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민지학력경쟁과 입학시험준비교육의 등장
박철희(朴哲熙)*1)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학교교육 특히 인문중등교육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인 입학시험준비교육과

학력경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탐구하였다.

근대한국중등교육에 있어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교육은 1920년대 들어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

계기가 된 것은 1922년 조선교육령의 개정이다. 당시 대표적 일반중등교육기관인 고등보통학교의 교육연

한을 연장하여 상급학교와 연결되게 하고, 인문중심의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고등보통학교 졸업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한국인에게는 비록 제한된 기회였지만,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됨으로써 국내에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대부터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상

급학교 진학을 위한 각종 준비교육이 등장하였다. 입시과목 위주의 교육, 모의고사의 실시, 진학성적에 따

른 학교의 서열화 등 각종 입시준비교육과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은 학력경쟁(學歷競爭)과 함께 등장하였지만, 이 시기의 학력경쟁을

근대적 학력경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의 학력경쟁은 민족간의 차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學

力)에 기초한 근대적 학력경쟁체제로 보기보다는 식민지적 학력경쟁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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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한국의 교육 특히 인문중등교육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과

* 한국교육사고(韓國敎育史庫) 연구원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

Asia n Journa l of Ed uc a t io n

2003, Vol. 4, No . 1, pp . 65-92.

논문 요약



66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열된 학력경쟁(學歷競爭)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소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출세

에 유리하다 고 평판이 나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최선의 전략을 구상하고, 이러한 전략

에 따라 교내외 생활을 조직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의 성적이 어떠한가에 따라

학교의 평판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학교당국으로서는 교육의 본질보다는 일류대학에 진학하고

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진학경쟁의

선두에 선 사람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경쟁의 뒷전에 있거나 낙오된 집단은

자연히 소외된다. 또한 학력경쟁에 매달리다보니 교양교육, 인격교육, 적성교육과 관련된 교육

적 담론은 이상적 담론으로만 다가오고 현실적 담론으로 다가오지 못한다. 정부 당국에서도

입시제도를 이리 저리 고쳐보지만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뜻 있는 교사들의 교육적 노력

도 대학입시라는 장벽 앞에 무기력해지곤 한다. 이처럼 입시위주의 교육과 과열된 학력경쟁은

한국의 중등교육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도 적지 않다. 이들 선행연구는 대체로 입시제도의 변천과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입시위주교육과 학력경쟁의 배경이 되는 교육 및 사회적

원인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다. 반면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력경쟁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를 보여주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런 이유로 현재 한국교육의 주요 특징인 입시위주의 교

육과 과열된 학력경쟁이 언제 어떻게 등장하여, 어떤 변화를 거쳐 현재 한국교육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역사연구의

기초작업으로서 한국에서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력경쟁이 언제, 어떤 계기에 의하여, 어떤 모

습으로 등장하였는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입시위주교육의 등장과 관련하여 필자가 주목한

시기는 일제강점기이다. 일제강점기의 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교육정책, 교육과

정, 학교설립과정, 교육기회의 분배 등에서 나타나는 식민교육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이 시기에 등장한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학력경쟁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드

문데, 손종현(1993), 오성철(2000), 김동환(2002) 등의 연구가 있다. 손종현(1993)은 1938년-1943

년의 기간에 조선인들 사이에 학력경쟁이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을 일제의 민족분할 지배 정

책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오성철(2000)은 1930년대 보통학교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

시위주의 교육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동환(2002 )은 일제강점기 진학준비교육이

나타난 사회적 배경과 진학준비교육에 대한 일제의 정책적 대응이 어떠하였는가를 분석하였

다. 이들 연구가 일제강점기의 진학준비교육과 학력경쟁에 대하여 의미 있는 설명을 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기관인 고등보통학교에서 학력경쟁 및 진학준비교육이 언제, 어떻

게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해주는 연구는 거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보통학

교에서 학력경쟁 및 진학준비교육이 언제, 어떤 계기에 의하여,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였는가

를 드러내고, 이 시기의 학력경쟁이 어떤 성격을 지닌 것이었는가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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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의 교육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과거의 사실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

재 한국교육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이 시기

에 시작한 진학준비교육과 학력경쟁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확대재생산 되어왔기 때문이다.

Ⅱ. 입학시험 준비교육의 등장

1. 식민지지배 초기의 중등교육

개항 이후 조선에서는 서구의 근대식 학교교육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갑오개혁 때이다. 갑오교육개혁에서

핵심적인 대상이 된 것은 중등이나 고등교육보다는 초등교육이었다(류방란, 1995 : 72). 즉 소

학교와 소학교교원의 양성기관인 사범학교를 설립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며, 교육의 기회를 모

든 아동에게 개방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고등교육기관은 설립되지 않았으며,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위한 일반중등교육기관도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정부에 의해서 일반중등교육의

성격을 가진 중학교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대한제국의 시기인 1899년 무렵이다.

이 때 이미 소학교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해 4월에 중학교관제가 공포되고, 이 관제에 근거하여 최초의 관

립 일반계 중등교육기관인 관립중학교가 1900년 10월 3일에 설립되었다.

그런데 중학교관제 제1조에서는 中學校 實業에 就코져 人民에게 正德利用厚生

中等敎育을 普通으로 敎授 處로 定 이라 라고 교육 목적을 밝히고 있어, 중학교의 목적이

진학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기간은 심상과 4년, 고등과 3년으로 모두 7년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과과정은 심상과는 윤리, 독서, 작문, 역사, 지지(地誌), 산술, 경제, 박물,

물리, 화학, 도화(圖畵), 체조 등의 교과목으로 편성되고, 고등과의 경우는 독서, 산술, 경제, 박

물, 지리, 화학, 외국어, 법률, 정치, 공업, 농업, 상업, 의학, 측량, 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상과의 경우는 대체로 일반교과로 편성되고, 고등과의 경우는 여기에 외국어와 함께 실업과

연관된 교과가 부가되는 형태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학교 규칙에 나타난 규정이고, 실

제에서는 고등과는 실현되지 않고 심상과만 실현되었다. 일반교과 중심으로 편성된 심상과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덕이용후생(正德利用厚生)하는 중등

교육을 실시한다는 중학교의 교육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생기게 되었다. 고등과가 실시되지 않

음으로써 일반교과 중심의 심상과로 구성되는 중학교는, 교육과정상 인문중등교육기관의 성격

을 지니고 있었지만, 진학할 수 있는 상급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졸업 이후 진로가 모호한 기관



68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었다. 그러나 장차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된다면 본격적인 인문중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일종의 묘목과 같은 교육기관이었다.

그런데, 조선교육에 대한 일제의 침략과 간섭은 상급학교와의 연계성을 지닌 본격적 인문중

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어렵게 하였다. 일제는 통감부 설치 이후 고등

학교령에 의하여 1906년 9월 1일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그 명칭을 바꾸고, 제도상 7년제였던

중학교를 4년제로 축소하였다. 여기서 고등학교라는 명칭은 중학교의 다음 단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종결교육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명칭에 불과하였다. 1909년 고등학교

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해 7월에는 고등학교령 시행규칙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도

개정되는데, 개정의 방향은 외국어 및 과학 교육을 약화시키는 대신 실업교육을 강화하는 것

이었다.

