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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필자는 한국학계의 식민지 근 화 논쟁을 검토하면서 일제강 기 민족문제를 

*  본 연구는 2016년도 가톨릭 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 학교 인문학부 국사학 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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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도 안 되지만, 그 다고 그 시 성과 역사성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

은 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 다. 민족문제의 시  심성과 상 성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한국근 사의 실체에 근하는 동시에 오늘날 한국사회 내

부는 물론 한일 사이의 역사분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리란 단에서이다.1)1)

필자가 보기에 일제강 기 민족문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지표는 ‘민족억압, 민

족수탈, 민족차별, 민족말살’이다. 이 4  지표는 그동안 한국근 사 연구자 사이

에서 자명한 제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하여 그 실체, 구조, 특성, 

그리고 작동원리를 ‘객 으로’ 밝 내려는 노력은 다소 소홀했다. 이런 모습은 

식민통치의 야만성을 당연시하는 식민지 수탈론자의2)
2)민족주의  역사인식이 

그동안 한국사회의 근 사 인식을 주도했던 사정과 무 치 않다. 반면 이에 비

인 식민지 근 화론자나 탈근 론자의 연구에서는 사정이 더욱 심한 편이

다. 이들은 민족문제의 4  지표 자체를 아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민족문제의 4  지표는 그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채 민족 정서에 

안주해 통용되거나, 심지어 이론 , 실증  측면에서 논란의 상이 되고 있다. 

민족수탈 문제가 특히 그러하다. ‘  수탈론  수출론’, ‘토지 수탈론  토지제

도 근 화론’의 갈등은 단 인 사례이다. 

‘민족 수탈’ 문제에 비해 사정은 덜 하지만, ‘민족차별’ 문제도 심도 있는 연구

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와 련하여 리․사원의 임용․임 ․보

직․승진, 학제(學制), 도시 인 라 등에 나타난 민족차별의 양상 등은 부분 , 

상 으로 밝 졌다. 그러나 그 차별을 면 , 심층 으로 해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컨 , 한국근 사 연구에서 ‘민족차별’ ‘식민지 차별’ ‘조선인

1) 정연태, 2011 �한국근 와 식민지 근 화 논쟁: 장기근 사론을 제기하며�, 푸른역사; 

2015 ｢일제의 한국 지배에 한 인식의 갈등과 그 지양; 한국 근 사 인식의 정치성｣ �역

사문화연구� 53. 

2) 1990년  식민지 근 화 논쟁 이래 행 으로 통용되고 있는 식민지 수탈론, 식민지 근

화론이란 용어는 일제를 주체로, 한국과 한국사회를 객체로 보는 비주체  역사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있다. 이에 필자는 식민지 수탈론을 주체  근 화론, 식민

지 근 화론을 타율  자본주의 근 화론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한 바 있다(정연태, 

2014 �식민권력과 한국농업: 일제 식민농정의 동역학�, 서울 학교출 부, 3-4면). 그러나 

독자의 혼동을 이기 해 본고에서는 기존 용례를 그 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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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차별’이란 개념어가 들어간 제목의 논문이나 서는 찾기 어렵다.

필자는 이 을 의식하여 식민지  민족차별의 구체  실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명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3)3)구체 으로 소개하면, 한․일 공학 등학교인 충

남 강경(江景)상업학교의 사례 연구를 통해 학교 당국과 교사의 학생 선발․지

도․평가와 학생의 취업 과정에서 민족차별이 때론 노골 으로, 때론 묵시 으

로 자행 음을 구체 으로 밝혔다. 그 과정에서 이런 차별을 법 , 제도  민족

차별과 구별하여 ‘ 행  민족차별’이란 새로운 용어로 개념화하고자 했다. 주지

하듯 일제는 식민통치를 하면서 이념 으로는 민족 무차별 동화(一視同仁)를 표

방했으나 실제로는 민족차별을 자행했다. 그리고 민족 무차별 동화의 이념과 민

족차별의 실제 사이에 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성, 모순을 합리화, 정당화하기 

해 ‘시세(時勢)와 민도(民度) 차이론’을 내세웠다.4)4)필자의 선행 연구는 이 같

은 ‘시세와 민도 차이론’이 먹 들기 어려웠던 한․일 공학교에서도 민족차별은 

지속 고, 그 차별은 다양한 기제와 방식으로, 일상 으로 자행 음을 밝혔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필자의 선행 연구의 문제의식과 성과를 계승, 심화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민족차별과 구분되는 민족차이의 양상과 그 요인도 함께 밝

히는 동시에 법 (제도 ) 는 행  민족차별과도 구분되는 민족차별의 새로

운 기제도 찾아내 구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해 강경상업학교(이하 ‘강상’으로 

임)의5)
5) 퇴생 학 부를 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석했다. 이 학 부는 

퇴생의 재학  학업성 , 학사징계와 성행(성품과 操行) 평가 내역, 건강 상태, 

3) 정연태, 2012a ｢일제강 기 한․일공학 등학교의 행  민족차별: 충남 강경상업학교

의 사례｣ �한국사연구� 159; 2012b ｢한․일공학 등학교 졸업생의 일제하 진로와 해방

후 변화: 충남 강경상업학교의 사례｣ �한국문화� 60. 

4) 권태억, 2001 ｢동화정책론｣ �역사학보� 172; 정연태, 2005 ｢조선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

의 한국 과 식민통치; 진  민족동화론과 민족차별 폭압정책의 이 성｣ �한국 근 사

회와 문화�Ⅱ(권태억 외), 서울 학교출 부.

5) 강경상업학교는 1920년에 강경면 경  간이 농업학교가 논산군 경  2년제 학교로 인가돼 

개교했다. 곧바로 1921년에 충청남도 지방비로 운 되는 3년제 을종(乙種)학교로 승격했

고, 1925년에는 5년제 갑종학교로 승격했다. 그리고 1937년에는 학년별 학 수도 1개에서 

2개로, 총정원도 25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났다. 1944년에는 일제의 시책에 의해 일시 공

업학교로 개편 으나 1946년에 6년제 상업 학교로 복구 다(정연태, 2012a 앞의 논문, 

154-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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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신분, 직업, 거주지, 그리고 퇴사유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퇴양상을 둘러싼 민족차이와 민족차별의 문제를 아주 구체 이고 생생

하게 보여주는 귀 한 사료라고 단한다. 

강상에는 공립 등 실업학교로 개교한 1920년부터 해방 이 까지 퇴생 학

부 등이 5권으로 별도 편철, 보 되어 있다.6)6)제1~3권은 100 내지 200명 단

로 제0부 ｢학 부: 반도(半途)퇴학자( 는 도 퇴학자)｣란 표지로 편철되어 

있고, 제4권에는 500번째 이후의 퇴생 학 부가 모아져 있다. 이들 학 부에는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으나, 도 에 결본이 있거나 동일 번호가 복 부여된 경

우가 있으며 번호 없이 편철된 것도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작성된 학 부의 

일부도 제4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분석 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제1~4권의 학

부를 편철 순서 로 일련번호를 붙여보면, 어도 13명분 이상의 학 부가 망

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지막 제5권은 태평양 쟁 말기인 1944, 45년에 입

한 일인 12명의 학 부가 ｢학 부: 군부 입교(入校)․입 (入隊)․입단(入團)에 

의한 휴학｣이란 표지에 묶어져 있다. 이 게 보면 제5권은 입 7)
7)휴학생의 학

부철인 셈이다. 그러나 강상 당국은 당  입 자를 모두 퇴학 처리했으나 충청

남도 학무과 제90호 규(1944.8.30.)에 의해 뒤늦게 퇴학 처리를 취소하여8)
8)그 

6) 본고 비 과정에서 학 부를 비롯한 소장자료의 열람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신 강경상

업고등학교 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문의 이창언 원장님의 자문 

덕분에 결핵을 비롯한 질병 련 의문 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하는 마음을 하고 싶다. 한편, 자료 열람 과정에서 수고해  가톨릭 학교 국사학과 

학원생인 이상 군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한다. 학 부를 열람할 때 개인 신상정보를 보

호하기 해 졸업생의 성명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열람했다. 실명 확인이 가능했다면, 민족

차이와 민족차별의 실상을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게 해명할 수 있었는데, 그 지 못한 

이 못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유익하면서도 꼼꼼한 심사평을 해주신 심사 원 선생님들

께 감사드린다. 

7) 입 , 입교, 입단은 지원 부 에 따라 달리 붙여진 명칭으로, 통념상 입 를 가리킨다. 

컨 , 동일하게 해군에 들어갔더라도 해군 항공 에 갈 때는 입 , 해군 통신학교에 갈 때

는 입교, 해군 해병단에 갈 때는 입단이라 표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 ‘입 ’란 용어로 통일해 표기한다.

8) 제5권에 편철되어 있는 학 부  하나의 ｢퇴학, 학｣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기되

어 있다. “소화19년 5월 26일 해군주계병(主計兵)으로 입단하기 해 퇴학. 소화 19년 8월 

30일부 忠南學 제90호 규에 의해 퇴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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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부를 별도로 모아 제5권에 합철했다. 그러면서도 1942년에 입  지원한 

퇴생의 경우는 그 학 부를 여 히 퇴생 학 부에 철해 두었다. 이런 에서 

분석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이들 12명 모두를 퇴생의 범주에 포함시

켰다. 그 결과 본고의 분석 상 퇴생은 한인 243명, 일인 269명, 합계 512명

이 다.

자료와 련해 한 가지 유의할 은 학 부 기재 양식에서 몇 차례 변화가 있

었고, 1920년  개교 기와 일제말기의 학 부는 그 사이의 학 부에 비해 매

우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어 분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머지 

학 부는 기본 인 정보는 물론 학업 역량이나 성행, 그리고 제  사유에 한 

사실과 교사의 평가가 기술되어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퇴생 학 부 외에 강상과 련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다. 컨

, 학교의 동정, 학생들의 다양한 과 활동을 담은 교지(校誌), 일제말기 재학

생의 일기, 해방 후 한국과 일본에서 발간된 동창회보, 필자가 졸업생과의 면담

을 통해 확보한 증언,9)9)그리고 일반의 교사(敎史)에 비해 규모가 매우 방 하고 

내용이 비교  충실한 교사 등이 그것이다.

본고는 총 7개 장으로 구성했다. 2장에서는 퇴문제와 한 련을 가진 

등학교의 학칙과 규율 등을 살펴보고, 일제의 통계자료를 심으로 일제강

기 공립 등학교 남학생의 퇴 추세를 개 으로 정리, 분석했다. 3장에서는 

일제의 통계자료와 강상 학 부를 교차 조, 확인하면서 강상의 퇴 추세를 

사유별로 범주화하고, 사유별 추세를 분석했다. 4~6장에서는 사유별 퇴의 양

상, 요인, 특징 등에 내포된 민족차이와 민족차별의 구체  양상을 해부해 나갔

다. 특히 5장에서는 법 (제도 ) 는 행  민족차별과도 구분되는 민족차별

의 양상을 ‘사실  민족차별’이란 용어로 새롭게 개념화해 밝 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일제가 민족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해 동원했던 ‘시세와 민도 차

이론’의 논리가 먹 들기 어려웠던 한․일 공학교(共學校)에서 민족차별이 일상

9) 필자는 선행 연구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해방 이  강경상업학교 졸업생인 제17기 笠原

康雄(78세, 2000.12.30, 동경)(면담 당시의 연세, 이하 같음), 제19기 윤원병(88세, 2012. 

6.22, 서울), 제21기 김용문(87세, 2012.6.9, 서울), 제22기 윤두 (86세, 2012.6.8, 서울)님을 

면담하여 소 한 정보와 자료를 얻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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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행되는 기제를 밝 보고자 한다. 

이처럼 본고는 거시  분석에서 미시  분석으로, 개  설명에서 구체  분

석으로 한걸음씩 옮겨가면서 일제강 기 등학생 퇴양상에 나타난 민족차이, 

민족차별의 특성과 기제를 차례로 밝히고자 시도했다.

2. 공립 등학교 남학생의 퇴 추세

1) 학칙과 규율

퇴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하나는 학생이 사망, 질병, 경제난 등 

개인이나 가족 사정으로 자퇴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학사징계에 의해 강제 

퇴학되는 경우(이하 ‘징계퇴학’으로 임)이다. 후자와 련해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 학교의 규율이다. 당시 학교의 규율은 학칙과 ‘생도 주의(心得)사항’에 명

시돼 있다. 그 내용은 세부 으로는 학교마다 편차가 있으나 공립 등학교에서

는 동소이했다. 강상의 규율을 심으로 다른 학교의 사례를 곁들어 그 내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0)10)

학칙에는 학생처분과 련한 강만 간략히 시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학

사징계는 훈계(戒飭), 근신, 정학 등으로 구분되고,11)11)훈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학교장이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각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학

교마다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분명치 않다. 그  일부 사유를 보여주는 

것이 1923년에 개교한 구상업학교의 사례이다. 이에 따르면, 비교  가벼운 징

계인 훈계의 상은 동료와 싸운 자, 불손한 자, 기타가 포함 다. 그리고 정학 

상자는 시험 부정행 자, 음주․연애 등 풍기 련자, 학생의 신을 잃게 한 

10) 이하 학교 규율과 련하여 별도의 각주를 달지 않은 것은 강경상업고등학교, 1990 �江

商七十年史�에 게재된 ‘강경상업학교 학칙’(43-47면)과 ‘生徒心得事 ’(51-55면)에 의거

했다.

11) 강상 졸업생 학 부에는 이들 훈계(戒飭), 근신, 정학 이외에 벌칙, 시말서가 학사징계의 

유형으로 기록되어 있다(정연태, 2012a 앞의 논문, 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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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 그  정학 처분은 정상에 따라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으로 구분 다.12)12)

가장 엄 한 징계인 퇴학 처분과 련해서는 조선총독부의 ｢실업학교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13)13)

① 성행(性行)이 불량하여 개선될 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 성취(成業)의 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③ 계속하여 1년 이상 결석한 자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결석한 자

⑤ 출석이 일정치 않은 자

이에 따르면 징계퇴학은 성행, 학업, 결석, 이 3가지 문제와 련된 것이다. 이 

가운데 장기․무단 결석 처분 규정은 상 으로 객 이고 명료하다. 반면 나

머지 두 문제는 교사나 학교 당국의 주  단과 개입에 의해 경 의 단이 

달라질 소지가 컸다. 

성  사유 징계는 1년 3학기의 과목별 평균과 과목 평균을 토 로 일정 

수 미달 학생을 상으로 했다. 학교와 시기마다 변화가 있지만, 강상이나 구

상업학교는 낙제 과목(40  는 50  기 )이 수개 이상이거나 과목 평균 

수가 60  미달인 학생은 유 시켰다.14)14)그리고 2회 이상 유 된 자는 퇴학시켰

다. 그러나 6장에서 후술하듯이, 퇴학 처분에 향을 미치는 유  조치도 교사의 

주  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었다. 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교사의 단

과 의견에 따라 구제하여 진 시킬 수 있는 특진제(特進制)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 세 가지 문제 가운데 교사와 학교 당국의 주  단이나 개입이 강하

게 작용할 여지가 큰 것은 조행(操行) 련 규율이다. 이 규율은 ‘생도 주의사

항’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학교생활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과 사고 일체를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  학교생활과 련해서는 등교, 교실  교내외 

12) 구상고50년사편찬회, 1973 �大商五十年史�, 40면.

13)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 1932 �조선학사 규�(�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 5, 고려

서림, 1990)의 ｢실업학교규정｣, 549면.

14) 구상고50년사편찬회, 앞의 책, 39, 48면. 구상고는 낙제과목이 3개 이상인 경우에 유

시켰으나 강상에서는 낙제과목이 1, 2개인 경우에도 낙제시킨 사례들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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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실내 생활, 휴게시간 이용, 법, 의식, 시험, 운동, 청소, 기숙사 생활, 수

업료 납부, 복장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개인생활과 련해서는 음

주, 흡연, 노래, 독서, 품 차, 숙소 신고  입구 표찰(標札) 게시, 통학 규범, 

외출 복장, 야간 외출 등 사생활 반에 걸쳐 세 한 규정을 두어 통제했다. 셋

째, 집회 참가나 단체 가입 등 학생의 내외 단체 활동은 강하게 통제했다.15)15) 

특히, 음주, 흡연, 유흥업소 출입, 불량 서화(書畫)의 소지나 열람,  차, 허

가 없는 집회나 단체 활동에 해서는 ‘생도 주의사항’의 첫머리 ‘제1 (款) 풍

기’에서 련 조항을 설정하여 엄격히 지했다. 련 조항이 없어 ‘풍기’ 련 

제반 행동에 해 의혹이 있을 때는 교 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16)16) 

학생들이 이러한 규율을 제 로 수하지 않았을 때는 일차 으로 징계를 받

았고, 진학이나 취업에 결정  향을 미치는 교사의 조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그  사상 불온자, 동맹휴학 주모자, 물품 취자 등은 퇴학 처분을 받

았다. 그러나 6장에서 보듯, 징계의 수 는 일정하지 않았으며, 교사의 단과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17)17)그만큼 성행(성품과 조행) 사유 학사징계에서

는 민족차별이 자행될 소지가 컸다.

2) 계열별․민족별 퇴 추세

학 부를 통해 강상의 퇴 추세를 분석하기에 앞서 일제강 기 등학교 남

학생 반의 퇴 추세부터 거시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례 연구가 범하

기 쉬운 미시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해서이다. 이때 강상이 1920년에 설립

된 한일공학 공립 상업학교인 을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상을 선정했다.

