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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기존 식민지기 교육사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

았던 전문학교에 주목하였다. 특히 1910～20년대 조선에서 관립전문

학교 학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일제 식민지기

조선에서 관립전문학교가 지니던 성격 및 역할을 고찰하고자 하였

다.

1915년에 경성전수학교가 관립전문학교로 지정되면서 조선에서 전

문교육이 시작되었다. 당시 총독부에서는 기독교 사립재단에서 독자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는 한편 재조일

본인의 고등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전문학교 제도

를 시행하였다. 1910년대 조선 내 관립전문학교는 조선에서만 전문

학교 단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조선인 학생과 재조일본인 학생이

주로 입학하는 곳이었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면서 관립전문학교 제도 또한

크게 변화하였다. 제2차 조선교육령의 가장 큰 특징인 조선과 일본

의 학제연장은, 조선 내 관립전문학교에서 그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 교육령 개정 전후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관립전문학

교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의 전문학교는 일본의 전문학교와 동일한

학제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

학제 변경은 곧 입학 자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제1차 교육령 하

에서는 보통학교 4년, 고등보통학교 4년의 과정을 거친 후 전문학교

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제2차 교육령에서는 보통학교 6년, 고등보통

학교 5년의 과정을 거쳐야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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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고등보통학교 졸업자가 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임시로 전문학교입학자

검정시험 제도가 이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조선에 중등교육기관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이 전문학교 입학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

가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관립전문학교를 졸업하면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동일

하게 적용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의사자격을 예로 들면, 경성의

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취득하게 되는 의사자격은 1910년대에

는 조선 내에서만 적용되었으나, 1920년대에는 일본에까지 그 적용

법위가 확대되었다. 즉 식민지 내에서만 통용되던 특수한 자격이,

점차 일본 ‘제국’ 내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자격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

는 것은 일본인 학생이었다. 일본인 학생들은 자격을 취득한 후 다

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관립전문학교가 조선에서 활

동할 고급 인력을 배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총독부에서는 1930년대 말까지 관립전문학교를 신설하거나 입학정

원을 늘리지 않아, 조선인 학생들의 진학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1920년대 관립전문학교에서는 보통교육 단계에서 시행되지 않았던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공학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관

립전문학교에서는 內鮮融和나 一視同仁과 같은 표면적인 구호를 굳

이 내걸지 않아도, 조선 내 관립전문학교를 졸업하여도 일본의 전문

학교 졸업과 같은 정도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으로 인하여 공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조선인 지원자뿐만 아니라, 일본 내

입시 경쟁을 피하여 조선으로 오는 일본인 학생이 늘어나면서 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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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교 입학난은 가중되었다.

이처럼 조선 내 관립전문학교는 총독부 당국 및 조선인 학생, 일

본인 학생 각자가 지닌 서로 다른 의도가 부딪히는 곳이었다. 관립

전문학교 학제가 정비되면서 점차 조선인 학생들은 배제되었으며,

관립전문학교는 식민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게 되었다.

주요어 : 전문학교, 관립전문학교, 입학자격, 전문학교입학자검정시

험, 內鮮共學, 고등교육.

학 번 : 2011 - 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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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교육 정책에는 한 사회가 지켜나가고자 하는 가치와 더불어, 미래

에 대한 구상까지도 반영된다.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 한 이후, 한

국 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인 교육 논의가 제대로 생산되지 못한 채

식민당국의 주도로 교육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식민지기는 근

대적인 교육 제도가 한국 사회에 형성되고 정착되는 시기였으나, 한

편으로는 조선총독부 당국의 교육관이 식민지 조선에 반영되어 그

특징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가 1911년 발포한 제1차 조선교육령은 표면적으로 일본

과 조선의 同化를 천명했지만, 일제는 결국 時勢와 民度의 부족이라

는 이유를 내세워 민족 별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1차 조선교육령

에는 조선의 교육을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의 세 분야로 나

누었으며, 각급 학교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10년대 전반 조선에 전문학교라는 지위를 가진 교육기관은 존재

하지 않았다.1) 이른바 고등교육으로 분류되는 전문교육은 조선에서

당분간 유예되었던 것이다. 1915년이 되어서야 조선에서 전문학교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공포되었고, 기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학교

중에서 일부가 전문학교 단계로 인정되면서 조선에서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총독부는 전문교육을 학제 내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히 관립

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전문학교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였다.2) 이에 따

1) 전문학교규칙이 발포되기 이전에도 의학강습소, 전수학교, 공업전습소 특별과 등

이 전문교육 교과를 가르치는 학과로 존재하였으나, 이들 학교에 전문학교 위상

이 부여되지는 않았다(정준영, 2009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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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910년대 갑자기 등장한 전문학교, 그중에서도 관립전문학교는

처음부터 조선 내에서 최고학부의 위치를 점하였다. 그러나 1920년

대에 조선과 일본의 學制延長이 시도되면서, 조선 내 학제를 둘러싼

제도적,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하게 되었다. 특히 관립전문학교의

경우에는 학제상에서의 위치가 일본 국내와 동등한 정도로 변화하

는 과정에서, 입학 자격과 더불어 졸업 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근대 사회에서는 학력이 직업과 관련된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더

불어 진학 자격으로 등장하였다.3) 이와 같은 ‘자격’은 결국 교육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교육 정책 수립 및 수행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교육의 목적은 학문적 성취나 학생의 내적 성장

등 교육 내부적인 요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학 및 직업 획득과

같은 교육 외적인 것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립전문학교는 식민

지기 조선 내에서 교육 과정과 자격 문제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는 교육 기관이었다. 따라서 관립전문학교가 식민지 조선이라

는 공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규명하는 작업은 식민지 교육의 한

일면을 밝히는데 필요한 부분이다.

기존의 전문학교 연구는 일제가 조선에 고등교육을 억압하는 정책

2) 식민지기 당시 각급 학교는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官立, 公立, 私立으로 나

눌 수 있는데, 관립학교의 운영은 조선총독부에서 담당하였기에 관립전문학교의

법령상 명칭은 조선총독부 전문학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관립전문학

교라는 용어를 쓰고, 법령을 인용할 경우에는 조선총독부 전문학교라는 용어를

썼지만, 조선 내 관립전문학교와 조선총독부 전문학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

다.

3) 이광호, 1994 〈근대 한국사회의 학력주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1)〉 《정신

문화연구》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152.

이광호는 학력주의의 발생 기원을 추적해가면서 학력이 진학 자격으로 제도화

되는 과정을 그려냈다. 연구 시기는 1910년까지로 한정되었지만, 학력이 자격화

되는 현상은 식민지기에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본 연구에서 자

격을 중심으로 전문학교 제도를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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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펼치는 가운데 전문학교 설립이 최대한 억제되었다고 보는 정재

철의 시각이 일반적이다.4) 정재철은 식민지기 교육의 기본 기조를

同化主義에 두고 고등교육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문학교에 대해

서는 전체 식민지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시기별 변화

양상에 주목하기 보다는 식민지 전시기를 걸쳐서 ‘동화’와 ‘차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정재철의 연구는 식민지기 고등

교육 연구에서 民族 대 反民族이라는 구도를 제공하고 있지만, 선험

적인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 또한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후 전문학교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

는데, 하나는 학제 연구를 통하여 전체 학제 가운데에서 전문학교

단계를 논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강명숙의 연구가 있다.5) 강명

숙은 제1차·제2차 조선교육령 제정 과정과 각 시기별 학제 개편 논

의를 전체적인 틀에서 다루고 있지만 각급 학교 단계에서의 논의는

소략한 부분이 많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경향은 개별 전문

학교 연구를 통하여 각 전문학교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과정에 주목

하는 것이다.6) 이와 같은 연구는 각 전문학교의 내부적인 요소를 분

석하는데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개별 전문학교에 대한 단편적인 운

영 현황을 해명하고 있어서 전문학교 제도를 둘러싼 전체적인 상을

4) 정재철, 1989 〈일제하의 고등교육〉 《한국교육문제연구》5, 중앙대학교 한국교

육문제연구소.

5) 강명숙, 2007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 과정 연구〉 《한국교육사학》

29, 한국교육사학회;2009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한국교

육사학》31, 한국교육사학회;2009 〈일제시대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과정 연

구〉 《교육사상연구》 제23권 제3호;2010 〈일제시대 학교제도의 체계화: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2, 한국교육사학회.

6) 정인경, 1994 〈일제하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설립과 운영〉 《한국과학사학회

지》16, 한국과학사학회;정선이, 2009 〈1910년대 기독교계 고등교육의 특성-숭

실과 연희전문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19, 한국교육사학회;김호연, 2011

〈일제하 경성법학전문학교의 교육과 학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이현일,

2012 〈일제하 공립의학전문학교의 설립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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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학교의 성격을 분석하는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준영의 연구는 운영주체에 따라 여러 고등교

육기관이 헤게모니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경성제국대학이 설치되어

식민권력의 지배 장치로서 기능하게 된 과정을 그리고 있다.7) 정준

영은 총독부가 조선에 식민지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사

립 측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관립전문학교가 지니고 있

던 역할을 규정했다. 신주백의 연구도 관립전문학교에 대해서 비슷

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경성제국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식민지 조

선의 학문적 서열화 구도를 밝히는 것이 연구의 주된 방향이다.8)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문학교 제도 전반, 특히 관립전문학교 자체

에 주목하여 학제의 성립과 그 운영 실상을 해명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서는 관립전문학교 관련 제도 정비가 당

시 조선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관립전문학교 제도의 형성 및

변경 과정을 정리하면서, 관립전문학교 입학 및 졸업과 관련된 ‘자

격’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장에서는 1910년대 중반 관립을 중심으로 전문학교 제도가 조선

에서 시작되는 과정과, 1922년 교육령 개정 전후로 전문학교 관련

법령이 변화하면서 이른바 ‘관립전문학교 체제’가 조선에 정착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2장에서는 제2차 조선교육령기

전후 일본과 학제가 延長되면서 전문학교, 특히 관립전문학교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자격’의 변동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7) 정준영, 2009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8) 신주백, 2012 〈식민지 조선의 고등교육체계와 문·사·철의 제도화, 그리고 식민

지 공공성〉 《한국교육사학》 제34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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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조선에서 정립된 관립전문학교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일어

나는 실제 양상을 그려내고자 한다. 특히 관립전문학교에서 이루어

졌던 조선인과 일본인의 共學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의 延長이 총독

부의 선전과는 달리 조선인의 교육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

게 된 원인을 고찰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자료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 법

령과 관련해서는 《朝鮮總督府官報》에 실린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2) 관변 자료로는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朝鮮敎育要覽》, 《朝鮮

の敎育》 등 敎育要覽류 도서와 《朝鮮諸學校一覽》, 《統計年報》

등의 통계자료, 총독부 기관지로 발행된 《朝鮮》, 《文敎の朝鮮》,

그리고 각 관립전문학교에서 발간한 학교 일람을 이용하였다. 3) 언

론 자료로는 《每日申報》, 《東亞日報》, 《朝鮮日報》 등의 신문

과 《開闢》, 《別乾坤》 등의 잡지를 이용하였다.

《朝鮮總督府官報》 및 《朝鮮敎育要覽》, 《朝鮮の敎育》 등 敎

育要覽류 도서를 참고로 하여 전문학교 관련 법령 제정 및 변경 과

정을 정리하고, 당시 총독부가 가졌던 조선 교육 구상을 토대로 전

문학교 제도 형성과 의의를 재구성하였다. 통계자료로는 《朝鮮諸學

校一覽》, 《統計年報》를 기본으로 이용하여 관립전문학교 입학자

수와 변동 추이를, 《朝鮮總督府官報》에 수록된 「官立學校生徒入

學狀況表」를 통하여 1920년대 각 관립전문학교의 민족별 지원자

및 경쟁률을 계산하였다. 《朝鮮》, 《文敎の朝鮮》과 같은 총독부

기관지는 정무총감이나 학무국장 등 총독부 당국자의 목소리를 듣

는데 이용하였다. 각 관립전문학교에서 발간한 학교 일람으로는 각

학교의 연혁을 정리하여 전문학교 지정 이전에 개별 학교로 존재하

던 양상을 확인하였다. 《每日申報》, 《東亞日報》, 《朝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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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신문과 《開闢》 등의 잡지 기사 분석을 통하여서는 교육제도

변경 과정에서 드러나는 당국자의 입장 및 조선인들의 여론과 인식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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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전문학교 제도 형성과 관립전문학교

1. 1910년대 전문학교 제도 형성

식민지기에 조선에서 운영되었던 전문학교의 근간은 일본에서 찾

을 수 있다. 1873년(明治 6년) 4월 일본 문부성에서는 이전 해 발포

하였던 교육 법령인 ‘學制’에 ‘學制 二編’의 추가를 명령하였고, 여기

에서 비로소 학교 종류의 하나로서 ‘전문학교’가 처음으로 創定되었

다. 당시 전문학교는 ‘외국교사로 敎授하는 고상한 학교, 이를 凡稱

하여 전문학교라 한다’고 정의되었으며, 구체적인 종류로는 ‘法學校,

醫學校, 理學校, 여러 藝學校, 광산학교, 공업학교, 농업학교, 상업학

교, 수의학교 등’으로 정하고 있다.9)

