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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동북아시아에서 역사문제는 합의의 길이 묘연해 보이는 사항 중 

하나이며 그 중에서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한일 간의 협력을 막는 

갈등 사안으로 한일관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이례

적으로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문제가 처음으로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발전되었던 시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구체적인 시정조치라는 

양국 간 합의를 이루어 낸 역사적 경험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일본의 타협을 견인한 요인은 무엇인가?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가 한국 국내적으로 반발을 가져오

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한국과 일본이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이전부터 일본 국내적으로 교과서 문제가 보수와 혁신이 갈등하

는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한일의 협상이 보다 복잡한 형태로 

진행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협상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국

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양면게임이론의 틀로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정책적 상호작

용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한 바 있으나, 사료가 공개되지 않아 협상과

정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2012년 한국 외교사료

관의 자료공개에 따라서 양국의 상호작용을 가시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러한 이유들로 본 연구는 1982년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협상과정을 외교사료를 통해서 연구하며 본 연구의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는 1982년의 사례에서 한일의 국내정치, 국제정치

적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각국 정부의 외교정책결정으로 이어지는 지를 

밝히고자 하며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양국 간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분석

하고자 한다. 

둘째로, 본 연구는 1982년의 사례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정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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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타협점에 이르게 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로 본 연구는 기존의 양면게임이론을 보완하고자 한다. 양면

게임에 의하면 권위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보다 더 큰 윈셋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불리하다. 그러나 1982년의 

한일 협상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정부가 권위주의 국가인 한국의 

요구에 따라서 시정조치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1982년의 협상

은 양면게임이론의 통상적인 상식에 반하는 사례이며 이에 본 연구는 해

당 사례의 연구를 통해 양면게임이론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주요어 : 일본 역사 교과서, 협상과정, 양면게임이론, 외교정책분석

학  번 : 2015-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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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동북아시아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는 합의의 길이 묘연해 보이는 사

항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 국내적으로

는 1955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1982년에 한국, 중국 등의 

여론에서 문제가 되면서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확대 되었고, 2001년 이

후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과 함께 심화되어 국제정치적 갈등의 요소로 작

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동북아 내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에 관해 국

가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가? 이와 관련하여 이례적으로 1982

년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구체적인 시정조치라는 합의를 이

루어 낸 역사적 경험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일본의 타협을 견

인한 요인은 무엇인가? 

 한국 및 여타 국가에서 일본 역사교과서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달

리, 일본정부 및 보수(保守)는 역사교과서의 검정과 개정에 관한 문제가 

자국의 국내정치적인 사안임을 줄곧 표명해왔으며 이는 현재까지 보수계 

의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1). 이러한 사항은 일본의 국내정치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교과서 검정제도의 기본 취지가 전후 좌편향 교

과서를 바로잡는다는 보수층의 인식에 있기 때문이다2). 실제로 교과서 

문제는 1982년 국제문제로 대두되기 전, 1955년부터 1981년까지 일본 

내부에서 보수와 혁신(革新)이 갈등하던 국내정치적인 사안이었다. 

1) 본 연구에서 인용하고 있는 1982년 역사 교과서 문제에 관한 외교사료에서 해
당 사항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동향은 다음을 참
고..................................................『The Huffington post』, 2015년 8월 14일. 
http://www.huffingtonpost.jp/herbert-p-bix/abe-japan-great-power_b_79
86052.html (검색일: 2016년 4월 22일); 『조선일보』, 2014년 2월 10일.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293100005
&ctcd=C02 (검색일: 2016년 4월 22일)

2) 일본 보수층은 전후의 일본 국내 교육계가 일본 교조 등 혁신계의 의견을 과다
대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올바른’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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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82년 교과서 문제가 한국 등의 국내 여론을 자극하면서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하자 일본 정부는 대외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

다. 이런 이유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정부 간 협상의 과정

은 양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양면게임(The Two-Level 

Game)의 양상으로 이루어졌다3). 

따라서 이러한 한일 간 협상의 속성을 고려해볼 때,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의 협상과정을 양면게임이론(The Two-Level Game 

Theory)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동안은 협상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과정에 대한 연구가 불가능하였으나 최근 자료의 공

개로 연구가 가능해 졌다. 

또한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상의 결과

로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표하고 이의 시정조치를 단행

한 것은 이례적이며 따라서 해당 사건을 분석하는 것은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일본 국내정치의 주류 세력인 자민당이 다

른 국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들의 국내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를 다른 국가의 요구에 따라 시정하는 

것은 교과서 검정제도의 정당성을 약화시켜, 제도자체를 흔들 수 있는 

조치기 때문에 일본 보수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다. 

덧붙여 1982년의 시정 조치는 국제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해당 시기의 조치로 한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직후 시기 한일 간

의 경제와 안보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국면이 만들어졌으며, 당시 일본

이 교과서 문제에서 주변국을 고려하는 국제주의적 해결방식의 선례가 

만들어져 이후까지 지속되는 역사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타협을 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2년의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상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한일 양국이 역

사적 갈등을 해결하고 경제, 안보 등의 이슈에서 협력적인 국면을 만들

3) 실제로 외교문서 상의 한일 협상대표자의 언급을 살펴본 결과, 각국의 국내정치
적 사안과 상대국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2장 3절의 3. 분석대상으로서 1982년 한일 교과
서 협상의 적실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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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 과거의 경험을 고찰해 보는 것으로, 앞으로 한일 간 협력적 관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피는 데도 주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제 2 절 기존연구의 검토

역사 교과서 문제에 관한 연구4)는 역사 교과서 문제의 원인과 대

응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역사 교과서 문

제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이를 일본의 국내정치적인 측면과,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

자는 역사 교과서 문제를 혁신계의 역사 집필에 대한 보수 측의 반동 현

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역사 교과서 문제는 일본의 보수화

를 보여주는 현상이기 보다는 일본 내의 교육방침에 대한 보수와 혁신의 

갈등 상황에서 혁신계의 집필내용에 대한 반동으로 보수계가 새롭게 역

사를 기술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5). 한편 후자는 이를 동아시아의 국

제정치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면서 일본의 보수화, 우경화의 맥락에서 내

4)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서 사학계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1)역사교과서 기술 
자체에 관한 연구와, 2)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역사교과서 기술에 대하여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기술상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의 현실을 드러내는 한편, 일본 정부와 
사회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예를 들어 손승철
(2007), 우메노 마사노부(梅野正信)(2007), 후지와라 히로시(藤原裕士)(2014)
은 동북아의 역사교과서의 쟁점 사항을 비교 분석 하였으며, 김보림(2002)은 
1990년대 일본 역사 교과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남상구(2008)는 일본 역사 교
과서의 내용에서 위안부 관련 기술을, 남상구(2011), 신주백(2010)은 독도관련 
기술의 추이와 변화를 보여주었다. 

    둘째로, 역사 교과서 문제의 내용에 관한 연구로 김대길(2007), 손승철(2011), 
김인현(2014), 신주백(2014)등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각 시기별로 
나누어서 사적 흐름을 기술하였다. 이를 정리해보면 해당 사안은 일본의 국내정
치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진 1955년에서 1981년에 이르는 제 1기와, 최초로 국제
정치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진 1982년에서 2000년에 이어지는 제 2기, 끝으로 
‘새로운 역사교과서 만들기 모임’으로 시작된 일본의 우경화의 사안으로 부상
한 2001년에서 현재까지의 제 3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각 시기에 역사 
교과서 문제의 내용은 주로 제국주의, 식민지 시기와 관련한 기술과 영토문제와 
관련하여서 문제가 되었으며 시기별로 조금씩 변화하는 측면을 보였다.

5) 이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박유하. "화해를 위해서, 뿌리와 이파리." (2005); 木
村幹. 日韓歴史認識問題とは何か.ミネルヴァ書房,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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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널리즘 고취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6).

둘째로,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이에 대한 한국, 일본, 중국 측의 대응에 관한 연구들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한국 측의 대응에 관한 연구는 한국 정부의 대응과 시민사회

의 대응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한국 정부의 대응을 강조하는 입장

은 상반되는 논의가 존재하는데 일부에서는 당시의 한국정부의 강경대응

이 일본의 시정조치를 이끌어 냈다7)고 한 반면, 다른 연구는 한국 정부

의 대응이 오히려 약화되어 일본에 대한 대응보다는 자국에 대한 반성으

로 해당 사안이 해결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8)하였다. 한편 시민사회의 

대응을 강조하는 계열의 연구는 1982년 전에는 해당 사안이 한국 국민

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정부의 제한적인 외교루트를 통해 해결되는 방

식이 가능하였으나, 그것이 이후 국내 여론에 파급되면서 이의 해결 방

식이 달라졌다고 한다9). 다음으로 일본 측의 대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보았다10). 한편 해당 사안에 있어서 중국의 인민일보(人民日

报)에 실린 비판의 논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응을 조사

한 연구11)도 있었다. 

다음으로, 한일 간의 국제협상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분리해 보

6) 이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정재정.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와 그 전망." 한국사연
구 116 (2002): 163-189; Jie-Hyun, Lim. "The Antagonistic Complicity 
of Nationalisms--On ‘Nationalist Phenomenology’in East Asian 
History Textbooks—." Contested views of a common past: revisions of 
history in contemporary East Asia 3 (2008): 205.

7) 김대길. "동북아 제국가의 역사왜곡과 대응 방안." 국학연구 10 (2007): 
261-288; 김인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대책." 일본어교육 68.단일호 
(2014): 207-230; 

8) 신정화. "과거사문제에 대한 한국 역대 정권의 대응-관리에서 주도로." 한일군사
문화연구 20.단일호 (2015): 133-159.

9) 신주백. "[연구논문]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 (1965∼ 
2001)-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한국근현대사연구 17 (2001): 216-252.

10) 別枝行夫. "日本の歴史認識と東アジア外交: 教科書問題の政治過程 (< 特集> し
まね学の形成に向けて)." 北東アジア研究 3 (2002): 131-149.

11) 田中明彦「『教科書問題』をめぐる中国の政策決定」(岡部達味編『中国外交一政
策決定の構　造』日本国際問題研究所, 1983年, 所収. p．193−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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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내용적으로 경제(통상중심)적, 법적, 정치 외교적 측면의 연구가, 한

일회담, FTA, 한일어업협정, 전후 한국인 유골문제, 역사 교과서문제 등

에 관련해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는 한일회담, FTA에 관한 연구가 다

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일회담의 경우 정치 외교적 측면이, FTA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법적 측면의 연

구는 협상의 진행과 결과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

러한 연구들 중 양면게임이론이 사용된 연구12)는 주로 한일 FTA등과 

같은 경제적 쟁점의 연구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한 연구가 양면

게임이론을 사용하여 2005년 한일 역사 교과서 문제를 분석하였다13).  

12) 양면게임이론이 사용된 연구는 이론적 분석과 실증적 분석으로 나뉜다. 첫째로, 
양면게임의 이론적 측면에 대한 기존연구는 손병권(2008)에 정리되어 있다. 이
에 따르면 양면게임이론은 김태현 외(1995)에서 이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관
련 사례를 제시한 이후, 실증적인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양면게임이론에 대
하여서는 정기웅(2002)이 기존 이론이 양자 간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듯한 용어
적 한계를 제시하며 투-페이스 게임으로의 변용을 시도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수정되지 않은 기존의 퍼트남(Putnam,1988)의 ‘양면게임이론’이라는 용어가 
현재까지 실증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둘째로, 양면게임이론을 사용한 실증적 연구는 1)한일 신어업협상, 2)한일 
FTA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한일 신어업협상에 관해서는 양기웅(2005)과 홍
보람(2010)이 ‘1998년 한일 신어업협상’의 졸속합의와 비준의 원인을 외압-
이슈연계 가설과 정책 결정자의 윈셋 확대 전략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2)한일 
FTA에 관해서는 유규열(2004)이 양면게임의 이론적 틀로 FTA의 경제적 효과
를 통해 협상과정을 설명한 것을 시작으로, 양기웅(2006), 안세영&김정곤
(2010), 도다 다카시(2012), 이기완(2013)에서 내부이해집단의 갈등, 이해관계
자들의 인식, 교섭 대표자의 자세, 정치 경제적 쟁점요인 등이 한일 FTA 협상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한편, 양면게임이론이 사용되지 않고 사적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거나 
이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실증적 연구를 내용적으로 1)한일회담, 2)한
일어업협상, 3)한일 FTA, 4)한국인 유골문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1)한일회담과 관련한 연구로는 박태균(2005)에서 여론의 중요성을, 김용복
(2006)이 박정희 정권의 특수성을, 김영미(金榮美)(2010)가 대표단의 역할을, 
조아라(2014)가 미국변수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이외에 사적 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장박진(2008), 최희식(2008), 장박진(2015) 등이 있다. 2)한일어업
협상에 관련한 연구는 김민석(金玟錫)(2010), 조윤수(2013)에서 해당 협상을 
역사적 기술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3)한일 FTA에 관련한 연구는 정인교(2004), 
임영언(2008), 최석신, and 임영언(2009)에서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였으며, 김
기홍(2005)에서 협상을 내부협상, 외부협상의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보여주
었다. 4)한국인 유골문제에 대해서는 오일환(吳日煥)(2012)이 전후 한국인 유골
문제의 합의과정에서 양국의 입장 절충과 협상 과정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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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연구는 독립변수의 세분화를 진행하지 못하여 일본과 한국의 

국내정치의 제도적, 실질적 성격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으며, 언론 등의 

제한적인 정황증거만을 제시하여 실제 협상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다. 

제 3 절 기존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의의

기존연구는 한일 역사 교과서 문제와 한일협상에 관한 연구로 나

누어 볼 수 있었다.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역사 교

과서 문제의 원인과 대응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양국 간 협

상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는 양국 간의 협상과정이 공개

되지 않아서 연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상과정을 양면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하려 시도한 

연구가 있었으나, 해당 연구는 사료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서 언론 자

료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상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또한 기존의 한일 간의 협상에 관한 연구는 한일 FTA와 같은 경

제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양면게임 이론을 통해서 경제적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을 면밀하게 분석한 바 있으나, 한일회담과 같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틀 없이 연구마다 제각기의 기준으로 산발적 분석

만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한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다양한 행

위자를 강조하는 식으로 체계적이지 않은 연구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

서 한일 간 정치적 협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의과정의 다

양한 요인들을 명확한 분석틀을 통해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2012년 공개된 한일 간 협상과정이 담

겨 있는 외교사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세 가지 측면의 의의를 

가지고자 한다. 

첫째로, 역사 교과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한일의 국내정치, 국제

13) 최은미. "양면게임이론으로 분석해 본 한일 과거사 문제: 2005 년 역사교과서 
파동을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7.1 (2011): 14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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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각국 정부의 외교정책결정으로 이어지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도 해당 사안이 외교문제로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각국의 시민사회와 정부의 반응을 연구한 바 있으나 해당 연

구들은 역사 교과서 문제가 시민사회 혹은 정부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촉

발하여 일본의 시정조치를 견인한 것처럼 묘사하였다. 이는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해당국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와, 상대국의 

반응을 고려하여 구성되는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국내정치 행위자 간의 동학과 한일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도출되는 

과정을 밝히려고 한다.

둘째로, 역사 교과서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정

책결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타협점에 이르게 되는지를 밝히고자 한

다. 기존의 연구는 1982년의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한국의 대응에 따라

서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보는 관점이 대다수였으나, 이러한 시각

은 실제로 이루어진 한국의 대응에 대한 일본 측 대응, 그리고 한국 측 

재대응의 일련의 과정을 축소하여 일방향적이고 단편적인 분석만을 제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외교

정책결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이후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로, 기존의 양면게임 이론을 보완하고자 한다. 양면게임에 의

하면 협상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각국의 국내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국제 합의의 조합인 윈셋(Win-set)14)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더 

14) 윈셋(win-set)의 정의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정의와 다른 정의로는 
공간투표모형에서 사용하는 정의가 있다. 공간투표모형에서는 윈셋을 ‘특정한 
안 y가 있을 때, 과반수에 의해서 y보다 선호될 수 있는 대안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윈셋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퍼트남의 양면
게임에서의 윈셋의 정의를 따른다. 이는 특정한 안에 비해서 선호되는 대안들의 
집합이 아니라 국내정치적으로 다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안들의 집합을 의미
한다. 공간투표모형에서의 윈셋의 정의는 다음을 참조.  Feld, Scott L., et al. 
"The uncovered set in spatial voting games." Theory and Decision 23.2 
(1987): 129-155; Miller, Nicholas R. "In search of the uncovered set." 
Political analysis 15.1 (20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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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협상력을 지닌다(Putnam 1988, 439~440). 그런데 정책결정자가 

국내 구성원에 대한 정책결정의 자율성이 작을수록 국내적 동의가 중요

해지므로 해당국의 윈셋 사이즈가 작아진다. 이를 확장시켜보면 권위주

의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내적인 동의가 상대적으로 더 중

요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정책적 자율성이 제한된다. 따라서 권위주의 국

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국가의 윈셋 사이즈가 더 작으며 이들은 더 높은 

협상력을 가진다15). 그러나 1982년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한 

합의과정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이 권위주의 국가인 한국에게 양보

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는 양면게임이론의 일반적인 상

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로, 이의 분석을 통해 해당 이론을 보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연구 설계

1. 연구대상: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일협상

     

1)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을 축소

하려는 시도가 국내외 정치적인 이슈로 부상한 경우’로 정의한다. 이는 

일본 내부에서는 1955년부터 이루어졌으나, 1982년에 최초로 해외 언

론에서 언급되면서 국제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 

일본 정부의 보수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외교적 갈등

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일 협상

15) Putnam, Robert D.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03 (1988), p. 449.



- 9 -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가 국제문제로 확대된 이후,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일정부는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일본의 

교과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2. 연구시기: 1982년 6월 26일부터 8월 26일

본 연구의 시기는 1982년 6월 26일부터 8월 26일로 한정한다. 

이와 같은 연구시기의 설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1982년이 갖는 국제정치적 중요성

첫째, 일본 교과서 문제는 1982년 처음으로 국내정치적 사안에서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확대되었다16).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의 시도는 

1982년 이전에도 존재하여 일본 국내정치적으로는 보수와 혁신의 갈등

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2년 처음으로 해당사안이 국제정치적

으로 이슈화가 되어 문제의 해결 과정에 한국, 중국 등 국가가 참여한 

결과, 일본의 시정조치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시기를 연구하는 것은 외교차원에서의 역사 교과서 문제의 초기 구성을 

이해하고 국가 간 합의과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한국 정

부의 외교문서 공개제도에 따라서 2012년에 1982년의 외교 사료가 공

개되어 한일 정부의 협상과정을 더욱 가시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

다.

 

2) 1982년 교과서 문제의 발생과 해결(6월 26일~8월 26일)

위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1982년 교과서 문제에 집중하며 그 

16) 신주백. "[연구논문]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 (1965∼ 

2001)-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한국근현대사연구 17 (2001): 216-252; 山

本健太郎. "国交正常化から 50 年の日韓関係: 歴史・領土・安全保障問題を中心

に." レファレンス 65.5 (2015): 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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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사건이 발생한 1982년 6월 26일부터 사건이 외교적으로 해결

되는 8월 26일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기를, 사건이 발생한 시점(6월 26일)부터 일본 측의 시정 조치 각서 

전달 시점(8월 26일)을 한국 측의 비망록 전달 시점(8월 3일)을 기준

으로 앞전 시기를 제1국면으로, 이후의 시기를 제2국면으로 나누어 살

펴보려고 한다. 이 같은 시기의 구분은 한국 측의 비망록 전달에 따라서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가 외교문제로 발전하여 한일 간의 문제해결 방식

이 달라진 점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3. 연구방법: 사료분석 및 문서연구

본 연구는 사료분석을 통해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한

국과 일본의 협상과정상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또한 문서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1차, 2

차 자료들을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국내외 정치적 지형의 변화를 살펴보

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사료는 2012년 한국 외교

사료관이 공개한 “일본 교과서 한국관계 역사 왜곡문제, 198217)”이

다. 해당 사료에는 당시의 한일 정부 간의 협상 과정과 이를 둘러싼 양

국의 여론의 추이와 이를 인식하는 양측 정부의 입장이 상세하게 기록되

어 있다. 그 동안의 연구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의 역학을 언론을 

통해서만 파악한 바 있으나, 본 연구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의 요인을 

실제 사료를 통해 봄으로써, 각국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사용한 전략과 

이의 상호작용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7) 해당 사료의 설명은 부록 136쪽의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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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본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인 제 2 장에

서는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협상을 분석

하기 위한 분석틀을 퍼트남의 양면게임을 이론을 통해서 도출한다. 먼저

는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이 나오기 이전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

에 관한 기존연구를 소개하고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로서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이 가지는 위치를 소개한다. 

후반부에서는 양면게임이론의 핵심 개념과 내용을 소개하고 본 연구의 

분석에 알맞은 방식으로 이론을 수정하여 연구의 핵심 가설을 제시한다. 

끝으로는 양면게임의 분석대상으로서 1982년의 한일 교과서 문제에 대

한 협상의 적실성을 제시한다. 

두 번째 부분인 제 3 장에서는 1982년 한일 간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 제1국면에서의 한일 양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에 따라 주어진 윈셋을 양면게임의 결정요인에 따라서 도출하여 비

교해본다. 먼저는 당시 일본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쟁점사항을 양국의 

입장에서 비교해보고 연구 가설에 따라서 한일의 정책 결정자의 자율성

을 비교하여 제1국면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윈셋을 비교해본다. 

세 번째 부분인 제 4 장에서는 1982년 8월 3일 이후 한일 간 정

부차원에서의 공식적 협상이 이루어지는 제2국면에서 한일 양국의 윈셋

의 변화를 양면게임의 가설에 따라서 도출하여 비교해본다. 먼저는 한일 

정부 간 협상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이후 협상대표자의 협상전략

에 따라서 변화되는 윈셋의 크기를 비교해본다. 

끝으로 네 번째 부분인 제 5 장에서는 1982년의 한일 간 교과서 

문제에 대한 협상의 결과를 제시하고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게 된 요인

을, 양면게임의 제1국면과 제2국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논의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학술적, 실제적 기

여와 한계를 밝히고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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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양면게임: 이론적 고찰

제 1 절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에 관한 기존 

연구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에 대한 기존연구는 첫째, 국제정치가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 둘째,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셋

째,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18). 

1. 국제정치가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

국제정치가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경제와 국제안보를 강

조하는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제경제를 강조하는 측면의 연구는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자유주의 발전국가론(Liberal Development School), 기능주

의(Functionalism),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 국가중심적 맑시

즘(State-centered Marxism)등이 있다.

중심과 주변부의 구조를 강조하는 종속이론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체제가 개발도상국이 택할 수 있는 정책적 선

택지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세계 경제에서의 분업구조에 따라서 국가

의 형태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19).

18) 다음의 분류는 다음을 참고. Gourevitch, Peter. "The second image 
reversed: the international sources of domestic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2.04 (1978): 881-912.

19) Frank, Andre Gunder.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Vol. 93. NYU Press, 1967;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1974); Caporaso, James A. 
"Dependency theory: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development 
stud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4.4 (1980): 6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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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발전국가론의 경우에는 발전한 세계경제에 대한 접촉이 

후발 신흥국의 경제를 부흥하게 하며, 이는 해당 국가들의 제도가 선진

국의 그것으로 발전하는 동원이 된다고 본다20). 

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나이(Nye)와 코헤인(Keohane)은 체제적 수

준에서의 국가들 간 상호의존이 각국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이를 통

해 국제 협력의 가능성을 이야기 하였다21). 또한 코헤인

(Keohane)(1996)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간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

여, 국제적인 측면의 경제적 세계화가 국내정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였다22). 

신중상주의적 접근에서는 국제경제체제가 국가를 제약하며 이것이 

국가들의 정책의 내용을 변화시킨다. 신중상주의는 초국가적 행위자보다 

국가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국가가 국가이익에 기반하여 정책을 결정하

며 국가이익에 따라서 국가의 개방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국력의 차이로 구성되는 국제 레짐은 국가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예를 들어 패권국이 있을 경우에 다른 국가들이 좀 더 개방적이며, 패권

국이 없을 경우에는 좀 더 보호주의적인 정책이 선택된다23).

다음으로 국제안보를 강조하는 측면의 연구는 체제의 무정부성, 

해외 개입을 강조하는 연구 등이 있다. 먼저 체제의 무정부성을 강조하

는 연구는 무정부 상태에서 전쟁의 위협이 국가들이 외부위협에 맞서 내

부적인 조직을 만드는 유인이 된다고 주장하며, 권력정치와 세력균형이 

20) Hechter, Michael. Internal colonialism: The Celtic fringe in British 
national development, 1536-1966. Vol. 197. Univ of California Press, 
1977.

21)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Survival 15.4 (1973): 158-165;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22) Keohane, Robert O. Internation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23) Gilpin, Robert.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Vol. 2. Basic Books, 1975; Gilpin, 
Robert. "Three models of the future."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Palgrave Macmillan UK, 1975. 21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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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동의 근간이 되며 국가제도의 원천은 군사기구라고 주장하였

다24).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월츠(Waltz)는 국제정치의 세 가지 분석 수

준 중에서 무정부 상태로 이루어진 국제체제가 전쟁과 같은 국가행위를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25). 

다음으로 해외개입을 강조하는 연구는 다른 국가의 외교정책에 의

해서 국가의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프랑

스는 중앙 유럽에서의 오스트리아 견제정책의 일환으로 프러시아에게 영

토를 주었으며 이는 프러시아의 국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26).  

2.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관료정치와 구조적변수를 

강조하는 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관료정치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 1기의 관료정치연구는 주로 다양한 분야의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루었

으며 이론적인 틀로 정리된 형태는 아니었다. 예를 들어 후기 연구자들

에게 관료정치 연구 1세대에 포함되는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27). 먼

저, 경영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연구로 마치&사이먼(March and 

Simon)(1958)은 조직을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조정체계로 

정의하면서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매커니즘에 대하여 연구

하였으며28), 싸이어트&마치(Cyert and March) (1961)는 기업을 관리

24) Hintze, Otto.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the State." 
(1906): 178-215; Anderson, Perry. "Lineages of the absolutist state." 
London: New LeftBooks (1974); Tilly, Charles, and Gabriel Ardant.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Vol. 8. Princeton Univ 
Pr, 1975.

25) Waltz, Kenneth Neal.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26) Kaiser, Karl. German foreign policy in transition: Bonn between East 
and West. Vol. 159. Oxford UP, 1968.

27) 다음의 분류는 다음을 참고. Art, Robert J. "Bureaucratic politic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A critique." Policy Sciences 4.4 (1973): 
467-490; Caldwell, Dan. "Bureaucratic foreign policy-making."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1.1 (1977): 87.

28)March, James G., and Herbert Alexander Simon. "Organizations."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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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자, 주주, 고객 등의 구성원들의 연합이라고 상정하고 이들 간의 

흥정(Bargaining)의 결과로 기업의 행태가 정해진다는 점을 밝혔다29). 

정치학의 연구에서는 노이슈타트(Neustadt)(1960)가 대통령의 힘이 정

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으며30), 쉴링(Schilling), 하몬드

(Hammond), 스나이더(Snyder)는 1962년 사례연구를 통하여 정부, 관

료들의 의사결정, 자문기구 등의 행동, 대통령의 적극성 등을 통하여 안

보정책의 변화를 설명하였고31), 헌팅턴(Huntington)(1963)은 군사정책

과 전략 프로그램에 있어서 대내외적인 압박을 중요한 요인으로서 분석

하였다32). 해당 연구들에서는 행위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제도적 위치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이론적으로 구

체화하지는 않았다. 

제 2기의 관료정치연구는 앨리슨(Allison)의 연구로 대표된다. 해

당 시기에는 관료정치가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틀 형태로 정리

되었다. 앨리슨(Allison)(1971)은 합리적 국가 모델의 합리적이고 단일

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 비판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결정이 국내적 개인과 조직의 변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제 2모형에서 앨리슨은 정부의 정책결정이 조직 

산출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직문화, 표준행동절차, 조직의 

역량에 의해서 외교정책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제 3모형에서

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국내행위자들의 정치적 흥정의 결과물이라는 점

을 지적하며, 국내의 다양한 의도들의 절충으로 결정되는 외교정책의 모

습을 강조하였다33). 

29) Cyert, Richard M., and James G. March. "A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Englewood Cliffs, NJ 2 (1963).

30) Neustadt, Richard E. Presidential power.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0.

31) Hammond, Paul Y., and Glenn H. Snyder. Strategy, politics, and 
defense budget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2.

32) Huntington, Samuel P. "The Common Defense: Strategic Programs in 
National Politics." (1962): 634-636.

33) Allison, Graham Tillett, et al.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No. 327.5 (729.1). e-libro, Corp.,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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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는 접근법들은 외교정책 분석은 국

내정치적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포함시켜야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카젠스타인(Katzenstein)은 산업 국가들의 대외 

경제 정책에 국내적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프랑스는 국가중

심적(State-Centered), 미국은 사회중심적(Society-Centered)으로 

국내정치적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 대외 경제 정책이 다르게 수행되었다

고 설명하였다34). 또한, 크래스너(Krasner)도 이와 유사하게 미국의 국

내정치적 요소가 미국 상업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했다고 주장하였

다35). 

3.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상호작용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각각 국제정치가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

과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전자는 국

제경제와 국제안보가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이는 국

가내부 행위자들의 정치적 역학에 따른 외교정책의 변화양상을 보여주지

는 못하였다. 후자의 경우, 관료정치, 구조적 요인과 같은 국내정치적 변

수들이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인과과정을 보여주었으나, 국

내정치와 국제정치 사이의 상호작용 자체를 이론화하지는 않았다. 이러

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인식한 거비지(Gourevitch)(1978)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할 필요성을 주장36)하였으나, 그의 주

장은 문제제기에 그쳤으며 명확한 분석틀의 형태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34) Katzenstein, Peter J.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omestic structures: 
Foreign economic policies of advanced industrial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0.01 (1976): 1-45.

35) Krasner, Stephen D. "US commercial and monetary policy: unravelling 
the paradox of external strength and internal weaknes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1.04 (1977): 635-671; Krasner, Stephen D. Defending the 
national interest: Raw materials investments and US foreign poli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36) Gourevitch, Peter. 1978. pp. 8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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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의 내용 및 수정

1. 양면게임이론의 내용

퍼트남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에 관련한 기존연구들이 양

측을 충분히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정치

와 국내정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비유로서 투-레벨(Two-Level)게임을 

제시하였다37).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동시에 

충분히 고려하면서 양측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분석틀로서 국제 협상의 

두 가지 차원의 게임을 이론화한 것이다. 

협상상황이란 서로의 선택과 결정이 상호의존적인 2인 이상의 다

수 간 전략적 상호관계를 말하는데38), 퍼트남은 국제정치에 관련한 정

치적인 게임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제 1레벨(Level 1)의 게

임은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각국 정부 간의 협상으로, 이 단계에서 정부

는 국내적 이익을 확대하는 한편, 상대국가와의 관계로부터의 손해를 최

소화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제 2레벨(Level 2)의 게임은 국내적인 차원

에서의 정부와 국내행위자들 간의 협상으로, 이 단계에서 정부는 협상 

합의안의 국내비준을 위하여 국내 행위자들의 이해를 수용하는 한편, 이

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퍼트남은 이 두 게임의 상호작용을 통

해서 결과물이 산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39).