첫째, 공립 등학교를 상으로 조사했다. 공립과 사립은 교사 구성을 포함해 

교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계 학교이자 사실상 민족 별학(別學)인 

고등보통학교(이하 ‘고보’로 임)와 학교도 조사했다. 같은 등학교이지만 

15) 등학교의 규율은 동소이한데, 그  고등보통학교의 규율에 한 상세한 소개는 박철

희, 2002 �식민지기 한국 등교육 연구: 1920~30년  고등보통학교를 심으로�, 서울

학교 학원 교육학과 박사학  논문, 105-132면 참조. 

16) 강경상업고등학교, 앞의 책, 51면.

17) 구상고70년사편찬회, 앞의 책,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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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학교 사례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실업학교 가운데서는 상업학교만을 검토했다. 당  실업계 등학교 반

을 검토하려 했으나 우선 분석 상이 무 방만해지고, 농업․수산․공업․직

업․실업보습학교 등 계열별 차이가 비교  크기 때문에 강상과의 비교에 합

한 상업학교로 국한한 것이다.18)18) 

먼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로 임)를 활용해 고보와 학

교의 퇴 추세를 비교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일반계 공립 등학교 남학생의 퇴 추세19)
19)

 (단 : 명, %)

18) 실업학교 교육 반에 한 연구로는 이원호, 1996 �실업교육�, 도서출  하우; 안홍선, 

2015 �식민지시기 등 실업교육 연구�, 서울 학교 교육학과 박사학  논문 참조. 

19) <표 1>은 1920년에 개교하여 1925년에 5년제 갑종학교로 승격한 강경상업학교의 퇴 추

세와 비교 분석하기 해 1920년부터 5년 단 로 시기 구분하 다. 다만, 5기는 �통계연보�

가 1942년 통계까지만 보여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942년까지만 포함시켰다. 이하 

<표 2> <표 3>과 같이 �통계연보�를 이용한 경우는 모두 5기의 하한을 1942년으로 설정

할 수밖에 없었다.

시기 학년도

고등보통학교(한인) 학교(일인)

체 

학생 수

퇴생 수 퇴생

비

체 

학생 수

퇴생 수 퇴생 

비일반 퇴학 사망 일반 퇴학 사망

1기

1920 1,346 255 5 19.3 2,045 280 9 14.1

1921 1,953 148 6 7.9 2,496 280 16 11.9

1922 2,966 400 13 13.9 2,850 336 46 13.4

1923 3,844 691 11 18.3 3,370 379 32 12.2

1924 4,324 868 11 20.3 3,813 322 29 9.2

평균 2,886 472 9 16.7 2,915 319 26 11.9

2기

1925 4,937 1,081 19 22.3 4,461 503 27 11.9

1926 6,050 1,078 17 18.1 4,828 451 20 9.8

1927 6,250 902 17 14.7 5,222 571 35 11.6

1928 6,671 987 17 15.1 5,437 549 34 10.7

1929 6,921 1,364 25 20.1 5,594 611 39 11.6

평균 6,166 1,082 19 17.9 5,108 537 31 11.1

3기
1930 6,666 829 19 12.7 5,667 566 26 10.4

1931 6,882 1,029 13 15.1 5,686 567 29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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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① 1920~37년 간 고보 재학 일인학생, 학교 재학 한인학생은 극소수로, 각각의 통

계에서 제외했음.20)20)

      ② 연도별 퇴생 비 =연도별 퇴생 수÷ 체 학생 수×100

    

<표 1>에서 연도별 퇴생 비 은 고보와 학교 모두 체로 감소 추세를 보

다. 이 에서 민족 간 차이는 없다. 그러나 연도별 퇴생 비 의 추세는 민족

별로 차이가 컸다. 첫째, 고보측의 비  감소폭이 더 커 4, 5기에는 민족 간 연

도별 퇴생의 비 이 역 다. 즉 1~3기에는 고보의 연도별 퇴생 비 이 

더 컸던 반면, 4, 5기에는 학교의 그것이 더 커졌다. 둘째, 한인학생이 일인학

생에 비해 공황 후의 정치 경제  정세로부터 더 큰 향을 받았다. 1929, 

31년 고보의 퇴생 비 이 주학생운동이나 공황의 여 로 일시 크게 증가

했던21)
21)반면, 학교의 그것은 미증하거나 정체했다. 셋째, 사망 사유 퇴생의 

20)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거하여 1938년부터 고보가 학교로 개칭됨에 따라 이후의 �통계

연보�에서는 고보 재학 일인학생은 학교의 수치에, 학교 재학 한인학생은 고보의 수

치에 합산한 결과만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표 1>의 1938년 이후 수치는 그 이 에 비

해 늘어났다.

21) 1930년 3월 재 주학생운동 참가로 퇴학 처분된 학생은 532명, 유시(諭示) 퇴학 처분

1932 6,948 734 12 10.7 5,843 518 21 9.2

1933 7,357 562 25 8.0 6,024 433 36 7.9

1934 7,664 544 21 7.4 6,225 516 26 8.7

평균 7,103 740 18 10.7 5,889 520 28 9.3

4기

1935 7,992 547 17 7.1 6,380 560 30 9.2

1936 8,368 499 15 6.1 6,756 478 38 7.2

1937 8,747 419 13 4.9 7,313 674 25 9.6

1938 10,317 550 14 5.5 7,954 731 39 9.7

1939 11,234 578 31 5.4 8,522 729 33 8.9

평균 9,932 519 18 5.8 7,385 634 33 9.0

5기

1940 12,981 599 30 4.8 8,873 775 32 9.1

1941 13,586 602 35 4.7 10,238 726 42 7.5

1942 14,809 614 21 4.3 11,201 802 31 7.4

평균 13,792 605 29 4.6 10,104 768 35 7.9

합계
168,813 15,880

(96.5)

407

(3.5) (100)

136,798 12,357

(94.7)

695

(5.3) (100)

체 평균
7,339.7

(100)

690.4

(9.41)

17.7

(0.24) (9.65)

5,947.7

(100)

537.3

(9.03)

30.2

(0.51)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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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 그 비율에서 민족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민족별 체 퇴생 

비 사망 사유 퇴생의 비율을 보면, 학교가 5.3퍼센트로, 고보의 3.5퍼센트

보다 1.8퍼센트 포인트 높았다. 학교는 체 연평균 학생 수나 퇴생 총수에

서 고보보다 각각 은데도 사망 사유 퇴생 총수가 한인 407명의 1.7배나 되

는 695명에 달했다. 

이상과 같은 차이는 일반계 등학교가 제반 환경과 조건이 다른 한․일 별학

(別學)인 것과 련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해 다수가 

한일 공학인 공립 상업학교의22)
22) 퇴 추세를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공립 상업학교 학생의 퇴 추세23)
23)       

 (단 : 명, %)

된 학생은 49명으로, 총 581명의 한인학생이 퇴학당하 다. 1929, 30년 동안 주학생운

동에 참여하거나 동요한 학교가 총 194개로, 그   다수인 136개교가 등학교 던 

을 감안하면, 581명  다수가 등학생인 것으로 추정된다[朝鮮總督府警務局, �朝鮮

の治安狀況�(1930년도 ), 101-103면].

22) 참고로, 1938년 재 17개 공립 상업학교 가운데, 한일공학이 아닌 학교는 3개교(경성․

부산제1․부산제2 상업학교) 다. 이들 학교의 재학생 총수를 보면, 경성상업학교는 일

인 학생만 597명, 부산제1상업학교는 일인학생 541명 한인학생 1명, 부산제2상업학교는 

한인학생만 513명이었다(조선총독부, 1938 �조선총독부통계연보�, 275-276면). 

23) <표 2>는 제1기의 시작 연도를 <표 1>과 달리 1922년으로 하 다. 이는 통계상 체계를 통

일하기 한 것이다. 제2차조선교육령이 시행되기 이 인 1921년까지는 공립 상업학교는 

사실상 일인 학생 상의 상업 수학교와 사실상 한인 상의 상업학교로 구분되었는데, 

이 양자 간 �통계연보�의 집계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자는 일반 퇴학자(半途 學 ) 

수치만을 제시하고 있고, 후자는 그 이후 연도와 동일하게 일반 퇴학자와 사망자 통계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1922년 이후 연도 통계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해 공립

상업학교 통계에서 1920, 21년도는 조사 상에서 제외하 다. 

학년도

한인학생 일인학생

체 

학생 수

퇴생 수 퇴생 

비

체 

학생 수

퇴생 수 퇴생

비일반 퇴학 사망 일반 퇴학 사망

1기

1922 1,163 145 7 13.1 1,128 138 8 12.9

1923 1,241 206 0 16.6 1,433 150 8 11.0

1924 1,270 263 5 21.1 1,686 177 8 11.0

평균 1,224 204 4 17.0 1,415 155 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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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① 진남포상공학교는 출 의 통계 연도에 따라 ‘상업학교’란에 합산되어 있기도 하

고 그 지 않기도 했으나 통계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해 모두 합산했음.
      ② �통계연보�의 1922년 ‘+3’ 표시는 ‘*3’ 표시(일인)의 착오이기에 일인 통계에 합

산했음
      ③ 경성상업학교는 일인 용 학교임에도 1928년 통계(475명)에서 모두 한인학생으

로 집계된 것은 명백한 오류임으로 일인학생 수에 포함시킴(1927, 1929년 통계 
비교) 

      ④ 연도별 퇴생 비 = 퇴생 수÷ 체 학생 수×100

<표 2>를 보면, 상업학교의 퇴 추세도 일반계 등학교와 체로 유사하

다.24)24)이런 에서 상업학교의 퇴 추세가 일반계 등학교와 차이나는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기

1925 1,493 227 5 15.5 1,756 206 12 12.4

1926 1,653 243 4 14.9 2,115 234 16 11.8

1927 1,883 239 6 13.0 2,280 230 11 10.6

1928 1,924 400 6 21.1 2,281 319 4 14.2

1929 2,147 393 9 18.7 2,406 257 17 11.4

평균 1,820 300 6 16.8 2,168 50 12 12.1

3기

1930 2,248 198 9 9.2 2,542 229 19 9.8

1931 2,358 209 4 9.0 2,269 239 4 10.7

1932 2,452 187 5 7.8 2,715 250 11 9.6

1933 2,497 97 8 4.2 3,025 202 26 7.5

1934 2,704 92 11 3.8 2,972 167 17 6.2

평균 2,451 156 7 6.3 2,705 217 15 8.6

4기

1935 2,806 75 5 2.9 3,089 142 19 5.2

1936 2,993 97 13 3.7 3,124 143 8 4.8

1937 3,213 77 11 2.7 3,268 141 9 4.6

1938 3,485 84 12 2.8 3,499 157 18 5.0

1939 4,291 115 8 2.9 3,734 167 17 4.9

평균 3,357 89 10 3.0 3,342 150 14 4.9

5기

1940 4,754 185 18 4.3 3,981 210 20 5.8

1941 5,177 150 15 3.2 4,322 165 9 4.0

1942 5,586 212 22 4.1 4,735 161 17 3.8

평균 5,172 182 18 3.9 4,346 179 15 4.5

합계
57,338 3,894

(95.5)

183

(4.5) (100)

58,360 4,084

(93.6)

278

(6.4) (100)

체 평균
2,730.4

(100)

185.4

(6.79)

8.7

(0.32) (7.11)

2,779.0

(100)

194.5

(7.00)

13.2

(0.48) (7.48)



일제강점기 중등학생 중퇴양상을 통해 본 민족차이와 민족차별·333

첫째, 주학생운동이나 공황이 상업학교 한인학생의 퇴 추세에 미친 

향은 고보의 그것보다 상 으로 작았다. 이 을 밝히기 해서는 상업학교와 

고보의 학풍, 학생의 의식, 보호자의 경제력․직업 등에 한 추가 인 분석이 

필요하다.25)25)  

둘째, 체 퇴생 가운데 사망 사유 퇴생의 비 에서 상업학교가 민족 불

문하고 일반계 등학교보다 높았고, 한인측이 특히 더 그러했다. 그럼에도 사망 

사유 퇴생 비 에서 일인이 한인보다 더 높은 양상에는 변함이 없었다. 

지 까지 <표 1>과 <표 2>를 통해 등학생의 퇴 추세를 살펴봤지만, 그 결

과 퇴율은 실제 어떻게 을까? 유감스럽게도 재로서는 퇴율을 알려주는 

정확한 통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입학생 수 비 해당 입학생 

 졸업생 수의 비율, 즉 졸업률을 산출해, 그 반 인 퇴율을 구해보고자 한

다. 문제는 이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입학생이 아닌 도 입 학생이 졸업생 

수에 합산되어 있다거나, 유  등의 사정으로 수학 연한을 지나 졸업하는 학생

도 제법 있으며, 3년제(을종) 가운데 1920년  반 후에 5년제(갑종)로 바

어 간 상업학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사 상 시기의 상업학교

가 모두 5년제 다고 가정하고 입학생의 졸업률과 퇴율을 개략 으로 추산했

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24) 다만, 한인측 연도별 퇴생 비 의 감소폭이 일인보다 더 가 르다든가, 한일 간 연도별 

퇴생 비 의 역  시기가 더 빨라졌다든가(4기에서 3기로) 하는 정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25) 고보와 상업학교 학생의 퇴 추세에 차이를 발생  한 요인은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

으나 다음 두 가지 만 지 하고 추후의 과제로 넘긴다. 하나는 상업학교에서는 실수 방

지를 한 단순 실무교육과 규격화된 활동, 그리고 엄격한 규율 등을 시하는 풍토가 있

어 학생의 창의성과 시야가 제한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졸업생의 증언(제19기 윤원병)

이다. 다른 하나는 동맹휴학 발생 건수에서 상업학교가 고보에 비해 으로나 상

으로 었던 사실도 퇴 추세의 차이에 향을 미쳤다는 이다. 1925~28년 간 2회 

이상 동맹휴학 발생 등학교의 조사결과를 보면, 고보는 16개교 49건인 데 반해 상업학

교는 3개교 7건에 불과했다. 1928년 재 고보가 총 24개, 상업학교가 14개교(일인 別學 

2개교 제외)인 에 비춰보면, 동 기간 2회 이상 동맹휴학 발생 학교의 비율이 고보에서

는 66.7퍼센트나 던 데 반해, 상업학교에서는 21.4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朝鮮總督府

警務局, 1929 �朝鮮に於ける同盟休校の 察�, 13-14면; 朝鮮總督府, 1928 �조선총독부통

계연보�). 동맹휴학 발생 건수  비율의 이 같은 차이는 상업학교가 고보와 달리 한일 

공학인 것과 련성이 컸음은 말할 나 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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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립 등학교의 졸업률과 퇴율 추산       

(단 : 명, %)

학년도

일반계 등학교 체 상업학교 강경상업학교

고등보통학교 학교 한인학생 일인학생 한인학생 일인학생

입학생 졸업생 입학생 졸업생 입학생 졸업생 입학생 졸업생 입학생 졸업생 입학생 졸업생

1922 1,402 1,004 587 568 38 17

1923 1,632 1,143 578 583 44 9

1924 1,710 1,220 612 674 37 18

1925 2,068 1,388 606 664 25 29

1926 1,893 606 1,381 527 631 221 683 262 28 29 29 9

1927 1,922 704 1,422 645 618 335 651 310 36 - 28 -

1928 1,973 780 1,454 714 612 273 677 303 33 - 24 -

1929 1,942 757 1,429 801 643 466 694 364 38 11 28 11

1930 1,949 808 1,510 824 617 321 708 381 31 13 31 16

1931 1,922 752 1,515 853 655 354 726 412 29 23 33 9

1932 1,871 846 1,558 889 650 411 751 403 29 23 29 9

1933 1,838 989 1,543 910 624 400 710 431 33 18 25 13

1934 1,888 1,130 1,662 1,012 626 472 690 426 28 24 25 14

1935 2,063 1,247 1,718 1,044 666 495 727 532 31 24 22 15

1936 2,143 1,330 1,948 1,012 765 533 734 534 32 25 25 27

1937 2,199 1,296 2,163 989 858 525 831 535 65 25 47 17

1938 2,803 1,484 2,243 1,061 890 535 901 560 62 26 50 21

1939 1,660 1,152 531 555 33 8

1940 1,830 1,400 631 574 25 22

1941 1,929 1,460 810 644 51 20

1942 2,190 1,667 989 569 47 30

합계 33,218 20,338 26,301 16,960 11,238 8,302 11,972 7,795 619 397 469 241

졸업률 61.2 64.5 73.9 65.1 64.1 51.4

퇴율 38.8 35.5 26.1 34.9 35.9 48.6

출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① <표 1>의 비고 ①과 <표2>의 비고 ① ② ③과 같음.
      ② 학년도에서 입학연도는 해당 연도 4월 기 , 졸업연도는 이듬해 3월말 기 임.
      ③ �통계연보�상 1927, 29년도 원산상업학교, 1928년도 부산제2상업학교, 1929년도 

회령상업학교의 한인 입학생 통계는 명백한 오류가 있어 수정해 반 했음.26)26)

      ④ 상업학교는 모두 5년제로 상정했음.27)

      ⑤ 강상은 1925년부터 5년제로 환된 까닭에 1927, 28학년도에는 졸업생이 없음.
      ⑥ ‘졸업률=졸업생 합계÷입학생 합계×100’이고, ‘ 퇴율=100-졸업률’임.