당시의 전문학교는 학제상 순서에 따라 단계를 밟아 진학할 수 있

도록 한 ‘大學’과는 달리, 진학에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아 제도

상으로는 대학의 아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문학교는 교육 내

용이나 수준 등 이른바 ‘實事’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았

다고도 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개의 전문과를 두고 있는 대학과는 달

리 기본적으로 전문 1과만을 두어 보다 ‘실용’적인 학문을 교수하는

곳이었다. 일본에서 제국대학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전문학교의 시

대’라고 불릴 정도로 다수의 전문학교가 설립되어 교육을 제공하였

다. 당시의 관립전문학교는 학문 연구보다는 당장 필요한 전문 관료

9) 吉田昌弘, 2006 〈改正教育令期ごろまでの文部省の〈専門学校〉観-学校体系観と

の関連で-〉 《研究室紀要》 32, 《研究室紀要》編集委員会 編, 東京大學校大學

院敎育學硏究科 敎育學硏究室, p17～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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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을 위해 문부성 이외의 각 관청에서 각자 설립하였고,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프랑스의 그

랑제꼴(grandes écoles)과 그 성격이 유사하였다.10)

1903년 일본에서는 「專門學校令」11)이 처음으로 공포되었다. 明

治 초기 이래 일본에는 여러 전문교육기관이 존재하였지만 이를 포

괄하는 법령이 없어 각 부처 아래에서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

나, 이 시기에 와서는 통일된 법령 하에서 하나의 체제로 묶을 수

있었다.12) 「전문학교령」은 제국대학·고등학교·고등사범학교 이외

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칙령으로, 제국대

학 이외의 관립전문교육기관을 제도적으로 위치 짓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13) 「전문학교령」으로 ‘전문학교’라는 교육 기관이 개별

적인 학교 단계를 넘어서 교육 제도 내로 편입되면서 다른 학제와

연계되는 형태가 되었다. 전문학교는 ‘고등의 학술기예를 교수하는

학교’(1조)였으며, 전문학교의 입학 자격은 ‘중학교 또는 수업연한 4

10) 天野郁夫, 2006 《大学の誕生(上)》, 中公新書 참조.

11)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Ref.A03033034600, 枢密院御下附案・明治三十六
年・巻上(国立公文書館)
1903년 3월 27일 「勅令 제61호 専門学校令」 中 발췌.

　 제1조 고등의 학술기예를 교수하는 학교는 전문학교로 함. 전문학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제4조 공립 또는 사립의 전문학교 설치 폐지는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제5조 전문학교의 입학자격은 중학교 또는 수업연한 4개년 이상의 고등여학교

를 졸업한 자 또는 이 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 검증된 자 이상 정도로써

이를 정함. 단 미술, 음악에 관한 학술기예를 교수하는 전문학교에 대해서는 문

부대신은 별도로 그 입학자격을 정함

　 제8조 관립전문학교의 수업연한, 학과, 학과목 및 그 정도와 더불어 예과, 연구

과 및 별과에 관한 규정은 문부대신이 이를 정함. 공립 또는 사립의 전문학교의

수업연한, 학과, 학과목 및 그 정도와 더불어 예과, 연구과 및 별과에 관한 규

정은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관리자,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설립자 문부대신의 인

가를 거쳐 이를 정함

　 제12조 제1조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는 전문학교로 칭하지 못함

12) 文部省, 1992 《學制百二十年史》, ぎょうせい, p43～44.

13) 天野郁夫, 위의 책, p36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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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의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5조)에 한하였다. 일본에서 전문학교는 중학교 졸업 정도의 학생

이 진학할 수 있는 곳으로, 학제상으로는 고등학교 및 대학 예과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법령으로 「전문학교

령」이 제정되면서 이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학교는 ‘전문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전문학교와 그 이외의 학교

간에 제도적으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게 하였다.14)

조선에서는 합병 이전부터 근대 국가를 형성해 나가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근대 교육 체계를 구상하면서, 대체적으로 일본의 학제를

참고로 하였다. 일본의 전문학교와 같이 특정한 科를 가르치는 학교

또한 조선에도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1895년 정부에서는 학

제를 정리·개편하면서 平理院에 法官養成所를 창설하였는데, 1909년

學部로 소관이 옮겨지며 법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합병 이후 조

선교육령 발포시기에 이르러서는 경성전수학교로 변경되었다.15) 의

학교의 경우에는 1899년에는 官立京城醫學校가 學部 소속으로 창설

되었는데, 1907년에는 대한의원 교육부로 변경되었다. 1909년 대한

의원 관제가 개정되면서는 부속의학교로 명칭이 바뀌었고, 병합 이

후에는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가 되었다.16) 농학과 공학을

담당하는 학교로는 기존의 농상공학교가 분리되어 1906년 농림학

교,17) 1907년 중앙시험소 부속 공업전습소가 설립되었다.18) 위의 학

교들은 학제상 아직 다른 학교와 연결이 되는 단계는 아니었지만

각 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특정한 一

14) 天野郁夫, 위의 책, p369.

15) 경성법학전문학교, 1923 《京城法學專門學校一覽》, p1.

16) 경성의학전문학교, 1924 《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 p1.

17) 수원고등농림학교, 1932 《水原高等農林學校要覽》, p1.

18) 경성고등공업학교, 1924 《京城高等工業學校一覽》,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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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만 교수하는 등 그 성격이 일본의 관립전문학교와 비슷하였다. 그

러나 학제상에서 이들 학교를 포괄하는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합병

이후에도 이들 학교는 개별 학교로 운영되었다.

한편 합병 이전에 조선인 교육의 큰 부분을 담당했던 사립학교 중

에서는 이용익이 세운 보성학교와 장로교에서 설립한 숭실학교 등

에서 고등교육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보성학교의 경우, 당

초 법률·경제·농업·상업·공업의 5개 전문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

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법률·경제의 2개 과를 설치하고, 교명을 사

립보성전문학교로 하여 학부의 인가를 받았다.19) 또한 숭실학교는

평양에서 이미 1906년에 ‘숭실대학’이라는 명칭으로 북장로교와 감

리교 등 여러 교단이 연합하여 평양연합칼리지로 발전하기까지 하

였다.20) 이처럼 당시 고등정도의 교육을 제공하던 사립학교는 특정

한 1개 과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과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전문학교보다는 보다 종합적인 대학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

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 명칭과는 별도로, 19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식민지화 과정을 거치면서 관립은 물론 사립학교 중에서도 전문학

교 및 대학 단계로까지 발전한 학교는 없었다.

합병 이후인 1911년 조선인 교육 전체를 포괄하는 법령인 제1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21) 제1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에 있는 ‘조선

인’의 교육만을 범주에 넣고 있었고, 일본인 교육은 일본 본국의 학

제와 동일하게 제정하여 실행하였다.22) 조선교육령에는 보통교육,

19) 보성전문학교, 1925 《財團法人普成專門學校一覽》, p1.

20) 정준영, 2006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교육정책과 미션스쿨:중·고등교

육의 경우〉 《사회와 역사》 72, 한국사회사학회, p231.

21) 이후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제1차 조선교육령기는 1911년～1922년 1월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22) 조미은, 2010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성균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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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교육과 더불어 전문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조선에

서 전문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1915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조선의 民度에 비추어 보아 아직 전문교육 실시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23)는 총독부의 판단이 전제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문

학교로 신설되거나 지정된 학교 또한 없었으며, 특정 科를 교수하는

곳은 합병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별 학교 형태로 운영되었다. 당시

전문학교와 가장 유사한 성격을 지닌 곳은 합병 이전의 법학교를

이어받은 경성전수학교였다. 경성전수학교는 교육령이 공포되던 시

기에 아직 학제 내부로 편입된 학교가 아니었지만, 이미 전문학교

‘수준’의 교육을 행하는 학교로 인정받고 있었다. 조선교육령 제27조

에 따르면 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을 고등보통학교를 졸업

한 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1911년 발포된 경성전수학교규정에서 이와 동일한 입학자격을 요구

하고 있었다.24) 또한 경성전수학교에서 교수하던 교과목 또한 전문

학교로 지정된 이후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제도상으

로는 이미 전문학교에 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교 박사학위 논문, p33.

23)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朝鮮敎育要覽》1915년 12월 「제1편 조선인교

육」 제5장 전문교육

24)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20일 「朝鮮總督府令 第115號 경성전수학교

규정」

제3조 경성전수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

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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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경성전수학교와 경성법학전문학교의 학과목 비교

경성전수학교 (1911년) 경성법학전문학교 (1922년)

수신 수신

국어 국어

법학통론 법학통론

헌법 및 행정법 헌법

민법 행정법

상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제공법 민사소송법

국제사법 국제법

경제 경제학

실무연습 연습

체조 체조

재정학

상업학 (선택)

파산법

영어

※출전: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15호 「경

성전수학교규정」;1922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49호 「경성법학전문학

교규정」.

일본인 학교 중에서 전문학교 정도로 인정된 곳은 동양협회에서

설립한 사립 동양협회전문학교 경성분교가 있었다. 동양협회전문학

교 경성분교는 1907년 개교하여 매년 일본에 있는 모교로부터 상급

생 중에서 지망자를 파견하여 조선에서 公私의 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25) 그러나 조선 내에 공식적인 학제

25)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朝鮮敎育要覽》 1915년 12월,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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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조선인들이 진학할 수 있는 전문학교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총독부 학무국장인 세키야 데자부로(關屋貞三郞)도

조선에는 아직 民度가 전문교육을 실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26)

1915년 총독부령 제26호로 공포된 「전문학교규칙」은 조선에서

최초로 전문학교에 관하여 제정된 법령이었다.27) 총독부에서는 조선

의 民度에 비추어 그동안은 전문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하였으

나, 불과 4년이 지난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중등교육이 보급되고 시

세가 진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전문교육 단계를 인정하게 된다. 그

러나 1910년대 조선에서 중등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고등보통학교의

학급 수와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1911년 4월 말 당시 조선에 고등

보통학교는 3개 교, 학급 수 28학급에 학생 수는 974명이었는데 비

해 1915년 5월 말에는 고등보통학교 4개 교에 학급 수 34학급, 학생

수는 1,381명이었다.28) 4년 동안 새로이 고등보통학교로 지정된 곳

은 단 1개 교(양정고등보통학교)에 불과하였지만, 총독부에서는 한

26) 《朝鮮及滿洲》 1913년 4월 「朝鮮人敎育と內地人敎育」

27) 《朝鮮總督府官報》 1915년 3월 24일 「朝鮮總督府令 第26號 전문학교규칙」

中 발췌.

제1조 조선인을 교육하는 전문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본령에 의한다.

제7조 본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문학교가 아니면 전문학교로 칭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제10조 입학을 허가하는 자는 신체건전, 품행방정인 자여야 함.

제11조 제 2학년 이상에 입학을 허가할 자는 전 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 한하여야 함.

전 항 입학자의 학력은 전 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정도에서 그 각 교과목에 대

해 시험에 의해서 검정하여야 함.

28)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朝鮮諸學校一覽》 1917년, p151～152.

당시 조선에 설립되었던 고등보통학교는 관립으로는 경성고등보통학교와 평양

고등보통학교가 있었고, 사립으로는 양정고등보통학교와 함흥고등보통학교가 있

었다(《朝鮮敎育要覽》 1915년 12월, p43. 고등보통학교상황표 참조). 여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전문학교는 1916년 당시에는 지정되지 않았기에 여자고등보통

학교 수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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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3개의 전문학교를 신설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전문교육 시행의 원인을 총독부의 주장처럼 중등교육의 확대

로 인한 결과로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910년대 중반에 와서야 총독부가 전문학교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을 당시 고등교육을 둘러싼 私學, 특히 기독교 측의 움직임

에서 찾을 수도 있다.29) 기독교계 사립학교 중에서는 병합 이전부터

이미 독자적인 교육체계를 갖추어 고등교육까지 제공하려는 학교가

존재하였는데,30) 1910년대에 들어와서는 언더우드가 중심이 되어 서

울에 세속주의적 교육을 지향하는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였

다.31) 구체적으로는 1912년 기독교 북감리교파 대회에서 각 교파가

연합하여 조선에 대학을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대학의 위치에

이견을 보여 1914년 서울과 평양 두 곳에 임시대학이 각각 설립되

었고, 1915년에는 연합대학 설립 인가를 받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

났다.32) 당시 총독부는 조선에 아직 대학 및 전문학교 등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립학교 측에서 고

등교육을 선점하게 된다면 총독부로서는 조선인 인재 양성 및 활용

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따라

29) 사립, 특히 기독교계의 대학 설립 운동을 견제하고 총독부에서 고등교육의 주

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여 전문학교를 허용하는 방향으

로 전환하게 되었다(정준영, 2009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대신 총독부에서는 기독교 측의 사립전문학교를 인가하기

이전에 관립 전문학교를 먼저 정비하였는데, 이를 고등교육 분야에서 私를 배제

하고 관제적 公共의 영역을 설정하는 기반으로 만든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신

주백, 2012 〈식민지 조선의 고등교육체계와 문·사·철의 제도화, 그리고 식민지

공공성〉 《한국교육사학》 제34권 제4호).

30) 대표적으로는 1906년 평양에서 기독교 연합 칼리지(Union Christian College)로

출범한 숭실대학이 있었다(정준영, 위의 책, p74).

