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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文 抄 錄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관공립초등학교 조선인 교원을 중심으로 초등교원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韓末 근대교육

의 보급과 국민교육의 진흥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교원이 일제의 침략 · 강

점 하에서 어떻게 변모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총독부의 교원 양성 · 임용 시책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교원을 

양성하고, 되도록 봉급이 적은 교원을 임용하여 양성 · 임용 비용을 최소화하

는 데 중점이 놓였다. 그리하여 일제강점 초기부터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 

기간을 단축하고, 양성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교원 시험제를 시행하였으며, 

필요하면 임시 양성 기관을 설치하여 속성으로 양성하거나 교원 자격이 없는 

자를 임용하여 충원하는 방식으로 일관하였다. 

일제강점 초기에는 師範學校를 폐지하고 여러 종류의 短期 速成 기관에서 

교원을 양성하였다. 1919년에는 3 · 1운동을 계기로 ‘初等敎育擴張計劃’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양성 기관보다 입학시 학력 조건이 낮고 교육 기간도 짧

은 임시 양성 기관을 설치하여 필요한 교원을 충원하였다. 1921년 京城師

範學校 개교를 시작으로 사범학교를 재설립하였지만, 사범학교의 정식 과정

인 普通科 - 練習科는 경성사범학교에만 두었고, 다른 사범학교에는 그보다 

교육 기간이 짧은 과정을 설치하였다. 경성사범학교 연습과에도 동교의 보

통과 수료생만이 아니라 일반 중등학교 졸업생도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즉 교육 기간이 1~2년에 불과한 단기 속성의 양성 과정은 사범학교 체제 

내에서도 여전하였다. 1934년 簡易學校 설립에 이어 1937년 ‘제2차 초등교

육확충계획’ 시행과 이 계획의 시행 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일제말까지 심각

한 교원 부족 상황이 지속되었다. 당시 교원 부족 문제에 대한 조선총독부

의 주요 대책은 일본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중등학교 졸업생 중 희망자를 선

발하여 6개월 단기 강습을 시키고 무자격 囑託敎員으로 임용하는 임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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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었다. 

임시 단기 속성 양성 과정을 통해 임용된 교원과 무자격 교원의 봉급은 

정식 교원 양성 교육을 받은 교원에 비하여 매우 적었다. 따라서 임시 속성

의 양성 과정과 무자격 교원 임용은 정규 양성 기관 확충을 대신하여 저비

용으로 교원을 양성 · 임용하는 수단이 되었다. 

1929년 관립사범학교체제로의 개편 이후 교원 양성 · 임용 과정은 경성사

범학교 보통과 - 연습과, 경성사범학교 연습과, 기타 사범학교 尋常科, 기타 

사범학교 講習科, 경성사범학교 및 기타 사범학교 단기 강습과, 교원 시험, 

무자격자 임용 순으로 중층화되었다. 그리고 출신 경로에 따라 교원의 위계

도 서열화되었다. 

둘째, 조선총독부의 교원 처우와 인사 시책이다. 조선총독부는 교원을 하

급 관료인 判任官으로 임명하고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 하에서 교원을 관

리 · 통제하며 통치의 보조자로 이용하였다. 관료 신분으로 인하여 조선의 

교원은 촌락의 고용인에 불과하던 일본의 교원과 달리, 급여가 보장되었고 

지역 사회에서 일정 정도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교원이 받는 급여에는 매월 받는 봉급과 수당, 상여금이 있었다. 1930년

대 초까지 교원의 급여는 동학력 정도의 다른 취직처에 비해 적은 편이 아

니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연금의 형태로 普通恩給을 받았으

며, 보통은급 근속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一時恩

給, 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을 기회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기회를 얻기 힘들었던 조선 사회에서 敎職은 일본

과 달리 매우 선호되었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망하는 직업이었다. 

조선총독부의 교원 인사는 조선인 · 일본인의 민족에 따라, 그리고 교원의 

출신 경로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졌다. 정규 양성 과정을 거친 교원이 

그렇지 않은 교원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았고, 승진에서 유리했다. 승진에

서는 일제강점 초기에는 일본인 교원만을 교장으로 임용하였고, 이후에도 

조선인 교장 정원제가 시행되어 조선인 교원의 승진 기회는 일본인 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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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셋째, 교원의 책무와 관제이다. 교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학교교육이

었다. 교원은 정해진 규정과 교장의 명령에 따라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고 

교과목을 교수하였다. 교원의 또 다른 책무는 학교 · 학생을 매개로 하거나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종류의 사회교육이었다. 중등 이상 

학교의 보급과 여타 사회교육시설이 미비하였으므로 사회교육사업을 초등학

교에서 전개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원은 지역 사회에서 각종 단

체의 결성을 주도하고 지도하였으며, 강연회 · 강습회 · 야학회를 운영하여 일

본어 보급과 선전에 앞장섰다. 일제말에는 志願兵制 · 徵兵制 시행에 따라 

각종 예비 군사 훈련 기관이 대거 초등학교에 부설되어 교원은 그 지도원으

로 종사해야 했다. 

조선총독부의 교원 管制는 포상보다 처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포상 

시책은 교장을 우선하거나 교장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평교원이 포상 

기회를 얻기는 어려웠다. 징계는 ｢文官懲戒令｣에 의한 免官 · 減俸 · 譴責을 

비롯하여 징계적 성격을 갖는 처분으로 권고 사직 · 휴직 · 전근 조치가 있었

다. 징계 사유에는 민족 운동과 관련된 사상 문제, 남녀 관계 문제, 도박 행

위, 비리 행위 등이 있었다. 실제 징계 사례에 의하면 가장 엄격하게 취급

되었던 것은 민족 운동과 관계된 사상 문제였다. 학생 · 학부형측에서 큰 불

만을 갖고 징계를 요구했던 사항은 학생에 대한 폭행과 폭언, 교수 불성실, 

비리 행위 등의 문제였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상 문제와 달리 재판에서 유

죄를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대개 불문에 부쳐지거나 전근 조치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현직 교원에 대한 재교육은 조선총독부의 시책을 보급 · 선전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일제강점 초기에는 일본어 보급

에, 1920년대 이후에는 職業科 강습회, 졸업생 지도 강습회 등 사실상 농업 

노동에 불과한 실업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제말 조선총독부는 전쟁 

수행을 위하여 조선인 ‘鍊成’에 매진하였다. 그리하여 교원 재교육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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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硏修’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939년에는 교장을 주대상으로 하는 敎學硏修所와 학교 소재지의 청년단 

지도를 맡는 교원 · 교장을 입소시켜 훈련시키는 中堅靑年修練所가 설립되었

다. 교원들이 청년 ‘연성’ 시설의 실제 지도를 담당하였으므로 재교육의 내

용도 군사 훈련과 사상 훈련에 집중되어 정신 훈련적 강습회, 황국신민체조

강습회, 교련강습회 등을 대거 개최하였고, 교원을 병영에 입소시켜 군사 

훈련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초등교원 시책은 조선총독부의 하급 관료

로서 충실하게 복무하게 하는 데 중점이 놓여있었다.

주요어: 교원 양성 · 임용 시책, 단기 속성 교원 양성, 교원 처우 · 인사 시

책, 교원의 책무, 교원 징계, 교원 연수

학  번: 2008-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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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言

개항 이후 조선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富國强兵策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

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교육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근대적 

국민교육체제를 정비 · 실행함으로써 時務와 富强策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갈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소양을 함양하고자 하였다.1)

근대 교육은 국민교육을 위한 새로운 학교 제도, 곧 보편적이되 조직적 ·

분야별 학교 제도의 운영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적합한 교원이 

있어야 한다. 즉 專門 新式敎員의 양성 · 임용 제도가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

다. 정부는 신교육 추진의 첫 단계로서 1894년 小學校 설립과 함께 師範學

校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근대 교원의 양성과 임용이 착수되었다. 

1895년 정부는 旣設 사범학교를 漢城師範學校로 개편하고 학교의 官制 · 規

則을 제정하여2) 교원 양성 제도를 더욱 정비하였다.3) 

甲午 · 光武期 교육 정책은 ｢敎育立國詔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국강병

을 위한 교육이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 교

원 정책은 사범교육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강화, 그리고 교원 스스로 적극적

1) 具嬉眞, ｢韓國 近代改革期의 敎育論과 敎育改編｣,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2004, p.47.

2) 官報 開國 504년 4월 19일, ｢漢城師範學校官制｣(1895.4.16. 칙령 제79호); 官報 開

國 504년 7월 24일, ｢漢城師範學校規則｣(1895.7.23. 학부령 제1호).

3) 1894년에 설립된 사범학교와 한성사범학교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具嬉眞, 앞의 논문.

   金廣珪, ｢大韓帝國期 初等敎員의 養成과 任用｣ 歷史敎育119, 2011.

   金英宇, 韓國近代敎員敎育史(Ⅰ), 정민사, 1987.

   魯仁華, ｢大韓帝國時期 官立學校敎育의 性格 硏究｣, 梨花女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

文, 1989.

   임후남, ｢대한제국기 초등교원 양성｣,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2002.

   古川昭, 李成鈺 譯,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景仁文化社, 2006.

   朴成泰, (韓國近代學校における)民族主義敎員養成の成立過程, 日本, 風間書房, 1996.



- 2 -

으로 국민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근대 교육을 보급하며 교원으로서의 자질

을 강화시켜 나가게 하는 데 중점이 놓였다. 이 시기 사범학교는 교원 양성 

기관이자 유학교육과 근대적 신학문교육을 함께 시행하는 당대 최고의 교육 

기관이었다. 정부는 사범학교 졸업생을 소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의 교원

으로도 임용하게 하였으며,4) 국민교육의 진흥이라는 책무를 부과하고 이를 

다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리하여 갑오 · 광무기 사범학교를 나온 교원은 전통적인 유학과 신학문

에 대한 소양을 아울러 갖춘 지식인이자 부국강병을 위한 교육의 실행자로

서 활약하였다. 사범학교 출신 교원 중에는 임용된 지역의 공립소학교가 폐

교 위기에 처했을 때 지방관 · 지역 유지와 함께 이를 부흥시키거나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공립소학교의 설립을 주도한 인물, 관공립소학교에서 교육하

면서도 사립학교의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 그리고 관공립소

학교를 사직하고 사립학교에서 교육에 매진하거나 직접 사립학교를 설립한 

인물도 적지 않았다.5) 이와 같이 갑오 · 광무기 사범학교 출신 교원은 초등

학교와 중등학교, 관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넘나들며 근대 교육의 보급에 

앞장섰다. 

그러나 일제의 조선 침략 · 강점으로 이 길은 가로막혔다. 일제의 교육 시

책의 基幹은 우리의 敎育救國運動을 제압하고 보호국화 · 일본화 교육을 시

행하는 데 있었다. 乙巳勒約 이후 統監府는 갑오 · 광무기 興學과 국민교육

의 根幹이었던 관공립소학교를 폐쇄하거나 식민교육의 근간으로 개편하는 

4) 官報 開國 504년 7월 24일, ｢漢城師範學校規則｣(1895.7.23. 학부령 제1호) 제2조. 갑

오 · 광무기 설립된 관립학교에는 소학교와 한성사범학교 외에 법관양성소 · 외국어학교

(1895년 설립), 중학교 · 상공학교 · 경성의학교(1899년 설립) 등이 있었다. 한성사범학교 

졸업생 중 乙巳勒約 전에 소학교가 아닌 다른 관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성균관 교

수 1명, 일어학교 부교관 1명, 한성사범학교 부교수 2명, 농상공학교 교관 1명 등이었다

(大韓帝國官員履歷書).
5) 皇城新聞 1899년 1월 25일, 1905년 5월 29일, 1906년 9월 25일, 11월 14일, 1907

년 2월 19일, 6월 13일, 8월 27일, 11월 6일, 1908년 3월 13일, 3월 29일, 11월 5일, 

1909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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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학교 교원을 통제하는 데 주력하였다.6) 통감부는 일본인 교원을 초

빙 · 임용하여 학교와 교원을 통제하게 하는 한편, 조선인 교원을 통치를 위

한 교육 시책의 실시 · 보급에 적합하도록 재교육시켰으며, 교원 봉급을 직

접 지급하고 인사이동을 專橫하였다. 그리고 사범학교를 관공립으로만 두게 

하여7) 한성사범학교를 官立漢城師範學校라 개칭하고 일본의 사범학교 체제

를 도입하였다.8) 통감부는 그럼으로써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에 대한 충성

을 선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원을 양성 · 임용하여 이들을 통치의 보조

자로 활용하려 하였다. 관립한성사범학교에서 일본어 교육과 일본식 사범교

육을 받고 임용된 교원의 대다수가 국권 피탈 후 朝鮮總督府에 의해 교원으로 

재충원되었던 사실은 통감부가 시행한 교원 양성 교육의 본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9) 

1910년 이후 교원의 양성과 임용은 전적으로 조선총독부에서 통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통감부와 마찬가지로 사범학교를 관공립으로만 두게 하였고, 사

범학교 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양성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短期 速成으로 교

원을 양성 · 임용하였다. 교원의 신분을 조선총독부의 하급 관료인 判任官으로 

6) 具嬉眞, ｢대한제국기 국민교육의 추진과 굴절｣ 歷史敎育109, 2009, p.208, p.213.

7) 官報 光武 10년 8월 31일, ｢師範學校令｣(1906.8.27. 칙령 제41호) 제2조; 官報 光武 

10년 9월 1일, ｢師範學校令施行規則｣(1906.8.27. 학부령 제20호) 제1조.

8) 통감부는 관립한성사범학교의 學監과 상당 수의 敎授 · 書記를 일본인으로 임용하여 실질

적으로 학교의 운영을 맡도록 하였고, 교육과정에 일본어와 실업 교과를 도입하였다. 일

본어 수업과 일본인 교관이 가르치는 교과목의 교수 용어는 일본어였고 교과서도 일본어

로 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신, 역사, 지리, 체조 등의 과목 교육은 일본에 대한 충성심

을 함양하는 데 이용되었다(임후남, 앞의 논문 ｢대한제국기 초등교원 양성｣, pp.168∼

174).

9) 1894년 설립된 사범학교와 1895~1906년 한성사범학교 출신으로 교원에 임용된 180명 

중 1910년 이후까지 근무한 자는 35명으로 총 임용자의 20%인 반면, 1906~1910년 관

립한성사범학교 출신 교원 임용자 243명은 그 중 188명, 즉 총 임용자의 78%가 1910

년 이후에도 교원으로 근무했다. 188명의 47.3%인 89명이 1920~1930년대까지 교원으

로 복무했으며 그 중에는 校長, 視學 등을 지낸 자도 있었다(拙稿, 앞의 논문 ｢大韓帝國

期 初等敎員의 養成과 任用｣,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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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忠順의 의무를 부과하고 교원의 활동을 통제 · 감독하였다. 낮은 수준의 

실업교육, 일본어 보급, 사상 훈련을 통한 臣民 육성에 교육 시책의 중점을 

두었으므로 교원 양성에서도 저들의 교육 시책을 집행하는 단순 기능인을 육

성하려 한 것이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중등학교, 즉 고등보통학교 · 여자고등

보통학교의 교원 양성 기관은 설립하지 않고 중등학교 교원의 대부분을 일본

인으로 충당하였던 반면,10) 초등교원은 전문 양성 기관을 설치하고 일본인 

교원보다 조선인 교원을 더 많이 양성 · 임용했던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1) 

따라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원 시책을 역사적으로 살피는 일은 일

제강점기 교육의 실태와 本色을 천착하는 것으로서, 이는 韓末 전후 촉진되어 

온 우리 근대 교육이 단절되고 일본화에 부속하여 가는 과정을 파악하고, 해

방 이후 그 타개 · 혁신 방향을 설정하여 가는 과정을 전망하는 데 필수적인 

검토 과제가 된다.

