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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초기 지리교과서에 반영된 일본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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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 of Japan Reflected in Geography Textbooks in the Early Modern 

Period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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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간행된 초･중등학교 지리교과서에 표현된 일본의 인식 및 

이미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근･현대 한국에서 간행된 초･중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에 기술된 일본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 이 시기에 한국의 지리교과서에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많았던 것으

로 드러났다. 그것은 편협한 섬나라 근성, 미개했던 문화와 호전성, 영역의 확대와 침략 전쟁, 그리고 독도를 둘러싼 평화선의 침범 

등이다. 또한 일본의 침략성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들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묘사했다. 이와 같이 일본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기

술은 독립 직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정치

적 갈등이 지리교과서의 기술에 영향을 미쳤다.

주요어: 한국의 지리교과서, 일본의 이미지, 섬나라 근성, 호전성과 침략 전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s and images of Japan in geography textbook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published after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lonies. Japan described in 

the world geography textbook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ages depending on the political situ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revealed that the most 

negative images of Japan were found in geography textbooks in Korea at that time. These include the narrow 

insularism, the savage culture and belligerence, the expansion of territory and the war of aggression, and the invasion 

of the peace line surrounding Dokdo. In addition, they criticized Japan's aggression and described them as something 

to be wary of. As such, the description of negative content against Japan reflects the Koreans' anger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immediately after independence. Also, the political conflict over sovereignty over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affected the descrption of geography textbooks.

Key words: geography textbooks in Korea, images of Japan, insularism, savage culture and belligerence, war of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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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초･중등학교에서 지리를 배우

는 목표의 하나는 로컬, 리저널, 내셔널, 글로벌 수준에

서 다양한 지역을 인식하고, 상호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타국

을 객관적 또는 긍정적 시각으로 기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리교과서에 나타나는 편견 또는 부정적 이미지 

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제3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아프리카를 기술하면서 검은 대륙 아프리카, 미

개한 아프리카인, 하층 사회의 슬럼 거주자 등으로 은유

되기도 한다(조철기, 2014). 

게다가 제3세계는 빈곤과 기아, 사회･정치 불안, 계층

적･젠더적 차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는 일이 

많다. 이들이 비록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

편적인 문제만으로 지역의 전체상을 말하는 것은 고정

관념을 강화･재생산하고, 그 이상의 이해를 방해한다(熊

谷圭知･西川大二郎編, 2000). 여기에는 우리들에게 내재

하는 자민족중심주의와 서구중심주의적 가치관이 반영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상을 형

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리교육 및 역사교육이 필요

하다. 

세계 각국의 지리교과서는 경우에 따라 집필자의 의

도와 다르게 국가 및 사회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민감하

게 받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 특

히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문부성과 조선총독부가 만든 

지리교과서, 공산국가의 지리교과서 등이 그러하다. 일

반적 특색으로 해외의 교과서에는 각각의 국정(國情), 

민족성, 역사 등 국가에 의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교과서는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의 특징, 그 나라

에 있어서 자국의 이미지 등을 연구하는 좋은 단서가 

된다(別技篤彦, 1977).

집필자들이 타국의 변화하는 시대상을 파악하지 못

하고, 과거의 지리적, 역사적 자료에 근거하는 경우에도 

편견과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외국의 지리 및 역사 

교과서에는 한국 관련 오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한다. 오류 시정을 위해 해외홍보문화원, 한국학중앙연

구원, 반크(VANK) 등의 한국 정부와 민단 단체는 한국

바로알리기의 일환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간에 교과서의 내용 기술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

생하는 것은 대개 역사교육으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이

웃 나라 사이에 침략과 전쟁의 역사가 빈번했다면, 자국

의 교과서에는 상대국을 편향되거나 감정적으로 기술하

고, 부끄러운 역사는 생략하기도 한다. 이처럼 교과서에

서 외국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

다. 특히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침략 

전쟁과 관련하여 자국의 교과서에는 부끄러운 내용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고, 외국의 교과서에는 일본이 

부정적으로 기술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대응의 일환으로 외국의 지리교과서를 

대상으로 일본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 우에노 다카오(上野隆生, 2000; 2010)는 

독일과 이탈리아 지리교과서에 보이는 근대 일본에 관

한 내용과 이미지 등의 변천을 다루었다. 베쓰키 아쓰히

코(別技篤彦, 1977; 1980; 1992; 1997; 1998)는 해외 제국

의 교과서에 기술된 일본의 역사, 문화, 경제, 전쟁 등의 

분석을 통해 오류의 존재를 인식하고, 향후 국제사회에

서 일본이 어떻게 행동하고 주장해야 할 것인가를 지적

했다. 그리고 난춘잉(南春英, 2018; 2019)은 전후 중국의 

중학교 지리교과서, 한국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를 대

상으로 일본 기술의 변천과 특징을 명확히 했다.

일본은 한국의 개화기, 일본 식민지기, 그리고 현대의 

지리교과서에 이웃 나라로 빠짐없이 등장한다. 전반적

으로 교과서의 내용 기술이 객관적이지만, 현대 초기1)에

는 침략 전쟁과 영역의 침범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들어있다. 그것은 해방 직후 1940년대 후반은 한국인의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 있었고, 1950년대 전반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른 독도영유권 문제로 한일 간에 정치적 

마찰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초기 

한국에서 간행된 검･인정 초･중등학교 사회과 지리교과

서를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 특히 부정

적 이미지에 초점을 두고,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현대 초기는 교수요목(1946-1954)과 제1차 교육과정

(1954-1963)이 적용된 시기로 미국으로부터 민주시민 양

성을 목적으로 사회과(social studies)가 도입되어 전개되

었다. 이 시기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한국의 지



―39―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1), 2021. 2.

리교과서에 기술된 일본의 내용이 특이하다는 점, 그리

고 1945년 이전 조선총독부에 의한 지리교육에서 일본지

리를 다룬 일련의 연구(심정보, 2005; 2014; 2015)가 있지

만, 이후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일본지

리를 현대 이전 일본인이 집필한 지리교과서와 현대 초

기 한국인이 집필한 지리교과서를 연구하는 것은 비교교

육학의 입장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한국지리교육사, 

반일교육의 역사 등의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II. 일본지리의 내용 구성과 특징

해방 이후 국민학교는 국정 교과서 간행이 지연되어 

사범대학부속성동국민학교(1947), 동지사편(1947)가 응급

용으로 교재를 집필하여 간행했다(홍웅선, 1992). 이어 문

교부(1949)의 5학년용 사회교과서가 나왔지만, 일본지리

의 내용은 간략하다. 중학교는 여러 종류의 검정 지리교

과서가 간행되었으며, 일본지리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

술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계통지리 중심으로 일본지

리가 다루어지지 않았다.2) 따라서 중학교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일본지리의 내용 구성을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육과정기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수요목기

이 시기에 국민학교 사회교과서의 일본지리 내용은 

매우 간결하다. 반면 중학교의 �이웃나라지리�는 아시아

지리로 검정 10종의 평균 기술 분량은 중국 41.9%, 일본 

11.8%이다. 이들 지리교과서의 일본지리 내용 구성은 기

본적으로 지방별, 항목주의(병렬식), 중점주의, 그리고 이

들 방법의 혼합이라 할 수 있다.3) 항목주의는 이지호(1948) 

･이부성(1949a, 1949b)･최복현 외(1949), 중점주의는 박노

식(1947)･노도양(1949)･이봉수･최흥준(1952), 항목주의+

지방별은 정갑(1947)･김원숙(1948), 그리고 중점주의+지

방별은 오준영(1947) 등의 교과서에 채택되었다(표 1). 이

후 이들 내용 구성 방법은 응용 발전되었다. 교수요목기

의 �이웃나라지리� 교과서에 나타나는 내용 구성의 특징

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인 지방별 방법이다. 일본을 몇 개의 하

위 지방으로 나누고, 각 지방의 지리적 사실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정갑(1947)과 김원숙(1948)

의 지리교과서에 나타난다. 정갑(1947)은 제도(帝都)가 

있는 간토(關東) 지방을 중심으로 북부, 남부, 그리고 북

부의 홋카이도(北海道) 지방 순으로 배열한 것으로 문부

성(文部省)의 �심상소학지리서�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

다. 이와 달리 김원숙(1948)은 일본의 지방지를 북부의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점차 남하하여 간토(關東), 규슈

(九州) 순서로 구성했다. 이 방법은 아동의 심리성을 고

려한 것으로 1930년대 전반 다나카 게이지(田中啓爾)가 

집필하여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초등지리서�의 일본지

리 배열과 유사하다.4) 

둘째, 계통적 방법으로 항목주의와 중점주의이다. 항

목주의는 일본을 몇 개의 하위 지방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연지리의 항목(위치, 지형, 기후 등)에서 인문지리의 

항목(산업, 자원, 교통, 도시 등)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지호(1948), 이부성(1949a, 1949b), 최복현 외

(1949)의 지리교과서에 나타난다. 그리고 항목주의를 응

용한 주제 중심의 중점주의는 박노식(1947), 노도양(1949), 

이봉수･최흥준(1952)의 지리교과서에 채용되었다.