26) 원산․회령․부산제2상업학교는 오로지 해당 연도의 통계에서만 한인 입학생이 최  

134명, 최  180명 증한 것으로 나오는데, 후 연도의 재학생 수, 졸업생 수와 비교해

보면 명백한 오류라 명된다. 이에 이들 학교의 해당 연도 한인 입학생 수는 후 연도 

입학생 수의 평균값으로 체,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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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3>에 따르면, 일반계 등학교(남학생)와 상업학교의 퇴율은 26.1~38.8

퍼센트에 달할 만큼 높았다. 그 에서도 일인학생에 비해 월등히 힘든 입시지

옥을 거쳐 입학한 한인학생의 높은 퇴율은 실로 충격 이었다.28)28)1927~37년 

사이 공립 고보의 입학률 21.0~36.3퍼센트, 상업학교 한인의 입학률 13.8~18.8

퍼센트는 치열한 입학경쟁률을 보여주기에 충분했고, 같은 기간 학교의 입학

률 47.0~66.9퍼센트, 상업학교 일인의 입학률 38.9~57.6퍼센트에 비하면 더욱 

그러했기 때문이다.29)29)

퇴율이 이 같이 높은 속에서도 계열별 민족별로 차이를 보 다. 고보의 

퇴율이 학교의 그것보다 3.3퍼센트 포인트나 높은 반면, 상업학교에서는 그 역

으로 일인학생의 퇴율이 한인학생의 그것보다 8.8퍼센트 포인트나 높았다. 그

리고 일인학생의 퇴율은 학교와 상업학교에서 비슷했지만, 한인학생의 퇴

율은 서로 완 히 달랐다. 고보의 퇴율이 상업학교 한인학생에 비해 무려 12.7

퍼센트 포인트나 높았다. 

이상 등학생의 퇴 추세에 나타난 계열별, 민족별, 시기별 추세의 공통 과 

차이 을 정리했다. 그 에서 본고의 목표와 련해 특히 주목, 검토할 은 다

음과 같다. ① 퇴율이 매우 높다는 , ② 한일 공학인 상업학교에서는 일인학

생의 퇴율이 한인학생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다는 , ③ 체 퇴생 가운데 

27) 일반계 등학교는 1922년 이후 모두 5년제 고, 상업학교는 1923년에 14개 가운데 9개

가 3년제 상업(상공업)학교 으나 1926년에는 16개 가운데 13개교가 5년제로 환되었

다[조선총독부학무국, �조선제학교일람�(�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 54, 고려서림, 1990), 

1922, 1926년도 ]. 그러나 통계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해 모두 5년제로 상정해 계산했

다. 그런 만큼 3년제 상업학교에서는 졸업생 수가 다소 추계 다. 이런 에서 <표 3>

의 졸업률은 실제보다 다소 낮게, 퇴율은 실제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참고로 강경상업

학교의 경우 3년제 시기(1920~24학년도)의 입학생과 졸업생도 모두 포함시켜 계산해보

면, 한인학생의 퇴율은 31.7퍼센트, 일인학생의 그것은 44.9퍼센트 다. 이 결과를 토

로 보면, <표 3>의 강상 한일학생 퇴율은 실제보다 모두 4퍼센트 포인트 정도 높게 추

산된 것이라 하겠다.

28) �동아일보� 1924.3.8.,1929.3.18.,1938.2.6.,10.3. 

29) 각 학교의 입학률은 조선총독부부 학무국 학무과, 1937 �學事參 資料�(�식민지조선교육

정책사료집성� 60, 고려서림, 1990), 83, 97-98, 109면에 의거하여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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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유 퇴생의 비율에서는 상과 달리 일반계 등학교, 상업학교 모두 

일인학생이 한인학생보다 높다는  등이다.30)30) 

그러나 민족별 체 학생 수  이동 황(입학, 졸업, 퇴학, 사망)만 보여주는 

�통계연보�나, 민족별 학년별 학생 수를 집계한 �조선 제(諸)학교 일람� 등의 통

계 자료를 통해서는 이런 양상이 발생한 이유를 밝히기는 어렵다. 이하 3~6장의 

미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의문 을 푸는 실마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다.

3. 강상 학생의 퇴 추세

1) 반 인 퇴 추세

본장에서는 강상의 반 인 퇴 추세를 개 해 본 후 사유별 퇴 추세를 

세부 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강상의 퇴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통

계연보�와 학 부이다. �통계연보�에는 1942학년도(1943년 3월말)까지 한인학생 

240명, 일인학생 261명, 합계 501명의 퇴생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반면 학

부에서는 1942학년도까지 한인학생 201명, 일인학생 214명, 합계 415명의 퇴생 

학 부를, 그리고 해방 이 까지는 한인학생 243명, 일인학생 269명, 합계 512명

의 퇴생 학 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자료를 통해 강상의 퇴 추세를 정

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3>과 <표 4>를 보면, 강상의 퇴 추세도 앞장 말미에서 정리한 일반계 

등학교나 공립 상업학교의 퇴 추세 3가지와 유사한 양상을 보 다. 

30) 등학교의 연도별 퇴생 비 이 모두 감소하고 있고, 그 에서도 한인 퇴생 비 의 

감소폭이 더 가 른 , 한․일학생 사이에 연도별 퇴생의 비 이 3, 4기를 획기로 역

된  등도 주목할 만한 양상이다. 이는 한인학생과 한인사회의 역동  응과 련이 

있을 것으로 추축되나 추후의 과제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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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강경상업학교 학생의 퇴 추세31)
31)  

      (단 : 명, %)

31) <표 4>는 <표 1>~<표 3>과 달리 5기의 하한을 1945년(정확하게는 해방이 )으로 잡았

다. 이는 �통계연보�에서는 1942년까지, 학 부에서는 1945년까지 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을 감안한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이하 <표 6> <표 7> <표 11> <표 13>과 같이 

학 부에 의거한 경우는 5기의 하한을 1945년으로 잡았다.

학년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학 부

한인학생 일인학생
한인 

퇴생 

수

일인 

퇴생 

수
체 

학생

퇴생 수
퇴생

비

체 

학생

퇴생 수
퇴생 

비일반 

퇴학
사망

일반 

퇴학
사망

1기

1920 25 10 0 40.0 9 1 0 11.1

27 51921 59 4 1 8.5 19 5 0 26.3

1922 76 18 1 25 29 6 0 20.7

1923 68 31 0 45.6 30 5 1 20.0 35 7

1924 66 19 1 30.3 41 1 0 2.4 14 0

평균 58.8 16.4 0.63 28.9 25.6 3.6 0.2 14.8 15.2 2.4

2기

1925 72 7 0 8.9 53 6 0 11.3 6 7

1926 72 8 0 11.1 59 11 2 22.0 6 12

1927 69 10 0 14.5 63 16 1 27.0 10 10

1928 94 10 0 10.6 81 11 0 13.6 6 14

1929 124 6 1 5.6 84 24 0 28.6 5 19

평균 86.2 8.2 0.21 9.7 68.0 13.6 0.6 20.9 6.6 12.4

3기

1930 127 18 0 14.2 93 11 0 11.8 13 7

1931 121 22 0 18.2 92 20 0 21.7 24 19

1932 116 11 0 9.5 89 20 1 23.6 5 16

1933 124 2 0 1.6 104 6 0 5.8 2 11

1934 134 2 0 1.5 109 5 0 4.6 3 4

평균 124.4 11 0.0 8.8 97.4 12.4 0.2 12.9 9.4 11.4

4기

1935 138 2 0 1.4 112 7 0 6.3 0 5

1936 143 2 0 1.4 110 10 0 9.1 1 7

1937 183 4 1 2.7 123 7 0 5.7 8 6

1938 208 7 1 3.8 153 10 0 6.5 5 8

1939 248 12 2 5.6 164 24 3 16.5 9 12

평균 184.0 5.4 0.8 3.4 132.4 11.6 0.6 9.2 4.6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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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 연도
      강경상업학교, �학 부�

비고: ① 학 부 1920~22년의 경우 퇴 연월일이 부정확한 것이 많은 을 고려해 통합 
계산함.

      ② 연도별 퇴생 비 = 퇴생 수÷ 체 학생 수×100

그런 가운데 강상의 특수성도 나타났다. 첫째, 한인학생의 연도별 퇴생 비

은 1923학년도에 최고를 기록했다. 한인학생 체 68명 가운데 45.6퍼센트인 31

명이나 퇴했던 것이다. 둘째, 공황기에 연도별 퇴생 수나 퇴생 비 이 

민족 불문하고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일반계 등학교나 체 상업학교의 

추세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다. 셋째, 일제 말기인 5기에 한일 학생 모두 연도

별 퇴생 비 은 증가세로 반 하 다. �통계연보�에서는 볼 수 없었던 1943 

~45년의 퇴 황을 학 부에서 확인하게 되면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일인학

생의 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넷째, 체 상업학교에서와 마찬

가지로 강상에서도 한일 학생 간 퇴율 격차는 컸다. 한인학생의 퇴율이 35.9

퍼센트로 일인학생의 그것에 비해 무려 12.7퍼센트 포인트 낮았다.32)32)  

이상과 같이 강상의 퇴 추세에서 등학교의 일반  공통성과 함께 특수성

32) 다만, 강상 한인학생의 퇴율이 체 상업학교 한인학생의 그것보다 9.8퍼센트 포인트나 

높은 이유는 분명치 않다. 1927~37년 사이 강상 한인학생의 입학률은 겨우 7~14퍼센트

로(정연태, 2012a 앞의 논문, 160면의 <표 2>에 의거 계산함), 같은 기간 체 상업학교 

한인학생의 입학률 13.8~18.8퍼센트보다 낮았던 을 고려하면 더욱 그 다.   

5기

1940 272 13 1 5.1 173 17 3 11.6 11 23

1941 296 11 0 3.7 180 16 1 9.4 4 11

1942 297 11 0 3.7 190 22 0 11.6 9 21

1943 - - - - - - 27 9

1944 - - - - - - 11 32

1945 - - - - - - 2 4

평균 288.3 11.7 0.3 4.2 181.0 18.3 1.3 10.9 12.8 20

합계
3,132 240

(96.4)

9

(3.6) (100)

2,160 261

(95.6)

12

(4.4) (100)

243 269

체 평균
136.2

(100)

10.4

(7.66)

0.4

(0.29) (7.95)

93.9

(100)

11.3

(12.08)

0.5

(0.56) (12.64)

9.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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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33)
33)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연유를 이하 2 과 4~6장을 통해 조 씩 살

펴보겠다. 

2) 사유별 퇴 추세

퇴는 크게 자퇴와 징계퇴학으로 구분된다. 이들 퇴의 사유는 체로 학

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거나 추론 가능하다. �통계연보�로는 사망 사유 

퇴 외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34)34)강상 학 부는 그 양식에서 몇 차례 변

화가 있었으나 체로 퇴 사실과 연유를 시해야 하거나 기술할 수 있는 공

간이 설정되어 있다. ｢ 학, 퇴학｣ ｢징병, 사고｣ ｢비고｣란이 그것이다. 이 공간에

서 담임교사의 기술 내용을 종합하면, 강상의 퇴사유는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 먼 , 자퇴 사유로는 ① 가정사정, ② 질병, ③ 사망, ④ 학, ⑤ 사범

학교 등 입학, ⑥ 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정사정은 이사, 가계난(家計

難), 보호자 사망, 기타 등 학생 본인 이외의 각종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분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징계퇴학의 사유는 ① 성  불량, ② 비행(非行), ③ 

사상․운동, ④ 결석(무단 는 장기 결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비행과 사

상․운동은 모두 강상의 학칙과 규율을 반한 성행 불량에 해당한다. 그러나 

33) 이외에 강상의 1기 연도별 퇴생 비 이 일반계 등학교나 상업학교 일반에 비해 매우 

높다는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후술하거니와 동맹휴학의 여 와도 련

된 것이지만, 개교 기의 특수한 사정도 향을 미친 결과이다. 강상이 개교 기인 데

다가 학년제(2년제→3년제→5년제)도 연이어 늘어남에 따라 체 학년의 학생이 충원되

기 이 까지는 1기의 연도별 퇴생 비 이 그만큼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검토한 일반계 공립 등학교나 체 상업학교의 연도별 퇴생 비 이 1920년

에 상 으로 높게 나온 것도 학교 신설, 학년제 연장, 학  증설에 따른 향과 무

치 않다고 본다.

34) 다만, 머리말에서도 언 했듯, 강상 학 부도 일부 망실 다는 에서 자료  한계는 있

다. <표 4>에서 보면, 1920~42학년도 강상의 퇴생 수는 차이가 있다. 학 부를 통해 

집계한 수치가 �통계연보�의 수치에 비해 한인학생 46명, 일인학생 39명, 합계 85명이나 

다. 머리말에서 밝힌 13명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더욱이 1943~45학년도 사이

는 �통계연보�가 발행되지 않은 을 감안하면, 망실된 퇴생 학 부는 더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럼에도 학 부에는 �통계연보�를 통해 제기된 의문을 풀어  단서가 풍부하

다는 , 그리고 <표 4>에서 보듯, 학 부와 ｢통계연보�의 통계 수치가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 다는  등을 고려하면 학 부는 퇴문제를 헤치는 데 유익한 자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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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음주, 시험부정, 유흥업소 출입 등 일반  이탈 행 와 이른바 사상불순이

나 동맹휴학 주도 행  등은 일제의 학칙과 규율에 의해 모두 성행불량으로 규

정된 것이기는 하나 양자의 성격은 히 다르다. 이에 본고에서 자는 ‘비행’

으로, 후자는 ‘사상․운동’으로 구분해 분류했다.

문제는 학 부에 따라 퇴사유 분류가 쉽지 않은 경우가 지 않다는 이

다. 이런 경우를 유형화하면, ① 퇴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유형, ② 퇴사유를 

복수로 기재한 유형, ③ 퇴사유를 기재했으나 그 사유가 형식 인 것임을 밝

히고 실제 사유를 부기하거나 기재된 퇴사유가 제반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의심되는 유형 등이 있다. 이들 유형의 학 부를 만나면, 학업성 , 성행 

평가, 결석 일수, 신체검사, 상벌, 보호자 사정 등의 다른 기록도 함께 종합, 교

차 검토했다. 이를 통해, 퇴사유를 찾아내거나, 주된 사유를 특정하거나, 기재

된 명목상의 사유 신 실제 사유를 밝 냈다. 이  ① 유형에서 일부는 퇴사

유를 찾아내 분류했으나 다른 일부는 그 사유를 알 수 없어 ‘미상’으로 분류했

다. ② 유형은 상 으로 그 빈도가 낮았는데, 사유의 경 을 밝  주된 사유를 

특정해나갔다. ③ 유형에는 가정사정을 퇴사유로 명시한 경우가 많았다.35)35)이

때 교사가 비고란에 “가정사정에 의해 퇴학”이라고 기재하고, “학업 망 없음”, 

“성  소행 불량”, “학자(學資) 계속할 수 없음’ 등을 부기하는36)
36)방식의 학 부

가 제법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 사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에 ‘가정사정’을 명목상의 퇴사유로 기재한 사례를 일일이 비교 분석하여 

실제 퇴사유를 밝히고, 실제 사유를 기 으로 재분류했다. 그 결과를 정리하

면, <표 5>와 같다.

35) 소수이지만 ‘ 학’ ‘질병’ 등을 명목상 사유로 기재한 경우도 있다.

36) 1929년에 입학해 1932년에 퇴학당한 일인학생의 학 부 하단 ‘비고’란에는 ‘소화 7년

(1932) 6월 30일부로 유지(諭旨) 퇴학을 명함(가정 사정에 의한다는 형식으로). 이유는 

의 기술과 같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학 부 상단 ‘상벌 성행’란에는 야간 외출계

를 제출하지 않고 친구를 유혹하여 카페에 출입하는 등 수학 망이 어 유지(諭旨) 퇴

학을 시켰다는 취지의 기술이 있다. 이는 실제로는 성행 사유로 퇴학 처분을 내리면서도 

‘가정 사정’으로 자퇴하는 형식을 취했음을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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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강경상업학교 학 부 기재 퇴사유 ‘가정사정’의 실제사유 재분류

 (단 : 명, %)

실제

퇴

사유

자퇴 학사징계퇴학

미상 소계가정

사정

건강

(질병)

진로

(입 )

성  

불량
비행

사상,

운동
결석

한인
39

(52.0)

1

(1.3)
-

13

(17.4)

11

(14.7)

8

(10.7)

2

(2.6)

1

(1.3)

75

(100)

일인
51

(43.2)

2

(1.7)

1

(0.8)

44

(37.3)

19

(16.1)
-

1

(0.8)
-

118

(99.9)

합계
90

(46.6)

3

(1.6)

1

(0.5)

57

(29.6)

30

(15.5)

8

(4.1)

3

(1.6)

1

(0.5)

193

(100)

 출 : 강경상업학교, �학 부�

 비고: ① 재분류 상 시기: 1920~45년 해방 이 .
       ② 학 부의 ‘비고’란이나 ‘ 학, 퇴학’란에서 퇴학 사유로 ‘가정(가사)사정’만을 명기

한 것을 상으로 재분류함.

<표 5>에 따르면, 학 부에서 명목상 퇴사유를 가정사정으로 기재한 경우 

가운데 약 반가량은 실제 퇴사유가 달랐다. 그 실제사유는 부분 성 불량, 

비행, 사상․운동이었다. 주목할 은 실제사유 재분류 결과가 민족별로 조

이라는 사실이다. 그 결과를 보면, 일인학생의 실제사유가 성  불량과 비행으로 

드러난 것의 비율이 53.4퍼센트 던 반면, 한인학생의 그것은 이보다 히 낮

은 32.1퍼센트 다. 