그간 조선총독부의 교원 시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성 부문에 집중되었

다. 교원 양성 연구는 크게 양성 제도에 대한 것과 양성 기관에 대한 것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朝鮮敎育令에 따라 1~4차 조선교육령 시행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교원 양성 제도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여 일제강점기 교원 양성 

제도의 윤곽을 파악하였다.12) 또한 시험을 통해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교원 

10) 관공립중등학교 교원 중 조선인 교원의 비율은 1910년대에는 17~20%, 1920년대에는 

12~13%대에 머물렀고, 1930년대에는 약간 증가하여 14%대가 되었으며, 1938년에는 

16.1%였다(朝鮮總督府統計年報). 관공립중등학교에 임용된 조선인 교원은 조선내 관

립전문학교 졸업생 또는 일본에 유학하여 고등교육을 수학한 자였다(金英宇, 韓國 
中等敎員 養成敎育史, 敎育科學社, 1989, p.21).

11) 공립보통학교 교원 중 조선인 교원의 비율은 대체로 70~72% 정도였다. 1930년대 후

반 이후에는 교원 부족 사태로 인하여 일본인 교원을 대거 초빙하였기 때문에 50%대로 

감소하였다(朝鮮總督府統計年報). 
12) 김영우, 한국초등교육사, 한국교육사학회, 1999.
    李元必, ｢日帝下의 敎員養成制度 硏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1987.

    朴永奎, ｢植民地朝鮮における敎員養成に關する硏究｣, 九州大學 博士學位論文, 2005.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Ⅱ) : 일제시대의 학교교육,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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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제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13) 

후자는 사범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沿革, 학교 행사를 비롯한 學事 운영, 

학생의 출신과 학생 생활, 그리고 졸업생의 교직 경력 등을 실증적으로 검

토하는 한편,14) 잠재적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규율, 훈육, 기숙사 생활 

등을 고찰함으로써 교원 양성 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植民性의 추출을 시도

하기도 하였다.15) 이 밖에 교원의 업무, 민족 운동,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수 편의 논고가 발표되었고,16) 일제강점기 교육 연구 혹은 학생 · 청년 연구 

속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이 부분적으로 검토되기도 하였다.17) 이러한 여러 

연구를 통하여 조선총독부가 양성하고자 한 敎員像과 양성된 敎員型을 살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중 朴永奎의 연구는 조선총독부의 교원 양성은 ‘初等敎育擴充計劃’에 준하여 이루어 

졌다고 보고 교원 양성 제도의 변천을 교원 양성의 開始期(1911~1920년), 교원 양성 

체제의 整備期(1921~1936년), 교원 양성의 擴大期(1937~1945년) 등 세 시기로 구분

하여 살핀 것이다. 

13) 이경숙, ｢일제시대 시험의 사회사｣,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2007.

    山下達也, ｢植民地朝鮮における初等学校教員の確保形態 -教員試験を中心に-｣ 九州大

学大学院教育学コース院生論文集8，2008.

    이경숙과 山下達也의 연구는 수신 · 교육 과목의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 문제가 조선총독

부의 통치 방침과 주요 시책을 반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14) 朴永奎, 앞의 논문, ｢植民地朝鮮における敎員養成に關する硏究｣.
    稻葉繼雄, ｢京城師範學校 ‘演習科’ 第1期生について｣ 九州大學大學院敎育學硏究紀要9, 

2006.

15) 김성학, ｢경성사범학교 학생 훈육의 성격｣ 論文集15, 1999. 
    안홍선,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004.

    이기훈, ｢일제하 식민지 사범교육-대구사범학교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9, 2002.

16) 姜明淑, ｢1930年代 敎員組織運動 硏究｣ 敎育史學硏究4, 1992.   

    박혜진, ｢1910 · 1920년대 공립보통학교 교원의 업무와 지위｣, 淑明女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001.

    이기훈, ｢일제하 보통학교 교원의 사회적 위상과 자기인식｣ 역사와 현실63, 2007. 

    山下達也, ｢植民地朝鮮における教員の思想問題｣ アジア教育3, 2009.

17)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이기훈, ｢일제하 농촌보통학교의 ‘졸업생 지도’｣ 역사문제연구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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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제강점기 교원 시책에 관해서는 본격 해명되어야 할 주요과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사범학교의 교원 양성을 보충했던 단기 속성 과정을 통한 교원 양성

· 임용 실태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사범학교 외의 별도 단기 속성 과정을 통

해서 많은 교원이 양성 · 임용되었다. 교육 기간이 1년 이내에 불과한 양성 

과정이 사범학교가 없던 1910년대에는 물론, 사범학교의 재설립 후에도 사

범학교의 정규 과정과 별도로 설치 · 운영되고 있었다. 고등보통학교 · 농업학

교를 졸업한 후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1년 이내의 단기 강습을 받고 교

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범학교 내에서도 정식 과정인 普通科 - 演習科

보다 교육 기간이 짧은 特科, 尋常科, 講習科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단기 속성 양성 과정을 간과하면 사범학교 설립에 의해 

교원 양성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사범학교 설립 여

부와 그 규모에만 집착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둘째, 양성 후 임용된 교원의 처우와 인사 실태이다. 교원의 신분, 급여, 

발령, 승진, 근무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일제강점기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해명하는 데 중추 과제이다. 그

간의 연구는 특정 시기에 한정된 자료나 단편적인 회고를 이용하여 승진과 

봉급에서 일본인 교원과의 차별성만을 강조하는 데 그쳐왔을뿐, 처우와 인

사 실태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셋째, 교원의 관리 대책이다. 조선총독부는 초등학교를 “敎化의 중심”으로 

간주하고18) 교원으로 하여금 학생을 일제의 臣民으로 육성하게 했을뿐더러 

지역민을 직접 대면하여 조선총독부의 시책을 선전하고 집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의 보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게 하기 위해 교원의 교육 

활동과 언행 · 사상을 철저히 관리 · 통제하였다. 교원에게 부과한 책무와 교

원의 포상 또는 처벌, 재교육 등 교원 管制上 여러 부문의 실태를 구체적으

로 살피는 것은 일제강점기 교원의 실제 교육 활동과 근무 실태를 검토하고 

18)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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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체성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러한 여러 과제를 해명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자료 사정이다. 우선 종

래 일제강점기 교원 양성 연구에서는 교원 수를 파악하는 데 朝鮮總督府統

計年報, 朝鮮諸學校一覽 등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통계자료를 주로 이

용하였다. 통계자료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민족별 · 남교원과 여교원의 성별 

교원 수의 추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1910~1921년에는 교원의 자격이 정규 

양성 과정 출신은 訓導, 속성 양성 과정 출신은 副訓導로 구분되었으므로19) 

통계자료에서 훈도 · 부훈도의 자격별 교원 수를 통해 교원의 출신 경로를 

대강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1922년 이후에는 교원의 자격이 훈도

로 단일화 되었기 때문에20) 통계자료만으로는 교원의 출신 경로를 전혀 파

악할 수 없다. 

출신 경로별 교원 수의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朝鮮

總督府官報를 비롯하여 學校史,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신문과 교육단체 잡

지의 보도 등을 들 수 있다. 일제강점 초기에는 각종 교원 양성 기관 졸업

생과 교원 시험 합격자, 교원 재교육 과정 수료생 등의 명단을 朝鮮總督府

官報에 기재하였다.21) 경성사범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1929년, 1934년 

두 차례 발간된 京城師範學校總攬에서 정규 · 속성 과정별 졸업생 명단과 

개별 졸업생의 출신지 · 사범학교 입학 전 최종 학력 · 초임 발령지까지 확인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경성사범학교 동창회에서 발간한 大愛至醇에도22) 

졸업생 명부가 수록되어 있어 일제강점기 발간 자료를 보완하는 자료로서 

비교 ·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다. 경성사범학교 외에 대구사범학교와 평양사

범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 동창회에서 발간한 학교사에 입학생 

19)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16일, ｢朝鮮公立普通學校官制｣(1911.10.16. 칙령 제

256호) 제1조.

20)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4월 1일, ｢朝鮮公立學校官制｣(1922.3.31. 칙령 제152호) 제3조.

21) 1920년 이후의 관보에는 교원 양성 기관 졸업생, 교원 시험 합격자, 교원 재교육 과정 

수료생 등의 총 수만 기재되었다. 

22) 醇化會 編, 京城師範學校史 大愛至醇, 日本, 醇化會,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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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졸업생의 명부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살펴볼 수 있다.23) 일제강점기 사

범학교 입학생 또는 졸업생의 총 수나 명단은 신문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았

으므로 관보나 학교사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당시의 신문 보도 기사를 찾

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文敎の朝鮮, 朝鮮の敎育硏究 등 교육단체 잡

지에 교원 시험 합격자 또는 임시 속성 양성 과정 수료생의 명단이 매년 ·

매회는 아니지만 수록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출신 경로별 교원 수의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

들은 數多하지만 散在되어 있거나 분량이 방대하여 그간의 연구에서 미처 

활용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정리 · 집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朝鮮總督府官報와 학교사, 신문 기사 등을 이용하여 일제강점 초

기에 양성 · 임용된 교원과 경성사범학교 출신 교원의 명단을 집성하여 출신 

경로별로 정리하고, 정규 · 속성 과정별 교원 양성 현황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교원의 인사 · 처우를 살피기 위해서는 교원의 임용 후 교직 경

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교원은 판임관이었으므로 初任과 

人事移動, 發令校, 昇給과 減給, 休職이나 辭職 등의 상황이 모두 朝鮮總督

府官報와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에 기재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양성 ·

임용된 교원의 근무 현황, 징계, 승진, 봉급 등을 양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

고 그 변화를 추적하려면 朝鮮總督府官報와 朝鮮總督府職員錄에 수록되

어 있는 교원의 인사 관련 사항들을 추출 · 집성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장 임명은 朝鮮總督府職員錄에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24) 교장 

승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문의 인사 이동 보도 기사를 정밀하게 확

23) 大邱師範尋常科同門會 編輯委員會, 大邱師範尋常科誌, 大邱師範尋常科同門會 編輯委員

會, 1991.

    平壤師範學校同窓會 編輯委員會, 平壤師範: 開校60周年紀念誌, 平壤師範學校同窓會, 1990.

    大邱師範尋常科誌에는 대구사범학교 심상과 입학생 명부가, 平壤師範: 開校60周年紀

念誌에는 평양사범학교 특과, 심상과, 강습과, 연습과 등 각 과정별 졸업생의 명부가 

수록되어 있다. 

24) 각주 Ⅲ-1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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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894~1921년 각 교원 양성 기관의 졸업생과 경성사범학

교 졸업생, 그리고 1908~1910년 교원 검정 합격자와 1917~1919년 교원 

시험 합격자 등 총 4,212명의 교직 경력을 全數 調査하였다.25) 개별 교원

의 교직 경력을 정리 · 종합하여 교원 인사 · 처우의 전체적인 양상과 추이를 

살필 수 있었다. 예컨대 봉급의 경우, 교원의 출신 경로와 경력 · 性別에 의

한 봉급액과 승급 속도 · 정도의 차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양성 · 임용된 교원의 명단을 출신 과정별로 만들

고 개별 교원의 이름으로 신문과 잡지 기사를 일일이 정밀 검색하는 방법으

로 교원 시책과 교원의 교육 활동 · 생활 등에 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원 관리 시책을 검토하는 데는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每日

申報와 帝國議會說明資料를 비롯하여 도지사회의, 시학회의, 교장회의, 

敎育部會會議 등의 會議錄도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 회의 참석자의 발언, 

회의 석상의 조선 총독 또는 정무총감의 훈시 등이 교원 시책의 시행 배경

과 진척 상황, 시책 입안자의 의도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측

25) 조사 대상자 4,212명은 명단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1894년 설립 사범학교 졸업생 중 

18명, 1895~1905년 한성사범학교 졸업생 198명, 1906~1910년 관립한성사범학교 졸

업생 262명, 1911~1921년 여러 교원 양성 기관 졸업생 1,349명, 경성사범학교 남자 

졸업생 1,223명, 경성사범학교 여자 졸업생 599명, 1908~1910년 교원 검정 합격자 

300명, 1917~1919년 교원 시험 합격자 263명이다. 

    조사 대상 시기는 1940년 2월부터 ‘創氏改名’이 시행되어 그 이후부터는 朝鮮總督府

職員錄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1939년까지로 한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우선 관보와 각 사범학교의 학교사, 신문 등에 게재되어 있는 양성 기관 

졸업생과 교원 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추출하여 각 졸업생 · 합격자의 교직 경력과 주요 

이력을 大韓帝國官員履歷書, 朝鮮總督府所屬官署職員錄을 이용하여 정리하고, 그것

을 신문에 보도된 인사 이동 기사와 朝鮮紳士寶鑑(1914), 朝鮮人事興信錄(1922, 

1935), 朝鮮紳士錄(1931), 朝鮮總督府施政二十五周年紀念表彰者銘感(1935), 大韓民

國人事錄(1950), (大韓民國)建國十年誌(1956) 등 근현대 인물 자료와 비교하여 보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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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 외에도 조선인이 발간한 각종 신문과 잡지의 기사들은 일제강점기 

교원 시책의 시행 실태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을 살피는 데 매우 긴요

한 자료이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에 교원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인물의 회

고록과 자서전, 당시 초등학교나 사범학교를 다녔던 인물의 학교 생활이나 

교원에 대한 회고는 기본 자료를 보완하는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고 하

겠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여러 과제와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의 구성과 검토

의 세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일제강점기 교원 양성과 임용의 추이이다. 이를 위하여 일제강점기

를 1910~1918년, 1919~1933년, 1934년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제2

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1922년이 아니라 1919년을 기준으로 한 것은 

1919년부터 ‘初等敎育擴張計劃’이 시행되면서 이전과 다른 교원 양성 · 임용 

시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1934년은 간이학교 설립으로 인해 이 때부터 

교원 부족과 응급변통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교원 양성 기관에 입학하는 데에는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 또

는 그 이상의 학력이 필요했고, 양성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자리가 확보

되어야 하므로 초중등학교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교원 양성 기관의 

존속 · 확충도 어려운 일이었다. 즉 교원 양성은 초등 · 중등 · 고등교육 전체

를 포괄하는 학교교육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교원 양성 · 임용 

제도의 변동 계기로 조선총독부의 통치 방침과 교육 시책의 변개, 초중등학

교의 보급 상황을 아울러 고려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단기 속성 양

성 과정이 일제강점기 내내 존속하였고, 사범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랐으

며, 한 사범학교 내에서도 정규 과정과 속성 과정이 따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원 양성 과정의 重層性과 그로 인한 교원의 位階 를 파악하

는 데 주력하였다. 

둘째, 조선총독부의 교원 처우와 인사이다. 처우에 대해서는 교원의 신분

을 비롯하여 봉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연금 등 교원이 받은 급여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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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기반하여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명하고자 하

였다. 인사에 대해서는 교원의 초임 발령과 전근 현황, 초임 대우, 승진 현

황을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에는 교원을 배출하는 경로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원의 출신에 따른 인사 · 처우 상의 차이 여부와 그 내용

에 주목하였다. 

셋째, 교원의 責務와 管制에 관해서이다. 일제강점기 교원은 판임관이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관료로서 직무를 충실히 집행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충

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26) 또한 행정 관료 · 경찰 관료와 달리 교원의 職

分은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원에게는 학생 교육만이 아니라 졸업생, 일반 성

인에 대해서까지 이른바 사회교육에 종사해야 하는 책무가 부과되었다. 관

공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사회교육사업을 시행하고 교원을 그에 동원한다는 

것은 통감부 설치 이래 일제말까지 일관된 방침이었다. 여기서는 교원이 학

교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했던 직무의 종류와 그 수행 실태를 비롯하여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사회교육사업의 실태와 그 속에서 교원이 수행한 역

할을 구명하려 한다. 