항목주의가 모든 지리적 사실을 항목 중심으로 배열

한 것이라면, 중점주의는 지역의 모든 지리적 사실을 다

루기보다는 중점 주제를 중심으로 지방의 내용을 구성

하기 때문에 항목주의보다 간결한 편이다. 중점주의는 

1943년 문부성과 1944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국민학교 

지리교과서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다.5) 이후 이영택(1960)

은 중점주의를 채택하면서 교과서 서문에 교사들이 알

아 둘 사항으로 가르칠 지리의 분량이 매우 많고, 복잡

해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구성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교수요목기에 간행된 여러 종류의 검정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해방 이후 지역지리 교육의 모델

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중학교 지리교과서에서 일

본의 내용 구성은 비교적 간결한 계통적 방법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국토지리가 아닌 외국지리로서 여러 나

라를 다루어야 하는 분량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을 지방별로 구분하기 보다는 항목주의 또는 중점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계통적 방법에 지리적 사실 중심

의 지방별 방법을 결합한 정갑(1947), 오준영(1947), 김원

숙(1948)의 지리교과서는 다른 지리교과서보다 내용 분

량이 많은 편이다. 이 시기에 한국은 천황제 중심의 교

육제도를 청산하고, 훌륭한 민주 시민의 육성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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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국의 사회과를 도입했지만, 지리 내용의 구성은 여

전히 전전의 방식을 따르거나 응용했음을 알 수 있다. 

2. 제1차 교육과정기

이 시기에도 국민학교 사회교과서의 일본지리 내용은 

간결하다. 반면 중학교의 �다른나라지리� 또는 �세계지

리� 교과서는 교수요목기와 달리 아시아 국가 이외에 다

른 나라를 추가했다. 그 결과 검정 13종 지리교과서의 평

균 기술 분량은 중국 12.9%, 일본 5.2%로 이전보다 감소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내용이 적지 않다. 일본지리

의 내용 구성은 교수요목기와 동일하게 지방별, 항목주

의, 중점주의, 그리고 이들 방법의 혼합이라 할 수 있다

(표 2). 이 시기의 �다른나라지리� 또는 �세계지리� 교과

서에 반영된 일본지리의 내용 구성과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지방별 방법이 감소하고, 그 유형이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교수요목기에는 10종의 교과서 가

운데 정갑(1947)･오준영(1947)･김원숙(1948)이 일본의 지

방지를 기술했지만,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교과서가 13

종으로 증가했음에도 일본의 지방지를 다룬 것은 장창균

표 1. 교수요목기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일본 부분

저 자 내용 구성

정 갑

(1947)

제3절 일본

지세, 기후, 산업, 교통, 주민･정치,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1. 간또오(關東) 지방, 2, 오오우(奧羽)지방, 3. 쭈우부(中部) 지방, 4. 깅끼(近畿)지방. 5. 쮸우고꾸(中國) 지방, 6. 시고꾸(四國) 

지방, 7. 규우슈우(九州) 지방, 8. 호까이도오(北海道) 지방

오준영

(1947)

일곱재 일본

(1) 머리말, (2) 호상(弧狀)인 일본열도(日本列島)의 지세(地勢), (3) 표리(表裏)양면이 틀린 일본 기후(氣候), (4) 좁은 토지(土

地)에 많은 인구(人口)가 사는 일본(日本)과 그 산업(産業), (5) 좁은 섬나라에 거미줄 같은 교통로(交通路), (6) 전제정치(專

制政治)에서 민주 정치(民主政治)로 된 일본, (7) 동양에서 발달된 나라 일본인, (8) 지방지(地方誌) (가) 본주(本州) (나) 

사국 四國(香川, 愛媛, 德島, 高知) (다) 구주(九州地方) (라) 북해도(北海道)

박노식

(1947)

四 일본(日本)

(1) 개설, (2) 자연환경 국민성, (3) 인구를 많이 기르는 산업, (4) 전쟁후의 산업

노도양

(1949)

제五장 일본(日本)의 생활

1. 이 나라의 자연 환경은 어떠한가? 2. 세계 제一의 집약적(集約的) 농업국(農業國), 3. 세계에서 손꼽는 수산국(水産國), 

4. 넉넉지 못한 지하자원과 발달된 공업, 5. 고르게 발달된 이 나라의 교통, 6. 이 나라의 六대 도시(六大 都市), 7. 악착스러

운 이 나라 주민, 8. 우리 나라와의 관계 

김원숙

(1948)

제二절 일본(日本)

총설(總說) 경역(境域), 기후, 산업, 교통, 주민

지방지(地方誌) Ⅰ북해도(北海道), Ⅱ본주(本州) 1. 오오우 지방, 2 관동 지방(關東地方), 3. 중부 지방(中部地方), 4. 근기 

지방(近畿地方), 5. 쥬우고꾸 지방(中國地方), Ⅲ 시고꾸(四國), Ⅳ 규우슈우(九州) 

이지호

(1948)

6. 일본(日本)의 생활

머리말, 1. 일본의 자연 (1) 위치, (2) 지형, (3) 기후, 2. 일본의 인문 (1) 농업과 수산업, (2) 지하 자원과 공업, (3) 교통과 

도시, (4) 주민, (5) 일본의 발전과 패전(敗戰)

이부성

(1949a)

6. 일본(日本)의 생활

1. 위치, 2. 자연 환경, 3. 인문 환경 A. 산업, B. 임업, C. 어업, D. 광업, E. 공업, F. 교통, G. 도시

이부성

(1949b)

六. 일본(日本)의 생활

(1) 위치, (2) 자연 환경, (3) 인문 환경 1. 산업, 2. 임업, 3. 어업, 4. 광업, 5. 공업, 6. 교통, 7. 도시, (4) 8.15 후 일본(日本)의 

재흥과 우리 나라와의 관계

최복현 외

(1949)

6. 일본(日本)의 생활

머리말, 1. 일본의 자연 (1) 위치, (2) 지형, (3) 기후, 2. 일본의 인문 (1) 농업과 수산업, (2) 지하 자원과 공업, (3) 교통과 

도시, (4) 주민, (5) 일본의 발전과 패전(敗戰)

이봉수 외

(1952)

제五장 일본(日本)의 주민과 생활

1 일본의 자연 환경, 2 이 나라의 여러 도시, 3 일본의 역사와 생활, 4 일본의 산업, 5 일본의 야망과 우리 나라와의 

관계

자료: 지리교과서에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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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박노식(1959)의 지리교과서 뿐이다. 게다가 일본

의 지방지 구성도 종래의 간토(關東) 지방, 오우(奧羽) 지

방, 쥬부(中部) 지방, 긴키(近畿) 지방, 시코쿠(四國) 지방, 

규슈(九州) 지방 등의 지방 명칭에 각 지방의 중점 주제

를 부가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박노식(1959)은 문화의 중

심지인 간또(關東) 지방, 일본 알프스의 쮸부(中部) 지방, 

표 2. 제1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일본 부분

저 자 내용 구성

김상호

(1956)

1. 일본

자연, 농업, 수산업의 나라, 상공업의 발달, 일본의 침략

노도양

(1956)

2. 일본(日本)

(1) 산이 많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 (2) 세계에서 손 꼽는 집약적(集約的) 농업국, (3) 세계에서 손 꼽는 수산국(水産國), 

(4) 넉넉지 못한 지하 자원과 발달된 공업, (5) 六대 도시(六大都市), (6) 악착스러운 이 나라 주민, (7) 우리 나라와의 

관계(關係)

육지수

(1956)

2. 일본의 자연과 생활

1) 섬나라의 일본 A. 높은 산이 많은 일본 B. 비가 많이 오는 일본, 2) 산업이 발달된 일본 A. 45%의 농업 인구를 가진 

일본 B. 공업이 발달한 일본 C. 전후의 일본

이부성

(1956)

(二) 일본(日本)

(1) 위치, (2) 자연환경, (3) 인문환경, (4) 8･15 후 일본(日本)의 재흥과 우리 나라와의 관계

이지호

(1956)

2. 일본(日本)의 자연과 생활

(1) 일본의 자연, (2) 일본의 생활과 산업-식량의 부족, 발달된 공업, 도시의 발달

장창균

(1956)

제2장 일본의 생활

제1절 이 나라의 자연 환경은 어떠한가

제2절 이 나라는 쇄국적 농업에서 새로운 공업국으로 변하였다

제3절 이 나라의 교통은 어떠한가?

제4절 이 나라의 역사적 유래와 민족성은 어떠하며 현재에 어떻게 재건되고 있는가?

제5절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회고하고 새 각오를 가지자!

제6절 이 나라의 각 지역의 특색과 도시는 어떠한가?

