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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고는 중국 1920년대 남만주 일본 관할구역에 설립된 일본학교의 중

국인 교육 실태를 파악한 위에서 중국인 교육권의 귀속문제를 둘러싼 여

러 주체들의 다양한 주장과 반응을 검토하였다. 특히 교육권과 학교선택

권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남만주의 교육권 회수운동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러일전쟁 후 일본은 남만주의 만철부속지와 관동주에 대한 배타적 행

정권을 이양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인을 교육하는 각급 학교를 설립하

기 시작하였다. 이런 일본학교는 부단히 발전하여 확대되었고 거기에서 

수학하는 중국인 학생수도 대폭 증가되었다. 일본학교는 학비 면제 등 

우대조건, 졸업 후 취직에 유리한 장점이 있었기에 다수의 중국인 학생·

학부모가 일본이 설립한 학교를 선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24년 남만주 일본 관할구역의 중국인 교육권 귀속문

제가 봉천성 교육청과 교육회의 주도 하에 제기되었다. “중국인에 대한 

교육권은 마땅히 중국정부가 회수해 행사해야 한다”는 교육권 회수운동

은 국민혁명운동(1923-28)과 함께 내셔널리즘이 고조된 상황에서 활발

하게 전개되었다.

이 때 교육권의 개념과 회수운동의 필요성 및 그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일어났다. 우선 교육권을 국가주권으로 간주하고 외국학교의 중

국인에 대한 교육권은 당연히 중국이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렬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으니 중국의 낙후된 교육현실에서 개인의 

교육권인 학교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권의 회수에 

반대하거나 점진적 방법으로 회수하자는 의견으로 이어져서 교육권 회수

운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남만주 일본관할구역의 중국인 교육권 회수운동은 1924-25년 일거에 

불타올라 교육권 회수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일본의 교육당국인 관동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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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철의 강경한 대응에 부딪혀 좌절되는 듯하였으나, 국민혁명운동의 일

환으로 전개된 전국적 교육권 회수운동과 호응하면서 지속되었다. 그리

고 군벌 치하에서 半독립적 경향을 보이던 만주가 남경국민정부에 통합

된 1928년 이후 중앙정부 교육당국의 주도 하에 운동은 고조를 맞이하

여 1931년 만주사변 직전까지 이어졌다. 대규모의 동맹휴교와 함께 폐

교, 학생 전학 혹은 퇴학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본 측에서도 

강경론과 온건론의 분기가 발생하고 중국인에 대한 교육정책이 점차 소

극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남만주 일본학교의 중국인 교육권 회수운동의 결과 중국인 학

생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같은 시기 관내지역 교회학교의 

교육권 회수운동에 비해 수치상의 성과가 빈약하고 운동의 주체도 학생

이 아니라 성정부와 교육회였다는 차이를 보였다. 그 주된 요인은 중국

학교의 여건이 특히 열악한 남만주에서 국가주권을 앞세운 교육권 회수

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개인의 학교선택권을 중시하여 학부모들이 교육여

건이 좋은 일본학교를 선호한 데에 있었다. 이렇게 일본학교에서 교육받

은 중국인은 그 후 만주국의 건국과 통치에 필요한 중국 인력을 제공하

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교육권 회수운동은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

는 효과, 곧 중장기적으로 학생들의 내셔널리즘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본고는 그동안 학계에서 경시되었던 5·30운동 이후 만주사변까지를 

포함하여 교육권 회수운동을 다루되 교육권을 국가주권으로 단순화시키

지 않고 개인의 학교선택권도 고려해 접근한 점에서, 그리고 관내 교회

학교의 경우와 비교해 남만주의 특징을 드러낸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주요어: 교육권, 회수운동, 학교선택권, 관동주, 만철부속지

학  번: 2016-2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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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중국의 근대교육은 淸末-民國 초에 제도화되었다. 청말에 과거제가 폐

지되는 대신 신식 학제에 따라 서원이 학당으로 개편되었고, 민국 초기

에는 교육부에 의해 새로운 교육 방침이 공포되었다. 이에 5.4신문화운

동 시기에 이르면, 중국의 근대교육은 내용, 방식, 목표 등의 방면에서 

뚜렷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半식민지로 전락한 중국 각지에는 외세가 설립한 학교들이 존

재하였고, 여기서 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교

육 현실은 ‘21개조 요구’ 반대운동을 통해 촉발된 중국 내셔널리즘의 흐

름 속에서 하나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이윽고 5·4운동과 국민혁명을 거

치면서, 중국인에 대한 교육권은 중국정부가 회수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교육권 회수운동이 일어났다.1) 이는 교육계 인사와 청년 학생이 주도하

고, 국민당과 공산당,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1920년

대 중엽에 이르러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다. 반식민지 중국이 근대교육

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필연적 진통이었다.

1920년대 중국의 교육권 회수운동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그 선구적인 연구는 교육권 회수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27년에 이미 발표되었다.2) 그 후 오랜 시간의 공백기를 지나 

1970년대부터 대만, 일본, 미국 등지에서 중국의 非基督敎運動과 교회교

육사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속에서 교육권 회수운동이 

1) 본고에서는 ‘교육권 회수운동’이라는 사료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1920년대 남만주 

일본 관할구역 내 중국인에 대한 교육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활동을 서술한다. 비록 

이 지역의 회수운동은 그 주도세력이 교육청과 교육회로서, 교회학교에서 급진적으로 

전개되었던 대중운동 방식의 회수운동과는 차이가 있지만, 당시 사료에서 똑같이 ‘교

육권 회수운동’(중국은 ‘收回教育權運動’, 일본은 ‘教育権回收運動’)으로 사용되고 기

록되었다.

2) 舒新城, 收回教育權運動, 中華書局, 1927은 중국이 교육권을 상실한 이유, 1920년 

당시 외국인이 중국에서 진행한 교육 사업을 소개하면서 교육권 회수운동의 배경, 과

정 및 그 영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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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으로 언급되었다.3) 이를 토대로 교육단체·학파·당파·개인과 교육

권 회수운동의 관계,4) 교육권 회수운동의 배경과 원인 등을 밝힌 연구

가 뒤를 이었다.5) 

그러나 교육권 회수운동 자체에 착목한 연구 성과는 박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마저도 교회학교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6) 남만주 일본관할구역

인 關東州와 滿鐵附屬地에서 일본이 설립·운영한 학교에는 관심을 기울

이지 못하였고, 이를 다룬 일부 연구에서도 반일운동의 한 측면, 또는 

5·30운동과 관련된 맥락에서 언급하는 데 그쳤다. 여기서 특히 두드러지

는 것은 중국과 일본 학계의 시각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남만주 

일본관할구역에 대한 교육권 회수운동이 국권과 관련되어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 학계에서는 남만주의 일본학교가 중국의 낙후된 교육현실을 

선도하였다는 교육보급론을 내세우고 있다.7) 이러한 일본 학계의 연구

3) 楊翠華, ｢非宗教教育與收回教育權運動(1922-1930)｣, 張玉法 主編, 中國現代史論集

(六), 臺北: 聯經出版公司, 1981; 楊天宏, 基督教與近代中國, 四川人民出版社, 

1994; 霍益萍, 近代中國的高等教育,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9.

4) 石川啓二, ｢一九二〇年代中国における国家主義教育論と教育権回収運動｣, 阿部洋 編, 
日中敎育文化交流と摩擦: 戰前日本の在華敎育事業, 東京: 第一書房, 1983; 寺広映雄, 

｢教育権回収運動をめぐって-一九二〇年代中國の政治、思想状況-｣, 歴史研究14, 

1977; 楊思信, ｢對20世紀20年代國家主義教育派的歷史考察｣, 學術研究2008-7, 

2008; 楊思信, ｢近代中國教育團體與收回教育權運動｣, 廣東教育學院學報2009-12, 

2009; 寧玉蘭·李俊麗, ｢國家主義學派與收回教育權運動｣, 鄭州師範教育2013-5, 

2013; 肖海燕, ｢陳啟天與20年代中期收回教育權運動—兼談國家主義教育思潮｣, 歷史

教學2009-4, 2009; 鄭剛, ｢余家菊與20世紀20年代的收回教育權運動｣, 世界宗教研
究2013-3, 2013; 季靜, ｢收回教育權運動中的謝蔭昌｣, 陝西檔案2016-6, 2016.

5) 이병인, ｢中國의 敎會學校와 敎育權回收運動｣, 中國史硏究67, 2010; 楊天宏, ｢民族

主義與中國教會教育的危機—北洋時期收回教育權運動之背景分析｣, 社會科學研究, 
2006-5, 2006; 黃啟兵, ｢中國近代教育主權問題的流變｣, 廣西師範大學學報54-3, 

2018.

6) 楊思信, 郭淑蘭, 教育與國權——1920年代中國收回教育權運動研究, 光明日報出版社, 

2010은 기존의 연구를 집대성하여 이 운동의 배경, 과정, 역사적 지위 등 종합적으

로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7) 阿部洋, ｢一九二〇年代満州における教育権回収運動-中国近代教育におけるナショナリ

ズムの一側面-｣, アジア研究27-3, 1980; 磯田一雄, ｢東北における教育権回収運動

と日本側関係者の対応｣, 日本殖民地教育史研究-日本侵華殖民教育史國際學術研討會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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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시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실증하였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일본 

제국주의와 불평등조약이라는 침략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

가 있다. 반면, 중국 학계는 남만주의 일본학교가 제국주의 침략의 첨병

이었다는 식민화교육론에 입각하여, 교육권 회수운동 또한 반제국주의 

저항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하였다.8) 그러나 다분히 이데올로기적 해석에 

치중하다보니 실증에 취약할 뿐 아니라, 다루는 시기도 1925년에 실패

로 종결된 것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교육권 회

수운동은 일본 학계와 중국 학계 모두에 의해 단순화되면서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5·30운동 이후 만주사변까지를 포함한 좀 더 

긴 시간대 속에서 교육권 회수운동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일본

은 교육권 회수운동에 대응하여 對中政策을 조절한 반면, 중국은 남만주 

각지에 학교를 증설하여 근대 교육을 촉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4년부터 1931년까지 진행된 교육권 회수운동은 일본학교를 대거 폐

쇄 또는 회수하거나, 중국인 학생 수를 크게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

하였다. 이는 국민혁명시기 고조된 내셔널리즘 풍조를 감안해 볼 때 의

외의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교육이 지닌 사적 영역이 크다

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9) 따라서 교육권 회수운동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 간의 침략과 저항이라는 분석틀을 넘어 다양한 관

련 주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1920년대 남만주 일본학교

告，1997.

8) 齊紅深, 東北地方教育史, 遼寧大學出版社, 1991; 盧鴻德 編, 日本侵略東北教育史, 
遼寧人民出版社, 1995; 宋恩榮·余子俠 主編, 日本侵華教育全史第一卷, 人民教育出版

社, 2005; 劉兆偉 ｢論帝國主義在東北的殖民教育與東北人民收回教育權｣, 沈陽師範學

院學報1994-4, 1994.

9) 교육권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두 가지의 권리성을 

지닌다. 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권은 국가가 공교육을 조직·편성·운영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정 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할 수 있는 권리이

다. 본고는 전자에 입각한 교육권 회수운동을 고찰하면서, 후자에 따라 나타난 갈등

에도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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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국인 교육권 회수운동을 식민화교육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국 내부의 다양한 반응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2장에서는 남만주 일본관할구역에 일본학교가 설립되어 중국인

을 교육하게 된 경위와 그 양상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우선 1920년대 

중반 교육청과 교육회의 주도적 참여 하에 교육권 회수론이 대두하는 과

정을 국민혁명운동에 의해 추동된 정치·사회·사상적 급진화 경향과 관련

지어 파악한다. 그 다음 교육권 회수운동의 전개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

어 각 단계의 특징과 일본의 대응 방식을 함께 살펴본다. 4장에서는 국

가주권의 일부인 교육권과 개인의 학교선택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

용함으로써 남만주의 교육권 회수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1920년대 남만주에서의 중국인 교육권 회수운동

을 이분법적인 단순논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내외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동태적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권 회수운

동이 비록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의 내셔널리즘과 국민교육을 촉진하는 한편, 만주국에서 필요로 하는 중

하급 인력을 예비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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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만주 일본학교의 중국인 교육

청말 만주 각지에는 府州縣學 및 書院 등이 설립되어 있었고, 그 밖에

도 민간의 초등교육기관인 私塾이 산재해 있었다. 만주에서 근대교육의 

바람이 분 것은 20세기에 들어선 후부터였다. 1902년 청 정부가 欽定學

堂章程을, 이어 1904년에는 奏定學堂章程을 반포함으로써 근대학제가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곧 이어 1905년 과거제가 폐지되고, 중앙에서는 

學部, 지방에서는 提學使司(각 省), 勸學所(각 府州縣)가 설립됨에 따라 

만주에도 근대학당이 급속히 증가되었다.10)

일본이 만주의 교육에 관여한 것은 1904년의 러일전쟁 이후였다. 일

본은 關東州와 滿鐵附屬地를 차지한 후 각지에 학교를 설립하고 중국인

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11) 이처럼 일본이 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포츠머스 조약에 따른 것이었다. 포츠머스조약 제5항에서는 “러시

아 정부는 중국 정부의 동의를 거쳐 여순구, 대련 및 부근의 영토, 영해

의 조차권을 비롯하여 이 조차권과 관련이 있고 그 구성 부분이 되는 일

체의 권리를 일본제국 정부에 양도한다”고 하였고, 제6항에서는 “러시아 

정부는 장춘과 여순구 사이의 철도와 모든 지선,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

리와 특권과 재산, 이 지역 철도를 경영하기 위해 개설한 모든 탄광을 

중국 정부의 동의를 거쳐 무상으로 일본제국 정부에게 양도한다”고 하였

다.12) 즉,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관동주와 만철부속지를 양도받은 것으

로, 이는 1905년 체결된 中日會議東三省事宜 및 附約에서 청 정부의 승

인을 받아 확정되었다. 동 조약 제2조에서는 “일본 정부는 중러 양국이 

10) 김유리, 서원에서 학당으로, 한국학술정보, 2007, 4장 참조.

11) 관동주는 여순과 대련을 중심으로 한 조차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만철부속지는 만

철이 남만철도와 안봉철도 및 그 지선에서 점용한 토지로서, 장춘에서 대련까지 및 

봉천에서 安東, 營口, 煙台, 撫順, 柳樹屯 등 총 1,200여km의 철도연선에 분포한다. 

(郭鐵樁·關捷 主編, 신태갑 외 옮김, 일본의 대련 식민통치 40년사 제1권, 선인, 

2012, p.285.)