강제병합 직전인 1910년 8월에 일제의 고위교육관료에 의하여 제출된 교육에 관한 의견 에

서 학생들이 사립학교 또는 종교학교의 문(門)에 모여 불완전한 교육하에 험악한 영향 을 받

고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등학교의 존속이 불가피하므로 실과중학 을 조직하되,

2-3년 내에 3천명의 수요가 예상되는 토지조사종업원을 비롯해, 법관, 기술원 등의 양성에 필

요한 실무적 학습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은 半島의 民度 實

情에 비추어 보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조선의 중등교육기관을 그 자체로서 완성교육

기관으로 설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駒 武, 1996 : 93). 그리하여 대학에 관한 규

정도 두지 않았으며 설치하지도 않았다. 전문학교 규정도 1915년에 가서야 제정된다. 이러한

고보교육의 실태는 일본의 중학교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실과 중학 은 1890년대 중후반

일본의 이노우에(井上毅) 문상(文相) 시절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실업에 종사하고자 하

는 사람들을 위하여 실과교육을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본에서는 현실 정

착에 실패한 제도였다. 일본의 중학교에 실업교육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실업교

육은 실업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중학교는 주로 상층집단이 진학하는 교

육기관으로서, 제국대학에 이르는 정계(正系)에 위치한 특권적 지위를 지니게 되고, 아카데믹

한 보통교육에의 강한 지향을 가지게 되었다(駒 武, 1996 : 94). 결국 일제는 조선에 고등학

교,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고등보통학교를 일본의 중학교와 같은 상급학

교 진학을 준비하는 아카데믹한 성격을 지닌 교육기관보다는 실업 종사를 목적으로 하는 실업

교육 중심의 종결 교육기관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강제병합 이후 일제가 포고한 제1차 조선교육령은 일제의 이러한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우선 학교의 명칭이 고등학교에서 고등보통학교로 바뀌었으며, 교과목도 조정되었다. 첫째, 일

어 가 국어 로 그 명칭이 바뀌고, 둘째, 박물, 물리 및 화학이 통합되어 이과(理科) 로 되었으

며 셋째, 법제경제, 실업 등이 통합되어 실업 및 법제경제 로 되었고, 넷째 습자 와 수공 과가



식민지학력경쟁과 입학시험준비교육의 등장 6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가되었다. 다섯째는 외국어를 여전히 수의과목으로 하면서, 종래에는 영어, 독어, 중국어 중

1개 국어를 택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을 이번에는 영어 1개 교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교과목의

조정은 이전의 고등학교가 지니고 있던 실업중심의 종결교육적 성격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고보의 교과과정은 학제상 같은 위치에 있었던 일본의 중학교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

는데, 제1차 조선교육령 하에서 조선의 고등보통학교와 일본 중학교의 교과과정 및 수업시수

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1차 조선교육령시기 고등보통학교의 교과별 매주수업시수

과목

학년

수

신

국

어

조선

어및

한문

역

사

지

리

수

학

이

과

실업및

법제경

제

습

자

도

화

수

공

창

가

체

조

영

어
계

1 1 8 4 2 4 3 2 3 3 30
2 1 8 4 2 4 4 1 3 3 30

3 1 7 3 2 4 3 6 1 3 (2 )
30
(32 )

4 1 7 3 2 4 3 6 1 3 (2 )
30
(32 )

자료: 高等普通學校規則, 1911. 10.20.

<표 2> 제1차 조선교육령시기 일본의 중학교 교과별 매주수업시수

과목

학년
수신

국어

및

한문

외국

어
역사 지리 수학 박물

물리

및화

학

법제

및

경제

실업 도화 창가 체조 계

1 1 8 6 3 4 2 1 1 3 29
2 1 7 7 3 4 2 1 1 3 29
3 1 7 7 3 5 2 1 1 3 30

4 1 6 7 3 4 2 4 (2) 1 3
31
(33 )

5 1 6 7 3 4 4 2 (2) 1 3
31
(33 )

자료: 文部省敎育史編纂會(1939), 明治以後敎育制度發達史 制五卷, 148-149쪽.

위의 두 교과과정을 비교해볼 때 우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외국어분야이다. 일본의 경우

영어, 독어, 불어 등의 외국어를 가르쳤지만, 고등보통학교의 경우는 외국어를 수의과목으로

설정하였는데, 대체로 상과지망생에 한정하여 3, 4학년에서 두 시간씩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

다. 외국어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서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중학교가 외국어에 많

은 수업시수를 배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고보에서는 이를 수의과목으로 지정하였다는 것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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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상급학교 진학과는 무관한 교육기관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과학교과목에서도 두 학교의 교과과정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의 중학교 경우는

박물과 물리 및 화학으로 교과목이 분리되어 있었고, 수업시수도 16시간인데 비하여 고등보통

학교는 교과목이 이과로 통합되어 있었으며, 수업시수도 13시간으로 일본의 중학교에 비하여

부족하였다. 외국어나 과학교과목과는 달리 고보의 교과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교과목

은 실업 및 법제 경제와 수공 교과목이다. 중학교는 법제경제가 2시간, 실업은 수의과목으로

되어있는데 비하여, 고등보통학교는 실업과 법제경제과목을 통합하여 12시간이라는 많은 시간

을 할당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에서는 수공이 수의과목인 실업과목의 일부로 되어 있어서 가

르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고등보통학교는 도화와 수공을 합하여 8시간을 할당하고 있다는

점도 중학교와는 매우 다르다. 이상과 같은 교과목 편제를 보면 1910년대 고등보통학교는 일

본의 중학교와는 달리 실업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였다는 경성고등보통학교(이하 경성고보)를 1919년에

졸업한 이태규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당시 고보교육의 수준이 어떠하였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경기(경성고보)에서 4년 과정을 마치고 1년과정인 그 학교의 사범과를 다녔는데, 여기서도 보통학

교교사가 영어를 알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경기에서는 상과지망학생만은 2학년

부터 좀 가르쳤지만, 그것도 1주일에 두 시간이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더군다나 나는

농과에 사범과 지망이었으니까, 나는 영어를 전연 배우지 못했습니다.

히로시마(廣島)고등사범에 들어가 보니 내가 알고 있는 영어라는 것은 A부터 I까지이고, 다음에 J

부터는 모르고 있었어요. I까지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하면 대수나 기하를 푸는데 그것이 필요했

거든요. 수학교육도 말이 아니었어요. 二次方程式을 푸는 공식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식의

교육을 했더구먼요. 일인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고 히로시마(廣島)고등사범에 입학한 후에 겪은 고생

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때 일본 사람들은 원서를 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영어로

된 교과서들이지요. 책을 읽지를 못하고 테크니컬 텀 (전문용어)은 영어를 많이 쓰니까 말하는 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흑판에 써주는 것을 베끼지도 못하고... 한 1년 동안 죽어났지요(新東亞 1964년 11

월호 : 191).

위의 회고담은 당시 경성고보의 교육과정이 일본의 상급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교

육으로서는 부적절한, 수준 이하의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일본의 중학교가 5

년제인데 비하여, 고보는 4년제로 수업연한도 짧아서 일본에서는 고등보통학교의 학력이 제대

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10년대에 일본으로 유학간 소수의 학생은 정규학생으로 등록

하지 못하고 청강생 비슷한 별과생(別科生)으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경성고보

의 교사였던 古谷傳一은 이 시기 경성고보의 교육에 대하여 졸업생을 농업, 공업에 종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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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것 이었으며, 근로호한주의(勤勞好汗主義) 였다고 회고하고 있다(京城第一高等普

通學校學友會, 1936 : 88).

이처럼 영어, 수학 등의 기초교과의 수준이 낮고, 실업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진학 시

에 그 학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졸업생에 대한 진로지도 역시 상급학교 진학

보다는 취업에 중점을 두었다. 경성고보의 1914년 졸업생인 김준연은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당

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1914년 3월 23일 본교를 졸업한 후 이긍종, 민태원 등 동창과 함께 운동장에서 놀고 있을 때 교장

실에서 부르기에 3인이 가보니 우에다(上田駿一郞) 교유가 그들에게 일본 유학을 포기하고 판임관

견습시험을 보라고 권고했다는 것이다. 김준연이 법학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겠다는 희망을 말하자,

우에다 교유는 지금은 서양 법률사상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사건이 많아 변호사들이 밥을 먹지만 그

대가 동경제대에 들어가려면 일본에 가서 다시 중학 5년을 다녀 고등학교 3년을 거쳐 대학 4년을 마

치려면 12년이 걸리는데, 그 동안에 질서가 잡히면 변호사들이 할 일이 없게 되어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단념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라고 말했다(京畿高等學校同

窓會, 1990 : 126).