31) 정선이, 2009 〈1910년대 기독교계 고등교육의 특성-숭실과 연희전문을 중심으

로-〉 《교육사학연구》 제19집 제2호, p92 참조.

32) 연희전문학교, 1939 《延禧專門學校一覽》,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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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총독부에서는 사립전문학교나 대학을 지정하기 이전에 먼저 관

립전문학교를 설치하여 조선에서의 고등교육을 선점하고자 하였다.

1917년에 와서야 사립학교 중에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

문학교가 전문학교로 지정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더군다나

일본 내에서도 「大學令」이 법령으로 제정된 것은 1918년으로, 총

독부로서는 본국에서도 정규 학제로서 대학이 확립되기도 이전에

식민지에서 사립대학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정도 존재하였다.

한편으로는 총독부에서 조선에 거주하는 在朝일본인 학생들의 교

육을 위해서 전문교육, 특히 관립전문교육을 시작했다는 시각도 있

다.33) 당시 일본인 학교 중에서는 전문학교 단계의 학교는 동양협회

에서 설립한 사립 동양협회전문학교 경성분교 1개 교만이 설립되어

있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일본인 학생들은 조선에서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부족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려는 학생은 일본으로 유

학을 가야했다. 1914년에 와서 관립전문학교 설치가 논의되면서 경

성전수학교를 제외한 각 관립전문학교에 일본인 학생의 입학을 허

용한 것은 조선 내 일본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도 존재

했던 것이다. 1910년대 중반에 와서 총독부에서 전문학교 설치 논의

가 시작된 것은 이처럼 당시 조선 내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었다. 그렇지만 전문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결국 총독부의 의도가 가장 크게 반영되었

다.

총독부에서는 1914년 당시 경성에서 고등 정도의 교육을 제공하던

경성전수학교, 총독부의원 부설 의학강습소, 중앙시험소 부속 공업

33) 정재철, 1989 〈일제하의 고등교육〉 《한국교육문제연구》5, 중앙대학교 한국

교육문제연구소,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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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습소를 전문학교로 개편할 계획을 세우고,34) 이를 위해 먼저 학무

국에 여러 명의 촉탁위원을 두어 전문학교 위원회를 조직하였다.35)

1914년 12월 16일 총독부에서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참석자

는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 이하 학무국장 세키야 데자부

로(關屋貞三郞)와 학무과장 유게 고타로(弓削幸太郞)을 포함한 총독

부 측 인사와 촉탁위원 16인이었다.36) 위원회는 의학전문학교위원 6

명, 전수학교위원 5명, 고등공업학교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학교 별 촉탁위원은 다음과 같았다.

<표2> 조선총독부 전문학교 위원회 촉탁위원

경성의학전문학교

秋山雅之介 참사관

森安連吉 의학박사

藤井虎彦 의관

植村俊二 의관

佐藤剛藏 교관 등

경성전수학교

秋山雅之介 참사관

山口松次郞 형사과장

入江海平 이재과장

澤田豐丈 서기관 등

경성고등공업학교

秋山雅之介 참사관

阪出鳴海 기사

橫井實郞 철도국기사

豐永眞里 공업전습소장

人見次郞 상공과장

宇野三郞 상공과장37)

34) 《每日申報》 1914년 11월 4일 「專門三校 朝鮮學生의 幸福」

35) 《每日申報》 1914년 12월 3일 「專門學校委員」

36) 《每日申報》 1914년 12월 18일 「專門學校委員會」

37) 《每日申報》 1914년 12월 20일 「醫學專門校委員會」;1914년 12월 22일 「專

修校委員會」;1914년 12월 23일 「工業專門校委員會」 기사를 토대로 한국사데

이터베이스 조선총독부 직원록 자료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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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每日申報》 1914.12.20.;1914.12.22.;1914.12.23. 기사를 토대로 직원

록 자료에서 검색하여 재작성.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총독부 측 인사(참사관, 형사과장, 서

기관)를 비롯하여 각 科의 실무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계

인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조선인 위원도 포함되지 않았다. 세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키야마 마사노스케(秋山雅之

介)는 법안 심의를 담당하는 참사관으로, 학제 개정 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총독부에서는 학교 별 위원회를 각각 19일, 21일, 22일에 개회하여

제반 사항을 협의하였는데, 12월 중에 마무리되지 않아서 해를 넘겨

1월에도 계속해서 위원회가 열렸다. 당초에는 전수학교와 더불어 의

학강습소와 공업전습소를 모두 전문학교로 변경하기로 계획하고 준

비하였으나, 갑자기 예산불성립이라는 이유를 들어 의학전문학교와

공업전문학교는 당분간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38) 이는 당시

일본에서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의회가 해산된 관계 상 총 예산

을 전년도에 답습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39) 결국 총독부

에서는 1915년 4월 1일자로 전문학교규칙을 발포하면서 우선 경성

전수학교만 전문학교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40) 이에 따라

38) 《每日申報》 1915년 2월 11일 「專門學校 問題」

39) 《每日申報》 1914년 12월 27일 「專門學校委員會」

40) 《每日申報》 1915년 4월 7일 「專門學校官制-우선 專修學校만 실행」

“총독부에서는 大正4년도에 현재 경성전수학교, 의학강습소, 및 공업전습소를 함

께 전문학교로 할 터이나 예산불성립의 결과로 부득이 의학강습소 및 공업전습

소는 당분간은 현상유지로 하고, 단지 예산에 직접관계를 가지지 않은 경성전수

학교만 실행하기로 하여 지난번에 府令으로써 전문학교규칙을 발포하고 4월 1

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동반한 同校의 관제안은 아직도 내각에서 심

의중인지라 아직 발포함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현재에는 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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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전수학교는 1915년 12월 당시 조선인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전

문학교 정도의 수준을 지닌 관립학교로 인정되었다.41)

이듬해인 1916년 칙령 제80호로 「전문학교관제」가 발포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 전문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경성전수학교, 경

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이다.42) 당시 언론에서는 조선에

3개의 전문학교가 출범하게 된 것을 두고 ‘半島學界의 新光明’43) 이

자 ‘敎育界의 慶事’44)로 평가하였다. 세키야(關屋) 학무국장은 이를

‘조선인 개발을 위한 가장 기뻐할 반도의 사업’으로 평하며,45) 전문

학교 설치는 모두 조선교육 발달의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46)

대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모두 추밀원을 거쳐 칙령으로 발포하는 것도 멀지 않

았으리라더라.”

41) 조선총독부 학무국, 《朝鮮敎育要覽》 1915년 12월, p59.

“조선교육령에 규정한 전문교육의 실시는 조선의 민도에 비추어 아직 이를 실시

하는데 이르지 못했을 따름이나 최근 중등교육의 보급과 시세의 진보에 따라

점차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기운에 이르게 되어 大正 4년 3월 전문학교규칙을

발포하여 현재 그 정도 및 성질로 전문학교에 유사한 것은 경성전수학교가 된

다 하여 경성전수학교는 조선총독부의 관리에 속하여 조선인 남자에 법률 및

지식을 교수하여 公私의 업무에 종사할 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2) 《朝鮮總督府官報》 1916년 4월 1일 「勅令 第80號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

제1조 조선총독부 전문학교는 다음과 같음

경성전수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제2조 경성전수학교는 법률경제에 관한 지식을 교수함.

제3조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의술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수함.

제4조 경성공업전문학교는 공업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수함.

제5조 경성공업전문학교는 부속공업전습소를 두고 공업에 관한 기술을 전습함.

제7조 학교장은 조선총독의 명을 받아 교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감독

함.

제10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학교 또는 부속 공업전습

소에 內地人을 수용하여 전문교육 또는 실업교육을 하도록 함.

부칙 본령은 공포하는 날부터 이를 시행함.

경성전수학교관제는 이를 폐지함.

43) 《每日申報》 1916년 1월 1일 「半島學界의 新光明」

44) 《每日申報》 1916년 4월 8일 「專門學校에 對하여」

45) 《朝鮮及滿洲》 1915년 1월 「朝鮮敎育의 發達」

46) 《每日申報》 1916년 4월 8일 「專門學校에 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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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전반에는 조선에서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혹은 실업학

교) 단계를 거친 학생들이 졸업 이후 진학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개

별적으로 존재하고는 있었으나 학제 내로 포함되지는 않은 상태였

다. 한편 총독부 입장에서는 점차로 전문학교 단계를 설치할 필요성

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소요되는 예산과 기간 등 여러 측면에서 관

립전문학교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개별 학교를 전문학교 단계로

지정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1915년 경성전수학교를

필두로 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1918년 수원농

림전문학교가 관립전문학교로 지정되어 開校하였다. 이로써 조선에

서 전문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한편 1910년대 사립전문학교로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연희전문

학교의 2개 교가 지정되었다.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는 1917년 세브

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았

고,47) 같은 해 연희전문학교 또한 재단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았다.48)

일본인 학교로는 사립 동양협회전문학교 경성분교가 있었는데, 1918

년에는 본교로부터 독립된 전문학교로 운영되어 중학교 졸업 이상

의 학력을 지닌 자를 수용하였다.49)

2. 조선교육령 개정과 관립전문학교 체제 성립

3.1운동이라는 극적인 국면 전환으로 인하여, 1920년대는 총독부에

47)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1934 《セブランス聯合医学専門学校一覧》, p3;《朝

鮮總督府官報》 1917년 5월 16일 「告示 제123호」

48) 연희전문학교, 1939 《延禧專門學校一覽》, p5;《朝鮮總督府官報》 1917년 4월

10일 「告示 제80호」

49) 경성고등상업학교, 1938 《京城高等商業學校一覽》,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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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른바 ‘문화통치’를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다. 당국에서는 특히

교육제도를 예로 들면서 조선에서 이른바 ‘內地延長主義’가 실현되

었다고 선전하였는데,50) 교육 부문에 있어서 총독부의 노선 변경은

조선교육령의 전면개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1922년 2월 4일 칙령 제19호로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51) 제2차

조선교육령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선과 일본의 ‘學制延長’을 시도하고

자 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제1차 조선교육령 제1조였던 ‘조선

에서의 조선인 교육은 本令에 의한다’는 조항이, 개정 이후 ‘조선에

서의 교육은 本令에 의한다’는 조항으로 변경되었다.52) 즉 조선교육

령이 적용되는 범위가 조선인이라는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조

선이라는 지역 단위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조선 내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학제 간 차이를 없애고, 일본 본국과 동일한 학제를 운영

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2조와 제3조에

서는 다시금 ‘國語를 常用하는 자’와 ‘國語를 常用하지 않는 자’로 나

누어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53) 표면상으로는

일본과의 연장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초등과 중등교육 단계

50) 권태억, 2007 〈1920·1930년대 일제의 동화정책론〉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Ⅲ》, p17.

51) 일반적으로 교육사 연구에서는 1922년 개정·공포된 교육령을 제2차 조선교육령

으로 명명하므로, 본고에서도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2차 조선교육령이 개정되는

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는 강명숙, 2009 〈일제시대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과정

연구〉 《교육사상연구》 제23권 제3호;강명숙, 2010 〈일제시대 학교제도의 체

계화-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제32권 제1호를

참조.

52)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6일 「勅令 第19號 조선교육령」 제1조

53)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6일 「勅令 第19號 조선교육령」

제2조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의한다. 단 이 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행한다. 전항의 경우 조선

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특례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조선총독이 별도로 규

정할 수 있다.

제3조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

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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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별도로 학제를 운영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국 조선에서의 학

제는 제1차 교육령기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은 보통학교-고등보통학

교, 일본인은 소학교-중학교로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3.1운동 이후 새로 부임한 시바타(柴田善三郞) 학무국장은 조선의

시세 진보에 걸맞은 학제 개혁을 언급하며 교육령을 개정할 움직임

을 보였다.54) 제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기 이전인 1920년 총독부에

서는 부분적으로 교육령을 개정하면서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의

학년을 일본의 소학교 및 중학교와 같은 정도로 만들었다. 4년제였

던 보통학교의 연한을 6년으로 하고, 역시 4년제였던 고등보통학교

에는 2년 이내의 보습과를 두도록 하였다.55) 이는 교육령을 전면 개

정하기 이전에 조선과 일본의 학제 단계를 맞추기 위한 사전 작업

의 형태로, 수업연한을 늘리는 정도로 교육령을 일부 개정한 것이었

다. 특히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일본에 있는 전문학교와의 ‘連絡’을 위

해서56) 4년제 고등보통학교 졸업 이후 진학할 수 있는 보습과를 설

치할 수 있게 하였다. 학무국장은 이와 같은 학제 개정의 경위를 다

음과 같이 설명하며 보통교육의 연한을 연장하는 것과 내용을 충실

히 하는 것은 결국 전문교육에까지 연결되는 문제임을 밝혔다.