12) ｢朴茨茅斯條約｣, 步平 編, 東北國際約章匯釋(1689-1919年), 黑龍江出版社, 1987, 

pp.27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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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된 조차지 및 철도 건설의 原約에 따라 (권리를) 실행한다”고 규정

하였다.13)

그렇다면 포츠머스조약에 앞서 러시아가 관동주와 만철부속지를 차지

하게 된 原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관동주를 차지한 것은 

1897년 태평양으로의 출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순항을 강점하고, 이듬

해 청 정부를 강요하여 체결한 旅大租地條約 및 續訂旅大租地條約에 근

거한다. 이를 통하여 러시아는 중국의 旅順口, 大連灣 및 부근 해수면을 

25년 동안 조차하는 동시에 中東鐵路(東省鐵路, 東淸鐵路라고도 함)와 

여순구, 대련만을 연결하는 지선, 즉 南滿支線을 부설할 권리를 획득하

였다. 이 조약은 조차지 내에서 러시아의 군사행동의 자유를 인정하였지

만, “이 지역의 조차는 결코 중국 대황제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시적인 조차임을 분명히 하였다.14) 그러나 군사 점령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었고, 특히 행정권과 관련해서는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다. 러시아어 조문에는 조차지에 대하여 “러시아는 

완전한 및 배타적 권리를 향수한다”고 하였으나, 중국어 조문에는 “오로

지 러시아의 조차에 속한다”고 하여 ‘완전한 및 배타적 권리’라는 의미

가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다.15) 실제로 1899년 러시아는 暫行關東州統治

規則를 반포하여 여순과 대련 일대를 ‘關東州’로 개명하고 關東州廳을 

설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치를 시도하였다. 이는 일본이 러시아의 뒤를 

이어 관동주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생겨날 것을 예고하

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만철부속지와 관련된 조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러시아는 中東鐵路회사를 통해 만철부속지 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

다. 그 법률적 근거는 1896년 체결된 中俄合辦東省鐵路公司合同章程이

13) ｢中日會議東三省事宜｣,  王鐵崖 編, 中外舊約章彙編 第2冊, 三聯書店, 1957, 

p.339.

14) ｢旅大租地條約｣, ｢續訂旅大租地條約｣, 王鐵崖 編, 中外舊約章彙編 第1冊, 三聯書

店, 1957, pp.741~742, p.755.

15) 竹中憲一, 満洲における教育の基礎的研究 第一卷, 柏書房, 2010,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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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동 조약 제6조에서는 이 회사의 설립에 대해 “중국 정부는 철도의 

건설, 경영 및 보호를 위한 필요한 토지 및 철도 부근에서 사토, 석괴, 

석회 등을 채굴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회사에 양도한다”고 규정하였

다.16) 그런데 이 회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중국어 조문에는 “회사 관할구

역은 토지세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에서 도맡아서 관리한다(公司地段一概
不納地租，由該公司一手經理)”17)라고 되어 있었으나, 그 중 ‘一手經理’ 

네 글자는 프랑스어 조문에서 행정권의 의미를 강하게 담은 

‘administration’으로 표기되었고, 영어 번역문에서는 ‘complete and 

exclusive administration’으로 옮겨졌다.18) 이에 근거하여 러시아는 만

철부속지의 행정권을 강탈하였고, 러시아로부터 권익을 넘겨받은 일본 

또한 만철부속지에서 ‘절대적 배타적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변하

였다.19)

이에 청은 일본이 군정을 실시하면서도 교육을 포함한 행정권까지 행

사하여 만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러일 양국이 모두 

철수한 후 행정권을 속히 청에 반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민국시기에 들

어서도 일부 지식인은 일본이 조약의 일부 문구를 제멋대로 확대해석하

고 있다며, 설령 일본이 행정권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철도를 

건설, 경영 및 보호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넘어설 수 없다고 주장하였

다.20) 하지만 이런 항의와 비판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본은 관동

16) ｢合辦東省鐵路公司合同章程｣, 王鐵崖 編, 앞의 책, p.673.

17) 위와 같음.

18) 胡昆, 東北條約的研究, 中華書局, 1932, p.75; 程維榮, 近代東北鐵路附屬地, 上

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8, pp.21-22.

19) 滿史會, 滿洲開發四十年史 補卷, 滿洲開發四十年史刊行會, 1965 등 대량의 일본 

자료를 통하여 일본이 독점 행정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일

본은 남만철도를 획득한 후 ‘철도용지’를 ‘철도부속지’로 개칭하여 그 의미를 확대하

여 해석하는 여지를 두었다. 남만철도의 경영권이 일본에 귀속되기 때문에 철도와 관

련된 용지를 부속지라고 부르면 그 용지 안의 모든 행정권이 철도에 ‘부속’된다고 설

명할 수 있고 즉 일본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程維榮, 앞의 책, p.21.)

20) 국제법에 의거하면 조약 해석에 疑義가 생겼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讓與國家의 문자를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장정의 경우는 중국어 조문의 ‘一手经
理’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胡昆, 앞의 책,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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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만철부속지의 행정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滿鐵), 사법은 일본 영사, 

치안 유지 및 철도 보호는 관동청 및 관동사령관을 통해 처리하였다.21) 

또한 중국인으로부터 강제로 매입하거나 조차함으로써 만철부속지의 면

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다. 1907년 만철이 관할하는 토지 면적은 

149.7㎢에 불과하였으나, 이는 1931년 482.9㎢로 증가하였다.22) 

이윽고 일본은 1915년 중국에 이른바 ‘21개조 요구’를 제출하였다. 그 

중 하나는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핍박에 원세개 정부는 일본과 정식으로 民四條約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關於南滿洲及東部內蒙古之條約에서는 “여순, 대련의 조차 기한과 남만주 

및 안봉 두 철도의 기한을 모두 99년으로 연장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본

이 관동주 및 만철부속지를 장기간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

다.23) 비록 1923년 북경정부는 국회에서 ‘21개조 폐지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조차 기한이 만료된 여대지역의 회수를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21

개조’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이를 거절하였다.

일본의 교육 행정은 관동주에서는 關東都督府(1919년 關東廳으로 개

조), 만철부속지에서는 만철의 관할 하에 이루어졌다. 1906년 대련에 개

설된 관동도독부는 최고통치기구로서, 그 아래 民政長官이 교육 사업을 

책임졌다. 1919년 이른바 ‘軍政分治’ 이후 관동도독부는 民政部에 學務

課를 설치하고, 각 지역의 교육 상황에 대해 감독과 검열을 진행하는 視

學官을 증가하였다. 관동주 내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와 중국인 학교의 교

장은 모두 일본인이 맡았다.24) 만철부속지에서는 1907년 설립된 半官半

民의 만철이 관동도독부의 감독 하에 교육 사업을 담당하였다. 만철은 

地方部 學務課를 두어 중국인 교육과 관련한 실무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교육 행정 관리는 관동도독부와 유사하게 시학 및 시학위원제도를 실행

21) 胡昆, 앞의 책, p.69.

22) 朱誠如 主編, 遼寧通史 第五卷, 遼寧民族出版社, 2009, p.78.

23) ｢關於南滿洲及東部內蒙古之條約｣, 王鐵崖 編, 中外舊約章彙編 第2冊, 三聯書店, 

1957, p.1100. 

24) 김경식, 중국현대교육전개사(하), 한국학술정보, 2012,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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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를 위하여 奉天, 鞍山, 安東 등지에 地方視學委員을 파견하였

다.25) 이를 통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수준의 교육기관이 설립 및 

운영되었다. 1910년을 전후하여 일본이 만주 각지에 학교를 증설함에 

따라, 이들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중국인의 수도 점차 증가하였다.26) 관

동주와 만철부속지 안의 중국의 교육기관은 사숙 및 일부 사립학교만 있

을 뿐이었다. 

일본이 중국인 교육에서 주안점을 두었던 분야는 초등교육이었다. 관

동주의 주요 지역에 설립한 官立 公學堂, 즉 일본인이 중국인을 대상으

로 세운 초등교육기관은 1910년에는 7개(학생수 1,250명)에 불과하였지

만, 이는 1925년에 10개(학생수 6,026명)로 증가하였다.27) 이들 공학당

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부 관동도독부에서 부담하였고, 교장

의 전체, 교원의 절반 이상은 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만철부속지

에서는 1911년 蓋平公學堂이 설립된 이래 1915년에는 7개(학생수 866

명)28)로, 1925년에는 10개(학생수 2,118명)로 부단히 확충하였다.29) 이

들 공학당의 교육 경비는 만철이 부담하였고, 교장의 전체, 교원의 절대

다수가 일본인이었던 것은 관동주의 상황과 마찬가지였다. 

관동주와 만철부속지의 공학당은 初等科와 高等科로 나누어졌다. 초등

과는 4년제, 고등과는 2년제로 운영되었다. 공학당의 교육과정은 대체로 

비슷하였는데, 초등과에는 修身, 中國語, 日本語, 算數, 手工, 圖畫, 唱歌, 

體操 등이 편성되었고, 고등과에는 歷史, 地理, 理科가 추가되었다. 한편, 

관동주와 만철부속지의 공학당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각양각색이었다. 

관동주에서는 일찍부터 자체적으로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25) 朱誠如 主編, 앞의 책, p.279.

26) ｢南滿之教育權｣, 教育雜誌4-4, 1912.7, p.31. 일본이 남만주에서 설립한 중국인 

학교, 일본인 학교, 중일공학 학교의 상황은 부록 1 참고.

27) 関東局官房文書課 編, 関東局統計三十年誌: 明治三九年至昭和一〇年, 関東局, 

1937, pp.682-683.

28) 南満洲鉄道株式会社 編, 南満洲鉄道株式会社十年史, 南満洲鉄道, 1919, p.839.

29) 南満洲鉄道株式会社庶務部調査課 編, 南満洲鉄道株式会社第二次十年史, 南満洲鉄
道, 1928, pp.1146-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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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교과서, 예컨대 修身敎科書나 漢文讀本은 만철부속지에서는 사

용되지 않았다. 만철부속지의 공학당에서는 상해의 中華書局, 商務印書

館 등에서 발행한 중국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동주와 만철부속지의 공학당에서는 특히 역사 과목과 일본어 과목을 

중시하였다. 먼저 일본어 과목은 필수 이수 과목으로서 주당 수업시간의 

약 1/3을 차지하였다. 1906년의 關東州公學堂規則과 1909년의 附屬地

公學堂規則에서 규정한 교육취지의 첫 구절에서도 “공학당은 중국인의 

자제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이라 하였다. 1923년 공학당규칙이 개

정되면서 “일본어를 가르친다”라는 구절은 삭제되었지만, 이후에도 일본

어 과목은 중시되었고 단지 수업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다.30) 특히 

만철은 일본어 과목을 문화개발과 민족융합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였다.31) 한편, 역사과목은 식민지·점령지 인민에 대한 ‘同化主義’ 

교육으로 인식되었다. 5·4운동이후 나날이 고조되는 중국의 내셔널리즘

과 배일의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일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역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

단한 것이었다.32) 관동주 공학당의 고등과에서는 1학년 때 중국역사를, 

2학년 때 일본역사를 가르쳤다. 당시 사용된 稿本公学堂歷史教科書 2

권 ｢日本歷史｣는 건국신화로 시작하여 제1차 세계대전까지를 다루었고, 

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내용을 서술하였다.33) 만철부속지 

공학당에서는 1930년 南滿洲敎育會敎科書編輯部의 역사교과서가 발행되

기 전까지 중국에서 출판된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였지만, 배일의식을 자

극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교과서 선정에 신중을 기하였다. 

한편, 관동주와 만철부속지에는 공학당과는 별개의 초등교육기관도 있

었다. 먼저 관동주에는 公立普通學堂이 있었다. 이는 중국 거주민 村會

30) 宮脇弘幸, ｢満洲の教育｣, 人文社会科学論叢26, 2017, pp.13-14.

31) 南滿洲鐵道株式會社初等教育研究會 編, 初等教育研究會第二部沿革史, 教育研究所, 

1937, p.115.

32) 竹中憲一, 앞의 책, p.223.

33) 위와 같음, pp.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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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스스로 설립한 학교였으나, 관동청이 관할하고 교원경비를 부담하

였다. 당시 지방 촌회에 산재하고 있던 수백 개의 사숙에 통학하는 중국

인 학생을 관립 공학당에 일거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사숙을 대신할 수 있는 시설로 설립된 것이 공립보통학당이

었다. 공립보통학당은 1910년 24개(학생수 1,100명)에 불과하였지만,34) 

1925년에 107개(학생수 18,749명)로 대폭 증가하였다.35) 만철부속지에

서는 공립보통학당을 본뜬 일본어학당이 설치되었다. 여기서는 일본어를 

속성으로 가르쳤는데, 2, 3년 다닌 후 졸업하면 만철연선 및 각 공장에

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36) 일본어학당에는 중국빈민자

제가 많이 입학하였고, 1910년부터 입학자가 점차 증가하였으나 1923

년을 전후하여 鐵嶺日語學堂 외에는 모두 폐쇄되었다. 그 외에도 만철의 

보조를 받는 개인 경영의 일본어학교가 있었다. 1913년 4월, 만철은 보

조학교제도를 도입하여 吉林中日語言學校，奉天外國語學校，遼陽語學傳

習所，海城東語學舍，安東中日懇親學堂을 보조학교로 지정하고, 운영경

비, 교원, 교과서 등을 지원하였다.37)

한편 일본은 중등교육의 정비에도 착수하였다. 관동주에서는 일찍부터 

중등교육을 희망하는 중국인학생을 關東都督府中學校(일본인을 대상으로 

1909년 창립, 나중에 旅順中學校로 개칭)에 입학하게 하고, 1921년에는 

중국인 학급을 특설하였으며, 1924년에는 이를 독립시켜 旅順第二中學

校로 하였다.38) 두 중학교의 교과과정 및 그 수준은 일본인 중학교와 거

의 동일하고 수업 언어는 일본어였다. 만철부속지에는 1917년 南滿中學

堂이 창설되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관동주에 설립된 大連商業學堂과 金州農業學堂, 만철부속지에 설립된 營

口商業學校, 撫順鑛山學校, 瀋陽商業學校, 熊岳城農業學校, 公主嶺農業學

34) 平野健一郎, ｢満州における日本の教育政策―1906~1931｣, アジア研究15-3, 1968, 

pp.28-29.

35) 夏文運, ｢日人侵略下的南滿教育｣, 醒獅146-147, 1927.9.3.

36) ｢南滿“日本化”的教育｣, 教育雜誌14-4, 1922.4, pp.3-4.

37) 竹中憲一, ｢満州｣における基礎的な研究 第3卷, 東京: 柏書房, 2000, pp.230-231.

38) 김경식, 앞의 책,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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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 등은 實業敎育을 위주로 하였다. 그 밖에 1918년 旅順高等學堂에서 

독립한 旅順師範學堂은 중국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범교육을 담당하

였다.39)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은 1923년 전문학교에서 승격한 旅順工科大學과 

滿洲醫科大學이 있었다. 이들 대학은 모두 中日共學制였으나, 일본인 학

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국인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40) 이로써 

일본은 비록 불완전하나마, 초등교육부터 대학교육에 이르는 일련의 학

교체계를 정비하였다. 