경성고보의 진로지도가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교원과 하급관리의 충원에 중점을 두었기 때

문에 졸업 이전이라도 필요한 인력을 차출해가기도 하였다. 1907년의 경우 한성고등학교(경성

고등학교로 바뀌기 이전의 학교명) 입학생이 49명이었으나, 1911년 경성고등보통학교로 졸업

한 졸업생은 15명에 불과한데, 이것은 1910년 일제가 한국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조사요원으로 15명을 뽑아가고, 신설된 총독부 철도국의 요원으로도 상당수가 차출되었기 때

문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에서 1911년 발행한 學事統計 에 의하면 1911년도 경

성고보 졸업생 15명의 진로는 관공리 8명, 교원 4명, 은행회사 4명, 타교입학 2명, 일본 유학 1

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관공리와 교원으로 진출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13년도 졸업생의 진로를 경성고보의 학적부를 기초로 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913년도의 졸업생 중에서는 사범과 진학생이 많은데, 이는 1913년 4월부터 경성고보에 초

등교원양성을 위하여 1년 과정의 사범과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리, 금융회사원, 토

<표 3> 1913년 경성고보 졸업생들의 졸업 후 진로

관리 금융회사원 토지조사관 사범과 의학강습소 훈도 미상 합계

7 7 2 17(2) 2 1 7 43

자료; 京城高等普通學校 學籍簿 1913年 卒業生

* 괄호안의 숫자는 사범과 졸업 후 훈도가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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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사관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교원, 관공리 등이 졸업생들의 주요 진

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1911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2. 상급학교 입학시험을 위한 준비교육의 등장

1) 고등보통교육정책의 변화

일제는 3 1운동 이후 조선인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기존의 무단통치방식에서 내지준거

주의(內地準據主義)에 입각한 문화통치로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교육에 있어서도 차

별을 시급히 완화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총독부는 먼저 임시조치로 1919년 12월 고

보의 교과내용을 변경하여, 고보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이과를 박물, 화학 두 과목으로 나누는 동시에 실업 및 법제 경제의 한 과목을 실업과 법제 및

경제의 두 종류로 분리하고, 사정에 따라 이를 전혀 교수하지 않거나 수의과(隨意科)로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920년에는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그 해 11월 종전의 교육령을 일

부 개정하였다. 이에 의하여 고보의 수학연한은 종전대로 4년제로 하되 별도로 2개년 이내의

보습과(補習科)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 내의 상급학교와 직접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이 때 교과 내용도 수정하여 일본의 중학교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제는 1922년 11월 기존의 조선교육령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교육령을 공포한다. 새로운

교육령이 고보교육과 관련하여 보여주는 개혁의 중심내용은 첫째는 학제변경이다. 종전의 학

제는 일본과는 달리 보통학교 4년, 고등보통학교 4년 등으로 짧은 기간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

을 1922년 11월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이르러 보통학교 6년, 고등보통학교를 5년으로 연장함으

로써 학제 상 일본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는 교과목의 조정이다. 고

보의 교과내용을 변경하여, 고보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이과를 박물과 물리 및 화학 두 과목으로 나누는 동시에 실업 및 법제 경제의 한 과목을 실업

과 법제 및 경제의 두 종류로 분리하고, 사정에 따라 이를 전혀 교수하지 않거나 수의과(隨意

科)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실업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던 고등보통학교의 교과목을

일본인 중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변경시킨 것이다.

2) 상급학교 입학시험을 위한 준비교육의 등장

학제를 일본과 동일하게 만들고, 교육과정을 일본의 중학교와 유사하게 재편함으로써 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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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이 이전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설립,

1926년 경성제국대학 본과의 설립으로 인하여 비록 조선인에게 제한된 기회였지만, 조선에서

대학진학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경성제대의 설립 등은 학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의 열의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관료, 의사, 교사, 변호

사 등 인기 있는 근대직종의 진입에 각종 학력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조선인의 입장에서 이들

근대직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직업이 요구하는 학력을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였으며, 때로는

불가피하였다. 또한 고보생들의 상당수는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학자금의 조달이 가능한 유

산층의 출신이라는 점, 치열한 학력(學力)경쟁을 통하여 선발되었기 때문에 높은 포부수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고보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의 욕구는 클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상

급학교 진학의 문은 매우 좁았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하였다. 그리

하여 고보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

에, 고보에서는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준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20-30년

대 고보에서는 1910년대와 달리 상급학교진학준비교육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학

교 현장에서 어떤 형태의 준비교육이 행해졌는가를 살펴보자.

(1) 입시과목 위주의 교육

상급학교 진학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입학시험과목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

이다. 당시 대부분의 상급학교 이를테면 경성제국대학 예과나 전문학교의 경우 입시과목이 국

어(일본어), 영어, 수학, 물리화학, 박물, 역사, 지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

보생과 고보에서는 이들 과목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은 1920년대 후반에 광성고보에

입학했던 사람의 회고담이다.

당시 이 학교(광성고보 : 필자주)의 교과목은 내용과 수준은 다른 高普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중학

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정도이었는데, 당시 高普의 수업연한인 5년 동안에 상급학교 入試科目인 英語

日語 數學 物理 化學 博物(생물) 歷史 地理 등의 수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光成100年史編纂

委員會, 1995 : 165).

그러나 입시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과목간의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입시에서 배점

이 높은 과목에 더욱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어하는 경성제대예과의

경우 국어(일본어)200점, 영어 200점, 수학 250점이고, 나머지 과목은 합하여 모두 100점으로

배점을 하였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들로서는 자연히 국·영·수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국·영·수 이외의 과목들을 암기과목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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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국·영·수를 중시하고 암기과목을 경시하는 교과인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경성제대예과에 입학한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출신의 한 졸업생은 후배 재

학생들에게 이들 암기과목에 대하여, 너무 소홀히 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기도 하였다. 입시과

목 위주로 공부를 하다보니 입시에 포함되지 않은 교과목은 자연히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조선어작문시간은 중앙학교에서는 넘어 푸대접을 밧는 것 같습니다. 중학오학년을 졸업하고도 안

이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라는 학위가 잇는 사람으로도 심하면 都合이 如意치못해서 니 퍽 面白햇

느니 이러한 괴문장을 私信도 안이요 공개하여달라는 원고라는 들에 려놋는 형편에 잇서서 조선

학생에게 조선어작문이 그처럼 등한히 하여도 무관할 것갓지는 안엇습니다. 하기는 大豫入學試驗가

튼데 조선어작문이 업스닛가 무관하다고 내여바려두고어도 큰일 날 것은 업겟슴니다만은 백명이면

이십명 상급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을 생각한다면 모든 學課를 大豫入學만을(예를 든다

면) 표준할 수는 업겟지요(學生 1929년 10월호 : 52).

중앙고보 조선어작문교사의 위와 같은 불만을 통해서, 조선어가 조선인의 민족적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예과입시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

여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서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음 알 수 있다. 나아가 배재고보에서

는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 없는 과목은 제외하고, 필요한 과목의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학

생과 학부형 사이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보성고보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정규과정을 학기의 전반기에 모두 수료하고, 그 후부터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과외교재로

공부를 하기도 하였다.

졸업 후에 상급학교에 입학률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당시에 하나의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에 생각하여 보아도 그 때의 보성은 평범하게 또 진실하게 참으로 놀랄만한 공부를 하였다. 선생

님과 학생들이 그야말로 무아무중으로 면학에 열중하였다. 거진 학기전반에 정규의 과정을 수료하고

그 후부터는 오로지 과외교재를 가지고 실력을 쌓는 것이었다(普成高等學校, 1956 : 29)

즉 정규과정을 예정보다 일찍 마치고 과외교재로 상급학교 진학준비를 하였다고 하는데, 대

체로 상급학교 입시과목에 치중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식의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고등학교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1920년대 고등보통

학교에서 이러한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이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고보에서 학생

들이 특정과목에 치우쳐 공부하는 경향에 대하여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그리고 上級學校의 入學試驗科目을 보면 오즉 語學과 數學뿐이다. 高等普通學校의 入學은 勿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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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와 大學豫科 入學試驗에서도 總點 七百五十點 中에서 語學과 數學이 約 六百五十點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朝鮮의 學生은 오즉 機械的 學問인 語學과 數學에 뿐 沒頭케되는 同時에 敎育의

根本目的이 어대있는가 疑心치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新東亞, 1936년 2월호 : 41).

