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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위원장 공동 인사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한일관계사 쟁점 분야에 대하여 한일 양국 학자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학설 및 역사인식에 대한 공통점을 도출하고, 차이점을 파악하여 상호이해

를 심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발족했다. 

제 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한일정상 간 합의로 2002년 5월부터 2005년 3월까

지 활동하 던 것에 이어, 제2기 위원회는 2007년 6월에 발족해 2년 6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 다.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그동안 4개 분과로 나뉘어 양국이 합의한 24개의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 다. 제2기 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12~17차에 걸

친 합동회의와 5차례의 전체회의,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많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진

지한 역사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분과별로 정리하여 논문집의 형태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

회의 공동연구보고서를 내게 되었다.

이 공동연구보고서의 간행을 통해서 이제 한일양국의 학자들은 진지한 역사대화의 첫 

장을 써나가기 시작했다. 이 공동연구보고서에는 양국의 연구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본 

내용과, 동시에 양국 연구자 사이에서 입장의 차이가 드러나는 논문들도 수록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동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논문 및 논평들은 역사의 진실에 접근해 

가려던 노력의 공통된 표현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우리의 이 노력에는 자라나는 후세들

에게 정확한 역사와 다양한 역사이해의 올바른 방법을 전해주고자 하는 공통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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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담겨진 연구성과가 결코 만족스럽거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양국의 역사교과서 집필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우선 기대한

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의 연구성과들은 향후 한일관계사 연구에도 적지 않은 보탬

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한일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

로 하여 공동의 번 을 기약하는 미래의 학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09년 11월 28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 위원장             조  광(趙  珖)

일본측 위원장   도리우미 야스시(鳥海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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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위원장 서문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하여 선사시대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긴 하게 

교류해온 국가 다. 이 교류의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의 역사에서 중첩되거나 공유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났다. 상호 역사에서 공유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 해석의 

다양성이 배태(胚胎)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다양성에 대해서는 상호 충분한 인정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물론 역사학의 오랜 전통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해석만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해석

에 앞서 사실에 대한 규명작업이 먼저 요청되기도 한다. 그런데 인접국의 역사에서는 비

록 전문적 연구자의 견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간혹 공유･중첩된 역사적 사실의 존재 자

체마저 부인되거나 왜곡 설명되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되었다. 

인접국의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국제평화와 상호이해에 걸림돌이 되기

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설립된 유네스코는 이미 1947년부터 각국의 역사와 지리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이 국제이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파악하고서 상호 협

의를 통해서 이를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여러 나라의 학자

와 교육 전문가들도 이에 뜻을 같이하며 기꺼이 공동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일 양국의 경우에도 일찍부터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1965년 

이래 최근까지 유네스코 양국 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차례 전개되기도 했다. 또한 1983년 이후 한일문화교류기금과 일한문화교류기금 등에

서는 상호간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학

술적 연구를 주관하기도 했다. 

특히 1982년 이후 한일 간에 역사문제가 상호 분쟁의 차원으로까지 전개되어 나갔다. 

이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여러 학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력

했고, 양국의 양식 있는 인사들도 분쟁의 해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간에 전개된 이

와 같은 노력들은 양국 사이에 전개된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한 본격적 노력의 필요성

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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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건대, ‘역사분쟁’은 한일 양국의 우의와 상호관계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

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정부도 이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한 본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2001년도에 일본의 특정 출판사에서 

간행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간의 역사분쟁은 더욱 심화되는 경

향마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던 양국 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2002년 한일역사공동

연구위원회가 공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양국의 역사 서술에서 드러나는 

상호간의 차이점 가운데 19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갔다. 이

는 한일 양국 정부의 공식적 지원 아래 역사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된 첫 번째의 연구

위원회 다. 이 위원회는 2005년에 종료되어 연구결과 보고서를 간행하 다.

그러나 단기간에 그쳐 양국 간의 역사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동연구로서는 부족했다. 

그러므로 양국의 정상들은 다시 한일 간의 역사문제와 관련된 공동연구의 지속에 합의

하게 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서 2007년에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회가 출범하여 2009년 

말까지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 지으며, 이제 그 공동연구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간행

하게 되었다.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공동연구 작업 과정에서도 한일 양국의 연구위원들

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해당 분야에 관한 자신의 전문지

식을 충분히 발휘하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양국의 역사학계에

서 축적해 온 연구 성과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그리고 한일 간에 

이견이 있었던 일부 문제에 대해서 연구위원들은 공동인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일반적

으로 말하여, 역사대화는 결코 단시간의 작업에 그치는 일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전개될 

때 그 실제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역사대화는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역사대화는 그 결과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육현장

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양국 국민 상호간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데에 일조해

야 한다.

또한 역사대화는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가 전제되고 상대방의 연구성과를 경청하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가 갖추어 질 때 성공적인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례를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대화,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대화 등에서 충분히 확

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이들이 전개하고 있던 역사대화를 목도하면서, 특히 역사 앞에서 

겸허하고자 하는 그들의 성숙된 자세에 탄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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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베트남과 프랑스,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말레이시아와 국 간의 역사대화 

과정에서 그 역사가 가지고 있던 역동성에 대한 상호인정과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에 대

한 진지한 반성의 장면에 감명 받은 바 있었다. 역사대화의 구체적 성과는 이미 현대사

에 관한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역사교과서인 “1945년 이후 유럽과 세계”를 통해서 확인

되기 시작했고,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그 대화의 성과가 이어서 나타나고 있다.  

공동 역사교과서의 간행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공동 확인 및 확인된 사실에 대한 공

통의 해석과 평가가 주류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장기간에 걸친 성실

한 역사대화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21세기는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한 역사대화의 시대이며, 그 대화의 구체

적 성과를 향유하며 상호이해와 우의를 다져나가는 시대라고 생각한 바 있다. 

이제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자들도 대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다.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위원들은 역사대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당해 냈다. 우리가 

이룬 대화의 성과들은 이 공동보고서에 결집되어 공표되었다. 이 공동보고서가 역사연

구자와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자 그리고 한일 양국의 우의와 친선을 소중히 여길 여

러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은 이를 다행스럽

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작업은 한일 양국이 역사대화를 지속하는 데에 하

나의 밑돌을 더하게 되기를 바란다.

2009년 11월  28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 위원장  조  광(趙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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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위원장 서문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1년 10월 15일의 일한 정상회담의 합의에 의해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역사사실과 역사인식에 관한 상호이해를 촉진할 것” 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2년 5월 제1기 연구위원회(전체회의)가 개최되었고 

2005년 3월의 제6회 전체회의로 일단 종료된 후, 그 연구성과로서 2005년 6월 1일 일한

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연구결과보고서가 공간(公刊)되었다. 그 사이인 2004년 12월 

17일 일한 정상회담 때 양국 수뇌 간에 역사공동연구를 계속하기로 합의되었다.

제2기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상기의 합의에 의거해서 제1기 위원회의 공동연구 

성과를 계승해 2007년 4월 27일 양국 위원장 회담, 같은 해 6월 23일의 제1회 전체회의

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어 2009년 11월 28일의 제5회 전체회의에서 가보고서를 교환, 양

국 지원위원회에 제출, 동 보고서의 공간(公刊)(2010년 3월 예정)으로 종료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역사공동연구를 지원해 주신 일한 양국의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

한다. 

제2기 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의 제1분과(고대사), 제2분과(중세 근세사), 제3분과(근현

대사)에 새롭게 교과서 소그룹을 더해 3개 분과, 1개 그룹으로 구성되었고, 각 분과, 그

룹마다 합계 십 수 회에 이르는 연구회, 보고회를 통해서 양국의 위원, 연구협력자가 열

정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토론을 전개했다. 그 성과는 제2기 일한역사공동연구보고서

에 집약되어 있다. 

두말할 것 없이 역사에 반드시 ‘유일한 올바른 이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역사사상(歷史事象)에 대해서 국가, 지역, 민족, 여러 집단, 그리고 개인 사이에도 다양한 

이해, 해석, 평가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 공동연구에 있어서는 그러한 역사사상

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과 정확한 역사사실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이해, 해

석, 평가 등에 대해서도 그 차이점은 차이점으로서 서로 인정하고 그 다른 까닭을 곰곰

이 검토하는 것을 통해 충분히 역사의 상호이해를 깊이하려는 노력을 거듭했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걸쳐서 세계의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역사의 상호이해를 

깊이하고 혹은 역사를 재검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나 자신, 197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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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약 30년에 걸쳐서 그러한 많은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제

국(諸國), 중국, 동남아시아 제국(諸國) 등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 고 때로

는 스스로 상식이라고 이해했었던 역사의식을 크게 바꾸는 새로운 역사이해에 눈을 뜬 

경험도 있다.   

특히, 21세기 초에 본, 얄타,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열린 유럽 현대사 교육회의에 참

석했을 때, 1990년대의 소련 붕괴 이후 지금까지 비공개 던 많은 귀중한 1차 사료가 

발견･공개되어 역사사실이 잇달아 밝혀지고 동시에 동유럽과 구소련 내의 제국(諸國)에

서 근현대사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상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서술하지는 않겠지만, 이 회의를 통해서 역사에는 서로 다른 다

양한 관점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정치문제, 외교문제와 연결되어 예상 밖의 대

립, 알력을 만들어내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특정 역사관에 입각하여 

‘유일한 올바른 역사’를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서 가능한 다각적으로 역

사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에 솔직히 귀를 기울이고, 서로 향을 끼친다고 

하는 상호작용(interplay of views)을 존중하는 그러한 기본자세를 엿볼 수 있었던 것은 나

로서는 감명 깊은 경험이었다. 

이후, 일한역사공동연구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역사상호이해를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가 한층 유효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나 자신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가능한 일국사, 일민족사를 넘는 넓은 관점에서 국제관계(교류)사, 지역사, 비

교사 등을 대담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애초부터 국가사, 민족사 입장에 선 역사연구,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역사연구, 역사교육에 있어서 

배외주의적 경향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그러한 구조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분야도 결

코 적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국제관계를 취할 경우에 외교, 전쟁, 정치 등의 분야에 더하여 사회, 문화, 

생활과 그 교류 등이라는 ‘역사의 인간적 측면’에도 충분히 눈을 돌려야만 할 것이다. 

외교, 전쟁, 정치 등의 분야의 중요성은 논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이 관계사의 전부가 

아닌 것은 말 할 필요도 없다.

세 번째, 국제적인 역사공동연구는 이른바, 다원적 중층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양국 정부사이의 합의에 의한 일한역사공동연구가 큰 의의를 가졌다는 것은 설

명할 것도 없지만, 그것만으로는 양국 역사연구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최근의 학문

적 연구성과를 흡수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요즘, 일본 국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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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판되고 있는 역사교과서는 40종류 이상이 되고, 그 집필자는 적어도 200명 이상에 

달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공권력이 특정의 역사관을 교과서 집필자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다수의 다양한 역사이해를 인식하

는 의미에서도 본 공동연구와 동시 병행적으로 민간 수준에서 역사가, 역사교육가 등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이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일한 양국이 가능한 한 폭넓게 역사사료를 공개하고 자유로운 상호이용, 

열람이 가능한 조건을 정비해야만 할 것이다. 요즘 일본에서는 모든 중학교 역사교과서

(사회과의 역사적 분야)의 근현대사 대외관계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한국어, 어, 중국

어 역(譯)을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역사교육에서 국제적인 

역사 상호이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번 제2기 일한역사공동연구의 성과가 이후 일한 양국민, 특히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역사 상호이해를 진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싶다.

2009년 11월 28일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

일본측 위원장  도리우미 야스시(鳥海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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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 원회 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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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및 공동연구자･연구협력자 명단

한 국 측

연구위원

이 찬 희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 

정 재 정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김 도 형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정 진 성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현 명 철 경기고등학교 교사

신 주 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는 교과서위원회 한국측 간사)

공동연구자

연 민 수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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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측

연구위원(간사 이하 50음순)

후루타 히로시(古田博司) 筑波大學 大學院 人文社 科學硏究科 

國際公共政策 攻 敎授 ★

기무라 간(木村幹) 神戶大學 大學院 國際協力硏究科 敎授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 早稻田大學 國際敎養學術院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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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우치 마사유키(山内昌之) 東京大學 大學院 總合文化硏究科 敎授

야마무로 겐토쿠(山室建德) 帝京大學 理工學部 准敎授

(★는 교과서위원회 일본측 간사)

연구협력자(50음순)

이이무라 도모키(飯村友紀) 筑波大學 大學院 博士特別硏究員

이시다 마사하루(石田雅春) 廣島大學 文書館 助敎

이데 히로토(井手弘人) 長崎大學 敎育學部 准敎授 

이노우에 나오키(井上直樹) 京都府立大學 文學部 准敎授 

오타 히데하루(太田秀春) 鹿兒島國際大學 國際文化學部 准敎授

후쿠시마 히로유키(福嶋寛之) 福岡大學 人文學部 歷史學科 任講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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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노 에이지 동아시아 세계와 文祿･慶長의 役

－朝鮮･琉球･日本에 있어서 対明外交 禮의 관점에서－

스카와 히데노리 17~18세기의 동아시아 세계와 한일관계

－글로벌 히스토리와의 접속－

제2부 좌담회 토론문

제3부 연구사편

모리히라 마사히코 10세기∼13세기 전반 麗日關係史의 諸問題

－일본에서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나카다 미노루 일본에서의 왜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아라키 가즈노리 16세기 日朝交流史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나카노 히토시  文祿･慶長의 役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야마구치 가요 日本에 있어서 왜관 연구의 동향

제4부 사료해제집

사에키 고지･스카와 히데노리･구와노 에이지 편

중세･근세 일한관계 사료해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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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제3분과편)

한국측 간행사

일본측 간행사

제3분과 공동연구 활동 보고

제1부 한일 근대국민국가의 수립과정과 상호관계

제1장 주권과 독립

주진오 19세기 말 조선의 자주와 독립

비평문(하라다 다마키), 집필자 답변

하라다 다마키 大韓國國制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대한제국의 국가로서의 존재방식－

비평문(주진오), 집필자 답변

제2장 권력과 국민

조성윤 개항 초기 서울 지역 민중의 근대적 국민의식 형성과정과 

반일의식

비평문(하라다 다마키), 집필자 답변

쓰키아시 다쓰히코 근대 조선의 국민국가 창출과 입헌군주제론

비평문(주진오), 집필자 답변

제2부 일제 식민지기 조선과 일본의 사회변동

제1장 지배체제와 이데올로기

류승렬 일제하 조선통치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 조작과 강제

비평문(아리마 마나부), 집필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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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모토 마키코 조선총독부 관료의 민족구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민족문제와 민족격차의 내포－

비평문(류승렬), 집필자 답변

제2장 근대화

정태헌 식민지자본주의의 실체와 역사적 성격

비평문(아리마 마나부), 집필자 답변

야마다 간토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화와 일본어 교육

비평문(류승렬), 집필자 답변

제3장 전시체제

정혜경 송출과정을 중심으로 본 전시체제기 조선인 국외노무동원의 

성격

비평문(아리마 마나부), 집필자 답변

아리마 마나부 1930∼40년대 일본의 문화표상 속 ‘朝鮮人’

－ 상사료를 실마리로－

비평문(류승렬), 집필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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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제3분과편)

한국측 간행사

일본측 간행사

제3분과 공동연구 활동 보고

제3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일관계의 형성과 변화

제1장 경제

허 란 해방 이후 식민지 법률의 정리와 탈식민화

－‘구법령’정리 사업과 시장 관계 법령의 개편을 중심으로－

비평문(오니시 유타카), 집필자 답변

요시오카 히데미 일한 경제관계의 신 전개

－2000년대의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비평문(이석우), 집필자 답변

제2장 외교

이석우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리고 

한일 외교관계의 구축

비평문(오니시 유타카), 집필자 답변

기미야 다다시 일한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의 청구권 문제 재고

비평문(이석우), 집필자 답변

제3장 대중문화

이성환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그리고 한일관계

비평문(하루키 이쿠미), 집필자 답변

야마나카 지에 ‘기껏해야 만화’를 통해서 보이는 일한 사회는

비평문(이석우), 집필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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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사람의 이동과 여성

제1장 사람의 이동의 한일상호비교

하종문 일본 본토 거주 조선인의 생활과 ‘동원’

비평문(오니시 유타카)

오니시 유타카 제국의 형성･해체와 주민관리

비평문(하종문), 집필자 답변

제2장 여성의 사회진출의 한일상호비교

양현아 식민지 시기 한국가족법을 통해 본 가부장제의 국가제도화와 

‘관습’ 문제

비평문(하루키 이쿠미)

하루키 이쿠미 근대 일본과 조선의 良妻賢母主義

비평문(하종문), 집필자 답변

자료집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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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교과서위원회편)

교과서위원회 공동보고서 발간에 붙여

교과서위원회 공동연구 활동 보고

제1부  이념

<교과서와 근대･근대성>

정재정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그려진 근대의 肖像

－‘15년 전쟁’과 ‘식민지 조선’－

비평문(야마우치 마사유키), 집필자 답변

정진성 한일 근대사 서술의 젠더 편향성 비교연구

비평문(나가시마 히로키), 집필자 답변

야마우치 마사유키 근대 일본의 동아시아 共通文化論의 궤적

･후루타 히로시 －아시아주의와 세계사 교과서－

비평문(정재정)

제2부  제도･편찬

<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이찬희 한일 역사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비평문(야마무로 겐토쿠), 집필자 답변

야마무로 겐토쿠 교과서 편찬으로 본 역사교육

－일본의 국정교과서와 전후 검정 교과서의 경우－

비평문(이찬희), 집필자 답변

나가시마 히로키 朝鮮總督府 學務局에 의한 역사교과서 편찬과 ‘國史/朝鮮史’ 

교육－ 田省吾로부터 中村榮孝 그리고 申奭鎬로－

비평문(정진성), 집필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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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문제의 史的 전개>

신주백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의 사적전개

－1982년과 2001년도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비평문(나가시마 히로키), 집필자 답변

이데 히로토 전후 일한의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교육정책･교육학의 여러

･후쿠시마 히로유키 모습

･이시다 마사하루 비평문(신주백), 집필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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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교과서위원회편)

교과서위원회 공동보고서 발간에 붙여

교과서위원회 공동연구 활동 보고

제3부  기술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

현명철 일본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비평문(야마무로 겐토쿠)

오타 히데하루 전근대의 일한관계와 대외전쟁

－‘朝鮮의 役’의 제문제－

비평문(현명철), 집필자 답변

<교과서에 나타난 근대법 질서와 국가>

김도형 韓日 歷史敎科書의 ‘近代 韓日關係와 條約’ 서술

비평문(기무라 간), 집필자 답변

기무라 간 일한 양국의 역사관과 근대 그리고 근대적 법질서

비평문(김도형), 집필자 답변

<교과서에 나타난 현대･현대사>

신주백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현대･현대사 서술의 변화

(1945년~현재)

비평문(시게무라 도시미쓰)

시게무라 도시미쓰 일한 상호 오리엔탈리즘의 극복

･이이무라 도모키 －현대사 기술방식 분석－

비평문(신주백), 집필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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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민족운동>

연민수 日本歷史敎科書의 古代史 서술체계와 民族･天皇問題

비평문(기무라 간), 집필자 답변

이노우에 나오키 한국･일본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기술

－문제점과 변천－

비평문(이찬희), 집필자 답변





교과서위원회 공동보고서 발간에 붙여  1

교과서위원회 공동보고서 발간에 붙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지리적, 문화적으로 매우 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런 한일 관계를 흔히 “가깝고도 먼나라”라고 표현하듯이 양국 사이

에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할 때도 있었고, 그 한편에 식민지 지배나 전쟁이라는 불행

한 시대도 경험하 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양국 사이에 역사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 

이른바 “교과서 파동”이라는 일이 일어난 지도 오래 되었다.  

이러한 역사 논쟁을 해결하고 미래 지향의 역사 교육을 위해 한일 양국은 2001년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하 다. 제1기의 활동에 이어 2007년 6월에 제2기가 발

족하면서 한일 양국의 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교과서위원회(소그룹)를 새롭게 설치하

다. 본 교과서위원회에서는 다면적인 교류를 축으로 한 한국사와 일본사와의 연결을 중

심으로 생각하면서, 교과서의 서술에 나타난 양국의 역사에 관한 상호 이미지나 평가를 

허심탄회하게 비교 검토해 왔다. 

그리하여 2009년 11월 7일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합동회의에서의 솔직한 의견 교환

과 논의를 최종적인 토대로 하여 본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교과서위원회는 양국에서 각각 6명, 모두 12명의 위원이 참가하 다. 한국측은 이찬

희(한국교육개발원), 정재정(서울시립대), 김도형(연세대학교), 정진성(서울대학교), 현명

철(경기고등학교), 신주백(연세대학교), 일본측은 후루타 히로시(筑波大學), 야마우치 마

사유키(東京大學), 시게무라 도시미쓰(早稻田大學),  야마무로 겐토쿠(帝京大學), 기무라 

간(神戶大學), 나가시마 히로키(佐賀大學) 위원 등이다. 

처음으로 설치된 분과 기 때문에 공동연구의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분

과 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당초에는 다

른 분과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교과서의 내용은 다루지 말고 교과서 이념과 편찬, 제

도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혹은 교과서 내용만을 다루는 것이 공동연구위

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하여 무려 6개월이나 되는 논의를 통

해 연구 활동의 주제를 한일 역사교과서의 이념, 교과서의 편찬 제도, 교과서 기술 방식 

등의 항목으로 정하게 되었다.



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

･이념 - 교과서와 근대･근대성

･편찬 - 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 교과서 문제의 史的 전개

･기술 -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

    - 교과서에 나타난 근대법 질서와 국가

    - 교과서에 나타난 현대･현대사

   -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민족운동

이렇게 정해진 개별 주제에 따라 평균하면 2개월에 1회씩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공

동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표된 내용에 대해 차분히 토론을 하 다. 

공동연구는 위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위원이 담당하기가 곤란한 주제에 대해

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공동연구자(연구협력자)로 위촉하여 발표하도록 하 다. 이 

같은 형태로 참여한 사람은 일본측은 이이무라 도모키(筑波大學), 이시다 마사하루(廣島

大學), 이데 히로토(長崎大學), 이노우에 나오키(京都府立大學), 오타 히데하루(鹿兒島國

際大學), 후쿠시마 히로유키(福岡大學), 한국측에는 연민수(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여러분

이었다.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발표에서 우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한일간의 역사 인식의 차이

를 확인하 고, 때로는 공동연구를 통해 역사인식을 공유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도 보았다. 물론 활동 중간에 한동안 합동회의를 열지 못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하여 서로 양보하기도 하 다. 본 공동 보고서는 이런 과정

을 통해서 출판되었다.

이 공동연구의 최종단계는 우연히 한일 쌍방에 있어서의 신정권의 성립과도 겹쳤다. 

2009년 10월 9일에 한일 양국의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다

음과 같이 말했다. “본인은 하토야마 총리가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진정성과 열린 마

음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높

게 평가하며, 두 정상은 앞으로 ‘가깝고도 가까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긴 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것에 일치했다.”

이에 대하여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은 다음과 같이 말하 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여

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신정권은 역사를 똑바로 직시할 용기를 가진 정권이다. 단, 무엇

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적인 유예가 필요하다. 미래지향으로 일한 관계



교과서위원회 공동보고서 발간에 붙여  3

를 양호하게 발전시켜 가는 것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와 평화에 있어서도 중

요하며,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다.”

‘가깝고도 가까운’ 한일관계의 기초를 만드는 것은 우리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교과

서위원회 위원들의 사명이었다. 다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역사공동연구이라도 ‘무엇

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점에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양국 정상의 뜻과도 연

결되는 한일역사공동연구 특히, 양국 교과서의 비교 검토와 연구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

다도 역사 사실의 해석에 있어서의 솔직함과 공평성이었다. 교과서위원회의 한국과 일본

의 학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서로 겸허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공동연구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나 세계의 문맥으로 

양국의 역사를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를 한 것이다. 이러한 넓은 시야는 2009년 10

월 9일의 한일 양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의 정신과도 통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의 한일역

사공동연구에 어울리는 성과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본 보고서의 작성을 목표로 한일 양국이 모두 거의 중요 분야를 망라하

는 연구자가 모이게 되었다. 이 정도의 멤버가 한일 쌍방에서 같은 주제로 논문을 집필

하고 쌍방의 교과서 인식을 이해하면서 솔직하게 논의한 것은, 일찍이 없는 귀중한 경험

이며 유익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굳이 말하자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의 존중

이야말로 교과서위원회에 있어서의 한일역사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기본 조건이 되었다

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이 정신에 입각한 본 보고서는 불충분하지만 햇수로 3년간에 

걸친 한일 양국 전문가에 의한 노력의 증거다. 독자 제현께서 우리들의 微衷을 짐작해주

시면 다행이겠다. 

2009년 11월 28일

교과서위원회 한일 양국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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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위원회 공동연구 활동 보고

2007년

6월 23일 제1차 합동분과회의(東京･뉴오타니호텔, 제1회 전체회의 동시 개최) 

한국측 연구위원 : 이찬희, 정재정, 김도형, 정진성, 현명철, 신주백

일본측 연구위원 : 古田博司, 山內昌之, 重村智計, 山室建德, 木村幹, 永島廣紀

 9월 14일 제2차 합동분과회의（서울･연세대 상남경 관 회의실)

10월 13일 제3차 합동분과회의（東京･일한문화교류기금 회의실)

11월 24일 제4차 합동분과회의（서울･롯데호텔, 제2회 전체회의 동시 개최）

* 공동연구 주제 확정 - 교과서의 이념, 제도･편찬, 기술방식에 관한 8주제

2008년

 1월 12일 제5차 합동분과회의（鹿兒島･城山관광호텔)

(발표자)

이찬희  한일중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및 운용실태 연구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木村幹  왕궁이 소멸되는 날－근대에 있어서 조선의 왕권－

 5월 31일 제6차 합동분과회의 (제주･서귀포KAL호텔)

(발표자)

현명철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 기술의 변화

山室建德 일본에 있어서 국정 교과서 도입과 그 변천

신주백  한일 역사 교과서에 기술된 현대･현대사(1945~현재)

－상호 이미지 변화를 중심으로－

 6월 7일 제7차 합동분과회의 (東京･빌라폰테뉴 汐留, 제3회 전체회의 동시 개최)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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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島廣紀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의한 교과서 편찬과 ‘국사/조선사’ 교육 

10월 25일 제8차 합동분과회의 (札幌 ･北海道大學）

(발표자)

정재정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그려진 근대의 肖像

－‘15년전쟁’과 ‘식민지 조선’－

정진성 한일 근대사 서술의 젠더 편향성 비교연구

古田博司･山内昌之  일한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아시아문화권’ 론의 변천 

－어느 모던한 메타스토리의 종언－

11월 29일 제9차 합동분과회의 (서울･롯데호텔, 제4회 전체회의 동시 개최)

(발표자)

박찬승 한일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민족문제와 민족운동

12월 19일 합동심포지움 개최 (東京･뉴오타니호텔)

2009년

 1월 10일 제10차 합동분과회의 (부산･해운대그랜드호텔)

(발표자)

김도형 한일역사교과서에 기술된 근대 한일관계와 조약

木村幹 일한역사학계에서의 ‘내재적 발전론’과 역사교과서 (재발표)

박삼헌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1980년대 일본의 대응 논리 

－‘임시교육심의회’ 설치 논리를 중심으로－

 4월 4일 제11차 합동분과회의 (오이타 유후인･山水館호텔)

(발표자)

井手弘人 한국 역사 교육의 변천을 개관한다 

－‘메타 인식’으로 대화하기 위하여－

井上直樹 한국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記事와 ‘국사’

太田秀春 전근대의 일한관계와 대외전쟁

－‘朝鮮의 役(임진왜란)’의 제문제－

 11월 7일 제12차 합동분과회의 (서울･롯데시티호텔)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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飯村友紀 한국 현행 교과서의 서술에 보이는 기본구조와 특징

－남북통일과 ‘세계화’ 그리고 ‘열린 민족주의’－

연민수 일본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民族･天皇問題

신주백  한일 역사 교과서 문제의 사적전개

福嶋寬之 교육투쟁의 논리－진보적 교육학자 무나카타 세이야(宗像誠也)의 

‘국민의 교육권’론을 중심으로－

石田雅春 戰後 日本에서의 교과서문제

11월 28일 제13회 합동분과회의 (서울･롯데호텔, 제5회 전체회의 동시 개최)

(발표자)

重村智計 일한상호 Orientalism의 극복(가논문)－현대사 기술 방식 분석－

12월 19~20일  한일합동비평회 개최(東京･일한문화교류기금 회의실)

  (본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각국의 독자적인 활동이 있었다.)



제1부 이념

<교과서와 근대･근대성>

정재정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그려진 근대의 肖像

－‘15년 전쟁’과 ‘식민지 조선’－

비평문(야마우치 마사유키), 집필자 답변

정진성 한일 근대사 서술의 젠더 편향성 비교연구

비평문(나가시마 히로키), 집필자 답변

아마우치 마사유키･후루타 히로시

근대 일본의 동아시아 共通文化論의 궤적

－아시아주의와 세계사 교과서－

비평문(정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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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그려진 

근대의 肖像

－‘15년 전쟁’과 ‘식민지 조선’－

정 재 정

Ⅰ. 머리말

Ⅱ. ‘15년 전쟁’의 경과와 講和

Ⅲ. ‘식민지 조선’의 戰時狀況과 항일민족운동

Ⅳ. 맺음말－역사인식의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Ⅰ. 머리말

일본은 1910년 8월에 한국을 병합하여 1945년 8월까지 35년 동안 식민지로 지배했다. 

이 시기는 한국사에서 흔히 ‘日帝下의 民族受難期’ 또는 ‘抗日民族解放運動期’라고 불리

는데,1) 최근의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이민족의 지배 아래서도 근대민족국가의 수립을 

위해 줄기차게 反帝國主義鬪爭을 전개하는 한편, 근대문명을 수용하는 데도 매우 적극

적으로 나섰던 ‘식민지 근대’의 시기로도 평가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만주사변(1931.9)

에서 시작하여 중일전쟁(1937.7)과 아시아･태평양전쟁(1941.12)을 거쳐 일본의 패망

(1945.8)에 이르는 ‘15년 전쟁’2)은 戰時 總動員體制 아래 ‘식민지 조선’에서 이른바 ‘식

민지 근대’의 현상이 집중적으로 釀成된 시기로 보고 있다.3) 

1) 한국의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008.3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일제하 35년’

을 ‘민족의 수난’과 ‘독립전쟁의 전개’를 두 기둥으로 삼아 기술하고 있다.

2) 이 논문에서는 세 단계의 전쟁이 아무 관계없이 따로따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 內的 연관을 

가지고 발생한 一連의 전쟁이라는 뜻에서 ‘15년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개념은 다

음의 책에서 시사를 받았다. 江口圭一, 1991 ≪十五年戰争 史≫ (青木書店)

3) ‘식민지 근대’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의 최근의 연구와 논쟁에 대해서는 먼저 다음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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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배자인 한국인과 지배자인 일본인은 전쟁을 매개로 하여 二人三脚의 복잡하고 위

태로운 관계로 얽혀 ‘15년 전쟁’을 함께 치 다. 이런 同床異夢의 관계 속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은 일정 부분에서나마 전쟁이라는 경험을 공유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

국인과 일본인이 전쟁에 참가한 사정이나 종전 이후 걸어온 道程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나라가 전쟁 경험을 공유했으면서도 그것을 기억하고 해석하는 태도는 전혀 다르다. 

더구나 두 나라의 역사교과서는 자국중심의 현재적 관점에서 ‘15년 전쟁’과 ‘식민지 조

선’을 기술하기 때문에 경험의 공유에 대한 기억은 거의 사라지고 그 차이만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15년 전쟁’과 ‘식민지 조선’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분열된 이해는 때때로 현실관계에

서도 갈등을 촉발했다. 한국정부는 2001년과 2005년에 일본정부가 ‘15년 전쟁’을 국위

의 선양으로 묘사한 중학교의 ‘새 역사교과서’를 검정에 합격시키고, 泉純一郞 총리대

신이 ‘15년 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靖國神社를 참배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은 한국의 항의에 당혹해 하면서도, 두 나라 사이에 역사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는 원론적 자세를 견지하 다. 그리하여 한일 양국은 한 동안 정상회의를 열지 않을 만

큼 냉랭한 관계에 빠졌다.4) 

한국과 일본이 근린 국가로서 평화와 共榮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15년 전쟁’

과 ‘식민지 조선’에 대한 분열된 역사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나라의 

역사교과서가 상호이해의 방향에서 ‘15년 전쟁’과 ‘식민지 조선’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역사인식 형성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공통의 역사인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나라의 역사교과서가 

‘15년 전쟁’과 ‘식민지 조선’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과 일본이 ‘15년 전쟁’과 ‘식민지 조선’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역사관을 후세에 가르치고, 또 한국과 일본이 전쟁의 평가와 책임을 둘러싸고 왜 아직도 

대립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5) 

정재정, 2008 <한국근대와 식민지 근대성론>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제3판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 권태억, 2000 <근대화･동화･식민지 유산> ≪한국사연구≫ 

108 (한국사연구회) ; 김철･박지향･이 훈 엮음, 2006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2 (책세상) ; 

윤해동･천정환･허수･황병주･이용기･윤대석 엮음, 2006 ≪근대를 다시 읽는다 1･2－한국 근대 인

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 (역사비평사)

4) 정재정, 2007 <韓日의 歷史葛藤과 歷史 話－和解와 相生의 歷史認識을 향하여> ≪史學硏究≫ 

88 (韓國史學 )

5) 이 논문은 미국 Stanford University의 The Walter H.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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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15

년 전쟁’과 ‘식민지 조선’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상호 비교

의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검토하겠다.6)

그런데 두 나라 역사교과서의 특징을 미리 말하면,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15년 전쟁’

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대신에, 전쟁시기의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기술했다. 반면에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15년 전쟁’의 경과에 대해 대단히 

자세하게 기술한 대신에, ‘식민지 조선’의 실상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언급했다. 그

러므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조목조목 비교 검토하는 데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경우에 따라 ‘15년 전쟁’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언급

하는 한편,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을 양해해 

국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심포지엄(<기억의 차이와 화해, Divided Memories and 

Reconciliation>, 2008년 9월 29일, 서울)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교과서 분과회의(2008년 10월 

24일, 삿포로)에서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그려진 근대의 肖像－‘15년 전쟁’과 ‘식

민지 조선’>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두 회의에서 拙稿에 대해 助 과 批評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6) 이 논문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3종류이다. ①국사편찬위원

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07 ≪고등학교 국사≫ (교학사) ②김한종 외, 2005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③오금성 외, ≪고등학교 세계사≫ (금성출판사) ④국사편찬위원회 국

정도서편찬위원회, 2008 ≪중학교 국사≫ (주 두산)

  ①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로 전근대사(19세기 중반 이전)를 위주로 하여 

구성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전국의 고등학생이 모두 필수로 배워야하는 

유일본이다. 내용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역으로 나뉘어 있어서 역사의 흐름을 종합하여 파

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②는 고등학교 2~3학년의 학생이 選擇하여 배울 수 있는 검인정 교

과서인데, 19세기 중반 이후의 한국사를 通史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시장

에서 54%의 채택률을 기록하고 있다. ③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세계사 

교과서인데, 채택률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④는 중학교 2~3학년에서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

로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通史로 구성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전국의 

중학생이 모두 필수로 배워야하는 유일본이다. 

  한편 한국의 역사교과서와 비교의 대상이 된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東京書籍의 2003 

≪日本史 B≫ (⑤), 山川出版社의 2005 ≪詳說世界史≫ (⑥),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東京書籍의 

2008 ≪新編 新しい歴史≫ (⑦), 扶桑社의 2008 ≪新編 新しい歴史敎科書≫ (⑧)이다. ⑤는 中道의 

시각에서 일본사를 기술한 교과서이고, ⑥과 ⑦은 해당 분야의 교과서 중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

고 있다. ⑧은 근린 제국과의 관계사를 기술한 부분에서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과도하게 표출되어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위와 같은 역사교과서를 서로 비교해보면 한국

과 일본의 역사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본문에서 위의 역사교

과서들을 인용할 때는 번호로써 書誌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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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바란다. 이 논문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기술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Ⅱ. ‘15년 전쟁’의 경과와 講和

1. 滿洲事變과 滿洲國

한국의 자국사 교과서에는 이상할 정도로 만주사변과 만주국에 관한 기술이 거의 없

다. ≪고등학교 국사≫는 ‘일제의 만주 침략’(① 121쪽)이라고 표현하고, ≪고등학교 한

국근･현대사≫는 ‘만주사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렇지만 두 교과서는 만주사변이 

무엇이고, 왜 발발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만주국이 성립했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사 교과서는 오로지 ‘항일민족운동’이나 ‘무장독립전쟁의 근거지’

라는 시각에서 ‘만주’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도 이와 마찬가

지이다.

반면에 한국의 ≪고등학교 세계사≫는 만주사변과 만주국에 대해,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 북동부를 점거한 뒤 괴뢰정권(만주국)을 세웠다(1931)고 기술했다(③ 275

쪽). 여기에서도 만주사변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만 만

주사변의 결과 중국 동북부에 만주국이라는 꼭두각시 국가가 출현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도록 기술했다.

만주사변과 그 귀결로써 출현한 만주국은 식민지 조선의 운명과도 접히 관련되어 

있다. 만주사변 때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국경을 넘어 만주로 진격했다. 그리

고 이듬해 수립된 만주국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무언가 꿈을 실현할 수 있

는 기회의 땅으로 비쳐졌다.7) 식민지 조선에서는 이 新天地로 이주하는 사람이 줄을 이

었다. 그들 중에는 몰락한 농민도 있었고, 한몫 잡으려는 야심가도 있었고, 독립운동을 

꿈꾸는 志士도 있었다. 

7) 한석정, 2007 ≪개정판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 1936≫ (동아대학교 출

판부) ; 김재용, 2006 <일제말 한국인의 만주인식－만주 및 ‘만주국’을 재현한 한국 문학을 중심

으로> ≪北方史論叢≫ 12 (고구려연구재단) ; 김철, 2002 <몰락하는 신생－‘만주’의 꿈과 <농

군>의 오독> ≪상허학보≫ 9 (깊은 샘)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그려진 근대의 肖像  13

만주사변 당시 만주에는 이미 63만 여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는데, 만주국이 패망

할 당시에는 그 수가 170만여 명에 달했다.8) 한국인이 만주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던 것은 이런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역사학계는 20세기의 만주에 대해 별로 연구하지 

않았다. 만주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곳에서 전개된 한국인의 항일민족운동을 해명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滿洲學 가 창립되어 만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리하여 만주의 인구이동과 도시발달 등에 대한 全貌가 어

느 정도 밝혀지게 되었다.9) 앞으로 역사교과서는 이런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야 할 것이다. 만주가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민족운동의 터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국의 역사교과서가 만주사변과 만주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한편 일본의 자국사 교과서는 <만주사변과 정당정치의 후퇴>라는 절에서 9쪽에 걸

쳐 만주사변 전후의 국내외 정세를 자세히 기술했다. 곧 일본군의 중국 진출과 국가개조

운동, 만주사변의 발생과 정당내각의 붕괴,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서의 탈퇴와 군

부의 쿠데타, 유럽의 정세와 日･獨･伊 삼국의 제휴, 학문･사상의 억압과 민심의 동향 등

이 기술되어 있다 (⑤ 327~336쪽). 반면에 식민지 조선의 사정이나 만주에서의 항일운

동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東京書籍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중국침략>이라는 절 속에 <滿洲事變>이

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만주사변, 만주국 수립, 5･15사건, 국제연맹 탈퇴 등에 대해 1페

이지를 기술했다(⑦ 186쪽).10) 扶桑社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만주사변>이라는 절에

서 <만주사변 前夜의 만주>, <만주사변으로부터 만주국의 건국으로>, <만주사변을 

세계는 어떻게 보았는가>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2쪽이나 기술했다(⑧ 196~197쪽).11) ⑦

8) 고구려역사재단 편, 2005 ≪만주－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9) 만주학회는 1998년 2월에 창립되었는데, 1년 2회 ≪만주연구≫라는 학술잡지를 간행하고 있다. 동 

학회 회원의 주요 업적으로는 김경일 등, 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20세기 전반 만주

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Korean Diaspora in Manchurian Citie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등을 참조할 것.

10) 東京書籍이 간행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 논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정재정, 2003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개편과 한국사관련 서술의 변화－東京

書籍 간행 新 교과서의 比를 중심으로－> ≪史學硏究≫ 69 (韓國史學 )

11) 扶桑社가 간행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 논문으로서는 다음과 같

은 것이 있다. 정재정, 2001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나타난 韓國史觀의 특징> ≪한국독립운

동사연구≫ 1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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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본의 행위를 비판적 시각에서 기술한 반면, ⑧은 일본의 행동을 변명하는 방식으로 

기술했다.

일본의 세계사 교과서는 <만주사변･일중전쟁과 중국의 저항>이라는 항목(3쪽)을 설

정하여, 전쟁의 경과와 여파를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꽤 자세히 기술했다. 또 전쟁의 

와중에서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멈추고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일본에 대항했

다는 기술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남경학살사건에 대해서는 “남경 점령 때에는 다수

의 중국인을 살해하여 국제여론의 비난을 받았다”고 기술했다 (⑥ 304~311쪽).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사정에 대한 기술은 없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만주사변과 만주국에 대해 기술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

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일본제국이 치 한 전략을 세워 주체적으로 만주사변을 일으

키고 만주국을 수립해가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했다. 반면에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만주

사변이 일어나고 만주국이 수립되었다는 사실만을 언급했을 뿐, 그 과정에 대해서는 거

의 기술하지 않았다. 곧 한국 교과서는 ‘항일민족운동’의 관점에서 만주를 한두 번 언급

한다. 반면에 일본 교과서는 일본 세력의 팽창이라는 관점에서 만주사변과 만주국의 추

이를 국제정세와 관련시켜 자세히 설명한다. 만주사변과 만주국 수립에서 한국은 客體

이고 일본은 主體 기 때문에 두 나라의 역사교과서가 이렇게 다르게 기술한 것으로 보

인다. 한국과 일본의 학생이 만주사변과 만주국 수립에 대해 이렇게 다른 내용의 역사교

과서를 배우면, 서로 다른 역사지식과 역사인식을 갖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

중일전쟁의 발발에서부터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종결에 이르는 시기에 ‘식민지 조선’

에서는 전시동원체제가 형성되고 황국신민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 강도와 범

위는 전쟁의 추이에 따라 격화되고 확대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던 조선이 독립국가의 

자격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라는 구

실 아래 철저하게 전쟁에 동원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사회는 전쟁과 共鳴하면서 급격히 

변모해갔다. 국가총동원체제 아래 정치적으로는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개조하는 同化政

策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경제적으로는 兵站基地化政策의 파도를 타고 중화학공업 등이 

괄목하게 발전했으며, 문화적으로는 군국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일본풍의 문화가 구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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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침투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기

는 하지만, 식민지의 특성을 지닌 日本式의 근대문명이 급속히 확산되었다.12)

그런데 한국의 자국사 교과서는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추이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았다. 전쟁의 발발에 대해서만 몇 마디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고등학교 국

사≫는 중일전쟁에 대해서 <국내외 항일민족운동>이라는 항목 아래, “1937년에 일제

가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고만 기술했다 (① 121쪽). 또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이라

는 항목에서 중일전쟁을 암시하는 표현으로써, “일제는 1930년대 후반 이후 대륙 침략

을 본격화하면서”(① 323쪽) 라고 기술했다. 태평양전쟁에 대해서는 <전시총동원체제와 

식민지경제의 파탄>이라는 항목 아래, “1941년에 일제는 미국 해군기지가 있던 하와이

의 진주만을 기습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① 183쪽)라고 기술했다. 둘 다 전쟁의 

원인이나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항일민족운동이나 전시동원정책을 다루는 배경

으로 한두 마디 언급했을 뿐이다.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는 <조선을 침략 전쟁의 기지로 …>라는 항목에서 중

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기술했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켜(1937)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 다. 그리고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해군기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1941).’(② 160쪽).

간결하게 잘 정리한 문장이지만, 전쟁의 원인이나 경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중학교 국사≫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항목에서 “중･일 전쟁을 일으켜 중국 

대륙을 침략한 일제는 그 후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

다(1941). 나아가 일본군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 아시아 일대까지 침략하 다. 이 전쟁

을 수행하기 위해 일제는 전시 동원 체제를 발동하여 우리 민족을 전쟁터에 동원하

다”고 기술했다 (⑦ 261쪽). ≪고등학교 국사≫와 유사한 기술이다.

≪고등학교 세계사≫는 일본은 “화북으로 진출하여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시작하 으

며(1937), 이 과정에서 난징에서는 수십 만 명의 양민을 학살하기도 하 다(난징 대학

살)”(③ 275쪽)고 기술했다. 한국의 자국사 교과서가 난징 대학살에 대해 一 半句도 언

급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세계사 교과서는 조금 관심을 기울 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자국사 교과서는 항일 ‘무장독립전쟁’, 세계사 교과서는 ‘아시아･아프리카의 

12) 脚注 3)의 논고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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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국주의운동’을 다루는 곳에서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해 한두 마디 기

술했다. 한국의 민족운동은 두 전쟁의 추이와 접하게 連動하면서 전개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전쟁과 민족운동이 별로 상관없이 전개된 것처럼 기

술했다. 그 까닭은 한국의 역사학이 두 전쟁에 대해 거의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은 20세기 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를 전쟁에 몰아넣

은 사건인데다가, 그로 인해 이 지역의 국제질서가 완전히 뒤바뀌고, 연합국이 이 전쟁

에서 승리함으로써 한국도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다. 이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역사학이 

두 전쟁에 대해 좀 더 연구하고, 역사교과서가 두 전쟁에 대해 좀 더 많이 기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일본의 東京書籍 ≪日本史 B≫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따로 떼어서 아주 많

은 내용을 기술했다. <일중전면전쟁>이라는 절(3쪽의 분량)에서는 전쟁의 원인과 경과를 

상세히 언급했다. 남경대학살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했을 때 약 20만 명이라고

도 하는 군인･포로･비전투원을 살해함과 더불어, 약탈･방화･성폭력을 다수 일으켰다고 표

현했다 (④ 337~339). 반면에 식민지 조선에 관한 기술은 없다.

또 이 교과서는 <제2차 세계대전과 대일본제국의 붕괴>라는 장을 설정하여 아시아･

태평양전쟁에 대해 14쪽 가량이나 기술했다. 日･獨･伊 삼국동맹과 남진정책, 태평양전

쟁의 개전, 식민지･점령지 통치의 실태와 戰局의 악화, 패전과 국민생활 등의 내용이 들

어 있다. 이러한 기술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전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식민지 

조선’의 사정에 대해서는 創氏改名, 노동자의 强制連行, 慰安婦 동원 등을 기술했다 (④ 

342~355쪽).13) 

동경서적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日中全面戰爭>이라는 절의 아래 <일중전쟁의 발

발>,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전쟁>, <강화되는 통제경제> 등의 항목을 설정하여 2쪽

을 기술했다(⑦ 188~189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해서는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싸

움>이라는 절 아래 <동아시아에서의 움직임>, <태평양전쟁의 시작>, <총력전과 전

쟁의 장기화>, <전쟁의 희생> 등의 항목을 설정하여 2쪽을 기술하고(⑦ 192~193쪽), 

따로 <전쟁의 종결>이라는 절 아래 <독일･이탈리아의 항복>, <일본의 항복>이라는 

13) 현재 사용 중인 일본의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가 ‘15년 전쟁’ 시기의 한국 관련 사안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분석한 논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허동현, 2008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1931-1945)” 한국관련 서술의 분석－2007년도 검정 고교일본사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硏究≫ 30 (한일관계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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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설정하여 2쪽을 기술했다(⑦ 194~195쪽). 기술의 내용은 전쟁의 처참함을 보여

주는 것이 많다. 

扶桑社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중일전쟁에 대해 <日中戰爭>이라는 절에서 <2･26사

건>, <西安事件>, <盧溝橋事件에서 일중전쟁으로>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2쪽을 기술

했다(⑧ 198~199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해서는 <大東亞戰爭>이라는 절 아래 

<眞珠灣攻擊>, <暗轉하는 戰局>, <大東亞 議와 아시아 諸國>이라는 절 아래 <아시

아에 퍼져가는 독립에의 희망>, <대동아회의>, <아시아 제국과 일본>, <戰時下의 생

활>이라는 절 아래 <국민의 동원>, <공습의 피해>, <終戰外交와 일본의 패전>이라

는 절 아래 <얄타에서 포츠담까지>, <원폭 투하와 소련의 침공>, <聖斷 내리다> 등

의 항목을 설정하여 무려 8쪽이나 기술했다(⑧ 204~211). 기술의 논조도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마치 일본이 서양세력의 지배로부터 아시아 諸國을 해방하려고 일으킨 것처럼 

되어 있다. 전쟁의 호칭조차도 침략전쟁을 주도했던 ‘대일본제국’의 당국자가 羊頭狗肉

으로 내세웠던 ‘大東亞戰爭’이라는 명칭을 일부러 채용하고 있다.

일본의 山川出版社 ≪詳說世界史≫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에서 유럽의 전쟁

과 함께 태평양전쟁의 경과에 대해 8쪽 정도 기술했다. 식민지 조선에 관해서는 창씨개

명, 노동자의 강제연행, 징병제 실시 등을 간단히 언급했다(⑤ 311~318쪽).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기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교과서는 전시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의 교과서는 전쟁의 확대과정과 점령지의 사정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교과서의 기

술만을 본다면, 한국과 일본의 학생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추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

기는 어렵다. 더욱이 일본의 일부 교과서가 공공연히 ‘大東亞戰爭史觀’을 표방한다면 한

국과 일본의 역사화해는 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대를 걸어

본다면, 일본군이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주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일본의 패전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끝났다

(1945.8~9). 그렇지만 패전국 일본이 연합군의 점령에서 벗어나 주권(sovereignty)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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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체결 1951. 9.8, 발효 1952.4.28) 이후의 일이었다. 한반도

는 1945년 9월을 전후하여 미군과 軍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분할 점령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1948년 8월 15일 이남에 대한민국이, 같은 해 9월 9일 이북에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남북한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참가하지는 않

았지만, 이 조약이 만든 戰後體制 속에서 활로를 모색해나갔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평

화조약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事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등학교 국사≫는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종

결 이후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술하지 않았다. 이 점은 ≪

중학교 국사≫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고등학교 세계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는 미·소의 대립으로 연

합국과 패전국 사이의 전체적인 강화가 아닌 패전국과의 개별 강화로 이루어졌”고, 일본

은 샌프란시스코회의의 결정으로 1951년에 주권을 회복하 다고 기술했다(③ 288쪽). 

자국사 교과서보다는 진일보한 표현이다. 

한편, 일본의 東京書籍 ≪日本史 B≫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일미안보체제>라

는 절을 설정하여 강화조약의 체결, 일미안보체제의 성립, 국제통화제도와 자유무역체

제, 현대에 이어진 과제 등을 3쪽 정도 다루었다. 강화조약의 체결에서는 중화민국(대만)

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강화회의에 초대받지 못하고, 조선은 이 조약에 따라 독립했다고 

기술했다(④ 369~371).

동경서적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일본>이라는 절 아래 <평

화조약과 國連加盟>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1쪽 가량 기술했다(⑦ 209쪽). 日美安全保

障條約도 이 항목에서 등장한다. 扶桑社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점령정책의 전환과 독

립의 회복>이라는 절에 <독립의 회복>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과 일미안전보장조약에 대해 반쪽 정도 설명했다(⑧ 217쪽). 동경서적의 교과서가 ‘국제

사회로의 복귀’라는 식으로 기술한 반명 부상사사 ‘독립의 회복’이라는 식으로 기술하여 

기묘한 대조를 이룬다. 후자가 연합국의 일본 점령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주권 회복

에 대한 만족을 숨김없이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역시 이 책은 우파 일각의 일본식 내

셔널리즘을 대변하는 역사교과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山川出版社 ≪詳說世界史≫는 <냉전구조와 일본･유럽의 부흥>이라는 절(6쪽

의 분량) 아래 <조선전쟁과 냉전체제의 성립>이라는 항목에서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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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설명했다.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독립을 회복하고, 조선･대만･南樺太･千島를 

정식으로 放棄했다는 구절도 들어 있다(⑤ 326~331).

역사적 사실로 보면, 일본정부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천황이 이것을 공표한 것은 1945년 8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美  兩軍이 한반도의 남북을 분할 점령한다고 발표한 것은 같은 해 9월 2일, 

조선총독이 주한미군사령관과 항복문서에 조인한 것은 같은 해 9월 9일이었다. 그 후 미

소의 군정을 거쳐 남북한에서는 1948년 8~9월에 각각 독립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한반도가 식민지지배로부터 해방되고, 또 

남북에 독립국가가 세워지는 과정을 사건의 전개에 따라 기술했다. 반면에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남북한 정부가 수립되고도 3년이나 지난 뒤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따라 한반도가 일본에서 분리되어 독립했다고 기술한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기술이 아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엄연한 사실을 무시

한 채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문면에 사로잡혀 일본의 독립과 한국의 해방을 아전인수격으

로 기술하면, 한국과 일본의 학생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종결과 전후처리, 그리고 한국

과 일본의 독립국가 수립에 대해 아주 다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은 1945년 8월 15일을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 주권을 회

복한 광복절로 인식하는 반면, 일본은 연합국과의 전쟁이 끝난 終戰日로서 이해한다. 일

본인들은 일본이 연합국에 패하여 무조건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패전이 아니

라 종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의적 해석은 일본의 정부와 매스컴이 합작

하여 만들어낸 자국위주의 집단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14)

14) 동아시아의 각국이 1945년 8월 15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것. 정근식･신주백 편, 2006 ≪8･15의 기억과 동아시아적 지평≫ (도서출판 선인) ; 佐藤卓己･孫

安石 編, 2007 ≪東アジアの終戰記念日ー敗北と勝利のあいだ≫ (筑摩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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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식민지 조선’의 戰時狀況과 항일민족운동

1. 도시의 형성과 일상생활의 변화

일제의 식민통치 기간 한국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1930년대 이후 변화의 속

도는 매우 빨랐다. 한국의 ≪고등학교 국사≫는 그런 현상을 다음과 같은 요지로 기술

했다.

한국의 인구는 1910년대 말에 1,700만 명에서 1942년에 2,600만 명 정도로 늘었다. 서

울의 인구는 1920년에 24만 명 정도 는데, 1940년에는 93만 명으로 팽창했다. 일제가 

宮城 등의 전통 건물을 헐어버리고, 관공서 등을 신축함으로써 서울은 식민지 도시 풍경

으로 변해 갔다. 그런데 일본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근대 도시의 모습을 갖추었

지만, 한국인이 집한 지역은 낡고 누추했다. 도시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은 서울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많이 살던 부산, 인천, 군산, 목포, 마산 등도 대부분 마찬가지

다. 도시에서는 주택난이 심각하여 움막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많았다(① 242~244쪽). 

한편 한국의 ≪중학교 국사≫는 식민지 시기의 사회 변화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

다. 일제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차별을 강조하는 기술이 主調를 이루었다.

한국의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는 일제강점기에 사회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서, 도시의 상가에 네온사인이 들어오고,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가 등장한 

것을 소개했다. 또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이 단발머리로 바뀌고, 간호부 등의 새로운 직업

이 출현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새로운 생활문화는 신문과 방송 등을 통

해 확산되었지만,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② 224~225쪽).

종래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식민지시기의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를 기술하는 데 인색했

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식민지시기에 경제와 사회가 다양하고 급격하게 변화했다

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연구 중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표방하

는 것도 있고, ‘탈근대’를 지향하는 것도 있다.15) 한국 역사교과서의 기술은 식민지시기

15) 탈근대(포스트모더니즘)는 역사의 사안이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역사를 하나의 관점에서 파악하거나 통일된 체계와 의미 속에서 연구하려 하지 않는다. 역사는 

단선적으로 발전하는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서로 상충하기도 하는 복수의 역사들로 이루어진다. 

탈근대의 시각에 선 연구자들은 자본주의, 국가, 민족, 계급 등과 같은 거시적 언설보다는 육체, 

욕망, 문화, 지식, 권력 등과 미시적 용어를 구사하여 민족주의에 경도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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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대문명의 수용’이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보려는 최신의 연구 성과를 부분적으로 수

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식민지 조선

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2. 兵站基地化政策과 物資收奪

1930년대 이후 일본 자본이 식민지 조선에 대거 몰려들었다. ≪고등학교 국사≫는 그 

양상을 이런 요지로 기술했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조선을 병참기지로 재편하는 정책

을 추진했다. 공업화정책은 전력과 자원이 풍부한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대륙침략을 위

한 전쟁물자 생산과 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대자본이 

활발하게 침투하여 금속･화학 등 중화학 공업이 빠르게 성장하 다. 그리하여 총 생산

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회사자본의 대부분은 일본인이 

소유하고, 경 진과 기술자도 일본인이 주를 이루었으며, 한국인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도 보장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과 승진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다. 전쟁 말기에

는 군수물자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크게 강화했다. 세금을 늘리

고 저축을 강요하여 마련된 자금은 군수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광물자원을 확

보하기 위해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숟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

인이 경 하던 기업 중에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했다. 결국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 정책

은 한국인의 노동력과 자원을 수탈하여 일본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과정에 지

나지 않았다(① 182-183쪽).

≪중학교 국사≫는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은?>이라는 절 아래 <토지 약탈>, <산

업 침탈>, <식량 수탈>, <우리 민족이 민족 말살 통치하에서 겪은 고난은?>이라는 절 

아래 <민족 말살 정책>, <물적･인적 자원의 수탈>의 항목을 두어 수탈의 실상을 자세

히 기술했다(④ 258~262쪽). 그 기조는 ≪고등학교 국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는 일제가 <조선을 침략전쟁의 기지>로 재편했다는 내

용을 아래와 같은 요지로 기술했다. 내용의 기조는 ≪고등학교 국사≫와 비슷하다. 식민

지 공업화는 1938년 무렵에 공업생산액이 농업생산액을 능가할 정도로 진척되었지만 소

를 비판한다.(역사문제연구소, 2002 <특집 탈/국가, 탈/민족 역사서술에 대해 듣는다> ≪역사비

평≫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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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 생산은 크게 줄었다. 또 공업발달의 지역적 편차는 물론이고, 농업과 공업, 경공업

과 중공업의 불균형이 깊어졌다. 일제는 각종 세금을 신설하여 생계유지도 힘든 민중16)

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으며, 위문금품을 모집하고 국방헌금을 거두었다. 일부 실업가

들이 비행기를 헌납하는 등 이에 적극 호응하 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전쟁에 필요한 물

자와 무기제조의 원료를 충당할 수 없자 고철과 구리 제품도 강제로 모으고 학교 철문

과 쇠 난간을 뜯고 농기구와 가마솥을 훑어갔다. 심지어 놋그릇, 수저, 祭器와 불상까지 

가져가 비행기와 총알을 만들기도 하 다. 생활 기반을 상실한 농민들은 정든 고향을 등

지고 도시로 나가거나 화전민이 되었다. 도시 변두리나 하천변 등에는 빈민들의 토막집

이 생겨났다. 그러나 도시의 노동자 생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다. 견디다 못한 일부 

사람들은 떠돌이가 되거나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로 떠나갔다.(② 160~161).

일본의 자국사 교과서는 식민지 조선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 별로 기술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인은 차별과 억압 속에서 힘든 생활을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술은 더러 

있다. 예를 들면, 山川出版社의 교과서는 ‘신흥재벌과 식민지’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野

口의 일본질소비료회사가 조선의 흥남 등지에서 수력개발과 화학공장건설을 적극적으

로 추진한 사실을 자세히 기술하고, 조선인 농민이 몰락하여 일본 등지로 離散했다는 점

을 소개했다. 東京書籍의 교과서는 식민지 조선에 건너간 일본인 17세 소녀의 눈으로 조

선의 경제상황을 관찰하고, 조선인이 일본인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회상

하는 내용을 싣고 있다.17)

그런데 扶桑社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식민지 조선’의 경제개발에 대해 <韓國倂合>

이라는 항목에서 이렇게 기술했다.

‘한국병합 후에 설치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철도･관개의 시설을 정비하

는 등의 개발을 행하고, 토지조사를 개시했다.’(⑧ 170쪽).

16) 민중은 世間의 일반사람·보통사람을 가르키는데, 사회의 계급관계에서는 지배계급이 아닌 피지배

계급이고, 계층관계에서는 물질적·정신적 생산에 종사하는 직접생산자이다. 사회를 基底에서 떠

받치고 있는 민중은 습속·관습에 규정되어 보통은 기존의 질서 속에서 나날을 營爲하는 생활인이

다. 민중의 일상의식은 保守的·守 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의 안정적인 재생산이 곤란해

지는 조건에서는 사회의 여러 조건을 매개로 하여 축적된 전통적인 集合意識과 혁신사상에 유도

되어 항거·파괴 또는 폭동·혁명의 주체가 되고 사회변혁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역사연구에서는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부각시키는 民衆史觀이 붐을 이루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망원한국사연구실, 1989 ≪한국근대민중운동사≫ (돌베개)를 들 수 있다. 

17) 정재정, 2008 <일본사 교과서에 기술된 식민지지배와 민족운동－2007년도 검정 합격본의 경우

－> ≪한일관계사연구≫ 30 (한일관계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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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식민지근대화론을 지지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역사교과서 기술은 

대체로 일제의 수탈과 한국인의 열악한 생활을 강조하는 종래의 역사연구 성과를 받아

들인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한국과 일본 및 미국 등에서 ‘식민지 조선’의 경제성장과 

생활향상을 보여주는 연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식민지 문명

화론’을 내건 연구가 그것이다. 이들은 치 한 통계정리와 실증분석을 통해 종래의 ‘수

탈론’을 뒤집는 연구 성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18) 

그렇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의 연구 성과에 대한 민족주의 또는 진보주의 진 의 반

론도 거세기 때문에,19) 그것이 역사학계의 주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갑자기 ‘식민지근대화론’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고등학교 국사≫나 ≪한국근･현대사≫는 ‘식민

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수탈과 민중의 몰락을 무척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도시의 확대와 생활의 근대화를 소개함으로써 ‘식민지 근대’의 일면을 반 했다. 이것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수용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식민지 조선’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기

술한 사례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3. 戰時 인력 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

‘식민지 조선’에서의 징병･징용과 위안부 동원 등은 오늘날까지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서 깔끔히 처리되지 않은 역사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 국사≫는 본문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

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

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 다”라고 기술했다. 그리고 <읽기 자료>에서

는 조선, 중국 등지에서 10~20만 명의 여성을 속임수와 폭력을 써서 연행하여 동남아시

18)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연구는 주로 경제사학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연구서

로서는 김낙년, 2003 ≪일제하 한국경제≫ (도서출판 해냄)을 들 수 있다. 

19)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민족주의 진 의 반격은 신용하, 2006 ≪일제 식민지 정책과 식민지근대

화론 비판≫ (문학과지성사)를, 진보주의 진 의 비판은 정태헌, 2007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 성

찰－근대주의 비판과 평화공존의 역사학 모색－≫ (도서출판 선인)을 참조할 것.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경제개발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선인을 위한 것은 아니었

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서로서는 허수열, 2005 ≪개발 없는 개발－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 (도서출판 은행나무)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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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등의 戰場에서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고 소개했다(① 117쪽).

한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는 <전쟁 동원과 군 위안부 징용>이라는 절을 설

정하여 전시노무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다. 먼저 <침략전

쟁을 위한 노동력 수탈>이라는 항목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는 전투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1938년에 지원병 형태로 조선청년들을 전쟁에 끌어들

다. 1943년에는 학도지원병제도를 강행하여 학생들마저 전쟁터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1944년

에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20만여 명의 청년을 징집했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실시하여 노동

력을 강제 징발하 다. 징발된 사람들은 탄광과 금속 광산, 토목과 건축 공사장, 군수 공장 같

은 곳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하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의 절반 수준밖

에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공제되는 것이 많아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인력수탈은 

주로 농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노동인력이 줄어들어 1939년 이후 농업

생산력은 급속히 낮아졌다(② 162쪽).

이 교과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본문에 이어, 한국인 징용 피해자가 일본의 회사를 상

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기사를 제시함으로써 전쟁동원이 아직도 해

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상기시켰다(② 162쪽).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는 절의 제목에서 ‘군 위안부 징용’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썼다. 그리고 <군 위안부, 여성까지 전쟁 수단으로>라는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지

의 내용을 기술했다.

일제가 침략 전쟁을 수행하면서 행한 가장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는 여성들을 전쟁에 강제 

동원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임의로 조선 여성들을 동원하던 일제는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여

자 정신대 근무령’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 다(1944).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여성들 가

운데 일부는 조선과 일본의 군수 공장에 보내져 강제 노역을 당하 고, 또 다른 여성들은 전쟁

터로 보내져 군위안부로 이용되었다. 일제는 이미 1930년대 초 대륙 침략과 함께 군 위안소를 

시범적으로 운 하다가 전쟁 말기에는 이를 더욱 조직화하여 조선 여성들을 집단적으로 징발

하 던 것이다. 일제 말기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된 조선 여성들의 수는 수십만 명으로 추산될 

뿐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들 여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군위안부로 

희생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한 사람도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외국에 

잔류한 사람도 있다. 귀국한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 중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오랫동안 극

복하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위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이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명백히 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② 163쪽)

이 교과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본문에 이어,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정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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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 記事를 사진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쟁의 상처가 아직

도 아물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② 163쪽). 

한국의 ≪중학교 국사≫는 <물적･인적 자원의 수탈>이라는 항목에서 징용, 지원병, 

학병, 징병, 근로 보국대, 여자 근로 정신대, 군대 위안부 등에 대해 1쪽 정도를 기술했

다(④ 262쪽). 

일본의 자국사 교과서인 東京書籍 ≪日本史 B≫는 <식민지･점령지 통치의 실태와 

戰局의 악화>라는 절(4쪽) 아래 <대동아공 권의 실태>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조선과 

중국 및 대만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일본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1940년 이후 조선인과 중국인 포로가 炭坑･광산노

동자로서 일본에 대량 연행되었다(강제연행). 조선에서는 많은 여성이 挺身隊로서 일본의 공장

에, 위안부로서 戰地에 보내졌다. 나아가 전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조선과 대만에서는 지원병제

에 이어 징병제가 도입되었다.(④ 348쪽).

동경서적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강해지는 통제경제>라는 항목에서 “지원병 제도

를 실시하고, 조선의 사람들도 戰場에 동원했습니다”라고 썼다(⑦ 189쪽). 扶桑社의 중

학교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동원>이라는 항목에서, “전쟁 말기에는 징병과 징용이 조

선과 대만에도 적용되고, 현지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게 되었다. 

또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일본의 광산 등에 끌려오고, 험한 조건 아래 사역 당했다”

라고 썼다(⑧ 208쪽).

일본의 山川出版社 ≪詳說世界史≫는 <獨 戰과 태평양전쟁>이라는 항목에서 식민

지 조선의 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이미 1930년대 말부터 創氏改名 등의 동화정책이 강요되고 있던 조선에서는 開戰 후 일본의 

지배가 더욱 가혹해지고,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 조선으로부터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연행

되고, 전쟁 말기에는 징병제도 적용되었다.(⑤ 315쪽).

한국의 역사교과서와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한국

인이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 대해서, 기술의 분량과 내용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만, 논조에서만큼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당연히 한국 역사

교과서의 내용이 자세하고 생생한 데 비해, 일본 교과서의 그것은 간결하고 건조하다. 

한국 교과서는 정신대로서 끌고 간 여성의 일부를 위안부로 삼았다는 식으로 기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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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와 위안부의 구분이 약간 애매한데 비해, 일본 교과서는 정신대는 공장에서, 위안

부는 戰地에서 사역 당했다는 점을 구분하여 기술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로 민족과 인권의 시각에서 기

술했다. 따라서 젠더의 관점은 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여성운동가들은 

역사 교과서의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젠더의 관점에서 공동으로 역사교재를 개발

하여 양국에서 동시 출간했다.20)  

대체적으로 보건대,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전시 수탈이 가혹했고, 

그로 인해 한국인에게 박힌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도 强度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같은 기조에 서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학생은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한국인이 치른 無故한 희생에 대해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여지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등의 한국사학계에서 ‘식민지 조선’에 대해 總力戰과 工業化 및 社

變化를 有機的으로 연결시켜 파악하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는 戰時動員을 

통해 한국인이 사회경험을 확대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켰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21)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이러한 연구 성과를 수용할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자못 불안하고 흥미로운 일이다.

3. 皇國臣民化政策과 日協力

한국의 자국사 교과서는 戰時에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서 추진한 황국신민화정책을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용어로서 표현한다. 

≪고등학교 국사≫는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내용을 기술했다.

일제는 1930년대 만주침략 이후 한국인을 침략전쟁의 협조자로 만들려는 교육을 더욱 강화

했다.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을 강조하여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 한국사의 왜곡을 심화시켰

20)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회, 2005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한울아카데미)

21) Carter J. Eckert, “Total War,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change in late colonial Korea”, (eds.) Peter 

Duus･Ramon H. Myers･Ma가 R. Peattie, The Japanese Wartime Empire, 1931-1945(Princeton Univ. 

Press, 1996). 이 논문은 <식민지 말기 조선의 총력전･공업화･사회변화>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앞에서 소개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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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제는 1930년대 후반 이후 대륙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 으며, 이에 저항

하는 종교교단과 지도자들을 박해하 다(① 322쪽).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는 <전시 체제하의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항목에서 다

음과 같은 요지의 내용을 1쪽 가량 기술했다.

1930년대 들어와 대륙침략전쟁을 본격화하면서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한층 강

화하 다. 그러한 방책의 하나로 조선인의 사회주의사상을 철저히 통제하 다. 1930~1935년 

사이에 ‘사상사건’으로 체포된 인원은 약 2만 명에 이르 다. 일제는 조선민족을 황국신민으로 

만들려는 이른바 ‘황국신민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조선의 민족성을 아예 말살하고자 하 다. 

그리하여 일제는 1937년부터 ‘황국신민서사’라는 충성 盟誓文을 만들어 외우도록 강요하 다.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읍･면에 神社를 만들어 조선인을 강제로 참배시켰다. 학교교육과 관공

서에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고 대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 다(1938). 조선인의 민족성을 빼

앗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선인의 정신이 담긴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1941년에 이르러 학교에서 조선어학습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에 앞서 1940년에는 

이미 친일언론으로 변질된 동아일보, 조선일보마저 강제 폐간하는 등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신

문과 잡지를 없애버렸다. 이 밖에 1940년부터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

다. 1941년에는 소학교를 ‘황국신민학교’라는 뜻을 가진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교과편성

과 내용을 바꿨다. 이러한 여러 정책들은 조선민족을 말살하고 조선민중에게 천황숭배사상을 

심어 완전한 일본인으로 만든 뒤, 침략전쟁에 이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② 154쪽).

≪중학교 국사≫도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항목에서 대체로 ≪고등학교 국사≫와 

비슷한 내용을 1쪽 정도 기술했다.

‘말살’이라는 용어는 원래 ‘사실이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뜻

이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정신을 개조시켜 일본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려는 정

책을 구사했다. 그렇지만 조선인은 이것을 민족성의 말살이라고 인식했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도 일본이 조선인의 아이덴티티, 곧 ‘민족성’을 완전히 없애고 일본인으로 개조하

려는 정책을 구사했다는 뜻에서 민족말살이라는 용어를 썼다. 역사교과서의 이러한 기

술은 주류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 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역사연구에서는 말살 대신에 ‘同化’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

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역사교과서가 ‘말살’이라는 용어를 고수한 것은 일본이 조

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구사한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가혹했다는 점을 부각

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22) 이승엽, <조선인 내선일체론자의 전향과 동화의 논리> 앞 책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所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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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의 ‘민족말살정책’ 추진의 極에는 조선인의 ‘자발적 협력’이라는 복선이 

깔려 있다. 물론 전시체제라는 특수상황에서 ‘자발적 협력’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강요된 협력’에 지나지 않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목숨을 내걸고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한 

‘애국자’가 많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변절자’ 또는 ‘민족반역자’임에 틀림없

다. 그리하여 최근 한국의 자국사 교과서는 이러한 日 협력자들을 ‘친일파’라는 용어

로써 표현하고 규탄한다.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는 <어두운 시대의 변절자, 친일의 길>이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내용을 기술했다.

일제는 3･1운동 이후, 관리등용의 기회를 확대하여 조선인들을 회유하는 한편, 사회적 향

력을 지닌 인물들을 친일세력으로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친일파가 사법, 

군대, 경찰 등 조선총독부 기구나 언론,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그물망처럼 뻗어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일제의 위협을 견디다 못하여 마지못해 이름만 내건 사람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참여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이든 이 같은 친일파의 준동

은 우리 민족사의 오욕이자 민족정신에 씻기 어려운 해악을 끼쳤다.(② 164쪽).

위와 같은 본문의 기술 이외에도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는 친일파의 활동을 2

쪽에 걸쳐 칼럼과 사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지로 제시하고 있다.

문인들은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동포들에게 징용, 징병, 挺身隊에 나갈 것을 촉구했

다. 경찰들은 민족운동가들을 탄압하고 해방 이후에도 친일파 처단을 방해했다. 음악가들은 아

시아･태평양전쟁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고, 미술가들은 전쟁에 협력하는 주제의 작품을 제작하

다. 대자본가들은 군수공업을 경 하고, 일본군에 기금이나 무기를 헌납했다. 교육자들은 강

연과 방송 등을 통해 침략정책을 미화하고, 징병, 징용, 학병에 참가할 것을 촉구했다(② 

164~165쪽).

이 칼럼의 끝에서 이 교과서는 일제에게 굴복하기보다는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한 애

국자와, 강자의 압박에 못 이겨 굴복한 친일파를 비교하고, 광복 이후 친일파가 척결되

었는지 어떤지 알아보자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짐으로써, 친일파의 처단이 아직도 현

안으로 남아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② 164~165쪽).

≪고등학교 국사≫와 ≪중학교 국사≫는 친일파에 대해 거의 기술하지 않아서 ≪고

등학교 한국근･현대사≫와 묘한 대조를 이룬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 조선’의 연구에서는 친일파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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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곧 일본 통치하의 조선인의 행위를 민족운동과 대일

협력의 범주로 기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양쪽에 걸치는 中間地帶=灰色地帶가 광범하

게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23) 이러한 연구 성과가 축적

되면 친일파에 대한 역사교과서의 二分法的 기술도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일본의 東京書籍 ≪日本史 B≫는 <대동아공 권의 실태>라는 항목에서 조선

과 대만의 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대만과 조선에서는 황민화정책이 일중전쟁이 시작되자 더욱 강화되고, 일본어교육이 철저해

짐과 더불어, 신사참배, 궁성요배와 히노마루 게양이 강제되었다. 1940년에는 조선에서는 창씨

개명, 대만에서는 改姓名이라고 하는 일본적인 家制度의 도입과, 더욱 황민화되었다는 것을 주

민 자신에게 보이는 수단으로서 일본식 氏名에의 改名이 실시되었다.(④ 348쪽). 

東京書籍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조선에서는 ｢황민화｣의 이름 아래, 일본어의 사용

과 성명의 표현 방식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創氏改名을 추진했습니다.”라고 기술했

다(⑦ 189쪽). 부상사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조선반도에서는 일중전쟁 개시 후, 일본

식의 성명을 쓰게 하는 창씨개명 등이 행해지고, 조선인을 일본인화하는 정책이 강화되

고 있었다”라고 기술했다(⑧ 208쪽).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소략하지만 그 기조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황국신민화 정책의 강압적 추진에 대해 감정을 섞어서 아주 자

세히 기술했다. 반면에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황국신민화정책에 관련된 사실을 담담하게 

열거했다.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는 기술의 논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교과서

는 황국신민화정책을 민족말살정책으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협력한 동

포를 친일파라고 경멸한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과 친하다는 뜻이 아니라 민족반역자라

는 뜻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는 한국인의 이런 고뇌를 소개하는 기술이 전혀 없다. 

한편 일본의 역사교과서 중에는 일본인 중에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한국인의 비참한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한 사람도 있었다는 사례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東

京書籍의 역사교과서는 柳宗悅이 쓴 <조선인을 생각한다>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柳宗

悅은 일본의 조선지배정책을 비판하고, 조선의 공예와 도예에 관심을 가졌으며, 광화문

의 철거에 반대하여 移築 보존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한국의 역사 교과서도 이와 같이 

韓日連帶의 사례를 기술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역사 교과서의 이러한 기술은 한국과 일

23) 윤해동, 2003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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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학생들에게 상호 이해와 협력의 역사의식을 길러주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식민시기의 조선인이 일본에 대해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은 곧 매국 또는 민족반역이라고 규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절박한 사정도 함께 기

술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상호 이해와 연대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24)

 

4. 한국문화의 연구와 전수

한국의 ≪고등학교 국사≫는 한국의 지식인들이 일제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화를 연구하고 전수하기 위해 각 방면에서 분투한 모습을 기술했다. 예를 들면, 한국

인의 표현수단인 한글의 연구와 보급, 한국민족의 내력과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역사학

의 대두, 한국인의 정서와 의지를 표현한 문학･음악･ 화 등의 제작과 유행 등을 4쪽에 

걸쳐 소개했다(① 322~324쪽, 327쪽).

한국의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도 일제의 식민지문화정책과 한국인의 민족문화 수

호운동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다. 서술의 기조는 ≪고등학교 국사≫와 유사하지만, 내용은 

훨씬 다양하고 읽을거리가 풍부하다. 한국인이 벌인 과학의 대중화운동을 소개한 것은 

특이하다. 또 <식민사관과 역사왜곡>이라는 코너를 2쪽이나 설정하여, 일본인이 왜곡

한 한국사연구를 철저하게 비판했다(② 229~230쪽, 236쪽, 242~ 243쪽).

≪중학교 국사≫는 <우리 민족이 민족 문화의 수호를 위해 벌인 노력은?>이라는 절

에서 <국어 연구>, <국사 연구>, <종교 활동>, <문화 활동> 등의 항목을 설정하여 

3쪽을 기술했다. 기조는 ≪고등학교 국사≫와 비슷하다. 

한국은 오랜 역사와 높은 문화를 유지해왔다. 한국인들은 보통 전근대에는 한국이 선

진문화를 일본에 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 일본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빼앗기

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낀다. 그리하여 한국

인은 일본에 대해서 항상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배신감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한다.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이와 같은 긍지와 집착이 결국 민족해방운동과 民

24) 정재정, <일본사 교과서에 기술된 식민지지배와 민족운동－2007년도 검정 합격본의 경우－>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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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文化保全運動의 원천이 되었다.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한국인의 문화의식과 문화운동에 대해 아무

것도 기술하지 않았다.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이 기승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끈질기게 항일독립운동을 벌인 것은 위와 같이 자기 문화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강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한국인의 역사의식을 좀 더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려 한다면, 일제하에 한국인이 벌인 민족문화수호운동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기술해

야 할 것이다. 

5. 항일독립전쟁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등학교 국사≫는 <민족의 수난과 항일민족운동>이라는 장을 설정하여, 일제의 

식민지정책과 항일민족운동에 대해 4쪽 가량 기술했다. 그 중에서 만주사변 이후의 내

용이 약 2쪽이다.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다수의 독립군은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 이후 중국군과 연합하여 많은 전

투에서 승리하 다. 또 義烈團과 韓人愛國團에 속한 義士들은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거나 일

본인 高官과 親日 人士들을 처단하 다.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 본토를 위협하자, 대

한민국임시정부는 만주지역의 독립군과 각처의 무장투쟁세력을 모아 重慶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 다(1940). 임시정부가 일본에 宣戰 告를 한(1941.12) 후 韓國光復軍은 연합군과 공동

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 다. 또 미국과 협조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 으나, 

일제의 패망으로 실현하지 못하 다. 그 밖에, 만주지역에서는 1930년대에 들어 중국공산당군

과 연합한 항일유격대인 東北抗日聯軍의 활동도 계속되었다. 의열단 계통의 인사들은 중국국민

당 정부의 협조를 얻어 朝鮮義勇隊를 조직하여 활동하 다. 조선의용대에서 분화된 인사들은 

華北地方의 朝鮮獨立同盟에 합류하여 朝鮮義勇軍을 결성하고 중국공산당군과 연합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하 다(① 121~122쪽).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는 항일민족운동에 관해 무려 36쪽이나 기술했다. 그 중

에서 1930년대 이후의 것만도 8쪽이다. 그리고 章의 제목을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라고 설정함으로써 한국의 각 독립운동세력이 국내외 각처에서 일본과 ‘전쟁’을 벌 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받던 시기의 역사를 일본제국주의사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한국

25) 정재정, 1988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 서술된 일본사의 실태－고등학교 ≪국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논리－전환기의 역사교육과 일본인식≫ (현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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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일부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민족의 통치하에서도 불굴의 투지로 삶을 개척

해갔던 한국인의 행위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식민지지배를 타파

하려고 한 항일민족운동 특히 무력투쟁이 식민지 시기 역사서술의 주류가 되는 것은 당

연한 일이다.26) 한국의 자국사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

일민족운동에 대한 기술의 분량과 내용을 배려했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는 10여 개의 주요 항일민족운동단체를 열거하고, 각각 

1쪽 분량을 할당하여 그들의 활동상황을 아주 자세히 기술했다. 또 만주와 중국에 산재

한 한국독립운동 戰迹地의 지도와 사진을 2쪽에 걸쳐 제시하고 설명을 붙임으로써 한국

인이 移住한 모든 곳에서 항일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 교과서의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기술의 기조는 ≪고등학교 국사≫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화북과 

만주에서 활약한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투쟁을 크게 부각시킨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

다. 종래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거명하기를 꺼렸던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활동까지도 국

내 민중에게 크게 위안이 되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② 186~188, 195~201).

한국의 ≪중학교 국사≫는 <독립 전쟁의 전개>라는 章을 설정하여 국외에서의 독립

운동을 7쪽에 걸쳐 기술했다. 그리고 <국내의 민족 운동>이라는 별도의 章을 설정하여 

9쪽이나 기술했다. 기술의 기조는 ≪고등학교 국사≫와 거의 유사하다. 

최근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의 항일민족운동에 관

한 연구는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 다. 여기에는 무력투쟁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및 농민

운동과 같은 민중운동까지도 포함된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항일민족운동은 대한

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한 우파계열의 운동을 究明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1980년대 이

후에는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져서, 지금은 항일민족운동

의 전모를 꽤 소상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좌우합작의 민족통일전선에 입각

한 항일민족운동을 전면에 내세우는 개설서나 대중서도 간행되었다.27)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우파 민족운동 일변도의 기술에서 벗어나 좌파 민족운동까지 망

라하여 기술한 것은 위와 같은 연구 성과를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고등학

교 한국근･현대사≫가 좌파 항일민족운동을 부각시킨 것에 대해 보수주의 진 의 반격

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교과서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기조를 견지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26) 교육부,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7) 강만길 외, 200.9 ≪통일지향 우리 민족해방운동사≫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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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

술한 반면, 그 시기에 전개된 한국의 항일민족운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술하지 않았

다.28)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가 일본의 일방적인 의지만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

라, 한국인의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대응을 바탕으로 하여 수정･보완되어간 측면이 있음

을 감안하면,29)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한국인이 전개한 다양한 항일민족운동에 대해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속성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

록 돕는다는 차원에서라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 대신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한국인

이 전개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해서만 아주 자세히 기술하지 말고, 중일전쟁과 아시아･태

평양전쟁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기술하여 학생들이 그 시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과 한국의 학생들이 위와 같이 자국사 위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만을 배우게 되

면, 두 나라 국민은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 그리고 戰後의 한일관계사에 대해 

전혀 다른 역사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 학생은 한국인이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으며 

일본에 맞서 독립전쟁을 전개하고 그 덕택으로 해방을 쟁취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반면

에 일본 학생은 한국인은 일본의 의도대로 전쟁에 동원되었을 뿐이고 민족해방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둘 다 실상을 정확히 반 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교과서는 항일독립운동이 치열했지만 민족의 해방은 궁극적으로 연합군의 승리 

덕택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일본의 교과서는 한국인의 항일민족운동이 일본의 식민지지

배정책의 궤도를 수정시킬 만큼 강인했다는 것을 소개하는 아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역사인식의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15년 전쟁’과 그 시기의 ‘식민지 조선’에 대해 꽤 많은 

28) 현재 사용 중인 일본의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는 한국의 항일독립운동으로서 ‘3･1운동’만을 취

급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현재 사용 중인 일본의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가 ‘15년 전쟁’ 이

전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분석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

이 있다. 정재정, <일본사 교과서에 기술된 식민지지배와 민족운동－2007년도 검정 합격본의 경

우> ≪앞 책≫

29)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所蔵友邦協会･中央日韓協 文庫, 2003.3 ≪未公開資料 朝鮮総督府關

係  錄音記 (1) 五年戰争下の朝鮮≫ (東洋文化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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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기술했다. 그렇지만 기술의 시각과 방향은 아주 다르다.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전

쟁의 추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그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황국신민화정책과 

인적･물적 수탈에 대해 자세하고 생생하게 기술했다. 그리고 한국인이 일제의 통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무장투쟁과 민족운동을 전개하여 마침내 독립을 爭取했다고 기술했

다. 반면에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전쟁의 추이 등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상

세히 기술했지만, ‘식민지 조선’의 사정이나 한국인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해서는 별로 언

급하지 않았다. 대신에 일본세력의 대외 팽창과 그로 인한 열강과의 대립이나 점령지에

서 야기된 문제 등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15년 전쟁’과 그 시기의 ‘식민지 조선’에 대해 이렇게 

다르게 기술한 것은 전쟁에 관여한 두 나라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로서 전쟁을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했다. 반면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타율적으로 전쟁에 끌려들어가 무고한 희생을 치 을 뿐이었

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일본세력의 대외팽창과 국제질서의 대결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한국인이 민족말살의 위기를 극복하

고 자주독립국가를 재건하는 데 중점을 두어 기술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

의 역사교과서가 自己中心의 자세에서 ‘15년 전쟁’과 그 시기의 ‘식민지 조선’을 기술한 

점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좁은 바다를 통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지난 2천여 년 동안 정치･외교･

경제･문화 면 등에서 떼려 해도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앞으로 두 나라가 

이사가지 않는 한 이런 접한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억지로라

도 평화롭게 共榮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국민이 경험을 공유한 사안에 대해서는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항상 두 나라 사이를 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역사인식의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서 두 나라의 역사교과서는 ‘15년 전쟁’과 그 시기

의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기술하면 좋겠는가?

첫째,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지나치게 자국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폭 넓은 

시야에서 ‘15년 전쟁’과 ‘식민지 조선’을 상대화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세계질서

의 재편과정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 전쟁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국내의 상황에만 집착하지 말고, 국제정세와 전쟁의 추이에 대해서도 많이 기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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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반면에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전쟁과 국제정세의 추이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

선’의 사회상황과 민족운동 등에 대해서도 많이 기술해야 한다. 실제로 ‘15년 전쟁’ 시

기에 일본과 한국에서 일어난 각각의 사안은 서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별개의 부품이 아

니었다. 오히려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일본제국주의라는 거대한 매커니즘을 형성하고 

작동해간 因子 던 셈이다. 따라서 양국의 교과서는 자국중심의 편협한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양국의 상호관계 속에서 ‘15년 전쟁’과 ‘식민지 조선’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미약하나마 이 시기를 공동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이 생길 것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인권과 주권, 평화와 상생, 교류와 협력 등의 소중

함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15년 전쟁’을 기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전쟁은 무모성, 폭

력성, 잔학성 등의 면에서 종래 인류의 상상을 뛰어 넘은 재앙이었다.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교훈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만 양국의 역사교과서는 지나치게 국가중심의 역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국주의가 군국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주의가 역사 기술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궁극적 실체는 개개인의 

인간이다. 따라서 양국의 역사교과서는 각각의 국민이 ‘15년 전쟁’에서 어떻게 동원되

고, 희생당하고, 살아 남았는가 라는 관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역사적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

과서가 상생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 개개인의 일상과 행동 

및 사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춰 기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자국사와 동아시아사 및 세계사의 전개를 서로 관

련시켜 기술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자국의 역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15년 전쟁’은 한국인만 겪은 경험이 아니었다. 세계의 거의 대

부분의 나라가 연동된 세계적 대전쟁이었다. 따라서 ‘15년 전쟁’ 시기의 한국의 역사를 

특수한 것으로만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역사교과서는 세계사적인 보편성 속에서 한국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기술하면 좋을 것이다. 자국사와 세계사의 

연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이렇게 개방적인 역사관이 더욱 필요하다.

넷째,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15년 전쟁’과 그 시기의 양국 상황을 複眼의 시각

에서 기술해야 할 것이다. 두 나라는 지금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연구자･교육자･정치가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오죽하면 ‘歷史內戰이라고 부르겠는가.30) 역사갈등은 국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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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일본･중국 사이에서도 역사인식의 상호 대립이 외교현안

으로 부상한지 오래다. 각국의 정치권과 매스컴은 자국의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며 이런 

攻防을 부추기는 경향마저 보인다. 역사교과서의 ‘15년 전쟁’과 ‘식민지 조선’에 관한 기

술은 이러한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테마이다.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相生의 역

사인식을 지향한다면, 역사교과서가 편협한 내셔널리즘의 시각에서 벗어나 ‘15년 전쟁’

과 ‘식민지 조선’의 다양한 측면을 기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학제간･국제간의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은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이미 국경을 넘어 국제문제화 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해결의 방안도 국제적 시야에서 모색해야 한다. 한국･일본･중국은 이미 민간인 레벨

에서 서로 다양한 역사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국제간의 공동작업을 통해 몇 종류의 역사

공통교재를 발간한 바 있다.31) 특히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은 정부가 지원하는 역사

공동연구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다.32) 따라서 역사갈등의 극복을 논의할 때는 

국내문제와 국제문제를 서로 연계시켜 검토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국이 

역사교과서를 기술할 때 이와 같은 국제간 역사대화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 좋을 것이다. 

30) 정재정, <일본의 ‘역사 內戰’> ≪조선일보≫ 2007년 10월 3일 ; ≪중앙일보≫ 2007년 4월 2일, 

사설 <우익세력이 길들인 일본 교과서> 

31) 역사교과서연구회(한국)･역사교육연구회(일본), 2007 ≪한일역사공통교재 한일교류의 역사－선사

부터 현대까지≫ (혜안). 동아시아의 역사대화에 대해서는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 편, 2008 ≪

동아시아에서 역사인식의 국경 넘기≫ (도서출판 선인)을 참조할 것.

32)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는 정재정, <韓日의 歷史葛藤과 歷史 話－和解

와 相生의 歷史認識을 향하여> ≪앞 책≫ ; 木村幹･鄭奈美, 2008･2007 <｢歷史認識｣問題と第1

次日韓歷史共同硏究を巡る一 察(一), (二)> ≪國際協力論集≫ 16-1호 및 2호 (神戶大學大學院 國

際協力硏究科) ; 이신철, 2009 <한일 역사갈등 극복을 위한 국가간 역사대화의 성과와 한계－한

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東北亞歷史論叢≫ 2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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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야마우치 마사유키

우리들 일본과 한국의 공동연구위원이 서로 비평을 행함에 생각나는 것은, 1718년 도

쿠카와 요시무네(德川吉宗)의 쇼군( 軍)직 계승을 맞아 조선이 보낸 통신사에 얽힌 일화

이다. 그 사절에 포함된 申維翰은 崔昌大(昆侖)에게 책자의 序를 요청하 다. 부탁을 받

아 쓴 최창대의 문장의 주지는 우리들 양국 위원의 뜻과 공통되는 것이다. 즉 최창대는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시를 읽고 감동한 바, 일본인에 대등의 예를 다하여야 한

다고 충고하 다. 또, 모임에는 참가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재주 높고 식견 넓은 이’가 

있을 것이어서 葵丘 盟의 桓公의 예에도 있듯이 당신의 문장에 信服하지 않는 일본인

도 있을 것이므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언한 것이다(신유한, ≪海遊 ≫). 이것은 참으

로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로서 교과서 소그룹의 위원들이 처음부터 서로 유념한 것이다. 

일본 측 위원도, 참으로 최대창이 말한 것처럼 다수의 한국인 식자의 존재를 언제나 의

식하 음은 말할 것도 없다.

교과서 문제는 세계 나아가서는 세계사 속의 일한/한일 관계라는 시각에서 자리매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측의 개별 주제에 대해서 각 전문가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

은 불가결한 것이지만, 우리 그룹도 히스토리안으로서 모인 이상 히스토리아그래피, 즉 

‘역사 연구’의 검증과 사적 연구를 사명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에 입각한 접근과 

배경으로부터의 접근을 시도하여서 서로 접점을 찾아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 비

평문은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쓰여진 것임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하여 두고 싶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그려진 근대의 肖像－‘15년 전쟁’과 ‘식민지 조선’>의 

집필자인 정재정씨는 서울대학과 도쿄대학에서 공부한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파 역사학

자이며 식민지 시기의 철도 연구를 비롯한 근대사 연구 역에서 업적이 평가되고 있다. 

또 일찍부터 민간 차원의 한일 교과서 문제에 관한 연구와 계몽에 진력하고 있어 일본

에서도 저명한 한국인 논객의 한 사람이다.