신해혁명 이후 만주는 정치적 혼란 상태에 빠졌고 여기에 경제난이 가

중되었다. 이에 따라 중하층 계급의 중국인은 자녀를 학교에 보낼 경제

적 여유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학교가 학비 면제, 학습용품 지급, 

교통비 지급, 졸업 후 취직 장려 등의 우대 조건을 내세우자, 이에 매력

을 느낀 상당수의 중국 학생이 일본학교에 지원하였다.41) 학교 소재지에 

따라 학생들의 가정 배경은 천차만별이었지만, 농민 가정 출신이 전체의 

40.5%로 가장 많았다.42) 농민 가정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하고, 

아동을 교육 대상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일본학교로 보내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학교가 증가하고 여기에 각종 우대 조건이 붙으면서 1925년까지 학

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런 일본학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매 달 식사비 2.5 洋元만을 받았

고, 夫役, 燃料, 전등 등 각종 비용은 모두 학당에서 부담하였다. 원거리

에서 통학하는 학생에게는 2등 기차표를 제공하거나 기숙사를 제공하였

다. 졸업 후의 진학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졸업반 학생들은 다

른 학교로 진학(일본학교만)하거나 만철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

39) 津田元德, ｢州内師範教育の回顧｣, 南滿教育66, 1926.11, pp.82-97.

40) 阿部洋, 앞의 논문, p.11.

41) 嶋田道彌, ｢南滿洲鉄道株式会社規則｣, 滿洲敎育史, 大連: 文敎社, 1935, p.375; 振

鐸, ｢談奉省日本教育權之實施與其現狀｣, 東方雜誌13-7, 1916.7, pp.63-64.

42) 南満洲鉄道株式会社 編, 南満洲鉄道株式会社十年史, 南満洲鉄道, 1919, p.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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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각 학년의 성적우수자를 장려하는 제도는 물론, 대련으로의 수학

여행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일본학교의 교육

여건은 상당한 유인책으로 작용하여, 중국인 사이에서도 “그 ‘회유의 기

술’은 봉천성 학교와 천지차이기 때문에, 중국인이 그 ‘회유책’에 넘어간 

것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형성될 정도였다.43)

한편 開原, 長春, 瓦房店 등지에서는 상공업자 가정의 학생들이 일본학

교에 많이 다녔다. 이들 상공업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일본인과의 접촉이 많았으며, 문해력 및 주판 등 실용적 지식을 얻으려

는 욕구가 컸다.44) 그리고 학부모 중에는 또한 官吏, 교원의 비율도 비

교적 높았는데 이는 일본의 役所나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 일본학교에 대

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었다.45) 이처럼 중국인 중에서 일

본학교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학비 면제 등의 우대 조건에 이끌렸거나, 

일본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일본과 관련된 직업 획득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만철이 설립한 공학당 또한 만철 경영에 봉사할 인력 양성에 힘

썼다. 만철 성립 초기에는 만철연선의 각 정거장에 근무하고 있었던 중

국인 직원의 교육 수준이 낮았고 그마저도 빈번하게 교체되었다. 그러나 

점차 관동주와 만철부속지의 일본학교를 다닌 중국인이 만철연선에 배치

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일본어가 능숙하였기 때문에 자

신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46) 

1924년 만철부속지의 일본학교의 수, 일본학교에 다닌 중국인 학생의 

수는 다음 <표1>과 같다. 

43) 振鐸, 앞의 기사.

44) 竹中憲一, ｢満州｣における基礎的な研究 第1卷, 東京: 柏書房, 2000, p.244.

45) 竹中憲一, ｢満州｣における基礎的な研究 第2卷, 東京: 柏書房, 2000, p.96.

46) 南満洲鉄道株式会社地方部學務課 編, 滿鐵敎育回顧三十年, 南満洲鉄道, 1937,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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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철 소속 공학당·일어학당

        항목
 학당

재적아동수
(부속지내+부속지외)

초급 고급예과 고급 보습과 計

瓦房店
161

(58+103)
46

(12+34)
207

(70+137)

松樹
128

(43+85)
17

(11+6)
145

(54+91)

熊岳城
130

(79+51)
27

(13+14)
16

(0+16)
173

(92+81)

蓋平
184

(96+88)
67

(31+36)
251

(127+124)

奉天
214

(177+37)
46

(46+0)
45

(34+11)
305

(257+48)

開原
290

(218+72)
58

(34+24)
348

(252+96)

四平街
217

(158+59)
52

(36+16)
269

(194+75)

公主嶺
176

(128+48)
25

(18+7)
201

(146+55)

長春
251

(178+73)
68

(68+0)
84

(16+68)
403

(262+141)

撫順
278

(274+4)
30

(25+5)
44

(29+15)
352

(328+24)

鐵嶺日語學堂
61

(33+28)
61

(33+28)

計
2,090

(1,442+648)
144

(139+5)
465

(234+231)
16

(0+16)
2,715

(1,815+900)

(2) 만철 보조학교

        항목
 학당

재적아동수
(부속지내+부속지외)

초등과 본과 고등과 연구과 計

海城東語學舍
77

(35+42)
77

(35+42)

鞍山公學堂
209

(148+61)
209

(148+61)

遼陽日語學校
58

(2+56)
58

(2+56)

奉天同文商業學校
96

(0+96)
96

(0+96)

吉林中日語言學校
40

(0+40)
40

(0+40)

安東中日懇親學堂
50

(16+34)
20

(9+11)
10

(4+6)
80

(29+51)

計
259

(164+95)
271

(37+234)
20

(9+11)
10

(4+6)
560

(214+346)

출처: “中国人教育各学校在籍児童数並附属地内外児童数調”, ｢鉄道附属地内教育事業ニ関ス
ル件｣,　支那ニ於ケル利権回収問題一件, 日本外務省記録, 1924.6.18, pp.607-609.

<표1> 1924년 만철부속지 공학당·일어학당 및 보조 학교의 중국인 재적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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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부속지 일본 공학당·일어학당 및 보조학교의 재적 학생은 총 

2715+560=3,275명인데, 그 중 부속지내 거주자는 1815+214=2,029명

(62%)이고 부속지외 거주자는 900+346=1,246명(38%)이다. 이처럼 일

본학교에는 만철부속지 밖에 거주하는 중국인 학생이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일본학교를 

선호한 것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각종 우대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철부속지의 일본학교는 학생들의 보다 나은 진로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는 다음 <표2>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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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학당

연도
일본학교 
진학자

중국학교 
진학자

自家事業 
일본

회사·기관
취직자

중국
회사·기관

취직자
기타 計

瓦房店公學堂
1920 11 1 2 1 15
1923 27 1 17 1 1 47

松樹公學堂
1920
1923 13 3 16

熊岳城公學堂
1920 10 7 7 24
1923 29 1 2 32

蓋平公學堂
1920 14 2 16
1923 45 23 7 75

奉天公學堂
1920
1923 36 3 5 1 45

遼陽公學堂
1920 7 4 11
1923 16 34 1 6 57

開原公學堂
1920 17 2 3 22
1923 36 6 8 50

四平街公學堂
1920 11 1 2 1 15
1923 26 1 8 5 2 6 48

公主嶺公學堂
1920 10 1 11
1923 20 3 2 5 30

長春公學堂
1920 10 5 3 18
1923 18 2 15 3 38

撫順公學堂
1920
1923 6 1 1 2 10

海城東語學舍
1920 2 1 8 3 14
1923 1 1 21 23

安東中日
懇親學堂

1920 4 3 6 13
1923 7 6 3 16

鐵嶺日語學校
1920 5 13 18
1923 3 2 16 21

遼陽日語學校
1920 4 7 10 16 8 45
1923 2 13 2 1 18

기타 학교
1920 14 10 7 1 2 34
1923 2 2 1 5 10

計
1920 115 8 38 65 20 10 256
1923 280 11 134 59 20 32 536

출처: ｢鉄道附属地内教育事業ニ関する件｣, 支那ニ於ケル利権回収問題一件, 日本外務省記録, 
1924.6.18.의 “大正九年度公学堂卒業生就職情況一覧表”(pp.615-616)와 “大正十二年
度公学堂卒業生就職情況一覧表”(pp.621-622)를 하나의 표로 작성.

<표2> 1920년, 1923년 만철부속지 공학당·일어학당 및 보조 학교의 졸업생 진로 상황

여기서 먼저 1923년 공학당의 졸업생은 536명으로 1920년보다 2배 

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졸업생의 진학 상황을 보면 1920년

에는 졸업생의 45%, 1923년에는 졸업생의 52%가 일본의 상급 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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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하였고, 중국의 교육기관에 진학한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리고 일본

의 회사·기관 취직자는 중국 회사·기관 취직자와 약 3배의 차이가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분석한 공학당의 이점 중 하나인 일본 

관련 취직기회가 많은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1923년 自家事業에 종

사하는 비중은 25%로, 학부모의 대부분이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였기 때

문에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은 학생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일본학

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은 그들의 학교 선택권이 작용한 결과

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일본은 러일전쟁 후 만철부속지와 관동주에서 국제법에서 명

시하지는 않았지만 행정권을 행사하고 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하였

다. 1920년대에 이르러 각종 수준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많은 중국

인 학생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여러 가지 우대조건을 내세

우며 취직에 유리한 일본학교로 진학하였다. 이런 교육은 10여 년간 큰 

저항 없이 발전하였지만 5.4운동으로 촉발된 중국 내셔널리즘의 조류 속

에서 점차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인이 일본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을 거부하고 중국인에 대한 교육권은 마땅히 중국 정부가 회

수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교육권 회수운동이 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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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인의 교육권 문제와 교육권 회수운동

1) 교육권 귀속문제의 제기와 회수운동의 논리

일본이 남만주에서 중국인 교육을 시작한 것은 1905년을 전후한 시점

의 일이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인 교육권 회수운동이 전개된 것은 1920

년대 중반의 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일본인들이 남만주

에서 실시한 식민교육은 만철 및 관동청의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것이 어느 정도 발전하기 전까지 중국인들은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권 회수운동은 신문화 운동과 5·4 운동으로 촉발

된 중국 대중의 자각과 분리하여 논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1915년의 

21개조 요구 이래 일본의 노골적인 침략 자세에 대한 반발이 날로 강해

졌다. 反日 내셔널리즘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파리강화회의에서 독일이 

산동에서의 권익을 일본에 넘겨준다는 결정이 도화선으로 된 1919년 

5.4운동에서 폭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은 중국인은 민족적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

다.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의식이자 불평등조약 종식에 대한 강렬한 염

원이었다. 그 결과 1924년부터 시작된 국민혁명은 중국 각지에 割據하

며 권력을 형성하고 있던 군벌을 공격하는 동시에,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모든 불평등조약을 취소하려는 민족혁명이었다. 이러한 내셔널리즘이 고

양된 상황에서 중국 교육계도 점차 남만주에서 일본이 실시하는 중국인 

교육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 근대 신문 잡지에서 ‘敎育權’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01년 양계초가 淸議報 제100권에 게재한 “異哉所謂支那敎育權

者”47)로 추정된다. 이 글에서 양계초가 “근래 일본의 각 신문을 읽어보

면, 매일 어떻게 해야 금후 중국의 ‘교육권’을 잡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47) ｢異哉所謂支那教育權者｣, 清議報 第100冊, 19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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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교육권’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전래된 것으

로 생각된다. 이에 앞서 羅振玉는 1901년 9월 敎育世界에서 “교육권

은 외국인에게 줄 수 없다(敎育之權不可授之外人)”고 주장하면서, 교육

은 광산 채굴, 도로 건설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주권이고 외국인에게 

넘겨줄 도리가 없다고 하였다.48) 그 후 교육권이라는 단어는 각종 신문

과 잡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10년대에 이미 널리 쓰

이게 되었다.49)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1920년대에 들어 교육권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

발해졌다. 먼저 교육권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던 

국가주의 교육파의 古楳는 교육권이란 독립된 국가가 완전히 그 “국가교

육”을 시행하는 모든 권한을 말하고, 기타 외부인은 본국 국내에서 어떠

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절대로 불허한다고 하였다.50) 이와 비슷하

게 舒新城도 “미시적으로 볼 때 교육권은 국가에서 특별하게 가진 권리

인데 국권으로 부를 수 있고”, 주권국가의 주권은 교육에서는 교육행정

권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51) 이와는 달리 鶴天는 “교육권은 국민에게 

있어서 인권이고, 국가에 있어서는 곧 국권”이라고 하여, 교육권에 담긴 

인권과 국권 모두에 주목하였지만, 결국 국권을 다른 국가에게 넘길 수 

없다면서 교육권의 회수를 지지하였다.52) 한편, 교육권을 국가의 주권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기독교 사회주의가인 張仕章

은 교육권 회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교

육은 국가의 주권(영토주권, 상업권 등)이 아니라 인민의 권리(신앙자유

권, 거주자유권 등)이다. 둘째, 교육은 아동의 권리이고 부모의 책임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셋째, 중국은 대외적으로 교육의 주권을 상실하지 않

48) 羅振玉, ｢教育五要｣, 教育世界9, 1901.9: 楊思信·郭淑蘭, 앞의 책, p.7에서 재인용.

49) ｢論教育權不可假人｣, 教育雜誌(天津)22, 1906.12, pp.19-21; ｢俄人亦欲占我教育

權｣, 教育雜誌1-1, 1909.1, pp.3-4; 莊俞, ｢論教育權｣, 教育雜誌4-3, 1912.6, 

pp.33-37. 

50) 古楳, ｢論國人應注意收回教育權運動論｣, 醒獅25，1925.3.28.

51) 舒新城, 앞의 책, pp.1-6.

52) 鶴天, ｢為教廳收回教育權進一言｣, 同澤半月刊2-10, 1929.6,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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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대내적으로 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53) 즉 그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교육을 국민교육권으로 상정하고 주로 교육을 받는 자유를 강

조하고 있으며, 국가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중국 정부가 그 책

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교육권과 관련된 논의의 배경 하에서, 비기독교운동, 반제국주

의운동, 불평등조약 폐지 운동, 조계회수운동 등과 연결되어 교육권 회

수론이 제기되었다. 중국인들은 남만주에서의 중국인 교육을 일본의 문

화침략의 수단으로 인식하였고, 신문과 잡지에서는 일본이 중국인에 대

한 교육을 ‘식민교육’ 또는 ‘노예교육’이라고 부르고 비판하였다. 1914년 

3월 敎育雜誌는 일본이 남만에서의 설립한 일부 학교를 열거하면서 

“대련은 일본인이 교육권을 탈취하는 근거지”라고 지적하였다.54) 또한 

교육은 국가의 기초이고 국권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남만주의 중

국인 학생이 중국학교가 아닌 일본학교에 다니는 상황을 “완전한 교육권

을 상실”하였다고 비판하였다.55)

1925년 국가주의 교육파의 대표인물인 陳啟天도 일본이 요동반도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침략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런 침략적 교육은 일본의 

요동반도 정책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서 철도, 상업, 정치, 병력과 비교

해볼 때 더욱 심하다고 하였다. 문화침략과 정치적, 경제적 침략을 비교

해볼 때 전자의 해로움은 후자와 다르게 알기 어렵고, 용인하기 쉽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의 소위 ‘對支那文化事業’의 의도는 문화라는 미명 

아래 침략의 의도를 숨긴 채 중국인의 인심을 매수하는 것밖에 없다고 

비판하였다.56) 古楳도 이에 동조하면서 식민교육은 ‘노예식’ 방법으로 

중국학생에게 타국의 것을 배우게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조상을 잊

어버리고 타국의 국민이 되어버리고 타국의 국토가 되어버리게 된다면서 

53) 張仕章, ｢收回教育權運動的研究｣, 青年進步92, 1926.4, pp.1-15.