교원 관제에 대해서는 포상, 처벌, 재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조선총

독부는 교원이 관료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재교육시키고 모범이 될 만

한 행적을 보인 교원 중 극히 일부를 포상하여 나머지 교원을 독려하는 한

편, 맡은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처벌하였다. 본고는 포상과 징계 사례들을 

검토하여 교원이 포상 혹은 징계를 받은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사

유에 따른 징계의 종류와 처벌 정도의 차이는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려 한

다. 이를 통하여 교원의 학생 교육과 생활 실태의 일단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 재교육은 대개 敎員講習會라는 명칭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교

원강습회를 그 목적에 따라 교육 시책의 실시와 보급을 위한 강습회, 상급 

자격 획득을 위한 강습회로 구분하고 각각의 개최 현황과 강습 내용, 강습

26) 高橋濱吉, 師範學校用 朝鮮學校管理法, 日韓書房, 1936,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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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실시 상의 행정적 대응책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초등교원 시책에 대해 이같이 검토하면 교원 시책의 

총체적인 실상을 밝히고 우리나라 근대 교원사의 한 부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교육사에서 교원 양성 교육과 초등교육의 실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복원하고, 그 본색의 이해를 깊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27)

27) 일제강점기 초등학교의 명칭은 조선인 아동을 교육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37년까지는 

보통학교, 1938~1940년은 소학교, 1941~1945년은 국민학교였다. 본 연구의 대상 시기

는 1910~1945년에 걸쳐 있으므로 여기서는 각각 해당 시기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초등학교 · 초등교원이라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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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朝鮮人 初等敎員 養成 · 任用 施策

1. 일제강점 초기(1910~1918년) 교원 양성 시책의 樹立

  1) 師範學校 폐지와 短期 速成 양성 기관의 설치

1910년 8월 국권 피탈 직후 조선총독부는 종래의 학교제도 구성은 조선

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강화를 기본 방침으

로 하여 학교제도의 개편에 착수하였다.1)

학교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범학교제도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

었다. 1911년 8월 제1차 조선교육령이 제정 · 공포되기까지 조선의 초등교

원 양성 방안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조선총독부 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일본 내에서 나온 견해를 살펴보면, 조선 내에 사범학교를 增設하

자는 의견, 東京에 조선인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학교를 설치하자는 의견, 

사범학교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2) 그 중 일

본 교육계의 여론 주도층이라 할 수 있는 帝國敎育會는 1910년 8월 23일 

朝鮮敎育調査會를 구성하고 調査案을 작성하였는데, 1910년 10월 11일과 

12월 21일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1911년 2월 6일에 사범학교를 증설하여 

일본어에 능숙한 교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최종안을 조선총독에게 전달하였

다.3) 또한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선교육령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은 穂積八

1) 統監統治期 학교제도에서 문제시 되었던 사항 중 하나는 官立漢城法學校, 官立漢城外國

語學校, 官立漢城師範學校 등 전문 교육 기관이었다. 조선총독부는 당초 조선에는 전문교

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방침 하에서 보통학교 – 고등학교의 두 단계 학교 체제로 하고 전

문 교육 기관을 고등학교에 부설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학

제가 결정되는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

편｣ 한국교육사학31-1, 2009, pp.15~24 참조.

2) 朴永奎, ｢植民地朝鮮における敎員養成に關する硏究｣, 九州大學 博士學位論文, 2005, p.44; 

本間千景, 韓國 ｢倂合｣前後の敎育政策と日本, 日本, 思文閣出版, 2010,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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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사범학교

존폐 여부
사범학교 개편 방안

1 존치

-조선의 교육 기관을 보통학교와 고등교육기관 두 단계로  

 하고 사범학교를 고등교육기관에 포함

-사립학교 교원 양성이 필요하지만 사범학교 확장은 경비  

 문제 때문에 불가능

-사범학교 확장 대신 단기 강습 시행, 일본인 교원 채용

束도 1911년 4월 29일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보낸 회답에서 사범교육

의 진흥을 강조하였다.4) 즉 일본의 논의는 대체로 조선 내에서 사범학교를 

확충하는 것으로 모아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조선총독부는 사범학교 존치에서 폐지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표 1>은 1910년 8월 국권 피탈 직후부터 1911년 8월 제1차 조선교육

령이 제정 · 공포되기 전까지 조선총독부의 교원 양성 제도에 대한 방침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1>에서 1과 2는 통감부의 학부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으로의 개편을 전후하여 작성된 것인데,5) 1 · 2에서 조선총독부는 관

립한성사범학교를 조선사범학교로 개칭하여 존속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6) 

그런데 <표 1>의 3 · 4와 같이 사범학교를 폐지하고 고등학교에 사범과를 

부설하는 것으로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표 1> 1910~1911년 조선총독부의 교원 양성 제도 방침의 추이

3)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 과정 연구｣ 한국교육사학29-1, 2007, p.6.

4) 渡邊豊日子, ｢朝鮮學制に關する故穂積八束博士の意見｣ 文敎の朝鮮109, 1934.  

5) 강명숙, 앞의 논문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 과정 연구｣, p5. <표 1>의 1 · 2 · 4

의 작성자인 隈本繁吉은 1908년 학부 서기관 겸 교장으로 임명되었던 자로 조선총독부

의 초대 학무국장이었다. 

6) 1910년 9월 4일자 신문에 조선총독부가 일본에 조선인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학교를 설

립할 것이라고 보도되기도 했고(皇城新聞 1910년 9월 4일), 일본의 교육 잡지에 장래 

관립사범학교가 각 도에 설립될 방침이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朴永奎, 앞의 논문,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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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치

-관립한성사범학교를 朝鮮師範學校로 개칭

-사범학교에 교육 기간 1년의 豫科 설치 

-예과: 朝鮮高等學校 이상 학교 졸업자, 총독이 지정한 학  

       교 졸업자를 수용. 급비제. 의무복무 기간 3년

-사범학교에 교육 기간 1년의 速成科 설치

3 폐지
-고등학교에 師範科 부설

-일본인 교원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에 敎育講習科 부설

4 폐지

-京城高等學校에 사범과 설치 

-사범과: 입학 조건은 고등학교 제3학년 수료 이상. 급비  

         제. 의무복무

-현재의 사범학교는 敎員養成所라 개칭하고 사범과 졸업  

 생 수가 교원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때까지 존치 

-교원양성소: 교육 기간 3년, 예과와 제2부 설치. 일본인  

             교원 양성을 위한 강습과 부설

출전: 1은 隈本繁吉, ｢學政ニ關スル意見｣, 1910(渡部學 · 阿部洋 編, 日本植民地敎
育政策史料集成: 朝鮮篇69, 東京, 龍溪書舍, 1986).

     2는 隈本繁吉, ｢朝鮮公立普通學校及官立諸學校整理案｣, 1910(上同).

     3은 寺内正毅(추정), ｢朝鮮學制案ノ要旨｣, 1910~1911(上同).7)

     4는 隈本繁吉, ｢學制案修正要點｣, 1910~1911(上同).8)

비고: 1~4의 순서는 출전 문서의 집필 순서.

7) ｢朝鮮學制案ノ要旨｣의 저자를 寺内正毅로 추정한 것은 이 사료의 서문에 “지난 번 諭告

했던 ｢施政의 綱領｣에 기초하여”라는 언급이 있는데, 여기서 “지난 번 유고했던 ｢施政의 

綱領｣”을 1910년 8월 29일 寺内正毅가 발표한 ｢施政의 綱領｣을 가리킨다고 보면 “유고

했던” 자는 寺内正毅이므로 ｢朝鮮學制案ノ要旨｣의 집필자도 寺内正毅인 것으로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 사료의 집필 시기는 1910년 9월 이후부터 1911년 8월 제1

차 조선교육령 제정 · 공포 이전으로 파악된다(本間千景, 앞의 책, p.152). 

8) ｢學制案修正要點｣의 서두에 “조선학교제도를 拜讀하고 다시 숙고를 더한 결과, 이전에 

각하의 열람을 욕되게 한 학제안에 수정을 더한다” 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

료는 隈本繁吉이 ｢朝鮮學制案ノ要旨｣를 받아 수정한 것으로 집필 시기는 ｢朝鮮學制案ノ

要旨｣가 집필된 이후부터 1911년 8월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 · 공포 이전인 것으로 파악

된다(本間千景, 앞의 책,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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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가 사범학교 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원 양성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국권 피탈 

직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稅源은 취약한 반면, 일본 정부로부터는 재정 독

립을 요구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재정 지출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9) 조선총독부는 긴축 재정 운영을 위해 교육비 지출을 절감할 

방책을 마련해야 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양성이 긴요하지만 사범학교의 확

장은 多額의 경비를 요하고 財力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라거

나,10) “종래의 사범학교는 고등학교로 개조하여 일면으로는 學統의 분립을 

피하고, 일면으로는 경비 절약을 꾀하는 것으로 한다” 라는11) 조선총독부측

의 언급은 사범학교 존치 여부가 결정되는 데 재정 문제가 큰 영향을 끼쳤

음을 보여준다. 

관립한성사범학교는 급비제였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하여 경비가 많이 

들 수 밖에 없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1907~1910년 관립한성사범

학교의 경비는 증가 일로에 있었다.

9) 1910년 10월부터 일본 정부는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

것은 露日戰爭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시달리던 일본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지

출되는 보충금을 가급적 빨리 폐지하고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독립시키려는 의도에서 취

한 조치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1914년에 이르기까지 거액의 外債, 戰後恐慌의 만성화, 

제국주의 정책에 따른 군비 확장과 재정 팽창,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

었다(최태호, ｢朝鮮總督府의 財政政策｣ 韓國獨立運動史硏究6, 1992, pp.485∼486).

10) 隈本繁吉, ｢學政ニ關スル意見｣, 1910(渡部學 · 阿部洋 編, 日本植民地敎育政策史料集成: 

朝鮮篇, 日本, 東京龍溪書舍, 1986).

11) 寺内正毅(추정), ｢朝鮮學制案ノ要旨｣, 1910~1911(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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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1908년 1909년 1910년

금액

(円)

비율

(%)

금액

(円)

비율

(%)

금액

(円)

비율

(%)

금액

(円)

비율

(%)

보통학교 26,013 22.8 27,624 16.5 29,541 15.2 34,713 13.1

한성사범학교 16,169 14.2 32,388 19.4 44,948 23.1 99,335 37.6

한성고등학교 9,874 8.6 13,239 7.9 15,869 8.1 17,621 6.7

평양고등학교 4,279 3.7 5,318 3.2 9,645 4.9 13,313 5.0

한성고등여학교 · · 10,149 6.1 11,029 5.7 13,102 5.0

인천실업학교 4,292 3.8 6,310 3.8 7,301 3.8 8,828 3.3

한성외국어학교 39,492 34.6 41,286 24.7 42,873 22.0 44,022 16.7

법학교 7,293 6.4 22,616 13.5 25,614 13.2 25,980 9.8

성균관 6,759 5.9 8,235 4.9 7,826 4.0 7,382 2.8

계 114,171 100 167,165 100 194,646 100 264,296 100

<표 2> 1907~1910년 관립학교별 學校費와 비율

출전: 朝鮮總督府, 學事統計, 1911, pp.92~93에 의거하여 작성.

비고: 관립평양고등학교비는 1909년 이전은 前官立平壤日語學校費. 

     관립인천실업학교비는 1909년 이전은 前官立仁川日語學校費. 

     법학교비는 1909년 이전은 前法官養成所 경비.

<표 2>에서 1907년 관립학교비 총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던 학교는 관립한성외국어학교였다. 동년 관립한성사범학교비는 금액과 관

립학교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모두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의 절반에 미치

지 못하였지만, 해마다 상승하여 1909년부터 逆轉되었고 1910년에는 관립

학교비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1차 조선교육령 공포 이후에 조

선총독부에서 발행한 朝鮮敎育要覽에도 “교원 양성 기관은 교육상 · 경제

상의 利便에 비추어 독립된 학교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

에서12) 조선총독부의 사범학교 폐지 결정에는 경비 부담이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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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른바 簡易와 實用을 원칙으로 한다는 교육 방침 때문이다. 1910

년 이전에도 통감부는 학제 개편상의 일관적 방침은 “복잡한 학제와 수업연

한이 긴 학교를 존치시키는 것은 한국교육의 실제에 부적당하므로 학제는 

단순하게, 과정은 간이하게 하여 오로지 실용에 적합하게 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13) 

간이 · 실용 위주의 교육이란 교육 기간을 단축하고 실업교육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초등교육은 상급학교에 대한 예비교육이 아니

라, 사실상 농업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교육 위주의 완결교육으로 시행

되었다. 다음의 자료는 1913년 4월 일본인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

회에서 조선총독이 행한 훈시로서 간이 · 실용 위주 교육의 본색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학교의 목적은 능히 분수에 만족하고 業에 힘써 質實勤儉의 良民이 될 졸업생

을 배출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고상한 이론을 가르치고 空理를 말하는 일은 없

도록 하고, 항상 실용적인 사항을 가르칠 것을 요한다. 저들 생도들로 하여금 

금일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 폐하의 성은에 의한 것임을 주

지시키고, 근면하고 質實한 백성이 되게 하여 헛되이 향상을 바라는 일이 없도

록 해야 한다. ······ 생도에 대해서는 항상 著實穩健한 기풍을 양성하고 스스로 

노동하여 생산물을 만들고 집안을 부유하게 하는 良習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

서 생도로 하여금 자기의 分限을 알게 하고 秩序, 節制, 規律, 從順의 습관을 

유년기부터 馴致시킬 필요가 있다.14)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는 학교 교육의 목적을 학생들로 하여금 순종적이고 

근면하게 근로에 종사하는 자세를 갖도록 훈련시키는 데 두었다. 즉 간이 ·

12) 朝鮮總督府, 朝鮮敎育要覽, 1915, p.17.

13) 統監府, 韓國敎育, 1909, pp.3~4.

14) ｢公立普通學校敎員講習會員に對スル訓示｣ 1913.4.30(水野直樹 編, 朝鮮總督諭告 ․ 訓示

集成1, 日本, 綠蔭書房, 2001,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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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고등보통학교 및 교원 양성 교육 (총 교육 기간 最長 5년)

보통학교

4년 졸업

고보 1년

수료
경성고보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보통학교

4년 졸업

고보 2년

수료

고보 부설

교원속성과

보통학교

4년 졸업
고보 4년 졸업

고보 부설

사범과

보통학교

4년 졸업
여고보 3년 졸업

여고보 부설

사범과

1912년 경성 · 평양고보

부설 임시교원속성과 

1912년 함흥

임시교원속성과 

실용 위주의 교육은 교육 기간을 단축하고, 지식교육을 최소화하며, 실용이

라는 명목으로 낮은 수준의 실업교육을 주로 하는 愚民化 교육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는 교원에게도 수준 높은 학식과 인격 · 도덕성을 갖

춘 교육자로서가 아니라 상부의 명령과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수

행하는 기능인으로서의 자세를 요구하였다. 사범학교 폐지는 간이와 실용이

라는 기본 방침 하에서 교원 양성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우민화 

교육에 적합한 단순한 기능인으로서의 교원 양성을 추구한 결과였다.

