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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사관’에 입각해 집필 중인 반 헌법적인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

1. 2015교육과정 고시에 따르면 역사 과목은 검정과정을 거쳐 2018년에 중·고등학교에 적용하

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고 이

의 적용 시기를 2017년으로 1년 앞당기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바이

다. 이처럼 무리하게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부가 출판사에까지 ‘건국절 사관’을

강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18일과 26일 역사부도 발행 출

판사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내년에 배포될 역사부도 수정 본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못 박은 박근혜 정부가 ‘건국절 역사관’을 기존의 검정 역사부도에까지 덧씌우려는 음

모가 폭로되었다.

2. 역사부도는 지도와 연표, 각종 이미지 자료로 구성된 보조교재로 검정을 거쳐 역사 교과서

와 같은 시기에 배포되어 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배포를 2017년으로 1년 앞당

김에 따라 교과서와 짝을 이뤄야 하는 검정 역사부도는 국정교과서와 함께 배포할 수 없게 되었

다. 이에 다급해진 교육부는 이전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역사부도를 수정하여 2017년에 국정

교과서와 함께 보급하겠다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그 결과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사

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은, 2015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국정교과서와 함께 이전 2009교육과정을

토대로 개발된 역사부도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초래한 교육부가,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역사교사들에게 석고대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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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랄 판에, 출판사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역사부도에 건국절 논란의 핵심인 ‘대한민국 수립’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을 처음 언급하여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에 힘을 실어준 이

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작년 광

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발언을 한데 이어 올 광복절 경축사에서 또다시 “광복 71주년이자 건국

68주년”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를 통해 ‘건국절 사관’ 정립까지 꾀하고 있다. 그러나 건국절 주장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부정

하고 민족반역자인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탈바꿈 하려는 ‘역사세탁’이 바로 건국절 주장의

본질인 것이다.

4. ‘1948년=대한민국 수립(건국)’설은 다수의 시민들이 믿고 있는 ‘1919년=대한민국 수립’설과

지금까지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1948년=대한민국 정부수립’ 설을 뒤엎는 주장이다. 26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을 국감자료로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준식 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1948년=대한민국 건국 원년’이

라는 집필 기준에 입각해 쓰여 지는 국정교과서는 반 헌법적인 교과서이므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육부는 ‘건국절 사관’에 입각해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즉각 중단

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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