이와 같은 재분류 작업을 거쳐 강상 퇴생 512명의 실제 퇴사유를 항목별

로 정리하면, <표 6> <표 7>과 같다.

<표 6> 강경상업학교 한인학생의 실제 사유별 퇴 추세         

(단 : 명, %)

퇴

시기

자퇴 학사징계 퇴

미상 소계가정

사정

건강 진로

성 비행
사상,

운동
결석

질병 사망 학
사범

입학 등
입  

1기 12 5 2 3 - - 13 1 8 20 12 76

2기 9 1 1 3 - - 6 3 - 8 2 33

3기 12 6 4 2 1 - 4 3 13 - 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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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 강경상업학교, �학 부�

비고: ① ‘사범학교 입학 등’은 사범학교 등 등학교 입학과 상 학교 진학을 가리킴.
      ② 입 는 군 , 군사학교 등에 입교․입 ․입단하는 경우를 통칭한 것임.
      ③ 퇴 시기의 구분은 <표 4>와 같음. 

 <표 7> 강경상업학교 일인학생의 실제 사유별 퇴 추세     

(단 : 명, %)

퇴 

시기

자퇴 학사징계 퇴

미상 소계가정

사정

건강 진로

성 비행
사상,

운동
결석

질병 사망 학
사범

입학 등 
입

1기 2 1 4 2 - 1 2 12

2기 13 4 4 3 28 6 - 2 2 62

3기 13 8 2 3 1 16 11 - 1 2 57

4기 7 12 2 2 1 8 4 - 1 37

5기 18 19 8 27 3 16 6 - 2 2 101

소계
53

(19.7)

43

(16.0)

17

(6.3)

35

(13.0)

4

(1.5)

17

(6.3)

62

(23.1)

23

(8.6)
-

6

(2.2)

9

(3.3)

269

(100)

출   비고: 와 같음

<표 6>과 <표 7>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는 볼 수도 없었고 설명하기도 힘들었

던 퇴문제의 구체상을 보여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표는 앞의 

2장과 3장 1 에서 일 되게 확인된 사망 사유 퇴의 민족차이를 이해하는 실

마리를 제공해 다. 사망 사유 퇴의 비 은 강상에서도 일인이 조  더 높았

는데, 주목되는 것은 일인학생의 질병 사유 퇴가 43명에 달하고 그 비  역시 

한인학생의 그것보다 훨씬 높았다는 사실이다. 사망원인이 병사, 사고사, 자살로 

구분한다면, 이런 사실은 등학교 일인학생의 사망 사유 퇴 비 이 한인학생

의 그것보다 높았던 것은 질병에 한 상  취약성과 연 될 수 있음을 시사

해 다. 

4기 3 4 4 1 - - 2 8 1 - - 23

5기 8 11 4 7 16 2 1 8 2 2 3 64

소계
44

(18.1)

27

(11.1)

15

(6.2)

16

(6.6)

17

(7.0)

2

(0.8)

26

(10.7)

23

(9.5)

24

(9.9)

30

(12.3)

19

(7.8)

24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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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퇴사유의 비 에서 민족 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일 퇴사유

의 비 을 비교해 보면, 가정사정, 사망, 비행 사유 퇴의 비 은 서로 엇비슷

했지만, 나머지에서는 차이가 컸다. 한인학생은 결석, 사상․운동, 사범학교 입학 

등 사유 퇴의 비 이 높은 반면, 일인학생은 성 , 학, 입 , 질병 사유 퇴

의 비 이 높았던 것이다. 

셋째, 공황기 퇴 증가 이유와 그것의 민족 간 차이를 해명하는 데 도움주

고 있다. 이 시기 한인학생 퇴사유의 반 이상이 ‘가정사정’과 ‘사상․운동’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경제사정의 악화와 진  사회운동의 분 기가 이 

시기 한인학생 퇴 증가의 주요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일인학생의 

퇴 증가에는 경제  요인보다 학생 개인의 이탈인 ‘비행’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학생의 비행 사유 퇴가 2기의 6건에서 3기의 11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넷째, 한일 학생의 퇴가 일제말기인 5기에 증가 추세로 반 한 원인을 설명

해 다. 이 시기에 학, 사범학교 등 입학, 입 , 질병 사유 퇴 학생이 증한 

것이다. 이들 사유는 일제가 쟁 총동원을 강행하던 사회 상황과 연 된 것이

라 주목된다. 동시에 이들 사유의 퇴 비 에서 민족별 차이가 뚜렷한 도 

에 띈다. 일제말기에 한인학생은 총 17명  16명이 사범학교, 그 에서도 13명

이 1943년에 개교한 사범학교37)
37)입학 사유로 퇴했다. 반면, 일인학생은 17

명이나 입 를 해 퇴했다. 그리고 27명은 학 사유로 퇴했으며, 그  10

명은 일본으로 학해 갔다.38)38)일제의 쟁 총동원에 해 한일 학생이 선택한 

37) 1930년  반부터 등학교 교원 부족사태가 계속되고, 황국신민화정책의 시행에 따라 

교원 수요가 증가하자 일제는 사범학교를 증설했다(김 규, 2013 �일제강 기 조선인 

등교원 시책 연구�, 서울 학교 학원 사회교육과 박사학  논문, 66-70면). 사범학

교도 그에 따라 1943년 4월에 개교하 고, 심상과(수업 연한 5년, 모집인원 150명)와 강

습과(수업연한 1년, 모집인원 200명)를 두었다. 강습과 지원자격은 학교 졸업 내지 4학

년 수료 이상 등이었다. 강상의 입학자 13명은 모두 1940년 강상에 입학해 1944년 3월말

에 4년을 수료한 자로 강습과에 입학했다(�조선총독부 보� 호외, 1943.4.1.; 5073호, 

1943.12.29.,1944.1.4.).

38) 강상의 학 사유 퇴학생은 1920~45년간 한인 14명, 일인 36명, 합계 50명이다. 그  

학 학교를 알 수 있는 경우는 44명(한인 9명, 일인 35명)이다. 이  한인학생은 일본 내 

학 2명, 국내 학 7명인 반면, 일인 학생은 국내 학 18명, 일본 내 학 1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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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는 이 게 조 이었다. 

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한일 학생 사이의 퇴사유와 그 추세는 상당한 차

이가 있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다음 4~6장은 그 이유를 구체 으로 

해명해가는 과정이다.

4. 강상 학생의 건강․입  사유 퇴와 민족차이

앞서 등학생 퇴양상에 해 �통계연보�를 통한 개  추세를 살펴보고 

학 부를 통한 사유별 추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 로 이하 4~6장에서는 사유

별 퇴양상과 그 특징을 먼  살펴보고, 자퇴든 징계퇴학이든 그 과정에서 식

민지 학교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고 향을 미쳤는지를 고민해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한일공학이란 동일한 교육공간에서 민족차별이 어떻게 발생하고 

자행 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유의할 은 민족차별과 민족차이를 일단 구분하는 것이다. 개인 사이

든 집단 사이든 차이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흔히 차이가 서열화, 계화되

고, 심지어 제도화될 때 차이는 차별로 환된다고 한다.39)39)필자가 보기에 식민

지 사회야말로 구조  조건에 의해 민족 간 차이가 서열화, 계화, 제도화되고 

그에 따라 계의 불평등성과 차별이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회 가운데 하

나이다. 필자 역시 이런 을 고려해 민족차별을 법 (제도 ) 차별과 행  

차별로 구분한 바가 있다. 그러나 식민지 민족차별 문제를 더욱 명료하게 해부

하기 해서도 불평등 계의 서열화, 계화, 제도화와의 연 성이 약한 민족차

이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에서 본장에서는 민족차이가 퇴

의 추세와 양상에 미친 요인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39) 차이와 차별의 계에 해서는 이종수, 2004 ｢사회  차별과 평등의 실 ｣ �연세법학연

구� 10-2; 마흐무드 맘다니(최 희 옮김), 2017 �규정과 지배�, 창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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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 사유 퇴와 민족차이 

퇴사유  질병과 사망 등 건강 사유는 다음 5장에서 검토할 경제 사유 못

지않게 높은 비 을 차지했다. <표 6>과 <표 7>에서 보면, 강상에서 사망, 질병 

등 건강 사유 퇴의 비 은 20퍼센트 후에 달했다. 이런 수치는 국  조사

에서도 확인된다. 1930~32년간 151개교에서 매년 발생한 5,000여 명 후의 

퇴사유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30년 23.6퍼센트(질병 19.6, 사망 4.0), 1931년 

21.7퍼센트(질병 18.4, 사망 3.3), 1932년 22.2퍼센트(질병 18.4, 사망 3.8)가 건강 

사유 다.40)40)  

여기서 고민할 은 �통계연보�를 통해 일반계 등학교, 체 상업학교, 강상

에서 일 되게 확인한 것처럼 사망 퇴의 비 이 한인학생보다 일인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강상 학 부 자료(<표 6> <표 7>)에서도 마

찬가지 다. 한인학생의 건강 사유 퇴가 17.3퍼센트(질병 11.1, 사망 6.2)인 데 

반해, 일인학생의 그것은 22.3퍼센트(질병 16.0, 사망 6.3)에 달한 것이다. 이는 

강상뿐 아니라 체 공립 상업학교에서 일인학생의 퇴율이 한인학생의 그것보

다 높은 이유  하나로 주목된다.

일반 으로 경제력, 생활 상태나 보건의료 근성에서 당시 일인학생이 한인

학생보다 더 나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러한 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

렵다. 등학생만이 아니라 일반인까지 확 해 보면 의문은 증폭된다. 실제 일제

강 기 한인의 일반 사망률은 재한(在韓) 일인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다. 1926~ 

35년 사이 한인 일반의 천분비 사망률은 재한 일인에 비해 항상 높았으며, 그 

차이는 게는 0.66퍼 (‰) 포인트에서 크게는 4.48퍼  포인트에 이르 다.41)41) 

그럼에도 사망 사유 퇴율에서 일인학생이 한인학생보다 높은 것은 어떻게 이

해될 수 있을까? 

먼  건강의 기  지표인 한일 등학생의 체격이나 양 상태부터 살펴보

자. 일제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체로 일인 등학생

의 체 가 한인학생보다 다소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24년 일제의 학생 체

40) �동아일보� 1934.2.28.

41) 조사기간에 한인 일반의 사망률이 18.85~23.89퍼 인 데 반해, 재한 일인의 사망률은 

17.76~20.04퍼 이었다(조선총독부, 1936 �조선총독부조사월보� 36-10, 123-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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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결과에 따르면, 만 13~17세의 공립 남학생의 신장, 체 , 흉  모두 

일인이 더 양호했다. 그리고 양 상태나 척주(脊柱) 상태도 일인학생이 더 좋

았다.42)42)한인학생의 체격이 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43)43)1929년 조사 결과에서

도 크게 변화가 없었다. 등학생 연령 가 포함된 11~18세 구간에서 일인학생

의 체 가 더 우량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양 상태도 갑․을․병으

로 등  매겼을 때, 일인학생은 갑 54퍼센트, 병 2퍼센트 던 반면, 한인학생은 

각각 47퍼센트, 5퍼센트로, 일인보다 나빴다.44)44)이로써 보면, 일인학생의 건강 사

유 퇴 비 이 더 높은 이유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본고는 이런 의문 을 풀 수 있는 단서를 바로 강상 학 부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학 부의 신체검사표, ‘ 학, 퇴학’란, 그리고 ‘비고’란에 당시 강상 학생들

이 걸렸던 질병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사망․질병 사유 퇴생은 물론 

다른 사유 퇴생을 포함해 확인가능한 질병명을 정리해 봤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강경상업학교 퇴생의 재학  보유 질병    

(단 : 명, %)

42) 조선총독부, 1927 �朝鮮の人口現象�, 437-448면.

43) �동아일보� 1927.11.15.

44) �동아일보� 1929.12.11. 1940년의 신체검사 조사 결과에서도 일인학생의 우세 양상은 지

속 다(�동아일보� 1940.1.4.).

45) �통계연보� 등의 자료에서 염병과 염성병은 구분, 사용 다. 염병은 당시 보통 법

분류 병명 한인 일인

정신병 신경쇠약 2 3

신경계병 뇌막염 - 1(1)

소화기병

장카타르 - 1

맹장염 - 1(1)

복수(腹水) - 1

염성병1(법정 염병)45)45) 리(赤痢=이질) - 1(1)

염성병2(결핵)

폐문 임 선 3 11(2)

폐첨 카타르 - 7(1)

늑막염 4(2) 6

늑골 카리에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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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 강경상업학교, �학 부�

비고: ① 1명이 2가지 이상 질병을 보유했을 때는 주된 질병을 기 으로 분류함.
      ② 호 속의 숫자는 사인이 기록된 사망자 수(한인 사망자 15명  3명, 일인 17명 

사망자  6명)임. 

이에 따르면, 강상의 일인학생의 유병률은 17.5퍼센트로, 한인학생의 7.0퍼센트

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는 <표 6>과 <표 7>에 나타나는 질병 사유 퇴 

비 의 민족 간 격차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민족 불문하고 다

수 질병은 폐문(肺門) 임 선, 폐첨(肺 ) 카타르, 늑막염, 경부(頸部) 임 선, 

폐침윤(肺浸潤) 등이었다. 이런 종류의 질병은 염성병(傳染性病)인 결핵일 가

능성이 매우 컸다.47)47)<표 8>에서 보듯, 결핵 의심 질병에 걸린 일인학생은 한일 

체 유병자 64명의 반을 넘어섰다.

결핵은 당시 일본에서 제2차 세계  이 까지 사망원인 1 인 일종의 국민

병이었다.48)48)그런데 1933~37년간 재한(在韓) 일인의 결핵 사망률은 32.7퍼 리

아드(‱)로, 일본 내 결핵 사망률 19.7퍼 리아드보다 1.7배나 높았다.49)49)그 원인

정 염병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 다. �통계연보�상 사인(死因)으로 집계된 염병은 

당  8종(콜 라, 이질, 장티푸스, 라티푸스, 디 테리아, 발진티푸스, 두창, 성홍열, 페

스트)이었는데, 1937년부터 유행성 뇌척수막염이 추가되어 9종이 다. 그리고 염성병

은 법정 염병뿐 아니라 결핵, 화류병, 상풍 등 많은 감염성 질병을 포함한 분류용어

로 사용 다.

46) ‘ 염성병2(결핵) 는 호흡기병’이라고 분류한 것은 경부임 선과 폐침윤이 결핵일 수

도 있으나 결핵과 무 한 호흡기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47) �동아일보� 1933.4.21., 1936.5.6., 1937.7.13., 1938.11.11.

48) 石川武美, 1940 �家庭醫學�, 主婦之友社, 99, 166면: 최은경, 2011 �일제강 기 조선 사회 

결핵 유행과 응에 한 연구�, 서울 학교 학원 의학과 박사학  논문, 21면.

염성병2(결핵) 는 

호흡기병46)46)

경부임 선 - 3

폐침윤 5 7

호흡기병
심폐농종 - 1

기 지염 - 1

이비인후병
편도선염 1(1) 1

축농증 - 1

안구  안구 부속기(附屬器) 병 안질 - 1

기타 쇄골 골 1 -

합계 17(3) 47(6)

유병률(%) 7.0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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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명하게 밝 지지 않았지만, 한인보다 높은, 일인의 결핵 유병률이 일제 보

건당국에게 큰 문제로 여겨졌다. 이에 해 일제강  기에는 기후․풍토․

생습 ․가옥구조 등의 차이가 많이 거론 으나 1920년 말 이후 세균학․면역

학의 발달에 따라 항력․면역력․생활상태 등의 차이가50)
50)더욱 주목 다. 그

럼에도 그 원인은 분명하게 밝 지지 않았다.51)51) 

여기서 주목할 은 재한 일인의 사망률이 한인에 비해 낮은 편이었지만, 그 

사망원인이 염성병이나 호흡기병인 경우에는 한인보다 매우 높았다는 사실이

다. 1925~35년의 조사에서 남성 사망자 병류별(病類別) 천분비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일제강 기 남성 사망자의 병류별 천분비    

연도 신경계병 소화기병 호흡기병 감기 염성병 순환기병 기타 합계

한인

1925 212 162 131 100 84 43 268 1,000

1930 200 184 142 92 75 49 258 1,000

1935 178 197 125 76 107 48 269 1,000

평균 197 181 133 89 88 46 266 1,000

재한

일인

1925 103 209 187 23 173 77 228 1,000

1930 105 182 172 15 170 76 280 1,000

1935 82 169 223 9 186 86 245 1,000

평균 97 186 194 15 176 80 252 1,000

출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25,30,35년도 )에 의거하여 계산함.
비고: 강상의 사례와 비교하기 해 남성 사망자만 계산함.

49) 조선총독부 기획부 제1과, 1941 �朝鮮人口ニ關スル資料(其一)�의 五. ｢人口ノ動態｣(其

一)  9. ｢在鮮內地人ノ死因別死亡率(昭和8年~12年)｣.

50) 강상 졸업생도 이와 유사한 증언을 해주었다. 한인의 결핵 유병률이 더 낮은 원인으로 김

치나 마늘을 먹는 식생활의 차이를 거론했다(제19기 윤원병님, 제21기 김용문님의 증언). 

한편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결핵 사망률은 한인이 조  더 높은 편이나 일인

과 거의 근 한 것으로 추정 다(최은경, 앞의 논문, 104-137면). 그러나 이는 일인에 비

해 한인의 결핵 사망률이 낮다는 당시 일인 의학자들의 견해를 뒤집을 만큼 분명한 근거

와 엄 한 추정에 입각한 것은 아니다.