1911년 조선총독부는 제1차 조선교육령에 의거하여 사범학교를 폐지하고 

고등보통학교에 교육 기간이 1년에 불과한 교원 양성 기관을 부설하였다. 일

제강점 초기 조선인이 초등교원이 될 수 있는 경로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일제강점 초기(1910~1918년) 조선인 교원 양성

출전: ｢朝鮮敎育令｣, ｢普通學校規則｣, ｢高等普通學校規則｣, ｢女子普通學校規則｣에 

의거하여 작성.15)

15)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9월 1일, ｢朝鮮敎育令｣(1911.8.22. 칙령 제229호); 朝鮮總督

府官報 1911년 10월 20일, ｢普通學校規則｣(1911.10.20. 조선총독부령 제100호), ｢高等

普通學校規則｣(1911.10.20. 조선총독부령 제101호), ｢女子普通學校規則｣(1911.10.20. 조

선총독부령 제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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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제강점 초기 교원 양성 과정의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양성 기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임시교원양성소는 1912년 

경성고등보통학교에 부설되었는데, 제1차 조선교육령으로 폐지된 관립한성사

범학교 본과 학생들이 여기로 편입되었다. 1913년에는 보통학교 조선인 교

원 양성을 위한 3년 과정의 1부와 보통학교 일본인 교원 양성을 위한 1년 

과정의 2부로 나뉘었는데, 1부는 1916년에, 2부는 1921년에 폐지되었다. 

교원속성과는 교육 기간을 1년으로 하고 1911년 10월 경성 · 평양고등보

통학교에 부설되었는데, 3년 만인 1914년 폐지되었다. 

사범과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1년 과정으로 1913년 경

성고등보통학교에, 1914년 평양고등보통학교에 각각 부설된 것이다. 1917년

부터 양성 기관은 사범과로 일원화되었다.16) 

1912년 경성 · 평양고등보통학교와 함흥에 특설되었던 임시교원속성과 · 임

시교원강습회는 공립보통학교의 증설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속성으로 양성

하고자 1912년에 한시적으로 설치 · 운영한 것이다.17) 여기서는 각 도 장관

의 추천을 받은 자를 수용하여 보통학교 교원에게 필요한 학과를 교육하였

는데, 교육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교원양성소, 교원 속성

과, 사범과, 임시교원속성과, 임시교원강습회 등 명칭과 교육 기간이 다른 

여러 종류의 양성 기관이 존재하였다.

둘째, 양성 기관에 따라 입학시에 필요한 학력 조건이 달랐고, 양성 기관

의 교육 기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임시교원양성소 · 교원속성과 · 사범과를 비

교해 보면, 교원 양성 교육 기간은 임시교원양성소가 제일 길었지만 입학시 

학력 조건이 제일 높은 것은 사범과였다.18) 보통학교 입학에서부터 양성 기

16) 사범과는 제2차 조선교육령 제31조(“본령을 시행하는 현재 조선에 있는 관립의 고등보

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는 본령 시행 후 고등보통학교에서는 4년, 여자고등보통학

교에서는 3년까지 한시적으로 舊令에 의한 사범과를 존속시킬 수 있다”)에 따라 1922

년 사범학교 재설립 후에도 존치되었다가 1925년에 폐지되었다.

17) 3개소의 수료생은 모두 141명이었다(朝鮮總督府, 앞의 책 朝鮮敎育要覽,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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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마칠 때까지의 총 교육 기간은 사범과가 9년으로 가장 길고 그 다음

이 8년인 임시교원양성소와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7년인 교원속성과 순

이다. 이러한 총 교육 기간의 차이는 임용시 훈도와 부훈도라는 자격의 차

이로 이어져 상급 자격인 훈도 자격은 임시교원양성소와 사범과 졸업생에게

만 주어졌고 교원속성과와 임시교원속성과, 임시교원강습회 등 임시 속성 

과정 출신은 하급 자격 교원인 부훈도로 임용되었다.

셋째, 교원 양성 기관의 입학 자격으로 고등보통학교에서 최소한 1년 이

상 修學할 것이 요구되었다. 조선교육령에는 보통학교의 수업 연수는 4년이

지만 지방의 실정에 따라 3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19) 고등보통학교 

진학 자격에는 4년제 보통학교 졸업이 명시되어 있었다.20) 그러므로 3년제 

보통학교를 나온 경우에는 4년제 보통학교에 편입하여 졸업장을 받아야 했

다. 즉 교원 양성 기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 기회는 다양했지만, 입

학 자격 요건인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하는 것부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교

원 양성 기관에 입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보통학교 졸업 - 

고등보통학교 1년 수료 이상이라는 입학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교원 

양성 기관의 확충에는 보통학교 · 고등보통학교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했다. 그

러나 1910년대 고등보통학교는 학교 수 자체도 적었고, 1921년까지 고등보

통학교의 취학율은 남녀 모두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21) 입학시 학력 조

건을 낮추지 않는 한 교원 양성 기관을 확충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18) 1912년 특설 임시교원속성과와 임시교원강습회는 자료가 없어 입학시 학력 조건을 알 

수 없다. 

19)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9월 1일, ｢朝鮮敎育令｣(1911.8.22. 칙령 제229호) 제 9조.

20)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9월 1일, ｢朝鮮敎育令｣(1911.8.22. 칙령 제229호) 제 13조.

21) 박철희, ｢植民地期 韓國 中等敎育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2002, p.4. 박

철희는 고등보통학교 취학 연령을 12~16세로 보고 조선총독부의 國勢調査 자료에 

따라 고등보통학교 학령 인구를 추정하여 고등보통학교 취학율을 계산하였다. 박철희에 

의하면 1921년 조선인의 고등보통학교 취학율은 0.6%, 여자고등보통학교 취학율은 

0.2%이다. 1919년까지 고등보통학교 수는 남학교는 관립 5개교, 사립 7개교였고 여학

교는 관립 2개교, 사립 4개교로 총 18개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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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소계

경성고보

임시교원양성소
62 61 76 81 80 · · 360

경성고보 

교원속성과
57 41 47 · · · · 145

평양고보 

교원속성과
37 44 47 · · · · 128

경성고보 

사범과
· · 17 23 19 16 20 95

평양고보 

사범과
· · · 11 15 30 30 86

경성여고보 

사범과
· · · 22 39 34 35 130

경성 · 평양고보

함흥 임시 특설 과정
141 · · · · · · 141

소계 297 146 187 137 153 80 85
총계

1,085

각 교원 양성 기관의 조선인 졸업생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일제강점 초기(1910~1918년) 교원 양성 기관의 조선인 졸업생 현황 

                                                               (단위: 名)

출전: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5월 13일, 1913년 4월 28일, 1914년 4월 17일, 

1915년 4월 13일, 1916년 4월 20일, 1917년 4월 20일, 1918년 4월 27일에 

의거하여 작성.

<표 3>에 의하면 교원 양성 기관 졸업생 수는 1912년에 가장 많았고 다

른 양성 기관이 폐지되어 사범과로 일원화되는 1917년부터 거의 절반으로 

감소한다. 사범과 졸업생 수는 해마다 다른데, 1914~1918년 사범과의 한 

해 평균 졸업생 수는 경성고보 사범과는 19명, 평양고보 사범과는 21명에 

불과했다. 1917년 이후부터는 사범과가 교원을 양성하는 유일한 기관이 되

었지만 사범과 졸업생 수가 그 전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림 1]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범과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생만이 입학할 수 있었으므로 고

등보통학교를 확충하지 않는 한 사범과를 갑자기 증원시킬 수는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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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조선총독부는 정규 교원 양성 기관을 확충하는 대신 교육 기간이 짧은 임

시 속성 과정을 설치하거나 무자격자를 代用敎員으로 임용하여 교수하게 하

였다.22) 대용교원은 교원 양성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을뿐 아니라 자격 교

원에 비해 봉급이 적었기 때문에 대용교원제는 교원 양성 기관 확충을 대신

하여 저비용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그림 2]는 1911~1919년 조선인 초등교원의 교원 자격별 수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22) 통감통치기 · 일제강점기의 자격 교원은 교원 양성 기관을 졸업하거나 교원 시험에 합격

하고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각주 Ⅱ-25 참조). 통감부는 자격 교원이 부족하면 학교장

이 ‘代辦敎員’이라 하여 무자격자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였다(官報 光武 10년 

9월 4일, ｢普通學校令施行規則｣｣(1906.8.27. 학부령 제23호) 제 48조). 1909년에는 대

판교원을 代用敎員으로 개칭하고 채용 또는 해직은 지방 장관이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官報 隆熙 3년 7월 9일). 조선총독부는 1911년 ｢朝鮮公立普通學校代用敎員竝朝鮮公

立實業學校講師ニ關スル件｣(1911.10.20. 조선총독부령 제119호)을 공포하여 공립보통

학교에서 자격 교원인 훈도 · 부훈도를 임용할 수 없을 때 임시 대용교원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대용교원의 채용 · 해직은 도장관이 행하고 총독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20일). 1917년에는 대용교원이라는 명칭이 囑託敎員으

로 개칭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17년 7월 28일, ｢官立竝公立學校囑託敎員竝講師ニ

關スル件｣(1917.7.28. 조선총독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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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1911~1919년 조선인 초등교원의 교원 자격별 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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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판에 의거하여 작성.

[그림 2]에서 1910년대 초반에는 하급 자격 교원인 부훈도의 수가 가장 

많다. 상급 자격인 훈도의 수는 1911~1912년에는 대용교원보다도 적었지

만 1911년 이래 계속 증가하여 1915년을 기점으로 부훈도의 수를 추월하

고 있다. [그림 2]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용교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1918년에는 속성 과정 출신인 부훈도의 수보다도 많아진다는 점이다. 

<표 4>는 1911~1919년 공립보통학교 조선인 · 일본인 교원의 자격과 그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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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11년 1912년 1913년

민족 교원 자격
인원 수

(명)

비율

(%)

인원 수

(명)

비율

(%)

인원 수

(명)

비율

(%)

조

선

인

훈도 147 20.3 197 18.3 299 26.3

부훈도 347 47.9 546 50.7 526 46.2

대용교원 230 31.8 333 31.0 313 27.5

소계 724 100 1,076 100 1,138 100

일

본

인

훈도 253 93.4 371 93.7 428 93.5

대용교원 18 6.6 25 6.3 30 6.5

소계 271 100 396 100 458 100

연도 1914년 1915년 1916년

민족 교원 자격
인원 수

(명)

비율

(%)

인원 수

(명)

비율

(%)

인원 수

(명)

비율

(%)

조

선

인

훈도 376 31.2 531 41.2 677 49.2

부훈도 578 47.9 504 39.1 451 32.8

대용교원 252 20.9 253 19.6 247 18.0

소계 1,206 100 1,288 100 1,375 100

일

본

인

훈도 474 95.2 535 95.5 577 97.5

대용교원 24 4.8 25 4.5 15 2.5

소계 498 100 560 100 592 100

연도 1917년 1918년 1919년

민족 교원 자격
인원 수

(명)

비율

(%)

인원 수

(명)

비율

(%)

인원 수

(명)

비율

(%)

조

선

인

훈도 728 48.9 837 54.7 910 53.6

부훈도 429 28.8 331 21.7 376 22.2

대용교원 331 22.3 360 23.6 411 24.2

소계 1,488 100 1,528 100 1,697 100

일

본

인

훈도 619 96.6 655 95.3 748 94.3

대용교원 22 3.4 32 4.7 45 5.7

소계 641 100 687 100 793 100

<표 4> 1911~1919년 공립보통학교 교원의 자격 및 비율 

출전: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판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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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 의하면 조선인 교원 중 훈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은 

시기는 1918년이며, 조선인 훈도 수가 일본인 훈도 수보다 많아진 것은 

1916년의 일이다. 그리고 대용교원은 1911~1919년 내내 전체 교원 수의 

2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인 교원은 부훈도가 없고, 대용교

원의 비율이 매우 낮다. 일본인 교원 양성을 위해 졸업 후 훈도로 임용하는 

경성중학교 부설 소학교교원양성소와 경성고보 임시교원양성소 2부가 존속

했기 때문이다.23) 조선총독부는 교원 자격을 훈도 · 부훈도의 상 · 하로 구분

하고 일본인 교원은 상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양성 과정에서부터 제도화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 초기 조선총독부는 사범학교를 폐지하고 입학 자격과 

명칭, 교육 기간, 졸업생에게 부여하는 자격이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단기 

속성 양성 기관을 설치하고 교원을 양성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교원은 양성 

기관을 확충하는 대신, 정규 교원 양성 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를 임용

하여 충당하였다. 

  2) 교원 시험 제도의 시행

1916년 10월 ｢小學校及普通學校敎員試驗規則｣(이하 ｢교원시험규칙｣으로 

줄임)이 공포되었다.24) 교원 시험은 교원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 교원 

자격을 1~3종으로 구분하고 각각 따로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에게 해당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 시험이었다. 즉 교원 시험 제도는 교원 자격을 

사범학교 졸업과 일치시키지 않고 시험을 통해서도 부여하는 방식으로25) 

23) 두 양성 기관은 1921년 4월 경성사범학교 연습과로 계승되었다. 

24) 朝鮮總督府官報 1916년 10월 13일, ｢小學校及普通學校敎員試驗規則(1916.10.9. 조선

총독부령 제88호).

25) 교원 시험 제도는 사범학교 졸업생이 아닌 자에게 교원 자격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1906~1910년 통감통치기에 시행되었던 교원 檢定制와 동일하다. 통감부는 교원의 자

격에 대하여 ① 보통학교 교원이 되려면 許狀이 필요하다는 것, ② 許狀은 유효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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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서도 교원 자격자를 배출함으로써 교원을 충

원하는 방편이자, 현직 교원의 상급 자격 획득 기회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갖

고 있었다. 

교원 시험의 시행 배경에 대하여 조선총독부는 “소학교 및 보통학교 교원 

양성 기관을 두고 해마다 다수의 졸업자를 얻고 있지만, 이것의 보충으로서 

가능한 한 조선 사정에 정통한 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상당 학력

을 가진 자임에도 교원 자격이 없는 자는 임용될 길이 없으므로” 시험을 시

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26) 여기서 “조선 사정에 정통한 자”는 일본인을 가

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스스로도 “양성 기관의 보충”으

로서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고, 임시교원양성소가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지되었던 1916년에 ｢교원시험규칙｣이 공고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원 

양성 기관 확충을 대신하기 위해 교원 시험이 시행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교원시험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 6년인 乙種과 終身인 甲種 두 종류가 있다는 것, ③ 初次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乙種許狀을, 再次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甲種許狀을 수여한다는 것, ④ 許狀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 검정에 합격하거나, ⑤ 무시험 검정으로 許狀을 얻으려면 사범학교 · 고

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그 학교의 敎官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

였다(官報 光武 10년 8월 31일, ｢普通學校令｣(1906.8.27. 칙령 제44호) 제15~17조; 

官報 光武 10년 9월 4일, ｢普通學校令施行規則｣｣(1906.8.27. 학부령 제23호) 제

41~43조, 제45~47조). 광무기에도 1899년 ｢官公立小學校敎員敍任時試驗規則｣을 공포

하고 교원 임용 시험을 시행한 바 있으나, 사범학교 졸업생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반면 통감부는 무시험 검정 대상자를 사범학교 졸업생만이 아니라 매우 폭넓게 

규정하였고 검정 시험에는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통감부는 교원 검정제를 

시행하여 교원 자격을 관리하는 한편, 교원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교원 양성에 드는 비

용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다. 朝鮮總督府施政年報와 官報에 의하면 1906~1910년 

시험 · 무시험 검정으로 교원 자격을 얻은 사람이 관립한성사범학교 졸업생보다 훨씬 많

았다(拙稿, ｢大韓帝國期 初等敎員의 養成과 任用｣ 歷史敎育119, 2011, p.119).