2. 윈셋(Win-Set)의 개념

퍼트남은 양면게임을 이론화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비준을 위한 

윈셋을 강조하였다. 윈셋의 크기는 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큰 영향을 끼

친다. 윈셋이란 각국의 국내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국제적 협상에서

37) Putnam, Robert D.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03 (1988): 427-460.
38) 정기웅, 『투-레벨 게임에 대한 새로운 모색』, 한국학술정보, 2006, p. 71.
39) Putnam, Robert D. 1988. pp. 42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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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가의 윈셋사이즈

큼 작음

A 국가의 
윈셋사이즈

큼 절충형
(균형적 이익분배)

B 국가에
유리한 결과

작음 A 국가에
유리한 결과

협상실패 혹은 
협력붕괴

표 1 국제협상 결과의 변이성 분류(김관옥, 2010)

의 모든 종류의 합의의 조합을 의미한다. 국제적 게임에서 합의가 이루

어진다고 하더라도 비준을 받을 수 없다면 협상 자체가 효과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협상 대표들은 자국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윈셋의 

크기를 고려하면서 국제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이때 비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국회를 비롯하여, 관료, 이익집단, 사회계층, 여론의 이해관계

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각국의 윈셋의 크기가 결정된다.

퍼트남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윈셋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 먼저,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경우, 윈셋이 클수록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협상의 타결은 양측이 모두 국내적인 동

의를 얻을 수 있는 공동의 합의안이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양

측의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윈셋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양측의 협상은 서로의 윈셋이 

큰 경우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음으로, 작은 윈셋 사이즈를 가진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더 높은 협상력을 지닌다. 이는 작은 윈셋이 협상 시에 자국에게 

불리한 합의안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자

국의 윈셋이 작아 협상 합의안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불

리한 협상안을 거절하는 한편, 보다 유리한 협상안의 타결을 추구한다. 

윈셋에 의한 협상타결가능영역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요컨대, 협상시 국내적 윈셋의 크기가 협상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윈셋에 따른 국제협상의 과

정과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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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협상자(A)와 협상 상대방(B)의 윈셋에 따른 협상타결가능영역

(출처: Putnam(1988), pp. 436~441. 을 중심으로 필자 재구성

3. 윈셋의 결정요소 

퍼트남은 윈셋 사이즈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국내의 주요 행위주

체들 사이의 권력, 선호, 연합의 배분(Level Ⅱ Power, Preferences, 

and Coalitions)’, ‘국내정치제도(Level Ⅱ Institutions)’와 ‘협상

대표의 전략(Level Ⅰ Negotiators' Strategies)’을 제시40)한 바 있

다.

1) 국내의 주요 행위주체들 사이의 권력, 선호, 연합의 배분

먼저, 사안에 대하여 국가 내부 행위자들의 선호와 연합이 다양할

수록 윈셋이 커진다. 이는 선호와 연합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사안에 대

한 그룹들의 강력한 연합이 불가능하며, 일부에게 반발을 일으키는 협상 

결과라도 그 밖의 세력에게 지지를 끌어내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대

로 선호와 연합이 단일하게 구성되어 있을 경우는 특수한 이해가 받아들

여져야 하므로 국내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합의안의 폭이 작아진다. 

또한, 사안에 대한 연합의 양상도 윈셋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라

40) Putnam, Robert D. 1988. pp. 43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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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만약 국가 내부 행위자들이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

장을 바탕으로 느슨한 연합을 가질 경우, 다양한 협상안이 비준될 수 있

기 때문에 윈셋의 크기가 커진다. 한편, 반대의 경우, 사안에 대하여 특

정 행위자들이 강력한 입장을 토대로 결집하여 연합이 구성되면, 이러한 

집단들의 정치화는 협상 합의안이 국내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하

며, 따라서 윈셋이 작아진다. 

2) 국내정치제도

국내정치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비준과정은 윈셋의 크기에 영향을 

끼친다. 한 국가의 의사결정자의 자율성이 클수록 윈셋이 커지는데 구체

적으로 해당국의 비준에 필요한 의석수, 거부권 발휘를 위한 의석수 등

과 같은 국내정치적 제도는 윈셋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의사결정

자의 국내정치적 자율성이 높은 강한 국가의 윈셋이 더 큰데, 협상에 있

어서는 이러한 속성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 국가

의 경우에 비해 독재국가의 협상력이 더 낮게 나타난다(Putnam 1988, 

449). 

여기에서 퍼트남이 인용하고 있는 연구는 쉘링(Schelling)의 ‘갈

등의 전략(The strategy of conflict)(1980)’이다. 쉘링은 그의 저서

에서 독재국가의 외교관은 민주국가의 외교관에 비해서 국내적 이유로 

불리한 결과를 수락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41), 퍼트남은 이를 국가 자율성의 논리와 연결하여서 독재

국가에 비해서 민주국가가 더 높은 협상력을 지닐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쉘링의 언급 이후 국내정치제도가 협상력의 미치는 영향력

은 신호게임이론(Signaling game theory)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양국 

간의 게임에서 국가들은 서로의 진의를 판별하려는 노력을 하며 이는 게

임의 결과를 좌우한다. 예를 들어 제로섬(Zero-Sum)게임의 상태로 이

루어지는 겁쟁이(Chicken)게임의 경우를 상정해보면, 양국은 벼랑끝전

41) Schelling, Thomas C. The strategy of conflict.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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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Brinkmanship)의 선제적 사용을 통해 자국이 더 많은 위협을 감수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어 게임에서 승리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상대국

의 진의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42). 

신호게임이론에서는 국가의 진의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당 

국가가 발언에 대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을 든다.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ing)는 값싼 신호(Cheap talk)보다 더욱 신뢰성을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서 제임스 피어론(James Fearon)은 해당 국가의 청중비용

(Audience cost)개념을 제시한다. 국내 청중은 지도자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정치적인 통제를 가하며, 지도자의 언행에 

책임성을 요구한다. 청중비용은 국내정치적 제도에 의해서 판별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독재국가와 민주국가는 지도자가 감당해야 하는 정치적인 

비용차이가 크며, 민주국가의 값비싼 신호는 독재국가의 값싼 신호에 비

해서 더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크다43)44). 

42) Fearon, James D. "Rationalist explanations for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49.03 (1995): 379-414.

43) Fearon, James D. "Signaling versus the balance of power and interests 
an empirical test of a crisis bargaining model."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8.2 (1994): 236-269.

44) 국내적 행위자들의 힘, 선호, 연합의 분포와 국내정치제도에 의해서 국가의 행
동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례 연구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논문들에서, 무역, 외국
인 직접투자, 화폐정책의 투명성 등과 같은 국제정치경제 분야와, 쌍무적
(Dyadic) 민주평화, 쌍무적 민주분쟁, 동맹의 신뢰성, 위기, 전쟁, 전쟁시 사상자 
수준, 등의 안보연구 등 넓은 분야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Mansfield, Edward D., Helen V. Milner, and B. Peter Rosendorff. "Why 
democracies cooperate more: Electoral control and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6.03 (2002): 477-513; Jensen, 
Nathan M. "Democratic governance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Political regimes and in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57.03 (2003): 587-616; Broz, J. Lawrence. "Political 
system transparency and monetary commitment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6.04 (2002): 861-887; Schultz, Kenneth A. "Do 
democratic institutions constrain or inform? Contrasting two institutional 
perspectives on democracy an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53.02 
(1999): 233-266; Senese, Paul D. "Between dispute and war: The 
effect of joint democracy on interstate conflict escal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59.01 (1997): 1-27; Lipson, Charles. Reliable partners: How 
democracies have made a separate pea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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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와 독재국가 사이의 협상 시의 신호의 신뢰성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민주국가의 우위를 주장하였다. 민주국

가는 1) 야당의 견제, 2) 언론 매체의 적극성, 3) 선거를 통한 평가 등

의 속성으로 인해서 신뢰성 있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

으로 민주국가 내부의 야당의 존재는 정당의 경쟁을 통하여 국민과 정치 

지도자 간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방지한다. 또한 민주국가 언론 매체의 

적극성은 정부의 행동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한다. 마지

막으로 민주 정권은 선거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정부의 

행동이 청중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하여 민주

국가의 정치 지도자는 국가 간 게임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신호를 보내

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협상 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45).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은 민주국가와 독재국가 중 민주국가가 반드

2013; Partell, Peter J., and Glenn Palmer. "Audience costs and interstate 
crises: An empirical assessment of Fearon's model of dispute outcom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2 (1999): 389-405; Gelpi, Christopher 
F. "Winners or losers? Democracies in international crisis, 1918–94."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Vol. 95. No. 03.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Reiter, Dan, and Allan C. Stam. Democracies at 
wa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Valentino, Benjamin A., Paul K. 
Huth, and Sarah E. Croco. "Bear any burden? How democracies minimize 
the costs of war." The Journal of Politics 72.02 (2010): 528-544; 
Martin, Lisa L. "Credibility, costs, and institutions: Cooperation on 
economic sanctions." World Politics 45.03 (1993): 406-432.

45)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 Smith, Alastair. "International crises 
and domestic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03 (1998): 
623-638; Schultz, Kenneth A. "Domestic opposition and signaling in 
international cris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04 (1998): 
829-844; Schultz, Kenneth A. Democracy and coercive diplomacy. Vol. 
76.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Guisinger, Alexandra, and 
Alastair Smith. "Honest Threats The Interaction of Reputation and 
Political Institutions in International Cris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6.2 (2002): 175-200; Tomz, Michael. "Domestic audience 
cos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 experimental approa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61.04 (2007): 821-840; Snyder, Jack, and Erica D. 
Borghard. "The cost of empty threats: A penny, not a poun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5.03 (2011): 437-456; 김지용. "위기 시 청중
비용의 효과에 관한 이론 논쟁 및 방법론 논쟁의 전개과정 고찰, 1994-2014." 
국제정치논총 54.4 (2014): 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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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중비용이 높은 것이 아니며, 때로는 독재국가가 청중비용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 레짐의 여부가 아니

라, 해당국의 세부적인 정치적 속성이 청중비용을 결정한다46). 구체적으

로 이러한 연구들은 레짐의 성숙도, 국내 정치적 파벌의 양상, 정치적 

리더를 처벌할 수 있는 국내 정치 집단의 유무, 청중의 속성, 자국의 청

중비용이 상대국에 의해 관측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같은 국내정치적인 

세부적인 속성에 따라서 독재국가의 경우에도 청중비용이 높을 수 있다

는 점을 주장하였다47). 

위와 같이 민주국가와 독재국가에서 국내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청중비용이 달라진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민주주의국가의 제

도적 특성이 청중비용을 창출하기에 용이하여 협상 시 전략적 우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연구가 지배적이었으나, 후기 학자들에 의하여 레짐 자

체의 구분 보다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국내정치적 속성이 청중

비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주국

가와 독재국가 간 위기상황에서 어떠한 국가가 청중비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협상 시에 우위를 차지하는가에 대하여서는 아직 명확한 가설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48).

46) 해당 논리는 비교정치학의 연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Svolik, Milan W. "Power sharing and leadership dynamics in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2 (2009): 477-494; 
Bunce, Valerie J., and Sharon L. Wolchik. "Defeating dictators: Electoral 
change and stability in competitive authoritarian regimes." World Politics 
62.01 (2010): 43-86.

47)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 Senese, Paul D. "Democracy and 
maturity: Deciphering conditional effects on levels of dispute intensit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3 (1999): 483-502; Prins, Brandon C. 
"Institutional instability and the credibility of audience cost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interstate crisis bargaining, 1816-1992." Journal of 
Peace Research 40.1 (2003): 67-84; Weeks, Jessica L. "Autocratic 
audience costs: Regime type and signaling resolv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2.01 (2008): 35-64.

48) 김지용. "위기 시 청중비용의 효과에 관한 이론 논쟁 및 방법론 논쟁의 전개과
정 고찰, 1994-2014." 국제정치논총 54.4 (2014): 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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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대표의 전략

국내정치적 속성에 의해서 주어진 윈셋의 크기는 고정된 것이 아

니며 협상자의 전략에 따라서 윈셋이 변화할 수 있다. 국제적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여 자국 혹은 상대국의 윈셋의 크기

를 변화시킨다. 협상자들은 자국의 윈셋을 축소시키는 한편, 상대방의 

윈셋을 확대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취

한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자국의 윈셋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첫째, 국내 강경파 세력에 대하여 공개적인 약속을 하거나, 국내적

으로 민감한 사안을 정치쟁점화하여 국내 여론의 흐름을 강경하게 만들

어 윈셋을 축소하는 발목 잡히기(Tying-Hands) 전략이 있다. 

둘째, 국내집단들에게 이면보장을 함으로서 윈셋의 크기를 확대하

는 이면 보상(Side-Payment)전략이 있다. 이를 통해서 협상자는 정책

적 자율성을 높인다.

셋째, 사안의 속성을 새롭게 정의하여 자국의 윈셋을 확대시켜 정

책적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사안의 재정의(Redefinition)전략이 있다. 예

를 들어 협상자는 해당 협상이 자국의 핵심이익과 연관되는 중요한 것임

을 강조하면서 사안을 재정의하여 자국국민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

다49).

넷째, 협상에 대해서 대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여 국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국 협상자에게 호언장담

(Assurance)을 하는 전략이 있다. 협상자는 국내의 윈셋을 확대하는 것

이 어려울 경우, 대외적으로 선제적인 약속을 하여 대외국에게 발목을 

49) Friman, H. Richard. "Side-payments versus security cards: Domestic 
bargaining tactics in international economic negoti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03 (1993): p.392. 김태현, 유석진, and 정진영.『외교 와 정
치: 세계화 시대 의 국제 협상 논리 와 전략』. Vol. 3. 오름, 1998.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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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는 형식으로 국내의 윈셋을 확대할 수 있다.  

(2) 상대국의 윈셋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첫째, 사안을 다른 쟁점 사안과 연계함으로써 사안의 구조를 바꾸

는 쟁점 사안의 연계(Targeting Issue Linkage)전략이 있다. 이를 통

해서 단일 사안에서는 불가능한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다50). 사

안의 연계를 통해서 상대국 내의 강경파들의 효용함수를 변화시켜 윈셋

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51).

둘째, 상대국의 국내집단에 호소하여 사안의 일반적 이미지를 바

꿔 상대국의 윈셋을 확대하는 메아리(Reverberation)전략이 있다. 이는 

특정한 표적 집단을 노리지 않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사안의 상징적인 변

화를 통해서 윈셋을 변화시키는 전략이다. 

셋째, 상대국의 정책 결정자에게 직접 로비를 가하여, 정책선호를 

바꿈으로써 정책에 변경을 가하는 초국가적 로비(Transnational 

Lobby)전략이 있다.

(3) 쌍방의 윈셋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전략

첫째, 협상 당사국끼리 정치적 자산을 상호 교환하여서 서로의 윈

셋을 확대하는 정부 간 담합(Collusion)전략이 있다. 이는 모종의 결탁

을 통해서 양국의 협상자가 서로의 윈셋을 확대하여 정치적으로 결착을 

취하는 전략이다.

둘째, 협상 시 비정부적 차원에서의 제휴를 활성화하는 초국가적 

제휴(Transnational Alliances)전략이 있다. 협상 시 정부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타협이 비정부적 차원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서로 간

의 윈셋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50) Haas, Ernst B. "Why collaborate? Issue-linkage and international 
regimes." World Politics 32.03 (1980): 357-405.

51) 김태현 외 1998.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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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면게임이론의 수정

1) 공식적인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는 협상

앞서 살펴본 것처럼 퍼트남은 비준의 개념을 통해서 제 1레벨과 

제 2레벨의 게임을 연결하였다. 제 1레벨의 합의사항이 제 2레벨의 비

준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각국의 의사결정자는 국내정치적인 윈셋을 고려

하여 국제적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양면게임의 비유

는 국내적인 비준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 간의 협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 

법적으로 국내적인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정치적인 

압력은 국가 간의 합의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협상 대표자들은 협상 결

과에 따른 국내정치적인 보상과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예를 들

어 앞에서 언급된 야당 혹은 정치적 대안세력의 견제, 언론 매체의 적극

적인 보도, 선거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은 비단 법적인 비

준이 필요한 사안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인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양면게임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한일 간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같은 사안은 국내적인 법적 비준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한

일 양국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합의에 있어서 자국의 국내정치적인 속

성을 고려하며, 그러한 속성이 합의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 

2) 정치제도의 특성

퍼트남은 공식적인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비준과 

관련한 국내정치적인 제도가 윈셋의 크기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였

다. 이는 그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정책결정자의 자율성에 의해

서 윈셋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서 퍼트남은 비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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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의석수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석수 등을 중요한 지표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단 비준이 필요한 국제적 협상에만 

양면게임이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준이 필요하지 않은 경

우에도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국가 간 협상에 대해 

양면게임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각국의 정치제도의 특성은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는 협상에서도 정책결정자의 자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윈셋을 변화시키는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체제(민주주의/권위주의), 정당체계(일당, 양

당, 다당제), 집권당의 의석분포(안정과반, 과반, 과소), 집권당 내부의 

분열 정도(파벌의 수와 분포), 야당의 의석분포(연합 및 위협 잠재성의 

여부), 야당의 속성(선명야당의 여부) 등의 변수로 정치제도의 특성을 

파악한다52). 위와 같은 지표의 설정은, 해당 지표들을 통해 정책 결정자

의 국내정치적인 지지기반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였다. 

국내정치적으로 지지기반이 강력하게 구성될수록 정책결정자의 자율성이 

커진다. 

3) 권위주의53)와 민주주의 정부 간 전략적 우위성

52) 해당 지표는 다음 연구들을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Duverger, Maurice.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Methuen, 1959.; Ware, Alan.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Vol. 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Sartori, Giovanni.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ECPR press, 2005.

53) 권위주의(Authoritarian)정부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정부로서의 
요건, 1) 자유롭고 경쟁적인 입법 선거, 2) 자유로운 직접선거 및 경쟁적인 대
선, 혹은 의회제도 하에서의 의원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된 행정부라는 두 가
지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민주주의 정부, 그러지 못할 경우에 권위주의 정부
로 분류된다.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Przeworski, Adam. 
Democracy and development: political institutions and well-being in the 
world, 1950-1990. Vol.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Boix, 
Carles.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Cheibub, Jos Antonio, Jennifer Gandhi, and James Raymond Vreeland. 
"Democracy and dictatorship revisited." Public choice 143.1-2 (2010): 
6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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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것처럼,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에서는 독재국가에 비

해서 민주주의 정부의 윈셋이 작기 때문에 협상에서 우위를 지닌다고 하

였다. 그러나 이후의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권위주의 정부54)가 반드시 

민주주의 정부에 비해서 정책결정자의 자율성이 크지 않으며, 더 중요한 

것은 각국의 국내 정치적인 속성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정치체제 그 

자체가 전략적 우위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그보다는 해당 국가의 세

부적인 정치제도의 속성에 의해서 정해지는 정책결정자의 자율성에 따라

서 전략적 우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와흐만(Wahman) 외 (2013)는 권위주의 민주주의 국

가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특정한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높은 협상력을 

지닐 수도 있다5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에서의 

논의와는 달리 정치체제라는 제도적 특성 그 자체가 아니라 협상 당사자

국들의 정치체제의 구체적인 속성을 정치제도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4) 국내 여론의 반발 수준

한 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론의 반발 수준을 각국의 윈셋을 

결정하는 요소로 더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각국에서 해당 사안이 

여론 혹은 언론의 관심을 어느 정도 받고,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얼마나 

반발하는지는 각국의 윈셋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유의미한 변수이다. 동

일한 사안이라도 언론과 여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정책결정자

54) 독재국가(Dictatorship)와 권위주의(Authoritarian)정부의 용어 사용에 대하여
서는 일반적으로 독재국가가 권위주의 정권의 한 형태로 분류되며, 비교정치학의 
연구에서 두 가지 용어가 상호교환이 가능한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관련하여
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Bobbio, Norberto. Democracy and dictatorship: 
The nature and limits of state power. U of Minnesota Press, 1989; 
Gandhi, Jennifer. Political institutions under dictator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Svolik, Milan W.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55) Wahman, Michael, Jan Teorell, and Axel Hadenius. "Authoritarian 
regime types revisited: updated data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ntemporary Politics19.1 (20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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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성은 떨어지며, 동일한 정치제도 하에서도 언론과 여론의 활성화 

정도는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각국의 윈셋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언론의 보도와 여론의 반발이 잠잠한 국면에서는 양국

의 정책결정자들의 자율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를 신속히 조용하게 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언론과 여론이 활성화되게 되면 정책결정자의 결

정은 국내행위자들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는다. 국내 여론의 반발 수준

은 언론 보도 빈도, 보도 내용의 과격도, 반정부시위 여부, 시위의 과격

도 등으로 파악된다.

5) 가설의 세분화 및 재배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퍼트남은 윈셋 사이즈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국내의 주요 행위주체들 사이의 권력, 선호, 연합의 배분’, ‘국내정

치제도’와 ‘협상 대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

서는 ‘국내 여론의 반발수준’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해보면 위의 변수들은 시간차를 가지

고 윈셋에 영향을 끼친다. 문제의 발생과 협상의 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

은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국면에 따라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을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국면은 문제가 발생한 시

점에서 한 국가의 국내정치적 속성으로 인해서 윈셋의 크기가 주어지는 

국면이다. 이 국면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국내정치제도’와‘해당 사안

을 둘러싼 국내의 주요 행위 주체들 사이의 권력, 선호, 연합의 배분’

이 이미 구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발’이 

나타나게 되며 이에 따라서 각 국의 국내적인 윈셋이 주어진다. 두 번째 

국면은 실제로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이 진행되는 시기로, 협상자들은 첫 

번째 국면에서 국내정치적인 속성에 의해서 주어진 윈셋을 토대로, ‘협

상대표의 전략’을 이용하여서 협상시 인식되는 윈셋을 변화시킨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대표의 전략을 



- 30 -

표 2 본 연구의 분석틀

통해서 표출되는 윈셋이 실제 윈셋으로 구성되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상

호의존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단기간 동안 이

루어진 단일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설을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

는 것이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정치적인 변수로 인해 윈셋이 주어지는 부분과, 협상대

표의 전략에 의해 주어진 윈셋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서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외교문제로 

해당 사안을 재정의한 8월 3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시기를 제1국면으로, 

이후시기를 제2국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제 3 절 양면게임이론을 통한 본 연구의 분석틀

1. 본 연구의 분석틀

위의 설명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정리하면 1982년 일본 교

과서 왜곡문제에 관한 한일 협상은 제 1레벨, 제 2레벨의 양면 게임적

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며, 두 가지 국면에서의 윈셋이 협

상 결과를 견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

음의 표 2와 같다.

표 2의 분석틀을 상술하자면, 우선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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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비망록을 보내 교과서 문제가 한일 간의 협상 사안으로 변화되는 

8월 3일을 기준으로 제1국면과 제2국면을 나누어 양국의 윈셋을 분석한

다. 제1국면에서는 양국의 국내정치적인 속성에 따라서 각국의 윈셋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교과서라는 사안에 대하여 국내 행위자들의 이익

과 선호의 배분, 그리고 정치 제도적 속성이 정책결정자의 정책적 자율

성을 규정한다. 또한, 1982년 6월 역사 교과서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발이 생겨, 이것이 정책결정자의 자율성에 

영향을 끼쳐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되기 전 양국의 윈셋을 결정한다.  

다음으로 제2국면은 일한 양국 간의 협상이 시작되고 난 후 협상

대표자의 전략에 의해서 협상 시에 인식되는 윈셋이 변화되고 이것이 협

상의 결과로 이어지는 국면이다. 한일 협상대표자는 협상 타결을 위하여 

각기 전략을 사용하고 이것이 양국의 윈셋 사이즈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에 따라서 협상의 결과가 결정된다. 

2. 양면게임이론에 의한 일반적인 가설

이상의 분석틀을 토대로 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양면게임의 제1국면

가설1: 사안에 대한 국가내부 행위자들의 이익(손해)이 크고 선호

가 동질적일수록 윈셋 사이즈는 작게 구성된다.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한 국내 행위자의 이익과 손해의 분포와 선호

의 다양성으로 파악된다. 먼저, 국내 행위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분

산적인 이익/손해를 가질 경우 해당국의 윈셋 사이즈가 커지는 한편, 특

정한 행위자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이익/손해를 가질 경우, 해

당 조직의 정치조직화로 인해 윈셋 사이즈가 작아진다. 다음으로 사안에 

대하여 각국의 국내정치적 입장이 단일하게 구성된 경우 단일한 입장을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어 윈셋 사이즈가 줄어들지만, 반대의 경우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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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입장을 제시하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타국의 입장에 암묵적으로 동

조하는 세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윈셋 사이즈가 커진다.

가설2: 정책 결정자가 정치제도적 속성으로 인해 정책결정의 자율

성이 크면 클수록 해당국의 윈셋 사이즈는 크게 구성된다.

한 국가의 정책결정자가 국내 구성원에 대한 정책결정의 자율성이 

큰 경우 국내적인 합의와 동의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윈셋 사이즈

가 커진다. 정책결정자의 자율성은 정치체제(민주주의/권위주의), 정당체

계(일당, 양당, 다당제), 집권당의 의석분포(안정과반, 과반, 과소), 집권

당 내부의 분열 정도(파벌의 수와 분포), 야당의 의석분포(연합 및 위협 

잠재성의 여부), 야당의 속성(선명야당의 여부) 등의 정치제도적 속성으

로 파악할 수 있다.

가설3: 국내 여론의 반발수준이 크면 윈셋 사이즈는 작게 구성된

다.

한 국가의 여론의 반발수준이 클수록 정책결정자의 여론에 대한 

정책결정의 자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윈셋 사이즈는 작아진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언론과 여론의 관심도에 따라서 정책적 자율성은 달라지며, 

동일한 정치체제에서도 언론과 여론의 반발 수준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윈셋을 변화시키는 요소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여론의 반발수준은 1) 언

론 보도 빈도, 2) 보도 내용의 과격도, 3) 반정부시위의 여부, 4) 시위

의 과격도 등으로 파악된다. 

2) 양면게임의 제2국면

가설4: 협상대표의 협상전략은 각국의 윈셋 사이즈를 변화시킨다.

한 국가의 정책결정자는 협상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에 따라서 협

상 시의 윈셋 사이즈가 달라진다. 해당 전략에는 ‘발목 잡히기

(Tying-hands), 이면 보상(Side-Payment), 사안의 재정의

(Redefinition), 호언장담(Assurance), 쟁점 사안의 연계(Targeting 

Issue Linkage), 메아리(Reverberation), 정부 간 담합(Collusion),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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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종류 전략의 내용 목표
발목 잡히기 국내 강경파에 대한 공개적 약속 자국의 윈셋 축소
이면 보상 국내집단들에게 이면보장 자국의 윈셋 확대

사안의 재정의 사안의 속성을 새롭게 정의 자국의 윈셋 확대
호언장담 상대국에게 선제적 약속 자국 윈셋 확대

쟁점 사안의 연계 서로 다른 사안을 연계, 
상대국의 이익집단 활성화 상대국 윈셋 확대

메아리 사안의 일반적 이미지의 변화 상대국 윈셋 확대
정부간 담합 정치적 자산을 상호 교환 서로의 윈셋 확대

초국가적 로비 상대국의 정책 결정자에게 로비 상대국 윈셋 확대
초국가적 제휴 비정부간 차원에서의 제휴 장려 상대국 윈셋 확대

표 3 양면게임의 협상전략(Evans, Peter B., Harold Karan Jacobson, and 

Robert D. Putnam. 1993, 27~34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국가적 로비(Transnational Lobby), 초국가적 제휴(Transnational 

alliance) 등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의 효과는 표 3과 같다.

3. 1982년 한일교과서 협상에 대한 양면게임이론의 적실성

1982년 이전에 해당 사안은 일본 국내정치적 문제의 성격을 강하

게 지녔으나 1982년 교과서 문제가 다른 국가들의 여론을 자극하면서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하자 일본 정부는 대외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

다. 이런 이유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정부 간 협상과정은 

양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서 이루어졌다56). 

구체적으로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합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는 한국

인의 ‘국민감정’에 관여하는 중대한 사안57)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여론과 괴리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으로 일본 정

부도 사안이 국내와 대외의 양측면이 있는58)’사안이며, 국내적으로 

56) 실제로 외교 문서 상의 한일 협상 대표자의 언급을 살펴본 결과, 각국의 국내
정치적 사안과 상대국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
다. 

57)「일 교과서 문제 종합 보고 및 대책」, 1982.8.2., 『일본 교과서 한국관계 역
사왜곡문제, 1982』V.2 8.1-10 등록번호: 19630 분류번호: 755.32JA(이하 
『역사왜곡문제』V.2) pp. 16~17.

58)「교과서 검정문제(8.5. 각조간 보도종합」, 1982.8.5.,『역사왜곡문제』V.2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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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검정’을 두고 이루어지는 ‘보수와 혁신’의 대립사안으로 구

성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협상에 임하였다59). 

위와 같이 실제로 협상 합의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양 정부는 협

상의 양면게임의 속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합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당시의 한일 협상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

어서 양국의 국내와 국제정치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분석틀이 필요하

며, 이에 양면게임이론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결과설명과 이론검증의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양면

게임을 이용하여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한 한일 협상과정을 분석

하고자 한다. 먼저는 1982년에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시정을 공식 견해

로 표명하는 협상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을 양면게임이론의 틀을 활용하

여 보다 면밀하게 분석을 행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1982년의 사례를 가지고 양면게임이론을 검증해보는 한

편 이를 보완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

에서는 독재국가에 비해서 민주국가의 윈셋이 작기 때문에 민주국가가 

협상에서 우위를 지닌다고 하였으나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권위주의와 민

주주의 정부의 협상 시 우위에 대하여서 여전히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1982년의 사례는 권위주의 정권이었던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였던 일본

에게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낸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퍼트남의 주

장에 반하는 사례를 통해 민주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간의 협상 시의 우

위에 대하여 양면게임이론을 수정 보완해볼 것이다. 

59)「교과서 검정문제」, 1982.8.9.,『역사왜곡문제』V.2 pp. 144~145;
「고또 주한공사 초치 면담요지」, 1982.8.12.,『일본 교과서 한국관계 역사왜곡
문제, 1982』 V.3 8.11-15 등록번호: 19631 분류번호: 755.32JA (이하 『역
사왜곡문제』V.3) p. 83.



- 35 -

역사사실 문제 내용 문제교과서 바른 표현 외무부의견

일제의

한국침략

1)…한국에의 

진출(進出)을 

본격적으로 개

시…

2)1905년…외

교권을 접수

(接收)하고…

내정권을 접수

동경서적

(東京書籍) 

264쪽

1)…한국에의 

침략(侵略)을 

본격적으로 개

시…

2)…외교권을 

박탈(剝奪)하

고 … 내 정 권 을 

탈취(奪取)하

1)일본정부의 

침략의도 하에 

군부를 사용한 

침략을 한 역

사적 사실 왜

곡

2)한국인의 저

항을 무력으로 

제 3 장 제1국면: 양면게임의 결정요인에 

따른 한일의 협상 전 윈셋

제 1 절 일본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쟁점사항

 

1. 한국의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한 국제정치적 문제

한국에게 있어서 1982년의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한국의 민족

적 정체성과 관련되어 대외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일본 교

과서 내용의 문제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6월 26일에 나타난 후, 7

월 20일에 한국의 여론에서 해당사항이 크게 문제가 되었으며 한일 간

의 관계에도 악영향이 우려되었다60). 

구체적으로 7월 한국 외무부가 파악한 일본교과서의 한국관계내용 

왜곡 사례조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부분은 1) 일제의 한국침략, 2) 일

제의 한국주권탈취, 3) 한국독립운동의 강압, 4) 토지의 약탈, 5) 3·1 

운동 6) 한국어말살정책, 7) 신사참배강제의 7가지 부분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60)『동아일보』 1982년 7월 20일;「일본의 교과서 역사 위조」, 1982.7.21.,『일
본 교과서 한국관계 역사왜곡문제, 1982』 V.1 등록번호: 19629 분류번호: 
755.32JA(이하 『역사왜곡문제』V.1) p. 2.