一. 초등교육에 대하여는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6년으로 할

일

二. 중등교육의 내용을 한층 충실케 할 일

54) 《每日申報》 1919년 10월 25일 「現行敎育令改正議」

55)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11월 12일 「조선교육령 개정에 관한 건」

제9조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함. 단 토지의 정황에 의해 5년 또는 4

년으로 할 수 있음

    제12조 고등보통학교에는 수업연한 2년 이내의 보습과를 두는 것을 얻음

56) 조선총독부 학무국, 《朝鮮敎育要覽》 1926,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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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보통교육제도의 개정에 의하여 충분한 보통학의 소양을 얻은 후 온

전히 전문교육을 받는데 이르게 할 일57)

이후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고등보통학교에 두었던 보습과를 폐

지하고 수업연한을 중학교와 동일하게 5년(여자고등보통학교 4년)으

로 변경하여, 형식상으로는 일본의 상급 교육기관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교육령 개정은 1920년 조선총독부에서 당시 정무총감이었던

미즈노 렌타로(水野鍊太郞)를 위원장으로 하여 임시교육조사위원회

라는 자문기관을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58) 임

시교육조사위원회는 23명의 위원과 5명의 간사로 구성되었는데,59)

그 중 3명의 조선인 위원을 두었다. 후작 지위를 가지고 있던 이완

용, 보성법률상업학교장 고원훈, 전라남도 참여관 석진형이 조사위

원으로 참여하였는데,60) 전체 인원 수 중에서 조선인 위원이 차지하

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조사위원회에서 행

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제1회 위원회는 1921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총독부에서 소집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訓辭를 하며 새로 제정

할 교육령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61)

“(전략) 조선인 교육은 자못 중대하다고 믿으나 이에 대해서는 부임

57) 《每日申報》 1919년 11월 16일 「學制改正內容」

58) 강명숙, 2009 〈일제시대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과정 연구〉 《교육사상연구》

제23권 제3호, p32.

59) 조선총독부, 「臨時敎育調査委員会決議要項」 1921, p8～9.

60) 고원훈과 석진형의 이력에 대해서는 강명숙, 위의 글을 참조.

61) 《每日申報》 1921년 1월 8일 「敎育調査委員會」



- 23 -

이래 신중히 고려하고 있고, 보통교육에 대해서는 이를 보급하는 것이

긴요하니 예산을 증가하여 증설계획의 연한을 단축하여 촉진을 도모하

는 것과 동시에, 제도상에서는 지금 시세에 비추어 이전에 조선교육령

과 기타 법규의 일부를 개정하여 보통학교 수업연한 연장과 고등보통학

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 교과과정 개정, 기타 교육기관의 충족에 관해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교육제도는 실로 국가 백년대계를 정할 것이라 국

운의 성쇠 및 국민의 고락과 지대한 관계가 있으니, 조선교육전반에 관

한 제도에 대하여 널리 朝野의 有識之士에 자문하고 신중히 심의하여

조사 결정함이 타당한 줄로 아니 이번에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설치하

여 각 위원을 촉탁하고 조선교육령의 개정, 기타 교육 상 중요한 안건

에 고견을 구하고자 하는 바이다. 현재 조선인 교육제도는 明治44년

(1911년)에 제정한 것인데 당시의 형세에 맞추어 학교 계통을 간단히

하고 수업연한을 단축하고 교과과정은 필수 실용의 사항에 그쳤으나 이

후 10여 년을 경과하였고, 조선 사회도 현저한 발달을 이루어 인민의

향학심도 자못 향상한 현상이니 이 때 현행 교육제도 개정에 대해 근본

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바이다. 여러 말을 기다리지 않고 조선의

교육은 문화 촉진에 더욱 힘쓰며 一視同仁의 성지 실현을 근본으로 하

여 그 제도와 기관을 정비하고 각자 천부적 능력을 발휘하여 신체를 단

련하고 지덕을 갈고 닦아 인격의 원만한 완성을 기하게 하는 것은 자명

한 이치인데 이와 동시에 능히 시대의 추세에 비추고 또한 민정에 적응

하게 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심의에 첨부할 초안 기타는 위

원장으로부터 각 위원에 지시할 것이니 청컨대 신중히 심의를 다하여

조선의 강녕에 도움을 주며 우리나라의 융성을 돕는 국민을 육성하는데

적절한 방안을 얻기를 바라노라.62)”

62) 儒道振興會, 《儒道》 제1호 1921「臨時朝鮮敎育調査委員會設置에 對하야」,

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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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 총독은 1920년에 교육령을 부분 개정하였던 것은 응급조치

였으며, 조선 교육 전반에 관한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정의

방향 및 목적을 근본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기에 위원회를 구성하

여 각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따라

서 각 위원들이 초안을 신중히 심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교육조사위원회가 교육령 제정에 행사할 수 있었던 영

향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위원회가 개최된 첫 날 학무국에서는 이

미 미리 작성한 대강의 항목을 참고자료로서 제출하였는데, 주 내용

은 각 학교의 내용 정도를 일본과 같은 형태로 하여 일본의 학교와

‘連絡’을 기약하고자 하는 학제 연장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전문학교

와 관련된 조항은

7조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4년의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였던 것을 5년의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바꿀 것

으로,63) 이전 교육단계의 수업연한이 바뀌는 것을 새롭게 입학 규

정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당국에서 제시한

요항을 대체로 적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강

의 결의를 제1회 위원회의 결과로서 총독에게 답신하였다.64) 5월에

는 제2회 교육조사위원회가 개회되었는데, 여기에서 결의한 사항은

63) 조선총독부, 《朝鮮》 1922년 3월 「臨時敎育調査委員會」, p332.

64) 조선총독부, 《朝鮮》 1922년 3월 「臨時敎育調査委員會」, p336.

1. 朝鮮에 있는 교육제도는 민도사정의 허락함에 한하여 內地의 교육제도에 準

據할 일

   2. 朝鮮人의 교육에 관하여 특별한 제도를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도 각 제도 하

에 內鮮人을 교육함이 무방할 일

3. 內地의 朝鮮과에 있는 학교의 聯絡을 一層 친밀히 할 일

4. 向學心을 존중히 하여 사정의 허락함에 한하여 이에 應할 시설을 행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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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敎育制度要項」으로 정리되었다.65) 조선교육제도요항에서 조

선의 교육제도는 ‘內地’에 준거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으

나 ‘特例’를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조선인의 교육은

이전 교육령 시기와 마찬가지로 일본인과 구별되었다.

이에 비하여 전문교육은 ‘延長’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실제로 마련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문학교 이상 단계에서는 內地의 제

도에 의거한다는 조항을 두고,66) 共學도 인정했다.67) 조선교육령이

개정되는 과정은 이후 일본 정부 내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이듬해인

1922년 칙령으로 조선교육령이 공포되면서 일단락되었다.68)

상위 법령인 조선교육령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전문학교와 관

련된 규정도 이에 따라 변경되었다. 조선교육령 제12조에서 전문학

교는 ‘전문학교령’에 의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학

교령은 1903년 일본 본국에서 칙령으로 공포된 「전문학교령」을

의미한다. 다만 칙령의 내용 중에서 문부대신이 맡아야 할 직무를

조선총독이 대신 맡는 것으로 하였다.69) 이는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

조선 내 전문학교는 총독부에서 별도로 공포한 「전문학교관제」

및 「전문학교규칙」에 따라 운영되었던 점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

다. 조선 내 전문학교가 일본의 「전문학교령」의 직접 적용을 받는

다는 것은, 적어도 법령상으로는 조선의 전문학교가 일본의 전문학

교와 학제상 동등한 위치를 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립전문학

65) 「朝鮮敎育制度要項」 《日本植民地敎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16, 1987, 龍溪

書舍;조선총독부, 《朝鮮》 1922년 3월 「臨時敎育調査委員會」, p337～339.

66) 5조 전문학교 대학예과 및 대학은 內地의 제도에 의함

67) 2. 실업학교, 사범학교, 전문학교, 대학예과 및 대학에 있어서는 內鮮人의 共學

을 행함

68) 교육령 개정안이 확정되고 일본에서 승인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강명숙(2009)의

논문을 참조.

69)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6일 「勅令 第19號 조선교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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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관한 법령으로는 일본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조선에 「公立私

立專門學校規程」을 두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인하여 기존에 조선 내에 관립전문학교로

있던 경성전수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수원농림

전문학교는 각각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

업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로 개칭되었고, 일본인 사립전문학교였던

경성상업전문학교는 관립으로 전환되면서 경성고등상업학교로 이름

을 바꾸었다. 따라서 法, 醫, 工, 農, 商의 다섯 분야에서 관립전문학

교가 지정·정비되어 조선에 이른바 5관립전문학교체제가 형성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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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1920년대 전문학교 제도 변경과 자격 문제

1. 관립전문학교 관련 법령 정비와 입학 자격 문제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변경된 학제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는

전문학교와 관련된 ‘자격’이 변동되는 것이었다. 1910년대 당시 조선

에 설치된 전문학교는 일본 내에 있는 전문학교와 학제상 동등한

위치가 아니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 하에서 일본인의 학제는 일본

내와 동일한 정도였지만, 조선인의 학제는 이와 별도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의 수업연한은 보통학교 4년, 고

등보통학교 4년(여자고등보통학교 3년)이었다. 일본인 학교는 소학

교70) 6년 및 중학교 5년으로, 조선인 학교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연

한이 부족하였다. 수업 연한의 차이는 곧 학교 급의 차이를 의미했

다. 같은 초등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도 보통학교 졸업자와 소학교

졸업자는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70) 소학교는 심상과와 고등과 2과로 나뉘는데, 수업연한은 심상과 6년, 고등과 2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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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1910년대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 간 수업 연한 차이

※출전: 조선총독부, 1919, 《朝鮮敎育要覽》;文部省, 1992, 《學制百二十

年史》, ぎょうせい를 참조하여 작성.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초·중

등학교를 거쳐야 했는데, 여기에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

수업 연한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수업 연한은 진학 자격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 1910년대 조선 내에 있는 전문학교는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정도면 진학할 수 있었기 때문에,71) 고등보

통학교를 졸업한 조선인 학생 및 중학교를 졸업한 일본인 학생은

모두 조선 내의 전문학교에 곧바로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

다. 그렇지만 고등보통학교와 중학교는 수업 연한에서 차이가 발생

71)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9월 1일 「勅令 第229號 조선교육령」

제27조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6세 이상으로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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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에 고등보통학교 졸업 정도와 중학교 졸업 정도는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조선에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학생

은 일본 내 전문학교에 바로 진학하지 못하였다. 고등보통학교를 졸

업한 학생이 일본에 있는 전문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예비과정

인 전문학교 豫科에 진학하거나, 별도로 전문학교입학자검정시험을

치러 입학자격을 획득하여야 했다. 즉 조선 내에 있는 전문학교는

그 명칭은 일본의 전문학교와 같았지만 조선 내에서만 전문학교로

존재하였고, 일본 ‘제국’ 전체에서는 전문학교 단계로 인정되지 않았

던 것이다.

이처럼 단절되어 있던 일본과 조선의 전문학교는, 제2차 조선교육

령 공포를 전후하여 법령이 정비되는 과정을 거쳐 동일한 학제로

연결되었다. 교육령 개정 이전인 1921년 9월 13일 일본에서는 전문

학교에 準하는 학교를 지정하는 文部省告示가 공포되었다.72)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경성전수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수원농림전문학

교 3개 교가 처음으로 일본 내 전문학교에 준하는 학교로 지정되었

다.73)

이듬해인 1922년에는 조선교육령 개정을 통하여 조선 내에 있는

전문학교는 일본 전문학교령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

립전문학교로 지정된 각 학교의 명칭이 일본의 관립전문학교와 같

은 형식으로 변경되었다.74)

72) 《日本官報》 1921년 9월 13일 「文部省告示 第449號」

73) 《每日申報》 1921년 9월 15일 「準專門學校指定」

동일한 고시로 대만총독부고등상업학교, 대만총독부상업전문학교, 대만총독부농

림전문학교, 여순공과학당도 준전문학교로 지정되었다.

74)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4월 1일 「朝鮮總督府令 第49號 경성법학전문학교

규정」;「朝鮮總督府令 第51號 경성고등공업학교규정」;「朝鮮總督府令 第52號

수원고등농림학교규정」

각 규정의 부칙에는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짐에 따라 이전의 경성전수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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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제2차 조선교육령기 조선 내 관립전문학교의 명칭 변경

제1차 조선교육령기(1922년 이전) 제2차 조선교육령기(1922년 이후)

경성전수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변동 없음)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경성상업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출전: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4월 1일 「朝鮮總督府令 第49號 경

성법학전문학교규정」;「朝鮮總督府令 第51號 경성고등공업학교규정」;「朝

鮮總督府令 第52號 수원고등농림학교규정」;「朝鮮總督府令 第53號 경성고

등상업학교규정」을 참조.

이는 일본의 관립전문학교와 비교하여 명칭에서부터 동일한 정도

로 ‘승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조선교육령이 개정되기 이

전인 1920년 조선인들이 다니던 경성전수학교에서는 교명 변경과

교칙 개정을 요구하며 1, 2학년 학생들이 동맹휴교를 일으키기도 하

였는데,75) 이처럼 전문학교 명칭이 변경되는 문제는 학교의 자격 문

제와 관련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각 학교당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던 문제였다. 또한 일본인 사립학교였던 경성상업전문학교가 1922

년 관립으로 흡수되면서 경성고등상업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는

경성공업전문학교규정, 수원농림전문학교규정은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학전

문학교는 일본에서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성의학전문학교

는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다.

75) 《每日申報》 1920년 10월 23일 「京城專門學校의 盟休」

   (전략) 1, 2년생 전부가 동맹휴학을 한 것인바 그들은 그 교명변경과 및 교칙의

개정을 요구하였는데 當校에서도 교명변경에는 찬성하여 총독의 인가를 거쳐서

內地 법제국에 제출하였는데 시기를 기다릴 일(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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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76) 이 또한 일본 본국에서 상업계통의 관립전문학교 명칭으로 사

용하던 ‘고등상업학교’ 명칭과 동일하게 한 것이다.