일찍이 평자는 교과서 소그룹의 회합에서, ‘간단한 일이 아니며 학문 이외의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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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인을 품고 있는 문제이지만, 여기에서는 학자의 논리로 정치 논의와는 분리하여 이

야기하고 싶다’는 취지로 정재정씨를 비롯한 한국 측 위원에 대해 발언한 적이 있다. 평

자는 한국사 전문가가 아닌 탓인지, 한국 측의 보고와 논문에 나오는 용어의 문제에 의

문을 느낀 적이 적지 않았다. 또 회의 석상에서 평자는 ‘“일제”라고 말하는 방식 및 그 

술어의 배경이 매우 마음에 걸린다’는 질문을 한국 측에 솔직히 던진 적이 있다. 일제라

는 것은 ‘일본제국’인가, 아니면 ‘일본제국주의’인가, 또는 ‘일본제국주의자’인가. 그러나 

그 때는 평자가 꼭 만족할만한 설명은 얻을 수가 없었다. 이 2년 반에 걸친 공동연구에

서도 이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정재정씨의 논문은 과연 용어의 선정을 신중하게 하고 있고 학문적으로도 치 한 논

의를 애써 행하고 있다. 배우는 점도 많이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예를 들어 

‘15년 전쟁’이라는 용어 하나를 가지고도 여전히 서로 간에 같은 학술적 언어를 공유하

는 길은 먼 듯하다. 또 정재정씨의 논문은 양측의 합의로 한일 양측의 역사 교과서에서

의 ‘이념’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의 기술 문제에 태

반이나 소비되고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유감스럽다. 한국 근대사 연구의 견인차의 한 사

람으로서 역사 교과서 문제에 조예가 깊은 정재정씨의 논고로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여

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치관으로 공유하는 한일 양국에는 교과서에도 다양한 모습이 있

을 수 있다. 이는 정재정씨의 논고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해도 한국 측이 일본 

측의 특정 시기의 특정 중학교 교과서를 반드시 언급하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다. 정말로 

역사 인식의 골이 깊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한국 측이 강조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는 주제가 쓰여 있지 않으면 특별히 문제시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이 

자연스러운 자세인지의 여부도 논의가 갈리는 지점일지 모르겠다. 어쨌든 정재정씨의 

논문에서 많은 것을 배운 점은 감사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양측이 역사의 사건에 대한 관점과 평가가 나뉠 때 유념할 만한 경구를 

제시하며, 이 난삽한 글의 정리를 대신하겠다. 그것은 한일 역사가가 모두 과거에 많은 

것을 배운 唐代의 역사 이론가, ≪史通≫(권7, 曲筆篇)의 작자 劉知幾의 지적이다.

古 諸侯並爭, 勝負無恒. 而他善必稱, 己惡不諱. 逮乎近古, 無聞至公. 國自稱爲我長, 家

相 爲彼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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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옛날 제후가 서로 패권을 다투나 승부의 행방은 결정되지 않았다. 그 당시 史家는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은 반드시 칭찬하여 썼으며 자기 나라의 나쁜 점을 숨기는 일이 없

었다. 그런데 가까운 시대가 되면 史家의 공평한 기록은 듣지 못하니 스스로 자기 나라

의 뛰어난 점을 자랑하고 다른 나라의 못한 점을 왈가왈부하는 일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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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먼저 拙稿를 꼼꼼히 읽고 따끔하게 비평을 해준 야마우치 선생에게 감사한다. 졸고에 

대한 야마우치 선생의 불만은 나로서도 충분히 예견한 것이었다. 특히 한일 양국 교과서

의 ‘이념’이라는 파트에 졸고가 배치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완전히 합치되는 

내용의 논문을 쓰지 못한 것은 나에게도 씁쓸한 여운으로 남아 있다. 교과서 분과의 한

일합동회의가 주제 선정을 둘러싸고 지루한 논쟁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나도 많이 지

쳐서 쉬운 길을 택한 지도 모르겠다. 야마우치 선생이 그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 

나로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야마우치 선생은 졸고뿐만 아니라 한국 측의 논문을 읽고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

가 학술적 언어를 공유하는 길이 멀고, 역사인식의 골이 깊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 점은 나를 비롯한 한국 측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가

와 민족이 다른 역사학자가 만나 처음부터 언어를 공유하고 인식을 일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와 같은 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야

마우치 선생이 비평문에서 인용한 古事를 교훈으로 삼아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가 切

磋琢磨를 계속하여 언어와 인식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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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Ⅰ. 머리말

역사서술에서 여성의 젠더 편향적인 경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서양에서는 역사서술의 젠더 편향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져 많

은 부분이 추가되거나 새롭게 고쳐지고 있으며, 이것은 역사교과서에 그대로 반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가. 여성사는 주류 역사 서술에서 배제된 채 ‘여성사’라는 별

도의 범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과 

일본의 근대사 서술에서 젠더 편향은 지배계급과 지배민족 중심의 역사서술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중고교 교과서에서 젠더-민족-계급의 역학이 어떻게 나타나

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성사 쓰기는 기존 역사학의 젠더 편향성

을 문제제기하면서 등장한 것이었다. 여성해방운동의 제2물결을 이끈 여성운동가들은 기

존의 역사학이 여성을 비가시화하거나 남성중심적인 역사서술에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

다고 비판하고 여성주의 관점으로 역사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사에서 여

성의 자리를 되찾기”를 모토로 가부장제의 피해자로서 여성에 대한 억압의 역사를 밝혀내

고, 잊혀졌던 여성의 역사를 가시화하며 여성운동사에서 의미있는 여성들을 찾아내려고 노

력하 다(千聖林, 2008: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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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서술에서 젠더 편향성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여성

의 비가시화이다. 전반적으로 역사서술에서 여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자료나 역사발굴을 통해 비판되고 보완되어 가고 있다. 무엇을 서술하는가의 

문제는 상당 부분 역사가의 시각에 따라 그 중요도가 판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작업이 

간단치만은 않다. 그러나 더 어려운 두 번째의 문제는 역사작동 메카니즘에서의 차별적 

분석이다. 역사의 인과분석에서 여성이 적절히 포착되고 있지 않으며, 성차별의 메카니

즘이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이 메카니즘이 다른 차별적 역사작동을 교묘하게 내포하고 

있는 점은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일 근대사의 경우, 여성의 비가시화가 

한일 양국에서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비해, 성차별의 메카니즘은 두 나라에서 다

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역사적 시점에서는 매우 본질적인 민족 차별의 기제

를 은폐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한국과 일본 교과서의 근대사 서술 부분에 집중한다. 양국 모두에서 역사 전

반을 극도로 함축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젠더편향을 잡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의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둘째, 사회구조의 변화

를 이끄는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 및 신분구조의 변화에 대체로 침묵하며, 근대사회에서 

의식과 신분구조 변화의 핵심을 이루는 젠더구조 변화의 중요성을 무시한다. 

이러한 양국 교과서의 젠더 편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 글은 첫째 전반적인 여성의 

비가시화의 문제를 다룬다. 여성의 상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법･제도 부분

과 교육 및 여성 역할에 대한 이념을 먼저 살펴보고, 그 결과로 나타나지만, 앞의 두 조건

에 중요한 향을 미치기도 하는, 여성의 생활상태와 사회운동 상황을 검토할 것이다. 

이 글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일 양국의 근대사에서 특수하게 형성된 전시하 여성

동원의 문제를 보다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근로동원과 성동원으로 집약되는 이 전시동

원은 앞의 여러 여성 조건의 결과이면서, 넓게는 전반적인 민족･계급의 조건들과 맞물

려 있으며, 정치･사회적 상황에 구속된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진전된 젠더관

계의 변화, 한국에서는 한말 개화기와 일제시기를 통해 이루어진 두 나라의 상황이 명확

히 구분되는 것도 이 부분이며,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여러 사회변화가 투사되어 결과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일 양국 교과서 서술에 전반적인 사회적 조건과 여성

의 조건을 예민하게 반 하면서 변화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시 여성동원을 별도의 

장에서 깊이 있게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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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젠더 편향 교과서 서술의 메카니즘

이러한 젠더관계의 변화와 역사서술의 젠더 편향성을 결과한 여러 요인 (사회전반의 

가부장적 사고, 교과서 출판 체계 및 집필진의 구성 등)이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곧바로 

전반적인 여성의 비가시화와 젠더편향 서술 구조의 논의로 들어갈 것이다. 

<그림 1> 젠더 편향 교과서 서술의 메카니즘

2. 분석 교과서 자료

이 글에서는 한일 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일본: 東京書籍1), 

한국: 국정교과서)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고등학교 교과서도 일부 참고했다. 최

근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하여 적어도 세 시기 이상의 교과서를 분석했다.

1) 東京書籍의 교과서는 채택률이 2007년에는 51.3%에 달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 기술에 

있어서 가장 표준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한론과 강화도사건, 조일수호조규에 관하여 2007년 

사용되고 있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을 분석한 현명철(2007, 117･146)은 동경서적 교과서

가 기술상 가장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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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중학교

1990년 국사(하) (교육부)  (A0)

1997년 국사(하) (교육부)  (A1)

2002년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A2)

1996년 검정 (東京書籍: 新編新らしい社 : 

歷史) (B0)

2001년 검정 (東京書籍: 新編新らしい社 : 

歷史) (B1)

2005년 검정 (東京書籍: 新編新らしい社 : 

歷史) (B2)

고등학교 

(*참고자료)

1990년 국사 (교육부)

1996년 국사 (교육부)

2002년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1998년 검정 (東京書籍)

2003년 검정 (東京書籍)

2007년 검정 (東京書籍)

* 기타 다른 출판사 교과서

Ⅱ. 전반적인 여성의 비가시화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 근대사 부분에 여성의 언급은 사진을 포함해도 매우 적다. 일

본 교과서는 한국교과서에 비해 여성에 관한 논의가 조금 많다. 이 章에서는 한국과 일

본의 교과서에서 여성이 언급된 곳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2) 이에 관해 한일 양국의 공

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할 것이다.

1. 한국 교과서

1990년과 1997년 교과서에 여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일단 모습이 

없으니, 서술에서 젠더관계에 대한 정당한 분석이란 기대할 수도 없다. 더욱 놀라운 것

은 1990년보다도 1997년 교과서의 여성 서술이 더 후퇴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2년 교과서에 여성서술이 대폭 늘어나는데, 그것은 다음의 특징을 보인다. 첫째 갑오

개혁과 동학 등에서 주장하는 법･제도 개혁의 성평등 부분을 포함시켰다는 것, 둘째, 여

성의 사회운동 참여를 중요하게 보여준다는 점, 셋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명기했다

는 점이다. 세 시기 교과서 모두에서 여성의 생활실태에 관한 서술은 없다.

2) 아래 표에서 여성 언급횟수는 사진, 각주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과의 중복문제 

등으로 인한 다소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그러나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

는 데는 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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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여성

언급횟수
법･제도

교육･

이념
사회운동

생활

실태

전시

동원
기타

1990년 12 

독립신문 

창간사, 

임시정부헌장 

제국 신문, 

숙명/진명

제암리, 신여성, 사진 : 물산장

려, 농촌계몽, 브나로드 

전시

동원

민씨 

사진:명

성황후 

1997년 10 

독립신문 

창간사, 

임시정부헌장

제국신문
제암리, 신여성, 사진:물산장

려, 농촌계몽, 브나로드

전시

동원
민씨

2002년 22 

갑오개혁,

동학, 

독립신문 

창간사

이화/정신, 

이화학당

사진, 

제국신문 

국채보상운동, 유관순, 근우회 

사진 : 윤희순, 서당, 국채보상

운동비, 국채보상운동여성운

동비, 유관순, 유관순생가, 조

선민립대학기성회창립총회 , 

물산장려, 브나로드, 농촌계몽

근로정신대/

위안부, 

위안소사진

명성

황후

교과

서

여성언

급횟수

법･

제도
교육･이념 사회운동 생활실태

전시

동원
기타

1996 35

1945년 

보통

선거권

소학교, 근대

여자교육, 대

정기여자교육, 

취학률 사진: 

소학교, 유학

생, 학교

岸田俊子 ,  

輿謝野晶子

(2회),  부인

운 동 ,靑鞜

社 사진: 신

부인협회,

여성직장, 전쟁

의 희생, 사진:富

岡제사장의 여

공, 대중잡지, 버

스걸, 긴자여성, 

쌀배급받는 여성

위 안 부 , 

여학생 동

원, 疏開

사진: 여

학생동원

미국여성해방운동, 구미의 

여성 직장진출, 보통선거권 

소개, 안네의 일기 사진 : 

미국 흑인노예, 아메리카이

민, 조선여학생수업, 黑田

淸輝그림 ‘독서’, 미국의 

부인참정권운동, 유관순상, 

3･1운동, 5･4운동

2001 31

1945년 

보통

선거권

소학교, 근대

여자교육, 대

정 기 여 자 교

육, 취학율 

輿謝野晶子

(2회), 부인

운동, 청답

사, 고아원 

여성의 양장 사

진, 그림: 근대 

일본여성, 제사

장의 여공, 大阪

여성 노 동

동원,

여성희생

구미의 여성직장진출, 보통

선거권 소개, 안네의 일기 

사진: 조선여학생, 黑田淸

輝의 그림 ‘독서’, 미국 부

2. 일본 교과서

한국 교과서가 2002년 여성서술을 대폭 늘린 데 반해서, 일본 교과서는 최근에 올수

록 전체적으로 여성의 등장 횟수가 줄어들었다. 아래 정리표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그것

은 구미, 중국, 조선 등을 포함한 세계의 역사에 대한 기술이 줄어들고 일본 중심의 역

사서술로 방향이 바뀐 것, 생활실태에 대한 기술이 줄어든 것,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전시 강제동원에 대한 기술이 삭제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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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소학교, 

유학생(津田), 

대정기학교 

사진: 신부

인협회, 

방적공장, 대중

잡지, 버스걸, 아

나운서, 여성점

원모집

인참정권운동, 유관순상, 

5･4운동 

2005 26

1945년 

보통

선거권

소학교, 근대

여자교육, 대

정기여자교육, 

취학율 사진: 

소학교, 유학

생(津田)

岸田俊子 ,  

輿 謝 野 晶

子, 부인운

동, 청답사

사진: 신부

인협회,

사진: 富岡제사

장의 여공, 大阪

방적공장, 製絲

여공, 대중잡지,

바스걸 

여성의 

노동력,

여성희생

구미의 여성직장 진출,보통

선거권 소개, 참정권,안네

의 일기 사진: 조선여학생

수업, 黑田淸輝의 그림‘舞

妓’, 口一葉, 여성참정권 

포스터 

3. 비교분석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대체로 유사하게 여성에 대한 서술이 매우 약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일본교과서의 여성 서술이 한국교과서에 비해 많다.

2)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가 점차 젠더관점을 강화시키는 데 비해, 일본 교과서는 오히

려 약화되고 있다. 외국사례에 소홀한 한국의 교과서 성격을 감안할 때 (다음 3항에서 언

급), 각기 자국 내의 역사서술에서 국한해보면 더욱 일본의 여성관점 약화가 주목된다.  

3) 일본의 교과서는 외국의 사례를 점차 줄여갔으며, 한편 한국의 교과서는 아직도 거

의 전적으로 한국 중심이다.  

4) 한국 교과서는 여성언급을 주로 사회운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성의 생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전무하다. 이에 비해 일본교과서는 여성의 일, 직장, 생활패턴의 변화 등에 

유의하여, 전체 여성의 삶을 서술하는 구조를 띈다.

5)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포함한 전시 여성동원 문제가 한국교과서에 2002년에 중요

하게 기술되기 시작한 데 비해,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2001년부터 사실상 삭제되는, 양국 

간에 극적인 대조를 보인다.

Ⅲ. 젠더 편향 서술의 구조

한말 개화기에 사회변혁이 시도되는 가운데서 신분제도의 변화는 그 근간을 이루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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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 (호주제, 상속제 등 포함) 변화와 맞물리며 여성의 법적 지위를 결정지어 나갔

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교육과 여성像 또는 성 역할 이념의 형성이라는 소프트웨어로 

받쳐졌다. 물론 이 여성상의 내용이 정부에 의해서만 주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

대화와 식민지화의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대응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성의 객관적 사

회적 조건에 대하여 여성은 자신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사회운동을 만들어가기도 했다. 

양국 모두에서 사회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은 극도로 축소되어 있다. 사회운동의 저변에

서 여성 전체가 처한 상황, 특히 여성 인권의 침해 상황은 이 시기 젠더 상황을 보여주

는 중요한 지침이며,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도 드러난다. 이러한 객관적 사회조건과 

여성의 현실은 1930년대 말 전시 동원의 사회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각 부분을 한일 양국 역사교과서를 기준으로 하여 논의할 것이다.

1. 신분 및 가족제도 변화

신분제도의 폐지는 봉건적인 구속에 갇혀있던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중요했을 뿐만 아

니라 여성은 신분제도 폐지 자체의 핵심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한일 양국 교과

서에서의 서술은 매우 소략하다. 

일본의 1996년 검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東京書籍)는 구미의 사회변화를 설명하면서 

신분제도의 폐지, 인권선언, 농노해방, 노예해방과 여성해방운동을 소개했으며, 중국의 

태평천국군이 남녀 평등한 토지 분할을 주장했다는 것을 소개했다(B0:162-177). 2001, 

2005년 검정판에서도 구미의 인권선언 등을 소개했지만, 전체적으로 양이 줄어들고, 신

분제 폐지나 남녀평등과 같은 적극적인 제도개혁에 대한 서술도 약해졌다(B1:123; 

B2:124-129).

일본교과서에서 근대 일본의 신분 및 가족제도에 관한 기술은 다음의 한 부분 뿐이다. 

“(메이지유신 후) 정부는 천황을 으뜸으로 해서 … 四民平等을 제창하여 에도시대 이래

의 신분제도를 폐지했다. 평민은 이름(名字)을 갖고 華･士族과 결혼이 가능해졌으며 … 

거주지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된 것이다 …”(B0:193-4). 2001년 검정판은 미세하

게 다르다. “신정부는 천황을 으뜸으로 해서 … 황족 이외에는 모두 평등하게 하기 위해 

… 신분제도를 폐지했다(이하 동일)”.(B1:123). 2005년판은 2001년판과 동일하다(B2:139).

그러나 여기서 평등이란 남성 내에서의 평등만을 일컫는 것이 아닌가. 해방령과 같은 



4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

해(1871년)에 설립된 호적법에 대한 기술은 없다. 호적법은 1898년에 시행된 민법과 더

불어 이에(家)제도를 확립하고 장남을 호주로 하며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기반을 만들

었다.3) 여성에 대한 법적 무능력자 취급은 1925년 11월에 개정되어 재산권이나 신체구

속, 결혼 등의 면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으나,4) 같은 해 보통선거권이 남성에게만 주

어지고 여성은 여기서 제외되었다. 세 교과서 모두 1945년에 25세 이상의 남녀가 보통

선거권을 갖도록 법이 개정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B0:239;B1:159;B2:177). 여성 관련 법

제도에 관한 유일한 서술이다. 

근대화를 진척시킨 일본과 달리 한국의 개혁은 좌절했다. 한국 역사교과서는 실패한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1990, 1997년 교과서는 

이러한 설명 중 여성 시각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2002년 교과서에서 대폭 삽

입되었다. “갑오개혁은 … 갑신정변에서 개화파가 제시하 거나 동학농민운동에서 농민

들이 주장하 던 신분제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 서술하면서, 갑오개혁과 동

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을 소개하고 있다. 갑오개혁에는 사법권 독립, 조세의 금납화 

등과 더불어 동학농민운동, 조혼금동, 과부의 재혼 허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

으며,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에는 ‘노비문서를 불태워 없앤다’를 포함한 12개의 개

혁안 중에 젊은 과부의 재혼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A2:211-214). 그러나 

실제로 추진을 시도했던 1896년의 호적제도 정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강 심, 

2005:204-205). 한국은 이러한 개혁 추진에 실패하고 식민지의 길로 몰락했다. 그 과정에

서 명성황후의 정책과 일본군에 의한 시해사건은 중요한 역사로서 교과서에도 서술되어 

있다. 그 시기에도 사회개혁의 시도가 지속되어, 독립협회의 활동에도 남녀평등의 이념

이 있었는데, 역사교과서는 ≪독립신문≫ 창간사 내용 중에 “… 이 신문은 인연하여 내

외, 남여, 상하 귀천이 모두 조선 일을 서로 알 터이옴 …”을 보여주었다(A0:75; A1:96; 

A2:225).

일제에 의해 강점된 후 일본의 여러 법제도가 이식되었다. 일본 민법의 이식도 이루

3) 일본의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호주의 막강한 권한을 특징으로 한다. 1871년 호적법의 공포

로 인해 일본의 국민은 호주를 대표로 해서 하나의 이에(家) 단위로 등록되었다. 1898년에 시행된 

민법은 호주와 장남의 권리를 강조하고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특징을 가졌다. 호주제를 핵심으

로 하는 근대 일본의 이에 제도는 가부장인 호주에게 여타 가족 구성원을 지배하고 명령할 수 있

는 권력을 부여한 것이며, 이는 국가의 가부장인 천황의 권위를 절대화하여 천황제 국가체제를 

법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회, 2005, 29~32).

4) 강 심, 2005 <일제강점기 조선여성의 법적 지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일제강점

기 한국인의 삶과 민족운동(한일관계사연구논집9)≫ 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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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이것은 한국사회 전체와 특히 여성의 지위에 엄청난 향을 미쳤으나, 한국의 

교과서에는 서술이 전무하다. 토지조사사업과 소유권의 법적 확인에 관한 내용이 있을 

뿐이다. 1909년 한국의 호적을 근본적으로 일본식으로 바꾼 민적법의 공포로 한말에 시

행되었던 호구조사규칙은 폐지되었다. 1912년 조선민사령, 1922년 일본호적법을 반 한 

조선호적령이 공포됨에 따라 일본식 호적제도가 이식되었다.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여

성이 가부장적 가족질서에서 무권리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혼인연령 제한(1922), 적장

자 단독상속 등의 일본식 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 이 법은 몇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쳤

으며 1939년의 창씨개명으로 이어졌다(강 심, 2005:205).

법제도의 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 공창제의 수립이다. 일본에서는 

1872년에 창기해방령을 선포했으나 다음해인 1873년에 도쿄부에서 <貸座敷渡世規則>, 

<娼妓規則>, <藝妓規則>을 공포하여 창기의 법적 유지를 선언했다. 이로써 남성이 사

고 여성이 파는 성매매는 공인되고 창기는 호주가 대표하는 법적 구속과 전차금에 묶여 

인신매매와 인신구속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공창제가 1876년 강제개항 이후 한반도 내 

일본인 집주지역에서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1916년에는 전국적으로 일원화되기에 이

르 다. 이것은 일제시기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여성지위에 중요한 향을 미치며, 전시

동원과 해방 후 한국사회의 여러 측면에까지 연속되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한일 양국 

교과서에 없다.

한국교과서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한말의 개혁시도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일본 제도의 

이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식민성과 근대성이 결합된 사회변화의 흐름에 대한 인

식의 단절과 여성이라는 큰 집단의 변화에 대한 무지를 의미한다.  

2. 교육 및 현모양처 이념

법제도의 틀에 내용을 채운 것이 교육과 이념이었다. 한일 양국의 교과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기술하고 있으나, 여성교육이라는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는 소략하

다. 또한 봉건적 여성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거의 인식이 없다.  

여성교육에 대해서 일본교과서가 할애하는 지면이 적다. “정부는 1872년에 학제를 발

포해서 6세 이상 남녀 모두가 소학교 교육을 받도록 했다.”는 서술과 함께 여학생 수업 

사진이 나와 있다(B0:197; B1:124-5; B2:140). 메이지정부가 岩倉사절단을 구미에 파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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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동행한 5명의 여자유학생 실렸는데(B0:202), 2001년과 2005년 교과서에는 그중 최

연소가 津田梅子임을 밝혔다(B1:132; B2:148).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서술하면

서 여학생의 학교수업 장면 사진이 실려 있으며(B0:221; B1:145; B2:160), “(1900년대 초) 

… 여자교육도 중시되게 되었다”고 서술했다(B0:225; B1:148; B2:165).

“大正기에는 … 여자의 중등･고등교육도 충실하게 되었다”(B0:243), “남녀 모두에게 

중등･고등교육이 충실하게 되었다”(B1:162), “여자교육의 충실을 도모했다”(B2:181)고 

서술했으며, 1875~1910년간의 남녀취학률 그래프가 소개되고 있다(B0:225; B1:148; 

B2:165).

한국의 교과서도 한말의 근대 교육 보급에 관한 논의에서 여성교육을 언급한다. 1990

년 교과서에 “1905년 이후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보성 … 숙명, 진명 등 수많은 

학교가 세워져 …”(A0:94)의 여학교에 대한 기술은, 1997년에 단지 “1905년 이후 보성, 

양정 등을 비롯한 …”(A1:101)으로 바뀌어 사라진다. 2002년에는 “외국의 개신교 선교사

들도 정부의 협조를 얻어 배재학당, 이화학당, 정신 여학교 … 등을 세워 신학문과 서양

문화 및 어를 가르쳤다”(A2:245).

그러나 한말에 양반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육운동이나, 174개교에 이르는 사

립여학교5)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것은 놀랍다. 더욱이 일제시기에 들어 이 한국인에 의한 

학교들이 어떻게 총독부에 의해 장악되면서 새롭게 여성교육기관이 만들어졌는지, 교육

의 내용은 어떠하며 남성 교육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서술도 없다.6) 

단지 1990년 교과서에 “제국신문은 주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민족정신의 고취

와 국민계몽에 힘썼다”(A0:93)는 언급이 있으며, 이것은 1997년, 2002년 교과서에 조금 

부연하여, “제국신문은 주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간행되었는데, 한글을 많이 사용

하 으며, 국민계몽과 민족정신의 고취를 위한 논설과 기사가 실렸다”(A1:100; A2:247)

고 서술했다. 

여성교육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시기 

사회변화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근대 여성교육의 목적은 국가발전이

었다. 한말 개화기에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조선에 개화하려면 여성의 교육이 절실하

다고 생각했다. 일본에서도 학교는 ‘국민’을 만드는 교육기관이었다. 일제시기에 한국은 

5) 1886~1910년 사이에 설립된 여학교 수. 이 시기 전체 학교수는 2,250개 다. (한일여성공동역사

교재 편찬위원회, 2005, 104)

6) 총독부는 1915년 사립학교를 규제하는 사립학교규칙을 발포했으며, 공립학교 증설정책을 추구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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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육이념이 받아들여져 천황의 ‘臣民’을 만드는 교육을 실시했다.7) 여성교육 이

념의 성격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메이지 정부는 초등교육 이상의 단계에서는 남녀분리

교육을 실시했고 여성의 고등보통교육에서 수신, 가사, 봉재 등의 과목을 중시했다. 한

말 한국에도 여학교가 분리 설립되었으며, 일제시기에 관공립여학교는 총 수업의 절반 

이상을 재봉, 수예 등에 배당했고, ‘고등여학교규정’에는 여자교육 목표를 ‘양처현모로

서의 자질을 얻게 함으로서 충량 지순한 황국여성을 기르는 것’이었다(한일여성공동역

사교재편찬위원회, 2005:101-105).

  

3. 사회운동, 여성의 활동

이러한 법제도 및 교육에 대하여 여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또한 이러한 법제도 

및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데 기여하기도 했을까. 사회운동의 여성참여, 여성운동의 양상

에서 그 단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양국에서 근대화 과정에 사회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여성운동도 그 한 부

분을 점한다. 일본 역사교과서에 여성운동 및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단 세 곳이다. 1996

년 교과서에 만화로 처리된 岸田俊子는 “자유민권의 주장은 멋지지만 정치는 남자의 것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뿐이다. 남녀평등을 말할 수 있다면!” 이라고 외친다(B0:209). 2001년

판에는 이 부분이 없어졌다가, 2005년 교과서에는 ‘민권운동가 岸田俊子’의 초상화가 설명 

없이 실려 있다(B2:151). 후퇴라고 볼 수 있다.

러일전쟁 시, 출병한 동생을 그리며 쓴 輿謝野晶子의 시 전문이 1996년과 2001년 교

과서에 실렸는데(B0:218; B1:142), 2005년에는 시의 제목만 나와 있는 대신 사진과 설명

이 실려 있다(B2:158). 이 여성은 1996년과 2001년에 문화 논의에서 短歌 작가로 다시 

한번 소개되었으나(B0:226; B1149), 2005년판에는 없다. 1996년과 2001년 교과서에 黑田

淸輝의 ‘독서’라는 제목의 한 여성 그림이 실려 있다가(B0:227; B1:149), 2005년 교과서

에는 문학과 예술 항목 자체가 없어졌다. 1996년, 2005년 교과서는 모두 구미의 여성 

직장 진출과 참정권 운동을 소개했으나(B0:235; B1:155; B2:173), 1996년 교과서만 유관

순상과 여성들의 3･1운동 참가 사진과 여성이 참가한 중국의 5･4운동 사진을 싣고 있

다(B0:236;B1:157). 2005년 교과서에는 이러한 운동을 소개했으나 여성 언급과 사진은 

7) 1911년 조선교육령, 1922년 개정. 황국신민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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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일찍이 메이지시대에 고아원을 세우고 지원자를 넓혀간 石井十次의 활동과 고아원에

서 일하는 여성의 사진을 2001년 교과서만이 싣고 있다(B1:149). 1996, 2005년 교과서가 

동일하게 1차 대전 후 사회운동의 확산을 논의하면서 “여성차별에서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부인운동’도 성했다. ‘새로운 여성’을 목표로 해서 메이지 말에 세토샤(靑鞜社)를 

결성해서 여성해방을 제창한 히라츠카라이쵸우(平塚雷鳥)는 신부인협회를 건설하고 여

성의 정치활동의 자유, 여자고등학고의 확충, 남녀공학, 모성보호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쳤다. 또 사회주의의 입장에서의 부인운동을 시작했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세토샤 선

언의 일부와 신부인협회 제1회 회의 사진도 싣고 있다(B0:241; B1:161; B2:179).

한국근대사는 자주적 개혁의 시도가 외세의 침략에 패배한 역사이다. 그 과정은 또한 

정부와 외세, 식민정부에 대항하여 개혁의 의지를 표현한 한국인들의 사회운동의 역사

이기도 하다. 한국교과서는 동학혁명으로 시작하여 의병운동,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을

사조약반대투쟁, 애국계몽운동, 신민회, 국채보상운동, 이후 3･1운동을 비롯한 민족독립

운동, 민족실력양성운동, 학생운동, 교육운동 등등, 사회운동에 관해 많은 논의를 전개했

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업적들은 의병운동을 포함하여 이 사회운동들에 여성들이 

중요하게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개혁의 다른 한

편 여성지위 개선을 위한 운동에 관한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과 1997년 한국 역사교과서의 수많은 지면에 걸친 사회운동 논의에서 

여성은 본문에는 단 두군데 보인다. 2002년 교과서에 이르러, 1990년과 1997년의 교과

서에 실린 서술에 더해, 여러 여성 관련 서술이 추가되었다. 여성의병 윤희순의 사진과 

설명(A2:238), 유관순의 항일운동에 대한 서술과 사진들(A2:267-268), 그리고 신간회의 

자매단체인 근우회(A2:287)가 논의되었으며, 국채보상운동에 관해서, “돈과 비녀 등을 

성금으로 냈다”(A2:249)는 서술과 함께, 여성과 남성이 같이 서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

비’ 사진(A2:242)과 ‘국채보상운동 여성기념비’ 사진(A2:249)을 실었다. 민립대학기성회 

창립대회에 여성이 등장하는 사진(A2:283)도 주목할 만하다. 제암리 독립운동에서 어린 

소녀와 부녀자들의 참가와 그에 대한 탄압에 대해 쓴 켄달이라는 외국인의 기사가 

1990,1997년 교과서에 실렸다가 2002년에 없어진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A0:123-4; 

A1:130-1). 여성들의 참가 사실에 더해, 여성들에게 가해진 치욕적 대우라는 명백한 성

차별에 대해, 한국교과서의 인식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2002년 교과서가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여성 서술이 대폭 늘었으면서도, 그것이 젠더의식이 균형적으로 발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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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지위 변화에 더해 사회전반의 개혁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후에 여성운

동에 중요한 씨앗이 된 신여성에 대해서는 1990, 1997년 교과서에 천도교에서 ‘신여성’ 

잡지를 발간했다는 언급 (A0:144; A1:154)이 설명 없이 있다가 2002년 교과서에서는 없

어졌다.

한일 양국에서 사회운동 서술은 여성의 비가시화와 사회변화에서 젠더관계의 중요성

이 무시된 대표적인 부분이나, 2002년 한국교과서에 다소 보충된 것은 고무적이다.  

4. 생활상태

법제도 및 교육, 이념의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실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여성운동

과 여성동원이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가 정치적

인 사건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의 생활 상태에 관한 서술은 적다. 그래도 

일본교과서는 여성 전반의 삶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인 반면, 정치적 풍랑 속에 있던 한

국의 교과서는 여성의 생활상태에 관한 기술이 거의 전무하다. 

일본의 교과서는 근대산업 발달을 논의하면서 ‘富岡製絲場의 여공’(B0:198; B1:127; 

B2:142)을 실었으며, 여성이 등장한 잡지 표지를 실었다(B0:243; B1:163; B2:181). 또한 

1996, 2001년 교과서는 버스걸과 전화교환수 등 새로운 직장에 여성이 진출했고, 여학

생의 제복에 양장이 채용된 것을 시작으로 여성들 사이에 양장이 퍼졌다고 서술하며, 버

스걸의 사진을 실었다(B0:244; B1:163). 2001년 교과서는 제5장 ‘개국과 근대일본의 발자

취’의 시작 표지에 양장의 남녀를 등장시켰으며(B1:111), 새로운 여성 직업인 아나운서의 

사진과(B1:163), 만주에서 점원모집에 참가한 여성들의 사진도(B1:167) 실었다.

1996년 교과서는 전시에 “생활이 곤란했으며 … 군수물자의 생산이 우선시되어 식료

품이 부족하고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었다”(B0:262-3)고 기술했으나, 2001년, 2005년 교

과서에는 이러한 전시하 생활실태에 대한 서술이 전부 빠져있다. 안네의 일기가 교과서 

모두에 실려 있다(B0:257; B1:173; B2:191).

한국의 교과서는 한말부터 일제시기를 통하여 농민의 생활이 곤란해진 상황을 기술했

으나, 여성의 상황에 별도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문학과 예술의 발전을 논의하면서

(A2:290). 나혜석, 윤심덕과 같은 여성의 이름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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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가 공창제의 한반도 도입과 더불어 구조화 되어 경찰의 방관 하에 확산된 것

은 호주제 하에서 교육과 직업의 기회에서도 소외되어 있던 식민지 여성에게 중요한 

향을 미쳤으며, 후에 전시 여성 강제동원을 용이하게 한 배경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서술도 없다.

Ⅳ. 전시 여성동원: 일본군 위안부 서술의 

성･민족･계급 편향의 교착

앞서의 여성관련 서술에서 간간히 보 던 성과 민족, 계급 관계의 교착이 전시 일본

군 위안부 동원 서술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1. 여성동원의 전체적 양상과 근로정신대 동원

전시동원기에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여학생의 동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양상이 양국

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에서 일반 여성의 동원은 근로동원에 그쳤으며, 근로동원에

서도 모성보호가 세심하게 이루어진데 비해, 한국에서는 성동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근로동원에서도 모성보호 정책은 발견하기 힘들다.8) 

일본교과서는 전반적으로 강제노동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서술했으며(B0:263-4), 여성

들에 대해서도 근로동원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별도 서술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여학생도 공장 등에 동원되었다”는 기술과 “교실도 군수공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여학

생들이 교실에서 일하는 사진을 실은 것이 전부이다(B0:268). 그러나 2005년 교과서에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일반인들도 많은 희생을 했다”(B2:193)는 소략한 기술로 대

치했다.  

8) 여순주, 1994 ; 정진성,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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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일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서술

1) 일본중학교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

1980년 검정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 중, 淸水書院과 帝國書院의 교과서가 조선

인, 중국인의 강제연행에 관해 기술했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기술은 한 곳도 

없었다. 1992년 검정 교과서는 일본서적을 제외한 다른 7개의 교과서가 모두 조선인, 중

국인에 대한 강제연행, 대만인에 대한 징병을 기술하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2종의 교과

서에서 명백하게 군위안부 동원을 나타내는 기술이 등장했다. 中敎出版 교과서는 강제

연행 전반을 기술하면서, “군을 수행해야 했던 여성도 있었다”(258쪽)고 기술했으며, 敎

育出版은 “또 많은 조선인 등 여성도 정신대 등의 명목으로 싸움터로 보내졌다”(273쪽)

라고 기술했다. 이 두 교과서의 기술은 군을 수행했다거나, 싸움터로 보내졌다는 것으로 

보아, 위안부임에 틀림없다. 특히 교육출판의 ‘정신대 명목으로’ 라는 기술은 매우 흥미

롭다. 1997년 한국 중학교 교과서에 “여성까지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

의 위안부로 희생되기도 하 다.” (151)는 기술과 상당히 유사하다. 1930년대 식민지 조

선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위안부 동원 사실을 많은 한국인이 ‘정신대’ 동원으로 기억하

고 있으며, 해방 직후, 1970, 80년대에 걸쳐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위안소에 끌려간 여자

들’에 대한 회고가 한국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되고 있다.9) 1990년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

서 만들어져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단체 이름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점

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직후에 일

본에서 쓰여진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이 기술은 일본사회의 인식도 한국과 유사했던 것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大阪書籍의 “나이 어린 여성도 정신대로 강제 동

원했습니다”(262쪽)의 정신대도 다소 희미하게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동시에 포괄하는 

9) “이 땅의 딸들을 여자정신대 혹은 위안부대라는 미명으로 일본은 물론 멀리 중국 남양 등지에 강

제로 혹은 기만하야 보낸 사실을 …”(≪서울신문≫ 1946. 5. 12). “일제는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

로 숱한 부녀자들을 동원. 군수공장의 직공이나 전방부대의 위안부로 희생시켰다”(≪서울신문≫ 

1970. 8. 14). “나는 조선에서 정신대제도가 생겨서 동포여성들이 강제로 끌려오고 있는 것은 미

처 몰랐지만, 위안소의 그 보지 못한 동포에 대해서 한없이 동정심이 일어났다”(박두석, 1977).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 나가 그중 상당수가 일본군대의 위안부로 만들어진 인원이었다”

(김대상, 1978). “한국 처녀들이 정신대로서 본격적으로 징발되기 시작한 것은 1942년 1월 이후지

만, 누구도 그녀들이 일본군대의 위안부가 되리란 것을 상상도 못했다”(임종국, 1981,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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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1996년에는 1992년까지의 學校圖書 교과서가 없어지고, 中敎出版은 日本文敎出版으

로 판권을 양도했다(君島和彦, 1997:308). 모두 7종의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되었

는데, 모두 일본군 위안부 사실을 언급하 다. 동경서적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위안부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전시 하에)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

해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일본에 끌려와 공장 등에서 가혹한 노동에 조

사하게 되었다. 위안부로서 의사에 반하여 전지에 보내진 어린 여성도 다수

다”(B0:263). ‘의사에 반하여’ 라고 명기하여 강제동원임을 명백히 밝힌 것은 특기할 만

하다(다른 교과서 내용은 <첨부자료1> 참조). 

그러나 2001년 검정본에는 日本書籍과 淸水書院, 帝國書院 교과서에만 위안부 기술이 

남았고, 나머지 모두에는 없어졌다. 채택률 1위인 東京書籍 교과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휘말려들었습니다. 일본이 침략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는 전장에서 죽기도 

하고, 노동에 끌려 나오기도 하여,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여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B1:175)라고 위안부와 강제연행 모두를 삭제했다. 채택률 2, 3위

인 大阪書籍과 敎育出版에도 일본군 위안부 서술은 빠져 있다. 특히 敎育出版과 日本文

敎出版(中敎出版) 교과서는 이미 1992년에 가장 먼저 군위안부 사실을 교과서에 실었던 

교과서 는데, 2001년에 서술을 빼버린 것이다.

日本書籍은 가장 충실하게 위안부 사실을 기술했다. “조선 등 아시아의 각지에서 젊

은 여성이 강제적으로 모아져 일본병사의 위안부로서 戰場에 보내졌다.”(180쪽) 이 교과

서에는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서술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

해자 김학순씨의 사진도 실었다.(205), 淸水書院과 帝國書院 교과서도 위안부 사실을 기

술했다(각각 189, 221).10) 2001년에는 扶桑社의 역사교과서도 검정 통과했는데, 0.04%의 

낮은 채택률과 그 서술의 극단성 때문에 이 글에서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11)

2005년 검정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은 더욱 축소되었다. 日本書籍新社와 帝國書院 2종

에만 위안부 서술이 남았고, 淸水書院 교과서마저 서술을 없앴다. 내용도 약화되어 日本

書籍新社의 서술에서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지 않게 되었으며, 강제적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다. [“또한 조선 등 아시아 각지에서 젊은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모집되어 일본 병사

10) 일본역사교과서 전문가 분석팀, 2001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검토의견서(Ⅱ)

－기존 7종 교과서> 참조.

11) 이것은 2005년에 0.39%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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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검정수리번

호/출판사
원문 검정의견 수정문

倫理
18-70

實敎出版

<전후 보상 >

과거에 일본이 행한 남경대학살, 강제

연행, 종군위안부 등에 관련된 문제

로, 현재 개인보상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전후배상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위안부 던 사람들

은 국가에 의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시아여성

기금｣(민간모금)을 발족시켰다.

전후보상

에 대해 

이해하기 

어 려 운 

표 현 이

다.

<전후 보상 >

과거에 일본이 행한 남경대학살, 강제

연행, 종군위안부 등에 관련된 문제

로, 현재 개인보상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정부는 전후 배상 문제는 해결

되었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위안부

던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사죄와 보상

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95년에 ｢아시아여성기금｣(민간모

금)을 발족시켰다(2007년 해산).

의 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졌습니다”(180쪽). →군의 요청에 의해, 일본군 병사를 위해 

조선 등 아시아의 각지에서 젊은 여성이 모집되어 전장으로 보내졌다.(202쪽)] 

명백히 위안부 기술은 1996년 이후 축소 일로에 있다.

2) 일본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서술 (2003/2007년 검정판)

고등학교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서술 또한 중학교 교과서와 별로 차이가 없다.

2006년도 검정에서 전체적으로 검정의견은 윤리교과서 한 개(實敎出版)의 전후보상 

서술에 대한 미미한 의견이 전부 다. 

2006년도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의견과 교과서 수정문

출처: 남상구, 2008, 331~332에서 재인용.

이때의 검정의견은 1건에 불과했지만, 여타 출판사의 기술에 향을 미쳤다. 각 출판

사들은 ‘자기 검열’을 통해 2007년 교과서의 검정을 받기 위하여 2003년 교과서의 ‘위안

부’ 내용을 수정한 검정본을 2006년에 제출했다.12) 그 수정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경향

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이 축소되었다. 위안부 동원 사실은 대부

분의 교과서에 실려 있으나, ‘강제연행’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2003년 검정판으로는 

第一出版 ≪高等學校日本史A≫와 山川出版社 ≪新日本史≫ 두 개에만 기술되었는데, 

12) 2008년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조사한 자료. 279~284쪽. 이외에 2007년도 검정통과한 일본사, 세

계사 고교 교과서 분석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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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山川 ≪新日本史≫만 그대로 남아있고, 第一出版 ≪日本史≫는 강제연행 기

술을 빼버렸다.13)

둘째는 2007년에는 위안부 동원과 함께 거의 모든 교과서에 ‘아시아여성기금’에 관한 

서술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2003년에 아시아여성기금에 관해 서술한 교과서는 三省

 ≪日本史A≫와 實敎出版社 ≪高校日本史B≫ 두 책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위 두 

책에 더해, 第一 ≪高等學校日本史A≫와 東書 ≪日本史A≫에 자세히 기술되었으며, 東

京書籍, 淸水書院, 實敎出版, 第一學習社의 정치･경제 교과서에 모두 실렸다. 

3) 일본교과서 위안부 서술 변화의 메카니즘 

가. 젠더/계 /민족차별의 역학 

앞서 언급한대로 역사서술의 젠더 편향은 계급과 민족 편향서술과 맞물려 그 메카니

즘이 숨겨져 있기 쉽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서술은 어떠한가.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기본적으로 성/민족/계급 차별 구조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국가에 의해서 주조된 제도

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이 엄청난 문제가 60년이 지나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비롯한 성차별적 사회의 요인

이 크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서술에 관한 논쟁은 주로 민족문제의 

시각에서만 접근되어 왔으나, 앞서의 논의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전반적인 여성 서술 및 

일반대중의 생활에 대한 시각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①여성의 가시성 후퇴

이글의 2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대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1996, 2001, 2005년을 

통하여 여성 서술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②일본 자국 심의 서술 

위안부 서술 축소와 함께 2001년 검정판에서 보인 가장 큰 변화는 일본 자국 중심의 

13) 第一出版은 2003년판 교과서에는 “또한 조선인 여성을 중심으로 각종 구실을 붙여서 권유하거나 

강제연행해서 종군위안부로 삼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었는데, 2006년 검정본에서 “강제연행해서”

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또한 조선인을 중심으로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라고만 

기술했던 것이다.(남상구, <앞 논문>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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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식민지에 대한 서술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할애한 지면이 

대폭 줄어들고 일본 중심의 역사로 좁혀진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교과서의 章 구성 자

체 변화에서 그것이 보인다. 1996년 검정 교과서의 목차는 문명의 발생과 일본의 성립, 

고대국가의 발전과 동아시아세계, 중세사회의 전개와 동아시아 정세, 세계의 움직임과 

천하통일, 근세사회의 발전, 근대유럽의 세계지배와 일본의 개국, 근대일본의 발전, 두 

번의 세계대전과 일본, 현대의 일본과 세계의 9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2005년 검

정판에서는 역사의 흐름, 고대까지의 일본, 중세의 일본, 근세의 일본, 개국과 근대일본

의 발전, 두 번의 세계대전과 일본, 현대의 일본과 세계의 7장으로, 완연히 일본 중심으

로 개편한 것을 볼 수 있다. 근대사 부분은 3장에서 2장으로 압축되어 세계사, 식민지 

부분과 일반국민의 생활사가 대폭 축소되었다. 장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세계에 

대한 관심의 폭을 줄이고 일본 중심으로 서술이 좁혀진 것을 볼 수 있다.

③생활사 소홀의 역사서술 

아예 새 교과서에는 ‘전시하의 생활’이라는 항목이 통째로 빠져서 이전 교과서에 실

려 있던 강제연행 전반에 관한 서술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반 대중들의 생활에 대한 기

술도 대폭 축소되었다. 1996년 검정판에서 “전투와 강제연행 등에 의해 많은 인적 피해

가 났으며 …”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일본에 끌려와서 …”(B0:263)와 

같은 서술과 한 페이지(B0:264) 전체에 걸친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제목 하의 자세한 

서술은, 2001년 검정판에는14) “일본과 독일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을 

강제적으로 연행해서 본국의 광산과 공장에서 일하게 했다. 일본에서 일한 조선인, 중국

인 등의 노동조건은 가혹하고 임금도 낮았으며 극히 힘든 생활을 했다”(B1:175). 2005년 

검정판에서는 “일본에 끌려와서 의사에 반해 일한 조선인, 중국인도 있었고, 그 노동조

건은 가혹하고 임금도 낮고 매우 혹독한 생활을 했다”(B2:193)는 단 3줄의 서술로 축소

되었다. 양의 축소와 함께 ‘강제연행’이라는 말이 사라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④정부 심의 서술  

이와 함께 주목할 또 다른 점은 1996년 검정판에서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해 힘든 생

활을 했다”(B0:262),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되어 비판한 사람들은 탄압 

당했다”(B0:263)를 비롯한 국민들의 전시 하 생활에 대한 서술이 180도로 방향이 바뀌

14) “일본과 독일은 …” “유럽에서는 독일에 의해 …”와 같이 독일을 끌어들인 것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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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2001년과 2005년 검정판에는 “많은 국민들은 이 전쟁은 ‘바른(正しい）전쟁’이라고 

믿어,  정부에 협력했다”( B1:174; B2:193)고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15) 

나. 정부와 사회: 지도, 검정과 자기검열

일본에서 위안부 서술과 전쟁 중의 식민지 및 일본의 일반 대중의 삶에 대한 서술을 

줄이고, 미화시키는 요인은 역사학 또는 역사교육 내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三 明正, 1997/1998:31), 그 외부의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보다 폭넓게 이루어졌

다고 보여진다.

①학습지도요령

일본에서 교과서와 관련하여 정부의 직접적 관여는 학습지도요령을 만드는 것과 교과

서를 검정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대로 일본에서 학습지도요령은 1947년에 처음 발표된 

후, 중학교의 경우, 1951년 1차 개정으로부터, 1955, 1958, 1969, 1977, 1989, 1998년, 

2008년 제8차 개정에 이르 다. 이에 관해 일본과 한국에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

데, 여기서는 군위안부 서술과 관계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과의 목표’ 변화에 관해

서만 짚어보기로 한다.

다음 표에 정리한 바와 같이,16) 1947년과 1951년 민주주의의 강조가 1955년 크게 방

향이 바뀌어, 서구식 민주주의에 유의하고 도덕교육을 강조하게 된 점과 이후 차츰 세계

사의 비중을 줄이고 자국 중심 역사교육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점, 그리고 1998년부터는 

국가에 대한 애정을 주요 목표로 삼게 된 점 등이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학습지도요령의 변화는 교과 구성과 내용을 결정하며, 전반적으로 교과서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교과서 검정이나 구체적 내용변경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쳤

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기술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가 있기 때문에, 학교지도요령에서 전쟁관이나 젠더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교과서의 위

안부 기술에 향을 줄 수 있다.

15) 永原慶二는 일본정부의 검정의 역사관을 자국역사의 미화, 전쟁책임의 은폐, 민중행동에 관한 기

술 억제 및 교화형 역사교육으로 분석한 바 있다. (永原慶二, 2001, 19~29)

16) 1998년 제7차 개정까지는 김보림(2000), 박수철(2008), 권오현(2008)을 주로 참조. 2008년은 문부

과학성 중학교학습지도요령해설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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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민주적･평화적인 국가, 사회의 형성자로서 … 자질의 기초를 함양

1951

민주적 사회인으로서의 …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 

일본사회발전을 항상 세계사의 배경 아래 이해하며 아울러 일본의 특수성을 생각하여 현재 

사회문제를 세계사적으로 파악할 능력을 기를 것.

1955

1956(고)

*미국식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목소리 높아짐 → 학습지도요령 개정요구

애국심 함양과 도덕교육의 내용을 중시하는 새로운 방향 

1958

1960(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세계사적 시야에서 올바르게 이해시켜 그것을 통해 국가･민족의 전통과 

일본문화의 특질 등을 생각하게 하여 우리들이 국제사회에 대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자각

시키고 국민적 심정의 육성을 도모한다.

*국기게양, 기미가요 제창 중시

1968(소)

1969

1970(고)

우리나라의 공민으로서의 기초적 교양을 기르면서 …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이해시

키고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높임과 함께 … 

*신화교육 부활과 애국심 교육의 강조

1977

1978(고)

넓은 시야에 서서 우리나라의 국토와 역사를 깊이 이해하게 하고, 공민으로서의 기초적 교

양을 길러 … 

*도덕강화와 기미가요의 국가 명기

1989

우리나라의 역사를 세계역사를 배경으로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의 

특색을 넓은 시야에 서서 생각하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기른다.

*도덕교육 충실, 일본인의 자질 육성 중시, 일본문화와 전통 강조, 국기･국가 존중지도 

1998

1999(고)

우리나라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깊게 하고 … 

*애국심 함양 강조

2008 동일함

사회과(역사분야)의 목표

 

한편 학습지도요령을 해석한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모든 교과서 회사가 교과서를 편

집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2002년부터 사용한 해설서의 내용은 [일본이] “아시

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을 … 이해시키고”라고 되어 있는

데, 여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교육의 실시방침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해설서에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으면 교과서 출판사에 따라 그 기술 

내용은 편차가 생긴다. 2012년부터 사용하는 해설서에는 일본 국민이 입은 전쟁 피해로 

오키나와전, 원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기

술하도록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남상구, 2008:324~325).

②교과서 채택률과 자기검열

1955년 제출된 교과서의 전체 80% 이상이 불합격되도록 검정이 강화되었으나 (俵義

文, 2001:66), 그 후 몇 차례의 진동을 겪으면서, 2005년도에 이르러 중학교 역사교과서

에서 위안부 서술에 대한 검정 의견은 없어졌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도, 앞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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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993년 1997년 2001년 2005년 

東京書籍 35.0 32.2 ●41.1 51.3 51.2

大阪書籍 16.3 18.0 ●19.3 14.0 15.4

帝國書院 1.4 4.4 ● 1.9 ●10.9 ◎14.2

敎育出版 16.0 ●17.9 ●17.8 13.0 11.8

日本書籍(新社) 16.5 14.2 ●12.9 ● 5.9 ● 3.1

淸水書院 4.3 3.7 ● 3.4 ● 2.5 2.4

(中敎出版)日本文敎出版 8.7 ● 8.1 ● 3.5 2.3 1.4

學校圖書 1.9 1.3

扶桑社 0.046 0.4

급한대로 2006년도 검정에서 전체적으로 검정의견은 윤리교과서 한 개(實敎出版)의 전

후보상 서술에 대한 미미한 의견이 전부 다. 정부의 검정의견 없이 각 출판사들은 자체

적으로 2003년 교과서에서 2007년 검정을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내용을 수정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2005년도 검정에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에서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 식민지에 대한 서술이 삭제되었거나 내용이 수정된 것

은 검정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 출판사 자체의 ‘자기검열’(自主規制)에 의한 것이었다(林

博史, 2007:10). 2001년 검정이 시작되기 전인, 1999년 8월, 東京書籍, 敎育出版, 帝國書

院은 당시 현행 교과서의 ‘종군위안부’ 기술에 대하여 ‘종군’과 ‘강제’의 어구를 삭제하

는 自主訂正을 신청하고, 문부성은 동년 12월에 정정을 허가한바 있다(俵義文, 2110:59).

이러한 자기검열의 현실적 이유로 교과서 채택률이 거론된다. 예컨대 중학교 역사교

과서의 채택률은 가장 우익 성향이 강한 扶桑社 교과서와 다른 한편 일본군 위안부문제

를 가장 충실하게 기술한 日本書籍新社의 교과서가 모두 저조하다. 특히 일본서적 교과

서의 채택률은 1997년 12.9%, 2001년 5.9%, 2006년 3.1%로 급감했다. 한편 기본적으로 

그때까지의 서술 그대로를 유지한 大阪書籍, 敎育出版, 淸水書院, 日本文敎出版 교과서는 

대체로 채택율이 다소 낮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감소세 중

에 유독 채택율이 높아진 東京書籍과 帝國書院 교과서는 일본역사에 극히 비판적인 부

분을 삭제하면서 중립적인 인상을 주는 교과서이다(藤岡信勝, 2005: 222-228). 특히 위안

부 문제를 약한 톤으로 기술한 帝國書院의 교과서가 크게 채택률이 늘어난 것은 위안부 

문제의 서술과 침묵 사이에서 중간을 택한 사람들의 선택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 학교 역사교과서 채택률> (%)

자료: 1990년은 學習指 要領版, 1993･1997년은 新學習指 要領版 ; 君島和彦, 1997, 308에서 재인용. 

2001, 2005년은 일본문부과학성 ; 한국학중앙연구원http://www.ikorea.ac.kr/webzine/0511/japan3.asp에

서 재인용.

● 군위안부 서술  ◎ 약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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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치･사회  상황의 직 ･간  압력

그러나 가장 높은 채택률을 보이며 더욱 그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東京書籍 교과서가 

2001년도에, 앞서 본대로, 내용을 줄이거나 서술의 방향을 바꾼 것, 더욱이 중학교, 고등

학교 각 출판사 교과서가 동시에 비슷한 내용 변화를 시도해 온 것을 단지 채택률로 설

명할 수 없다. 그 근본요인이 정치･사회적 상황의 보수화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1990년대 위안부 사실이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 1996년 거의 모든 교과서가 이 

사실을 기록한 것, 이후 점차 그 내용을 축소해 간 것은 다른 강제동원의 문제, 더욱이 

앞서 본대로 여성 서술 전체의 축소, 자국 중심 서술과 궤를 같이하며 일본 사회 전체의 

상황을 반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17)

<그림 2> 일본교과서 안부 서술변화의 메카니즘

그 사회적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것을 추동하기도 하는 것이 정부의 다각적인 활

동이다. 하야시 히로부미(林博史)는 검정이라는 직접적인 방법 대신 사용된, 간접적이고 

불투명한 압력이 자주규제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아시아에 대한 가해행위에 관한 

기술에 검정의견이 붙으면 국제문제화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압력을 넣어 신청단계에서 

기술을 줄이는 교묘한 방법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林博史, 2007:10).

17) 전반적인 교과서 내용 개정 중에도 ‘종군위안부’문제는 그 중심에 서있다. 일본의 우파 지식인들

은 이것이 외국의 적의와 악의, 미를 절대정의로 여기는 사상에 따른 것이며, 정확한 역사적 사

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했다(西尾幹二･藤岡信勝,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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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관련 기술

1979 중학교: 심지어는 젊은 여자들까지도 산업시설과 전선으로 강제로 끌어갔다.(239쪽)

1982
중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자들까지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만들었다.(122~123쪽)

고등학교: 여자들까지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삼기도 했다.(150~151쪽)

1990
중학교: 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침략전쟁의 희생물이 되었다.(142쪽)

고등학교: 서술 삭제

1997(중)

1996(고등)

중학교: 이때 여성까지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희생되기도 하

다.(151쪽)

고등학교: 우리의 청년들은 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또 징병제와 징용령에 의해 일본, 중

국, 사할린, 동남아 등지로 강제 동원되어 목숨을 잃었으며, 여자들까지 정신대라는 이름으

로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희생되기도 하 다.(136쪽)

정부 외의 정치･사회 집단의 압력도 중요하다. 1955년 전후, 1980년대 초, 199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보수집단의 압력은 교과서 내용 변화에 중요한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18) 

3.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한국교과서 서술

앞서 언급한대로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1990년대 초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97년 국정교과서

부터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1979, 1982, 1990년 국정교과서에서도 위안부 관련 서술이 

눈에 띈다. ‘위안부’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위안부를 의미하는 기술이 이루

어진 것이다. 그 후 1997년도에 중학교 교과서에 처음으로 정신대와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2년 국사 교과서에는 그 내용이 대폭 보강되어 보다 자세히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①1979-1997년 교과서

우선 1979, 1982, 1990, 1997년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 내

용을 보자.

18) 이에 관해서는 俵義文(타와라 요시후미),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 번역, 2001, ≪위험한 교

과서≫ (역사비평사, 서울) 65~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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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에 위안부문제가 한국에서 크게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것을 명확하게 중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뜨거웠다. 그러나 1990년대를 

통하여 속속 밝혀지는 위안부 실상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목, 피해자들의 증언 등에 따라 한국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면서, 한국사 교육의 중

요한 내용으로 자리잡았다.

②2002년 교과서

2002년의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일제는 여성들도 근로보국대, 여자근로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끌고 가 노동력을 착취했다. 더욱이 많은 수의 여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일본군

이 주둔하고 있는 아시아 각 지역으로 보내 군대위안부로 만들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

게 하 다”(A2:262) 고 기술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과정은 중학교와 별반 차이가 없다. 

1973년 국정화 이후 관련 내용들이 한 두 줄에 걸쳐 서술되거나 또는 아예 삭제되기도 

했다. 1982년의 교과서에서 “여자들까지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삼기도 하 다”(150~151)

는 언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1990년에 발행된 교과서에는 아예 그 

서술조차 삭제되었고, 1996년의 교과서에 가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용어가 등장하기 시

작했다.19)

현재 사용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정 국사교과서는 민족의 수난과 항일 

독립운동 항목에서 ‘일본위안부 실상’이라는 박스를 별도로 만들어 다음과 같은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교육자료1>을 인용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는 1932년 무렵부터 침략전쟁을 확대해 가면서 점령 지구에서 ‘군인들의 강간

행위를 방지하고 성병 감염을 방지하며 군사기 의 누설을 막기 위한다’는 구실로 우리나라와 타

이완 및 점령지역의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을 속임수와 폭력을 통해 연행하 다.

이들은 만주, 중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

들과 일본, 한국 등에 있는 점령지에서 성노예로 혹사당했다. 열한 살 어린 소녀로부터 서른이 

넘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은 ‘위안소’에 머물며 일본 군인들을 상대로 (성

적 행위를 강요당했다.) …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하지 않은 피해자들 중에는 현지에 버려지거나, 

자결을 강요당하거나, 학살당한 경우도 있다. 운 좋게 생존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회적인 소외와 수치심, 가나, 병약해진 몸으로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가야 했

다.”(343쪽)

19) 관련 기술은 위안부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없다. 정신대와 위안

부를 혼동하기 쉽게 서술한 것도 문제이다.(이 선, 20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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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한국의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을 크게 확대한 것은 일본의 2005년 검

정 교과서에서 위안부 실상관련 내용이 축소되고 아시아여성기금의 내용이 확충된 것과 

중요한 대조를 이룬다. 일본에서 그것이 정치. 사회적 상황의 보수화를 근본 요인으로 하

며, 특히 민족관계가 그 축을 이룬다고 한다면, 한국의 경우, 위안부 서술이 확대된 것은 

여성운동의 활성화와 정치･경제적 민주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Ⅴ. 맺음말

봉건사회와 구별되는 근대사회로의 변화는 합리화의 과정이며, 그것은 신분제도의 폐

지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 거대한 변화 중 하나의 근간이 여

성의 사회적 출현이다. 한일 양국의 교과서가 이 점을 무시한 것은 반쪽의 역사만을 학

생들에게 가르치는 셈이 된다. 

일본의 교과서가 한국의 교과서보다 여성에 대한 서술이 양적으로, 그리고 서술구조에

서 다소 앞서 있다고 보여졌다. 그것은 근대화가 앞선 일본에서 여성의 삶이 변화되고 사

회 진출하는 양상도 다분화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가 

점차 서술을 늘려가고 사회운동, 교육, 전시동원 등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데 비해, 일본 교과서가 오히려 서술을 줄이고 기왕에 실렸던 내용을 대폭 삭제하

는 과정을 보이는 것은 정치･사회적인 상황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더욱이 이

러한 젠더 편향은 민족과 계급 편향과 맞물려 있으므로, 전체 사회 해석의 시금석과 같

다.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서술은 그 단적인 표현이다. 교육이 이렇게 정치･사회적 조건에 

구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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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1980년 검정 1992년 검정

中敎出版

조선과 대만에서도 징병이 실시되었다. 조선에서의 약 70만명 

외에 중국에서도 약 4만명이 강제로 연행되어 탄광 등에서 노

동을 강요받았을 뿐아니라, 군을 수행해야만 했던 여성도 있었

다.(258쪽)

學校圖書

광산.토목 등의 중노동에는 조선이나 중국사람까지도 강제로 

끌고와서 일을 시켰다. 또한 군대에서도 인원이 부족하자 대학

생과 조선.대만 사람들을 전쟁터로 보냈다.(243쪽)

東京書籍

전황이 악화되자 조선.대만의 식민지 사람들도 군대에 소집되

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많은 조선이과 중국인까지도 일본으

로 끌고 와서 악조건 하에서 공장이나 관산등의 중노동에 종사

하게 했다. 1945년에는 재일조선인 수는 그때까지 이주해온 사

람을 합하여 조선 총인구의 1할에 해당하는 2백수십만명에 달

했다.(281쪽)

大阪書籍

조선에서는 약 70만명을 강제로 일본내지로 연행하여 노동시켰

으며, 나이 어린 여성도 정신대로서 강제동원했습니다. 게다가 

대만･조선에도 징병령이 내렸습니다.(262쪽)

敎育出版

강제로 일본에 끌려온 약 70만명의 중국인은 탄광 등에서 중노

동에 종사하게 되었다. 게다가 징병제 아래에서 대만과 조선의 

많은 남성이 병사로서 전쟁터에 보내졌다. 또 많은 조선인 등 

여성도 정신대 등의 명목으로 싸움터로 보내졌다.(273쪽)

日本書籍

淸水書院

집단적으로 끌려온 조선인은 

약 70만명, 중국인은 5만명

에 달했다고 한다.(263쪽)

전시하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1941년경부터 

약 80만명에 달하는 조선인을 강제로 일본에 연행하여 탄광.광

산 등에서 일하게 하 다. 또한 중국인도 4만명 가까이 강제연

행했다. 조선인과 중국인은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았다 … 일본

의 병력이 부족해지자 조선과 대만인들에 대해서도 징병제를 

실시하여 싸움터로 동원했다.(245쪽)

帝國書院

일본은 조선과 대만에서도 

징병제를 실시했습니다. 또

한 70만명 이상의 조선사람

들과 약 4만명의 중국사람들

을 강제로 일본으로 끌고 와

서 탄광 등에서 심한 노동에 

종사시켰습니다.(291쪽)

70만명 이상의 조선 사람들과 약 4만명의 중국사람들이 강제로 

일본에 끌려와서 탄광 등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286

쪽).

일본의 식민지 던 조선과 대만에서는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

이 강제로 일본에 끌려 와서 일본 각지의 공장이나 탄광에서 노

동했습니다. (292쪽)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1993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한국 관련내용 변화분석>에서 발췌

<첨부자료 1> 일본 학교 역사교과서 ‘일본군 안부’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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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1996년 검정 2001년 검정 2005년 검정

東京書籍

또 국내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

해, 다수의 조선인 및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일본에 연행되어, 공

장 등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되

었다. 위안부로서 의사에 반하여 

전지에 보내진 젊은 여성도 다수 

있었다. (263쪽)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휘말려들었습니다. 일본

이 침략한 동아시아와 동

남아사아에는 전장에서 

죽기도 하고, 노동에 끌

려 나오기도 하여, 여성

과 아이들을 포함하여 일

반 사람들에게도 많은 희

생자가 생기었습니다. 

(175쪽)

일본에 연행되어 의사에 반하여 

일하게 된 조선인, 중국인 등도 

있었고, 그 노동조건은 가혹하고 

임금도 낮아 지극히 힘든 생활을 

강요 당했다.(193쪽)

大阪書籍

더욱이 조선에서는 약 70만 명, 

중국에서도 약 4명 명을 연행하여 

광산 등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또

한 조선 등의 젊은 여성들을 위안

부로서 전장으로 연행하고 있습니

다. 더욱이 대만･조선에도 징병령

을 내렸습니다.(260~ 261쪽)

또한 조선과 대만에서도 

징병령이 실시되었습니

다. … 그리고, 조선에서

는 약 70만 명, 중국에서

도 약 4만 명을 강제적으

로 연행하여 광산이나 공

장 등에서 일하게 하 습

니다.(171쪽)

조선과 대만에서도 징병제를 실

시하여 일본의 군인으로서 전쟁

터에 보내졌다 … .조선이나 중국

의 점령지로부터 수십민명의 사

람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광

산과 방공호 제작 등의 일을 시

켰다.(200쪽)

敎育出版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강제

적으로 일본에 연행된 약 70만 명

의 조선인과 약 4만 명의 중국인

은 탄광 중노동에 종사하 다. 더

우기 징병제라는 것으로, 대만과 

조선의 많은 남성이 병사로서 전

장에 보내졌다. 또 많은 조선인여

성 등도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

졌다.(261쪽)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

해, 강제적으로 일본에 

연행된 약 70만 명의 조

선인과 약 4만 명의 중국

인은 탄광 등의 엄한 노

동현장에서 일하 다. 또 

징병제라는 이름으로, 대

만과 조선의 많은 남성이 

병사로서 전장에 보내졌

다. 더욱이 많은 조선인

여성 등도 공장 등으로 

보내졌다. (204쪽)

식민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일

본으로 끌려와서 공장이나 광산

에서 일하게 되었다. 많은 조선이

과 중국인이 엄격한 노동조건 하

에서 괴로운 생활을 강요당했다 

… 조선과 대만에서는 전쟁말기

에 지원병제도가 개정되어 징병

제가 실시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

람들이 일본군병사로서 전쟁터에 

보내졌고 많은 조선인 여성등도 

공장에 보내졌다.(173쪽)

日本書籍

新社

또한 여성을 위안부로 종군시키고 

가혹한 취급을 하 다.(264쪽)

또한 조선 등 아시아 각

지에서 젊은 여성들이 강

제적으로 모집되어 일본 

병사의 위안부로서 전장

에 보내졌습니다. (180쪽)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피

해를 당한 개인이 보상을 

요구할 권리까지 각국 정

부가 빼앗은 것이 불가능

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이에 입각하여 강제

조선이나 중국의 점령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내지로 강제적으

로 데려왔다. 강제연행된 조선인

의 수는 약 70만명, 중국인의 수

는 4만명에 달했다.(202쪽) 1943

년 조선에서, 1944년 대만에서 

징병제가 실시되었다.(205쪽) 이 

전쟁으로 일본인 사망자는 군인,

민간인을 합하여 310만명 (조선

인, 대만인 5만명 포함),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망자는 중국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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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 당한 사람들, 구 위

안부 여성이나 남경사건

의 희생자들이 일본 정부

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

며 잇달아 재판을 제기하

고 있습니다.(205쪽)

<사진> 김학순 씨의 고

소

일본정부에 사죄와 보상

을 요구하는 재판을 제기

한 김학순씨(205쪽)

도 2,180만명에 달한다(중화인민

공화국정부의 발표). (207쪽)

군의 요청에 의해, 일본군 병사를 

위해 조선 등 아시아의 각지에서 

젊은 여성이 모집되어 전장으로 

보내졌다.(202쪽) 강제연행된 사

람들이나 남경사건의 희생자들 

등이 일본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재판을 제기

하고 있다.(231쪽)

<사진>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의 일본정부에 대한 소송을 

보도한 신문(朝日新聞.1991.12.6)

日本文敎

出版

식민지인 대만이나 조선에서도 징

병이 실시되었다. 위안부로서 전

장의 군에 수행하도록 강요당한 

여성도 있었다. 국내의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약 70

만 명, 중국에서 약 4만 명의 사람

들이 강제 연행되어 탄광 등에서 

노동을 강요당하 다.(252쪽)

<사진> 조선인의 강제연행

토목공사 및 광산 등에서 중노동

을 강요당하 다.(252쪽)

… 그러나 식민지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주민을 

노동자로 징발하 다. 국

내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에서 약 70만, 

중국에서 약 4만 명의 사

람들이 강제적으로 일본

에 연행되어 탄광 등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당하

다.(209쪽)

식민지 대만이나 조선에서는 병

사의 모집이 시작되고 …(181쪽). 

조선으로부터 약 70만, 중국으로

부터 약 4만의 사람들을 … 일본

에 데려왔고, 그들은 탄광 등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당했다.(187쪽) 

淸水書院

조선인, 중국인은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 다. … 

또한 조선, 타이완 등의 여성 중에

는 전지의 위안시설에서 종사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259쪽)

또한 전지의 비인도적인 

위안시설에는 일본인 뿐

만 아니라 조선과 대만 

등의 여성도 있었다.(189

쪽)

조선이나 대만에도 징병제를 강

제해서 일본병력으로서 전쟁에 

동원했다 … 조선인이나 중국인

을 강제적으로 연행해서 석탄갱

도나 광산 등에서 일하게 했다. 

(203쪽) 조선이나 대만에는 징병

제가 강제되어 각각 20만명, 2만

명이 태평양전쟁에 동원되었다. 

또한 일본 본국이나 사할린 등으

로 노동력으로 강제적으로 연행

된 사람들은 식민지 던 조선에

서 약72만명(1939~1945), 점령

하에 있던 중국에서는 약 4만명

(1943~1945)에 이른다고 이야기

되고 있다.(204쪽)

帝國書院

전쟁에서 남성은 병사로, 여성은 

위안부 등으로 징집하여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257

전시기간 중 위안시설로 

보내진 사람들과 구일본

군으로서 징병된 한국, 

… 기업 등에서 반강제로 할당을 

결정하여 조선인이나 중국인을 

모아서 일본 각지의 탄광,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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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칼럼) … 게다가, 일본의 식민

지 던 조선과 대만 사람들 가운

데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

다. 전쟁으로 일본 국내의 노동력

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조선에 많

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일본으로 

연행하 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산, 군수공장, 토목

건설업 등에서 위험하고 힘든 노

동에 종사 당하 습니다. 이들 지

역 출신자 중에는 위안부 던 사

람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원

폭에 피폭당했던 사람들, 전전 일

본령이었던 지역에 종전으로 잔류

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271

쪽)

대만 사람의 남성 등의 

보상문제가 재판장에서

도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221쪽)

등으로 데려가 낮은 임금으로 심

한 노동을 시켰다(209쪽). 대만과 

조선에서도 징병이 실시되었다. 

(210쪽)

(각주1): 전시 중 위안시설로 보

내진 여성과 일본군으로 징병된 

한국, 대만 남성 등의 보상문제가 

재판정에 서게 되었다.(231쪽)

자료: 1996년･2001년: 국사편찬위원회, 2001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검정본) 한국관련내용 시대별･

주제별 분석 보고서≫ 231~233

2005년: 신주백, 2008 <역사인식을 둘러싼 자화상, 외부의 시선>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 편, 

≪근대사Ⅱ－현대사≫ (선인) 243~244, 24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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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 일본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일본군 안부’ 서술

≪일본사 A≫

번호 출판사
서명

(2003)
2003년 2007년

1 第一 高等學校

日本史A

人･くらし･

未來

또한 조선인 여성을 중심으

로 각종 구실을 붙여서 권유

하거나, 강제연행하거나 해서 

종군위안부로 삼았다. 

또한, 조선인을 중심으로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

서 전쟁터에 보내졌다.(111쪽)

강제연행과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후보

상을 둘러싼 문제도 남아있다.(170쪽)

2 三省 日本史A 여성도 정신대로 조직되어 

군수공장 등에서 노동에 종

사되었고, 또한 일본군 병사

를 위한 위안부로서 필리핀 

등의 젊은 여성과 함께 戰地

에 보내졌다.(117쪽)

또한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

부’에 대한 보상으로서 민간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

을 만들어 지원했고(127쪽)

여성도 정신대로 조직되어 군수공장 등에서 노

동에 종사되었고, 또한 일본군 병사를 위한 위안

부로서 필리핀 등의 젊은 여성과 함께 戰地에 

보내졌다.(117쪽)

또한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으로

서 민간에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을 만들게 하여 지원했고(127쪽)

점령지에서는 일본은 군정을 실시하여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노동자와 종군위안부 등으로 동원했

다.(126쪽)

3 山川 日本史A 또한 위안부로서 각지의 軍에 

종사했던 사람도 있었다(이른

바 종군위안부).(200쪽)

또한 위안부로서 각지의 軍에 종사한 사람도 있

었다(이른바 종군위안부).(200쪽)

4 東書 日本史A

現代から

の歷史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는 조선인과 중국인, 필리핀

인, 베트남인, 네덜란드인 등 

다수의 여성이 종군위안부로 

동원되었다. 위안소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부터 일본의 오끼

나와제도, 훗가이도, 사할린 

등에까지 이르 다.(147쪽)

그 동안 모금을 모아서 ‘종군위안부’ 던 사람들

에게 일시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여성을 위한 아

시아 평화 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이 발족

(1995)하고 (중략) 이러한 사실들은 국제적인 인

권인식의 고조를 반 한 것이다.(28쪽)

아시아 여성기금

아시아여성기금의 발족에 있어서는 인권에 관한 

사항을 금전문제화 하려고 한다는 비판과 정부

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등의 비판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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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서 제기되었다. 

이 기금과 관련, 하시모토 류타로 이후 역대 총

리가 보낸 “‘위안부’ 던 분들에 대한 총리의 사

죄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른

바 종군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상처 입힌 문제

입니다. 저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경험

하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반성의 뜻을 전하고

자 합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중압으로부터도 미

래의 책임으로부터도 도망쳐서는 안됩니다. 우

리나라로서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

고 올바르게 이러한 사실을 후세에 전함과 동시

에 부당한 폭력 등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여러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

니다(28쪽).

일본에서도 예컨대 종군위안부나 남경대학살 등 

자국에 불리한 사실은 교과서에 실어서는 안 된

다는 의견이 있다(31쪽).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에서는 조선인과 중국

인, 필리핀인, 베트남인, 네덜란드인 등 다수의 

여성이 ‘위안부’로 동원되었다. 위안소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동인도 등에서부터 

일본의 오끼나와제도, 훗가이도, 사할린 등에까

지 이르 다.(148~149쪽)

‘“종군위안부”로 되어졌던 분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과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련된 

현재의 여성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 국민모금을 기초로 아시아여성기금이 설

립되었다.(178)

≪일본사 B≫

번호 출판사 서명(2003) 2003년 2007년

1 實敎 高校

日本史B

그리고 군도설치에 관여한 위안소에

는 일본군의 監理하에 병사의 性 상

대로서 조선을 중심으로 중국･인도

네시아･필리핀･네덜란드 등의 많은 

일본군도 설치에 관여한 위안소에는 일본

군의 監理하에 병사의 性 상대로서 조선

을 중심으로 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네

덜란드 등의 많은 여성을 위안부로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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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했다.(209쪽)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사죄,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

나, 199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

의회가 발족했다. 그 가운데 원‘위

안부’, 구 일본군 군인군속 등이 

1991년 일본정부에 보상을 요구하

는 재판을 동경지방법원에 제소했

다.(242쪽)

1993년에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 군의 관여하

에 위안소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인

정, ‘위안부’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

한 ‘사과와 반성’을 표하 다. 1994

년에 ‘위안부’에 대한 ‘보상금’ 지

급을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

했다. 

1996년 국제연합인권위원회는 ‘종

군위안부’문제 등에 대한 구마라스

와미 특별보고자의 보고를 받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동 보고에 留意한다고 표

명했다. 동 보고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등 6항목의 일본 정부

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243쪽)

했다.(203쪽)

1990년대에 들어와 종군위안부와 강제연

행 등에 대해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는 움

직임이 분출했다. 1995년에는 무라야마 

수상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지배에의 반

성을 표명했으나 전후보상 문제의 해결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235)

종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침략과 가해

의 사실을 기술해 온 교과서를 “자학적”

이라고 비난하는 움직임이 생겨나, 이런 

주장에 근거한 중학교 역사･공민 교과서

가 나타났다.(239쪽)

1993년에는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조

사결과 발표와 더불어 고노관방장관 담화

를 발표, 군의 관여하에 위안소 설치되었

음을 인정하고 ‘위안부’로 되었던 사람들

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했다. 1994년 ‘위

안부’ 던 사람들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다. (243쪽)

1996년 국제인권위원회는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구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

의 보고를 받아,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

한 보고서를 채택, 동 보고서에 유의할 것

을 표명했다. 동 보고는 피해자에 대한 사

죄와 배상 등 6개 항목에 걸친 일본정부

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243쪽)

설명(1)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

에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민간에 의한 

재판형태를 띤 ‘여성국제전범법정’을 도

쿄에서 개최했다.(243쪽)

2 實敎 日本史B 주제학습

또한 다수의 여성이 일본군 병사의 

주제학습

또한 다수의 여성이 일본군 병사의 性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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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의 상대로서 ‘종군위안부’로 되

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前線과 오끼나와 등으로 연행되었

다.(377)

일본이 아시아에서 ‘명예로운 지위

를 점하기’(일본국헌법) 위해서는 

과거의 침략을 반성하고 종군위안

부와 강제노동의 보상 문제 등을 

성실히 해결함과 동시에(373쪽)

상대로서 ‘종군위안부’로 되어 중국, 필리

핀, 인도네시아 등의 前線과 오키나와 등

으로 연행되었다.(355)

일본이 아시아에서 ‘명예 있는 지위’(일본

국헌법)를 점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침략

을 반성하고 종군위안부나 강제노동 보상 

문제 등을 성실히 해결함과 동시에(391쪽)

3 三省 日本史B 여성도 정신대에 조직되어 군수공

장 등에서 노동에 종사시키거나 일

본군 병사를 위한 위안부로서 필리

핀 등의 젊은 여성과 함께 戰地에 

보내졌다.(330쪽)

여성도 정신대에 조직되어 군사공장 등 

노동에 종사시키거나 일본군 병사를 위한 

위안부로서 필리핀 등의 젊은 여성과 함

께 戰地에 보내졌다.(330쪽)

4 淸水 高等學校

日本史B

또한 전지에는 위안부도 보내졌는

데, 조선인이 많았다.(221쪽)

또한 전지에는 위안부도 보내졌는데, 조

선인이 많았다.(219쪽)

5 山川 新日本史 나아가 조선인 여성 중에는 종군위

안부가 될 것을 강요받은 사람도 

있었다.(356쪽)

나아가 조선인 여성 중에는 종군위안부가 

될 것을 강요당한 사람도 있었다.(356쪽)

6 山川 高敎

日本史

기술 없음 기술 없음

≪세계사 A≫

번호 출판사 서명 2003년도 2007년도

1 東書 世界史A 종군위안부로서 전선에 보내진 

많은 여성도 있었다.(172쪽)

나아가 위안부로서도 전선으로 보내진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세계사 A18~86)

2 實敎 종군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어진 여성도 적

지 않았다.(147쪽)

≪세계사 B≫

번호 출판사 서명 2003년도 2007년도

1 山川 新世界史 기술없음(공습, 원폭피해는 기술) 기술없음

2 淸水
高等學校 

世界史B
기술없음(공습, 원폭피해는 기술) 기술없음

3 帝國

新編高等

世界史B 

新訂版

기술없음(공습, 원폭피해는 기술) 기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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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번호 출판사 서명 2007년도

1 實敎

전후 보상: 과거에 일본이 행한 남경대학살, 강제연행, 종군위안부 등에 관련된 

문제로, 현재 개인보상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정부는 전후배상 문제는 해결되었

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위안부 던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해왔

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95년에 ‘아시아여성기금’(민간모금)을 발족시켰다. (2007

년 해산).

≪정치･경제≫

번호 출판사 서명 2007년도

1 東京 정부는 이 전후보상 문제는 국가의 배상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구 연합국 

포로와 종군위안부 등 전시 중 일본에 의해 비인도적 취급을 받은 사람들에 대

해서는 인도상의 문제로서 성의 있는 대응이 요구되어 진다.(95쪽)

2 淸水 일본군에 의해 징용되어 전범이 된 사람들과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으로 일본에 

와 피해를 입은 피폭자 등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공식사죄와 보상이 요구되어지

고 있다. 이 배경에는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국제인권의식이 고양된 점이 있다. 일본정부는 전쟁과 국가간의 문제로 평화조

약과 배상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89쪽)

3 實敎 1990년대가 되면 元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 노동자에 대한 전후보상 문제가 주

목을 끌어, 새로이 전쟁책임･전후책임이 요구됐다.(93~94쪽)

4 第一 일본과 근린제국과의 사이에는 심각한 문제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일

으킨 종군위안부 문제(주1)와 강제연행 문제 등의 전후 보상 문제가 있다. 근린

제국과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주1) 전시중, 중국･조선･동남아시아 등 지역에서 다수의 여성이 연행되어,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간의 보상은 해결되었다고 하는 한편 

일본 정부는 1993년 공식으로 사죄하고,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

금’을 설립했다(2007년 종료 예정).(54쪽)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2007 <2007년도 검정본 일본역사교과서 분석집> 27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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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내용 비고

금성출

판사

<5. 전쟁 동원과 군 위안부 징용> 중 <군 위안부, 여성까지 전쟁 수단으로>

일제가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행한 가장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는 여성들을 전

쟁에 강제 동원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임의로 조선여성들을 동원하던 일제는 

전쟁막바지에 이르러 ‘여자정신대근무령’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 다(1944).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일본과 조선의 군수 공장에 

보내져 강제노역을 당하 고, 또 다른 여성들은 전쟁터로 보내져 군위부로 이

용되었다. 일제는 이미 1930년대 초 대륙 침략과 함께 군 위안소를 시범적으로 

운 하다가 전쟁 말기에는 이를 더욱 조직화하여 조선여성들을 집단적으로 징

발하 던 것이다.

일제 말기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조선여성들의 수는 수십만명으로 추산될 뿐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들 여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전쟁 중

에 군 위안부로 희생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한 사람도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외국에 잔류한 사람도 있다. 귀국한 사람들은 대부

분 전쟁 중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오랫동안 극복하지 못한 채 불행한 삶

을 위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백히 하

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 (163쪽)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끓는 절규가 터진다>

“일본 정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하라!”

한 손으론 플래카드를 들고 다른 손으로 힘겹게 구호를 외치는 위안부 할머니

들, 고목껍질 같은 그 손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는 1992년 1월 

8일에 처음 수요집회를 연 이후 지금까지 무려 10년 가까이 광화문 일본대사

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져왔다. 위안부 할머니 여섯 분과 경실련, 수녀회, 학

생, 시민들 50여명이 외치는 함성은 결코 작지 않았다. 특히 이 날은 도쿄대학 

법대생들이 찾아와서 함께 묵념하며 자국의 범죄 사실을 반성하는 모습이 인

상적이었다. 집회를 마친 후 위안부 할머니들은 “수고했다”며 학생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오늘의 한국, 2000년 4월](163쪽)

<사진 삽입>

- 2000년 국제법

정에서 증언하

는 생존자

- 수요시위하는 

생존자

<사이트 기재>

-정대협 사이트

두산

<4. 경제수탈의 심화> 중 <대륙침략과 병참 기지화 정책>

더욱이 많은 여성들을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시아 각 지역으로 보내 위안

부로 희생시키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 다.(153쪽)

<군위안부>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의 여성들을 여자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군위안부로 동원하 다. 1942년에 

일제 의해 캄보디아에 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극적으로 생존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훈 할머니[한국명 李南伊]의 경우는 우리에게도 알려진 군 위안부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훈 할머니는 1998년 꿈에도 그리던 고국을 방문한 

<증언 자료 삽

입>

- ‘위안부’ 생존

자 김복동의 수

기를 요약, 기

술.

<사진 삽입>

- 전시기 ‘위안부’ 

자료 사진

<첨부자료 3> 한국고등학교 근 사 교과서의 ‘ 안부’ 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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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 그곳에서 한 많은 생을 마감하 다. 그 외에도 우

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다음은 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수기를 요약할 글이다(이하 생

략).(155쪽)

대한교

과서

<5. 아직도 진행 중인 군대 위안부 논쟁>

자료1- <자료읽기> <군대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

(생략)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일제는 우리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군대 위안부로 

만드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 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범죄 행위에 일본 

정부가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거의 반 세기나 지난 뒤 다. 수

많은 여성이 희생되었던 이 엄청난 사건의 진상이 왜 이제야 드러나게 되었을

까?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스가 저지른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한 독일 정부

와 달리, 일본 정부는 군대 위안부 동원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 다는 사실을 

감추고 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실도 부인하 다. 또 요즈음에는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여성의 정조에 대해서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피해자는 물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 언급을 회피하

다.

그러나 1990년에 여성단체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만들면서 오랜 침

묵이 깨어지게 되었다. 군대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이 잇따라 증언을 하 고 

자료2와 같이 군대위안부 동원에 일본정부가 직접 관여하 다는 사실이 밝혀졌

다. 그리하여 유엔 인권 소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고 2000년에는 여성을 

전시 성노예로 강제동원한 일본의 전쟁범죄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민간 법정인 

여성국제 전범법정이 열려 일본국왕과 일본군 간부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

다.(152~153쪽)

자료2- 일본군 병참부가 관장하던 현지 위안소의 규칙: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일본 정부는, 한 일본인 역사학자에 의해 육군성 병무과에

서 작성한 군대 위안부 모집에 관한 서류가 발견되자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

다. (153쪽)

자료3- <자료읽기> 당시 일왕은 군대 위안부 동원의 최종 책임자이므로 유

죄이다.

군대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과 검사측이 제시한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

본 정부는 납치, 유괴, 사기 등을 통해 수많은 여성을 강제동원, 강간하는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전쟁 중의 반인권 범죄는 시대를 

초월해서 전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히로히토 전 일본 국왕에게 최

종 책임자로서 유죄를 선고한다.

- 2000 일본군 성노예 여성 국제 전범 법정 판결문, 2000년 12월 12일 -(153

쪽)

<증언 자료 

삽입>

- 정대협 자료 중 

‘위안부’ 생존

자들의 증언사

례 4가지.

<역사자료 삽

입>

- ‘위안부’에 대

한 강제동원을 

입증하는 일본

군 문서

<위안부 문제해

결을 위한 운동 

자료 삽입>

- 2000년 여성국

제법정 판결문

<문제제기>

- 열린 과제를 제

시하여 토론 

유도

<사이트 삽입>

- 한국정신대연구

소 사이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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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과제- 1. 국제 민간 법정에서 자료3과 같은 결론을 내린 까닭을 자료 1-2

를 참고하여 설명해보자.

2. 군대 위안부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까닭을 여성의 

사회적 지위,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연관지어 토론해 보자.

3. 한국 정신대 연구소 홈페이지 등에서 군대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찾아보자. 

현재 일본정부는 사과는 하면서도 군대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 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에 대해서도 한일 협정에서 모든 대일 

청구권을 면제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피해 배

상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인권과 지위를 확보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즉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전 세계 여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다.(153쪽)

천재

교육

<4. 경제 수탈의 심화> 중 <침략 전쟁을 위한 인적･물적 수탈>

특히 나이 어린 여성들의 상당수는 중국과 동남 아시아 각 지역의 전쟁터로 

보내져 군인들을 상대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 다. 즉, 일본군은 점령 지역

과 식민지 곳곳에 군 위안소를 설치, 강제 동원된 여성들에게 조직적인 성폭

력을 자행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 던 것이다.(169쪽)

<사진 삽입>

- 전시기 ‘위안부’ 

자료 사진

중앙교

육진흥

연구소

<4. 경제 수탈의 심화> 중 <일제 말기 전시 수탈의 심화>

군위안부의 동원은 1937년에 일제의 난징대학살 이후 본격화되었다. 난징 점

령 당시 일제는 수십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유린하 다. 이 사

건으로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이에 일제는 군인들의 

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릇된 방편으로 군 위안소를 마련하고 한국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하 다.

일제는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감언이설이나 강제 납치 등의 수법으로 한국인 

여성들을 끌고 갔다. 한국 여성들은 문도 모른 채 전쟁터 이곳 저곳으로 옮

겨다니며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하 다. 이렇게 끌려간 위안부의 숫

자는 무려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쟁이 불리해지자 일본 군인들은 위안부를 버리고 자기들만 도망하거나 심지

어 위안부 여성들을 동굴에 가두고 폭탄을 던져 몰살시키기도 하 다. 이러한 

조치는 자랑스러운 일왕의 군대라고 떠들었던 자신들의 식민지 여성을 성적으

로 유린하면서 전쟁의 두려움을 없애려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위안부 여성의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험난함을 

이겨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어도 몸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하 다. 그리하여 결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 속에

서 외롭게 살아가야만 하 다.(175쪽)

과제- 광복 이후 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도는 보상, 일본의 사죄 등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조사해 보자. (175쪽)

<사진 삽입>

- 전시기 ‘위안부’ 

자료 사진

<과제 제시>

- 과제를 제시하

여 후속 학습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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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4. 경제수탈의 심화> 중 <1930년대 이후 일제의 경제 침탈>

잊을 수 없는 역사: 강제 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자료2-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할머니들은 이렇게 증언하 다.

“반장 부인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한 집에서 적어도 딸 한 명씩 내놓아야 한

다고 말하 다. 나는 내가 식모로 있던 집의 딸을 대신해서 어떤 일본인을 따

라 나섰다.”, “일본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며 여자를 모집한다기에 나는 배고품

을 면하기 위하여 이 모집에 응하 다”,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파

출소 앞을 지나다가 순경에 붙들려 그 길로 위안소에 강제로 끌려갔다”, “학교 

담임 선생이 정신대에 나가라고 하 다. 나는 선생이 시키는 대로 일본 도오

야마 현에 있는 공장으로 갔다. 그러나 공장 견학만 시킨 뒤 곧바로 남양 군도

의 위안소로 끌려갔다.”

당시에는 여성들의 동원뿐만 아니라 징용과 징병을 위해서 10가구 단위의 애

국반이라는 것이 조직되어 필요한 인원을 잡아갔다. 이렇게 강제로 잡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한국의 일부 인사들을 내세워 “나라(일본)를 위하여, 천황을 위

하여 우리의 딸을 바치자”라고 선동하 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일본 제국

주의자들은 위안부로 끌려온 여성들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전쟁터에 남겨두고 

자신들만 도주하 다. 또한 어떤 지역에서는 패전으로 자포자기한 군인들이 

자살을 하면서 위안부들에게도 자살을 강요하 다. 심한 경우에는 굴이나 잠

수함에 여성들을 집어넣고 몰살시켰다. 일본 정부는 전쟁이 끝난 뒤 관계 자

료들을 모조리 없애 버리고, “민간 업자들이 여성들을 사 온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여성들을 동원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부,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항에 관한 수정안

-(158쪽)

<사진 삽입>

- 전시기 ‘위안

부’ 자료 사진

* 고등 근현대사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1997년 12월 개정고시)부터 선택과목으로 편입

  출처: 서민아, 2007, <≪한국 근･현대사≫교과서의 ‘일제 강제연행’ 서술의 현황과 내용분석> (국

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71~84의 각각의 표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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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廣紀)

본 논문을 읽고 우선 통감한 것은 여성학 내지 젠더학과 실증사학의 대화라는 것이 

아직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역사학의 하나의 산물인 역사 교과서의 기

술 양식에 대해 과연 양쪽이 서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평자는 이에 관해 지

금 극히 비관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하여간 본 논문은 일본의 교과서 기술뿐만이 아니라 자국의 교과서의, 필자가 말하는 

바 ‘젠더 편향성’이라는 것을 그 나름으로 가차없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우선 논술의 스

타일로서는 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본 논문의 중심 부분을 이루는, 이른바 ‘종군위안부’의 기술 문제에 대해서

는 여전히 전시 동원의 요원으로서의 ‘(여자) 정신대’와 혼동하고 있다는 중대한 결함을 

지닌 그대로의 입론이다. 이에는 전혀 수긍할 수 없다. 확실히 필자는 근년에 그의 저서

[2004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부) ; 일본어 판 2008 ≪日本軍の性奴隷制≫

(論創社)]에서 ‘정신대’라는 것을 ‘일본군에 의한 강제적 성의 착취’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겠다고 하 지만, 이는 이들 용어가 세상에 드러난 시기를 시계열로 정

리하면 명백히 史實에 반하는 것이다. ‘여자정신대’는 1944년 8월에 공포･시행된 ‘여자

정신근로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며 어디까지나 군수공장 등에서의 ‘근로동

원’에 한정된 용어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제 한국 측의 학계와 운동체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닐까. 아직 한국에는 번역이 나와 있지 않지만, ‘위안부’에 관한 학술 

연구의 도달점을 알기 위해서는 하타 이쿠히코(秦郁彦)씨의 ≪慰安婦と戰場の性≫ (新潮

社, 1999)는 한일의 연구자가 필독하여야 할 책이다.