- 36 -

(接收)하고… 고…
행한 강제탈취

를 왜곡

일제의 한국주

권탈취

1)일본정부는 

한국 황제에 

대해…1907년 

양위(讓位)를 

재촉…

2)1910년 일

한병합조약(日

韓倂合條約)을 

체결(締結)

학교도서

(學校圖書) 

250쪽

1)일본정부는 

한국황제를 헤

이그 밀사사건

을 트집잡아 

강제(强制)로 

퇴위(退位)시

켰다.

2)합병조약을 

강제(强制)로 

체결(締結)케 

함으로써…

1)한국황제(고

종)의 의사와

는 전혀 관계

없이 강제된 

것

2)무력에 의한 

불법적으로 체

결된 병합조약

을 합법적인 

것으로 표현

한 국 독 립 운 동

의 강제

조선총독은 입

법권, 행정권을 

장 악 하 고 … 치

안유지를 도모

하고 조선인의 

권리(權利), 자

유(自由)에 엄

중(嚴重)한 제

한(制限)을 가

했다.

삼성당

(三省堂) 

264쪽

조선총독은 입

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전

권(全權)을 장

악 하 고 … 한 국

인의 독립관여

를 탄압하고 

한국민의 권리, 

이익뿐 아니라 

생 존 권 ( 生 存

權)마저 박탈

(剝奪)하였다.

조선총독은 식

민지지배를 위

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무단

정 치 ( 武 斷 政

治)를 행함.

토지의 약탈

… 토 지 소 유 권

의 확인(確認)

을 행하여…광

대한 토지를 

관유지로 접수

(接收)하였으

므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은…조선인

삼성당

(三省堂)

264쪽

전래(傳來)의 

한 국 토 지 관 행

을 악용한 토

지신고제를 행

하여 한국농민

의 토지를 약

탈(掠奪)하였

으므로, 토지를 

빼 앗 긴 … 한 국

인

1)토지의 소유

와 권리는 이

전부터 확립되

어 있었음

2)접수가 아니

라 교묘하게 

약탈한 것.

3·1 운동
1919년 3월 1

일 경성(京城)

실성출판

(實成出版)

1)1919년 3월 

1일 국내외의 

3·1운동은 민

족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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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

는 집회가 행

해져 데모와 

폭동이 조선전

토에 파급되었

다.

284~5쪽

한민족 전체가 

일 제 식 민 동 치

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하여 대대적

인 민족독립운

동(民族獨立運

動)을 일으켰

다.

주권을 회복하

려는 민족운동

인데, 이를 데

모와 폭동으로 

표기하여 한민

족의 독립운동

을 부정하고 

이로 인해 희

생된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

한 일제식민주

의의 만행을 

정당화.

한국어

말살정책

일한병합후 …

조선에서는 조

선어와 함께 

일본어가 공용

어로 사용 되

었고…

청수서원

(淸水書院)

122쪽

… 한 국 에 서 는 

한국어의 사용, 

교육, 연구가 

금지(禁止)되

었다.

황 국 식 민 화 정

책의 영향으로 

한국어의 사용

을 금지하여 

한민족의 말살

을 획책한 것

을 잘못 기록.

신사참배강제

신사참배도 장

려(獎勵)되었

다.

청수서원

(淸水書院)

122쪽

신사참배를 강

제(强制)하였

다.

황국식민화

정책으로 신사

참배를 강제한 

사실을 은폐하

려는 표현.

표 4 일본교과서의 한국관계 내용 문제의 사례

(출처:「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인 왜곡의 일부사례」, 1982.8.5.,『역사왜곡문

제』V.2 p. 76, 「교과서검정 문부성견해」 p. 186; 「일본교과서의 한국관계

내용 왜곡의 예」, 1982.7., 『일본 교과서 한국관계 역사왜곡문제, 1982』 

V.10 관계부처 협조 및 사례 조사 등록번호: 19638 분류번호: 755.32JA(이하 

『역사왜곡문제』V.10) pp. 26~29. 등 참고)

위의 문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한국 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

의 반일감정이 강력하게 구성되어 해당사안이 양국 간의 국제문제로 발

전되었다. 이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문제가 된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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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한국정부는 8월 3일 한국 외무부 장관

실에서 이범석 장관과 마에다(前田) 주한일본 대사와의 면담에서 한국 

국내 여론과 언론의 반발이 심한 상황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시정을 요

구하는 비망록을 일본 측에 전달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한국에게 있어서 1982년 일본의 역

사교과서 내의 한국 관련 역사 기술은 일본을 미화하는 방식으로, 이는 

한국인이 경험한 사실과 달랐으며, 한국인에게는 민족적 혼과 정체성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해당 사항은 한국 국내에서 크게 

문제화되고 결국 양국 간의 국제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는 한

국 정부의 기본 방침은 일본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한국의 민족적 자존심

이 걸려있는 중대한 대외적 사안이며, 일본정부는 이를 고려하여서 문제

가 된 교과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2. 일본의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련한 국내정치적 문제

일본에게 있어서 1982년의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국내정치적인 

사안이었으며 미래세대의 교육을 놓고 벌어지는 보수(保守)와 혁신(革

新) 간의 주도권 갈등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은 대외적인 반발과 

시정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는 전후 일본 내에서도 문제

가 되었던 국내정치적 사안이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1949년 교과서 제

도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변경된 이후, 1955년에 일본 여당의 『걱정스

런 교과서 문제』라는 소책자의 배포와 야당의 반발로 시발되었다61). 

보수의 입장에서 역사교과서 검정제도는 좌익, 진보계열의 편향된 시각

에서 일본 교육을 지키는 수단이었던 한편, 혁신의 입장에서는 검정제도 

자체가 자유로운 생각의 교육을 막는 조치였다. 

그런데 이는 1965년 시작된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의 재판

61) 남상구. 2016. “일본 교과서: 국제주의와 애국주의의 중첩.” 일본연구소 일
본 보수화의 표상과 실상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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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에나가 재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나가 사부

로는 문부성에 의한 교과서 검정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점을 들어서 국

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통해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1982년 4월에는 이에나

가 재판의 2차 소송의 최고재판부의 판결에서 이에나가 측이 패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상에서는 이에나가 재판에 대한 동정여론

과 당시 6월에 예정되어 있던 문부성에 의한 교과서 검정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정

치적인 분위기에서 아사히신문의 82년 6월 26일자의 기사가 나오게 되

었다62). 

요컨대, 일본 내부에서는 82년 역사 교과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에 이미 그것이 후세대의 교육권을 놓고 보수와 혁신이 갈등하는 사안으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82년 역사 교과서 문제가 외교적 사안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사안의 속성은 일본정부의 문제 해결 양상에서 주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기본적으로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역사교과서 문

제협상에서, 해당 사안이 대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 된 것은 인

정하나,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국내정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63) 따라서 한국정부가 요구

하는 시정조치는 일본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안이었다. 이는 대

외적인 압박에 의해서 교과서를 시정하게 될 경우 국내정치적 사안으로 

구성된 교과서문제에서 검정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 2 절 한국 정책결정자의 자율성

1. 한국 국내행위자들의 사안을 둘러싼 이익과 선호의 다양성

62) 木村幹. 2014. 日韓歴史認識問題とは何か: 歴史教科書・「慰安婦」・ポピュリ
ズム. ミネルヴァ書房. pp. 77~79.

63)「교과서 검정문제(8.5. 각조간 보도종합)」, 1982.8.5., 『역사왜곡문제』V.2 
pp. 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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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982년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련된 한국 국내적 행위자들은, 

협상에 관여하는 정부의 주체로서 외무부 관료, 전두환 대통령이, 한국 

내부행위자는 한일의련(韓日議連)64)에 가담하고 있었던 국회의원과, 학

생 및 교직원 단체, 청년회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들은 82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자신들의 핵심적인 이익 및 

손해가 달려있는 사안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일본과의 역사문제가 가지

고 있는 속성 때문이다. 일본과의 역사문제는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민

족적 정체성에 관련되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

으며, 민족의 혼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하여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강하

게 결집되는 측면이 있다. 더욱이 해당 시기에는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사람들도 다수 생존해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전국민적으로 이익이 결집되어 구성될 개연성이 있었다. 

이러한 사안의 속성으로 인해서 정치적 성향의 이질성을 막론하고 

전국민이 사안의 중요성을 공유했으며 강하게 결집되었다. 구체적으로 

진보 성향을 지닌 학생 및 교원 단체 등의 세력은 물론이고, 이전까지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던 한일의련에 가담한 국회의원, 외무부 관료, 전

두환 대통령도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

을 표명하였다65). 

또한 해당사안에 대한 한국의 국내행위자들의 선호는 다양하지 않

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과의 역사문제는 한국인에게 동일한 감정

을 유발하는 요소이다. 일본에 대해서 대다수의 한국인들의 감정적 선호

는 일치하며 이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매국노, 친일파로 간주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강력하게 구성된다. 이는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

64) 한국과 일본 양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우호를 증진시키는 목적에 동의하는 한일 
양국의 의원들은 72년 3월 ‘한일의원간친회’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발족하였
다. 72년에는 일본 측에서는 자민당 내부의 친한파들만 가입하고 있었는데 75년 
5월 23일 이를 ‘한일의원연맹’으로 개칭하면서 일본의 야당의원들도 가입하게 
되었다. 70년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일 의원연맹은 한일의 우호를 위
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을 참고.『동아일보』1975년 5월 24일;『한
국경제』 1982년 8월 5일.

65)「면담요록」,1982.8.3., 『역사왜곡문제』V.2 pp.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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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는 국내정치적으로 방향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일본에 대해서는 동일한 선호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당시에도 한국 내에서는 일본의 구체적인 교과서의 시정조치

를 요구하는 동일한 선호의 여론이 결집되었다. 

물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간의 정도의 선호차이는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먼저 정부 측의 관점에서 외무부와 전두환 대통령은 되도록 

해당 사안을 확대시키지 않고, 한일 경협과 안보 협력에 지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였다66). 

또한 한국 국내 행위자들 중에서 가장 친일, 지일적인 세력에 속하는 한

일의련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해당 사항이 한일 간의 협력에 장애가 되

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문제가 확산되기 이전에 비공식

적인 외교루트를 통해서 온건한 기술시정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였다67). 한편, 국회 공간에서도 82년 교과서의 즉

각적인 시정조치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져 있었다68). 마지막으로 학생 

및 교원 단체 등의 세력은 해당 문제를 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며, 

한국 내의 교육 등 다른 사안과의 연계를 하려는 포괄적인 이익을 지녔

다69).  

요컨대, 해당시기의 사안을 둘러싼 한국 국내 행위자들을 다양성

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안에 대한 이익과 선호는 비교적 동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민족의 정체성과 관련한 사안의 

속성으로 인해 국내 정치적 집단들은 사안에 대하여 높은 이익을 가졌으

며, 일본 측의 기술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선호가 구성되었다. 물론, 

국내적 행위자들 간 입장의 차이가 미미하나마 존재하였는데, 정부나 보

수, 지일적인 인사들의 경우에는 온건한 기술 수정, 혹은 일본 정부의 

수정 의지를 높게 평가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을 원하였으나, 

66)「교과서 검정문제(7.27 각조간 보도 종합)」,1982.8.2., 『역사왜곡문제』V.1 
pp. 47~49; 「일교과서 역사왜곡」, 1982.7.28., 『역사왜곡문제』V.1  p. 93.

67)「교과서 관계 기사(7.28 각조간)」, 1982.7.28., 『역사왜곡문제』V.1 pp. 
80~ 82.

68)『경향신문』 1982년 8월 5일.
69)『동아일보』 1982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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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인사들의 경우에는 강경한 기술 수정과 82년 검정된 교과서의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 

2. 한국 국내정치의 제도적 특성

이 당시 한국의 정책 결정자의 자율성을 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한

국 국내정치적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1982년 전두환 정권은 강성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은 집권 당시부터 군사력을 바탕으로 물리적 탄압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출범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1980년 봄 한국은 과거 억눌려 왔던 사회적 요구들이 

분출되는 시기를 맞이하였지만,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로 인해 사회적

인 요구는 제도권 정치로 통합되지 못하였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전국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사회운동 진압을 위한 전국계엄을 확대하고 김대중 등을 사회

조장혐의로 체포하면서 구정치세력을 제거한 후, 8월 15일 민주화 운동

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이후 16일 신군부는 최규하 대통령을 사임

시키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전두환 국보위위원장을 제11대 대통령

으로 선출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10월에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제5공

화국 헌법을 만든 뒤 1981년 2월 25일에 취임하였다70). 

정당체계와 관련하여서 해당 시기는 패권적 정당체계(Hegemonic 

Party System)71)라고 할 수 있다. 전두환의 신군부는 여당 뿐 아니라 

야당까지 만드는 정치공작을 단행하였는데, 1981년 3월 25일의 제 11

대 선거를 통해 패권적 정당체계가 성립되었다72). 구체적으로 제5공화

70) 이정복. 『한국 정치 의 분석 과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p. 
680~683.

71) 패권적 정당체계(Hegemonic Party System)는 복수의 정당들이 존재하며 이
들 간의 경쟁이 보장되나 선거 자체가 경쟁선거가 아니며 집권당의 승리가 보장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정권 교체 없이 계속 집권하는 정당체계를 말한다. 해당 
사항은 다음을 참고. 이정복. 한국 정치 의 분석 과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540쪽; Sartori, Giovanni.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ECPR pres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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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출범 시, 신군부세력은 민정당을, 정치활동규제를 면한 구신민당 의

원들은 민한당을, 구공화당 및 유정회 의원들은 국민당을 각각 창당하여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였으나, 이들은 관제야당으로 오히려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선명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지는 못하였다73). 

물론 박정희의 유신헌법기와 비교해볼 때,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

의는 조금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제5공화

국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체제를 민주주의적으

로 보이게 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제5공화국은 유신체제하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정당을 가진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

였으며, 유신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유정회 의원직을 폐지

하여 대통령의 국회의원 임명 권한을 축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 선거가 장충체육관 선거로 진행되어 전두환 후보가 90% 이상의 

득표로 선출되었고, 제1당이 배분 받는 전국구 의석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일부를 임명하는 권한이 지속되었다74).

그러나 1982년의 시기에 주목해본다면 해당 시기가 전두환 정권

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정권 초기의 상황이었던 점과, 사회내부의 민

주주의적 열망을 강압적으로 잠재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전두환 정권의 시기는 그 이전의 박정희 정권에 

비해서 의미 있는 차이를 지니는데, 이는 박정희의 장기적인 군사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세력이 분출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김대중, 

김영삼 등의 유력 정치인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신군부가 갑자기 등장하

여 이를 잠재운 성격에 있었다. 또한 해당 시기 중산층에서는 높은 민주

주의 인식이 존재하였다75). 따라서 전두환 정권은 보다 더 민주적인 정

권인 것처럼 당시 체제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위에서 언급한 

72) 김영명 편 『동아시아의 정치체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pp. 
202~205.

73) 이정복. 2006. p. 684.
74) 이정복. 2006. pp. 682~683.
75) 이정복. 2006. p.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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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조치들을 단행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 여론의 반발수준

당시 국내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 시작은 아사히신문의 문제 보

도가 있던 하루 후, 6월 27일 조선일보의 기사76)의 보도였다. 그런데 

초기 국면에서는 한국 언론에서 해당 문제가 강력하게 보도된 형태는 아

니었으며, 다시 문제가 제기되기까지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구체

적으로 문제 발생 한 달 후인 7월 20일부터 한국 언론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강력한 보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7월 20일자 

동아일보의 신문에서 1페이지 특집으로 “한일 관계의 적신호”라고 일

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77)하였고, 이후 조선일보, 경향신

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 각 유력지가 잇달아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

면서78) 한국의 국내여론이 일본역사교과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

다.   

그런데 7월 23일 오가와 문부대신 및 마쯔노 국토청 장관이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이“내정문제”라는 발언을 한 것이 7월 24일 일본 진

보 언론에 크게 보도79)된 후, 이러한 발언내용은 한국의 언론에 큰 파

장을 일으켰다. 발언의 내용이 일본 언론에 공개된 지 하루만인 25일에 

한국의 유력지들은 모두 해당 발언을 1면 머리기사 혹은 준머리기사로 

다루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 언론은 해당 발언을 

“한국 국민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중대한 문제”로 묘사한 정도로 강력

히 비판하였다80). 또한 한편으로 26일 중국정부가 일본역사교과서 문제

를 공식적으로 항의한 사항이 한국 국내 언론에 전달되게 되었는데 이로 

76)『조선일보』 1982년 6월 27일.
77)『동아일보』 1982년 7월 20일.
78)「일본의 교과서 왜곡」,1982.7.21., 『역사왜곡문제』V.1 pp. 2~3.
79)「교과서 검정문제(7.25 각조간 보도 종합)」,1982.7.25., 『역사왜곡문제』

V.1 pp. 12~13.
80)「교과서 검정문제(7.26 각 조간 보도 종합)」,1982.7.28., 『역사왜곡문제』

V.1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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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 언론의 교과서 관련기사 빈도수(4대신문)

인해 한국의 일본 및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게 되었다.  

이 당시, 한국의 언론의 보도 수위는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7월 28일 즈음이 되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보수, 진보 신

문사들이 모두, 일본 교과서 문제를 1면 머리기사 혹은 1면 전체의 내

용으로 삼으면서 하루에 여러 면에 걸쳐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심각

하게 보도하였다81). 언론의 반발 수준과 관련하여서 해당 사항이 언론

에서 얼마나 다루어 졌는지를 보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 신문 기사에서 

교과서 및 일본 교과서 관련 기사의 빈도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82)

와 같다. 

먼저 6월의 관련 기사 빈도수를 살펴보면,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81)『동아일보』1982년 7월 28일;『조선일보』1982년 7월 28일;『경향신문』
1982년 7월 28일.

82) 해당 그래프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조선일보』4가지 
신문을 선정하여 “일본”과 “교과서”의 검색어를 포괄하는 기사의 빈도수를 
그래프화 한 것이다. 기사가 나오지 않는 요일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http://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Keyword.nhn 
(검색일:  2016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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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교 문제로 발전하기 전 해당 문제에 대한 한국의 신문의 관심은 일

반적으로 미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7월 20일에 보도가 시

작되고, 7월 23일 일본 관료의 망언으로 인해 한국 언론에서 교과서 문

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기사의 빈도수가 급증하게 된

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의 시정조치 각서가 전달되게 되는 8월 말까지 

계속되다가 이후 사그라드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빈도수의 양상으로 

보았을 때, 해당 시기 한국 언론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일

반적인 시기에 비해서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도의 양상 또한 

기사 1면의 특집기사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다수에 해당하였음을 

볼 때 해당 시기 언론의 압력이 심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한국 언론의 경우는 일본 언론의 경

우처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가지지는 않았으며, 좀처럼 

시정의사를 표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중국에 비하여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외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한국 언론 상에 나타난 여론을 참조해보면, 일본 각료의 발

언이 문제가 되자 일본 정부에 대한 반발은 지식인들을 포함하여 일반 

시민들까지 확산되어, 관련내용이 다수의 사설에 기재되고, 공청회, 규탄

집회, 일본 공관 폭파 위협, 일본 공관에 투석, 일본 대사관 전화 항의 

등이 벌어지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83). 또한, 이 시기의 여론의 비판은 

여당 및 한국 정부에 대한 반발로 심화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여론

은 정부의 의견을 파악한 뒤에 따라가느라 조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당은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야하며84), 한국 정부는 경제 협

력 때문에 저자세로 나가서는 안 되고85),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하

며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86)는 주장이 부상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

도 사태를 관망하기 어려운 국면이 만들어졌다. 

83)『조선일보』, 7월 28일;『조선일보』, 7월 29일;『조선일보』, 7월 30일. 
84)『조선일보』, 7월 28일;『조선일보』, 7월 28일. 
85)『조선일보』, 7월 25일. 
86)『동아일보』1982년 7월 31일; 『동아일보』1982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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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일본 정책결정자의 자율성

1. 일본 국내행위자들의 사안을 둘러싼 이익과 선호의 다양성

우선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련된 일본 국내적 행위자

들은, 협상에 관여하는 정부 측의 주체로서 일본 정부가 파견한 외무성

(外務省) 관료, 스즈키(鈴木) 수상, 미야자와(宮沢) 관방장관이 있었다. 

또한 일본 내부는 보수와 혁신 및 온건세력으로 나뉘어졌는데, 보수에서

는 문부성(文部省)과 같은 정부부처와 자민당(自民党)의원, 문교족(文教
族)의원87)들이, 혁신에서는 사회당(社会党), 공산당(共産党), 민사당(民

社党) 등의 야당과, 재일한인단체, 일교조(日教祖), 혁신계 성향의 언론

과 학자들이 있었으며, 온건한 입장으로는 일한의련(韓日議聯)88)의 의

원들이 있었다. 

이들이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가진 이익 및 손

해는 각기 다르게 구성되었다. 먼저 협상에 직접 관여하는 외무성 관료

와 스즈키 수상은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강한 이익을 가지기 보다는 

이웃국가들과의 다른 사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안을 관리해야 

하는 정도의 이익 및 손해를 가졌다. 그러나 다른 국내정치적 행위자들

은 교과서 문제가 이미 보수와 혁신의 갈등으로 구성되어있던 사안이었

기 때문에 보수와 혁신 세력은 사안에 있어서 강한 이익 및 손해를 지녔

87) 문교족 의원이란 국회의원들 중에서 문화 교육 분야의 정책에 영향력을 끼치는 
의원들로서 문부관료출신, 문부정무차관, 문교부부회장 및 회장, 특별위원장, 문
교위원장, 문부대신, 조사회장 등을 역임했던 의원들이 이를 맡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시기 문교족 의원에 해당하는 의원들로는　모리 요시로(森喜朗), 이시바시 
카즈야(石橋一弥), 마츠나가 히카루(松永光), 나카무라 야스이(中村靖), 스나다 
시게타미(砂田重民), 아오키 마사히사(青木正久), 쿠도 이와오(工藤厳),　콘도 테
츠오(近藤鉄雄)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을 참고. 佐藤誠三郎, and 松崎哲久. 自民
党政権. 中央公論社, 1986. p. 269.

88)일한의련은 한일의련과 같은 단체를 의미하는데 일본 측 의원들을 이야기할 때
는 한국 의원과 구분하기 위하여 일한의련으로 기술하였다. 당시 일한의련은 자
민당, 민사당, 신자유클럽(新自由クラブ) 등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서 한국과 일본
의 국회를 연결하는 비공식채널로서 기능하였다. 이는 다음을 참조. 『아사히신
문(朝日新聞)』, 1982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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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후 일본 교육의 미래를 놓고 보수와 혁신세력

은 교과서 검정제도를 둘러싼 국내적 갈등양상을 보여 왔으며 1982년의 

일본 역사 교과서의 문제는 이의 연장선상에 존재하였다. 이에 각 세력

이 1982년 교과서 문제를 두고 결집하였고 의회 내부에서도 갈등적인 

국면이 만들어졌다89).

한편 일본의 국내적 행위자들의 해당사안에 대한 선호는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외무성과 스즈키 수상은 역사 교과서 자체에 대

한 관심 보다는, 다른 사안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역사 교과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 스즈키 수상은 11월 자민

당 총재 예비 선거를 앞두고 있어, 9월의 중국 방문, 대한 경제협력과 

이를 통한 한국과의 안보협력의 강화 등의 사안을 순조롭게 해결해야 하

는 상황이었다90). 외무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마찰을 줄여 

여러 문제를 순조롭게 처리하는 것이 부처의 선호였다91). 또한 미야자

와 관방장관은 외교관계를 강조하면서 문부성과 외무성의 양성을 조율해

서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려는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92). 따라서 이들

은 역사 교과서 문제가 국가들 간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되도록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편 일본 국내의 보수와 혁신은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를 대외적

인 사안으로 보기 보다는 국내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했으며, 

각 입장에 따라서 국내정치적으로 상반된 선호를 지니고 있었다. 일본 

보수의 대표적인 세력 중 문부성은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

제도를 수호해야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검정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는 선호를 지녔다. 구체적으로 문부성은 대외적인 지적으로 인해 수정을 

하는 것은 1) 검정제도 자체의 기본적 입장을 뒤 엎는 것이며, 2) 외국

89)「교과서 검정문제(7.27 각 석간 보도종합)」,1982.7.27., 『역사왜곡문제』
V.1. pp. 65~68. 

90)『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7월 27일;『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
년 8월 23일.

91)「일교과서 검정절차」, 1982.7.27., 『역사왜곡문제』V.2 p. 62.
92)「교과서 검정문제(7.27 각 석간 보도종합)」,1982.7.27., 『역사왜곡문제』

V.1.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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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수정하는 것은 교육제도의 자세를 문의 받는 것이

며 장래에 화근이 될 것이고, 3) 지금까지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를 수정

한 전례는 2~3건이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이 오기되거나, 오래된 

데이터를 교체하는 식의 것이며, 현재의 기술 개정에 해당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93). 자민당과 문교족의원들은 

문부성의 방침에 동의하였으며 대외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주권에 관련된 

재개정은 불가하다94)는 선호를 보였다. 

이 외에도 마쓰노(松野) 국토청 장관과 오가와(小川) 문상(文相: 

문부성의 장)과 같은 개인적인 행위자가 있었는데, 마쓰노 국토청 장관

은 1967년 이래 중의원에서 6회 당선을 한, 다나카(田中)파벌의 영향력 

있는 인사로서 노동조합과 일교조 등 일본 내부의 혁신 세력과 투쟁을 

해 온 경력이 있어95) 역사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도 개정은 불가하다는 

강경한 선호를 지녔다. 한편 오가와 문상은 미야자와 관방장관의 조카로

서, 스즈키 파벌의 대표간사로 스즈키 개조내각에서 문상이 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96). 이로 인해서 오가와 문상은 문부성의 수장이

었으나, 스즈키 수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으므로 문부성보다는 원만한 

선호를 보였다. 

일본 혁신의 대표적인 세력으로 사회당, 공산당, 민사당 등의 야당

은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을 자민당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는데,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기술을 시정하며 향후 교과서 검정

제도에 있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선호를 가졌다97). 다음으로 일교조

와 혁신계 학자들은 교과서 검정제도 자체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는 선

93)「교과서 관계 기사(7.28 각조간)」,1982.7.28., 『역사왜곡문제』V.1. p. 80.
94)1982년 7월 29일 참의원 일본국회 문교위원회 회의록.

http://kokkai.ndl.go.jp/cgi-bin/KENSAKU/swk_dispdoc.cgi?SESSION=3602
8&SAVED_RID=1&PAGE=0&POS=0&TOTAL=0&SRV_ID=5&DOC_ID=48
38&DPAGE=1&DTOTAL=13&DPOS=7&SORT_DIR=1&SORT_TYPE=0&
MODE=1&DMY=36561 (검색일: 2016년 12월 2일)

95)「약력조사회보」,1982.8.11., 『역사왜곡문제』V.3. p. 23.
96)「약력조사회보」,1982.8.11., 『역사왜곡문제』V.3. p. 22. 
97)「교과서 검정문제(7월 27일 각 석간 보도 종합)」,1982.7.27., 『역사왜곡문

제』V.1. 전11권. V.1 7월. p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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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더욱 강하였다. 이들은 당시의 교과서 검정제도가 학문의 중립성을 

해치며 사설 검정이라고 하나 국정으로 이루어진 점을 비판하였다98). 

마지막으로 일한의련은 역사 교과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의 조기결착을 위하여 서울과 동경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었으며99), 더욱이 중단되었던 일한합동총회를 1982년 9월 동경에서 

개최할 예정100)에 있어 역사 교과서 문제를 원만하고 가급적 조속히 해

결하고자 하는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101).  

요컨대, 해당시기의 사안을 둘러싼 일본 국내 행위자들을 다양성

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안에 대한 이익과 선호가 비교적 분산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우선, 이전부터 국내정치적으로 문제

가 되어왔던 사안의 속성으로 인해 일본 국내의 보수와 혁신이 이에 대

한 비교적 강한 이익을 바탕으로 결집되어 있었으나 수상과 외무성의 경

우에는 다른 사안이 주는 이익과 손해가 더 컸으므로 교과서 문제의 중

요도는 그렇게 크게 인식되지 않았다. 선호와 관련하여서도 외무성과 스

즈키 수상의 경우에는 다른 현안 문제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서 역사 

교과서 문제를 빠르게 매듭짓고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국내적으

로는 보수와 혁신의 갈등이 있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어려움이 있었

다. 

구체적으로 보수는 검정된 교과서의 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

으며, 혁신은 문제가 된 교과서는 개정을 해야 하며 교과서 검정제도 자

체가 문제라는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았다. 한편, 보다 온건한 입장에

서 한일의련은 한일협력에 관련된 다른 사안과의 연관성을 인지하며 교

과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자 하였다. 개인적 수준에서는 마쓰노 국토

청장관과 오가와 문상 등이 독특한 입장을 보였는데, 각각 자신의 국내

98)『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7월 22일;『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
년 8월 6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7일.

99)『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7월 9일；『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
년 7월 10일；『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7월 12일.

100)『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7월11일.
101)『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7월12일;『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

년 7월 29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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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기반으로 인해서 마쓰노 국토청장관은 교과서 기술 개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오가와 문상은 문부성의 전체적인 의견보다는 온건한 선

호를 보였다. 

2. 일본 국내정치의 제도적 특성

먼저,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80년대까지의 일본의 정치체제

에 대하여서 상반되는 견해가 존재한다. 우선은 일본을 비민주주의 체제

라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대개 일본의 정치를 관료지

배적인 모델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삼두제적인 속성을 지니는

데, 일본 엘리트 간에는 정책적인 합의가 존재하며, 정치 공간에 공동체

적인 규제와 권위주의적 권력관계가 남아 있고, 권력은 대기업, 경제 관

료, 자민당 지도자에 매우 한정된 엘리트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견해

에서는 일본은 외형상 자유민주주의의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권력이 자민당 및 관료 엘리트의 연합에 집중된 속성으로 인해서 

비민주주의나 연성 권위주의로 일본의 정치를 파악한다102). 

다음으로는 일본을 민주주의체제로 파악하면서 다원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본적으

로는 일본을 큰 틀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여 서구와 유사한 

측면이 강하며, 사회의 다양한 선호가 정치과정에 표출되고 있다고 본

다103). 또한 일본의 정치는 관료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며 자민당

의 정치가의 역할이 유의미하며 족의원(族議員)104)과 자민당의 정무조

102)Kaplan, Eugene J. JAPAN the Government Business Relationship A 
Guide for the American Businessman. 1972; Johnson, Chalmers.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136 (1987); Van Wolferen, Karel. The 
enigma of Japanese power: People and politics in a stateless nation. 
Macmillan, 1989; Johnson, Chalmers A. Japan, who governs?: the rise of 
the developmental state. WW Norton & Company, 1995.

103)Muramatsu, Michio, and Ellis S. Krauss. "Bureaucrats and politicians in 
policy making: The case of Japa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8.01 (1984): 12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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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政務調査会)를 중심으로 정치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본

다105). 그러나 사실상으로 일본의 다원주의는 미국형의 다원주의와는 

상이하며 1982년의 시기에는 큰 틀에서 자민당의 지배체제 하에서, 자

민당 내의 파벌 혹은 족의원들이 사안별로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양상의 

갈등이 존재하였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 정치의 큰 틀을 구성하고 있

는 자민당 일당지배체제, 소위 ‘1955년 체제’를 이해해야 한다. 