54) ｢日人在南滿之教育事業｣, 教育雜誌5-12, 1914.3, p.112.

55) 更生, ｢中國之教育權｣, 教育週報195, 1918.3.10; 何紹韓, ｢急起維持教育權｣, 教
育週報199, 1918.4.14.

56) 陳啟天, ｢日本對華文化侵略與收回教育權問題｣, 醒獅31, 19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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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육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다.57)

당시 언론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식민교육의 목적은 결국 중국을 멸망

시키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은 중국의 교육취지에 어

긋나고 중국 아동의 국가사상의 기초에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교육은 “중국인 자제를 교육하는 이름을 빌어 특수학교를 세워, 

일본인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58)으로 인식되었다. ｢中

華敎育改進社第三屆年會報告｣에서도 “남만주에서 3만 명 이상의 청년은 

일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를 모르고, 중국의 지리를 잊

어버렸으며 중국어를 한문이라 하고 일본어를 국어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일반 청년이 이미 중국이 조국이라는 것을 잊어버

렸다고 통탄하였다. 일본은 학비면제 등과 같은 유혹으로 중국 청년과 

학부모를 회유하였는데 이와 같은 교육 시설은 국민성을 소멸시키는 독

약이고, 국가를 멸망시키는 무형의 군대라고 비판하였다.59) 

이러한 문제의식은 프랑스의 알자스-로렌지역과의 비교 속에서 더욱 

명확해졌다. 프랑스는 알자스-로렌 지역을 독일에 할양하였지만 거기에 

살고 있던 프랑스인은 프랑스어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독일인이 간

섭을 하였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순과 대련 

지역은 중국인이 일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애국심을 잃어버렸기 때문

에 회수하기 어려워졌다고 인식하였다.60)

그리고 교육계 인사들은 일본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불만이 

컸다. 관동주 공학당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관동청과 만철이 공동으로 

조직한 남만주교육회에서 편찬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 중에는 일

본과 관련된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좋은 점을 선전하는 성격이 

크며, 중국어 교과서는 문장이 되지 않고 일본인이 중국어를 배우는 회

화책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본학교의 교

57) 古楳, ｢對於增友豪君‘再論收回教育權運動’的回聲｣, 醒獅29, 1925.4.25.

58) 위와 같음.

59) ｢中華教育改進社第三屆年會報告號總目｣, 新教育 9-3, 1924.10, p.484. 

60) 知非, ｢收回教育權｣, 教育與人生29, 1924.5,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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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는 중국인을 배제하고 중국인의 애국심을 손상시키는 것이었다.61)

그런데 당시 중국에 있는 교회학교에는 대략 35만명 정도의 중국인 

학생이 공부하고 있었다. 이는 남만주 일본학교의 중국인 학생 수를 크

게 상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권 회수운동에 열정적인 교육계 인사

들도 “‘식민식 교육’의 수량은 많지 않으나 그 멸종망국의 힘이 크기 때

문에 … 교육권 회수를 제창할 때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라

고 주장하였다.62)

교육권 회수운동의 시발점은 1922년 3월 28일 民國日報에 게재된 

“남만의 일본화 교육”이었다. 이 논설은 일본이 남만에서 실행한 교육을 

‘침략자의 교육’ 및 ‘피침략자의 교육’으로 나누어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만주의 일본인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육은 침략

적, 정복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인을 교육하

는 학교에서는 일본화 교육을 실행하여 피교육자를 반항 능력도 사상도 

없는 노예로 양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침략주의 교육은 철도, 상업, 정치, 병력을 통한 침략보다도 그 폐해가 

크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학교에는 중국 역사와 지리 등 주요 교과

가 없고, 학생이 스스로 중국 역사·지리와 관련된 교과서를 탐독할 수 

없으며, 중국 및 중화민국과 같은 단어를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상황

을 소개하였다. 그래서 임의의 아동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청 혹은 일본을 답하고 중화민국을 모른다면서 ‘노예교육’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63)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또한 중국인 사이에서 일본의 교육시설에 대하

여 문화적 침략 혹은 주권침해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

다. 비록 아직까지 일본학교의 학생모집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

나, 일본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만철부속지에서 일본 

61) 夏文運, 앞의 기사, 1927.9.3.

62) 古楳, ｢闢友豪君收回教育權運動｣, 醒獅27, 1925.4.11.

63) ｢南滿“日本化”的教育｣, 教育雜誌14-4, 1922.4, pp.3-4. 이 기사는 1922년 3월 

28일자 民國日報의 기사를 轉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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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당의 교육권을 회수하려는 의도를 경계하였다.64)

남만주의 교육권 회수운동은 1924년 3월 奉天市政公所 敎育科長 羅振

邦과 省視學 邵進階가 함께 南滿中學堂 및 일본인 소학교를 참관하고 신

문을 통해 ‘일본화’ 교육의 구체적인 상황을 비판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는 먼저 南滿中學堂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청년이 학교에 입학한 후 

날로 사상이 변질되어 국가관념, 중국 고유의 도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논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생겨난 것은 국가 관념을 

양성하는 기본과목인 역사, 지리 교과서가 모두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이

고, 그 내용이 일본 중심적이며, 교직원도 일본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이

라고 분석하였다.65)

한편, 이 무렵 남만중학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리테스트를 진행하였

다. 총 4문항 중 첫 번째 질문은 가장 흥미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 

마지막 질문은 국어로 3마디 쓰기와 국기 그리기였다. 그 결과 가장 흥

미 있는 과목으로는 修身이 선정되었다. 한문과 일본어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리고 국어로 3마디 쓰기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한 학생이 

25.6%를 차지하였고, 일장기를 국기로 그린 학생도 3%나 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중국 언론에 큰 충격을 주었다. 남만중학당의 청소년의 상황

도 이럴진대, 소학교 아동의 일본화 경향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

가 제기되었다.66)

이런 배경 속에서 奉天省 敎育廳長 謝蔭昌은 교육권 회수를 극히 찬성

하였다. 그는 1919년 교육청장에 부임할 때부터 봉천성 교육에서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점은 만철부속지의 교육권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67) 1923년 그는 일본 관동주교육회가 사범학교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64) ｢長春公学堂生徒募集ト教權回收續報｣, 支那ニ於ケル利権回収問題一件, 日本外務省

記録, 1924.2.29, pp.345-347.

65) ｢參觀南滿中學校公學堂及第一第二尋常小學校後之感想｣, 東北4, 1924.4, 

pp.152-158.

66) 程時煃, ｢南满教育测验｣, 心理2-1, 1923.2, pp.1-5.

67) 謝蔭昌編, ｢演蒼年史｣, 北京圖書館藏珍本年譜叢刊 第198册, 北京图书馆出版社, 

1999,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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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교육계 인사를 소집하여 그 대책을 토론하였다.68) 그는 봉천성교육

회 회의에서 “중화민국 국적이 없는 자는 봉천성 정권 안의 지역에서 봉

천성 인민에게 사범교육, 소학교육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안건

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교육청에서 조사원을 파견하여 남만, 안

봉 두 철도 각 정거장의 교육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조사 결과 교

육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69) 이와 동시에 일본의 奉天

總領事 赤塚, 文部省次長 高橋와도 비공식 회담을 가졌고, 중국인 국민

교육은 반드시 중국이 책임져서 행사하고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한 태도를 보였다.

1924년 謝蔭昌은 일본 시찰단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만철부속

지에서 공학당을 창설하고 중국의 불량교사를 채용하여 非中非日의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교육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다며, 만약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러시아도 

중국에서 국민교육을 실시하면 동아시아 전체에 赤化主義가 확산되어, 

중국과 일본 모두가 위험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교육권 회수를 주장하였

다.70)

이처럼 羅振邦, 謝蔭昌 등 중국 교육당국의 인사들의 발언을 계기로 

남만주의 교육권 회수문제가 각계에서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연일 중국의 신문 잡지에는 이와 관련된 기사와 논설이 게재되

었고, 일본의 교육시책을 비난 공격하고 교육권 회수운동을 제창하는 글

이 대거 발표되었다. 특히 民國日報에서는 일본의 조선 침략을 언급하

면서 “일본은 조선인에 대하여 조선 문자를 읽지 못하게 하는 교육법을 

실시하고 있다. 비록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 중국의 문자를 읽지 못하

게 하는 것을 공연히 말하지 않지만, 본심으로는 중국 사상의 보급을 금

지하려 하고 있다”71)고 하면서 일본의 중국인 교육을 경계하였다. 또한 

68) 위와 같음, p.32.

69) 心史, ｢收回教育權｣, 申報, 1924.4.26.

70) ｢四月一日教育廳謝廳長歡迎日本全國教育視察團詞｣, 東北4, 1924.4, p.151.

71) ｢満洲ニ於ケル日本ノ支那人教育ニ関スル件｣, 支那ニ於ケル利権回収問題一件,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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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報에서도 만주교육계의 교육권 회수운동은 국가의 근본문제이고 다

른 국권상실문제와 조금의 우열도 없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

고 이런 운동은 단순히 만주의 인민과 당국이 힘을 합쳐 쟁취하는 것뿐

만 아니라 전 국민이 群起하여 회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72)

이처럼 남만주의 교육권 회수문제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데에는 

여순과 대련 회수운동이 미친 영향도 컸다. 일본이 반환을 거부하자, 민

중은 “21개조 폐지”, “여대 회수”를 주장하며 상해, 북경을 시작으로 전

국 각지에 여러 단체를 결성하였다. 학생, 노동자, 상인 등 전 국민이 적

극적으로 참가하여 ‘여대회수운동’은 급속히 불타올랐다. 이들은 일본에 

항의하는 수단으로 ‘經濟絶交’를 외치면서 日貨배척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일본인과의 경제적, 사회적 교섭을 일체 단절시키려고 하였다. 요컨대 

남만주의 교육권 회수운동은 1920년대 불평등조약 폐지, 조계지 회수, 

치외법권 철폐 등 구호를 내세운 국민혁명의 일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2) 교육권 회수운동의 전개와 일본의 대응

중국인 교육권 회수운동의 전개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1924년 봉천교육회를 중심으로 교육권 회수운동이 본격화된 

때로부터 중국과 일본 당국 간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교육청장이 사임

함으로써 소강상태에 접어든 때까지의 시기이다. 둘째, 1925년 5.30운

동을 계기로 중국인 교육권 회수운동이 재개된 때부터 1931년 만주사변

으로 종료될 때까지의 시기로, 만철이 경영하는 일본학교에서 동맹휴교

와 퇴학사건이 일어나는 등 배일운동이 더욱 격렬해졌다. 이러한 중국인 

교육권 회수운동에 대해 일본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갔

다.

外務省記録, 1924.4.24, p.440. 

72) 위와 같음, pp.44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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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24년 중국의 교육 관계자들이 일본의 중국인 교육을 비판하

고 교육권 회수를 제창하기 시작하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에 일

본 외무성은 사무원 橫山建堂을 파견하여 봉천성 교육 당국과 교섭하도

록 하였다. 4월 7일 橫山을 만난 사음창은 강경한 태도로 교육권의 회수

를 주장하였다.73) 그는 중국이 교육권 회수운동을 전개하는 데 일본과 

상의할 필요가 없고, 중국인 학생을 중국이 관리하는 것을 일본이 간섭

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金州의 공학당 강당에 설치되어 있는 巡

警席은 학생을 감시하고 교원이 중국인의 애국의 발언을 금지하는 것이

라 비판하였다. 이 시기 일본 副領事 內山 또한 사음창을 만나 양국 교

육계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만철부속지 교육권 회수문제를 토론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음창은 교육은 사회사업이고 정치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사의 간섭이 불필요하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74) 南滿

中學堂의 池上堂長이 제안한 중일교육 합작 방안 또한 거절당했다.75)

봉천성 교육계 인사들은 奉天省敎育會를 교육권 회수운동의 주요 기지

로 삼았다.76) 1924년 4월 20일, 第一師範 교원 梅佛光, 市報編輯 盛植

珊, 靑年會 幹事 閔毅恒 등은 교육권 회수운동의 조직화를 위한 준비 모

임을 소집하여 관동주 및 만철부속지에서 일본이 실시하는 노예화교육에 

저항하는 방안을 토론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일본의 교육을 반대하는 이

73) 사음창과 나진방은 모두 국민교육인 중소학교 교육권의 회수를 주장하였다. 사음창

은 대학교육은 완전히 학문을 연구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 주관하든 상관없지만, 이

와 달리 소학교 및 중등학교는 중국인의 국민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간

섭이 불편하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나진방은 중등학교가 교사양성소로서 일본의 문화

침략수단을 방지하려면 속히 중등 각 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육권을 완전히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東三省收回日用地教育權問題｣, 教育雜誌16-5, 1924.5, 

pp.7-8.)

74) ｢奉教廳收回教育權｣, 教育與人生27, 1924.4, p.299.

75) 앞의 기사, 教育雜誌16-5, 1924.5, pp.7-8.

76) 奉天省敎育會는 민국시기 가장 영향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지방교육단체였

다. 그 전신은 1905년 學務 議紳과 省立 소학교 교장이 공동으로 조직한 敎育學會였

다. 민국에 들어선 후 북경정부가 새로운 교육회 장정을 제정하였고, 1913년 奉天敎

育總會가 奉天省敎育會로 개칭되었다. 그 구성은 주로 정부 교육 관원, 교육계 유명 

인사를 포함하고 있었다. (朱誠如 主編, 遼寧通史 第四卷, 遼寧民族出版社, 2009,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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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제창되었는데, “일본이 동북삼성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일종의 문화

적 침략이고, 그 의도는 동북삼성 일반청년의 국가 관념을 소멸시키고, 

친일 노예를 양성하고, 중국인이 일본에 대한 증오를 완화시키는 것”이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교육에 저항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

는데, 봉천성 정부가 일본 측에 엄중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일본 조계지 

안에서 국민학교(초급소학교) 등 각종 학교를 다수 설립하는 적극적인 

방안에서부터, 중국 학생이 일본이 설립한 소학교, 사범학교, 초급중학교

에 입학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극적인 방안까지 망라하였다.77)

곧 이어 4월 22일 봉천성교육회가 소집한 임시 회의에는 교육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여기서 “奉天省敎育會硏究收回敎育權委員會”(후

에 “奉天省敎育會硏究外人對華文化委員會”로 개칭, 아래 “교육권 회수위

원회”로 약칭)가 정식 설립되었다. 설립 취지문에서는 일본의 교육을 중

국학생의 애국심을 소멸하는 문화침략으로 규정하는 한편, 일본학교가 

각종 우대 조건을 내걸고 중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있으니,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교육권 회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였다.78) 뒤이어 4월 28

일 제2회 임시긴급회의가 열려 위원장 馮子安, 부위원장 張鏡玄을 선출

하였고, 總務部, 調査部, 硏究部, 宣傳部를 설립하였다. 연구부에서 결정

한 교육권 회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 만철부속지 주위에 소학교를 증설하고, 전문적으로 부속지의 중국인 

학생을 수용하고 특별히 우대한다는 것, 둘째, 일본 영사와 교섭하여 일

본학교에서 수용한 중국 소학생을 모두 반환하고 그 후는 다시 소학생 

혹은 사범학생을 모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셋째, 일본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가족에게 조속히 아이들을 자퇴시키라 통고하고, 여러 번 통고하

77) ｢奉天收回教育權運動之進行概況｣, 教育雜誌16-6, 1924.6, pp.4-6.