26) 朝鮮總督府, 第40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17,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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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소학교 및 보통학교 교원 시험은 이를 나누어 3종으로 하고 제1종은 

소학교 및 보통학교의 훈도, 제2종은 보통학교의 훈도, 제3종은 보통학

교의 부훈도에 적합한 학력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27)

   제3조 ① 시험은 매년 10월에 시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이를 행

해야 한다. ② 시험을 행하는 기일 · 장소는 미리 조선총독부관보에 공

고한다.28)

   제8조 ① 제1종 시험의 시험 과목 및 그 정도는 다음과 같다. 수신, 교육, 국

어 및 한문, 역사, 지리, 수학, 박물, 물리 및 화학, 법제 및 경제, 습자, 

도화, 수공, 음악, 체조, 농업, 상업, 가사, 재봉 및 수예, 조선어, 조선

사정.29) ② 법제 및 경제, 수공, 농업, 상업은 남자에 한하고 가사, 재

봉 및 수예는 여자에 한한다.30) ③ 농업, 상업은 그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제9조 ① 제2종 시험의 시험 과목 및 그 정도는 다음과 같다. 수신, 교육, 국

어, 조선어 및 한문, 역사, 지리, 수학, 이과, 실업, 법제 및 경제, 습자, 

도화, 수공, 음악, 체조, 가사, 재봉 및 수예.31) ② 실업은 농업 및 상

업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③ 실업은 남자에 한하고, 재봉 및 

수예는 여자에 한한다.

   제10조 ① 제3종 시험의 시험 과목 및 그 정도는 다음과 같다. 수신, 교육, 

27) 이 조항은 제1종과 제2종은 조선총독부에서, 제3종 시험은 각 도에서 시행한다고 개정

되었다가(朝鮮總督府官報 1919년 4월 15일) 1923년 제1종만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하

는 것으로 재개정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23년 4월 18일). 그리고 1922년 “소학교 

및 보통학교 교원 시험은 이를 나누어 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한다”고 개정되었다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4월 8일). 

28) 제3조는 1922년 “시험은 매년 적어도 1회 시행하고 기일 ․ 장소 및 지원 기한은 시험위

원장이 공고한다”고 개정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4월 8일).

29) 제1종 시험의 시험 과목 및 그 정도는 1922년 외국어를 제외하고 남자는 사범학교 남

학생, 여자는 사범학교 여학생에게 과하는 학과목 및 그 정도에 준하는 것으로 개정되

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4월 8일). 

30) 이 항은 1931년에 삭제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31년 3월 7일).

31) 제2종 시험의 시험 과목 및 그 정도는 1922년 남자는 사범학교 심상과의 남학생, 여자

는 사범학교 심상과의 여학생에게 과하는 학과목 및 그 정도에 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

다(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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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조선어 및 한문, 산술, 이과, 체조, 도화, 실업, 재봉 및 수예.32) 

② 실업은 농업 및 상업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③ 실업은 남자

에 한하고, 재봉 및 수예는 여자에 한한다.

   제11조 제2종 및 제3종 시험은 조선인에 한하여 볼 수 있다.33)

   제12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험을 행하는 경우에 제8조~

제10조에 규정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34)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 3.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4. 여자고

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5. 전 각호 외에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

된 학교를 졸업한 자.35)

   제13조 ① 시험에 급제한 자에게는 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시험에 급제한 자

의 씨명은 조선총독부관보에 이를 공고한다.

   제14조 ① 시험을 본 자로서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도 한 과목 또는 몇 개 

과목에 대해 성적이 佳良할 때는 그 과목의 성적에 관한 증명서를 수

32) 제3종 시험 과목은 1922년 수신, 교육, 국어, 조선어 및 한문, 역사, 지리, 산술, 이과, 

직업, 체조, 도화, 창가, 수공, 재봉(여자에 한함)으로 개정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4월 8일). 1938년 3월 31일 조선어 및 한문은 조선어로 개정되었다(朝鮮總督

府官報 1938년 3월 31일).

33) 제11조는 1922년 4월 8일 “제3종 시험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볼 수 있

다”로 개정되었는데(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4월 8일), 1938년 3월 31일 삭제되었다

(朝鮮總督府官報 1938년 3월 31일).

34) 이 규정은 시험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1~3종 시험에 따라 면제되는 과목이 달랐는데, 1~3종 시험 모두 수신, 교육, 국어(일

본어)는 면제 과목이 아니었다. 고보 · 여고보 졸업생의 경우, 3종 시험은 수신, 교육, 국

어(일본어) 3과목만 치르면 되었고, 2종 시험은 여기에 더하여 남자는 이과, 실업, 음악, 

여자는 수학과 수공 과목을 치르게 하였다(朝鮮總督府官報 1917년 6월 6일). 

35) 제12조는 1918년 7월 13일 다음 두 항이 추가되었다. 6. 소학교 본과 정교원 또는 심

상소학교 본과 정교원의 면허장을 가진 자. 7. 교원면허령에 의해 수여된 교원면허장을 

가진 자(朝鮮總督府官報 1918년 7월 13일). 1934년 1월 20일에는 다시 다음 3개항

이 개정 · 추가되었다. 5.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의한 무시험 검정을 볼 자격이 

있는 자. 9. 제3종 시험에 급제한 자로서 제2종 시험을 보는 자 또는 제2종 시험에 합

격한 자로서 제1종 시험을 보는 자. 10.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의한 시험 검정

에 합격한 자(朝鮮總督府官報 1934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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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3종 계

1917 7 3 27 37

1918 2 6 65 73

비고 전원 일본인 전원 조선인 110

여하도록 한다. ② 전항의 증명서를 받은 자로서 3년 이내에 다시 시

험을 지원할 때는 그 증명서에 기재된 과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

다.

   제15조 본령에 규정한 시험에 급제한 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교원 시험에 합격한 자로 간주한다.

｢교원시험규칙｣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2종과 3종 시험은 보통학교 

조선인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1종 시험은 일본인에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었지만 시험 과목에 “조선 사정”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인 학교인 

소학교 교원의 학력에 준하도록 출제했다는 점에서36) 실질적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었다. 1922년 4월 8일 ｢교원시험규칙｣ 일부 개정으로 

2종 시험에 일본인도 응시할 수 있게 되었지만,37) 3종 시험은 여전히 조선

인만 대상으로 하였다. 1~3종 시험 모두 학력이나 연령 · 성별에 의한 응시 

제한은 없었다.

이 ｢교원시험규칙｣에 의거하여 1917년부터 조선총독부 및 각 도에서 교

원 시험이 시행되었다. 첫 시험은 1917년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

였는데, 이 때 응시자 448명 중 합격자가 37명이었으니 경쟁률은 높은 편

이었다.38) <표 5>는 1917~1918년 교원 시험 합격자 현황이다.

     <표 5> 1917~1918년 교원 시험 합격자 현황              (단위: 名)

   출전: 朝鮮總督府官報 1917년 12월 12일, 1918년 12월 16일에 의거하여 작

성.

36) 각주 Ⅱ-29 참조.

37)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4월 8일. 

38) 朝鮮總督府官報 19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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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2

종

3종
총

계경

기

강

원

황

해

충

남

충

북

경

남

경

북

전

남

전

북

평

남

평

북

함

남

함

북

소

계

2 4 2 0 4 0 3 1 3 1 3 1 2 1 25 27

1918

2

종

3종
총

계경

기

강

원

황

해

충

남

충

북

경

남

경

북

전

남

전

북

평

남

평

북

함

남

함

북

소

계

5 1 2 1 4 0 4 1 4 2 11 6 9 7 52 57

<표 5>에서 교원 시험 시행 전년도인 1916년 임시교원양성소 졸업생이 

8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합격자 수가 적은 편이다. 

1종 · 2종 시험 합격자는 훈도로, 3종 시험 합격자는 부훈도로 임용되었는

데, 합격자 전부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었다. 1917~1918년 2종 · 3

종 교원 시험 합격자의 임용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1917~1918년 2종 · 3종 교원 시험 합격자 임용 현황         (단위: 名)

출전: 朝鮮總督府職員錄 각 연도판에 의거하여 작성.

<표 6>에 의하면 2종 시험 합격자는 1917년에는 합격자 3명 중 2명이 

임용되었다. 그 중 1명은 1920년에 본적지와 같은 함경남도에 훈도로 임용

되었다. 다른 1명은 본적지는 함경남도 함흥군이지만 1924년에야 경기도 

공립인천보통학교에 촉탁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1925년에 同校의 훈도가 

되었다. 1918년 2종 시험 합격자 6명 중에서는 1명이 비임용이며, 3명은 

자기 본적지의 보통학교에, 1명은 본적지와 다른 도의 보통학교에 임용되었

다.39) 나머지 1명은 1913년 경성고보 부설 교원속성과 졸업생으로 강원도 

공립평해보통학교의 부훈도로 재직 중이었다. 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종

· 2종 시험 출신 임용자들은 모두 합격 후 임용이 초임이었다. 교원 시험이 

현직 교원의 상급 자격 획득 기능보다 주로 교원 자격자를 배출하는 기능을 

39) 임용자 4명 중 3명은 1920년에, 1명은 1921년에 임용되었다(朝鮮總督府職員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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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3종 시험 합격자는 1917년에는 합격자 27명 중 본적지가 함

경남도인 2명이 비임용되었고, 나머지 25명은 모두 각자의 본적지와 같은 

도의 공립보통학교에 부훈도로 임용되었다. 임용 연도는 1920년 2명, 1924

년 1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1919년이다. 1917년도 2종 · 3종 교원 시험 합격

자 대부분이 합격 후 1년 이내에 임용되었던 것에 비해 1918년 3종 시험 합

격자는 늦게 임용된 자가 많은 편이며 비임용률도 높았다. 1918년 3종 시험 

합격자 65명 중 비임용자는 18.5%인 12명이며 임용 연도는 1921년 임용

자가 5명, 1922~1924년 임용자가 각 1명씩 있었고 나머지 46명은 1920

년에 임용되었다. 임용 지역은 1917년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본적지와 같은 

도 임용이 대부분이었다.40) 이렇게 본적지와 임용지가 일치하는 것은 각 도

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응시자는 응시 희망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데,41) 

대부분의 응시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도에 응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교원 시험은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 후 교원 임용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므로 합격자 본인이 직접 취직처를 알아보아야 했다. “알음이 

적어 운동력이 부족”하면 관공립보통학교의 교원으로 취직하지 못하고 사립

학교 교원이나 관공립보통학교의 촉탁교원이 되기도 했다.42) 

교원 시험 합격자의 학력이나 응시 이전의 경력은 자료가 없어 정확히 알 

수 없다. 1917년 3종 시험 합격자 중 시험 합격 이전의 경력이 확인되는 

사람이 4명 있는데, 그 중 2명은 사립학교 교원 시험에 합격한 경력이 있으

며, 1명은 공립보통학교의 대용교원이었고, 나머지 1명은 독학으로 교원 시

험에 합격한 자였다.43) 1918년 3종 시험 합격자에는 시험 합격 이전의 경

40) 임용자 52명 중 2명만이 본적지와 다른 도로 발령을 받았다(朝鮮總督府職員錄). 
41) 朝鮮總督府官報 1917년 6월 6일. ｢교원시험규칙｣에 3종 시험을 각 도에서 시행하도

록 규정된 때는 1919년이었다(각주 Ⅱ-27 참조). 그러나 3종 시험은 그 전부터 이미 

각 도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42) 東亞日報 1935년 11월 26일.

43)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근현대인물자료. 독학으로 교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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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확인되는 자가 3명 뿐인데, 1917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

원 시험 합격자와 공립보통학교의 대용교원, 독학으로 시험에 합격한 자가 

각 1명이다.44) 1919년 3종 시험 합격자는 142명 중 6명의 응시 이전 경력

이 확인되는데, 농업학교 졸업 · 사립학교 교원 시험 합격자가 각 2명, 보통

학교 졸업 1명, 그리고 평양고등보통학교 본과를 졸업한 사람이 1명으로 

1917~1918년 합격자의 경우와 유사했다.

소수의 사례지만 이상 13명 중 7명이 사립학교 교원 또는 대용교원 경력

자라는 점을 통하여 교원 시험 합격자의 학력을 추론해 보면, 1910년 이전 

사립학교 교원은 관립한성사범학교와 사립사범교육기관 졸업생, 국내의 각종 

관공사립학교 졸업생, 본교 졸업생, 사립학교 재학생 등 다양한 학력을 가진 

자들이었다.45) 대용교원의 경우는 1917년 이전에 대용교원으로 근무한 경

력이 있는 25명의 학력을 살펴보면, 공립보통학교 · 농업학교 · 관립한성외국

어학교 · 사립학교 졸업 등으로 다양했다.46) 즉 교원 시험 합격자의 학력은 

매우 다양하여 관공사립의 초중등학교 졸업에 걸쳐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에 합격한 자는 南澤祐로 본적지는 함경남도 원산부이다(梁村奇智, 新興之北鮮史, 朝

鮮硏究社, 1937, p.63). 新興之北鮮史에는 그가 “독학으로 교원 시험 제2종에 합격했

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3종 시험의 誤記인 것으로 보인다.

44) 上同. 독학으로 시험에 합격한 자는 車鍾奭이다(梁村奇智, 앞의 책, p.65). 新興之北鮮史

에는 차종석도 각주 Ⅱ-43의 남택우와 마찬가지로 “독학으로 교원 시험 제2종에 합격

했다”고 되어 있는데, 3종 시험의 오기일 것이다.

45) 김영우, 앞의 책 한국초등교육사, p.88.

46) 25명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의 근현대인물자료에서 대용교원으

로 검색하여 추출하였다. 25명 중 12명의 학력이 확인되는데, 그 중 농업학교 졸업자가 

5명으로 가장 많다. 사립학교 졸업자는 趙鏡夏로 그는 1908년 경성사립보성전문학교 

법과를, 1909년 경성사립광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관립한성사범학교 교원임시양

성과 2회 졸업자로 1908년 면관되었던 李春彬이 1911년 대용교원으로 임용된 사례가 

있다. 이 밖에 보성사립학교 부교원이었던 崔錫琢은 1911년 동교의 대용교원이 되었다

가 1919년 동교가 공립보통학교가 되면서 해당 학교의 부훈도로 임용되었다(12명의 학

력 출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근현대인물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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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 1운동 이후 교원 양성 시책의 再編 

  1) 普通學校增設計劃 시행(1919~1922)과 임시 교원 양성

조선총독부는 1919년 3 · 1운동을 계기로 종래의 무단적 통치 방침 대신 

이른바 ‘一視同仁主義’를 내걸고 ‘文化統治’를 표방하였다. 교육에서도 일본

과 동일한 교육 제도를 시행한다는 ‘準據主義’에 입각하여 조선교육령과 각

급 학교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조선인과 재조선 일본인의 학교제도 ·

수업 연한이 동일하게 되었고, 교육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조선인이 일본의 

고등 교육 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확대되게 되었다. 또한 사범학교

와 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준거주의’ 교육 시책은 표면상 조선인의 교육을 일본인의 교육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이게 한 것에 불과하였다.47) 이 시기 조선총독부의 교원 

양성 시책은 그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19년 이후 조선총독부의 교육 시책 중 교원 양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

는 것은 ‘普通學校增設計劃’, 이른바 ‘3面 1校 계획’이다. 본래 ‘3면 1교 계

획’은 3 · 1운동 직전인 1918년 말에 수립된 것으로 계획의 내용은 1919년

부터 8년 동안 매년 각 도에 보통학교 50개교를 신설하여 당시 6면 1교였

던 보통학교 비율을 8년 동안 3면에 대하여 1교의 비율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48) 

그러나 3 · 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 증설을 서둘러 1926년까지

로 예정되어 있던 ‘3면 1교 계획’의 시행 완료 기간을 1922년으로 수정하

였다. 이에 따라 보통학교 교원을 시급히 양성할 필요가 있었다. ‘3면 1교 

47) 鄭在哲, 日帝의 對韓國 植民地 敎育施策史, 一志社, 1985, pp.348∼350; 이만규,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 살림터, 2010, p.568(李萬珪, 朝鮮敎育史, 乙酉文化史, 
1947).