‘1955년 체제’는 마스미 준노스케(升味準之輔)에 의해서 1964년에 

최초로 제시된 개념으로, 그는 1955년의 일본의 국내정치에서 우파와 

좌파의 사회당이 통합되고, 일본의 두 보수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이 자민

당으로 통합된 이후의 일본의 자민당 1당 지배체제를 1955년 체제라고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보수세력은 1952, 53, 55년의 선거에

서 사회당의 약진과 1955년 하토야마(鳩山) 내각의 과반 확보 실패와 

같은 보수 세력의 의회에서의 힘의 약화로 인해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

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이에 대응하여 합병을 시도하였다106). 이렇게 자

민당이 만들어지고, 1955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의 당선으로 보

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본 내부에서 자민당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는 일

당우위체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국내정치에서는 권

104) 족의원이란 1) 어떠한 정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 2) 어
떠한 정책분야에 대해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의원, 3) 특정한 정책분야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입장에 
있는 중견의원집단을 의미한다. 실제로 족의원이라는 것은 통상명칭으로서, 인사
발령이나 공식적인 자격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에 분명한 영향
을 미치는 의원집단을 의미한다. 이상의 정의는 다음을 참고.  佐藤誠三郎, and 
松崎哲久. 自民党政権. 中央公論社, 1986. pp.264~265.

105) 村松岐夫. 戦後日本の官僚制. 東洋経済新報社, 1981; 猪口孝, and 岩井奉信. 
「族議員」の研究: 自民党政権を牛耳る主役たち. 日本経済新聞社, 1987.

106) Masumi, Junnosuke. "The 1955 system in Japan and its subsequent 
development." Asian Survey 28.3 (1988): p. 286; Curtis, Gerald L. The 
Japanese way of polit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 2; 일본 국
립국회도서관 역사 사료<사료로 보는 일본 근대: 개국부터 전후정치까지의 궤적
(史料に見る日本の近代)..........................................................................................

   http://www.ndl.go.jp/modern/cha6/description07.html(검색일:2016년 9월 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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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58 60 63 67 69 72 76 79 80 83

자민당 287 296 283 277 288 271 249 248 284 250
사회당 166 145 144 140 90 118 123 107 107 112
공명당 - - - 25 47 29 55 57 33 58
민사당 - 17 23 30 31 19 29 35 32 38
공산당 1 3 5 5 14 38 17 39 29 26
신자유

클럽
- - - - - - 17 4 12 8

사민련 - - - - - - - 2 3 3
기타 1 1 - - - 2 - - - -

무소속 12 5 12 9 16 14 21 19 11 16
총 467 467 467 486 486 491 511 511 511 511

표 5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의석수, 1958-1983

(출처: Abe, Hitoshi, Muneyuki Shindō, and Sadafumi Kawato.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Japan. Univ of Tokyo Pr, 1994. p. 118.)

력의 변화가 없이 자민당 내부에서의 파벌의 차이만이 존재하는 유사 정

권교체의 양상만이 관찰되었다107). 

1955년 이후 각 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차지한 의석수는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76년, 79년 두 번의 선거에서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의 과반을 획득하지 못한 양상을 보였지만 이는 80년에 자민당의 결집

으로 다시 회복되고, 이를 제외한 시기의 중의원의 의석을 자민당과 사

회당이 점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당 체계로 보면 자민당과 사회당이 

상대 득표율에서 80% 이상, 의석수에서 90%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외

견상으로 양당제라고 분류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자민당이 계속해

서 사회당의 두 배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는 자민당 지배체제였다. 이

러한 점에서, 1955년 체제 하의 일본정당은 자주‘1과 2분의 1정당

제’ 라고 분류된다108). 이러한 의석수를 기반으로 자민당은 일본의 내

각을 오랜 기간 독점해왔다. 

107) Abe, Hitoshi, Muneyuki Shindō, and Sadafumi Kawato.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Japan. Univ of Tokyo Pr, 1994. pp. 115~121.

108) 升味準之輔. 現代日本の政治体制. 岩波書店, 1969. 이기완.『일본의 정당과 정
당정치』, 도서출판 매봉, 2006. 24쪽에서 재인용; 김영명 편『동아시아의 정치
체제』, 한림대학교 아시아화연구소, 1998.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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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955년 체제 하에서 자민당의 독주가 뚜렷하였지만, 파벌의 

경쟁양상으로 인해서 자민당 내부가 다원적으로 구성된 측면이 있었다. 

자민당의 파벌은 일본의 중선거구제의 특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당 내

부의 상이한 그룹이다. 일본은 1993년 이전까지는 511개의 의석이 

129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한 선거구에 2~6개의 의석수가 할당이 되며, 유권자가 

한 개의 표를 던지면 각 정당의 득표비례에 따라서 의석수가 배분된

다109). 이러한 이유로 자민당의 후보들이 같은 선거구에서 서로 경쟁하

게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민당 

내부의 파벌이 나누어졌다.

또한, 한편으로는 의원 내각제 하에서 자민당의 총재가 수상이 되

는 매커니즘으로 인해서 총재의 후보들은 당 내에서 각자의 지지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자민당 의원들 간에 파벌이 갈리게 되었

다. 의원들은 이러한 파벌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할당받을 뿐 아니라, 

내각이 수립된 후에 내각, 의회 등에서 요직이 할당되는 기본단위 역시 

파벌이었다110). 

이러한 파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민당은 서구에서 관찰되는 정

당보다는 내부분산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민당은 분

산적인 권력구조로 자민당 조직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기제

를 형성하였다. 당내의 인사를 축으로 하여 당내의 계층적인 권력구조를 

제도화 하였으며 국회에서의 투표는 당의에 구속되는 원칙을 수립하여 

파벌로 인한 자민당의 분산을 제어하였다111).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당내 경쟁은 정당 간 경쟁과 동등한 수준의 다원성을 담보하였다고 판단

하기는 어렵다. 다원주의체계는 국가와 당이 서로 나누어 져서 경쟁하지

만 당내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정당국가체계는 당과 국가가 서로 중복되

109) Abe, Hitoshi, Muneyuki Shindō, and Sadafumi Kawato.1994. 
pp.140~143. 

110) Abe, Hitoshi, Muneyuki Shindō, and Sadafumi Kawato.1994. 
pp.123~127.

111) 佐藤誠三郎, and 松崎哲久. 自民党政権. 中央公論社, 1986. pp. 32~51; 김영
명 편 『동아시아의 정치체제』, 한림대학교 아시아화연구소, 1998.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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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총재선거

72년 

총선거

76년 

총선거

79년 

총선거

80년 

총선거

83년

총선거

총재
다나카(田

中角栄)
다나카

미키

(三木)

오히라

(大平)
오히라

나 카 소 네

(中曽根)

간사장
하 시 모 토

(橋本)
하시모토

우치다

(内田)

사이토

(斎藤)

사 쿠 라 우

치(桜内)

다나카(田

中六助)
후 쿠 다

(福田)파
65(28) 56(28) 53(22) 49(26) 46(31) 43(25)

다나카파 44(37) 48(40) 45(41) 52(33) 64(38) 68(52)
오히라파 43(19) 45(20) 39(20) 50(20) 63(22) 52(27)a

미키파 38(11) 37(11) 32(9) 31(11) 32(10) 28(8)
나카소네

파
34(7) 38(6) 39(6) 41(7) 47(6) 49(7)

표 6 각 파벌 소속 의원의 수 변화, 1972-1983

주: 괄호안의 숫자는 참의원 수를 의미한다.

   a: 83년 선거부터는 오히라 파벌이 스즈키 파벌로 계승되었다.

(출처: 佐藤誠三郎, and 松崎哲久. 自民党 政権. 中央公論社, 1986 p. 243; 北岡伸一.�

自民党: 政権党の 38 年. Vol. 1. 読売新聞社, 1995. p. 219; p. 339.)

게 되기 때문이다112). 

더욱이 1982년의 일본의 정치적 환경은 자민당의 파벌정리와 보

수의 재결집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직전 시기인 1970년대 전반에 자민당 

내부의 파벌 투쟁이 강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으나 그것이 80년 오

히라(大平)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정리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자민당이 

결집하게 되었다. 

표 6은 1970년대에서 80년까지의 자민당 내부의 파벌을 정리한 

것이다. 1970년대 전반에는 후쿠다파와 다나카파의 영향력이 크게 조성

되었으며 이들은 서로를 견제하였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다나카파는 오

히라파와 연계하면서 후쿠다파를 견제하려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1978년 자민당 총재 예비 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다나카파의 지원을 받

은 오히라가 크게 승리하게 되었고, 후쿠다는 본선에서 사퇴하였다. 그

런데 79년에 오히라 내각불신임안이 제출되고 이에 대응하는 중의원의 

해산으로 인한 10월 7일 총선에서 자민당은 과반수를 얻지 못하자, 미

112) Duverger, Maurice.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Methuen, 1959. pp.4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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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후쿠다, 나카소네 등의 비주류파는 오히라 퇴진을 요구하였다. 10월 

30일 오히라 내각은 새로운 내각 구성을 위해 총사퇴하였으며 비주류 3

파는 수상 후보로 후쿠다를 결정하여 오히라에 대항하였다. 결과적으로

는 11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경쟁을 딛고 오히라가 

수상에 지명되었으나 간사장 임명에서 나카소네파의 사쿠라우치를 간사

장에, 후쿠다파의 아베 신타로(安部晋太郎)를 정조회장에, 총무회장에 

스즈키 젠코(鈴木善幸)를 임명하면서 겨우 타협을 이룰 수 있었다113). 

그런데 80년 야당에 의한 내각불신임안이 다시 제출되고 자민당의 

비주류파의 비협조로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되자 오히라는 다시 국회해산

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0년 6월 12일 선거 유세 도중 

오히라는 과로로 사망하였다. 그의 사망으로 인해 자민당에 동정표가 몰

려 자민당이 선거에서 압승하였으며 후쿠다와 오히라 간의 파벌 항쟁이 

마무리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히라 사후 등장한 스즈키(鈴

木善幸)는 파벌 항쟁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화합의 정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114). 요컨대 82년 스즈키 집권 당시의 상황은 자민당 내 파

벌 경쟁이 잦아들고 자민당이 강하게 연합하려고 시도하고 있던 때라고 

할 수 있다.

3. 일본 여론의 반발수준

다음으로 당시 일본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언론이 문제

를 제기한 7월 20일 이전과 이후의 양상이 차이를 보인다. 먼저 7월 

20일까지의 언론은 교과서 문제를 일본 국내정치적인 문제의 하나로 언

급하면서 보수와 혁신의 갈등양상으로 보았다115). 이전부터 일본 국내

적으로는 6월 25일에 마무리되는 일본 교과서 검정에 대한 여론의 관심

이 있었기 때문에 6월 26일에 검정의 내용이 보도됨과 동시에, 교과서

113) 박철희,『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p. 153~163.

114) 박철희, 2011. p. 164; 박철희, 2011. pp. 177~183.
115)『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7월 1일;『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1982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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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필이 우파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분석 및 비판이 이루어졌다. 

보수언론의 경우에는 좌편향적이었던 교과서를 문부성이 고쳤다고 분석

한 한편116), 진보 언론은 자민당의 ‘편향’캠페인에 따른 정치적인 영

향으로 문부성이 교과서를 우파 편향적으로 기술했다고 비판하였다117). 

해당 시기의 일본 언론 보도의 내용은 사안의 대외정치적인 측면

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갈등의 양상도 기존의 갈등양상

이 이어진 모습에 불과하며 기사의 빈도수도 미미하여 특별히 강한 갈등

의 양상을 띄지는 않았다.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검정을 담당하

는 문부성과 중앙교육심의회(中央教育審議会)의 교과서 문제 소위원회가 

이를 주도하는 한 편, 일교조가 이에 반대하면서 야당의 일부가 이에 연

합하였으나 영향력은 없었던 모습으로 이를 정리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의 보도양상은 7월 21일부터 변화하기 시작하

였다. 이는 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과 관련이 있었다. 한국이 7월 20일부터 해당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

하고 그것이 일본의 마쓰노(松野) 국토청 장관과 오가와(小川) 문상의 

내정간섭 발언118)으로 인해 격화되게 되자, 일본의 혁신언론은 이러한 

대외정세를 이용하여 교과서 검정에 대한 비판을 보다 강화하기 시작하

였다119). 

구체적으로 일본의 보수언론은 해당 사안의 보도를 자제하여 크게 

문제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혁신 언론은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되

고 있는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많은 기사에서 혁신계의 주장과 함께 활

발하게 보도하였다. 이로 인해서 교과서 문제가 대외문제가 되기 이전의 

보수의 주도 하에서 혁신이 끌려가는 듯한 언론 보도의 양상이 보수에 

대한 혁신의 반발이 어느 정도 강화된 형태로 묘사되기 시작하였다. 그

러나 한편으로는 이는 대외사안으로서의 사안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고, 또한 빈도수의 증가는 신문에서 문부성과 자민당이 교과서 시정을 

116)『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1982년 6월 26일.
117)『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6월 26일.
118)『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1982년 7월 24일;『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7월 24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1982년 7월 24일.
119)『아사히신문(朝日新聞)』,1982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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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본 언론의 일본 교과서 관련 기사 빈도수(3대신문)

하지 못하는 논리가 다수 기재된 것에 대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시기의 일본 신문 기사에서 교과서 및 일본 교과서 관련 기

사의 빈도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120)와 같다. 

먼저 6월의 관련 기사 빈도수를 살펴보면, 교과서 문제가 대외문

제로 발전하기 전 교과서 문제에 대한 일본 신문의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물론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경우 교과서 문제가 이전에 국

내정치적인 사안으로 구성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빈도수가 적긴 하지

만 신문에서 교과서 관련 기사가 다루어지고는 있었다. 그런데 7월 20

일 이후 교과서 문제가 대외문제로 격화되고 나자 일본 언론에서도 관련 

120) 해당 그래프는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일본경제신문의 3가지 신문을 선정
하여“교과서”의 검색어를 포괄하는 기사의 빈도수를 그래프화 한 것이다. 자료
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아사히신문 데이터 베이스 http://database.asahi.com(검색일: 2016년 9월 29
일)............................................................................; 요미우리신문 데이터 베이스 
https://database-yomiuri-co-jp.ez.wul.waseda.ac.jp...(검색일: 2016년 9월 
29일); 일본경제신문 데이터 베이스.......................................................................  
https://t21-nikkei-co-jp.ez.wul.waseda.ac.jp/g3/CMNDF11.do(검색일:  
201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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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빈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9월을 넘어서까지 지속되는 측면을 보이는데 이는 교과서 문제가 대외

문제로 발전하고 이에 대하여 혁신의 비판과 이를 방어하려는 보수의 논

리가 언론공간을 통해서 표출되었기 때문이었다.  

제 4 절 제1국면의 한국과 일본의 윈셋사이즈 비교

앞에서 구성한 연구의 분석틀을 가지고 1982년 당시의 한국과 일

본이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윈셋의 크기를 비

교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1. 한국의 윈셋 사이즈

1) 가설에 의한 한국의 윈셋 사이즈

먼저 사안을 둘러싼 한국 국내 행위자들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살

펴보았을 때, 당시 한국 행위자들은 강력한 이익과 손해, 그리고 동질적

인 선호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역사문제가 지니

는 사안의 속성으로 인해서 해당 사안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

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교과서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 행위자들에게 양보

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대일 외교에 있어서도 한국 측이 핵심적인 이

익 및 손해를 가지는 사안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국내적인 행위자들 사

이에서 시정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보였지만, 기본적

으로는 모두가 일본의 검정된 교과서의 시정을 요구하는 선호를 지녔다. 

이는 윈셋을 작게 하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한국의 국내정치의 제도적 속성을 분석해보면, 당시 한

국의 정치체제는 강성 권위주의로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여 제 5공

화국이 구성된 지 1년 후가 되는 시점이었다. 해당 시기의 전두환 정부

는 여당과 야당을 통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제도권 정치 내부에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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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82년이라는 시기에 집중해 본다면 

이 시기는 전두환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강압적으로 통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정권의 정당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불안정한 상

황이었다. 따라서 전두환 정권의 외교정책결정의 자율성은 박정희 정권

에 비하여 다소 낮았으며, 이는 안정된 권위주의 정권에 비해 협상 시에 

윈셋을 작게 하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국내 여론의 반발 수준을 살펴보면, 당시의 한국 

언론의 보도의 빈도수는 매우 높았고 역사 교과서 문제가 전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구성되었다. 그리고 언론에서 수동적이고 저자세

를 취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는 보도가 상당수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 비판의 양

상은 규탄 집회, 일본 공관 폭파 위협, 일본 공관 투석, 일본 대사관 전

화 항의, 공청회 등으로 다양하고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사안에 대하여 가지는 외교정책결정의 자율성은 낮았을 것이며 이는 윈

셋을 작게 하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사안을 둘러싼 한국 국내 행위자들의 이익과 선호의 

구성, 제도권 국내정치의 환경, 여론의 압박 정도를 통해 보았을 때, 한

국 정부의 윈셋은 작게 구성되었을 것이다. 우선 한국의 국내정치적 행

위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이익과 손해를 가진 것으로 보이

며 이를 통한 여론의 정치조직화와 전두환 정권의 집권 초기 불안정성으

로 인해 윈셋 사이즈는 작았을 것이다. 또한 국내정치적 입장이 일본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단일하게 구성되어서 윈셋이 작았을 것이다. 

2) 한국의 실제 윈셋 사이즈

(1) 제1기(6월 26일~7월 19일까지)의 한국의 윈셋

제1기의 한국의 윈셋은 일본 측의 현상유지, 즉 시정과 사과가 없

는 상태를 용인하는 것으로 넓게 구성되었다. 제1기의 한국의 양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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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정부 차원의 무언급과 언론의 비활성화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치문제화 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

항은 외교문서 상의 한국 정부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한국정부는 이미 

이전에 교과서의 문제 사항을 인지하였으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외무부는 1981년 9월 24일 일본 고교용 역사 교과서 중에

서 일제 침략의 역사가 검정 과정에서 수정 왜곡 되었다는 조선일보의 

사실 보도에 따라서 주일 대사관에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하였고 주일대

사는 1981년 10월 12일에 관련 사실 및 자료를 본부에 보고하였다. 외

무부는 이러한 사항을 1982년 역사 교과서 문제의 발단 및 경위에 포함

시켜 보고 있었다121).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외무부는 이미 1981년에 일본 역사 교과서

의 문제사항을 사실보도 및 주일 대사관의 보고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82년 6월 26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일본 검정 교과서 기술이 문제가 되고 나서도 국내정치적으로 

언급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일본 측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역사 교과서 문제는 국내정치적으로 문

제화되지 않아 특정한 정치세력의 움직임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한국 측의 윈셋은 ‘일본 측이 사과하지 않는’ 것을 용인하

는 형태로 넓게 구성되었다. 

(2) 제2기: 7월 20일~8월 2일까지의 한국 측의 윈셋

제1기의 한국 측의 윈셋은 제2기 한국 국내정치적인 측면의 변화

에 따라서 변화하였다. 위와 같은 국면의 속성은 7월 20일 한국의 동아

일보가 일본 역사교과서의 문제 사항을 크게 보도하여 역사 교과서 문제

가 한국 사회 내 정치쟁점화가 이루어진 이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시기의 한국 측 양면게임은 국내적으로는 진보 언론, 사회단체, 지식

인, 정당 등의 행위자가 교과서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였다. 이 시기 한국 

121)「일본 교과서 역사왜곡문제」, 1982.7.26.,『역사왜곡문제』V.1 p. 28; 「일 
교과서 문제 종합 보고 및 대책」, 1982.8.2.,『역사왜곡문제』V.2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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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 협상 대표는 이전의 윈셋을 바탕으로 문제를 외교적 사안으로 발전

시키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여론의 변화가 강경

하여 결국 한국 정부는 대응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2기의 국내적인 게임의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7월 20일 

동아일보가 일본 교과서의 왜곡사항의 문제를 크게 보도하고 이에 따라 

7월 21일부터 경향신문, 매일신문 등에서도 이를 활발히 보도하였으며, 

조선일보에서도 작게나마 해당 내용이 보도되었다. 일단 여론에 일본 교

과서 문제가 알려지고 비판적인 논조가 강해지기 시작하자 한국 정부는 

문교부에서 문제가 된 교과서를 입수하여 일본 교과서에 대한 시정을 요

구할 것122)이라며 여론을 달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으로 민한당과 

국민당의 국회의원들은 교과서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다뤄야 하며 해당 

사안을 중요하게 취급할 것을 강조하였다123). 

그러나 7월 23일 오가와 문상과 마쓰모토 국토청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한국의 여론의 반발은 더욱 심해진다. 먼저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일본 각료들의 망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비판하였고, 

이 시기에 조선일보에서도 처음으로 일본 검정 교과서에 대한 강한 비판

어조가 시론의 양상으로 거론이 되었다. 국회 내부에서는 국민당의 여러 

의원들이 일본 교과서 왜곡을 추궁하기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 것을 

요청하는 한 편, 한일 의원연맹도 교과서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거론하겠

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한국의 여론을 일본에 전달하는 등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방침을 표명하였다124). 

이러한 상황에서 7월 24일 한국 정부는 주일대사에 해당 사항이 

한국과 일본의 우호 차원에서 중대 사안임을 알리고 교과서 왜곡 부분 

및 일본 정부인사 발언에 관한 사실관계자료를 수집해서 보고하도록 지

시하였다.125) 그러나 이는 한국정부의 공식 항의였기 보다는 사실관계

의 확인에 머물러 있는 미온적인 조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중대

122)『동아일보』. 1982년 7월 22일.
123)『동아일보』, 1982년 7월 23일.
124)『동아일보』, 1982년 7월 24일;『경향신문』, 1982년 7월 24일; 『조선일

보』, 1982년 7월 24일. 
125)「일본 교과서 역사왜곡문제」, 1982.7.26.,『역사왜곡문제』V.1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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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내여론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특히나 언론 보도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빈번하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7월 25일자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는 “정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

나”라는 제목으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논지의 기고문이 나왔는

데126), 이는 직접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는 정부여당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여론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게임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 정부의 대응도 변

화를 보였다. 그 이전의 한국 정부는 역사 교과서 문제를 문제화 하지 

않는 암묵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점차 한국 내 여론이 강해짐에 따라서 

입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7월 26일에 한국 외무부는 주일대사관에게 일 외무성

에 관심내용 표명 및 문제 발언의 내용, 진의, 일정부의 입장을 타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당일 오후,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석우 정무

과장이 외무성 북동아과 나가모토 차석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

다. 김석우 과장은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는 한일 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외교적 

관점에서도 관심이 크다고 밝히면서 향후의 일외무성의 대처방안을 문의

하였다127). 이상의 언급에서 한국 외무부가 ‘외교적 관점에서’라는 

언급을 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기존에 해당 문제를 최대한 

문제화하지 않고 있던 한국 정부가 여론의 반발로 인해 사안을 외교적 

문제로 다루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여전히 사안을 더 이상 확대시키

지 않는 전략을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7월 26일 ‘일교과서 역사 왜

곡문제에 관한 대책회의’가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문교부장관을 포함

하여 비공개로 열렸는데 회의의 결과,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정부가 주

최해서는 안 되고 광복회 등의 민간단체에 여론의 환기를 부탁하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국회를 여는 것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128)는 결론이 

126)『조선일보』, 1982년 7월 25일. 
127)「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1982.7.27.,『역사왜곡문제』V.1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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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 이러한 내용에서 이 시점까지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을 정부 차

원의 대응으로 확대시키지 않고 여론을 달래기 위한 방식으로 민간단체

들의 공청회 등을 활용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내적 행위자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활발하게 활동을 전

개하였다. 먼저 민정, 민한, 국민의 주요 3당은 성명서를 내고129) 모여

서 대응책을 모색하고130), 한일의련을 통하여 일본 측에 서한을 전달하

였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한일의련의 정식의제로 채택하고 다루어 나간

다131)는 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광복회, 3.1여성동지회 등 

각 사회단체들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132). 

그러나 정부의 실질적인 강력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자 한국 내 비

판여론은 더욱 강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당시 여야는 국회에서 외무위

를 소집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외무위 소집이 8월 5일부터 10일까지로 

예상되었다133). 이는 7월 26일 대책회의에서의 당장 국회를 여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여

론은 국회의 상임위 소집이 늦어지는 것을 규탄하였다. 한편, 다양한 사

회단체, 지식인들의 해당 문제에 대한 반발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일본인 출입금지 음식점 등이 생겨났고134), 7월 28일에는 

1200여명의 신도가 참여하여 규탄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135).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한국 내부의 윈셋의 축소로 점차 이러한 방침은 적실성을 잃어

갔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7월 28일 주일 대사관 이상진 공사의 외무성 

방문에서는 역사 교과서 문제가 한일 양국 간에 외교문제가 되기 전에 

128)「일교과서 역사 왜곡문제에 관한 대책회의」, 1982.7.26.,『역사왜곡문제』
V.1 p. 45.

129)『동아일보』, 1982년 7월 26일; 『조선일보』1982년 7월 27일; 『매일경
제』1982년 7월 27일.

130)『경향신문』, 1982년 7월 26일.
131)『경향신문』, 1982년 7월 27일.
132)『경향신문』, 1982년 7월 27일.
133)『동아일보』, 1982년 7월 28일.
134)『동아일보』, 1982년 7월 27일.
135)『조선일보』, 1982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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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와 국민에 의해서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의견을 표

명하면서136) 기본적으로 정부 간의 문제로 하지 않고 한일, 일한 의련

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137). 이상의 내용

에서 해당시점까지 외무부는 역사 교과서 문제의 외교문제화를 막기 위

해서 노력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30일 오후 주일 한국 대

사관의 이상진 공사를 문부성에 초청하여 일본 입장을 설명하였으나 한

국이 이해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구체적인 시정에 관한 노력은 보이지 않

았다.

결국 한국정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여론을 무마하는 데 실

패하였다. 7월 29일부터 한국 주요 일간지에서 일본 교과서 문제가 차

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여론의 반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일본 교과서의 즉각 시정을 요구하였다138). 구체적으로 천도교와 노인

회 등의 규탄 대회가 있었으며139) 세계 국제법회의에서 서울대 등 주요 

학교의 교수들의 의견표명이 있었고140), 세종문화회관에서 각계 초청하

여 열린 공청회는 문제 해결 시까지 무기한 대회를 펴기로 했다141). 또

한 7월 31일에 가면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과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에 

폭파위협이 있었고,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밤중에 투석사건도 있었다. 집회의 규모도 확대되어 3000명 이상이 서

울에 모이기도 하였다142).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자국의 협소한 윈셋을 호소하기 

시작하는데, “국민과 언론이 중시하며, 시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

면 국민감정이나 여론이 진정될 것 같지 않다143)”는 점을 일본에 언급

136)「일교과서 역사왜곡」, 1982.7.28.,『역사왜곡문제』V.1 p. 93. 
137)「교과서 검정문제(7.28 각석간 보도 종합)」, 1982.7.28.,『역사왜곡문제』

V.1, p. 91.
138)『동아일보』, 7월 28일; 『동아일보』, 7월 29일; 『매일경제』, 7월 30일; 

『경향신문』, 7월 30일.  등에서 한국 여론이 문제된 일본의 교과서의 즉각 시
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요 인사들은 일본의 스즈키 수상 등에게 교과서의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까지 전달한 바 있다. 

139)『동아일보』, 1982년 7월 29일.
140)『경향신문』, 1982년 7월 30일.
141)『매일경제』, 1982년 7월 30일.
142)『동아일보』, 1982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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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이상진 공사는 문부성의 스즈키 국장을 만나“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한국 국민은 지대한 관

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한국 정부 및 한국 국민이 

납득이 갈만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대처해줄 것144)”을 호소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언급 등으로 볼 때, 아직 일본과 한국 사이에 해당 사안이 

외교문제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나 한국 정부는 한국 여론의 윈셋을 

‘82년 검정완료된 교과서의 즉각 시정’으로 작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이 시기 한국 여론에 교과서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교과서 문제의 사안적 속성으로 여론은 강경하게 구성되었다. 또한 당시 

전두환 정권은 민주주의적 열망을 잠재우고 정권이 세워진 지 1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국민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아직까지는 한국이 일본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아 한일 간의 

국제적 협상으로 게임이 구성되지는 않았으나, 이 시기 한국 정부가 인

식하게 된 여론의 윈셋은 지극히 협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사안에

서 한국 여론에게 승인이 가능한 윈셋은 ‘82년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

에서 문제된 기술을 즉각 시정’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는 아직 협상 

과정에서 표출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잠재된 윈셋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의 윈셋 사이즈

1) 가설에 의한 일본 측의 윈셋 사이즈

먼저 사안을 둘러싼 일본 행위자들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

을 때, 당시 일본 행위자들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도의 이익 및 

손해를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협상에 관여하는 외무성 관료와 스즈키 

수상은 교과서 검정과 관련하여서 직접적으로 강한 이익과 손해를 가지

기보다는 대한 한국과의 경제협력, 안보협력 등 다른 사안을 더욱 중시

143)「면담요록」, 1982.7.30.,『역사왜곡문제』V.1 p. 126.
144)「교과서 검정문제」, 1982.7.30.,『역사왜곡문제』V.1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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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를 한일 간의 여러 사안 중 일부로 파악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민당, 문부성 등의 보수와 야당, 일교조 등의 혁

신계 세력들은 교과서 검정문제를 둘러싸고 강력한 이익을 지녔다. 자민

당과 문부성의 경우는 전후 좌편향적인 교육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과서의 검정제도를 설립하고 강화시켜 오면서 전후 교육에 있어서의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에 대한 강력한 이익을 지녔다. 야당 및 일

교조는 이러한 교과서 검정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이익을 지녔다. 

한편 일본에서는 사안에 대한 선호가 분산적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일본의 윈셋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스즈키 수상

과 외무성은 역사 교과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다른 한일 현안들에 대

한 협상을 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보수와 혁신은 보수는 시정 불가, 혁

신은 시정해야 하며 국정 교과서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선호를 

지녔다. 또한 개인적인 행위자로서 영향력이 있었던 마쓰노 국토청 장관

과 오가와 문상 등의 선호도 상이하게 구성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선호

는 협상 시에 일본의 윈셋을 크게 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본에서 사안에 대한 

선호가 분산적으로 구성되었지만 이것이 일본의 윈셋을 크게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시 교과서 문제가 자민당 및 문부성에게 중

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세력화가 정부에게 부담이 되었으며, 

야당 및 혁신계는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세력이 되지 못하여 이들의 시

정 압박이 정치적으로는 무의미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국내정치의 제도적 속성을 분석해보면, 일본은 형식

적으로는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였지만, 실제로는 자민당 1당 우위체제 

하에서의 유사 정권교체만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

다. 구체적으로 82년 당시는 80년의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결집으

로 자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81년의 오히라 의원의 사망으로 파벌 투

쟁이 정리되어, 스즈키 정권이 자민당을 강하게 연합시키려고 하는 시기

였다. 일본은 자민당 1당 우위체제가 이어져 오는 가운데 수상은 자민당

의 총재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자가 정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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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하는 것은 자민당 내부의 여론이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자의 자

민당에 대한 자율성은 낮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내부에서 야당 

및 혁신계는 세력이 미미하여 의미 있는 세력으로 인정되지 못했을 것이

며, 자민당 등 보수우파가 교과서 기술의 개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하고 있는 상황은 일본의 윈셋을 작게 하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론의 압박 정도를 살펴보면, 당시의 일본 언론의 보도

의 빈도수는 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고, 역사 교과서 문제가 전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게 구성되었다.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보수 언론들은 주변 국가들의 동향과 문부성, 자민당들의 입장을 전달하

는 것이 많았고 진보 언론들은 주변 국가들의 동향을 전달할 뿐 아니라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그리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개진을 포함하는 내용을 높은 빈도로 보도하였다. 다만 일본 측의 

경우는 한국 여론과 같은 시위, 공청회 등의 양상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교조, 혹은 집필진 등을 중심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양상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사안에 대한 여

론의 관심은 한국에 비해서는 강력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또한, 실질적

으로 이시기 일본의 정책결정자에게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언

론을 포함한 여론보다는 자민당이었다. 이로 인해서 일본 정부가 여론에 

대하여 가지는 외교정책결정의 자율성은 다소 높았을 것이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사안을 둘러싼 일본 국내 행위자들의 

이익과 선호의 구성, 제도권 국내정치의 환경, 여론의 압박 정도를 통해 

보았을 때, 일본 정부의 윈셋은 한국 정부에 비해 다소 넓거나 유사한 

정도로 좁게 구성되었을 것이다. 우선 일본의 국내정치적 행위자들은 해

당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익과 손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과 스즈키 수상 등 정책결정자의 측면에서는 해당 사안보다 다른 사안들

이 주는 이익이 더 컸다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르나,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과 교과서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문부성의 이익이 

강력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강력한 이익이 한국과의 협상 

시에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국내정치적으로 보수와 혁신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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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 대한 선호가 분산적으로 구성되었지만 혁신이 가지는 정치

적 영향력이 미미하고 보수가 제도권 정치를 독점하던 상황에서 보수의 

선호만 의미 있게 여겨져 일본의 윈셋이 작게 구성되었을 것이다. 한편 

여론의 반발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언론 등의 반발이 다소 강하게 나타

난 측면이 있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대규모의 정부 비판 시위, 과격 시

위, 공청회 등은 나타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일본 정부는 교과서 시

정 여론에 대해서는 다소 자율성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유로 해당 사안에서 일본 정부의 선택지도 한국에 비하여 다소 넓거나 

유사한 정도로 협소하게 구성되었을 것이다. 