78) 이 선언은 일본의 문화침략이 지닌 해로움을 강조하였다. 일본이 설립한 학교를 졸

업한 학생은 “청국과 대일본제국은 알지만 중화민국을 모르고”, 만철부속지 및 여대

지역의 청년 학생들은 태반이 중화민국을 모르고, 일본 소학교와 초급중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일본대제국을 칭송하고 중화민국을 멸시한다거나, 이렇게 

오랫동안 손을 놓고 바라보기만 하면 20년 후에 동삼성은 스스로 망할 것이라고 하

였다. (｢奉省收回教育權之熱烈表示｣, 教育與人生29, 1924.5, 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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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에도 듣지 않은 자는 국적을 박탈하거나 평민 이하의 대우로 처분한

다는 것, 넷째, 일본인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중국인 교원의 퇴출을 권

고하는 것이었다.79)

이처럼 중국의 교육권 회수 운동이 빠르게 전개되자 일본의 대응 또한 

적극성을 띠어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월 7일 외무성 事務官 橫山

建堂의 비공식적 접촉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번 운동은 기세가 높고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배일의 기세가 더욱 농후해지기 때문에”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해지자, 奉天總領事 船津辰一郞은 4월 중

순 奉天省長을 직접 회견하였다. 그는 만철부속지에서 일본이 중국인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은 국제 인도적 見地에서 출발하였기에 ‘문화적 침

략’은 오해라는 것을 설명하는 한편, 反日 언론을 통제해 줄 것을 경고

하였다.80) 이에 사음창은 만철부속지의 교육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과 협

의 중이므로 교육청의 조치를 기다리라는 공문을 발표하여 교육권 회수

운동을 잠시 진정시켰다. 그러나 교육권 회수위원회는 관청의 힘에 의지

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각자 교섭을 계속 진행하면 된다고 여겼기 때

문에 교육권 회수운동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81)

1924년 5월 2일 사음창은 總領事 船津을 방문하여 교육권 회수운동에 

대한 정식 입장을 표명하였다. 사음창은 만철부속지의 기초교육기관은 

반드시 중국이 직접 운영하고, 중국의 힘이 닿지 않는 농업, 공업, 상업, 

의학 등 전문교육의 분야에서 일본의 협력을 얻고 싶다는 취지를 밝히

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 해결책은 첫째, 앞으로 만철부속지의 중

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교육시설은 운영하지 않고, 지금 공학당 등 

곳에서 수용하고 있는 아동이 졸업한 후에 폐지한다는 것, 둘째, 만철부

속지 내의 중국인 학생에 대한 기초교육을 중국이 회수하기 위해 일본은 

봉천성 철도부속지 내의 학교敷地 약 천 坪을 대여해달라는 것이었다. 

79) ｢舉國矚目之收回教育權問題｣, 教育與人生32, 1924.5, p.380.

80) ｢附属地内支那人子弟ノ教育施設ニ関スル件｣, 支那ニ於ケル利権回収問題一件, 日本

外務省記録, 1924.5.7, pp.489-493.

81) 앞의 기사, 教育雜誌16-6, 1924.6, pp.4-6.



- 29 -

그러나 중국이 만철부속지에 있는 학교를 경영하는 문제는 당분간 일본

의 법령에 따르겠다는 타협책을 함께 제시하였다.82)

이러한 중국의 교육권 회수 요구에 대하여 日本 外務省(船津 領事)과 

關東廳, 滿鐵은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였다. 만철과 관동청은 중국 

교육권 회수 요구에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1924년 5월 8

일 만철은 반대 담화를 통해 “남만철로 연선의 중국인교육은 절대로 문

화침략의 의미가 없고 또한 제국주의를 선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 아

니라 그 시설은 모두 중일 공동이익을 주요 취지로 하고 있다”83)며 문

화침략을 부정하였다. 또한 만철부속지의 교육은 어떠한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이 자유롭게 입학을 결정한 것

이기 때문에 중국교육을 전혀 저해하지 않았다며 교육권 회수 논리의 정

당성을 비판하였다.84) 즉 중국인이 일본 학교에 다니는 것은 중국인의 

자유로운 교육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권 회수의 요구는 만

철부속지 내 중국인의 요구가 아니라 봉천성 정부의 요구이며,85) 이것이 

오히려 일본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래서 만철은 중

국에서 요구하는 교육권 회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명확히 

그었다. 

이와 비슷하게 長春公學堂長 小林治郎도 중국이 만철의 공학당 교육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일본인 교원이 일본어 교과서를 사용한다는 점

만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회사 부속지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자제에게 합리적 문화적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회사로서 당

연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면서 교육권 회수운동에 반론을 제기하고, 

“부속지내 중국인에 대한 교육권은 회사가 부속지내에 일본행정을 행사

하는 한 회사 특유의 權能”이라고 명시하여 내정불간섭을 요구하는 데까

지 나아갔다.86)   

82) ｢附属地内支那人子弟ノ教育施設ニ関する件｣, pp.493-495.

83) 앞의 기사, 教育雜誌16-6, 1924.6, pp.4-6.

84) 앞의 기사, 教育與人生32, 1924.5, p.380.

85) ｢附屬地教育權問題｣, 青年翼3-6, 1924.6,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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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奉天總領事 船津辰一郞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방식으로 대응하

였다. 그는 만철부속지에서 중국인 학생을 교육시키는 호의적인 행위는 

어떠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강요

하여 실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87) 이는 그가 교육권 회수운동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 관민의 머릿속에는 일본

의 기초교육시설이 중국의 국민을 일본화할 것이라는 의심이 깊숙이 자

리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배일풍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 보고,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첫째, 부속지내의 

보통교육기관을 자발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적절하게 전문학교 혹은 직업

학교로 변경한다는 것, 둘째, 중국이 일본의 허가를 받은 전제 하에 만

철부속지에서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셋째, 중국이 만철부속

지 인접 지역에 학교를 세운 경우에는 만철이 부속지 내 거주자의 통학

을 인정하고 통학의 便宜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의 내셔널리

즘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일본의 기득권이 대폭 손상되지 않는 한 

중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봉천성 정부가 교

육권에 대한 “排外的 惡宣傳” 등의 움직임을 한층 엄격하게 통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교육권 회수운동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였다.88)   

그러나 중국인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관동청 및 만철은 총영사 

船津의 유연책에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5월 31일의 회답에서 봉천성 교

육청장의 요구를 거부해 버렸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속

86) 小林治郎, ｢満鉄附会社の支那人教育を回顧して｣, 南滿教育126, 1933.4, p.8; 山本

一生, ｢1920－30年代の満洲公学堂教員の意識変容-教育雑誌南満教育の分析を中心

に-｣, 東京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46, 2007, p.33 참고. 小林治朗은 중국이 

일본의 교육으로 국민사상에 변동을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중국인으로서 일본

에 거주하고 일본의 소학교부터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도 귀국 후에는 일본을 숭배 

존중하거나 중국인 국민 사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면서 동화주의교육을 부정하

였다. 이는 다수의 일본인 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논리로서, 일본이 중국인을 노예화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중국인이 일본인의 정신적 노예가 되었는지의 여

부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정책의 의도’와 ‘실제로 거둔 효과’는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는 것이었다.

87) ｢船津領事對於收回教育權之態度｣, 教育與人生33, 1924.6, p.390.

88) ｢附属地内支那人子弟ノ教育施設ニ関する件｣, pp.49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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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안에서의 만철의 행정권을 내세우면서 부속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

본인과 중국인을 위한 교육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공학당

을 자발적으로 폐지하거나 중국학교의 건설을 용납하면 만철의 행정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교육제도가 

완비되지 않고 초등교육도 보급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철부속지의 

교육권회수를 주장하는 것은 본말전도이고, “교육문제로 민중심리를 선

동하면서 排日의 기세를 부추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중

국의 교육권 회수운동의 도화선이 된 羅振邦의 논설은 만철부속지에서의 

중국인 교육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학당과 중학당에

서는 중국인의 국민성을 존중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

르치는 것이 교육의 주안점”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리고 만철부속지 내외

의 많은 중국인 아동 스스로가 일본이 설립한 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

고 있어 그 수가 매년 수용인원을 초과할 정도이고, 교직원 절반가량을 

우수한 중국인 교사로 충원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따라서 중국이 요구

하는 교육권 회수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총영사 船津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중국이 만철의 허가 하에 만철부속지나 그 

인접 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때 만철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

다. 그리고 만철부속지 공학당과 南滿中學堂을 운영하는 데 있어, 그 근

본방침과 교과 편성(특히 일본어 시간), 중국인 교원 채용 등을 개선하

여 중국의 오해, 반감을 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89) 

이러한 관동청과 만철의 정식입장이 발표되기 전부터, 교육권 회수위

원회는 일본이 중국의 요구를 거절할 것을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였

다. 5월 27일, 회수위원회 각 부 正副主任은 성교육회에서 소위 ‘최후방

법’을 협의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에 엄중하게 교섭하고, 교육권 회수의 

성과와 상관없이 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며, 그럼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격렬한 시위운동으로 확산해 나가자는 것이었다.90) 그러나 교육

89) ｢南満鉄道附属地ニ於ケル対支那人教育施設ニ関スル件回答｣, 支那ニ於ケル利権回収
問題一件, 日本外務省記録, 1924.5.31, pp.54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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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회수위원회는 실제 교육권 회수운동을 지도해 나갈 역량은 부족하였

다. 이들은 봉천성 교육청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의하고 일본과의 교섭

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무렵 중국과 일본 양측 모두의 비판에 직면한 교육청장 사음창이 

사임하였다.91) 이후 교육권 회수운동의 전개 양상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1924년 7월 2일 회수위원회의 토론대회에서는 금후 운동을 

진행하는 방법은 조금의 변동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일본

과 여러 번 교섭하였음에도 교육권을 반환하겠다는 성의가 보이지 않으

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92) 이는 교육불합작주

의를 토대로 중국인 학생이 일본학교로 입학하거나 중국인 교사가 일본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국이 직접 학교를 설립하여 중국인 

학생과 교사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교육권 회수운동은 다양한 방안을 채택하면서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찍부터 교육권 회수운동이 진행되어 온 長春 등

지에서는 1924년 4월 吉林省 교육청이 내린 훈령에 근거하여 縣公署가 

관리구역 내 일본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

지 자퇴할 것을 요구하였다.93) 四平街, 松樹의 공학당에서도 중국 당국

의 압력에 따라 전학 또는 자퇴한 중국인 학생이 급증하였다. 만철부속

90) ｢收回教育權殆無望乎?｣, 教育與人生34, 1924.6, p.407.

91) ｢收回教育權運動近訊｣, 教育與人生35, 1924.6, p.424.

92) 토론대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즉시 외국인학교에 입

학한 학생을 압박하여 일률로 전학하게 한다. 소학생은 신설된 교육권 회수 기념 학

교로 전학하거나 부근의 각 소학교로 전학하고, 중학생은 부근의 각 중등학교로 전학

한다. 또한 소학생은 전학 후 일률 무료이고 중학교는 절반 비용을 거둔다. (2) 소학

교를 다수 설립하여 중국 학생을 수용한다. (3) 학생이 외국인이 설립한 학교로 투입

하는 것을 엄금시키고 이미 들어간 자는 반드시 교육권 회수위원회가 결정한 장정에 

따라 처분한다. (4) 교육청에서 성교육회에 咨请하여 현 敎育公所에 공문을 보내어 

해당 현에 외국인 학교에서 일하던 교사에게 마땅한 위치를 주도록 위임한다. (｢奉天

收回教育權最後之解決辦法｣, 中華教育界14-1, 1924.7, p26; ｢收回教育權之又一辦

法｣, 教育與人生40, 1924.7, p.506.)

93) ｢我施設学校ニ対スル支那学生ノ入学禁止｣, 支那ニ於ケル利権回収問題一件, 日本外

務省記録, 1924.4.19, pp.436-437.



- 33 -

지에 거주하는 중국인 학생이 이탈하면서 공학당이 학생 수 확보에 어려

움을 겪을 정도였다.94) 이를 종합해 볼 때, 남만주 일본학교에서는 중국 

당국의 압력에 의해 전학 또는 자퇴하게 된 학생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

로 생각된다. 이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퇴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교회

학교에서의 교육권 회수운동과는 구분되는 것이었다.

한편 교육권 회수운동은 부속지 안팎에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도 전개되었다. 사립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중국 상인집단의 활약이 눈

에 띈다. 예컨대 開原에서는 華商公議會가 이 지역의 공학당에 대항하기 

위하여 교육청장의 허가를 받아 만철부속지 밖에 있던 사숙을 商立初級·

高級小學校로 개조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인 학생이 무료로 입학할 수 있

도록 하였고, 그 경비는 華商公議會가 開原縣의 위탁을 받아 징수한 警

學捐의 수수료의 이자로 충당하였다. 그 밖에 公主嶺에서도 華商會가 중

국 당국의 지원을 받아 만철부속지내에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

진하고 있었다.95) 昌圖 부속지에는 1927년 中國商務會가 경영하는 공학

당을 설립하였고 학교의 경영과 관리는 모두 昌圖商務會에 귀속되어 있

고 상무회 회장이 학교 대표자였다. 그러므로 만철은 어떠한 직접적인 

감독권도 없고, 단지 매년 연말의 수지 및 예산을 만철에 보고할 뿐이었

다.96) 그리고 昌圖縣 雙廟子에서는 교육 당국의 보조를 받아 부속지내에 

사립소학교가 설립되었고, 奉天省 교육청이 지정한 교과서를 사용하였

다.97) 이와 같이 일본의 공학당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속지 내외에 중국

인 소학교를 건설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처럼 만철부속지 안팎에서 전개된 사립학교 설립 운동은 일본을 곤

94) 南滿洲鉄道株式会社地方部學務課 編, 滿鐵敎育回顧三十年, 南満洲鉄道, 1937, 

pp.191-192.

95) ｢満鉄附属地内外ニ於ケル支那側教育施設ニ関スル件｣, 支那ニ於ケル利権回収問題一

件, 日本外務省記録, 1924.5.2, pp.468-473.