점령지에서  일본군에 의한 위안소 설치･직 의 문제와 이른바 위안부 ‘강제연행’

의 문제를 진실로 추구하려면, 이러한 초보적인 실수는 치명적이다. 적어도 지금 일본 

측의 실증 연구의 장에서는 예전과 같이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는 것은, 의거하고 

있는 정치적 신조와 사상적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 이미 그 모습을 감춘 지 오래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도서에서 그 기술이 사라진 것은 결코 여성을 경시하

는 것이 아니며 실증 연구의 진전에 따른 부정확한 기술의 ‘도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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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자는 생각하고 있다. 또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에게 ‘전장과 성’이라는 난제를 

과연 가르쳐야 할 것인가라는, 교육 현장의 진지한 망설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본측만의 의심이 아니며 한국 내에서도 주로 근대 경제사의 연구 그룹에서 그 ‘혼동’

에 대해 엄격하게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이 훈, 2007 ≪대한민국 이야기≫ (기파랑) ; 

일본어 판 2009 ≪大韓民國の物語≫ (文藝春秋)]. 따라서 ‘종군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줄

어든 것을 일본 국내의 ‘우경화’와 그에 따른 ‘젠더 경시’만으로 설명하는 입론에는 상

당한 무리가 있다. 가령 이러한 논리를 원용한다면 한국측의 교과서에 여성에 관한 기술

이 증가한 것도 한국 사회가 ‘좌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앙갚음 식의 비판에 연결될 지

도 모른다. 평자도 한국 사회에서 일본 비판의 그러한 ‘공기’ ‘분위기’를 모르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학술 토론･공동 연구의 장에서 연구자는 그러한 ‘보통 사람이 알아듣기 쉬

운’ 표현과 주장에 어디까지나 금욕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어 평자는 필자의 일본 사회 이해, 특히 ‘가족 제도’에 관한 이미지에 중대한 의문

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의 골자는, 이른바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내지는 그가 

말하는 ‘脫構築’에 있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성학･젠더론의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할 것이다. 다만 전근대에서 한일 양 사회의 ‘가부장’이라는 것은 초극하

여야 할 공통의 목표라고는 해도, 그 역사적 배경과 법적 상태는 서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호적제도의 이식’에 관한 필자의 사실 파악에 그 단적인 예가 드러

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조선총독부가 1922년에 ‘조선호적령’의 시행에 따라 일

본 국내의  민법에 규정된 ‘호주’ 내지는 ‘호적’이 완전히 이식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데, 일본 통치 하의 한반도에는 ‘대일본제국헌법’이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으며 국적법 

등을 제외하고 어디까지나 ‘조선민사령’과 ‘조선형사령’ 등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법체계

로 운용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애당초  민법의 적용 범위에서 ‘外地’

는 배제되어 있었으며 한반도에 ‘호주’와 ‘호적’이라는 명칭은 존재하 지만 일본 ‘內地’

의 그것과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것이었다.

물론  민법 하에서 여성의 권리가 제한적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은 틀릴 것도 없는 

사실이며 또 한반도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어떤 일

정 범위에서 권력 기구가 개입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 ‘제사의 계승’이라는 一

家의 존속에 관한 중대사와 관련하여서는 역시 그 행위 주체는 각각의 가족과 一族이며, 

특히 조선총독부 법무국은 한번도 조선 사회의 ‘남계 상속’의 改變에는 손을 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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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 慣의 존중’으로 볼 것인지, ‘차별의 온존’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갈려 있지만, 하여간  민법 하에서 많은 제약이 있는 가운데 여성 호주도 존재하고 

남계 여자의 상속도 가능하 던 일본 사회에 비해 한국･조선 사회에서는 1939년 조선민

사령의 개정, 이른바 ‘창씨개명’의 실시 이후에도 기본적으로는 남계 남자로 제한된 상

속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다. 더구나 ‘창씨’와 ‘개명’은 각각 서로 다른 법 수속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氏名의 개변 부분만 클로즈업되기 쉬운 ‘창씨’와 ‘개명’에서, 개명 여부는 

어떻든 간에 ‘창씨’는 확실히 ‘일본식 이에(家)’를, 법적인 강제력이 생기게 되는 법률 개

정으로 ‘설정’하게 만든 것이다. 이 ‘이에’야말로 ‘戶’이며 그리고 각각의 호의 명칭이야

말로 ‘氏’라는 엄연한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징병제의 시행과 전시기의 ‘근로동원’･‘징

용’을 염두에 두면서 순차적으로 완전한 ‘내지화’가 도모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일본 

통치기의 한반도에는 순 일본식의 ‘호주’, ‘호적’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나아가서는 본

론의 전제 그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명조로 부언하자면, 평자는 교과서의 기술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젠더 밸런스의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그 ‘불균형’을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극히 중요한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史實의 검증과 

관계 법령의 내용 확인, 혹은 그 효력 범위의 문제를 자의적으로 적당히 하여둔 채로는 

조만간 잘 나아갈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우려하는 것이다. 필자를 비롯한 

한일 여성학･젠더론 연구자의 분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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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전반적으로 한일 양국 교과서의 젠더 편향에 관한 논문의 중심 요지에 대해서보다는 

논평자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입장과 창씨개명에 관한 주장을 전개한, 다소 핵심에서 

벗어난 논평이라고 생각된다. 

1. ‘젠더학과 실증사학의 대화 곤란하다’고 한 논평자의 첫 문장은 논평 전체의 매우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역사학에서 여성의 발견은 매우 실증적인 연구방법에서 시

작되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젠더 시각에서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은 이미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역사연구의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2. ‘종군위안부’에 대해서 논평자는 여러 가지 오해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필자

의 논문은 우선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정신대’의 개념을 지적하 다. “또 많은 조선인 

등 여성도 정신대 등의 명목으로 싸움터로 보내졌다.”(敎育出版, 1992년 검정, 273쪽)는 

기술에서 싸움터로 보내진 조선인 여성 “정신대”가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大阪書籍의 

“나이어린 여성도 정신대로 강제동원했습니다”(262쪽)는 기술도 명확히 근로정신대를 

지칭한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 “여자정신대는 1944년 8월에 공포･시행된 ‘여자정신근로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며 어디까지나 군수공장 등에서의 ‘근로동원’에 한정된 용어이다”라고 한 

논평자의 기술은 틀린 것이다. 1939년 함흥에서 농촌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각 군에서 

60~100명씩 뽑아 국책공사에 동원한 이래(≪매일신보≫ 1940년 11월 13일) 내선일체정

신대, 증산운동정신대, 부인농업정신대, 의용봉공정신대, 근로보국정신대, 학도정신대, 

보국정신대, 국어보급정신대, 보도정신대, 인술정신대 등등 여러 종류의 정신대가 실제

로 만들어져 조선의 남녀를 동원했다. 천황칙령으로 1944년에 공포된 여자정신근로령에 

따라 근로동원이 이루어진 것은 일본에서 뿐이다. 여러 문서에서 1944년 여자정신근로

령이 공포되기 전부터 조선에서는 이미 관알선에 의해 정신대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었

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일본 측의 실증연구의 장에서는....감춘지 오래이다”라고 논평자는 말했는데, 

일본측의 실증연구자들은 앞에 지적한 敎育出版의 기술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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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신대’ 동원에 대한 광범위한 공포와 그 사회사적 규명은 

이루어졌는지.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법령의 실제적 시행에 있어서의 차이를 실증

적으로 탐구한 연구가 있는지. 필자는 아직 그러한 연구를 본적이 없다. 일본 연구자들

이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어떤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사용하는지. 필자는 아직 그

런 문서자료를 본 적이 없다. 일본에서 “종군”이라는 말에 내포된 자발성에 대하여 진지

한 고민을 하여, “종군위안부”라는 용어사용을 중단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넷째,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책을 위안부 연구의 도달점이라고 말한데 대해서, 그 자

의적 기술에 관한 ≪계간 전쟁책임연구≫에서의 비판이나 난징대학살을 쓴 아이리스 장

(Iris Chang)의 하타씨에 대한 평가, 우파 잡지에 실은 하타씨의 수많은 글들(예:자신의 

행동을 고백하는 전직 병사를 ‘일부의 극악인’이라고 말하는 등)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족하다. 또한 이 훈 교수는 위안부 연구자가 아니다. 위안부 연구자들의 여러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섯째, 일본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이 줄어든 것은 명백히 보다 넓은 정치･사회적 

분위기, 그에 따른 자기 검열에 따른 것이고, 교과서 기술에서 젠더경시, 시민사회 경시, 

자국중심서술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우경화의 반대가 곧 좌경화라는 논평자의 이해는 학

술적이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위안부 기술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화와 여성운동의 성장

에 의한 것이다. 

3. 호적제도의 이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논평자의 논지는 명확치 않다. 예컨대, 식민

지 조선에 순 일본식 호주, 호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던가, 행위주체는 각 가족과 일족이라

든가 하는 것이다. 일본이 조선호적령을 일본호적제도의 틀에 따라 만들었으나, 오랜 역

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그 내용이 똑 같을 수는 없으며, 행위주체 개인이 국가의 법

에 절대적인 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일본의 호적제도 이식으로 모든 조선인이 

가족을 단위로 하는 법적 관리시스템, 즉 행정 및 사법의 역으로 귀속되었으며, 호주상

속이라는 단선적 구조를 통하여 호주 간에는 평등, 가족 내에서는 남녀불평등 이라는 이

중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무런 근거 없이 한반도가 무

사문화 하의 일본보다 여성권리가 더 심각했다고 기술하는 것은 학술적 언술이 아니다. 

또한 논평자가 말하는 조선 가족제도는 결국 소수의 양반 가족제도에 국한되며, 양민의 

가족에 여성호주가 존재했다는 연구가 한국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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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일본의 동아시아 共通文化論의 궤적

－아시아주의와 세계사 교과서－

야마우치 마사유키(山内昌之)･후루타 히로시(古田博司)

들어가며

Ⅰ. 戰前 동아시아 공통문화론

Ⅱ. 戰後 세계사 교과서 집필자들의 

동아시아 공통문화론

맺음말

들어가며

필자의 한 사람인 古田는 과거 ≪동아시아 이데올로기를 넘어서≫1)에서 4가지 형의 

아시아주의를 析出한 바, 歐化論 의 아시아주의로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 

1901)･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 助, 1837~1919)･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 1862~1913)･

도쿠토미 소호(德富 峰, 1863~1957)･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1838~1922)를, 壯士型 

아시아주의자로서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 1850~1922)･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 1871~ 

1922)･우치다 료헤이(內田良平, 1874~1949)를, 초국가주의자 아시아주의자로 기타 잇키

(北一輝, 1883~1937),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1889~1949)를,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인

터내셔널리즘의 아시아주의자로서는 오자키 호쓰미(尾崎秀實, 1901~1944)의 사상을 고

찰한 적이 있었다.

거기에서는 連帶의 軸･歐化의 축･優越의 축이라는 세방향의 기준을 두고 각 유형을 

배치하 다. 첫 번째 연대의 축은 동아시아와의 연대를 지향하는 벡터, 두 번째는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과 소련 사회주의 종주국을 ‘中華’(정치, 경제, 문화 등의 중추를 나타내

는 용어로서 사용)로 하여 이들을 모방하여 가까워지려는 벡터, 세 번째는 동아시아에 

1) 古田博司, 2003 ≪東アジア･イデオロギーを超えて≫ (新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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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본의 ‘中華’ 주장인 우월의 벡터 다.

歐化論  아시아주의자는 歐化와 優越의 축 사이에 분포하고, 壯士型 아시아주의자는 

연대와 우월의 축 사이에 배치되고, 초국가주의적 아시아주의자는 마찬가지로 연대와 

우월의 축 사이이지만, 전자보다 안정감이 없어 양 벡터 사이에서 소위 분열된 존재

다. 프롤레타리아 인터내셔널리즘의 아시아주의자로서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

람은 戰前에는 오자키 호쓰미 단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구화와 연대의 축 사이에 있었

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아시아주의자는 전후 냉전기에 걸쳐 급증하는데 소연방의 해

체 이래 종주국을 잃고, 구화의 좌표점을 내리고 일거에 연대의 축 한 길로 접근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상의 검토 결과로서 동아시아와의 자연적 연대감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

은 어디까지나 願望으로서의 허구 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각적 우월감으로 부단히 

牽引된 각 유형의 아시아주의의 動態를 시사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들은 前揭書에도 있는 것처럼 중국 문학자이자 魯迅 연구자인 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 1910~1977)가 편집한 ≪아시아주의≫(1963) 속의 ‘아시아주의’의 정의

에 따른 모델화를 시험해본 것이었다. 지금 다시 한번 그 정의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주의는 앞에서 잠정적으로 규정했던 것처럼, 이러저러한 개성을 가진 ‘思想’에 경향성

으로 부착되는 것이기에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割引하더라도 아시

아제국의 연대(침략을 수단으로 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의 지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만은 공

통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최소한으로 규정한 아시아주의의 속성이다.2)

즉 다케우치는 아시아주의를 하나의 경향성으로 보고, 아시아연대의 지향성을 공통점

으로서 하는 최소 속성을 석출한 것인데, 이 관점은 어디까지나 動態的인 것이다. 따라

서 필자의 분석도 각 사상가의 언설에 내포된 연대 행동의 意思를 벡터로 推量하는 것

이 되었고,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운 외재적 기준이 歐化度(지향)와 優越度라는 두 

축이었다.

원래 일본의 아시아 인식으로서 아시아주의가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고찰된 

것은 전후 20년이 가까이 된 1960년대의 일인데, 다케우치의 정의는 우선 아시아주의의 

전체상을 고찰하는데 극히 의의 있는 지표 다고 오늘날에는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런데도 그 이후 그러한 사상가들이 무엇을 가지고 동아시아와 일본의 공통성이라고 인

2) 竹内好 編, 1963 <解説> ≪アジア主義(現代日本思想体系 9)≫ (筑摩書房)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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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했던가 라고 하는 靜態的인 시점은 누락되어버렸다. 그들은 공통성의 명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채로 아시아연대의 지향성을 경향적으로 띠었던 것일까? 

필자가 고찰한 바로는 戰前의 사상가들은 확실히 거의 모두가 그러했다. 거의 모두가 

動態로서의 아시아주의의 정치행동과 언동을 보여줄 뿐으로 동아시아와 일본과의 공통

성 인식에 무언가의 깊은 관심을 보여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전후가 되면 이 양자의 

공통성의 인식이 탐구 의욕이 되어, 다시 동태를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전전의 많지 않은 동아시아 공통문화의 언설을 남긴 사상가들로부터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전후에로 어떻게 연관되어 가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Ⅰ. 戰前 동아시아 공통문화론

1. 국가주의 아시아주의의 언설

사상가들이 남긴 언설자료를 근거로 하면, 동아시아와의 공통성을 명확히 서술한 논

자로서, 전전에는 우선 기타 잇키(北一輝, 1883~1937),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 1886~ 

1957),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 1886~1943) 3명이 거론될 수 있다. 아시아주의자라고 

하기보다는 국가주의자로서의 사상 경향이 강한 사람들로서 동세대인이다.

기타 잇키는 大正･昭和期의 국가사회주의자로 사도(佐渡)에서 태어났다. 와세다대학 

청강생이었고, 22세에 ≪國體論 및 純正社 主義≫를 저술하고, 신해혁명에 관련하여 

27세에 ≪支那革命外史≫를 집필하 다. 후에 육군 청년장교와 관계가 깊어 2･26사건에 

조언을 했다가 체포되어 군법회의에서 처형되었다.

오카와 슈메이는 昭和期의 국가주의자로 야마가타(山形)현에서 태어났다. 동경제국대

학 졸업 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입사, 43세에 調査局 이사장이 되었다. 그 사이 일본

정신을 역설하여 5･15 사건에 연루되지만, 가출소되어 東亞經濟調査局 최고 고문에 취

임한다. 전후에는 A급전범 용의로 체포되었다가 동경재판에서 發狂하여 입원, 면소가 

되어 석방되었다.

나카노 세이고는 大正･昭和期의 정치가로 집안은  후쿠오카(福岡) 藩士 다. 와세다

대학 졸업 후 아사히신문사에 입사한다. 도야마 미치루(頭山滿) 등의 아시아주의자와 친

교가 깊었고, 아사히 퇴사 후 34세부터 중의원 의원에 8회 당선되고, 국회에서 張作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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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살사건 추궁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그 후 급진 파시즘으로 치달아 전체주의운동을 창

도하여 大政翼贊  상임총무가 되었다. 도조(東條)내각의 익찬선거에서 추천을 거부하고 

당선된 후 反도조색을 강화하여, 1943년 倒閣기도의 건으로 검거되었고, 헌병대에서 석

방된 직후에 할복자살하 다. 아래에서는 순서대로 그 언설을 보아가고자 한다.

우선 기타 잇키는 일본과 조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공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과 조선은 “국민생활의 근본인 사상에서는 (중략) 전연 동일 계통에 속하는 것”이고, “특

히 순결한 조선인의 혈액을 다량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들과 문명교섭을 접하게 했

던 왕조시대의 귀족에게 많은데, 지금 公卿華族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면모가 조선인

과 대개 비슷한 것은 모두 그 類型을 보여주는 것이다.3)”고 서술한다. 중국에 관해서는 

공통성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기타는 심정적으로는 한일병합 찬성론자인데, 한편으로는 

중국을 휩쓸어 넣은 대동아전쟁과 같은 큰 전쟁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견해가 있

다.4)

다음으로 오카와 슈메이인데 그의 사상은 일본인 아시아주의자의 어느 한 유형을 전

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첫째로, 그는 정치행동 이외에서는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연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연구의 주요한 전문 분야는 인도문명 및 이슬람 문명이

었다. 요컨대 전문은 동아시아가 아니고 전후에 남아시아･서아시아라고 통칭하는 지역

이었다.

오카와는 인도독립운동에 관하여 ≪인도의 국민적 운동의 현상 및 그 유래≫(1916)를 

집필하여 인도의 현상을 일본에 전하 고, 당시 터키의 케말 파샤의 활약 등 이슬람 부

흥에서 활력을 얻어 연구를 개시하여 후년 ≪回敎槪論≫(1942년) 및 코란의 완역인 ≪古

蘭≫(1950년)을 간행하 다. 그 향 하에서 이쓰츠 도시히코(井筒俊彦)과 마에지마 신지

(前嶋信次) 같은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이슬람 연구자가 배출되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 관해서는 중국의 正史와 思想 이상의 것은 그다지 알려고 하지 않

았다. 다음으로 오카와의 언설 중에서 동아시아 문화에 관하여 서술한 부분을 들어보기

로 하자. 우선 조선과의 공통성인데, “그것을 내면적 즉 문화적으로 본다면, 일본과 조선

은 모두 유교 및 불교를 정신적 근거로 하는 동양문명의 場인데다가, 인종적으로도 거의 

同種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여서 彼我의 왕래는 건국 이전부터의 일이었습니다.”5)라고 

3) 北一輝, 1919 <日本改造法案大綱> ; 1959 ≪北一輝著作集≫Ⅱ (みすず書房) 331

4) 松本健一, <アジア主義と大東亜戦争－北一輝･大川周明･石原莞爾･中野正剛－> (東北アジアにおける

ユートピア思想と地域の在り方研究会 講演会記録) 2007 ≪東北アジアアラカルト≫ 18 (東北大学東北ア

ジア研究センター) 21



근대 일본의 동아시아 共通文化論의 궤적  91

하여, 키타 잇키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日鮮同祖論’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유교와 

불교를 정신적 근거로 하는 동양문명의 같은 일원이라고 하는 해석도 당시의 ‘상식’ 범

위 내에 있었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공통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지나 및 인도의 사상･문화의 교류에 의해 일찍이 唐代에 동양문화의 성립을 보

았고, 다음 宋代에 들어와서 程朱의 理學이 발생하여 마치 로마 교황이 중세유럽의 정신계에 

군림하듯이 宋學이 인도를 제외한 동아시아 全域의 정신계를 지배하 다. 확실히 송학은 華嚴･ 

禪 ･공자･노자의 諸說敎가 宋儒의 정신을 도가니로 하여 혼융된 위대한 사상체계인데, 그 때문

에 두루 동아의 지도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마쿠라(鎌倉) 막부 이래 程

朱의 교학이 정신계를 지배하 다. 일본이 송학의 지배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이토 진사이

(伊藤仁齋)･오규 소라이(荻生徂徠) 등이 원시유교로의 복귀를 주창한 이후의 일이다.6)

동아시아 공통문화의 형성은 당대에 시작되어, 인도문명과의 교류가 그 성립의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첫째이고, 다음으로 송대의 송학이 중국･일본의 정신계를 지배하여 

공통의 정신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둘째이다. 셋째는 에도의 古學에 의해 일본

이 그로부터 탈각했다고 하는 지적이다.

우선, 오카와는 조선시대의 유학이 宋學 일변도 고, 특히 주자학 이외에는 邪學시하

여 양명학은 조선말기까지 거의 이단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알고 있었다면, 日･

中･朝의 3자를 포함하여 동아시아의 공통의 정신문화를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송학이 에도의 古學과 國學에 의해 환골탈태되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本家인 중국에서도 주자학의 ‘엄숙주의’는 王陽明, 唐 에 의해 해체의 단서가 열리고, 

이 경향이 淸의 戴震에 의해 결정적으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알고 있었

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송학의 정신계로부터의 탈각이 있었다고 서술했을 

터이다.

당시 학계의 연구수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은 당연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오카와

는 동아시아에 관해서는 지난 일본 지식인의 교양 정도 수준의 인식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여서 동아시아에의 관심이 그 정도로 높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상으로 자명할 

것이다.

게다가 위의 2 가지, 즉 唐代 동아시아 공통문화의 형성과 송대 정신문화 형성은 전후

5) 大川周明, 1931 <印度国民運動の由来> ; 1962 ≪大川周明全集≫ 제2권 (岩崎書店) 509~510

6) 大川周明, 1943 <大東亜秩序建設> ≪大川周明全集≫ 2巻,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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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부성 <學習指 要領> 해설서･세계사 항과 같은 지평에 있다.

당의 제도･문물에 접한 이웃 국가들은 그 자극으로 갑자기 눈을 떴다. 唐代의 일본･신라･발

해･티베트･南照 등의 비약적 발전은 흡사 커다란 촛불에 의해 방의 구석구석까지 비춰지는 것

에 비유할 수 있다(단원2).

송대에는 외방의 문화는 거의 수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래의 문화가 더한층 消化되고 비판

되어, 유학･詩學･문학･공예 등의 발달이 현저하게 촉진되었다. 이리하여 宋은 무력으로는 동아

의 국가들을 위압하지 못하 지만, 그 탁월한 문화로 후세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물론 일본･조

선･안남 등의 諸國에 현저한 향을 주었다(단원 3).7)

요컨대 당대 동아시아 공통문화 형성과 송대 정신문화 형성은 일본 지식계의 ‘상식’

으로서, 전자는 당의 제도･문물, 후자는 송의 유학(송학) 등으로 대표되었다. 戰前 동아

시아 공통문화론자라고 하는 것은 필시 평범한 상식적 지식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일 터이다. 때문에 전전 아시아주의 사상가들은 정치행동과 언동에서 아시아연대의 경

향을 보여줄 뿐으로, 동아시아와 일본의 공통성에 뭔가의 깊은 관심을 보여준 사람은 없

었던 것이다. 많지 않은 사람이 상식으로 그것을 말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지

식인들의 상식으로는 동아시아의 중추는 중국이고, 조선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조선은 日鮮同祖論이라고 하는 별도의 개념으로 일본에 이

미 포섭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나카노 세이고의 언설을 고찰한다. 나카노야말로 대동아전쟁의 고취자이자, 

아시아 諸國을 거느리고 맹주 일본이 대동아전쟁을 미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파

시스트이자 아시아주의자 다. 나카노는 다음과 같이 일본과 중국 사상의 공통성을 서

술한다.

지나와 일본과는 사상상 교류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이 명치유신의 

원동력이 되었던 하나의 힘은 미토학(水戶學)이라고 합니다. 그 미토에 明의 朱舜水가 와서 漢

籍을 강의하여, 그 節義忠孝의 설이 미토학의 원천이 되었고, 그것이 王到幕이라고 하는 명

치유신의 근본 활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明 말에 망했지만, 최후에 빛을 발했던 동양

정신, 유교정신이 일본으로 이식되어 다시 싹을 틔웠다. 명치유신은, 나는 南宋과 함께 멸망하

려 하는 明等에서 가지고 온 이 유교정신이 흥하여 힘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8)

 

7) 文部省, 1947.7 ≪学習指 要領 東洋史編(試案)≫ ; 國立教育研究所内戦後教育改革資料研究会 編, 

1980 ≪文部省 学習指 要領6社会科編(3)≫ (日本図書センター) 수록 14･21

8) 中野正剛･杉森孝次郎, 1939 ≪全體主義政策･綱領≫ (育生社)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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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유교정신이 공통의 정신문화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때는 그것이 미토학

이 되어 있다. 미토학은 미토번의 독특한 유교적 변용 사상이다. 본래 일본만의 변종 ‘유

교’이고 동아시아 제국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또한 명이 멸망할 때 朱舜水가 원군요청을 위해 일본에 망명했는데, 당시의 미토번주 

水戶光圀의 초빙으로 미토에 들어왔다. 그에 의해 명의 유학(양명학)이 미토학의 원류가 

되고, 到幕사상이 되고, 명치유신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언설은 이노우에 데츠지로(井上

哲次郞)･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 ･미야케 세쓰레이(三 雪嶺) 등이 주최했던 陽明學

(1908년 설립)의 계보를 잇는 것이었다. 고지마 쓰요시( 島毅)에 따르면, 朱舜水를 통해 

일본에 양명학의 정통이 옮겨왔다고 하는 사관은 ≪陽明學≫회지 제10호에 실린 石東國

(石崎東國)의 논문 <미토학과 양명학>에서 보이는데, 원래 다른 파인 양명학과 미토학

이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관념되었다고 한다.9)

이상 기타 잇키, 오카와 슈메이, 나카노 세이고 라고 하는 동시대 아시아주의자들의 

동아시아 인식을 검토하 는데, 그들이 동아시아와의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경우는 日鮮同祖論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유교 다. 유교에 관해서는 주자학을 중시하는 

사람은 송학을 채택하고, 양명학을 중시하는 사람은 미토학에 傾注되기도 하여, 그 내용

이 일정하지 않다. 요컨대 그들의 동아시아 인식은 에도시대에 漢籍에 의해 招來된 유교

와, 한일병합의 정치사상의 일익을 담당했던 일선동조론이라고 하는, 당시 지식계급의 

일반 상식을 한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2. 西歐型 지식인 아시아주의자의 언설

전술했듯이 동아시아 공통문화를 말하는 언설을 남긴 戰前의 사상가는 많지 않다. 많

지 않은 사람을 샅샅이 조사하는 작업을 하다보면, 몇 개의 時事국면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모아 고찰하도록 하겠다. 우선 국가주의자와는 다른 장르인데 서구

형 지식인 중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다.

‘近代의 超克’(≪文學界≫ 1942년 9월호･10월호에서 기획되어, 9명의 기고문과 13명

의 평론가의 좌담회) 회의가 미 개전이라고 하는 시국 하에서 明治 이후의 일본문화

에 다대한 향을 주었던 서구문화의 총괄과 초극을 표방하고, 1942년 7월 가와카미 데

9) 島毅, 2006 ≪近代日本の陽明学≫ (講談社)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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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타로(河上徹太郞)의 사회로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주로 경도학파(‘世界

史哲學’파)의 철학자,  ‘일본낭만파’ 동인, ≪文學界≫ 동인의 문학자, 평론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를 보면 참가자로 쓰무라 히데오(津村秀夫)가 ‘東亞文化圈’이라는 어휘를 3번, ‘大

東亞文化圈’이라는 어휘를 한번 사용하고 있다. 쓰무라(1907~1985)는 화평론가로 효

고현(兵庫縣) 고베시 출신. 1931년에 동북제국대학 독문과를 졸업하고, 아사히신문사에 

입사하여, 이 신문의 화비평란을 담당하 다. 전후에는 ‘아사히 카메라’지의 편집을 

맡았다.

언설 중에서 동아시아와 관련된 것을 추출하면, “신 유럽문화가 독일을 중심으로 구

축될 운명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구축되고 있는 바이지만, 동아문화권에서는 일본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 고, 또한

 

아메리카니즘이 장래의 동아문화권 건설에 대하여 얼마나 보이지 않는 장애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동아문화권으로서는, 佛印을 제외하고, 

태국, 말레이, 동인도, 필리핀은 물론, 지나 대륙에서조차 오늘날 과연 어느 정도의 유럽문화가 

살아있을까? 소위 근대정신이 어느 정도 살아있을까? (중략) 

곧 최대의 적은 아메리카니즘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속을 찔러 보면, 

물질문명, 기계문명의 발달에 어떻게 하여 인간정신은 싸워야만 하는가 하는 명제가 된다고 생

각합니다. 아메리카류의 개인주의라든가, 향락주의 등 세상에서 말하는 것의 근저에는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10)

라고 하여, 동아문화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범위로 佛印,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차이나, 필리핀, 중국 대륙을 포함하고 있다. 대동아공 권11)에서 남사

할린, 만주, 조선이 빠져있는데, 거의 대동아공 권 남부지역을 동아문화권과 치환한 것

10) 津村秀夫, 1942 <何を破るべきか> <近代の超克> ≪文学界≫ 9월호, 29･31･37

11) 제2차 近衛내각의 外相 松岡洋右(1880~1946)는 “明治維新 이래 일본이 동양 제민족에게 그 處를 

얻게 하고, 동양의 안정을 위해 싸움을 계속한 것은 사실이다.”[松岡洋右, 1940 ≪ 亜の大業≫ 

(教学局) 9]고 하 고, 東条英機(1884～1948)는 제97회 제국의회에서 “대동아전쟁의 목적이 각국 

각 민족에게 ‘각각 그 處를 얻게 하고’, ‘皇国을 핵심으로 하는 대동아공 권을 건설하는 데 있다”

고 하 다(≪朝日新聞≫ 1942年 1월 22일 1면). 이로부터 ‘대동아공 권’이 황국을 中華로 하여 

제민족 제국가를 황국에의 충성을 기준으로 주변을 차등적으로 위치 짓는 체계라는 것은 명확하

다. 이 사상에서 儒禮를 기준으로 중화의 주변의 제민족과 제국가를 차등적으로 위치짓는 華夷秩

序의 향을 엿볼 수 있다. 상세한 것은 古田博司, 2003 ≪東アジア･イデオロギーを超えて≫ (新書館) 

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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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이 나치독일에 의해 신문화권을 구축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의한 신문화권이 아메리카니즘의 배제라고 하는 공통 명제 하

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反美사상의 力能을 가진 공동권으로

서의 ‘동아문화권’을 말하고 있다.

이 ‘동아문화권’이라고 하는 어휘는 전후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학습지도요령 제1기

(1946~1952)부터 등장하여 60년대까지 지속된다. 아래의 ①과 관련하여 내용과 범위 모

두 없다. ②~④의 山川出版社 교과서에서는 唐의 제도･ 문화의 전파지역이 동아문화권

이라고 하 고, 범위는 일본, 신라, 발해, 티베트(吐藩)로 되어있다.

① 1951년 문부성 검정필, 東北大学 명예교수 문학박사 大類伸 감수, 東京大学 조교수 

吉岡力 외 편집, 1951.11 ≪高等世界史≫ (好學社) 

② 村川 太郎･江上波夫･林健太郎著･史學会 편, 1952.6 ≪再訂 世界史≫ (山川出版

社)(검정년, 발행년 불상. 東京大学 교수 村川 太郎･東京大学 교수 江上波夫 저, ≪世界

史≫와 내용이 같다)

③ 村川 太郎･江上波夫･林健太郎 저, 1960.3 ≪詳説世界史≫ (山川出版社)

④ 村川 太郎･江上波夫･林健太郎 저, 1967.3 ≪詳説世界史(개정판)≫ (山川出版社) 

1963년 문부성 검정필. 1966년 개정 검정필)

 

추측해보면 ‘東亞文化圈’이라는 말은 戰中期까지 일본에 존재하여 대동아공 권을 달

성하고자 하는 지역까지, 말하자면 당위로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었지만, 전후에는 어

휘만이 잔존하여 오카와에게 보이는 것처럼, 지식계의 상식으로서의 범위와 내용으로 

축소된 것일 터이다. 조선이 무시되지 않고 부가된 것은 한일병합이 終戰으로 끝을 고하

여 日鮮同祖論이 퇴조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戰前의 한국 연구의 성과

가 전후에 전파되었다는 점, 또한 한국전쟁으로 반도가 클로즈업 되었던 것도 관계가 있

을지도 모른다.12)

12) 덧붙여 말하면, <近代の超克>기획에서 동아시아 관련 내용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니시타니 게이

지(西谷啓治, 1900～1990) 뿐이다. 니시타니는 石川県 출신으로, 京都大学 문학부 철학과에서 니

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에게 사사하 다. 1932년 동 대학에서 교편을 잡다가, 1937년부터 2년간 

독일유학을 마쳤고, 전후 공직에서 추방되었다가, 추방이 해제된 이후에는 교토대에 복귀, 63년에 

정년퇴임했다. 니시타니는 독일 신비주의 연구자로서 동양사상과 參禪에 의한 ‘니힐리즘의 초극’

을 과제로 하 다. ‘근대의 초극’에는 ‘≪近代の超克≫ 私論’을 기고했다. 내용은 無我･無心으로 

표현되는 동양의 주체적 無의 종교성만이 근대 서양의 종교성의 막다른 상태를 타파하는 도덕적 

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일본의 ‘신으로서의 道’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세계신질서 수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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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서구형 지식인 아시아주의자로서 미키 기요시(三木淸, 1897~1945)가 거론된

다. 미키는 효고현 출신으로 경도제국대학에서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郞)에게 사사했

다. 1922년 독일에 유학하여 리케르트로부터 역사철학을 배우고, 후에 대학을 이적하여 

하이데거에게 사사, 실존철학을 연구하 다. 귀국 후 1930년대 후반에는 고토 류노스케

(後藤隆之助),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 등의 친구들을 따라 ‘昭和硏究 ’에 참가하고, 

文化問題硏究  위원, 政治動向硏究  위원이었다. 1938년 고노에 정권의 ‘동아신질서 

건설’ 성명에 촉발되어 동아협동체론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자, 그 논객이 된다. 1940

년 ≪哲學入門≫을 써서 10만부가 넘는 베스트셀러를 기록하 고, 戰時 홍보에 협력한 

후 1945년 치안유지법 위반자를 숨겨주어 검사의 구류처분을 받아, 토요타마(豊多摩) 형

무소로 옮겨져 옥사했다.

미키 기요시의 동아시아 공통문화는 극히 간결한데, ‘禮 ’이다. 1941년 7월 ≪東亞聯

盟≫에 게재된 ‘謙讓論’에 따르면, 

謙讓은 禮 의 정신으로서 예의라고 하는 것은 나쁜 평등에 의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나쁜 평등은 도덕적 무질서를 결과하는 것이므로 예의는 도덕적 질서 그 자체이다. 謙虛는 나

쁜 평등관을 넘은 가장 깊은 평등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곧 동양도덕의 근저에 있는 無我의 

사상에 서 있다. 我執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道를 쫓는 것이다. 도에 사는 자는 바로 謙讓한 

데가 있다. 도에 사는 것은 비굴하지도 않고, 겁쟁이도 아니고, 무기력도 아니다. 겸양은 道義 

그 자체이다. 세상에 道義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겸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겸양은 無我이고, 

무아가 되어야 진정한 和가 있다. 개인간의 和 뿐만 아니라 민족간 和도 겸양으로 얻어진다. 

여기에 동양 古來의 철학과 도의를 근저로 하는 民族協和의 기초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동양

도덕에서 禮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개인적인 사회가 아니고, 협동사회

다는 점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겸양을 중시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협동사회의 건설

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물론 금일 봉건적 협동사회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새로운 질서에는 새로운 禮 가 있어야 한다. 겸양이 취하는 형태도 새로운 

것이 아니면 안된다13)

一讀하면, ‘근대의 초극’의 참가자, 주 12)에 있는 니시타니 게이지(西谷啓治)와 유사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명 모두 니시다에게 사사하여 니시다 철학의 향 

하에서 성장하 기 때문에 동양 도덕의 근저를 無我의 사상에 두는 것이다. 게다가 미키 

대동아 건설의 과제는 오직 앵글로색슨의 지배를 벗어나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의 도

덕적 에너지에 의해서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파하는 것이었다(西谷啓治, 1942 <≪近代

の超克≫私論> <近代の超克> ≪文学界≫ 9월호, 6～18).

13) 三木清, 2007 <謙譲論> ≪三木清 東亜協同体論集≫ (こぶし文庫) 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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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시는 겸양이야말로 무아이고, 민족협화의 기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동양 도

덕으로서의 예가 협동사회를 형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미키 기요시 동아협동체

의 핵심이 되는 동아시아 공통문화론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연구 수준에서 볼 때 동아시아의 ‘예’는 일본의 겸양 등의 예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고대의 ≪ 禮≫경전에 있듯이 중국에서 예라고 하는 것은 作法에 

관한 것이고 관습에 관한 것이다.

오규 소라이가 “예는 천하 만사의 의식이다. 이를 배우면 오늘날 사람들이 吉良･ 笠

原 등의 諸禮故實을 배우는 것과 같다”14)고 한 것은 바로 중국의 禮에 관한 것인데, 간

단히 말하자면, 의식에서 가옥의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는가,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는가, 

방의 동서남북 어디에 공물을 진열하는가 등의 세레모니 매너를 말하는 것이다. 일본의 

‘예의’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없다. 도덕이라고 한다면 仁義禮智信 등일 것이다. 그런데 

그 의미 내용도 다르다. 겸양이라고 한다면 맹자의 四端의 하나인 ‘辭讓’이 가까울지 모

르지만, 그것은 당위이고 당시 그것이 실천되었다는 보증은 없다.

간단히 말하자면, 미키 기요시도 동아시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 다. 예의 정도는 

동아시아와 일본은 같을 것이라고 하는, 일본인의 ‘상식’적 추측으로 말하고 있는데 지

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서구형 지식인 아시아주의자의 언설을 보면 동아시아 공통문화의 인식도 

국가주의자 아시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일본의 상식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뿐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그들은 동아시아 사정에는 무지한, 다케우치 요시

미가 말한, 아시아연대라고 하는 경향성만을 가진 아시아주의자 다.

Ⅱ. 戰後 세계사 교과서 집필자들의 동아시아 공통문화론

1.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의 아시아 공통문화론

우선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다음과 같이 제1기부터 제7기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이 구분을 전편에 걸쳐 이용하고자 한다.

14) 荻生徂徠, ≪経子史要覧≫, <経要覧> 禮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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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946년~1952년 검정교과서 개정연도는 교과･발행자에 따라 다르다)

제2기 (1953년~1961년 검정교과서 개정연도는 교과･발행자에 따라 다르다)

제3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60년 고시, 1960.10 시행, 1963년도 교과서 사용)

제4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70년 고시, 1973.4 시행, 1973년도 교과서 사용)

제5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78년 고시, 1982.4 시행, 1982년도 교과서 사용)

제6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89년 고시, 1994.4 시행, 1994년도 교과서 사용)

제7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99년 고시, 2003.4 시행, 2003년도 교과서 사용)

일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는 학습지도요령에 1973년(제4기)부터 2002년(제6기)

까지 ‘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이 ‘동아시아문화권’이라는 

개념은 앞 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戰前에는 ‘동아문화권’이라 하 고, 山川出版社(이하, 

山川)의 교과서에서는 60년대까지 잔존하고 있다가, 그 한편에서 그와 나란히 ‘동아시아

문화권’이 점차 이를 대치하 던 것이다. 이 ‘동아시아문화권’이란 어휘는 2003년 이후

의 지도요령에서는 없어지지만 山川교과서에서는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 학습지도

요령의 해설서를 이하 시대 순으로 고찰해 보자. 

제1기(1946~1952)에는 동아시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하는 이론은 아직 없지만 일

본･신라･발해･티베트･南詔 등에 당의 문화가 미쳤다는 것을 서술한다. 당 문화는 북조

와 남조 문화의 융합으로 서방과의 교류로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 당 문화의 

국제성이 일본을 서방과 연결했다는 점에도 착목한다. 이하 자료를 들어 보자.

“당의 제도･문물에 접한 사방의 나라들은 그 자극으로 갑자기 눈을 뜨기 시작했다. 唐代의 

일본･신라･발해･티베트･南詔 등의 비약적인 발전은 마치 큰 촛불에 방안 구석까지 밝게 비춰

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 생각건대 漢代에 일단 결실을 맺은 중국의 문화는 외부 민족

의 침입을 계기로 華北･華南 양 지역에서 각각 특수한 발전을 이루었고, 수당을 지나며 이 양

자를 합한 위에 한층 더 국제적 성격을 갖추었다. 일본이 서방 문화와의 연결을 가지게 되었던 

것도 唐과의 교통에 의해서이다.”

(단원 2, 요지, 14쪽) (문부성, 1947.7 ≪學習指 要領 東洋史編 (시안)≫ 國立敎育硏究所 內 戰

後敎育改革資料硏究  編, 1980 ≪문부성 학습지도요령 6(社 科編3)≫ (日本圖書센타에 실림).

제2기(1953~1961)에도 동아시아를 일괄하여 문화권으로 하는 이론은 아직 없다. 한

편 동아시아와 일본을 분별하는 시각(일본의 특수성)의 강조와 평형을 맞추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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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의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 는데,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 서술하는 아래 

자료를 들어보자. 

“중국인･한국인 등 동양인과 우리 생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b)고등학교 세계사, Ⅲ 세

계사 참고단원, 1. 참고단원 題目例, 제1단원, 내용1.(2) 61쪽) “근대 이전의 여러 국가의 발전 

사정을 이해함으로써 역사 발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할 것”

(同, 제1단원, 목표3, 68쪽) [문부성, 1952.3 ≪중학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편Ⅲ(a) 

일본사 (b)세계사 (시안)≫ 1951년 개정판 (明治圖書出版)]

제3기(1960년 고시, 1960.10 시행, 1963년도 교과서 사용)에는 문화권별 학습단위를 

제안하 는데, 그 중에서 당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동아시아문화권이 처음 권장되었다. 

그러나 문화권을 몇 개의 특정한 유형으로 통일하는 것은 신중하게 회피되었다. 이하 자

료를 들어보자.

“‘중국의 귀족적 문화의 발전과 동서 문화의 교류’에서 동서 문화의 교류에 대해서는 수･당 

시대의 것에 한정하지 말고 漢代 이후의 동서 교통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리고 이 때 동아시아문화권이 당 제국 시대에 거의 大成했던 것에 주목케 하고, 또 일본 문화의 

형성에 큰 향을 미쳤던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장 4절, 3내용, (2)중국사회의 

전개와 이슬람 세계의 형성, 111쪽)

“세계사를 몇 개의 문화권으로 구분하는 시도는 이미 종래부터 꽤 많은 학교에서 실시되어 

교육성과도 오르고 있으므로 그러한 實情으로부터 (3)과 같은 유의사항을 부연 설명했다. 그러

나 학습지도요령으로서는 특별히 일정한 유형을 보여주는 것은 피하고자 했다. 이것은 문화권

을 나누는 방법에서도 여러 유형이 나오고 있고, 특정한 유형으로 통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2장 4절, 4 지도계획 작성 및 지도상의 유의 사항, (2)문화권별 내용

구성에 대해서 119쪽) [문부성, (초판)1961.4.15, (5판)1964.1.20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 (好學社)]

제4기(1970년 고시, 1973.4 시행, 1973년도 교과서 사용)에는 문화권을 묶는 방법과 

동아시아문화권의 학습이 지도되었다. ‘오리엔트 문화’, ‘지중해 문화’, ‘인도 문화’, ‘이

란 문화’, ‘중국 문화’의 5개 문화 묶음을 제시하고, 또 ‘동아시아문화권’, ‘서아시아문화

권’, ‘유럽문화권’ 이라는 3개의 문화권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동아시아문화권이 정의되

기 시작했다.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으로, 중국의 남북 문화와 서방 문화가 융합

하여 당 문화로 되었는데, 당 문화는 귀족적･국제적이며, 당 문화가 전파된 지역이 동아

시아문화권이 되었다. 범위는 발해･신라･일본･돌궐･위구르･티베트･吐藩･南詔 등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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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 문화가 미친 범위에 새로이 돌궐･위구르가 추가되었다. 여기에서 학습지도요령은 

山川出版社의 교과서를 대체로 따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자료를 들어보자. 

“그 하나는 최근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받아 들여 문화권별 구성을 채용한 것이다. 이것은 학

생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 외에 서유럽사나 중국사에 치우치기 쉬웠던 종래의 경향을 고쳐 

각 문화권의 특색 및 문화권 상호 관련을 고찰케 함과 동시에 세계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위치

를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을 내용상 구체적으로 보면, 내용 (1)에서는 ‘오

리엔트 문화’, ‘지중해 문화’, ‘인도 문화’, ‘이란 문화’, ‘중국 문화’ 등 5개의 문화 묶음이 제시

되고, 또 내용 (2)에서는 ‘동아시아문화권’, 내용 (3)에서는 ‘서아시아문화권’, 내용 (4)에서는 

‘유럽문화권’으로 3개의 문화권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개정 전에 비해 크게 변한 점이다”(제2

장, 제4절 세계사, 1 과목의 성격, (2)내용의 구성과 특색, pp.144~145)

“여기에서 동아시아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사회･문화 등이 

전파･보급된 지역의 묶음을 가리키고 있다. … 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에 대해서는 唐이 화북의 

북아시아 제민족의 제도와 강건한 문화, 강남 漢민족의 귀족사회와 그 아름다운 문화를 융합하

고, 그 위에 인도, 이란, 이슬람, 그리스 등 서방의 여러 문화를 수용하여 국제적 색채가 풍부한 

문화를 출현시킨 것에 유의하게 한다. 게다가 당 문화가 동아시아 각지에 전파･보급되어 발해･

신라･일본을 비롯해 몽골의 돌궐･위구르, 티베트의 토번, 雲南의 南詔 등이 당의 여러 제도･문

물을 받아들여 각각의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번 하 다. 여기에서 당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

아문화권이 형성되어 발전해 갔던 것에 유의하게 한다”(2장 4절, 3 내용, (3)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과 발전, 155~156) [문부성, 1972.5.25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사회편≫ (大阪書籍

株式 社)]

제5기(1978년 고시, 1982.4 시행, 1982년도 교과서 사용)에는 동아시아문화권은 당연

히 존재해야할 所 의 것이 되어, 18세기 후반 경까지 일관하여 존재했다. 당과 같은 체

계적 법전을 편찬･시행한 것이 실증된 나라는 일본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접 지역으

로 확대되었다. 또 다른 문화권의 유형은 다양하게 생각해야 할 거리가 되었고, 3개의 

문화권에 더해 인도･동남아시아를 독립 문화권으로 하는 것이 제기되었고, 한편으로 베

트남이 새롭게 동아시아문화권으로 들어왔다. 이하 자료를 들어 보자. 

“(2) 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과 발전. 유목민족의 활동과 중국의 사회･문화. 중국의 사회･문

화의 변천과 인접 여러 민족의 발전. 중화제국의 번 ”(사회, 제3 세계사, 2 내용 (2), 21쪽) “(a) 

각 문화권 역사의 발전과 특색을 파악케 하고 문화권으로의 묶음에 착목케 할 것. (c) 문화권 

묶음 방식에 대해서는 ‘지리’와의 관련에 유의함과 동시에 예컨대 인도나 동남아시아를 독립한 

문화권으로 취급하는 등의 다양한 창의적인 사고를 할 것”(사회, 제3, 3 내용의 취급, (1) 22쪽) 

(문부성, 1978.8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附 학교교육법시행규칙 (抄)≫)

“(2) 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과 발전 / 유목민족의 활동과 중국의 사회･문화, 중국의 사회･문

화 변천과 인접 여러 민족의 발전, 중화제국의 번  / 여기에서는 유목민족과의 접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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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사회･문화를 구축했던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권이 형성되어 발전해 갔던 모습

을 대략 18세기 후반 경까지 일관해서 취급한다. … 우선 농경 생활과 유목 생활의 상호 접촉

을 통해 중국에서 형성되고, 인접한 여러 지역에 큰 향을 준 율령체제 등의 학습을 통해 동아

시아문화권의 특색을 이해시킨다. … 중국문화를 수용하면서 점차 자국의 문화를 형성해 간 일

본과 기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 착목하게 한다. … 수･당 문화의 향을 받아 성립한 

동아시아문화권에 대해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문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일본･신

라･발해 등 농경세계에 한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수･당과 싸워 쇠퇴한 돌

궐, 이에 대신한 위구르, 티베트의 토번, 중국 통치하의 베트남 등도 포함하여 생각한다”(같은 

장 같은 절, 2 내용과 그 취급, (2) 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과 발전, 89~92쪽) [문부성, 1979.5.31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 (一橋出版株式 社)]

제6기(1989년 고시, 1994.4 시행, 1994년도 교과서 사용)에는 동아시아문화의 특색으

로서 한자와 유교를 강조한다. 또 문화권 사이의 교류에 착목하여 교류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기했다. 문화권 학습에 배당된 시간수와 학생의 학습 부담으로 문제가 생겼다

고 추측된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종전보다 한층 더 

중시하도록 하여 근린제국조항(1982.11.24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의 향을 엿볼 수 있

다. 문화권은 종래의 3개에 남아시아･동남아시아를 새로이 넣어 4개로 하고 그 독자성

을 명확히 했다. 이하 자료를 들어 보자.

“(c) 인접한 문화권 상호의 접촉이나 교류를 파악하고 문화의 다양성이나 복잡성도 이해시킨

다. 그 때 지중해 지역, 인도양 지역, 중앙아시아를 문화교류권으로 설정하는 등 접촉과 교류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파악하도록 강구할 것. (d) 내용의 (2), (3) 및 (4)에서 제시했던 문화권 이외

에도 문화사적으로 묶을 수 있는 지역을 문화권 학습에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때 전체 

배당 시간 수나 학생 학습 부담을 고려할 것”((2절 2관, 同 제2, 3내용의 취급, 27~28쪽) (문부

성, 1989.3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 附 학교교육법시행규칙(抄)≫)

“a 동아시아와 중국문화/ 동아시아 풍토와 여러 민족, 한자문화, 유교와 국가 등에 착목케 

하여 동아시아의 역사･문화의 특색을 이해하게 한다”(제2장 각 과목, 제1절 세계사A, 2 내용과 

그 취급, (1) 여러 문명의 역사적 특질, 17~18쪽)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깊은 관련

이 있어 종전보다도 한층 더 중시하도록 한다”(同 章 同 節, 同 2, 同 (2), c, 58쪽) “문화권은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유럽 등 4개를 내용으로 제시했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종전 

내용에서는 서아시아 중에서 다루었지만, 이번에는 ‘(3)서아시아･남아시아의 문화권과 동서교

류’에 中 目 ‘c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세계의 전개’를 두어 문화권으로서의 독자성을 명확히 

했다”(同 章 同 節, 3 지도계획의 작성과 지도상의 배려 사항, (2) 문화권학습의 전개, a 문화권 

설정, 85쪽) [문부성, 1989.12.25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지리역사편≫ (實敎出版株式

社)]

제7기(1999년 고시, 2003.4 시행, 2003년도 교과서 사용)에서는 학습내용의 증대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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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문화권 중심의 학습지도가 완전히 방기되었다. 그러나 당은 

정치제도와 문화를 정비하여 주변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 안정된 관계를 맺어 명실공히 

동아시아 세계를 형성했다고 하여, 동아시아문화권은 동아시아세계로 고쳐졌다. 이하 자

료를 들어보자. 

“a 동아시아 세계/ 동아시아의 풍토와 여러 민족, 한자문화, 유교,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체제에 접하여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세계의 특질을 파악하게 한다”(제2절 지리역사, 제2관 

각 과목, 제1 세계사A, 2 내용, (1) 여러 지역 세계와 교류권 24쪽) [문부과학성, (초판 1999.4.5, 

개정판 2004.1.20, 2007년 3월 개정판)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 附 학교교육법시행규칙(抄), 중

등교육학교 등 관계법령(抄)≫1999년 3월 고시, 2003년 5월 일부 개정, (2004년 4월 일부개정, 

2004년 12월 일부개정, 2006년 12월 일부개정, 2007년 3월 일부개정) (國立印刷局)]

“문화권에 따른 구성은 昭和 45년 고시의 학습지도요령 이래 취해진 것인데, 그것이 목적한 

다원적 세계사 구성은 거의 정착했지만, 그 한편,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의 여러 문화권 

내용을 충실히 하려고 했기에 세계사 전체의 학습 내용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세계별 구성으로 하 다. ‘세계사B’의 내용에서 제시된 지역

세계에는 서아시아･지중해세계, 남아시아세계, 동아시아･내륙아시아세계, 이슬람세계, 유럽세

계 등이 있다. 지역세계는 시간적 스케일의 취급 방식, 동시대사적 횡적 연결 중시라는 점에서 

문화권과 다르다”(2장, 제2절 世界史B, 1 과목의 성격과 목표, (2)개정 요점, 43~44쪽) (문부과학

성, (초판)1999.12.28, (일부 補訂 2판)2005.5.30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지리역사 편≫ 

(實敎出版株式 社)

이상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동아시아문화권’은 제3기에 권장되고 제4기에 지도되고 

제7기에 방기되었다. 이 사이 제5기에는 唐과 같은 체계적 법전을 편찬･시행했다는 것이 

실증된 것은 일본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접 지역에 허구의 ‘율령체제’가 확대되었다.

‘동아시아문화권’의 지역은 제3기까지는 일본･신라･발해･티베트(토번)･南詔 지만, 

제4기에 돌궐･위구르가 추가되고, 제5기에는 베트남이 더해졌다. 이렇게 ‘동아시아문화

권’은 자의적으로 팽창했던 것으로 역사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시아문화권’의 공통문화는 제3기에는 당 문화(중국 남북 문화의 융합과 서방 문명

의 합체에 의한 귀족적이며 국제적인 문화)이고, 제4기에 유교가 더해지고 제6기에는 한

자와 유교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제7기에 문화권 자체가 방기되고 ‘동아시아세계’로 고

쳐졌다. 이 ‘동아시아세계’의 내실은 당의 정치제도 및 문화, 주변과의 외교관계이다.

세계 문화권의 數도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제3기에는 문화권을 특정하는 것에 소극

적이었지만, 제4기에는 ‘동아시아문화권’, ‘서아시아문화권’, ‘유럽문화권’의 3개 다가, 

제5기에는 ‘남아시아･동남아시아문화권’이 더해져 4개가 되었다. 문화권 자체도 제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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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기되었다.

더 정리하면, ‘동아시아문화권’은 우선 唐 문화의 전파지역으로서 시작되었는데, 그 

지역이 일본･신라･발해･티베트(토번)･南詔 다가, 돌궐･위구르에도 당 문화가 파급되었

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2개가 늘고, 유교가 문화요소로서 강조되었기 때문에 또

한 베트남이 더해졌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제5기에 베트남이 추가된 원인으로 

NIES의 성장과 ASEAN의 경제적 발흥이 있었던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동아시아문화권’이란 애매한 개념이며, 동아시아 공통문화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도 지

역을 획정하는 것도 결국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끝까지 이 개념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戰前과 마찬가지의 일본 지식인의 ‘상식’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 파탄나고 포기되기

에 이르 다. 

2. 山川出版社 세계사 교과서의 아시아 공통문화론

山川出版社의 세계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제1기부터 제7기에 걸쳐 총 11책을 분석했

다. 그 중에서 ≪世界史≫, ≪詳説 世界史≫ 계통은 9책, ≪世界の歴史≫, ≪新世界史≫ 

계통은 2책이다.

≪世界史≫, ≪詳説世界史≫ 계통은 제1기부터 제6기에 걸쳐 집필자가 거의 바뀌지 

않았다. 村川 太郎･江上波夫･林健太郎가 그 집필진이다. 제7기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집

필진이 바뀌어 佐藤次高･木村靖二･岸本美緒 외 수 명으로 되었다. 반세기 동안 집필진

이 바뀌지 않았던 것이다. 덧붙여서 말하면 이들 전원이 東京大學 문학부 관계자이다.

‘東亞文化圈’이란 용어는 제1기부터 있고, ‘동아시아문화권’이 제2기부터 병행하여 쓰

이기 시작하여 제7기까지 계속된다. 문화권의 내용은 당 제도와 당 문화인데, 당 제도의 

전파 지역이 없는 것이 4책 있다. 일본･신라･발해라고 쓰인 것이 6책, 일본･신라라고 한 

것은 1책이다.

당 문화 전파 지역을 ≪世界史≫, ≪詳説世界史≫ 계통에 한정하여 말하면, 1952년 

판에서는 일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 1957년 판에서는 일본･신라･발해에다가 애매한 

지역으로 위구르･티베트･南詔가 추가되었다. 애매한 지역이란 전파 내용을 분명히 쓰지 

않은 채로 다만 지역명이 병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960년 판에서는 일본･신라･발

해･티베트(吐蕃), 1972년 판에서는 일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南詔에, 애매한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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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베트남(越南･安南)이 추가되었다. 1982년 판에서는 일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南

詔에, 애매한 지역으로 베트남(越南)이 들어가고, 또한 조공국으로 캄보디아(真臘)･참파

(林邑･環王)･수리비자야(室利佛逝)가 들어갔다. 집필자가 바뀐 2006년 판에서는 일본･신

라･발해･南詔에, 애매한 지역으로 돌궐･위구르･티베트(吐蕃)가 추가되었다. 계통이 다른 

1977년의 ≪世界の歷史≫에서는 일본･신라에, 애매한 지역으로 돌궐･위구르･티베트(吐

蕃), 그리고 2007년의 ≪新世界史 改訂版≫에서는 일본･신라･티베트(吐蕃)･南詔에, 애매

한 지역으로 突厥･베트남이 들어갔고, 캄보디아(真臘)･참파(林邑･環王)･수리비자야에 대

해서는 동아시아와는 관계없이 ‘인도문화권’에 속한다는 귀속을 명확히 하 다. 당 문화

의 내용에 대해서는 귀족 취미와 異國정서가 기본이고 국제적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 3

개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화 내용으로 어떻게 ‘동아시아문화권’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인

지 매우 의문이며 그 결과로서 문화권에 포함된 지역은 자의적으로 증감되었고, 전파된 

문화 내용이 애매한 지역이 항상적으로 활용되었다. 1980년대에 문화권이 동남아시아까

지 갑자기 팽창한 것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마찬가지로, NIES의 성장과 ASEAN의 

경제적 발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문화권’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당의 제도와 문화의 전파 지역이라

고 한 것과 당 문화의 전파 지역이라고 한 것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 이외의 지

역에서는 율령제의 체계적 전파와 편찬･시행이 실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山川出版社의 

교과서에서는 이를 어기지 않으려고 일본만의 율령국가 성립을 말하고 있다. 이 점은 다

른 출판사의 교과서에 비해서 크게 평가할 수 있는 점인데, 일본의 율령국가체제를 설명

하지 않고 唐制만을 말한 것이 1권, 唐風으로서의 일본의 율령국가체제를 설명한 것이 

1권이다. 아쉬운 것은 집필진이 바뀐 제7기에 이르러 “동방의 조선과 일본에서는 조공

제도를 통해서 당의 율령체제･都城制･불교문화 등을 받아들여 스스로 국가 정비에 활용

했다.”(p.90)고 하여, 율령체제가 실증되지 않은 고대 한국에도 율령체제가 있었다고 처

음 쓰고 있다는 점이다.

山川의 교과서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山

川의 교과서를 뒤쫓고 있다는 상황이 명료하다. ‘동아시아문화권’이란 말은 山川에는 제

2기부터 있는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제4기에 처음으로 지도 항목이 된다. 또한 

‘동아시아문화권’으로서 베트남이 山川에서는 제4기에 등장하는데, 학습지도요령 해설

서에서는 제5기에 새로 들어간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제7기에 ‘동아시아문화

권’ 지도를 포기하는데, 2007년판 ≪詳説世界史B(改訂版)≫에서는 ‘동아시아문화권’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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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견지하고 있다. ≪世界史≫, ≪詳説世界史≫ 계통 외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이하에서 자료를 제시하겠다. ①부터 ⑧은 분석을 위한 주요항목이다.

① 당 제도의 전파 지역, ② 당 문화의 형성, ③ 당 문화의 특징, ④ 당 문화의 전파 

지역, ⑤ 문화권 설정 설명, ⑥ 애매한 지역, ⑦ 일본의 독자성, ⑧ 특징적인 이데올로기 

및 기타.

제1기(1946~1952)

(1) 村川 太郎･江上波夫･林健太郎 저, 史學  편, 1952.6 ≪再訂 世界史≫ (山川出版社) 

(검정년, 발행년 미상, 東京大學 교수 村川 太郎･東京大學 교수 江上波夫 저, ≪世界史≫

와 내용적으로 동일하다.)

→ ① 당 제도의 전파 지역은 일본･조선･발해 ② 당 문화는 남북융합이며 서방과의 

교류로 국제적 ③ 당 문화의 특징은 귀족취미와 異國情緖 ④ 당 문화의 전파 지역은 일

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 ⑤ 당 제도･문화의 전파 지역이 동아문화권 ⑥ 없음 ⑦ 일

본의 국가 형성에는 唐制의 채용이 크게 향을 주었다고 했지만 율령에 대한 설명은 

없음 ⑧ ‘수당의 향에 의해 동아시아 제 민족이 각성하여 독립’,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제2기(1953~1961)

(2) 검정년 실려 있지 않음. 村川 太郎･江上波夫･山本達郎･林健太郎 저, 1957.4.5 ≪改

訂版 世界史≫ (山川出版社)

→ ① 없음 ② 당 문화는 남북융합 ③ 당 문화의 특징은 이국적 요소를 섞어서 국제

색이 짙은 종합적 귀족문화 ④ 당 문화의 전파 지역은 일본･신라･발해 ⑤ 당 문화의 전

파 지역이 동아시아문화권 ⑥ 위구르･티베트(吐蕃)･南詔 ⑦ 일본의 율령국가 성립 ⑧ 

중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라고 한 점

(3) 村川 太郎･江上波夫･林健太郎 저, 1960.3 ≪詳説世界史≫ (山川出版社)

→ ① 일본･조선･발해 ② 남북 융합이며 서방과의 교류로 국제적 ③ 귀족 취미와 이

국정서 ④ 일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 ⑤ 당 제도･문화의 전파 지역이 동아시아문화

권 ⑥ 없음 ⑦ 일본의 율령국가 성립 ⑧ ‘수당의 향으로 동아시아 諸民族이 각성하여 

독립’,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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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60년 고시, 1960.10 시행, 1963년도 교과서 

사용)

(4) 1963년 문부성 검정필, 1966년 개정판 검정필, 村川 太郎･江上波夫･林健太郎 저, 

1667.3 ≪詳説世界史(개정판)≫ (山川出版社)

→ 장 제목만 ‘동아시아문화권’으로 되어 있다. 다른 인용 個所는 모두 1960년 판과 

동일한 기술이며 본문 속에서는 ‘동아문화권’이란 말을 쓰고 있다.

제4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70년 고시, 1973.4 시행, 1973년도 교과서 사용)

(5) 1972년 문부성 검정필, 東京大學 명예교수 村川 太郎･東京大學 명예교수 江上波

夫･東京大學 명예교수 山本達郎･東京大 학장 林健太郎 저, 1977.3 ≪詳説世界史(신판)≫ 

(山川出版社)

→ ① 당 문화와 諸制度는 주변 제 민족에 많은 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도

의 전파지역은 없으며, 굳이 말하자면 일본의 율령뿐 ② 남북 융합이며 서방과의 교류로 

국제적. ③ 귀족 취미와 이국정서 ④ 일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南詔. 한편 신라의 

골품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⑤ 당의 제도･문화의 전파 지역이 동아시아문화권 ⑥ 베

트남(越南･安南)이 처음 등장 ⑦ 일본의 율령국가 성립 ⑧ ‘수･당의 향을 받은 동아시

아 제 민족은 각성.’

(6) 神田信夫･柴田三千雄 저, 1977.3.5 ≪世界の歷史≫(≪世界史≫, ≪詳説世界史≫와

는 다른 계통, 1977년부터 시작)

→ ① 일본･신라 ② 육조에서 시작된 귀족문화 성숙, 외래문화 융합 ③ 귀족문화･외

래문화 ④ 일본･신라 ⑤ 없음 ⑥ 돌궐･위구르･티베트(吐蕃) ⑦ 일본의 율령국가 성립 

⑧ 문명권에 대해 머리말에서 말하고 있지만, 장 제목에는 ‘동아시아세계’를 채용. ‘인접 

諸國의 자립’이라고 하여 주변국을 말하고 있다. 신라의 골품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

를 서술하고 있다.

제5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78년 고시, 1982.4 시행, 1982년도 교과서 사용)

(7) 1982년 문부성 검정필, 村川 太郎･江上波夫･山本達郎･林健太郎 저, 1983.3 ≪詳

説世界史(신판)≫ (山川出版社)

→ ① 없음 ② 남북 융합이며 서방과의 교류로 국제적 ③ 귀족 취미와 이국정서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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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南詔 ⑤ 당 문화의 전파 지역이 동아시아문화권 ⑥ 베트

남(越南). 한편, 당의 조공국으로 캄보디아(真臘)･참파(林邑･環王)･수리비자야(室利仏逝)

가 등장 ⑦ 일본의 율령국가 성립 ⑧ 60년 판부터 이어지던 ‘개설’이 없어졌다.

제6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89년 고시, 1994.4 시행, 1994년도 교과서 사용)

(8) 1993년 문부성 검정필. 村川 太郎･江上波夫･林健太郎･成瀬治 저, 1994.3 ≪詳説

世界史(신판)≫ (山川出版社) → 완전히 위와 동일하다.

제7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99년 고시, 2003.4 시행, 2003년도 교과서 사용)

(9) 2006.3.20 문부과학성 검정필. 佐藤次高･木村靖二･岸本美緒 외 3명 저, 2007.3.5 ≪詳

説世界史B(개정판)≫ (山川出版社)

→ ① 일본･조선은 조공으로 당 제도(율령체제･都城制)･문화(불교문화)를 도입. 발해

는 관료제와 도시계획 도입. 신라에 대해서는 당의 관료제를 도입했지만, 사회의 기반은 

골품제라고 하는 씨족적 신분제 ② 주변지역의 다양한 요소를 받아들 다. ③ 국제적 

④ 일본･신라･발해･南詔 ⑤ 당 문화의 전파 지역이 동아시아문화권 ⑥ 돌궐･위구르･티

베트(吐蕃) ⑦ 일본의 율령국가체제 성립 ⑧ 당 제도 도입의 설명이 상세한 점. 그 외, 

집필진이 젊은 층으로 바뀌었다.

(10) 2006.3.20 문부과학성 검정필. 佐藤次高･木村靖二･岸本美緒 외 4명 저, 2007.3.5 

≪高校世界史(개정판)≫ (山川出版社) → 거의 위와 동일.

(11) 2007.3.22 문부과학성 검정필. 柴田三千雄･弓削達･辛島昇･斯波義信･木谷勤･近藤

和彦 외 5명 저, 2007.3.5 ≪新世界史 改訂版≫ (山川出版社) (≪世界史≫ ≪詳説世界史≫

와는 다른 계통. 1984년부터 시작)

→ ① 일본･신라･발해. 신라에 대해서는 당의 관제를 도입했지만 사회는 골품제 ② 

남북통일과 세계제국 건설 ③ 국제색이 가득한 문화 ④ 일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

南詔 ⑤ 동아시아문화권이 없고 소멸했다. ⑥ 돌궐, 베트남. 당의 조공국인 캄보디아(真

臘)･참파(林邑･環王)･수리비자야에 대해서는 인도 문화권에 속한다고 해서 귀속을 명확

하게 했다. ⑦ 일본의 율령국가체제, 唐風이라는 말이 추가 ⑧ 인도문화권을 설정하여 

동남아시아 조공국을 당 문화에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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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전파지역 저자 서명 출판사 검정년

발행

년

사용 

하한

3
신라･발해･남

조 등
千代田謙･増井経夫 ≪世界の歴史≫ 三省 1954 1955 1956

4 동아시아 諸國 原随園 ≪世界史≫ 教育圖書 1954 1955 1958

5
신라･발해･일

본

上原 祿･江口朴郎･太

田秀道･西嶋定生･野原

四郎

≪高等学校社会科 

高校世界史≫
實教出版 1955 1956 1958

12 일본･조선
高山一十･今 誠二 외 4

명
≪世界史B≫ 修文館 1964 1965 1967

23 신라→일본
西川正雄･矢澤康祐 외 

10명
≪世界史B≫ 三省 1993 1994 1997

24 동아시아지역 池田温 외 13명저 ≪詳解 世界史≫ 清水書院 1994 1995 2004

25 南詔･신라
鶴見尚弘･遅塚忠躬 외 9

명
≪高校世界B≫ 實教出版 2003 2004 현재

26 신라･일본
西川正雄･中村平治･矢

澤康祐 외 15명
≪世界史B改訂版≫ 三省 2006 2007 현재

3. 他출판사 세계사교과서의 아시아공통문화론

1) 동아시아공통문화로서의 ‘율령’전파 기술에 대하여

타출판사 세계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제1기부터 제7기에 걸쳐 1951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32책을 분석하 다. 미리 말하면 안스러울 정도로 동아시아공통문화 탐색의 시도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율령이 당에서 동아시아제국에 전파되었다고 확언하는 교과서가 32책 중 11책 

존재한다. 이것은 山川의 교과서에서도 제7기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삼국시

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걸친 일을 기록한 ≪三國史記≫에 ‘율령’ 내지 그 編目名이라고 

생각되는 것과, 새로운 율령으로 改變한 조문을 집성한 법전을 가리키는 ‘格’이라고 하

는 문자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들 용어는 법령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로 볼 수 있

어서 적어도 당이나 일본과 마찬가지의 ‘율령’을 통일신라 이외의 한반도의 諸國이 편

찬･시행했던 적은 없었고, 당과 마찬가지의 체계적인 법전을 편찬･시행했던 것은 당시

로서는 일본뿐이었다고 실증되어 있다. 그럼에도 1/3이 확언하는 사태는 하루빨리 개선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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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당의 근린제국 向山宏 10명

≪改訂版世界史B 

人, 暮らしがあふれ

る歴史≫

第一学習社 2006 2007 현재

31

한반도･일본열

도 등의 당의 

주변 제지역

川北稔･青野公彦･重松伸

司･清水和裕･ 杉泰･吉

沢誠一郎･杉本淑彦･杉山

清彦･桃木至朗 저

≪新詳世界史B≫ 帝国書院 2006 2008 현재

자료의 일련번호 (5)의 “이리하여 동아시아에서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율령국가군이 

성립하는데 당은 그 종주국으로 자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23)의 “신라는 (중략) 또한 

율령제를 정비하고 국가불교를 발전시켰다. 이 율령제와 불교문화는 일본에도 전해졌

다”라고 하는 기술은 사실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아시아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스토리

를 유도한 좋은 예일 것이다.

(5)의 집필진 중의 우에하라 센로쿠(上原 祿)와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는 李成

의 ≪東アジア文化圏の形成≫에 따르면 同志이다. 우에하라 센로쿠는 당시 일본인이 미국

의 정치적 종속 하에서 이대로는 전후의 아시아･아프리카 諸國과 직접 마주할 수 없고, 

그래서는 진정한 세계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 1956년 ≪日本國民の世界史≫

를 집필하여 유럽적 가치의 일원성이 아닌, 제지역의 다원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복

수의 역사적 세계를 제기하 다. “니시지마씨는 우에하라씨의 문제의식에서 啓發되고, 

이를 공유하고, 매우 현실적인 과제에 얽혀 들어가면서 우에하라씨와 함께 8년에 걸쳐 

세계사 교과서의 작성에 종사하 다.”고 한다.15)

우에하라 센로쿠는 당시 히토 쓰바시대학 교수(1899~1975), 日敎組國民敎育硏究所 초

대 소장, 니시지마(1919~1998)는 당시 東京大學 조교수, 57년부터는 교수 다. 니시지마

는 ≪岩波講座 日本歷史 제2권(古代2)≫(1962년)에 실린 <6~8세기의 동아시아>라고 

하는 논문에서 중국의 국내체제인 봉건제를 外延化한 것으로서 수당시대의 책봉체제를 

인식하고 이를 기조로 하여 중국과 결연된 지역이 ‘동아시아’라고 서술했는데, 그 후 그

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세계’의 형성과 변용의 과정을 묘사한 <동아시아는 무엇인

가>(1967 ≪東洋史入門≫ 有斐閣)를 통해 논리의 체계화를 시도하 고, 1970년에 발행

된≪岩波講座 世界史 권4(동아시아세계의 형성)≫의 모두 논문인 ‘총론’에서는 한자문

화･불교･유교･율령을 동아시아의 공통문화로 정의하 다.

오늘날에야 전후 반미좌파 학자와 아시아주의 학자가 세계사 교과서를 재료로 아시아

15) 李成 , 2000.3 1판 1쇄, 2001.2 1판 2쇄, ≪東アジア文化圏の形成≫ (山川出版社)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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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라는 메타이야기를 창조했다고 간결하게 논평할 수 있지만, 양자의 當爲에서는 대

미종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애처로운 감정이 강하게 느껴진다. 전후 아시아주의자는 

戰前 국가주의자와 민족주의 우파가 대동아전쟁의 좌절로 인해 아시아에 대한 관심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에 반비례하는 것처럼, 당초 민족주의와 반미사상을 가진 학자 중심의 

좌파로 재등장한 것이었다.

일련번호(23) 집필진인 니시카와 마사오(西川正雄, 1933~2008)는 東京大學 교수, 유럽

근현대사 특히 사회주의운동사가 전문이고, 야자와 야스스케(矢澤康祐)는 修大學 문학

부 교수, 1997년의 朝鮮學 의 회원명부에 의하면 한국근세사･한일관계사가 전문이다.

2) 당 문화의 고정적 특징과 전파지역의 자의적 팽창･축소

동아시아 공통문화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는 당 문화의 특징에 대해, 32책 중 28책

이라는 거의 전부가 국제적, 세계적, 국제색, 국제성 등, 요컨대 인터내셔널하다는 내용

의 것이고, 이하의 4책만이 특수하다.

(19) 1981.3.31문부성 검정. 土井正 ･ 倉芳彦･阪東宏･ 島晋治 저, 1982.3.30 ≪新世

界史≫ (三省 ) 초판 →없음

(23) 1993.2.28 문부성 검정. 西川正雄･矢澤康祐 외 10명 저, 1994.3.3 ≪世界史B≫ (三

省 ) →귀족으로부터 해방된, 신흥지주 등의 새로운 지식인 문화

(24) 1994.2.15 문부성 검정. 池田温 외13 명 저, 1995.2.15 ≪詳解 世界史≫ (清水書院) 

초판 →한자, 유교, 불교, 율령 등의 독자문화

(31) 2007.3.22 문부과학성 검정필. 川北稔･青野公彦･重松伸司･清水和裕･ 杉泰･吉沢

誠一郎･杉本淑彦･杉山清彦･桃木至朗 저, 2008.1.20 ≪新詳世界史B≫ (帝國書院) →전반

은 외래색이 농후한 귀족 취미적, 후반은 복고적이고 강력함을 중시하는 문화

당 문화의 전파지역 및 애매한 지역은 제1기의 학습지도요령에 등장하는 ‘일본･신라･ 

발해･티베트･南詔’를 기본으로 하여 각 교과서가 천차만별인데, 법칙성을 검출할 수가 

없다. 자료를 뒤에 게재했으니 이를 참고했으면 한다. 새로운 지역을 처음으로 추가한 

교과서를 다음에 게재하여 둔다.

(6)京都大学 교수 貝塚茂樹･一橋大学 교수 増田四郎･東京教育大学 교수 竹文夫･朝

日新聞社 논설주간 笠信太郎 저, ≪世界史B≫ (自由書房) 63년 발행, 64년까지 사용→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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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한 지역으로 돌궐･위구르가 처음 추가되었다. 제4기 학습지도요령(1970년 고시, 1973.4 

시행, 1973년도 교과서 사용)의 돌궐･위구르의 추가 지시보다 빠르다. 그 후 (7) 1963 문

부성 검정 和田清･山中謙二 저, ≪高等学校 世界史B≫ (日本書院) (표지에 64년 발행, 66

년까지 라는 메모가 있다)에서는 돌궐･위구르는 확정지역에 들어간다. 이 교과서의 “돌

궐과 위구르, 특히 위구르는 唐 문화의 수입에 매우 열심”이라고 한 것은 극히 독자적인 

견해인데, 근거는 없다.

(10)1963.4.20 문부성 검정, 榎一雄･ 米庸三 저, 1964.1.20 ≪標準高等世界史≫ (講談

社) →확정 지역에 安南(베트남)이 처음으로 들어간다. 제5기 학습지도요령(1978년 고시, 

1982. 4시행, 1982년도 교과서 사용)의 베트남 추가 지시보다 빠르다.

(13)1963. 4. 22 문부성 검정, 1966.4.11 개정 검정, 東京教育大学 교수, 문학박사 酒井

忠夫･東京大学 교수 高橋幸八郎 외 3명 저, 1967.3.25 ≪改訂 世界史B≫ (秀英出版) 개정 

초판 →확정 지역에 林邑, 애매 지역에 占城(참파)･真臘(크메르인의 국가)･수리비자야가 

처음으로 추가된다. 학습지도요령에 이러한 첨가 지시는 없지만 山川에서는(７)1982년 

문부성 검정필, 村川 太郎･江上波夫･山本達郎･林健太郎 저, 1983.3 ≪詳説世界史≫ 신

판 (山川出版社)에서 애매 지역으로 베트남(越南), 당의 조공국으로 캄보디아(真臘)･참파

(林邑･環王)･수리비자야(室利仏逝)가 등장하고 있다. 山川보다 20년 전에 시작되어 그 후

에도 애매지역으로서 일련번호(14),(17), (18)과 70년대를 살아남았고,(27)에서 조공국으

로 참파･수리비자야가 2000년대에 재등장하 다.

요컨대 여기에서도 ‘국제적’인 唐문화는 확정지역･애매지역을 자유자재로 변환시켜 

變幻自在하게 팽창하기도 축소하기도 했던 것이다. 山川는 신중하게 시대적 요청에 응

하여 동아시아문화권 지역을 팽창시켰던 것에 비해 他社의 교과서는 보다 기준이 애매

하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아시아문화권’, ‘동아시아세계’에서의 文化論과 國際關係論의 相剋

반복하지만, 본 장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교과서는 57년간 32책에 지나지 않는다. 따

라서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동아시아문화권’을 사용했는가를 산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이 ‘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과 발전’

이라고 하는 指  항목을 내걸고 있던 1973년(제4기)부터 2002년(제6기)까지 타사 교과

서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를 개관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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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6)부터가 제4기인데,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문부성 지도와는 반대

로 ‘동아시아문화권’ 학습은 前시대의 고양기를 마치고, 이미 권태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은 점점 정형화 되고, (17)에서는 굳이 동아시아문화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문화적 분류를 말하고, 각국의 당 문화 수

입에 대해서 거의 서술하고 있지 않다. 마지못해 학습지도요령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 명

백하다.

(19) 1981.3.31 문부성 검정, 土井正 ･ 倉芳彦･阪東宏･ 島普治 저, 1982.3.30 ≪新

世界史≫ (三省 ) 초판에서는 “금회의 신판에서 마음을 썼던 것은 (중략) 학생 여러분의 

학습의욕을 더 꺽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라고 하여 확실히 권태감에 대하여 서술하 고, 

“복수민족을 포함하는 ‘文化圈’을 설정하거나, 인접하는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

로 흐른다고 하는 설명이 행해지는 일이 있다”고 하여, 文化圈論에 비판적이었는데, 山

川[출판사]의 (1) 村川 太郞･江上波夫･林健太郞 저, 史學 編, 1952.6 ≪再訂 世界史≫

(山川出版社) (3) 村川 太郞･江上波夫･林健太郞 저, 1960.3 ≪詳說 世界史≫ (山川出版

社)에 있는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는 문화절대주의를 거슬러 야

유하고 있다.

또한 이 사이 한국･중국과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어나 제6기(1989년 고시, 1994년 

4월 시행)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동아시아문화의 특색으로 한자와 유교를 강조

하 고, 또한 근린제국조항(1982.11.24 교과용도서검정기준)의 향으로 한국에 배려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외의 족쇄가 되어 이후의 교과서 집필에 향을 미치기 

시작하 다.

(23) 1993.2.28 문부성 검정, 西川正雄 ･矢澤康祐 외 10명 저, 1994.3.30 ≪世界史B≫

(三省 )은 먼저 학생의 권태감을 타파하려고 했기 때문인지, 머리말에서 “제군의 한 사

람 한 사람이 역사의 산물인 것이다. 자신은 좋아하는 생활방식을 한다. 쓸데없는 참견

은 싫다고 하는 생각은 괜찮다”고 하 는데,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형성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성난 목소리로 말하 고, 한자를 읽는 방법을 대폭 증가시키고, 新羅에 ‘シンラ’라

는 음(현대 한국어음이라면 정확하게는 ‘シルラ’이다)을 붙 는데, 혹시 진짜로 참신함을 

강조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일본은 신라에서 우선 율령제를 받아들이고 그 후

에 중국의 선진적인 제도와 문화를 흡수한 뒤 율령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한국 

학자의 ‘自 史觀’과 흡사한 설을 거론했다는 것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신라

에서 일본으로의 율령제 전파를 논증 없이 단정했던 것은 조사 대상 32책 중 이 1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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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처럼 근린제국조항의 향과 애당초의 권태가 극에 달하여 2000년에 들어온 이후

인 제7기에는 (25)와 같이 당과의 관계지역을 책봉관계와 조공관계 2개로 나누어, 제도･

문화 전파 중심의 해석으로부터 책봉･조공관계 중심으로 당과 주변제국과의 관계인식의 

학습이 이행했다. (26) 에서는 당과 동･서 돌궐, 위구르, 발해, 신라, 吐藩, 南詔 등과의 

관계는 조공을 포함한 책봉관계 다고 하 고, (27)에서는 왕년의 敏一 ･板垣雄三 ･今

井紘 ･西川正雄 외 1명 저, 1983.1.20 ≪新詳世界史≫ (帝國書院)와 마찬가지로 주변 민

족을 대강 나열하고, 당의 제도와 문화를 들여왔다고 일괄하여, 귀찮은 지역구분을 일거

에 해소하고 있다.

(28) 2006.3.20 문부성 검증필 相良匡俊 외 7명 저, 2007.2.10 ≪新選世界史B≫ (東京

書籍株式 社)에서는 “… 발해는 번 으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라고 하여 일단 한

국을 배려하 고, 새로 도판을 두어 책봉･조공･대항의 국제관계를 나누어 기술하 다. 

책봉관계는 백제･신라･고구려･발해･南詔, 조공관계는 일본･眞獵･참파･수리비자야, 대

항관계는 동돌궐･서돌궐･위구르･토번･압바스조 라고 하여 문화보다 국제관계를 중시하

는 교과서로 교과서기술이 점점 이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후의 항목인 대항관계로는 

동아시아세계로부터의 離反 가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30) 2006.3.20 문부성 검정, 尾形

容 외 7명 저, 2007.2.10 ≪世界史B≫ (東京書籍) 발행에서는 그림으로 책봉관계를 백

제･고구려･신라･발해･南詔, 조공관계는 일본･眞臘･참파･수리비자야라 나타내고, 다음

으로 가부장제적 관계를 응용(본문에서 말하는 ‘家人의 禮’)하여 당과의 관계를 재정의 

하 다. 요컨대 새로운 親和개념을 고안하여 돌궐, 위구르, 吐藩을 동아시아 세계에 묶어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31) 2007.3.22 문부과학성 검정필, 川北稔･青野公彦･重松伸司･清水和裕･ 杉

泰･吉沢誠一郎･杉本淑彦･杉山清彦･桃木至朗 등이 저술한, 2008.1.20 ≪新詳世界史B≫ 

(帝國書院)에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등장하 다. “東晋에서 시작되어, 남조･북조에서 

발전하고, 수당에 이르는 문화의 흐름을 晋唐文化라고 부르는데,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

아 공통의 문화적 토양이 되었다”, “한반도･일본열도 등 당의 주변 제 지역에서는 한자

를 매체로 하여 율령･都城制･불교문화를 받아들여 국가를 정비하 고, 현재까지 계속되

는 한자문화권이 형성된다”라고 하 고, “한편으로 東方･南方의 조공국에 대해서는 책

봉관계를 맺어 세계 제국으로서 처신했는데 당은 힘 관계와 국제정세에 따른 다양한 관

계를 전개하 다” 고 하여, 晋唐文化를 토양으로 하는 한자문화권이라고 하는 문화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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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창설하고, 책봉･조공관계는 동방･남방의 조공국으로 해결해버린 것이다.

이하에서 자료를 들어보고자 한다. ①부터 ⑧은 분석을 위한 주요항목이다.

①당 제도의 전파지역, ②당 문화의 형성, ③당 문화의 특징, ④당 문화의 전파지역, 

⑤문화권 설정의 설명, ⑥애매한 지역, ⑦ 일본의 독자성, ⑧특징적 이데올로기, 기타. 

이하, 항목별로 자료를 정리한다. 그렇지만 책 수가 많기 때문에, 인용문은 거의 전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다.

제1기(1946～1952)

(1) 1951년 문부성 검정필, 東北大学 명예교수 문학박사 大類伸 감수, 東京大学 조교수 

吉岡力 외 편집, 1951.11 ≪高等世界史≫ (好學社)

“… 大化의 新政이 전개되었다. 이후 수･당의 제도를 본보기로 하여 율령국가의 건설에 노

력하 다. 따라서 奈良시대는 소위 唐国의 내용을 구비하여 唐風 문화를 보여주었다. … 그

러나 唐과 마찬가지로 이 문명도 농민의 희생 위에 건립되어 있었다. 大化改新으로 농민은 자

유롭게 되었지만 소위 천황국가 그 자체에 예속된 존재 고, 구래의 호족은 관료귀족으로서 여

러 가지 특권이 부여되어 세력을 갱신하 다”(같은 장, 제6절 고대일본과 대륙문화의 향(고대

일본과 대륙문화의 향), 78～79.

→①없음 ②당 문화는 남북 융합으로 서방과의 교류로 국제적 ③국제적 ④없음 ⑤동

아문화권, 본문 중에는 없고 節 이름만 있다. ⑥없음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그러나 

唐國으로 唐風. ⑧마르크스주의 사관

(2) 1951년 문부성 검정필. 東大 교수 三上次男･お茶の水女子大 조교수 尾鍋輝彦 공저, 

1951.6 ≪世界史 上(고등학교 제2,3학년용≫ (中教出版)

“황량했던 동북 만주 일각 吉林省의 東京城 땅에 큰 廢城이 있었다. … 이 폐성의 평면도는 

당나라 長安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이것은 발해의 

首府인 上京龍泉府의 흔적이라고 알려졌다. 그리고 궁전의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와의 교류의 사

실을 말해주듯이 ‘和同開珎’이 발견되었다. 8세기 초 동만주에서 北韓 지역에 걸친 지방을 

토로 하 던 말갈족의 발해가 생겨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정비된 국가제도를 만들었다”(단

원Ⅱ ‘中世의 유럽사회와 문화는 어떠했을까? 또한 그 즈음의 아시아의 사회와 문화는 어떠했

을까?, 제11장 동아시아문화권의 성립, 만주,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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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본･신라･발해 ②남북 융합이고, 아시아 諸國에서 유입된 문화와 합체하여 국

제색이 풍부 ③국제적이고 귀족문화 ④일본･신라 ⑤당의 정치제도･지배조직･문화의 전

파지역이 동아시아문화권 ⑥티베트(吐蕃)･南詔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발해의 도시계

획을 당 문화의 향으로 여기고, 일본의 和同開珎으로부터 일본과의 교류를 말함. 발해

의 당 도시계획 수용 이야기는 그 후 제6기, 제7기에 다시 나타난다.

제2기(1953~1961)

(3) 1954년 문부성 검정필, 広島大学 교수 문학박사 千代田謙, 金沢大学 교수 増井経夫 

저, ≪世界の歴史≫ (三省 ) 간행 연월 기재가 없는데, 표지에 55년 발행, 56년까지 사

용 이라고 하는 메모가 있다.

→①당의 법제･관제의 전파지역으로 일본･신라･발해･南詔 ②당 문화는 동서와의 교

류로 국제적. 세계 제국의 주인으로 오랑캐(蠻夷)에 군림 ③국제적 ④신라･발해･일본･南

詔 ⑤문화권 없다. 그러나 漢字･漢文･법제･관제･율령국가･불교 등 공통의 문화를 지닌 

동아시아 ⑥없음 ⑦3省 6部는 일본 고대 정부의 원형. 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고대에 

공통의 문화를 가지면서도 동아시아 諸國과 일본의 발전형이 후세에 달라지는 것을 강

조한다.

(4) 1954년 문부성 검정필, 京都大学 교수 原随園 저≪世界史≫教育圖書, 1955)

→①당의 율령제도는 동아시아 諸國의 모범 ②당 문화는 훌륭한 제도를 만들었고, 西

方과 교류 ③국제적･귀족적 ④일본･신라･고구려･발해･티베트･雲南･인도차이나 ⑤문화

권 없음. 그러나 당 문화는 一大 문화권을 만들어, 중국 문화가 동양 문화의 큰 요소가 

되는 기틀 ⑥없음 ⑦없음 ⑧독립된 章으로 ‘동아시아문화권’은 없지만, 다음 제5장에 

‘이슬람문화권’이 있다. 이 책의 문화권은 이 뿐.

(5) 1955년 문부성 검정필, 一橋大学 교수 上原 祿, 東京大学 교수 江口朴郎, 都立大

学 조교수 太田秀道, 東京大学 조교수 西嶋定生, 中國硏究所 이사 野原四郎 저, 1955.5.25 

≪高等學校社会科 高校世界史≫ (実教出版)

“신라･발해･일본 3국은 모두 사절과 유학생을 당에 파견하 고, 당도 또한 이들 나라의 사

람들을 異國民으로 차별하지 않았다. 이는 당의 제도와 이들 세 나라의 제도가 놀랄 만큼 공통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세 나라의 도시 만드는 방법이나 토지제도･세제･관제 

등은 당의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이것은 신라와 일본이 국가권력을 확립하려고 하는 경우 당

을 모범으로 하는 율령국가의 모습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불교를 비롯한 諸文化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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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나라에 전파되어 번 하 다. 이리하여 동아시아에서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율령국가군이 

성립하 고 당은 그 宗主로 자임했던 것이다. 이처럼 당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하나의 문명권을 구성하기에 이르 는데, 중국문명의 발달이 주변 제국가를 포함하

여 동아시아문명권을 완성시킨 것이다”(제1．중국문명의 형성과 그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권의 

성립, 6．통일제국의 再現과 동아시아 문명권의 완성, 율령국가군의 성립, 53쪽).

→①도시 만드는 방법･토지제도･세제･관제･율령국가가 공통적인 일본･신라･발해는 

율령국가군 ②국가제도. 서방과 교류 ③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와, 세계적인 성격의 두 

가지가 당 문화의 특색 ④일본･신라･발해 ⑤불교를 비롯한 제문화가 전해져, 당을 중심

으로 하는 율령국가군(중국･일본･신라･발해)이 성립하 다. ⑥없음 ⑦없음 ⑧일본･신

라･발해의 동아시아 율령국가군의 宗主가 당이라고 독자적으로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신라의 골품제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제3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60년 고시, 1960.10월 시행, 1963년도 교과서 

사용)

(6) 京都大学 교수 貝塚茂樹, 一橋大学 교수 増田四郎, 東京教育大学 교수 竹文夫, 朝

日新聞社 논설 주간 笠信太郎 저, ≪世界史B≫ (自由書房) 간행 연월의 기재는 없지만, 

표지에 ‘63년 발행, 64년까지 사용’ 이라는 메모가 있다.

→①일본･신라･발해 ②당 문화는 西方과의 교류로 국제적 ③국제적･異國정서 ④일

본･신라･발해 ⑤없음 ⑥돌궐, 위구르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동아시아문화권의 발전

이라고는 하지 않고, 주변 諸國家의 동향을 기술

(7) 1963 문부성 검정, 和田清･山中謙二 저, ≪高等学校 世界史B≫, 日本書院. 표지에 

‘64년 발행, 66년까지’ 라는 메모가 있다.

→①일본･발해 ②재래의 중국문화를 集成하고, 광대한 토를 통해 세계 각지의 문화

를 받아들 다. ③국제색이 풍부한 귀족문화 ④일본･신라･발해･돌궐･위구르･吐蕃･南詔 

⑤당의 번 과 주변 諸國의 친교에 의해 당 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동아시아문화권이 형

성되었다. ⑥없음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발해의 건국자 대조 을 언급하 다. “이들 

諸國은 그 문화수용을 계기로 하여 민족적 자각을 강화하여 각자 독자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는 서술은 山川의(1),(2),(3)과 동일. “돌궐과 위구르, 특히 위구르는 당 문화의 수

입에 매우 열심”이라고 한 것은 독자적인 견해

(8) 1963 문부성 검정, 鈴木成高, 兼岩正夫, 松田壽男, 鈴木俊 외 2명 저, 1963 ≪高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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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史B≫ (帝國書院)

“그리하여 당은 넓어진 屬地를 단속하기 위하여 6都護府를 두고, 속지의 지배를 각 민족의 

자치에 맡기는 기미정책을 취하 다” (제2장 중국사회의 전개와 이슬람세계, 제1절 중국의 귀

족적 문화의 발전, 당의 성쇠, 68～69).

→①없음 ②당 문화는 西方과의 교류, 수･당의 대통일 ③국제적･귀족적, 外形美와 異

國정서가 넘치고 있다. ④일본･신라･발해･吐蕃･南詔 ⑤없음 ⑥없음 ⑦없음 ⑧당의 문

화를 중국의 귀족문화 발전으로 설명한다. 동아시아문화권은 없지만, 다음 제2절에는 이

슬람문화권이 있다. 제도면에서 당 제도의 전파는 말하지 않고 屬地의 지배지에 대한 기

미정책을 처음으로 말하 다.