기계적 학문인 어학과 수학에만 몰두하니 고보교육의 목적이 진정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기존의 고보교육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데, 이 글을 통해서도 당시 고보생들이 상급학교 입

학시험에서 배점이 높은 어학과 수학을 공부하는데 몰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진학반, 취학반의 구분, 보습과의 설치

앞서 살펴본 대로 고보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교과목, 특히 국어(일본어), 영어, 수

학에 몰두하였고,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수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기 때

문에 몇몇 고보에서는 4, 5학년이 되면 상급학교 진학희망자와 취업희망자를 구분하여 별도의

반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양정고보 교무주임의 말이다.

우리 學校에서는 特別히 就職하는 學生을 위하야 努力하는 것이 잇습니다. 그것은 學校에서 五學

年만을 두 가지 크라쓰에 갈나서 하나는 主로 上級學校로 하나는 就業方面에 을 두는 學生을 위

한 크라쓰에서는 主로 珠算, 簿記 等의 就職에 便宜하도록 그것을 努力하고 잇는 것입니다(彗星 1932

년 2월호 : 76).

진학반과 취업반을 구분하였다는 것은 양정고보와 같은 사립고보뿐만 아니라 광주고보, 공

주고보, 해주고보, 청주고보 등과 같은 공립고보에서도 이러한 구분이 있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학과운영에 있어서 진학반과 취업반은 어떤 차이가 있

었던 것일까? 공주고보의 경우를 보면 상급학교 4, 5학년을 취직조, 수험조로 분반하여, 취직

조에서는 실업시간을 늘려 취직에 필요한 주산 및 경필습자(硬筆習字)를 과하고, 수험조의 경

우는 수학과 영어시간을 증가시켰다고 한다(公州敎育六十年史編纂委員會, 1982 : 165). 수업시

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였는가는 해주고보에서 시행한 각 반 수업시수표가 보여주고

있다.

<표 4>에 의하면 외국어, 수학의 경우는 취업반보다 진학반에 2시간씩 더 많은 시간이 할애

되어 있고, 실업과는 진학반보다 취업반에 4시간이 더 많이 배정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진

학반에는 입학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와 수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취

업반에는 취업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실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수업시수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방식 등에 있어서도 진학반과 취업반은 상당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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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청주고보의 경우는 4학년부터 수험조(受驗組)와 실무조(實務組)로 구

분하였는데, 각 교과의 내용과 지도 방식에 있어서 수험조와 실무조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

고 있다. 국어한문과의 경우 상급학교 수험 희망 생도를 위하여 매주 1시간씩 방과후 과외지

도를 행하고, 하기휴가를 이용하여 과외 지도를 하기도 하였다. 영어과는 실무조의 경우 평이

하고 실생활에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여 가르쳤으며, 필요하면 실용영어와 실생활과 관련된 외

래어를 지도하기도 하고, 레터(letter), 광고문 등을 연구하게 하기도 하였다. 반면 수험조는 매

주 1-2시간씩 과외수업을 행하고, 자습용 수험참고서를 지정하여 매주 일정한 범위를 각자 자

습케 하여 정해진 날 시험을 보고, 그 성적을 공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학기 2회의 모의시험

을 실시하고, 프린트물에 의하여 수험에 필요한 지식을 보충학습 하였으며, 하기방학 중 약 10

일간 희망자에 대하여 강습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수학과의 경우 4학년부터 실무조와 수험조

로 구분하여 실무조는 실용적 교재를 중시하고, 수험조는 약간 고급정도의 것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희망자를 모집하여 과외지도 혹은 모의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소위 수험준비교육을 하였

다. 역사과는 입학시험응시자의 경우 지망학교의 최근 출제 경향, 시험문제 공부법 등을 방과

후에 함께 연구하였으며, 지리과의 경우에도 입학시험 응시자를 위하여 입학시험문제를 연구

하였다. 실업과의 경우도 실무조와 수험조는 상당히 다른 교육이 실시되었다. 먼저 실업과 중

에서 상업과의 경우 실무조는 4, 5학년 모두 매주 2시간씩 할당하고, 4학년에서는 1시간은 상

업의 대의(大意), 1시간은 주산을 가르쳤으며, 5학년에서는 1시간은 경제학이론의 대양(大樣)을

가르치고, 1시간은 주산을 보다 숙달시키는 시간으로 하였다. 반면 수험조는 4학년에서는 실업

<표 4> 해주고보 제5학년 매주 교수 시수표

학칙에 의한

매주수업시수
甲組(실업종사희망자) 乙組(상급학교진학희망자)

수신 1 1 1

국어및한문 5 5 5

조선어및한문 3 3 3

외국어(영어) 5 4 6

역사지리 3 3 3

수학 4 3 5

물리및화학 3 3 3

법제및경제 1 1 1

실업 3 5 1

도화 1 1 1

체조 3 3 3

계 32 32 32

자료: 海州公立高等普通學校(1932 ), 海州公立高等普通學校學校經營竝學校槪覽, 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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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매주 2시간으로 하지만, 그 중 1시간은 생도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영어과에 배당

하고, 다른 1시간으로 상업의 대의(大意)를 가르쳤다. 특히 수험조는 상업에 흥미를 갖기 어렵

다고 보고 주로 상식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淸州高等普通學校, 1937 : 57-120). 이처럼 고

보에서 4, 5학년이 되면 상급학교 진학자를 위하여 별도의 진학반을 구성하고 취업반과는 달

리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별도의 수험준비교육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성제일고보와 경성제이고보에서는 졸업이후 상급학교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을 위하

여 상급학교 진학준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보습과(補習科)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경성제일고

보의 경우 1934년 4월부터 수업연한 1년의 보습과를 설치하여 경성제일고보 뿐만 아니라 다른

고보 출신의 재수생 50명을 뽑아 특별히 지도하기도 하였다(京畿高等學校同窓會, 1990 : 161).

학교당국에서는 재수생을 위한 적당한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불규칙한 생활을 하거나

방종에 흘러 불량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습과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는

경성제일고보, 경성제이고보의 보습과가 재수학원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진학잡지의 발간과 모의고사의 실시

경성제일고보 경우는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지도와 진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937년부

터 매년 3회 정도 向上 이라는 진학전문잡지를 발행하였다. 현재 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은 1940년 6월에 발행된 向上 제 13호이다. 이 책의 내용은 시험제도의 변화, 출제경향분석,

모의고사성적표, 각 학교의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각종 정보

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잡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向上 지에는 모의고사 성적의 분포

와 성적우량자의 성적과 명단 등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기초로 판단해보면 학교당국

에서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하여 입학시험을 가상으로 최소한 3회 이상 실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상급학교 진학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은 경성제일고보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해주고보에서도 모의고사를 실시

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기록이 있다.

실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國, 漢, 數學, 英語 등의 기초과목은 담임교사에 의뢰하여 매주 1회 이상

과외교수를 행하도록 하고, 각 학과 특히 위의 학과의 擔任敎諭에 의뢰하여 입학시험의 모의시험을

행하여 각자의 실력을 시험하고 시험에 대한 훈련과 자기의 실력에 대한 자각과 자신을 부여한다(海

州公立高等普通學校, 1932 : 224).