48) 渡部學, ｢初等敎育の普及擴充｣ 朝鮮349, 194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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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소계

경성고보 사범과 28 23 29 14 21 16 131

평양고보 사범과 23 24 18 14 26 19 124

대구고보 사범과 · · · 13 10 22 45

함흥고보 사범과 · · · 16 38 22 76

경성여고보 사범과 35 20 22 22 22 48 169

평양여고보 사범과 · 23 19 22 29 36 129

소계 86 90 88 101 146 163 674

계획’ 시행 기간 단축에 대응하여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교원 양성 · 임용 시

책은 ① 사범과 확충, ② 교원 시험 합격자 수 증원, ③ 단기 속성의 임시 

양성 기관 설치였다. 

첫째, 사범과 확충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고보와 함흥고보에 사범과를 추

가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표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구고보와 함

흥고보의 사범과는 1922년에야 첫 졸업생 29명을 배출하였다. 

<표 7> 1919~1924년 사범과 조선인 졸업생 현황                  (단위: 名)

출전: 朝鮮總督府官報 1919년 4월 26일, 1919년 11월 20일, 1920년 5월 26일, 

1921년 5월 23일, 1922년 4월 25일, 1923년 10월 27일, 1924년 7월 16일, 

1924년 9월 9일에 의거하여 작성.

‘3면 1교 계획’ 시행에 의한 공립보통학교 증설 규모를 살펴보면, 공립보

통학교 수는 ‘3면 1교 계획’ 시행 전년도인 1918년 471개교에서 계획의 시

행이 완료된 1923년에는 1,043개교로 1918년 대비 121.4%가 증가했다. 

또한 학급 수는 1918년 1,838개에서 1923년 5,226개로 증가하여 1918년 

대비 증가율은 184.3%였다.49) 

그러나 <표 7>과 같이 1919~1922년 ‘3면 1교 계획’의 시행 기간에 고등

보통학교 부설 사범과 졸업생 총 수는 202명에 불과하였다. 이 기간에 여

49)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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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관공서 교원 은행회사 가사 진학 기타 사망 합계

1919
44

(9.8)

55

(12.3)

55

(12.3)

125

(28.0)

121

(27.1)

40

(8.9)

7

(1.6)

447

(100)

1920
38

(10.8)

44

(12.5)

34

(9.7)

59

(16.8)

142

(40.5)

31

(8.8)

3

(0.9)

351

(100)

1921
29

(8.6)

64

(19.0)

12

(3.6)

47

(13.9)

157

(46.6)

28

(8.3)

0

(0.0)

337

(100)

1922
23

(5.6)

61

(14.8)

5

(1.2)

66

(16.0)

192

(46.6)

60

(14.6)

5

(1.2)

412

(100)

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생 163명이 배출되었지만 여교원은 근속 기간

이 짧고50) 주로 여학생 학급이 있는 학교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교

원의 충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범과 확충이 보통학교 증설 규모에 미치지 못했던 이유는 우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등보통학교를 확충하지 않은 그간의 교육 시책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3면 1교 계획’의 시행기에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생 수 자체

가 감소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7>에 따르면 1919~1922년 경성고보

· 평양고보 사범과의 졸업생 수는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 <표 8>과 같이 

1919~1921년에는 전체 고등보통학교 졸업생 수가 감소하고 있었다. 

 <표 8> 1919~1922년 고등보통학교 졸업생의 진로                  (단위: 名)

출전: 朝鮮總督府官報(박철희, ｢植民地期 韓國 中等敎育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
院 博士學位論文, 2002, p.223).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연도 졸업생 수 대비 비율이다.

고등보통학교 졸업생 수는 1923년 437명으로 1919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가 1924년에야 518명으로 1919년 졸업생 수보다 많아졌다. 이는 3 · 1운동

을 계기로 급증한 同盟休學으로 인해 퇴학생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

를 들면, 1919년 10월 24일 경성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일으켰

50) 1915~1921년 경성 · 평양여고보 사범과 출신 임용자 386명의 근무 현황을 朝鮮總督

府職員錄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 재직 기간이 3년 이하인 자가 5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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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

2

종

3종
총

계
경

기

강

원

황

해

충

남

충

북

경

남

경

북

전

남

전

북

평

남

평

북

함

남

함

북

소

계

3 8 7 10 7 18 5 0 18 10 4 11 40 12 0 142 153

는데, 그 결과 전교생의 1/3이 퇴학을 당하였다.51)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상급학교 진학자의 증가이다. <표 7>에서 1922년 경성고보 · 평양고보 사범

과의 졸업생 수가 1919년의 절반에 불과한 정도로 급락하였는데, <표 8>에

서 진학자의 비율이 1920년부터 19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등보통학교의 확충이 미진한 상황에서 동맹휴학으로 인한 퇴학생의 

급증, 상급학교 진학자의 증가 등의 형편이 중첩되어 사범과 졸업생 수가 

보통학교 증설 규모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둘째, 교원 시험 합격자의 증원이다. <표 9>는 1919년 교원 시험 합격자 

현황이다.

 <표 9> 1919년 교원 시험 합격자 현황                            (단위: 名)

출전: 朝鮮總督府官報 1919년 11월 12일, 14일, 17일, 21일, 22일, 24일, 26일, 

12월 4일, 6일, 24일, 1920년 1월 9일, 15일에 의거하여 작성.

비고: 1종 시험 합격자는 전원 일본인.

     2종 · 3종 시험 합격자는 전원 조선인.

<표 9>와 같이 1919년 교원 시험에서는 3종 시험 합격자 수가 전년도의 

65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52) 합격자의 임용 현황을 살펴보면,53) 2종 시

험 합격자 8명 중 1명은 현직 교원이었고 1명은 비임용이며 나머지 6명은 

1921년까지 경기도 2명, 평안남도 · 평안북도 · 함경남도 · 황해도에 각 1명씩 

임용되었다. 3종 시험 합격자는 142명 중 비임용자가 6명 뿐으로 임용률이 

매우 높았다. 임용자 136명의 임용 시기를 살펴보면, 반 이상인 73명이 

51) 박철희, 앞의 논문, p.22.

52) <표 5> 참조.

53) 朝鮮總督府職員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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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에 임용되었고 나머지는 1921년에 63명, 1922년에 4명, 1923년 ·

1924년에 각 1명씩 임용되었다. 

이와 같이 1919년 교원 시험은 1917~1918년 교원 시험에 비해 합격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임용률도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3면 1교 계획’ 시행

으로 인해 급증한 교원 수요에 대응하려는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각 도에 교육 기간 6개월~1년의 임시 양성 기관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할 방법은 “일본인 교원 초빙 외

에는 없으므로 간이한 방법으로 교원을 양성하여 일시의 급무에 부응한다”

는 방침을 세우고54) 각 도에 임시 양성 기관을 설립하게 하였다.

1920년부터 각 도에 임시교원양성소, 보통학교교원양성소, 임시교원양성

강습소, 임시교원양성강습회, 교원양성회 등 다양한 명칭의 임시 양성 기관

이 설립되었다.55) 각 도에서 제정한 임시 양성 기관 규정의 내용은 강습 과

목이나 수업 시수, 입학 자격의 학력 · 연령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

체로 비슷하다.56) 

54) 朝鮮總督府, 第43回帝國議會說明資料槪要, 1920, pp.119∼120.

55) 황해도는 임시 양성 기관을 설립했다는 기록이나 관련 자료가 없다. 

도 출전

경기도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5월 22일, 1921년 3월 17일.  

東亞日報 1920년 5월 5일, 1922년 4월 15일.

강원도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6월 1일, 1921년 2월 22일, 1922년 3월 10일.

경상남도
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3월 2일, 1922년 2월 8일. 

東亞日報 1922년 3월 31일. 

경상북도 每日申報 1922년 3월 7일.

전라남도
每日申報 1920년 3월 4일. 

東亞日報 1920년 5월 5일.

전라북도
東亞日報 1920년 9월 14일.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25일. 

충청남도 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3월 2일. 

충청북도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5월 8일, 1921년 3월 9일, 1922년 3월 1일

평안남도 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3월 17일, 1922년 2월 3일. 

56) 본문에서 각 도의 임시 양성 기관에 대한 설명의 전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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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자격은 대부분의 도에서 17~18세 이상의 조선인으로 규정하고 있

다. 도에 따라서 입학 자격에 신체 건강, 품행 방정, 지망 확실 등의 조건이

나 府尹 · 郡守의 추천서 제출, 남자만 응시 가능 등의 부수 조건을 두기도 

했다. 예를 들면,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입학 자격을 조선인 남자로 제한하

였다.

입학 자격 중 학력은 보통학교 졸업 또는 4년 수료 이상이거나 6년제 보

통학교 졸업 이상, 공립실업학교 졸업 이상, 고등보통학교 2년 수료 이상 

등으로 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입학 자격을 6년제 보통학교 졸업

· 고등보통학교 2년 수료 · 실업학교 졸업 이상으로 정한 경우, 그대로 시행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초등교원에 대하여 “지방 초등 교육 기관 담임자 중

에는 너무도 엄청나는 粗製濫造한 교원이 적지 않다. ······ 보통학교 4년을 

근근히 졸업한 후 1개년 속성강습에 의하여 훈도로 출세한 자들”이라는 비

판이 있던 것을 볼 때,57) 임시 양성 기관의 입학생은 대부분 4년제 보통학

교 졸업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입학 시험은 학과 시험과 구두 시험, 신체 검사로 이루어졌다. 학과 시험

은 대체로 보통학교의 학과목이었는데, 일본어와 산술은 모든 도에서 공통

적으로 포함되었다. 고등보통학교나 공립실업학교 졸업자, 사립학교 교원 

시험 합격자에게 우대책으로 학과 시험을 면제해 준 도도 있었다. 

입학생 수는 모집 정원이 가장 적은 경우가 24명, 가장 많은 경우는 60

명으로 각 도에 따라, 그리고 같은 도에서도 매년 일정하지 않았다. 입학 

자격을 남자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도에서는 남녀를 모두 대상으

로 하였지만, 여학생 수는 많지 않았다. 학생을 모집할 때 대체로 남학생 

평안북도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6월 15일. 

東亞日報 1922년 2월 7일.

함경남도
東亞日報 1920년 4월 20일.  

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3월 12일, 1922년 3월 10일.

함경북도 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3월 16일.

57) 朝鮮日報 1925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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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3배 정도 더 많았다. 여교원은 주로 여학생 학급이 있는 학교에 임

용하였는데 여학생 학급은 많지 않았으므로58) 여교원을 많이 양성할 필요

가 없었을 것이다. 

교육 내용은 보통학교 학과목이었고, 교육 기간은 처음에는 6개월이었지

만 1921년부터 모두 1년으로 연장되었다. 교육 기간 중 월 15~20원의 수

당을 지급하고 졸업 후 3종 교원 시험을 치르게 하여 합격자는 부훈도로, 

불합격자는 촉탁교원으로 임용하고 2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하는 것은 모

든 도가 동일했다. 

임시 양성 기관의 졸업생과 사범과 졸업생의 차이는 후자는 졸업과 함께 

정식 자격 교원으로 임용되었던 반면, 전자는 3종 교원 시험에 합격해야 교

원 자격이 주어졌다는 점이다. 3종 교원 시험은 교원 양성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학력에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따로 임시 양

성 기관을 설치한 것은 응시자 · 합격자 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교원 시험과 

달리 양성 기관은 정원을 예정할 수 있을뿐 아니라, 수료생 중 교원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을 촉탁교원으로 임용하여 당장 부족한 교원을 충원할 수 있

었기 때문일 것이다.

임시 양성 기관 졸업 후 3종 교원 시험에 합격한 자는 최저 급봉인 11급

봉(月俸 40원)으로 임용되었는데,59) 당시 사범과를 졸업한 교원의 초임 봉

급 52원보다 12원이나 적었다. 임시 양성 기관 출신의 교원은 사범과 출신 

교원에 비해 초임 대우가 열등했을뿐 아니라 사회적 평판도 좋지 않았다. 

이들은 “보통학교 4년을 근근히 졸업한 후 1개년 속성 강습에 의하여 훈도

58) 1910년대 조선인 여자의 보통학교 취학율은 1% 미만이었고 ‘3면 1교 계획’의 시행이 

완료된 1923년에도 3.4%에 불과하여 동년 조선인 남자의 보통학교 취학율이 20.4%였

던 것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김부자, 조경희 · 김우자 옮김, 학교 밖의 조선여성들, 일

조각, 2005, p.385). 

59) 임시 양성 기관 졸업생의 명단은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1922년 경상남도임시교원

양성소 졸업을 보도하는 기사에 “졸업생 總代 朴源鎬”가 나온다(東亞日報 1922년 3

월 31일). 朝鮮總督府職員錄에 따르면 박원호는 1923년 경상남도의 공립보통학교에 

11급봉 훈도로 초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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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세한 자”라거나 “粗製濫造한 교원” 또는 “素養이 없어 정당한 학과를 

교훈함은 불가능한” 교원이라는 멸시를 받았다. 3 · 1운동 이후 각지에서 빈

번하게 일어난 동맹휴교의 원인이 임시 양성 기관 출신 교원의 자질 부족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60)

사범과에 입학하려면 고등보통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범과를 확충하려면 이에 수반하여 고등보통학교를 확충해야 한다. 즉 사

범과를 확충하지 않고 임시 양성 기관을 설치한 것은 가능한 한 교원 양성 

비용을 최소화하고 되도록 봉급이 적은 교원을 임용하려는 재정적 이유와 

함께, 완결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을 지향하고 중등교육 확충에 소홀했던 그

간의 교육 시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도의 임시 양성 기관은 1923년부터 각 도에 공립사범학교가 설립되면

서 모두 공립사범학교의 강습과로 개편되었다. 그리하여 1923년 이후 조선

인 초등교원의 배출 경로는 사범학교와 교원 시험으로 이원화되었다. 

  2) 사범학교의 再設立과 改編

3 · 1운동 이후 조선인 교원 양성상 중요한 변동은 제1차 조선교육령으로 

폐지되었던 사범학교가 재설립되었다는 것이다. 1920년 말부터 사범학교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으므로 사범학교 재설립은 1921년 1월 臨時敎育調査

委員會 소집 전부터 기정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61)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기 한 해 전인 1921년 4월 18일 

官立京城師範學校(이하 경성사범으로 줄임)가 개설되었다. 같은 날 ｢朝鮮總

督府師範學校官制｣가 공포되었고,62) 다음 날인 19일 ｢朝鮮總督府師範學校

60) 朝鮮日報 1925년 5월 14일, 6월 25일.

61) 弓削幸太郞, ｢朝鮮における內地人敎育について｣ 朝鮮及滿洲163, 1921; 京城日報
1921년 1월 8일.

62) 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4월 19일, ｢朝鮮總督府師範學校官制｣(1921.4.18. 칙령 제 

113호). 관제의 제목은 조선총독부사범학교라고 되어 있지만, 제1조에 “경성사범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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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則｣이 공포 · 시행되었다.63) 이 규칙은 제1조에서 “조선총독부사범학교는 

남자로서 소학교 교원이 될 자를 양성하는 곳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부칙

에는 “경성중학교 부속 임시소학교교원양성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즉 경성사범은 당초 소학교 교원 양성 기관으로 개설된 것이었

다. 그러나 1921년 4월 28일 보통학교 일본인 교원 양성 기관인 경성제일

고보 부설 임시교원양성소의 사무와 관계 직원 감독을 경성사범 교장에게 

맡김으로써64) 경성사범은 규칙과 관계없이 소학교 · 보통학교 교원을 모두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다.