51) 의 논문, 104-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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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 따르면, 연도마다 차이는 있으나 평균하면, 한인의 사망 원인은 신경

계병, 소화기병, 호흡기병 순으로 높은 반면, 일인의 그것은 호흡기병, 소화기병, 

염성병 순으로 높고 그 수치도 모두 170퍼 (‰)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

다. 이 가운데 결핵이 포함된 염성병이나 호흡기병의 한일 간 격차가 가장 컸

다. 여기서 주의할 은 호흡기병으로 여겨진 것도 다수가 결핵 감염과 연

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제의 조사보고에서도 확인된다. 1918년에 발행된 �조

선 생요의(要義)�에 의하면, 1916년 한인 호흡기병 사망자 다수의 사인도 폐

결핵이었다고 한다.52)52) 

결핵 감염률은 농 보다 건물과 인구가 집한 도시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

교나 공장에서, 그리고 도시나 일본 왕래 빈도가 높은 상류층에서 그 지 않은 

하류층보다 더 높았다.53)53)결핵은 특히 ‘청년성의 질환’으로서 ‘청춘의 ’으로 간

주 다.54)54)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1930~35년간 공립 등학교 이상 졸업생 

43,672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 1,128명 가운데 40.6퍼센트인 458명이 

폐결핵, 18.5퍼센트인 209명이 호흡기병으로 사망했다.55)55)

주목할 은 결핵 유병율이나 사망률에서도 재한 일인이 한인보다 높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인과 재한 일인의 상태를 비교하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염성병 환자  사망자 련 통계자료가56)
56)아니라 특정 계층이나 지역을 상으

로 한 비교  정 한 결핵 감염상태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그 사례는 다

52) 한국결핵 회, 1999 �결핵사�(재 ), 193면. 결핵 사망률은 계속 증가했다. 조선총독부의 

1932~35년 조사에 따르면, 식민지 한국 내 결핵 사망자는 연간 1만 명 후 으나, 당시 

언론에서는 결핵 사망자가 연간 4만 명인 것으로 추산하 다(같은 책, 249-251, 254면). 

53) 의 책, 245-254면.

54) 박윤재, 2008 ｢조선총독부의 결핵 인식과 책｣ �한국근 사연구� 47, 222면.

55) 동아일보� 1936.6.18( 의 논문, 222면 참조).  

56) 사인(死因) 가운데 염성병의 비 에서 한인이 재한 일인에 비해 훨씬 추계 을 가능

성은 크다. 컨 , 한인은 염병이 발병해도 격리되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설사 신고하더라도 문 지식이나 설비시설의 부족으로 

오진율이 의사보다 높은 의생(醫生)에게 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결핵은 법정 

염병이 아닌 까닭에 의사(의생)의 보고 의무조차 없었다. 그 때문에 보고된 발병 건수도 

실제보다 더 을 수 있었다(최은경, 앞의 논문, 51-54면). 앞서 제시한 <표 9>에 나타난 

염성병의 한일 간 천분비 격차도 이런 맥락을 감안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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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가지이다. 

하나는 1942년에 경성제  재학 인 한일 학생 1,058명을 상으로 1차로 투

베르쿨린 반응 검사를 하고, 2차로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자를 상으

로 보건 요주의자를 분류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1차 검사 결과 반응 양성률

은 학부에서는 한인학생 60.3퍼센트, 일인학생 66.8퍼센트이고, 과에서는 한인

학생 66.8퍼센트, 일인학생 62.8퍼센트 다. 그 에서 2차 검사 결과 보건 요주의

자로 최종 명된 자는 일인학생 33.5퍼센트로, 한인학생 25.6퍼센트에 비해 높

았다. 그 결과 일인학생이 한인학생에 비해 결핵에 한 항력은 약하고 사망

률은 높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57)57) 

다른 하나는 경성제  생조사부가 1942년에 일인 집단 이주 락인 불이(不

二)농  주민 1,484명(일인)과 한인 집단농 인 옥구(沃溝)농장 주민 1,049명(한

인)을 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이다.58)58)이 조사는 1차로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를 하고, 2차로는 1차 검사에서 반응 양성을 보인 자를 상으로 뢴트겐 간 촬

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차 검사에서 뢴트겐선(X線) 소견자로 명되

거나 의심되는 자를 상으로 각종 추가 검진을59)
59)했다. 그 결과 결핵환자로 

명된 자는 불이농 에서는 투베르쿨린 반응 양성자의 10.32퍼센트, 체 농민의 

2.24퍼센트 고, 옥구농장에서는 투베르쿨린 반응 양성자의 6.48퍼센트, 체 농

민의 2.05퍼센트 다. 경성제  조사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 로 불이농 의 

일인농민이 옥구농장의 한인농민에 비해 투베르쿨린 반응 양성율은 었지만, 

결핵발병률은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는 재한 일인을 

상으로 한 모든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고 단하 다.60)60) 

57) 경성제국 학 생조사부, 1943 ｢不二農場調査報告-衛生調査第六報｣ �朝鮮總督府調査月

報� 14-6, 20-21면.

58) 조사결과는 총 9회에 걸쳐 다음 지면에 연속 게재 다. 경성제국 학 생조사부, 1942, 

1943 ｢不二農場調査報告-衛生調査｣(第一報~第九報) �朝鮮總督府調査月報� 13-12,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59) 추가 검진으로는 타진(打診), 청진(聽診), 구 침강(沈降) 반응  객담(喀痰) 검사가 

행해졌다(경성제국 학 생조사부, 1943 ｢不二農場調査報告-衛生調査第七報｣ �朝鮮總督

府調査月報� 14-7, 56면).

60) 와 같은 자료, 56-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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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상 졸업생들도 일인학생이 한인학생보다 결핵에 더 많이 걸렸다는 사

실을 증언해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강경은 평야지 로 공기가 건조하여 폐결핵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폐결핵으로 휴학하는 바람에 유 되는 일인학생이 1년에 

4~5명씩 생길 정도 다고 한다. 결핵에 걸린 학생은 반드시 명패로 표시해야 

했는데, 그런 경우가 일인학생에게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61)61) 

일인학생의 건강 사유 퇴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들

은 결핵 유병률․사망률에서 한일 학생․농민 간 격차가 있다는  외에 더 있

다. 일인학생이 한인학생보다 양호한 체격과 양 상태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는 1924년의 조사보고이다. 이에 따르면, 안질, 청력 장애, 

귓병, 우치(齲齒) 등 질병 보유 비율에서 성별을 불문하고 일인학생이 한인학생

보다 거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62)62) 

여기에 더 고려할 은 앞서 소개한 일반  ‘체격’ 조사 통계와는 달리 등학

교의 한인학생이 ‘체력’ 측면에서 일인학생보다 우수했을 가능성이다. 복수의 졸

업생 증언에 따르면, 강상에서는 한인학생이 일인학생보다 심지어 체격도 더 좋

고 운동도 더 잘 했다.63)63)이 증언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근거자료가 있다. 강상 

교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매년 과 여름 학생 상 무도(武道) 강화훈련 

경기에서 유도와 검도 부문 입상자 수에서 일인학생보다 한인학생이 많았다. 

1934, 36~38년의 총 8회 훈련 경기에서 한인학생 입상자가 49명인 데 반해 일

인학생 입상자는 35명이었던 것이다.64)64)이 사례도 한인학생이 체력 측면에서 일

인학생보다 우수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다.

결국 건강 사유 퇴의 민족 간 차이는 한일 학생 간 ‘청년성의 질환’인 결핵 

유병률․사망률의 차이, 달리 결핵 항력과 면역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컸

다. 그리고 외형상의 일반 인 ‘체격’ 조사 결과와는 달리 ‘체력’ 측면에서 한인

학생이 일인학생보다 우수했을 가능성과 련이 있다. 

61) 제19기 윤원병님, 제21기 김용문님의 증언.

62) 조선총독부, 1927 앞의 책, 442면.

63) 제19기 윤원병님, 제21기 김용문님의 증언.

64) 정연태, 2012a 앞의 논문, 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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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  사유 퇴와 민족차이

일제는 일 쟁 이후 선의 확 의 따라 부족한 병력을 쟁에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등학교에서도 쟁 열기가 확산 다. 학생들은 본업인 공

부보다도 한층 강화된 ‘국방’ 군사훈련, 방공방첩 훈련, 출정 군인  입 자 

송행사, 몰장병 령제, 지원병 강연회, 군  문품 보내기, 쟁기념 행사 등

에 거의 매일같이 참가하거나 동원 다. 한 입  지원이나 군사 련 학교 입

학을 강요받았다.65)65) 

강상도 일제의 쟁 총동원정책에 부응해갔다. 강상의 교지와 학생의 일기에

는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는 황국신민화정책과 그 논리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노력했다. 한 황(戰況)을 소개하는 교지 특집기사를 

연이어 마련하여 쟁 열기를 고조시켰다. 강경역 에서 거행되는 입 자  출

정 군인 송행사나 귀환병사 환 행사에는 어김없이 학생들이 동원 다. 특히 

강상 재직 교사의 군 훈련소 입소 행사를 거창하게 거행했다. 교장은 쟁에 출

정한 졸업생의 편지를 교생에게 읽어주고 입 한 졸업생의 활약상을 크게 소

개했다. 그리고 사한 졸업생을 추모하는 각종 행사도 거행했다.66)66)한편 강상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자원 입 를 독려하고 강요했다. 특히 태평양 쟁의 향방을 

좌우한 미드웨이 해 에서 패배한 이후 학교와 교사들의 입  지원 권유는 더 

심해졌다.67)67) 

한인학생 가운데 일부는 일제와 학교 당국의 쟁열 고취에 향을 받았다. 

그에 따라 입  지원하는 학생들도 생겨났다.68)68)강상에서도 그런 분 기가 나타

65) 부산상업고등학교70년사편찬 원회, 1965 �부상의 70년�; 이리농림고등학교50주년기념

사업추진 원회, 1972 �이리농림50년사�; 구상고50년사편찬회, 앞의 책; 경기상업고등

학교, 1973 �경기상교50년�; 선린80년사편찬회, 1978 �善隣八十年史�; 강경상업고등학

교, 앞의 책; 마산상고동창회, 1992 �마산상업70년사� 등 각종 등학교의 교사(校史)와 

손종 , 1993 �일제 제3차 조선교육령기하 학교교육의 식민지배 행�, 경북 학교 교육

학과 학원 박사학  논문, 93-130면 참조.

66) 강경상업학교교우회․동창회, 1937~1939 �錦江� 14~16; 김덕 , �신정 학생일기�(1939 

~40).

67) 제21기 김용문님, 제22기 윤두 님의 증언.

68) 이리농림고등학교50주년기념사업추진 원회, 앞의 책, 112면; 경기상업고등학교,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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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재학생이 스스로 입수하거나 가족, 지인의 소개로 읽은 도서 목록을 보면, 

�아시아의 새벽(亞細亞の曙)� �사랑의 일본(愛の日本)� � 일본청년� �해군소년�

� 륙비상록(非常 )� 등 일제 찬양 소설․잡지 등과 과학  군사탐정 소설이 

부분이었다. 그리고 등학교 시 부터 비행학교 입학과 군인을 희망했고 

1939년에는 지원병으로 나선 친구의 이야기도 재학생의 일기에 소개되어 있

다.69)69)교사가 검열하는 일기란 을 감안해 보더라도 당시 분 기의 일단을 

해 다고 생각한다. 졸업생의 증언에 따르면, 태평양 쟁 말기임에도 군사 련 

학교를 지원하려 하거나 실제 입교해 훈련받는 학생들도 있었다.70)70) 

그러나 다수 한인학생들은 일제와 학교 당국의 입  지원 독려에 극히 소극

인 모습을 보 다. 학 부를 통해 1941~43년 졸업 정인 강상 학생(18~20

기)들의 희망 진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인학생 155명  단 1명만이 군인

을 지망하 을 뿐이다. 이는 일인학생 85명  11명이 군인 지망이었던 것과 

조를 이룬다. 그리고 징병제 시행 이듬해인 1945년 3월에도 일인 졸업생은 26명 

 8명이 입 한 반면, 한인 졸업생의 경우는 58명  1명만이 입 했을 뿐이었

다. 이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한인학생 다수가 일제의 침략 쟁에 비 조 이

거나 반일  정서를 내면에 갖고 있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71)71)

이와 같은 한일 학생의 민족 간 비는 강상 퇴의 양상에서도 그 로 반

다. <표 6>과 <표 7>에서 보듯, 강상 학생 가운데 입  사유 퇴생은 총 19명

이었다. 그  한인 2명은 육군 차병학교와 육군비행학교에 각각 입교했으며, 일

인 17명은 해군지원병 주계병단(主計兵團, 4명), 해군 갑종비행 과(甲種飛行豫

科, 8명), 해군 을종(乙種)비행 과(3명), 육군항공학교(2명)에 입 했다.72)72)그리

책, 46면; 선린80년사편찬회, 앞의 책, 352면.

69) 김덕 , �신정 학생일기�(1939~40).

70) 제19기 윤원병님의 증언.

71) 정연태, 2012b 앞의 논문, 163면.

72) 일본의 각종 육군 군사학교에 해서는 국사 사 편찬 원회 편, 1995 �국사 사 � 14

(제1 2쇄), 吉川弘文館의 ｢りくぐんだいかっこう｣, 535-536면을, 해군 군사학교에 해

서는 국사 사 편찬 원회 편, 1995 �국사 사 � 3(제1 2쇄)의 ｢かぃぐんしょかっこ

う｣, 25-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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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인 지원자 17명 가운데 14명은 1944, 45년에 입 하 고, 15명은 해군에 지

원했다. 이처럼 일제와 학교 교사의 독려에 한 한일 학생의 호응 정도는 

한 차이를 보 다.

그런데 주목할 이 더 있다. 일인학생은 부분 해군에 지원 입 했고 그

에서 11명은 해군비행 과연습생으로 입 했다는 사실이다.73)73)해군비행 과연습

생은 일 부터 설립되어 고등소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자를 선발하는 을종[통칭 

‘을비(乙飛)’라 불림]과, 1937년에 신설되어 등학교 4년(이후 3년) 학력자를 

선발하는 갑종[통칭 ‘갑비(甲飛)’라 불림]으로 구분 다. 이들은 통칭 과련(豫

科練)이라 불리었다. 과련은 수료와 함께 하사 으로 임 되고 우도 좋았기 

때문에 일본내 하층 출신 일인학생들에게는 인기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 갑비와 

을비 가운데 일부는 태평양 쟁 당시 특공 로 동원되어 상당수가 사했다.74)74) 

강상을 포함한, 식민지 한국내 등학교의 일인학생들 사이에는 바로 이 같은 

과련에도 지원하는 분 기가 퍼져 있었다.75)75)반면 한인학생들은 과련을 포

함한 일본 군  입  지원에 극히 소극 이었다.76)76) 

73) 일제는 식민지 한국에서 육군특별지원제를 1938년부터 시행하면서도 1943년에야 해군특

별지원제를 시행할 만큼 해군에 한인을 동원하는 데는 주 했다(선린80년사편찬회, 앞의 

책, 352면). 이는 함정 근무를 하는 해군의 특성상 제국 일본과 천황에 한 애국심과 충

성심이 부족한 한인을 수용했을 경우 험한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으로 

단된다. 

74) 秦郁彦 편, 1991 �日本陸海軍總合事典�, 平文社, 735면; 寺田近雄, 2011 �完本 日本軍隊

用語集�, 株式 社パブリッシング, 248-250면. 이들은 카미카제 특공 , 인간어뢰 回天, 

인간폭탄 櫻花, 육탄보트 震洋, 육탄 라이더 탑승 요원 등과 같은 자살공격조가 되어 

쟁에 참가했다가 상당수가 사했다(寺田近雄, 같은 책, 250면). 16기까지 입 한 갑비 

139,720명  6,778명이 사했고, 24기까지 입 한 을비 87,500명  4,900명이 사했다. 

특히 을비9기의 사율은 83.5퍼센트 다(秦郁彦. 같은 책, 735면).

75) 주동 학교생 131명이 해군갑비에 지원해 43명이 합격하고, 군산 학교생 12명도 합격

했는데(�매일신보� 1943.9.16., 9.24), 이 두 학교는 일인학생이 부분 다니는 학교 다

[조선총독부학무국, 1937 �조선제학교일람�(�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 60, 고려서

림, 1990), 39-40면].

76) 해군특별지원병제에 의해 동원된 한인은 총 12,166명이었다. 이들 다수는 수병(4,116), 

기술병(3,067), 정비병(2,733)으로 동원 고, 비행병이 된 자는 1944년에 진해 해병단에 

들어간 50명에 불과했다(표 수, ｢해군특별지원병제도와 조선인 강제동원｣ �한국민족운

동사연구� 59, 301-302면의 <표 7> ｢해군특별지원병 동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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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질병, 입  사유 퇴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일 학생 

간 결핵 항력․면역력과 ‘체력’의 차이, 그리고 민족정체성과 체제인식의 차이 

등이 강상 학생의 퇴양상에서 민족 간 차이를 보이는 데 향을 미쳤음을 밝

혔다.