해주고보가 발행한 학교경영과 관련된 개람(槪覽)에 5학년 진학반의 경우는 모의시험을 행

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해주고보에서도 입학시험에 대비한 모의고사를 실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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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청주고보의 경우도 수험조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경성제이고보 역시 모의고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당시 졸업생의 회고담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景福五十五年史編纂委員會, 1976 : 103). 경성제일고보, 경성제이고보와 같

은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이 모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해주고보, 청주고보와 같은 지방의 고보

에서도 모의고사를 실시하였다는 기록을 볼 때, 당시 상당수의 고보에서 상급학교 입학시험을

대비하여 진학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당국에서는 이외에도 학생들의 입학시험준비를 돕기 위하여 도서관을 밤늦게까지 개방

하고 감독교사를 두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경성제일고보의 졸업생의 회고담이다.

입학시험준비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은 학교도서실 이용이었다. 현 교장실 옆 회의실이 도서실이고

밤 11시까지 스팀이 들어오고 담당교사가 감독해주는 고로 누구하나 떠들지 않고 자기의 할 공부만

묵묵히 하는 모습은 실로 眞摯 그 자체이다(週刊京畿, 1957년 2월 11일).

경성제일고보는 이외에도 시험준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화동교

사의 옥상에서 여름에는 수박파티, 겨울에는 우동파티를 열기도 했다. 또한 방학 때에도 공부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도서실을 개방하고, 겨울방학에는 스팀을 넣어주기도 하여 지방에서 온

하숙생들이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한다(京畿高等學校同窓會,

1990 : 180).

(4) 재학생의 진학을 후원하는 졸업생

재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돕기 위하여 졸업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진학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고 격려하기도 하였다. 1936년에 발간된 경성제일고보의 學友會誌 에서는 通信 이

라는 제목으로 각종 상급학교에 대한 소개와 이들 학교에 재학중인 선배들의 명단, 입시준비

시 주의할 점 등이 소개되어 있다. 경성제대는 특별히 다른 학교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자

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선배가 충고하는 입학시험의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학교 3년까지 학교의 학과를 착실히 해야한다. 4학년부터 조금씩 준비를 시작하면 충분하

다고 생각된다. 입시준비로서 학교의 학과이외에 별도로 다른 것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학교의

학과를 착실히 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실력은 된다. 단 몇 가지의 수험과목에는 특히 힘을 기울일 만

한 것이 있다.

준비중에는 결코 급하지 않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理解를 우선으로 할 것, 그리고 상당히 실력이

붙으면 반드시 합격한다고 자신을 계속하여 가진다.

국어의 준비로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현대어를 많이 알아두는 것이다. 작문은 결코 거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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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지 말고 통상의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문장의 교졸(巧拙)보다도 작자의 종합력, 주의력,

문법상의 실력 등을 보는 것이 주안이다.

영어에서는 특히 영작문, 청취에는 주의를 요한다. 영작문에서는 문법상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

야 한다. 청취는 영어 200점 중에 30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주의하여 완전하게 하면 어려운 和

譯 한 문제이상의 효과가 있다.

수학은 이과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하다. 250점 만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운명은 결정되어버린다.

문과는 200점 정도에 불과하다. 어느 것이라도 한 두 문제를 풀지 못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때로는

그래프 가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암기과목은 100점 만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과목의 발표가 있고 나서 준비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은 뜻밖에 어리석은 것이다. 대부분 그다지 공부를 하지 않는 모양이지만 반개월 여유있

게 공부를 하게 되면.... 20-30점은 넉넉히 餘計로 얻을 수 있다. 이상은 각학과에 대한 주의이지만,

필기시험의 일반적인 주의로 한 마디 하겠다. 시험장은 다른 전문학교보다 깨끗하고, 감독은 엄중하

지만 결코 떨 필요는 없다. 오 분전에 자리에서 눈을 감고, 심호흡도 하고 허심탄회할 것, 문제가 배

포되면 한번 눈으로 훑어보아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우선 손을 댈 것, 쓰고 나면 반드시 읽어보아 고

칠 것, 誤字 탈자를 보충하는 것, 결코 시간 전에는 제출하지 않을 것 등이다. 만약 허락된다면 시계

를 책상 위에 두고 소요시간을 각 문제에 적당히 안배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구두시험은 인물시험이다. 容儀를 바르게 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 필요 이상의 것은

답변하지 않을 것. 가끔 졸업식 때 교장선생의 訓辭를 묻는 경우가 있다. 졸업식 때는 반드시 잘 들

어두어야 한다. 신체검사. 심한 폐병 등은 불가능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수

험자 전부가 시험준비 때문에 신체가 매우 쇠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위의 글은 각 과목별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하는가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즉 과목별 배점, 각과목별 시험준비요령, 시험장에서의 마음가짐과 대처 요령, 구두시험 답변

요령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암기과목으로 구분되고 있는

데, 암기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준비도 단기간에 하는 경향이 있

지만 약간의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다는 충고를 덧붙이고 있다. 또한 구두시험에서 졸업생

때 학교장의 훈사(訓辭)를 묻는 경우가 있다는 충고를 하는 것으로 보아 구두시험이 지식 또는

논리력을 평가하기보다는 품행과 태도 등과 같은 인물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시험이었던 것으

로 보인다. 광성고보 출신의 한 졸업생의 회고담에서 경성제대예과의 구두시험에서 면접관으

로부터 고보재학시절 동맹휴학에 가담한 적이 있는가 (光成100年史編纂委員會, 1995 : 171)라

는 질문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구두시험에서 응시자의 사상적 경향을 파악하기

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급학교에 진학한 선배들이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학우회

지 또는 교우회지에 싣는 것은 경성제일고보에서만 있었던 관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양고보의 경우도 학우회에서 발행하는 大洞江 이라는 잡지에 卒業生通信 이라는 제목으



80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로 상급학교에 진학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하여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와 시험준비방법을 소

개하고 있다. 다음은 관립법학전문학교에 진학한 박인각(朴仁珏)이 쓴 法專の卷 의 일부이다.

본교에서 입학시험은 다른 관립전문학교와 마찬가지로 3월 상순에 시행하지만, 매년 60명 모집에

지원자가 300명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올 봄은 450명 정도였다. 조선인이 비교적 많이 들어온다

는 점에서 본교의 특색도 있지만, 그 대신 내지인 지원자가 적어 조선인 상호간에 경쟁은 예상외로

격렬하다.

시험과목은 국문해석, 書取, 작문, 대수, 英文和譯, 국사이다. 이를 보아도 명확하듯이 본교에서는

한문, 기하, 和文, 英譯이 과해지지 않는다. 일견 쉬워 보여도 오히려 질에 있어서는 어렵다. 그러나

평소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은 적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유유히 시험을 볼 수 있다. 본교에서 입시

의 合否를 결정하는 분기점은 國文이다. 따라서 지원하는 자는 국문해석과 작문 및 書取에 힘써 면

밀하게 용의주도하게 준비하여 실력을 함양해야 한다(平壤高等普通學校學友會, 1936 : 194-195).

또한 경성제일고보에서는 상급학교에 진학한 선배와 재학 중인 후배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즉 졸업한 선배들을 초청하여 재학생과 간담회를 열고 후배들에게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학생들의 진학을 향한 욕망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고자 하

였다(京畿高等學校同窓會, 1990 : 181).

(5) 진학성적에 따른 학교간 비교와 경쟁

고보생들 사이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것이 학교간의 경쟁의식으

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다음은 경성제이고보 졸업생의 회고담이다.

아직 초창기라서 이렇다 할 교풍이라든가, 전통 같은 것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느낀 것은

이 학교가 본교였다는 제1고보 와 경쟁하는 학교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공부에 있어서나 운동에 있

어서나 매한가지였다. 그러니만치 우리의 머리 속에 제1고보 는 그림자처럼 항상 붙어 다녔다. 물론

이런 의식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것이었으나, 제1 , 제2 라는 순위에서 오는 명칭은 가끔 우리에게

콤플렉스까지 느끼게 한 것도 사실이었다....말할 것도 없이 경기는 운동장에서 결판이 나는 것이지

만, 공부는 윗학교(上級學校)의 합격률로 판가름이 된다(景福五十五年史編纂委員會, 1976 : 81-82).