 ➀ 간또(關東)지방은 일본의 심장부다. ➁ 일본 본토중에서 문화가 뒤진 오우(奧羽)지방 ➂ 쥬부(中部)지방은 일본을 

동서로 크게 양분한다. ➃ 깅끼(近畿)지방은 서 일본의 중추 지대이다. ➄ 쥬고꾸(中國)지방은 우리 나라의 문화가 처음으

로 전해진 곳이다. ➅ 남북이 다른 시고꾸(四國)지방 ➆일본의 서부 문호인 규슈(九州)지방 ➇ 근세에 개척된 혹까이도(北

海道)지방

최복현

(1956)

2. 일본의 자연과 생활

산지가 많은 섬나라다, 2. 일본인의 산업 개발과 침략성, 3. 일본은 식량이 부족한 나라다, 4. 일본은 침략적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최흥준

(1956)

(二) 일본(日本)의 생활

일본의 역사와 생활, 일본의 산업, 광물, 수산업(水産業), 일본의 큰 도시, 일본의 야망과 우리 나라와의 관계

강재호

(1957) 

2. 일본(日本)

지진과 화산이 많은 섬나라, 2. 부족한 식량 사정, 3. 근대화된 공업, 4. 우리나라와의 관계

안송산 외

(1957)

일본은 섬나라

연습과 문제, 일본과 이웃 나라들, 침략 국가가 되는 이유 몇 가지, 일본의 국토와 일본인, 기후는 좋으나 식량은 문제, 

바다의 진출, 상공업 도시와 산업의 성격, 나가사끼와 후꾸오까 부근, 교오도와 그 부근, 오오사까와 고오베, 나고야, 

요꼬하마와 도오꼬오, 부족한 광산물, 일본의 해양 활동의 속셈을 다시 보자

박노식

(1959)

(2) 일본(日本)의 생활은 어떠한가?

개설, 자연환경-기후, 인문환경-농업, 수산업, 지하자원과 공업, 수력전기, 공업(工業), 주민과 국민성, 지방지-문화의 중

심지인 간또(關東) 지방, 오우(奧羽)지방, 일본 알프스의 쮸부(中部) 지방, 일찍 개발된 깅끼(近畿) 지방, 산업의 발달이 

늦은 쮸고꾸(中國) 지방, 석탄이 풍부한 규슈(九州) 지방, 신 개발지인 혹까이도(北海道) 지방

이영택

(1960)

5. 섬 나라 일본의 생활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다, 부족한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 일본은 공업화되었다

강대현 외

(1960)

(4) 섬 나라 일본의 생활

네 개의 큰 섬, 일본의 근대화와 침략 전쟁, 패전 후의 일본, 일본의 경제 생활, 중요한 도시들

자료: 지리교과서에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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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이 풍부한 규슈(九州) 지방, 그리고 장창균(1956)은 

간또(關東)지방은 일본의 심장부다, 일본 본토중에서 문

화가 뒤진 오우(奧羽) 지방, 일본의 서부 문호인 규슈(九

州)지방, 근세에 개척된 혹까이도(北海道)지방 등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당시 집필자들은 종래 지방별 내용 

구성이 갖는 내용 중복과 과다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종래와 다른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각 지방에 대

한 흥미를 갖도록 주제 중심의 지방지로 내용을 편성했

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계통적 방법이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

양해졌다는 것이다. 교수요목기의 경역, 기후, 산업, 교

통, 주민 등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항목주의는 사라지거

나 변용되었다. 노도양(1956)은 종래의 ‘자연환경’을 ‘산

이 많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라는 주제로 변경했으

며, 김상호(1956)･이지호(1956)･최복현(1956) 등도 종래

의 천편일률적인 각 항목을 보완하여 산지가 많은 섬나

라, 수산업의 나라, 상공업의 발달, 발달된 공업 등과 같

이 특징적인 중점주의로 편성했다. 그 외에 육지수

(1956)를 비롯한 새로운 집필자들도 주제 중심의 중점주

의에 근거하여 교과서 내용을 구성 및 집필했다. 

일본의 계통지리는 자연지리보다 인문지리가 많은 비

중을 차지하며, 인문지리는 산업과 도시에 중점을 두었

다. 산업은 집약적 농업과 식량 부족, 공업발달과 공업국, 

공업화 등에, 도시는 도시의 발달과 상공업 도시, 대도시, 

6대 도시 등의 주제로 구성했다. 특히 안송산･박관섭

(1957)은 전통적인 일본의 지방지 대신 나가사키와 후쿠

오카 그 부근, 교토와 그 부근, 오사카와 코베, 나고야, 

요코하마와 도쿄 등과 같이 대도시권 중심으로 각 지방

을 구성하고 기술한 것은 새로운 시도로서 탄력적인 동

태지리를 지향한 것이다.

현대 초기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일본 부분은 전반적

으로 지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자연환경, 국민성, 정치, 역사, 우리나라

와의 관계 등의 일부 내용은 국민의식 형성의 일환으로 

주관적, 감정적 기술도 보인다. 그것은 다음 장에서 살

펴보듯이 주로 일본이 과거에 행한 영역 침략 및 침범

과 이에 대한 경계심이다. 

III.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방 이후 1950년 전후는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다. 

1940년대 후반까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남아 있었고, 1950년대 전반에는 독도 이슈로 양

국 사이에 정치적･외교적 마찰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

했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이 시기에 간행된 초･중등

학교 사회과 세계지리 교과서에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반영되었다. 주요 내용은 일본의 침략성, 호전

성과 관련하여 그 기원과 형성, 끊임없는 영역 도발 등

이다.

1. 영역 탐욕의 형성

1) 편협한 섬나라 근성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은 각각 대륙 국가, 반도 

국가, 도서 국가로 자연환경에 따라 국민의 기질에 차이

가 있다. 중국인의 대륙 국가 근성, 한국인의 반도 국가 

근성이라는 말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본에는 섬나라 근

성을 가리키는 시마구니 곤조(島国根性)라는 부정적 이미

지의 용어가 존재한다. 이 말의 사전적 정의는 타국과의 

교섭이 없었기 때문에 시야가 좁고, 폐쇄적이며 좀스러운 

성질이다(新村出, 1998). 일본인이 대륙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협소, 고립, 폐쇄를 자조적으로 말하는 경우에 자

주 사용하는 틀에 박힌 표현이다(金文学, 2007). 일상에서 

대범함이나 여유가 없고, 사소한 일을 걱정하는 모양이나 

사고방식을 일컫는다.

해방 이후 현대 초기에 간행된 국민학교 5학년 �다른

나라의 생활�에는 일본 부분에 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 않았지만, 일본인의 성격이 기술되어 있다(표 3). 

주요 내용은 섬나라를 강조하면서 성격의 장점과 단점

을 언급했다. 장점은 단결심, 용감, 풍부한 연구심, 근면, 

정직 등을 들었다. 반면 단점은 좁은 마음, 급한 성미, 

호전, 서투른 외교성, 침략 야심 등이다. 장점은 부강해

질 수 있다는 의미이며, 단점은 호전성으로 침략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문교부(1949)는 이웃

에 이러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 마

음을 가다듬어 모든 방면에 힘쓰며 단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방 이후 교수요목기에 한국인이 집필한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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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지리교과서의 일본 부분에는 일본의 자연환경, 국토, 

주민 등의 항목이나 주제에 국민학교 사회교과서보다 구

체적으로 섬나라 일본인의 국민성, 민족성, 성질, 성격, 

근성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표 4). 예컨대 최복현 

외(1949)는 도국적(島國的) 국민성을 최초로 언급했는데, 

일본이 섬나라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립되어 일본인은 

섬나라 근성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제1

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간행된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일

표 3. 현대 초기 국민학교 사회교과서의 일본인 성격

저 자 내용 기술

동지사편

(1947)

･ 이 나라는 섬 나라 인 만큼 땅이 좁아 사람들의 마음좆아 좁아 성미가 급하고 쌈을 좋아하고 단결심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p.24).

사범대학부속성

동국민학교

(1947)

･ 국민은 용감하고 단결심이 있고 연구심이 많으나 마음이 넓지 못 하여 외교성이 서투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야심이 많은 나라이다(p.71).

문교부

(1949)

･ 일본 사람들이 단결심이 세다는 것도, 일본이 섬나라라는 외에, 화산이나 지진이 많다는 것이 큰 원인이된다. … 

섬나라라는 것은, 본래 사람들이 한 뜻으로 뭉치는 데 대단히 편리하지마는, 작은 섬나라에 오래 동안 살고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지고 성미가 급하게 된다(pp.113-114).

문교부

(1955)
･ 이 나라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일 잘하고 정직하나,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성미가 급한 것이 탈입니다(p.48).

주: 뛰어 쓰기 및 오탈자는 교과서 그대로 인용

자료: 교과서에서 필자 작성

표 4. 교수요목기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일본인 성격

저 자 내용 기술

박노식

(1947)

･ 변화가 많은 기후와 복잡한 지세, 또 폭풍우 지진, 화산의 폭발들은 국민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성질이 급하고 

변화성이 있는 반면 섬나라라 단결심이 있어 국민이 일체되어 외적에 대하는 점도 있다(p.38).