(9) 山崎宏･秀村欣二 외 2명 저, 1963.6.10 ≪世界史B≫ (清水書院)

→①일본･신라･발해 ②귀족문화의 전성기, 서역 문화의 유입 ③국제적･귀족적 ④일

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 ⑤없음 ⑥돌궐･위구르･南詔 ⑦없음 ⑧동아시아문화권의 설

정 없이 주변국의 동향을 말하고 있다.

(10) 1963.4.20 문부성 검정, 榎一雄･ 米庸三 저, 1964.1.20 ≪標準高等世界史≫ (講談

社)

→①일본･신라･발해･안남(베트남) ②남북 융합으로 외래문화를 흡수 ③국제적인 성

격으로 異國정서 ④일본･신라･발해･일본･안남(베트남) ⑤없음 ⑥없음 ⑦일본의 율령정

치 및 班田収受. 平城京･平安京은 당의 長安을 모방 ⑧유교 전파를 강조하여 종래 일본･

신라･발해에 베트남을 추가한 것이 독자적

(11) 1963 문부성 검정, 中屋健一･別枝達夫･松俊夫 저, ≪世界史≫ (三省 )

→①일본･발해･吐蕃 ②서방과의 교류로 국제적 ③국제문화 ④일본･신라･南詔 ⑤章 

제목에 동아시아문화권 있음. 그러나 본문 중의 설명은 없다. ⑥돌궐･위구르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문화권 중심의 교과서로 제6장은 이슬람문화권

(12) 1964.4.20 문부성 검정, 高山一十･今 誠二 외 4명 저, 1966.2.15 ≪世界史B≫ (修

文館)

→①일본･조선･발해 ②西方 및 南方으로부터 문화 요소를 수입, 古典文化를 더욱 충

실히 함 ③국제색 ④일본･신라･발해 ⑤당 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문화권을 형

성 ⑥돌궐･吐蕃･南詔 ⑦일본의 율령정치 ⑧동아시아문화권을 말하지만, ‘중국주변 제

국’의 항목에 포인트를 두고 서술하고 있다. 당은 “율･령･법을 집대성하 다. 이 율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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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일본과 한국에서도 받아들여 실시되었다.”, “奈良시대의 율령제도는 중국의 율령제

도와 거의 비슷하다.” 즉 일본의 율령제도는 중국과 비슷하지만 다른 한국의 여러 나라

에서도 율령정치가 실시되었다고 주장하 다. 게다가 당의 문화가 서구에 파급되었다고 

했는데 내용은 씌어있지 않다.

(13) 1963.4.22 문부성 검정, 1966.4.11 改訂검정, 東京教育大学 교수 문학박사 酒井忠

夫･東京大学 교수 高橋幸八郎 외 3명 저, 1967.3.25 ≪改訂 世界史B≫ (秀英出版) 改訂 

初版

→①일본･신라･발해 ②귀족문화의 전성기, 서역문화의 유입 ③국제적･귀족적 ④일

본･신라･백제･고구려･발해･林邑･吐蕃 ⑤당 문화의 전파지역으로 중국문화권 ⑥占城(참

파)･真臘(크메르인의 국가)･수리비자야･돌궐･위구르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중국문화

권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이다.

(14) 1963.4.20 문부성 검정, 1966.4.11改訂 검정, 三上次男･大野真弓･秀村欣二 외3명 

저, 1967.2.10 ≪新版 世界史B≫ (中教出版)

→①일본･신라 ②중국의 전통문화가 아시아제국에 유입된 문화와 융합되어, 국제색

이 풍부한 唐문화가 탄생 ③국제색이 풍부한 귀족문화 ④일본･신라･吐蕃 ⑤동아시아문

화권은 장 제목은 있으나 본문 중에는 없다. ⑥占城(참파)･真臘(크메르인 국가)･수리비자

야･돌궐･위구르･南詔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신라의 골품제를 말하고 있다.

(15) 立教大学 교수 井上幸治, 慶応大学 교수 문학박사 前嶋信次 외 3명 저, 1964.1.25 

≪世界史B 改訂版≫ (實教出版) 제1판, 1966.5.25 개정

→①일본･신라 ②隋唐시에 중앙집권이 수립되어, 주변 제민족을 압박하고, 동아시아

에 군림하는 大帝国이 되었다는 것 ③귀족적이고 異國취미 ④일본･신라･발해 ⑤없음 

⑥없음 ⑦없음 ⑧없음

제4기(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70년 고시, 1973.4 시행, 1973년도 교과서 사용)

(16) 1972.4.10 문부성 검정, 中屋健一･別枝達夫･松俊夫 저,1973.3.15 ≪世界史≫ (三

省 ) 초판, 1975.3.30 3판.

→①일본･신라･발해 ③사산조페르시아, 이슬람제국과 접촉하여 서방의 문화가 전파

되었고, 귀족･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문화가 발생하 다. ③귀족･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문화 ④일본･신라･吐蕃･南詔 ⑤없음 ⑥베트남･위구르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기술이 정형화 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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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972.4.10 문부성 검정, 高橋秀･ 敏一･松井透･今井宏･富永幸生 저, 175.1.20 ≪高

等世界史 新版≫ (帝國書院)

“당은 이들 제민족을 정복하거나 조공을 하게 하여 동아시아에서 공전의 대제국을 만들어냈

다. 그리고 이 당제국의 지배를 통하여 당의 제도･문물이 주위의 제 국가에 미쳐 동아시아는 

공통의 문화를 가진 통일적인 세계로 통합･정리되었다. 또한 당의 토가 서방에 뻗친 결과 서

방 세계와의 교류도 왕성하게 되어, 이 시대의 동아시아문화를 국제색이 풍부한 것으로 만들었

다”(제Ⅰ부 개별적 세계의 형성과 전개, 제１장 개별적 세계의 형성, ４ 隋唐 제국과 동아시아

세계, 당의 국제성, 68쪽)

→①일본･신라 ②대제국의 지배와 서방세계와의 교류 ③국제색 ④일본 ⑤없음 ⑥돌

궐･吐蕃･南詔･베트남･발해, 참파･크메르･수리비자야 등의 동남아시아 조공국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동아시아문화권을 말하지 않지만 동아시아의 문화적 통일성을 말하고, 

각국의 당 문화수입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기술이 정형화 되어있다.

(18) 1972.4.10 문부성 검정, 井上智勇･田村実造 저, 1973.2.15 ≪世界史≫ (清水書院) 

초판, 1974.2.15 2판.

→①일본･발해 ②남북조 통일, 외국문화 수용 ③국제적 ④일본･발해･티베트 ⑤당의 

제도･문화를 기조로 하는 동아시아문화권 있다. ⑥신라･백제･고구려･돌궐･위구르･南

詔･真臘･샤이렌드라･수리비자야 ⑨없음 ⑩단어 나열형 기술.

제5기(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78년 고시, 1982.4 시행, 1982년도 교과서 사용)

(19) 1981.3.31 문부성 검정, 土井正 ･ 倉芳彦･阪東宏･ 島晋治 저, 1982.3.30 ≪新

世界史≫ (三省 ) 초판.

“이번 신판에서 신경을 쓴 것은 기성사실을 추인하거나, 과학문명의 발달을 구가할 뿐인 ‘세

계사’로 인해, 학생 제군의 학습의욕을 더욱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 (1)근대 서구

자본주의의 세계 제패가 문자 그대로 ‘세계사’를 성립시켰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제민족의 식민지화, 종속화라고 하는 희생을 수반하는 것이었는바, 소위 강자 중

심의 ‘씁쓸한’ 지배체제의 성립이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3)종교와 문자를 비롯하

여 일용의 도구류의 공통성을 지표로 하여 복수민족을 포함하는 ‘문화권’을 설정하기도 하고, 

인접한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는 설명이 행해지는 곳도 있다. 그러나 농

경이 목축보다 우월한 생활양태라고는 할 수 없고 전산기계 문화가 無文字 문화보다 고급이라

고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민족에게는 각각의 자연과 역사의 환경 중에서 배양된 고유한 

생활양식과 습속이 있다. 이들 개성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민족 사이의 깊은 이해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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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수 있는 것이다. 근대 일본이 근린의 국가와 민족에게 행한 수많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러한 것은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들어가며).

→①일본･발해 ②없음 ③없음 ④일본･발해 ⑤없음 ⑥신라･돌궐･吐蕃･南詔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머리말에서 정형화된 기술에 대한 학생의 권태를 말하고 있다. 山川의 

(1), (3)에 있는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고 하는 표어를 비판하 다. 

처음으로 문화권론 비판을 하여 문화권 설정을 문화의 高低를 고정화하는 것이라고 문

화상대주의의 입장에서 비난하 다.

(20) 1982.3.31 문부성 검정, 池田温 외 12명 저, 1983.2.15 ≪高等學校 世界史≫ (清水

書院) 초판.

→①일본･신라 ②중앙아시아･인도･이란 등의 문화 유입 ②국제적 ④일본･신라･발

해･베트남 ⑤당의 문화는 주변의 농경 제민족의 문화에 강한 향을 주어, 당을 중심으

로 하는 동아시아문화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계가 성립 ⑥吐蕃･南詔 ⑦일본의 율령국

가체제 ⑧신라는 당에서 중앙관제와 군현제등을 받아들 지만, 사회는 가문 등급의 골

품제 다고 기술하 다. 장 제목으로 동아시아문화권은 없지만 이슬람문화권은 있다. 

“동아시아문화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계가 성립되었다”고 하여 동아시아문화권에 대

한 회의를 풍기고 있다. 교과서의 집단 창작이 자명하게 되었다.

(21) 1982.3.31 문부성 검정, 敏一･板垣雄三･今井宏･西川正雄 외1명 저, 1983.1.20 

≪新詳世界史≫ (帝國書院)

→①일본･신라･발해･돌궐･위구르･吐蕃･南詔 ②당의 대제국 형성, 서방세계와의 교류 

③당초에는 귀족적･국제적, 중엽부터 당 제국의 변화와 신흥계급의 등장에 따라 서민

적･민족적인 특징이 생겼다. ④일본･신라･발해･돌궐･위구르･吐蕃･南詔 ⑤없음 당의 제

도･문물을 공통문화로 하는 동아시아 세계는 있다고 한다. ⑥없음 ⑦일본의 집권국가

(율령국가) ⑧주변 제민족 모두 당의 제도･문물을 받아들 다고 하여, 제도･문화의 전파 

범위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한다. 예로 든 당 文人 일람의 몇몇 사람들은 귀족적이 아니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당 중엽 경부터 서민적･민족적으로 되었다고 하여 일거에 

해결한다.

제6기(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89년 고시, 1994.4 시행, 1994년도 교과서 사용)

(22) 1989.3.31 문부성 검정, 1992.3.31 개정 검정, 荒井信一･五井直弘･浜林正夫･中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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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治 외 16명 저, 1993.3.30 ≪詳解世界史≫ (三省 ) 초판.

“이처럼 동아시아제국은 4세기 이후 상호 대항과 협력의 관계를 긴 하게 하여 동아시아 세

계를 형성하여 갔다. 중국에 사절을 파견하여 중국 황제로부터 官爵을 수여받았고, 중국을 종주

국으로 하여 藩属하는 것을 책봉이라고 하는데, 이 책봉체제를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세계의 중

요한 질서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다”(제Ⅰ편 역사적 세계의 성립, 제2장 동아시아세계･내륙아

시아 세계의 형성, 4. 중국의 분열과 동아시아, 동아시아세계의 형성, p.33). “일본에서는 大和정

권이 대륙 제 국가와의 제휴를 강화해가면서 통일을 추진하 다. 遣隋使와 遣唐使를 활발히 보

내어 선진적 문물과 제도의 도입에 노력하여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율령국가를 

급속하게 건설해 갔다”(같은 편, 같은 장, 同5, 일본･조선의 고대통일국가, p.38).

→①일본･발해 ②없음 ③세련된 귀족문화와 국제성 풍부 ④일본･신라･발해. 신라의 

골품제를 언급하 다. ⑤없음 책봉체제는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 세계의 중요한 질서 ⑥

고구려･백제(기미정책의 대상국), 위구르･吐蕃･南詔(당에 침입한 국가) ⑦일본의 율령국

가 ⑧처음으로 책봉체제를 주에서 언급하 다. 또한 당의 고대문물을 ‘선진문물’이라고 

하여, 우리나라에는 없는 표현을 사용하 다. 종래 우리나라에서 先進이라고 하면 서구 

근대의 것을 가리켰다.

(23) (1993.2.28 문부성 검정, 西川正雄･矢澤康祐 외 10명 저, 1994.3.30 ≪世界史B≫ 

(三省 )

“… 그대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지금까지 수백 세대에 걸쳐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의 축적이

다. 그런 의미에서 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산물인 것이다. 자신은 좋아하는 생활방식

을 따르고 쓸데없는 참견은 싫다고 해도 좋다. 그럴수록 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어떻

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알아야 한다”(머리말). “중국 황제에게 책봉된 국왕은 공물을 바치는 사

절을 황제에 보내는 것(朝貢)이 의무 지만, 그 군신관계는 황제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뿐으로 

조공국의 실질적 독립은 인정되었다(책봉체제). … 고대의 중국에서는 儒學을 토대로 하여 우

수한 문화･도덕을 가진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변의 문화･도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夷狄)

은 제왕의 덕에 동화되어 따르게 된다고 하는 생각(中華思想)이 강하여, 중국과 주변국의 군신

관계도 중화와 夷狄의 관계 속에 자리매김되었다. 이리하여 책봉･조공관계에 기초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세계가 형성되어 한자문화와 유교, 후에는 불교와 율령제 등이 주변국

에 전파되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의 고대 천황제국가와 같이 중국의 책봉체제와 비슷한 자신의 

책봉체제( 中華)를 구축하려고 했던 나라도 생겼다”(제Ⅰ부 諸地域 세계의 형성, 제3장 동아시

아･내륙아시아세계, 3 내륙아시아･동아시아의 변동, 동아시아세계와 책봉체제, p.72). “거대한 

당의 성립은 주변지역에도 큰 향을 끼쳤다. … 드디어 신라는 당과의 관계를 수복하여 당에

게 조공하여 교류를 심화하고, 또한 율령제를 정비하고, 국가불교를 발전시켰다. 이 율령제와 

불교문화는 일본에도 전해졌다. 일본은 遣隋使와 遣唐使를 보내 중국의 선진적인 제도와 문화



12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

의 흡수에 노력하 다. … 그 후 일본은 신라와 교류를 추진하고 당에 대항하기 위해 급거 천

황을 중심으로 하는 율령제와 국가 불교를 축으로 하는 통일국가의 정비를 이루었다”(같은 部, 

같은 장, 4. 수･당제국과 동아시아, 동아시아･내륙아시아의 변동, 74～75쪽). 

→①신라와 일본의 율령제 ②한자･유교･불교의 문화 ③귀족에서 해방된, 신흥지주 

등의 새로운 지식인의 문화 ④일본･신라･발해 ⑤없음 중화사상에 의한 책봉･조공관계

의 동아시아 세계가 등장하여 한자･유교･불교･율령이 전해졌다고 한다. ⑥돌궐･위구르･

吐蕃. ⑦일본은 책봉체제를 모방한 中華 ⑩머리말에 학생을 질타하는 글이 있다. 일본

은 신라로부터 우선 율령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선진적인 제도와 문화를 흡

수하고, 그 후에 율령국가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 新羅에 ‘シンラ’라고 읽는 법이 적혀 

있다. 또한 漢字의 읽는 방법이 대폭적으로 증가하 다. ‘소중화’는 한국의 조선 시대부

터의 전문용어인데, 오용되어 일본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다.

(24) 1994.2.15 문부성 검정, 池田温 외 13명 저, 1995.2.15 ≪詳解 世界史≫ (清水書院)

→①발해(정치제도와 도시계획) ②華北･華南의 문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립 ③한자･유교･불교･율령 ④한국 삼국･(통일)신라･일본･발해 ⑤없

음 그러나 한자, 유교, 율령 등의 독자적인 문화가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어 공통의 문

화권이 성립 ⑥돌궐(정략결혼･기미정책)･위구르･吐蕃(정략결혼･외교관계), 베트남(명목

상 식민지･기미정책) ⑦일본은 책봉되지 않았다. ⑧일본을 ‘倭国’이라고 한다. 新羅에 

‘シルラ’라는 읽는 법이 적혀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 율령이 전파되었다고 했지만, 한국의 

삼국은 여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한자, 불교, 유교 등 중국의 선진문화를 수용하 다

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여기에서는 율령을 제외하 다. 이것들이 한국에서의 이민으

로 일본에 전해졌다고 표현한다. 중화사상에 의한 책봉체제로 동아시아세계의 통일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일본은 수당 대에도 책봉관계는 아니었고, 북송 이후는 

동아시아의 책봉체제도 조공무역을 중시하는 체제로 변질되었다고 설명한다.

제7기(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99년 고시, 2003.4 시행, 2003년도 교과서 사용).

(25) 2003.4.2 문부성 검정필, 鶴見尚弘･遅塚忠躬 외 9명 저, 2004.1.25 ≪高校世界史B≫ 

(實教出版)

→①신라(율령제를 실시했지만 골품제가 있음), 南詔(율령제), 일본(율령제) ②없음 ③

국제색 풍부 ④신라(문화･불교)･발해(문물･불교)･南詔(한자･유교･율령･불교) ⑤없음 책

봉･조공체제에 의한 동아시아 세계형성 ⑥吐蕃 ⑦없음 ⑧책봉관계는 신라･발해･南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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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공관계는 일본･참파･真臘･수리비자야라고 하여, 당과의 관계 지역을 2개로 나누

었다. 제도･문화의 전파 중심적인 해석에서 책봉･조공관계 중심으로 당과 주변 제국의 

관계 인식이 이행하고 있다.

(26)) 2006.3.20 문부과학성 검정필. 西川正雄･中村平治･矢澤康祐 외 15명 저, 2007.3.30 

≪世界史B 改訂版≫ (三省 )

“그 후 신라는 당과의 관계를 수복하여 책봉관계를 맺고 율령과 군현제를 받아들여 중앙집

권적인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수도 경주의 불국사를 비롯하여 각지에 불교 사원을 건립하고, 국

가수호를 위한 호국불교를 발전시켰다. 일본 열도에서는 야마토 왕권이 隋와 唐에 遣隋使와 遣

唐使를 파견하여 중국의 제도 및 문화의 흡수에 노력하고, … 율령을 정비하여 천황을 중심으

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건설이 진전되었다. … 8세기가 되자 일본에서는 한반도에서 전해진 

불교가 국가의 보호를 받아 발전하여 기술적으로 수준 높은 天平文化가 꽃피었다. … 이와 같

이 동아시아제국은 7세기 이후 격한 대립과 협력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문화적으로 일체화된 

동아시아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제Ⅰ부 諸 지역 세계의 형성, 제3장 동아시아세계의 형성

과 내륙아시아, ④수･당과 동아시아세계의 성립, 67～68쪽).

→①신라(율령･군현제)･발해(제도)･일본(율령) ②없음 ③귀족문화･국제성 ④일본(당 

문물･한반도 경유의 불교)･신라(당 불교)･ 발해(당 문물)･ 吐蕃(당 문화) ⑤없음 그러나 

대립과 협력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일체화된 동아시아세계를 형성 ⑥없음 

⑦없음 ⑧동･서돌궐, 위구르, 발해, 신라, 吐蕃, 南詔 등은 조공을 포함한 책봉체제

(27)2006.3.20 문부과학성 검정필. 鶴見尚弘･遅塚忠躬 외 11명 저, 2007.1.25 ≪世界史

B 新訂版≫ (實教出版)

→①동돌궐･위구르･발해･신라･吐蕃･南詔 ②없음 ③국제성 풍부 ④신라･발해･동돌

궐･위구르･吐蕃･南詔 ⑤없음 복속한 제 민족에는 기미정책으로 주변 제민족 국가에게

는 臣從과 조공으로 당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세계를 형성 ⑥참파･수리비자야(조공)

⑦없음 ⑧ 敏一･板垣雄三･今井宏･西川正雄 외１명 저, 1983.1.20 ≪新詳世界史≫ (帝

國書院)와 마찬가지로 주변 제 민족 모두를 당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 던 것으로 하여 

일거에 해결하 다. 그 후 신라(불교와 율령이지만 골품제), 발해(당의 문물), 일본(율령)

이라고 보충하 다.

(28) 2006.3.20 문부과학성 검정필, 相良匡俊 외 7명 저, 2007.2.10 ≪新選世界史B≫ 

(東京書籍株式会社)



12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

“… 발해는 그 번 기부터 ‘해동성국’ 이라고 불렸다. 발해는 신라와 대립하여 당과 일본에 

접근하 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에 때때로 사절을 보냈다. 都護府가 설치된 베트남 북부에서는 

종종 베트남 사람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지만 당의 지배가 계속되었다(제3장 동아시아･내륙아시아

세계의 형성, 4. 수당 제국과 동아시아 제민족의 활동,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 69～70).

→①없음 ②화북과 화남의 경제적 발전, 서방 이슬람제국과의 무역 ③귀족적이고 국

제적 ④일본･신라･발해 ⑤없음. 중화사상에 의한 조공무역과 중화질서에 의한 책봉체제

로 중화의 문명이 동아시아 일대에 전파되어, 동아시아세계 성립 ⑥베트남 ⑦일본의 율

령국가체제 ⑧한국의 교과서, 채희승･노명식 저, 1970.1.10 ≪인문계고등학교 세계사≫

(法文社) 및 오인석･김규호 저, 1984.3.1 ≪고등학교세계사≫ (문교부 검정, 1983.7.29) 

(東亞出版社)에 보이는, ‘발해는 해동성국’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西川正雄･矢澤

康祐 외 10명 저, 1994.3.30 ≪世界史B≫ (三省 )의 중화사상으로 조공･책봉을 설명하

고 동아시아의 통일을 서술하는 방법을 답습하 다. 도판이 있는데 책봉･조공･대항으로 

국제관계를 나누고 있다. 책봉관계는 백제･신라･고구려･발해･南詔, 조공관계는 일본･真

臘･참파･수리비자야, 대항관계는 동돌궐･서돌궐･위구르･吐蕃･압바스朝이다. 문화보다 

국제관계를 중시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29) 2006.3.20 문부과학성 검정, 向山宏 외 10명 저, 2007.2.10 ≪改訂版 世界史B, 人, 

暮らしがあふれる歴史(사람, 삶이 넘치는 역사)≫ (第一学習社).

→①당의 근린제국에 율령제 ②남북조 문화 계승, 서방문화 수용 ③귀족문화, 국제색 

풍부 ④일본･신라･발해 ⑤없음. 책봉･조공관계의 근린제국에 율령제･유학･불교･한자가 

퍼져, 동아시아세계 형성 ⑥없음 ⑦없음 ⑧책봉관계는 신라(골품제 언급)와 발해이고, 

조공관계는 일본이라고 한다. 유교라고 하지 않고 유학이라고 하 다.

(30) 2006.3.20 문부과학성 검정, 尾形勇 외 7명 저, 2007.2.10 ≪世界史B≫ (東京書籍) 

발행.

“… 그러나 책봉은 상하관계가 엄격한 군신관계(군신의 예)가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는 의리의 父子･兄弟의 관계를 약속하는 등, 가부장제적인 관계(家人의 禮)가 적용되었다. 이러

한 현실적이고, 융통성이 풍부한 방식은 돌궐, 위구르, 吐蕃 등의 강국에 대해 취해졌다”(같은 

장, 同3, 책봉체제와 세계제국, 88～89쪽.)

→①없음(일본의 율령제) ②화북･강남문화 융합, 동서교역으로 국제적 ③국제색 풍부. 

유교, 불교, 율령, 한자, 도시계획 ④일본･신라･발해･南詔 ⑤동아시아문명권이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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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다. 책봉과 조공을 통해 중화문명을 받아들이면 동아시아문명권이 된다. ⑥없음 

⑦일본의 율령제 ⑧도판이 있는데, 책봉관계는 백제･고구려･신라(골품제 언급)･발해･南

詔이고, 조공관계는 일본･真臘･참파･수리비자야이다. 가부장제적 관계를 응용하여(본문

에서 말하는 ‘家人의 禮’) 돌궐･위구르･吐蕃에게 사용되었다. 가부장제적인 관계(‘家人의 

禮’)라고 하는 개념을 고안하여 돌궐･위구르･吐蕃을 동아시아에 묶어두었다.

(31) 2007.3.22 문부과학성 검정필, 川北稔･青野公彦･重松伸司･清水和裕･ 杉泰･吉沢

誠一郎･杉本淑彦･杉山清彦･桃木至朗 저, 2008.1.20 ≪新詳世界史B≫ (帝國書院).

“…李白과 杜甫, 白居易(백낙천) 등의 唐詩는 중국에만 머물지 않고, 일본을 비롯한 한자문

화권 공통의 교양으로서 널리 친숙해졌다. … 東晋에서 시작하여 南朝･北朝에서 발전하고 隋

唐에 이르는 문화의 흐름을 晋･唐 문화라고 하는데,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적 토

양이 되었다”(6장 동아시아세계의 변동과 재편, 1절 유라시아의 변동과 동아시아세계, 남북문화

의 융합. p.57). “한반도･일본 열도 등 당의 주변 제 지역에서는 한자를 매체로 하여 율령･都城

制･불교문화를 받아들여 국가가 정비되었고, 현재에도 지속되는 한자문화권이 형성되었다”(작

은 표제 하에 작은 글자로 설명). “일본을 포함한 이들 당의 대부분의 주변 諸國은, 수당제국에

서 완성된 율령･都城制･유교･중국 불교라고 하는 통치제도･사상체계를 한자를 매개로 하여 받

아들 다. 이리하여 한자문화권이 거의 윤곽을 드러냈다. … 한편으로 동방･남방의 조공국에 

대해서는 책봉관계를 맺어 세계제국으로서 군림하여 당은 힘 관계와 국제정세에 따라 다양한 

관계를 전개하 다”(같은 장, 같은 절, 동아시아 제국가의 형성, 58쪽).

→①한반도･일본열도 등의 당의 주변 제 지역에 율령･都城制 ②남북문화 융합, 서방

문화 유입 ③전반은 외래색이 농후한 귀족 취미적, 후반은 복고적이고 강력함을 중시하

는 문화 ④일본(문화)･신라(불교, 골품제 언급)･발해･南詔･吐蕃. 이들을 포함하여 유교･

중국불교의 전파를 주장 ⑤한자문화권이라는 말을 사용하 다. 당의 주변제국은 율령･

도성제･유교･중국불교라고 하는 통치제도･사상체계를 한자를 매개로 하여 받아들여, 한

자문화권을 형성 ⑥없음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晋唐문화를 토양으로 하는 한자문화

권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등장. 책봉･조공관계는 동방･남방의 조공국이라고 서술되

었다.

(32) 2007.3.22 문부과학성 검정. 鶴間和幸 외 12명 저, 2008.2.15 ≪高等学校世界史B 

改訂版≫ (清水書院) 초판.

→①없음 ②없음 ③없음 ④한국 三國과 일본 ⑤없음. 한자･불교･유교 등을 기조로 

하는 동아시아세계의 독특한 문화권이 출현 ⑥없음 ⑦倭國은 책봉되지 않았다. ⑧주변 

제 민족에 기미정책을 취하고, 동돌궐･발해는 책봉관계, 吐蕃은 정략결혼으로 외교관계.



12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

맺음말

이상에서 근대 일본 동아시아 공통문화론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이를 개관하면 다음

과 같다. 戰前의 사상가들은 動態로서의 아시아주의의 정치행동이나 언동을 보여주었을 

뿐 동아시아와 일본의 공통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인 경우가 거의 없었다. 국가주의자 

아시아주의자나 서양형 지식인 중에 동아시아와 일본의 공통문화를 언급하는 사람이 극

소수 있었지만, 그들은 조선의 경우 ‘日韓同祖論’, 중국의 경우 ‘宋學’, ‘水戶學’, ‘禮 ’ 

등 당시 통용되던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 다. 그들은 조선의 체제교학이 주자

학이었다는 사실도, 또 의례가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유교 의례의 作法이나 관습 등 의례

행사에 관계된 어휘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 다.

戰前의 국가주의자나 민족주의 우파가 태평양전쟁의 좌절로 인해 동아시아 지향성으

로부터 크게 후퇴한 것과 반비례하여, 아시아주의자는 전후에 미국에 대한 종속에서 이

탈하려는 의지를 가진 민족주의와 반미사상을 가진 학자를 중심으로 한 좌파로 재등장

하 다. 반미를 위하여 그들이 동아시아 연대의 경향성을 강하게 띤 것은 틀림없는 사실

일 것이다.

전후 교육계에서 활약했던 아시아주의자는 ‘동아시아문화권’이나 ‘동아시아세계’ 등

의 개념 유지를 위하여 세계사 교과서라는 무대에서 반세기에 걸쳐 공통의 문화내용이

나 친화관계에 대한 탐구를 전개하 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안쓰러운 것이 아니었을까? 공통문화의 내용은 당 문화의 ‘귀

족취미와 이국정서’, ‘국제성’, ‘세계성’ 등 추상적인 문화 내용에 고정되었다. 전파된 문

화를 개별 항목별로 보자. 불교는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들어가는 데 그쳤고, 유교는 

중국 민중의 으뜸 종교가 유교가 아니라 도교라는 사실과 어긋나버렸다. 조선의 유교가 

주자학 일변도 던 사실과도 어긋나 있다. 일본은 생활화한 유교와는 인연이 없는 나라

이다. 유학이라고 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지식인의 학문에 불과하며 喪禮는 불교가 담당

하고 있다. 굳이 이 지역을 한자문화권이라 정의한다면, 유럽을 ‘알파베트 문화권’이라

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그 논리의 유치함이 금방 드러난다.

제도의 전파를 채용하여 율령제를 동아시아문화권의 공통 항목으로 보고자 하여도 당이

나 일본과 같은 ‘율령’을 통일신라 외에 한반도 여러 나라가 편찬･시행한 적이 없고, 당과 

같은 체계적 법전을 편찬･시행한 것은 당시에는 일본밖에 없었다는 것이 실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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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동아시아로 묶어주는 문화적 공통성은 그 항목 모두 불비하며,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명료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자 중 아시

아주의자들은 아시아 연대의 희망도 드러내기 어려워 점차 학문적인 금기를 넘어버리고 

말았다.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이미 안쓰러운 운명을 맞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당 문화를 동아시아의 공통 기반으로 삼고, 그 내용을 추상적인 국제성으로 보았

던 사람들은 당 문화의 전파지역을 무책임하게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시키기도 하

다. 일본･신라･발해･백제･고구려･토번･南詔･돌궐･위구르･베트남･林邑･真臘･참파･수리

비자야 중에서 어디를 확정 지역으로 하여 공통문화 항목을 서술할 것인가, 어디를 애매

한 지역으로 하여 나열하고 침묵할 것인가 등은 완전히 집필자의 자의에 맡겨져 있다.

문부성이 ‘동아시아문화권’을 학습지도요령의 학습사항으로 규정했을 때에는 많은 세

계사 교과서 집필자와 학습자들은 이미 이처럼 강요된 ‘無造作’에 지쳐있었다. 그래서 

문화론에 대신하여 등장한 것이 동아시아 국제관계론이었다. 책봉관계의 국가, 조공관계

의 국가,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까지 수중에 품어왔던 真臘･참파･수리비자야를 빼지 않

고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하는 것이 가능할 터 다. 그러나 당과 대항관계

에 있었던 돌궐, 위구르, 토번은 어찌 할 것인가? 새로운 개념 발명자가 나타나 당과 가

부장제적 관계 다고 다시 정의하 다.

이처럼 戰前, 戰後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아시아주의자들은 일본과 동아시아를 포괄

하는 연대 개념을 창조하려고 공통성을 탐색하는 데 열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쓰러

운 시도는 그때마다 ‘권태감’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는 것을 자의적

으로 만들어 낸듯한 논리적 모순에 빠져있었던 사실은 현장의 교육자나 학생에게 쉽게 

발견되었고, 복잡한 언사를 구사하기 위하여 교과서 지면은 단어의 나열로 넘쳐났기 때

문이다. 이렇게 되어 교육현장이 학습내용의 팽창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고통을 당한 것

은 아닐까?

이제는 학습자도 교육자도 모두 이러한 권태감의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 동아시아는 지리상의 개념이지만, 공통의 문화 개

념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종다양한 모자이크 같은 국가군

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술해도 반드시 과장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보편성이나 통

일성을 지향하는 근대는 종말을 고하고 지금은 포스트모던 시대가 되었다. 잃어버린 보

편성과 통일성에 대한 향수를 버리고 이제는 점차 아시아주의의 과거 궤적을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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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정재정

최근 한국의 역사학계 일각에서는 ‘동아시아’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초중

고등학교의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 과목에 

‘동아시아사’를 개설했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단순한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의 

교육적 과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동아시아’를 담론으로 내거는 사람들은 대개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 단위

로 설정하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어떤 공통성을 부여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때마침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을 포부로 내세웠기 때

문에 ‘동아시아론’은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학계와 정계에서도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山內昌之와 古田博司가 쓴 <근대 일본 동아시아 共通文化

論의 궤적>은 매우 시의적절한 테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논문을 一讀하고 난 후

에 평자는 저자들이 ‘동아시아’가 지리상의 개념일 뿐, 역사와 문화 등에서 어떤 공통성

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 

이 논문은 戰後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세계사 교과서가 ‘동아시아 공통문화론’을 어

떻게 설정하고 기술해왔는가를 網羅的으로 검토하고, 그 배경에 戰前 일본의 아시아주

의자들이 주장해온 ‘동아시아 共通文化論’이 伏流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아시아

주의자들은 일본과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연대 개념을 창조하려고 역사와 문화의 공통성

을 탐색하는 데 열심이었다. 그리고 아시아주의는 전후 미국에 대한 종속에서 이탈하려

는 의도를 가진 민족주의와 반미사상을 가진 학자들에게 계승되고, 그들은 세계사 교과

서를 무대로 하여 ‘동아시아 문화권’이나 ‘동아시아 세계’ 등의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공통의 문화내용이나 친화관계를 주장하는데 진력했다. 

그런데 山內昌之와 古田博司는 동아시아가 다종다양한 모자이크 같은 國家群으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통의 문화 개념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나아가서, 저자

들은 보편성이나 통일성을 지향하는 근대가 종말을 고하고 포스트모던의 시대가 된 지

금은 잃어버린 보편성이나 통일성에 대한 ‘안쓰러운’ 향수를 버리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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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주의의 궤적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학습지도요령과 세계사 교

과서의 ‘동아시아 공통문화론’은 진즉부터 용도폐기의 운명에 처했다고 痛駁한다.

평자는 이 논문을 통해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세계사 교과서가 ‘동아시아사’를 어떤 

시각에서 취급해왔는지를 대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지도요령과 세계사 교과

서의 일치와 차이, 세계사 교과서에서 야마카와출판사(山川出版社)가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극히 상식적인 의문점을 

한두 가지 제기하면서 평자로서의 작은 소임을 다 하고자 한다. 

일본의 세계사 교과서는 제한된 분량의 지면에서 세계의 역사를 망라해야 하는 원천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럴 경우 세계의 여러 지역을 몇 개의 문화권으로 나누어 장절을 구

성하고, 다른 문화권과 구별되는 특색을 기축으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이다. 물론 역사학의 연구성과가 이것을 뒷받침해야 한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세계사 

교과서가 ‘동아시아 문화권’을 설정한 것은 이런 사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戰前의 

‘아시아주의’와 전후의 학습지도요령 및 세계사 교과서가 서로 연결된 것이라면 상관관

계를 증명할 수 있는 人間的･學說的 연결고리 등을 좀 더 풍부하게 제시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일부 세계사 교과서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기술한 것을 ‘한국을 배려했

다’거나, ‘교과서 검정의 근린조항’의 ‘족쇄’ 때문이라고 단정한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다. ‘해동성국’은 당시 중국의 史書가 발해를 지칭한 용어이다. 그리고 ‘근린조항’은 근

현대사의 기술에서 유념하라는 권고이다. 그렇다면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기술했다

고 하여, 그것이 곧 한국을 배려했다거나 ‘근린조항’의 ‘족쇄’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자들은 ‘근린조항’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밖에도 저자들은 일부 교과서가 唐의 문물을 ‘선진문물’이라고 기술한 것을 일본에

는 없는 표현이라고 꼬집고, 일본에서 ‘선진’이라고 하면 서구 근대의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또 논문의 이곳저곳에서 당과 같이 체계적인 법전을 편찬･시행한 나라는 일

본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것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저자들은 일본이 ‘동아시아’에

서 특별히 발전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 그렇

기 때문에 일본과 다른 나라를 뭉뚱그려 ‘동아시아 문화권’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저

항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2년 반 동안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발표와 토론을 통해 

많은 교시를 준 저자들께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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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한일 역사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비평문(야마무로 겐토쿠), 집필자 답변

야마무로 겐토쿠 교과서 편찬으로 본 역사교육

－일본 국정교과서와 전후 검정교과서의 경우－

비평문(이찬희), 집필자 답변

나가시마 히로키 朝鮮總督府 學務局에 의한 역사교과서 편찬과 ‘國史 /朝

鮮史’ 교육－ 田省吾에서 中村榮孝 그리고 申奭鎬로－

비평문(정진성), 집필자 답변

<교과서문제의 史的 전개>

신주백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의 사적전개

－1982년과 2001년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비평문(나가시마 히로키), 집필자 답변

이데 히로토･후쿠시마 히로유키･이시다 마사하루

전후 일한의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교육정책･교육학의 

여러 모습

비평문(신주백), 집필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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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야마무로 겐토쿠), 집필자 답변

야마무로 겐토쿠 교과서 편찬으로 본 역사교육

－일본의 국정교과서와 전후 검정교과서의 경우－

비평문(이찬희), 집필자 답변

나가시마 히로키 朝鮮總督府 學務國에 의한 역사교과서 편찬과 ‘國史 /朝

鮮史’ 교육－ 田省吾에서 中村榮孝 그리고 申奭鎬로－

비평문(정진성), 집필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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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한국의 역사교과서 편찬제도 

Ⅲ. 일본의 역사교과서 편찬제도

Ⅳ. 결론 

  

Ⅰ. 서언 

한국과 일본에서는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종래까지 한국의 역

사교과서 편찬은 ‘국정제’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한국도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

라 초등학교의 일부 교과에 대해 국정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국어, 

역사, 도덕을 검정으로 전환하여 기본적으로는 검정을 통해 교과서를 발행하는 체제로 

전환하 다. 

일본에서는 戰後부터 역사교과서를 검정제를 통해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戰

前에는 국정제를 기본으로 하 고, 전후 검정제로 전환하 다. 일본의 교과서 편찬과 관

련한 제도로는 검정제와 채택제도가 있다. 그동안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연구에서 

교과서 파동의 주된 원인으로 교과서 대한 ‘검정’과 ‘수정’이라는 국가 권력의 개입이라

는 지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한국과 일본 교과서 편찬제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양국간 역사교과서 편찬제도의 상호 이해 차원에서 한국의 역사 교과

서 편찬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일본의 교과서 발행제도가 전전부터 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정리하려고 한다. 

둘째, 현재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가 어떻게 운 되고 있으며 또 실제 일본

의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교과서 조사관의 역할과 교과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검정 실

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후소샤판)에 대한 일본 문부과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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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검정 결과를 분석하여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 일본의 교과서 통제의 실태가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검정제도의 

성립과 운용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교과서 검정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역사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검정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 되며, 그 제

도들 하에서 문부과학성의 통제가 어디까지 가능한 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Ⅱ. 한국의 역사교과서 편찬제도 

 

1. 한국의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변천

한국은 해방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의 총독부 주관 하에 있던 국정제가 붕괴되면서 잠

시 동안 자생적인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형태를 취했다. 그러다가 1950년 4월 29일 ‘국정 

교과용도서 편찬 규정’과 ‘교과용도서 검인정규정’이 공포되고 한국전쟁 이후 제1차 교

육과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부터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정책 기조

는 지속적으로 국가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국정제와 검･인정제를 병용하

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 편찬제도의 추이는 ‘국･검정제도 수립기”(1945~ 1955), “초등=국

정, 중등=검정 교과서 발행기”(1956~1973), “국정(1종) 교과서 발행기”(1974~1997), 

“국정･검정 교과서 발행기”(1997~현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1) 

 

1) 국정･검정제도 수립기(1945~1955)

국정･검정제도 수립기는 해방 후 臨時政府와 敎授要目期에 해당한다. 민족해방으로 

일제 강점에 의해 단절되었던 국사교육이 소생할 기회를 맞이하 다. 한말･일제하에서 

간행되었던 역사 교재류가 없지 않았으나, 현대 신국가에 걸맞는 역사 교과서가 필요했

다. 그 결과 우선적으로 국사와 국어에서 임시 교과서가 등장하 다. 미군정하에서 국사 

임시교재로 ‘初等國史’(5･6년용, 군정청 학무국, 1946. 6)와 ‘國史敎本’(震檀學  1946.6) 

1) 박진동, 2004 <해방후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추이> ≪역사교육≫ 91 (역사교육연구회) 27~47

을 인용하여 한국의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변천 과정을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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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발간되었다. 이 때까지는 교과서 발행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었으므로 국정이나 검

정이라고 구분되지 않았으나 미군정 소속 편수관이 주도하거나 학술단체에 위탁하여 제

작하 으므로 후일의 개념으로 보면 국정 교과서에 해당하는 방식이었다.2)

그러나 교육당국이 임시교재를 포함한 교과서를 적절하게 발간, 공급하지 못했기 때

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국정이 아닌 각종 각색의 교과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

문에 민간출판계는 國史書類와 敎科書(참고서 포함)의 발간으로 호황을 누리기도 하

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교과서 발행제도는 수립되지 못하고 자유발행에 가까운 형태로 

교과서를 충당하기에 급급했던 시기 다.3)

한편 ‘國民學校 規定’(1946. 11)과 ‘中學校 規定’(1947. 5)에서는 교과용도서를 “文敎部

에서 著作權을 所有한 것 또는 檢定한 것으로 함”이라 하여 교과서 발행상의 國定과 檢

定을 구분하 고, 1946년 9월 신학기부터는 교수요목이 적용되었다. 교과서 편찬은 교

수요목에 근거하는 것인데, 초등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집이 1947년에, 중등의 것은 다음

해에 발간되었다. 역사는 사회생활과 편제되어 초등에서는 사회 내용 역의 통합이 시

도되었고, 중등에서는 분과적인 구성을 제시하 다. 초등 6학년용 ‘우리나라의 발달’이 

교수요목에 따른 정식 초등용 국사 교과서 다. 이 교과서는 문교부가 제작한 국정 교과

서이기도 하 다. 초등 교과서가 국정으로 발간된 것에 비하여 중등용 국사와 세계사는 

검정으로 발간되었다. 실제로 검정이 적용된 것은 1947년 7월 검정위원회가 중학교용 교

과서를 심의하면서부터 다. 崔南善의 ≪中等 國史≫(東明社, 1947)가 이 무렵에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 

검정 절차는 출원본을 대상으로 하여 3~5인의 교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에게 

사열을 위촉하 다. 심사 위원들은 가부를 결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인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상부의 결제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즉 집필→출원→심사

→발행으로 이어지는 단순 수순이었다.4) 검정은 수시로 진행되었고, 검인정을 필한 교

과서의 표지에는 전부 “문교부 검정필” 표식과 검정의 종류(구별), 검정연월일 등을 표

기하도록 하 다. 교과서의 편찬과 심사를 위해서 기준이 만들어지기도 하 다. 이것을 

검정규정5)과 사열요령6)이라 하 다. 1949년 사열요령에 의하면 교수요목에 의거하여야 

2) 金泰雄, 2003 <新國家建設期 敎科書 政策과 運用의 實際> ≪歷史敎育≫ 88, 75

3) 金昌集, 1948 <出版界의 4年> ≪出版大鑑≫ 4

4) 문교부 편수국, 1980 ≪편수자료≫ 1, 6~7 ; 이종국, 2001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일진사) 250 

5) ≪동아일보≫ 1949. 2. 2, <교과서 검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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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교과서로서의 體裁, 학생들의 이해력, 맞춤법, 학술용어 통일, 오탈자, 가독성, 보조

자료의 적절성 및 敎科 程度와 分量 등이 적절하여야 했다. 또한 내용면에서 민주주의 

민족교육 이념, 내용의 정확, 注入的이 아닌가, 지나치게 학문적이지 않은가, 생활본위, 

생도본위 등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것은 후에 외형요소와 내용요소로 구분하

여 교과서 편찬의 기준을 삼는 ‘집필상의 유의점’의 선구적 형태 다.

검정은 국가의 교과서에 대한 통제 수단이기도 하 다. 검정으로 불량한 교과서를 도

태시키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과서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으나 국가정책･이념

을 뒷받침하도록 규제하는 측면도 있었다. 법적 규정이 정비되기 전에도 문교부는 1948

년에 행정조치로 친일파 저술 교과서를 사용금지 하 고,7) 1949년부터는 검정 교과서만

을 사용하도록 지시하 다. 문교부 장관의 행정조치인 “교과서 사용에 관한 문교부 통

첩”(1949. 7. 11)은 이미 검인정된 교과서라도 재검하여 국책 추진에 방해가 되는 교재를 

취소하거나 해당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 다. 이 조치에서 초등교과서는 이미 전학년･전

교과에서 국정 교과서가 발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정 사용을 원칙으로 하 다. 중등 교

과서의 경우에는 국정 교과서가 많지 않은 가운데 국정 교과서가 있다면 반드시 ‘국정’

을 사용해야 하며(4항) ‘국정’이 없고 검정교과서가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반드시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 다(7항). 검정 도서가 없거나 교과서가 불필요한 교과목

은 인정 도서를 선택하여 사용하되, 문교부 편수국장의 허가를 얻는 선에서 학교장에게 

일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10항). 그런데 이 경우에도 “적당한 도서가 없어 학교에서 제

정한 교재를 쓸 때에는 그 원본을 문교부에 보내어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문교

부가 사전에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장에게 ‘실질적으로’ 일임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인정보다는 검정이 우위에 있고, 검정보다는 국정이 우위에 있는 발행제도가 정립되었

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1950년 4월 29일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과 ‘국정 교과용 도

서 편찬규정’의 공포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2) 초등=국정, 중등=검정 교과서 발행기(1956~1973)

교육과정상으로는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 다. 초등은 국정교과서

를, 중등은 국정이 있으면 국정을 사용하고, 없으면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 다. 

6) ≪동아일보≫ 1949. 3. 1, <敎科書檢定要領, 編修課서 通達>

7) ≪조선일보≫, ≪서울신문≫ 194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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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도 초등에서는 국정 교과서, 중등에서는 검정 교과서가 사용되었다.8)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되고 1950년에 교과용도

서 관련 규정이 마련되는 한편, 미군정기의 교수요목을 대신하여 제1차 교육과정이 준

비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교육과정의 제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 제작이 

지연되었다. 한편 교육법 제정으로 ‘고등학교’가 학제상 등장하 다. 이전에도 6년제 중

학교에서는 4~6년이 고등학교에 해당하 으나, 고등학교 학습 정도를 감안한 국사교과

서가 발행되지 못하 고 중학교용을 사용하 다. 고등학교가 등장하면서 교과서가 별도

로 편찬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에 공포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국정 교과서는 1955

년부터 1958년까지 4년에 걸쳐 편찬 발행되었다. 중･고교 검인정 교과서는 ‘검인정 교

과서 사열기준’(1955. 10. 6)을 발표한 후 1956년에 일제히 검･인정을 실시하 다. 이전

까지 실시한 수시 검정과는 달리 일괄 접수, 사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법과 

교육법 시행령의 근거 아래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법 제도가 정비되고 그것에 따라 교과

서의 편찬과 검정이 행하여짐으로써 국정과 검정이라는 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9)

제1차 교육과정에서 최초의 일괄 편찬, 일괄 검인정으로 개발된 교과서는 일정한 규

격이나 체제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 이후 교과서 개발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심사본 

제출 시일이 촉박했고, 심사의 공정성 및 심사 기준의 시비가 있었으며 각 교과목 검인

정 종류가 과다하여 교육상의 혼란과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법

규상으로는 편수 직원이 교과서 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기

도 했다. 게다가 국정 교과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기도 했다. 즉, 국정은 민주이

념에 저촉되므로 검인정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고, 국정은 모두 검인정화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빠르다는 주장도 있었다.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이후 제정된 제2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과서는 3년 계획으

로 편찬･발행되었다. 국민학교는 1964~1966년까지, 중학교는 1965년, 고등학교는 1966

년부터 사용하게 하 다. 그리고 국어문법과 국사내용의 통일, 한자 혼용이 있었다. 검

8) 초등교과서를 국정으로 한 것은 초등 의무교육의 실시와 학생의 의식을 형성하는 초기 단계라는 

초등교육의 특성이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한국교과서 연구재단, 2000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

정제 도입 방안 연구≫ 33~40)

9) 제1차 교육과정기 검정에 대해서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 <한국의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변

천에 관한 연구> 99~123. 이하 각 교육과정기별 교과서 편찬과 검인정에 대해서는 동 보고서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2001 ≪한국 편수사 연구≫Ⅰ･Ⅱ 를 참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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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교과서는 중･고 및 실업고의 일부 교과목에만 한정시키고, 1개 교과목에 대한 종수

도 7종으로 제한하 다. 사회과의 경우 ‘민주생활’이 국정인 반면 나머지는 검정과목이

었다. 그런데 이때의 검인정 교과서 개편은 예정보다 지연되었다. 학제 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 차례나 계획이 변경되어 1964년 10월에 

접수되어 1965년 6월에 교과서별 3~7종이 합격되었다. 

이 때 국정교과서는 교육과정령이 공포되고 교과용 도서 개편이 시작되면, 해당 교과

의 원고 집필자를 담당 교과의 편수관이 추천하게 되며, 작성된 원고는 편수관이 전문적

으로 검토하고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인쇄에 회부하여 만들어졌다. 검정교과서에서는 

‘집필상의 유의점’이란 원칙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이것에서 12항의 일반원칙으로 내

용, 표기, 창의성, 형식 등을 제시하 고, 각 교과별로 편찬내용에 대한 유의점을 명시하

다. 

이처럼 교과서 편찬과 발행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가 갖추어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국사 교과서의 경우 내용의 차이가 지적되었다.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발간된다면 이러

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에서 

내용상의 혼란은 심각하게 여겨졌다. 국사 교과서를 다양화한다고 하 을 때 언제나 제

기되던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드는 가장 커다란 구실이 되었

다.10) 이에 1963년에는 견해를 달리하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용어나 표기법의 통일이 

시도되었고, 1969년에는 문교부이 지원으로 11종 국사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교과요목의 시안을 작성하기도 하 다. 이러한 작업의 연장에서 이후 제 3차 교

육개정에서 敎科書 編纂의 準據를 부여하려고 하 다.11) 이 시기까지는 국사교육의 내

용과 용어에서 통일적 기준을 세우고 교과서에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음 시기의 국사교과서를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제 2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는 역사, 지리, 공민 역을 각각 사회 1, 사회 

2, 사회 3으로 표시하 다. 역사에 해당하는 사회 2는 국사와 세계사를 구분하지 않고 

시대순으로 그 내용을 통합하여 학습하게 하 다. 이러다 보니 제1차 교육과정기에 널

10) 통일성과 다양성은 국정과 검정의 특성의 차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은 역

사적 사실의 속성이 다양성에 있다는 점이다. 차이를 인정함으로서 교과서 내용을 절대시하는 지

식관이나 교과서관도 완화될 수 있다.[김한종, 2003 <국사 교과서 인정제의 의의와 그 방향>  

≪국사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 연구≫ (국사편찬위원회) 69]. 

11) 趙美暎, 2003 <解放後 國史敎科의 社 科化 問題와 國史科 設定의 始末>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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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보급된 유명한 집필자의 교과서가 다른 저자의 것이 불합격권에 해당하는 경우 함께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 교과서에 국사와 세계사를 무리하게 통합하는 전혀 새로운 

구성의 교육과정이 제시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교과서는 탈락하 다. 단독 

집필자의 교과서와는 달리 국사와 세계사 양쪽이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12)

3) 중등 국사교과서와 국정 발행기(1973~2002)

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교과서 발행 사상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교

과서가 국정 또는 단일본으로 편찬된 사실이었다. 제3차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과정

을 표방하여 학습 내용을 탐구모형으로 전개시킨 점을 큰 특징으로 하 지만, 유신체제

라는 외적 요인의 향이 더욱 컸다. 교과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검정 공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라는 법률적 규정에 없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국사

교과서는 사회과에서 독립하면서 국정화(1973년) 되었다. 국사교육의 강화는 유신정권이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내세우고 ‘국적있는 교육’, ‘민족 주체성 확립을 위

한 교육’을 내세운 결과 다.13) 이를 계기로 국사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과의 일부로 

취급되던 처지에서 국사를 줄기로 하여 역사를 체계화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

하 다.14) 그런데 국사교육 강화와 교과서의 국정화는 동의어가 아니었다. 애초에는 중

학교 국사 교과서 발행사 대표들이 단일본 발행을 건의하 다. 이 단일화안은 국정화나 

거의 다름없지만 문교부가 교과서 발행의 주체가 아니고 검인정 국사 교과서를 갖고 있

는 11개사가 공동으로 교과서를 편찬한다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10월 유신’이라는 

시대 상황과 국사교육 강화 속에서 단일본은 편찬되지 못하고 문교부가 저자를 선정하

고 편찬하여 1974학년도부터 전국 중･고교에 국정 교과서가 배부되었다.15)

사회과 교과서는 단일본을 편찬하도록 하 다(1973년 편찬, 1974년 적용). 중학교 사

회 2(세계사)는 단일본의 대상이 되어 1973년에 개발하여 1974년 사용하도록 하 다. 이

12) 이 때문에 널리 보급되었던 이병도의 ≪국사≫가 제2차 교육과정 검정에서 탈락하 다. ≪조선일

보≫ 1965. 6. 15.

13) 신병철, <국정 국사 교과서 개발 과정과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歷史敎育≫ 79, 164

14) 李景植, 1977 <韓國 近現代社 와 國史 敎科의 浮沈> ≪사회과학교육≫ 1 ; 윤종 , 2001 <국

사교육 강화 정책> ≪문명연지≫ 2-1

15) 趙美暎, <앞 논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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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중학교 사회과부도 단일본화되어 1976년에 공급되었다. 초등의 경우에도 이미 국

정 교과서 지만 종래의 통합 사회과의 내용 구성에서 국사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사회 5-2’, ‘사회 6-2’를 ‘국사 5(생활문화사 중심)’, ‘국사 6(통사 중심)’으로 하여 편찬

하여 1973년부터 공급하 다. 이것은 국사교육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중등의 독립

교과화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실험 과정이 교과서 개발 과정에 포함되어, 실험본이 먼저 

개발되고 1년간의 실험을 거쳐 공급되는 제도가 정착된 것도 이 시기 다. 

대통령 지시에 의해 발족된 국사교육강화위원회가 작성한 건의문(1972. 7. 6 제출)에

서는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가 취급되지 않았고 국정화에 대해서는 참여한 학자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수 다. 국정화 조치에 대한 찬반을 보면, 찬성측이 주장한 

근거는 ①개개 학자의 편견을 극복하고 풍부한 내용 수록 ②국사학계의 연구결과를 종

합하여 객관성 제고 ③단일한 국사에 대한 이해체계로 국민의 국사인식에서의 혼란방지

와 국론 통일 ④인접 학문의 참여로 인한 내용의 타당성 제고 ⑤초･중･고의 일관성･단

계성을 통한 계열성 확립 ⑥최신정보･학계 연구업적을 보완 반 한 질높은 교과서 제작 

⑦생산비 절감을 통한 학생부담 경감 등에 있었다.

이에 반대한 측은 검인정 교과서가 ①통제와 간섭의 축소와 자율과 다양성이 존중되

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부합 ②다종의 교과서 출판으로 경쟁력 있는 교과서의 선정 

③좋은 교과서의 선정에 따른 양질의 수업 가능 ④치열한 경쟁에 의한 질적 향상 ⑤국

사학계의 연구열 촉진 등을 강조하 다. 특히 국정화가 역사인식을 고정화하여 다양한 

학습활동을 저해하고 경직화된 역사 사고에 머물게 되어 역사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력을 함양하지 못하게 되고, 일부 내용이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이용될 소지가 있어 국민

정신을 고정화시켜 오히려 국민 정신교육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 다.16) 

문교부가 명확한 교과서 발행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면서 1977년 ‘검인정 교과용도서 

사건’을 겪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종래의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을 폐지하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 8.22)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국정･검정 교과서의 구분

은 1종･2종･인정도서의 구분으로 바뀌고 교과서의 개발을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학술 

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17) 문교부의 직제도 편수국을 장학실에 통합하 다. 

편수국이 전담하던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업무가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넘어

가게 되었고, 연구개발형의 국사 교과서의 개발은 국사편찬위원회 1종교과서개발위원회

16) 윤종 , 2000 <국사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한 고찰> ≪문명연지≫ 1-2

17)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 ≪한국 편수사 연구Ⅰ≫ 45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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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탁하게 되었다. 이 무렵 국정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등장하 다. 국정 반대 의

견은 경쟁이 없어 질 높은 교과서가 등장하기 곤란하고, 세계 추세에 어긋나며, 창의성 

개발과 자발적 학습태도를 기르기엔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 다. 국정의 근거중 하나는 

중학교가 준의무교육화하 다는 것인데, 반대측은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국정을 고수하더라고 소수의 집필자가 편찬하지 말고 많은 이론, 의

견을 반 하도록 하자고 주장하 다.

유신체제 교육이 종말을 고한 후 제정되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부분적으로 검정이 

풀렸으나 그 속도는 부진하 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검정은 1987년 중학교에 

대해서 1988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 실시하 다. 이때 합격 종수를 5종에서 

8종으로 늘렸고, 1차 합격된 도서에 한하여 지도서를 제출토록 하여 교과서와 함께 2차 

심사하 다. 2종 도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이때에도 

개발기간이 짧고(약 8개월), 심사의 공정성이 문제되었다. 대략 문제점으로 ①교과서 개

발예산의 세성 ②집필 및 검정 기간의 촉박 ③검정 심사위원의 전문성 결여 ④합격･

불합격의 1회성 등이 지적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필기간의 확보, 유효

기간을 6년으로 확대하고 3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검정기준을 공개 논의하

여 결정하도록 하 다. 심사위원수는 5~9인으로 조정하 고 합격 종수는 8종으로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종수의 제한없이 재검정 제도를 도입하여 교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

다고 판단되는 것은 모두 합격시켰다.18) 

4) 중등 국사교과서의 일부 검정화(2003~현재)

사회변화에 따라 경쟁에 의한 교과서 발행으로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바뀌고 있다. 그리하여 발행제도를 국가 독점(국정)에서 국가 간접 

참여(검정과 인정)로, 다시 민간 주도(자유발행)를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국가

의 참여를 완화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검정 절차의 보완과 교과서 개발을 위한 여건의 

개선도 제기되고 있다. 개발비 현실화, 충분한 편찬 기간의 확보, 교과서 외형체제의 개

선, 1교과 다교과서 도입, 다양한 보완교재의 개발 등 현실화하려는 방안이었다.

18) 현재 재검정제도는 2002년 6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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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과서의 지위는 교수학습에서 ‘유일한’ 교재에서 ‘주된’ 교재로 변하 으며, 문

서화된 교육과정 외에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주체적 역할

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중등 국사 교과서도 검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 제7차 교육과정 연구개발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민

공통기본교과의 확보 필요성, 국정제의 외부 효과, 검정 도서 구입에 따른 예산 부족 등

을 이유로 국정을 그대로 고수하 다. 한편 중학교 ‘사회’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어 

사회 속에 포함된 세계사 역은 검정으로 간행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국민공통 10학년에서 편성하여 공통과목

을 부여하고, 고등학교 2~3학년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하 다. 국사는 1학년에 

부과하고 전과같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 다. 2002학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연구개발

형’의 국사 교과서 편찬은 국사편찬위원회가 개발하 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검인정 업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되었고, 연차별로 

검정이 실시되었다. 2000년에 중학교 1학년, 2001년에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

년, 2002년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거쳤다. 검정 

종수는 제한이 없었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 기준이 적용되었다. 절대 평가

에 의한 검정은 이미 제6차 교육과정기부터 실시되고 있었다. 중학교 사회과 부도와 고

등학교 세계사는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 검정으로 환원되었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 와서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가 검정 교과서로 발행되었다. ‘한국 근･현대

사’는 9종이 출원하여 그중에서 4종이 합격하 고, 재검정에는 2종이 합격하 다. 검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탄생은 그동안 국정 단일본으로 편찬되었던 국사 교과서의 

일부가 검정화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근현대사를 분리하여 별도의 과목이 성립됨으로써 

근현대사 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 으며, 새로운 교과서 집필에 단독 필자가 아니

라 시대별, 역별 전문 인력들이 참여하여 공동 작업으로 교과서를 만들었고, 이 과정

에서 전에 비해 현장 교사들이 다수 참여하 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고등학교의 국어, 역사, 도덕을 검정으로 전환하여 

기본적으로는 검정을 통해 중등학교 역사, 고등학교 역사, 한국문화사, 세계문화사, 동아

시아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체제로 전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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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교과서 검정기준의 명시 확대

1) 검정기준의 명시화 및 합격 판정의 유연성

한국에서는 최근 ‘좋은 교과서’에 대한 추구가 하나의 흐름을 이루었다. 그래서 교과

서에 대한 검정도 ‘무해한 교과서’를 보장한다는 측면보다는 ‘민간에서 경쟁적으로 만든 

교과서들 가운데서 좋은 교과서’를 선별하여 교과서 시장에 제공한다는 측면을 더 강조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과서 검정기준도 공통기준,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공통기

준, 교과기준으로 3단계화 하여 만들어 졌다.19) 

공통기준은 모든 교과용 도서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 기준으로서 대한민국의 법 질서

와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과 관련된 기준이다. 이 공통기준에서

는 한 항목이라도 “있음” 판정이 있을 경우 부적격한 것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공통기준

의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표현이 너무 직접적이고 강경하여 실제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정체성을 훼

손하거나 회의하게 하는 내용이 다수 서술되어 있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강한 수정 요구

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걸러낼 수 없는 것은 공통기준 제1항이 너무 직

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은 점과도 관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과서 공통기준은 모든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평가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여, 각 교과

별 검정기준 작성시 참고하도록 한 것이다. 각 교과는 이 공통 기준을 토대로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의 검정기준을 설정하여 교과서의 검정 기준을 구성하게 된다. 

교과서 공통기준을 보면 내용 선정과 관련하여 학년간 계열성과 학습량의 적설성 등 

기능적인 부분을 설정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방법과 편집 및 외형체제 그리고 나아가서

는 독창성에 관한 심사 역도 설정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교과기준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 사회과(세계사분야 포함)의 교과서기준을 보면 대부분 교과서 공통기준을 그

대로 활용하면서 ‘내용 선정 및 조직’의 심사 역에서 사회과 교과 및 내용 특성과 관련

한 통합사회과적 단원구성과 통계 및 자료 제시의 유의점 등과 함께 자기주도적 학습에 

19) 교육부, 1999.8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2종도서 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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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내용 선정이나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나 자료의 제시 등 방법적인 

측면이 부가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검정에 있어서 위 20개의 심사관점 중에서 10여명의 심사위원들이 다수

결 판단에 의해 2개 이하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면 합격할 수 있다. 즉, 모든 심사위원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또 모든 심사관점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집필자의 자율

성이 발휘될 여지가 허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검정교과서의 채택

한국에서 검정교과서의 채택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그렇

지 않는 학교(고등학교 이상) 사이에 차이가 없이, 일률적으로 당해 학교의 교장에게 선

정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다만, 교장은 학교운 위원회 혹은 그것에 준하여 구성되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 교사들이 교

과별 교사회의를 통해 의견을 내면 학교운 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고 학교장도 인정하

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즉, 교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천적인 교육권자이면서 교과서 비용을 지불하는 지역주민이나 학부모의 의견이 실

제적으로 반 되지 못하는 위와 같은 관례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는 교과서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즉, 2008년 2월에 일

부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제2항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

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교과용 도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실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어느 시･도교육청 혹은 지역 교육청에서도 교

과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요컨대 한국에서는 아직도 교과서 채택제도는 정비되기 이전의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사들이 판단하여 선정하고 있다. 이때 교사들은 학생이나 지역사

회 주민의 특성이나 요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한 

교과서 혹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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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의 역사교과서 편찬제도

1. 역사 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1) 戰前 國定制에서 戰後 檢定制度의 成立20)

일본은 검정제를 원칙으로 교과서 발행제도를 운 하고 있다. 이는 문부과학성의 검

정 절차를 거친 것만 각 급 학교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러한 일본의 검정 체제의 특색은 문부과학성의 주도성이 두드러진다는 데 있다. 검정제

는 문부과학성이 공교육 체제를 관리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문부과학

성은 학습지도요령뿐만 아니라 엄격한 검정절차를 통해 교과서 서술편찬에서 채택 과정

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의 교과서 검정 체제의 특색은 그 출발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위로부터 기획

된 일본의 국가건설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본래 검정제는 戰前 군국주의 시기의 遺制 다. 

그 검정 원칙의 보수성 또한 마찬가지로 천황제 국가시기 형성된 관행의 연장에 있다. 검

정제는 곧 천황제 국가 체제의 완성 및 해체, 수정 과정으로 점철된 일본의 근대 국가 건설 

과정 속에서 배태되고 발전해온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의 이러한 본질은 검정제

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21) 

일본에서 교과서 발행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1872년 근대 학제의 수용과 동시에 이미 

시작되었다. 국가건설의 수단으로써 서구 학제를 수용한 만큼, 교육내용을 구체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애초에는 자유발행론이 우세하 다. 서구 학제의 

수용 논의가 시민 사회 형성을 추구하는 민권운동 차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 다. 교과서에 내포된 민권론이 명치체제

와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권력은 점차 검정 또는 국정방식의 제도

를 도입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경향은 明治體制가 형성되는 1870년대 이후 본격화되

20) 이명희, 2008.10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의 성립과 특징> ≪한국교과서연구학회지≫ 2-2, 

237~249를 참고하여 재구성하 음.

박일삼, 1999.6 <前後 日本의 敎科書 檢定제도와 家永三郞 敎科書裁判> (고려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1) 敎科書檢定訴訟을 支援하는 全國連絡 , 1982 ≪日本의 敎科書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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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당시 국가권력은 교육 과정을 제정하고, < 學校令>, <中學校令> 및 <敎科用圖

書檢定條例> (1886-7)를 통해 검정제의 기본 골격을 완성하 다. 

검정제의 당초 취지는 교육 현장에서 “국체법령을 어지럽히는” 내용을 배제하겠다는 

소극적인 목적으로 출발하 다. 그러나 점차 <學校敎則大綱>, <敎授要目> 등을 통해 

통제와 검정 절차를 강화하고, <敎育勅語>를 반포함으로써 교육을 체제이념을 구현하

는 皇國臣民敎育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 다.

이러한 검정체제를 매개로 한 국가권력의 교육에 대한 통제는 중일전쟁 이후 더욱 강

화되어 점차 국정제를 도입하기에 이르 다. 전 국민의 총체적 동원을 추구하는 전시체

제 구축을 위해 국민 교육의 목표와 과정은 물론 교수 요점 등에 이르기까지 공교육 국

가가 전면적으로 통제･지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발전하지 못한 일본

의 조건에서 국가권력이 국민교육의 주도권을 장악한 결과 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는 “國民道德의 養成”, “國體守護”, “일본정신의 體得” 등 國家

主義를 국민교육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국가주의는 국가사회를 危害하는 위험한 

사상 또는 극단적 개인주의인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를 배제하려는 국가권력의 논리 다. 

특히 “일본정신”을 강조한 것은 특정한 개인이나 계급 집단이 아니라 국가만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국가풍속을 보위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검정제가 체제를 

수호하고 사회 제세력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 셈이다.22) 교수요목 및 교과서 편찬

에 대한 이러한 극단적 통제는 戰時하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1943년 실행한 전 교과에 

대한 국정화는 그 절정이었다. 

전전의 국정교과서는 아시아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미국과의 전쟁에 동의하는 국민을 

육성하는 정신적 장치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패전과 함께 비판되었다. 전후의 교과

서제도는 전전의 국정교과서제도에 대한 비판에 기초를 두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교과서 

재서술의 방침이 세워진 단계에서, 다음으로 점령군은 교과서제도를 國定制로부터 檢定

制로 바꾸려 했다. 즉, 전후 교과서 관련 정책의 출발은 점령군에 의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교과서의 전쟁 긍정 부분을 먹으로 새까맣게 칠하고 사용하도록 지시하 다.23) 

22) 국가권력의 이러한 입장은 당시 편찬한 [國體의 本義]를 통해 잘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성지를 본체로 하고 황국에 이르는 길을 따르는 국민을 길

러내어 황운을 扶翼하고 봉사하는데 기여토록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 학문, 사상 등에 비

추어, … 국체 일본 정신의 眞意를 체득함을 돕고, … 서양사상의 수용으로부터 유래하는 유폐를 

교정하는 것이 교원, 학생에게 긴요한 일이다.” 

23) 일반적으로 ‘먹칠한 교과서(黒ぬり教科書)’라고 불리어졌는데, 이것은 일본 스스로의 지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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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스스로가 국정 교과서의 과오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연합군의 추궁은 엄격

하 으며, 패전하던 해(1945년) 12월 말 일본정부에 대해 修身(도덕)･國史(일본사)･地理 

교과의 수업을 정지하 다.

1946년에 일본정부는 신화가 아니라 석기시대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국사 교과서 ≪나

라의 발자취(国の歩み)≫를 편찬하 는데 이 시점에서는 국정이었다.24) 다른 한편, 1946

년 3월에 미국 교육 사절단이 방일하여 보고서25)를 제출하 는데, 전후 일본의 교육 개

혁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1947년 4월, 초등학교 제도가 폐지되고, 6-3-3-4로 약칭되는 

초등학교 6년간과 중학교 3년간을 의무로 하는 새로운 학제가 발족하 다. 이 새로운 학

제에서 교육 내용의 개혁을 대표하는 것이 學習指 要領의 제정과 사회과의 탄생이다. 

그 3개월 전에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列記한 교수요강을 대신하여,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체계화 한 학습지도요령이 시안으로서 개발되었다.26) 

1947년 9월(2학기)부터 전국에서 사회과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세계에서 으뜸가는 大日

本 제국의 국사가 아니라, 세계 속의 민주적이고 평화스러운 일본국으로서 재출발하는 일

본사회의 창조가 목적으로 되었으며, 역사는 사회 속에 통합되었다.27) 또한 교육행정개혁

도 추진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교육위원회 공선제와 교과서 검정제의 실시 다.

1948년 2월에 교과용 도서 검정요령이 고시되고, 3월에 검정기준이 결정되었으며, 4

월에 심사기준이 발표되고, 7월에 <교과서 발행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공포되는 등, 

단기간에 걸쳐 법제도가 정돈되었다. 결국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 검정

제도는 1948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리고 1949년 4월부터 검정 교과서의 사용이 개시되었

다.28) 하지만, 일본문부과학성이 만든 국정 교과서도 병용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건은 검정제의 시작이지만, 실제로는 검정제도가 패전 후의 혼

란과 점령군에 의한 개혁의 강제 속에서 개시되었기 때문에,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

한 법률이나 기구의 정비는 뒤를 쫓는 식으로 진척되었다. 또한 1950년의 한국전쟁 발

발과 함께, 일본경제의 부흥과 좌우 대립의 격화가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되어, 전후 교

것이었다.1945.9.20 <終戦ニ伴フ教科用図書取扱方ニ関スル件>

24) 家永三郎, 1963 <戦後の歴史教育> ≪講座 日本歴史22(別巻1)≫ (岩波書店)

25) <第1次米国教育使節団報告書>，上田薫他 編, 1974 ≪社会科教育史資料1≫ (東京法令出版)

26) 読売新聞社, 1971 ≪戦後教育史への証 ≫

27) 加藤章, 1982 <戦後歴史教育の出発と社会科の成立> 加藤章他 編, ≪歴史教育の歴史(講座歴史教

育1)≫ (弘文 )

28) 唐沢富太郎, 1961 <明治･大正･昭和･戦後の教育> 長田新 監修, ≪日本教育史(教育学テキスト講座 

3)≫ (お茶の水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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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혁의 방향에도 큰 향을 주었다.

 

2) 교과서 검정제도의 확립

전후, 일본에서도 냉전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이 

결성되고 교육위원회의 임명제로 전환이 추진되었다.

먼저, 일교조는 출범기부터 ‘교사는 노동자다’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戰場에 아이를 

보냈다’는 것을 반성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 다. 그 결과 일본문부성에 대립하는 

정치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 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일교조에 대응하여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대의명분으로 교육위원회를 공선제에서 임명제로 바꾸는 

법률을 제출하려고 하 다. 이러한 가운데 1955년에 민주당(이후에 자유당과 합동해서 

자유민주당이 됨)이 ≪우려스러운 교과서 문제≫를 제기하여, 검정교과서에 공산주의를 

찬미하는 내용이 씌어져 있다고 비판하 다.29)

당시, 일본의 지식인이나 연구자 가운데 대부분은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사회주의권

에 속하는 나라나 사람들에 대한 동경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30) 즉, 검정제도 

하에서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공산주의에 친근감을 가지는 사람은 적지 

않았고, 그 향이 교과서의 내용에도 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때문에 전

후 일본역사에서 통상 ‘우려스러운 교과서 문제’는 ‘역 코스’라고 불리는 보수화로의 움

직임을 상징하는 위상이 부여되게 된다. 이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인 사회당의 유

력한 지지 세력인 ‘일교조’를 공격하기 위해 펼친 선전공작이었다. 그 주장은 공산주의 

향을 강하게 받은 일교조가 교과서의 편집･발행･채택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 또한 좌익사상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전후 상황 속에서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좌우 

쌍방의 해석과 운동이 서로 고 당기는 대립과 싸움 속에서 정비되어 가게 되었는데, 

일본의 중앙교육심의회(이하, 중교심)가 1955년에 답신한 <교과서제도의 개선에 관한 

답신>은 그 대표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1) 

29) 上田薫他 編, 1974 ≪社会科教育史資料2≫ (東京法令出版)

30) 熊英二, 2002 ≪<民主>と<愛国> 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 (新曜社)

31)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관련 사이트에 1955년의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이 게재되어 있는

데, 이는 교과서 검정제도의 실질적인 스타트가 이 시기 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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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중교심의 답신은 교과서 검정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행하는 것을 명기하고, 채

택에서 교장의 권한을 명확화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의가 관여할 필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일교조’ 계통 교원의 향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채택과 관련하여 선전 활동을 제한하고, 편집･발행 관계자들

이 채택에 관여하는 것을 문제시 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전전에 국정교과서 탄생 배경의 하나로 교과서 채택에서 금품의 부정수수 문제가 있

었다. 이것은 전후에도 이어졌는데 교과서 내용의 중립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검정제도

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32) 또한 일본문부성과 일교조와의 대립은 교원의 근무

평정제 도입 반대 운동이나 학력테스트 실시 저지운동 등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을 배경으로 일본 문부성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1958년에 학습지도요령의 법적 구속성을 명확히 하고, 학습지도요령

의 내용을 교과서 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굳혀 나가게 되었다.33)

3) 역사 교과서재판에 의한 검정기준의 명확화

1960년의 안보투쟁을 경계로 일본의 노동운동이 퇴조기에 들어가는데 그 배경에는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이 있다. 즉, 이 시기 전후부터 노동운동의 목적이 정부비판이 아니

라, 단위 기업 내의 조합측과 경 측의 이익배분율 (승급) 교섭으로 변화하게 된다. 마찬

가지로 교육계서도, 훗날 ‘교육폭발’이라고 총칭되는 진학률 증가가 있었고, 국민들 가

운데서도 일교조의 정치투쟁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악화되는 시대가 된다. 

그렇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는 대학연구자도 적지 않았으며, 검정제도에 

의해 교과서를 집필 하는 쪽을 억누르는 것을 비판하는 지식인도 많았다. 여하튼 교과서

를 둘러싼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은 있었지만, 전전의 일본 역사에 관해 일본정부가 취

하고 있는 보수적인 입장과 다른 견해를 기술하는 것은 가능하 다. 그 결과 검정 과정

에서 집필자와 일본문부성 사이에 대립이 생기고, 기술된 내용을 재판 투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새로운 대립 구조가 파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대립의 스타트는 1965년에 도쿄교육대학 교수인 이에나가 사부로(家永

32) 石戸谷哲夫, 1974 ≪日本教員史研究≫ (講談社)

33) 大森正, 1979 <学習指 要領の変遷> 浜田陽太郎･上田薫 編著, ≪社会科教育の理論と構造(教育

学講座10)≫ (学習研究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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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郎)가 나라를 상대로 교과서 검정 제도를 헌법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이었다.34) 이것이 

소위 ‘교과서 재판’의 시작이었고, 그 후 3차에 걸쳐 소송이 거듭되어 최종적으로는 대

법원에 의해 結審이 이루어 졌는데, 재판 개시 후 32년 후인 1997년이었다. 

이 재판은 일본의 교과서 검정 및 채택 제도를 정 화하는데 큰 향을 끼쳤다. 즉, 

정부에 의한 검정의 범위가 명확히 되었고, 교과서의 내용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축적되게 되었다. 그 결과, 최근 한국 등이 일본 역사교과서를 비판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그 비판을 직접 받아들일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일본 정부에 주게 

되었다. 이 문제는 한국 측에서 보면 일본정부가 문제시 되는 교과서를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교과서의 내용을 직접 바꾸는 권한이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일본의 교과서 검정 제도의 특징이

며, 이러한 검정 제도의 근간에 향을 미치는 법적인 정비와 사상의 일반화에 기여한 

것이 이에나가 교과서재판이었다.

이에나가는 1962년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따라 자신이 전면 개정하여 저술한 고교

용 교과서 ≪신일본사≫가 다음 해인 1963년에 검정 불합격처분 되어, 1964년에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것에 대하여 헌법위반 및 위법이며, 자신이 정신적･물질적인 손해를 입

었다고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일으켰다. 물론, 목적은 금전이라기보다는 검정 제도의 

폐지 또는 개혁이었다. 

3차에 걸친 소송에서 최초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제2차 소송으로서, 1970년(東京 지

방법원)이었다. 검정제도 자체는 헌법위반이 아니지만, 이에나가의 경우는 검열을 금지

한 헌법위반을 하 고, 나아가 교육권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게 귀속한다고 하여 이에

나가가 승소하 다. 이것은 획기적인 판결로서, 재판장의 이름을 따서 ‘스기모토(杉本) 

판결’이라고 불러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항소하 고, 도쿄(東京) 고등 법원도 이에

나가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는 재판을 다시 하도

록 하 고, 도쿄 고등 법원에서는 이에나가의 소송을 각하하 다. 여기에 다시 이에나가

가 최종적으로 ３차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문부성에 의한 검정에는 

지나침이 있는 것이 인정되었는데 1997년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재판이었는데, 쟁점이 된 것은 국가측의 역사인식과 교과서 기술의 타

당성이었다. 곧 국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검정을 통해 어디까지 수정을 요구할 수 있

34) 김은숙, 2009.7.4 <전후 일본의 검정제 역사교과서 문제－家永교과서 재판을 중심으로－> ≪한

일관계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3~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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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그 과정에서 교과서 검정제도의 합법성이 인정되고, 그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법적 정비가 진행되었다. 즉,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은 일부라고는 

해도 일본문부성의 과오가 인정되고, 그 결과 검정에서 정부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제

도･기구의 구축과 여론의 조성에 공헌하 다. 그리하여 <교과서 검정기준> 및 <교과

서검정 절차>는 검정의 기준과 구조가 명확히 되는 기초가 되었다. 

2.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의 운용 실태 

1) 일본의 검정제도의 운영과 교과서 조사관의 역할35)

일본의 교과서는 검정제의 틀 속에서 발행･공급된다. 검정제는 본래 교과서의 제작과 

검정, 채택을 각각 분리함으로써 교육내용을 객관화하려는 것이 원래의 의도이다. 그러

나 실재 운용과정을 보면 문부과학성의 절대적인 권한 하에 관리되고 있는 점이 두드러

진다. 교과서의 개발 및 발행, 채택 및 공급을 문부과학성이 독점하는 것이다. 최근에 

그 절차를 다소 합리화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36)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제도의 목적에 대해 ‘교과서의 저작･편집을 민간에 

맡김으로써 저작자의 창의성을 기대함과 동시에 검정을 통해 적절한 교과서를 확보’하

는 것37)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적절한 교과서 확보라는 명분하에 교과서 

기술내용을 통제해 왔다. 앞서 언급한 이에나가 사부로의 교과서 소송은 이러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38)

교과서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개입은 개발단계부터 시작된다. “학습지도요령” 및 “교

과용 도서검정 기준”의 告示가 그것이다. 각 급별로 제시되는 학습지도요령은 각 교과별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및 지도요령을 간략하게 서술함으로써 교과서가 담아야할 지식

의 범주 및 성격을 일차적으로 규정한다.39)

35) 남상구, 2009.5.12 <‘새역모’ 발간 교과서의 검정실태에 나타난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의 문제점> 

≪2009년 ‘새역모’ 중학교 역사교과서 상세분석(일본 ‘지유사(自由社)’판 역사교과서 관련 학술회

의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30~35 참조.

36) 오병수, 2004 <中･日 歷史敎科書 發行制度와 運用 實態> ≪歷史敎育≫ 91 (역사교육연구회) 

53~61 참조.

37) 문부과학성 홈페이지(http://www.mext.go.jp)

38) 家永敎科書訴訟 護団, 1998 ≪家永敎科書裁判一三二年にわたる 護団活動の總括≫ (日本評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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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 교과서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과정을 살펴보

면, 교과서 검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표 1>과 같다.

교과서 검정

교과서 발행자 검정 신청

① 교과서 조사관･심의 위원회 전문위원에 의한 조사

② 심의회에 의한 심사･합격 여부 판정

④ 검정의견 통지

⑤ 수정표의 제출

⑥ 심의회에 의한 심사

⑦ 검정 결정 (합격) 검정불합격

⇓

⇓

⇓

⇓

⇓

(합격) (불합격)③ (결정 보류)

<표 1> 일본 교과서 검정 차

 

 

일본의 교과서 검정 절차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먼저 출판사가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와 도서검정기준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제작하여 문부과학성에 검정

을 신청한다.40) 도서검정기준에는 ‘교과용도서검정규칙’(1989.4.4. 문부성령 제20호), ‘의

39) 그것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 및 과목별로 제시된다. 소학교의 경우 사회과 속에 학년별로, 중학

교의 경우 사회과 속의 역사 역으로, 그리고 고등학교의 교과(역사지리)와 과목(세계사A, 세계사

B등) 별로 제시한다. 예컨대 고등학교의 역사지리과의 경우 일본 및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함

으로써 국제사회에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질 육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세계사A 또는 세계

사B 등의 과목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제시하는 형식이다. 문부과학성, 1999 ≪ 學校學習指 要

領解說(社 編)≫ (日本文敎出版株式 社) ; 文部省, 1998 ≪中學校學習指 要領≫ (財務省印刷

局) ; 文部省, 1990 ≪高等學校學習指 要領≫ (財務省印刷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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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육제학교교과용도서검정기준’(1999.1.25 문부성고시 제15호)이 있다.41) ‘의무교육제

학교교과용도서검정기준’의 사회과에는 ‘근린제국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검정을 신청한 

도서는 문부과학성 산하기구인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이하, ‘심의회’)가 상기 

검정기준을 근거로 검정을 실시한다. ‘심의회’는 신청된 교과서에 대해 교과서 조사관과 

‘심의회’ 위원･임시위원･전문위원이 제출된 원고를 사전에 실시한 조사 내용을 근거로 

심사를 진행한다.42)

그러나 본격적인 개입은 검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도서는 문부과학성의 검

정 절차를 거쳐야만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다. 검정 절차는 문부과학성 조사관에 의한 

심사와 교과용 도서검정 조사심의회의 심의라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제도적 차원에서

는 문부과학성 주도 하에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가 검정 원칙에 따라 신청 도서

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부과학대신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문부과학

대신은 이 심의결과를 기초로 합격･불합격을 최종 결정한다. 그리고 합격･불합격의 결

과나 원고에 대한 검정의견은 문부과학성을 통해 각 출판사에 문서로 통지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검정은 자문기관에 불과한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교과서 조사관들에 의해서 이

루어지고 있다.

교과서 조사관은 문부과학성의 직원으로 검정 신청을 한 교과서를 검토하고 합격･불

합격 판정방법에 기초하여 판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심의회’에 제출한다. 단 필요한 수

정을 한 후 합격･불합격 판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을 근거로 부적절한 기술에 대한 조사의견서(검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에 제출하는43) 등 ‘심의회’ 의원의 결정에 커다란 향력을 행사한다.44) 2007년 일본에

40) 검정주기는 일반적으로 4년 단위로 실시된다. 단 학습지도요령이 개정으로 이해 이 주기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4년을 단위로 할 경우 2009년 이후의 검정은 2013년이 되나,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중학교)이 2012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 검정은 2011년 이루어진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4월 다음해 3월 4월 다음해 3월 4월 다음해 3월 4월

편집 검정 채택, 공급 사용

41) 이찬희･임상선, ≪일본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규정 및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연구자료 RM 

2002-44)≫ (한국교육개발원, 2002). 동 연구자료에서 1983년 전후로부터 20002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의 근거가 된 각종 규정과 고등학교 일본사 6종, 세계사 교과서 

13종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검정 결과(지적사항, 지적 사유, 검정기준 제시)를 정리하 다.

42) ‘심의회’에는 대학교와 초･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과 임시위원이 있다. 2008년 8월 20

일 현재 위원 30명, 임시위원 99명이 활동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

43) <審議 委員と敎科書調査官の役割や選任について>(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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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커다란 파장을 가져왔던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의 오끼나와전 주민 집단자결 기술 

수정 요구도 교과서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의견서가 발단이 되었다.45) 수정 요구의 범위

는 사실관계 등의 명백한 오류만이 아니라 표현상의 문제까지 아주 자세하다. 2001년 후

소샤(扶桑社)판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경우는 수정을 요하는 항목이 137항목이나 되었다. 

신청자는 교과서 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내용을 수정한 후 수정표와 함께 재심의를 요청

한다. 이러한 절차는 문부과학성과 제작자간의 타협 절차이며 이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 

교과서로 결정된다. 수정의 유연성을 매개로 철저한 검정 원칙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검정의 기준은 서술의 객관성, 공정성, 교육적인 합목적성 등이나, 또 學習指 要領을 

준거로 하고, 아동의 심신 발달단계 및 정치 사상적 객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교

과지식은 정파적 입장을 초월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계급을 

초연한 국가만이 이를 보장할 수 있다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본질이 과연 그러한지, 또 검정이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역사의 경우처럼 절대 중립이 불가능한 교과의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따라서 그 운용 과정상 중립성,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늘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부과학성은 우선 몇 가지 보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검

정 결과 통보 및 불합격자에 대한 반론권 보장, 검정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 공개 원칙 

따위이다. 특히 신청도서, 검정의견서, 수정표, 교과서 및 교과서 검정기준 등을 모두 공

개하고 있다.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통해 검정을 정당화하는 방식이다. 또 철저한 

검정을 통해 100%에 가까운 검정 합격률을 보장하는 것, 제한적이지만 학습지도요령의 

규정 외에 다른 내용의 서술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문부과학성의 주도성은 교과서의 채택 및 공급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교

과서 채택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일본에서 교과서 채택권은 町村의 敎育委員  

또는 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문부과학성이 이를 지도 감독한다. 그 외 관리차원에서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발행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통제, 관리하며 제작자간 과열경쟁이나 

출판사의 과도한 이윤추구를 통제한다.

이처럼 일본의 검정제는 교과서의 제작과 채택 및 공급과정에 대한 국가권력의 전면

적 개입과 관리하여 운용된다. 이는 국민교육이 지녀야 할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교육으로서 본연의 성격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44) 家永敎科書訴訟辯護團, 1998 ≪家永敎科書裁判一三二年にわたる辯護團活動の總括≫ (日本評論社)

45) ≪しんぶん赤旗≫ 20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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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하다. 특히 검정심의위원회 자체의 공정성 시비다. 학

습지도요령의 자의성, 검정기준의 강화에 대한 반발도 크다. 특히 제작된 교과서에 대한 

학술차원의 비판은 늘 있어왔지만, 채택권의 귀속문제를 둘러싼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의 

조직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채택권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위원회가 보수적

이란 측면에서 시민사회 세력과 갈등 마찰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비판을 어떻게 수용하

여 제도화할 수 있는지가 검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2)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일본 중학교 역사(후소샤판)교과서는 2001년, 2005년, 2009년 3차례에 걸쳐 문부과학

성의 검정을 통과했다. 검정 결과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공식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46) 

첫째, 교과서 검정에서 집필자의 역사인식 등의 시비를 판단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저촉된다. 즉 역사교과서 검정은 국가가 특정한 역사인식과 역사

사실 등을 확정한다는 입장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교과서 검정은 교과서의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 그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학문적 성과와 적절한 자료 등을 근거로 

결함을 지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기술은 교과서 편집자의 권한이

다. 셋째, 1982년 관방장관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총리담화를 문부과학대신도 답습하

고 있으며, 교과서 검정에서 ‘근린제국조항’을 충분히 배려했다. 

문부과학성은 2001년 한국 정부의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수정 요

구’(25개 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부했다.47) 첫째, 교과서 수정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의 학설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오류라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

상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다양한 학설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일정한 해석을 바탕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06년 검정을 신청한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검정에서는 객관적인 학문적 성과를 무

시하고 오키나와전 ‘집단자결’이 일본군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기술을 수정･삭제

46) 2001.4.3. 문부과학성대신 담화, 2005.4.5. 문부과학성대신 담화.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 

mext.go.jp)

47) 교육인적자원부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편, 2001.5.8･2001.7.9･2001.8 ≪일본 중학교 역사 교

과서 한국 관련 내용 수정 요구 사항 및 일본(문부과학성)측의 답변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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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5개사 7책)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둘째, 학습지도요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취급하고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는 집필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

문에 학습지도요령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사항

에 대해 추가로 기술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일본군위안부’문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단, 문부과학성도 명확한 사실의 오류인 ‘야마토 軍勢는 백제와 신라를 도와 고구려와 

싸웠다’는 기술에 대해서는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출판사가 자체 정정을 신청하

는 형태로 정정하 다. 

문부과학성의 주장의 핵심은 교과서의 구체적 기술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의 객관적

인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나 역사인식의 문제에 대해 시정

을 요구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

소샤’판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Ⅳ.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과정을 비교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검정제→국정제→국정제･검정제 병용→검정제로 역사교과서 편찬

제도가 변천해 온 반면, 일본에서는 전전 국정제를 실시하다가 전후 곧 검정제도가 확립

하여 현재 검정제를 기본으로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2007 개정 교

육과정에 따라 검정으로 전환하여 이제 중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을 통해 발행하게 

되었다. 검정제는 교과서의 저작에 국가가 관여한다는 점에서는 국정제와 같으나, 교과

서의 저작 주체는 민간이며, 검정 결과 교과용도서로서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

도 저작자로 하여금 수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간접적 관여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정 교과서는 물론 검정 교과서의 경우에도 국가의 향력이 크다. 국가가 제시한 검정 

기준에 민간단체가 만든 교과서가 부합하는지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검정을 하는 것이다. 일본 역시 검정제이기는 하나 실제로 문부과학성 교과서 조사관

에 의한 심사가 주를 이루는 등 국가의 향력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에서는 교과서 검정에서 관련 법령준수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보다는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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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편찬 방법을 개선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큰 역점을 두고 있다면, 일본에서는 교과서 

관련 법령 준수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상대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 검정기

준은 한국에 비해 간략한 반면 교과서 관련 각종 법령의 준수와 학습지도요령의 준수 

및 그것에서 벗어날 때 유의점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교과서 내용 편집의 

방법과 관련한 항목 등은 간략하며 학습지도요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검정

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한국에서는 검정교과서의 범위를 확대하고 검정기준 합격 여부 판정에서 집필

자에게 자율성의 여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을 최저기준화 

함으로써 검정의 간략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검정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문부과학성

은 검정의 기초가 될 자료인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와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을 발표한

다. 민간단체는 교과서를 만들 때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을 따라야지만 

검정에 통과할 수 있으므로 문부과학성의 간섭과 통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검정 절

차가 문부과학성 조사관에 의한 심사와 교과용 도서검정 조사심의회의 심의라는 두 단

계로 구성되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문부과학성 교과서 조사관에 의한 심사가 

검정 합격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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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야마무로 겐토쿠(山室建德)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 편찬 제도를 개설하고 있는데, 지면에 제약이 있고 

평자가 한국의 제도에는 전혀 지식이 없으며 또 일본에 관한 설명에 너무 큰 문제가 있

기 때문에 일본 관계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비평한다.

“전전의 국정교과서는 아시아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미국과의 전쟁에 동의하는 국민을 

육성하는 정신적 장치 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도 대부분의 일본 

국민도 ‘아시아의 침략’을 할 작정은 없었으며 미일 개전을 국민은 열광적으로 지지하

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 내에서 교과서가 일부러 ‘침략을 정당화’하고, ‘미국과의 전쟁

에 동의’시킬 필요 따위는 없었다. 졸고에서 서술한 것처럼, 교과서의 기술은 전쟁의 결

과를 받아 개정되었으며 당시 일본 사회에서 주류 던 전쟁 파악 방식이 반 되어 있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체제의 특색’은 ‘戰前 군국주의 시기의 遺制’, ‘천황제 국가시기 

형성된 관행의 연장에 있다’라는 지적은 학문적인 설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군국주의’, 

‘천황제 국가’는 일본의 근대사 연구에서 이미 퇴장한 용어이다.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

는 대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단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는 

역할밖에 지니지 못하 기 때문이다. 또 이처럼 패전 이전의 일본을 악한 존재라고 단정

짓고 현재의 검정체제는 그 연장에 있다고 하는 평가는 명백하게 잘못이다. 당시 일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몰이해일 뿐만 아니라 점령 개혁으로 문부 행정이 크게 변모한 것

을 파악하지 않았다. ‘점령군은 교과서제도를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바꾸려 했다’는 등의 

내용도 서술되어 있으니, 이 점을 시야에 넣은 설명이 필요하다.