그렇지만 교육령 개정만으로 전문학교 자격 문제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문학교의 위치를

확실히 정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1923년에는 文部省令으

로 조선교육령에 의해 설치된 학교와 他 학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77) 그 중 전문학교와 관련된 규정은 제 5조이다.

제5조 조선교육령에 의해 설치된 전문학교의 생도 및 졸업자는 他 학

교에 입학, 전학하는 관계에 대하여 전문학교령에 의하여 설치된 입학

자격, 수업연한 및 종류에 맞는 학교의 생도 및 졸업자와 동일한 취급

을 받는다.

이는 조선 내에 있는 각급 학교가 일본 내에 있는 학교와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하는 것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상으로는 조선 내 전문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일본에 있는 동일

한 계통의 전문학교로 전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24년에는 조선총독부 전문학교가 일본 내의 전문학교와 마찬가

지로 일본에 있는 고등학교·대학 예과와 동등 이상의 정도인 것이

文部省告示로 지정되었다.78) 이와 같이 제2차 조선교육령 제정을 전

후로 하여 전문학교, 특히 관립전문학교의 학제상 위치를 지정하기

76)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4월 1일 「朝鮮總督府令 第53號 경성고등상업학교

규정」

77) 《朝鮮總督府官報》 1923년 1월 26일 「文部省令 第1號 朝鮮敎育令에 의하여

設置된 學校의 生徒·兒童 및 卒業者의 他學校 入學·轉學에 관한 規程」

78) 《朝鮮總督府官報》 1924년 6월 9일 「文部省告示 第29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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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일본 본국에서는 문부성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고, 총독

부에서는 문부성과의 협의를 계속해나가면서 조선에서의 교육 정책

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결국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사건이 발생했

다. 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 후 입학자격이 명확하

게 확인되지 않는 것을 문제시하여,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포함한

경성 내 6개 고등보통학교에서 大結束을 행하게 된 것이다.79) 당국

에서는 새로운 교육령을 발포하면서 新敎育令에 의한 학교는 일본

의 학교와 동일한 정도의 자격을 주기에 상급학교 입학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선전하였으나,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교장 가토 츠

네지로(加藤常次郞)가 입학자격과 관련된 학생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아직 문부성과의 교섭이 끝나지 않아 금년 졸업생은 일본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4, 5학년 학생

들이 이에 항의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며 퇴학도 불사하겠다는 움직

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나가노(長野) 학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의견

을 밝혔다.

“신교육령에 따라서 고등보통학교 5학년을 마친 졸업생은 일본 각지

고등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총독부에서는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 문부성과 교섭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완전

히 해결하지 못하여 일전에 학무과장을 파견하여 그 문제를 철저히 운

동하는 중이다. 아직 완결치 못하였으나 오는 학기까지는 반드시 해결

케 하여 졸업생들이 일본 각지 고등학교에 입학지원서를 내게 하도록

주선하려 한다.”80)

79) 《開闢》 32호 1923년 2월 「1월 중의 조선과 세계」

80) 《東亞日報》 1923년 1월 19일 「上級校 入學資格問題로 第一高普 上級生의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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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입학자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

으면 동맹퇴학을 하겠다고 결의하였는데, 이는 비단 경성제일고

등보통학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선에 있는 중등학교 전

체가 걸린 문제였기에 조선 학계에서는 학무당국의 태도에 주목

할 수밖에 없었다.81)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 현상윤은 다음과 같

은 반응을 보였다.

“신교육령이라는 것은 조선 학교와 일본 학교 사이에 아무 장벽이 없으

며 작은 차이도 없게 한다는 것이니 그것은 그 조문을 보아도 알 일이

며 작년 발포한 당시에도 학무당국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는 것이외다.

그런데 신학기가 절박한 이때까지도 문부성과의 교섭이 되지 못하였다

고 하여 일반 생도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어제도

총독부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이번에 학무과장이 그 일로 동경까지 간 즉

원만하게 해결되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일 5학년을 졸업한 자에게

만 자격을 주고 4년 수료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할진대 이는 실로 적은

문제가 아니외다. 아직 학생들의 복종은 고사하고 나부터 불복이외다.

같은 정도로 방침을 취한 위에 또 이러한 차별을 둔다는 것이 말부터

성립이 안됩니다.”82)

이처럼 학생들뿐만 아니라 각 학교 당국자 등을 비롯하여 학부형

등 조선 내 교육 관계자 다수의 눈이 이에 쏠리게 되었다. 학무국에

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무과장을 동경에 급파하여 교섭하였고,

마침내 1월 22일 문부성령으로 조선교육령에 관한 補足규정이 발포

되었다.83)

動搖」

81) 《東亞日報》 1923년 1월 21일 「新敎育令은 休止인가」

82) 《東亞日報》 1923년 1월 21일 「新敎育令은 休止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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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本令은 조선교육령 補足의 규정에 基하여 舊令에 의한 자에 이를

적용함.84)

당시 동경 문부성에 급파되었던 나카라이 기요시(半井淸) 학무과

장이 돌아와서 교섭내용을 정리하였는데, ‘문부성에서는 아직 신교

육령에 의한 졸업생이 없을 것이라 여기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지

않았으나 조선에서는 편입생이 등장하는 등 실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문부성령을 발포하면서 여러 문제가 해결되었다’

는 입장이었다. 문관임용령에 의하여 부여되는 자격도 ‘일본 內地와

연결할 것이며, 기타 검정시험제도에 관한 규정도 통일방침을 연구

하는 중이라’는 요지로 문부성의 입장 및 계획을 정리하는데 그쳤

다.85) 조선에서의 교육을 총괄하는 조선교육령을 전면 개정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미비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총독부나

일본 정부에서는 학제 변경에 따른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놓지 않았

던 것이다. 그로 인하여 제1차 조선교육령 하에서 4년제 고등보통학

교에 입학하여 과정을 마친 조선인 학생들은 이전과는 달리 조선

내 전문학교에도 바로 입학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될 상황이었다.

이처럼 조선에서 전문학교 학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행 초기에

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제도는 ‘전문학교입학자검정시험’이었다. 총독부에서는 문부성과의

교섭을 통하여 전문학교입학자검정시험을 조선에 도입하여 1921년

83) 《東亞日報》 1923년 1월 24일 「入學資格確認」

84) 《朝鮮總督府官報》, 1923년 1월 26일 「文部省令 第1號」

85) 《東亞日報》 1923년 2월 11일 「入學資格 交涉의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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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령으로 전문학교입학자검정규정이 공포되었다.86) 시바타(柴

田) 학무국장에 따르면 이전에 조선에는 검정제도가 없어서 중학교

를 졸업하지 않은 조선인들이 전문학교령에 의한 전문학교에 진학

하려면 일본에 가서 시험을 보아야 했으나, 이를 조선에서도 시행하

여 조선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87)

一. 중학교를 졸업치 아니한 자로써 전문학교에 입학함에는 종래에는

일본 內地까지 專往하여 이 검정시험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던 것을 今

後에는 조선의 중학교에서도 自由로 이 검정을 받게 된 것

二. 이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는 조선에 在한 각 전문학교는 물론이오

일본 내지의 각 전문학교, 고등학교, 대학예과의 입학시험에도 응하게

86) 《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4월 25일 「朝鮮總督府令 第72號 전문학교입학자검

정규정」

제1조 본령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자는 전문학교의 입학에 관하여는 중학교 또

는 수업연한 4년의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지니는 것이

된다.

제2조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하는 것을 요한다.

1 연령은 남자는 만 17세 이상 여자는 만 16세 이상일 것

2 신체 건전할 것

3 품행 방정할 것

4 현재 조선에서 관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여학교에 재학하지 않을 것

제3조 검정을 나누어 시험검정 및 무시험검정으로 하여 시험검정은 조선총독부

중학교 또는 조선공립 고등여학교에서 수시로 이를 행하고 무시험검정은 해당

전문학교에서 생도입학의 때에 행함

제4조 검정시험의 학과목 및 그 정도는 중학교 또는 수업연한 4년의 고등여학

교의 각 학과목 및 그 졸업의 정도로 하고 다만 중학교 또는 고등여학교에서

빠질 학과목은 이를 없앰

제5조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는 검정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함

제6조 검정시험을 행하는 학교에서는 검정시험의 문제, 답안 및 성적표는 이를

5년 이상 보존해야 함

제7조 검정시험을 행하는 학교에서는 검정시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얻음

제8조 조선총독에서 전문학교의 입학에 관한 중학교 또는 수업연한 4년의 고등

여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지정한 자는 무시험검정을

받는 것을 얻음

부칙 본령은 발포한 날부터 이를 시행함

87) 《每日申報》 1921년 4월 13일 「專門校檢定試驗 朝鮮人敎育界의 福音」;《東

亞日報》 1921년 4월 24일「專門學校入學檢定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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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

三. 본 규정은 일본인 조선인의 차별이 없는 고로 조선인이라도 자기의

학력만 있으면 이 검정시험을 받아 일본인의 중학교 졸업생과 同히 日

鮮의 어떤 전문학교 내지 고등학교, 대학예과든지 입학할 수 있게 된

것88)

일본에서는 이미 전문학교입학자검정규정이 운영되고 있어서 검정

시험에 합격하면 중학교 졸업자와 동일하게 전문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 조선에서는 아직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

다. 따라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조선인이 일본의 전문학교나 고

등학교, 대학예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검정시험

에 응시하여야 했다. 1920년 조선교육령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조

선에 있는 고등보통학교에 보습과를 두어 고등보통학교 졸업자가

이후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였지만 이는 임시적인 방편이

었다. 고등보통학교 보습과를 졸업한 이후 진학할 수 있는 학교는

전문학교뿐이었고 고등학교나 대학예과로는 진학할 수 없었다.89) 전

문학교입학자검정시험에 합격하면 전문학교, 고등학교, 대학 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일본에서 1903년 전문학교

입학자검정규정을 공포한 목적은 주로 실업학교 졸업자가 동일 계

통의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는데, 고등보통학교

를 졸업한 조선인 학생에게는 이 검정시험이 일본의 중학교 졸업자

와 같은 정도의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일본 내에서 운영하던 전문학교입학자검정시험 제도를 1921년에

조선에 도입한 이유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편

88) 《東亞日報》 1921년 4월 24일 「專門學校入學檢定規程」

89) 《每日申報》 1921년 4월 13일 「專門校檢定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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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제공하겠다는 목적 이외에도, 조선에 있는 전문학교를 일본의

전문학교와 같은 정도로 ‘승격’시키기 위한 제반 과정을 정비하기

위함이었다. 조선 내 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필요했는데, 제2차 조선교육령이 시행

된 이후에는 4년에서 5년으로 수업연한이 연장된 고등보통학교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문학교입학검정규정 또한 일부 개

정되었다. 원 규정에서 제2조 제4호였던 ‘현재 중학교, 또는 고등여

학교에 재학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현재 중학교, 고등보통학교,

고등여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하지 않을 것’90)으로 개정

하게 된 것은 학제 연장으로 조선 내에서 중학교와 고등보통학교,

고등여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가 최소한 수업 연한 상으로는 동등

한 정도의 학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변경된 교육령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1922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에서 전문학교입

학검정시험이 행해졌는데, 이 시험에 합격한 자는 중학교 또는 수업

연한 5년의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

다.91)

따라서 전문학교입학검정시험은 제2차 조선교육령 공포 전후로 발

생한 조선 내 학제의 틈을 메우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학제가 변경되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舊 법령의 적용

을 받고 있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들이었다. 이들은

학제가 변경되기 이전에 4년제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법령

이 개정되어 5년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전문학교에 진

학할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이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고등보통학교

90)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3월 15일 「專門學校入學者檢定規程中改正」

91) 《東亞日報》 1922년 3월 31일 「專門學校入學檢定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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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및 보습과 제1학년 수료자 등은 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서는 입학 자격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하여 전문학교입학검정시험을

받게 되었다.92) 종래 규정상으로는 시험 장소가 관공립의 중학교 또

는 고등여학교에 한정되었으나, 시험 응시자가 늘어나게 되자 규정

을 개정하여 제3조 중 검정 장소를 ‘조선총독부중학교 또는 조선공

립고등여학교’에서 ‘관립, 공립의 중학교, 고등보통학교, 고등여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확장 개정하여 학생들이 시험 검정을 받

는데 편의를 제공하였다.93)

또한 조선 내 각 전문학교에서는 일본 전문학교의 豫科와 비슷한

성격의 特科를 설치하여 제1차 조선교육령 하에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과 제도는 임시적인

것으로, 1922년 설치되어 1926년에 폐지되었다. 이처럼 교육령 개정

초기에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임시적인 방편

을 내놓는 형태로 대응하였으나, 점차 전문학교 입학 자격 문제를

해결하고자 후속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한편으로는 전문학교 입학 자격이 점차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

가게 되었다. 종래에는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중학교,

고등여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생과 전문학교

입학자검정시험 합격자에게만 주어졌는데, 그 외 학교 중에서도 이

와 동일한 정도로 전문학교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학교를 지정하기

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실업학교 졸업생이 동일 계통의 전문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고, 고등보통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사립학교 중

에서도 전문학교 입학이 가능한 학교가 생겨났다.