오준영

(1947)

･ 이 일본인 들은 섬나라인 만치 마음이 좁고 침략을 좋아 하는 나라이나 반면에 단결심(團結心)이 많고 결백(潔白)하고 

결단성(決斷性)이 많고 근면(勤勉)하여 인사성이 좋고 상전섬김를 시려하지 아니하는 복종성(服從性) 등의 좋은 성질이 

있다(p.76). 

정 갑

(1947)

･ 주민의 대부분이 일본 족(야마토 족)인데, 수천 년 이래에 대륙에서 건너 와서 발전한 민족이므로 본보기가 될 만한 

섬 나라 민족성을 가졌다. 섬 나라의 지리적 환경으로, 봉건 유풍인 경신 충군(敬神 忠君) 정신을 굳게 지키며 싸우기를 

좋아하며, 안계(眼界)가 좁고 식견이 얕아서, 멀고 큰 계획을 세우지 못하며, 도량과 관용성(寬容性)이 작고, 다혈 신경

질로 성미가 급하다. 그러나 부지런하고 활동이 재빠르며 남의 흉내를 잘 내며, 용맹 과감하면서, 해외 발전에 감능(堪

能)한 장점도 가졌다(p.53).

김원숙

(1948)

･ 섬 나라의 민족인 만큼 도량이 좁고, 성급하며 자부심(自負心)이 강하여 자기 나라를 과도히 자랑하며, 호전적(好戰的)

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pp.77-78).

노도양

(1949)

･ 야마토 민족은 대체로 신을 위하고, 임금에 충성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고, 무슨 일에 지성(至誠)스럽고, 

악착스럽고, 단결심(團結心)이 세다. 그러나 그들은 맘(度量)이 좁고, 골을 잘 내고 무슨 일에 원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외국을 침략하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족성의 형성도 결국은 이 나라가 섬나라이라는 자연 환경에

서 영향됨이 많을 것이다(pp.148-149). 

이부성

(1949a)

･ 이와 같이 자극이 많고 좁은 자연 환경 속에서 생장한 일본인은, 자연히 그 성격이 매우 조급하고, 도량이 좁으며, 

변화성이 많은 반면에는 남의 흉내를 잘 낼 줄 알고, 용감하여 호전적(好戰的)이고, 단결심이 있어, 국민이 잘 일치 

단결하는 특징도 있다(pp.125-126).

이부성

(1949b)

･ 이와 같이 자극이 많고 좁은 자연 환경 속에서 생장한 일본인은, 자연히 그 성격이 매우 조급하고, 도량이 좁으며, 

변화성이 많은 반면에는, 매우 부지런하고, 남의 흉내를 잘 낼 줄 알고, 용감하여 호전적(好戰的)이고, 단결심이 있어, 

국민이 잘 일치 단결하는 특징도 있다(p.153).

최복현 외

(1949)

･ 일본 인은 오랫동안 그 지리적 관계로 다른 지역과의 교섭이 적었으므로 소위 도국적(島國的) 국민성을 나타내고 

있다(p.112).

주: 뛰어 쓰기 및 오탈자는 교과서 그대로 인용

자료: 교과서에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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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분에도 국민성, 민족성으로 나타나며, 부정적 이미

지로 편협한 섬나라 근성이라는 표현이 증가했다(표 5).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육과정기에 간행된 중학교 지

리교과서의 섬나라 일본인에 대한 국민성, 민족성, 성격, 

근성은 장점과 단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김원숙(1948), 이부성(1949a, 1949b, 1956), 최복현 외(1949), 

강대현･주재중(1960) 등은 단점을, 기타 대부분의 자자

들은 지리교과서에 장점과 단점을 함께 제시했다. 장점

은 단결심, 결백, 결단성, 근면성, 밝은 인사성, 상전섬김, 

경신충군 정신, 복종성, 부지런함, 민첩성, 모방성, 용맹

성, 강한 자부심, 강한 생활력 등이다. 반면 단점은 급한 

성격, 마음이 좁음, 침략을 좋아함, 호전적, 좁은 시야, 

낮은 관용성, 신경질적, 화를 자주 냄, 배타성, 자만심, 

편협한 사고 등이다. 이들 가운데 단점으로 급한 성격, 

신경질적, 화를 자주 냄 등은 올바른 지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장점으로 친절성, 

정직성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교과서 저자들은 그들의 자연환경이 일본인의 

근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일본 특유의 

자연환경은 편협한 근성을 형성하며, 그것은 김원숙(1948), 

이부성(1949a, 1949b)이 지적한 것처럼 호전적(好戰的)으

로 발전하며, 마침내 일본은 제국주의 정책에 따른 침략

과 전쟁으로 식민지를 확장하게 되었다는 논리이다(그

림 1). 자연환경의 주요 요소는 주변의 바다와 고립된 

표 5. 제1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일본인 성격

저 자 내용 기술

김상호

(1956)

･ 일본인들의 생활하는 모양은 우리와 아주 다르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과의 교섭이 적어서 특수한 생활 방식이 

길러지게 된 것이다(p.8).

노도양

(1956)

･ 야마토 민족은 대체로 신을 위하고,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며, 무슨 일에나 지성(至誠)스럽고, 

악착스럽고, 단결심(團結心)이 세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度量)이 좁고, 골을 잘 내고 무슨 일에 원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외국을 침략하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족성의 형성도 결국은 이 나라가 섬나라이라는 자연 환경에

서 영향됨이 많을 것이다(pp.39-40).

이부성

(1956)

･ 일본은 종래의 제국주의적인 근성을 버리고 좀 더 반성하고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국교와 통상을 재개하고, 

국제 친선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p.72).

장창균

(1956)

･ 주민의 대부분이 일본 족(야마도족)인데, 과거에 대륙이나, 남양에서 건너와 동화된 것이 우세하다. 그들은 전형적인 

섬 나라 민족성을 가졌다. 섬 나라의 지리적 환경으로, 봉건 유풍인 경신충군(敬神忠君) 정신을 굳게 지키며, 싸우기를 

좋아하며, 안계(眼界)가 좁고 식견이 얕아서, 멀고 큰 계획을 세우지 못하며, 도량과 관용성(寬容性)이 적고, 성미가 

급하다. 그러나 부지런하고 활동이 재빠르며, 용맹 과감하여서, 해외에 발전할만한 장점도 가졌다(p.77).

안송산 외

(1957)

･ 그 많은 인구를 담은 섬들의 지형을 보면, 전 면적의 85%가 산인 동시에, 화산이 많고, 지진이 잦다. 그리고 농토가 

좁은데다가 사면이 바다요, 잔잔한 내해가 많아서, 일찍부터 바다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모든 자연 환경과 

지방마다의 경쟁은 그들의 민족성을, 생활력이 강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하였다. 적은 평야와 험한 산은 부지런을 

주었고, 조그만 섬은 배타성과 단결력을 주었다(pp.31-32).

강재호

(1957)

･ 이와 같은 자연 환경은 일본인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편협한 섬나라 근성, 또 가옥, 의복 등 우리 나라와는 

생활 모습이 아주 다르다(p.35).

박노식

(1959)

･ 야마토 민족은 약 8,000 만이며, 주로 혼슈에 많고, 그 밀도는 약 220 인 이상으로 세계의 유수의 조밀국이다. 농･상･공

업에 종사하며, 과거 제국주의 밑에서도 충성을 다하여 왔으나 지리상으로 볼때 그들이 사는 섬 나라엔, 폭풍우･지진･

화산 등의 천재가 빈번하고, 토지가 부족하여 성격상 섬 나라 근성이 있어 마음이 좁고 성질이 급하고 변화가 많다

(pp.49-50).

이영택

(1960)

･ 섬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의 침략을 받은 일이 적고 단결심이 강하여 독립을 유지하는 데에 좋으며, 또 수산업과 

해운을 발달시키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홀로 지내 온 탓으로 시야가 좁아, 저 혼자만이 잘난 체하는 편협한 

섬 나라 근성을 갖게 되었다. ……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단결심이 강하고 부지런하여 끈기 있게 일어나는 좋은 

국민성으로 이들 자연의 재난을 물리쳤을 뿐 아니라, 2차 대전의 심한 폭격의 잿더미 속에서 오늘날과 같이 부흥한 

점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좋은 점이다(pp.44･46-47).

강대현 외

(1960)

･ 일본은 네 개의 큰 섬(혼슈우, 큐우슈우, 시고쿠, 혹카이도오)과 수 많은 작은 섬으로 되어 있다. …… 더구나 그 산맥들

은 혼슈우(本州)의 중앙에 솟아있는 후지산을 비롯하여 높고 험한 산지와 깊은 골짜기가 많아서, 교통에 대한 큰 

장해가 될 뿐만 아니라, 편협한 지방적 생각과 섬 나라 근성을 갖게 하였다(pp.56-57).