경성사범 개교 다음 해인 1922년 공포된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 “사범학

교는 소학교 교원 및 보통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고 사범학교를 규정하였고,65) 뒤이어 사범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등을 규정한 ｢師範學校規程｣이 공포되었다.66) 또한 1922년 3월 

공포된 ｢朝鮮公立學校官制｣에서 공립사범학교가 규정되었다.67) 이상의 여러 

규정에 입각하여 1922년 4월 공주에 충청남도사범학교가 설립된 것을 시작

으로 1923~1924년 각 도에 1교씩 공립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사범학교 재설립 이후 1929년 ｢師範學校令｣이 부분 개정되기 전까지 조

선인이 초등교원이 될 수 있는 경로를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다음의 직원을 둔다”고 하여 경성사범학교라는 학교명이 명기되어 있다. 

63) 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4월 19일, ｢朝鮮總督府師範學校規則｣(1921.4.19. 조선총독부

령 제67호).

64) 稻葉繼雄, ｢京城師範學校 ‘演習科’ 第1期生について｣ 九州大學大學院敎育學硏究紀要9, 

2006, p.42.

65)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6일, ｢朝鮮敎育令｣(1922.2.4. 칙령 제19호) 제13조.

66)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23일, ｢師範學校規程｣(1922.2.23. 조선총독부령 제17호).

67)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4월 1일, ｢朝鮮公立學校官制｣(1922.3.31. 칙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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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고등보통학교 및 교원 양성 교육 (총 교육 기간 最長 6년)

보통학교

6년 졸업

사범학교 보통과

(교육 기간 5년)

사범학교 

연습과(1년)

보통학교

6년 졸업

고등보통학교 졸업

(교육 기간 5년)

사범학교 

연습과(1년)

보통학교

6년 졸업

보통학교 고등과 

2년 졸업

사범학교 특과

(교육 기간 2~3년)

보통학교

6년 졸업
고등보통학교 2년 수료

사범학교 특과

(교육 기간 2~3년)

보통학교

6년 졸업

보통학교 고등과

2년 졸업

사범학교

강습과

보통학교

6년 졸업
고등보통학교 2년 수료

사범학교

강습과

[그림 3] 1922~1928년 조선인 교원 양성 과정

출전: ｢朝鮮敎育令｣, ｢普通學校規程｣, ｢高等普通學校規程｣, ｢女子高等普通學校規程｣, 
｢師範學校規程｣에 의거하여 작성.68)

[그림 3]에서 알 수 있는 교원 출신 경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별도의 교원 양성 기관으로서 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일본의 사범

학교와 비교하면 보통학교 6년 졸업 - 사범학교 보통과 5년 - 사범학교 연

습과 1년으로 구성된 과정 구성과 교육 기간은 일본의 심상사범학교 본과 

1부에, 보통학교 6년 졸업 - 보통학교 고등과 또는 고등보통학교 2년 수료 

- 사범학교 특과 2~3년 과정은69) 일본 심상사범학교 본과 2부에 해당하는 

68)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6일, ｢朝鮮敎育令｣(1922.2.4. 칙령 제19호); 朝鮮總督

府官報 1922년 2월 20일, ｢普通學校規程｣(1922.2.20. 조선총독부령 제8호), ｢高等普

通學校規程｣(1922.2.20. 조선총독부령 제16호), ｢女子高等普通學校規程｣(1922.2.17. 조

선총독부령 제14호);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23일, ｢師範學校規程｣(1922.2.

    23. 조선총독부령 제17호).

69) 사범학교 특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고, 사범학교에 특과만 설치

할 수도 있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6일, ｢朝鮮敎育令｣(1922.2.4. 칙령 제19

호) 제17∼19조). 특과는 1929년 ｢師範學校規程｣ 개정에 의해 사범학교 심상과로 개편

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29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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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입학 자격은 일본의 경우보다 낮았다.70) 

둘째, 사범학교가 경성사범과 이를 제외한 기타 사범학교로 구분되어 서

열화되었다. 당초 경성사범은 고등사범학교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타 사범학

교의 모범적 역할을 하는 학교로서 구상되었다.71) 사범학교체제 내에서 경

성사범이 갖는 지도적 위치는 교육과정에서도 확인된다. 보통과 - 연습과 6

년 과정은 경성사범에만 설치되었고 각 도의 공립사범학교에는 1928년 폐

지될 때까지 모두 특과와 강습과만 존재했다. 1929년 대구사범과 평양사범

이 관립사범학교로 개편된 후에도 특과란 명칭이 심상과로 바뀌고 교육 기

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을뿐, 경성사범과 동일한 보통과 - 연습과 과정은 설

치되지 않았다.72) 심상과의 입학 조건과 교육 기간은 경성사범 보통과와 동

일했지만, 심상과는 연습과로 연결되지 않는 종결 과정이었다.73) 

경성사범 졸업생과 다른 사범학교 졸업생은 교원 자격과 초임 대우도 달

랐다. ｢교원시험규칙｣에 의한 교원 자격 구분에서 경성사범 졸업생은 제일 

높은 1종 자격을 얻었던 데 비해 다른 사범학교 졸업생에게는 그보다 낮은 

2종 자격이 부여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3종 교원 자격 구분은 일본의 교

원면허 구분에 준한 편의상 구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지만74) 학력 인정

70) 일본의 심상사범학교는 1907년 ｢師範學校規程｣(1907.4.17. 文部省令 제12호)에 의해 사

범학교 본과 1 · 2부와 專攻科로 개편되는데 수업 연한은 본과 1부는 5년, 본과 2부는 2

년, 전공과는 1년이었다. 전공과의 입학 자격은 사범학교 본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다. 본과 1부는 고등소학교 2학년을 마친 후, 본과 2부는 중학교· 고등여학교를 졸업

한 후 입학할 수 있었다(柴田義彦, 敎育法規, 日本, 常磐書房, 1934, p.138).

71) 김성학, ｢경성사범학교 학생 훈육의 성격｣ 論文集15, 1999, p.143.

72)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공포 후에야 경성여자사범학교와 대구 · 평양사범학교에 연습

과가 설치되었다.

73) 특과와 심상과, 연습과는 그 자체가 완성교육이었으므로 졸업과 동시에 교원 자격을 받

고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보통과 수료만으로는 교원 자격을 받을 수 없었

다(岡久雄, 朝鮮敎育行政,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40, p.191).

74) 岡久雄, 앞의 책, p.110. 조선에서 시행된 교원 자격제와 일본의 교원면허제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자격 또는 면허를 얻은 자를 교원으로 임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1~3종 교원으로 자격을 구분했지만, 일본에서는 소학교 본과 ·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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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에서 1종 자격과 2종 자격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경성사범이 

아닌 다른 사범학교 졸업은 중등학교 졸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래서 사범학교 특과 · 심상과 졸업생들은 전문학교나 대학교 예과 등 상급학

교에 진학하려면 반드시 중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얻기 위한 시험 검정

을 치르거나 1종 교원 시험에 합격해야 했고,75) 高等文官試驗 응시에서도 

자격 시험, 예비 시험, 본 시험 세 차례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

다.76) 교장 임용에서도 1종 교원이 유리했다. 실제 교장 임용은 교원 자격

과 관계없이 이루어졌지만 조선총독부에서 교장은 1종 교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인 교장 증원 요구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응은 

교장은 1종 교원이어야 하는데 조선인 교원 중 1종 교원이 적기 때문에 어

렵다는 것이었다.77) 

정교원, 심상소학교 본과 · 전과 정교원, 심상소학교 준교원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교

원면허를 부여하였으므로 조선에서 얻은 교원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서 교원으로 근무할 

수 없었다. 1920년대부터 조선에서 일본과 같은 교원면허제를 시행하자는 논의가 이루

어지고 있는데, 이는 조선에서 양성 · 임용된 교원은 교원면허가 없어 일본 등 조선 외

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려면 재검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東亞日

報 1935년 2월 7일).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교원면허에 대한 논의는 주로 조선의 사범

학교를 졸업한 일본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1930년부터 조만간 조선에서 교

원면허제가 시행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거듭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1936년 11월 일본과 

같은 교원면허제를 1937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조선총독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

가 확인되지만(每日新報 1936년 11월 26일) 결국 조선에서 교원면허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과 동일한 교원면허장을 갖게 된 조선인 교원이 일본 학교에 임용

되는 일을 막으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75) 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4월 25일, ｢專門學校入學者檢定規程｣(1921.4.25. 조선총독부

령 제72호) 제1조. 

76) 朝鮮總督府官報 1929년 4월 1일, ｢高等試驗令｣(1929.3.28. 칙령 제15호). 고등문관

시험은 예비 시험과 본 시험 두 단계로 구성된다. 예비 시험에 응시하려면 중등학교 졸

업 이상의 학력이 없을 경우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는 별도의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자격 시험의 시험 과목은 국어, 역사, 지리, 수학, 물상이며 수준은 중등

학교 졸업 정도였다.

77) 東亞日報 1932년 9월 20일. 조선인은 일본인 교장은 조선인 교장에 비해 월급이 많

아 학교비에 부담이 된다는 점, 생활 관습의 차이로 인한 교육적 문제 등을 이유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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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사범 졸업생과 기타 사범학교 졸업생은 초임 봉급에서도 차이가 있었

다. 경성사범 남자 연습과 졸업생의 초임 봉급은 52원, 공립사범학교 졸업

생은 40원이었다. 경성사범 졸업생의 초임 봉급에 대해서 전문학교 졸업생

이나 일본 사범학교 졸업생의 봉급과 비교해도 너무 많고, 조선 내 보통학

교 · 소학교 교원의 평균 봉급 63원과 매우 가까워 승급 기한이 넘어가는 문

제가 있으니 봉급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78) 그리하여 경성

사범 남자 연습과 졸업생의 초임 봉급은 1928년에 50원으로, 1931년에는 

다시 47원으로 삭감되었지만, 1929년 이후 각 도 사범학교 졸업생의 초임 

봉급은 42원이었기 때문에 전보다 그 정도는 줄었지만 차이는 여전했다. 

셋째, 사범학교 개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 속성의 교원 양성이 이루

어지고 있었다. 각 도 공립사범학교에는 정식 과정인 보통과 - 연습과가 아

니라 교육 기간이 그보다 짧은 특과와 강습과가 완결 과정으로 설치되었다. 

특과 · 강습과의 입학 자격은 최소 수업 연한 2년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 

또는 고등보통학교 2년 수료 이상이었지만, 입학생의 학력은 대부분 보통학

교 졸업에 그쳤다.79) 따라서 보통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불과 1~2년의 교

육을 더하여 교원으로 배출하는 단기 속성의 교원 양성은 사범학교 체제 내

에서도 여전하였다. 

또한 경성사범에도 보통과 - 연습과 6년 간의 사범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교원이 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었다. 보통과를 거치지 않고 연습과

에 바로 입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인 교장을 증원하라고 요구하였다. 

78) 東亞日報 1927년 4월 8일.

79) 사범학교 특과 입학생의 학력은 일본인 입학생은 거의 전원이 소학교 졸업이며 조선인

은 입학생 중 보통학교 졸업생의 비율이 1925년도 88%, 1926년도 94%, 1927년도 

87%, 1928년도 84%로 입학생의 약 80%가 보통학교 졸업이었다. 강습과 입학생은 대

부분 조선인이었는데, 학력은 특과와 마찬가지로 보통학교 졸업이 많지만 ‘기타’로 구분

된 사례가 보통학교 졸업과 거의 同數를 차지하거나 그보다 많다(朴永奎, 앞의 논문, 

pp.108∼109). 강습과 입학생 중 학력이 ‘기타’로 구분된 자는 서당 또는 사립보통학교 

졸업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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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습과 

바로 입학

보통과 

거쳐 졸업
강습과 不明 계

1923 1 0 · · 1

1924 1 0 · · 1

1925 3 0 · · 3

1926 10 0 123 · 133

1927 14 6 · · 20

1928 10 11 · · 21

1929 12 16 · · 28

1930 11 14 · · 25

1931 23 10 · · 33

1932 23 17 · · 40

1933 24 15 · · 39

1934 16 20 · · 36

1935 17 0 40 23 80

1936 21 22 63 · 106

1937 26 18 · · 44

1938 53 21 · 41 115

소계 265 170 226 64 725

1939 66 44

1940 107 107

1941 142 142

1942 30 30

1943 37 37

1944 22 22

1945 50 50

총계 1,223

  <표 10> 경성사범학교 조선인 남자 졸업생 현황                  (단위: 名)

출전: 1922~1929년은 京城師範學校 編, 京城師範學校總攬, 1929에 의거하여 

작성.

     1930~1934년은 京城師範學校 編, 京城師範學校總攬, 1934; 東亞日報
1931년 3월 15일, 1932년 3월 16일, 1933년 3월 29일; 每日申報 1934

년 3월 18일에 의거하여 작성.

     1935년 이후는 醇化會 編, 京城師範學校史 大愛至醇, 日本, 醇化會, 1987; 
東亞日報 1935.3.24; 每日申報 1936.3.11; 東亞日報 1936.3.19에 의거하

여 작성.

비고: 사범학교 입학 이전의 학력이 보통학교 ․ 소학교 ․ 소학교 고등과 졸업인 

자는 보통과를 거쳐 졸업한 자로, 그 외는 연습과에 바로 입학하여 졸업

한 자로 구분.80)

80) 소학교 고등과 졸업생을 보통과 입학생으로 분류한 것은 朝鮮總督府官報 192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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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은 경성사범의 조선인 남자 졸업생 현황을 각 과정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1938년까지 졸업생 중 경성사범의 정

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보통과 - 연습과 졸업생은 170명, 보통과를 거치

지 않고 연습과에 들어온 졸업생은 265명으로81) 후자가 전자보다 더 많았

다.82) 강습과 졸업생 수도 226명으로 보통과 - 연습과 졸업생보다 많았

다.83) 1938년까지 졸업생 총 수 725명 중 보통과 - 연습과 졸업생의 비율

은 23.5%에 불과했다. 

경성사범 보통과 - 연습과 졸업생과 바로 연습과에 입학했던 졸업생은 초

임 봉급이 동일했을뿐 아니라 발령지와 이후의 교직 경력에서도 아무 차이

가 없었다. 이것은 졸업 후 실제 교원 생활에 경성사범 보통과 수료 여부가 

24일자에 경성사범 보통과 1학년 입학자 명단이 게재되었는데 이들의 이름을 京城師

範學校總攬에 수록된 1934년 졸업생 명단에서 확인한 결과, 소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사람이 1명 있기 때문이다. 1940년 이후 졸업생은 입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創氏改名’으로 인해 朝鮮總督府職員錄에서 근무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81) 1935년의 不明 23명을 포함시키면 연습과에 바로 입학했던 졸업생의 수는 288명으로 

늘어난다. 東亞日報 1935년 3월 24일자에 경성사범 졸업생 명단이 보도되었는데, 

“남자 연습과 졸업생은 85명 중 (조선인이) 16명, 同(타교로부터 追入한 졸업자) 84명 

중 23명, 강습과 또는 農校로부터 추입한 졸업자 89명 중 40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

이다. 1935년 졸업생은 東亞日報 1935년 3월 24일자 보도에 의하면 79명이고, 大
愛至醇에 의하면 73명이다. 전자에는 있지만 후자에는 없는 사람이 7명인데, 모두 朝
鮮總督府職員錄에서 동년 다른 졸업생과 같은 근무기록이 확인된다. 후자에는 전자에 

없는 사람이 3명 있는데, 3명 중 朝鮮總督府職員錄에서 교원 임용 기록이 확인되는 

자는 1명 咸二榮 뿐이다. 따라서 1935년 졸업생은 東亞日報 1935년 3월 24일자 보

도 기사의 명단에 따른 79명에 大愛至醇 1935년 졸업생 명부의 함이영을 더하여 80

명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함이영은 초임 봉급이 연습과 졸업생과 동일하기 때문

에 연습과에 바로 입학한 자로 구분하였다. 