문부성과 교과서 집필자가 다툰 재판에 대해 후자의 입장이 보다 옳았다는 듯한 기술

을 한국 위원이 하는 것은 명백하게 역사 연구에서 일탈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가 승소한 재판에 대해, “이것은 획기적인 판결로서 재판장의 

이름을 따서 ｢스기모토(杉本) 판결｣이라고 불러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하 다. 그러나 

‘높게 평가’한 것은 이에나가를 지지하는 쪽이며 그렇지 않은 이가 ‘높게 평가’할 리가 

없다. 양자의 대립은 일본 국내의 문제여서 외국의 연구자가 이러한 공적인 연구의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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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느 쪽 한편에 가담하는 형태로 언급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논하는 방식은 역사연

구가 아니라 내정간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자각이 없음은, 

“정부에 의한 검정의 범위가 명확히 되었고, 교과서의 내용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축적되게 되었다. 그 결과 최근 한국 등이 일본 역사교과서를 

비판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그 비판을 직접 받아들일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일본 정부에 

주게 되었다”라는 문장에도 드러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최근 한국 등이 일본 역사교과

서를 비판하더라도’라는 전제 자체가 이미 이상하다. 역사 교과서의 편찬은 내정 문제이

며 독립국이 타국의 비판을 ‘직접 받아들이는’ 것 따위는 있을 수 없다.

일본의 검정제도에 대해 “문부과학성의 절대적인 권한 하에 관리되고 있는 점이 두드

러진다”, 혹은 “국가권력의 전면적 개입과 관리로 운용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거

기에서 “검정 결과 통보 및 불합격자에 대한 반론권 보장, 검정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 

공개 원칙 등”이 행해지고 있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문부과학성이 공정한 검정을 

지향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마치 문부과학성 내지는 ‘국가권력’이 제멋대로 컨트롤하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는 결론은, 빗나간 것이다. 그러한 나쁜 이미지를 배제한다면, 일본

의 검정 제도는 문부과학성이 행하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 “채택권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위원회가 보수적이란 측면에서 시민사회 세력

과 갈등 마찰은 필연적이다”라는 문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교육위원회가 보수

적이란’ 것은, 대부분의 지방자치체가 보수적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많은 유권자가 보수

적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세력’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그 비판을 

‘수용하여 제도화’하지 않으면, ‘검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시민사회 세력’에 지나치게 편향된 견해일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06년 검정을 신청한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검정에서 객관적인 학문

적 성과를 무시하고 오키나와전 ‘집단자결’이 일본군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기술

을 수정･삭제할 것(5개사 7책)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은 명백한 오류이다. 이 문

제는 ‘객관적인 학문적 성과’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단정

하는 것인지, 그 입증 책임이 집필자에게는 있다.

통독하여 보면, 한국의 역사 교과서 편찬 제도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개관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에 대해서는 이른바 진보적 입장의 인물들의 논조에 근거하여 편찬 제도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하게 느꼈다. 일본 국내의 다양한 논의를 잘 살피지 않은 채 

학문 연구와 정치적 논의를 준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정간섭을 포함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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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것이 아닌가.

2년 반에 걸친 ‘역사공동연구’를 행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논문이 한국 측에서 나온 것

으로 뚜렷해진 점이 있다. 그것은 한일의 역사 교과서 공동연구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는 것이다. 이 2년 반, 일본 국내에는 교과서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음을 일본 측은 

계속하여 주장하 다.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비판한다는 관점이 전혀 없는 이상 지난 기

간 동안의 활동은 의미가 없게 된다. 나 자신도 역사 교과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 한국 

측으로부터 특별히 지적인 자극을 받은 기억이 없다. 이러한 엇갈림이 생긴 것은 역사 

연구에 대한 자세가 한국과 일본에서 지나치게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양국 연구자의 역

사 교과서에 대한 인식은 논의가 맞물리지 않을 정도로 다르다. 이 논문에서 배운 최대

의 의의는 이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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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필자는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 편찬 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서 양국의 국정제와 

검정제를 비교분석하 는데, 평자는 한국의 역사교과서 편찬제도에는 전혀 지식이 없다

고 하면서 일본에 관한 설명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비평만을 하고 있다. 

필자 또한 평자의 비평에 대하여 코멘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한 엄연한 사실을 “당시 일본 정부도 대부분의 일본 국민

도 ‘아시아의 침략’을 할 작정은 없었으며 미일 개전을 국민은 열광적으로 지지하 다”

고 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 내에서 교과서가 일부러 ‘침략을 정당화’할 필요 따

위가 없었다”는 평자의 비평을 누가 동의하겠는가 묻고 싶다. 

둘째, 필자가 일본의 검정제가 천황제 국가 체제의 완성 및 해체, 수정 과정으로 점철

된 일본의 근대국가 건설과정 속에서 배태되고 발전해 온 것으로 보면서 “일본의 검정

제는 ‘戰前 군국주의 시기의 遺制’, ‘천황제 국가시기 형성된 관행의 연장에 있다”라고 

분석(본문 각주 21 참조, ≪일본의 교과서제도(1982)≫)한 것을, 평자는 전후 맥락적으로 

보지 않고 ‘군국주의’, ‘천황제 국가’는 일본의 근대사 연구에서 퇴장한 용어라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면서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가 “대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단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는 역할밖에 지니지 못하 기 때문”이라고 강변

하고 있다. 

셋째, 필자가 일본의 家永 교과서 재판 분석을 통하여 일본의 검정 기준이 명확히 되

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평자는 오히려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

고 있다. 교과서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국가측의 역사인식과 교과서 기술의 타당성이

었다. 곧 국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검정을 통해 어디까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그 과정에서 교과서 검정제도의 합법성이 인정되고, 그것을 확고하

게 하기 위한 법적 정비가 진행되기도 하 지만, 1997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 문부

성에 의한 검정에는 지나침이 있는 것이 인정되기도 하 다.

넷째, 일본의 검정제도, 채택제도에서도 대해서도 ‘진보적 입장’, ‘시민사회 세력’(NGO)

의 편향된 견해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필자는 문부성의 입장과 교과서 발행자의 

주장을 함께 다루고 있다.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보지 말고 일본의 교과

서 검정제의 확립, 검정제의 운용 실태 속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이해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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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란다.

끝으로 2년 반에 걸친 ‘역사공동연구’를 평가하면서 ‘공동연구가 아무런 성과가 없었

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평자는 일본측이 일본 국내에 교과서에 대해 여러 가

지 견해가 있음을 계속하여 주장하 는데, 한국측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왜 한국측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일본측이 이해하려는 노력은 

해 보았는지 되묻고 싶다. 

평자의 비평만 보더라도 여전히 한일 간의 검정제를 보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과가 있다면 평자의 주장대로 역사 연구에 대한 자세가 한국과 일본

이 지나치게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일 것이다. 한일간의 교과서 편찬제도를 비교연

구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해 보았는지 반성하면서 양국의 미래를 

위해 교과서 문제를 다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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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편찬으로 본 역사교육

-일본의 국정교과서와 전후 검정교과서의 경우-

야마무로 겐토쿠(山室建德)

머리말

Ⅰ. 국정교과서의 성립과 변천

Ⅱ. 태평양전쟁 후 사회과 교과서 속의 일본사

Ⅲ. 독립 후의 재평가

맺음말

머리말

근대국가에서의 초등교육은 국가의 일원, 즉 국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상

식’을 아동에게 주는 장이다. 이 경우 배우는 아동 측에서 보면, 특정한 사고를 일방적으

로 강요당하는 측면이 틀림없이 존재한다. 교사는 1 더하기 1은 2이며, ‘當然’이라는 한

자는 ‘당연’이라 읽고 필순은 이렇다하고 정해서 가르친다. 또 수업 중에 떠들거나 자리

에서 벗어나면 야단쳐서 예의범절도 가르친다. 이러한 지식과 규범을 오른쪽 왼쪽도 모

르는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주입시키는 것이 학교교육이 하는 역할이다. 그

러나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어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국민이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하는 상식을 표준어를 써서 전국에서 같은 교과과정

에 의해 일제히 전하는 것이 학교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비슷한 가

치관과 지식을 공유하는 ‘국민’이 되어간다. 그런 까닭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현재의 국민이 공유하는 상식’을 ‘차세대에 일방적으로 침투시키는 수단’이 된다.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일본에서는 이전에 국정교과서에 의해 국가의 가치관이 국민에

게 강요되고, 그 결과 전쟁으로의 길이 열렸다는 해석이 확대되었다. 즉 ‘차세대에 일방

적으로 침투시키는 수단’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서 ‘현재의 국민이 공유하는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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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지배자에게 편리한 이데올로기’가 주입되었다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그리

고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그러한 반성에 서서 그것과는 반대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내용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되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국정교과서가 폐지된 것은 그것이 국민 사상통일의 도구로서 이용되어 국민의 두뇌에서 탄

력성을 상실시켜서 무비판적으로 전쟁에 돌입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에서가 아니었는가. 이렇

게 말하면 민간편찬국가관리론자는 이러한 폐해는 검정제를 민주적으로 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 선거 때 내건 민주당의 문교정책에서는 ‘현행 교과내용은 우리 

국가 정세에 즉응하지 않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개혁을 가한다’

고 분명히 말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사상통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단지 형태상으로 민주적인 검정제를 만든다고 해도 이미 정부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상은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중략) 이전에 초등학교는 국정이었지만 중학

교는 민간편찬 것을 사용했다. 그것이 최소한도이긴 하지만 국민의 두뇌 탄력성을 유지시켰던 

것이다. 만일 만6세부터 15세에 이르는 모든 중등, 초등학생에게 이러한 교과서를 똑같이 강요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들의 두뇌는 화석처럼 되어서 일체 창조적 정신을 잃게 될 것이

다. 이것은 결코 과장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讀賣新聞≫ 사설, 1955년 3월 26일).

여기서는 국정교과서가 국민으로부터 ‘일체의 창조적 정신’을 빼앗았으며 그로 인해 

‘무비판적으로 전쟁에 돌입’했다고 한다. ‘민간편찬’이었던 중학교 교과서가 간신히 ‘국

민의 두뇌 탄력성을 유지시켰다’라고 하는데 태평양전쟁 패전 이전에는 중학교 진학률

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인텔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이 ‘화석’뇌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미지일 것이다. 그리고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우리 국가 정세에 즉응’하도록 적극적으

로 검정을 행하는 것조차도 ‘사상통제’로서 배척되었다. 

그 밖에도 예를 들어 ≪朝日新聞≫ 사설이 “태평양전쟁 후 교육개혁에서 교과서제도

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 것은 교육의 민주화를 중시하는 데에 있어 당연한 일이

다”(1957년 4월 21일)라 하 고, ≪每日新聞≫ 사설이 “오늘날 자유 제국은 거의 전부 

검정제도를 취하며 공산권 제국이 국정제도를 취하고 있는 사실에서 생각하더라도 우리

는 검정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1955년 9월 5일)라고 쓴 것처럼, 국정교과서에

는 마이너스의 이미지가 붙어 다닌다. 전후 일본에서 유력해진 이와 같은 국정교과서 像

은 과연 어느 정도 실태를 반 한 것일까. 맨 먼저 국정교과서제도의 형성과 그 역사서

술의 특질을 더듬어 보고 이것을 확인하고 싶다. 그런 다음 국정교과서와는 極의 방향

을 지향한 전후의 초등학교 사회과교과서에 대해, 특히 일본사 기술의 상태에 초점을 맞

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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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정교과서의 성립과 변천

1. 검정교과서제도의 붕괴와 국정교과서제도의 도입

 

메이지(明治)기의 교과서 통제는 1880년 6월 文部省 지방학무국에 교과서조사계[敎科

書取調掛]를 설치하여 각 府縣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조사에 착수했을 때 시작되며, 1886

년의 교과용도서검정조례, 이듬해 이것을 개정한 교과용도서검정규칙에 의해 교과서검

정제도가 확립되었다. 실은 이 두 省令은 검정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다. 어느 문부관

료는 나중에 “검정의 목적은 교육상 폐해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소극적)과 교육상 적당

함을 증명하는 것(적극적) 두 가지로 나뉘어야 하며, 도서검정 상의 연혁에 비추어 실로 

이 두 가지의 역사를 겪었다”라고 말하고 1886년의 조례는 후자, 1887년의 규칙은 전자

다고 지적했다[梶山雅史, 1988 ≪近代日本敎科書史硏究≫ (ミネルヴァ書房) 314]). 교과

서검정이란 교과서에 유해한 기술이나 명백한 오류가 없는지를 체크만 하는 소극적인 

것인가, 학교교육에 걸 맞는 기술 내용인지 아닌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이 검정제도 개시 시점부터 등장했다. 그리고 이후 문부성의 검정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동요하면서도 실은 소극적 검정 쪽이 주류 다. 

또 한편에서 문부성 자신이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는 생각도 일찍부터 등장했으며, 

실제로 민간의 검정교과서와 경합하는 형태로 간행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국가 스스로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은 구미선진제국에서는 거의 예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민간으로

부터 비판을 받았다. 문부성 자신도 구미의 제도를 상세히 조사하고 국정화하기로 단행

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라 생각된다. 메이지 이후 항상 구미의 제도를 모범으로서 

수용해온 일본에게 서구에서 정부가 교과서 발행에 관여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의

미가 컸다. 이 때문에 교과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일정한 規矩를 구하는 것은 도저

히 곤란함을 면치 못한다. 굳이 일정한 規矩를 만든다면 문부성은 늘 저술자와 쟁의를 

열게 될 것이다. 학문상의 規矩를 다투는 것은 학자 일개인의 임무이며 행정의 권력에 

맡길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소극적인 검정으로 일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文部大臣

에게 제출한 문부관료도 있는 정도 다(≪앞 책≫ 79). 교과서를 ‘학문상의 規矩’만으로 

편찬할 수 없음은 분명하며 교육행정에의 평가가 지나치게 낮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행

정의 권력행사를 되도록 자제하려는 의식이 문부성 내에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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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87년에는 문부성에 의한 소극적 검정 방침이 취해지는 동

시에 각 府縣 별로 사범학교장, 학무과 직원, 초등학교 교원, ‘지방경제상의 정황에 정통

한 자’ 등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교과서 채택은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서 여기서 결정하 다. 즉 문부성은 필요 최소한의 검정을 하고 거기서 합격한 것 중에서 

학교교육에 걸 맞는 교과서를 각 府縣의 심사위원회가 선택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실은 이 채택법에 검정제도 붕괴의 원인이 잠재해 있었다. 초등학교용 교과서는 취학

률의 향상과 함께 매년 방대한 권수가 출판되어 메이지 30년대 중반에는 전국의 초등학

교 교과서 판매는 매년 2,500만 권 이상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다. 교과서 출판은 

각 府縣에서 채용되기만 하면 확실히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었다. 교과서 

출판사는 판매를 위해서 심사위원회 멤버에게 뇌물을 주었다. 1894년에는 신문잡지에서 

교과서 채용을 둘러싼 추문이 보도되고 제국의회에서도 이것을 거론했다. 그리고 1897

년 니가타(新潟)에서 경쟁에서 진 교과서 회사가 고했기 때문에 이것이 발각되어 의옥

사건으로서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교육계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고 당시의 신문은 보도했다. 더욱이 일단 채용된 후 실제로 아동에게 도달하는 교과서가 

견본판 보다도 지질이나 제본 상태가 훨씬 뒤떨어지는 문제도 심각해졌다. 교과서의 기

술 내용보다도 유통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가 행정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 전후부터 교과서를 국비로 편찬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속하게 강화되었다. 1896년 

2월 제9회 제국의회 귀족원에 ‘국비로 소학교 수신교과용 도서를 편찬하는 건 건의안’

이 제출되었다. 수신교과서만이라도 ‘완전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귀

족원에서는 찬부 양론이 격렬하게 엇갈리고 정부위원으로서 출석한 문부성 보통학무국

장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 지만 과반수로 가결되었다. 이듬해 제10회 제국의회에서는 

‘국비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는 건 건의안’이 귀족원에 제출되었다. 현재의 교과서에는 

國語國字의 용법이 틀리고 문장을 이루지 않는 것이 있으며 지질이 조악한데도 값은 비

싸다. ‘서점의 리사업’에 맡겨서는 이러한 폐해는 바로잡을 수 없으므로 ‘국가사업’으

로서 ‘완전한 學讀本 및 수신과 책을 편찬하고’ 싼값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건의안은 이의 없이 그 자리에서 곧 결정되었다. 이러한 건의가 가결된 배경에는 당

시 각지의 지방교육회에서 같은 건의가 다수 제출되었다고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국정

교과서에의 활발한 기운이 있었다. 그러나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문부대신은 “현

재 민간출판에서 관련하여 검정을 마친 것으로서 상당한 것이 적지 않고, 또 자주 교과

서를 변경하는 것은 교육상 폐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국비로 특별히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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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판단하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도 

이를 양해했다(≪앞 책≫ 109). 

1898년 가을에 열린 제2회 고등교육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과서 검

정을 엄격하게 하고 그 대신에 각 府縣의 심사회를 폐지하여 각 초등학교가 자유롭게 

교과서를 채택하는 안을 문부성으로부터 자문 받았다. 문부성이 적극적인 검정을 하고 

뒤는 각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뇌물 수수를 방지하려는 구상이다. 이미 잡지 등

에도 자주 등장하던 개혁안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심사능력에 문제가 있

으며 뇌물 수수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고, 문부성 자신이 교과

서를 편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반대론도 나왔다. 결국 원안이 가결되었지만 

법제국의 반대가 있어서 실시에는 이르지 못했다. 

1899년이 되자 제13 제국의회의 중의원에 ‘소학교수신서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

다. 거기에서는 “독서, 지리, 이과 등의 각 과목과 같은 것은 토지의 형세, 민속의 풍습

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을 달리하는 자유를 주는 것도 불가하지 않지만 국민의 인륜, 덕

성을 함양하는 수신과에 관해서는 (중략) 정부에서 속히 수신교과서를 편제해서 이를 전

국의 각 소학교에서 채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그 방법으로서는 “혹은 현상 방

법이나 또는 학자 등을 모아서 교과서를 편찬하거나”해서 “적당하고 상당한 교과서를 

편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문부차관은 “지금 조속히 그것을 시작하지 않으

면 안 되는가 라고는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전의 귀족원 건의도 “문부

성 내의 논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건의가 가결된 것을 받아들여서 수신 편찬의 예산이 요구되고 수신교과서조사위원회

가 조직되었다. 

1900년에는 지방장관회의가 “소학교 교과용 도서는 전부 문부성에서 적당한 것을 심

사, 裁定해서 전국에서 일제히 이것을 쓰게 하기” 바란다는 요망을 총리대신과 문부대신 

앞으로 제출했다. 이것을 받아들여 법제국의 각 府縣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부 국정설 

27府縣, 일부 국정설 13府縣, 절충설 4府縣으로 집계되었다. 

1901년의 제15 제국의회 중의원에는 ‘국비로 소학교용 교과서를 편찬하는 건 건의안’

이라는 초등학교용 전 교과서 국비편찬의 요구가 등장하기에 이르 다. ‘바야흐로 소학

교용 도서 심사의 폐해가 백출하여 거의 교육계를 부패시킨다’라는 것이 그 이유 다. 

문부성 보통학무국장은 반대는 아니지만 예산조치의 전망이 서지 않으므로 즉답은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건의안도 기립자 다수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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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1901, 1902년에 각지에서 열린 지방교육회 혹은 전국연합교육회의 대회에

서는 국비 편찬 건의가 잇달아 가결되었다. 이와 같이 국정교과서에의 기운은 문부성이

라는 국가행정기구 주도가 아니라 지방교육회, 府縣, 제국의회라는, 훨씬 더 사회에 뿌

리내린 조직 쪽에서 고조되었다. 

1902년에 문부성 視學官이 “우리는 원래 국정교과서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민간의 자

유경쟁에 맡기는 편이 문화의 진보상 크게 이익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말하면 확실히 움

직일 수 없는 의논이지만 오늘의 실제에서 말하면 사실상 국정교과론을 시인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된다”(앞의 책, 217)라는 담화를 교육잡지에 실었다. 교과서 기술은 서로 절

차탁마해야 진보하는 것이므로 민간에 맡기는 것이 조리에 맞지만 교과서 반포에 부패

가 따라다니는 일본의 현상에서는 국정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02년 말에는 知事, 교과서 裁定에 관여하는 관리, 그리고 주요 교과서출판사

원이 연루된 대의옥사건이 일어났다(宮地正人, 1980 <敎科書疑獄事件> 我妻榮 외 편 

≪日本政治裁判史  明治･後≫ 第一法規). 체포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7縣뿐인 대사건이

었다. 출판사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省令에 의해 그 출판사 발행 교과서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 때문에 1903년 초 급거 교과서를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바꾸는 칙령이 법제

국, 추 원의 심의를 거쳐 재가되었다. 이 칙령은 그 목적을 교과서 재정에 수반되는 뇌

물수수를 없애는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칙령시행에 따른 국정교과서 편찬비가 

추가예산으로서 제국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정부와의 대결자세를 강화하고 있던 중

의원은 뇌물수수죄가 확정된 출판사 발행 교과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 

긴급성은 없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에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는 논조로 이를 부결시켜 

버렸다. 더욱이 귀족원까지도 중의원에 동조해서 추가예산 삭제를 가결했다. 결국 교과

서 편찬예산이 의회에서 인정된 것은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부터 다. 

이상과 같은 국정교과서 도입의 경위를 가지야마 마사후미(梶山雅史)가 ≪近代日本敎

科書史硏究≫에서 상세하게 해명했다. 이 경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1896년 이

후 제국의회나 지방교육회나 지방장관으로부터 국정교과서화 요구가 강해졌다는 점이

다. 교과서 채용 시의 뇌물수수 횡행은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다. 그것을 국정교과서 

도입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기운이 청일전쟁 이후에 널리 일본 각지에서부터 들끓

었던 것이다. 자주 지적되는 바와 같이, 청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일본국민으로서의 일

체감이 획기적으로 강해졌다. 그러한 의식의 변화와 국정교과서 요구의 기운은 뿌리가 

같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내각이나 문부성은 오히려 당초 신중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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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했다. 그러나 교과서 대의옥사건을 계기로 국정교과서 도입을 단행하자, 이번에는 

政局에 관련된 움직임으로서 제국의회 쪽이 국정교과서 도입의 예산에 반대했다. 의회

가 예산을 승인한 것은 러일전쟁을 경험한 후의 일이다. 이처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라는 두 번의 큰 전쟁을 경험하는 가운데 뇌물수수가 빈발하는 검정교과서 채택의 문제

를 국정교과서제도에 의해 타개하려는 방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도입된 국정교과서 기술은 절대적인 위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가장 

저명한 예는 1912년에 일어난 南北朝正閏論爭일 것이다. 제2기까지의 국정역사교과서는 

1336년부터 56년간 계속된 吉野와 京都에 각기 조정이 열렸던 시대를 남북조병립시대로

서 묘사했다. 그러나 이것을 1911년에 ≪讀賣新聞≫사설이 공격한 것이 계기가 되어 吉

野의 남조야말로 정통적인 천황 계보라는 논의가 고조되었다. 제국의회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추급되어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남조정통론으로 교과서 기술이 변경되

었다. 이러한 기술의 변경은 국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여론의 압력을 받아 정부가 행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 문부성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전국 사범학교부속초등학교에서의 사용 경험에 근거

한 의견을 ≪國定敎科書意見報告彙纂≫ 1~5(1913~1919년)로서 간행하여 교과서 개정

의 참고로 삼았다. 여기에 나타난 의견에 의해 교재가 교체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수신

교과서의 ‘극기’ 예로서 “고코묘천황(後光明天皇)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둥을 몹시 싫어하

셨습니다”라는 서두로 천황이 천둥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천둥이 칠 때 처마 끝에 서서 

담력을 키워 자신의 성질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에 대해서 전국의 많은 사

범학교에서 ‘지존의 결점을 드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교체되었

다. 또 1916년에는 획일적으로 흐르는 폐해를 피하기 위해 문부성은 수신과 독본 교재

를 현상금을 걸고 모집해서 실제로 채용된 응모작품도 있었다. 

당시의 국정교과서를 뒷받침한 제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1916년에 文部省 圖書官이 5

명에서 9명으로 증원되고 圖書官補 5명과 圖書事務官 2명이 배치되었다. 또 1920년에는 

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가 교과서조사회로 다시 조직되었는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았

다[中村紀久二, 1982 <國定敎科書の歷史> ≪復刻國定敎科書(國民學校期)解說≫ (ほるぷ

出版)에 인용된 一覽에 정정･보족을 가했다].

▣ 회장 사와야나기 세타로(澤柳政太郞, 文部次官, 東北･京都帝國大學 총장 등을 거쳐 貴族院 勅撰 

議員)
▣ 부회장 미쓰치 쥬조(三土忠造, 東京高等師範學校 교수 등을 거쳐 衆議院議員･政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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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오노 미노부(尾野實信, 陸軍敎育總監部 본부장), 오가사와라 나가나리( 笠原長生, 해군중장, 

東宮御學問所 간사), 마에다 도시사다(前田利定, 貴院 子爵議員), 도고 야스시(東鄕安, 貴院 男爵

議員), 도쿠토미 이이치로(德富猪一郞, 貴院 勅撰議員 평론･역사가), 시마다 도시오(島田俊雄, 衆

院議員･政友 ), 히구치 히데오( 口秀雄, 同･憲政 ), 바바 에이치(馬場 一, 法制局 參事官), 구

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東京帝國大學 교수, 국사학), 하가 야이치(芳賀矢一, 同, 국문학), 요시다 

구마지(吉田熊次, 同, 교육학), 호즈미 시게토오(穗穂積重遠, 同, 민법), 하야시 하루오(林春雄, 同, 

약리학), 마쓰바라 고이치(松原行一, 同, 화학), 사사키 요시자부로(佐佐木吉三郞, 東京高等師範學

校 교수, 교육학), 야마노우치 시게오(山內繁雄, 同, 생물학), 기타자와 다네이치(北澤種一, 東京女

子高等師範學校 교수, 교육학), 스기우라 쥰타로(杉浦恂太郞, 東京 本郷 誠之 常 學校長), 이

토 후사타로(伊藤房太郞, 東京 芝 愛宕高等 學校長)

전 21명 중, 귀족원의원 4명, 중의원의원 3명, 육군 교육총감부 1명, 해군중장(단, 당시 

휴직 중, 이듬해 예비역편입) 1명, 법제국 1명, 東京大 6명, 東京高等師範 2명, 女子高等

師範 1명, 소학교장 2명이라는 내역이다. 그들의 역할은 圖書官(1920년 圖書監修官으로

개칭)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교과서 원고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일이었다. 이들의 면면

을 보면, 연구자와 교육자가 과반수인 11명이며 회장, 부회장은 제국의회 의원이다. 의

도적으로 ‘군국주의이데올로기’를 주입할 배치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인선이라 말할 

수 있다. 

2. 국정교과서가 묘사한 근대 일본

그러면 이러한 구조에 바탕을 두고 편찬된 국정교과서는 어떻게 변화한 것일까. 1904

년부터 간행된 국정교과서는 그 후 크게 나누어 5회 개정되었다.

 

제1기 1904년 이후

제2기 1910년 이후(의무교육 6년제 도입)

제3기 1918년 이후

제4기 1933년 이후

제5기 1941년 이후(국민학교 도입) 역사만 1940･1943년

제6기 1946년

흥미롭게도 대 개정은 어느 것이나 일본이 전쟁을 경험한 시기와 겹쳐진다. 국정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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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입의 기운은 청일전쟁 이후에 고조되어 제1기는 러일전쟁과 더불어 시작된다. 제2

기는 그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둔 직후이다. 제3기는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이

라 부르게 되지만, 동시대 일본에서는 주로 구주대전이라 부르던 전쟁이 종결하기 직전

에 시작하고, 제4기는 만주사변이 종식한 시기에 해당한다. 제5기는 당시에는 대동아전

쟁이라 부르던 미국과의 전쟁이 개시된 직전에 시작한다. 그리고 최후의 제6기는 일본

이 미국에 패배한 직후의 점령기이다. 

상세한 것은 졸고, 1997 <國定敎科書の中の現代史> ≪帝京大學文學部紀要 敎育學≫

22 ; 2006 <國定敎科書が描く戰爭と歷史> ≪メディア史硏究≫ 21로 미루겠는데, 메이지 이

후의 역사서술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당시의 국정교과서에서는 ‘국사’(1919년 이전 ‘일본사’), ‘수신’, ‘국어’에서 메이지 이후

의 역사가 묘사되었다. ‘국사’에서는 정치나 외교･전쟁의 역사를 중심으로 국가공동체의 

추이로서 회고되었다. ‘수신’은 그러한 국사 속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취한 개인의 사례가 

많이 취급되었다. ‘국어’에서도 인상적인 인물의 행동이나 경제발전 등이 교재가 되었다. 

국사 교과서에서는 전쟁의 기술, 특히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기술이 큰 비중을 차지했

다. 1921년 12월에 발행된 ≪ 常 學國史≫ 하권을 예로 들면, 본문 약 11,000자 중 西

南전쟁(980자), 청일전쟁(1,970자), 러일전쟁(2,070자), 제1차 세계대전(1,000자)으로 전쟁

기술이 반 이상인 약 6,000자이며, 그 3분의 2는 청일, 러일 두 전쟁이다. 또 전부 14장의 

삽화가 실려 있는데, 그 중 두 전쟁의 6장을 포함하는 9장이 전쟁에 관한 도판이었다.

그리고 이 두 전쟁에서는 열성적으로 천황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싸운 것이 회고되고, 

여기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의 일본이 구축되었다라고 묘사되었다. 또 러일전쟁에서

는 다수의 정치가, 군인들의 이름이 서술에 등장한다. 러일 강화를 알선한 인물로서 루

스벨트 미국대통령까지도 전시 중에도 계속 실려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 시기의 기술에

는 패전 후에 작성된 제6기를 제외하고, 정치가들의 고유명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러일전쟁이 ‘현대’를 형성한 획기로 파악했음을 엿볼 수 있는 기술 방식이다. 이것과는 

대칭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은 담담한 서술이다. 20세기 세계사를 오늘날의 입장에서 뒤

돌아보면, 제1차 세계대전은 그 개막이라고 말해도 좋을만한 대사건이지만 동시대의 일

본에서는 그다지 크게 보지는 않았다. 

또한 결론 부분을 검토하면, 각각의 시기 직전에 일본이 경험했던 전쟁에 촉발되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국정교과서를 편찬했던 문부성은 뭔가 교육방침을 완강하게 고집

하며 그것을 국민에게 어붙 다 라기 보다는 전쟁에 의해 크게 변동한 가치규범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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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연하게 대응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점령군의 지령 하

에 곧바로 ‘군국주의적 교재’에 먹칠하는 것을 결정하고 새로운 국정교과서롤 만들고 뒤

이어 국정교과서 자체를 폐지한다는 교육행정의 대전환을 순조롭게 실행한 것은 그 전

형이다. 그 정도의 변화는 아니라 해도 비슷한 일이 그 이전의 국정교과서 개정 때에도 

일어났다. 

그리고 일본 각지의 학교도 솔직하게 이를 받아들 고 여론이 반발한 형적도 특별히 

없다. 가령 당시의 일본국민이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제6기와 같이 이제

까지와는 이질적인 교과서 기술은 배격하는 쪽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특별히 저항도 혼

란도 없이 문부성의 방침이 순조롭게 정착한 배경에는 항상 근대일본의 어지러울 정도

로 빠른 변동을 계속 지탱해온 일본인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신은 여러 가지 규범을 유명무명의 다양한 인물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말하는, 일

종의 역사이야기 체재를 취했다. 그 중에서 메이지 이후의 전쟁에 관련된 기사는 다음과 

같다. 

▣西南전쟁 다니무라 게이스케(谷村計介)(1~3기)
▣청일전쟁 천황폐하(1~2기) 메이지 천황(3~5기) 기구치 고헤이(1~4기) 기타시라카와노미야 요시

히사 친왕(北白川宮能久親王)(1~5기)
▣러일전쟁 황후폐하(2기) 히로세 다케오(廣瀨武夫)(2~4기) 우에무라 함대(上村艦隊)(2~4기) 노기마

레스케(乃木希典)(3~4기) 고바야시 다마키( 林環)･고고 산시로(向後三四郞)(4기) 다치바나 슈타

(橘周太)(5기) 요코가와 쇼조(横川省三)･오키 데이스케(沖禎介)(5기) 충군애국(2기) 거국일치(3~4기)
▣만주사변 황후폐하(4~5기) 
▣중일전쟁 거국일치(4기) 황후폐하(5기)
▣태평양전쟁 가토 다케오(加藤建夫)(5기) 특별공격대(5기) 이누마 마사아키(飯沼正明)(5기), 전쟁축

하의 날(5기) 새로운 세계(5기)

메이지천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어 그의 공적이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하

기 쉽게 묘사되었다. 추상적, 초월적으로 다룬 다이쇼천황(大正天皇), 쇼와천황(昭和天皇)

과는 달리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은 사실상의 ‘건국의 아버지’로서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 

이에 비해서 황후는 항상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기억되는 존재이며, 대만에서 전병사

한 기타시라카와노미야 요시히사 친왕은 황족이라는 높은 신분이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것이 거듭 상기되었다. 어느 경우에도 전쟁 시 황실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었다. 

또 러일전쟁에서 얼마나 국민이 결속했는지를 묘사한 ‘충군애국’ ‘거국일치’라는 교재

가 제5기가 되면 없어지고, ‘전쟁축하의 날’ ‘새로운 세계’로 교체되었다. 이것이 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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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주듯이, 러일전쟁이 많은 재료를 제공했다는 것, 그리고 태평양전쟁이 개시된 제

5기가 되면 교재가 대규모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어에 실린 전쟁 관계 교재도 수신과 마찬가지 경향을 보 다. 청일, 러일 두 전쟁이 

많은 소재를 제공한 대 비해 제1차 세계대전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만주사변도 새로

운 교재를 더하 고, 대동아전쟁이라 불 던 전쟁이 시작되자 러일전쟁의 비중이 줄어

들고 대폭적으로 교재가 교체되었다. 

이상과 같이, 국정교과서에서 ‘전쟁으로의 길’이 먼저 쓰이고 그것이 사회에 침투한 

것이 아니라 일본사회의 표면상의 원칙이 전쟁에 의해 크게 변하고 그것이 교과서에 표

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Ⅱ. 태평양전쟁 후 사회과 교과서 속의 일본사

이제부터 전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일본사’ 특히 ‘근대일본사’가 어떻게 기술되었는

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역사교과서문제라고 하면,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일본사 교

과서만 주목을 받는 한편 초등학교 단계의 역사교육에는 그다지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

다. 분명히 기술 내용은 중학, 고교에 비하면 훨씬 간략하지만 도리어 그 쪽이 ‘역사관’

을 드러내기 쉬운 면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국정교과서와의 비교라는 점에서도 초등

학교 교과서를 검토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교과서 시대에는 ‘일본사’ 혹은 

‘국사’ 교과서가 있었지만 태평양전쟁 후가 되면 지리･역사･수신이 폐지되고 ‘사회과’라

는 과목이 되었다. 그래서 ‘사회과’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교과이며, 거기에서 ‘역사’ 혹

은 ‘일본사’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최초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점령기에 만들어

진 ‘사회과’의 역사서술이 독립 이후 어떻게 변모했는지, 혹은 변하지 않았는지를 더듬

어 보고자 한다. 

1. ‘사회과’의 이념

1947년도에 문부성이 최초로 내놓은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이번에 새로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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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의 임무는 청소년에게 사회생활을 이해시키고 그 진전에 진력하는 태도나 능력을 

양성하는 것이다”라고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데에는 상호의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인간성의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이란 사회를 형성하는 좋은 장점이며, 인간이 반드시 가

지는 잔혹함이나 교활함과 같은 측면은 시야에 넣지 않았다. 마이너스의 측면은 인간의 

내측보다도 사회제도라고 하는 외부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종래 우리 국민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각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자각 혹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려는 바람이 국가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외면적인 요구에 억압되었기 때문에 

해소되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다. 그 때문에 도리어 국민으로서의 생활에도, 가정의 일원

으로서의 생활에도 가지가지 부자연스러움, 부도덕함이 생겼음은 서로 통감한 것이다.”

국가나 가정이라는 종래의 일본 사회제도는 본래 사람들 내면에 있는 훌륭한 ‘인간

성’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존재 다. 이러한 대립관계를 타파하고 ‘청소년의 인간다운 생

활을 위하려는 마음을 키워 주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 주장’이며 ‘사회생활의 기초’

를 이루는 ‘타인에의 이해와 타인에의 애정을 육성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이렇게 크게 바꾸려고 하는 이상, ‘사회과’ 교수법도 이제까지

와는 크게 달랐다. 

“종래 우리나라의 교육, 특히 수신이나 역사, 지리 등의 교수에서 보 던 큰 결점은 

사실이나 또는 사실과 사실과의 관련 등을 올바르게 파악하려고 하는 청소년 자신의 사

고방식 혹은 사고하는 힘을 존중하지 않고 타인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데

에 있다. 이것은 지금 충분히 반성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에서 사회일반에 통용되었으며 그 재앙의 결과는 이번의 전쟁이 되어 나타났다고 말해

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자주적,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키워가는 것이 사회과 속에서 행

해지는 여러 활동에서 언제나 궁리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타인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 이제까지의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의 근원적인 잘못이라 여겼으며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해석되었

다. 물론 점령군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정착을 지향하기 

때문에 ‘재앙’의 되풀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소년 자신’과 ‘자주적 

과학적’이라는, 본래 크게 다른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겹쳐져서 그것을 육

성하는 것이 향후의 목표로서 내걸었다. 

그것은 ‘자기들이 뭔가 행동을 하고 사회와의 교섭을 경험함으로써만 얻어지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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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서 민주주의’라고도 표현된다. 이 때문에 ‘각 학생이 반듯하게 자리에 앉아서 

교사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다종다양한 활동을 촉구하거나 혹은 

도와주는 설비가 갖춰진 작업장으로서의 교실이나 학교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체험

형’ 수업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종래의 교과 그러모으기나 종합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까지의 

수신･공민･지리･역사 교수의 모습은 바야흐로 사회과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다”고 이

제까지의 교과 해체가 선언되었다. 그 결과 이제까지에 비해 “전체적으로 학문적인 계통

이나 표면적인 계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강고하고 또 한층 

자연스러운 계통이 있는 것, 즉 청소년의 생활경험을 계통적으로 발전시키도록 고려된 

사실에 주의하기 바란다”라고 한다. 

역사나 지리 등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는 장이 아니라 사회적인 경험을 쌓게 해서 민

주주의적인 사회의 담당자가 되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태평양전쟁 패전 이전의 

역사가 부정적으로 파악된 이상, 그것을 계승하기 보다는 그것과는 단절한 새로운 사회

를 구축해야 한다는, 일종의 ‘혁명’적인 기분이 ‘사회과’에는 가득 차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가 우리나라의 전통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것을 청소년에게 잘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또 그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하면서 

그 직후에 다음과 같이 지적되기도 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도 학교도 살고 있는 토지의 사회도 십 

중, 이십 중으로 인습에 의해 갇혀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교사는 이러한 

생활에 대해 지도하는 경우 항상 다른 가정이나 다른 학교나 다른 토지의 사회를 비교하는 것

이 유익함을 잊지 않기 바란다.

‘인습’에 갇힌 ‘우리나라’와 비교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들이 될 것

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는 있을 테지만, 서구선진

국의 역사와 현상이 모범이 되고 눈앞에 있는 일본사회는 비판의 눈에 드러나는 존재가 

되었다. 

서두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일본국민’으로서 공유해야 하는 

규범과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에게 주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일 것이다. 국어에서 한자 필순이나 읽기를 가르치는 경우에도, 산수에서 곱셈이나 나눗

셈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정답’을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에 의심을 가지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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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 국어나 산수와 마찬가지로 역사나 지리 등의 과목도 지식전수형이라 생각

하면 가르치는 방식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 태평양전쟁 패전 이전의 일본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왔다. 

그러나 점령 하의 문부성은 그것이 잘못이며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조차했다. 일

본인이 공유해야 하는 지식을 초등학생에게 전수하는 교육방법이 ‘사회과’에서는 부정

되어 버렸다. 이러한 지식전수형 대신에 체험형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에서는 ‘역사’의 

비중은 낮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일본이 걸어온 길을 비판하는 시점에서는 ‘일본사’로부

터 배워야 하는 것도 제한되었다. 사회과와 자국사는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서로 용납되

지 않는 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과 교과서’의 새로운 기술

그러면 사회과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과내용을 지향한 것인지를 ‘사회과’ 6학년용 

교과서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1951년에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わたくしの社 科(6학년 상)≫ (富士교과서)

를 살펴보자. 이 교과서는 ‘우리들의 자치’라는 장으로 시작한다. 거기에는 시업식 다음

날 ‘학급자치회를 열고 학교자치 기구나 규칙에 대해 상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마사오(正男)’가 의장에 선출되고, 후생위원과 환경미화위원의 통일이나 음악위원

의 설치 등이 최초의 의제가 되었다. 그러는 도중에 ‘다쓰오(達夫)’가 갑자기 “학급자치

회, 학교자치회, 각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규칙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마을의 정치로 말하면 입법이라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된 것을 

위원회나 대표위원회가 행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행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나 결정된 것이 잘 행해지는지, 잘 행해지지 않을 때에 단속을 하거나 벌주는 사법과 

같은 일을 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다. 과연 교과서 본문은 이 ‘다쓰

오’의 발언에 대해 “갑자기 어려운 것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라고 받아들이지만 이 의

논은 더 계속된다. ‘다쓰오’는 “국가의 정치에도, 마을의 정치에도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하나하나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올바르게 지켜지고 나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

지’만 결국 ‘모두 생각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기로’ 한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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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은 “분명히 다쓰오 군이 말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면 안 됩니다”하고 말한다. 그러나 

“학교나 학급은 좁은 곳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면 바로 눈에 띠며” “선생님도 여러 

분들과 함께 생각하기도 하고 의견을 내기도” 하기 때문에 ‘사법’을 특별히 마련하지 않

아도 ‘공정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서 모두가 납득하게 된다. 

그 후 여러 가지 일을 상담하고 결정해 간다. 그리고 “박수를 친 뒤 6학년이 되어 개

최된 제1회 학급자치회는 끝났습니다. 모두들 학교를 자기들의 손으로 더욱 더 좋게, 즐

겁게, 아름답게 만들려는 각오로 눈을 반짝이면서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러한 학급자치회가 각 학급에서 개최된 데 입각해서 이틀 후에는 학교자치회가 열

렸다. 맨 먼저 임원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아키라(明)’가 “우리 반에서 나오도록 상담해

서 잘 해줘”라고 말을 꺼내자 이에 대해 ‘겐지(健治)’는 ‘아키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 반이라고 해서라든가, 사이가 좋아서라든가, 집이 가깝다거

나 그런 소심한 마음가짐으로는 좋은 선거를 할 수 없어. 바른 사람, 역할에 걸 맞는 사

람을 뽑는 것이 좋은 자치이며 좋은 정치다.” 결국 6학년 위원이 ‘학교자치에 대해서’ 

‘누구나 훌륭한 의견’을 말하고 무기명투표로 의장, 부의장, 서기가 선출되었다. 그 후 

학교 내의 일 뿐 아니라 ‘이번에 새로 생긴 마을회관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다양한 희망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의장이 ‘열성적인 태도’로 다음과 같이 매듭지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보인 진심과 열정은 그대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며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학교 자치를 잘 하는 것은 마을

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중략) 우리들은 학교 자치와 마을과의 깊은 관련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묘사된 바와 같은 ‘자치’를 정말로 실현한 초등학교 따위는 없음에 틀

림없다. 이것은 ‘전후 민주주의’의 ‘신화’를 어른의 시선에서 묘사한 내용이라고 말해도 

좋다. 필자도 1965년경에 어린이회 선거를 경험한 적이 있다. 4학년생 이상이라고 기억

하는데, 전원이 교정에 정렬해서 6학년 후보자가 단상에 서서 말하는 소신을 듣고 투표

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후보자의 사람됨도 몰랐으며 누구나가 흔히 있는 일밖에 말하지 

않아서 선택의 여지 따위는 없었다. 4학년 때는 유일한 여자후보에게 투표했던 기억이 

있다. 5학년 때 한 후보자가 최후로 “○○○(성), ○○○, ○○○△△△(이름) 잘 부탁드

립니다”하고 실제 선거에서 후보자가 자기 이름을 절규하는 어조를 그대로 흉내내어 외

쳤다. 그때까지 얌전하게 듣고 있던 집단에서 이 때 환성이 터져 나왔던 것을 지금도 

선명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을 지금도 분명히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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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정도이니까 필자에게는 어지간히 인상적이었던 것이다. 그가 압도적인 지지

를 받고 당선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선거는 폐지되고 임원은 전부 

교사 지명제로 바뀐 것도 기억하고 있다. ‘어린이회 선거’가 ‘민주주의’ 교육에 소용이 

될 리가 없음을 교사 측도 확실히 인식했음에 틀림없다. 

민주주의에 의한 학교운 을 배우고 그 경험이 그대로 마을 운 에 이어진다고 이 사

회과 교과서는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장의 ‘우리들의 자치’에 이어 제2장 ‘지방

자치’에서 마을의회나 관공서의 일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제2장 맨 마지막에 ‘지방자치

의 추이’라는 절에서 일본 통치제도의 변천이 개관되었다. 거기에서는 다이카 개신(大化

改新)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보다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무거

운 의무를 지게 되었다’고 하고, 에도막부에 대해서도 ‘막부의 정치를 잘 해서 막부의 

세력을 강하게 하기 위한 제도 다’고 판정되었다. 메이지 이후의 개혁에 대해서는 ‘봉

건시대부터 민주시대로의 큰 추이를 보여줍니다’라고 일단 평가되지만 납세액으로 선거

권에 제한이 있고 그것이 철폐된 후에도 여자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府縣知事가 

국가 임명이었던 점 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 절은 다음과 같이 매듭지었다. 

태평양전쟁이 격렬해짐에 따라 1943년에는 국가의 힘으로 町村長의 권한이 강해지고 시

정촌회의 권한은 약해져서 자치 범위가 아주 좁혀져 버렸습니다. 

태평양전쟁 종전 후 새로운 헌법이 국민의 대표로 성립된 의회에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지

금과 같이 민주적인 지방자치가 행해지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패전을 경계로 일본의 통치제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어 민주적이 되었는데, 

그 이전의 구조는 국민과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고 묘사되었다. 

이상과 같은 교과서 기술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학교는 

초등학생의 자치를 큰 지주로서 유지되어야 하는 장이며 거기서 배운 ‘민주주의’가 그대

로 지역사회나 국가를 통치하는 원리가 된다는 파악방식이다. 또 하나는 이러한 민주주

의는 패전 후 처음으로 확립된 구조라는 견해이다. 각각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려 한다. 

≪たのしい社 科(6학년)≫ (大日本圖書, 1954년 문부성 검정필)에서는 “이처럼 대표자

를 뽑고 모두를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정치를 하게 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町村뿐만이 아닙니다. 縣이나 국가 전체와 같은 큰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입

니다. 또 학교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구조로 어린이회를 하고 있습니

다”라고 기술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민주주의적인 운 으로 초등학교가 유지되는 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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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물론 현실에는 있을 수 없다. 초등학교는 교직원의 관리와 지도하에 아동이 한 사

람의 국민이 되기 위한 초기훈련을 받는 장이다. 지역사회나 국가와는 달리 그러한 목적

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러나 장래 민주일본의 담당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등

학교 때부터 민주주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과’의 발상이었다. 

≪わたしたちの社 (6학년)≫ (學校圖書, 1956년 문부성 검정필)에서는 ‘학교어린이회’에

서 ‘운동장 사용 규칙’과 ‘도서실의 도서구입’에 대해 정경을 묘사한 뒤 “학교어린이회

는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어린이회가 좋아지는 것은 

학교 전체가 좋아지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학교생활도 한층 즐거워집니다”라

고 ‘학교어린이회’가 학교운 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리고 “모두 서로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학교어린이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웃이나 가정

에서도 모두의 생활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고 일을 계획하고 

실제로 행합니다”라고 학교 밖으로 눈을 돌린다. 

“우리들은 자기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나 가정이 자기만의 생활이 아

닌 것처럼 이웃 생활도 이웃사람들과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

을 생각한다거나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협동생활을 깨뜨리

게 됩니다.” 

이처럼 ‘협동생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설문이 나온다. 

1. 여러분의 집에서는 여러 가지 일로 가족 전원이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어

떻게 서로 이야기했는지 발표해 봅시다. 

2. 여러분 근처에서 모두의 의견에 의해 일을 계획하고 실제로 한 예가 있다면 조사해 봅시다. 그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들어 봅시다. 

가족도 근린생활도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직장

조차도 마찬가지로 파악된다. 

사람들의 생활은 이웃과의 연관만이 아닙니다. 공장이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에 힘쓰고 서로 도우며 협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장에서는 모

두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나 형이 근무하는 공장이나 회사에서는 모두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모으기 위해서 어

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들어 봅시다. 

많은 공장이나 회사에서는 직장의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견으로 모두가 공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대립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몇 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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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서 서로 의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의논한 것이 또 서로의 생각을 깊게 하기

도 합니다. 

생산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조차도 ‘어린이회’의 연장으로 파악하여 ‘기관지’

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되고 같은 페이지에는 노동조합 기관지라고 생각되는 사

진이 실려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론의 중요함과, 거기서 신문이 하는 역할을 설명하

는 장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원이 평등한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으로 일을 결정해가는 것이 원래 그

러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초등학교의 실태에서 동떨어질 뿐 아니라 일

본사회의 실정에서도 유리된 견해를 형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가족도, 회사나 대학을 

비롯한 근대적인 기구도, 혹은 직인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형성한 전통적인 일터에서도,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하는 조직은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는 역연하며, 

지도자는 구성원이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하는 것도 아니다. 대 조직이 되면 될수록 계

층이 늘어서 복잡해지고 서열이 확대되어 간다. 그러한 조직은 일본사회 속에서 오랜 시

간을 들여서 육성되어왔다. 현실 사회에서는 자기를 조직의 톱니바퀴의 하나로서 그 톱

니바퀴에 맡겨진 작은 과제를 묵묵히 처리하는 이외에 길은 없다. 그 인간이 어떤 입장

에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역할분담이 명백하게 다른 세계이다. 그러한 세계의 일원이 되

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터인데 ‘사회과’ 교과서에는 그와 같은 시점은 

나오지 않았다. 오로지 평등한 인간 동지가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일을 결정해가는 것이 

사회라고 이야기될 뿐이었다. 

어째서 이러한 편파적인 사회관에 바탕을 둔 ‘사회과’ 교과서가 된 것일까. 그것은 제

2 논점, 즉 민주주의가 일본에서 확립된 것은 태평양전쟁 패전 후의 일이라는 인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아직 충분히 굳지 않은 사회과의 지반을 뒤흔들어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염

려’에서 이제까지의 ‘교육내용을 되도록 바꾸지 않는다는 방침 하에’ 1951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사회과편 제6학년의 목표를 일부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

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두가 협력하는 것이 정치이어야 한다. 

○정치상의 온갖 제도나 시설의 역할은 사회생활을 합리화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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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개 사람들의 협력에 의한 민중의 자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옛날에는 신분에 구별이 있어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지장을 받았다. 

○옛날에는 나라의 정치가 일부 사람들의 의견으로 행해지고 일반민중은 참여할 수 없었다. 

여기서는 에도시대까지의 신분제나 메이지 이후의 제한적인 구조와 대비하면서 태평

양전쟁 후의 정치제도를 칭찬하는 기술이 장려되었다. 긍정되고 칭찬받아야 하는 것은 

전후에 형성된 현재의 체제이며, 패전 이전, 문명개화 이전의 구조는 그것과 대조로 부

정적으로 파악된 데에 특징이 있다. 패전을 경계로 해서 일본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

이 강조되었다. 

또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학습목표가 된다. 

○세계의 국가들은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접한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나라를 달리하면 생활 방식도 달라지지만 사람들은 역시 인간으로서의 공통 욕구를 가지고 있다.

○나라를 달리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인류의 일원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행복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은 인류에게 최대의 불행이다.

○우리들은 전력을 다해 전쟁 회피에 힘써야 한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국적보다도 ‘인간’ ‘인류’이며, 그 ‘인류에게 최대의 불행인’ ‘전

쟁의 회피’이다. 

오늘날의 일본이라는 통합체는 선조들이 부지런히 쌓아올린 노력의 축적 위에 서 있

다는 연속성의 관점보다도 과거를 부정함으로써 전후가 되어 새로 형성되었음이 강조되

고, 일본의 독자성을 보기보다는 인류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6학

년 사회과의 목표 다. 

이러한 목표가 교과서의 다음과 같은 기술이 되었다. 日本書籍 판 6학년 사회과 교과

서(≪世界をむすぶ≫ 6上, ≪日本と世界≫ 6中, ≪幸福のために≫ 6下, 1951년 문부성 검정

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에서도 정치 구조나 방식에는 여러 가지 변천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

이 제멋대로 규칙을 만들고 제멋대로 명령을 내리고 제멋대로 재판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보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분도 사농공상과 같이 정해져 있어서 농민이나 상인은 무사보다도 

신분이 낮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치

는 도저히 바랄 수 없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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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五人組 등을 설명한 뒤 “어쩌면 그토록 심한 정치 구조인가. 이로써는 사람들

은 도저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몹시 나무랐다. 현재와는 다른 과거의 정

치 방식은 역사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감정적인 말투로 단죄하는 대상

이 되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국헌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을 모두 존경하고 중히 여기

는 정신에 바탕을 두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복을 지키도록 정해졌습니

다”라고 칭찬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헌법에서는 정치는 전부 천황의 것이며 국민은 

그저 그것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헌법에서는 국민이 스스로 정치를 하는 것이며 

천황은 나라의 상징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와 같이 일본의 정치는 민주주의에 의해 행하고 국민이 자신의 일을 자신이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힘,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제

까지 천황이 했던 역할은 부정되고 대일본제국헌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현

행 헌법이 되어 가까스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정치가 되었음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묘사 방식은 대부분의 교과서에 공통되었다. ≪改訂新しい社 科≫ 6학년 상

(東京書籍, 1951년 문부성 검정필)에서는 지금은 민주주의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어땠을

까요’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멋진 행렬을 만들어 나아가

고 있는 大名은 특별히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이 행렬

이 오면 땅위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정도 으니

까 정치를 하는 것은 신분 높은 大名로 정해져 있었습니다”하고 질문에 대답한다. 또 

“이러한 싫은 세상은 지금으로부터 80 몇 년 전까지 오랫동안 쭉 계속 되었습니다”라고 

써서 무사를 지배자로 하는 신분제 시대가 ‘싫은 세상’으로서 감정적인 표현으로 일괄되

었다. 메이지가 되어 도입된 의회제도에 대해서도 선거권의 제한, 귀족원이나 의회가 뽑

지 않은 총리대신의 존재가 지적되고 ‘모든 국민의 생각을 담은 법률’을 만들어지지 않

아서 ‘대신이 언제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방식을 완전히 고친 것이 새로 만들어진 일본국헌법입니다”라고 

대비되었다. 그것은 ‘아직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부터 ‘어떤 좋은 열매를 맺을지’ ‘책임

은 전부 국민에게 있다’라고 전망되었다. 이렇게 해서 태평양전쟁 패전이 일본의 정치사

를 나누는 최대의 경계선으로 간주되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 이제부터 시작

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패전 이전의 일본은 현재에 비해 부정적인 요인을 가진 시대로서 비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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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된다. 일본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것은 비민주적인 사례를 끄집어내어 패전 후에 

행해진 개혁의 훌륭함을 두드러지게 했다라고 조차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빛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 유럽 ‘봉건제도의 구조를 허

물고 국민의 힘에 의해서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었다

고 한다[≪社 ≫ 6학년 상 (敎育出版, 1952년 문부성 검정필)]. 그것은 국에서 시작하

여 미국 독립이 되었다. 그때 발표한 ‘독립선언’에 대해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권리, 즉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 그 정도로 힘차게 표현한 것은 그때까지의 역사에서

는 독립선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의 민주주의 발달에서 이 선언은 언제나 모범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의 일본 헌법도 이 독립선언의 정신을 흡수하 습니다”라고 지적되었다. 

더욱이 이 향을 받은 프랑스혁명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 혁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인권선언’을 세계를 향해 발표한 것”이며 국민주권을 포함하는 내용이 설명되었다. 

그리고 일본국헌법의 성립을 설명하는 장에서는 그 前文이 소개되고 “그 중에서도 

‘인류 전체에 들어맞는 원리에 의거하고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것 속에는 국, 미국, 프

랑스를 비롯한 세계 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권확립을 위해서 진력해온 노력의 결과

가 표현되어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것입니다”라는 것이다. 에도시대나 메이지시

대 선각자의 존재도 지적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독립이나 프랑스혁명의 정신이 일

본국헌법에 의해 비로소 일본에도 결실했다고 설명되었다. 현대 일본의 정치는 그 이전 

일본의 통치형태보다도 구미 민주주의혁명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리매김되었다. 

전후 개혁이란 ‘혁명’에 필적하는 변혁으로 보았다. 

‘민주주의 발달’의 설명으로서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을 채택한 것은 ≪世界と

結ぶ日本≫ 6학년 하 (帝國書院, 1954년 문부성 검정필)에서도 공통된다. 여기서도 “민주

주의의 근본이 된 생각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종전 후에 지금

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비로소 일본이 진정으로 민주적인 국가 형태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는 역사관이 되풀이되었다. 

Ⅲ. 독립 후의 재평가

이처럼 점령기에 만들어진 ‘사회과’에서는 일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 지식 전

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체험 습득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역사교육의 역할이 적어질 수



18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

밖에 없었고, 또 태평양전쟁 패전 후에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향후 그것을 육성해야 한다

는 관점에서 일본의 추이는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상세하게 가르칠 필요성을 인정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사회과’ 6학년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일본사’의 기술은 점차 늘어나서 

현재는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 전후 일본에서는 체험형 사회과 교육이 정착하지 못하

고 메이지 이래의 지식전수형으로 회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국민으로서의 상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 초등교육

의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라 말할 수 있다. 사회과 교과서가 이와 같이 변모한 

과정을 아래에서 개관하겠다. 

일본의 독립 이후 점령기 시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평가되는 되흔들림의 시대가 돌

아왔다. 교과서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1955년에 제출한 ≪うれうべき敎科書の問題≫가 계기

가 되어 큰 정치문제가 되었다. 민주당은 총재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가 1954년 말

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뒤를 이어받아 내각 총리대신이 되어 처음으로 정권정당의 

자리를 차지한 참이었다. 점령기에 요시다 시게루는 자유당을 이끌고 오랫동안 수상을 

맡은 데 비해 하토야마는 공직추방의 쓰라림을 겪었다. 그 하토야마 민주당에게 점령정

책의 재평가는 당연한 정치과제 다.

8월에 최초의 팸플릿 ≪うれうべき敎科書の問題≫가 간행된 데 이어서 10월에는 속편의 

2, 11월에는 3이 나왔다. 이 3부작은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동해서 조직한 자유민주당 편

의 형태로, 이듬해 1956년에 ≪裏切られた童心ー憂うべき敎科書の真相ー≫으로서 1권으로 

통합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판에 의해 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을 보면, 교과서의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68쪽인 데 비해 교과서 발행의 실정과 

그것을 지탱하는 일본교직원조합을 비판하는 부분이 94쪽으로 그것을 웃돈다. 교과서의 

기술 이상으로 유통에 일본교직원조합이 개입하여 활동자금 공급원이 된 점이 당시 보

수정당의 위기감을 북돋웠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서는 ‘상품화되어 버린 교과서의 실

정’이라는 표제로 선전비 등에 쓸데없는 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교과서는 지나치게 비

싸며’ 교직원과 유착한 ‘교과서 판매경쟁’이 행해지고 부독본이나 워크북을 끼워서 팖으

로써 ‘정치자금을 모으는 교직원조합’이 고발되었다. 국정교과서라는 문부성이 편찬하

는 공공성이 강한 간행물이라는 통념에 익숙해져서, 현재와는 달리 보호자 부담으로 구

입해야 했던 당시에는 그 교과서가 ‘상품화’되어 비싼 값이 되고 회사나 교직원조합 이

권의 소굴이 되어있다는 공격방법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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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기술비판에서 최초로 언급된 것은 ‘날림’이어서 ‘너무 많아서 일일이 셀 수 

없는 잘못’이다. 예를 들어, 서두에서 채택된 것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사례’(처음 

나온 것은 2)이며, 참가국･조인국･비준국의 국가 수나 국명 등의 기술이 부정확하다고 

지적되었다. 그리고 ‘신중하게 기술하고자 하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정확을 기하는 것은 

손쉬운 일’인데도 이러한 기술이 횡행하는 데에 ‘현재 검정제도 결함의 일단’이 있다고 

했다(18쪽). 단순한 잘못으로도 검정을 통과해 버리는 당시의 불충분한 제도가 우선 비

판을 받았다. 

이어서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자의 정치적인 입장이 기술 내용에 그대로 반 되

어 버리는 편향적인 태도가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中敎出版의 ≪あかるい社 ≫ 상권에 

대해서 “이 교과서 후반은 일본의 ‘대륙침략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거기서 일본은 마

치 오늘날 공산중국의 아동들이 배우고 있는 것과 같이 완전히 ‘東洋鬼子’로서 묘사되어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항일판화나 마오쩌뚱(毛沢東)의 사진을 게재하여 묘사한 서술 태

도가 비판받았다. 더욱이 “소비에트는 8월 8일에 일본에게 전쟁을 선언하고 소련･만주 

국경을 넘어 만주국에 쳐들어갔습니다. 만주에 있던 일본 관동군은 그때까지 일본에서 

제일 강한 군대라고 일컬어졌습니다만, 소비에트 군대에게 여지없이 격파당했습니다”라

는 기술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무슨 기술인가. 사실의 옳고 그름은 제쳐두

고 전도된 견해, 소련군의 침입을 바르다고 하는 듯한 문장, 일본군의 패배에 박수를 보

내는 것 같은 어감, 이것으로서 과연 일본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129~130쪽). 

‘침략’이나 ‘해방’과 같은 정치적 판단을 포함하는 용어가 교과서 기술에 직접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 점에서는 당시의 교과서는 아직 금욕적이었다. 문제는 일본 측의 패배

를 밖에서부터 바라보는 시점을 두는 방식에 있었다. 공산중국이나 소련과 같은 사회주

의 진  측에 서서 일본의 ‘대륙침략사’를 비판한다는 관점으로는 ‘일본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없다는 논법으로 당시의 교과서가 비판받았다. 

이 점은 최근의 교과서 비판과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태평양전쟁 패전 이전 

일본의 행위를 적대한 측에서의 비판적인 견해와 겹쳐서 보거나, 혹은 일본에 입각해서 

뒤돌아본다는 시점의 차이이다. 이 당시는 전자의 견해와 사회주의가 겹쳐졌는데, 오늘

날에는 중국이나 한국의 내셔널리즘과 서로 공명하는 관계로 바뀌었을 뿐인 것이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사회과’라는 교과가 만들어진 시점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

이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거기에서의 일본사는 비판적으로 언급되는 

일이 많았다. 싫든 좋든 자기들의 조상이 걸었던 궤적을 이해한다기보다 당연히 그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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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극복되어야 하는 사례로 여겨지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역

사의 견해는 민주당에서 비판된 ‘편향’적인 기술 쪽에 계승되었다. 

분명히 ≪裏切られた童心≫의 머리글에서는 “우리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기초가 교육에 있음을 굳게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육의 위기를 간과할 수 

없다”라고 했다. 민주당도 전후 일본국가의 이념을 받들고 그것이 일본교직원조합을 비

롯한 사회주의 세력에게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일본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를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로 하더라도 어느 쪽이든 일본을 적으로 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 내건 이념인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독립과 함께 민주당은 일본

인으로서 일본을 뒤돌아본다는 입장에서 교과서의 상태를 ‘편향’이라 단죄했는데, 그 원

점은 점령군 주도로 만들어진 전후의 사회과라는 과목 그 자체 속에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裏切られた童心≫의 머리글에서는 “국민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교과서를 통해 왜

곡되고 교육 그 자체의 근본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제22 국회의 행정감사위원회에서 

밝혀졌다. 그리고 ‘우려할만한 교과서 문제’가 요란한 여론이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라고도 지적했다. 많은 국민이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교과서의 실태는 국

민의 상식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고 단정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일본교직원

조합에 가까운 사회당이나 공산당에 비해 선거에서는 민주당이나 자유당이 압도적인 지

지를 받고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실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예를 들어, 1955년에 ≪讀賣新聞≫이 행한 여론조사(8월 24일)에서는 “초중학교 교과

서는 지금처럼 민간업자가 만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국정교과서로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까”를 질문했다. 이에 대한 회답은 “지금 이대로 좋다 15퍼센트／

국정화하는 편이 좋다 55퍼센트／국정화에는 반대지만 지금의 제도를 고치는 편이 좋다 

13퍼센트／모르겠다 17퍼센트” 다. 과반수가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고 현 상태를 좋다고 

하는 것이 2할에도 미치지 않았다. 언론계에서는 국정교과서는 배격의 대상이 되었지만 

많은 국민에게는 패전 이전에 정착했던 교과서제도 쪽이 당연하며 전후 10년간에 형성

된 방식에는 아직 친숙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독립을 계기로 선조의 행보를 이전과 마찬가지로 웅들의 활약의 장으로서 

뒤돌아보는 ‘일본사’에의 관심도 높아졌다. 

[독립에 의해］해금된 일본사 쪽은 사상계의 역코스 상태를 반 했는지 아직 상당히 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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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국민적 웅을 가볍게 보통사람 취급을 하자, 곧바로 반격의 투서의 산이 저자나 출판사 

앞으로 날아들었다. ≪生きている日本史≫ 등이 좋은 예다.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를 

악당이면서 멍텅구리라니 무슨 말이냐’ ‘너에게 천벌이 내린다’와 같은 류. 오늘날 역사교육의 

어려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每日新聞≫ 1952년 6월 30일)

과거 일본인의 활동을 민주주의(혹은 사회주의) 이념에 비추어서 비판한다는 일본사

의 서술법도 국민의 대다수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제쳐놓고 일본의 역사를 ‘사회과’ 중에서 더 중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

본 국내에 대립은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된다. 

교육의 내용에 관한 정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자유당의 정책이다. 특히 의무교육의 내용

으로서 자유당이 지리, 역사, 수신, 국어과의 충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아마

도 지금의 사회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지리나 역사를 확실히 하나의 기둥을 세워가려고 하는 

생각일 것이다. 지금의 사회과, 솔직하게 말하면 미국식 사회과에는 계통적인 지식 교육이 결여

되어 있음은 자주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략) 오랜 민족의 역사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은 

지금의 사회과에서는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지금의 지리･역사 취급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은 것은 일본인이 일본 역사를 총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교육이 있는가 하는 소박한 불만이

다. 공산당이 ‘민족교육’을 주장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좌익의 사람들로부터도 이른바 

‘민족 해방’과 관련지어 역사가 중시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르지만 주장은 비슷하다.

(≪每日新聞≫ 사설, 1952년 9월 8일)

‘미국식 사회과’로는 ‘계통적인 지식 교육’이 없고 ‘오랜 민족의 역사에 대해 정리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받는다. 그리고 ‘일본인이 일본 역사를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자유당부터 공산당까지 일치한다고 말한

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총체적인 지식’을 어른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일본

을 전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아동이 사회인이 되는 훈련을 하려

는 것이 ‘사회과’의 당초 이념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러한 교육이념이 정착하지 않

고 독립과 함께 이전과 같은 지식 전수형이 부활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방법에서는 일치했지만, 거기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둘러싸고는 

일본사회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 민주당이 제기한 ‘우려할만한 교과서’ 문제가 밝힌 바

와 같이, 민주주의 실현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과 교과서에 사회주의적인 관점이 들어가

게 되어 정권정당이 이에 반발하는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보수정당의 비판에 대해서 

이른바 혁신계는 이러한 풍조를 태평양전쟁 패전 이전의 일본으로 돌아가는 ‘역코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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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후 개혁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일본교직원조합은 ‘민주교육을 근본적으

로 파괴하는’ ‘탄압’으로 보고 팸플릿의 신속한 회수, 폐기와 증쇄 배포 중지를 민주당에 

제기했다(≪朝日新聞≫ 1955년 9월 8일). 팸플릿 배포가 왜 ‘탄압’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정권정당이 교과서를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전부 ‘탄

압’으로 보 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민주주의’적으로 서로 이야기할 문제조차 아니었다. 

히다카 로쿠로(日高六郞) 도쿄대 조교수는 ‘짧은 문장을 인용해서 편향이라거나 마르크

스주의라고 엄하게 책하는 방식을 취하면 현행 사회과 교과서를 전부 편향이라는 결론

을 끌어내는 것도 간단할 것이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 비판은 교육이라는 입장에

서 순수하고 공평하게 학문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정치적인 술책의 수 에 

끌어들이려는 이러한 의도에 나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앞의 신문, 9월 10일). 

자신도 교과서 집필자 중 한 사람인 히다카 등 연구자, 교육자는 ‘순수하고 공평하게 학

문적’ 입장이지만, 정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참견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믿고 있었

다. 일본학술회의의 ‘학문, 사상의 자유위원회’도 팸플릿을 ‘학문, 사상의 자유를 위협하

는 것’이라 단정했다(앞의 신문, 10월 25일). 

당시 일본의 사회과 학자나 역사학자 사이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향이 압도적으로 

강했다. 교과서 기술에는 도처에 그것이 반 되었음을 히다카도 인정했다. 그러나 그러

한 역사관을 국민 대부분은 공유하지 않았다. 선거를 하면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자유당, 

민주당, 자유민주당과 같은 보수정당이 득표수에서 압도했으며, 역사를 소재로 한 대중

소설이나 화 등에서도 마르크스주의의 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자기의 역사관으로 일관하는 것에 부동의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설과 그것에의 비판 관계를 정치적 견해의 대립이 아니라 공평한 

‘학문’에 대한 부당한 ‘정치’ 개입으로 파악했다. 그런 까닭에 ‘학문, 사상의 자유’를 방

패로 일체의 비판을 문전박대하는 태도를 취했다. 

1956년에 들어오면, 교육위원회와 교과서제도 개정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

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야나이하라(矢內原) 총장 등 10명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 신문 

1면 톱으로 보도되었다(≪朝日新聞≫ 3월 20일). ‘도쿄대 총장실에서 야나이하라 다다오

(矢內原忠雄) 도쿄대 총장, 남바라 시게루(南原繁) 전 도쿄대 총장, 기노시타 가즈오(木下

一雄) 東京學藝大 학장이 대표로 기자단에게 발표하고’, ‘오우치 효에(大內兵衛) 法政大 

총장, 오하마 노부모토(大濱信泉) 와세다대학 총장, 아베 요시시게(安部能成) 學習院大 학

장, 우치다 슌이치(內田俊一) 東京工大 학장, 로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 오차노미즈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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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장, 우에하라 센로쿠(上原 祿) 히토쓰바시대학 교수(전 동 대학 학장), 무타이 리

사쿠(務台理作) 게이오대학 교수(전 東京文理大 학장) 등 도쿄의 주요 대학총장이나 학장 

급이 참가해서’ 만든 ‘문교정책의 경향에 관한 성명’이다. 그것에 따르면, ‘교육은 그때

의 정치 동향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제도와 방침은 정쟁 밖에서 안정시

켜야’ 한다. 그러나 두 개정안은 이 원칙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교육제도를 근본적으

로 바꾸려는 것’으로 ‘국가통제의 부활을 촉구하는 경향’을 띤다. 이 경향은 ‘머지않아 

언론･사상의 자유 원칙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전후 민주적인 교육의 제도와 방침이 

창시되고 아직 연월도 오래되지 않았’ 는데 ‘그 근본원칙은 견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성명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이 특히 주목된다. 먼저 그들은 교육위원회나 

교과서에 관한 종래의 법률을 국회에서 고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더욱이 특별히 참신한 주장이 아니더라도 ‘도쿄의 주요 대학총장이나 학장 

급’이 모여서 발표하면 ‘정부와 국회의 반성을 촉구하고 여론이 한층 더 흥기’되리라 

‘기대’했다. ‘대학총장이나 학장’이란 사회 속에서 특별한 향력을 가진 초월적인 지위

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다. 

전자의 점은 바꿔 말하면, 국민 다수의 의향에 의해 교과서의 상태를 결정하려고 하

는 방식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자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에도 퍼져있던 발상이었

다. 그것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주장에 나타난다. 

일본의 문교정책에서 하나의 모순 혹은 비극적 위험은 종전 후 10년에 겨우 싹튼 민주주의

가 (민주당, ≪우려할만한 교과서≫ 등에 의해) 운명적으로 폭로된 그 결점에 의해 후퇴로의 

구실이 주어진 것이다. 이리하여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려는 자와 그것을 후퇴시키려는 자와의 

항쟁이 생겨나고, 마침내 일본교직원조합 대 문부성 혹은 보수정당과의 격심한 대립을 보게 되

었다. (중략) 교육에는 정당은 없다. 미국의 개입에 의해 생긴 교육제도상의 과도함은 이미 만인

이 인정하는 바이며 이번의 수정개혁은 필요하며 이 점 우리는 기요세 아라타(清瀬新) 문부대

신의 초당파적 예지에 기대하는데, 전 세계의 인간성 향상으로 통하는 신헌법의 정신에 역행하

는 것과 같은 문교정책을 실행할 경우 엄중한 비판의 표적이 될 것이다.(≪讀賣新聞≫ 사설, 

1955년 12월 1일)

여기서는 교과서문제를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려는’ 일본교직원조합과 ‘후퇴시키려는’ 

문부성이나 보수정당과의 대립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유로운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권정당이 문교정책을 컨트롤하는 것은 민주정치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문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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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현상이 국민 상식에서 동떨어져 있

다고 널리 국민에게 호소하는 수법이다. 그것에 의해 얻은 국민의 공감을 교과서를 시정

하는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폭로된 그 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교과서와 부교재의 

끼워 팔기 등이 일본교직원조합의 이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적대하는 쪽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민주당은 팸플릿 간행을 여론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보며, 당시의 문부대신 마쓰무라 

겐조(松村謙三)도 여기에 찬동했다. 당시의 신문은 ‘교과서 비판은 필요／팸플릿문제 마

쓰무라 문부대신이 답함’이라는 기사제목으로 중의원 문교위원회에서의 질의응답을 다

음과 같이 보도했다. 좌파 사회당 의원이 “민주당의 팸플릿 ‘우려할 만한 교과서’는 문

부성 검정의 권위를 더욱 손상시켜서 검정교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풍조를 불러오는 것

이다”라고 추구한 데 대해 마쓰무라는 “서로 비판을 주고받는 것은 민주정치의 본질로

서 늘 있는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여론 定評이 귀결점에 귀착한다. 이것을 못하게 하

는 쪽이 도리어 폐해를 낳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정당, 일본교직원조합, 

학자 그룹 등 각 단체의 다양한 의견, 비판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여기에 의견을 말하는 

것이 문부대신의 직분이 아니므로 양해하기 바란다. 교과서제도에 관한 스캔들을 없애고 

학부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싶다는 것은 여론으로 제도를 좋게 하고 싶다는 점에서 민

주당의 목표와 같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每日新聞≫ 1955년 10월 5일). 여론에 

바탕을 둔 ‘민주정치’에 의해서 교과서제도를 컨트롤하는 것이 당시 정부의 목표 다. 

이처럼 민주주의적인 교과서 시정의 노력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학장 성명’은 

‘국가통제의 부활을 촉구하여’, ‘머지않아 언론･사상 자유의 원칙을 위협하는’ 시도라고 

간주하 고, ≪讀賣新聞≫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행위로 파악했다. 그들의 근거

는 ‘창시되고 아직 연월도 오래되지 않’은 ‘민주적 교육제도’(‘학장 성명’)의 옹호이며, 

‘전 세계의 인간성 향상으로 통하는 신헌법의 정신’(≪讀賣新聞≫)이었다. 일본국민 다

수의 의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점령군 주도하에 만들어진 ‘민주적 교육제도’, ‘신헌법의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전진’이라고 그는 믿었다. ‘민주적’ 제도와 ‘신헌법

의 정신’이 국민에게 충분히는 침투되지 않았으며 이를 틈타 보수정당이 패전 이전의 

일본으로의 ‘역코스’를 취하려고 했다. 그것을 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행위라는 논

법이다. 이것이 국민 다수의 의향과 서로 대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장을 민주주의적

이라고 완강하게 계속 믿는 근거가 되어간다. 교과서의 일본사 기술에 대해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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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의 위에 대한 내재적인 이해를 심화시키기 보다는 민주주의, 나아가서는 사회주

의와 상반하는 과거 지배자의 행동을 비판하는 사례집이어야 했다. 여기에는 ≪讀賣新

聞≫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의 의미로, ‘일본의 문교정책에서의 하나의 모순 혹은 비극적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독립과 함께 형성된 이와 같은 대립도식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메이지시대 문부성의 교과서 행정은 가지각색으로 동요했으며 최초부터 일관해서 국

정교과서의 실현을 목표로 했던 것은 아니다. 국정교과서제도는 다양한 요인이 뒤얽혀

서 사회로부터 고조된 기운이 정부를 움직이는 형태로, 결과적으로 실현된 제도에 지나

지 않았다. 그 이전의 검정제도에서는 교과서 기술내용보다도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

고 받아들 다. 또 국정교과서가 되고나서도 여론이 그 내용에 주문을 걸었다. 

국정교과서 개정은 전쟁이 일어난 후에 행해졌다. 즉 국정교과서의 이데올로기가 침

투한 결과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의해 일본사회의 의식이 크게 변모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국정교과서의 개정이 행해지는 흐름이었다. 일본에서 국정교과서가 사

용된 시대는 일본이 차례차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자기의 현대사를 국민이 자랑으

로 여기고 뒤돌아 볼 수 있게 된 시기와 거의 겹쳐진다. 그러한 자신감이 단일의 국정 

역사교과서에 의한 의무교육이라는 틀의 큰 뒷받침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점령기에 만들어진 ‘사회과’는 다양한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자신이 사회

생활에서 ‘민주주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체험을 통해 몸에 익히는 것을 지향

했다. 이 때문에 일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다. 그리고 과거의 일본을 언급하는 경

우에도 전후가 되어 비로소 획득한 평화와 민주주의에 비해 잘못된, 혹은 불충분한 제도

가 지배했던 시대의 증거로서 불려나가는 형태를 취했다. 

독립 후의 일본에서는 사회과의 이 두 가지 특색이 재평가되었다. 전자의 체험학습은 

거의 정착하지 않았고 국정교과서 이래의 체계적인 지식전수라는 방식으로 배우는 학과

로 돌아가서 일본사의 기술량도 증가했다. 이것은 서두에 서술한 바와 같은 초등교육의 

특징으로 보아 당연한 일일 것이다. 후자에 대해서 말하면, 과거의 잘못을 강조하는 역

사관을 대다수 국민이 공유했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미토 고오몬(水戶黃門)을 반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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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이라고 흠을 잡는 일본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권정당인 민주당이 제기한 ‘우려할 

만한 교과서’ 문제는 이와 같은 많은 국민에 호소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나 교직원조합, 그리고 저널리즘으로부터 광범위한 반발의 소리가 

일어났다. 그들은 과거의 일본과 전후 일본을 대치시키고, 특히 ‘전전’ 일본을 부정하고 

극복함으로써 전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파악했다. 

본래 민주주의란 구성원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다.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의

견이 소수라면 우선은 잘못된 다수 의견을 따르면서 장래 자기들의 의견이 다수가 되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절차를 무시하는 방식에는 ‘강권’, ‘전제’, ‘독재’, ‘파쇼’ 

등등 폄하하는 말이 붙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전전’ 이래의 낡은 가치관에서 탈각하지 못하고 전후 개혁의 이

념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구태의연한 다수의견을 배제하고 전후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관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하게 ‘민주주의’적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

다. 이 倒錯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완고한 사고가 교과서에 대한 정권정당이나 문부성의 

시정 노력을 딱 잘라 거절해왔다. 더구나 ‘대학’이라고 하는 문부성에 의한 국가통제 없

이는 하루도 유지할 수 없는 조직을 의지할 곳으로 삼는 ‘학계’를 ‘세속’의 비판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 특권적인 고지에 둔다는 권위주의가 그 뒷받침이 되었다. 대학교수를 

정점에 모시고 교사나 언론인을 거느린 진보적 세력이 국민 다수의 의향을 토대로 할 

터인 문부성의 시책을 ‘전전’ 회귀의 ‘반동’이라 단정해 버리는 사고가 전후 일본 교과

서의 상태를 결정했다고 말해도 좋다. 

거기에는 교과서는 집필자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역사관에 입각해서 써야한다는 전제

가 있다. 그러나 패전 후의 일본을 넓게 살펴보면, 자기 근현대사에 대한 평가는 굴절되

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국가 모습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현재의 일본국은 헌법을 비롯

해서 점령군이 도입한 제도와, 메이지 이후 형성된 근대국가체제가 뒤섞여서 만들어졌

다. 전자는 군국주의를 타도하고 일본을 민주화해야 한다는 미국의 신념이 근원이 되었

으며, 후자는 일본인 자신이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화를 이룩해왔다는 역사인식의 

근거가 되었다. 이에 대응해서 국민 간에도 패전 이전 일본의 궤적에 대해 부정적 파악

방식과 긍정적인 평가가 다양한 형태로 교착되어 있다. 오늘의 일본은 국정교과서 시대

와는 달리 결속해서 자기의 행보를 회고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정통적인 역사서술이라

고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월적인 해석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어떠한 입장이든 이것이다 하고 정해버리는 역사관으로는 통일할 도리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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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민의식을 반 한 것이 아니다. 만약 특정의 해석을 일관하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으로부터의 반발이 고조되어 정치적인 대립에 학교교육이 말려들지도 모르며, 

실제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교과서 집필자는 어떠한 역사관이나 정치신념

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가 바르다고 믿는 이념을 강요하는 교과서를 써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현대일본의 錯綜한 역사 감각을 되도록 충실히 반 시켜서 더 많은 국민

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일본 역사교과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경위에 의해서 그렇지가 

않다. 거기에 묘사된 일본 史像은 분명히 역사학자 사이에서는 유력하며 교사로부터 강

하게 지지받는 해석인지 모르지만 다양한 국민의 상식을 반 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

렵다. 이 비틀린 관계를 생각하는 데에 많은 역사학자나 교육학자가 품고 있는 국정교과

서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소론에서 참고로 한 가지야마 마사후미와 같은 연구는 

매우 예외적이며, 많은 역사학자나 교육학자는 국정교과서를 국가이데올로기를 국민에

게 불어넣는 도구로서 만들었다고 하는 종래의 해석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믿

는 그들은 자신이 교과서를 집필할 때도 오늘의 다양한 국민의식을 존중하기보다도 두 

번 다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 평화주의와 민주주의를 고취하는 수단

이라 간주하고 있다. 즉 그들의 교과서관은 그들이 규탄하는 국정교과서의 상태와 언뜻 

보기에 정반대로 보이지만 교과서는 자기들이 바르다고 믿는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침

투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들은 역사라는 거울에 과거의 事象을 되

도록 충실하게 묘사해 내려고는 하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투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울에 좌우가 반대가 되어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이전의 일본 지배자라고 공격하고 있

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렇게 믿어버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과거의 

교과서를 철저하게 검토한다면, 상당히 다른 모습이 떠오른다. 청일, 러일전쟁에서 승리

를 거두고 근대적인 대국으로 올라간 것에 많은 국민이 긍지와 자신감은 가졌던 것이 

국정교과서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는 이상에는 국정교과서도 당시의 국민이 가져야 

하는 상식을 반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교과서는 아동에게 특정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

키는 수단이 아니다. 국민이 공유하는 통념을 차세대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교과서

를 작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 역사를 뒤돌아보아 분명한 것은 교과서가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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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 작성에서 재단법인 교과서연구센터부속 교과서도서관이 소장한 전후 일본의 

소학교 6년 대상 사회과 교과서 전 종류를 훑어보고 에도 시대 이래의 일본사 서술을 

조사했다. 그 성과를 이번에는 직접 살릴 수 없었지만 다른 기회에 발표할 생각이다.



교과서 편찬으로 본 역사교육  197

[비평문]

이찬희

I. 논문의 내용과 문제의식

필자의 논문은 일본 국정교과서제도의 형성과 그 역사서술의 특징을 살펴보고 국정교

과서와는 極의 방향을 지향한 태평양 전쟁 후 검정교과서인 소학교 사회과교과서 속

의 일본사 특히 근현대사 내용이 어떻게 기술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먼저 국정 

교과서의 성립과 변천에서 전전 검정교과서제도의 붕괴와 국정 교과서제도의 도입을 다

루고 1904년부터 1946년까지 간행된 국정교과서(국사)(1919년 이전 ‘일본사’), 수신, 국

어에 서술된 근대 일본과 태평양 전쟁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음에 제시하는 4

가지 관점에서 사회과의 이념, 사회과 교과서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필자는 첫째, 검정제가 국정제에 비해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국정교

과서가 국민의 사상통일의 도구로 이용되어 국민을 전쟁으로 이끌었으며, 그에 대한 반

성 속에서 전후 소학교 교과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패전 후의 일반적인 국정교과서 이

미지를 비판한다. 그는 민주적인 검정제가 정부의 사상통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변한다. 그는 55%의 국민이 소중학교 교과서가 지금과 같이 

민간업자가 만드는 것보다는 국정화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는 1955년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를 인용하고 있다. 심지어 국정교과서 개정은 전쟁이 일어난 후에 행해졌다고 

하면서 국정교과서의 이데올로기가 침투한 결과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의

해 일본사회의 의식이 크게 변모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국정교과서의 개정이 행해졌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국정교과서가 사용된 시대는 일본이 차례차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

고 자기의 현대사를 국민이 자랑으로 여기고 뒤돌아 볼 수 있게 된 시기와 거의 겹쳐진

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일,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근대적인 대국으로 올라간 것에 많은 국민이 

긍지와 자신감은 가졌던 것이 국정교과서의 버팀목이 되었다고 하면서 국정교과서도 당

시의 국민이 가져야 하는 상식을 반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는 아동에게 특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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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수단이 아니고 국민이 공유하는 통념을 차세대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교과서를 작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둘째, 민주당과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등을 진보적 입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의 태도와 입장이 단지 국정제인가, 검정제인가의 제도 문제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

하면서 지난번 선거에서 “현행 교과내용은 우리나라 사정에 즉응하지 않는 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개혁을 행한다”(讀賣新聞 사설, 1955.3.26)고 

한 민주당의 문교정책을, 사상통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한다. 비록 

민주적인 검정제를 만들어 놓아도, 정부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것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셋째, 전전의 일본이 잘못되었다는 관점이 관철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소학교 교과서

가, 전후에 일본이 비로소 평화와 민주주의를 달성했다고 간주하고 그와 대비하여 과거

의 잘못을 강조하는 관점이 관철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과 교과서에 따르면 민주주

의의 근간이 되는 것은 전후에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이며, 그와는 대조적으로 패전 이전 

일본이 걸어온 길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역사관을 대다수 

국민이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패전 이전의 가치규범을 긍정하는 의식이 강했다

고 주장한다. 

이 논점은 일본사 분량 자체가 매우 적다는 점과 통한다고 보면서 사회과 교과서에서 

일본사의 기술량은 극히 적으며 현재와의 비교를 통해 비판적으로 언급되는 재료로 취

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본인이 속해 있는 政體와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문화를 육성해온 일본민족의 역사라는 관점을 결여해서는 안된다고 비판

한다.   

 

넷째, 전후 사회과 교과서 내용이 “미국식”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같은 교과서 내용의 

결함은 사회과 교육이 점령군의 강한 요청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연관된다고 보면서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교육제도 상의 과도함은 이미 만인이 인정하는 바로 최근 수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讀賣新聞 사설(1955.12.1)을 인용하고 있다. 미국식 사회과에는 계

통적인 지식교육이 결여되어 있는데, 특히 일본 민족의 오랜 역사에 대한 정리된 지식을 

미국식 사회과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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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에서는 미국식 사회과 교육에 보수파도 혁신파도 적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다. 그 증거로 “공산당이 민족교육을 주장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 내용적으로는 

다르지만 주장은 유사하다”고 한 1952년 每日新聞 사설을 인용하고 있다.  

Ⅱ. 비평

평자가 보기에는 필자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입장을 세워놓고 글을 풀어가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관점은 앞에서 논의한대로 대략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따

지고 보면 모두 같은 방향에 서 있는 것들이다. 전후 소학교 사회과(역사) 교육에서 일본

의 과거 역사가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서술되었다는데, 필자는 반대 주장을 ① 검정제에 

대한 우려, ② 진보적 입장에 대한 비판, ③ 일본의 과거사 비판에 대한 우려, ④ 미국식 

교과내용에 대한 비판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미리 세워져 있으니, 주장

만이 선명하게 부각될 뿐, 그 세 한 교과서의 내용 분석이 거의 없다. 왜 국정제보다 

검정제가 더 위험할 수 있는지 일교조의 주장이 과도한지, 전전의 일본이 잘못했다는 것

이 왜 옳지 않은지, “미국식”이란 대체 무엇인지 등이 설득력 있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국정제를 원하고 국정제가 더 합당하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술적 자료보다 신문사설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술적인 

자료보다는 신문사설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 전체를 통하여 학술적인 글을 

인용한 곳은 ≪近代日本敎科書史硏究(1988)≫ 부분 한 곳이며,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신

문사설이나 기사, 여론조사를 인용했다. 이것은 필자가 연구에 앞서 사설이나 여론조사

에 토대를 두어 자신의 입장을 먼저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신문자료가 중요한 일차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입장차

가 넓은 여러 신문 중에서 유독 讀賣新聞, 朝日新聞, 每日新聞을 집중적으로 고찰한 이

유는 무엇인지. 국정제를 지지하는 조사결과를 선택한 것은 아무래도 필자의 입장에 맞

춘 편파적 자료 사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용한 자료

가 거의 1950년대 발행된 신문 기사, 사설, 여론조사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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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무리하면서

 전후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역사서술이 지나치게 일본의 과거에 대해 비판적이고, 

미국식 제도가 이식된 것이며, 일본민족의 역사를 바로 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는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그러한 주장만이 여러 다른 말로 되풀이 되었을 뿐, 설득력 

있게, 학술적으로 논술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당초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편찬제도 비교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 필자는 戰前의 일본 

국정교과서와 戰後의 검정교과서 비교하면서 오히려 일본의 국정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

니라 옹호하는 입장이다.

그 동안 일본측은 한국의 ‘역사교과서 문제’ 비판에 대한 반비판의 전형으로 이른바 

“검정제도를 택한 일본에 비해 한국은 아직도 국정이 아닌가”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일본측이 戰前의 일본의 국정과 같은 것을 연상하면서 한국의 ‘위탁연구개발형’의 국정

교과서 제도를 비판해 왔었는데, 필자의 논문을 통해서 일본의 국정제를 옹호하는 것으

로 보아 같은 ‘국정’이라도 한일간에 개념상, 운 상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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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학교 교육의 본래의 역할은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에 있다. 국어와 산수 등과 동시에 일본사를 교육하는 것도 이를 위해

서이다. 연구자가 각각 서로 다른 시점에서 분석하는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이 결정적으

로 다른 점이다. 그리고 국정 교과서 시대에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 는데 전후 검정제

도로 이행되면서 역사 교과서는 치열한 정치적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어 버렸

다. 이처럼 교과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것이지 결코 국정 

교과서 제도를 옹호하고 검정 교과서 제도를 비판한 것이 아니다.

국민으로서의 상식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국민의 상식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실마리를 신문에서 구한 것인데, 마이너 신문이 아니

라 일본의 3대지라고 불리는 마이니치(每日)･아사히(朝日)･요미우리(讀賣)를 재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왜 그것이 ‘학술적 자료’가 아닌지 이해하기 어렵다. 꼭 ‘학술적’

이라는 말을 정의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고 전후 교과서 문제의 근원에는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관의 대립이 있다고 논

문에서 지적하 다. 즉, 과반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아 보수 정당은 ‘민주주의’의 수순을 

밟아 교과서 제도를 개정하려고 하 다. 이에 대해 ‘전후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을 지향

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적이라고 믿는 쪽이 소수파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발하

다. 그들은 이를 정치적인 대립이 아니라 학문에 대한 정치의 개입으로도 파악하 다. 

이러한 대립 관계는 그 후에도 기본적으로 변함없이 오늘에 이르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요한 점을 빠뜨리고 당시의 논의를 그대로 필자의 생각인 것처럼 혼동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주적인 검정제가 정부의 사상통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변’ 따위는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시의 진보적인 입장의 사람들의 주

장이다. 또 민주당의 문교 정책 비판은 ≪요미우리신문≫이 행한 것이지 내가 주장한 

것이 아니다. ‘미국식’이라는 비판도 당시의 여론을 소개한 것일 뿐이다.

이처럼 오해에 가득 찬 요약을 하고서 내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미리 입장을 정하 다’고 단정 지은 것은 유감이다. 여기에 보인 ‘입장’은 이

번의 분석의 결과 얻은 잠정적인 전망이며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이 등장한다면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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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할 용의가 있다. 또 교과서 제도의 발자취를 오늘날의 입장에서 심판하는 것에 역사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도 선

악은 별도로 하고 되도록 깊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통치 시대

를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 경우처럼, 일본은 악의 화신이라고 ‘미리 입장을 정’하여서 

오늘날의 눈높이에서 단죄하려는 자세를 취할 생각은 없다.