주: 뛰어 쓰기 및 오탈자는 교과서 그대로 인용

자료: 교과서에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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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의 오랜 생활을 비롯하여 외부와의 교류를 어렵

게 만든 많은 산지, 그리고 잦은 화산과 지진 등이다.6) 

특히 환경결정론적 관점에서 과거 이동이 활발하지 않

았던 시대에 고립된 섬에서의 오랜 생활은 편협한 일본

인의 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일본에서는 후세 가쓰히코(布施克彦, 2004)가 섬나라 

근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각 장점과 단점을 제시했다. 먼저 농경민적 섬

나라 근성으로 장점은 치밀, 정확, 협조이며, 단점은 편

협, 협량(狹量), 폐쇄를 들었다. 다른 하나는 해양민적 섬

나라 근성으로 장점은 적극성, 호기심, 진취이며, 단점은 

분수를 모른다는 것이다.7) 그는 일본 사회에서 섬나라 

근성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이 말을 버리지 않고 이들의 적절한 

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8)

일본의 자연환경에서 형성된 일본인의 호전성은 농

경민적 섬나라 근성과 해양민적 섬나라 근성이 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과의 

교섭이 적어서 특수한 생활 방식이 길러지게 된 것이다

(김상호, 1956). 예부터 중국인은 대륙 이외에 반도 국가

나 섬나라를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이며, 반도 국가

는 섬나라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일본인은 바다 

저 멀리 있는 대륙과 반도에 막연한 동경과 함께 이상

적 유토피아를 추구하거나 심리적, 향수적 존경을 품어 

왔다(金文学, 2007). 편협한 섬나라 근성이 일본인에게 

내재하는 가운데, 근대 일본은 부국강병으로 호전성이 

팽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열등감이 있는 변

방문화를 지우고, 경제적 착취를 위해 1894년 청일전쟁

을 시작으로 침략 전쟁을 전개했다. 나아가 일제는 아시

아 태평양 지역에서 도쿄 중심의 세계라는 소위 대동아

공영권을 형성하고자 했다(심정보, 2015).

2) 미개 문화의 발달과 호전성

현대 초기의 국민학교 사회교과서에는 일본의 미개 

문화, 진보된 문화, 침략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사범대학부속성동국민학교

(1947)는 중국의 문화가 우리나라를 지나서 일본으로 들

어갔는데, 그 후로 일본은 무사(武士)의 나라로 세력이 

커져 침략의 야심을 가졌고, 일찍이 서양 문명을 받아들

여 모든 문화와 과학이 발달되었다. 문교부(1949)는 일

본은 옛날에 우리 나라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배웠고, 

우리 나라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였으나, 외국의 진보

된 문화를 받아들여 갑자기 발달하여 세계에서 이름있

는 나라로 발전했다. 이들 내용의 요점은 과거 한국 문

화는 일본보다 우월했지만, 일본이 중국, 한국,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 진보된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를 넘보

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육과정기에 간행된 중학교 지

리교과서에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부분에 일본이 

강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이 국민학교 사

회교과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동아시아의 변

방에 위치한 섬나라 일본은 미개한 문화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진전된 중국의 대륙 문화를 받아들여 일본에 전

해주어 문명개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일본은 

19세기에 부국강병을 지향하여 구미 제국으로부터 진전

된 서구 문화를 받아들였다. 마침내 일본은 침략 근성이 

표출되어 19세기 말 청일전쟁을 시작으로 20세기 전반까

지 여러 전쟁을 일으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희생을 초

래했다. 이러한 일본의 문화 발달은 호전성을 키웠다는 

것이다(그림 2).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 초기의 지리교과서에 기술된 일본 문화의 특징

과 발달 과정은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다. 먼저 정갑(1947)

그림 1. 일본의 자연환경과 편협한 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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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조선은 대륙 문화의 선진국으로 문화를 일본에 

전달하여 국가의 정치기구, 종교, 학예 등의 발달에 기

여했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여러 지리교과서에는 일본

을 미개한, 미명한 나라로 표현하여 문화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우월했고, 일본은 열등했다는 인식을 드러내

었다(노도양, 1949; 이봉수･최흥준, 1952; 노도양, 1956; 

최흥준, 1956; 강재호, 1957). 

교과서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대륙문화를 받

아들였다든가 지난날 우리나라의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

간 바닷길 등을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도 보인다(이지호, 

1956; 김상호, 1956). 그러나 다수의 교과서 저자들은 백

제와 조선의 학자 및 많은 기술자가 일본에 건너가 한자

와 한문, 유교, 불교, 미술, 공예, 방직기술 등을 전달하여 

미명(未明)한 일본을 크게 계몽･개화시켰다고 기술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섬나라의 침략 근성으로 은혜를 저버리

고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했다(노도양, 1949; 이

봉수･최흥준, 1952; 노도양, 1956; 장창균, 1956; 최흥준, 

1956). 

게다가 일본은 19세기 후반에 구미 제국의 문화를 재

빨리 받아들여 제국주의 국가로서 새롭게 발족했다. 부

국강병을 목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 

개혁을 단행했으며, 점점 부강해짐에 따라 탐욕으로 근

린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게 되었다(정갑, 1947; 김원숙, 

1948; 이부성, 1949a, 1949b; 육지수, 1956; 강대현･주재중, 

1960). 이들 내용과 관련하여 안송산･박관섭(1957)의 �다

른나라지리�에 기술된 구체적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인들은 약 천 수백년 전까지는 야만 민족이어서, 나라 이

름도 없었다. 이것은 아시아의 문화 경쟁 지역에서 떨어진 

섬나라 라는 위치 때문이었다. 그때 우리 나라 백제에서는 

신라의 뒷줄을 누르려고 일본을 개화시켰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일인들의 교육을 전담하였

다. 그 공로는 여간 크지 않았다. 나도 한인의 후손이

다……” 

이것은, 일본의 유명한 총리대신이요, 교육가이던 사

람(오오쿠마 시게노부)이 한 말이다. 그런데 일인들은 

불교와 유교와 그 밖에 모든 문명을 우리 나라에서 

배우면서도, 그걸 싸움에 유리하도록 해석하면서, 약 

100년 전까지 국내에서 지방 지방이 싸움질을 하여서, 

남녀간에 칼을 품고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어깨

를 으쓱거리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 그렇게 팽팽한 

환경을 가진 일본에다가 새로운 산업을 배워 주고, 더

욱 더 건방지게 만들어 준 나라는 100년 전의 미국이

었다. 싫다는 일인들에게 예수교와 유릎의 미술과 과

학과 기선･기차･전기･공장 굴뚝을 세워준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그 후 지혜스럽게 서양 문명을 받아

들이면서도, 전쟁을 배척하는 예수교는 밀쳐 놓고, 유

릎 국가들의 침략 방법을 고스란히 배워 가지고, “부

국강병”에 발전의 목표를 두었다. 부국강병이라는 것

은 수천년 전의 낡은 중국 사상이어서, 그 사상속에는 

“인류애의 숭고”함을 바라는 태도가 없고, 오히려 살

상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인생관이었다(p.30). 

이처럼 일본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고립된 상태로 동

아시아의 미개한 변방문화에 머물렀다. 여기에 일본의 

문화 발달에 기여한 것은 1차적으로 한국이며, 2차적으

로는 서구의 영향이다. 미개했던 문화가 발달해서 부국

강병과 결부되고, 부국강병은 침략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의 국사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친숙

한 표현이다. 해방 이후의 지리교과서에서 역사적 내용

을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일본의 침략에 따른 우리 영

토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라 할 수 있다. 대국이었던 

중국이 아닌, 변방의 미개했던 일본에게 문화 계몽을 했

그림 2. 일본 문화의 발달과 침략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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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침략과 지배를 당한 

불편한 진실을 다시금 돌아보는 내용이다.