경성제이고보는 1921년에 관립으로 설립되었는데, 경성에는 이전에 설립된 관립경성고보가

있었기 때문에 경성고보가 경성제일고보가 되고, 이 학교는 경성제이고보가 되었다. 그런데,

두 학교 모두 한국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였지만 이들 학교 사이에는 묘한 경쟁의식이 있었다.

당시 고보간의 경쟁의식은 운동과 공부를 통하여 표출되었는데, 공부의 우열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상급학교 합격률로 판가름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합격률을 높이는 것은 학생 개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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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가 아니라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기도 하였다. 상급학교 입학생을 늘이려는 학교간의

경쟁적 분위기에 대하여 당시 중앙고보의 교사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이 얘기가 길로 나가는 것 갓슴니다만은 大豫入學生 中에 자기학교 졸업생이 다른 학교 졸업생

보다 더 만흔 수효를 가젓다하여 그러한 통계만을 만족하고 그것만을 기대한다면 그 교육가는 자기

의 출발의의를 말살식히는 커다란 인식착오이겟지요(學生 1929년 10월호 : 52).

우리는 위와 같은 비판을 통해 경성제대예과 입학생수에 대하여 신경 쓰는 교육가 또는 학

교당국이 상당히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풍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同一한 物件이 여럿이 잇스면 好不好優劣等級이 出生하는 것은 事實以上의 事實이어니와 學校라는

組織體도 同時代에 同一한 觀測範圍內에 數多하게 散在하얏으니 優劣等級이 不可不生起는 것인대

某 普通學校가 좃타고 世人의 稱頌에 오르는 것은 校長이 德望家라던지 敎師가 學識이 豊富하다는

것은 全然히 안이고 그 學校卒業生이 高等普通學校에 入學을 만이한다는 것이고 某 高等普通學校가

좃타는 것도 그 學校卒業生이 專門學校와 大學校에 입학자가 많다는 것이며....(開闢, 1926년 3월호).

학교의 우열(優劣)이 교육자가 지닌 인품과 학식이 훌륭한가 아닌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

급학교 입학자수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실태를 비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

개되었기 때문에 개인이나 학교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학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6) 지식의 기계적 학습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교육이 등장하면서 지식편중주의와 지식의 기계적 학습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교육에 폐해가 잇섯다면 그는 지식편중주의인가 합니다. 학교에 들어와 교육을 밧는 것은

전연히 상급학교입학 준비를 할 기계적 지식을 주고 밧고 하랴는 데만 열중하고 하나도 덕양적 훈육이

나 인격적 함양에는 서로 주의하지 안리하엿다 하여도 과언은 안일 함니다. 그리하야 선생은 생도에

게 지식만 느어주면 그만이요 생도는 지식만 어더가면 그만이라하야 순전히 기계적으로 動하고 잇섯

기 문에 그 새이에는 하등의 이해도 하등의 애착도 업시 지나온 것입니다(別乾坤 1928년 1월호).

위의 비판에서 나오듯이 상급학교입학을 위한 준비교육으로 인하여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기

계적 지식을 주고받는 관계로 되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사이에 상호 이해나 애착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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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지식의 기계적 반복학습은 소위 암기과목이라고 불리운 학과목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다음은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제안하는 시험준비요령 중 암기과목과 관련된 것이다.

以上의 整頓이 完全하게 된 다음에는 곳 暗記物에 着手할 것임니다. 卽 地理, 歷史, 物理, 化學, 博

物 等 暗記物은 여러 번 번복할수록 得策인대 적어도 二三次乃至四五次는 번복하야 읽지 안으면 안됨

니다. 特別히 四學年에 上級學校 受驗을 하려는 분은 昨今에 學習한 것이니 이 暗記物을 大武器로 삼

을 것임니다. 暗記物과 數學은 가장 短時日에 큰 효과를 볼 수 잇스며, 만흔 受驗者들의 過去 失敗와

成功은 이 두 가지에 原因된 것이 적지 안은 것이니 特히 主義할 것임니다(學生 1930년 2월호 : 50).

역사, 지리, 물리, 화학을 이해하기보다는 반복 암기하는 것을 주요한 시험준비방법으로 소

개하고 있다. 다음의 회상기는 당시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에 얼마나 열중하고, 어떻게 준비

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인은 한국인 지식계급의 확대를 두려워하였고 또 상급학교의 입학 허가자수도 제한되어있었

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에의 진학은 큰 난관이었고, 그야말로 입시지옥이었다.

입학시험준비는 4학년초부터 시작되고 교사 또는 선배의 지도에 따라 권위 있고 정평 있는 참고서를

정하여 영어 수학 일본어 한문부터 공부를 한다. 이들의 필수과목은 대개 12월말까지 끝내고 1월부

터는 선택을 공부한다. 시험기일은 대개가 3월 중순부터였고 일류학교의 경쟁률은 평균 5대1정도였

다. 시대상의 차이에서이겠지만 당시에는 입시합격이 하나의 장래의 보다 낳은 생활에 대한 투자였

고 등용의 문이었기 때문에 입학시험준비는 결사적이고 이로 인하여 건강까지 해치는 사람도 많았

다... 이리하여 4학년 2백여 명 가운데서 약 20-30명이 수험하는데 합격되는 사람은 3 4명이었다. 저

도 4학년 때는 실패하였다. 5학년에서는 4학년 때의 참고서를 그대로 되풀이하였고, 참고서는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 과목에 하나씩 선택하여 반복함이 효과적이었다. 반복은 초월이다. 반복

은 變質이다(週刊京畿 제70호, 1957.2.11.).

하나의 참고서를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 자체가 초월이고 변질이라는 지적은 상급학

교 진학준비에 있어서 반복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암기위

주의 학습법은 학생들에게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성찰이나 비판적 인식을 촉진하기보다

는 진학을 위한 지식의 단순 반복 암기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체제기능적인 도구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할 가능성이 많은 학습방식이라고 하겠다.

Ⅲ. 식민지 학력경쟁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20년대에 들어와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교육이 각 고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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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고보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상황은 어떠하였을까? 고보졸업

생의 상급학교 진학상황이 보여주는 의미를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하여 당시 학제상 고보와 같

은 위치에 있으면서 한국 내에 일본인을 위한 학교인 중학교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상황과

비교해보자. 두 집단의 상급학교 진학자가 전체 졸업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비

교하여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고등보통학교 중학교 졸업생 진학상황 비교

1920-1924년까지는 고등보통학교와 중학교 졸업생 중 상급학교 진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학률에 있어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1925년 이후부터는 현격한 격차를 보여주

다가 1929년을 정점으로 해서 약간씩 좁혀지고 1937년 이후는 다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중학교 졸업생의 전체 진로에서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고보 졸업생의 그것과 상

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입학한 상급학교를 관공립과 사립학교로 구분해볼 때 고보와 중학

교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보졸업생은 전체 진학생 3056명중에서 44.6%에 해당하는 1364명이 관공립학교로, 55.4%에

해당하는 1692명이 사립학교로 진학한 반면, 중학교 졸업생은 전체 진학생 2508명의 70.9%인

1778명이 관공립학교로, 29.1%인 730명이 사립학교로 진학하였다. 결국 중학생은 졸업 후 진로

에 있어서 상급학교 진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보생 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관공립학교 진

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고보 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관립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어느 정도의 숫자와 비율을

차지하였을까? 다음 표는 당시 조선 내에 존재했던 대표적 관립고등교육기관인 경성제국대학

예과,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수원고등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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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학교 등에 입학한 학생수를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제시한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경성법학전문학교와 경성의학전문

학교를 제외한 모든 관립고등교육기관에서 일본인이 절대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1920년대로 오면서 점차 일본인의 입학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제2차 조선교

육령이 실시된 1922년을 기점으로 일본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고등공업학교와 고등농업학교의 경우는 1922년을 기점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이 역전되