이상과 같이 이 비평은 논고가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논문만이 아니

라 비평에서도 한국 측과 학문적으로 의의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매우 유

감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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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總督府 學務局의 역사교과서 편찬과 

‘國史 / 朝鮮史’ 교육

-小田省吾에서 中村榮孝 그리고 申奭鎬로－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廣紀)

Ⅰ. 머리말을 대신하여 ( 田省吾와 ‘朝鮮史學’)

Ⅱ. ≪朝鮮半島史≫ 편찬 중단과 ≪朝鮮史≫

간행

Ⅲ. 경성제국대학･조선총독부 중추원･이왕직

각각의 ‘사료편찬’

Ⅳ. 조선사 교육과 국사(일본사) 교육의 

사이

맺음말

Ⅰ. 머리말을 대신하여(小田省吾와 ‘朝鮮史學’)

1910년 8월 한국병합(한일합방)이 되던 시기, 후에 조

선사학연구와 식민지 통치하 조선의 문교 시책, 특히 역

사교과서 편찬의 기반을 조성하고 정비한 인물이 존재했

다. 그 인물의 이름은 오다 쇼고( 田省吾)(1871~1953)이

다. 뒤에 나오듯이 오다는 조선총독부 교육행정 및 역사

편수 관련 사업 전반에 걸쳐 오래 또 깊이 관여하 고 

그의 연보 사항을 쫓는 것만으로도 거의 일본통치기 조

선의 해당사업 전체를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그는 구한국 시기를 포함한 조선에서 그

의 활동내용은 매우 다방면에 걸쳐 있다. 초기에는 학무

관료(편집과장)로서 주로 교과서 편집에 종사했던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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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육 정책 실행 담당자 다. 또 동시에 중추원 편찬과장을 겸하여 중추원에 의한 ‘朝

鮮半島史’ 편찬 실무에도 종사했다. 그리고 1921년부터는 학무국 안에 신설된 고적조사

과장도 겸하면서 세키노 다다스(關野貞/건축사)나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국사학), 그

리고 도리이 류조(鳥居龍蔵/고고학) 등과 함께 낙랑군･고구려 유적 발굴을 비롯한 조선

총독부의 고적조사 사업의 배후 역할을 맡았다. 같은 시기 같은 유형의 인물로서 미쓰치 

츄조(三土忠造),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 등 구한국의 정부(학부) 초빙의 교육관료, 내지

는 총독부의 屬官 클래스 위계로 우선 채용된 오구라 신페이( 倉進平)･다카하시 도루

(高橋亨) 등 구한국 말기에서 합방 초기에 걸쳐 계속 근무하거나 혹은 관립학교에서 현

장 체험을 가지면서도 연구자로서의 속성을 겸비한 인물들이다. 또 오다는 1924년에 신

설된 경성제국대학 교수(예과부장/본과 개학에 따라 법문학부 사학과 조선사학 제2강좌

에 배치 변경)로 이동하고 게다가 1932년 3월 정년 퇴직 후에는 경성제국대학 때부터 

해오던 각종 지방사(釜山府史･京城府史)를 편찬한데 이어, 李王職 위촉으로 ‘고종･순종 

실록’ 편찬까지 다루게 된다. 그 때문인지 오다에 관한 연구의 언급마저 분야마다 상호 

연계를 결여한 채 거의 단편화1)되며 그의 학술적 업적 전모에 대한 해명조차 장래의 과

제로 남아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미에(三重)현 도바(鳥羽) 출신인 오다는 神宮皇學館을 중퇴한 후 상경하여 곧 第一高等

中學校 예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그 후 학제변경으로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帝國大

學 문과에 진학하 다. 연상이지만 앞서 나온 구로이타 가쓰미보다 대학에서는 3期가 

후배 다. 그 스스로도 말하듯이2) 쓰보이 구메조(坪井九馬三), 호시노 히사시(星野恒), 미

1) 교육사 분야에서는 예외적으로 오다에 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오다가 병합 직

후 ‘조선교육령’(제1차) 發  시기에 학무국 최고 사무관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佐藤由美, 2000.2 ≪植民地敎育政策の硏究≫ (龍溪書 , 東京)를 참조하길 바란다. 덧붙여 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오다 쇼고 및 본인 관련 편저작(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田省吾･魚允迪, 1924.3 ≪朝鮮文廟及陞廡儒賢 附朝鮮儒學年表朝鮮儒學淵源譜≫ (朝鮮史學 , 

京城)

田省吾･瀨野馬熊･杉本正介･大原利武, 1927.8 ≪朝鮮史大系≫ 全5卷 (朝鮮史學 , 京城)

田省吾, 1931.10 ≪朝鮮 史≫ (魯庵記念財團, 東京)

田省吾, 1933.5 ≪朝鮮文化史上より見たる忠南≫ (忠淸南道敎育 )

田省吾, 1934.9 ≪辛未洪景來亂の硏究≫ ( 田先生 壽記念 , 京城)

田先生 壽記念  編, 1934.11 ≪ 田先生 壽記念朝鮮論集≫ (大阪屋號書店, 京城)

田省吾, 1936.3 ≪朝鮮陶磁史文獻  附釜山和館 ≫ (學藝書院, 東京)

田省吾, 1937.11 ≪增訂 朝鮮 史≫ (大阪屋號書店, 京城)

田省吾 述, 1938.6 ≪德壽宮史≫ (李王職, 京城)

2) 田省吾, 1934.9 < 田省吾略歷自記> ≪辛未洪景來亂の硏究≫ ( 田先生 壽記念 , 京城)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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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 산지(三上參次),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 루드비히 리스

(Ludwig Riess) 등 제국대학 문과대학 초기 교수진으로부터 서양사･국사･동양(조선)사 등 

당시의 최신 사학연구의 기초를 배운 세대이다. 오다는 1899년 7월 대학 졸업 후 나가노

현(長野縣)사범학교･하기(萩)중학교(야마구치현)･도쿠시마현(德島縣)사범학교･우네비(畝

傍)중학교(나라현)를 거쳐 1908년 11월에 제일고등학교 교수에 전임함과 동시에 그대로 

통감부 설치 하의 한국정부에 용빙되는 형태로 학부 편집국 사무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한일합방 후에도 계속해서 조선총독부 사무관으로 변경 배치되어 종전대로 내무

부 학무국에서 편집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이후 경성제국대학으로 전출될 때까지 

오다는 편집과장으로서 주로 조선인 자제용 초등교육용 학교 교과서3)의 편찬 책임자

는데, 이와 더불어 총독부 기관 간행물･잡지에 사학 관련 논문을 정력적으로 공표4)하기 

시작했다.

다만 오다 개인의 연구 스타일은 아직 ‘史談’, ‘史話’적 역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

리고 그가 다룬 테마도 ‘倭館･倭城’ ‘유학･문묘’ ‘李朝의 당쟁’ ‘홍경래의 난’ 등 극히 

다방면에 걸쳤다. 한 편마다의 수준은 차치하고 결코 연구상 체계나 일관성을 구비한 것

은 아니었다. 이것이 나아가서는 조선사학사 연구에 그의 이름이 편재하는 큰 이유가 되

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오다의 활동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학계의 인적 조직화에 있다. 이것은 

이전의 구한국시대의 ‘朝鮮古書刊行 ’ 및 ‘조선연구회’에서의 경험이나 인적 연계에 힘

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키오 슌죠(釋尾春芿)(旭邦･東邦)(1875~?)가 

주재한 조선고서간행회의 ‘朝鮮群書體系’의 간행(1909~1917년, 전 83책), 기쿠치 겐죠

(菊池謙譲)(1870~1953)･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郞)(1877~1932)･호소이 하지메(細井

肇) (1886~1934) 등 일본 통치기의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혹은 귀환까지 경험한 언

론계 출신의 인사, 그리고 경찰 출신으로 지방관도 역임한 경력을 가진 이마무라 도모

(今村鞆)(1870~1943) 등과의 상호 관계가 오다의 업적을 다채롭게 하 다.5)

게재

3) 이러한 일본통치기의 ‘국사(일본사)’･조선사 교육의 변천과 그 성쇠에 관해서는 森田芳夫, 1987.12 

≪韓國における國語･國史敎育≫ (原書房, 東京)을 특히 참조하기를 바란다.

4) 문교행정계의 정기간행물에서 오다의 문장은 뒤에 실린 【참고１】과 같다(단 ≪朝鮮敎育 雜誌≫

제1~15호 : 1911년 10월 ?~1912년 12월은소장처가 확인되지 않아 필자는 보지 못했다). 또 오다

는 조선총독부 발행의 ≪朝鮮彙報≫에도 <文祿の役に於ける加藤淸正進軍路の一部調査>(1917년 

7월호)를 게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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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무 관료 시대 말기부터 착수했던 ‘조선사학회’의 조직화는 한국 내에서의 조

선사연구가 체계성을 갖추면서 아카데믹한 색채를 가지는 과도기에 나타난 것으로서 간

과할 수 없다. 

당시 조선사편찬위원회 시기를 거쳐 새롭게 조선사편수회가 관제화되고 그 기관지적 

학술잡지인 ≪朝鮮史學≫(1~7호, 1926년)도 간행되는 등 어디까지나 관주도의 어용단

체적인 색채는 불식할 수는 없지만, ≪朝鮮史講座≫(1923년), ≪朝鮮史大系≫(1927년) 

등의 강좌물의 간행부터 ≪삼국사기≫･≪삼국유사≫(모두 1928년), ≪신증동국여지승

람≫(1930년) 등의 기본사료 번각과 반포사업은 史學 연구 형태로서는 새로운 단계로 돌

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京城이 주무대가 되는 사학 연구･사학 同好의 운 은 경

성제국대학의 교원･졸업생과 조선사편수회계의 연구직 관리를 규합한 靑丘學 (≪靑丘

學叢≫을 1930년부터 발간)를 조직하 다. 또 ≪청구학총≫의 종간(1939년)을 거치며 요

시노 사쿠죠(吉野作造)의 明治文化硏究 의 계보도 끌어들인 ‘書物同好 ’6)가 되어 경성

제국대학 교원만이 아니라 이마무라 도모 등 재야 인사까지 널리 망라하는 이른바 회고 

취미가 발전한 書誌 애호 모임으로 흘러간 것도 또한 하나의 귀결이었다. 또 거의 동시

에 한국인 측의 學究로 민족계 학술단체로서 ‘震檀學 ’가 1934년 5월에 설립되어 뒤에 

나올 崔南善이나 申奭鎬 등은 그 기관지인 ≪震檀學報≫에서 健筆을 휘둘 다. 이는 유

물사관의 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대적인 실증주의에 근거한 조선연구를 표방한 모

임이며 또 세대적으로 보면 일본식 교육을 받은 인맥 형성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시

기에 해당한다. 그들이야말로 1950~60년대 한국사 연구와 교육을 담당한 세대 던 것

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점이다. 

Ⅱ. ≪朝鮮半島史≫ 편찬 중단과 ≪朝鮮史≫ 간행

‘독립운동’의 세례와 충격을 거친 1919년 3월 이후의 한국에서는, 1922년 12월 총독

5) 이러한 이른바 ‘朝鮮通’ 일본인 언론인에 의한 한국 연구 동정에 대해서는, 졸고, 2005.6 <日本に

おける近現代日韓關係史硏究> ≪日韓歷史共同硏究報告書≫ 제3분과편 하권도 함께 참조하길 바

란다.

6) 서물동호회의 경위에 관해서는, 회 운 ･기관지 편집 실무를 담당한 櫻井義之의 ≪明治と朝鮮≫

(櫻井義之先生還曆記念 , 東京, 1964년 12월), ≪靑丘餘 ≫(私家版, 流山, 1980년 6월)에 자세

히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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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훈령 64호로 ‘조선사편찬위원회규정’이 발포되어, 다음 해인 1923년 1월에 제1회 조

선사편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1925년 6월에 칙령 218호로 관제화된 ‘조

선사편수회’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덧붙여 조선사편수회에 앞선 조선사편찬위원회는 구로이타 가쓰미의 대학시절 동창

이며 또 미야자키(宮崎)縣知事 시대에 ‘사이토바루(西都原)古墳’ 발굴에 종사한 아리요시 

츄이치(有吉忠一)(1873~1947)가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郞)의 후임으로서 효고(兵庫)현

지사에서 총독부 정무총감으로 취임하고 또 反政友  연합으로서 가토(加藤) ‘護憲三派’ 

내각 성립에 활약한 시모오카 추지(下岡忠治)(1870~1925)가 그 후임 정무총감에 취임하

는 등 두 명의 내무성 관료 출신자가 구로이타의 요청에 의해 구체화시킨 것은 일반적

으로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라로 불리는 정당정치의 화려함이든 당시의 한국 내 세태

든 정계의 상황을 살필 때 일정한 기준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사편찬위원회 내지는 조선사편수회에 앞선 修史사업의 전제로 구한국시

대 이래 ‘구관조사’가 있었던 것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원래 토지 소유관

계를 자세히 조사하고 토지제도의 근대적 파악을 기하기 위해 1906년 7월 ‘부동산법조

사위원회’가 발족하고 이어서 그것이 다음 해 10월에 ‘法典調査局’으로 관제화되어 다양

한 역사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했다. 

법전조사국은 합방 후에는 총독부 개청 후에 조직된 ‘取調局’에 인계되고 그 후 ‘참사

관실’ 시기를 거쳐 관제 개정으로 ‘중추원’으로 구관제도에 관한 조사사업이 이관되었

다. 특히 궁내부･홍문관･규장각(종친부 서고)･집옥재･시강원 및 강화 정족산･무주 적상

산･봉화 태백산･평창 오대산에 있는 이른바 4대 史庫에 수장되어 있던 고기록･고도서들

은 1915년 12월에 정리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이를 전후해서 ‘朝鮮半島史’ 편찬 작업이 1915년 7월부터 개시되었다. 또 이 

편사 사업의 촉탁으로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이마니시 류(今西龍)･구로이타 가쓰미 

3명이 임명을 받았다. 이 ‘조선반도사’ 편찬의 특징은 그 ‘편성 요지’에 ‘日鮮人이 동족

인 사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적혀7) 있듯이, 이른바 ‘日鮮同祖’를 전제로 함을 분명히 밝

히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조선반도사’의 편찬은 당초 연한인 1918년 말까지는 사료 수

집에 중점을 두고 이어서 고려와 조선최근세사 이외의 부분은 탈고했지만8) 결국 완성하

7) 조선총독부, 1916.9 ≪朝鮮半島史編成ノ要旨及 序 朝鮮人名彙 編纂ノ要旨及 序≫ 4

8)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1936.6 ≪朝鮮史編修 事業概要≫ 7. 또 조선총독부 중추원, 1938.2 

≪朝鮮 慣制度調査事業概要≫에도 ‘이렇게 上古 三韓･삼국시대･통일 후의 신라 및 조선시대의 

4항에 대해서는 일단 탈고했지만 고려시대, 최근세 두 항목은 탈고에 이르지 않았다’(147쪽)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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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그대로 조선사편찬위원회로 재편되었다.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는 이처럼 

단명으로 끝난 사업에 대해 ‘성급한 총독부 간부의 정치적 의견에서 발의된 것으로 추

정된다’9)고 하 는데 ‘간부’가 누구를 지칭하는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그 ‘성급’함 중

에는 요시노 사쿠죠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은 무단적인 합방 초기의 통치책에 더하여 

한국 병합을 고대의 복고로 바라본 ‘일선동조론’적 역사인식도 포함된 것 같다. 

*

그런 중에 1918년 1월 중추원 내에 ‘조사과’와 ‘편찬과’가 신설되었다. 조사과장에 중

추원 서기관 오다 미키지로( 田幹治郞)(1875~1929)가 임명되었고 편찬과장에는 당시 아

직 학무국 편집과장이었던 오다 쇼고가 이를 겸무했다. 그런데 오다 미키지로가 1923년 

3월말로 官하고10) 이어서 오다 쇼고는 1924년에 개학한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예과부

장)로 배치가 변경되었다. 또 조선사편찬위원회를 거쳐 조선사편수회로 조직되면서 중추

원 편찬과는 폐지되었다. 또 조사과에는 연구직의 전임고등관은 배치되지 않고 屬官 외에 

각 조사사무(조선사편찬, 구관 및 제도조사)에 종사하는 촉탁이 배치되었다. 조선사편수

회의 관제시행에 따라 중추원의 修史 관계 인원과 편사업무는 조선사편수회로 이관되었

다. 또 조선사편수회의 회장직은 정무총감으로 지정된 자리 고 또 고문은 구로이타 가

쓰미와 나이토 코난(內藤湖南) 외에는 명예직으로 조선 귀족이나 중추원 참의에 배분되었

다. 그리고 위원에는 중추원 서기관장･이왕직 차관･경학원 부제학 등 의전계통의 관원들

이 배치되었다. 그 밖에 실무직으로서는 나이토 코난의 수제자로 언론계에서 학계로 옮

겨온, 滿鐵의 역사지리조사사업에 종사한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1876~1940) 등, 維

다. 또 이것을 뒷받침하듯이 경상대학교 도서관･춘추문고(南冥學館･文泉閣)에는 ≪조선반도사≫

제1편･제2편･제3편･제5편(청구기호 : 古(춘추) B3B조53ㅈ)이 소장되어 있다. 제1편과 제5편, 제2

편과 제3편이 각각 끈으로 합철되어 있다. 제1편은 ‘조선총독부’, 제5편은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괘지에 펜으로 쓴 원고이다. 또 제2편, 제3편은 등사판으로 간간이 붉은 펜으로 교열하고 간자가 

붙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2편의 표지에 ‘ 田藏書’ 朱印이 찍혀 있기 때문에 田幹治郞의 옛 

소장본으로 추정된다. 또 제3편 속표지 안쪽에 ‘東京韓國硏究院圖書印’의 朱印과 등록일이라고 

추정되는 ‘1974.11.14’의 刻印이 있다. 

9) 森田, 앞의 ≪韓國における國語･國史敎育≫ 144

10) 田梢, 1931.3 ≪ 田幹治郞遺稿≫ 권말에 실린 ‘官歷’, 7쪽에 따른다. 또 오다 미키지로는 和佛

法律學校(法政大學 전신)에서 梅謙次郞의 훈도를 받은 법관 출신이다. 나가노(長野)재판소 판사를 

거쳐 1907년 1월에 평안북도재판소 법무보좌관으로서 부임했다. 그 후 법전조사국으로 옮기고, 

이후 취조국에서 참사관실 근무를 거치면서 구관조사･고적조사･조선어사전편찬 등의 과 한 업

무에 중심적인 입장에서 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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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史料編纂 의 編纂官補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적조사과 감사관을 거쳐 편집과 

編修官을 거친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1892~1960), 노론 출신의 유림･史家인 洪憙

(1884~1935) 3명이 修史官에 임관했다. 후지타는 곧 경성제국대학으로 옮기고 그 후임

으로 동경제국대학 국사학과를 막 졸업한 구로이타의 문하생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

孝)(1902~1984)가 임명되었다. 확실히 ‘滿鮮史’와 ‘帝大 國史’의 학통에 재래 朝鮮史家가 

더해진 진용은 조선사편수회의 구성에 있어서 큰 특징이다. 

이러한 수사관에 약간 명의 修史官補와 서기･촉탁들에 의해 이번에는 ≪조선사≫ 편

집과 간행이 이루어졌다. 또한 ‘조선반도사’ 편찬 좌절의 교훈 때문인지 이번에는 10개년 

연차 계획을 갖고 입안되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940년 3월에 ‘총색인’ 간행으로 완

결되었다. 

그런데 ≪조선사≫의 편찬 스타일로는 ‘편년체’가 채용되어 제1편(신라 통일 이전 : 

전3권)･제2편(신라 통일 시대 : 전1권)･제3편(고려시대 : 전7권)･전4편(조선시대 전기 : 

전10권)･제5편(조선시대 중기 : 전10권)･제6편(조선시대 후기 : 전4권)으로 구성되었다. 

또 수집사료를 가지고 ‘稿本’을 작성한 후에 거기에서 ‘綱文’ 부분을 뽑아내 사료 원문 

그 자체는 게재하지 않는 도쿄제국대학･사료편찬소의 ≪史料綜覽≫ 내지는 유신사료편

찬회의 ≪維新史料綱要≫ 편찬 형식이 채용되었다.

다만 ‘제1편’만은 일본, 한국, 중국의 기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朝鮮史料’･‘日本史

料’･‘支那史料’로 3분할한 다음 ≪大日本史料≫처럼 사료원문도 편년으로 수록하는 형식

이 채용되었다. 특히 그 편년의 원칙은 각각의 ‘正史’, 즉 ≪三國史記≫･≪日本書紀≫･ 

≪史記≫의 한국 관계 사료에서 각각 발췌하여 구성하 다. 그러므로 ‘조선사료’는 ‘박

혁거세’, ‘일본사료’는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 )’, 그리고 ‘지나사료’는 ‘箕子’부터 기

술이 개시되어 ‘고조선’을 둘러싸고는 史傳과 신화가 혼재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발생한 것이 이른바 ‘檀君’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단군’은 신라의 正史인 ≪삼

국사기≫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야사인데다가 13세기에 성립한 ≪삼국유사≫에 

문헌기록상 처음 드러나는 전설상의 왕이다. 

따라서 정사를 가지고 편년체로 구성한 ≪조선사≫에서도 ‘조선사료’편 첫머리에 단

군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른바 ‘단군전설’은 이씨 조선왕조기에 그 제사･의례가 

확립하고 있어11) 그 전승이 역사적 사실로서 관념화되어진 것은 비교적 새로운 시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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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말할 수 있다. 또 문헌비판을 통한 일본의 동양사연구에서는 처음부터 그 실재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지만 일찍부터 동양사학자 나카 미치요(那珂通世)나 시라토리 구라

키치(白鳥庫吉)도 주목하고 있어 연구상에서의 언급 그 자체가 부정된 것은 전혀 아니었

다. 오히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언설은 계속 반복되었다. 예를 들면 일찍부터 ≪삼국유

사≫ 옛 간행본을 입수하고 있던 이마니시 류는

고구려 시대에는 평양의 옛 지명으로 전해졌던 王險이 고려 초기 경부터 王 仙人으로 되어 

仙人王 으로 바뀌고 평양의 터를 닦은 선인의 실제 이름으로 변한 것에 고려 중반을 지나면서 

단군이라는 존칭을 바쳐 檀君王 이 되어 조선 창시의 神人이 되었던 것이다12)

라고 역사지리학적인 수법에 의한 古地名 비정 관점에서 서술하 다. 또 ‘단군에 관한 

전설도 구월산 부근에 있고 그것도 매우 새로운 전설인 새로운 국민의 신앙이지만 그 

무대를 평양으로 비정한 것은 역시 조선인의 생각에 평양 부근은 오래 전에 개창된 지

방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13)라고 구로이타 가쓰미도 단군 신

화･전승적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후년에 조선사편수회 고문이나 위원을 

맡은 사학자들에게도 ‘단군’이란 좌시할 수 없는 존재 던 것인 동시에 그들의 주된 관

심은 고적조사사업의 결과로서 점차 분명해지는 서북지방의 고고학적 식견의 해석 즉 

‘위만조선’이나 ‘한사군/낙랑군’ 쪽으로 향하고 있던 것이다.

원래 이 논쟁은 1923년 1월에 개최된 제1회 조선사편수위원회에서 위원인 鄭萬朝(경

학원 부제학)와 李能和(총독부 학무국 편수관)로부터 제기된 것이었다. 또 ≪朝鮮史編修

事業槪要≫(1938년 간행)에는 이 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발췌하여 채록되어 있다. 제1회 

위원회 이래 조선측 위원에 의해 단군 문제가 계속 반복하여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논쟁의 클라이맥스는 제8회(1934년 7월) 위원회에서 다. 崔南善(1928년부터 편

수회 촉탁, 위원을 겸임)이 ‘도대체 단군･기자는 역사적 인물인가 신화적 인물인가, 이것

은 연구거리이겠지만 적어도 조선인 사이에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인식되는 것입니

11) 이씨 조선왕조 초기의 단군제사의례의 祀典 편입 문제에 관해서는 桑野榮治씨의 논고(1990.4 <李

朝初期の祀典を通してみた檀君祭祀> ≪朝鮮學報≫ 135)･(1990.12 <檀君祭祀 禮の分析> ≪年報 

朝鮮學≫ 1)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단군 기년 차이에 착목

한 논고로 原田一良, 2002.7 <≪本紀≫檀君卽位年の復元> ≪朝鮮學報≫ 184가 있다. 

12) 今西龍, 1910.11 <檀君の說話に就いて> ≪歷史地理≫ 臨時增刊朝鮮號, 229

13) 黑板勝美, 1916.11 <大同江附近の史蹟> ≪朝鮮彙報≫ (조선총독부월보 개제) 11월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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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본회의 조선사에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우리 조선인으로서는 매우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본회의 조선사는 조선인 사이에 그다지 이해를 얻

지 못하고 있습니다’14)라고 논박하는 장면은 잘 알려져 있다. 민속학자로서 소년 문학의 

보급에도 노력한 최남선이 1926년부터 ≪동아일보≫ 지상에 연재 발표(1926년 3월 3

일~7월 25일)한 <檀君論>(전 77회) 이래 대체로 ‘단군’이 민족주의적 색채로 다루어지

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다. 또 최남선은 이에 앞서 동아일보 지면에서 오다 쇼고를 지

명하여 비판(<檀君否認의 妄> 1926년 2월 11･12일자)하는 등 이른 시기부터 대결 자세

를 선명히 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 일본측의 역사가들은 正史를 사용한 편년사료의 편찬이라는 원칙론으로 

변박하 다. ≪조선사≫제1편 제1권 ‘조선사료’에서 고구려 시조에 관한 부분에서는 

≪삼국유사≫의 단군 관계 기사를 채록15)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 ≪조선사≫ 편찬

의 특색은 오히려 고려말･이씨 조선왕조 시대에 걸친 대일관계 기사의 집성적 작업이었

다. 특히 조선사편수회가 구로이타 가쓰미의 알선으로 옛 馬藩主 소우(宗)氏 소유의 

이른바 ‘宗家文書’를 조사･구입한 것도 1926년의 일이다. 또 ‘임진왜란’ 시기 재상 柳成

龍의 후손 집에서 ≪懲毖 ≫초본이, 또한 李舜臣 자필의 ≪亂中日記草≫, 柳希春 자필

의 ≪眉巖日記草≫ 등이 지방사료 탐방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희귀한 사료는 1932년

부터 차례대로 ‘朝鮮史料叢刊’으로서 번각, 혹은 인 복각되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작업 실무를 중심적으로 담당한 사람은 편수관을 맡은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 다.

*

그런데 ≪조선사≫ 간행은 제6편 제4권 발간(1938년 3월)으로 본편의 간행작업이 완

료되었다. 이 마지막 권은 ‘메이지(明治) 27(고종 31)년 6월 27일’까지, 즉 청일 개전 직

후의 ‘成歡 전투’까지 그 기술을 끝맺고 있다. 본래라면 특히 ‘正史’를 강하게 의식한 

≪조선사≫야말로 그 마지막 기술은 ‘한국병합’의 날로 삼아야 하겠지만 그것은 결코 

행해지지는 않았다.

단 각종 일반서 레벨에서는 ‘병합’ 혹은 ‘總督治世’기까지 다루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해당시기를 기술하는 것 자체가 터부 던 것도 아니었다.16) 그러나 ≪조선사≫처럼 그 

14) 앞의 ≪朝鮮史編修 事業槪要≫, 68

15) 조선사편수회 편, 1932.3 ≪朝鮮史≫ 제1편 제1권 (조선총독부), 11~12

16) ≪ 常 學日本歷史補充敎材敎授參 書 卷二≫(1922년 12월)을 보면 한일합방까지의 시기가 상

세히 해설되어 있어 田省吾 내지는 학무국 편집과가 그러한 근대사 관련 사항을 가르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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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출전을 명시하는 형태로 기술하는 것은 망설여졌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용해야 하

는 사료도 방대한 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사편수회가 속수무책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도중에 촉탁으로

서 ≪조선사≫ 편찬에 참가하고 ≪조선사≫ 간행 종료 후에는 편찬주임으로서 실질적

으로 편수회를 이끌어간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1897~1945)는 자신의 연구를 계속

하는 한편 1937년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문서과에 보관된 일본공사관･한국통감부 공문

서를 조사･촬 하고, 또 경성제국대학에 이관된 옛 규장각도서 중에서 옛 대한제국 기

문서 조사를 진행하고 제2차 대전 말기에는 ≪近代朝鮮史硏究≫(1944년)을 간행하는 

등 다가올 ‘병합사’ 편찬 시기에 대비하고 있었다.17)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명저로 이름 

높은 다보하시의 ≪近代日鮮關係の硏究≫(1944년 간행)가 완성되는 것도 ≪조선사≫ 간

행 종료 후의 편수회의 조직 없이는 성립할 수 없었다. 단 이 책은 비 출판으로 일반에 

판매 공간되지 않았다. 또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국사학과에 학위논문으로서 제출되었지

만 심사를 맡은 주임교수 히라이즈미 기요시(平泉澄)가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전해지는18) 책이기도 하다. 그것은 차치하고 근대사분야에 관해서

는 사료의 수집 그 자체는 계속되고 또 1930년부터 오다 쇼고를 중심으로 조선국왕･대

한제국황제의 ‘실록’ 편찬도 이왕직･중추원 사업으로서 개시되었다. 또 ‘사료수집위원’

으로서 민간에서 기쿠치 겐조(菊池謙讓)도 편찬에 가세하는19) 등 다가올 ‘근대사’ 내지

는 ‘병합사’의 서술을 강하게 의식한 같은 시대의 사람들의 修史 활동이 더해지게 되었

던 것이다. 단지 오다 쇼고가 ‘사료는 종래 역대 실록의 편찬과 동시에 ≪승정원일기

≫, ≪일성록≫ 등을 주’라고 하면서 ‘체제는 대체로 ≪철종실록≫을 표준으로 하여 그

를 모방하고’20) 있다고 설명하 듯이 조선왕조･대한제국의 ‘正史’ 서술 스타일을 준수

하는 형식에도 상당히 강한 고집을 보이고 있었다. 

무시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17) 中村榮孝, 1953.2 <朝鮮史の編修と朝鮮史料の蒐集－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 の事業－> ≪古文化

の保存と硏究 黑板博士の業績を中心として≫ (黑板博士記念 ) 424. 또 한국 국사편찬위원회에는 ≪昭

和十四年九月 吉林新京奉天旅 大連史料採訪復命書≫≪昭和十七年三月三十一日 北支及中支出

張復命書≫･≪昭和十九年十月 忠淸南道史料採訪復命書≫(모두 일문 타이프 등사) 등 田保橋가 

戰時期에 修史官 田川孝三을 동반한 사료조사에 관한 관련자료가 남아 있다.

18) 東方學  編, 2000.5 <先學を語る－田保橋潔先生－> ≪東方學回想Ⅴ 先學を語る(4)≫ ( 水書房, 

東京)

19) ≪高宗太皇帝實 ≫ 권48 및 ≪純宗皇帝實 ≫ 권4 (한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高宗純宗實 ≫

으로 1970년에 인 간행)의 각 권말에 실록 편찬 위원의 이름이 실려 있다.

20) 田省吾, 1933.8 <李王職の實 編纂事業に就て> ≪靑丘學叢≫ 13,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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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성제국대학･조선총독부 중추원･이왕직 

각각의 ‘사료편찬’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통치하의 한국에서는 행정 주도의 사료 수집･고적조사

가 선행되었고 또 관료조직 중에서 초기에는 오다와 같은 교육행정-학계-대학-사료편찬

을 무대로 삼는 인재도 배출되었다. 또한 조선사편수회 사업이 일단락되어 그 조직이 축

소되자 이번에는 이를 대신하는 존재로서 경성제국대학 특히 법문학부 사학과 교수진과 

구한국 이래 고서적을 방대하게 소장한 대학 도서관(특히 ‘규장각’ 도서)의 존재가 만반

의 준비를 갖춘 형태로 이 분야에서의 지위21)를 끌어올렸다. 

또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사학과에는 당초부터 ‘조선사학강좌’가 강좌가 2개나 확

보되어 있었다. 제1강좌는 이마니시 류에서 후지타 료사쿠(藤田亮策)로, 또 제2강좌는 오

다 쇼고에서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로 인계되었다. 또 18회의 졸업기 중에 조선사

학 전공 졸업논문은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제16회(1943년 9월 졸업)22)까지 選科수료

를 포함하여 30개에 이르며 그 민족별 내역은 한국인:일본인=16:14 다. 덧붙여 졸업 

후의 진로는 內地의 제국대학과 같이 중학교･고등보통학교･각종 실업학교 등 중등학교

에서 교편을 잡는 케이스가 많고 또 제1회생 申奭鎬23), 제2회 尹瑢均, 제3회 다가와 고

죠(田川孝三)는 각각 조선사편수회에 채용되었다. 

그런데 경성제국대학은 독자의 사료 수집 部局을 정비하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구한

국정부에서 총독부로 인계되어 최종적으로 대학에 이관된 ‘규장각’ 도서를 1935년부터 

조선사편수회 인원을 동원하여 ‘규장각총서’ 시리즈로 패전 직전까지 간행을 계속하는 

21) 사학과만이 아니라 법문학부 전체의 학술적 활동에 관해서 가장 망라적으로 기술한 문장으로 田

川孝三, 1974.10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と朝鮮文化> ≪紺碧遙かに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

記念誌≫ (京城帝國大學同窓 )를 들 수 있다. 

22) 뒤에 실린 【참고 3】을 참조 바란다. 또 ≪京城帝國大學學報≫ 1~202호(1926~1944년)･≪京城

帝國大學豫科一覽≫･≪京城帝國大學一覽≫･≪京城帝大史學 報≫ 1~18호･≪學叢≫ (京城帝

國大學文學 ) 1･3호 등에서 확인과 조회 작업을 하 다.

23) 1904~1981년. 檢 합격을 거쳐 京城帝國大學 예과에 입학하 다. 1929년에 경성제국대학 법문

학부(사학과･조선사학 전공) 졸업 후 조선사편수회 촉탁에 채용되었다. 그 후는 修史官補(屬官)에

서 編修官(本官)으로 계속 진급했다. 해방 후에는 고려대 성균관대 등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국사

교과서 집필 편집이나 국사담당교원을 양성하기도 한 ‘國史館’(후에 국사편찬위원회)의 설립에 진

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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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소규모로나마 ‘사료편찬’과 그 학술적 보급을 꾀하고 있었다. 원래 이것은 이미 1929

년말 시점에서 프로세스 製版에 의해 ≪조선왕조실록≫(太白山本)이 인 간행된 것이

고, 30부 한정으로 작성된 ≪조선왕조실록≫ 리프린트판은 결과적으로 관동대지진으로 

잿더미가 된 동경제국대학의 移管本(五臺山本)의 상실감을 엷게 하는 역할을 하 다.

이러한 중층적, 輳한 인간집단에 의해 창출되어 간 조선사의 ‘修史’ 혹은 ‘사료편찬’

의 정치적 프로세스는 당연히 일본의 한국 통치 하의 ‘근대’에 단단히 속박된 것이라고 

해도 그 편찬 콘셉트 그 자체는 동양사･중국사의 ‘정사’ 편찬 방식을 우직할 정도로 답

습하고자 했던 것이다. 게다가 근대사학에서는 엄 한 사료비판, 고대사에는 紀年 일치 

등이 추구된 이상 역사서술의 일정한 ‘윤색’이나 ‘사료조작’에 항상 자각적이지 않을 수

가 없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조선사편수에 의한 ≪조선사≫를, 혹은 ‘조선사학’ 그 자체

를 직시할 때 모든 의미에서 ‘정사’ 편찬과 그 서술의 場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Ⅳ. 조선사 교육과 국사(일본사) 교육의 사이

본 절에서는 이상의 사료 수집과 편찬에 입각한 역사 서술의 실천, 특히 초등 교육 

현장의 역사교육 동향에도 시선을 두고 싶다. 즉 합방 전후 시기부터 1920년대까지의 

역사교과서 편찬을 담당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학무 관료 시대의 오다 쇼고이고 또 그 업

무를 실질적으로 이어받은 사람이 ≪조선사≫ 간행 종료와 더불어 조선사편수회 修史官

에서 학무국 편수관으로 배치가 변경된 나카무라 히데타카 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 통치기의 한국에서 제3차 개정 조선교육령(1938년 3월) 이전의 ‘국사’ 교

육은 내지인 자제 대상, 즉 소학교･중학교･고등여학교 등의 교과목으로서의 그것과 한

국인 자제 대상, 즉 보통학교(6년제, 4년제에서는 교수하지 않음)･고등보통학교･여자고

등보통학교에서의 그것으로 크게 나뉘어 있다. 내지인 자제에게는 당초 문부성 교과서

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주로 한국인 자제 대상의 ‘국사’ 교육에서는 ‘보충교재’로

서 조선사 관련 사실을 삽화나 別課 형식으로 교수하고 있었다. 아래에 우선 시기별로 

교과서를 열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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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

≪ 常 學國史補充敎材 卷一 兒童用≫(1920년 12월)

≪ 常 學國史補充敎材 卷二 兒童用≫(1920년 12월)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朝鮮事歷補充敎材≫(1922년 3월)

≪普通學校國史 上卷 兒童用≫(1922년 12월)

≪普通學校國史 下卷 兒童用≫(1922년 12월)

≪普通學校國史 卷一≫(1932년 3월)

≪普通學校國史 卷二≫(1932년 3월)

제3차(~4차)조선교육령 시기

≪初等國史 卷一≫(1937년 3월 改訂 翻刻)

 ＊1932년 판 ≪普通學校國史≫를 개정

≪初等國史 卷二≫(1938년 2월)

≪初等國史 第五學年≫(1940년 3월)

≪初等國史 第五學年≫(1944년 3월 翻刻)

≪初等國史 第六學年≫(1941년 3월 翻刻)

≪初等國史 第六學年≫(1944년 3월)

1919년 3･1독립운동을 거치면서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 연한을 지금까지의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내지인 대상의 소학교에서만 행해지고 있던 ‘국사’ 교육을 한

국인 아동에게도 실시하기로 했다. 그래서 1922년 2월에 조선교육령 개정이 되자 그때 

도입된 ≪普通學校國史≫는 내용면으로는 ≪ 常 學國史≫에 <朝鮮事歷>을 보충한 

형태로 조선사의 내용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미 제1차 조선교육령 말기에

는 ≪ 常 學國史補充敎材≫가 작성되어 <朝鮮事歷敎材>의 내용에 부족이 있을 때에

는 적당히 참조하여 보충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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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922년 판의 ≪보통학교국사≫에서는 조선사 관련 사항은 아직 독립한 課가 아니

라 ‘朴赫居世王 / 新羅一統 / 王建 / 大覺國師 / 朝鮮の太祖 / 李 溪と李栗谷 / 英祖と正祖 

/ 朝鮮の國情’으로 구성된 토픽 항목으로서 삽입되어 있었다. 이것이 1932년 판에는 ‘第

五 昔の朝鮮 / 第十一 新羅の統一 / 第十六 高麗の王建 / 第二十四 高麗と蒙古 / 第三十二 

朝鮮の太祖 / 第三十七 李 溪と李栗谷 / 第四十四 英祖と正祖 / 第五十－四 朝鮮の國情’으

로 각각이 독립과 課가 되었다.

그런데 위의 ≪보통학교국사≫의 조선사 관계 부분 첫머리에는 모두 ‘箕子’가 등장했

다. 이 교과서의 교사 매뉴얼인 ≪ 常 學日本歷史補充敎材敎授參 書≫(권1 / 조선교

육연구회 편, 1920년 4월, 권2 / 1922년 12월) 및 ≪普通學校國史敎授參 書(朝鮮事歷敎

材)≫(1923년 3월)에는 ‘조선반도에 나라를 세운 것 중에 가장 오래 전부터 전해지는 것

은 앞서 적힌 箕子이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 檀君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왕왕 믿

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한 마디 해야 한다’고 하며 단군 전설의 설명에 여러 쪽

을 할애하여 후년의 조선사편수회에서의 논쟁과 같이 단군의 사실성에 대해 실제 사료

를 들어 의문을 제기하 다. 또 ‘이조시대 유명한 학자로서 그 전설의 妄誕不稽을 믿기

에 족하지 않다는 것 또 그 전설이 승려의 손으로 날조되어진 것이라고 논하는 것이 적

지 않다. 근래 내지의 학자 역시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본서는 이 전설을 

채택하지 않는다’24)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조선사의 학습으로서는 일관성을 가

지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天皇機關說’ 문제나 ‘國體明徵’ 운동으로 떠들썩했던 1930년대 전반에 국사교

과서의 조선사 교육은 큰 후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모리타 요시오는 ‘국사에서 조선

사 사항이 課로서 독립해 있던 것들에 대해 엄격한 비판이 일어났고, 때마침 만주사변 

발발 후 일본 국내에서는 국체명칭, 皇道主義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다’25)라고 하 다. 

한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게다가 누구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는지에 대해 현

재 본고에서는 자세히 할 수 없다. 여하튼 1938년 제3차 개정조선교육령 하의 ≪初等國

史≫ 편찬은 그런 시세를 강하게 반 하면서 이루어졌다.

1935년 2월에는 또 ‘臨時歷史敎科用圖書調査委員 ’26)가 관제화되어 다음번 교과서 

24) 朝鮮敎育硏究  編, 1920.4 ≪ 常 學日本歷史補充敎材敎授參 書≫ 卷一, 9 및 1923.3 ≪普通

學校國史敎授參 書(朝鮮事歷敎材)≫ 10. 이들의 집필자는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田省吾, 1926.2 

< ゆる檀君傳說に就て> ≪文敎の朝鮮≫ 6의 내용에서도 오다 본인이라고 거의 단정할 수 있다.

25) 森田芳夫, 앞의 ≪韓國における國語･國史敎育≫ 141



朝鮮總督府 學務局의 역사교과서 편찬과 ‘國史 / 朝鮮史’ 교육  217

편찬이 계획되기에 이른다. 다시 모리타 요시오의 말에 따르면 ‘역사교과서를 조사 검토

한 결과 조선사관계 사항이 국사의 주체를 이루어야 할 교재와 연락통일이 결여되어 이

원적으로 된 것, 또한 일본인, 조선인이 별개의 교과서로 지도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지적되었다’27)라고 하 다. 1937년 3월 원래의 ≪보통학교국사≫를 개정 번각한 형태로 

배포된 ≪초등국사≫는 당시의 ‘內鮮一體’ 정책, 특히 문교행정적으로는 보통학교를 소

학교로,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하는 시책에 즉각 대응하는 형태 즉 예를 들면 원

래의 箕子나 朴赫居世 이야기가 ‘진구황후(神功皇后)’ 과에 편입되는 등 내용을 축소하

면서도 ‘국사’의 기술과 병렬하여 기술되는 체제가 취해진 것으로 ‘국어를 상용하지 않

는’ 아동만이 아니라 ‘국어를 상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조선사 사항을 가

르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교과서는 언뜻보아도 누덕누덕 짜깁기한 느낌을 불식할 

수 없는 신통찮은 교과서가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구판’ ≪초등국사≫에 비해서 1940년 3월에 간행된 신판 ≪초등국사≫는 새

로운 구상을 갖고 편찬된 것이었다. 그 국사교과서 편찬의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나카

무라 히데타카 다.

≪日鮮關係史の硏究≫(1969년 간행) 저작 등으로 戰後 이 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긴 

나카무라는 이미 말했듯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은사 구로이타 가쓰미의 주선으로 신설

된 조선사편수회에 들어간다. 그리고 수사관으로서 오랫동안 사료 수집과 ≪조선사≫ 

편찬업무에 종사했다. 그리고 조선사편수회에 의한 ≪조선사≫ 간행사업이 종료됨에 따

라 1937년 10월부터 총독부 학무국 편집과로 전임28)되어 그 과의 편수관(1940년 4월 22

일부로 敎學官도 兼官29), 1945년 3월 7일부로 교학관 전임30), 같은 해 6월 16일부로 편

26)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는 1928년 6월부터 조선총독부 내에 설치되어 위원장은 정무총감이 맡고 

위원에는 경성제국대학 교수나 중추원 참의들이, 또 간사로는 학무국 시학관･편수관이 취임하

다. 또한 1930년 단계의 위원장은 兒玉秀雄이고 田省吾도 위원으로서 참가하 다(1930.7 ≪昭

和五年七月一日現在 朝鮮總督府及 所屬官署職員 ≫).

27) 森田芳夫, 앞의≪韓國における國語･國史敎育≫ 142

28) 단 단순한 배치는 아닌 것 같다.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르면 1937년 6월 26일부로 만주건국대

학교 교수로 전출한 稻葉岩吉과 함께 修史官을 ‘依願免本官’(동 3137호)되고 다시 같은 해 10월 

1일부로 편수관에 재임관(동 3218호)하는 인사 수속이 취해지고 있다. <中村榮孝敎授略歷･著作

目 >(1966.3 ≪名古屋大學文學部硏究論集≫ 41[史學14])에도 1937년 6월 26일부로 학무국 편

집과 촉탁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中村榮孝(인터뷰어 田中健夫･北島萬次), 1981.9 <國史

學界の今昔⑫ 朝鮮史と私> ≪日本歷史≫ 400에도 官歷에 관한 약간의 언급이 있지만 이런 임용

수속의 자세한 내용은 불명확하다.

29) ≪朝鮮總督府官報≫ 제3979호, 1940년 4월 30일 <叙任及辭令>

30) ≪朝鮮總督府官報≫ 제5428호, 1945년 3월 12일 <叙任及辭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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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을 다시 兼官31))으로서 주로 ‘국사’교과서 편찬 사무와 교육 방침 책정에 종사하

다. 이와 관련하여 나카무라가 학무국에 근무하고 있던 당시 편수과장 시마다 우시와카

(島田牛稚)32)는 히로시마(廣島)고등사범학교 출신의 오랜 사회교화 경험이 있는 중등학

교 교원 경험자 고 또한 동료 편수관들도 다수가 학교 현장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오른’ 관리, 경성제국대학 출신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참고로 1942년 당시 학무국 편집과 관원배치(고등관 이상)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編修官三等二級 課長從五勳五 島田牛稚

編修官四等一級  從五勳六 中村榮孝  

  同 四等四級 正六勳六 富山民藏

  同 五等五級  從六勳六 吉田正男  

  同 五等六級  從六 金子昌鈞

  同 五等六級    正七 森田梧郞

  同 六等六級  正七 木下好治

  同 七等八級   從七 廣瀬續 

理事官七等七級 從七勳七 戸之内三郞

출전 : 1943.3 ≪昭和十七年七月一日現在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 ≫

31) ≪朝鮮總督府官報≫ 제5517호, 1940년 6월 26일 <叙任及辭令>

32) 島田牛稚(시마다 우시와카)의 판명된 경력은 아래와 같다.

에히메(愛媛)縣 출신, 1888(明治21)년 9월 4일생. 히로시마(廣島)高等師範學校 德育 攻科 졸업. 

야마구치(山口)현 사범학교 부속 소학교 主事. 오테마에(大手前)고등여학교장(재임 : 1935년 11

월~36년 9월). 오사카부(大阪府) 視學官･督學課長･학무과장･사회교육과장･오사카부(大阪府)敎護

連盟理事長. 경기도시학관(1938년 7월).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수관･편집과장(1940년 4월~1944년 

3월)･경성보도연맹 이사장. 경기공립중학교장(1944년 4월~1945년). 가타노(交野)여자전문학교 교

수. 도요나카(豊中)  학무과장(1947년). 도요나카시 교육장(1950~60년대). 도요나카시 교육연구소

장(재임 : 1949년 4월~1952년 10월). 바이카(梅花) 단기대학 가정과 교수(도덕교육담당 : 1967~ 

1969년경 재직한 듯)

주요저작 : ≪ 學校に於ける歷史敎材の敷衍と附說≫ 上･下(目黑書店, 東京 上: 1918.4, 下: 1918. 

12) / 1920.9 ≪世界地理變動敎材の解說≫ (目黑書店, 東京) / 1926.1 ≪現代敎育諸相の由來と批判≫ 

(寶文館, 東京)＊鎌塚扶(京城師範學校敎諭)와 共著 / 1927.8 ≪國史敎育論及日本女性の硏究≫ (高

橋南益社, 大阪) / 1928 ≪國民精神の史的 察と吾等の覺悟≫ (大阪府督學課, 大阪) / 1933.11 ≪兒

童生徒校外生活指 に關する硏究≫ (大阪府中等學校校外敎護連盟, 大阪) / 1934.10 ≪校外敎護事

業に關する硏究≫ (大阪府敎護連盟, 大阪) / 1943.4 ≪母親讀本≫ (朝鮮公民敎育 , 京城) / 1947.8 

≪母親讀本≫ (千代田出版社, 大阪) / 1960.9 ≪時代に步む母≫ (大阪敎育圖書株式 社, 大阪) / 

1972.8 ≪これからの母親讀本≫ (大阪敎育圖書株式 社, 大阪) / 1982.3 ≪これからの家庭敎育≫ (大

阪敎育圖書株式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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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표에서, ‘金子昌均’은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제1회 졸업생인 金昌均의 創氏

名이고(【참고3】참조), 이후 충청남도 大德郡守로 전출(1943년 1월 23일부, 1945년 5월 

18일부로 靑陽郡守로 배치 변경)하 다. 게다가 모리타 고로(森田梧郞)와 히로세 쓰즈쿠

(廣瀨續) 두 명은 국어교과서 편집담당관이고 모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選科를 수료

하 으며(모리타는 후에 본과도 졸업) 재학 중에는 국문학자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

之助)33)의 지도를 받았다. 덧붙여 1944년 3월 31일자 인사이동으로 경기중학교장으로 

전출된 시마다의 후임 발령으로 춘천사범학교장 이쿠라 겐지(伊倉健治)가 편수과장에 보

직34)되었다. 또 요시다 마사오(吉田正男)는 1944년 7월 31일부로 전라남도 시학관으로 

옮기고35) 그 후임으로는 경성여자사범학교 교수 와타나베 가쓰야(渡邊勝也)가 부임36)했

다. 또 도미야마 다미조(富山民藏)도 1944년 3월 31일부로 경성제삼고등여학교로 전출37)

되고 새로 도시미쓰 쓰토무(利光勉)가 1944년 11월 21일부로 경성旭丘중학교에서 착

임38)하는 등 일단은 1944년도 내에 편수과 인원은 거의 쇄신되었다. 단 전시 말기의 기

구 축소개편으로 편수과는 1945년 4월 17일부로 폐지되고 각 편수관은 학무국 소속인 

채, 경우에 따라서는 칙령 제63호(1945년 2월 13일39))에 근거하여 현 관직 그대로 경기

도 재근(이쿠라 겐지/1945년 4월 7일부40)), 혹은 경성부 재근(모리타 고로･토노우치 사

33) 森田梧郞(1896~1950, 니가타(新潟)현 시바타(新發田) 출신)에 관해서는 졸고, 2008.3 <戰時下の

朝鮮における≪醇正なる國語≫の再編成> ≪史鏡≫ 56을 참조 바란다. 또 廣瀬續(1904~몰년 미상, 

구마모토(熊本)현 다마나(玉名) 출신)은 다마나중학교에서 히로시마(廣島)고등사범학교 제2임시교

원양성소를 거쳐 교직에 나가 야마나시(山梨)현립 히카와(日川)중학교 敎諭(1925년)에서 경성공립

상업학교 교유(1927년)로 옮긴 후 조선총독부 학무국 촉탁(1934년)･同 편수서기(1937년)･同 편수

관(1942)을 맡았다. 전후에는 고향 구마모토로 돌아가 1947년부터 制 다마나중학교･新制 다마

나고등학교 교유를 근무한 후 1962년부터는 진제이(鎭西)고등학교 및 신와(眞和)중학교･고등학교

에서 어와 국어의 교편을 잡았다(학교법인 鎭西學園 소장 <직원이력서>의 기록에 근거한다. 

열람을 허가하신 학원의 上田祐規 이사장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아뢴다.) 

34) ≪朝鮮總督府官報≫ 제5154호, 1944년 4월 12일부 <叙任及辭令>

35) ≪朝鮮總督府官報≫ 제5249호, 1944년 8월 3일부 <叙任及辭令>

36) ≪朝鮮總督府官報≫ 제5249호, 1944년 8월 3일부 <叙任及辭令>

37) ≪朝鮮總督府官報≫ 제5154호, 1944년 4월 12일부 <叙任及辭令>･제5155호, 1944년 4월 13일

부 <叙任及辭令>

38) ≪朝鮮總督府官報≫ 제5344호, 1944년 11월 27일부 <叙任及辭令>

39) 관보에 고시 게재된 칙령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쇼와(昭和) 20년 2월 13일 칙령 제63호 대동아

전쟁의 때에 철강, 석탄, 경금속, 선박, 항공기 등 중요군수물자의 생산 확충, 주요 식량의 확보, 

방위 철저 강화 기타 종합국력 확충운용상 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本屬 장관은 그 지시하

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임시로 그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본령 시행에 관

해 필요한 사항은 내각총리대신이 정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관보≫ 

5423호, 1945년 2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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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戸之内三郞)/1945년 4월 18일부41))라는 형태로 분산 배치되었다.

하여튼 우선은 나카무라에 의한 신판 ≪초등국사≫ 편집방침을 그의 말을 빌려 정리

해 보자. 나카무라는 역사교과서에 이용된 역사 사료에 대해,

국사교재는 재료를 과거의 역사 사실에서 뽑는다. 따라서 교재는 엄 히 전문 학술적 견지에

서 검토된 정확한 사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국사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史實의 기

억도 재현도 아닌 것이다. 사실을 통해서 행하는 역사적 이해력의 육성이며 나가서는 백반의 

사회 事象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힘과 엄정온건하고 타당한 비판의 힘을 계발하고 기르는 것이

지 않으면 안 된다.42) 

라고 말해 사료비판 및 그것에 근거한 역사 서술과 역사교육 그 자체의 위치 설정의 차

이를 설명하면서 어디까지나 교육방법과 단계적 이해력의 함양에 중점이 두어진다고 하

다. 게다가 나카무라는 교육 항목 순서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直進法에 의한 국사 일회의 학습법을 고쳐 특히 순환의 방법에 의해 제5학년에서는 우리나

라의 독자성 이해에 목표를 두고 (중략) 제6학년은 우리나라의 세계성 이해를 목표로 한다

라고 과거의 ≪보통학교국사≫나 구판 ≪초등국사≫에 보이는 종래의 단선적인 사항 

배열을 고친다고 한 다음,

대외관계가 경시되고 있는 것은 종래 常 學校의 국사교육의 일대 결함이었다. (중략) 쇄

국적 섬나라(島國)적 봉건적인 국사 전통이 존중되는 사회가 이런 국사교육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편이 마땅할 것이다. 종래의 국사교육에서 이른바 武家政治에 대한 인식만큼 국사 발전에 

대한 기본적 체계의 이해를 왜곡한 것은 없다. 

라고 특히  ≪초등국사≫에서 보 던 일본사와 조선사의 부정합적 측면을 순환적으로 

바꾸어 가르치는 것으로 종래의 자칫하면 웅담･전쟁사관으로 흐르기 쉬운 역사서술을 

극복하려 하고 게다가 그것을 철저하다고 할 정도까지 대외관계 기술에 중점을 둔 점이 

획기적이었다. 예를 들면 그 방증으로서 아래에 보이는 1944년 판의 ≪초등국사≫의 중

세사 특히 일본과 한국 관계 기술을 살펴보자. 이 교과서는 아마 한국 통치기의 가장 

40) ≪朝鮮總督府官報≫ 제5459호, 1945년 4월 19일부 <叙任及辭令>

41) ≪朝鮮總督府官報≫ 제5464호, 1945년 4월 25일부 <叙任及辭令>

42) 中村榮孝, 1940.9 <朝鮮に於ける國史敎育> ≪朝鮮≫ (조선총독부)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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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등국사 제6학년≫(조선총독부, 1944년 3월)에서 발췌

말기에 편찬된 교과서이다. 그 내용을 보면 확실히 문장의 앞머리에 늘 각 대 天皇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일종의 연호 표기를 대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三浦’, ‘和(倭)館’ 등 한국 측의 사료로 해명된 사실을 삽화로 소개하는 등 이 점에 함정

해서 본다면 역시 거기에 무언가 선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산재해 있다. 

물론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國體의 本義’에 근거한 皇道意識을 널리 알리는 톤으로 관철

되어 있다. 1940년 6월에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동아 신질서의 건설과 고대 대륙 경

의 선례(東亞新秩序の建設と古代大陸經營の先蹤)≫에서도 나카무라는 ‘동아 신질서의 건

설은 이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륙 경  그 자체이며 우리 국사 발전 그 자체이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대륙 경 , 우리 국사의 발전은 요컨대 우리 국가 이상의 확충 

발전에 다름 아니다’고 하면서, ‘狹隘固陋한 견지에서 국가관념을 顯揚하고 민족의식을 

昻揚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사적인 또한 전인류를 위한 성업43)’이라고 하여 언뜻 보기

에도 다소 흥분한 필치로 고대 한일관계사를 그리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점을 바꾸면 조선사편수회의 編史･사료 탐방에 뒷받침되어 또 본

래의 관심사인 中近世 한일관계사의 조명작업의 整合을 꾀한 것이기도 해서 확실히 이

43) 中村榮孝, 1940.6 ≪亞新秩序の建設と古代大陸經營の先蹤≫ (조선총독부, 京城)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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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보통학교국사≫의 ‘滿鮮史’관에 입각한 국사/조선사 교육에 결별을 선언했다고 

바라보는 과정은 반드시 핵심을 잘 포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하튼 이런 나카무라 히데타카류의 ‘內鮮一體’사관44)은 교과서 편찬만이 아니라 예

를 들면 당시 한국 내의 지식층 독자가 많았던 綠旗聯盟에서 발행한 잡지(≪綠旗≫[≪

亞文化≫]/≪新女性≫ )에의 기고45) 등의 형태로도 세상에 발표하 다. ‘초등･중등 교과

용 도서를 通觀하면 일관된 피아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 참고도서류에도 거의 

이 점에 유의한 것을 볼 수 없다. 단지 조선 내의 조선인 교육을 위해서 총독부가 다소 

주의를 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략) 이러한 바른 인식은 단지 조선통치를 위해서만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총체를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된다46)’고 나카무라가 

오히려 일본인･일본 사회의 ‘국사’ 인식 혁신을 추구한 자세에 모리타를 비롯한 녹기연

맹의 멤버가 공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실제로 모리타는 신판 ≪初等國史 

第五學年≫이 간행된 전해 가을에 나카무라에게서 새로운 교과서 편찬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47)고 하고 ‘이 ≪초등국사≫가 취하고 있는 역사 파악 이념은 동시

에 또 ≪동양사≫에, 또 ≪서양사≫에 혹은 동양사와 서양사의 일체로 본 ≪세계사≫ 

그 자체의 파악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48)’라며 나아가서는 전시하의 일본에서 일세

를 풍미한 교토학파(京都學派)의 ‘근대의 초극’, 혹은 그 중요 멤버인 고야마 이와오(高

山岩男)의 ‘세계사 구상’을 방불케 하는 ‘세계사’ 서술의 한 귀결로서 ≪초등국사≫는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나카무라는 전시 말기인 1945년 6월 6일부로 간사

44) 三鬼淸一郞, 2000.6 <朝鮮役硏究史の一齣 -中村榮孝氏の業績をめぐって-> ≪織豊期の政治構造≫

(吉川弘文館, 東京)에 中村의 ‘내선일체’론을 ‘임진왜란(文祿･慶長의 役)/조선출병’ 연구의 흐름에

서 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실 관계의 오류가 적지 않지만 일본 근세사 연구 입장에서, 

게다가 나고야(名古屋)대학의 中村 이후 국사학 강좌 담당자에 의한 논점 정리로서 귀중한 시점을 

포함하고 있다. 

45) 中村에 의한 戰前期의 문교행정･역사교육에 관한 문장은 뒤에 실린 【참고 2】에 따른다. 앞의 

<中村榮孝敎授 略曆･著作目 >에서는 빠진 것이 많다. 또 특이한 사회개량단체로서 알려진 綠旗

聯盟과 그 발행물에 관해서는 졸고, 2003.2 <昭和戰前期の朝鮮における‘右派’學生運動史論> ≪九

州史學≫ 135 및 2009.6･2009.9 <≪綠旗≫とその時代－影印復刻板≪綠旗/ 亞文化≫誌の解題に

代えて－>(影印復刻板 ≪綠旗≫ 제1권 및 별권 색인에 실림)(オークラ情報サービス)를 참고 바란다.

46) 中村榮孝, 1935.8 ≪朝鮮史(‘朝鮮敎育講座’ 제2부 자료편)≫ (四海書房, 東京) 1

47) 森田芳夫, 1940.5 <≪初等國史≫(第五學年用)を讀みて -總合生活學の一建設として> ≪綠旗≫ 5-5. 

이 글에 수록되어 있는 中村의 발언에 따르면 신판 ≪초등국사≫는 辻善之助(東京帝國大學 사학

과 교수)에게 교열과 교정까지 의뢰하여 작성되었고 그래서 森田은 ‘實物을 보고 내용을 일독하고 

완전히 현신적인 책이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위의 잡지 43쪽)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48) 위의 <≪初等國史≫ (第五學年用)を讀みて>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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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 政務總監 田中武雄

委員( 務囑託) 學務局長 大野謙一

幹事 學務課長 本多武夫/ 中樞院書記官 新居廣

編纂主任 京城帝國大學敎授 田保橋潔

修史官 寺谷修三/ 田川孝三

修史官補 黑田省三/ 園田庸次郞

書記 前田耕三

로서 교학관을 겸직하는 형식으로 조선사편수회에 복귀49)하 다. 단 이것은 반드시 編

史 작업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보하시 기요시 사후 조선사편수회가 학

무국 기능 축소와 연동하여 ‘戰時 사상 보급50)’이라는 일종의 사회 교육적 조직으로의 

전환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확실히 조선총독부의 문교시책 전반을 잘 아는 학무관

료인 나카무라 밖에 적임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맺음말

조선사편수회도 전시하에서 서서히 그 기구가 축소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덧붙여 

1942년 단계에는

長 政務總監 田中武雄

顧問 東京帝國大學名譽敎授 黑板勝美/ 京城帝國大學校總長 篠田治策

委員 田省吾/ 李能和/ 李秉韶/ 崔南善/ 京城帝國大學敎授 藤田亮策/ 財務局長 水田直昌/ 

李王職長官 李恒九/ 殖産局長 上瀧基

務囑託 司政局長 鈴川壽男

幹事 中樞院書記官 筒井竹雄/中樞院書記官 永田種秀/ 中樞院書記官 朴富陽

修史官 寺谷修三/ 田川孝三

修史官補 陸軍中  黑田省三/ 園田庸次郞

書記 中樞院属 可知淸次郞(兼)/ 前田耕三  *원문 그대로

라는 포진이었지만(출전:≪昭和十七年七月一日現在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 ≫), 이

것이 1944년 초의 단계에는 

49) ≪朝鮮總督府官報≫ 제5502호, 1945년 6월 8일부 <敍任及辭令>란

50) ≪每日新報≫ 1945.5.18일자 2면, <朝鮮史編修 非常措置 戰時思想指 에 新出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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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구성으로 축소되었다(출전:朝鮮史編修 硏究彙纂 제1집≪近代朝鮮史硏究≫[1944년 

3월] 권말 명부에 근거함). 얼마 안 있어 1945년 초에 다보하시가 타계하고 또 교학관인 

나카무라 히데타카에 관해서는 전시 말기에 본부과장급인 고등관에 배당되었던 조선사

편수회 ‘간사’ 취임이 발령되었던 것은 앞서 보았던 대로이다. 곧이어 8월 15일을 맞이

해 일본에 의한 한국 통치가 종료함과 동시에 조선총독부의 업무도 미군정에 인도되었

는데 이것은 조선사편수회도 같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미군정기인 1946년 3월에 설립된 

‘國史館’을 거쳐 건국 직후 대한민국에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창립(1949년)에 진력했던 

것이 앞서 그 이름이 거론된 데라타니 슈죠(寺谷修三) 즉 ‘광복’ 후 성명을 복구하여 다

시 創氏名에서 名으로 돌아오게 된 옛 조선총독부 편수관 신석호, 바로 그 다.

또한 신석호가 집필한 학교교육용의 ‘검정’ 역사교과서는 이미 1948년 8월에 인쇄･발

행되었다(≪文敎部新敎授要目依據 중등학교 사회생활과 우리나라의 생활(국사부분)≫(동

방문화사 간행)). 이에 앞서 진단학회가 편집한 ≪國史敎本≫이 군정청 문교부에서 1946

년 5월에 출판되었다. 신석호가 집필한 교과서는 제목과 내용의 변천을 거쳤지만 최남

선 등의 교과서와 함께 ‘敎授要目’기(1946~1954년)부터 ‘제1차 교육과정’기(1945~1963

년)를 거쳐 한국에 국정교과서가 도입되기 이전인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4년)까

지 오랫동안 계속 사용되었다. 또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단군’에 관한 기사는 각 교과

서의 첫머리 부분을 장식하게 되었지만 ‘箕子’에 관한 기술도 일정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51) 실증사학의 입장에서는 기자도 또 완전히 무시될 수 없는 존재 다. 이 점이 

제3차 교육과정 이후 ‘국정’ 교과서와는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51) 예를 들면 최남선은 ‘箕子’란 단군이라는 말이 전화된 ‘케야지’(‘태양의 자식’이란 뜻이 된다)라고 

하여 단군과 기자의 연속성을 설명하고[최남선, 1962 ≪國史≫ (民衆書館)] 또 신석호는 어디까지

나 평양에 할거했던 낙랑군 漢人들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

다(신석호, 1948 ≪우리나라의 생활(국사부분)≫ (東邦文化社)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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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鮮

史系

나카 미치요

(那珂通世)

하야시 다이스케

(林泰輔)

리스

→

시라토리 구라키치

(白鳥庫吉)

나이토 도라지로

(內藤虎次郞)

이나바 이와키치

(稻葉岩吉)

→

쓰다 소키치

(津田左右吉)

이케우치 히로시

(池內宏)

→

이마니시 류

(今西龍)

오다 쇼고

( 田省吾)

→

다가와 고죠

(田川孝三)

申奭鎬

국사

학계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繹)

구메 구니다케(久米邦武)
→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쓰지 젠노스케(辻善之助)
→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참고 : 일본 통치기의 ‘조선사’학 계통(개념도)

【참고1】오다 쇼고의 역사 교육 행정 관련 논문 목록(稿)

1913.8 <朝鮮に於ける 學校敎育と內地觀念の養成とにつきて> ≪朝鮮敎育 雜誌≫ 20

1914.6 <鄕土資料としての朝鮮都 村落を論ず> ≪朝鮮敎育 雜誌≫ 29

1914.11 < 學日本歷史敎授に於ける年代觀念の養成に就きて> ≪朝鮮敎育 雜誌≫ 34

1915.1 <朝鮮史要略> ≪朝鮮敎育 雜誌≫ 36

1915.2 <朝鮮史要略(續)> ≪朝鮮敎育 雜誌≫ 37

1915.3 <朝鮮史要略(完)> ≪朝鮮敎育 雜誌≫ 38

1917.6 <朝鮮總督府に於ける敎科書編纂事業の槪要(一)> ≪朝鮮敎育硏究 雜誌≫2 1

1917.7 <朝鮮總督府に於ける敎科書編纂事業の槪要(二)> ≪朝鮮敎育硏究 雜誌≫ 22

1918.4 <朝鮮古書に見えたる日本の國體並に國情に關する記事> ≪朝鮮敎育硏究 雜誌≫ 31

1918.5 <朝鮮古書に見えたる日本の國體並に國情に關する記事(承前)> ≪朝鮮敎育硏究 雜

誌≫ 32

1919.2 <朝鮮半島に古昔果して羊ありや> ≪朝鮮敎育硏究 雜誌≫ 41

1919.7 <平和克復後の敎育> ≪朝鮮敎育硏究 雜誌≫ 46

1919.10 <時勢民度と國度民情> ≪朝鮮敎育硏究 雜誌≫ 48

1922.2 <敎科書編纂上より見たる取扱上の注意(講話)> ≪朝鮮敎育≫ 6卷5號

1922.3 <新敎育令の公 と敎科書に就て> ≪朝鮮敎育≫ 6卷6號

1923.2 <新敎科書は斯ういふ方針で編纂した> ≪朝鮮敎育≫ 7卷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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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2 < ゆる檀君傳說に就いて> ≪文敎の朝鮮≫ 6

1926.6 <本大學の豫科に就て> ≪文敎の朝鮮≫ 10

1927.8 <第一回汎太平洋 議要領> ≪文敎の朝鮮≫ 24

【참고2】戰前期 나카무라 히데타카의 역사 교육 관련 논고

1930.9 <古蹟は如何に保存せらるべきか> ≪朝鮮≫ 184 (朝鮮總督府)

1930.10 <文祿･慶長の役と朝鮮の政情> ≪硏究評論 歷史敎育≫ 5卷8號

1932.9 <新刊≪朝鮮史≫に就いて> ≪朝鮮≫ 208

1935.8 ≪朝鮮史≫ (<歷史敎育講座> 第二部資料篇) (四海書房, 東京)

1937.4 <李氏朝鮮家系の成立> ≪綠旗≫ 2卷4號

1938.10 <時局に於ける朝鮮の歷史敎育> ≪歷史敎育≫ 13卷7號

1938.12 <武漢占領の重要性> ≪文敎の朝鮮≫ 160

1938.12 <內鮮一體論> ≪朝鮮の敎育硏究≫ 124

1939.4 <朝鮮の國史敎育と敎科用圖書の變遷> / <過渡期に於ける國史科授業のために> / 

<≪初等國史≫と≪ 學國史≫との相異について> ≪敎科書編輯彙報≫ 3 (朝鮮總

督府)

1939.5 <日本世界主義> ≪朝鮮の敎育硏究≫ 129

1939.7 <朝鮮史論> ≪アジア問題講座≫ 7 [民族･歷史篇(一)] (創元社, 東京) 321~357

1939.9 < 亞敎育と國史> ≪敎科書編輯彙報≫ 4

1939.11 <皇國臣民敎育と國史> ≪綠旗≫ 4卷11號

1939.12 <國史敎育躍進のために－皇室中心の國史について－> ≪朝鮮の敎育硏究≫ 136

1939.12 <任那の古都≪高靈≫> ≪觀光朝鮮≫ 2卷1號

1940.3 <新刊≪初等國史≫の編纂趣旨と取扱> / <新敎科書による指 のために> ≪敎科書

編輯彙報≫ 5

1940.4 <≪朝鮮敎育≫の創刊に寄す> ≪朝鮮敎育≫ 1卷1號 (京城女子師範學校･朝鮮敎育

硏究 )

1940.6 ≪東亞新秩序の建設と古代大陸經營の先蹤≫ (朝鮮總督府, 京城)

1940.7 <國史の體系はいかにあるべきか> / <敎材の檢討と辭典の利用－富山房≪國史辭典≫

を薦む－> / <國史敎授法硏究のために> ≪敎科書編輯彙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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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8 <百濟文化と內鮮關係> ≪ラヂオ講演･講座≫ 15 (朝鮮放 協 )

1940.9 <朝鮮に於ける國史敎育> ≪朝鮮≫ 304

1940.11 <扶餘神宮の由來> ≪觀光朝鮮≫ 2卷6號

1941.2 <孝德天皇改新の大政> ≪綠旗≫ 6卷2號

1941.3 <國民學校國民科敎則案について(上)> ≪文敎の朝鮮≫ 186

1941.3 <初等國史の敎師用を> ≪綠旗≫ 6卷3號

1941.4 <齊明天皇國 宣揚の聖業> ≪綠旗≫ 6卷4號

1941.4 <新初等敎育の展開に際して> ≪國民敎育≫ 153

1941.5 <國民學校國民科敎則案について(三)> ≪文敎の朝鮮≫ 189

1941.6 <國民學校國民科敎則案について(四)> ≪文敎の朝鮮≫ 190

1941.10 <朝鮮史> ≪師範大學講座 歷史敎育≫ 12 (建文館, 東京) 1~61

1942.1 <元寇の國難と日本婦道の確立> ≪綠旗≫ 7卷1號

1942.5 <大東亞建設と朝鮮敎育> ≪國民學校≫ 11 (朝鮮公民敎育 )

1944.10 <國史と靑年> ≪ 亞文化≫ 9卷10號

1944.10 <やまとをみなの力 －サイパン全員戰死に元寇を憶ふ－> ≪新女性≫ 3卷9･10合號

【참고3】조선사학 전공 졸업논문 제목

▣第1回(1929년 3월) : <王氏高麗初期に於ける 契丹關係>(西健介) / <朝鮮に於ける基督敎

の傳來に就いて>(山口正之) / <弘安の役後に於ける日本と高麗との關

係について>(佐久間敎洞) / < 浪帶方之文化及社 生活狀態>(金昌

鈞) / <新羅王朝の衰亡について>(申奭鎬)

▣第2回(1930년 3월) : <朱子學の傳來とその影響に就いて>(尹瑢均) / <高麗朝に於ける地理

讖緯の思想の政治上に及ぼせる影響>(成 緖)

▣第3回(1931년 3월) : <新羅建國>(伊藤勝嘉) / <高麗初期に於ける高麗契丹關係>(梁柱華) 

/ <毛文龍と朝鮮との關係について>(田川孝三) / <東洋史上に於ける凶

奴民族の 亡盛衰について>(嚴武鉉) / <三國末に於ける新羅の統一運

動に就いて>(江見一二)

▣第4回(1932년 3월) : <壬辰丁酉後に於ける 馬の國交恢復運動に就いて>(犬飼俊三) / <元

代に於ける高麗王位繼承問題>(松尾元治) / <肅宗王代の淸韓國境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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査定に就いて>(森田芳夫) / <高句麗の滅亡を論じて其の遺民の去就に

及ぶ>(李繼甲) / < 化島回軍について>(李周衡) / <經濟上より見た

る朋黨の原因>(笠岡幹吾)

▣第5回(1933년 3월) : 없음

▣第6回(1934년 3월) : <備邊司の設置に就きて>(重吉萬次) / (＊<淸太宗時代に於ける朝鮮と

の關係>〔金聲均･東洋史)) 

▣第7回(1935년 3월) : <書院の起源>(柳洪烈) 

▣第8回(1936년 3월) : <高麗時代の奴婢に就いて>(龜田敬二) / <朝鮮初期に於ける驛站の硏

究>(平間武弌)

▣第9回(1937년 3월) : <鮮初の兵制に就いて>(原田正平) / <朝鮮世祖朝に於ける北方問題の

硏究>(李仁榮)

▣第10回(1938년 3월) : <大同法の硏究 －その成立を中心にして－>(盧聖錫)

▣第11回(1939년 3월) : 없음

▣第12回(1940년 3월) : <李朝初期の土地制度一斑>(朴時亨･選科) / <李朝初期に於ける兵

制の硏究>(金錫亨)

▣第13回(1941년 3월) : <高麗高宗朝に於ける江華遷都の一 察 －崔氏を中心として－> (金

濬鎭<金光濬鎭>)

▣第14回(1941년 12월) : <李時愛の亂に就いて>(金相五<金川相五>) / <均役法ニツイテ>

(廉衡淳<梅原毅一>)

▣第15回(1942년 9월) : 없음

▣第16回(1943년 9월) : 없음

▣第17回(1944년 9월) : 미상

▣第18回(1945년 3월) : 미상

◎ 졸업 직후의 진로

▣第1回 : 西健介(元山中→龍山中) / 山口正之(平壌高女→京城中) / 佐久間敎洞(晋州高普→

大邱師範) / 金昌鈞(朝鮮總督府學務局編輯課) / 申奭鎬(朝鮮史編修 修史官補)

▣第2回 : 尹瑢均(朝鮮史編修  囑託) / 成 緒(中央佛敎 →梨花女 )

▣第3回 : 梁柱華(養正高普) / 田川孝三(法文學部助手→朝鮮史編修 囑託) / 江見一二(平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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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女→元山商)

▣第4回 : 犬飼俊三(京城女子高普→平壤高女) / 松尾元治(滿蒙文化事業部助手) / 森田芳夫

(綠旗連盟) / 李繼甲(裡里農林)

▣第6回 : 金聲均(朝鮮總督府警務局 圖書課) / 重吉萬次(李王職史料編纂所)

▣第7回 : 柳洪烈(法文學部助手→東星商)

▣第8回 : 龜田敬二(李王職史料編纂所→羅南女子高普→仁川中) / 平間武弌(京城第一高普

→京畿中)

▣第9回 : 李仁榮(大邱府史編纂委員) / 原田正平(光州高普→城東中)

▣第12回 : 金錫亨(養正中) / 朴時亨(朝鮮文化學院→ 新學校)

▣第13回 : 金濬鎭(淸州商)

◎ 조선인 학생의 출신교 및 그후 등

▣第1回 : 金昌鈞(平壤高普)忠南大敎授

申奭鎬( 檢合格)國史館長, 國史編纂委員 委員長, 高麗大･成均館大･嶺南大 등 

敎授 역임

▣第2回 : 尹瑢均(京城第一高普) / 成 緖(京城第一高普) 制憲議員･忠南大總長

▣第3回 : 梁柱華(京城第一高普) / 嚴武鉉(東萊高普)

▣第4回 : 李繼甲(京城第一高普) / 李周衡(徽文高普)

▣第6回 : 金聲均(京城第一高普) 國史編纂委員長 慶熙大敎授

▣第7回 : 柳洪烈(京城第一高普) 서울大敎授

▣第12回 : 金錫亨(大邱高普) 金日成綜合大敎授 

▣第13回 : 金濬鎭(平壤高普)

▣第14回 : 金相五(光州高普) 全北大敎授 / 廉衡淳(京城第二高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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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정진성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역사교과서 편찬과 ‘국사/조선사’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쓰여

진 이글은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이 서로 긴 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상호 논지를 

분명하게 이끌고 있다. 조선사 편찬, 역사교과서의 편찬, 그리고 단군/기자의 문제가 그

것이다.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내용은 각각 조직, 인물 및 史觀이라는 또 다른 세 가지의 

축에 의해 엮여져 있다. 

조선사 편찬에 관하여, 저자는 구관조사로부터 조선사편찬위원회, 조선사편수회 등으

로 이르는 과정 뿐만 아니라 청구학회, 진단학회, 경성제대 사학과 등의 조직의 계보를 

치 하게 조사했으며, 조선사 편찬에 참여한 인물이 교과서 편찬에도 참여하여 역사연

구 및 편찬과 교과서 편찬이 긴 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저자가 조선반도사 편찬으로부터 조선사편수회로 이르는 일련의 제도화 

과정을 일선동조론의 역사인식의 반 , 관주도의 어용 성격, 일본의 한국통치 하의 근대

에 단단히 속박된 것 등으로 본 점이다. 또한 저자는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조선사교

육이 크게 후퇴되었다고 판단했으며, 그것을 내선일체사관과 국체본의에 근거한 황도의

식, 그리고 교토학파의 ‘근대의 초극’의 세계사 구상의 귀결이라고 보았다. 

저자는 이렇게 역사서술의 흐름을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시켜 판단하면서도, 다

른 한편 또 다른 흐름을 ‘正史’에 기초한 실증사관의 확립과정으로 보고 있다. 실증사관

과 역사에 투 되는 정치적 압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이 점을 해결하

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실증사관’이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역사란 무엇

인가’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된다. 이른바 실증사관의 엄 한 방법론에 입각했다는 하야

시 다이스케(林泰輔)나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저자가 본문의 말미에서 참고로 제

시하고 있는 일본 통치기의 조선사학 계통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는 궁극적으로 천황 중

심의 일본의 국체를 강조하기 위한 역사와 도덕의 정립에 봉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개인

적으로 학자 자신에게 있어서 정치적 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위 개념도에 있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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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구니타케(久米邦武)가 1892년 초 국체론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 해직 당했던 사실을 

떠올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실증적’ 역사연구가 정치적 이념과 사관에 따라 얼마

나 입지가 달라지는가는, 최근 한국에서 과거사 정리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설치된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선사편수회에 관련되는 조선인들을 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정사를 사용한 편년 사료의 원칙론이란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역사서술과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자료를 선택하고 버렸는가를 큰 흐름

에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저자가 다루고 있는 오다 등의 조선사 편수와 교과서 

편찬은, 19세기말 20세기초 한국 정부나 지식인들에 의해 편찬된 주체적 역사서술 (중국

역사로부터 탈피하고 일본을 문명국가의 준거로 삼으면서도 조선의 일본에 대한 과거의 

문화적 우월성을 주창하는)과 교과서 (예컨대 학부의 조선역사(1895), 현채의 동국역사

(1899) 등)의 통사체계를 부정.말살하는데 집중해 왔으며, 결국 조선을 일본제국의 통사

체계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비켜갈 수 

없을 것이다.

실증적 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해 저자는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가? 정확한 사실이란 무엇인가? 나카무라의 말을 빌어, “엄 히 

전문 학술적 견지에서 검토된‘ 것이 정확한 사실인가? 또는 논문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正史’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가? 문서에 기록된 것만이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

이 아니라는 시각은 이미 아날학파와 케임브리지 가족사 연구 그룹 등을 비롯한 역사연

구에서 정립되어 왔다. 그림이나, 무덤의 형태, 주택구조, 일기, 교구의 탄생과 장례의 기

록, 구술 등등,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이 역사연구를 풍부

하게 하고 있다. 때로는 문서 자체가 실제의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근대의 여러 사실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편협한 실증사관이 보다 중요한 역사적 

실상을 놓치고, 그 배경에 놓여있는 역사적 가치와 정치적 이념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

을 인정한 위에, 역사서술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증사관의 문제는 조선사편수와 교과서 편찬에서 저자가 예로 들고 있는 단

군과 기자의 문제에서 두드러진다. 저자는 정만조나 이능화, 혹은 최남선과 같은 조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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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정사’에 나와 있지 않은 단군 조선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는 사실을 지

적하면서, 이를 조선인의 민족주의적 동기와 관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응하는 

일본인들의 자세는 저자가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바로서의 ‘정사에 입각한 원칙론’임은 

물론이다. 여기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 정사와 야사, 과학과 신화, 객관과 억견, 단군조

선과 기자조선, 그리고 조금 나아가자면 ‘편협한 민족주의’와 ‘관용적 제국주의(긍정적 

의미에서의)’가 대비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단군조선과 기자 조선의 문제는 이와 같

이 좁은 의미에서 대립적인 이항 대립으로 이해되어 온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적

하고자 한다. 대한제국의 수립을 전후하여 한말의 조선인 역사가들은 단군은 대한제국

으로 이어지는 정통의 흐름에서 왕조의 독자성, 즉 중국과 일본에 대한 종족적 대외 독

립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그리고 기자는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존재

로 상정하여 왔다. 이 시기 민족정체성 형성의 맥락에서 단군이라는 종족적 요소와 기자

로 표상되는 동양문명과의 연계성이라는 이중구조는 조선의 식민지화에 따라 점차 단군

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저자의 이해는 지

나치게 일면적이고 피상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여러 회의를 통하여 교과서 편찬과 내용을 다루기로 약속된 논문에서, 정

작 교과서 편찬과 내용보다, 인물의 구체적 연혁이나 사서, 사료편찬 등에 더욱 많은 지

면을 할애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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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우선은 졸고의 기본적인 구성, 즉 ‘조선사편찬’ ‘역사교과서’ ‘단군/기자 문제’라는, 얼

핏 보면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과제를 서로 관련시켜 논술한다는 기본

적 스타일을 읽어 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비평 중에는 ‘실증이란 무엇인가’라는 역

사철학 상의 커다란 명제에 관계되는 지적도 있는데, 지면의 제한도 있고 또 근거하고 

있는 전문 분야의 차이에 기인하는 견해의 차이도 적지 않음에 비추어, 어디까지나 졸고

의 기술 내용에 관계 되는 지적에 한정하여, 특히 오해･오독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

분에 관해서만 반론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① : ‘조선사편수회의 제도화 과정을 일선동조론의 역사인식이 반 된 것으로 보고 

…’의 부분에 관해서는 졸고의 설명 부족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선사편수회 성립 

이전의 ‘조선반도사’ 편찬에 관한 이야기이다. 필자는, 특히 초기의 조선사편수회의 편

수관들이, ≪日本書紀≫에 상징되는 것과 같은 단순한 ‘同祖論’에 입각해 있지 않은 것

에 주목한 것이며 거기에 조선사편수회의 ≪朝鮮史≫ 제1편 제1권이 한･중･일의 正史

에서의 ‘紀年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 준 의미를 찾아내려 한 것이다.

② : ①과 관련하여, 필자는 전통적인 ‘正史’라는 역사 기술의 스타일이 ‘실증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는 입장은 아니다. 평자가 ‘문서에 기록된 것만이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은 이미 아날학파와 케임브리지 가족사 연구 그룹 등을 비롯

한 역사연구에서 정립되어 왔다’고 지적한 것에 異論은 없다. 졸고가 강조한 것은 ‘正史’ 

내용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전통적인 사료 조작과 서술 수법의 문제이

다. ‘正史’라는 것은 단순히 ‘올바른 역사’ ‘정확한 史實’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前왕조를 

이은 新왕조에 의한 이른바 ‘정통성의 계승’에 관한 자기 인식이며, 또 대외적인 자세이

다. 이것이 근대에 이르러서도 강하게 의식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 본 논문의 

골자이다.

③ : 비평문의 마지막에 ‘교과서 편찬과 내용을 다루도록 약속된 논문에서 정작 교과

서 편찬과 내용보다 인물의 구체적 연혁이나 사서, 사료편찬 등에 더욱 많은 지면을 할

애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졸고의 서술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와 같은 ‘약속’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또 큰 틀로서 합의한 ‘교과

서 편찬’ ‘제도’에 관한 논고로서, 교과서 편찬의 전제가 되는 관료 기구와 편찬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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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을 중심으로 다루고 또 필요에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러한 평자의 비판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독자 제위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



교과서문제의 史的 전개

신주백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의 사적 전개

－1982년과 2001년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비평문(나가시마 히로키), 집필자 답변

이데 히로토･후쿠시마 히로유키･이시다 마사하루

전후 일한의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교육정책･교육학의 

여러 모습

비평문(신주백), 집필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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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역사교과서 문제의 사적 전개

－1982년과 2001년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신 주 백

Ⅰ. 머리말

Ⅱ.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Ⅲ.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Ⅳ. 맺음말

Ⅰ. 머리말

근대 국민국가에서 국민통합의 중요한 기재는 군대와 학교교육이었다. 학교교육은 언

어를 일치시키고 역사인식을 통합하여 국민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구성원의 정체성을 확

보하고 통일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 다. 이때 역사교과서는 중요한 매개물이었으

므로 국민국가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서술되어 왔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역사서술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일정한 교육방침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교과서 문제가 국가 간 또는 집단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여기에 있다. 1982년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된 일본의 역사

교과서 기술문제도 일본정부가 의도하는 역사상과 교과서 집필자의 역사관, 그리고 한국

이 생각하는 역사인식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표출되고 확산된 문제 다. 

주지하듯이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으로 인해 한일 간에 국민감정이 충돌하고 외교문

제로까지 비화된 경우는 1982년 이외에 2001년에도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매년 일본의 

역사교과서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1986년에도 역사교과서 문제가 있기는 

하 지만, 국민감정의 충돌로 이어지면서 외교마찰을 불러일으킬 정도로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1982년에 비하면 미미한 파장을 일으킨 정도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2002년부

터 매년 제기된 역사교과서 문제는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를 일으킨 ‘새로운 역사교과



23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

서를 만드는 모임’ 측이 주도한 교과서 공격의 연장선상에 있다. 2001년 일본 역사교과

서 문제가 일어난 이후 2005년의 역사갈등처럼 한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도 2001년경부터 본격화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82년과 2001년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기술하고 비교

하는 가운데, 1982년과 2001년 이후의 양상을 각각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 다. 

이처럼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한일 간 역사교과서 문제를 언급한 논문은 각 시기의 

현행본 교과서를 분석한 논문이 대부분이며, 역사갈등의 史的인 전개과정이란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 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한일 간 역사교과서 문제의 역사적 전개를 

직접 다룬 논문으로는 역사학과 정치학 분야의 글이 있으며,1)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적인 노력의 경과를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글도 있다.2) 이글에서는 한일 양국의 선행

연구가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것을 극복함과 동시에, 갈등 및 협의

과정과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한

일관계의 양상과 그것이 갖는 함의를 좀 더 다층적인 면에서 고찰해보겠다.  

그래서 제2･3장에서는 1982년과 2001년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

리 비교하면서 그것의 변화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선 분석하겠다. 즉 두 시기에 정

부와 민간차원의 대응과정을 비교하고,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된 이유

를 고찰하며, 달라진 양상이 갖는 의미도 추출해 보겠다. 더불어 1986년 이후와 2002년

부터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1982년과 2001년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서 언

급하여, 1982년과 2001년을 고비로 역사교과서 문제의 전개 양상이 갖는 특징적인 모습

이 보다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다.  

1) 君島和彦, 1996 <日本の敎科書制度について－發行･編輯･檢定採擇のしくみ> ≪敎科書の思想≫ (す

ずさわ書店) ; 辛珠柏, 2001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1965~2001)－새로운 희망

을 찾아서> ≪한국근현대사연구≫ 17 ; 이원덕, 2005 <한일 과거사 갈등의 구조와 해법 모색> 

≪세계지역연구논총≫ 23-2

2) 辛珠柏, 2006 <韓日間 歷史 話의 摸索과 協力모델 찾기(1982~1993)> ≪韓日民族問題硏究≫ 

11 ; 정재정, 2006 <韓日의 歷史 話－和解와 相生을 위한 오딧세이> ≪일본학연구≫ 19 ; 辛

珠柏, 2007 <‘동아시아형 교과서대화’의 본격적인 모색과 협력모델 찾기(1993~2006)> ≪歷史敎

育≫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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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1. 발단과 전개

1982년 역사교과서 문제 이전에 한일 간 역사인식의 차이를 놓고 상호교류가 활발하

게 일어났던 것 같지는 않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한일 간 협력의 첫 시도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때부터 다. 유네스코는 1965년 인류의 복지증진과 세계평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불행한 역사적 인연을 가진 국가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편향될 수 있는 역사교육을 바로잡는 학술교류를 장려하 다.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와 일본위원회는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준비하 다. 그렇지만 이에나가 사부로(家

永三郞) 동경교육대학 교수가 일본의 법원을 상대로 교과서 검정제도가 위헌이라는 소

송을 제기함에 따라 일본측 대표단 구성이 어려워지면서 세미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

다.3) 

이후 한일 간에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학술교류와 시정활동은 10여 년 동안 

사실상 중지되었다. 정부 차원의 한국관 시정 활동은 국무총리의 지시로 1975년부터 문

교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4) 비슷한 시기인 1976년부터 민간 차원의 교류 활동도 시작

되었는데, 동경한국연구원에서 조선사연구회 주최로 ‘민족과 역사, 역사교육’이란 심포

지엄이 처음 열렸다.5) 

그렇지만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활동 모두 활발하게 전개된 것 같지 않다.6) 더구

나 ‘是正 活動’이란 일방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는 분석의 대상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일본도 국제교육정보센터에서 1958년

부터 일방적인 시정활동을 지속해왔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학계는 자국의 역사교과서

에 대한 분석은 차치하고 상대방의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분석조차 아직 걸음

마 단계 다. 1970년대까지 일본 역사학계의 경우 이에 관해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보

3) 교과서 소송의 역사에 관한 간략한 개요는 君島和彦, 1997 <歷史學は敎科書裁判から何を學んだか 

-32年の成果を確認するために> ≪敎育≫ 621를 참조하 다. 

4) 大韓民國國 事務處, ≪第113回(閉 中) 文敎公報委員 議  第2號(1982. 8. 5)≫ 77 

5) 大韓民國國 事務處, ≪第113回(閉 中) 文敎公報委員 議  第2號(1982. 8. 5)≫ 4 

6) 기본적인 현황은 辛珠柏,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1965~2001)－새로운 희망

을 찾아서> 219~2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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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 내부에서부터 불거져 나왔다. 일본 내외 특히 

한국의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 2001년 및 2005년과 비교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일본 내부의 상황 전개를 간략히 짚어보자. 

일본의 문부성은 1982년 6월 25일 1983년에 사용할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검정 결

과를 발표하 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검정과정에서 ‘침략’이란 표현을 약화시키려 

했다든지, 오키나와전에서 일본군에 주민이 살해당한 기술을 삭제하도록 했다는 비판을 

제기하 다.7) 이는  1970년 杉元判決 이래 조금씩 검정이 완화되어 가던 경향에 반기를 

든 우익 단체와 보수파 정치인들이 1979년 말부터 재차 교과서를 비판하는 활동을 고조

시키고 있던 분위기 속에서 문부성도 검열 같은 검정을 강화하고 있던 도중에 일어난 

비판이었다.8) 2001년 검정이 후소샤(扶桑社) 교과서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는 점에서 교과서 문제의 발단이 1982년과 달랐던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 교과서 검정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을 즈음에 한국의 언론에서도 

일본의 교과서가 “왜곡 투성이”라고 지적하는 비판이 있었다.9) 중국에서도 일본이 중국

과 조선에 대한 침략 사실을 왜곡하며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하 다.10) 한국과 중국의 비

판에 대해 일본 언론과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하 다.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일본 수상

은 양국 정부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증진을 통해 우호를 증진하자고 발언하 다. 한국 언

론은 이를 두고 “두 얼굴을 드러낸 日 교과서 歪曲”이라고 비판하 다.11)

한국정부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 다. 문교부는 1982년 

7) ≪朝日新聞≫ 1982. 6. 26 ; ≪沖縄タイムズ≫ 1982. 7. 7.

8) 그 배경을 조금 상세히 언급하면, 1979년 11월 石井一朝는 <新 憂うべき敎科書の問題>이란 글에서 

교과서 집필자를 공격하 고, 자민당은 ≪自由新報≫에 1980년 1월부터 <いま敎科書は－敎育正常

化への提 >이란 글을 연재하 다. 이렇게 공격적인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 6월의 중

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문부성은 고등학교 ≪현대사회≫

에 대한 1981년도 검정과 ‘출판사의 자주규제’라는 이름으로 검정을 강화하 다. 이어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1980년 12월 자민당에 교과서문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과서의 검정 강화와 채택지구

의 광역화를 시도하 으며, 교과서통제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敎科書制度改革草案>을 확

정하 다. 일본 문부성은 1981년 11월 제13기 중앙교육심의회에 교과서문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교

과서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하 다. 일본 역사교육계에서는 이를 ‘제2차 교과서 

공격’이라 말한다. 이상은 社 科敎科書執筆 懇談  編, 1984 ≪敎科書問題とは何か≫ (未來社) 

358~366 ; 君島和彦, 1996 ≪敎科書の思想≫ (すずさわ書店) 162 참조. 