2. 영역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

1) 영역의 확대와 침략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특유의 자연환경으로 편

협한 섬나라 근성이 형성되었고, 미개한 문화였지만, 한

국과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여 19세기 후반에는 아시아

의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서구의 강대국들이 해외의 식

민지를 개척하여 부국강병을 추구했던 것처럼, 일본도 

영국을 비롯한 서구 식민지 개척을 모델로 아시아 태평

양 지역을 무대로 제국주의 노선을 확대해 나갔다. 이러

한 내용들이 홍지사편(1947), 사범대학부속성동국민학교

(1947), 문교부(1955) 등의 국민학교 사회교과서에는 간

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하여 현대 초기의 중학교 세계

지리 교과서에는 일본의 침략, 침범, 전쟁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표 6). 한일병합에 따른 식민지 지배의 비판,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무조건 항복 등은 여러 세계지리 

교과서에 기술되었다. 게다가 제1차 교육과정기에 간행

된 세계지리 교과서에는 독도를 둘러싼 평화선 침범의 

내용도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갖

도록 했다.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과 관련하여 지리교

과서에 기술된 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6. 현대 초기 중학교 지리교과서에서 일본의 침략과 전쟁의 취급

저 자
임진

왜란

청일

전쟁

러일

전쟁

한일

병합

만주

사변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정 갑(1947) ○ ○ ○ ○ ○ ○ ○

오준영(1947) - - - ○ - - -

박노식(1947) - - - - - - -

김원숙(1948) - - - - - ○ □

이지호(1948) - ○ ○ ○ ○ ○ ○

노도양(1949) ○ - - ○ - - □

이부성(1949a) ○ - - ○ - ○ ○

이부성(1949b) ○ - - ○ - ○ ○

최복현 외(1949) - ○ ○ ○ ○ ○ ○

이봉수 외(1952) ○ ○ ○ ○ ○ ○ □

노도양(1956) ○ ○ ○ ○ - ○ ○

장창균(1956) ○ ○ ○ □ ○ ○ □

최흥준(1956) ○ ○ ○ □ ○ ○ □

육지수(1956) - - - ○ - - ○

이부성(1956) - - - - - - -

이지호(1956) - ○ ○ ○ ○ ○ ○

최복현(1956) - ○ ○ ○ ○ ○ ○

김상호(1956) - ○ ○ ○ - - ○

안송산 외(1957) - - - ○ - - ○

강재호(1957) ○ - - ○ ○ ○ ○

박노식(1959) - - - - - - -

이영택(1960) - - - - - - ○

강대현 외(1960) - ○ ○ ○ ○ ○ ○

합 계 9 11 11 18 10 14 19

주: -는 언급하지 않음, ○는 간단히 언급, □는 구체적으로 기술 

자료: 교과서에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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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592년의 임진왜란이다. 우리나라는 미개한 일

본의 문화를 발전하도록 도와주었지만, 일본은 섬나라

의 침략 근성을 나타내어 근세에 임진왜란을 일으켜 우

리나라를 침략하여 많은 문화재를 불살랐다(강재호, 1957).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쳐들어와 정복에 성공하고, 

이로부터 350년 동안 두 나라의 역사는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정갑, 1947; 장창균, 1956). 우리나라는 일본의 문

화 계몽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그들의 침략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5년의 러일전쟁이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아슬아슬하게 이겼다(강대현･주재중, 

1960). 일본은 근세 서양의 정복 국가 체재와 과학, 자본

주의를 받아들여 청국, 러시아 두 나라를 순조롭게 꺼구

려뜨리고 급속히 발전하였다(정갑, 1947). 당시의 대국

(大國)이었던 청국(淸國)과의 전쟁의 결과 대만(臺灣)을 

빼앗고, 그후 10년도 지나지 못하여 당시의 강국(强國)

이었던 러시아와 충돌한 결과 사하린(Sakhalin, 樺太) 남

반(南半)과 관동주(關東州)와 남만(南滿)의 철도, 광산 

등의 이권(利權)을 획득하였다(최복현 외, 1949; 이지호, 

1948, 1956; 최복현, 1956; 최흥준, 1956). 19세기 후반 서

구의 문명을 받아들여 산업 진흥에 노력한 결과 국세(國

勢)는 나날이 발전하여 대국과 강국을 상대로 승리하면

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의 내용이다. 

셋째, 1910년의 한일병합과 식민지 지배이다. 우리나

라도 일본의 식민지(植民地)로 되어 모략(謀略)과 압박

(壓迫)과 착취(搾取) 행위를 하여 근 사십년 동안 우리를 

못살게 굴든 만대(萬代)의 원수나라 일본이다. 일본은 

병합에 성공함으로써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하고, 40년 

동안 일본의 노예가 되었다. 민족말살정책, 배일운동자 

학살, 국어사용 금지, 강제징용, 악독한 탄압, 우리 민족

의 적개심과 투쟁의식, 독립을 위한 끊임없는 반항과 투

쟁을 국내외에서 전개하였다(정갑, 1947; 노도양, 1956; 

장창균, 1956). 우리나라를 침입하여 전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였다(이부성, 1949). 우리의 국토는 일본의 식민지

로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병참기지화로 이용되는 등 

우리 영토의 소중함을 자각시키는 내용이다.

넷째, 1941년에 일으킨 태평양전쟁이다. 일본은 대륙 

침략(侵略)의 야망(野望)은 더욱 적극화하여 만주를 실

질상 식민지화하였고, 또한 1937년에는 중일전쟁, 1941

년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세계 정복을 꾀하였으나,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의 승리로 드디어 일본은 패망

하였다. 이리하여 일본의 영토는 70년 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최복현 외, 1949; 이지호, 1948; 1956). 그들은 당

치도 않은 세계 제패(制霸)의 야망을 가지고, 이웃 나라

를 침략하기 시작하자,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의 여

러 나라가 그 희생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야망은 점

점 과대한 망상으로 변하더니, 무인이 정치를 독재하고, 

세계를 상대로 이른바 대동아전쟁을 일으켰다(노도양, 

1949). 일본은 메이지 유신과 함께 부국강병을 지향하면

서 탐욕으로 침략 전쟁을 전개했지만, 그들의 야망은 많

은 희생을 초래하고, 패망으로 막을 내렸다. 근대 일본

의 탐욕에서 비롯된 침략 전쟁의 확대는 전후 연합국에 

의해 청일전쟁 이전의 영토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림 3).

이상의 내용과 함께 지리교과서에는 일본의 침략 근

 

그림 3. 일본의 침략

자료: 최흥준(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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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전쟁의 발발에 대해 그 원인과 경계심을 갖도록 했

다. 노도양(1949, 1956)은 그 원인에 대해서 좁은 면적과 

자원부족, 높은 인구증가율, 무(武)를 숭상하고 해외 진

출을 좋아하는 민족성을 들었다. 안송산･박관섭(1957)은 

침략 국가가 된 이유에 대해서 좁은 국토 면적에 많은 

인구와 식량 부족 등을 들었다. 이들에게 부족함을 채우

기 위해 전쟁은 필연이었다는 설명이다. 근본적으로는 

섬나라 영국이 세계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지배했던 것처

럼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차지하려는 의도였다. 

한편 일본의 침략 근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교과서

에는 우려와 함께 경계성을 강조했다. 예컨대 김원숙

(1948)은 국제 정세의 미묘한 추이와 함께 또 다시 머리

를 들려고 하는 음모가 드러나고 있으니, 우리는 하루 

빨리 국권을 회복하여, 일본의 동향에 큰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여 이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노도양

(1949)은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각오가 필

요한가? 각자가 깊이 생각해 보자. 육지수(1956)는 금후 

일본이 어떠한 방향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우리들의 관

심은 크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본의 자연과 그들의 

생활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지호(1956)는 현재 일

본은 과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러

한 일본의 침략성을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안심할 수 없다

는 입장이다. 지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일본은 항상 침

략 근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빈틈이 보일 때에는 가

까운 이웃에서 먼 이웃으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자 했다. 

한국의 지리교육 역사에서 일본의 침략 전쟁을 중점

적으로 다룬 시기는 해방 이전과 이후인데, 동일한 역사

적 사건과 관련하여 내용 기술에는 명확한 차이가 보인

다. 해방 이후 한국의 집필자들은 일본의 침략 전쟁을 

비판함과 동시에 경계성을 드러냈지만, 침략 전쟁 기간

에 간행된 조선총독부(1944)의 �초등지리�에는 일본의 

자연환경은 우수하고, 침략 전쟁은 대동아공영권 형성

을 위한 성전(聖戰)으로 미화했다(심정보, 2015). 일본의 

침략 전쟁이 전중(戰中)에는 천황중심주의 교육으로 절

대적 지지를 받았지만, 전후에는 민주주의 교육으로 비

판의 대상이 되었다. 

2) 독도를 둘러싼 평화선의 침범

해방 이후 일본은 탐욕으로 빼앗은 땅을 모두 반환했

지만, 동해의 작은 섬 독도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본의 

계속된 독도 도발은 한국의 초･중등학교 지리교과서에 

부정적인 일본의 이미지로 등장했다. 그 계기는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대

한 선언’을 국무원 고시로 선포한 것이다. 이 선언을 한

국은 일명 평화선이라 부르며, 일본은 이승만 라인으로 

호칭한다.

전후 연합국은 독도의 귀속 문제를 둘러싸고 1947년 

3월 19일자 강화조약 초안부터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기했지만, 일본의 끈질긴 로비로 결국 1951년 8월 13

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최종안에 독도가 제외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 어선이 독

도 해역까지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여 평화선을 선언하

여 독도를 지키고자 했다. 한일 간의 정치적 문제로서 

독도와 평화선 내용은 1950년대 전반부터 우리나라 초･

중등학교 사회과 지리교과서에 적극 반영되어 본격적인 

영토교육으로 활용되었다. 