96) 「支那側ノ教育権回収ニ関スル件」, 外国学校關係雜件/中国の部 第二卷, 日本外務

省記録, 1929.4.26, pp.269-271.

97) ｢昌圖縣双庙子小學校ニ関スル件｣ , 支那ニ於ケル利権回収問題一件, 日本外務省記

録, 1924.4.16, pp.47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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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스럽게 하는 것이었다. 관동청 警務局은 각 警務署長에 대한 訓示에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용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만철부속지 바깥

에서 일어나는 일을 간섭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98) 관동청 경무국

장이 보기에는 교육권 회수운동을 계속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 만주로 이

주할 일본인에게도 불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교육권 회수 요

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9) 관동청 外事部長 代理 山崎平吉 

또한 만철 理事 松岡洋右에게 보낸 편지에서 “될수록 지나 측의 오해 및 

반감을 사지 말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100) 이는 관동청이 

공식적으로 표방해온 강경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었다. 이처럼 일본은 

중국 교육권 회수운동의 움직임을 주시하였고 그것이 만주 통치를 위협

할 것을 우려하였다. 

한편 중국은 교육권을 회수할 능력이 없으므로 교육권 회수운동은 곧 

잠잠해질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었다. 黑龍江 吳督軍은 교육권 회수운동

은 만주 군벌 장작림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왜냐하면 

당시 만주는 북경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聯省自治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奉直戰爭이 끝난 후 아직 화의가 체결되지도 않았는

데, 張作霖이 교육권 회수운동을 추진할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이 일본학교를 회수하여 경영한다 하더라도 재정이 부족함은 물론 

정치적 혼란 상태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

다.101)

그러나 교육권 회수운동은 학생들의 반일 시위와 동맹휴교의 격렬한 

형태로 발전하며 관동주와 만철 당국을 더욱 곤경에 빠뜨렸다. 이는 직

접적으로 1925년 상해에서 일어난 5·30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상

98) ｢満鉄附属地内外ニ於ケル支那側教育施設ニ関スル件｣, pp.471-473.

99) ｢教回問題ニ関スル支那人ノ談話｣, 支那ニ於ケル利権回収問題一件, 日本外務省記

録, 1924.5.14, pp.514-515.

100) ｢附属地ニ於ケル支那人教育施設ニ関スル件｣, 支那ニ於ケル利権回収問題一件, 日

本外務省記録, 1924.6.5, pp.575-577.

101) ｢教育権回収問題ニ対スル吳督軍ノ談片｣, 支那ニ於ケル利権回収問題一件, 日本外

務省記録, 1924.5.17, pp.53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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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한 일본 공장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에 항의하여 파업을 

벌인 것이 노동자와 경영자 측의 무력충돌로 발전하여 다수의 중국인 사

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파업과 불매 운동을 비롯한 반제

국주의 운동이 전국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이는 교육계에도 적지 않

은 영향을 주었는데, 5.30운동 발생 후 국내 외국인 설립 학교는 큰 영

향을 받았는데, 上海의 교회학교였던 聖約翰大學校에서는 중국인 학생 

전원이 자퇴하고 중국인 교사 전원이 사직하였다.102)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주에서는 6월 초부터 격렬한 排日시위가 전개되

었다. 일본학교의 중국인 학생들은 同盟休校를 추진하기도 하였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이 시위와 집회 활동을 이유로 休校 처분을 받기도 하였

다. 특히 公主嶺農業學校에서는 전체 학생 60여 명 중 10명 외에 모두 

자퇴하였고, 사태 수습에 고심하던 교장이 자살하기에 이르렀다.103) 만

주의과대학의 중국인 학생 70여 명은 학내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고, 학

생 125명이 연명으로 휴교 신고서를 제출하고 동맹휴교를 선언하였는

데, 그 중 일부는 곧 자퇴하였다.104) 

봉천성 남만중학교에서는 시위 및 집회에 참가하려는 학생들이 학교 

동의를 얻지 못하자 전원 자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학교는 원래부터 

중국 기념일에 학생이 연설 또는 회의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학생 전원이 자퇴하려는 상황에 이르자, 학생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하

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28년 일본의 산동출병이 일어

나자 학생들은 또다시 시위나 집회를 추진하였고, 이에 일본 병사가 파

견되어 학교 숙소에서 감시 활동을 벌였다. 그러자 학생 측은 일본 병사

가 학업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중국인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10명의 대표를 보내 학교 교장에게 일본 병사를 철

수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

102) 常導之, ｢上海慘殺事件與收回教育權之機會｣, 中華教育界15-6, 1925.12, 

pp.5-10.

103) 竹中憲一, ｢満州｣における基礎的な研究 第3卷, 東京: 柏書房, 2000, pp.68-69.

104) 위와 같음,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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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학생 대표를 전원 퇴학 처리하였다. 이에 분노한 중국인 학생들은 

5월 28일자로 전원 자퇴하였다.105)

1928년 동북삼성이 국민정부를 지지를 선언하자 남만주의 교육권 회

수운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앞서 1927년 4월 남경국민정부가 수립되고, 

1928년 6월 국민혁명군이 북경을 점령한 상황 속에서, 만주로 철병하던 

장작림이 일본에 의해 爆死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부친 장작림의 

뒤를 이어 총사령에 추대된 張學良은 1928년 12월 29일 국민정부의 청

천백일기를 내걸어(易幟) 중앙정부에 복종할 것을 선포하였다. 이후 만

주에는 三民主義敎育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1929년 2월, 봉천성 교육청

은 全省敎育會議를 소집하고 국민정부가 결정한 삼민주의 교육취지에 따

라 三民主義敎育實施案을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관립·공립·사립학

교는 국민정부 교육부가 제정한 교육규정을 토대로 새로운 교과서를 채

택하였고, 三民主義를 정규 수업에 편입시켜 ‘國恥敎育’을 철저하게 실행

하게 되었다.106)

이처럼 삼민주의교육에 의한 ‘국치교육’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全省敎育

會議는 교육권 회수문제를 재차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이 회의에서는 

‘敎育權回收辦法’을 결의하여, 먼저 1925년부터 추진해 온 교육권 회수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난 것을 반성하였다. 그리고 “봉천성 

조계지 및 부속지에서 외국인이 경영하는 교육은 개인 혹은 단체를 불문

하고 모두 1929년 某月까지 봉천성정부 혹은 중국국적을 갖고 있는 인

민 혹은 중국인 단체에 인수인계”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또한 교육

청 중심으로 교육권 회수운동을 전개할 것을 건의하였다.107) 이를 받아

들인 봉천성 정부는 교육청 내에 교육권 회수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

고 만철이 경영하는 학교에 중국인의 취학을 금지시키는 밀령을 내리는 

105) ｢奉天南滿中學學生之退學｣, 教育雜誌20-7, 1928.7, p.14.

106) ｢支那側ノ教育権回収計画ニ関スル件｣, 在中国及満洲国各国人学校関係雑件, 日本

外務省記録, 1929.4.22, pp.58-70.

107) ｢遼寧省教育廳第二次全省教育會排日議案｣, 各国ニ於ケル教育制度及状況関係雑件/

中国ノ部 第二巻, 日本外務省記録, 1930.5.26, pp.35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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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만철부속지 근처에 우수한 교육 시설을 갖춘 소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을 입·전학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민족의식을 함양하는 교

육을 실시하여 교육권을 착실히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108)

이로부터 교육권 회수운동은 중앙정부 또는 교육당국의 주도 아래 진

행되어, 관동주와 부속지의 학생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각지의 

일본학교에서는 대규모의 동맹휴교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전학과 자퇴

를 신청하는 학생이 속출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많은 중국인 학부

모들은 자녀를 공학당에 보내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928-1929년에는 일본학교의 재적 학생 수가 상당히 적어졌고 중도퇴

학자수가 입학자수를 초과하였다. 

이처럼 교육권 회수운동이 격화되면서 일본은 중국인에 대한 교육 방

침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만철에서는 1924년부터 공학

당 폐지와 관련된 안건이 꾸준히 제출되었다. 물론 이는 최종적으로 승

인받지는 못했으나, 만철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을 줄여나

가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1927년 熊岳城·公主嶺의 농업학교, 營

口·遼陽의 상업학교 등을 폐교하려는 등 支邦人敎育放棄論까지 대두하였

다.109) 1929년에는 봉천에서 열린 全滿地方委員聯合會에서 長春地方委

員이 “공학당은 오히려 日支親善을 방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폐지를 

요망한다”고 公學堂廢止論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110)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여론이 널리 확산되었다.

만철이 중국인 교육에 매년 투입한 경비는 50만円이지만 교육 사업이 

그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 않다. 이것이 배일의 근원으로 되고 극히 심

해지면서 교육권 회수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가 만철연선에서 중국인 

교육에서 손을 떼고 이에 투입한 금액과 종사한 교육자를 일본인 교육

에 투입해야 한다. 중국인 교육 철폐로 얻는 200명의 일본인교원과 매

108) ｢支那側ノ教育権回収計画ニ関スル件｣, pp.58-70.

109) 小林治郎, 앞의 기사, 南滿教育126, 1933.4, p.9.

110) 嶋田道彌, 앞의 책, p.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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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0만円의 비용이 있으면 (일본인 학교의) 입학난의 문제도, 교수 훈

련의 효과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111)

윗글은 일본의 교육 사업이 배일운동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을 지적하고, 차라리 그 비용과 교원을 일본인 교육에 투입하는 것이 낫

다는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이 시기 남만주의 일본인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던 이른바 ‘中國人敎育不要論’으로서, 일본이 중국인 교육

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112)

이후 만철은 실업교육의 중점을 중국인으로부터 일본인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1929년부터 營口商業學校, 遼陽商業學校, 熊岳城農業學校, 

公主嶺農業學校, 撫順礦山學校 등 중국인 대상의 실업교육기관이 상업실

습소, 농업실습소, 공업실습소 등 일본인 대상의 실업교육기관으로 개편

되었다.113) 1931년에는 공학당을 공학교로 개칭하고 교과목명도 개정하

였으며, 교과서 내에 손문, 청천백일기 등을 적당히 삽입하였다. 이른바 

“지역 중국인에 순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었다.1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교육권 회수운동은 동맹휴학운동의 고조와 

함께 계속되었다. 예컨대, 1929년 여순사범학당에서 학비 인상에 반대하

는 동맹휴학이 일어났다. 운동은 재빨리 진정되었고 대부분 학생은 복학

하였다. 비록 이번 동맹휴학의 계기는 학생과 학교의 경제적 갈등으로 

보이지만 학교 당국은 중국의 교육권 회수운동의 상황과 관련 있다고 인

식하였다.115) 그러나 1931년 9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이듬해 

111) 吉浦富吉, ｢吉浦氏の満洲教育上特に改善を要すべき点｣, 南滿教育99, 1930.1, 

pp.76-83.

112) 만철부속지의 공학당에 대한 ‘公學堂敎育不要論’과 ‘公學堂敎育擁護論’의 논쟁과 

관련하여 山本一生, ｢公学堂教育不要論争に見る公学堂の存在意義-南満教育の分析を

通して－｣, 東京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44, 2004 참고.

113) 南満洲鉄道株式会社地方部学務課 編, ｢満鉄教育沿革史(草稿)｣, 滿洲國敎育史硏究會

編 ｢滿洲·滿洲國｣敎育資料集成(16卷 敎育通史Ⅱ), 東京: エムティ出版, 1993, 

p.1845.

114) 小林治郎, 앞의 기사, 南滿教育126, 1933.4, pp.10-11.

115) ｢昭和四年同盟休学概況｣, 各国ニ於ケル教育制度及状況関係雑件/中国ノ部 第二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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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洲國’을 수립함으로써 중국의 교육권 회수운동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웠다.

日本外務省記録, 1930.5.26, pp.3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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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권과 학교선택권의 괴리

중국 關內에서는 교육권 회수운동이 대략 1924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대상은 주로 교회학교였는데, 광주의 聖三·一學校를 비롯하여 汕頭, 廈

門, 長沙 등지로 확산되었다. 특히 聖三·一學校의 학생들은 ‘투쟁선언’을 

발표하여 노예교육을 반대하고 교육권을 회수하며,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였다.116) 이러한 학생들의 활동은 광주 내 각계각층의 동정과 지

지를 받았는데, 여러 학교에서는 聖三·一學校를 그만둔 학생들을 받아들

임으로써 교육권 회수운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에 광주 학생들

은 광주학생연합회를 중심으로 廣州學生會收回敎育權運動委員會를 결성

하였고, 이후 廣東 聖心學校, 長沙 雅禮大學 등의 교회학교에서도 학생

들의 수업 거부와 전체 퇴학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다.117) 학생들은 학

교 내에서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회복’, ‘노예교육 반대’, ‘교육권 회수’ 

등을 요구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이처럼 중국 본토의 교육권 회수운동은 남만주에서보다 더욱 급진적으

로 전개되었다. 교육계의 인사들은 교육권의 회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

였는데, 中華敎育改進社, 少年中國學會, 全國敎育聯合會 등의 교육 단체

들은 1924년 중국 국내에서 외국인의 학교 설립을 금지하는 안건을 일

제히 결의하였다. 1924년 10월 開封에서 열린 全國敎育會聯合會 회의에

는 19개 省에서 35명의 대표가 참석하였고, 외국인의 교육 사업을 철수

시키고 종교 교육을 금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교육권 회수는 

전국의 일치된 여론으로 부상하여 중국인이라면 감히 공개적으로 반대하

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118) 영사재판권과 마찬가지로 교육권에 있어서는 

처음에 그 해악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때가 되어 비로소 전체 국민이 

116) ｢廣州聖三一學校學生反抗奴隸教育之宣言及其他團體之援助聲｣, 教育雜誌16-6, 

1924.6, pp.6-8.

117) 이병인, 앞의 논문, pp.215-216.

118) ｢第十屆全國教育會聯合會關於收回教育權之議決案｣, 渝声季刊6, 1925.9,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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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이었다.119)

1925년 中華教育界는 收回教育權運動號를 통해 국가주의파 교육학

자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교육권 회수운동을 널리 호소하였다. 여태까지 

많은 신문·잡지들이 교육권 회수운동을 단편적으로 언급해왔던 것과는 

달리, 전문성이 강한 論稿 12편이 하나의 專門號로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유명한 교육가이자 國家主義派인 陳啟天은 교육

주권 개념을 강조하였다. 이는 교육권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최종적

으로 국가교육권으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국가교육권은 국가가 교육주권

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본국 국적

이 없는 외국인은 본국의 영토 내에 어떠한 학교도 설립할 수 없고 본국 

국민을 교육할 수 없다”고 하였다.120) 또 다른 국가주의파 교육가 余家

菊는 교육권을 회수해야 하는 이유로 국가의 안전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일본이 남만에 설립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청나라만 알고 민국은 모르

기 때문에, 교육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극히 위험하다는 것이었다.121) 

그러나 교육권 회수운동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반론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제기되었는데, 

먼저 중국 국내 교육이 열악한 상황에서 외국학교로의 진학은 국민이 양

질의 교육을 추구하려는 자연스러운 교육선택권의 결과라는 것이었다. 