92) 《每日申報》 1922년 3월 15일 「專門校入學者 檢定試驗改正」

93)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3월 15일 「專門學校入學者檢定規程中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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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전문학교입학자검정규정에 의해 지정된 학교

※출전: 《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4월 25일 「總督府告示 第105號 전문

학교입학자검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곳」 및 이후 개정에 따라 추가된 학

학교 비고

경신학교 1925년 3월 이후의 졸업자

남자실업학교
졸업자

다만 심상소학교 또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졸업정도로서 입학자격으로 하는 수업연한
5년, 고등소학교 또는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정도로서
입학자격으로 하는 수업연한 3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실업학교 졸업자

경성철도학교 본과 졸업자

철도종사원양성소 본과 졸업자

숭실학교 1931년 3월 이후 졸업자

중동학교 1929년 4월 이후 본과 졸업자

여자실업학교

다만 심상소학교 또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 졸업

정도로서 입학자격으로 하는 수업연한 4년, 고등소학교

또는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정도로서 입학자격으로 하

는 수업연한 2년 이와 동등 이상의 실업학교의 졸업자

선천신성학교 1933년 3월 이후 졸업자

총독부
체신국해원양성소

1932년 3월 이후 본과 졸업자

숭의여학교 1934년 3월 이후 졸업자

계성학교 1934년 3월 이후 졸업자

신흥학교 1935년 3월 이후 졸업자

일신여학교 1934년 3월 이후 졸업자

정신여학교 1936년 3월 이후 졸업자

여자사범학교 심상과 졸업자

외국학교 졸업자 조선총독의 인정을 받은 자

총독부체신국
고등해원양성소 총독부 체신국해원양성소 졸업자 포함

실업학교졸업정도
검정규정에 의해
검정에 합격한 자

-

정화여학교 1945년 3월 이후 졸업자

대구남산여학교 1945년 3월 이후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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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목록 정리.

2. 관립전문학교 졸업 후 취득 자격과 입학 경쟁

전문학교 입학 자격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과

는 반대로, 1920년대 내내 조선에서 관립전문학교는 신설되거나 새

로 지정되지 않았다. 1939년이 되어서야 조선 내 6번째 관립전문학

교인 경성광산전문학교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전시체제기에 들어서

서 ‘산금조선의 고급기술부대를 양성’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이었다.94)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를 통틀어 관립전문학교

는 5개 학교로 고정되었으며, 학생 수나 학급 수 등 학교 규모 또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94) 《每日申報》 1939년 1월 1일 「誕生되는 二校 鑛山專門과 淑明女專」



- 41 -

<표5> 제2차 조선교육령기(1922～1937년) 관립전문학교 생도 수

※출전: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0년 「官立專門學校學級職員 및 生

徒」;1937년 「官立專門學校狀況」.

1930년대 말까지 조선에 관립전문학교가 신설 혹은 증설되지 않은

이유로 우선 예산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1925년 「조선총독부제학

교관제」가 변경되면서 그동안 관립학교로 지정되었던 중등학교의

운영주체를 모두 道地方費로 이관하였으나, 5개의 관립전문학교는

계속해서 총독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다.95) 관립학교의 예산은

결국 총독부 예산에서 전부 부담하는 구조였으므로, 총독부는 선뜻

95) 《朝鮮總督府官報》 1925년 4월 1일 「朝鮮總督府諸學校官制中改正」

연도 조선인 일본인 학급수 합계

1922 423 468 36 891

1923 502 566 37 1068

1924 477 635 38 1112

1925 376 600 38 976

1926 403 674 36 1077

1927 374 697 36 1071

1928 361 741 36 1102

1929 355 784 34 1139

1930 346 808 34 1154

1931 366 836 35 1202

1932 358 833 35 1191

1933 351 837 35 1188

1934 355 832 35 1187

1935 373 840 35 1213

1936 409 831 35 1240

1937 437 855 35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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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관립으로 운영되는 전문학교를 신설하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1924년 조선에 경성제국대학이 설치되었는데, 경성제대는 여타의 제

국대학이 「제국대학특별회계법」으로 관리되고 있던 것과는 달리

총독부 예산에 직접적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96) 총독부 학무

국의 교육비 부담이 점차 커지는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총독부 학

무당국에서는 조선 내에서 일어난 관립전문학교 신설 요구나 설비

확충 문제에 곧바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26년

경성법학전문학교에서는 수 년 전부터 교사 신축 등 학교 설비 문

제로 학무당국에 진정하고 있던 차였으나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자,

재학생들이 학생대회를 열고 학무국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진

정서를 결의하여 학생대표가 이를 학무국장 및 학무과장에게 제출

하였는데, 당국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

였다.97)

한편으로 총독부 입장에서는 조선 내 수요에 대응하여 관립전문학

교를 증설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이는 3.1운동 이후 보통학교 증가에 따라 조선인들의 교육 기

회 확대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었던 점과는 차이가 있다.98) 보통

학교 증설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요자 부담’으로 하여 총독부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관립으로 운영되는 학교

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총독부에서는 막대한 예산 지출을 감수

96) 정준영, 2009, 앞의 책, p132.

97) 《東亞日報》 1926년 7월 7일 「法專學生大會 세 가지 됴건을 當局에 요

구」;1926년 7월 10일 「學務當局陳情」

一. 교사를 신축할 일

二. 학교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정치경제과를 증설할 일

三. 본교 졸업생을 우대하여줄 일

98) 오성철, 2000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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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까지 관립전문학교를 증설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는 관립전문

학교가 지니고 있던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학생들이 관립전문학교에 진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학교

졸업 이후에 주어지는 자격과 관련된 문제였다. 전문학교는 본래 특

정한 科를 가르치며, 졸업생들에게 그와 관련된 자격을 부여하는 곳

으로 기능하였다. 관립전문학교를 졸업하면 문관임용령에 따라 판임

문관에 임용될 자격이 공통적으로 주어지고,99) 사립보통학교, 사립

고등보통학교, 사립여자고등보통학교 및 사립실업학교의 교원이 될

자격이 주어졌다.100) 또한 각 학교 별로 졸업생에게 주어진 자격은

다음과 같다.

99) 《朝鮮總督府官報》 1913년 7월 31일 「勅令 第261號 문관임용령」

제6조 판임문관은 다음의 자격의 하나를 가진 자에서 이를 임용함

   三. 전문학교령에 의해 법률학, 정치학, 행정학 또는 경제학을 교수한 학교에 있

어서 3년의 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교를 졸업한 자

100)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4월 14일 「朝鮮總督府告示 第105號 사립학교 교

원의 자격 및 員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된 자격을 지닌 자는 다

음과 같이 지정」 中 발췌

  제1조 다음에 게시된 자는 보통학교의 교원된 자격을 가짐

一. 舊 조선교육령에 의한 전문학교 졸업자

제3조 다음에 게시된 자는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원될 자격을

가짐

元 경성전수학교

元 경성의학전문학교

元 경성공업전문학교

元 수원농림전문학교

元 사립경성고등상업학교

제4조 다음에 게시된 자는 실업학교의 교원될 자격을 가짐

舊 조선교육령에 의한 관립전문학교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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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관립전문학교 졸업 후 취득 자격

※출전: 각 전문학교 一覽에 수록된 관련 법령을 토대로 작성.

법령이나 규칙으로 지정된 자격 이외에도, 관립전문학교 졸업생은

취업에 있어서도 모종의 ‘특혜’를 받았다. 교원 채용에서도 동일한

전문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사립 출신은 관립 출신에 비해 급료가 반

액 또는 삼분의 일밖에 안되었고,101) 은행 취업에 있어서도 관립학

교와 사립학교 출신은 초임부터 이미 20원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관립전문학교 출신이 우대를 받는 실정이었다.102) 이와 같이 유형·

무형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조선인들은 관립전문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학무당국에서는 더 이상 관

립전문학교 규모를 확장하지 않고 자격 부여를 통제하여 조선 내에

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지위를 확고히 한 후, 이를 다시 조선인 학생

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총독부 측에서는 오히

려 ‘학교를 증설하여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은 결국 고등유민을 양

성함에 불과하니 차라리 학교 증설을 피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101) 《東亞日報》 1926년 5월 7일 「私立學校의 價値」

102) 《東亞日報》 1926년 12월 21일 「官私校卒業 差別 撤廢」

경성법학전문학교
총독부 판사 및 검사 임용 자격

변호사 시험 응시

경성의학전문학교
의사면허취득

일본 내 개업

경성고등공업학교 技手 자격

수원고등농림학교 -

경성고등상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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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렀다.103)

졸업 후 취득 자격과 전문학교 교육은 처음부터 밀접하게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 의사자격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합병 이후 당국에서

는 취체규칙을 두어 ‘自來의 무자격자가 자연히 쇠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고,104) 1913년 부령으로 「醫師規則」을 두어 제1조에

조선에서 의사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법령으로 정해놓았

다.105) 1914년에 총독부고시 65호 의사규칙에서 지정된 학교에 ‘조선

총독부의원부속의학강습소’가 포함되어, 의학강습소 졸업생은 따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학강습소

가 전문학교로 지정이 된 이후인 1917년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 및

조선총독이 지정한 의학교’로 해당 조항이 변경되었다. 이는 같은

의학전문학교였지만 사립이었던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었다. 세브란스의전 졸업생들은 시험에 응시

하여 합격해야 면허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의사규칙」

은 조선 내에서만 통용되던 총독부령이었다. 1910년대에 경성의학전

문학교는 일본 내에서 전문학교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본

의 법률인 「醫師法」 제1조에 따른 의학전문학교가 아니었다. 즉

103) 《東亞日報》 1927년 2월 25일 「조선인과 학문」

104) 《每日申報》 1910년 11월 20일 「朝鮮醫師의 衰退」

105) 《朝鮮總督府官報》 1913년 11월 15일 「朝鮮總督府令 第261號 醫師規則」

제1조 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가지고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을 것

을 요함

1 의사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의술개업시험에 합격

한 자

2 조선총독이 지정한 의학교를 졸업한 자

3 조선총독이 정한 의사시험에 합격한 자

4 외국의 의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제국신민으

로서 의업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조선총독이 지정한 외국의 국적을 지니고 그 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의업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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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자는 조선 내에서는 무시험으로 의사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일본 본국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22년 조선교육령이 개정되고 관립전문학교가 일본 내 전

문학교와 동등한 학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경성의전 졸업생이 일

본 의사법의 적용을 받는 전문학교 졸업생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시

험 없이 일본에서도 의사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106) 학무당국에서는

일본 본국과 교섭한 결과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자는 조선인 일본

인 구별 없이 일본의 관공립의학전문학교 졸업자와 완전히 동일한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선전하였다.107) 그러나 실제로는 경성의학

전문학교에 일본인 입학자가 대거 입학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

다.

전문학교를 둘러싸고 나타난 또 다른 양상은 조선에서 교육을 받

은 일본인 학생들이 자격을 취득한 이후 대부분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었다. 1929년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의 8할이 일

본인 학생이었는데, 대부분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 일본으로

취직하게 되어 가뜩이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조선에서 곤란한 상황

이 벌어지고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108) 조선에서 총독부

의 예산으로 교육한 인력이 조선 사회 밖으로 유출되는 결과가 나

타난 것이다.

조선의 관립전문학교는 ‘조선만의 전문학교’에서 ‘제국의 전문학교’

로 그 위치가 점차 확장되어 갔지만, 그 혜택이 조선인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과 조선의 ‘자격 연장’의 이면에는, 표

면적으로 내세운 ‘內地와의 延長’이 가져오는 혜택에서 조선인은 소

106) 《每日申報》 1923년 6월 13일 「京城醫學卒業者 內地開業認定」

107) 《東亞日報》 1923년 6월 13일 「醫專卒業生 資格向上에 對하여」

108) 《東亞日報》 1929년 3월 10일 「醫專卒業生 八割은 日本으로 就職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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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되고 있었다. ‘총독부에서는 民度가 다른 것을 내세워 언론과 집

회 등 모든 제도에서 특수한 대우를 하면서, 정작 고등교육에 있어

서는 기회의 균등만 내세우며 조선인에게는 역차별을 가한다’는 비

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였다.109) 더구나 일본에서는 문부성에서

일본 내 고등학교 및 전문학교 입학 시에 외국인에게 주어지던 우

선 선발 혜택에서 조선인을 제외하는 방침을 세웠다.110) 이는 표면

적으로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것이지만, 결국

은 조선인의 진학 기회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선 내의 관립전문학교가 조선인 본위의 교육기관이 되지 못한

것은, 관립전문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조선 내

에서만 통용되던 것에서 점차로 제국 내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확대

되어 가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격 적용이 확대되어 가는

방향은 ‘식민지 내 특수한 자격→제국 내 보편적 자격’이었지만, 실

제로 자격 확대가 가져오는 혜택을 받는 것은 일본인 학생이었다.

관립전문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조선인 학생들은 같은 조선인 학

생은 물론이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학생, 심지어는 일본에서 전

문학교 입학을 위하여 조선에 건너온 일본인 학생과도 경쟁하게 되

었다.