9) ≪한국일보≫ 1982년 7월 2일 ; ≪동아일보≫ 1982년 7월 7일

10) ≪人民日報≫ 1982년 7월 20일

11) ≪한국일보≫ 1982년 7월 22일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의 사적 전개  241

6월 24일경 주일대사관으로부터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한 정보보고를 받았다. 7

월 17일 문교부는 일본의 교과서를 입수하여 국사편찬위원회로 하여금 16종의 교과서에

서 한국 관련 내용을 분석하도록 하 다.12) 

그런데 7월 23일 마쓰노 유키야스(松野幸泰) 일본 국토청 장관이 한국의 역사교과서

에도 오류가 있다면서 “한일합병의 경우 한국에서는 일본이 침략한 것으로 돼 있는 듯

하나 한국의 당시 국내정세 등도 있어 어느 쪽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발언하

다. 일본의 교과서 기술 내용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주문은 내정간섭이라고 오가와 헤이

지( 川平二) 문부상에게 말하기도 하 다.13) 그의 부적절한 발언은 한국인의 내재되어 

있는 반일감정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한국의  언론이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한 기

사를 1면에 배당하여 연일 보도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 다. 국민 가운데는 부산 주

재 일본 사관에 투석하거나, 일본인의 식당 출입을 금지하고 택시 승차를 거부하는 사

람도 있었다.14) 국민의 반일감정은 한글학회처럼 전체주의 일본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

는 형태보다는 대단히 직접적이고 공격적이었다.15) 

침략과 지배 사실을 왜곡하고 공공연히 옹호하는 일본의 지도층에 대해 한국인의 반

발이 거세지면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가 외교문제로 발전해 가기 시작하 다. 일본 문

부성은 이를 타개하고자 7월 29일과 30일에 중국과 한국 대사관의 公使에게 교과서 검

정의 절차와 내용을 설명하 다. 하지만 중국 공사는 오히려 일본의 교과서 검정 내용이 

1972년 중일공동성명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불만을 표출하 고, 한국 공사는 정

식으로 일본정부에 항의를 표명하 다. 문부성 관계자는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설명하며 

사태를 해결하려 하 다. 오가와 문부상은 일본 국회에서 비판의 기술을 다시 수정할 수 

없으며, 검정제도를 고칠 생각도 없다고 강경한 거부 자세를 유지하 다.16)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 문제의 발단이자 역사교과서 문

제의 본질은 교과서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 있었다. 결국 문부성은 검정제

12) ≪동아일보≫ 1982년 7월 22일, 8월 6일

13) ≪동아일보≫ 1982년 7월 24일. 오가와 문부상은 시정 요구에 강제성이 없으므로 내정간섭이 아

니라고 국회에 답변하 다(≪동아일보≫ 1982년 8월 3일). 중국정부도 일본의 역사인식이 중일공

동성명과 평화우호조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다시 비판하 다. 

14) ≪동아일보≫ 1982년 7월 30일, 7월 29일, 7월 27일, 8월 13일

15) 하지만 국민 일반의 항의행위에서 그동안 정부의 대응과정에 대해 행동으로 비판하는 모습은 없

었다. 모든 잘못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辛珠柏,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사회

의 대응(1965~2001)－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227 

16) 社 科敎科書執筆 懇談  編, ≪敎科書問題とは何か≫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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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핑계로 양국의 수정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이제 일본정부로서는 외

교라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소극적이고 문제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한국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정당조

차, 경제협력자금을 빌리기 위해 진행해왔던 일본과의 외교교섭을 중단하는 한편,17) 국

민여론에 편승하기 시작하 다. 한국정부는 8월 3일 대책회의를 열어 “상당한 각오”를 

하고 교과서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하 다.18) 일본정부는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국장급 해명 사절을 파견했지만, 한국정부는 면담조차 거부하여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

다.19) 8월 13일에도 한국정부는 역사교과서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한일관계 전반에 

악 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유감표시’를 일본정부에 전달하

다.20) 한국정부가 잠시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것이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

권은 국민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경제협력자금을 빌리려 대일 유화 제스처를 지속했을 

때 돌아올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달리 보면, 전두환정권은 대중적 기

반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8월 3일경부터 대일 강경기조를 선도했다고 할 수 있다. 

국회도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와 보조를 맞추었다. 8월 5일 국회 文敎公報委員 는 

16종의 일본 교과서 가운데 24항목 167곳이 잘못 기술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國史編纂委

員 의 報告를 받았다.21) 회의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고, 교과서

를 시정하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는 한편, 독립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 다. 일본 역사교과서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이때 처음으로 국민에게 알

려졌다. 

2. 외교적 봉합과 대안인식

그런데 끝도 없이 대립 각을 세울 것 같았던 한일 양국의 여론도 해결책을 모색하는 

17) 역사교과서 문제가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던 7월 초 두 나라 외상은 동경에서 만나 경제협력문제

를 논의하 다. 이때도 교과서문제에 관한 말은 나오지 않았다(≪한국일보≫ 1982년 7월 6일).

18) ≪동아일보≫ 1982년 8월 4일. 이러한 사태의 전개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일본 정부 다. 

19) 8월 10일 중국에도 문부성과 외무성의 고급관료를 파견했지만, 중국정부는 교과서 기술의 재개정

을 요구하 다. 

20) ≪동아일보≫ 1982년 8월 13일

21) 朴成壽 엮음, 1982 ≪일본 교과서와 韓國史의 歪曲≫ (民知社) 279~319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분석한 요구서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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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 강경 대응 기조 속에서 싹트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감정적인 반일을 ‘克日’로 승

화시키자는 주장이 8월 초순경부터 제기되었다.22) 마쓰노 유키야스의 부적절한 발언을 

계기로 국민여론을 선도하고 있던 언론도 8월 중순경부터 우리를 되돌아보려는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하 다. 전두환 정부로서는 사태를 빨리 진정시켜 정권으로 향할지도 모

를 비판을 피하면서 경제협력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서둘러 받을 필요도 있었다. 당시 국

가안전기획부장이었던 노신 은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시정작업은 문교부와 외무부에

서 실무적으로 맡아 처리하고, 격앙된 국민들의 반일감정은 극일운동으로 승화시켜 해

결하도록 국민성금에 의한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작업을 시도하 다.23) 언론에서도 ‘독립기념관에 벽돌 한 개씩을’이란 구호 아래 범국민

적인 모금운동을 선도하며 여기에 호응하 고, 정부도 이틈을 이용하여 8월 28일 독립

기념관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24) 

때마침 일본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이 8월 26일에 교과서 “비판에 귀

를 기울여 정부의 책임으로 시정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 다.25) 중국정부는 검정의 범

위 내에서 한국과 중국정부의 비판을 고려에 넣고 최대한 결정하 다고 발언한 스즈키 

젠코 수상의 발언이 모호하며 교과서 시정을 위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비판하

다.26) 한국정부는 1985년 검정에서부터 시정하겠다는 시정의 시기에 불만을 갖고 있

었지만,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한 견해를 받아들 다.27) 9월 27일 한국정부

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분석에 기초하여 ‘즉시 시정’ 항목 19개를 포함하여 모두 45개 항

목의 수정･검토사항을 일본정부에 정식으로 제출하고 수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 다. 

양국 간에 1982년 역사교과서 문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 것은 일본정부가 9월 14

일에 문부대신의 이름으로 ‘고교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 사회과부회’에 한국측 의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조치의 결과 곧, 11월 16일 ‘近隣諸國條 ’을 발표하면

서 다. 즉 社 科部 에서 “인근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

에는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새로운 검정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자고 자문하 다. 이에 일본정부는 11월 24일 이것을 문부대신의 

22) ≪동아일보≫ 1982년 8월 5일 ; ≪조선일보≫ 1982년 8월 12일

23) 2000 ≪盧信永回顧 ≫ (고려서적) 323

24) 獨立記念館 編, 1988 ≪獨立記念館 建立史≫ 678 

25) ≪한국일보≫ 1982년 8월 27일

26) ≪한국일보≫ 1982년 8월 26일

27) ≪한국일보≫ 1982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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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로 발표하 다.28) 갈등을 유발한 요인이 해소되었거나, 어떻게 해소하자는 전진적

인 대안도 없이 상대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일방적인 대안을 제시

하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된 것이다. 이쯤해서 사태를 봉합하려는 양국 지도층의 암묵적

이지만 공통된 의지가 반 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1982년 11월 근린제국조항이 신설된 이후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침략’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부성이 검정 때 수정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55년경

부터 침략 대신에 ‘진출’이란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 이래 처음 부활한 것이다. 반면에 

문부성은 학살자의 숫자를 명기할 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검정을 더욱 

강화하 다. 

한국과 중국정부에 검열적 검정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던 문부성은 일본의 교과서 필

자들이 자율수정을 요청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즉 1982년 역사교과서 문제가 아직 진행 

중에 있던 9월 4일에 결성된 社 科敎科書執筆 懇談 는 문부성 대신에게 주변국에서 

제기된 비판점에 대해 집필자들이 자주적으로 판단하여 1983년도용 교과서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 다. 문부성은 “새로 추가된 검정기준의 적용으

로부터 금후 改訂檢定에서 근린 아시아 諸國과의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에 관하여 교과서

상 더욱 배려하도록 제언하고 있는 것이지, ‘正誤改正’이란 수속에 의한 수정을 생각하

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입장을 확고히 하 다.29) 여기에서 한국측이 명확

히 이해해야 할 점은 1982년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어났을 당시 일본정부는 근린제국조

항을 교과서 검정의 새로운 조항으로 신설했지만, 문부성에서 검정을 잘못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자의적 검정기준 내지는 검정제도의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 이외에도, 문부성이 지향하는 역사인식에 

잘못이 없다는 점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보

아도 틀림없다. 

그런데 한국정부와 역사학자들은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

도를 제대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1982년에 한국정부가 수정을 요구한 19개 

항목 가운데 1983년에 7개 항목, 그 이듬해 8개 항목이 시정되었고, 나머지 4개 항목은 

28) ≪朝日新聞≫ 1982년 11월 2일, 11월 24일 ; ≪동아일보≫ 1982년 11월 25일

29) 初等中等敎育局敎科書檢定課, 1982 <‘歷史敎科書’についての文部大臣談話について> ≪文部時報≫ 

1267, 88. 실제 문부성의 과장은 “문부성으로서는 검정에서 배려가 결여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침략’도 ‘진출’도 허용 범위 속에 있지, 문부성의 검정에 오류는 없다”라며 집필자들의 제안을 

거절하 다고 한다(社 科敎科書執筆 懇談  編, ≪敎科書問題とは何か≫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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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되었다고 알고 있었다.30) 그러나 이것은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가운데 한국 관

련 부분만을 일본 외무성이 나름대로 정리하여 한국 외무부에 보낸 것에 불과하 다. 따

라서 그것은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고 있는 문부성의 공식 입장과도 무관한 일이었으며, 

이와 관련한 어떤 공식 서류도 일본정부에는 없었다. 한국사회는 교과서문제에 관한 한 

일본의 문부성과 외무성이 다른 기관이며, 역사와 외교가 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역

사교과서 문제에서는 별개의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깨닫는데 이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양국 정부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외교적으로 봉합하 다. 그렇다면 1982년 역

사갈등을 목격하고 있던 연구자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모색하려 했을까. 

아주 다양한 반응이 나왔을 것은 자명하지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그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집필자와 진보적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반응과 문제제기에 대

해 놀라움과 더불어 가해의 문제를 등한시 한 연구경향에 대해 반성적인 흐름이 형성되

었다.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로까지 확산되지 않았다. 가령 그들이 이즈음에 주목하고 있던 서독의 교과서제도 전반

에 대한 관심도 검정을 포함하여 서독의 교과서제도와 교과서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어쩌다 게오르크 에커트 국제교과서연구소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 지만, 국제 

교과서대화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집중하지 않았다.31) 오히려 일본의 진보학계와 사회과 

교과서 집필자들의 관심은 문부성의 검열적 검정에 대응하여 교과서 검정제 자체를 비

판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한국의 역사학계도 일본의 침략과 지배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더욱 힘을 기

울이기 시작하 다. 민족사관을 정립하는 것이 극일의 일부 기 때문이다. 다만, 경쟁적

인 측면에서 연구의 활성화를 제창하는 대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문제해결

을 지향한다는 취지의 대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한 갈등이 한참 고조되어 가고 있던 1982년 7월 말 ~ 8월 초순

경에 한국정부는 양국의 역사학자들로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이

를 적극적으로 반 하자는 방안이 한때 거론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강경대응기조로 방

침을 전환하고, 언론에서 침략의 사실이 명백하므로 공동연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시간

30) ≪조선일보≫ 1984년 7월 1일 ; ≪조선일보≫ 1993년 2월 12일

31) 天野正治, 1981 <特集 敎科書問題－世界の敎科書はどうなっているか : 西ドイツ> ≪季刊敎育法≫ 41 ; 

林量俶, 1982 <西ドイツの敎科書制度> ≪國民敎育≫ 53 ; 太田忠男, 1982 <西ドイツの現代史敎科

書> ≪같은 책≫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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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끌기 위한 일본의 계략이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 으므로 이 방안은 유야무

야 되었다.32) 역사교과서 대화를 진행할 만한 국내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는 유효함도 제대로 주목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1983년 11월 한국에 처음

으로 소개된 독일의 국제 교과서대화에 관한 내용을 분석할 때도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33)  

이에 반해 일본의 우익 및 일부 보수세력은 독일과 폴란드 역사교과서 대화에 관한 

진실을 비틀어 설명하고, 역사적 진실이 사실대로 밝혀질 수 없음을 증명하여 일본의 침

략 사실을 은폐하는데 주력하 다. 예를 들어 니시 요시유끼(西義之)는 1945년 소련군이 

오늘날 폴란드 토가 된 오더-나이세강 동쪽에 거주하던 독일인을 ‘추방’한 문제를 ‘이

주’로 합의한 서독－폴란드 권고안(1972)과 이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 독일 

내부의 다양한 논쟁을 소개하며 서독－폴란드 교과서대화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고 진단하 다.34) 그러나 니시 요시유끼는 권고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수많

은 의견 차이가 좁혀졌고, 학교교육을 통해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양국 간 

친선과 미래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주목하지 않았다.35) 

3. 일본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의 새로운 시도 

－역사교과서 만들기－

문부성의 강화된 검정으로 역사교과서의 기술을 바꿔보려던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과 근린제국조항 신설로 좌절을 맞보았

다. 그래서 그들은 교과서를 공격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스스로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 다. 우선 그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1983년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이 결집한 ‘敎科書正常化國民 議’에 소속된 ‘日本を守る

國民 議’(이하 국민회의)는 “다음 세대를 담당할 청소년을 위한 적정한” 일본사 교과서

를 만들기 시작하 다.36) 이들은 1985년 5월 ≪新編日本史≫(原書房)을 작성하여 검정

32) ≪동아일보≫ 1982년 8월 2일

33) 文基相, 1983 <獨逸의 歷史敎育> ≪歷史敎育≫ 34

34) 西義之, 1982 <西ドイツの‘敎科書論爭’> ≪諸君≫ 14-10

35) 그의 시선에서는 역사교과서 대화가 동서독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끌어내

지 못할 것이다. 

36) <新編‘日本史’發刊に關する聲明(198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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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청하 다. 문부성은 이듬 해 5월 800여 곳에 검정의견을 붙여 합격시켰다. 

1981년 10월에 결성된 국민회의는 昭和천황 재위 6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

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 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적 군사력으로 지키는 방위 문제와, 마음과 정신을 지켜야 하는 

교육에 관계된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할 커다란 문제로 헌법이 

있습니다만, 나라를 지키는 근원은 결국 국가 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바꿔 말하면 

천황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들이 헌법개정

을 제창하는데 있어 우선 국가의식, 나아가서는 천황에 연결되는 국체라는 것을 우선 분명하게 

확립하는 데서부터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헌법･방위･교육의 문제는 우선 

올바른 국가의식을 말하자면 올바른 애국심의 확립이라는 근원적인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7)

국민회의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에게 역사교과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천황 중심의 국가체제를 만들기 위한 사상적 흐름을 형성하는 기재 던 것이다. 다음 

‘제3장 1절’에서 언급할 일본사회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2001년 검정을 통

과한 ‘新しい歷史敎科書をつくる ’가 만들어 후소샤에서 출판한 역사교과서도 마찬가지의 

위치를 점한다는 점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사상적 분위기 조성용 ‘중학교판 교과서’

라고 볼 수 있겠다. 

≪新編日本史≫에 대해 한국과 중국 언론은 시정 약속을 어기고 군국주의를 계속 미

화하고 있다며 비판하 다.38) 한국과 중국정부의 항의에 일본정부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曾根康弘) 수상의 강권 발동으로 합격 판정을 내린 교과서의 123곳을 네 차례에 걸쳐 

다시 수정하도록 지도하 다.39)

그런데 나카소네 수상이 ‘강권 발동’을 하면서까지 검정을 이미 통과한 교과서의 내

용을 다시 수정하도록 지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카소네 수상은 1986년 들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근

린제국의 국민감정에도 적절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을 정도로 이즈음부터 정책 

전환을 시도하 다. 그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는데 전쟁책임 문

제가 큰 장애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외적 배려를 우선하는 형태로 정책전환을 명확히 

37) 1984. 7 ≪日本の息吹≫ 2. 국민회의의 기관지이다. 당시 운 위원장이었던 黛敏郞이 쓴 글이다. 

38) ≪한국일보≫ 1986년 5월 29일, 6월 5일

39) ≪新編日本史≫는 1987년 31개 고교에서 8321권이 채택되었다. 原書房은 1987년 10월 ≪新編國

民日本史≫라는 ‘보급판’도 출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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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이는 1980년대 후반 들어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증대

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이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형성되고 있던 일본

경제의 현실을 반 한 결과이기도 하 다. 일본 경제인들로서도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戰後의 후유증을 치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40) 

반면에 한국과 중국정부가 1982년처럼 강력하게 비판적인 논조를 제기하며 외교적 

제스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41) 우익 교과서 1종에 대한 검정 결과 다

는 점에서 1982년의 고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과 우선 비교될 수 있다. 특히 한국정부로

서는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국제행사인 아시안게임을 1986년 9월에 무사히 치러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민주화운동 세력도 반독재민주화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을 안착시키면서 가속화시켜야 하는 처지 다. 따라서 문제가 있기

는 하지만, 1종의 교과서만을 가지고 외교 문제화하기에 두 나라 정부 모두 부담이었을 

것이다. 

Ⅲ.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1. 1990년대 한국과 일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는 한일관계를 새롭게 재조정해야 할 상황이 조

성되었다. 한국에서는 1987년 6･10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정치적 민주화가 실현되어 갔

다. 그것은 독재에 억눌려왔던 개인의 권리와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적 흐름이 뚜렷이 형

성되는 계기이자,  정치적 민주화에만 집중되어 왔던 사회적 관심을 다양화하는 전환점

이기도 하 다. 때마침 동서독이 통일하고 사회주의 소련이 몰락하면서 전후 세계질서

를 이끌어 왔던 냉전체제가 해체되었다. 이데올로기에 따라 편가르기를 하고, 같은 편끼

리는 분열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하는 시대가 끝난 것이다.42) 

40) 吉田裕, 1995 ≪日本人の戦争觀≫ (岩波書店) 167~175

41) 한국정부는 시정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시정안을 일본정부에 제시하 다. 

42) 냉전의 해체는 이념적 장벽 때문에 일본의 시민단체와 연대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

들의 현실적 압박감을 해소시키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19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남북관계가 안

정되어 가면서 대일과거청산을 위해 일본의 진보적인 단체와도 연대하려는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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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1990년 11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지원하는 중심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가 결성되는 등 독재와 냉전으로 침묵을 강요받았던 대일과거청산운동이 활

발히 일어나기 시작하 다. 1991년 8월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던 김학순 할머니가 일

본정부를 가해자로 뚜렷이 지목함으로써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차

원의 움직임은 더욱 본격화하 다. 그녀의 자기고백으로 피해 여성들은 자학과 침묵의 

굴레를 벗어나기 시작하 고,43)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민족문제이자 여성문제로써 국제

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하 다.  

반인권적인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부정하고 회피할 수 없었던 일본정부는 1993년 6월 

1994년도용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로 검정을 신청한 9종의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다고 발표하 다.44) 8월 4일에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거 정부시절에 직간접으로 관여했음을 시인하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담

화문을 발표하 다.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정치력을 확보하고 냉전체제가 해체된 후 

형성되고 있던 새로운 세계질서의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집권층의 의사가 반 된 결과일 것이다.45) 

고노담화문이 발표된 직후인 8월 9일 비자민당 출신의 호소가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내각이 출현하 다. 55년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그는 8월 15일 ‘戰没 追悼式典’에서 수

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가해책임을 발언할 정도로 일본의 과거에 

대해 비판적 총괄을 시도하려 하 다. 이에 자민당을 비롯한 우익 및 일부 보수세력은 

즉각 자학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 국가에 긍지를 갖는 일본인 자신의 역사관을 확립해

야 한다며 ‘대동아전쟁의 총괄’을 목표로 하는 ‘歷史･檢討委員 ’를 8월에 발족시켰

다.46) 1994년 6월에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 ) 내각이 등장하자 더 한층 위기감을 느

낀 자민당 내 우익은 12월에 ‘終戰 50周年 國 議員聯盟’을 결성하고 교과서 검정 기준

의 하나인 근린제국조항의 삭제를 요구하 다. 무라야마 내각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43) 이 과정에 대해서는 김정란, 2003 <일본군‘위안부’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 정대협

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47~75 참조. 

44) ≪한국일보≫ 1993년 5월 13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경우 7종의 1997년도용 교과서 모두에서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서술이 등장하 다.  

45) 이에 대한 하나의 시사가 ≪文藝春秋≫ 1992년 4월호의 132~145에 수록된 答申案, <國際社 に

おける日本の役割(全文)> 이다. 일본 자민당은 PKO법의 제정과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둘러싼 논란

을 잠재우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 조사회’를 구성하고 1991년에 조사 결

과를 발표한 것이지만, 일본의 집권층이 그리는 미래 사회의 일부를 여기에서 시사받을 수 있다.

46) 이들은 1995년 8월 15일 ≪大東亞戰爭の總括≫ (展轉社)를 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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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8월 15일에 비록 침략전쟁에 대해 직접 사죄하지 않았지만 ‘식민지 지배와 침

략’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아시아인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준 점을 반

성하고 사죄한다는 담화를 발표하 다. 

일본의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 다. 그들은 1996년 들어 1997년

도용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의 검정에서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등장하자, 일

본의 나쁜 것만 강조한다며 이에 적극 대응하 다.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는 일본

군‘위안부’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이 일본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려는 국익 관념 곧, 

국가 관념이 근본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행위로 간주하 다.47) 그는 1996년 1월부터 

≪産經新聞≫에 ‘敎科書が敎えない歷史’를 연재하기 시작하 다. 또한 6월 자민당에 ‘明る

い日本國 議員連盟’이 결성되는 등 일본의 새로운 교과서 기술경향을 비판하는 정치조

직이 여럿 출현하 다. ≪産經新聞≫에서도 1997년 1월부터 교과서를 비판하는 특집을 

보도하 다.48) 

후지오카 노부카쓰와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등은 1997년 1월 ‘新しい歷史敎科書をつくる

’의 발족을 발표하 다(이하 새역모).  새역모의 역사관은 ‘자유주의사관’이다. 후지오

카 노부카쓰는 자유주의사관이란 “자율적인 개인에 의한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한 허용

하는 사회가 결국 보다 풍부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는 길이며 실제로도 일본의 근현

대사는 그런 노선에 접근하는 정책에 의해서 성공하고 그것에서 벗어났을 때는 실패했

다고 할 수 있는 코스를 거쳐 왔다고 보는 사고방법”이라고 규정하 다. 그러면서 자유

주의사관이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 리얼리즘, 건전한 내셔널리즘, 관료주의 비판을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하 다.49)

새역모는 기존 교과서가 전후 일본인에게 일본인으로서의 긍지와 국가와 국민을 지킨

다는 국가의식을 결여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한다.50) 그들이 주장하는 역사교육은 한마

다로 전전의 역사를 복원시키고, 이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것이다. ‘애국심

을 지닌 일본인’을 양성하도록 역사교육도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전통과 

문화, 역사인식을 단절시킨 현행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헌법이념을 

47) 藤岡信勝, 1997 ≪‘自虐史觀’の病理≫ (文藝春秋) 292~294

48) 이상의 움직임에 대한 기초적인 정리는 1997 <中學校歷史敎科書批判の經過> ≪敎科書レポート97≫ 

41, 4~6을 참조하 다.

49) 藤岡信勝, 1995 <近･現代史の授業どう改造するか⑫ 三つの近･現代史像③－自由主義史觀 5> ≪敎

育科學社 科敎育≫ 403, 119

50) 이하 새역모의 주장은 박진희, <일본 역사교육의 강화 논리와 정치적 의미(1990년대 초~2007)>

(이 책에 수록되어 있음)를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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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으로 한 교육이념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행 평화헌법은 미 점령기 일

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져 강요된 것으로 전전 일본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단

절시켰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헌법이념 하에서의 역사교육도 잘못되어 건전한 국민의

식과 자긍심 고취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51) 여기에 경제력만으로는 세계의 여러 분

쟁 해결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편재해 해외 파

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덧붙여졌다.

새역모는 이후 ≪敎科書が敎えない歷史≫(産經新聞社, 1997), ≪國民の歷史≫(産經新聞

社, 1999)를 대량으로 배포함으로써 여론 형성을 꾀하 다. 그리고 産經新聞社와 관계가 

깊은 후소샤(扶桑社)란 출판사를 통해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도 출판하 다. 검정신청본을 시판할 때 ≪新しい歷史敎科書‘つくる ’

の主張≫(德間書店, 2001.6)도 출판하 다. 

이처럼 1979년 말부터 1982년까지와 달리 1990년대 중후반의 교과서 공격은, 조종자

이자 뒷 배경으로 우익 및 일부 보수 정치인, 선전대로써 ≪산케이신문≫ 등 우익 보수 

언론, 선전 선동의 행동대이자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 비판의 이론대인 새역모라는 삼

각 구도를 형성하며 진행되었다. 다음 ‘제2절’과 ‘3절’에서 확인되듯이, 21세기 들어 이

들은 새역모에서 역사교과서를 공격하며 일본사회의 보수화와 사상적 흐름을 선도하고, 

정치인과 언론의 후원을 받으며 교육기본법 개정처럼 자신들의 주장을 법적･사회적 기

정 사실화를 기도해 왔다. 그래서 21세기의 전개양상은 사실상 정치인만이 나섰던 1982

년과 완연히 다른 구도에 입각해 이루어졌으며,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일본 내에서의 공

방은 누가 더 대중적 이슈를 선점하고 당위성을 장악하느냐의 싸움이기도 하 다. 

그런데 새역모를 중심으로 한 일본사회의 움직임 곧,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

나고 있는 동안 한국사회는 여기에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다. 일본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가 개선되어 가고 있던 흐름이었으므로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의 교과서공격이 미칠 파

장에 대해 예의 주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사회 전체가 사실상 대책 없이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거나 무관심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정부의 유화적인 

대일정책도 한국사회가 이렇게 대응한 또 다른 원인의 하나 을 것이다. 

51) 일본의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의 입장에서 나카소네 내각의 기여는 ‘자유롭고 정당한 경쟁원리가 

기능하며 개성 다양한 교육’을 제안함으로써 국가라는 존재를 전제로 한 개인들의 무한 경쟁이라

는 ‘신’ 자유주의적 입장을 교육이론에 침투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카소네 내각 시기에 교육

개혁 논의가 1990년대 일본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한 축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자세한 

것은 박삼헌, <1980년대 일본의 교육개혁과 ‘임시교육심의회’> 참조 (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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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가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던 와중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움직임도 있었다. 민간 차원에서 한일 간의 첫 

역사교과서 대화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의 국제교과서연구소와 일본의 일한역

사교과서연구회 사이에 있었다.52) 이때 쌓인 인맥을 바탕으로 서울시립대학과 동경학예

대학 사이에 학생 간의 교류만이 아니라 공동역사교재를 만들기 위한 학술교류가 시작

되었다.53) 또한 1997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교재를 개발

하여 한일 간 역사인식의 격차를 해소하고 협력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

다.54) 이러함 움직임은 독일의 국제 교과서대화의 경험을 동북아에 응용하는 방안을 찾

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갈등을 해소하고 한일 간에 상처난 부위를 치유하려는 노

력이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2. 강렬한 파열음과 제한적 대안 모색  

2000년 4월 새역모에서 중학교 역사와 공민 교과서의 검정을 신청하 다. 이후 후소

샤의 교과서가 황국사관에 따라 침략을 미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 다.55) 한국정부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2000년 8월 말경 “과거사를 왜곡, 축소

하는 역사교과서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은 물론 일본 스스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

지 않다”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표명한 이래 여러 차례 우려를 전달하 다.56) 또한 

중국정부도 비판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 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

은 “중･일 양국의 우호관계가 잘못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

52) 자세한 내용은 日韓歷史敎科書硏究  編, 1993 ≪敎科書を日韓協力で える≫ (大月書店) ; 國際敎

科書硏究所 編, 1994 ≪韓･日 歷史敎科書 修正의 諸問題≫ (白山資料院) ; 辛珠柏, <韓日間 歷史

話의 摸索과 協力모델 찾기(1982~1993)> ‘IV장’ 참조.

53) 그들은 학술교류의 결과물을 책으로 출판하 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일본역사교육연구회 공편,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2000) ; 

≪日本と韓國の歷史敎科書を讀む視点－先史時代から現代までの日韓關係史≫ (梨の木 , 2000) ; 歷

史敎育硏究  編, ≪日本と韓國の歷史共通敎材をつくる視点－先史時代から現代までの日韓關係史≫ 

(梨の木 , 2003)

54) 심포지엄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1998 ≪21세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오름)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심포지엄의 전후 맥락에 대해서는 辛珠柏, <‘동아시아형 교과서대화’의 본격적인 모

색과 협력모델 찾기(1993~2006)> ‘제1장’ 참조.

55) ≪문화일보≫ 2000년 7월 1일 ; ≪서울신문≫ 2000년 8월 11일

56) ≪세계일보≫ 2000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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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57) 주룽지 총리는 일본정부와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수정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

다.58) 

하지만 새역모는 2001년 2월 24일 제2차 수정본을 문부과학성에 제출하면서 검정 통

과를 자신하 다.59) 후소샤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에 제출한 검정신청본의 복사본이 돌아

다닐 정도 다.60) 그들의 호언장담대로 문부과학성은 3월 29일 8종의 중학교 역사교과

서의 검정을 통과시켰고, 4월 3일에 이를 공식 발표하 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문부과학상은 새역모의 교과서가 “균형잡힌 내용”이라는 발언까지 하 다.61) 역사적 사

실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열적 검정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1982년 역사교과서 문제라면, 역사를 왜곡한 세력의 교과서를 통과시키기 위한 검정으

로 일어난 사건이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 던 것이다. 

우익 역사교과서의 검정통과에 대해 한국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현하 지만, 4월 6일

에도 “한‧일 간의 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과서 문제에 대응한다는 입장

을 견지하 다.62) 이미 악화된 국민 감정, 그리고 1998년 양국 정상간에 합의한 <한일

파트너십공동선언>의 정신에 명백히 어긋나는 데도 불구하고 양국관계의 ‘손상’을 더 

우려한 것이다.63) 

그런데 4월 9일 한국정부는 주일한국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조치를 전격 발표하

다.64) 그러면서도 한국정부는 “중국 및 북한과의 공동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한‧

일 양자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교과서 문제해결을 일본 문

화개방과 연계할 계획이 없다”고 기본 대응기조를 확정하 다.65) 

57) ≪국민일보≫ 2001년 2월 28일

58) ≪한국일보≫ 2001년 3월 16일

59) ≪중앙일보≫ 2001년 2월 25일.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들의 지적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지  황

 

扶桑社 帝國書院 淸水書院 敎育出版 東京書籍 日本文化出版 日本書籍 大阪書籍

역사 137 29 22 23 18 35 35 13

공민 99 35 35 16 17 34 60 24

 * 출전: http://www.h2.dion.ne.jp/~kyokasho/main01.htm

60) ≪每日新聞≫　2001. 3. 3.

61) ≪敎科書レポート2002≫ 46, 126쪽

62) 國 事務處, ≪第220回國 (臨時 ) 統一外交通商委員 議 (2001. 4. 6)≫ 7쪽

63) 중국정부는 4월 4일 “강렬한 분노와 불만”을 표시하 고, 대만과 베트남은 4월 7일, 북한은 8일에 

일본의 역사인식을 비판하 다.

64) 사실상 ‘소환’이었지만, 한국정부는 이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며 ‘일시 귀국’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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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4월 11일 한일경제협회 소속의 일본인 회장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

일파트너쉽공동선언을 설명하면서 “이번 역사 교과서 검정문제는 이런 공동선언 정신에 

비춰 매우 미흡한 데 대해 한국 국민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개진하 다.66) 이즈음부터 한국정부의 태도가 강경 쪽으로 급선회하기 시작하

다. 

이때까지 한국정부의 대응과정은 ‘지나친 신중함’ 내지는 ‘어정쩡한 관망’, 그리고 이

어지는 ‘뒤늦은 강경대응’의 양상이었다. 전후 맥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급속한 

전환이었다는 점에서는 1982년과 그다지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67) 

그러는 가운데 원칙적인 대응 방향을 확정한 한국정부는 4월 11일에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을 구성하 다.68) 대책반은 5월 8일 학계의 협력을 얻어 역사교과서의 왜곡 

실태를 조목조목 분석한 35개 항의 ‘수정요구안’을 일본정부에 전달하 다.69) 

대책반에서는 중‧장기 대책도 수립해 갔다. 즉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 센터’를 설치

하여 역사교과서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우리 역사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및 한국관 홍보를 위한 상설기구를 2002년

까지 설치하고, 공무원 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 다.70) 센터의 건

립과 홍보관의 상설화, 국사교육의 강화는 모두 1982년에도 나왔던 대응방법의 하나

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이었지만, 1982년에 제시된 대책들을 

2001년까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정부가 20년 동안 일본의 한국사에 대한 

편향된 역사인식을 사실상 방관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모리 요시로(森喜郞) 일본 총리는 5월 11일 국회에서 한국정부의 수정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답변하 다. 이는 일본 언론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71) 5월 17일 자민당의 

65) ≪한국일보≫ 2001년 4월 11일

66) ≪세계일보≫ 2001년 4월 12일

67) 辛珠柏,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1965~2001)－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243.

68) 처음 명칭은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대책반’이었다. 그런데 4월 6일자 국회 統一外交通商委員 에

서 대책반의 명칭에 ‘문제’가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며 ‘왜곡’으로 바뀌야 한다고 지적하 다(國

事務處, ≪第220回國 (臨時 ) 統一外交通商委員 議 (2001.4.6)≫ 5).

69) 중국정부도 5월 16일 8개항의 수정을 요구하 다(≪서울신문≫ 2001년 5월 18일).

70) ≪한겨레신문≫ 2001년 5월 10일, 16일. 그러나 일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

고 교과서 파동에 대응했던 측면도 있다. 가령 일본 교과서가 독도를 자기네 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시정요구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세계일보≫ 1996년 2월 14일).

71) ≪每日新聞≫ 2001년 3월 7일 ; ≪朝日新聞≫ 2001년 5월 9알 ; ≪讀賣新聞≫ 2001년 7월 9일. 

≪産經新聞≫의 논조는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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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은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에 적극 노력하기로 결정하 다.72) 또한 후소샤에서

는 6월 1일부터 ‘시판본’이란 이름으로 시중 판매에 나섰다. 한국정부의 수정요구에 대

해 7월 2일 “사실 관계의 오류가 아니라 한국민의 감정을 고려하고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친 것”이라며 한국고대사 관련 두 군데를 ‘自主訂正’하 다.73) 후소샤

에서 출판한 교과서에 대해서만 25곳의 수정을 요구한 한국정부에 대해 마치 대단한 생

색을 낸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침략과 지배를 둘러싼 과거사에 대해 

반성할 의도 자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후소샤의 의견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검토 결과를 7월 9일 한국정부에 공

식 통보하 다. 그 내용은 검정제도와 학설의 다양성을 들어 한국정부의 수정요구를 사

실상 거부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위원회 위

원과 역사학자 등 18명이 22일 동안 “한국측 요구를 성의를 갖고 충분히 정  검토했

다”고 밝혔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학문적인 검토를 거쳤다는 것이다. 동시에 검

정조사심의위원회에 한국사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검정 이후에도 서술의 오류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역사연구 촉진, 한일 학자 및 전문가 교류 활성

화, 한국 교직원 초빙, 한국어와 일본어의 상호 학습지원 강화, 한일 간 스포츠･문화 교

류 확대라는 5개 항의 ‘한일 신세기 교류 프로젝트’안을 제시하 다.74) 

일본정부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2001년과 같은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

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안들이었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자는 

대책은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한일관계사와 한국사를 편향되게 기술한 역사교과서로 인

해 일어난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었다. 1982년 일본정부 스스로

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근린제국조항을 위반한 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1982년 때처럼 검정제도의 무오류성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눈에 일본정부의 대책은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문제를 희석시키거나 회피하려는 의

도로 비춰졌다. 한국과 한국인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은 일본정

부의 대책이 “잔꾀의 巧 ”이라고 극언하 다.75) 

일본정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던 중 일본이 과거사를 오히려 편향되고 미화한 교과

서의 수정을 거부하자 한국의 여론은 폭발하 다. 여기에다 대한민국적과 조선민주주의

72) ≪敎科書レポート2002≫ 46, 127

73) ≪한국일보≫ 2001년 7월 7일. 아홉 군데 가운데 한국 관련은 다섯 군데 다. 

74) ≪동아일보≫ 2001년 7월 10일

75) ≪세계일보≫ 2001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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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공화국적을 가진 희생자들의 야스쿠니신사 합사문제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泉純一

郞)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가 결부되면서 한국의 대일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

화되었다. 예를 들어 1987년부터 매년 교류해 오던 한국의 마산 제1고등학교와 일본 미

에(三重)현 쓰다(津田)고교 사이의 교류를 한국측이 중단한 것처럼,76) 한일 교류를 진행

하고 있던 590개 초중등학교 가운데 178개교(30.1%)에서 교류 보류 또는 중지를 결정하

고, 166개교(28.1%)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시정하고 후소샤 교과서의 불채택을 지원

하는 활동을 벌 다.77) 물론 이는 잘못된 교육 조치 다. 서로 다른 생각을 듣고 말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성공한 교류이자 열린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에 후소샤 교과서의 역사왜곡으로 한일 양국 외교관계의 안정이 흔들렸을 때는 

교류를 중지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한국인의 대응 태도가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

향으로 성숙해 갔던 것이다. 

이처럼 급속히 달아오른 여론을 무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은 없다. 한국정부는 

7월 10일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 다.

2. 특히 일본 정부가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까지 왜곡하고 미화하려는 역사기술을 용인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1998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천명한 역사인식

이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이중적 자세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3.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같은 태도를 감안해 볼 때 일본이 과연 근린제국과의 우호친선관계

를 중시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78)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7월 12일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전체회의 및 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공식화하 다. 한국정부는 1998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따른 양국간 교류프로그램을 전면 중지하고, 일본 대중가수의 가창음반과 

오락용 방송프로그램, 18세 이상 성인용 비디오와 화,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 국제

화제 미수상 애니메이션 등 6개 분야의 제4차 문화개방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曺永吉 합참의장의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9월 초 실시키로 했던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

함과 호위함의 인천항 입항을 거부하는 등 한일 군사교류와 안보협력을 중단하기로 하

76) ≪문화일보≫ 2001년 7월 10일

77)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편, 2001 ≪문답으로 읽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역사비평사)

78) ≪세계일보≫ 2001년 7월 10일. 한국의 국회에서도 7월 18일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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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8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 

각료급 수석 대표를 참석시켜 편향된 역사인식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 다.79) 국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로서는 정부 차원

에서 한일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80) 

한편, 양국 정부차원의 교류가 사실상 중지된 상태에서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을 저지

하려는 한일 간 시민연대의 움직임에 기대를 거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 다.81) 1982

년과도 확연히 구분되는 대응양상인 시민단체의 움직임은 2001년 3월부터 가시화하

다. 즉 민간 차원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며 한일간 교류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려

는 움직임은 2001년 3월 14일 5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일본역사교과서개악저지운동

본부’를 발족하면서부터 태동하기 시작하 다. 4월 13일에는 ‘일본역사교과서개악저지

운동본부’를 90개 단체가 참가한 상설 연대 기구인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로 전

환하 다(이하 운동본부).82) 운동본부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교과서 왜곡문제를 직접, 그

리고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에서 결성되었다. 

운동본부에서는 8월 15일까지 새역모가 만든 후소샤 교과서의 불채택운동을 한일 시

민단체와 공조하여 저지하 다. 일본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한국의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일본측과 협력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고 항의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

으며, 일본 언론에 왜곡된 교과서 불채택을 호소하는 광고 싣기 모금운동을 전개함으로

써 일본내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 다. 운동본부에서는 새역모를 지지하는 기업 또는 

관계자가 새역모에 가입해 있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 우리의 각오를 보

여주려 하 다.83)

79) ≪경향신문≫ 2001년 7월 13일

80) 그런데 일본의 언론에서는 이미 이즈음 역사대화를 제시할 것을 주장하 다. ≪朝日新聞≫ 2001

년 7월 10일 ; ≪每日新聞≫ 2001년 7월 10일. 물론 두 신문은 현행 검정제도를 고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현행 제도를 바꿀 수 없으니 역사인식의 틈을 매울 수 있는 공동연구, 역사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1) 가령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점을 공식 통보한 바로 다음 날인 2001년 7월 

10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사설 : 교과서 저지운동에 기대한다>를 들 수 있다.

82) 이상의 내용은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 다(http://www.ilovehistory.or.kr/). 

83) 활동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지방 자치단체간의 연계활동은 한국의 최소 55개 이상의 자치단

체에서 참여하 다. 신문의 의견광고는 ≪朝日新聞≫ 동경의 일부 지역판에 2001년 9월 27일, 10

월 1일, 10월 13일 모두 3회에 걸쳐 게재되었다. 새역모 후원 기업제품의 불매운동은 제한적인 

불매운동으로써 모든 일본인이 후소샤 교과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

었으나 구체화하지는 못하 다. 이상은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에서 편집한 ≪일본교과서바

로잡기운동본부 2002 활동보고서≫(2002.2)에서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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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일본 내 여론을 환기시키며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을 저지한 

활동은 효과를 보았다. 그 결과 10% 채택률을 목표로 했던 새역모의 계획은 0.039%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식을 줄 모르던 국민 여론도 이즈음부터 급속히 식어갔다. 반대로 

새역모는 8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교과서에 내포된 문제점은 반성하지 않은 채 

외국의 압력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으로 채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 다고 하면서 “4년 

후에는 반드시 리벤지(복수)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웠다.84) 

새역모의 채택률이 저조해짐에 따라 양국 정부로서는 냉각된 한일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것만을 놓고 보면 2001년 10월 15일 

열린 양국의 정상회담이 그 전환점이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한 것

이다.85) 

양국간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

색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시민단체에서도 나타났다. 운동본부에서는 후소샤 교과서에 대

한 불채택운동을 한참 벌이고 있던 2001년 7월 제1차 한일교과서위원회를 열고, 대안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역사교과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 다. 

결국 2002년 3월 중국 남경에서 열린 ‘제1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에서 한중

일 3국의 시민단체에서 공동교재를 만들기로 합의하 다.86) 이들의 활동은 한일 간 역

사갈등 해소의 새로운 역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세계평화를 그르치는 행위임을 알리는 실천적 모습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

겠다.

1982년에 볼 수 없었던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새로운 움직임은 내외정세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즉 냉전체제가 와해

되며 이념대결이 완화되었고, 민주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한국 시민운동의 기

본 역량이 구축되어 있었으며, 김대중 정권이 민주화 과정을 함께했던 사람들로 구성되

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대화를 모색하는데 유연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대부터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기 시작한 민족주의 비판 특히,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열린 

84) ≪국민일보≫ 2001년 8월 17일

85) 한국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1

년 12월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 및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후 한국학중

앙연구원으로 개편)에서 주무 기관이 되어 추진하기로 결정하 다. 

86) 이에 대해서는 신주백, <3국 간 국제연대 속에서 비로소 동아시아가 시야에 들어오다 : 한국에서

의 미래를 여는 역사 편찬 과정을 중심으로>,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 편, 2008 ≪동아시아

에서 역사인식의 국경 넘기≫ (선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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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된 것과도 연관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제품 불

매운동 자체를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87) 민족을 내세우지 말고 민족 

대 민족의 대결구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88) 

이밖에 2001년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1982년과 비교하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 몇 가지 있었다.89) 첫째, 여전히 파고다공원 등지에서 항의집회가 열리고, 집회

에서 화형식을 거행하는 것은 1982년과 일치했지만, 이를 공공연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90) 둘째, 1982년에는 관변단체 중심의 항의 시위가 중심이었지만, 2001년 

대중의 반일시위는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

부’와 일본의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시민단체들의 연대 활동이 그 대표적인 

보기일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항의 활동이 있었다. 가령 충청남도 자

치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6월 15일에 우리의 기초의회에 해당되는 구마모토현 기

쿠치군 기쿠요정(町)의회를 방문하여 왜곡교과서 불채택 활동을 벌인 결과, 기쿠요정의

회로부터 ‘만드는 모임’측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성과를 얻어냈

다.91) 넷째, 늦기는 했지만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을 벌 다. 1982년에도 북한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비난하는 성

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공동보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한국 정부는 4월 중순경까지도 공동보조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92) 다

섯째,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한국에서는 교과서문제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연구자층이 형성되기 시작하 다. 이들은 조직적이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 지향적인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3. 역사 갈등세력과 해결 지향세력간의 年例化한 충돌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을 전후로 동아시아에서의 역사문제는 年例化하는 양상

87) 윤건차, 2001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민간 공동연구부터 하자’> ≪新東亞≫ 7

88) 유혁수, 2001 <재연된 日 역사교과서 파동의 이면> ≪뉴스메이커≫ 409

89) 이하의 내용은 辛珠柏,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1965~2001)－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247~249쪽을 정리한 것이다. 

90) 이신우, <시론 : 결의대회식 대처방법> ≪문화일보≫ 2001년 7월 2일

91) 2001.6.27 <자치체가 왜곡교과서 덮는다> ≪한겨레 21≫ 365

92) ≪한겨레신문≫ 2001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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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요한 것만 들어도 2002년 ≪ 新日本史≫ 교과서의 검정 통과, 

2003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 20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및 후소샤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 2006년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 문제, 2007년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독도 유권 표기문제, 2008년 일본

의 <중학교학습지도요령해설>에 독도를 자기 유권으로 표기한 문제, 2009년 지유샤

(自由社) 발행 역사교과서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의 부적

절한 발언이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문제는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에만 한정되지 않고, 2001년 이후 여

러 문제들이 교과서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으면서도 점차 독립된 갈등 요인으로 심화되

면서 한일 간 또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대립의 진폭이 커지고 있다. 토문제, 바다의 명

칭문제,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역사문제는 

지역의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종속변수로부터 독립변수화 하 다. 

2001년 이후 역사문제가 독립변수화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본을 ‘보통국가화’하려

는 우익과 보수세력의 움직임 때문이었다. 이들은 2001년의 9･11테러와 2002년 북한의 

일본인 납치고백을 빌미 삼아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공연하게 보수 우경화를 추구

할 수 있었다. 두 사건은 아베 신조(安倍晋三)를 비롯한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의 움직임

에 멍석을 깔아준 돌발정세 다. 새역모가 2005년판 역사교과서에서 親美反北이란 정치

적 색깔을 분명히 들어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2005년 검정을 통과한 후소샤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갈등은 정부 차원에서도 

있었지만, 2001년과 비교할 때 정부 간의 직접적이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은 일어나

지 않았다. 2005년 역사교과서 문제는 1982년의 역사교과서 문제 때처럼 한국정부의 정

치적 필요와 연관된 경우도 없었다. 

2005년 역사교과서 문제는 2001년보다 채택과 불채택 사이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

개되었다. 공방전의 주된 긴장관계는 민간 차원에서 한중일이 함께 만든 공동역사교재

인 ≪미래를 여는 역사, 未来を開く歷史, 東亞三國的近現代史≫(한겨레신문사, 高文硏, 社

科學文獻出版社)를 내세우며 벌어지는 상황에, 한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적극 대처하

며 공동캠페인을 진행하고, 신문에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불채택 분위기를 이끌어가

면서 형성되었다.93)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전과 달리 주로 민간 차원

93) 예를 들어 시민단체는 6월 5일에 8개 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독자의 수정요구안을 일본 대

사관에 제출하 다. 또한 2001년보다 더 광범위하게 일본의 신문사에 의견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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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대결국면으로 전환한 것이다. 국제 교과서협력운동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대결 

전선이 넓어져 버거운 측면도 있었지만, 2005년에도 10%를 내세웠던 새역모의 의도를 

좌절 시키고 0.4%라는 채택률을 기록하게 만들었다. 민간 차원의 유대와 협력활동의 결

과 앞으로의 파급효과는 이전보다 더 클 것이다. 그만큼 갈등의 국면이 넓다는 의미에서 

대결구도가 확산되어 간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후소샤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면서 동아시아 역사갈등을 해소하려는 세력들은 2002년

부터 공동역사교재라는 대안물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 다. 그 결과 2005년에 

≪조선통신사≫(한길사), ≪미래를 여는 역사≫,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한울아카데미), 그리고 2006년에 ≪마주보는 한일사≫(사계절)와 ≪한일교류의 역사≫

(혜안)이 출판되었다. 민간 차원의 노력은 역사교과서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협력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대안을 모색

했다는 점에서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움직임이었다.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교과서 대화의 경험을 볼 때, 민간 차원의 상시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역

사교재를 개발하는 활동은 교과서를 놓고 대화하는, 그리고 본격적인 역사대화를 시작

하는 정치적 준비이고 사회심리적 준비의 일환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94) 

역사교과서 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은 2002년 5월 정부차원에서도 시작되었다.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5년 3월 동경에서 열린 제6회 전체회의 때까지 진행되었

고, 다섯 권의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제1기 활동을 끝마쳤다. 같

은 기간 동안 공동연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관계자, 공동연구위원회의 

위원, 기타 민간측 관계자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의 역사공동연구지원위원회도 활동하

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민간 연구자를 중심으로 전체회의와 3개 분과위원회(고대

사, 중 근세사, 근 현대사)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19개의 공동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3년 

동안 45차례의 분과별 발표 및 토론회와 한 차례의 공동연구발표회를 비공개로 진행하

다. 한일 간 공동연구는 양측에서 19개 주제에 대해 각각 논문을 발표하여 앞서 언급

한 연구보고서에 수록했으며, 인터넷으로도 공개하고 있다.95) 한국측의 경우 공동연구 

록 국민모금운동을 전개한 결과, ≪讀賣新聞≫ 전국판, ≪朝日新聞≫ 도쿄판을 비롯하여 10개 신

문에 7월 22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14회 광고를 게재하 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05 

활동보고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06)

94) 자세한 내용은 辛珠柏, <‘동아시아형 교과서대화’의 본격적인 모색과 협력모델 찾기(1993~ 

2006)>, ‘제4장’ 참조. 이하 상세한 언급도 위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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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소주제를 89개 선정하여 자체 연구를 진행하고 ≪韓日關係史硏究論集 

1~10≫(경인문화사, 2005)을 발간하 다.

그러나 애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 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제2기 위원회에서까지 일본측의 반대로 교과서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

한 점은 정부 차원의 역사교과서 대화가 지닌 잠정적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에서 역사와 외교를 분리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 결과가 양국의 교육기구

와 직접 연결되어 참조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한계도 여

전히 노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역사교과서 대화 기구는 ‘보험’의 성격이 강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장차 양국 간 상호이해와 신

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주변국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새역모와 같은 갈등 지향의 조직에서는 한일역사공동연

구위원회의 설립을 반대하 다.96)    

Ⅳ. 맺음말

이상으로 한일간 역사교과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1982년과 2001년의 

전개과정을 비교하며 정부와 민간 차원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82년과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어난 계기가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일본과 주변국 사이에 외교문제화 하 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 민족의 역사인식과 다른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서술 내용은 19년이란 시간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치점이 있었다. 하나는 일본의 침략

과 지배와 관련된 인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문제 다. 

두 가지 일치점은 기본적으로 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대일 과거청산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매우 취약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침략책임과 전쟁책임을 전면적

95) http://www.mofat.go.kr/ek/kor_paper.html

96) 후지오카 노부카쓰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활동이 끝나면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서술이 늘

어나면서 ‘후소샤효과’가 상쇄되고 다시 ‘좌익선풍’이 불지 모른다면서 위원회의 발족을 반대하

다. 新しい歷史敎科書をつくる  編, 2003 ≪新しい歷史敎科書をつくる が問う日本のビジョン≫ (扶桑社) 

2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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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동경재판사관’에 빠

져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과와 반성도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많은 이

유도 여기에 있고, 부적절한 발언이 재생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반복되는 부적절한 

발언과 역사교과서 문제는 한국인과 중국인 등에게 ‘제2의 가해’ 행위를 하는 것과 같

다. 비록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에 미치는 향이 줄어들

고는 있지만, 역사교과서 문제가 되풀이 된다는 것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거나, 최소한 

감정이 호전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긴 호흡을 갖고 풀어야하는 문제이다. 역사대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본문에서 보았듯이, 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1982년과 2001년의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2001년까지만 해도 한일 양국 어느 쪽도 

역사 서술에 대해 상호 교류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저 일방통행식이었다. 

그러나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어난 이후 화해와 협력적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

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동시에 시작되었고, 지금은 그 성

과가 미약하지만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두 활동 모두 제한적이지만 가능성을 현실화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대안을 모색하며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은 한일 간의 교류 추

세와도 일치한다. 2009년에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40%가량이 일본인이 될 전망이

다. 한일 교류는 21세기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교류가 다양한 역에서 다층적으로 확산될수록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한 갈등

은 완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역사교과서 대화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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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廣紀)

Ⅰ.

1. 1982년 이전의 단계에서 양국 간에 역사 교과서 문제가 문제로서 인식되지 않았다

는 것에 대해서는 졸고 제 2장 부분의 이미지와 겹치며 재확인 가능하 다. 다만 왜 문

제로 인식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한다. 이 점은 1982

년 이후 문제화되어 간 과정에 관한 논점이다. 실제 본 논문에서는 1982년과 2001년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부제에는 굳이 1945년부터라고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컨

대 고찰의 시점을 어디에 설정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문제이다.

2. 첫머리에서 국민국가 형성과 역사 교육의 불가분성에 대해 굳이 확인하고 있다. 이 

일반적인 규정은 전적으로 일본 쪽에만 향하여 있는 듯이 보이는데 저자는 한국 쪽에도 

미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가. 예를 들자면, 한국 내에서의 민족주의의 상대화 움직임

을 언급하는 한편 ‘つくる 教科書’가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시민 단체의 움직임

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실감과는 맞지 않다. 일본의 국

내 여론･학교 현장도 ‘つくる 教科書’에는 냉담하 는데, 단적으로 말하여 고등학교 수

험용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3.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1982년의 교과서 문제의 배경으로 서술되어 있는 부

분. ‘문부성도 검열 같은 검정을 강화하고 있던 도중’이라는 것은 정말인가. 무엇을 근거

로 하고 있는 것인가. ‘2001년도 검정이 扶桑社 교과서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

다’도 마찬가지이다. 결과론이 아닌가. 사견으로는 정부･여당(자민당)과 관료 기구로서

의 문부성은 나누어 생각하는 편이 좋다. 문부성에 대한 과대평가가 된다.

4. 개념에 대하여. ‘우익 및 일부 보수 정치인’에 대해 대상의 윤곽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익에 대해서는 단순히 내셔널리스트라고 하면, 졸고에서 지

적한대로 좌익(진보파)도 내셔널리스트 다. 그렇다면 우익〓내셔널리스트는 개념 규정

으로서 성립되지 않게 된다. 확실히 공격적인 용어로서 ‘우익’, 요컨대 그렇게 분류된 집

단은 존재하 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부에 알력까지도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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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는 것은 졸고에서 지적한대로인데, 다룰 때 주의가 필요한 개념이다.

Ⅱ.

교과서(교육)는 그 나라의 정치･사회･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지니는 것

이다. 이 때문에 교과서(교육)와 학술 연구 또는 교과서와 제도의 관계에 대해 한일 양국 

간에 차이가 있음은 각 나라의 사정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여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의를 보면, 이 차이를 서로가 반드시 인식하지는 못하

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평자들은 금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한일 양측 관계자가 

서로의 제도와 역사적 경위를 서로 이해하는 것도 역사 교과서 문제를 생각하는 데 중

요한 문제라고 평자는 이해한다.

본 비평의 대상이 되는 신주백의 논문은 1982년과 2001년의 교과서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상호 간의 정치 과정을 다이나믹하게 분석한 것이다. 앞서 말한 관점에서 신주백의 

논문을 보면, 논지도 명쾌하고 한국 내의 동향에 대해 평자가 새롭게 고쳐 인식한 점도 

많아 흥미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 국내의 분석에 대해서, 평자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점도 적지 않았다. 자료적 제약에 기인하는 점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상호 이

해 촉진을 위해서도 다음 네 가지 점에 대해 신주백씨의 견해를 묻고 싶다.

1. 일본은 검정 제도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의 교과서가 존재한다. 

한일 양국 사이에 문제가 된 것은 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데 본 논문의 결론

에서는 이러한 일부 교과서가 일본 전체에 큰 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다른 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2. (1)과 관련하여, 일본의 교과서 제도에서는 민간 출판사가 편집한 교과서를 문부성

이 심사(검정)한다. 이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완전히 문부성(일본 정부)이 결정할 수는 

없다. 일례를 들자면, 같은 검정을 받은 교과서라도 교과서에 따라 ‘侵出’, ‘進出’ 등으로 

표현이 다른 것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문부성(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술이 보인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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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2년(昭和 57년)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같은 해 교과서 검정에 의해 ‘侵略’이

라는 표현이 ‘進出’로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는, 현재 일본에서는 오보 다고 널리 알려

져 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본 논문을 읽으면, 바꿔 쓰게 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3)과 관련하여 전후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기술을 분석한 고야마 츠네미( 山常實) 

저 ≪歷史敎科書の歷史≫(草思社, 2001)에 따르면, 이미 1978년(昭和 53년) 무렵부터 교

과서에는 ‘侵攻’, ‘侵出’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선행 연구와 다른 사실 인식이 보인다. 근거를 명시하기를 바란다.

(본 비평문은 Ⅰ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히로유키(福島寬之) 협력자, Ⅱ에 대해서는 이

시다 마사하루(石田雅春) 협력자의 원안 기초에 의거하여 연구위원인 나가시마가 작성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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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일본의 교과서 발행제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정제가 아니라 

검정제로 운 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검정제에 입각한 교과서 발

행제도의 폭은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넓다. 일본의 교과서 檢定史를 보더라도 그 운 의 

폭이 넓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고 있는 검정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말에는 어느 정도 어패가 있다. 교과서 검정조사관제도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검정조사관은 문부(과학)성의 직원이고 지휘를 받아 왔다. 문부(과학)성은 하나

의 획일화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집단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분명히 있

다. 천황제를 옹호하고 강화하려 하며, 침략과 지배 사실을 되도록 드러내지 않으려 한

다. 전후책임에 대한 의식이 매우 취약한 집단이다. 검정조사관들이 이점을 모르고 교과

서 발행제도를 운 하지는 않는다.

또한 검정조사관과 검정조사심의회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 명쾌하고 광범위하게 알

려진 적은 없지만, 검정조사관의 조사와 분석이 심의회에서 상당히 큰 향력을 발휘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비근한 예로 2007년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오키나와전

투에 관한 기술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검정조사관은 자신의 학문적 양심과 교육적 양식에 입각해서만 원칙을 갖고 교과서 

검정을 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내용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학문적 성과가 없었고, 각 교

과서의 주요 필진조차 그다지 바뀌지 않았는데도 1997년판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기술

한 내용이 2002년 및 2006년판 교과서에서 부정되거나 배제된 점이 이를 시사한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 경향이 상당히 급격히 바뀌었다는 점은 관심 있는 사람이

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교과서 기술의 후퇴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

람들은 고노발언과 무라야마담화를 부정하는 자민당과 우익의 정치인들이었고, 나팔수 

역할을 했던 집단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과 산케이신문이었다. 

‘새역모’는 채택률 10%를 목표로 움직임인 집단이었다. 심지어 기자회견장에서 ‘리벤

지(복수)’하겠다고까지 발언한 사람들이었다. ‘새역모’는 채택률에서 동경서적 교과서를 

앞서 역사교과서 시장을 주도하려 했던 의도를 애초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

이 이를 전제로 10% 채택률을 목표로 움직 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한일 시민단체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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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2001년과 2005년의 교과서 채택싸움에서 ‘새역모’의 목표를 저지했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한일관계사에서 갖는 의미와 미래지향적인 내포성

을 찾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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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한의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교육정책･교육학의 여러 모습

이데 히로토(井手弘人)･후쿠시마 히로유키(福嶋寛之)･이시다 마사하루(石田雅春)

머리말을 대신하며

Ⅰ. 한국 역사교육의 ‘기준점’ 개관

Ⅱ. 교육투쟁의 논리

Ⅲ. 전후 일본의 교과서 문제

머리말을 대신하며

이 글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교과서소그룹이 작성한 최종보고서의 <제2부 제

도･변천> 부분과 관련된 교육행정 및 교육학상의 개별적 또는 중요한 문제점을 정선한 

후에 3명의 전문가가 각각 작성한 원고를 한 편의 논고로 편집한 것이다. 제Ⅰ장을 이데

(井手), 제Ⅱ장을 후쿠시마(福嶋), 그리고 제Ⅲ장을 이시다(石田)가 각각 분담 집필하 다. 

우선 한국과 일본에 걸쳐있는 이른바 ‘역사교과서 문제’의 역사적 전제를 이루는 1945

년 이후의 한국 내 ‘역사교육’의 귀추를 먼저 조감하여, 각기 서로 다른 ‘전후’라는 시간

을 보낸 양국 역사교과서･역사교육이 어떻게 ‘교차’되고, 또 왜 ‘교차되지 않는’가를 다

루었다. 또한 戰時期부터 전후기에 걸쳐 활발한 언론활동을 지속하 으며 日敎組의 브

레인으로 주목받아온 어느 교육학자의 언설을 꼼꼼하게 추적함으로써 한국과는 사정이 

상당히 다른 일본 국내 ‘교과서재판’의 전제에 대한 해명을 시도해 보았다. 나아가 ‘일교

조’, ‘교과서재판’ 등 국내 문교 행정상의 이슈에 ‘근린 諸國’이라는 외교 문제가 편입되

어 가는 과정을, 미국의 점령정책으로부터 ‘臨敎審’, 그리고 현재 교과서 ‘검정’ 제도/교

과서 조사관의 존재양태와 그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염두에 두면서 정리를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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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 역사교육의 ‘기준점’ 개관-‘메타인식’에 의한 

대화를 위하여 - 

1. 한국 역사 교육의 ‘구조’

가. ‘세로’와 ‘가로’의 역사관 성립－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

1) ‘修史’와 ‘創史’－해방과 분단 사이에 낀 역사 교육 정책의 기본구조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어 한민족에 의한 신국가 

수립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북은 소련, 남은 

미국이 분할 점령하게 되었고, 남한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까지 사실상 미군 통치 시대가 계속되었다.

이 시기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우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일본의 신화에 의거하여 한반

도 통치를 정당화해 온 역사를 불식시키고 한민족의 역사로 되돌리기 위한 체제를 정비

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의도에서 1946년 ‘國史館’이 설치되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아래와 같이 보도하 다.

자주독립과 아울러 우리의 빛나는 역사를 찾자는 전 국민적 요망에 대응하여 문교부에서는 

새로 國史館을 설치함으로서 완전히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찾을 수 있게 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게 하고 있다. 

이 국사관은 우선 첫 번 예산 70여 만 원을 計上하여 景福宮 안에 있는 殿閣을 이용하여 

기왕에 편찬된 역사와 일인들이 왜곡한 억지 內鮮一體를 근본적으로 부셔 새로운 사관에서 국

사를 修史하기로 되어 전임편수위원과 아울러 학계의 권위들로 조직된 국사편찬위원회를 두게 

된다. 

이리하여 기왕의 조선사편수회에서 수집한 사료와 자료 전부를 인계하고 새로이 수집･정리･

분류･보존하여 정사편찬의 국가적 사업에 기여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관장은 兪 兼 문교부장

이 겸임하고 ….1)

일제시기 역사관으로부터 탈각을 지향하는 ‘修史’의 발상, 이른바 식민지기로부터의 

연속성을 부정하기 위한 ‘세로’의 역사와, 남한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創史’, 

1) ≪동아일보≫ 1946년 5월 4일자(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2,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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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시대에 존재하는 한민족의 또 다른 政體에 대항하는 ‘가로’의 역사와의 이중구조가 

역사 교육 정책의 틀로 형성되기 시작하 다고 할 수 있다.

2) 안호상의 신교육운동 :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통합 시도와 한계

미군정기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까지 한반도에서는 다양한 교육운동이 전개되

고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활발했던 것이 ‘민주교육연구회’의 활동이다. 

민주교육연구회는 서울대 교수 던 안호상이 이끌고 있었다. 그는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문교부 장관이 된 인물이다. 안호상의 기본적인 생각은 민족주의

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구미식’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민주주

의와 통합함으로써 한국 고유의 ‘민족적 민주주의 교육’을 확립하는 데 있었다. 즉 당초

에는 심각해지고 있던 이데올로기 대립의 상대화 장치로서 ‘민주적 민족주의’를 주장하

여 대립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민주교육연구회가 ‘조선교육연구회’로 

이름을 바꾸고 각지에서 강연 활동을 시작한 1946년에 이미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안

호상은 1946년 11월 8일부터 10일에 걸쳐 조선교육연구회(민주교육연구회의 개칭 후의 

명칭)가 주최한 ‘민주교육연구강습회’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죠아 계급은 민족의 일부분입니다. 결국 프롤레타리아주의와 부르죠아

주의는 일부분주의이며 분열주의이며 전체로서의 민족주의는 아닙니다. 민족 전체가 완전한 것

으로 되지 않는다면 부르죠아주의와 프롤레타리아주의는 모두 헛된 공상에 빠져 절대로 실현

되지 못합니다. 민족의 자유와 국가의 독립이 없다면 어떤 주의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까지의 역사를 보아도 국가 독립과 민족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주의도 실행되지 

못한 것입니다.2)

이처럼 안호상은 미소 남북 분단 통치에 따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

립을 초월하여 민족주의를 조선 민족의 자주독립을 획득하기 위한 사상적 전제로 규정

한 다음 민족주의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 다.

2) 안호상, 1946.12 <民主敎育哲學論> ≪朝鮮敎育≫ 1 (朝鮮敎育硏究 , 文化 , 제1회 민주교육연

구강습회속기록), 44~45. 안호상은 이 시기 공산주의에 대해 직접 비판을 전개하지는 않는다. 예

를 들어 그는 독일과 일본의 공산당이 코민테른의 승인을 얻은 반면 조선공산당이 1925년부터 28

년까지 3년간 밖에 승인받지 못한 것에 대해 ‘민족의 독립이 없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민족

에게는 어디에도 학대와 멸시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위의 글, 42쪽)고 하여, 한국에서는 이데

올로기의 선택에서도 그 전제가 되는 민족 독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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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46년 중반 무렵부터 표면화한 미군정과 좌익 세력 혹은 우익과 좌익의 대립

은 교육계 내부에도 확산되었다. 1947년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 하여 교원이 차례

로 검거되는 등 교육계에도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었다.3)

이러한 남북 분단 체제의 대립 속에서 안호상의 민족주의 교육은 문교부 장관 취임 

후 ‘민주적 민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문교부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1949년 3월 28, 

29일 이틀 동안 문교부가 주최한 ‘민주적 민족교육 연구대회’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강당에서 개최되었는데, 아래의 인용문에 보이듯이 이 자리에서 안호상은 한국 고유의 

사상으로 일찍이 존재하던 ‘신라민주주의’가 ‘민주적 민족교육’의 토대라고 하 다.

구미식 민주주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이거나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아니면 공산주의, 바꿔 

말하면 문화의 파괴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

라는 것은 신라의 민주주의로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것으로 신라에서 일어난 것을 가

리켜 나는 민주주의 즉 민주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라 민주주의 시대는 어떤 것이었을까

요. 백성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뽑아 그 나라의 지도자인 군주로 삼고 우리나라를 좋게 만들

겠다고 하  …(중략)… 여자든 남자든 어떤 사람이라도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인물을 뽑아 

군주로 삼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자라도 훌륭한 인물이라면 여왕으로 삼은 것입니다.4)

여기에서 ‘구미식 민주주의’를 ‘문화의 파괴주의’로 단정한 것과 관련하여 안호상은 

한반도의 남북 분단이 한민족의 문화에 큰 악 향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공산주의가 이를 유발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아래와 같이 비판하 다.

… 민족은 자연과 문화로 통일된 총합체입니다. 민족이 자연의 사물과는 다르며 단순한 문

화적 산물과도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략)…. 그 때문에 민족을 파괴하겠다는 자, 자

3) 미군정 하 한국에서는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이 1946년 7월 26일 여태까지의 미군정

과의 협조 노선을 포기하고 ‘신전술’이라는 투쟁 노선으로 전환하 다. 또 식량난 등 노동자의 불

만을 배경으로 ‘9월 총파업(제네스트)’이 일어났고, 대구･경상남북도 지역에서는 같은 해 10월 1

일 많은 사상자, 체포자를 낸 ‘10월 민중항쟁’이 일어나는 등 미군정과 좌익세력 그리고 국내 좌

우 양 세력의 대립은 결정적이 되었다(강만길, 1994 ≪개정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208). 

1947년 9월 2일 ≪동아일보≫에서는 당시 수도경찰청장 장택상 총감의 회견 기사를 게재하 는

데, 거기에서 장총감은 ‘최근 남조선 적화계획의 일부분으로 학원내의 악질 반동분자가 신성하고 

천진한 학도들에게 정치사상을 주입시키며 민족분열과 악질투쟁을 야기하고자 하는 음모가 있고 

…’라고 이야기 하면서, 당시 교육현장에서의 공산주의자 활동에 대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이길

상･오만석 공편, 1997 ≪한국교육자료집성 미군정기편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성남) 404].

4) 안호상, 1949 <민주적 민족교육의 이념(강연속기)> 문교부 기획과 편, ≪민주적 민족교육연구

(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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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분리시키겠다고 하는 자는 침략자입니다. 이러한 것, 공산주의가 국

제주의를 부르짖으며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민족주의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

한 침략이며 우리 조국을 공격하려는 자이므로 우리는 이 침략에 절대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이 침략에 대항하려 한다면 우리는 민족적으로 일치단결하여 민족주의라는 사상

으로써 철저히 대항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5)

또한 안호상은 ‘신라민주주의’와 구미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여 그것이 한국 고유의 사상이라는 것을 강조하 다.

… 민주적 민족교육 즉 민주적 민족국가는 어떠한 것인가 하면 자유와 진리와 공정, 이것이 

신라식 (민주주의)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식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민주주의

라고 하면 최초로 나오는 말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말

은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철학적, 과학적, 정치적으로 보면 박애와 평등이라는 말은 막연하며, 

…(이하 생략)….6)

단 여기에서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찰해 둘 필요가 있다. 즉 급속히 첨예화하는 이데

올로기 대립 아래에서 ‘민주적 민족교육’의 주체성을 주장하면 할수록 한반도의 남북 관

계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을 증폭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안호상은 문교부장관 당시 “…

공산주의가 국제주의를 부르짖어 우리 민족을 분단시키고 민족주의를 없애겠다고 함은 

우리 민족에 대한 침략이며 우리 조국을 공격하려는 자이므로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저

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7)고 발언하 다. 여기에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독자적인 ‘민

주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한민족국가･대한민국으로부터 서구적 공산주의에 의해 억지

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북한 정부라는 발상에 입각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은 한

국 전쟁의 발발과 함께 ‘創史’의 사고와 통합되어 보다 명쾌해진다.

앞서 서술한 국사관은 정부 수립 이후 문교부 산하의 ‘국사편찬위원회’로 개편되어

(1949년) 대통령령에 기반한 사료수집･국사편찬 기관이 되었다.

3) 한국 쟁 ~ 1950년 －‘反共’･‘防日’･‘道義敎育’－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그 후 한국 역사교육에서 이데올로기 취급방

5) <위 글> 14

6) <위 글> 16~18

7) 안호상, 1949 <민주적 민족교육의 이념(강연속기)> 문교부 기획과 ≪민주적 민족교육연구 (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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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첫째로 ‘세계와 연대한 반공주의’이며, 둘째로 일

본에서의 제국주의 부활과 그 국내 유입을 막는 ‘防日’이다. 이 시기 한국의 교육에서 

가장 중시된 것이 이른바 ‘道義敎育’, 즉 한국 국민으로서의 도덕성 함양이었다. 역사 교

육은 ‘道義’의 내용을 지탱하는 한민족 정체성의 근원이 정당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존재

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북한 대 한국이라는 구도가 아니라 북한 대 국제연합군(그 일부로서 한국

군이 참가하 다)이었던 점은 한국에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한국전쟁 중 ‘전시교육’에

서는 국제연합군이 한국 편에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 외국 군대가 바로 이웃에 있다는 

데 대한 경의와 친근한 모습을 교재화한 것이 많았다. 

1951년 2월 16일 제2대 문교부장관 백낙준은 <전시하 교육 특별조치>를 발표하

다. ‘전시교육’의 중점 목표를 “멸공 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戰局과 국제 집단 안전보

장의 인식을 명확히 하여 전시생활을 지도한다.”8)로 정하여 철저한 반공교육을 명확히 

하 다. 이와 아울러 ≪전시독본≫이라는 전시교육용 교재가 만들어졌고,9) 나아가 교사

용 <전시학습지도요령>이 발간되었다. 여기에는 학습 목표로서 아래의 내용이 제시되

어 있다.

(가) 대한민국은 민주의 성채로서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모든 희생을 바치고 있다. 따라서 교육

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이해 인식과 민주주의 생활의 실천을 내용으로 하지 않으면 아

니 된다.

(나) 우리들은 현재 북한 괴뢰군, 중공군과 싸우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현재의 戰局을 정확히 파악

하여 멸공 필승의 신념을 견지하는 내용을 목표로 한다.

(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연합군이 동원되어 싸우고 있다. 이는 세계사상 최초의 일이며 집단안

8) 韓國敎育十年史刊行  편, ≪앞 책≫ 137

9) 전시교재는 초등학교용 ≪전시생활≫ (1)~(3), 각 3책씩과 중학교용 ≪전시독본≫ 3책의 합계 12

책이 편집되었다. 아래 표와 같이 각각 교과서 항목별로 전쟁을 교과서에서 교재화하 다고 할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1집 2집 3집

전시생활(1)【국민학교 1,2학년용】 비행기 탱크 군함

전시생활(2)【국민학교 3,4학년용】 싸우는 우리나라
우리들은 반드시 이

긴다
용감한 우리 동포

전시생활(3)【국민학교 5,6학년용】 우리나라와 국제연합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어떻게 싸우는가?
우리들도 싸운다

전시독본【중학교용】 침략자는 누구인가？ 자유와 투쟁 동포를 돕는 정신

*유봉호, 1992 ≪한국교육과정사연구≫ (교학출판사, 서울)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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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장의 필요와 집단안전보장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소지를 배양하는 내용을 교육목표로 한

다.10)

이처럼 전시교육에서의 반공교육은 국제연합군이 한국 측에 서서 참전하고 있는 상황 

그 자체를 교육 내용에 넣음으로써, ‘52개국’(국제연합)이 지원하고 있는 한국이 한반도

에서 정당성을 가진 정부임을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백낙준은 “… 공산도배의 침략적 행위로 우리가 지켜 온 모든 道義感이 파괴되어 

버리고 더욱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지성과 인격을 파멸시키려는 행동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들은 道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11)라고 말하여 전통적 

도덕의 부활을 ‘도의교육’, 즉 도덕교육을 통해 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도의교육’에 관한 제언은 제 3대 문교부장관 김법린의 시기에 본격적으로 실

시되기에 이르 다.

‘도의교육’의 추진과 관련해서 김법린은 1953년 9월 25일 서울 남산국민학교에서 개

최된 전국장학관회의에서 학생의 풍기문란에 대해, “(학생이) 평소 道義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대 반성을 가함과 동시에 교외 생활지도 조직을 강화하여 학생의 불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도 기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학생생활 지도를 적절히 행하

여 학생 풍기가 문란한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을 학교 책임자와 담당교사에게 물을 방

침입니다.”12)라고 강경한 방침을 보이며 철저한 추진을 지시하 다.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반공’과 나란히 ‘防日’이라는 관념이 교육 실천 연구에 드러나

게 되었다. 防日은 국내에 아직도 존재하는 식민지 시기 ‘잔재’의 불식과 주체성의 회복

을 이념으로 한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사카이(坂井)는 “일본을 위험시하도록 선동함으

로써 국가의식의 앙양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13)고 언급하 다. 여기서는 그 견해를 

10) 韓國敎育十年史刊行  편, ≪앞 책≫ 139

11) 백낙준, 1953 <道義敎育序 > ≪교육문화≫, 1953년 11월호 (한국교육문화협회), 3. 

백낙준은 이 때 이미 문교부 장관에서 퇴임하 지만 퇴임 후에도 제7회(파리, 1952년 11월) 및 제

8회(우루과이 몬테비데오, 1954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서 참가하 고 서

울시교육회장(1953년 6월~1956년 9월, 2기), 대한교육연합회회장(1956년 8월~1958년 5월), 연세

대학교 초대 총장(1957년 1월~1960년 7월)을 역임하는 등 한국 교육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커다란 

존재 다. 또 아시아반공대회 대한민국 수석대표(1958년 3월), 반공연맹 아시아지구 제5회 총회 

의장(1959년 6월) 등 반공산주의 정치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결국 1960년 7월 한국 참의원 선거

(당시는 이원제)에 서울 지구에서 1위로 당선, 같은 해 8월부터 61년 5월까지 참의원 의장을 지내

는 등 정계에서도 큰 힘을 지닌 인물이었다(백낙준, ≪앞 책≫ 약력, 16~18)

12) 서울특별시교육회, ≪앞 책≫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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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하면서, 국가의 정책적 의도가 교육현장에 어떻게 전달되고 있었는가에 주목하

여 ‘반공’과 ‘防日’을 개념으로서 분리한 의미에 대해 좀 더 깊게 살펴보겠다. 

反共･防日 교육은 ‘도의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이 때 도의교육은 교과를 통합하

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다른 교과와 병치하는 발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일

본의 전후 민주주의 교육에서 社 科와 理科 등 종래의 분과적 발상(사회과의 경우 지

리･역사처럼 세분화되어 아이들에게 ‘교과’로서 제공되는 것)에서 전환하여 통합교과가 

탄생하 는데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다. 그런데 한국전쟁 후에는 이들 통합교과보

다 한층 상위의 개념으로서 ‘도의교육’을 전면으로 내세워 추진한 것이다.

2. 성립 초기 ‘社 生活科’의 역사교육

－金聖翼 실천 ‘오랑캐와 싸운 고려’의 사례

이어서 수업 실천 사례에서 메타 인식을 생각하여 보겠다. 여기서는 1장에서 주장한 

‘세로’의 사관, ‘가로’의 사관이 성립한 시기인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0년대에 어떠

한 수업 실천이 구상되었는지에 대해 ‘사회생활과’의 국사 학습 지도안을 통하여 검토해 

보겠다.1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사인 김성익은 중학 1년생 ≪국사≫의 <여진족

과 싸운 고려> 단원의 실천에서, 단원 설정의 이유를 ‘우리나라의 현실’과 ‘학생의 상

태’로 나누어 각각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現實

ㄱ. 우리나라는 今世紀 初頭에 이르기까지 悠久한 歷史 時代를 通하여 古代的 建的 社 生活

을 持續하여 온 나라로서 解放을 契機로 하여 現代 民主社  實現의 大業에 當面하고 있는 

것이다.

ㄴ. 그러나 이 史上 一大 轉換期에 際하여 國土가 兩斷되므로 政治 經濟 社  文化 全面에 걸쳐서 

現代化의 大業은 絶大할 支障에 直面하고 말았다. 

ㄷ. 뿐만 아니라 6･25動亂은 待望의 國土統一을 한 걸음 더 멀리하여 놓았으며 北韓 傀儡의 暴政

과 動亂은 不自然한 人口의 移動을 促發하여 重大한 諸問題를 加重하 고 傀儡 再侵의 脅은 

國民生活上 莫大한 精神的 物質的 負擔을 强要하고 있다.

ㄹ. 그러므로 우리의 思 와 生活上의 建的 要素를 除去하며 大陸의 ･中･北韓 共産勢力을 排

13) 坂井俊樹, 2003 ≪現代韓國における歴史敎育の成立と葛藤≫ (御茶の水書房) 73.

14) 이 지도안은 역사교육연구회 편, 1957 ≪역사교육≫ 2, 32~41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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除하여야 함은 우리나라 現代化 民主化 그리고 民族再生의 唯一한 活路로 되어 있는 것이다.

學生의 狀態

ㄱ. 學生들은 社  家庭 學校를 通한 生活 속에서 滔滔한 民主化 運動과 어른 世代의 執拗한 建

的 思 와 生活 習慣 속에서 成長하여 왔으므로 體驗을 통하여 不透明 不鮮明하나마 그들대로

의 轉換期的 苦憫을 맛보고 있는 것이며 生活의 民主化를 熱望하고 있다.

ㄴ. 學生들은 6･25 事變을 通하여 갖은 苦楚를 몸소 겪었다. 가족을 여의고 住  家藏什物을 喪失

하 으며 殘留 避難을 莫論하고 死線을 突破하지 않은 가 없다. 

ㄷ. 그러므로 이들은 國土統一의 緊急함을 認識함과 아울러 侵略에 대한 旺盛한 敵愾心과 國防에 

대한 義務感을 體驗을 통하여 持하고 있다.

ㄹ. 學生들은 國民學校 國史 課程에서 國史의 大綱을 學習하 으며 本校 入學 後 新羅統一期까지

의 國史를 一般 程度를 높여서 學習하 다. 이리하여 學生들은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아갈 方向 

및 우리가 가져야 할 幸福에 하여 그들대로의 見解를 어렴풋하나마 가지고 있는 것이다.

ㅁ. 本 單元은 先人들이 우리 過去 生活의 體制를 一旦 完成하 으며, 國土를 開拓하고 守護하여 

그들로서의 國家的 理想을 實現시켜 온 하나의 過程이다. 그러므로 學生들은 이 單元 學習을 

通하여 先人들의 業績을 追慕할 것이며, 學生들 自身이 지니고 있는 國家的 理想의 實現을 爲

하여는 解決하여야 할 여러 가지 問題가 있는 것임을 알고, 마땅히 하여야 할 바에 하여 眞

摯하게 討究하여 볼 것이다.

이 수업에서는 위와 같이 자신이 체험한 전쟁(한국전쟁)을 고려시대의 전쟁과 비교하

여 국토방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구성을 의도하고 있다. 공산주의의 ‘위협’은, 한국

전쟁으로 아이들이 입은 ‘죽음으로 가족과 헤어지거나’, ‘주택가재를 상실하거나’, ‘잔

류･피난한’ 피해의 경험에서 생겨난 것이라 하 고, 학생은 ‘국토통일의 긴급함을 인식’

하고 ‘침략에 대한 왕성한 적개심’과 ‘국방에 대한 의무감’을 ‘체험을 통해 견지’하고 있

다고 서술하 다. 학습방법에서 ‘전시교육’기부터 특히 왕성하게 강조된 ‘교과서 중심에

서 생활 중심 학습으로의 전환’은, 이 경우 전쟁 체험과 그에 따른 폐해로 고통 받는 생

활 상황을 기점으로 하여 구성함으로써 확보되었다. 북한에 대한 ‘적개심’은 이데올로기

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직접 체험에서 오는 ‘적개심’으로서 인식되

고 있으며, 직접 체험으로부터의 반공 의식 확립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또 수업의 지도과정을 보면 현재와 과거의 의식 비교가 여러 곳에 눈에 띈다.

<本時案>

1. 主題名 이웃 나라와의 關係

2. 具體 目的

ㄱ. 우리나라는 恒常 大陸 勢力의 影響을 絶大하게 받아 왔으며 現在와 來에 있어서도 이러한 

關係에서 發生되는 問題의 解決이 國家 發展의 決定的 條件이 되는 것이며 國家는 一瞬도 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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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程 問題 學習活動 資料･敎材 效果의 判定

入

戰爭의 體

驗

過去의 大

戰爭

6･25動亂의 體驗談을 交換한다

우리나라 過去의 大戰爭에 하여 아는 

대로 말하여 본다.(特히 契丹과의 싸움

에 注意한다)

國土防衛에 한 關心

은 어떠한가?

展開

高麗初期의 

大陸情勢

契丹의 侵

入 擊

高麗初期의 大陸情勢에 한 硏究 事

 發表(第1分團)

(五代의 混亂, 契丹族의 成長, 契丹의 

建國과 情服, 宋의 建國과 統一, 契丹

과 宋의 關係, 高麗의 北進政策과 親宋

政策)

質疑 應答 및 補充 修正

(미리 作成한 白地圖[白地圖:본격적인 

정보를 넣기 위해 국경선, 해안선 등의 

윤곽선만 표시한 지도-번역자]와 照하

여 特히 高麗･契丹 立에 하여 充

分히 살펴본다)

契丹 侵略의 原因에 하여 硏究 事  

發表(第2分團)

(契丹의 中國 征服慾, 麗･宋의 親善關

係, 高麗의 北進 特히 三國時代 隋唐의 

侵入과 比 )

質疑 應答 및 補充 修正 

契丹의 第1次 侵入에 하여 硏究 事

 發表(第3分團)

(蕭遜寧의 侵入, 徐熙의 抗辯, 兩國의 

約定과 그 得失, 江東6州)

質疑 應答 및 補充 修正 白地圖에 學

習 事 을 記入한다.

(侵入 經路, 江東6州)

契丹의 第2次 侵入에 하여 硏究 事

을 發表한다

(康兆의 政變, 遼 聖宗의 侵入, 高麗軍

의 奮戰, 遼의 却)

質疑 應答 및 補充 修正

白地圖에 學習事 을 記入한다(遼의 

敎科書

國史 世界史

掛圖

五代情勢圖

高麗初 大陸情勢

圖

歷史附圖

白地圖

地理附圖

敎科書

國史 世界史

掛圖

契丹侵入圖

歷史附圖

地理附圖

敎科書

國史 

掛圖

契丹侵入圖

附江東6城

敎科書

國史 

掛圖

同前

塞外民族 活動과 武斷

의 氣風을 理解한다

大陸과 우리나라 關係

의 一般的 性格을 理解

한다

契丹 侵入의 直接 原因

을 理解한다

江東6城 開拓에 하여 

確認한다

衛態勢를 늦출 수 없음을 認識한다.

ㄴ. 現在 우리나라의 國土는 先人들의 피의 代價로서 이루었음을 認識하며 나아가서 그들에게 感

謝하며 欣然히 國土防衛에 一役을 擔當할 覺悟를 갖는다.

3. 指 過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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侵入 經路, 顯宗의 播遷 經路, 激戰場)

契丹의 第3次 侵入에 하여 硏究事

을 發表한다

(蕭遜寧의 侵入, 姜邯贊의 龜州大捷, 

戰爭의 結果)

質疑 應答 및 補充 修正

高麗의 武人精神을 花郞道와 關聯하여 

서로 얘기하여 보며 各自의 國防 意識

을 높인다

白地圖에 學習事 을 記入한다 (蕭遜

寧의 侵入經路･龜州大捷)

敎科書

國史 

掛圖

同前

高麗 사람들의 國防意

識과 우리들의 國防에 

대한 關心은 어떠한가

整理 評價

本時 學習事 에 하여 先生님의 一

括的인 口頭 設問에 應答한다.

우리나라 來 展望에 하여 先生님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 시간의 경우, 우선 ‘6･25동란(한국전쟁)의 체험담을 교환’하는 데서 수업이 시작된

다. ‘국토방위에 대한 관심’을 ‘효과의 판정’으로서 채택하고 있으므로 후속되는 고려시

대의 수업이, 한국전쟁의 ‘체험’을 통해 북한(공산주의)에 대한 ‘국토방위’와 연결되는 

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의식하게 한다. 그리고 수업 전개 중에서 ‘고려의 무인정신과 화

랑도를 연관시켜’ 학생의 공산주의에 대한 ‘방위의식’과 과거 한민족의 사상을 비교 대

조하게 함으로써 민족 고유의 가치관을 규범으로 한 ‘각자의 방위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5) 여기에서 한국 고유의 사상을 현대 생활의 가치 규범으로 삼으려

는 교육 내용을 볼 수 있다. 한국 고유의 사상이라는 독자적인 것을 채택한 부분에서 

안호상이 제창한 ‘민주적 민족교육’과 생활의 규범이라는 부분에서 ‘도의교육’이 통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지향한 민주주의와 한국전쟁에 따른 반공교육의 대두, 그리고 그것이 사회

생활과의 내용에 미친 향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5) ‘花郞道’는 신라 시대의 교육사상으로 공자의 忠孝思想, 노자의 黙 實踐, 석가의 禁惡業善 사상

을 융합하여 성립된 것이라고 한다. 화랑도의 일생생활 신조는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

信’, ‘臨戰無 ’, ‘殺生有擇’으로 忠･孝･信의 세 가지 가르침은 유교에서, ‘殺生有擇’은 불교의 교

리에서 ‘臨戰無 ’는 당시 신라의 상황을 기반으로 합하여진 사상이라고 한다. (南宮勇權, 1995 

≪교육의 역사 철학적 기초≫ (학문사, 서울) 65



280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

① 민주주의의 ‘독자성’과 교육 내용의 변화

건국 초기 안호상 문교부 장관 시기에 지향한 민주주의는, 그 기원에 대해 기본이념

인 ‘신라민주주의’와 구미의 민주주의를 대비함으로써 ‘독자성’을 발휘하고자 하 다. 

즉 구미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인 자유･평등･박애를 대신하여 한민족의 구체적 목표로서 

‘자유･공정･진리’를 내걸어 독자성을 호소한 것이다. 교육도 이에 바탕하여 ‘신라민주주

의’를 계승하는 ‘민주적 민족교육’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백낙준이 문교부장관에 취임한 이후 한국전쟁을 계기로 그때까지 계승되어 온 

문화를 ‘파괴’한 자는 ‘북한 괴뢰’라는 생각이 확대된다. 백낙준은 ‘홍익인간’ 교육 이념

의 역사적 해석을 통하여 ‘인류에 공헌하는’ 민주주의 교육을 제창하고, 그때까지의 ‘신

라민주주의’보다 글로벌한 관점을 가진 한국 독자의 민주주의 교육을 구상하 다. 또 국

제연합이 한국 측으로 참전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된 유일한 한반도의 

정부’라는 요소에 의해 한국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하 다. ‘전시교재’ 등에서는 일

련의 ‘전시교육’을 국제연합･한국군 대 ‘북한괴뢰’･‘중공’군의 구도로 묘사하고, 나아가 

전쟁을 ‘생활체험’으로서 교육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신라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한

국군과 援軍인 국제연합군이 자신의 생활을 ‘파괴하는 침략자’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음

을 아이들에게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에는 ‘생활･문화의 파괴자’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신라민주

주의’와 ‘홍익인간’ 교육 이념의 요소를 아울러 지닌,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해 온 민

주주의를 지키고 그 사상을 실천하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적 ‘진리’가 되어, 민족

주의적 교육 내용과 반공주의를 보다 전면에 내세운 ‘한국적’ 민주주의가 형성되었다.

② ‘사회생활과’의 ‘한국 ’ 민주주의 인식 형성의 구조

‘사회생활과’는 앞서 말한 것처럼 ‘도의교육’이 가장 강조되어야 할 교과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는 ‘사회생활과’가 그 이름대로 사회생활과 가장 관련 있는 교과이며, ‘전시교

육’ 이래 특히 강조된 ‘한국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질서의 형성을 ‘道義’로 하여 그 속에

서의 생활 실천을 목표로 하는 교과 기 때문이다.

‘사회생활과’의 국사 수업의 경우 지도안에 있는 것처럼 몇 가지 단계를 거친 인식 형

성이 시도되었다. 그리하여 ‘파괴자’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적’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이

를 위한 실천적 행동이 질서를 규정하는 규범(‘도의’)으로 이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생활체험과 공통되는 부분을 과거의 역사 事象을 통해 매개하여 장래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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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정토록 하여 자신의 이후 생활에 필요한 것(태도와 가치)을 인식하게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본장의 정리 - 일본에서 고찰하는 한국 역사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시각-

이 글에서는 1950년대에 성립된 ‘세로’의 사관, ‘가로’의 사관이라는 구조를 축으로 

하여, 특히 위와 같은 구조 성립기의 교육 실천 사례를 통하여 역사 수업에서 ‘경험’과

의 관계에 대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일본에서 한국의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시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反日 敎育’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防日’의 교육 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修史’의 역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 다는 사실

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일본의 옛 제국주의적 사고 양식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한국에 다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주체성 회복 정책의 일환이었

기에, 일본에 대한 단순한 반발과는 달리 오히려 ‘내부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일본적인 요소’가 들어올 가능성을 경계한 상황에 대하여 일

본에서는 당시부터 ‘반일’로 파악한 바가 있다.