2) 일본의 실제 윈셋 사이즈

(1) 제1기: 6월 26일~7월 19일까지의 일본의 윈셋

제1기 일본의 윈셋은 일본의 ‘사과 없는 현상유지’로 매우 협소

하였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혁신계 및 진보언론 등에서 교과서 문제

를 정치쟁점화하려고 하였으나, 정부 및 자민당의 문제화 억지노력으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가 주요한 정치문제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혁신

계가 일본 국내에서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

다. 당시의 분위기는 정부와 일본의 보수세력이 교과서 검정에 대한 현

상유지를 위하여 그 문제를 정치쟁점화되는 것을 극히 꺼리는 가운데 혁

신계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격으로 교과서 문제를 두고 보수

세력을 공격하는 식이었다145). 

제도권 내에서 혁신세력의 영향력이 미미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

145) 구체적으로 이 시기 일본의 혁신계들의 논리는 교과서의 검정이 밀실에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검정이 아니라 국정으로 학계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고 집필자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문부성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특히나 일본 국내게임에서는 일교조를 중심으로 교과서 검정제도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며 사안을 중요사안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일본 정치 제도권 내에서 주요한 논의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아사히신문(朝
日新聞)』, 1982년 6월 26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7월 1일.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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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혁신계의 주도적인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았다. 당시 일본 내부에

서 교과서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파악하던 일교조를 예를 들어보면, 일

교조는 하나의 단일한 세력으로서 강력한 힘을 투사하는 단체였기 보다

는 내부적으로는 주류파와 반주류파가 대립하고 있었으며, 외부에 힘을 

투사하여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하지 못하던, 지도성이 결여된 조직이

었다. 일교조는 82년 7월 초 정기대회의 회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제대

로 행사를 조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약화되어 있었다146). 이러한 

이유로 일교조는 효과적으로 일본 교과서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지 못하였

다.

더욱이 일본 정부 및 자민당 등 보수세력은 현상유지를 선호하였

기 때문에 일교조 등의 활동을 제한하는 한 편, 국내적으로 교과서 문제

가 정치쟁점화되지 않도록 의도적인 무언급을 통하여 사안을 삭제하려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부성은 일교조의 교육 국제 심포지엄 등을 반정

부, 반자민당 캠페인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후원 및 협찬 등을 

일절 제공하지 않았다147). 

또한 6월 26일 아사히신문에서 일본 교과서 검정에서 이웃 국가

들과 관련한 역사기술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

서는 굳이 이를 문제화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이시기 정부와 자민당 

및 보수 세력들은 일본 교과서 문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노력

하면서 최대한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요컨대, 제1기의 일본 측의 양면게임에서, 제1레벨에서는 아직 해

당 사안이 정치쟁점화되지 않아 일본 정부 측에서는 문제화하지 않는 전

략, 제2레벨에서는 혁신계가 정치쟁점화를 시도하였으나 세력의 취약성

과 정부 및 보수 세력의 저지로 인하여 정치쟁점화가 실패하였다. 따라

서 이 시기의 일본의 한국과의 게임에서의 윈셋은 자민당의 선호가 반영

되어 현상유지로 매우 작았다고 할 수 있었다. 

146)『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 1982년 7월 3일.
147)『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 1982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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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기: 7월 20일~8월 2일까지의 한국의 윈셋

7월 20일 중국과 한국의 언론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크게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올라갔다. 아직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지 않아 일본 협상대표의 윈셋으로 표현

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에도 일본은 ‘현상유지’를 윈셋으로 인지하

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먼저 국내정치적으로 일본의 야당 및 혁신계열의 행위자들이 힘을 

얻어 일본 교과서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자민당, 문부성 등 일본 보수의 결집을 야기하였고, 혁신 세력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미미한 세력이었다. 일본 보수는 대외적 비판

에 대하여 사안을 외교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국내사안으로 프레이밍하여 

한국 측의 양해를 얻으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7월 20일 한국의 언론이 일본 교과서 문제를 크게 보

도하자 21일부터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비판 여론이 전달되게 되고 이

를 배경으로 일본 국내적으로도 우려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 일교조는 22일 ‘교과서제도 개혁안’을 교과서 

검정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일교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

도로 문부성으로부터 독립된 교과서 행정위원회의 설립을 촉구하였

다148). 

일본 보수는 교과서에 대한 대외적인 비판으로 인해 국내정치적 

사안이었던 교과서 검정제도를 둘러싸고 혁신 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우려

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보수는 국내정치적인 입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대외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안을 대외적으로 확

대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정부 및 자민당은 문부성의 의견을 따라 교과

서 문제는 ‘내정사안’으로 ‘외교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한

국 측의 윈셋을 양해를 얻으려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7월 23일 오가와(小川)문상과 마끼에다(槙枝) 일교조

148)『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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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의 회담자리에서 오가와 문상은 “외교문제라고 하여도 내정문

제이다”149)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마쓰노 국토청장관은 23일의 각

의 전 “한국이 일본의 교과서의 기술내용에 대하여 주문을 하고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내정간섭이 되며 …(중략)… 한국의 역

사교과서에도 오류가 있을 것”150)이라고 발언하였다. 

위의 언급이 한국 국내에 전해지자 한국의 여론이 보다 강경하게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7월 24일 주일대사에 해당 사

항이 중대 사안임을 알리고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자료조사를 지시하였다151).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한국정부의 공식

적인 항의는 아니었고, 일본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교조 등의 혁신계는 문부성과 대립각을 세우며 

교과서 검정제도를 비판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당시 일교조는 교과서 검

정이 문부성의 지도하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실을 

축소하려고 할 경우에는 교원에게 검정을 맡기는 식으로 교과서 검정의 

민영화를 주장하였다152).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세력을 얻지 못한 미미한 시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한국의 여론이 일본 각료들의 언급으로 인하여 더욱 강경하

게 구성되기 시작하자 7월 26일 한국 외무부는 주일대사관에 관심내용 

표명 및 문제 발언에 대해서 일정부의 입장을 타진해오면서 외교적 관점

에서 관심이 크다는 점을 일정부에 전달하였다153). 

이러한 한국의 태도변화는 일본의 야당 및 혁신계를 정치세력화하

게 하였으나 일본 정부 및 자민당은 교과서 문제는 ‘내정사안’이며 이

를‘외교문제화’하지 않는다는 기존전제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일본에

게 가능한 해결방안은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의 독특성을 한국에 설명

하여 이해를 얻는 것으로 이는 재개정이 없는 해결을 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공식입장은 교과서 검정은 기본적으로 국내문

149)『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7월 24일.
150)『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7월 24일.
151)「일본 교과서 역사왜곡문제」, 1982.7.26.,『역사왜곡문제』V.1 p. 29.
152)『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7월 25일.
153)「일본 교과서 역사왜곡문제」, 1982.7.27.,『역사왜곡문제』V.1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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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며 종래부터 행해온 국내의 교육 사안이라는 점이었다154). 이러한 

측면에서 26일 오가와 문상은 “검정은 객관적, 공정한 기술을 기본방

침으로 하고 있으며 오해가 있으면 진의를 설명하겠다”는 문부성의 입

장을 밝혔다155). 스즈키(鈴木) 수상은 7월 27일 오전, 국회 내 기자 질

의에 대하여 “검정의 제도 및 내용에 대하여 외무성의 협력을 얻어 문

부성이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고 진의를 전하여 이해를 구하도록 하며 교

과서 문제를 외교문제로 발전시키지 않도록 하며 조기 해결토록 해야 한

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상관저에서 오가와 문상과 미야자와(宮沢) 관

방장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156). 같은 날 자민당은 문교부회(文教
部会)와 문교제도조사회(文教制度調査会)와의 합동회의를 열었는데, 이

들은 “외국의 항의로 검정결과가 변경될 수 없다”는 문부성의 견해를 

지지하였다157). 

교과서 문제를 정부 간의 문제로 발전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한의

련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는데, 27일 야스이(安井) 일한의련 회장은 김윤

환 한일의련 부회장과 만나 정부 간의 문제로 발전시키지 않고 처리하자

는 생각을 전하고 합의하였다158).

한편, 대내적으로는 한국의 본격적인 외교적 관심의 표명으로 일

본 야당 및 혁신계의 태도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 이들은 한국의 비판에 

힘입어 일본 국내 담론에서 교과서 문제의 정치쟁점화를 위하여 노력하

였고 이는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7월 27일 일본의 야당이 국회 대책위

원회 등에서 교과서 문제의 대응책을 협의하면서 교과서 검정문제는 일

본 국회 내 논의로 발전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당은 교과서 문제의 해

결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발족하여 대응책을 검토하고, 국회의 문교 및 

외무위원회에서 정부의 자세를 추궁하는 것을 결정하여 동일 오후 스즈

끼 수상에게 항의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공명당, 공산당은 자민당 및 문

부성을 비난하였으며 민사당, 신자유그룹, 민사련도 각각 교과서 문제에 

154)『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7월 27일.
155)『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 1982년 7월 27일.
156)『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 1982년 7월 27일.
157)『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7월 27일.
158)『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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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및 우려를 표명하였다159). 한편 일교조도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교과서 기술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논의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160). 

위와 같이 국내정치적으로 정치적 반발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야당 및 혁신세력은 일본 내부에서 유효한 정치세력으로 존재하

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전략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7월 29일 참의원 문

화교육위원회에서 오가와 문상은 객관적 기술을 정립하려는 의도에서 기

술이 수정된 경위를 설명하고 검정과정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스즈끼(鈴木) 초중등국장은 일본의 검정

구조가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을 강조하면서 저자가 개선의견에 따라서 수

정한 것을 재수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161). 이러한 점은 

교과서 문제를 일본의 내정 사안으로 두면서 타국의 이해를 얻기 위한 

시도였다. 

정부의 위와 같은 전략은 한국 정부와의 대면에서도 드러난다. 먼

저 일본 문부성은 한국 외교부의 이상진 공사를 초치하여 7월 30일 4시

에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해당 면담에서 스즈끼 

초중등국장의 요지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국정이 아니며 민간에

서 제작된 교과서를 문부성이 학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행해지고 있다. 수정의 여부는 저자의 판단에 맡겨지는 지

도조언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었다162). 이는 당시 국회내부에서 보

수의원에 의해 힘을 얻고 있었던 것인데, 검정제도의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문제 교과서의 기술이 발생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검정은 

아니며 정부에게는 재개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외교사안이 아닌 일본

국내의 민간사안163)이라는 것이 요지였다. 

159)「교과서 검정문제(7.27 각 석간 보도 종합」, 1982.7.27.,『역사왜곡문제』
V.1 p. 66.

160)「교과서 검정문제(7.27 각 석간 보도 종합」, 1982.7.27.,『역사왜곡문제』
V.1 p. 68.

161)『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7월 30일.
162)「교과서 검정문제」, 1982.7.30.,『역사왜곡문제』V.1 pp. 133~137.
163)1982년 7월 30일 일본 국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록.

http://kokkai.ndl.go.jp/cgi-bin/KENSAKU/swk_dispdoc.cgi?SESSION=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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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날 5시 최동진 아주국장과 고또 주한 일본공사의 면담

에서 고또 공사는 “한국의 국민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한국의 비판 

및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나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하며 비

공식으로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며 한일 간 마찰을 빚는 사안들은 더 이

상 확대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164). 이

는 ‘외교문제화’를 하지 않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론이 강경

하게 구성되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도 보다 다양한 혁신 세력들이 활동하

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7월 29일 재일한국거류민단은 100명의 기

자가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관련 역사교과서의 기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요망서를 문부성에 제출하였다165). 

또한 30일, ‘교과서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회’가 구성되어 여야 국

회의원들에게 해결을 촉구하였고, ‘역사교육자협의회’ 교원장 4천명은 

전국대회에서 교과서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 

협의회’, ‘일본 기독교 협의회’, ‘야스쿠니 신사 문제 특별 위원

회’등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문부성에 전달하였다166). 또한 오키나와 

현민들은 오키나와 관련 기술에 대한 항의로 1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

였다167). 그러나 보도내용의 과격도, 시위내용의 과격도, 반정부 시위여

부 등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강력한 형태로 일본 혁신계의 여론이 구성

되지 않았고 이들의 요구는 정치권 내에 투영되지 않았다. 

요컨대, 제2기의 일본 측의 양면게임은 국내적 게임에서 한국의 

비판이 심화되자 일본 국내정치에서 혁신계 및 야당이 동력을 얻어 교과

서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정도를 강화하여 자국의 윈

&SAVED_RID=1&PAGE=0&POS=0&TOTAL=0&SRV_ID=5&DOC_ID=526
3&DPAGE=2&DTOTAL=39&DPOS=31&SORT_DIR=1&SORT_TYPE=0&
MODE=1&DMY=1708 (검색일: 2016년 12월 2일)

164)「면담요록」, 1982.7.30.,『역사왜곡문제』V.1 pp. 119~127.
165)「교과서 검정문제(7.29 각 석간보도 종합」, 1982.7.29.,『역사왜곡문제』

V.1 p. 110.
166)『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7월 31일.
167)『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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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제1국면 제1기의 한국과 일본의 윈셋 비교

셋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 내에서 정치적으로 

유효한 세력이 아니었고, 일본 정부 및 여당은 문제를 외교문제화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였다. 이 시기 야당 및 혁신의 노력이 있었으나, 한

국 정부의 공식 항의로 발전된 상황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민당 등의 

보수의 현상유지 압력이 강했다. 따라서 일본의 윈셋은 교과서의 기술 

재개정이 없는 ‘현상유지’, ‘시정 없이 교과서 검정제도의 설명을 통

한 한국의 양해’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3. 제1국면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윈셋 크기 비교

1) 제1기의 한국과 일본의 윈셋 크기 비교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양국의 국내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양국의 

윈셋이 구성되었다. 먼저 제1기의 양국 간의 윈셋을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①: 82년 검정필한 교과서를 즉각 시정

②: 82년 검정필한 교과서에 대한 시정의지를 일본정부의 통일견

해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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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과서에 대한 시정의지를 일본정부의 통일견해로 발표 + 82

년 검정필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지도교원지침 등으로 실질적 수정

④: 다음 회의 검정을 1년 당겨서 시행

⑤: 내년도 부분개정에서 가필을 통한 실질적 내용 수정

⑥: 다음 회(85년)의 검정에서 반영

⑦: 시정 없는 사과

⑧: 검정제도 설명으로 한국의 양해 유도(시정 및 사과 없음)

⑨: 현상유지(시정 및 사과 없음)

한국과 일본의 협상평면에서의 각 지점을 순서대로 상술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①은 82년 당시 문제가 되었던 교과서를 즉각 재개정을 

통해 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 측에서 가장 선호하는 협상결

과였으나 일본으로서는 불가능한 대안이었다. 일본 정치권에서 다수파에 

해당하는 자민당과, 교과서 문제를 관장하는 문부성은 전후 좌편향교육

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로 교과서 검정제도를 강화시켜 왔는데 검정이 통

과한 교과서를 개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지면 

교과서 검정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②는 82년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의 시정의 의지를 일본 정부의 통

일 견해로 언급하는 것이었다. 이는 82년의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가 시

정이 되도록 한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 주지만 검정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 국내적으로 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대안이었는데, 일본 국내의 자민당과 문부성의 반발로 정부 통일 

견해로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에 대한 시정이 정부견해로 언급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③은 일본정부의 통일견해로 교과서에 대한 시정의지를 비추인 다

음 82년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를 재검정하지는 않고 지도교원지침 등으

로 교육 현장에 변경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

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정부가 교과서의 시정의지를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자민당과 문부성의 우려가 컸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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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대안이었다. 

④는 82년에 문제된 교과서는 그대로 두고, 교육현장에서 일정기

간동안 사용하게 두지만, 다음 회의 검정을 1년 당겨서 실행하고 이에 

이웃 국가들의 우려를 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교과서 검정제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결과로, 일본에서 자민당과 문부성의 우려가 컸기 때문

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대안이었다. 

⑤는 82년에 문제된 교과서를 재개정 하는 대신 83년에 이루어지

는 부분개정에서 주석을 더하는 가필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수정

하는 안이었다. 이는 일본으로서는 교과서 검정제도의 틀을 변경하지 않

는 선에서 성의를 보이는 조치로 가능하나 대외국의 시정요구에 따라서 

통상적인 검정기간 외에 특수하게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문부성, 자민

당 등은 주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문제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

은 대안이었다. 

⑥은 82년에 문제된 교과서는 그대로 두고, 교육현장에서 일정기

간동안 사용하게 두지만, 다음 회의 검정에서 이웃 국가들의 우려를 담

는 것이었다. 이는 일본으로서는 교과서 검정제도의 틀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대외국에 성의를 보이는 조치로 가능한 대안이었다. 

⑦은 82년에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가 대외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

게 한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자국의 교육과 관련되는 내정문제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시정이나 기술의 

변경은 없는 것을 의미한다. 

⑧은 82년에 문제된 교과서는 시정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사과하

지 않으며 일본 교과서 제도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 한국 측에 양해를 구

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 국내적으로 교과서 검정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서 정부의 직접적인 간여 없이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과하지 않고, 일본 내부의 보수와 혁신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나온 문제라는 점을 한국 측에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다.

⑨는 82년에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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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검정제도는 전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국내제도이

기 때문에 이번의 검정이 특수하게 일본의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각 나라마다 역사관이 다르고 따라서 다른 역사관에 기초한 교

과서의 검정은 문제가 없다는 논리에 근거한 대안으로 일본으로서는 교

과서 검정제도의 틀을 변경하지 않고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더

라도 대외국의 내정간섭으로 인한 현상변경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그림 4의 한국과 일본의 윈셋의 비교를 참고해보면, 당시 일본 측

의 윈셋은 시정과 사과가 없는 현상유지로 협소하게 구성되었으나, 한국 

측에는 교과서 검정에 대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한국의 윈셋이 일본의 현상유지를 용인하는 정도로 크게 구

성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제1기에는 한국과 일본의 윈셋이 현상유

지에서 만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문제를 인식

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한일 간에 외교적인 갈등이 나

타나지 않았다. 

2) 제2기의 한국과 일본의 윈셋 비교

제2기의 양국 간의 윈셋을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5와 같다. 그림 5

과 같이 일본의 교과서 문제가 한국 여론에 알려지고 난 후 한국의 윈셋

은 ‘82년 검정필한 교과서를 즉각 시정’으로 작게 구성되었다. 한편, 

일본의 윈셋은 ‘교과서 검정제도 설명으로 한국의 양해 유도’하는 선

까지 확대되었으나, 구체적인 시정 및 사과는 일본 국내의 보수의 반발

로 인해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시기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해당 사

항을 공식적인 문제로 제기하지 않아 외교 사안으로 확대되지 않았으므

로 양국의 윈셋은 잠재적인 윈셋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양측의 

윈셋은 교차하는 지점이 없어 협상의 타결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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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1국면 제2기의 한국과 일본의 잠재적 윈셋 비교

제2기 한국 측 여론의 반발로 잠재적 윈셋이 큰 폭으로 축소되고 

한일 국가 간의 갈등양상이 심화되게 되면서 해당 사안을 외교적으로 다

루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국면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에 제2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을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항의하면서 

이를 양국 간에 외교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구성하고 이에 따라 공

식적인 한일 정부 간의 협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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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2국면: 한일 간 협상에 따른 

윈셋의 변화

제 1 절 한일 간 협상의 타임라인168)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협상의 타임라인을 다음과 같

이 정리해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8월 3일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비망록의 형식을 

통해서 “조속하고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가 한일 간의 

공식적인 외교문제가 되었다.  이에 8월 4일 일본의 스즈키 수상은 사

꾸라우찌 외상(外相: 외무성의 장)과 오가와 문상에게 대응책 협의를 지

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8월 5일부터 외무성과 문부성의 양 사무차관 레

벨의 협의를 통해서 대응책 검토가 시작되었다. 한편으로 같은 날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 외무, 문부 양성의 관계 국장을 특사로서 파견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런데 8월 6일 마쓰노 국토청 장관이 각의 후의 기자회견에서 또

다시 “이등방문(伊藤博文: 이토히로부미)을 암살한 안중근을 한국 교과

서가 영웅시하고 있다”며 또다시 발언해 문제가 되었다. 이에 8월 7일 

외무성은 장관 발언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사태의 악화에 따라 8월 8일에는 스즈키 수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서 “교과서 역사기술문제로 인근 제국에 괴로움을 끼쳤으며, 이들의 심

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8월 9일에는 사꾸라우찌 외상

이 중의원 외무위의 답변에서 “문제의 해결에는 재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문부성은 “기술 정

168) 밑에 상술된 역사적 사실의 시간흐름순서는 본 연구에서 인용하고 있는 

외교사료와 신문들을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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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8월 12일에는 한국 외무부 아주국장이 주한 일본공사를 초치하여 

일본정부에게 8월 3일자 비망록에 대한 회답과 신속한 조치를 재촉구 

하였다. 한편, 같은 날 사꾸라우찌 외상은 특별 기자회견에서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신을 염두하고 있으며 ... (중

략) ... 교과서 검정제도의 운용에서 그러한 인식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유감이며 조속히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스즈키 수상과 오가와 문상은 “위의 견해는 외상의 개인

적인 견해이며 일본 정부 전체의 통일 견해가 아님”을 기자회견을 통해

서 표명하고 교과서 문제에 대한 방침을 “한국 중국에 대한 전쟁책임의 

표명 등을 정부 기본 견해의 형식으로 표명하며, 교과서 기술 재개정은 

국내문제로서 외교 관계와는 별개 문제로 취급”한다는 것에 대하여 합

의하였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외상의 의견은 일본 정부의 통일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장관의 공식 논평이 아닌 당국자 논평으로 평가하는 미온

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으로 8월 16일 일본 정부 수뇌부는 정부통일견해를 8월 27일 

이전까지 발표할 것임을 시사하며 외무성과 문부성이 일본 통일견해 작

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에 8월 17일 “3년 후 검정

을 2년 앞당기며 외무성 내년도 사용 교과서에 대한 연내 수정 주장을 

철회하고 83년 1년간은 그대로 사용한다는 안”이 양성의 절충안으로서 

부상하였다. 또한 8월 18일에는 구체적으로 “먼저는 양국과의 관계개

선을 목표로 한 성명을 발표하며 그 후에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하

여 검정제도를 보완”한다는 2단계 방식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 21일 미야자와 관방장관은 NHK국회 토론회

에서 교과서 문제를 “적어도 다음 달로 끌고 가지 않도록 처리하며 ... 

(중략) ... 문제가 있는 점을 반성해서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싶다”는 

의견을, 8월 23일에는 스즈키 수상이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며 ... (중략) ... 한국과의 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수복”한다는 의사를 강조하여 각각 교과서 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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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결국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일본 정부는 8월 26일 주일 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8월 3일 자 비망록에 대한 답신의 형식으로 교과서 기술을 

일본 정부의 책임 하에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문제로 발전한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는 외교적

으로 종결되게 된다. 

제 2 절 한국 협상대표자의 협상전략

1. 제1기(8월 3일~8월 8일): 한국 정부의 ‘발목 잡히기’

제2국면 제1기 한국 측의 양면게임에서 정부는 비망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발목 잡히기’ 전략을 행하였다. 한국 외무부는 8월 3일 오

후 6시 35분부터 행해진 주한 일본 대사관 마에다(前田)대사와 한국의 

이범석 장관의 면담을 통해 당시의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을 비망록의 형태로 전달하였다169). 이러한 한국 측의 공식적

인 문제제기를 통해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외교문제로 발전하게 되

었고 한국정부는 국내정치적으로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압력이 강해지게 된다. 당시의 비망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측의 왜곡부분 시정요구에 대한 1982년 7월 30일자 

일본정부의 회답과 문부성의 설명은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

므로 이를 수락할 수 없음. 둘째,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태도는 한국 내

의 비등한 여론과 국민감정을 한 층 더 자극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어 한·일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심히 우려함. 셋

째, 따라서 한국 정부는 본건에 대한 일본정부의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함.170)

169)「면담요록」, 1982.8.3.,『역사왜곡문제』, V.2, pp. 31~39.
170)「비망록」, 1982.8.3.,『역사왜곡문제』, V.2,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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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국 정부의 비망록의 전달은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의미

를 지닌다. 우선은 한국 정부가 비망록의 형식을 통해서 일본 측에 공식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그 동안의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한

국 정부의 방침이 ‘외교문제화’로 변경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용면

에서 한국정부는 일본 측에게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시정조치

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요컨대, 이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면을 한국 정부 스스로 만드는 ‘발목잡히기’전략

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의 일본 측과의 협상

에서의 자국의 윈셋을 축소시키려고 하였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그간의 미온적인 대응에서 강경론으로 전략을 

선회한 데에는 여론의 반발이 주요한 변수였다. 구체적으로 8월 3일 일

본 정부에 비망록을 전달하였던 면담요록에서 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 

당시 한국 외무부 이범석 장관은 “한국의 국민감정이 비등하고 언론이 

정부를 철저하게 공격하고 있지만 그 동안 가능한 이 문제가 외교적인 

분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171)고 하면서 외무부는 어려운 

국내정치적인 상황에서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여 노력해 

왔다는 점을 먼저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범석 장관은 점차 한국 여론이 무마되기 어려운 시점으

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내일모레 국회의 문공위

가 소집되게 되어 있고 다음 주에는 외무위를 소집하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외무 당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국민감정과 언론의 공격을 감당해 

내기 어렵고 특히 국민감정이나 언론의 동향이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

는 단계에 와 있어 외교도 어느 정도 이에 맞춰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사

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172)”고 언급하고 있다. 덧붙여 이장관은 

“교과서 문제는 정부 내에서도 외무부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173)”이라

며 외무부가 난처한 상황에서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71)「면담요록」, 1982.8.3.,『역사왜곡문제』V.2, p. 33.
172)「면담요록」, 1982.8.3.,『역사왜곡문제』V.2, p. 34.
173)「면담요록」, 1982.8.3.,『역사왜곡문제』V.2,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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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면담내용으로 보았을 때 한국 외무부의 초반 신중한 대처

는 한국 여론의 반발과 그로 인한 정부 내부의 외무부에 대한 비판으로 

점차 적실성을 잃었고, 외무부는 보다 강경한 대처로 정책을 선회하였

다. 외무부의 전략 선호의 변경원인이 국내 여론에 있었기 때문에 비망

록의 전달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국내여론의 합의가능 지점, 즉 윈셋이 

작다는 것을 일본 협상 대표 측에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신호는 한국의 강경 여론으로 뒷받침되었다. 

구체적으로 8월 3일 오전부터 한국의 여론은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시정 노력을 비판하고 특히 외무부와 문교부에 대한 지적이 집

중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3일 오전 민한당과 국민당은 역사교과서 

문제의 대책회의에서 해당 문제는 한국에 대한 주권침해임을 밝히고 이

의 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정부에 촉구하였다174). 또한 정부가 

한일의원연맹이나 민간차원으로 시정대응을 밭기는 데에 대한 불만이 정

당들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175). 민정, 민한, 국민 등 주요 3당

은 5일부터 열리는 국회문공위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촉구하며 이 문제에 대한 결의를 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176)함에 따

라 한국 정부가 느끼는 정치적인 압력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시정조치 요구가 있자, 한

국 여론은 보다 더 힘을 받아서 강력하게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식으로 

구성되었다. 8월 5일에 열린 국회 문공위에서는 이규호 문교장관과 이

진의 문공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에서 문제가 된 기술에 대한 정부 측 

대책을 보고 받고, 국회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시정대책을 촉

구하였다177). 이 결과로 해당 회의에서 이규호 문교장관은 “한일 양국

간의 현안인 40억불의 경제협력문제 때문에 교과서의 왜곡을 시정하도

록 요구하는 문제를 유야무야로는 하지 않겠다178)”라면서 국내 여론에 

174)『매일경제』, 1982년 8월 3일.
175)『매일경제』, 1982년 8월 3일.
176)『동아일보』, 1982년 8월 3일.
177)『경향신문』, 1982년 8월 5일.
178)「교과서 검정문제(8.6자 조간 보도 종합」, 1982.8.6.,『역사왜곡문제』V.2,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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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발목을 잡히는’모습을 보였다. 당시 국회의 문공위가 채택한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일본 정부는 왜곡된 검인정 교과서의 내용을 즉각 시정하여 

한일양국이 호혜평등의 원칙위에서 선린우호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본 검인정 교과서 개편과정에서 즉각적

인 시정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대일본 교섭으로 국민을 실망

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강구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정당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문제해결

을 위한 국회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투철한 역사의식을 갖

고 이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을 다짐한다179).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역사 교과서 문제가 국회차원으로 확대되었

으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국회차원의 비판 여론이 공식화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민간에서는 노인회, 한국 예총, 대한 기독

교, 민족통일촉진회 단체 등의 비판 등, 비판이 사그러들지 않았고, 전국

적인 규모의 규탄대회는 일본인 승객의 승차거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으로 확산되었다180). 따라서 한국 측 협상 대표자의 대응이 보다 강

경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만들어졌고, 이에 이규호 문교장관이 국민 

여론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 5일에는 주일한국대사관 이상진 공사가 기우

찌 국장과 접촉하여 협의하는 등 양국 정부의 긴밀한 문제해결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당시 한국 정부는 이전과 다르게 국내 여론을 의

식한 강경한 대응을 보여주었다. 당시의 면담에서 이상진 공사는 일본의 

고위급 관료 파한 제안에 대하여“시정의사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감정을 한 층 더 자극하게 되어 어

렵다”며 방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고, “지금의 분위기와 

국민감정으로 보아 경협 문제는 협의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며, 경협과 

179)『동아일보』, 1982년 8월 6일.
180)『경향신문』, 1982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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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문제를 분리하는 접근방식을 통해서 자국의 윈셋이 작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81). 