어 일본인이 다수를 점하게 된다.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경우는 1924년에 일본인 학생수가 조선

인 학생수를 앞선 이후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문학교이상의 관립고등학부는 경성뎨국대학을 비롯하야 법전, 의전, 고공, 고상, 고농의 여섯학

교가 잇는데 대정십년이전에는 지금과가티 뎨국대학과 가튼 최고학부는 업섯스나 일반전문학교가

<표 5> 고보와 중학교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 상황(관공립과 사립별)

고보출신자 중학교출신자

관공립 사립 합계 관공립 사립 합계

1926 166 94 260 169 44 213

1927 163 135 298 186 59 245

1928 194 160 354 215 70 285

1931 214 208 422 278 108 386

1932 163 320 483 285 129 414

1933 201 396 597 312 146 458

1934 263 379 642 333 174 507

합계 1364 1692 3056 1778 730 2508

1926 63.8 36.2 100.0 79. 3 20. 7 100.0

1927 54. 7 45.3 100.0 75. 9 24. 1 100.0

1928 54.8 45.2 100.0 75. 4 24. 6 100.0

1931 50. 7 49.3 100.0 72. 0 28. 0 100.0

1932 33. 7 66.3 100.0 68. 8 31. 2 100.0

1933 33. 7 66.3 100.0 68. 1 31. 9 100.0

1934 41.0 59.0 100.0 65. 7 34. 3 100.0

합계 44.6 55.4 100.0 70. 9 29. 1 100.0

자료: 1926- 1928년 朝鮮總督府官報, 1931-1934년 調査月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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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조선인 학생을.....만히 입학시켰는데 신교육제가 실시된 이래로는 학교는 충실하야 젓다하나 조

선인학생을 위하야는 학교가 적을 보다 입학이 어려워지어 십일년이래 금년봄 지의 루계를 보

면..... 중등학교 졸업생은 조선인이 절대 다수이나 전문학교의 수용은 일본인이 절대 다수이라는 긔

현상을 일우어 노핫스며 그 중에도 고등상업은 금년 입학생이 오십칠명인데 조선인은 십이명이라는

완연히 서양학교에서 외국인을 입학시키는 정도에 그치엇슴으로 조선인 사회에서는 그 원인을 탐구

한 결과 전문학교 교장 리 사이에 일뎡한 불문율(不文律)의 내규가 잇서 일본에서 중등학교를 졸업

하고 건너오는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어 모집인원 총수의 오할은 그들을 위하야 뎨공하고 그 남어지

오할을 가지고 조선출신의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학생을 수용하얏슴으로 일본인이 만흘 것은 당연하

다는 비난이 놉핫젓다(동아일보 1928.7.25.).

즉 신교육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고등교육기관의 모집정원은 적었지만, 일본인보다 한국인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신교육제가 실시된 사이토총독 시대에 이르러서는 일본인학생

의 수가 조선인 학생수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모집정원

<표 6> 경성제국대학예과와 관립전문학교입학생 중 한국인과 일본인 수

豫科 法學 醫學 高商 高工 高農 合計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916 57 204 25 24 23 19 40 324 68
1917 51 194 48 18 31 31 15 7 291 104
1918 53 197 70 67 32 18 14 5 296 160
1919 48 141 93 43 40 21 9 1 238 158
1920 52 166 97 76 25 19 8 11 251 193
1921 54 204 112 76 25 22 22 17 305 227
1922 54 4 205 148 78 14 34 18 46 291 350
1923 74 3 227 181 14 68 17 38 25 55 357 345
1924 44 124 41 17 192 198 13 76 21 26 20 52 331 483
1925 47 115 31 16 119 191 9 81 18 30 29 32 253 465
1926 49 94 48 16 133 219 9 56 20 46 24 30 283 461
1927 44 104 40 29 16 65 14 66 10 40 25 31 149 335
1928 65 86 49 19 26 64 15 64 12 53 26 37 193 323
1929 45 96 45 20 30 60 16 82 12 50 20 42 168 350
1930 38 110 43 26 22 63 13 84 7 53 15 46 138 382
1931 60 101 44 15 15 66 17 73 12 53 8 17 156 325
1932 45 104 44 19 19 61 17 71 13 47 15 49 153 351
1933 48 98 48 13 12 68 19 75 11 49 15 42 153 345
1934 54 92 47 17 21 59 19 75 17 46 15 41 173 330
1935 55 97 52 16 21 59 21 78 17 53 19 46 185 349
1936 52 94 51 16 21 58 21 77 28 43 25 43 198 331
1937 57 103 52 18 22 59 21 79 20 59 22 62 194 380
1938 71 122 57 10 18 61 25 75 45 109 20 62 236 439
합계 774 1540 1135 274 2225 2125 263 1562 470 959 449 774 5316 7254

자료: 朝鮮總督府統計年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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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로 인하여 창출된 고등교육의 기회를 조선인보다는 일본인이 우선적으로 차지하였음을

걱정하는 것이다. 동아일보에서는 이렇게 된 원인이 전문학교교장 사이에 일정한 불문율과 같

은 내규가 있어 일본에서 건너오는 학생들에게 정원의 50%를 제공하고, 나머지 50%로 조선에

있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민족별로 모집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불문율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朝光 이라는 잡지에서도 해마다 대학예

과와 전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 한국인과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는 점에서 학

교당국의 선발기준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朝光, 1936년 6월호 : 136-137). 그리고

1930년대 후반에 경성제일고보의 교장으로 있었던 이와무라(岩村俊雄)가 경성제대예과를 비롯

하여 각 학교의 당국에서 성적이외의 요소에 의하여 차별하여 선발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

다는 것으로 보아 선발에 있어서 상당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일보에서는

조선의 돈을 모아서 경영하는 학교에 조선인 청년학생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일본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조선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각 도시에 가서 학생모집을 선전 광고하는 것은 결국 일본인을 절대다수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관립고등교육기관의 학생선발문제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조선일보사, 1972 :

194-196). 선발에 있어서 이처럼 민족에 따라 선발비율을 정해 놓았다는 비판에 대하여 당국에

서는 실력에 따라 선발하였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고

등교육기관에서 행하는 선발방식은 한국인에게 여전히 공정하지 못한 선발로 비춰졌다.

最多數 人口層을 標準한 敎育機關이라 하면 적어도 朝鮮人 學生에게 對하야 入學의 優先權을 容

認하여야 될 것이 아닌가. 朝鮮의 特殊性 이란 往往 爲政者로부터도 들어오는 바이지만 그 特殊性

의 內容을 分析하면 一. 政治的, 二.經濟的, 三.社會的, 四.文化的 特殊性을 가리키는 것에 不外하는

것이어서 그 獨自의 屬性 및 그 相對적 差異性으로써 差別的 政策의 必然性 乃至 不可避性을 說明하

는 것이 常識이엇으니 入學問題에 對하여서만 全然 그 特殊性 을 忘却하여 特殊方法을 講究치 않는

다는 것은 自家撞着도 그 甚한 者이라 할 것이다. 官立專門, 大學入學生考選에 對하여 當局者는 果然

그 어떠한 特殊性 을 認識하였더냐. 朝鮮人으로서 語學에 未熟하다는 것은 가장 常識的으로도 理解

될만한 朝鮮人學生의 特殊性 이겠거늘 同一한 採點方法으로 그 優劣을 決하고 가로되 公平한 考

選 이라 한다면 이는 차라리 言語道斷의 認識錯誤라 하겠다.

入學試驗 經驗者의 말을 들어보아도 語學試驗 科目은 朝鮮人 受驗者에게 絶對한 難關이며 直接

語學科目 以外의 受驗科目에도 그 表現上 言語關係가 至大하다는 바이니 이러한 形便에 朝鮮人 學生

의 文化的 特殊性 을 理解치 못하고 그 무슨 公平한 考選 이 있을 것이냐. 朝鮮人學生이고 보면

누구나 文化的 特殊性 을 가진 者일지니 이 嚴肅한 事實에 對하여 考慮가 없다는 것은 實로 駭怪千

萬이라 할 것이다(동아일보, 1934 3. 18.).