5. 강상 학생의 경제 사유 퇴와 사실  민족차별

졸업난은 입학난, 취업난, 생활난과 함께 일제강 기 한국사회를 표상하는 사

회 상이었다. 졸업난, 즉 퇴 상은 등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모

든 교육단계에서 문제시 다. 입시지옥을 돌 한 학생의 퇴율이 매우 높은 것

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퇴를 야기하는 

요인, 즉 퇴사유에 한 사회  심은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일제 당국자는 퇴사유를 제 로 공표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봤지

만, �통계연보�에서는 사망 사유 퇴생 수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간헐 으로 이 진 퇴생 조사결과도 마찬가지 다. 컨 , 1930~32년 사이 

국 151개 등학교의 퇴생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때 퇴사유 분류 

항목은 사망, 질병, 기타, 이 3가지뿐이었다. 1930년 조사 결과만 소개하면, 조사

상자 47,148명  퇴생은 4,885명이었는데, 사유별로는 질병 957명, 사망 196

명, 기타 3,732명이었다. 퇴생의 다수인 76.4퍼센트의 퇴 사유가 구도 

알 수 없는 ‘기타’의 범주로 발표된 것이다. 이에 언론에서는 이런 발표가 퇴

의 최  사유인 동맹휴교, 사상 계 사건, 생활난을 호도하기 해 꼼수라는 비

이 가해졌다.77)77)

당시 한인학생 퇴의 최  사유로 꼽힌 것은 학자난(學資難), 즉 경제 사정

이었다. 학자난이 꼽힌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황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일제강  기간에 걸쳐 나타났다. 컨 , 1924년 등학교에서는 1,370명이 입

학했다가 겨우 730명이 졸업하여 퇴율은 46퍼센트에 이르 는데, 그 최 원인

77) �동아일보� 1934.2.2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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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자난이 꼽혔다.78)78)유례없는 풍년으로 상  호경기 던 1930년  후반

에도 마찬가지 다. 1938년 서울의 공립 문학교 이상 13개교에서 1~6월 사

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학 72명, 휴학 49명, 제명 처분 58명이었다. 이때에도 

휴학은 물론이고 퇴생 다수도 학자난 때문인 것으로 추정 다.79)79)일제 학

무국 당국자 역시 가정의 빈곤이 퇴의  사유 음을 시인하는 바 다.80)80) 

이에 학교 당국은 경제 사유로 인한 퇴 사태를 막기 해 입학원서 제출시 

학부형의 납세증명서나 재산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강상에서도 개교 

기부터 입학지원자에게 재산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런 식의 요구는 사회

문제화 다. 무산자 학부형들은 학교가 노골 인 부르주아기 화하고 있다고 비

난하는 등 격분을 토로했고, 일반 시민과 각처의 지방유지들은 선후책을 강구하

고 나섰던 것이다.81)81)이에 일제 당국도 학교의 증명서 첨부 요구를 철회하도록 

권고하기에 이르 다.82)82)

학자난이 등학생 가정에게는 더 큰 압박 요인이 을 것임은 충분히 상된

다. 거주지에서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던 등학교와는 달리 등학교 

이상은 부(府), 읍 등 도시에 소재한 탓에 하숙비 등의 부 비용이 학비부담보

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시기나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체

로 1920년 에는 월 20원(圓), 1930년 에는 월 30원 정도의 학자 이 최소한 

필요한 것으로 추산 다.83)83)1930년  임  임이 월 40원이었고, 보통학교 교

사의 실제 평균 수령액이 월 55원이었던 을 고려하면,84)84)월 20~30원의 학비 

부담은 엄청난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1920년  후반 이후 등학교 졸업자  

78) �동아일보� 1924.3.8.

79) �동아일보� 1938.6.9.

80) �동아일보� 1938.2.6.

81) �조선일보� 1925.4.21.; 강경상업고등학교, 앞의 책, 45면.

82) 이혜  외, 1997 �한국 근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291면.

83) 박철희, 앞의 논문, 74-80면; 안홍선, 앞의 논문, 228-231면. 한편 읍 소재지에 있던 강상 

학생의 경우도 1920년  말에는 월 15만원(圓)(공납  5원, 하숙비 8원, 기타 경비), 

1930년  후반에는 월 20원(공납  이외 기숙사비 10원 50 , 잡비 5원)이 필요했다고 

한다(강경상업고등학교, 앞의 책, 78-79, 103면).

84) 안홍선, 앞의 논문, 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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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진학율이 겨우 10퍼센트 후에 불과했던85)
85)만큼 산층 이상의 자녀

가 등학교에 입학했을 것으로 단됨에도 학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웠다.86)86) 

그러면 학자난은 실제로 퇴사유에 어느 정도 향을 미쳤고, 그 정도는 민

족 사이에 어떻게 달랐을까? 강상 학생의 실제 퇴사유를 데이터베이스한 <표

6>과 <표 7>이 이 을 잘 보여 다. 이 표에서 경제 사유의 범주에 넣을 수 있

는 것은 먼  ‘가정사정’으로 자퇴한 경우이다. 가정사정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

겠지만, 체로 경제사정과 연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퇴 사유에 ‘가사 

계’나 ‘이사(轉居)’ 등으로 기입한 경우가 있는데, 실상은 개 생활난이었다는 

당시 언론의 지 은 이 을 뒷받침해 다.87)87)장기 는 무단 결석에 의해 퇴학 

처분된 경우도 학자난과 연 성이 클 것으로 단된다. 장기 결석이 간혹 질병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실제 퇴사유를 기 으로 분류한 상기 

표에서 ‘결석’이 아닌 ‘질병 사유’로 분류했다. 그리고 학생 개인의 이탈에 의해 

무단결석이 발생하는 경우도 지 않았겠지만, 이때는 훈계, 근신, 정학 처분 수

에서 체로 마무리 을 것으로 단된다. 이런 에서 퇴까지 가는 경우는 

체로 학자난과 련성이 크다고 본다. 

이런 추론을 토 로 경제 사유 퇴의 비율을 민족별로 추산해 보자. 한인학

생의 경우는 가정사정 사유 퇴 18.1퍼센트, 결석 사유 퇴 12.3퍼센트, 총 

30.4퍼센트가 경제 사유로 퇴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일인학생의 경우는 가

정사정 사유 퇴 19.7퍼센트, 결석사유 2.2퍼센트, 총 21.9퍼센트가 경제 사유로 

퇴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인학생의 경제 사유 퇴 비 은 한인학생의 

그것보다 8.5퍼센트 포인트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 사유 퇴에서 민족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을 밝히는 

단서는 퇴생의 부모이거나 사실상 부모 역할을 한 정(正)보증인, 즉 보호자의 

85) 1927, 1932, 1937, 1942년의 통계에 의하면, 등학교 진학률은 8.4~11.9퍼센트 정도 다

( 의 논문, 49면). 

86) 공립 고보의 경우 200원 이상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 는데, 공과  200원은 15,000원 

정도의 재산을 표 으로 한 것이다. 15,000원을 1929년 물가로 환산하면  484석의 가격

에 해당한다고 한다(박철희, 앞의 논문, 76면).  

87) �동아일보� 193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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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강상 퇴생 보호자의 직업을 확인하고 그것을 일

반 졸업생 보호자의 직업과 비교하기 해 <표 10>을 작성했다. 

<표 10> 강경상업학교 경제 사유 퇴생․ 체 졸업생 보호자의 직업 

 (단 : 명, %)

민족별
퇴

여부
농림업 상업 공업

교통

운수업

공무자유업 기타, 

무직
불명 합계

공리 회사원 기타 소계

한인

퇴생
46

(62.2)

9

(12.2)

1

(1.4)
-

6

(8.1)

3

(4.0)

3

(4.0)

12

(16.1)
-

6

(8.1)

74

(100)

졸업생
361

(62.0)

89

(15.3)

13

(2.2)

2

(0.4)

48

(8.2)

16

(2.8)

32

(5.5)

96

(16.5)

3

(0.5)

18

(3.1)

582

(100)

일인

퇴생
14

(23.7)

18

(30.5)

4

(6.8)
-

11

(18.6)

1

(1.7)

3

(5.1)

15

(25.4)

5

(8.5)

3

(5.1)

59

(100)

졸업생
72

(20.7)

117

(33.6)

28

(8.1)

7

(2.0)

46

(13.2)

28

(8.0)

2

(0.6)

76

(21.8)

10

(2.9)

13

(3.7)

348

(100)

 출 : ① 퇴생 보호자의 직업은 강경상업학교, �학 부�에 의거하여 작성함.
       ② 졸업생 보호자의 직업은 정연태, 2012b ｢한․일공학 등학교 졸업생의 일제하 

진로와 해방후 변화: 충남 강경상업학교의 사례｣ �한국문화� 60, 148면의 <표 6>
에 의거하여 작성함.88)88)

 비고: ① 농상업은 상업에, 농 업은 업에 포함해 합산함.
       ② 경제 사유 퇴생은 <표 6>과 <표 7>의 퇴사유에서 ‘가정사정’ ‘결석’ 사유 퇴

생 수를 합산한 것임. 

   

<표 10>을 보면, 경제 사유 한인 퇴생 보호자의 직업은 농림업 62.2퍼센트, 

공무자유업 16.1퍼센트, 상업 12.2퍼센트 순이었다. 반면 일인 퇴생 보호자의 

직업은 상업 30.5퍼센트, 공무자유업 25.4퍼센트(특히 공리 18.6퍼센트), 농림

업 23.7퍼센트 다. 한인 퇴생의 보호자가 주로 농림업 종사자 다면, 일인 

퇴생의 보호자는 상업, 공무자유업 종사자 다는 에서 한일 퇴생 보호자의 

직업은  서로 조 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런 양상은 강상 졸업생 보호자의 직

업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국 경제 사유 퇴 양상의 민족차이는 체로 농업 심의 한인사회와 상

88) <표 10>에서 ‘졸업생’이란 1923, 24년 졸업생을 제외하고 1945년 3월말 이 에 강경상업

학교를 졸업한 학생 체를 가리킨다. 그리고 졸업생 보호자 직업 통계에서는 출 ②의 

<표 6>에서 공업, 상업의 ‘피고용’은 본 표의 공무자유업  ‘회사원’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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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공무자유업 심의 재한 일인사회의 차이를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89)89) 

그리고 이런 차이는 식민지  조건 속에서는 극복되기 쉽지 않은 계  성격을 

띤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경제 사유 퇴의 민족차이는 법 , 제도  

차별은 아니지만, 한일 학생 간 경제  조건과 환경의 격차에 따라 래된 ‘결과

의 차별’인 ‘사실  차별’의 산물이라90)
90)할 수 있다. 그리고 한일 학생 간 경제  

조건과 환경의 격차가 한일 민족 간 권력  계와 경제  불평등성을 반 한 

것이란 에서 일반 인 의미의 ‘결과의 차별’이라기보다는 식민지 사회의 구조

 특성에 의해 규정된 ‘사실  민족차별’의 산물이라91)
91)하겠다.

6. 강상 학생의 성 ․성행 사유 퇴와 행  민족차별

1) 성  사유 퇴와 행  민족차별

<표 6>과 <표 7>에서 보듯, 강상에서 퇴사유 비  상 민족 간 격차가 가장 

89) 일제강 기 직업 황을 비교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1930, 40년의 국세조사이다. 조선

총독부,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査報告�, 247면(이규수, 2013 ｢재조일본인의 추이와 존재형

태: 수량  검토를 심으로｣ �역사교육� 125, 52면 재인용)에 따르면, 1930년 재 한인

과 일인의 직업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농업 수산업 업 공업 상업 교통업 공무자유업 가사사용인 기타

한인(%) 80.6 1.2 0.3 5.6 5.1 0.9 1.2 1.2 4.0

일인(%) 8.7 3.1 0.4 17.6 25.7 9.0 31.8 1.6 2.0

90)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사실  차별’이란 “일정한 범규범의 내용이 차별이지 않더라도 그

것이 구체 인 실의 조건과 상황에 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차별”을 의미

한다. 이때 “ 실의 조건과 상황은 경제  측면에서 이해되는 조건과 상황이다. 다른 조

건과 상황은 동일해도 경제  조건과 상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법규범의 내용이  차

별 이지 않아도 그것이 용된 결과는 단히 불평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실  차

별이라 한다(이 일, 2007 �차별 지법�, 고려 학교출 부, 49-51면).

91) 물론 경제 사유 퇴 양상의 차이는 한일 민족 간 격차 이상으로 한인사회 내부의 경제

 격차의 산물이라 하겠다. 이런 에서 사실  민족차별인 동시에 사실  계층차별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한일 민족 간 경제  불평등에 해서는 허수열, 2005 �개발 

없는 개발: 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상과 본질�, 은행나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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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은 ‘성  사유’ 다. 성  사유 퇴생은 한인이 26명이었던 데 반해 일인

은 62명이나 다. 그리하여 한인의 성  사유 퇴 비 은 10.7퍼센트 던 반

해, 일인의 그것은 무려 23.1퍼센트로, 10퍼센트 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났다. 이 

한 건강 사유 퇴와 함께 일인학생이 강상뿐 아니라 체 상업학교에서 한인

학생보다 더 높은 퇴율을 보인 주요 요인  하나 다.

성  사유 퇴에는 크게 3종류가 있다. 첫째, 학칙 등에 따라 2회 이상 유

되는 학생은 곧바로 퇴학당했다. 이런 학생은 일인학생이 11명이었던 반해, 한인

학생은 2명뿐이었다. 둘째는 2회 이상 유 되지는 않았으나 성 , 성행 모두 불

량한 학생들도 퇴학 처분 다. 이런 경우는 한인학생 2명, 일인학생 1명으로, 극

히 소수 다. 셋째, 유 은 1차례만 당했으나 그 후에 성 이 계속 불량하여, 

그리고 간혹 성행평가도 좋지 않아 자퇴하는 학생이 많았다. 이런 경우가 성  

사유 퇴생의 다수를 차지했다. 

강상의 성  사유 퇴율에서 한인학생보다 일인학생이 더 높은 것은 충분히 

상되는 것이었다. 한인학생은 평균 10  1의 높은 경쟁률을 거쳤던 탓에 매

우 우수한 학생들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 반면 일인학생은 민족별 모집할당제란 

노골 인 민족차별 덕분에 평균 2  1 후의 낮은 경쟁률로 쉽게 강상에 입학

했다. 따라서 학업 역량상 한일 학생 간 격차는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강상 졸

업생의 재학  한일 간 학업성 을 평균성 , 상하  성 군별 비율, 주산경기

회 입상자 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한인학생은 일인학

생보다 모든 에서 우수했다.92)92) 

강상 퇴생의 성 도 한인이 일인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생의 성

을 직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해 성  사유 퇴생은 물론 퇴생 체를 상

으로 유  횟수를93)
93)비교해 보았다. 강상의 유 은 원칙 으로 학년 평균성

(60  미만)과 학년 낙제과목 여부를 1차  기 으로 정하고, 간혹 성행 평가 

결과도 반 했다. 과목 과락의 기 은 1930년까지는 40  미만이었으나 1931년

92) 정연태, 2012a 앞의 논문, 159-160, 175-181면.

93) 당시 학 부에는 유 은 주로 원 (原級)으로 표기하 고, 간혹 (現級), 낙(落)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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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50 으로 상향 조정 다.94)94)이 기 에 따라 유  처리된 것을 보면, 일인 

퇴생의 유  횟수는 96회로, 한인 퇴생의 그것보다 2배 많았다. 이는 일인 

퇴생의 학업 성 이 한인 퇴생의 그것보다 좋지 않았을 개연성이 컸음을 보

여 다. 

<표 11> 강경상업학교의 민족별 유  처분 건수와 특진 허용 건수 

 (단 : 명, 회)

제  학년도
유 특진

한인 일인 소계 한인 일인 소계

1기(1920~24) 19 5 24 0 0 0

2기(1925~29) 11 38 49 0 2 2

3기(1930~34) 8 31 39 2 14 16

4기(1935~39) 6 9 15 3 19 22

5기(1940~45) 4 13 17 7 20 27

계 48 96 144 12 55 67

1인당 평균 횟수 0.20 0.36 0.28 0.05 0.20 0.13

 

출 : 강경상업학교, �학 부�

비고: 1인당 평균 횟수=유  는 특진 회수÷민족별 퇴생 수(한인 243명, 일인 269명)

이처럼 한일 학생 간 학업 성  격차를 보면, 강상 당국이 일인학생을 한인학

생보다 더 많이 퇴학 는 유  처분한 것은 차별 없는 조치 다고 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그 지 않다고 본다.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학교 당국이 시했던 교련과 체조 무도(舞蹈) 과목의 

사례 분석을 통해 강상 당국과 교사들이 학업 평가 과정에서 묵시  민족차별을 

자행했음을 밝힌 바 있다.95)95) 퇴생의 재학  학사 리에서도 이 같은 식의 민

족차별이 행해졌다. 이 은 특진제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진제는 앞의 2

장 1 에서 간략히 소개했듯이, 유  상자이지만, 학교 당국이나 교사의 단

94) 거의 부분은 각 과목의 1년 평균 성 을 기 으로 하나 극히 드물게는 각 과목의 학기 

성 을 기 으로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극히 외 인 경우이다.