요컨대, 제1기의 국면에서 한국 외무부는 ‘발목 잡히기’전략을 

통해서 국제적 게임에서의 자국의 윈셋을 축소시켜 일본 정부 측에 강경

한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전략은 한국 여론의 반발에 의한 

것으로 국제적 협상에서 한국 외무부는 일본 외무성 측에 국민여론의 반

발이 강경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여론의 반발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직접적으로 표출되게 되었고, 이에 정부 내

에서도 외무부의 입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외무부가 전략을 변경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2. 제2기(8월 9일~8월 15일): 한국정부의 ‘사안의 재정의’와 

한일의련을 통한 자민당의 설득작업 시작

제2기에 한국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사안의 재정의’전략을 통해 

자국의 윈셋을 약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일본과는 ‘초국가적 

협력’전략을 통하여‘쟁점사안의 연계’전략과‘메아리’전략을 사용하

여 일본의 윈셋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먼저 ‘사안의 재정의’전략과 관련하여서 정부 내부에서 종전의 

반일여론을‘극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 시기 합의를 이루었다. ‘극

일’이란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 측도 문제이지만 한국 측이 자기 

역사를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

로, 반일 일변도 보다는 지일과 한국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일본

과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새로운 노선이다. 

이는 정무 제1수석비서관을 주재로 외무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

여하여 이루어진 ‘대일 홍보지침에 관한 청와대 회의(8월9일)’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해당 회의에서는‘금후의 대일 홍보지침은 청와대 

지침이 우선할 것’과 ‘이제부터 반일 운동이 아니라 일본을 이기는 차

181)「제목없음」, 1982.8.5.,『역사왜곡문제』V.2,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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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의 대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왜곡시정의 방향으로 언론을 유

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일이 아니라 일본을 쫓아 앞질러가는 방향으로 

언론을 유도할 것’이라는 지침이 합의를 보게 된다182). 

이와 같이, 이 시기 한국 정부는 단기와 장기적인 대응방향을 분

리하여 단기적으로는 문제된 교과서의 기술의 시정을, 장기적으로는 반

일이 아니라 극일로의 여론 전환을 통해서 사안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려 

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사안의 재정의’전략을 통해 국내의 윈셋을 

확대시켜 장기적으로 보다 완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로 정

리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언론 지침에 따라서 8월 9일자 

『동아일보』의 기사를 시작으로 언론 상에서 극일에 대한 언급의 빈도

가 급증하게 된다183).

또한,  8월 15일 광복절의 이규호 문교부 장관, 전두환 대통령의 

언급을 통해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먼저 이규호 장관은 

“역사 기술에 대한 문제에서 한국 국사학계의 연구 발전 미흡으로 인한 

측면도 있다며 한국이 스스로 자국의 역사를 발전시켜 이러한 문제를 방

지해야 한다184)”는 ‘극일’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전두환 대통령도 

광복절 대통령 축사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힘없는 민족이 외치는 평화와 백존(白存)이 얼마나 공허한 것

인가 하는 것은 세계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185)”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일’에서 ‘극일’로 변경하려는 전략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이 시기 한국 정부는 국제적 협상에 있어서 한일의원연

맹을 통하여 ‘초국가적 협력’전략을 사용하고, ‘쟁점사안의 연계’와 

‘메아리’전략을 사용하여 일본의 윈셋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외무부는 

182)「대일 홍보지침에 관한 청와대 회의(8·9)」, 1982.8.9.,『역사왜곡문제』
V.2, pp. 149~154.

183)『동아일보』, 1982년 8월 7일; 『매일경제』, 1982년 8월 10일;『조선일
보』, 82년 8월 11일 기사 등을 시작으로 주요 일간지에서 극일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였다.  

184)『경향신문』, 1982년 8월 16일.
185)『매일경제』, 1982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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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과서 시정을 위한 한·일 의원연맹 대책’을 통해서 여러 친선단

체를 통해서 일본 국내에서 시정을 찬성하는 여론을 지원하고, 자민당 

내 보수 친한 세력에 대한 설득 공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

로 일본 내의 이념 분쟁과 한국 관계 역사 기술의 시정은 분리된 사안이

며, 마쓰노 국토청 장관과 같은 보수 세력이 한일의련의 회원임을 감안

해서 의련을 통하여 발언 자숙 등을 요청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외

무부 내에서 건의되었다186). 이렇듯 외무부는 한일의련의 여러 다른 사

안과 역사 교과서 문제의 해결을 연결하고, 일본의 국내정치적 문제와 

한국관계 시정을 분리하는 전략을 통해서 일본의 자민당 일한의원들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외무부 내에서 ‘초국가적 협력’, 

‘쟁점사안의 연계’, 그리고 ‘메아리’전략을 통해서 일본 내부의 윈

셋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제2기에서는 정부 측에서 ‘사안의 재정의’전략을 통하

여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단기와 장기적인 대책을 나누어서 단기적으

로는 시정조치를 받아내지만, 장기적으로는 반일이 아닌 ‘극일’을 통

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재조정하여 한국 측의 윈셋을 확대하려 하였다. 

한편, 외무부는 한일의련을 경유하는‘쟁점사안의 연계’와‘메아리’전

략을 통해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을 설득하여 일본 측 윈셋을 확대하려고 

시도하였다.

3. 제3기(8월 16일~8월 26일): 한국정부의 대내외적 윈셋확대 

노력 지속 

제3기의 한국 측의 양면게임은 기본적으로 제2기에서 만들어진 

‘사안의 재정의’등의 정부 차원의 전략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일의련을 

통한 ‘초국가적 연계’전략으로 양국 간의 협상가능지점이 마련되는 과

정이었다. 

먼저 이 시기 정부의 한일의련 활용 방침에 따라 한일의련은 일본

186)「일 교과서 시정을 위한 한·일 의원연맹 대책」, 1982.8.9.,『『역사왜곡문
제』V.2,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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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민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이대순 의원은 

8월 15일부터 19일, 김윤환 의원은 8월 17일부터 22일, 각각 방일하여 

일본 내부의 미쓰즈카, 모리 의원 등 일한의련 관계 인사와 접촉하여 일

본 교과서 문제를 협의하였다187). 이 시기 외무부는 방일과 관련하여 

한일의련의 보고를 받기는 하였지만188) 논의 사항을 전부 파악하고 있

지는 않았으며 한일의련이 일본 의원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가한 것으로 보여189) 한일의련이 정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

지고 관료와 정치인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무부가 파악한 김윤환 부회장의 방일 결과 보고에 따르면, 김의

원은 주로 자민당 문교의원들과 접촉해서 한국 국민의 감정을 설명하여 

교과서를 조속히 시정하게 하며 문부성 관계자들의 설득과 시정을 촉구

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190). 김의원은 방일기간 동안 자민당, 

민사당, 공명당의 유력의원과 일본 정부의 장관들을 만나서 한국 측의 

강력한 국민 여론을 전달하며 시정조치를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자신이 1) 정부, 민정당 대표가 아니라 의원연맹

의 한 사람으로서 비공식 방일 한 것이며, 2) 한국인의 1/3은 일제강점

기를 체험한 사람들로서 3) 교과서 문제는 흥정이 불가능한 문제이며, 

4) 한국은 개방체제로 여론의 통제가 불가능하고, 5) 자유진영의 일원

으로서의 한국과의 협력을 생각해 주기 위해서, 6) 즉각 수정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담은 정부의 통일견해가 공식성명의 형식으로 8월말까지 

발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본에 전달하였다191).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한일의련은 공식적인 정부채널보다

는 비공식적인 의원의 입장을 통해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의

187)「교과서 관계 아국 의원 방일」, 1982.8.22.,『역사왜곡문제』V.5, p. 18.
188)「일본출장결과보고서」, 1982.8.25.,『일본 교과서 한국관계 역사왜곡문제, 

1982』 V.6 8.26-31 등록번호: 19634 분류번호: 755.32JA(이하 『역사왜곡
문제』V.6) p. 4.

189)「일한의련방한」, 1982.8.22.,『일본 교과서 한국관계 역사왜곡문제, 1982』 
V.5 8.21-25 등록번호: 19633 분류번호: 755.32JA(이하 『역사왜곡문제』
V.5) p. 208.

190)「일본출장결과보고서」, 1982.8.25.,『역사왜곡문제』V.6, p. 4.
191)「일본출장결과보고서」, 1982.8.25.,『역사왜곡문제』V.6, pp.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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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협조를 위하여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시의 한국의 형식적 민주

주의 체제 하의 강경한 여론이 일본 측을 설득하는 주요 논거가 되었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의 마지노선

으로 즉각 수정으로의 일본정부의 통일견해가 명확히 표시되었다. 

한편으로 ‘극일’을 통한 여론 진정화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18

일 국무총리 주재 하의 회의에서 반일 국민의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국론

을 통일하고 이를 지속화 하는 장기 및 단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시

기 단기 방안으로서 처음 등장한 것이 ‘독립기념관’의 창설이었다. 한

국 정부는 독립기념관을 통해서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를 교육함을 통해

서 장기적으로는 식민지 사관에서 탈피하고 국내사학자 간의 의식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192). 

또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일한의련의 미쓰즈카, 모리의원이 

방한하여 한국의 의원연맹과 민정당, 국민당, 민한당 등 주요 정당과 관

련 정책결정자 등을 만나서 교과서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

의원연맹과 각 정당들은 1)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 한일 간의 경제협력 

문제와 한국관련 역사 기술의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으며, 2) 일

본 정부의 명백하고 구체적인 시정표명이 없으면 국민감정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3)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고립되지 않으려면 국제 여론을 

중시해야 하며, 4)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내년부터 사용되는 교과서의 

시정이며, 5)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한일의련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

을 일본 측에 전달하였다. 이때 한국 정부와 정치적 유력자들은 모두 동

일하고 강력한 논조로 일본 측의 시정의사를 요구하였다193). 

위의 방한에서 한국의 정당과 한일의련 의원들은 자국 윈셋의 협

소함으로 호소하면서,‘초국적 협력’전략을 통해 윈셋을 확대하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검정제도, 한일 경협 문제와 한국

관련 역사기술의 문제를 구분해서 문제를 접근하는‘메아리’전략과, 한

일의련에서의 협력과 교과서 시정을 연결하는 ‘쟁점사안의 연계’전략

192)「안보회의 결과보고」, 1982.8.18.,『역사왜곡문제』V.4, pp. 75~79.
193)「일본 미쓰즈카, 모리의원 방한 동향보고서」, 1982.8.25.,『역사왜곡문제』

V.6, pp. 9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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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일본의 윈셋을 넓히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제3기의 한국 측의 양면게임은 국내적 게임에서 한국 정

부가 ‘사안의 재정의’전략을 통해서 윈셋을 확대하려고 하였으며,   

국제적 게임에서 한국 외무부는 강경한 시정조치 요구를 하는 한편, 한

일의련과 한국 주요 정당들이 자민당 설득작업을 통해서 일본 측의 윈셋

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때 ‘초국적 협력’, ‘메아리’, 그리고 

‘쟁점사안의 연계’등의 전략이 사용되었다.

제 3 절 일본 협상대표자의 협상전략

1. 제1기(8월 3일~8월 8일): 자민당과 외무성 및 일한의련의 상

이한 전략

제1기 일본의 양면게임은 8월 3일 한국 측의 공식적인 문제제기

로 게임의 양상이 달라진다. 문부성과 자민당은 이전의 입장을 고수하며 

교과서 문제가 내정사안임을 강조하려는‘메아리’전략을 사용하였으나 

외무성, 수상, 문상은 ‘사안의 재정의’를 통하여 자국의 윈셋을 확대

하려고 노력하였고, 일한의련은 ‘초국가적 제휴’를 통하여 서로의 윈

셋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부성 및 자민당의 대응양상

이 이전에 비하여 온건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야당 및 혁신계

의 시민단체들은 국내정치적으로 본 사안을 다루면서 정치쟁점화를 통해 

교과서 검정제도의 현상변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먼저 이 시기 일본 정부 내에서 전략 변경을 가져온 요인은 한국

정부의 강경조치에 따른 외무성의 사태인식변화와 이후 한국에 대한 외

무성의 협조였다. 8월 3일 이범석 외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로

부터 비망록과 강력한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마에다 대사는 “반드시 시

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194). 그리

고 이후 외무성은 ‘사안의 재정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당 사안을 

194)「외무장관 마에다 대사 면담」, 1982.8.3.,『역사왜곡문제』V.2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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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제’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제1국

면에서 외무성은 문부성의 의견을 따라 사안을 국내정치 사안으로 두고 

한국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8월 

3일 한국정부의 공식항의로 사안이 외교문제화 되자 외교적인 결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외무성의 

노선 전환으로 이어졌다.

외무성은 사안의 속성이 이전과 다르며 한국의 시정요구압박이 강

력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 내에 알리고 시급한 대책을 촉구195)하였다. 

외무성은 한국의 국내여론의 반발로 인하여 정부가 외교조치를 취하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에 외교 책임자인 이장관이 마에다 대사에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정부가 외교경로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강력한 

자세를 표시한 것이라고 한국 측의 비망록 전달 조치를 평가하였다196). 

그리고 외무성은 교과서 문제로 인해 한국과의 경제협력과 같은 외교관

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사안을 확대하여 정의하였다197). 이러

한 이유로 외무성은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정부의 정치판단

을 통하여 조속히 타개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호소

하였다198). 

이러한 과정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수상과 문상도 그 이전

의 입장을 변화시키게 된다. 먼저 스즈키 수상은 8월 4일 이 문제를 

‘중대한 문제’로 표명하고 사꾸라우찌 외상과 스노베 외무사무차관을 

불러 대응책을 협의하였고 정부방침을 종래와 같이 문부성의 의견에 의

존하는 대응방식에서 수상을 중심으로 외교레벨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실

행하는 것으로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였다199). 또한 오가와 문상은 해당 

자리에서“이제 설명만으로 넘길 수 있는 단계를 지나고 있다.”200)라

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종전의 현상유지와 설명을 통해서 한국의 양보를 

195)『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4일.
196)「교과서 검정문제(8.4.조간)」, 1982.8.4.,『역사왜곡문제』V.2 p. 50.
197)「교과서 검정문제(8.5.조간)」, 1982.8.5.,『역사왜곡문제』V.2 p. 63.
198)「교과서 검정문제(8.4.조간)」, 1982.8.4.,『역사왜곡문제』V.2 p. 51.
199)『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4일.
200)『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 1982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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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드러낸다. 

한편, 외무성의 상황인식에 대하여 수상, 문상 등은 동의를 해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부서차원에서는 문부성의 기술재개정 불가 방침이 이

어졌다. 외무성과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제도를 높고 대립각을 세웠으며 

국내정치적으로는 야당과 자민당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구체적으로 8월 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문부성의 교과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문부성과 자민당문교부회는 교과서 시정에 대해

서는 응할 수 없다는 이전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회당 등 

야당은 이전과 같은 태도는 통하지 않으며 문부성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

려야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201). 그리고 동일 저녁 문부성과 자민당문

교부회도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나 검정의 진의를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법을 지속시키며 시정에는 응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하

였다. 문부성은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한국 측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202). 야당의 반발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강

력하게 제기되었다203). 

또한 문부성이 기존의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

즈키 수상은 자민당과의 협조를 통하여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였다. 4일 

정부자민당 연락회의에서 수상은 “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인근국가에

서 비판을 받는 것은 좋지 않으니 자민당도 조기해결을 위한 협조를 해 

줄 것204)”을 요구하였다. 이의 영향으로 자민당 내부에서는 다양한 목

201)1982년 8월 4일 일본국회 중의원 문교위원회 회의록.
http://kokkai.ndl.go.jp/cgi-bin/KENSAKU/swk_dispdoc.cgi?SESSION=1064
&SAVED_RID=1&PAGE=0&POS=0&TOTAL=0&SRV_ID=5&DOC_ID=831
0&DPAGE=2&DTOTAL=39&DPOS=25&SORT_DIR=1&SORT_TYPE=0&
MODE=1&DMY=1708 (검색일: 2016년 12월 2일)

202)『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5일.
203) 1982년 8월 5일 일본국회 본회의 회의록.

http://kokkai.ndl.go.jp/cgi-bin/KENSAKU/swk_dispdoc.cgi?SESSION=1064
&SAVED_RID=1&PAGE=0&POS=0&TOTAL=0&SRV_ID=5&DOC_ID=771
5&DPAGE=2&DTOTAL=39&DPOS=22&SORT_DIR=1&SORT_TYPE=0&
MODE=1&DMY=1708 (검색일: 2016년 12월 2일)

204)『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5일.



- 95 -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특히나 친한파 의원들은 이전의 ‘내정간

섭’ 담론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205).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민당의원들

은 기존의 보수와 혁신의 갈등선상에 있는 교과서 검정제도를 지키기 위

해서는 재개정을 할 수 없는 양가적인 입장에 있었다. 

한편, 외무성과 문부성의 대립이 두드러졌다. 5일 오전 외무성과 

문부성은 사무차관 레벨에서 협의를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문부성은 1) 

기술의 개정은 민간업체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강제하지 않고 있고, 2) 

교과서 전체를 읽으면 반성의 뜻은 드러나고 있으며, 3) 기술변경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역설하는 등 이전의 ‘메아리’전략을 유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부성의 이러한 전략유지는 같은 날 국회에서도 

제기되었다206). 그러나 이에 대하여 외무성은 교과서 문제는 단순한 기

술문제가 아니라 일본정부의 군사주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문제임으로 

문부성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즈키 내각 

전체의 문제로 삼고 정치판단을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

안의 재정의’전략을 통해 문부성의 태도변화를 촉구하였다207).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국장을 파견하여 일본의 

국내사정과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책을 협의할 것을 제안해왔다. 그

러나 5일 저녁 10시 한국정부는 현재 한국 국민감정으로 인하여 시정의

사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되지 않을 경우 방한은 불가능 할 것이라며 이

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208). 또한 한편으로 5일 한국 국회

에서 문공위에서는 6일 오전 0시까지의 협의를 통해 일본교과서의 시정

을 요구하는 결의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고, 이때 문교장관이 “경협문

제 때문에 교과서의 시정문제를 유야무야”로 하지 않겠다며 대중에 대

205)『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5일.
206) 1982년 8월 5일 일본국회 참의원 문교위원회 회의록.

http://kokkai.ndl.go.jp/cgi-bin/KENSAKU/swk_dispdoc.cgi?SESSION=1064
&SAVED_RID=1&PAGE=0&POS=0&TOTAL=0&SRV_ID=5&DOC_ID=483
6&DPAGE=2&DTOTAL=39&DPOS=21&SORT_DIR=1&SORT_TYPE=0&
MODE=1&DMY=1708 (검색일: 2016년 12월 2일)

207)『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 1982년 8월 5일.
208)「제목없음」, 1982.8.5.,『역사왜곡문제』V.2 pp.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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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개적인 약속을 했다209). 이렇듯 한국 측의 강경한 자세로 인한 

압력이 가중되었다. 

한편 일교조는 5일, 세계교직원단체총연합회에 앞서 스위스에서 

행해진 기자회견에서 문부성의 검정방침과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는 ‘초

국가적 제휴’전략을 사용하였다. 일교조는 1) 검정교과서는 실제로는 

국정의 성격을 지니며, 2) 문부성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고 

있으며, 3) 검정이 끝난 교과서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55년에 기술 수정을 한 예가 있으며 4) 문부성은 외부의 압력에 

굴하고 연합하면서 교육의 중립성이 이미 침해되었다210)는 논지로 문부

성을 비판하고 세계에 문제를 알려 자국의 윈셋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보수 강경파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대표

적으로 교과서 문제는 내정간섭이라는 언급을 되풀이 해오던 마쓰노 국

토청장관은 6일 오전 각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라마다 역사관은 

다르고 그에 입각하여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 측의 자

세를 비판하였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남자가 영웅화되어 미화되

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국내사정이다”라는 언급을 하였다211). 이는 보

수 강경파가 교과서 문제를 내정사안으로 정의하며 한국의 이해를 구하

는 ‘메아리’전략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무성은 해당 발언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러한 우

려에서 발언이 있던 6일 오후 스노베 외무성 차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적 견해라 하더라도 각의에서 각료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영

향을 미칠지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하며 시간과 장소를 생각하여 발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마쓰노 발언이 정부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

히 하였다고 외무부에 의견을 전달하였다212). 이러한 외무부의 즉각적

이고 강경한 대응으로 보았을 때, 보수 강경파의 ‘메아리’전략이 적실

성이 사라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9)「교과서 검정문제(8.6자 조간 보도종합)」, 1982.8.6.,『역사왜곡문제』V.2 
p. 94.

210)『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6일.
211)「일 교과서 문제」, 1982.8.6.,『역사왜곡문제』V.2 p. 101.
212)「마쓰노발언」, 1982.8.7.,『역사왜곡문제』V.2 pp. 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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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제3기의 일본 측의 양면게임은 국제적 게임에서 문부성과 

자민당은 교과서 문제를 외교사안이 아니라 내정사안이라는 것으로 프레

이밍 하려는 ‘메아리’전략으로 한국의 윈셋을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외무성의 사태인식의 변화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스즈키 수상, 오가와 문

상이 동참하면서 교과서 문제를 중대한 외교문제로 ‘사안을 재정의’하

여 자국의 윈셋을 확대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일한의련과 일교조 등 혁

신계도 ‘초국가적 제휴’전략을 통해 윈셋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2. 제2기(8월 9일~8월 15일): 일본 내 현상 변경 전략의 강화 

제2기 일본 측의 양면게임에서는 기본적으로 제1기의 전략이 연속

되었으나 점차 자민당 및 문부성의 전략이 효과를 잃고 수상, 외상, 외

무성의 전략이 힘을 얻는 국면이었다. 정부차원에서는 스즈키 수상과 사

꾸라우찌 외상이 기자회견을 통한 공식적인 언급 등에서‘사안의 재정

의’와 ‘호언장담’을 통하여 자국의 윈셋을 확대하려고 노력한 반면, 

자민당과 문부성은 일본의 교과서는 내정사안이라는 수사를 유지하는 

‘메아리’전략을 통하여 자국의 윈셋은 유지하고 한국의 윈셋을 확대시

키려고 하였다. 한편, 일한의련은 한국과의 공조를 통하여, 자민당 의원

들을 설득하고 야당도 교과서 기술을 비판하게 하는 ‘초국가적 제휴’

전략을 행했다.

점차 가중되는 대내외적인 비판으로 인해서 정치판단 압력을 받고 

있던 스즈키 수상은 8월 9일 기자회견에서 “교과서의 역사사실 기재문

제로 한국 등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불행한 전쟁으로 근린 제국에 어

려움을 끼치고 있는 바, 그들 각국의 사람들의 심정을 깊게 이해하지 않

으면 안 된다며, 그들의 주장,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의를 갖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213)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또한 같은 날, 사꾸

라우찌 외상은 중의원 외무위의 답변 등을 통해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의

견을 밝혔다214). 이러한 언급을 통해 수상과 외상은 해당 사안을 자국

213)「교과서검정문제」, 1982.8.9.,『역사왜곡문제』V.2 pp. 135~136.
214) 1982년 8월 9일 일본국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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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정 사안이 아니라 대외적 사안임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사안

의 재정의’전략을 통해 일본의 윈셋을 넓히려고 하였으며 처음으로 대

내외적으로 정치 결착을 위해서 재개정을 포함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는 사안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면서 대응책을 협

의해야 한다는 방식을 이야기 했다면 9일부터 수상과 외상은 그 방식이 

한국 측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침의 변화는 한국 측과의 협상과정에서도 드러

난다. 9일 오후 12시 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국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야

나이 주한공사는 “어느 정도의 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하는데, 외무성이 한국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시정의사를 직접

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야나이 공사는 시정조치를 기정

사실화 한 이후 일본 국내의 “혁신과 보수의 대결양상과 외국정부로부

터의 압박이라는 요인으로부터 일본 정부가 체면유지가 가능한 방법”으

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정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방법론의 협상으로 논

의를 이전시킨다215). 이는 아직 정부 전체 혹은 수상의 견해가 완전히 

시정으로 기울어진 상황은 아니었으나, 일본 정부 내부에서 교과서의 시

정을 검토하고 있는 국면에서 외무성이 조속히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려

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쓰노 국토청장관은 9일 또다시 기자회견에서 교과서 문

제에 관하여 “한국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서로가 과거

사를 꺼내면 끝이 없고 민족의 역사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간섭을 해

서는 안된다.”216)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일본 자민당 내 보수

의원들의 ‘메아리’전략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시기 

이러한 언급은 마쓰노 개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민

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언급에 대한 반발이 관측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http://kokkai.ndl.go.jp/cgi-bin/KENSAKU/swk_dispdoc.cgi?SESSION=1064
&SAVED_RID=1&PAGE=0&POS=0&TOTAL=0&SRV_ID=5&DOC_ID=988
0&DPAGE=1&DTOTAL=39&DPOS=16&SORT_DIR=1&SORT_TYPE=0&
MODE=1&DMY=1708 (검색일: 2016년 12월 2일)

215)「교과서 문제 비공식 접촉 내용」, 1982.8.9.,『역사왜곡문제』V.2 p. 138.
216)「마쓰노 국토청장 기자회견」, 1982.8.10.,『역사왜곡문제』V.2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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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메아리’전략의 적실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야당 및 혁신계의 대처 요구도 일정 부분 강화되었다. 그 이

전에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일교조 정도만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9일부터 총평도 이에 동참할 의견을 내었

고217)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국민들을 포섭하려는 시도가 혁신계에서 

만들어졌다. 또한 집필자들은 사실제공을 통해 한국과 ‘초국가적 연

대’를 시도하였다. 이들은 한국과 관련하여서 3.1절의 폭동 기술이 문

부성의 구체적인 요구였다고 거듭 주장하였다218). 그러나 여전히 일본

의 혁신계는 교과서 검정제도를 놓고 강력한 정치단위로서 조직화된 형

태는 아니었고 한국 내부의 행위자들과의 연대도 실패하였다. 

한편, 한일의련 및 일한의련의 ‘초국가적 제휴’ 전략은 자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일 오

후 일한의련 간부회에서 일한의원연맹의 야스이 회장은“일본의 시정을 

설명하면 한국 측의 오해가 풀리는 사태가 아니라 일본이 긍정적인 대처

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시켰다219). 이러한 분

위기에서 점차 자민당의 의원들의 의중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0일 참의원 문교위원회에서 자민당의 하다조(秦野)의원은 “정치는 힘

이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머리가 딱딱하게 굴고 있다”220)는 발언

을 하며 직접적으로 문부성 및 자민당의 문교위원회의 주된 논리를 강하

게 비판하였다. 

결정적으로는 11일 일한의련은 ‘교과서문제에 관한 견해’를 발

표하였는데 이는 자민당 내의 일한의련 의원들의 태도변화를 보여주며 

이를 통하여 자민당 내부에서도 변화가 표출될 수 있는 국면이 만들어졌

다. 해당 견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17)『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10일.
218)『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10일.　
219)『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 1982년 8월 11일.
220) 1982년 8월 10일 참의원 문교위원회 회의록..................................................  

http://kokkai.ndl.go.jp/cgi-bin/KENSAKU/swk_dispdoc.cgi?SESSION=3431
1&SAVED_RID=1&PAGE=0&POS=0&TOTAL=0&SRV_ID=5&DOC_ID=89
94&DPAGE=1&DTOTAL=39&DPOS=12&SORT_DIR=1&SORT_TYPE=0&
MODE=1&DMY=37893 (검색일: 2016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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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서 문제는 일한간의 관계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질문되어

진 문제로 65년 당시의 ‘한일공동코뮤니케’의 정신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일한 간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일본국의 검정제

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운용에 있어서 한국의 국민감정이나 한

일 간의 과거의 역사에 관한 인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이다. 3) 동 문제는 일한 양국 간에 상호 이해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

루어져 비로소 해결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양국의 의원연맹의 전

문가 레벨의 협의를 만들기로 한다. 4) 또한 동 문제의 진실한 해결을 

위해서 일한문화 교류기금의 설립 등 지적 인적교류를 종래보다 촉진해 

나간다.221)

다음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일한의원은 이 때 공식적으로는 처

음으로 교과서 문제를 검정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내정치

와 연관되는 문제라는 식으로 ‘사안을 재정의’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이 공식적으로 표명됨에 따라서 자민당 내부의 일한의련 의원들도 

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만들어졌다.  

한편 외무성도 한국 측의 압박을 강하게 받으며 사태해결을 위하

여 노력하였다. 12일 2시 한국 외무부는 한국 측의 비망록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답신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해당 협의에서 고또 주한공

사는 “한국의 의사를 본국에 전달할 것이며, 마에다 대사는 일제 강점

기 한국에서 직접 경험이 있으므로 문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잘 

알며,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외무부보다 3배나 더 강력하게 본

성에 건의하여 왔다. 일본식 문제 해결 방식 때문에 정치인들을 설득하

는데 시간이 소모되고는 있으나 반드시 해결될 것”222)이라고 언급하였

다. 이상의 언급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던 외무성이 

221)「교과서문제 일한의견 견해 발표」, 1982.8.11.,『역사왜곡문제』V.2 p. 
170.

222)「고또 주한공사 초치 면담요지」, 1982.8.12.,『역사왜곡문제』V.3 pp. 
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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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부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국내정치적으로 이 시기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먼저

는 13일 저녁 수상관저에서의 수상, 외상, 문상이 모인 정부 수뇌 협의

에서 교과서 문제를 “외교관계와 검정제도라는 국내문제를 분리시킨

다”는 처리 방침이 굳어지게 되었다223). 이는 이전에 교과서 문제를 

어디까지나 “내정사안”이라고 보던 일본의 문부성 및 자민당의 주류가 

‘사안을 재정의’한 것으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일본 내부의 정치적

인 결착을 가능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본 내의 한국관련 단체와 혁신계의 ‘초국가적 제휴’노력도 부

분적으로 일본의 윈셋 확대에 기여하였다. 13일 일한친선협회는 마찌무

라(町村) 회장이 수상관저에서 미야자와 관방장관에게 조기해결을 요구

하는 성명서를 전달하였다224). 또한 13일 사회교과서 집필자 간담회 준

비회는 전국에 900명의 사회교과 전교과 집필자들을 모아서 교과서의 

시정을 요구할 것을 밝혔다225). 한편으로 혁신계에서는 검정실태와 문

제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이는 한국 등 외국에게 일본 교과서 기

술에 대한 비판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기능하였다. 

한편, 8월 15일 종전기념일을 맞아 야당은 일제히 성명서 혹은 담

화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의 교과서 문제를 비판하였다. 또한 학자문화

인그룹도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 때 한국에 대

해 사죄하는 정부선언을 요구하였다. 한편 오키나와 현 교조에서는 ‘민

주교육을 추진하는 오키나와현민회의’가 교과서 기술에 대한 10만 명 

서명을 시작하였다226).  이러한 일본 내부 반발도 어느 정도 일본 정부

에 대한 교과서 시정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요컨대, 제2기의 일본 측의 양면게임은 기본적으로 제1기의 전략

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한국 측의 외교적 압력이 강화됨에 따

223)『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14일. 
224)「일 교과서문제 일한 친선협회 성명서」, 1982.8.14.,『역사왜곡문제』V.3 p. 

198.
225)『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14일. 
226)『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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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외무성, 외상, 수상 측이 보다 강력하게 ‘사안을 재정의’하여 교

과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문부성과 자

민당의 ‘메아리’전략은 점차 사라졌다. 특히나 외무성과 외무상은 한

국 측에 교과서의 재개정필요성과 시정의사를 표명하는 등 ‘호언장담’

을 하여 자국의 윈셋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한편으로 일한의련의

‘초국가적 제휴’도 더욱 강화되었다. 당시 처음으로 일한의련의 공식 

견해가 발표되는데 이는 교과서 사안을 외교적 사안으로 ‘재정의’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일한의련의 자민당 의원들도 이러한 입장에 동의

할 수밖에 없는 압력을 받았다. 야당 및 혁신계의 반발도 부분적으로 일

본 측의 윈셋을 확대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3. 제3기(8월 16일~8월 26일): 외무성의 ‘호언장담’과 일한의

련의 노력 지속 

제3기 일본의 양면게임의 양상은 국제적으로는 외무성이 한국 측

에 시정에 대한 ‘호언장담’을 함으로써 자국의 윈셋을 확대하려 하였

고 국내적으로는 일한의련이 ‘초국가적제휴’를 통해서 자민당 의원을 

설득하여 일본 국내의 윈셋을 확대하려 하였다. 한편, 일한의련은 교과

서 문제가 외교사안이지만 국내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는‘메아리’전략

을 통하여 시정의 내용과 폭에 있어서 한국 측의 윈셋을 확대시키려고 

하였다. 이때의 ‘메아리’전략은 그 이전의 교과서 문제가 내정문제이

며 외교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교과서 문제가 국

내 차원의 문제도 있어 순수한 외교문제는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전에 비

해 완만한 전략이었다. 