즉, 선발과목에 일본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과목도 모두 일본어로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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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일본인 학생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인 학생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는 조선의 특수성 운

운하며 일본과 다른 정책을 취하면서 유독 선발에 있어서는 한국인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

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언어상의 문제는 일본어과목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

니다. 영어와 같은 외국어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영작(英作)과 번역의 문제는 일본인에게는 모국

어를 외국어로 바꾸거나 외국어를 모국어로 바꾸는 과정이지만 한국인에게는 외국어를 외국어

로 바꾸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일본인에 비하여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국인은 입

학시험에 있어서 일본인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한국인 학생들은 일본인에 비하여 모집비율, 언어 등의 문

제로 부당하게 차별과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상검열까지 겹쳐져 민족의식이 투철한

학생은 진학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당시 유일한 대학이었던 경성제국

대학에서는 상당한 사상검열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성제대예과의 선발과정은 명표(名

票)외에 호적등본과 사진, 입학검정료, 소견표(所見表)를 제출해야 하는데 소견표는 출신학교의

학교장이 직접 총독부안의 예과개설사무소에 발송하도록 하였다(朝鮮總督府官報, 1924.1.10.).

그런데 소견표는 학교장이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당시 공립고보의 학교장은 모두 일

본인이었기 때문에 반일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거의 합격되기 어려웠다. 총독부에서는 학생

들의 사상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신학교장의 소견표에만 의지하지 않고 형사, 순사를

동원하여 직접 지원자의 신분조사를 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24.3.13.). 그리하여 1927년 4월

17일자 동아일보는 경성제대예과의 시험은 학력(學力)보다 思想 入學考査 라고 비판하면서

6.10만세운동에 관련된 사립고보 출신자들이 대부분 불합격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역시 지원자의 신분을 경찰이 조사한다며 소위 불온사상을 품은 학생에게는 절대로 입학을

시키지 않을 방침 이라는 학교당국의 입장을 싣고 있다(조선일보, 1927.3.1.). 이러한 사상검열

때문에 광주고보의 경우는 1927년부터 1929년까지는 7명의 합격자를 냈지만, 광주학생운동 직

후 불온학교로 낙인찍혀 1930년부터 1933년까지는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한국인학생은 일본인 학생에 비하여 상급학교 진학 시에 모집비율, 언어, 사상문제 등

으로 상당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 이러한 차별적 학력경쟁으로 인하여 고보 졸업생은 중

학교졸업생보다 관공립고등교육기회의 획득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Ⅳ. 결 론

근대한국중등교육에 있어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교육은 1920년대 들어서 나타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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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데, 그 계기가 된 것은 1922년 조선교육령의 개정이다. 고등보통학교의 교육연한을 4년에

서 5년으로 연장하고 기존의 실업교육중심의 성격에서 탈피하여 인문중심의 교육과정을 도입

함으로써 고보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비록

제한된 기회였지만,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됨으로써 국내에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

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대부터 상급학교 입학시험을 위한 각종 준비교육이 등장하였다. 일

단 상급학교 진학시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어(일본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

로 공부하고, 암기과목으로 분류된 역사, 지리, 물리, 화학, 박물 등의 과목을 보조적으로 학습

하는 풍토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4 5학년이 되면 학생들을 진학반과 취업반으로 구분

하는 고보가 상당수 있었음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진학반과 취업반은 교과목의 시수(時數)

와 내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데, 진학반의 경우는 주로 영어와 수학의 수업시수

를 늘이고, 그 내용도 상급학교 시험 준비에 부합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또한 방과후 또는 하

기방학을 이용하여 각종 과외지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모의고사를 실시하여 상급학교

시험에 미리 대비하고, 자신의 실력을 확인케 하였다. 반면 취업반의 경우는 영어와 수학의 수

업시수는 줄이고, 실업과의 수업시수를 늘렸으며, 그 내용도 취업에 필요한 실용적인 것을 중

심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도 상급학교 진학을 후원하기 위하여 진학지도와 정보제공을 위한

전문잡지를 발간하고, 학교장과 상급학교에 진학한 선배들의 각종 후원과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에 실패한 재수생을 위하여, 경성제일고보, 경성제이고보에 보습과를 설치

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재수학원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여러 고보가 학생들의 진학에 힘씀에

따라 학교간의 진학 경쟁 풍토가 형성되어, 상급학교 진학 성과에 따라 학교간 비교가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지식을 비판적으로 음

미해보기 보다는 기계적으로 암기 학습하는 풍토가 형성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급학교 입학시험을 위한 준비교육이 학력경쟁(學歷競爭)과 함께 등장하였지만, 이

시기의 학력경쟁을 근대적 학력경쟁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보생들의 주요 진학기관인 경성제

국대학예과와 각종관립전문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하여 한국인

을 일본인에 비해 적게 선발함으로써 차별하였으며, 사상적으로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학생은

입학을 불허하였다. 또한 시험과목에서 조선어가 배제되고 일본어로만 시험을 치름으로써 일

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일본인에 비하여 한국인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식민지기의 학력경쟁은, 민족간의 차별적 요소가 상당부분 작동한다는 점에서 학력(學力)에 기

초한 근대적 학력(學歷)경쟁체제로 보기보다는 식민지적 학력경쟁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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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e of Colonial Education Competition and
Preparatory Education for Entrance Examination

Pa rk, Che o l-He e *2)

This research is a historical investigation of how and when the preparatory education of

entrance examination and educational competition began, which are the major features of

Korean secondary education.

The preparatory educational system for higher education in modern Korean secondary

education appeared since 1920s, and it was sparked by the Act of Revised Cho-sun

education in 1922. Since then, the Go-deung-bo-tong school was lengthened from

four-year-course to five-year-course. It also left its vocational curriculum and introduced

academic curriculum, and as a result, the students gained opportunities to go on to a

higher education. Although Koreans had limited opportunities, by establishing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it was then possible to receive an university level education in Korea.

As a result, various kinds of preparatory education for students to go on a higher

education appeared from 1920s.

There began to appear a new kind of educational climate that students concentrated on

core subjects in the entrance examination, such as Japanese, English and Mathematics,

which had the highest proportions, and, then, worked with less effort on minor subjects,

such as History, Geography, Physics, Chemistry, Natural Science, etc. It is thought that

there were many Go-deung-bo-tong schools that divided the class into the vocational class

and the college preparatory class in the fourth and fifth grade. For the college preparatory

class it was operated under core subjects centered curriculum for going onto higher

education, and various extra teaching sessions took place after the school hours and during

the vacations. Also, through the mock examination students prepared for the entrance

* Researcher, Korean Education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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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ation and tested themselves. On the other hand, the school supported the

preparatory college students by publishing magazines which provided appropriate guidance

and information, and the support of principals and old members of school who were

already in the higher education became prominent. Supplementary classes were established

at Kyung-sung First Go-deung-bo-tong school and Kyung-sung Second Go-deung-bo-tong

school for those who failed at the entrance examination. A competitive climate was formed

between schools for the entrance examination, and the number of students who passed the

entrance examination was compared each other. For this reason, there began a new

studying atmosphere of mechanical memorizing instead of critical learning.

Although this preparatory education for higher education appeared with a educational

competition,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is as the modern educational competition. At that

time, when it came to select students to enter the preparatory course for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and other various national professional colleges, they discriminated

Korean students by selecting fewer Korean students than Japanese students. They also

rejected those applicants who were thought to have disturbing ideologies towards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Besides, Korean students had disadvantages compared to Japanese

students since the examination was done in Japanese only. However,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educational competition at this period is more of a colonial educational

competition system rather than a mere modern educational competition system since it is

based on national discrimination.

Key Words : secondary educat ion, colonial educat ion, educat ional compet i t ion,

preparat ory educat ion for ent r ance examinat 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