둘째로, “정권이 ‘반일’을 이용하여 정권 유지를 꾀하 다”는 견해에 대해서이다. 이

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라고는 생

각하지 않는다. 즉 앞서 서술한 바에서 나타나듯이, 정권 유지에 활용하려고 한다면 源

流로서 일본적인 것을 ‘경계’하는 구조가 기저에 존재해야 하고, 더구나 일본적인 것의 

불식을 달성하 다는 사실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의 태반이 ‘과거는 청산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본인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데이터가 나타나 있다. 이는 ‘세로’의 사관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한국으로

서는, 일본이 해결의 근거로서 자주 이야기하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세로’의 사관보

다 ‘가로’의 사관이 중시되어 온 과정에 의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해방 직후

부터 계속된 ‘세로’의 사관 그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한국적’인 민주주의에서 역사의 ‘교육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이다. 김성

익의 실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으로서, 현장에서도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 ‘한국적’인 민주주의 아래 공산주의로부터 그것을 ‘지키는’ 한국인을 육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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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사회생활과’에 반공 교육과 ‘도의교육’이 통합되어 있던 것

도, ‘사회생활과’가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 의식과 질서의 규범으로서의 ‘한국적’ 민주주

의 의식의 육성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김성익의 실천에서 역사 학습은 당시의 상황과 장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기 위

한 ‘매개’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한국적’ 민주주의의 기반은 역사적 사상에 

의거한 것이므로 ‘사회생활과’는 ‘한국적’ 민주주의 학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교과

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도 한국에서 역사 교육이 계속 중시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로서, 

역사에 뿌리를 둔 ‘한국적’ 민주주의가 시대의 요청에 따라 변화하면서도 한국인의 정체

성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즉 

과거의 역사 事象이 현대 생활과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사회생활 개선에 

‘교훈’으로서 기능하며, 현대 생활과 과거의 역사 事象이 상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의

식을 갖게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가 과거를 계승하고 있다는 의식이 

생겨나고, 그리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한국은 과거를 계승하고 있는 민족국가라고 아이

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생활 현실에서 한국의 ‘정통성’ 

인식을 형성케 하는 것이 역사교육에 요구되었고, 때문에 역사교육이 중시되는 ‘구조’가 

성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Ⅱ. 교육투쟁의 논리－진보적 교육학자 무나카타 

세이야(宗像誠也)의 ‘국민의 교육권’론을 중심으로－

이번 장에서는 한국 국내의 상황을 논한 제Ⅰ장과 시각을 바꾸어, 1980년대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국제문제화하기 이전에 ‘진보적’ 교육학자 무나카타 세이야(宗像誠也)의 

‘국민의 교육권’론을 둘러싼 일본 국내에서의 교과서 검정제도를 둘러싸고 재판에까지 

회부된 前史에 대해 고찰한다. 그런데 교과서 문제는 국내문제로서 먼저 시작되었다. 

1965년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東京敎育大學)는 자신이 집필한 사회교과서가 문부성 

검정에 의해 왜곡되자, 검정은 일본국 헌법에서 금지한 검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국

가를 제소하 다. 그리고 문제는 교과서 내용의 시비 문제를 넘어서 도대체 국가는 어디

까지 교육에 개입할 권한을 갖는가, 교육할 권리와 받을 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로까지 전개되었다. 그때 이에나가를 지원하는 측으로 법정에 서서 교육할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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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권리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의 교육권’론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무나카타 세이야(宗像誠也, 東京大學 교육행정학, 1908~1970년)이다. 실제로 이에나가 

재판의 판결이 ‘국민의 교육권’을 둘러싼 형태로 행해졌던 사실을 생각하면, 교육권을 

둘러싼 문제는 바로 재판을 규정한 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1980년대 이후 국제

문제화한 교과서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前史로서 논쟁되어 왔던 교육권을 

둘러싼 문제를 그 제기자인 무나카타 세이야를 통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구체적

인 과제 설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몇 가지를 확인하면서 시작하겠다.

무나카타 세이야는 이에나가 교과서재판에 참가하기 전 이미 국가를 상대로 재판투쟁

을 하고 있었다. 1950년대 후반 교사의 근무평정을 둘러싼 재판(근평투쟁), 중학교 일제 

학력테스트를 둘러싼 재판(학테투쟁)이 그것이다. 무나카타는 이를 교육에 대한 국가 통

제화의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여기에 대치시켰다. 따라서 무나카타가 

이에나가 재판에 참가한 것은 두 가지 재판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 글의 제목에 

들어있는 교육투쟁이라는 말은 교과서재판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주지하듯이 전후 일본 교육의 역사는 문부성과 일본교직원조합(日敎組)의 대립의 역

사 다. 日敎組는 이에나가 재판을 지원하는 측에 섰는데, 무나카타 세이야는 바로 日敎

組의 브레인이었다. 그런데 무나카타가 주창한 ‘국민의 교육권’론이란 무엇일까? 결론부

터 말하면, 일본국헌법(1946년) 및 교육기본법(1947년)을 근거로 하여 교육의 주체는 국

가가 아니라 국민에 있다는 것, 특히 국가는 국민의 내면 및 가치 역에 개입할 수 없

다는 주장이다. 요컨대 “文部省이라는 관청이 국민의 가치관을 결정해도 되는가?”라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읽혀지는 무나카타의 이미지는 국가라는 존재를 오로지 부정하는 

자세이다.

그러나 본장에 보이듯이 무나카타에게 국가는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색의 

대상이었다. 예컨대 1955면 기요세 이치로(淸瀬一郞, 문부대신･자민당)는 교육기본법에 

국가가 빠져있다는 이유로 개정론을 제기하 다. 무나카타는 이에 대하여 “도대체 교육

기본법에 국가가 나오지 않는 것이 정말인가. … 교육기본법은 모두로 하여금 국가건설

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6)라고 서술하고 있다. 동 시대의 진보적 지식인 히다

카 로쿠로(日高六郞, 東京大學･사회학)는 당시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

다. 즉 대립하는 보수파･진보파 쌍방이 ‘애국심’이라는 “동일한 상징을 둘러쌓고 쟁탈전

16) 宗像, 1956 <敎育と‘國’の意味> ≪敎育≫ 1956년 4월호(1975 ≪宗像誠也敎育學著作集≫ (靑木

書店) 3, 71) 이하에서는 ≪著作集≫으로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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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벌이고 있다.”17)고. 후술하듯이 무나카타가 말하는 “참된 애국심은 인간 존엄의 확립

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언술만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의 존엄’이라는 보편주의적 이념과 결합한 ‘애국심’=내셔널리즘이다. 

또 한 가지 일견 기묘하게 보이는 것은 무나카타가 헌법･교육기본법에 바탕한 교육투

쟁의 ‘한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 점이다. 한계라 함은 “요컨대 시민법이라는 씨름판 

위에서의 씨름이다. 헌법･교육기본법은 사회주의법이 아니다. 재판에서 … 노동자 계급

이 인류를 해방시킬 계급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점이다.18) 후술하겠지만 무

나카타가 전망한 것은 근대(자본주의) 이후로서의 사회주의 다. 그런 그가 근대시민법

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교육기본법을 사수하는 구도가 여기에 있다. 달리 말하면 그가 

본래 겨냥해야 할 지점은 헌법･교육기본법과는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또한 교육투쟁

의 한가운데서도 자각되었고 또한 공개적으로 주장되기도 한 것이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나카타의 사고는 보편주의와 내셔널리즘, 그리고 사

회주의와의 결합이다. 무나카타의 ‘국민의 교육권’론은 이 세 가지를 집약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의 결합방식과 그것이 ‘국민의 교육권’론으로 집약되

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겠다.19) 우선 무나카타가 전후에 어떻게 출발했는지 살펴보자.

빈번하게 인용하는 다음의 문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줄여 쓰고 본문에 전거를 표

시할 것이다. 宗像, 1958 ≪私の敎育宣 ≫ (岩波新書) → ≪宣 ≫으로,  宗像, 1961 ≪敎

育と敎育政策≫ (岩波新書) → ≪敎育政策≫.

17) 日高六郞, 1970 <國民敎育論をめぐって> ≪日高六郞敎育論集≫ (一ツ橋書房) 303. 처음 게재는 

≪思想≫ (1961. 4)

18) 宗像, 1969 <アンチ敎育行政學と敎育裁判> ≪1968年度國民敎育硏究所年報≫ 11

19) 전후의 무나카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지만 무나카타를 포함한 좌파 지식인 일반의 내셔널

리즘에 대해서는 熊英二, 2002 ≪‘民主’と‘愛國’≫ (新曜社)가 있다. 이 책은 ‘민주’와 ‘애국’이 

공존하는 ‘제1의 전후’, 1960년대 이후, 양자가 분열하는 ‘제2의 전후’라는 구도를 통하여 전후 

일본의 내셔널리즘의 전개를 설명한 것이다. 다만 이 책의 역점은 언설 구도의 분석에 있기 때문

에 지식인 한명씩에게 적용해보면 설명불가능한 事象도 존재한다. 또 ‘제1의 전후’에서 언급된 개

별 지식인이 ‘제2의 전후’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등, 취급 대상의 불균형이 엿보인다. 굳이 ‘민

주’와 ‘애국’에 입각한 형태로 무나카타를 본다면, 양자는 사회주의를 매개로 일관되게 결합되어 

있고, 1960년대 이후 오히려 강화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나카타에 의해 개념화된 ‘국민의 교

육권’론이었다. 덧붙이자면 이 글에서는 사실관계 서술에서 熊의 책과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

다. 예컨대 좌파의 헌법･교육기본법에 대한 평가의 추이가 그것인데, 이는 熊의 지적이 아니라

도 사료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논의를 전개할 때 역시 사료 인용을 수반한 확인 

사항은 존재한다. 이 경우 熊와의 참조 관계를 일일이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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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나카타의 전후 출발

1) ‘신교육’에 대한 인식

우선 무나카타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1946년 미국 교육사절단의 보고서에 대한 평

가를 살펴보자. 두말할 나위 없이 이 보고서는 전후 교육개혁의 원점이 되었다. 나중에 

행한 발언이지만 무나카타는 그 당시의 반응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敎育政策≫ 

16~17)20)

① 여전히 ‘國體 수호의 교육’을 고집하는 보수적인 태도. 당시의 정부

② 전면적인 긍정. 미국 교육학을 직수입한 ‘신교육’론자

③ 본질적으로 ‘反사회주의’. 미국 제국주의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윤활유’

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 야가와 도쿠미쓰(矢川徳光)로 대표되는 일본공산당계의 교육

학자.

④ 발전적 계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입장. 무나

카타의 입장

이상을 정리하면, 방향은 반대지만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같았던 정부(①)와 공

산당(③),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면적 긍정이었던 대다수의 교육학자(②), 무나카타의 입

장은 이 모두와도 다른 ‘비판적 섭취’(④) 다. 무나카타의 입장은 보고서의 “‘18세기적 

자유주의’를 지양하고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주의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넓

은 의미에서의’라고 했듯이, 그의 입장은 마르크스주의 그 자체는 아니다.(“플러스Ⅹ”, 

후술함.)

본격적인 고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사절단의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이것도 후년의 회상이지만, 무나카타는 보고서를 접했을 때 ‘해방의 선언’을 들었다고 

표현한다.21) 단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었다. 그는 戰前부터 미국의 교육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도입하는 

데 대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전술한 ‘비판적 섭취’라

는 입장과도 관계되지만, 무나카타의 평가는 보고서가 제시하는 이념과 패전 일본의 현

20) 宗像, 1957 <戰後敎育の歴史> ≪日本の敎育≫ (毎日新聞社) 8쪽 이하에서 보충함.

21) 宗像, 1950 <敎育使節團とその後> ≪6･3敎室≫ (≪著作集≫ 3,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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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그 사이의 간극에 초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 간극을 불러온 것이 바로 무나카타가 

말하는 일본의 ‘후진성’, ‘봉건유제’이다. 

무나카타는 패전 직후의 일본 사회를 <전근대/근대/근대이후>의 3자 병립상태로 보

고 있다.22) 이는 <봉건유제/18세기적 자유주의･개인주의적 근대/사회주의적 단계>라고

도 표현되었다. 패전 일본에서 봉건유제를 간파하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무나카타의 일

본사회관은 마르크스주의 講座派의 그것이다. 실제로 무나카타는 일본에서의 근대 시민

혁명(明治維新)은 ‘불철저’했기 때문에 절대주의적인 교육으로 전락했다고 본다.(敎育勅

語, 1890년) 그러나 무나카타는 패전 후의 현재에 근대 시민혁명을 다시 제대로 하자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는 “세계의 역사가 너무 진전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공산주의 대국이 현재 존재하고 또한 자유주의 국가에서조차 국가관리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미국의 뉴딜 등), “분명히 세계는 개인주의에서 사회주의적인 방향

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패전 일본이 빈약한 자원, 너무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상 “계획경제의 필연성을 의심할 수 없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역사의 단계를 천천

히 경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적 근대를 빨리 졸업하고 사회주의적인 단계로 나

아가는” 것, 그리고 우선은 봉건유제의 불식에서 시작한 이상 “역사의 3단 도약”이라고 

말하 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막 공포된 교육기본법은 “역사의 발전단계로부터 벗어난” 

것, “뛰어넘어야 할 한 단계”로 평가된다.23) 그는 교육기본법이 근대 시민사회의 이념을 

선언한 데 불과하다고 보고, 세계사의 단계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있다

고 하 다. 이러한 평가는 일본국 헌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무나카타는 개인 비용

이 전혀 들지 않는 公費敎育制의 도입이야말로 헌법의 ‘논리적 귀결’일 터라고 말한다. 

이를 ‘교육에서의 사회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24) 이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세계사적 추

세인 ‘근대’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즉 “이미 세계의 역사는 근대 개인주의의 파

탄을 경험하 고 근대 이후로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개인 존엄의 확립은 근대의 큰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개인 존엄의 확립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근대적 개인주의로

는 불가능하게 되었다.”25) 앞서 언급한 ‘18세기적 자유주의의 지양’, 보고서 이념의 ‘비

판적 섭취’라는 자세는 이러한 근대 이후로서의 사회주의를 전망한 것이었다. 

22) 이하는 宗像, 1948 ≪敎育の再建≫, 河出書房 (≪著作集≫ 2, 26~27, 52)

23) 宗像, 1952 <敎育基本法> ≪敎育科學辭典≫ (宗像 외 편, 朝倉書房), 161

24) 宗像, 1951 <敎育政策> ≪敎育大學講座≫ 7, 金子書房 (≪著作集≫ 3, 128)

25) 宗像, 1950 ≪敎育硏究法≫, 河出書房 (≪著作集≫ 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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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리 근대 이후를 전망해 보아도 현실의 일본은 봉건유제가 농후한 사회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봉건유제의 불식이 당면한 과제가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 교

육학을 직수입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았다. 이는 미국에 “봉건제도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26) 그리고 봉건유제 불식을 위해서라도 주장된 것이 ‘정치와 교육’의 관계이

다. 무나카타는 봉건유제 불식을 위해서 ‘사회제도의 개혁’이 요구되는 한편 제도를 지

탱하는 ‘심성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전자가 정치의 역할이라면 후자는 교육

의 역할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양자의 관계가 ‘竝進’이라는 것으로, “우열의 상하관계

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점이다. 결국 양자는 ‘自律’적인 관계이며, 그 위에서 상호작

용해야 비로소 이상적 사회건설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치와 교육’의 관계 규

정에서 보자면 이후의 보수정권이 전개한 교육정책은 바로 정치에 의한 교육의 종속화

로 간주된다. 이 점은 후술하기로 하고, 우선 이러한 관점에서 무나카타가 기대했던 것

이 교육위원회 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둘러싼 정부와의 공방은 무나

카타에게 하나의 전기를 가져다주게 된다. 

2) 轉機로서의 교육위원회 일제 설치(1952년)

미국 교육사절단 보고서에 기초하여 1948년 교육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자치체에 설치되고,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내용에서 교원 인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되었다. 1954년 보수정권에 의해 임명제로 개정되었지만 발족 당시는 공

선제 다. 바로 공선제라는 점에 교육위원회제의 안목이 있었다. 즉 교육에 관한 의사 

결정의 주체를 인민 자신이 갖는다는 것이다. 

무나카타가 교육위원회제를 중시한 것도 무엇보다 이 점에 있었다.27) 그는 戰前 일본

의 교육 주체가 국가(관료) 기 때문에 국민은 자주성을 상실하고 패전에 이르게 되었다

고 간주하 다. 그런 의미에서 인민 주체를 제도화한 교육위원회야말로 교육 민주화의 

상징이며 일본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둘째, 교육위원회가 일반 행정･의회로부터 독립

된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교육의 정치로부터의 자율화를 제도적으로 실현한 것이었기 

26) 宗像, 1948 ≪敎育の再建≫ 2, 12

27) 宗像, 1946 <誰が敎育 か> ≪敎育硏究≫ 1946년 9월호 (≪著作集≫ 3, 9~11) ; 宗像, 1948 

<敎育委員 法の問題点> ≪時事通信內外敎育版≫ 1948년 8월 (≪著作集≫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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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무나카타에게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많았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기반’, 즉 일본에는 봉건유제가 농후했기 때문이다.28) 일본의 민주화 상황에서 그

대로 교육위원회제를 실시해 버리면 “보스가 이를 장악하여 마음대로 농단할 것이 우려

된다.”고 하 다. 무나카타가 여기서 말하는 ‘보스’란 ‘봉건적 세력을 대표하는’ 자로서, 

‘관료 지배보다 더욱 나쁜’ 것으로 간주하 다. 따라서 보스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보적 세력의 결집’이 역설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유권

자인 국민이며 국민도 역시 ‘봉건제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무나카

타는 긴 시간에 걸친 계몽이 필요하며 교육위원회제 도입은 점진적으로 진척시켜야 한

다고 주장하 다. 

실제로 교육위원회는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都道府縣 등 상위의 행정 단위에서부터 

먼저 설치되었고, 町村을 포함한 일제 설치는 거듭 연기되었다. 우선 1948년의 교육위

원회법 제정 시에 2년 연기가 결정되었고, 그 기한이 끝나는 1950년에 다시 연기되었다. 

다시 그 기한이 끝나는 1952년 단계에서도 일제 설치는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문부

성도 이에 따라 연기 법안 준비에 착수하 다. 그러나 1952년 7월 여당인 自由黨(이후의 

自民黨)이 갑자기 이를 뒤집었다. 정확히 말하면 갑자기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연기 법안

을 유산시킨 것이다. 그 결과 1952년 11월에 자동적으로 일제 설치되었다. 사실 교육위

원회 일제 설치는 법이 규정한 대로 된 것이지만, 무나카타는 이러한 자유당의 움직임이

야말로 교육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개입의 첫걸음으로 인식하 다. 그는 자유당의 의도

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 다.29) 즉 자유당의 목적은 단순한 선거대책에 불과하다. 노동조

합이나 日敎組 등 혁신･진보 세력은 하위의 행정 단위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조직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자유당은 교육위원회를 일제히 설치하여 보수세력을 당선시키고, 이를 

통하여 혁신세력을 꼼짝 못하게 가두고자 하 다. 실제 교육위원회 선거 결과는 무나카

타의 예상대로 결국은 진보파의 패배 다.30) 무나카타는 이러한 결과를 여전히 봉건유

제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즉 일본의 민주화 상황에서 보자면 “분권적으로 되면 될수록 

28) 이하는 宗像, 1947 <敎育委員 はうまく行くか> ≪朝日評論≫ 1947년 7월 (≪著作集≫ 3, 13･15 ; 宗

像, 1947 <地方敎育行政法の諸問題> ≪時事通信內外敎育版≫ 1947년 ３월, 243 ; 宗像, ≪敎育

の再建≫ (≪著作集≫ 2, 51 ; 宗像, <敎育委員 法の問題点≫ ≪著作集≫ 3, 28

29) 宗像, 1952 <敎育委員 と自由黨> ≪敎育≫ 1952년 8월, 7~8

30) 宗像･持田榮一, 1953 <占領敎育政策と民主化のよじれ> ≪思想≫ 1953년 7월, 33 에 따르면 ‘여러 

진보계 교육위원의 비율’은 都道府縣 36%, 町村 단위에서는 9.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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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성이 강하게 표출된다.”, 따라서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들이 실질적으로는 

보수적 세력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31) 

이후 무나카타는 정부에 대한 대결로 태도를 전환한다. 그리고 그 후의 교육정책도 

교육에 대한 정당의 부당한 개입의 연속으로 파악하 다. 실제로 정부측도 점령이 종결

되자 전후교육에 대한 재검토를 본격화한다.32) 그러한 가운데 정치에 대한 교육의 자율

을 지킬 세력으로 무나카타가 주목한 것이 日敎組 다. 이와 병행하여 무나카타는 교육

에 대한 국가개입을 거부하는 이론을 치 하게 개발하 다. 이 무렵 재평가된 것이 교육

기본법이다. 그는 후년에 “처음 10년 정도는 우리 쪽에서는 이 법률을 그다지 문제 삼지 

않았다. 교육기본법을 인용한 것은 오히려 문부성의 관료 쪽이었다.”고 회고하 다.33) 

당연한 것이겠지만 교육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정부･문부성이며 해설본도 처음에는 문부

성이 주도하여 간행하 다. 결국 진보파는 보수정권과의 대립이 첨예화되는 단계에 이

르러 저항의, 그리고 법적인(재판투쟁에서의) 근거로서 교육기본법을 재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34) 무나카타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구도로 설명한다.(이하는 ≪宣

≫ 88 ; ≪敎育政策≫ 18~20) 패전 직후의 문부성은 이른바 ‘官學’으로 이루어진 ‘자

유주의 교육의 설교자’ 지만 강화조약 체결 후에는 反권력측이 그것을 지지하는 쪽이 

되었다. 일본에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라는 사실은 확실히 기

묘한 구도이지만, 일본의 보수세력은 미국식 민주주의조차 허용하지 않는 반동적인 것

이었다. 이상이 무나카타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 무렵 그는 ‘교육은 인간의 존엄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테제를 제기한다. 얼핏 보면 추상적 이념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무나카

타의 <국가와 교육>, <정치와 교육>에 관한 견해를 집약시킨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무나카타의 ‘국가’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자.

31) 宗像, 1952 <敎育委員 の運營と改善> ≪ジュリスト≫ 1952년 12월 1일, 5 ; 1953 <占領敎育政策

と民主化のよじれ> ≪思想≫ 1953년 7월, 22

32) 이후의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1954년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敎育二法). 1955년 민주

당 팜플렛 <うれうべき敎科書>의 제기. 1956년 교육위원회를 임명제로 개정. 1957년 교사의 근무

평정 도입. 1958년 도덕과 설치, 학습지도요령의 구속력 강화. 1961년 중학교에서의 일제 학력테

스트 실시 ….

33) 宗像, <敎育基本法二○年所感> ≪1966年度國民敎育硏究所年報≫, 3

34) 1957년에는 무나카타 등을 비롯하여 진보적 교육학자가 결집하여 長田新 감수, 1957 ≪敎育基

本法≫ (新評論)을 간행한다. 이 책은 1966년에 개정되었는데 이때는 무나카타가 감수를 담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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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나카타에 있어서의 ‘국가’ 

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무나카타에게는 패전 직후부터 일관되게 ‘국가’는 부정의 대

상이 아니라 모색의 대상이었다. 예컨대 그는 1955년의 교과서법안 속에 교육의 국가통

제화 움직임을 보았지만, “국가라고 하는, (이 경우) 추상적인 존재가 교과서를 만들 리

가 없다.”, 교과서 국정이라는 것은 결국 ‘政府定’, ‘政黨定’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와 정부의 구별’은 ‘근대 민주국가의 상식일 것’이라고 말한 데서 드러나듯이 국가 

일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이상은 ≪宣 ≫ 31) 

쇼와 戰前期에 ‘교양이 높은 한 신사’이고자 했던 무나카타는 “야비한 동료들과는 같

은 일본인이지만 예외적 존재”라는 기분이 있었다고 서술했듯이, 내셔널리즘에는 부정

적이었다.35) 그러나 패전 후는 “매우 순수한 의미에서 ‘운명공동체’라는 실감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쓰고 있다. 필시 국가의 붕괴라는 현실이 국가에 대한 관

심을 높 을 것이다. 이러한 무나카타가 문제로 삼은 것은 전후 국가로부터의 해방보다 

국가로부터의 이탈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무나카타는 말한다. “극단적인 국가

주의 … 의 부정은 곧 국가나 민족의 의의 일반을 부정하는 것일까? … 이를 초월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코스모폴리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국적 불명=‘코

스모폴리탄’이라는 도식은 나중에 무나카타가 보수정권에게 공격받을 때 사용되었지만, 

패전 직후의 무나카타에게는 오히려 부정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했던 

것이 ‘민족’이다. “일찍이 일부에서 있었던 선민의식에 대해서는 거론할 것도 없지만, 그

렇다고 해서 민족감정이라든가 애국심은 논리적으로 부정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무나카타는 이 단계에서는 戰前의 내셔널리즘은 부정된다 해도 이를 대치할만한 것이 

없는 현실, 이를 추구하는 태도도 발견되지 않는 것을 문제시 했다. 결국 무나카타가 목

표로 한 것은 내셔널리즘 일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재건이었다. 

1952년 점령이 종결되었다. 이와 함께 보수정권에 의해 전후 교육개혁에 대한 재검토

가 시작되었다. 모두에 살펴보았듯이 기요세 이치로(淸瀨一郞, 문부대신)가 추진한 교육

기본법 개정론이 그 전형이다. 그의 개정론은 “이것은 세계인으로서, 코스모폴리탄으로

서 좋은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국적 불명의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비판을 이번에

35) 이하는 宗像, 1949 <みんなが立法 であるという自覺> ≪6･3敎室≫ (≪著作集≫ 2, 81) ; 宗像, 

1949 <季節はずれの心配> ≪敎育評論≫ 1949년 1월 (≪著作集≫ 2, 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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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보파 측이 받게 되었다. 역시 앞에서 살핀 것처럼, 기요세에 대한 무나카타의 반론

은 “교육기본법에 국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인가?”라는 것이었다. 교육기본법

을 국가와 연관시킨 주장이 이 발언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무나카타

의 반론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인 반발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반응의 방

식은 소재를 달리하면 다른 데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다.36) 오히려 여기에서의 정서성이

야말로 무나카타의 ‘애국심’像의 구성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무나카타가 말하는 “참된 애국심은 인간의 존엄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 경

우 무릇 정부처럼 양자를 대립적으로 보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해결점을 도출하려는 발

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무나카타는 양자를 ‘교차하지 않는 평행선’도 아니고 서로 

“배치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애국심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국민은 위로부터의 호

령 없이도 애국적으로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宣 ≫ 47) 그러면 무나카타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애국심’이 일치하는 사회는 어떠한 것일까. 바로 근대 이후로서의 사회

주의 는데, 그것은 혁명 직후의 중국에 투 된다. 

1957년 무나카타는 중국을 시찰하러 간다. 귀국 후 그는 “국가권력이 인민을 위한 것

일 때 얼마나 좋은 일이 가능할까?”라고 흥분하여 서술하고 있다.37) 무나카타에 따르면, 

혁명 후의 중국에서는 인간과 인간이 마주하면서 인간으로서 서로 인정한다. 이는 구미

의 신과 개인의 관계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인간 자각 과정”이라고 하 다. 이러한 중

국에는 마르크스주의 ‘프러스Ⅹ’가 있는 것은 아닐까, ‘꿈이 아닌 이 현실’이라고 서술

하고 있다. 무나카타의 중국에 대한 평가는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극히 순진한 것일 터

이다. 그러한 평가는 이미 당시에도 있었다.38) 차라리 중국에 대한 그의 평가는 그가 묘

사한 일본의 장래상을 투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39) 

그런데 무나카타에 의하면,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구미의 근대 

36) 예컨대 宗像, 1954 <ＭＳＡ協定と愛國心敎育> ≪改造≫ 1954년 3월, 14~15

37) 이하는 宗像, 1957 <中國を見てきて> ≪敎育≫ 1957년 5월 (≪著作集≫ 2, 153) ; 宗像, 1960 

<中國のことを知らねば> ≪作文と敎育≫ 1960년 1월, 39 ; 宗像, 1957 <ある日の北京大學 (中)

(下)> ≪朝日新聞≫ 1957년 3월 14･15일

38) 相良惟一, 1986 ≪日敎組死するなかれ≫ (敎育開發硏究所), 91

39) 실제로 무나카타의 중국에 대한 관심은 시찰 이전부터 있었다. 그는 구미와 일본의 비교 연구만으

로는 구미를 기준으로 한 ‘원근법’에 머물러 ‘후진성의 극복’이라는 문제 자체가 등장하지 않게 

된다고 말한다. 중국은 ‘비유럽적’이라는 면에서 일본과 ‘같은 성질’이 있고, 또한 후진성의 극복

이라는 역사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宗像, 1954 ≪敎育行政序說≫ (有斐閣) ; ≪著作集≫ 3, 

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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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가 인민의 

국가인 경우 국가의 정치적 요구와 개인의 도덕적 요구가 고도로 일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정치와 도덕의 일치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데서 나올 것이다. 국가권

력이 일하는 인민의 것일 때 이것은 이상대로 실현될 수 있다.”(≪宣 ≫, 52･55쪽) 이런 

표현에서 보이는 것은 정치와 도덕(교육)의 일치, 인간의 존엄 및 (인민)사회주의의 결합

이다. 그는 이 3자의 결합관계를 다음과 같은 역사의 발전단계론으로 파악하고 있다.(이

하는 ≪宣 ≫ 51~52)

근대를 지나 이른바 근대 이후가 되면, 즉 사회주의가 되면 다시 정치와 도덕이 일치할 가능

성이 생길 듯한 느낌이 든다. ‘느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중국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것을 거

의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지 않았던 봉건시대로부터 양자가 분리된 근대로, 그리고 근대 

이후로서의 사회주의에서는 양자가 ‘다시’ 일치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와 교육이 ‘다시’ 일치한다고 해도 역시 양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미묘한 성

격을 띤다. 무나카타는 패전 일본의 식량 부족 상황에서 애견을 고급차에 태우는 일본의 

전 수상을 비판하고 있는데, “타인의 취미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근대 윤리”라고 단언하

면서도 “그러한 나는 정치와 도덕의 일치를 요구하는 전근대 봉건의식의 소유자일까?”

라고 서술하고 있다.(≪宣 ≫ 57) 또한 중국 체험을 말하는 가운데, 정치와 도덕의 일체

화는 “근대주의에서 보자면 이상한 것이지만, 사회주의에서는 두 가지가 접하게 결합

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생활이나 사상이 “너무나 정치적･도덕적”이라며 당혹해 하기도 

하 다.40) 본래 미래로서의 사회주의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끝까지 파고들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처럼 과도하기까지 한 도덕의식은 무나카타의 반

대진 에서 문제시하게 된다.(후술함.)  

원래 이러한 <근대 이후=정치와 도덕의 재일치>라는 모티브는 역시 중국 체험 이전

부터 있었다. 무나카타는 1950년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논문 <科學としての政治

學>(1947년)을 절찬하 다. 이는 무나카타가 말하는 ‘정치학과 교육학의 유사성’ 때문이

었다.41) 무나카타는, 양자의 유사성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하나의 이념의 두 가지 표

현”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 그러면 ‘하나의 이념의 두 가지 표현’이라는 말 속의 ‘하나

40) 宗像, 1957 <中國を見てきて> ≪敎育≫ 1957년 5월 (≪著作集≫ 2, 148) 

41) 이하는 무나카타의 전게서 ≪敎育硏究法≫ (≪著作集≫ 1, 95･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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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의 존엄을 확립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한 사상은 정치와 교육으로 분리되기 이전의 근본

적 가치관인 것이다.(≪宣 ≫ 202) 

결국 ‘인간 존엄의 확립’이라는 하나의 원리에서 파생된 두 가지 기능이 정치와 교육

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 존엄의 확립’이라는 원리야말로 (일단 분리된) 정치와 교육

을 (다시) 높은 차원에서 결합시킨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무나카타가 말하는 정치와 교육이 다시 일치하는 사회는 곧 근대 이후

인 사회주의 사회 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언급했던 “참된 애국심은 인간 존엄의 확립

과 일치한다.”는 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무나카타가 말

하는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라는 것은 정치와 교육이 다시 일치한 사회주의 사회

이며,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의욕이 바로 ‘애국심’이다. 여기서 무나카타가 사고

하는 보편주의적 이념과 내셔널리즘 및 사회주의의 결합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본래 이러한 이념이 패전 직후부터 정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바로 보수정권과의 

대결이라는 현실이 이념으로서 정립시킨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존엄’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확립’, ‘곧추세움’이라고 추가되어 있는 점에도 나타나 있는 것 같다. ‘확

립’, ‘곧추세움’이라 함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싸움”(≪宣 ≫ 136)이라고 표현되

어 있듯이, 보수정권에 대한 ‘저항’이 함의되어 있는 것이다. 무나카타는 단적으로 ‘인간

의 존엄, 애국, 충성’을 ‘교육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42) 그리고 이

상과 같은 이념을 더욱 개념화시킨 것이 ‘국민의 교육권’론이다. 이하에서는 ‘국민의 교

육권’론이 개념화되어가는 과정 및 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국민의 교육권’을 둘러싼 구도

1) ‘국민의 교육권’론과 교육투쟁

필자가 확인하기에 ‘국민의 교육권’으로 명확하게 개념화된 것은 보수정권과의 대립

이 본격화된 1960년 전후의 일이다. 이는 무나카타의 상황인식과 불가분의 관계로 형성

42) 宗像 전게 논문, <敎育と‘國’の意味> ≪著作集≫ 3,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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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의 상황 인식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단계 파악으로 나타난다.

즉 ① 戰前期 국가가 교육주체 던 ‘敎育勅語 체제’, ② 패전 직후 국민이 교육주체가 

된(되어야 할) ‘교육기본법 체제’, ③ 그리고 空洞化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안보교육 

체제’이다. ③의 ‘안보교육 체제’는 ②‘교육기본법 체제’의 공동화라는 점에서 戰前 체제

로 회귀한 것이지만, 고도 경제성장에 의한 자본주의의 성장(‘국가독점자본주의’)이라는 

점에서 ①과는 다르게 단계 설정이 되어 있다. 무나카타는 ‘안보교육 체제’의 특징을 천

황이라는 비합리적 가치와 고도의 과학기술이 일체화되어있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 예

컨대 과학기술 계획과 천황신화의 긍정이라는 것이 동일한 내각에 의해 제기된 점을 들 

수 있다. 무나카타에 따르면 이 양자가 일체화됨으로써 일본은 언제라도 전쟁을 행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기본법 체제’의 공동

화는 단순한 戰前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전쟁’으로 나아가는 길로 간주된 것이

다.43)

다만 이 시기에 무나카타가 대치했던 것은 보수정권만은 아니었다. 고도 경제성장이 

진전되는 가운데 그는 ‘대중사회 이론’이 제기하는 것처럼, ‘평준화, 정치적 무관심, 현

실 안주’ 등 대중의 심정 변화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44) 실은 이것이야말로 보수

정권의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중이나 부모는 교과서가 국

정화되면 값이 싸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親孝行이라는 도덕 교육의 부활을 단순히 바란

다. 정부 측에서도 이러한 대중의 심정을 간파한 뒤 그들을 구슬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본다. 고도의 자본으로 구성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중의 권리의식을 

각성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대중이 ‘지체된’채 그대로 있는 편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무

나카타는 권력 측의 ‘파시즘’화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권력을 지탱해주는 대

중의 ‘지체된 심정’을 드러내고 보수정권과 대중 사이의 ‘조응관계’를 절단할 것을 역설

한다.(≪宣 ≫ 26~20445))

이러한 대중에 대한 시선은 필시 무나카타 등의 교육투쟁이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되

어가고 있던 상황이 배경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1950년대 후반의 勤評鬪爭이나 學테鬪

爭 속에서 일교조는 스트라이크 등의 비상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내부에서도 탈퇴자가 나

오기에 이르 다. 이 무렵 무나카타가 노동자와 ‘시민’과의 ‘통일전선’을 주장한 것도 그 

43) 이상은 宗像, 1961 <敎育政策と敎育運動> ≪岩波講座･現代敎育學≫ (岩波書店) (≪著作集≫ 5, 

6~26)

44) 宗像, 1957 <敎育科學の科學性> ≪敎育≫ 1957년 10월 (≪著作集≫ 1, 277)

45) 이밖에 宗像, 1956 <中國へ行く前に> ≪學園≫ 1956년 11월 (≪著作集≫ 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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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일 것이다.46) 무나카타에 따르면 ‘시민’이라 함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프롤레타리

아트를 착취하는 부르주아의 의미가 아니다.” 지배층을 점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통일전선’을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때 정부/시민･

노동자 사이의 경계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臣民’化, 즉 정치적 비주체화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신민’화에 대항하는 존재로서 또한 시민･노동자를 포섭하는 개념으로

서 부상한 것이 ‘국민’이다. 패전 직후 단계에서 무나카타가 많이 사용한 말은 ‘민족’이

었다. 이른바 문화적 공동체의 ‘민족’으로부터 국가에 저항하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국

민’이 여기에서 부상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바로 헌법에 규정된 ‘주권자로서의 국

민’이란 의미이다. 결국 ‘국민의 교육권’론은 ‘신민’화를 거부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야말로 바로 교육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나카타의 ‘국민의 교육권’론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 골자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敎育政策≫ 제Ⅱ장47)) 

① 교육기본법은 국가가 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조건 정비’로 제한한다. 교육학자 캔델에 

따르면 ‘조건 정비’라는 것은 재정적 측면의 취학환경(‘외적 조건’)을 의미하며, 교육 내용 특히 

국민의 가치관(‘내적 조건’)에 대한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침범하는 것은 사상･학문의 

자유를 명시한 일본국 헌법에도 위반된다.

②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지배’라 함은 국가권력 그 자체이다. 법률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는 결국 다수당의 의사이며 ‘부당한 지배’에 해당한다.

이상은 국가가 어떠한 가치를 내걸고 교육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나카타는 교육이 여러 가치로부터의 ‘중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③ 국가는 가치 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미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의 형태로 가치관

(인간의 존엄, 진리의 존중, 평화)이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은 권력이 자의적으로 결

정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유산인 보편적 가치이다. 지금까지도 부정되는 것은 ‘니힐리즘’이

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보편적 가치에 바탕한 교육을 왜곡하려는 국가로부터의 ‘자율’이다.

무나카타에 따르면, 교육받을 권리라 함은 아무 내용이나 다 좋다는 것은 아니다. 보

46) 이하는 宗像, 1961 <敎育政策と敎育運動> ≪著作集≫ 5, 25~26

47) 이밖에 宗像, 1960 <敎育権をめぐって (1) (2)> ≪敎育評論≫ 1960년 4･5월 (≪著作集≫ 4, 

34~61)에서 보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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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 이념에 따른 교육, ‘과학적 진리’에 기초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부모와 아이 그리고 교사는 다음과 같이 ‘진리’와 연결된다.

④ 부모는 ‘진리’에 반하는 교육을 아이가 받지 않게 할 권리가 있다. 이를 바라지 않는 부모의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 다음은 ‘운동’의 문제이다.

⑤ 교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근거는 ‘진리의 대표자’임에 있다.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으

로 하여 교사는 아이들에게 ‘진리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교사는 권력이 진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권력에 반해서라도 ‘진리를 전달할 권리’가 있다.

⑥ ‘진리’는 부단히 자유로운 연구에 의해서만 획득된다. 예를 들면 日敎組의 연수대회가 바로 그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상에서 밝혔듯이 무나카타가 ‘국민의 교육권’이라 말할 때 그 근거가 된 것은 그가 

말하는 ‘진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곧 무나카타의 ‘진보사관’이었다.(≪宣 ≫, 

128~131쪽) 무나카타는 “인간의 역사는 인간 존엄의 역사이다.”라고 말한다. 때로는 

‘우회’하거나 ‘역행’했지만 그래도 역시 ‘진보’의 역사 다고 본다. 즉 근대 시민혁명에 

의해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자리매김한 단계로,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에 의해 그 

실현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말이다. 무나카타에 따르면, 이러한 ‘역사의 방향’은 세계 각

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정비나 제3세계 독립 등의 실현에 의해 이미 ‘의심할 수 없는 진

리’가 되었다고 한다.

당연히 현실의 교육투쟁에도 그 ‘진보’를 고 나아갈 의의가 부여된다. 즉 일본국 헌

법의 원리가 ‘天皇制 欽定憲法’이나 ‘사회주의 헌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임은 명백

하지만 “대국적으로는 국가권력에 가치의 다원성을 승인시킨다면, … 사실 근대 시민사

회를 뛰어넘는 것이 발전한다고 믿고(있으며), 이것을 역사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

다.”(≪敎育政策≫, 53~55쪽) 모두에서 살펴본 교육투쟁의 ‘한계’의 의미를 여기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2) 반대측의 주장

지금까지의 분석은 무나카타에만 국한된 듯하다. 이하에서는 무나카타의 반대측 입

장을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권’론을 둘러싼 구도를 살펴보자. 먼저 한 마디 해둘 

것은, 쌍방은 표면상으로 격하게 대립하 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로 유사한 면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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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1965년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의 제소에 의해 교과서재판이 개시되자 반대측 진

도 언론활동을 시작한다. 그 대표격인 고야마 이와오(高山岩男, 日本大學 철학, 국가측 

증언, 1905~1993년)부터 살펴보자.48)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반론할 때 고야마도 역

시 헌법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판투쟁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다. 예컨대 재판

에서는 교과서로서 타당한지가 쟁점이다. 연구서로서 출판하는 것은 완전히 자유이다. 

따라서 이에나가 측에서 주장하는 교과서 검정=검열=헌법 위반이라는 도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핵심 주장은 역시 강렬한 반공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다.49) 그의 주장

은 다음과 같다. 이에나가 측의 주장이 채용된다면 좌익 편향 교과서가 버젓이 통용될 

것이다. 국과 같은 無檢定制가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좌익사상이 성

행하는 일본에서는 무리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는 공산주의의 쇠뇌를 위해 있

는 것이 아니다. 

주장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두 가지 사실만 확인해 두자. 첫째는 형식적이긴 해도 

현행 헌법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강렬한 반공주의를 표명할 때의 이미

지이다. 고야마에 따르면, 이에나가 등과 같은 좌익사상이 허용되면 일본은 “戰前을 뒤

집은 모양의 전체주의”가 될 것이라고 한다. 戰前이 ‘우익의 전체주의’라면 현재의 좌익

사상은 ‘좌익의 전체주의’이다. 

이러한 ‘좌우의 전체주의’론은 반대진 에서 공통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좌우의 전체주의”(森戸辰男･전 문부상)50)라는 말에서도 확인되듯이 ‘민주주의’

의 방위, 나아가 헌법의 옹호까지 거론된다. 

본격적으로 고찰하기에 앞서 다른 한 사람 사가라 이이치(相良惟一, 京都大學 교육행

정학, 국가측 증언, 1910~1987년)의 주장을 검토해 보자. 사가라도 고야마 등과 언론활

동을 함께 했지만 그 주장은 조금 다르다.[이하에서는 사가라의 저작, 1987 ≪國家と敎育≫ 

(敎育開發硏究所), ≪日敎組死するなかれ≫(敎育開發硏究所, 1986년)에서 인용한 것은 각

각 相良Ａ, 相良Ｂ로 표기하고 본문 속에 전거를 표시하겠다.]

48) 고야마 이와오는 戰中期에 ‘세계사의 철학’을 역설한 교토학파의 한 사람이었지만, 전후에는 문부

성 교과서검정위원으로서 이른바 ‘Ｆ パージ’ 보도로 알려진 인물이다. 

49) 이하 高山, 1970 <恥ずべき敎育裁判> (三輪知雄 편, ≪敎科書裁判≫ 帝國地方行政學 ), 8~10 ; 

高山, 1979 ≪敎育 への書簡≫ (玉川大學出版部), 201   

50) 森戸辰男, <社 科の成立と背後にあるもの>（高山 편, 1971 ≪敎科書裁判と社 科敎育≫, 時事新

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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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라는 전 문부성 관료로서 교육행정학자이며, 이에나가 재판에서는 무나카타 세이

야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치에 있었다. 실제로 사가라의 역할은 무나카타가 주장하는 

‘국민의 교육권’론을 부정하는 데 있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무나카타의 주장처

럼 교육 가치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교육학자 캔델로부터 따온 것이지

만, 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현재 교육 가치에 개입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국가는 

당연히 교육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재판투쟁이었기 때문에 학설 수준에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무나카타의 ‘국민의 교육권’론은 1970년의 스기모토(杉本) 판결에서 채용되었다가 1976

년의 學테 최고판결에서 부정되었다. 그 후 이에나가 측은 계속 패소하 다. 다만 여기

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사가라가 주장할 때의 근거이다. 실은 사가라의 재판 증언은 

국가 측에 선 것이면서도 국가의 검정행위 중 일부를 비판하는 것이어서, 신문에서도 이

색적인 입장이라고 보도되었다.(이상은 相良Ｂ, 58･84･93)

사가라는 東京大 법학부 재학 시절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郞)에게서 배웠고 1934년

에 문부성에 들어간다. 패전 직후에는 스승 다나카가 문부대신에 취임하 고 사가라는 

그 부하가 되었다. 사가라는 다나카를 평생의 은사로 섬겼다. 그의 국가관도 다나카의 

그것을 계승한 것이라고 한다. 그의 국가관은, 국가는 다원적 가치를 보장하는 후견인이

라고 보는 프랑스 법학･기독교 자연법 이론이었다.(相良A, 37･3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무나카타의 ‘국민의 교육권’론은 국민에게만 교육권이 있다고 보는 점에서 부정된다. 그

러나 한편으로 교육권은 국가에게만 있다는 것도 아니다. 사가라는 일부 문부관료가 얘

기한 “교육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라는 말도 무나카타 측의 주장을 반대로 뒤집은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간주한다. 사가라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은 ‘共同善’의 수호자에 

그치며, 이는 현재 헌법의 ‘공공의 복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가라는 이에나

가 재판에서 “국가는 학설이 없다.”는 프랑스 법학자의 말을 인용했다.(이상은 相良Ａ, 4

5･107 ; 相良Ｂ, 58･93) 

이러한 교육권의 다원성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는 교육에 대한 권한이 있지만 

일정한 제약･한계가 있다는 것이다.(相良Ａ, 52쪽) 그런 의미에서 사가라는 ‘부당한 지

배’를 경계한 교육기본법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좌우의 전

체주의’론이 나왔다는 점이다. 즉 戰前의 超國家主義와 전후의 사회주의, 이 쌍방은 국

가가 교육권을 독점하는 ‘좌우의 전체주의’이며 ‘자유’는 없다. 무나카타 등의 진보파는 

소련이나 중국 등에서 나타난 교육의 국가통제라는 현실에 대하여 웬일인지 비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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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예컨대 일본에서 사회주의가 실현되었을 때 교과서는 국정으로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고 공격한다.(相良Ａ, 5~6)51) 그러나 한편으로 사가라의 공

격의 칼날은 국가측, 특히 정당에게도 향한다. 교육기본법에서 규정된 ‘부당한 지배’라 

함은 정당에도 해당한다. 정당은 행정이 아니다. 진보파는 문부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묘

사하고 있지만 자신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문부성은 정당에 끌려가는 약한 존재다. 자

세한 내용은 확실하지 않지만, 일찍이 사가라는 정당에 의해 문부성에서 추방되어 현재

의 교토대학으로 옮겨갔다고 한다.(1955년, 相良Ａ, 522･530) 

필시 사가라의 염두에 있었던 것은 프랑스형의 ‘학자에 의한 교육자치’ 다. 프랑스에

서는 교육의 중앙주권주의를 채택한 한편으로 교육내용을 결정할 때는 정부로부터 독립

된 학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 프랑스형 교육행정은 사가라의 스승인 다나카 고

타로가 패전 직후의 문부대신 시절에 제기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 모델에서는 교과서 내

용도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학자로 구성된 기관에 의해 심의 결정된다. 실은 무나카타도 

이와 유사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宣 ≫ 103) 그러나 무나카타 안의 경우 교사(日

敎組 조합원)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었다. 바로 여기에 사가라와의 대립점이 있

다고 생각한다. 日敎組는 교육내용의 자주결정론을 제창하기도 했는데, 사가라는 日敎組

를 ‘사설 문부성’이라 보고 비판하고 있었다.(相良B, 10)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反이에나가･무나카타 진 도 한결같지는 않지만, 이에나가･

무나카타측/反이에나가･무나카타측(정부측) 쌍방을 보면서 드는 느낌은 표면상의 이데

올로기 대립과는 별도로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쌍방이 공격

할 때 쓰는 말이다. 무나카타측은 정부의 정책을 ‘戰前으로 역행’이라고 간주하고 ‘평화’

나 ‘민주주의’로 대항했다. 그러나 반대측 또한 사회주의야말로 (좌익의) ‘전체주의’이며, 

(우익의) ‘전체주의’ 던 ‘戰前으로의 역행’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와 ‘자

유’로 대항했다. 그리고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쌍방 모두 현행 헌법에 의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지적하는 것 자체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모두에서 살펴보았던 

동시대의 진보적 지식인 히다카 로쿠로가 정확하게 지적한 바이기도 하다.52) 히다카 논

51) 실제로 진보파 측에서는 확실한 대답이 없었던 것 같다. 日高六郞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즉 

이론적으로 말하면 “무계급사회가 실현되면 인민의 이익을 촉진하는 형태로 정치가 교육에 개입

하더라도 그것은 긍정해도 좋다는 것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교과서의 국정화는 필요하지 않다.”

고 생각하지만 “약간 의견이 나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日敎組 출신의 사회당 의원에게 물은 

적이 있지만 “확실한 방침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日敎組 편, 1972 ≪歴史と敎育の創造≫ (一ツ

橋書房), 21 ; 전게서, ≪日高六郞敎育論集≫,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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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점은 다양한 집단이 주장할 때 내거는 상징 및 그 배치도를 보는 데 있다. 이 

경우 내건 상징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 의미내용은 관심 밖이다. 히다카에 따르면, 

보수파･진보파 이 쌍방은 주장에서는 대립하는 관계이지만, “그 주장들을 다른 기호로 

표현하지 않는 점에”  戰前과는 다른 전후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 예컨대 ‘평화’나 ‘민주

주의’, ‘애국심’ 등의 상징이 그것이다. 동시대인이면서도 상당히 예리한 지적을 한다. 

다만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왜 양자가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게 되었는가는 여전

히 남는 문제일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거기에는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

기가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역사로서 파악해보고자 할 때 참고가 될 만한 것

이 ‘좌우의 전체주의’론이라 생각한다. 

필자도 히다카와 마찬가지로 주장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잠시 제쳐두고 분석해 보겠

다.53) 이렇게 보면, 적어도 당사자에게는 ‘좌우의 전체주의’론에 일정한 역사적 근거와 

리얼리티가 있다고 생각된다. 反이에나가･무나카타 진 을 보면, 전후 일본에서 냉대받

던 우파 학자 등을 제외하면 戰前 이래의 ‘구 자유주의자’[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 

아마노 데이유(天野貞祐)], 戰中期에 ‘세계사의 철학’을 역설하던 ‘교토학파’의 존재가 확

인된다.[고야마 이와오(高山岩男), 스즈키 시게타카(鈴木成高)] 그들은 戰中期에는 육군이 

주도하는 전시체제에 반발하는 존재 지만, 다른 한편으로 좌경화된 전후체제에 대해서

도 반발하여 주위로부터 ‘보수’로 간주되었다. 요컨대 1960년대의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대립은 1930년대 이후 전개된 戰前･戰中･戰後의 넓은 사상사적 지도로 이해

할 수 있을 듯도 하다.54) 

무나카타의 대항적 존재 던 사가라 이이치는 세대적으로는 뒤에 속하지만 입장에서

는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 전술했듯이 사가라는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郞)에게 배웠고,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를 私淑하 다. 미노베는 戰前期에 우파로부터 헌법학설이 

배격되었지만, 전후에는 憲法 옹호론을 주장하여 ‘보수’로 간주되었음은 주지의 사실

이다. 사가라는 미노베와 마찬가지로 戰前期에 학설이 배격된 다키가와 유키토키사건(瀧

川幸辰事件, 1933년)에 대해서도 문부성의 ‘과오’ 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52) 日高, 전게 논문 <國民敎育論をめぐって> 303

53) 여기에서 상정되는 최고의 반론은, 의미내용의 차이가 바로 대립의 본질적 문제가 아닌가라는 점

일 것이다. 의미내용이 다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미내용이 다르면서도 ‘동일한 상징’을 둘러

쌓고 행해졌기 때문에 대립이 격화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54) 요즘 전시하의 총력전 체제와 사회주의의 친화성에 대하여 지적되어 있는데, 이는 동시대의 인식

이기도 하 다. 예를 들면 淸澤洌, 2002 ≪暗黑日記Ⅰ≫ (ちくま學藝文庫), 152쪽에 나오는 “군국주

의와 사회주의의 타합”이라는 표현(1943년 7월 21일자)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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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보수반동’화된 다키가와의 말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나의 입장은 전쟁 전부터 

일관된 것이다. 변한 것은 세상이다.” 그리고 사가라 자신이 戰中期 문부성 시절에 육군 

장교에게 협박당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한다.(이상은 相良Ａ, 24･26･240) 즉 사가라는 여

기에서 戰中期 (우익)‘전체주의’에게 ‘자유’를 빼앗긴 경험을 말하고 있고, 현재 (좌익)

‘전체주의’로부터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 여기서 살펴본 반대측 진 도 결코 한결같은 입장은 아니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사가라가 육군 장교에게 협박당한 경험을 서술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1971년의 방위청에 의한 애국심 강조 움직임에 반발한 데서 나온 것이다. 사가라가 문

부성에 재직하던 시기로 돌아가면, 1951년 아마노 데이유(문부대신)에 의해 ‘天野勅語’

라고 비판된 ‘國民實踐要領’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가라는 전 문부대신이며 스

승인 다나카 고타로에게 왜 저지하지 않았냐고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天野勅

語’ 입안에 종사했던 교토학파의 고사카 마사아키(高坂正顯)는 1965년 中央敎育審議  

주조사관(主査)으로서 ‘기대되는 인간상’의 입안을 주도한다. 사가라는 양자에서 유사한 

내용을 간파하고 국가가 국민의 도덕기준을 정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적어도 그

런 면에서는 무나카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서술한 것이다.(相良Ａ, 252~253) 

이처럼 반대측 진 의 입장은 똑같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 알력까지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에나가･무나카타

측/정부측이라는 이항대립의 구도로 수렴된 것은 역시 ‘좌우의 전체주의’론 때문이다. 

그것은 戰前 이래의 역사적 근거나 사실(戰中 체험)에 의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필시 무나카타측에서는 정부측에 선 인사를 戰前 사상의 담지자

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측 인사들 역시 戰前체제로의 회귀를 부정한, 

그런 의미에서는 ‘전후’의 주인이었다. “검정을 위헌으로 보는 이에나가 소송 등도 國體

明徵의 전후판”55)이라는 고야마 이와오의 말은 진보파에게는 최대의 매도 겠지만, 고

야마의 주관에 입각하여 보자면 그다지 황당무계하지만도 않다. 고야마 또한 戰中期에 

우익에게 습격당한 경험이 있다.56) 이에나가･무나카타측/정부측 쌍방 모두 확실히 언설 

상으로는 ‘戰前 대 戰後’라는 구도로 상대방을 공격하 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두 戰前

을 부정한 ‘전후’ 측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대립은 격렬해지지 않

을 수 없었던 것이다. 

55) 高山, <家永裁判の南原證 > (宇野 전게서, ≪歴史敎育と敎科書論爭≫) 220

56) 高山, 1984 ≪續 政治家への書簡≫ (創文社)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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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전망으로 1980년대 이후 국제 문제화된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해 보자.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1960년대의 이른바 초기 교과서 문제에서 주요한 논점은 검정

제의 시비, 즉 교육의 의사결정 주체의 문제 다. 이 문제는 이에나가 측의 패소에 의해 

무대 뒤로 사라졌지만 대신에 논점은 교과서의 내용으로 옮겨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서술로 밝혀졌듯이 무나카타가 ‘근대 일본과 아시아’에 대하여 언급한 일은 거의 없었

다. 물론 무나카타의 내셔널리즘이 근대 일본에 대한 전체적 부정을 통하여 구성된 이

상, 식민지 유의 역사는 부정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이를 언급한 적은 거의 없었다. 

1960년대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은 진보파 입장에서 보자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부활

이며, 결국은 두 번째 ‘제국주의’ 단계로의 이행으로 간주되었다. 그러한 문맥에서 옛 식

민지 유의 역사가 일단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때의 역점도 어디까지나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저지하는 데 있었다. 구 식민지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를 과거 

역사에서 뒷받침하는 事象이라는 관계에 있다. 실제로 진보파에게 주요한 문제가 된 것

은 ‘미국 제국주의’ 통치 하에 있는 오키나와이며, 오키나와 복귀야말로 ‘일본의 독립’, 

미일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의 시금석으로 간주되었다.57) 요컨대 진보파 입장에서 보

아도 한국이나 중국이 제기하여 발단된 1980년대의 교과서 문제는 완전히 외부로부터 

불쑥 제기된 문제 던 것이다. 

Ⅲ. 전후 일본의 교과서 문제

이 장에서는 제Ⅱ장에 이어 전후 일본의 교과서 문제의 역사적 전개를 개관할 것이

다. 전후의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저작들에 정리되어 있

다.58) 다만 이 저작들은 공통적으로 교과서검정이나 역사교과서에만 그 중점을 두고 있

57) 森田俊男 편, 1970 ≪帝國主義と獨占資本の敎育イデオロギー≫ (明治圖書出版) ; 同, 1970 ≪安保

敎育体制と沖縄問題≫ (明治圖書出版) 등.

58) 大槻健他 編, 1969 ≪敎科書黒書≫ (勞働旬報社) ; 山住正巳, 1970 ≪敎科書≫ (岩波新書靑版 

758, 岩波書店) ; 徳武敏夫, 1978 ≪新版かわりゆく敎科書≫ (新日本新書 246, 新日本出版社) ; 高橋

史朗, 1988 ≪敎科書檢定≫ (中公新書 867 中央公論社) ; 浪本勝年, 1993 ≪戰後敎育改革の精神

と現實≫ (北樹出版) ; 徳武敏夫, 1995 ≪敎科書の戰後史≫ (新日本出版社) ; 山口拓史, 1995 <戰

後敎科書行政の成立と展開> 鈴木英一 編, ≪敎育改革と敎育行政≫（勁草書房) ; 山常實, 2001 

≪歷史敎科書の歷史≫ (草思社) ; 三谷博 編著, 2007 ≪歷史敎科書問題≫ (リーディングス日本の敎

育と社  第6巻, 日本圖書センタ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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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경향은 교과서검정의 시비를 따진 이에나가(家永) 교과서재판으로부터 받은 

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많은 저작이 검정 제도에 대한 반대 혹은 찬성의 자

세를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문제의식이나 논지는 명쾌하지만 교과서제도의 역사나 문

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불충분하다. 가령 이과나 수학교과서에서 검정이 어떤 의미

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선행연구로부터는 충분한 해답을 구하기 곤란하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전후 교과서 문제의 역사를 재정리하려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다만 문제가 다양다기하고 지면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과서 문제=역사교과서라는 구도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중심

으로 분석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제1기 : 1945~1964년, 제2기 : 1965∼1978년, 제3기 : 1979∼현재까지의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 다. 이렇게 시기구분을 하는 이유는 역시 이에나가 교과서재판

의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제1기는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데, 점령 

개혁과 ‘역방향’ 개혁에 의해 교과서 제도가 정비되어 가는 시기이다. 제2기는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이 시작되어 점차 문제의 구도가 형성되어 가는 시기에 해당한다. 제3기는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의 전개를 바탕으로 문제의 내용이 변질되어 가는 시기이다. 이 장

에서는 이러한 시기구분에 따라 각 시기의 일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그 특징에 대한 분

석을 추가할 것이다.

1. 제도문제로서의 교과서 문제(1945~1964년)

1) 점령기의 개혁

1945년부터 1964년까지가 제1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교과서 문제가 주로 

제도상의 문제 다는 점이다.

이 시기 교과서 문제의 원인은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일본점령에 있었다. 연

합군은 1945년 8월부터 일본 각지에 부대를 배치하여 점령을 개시하 다. 동년 10월에

는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를 東京에 두고,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의 

원인이 된 (정확히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일본의 정치나 경제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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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1945년 12월 말에 연합군은 일본정부에 대해 修身(도덕)･國史

(일본사)･地理 등 세 교과의 수업을 정지하도록 명하 다. 종전 후 문부성은 교과서에서 

부적절한 부분을 검게 지우고 사용하도록 지시하 다. 그러나 점령군은 이 세 교과에 대

해서는 그런 부분적 삭제로는 효과가 불충분하므로, 교과서가 근본적으로 새로 서술될 

때까지 그 수업 자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59)

그 후 1946년부터 1948년에 걸쳐 점령군의 지도 하에 국정교과서의 새로운 서술이 진

행되었다. 즉 교육내용의 ‘민주화’를 진척시키기 위해 점령군은 교과서에서 군국주의나 

초국가주의에 관한 내용을 배제해 갔다. 그러나 그 과정이 꼭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었

다. 특히 일본사에 대해서는 신화에 관한 기술을 둘러싸고 문부성과 점령군 담당자 사이

의 교섭이 난항을 겪었다.60)

이처럼 새로 교과서를 서술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단계

에서, 점령군은 다음으로 교과서제도를 國定制로부터 檢定制로 바꾸려 하 다. 즉 점령

군은 교과서 제도의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교과서의 편집을 문부성이 독점하지 못

하도록 그것을 민간업자에게도 개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문부성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당시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

를 입어 용지나 인쇄기 등 교과서 발행에 필요한 설비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문부성은 단계적 실시를 제안했으나 개혁의 실행을 서두른 점령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

고 조기실시를 명하 다. 결국 준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 검정제

도는 1948년부터 실시되었다.61)

2) 점령개혁의 시정

이상에서는 점령기의 개혁을 검토해 보았는데, 겨우 몇 년 사이에 일본의 교과서제도

가 대폭 개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급속하게 개혁이 진행된 까닭에 점령의 

종결 이후 개혁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는 교과서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이 시

59) 久保義三, 1984 ≪ 日占領政策と戰後敎育改革≫ (三省 ) 171~203 ; 鈴木英一, 1983 ≪日本占

領と敎育改革≫ (勁草書房), 62~88 참조.

60) ハリー･レイ, 高橋史朗, 1987 ≪占領下の敎育改革と檢閱―まぼろしの歷史敎科書―≫ (日本敎育新聞

社) 107~196 ; 久保義三, ≪앞 책≫ 204~240 참조.

61) 拙稿, 2002 <占領下の敎科書問題―國定制から檢定制への轉換過程―> ≪日本歷史≫ 65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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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곧 각각의 분야에서 개혁이 급속하게 진행된 결과 제

도 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으로도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던 것이

다. 이러한 법적인 미비함은 제도가 운용되어 가는 과정에서 점차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과서 제도의 경우 교과서 발행업자들 간의 과도한 경쟁이 가장 큰 문제 다. 즉 교

과서의 편집･발행에 민간업자들이 줄지어 참가함에 따라 업자 간의 판매경쟁이 격해졌

던 것이다. 이에 각지에서는 교원에 대한 과잉 접대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요인 중 하나가 채택과 관련된 제도의 미비이다. 검정제도의 

발족 당시에는 교육위원회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의 채택은 잠정

적으로 각 학교가 행하고 있었다. 이후 1948년 11월에 교육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됨에 

따라 법적으로 교과서의 채택권은 교육위원회가 갖게 되었다. 

다만 이 때 교육위원회가 都道府縣 단위에만 설치되었다는 점과 이미 각 학교가 교과

서 채택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맞물려, 교육위원회는 각 학교가 선정한 교과서를 추

인(채택)하는 식으로 제도가 운용되었다.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권한이 없는 현장의 교

원이 교과서를 선정하게 되어 업자가 ‘합법’적으로 과잉 접대할 여지가 남아 있었던 것

이다.62) 

이 외에도 검정이 엉터리여서 오류가 많다든가, 定價가 너무 높다든가, 교과서 개정이 

빈번하여 형제가 같은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가 신문 등에서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 )는 독자적인 조사를 행하여 1952

년과 1954년 두 번에 걸쳐 문부성 및 업계단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 다. 이에 문부성

은 1955년부터 교과서제도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여 1956년에는 교과서 법안을 국회

에 제출하 다. 문부성은 이 교과서 법안을 통해 교과서의 검정･발행･채택의 절차를 법

제화하고 제도의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 다.

그런데 이 사이 ‘우려할 만한 교과서 문제’(일련의 일을 민주당이 발행한 팜플렛의 이

름을 써서 이와 같이 부름)가 발생하 다. 이는 여당인 民主黨이 야당인 社 黨의 유력

한 지지 세력인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을 공격하기 위해 펼친 선전공작이었다. 그 

주장은, 공산주의의 향을 강하게 받은 일교조가 교과서의 편집･발행･채택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도 좌익사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62) <中央敎育審議 第24回総 速記録> ≪中央教育審議 総 速記録第20~25回≫ (國立公文書館

蔵, つくば01-069平4文部-00899) 참조. 제24회 총회(1954년 2월 22일 개최)에서 당시 스즈키 슈조

(鈴木秀三) 교과서 과장이 저간의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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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 ‘우려할 만한 교과서 문제’는 민주당과 사회당 두 정당 간의 다툼이었으나 

점차 문부성도 여기에 휘말려 들어갔다. 이 와중에 야당인 사회당은 ① 문부성이 민주당

의 의향에 따라 교과서 법안을 작성했다, ② 따라서 교과서 법안은 실질적인 교과서 국

정화를 목적으로 한 반동적 법안이라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러한 사회당의 저항에 부딪

혀 교과서 법안은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63) 

그러나 여전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었기 때문에 문부성은 행정조치를 통해 교과

서제도의 실질적인 보강을 꾀하 다. 다만 이 때 제도적으로 보강된 것은 교과서 검정 

관련 부분에 그쳤고, 교과서의 발행과 채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된 바가 없었다. 이

로 인해 교과서 발행업자에 의한 판매경쟁은 재차 격화되었으며, 1962년에는 독점금지

법 위반으로 5개 교과서 회사에 대하여 심판이 행해지게 되었다.

때마침 여당인 自由民主黨(이하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학부형이 부담해야 할 교

과서대금을 무상으로 하려는 구상이 부상하 다. 이에 대해 문부성은 찬성했지만 긴축

재정을 지향하고 있던 大藏省은 반대의 입장을 표하 다. 이 때문에 교과서 무상화를 둘

러싸고 자민당･문부성과 대장성 사이에는 격한 대립이 전개되었다.

문부성은 대장성과의 논의과정 속에서 업자의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고 교과서의 가격

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1963년에 교과서 

무상화가 실현됨에 따라 문부성은 교과서의 채택과 발행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

다.64)

즉 町村의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교과서를 채택하면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채택하

던 때보다 교과서의 종류는 전체적으로 감소된다. 그 결과 교과서 한 종당 발행부수가 증

가되고 그에 따라 자연히 교과서의 단가도 내려가게 된다. 또한 교과서의 채택방법을 법

제화함으로써 권한의 소재가 명확해져 업자들의 부정한 판로개척도 곤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점령개혁으로 인한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되어 갔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교과서제도는 증･개축을 반복한 집처럼 누더기가 되었다. 다만 불충분하지

만 검정･채택･발행과 관련하여 모두 법적 규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963년 이후 교과

서 제도는 일단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다.

63) 拙稿, 2005 <1955年前後の文敎政策と敎科書問題－‘ コース’の理解に する一 察－> ≪九州史

學≫ 140호 참조.

64) 拙稿, 2002 <敎科書無償化實現の政治過程と自由民主黨> ≪史學硏究≫ 23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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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 문제의 전환기(1965~1978년)

1965년부터 1978년까지가 제2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교과서 문제가 제도의 

문제로부터 내용의 문제로 변화되어 갔다는 점이다. 그 계기가 된 것이 1965년에 이에

나가 사부로(家永三朗, 당시 東京敎育大學 교수)가 자신이 저술한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

서의 검정을 둘러싸고 일으킨 교과서 재판이다.65)

이에나가 씨는 1967년과 1984년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하 는데, 이 일련의 재판은 ‘이

에나가 교과서 재판’, 혹은 ‘이에나가 교과서 소송’이라고 불리고 있다.(이하에서는 ‘이에

나가 재판’으로 줄임) 각 소송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제1･2차 소송과 제3차 소송 사이에 

쟁점의 변화가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인 주장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제

1･2차 소송을 중심으로 이에나가 재판의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확인해 보자.66)

1) 원고(이에나가 측)의 주장

우선 원고의 주장을 확인해 보자. 즉 ① 교과서 검정은 국가에 의한 사전 사상심사에 

해당되므로 일본국헌법 제21조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 및 검열 금지에 반한다. 또 

② 연구성과 발표의 자유나 교사 및 아동･학생의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교과서 

검정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되어 있는 학문의 자유에도 반한다. 동시에 ③ 검정으로 인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교육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헌법 제26조에 정해져 있는 능력에 따

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교과서 검정

은 ‘검열’에 해당하며 검정 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2) 피고(국가 측)의 주장

다음으로 피고 측 주장을 확인해 보자. 즉 ① 불합격 처리된 책을 일반서로 출판하는 

65)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家永三郞, 1965 ≪敎科書檢定≫ (日本評論社) ; 同, 1967 

≪一歷史學 の歩み 敎科書裁判に至るまで≫ (三省 新書 2, 三省 )이 상세하다.

66) 교과서검정 소송을 지원하는 全國連絡  編, 1967 ≪家永･敎科書裁判 第1部 準備書面篇≫ (總合

圖書) ; 敎科書硏究 (文部省初等中等敎育局內) 編, 1969 ≪敎科書訴訟－その爭点と檢定の實態－≫ 

(第一法規出版) ; 敎科書法令硏究  編, 1986 ≪敎科書裁判にみる教育權論爭－敎科書裁判で何が

爭われたか－≫ (第一法規出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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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또 ② 사회통념

상 교과서와 학술잡지를 동등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때문에 학문의 자유는 연구성과를 

교과서에 발표하는 자유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③ 문부성은 헌법 제26조 규정

에 따라 법･제도의 정비에 힘쓰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교육수준의 향상과 적절한 교육

내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교과서 검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이다.

3) 판결과 영향

이상과 같이 양자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회상에 따르면 이에나가 씨가 

재판을 제기한 데 대한 관계자의 반응이 꼭 좋았던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재판에 참여

한 모리카와(森川) 변호사도 재판 개시 당초에는 전례가 없는 재판을 재판소가 문전박대

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67)

그런데 1970년에 내려진 첫 판결(제2차 소송의 1심 판결, 스기모토(杉本)판결)은 대부

분의 예상을 깨고 원고(이에나가 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 다. 이 판결을 계기

로 재판을 지원하는 운동이 큰 성황을 이루게 되었으며, 교과서 검정에 대한 사회적 주

목도도 높아지게 되었다.68)

이에나가 재판의 판결골자 일람을 <표>로 정리하 다.69) 이를 보면 제2차 소송의 1

심 판결(스기모토판결)만이 원고의 주장을 거의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교과서 검정제도

를 실질적으로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다른 판결은 검정제도를 시인한 

뒤 검정의 재량권 남용을 문제시하고 있다. 곧 재판소는 교과서의 검정제도 자체는 문제

가 아니지만 문부성의 운용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70)

67) 敎科書檢定訴訟を支援する歷史關係 の  編, 1998 ≪歷史の法廷 家永敎科書裁判と歷史學≫ (大月

書店) 191. 上原 祿 씨나 中野好夫 씨가 당초 재판에 부정적이었다고 한 에피소드가 관계자의 

좌담회에서 소개되었다. 森川金壽, 1990 ≪敎科書と裁判(岩波新書 143)≫ 岩波書店) 25~26

68) 淺羽晴二, 1999 <敎科書裁判と敎育運動> ≪日本敎育法學 年報≫ 28 (有斐閣). 이 안에서 아사

바(淺羽) 씨는 “판결 후 전국 곳곳에서 판결 보고 집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교사･부모･

시민들 사이에선 스기모토판결이 널리 읽히게 되었다. 판결내용이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

히고 감동을 불러일으킨 것은 재판사상 찾아볼 수 없는 일일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69) 山口拓史, 1999 <敎科書制度と敎科書裁判> ≪日本敎育法學 年報≫ 제28호 (有斐閣)에 수록되

어 있음.

70) 新田智昭, 1997.12 <家永訴訟の經過と概要> ≪法律のひろば≫ Vol.50 No.12, 참조. 필자는 당시 



전후 일한의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교육정책･교육학의 여러 모습  309

판결 판결연월일 제도위헌성 적용위헌성 재량권남용

1차소송

1심(高津판결) 1974.7.16 합헌 합헌 일부 인정

2심(鈴木판결) 1986.3.19 합헌 합헌 불인정

상고심(可部판결) 1993.3.16 합헌 합헌 불인정

2차소송

1심(杉本판결) 1970.7.17 합헌 위헌 -

2심(畦上판결) 1975.12.20 판단회피 판단회피 인정

상고심(中村판결) 1982.4.8 (반려) (반려) (반려)

반려심(丹野판결) 1989.6.27 (소송이익없음) (소송이익없음) (소송이익없음)

3차소송

1심(加藤판결) 1989.10.3 합헌 합헌 1군데 인정

2심(川上판결) 1993.10.20 합헌 합헌 3군데 인정

상고심(大野판결) 1997.8.29 (합헌) (합헌) 4군데 인정

이에나가 재 에서의 각 결 골자 일람

출전 : 山口拓史, <敎科書制度と敎科書裁判>에 게재된 표를 일부 변경

이 과정에서 각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검정 사례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곧 문

부성(국가)이 무엇을 기준으로 검정을 통해 어디까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가가 법정에

서 논쟁이 되었다. 그리고 이에나가 재판은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했기 때

문에 역사인식이나 역사연구의 학설이 문제의 초점이 되었음은 당연한 결과 다.71)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스컴은 재판의 경과를 반복해서 보도하는 한편 검정이 행해질 

때마다 역사 교과서의 어느 부분에 어떤 수정의견이 붙었는지를 주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 문제=역사교과서(역사인식) 문제라는 구도가 점차 형성되어 갔

다. 즉 교과서 문제에서 내용상 문제로 변질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더욱 

복잡화되는 시기가 다음의 제3기이다.

3. 정치문제로서의 교과서 문제(1979년∼현재)

1979년부터 현재까지가 제3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일본 국내에서 애국주의

적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최초의 움직임은 1979년경에 자민당 국회의

원들이 교과서 내용을 문제시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모리모토 신쇼(森本眞章)와 다키

하라 도시히코(淹原俊彦)가 저술한 ≪의문투성이 중학교과서(疑問だらけの中學敎科書)≫ 

법무성 소송국의 검사 다.

71) 歷史學硏究  編, 1973 ≪現代歷史學と敎科書裁判≫ (靑木書店) 참조. 이 책을 통하여 이에나가 

재판이 역사학계에 미친 향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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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ライフ社, 1981년)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서술된 부분을 보면, 활동의 중심은 모리모토 신쇼 씨를 

중심으로 한 학자그룹과 자민당의 중견･소장 의원들이었던 듯하다. 그들의 주장을 간단

하게 정리하면 중학교의 교과서 내용이 좌익사상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비판의 창끝은 교과서를 집필한 연구자나 그를 지원하는 일교조만이 아니라, 이러한 교

과서를 검정하여 통과시킨 문부성에게도 겨누어졌다.72)

이에 문부성은 中央敎育審議 에 교과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자문했다. 즉 문

부성으로서는 심의회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움직임이 자연스레 잦아들

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은 1983년에 제출되었다.

또 총리대신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臨時敎育審議 도 1987년에 제출한 ‘제3차 

답신’을 통해 교과서 검정의 개혁을 제언하 고, 이러한 제언들을 바탕으로 문부성은 

1989년에 교과서 검정의 운용방법을 변경하 다. 

그런데 이 사이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다. 1982년에 일본의 언론들은 이 해의 검정

에서 ‘침략’이라는 표현이 ‘진출’로 수정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후에 오보 던 것이 

판명되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은 자민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보는 의

심할 바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이 보도를 전해들은 중국정부와 한국정부는 정식 외교루트를 통해 일본정부에 항의했

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이 “정부가 책임지고 시

정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여 정치적 해결을 꾀하 다.73)

이 사건을 계기로 몇몇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는 중국정부나 한국정부가 외교교섭의 

장에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을 문제삼게 된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는 국가가 만드는 것

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편집한다. 따라서 교과서마다 기술의 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이를 

정부의 공식견해와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교과서는 외

국으로부터 일본의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취급되었다.

또 하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민당 국회의원들에 의한 교과서 비판이 그림자를 감추

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애국주의적 동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운동

의 방향이 현행 교과서 비판에서 자신들의 역사인식에 따라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방

72) 自由民主黨, 1980 ≪いま, 敎科書は…敎育正常化への提 ≫ (自由民主黨廣報委員 新聞局) ; 三浦

孝啓･大谷正, 1981 ≪平和敎育への侵略 たち≫ (東硏出版) ; 鎌田慧, 1981 ≪狙われた敎科書≫ 

(光文社) ; 毎日新聞社敎育取材班, 1981 ≪敎科書戰爭≫ (三一書房) 참조.

73) 이 전후 경위에 대해서는 石山茂利夫, 1986 ≪文部官僚の 襲≫ (講談社)이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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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최초로 나타난 것이 1986년에 검정을 통과한 

≪新編日本史≫이다.74)

그리고 다음에 나타난 움직임이 2001년에 검정을 통과한 ≪새로운 역사교과서(新しい

歷史敎科書)≫이다. 후술하겠지만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검정할 때 문부과학성은 

137개소에 걸쳐 수정을 요구했다. 발행자 측은 이 수정의견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동시

에 불만을 표명했다.75)

이상이 제3기의 동향이다. 본래 교과서는 교육의 수단이며, 교과서 기술은 교육과정상

의 문제에 속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교과서 내용은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매체로 간주되어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즉 일본 국내에서 교과서 문제는 내셔널리즘을 시위하는 정치적 카드로 기능하게 되

었고, 다른 한편으로 외교의 장에서는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을 비판하는 외교적 카드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역사교과서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역사인식을 확인하고 발현하

는 장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었다.76)

논점의 정리와 소견

이상에서는 전후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본장에 즉하여 

네 가지의 논점을 정리하고 여기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교

과서를 편집･발행하는 민간업자의 문제이다. 이는 제1기의 점령개혁 시정 과정을 보면 

자명하다. 즉 민간업자가 편집･발행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점령 종결 후 그 폐해가 민간업자 

사이의 과당경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당시 문부성은 폐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도 정비를 추진한 것이다.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의 향을 강하게 받은 선행 연구는 제도 정비의 그러한 측면을 

사상하고 국가(문부성)에 의한 교과서 통제 강화라는 문맥으로 평가해 왔다.(논자 중에는 

문부성에 의한 교과서의 ‘실질 국정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74) 村尾次郞 監修, 1987 ≪新編日本史のすべて 新しい日本史敎科書の創造へ≫ (原書房) 참조.

75) <137カ所, すべて修正 ‘つくる ’ 教科書, 檢定意見受け入れ> ≪朝日新聞≫ 2001년 3월 3일자. 

76) ≪새로운 역사교과서≫ 문제의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三谷博 編著, 2007 ≪歷史敎科書問題≫ 

(日本圖書センター)에 수록된 각 논고가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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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한된 시각에서 과거의 경위가 정리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교과서 제

도 개선에 관한 의견은 대부분 규제의 완화･철폐만을 주장해 왔다. 이에 필자는 제도 

정비의 경위를 염두에 두고 민간업자에게 미친 향도 고려하면서 논의를 새로 조직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교과서 검정제도의 중립성과 양면성 문제이다. 이는 ≪새로운 역사교과서≫ 

문제에 단적으로 나타난다. 곧 이 사건을 계기로 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

소리가 확실히 줄어들었다. 이는 국가주의적 기술이 문부성의 검정의견에 의해 삭제됨

으로써 이때까지 교과서검정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검정제도의 유효성을 인식하게 되었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77)

그러나 제도에 대한 비판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검정의 재량권에 대한 비판은 앞으

로도 계속될 것이다. 즉 정치나 사회의 정세는 시시각각 변화하며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

이기 때문에 국민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정의 결과에 대해 어떤 비

판이 제기되는 것은 제도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후술하는 점과도 

관계되지만, 이 경우 사후에 정책의 결정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는 ≪새로운 역사교과서≫ 이전의 검정 운용이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

어졌다고 추측한다. 가령 제3기 초기의 동향을 보면, 이에나가 재판을 추진했던 사람들

은 검정에 의해 교과서 기술이 국가에 유리하도록 왜곡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의

문투성이 중학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은 교과서 기술이 좌익사상에 오염되어 있다고 비

판하 다. 이처럼 같은 교과서 검정에 대해 완전히 정반대의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

다.78)

교과서 검정을 행하는 문부성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필자는 좌우 쌍방

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 검정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이 가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문서가 공개되면 다시 검증하고 싶다.

77) ≪新編日本史≫를 검정할 때에도 ‘우익적’인 기술이 배제되었으나 검정제도를 비판하고 있던 사

람들의 주장에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검정제도의 시비를 쟁점으로 한 이에나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정된다.

78) 이 점에 대해 필자는 학설의 상황과 교과서기술의 관계만을 가지고 교과서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학계에서 볼 때 ‘우익적’인 교과서도 당시 국민 전체의 사조로부터 보

면 ‘중립적’이라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여론과의 편차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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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검정제도의 투명화 문제이다. 문부과학성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검정의 

운용에 관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책과정에 바탕한 검증이 곤란하다. 

가령 검정의견의 경우 현재는 문서화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문부성의 교과서조사관이 

출판사에 구두로 전달해 왔다. 이 검정의견은 제도상 교과서조사관이나 교과용도서검정

조사심의회 위원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의견이 제출되어 어떠

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것인지 그 과정을 알 수 없다면 적절한 검증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일찍이 이러한 검정의견을 교과서조사관의 개인적 의견으로 간주하고 교과서

조사관 개인의 경력과 사상을 비판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개인공격에 의해 검정제도

가 개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냉정한 논의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서도 필자

는 관계문서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2008년 12월에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가 <교과서의 개선에 대

해－교과서의 질･양 양면의 충실과 교과서 검정절차의 투명화－(보고)>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에서 심의회는 관계문서 공개로의 방향을 명확히 했다.79) 이러한 움직

임에 대해 필자는 공감을 느끼며 문부과학성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할지 주목하고 

있다.

네 번째는 언론의 과잉보도 문제이다. 이는 이에나가 재판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형성

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여러 검정의견 중 언론은 국민의 관심을 끄는 부분만 계속해서 

집중 보도했다. 그 결과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문제만 보도되어 그것이 교과서 검정의 

전체 이미지로 일반에 정착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검정제도의 기능이 종합적으

로 평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동시에 교육상의 관점으로부터 교과서가 논해지는 기

회도 매우 적다.

예를 들어 최근 일본에서는 초･중학생의 기초학력 저하가 문제시 되고 있다. 이 원인

은 ‘유토리교육(ゆとり敎育)’으로 일컬어지는 교육내용의 삭감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 ‘유

토리교육’ 교과서가 처음 검정을 받은 것이 2001년의 일이다. 그런데 당시 언론에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검정 내용만 주목하여 이 ‘유토리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

의 보도하지 않았다.80) 한 번 완성된 보도패턴은 탄력성이 부족해진다. 매너리즘화된 보

도 행태는 앞으로도 교과서 문제를 생각할 때 유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79) 教科用圖書檢定調査審議 , 2008 <教科書の改善について－教科書の質･量両面での充實と教科書檢

定手續きの透明化－(報告)> (2008년 12월 25일) 참조. 문부과학성 홈페이지(http://www.mext.go.jp/b_ 

menu/shingi/tosho /toushin/1251854.htm)에서 다운로드함.

80) 松直樹, 2002 ≪ドキュメント　ゆとり敎育崩壞(中公新書ラクレ 37)≫ (中央公論新社)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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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장에서는 분석하지 못했지만 교육상의 관점으로부터 교과서를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수험 문제이다. 주

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메이지시대 이후 계속되는 학력사회이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도 수험대책이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적지 않은 향을 끼치고 있다.

본장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일례로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는 야마카와출판사(山川出

版社)의 것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 왔다. 그 이유로 자주 이야기되는 것이 ‘수험공부

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본론에 등장한 이에나가 사부로 씨가 집필한 교과서는 발

행부수가 적어 결국 절판되었다. 이 두 개의 교과서는 역사인식이라는 점에서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역사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로 교과서를 선택하

고 있다고 추측된다.81)

교과서는 본질적으로 교재이며 교육 고유의 문제와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 확인한 것처럼 최근의 교과서 문제는 역사교과서 기술이라는 특수한 시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때문에 필자는 교과서 본연의 모습에 대한 본래의 논점이 경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전후 교과서의 역

사에 대해 재정리를 시도하 다. 앞으로는 역사교과서(혹은 역사인식)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커리큘럼의 개선(재편), 교원의 자질, 아동의 학력

향상 등 교육 고유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81) 兼子仁, 1997 <家永教科書裁判と“受驗戰爭”> ≪季刊教育法≫ 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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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신주백

2009년 11월 28일 제13차 교과서위원회 한일합동회의에서는 비평문을 한국의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로 작성할 것을 합의하 다. 일본측 연구협력자 3인의 개별 논문으로 

구성된 이 통합원고에 대해 합의된 분량 내에서 비평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비평자는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비평문을 간략히 작성하겠다. 

우선, 말 그대로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 편의 논문에 대해 한 가지씩 문제점

을 짚어보자. 

井手弘人가 작성한 논문의 맺음말에는 한국 역사교육의 기준점을 정리하는 첫 부분에 

“한국의 ‘반일 교육’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방일’의 교육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 그런데 논문 어디에서도 방일과 반일교육의 상관성을 

논증하고 있는 대목이 없다. 

비평자는 방일에서 반일로 바뀌었다는 논지가 한국을 이해하려는 필자의 진지한 노력

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논지에서도 한국에서 반일교육이 실시되어 왔다는 

부당 전제가 있다. 井手도 그렇고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정부 주도로 ‘반일교

육’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한국인의 반일감정이 지속되어 왔다고 본다. 그런데 

1960-70년대 초중고교를 다닌 비평자와 동년배들은 학교에서 ‘일본은 어떤 나라다’, ‘일

본놈은 나쁜 놈이다’라는 별도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최소한 1970년대까지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교육의 문제점은 ‘반일교육’을 정부가 나서서 주도했다는 데 있지 않다. 오

히려 식민지를 살아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일본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 한국의 역사교육은 고대부터 1945년까지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침략자 일본이

라는 사실적 이미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해 왔을 뿐이다. 왜냐하면 일본에 침략당한 한반

도의 역사를 역사교과서에 기술하고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일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반일감정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비평자가 보기에 한국인의 ‘반일감정’과 반일교육을 연결시키려는 주장은 오

히려 한일간의 역사 마찰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떠넘기기 논리에 불과하다. 소화천황

과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책임과 식민지 책임의 회피와 미화, 거의 한해도 거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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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복되어 온 ‘망언’, 이런 것들로 인한 ‘제2의 가해’로 한국인의 반일감정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일본의 우익과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福嶋寬之가 작성한 논문의 맺음말은 새로운 ‘章’의 시작으로 사실상 ‘맺음말’이 없다. 

본문과의 연관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福嶋가 작성한 논문의 실제적인 결론은 ‘맺음

말’이란 부분 바로 앞에 있는 문단일 것이다. 필자는 무나카타의 ‘국민 교육권’에 관한 

주장을 분석하면서 이에나가･무나카타측과 정부측 모두 결국 戰前을 부정한 ‘전후’측에 

서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평자가 보기에 1950,60년대 일본문부성의 역사교

과서에 대한 ‘검열 같은 검정’지시 내용을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면, 정부측이 

전전의 ‘(우익)전체주의’ 사회로 회귀하려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맞지만, 대외침략 사실

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한국 지배를 합리화하도록 검정지도한 사실을 얼마든지 확인

할 수 있다. 이에나가･무나카타측이 소송을 통해 드러내려고 했던 점, 그리고 현대 일본

사회에 정착시키고 싶어 했던 역사인식과 정부측의 검정방향은 분명히 격차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전 체제로의 회귀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양측이 일치했지만, 당시를 

어떻게 재현해내고 기억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측간에 분명한 격차가 있었다는 점

에서, 필자의 비판은 층위가 맞지 않은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石田雅春가 작성한 논문의 맺음말에서 일본 교과서문제의 네 가지의 논점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접근이다. 이 가운데 교과서 민간업자의 문제와 검정제

도의 중립성･양면성 문제에 대해 간략히 지적해 보겠다. 

교과서 발행제도의 정비는 과당경쟁의 예방이란 측면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검정

강화라는 목적도 있었다. 후자만으로 보는 ‘제한된 시각’으로 규제완화와 철폐만을 주장

했다는 지적은, 제도 정비 직후 검정 내용을 확인한다면 쉽게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역사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검정제도의 유효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논

리에는 명백한 단서 조항이 있어야 한다. 이에나가 소송의 관계자들은 자유발행제를 자

신들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정한 적이 없었다. 또한 최소한 1982년경부터 소송의 당사

자 던 이에나가 사부로는 일본의 현실에서 자유발행제는 부적절하며 인정에 가까운 검

정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소송을 진행하 다는 점이다. 필자의 논지가 성립하려

면 이에나가 소송측이 자유발행제를 주장한 적이 있었는가부터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세 편의 논문을 합친 통합원고에는 맺음말이 없다. 비평자는 세 필자의 글을 

보면서 한일 역사교과서 대화의 밝은 미래를 보았지만, ‘여러 모습’들을 깔끔하게 정리

한 각각의 논문들의 통합원고는 논문의 기본 형식도 갖추지 않은 짜집기 원고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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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이 원인은 세 필자에게 있지 않은 것 같다. 돌이켜 보면 제2기 위원회가 2007년 6월에 

출범한 이래 연구협력자간 연구방향과 역을 조정하고 재구성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

기 때문이다. 한국측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편의 논문으로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하

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측은 애초 합의한 200자 원고지 150장 전후라는 논문 분량을 

2009년 11월 28일에 열린 마지막 합동회의 곧, 제13차 회의에서 150~200장으로 조정해 

주었지만, 비평자가 받은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321장이다(12월 20일 동경에서의 

합동 비평회 이후 수정된 원고는 200자 원고지 291장이다). 

역사교과서 대화는 학자의 개인적 양식과 학문적 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상대를 ‘배

려’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고 장기지속이 불가능하다. 비

평자는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출범 이래 ‘배려’라는 경계선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잠정적인 결론이지만, 통합원고는 배려가 무의미할 때

도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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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답변]

제2절에 대하여 (福嶋寛之)

우선, 마지막의 ‘필자의 비판’이라는 것은, 필자에 의한 진보파 비판이라는 의미인 것

인가.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진보파를 비판하려는 생각은 없었으며 보수파를 옹호하

고 싶었던 것도 아니다. 애당초 그러한 시점에 서 있지 않다. 논의의 구도 그리고 왜 양

쪽의 대립이 격렬해졌는가를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여튼 신주백씨의 지적은 진보파/보수파 양쪽은 동일하게 戰前 체제에 대한 부정이

라는 입장에 서 있다 하더라도 부정의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이 지적은 옳다. 그 보다도 필자로서도 자명한 것이다. 각주에서 거듭 신중하게 서술할 

작정이었지만, 의미 내용이 다르면서도 그렇지만 양쪽이 서로를 ‘戰前 체제로의 회귀자’

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양쪽의 대립을 격렬하게 만들었다고 서술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받음으로써 마음에 걸리는 것은 신주백씨는 1980년대 이후의 문제 구

도를 그 이전의 단계에까지 소급시키고 있지 않은가 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50･60년

대의 단계에서 文部省이 대외 침략 사실의 은폐 및 한국 지배를 합리화하도록 검정 지

도하 다’고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이다. 당시의 진보파의 논의에 즉하여 보자면 前

의 대외 침략 운운하는 부분은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지배 운운하는 것은 정말일까. 

결국 이 단계의 진보파에 있어서 식민지 지배 운운의 문제가 文部省이 대책을 취하게 

할 만큼 시야에 들어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실제 신주백 논문에서도 1980년대 

이전 한일 양국에서 역사 인식을 둘러싼 교류는 활발하지 않았다고 지적되어 있다. 이 

지적과도 정합될 것이다.

제3절에 대하여 (石田雅春)

필자의 논고에 대한 신주백씨의 의견은, (1) 검정 제도가 정비된 昭和 31년(1956년) 이

후 검정이 강화된 것은 아닌가, (2) ≪새로운 역사 교과서(新しい歷史敎科書)≫ 문제를 계

기로 검정제도의 유효성이 인식되었다는 기술의 타당성, (3) 이에나가 소송의 원고가 자

유 발행 제도를 주장한 적이 있는가 라는 세 가지 점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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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1)에 대하여. 검정을 하는 측과 검정을 받는 측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지 않으면 교과

서 검정을 평가할 수가 없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검정이 ‘강화’되었다는 선행 연구

의 평가는 주로 검정을 받는 측의 주장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검정을 행하는 

측(문부과학성)의 관계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쪽의 주장에만 의거하여 평

가를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검정이 ‘강화’되었다는 선행 연구의 평가에 대해 필자는 다음의 점에서 의문을 품

고 있으며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주로 역사 교과서에만 보이는 현상이다. 왜 

다른 교과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② ‘강화’된 시기에도 ‘침략’이라는 표

현을 기재한 교과서가 있다[ 山常實, 2001 ≪歷史敎科書の歴史≫ (草思社) 91~101 참

조]. ③ 당시의 역사학계는 마르크시즘의 향을 받은 학파가 주류 다. 한편, 국민의 대

다수는 戰前의 교육을 받은 세대 다. 이러한 역사학계와 국민 전체의 사조의 편차를 어

떻게 생각하는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소설이 베스트셀러로서 널리 읽힌 것도 이 

무렵이다.)

(2)에 대해서. 신주백씨의 지적처럼 논거가 박약하다. 어디까지나 필자의 가설이다. 다

만 이 무렵부터 검정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의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한다.

(3)에 대해서. 자유발행 제도를 주장한 문장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 이에나가 교

과서 재판 제 1차 소송의 ‘소장’을 인용한다[교과서 검정 소송을 지원하는 전국연락회 

편(教科書檢定訴訟を支援する全國連絡 編) 1967 ≪家永敎科書裁判 第1部 準備書面 編≫ 

(總合圖書) 14~15].

(前略)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사전 심사를 하거나 또는 극히 대강적인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 

교육 내용의 획일화를 도모하기 위해 검정을 행하는 것은 교육법제를 관통하는 기본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며, 교과서의 자유발행 제도 자체가 이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後略)

이상이다. 필자도 연구 중에 있으므로 이번 회답은 잠정적인 것이다. 이후 다시 연구

를 진행하여 신주백씨의 의견에 대해 응대해 나가고 싶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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