109) 《東亞日報》 1929년 2월 22일 「朝鮮人學生의 官專入學難」

110) 《東亞日報》 1930년 2월 14일 「高等專門校 入學에 朝鮮人 優待를 撤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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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1920년대 관립전문학교의 ‘內鮮共學’

1920년대 관립전문학교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의 內鮮共學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에는 學制가 민족 별

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고마고메 다케시(駒込

武)는 총독부 학무과장이었던 구마모토 시게키치(隈本繁吉)가 작성

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화의견서」 분석을 통하여, 합병 당시 총독

부 당국에서는 조선민족이 일본에 동화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순량한 신민’ 양성에 목적을 두고 혈족에 따른

배제원리를 작동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111)

이와 같은 당국의 구상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에도 반영되었다.

교육령 제1조에서는 ‘조선에서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112) 합병 초기 총독부 당국에서는 일본인

과 조선인을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교육하려는 의

도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10년대 총독부 학무국에서 발간

되었던 《朝鮮敎育要覽》, 《朝鮮諸學校一覽》 등 교육 관련 통계자

료에서도 ‘內地人敎育’과 ‘朝鮮人敎育’은 별도로 집계되었다. 1915년

공포된 전문학교규칙 제1조에서도 ‘조선인을 교육하는 전문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本令에 의한다’는 내

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조선 내 전문학교는 조선인을 교육하는

공간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총독부에서 공포

한 전문학교관제 제10조에는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1) 駒込武, 오성철 외 역, 2008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역사비평사,

p120～126.

112)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9월 1일 「勅令 第229號 조선교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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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문학교 또는 부속 공업전습소에 內地人을 수용하여 전문교육

또는 실업교육을 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어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

학을 가능하게 하였다. 전문학교 설치를 위한 회의과정에서 총독부

는 이미 ‘전수학교를 제외한 학교에는 조선인 이외에 일본인 학생에

게도 입학을 허가’하는 안을 세워두고 있었다.113)

전문학교에서 본격적으로 공학이 시행된 시기는 1922년 제2차 조

선교육령이 공포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제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

되고 전문학교 단계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사립전문학교에서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및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제외하면 조선인 학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공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공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곳은

결국 조선 내 관립전문학교였는데, 관립전문학교에서도 실제로 공학

이 시행되는 모습은 학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경성전수학교의 경

우,114) 1911년 칙령으로 공포된 경성전수학교관제115) 및 총독부령으

로 공포된 경성전수학교규정116)에 따르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자격

은 ‘조선인 남자’에게만 주어졌고 실제로도 일본인 입학자는 한 명

도 없었다. 경성전수학교는 1915년 전문학교가 된 이후에도 1922년

까지는 일본인과의 공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인 입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조선인 남자에게만 입학을 허용하였다.

113) 《每日申報》 1914년 12월 23일 「專門學校 創立準備」

114) 1922년 4월 1일 경성법학전문학교로 개칭하였다.

115)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16일 「勅令 第251號 경성전수학교관제」

제1조 경성전수학교는 조선총독의 관리에 속하고 조선인 남자에 법률 및 경제

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곳임

116)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20일 「朝鮮總督府令 第115號 경성전수학교

규정」

제1조 경성전수학교는 조선인 남자에게 법률 및 경제에 관한 지식을 교수하여

공사의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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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학생에 대한 입학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法制, 經濟와 같이

경성전수학교에서 교수하는 과목은 이미 동양협회학교117)에도 설치

되어 있어 억지로 인원을 분배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

다.118) 또한 1922년 경성법학전문학교로 승격된 이후에도 입학자 수

를 비교하면 조선인 입학자 수가 일본인 입학자 수를 항상 초과하

였다.

이에 비해 경성의학전문학교와 경성공업전문학교119)는 1916년 전

문학교로 승격된 직후부터 일본인 입학자를 받게 되었다. 세키야(關

屋) 학무국장은 새로 전문학교로 승격된 3교는 조선교육령에 따르는

조선인들의 전문교육기관이나, 경성의전·경성공전은 편의상 일본인

을 수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히며, 그 인원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120) 수원농림전문학교121)도 1918년 전문

학교로 승격되면서부터 일본인 학생이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경성

고등상업학교는 1922년 관립으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사립전문학교

로 일본인 학생들만 입학하는 전문학교였는데, 관립이 된 이후 조선

인 학생도 입학하게 되어 공학의 양상이 다른 전문학교와는 반대로

이루어졌다.

117) 관립 경성고등상업학교의 전신인 사립 동양협회식민전문학교분교를 가리킨다.

118) 《每日申報》 1914년 12월 23일 「專門學校 創立準備」

119) 1922년 4월 1일 경성고등공업학교로 개칭하였다.

120) 《每日申報》 1916년 4월 9일 「專門學校에 對하여」

121) 1922년 4월 1일 수원고등농림학교로 개칭하였다.



- 51 -

<표7> 1911～1930년 관립전문학교별 조선인/일본인 학생 입학자 수

※출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작성. (단 경성고등상업학교

는 1922년 관립으로 전환)

총독부에서는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면서 內鮮融和를 앞세웠

연도

경성법학 경성의학 경성고등 수원고등 경성고등
합계

전문학교 전문학교 공업학교 농림학교 상업학교

조
선
인

일
본
인

조
선
인

일
본
인

조
선
인

일
본
인

조
선
인

일
본
인

조
선
인

일
본
인

조
선
인

일
본
인

1911 26 -　 43 -　 168 -　 40 -　 -　 43 277 43

1912 56 -　 86 -　 137 -　 40 -　 -　 15 319 15

1913 86 -　 75 -　 128 -　 40 -　 -　 30 329 30

1914 53 -　 75 -　 152 -　 40 -　 -　 37 320 37

1915 42 -　 96 -　 107 -　 40 -　 -　 14 285 14

1916 57 -　 49 25 23 19 40 -　 -　 24 169 68

1917 51 -　 26 26 31 31 15 7 -　 18 123 82

1918 53 -　 58 25 32 18 14 5 -　 67 157 115

1919 48 -　 69 25 40 21 9 1 -　 43 166 90

1920 52 -　 34 62 25 19 8 11 - 76 119 168

1921 54 -　 65 37 25 22 22 17 -　 79 166 155

1922 54 4 47 53 14 34 18 46 -　 78 133 215

1923 47 3 47 56 17 38 25 55 14 68 150 220

1924 41 17 26 56 21 26 20 52 13 76 121 227

1925 31 16 22 66 18 30 29 32 9 81 109 225

1926 48 16 18 65 20 46 24 30 9 56 119 213

1927 40 29 16 65 10 40 25 31 14 66 105 231

1928 49 19 26 64 12 53 26 37 15 64 128 237

1929 45 20 30 60 12 50 20 42 16 82 123 254

1930 43 26 22 63 7 53 15 46 13 84 100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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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정작 조선 내 학제 운영에서 공학을 실제로 시행하는데 있어

서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무총감은 새로운 교육령 발포에 대

하여 표면적으로는 언어 및 풍속, 습관 등의 문제를 들어 결국 보통

교육 단계에서는 공학을 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 新敎育制度는 「一視同仁의 聖旨」에 의하여 차별 철폐를 기하였

다. 그러므로 舊令은 단지 한국인에 대한 학제였으나 新令에 있어서는

교육에 인종적 구별을 두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현상으로는 일상생활

에 있어 日語를 사용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고 그 풍속 습관에

있어서도 또한 같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보통교육에 있어서는 共學 즉

混合敎育을 실행하는 것은 적당치 않은 사정이 있어 兩者 학교의 명칭

은 달리 하나 그 교육의 내용은 동일하다.”122)

그러나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에는 이와는 반대로 이미 ‘대학, 고등

학교, 각종 전문학교는 全然 內鮮人共學으로 하는 官立으로 經營’하

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123) 적어도 전문학교 이상의 관립학

교에서는 당연히 공학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관립전문학교에는 점차로 일본인 입

학자가 훨씬 많은 상황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입학자 분포의 변화는, 전문학교 운영의 현실적인 여건과

관련이 있다. 보통교육에서처럼 內鮮融和나 一視同仁 등의 구호를

굳이 내세울 필요도 없었고, 공학 실시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민족적 충돌과 같은 문제 또한 부차적인 것이었다. 우선 총독부에서

122)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7일 「政務摠監談要項」

123) 《朝鮮學制改正案要領》 1920, p12.

사립의 경우에는, 상당한 설비와 기타 조건을 갖춘 곳이라야 인정한다는 점이

을 추가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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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학생들이 중등교육을 마친 이후에 진학

할 수 있는 단계의 학교를 설치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관립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점차로

일본의 전문학교 졸업자와 동일해 지면서, 재조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 학생들도 조선으로 건너와서 입학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총독부에서 시세와 민도의 진전을 이유로 하여

공학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이전까지 분리되어 있던 식

민지와 일본의 학제를 연결하고 자격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은 결국

일본인 학생들이 조선의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자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1920년대 조선의 관립전문학교는 지원하는 학생이 쇄

도하여 매년 극심한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지원자 대비 입학생 비율

을 보면, 학교와 연도에 따라 양상은 달랐지만 조선인 학생의 경우

대체로 5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일본인 학생의 경우에

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제외하면 일본인 입학자가 훨씬 다수였음에

도 불구하고 3대 1 이상의 경쟁률이 유지되었다. 1929년을 기준으로

전체 관립전문학교 지원자 수를 보면 조선인 지원자 657명 대 일본

인 지원자 1448명으로, 실제 입학자 수가 조선인 123명 대 일본인

254명인 것을 감안하면 민족별 전체 입학생 비율은 조선인이 5.341

대 1, 일본인이 5.7대 1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920년대 각 관립

전문학교의 지원자 대비 입학생 비율을 연도별, 민족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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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관립전문학교 별 조선인/일본인 지원자 대비 입학생 비율

( : 1)

※출전: 《朝鮮總督府官報》 1920～1929년 「관립학교생도입학상황표」

(1924년은 민족별 통계 누락)에서 계산. 1930년은 《東亞日報》, 《경성법

학전문학교일람(1936)》, 《수원고등농림학교요람(1932)》, 《경성고등상업

학교일람(1938)》에서 참조.

이처럼 조선 내 관립전문학교에 일본인 지원자 수가 많았던 이유

는 조선 내 거주하는 일본인 학생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학교를 졸

업한 지원자가 쇄도하였기 때문이다.124) 1930년 당시 일본 본국에는

5개의 제국대학을 비롯하여 대학 41개 교, 전문학교 152개 교125) 등

124) 《東亞日報》 1932년 3월 12일 「日本人 志願者 數 朝鮮人 學生의 三倍」

125) 《日本帝國文部省第五十八年報》 1930년 4월～1931년 3월 上卷, p191～

192;p322.

학교

연도

경성법학전문
학교

경성의학전문
학교

경성고등공업
학교

수원고등농림
학교

경성고등상업
학교

조선
인

일본
인

조선
인

일본
인

조선
인

일본
인

조선
인

일본
인

조선
인

일본
인

1920 3.404 　- 3.147 1.032 1.96 1.895 5.375 1.182 　- 1.618

1921 3.963 　- 1.969 1.811 3.64 1.591 2.955 1.412 　- 3.089

1922 6.333 1.25 3.957 4.264 4 1.971 2.5 2.717 3.667 4.679

1923 2.963 3 2.957 2.375 1.824 1.316 2.48 2.364 2.571 2.706

1924 5.122 　 　 　 　 　 6.05 3.115 　 　

1925 6.226 2.562 11.5 3.5 5.222 3.167 5.552 2.156 9.778 3.593

1926 1.812 1.562 7.389 5.138 4.2 2.543 4 4 6.889 5.107

1927 3.825 1.897
10.37
5 6.338 10.5 6.35 4.84 4.323 6.5 4.47

1928 2.939 2.526 6.115 7.141 4.083 2.755 4.192 3.865 6.267 4.953

1929 3.956 2.6 7.167
11.48
3 4.417 5.3 5.65 3.738 6.125 3.476

1930 3.581 1.962 9.273 9.317 7.571 4.302 5.2 4.109 7.769 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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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보다 고등교육기관 수가 훨씬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에서 조선으로 전문학교 입학자가 몰려들었던 까닭은, 일본 내 입시

경쟁에서 탈락한 일본인 학생이 조선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

는 당시 조선인들도 인식하고 있던 문제였다.

그런데 일본에는 어느 정도 교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일본에서 조선으로 불러들여서, 조선내 거주하는 사람만으로도

부족한 조선의 학교에 입학시켜 교육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에서 건너온 이들이 일본의 각 학교에 응시한 결과 불합격

되어 건너왔다면, 수재가 있을 리가 없고 성적도 좋지 않은 것이 사실

이다.126)

1930년 당시 조선의 5개 관립전문학교에 해당하는 분야의 일본 내

전문학교 경쟁률은 다음과 같다.

<표9> 1930년 일본 내 전문학교 입학지원자, 입학자 수 및 비율

※출전: 《日本帝國統計年鑑》 1930년 「入學志願者及入學者(內地)」.

※비고: 전문학교 중에서 조선 내 관립전문학교에 있는 5개 분야만 따로

작성.

126) 鄭炫·廉昌燮, 앞의 글.