(1) 국민학교

국민학교에서는 문화교육연구회(1953, 1954)가 간행

한 인정도서 �애국생활 1.2학년�, �애국생활 5.6학년�에 

일본의 평화선 침범과 독도수호 내용이 나온다. 이 책은 

한국전쟁 이후 총3권(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구

성된 애국심 양성을 위한 교재로 표지에는 문교부 추천

이 표기되어 있다. 1.2학년 책의 주요 내용은 애국심 함

양을 지향한 태극기, 국민, 위인들, 왜구, 북한 공산군, 

국군 등이다.9) 모든 페이지에는 저학년 아동의 수준을 

고려하여 큰 삽화가 시원스럽게 실려 있다. 삽화는 만화

가 김용환(1912-1998)의 작품이다. 

책의 앞부분에 실린 태극기, 국민, 대통령에 이어 일

본의 평화선 침범에 대한 경고를 수록하여 우리의 영토 

및 영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림 4). 삽화에는 일본의 

어부들이 평화선을 넘어 독도 해역까지 침범하여 고기

잡이를 하고,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경고의 화살을 쏘

고, 옆에 국민들은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교재

에는 “일본이 다시 넘실거려도 우리는 온 국민이 한데 

뭉쳐서 대한민국 굳세게 지켜 갑니다”라는 글귀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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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치단결로 독도를 지키도록 했다. 독도를 지키려

는 한 장의 그림과 짧은 구호는 당시 어린 1학년 아동들

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이 책의 �애국생활 5.6학년� 마지막에는 단원 11. 한국

과 일본에서 독도를 다뤘다.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

화체 형식으로 아동이 독도를 이해하고, 독도를 수호하고

자 하는 태도를 형성하고자 했다. (1) 평화선 침입에서는 

바다에는 임자가 있는가를 시작으로 영해와 공해의 개념, 

평화선 공포, 일본의 평화선 침범과 어업 활동, 한국 정부

의 경고, 일본의 행위에 괘씸하고 분이 난 영수, 한국의 

대응, 평화선 침범의 이유로서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을 

먹어보려는 야심, 일본의 침략 버릇, 역대 일본의 침략 사

건 등을 언급하면서 애국의 마음을 갖도록 했다. (2) 나쁜 

버릇을 못 고친 일본에서는 일본이 남을 해쳤던 일을 잊

고, 건방지게 한국을 얕보면서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떼를 쓰는 것에 대해 스스로 일본을 경계하고, 일본을 막

아야 한다고 다짐하는 내용이다. 

한편 제1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문교부(1955)가 국

민학교 3학년 학생용으로 편찬한 �사회생활(고장생활) 

3~2�에도 독도 내용이 수록되었다. 이 교과서에 독도는 

단원 5. 남쪽 지방의 생활에 6페이지 분량으로 기술되었

다. 교과서는 대화체 형식으로 독도 내용과 함께 남쪽 

지방의 지도 및 독도 그림을 삽입했다. 내용은 지도에서 

독도가 어느 도(道)에 속하는지를 이해하고, 이 섬은 일

본 사람들이 자기네 섬이라고 우겨대며, 퍽 말썽을 일으

키는 섬, 사람의 거주 유무, 바위로 된 작은 섬이지만 고

기잡이 터로 중요하고, 우리나라를 지기키 위해 매우 중

요한 곳으로 기술되었다. 일본이 독도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문교부는 이른 시기부터 이러한 교육 내용을 통

해 국민학교 중학년 아동들에게 독도에 대한 인식 및 

수호 의지를 형성하고자 했다(심정보, 2019). 이 교과서

에도 일본은 영역의 침입자로서 묘사되었다. 

(2) 중학교

해방 이후 노도양(1949)은 �사회생활과 중등국토지리

부도�에 수록한 울릉도부근 지도에 동도와 서도 두 섬

의 형상과 함께 독도(獨島) 명칭을 표기했는데, 이것은 

전후 한국에서 간행된 초･중등학교 사회과 지리 교과용 

그림 4. 평화선 침범에 대한 경고

자료: 문화교육연구회(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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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가운데 독도 지명을 최초로 표기한 것이다(심정보, 

2019). 독도가 지리교과서보다 지리부도에서 먼저 다루

어진 것이다. 

1940년대 후반에 간행된 교수요목기의 검정 중학교 

국토지리 교과서에 독도는 주로 수리적 위치로서 극동

으로 간단하게 표시되었다. 지리부도에 독도는 경상북

도 또는 울릉도 소속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평화선 선

언 이후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간행된 다

수의 검정 국토지리 교과서에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검정 10종 이상의 중학교 국

토지리 교과서에 독도는 위치, 수산업, 영남지방 단원에

서 위치(극동･동단), 영토개념, 해양주권선, 평화선지도, 

독도의 어업 및 정책, 독도의 지도, 사진, 그림 등과 함

께 우리의 영토로 제시되었다. 

여러 종류의 검정 중학교 국토지리 교과서에는 일본

의 행위에 대해서 왜적, 노략질, 침범, 침략, 책동, 침투, 

적색분자, 불법침입, 재침, 근성, 야욕성, 강도, 책동 등과 

같은 적대적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분노

감을 형성하고, 나아가 일본은 물리쳐야 할 적으로 인식

하도록 했다. 심지어 교과서 본문에는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부를 가리켜 ‘이것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여 

적대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심정보, 2019). 이러한 

표현은 교과서 용어로서 부적절하지만, 역사적으로 반복

되는 일본의 침략성에 분노감을 표출하면서 경계심을 자

표 7. 제1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독도와 평화선 침범

저 자 내용 기술

김상호

(1956)

･ 규우슈우 근방 어민들은 우리의 해양 주권선을 넘어 고등어잡이를 하므로 우리 나라와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것은 

유감된 일이다(p.13).

노도양

(1956)

･ 가끔 우리 나라의 평화선(平和線)까지도 침범함은 두 나라의 친선을 위하여 유감된 일이다(p.36).

･ 일본은 아직도 해방 전의 야심을 버리기 어려움인지 가끔 우리의 평화선을 침범하며, 독도를 자기 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함은 두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유감된 일이다(p.42).

이부성

(1956)

･ 일본은 최근에 와서는 자주 한국 해역을 침범하여 고기를 잡아가고, 과거의 재한 일본의 재산권을 요구하는 등 구보다

(久保田)의 만언이 있었으며, 적성 중공(敵性中共)과의 통상 조약(通商條約)을 하는 등 친공 정책(親共政策)을 쓰고 있어 

우리 나라 정부로서는 민주 주의와 국제 신의를 배반하는 일본에 대하여 국교(國交)와 통상을 단절시키고 말았다(p.72).

이지호

(1956)

･ 현재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평화선을 침입하고, …… 우리들은 이러한 일본의 침략성을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p.35).

최복현

(1956)

･ 일본은 앞으로 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침략 근성을 버리고 민주 발전을 하겠다는 데서 강화조약 내용은 관대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 조약 문서의 먹이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침략적 행동을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부당한 요구와 

한국 어장에 대한 노략질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p.30).

최흥준

(1956)

･ 우리 국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또 무장선까지를 동원해서 우리들의 해양 주권선

을 계속 침범하고 있습니다(p.72).

강재호

(1957)
･ 2차 대전 후 북쪽 어장을 소련에 빼앗긴 일본은 우리 나라 근해의 어장을 탐내어 해양 주권선을 침범하고 있다(p.36). 

안송산 외

(1957)

･ 그러나 지금 일본은 많은 육해공군과 비행기와 군함과 총칼과 대포와 현대식 무기를 만들며,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실력만 있다면, 한국의 평화선을 철폐시킬 수 있다”고, 이야말로 침략의 근성이 그대로 있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p.29).

･ 근래에 트로올 기선과 고랫배가 먼 바다에 많이 출현하여서 남의 나라 국경을 자주 침범하고 있다. … 극성스럽게 

나다니면서, 실력으로 바다 경계를 늘이려는것과, 국민의 침략 의욕을 충동하려는 곳과, 말성을 일으켜서 적당한 시기

에 전쟁의 구실을 터치려는 계획적인 행동인 것이다. 우리 나라 독도･제주도 근방에까지, 일부러 경비선이 어선단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어민이 이웃 관리에게 붙잡히게 하고서는 저희 국민의 여론을 악화하는 트집을 삼고 있다(p.39).

박노식

(1959)

･ 제2차 대전 후 사할린･크릴열도･우리 나라 근해 연안의 어획권을 상실하여 어획량이 줄어 어민들이 평화선을 넘어 

우리 연해까지 빈번히 침입을 하여 왔다(pp.46-47).

강대현 외

(1960)
･ 또한 일본은 불법하게도 한국 어장을 침범하여, 때때로 두 나라 사이에 불쾌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p.62).

이영택

(1960)

･ 일본은 이와 같이 활약할 무대가 넓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해양 주권선을 침범하여 넘어 오는 배들이 많은 

것은 생선을 많이 잡자는 것도 있겠으나, 우리 나라를 얕잡아 보는 좋지 못한 버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p.48).

자료: 교과서에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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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도록 한 것이다.