1924년 申報에서는 교육은 본래 “지극히 공평하여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므로 권리를 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위 교육권은 중국의 

애국자들이 창조한 말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외국 교육

을 배척하기에 앞서, 우선 이런 외국 교육이 사회의 믿음을 얻고 중국 

교육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원동력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설립한 학교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비판도 제

기되었다. 중국 교육계는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교

119) 古楳, ｢論國人應注意收回教育權運動｣, 醒獅25, 1925.3.28.

120) 陳啟天, ｢我們主張收回教育權的理由與辦法｣, 中華教育界14-8, 1925.2, pp.1-16.

121) 余家菊, ｢收回教育權問題答辯｣, 中華教育界14-8, 1925.2,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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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권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는 곧 본말전도라는 것이었다.122) 이

와 비슷하게 교육권 회수운동을 비판한 사례는 여럿 찾아볼 수 있다. 먼

저 真光에는 외국인이 설립한 학교를 섣불리 회수하면 수많은 평민들

이 학업 중단의 위함이 있기 때문에 교육권의 회수는 아직 시기상조이

고, 교회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

견이 제시되었다.123) 그리고 興華에는 외국인이 교육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이를 억지로 배척하는 운동은 터무

니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24) 新教育은 교육계 및 학술단체에서 교

육권 회수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회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단언하였다.125)  

이처럼 교육권 회수운동을 비판하는 글은 모두 중국의 혼란스러운 정

치 상황을 최대 난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교육권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리라 생각

하지 않았다. 이러한 심리 상황은 국민당 기관보 民國日報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교육권’을 이야기 할 때 자연스럽게 국내 정치 상황을 생각하게 된다. 

국내의 학교를 둘러볼 때 그 경비의 부족함, 인재의 부족함, 설비의 부

족함, 공기의 열악함을 이루어 다 말할 수 없다. 이는 중국이 즉시 교

육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최대의 장애이다. 소위 교육권을 회수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권을 단지 ‘權’을 먼저 느끼게 되는 ‘애국인사’

의 수중에 넣을 것을 주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반 지식이 별로 없는 

평민의 수중에 넣을 것인가? 혹은 중국 정부에 반환하려는 것인가? 만

약 중국정부라면 중국의 정부는 또한 어디에 있는가? 북경정부는 중국

의 정부인가? 만약 그가 국가명맥과 관련된 교육권을 인수하였으면 더

욱 파괴되지 않을 보장이 있는가? 정녕 회수하지 않을 때보다 나을 것

122) 陳霆銳, ｢論收還教育權｣, 申報, 1924.7.17.

123) 汪弼廷, ｢中國收回教育權的日子到了嗎｣, 真光23-7, 1924.7, pp.13-16.

124) ｢收回教育權？｣, 興華22-16, 1925.4.29.

125) 陳燮勛, ｢收回教育權應有的步驟｣, 新教育11-1, 1925.8,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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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또한 광주정부를 중국의 정부라고 인정하지만 그가 이 국가명맥

과 관련된 교육권을 인수하고 전국이 다 혜택 받게 할 수 있는가? 더

욱이 그가 지금(혹은 1-2년후) 인수하는 능력이 있겠는가? 만약 지금 

국내의 교회학교의 집‘권’자가 즉시 우리나라의 교육권을 예전 조공처

럼 우리나라에 반환하면 이를 인수하고 관할하는 것은 또 누구의 사람

인가?126)

윗글은 일본인으로부터 중국인의 교육권을 회수할 경우 교육권을 효과

적으로 행사할 주체와 양질의 교육여건은 준비되어 있는가를 직설적으로 

묻고 있다. 이는 당시 교육권 회수운동의 사회적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

다. 교육권 회수운동은 1924년부터 시작된 국민혁명, 즉 군벌 타도와 반

제국주의의 진전 속에서 나타난 운동의 일환이었다. 군벌 혼전, 제국주

의 열강의 침략과 세력 침투, 통일된 중앙정부의 부재의 사회적 현실 속

에서 교육권 회수운동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당이 

교육권 회수운동을 원칙적으로 반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육권을 회수하

여 이를 내실 있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중국은 국민혁명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 군벌

과 제국주의가 타도되기 이전에 교육권 회수는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민이 교육 사업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일어나 중국 교

육의 충분한 발달을 기대하는 점진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

다. 127)

국민당과 달리 공산당은 교육권 회수의 방법에 있어 상당히 급진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산당은 일체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관보 嚮導에서는 교육권의 철저한 회수를 주장하

였다.128) 진독수는 터키가 제1차 세계대전기간 및 1922년까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열강의 학교를 정부의 강제력으로 폐쇄한 사례를 소개하

126) 米星如, ｢收回教育權的商榷｣, 民國日報·覺悟, 1924.6.4.

127) ｢如何可以收回教育權？｣，民國日報·覺悟, 1924.6.5. 

128) 獨秀, ｢收回教育權與中國學校｣, 嚮導75, 19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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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중국 정부가 교육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차라리 외

국인의 교육권을 파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29) 동시에 중국의 북경정

부의 무능함을 비판하였고 교육권 회수를 정부와 교육계에 기대하지 않

고 중국 청년들의 자각과 스스로의 행동을 기대하였다.130) 요컨대, 당시 

국제 환경과 중국의 국력으로 정부에서 외국 교육을 폐쇄하거나 폐쇄를 

청구하는 등 행위로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남만주에서의 교육권 회수운동은 관립·사립학교의 증설 및 학생의 전

학 및 퇴학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국 관내지역을 중

심으로 전개된 교회학교의 교육권 회수운동과 비교해볼 때 규모도 작았

고 성과도 미미하였다. 그 주요 원인은 교육권 회수운동의 주체가 다른 

데 있었다. 교회학교의 교육권 회수운동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교육권 

회수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학생 운동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922년 

비기독교운동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로 인식된 상황

이 학생들의 반종교적 정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1925년에는 

교회 학교를 중국 정부에 등록하고 규제를 받아야 하는 등록법안이 발표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교회학교의 교육권 회수운동에서도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회수운동이 강렬하게 일어났던 곳은 廣東, 湖南, 福建, 河南 등 성이었고 

直隸, 山東, 浙江 등 각 성은 교육권 회수운동이 적게 일어났다.131) 교육

권회수운동이 강렬했던 곳은 정치적으로 급진주의자들의 활동이 많았던 

곳으로 급진주의 세력이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권 회수운동을 

전개했음을 의미한다.132) 실제로 혁명정부의 영향 아래 있었던 汕頭市와 

같은 지역에서는 보다 강경한 교육 등록 방법으로 결정되었다.133) 

그러나 남만주의 교육권 회수운동에서는 그 주체가 학생이 아니라 교

129) 獨秀, ｢投降條件下之中國教育權｣, 嚮導63, 1924.4.30.

130) 獨秀, ｢收回教育權｣, 嚮導74, 1924.7.16.

131) 舒新城, 앞의 책, p.43.

132) 이병인, 앞의 논문, p.233-234.

133) ｢汕頭收回教育權之急進｣, 教育雜誌18-2, 1926.2,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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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청과 교육회였다. 만주지역은 회수운동을 지도할만한 운동조직의 기반

이 취약하였는데, 이는 주로 5.4운동 이후 남만주의 혁명경험이 여전히 

부족하고, 민족운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주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었

다. 물론 중국 본토에서 시작된 배일운동의 영향을 받아 남만주의 여러 

학교에서 동맹휴교 혹은 자퇴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

이 시위를 일으킨 것은 주로 학교 내부 문제 혹은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

는 것이었고, 교육권 회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권 회수운동의 성과는 다소 미미하였다. 

              연도

  학교   항목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關東州

公學堂

학교수 8 9 10 10 10 10 10 10 10 11 11

학생수 3,653 4,306 4,605 5,071 5,589 6,277 6,846 7,378 7,810 8,396 8,718

滿鐵公學堂

(日語學堂 

포함)

학교수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학생수 - - 2,485 2,681 2,776 2,938 3,082 3,088 3,019 3,232 3,033

關東州 

普通學堂

학교수 115 118 118 119 118 120 122 122 124 125 127

학생수 17,369 18,056 18,104 17,861 17,245 18,268 19,083 20,710 21,767 23,152 24,448

旅順第二

中學校
학생수 - - - 109 140 135 140 162 192 186 201

南滿

中學堂
학생수 152 179 224 241 245 271 221 283 315 337 270

旅順師範

學堂
학생수 157 189 175 210 195 200 220 204 183 205 185

旅順工科

大學
학생수 46 73 79 94 72 46 51 59 61 59 59

南滿醫科

大學
학생수 70 75 81 84 62 - 215 254 256 255 248

출처: 関東局官房文書課 編, 関東局統計三十年誌: 明治三九年至昭和一〇年, 関東局, 1937, 

pp.682-683, p.686, p.690, p.695, pp.704-705; 関東庁内務局学務課, 関東庁学事統計

書, 1933, pp.54-55, pp.158-159; 竹中憲一, ｢満州｣における基礎的な研究 第3卷, 東

京: 柏書房, 2000, pp.181-182.

<표3> 1921-1931년 남만주 일본의 중국인 학교 및 학생수

<표3>에서 볼 때 1921-1931년 관동주의 초등교육기관인 공학당과 

보통학당은 거의 타격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만철부속지의 공학당은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

다. 관동주와 만철부속지의 공학당에 나타나는 차이는 양자가 놓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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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에 따른 통제력에서 유래한 것이다. 관동주가 만주의 남단 遼東半

島의 一角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독립된 식민통치를 실시하였지만, 만

철부속지의 교육 시설은 철도 연선의 소수 도시에 분포되어 있고 중국의 

행정권 구역에 포위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권 회수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럼에도 일본이 교육권 회수운동에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

으로 학교를 폐교 또는 축소한 것을 제외하면, 중국의 교육권 회수운동

의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남만주에서 교육권 회수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남만주 중

국인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크게 작용한 때문이기도 하였다. 

즉 중국이 국가교육권을 내세워 교육권 회수운동을 전개하는 상황 속에

서도, 양질의 교육 환경, 상급 학교로의 진학 및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

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여전히 일본학교를 선호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국

가권력에 의한 일본학교로의 입학 금지와 국민 개인의 교육선택권이 서

로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교육권 회수운동은 엇박자를 내기 시작

하였다. 1925년 商學月刊의 아래 논조는 교육권 회수운동의 진행이 

어려운 현실 상황과 그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서술하였

다.

학생들이 그들(외국)의 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이런 학교는 자연스럽

게 운영할 수 없어지고, 교육권은 당연히 외국에 빼앗기지 않고 회수하

기도 쉬워진다. 그러나 지금의 사실은 이와 반대되어, 중국의 교육계에

서 교육권 회수운동을 일으키지만 학부모는 그들의 아이를 본국 학교

에 보내는 것보다 외국 학교에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는 무엇 때

문인가? 교육당국의 책임자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학부모를 

비난하지 말고 그들도 아이가 양호한 교육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

약 진지하게 교육을 발전시키고 국내 학교의 성적이 외국인이 설립한 

학교보다 좋으면 그들도 앞다투어 아이를 전학시킬 것이다. … (그러나 

지금 중국 국내) 공립학교는 본래 경비가 충족하지만 교원은 자주 밀

린 월급 문제로 파업한다. 더욱이 군벌은 몇 년간 “교육은 전혀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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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군비를 모집할 수 

있다면 교육비를 1년 쯤 발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군대 주

둔을 위하여 학교가 3,4개월 휴교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1년의 

시간은 제한적인데 빈번하게 휴교하면 학부모들이 당연히 그들의 아이

를 외국학교로 보내지 않겠는가?134)

윗글은 중국 국내 교육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 학교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외국 학교

와 비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면 자연스레 중국인 학생도 중국 학교

를 선택하여 교육권을 회수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더욱이 중국 전체의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봉천성의 교육은 더욱 열악하였다. 1923년에서 

1926년까지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육경비는 크게 늘지 않았

기 때문에,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는커녕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리고 경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학비를 인상하다보니 학생

들의 선호도는 갈수록 낮아졌다.135)

그러나 일본의 중국인 학교의 상황은 이와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

다. 교육권 회수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배일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서도, 학부모들은 공학당이 내건 학비 면제, 교과서와 문구 지급이라는 

우대 조건에 끌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공학당 설립 초기에는 졸업생

이 기껏해야 電車長이나 만철의 종업원으로 취직하였으나, 이후에는 진

로 상황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가정형편이 좋은 집안의 아이도 많이 입학

하게 되었다. 1926년 무렵에는 공학당을 희망하는 인원이 공학당이 수

용할 수 있는 인원의 2, 3배에 이르기도 하였다.136) 그리고 다음 표에서 

보듯 이러한 추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134) 許宗英, ｢對收回教育權運動感言｣, 商學月刊42, 1926.1, pp.31-32.

135) ｢奉天教育之衰落｣, 教育雜誌18-8, 1926.8, pp.5-6.

136) 坪川與吉, ｢中国人教育を顧みて｣, 南滿教育66, 1926.11,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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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학당 
연도 희망자 수용자 수용비율 학급수 평균인원

奉天公學堂

1927 245 120 48.98 2 60

1928 273 130 47.61 2 65

1929 286 142 49.65 2 71

長春公學堂

1927 203 90 44.33 2 45

1928 306 126 41.18 2 63

1929 240 129 53.75 2 65

撫順公學堂

1927 277 154 55.59 2 77

1928 310 144 46.45 2 72

1929 255 150 58.82 2 75

출처: 飯塚南行, ｢吉浦氏の満洲教育上特に改善を要すべき点を読みて｣, 南滿教育
101, 1930.4, p.62.

<표4> 만철부속지 奉天, 長春, 撫順 공학당의 지원 및 수용 인원(1927-1929)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권 회수운동이 한창 전개되던 시기 만철

부속지에서는 공학당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 원

인으로는 높은 교육수준, 만철부속지 내 중국인 인구의 증가, 졸업 후 

취직에 유리하다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137) 그 중 취직에 유리하다

는 점은 중국인 학생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요인이었다. 일본은 중국으

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해관, 우편, 염세, 철로 및 은행 등 모든 방면에

서 일본어를 비롯한 외국어에 능통하고 일본인의 뜻에 순종하는 인재를 

모집하려 하였다.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일본이 세운 학교가 가장 

적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실제 여기서 양성된 인재를 가장 먼저 선

발하기도 하였다.138) 그래서 자녀가 좋은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학부

모는 자연스럽게 일본학교로 아이를 입학시키게 되었다. 회수운동이 일

어나고 있었던 시기 공학당 졸업생 진로 상황은 다음 <표5>와 같다. 

137) 飯塚南行, ｢吉浦氏の満洲教育上特に改善を要すべき点を読みて｣, 南滿教育101, 

1930.4, pp.60-64.