이 시기 일본 정부는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

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스즈키 수상은 자민당, 외무성, 문부

성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당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노

력하였다. 일본정부는 16일 외무성의 최종 대응을 결정하고 문부성이 

18일 자민당 문교 그룹과의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면 양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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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침을 토대로 내주 정부통일견해를 작성하여 문제를 타결하는 방침

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방침 하에서 스즈키 수상은 구체적으로 16일 

오전 자민당의 유력 문교의원인 니시오카(西岡)의원을 소환하여 교과서 

검정문제에 대한 당내 상황보고를 듣고 앞으로의 해결방침을 모색하였

다227). 

한편 외무성은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한 일본대사관의 

고또 공사로 하여금 16일 한국 외무부가 파악한 한국 국내사정을 청취

하게 하는 한편, 17일 일본에 귀국하여 이를 본국 외무성에 전달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16일 오후 4시 공로명 제1차관보와 고또 주한공사

와의 면담에서 고또공사는 ‘일본정부가 정부통일견해를 발표할 경우 한

국의 반일여론이 진정될 수 있겠는가’하는 점과 시정하겠다는 방침표명

이 있다면 일본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일본 측의 자율에 맡겨줄 수 있는

가’를 한국 외무부에 문의해왔다. 그리고 이 때 한국 외무부는 ‘통일

견해가 있다면 그것을 계기로 하여 국민들을 설득해가겠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일본에 맡기나 한국 측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

하였다228).  고또공사는 정부의 통일견해가 있을 경우 상황이 타개될 

수 있다는 점을 본국 외무성에 전달하였고, 그러한 입장은 외무성이 상

황을 해결해 가는데 주요 근거가 되었다.

고또 공사가 일본에 도착한 17일 오전 외무성과 문부성의 본격적

인 협의가 시작되었다. 외무성의 하시모토(橋本) 정보문화국장, 기우치

(木内) 아시아 국장이 문부성을 찾아 오전 11시부터 스즈키(鈴木) 초중

등국장, 오사키(大崎) 학술 국제국장과 면담하여 1시간 반 동안 양성의 

방안을 조정하였다229). 외무성은 동 회의에서 정부견해 가운데에 교과

서의 기술 수정을 약속한다면 구체적인 시정조치는 문부대신 등에 맡겨

도 좋다고 하면서도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연내에 수정해야 하며 

금후의 검정에 있어서 타국의 국민감정을 짓밟는 등의 표현을 넣지 않도

록 제동조치를 취한다는 견해를 밝혔다230). 이는 외무성이 내외의 비판

227)『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 1982년 8월 16일. 
228)「면담요록」, 1982.8.16.,『역사왜곡문제』V.4 pp. 8~16.
229)『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 1982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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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거로 정부 통일 견해에는 교과서 재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기초한 내용이었으며 외무성은 이를 토대로 

앞으로 양성간의 조정이 은밀히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한국 외무부에 긴

급하게 같은 날 오후 4시 51분경 전보로 전달하였다231). 

일본정부의 통일견해를 견인하는 데, 일한의련의 ‘초국가적 제

휴’ 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한일의련의 이대

순 의원은 8월 15일부터 19일, 김윤환의원은 8월 17일부터 22일 각각 

비공식적으로 방일하여 자민당, 민사당 등 유력 의원들과 정부 측 인사

를 만나 협의하였다232). 해당 협의에서 일본 측 일한의원들은 명확한 

시정의지가 담긴 정부통일견해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내정사

안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메아리’전략을 유지하여 교과서 검

정제도의 틀 안에서의 실질적 시정을 위하여 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7일 오후 4시 야스이 일한의련 회장은 김윤환 의원

에게 당일 스즈키 수상과의 만남에서 한국 측 입장과 의련 회장의 입장

을 설명하는 한 편 23일까지 수상이 정치적 결단을 하도록 종용했으며, 

해당 만남에는 모리(森), 미쓰즈카(三塚)의원도 배석하였는데 이들에게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조속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다233). 한편, 같은 날 의원 간 만찬자리에서 일측은 

“교과서 시정이 꼭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인식하고 있지만 전

후 일본에 대한 자민당의 투쟁의 결과인 검정제도 강화를 지키며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234)는 의견을 피력하여 한국 측의 이

해를 구하였다.

또한 야스이 회장은 18일 오후 3시 미야자와 관방장관을 초빙하

여 김윤환의원의 설명을 듣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본 자리에서 김

윤환의원의 한국의 상황설명에 대하여서 미야자와 관방장관은 “이를 충

230)『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17일. 
231)「교과서관계동향」, 1982.8.17.,『역사왜곡문제』V.4 p. 37.
232)「일본출장결과보고서」, 1982.8.25.,『역사왜곡문제』V.6 p. 4~5.
233)「일본출장결과보고서」, 1982.8.25.,『역사왜곡문제』V.6 p. 8.
234)「일본출장결과보고서」, 1982.8.25.,『역사왜곡문제』V.6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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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이해하며 양국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검정제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시정을 해야 해서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정

부방침을 세우려고 하며 …(중략)… 26일까지는 정부성명을 낼 생각이

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관방장관의 이해는 일본 정부 내부의 

협상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 18일 오후 8시에는 모리, 미쓰즈카 

의원이 김윤환의원을 내방하여 한 설명에 “현재 외무, 문부성 차관 및 

국장과 조정중이며 문부성의 태도가 경직되어 있어 시간이 약간 더 필요

하지만 방안이 곧 마련되도록 노력하라는 관방장관의 지시가 있었

다”235)는 언급이 있었다. 이를 통하여 일한의련 채널을 통한 한국 측

의 의사설명이 일본 자민당 및 문부성의 설득으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해당 협의에서 자민당의 일한의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자민당 강경파 의원들의 설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19일 오후 4시 30분 자민당의 다케시타(竹下) 간사장이 김윤환의원

을 내방하여 “자민당 내부에서는 상당한 강경론이 아직 있으나 지금 당

의 간사장, 총무회장 등과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노력중이다. …(중략)… 문교족의 모리, 미쓰즈카, 이시바시(石

橋), 니시오카(西岡)의원에게 이 문제를 일임시키고 있으니 이들과 접촉

하여 한국 입장을 설명해 달라. 조만간 수상의 정치결단이 내려질 것인

데 당으로서도 시정한다는 원칙으로 결정지을 것이다. 또한 강경파인 모

리, 미쓰즈카 의원을 파한하여 한국 실정을 파악하도록 생각중이다.”라

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일한의련의 민사당, 공명당 의원들은 즉각적인 시정 방침

에 동의한다는 점을 밝히는 한 편, 이를 위해 야당으로서 국회 내부에서

의 활동 혹은 수상과의 면담을 통해서 정치적 결단을 추구할 것이라는 

방침을 각각 18일, 19일의 면담 중에 밝혔다236). 이에 따라 야당들은 

21일 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1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스즈키 수

상에게 정치적 결단을 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237).  

235)「일본출장결과보고서」, 1982.8.25.,『역사왜곡문제』V.6 p. 11.
236)「일본출장결과보고서」, 1982.8.25.,『역사왜곡문제』V.6 pp.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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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한의련은 일본 정부 측이 한국의 여

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일본 

측의 최대로 가능한 선이 검정제도 틀 안에서의 시정이라는 점을 한국 

측에 다시 호소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자민당의 일한의련은 현재 자민당 내부사정을 한일의련 의원들에게 전달

하고 있었으며 일한의련의 야당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한국과 공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한의련의 활동이 일본 측 윈셋을 확대시키는데 역할을 

하였다. 17일 일한의련의 의원과 수상과의 논의에서 야스이 회장은 

“조속히 정부의 통일 방침을 밝힐 필요가 있고, 단지 설명으로 사람을 

파견하는 한가한 정세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 견해의 마련

을 촉구하였다238). 

또한 일한의련은 앞서 김윤환 의원과 협의한 것과 같이 일한의련

에서 자민당 문교족 강경파에 속하는 미쓰즈카, 모리 의원을 22일부터 

25일까지 방한하게 하였다. 이들은 방한하여 민정당, 국민당, 민한당 등 

주요 정당과 문교부장관 등과 만나 협의하였다. 

본 협의에서 두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통일견해에 시정사항

이 들어갈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한국 측과 협의를 통하여 검정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시정방법과 시기를 모색하는 의도를 가졌다. 본 협의 과

정에서 두 의원은 한국 측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여 기본적으로는 시정

에 동의하면서도 일본 내부의 보수와 혁신의 갈등이라는 사안을 강조하

는 ‘메아리’전략을 통해 한국 측에게 구체적인 시정방향에 대한 양해

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의원은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한 입장

의 문교족 의원으로서 일본에서 협의 과정에서 강경론을 이야기하여 왔

으나 한국에 직접 와서 반발을 직면하자 의견을 다소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239).

237)『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 1982년 8월 21일.  
238)『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 1982년 8월 18일. 
239)「일본 미쓰즈카, 모리 의원 방한 동향 보고서)」, 1982.8.27.,『역사왜곡문

제』V.6 pp. 95~168.



- 107 -

구체적으로 한국 측과의 만남에서 일본 의원들의 발언 요지는 

“꼭 시정하겠다. 다만 그 방법과 시기는 우리에게 맡겨달라”는 것이었

다. 8월 24일 무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드러난다. 모

리 의원은 “일본 내각이나 자민당을 대표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중

략)… 그러나 국내적으로 검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검정제도의 기본이 흔

들려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미쓰즈카 의원은 “일본 정부

는 한일국교정상화 기본조약에 나타난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략)… 한일기본조약에 나타난 이 같은 인식을 기

초로 해서 학교 교육이나 교과서에 적절하게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의 책

임으로 선처 하겠고, …(중략)… 일본 문부대신은 이를 위해 …(중략)… 

교과서의 문제된 부분을 고치겠다”는 공식 의견을 피력하였다240).

그리고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8월 25일 서울에서의 기자회견에

서 미쓰즈카 의원은 “이번 방한으로 교과서 문제가 한국의 민족혼, 민

족적 자존심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귀국 후 일본 

정부 수뇌와 자민당 수뇌에게 이를 전하고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태도

를 정부이름으로 표명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241). 해당 

기자회견은 자민당 내부의 문교족의원으로서 강경한 의견을 지니던 의원

들의 의식변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일한의련이 일본에서 한국의원을 만나

고, 강경파 의원들을 한국에 보내어 한국여론을 청취하도록 하는 ‘초국

가적 제휴’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에 8월 23일 스즈키 수상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 등

과의 우호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교과서 개정시기와 관해서 가능

한 빨리 하고 싶으며 구체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표명이 있었

다242). 이에 이어 방한했던 모리, 미쓰즈카 의원들이 25일 귀국 후 즉

시 미야자와 관방장관을 만나 기술수정에 의한 조기결착의 필요성을 강

력히 진언하였고 이에 따라서 외무, 문부 양성을 중심으로 최종적인 정

240)「제목없음」, 1982.8.24.,『역사왜곡문제』V.5 p. 98.
241)「일본 미쓰즈카, 모리 의원 방한 동향 보고서)」, 1982.8.27.,『역사왜곡문

제』V.6 pp. 109~110.
242)「8.23. 스즈끼 수상 기자회견에 대한 분석 및 논평(안)」, 1982.8.24.,『역사

왜곡문제』V.5 pp. 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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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견해의 조정이 26일 있게 되었다243). 

요컨대, 제3기 일본의 양면게임에서는 국제적으로는 외무성이 한

국 정부에게 시정에 대한 ‘호언장담’을 하고 그 전제에서 노력함으로

써 일본 국내의 윈셋을 확대시켰고, 국내적으로는 일한의련이 ‘초국가

적 제휴’를 통해서 자민당의원을 설득하고, 야당 의원들을 움직여 일본 

국내 윈셋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일한의련은 교과서 문제가 외교

문제이지만 여전히 국내문제라는 점을 주장하는‘메아리’전략을 통하여 

시정의 내용과 폭에 있어서 한국 측의 윈셋을 확대시키려고 하였다. 

제 4 절 제2국면의 한국과 일본의 윈셋사이즈 비교

1. 제1기(8월 3일~8월 8일): 일본 측의 윈셋 확대와 한국 측의 

현상유지 

제1기 한국 여론으로 인하여 국내정치적으로 큰 압력을 받은 한국 

정부는 국제적 게임에서 ‘발목 잡히기’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이는 일본

과의 협상 시에 한국 측의 윈셋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구체적으

로 한국 정부는 3일 일본 정부에 비망록을 보내어 ‘본건에 대한 교과

서의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244). 또한 5일 국회 문공위는 

‘82년 검정필한 교과서에 대한 즉각 시정’을 결의하였다245). 이로 파

악할 수 있는 제1기 한국 측의 윈셋은 ‘82년 검정필한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이었다.

한편으로 제1기 일본 측 윈셋은 다소 확대되었다. 일본 측의 양면

게임은 문부성과 자민당의 ‘메아리’전략이 지속되면서 한국의 윈셋을 

확대하려고 하는 반면, 외무성, 스즈키 수상, 오가와 문상은  교과서 문

제를 중대한 외교문제로 ‘사안을 재정의’하여 자국의 윈셋을 확대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일한의련과 일교조 등 혁신계도 ‘초국가적 제휴’전

243)『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26일.
244)「외무장관 마에다대사 면담」, 1982.8.3.,『역사왜곡문제』V.2 pp. 31~32. 
245)『경향신문』, 1982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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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통해 윈셋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전략들의 결과로 일본의 윈셋은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며 다음 회기에는 반영되는’정도로 확대되었다.  자치상 및 후생

상은 종전과 달리 처음으로 교과서 문제에 대한 유연한 방침을 이야기하

기 시작하였다. 세꼬오(世耕) 자치상은 6일 각의 후 강경한 태도로 반복

하는 문부성에 대하여 비판하기 시작하였으며 모리시타(森下) 후생상도 

한국 등에 괴로움을 끼친 것은 사실이라는 의견246)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정부 내부에서 해당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압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부성 내부에서도 다른 입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6일 중의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스즈키 초중등국장은 처음으로 “교과서 회사에서 

정오정정 신청이 있으면 수리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이

는 종전의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약화시킨 것이었다247). 스즈키 

초중등국장은 이전까지 기술재개정의 불가함을 역설해오던 인물로 이러

한 의중변화는 문부성 내부의 여론이 점차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오가와 문상은 같은 자리에서 “재개정에 대해서 

종전의 방법에 의해서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다시 검토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쳐, 진의설명에 실패하면 재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나타냈다248).  

자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의 의견변화가 있었는데, 역사 교과서 

사안이 사무레벨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개정을 

포함한 정치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자민당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

하였다249). 자민당 내에서 재개정의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8월 6일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해당 시기 자민당 내부에서 이러한 의견은 처음 나

오기 시작한 것으로 소수에 해당하였다.

마쓰노 국토청 장관과 같은 강경파는 사과 없는 현상유지와 같은 

246)「교과서 검정문제(8.6자 각석간 보도종합)」, 1982.8.6.,『역사왜곡문제』V.2 
p. 104.

247)『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6일.
248)『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 1982년 8월 7일.
249)『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 1982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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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2국면 제1기의 한국과 일본의 윈셋 비교

협소한 윈셋을 가졌으며, 문부성내부에서 변화가 나오긴 하였지만, 이 

시기 문부성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은 1) 검정에 의해 기술을 개정한 부

분을 원위치 시키는 것은 교과서 제도의 근간을 동요시키는 것이 되어 

응할 수 없고, 2) 성의를 갖고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겠다는 방침을 견지

할 것이며, 3) 이전까지도 설명을 해 왔으나 더욱 깊은 설명을 하는 

것250)이었다.

이러한 언급 등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일본 내부에서 대외국을 고

려한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점차 합의를 구성해가는 국면이 만들어졌

다고 생각되나, 여전히 문부성과 자민당 내부에서는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과반수가 

용인 가능한 윈셋은 검정 교과서 제도를 변경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해결

로, ‘다음 회(85년)의 검정에서 시정 내용을 반영’하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제1국면에서 일본의 ‘현상유지’에 비해서는 윈셋

이 완화된 것을 보여준다. 

제1기의 한국과 일본의 윈셋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250)『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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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일본 측의 윈셋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의 윈셋에는 

변함이 없어 협상의 타결은 불가능하였다. 

2. 제2기(8월 9일~8월 15일): 양국의 윈셋 확대

제2기에서 한국정부는 ‘사안의 재정의’를 통하여 자국 윈셋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영향으로 한국 측 윈셋은 다소 확대

되었다. 구체적으로 8월 12일 외무부는 오후 2시에 고또 주한공사를 초

치하여 8월 3일 비망록에 대한 조속한 회답을 요구하였는데, 여기에서 

외무부는 “우선 시정하겠다는 확실한 의사표시가 일정부로부터 있으면 

여론의 불은 식혀 갈 수가 있다251)”고 언급하였다. 동시에 한국 외무

부는 ‘일본교과서 왜곡시정을 위한 대책’을 일본 정부의 통일된 공식

견해의 유무에 따라 견해가 없을 경우에는 보다 강경하게, 있을 경우에

는 온건하게 대응하려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다252). 이를 통해 보았

을 때, 한국 정부가 인식한 한국의 윈셋은 ‘82년 검정필한 교과서를 

즉각 시정’하는 것에서 ‘82년 검정필한 교과서에 대한 시정의지를 일

본정부의 통일견해로 발표’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한국 정부 내에서도 윈셋의 경미한 차이가 보였다. 8

월 12일 오후 4시부터 이루어진 스즈키 수상과 사꾸라우찌 외상의 협의 

이후, 사꾸라우찌 외상은 오후 4시 30분 외무성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비판이나 국민감정 및 정부레벨에서의 요청도 충분히 감

안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문제가 있

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언급을 통해 시정의사를 내비쳤다253).

그런데 한국 정부 내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

이 있었다. 외무부 내의 주일한국대사관에서는 해당 발언은 ‘현 일본국

251)「고또 주한공사 초치 면담요지」, 1982.8.12.,『역사왜곡문제』V.3, p. 82.
252)「일본교과서 왜곡시정을 위한 대책」, 1982.8.14.,『역사왜곡문제』V.3, pp. 

169~174.
253)「일 교과서 문제 외상 기자회견」, 1982.8.12.,『역사왜곡문제』V.3, p. 80;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문제에 관한 사꾸라우찌 일본 외상의 특별 기자회견 논
평」, 1982.8.12.,『역사왜곡문제』V.3,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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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정으로 보아 외상으로서는 최대한의 선까지 발언한 것으로 보이며 

…(중략)… 금번 외상 발언은 일 측이 성의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임하

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의 상황으로서 이를 평가

할 수 있다’254)는 의견을 외무부 장관 측에 보냈고, 이에 따라 외무부

의 대응방안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외무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의 의견은 달랐다. 13일 오후 2

시 국무총리실에서 열린‘사꾸라우찌 외상 소견 발표에 대한 대처 방안 

협의회’에서 다른 부처들은 대부분 외무부 안(案)의 ‘진일보’등의 용

어가 너무 긍정적인 평가를 내포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고 청와대 측

은 일본 정부의 통일 견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식 논평은 어렵고 실

무자 혹은 당국자 논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따라 논평은 당국자 논평으로 만들어지고, 외무부가 제시한 용어도 

일부 수정되었다255). 이러한 한국 측 동태에 대하여 주한 고또 공사가 

외무부 최동진 아주국장에 대해서 접촉을 해 온 데 대하여 최동진 국장

은 이를‘일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방침대로 대응

하였다256). 

위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았을 때,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외무부가 

윈셋을 가장 넓게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전두환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

서는 보다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직접적인 일본 정부의 통일 의사가 

있어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외무부 안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점을 보았을 때, 제2기 한국 정부

가 공통적으로 인식한 윈셋은 ‘82년 검정필한 교과서에 대한 시정의지

를 일본정부의 통일견해로 발표’하는 것이었다. 

한편,  제2기의 일본에서는 문부성과 자민당의 ‘메아리’전략이 

점차 적실성을 잃어가는 한편 외무성, 외상, 수상의 ‘사안의 재정의’

전략이 유효하여 일본의 윈셋은 교과서 재개정 없이 ‘교과서 검정제도 

254)「외상특별기자회견」, 1982.8.13.,『역사왜곡문제』V.3, p. 106.
255)「사꾸라우찌 외상 소견 발표에 대한 대처 방안 협의회」, 1982.8.13.,『역사

왜곡문제』V.3, pp. 120~122.
256)「일 교과서 문제 전화요록」, 1982.8.13.,『역사왜곡문제』V.3, pp.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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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안에서 내년도 부분개정에서 가필을 통한 실질적 내용수정’하는 것

으로 다소 확대되었다. 

이시기 자민당과 문부성은 여전히 교과서 기술의 직접적인 재개정

에는 강한 저항을 보였다. 9일 자민당 문교부회는 교과서 검정제도의 강

화는 좌편향 교육의 시정이라는 노선에 따른 것이며, 외국의 요구에 따

라서 재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과서 검정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재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부성의 경우에도 

교과서 회사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정오정정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지

만, 금년도의 교과서를 즉시 재개정할 의사는 없음을 강조하였다257). 

그런데, 10일 자민당은 재개정을 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되는 부

분에 대해서 기술을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문부

성에 제안하였다. 이는 1) 내년도 이후의 부분개정에서 이웃 나라들과 

우호 정신에 근거하고 있음을 각주 등의 형태로 새로 추가하며 2) 내년 

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해서 주석을 특별히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

이었다258). 

한편, 12일 사꾸라우찌 외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며 깊이 반성하고 한일공동커뮤니케와 한일기본조약의 정신을 견

지할 필요가 있으며, …(중략)… 학교 교육이나 검정제도의 운용에서 그

러한 인식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유감이며 바로잡아야 하고, …(중략)… 

한일의련의 견해를 평가한다”259)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해당 

소견은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에 전해졌다260). 이는 외무성의 한국 측이 

요구하는 교과서의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에 대한 의지 표명인 동시에 

기자회견이 수상관저에서의 사전협의 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해당 내용이 

정부 내부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늠하게 하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13일 오전 스즈키 수상과 오가와 문상은 기자

회견을 통해 동 의견이 일본 정부 전체의 통일된 공식견해는 아니라는 

257)『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1982년 8월 9일.
258)『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 1982년 8월 11일.
259)『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13일. 
260)「교과서 문제에 관한 일 언론보도(8.13, 조간)」, 1982.8.13.,『역사왜곡문

제』V.3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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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스즈키 수상은 “외상의 발언은 외무성의 견

해이며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오가와 문상도 

“외상으로서의 발언이고 교육을 맡고 있는 자기로서는 재개정을 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261). 정부 내에서 정치적인 결착으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해당 시점까지는 통일된 형태로 수렴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문부성은 13일 밤 이에 대하여 ‘내정문제’로 생각하며 재개정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지속하면서도 재개정 문제의 처리는 마지막 단계

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맡길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262). 이러

한 언급은 문부성이 성 내부에서 교과서 재개정이 어려운 압박을 받고 

있어 재개정에 찬성하는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나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상을 통해서 15일까지 일본 정부 내에서 윈셋에 대한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아 통일 견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문부성과 자민당 측의 

윈셋이 다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 재개정에 대해서 불가능하

다는 강경론을 표명하던 문부성과 자민당 측은 교과서의 검정제도가 유

지되는 하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가필의 형식으로 82년 검정

필한 교과서가 수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는 일본 정부의 통일견해로 교과서에 대한 시정의지를 밝히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대안이 되었기 때문에 외무성의 시정의사표시

에 대해서 수상과 문부성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제2기 일본 

측 윈셋은 ‘교과서의 검정제도의 틀 안에서 내년도 부분개정에서 가필

을 통한 실질적 내용수정’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2기의 한국과 일본의 윈셋은 그림 7과 같다. 해당 시기 한국과 

일본 모두 윈셋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양국의 윈셋이 겹치는 부분이 없

어 협상의 타결은 불가능하였다. 

261)「스즈끼 수상 및 문상 기자회견(TV보도)」, 1982.8.13.,『역사왜곡문제』
V.3 p. 149.

262)『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 1982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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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2국면 제2기의 한국과 일본의 윈셋 비교

3. 제3기(8월 16일~8월 26일): 양국의 윈셋 확대로 협상타결가

능지점확보

제3기의 한국 측 윈셋은 ‘교과서에 대한 시정의지를 일본정부의 

통일견해로 발표하며 82년 검정필한 교과서에 실질적으로 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약간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16일 고또 주한공사와

의 면담에서 한국 외무부는 ‘일본정부의 구체적인 시정으로의 통일견

해’의 방침표명이 필요하며, 통일견해가 있을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 여

론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또 공사가 일

본 본국에 귀국하여 이를 전달하게끔 하였다263). 이 시기 한국 외무부

는 일본의 시정의사 통일견해가 없이는 한국의 여론을 진정시킬 수 없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264). 또한 현대사 부분은 83년도 사용 교과서에 시

263)「면담요록」, 1982.8.16.,『역사왜곡문제』V.4, 등록번호: 19632 분류번호: 
755.32JA (이하 『역사왜곡문제』V.4) pp. 8~23. 

264)「주한 일본공사의 정무협의차 귀국(7.17)과 관련 일본교과서 문제에 대한 아
측 입장(안)」, 1982.8.16.,『역사왜곡문제』V.4,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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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였다265). 이는 제2기 한국의 

윈셋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런데 21일에 한국 측의 윈셋의 변화가 나타난다. 21일 고또 주

한 공사에게 외무부의 공식입장이 전달되게 되는데, 이 때 한국 측은 

“일 측이 우선 시정의지를 간단명료하게 정부통일 견해에서 밝히고 이

것이 명년 사용예정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시정조치를 표

시266)”해 주어야 한다고 표명하였다. 그런데 일본 측은 이에 대하여 

“통일견해에는 시정의지만 밝히고 명년 사용교과서 반영문제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보아도 좋은지”를 문의해 왔다. 여기에 대하여 

외무부 측은 “통일견해가 총론(시정의사)과 각론(내년 교과서 반영)이 

공히 포함하는 것이라면 둘 다 포함되어야 하며, 총론뿐이라면 우선 시

정의사만 밝히고 별도로 각론에서 구체적 조치에 대한 표명이 뒤따라 있

어야 할 것267)”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점은 한국이 일본 측의 교과서 시정의지가 공표되고 실질

적으로 82년 검정된 교과서 내용에 시정 사항이 반영된다면 일본 측의 

입장을 이해하여 여론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제3기의 한국 측의 윈셋은 ‘교과서에 대한 시정의지를 일

본정부의 통일견해로 발표하며 82년 검정필한 교과서에 실질적으로 시

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약간 확대되었다.

한편, 제3기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의 ‘호언장담’전략, 일한의련

의 ‘초국가적 제휴’를 통해서 자민당 의원 설득에 성공하는 과정을 통

해서 윈셋이 ‘교과서에 대한 시정조치를 일본국 정부 통일견해로 제시

한다’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일본 측의 윈셋 변화는 정부와 자민당 의원들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자민당 내부논의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의견이 점차 힘

을 얻었는데, 18일 오전 자민당 문교부회와 문교제도 조사회의 합동회

265)「면담요록」, 1982.8.16.,『역사왜곡문제』V.4, pp. 13~14.
266)「고또오 주한 일본공사 초치시 표명 입장(안)」, 1982. 8.21., 『역사왜곡문

제』V.5, pp. 8~9.
267)「일교과서 문제」, 1982.8.21.,『역사왜곡문제』V.5,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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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검정제도를 견지하자는 강경론과 외교관계

를 고려하는 유화론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다268). 또한 8월 19일 오전 

자민당 외교관계 합동간부회에서도 한국 측의 시정요구에 대한 시정은 

불가하다는 방침의 강경론과 시정을 포함하자는 탄력론의 대립이 관찰되

었다269). 19일에는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정부는 가능한 조속히 수습

해야 한다’는 기술수정에 전향적 대응을 보이는 결론이 회의에서 승인

을 얻었다270). 이 시기 자민당 내부에서 유화 및 탄력론이 자민당 내부

에서 강한 입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한의련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한의련 의원들이 자민당 유력의원과 함께 협의하여 탄력적

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에 동력을 받아 자민당 내 여론이 변화하

였다. 

자민당 당론은 19일 오후 스즈키 수상에게 전달되었고271), 이러

한 상황에서 20일 외무성과 문부성 양성 간의 최종적인 의견조정이 있

었다. 해당 조정에서 문부성은 20일까지 행해진 문부성과 자민당 문교

부회 간부의 협의결과 문부성의 방침이 1) 역사교과서의 차기검정시기

를 2년간 앞당겨 빠르면 84년 사용분부터 기술을 수정한다는 것으로 변

화를 보였다272). 

또한 8월 21일 오전 미야자와 관방장관은 NHK프로그램에서 “자

신의 책임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자는 생각으로 나갈 것이며, 

…(중략)… 다음 달로 끌고 가는 일 없이 최종적 처리를 하고 싶다”라

며 기술수정을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통일견해에 담는 동시에 조속히 사

안을 마무리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273). 이전까지 신중한 태

도를 취하던 미야자와 관방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처음으로, 이는 시정이 

확실해져가는 국면을 보여준다.  

268)『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18일. 
269)『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 1982년 8월 19일. 
270)「교과서 왜곡문제(8.19. 각석간 보도 종합)」, 1982.8.19.,『역사왜곡문제』

V.4 p. 72.
271)「교과서 왜곡문제(8.20. 조간)」, 1982.8.20.,『역사왜곡문제』V.4 p. 82.
272)『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1982년 8월 20일. 
273)『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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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2국면 제3기의 한국과 일본의 윈셋 비교

그리고 외무성은 21일 외무부와의 면담에서 교과서시정이 곧 있을 

것을 암시해왔다. 21일 4시부터 한국 외무부에서의 면담에서 고또 주한

공사는 “일측으로서는 한국의 요구를 충분히 감안하여 국내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의 성의를 다한 내용이 통일견해에 발표될 것이

므로 한국정부도 이해하며 이를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국민감정과 여론

진정에 협력해 달라”274)고 호소하였다. 

끝으로 일한의련 중 자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한국 측과의 면담에

서 “꼭 시정하겠다275)”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언급들을 통해 

일본의 윈셋이 ‘교과서에 대한 시정조치를 일본국 정부 통일견해로 발

표하고 82년 검정필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것으

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3기의 한국과 윈셋을 비교해보면 그림 8과 같다. 다음의 그림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기 한국과 일본의 윈셋이 모두 확대되어 협

274)「아주국장, 고또 주한공사초치면담)」, 1982.8.21.,『역사왜곡문제』V.5 p. 
10.

275)「제목없음」, 1982.8.24.,『역사왜곡문제』V.5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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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능한 구간이 마련되었다. 