95) 정연태, 2012a 앞의 논문, 179-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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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특별 진 시켜주는 구제 제도이다.96)96)이 당시의 특진은 일반 으로 2가

지 경우에 허용 다. 하나는 평균 수가 60  이상이지만 낙제과목이 있는 경

우이다. 다른 하나는 평균 수가 기 수 60 보다 보통 1  가량 낮은 경우

이다. 그런 에서 특진은 학생에게는 혜택이었다. <표 11>은 이 같은 특진제에 

의해 혜택을 받은 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특진제가 퇴생 학 부에서 처음 등

장한 것은 1929년이었다. 특히 1931년 낙제과목 수가 40 에서 50  미달로 

상향된 이후부터 특진 허용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주목할 은 일인 퇴생의 특진 혜택 건수가 55회인 데 반해, 한인 퇴생의 

그것은 12회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일인 퇴생이 한인 퇴생에 비해 4배 이

상 높은 특진혜택을 받았던 것이다. 특히 특진 혜택을 2회 받은 학생도 한인은 

1명뿐이었던 반면, 일인은 7명이나 다. 어떤 일인학생(1937년 입학)에게는 평

균 수는 57 에 불과하고, 낙제과목도 3개나 되고, 학년 석차도 꼴 (104등)

음에도 특진이 허용 다. 반면 평균 수 67 에다가 낙제과목이 1개뿐이었던 

한인학생(1938년 입학)은 성행불량이란 주  평가를 이유로 유 다. 이런 

특진제의 시행은 분명 민족차별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진은 혜택인 만큼 그런 혜택을 받은 학생의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해 특진 수혜자의 보호자인 정보증인을 조사해봤다.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강경상업학교 특진 수혜자  퇴생 보호자의 직업

  (단 : 명, %)

96) 과목 성 을 조정(높은 성 의 과목 수를 이는 신 그만큼 낙제과목의 수를 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특진시키는 교사가 있는 반면, 낙제과목의 수를 그

로 둔 채 특진을 허용하는 교사도 있었다.

민족별 민족별 농림업 상업 공업
교통

운수업

공무자유업 기타, 

무직
불명 합계

공리 회사원 기타

특진

수혜자

한인
4

(36.3)

3

(27.3)

0

-

0

-

3

(27.3)

0

-

0

-

0

-

1

(9.1)

11

(100)

일인
5

(10.4)

21

(43.8)

0

-

0

-

15

(31.2)

5

(10.4)

0

(0)

1

(2.1)

1

(2.1)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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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 강경상업학교, �학 부�

비고: ① 농어업은 농업에, 농 업은 공업에, 농상업은 상업에 포함시켰음 
      ② 1인 특진 2회 이상인 경우는 1명으로 계산함

<표 12>에 따르면, 특진 수혜자의 보호자는 상업, 공리 출신이 월등히 높았

다. 이를 체 퇴생 보호자의 직업과 비교하면,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특진 수혜자의 보호자가 상업 종사자나 공리일 확률이 체 퇴생 보호자보

다 상 으로 높은 반면 농림업 종사자일 확률은 상 으로 낮았다. 즉 상업 

종사자나 공리의 자녀일수록 특진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농림업 종사자의 자녀

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민족을 불문하고 공통 이다. 

특진 수혜에서 민족차별이 작동했을 뿐 아니라 보호자의 계층성(경제력, 지  

등)이 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목이다. 

2) 성행 사유 퇴와 행  민족차별

성행 사유 퇴에도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성  사유 퇴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일반 인 비행 때문에 학교의 징계를 받았던 학생이 여러 사정을 감

안해 자퇴하는 경우이다. 비행 사유 퇴의 경우에도 일인학생 23명  20명이, 

한인학생 23명  9명이 이런 방식으로 자퇴했다. 다른 하나는 학교가 아  퇴

학 처분을 내리거나 형식만 자퇴이지 사실상 퇴학을 강제하는 것, 즉 징계퇴학

이다. 강상에서 이 처분의 범주에 들어간 것은 크게 세 가지 다. 첫째는 학생 

신분을 크게 벗어난 일반 인  이탈 행 , 즉  비행이다. 둘째는 일제와 

학교 당국이 식민지 사회체제와 학교 질서의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단

합계
9

(15.2)

24

(40.7)

0

-

0

-

18

(30.5)

5

(8.5)

0

(0)

1

(1.7)

2

(3.4)

59

(100)

퇴생

한인
136

(56.0)

37

(15.3)

3

(1.2)

2

(0.8)

14

(5.8)

12

(4.9)

11

(4.5)

0

(0)

28

(11.5)

243

(100)

일인
43

(16.0)

92

(34.2)

19

(7.1)

4

(1.5)

49

(18.2)

29

(10.8)

5

(1.8)

5

(1.8)

23

(8.6)

269

(100)

합계
179

(34.9)

129

(25.2)

22

(4.3)

6

(1.2)

63

(12.3)

41

(8.0)

16

(3.1)

5

(1.0)

51

(10.0)

5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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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반 행 , 즉 ‘불온’ 사상과 운동이다. 셋째는 학칙에 배되는 무단 는 장

기 결석 행 다. 이 가운데 결석 사유 징계퇴학은 나머지 2개와 사안이 다른 

것이다. 앞의 5장에서 분석했듯이, 결석 사유 징계퇴학은 학자난과 연 성이 상

으로 큰 것으로 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에서 순수한 성행 사유 징계퇴

학은 비행 사유와 ‘불온’ 사상․운동 사유 징계퇴학으로 한정된다. 이에 본장에

서는 이 두 경우만을 분석 상으로 삼고자 한다.

강상의 성행 사유 퇴는 민족별로 조 인 양상을 보 다. 이는 <표 6>과 

<표 7>에서 단 으로 드러난다. 우선 이 사유 퇴생의 수나 비율에서 한인학생

이 일인학생에 비해 히 많았다. 강상 한인학생의 경우 이 사유 퇴생 수가 

49명이고 그 비율은 20.2퍼센트 다. 경제 사유 퇴 다음으로 높은 비 이었다. 

반면 일인학생의 경우는 각각 겨우 23명, 8.6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한인학생

의 반도 되지 않은 것이다. 둘째, 극히 조 인 것은 사상․운동 사유 퇴생

의 경우 한인이 24명이었던 데 반해, 일인은 단 한명도 없다는 이다. 이 게 

보면, 한일 학생 간 성행 사유 퇴 비율에서 차이가 난 것은 주로 한인학생의 

사상․운동 사유 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사상․운동 사유 퇴의 민족 간 상반된 수치가 민족차별의 문제와 

연 성이 있는지 여부는 속단할 수 없다. 사상․운동 사유 퇴가 민족차별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한인학생의 반일의식이나 식민지 체제와 학교 질서에 

한 항이나 반발의 산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을 확인하기 해 강상의 

사상․운동 사유 퇴가 어떤 사유로 이 졌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6>에서 보면, 이 사유 퇴생 24명  21명이 모두 1, 3기에 징계 퇴학

다. 1기의 징계 퇴학은 일제강 기 강상에서 유일하게 일어난 동맹휴학(1923) 

주모자 8명을 상으로 한 것이었다. 강상의 동맹휴학은 3․1운동 참여자를 “모

두 난신 자(亂臣賊子)에 속한다”고 한 일인 교사의 발언에 분노하여 일어난 것

이다.97)97)그리고 3기의 징계는 학교당국이 사회주의 서  독서, ‘불령(不逞)’ 태도, 

사상 ‘불온자’와의 교제, 강한 민족의식 등 부분 민족 , 진 , 반체제  색

97) 강경상업고등학교, 앞의 책, 55-56면; 정연태, 2012a 앞의 논문,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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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를 문제시하여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이었다.98)98)그리고 나머지 4, 5기의 퇴학도 

‘태도 불손’ ‘사상언동’ 등 ‘불온’ 태도와 사상에 한 징계의 결과 다. 

이 같은 불온 태도와 사상은 역으로 보면, 강상 한인학생의 민족의식이나 체

제비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졸업생의 회고나 일기에 따르면, 한인학생의 민

족  정서를 단 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후배 계 다. 강상에서는 선후배 간 

규율이 엄격했는데, 선배가 후배에 해 가하는 제재(制裁)는 부분 한인 상

생이 일인 하 생을, 일인 상 생이 한인 하 생을 상으로 행해졌다고 한다. 

그런데 한인 상 생은 일인 하 생이 규율을 어기면 강력 처벌한 데 반해, 한인 

하 생이 어길 경우에는 단순 기합을 주는 데 그쳤다고 한다.99)99)한편 고학년생 

가운데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실을 비 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기도 했다.100)100) 

컨 , 일제말기 쟁 총동원체제 하의 하계 군사훈련장은 민족 결의 장이 

되었고, 일인학생을 골탕 먹이는 한풀이 시간이 다. 그리고 일본인이 경 하는 

과수원을 야습하여 쑥 밭을 만들기도 했다. 1943년 졸업식 날 일인 졸업생의 

한인 하 생 구타 사건을 계기로 그 이튿날 한인학생들 모두가 죽창 등을 들고 

일인 졸업생들과 집단 싸움 일보 직 까지 간 사건(죽창사건)도 발생했다.101)101) 

이런 에서 본다면, 한인학생들만 사상․운동 사유 징계 퇴학을 당한 것은 

민족차별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한인학생의 민족의식이나 체제 비 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과연 그 게만 보는 것이 타당한가. 필자는 그 지 

 98) 강상의 학 부에는 퇴학 처분된 학생에 해 ‘민족의식 강(强)’(1928년 입학, 1931년 퇴

학), ‘공산주의자  색채를 띠어 수업 망 없음’(1929년 입학, 1931년 퇴학), ‘동 생 

000로부터 사회주의 서 을 빌려 통독하고 그 후 태도가 반항 으로 되고 말없이 에스

페란토어를 연구하고 있음’(1929년 입학, 1932년 퇴학), ‘하계 방학  경성 사립 배재고

등보통생도와 교제 시작. 이 생도는 사상  방면에 유감스런 이 있는 자임. 1학년 때

부터 이러한 생도와 교제하는 것은 학업 망이 없는 자로서 퇴학을 명하 음’(1931년 

4월 입학, 동년 9월 퇴학), ‘煽動性 있어 성행 불량’(1931년 5월 입, 1931년 9월 퇴학) 

등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99) 강경상업고등학교, 앞의 책, 106-107면; 제19기 윤원병님, 제21기 김용문님의 증언.

100) 제19기 윤원님의 증언.

101) 강경상업고등학교, 앞의 책, 120-122, 126-127면. 죽창사건에 한 기억은 졸업생마다 

달리 회상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구타 피해자의 회상기가 정확하다고 보고 이에 의거

하여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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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생각한다. 다음 사건은 그 게 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 다. 

1942년 5월 강상의 3학년 한인학생 이규호가 학교 본 에 게시된 신문 기사를 

보고 “황후 폐하란 자가 모자를 비뚤어지게 썼구나”라고 얼거렸다가 일인학생

에게 발각돼 학교에 보고 다. 이때 학교 당국은 이 학생을 취조한 후 직원회의

를 거쳐 경찰에 고발해 버렸다. 그리하여 경찰이 학교에 출동해 교복 복장의 학

생에게 쇠고랑을 채우고 포승 로 묶어 연행해갔다. 결국 이 학생은 겨우 16세

의 어린 나이에 불령선인(不逞鮮人) 사상범으로 몰려 형무소에서 2년 가까

이 옥고를 치러야 했다.102)102)이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보면, 사상․운동 사

유 징계 퇴학의 민족 간 조  양상은 한인 학생의 민족의식이나 체제 비 의

식 못지않게 강상 당국의 민족차별성이 크게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103)103) 

비행 사유 징계 처분에서도 강상은 민족차별  행태를 보 다. 이 게 단하

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상 퇴생이 재학  비행 사유로 징계 받은 횟

수가 민족 간 차이를 보 다는 이다. <표 13>을 보면, 한인 퇴생의 비행 사

유 피징계 횟수는 총 46회, 1명당 평균 0.19회 던 반면, 일인 퇴생의 그것은 

총 36회, 1명당 평균 0.13회 다. 징계빈도에서 한인학생이 일인학생보다 더 높

은 것이다. 징계가 민족차별 으로 이 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목이다.104)104)

102)  책, 118, 126면; 原豊治, ｢韓國を訪れて｣ �楡ケ丘通信�(1980 10. 20), 錦江 關西支

部, 4-6면. 당시 이규호학생의 담임이던 原豊治는 처벌 경감과 고발 지를 요청하는 

등 학생을 변호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오히려 학생이 투옥되자 심한 충격을 받아 1942년 

9월에 사직한 후 만주로 건 갔다고 한다( 原豊治, 같은 , 4면; 의 책, 579면).

103) 이 사건을 다음 구상업학교의 사건과 비교하면, 학교 당국과 교사의 민족차별성이 더

욱 명료하게 체감된다. 1929년에 구상업학고의 일인학생이 일본 무사가 기생과 정사

하는 경을 담은 춘화(春畫)에다가 ‘御大典記念事業’이라 크게 쓰고 기숙사 벽에 붙

다. 이는 퇴학 처분은 물론 ‘불경죄’로 투옥될만한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이 사건을 비 에 붙이고 련 학생을 질책하는 선에서 무마했다( 구상고50년사편찬

회, 앞 책, 130면). 발생 시 과 학교가 달랐기 때문에 두 학교의 사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굳이 ‘불경’의 측면에서 본다면, 구상업학교의 사례가 강상의 

사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함에도 그 처리 방식과 결과는 히 달랐다. 

104) 징계의 민족차별성은 강상 졸업생의 재학  징계 횟수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1925 

~45년 간(1944년 제외) 강상 졸업생의 각종 피징계 횟수(성  사유 제 ․유  처분 

제외, 그리고 복 징계된 경우는 1회로 계산)는 한인 118회, 일인 39회, 총 157회 다. 

동 기간에 한인 졸업생이 481명, 일인 졸업생이 300명이었기 때문에 졸업생 1인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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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강경상업학교 퇴생의 성행 불량 사유 피(被)징계 횟수  

 (단 : 회)

연도
비행 사상불온, 운동 계

한인 일인 한인 일인 한인 일인

1기(1920~24) 5 0 8 0 12 0

2기(1925~29) 2 2 0 0 2 2

3기(1930~34) 10 20 12 0 22 20

4기(1935~39) 8 6 1 0 9 6

5기(1940~45) 21 8 2 0 24 8

계 46 36 23 0 69 36

출 : 강경상업학교, �학 부�

비고: ① 1인 2회 이상인 경우 복 계산함.
      ② 무단․장기 결석 사유 징계 횟수는 제외함.

비행 사유 징계의 민족차별성을 의심  하는 상징  행태는 강상의 하 생 구

타 사건 처리 방식이었다. 앞서 언 했듯이, 강상에서는 선후배 간 규율이 군

처럼 엄격했다. 그리하여 상 생의 하 생 제재는 학교에서도 묵인했고, 이로 이

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처벌했다. 그런데 당시 하 생 구타로 

처벌 받은 학생은 총 13명이었는데, 모두 한인학생( 퇴생 2명, 해방 이  졸업

생 11명)뿐이었다.105)105) 

둘째, 유지(諭旨)퇴학, 즉 사실상 강제퇴학의 경우에서도 민족  격차가 컸다

는 이다. 유지퇴학 당한 한인학생은 총 17명이었다. 이  14명의 유지퇴학 사

유가 ‘비행’이었다. 반면 비행 사유 일인 퇴생은 23명이었는데, 그  겨우 3명

만이 유지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상과 같은 징계 처분의 결과가 민족차별 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앞서 소개했거니와 학업역량이나 성 에서 한인학

생이 일인학생보다 우수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근태 실 에서도 같은 양

징계 횟수는 한인 0.25회, 일인 0.13회 다(정연태, 2012a 앞의 논문, 170면의 <표 7> 참

조). 참고문헌 <표 7>에서 한인학생의 학사 피징계 횟수 총계 187회는 합산상의 오류

기에 본고에서는 157회로 수정한다.

105) 정연태, 2012a 앞의 논문, 171면; 강경상업학교, �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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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나왔다는 것이다. 1923~39년도 사이에 졸업생이 개근상, 정근상을 수상한 

횟수는 한인(319명 졸업) 522회, 일인(197명 졸업) 257회 다. 그 결과 졸업생 1

인당 평균 수상 횟수는 한인 1.63회, 일인 1.3회 다. 개근상, 정근상이 학교 당

국이나 교사의 주 성이 개입할 수 없는 근태 평가의 결과라 한다면, 이런 수상 

실 은 한인학생이 일인학생보다 성실하거나 모범 이었다는 을 보여 다.  

지 까지의 분석을 토 로 단하면, 성행 사유 퇴학 처분상의 조  차이는 

한일 학생 간 의식 차이뿐 아니라 민족차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제

의 민족차별 정당화 논리인 ‘시세와 민도 차이론’이 먹 들기 어려웠던 한일공학

교 강상에서 민족차별성이 일상 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목이다. 이

때 주목할 은 민족차별을 일상 으로 작동  하는 요인이다. 그것은 바로 다

음 3 에서 살펴볼 식민지 교육 구조와 환경이다. 

   

3) 식민지 교육 구조․환경과 행  민족차별의 일상화

강상의 한인학생들이 학사징계 반에 걸쳐 ‘ 행  민족차별’을 피할 수 없는 

식민지 교육 구조와 환경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첫째, 공립 등학교 교장은 모두 일인이었다는 이다. 1936년 재 국에는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학교, 고등여학교, 농업학교, 상업학교, 수산

학교, 직업학교 등 총 120개의 공립 등학교가 있었는데, 교장은 모두 일인이었

다.106)106) 등학교 교장은 ‘조선총독-정무총감-학무국장-도지사-학무과장-(도시학 ) 

-교장’이라는 식민지 교육행정체계의107)
107)말단에서 일선 교사를 지휘 통솔하여 일

제의 식민교육시책을 실행하는 장 책임자 기에 매우 요했다. 그런 교장이 

106) 조선총독부, 1938 ｢공립학교직원조(1936년도말 재)｣ �조선총독부조사월보� 9-1, 82- 

83면.