138) 力子, ｢論收還教育權｣, 民國日報·覺悟, 19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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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연도

졸업생
일본학교 

진학자

중국 

학교 

진학자

일본 회사·기관 

취직자
중국 

회사·기관 

취직자

기타

만철 기타

1924 398 263 4 14 30 10 77

1925 424 283 4 8 44 7 78

1926 472 320 4 17 16 10 105

1927 561 341 14 22 23 38 123

1928 532 333 42 21 40 7 89

1929 506 313 24 22 38 21 88

1930 589 390 36 14 19 24 106

計
3,482

(100%)

2,243

(64.41%)

128

(3.68%)

118

(3.39%)

210

(6.03%)

117

(3.36%)

666

(19.13%)

출처: 関東庁内務局学務課, 関東庁学事統計書, 1933, pp.62-63.

<표5> 1924-1930년 만철부속지 공학당 학생 졸업생 진로 상황(초등, 고등 포함)

여기서 알 수 있듯 만철부속지 공학당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일본

이 설립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졸업생 중 초등과는 

고등과로, 고등과는 남만중학당·실업학교 등을 포함한 중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였다. 졸업생의 64.4%는 일본학교로 진학하였고 3.7%만 중국 학

교로 진학하였다. 취업자 수는 많지 않지만 그 중 일본 회사·기관 취업

자의 수가 중국 회사·기관 취업자의 약 3배에 달했다. 당시 일본 회사·

기관 중에서 만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으므로, 이들 졸업생이 

대부분 만철로 흘러들어갔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 중국인의 교육열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1926년 무

렵에는 만철부속지에서 일본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소학교에까지 소

수의 중국인이 입학하였다. 학교 측에서는 이를 묵인하는 한편,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인 학생을 위하여 市街地 이외의 토지에도 공학당을 창설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139)

따라서 일본이 중국의 교육권 회수운동을 줄곧 심각한 위협으로만 받

아들였던 것 같지는 않다. 1924년 四平街공학당 창립 10주년 기념 축하

139) 步兵第三十三旅團司令部, ｢教育上に関する希望事項｣, 南滿教育64, 1926.9,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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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초청장을 받은 중국인 130여 명 중 80%나 참

석하였다. 일부 중국인은 기념 扁額과 족자봉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이

에 따라 四平街 공학당장은 비록 중국의 교육권 회수문제가 고양되고 있

으나 중국의 소학교는 일본의 공학당에 대항할 수 없고 수 년 지나지 않

아 자멸할 것이라는 자신하였다.140) 특히 장춘공학당장은 교육권 회수운

동에도 불구하고 만철의 공학당과 중학교에는 매년 입학 지원자가 증가

하고 있는데, 이는 공학당을 비롯한 일본의 교육이 중국인으로부터 널리 

인정받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하였다.141) 

1930년 開原縣 교육국이 遼寧省(原 奉天省)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훈

령에도 중국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본학교를 선택한 사정이 잘 드러

나 있다. 훈령에는 “근래 학생들은 그 본말을 전도하여 본국의 학교에 

입학하여 취학하는 것을 반기지 않고, 외국의 학교로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수가 급증한 상태”라고 하면서 가정과 아이가 국가적 관념이 없고 

눈앞의 이익에만 지배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교육권 

회수의 논리를 재차 활용하여 “단순히 국가의 교육권을 상실한 것이 아

니라, 아동 성장 후 국가적 관념이 상실되고 물질문명에 현혹되어 외국

인의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여 국가 고유의 정신을 망각하여 백가지 해로

움이 있고 이로운 점이 한가지도 없다”고 하면서 일본학교로부터 나올 

것을 권유하였다.142) 그러나 중국이 그런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기

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학교로의 진학 금지 및 퇴학 요구는 

필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어려웠다. 반면 교회학

교의 교육권 회수운동에서는 사회의 지지가 보이는데 예를 들면 상해의 

聖約翰大學에서 퇴학운동을 일으킨 후 퇴학 학생의 학부모 및 사회 각계

에서 돈을 모아 光華大學을 설립하여 퇴학한 학생을 모집하였다.143)

140) ｢四平街公学堂創立十週年記念｣, 支那ニ於ケル利権回収問題一件, 日本外務省記録, 

1924.6.4, pp.582-586.

141) 小林治郎, ｢中国人教育を回想して将来に望む｣,南滿教育66, 1926.11, pp.24-25.

142) ｢中国学生ノ外人経営学校入学阻止方訓令｣, 各国ニ於ケル教育制度及状況関係雑件/

中国ノ部 第二巻, 日本外務省記録, 1931.10.2, pp.305-306.

143) 楊思信·郭淑蘭, 앞의 책,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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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민혁명이 고조되어 남경국민정부가 수립되고 전국의 반일 풍

조가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도, 남만주의 상당수 학생들은 중국학교가 아

닌 일본학교를 다니려고 하였다. 이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교육권과 중국

인이라는 국민의 교육선택권이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은 교육권 회수운동

이 고조되었음에도 정작 빈약한 성과만을 거두고 끝나게 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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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어

본고는 중국 1920년대 남만주 일본 관할구역에 설립된 일본학교의 중

국인 교육 실태를 파악한 위에서 중국인 교육권의 귀속문제를 둘러싼 여

러 주체들의 다양한 주장과 반응을 교육권과 학교선택권의 차이에 주목

하여 검토하였다. 

러일전쟁 후 일본은 남만주의 만철부속지와 관동주에 대한 배타적 행

정권을 이양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각급 학교를 설립하고 여기에 중국인 

학생을 받아들여 교육하였다. 이들 일본학교의 수와 거기서 수학하는 중

국인 학생수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1923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인을 

교육하는 일련의 학교체계(소학-중학-대학)를 정비하였다. 그중 소학교

에 해당하는 공학당(관동주, 만철)과 보통학당(관동주)의 중국인 학생수

는〈표3〉에서 본대로 1924년 25,613명, 1930년 34,780명이었다. 적지 

않은 학생·학부모가 학비를 면제하고 양질의 교육여건을 갖춘 일본학교

를 선호한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1924년 남만주 일본 관할구역의 중국인 교육권 귀속문

제가 봉천성 교육청과 교육회의 주도 하에 제기되었다. 이는 마침 그 때 

국민혁명운동의 개시와 함께 내셔널리즘이 고조됨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 

각지에 설립한 학교들의 중국인 교육권을 회수하려는 운동과 호응한 결

과이다. 

이 때 교육권의 개념과 회수운동의 필요성 및 그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일어났다. 교육권을 국가주권으로 인식한 교육계 인사들은 중국 

영토에서 외국학교의 설립과 중국인 교육을 반대하였고 교육권 회수운동

을 널리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었는데 중국교육이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권을 회수할 경우 국민교육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조건이 없는 현실상황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교육권

의 회수를 반대하거나 점진적 방법(소극적 방법)으로 회수하자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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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교육권 회수운동은 초기에 일거 불타올라 교육권 회수위원회를 조직하

였지만 일본의 교육당국인 관동청과 만철의 강경한 대응에 부딪혀 좌절

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전국적 교육권 회수운동의 흥기의 배경 하에 중

국인 학생이 일본학교로의 입학 금지, 학교 증설 등 방법으로 운동을 추

진하였다. 그리고 군벌 치하에서 半독립적 경향을 보이던 만주가 남경국

민정부에 통합된 1928년 이후 통일된 중앙정부와 강력한 교육당국의 주

도 및 한층 강렬한 반일 분위기 속에서 운동은 고조를 맞아하여 대규모

의 동맹휴교와 함께 폐교, 학생 전학 혹은 퇴학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

였다. 이처럼 회수운동이 격화되면서 일본의 중국인에 대한 교육 정책이 

점차 소극적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교육권 회수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여전히 일본학

교를 선호하는 국민 개인의 교육선택권이 서로 반대된 방향으로 작용하

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것이 회수운동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

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1930년 중국인 초등교육 

학생수는 회수운동이 시작된 1924년에 비해 오히려 9,167명이나 증가

하였고 학교수는 6개 증가하였다.

이같은 남만주 일본학교의 중국인 교육권 회수운동의 빈약한 결과는 

같은 시기 관내지역 교회학교의 교육권 회수운동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

러진다. 관내의 교회학교에서는 학생들 자신이 회수운동의 주체로서 집

단적으로 자퇴하여 중국인 학교로 편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달리 

남만주에서는 회수운동의 주체가 학생이 아니라 정부와 교육회였고, 따

라서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는 극히 빈약하였다. 

따라서 교육권 회수운동에도 불구하고 남만주 일본학교의 중국인 교육

은 증가추세를 보이며 지속되었고, 이는 그 후 “5族協和”(汉, 滿, 蒙, 朝, 

日)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만주국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게 되는 결과

를 낳았다. 요컨대 교육권 회수운동 속에서도 많은 중국인은 개인의 학

교선택권에 따라 여전히 일본학교를 선호하고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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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는데, 이는 그 후 만주국의 건국과 통치에 필요한 중국 인력을 

이미 그 전시기의 일본학교에서 양성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교육권 회수운동은 일본학교의 중국학생들에게 중국인으로서

의 정체성을 깨닫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었다. 이 점에서 남만주에서도 

교육권 회수운동은 단기적으로 볼 때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효과, 

곧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내셔널리즘과 국민교육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본고는 그동안 학계에서 경시되었던 5·30운동이후 만주사변까지의 교

육권 회수운동의 움직임도 살펴보면서 운동의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동태적인 모습을 그려내었다. 특히 운동 주체 측의 논리에 

빠져 교육권을 국가주권으로 단순화시키지 않고 개인의 학교선택권도 고

려해 접근한 점에서, 그리고 관내 교회학교의 경우와 비교해 남만주의 

특징을 드러낸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만주국 성립 이후 중국인 학생의 역할

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일본학교

에서 교육을 받은 중국인이 그 후 만주국의 인력 구성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만주국에 대한 인식이 기타 중국학교를 다닌 학생들과 비교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교육권 회수의 논리와 실제

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추후 과제로 남겨두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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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생만 모집하는 학교 일본학생만 모집하는 학교

학교이름
설립
연도

설립
주체

학교이름
설립
연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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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滿中學堂 1917 만철 大連中學校 1918 관동청

旅順師範學堂 1918

관동청

旅順中學校 1909 관동청

奉天中學校 1919 만철金州師範學堂 1910

大連高等女學校 1914 관동청旅順公學堂 1905

旅順高等學校 1910 관동청大連公學堂 1905

大連商業學校 1910
동양협회

지회
三润堡公學堂 1905

大連高等小學校 1907

관동청

金州公學堂
(南金書院)

1905
大連第一尋常小學校 1907

小平岛公學堂 1907 大連第二尋常小學校 1909
貔子窩公學堂 1907 大連第三尋常小學校 1911
普蘭店公學堂 1909 大連第四尋常小學校 1915

瓦房店公學堂 1913

만철

旅順第一尋常小學校 1906

熊岳城公學堂 1910 旅順第二尋常小學校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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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春公學堂 1912 金州尋常小學校 1913

撫順日語學堂 1915 熊岳尋常小學校 1908

本溪湖日語學堂 1916 鐵嶺尋常小學校 1912

鐵嶺日語學堂 1918 撫順尋常小學校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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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口尋常小學校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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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日本在南滿設立的學校｣, 新教育4-2, 1922.2, pp.29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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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various arguments and reactions of 

multiple parties surrounding the issue of Chinese educational 

rights after an understanding of the status of Chinese education in 

Japanese schools established in the Japanese jurisdiction of South 

Manchuria in the 1920s. Especially, it pays attention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educational sovereignty and the righ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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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choice and analyzes the reasons why the recovery 

movement for South Manchurian educational rights did not achieve 

results as expected.

After the Russo-Japanese War, with Japan claiming that it 

earned exclusive administrative rights to South Manchuria's South 

Manchuria Railway Zone(滿鐵附屬地) and Kwantung Leased 

Territory(關東州), it began to establish schools for educating 

Chinese and these schools developed steadily. Japanese schools 

offered preferential conditions such as tuition exemption and 

employment advantages after graduation, so many Chinese 

students and parents preferred schools established by Japan. 

In this situation, the issue of the right to Chinese education in 

the Japanese jurisdiction of South Manchuria was raised in 1924, 

led by the Bongchun(奉天)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the 

Board of Education. The recovery movement for the right to 

education(收回敎育權運動), claiming that “the right to education for 

Chinese should be returned to and exerci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ctively developed in the midst of the rise of 

nationalism along with the National Revolution Movement(國民革

命)(1923-28).

At this time, various discussions occurred about the concept of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necessity of the recovery 

movement and its method. First of all, there was a strong 

argument that the right to education should be regarded as 

national sovereignty and that China should take back the right to 

education from foreign schools. There was fierce opposition to 

this argument claiming that it is necessary to respect individual 

right to education and choice of school in the Ch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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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developed educational system. This generated the opposition 

to the movement or opinions in favor of gradual recovery of the 

right to education, hence worked as an obstacle to the recovery 

movement.

The recovery movement in the Japanese jurisdiction of South 

Manchuria ignited in 1924 and made the Commission for 

Reclamation organized The movement. It seemed to have been 

frustrated by the tough response of Japan's educational authorities 

in Kantō-cho (關東㕔) and The South Manchuria Railway Co., Ltd.

(滿鐵), but kept continuing in conjunction with the nationwide 

recovery movement, which was developed as part of the National 

Revolution Movement. After 1928, when Manchuria which tended 

to be semi-independent under the rule of warlords(軍閥) was 

annexed into the Nanjing Nationalist Government, the recovery 

movement reached its peak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s educational authorities and continued to carry on 

until 1931 when the Manchurian Incident(滿洲事變) outbroke. As a 

result of frequent students’ strikes and closing down of schools 

and transfers or expulsions of students, Japan’s stance towards its 

educational policy for Chinese gradually became passive amid a 

division between hardline and moderate opinions.

However, the number of Chinese students tended to increase as 

a result of the Chinese recovery movement in Japanese schools in 

South Manchuria. At the same time, it made differences from the 

same movement in church schools inside Shanhai Pass (關內地域), 

which were that it had statistically poor performance and that the 

subjects of the movements were not students but the provincial 

government and the educational council. The main factor wa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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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trast to the recovery movement that emphasized national 

sovereignty in South Manchuria where the conditions for Chinese 

schools were poor, the focus on individual rights to choice of 

school coincided with parents’ preference for Japanese schools 

under good conditions. Chinese who were educated in Japanese 

schools then resulted in the provision of Chinese manpower 

necessary for the founding and governing of Manchukuo(滿洲國). 

Nevertheless, the recovery movement resulted in an implicit effect 

that played a part in promoting the nationalism of students to a 

certain extent. 

This paper is unique in that it considers not only the recovery 

movement for the right to education from the May 30 Movement

(五卅運動) to the Manchurian Incident, which has been neglected 

by the literature, but also approaches individual choice of school 

without simplifying the right to education as national sovereignty 

and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Manchurianism in 

comparison to church schools. 

Key words: right to education, recovery movement, 

     educational sovereignty, rights of school-choice, 

     Kwantung Leased Territory, Manchuria Railway Zone

Student Number : 2016-2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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