제 5 장 협상결과에 대한 해석

제 1 절 협상의 결과

제1국면과 제2국면에서 양국의 조정의 결과로 26일 저녁 일본의 

정부통일견해가 나오게 된다. 일본정부는 미야자와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에 앞서 스노베 외무차관을 통해 한국 측에 8월 3일자 비망록에 대한 

회답으로서 각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276). 각서형식은 

제 1항에서 본 각서가 일본국 정부가 한국에서의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하며 8월 3일자 비망록에 유의하여 낸 일본국 정부의 정식견해라는 점

을 강조하였고, 2항에서 정부가 발표할 통일견해의 담화내용을 3항에 

첨부함으로 한국의 8월 3일 비망록에 회답한다는 내용이었다277).

제 3항의 8월 26일 미야자와 관방장관의 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한 공동 코뮤니케에서 과거의 관계는 유감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

다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으며, …(중략)… 이러한 내용이 교과서의 검정

에 임하는데 있어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중략)… 일본국

으로서는 아시아의 인근 제국과의 우호, 친선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정부의 책임 하에 시정한다”278)는 것이었

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조설명에서 83년도부터 사용되는 교과서의 검

정을 1년 앞당겨 행하고, 실질적으로는 ‘문교광보’를 이용해서 83년

부터 교육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279). 

이상의 협상 결과를 통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요구한 ‘교과

서에 대한 시정의지를 일본 정부의 통일견해’로 표명한 한편, 일본 내

276)「제목없음」, 1982.8.26.,『역사왜곡문제』V.6 p. 27.
277)「일 교과서 문제 관방장관 담화」, 1982.8.26.,『역사왜곡문제』V.6 p. 41.
278)「일 교과서 문제 관방장관 담화」, 1982.8.26.,『역사왜곡문제』V.6 pp. 

36~37.
279)「일 교과서 문제 관방장관 담화」, 1982.8.26.,『역사왜곡문제』V.6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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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검정제도에 대한 일본 내 보수 세력의 우려를 고려하여 ‘교과서 

검정제도의 틀 내에서 1982년 검정필한 교과서에 대해서 실질적 수정’

을 하는 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일본 측이 교

과서 검정제도의 통상적인 검정 시기보다 검정을 ‘1년 당겨서 시행’

함으로써 한국 측에 성의를 보여주었다. 

제 2 절 양면게임의 제1국면: 협상타결 불가능

1982년 한국과 일본 간의 교과서 문제에 관한 협상의 초기국면에

서는 양측의 국내적인 속성으로 인해 주어진 윈셋이 만나지 않아 협상의 

타결이 불가능 하였다. 

1. 한국의 윈셋

한국 측의 윈셋은 연구 가설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사안을 둘러싼 한국 국내행위자들의 이익과 선호는 동질적

으로 강하게 구성이 되었다. 한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속성으로 국내 

정치적 집단들은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높은 이익을 가졌다. 이로 인해 

일본의 즉각적인 기술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선호가 동질적으로 강하

게 구성되었다. 

 둘째, 한국 국내정치의 제도적 특성을 정리해보면, 전두환 정권 

은 강성 권위주의 정권으로 패권적 정당체계에 해당하여 정부의 자율성

이 높았다고 할 수 있으나, 1982년은 전두환 정권이 취임한 지 1년이 

된 정권 초기였으며,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적 열망을 강압적으로 억누르

고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은 시기였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취약한 정당

성으로 인해 민주주의적으로 보이게 하는 여러 조치들을 단행한 바 있

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1982년 당시의 한국 정부의 여론에 대한 

정책적 자율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한국 여론의 반발수준을 살펴보면, 7월 20일부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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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보도되기 시작하여 국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

하였는데, 당시의 한국 여론의 반발은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였다. 우선 언론의 보도 수위가 빈도수와 내용면에서 강력하게 구

성되었고 여론의 반발은 일본 대사관 폭파 위협, 투석, 전화항의, 천 단

위 이상의 대규모 규탄 집회 등으로 강력하게 구성되었으며, 정부의 미

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였다. 이러한 한국 내부의 속성으로 

인해서 한국의 윈셋은 ‘82년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에서 문제된 기술의 

즉각 시정’으로 작게 구성되었다. 

2. 일본의 윈셋

일본 측의 윈셋은 연구 가설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사안을 둘러싼 일본 국내행위자들의 이익과 선호를 살펴보

면, 당시 일본 행위자들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도의 이익 및 손

해를 지녔다. 구체적으로 협상에 관여하는 외무성 관료와 스즈키 수상은 

직접적으로 강한 이익 및 손해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자민당, 문부성 등

의 보수와 야당, 일교조 등의 혁신계 세력들이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강

력한 이익 및 손해를 지녔다. 또한 사안에 대한 선호도 보수와 혁신을 

근거로 다르게 구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내부에서 강력한 이해

를 가진 자민당, 문부성 등 행위자들의 정치세력화로 인해 일본의 정책

결정자의 자율성은 낮았다.

둘째, 일본 국내정치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일본은 안정적인 민주

주의를 보유하고 있으나 1955년 이후 1982년 상황까지는 소위 ‘55년

체제’가 이어지던 시점에서 자민당이 정국을 주도하고 자민당 내부의 

파벌들 간 경쟁만 있는 정도였다. 더욱이 1982년은 이전의 파벌 경쟁양

상이 정리되고, 81년의 중의원 참의원 동시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

서 자민당이 강하게 결집하려고 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양면게임의 이론적으로는 정책결정자의 자율성이 높게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체제에서 수상은 자민당 총재선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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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 사안에 대한 자민당의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자민당의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

행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당시 교과서의 시정을 반대하는 자민

당의 존재는 정책결정자가 정책적 자율성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었다. 

셋째, 일본 여론의 반발수준을 살펴보면, 한국 측의 문제제기가 있

기 전 일본 언론에서 교과서 검정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일본 언론의 보도도 늘어났다. 그러

나 이 시기 일본 여론의 반발은 한국과 같이 폭력적이고 반정부적으로 

강력하게 구성되지는 않았고,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혁

신계를 중심으로 학회, 논문 등의 저술 등을 통해서 비판하는 온건한 정

도로 이루어졌다. 보다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반발은 자민당, 문부성 등

의 행위자들로부터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직접적으로 스즈키 수상, 외무

성 관료 등의 협상대표와 만나면서 시정조치에 대해서 반발하였다. 이러

한 보수 세력의 직접적인 반발로 정책결정자가 자율성을 가지기는 어려

웠다. 

따라서 일본 내부의 속성으로 인해서 일본의 윈셋은 1) 현상유지, 

2) 교과서 검정제도 설명으로 한국의 양해 유도로 작게 구성되었다. 

위와 같은 양국의 국내정치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초기 교과서 문

제가 외교문제화 되었을 때, 양측의 윈셋이 만나지 않아 정부 간 협상의 

타결이 불가능 하였다. 

제 3 절 양면게임의 제2국면: 협상타결 가능지점 확

보

양면게임의 제2국면에서 양국 협상대표의 전략으로 인해 양국의 

윈셋이 다소 확대되어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다. 한국은 ‘82년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에서 문제된 기술에 대한 즉각 시정’이 초반의 비준 가능 

최소치였으나, 협상 과정에서 ‘교과서 기술 시정을 일본 정부의 통일 

견해로 언급하고 82년 검정필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지도교원지침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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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질적인 수정’으로 최소치가 확대되었다. 

일본은 초반의‘구체적 시정 없는 사과’에서 ‘교과서 기술 시정

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통일 견해로 언급하고 82년 검정필한 교과서에 대

해서는 지도교원지침 등으로 실질적인 수정’으로 최소치가 확대되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확대의 폭은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더 컸다. 이를 토대로 협상결과를 한국 측의 입장 상당 부분 관철, 일본

의 상당 부분 양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의 요인들의 영향으

로 판단된다. 

1. 한국의 입장 관철 요인

1) 한국 측의 협소한 윈셋이 협상시의 자원으로 역할

한국에서 반일민족주의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여론이 매우 강경하

게 구성되어 한국 측의 윈셋은 매우 작게 구성되었다. 이 당시의 여론은  

권위주의 초기정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력하였고 한국 측 협상대표자

들은 여론에 대한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제1국

면에서의 한국 측의 작은 윈셋은 제2국면에서 한국의 협상 대표들이 신

뢰성 있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2) 제2국면에서 한국 측의 전략이 대내외적으로 효과를 발휘 

먼저는 제1기 한국 정부의 외교문서를 통한 ‘발목 잡히기’전략

이 일본과의 게임에서 한국의 윈셋을 축소시켜 일본 정부 측에 강경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는 비망록을 통해서 일본이 시정조

치를 밝히지 않을 경우 외교적으로 문제가 풀릴 수 없는 상황을 의도적

으로 만들어 자국의 윈셋을 작게 만들었다. 

또한 제2기 한국 정부의 ‘사안의 재정의’전략과 한일의련을 경

유하는 ‘쟁점사안의 연계’와 ‘메아리’전략이 효과가 있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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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안의 재정의’전략을 통해서 한국 여론을 장기적으로 진정시

키면서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한국의 윈셋을 다소 확대시

키기 위하여 국내 여론을 조정하려고 하였다. ‘반일’보다 ‘극일’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정부의 수사는 한국 여론의 

에너지를 분산시켜 한국의 윈셋을 다소 확대시켰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일의련을 경유하는 ‘초국적협력’전략을 사

용하여 일본의 자민당 및 문부성을 설득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쟁점사안의 연계’를 통하여서 교과서 문제와 다른 사안을 연계하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메아리’전략을 통해 한국은 일본

의 국내정치적 문제와 한국 관계의 시정조치를 분리해서 바라본다는 식

의 프레이밍을 통하여 자민당 및 문부성을 안심시켜 일본의 윈셋을 확대

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는 일본 측이 시정의지를 보여주면 한국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일본의 양보를 견인하는 데도 일정 부

분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 혁신계와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취하지 않고 한일의련을 통하여 자민당 및 문부성만을 설득하려고 

하였는데 연합에 있어서 보수일변도 정책은 일본의 국내 사안을 건드리

지 않는다는 한국정부의 ‘메아리’전략의 신호를 더욱 신뢰성 있게 전

달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 협상대표가 좌파와 연대하지 않고 일본의 국

내와 국제문제를 분리해서 미묘한 것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얻어낼 것만 

얻어내는 자민당 일변도 전략이 유효하였다. 물론 현실적으로도 한국은 

일본의 혁신계와 연대하는 것이 이념적으로 불가능하였는데, 한국은 반

공 사상으로 인해 일본과 관련된 민족주의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일교조 

등과 연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280). 한편, 한국 정부가 일본 내부 혁신

계와 연합하려는 시도를 보였을 경우 자민당 및 일본의 보수세력은 결집

하여 일본의 윈셋을 오히려 축소시켰을 것이다. 

280)「마쓰노발언」, 1982.8.7.,『역사왜곡문제』V.2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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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양보 원인

1) 사안에 대한 이익 및 선호의 차이

협상 초반 한국의 이해와 선호가 ‘82년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의 

즉각 시정’을 중심으로 동질적으로 구성된 반면, 일본 측은 이익 및 선

호가 다양하게 구성되었는데 이는 일본 측 윈셋확대의 원인이었다. 일본 

내부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미미하였던 혁신계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더

라도, 외무성 및 수상과 자민당 및 문부성의 이해와 선호가 다르게 구성

되었다. 외무성은 대외적인 측면에서 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외교

문제를 원활히 풀어가는 것이 부처의 선호였고 수상의 경우에는 한국과

의 경협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더 강한 이익을 지니고 교과서 문

제에 대해서는 온건한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각기 다

른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이 일본의 윈셋을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쳤

다.

2) 자민당의 ‘메아리’전략의 적실성 상실과 외무성 및 수상의 

‘사안의 재정의’전략 유효

자민당은 교과서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국의 사안이라고 하면서 타

국의 양해를 구하는 ‘메아리’전략을 초기부터 계속해서 주장하였다. 

초반 외교문제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담론이 

일본 측의 윈셋을 축소시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보수의 

발언은 오히려 한국 측 여론을 더욱 강경하게 결집하게 만들어 더 문제

를 심화시켰다. 이에 일본 국내에서도 보수의 발언에 대한 불만이 생겨 

오히려 보수의 입장을 약화시켰다.  

한편 외무성, 수상, 문상 등은 ‘사안의 재정의’전략을 통해 교과

서 문제가 국내 사안인 측면이 있으나 외교적 사안으로서 중대 사안이라

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외국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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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 행위자들을 설득해갔다. 이로 인해 자민당 및 내부에서도 외

국의 반발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일본 

내부의 윈셋이 확대되게 되었다. 

3) 일한의련의 ‘초국가적 제휴’전략 유효

또한 일한의련의‘초국가적 제휴’전략은 자민당 및 문부성 내부 

인사들을 설득하여 일본 측 윈셋을 확대하였다. 일본 내부에서 정부가 

고려하는 여론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제도권 정치를 장악하고 있던 자민

당이었는데 일한의련이 자민당의 설득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

한의련은 한국 측 의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한국의 여론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합의를 선제적으로 이루어 공

식 견해 등을 통해 교과서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일한

의련은 한국 측 국회의원들과 만나 한국의 여론을 직접 체감하였으며, 

일한의련 중 강경파에 속하는 자민당 문교족 의원들을 방한하게 하여 이

들이 한국 측의 강경한 여론을 깨닫게 함으로서 자민당 및 문부성의 양

보를 견인하여 일본 측의 윈셋을 확대시켰다. 

4) 일교조 등 혁신계의 미미한 영향력

한 편, 일본 제도권 정치계에서 일교조 등 혁신계는 영향력이 미

미한 대상이었다. 이들의 항의 수준은 한국 측과 비교해보았을 때 지극

히 미미하였고, 정치 제도권 내에서 의미 있는 정도의 세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한국 측도 일교조 등의 제휴 노력에 응하지 않아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커지지 못했다. 그런데 이들이 정치 세력화가 

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일본 측의 윈셋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들이 정치 세력화 되었을 경우, 교과서 기술 개정을 실시할 경우 교과서 

검정제도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고, 이는 오히려 일본 보수

를 결집시켜 일본의 윈셋을 축소시켰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혁신계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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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은 미미하였고, 따라서 한국과의 협상에서 혁신계의 요구는 반영되

지 않아 일본 측의 윈셋은 보다 확대될 수 있었다. 

제 6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한일협상에서 ‘일

본교과서 시정조치’라는 양국의 합의를 견인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

고자 하였다. 당시의 한일 간 협상은 양국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적인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이루어졌고 이에 양면게임이론을 통해 해당 사례

를 분석하는 것이 이론적 적실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결과설명과 이론

검증의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례에 맞게 양면게임이론을 일부 수정하

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비망록을 보낸 시

점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과 후를 제1국면과 제2국

면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1국면에서는 1) 사안을 둘러싼 

이익과 선호의 다양성, 2) 국내정치의 제도적 특성, 3) 여론의 반발 수

준을 3가지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협상 전에 주어진 윈셋을 종속변수로 

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를 검증해 보았다. 다음으로 제2국면에서는 한국

과 일본의 협상대표의 전략을 독립변수로 하여 해당 변수가 매개변수인 

각국의 협상 시 인식된 윈셋을 변화시켜 종속변수인 협상의 결과로 이어

지는 인과를 분석해보았다. 

 먼저 제1국면에서는 양면게임의 결정요인에 따라 한일의 협상 전 

윈셋이 주어지는 인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1국면의 가설에 따라서 

한국의 윈셋은 작게 구성되었을 것이라 예측되었다. 상술하면 당시 한국

의 국내정치적 행위자들이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이익과 

손해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국내정치적 선호도 일본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단일하게 구성되었다. 한편 전두환 정권은 집권 초기 불안정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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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론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끝으로 여론반발의 심화로 

제1국면 한국의 윈셋이 작게 구성되었을 것이라 예측되었다. 

제1국면에서 한국의 실제 윈셋 사이즈는 제1기에는 일본 측의 현

상유지를 용인하는 것으로 넓게 구성되었으나 제2기에는 ‘82년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에서 문제된 기술을 즉각 시정’하는 것으로 좁게 구성되

었다. 이러한 종속변수의 변화는 제2기 한국의 여론에 교과서 문제가 알

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국내정치적 문제로 발전하여 가설에 따라서 윈

셋이 축소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제1국면에서 일본의 윈셋은 가설에 따라서 한국보다 다소 넓

거나 유사한 정도로 좁게 구성되었을 것이라 예측되었다. 상술하면 당시 

일본의 보수와 혁신이 상이한 선호와 강력한 이익/손해를 가지고 있었으

나, 혁신은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행위자였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는 보수 측의 강력한 선호가 일본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었다. 국내 정치 제도적 속성에 따라서 보수 세력이 제도

권 정치를 독점하던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는 보수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

지 못했다. 이러한 요인들로 제1국면에서 일본의 윈셋이 좁게 구성되었

을 것이라 예측 되었다.

제1국면에서 일본의 실제 윈셋 사이즈는 제1기 ‘사과 없는 현상

유지’로 좁게 구성되었으며, 한국 여론의 반발이 시작된 제2기에도 

‘사과 없는 현상유지’와 ‘시정 없이 교과서 검정제도의 설명을 통한 

한국의 양해’정도로 좁게 구성되었다. 이러한 종속변수는 가설에 따라 

일본의 윈셋이 좁게 구성된 점에 기인한다. 다만 일본의 경우 가설3에서 

일본 정부의 고려의 대상이 되는 여론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제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민당으로 이들의 반발이 주요한 변수였다. 

제1국면의 제2기에서 한국의 윈셋이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윈셋의 교차지점이 상실되어 양국 간 합의가 불가능해졌으며, 현 

상태에 대한 한국 측 윈셋의 불만족도 심화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문제를 

외교적으로 발전시켜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압박으로 작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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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2국면에서는 한일 간의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각국의 

협상대표자의 전략에 의해서 협상 시 인식된 윈셋이 변화되는 과정을 분

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제2국면의 가설에 따라서 한일 양측의 윈셋이 변

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제2국면의 독립변수를 상술하면, 한국 협상대표자들은 제 1

기 ‘발목 잡히기’전략을 통해서 자국의 윈셋을 축소하려고 하였다. 이

후 제2기 한국 협상대표자들은 ‘사안의 재정의’, ‘쟁점사안의 연

계’, ‘메아리’전략을 통하여 자국과 일본의 윈셋을 확대하려 하였다. 

끝으로 제3기 한국 협상대표자들은 ‘사안의 재정의’전략을 지속하는 

한 편, ‘초국가적 연계’전략으로 자국과 일본의 윈셋을 확대하려 하였

다.

다음으로 제2국면에서 일본은 제1기 보수 측이 ‘메아리’전략을 

통해 한국의 윈셋을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수상, 문상, 외무성 등은 ‘사

안의 재정의’를 통해 자국의 윈셋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또한 제 2기에

는 보수의 ‘메아리’전략은 적실성을 잃었고, 수상, 문상, 외무성 등이

‘사안의 재정의’, ‘호언장담’, ‘초국가적 제휴’전략을 통해 자국

의 윈셋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끝으로 제 3기에는 외무성이 ‘호언장

담’전략을, 일한의련이 ‘초국가적 제휴’전략을 통해서 자국의 윈셋을 

확대하려고 하고, 자민당 의원들은 ‘메아리’전략을 통하여 한국 측의 

윈셋을 확대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협상대표자들의 전략으로 인해서 제2국면에서의 한일의 협

상 시 인식된 윈셋은 변화를 보였다. 먼저 한국의 경우 제 1기 윈셋이 

‘82년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의 시정’으로 축소되었다. 다음으로 제 2

기에는 한국의 윈셋이 ‘82년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에 대한 시정의지를 

일본정부의 통일견해로 발표하는 것’으로 다소 확대되었다. 끝으로 제 

3기에는 한국의 윈셋이 ‘교과서에 대한 시정조치를 일본국 정부 통일

견해로 제시하고 82년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를 지도교원 지침 등을 통

해 실질적으로 수정하는’것으로 확대되었다.

일본의 경우 제 1기 윈셋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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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회기(85년)에는 시정이 반영되는’정도로 윈셋이 확대되었다. 다음으

로 제 2기에는 ‘교과서 검정제도의 틀 안에서 내년도 부분개정에서 가

필을 통한 실질적 내용수정’으로 확대되었다. 끝으로 제 3기에는 ‘교

과서에 대한 시정조치를 일본국 정부 통일견해로 제시하고 82년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를 지도교원 지침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정하는’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협상 시에 인식된 윈셋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변수인 협상

의 결과가 결정되었다. 점차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각국의 윈셋 인식

이 변화되었고 제2기, 제3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윈셋과 일본의 윈셋이 

확대되어 제3기 이후 협상타결 가능지점이 확보되어 일본이 정부통일견

해로 교과서의 시정조치를 한국 측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되

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의 함의를 제공하고

자 한다. 

첫째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일본 교과서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협상과정의 사실관계를 외교문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서 먼저는 역사교과서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한일의 국내정치적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각국 정부의 외

교정책결정으로 이어지는 지를 밝힐 수 있었으며, 한일의 외교정책결정

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타협점에 이르게 되는 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  

상술하면, 문제사안의 속성, 정치 제도적 속성, 여론의 반발 등의 

국내정치적인 변수에 의해서 국가 간 협상 전 자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

는 정책범위가 한정된다. 그런데 한 측의 잠재적 윈셋이 현 상태와의 격

차가 지나치게 클 경우, 이는 현 상황에 대한 여론의 불만족도 심화로 

이어져 국내적 반발을 야기하고, 결국 해당국 정부가 국제정치적으로 문

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국면이 만들어지게 되면 양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을 진행한다. 이 때, 협상 전의 협소한 윈셋은 협상 시의 자원으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제1국면에서 일본보다 작게 구성된 한국의 윈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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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2국면에서 한일 간 협상 시 일본 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자원으로

서 기능하였다. 또한 양국은 협상 시에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며 이의 상

호작용으로 협상 시 인식된 윈셋의 크기가 변화하며 이에 따라 협상결과

가 결정된다. 본 연구의 제2국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각기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전략들은 상호작용하면서 양국의 협상 시 인식된 윈

셋을 변화시켜 종속변수인 협상의 결과로 이어졌다. 

둘째로 학술적인 차원에서 본 연구는 큰 틀에서 양면게임이론을 

뒷받침하는 사례연구이며, 사례 분석에 적절한 방식으로 해당 이론을 보

완해 본 의미를 지닌다. 먼저는 큰 틀에서 국내정치적인 변수와 국제정

치적인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양면게임의 가설은 1982년의 한일 간 역

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협상을 분석하는 데도 적실성이 있었다. 퍼트남이 

제시한 1) 사안에 대한 국내 행위자들의 이익과 선호의 다양성, 2) 국

내정치의 제도적 특성, 3) 협상대표자의 전략은 협상 시 윈셋을 변화시

키는 요소로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틀에 더하여 몇 가지 수정 작업을 

통해서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보완해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본 연구

는 공식적인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는 협상에 대해서도 양면게임의 이론

이 적실성이 있음을 보였다. 공식적인 비준이 필요하지 않은 한일 간 교

과서 협상에서도 양국의 정부의 정책결정자는 자국의 여론을 고려하며 

협상을 진행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치제도의 속성을 비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맞추어 수정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정부와 민주주의 정부 간 전략

적 우위성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민주주의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에 대

하여 정부 간 협상에서 우위를 가진다는 퍼트남의 양면게임에서의 주장

에 대한 반례를 제시하였다. 

1982년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 정권으로 양면게임의 주장에 따르

면 윈셋이 넓어 협상력이 낮아야 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권위주의 초

기 정당성이 공고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여론

의 압박이 있어 정부가 정책적 자율성 확보에 실패하여 국내적으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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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셋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으로 일본의 경우 당시 형식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였지만 자민당이 제도권 정치를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세력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하여 정부는 자민당의 여론만을 고

려하여 정책방향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협상 

시 윈셋을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협상력을 낮추는 요인이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양면게임의 가설을 공

식적인 협상 전과 후의 인과를 세분하여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일사례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인과적 분석을 할 수 있었다. 퍼트

남의 양면게임이론의 경우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을 강조함에

도 불구하고 해당 변수들의 인과가 단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협상 과

정을 세분화하여 분석을 할 경우 상호작용의 매커니즘을 보다 면밀히 분

석할 수 있다. 

이상의 함의를 바탕으로 한일 간 역사적 갈등을 극복하고 경제, 

안보 등의 필요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의 교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한일 간의 역사 갈등 문제는 한

국과 일본 전체가 아니라, 한국 국내 여론과 일본 보수 세력의 불협화음

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정책결정자는 갈등선상에서 대상을 명확히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일

반 여론과 일본 내부의 자민당 등의 보수 세력의 설득을 위한 방법론을 

만들고 정치적으로 타협이 가능한 지점을 타진해가는 방법을 통해서 협

력적인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공개된 외교사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

행했으며, 아직 자료의 공개가 제한되어 일본, 미국, 중국의 외교문서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여 한일 간의 양면게임에서 작용하였을 수 있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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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변수에 대해서 면밀한 고려를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1982

년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협상의 결과를 견인하는 

데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 미국의 영향력

1982년 일본과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터졌을 당시 미국은 신냉전 

기조를 가지고 집권한 레이건 정권 시기였다. 미국은 신냉전을 내세우면

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입장에서 일본에 대한 방위부담을 전

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 시기 한일 간의 협력에 대해 악영향

을 끼치는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미국이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당시 미국은 공식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

나, 정황상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일본이 양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후 일본은 미국에게 안보를 의존하며 경제성장을 해 와 80년대 

까지 크게 경제성장을 이룬 한편,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일본과 경쟁관계

에 들어서지만 안보적으로 동맹국인 일본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었

으며, 한편 다른 동맹국의 지원과 베트남 전쟁 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이 국내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일본이 아시아에

서 지역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선호하였고, 한미일 안보협력 공고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당시 한일 간의 안보경제협력이 잘 되는 것을 선호

하였으며 이러한 미국의 선호가 작용하여 일본의 정책 선호가 교과서 시

정에 합의하는 쪽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의 연속선상에서 앞

에서 확인된 것처럼 외무성은 후반부에 한국과의 경협사안이 교과서 문

제로 인해서 결렬되고 있는 상황을 자민당 의원들에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때 자민당 내부에서 교과서라는 내정 사안을 양보하는 대

신 한국과의 안보경협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 미국의 의도를 맞추어 주

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스즈키 정권시기 미국의 압박이 심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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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다음의 상황이 있다. 스즈키 정권 시기에 미국과의 노선이 어긋

나는 모습이 노출되었는데 그러한 점이 차기 총재로 유력하던 스즈키 수

상이 82년 9월 방중 이후에 돌연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입장을 표명

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스즈키 수상은 81년 방미를 한 당시 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 부정

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미일관계가 엇박자를 보인 적이 있다281).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스즈키 정권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

고 이러한 미국의 선호가 스즈키의 중도포기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당

시 주일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한 관료의 증언에 의하면 여러 국가의 언론

에서 스즈키의 재집권이 유력한 상황에서 미국 대사관의 관료로부터 일

본 정치의 전망에 대해서 이와는 다른 감촉이 있었다고 한다. 결과적으

로는 스즈키의 불출마 선언이 있고 자민당 내부에서 세력이 미미하여 예

상되지 않던 나까소네가 총리가 되면서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한국과의 

안보경협도 성공하는 국면으로 나가게 되었다282). 이러한 정황상으로 

보았을 때, 81년부터 미국과 엇박자를 보이던 스즈키 정권에 대하여 점

차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물밑에서 강화되던 시점에 9월 방중 후 총리

의 불출마 발표가 있기 직전의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미국의 

선호가 간접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중국의 영향력

1982년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시정조치를 견인하는 데 중

국의 항의가 영향력이 있었을 수 있다. 당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중국

도 한국과 같이 일본에 대해서 항의를 하였으며, 중국의 공식 항의는 7

281) 스즈키 수상은 81년 5월 방미협의 내용 중 미국과의 군사동맹의 강화라는 부
분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 거듭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당시 미
국 레이건 정권의 미일 안보 동맹 강화라는 선호와 일치하지 않았다. 다음의 기
사를 참고. 『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1년 5월 15일; 『아사히신문(朝日新
聞)』. 1981년 5월 16일

282) 1982년 주일 대사관 정무과장으로서 당시 일본 교과서 문제의 협상에 관여했
던 김석우 통일부 전 차관과의 면담, 서울, 2016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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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6일로 한국의 8월 3일보다 먼저 이루어 졌다. 한편으로 스즈키 수

상은 친중파로 비둘기파에 해당되어, 당시 중일관계에서 협력적인 국면

을 만들고 9월에 방중을 준비하며 국내정치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던 입장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공식항의에 따라서 외교적 결착을 지어

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문교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타

결을 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고 있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정책이 구성되는 데 있어 외교채널에서 한국과 중국

이 보조를 맞추는 물밑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283). 따라서 한국 외교정

책과 중국 외교정책의 상호과정은 미미하였기 때문에 중국 변수를 한국

과 일본과의 협상에 있어서 독립변수에 상호작용을 하는 변수로 파악하

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중국 변수는 한국과는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변수로서,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일

본 정부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일본 정부의 시정을 견인하는 데 

중국 변수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일본, 중국, 미국의 외교문서가 현시점에

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아서 증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자료가 공개되면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283) 1982년 주일 대사관 정무과장으로서 당시 일본 교과서 문제의 협상에 관여했
던 김석우 통일부 전 차관과의 면담, 서울, 2016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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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pan-ROK bilateral relationship has been marked by 

constant intermittent conflicts that disturb possible peaceful 

cooperation. Many scholars have attributed this to the lingering 

effects of history. Since domestic pressures are too intense 

regarding the historical vestiges, it is difficult for the two nations 

to cooperate. 

Among many historical issues,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controversy has been the source of conflict since its 

gaining of international attention in 1982. Since the emerg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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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troversy,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d negotiated for the settlement of this issue. As a 

consequence of the negotiation in 1982, they consented on 

corrective measures. It appeared that Japan and the ROK had 

succeeded in settling the guideline of correction and build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regard to this issue, the public opinions in the ROK 

have rejected Japan's attempts to revise its history textbooks in 

favor of the Japanese. And especially in the case of 1982, 

multiple protests among Korean people were so severe that the 

ROK government was forced to officially request the Japanese 

government for specific measures to correct the Japanese 

textbook. 

However,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issue had been a 

domestic issue in Japan from 1955 to 1982 between Japanese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before its introduction as an 

international issue. Because of their own domestic politics, the 

Japanese government could not easily consent on the requests 

from the ROK government. Thus, the Japanese government had 

to negotiate with the ROK to lessen resistance from the South 

Korean people and gain more favorable outcomes for the 

Japanese domestic politics.

Considering the overall context of the issue, it is essential 

to study domestic factors of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negotiation process for this issue. 

For the aforementioned reasons, this research explores the 

negotiation process through the examination of public diplomatic 

documents released in 2012. The existing literature focused on 

causes of and responses to the Japanese textbook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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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y did not include explanations for negotiations 

conducted by the related countries due to limited data, since the 

documents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were not open to 

public previously.

 Since the negotiation process between Japan and ROK was 

affected by domestic politics of the two countries, it's necessary 

to use the Putnam’s two-level game theory which accounts 

simultaneously for the interac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his 

research aims to describe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domestic politics affected the government's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And this research draw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interaction between domestic actors of the two countries.

Secondly, this research attempts to uncover the process of 

how the foreign policies of Japan and the ROK interact each 

other and result in the settlement. 

Thirdly, this research intends to complement the two-level 

game theory. According to this theory, authoritarian countries 

have greater win-sets than democratic countries and 

consequently possess a bargaining disadvantage. However, during 

the negotiation between Japan and the ROK, the democratic 

Japanese government conceded to take corrective measures upon 

the request of the authoritarian ROK government. In this sense, 

the case of 1982 negotiation goes against commonly accepted 

terms of the two-level game theory. 

Key words : Japanese History Textbook, Negotiation Process, The 

Two-Level Game Theory, Foreign Poli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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