107) 강상은 1921년부터 도 지방비로 운 되는 학교 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도지사와 학

무과장, 도시학 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 도시학 은 학무과장이 당  겸임하기도 했으

나 충남에서는 1936년부터 학무과장과는 별도로 임용되었다[이기훈, 2008 ｢식민지의 교

육행정과 조선인 교육 료: 시학 (視學官)과 시학(視學)을 심으로｣ �이화사학연구� 36, 

5-6면]. 참고로 등학교는 주로 면 단 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행정체계가 등학교보

다 더 복잡하여, ‘조선총독-정무총감-학무국장-도지사-학무과장-(도시학 )-부윤․군

수․島司-내무과장-학무계장-교장’의 계구조로 이루어졌다(이혜 , 앞의 책, 337-3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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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일인이었던 것이다. 강상의 역  교장은 10명인데, 역시 모두 일인이었다.  

둘째, 교장은 물론이거니와 교직원  다수도 일인이었다는 이다. 1940년 

재 공립 실업학교(77개교)의 교직원은 총 1,142명인데, 그  한인은 12.5퍼센

트인 143명에 불과했다. 실업학교 가운데 상업학교의 사정은 더 나빴다. 공립 상

업학교 20개의 교직원은 351명인데, 그  한인은 9.1퍼센트에 불과한 29명뿐이었

다.108)108)강상도 마찬가지 다. 해방 이 에 강상에 잠시라도 재직했던 교직원은 

총 112명이었다. 그  교원은 강사, 배속장교를 포함해 103명이었고, 이  일인

은 85명이었던 데 반해 한인 교원은 겨우 8명에 불과했다. 이들 교원의 재직기

간을 개월 수로 환산했을 때, 일인 교원은 4,436개월 재직한 데 반해, 한인 교원

은 407개월밖에 재직하지 않았다.109)109)따라서 한인학생은 교사와의 계에서 선생

과 제자라는 교육  계 계에다가 식민 지배족 출신 교사  식민 피지배족 

출신 학생이라는 식민 권력  계 계라는 이 의 계 구조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 일상 으로 가해지는 민족차별을 피하기란 

단히 어려웠다.

셋째, 일인 교사의 한국역사와 문화에 한 인식 한 문제가 있었다는 이

다. 주지하듯, 한국 멸시 은 일본의 지배 인 한국 이었다. 후 에 날조된 신

공왕후의 삼한정벌 설과 한반도 조공국사 에서 출발한 일본의 한국멸시 은 

임진왜란을 거치며 확산 으며 명치유신 이후 문명담론(문명  야만론)과 결합

하여 심화되고 체계화 다. 그 결과가 바로 일제의 식민사 이라 할 수 있다.110)110) 

일인교사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통  한국멸시 과 근  식민사 을 지닌 

자가 많았다.111)111)그리하여 이들은 한국 멸시, 비하, 차별 발언을 공공연히 함으로

108)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42년 , 266면.

109) 정연태, 2012a 앞의 논문, 164면.

110) 일본사회의 한국인식에 해서는 미야  히데토시(하우  옮김), 1990 �역사 으로 본 

일본인의 한국 �, 풀빛; 南富鎭, 2002 �近代日本と朝鮮人像の形成�, 勉誠出版; 권태억, 

2014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와 문명화(1904~1919)�, 서울 학교출 부와 최혜주, 2012 

｢개항 이후 일본인의 조선사정 조사와 안내서 간행｣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3; 2013 ｢1900

년  일본인의 조선 이주 안내서 간행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 2018 ｢식

민지 시기 재조 일본인의 출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5 참조.

111)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일제강 기 재한 일인교사의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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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한인학생의 반감을 크게 불러일으켜 동맹휴교의 원인이 되기도 하 다.112)112)

1923년 강상의 동맹휴학을 발시킨 계기가 된 일인 교사의 민족 모욕  발언은 

그러한 의식세계의 표출에 다름 아니었다.

넷째, 일인 교사사회의 식민지 실과 한인학생에 한 태도 한 문제 다는 

이다. 강상 교사들의 의식, 성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인 교사가 모두 

민족차별 이지는 않았다. 강상의 일인 교사사회에도 ① 일본 국가지상주의, 제

국주의 이념으로 무장해 한인학생을 통제, 차별하는 데 앞장선 유형, ② 훌륭한 

교육자이지만 식민교육정책도 충실히 수행했던 유형, ③ 오로지 교육자의 역할

과 임무만 성실히 수행하는 유형, ④ 한인학생과 식민지 한국의 실을 동정하

는 유형 등 여러 유형의 교사들이 있었다.113)113)따라서 한인 졸업생의 일인 교사에 

한 기억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서 노골  민족차별은 없었다고 하

는가 하면, 반면 은근한 차별과 무시가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심지어 교사

는 경찰의 하수인이자 충견이었다고 분노하는 졸업생도 있었다.114)114)문제는 ① ② 

유형의 교사들이 자신들의 이념  성향이나 식민정책․정치  요인에 의해 민족

차별  행태를 주도한 반면 나머지 교사들은 이에 소극 으로 처하거나 방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다. 이와 련해서는 필자의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하지 않는다.115)115) 

이와 같은 식민지 교육구조와 환경이 지속되는 한 ‘시세와 민도 차이론’에 입

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보지 못했다. 그러나 단편 으로 소개되는 발언을 통해 일인 교

사의 한국에 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컨 , 일인 교사들은 “‘부패한 민족’ 혹은 ‘야

만인종이다’ 등과 같이 매도”하거나 “日鮮人 구별을 암시하고 조선인을 草莽 야만시”하

기도 했으며, “粗野한 조선의 풍습을 비방했다”(조선총독부경무국, 1929 �朝鮮に於ける

同盟休校の 察�, 33-36면]. 그리고 “조선인은 원래 해부학상 야만인에 가깝다.”(경성의

학 문학교, 1921), “허언을 하는 것은 조선인 민족성이다”(목포상업 수학교, 1922) 등

과 같이 “걸핏하면 조선사람 일반을 들어 모욕”(복내공립보통학교, 1922)했다고 한다

(김호일, 2005 �한국근  학생운동사�, 선인, 182면).

112) 이명화, 2007 ｢조선총독부 학무국 운 과 식민지교육의 성격｣ �향토서울� 69, 151-152면.

113) 정연태, 2012a 앞의 논문, 164-166면.

114) 강경상업고등학교, 앞의 책, 60, 78, 96, 106, 110, 118면; 제19기 윤원병님의 증언  

115) 정연태, 2012a 앞의 논문, 165-167면; 제19기 윤원병님, 제21기 김용문님, 제22기 윤두

님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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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법 , 제도  민족차별이 약해지거나 사라진다 해도 학교 당국과 일인 교

사사회의 행  민족차별은 일상 으로 발생하거나 자행될 수밖에 없었다. 

7. 맺음말

과문한 소치인지는 모르나 일제강 기 학생들의 퇴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물론 학 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면 으로 다룬 연구도 별로 하지 못했

다. 간혹 등 졸업생 학 부를 분석한 연구는 있으나 민족차별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었다.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강경상업학교(이하 ‘강상’으로 임) 졸업생 학 부 분

석을 통해 일제가 민족차별 정당화, 합리화를 해 동원하던 ‘시세와 민도 차이

론’의 논리가 먹 들기 어려웠던 한일공학교에서 민족차별이 어떻게 일상 으로 

자행 는지를 분석했다. 본고는 그 연장선상에서 등학생 퇴 련 국  통

계자료와 강상 퇴생 학 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비법 (非法的), 비제도

(非制度的) 민족차별의 양상, 특성, 기제를 더욱 명료하고 다양하게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출발한 본고가 근한 방식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등학교 반의 퇴 추세를 거시 으로 확인했다. 이

를 통해 사례 연구가 빠질 수 있는 특수성의 함정을 보완하고자 했다. 둘째, 학

부는 물론 교지, 재학생의 일기, 졸업생의 증언 등 지 까지 별로 활용되지 않

은 각종 자료 등을 통한 미시  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민족차별의 다양한 

양상, 요인과 특성을 새롭게 분석하고자 했다. 셋째, 민족차이와 민족차별을 구

분해 민족차별의 기제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법 , 제도  민

족차별과 구분되는 사실  민족차별과 행  민족차별이 지속되는 구조와 환경

을 설명해 내고자 시도했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 일제강 기 공립 등학교 남학생(일반계인 고등보통학교․ 학교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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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인 상업학교)의 퇴 추세에 한 거시  분석의 결과이다. 첫째, 등학생

은 26.1~38.8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퇴율을 보 다. 둘째, 부분 한일 공학인 

상업학교에서는 일인학생의 퇴율이 한인학생의 그것보다 더 높았다. 셋째, 

퇴 가운데 사망 사유 퇴의 비율이 상과 달리 일인학생 쪽에서 더 높게 나타

났다. 이는 모든 공립 등학교에서 일 되게 나타났다. 생활수 , 양상태, 보

건의료 근성 등 모든 측면에서 일인학생이 한인학생보다 우월했을 것으로 추

정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이런 들은 다음 미시

 분석을 통해 확인, 검증해나갔다.

강상의 퇴 추세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체 상업학교와 유사했다. 그러나 

학 부를 통한 미시  분석은 거시  분석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퇴양상의 속

살을 드러내 보 다. 먼  민족차이가 명료해졌다. 

건강 사유 퇴의 민족 간 차이는 한일 학생 간 ‘청년성의 질환’인 결핵 항

력과 면역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그리고 ‘체력’ 측면에서도 외형상의 

일반 인 ‘체격’ 조사 결과와는 달리 한인학생이 일인학생보다 더 우수했을 가능

성과 련이 있었다. 일제강 기 한인 일반의 사망률이 재한(在韓) 일인보다 높

았음에도 일인학생의 사망 사유 퇴 비율이 한인학생의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그야말로 의문이었는데, 바로 이 이 학 부 분석을 통해 밝 졌다. 한편 입  

사유 퇴의 거의 부분은 일인학생들에게서 발생했다. 일제의 각종 입  지원 

독려에도 불구하고 한인학생의 호응도는 히 낮았던 것이다. 이는 한일 학생

의 내면 정신세계, 특히 상반된 민족정체성과 체제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하

겠다. 

요약하자면, 건강․입  사유 퇴양상에서 민족 간 차이가 나타난 데에는 한

일 학생 간 특정 질병 항력․면역력과 ‘체력’, 그리고 민족정체성과 체제인식

의 차이 등이 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런 까닭에 질병․입  사유 퇴양상

의 민족차이는 민족차별의 산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경제 사유 퇴의 양상은 질병․입  사유 퇴의 양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경제 사유 퇴는 한일 학생 모두에서 다수를 차지했지만, 그 비 에

서 한인학생이 훨씬 높았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는 보호자의 직업과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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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구조  차원에서는 농업 심의 한인사회와 상업, 공무자유업 심의 재한 

일인사회의 차이를 반 한 결과이다. 문제는 이런 차이가 학교 당국이나 교사의 

의도  차별의 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식민지의 사회경제  조건과 환경 

속에서는 극복되기 쉽지 않은 구조  제약성을 띤다는 이다. 이런 에서 경

제 사유 퇴 양상의 민족 간 차이는 식민지사회의 한일 민족 간 권력  계와 

경제  불평등성에 의해 규정된 ‘결과의 차별’, 즉 ‘사실  민족차별’의 산물이라 

하겠다.

한편 강상 학생의 퇴양상에는 학교 당국이나 교사의 의식 ․무의식  민족

차별 행이 향을 미쳤다. 이 은 강상의 성   성행 사유 징계퇴학 과정에

서 잘 드러났다. 

강상의 일인학생은 한인학생에 비해 성  불량으로 인해 퇴학당하는 빈도가 

높았다. 제반 지표를 통해 명 듯이, 한인학생이 일인학생보다 월등히 우수한 

학업역량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 다. 이는 건강 사유 퇴 양상과 함께 

일인학생이 한인학생보다 더 높은 퇴율을 보이게 된 주요인으로서, 강상뿐 아

니라 체 상업학교에서도 마찬가지 다.

여기서 유의할 은 특진제가 없었더라면 실제보다 더 많은 일인학생이 성  

때문에 퇴학될 뻔했다는 사실이다. 특진제는 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교사의 

단과 의견에 따라 구제해 진 시킬 수 있는 제도 다. 일인학생은 한인학생보

다 바로 이런 특진제의 혜택을 더 많이 렸다. 따라서 2회 이상 유 이면 감내

해야 하는 퇴학 처분을 모면할 가능성에서 일인학생이 한인학생보다 더 컸음은 

말할 나 도 없다. 

퇴양상에서 민족 간 가장 뚜렷한 조를 보인 것은 성행, 그 에서도 ‘불온’ 

사상․운동 사유 퇴 다. 일제강 기 내내 이 범주에 속한 일인학생이 단 1명

도 나오지 않았던 반면, 한인학생은 24명이나 이 사유로 징계 퇴학당하 다. 이

게 된 데에는 한인학생의 민족의식과 체제 비 의식 등이 향을 미쳤다고 본

다. 그러나 유의할 은 그에 못지않게 강상 당국과 일인 교사사회의 민족차별

성이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약하지만, 성행 가운데 비행 

사유 징계 처분 과정에서도  강상과 일인 교사사회의 민족차별성이 일상 으로 



374·한국문화 84

작동하 다.

이상과 같은 성 ․성행 사유 퇴 양상의 민족 간 차이는 민족차별의 정당화

논리이던 ‘시세와 민도 차이론’ 논리가 먹 들기 어려웠던 한일공학교 강상에서 

‘ 행  민족차별’이 일상 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다.

이때 주목할 은 ‘결과의 차별’이 아니라 ‘의식 ․무의식  차별의 행 ’인 

행  민족차별이 일상 으로 발생하거나 자행되게 한 요인이다. 그 요인은 바

로 식민지 교육 구조와 환경이다. 강상을 비롯한 공립 등학교는 오로지 일인

(日人)만으로 임명된 교장을 매개로 식민지 권력 계의 계와 식민교육체계가 

작동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교사의  다수는 일인으로 구성된 학교사회 다. 

이런 까닭에 선생과 제자라는 교육  계 계에다가 식민 지배족 출신 교사  

식민 피지배족 출신 학생이라는 식민 권력  계 계가 이 으로 작동한 학교 

공간이었다. 이 공간 속에서 통  한국멸시 과 근  식민사 을 지닌 일인

교사에게 민족차별의 일상  표출은 어쩌면 자연스런 것일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교사들이 존재했지만, 교사사회를 주도한 것은 일본 국가 지상주

의, 제국주의 이념으로 무장하거나 식민교육정책의 실행에 충실하던 교사들이었

다는 은 말할 나 도 없다.

요컨 , 일제강 기 강상은 한일 공학교(共學校) 던 까닭에 일제가 민족차별

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해 동원했던 ‘시세와 민도 차이론’의 논리가 먹 들기 

어려웠던 교육공간이었다. 그럼에도 강상에서는 각종 기제에 의해 비법 , 비제

도  민족차별이 발생하거나 자행되었다. 무엇보다도 먼  한인학생들은 식민지 

교육 구조와 환경 속에서 일상 으로 가해지는 학교 당국과 일인 교사사회의 

행  민족차별을 피할 수 없었다. 부연하자면, 일본인 주의 교육행정과 교사 

구성이란 법 , 제도  민족차별의 구조와 환경 속에서는 설령 한일 공학교 다 

해도 행  민족차별의 일상화는 피할 수 없었다. 한 한인학생들은 식민지사

회의 정치 경제  불평등 구조에 의해 규정된 사실  민족차별의 향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에서 일제강 기 민족차별의 문제는 법 , 제도  차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실  민족차별과 행  민족차별의 문제 다. 그리고 법 , 제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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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차별은 물론이고 사실  민족차별과 행  민족차별을 일상 으로 작동  하

는 근원  요인인 식민지사회의 정치 , 경제  불평등 구조, 달리 말하면, 민족

차별 구조의 문제 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연구 성과가 지나간 과거의 민족차별 문제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오래된 미래를 발견하고 오늘날 한국사회의 사회  

소수자 차별문제, 비(非)서구 출신 이주민 차별문제 등을 성찰하는 데 조 이라

도 기여하길 기 해 본다.

주제어 : 민족차별, 민족차이, 사실  민족차별, 행  민족차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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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thnic Differences and the Ethnic Discrimination seen through 

Dropouts of Secondary Studen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based on the Analysis of Secondary Commercial School Student Register �

 Chung, Youn-Tae *

116)

This research aimed to clarify how ethnic discrimination in the Korean-Japanese co-ed 

secondary commercial schoo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routinely forced. 

First of all, I macroscopically confirmed the dropout trend of the whole secondary 

school by utilizing nationwide statistical data. Secondly, I carried out a micro-case 

analysis through various kinds of materials that have not been utilized so far, such 

school register. Thirdly, I distinguished ethnic differences and ethnic discrimination, and 

clarified the mechanism of ethnic discrimination more clearly. 

The ke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econdary commercial school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Korean-Japanese 

co-ed schools where leg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hardly took place. However, 

they were spaces where various non-legal and non-institutional ethnic discrimination was 

enforced or raised. As a result, Korean students had been influenced by factual ethnic 

discrimination prescribed by the structure of political and economic inequality in the 

colonial society. And it was impossible for Korean students to avoid customary ethnic 

discrimination by school authorities and Japanese teachers on a daily basis.

In this respect, the issue of ethnic discrimination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as not 

only leg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but also factual and customary ethnic 

discrimination. And it was a matter of the structure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chool of Humanit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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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quality of the colonial society which is the root cause of making factual and 

customary ethnic discrimination on a daily basis as well as legal and institutional ethnic 

discrimination.

Key Words : Ethnic Discrimination, Ethnic Differences, Factual Ethnic Discrimination, 

Customary Ethnic Discrimination, Political and Economic Inequality, 

School Student Register, Secondary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