이 시기에 간행된 검정 중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의 일

본 부분에도 독도를 둘러싼 평화선 내용이 기술되어 있

다. 중학교 국토지리 교과서처럼 격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 독도를 둘러싼 평화

선(해양 주권선) 또는 한국 어장을 침범･침략 및 노략질

하는 행위에 대해서 유감이며 불쾌한 일이라고 기술했

다(표 7).

게다가 일본은 아직도 해방 전의 야심을 버리지 못하

고, 침략 근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고 침략성을 경계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최흥준(1956)은 우리들

은 일본의 악독한 과거를 잊지 말고 최근의 일본의 동향

을 잘 감시할 필요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일(反

日) 정신을 한층 더 굳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와 같이 현대 초기의 지리교과서에는 독특한 자연환

경에서 형성된 일본의 섬나라 근성은 타국의 영토를 쉽게 

침략 및 침범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 이미지로 묘

사되었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중학교 지리교과서는 영토

의 배타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지리교육사에 있어서 강한 

영토교육, 최대의 반일 감정이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일본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지만, 때로

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심정적으로 가장 먼 나라가 

되기도 한다. 그동안 한일 간의 정치적 문제로 한국의 

초･중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에 표현된 일본의 이미지

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다양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던 해방 이후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

육과정기에 간행된 한국의 초･중등학교 지리교과서에 

기술된 일본의 인식 및 이미지, 특히 일본에 대한 부정

적 이미지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지역지리 중심의 중학교 지리교과서에 반영된 일본

지리 내용 구성의 특징은 교수요목기에는 계통적 방법

과 지방별 방법이 함께 사용되었다. 계통적 방법은 항목

주의 및 주제 중심의 중점주의이며, 그 외에 항목주의 

또는 중점주의와 지방별 방법이 결합되었다. 교수요목

기에 비해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지방별 방법이 감소하

고, 그 대신 주제 중심의 중점주의가 증가했다. 이후 이

러한 방식은 중등학교 지리교육에서 오랫동안 응용 및 

발전되었다. 그리고 당시 지리교과서에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영역 탐욕 기원과 형성이다. 그것은 편

협한 섬나라 근성, 미개 문화의 발전과 호전성으로 구분

된다. 편협한 섬나라 근성은 과거에 외부 세계와 이동 

및 교류가 거의 없이 오랫동안 섬이라는 자연환경에서

의 고립된 생활로 시야가 좁고, 폐쇄적이며, 좀스럽고 

대범하지 못한 일본인의 성격을 형성했다. 그것은 호전

적(好戰的) 민족으로 발전하는 맹아가 되었다.

미개 문화의 발전도 호전성에 기여했다. 동아시아의 

변방에 위치했던 고대 일본은 미개한 문화에 불과했지

만, 한국이 일본에 문화를 전달하고 계몽에 힘썼다. 그

러나 일본은 침략 근성으로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하여 많은 희생을 초래했다. 19세기 후반에는 일본

이 구미 제국으로부터 과학 문명을 받아들여 아시아에

서 부강한 국가로 성장했으며, 호전성으로 아시아 태평

양 지역으로 제국주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일본의 영역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이다. 그것은 

영역의 확대와 침략, 독도를 둘러싼 평화선의 침범으로 

구분된다. 영역의 확대는 일본이 19세기 말 청일전쟁을 

시작으로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한국을 합병하여 식민

지로 만들었다. 나아가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을 일으켜 주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일

본의 탐욕에서 비롯된 영역 확대는 마침내 연합국의 승

리로 일본의 영토는 청일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갔

다. 이에 대해 지리교과서에는 일본의 침략 근성이 언제

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점에 항상 경계심을 갖도록 했다.

독도를 둘러싼 평화선 침범은 해방 이후 일본의 지속

적인 독도 도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선포하여 독도를 지키고자 했지만,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과 일본 어선들의 독도 침범은 

계속되었다. 당시 초･중등학교 사회과 지리교과서에는 

독도수호를 위한 영토교육 관련 내용이 강조되었다. 특

히 중학교 지리교과서에는 일본에 대한 적대적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분노감을 형성하고, 나아가 항상 

일본을 경계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했다.

이상과 같이 현대 초기의 초･중등학교 지리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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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그들의 전쟁, 침략 

및 침범과 관련된 것이다. 일본이 침략과 전쟁을 일으키

는 근본적 원인은 자연환경에서 형성된 독특한 국민성, 

즉 섬나라 근성이라는 것이다. 당시 세계지리 교과서에 

기술된 일본지리는 한국의 학생들에게 분노와 반일 감정

을 형성하고, 그러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기

능을 했다. 교과서에서의 이러한 일본상(日本像)은 1965

년 한일협정을 계기로 1970년대부터는 거의 나타나지 않

는다.

당시 지리교과서 집필자들이 일본을 부정적으로 기

술한 것은 국가와 사회의 영향을 제외할 수 없다. 사회

생활과의 취지에 따라 그 나라의 역사적 발전과 국민성

에 중점을 두고 민족의 발전과 융성에 착안한 결과였다

(장창균, 1956). 게다가 2차 대전 이후에 대두한 국제 민

주주의 원칙하에 자주독립을 지향하고, 약동하는 약소 

민족의 지위를 정확히 인식 파악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민족의식을 한층 배양하기 위한 조치였다(이부성, 1956). 

현대는 국경의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세상이 점점 좁아지는 글로벌 시대이다. 따라서 

초･중등학교 지리교과서는 어느 때보다 상호이해를 지

향해야 한다.

주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사회

과라는 교과가 도입되어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졌다. 한국과 

일본의 사회과교육사 연구자들은 사회과가 도입되어 정착하

는 시기를 초기 사회과 또는 도입기 사회과로 부른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이 시기를 현대 초기로 명명한다. 

2) 교수요목기(1946-1954)에 중학교(당시 초급 중학교)는 1학년 

이웃나라지리, 2학년 먼나라지리, 3학년 우리나라지리를 설정

했다. 고등학교(당시 고급 중학교)는 1학년 지리통론, 2학년 인

문지리, 3학년 경제지리를 배우도록 했지만, 교과서가 구비되

지 않아 경제지리는 실제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자연환경과 

인류생활이라는 교과서를 갖고 교수한 것이 보통이다.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에 중학교는 우리나라지리와 다른나라

지리를, 고등학교는 인문지리를 학습하도록 했다(김연옥･이

혜은, 2003).

3) 지리 내용의 구성과 관련하여 항목주의(項目主義)는 어떤 지

방이나 지역을 구역, 지세, 기후, 산업, 교통, 도읍 등 하나 하나

의 항목에 따라 지리교재의 내용을 편성하고 기술하는 방식이

다. 이에 대해서 중점주의(重點主義)는 교재의 내용을 어떤 지

방이나 지역의 지방색과 지역성에 근거하여 중점 사항만을 선

정하여 주제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다(심정보, 2005). 문부성

과 조선총독부는 1940년대 전반 국민학교 지리교과서 개혁에

서 종래 전통적인 항목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제 중

심의 중점주의를 채택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한국의 중학교 

지리교과서에 계승되었다. 

4) 조선총독부의 �초등지리서�는 일본지리의 내용 구성을 가까

운 곳에서 먼 곳으로, 북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배열했다. 

각 지방을 북에서 남으로 순차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남북성

을 고려한 것으로 아동들이 지형, 기후, 식생, 농업, 수산업, 교

통 등의 이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심정보, 2014).

5) 문부성과 조선총독부는 지리교육의 내용을 각 지방별, 대륙별

로 구역→지세→기후→산업→교통→도읍 등 항목별로 편성

하여 기술할 경우, 지리교재의 반복화, 과잉화, 단편화, 나열화

의 가능성을 염려했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지리교육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특이 사항만을 교재로 

선정하는 주제 중심의 중점주의를 채용하게 되었다(심정보, 

2005).

6) 전후 한국인이 집필한 지리교과서에는 부정적 이미지로서 일

본의 편협한 섬나라 근성의 형성 원인으로 고립된 섬, 많은 산

지, 빈번한 화산과 지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전전 일본인이 

집필한 조선총독부 편찬 �초등지리 제5학년�에는 화산과 지

진을 긍정적 이미지로서 국민에 대한 좋은 자극이 되어 국민에

게 긴장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심정보, 2015).

7) 이것은 일본인의 큰 문제점으로 섬나라 민족에게 갖추어진 적

극면과 여기에 따르는 무서움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전

의 대전(大戰)에서 강대한 대륙 국가를 상대로 대립 전선을 확

대하여 맥없이 자멸한 것은 분수를 몰랐기 때문이다. 섣불리 

쇠약해진 중국과 러시아를 승리한 결과가 그것을 더했다(布施

克彦, 2004).

8) 예를 들면,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경제는 해양민적으로 적

극적인 섬나라 근성과 치밀, 근면, 협조라는 농경민적인 섬나

라 근성의 장점이 융합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布施

克彦, 2004).

9) 이 책에는 일본의 부정적 이미지와 관련하여 일본의 침입, 안

중근 의사, 삼일운동, 유관순 등이 나오지만, 국가의 영역(領域)

과 무관한 국사 내용이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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