입학지원자 입학자 입학자 비율

법학 5,544 4,529 1.224:1

의학 14,209 1,423 9.985:1

공업 16,506 2,380 6.935:1

농업 6,625 1,159 5.716:1

상업 12,651 2,814 4.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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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에서도 전문학교를 둘러싸고 입학 경쟁이 치열하여,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입학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일

본에는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학생들이 많이 배

출되었다. 1930년 고등학교, 대학예과 및 전문학교로 진학할 수 있

는 자격을 지닌 일본 내 중학교 졸업자는 58,465명, 고등여학교는

73, 659명이 배출되었고,127)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포함하면 수

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일본 내의 치열한 입시 경쟁이 벌어지는

틈을 타서, 조선과 같은 식민지에 진학하러 역유학을 오는 학생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선 내 관립전문학교의 일본인 지원자와 입학자가 다수를 점하

자, ‘관립전문학교 교장들이 일본인 학생에게 총 입학정원의 5할을

제공하는 내규를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128)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조

선에 높아져 학무당국에서는 전문학교 입학정원의 5할을 조선 내에

서 졸업한 학생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5할은 자유경쟁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각 학교에 하달129)하였다. 그러나 특정 민족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수재교육을 실시한다는 고등교육의 목적 자

체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조선 내부에서도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

라,130) ‘조선인 학생’이 아닌 ‘조선에서 중등교육을 졸업한 학생’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라고 보기 힘든 방침이었다. 실제로도 이후 일본인 입학자가 다수였

던 상황은 변화하지 않았다.

127) 《日本帝國統計年鑑》 1930년 「入學志願者及入學者」

128) 《東亞日報》 1928년 7월 25일 「日本서 온 學生에 優先權 總數 五割을 提

供」

129) 《東亞日報》 1928년 7월 25일 「횡설수설」

130) 《東亞日報》 1928년 7월 25일 「日本서 온 學生에 優先權 總數 五割을 提

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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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일본인과의 공학, 특히 전문학교 단계

에서 공학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조선인의 교육기회가 축소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미 당시에도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하여

昭和 4년 5월 말 당시 관립인 5개 전문학교 및 경성제국대학의 조

선인과 일본인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조선인은 그 2분의 1도 되지

못하는데 朝日人共學制가 된 1922년부터 조선인은 역전적으로 감소,

일본인은 반대로 격증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131) ‘조선인이 다

니는 고등보통학교 연한을 중학교와 같이 5년제로 연장한 후, 소위

차별철폐라는 미명 아래 동일과제로 수험을 하게하고 그 내면에서

계획적 입학 제한이 노골로 실행되는 것은 공연한 비밀’이라는 주장

도 제기되었다.132)

131) 이여성·김세용, 1931 《數字朝鮮硏究》 1집, p88～89.

132) 《東亞日報》 1930년 3월 23일 「졸업생률로 본 조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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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민족 별 관립전문학교 입학자 비율 비교

※비고: <표7>을 토대로 하여 관립전문학교에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입학자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

아직 전문학교 제도가 형성되기 이전인 1910년대 초반에는 共學이

실시되지 않아 전문학교 입학자의 90% 이상이 조선인 학생이었다.

5개 관립전문학교 중 1922년까지 경성법학전문학교에는 조선인 학

생만, 경성고등상업학교에는 일본인 학생만 입학하고 있었다. 경성

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및 수원농림학교는 1916, 1917년부

터 공학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일본인 입학자 수가 증가

하면서 조선인 입학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본격적으로 共學이 실시된 1922년부터 일본인 입학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해, 조선인 입학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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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으로 관립전문학교와 일본의 전문학교가 동등한 정도로 인정되

자 일본인 입학자는 더욱 늘어나 조선인 입학자 수와 일본인 입학

자 수가 역전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처음 공학을 실시하던 당시에는

학무당국에서는 ‘전문학교는 조선인 자제의 편익’을 위한 곳이며, ‘편

의 상 일본인 학생을 수용하기로 하나 배정되는 입학정원은 조선인

학생의 3분의 1 이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으나,133) 실제로 나

타난 양상은 오히려 조선인 입학생이 일본인 입학생의 3분의 1 정

도에 그치는 수준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조선인 사이

에서는 ‘전문, 대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134)

조선인 입학생 수가 현저히 적은 현상이 지속되자 각 관립전문학

교마다 민족 별 입학비율과 관련하여 내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의혹이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조선 내에 있는 전문

교는 마땅히 조선인을 본위로 하여 일본인의 입학률을 제한해야한

다는 주장도 나왔다.135) 이는 조선에서 관립전문학교를 설치하고 운

영한 목적이 학무당국에서 주장했듯이 ‘시세와 민도가 진전된 조선

인의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 요구 수용’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전문학교 이상 단계의 교육기관이

라 할지라도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나만이 지배자

가 되고 주도층이 되어서 항상 우월한 지위를 독점하여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며, 너는 언제까지나 노동계급으로서 노예와 같

이 착취당하고, 곤궁한 의식주 속에서 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으

니, 이는 위정자로서 행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136)하는 비판이

133) 《每日申報》 1916년 4월 9일 「전문학교에 대하여-關屋學務局長談」

134) 이여성·김세용, 앞의 책, p90.

135) 《東亞日報》 1928년 9월 30일 「입학률 통계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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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는 와중에도, 관립전문학교의 조선인 학생 비율은 1920년대

전체를 통틀어 늘어나지 않았다.

136) 鄭炫·廉昌燮, 1931 《조선의 사정에 관한 참고의견》 「조선에서의 교육은

專門學校 이상에서도 조선인 본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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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본 연구는 1910～2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총독부에서 운영하는 관

립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전문학교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을 통

하여 조선에서 관립전문학교라는 교육 기관이 지니는 성격의 일면

을 추출해내고자 하였다.

1915년 경성전수학교가 관립전문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식민지 조

선에서 비로소 전문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총독부에서는 이를 시세와

민도의 진전으로 선전하였다. 그러나 교육령 공포 이후 불과 4년밖

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다, 조선에 있는 중등교육시설 또한 양적으

로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전문학교 설치에

는 학무당국의 의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들이 주목했던

것은 당시 기독교 사립재단의 고등교육기관 설치 움직임과 더불어

재조일본인의 고등교육 문제였다. 1910년대 전문학교 제도의 특징은

조선 내에서만 전문학교 단계로 인정되었다는 것인데, 전문학교 졸

업 후 부여되었던 자격은 조선 내에서만 효력을 가졌고, 일본 ‘제국’

전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관립전문학교 제도는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공포와 더불어 크

게 변화하였다. 제2차 교육령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과 조선 간 學

制延長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제2차 교육령시기 관립전문학교 제도

변경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는 관립전문학교를 둘러싼 ‘자격’이

변동되는 것이었다. 제1차 교육령기에는 조선 내에서만 전문학교로

인정받던 학교가, 교육령 개정 전후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과정을

거쳐 일본 내의 전문학교와 학제상 동등한 위치가 된 것이다.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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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활용되었던 제도가 ‘전문학교입학자검정시험’이었다. 원래 일

본 내 전문학교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인 전문학교입학자검정

시험이 1921년 조선에 도입된 것은, 애초에는 일본에 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에게 조선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제2차 교육령으로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의 수

업연한이 연장되어 이전 교육령 하에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학

생에게 조선 내 관립전문학교 입학 자격이 주어지지 않게 되자, 학

무당국에서는 이 제도를 임시로 활용하여 이전 교육령 시기의 졸업

생들에게 전문학교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용하였다.

이처럼 전문학교 입학 자격이 확대되면서, 1920년대 조선의 관립

전문학교에는 조선인·일본인 지원자가 쇄도하였다. 관립전문학교 졸

업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가장 주요한 입학 요인으로 작용

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인 학생 입장에서는 바늘구멍 같은 출세 기회

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인 학생 입장에서는 본국에서보다

수월하게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자의 입장에 따라 관립

전문학교를 인식하고 있었다. 총독부 당국은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

로 증설 및 확장을 실현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관립전문학교 규

모를 통제하면서 조선 내 학생들에게 ‘사다리의 유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전문학교, 특히 관립전문학교가 일본과 동일한 학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관립전문학교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共學이 전

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총독부는 보통교육 단계에서는 공학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전문교육 단계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

이 공학 시행을 결정하였다. 이는 內鮮融和·一視同仁 등의 구호나

공학 실시로 인하여 발생할 민족적 문제보다도, 조선에 거주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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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학생들이 중등학교 졸업 후 진학할 수 있는 단계의 학교를 설

치할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큰 이유로 작용했다. 또한 관립전문학교가

학제상 일본의 전문학교와 동일한 정도로 인정되고, 졸업 후 취득하

게 되는 자격이 일본에서도 효력을 지니게 되면서 점차로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학생들 중에서도 조선 내 관립전문학교에 입학하

는 경우가 생겼다. 관립전문학교 제도 정비는 결국 조선 내 관립전

문학교에 일본인 학생들의 진학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총독부에서는 ‘時勢의 進展’과 같은 이유를 共學의 명분으로 내세

웠지만, 조선인 학생들은 이미 관립전문학교에서의 공학이 조선인의

교육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공학이

실시된 1922년을 기점으로 일본인 입학자 수가 급증하는데 비해, 조

선인 입학자 수는 공학 실시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20년

대 후반이 되면 조선인 입학생은 일본인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게

되었다. 조선 내에서 관립전문학교라는 공간은 운영 주체인 총독부

당국과 조선인 학생, 일본인 학생 간의 상호 의도가 투영된 곳이었

으나,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인들은 점차 배제의 대상이 되었

다.

본고에서는 관립전문학교가 제도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조선

사회에 나타나는 실제 양상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다만 관립전문학

교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여, 고등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양상을 전체

적으로 그려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1920년대 중반 설립되었

던 경성제국대학이 조선의 관립전문학교 체제에 주었던 영향을 함

께 검토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시각을 더 넓힌다면 일본이라는

식민지 제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일본 본국 내부의 논의 과정을

상세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제국’ 내 다른 식민지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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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일본 내 고등교육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조선 내 전문학교의

성격을 보다 더 명확히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

로 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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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vernment Specialized School System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in Korea

during 1910s～1920s

CHO, Eunji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ary

This thesis focused on the Specialized School(專門學校), which

earlier studies on colonial period education paid little attention to.

Especially this article described how Government specialized

school system was established in Korea during 1910s～1920s,

with the purpose of studying aspects and roles of Government

specialized school in Korea.

In 1915, Keijo Specialized School of Law was appointed as the

first Government specialized school, beginning specialized

education in colonial Korea. At that tim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established specialized school system to keep

Christian foundations from founding higher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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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s independently and to solve higher education issue of

Japanese residents in Korea. In 1910s Government specialized

schools in Korea were not recognized as legitimate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in Japan, so students of these schools were

mainly composed of Koreans and Japanese residents in Korea.

Government specialized school system changed a lot after

declaration of the second Korean educational decree in 1922.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the decree was introduction of

educational system of ‘mainland’ Japan to Korea, and it was most

notable in government schools in Korea. Particularly, with

legislation of relevant regulations accompanied by the second

educational decree, specialized schools in Korea, especially

government schools, became recognized as equal to specialized

schools in Japan.

Change of school system accompanied modification of

qualification for enrolling specialized schools. Under the first

educational decree, applicants had to study 4 years in elementary

school and 4 years in secondary school. The second educational

decree, however, regulated 6-year-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and 5-year-education in secondary school to enlist in specialized

school. As a result, graduates of earlier secondary schools had to

acquire another qualification to enter specialized schools.

Temporarily,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specialized school was

utilized to give them proper condition for enrollment. With

increasing of 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s in Korea,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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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ore applicants got the chance to be qualified to enter

specialized schools.

Moreover, graduates of government specialized schools acquired

licenses which were vali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ainland’ Japan. For example, doctor’s license, which was given

to graduates of Keijo Specialized School of Medical, held good

just in Korea during 1910s. However, from 1920s, students of the

medical school could work as doctors in both Korea and Japan.

In other words, licenses that had been once valid only in colonial

Korean, increasingly became recognized in Japanese ‘Empire’

universally. Nevertheless, in reality, Japanese students received

benefits of changed situation. Thus, government specialized

schools could not fulfill their role of producing educated

workforce who would work in Korea, because many Japanese

students tended to return to Japan after they got needed licenses.

Furthermore, it was not until late 1930s that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founded new government

specialized schools or increased enrollment quota. Consequently,

scale of government specialized schools were controlled and the

number of Korean students in the schools diminished.

In 1920s, government specialized schools co-educated Koreans

with Japanese students totally, which was not the case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Momentum of the

coeducation was not slogans like unification of ‘interior’ Japan

and Korea(內鮮融和) or equal and fair treatment(一視同仁),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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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condition that government specialized schools gave

Japanese graduates licenses equal to those in ‘mainland’ Japan.

For this reason, competition to enter government specialized

schools in Korea maintained very high every year. In addition to

Korean applicants, more and more Japanese students came to

Korea to avert higher competition in Japan, so it became

increasingly harder to enlist in government specialized schools.

In conclusion, government specialized schools in Korea were

the sphere where different thoughts of Government General of

Korea, Korean students, and Japanese students intertwined.

However, in the process of their management, incrementally

Korean students became excluded, revealing their feature as

colonial educational institution.

Keywords : Specialized School, Government specialized school,

entrance qualifications,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specialized

school, Higher education, Co-education with Koreans and

Japanese(Nai-sun-gong-hak).

Student Number : 2011 - 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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