82) 1938년 不明 41명 중 초임 봉급이 9급봉 또는 47원인 자 6명을 포함시키면 보통과를 

거치지 않은 연습과 졸업생은 294명으로 늘어난다.

83) 1926년 강습과 졸업생 123명은 경성고보 사범과 학생들이다. 1938년 不明 41명 중 각

주 Ⅱ-82의 초임 봉급이 47원인 6명을 제외한 35명의 초임 봉급을 살펴보면, 11급봉 

29명, 10급봉 1명, 월봉 42원 1명이다. 강습과 졸업생의 초임 봉급이 연습과 졸업생보

다 적었으므로 이들을 강습과 졸업생에 포함시키면 강습과 졸업생은 총 261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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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립사범학교(ⓐ) 관립고등보통학교(ⓑ) ⓑ/ⓐ 비율

1921 235,676원 112,959원 47.9%

1922 370,044원 92,654원 25.0%

1923 370,951원 107,805원 29.1%

1924 267,616원 87,518원 32.7%

1925 334,580원 71,746원 21.4%

1926 332,975원 64,378원 19.3%

1927 328,030원 64,362원 19.6%

1928 327,283원 67,988원 20.8%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경성사범 보통과의 학과목과 교

수 시수는 고등보통학교와 큰 차이가 없었다. 연습과는 보통과와 교육과정

상 연속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과정으로 보통학교 학과목의 교재 또는 그것

의 교수 방법에 대해서 연구 · 실습하는 과정이었다.84) 

결과적으로 경성사범의 교원 양성은 보통과 - 연습과 연속 6년 과정보다 

연습과 1년 과정이 중심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사범학교에

서 이루어지는 5년 간의 보통과 교육이 비사범학교에서의 교육과 다른 가

치가 있다고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독립된 교원 양성 기관이라는 사

범학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경성사범에서 보통과 - 연습과 정식 과정이 보다 확장되지 않은 데에는 

다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범학교는 기숙제 · 급비제이므로 다른 교육 기관에 비해 경비가 많

이 든다는 점이다. 사범학교의 학생이 많을수록, 교육 기간이 길수록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관립사범학교와 관립고등보통학교의 경비를 비교해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관립사범학교 · 관립고등보통학교 1교당 경비 비교 

84) 안홍선,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004, 
pp.9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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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160,599원 67,841원 42.2%

1930 152,192원 72,284원 47.5%

1931 164,009원 63,742원 38.9%

1932 130,274원 61,310원 47.1%

  출전: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판에 의거하여 작성. 

<표 11>에서 1928년까지 관립사범학교는 경성사범 1개교 뿐이었으므로 

1921~1928년 관립사범학교 경비는 경성사범의 경비이다. 관립고등보통학

교 수는 1921년 7개교, 1922년 11개교, 1923년 12개교, 1924년 14개교, 

1927년 15개교로 증가했다.85) <표 11>에 따르면 경성사범의 경비는 1924

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가 1925년 다시 증가하여 1928년까지 큰 변

화를 보이지 않는다. 1929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관립사범학교가 3개교

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관립고등보통학교의 1교당 경비는 경성사범의 

30% 전후에 불과하며, 1929년 이후에도 사범학교의 50%에 미치지 못하였

다. 

학교 운영에 드는 경비를 감안하면, 조선총독부로서는 경성사범 보통과와 

고등보통학교의 교육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상 굳이 보통과로 학생들

을 유인할 이유가 없다. 그리하여 1년으로 끝나는 연습과 과정에 바로 입학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과를 거친 교원에 대한 우대 조치를 두지 않았던 것

이다. 

둘째, 조선총독부가 3 · 1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며 교육 제

도를 일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을 실업교육 중심의 완결교육으

로 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1923년 도시학

관회의에서 조선총독이 행한 훈시이다.

   조선의 상황에서 實科敎育의 진흥에 힘써야 하는 것은 일관적이고 변해선 안

85)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판. 관립고등보통학교는 1925년부터 공립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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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바이다. 교육령의 개정에 의해 이 긴요한 방침에 변화가 왔다는 오해가 

없지 않으니 당국자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증설, 교육의 보급은 기뻐

할 일이나 청년자제로서 근로를 기피하고 부화뇌동하고 허영에 빠지고 실업을 

경시하는 학풍에 물든다면 국가사회의 前途가 심히 우려된다. 各位는 마땅히 

보통교육에서 항상 實科 취미의 함양, 실습작업의 훈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

이고 졸업생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가정의 사정을 고찰하고 온건착실한 지도를 

하고 실업교육에서는 지방의 실정에 적절한 시설을 강구하여 진실로 유용한 인

재의 양성에 힘써야 한다.86)

이와 같이 실업교육 중심이라는 교육 방침을 “일관적이고 변해선 안되는 

바”라고 강조하고 있다. 1920년대 들어서도 실업교육에 대한 강조는 여전

했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29년에는 소학교 · 보통학교규정을 개정하여 

직업을 필수 과목으로 하였고, 1930년대에는 농촌진흥운동과 연계하여 ‘교

육의 실제화’를 추진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업교육 중심의 교육, 즉 

실용주의 교육이란 조선인에 대한 우민화 교육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

는 교원 양성 교육에서도 학식과 인격을 갖춘 교육자의 양성이 아니라, “忠

勇 · 孝順한 臣民”으로서87) 우민화 교육을 집행할 단순 기능인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 1운동 직후 민심을 수습할 필요에서 ‘준거주의’를 표

방하고 사범학교를 재설립하였지만, 여전히 국권 피탈 직후 사범학교 폐지

의 이유였던 간이와 실용이라는 교육 방침 하에서 사범학교를 운영하고 있

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학과목에 대한 지식교육과 실제 학교에서 이를 가르치는 데 필

요한 교수학습에 대한 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1년에 불과한 

교육 기간으로 교원을 배출하는 단기 속성의 양성 과정은 사범학교 체제 내

에서도 여전하였다. 또한 무자격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촉탁교원제도 지속

되었다.88) 촉탁교원은 일제강점 초기의 대용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원 정원에 

86) ｢道視學官會議に於ける總督訓示｣1923.5.24(水野直樹  編, 앞의 책, pp.115∼117).

87) 赤木萬二郞, ｢師範學校の使命と其の特色｣ 朝鮮8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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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고 자격 교원에 비해 봉급이 적었기 때문에89) 촉탁교원제는 사범

학교 확충을 대신하여 교원 부족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장치로 기

능하였다.

관립의 경성사범과 각 도에 1교씩 공립사범학교를 두는 교원 양성 체제는 

1929년 관립사범학교체제로 개편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25년경 이미 공

립사범학교를 관립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90) 표면상의 개편 

이유는 공립사범학교 입학생의 학력이 규정보다 낮다는 점이었지만, 조선총

독부가 사범학교 개편을 추진한 것은 그 때문만이 아니었다. 

1920년대 들어 일본 정부는 경제 공황 타개책의 하나로 행정 · 재정 정리

를 진행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도 1924년 財政緊縮, 行政整理, 事務簡捷 등 

세 가지 방침을 세웠고, 지방 행정에서도 조직 통폐합, 인력 감축, 봉급 삭

감 등 전반적인 긴축 재정 시책이 시행되었다.91) 교육 부문도 예외가 아니

어서 도학무과에서 재정 정리를 이유로 학교비 보조금 지불을 거부하여 학

교 · 학급 증설이 지연되거나 입학 취소, 학급 수 축소 등의 사태가 벌어졌

다.92) 또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 사범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給費를 줄이거

나 公費生 모집 정원을 줄이기도 하였다.93) 이러한 교육 재정 축소 시책이 

지속됨에 따라 사범학교 졸업생이 임용될 자리가 없어 발령을 받지 못하는 

88) 촉탁교원에는 보통학교를 갓 졸업한 자나 巡査, 面書記, 商店通譯 경력자 등이 임용되었

다(東亞日報 1923년 5월 6일, 1924년 1월 19일).

89) 1924년 촉탁교원의 봉급은 월 20~30원으로 동년 공립사범학교 졸업생의 초임 봉급 

40원보다 10원 이상 적었다(東亞日報 1924년 1월 19일). 보통학교 교원 정원에 관

해서는 ｢朝鮮公立學校職員定員規程｣에서 규정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4월 1

일, ｢朝鮮公立學校職員定員規程｣(1922.4.1. 조선총독부령 제54호)). 동규정의 제4조에 

의하면 교원 정원은 1학급마다 전임 1명으로 하고 6학급 이상의 학교에서는 그 외에 1

명을 추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제7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

지사가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0) 朝鮮總督府, 第51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25, p.163.

91) 朝鮮總督府官報 1924년 12월 19일.

92) 東亞日報 1924년 9월 14일, 1925년 3월 27일, 29일.

93) 東亞日報 1925년 1월 13일,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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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벌어지는 등94) 교원 과잉이 문제가 되었다. ‘3면 1교 계획’의 시행 완

료 직후인 1923년, 1924년 초에도 교원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었으나 행정

· 재정 정리 시책에 따라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다음의 기사는 공립사범학교를 폐지한 이유가 초등학교 보급 정도에 비해 

공립사범학교 13개교에서 배출되는 교원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임을 적

시하고 있다.

   현재 조선내 사범교육 시설로서는 경성의 관립사범 이외에 道의 설립에 의

한 공립사범(거의 특과만을 置함) 13교가 있으나 모두 經費가 少額이므로 優

良敎員을 招致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오, 기타 제반 시설상 不備한 점이 多

하여 교육자의 양성기관으로는 遺憾의 點이 不少하고, 他面 현재 조선 내의 

초등교육 상황으로 보더라도 각 도 1교씩의 사범 설치는 좀 많은 嫌이 있으

므로 관계 방면에서는 일찍이 현재의 공립사범 3, 4교씩을 合同하여 3교 내

지 4교로 통일하고, 또 이것을 관립으로 하여 조직과 내용을 充實完備한 사

범교육기관으로 하자는 개량 의견이 논의되던 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도 

右意見을 根據 있는 것이라고 보아 개선에 착수하기로 決하고 목하 구체적 

방법에 就하여 照査立法을 수행하는 중인데 ······ .95)

위의 기사는 공립사범학교의 문제점으로 경비가 적어 교육의 질이 낮다는 

점과 초등교육 상황에 비하여 사범학교가 많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공립사범

학교와 보통학교를 지탱하는 도에서 교육 재정을 축소하여 보통학교를 확충

하지 않으니 자연히 교원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교원 과잉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28년 4월 ‘敎育普及振興 第1次計劃’과 함께 사범학교 개

편안을 발표했다. 사범학교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① 사범학교의 수업 연한

을 보통과 5년, 고등과 2년의 7년으로 하고(여자는 보통과에서 1년을 줄여 

94) 東亞日報 1928년 4월 9일.

95) 中外日報 1927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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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② 연습과는 고등과라 개칭하며, ③ 사범학교에는 보통과 또는 고등과

만을 둘 수 있다는 것, ④ 특과제는 폐지하고, ⑤ 사범학교에 강습과나 연구

과를 설치할 수 있지만, 보통과와 고등과를 모두 설치한 사범학교에만 둘 수 

있도록 하며, ⑥ 사범학교는 관립으로 한다는 것 등이었다.96) 

이 개편안은 관립사범학교에 보통과 또는 고등과만 둘 수 있다는 조건을 

두어 모든 사범학교의 교육 과정을 보통과 5년 - 고등과 2년으로 일원화 

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특과제를 폐지하고 수업 연한을 

연장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범학교제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

다. 이 안은 동년 6월 臨時敎育審議委員會의 ｢師範敎育 改善에 關한 件｣에

도 그대로 수용되었지만,97) 일본 내에서의 반대에 부딛혀 그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일본의 반대는 특히 고등과 설치안에 집중되어 “조선의 民度를 

고려할 때 너무 급격한 개정안”이라거나,98) “문화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內

地에서조차 1년으로 족하다는 상황인데 조선에서 2년 고등과는 헛되이 이

상을 쫒는 일”이라는 비판이 극심하였다.99) 조선총독부는 1929년 4월 1일 

개학을 예정으로 고등과 신입생 105명을 경성사범에 모집해 놓기까지 하였

으나,100) 결국 1929년 최종 개정안에서 사범학교 고등과는 포함되지 못하

였다. 수업 연한은 연습과 1년이 2년으로 연장되어 1928년의 개편안대로 

총 교육 기간 7년이 이루어졌지만, 보통과 5년 - 연습과 2년 과정은 경성

사범에만 설치되었다. 따라서 교원 양성 과정의 중층성, 경성사범과 기타 

사범학교라는 사범학교 내의 서열은 여전하였다. 

공립사범학교 폐지에 대하여 조선인 사이에는 비판 여론이 높았다. 지방 

학생 교육상의 불편함과 지방 번영에 타격이 된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였

다.101) 조선총독부는 표면적으로 공립사범학교 폐지에 대하여 “사범교육은 

96) 每日申報 1928년 4월 8일.

97) 東亞日報 1928년 6월 30일.

98) 大阪朝日新聞 1929년 3월 24일.

99) 京城日報 1929년 4월 12일.

100) 東亞日報 1929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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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는

데, 오히려 “그렇다면 도사범 실시 초에는 사범교육의 통일을 무시함이었던

가. 이것은 다만 無定見을 폭로함이라 해도 변명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라

는 반박을 불러일으켰다.102) 조선인은 “도사범이 폐지되거나 지방사범이 신

설되거나 조선교육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일반일 것이니 폐지를 그렇게 아

까워 하는 것도 아니오, 설립을 그렇게 반가워 하는 것도 아니오, 다만 너

무나 사범교육이 정견도 방법도 없이 臨機應變으로 動搖無常한 것을 또다시 

지적할 뿐이다”라고 하여 제도의 빈번한 변천은 곧 무정견 · 무책임한 것이

라고 비판하였다.103) 또한 공립사범학교 폐지를 사범교육의 축소이자 보통

학교 보급의 정체라고 파악하고 “조선 교육 방침 전체의 退嬰”이라고 비판

하기도 하였다.104) 

실제로 1929년 개편으로 인하여 각 도 공립사범학교는 대구사범과 평양

사범이 관립으로 개편되어 존속하였을뿐, 나머지는 모두 폐지되었다. 결과

적으로 전국의 사범학교는 14개교에서 경성사범 · 대구사범 · 평양사범의 3개

교로 감소했다. 1929년 개편 당시 조선총독부는 경성사범 외에 4개의 사범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였지만,105) 1929년 대구사범과 평양사범이 관립사

범학교로 개편된 이후 1935년 경성여자사범학교가 설립되기까지 그 이상의 

증설은 없었다. 1929년 사범학교 개편은 곧 사범교육의 축소였던 것이다. 

3. 1934년 이후 교원의 需給 차질과 應急變通

  1) 簡易學校 운영과 단기 속성 양성

101) 東亞日報 1929년 1월 10일.

102) 東亞日報 1929년 1월 18일.

103) 東亞日報 1929년 4월 5일.

104) 東亞日報 1929년 1월 18일.

105) 東亞日報 1929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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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운동 이후 보통학교에 대한 조선인의 태도는 취학 기피에서 적극 취

학으로 변화하였다. 이것은 당장의 독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회적인 분위

기와 함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으로 개인과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실력양성론이 풍미하였고 학교교육을 통하여 지

위 상승을 꾀하려는 욕구도 작용하고 있었다.106) 그리하여 1920년대 이후

에는 보통학교 입학 희망자가 급증하였지만, 조선총독부는 ‘3면 1교 계획’ 

시행 완료 이후에는 일단 3면 1교에 도달하면 그 이상의 학교 증설을 억제

하고 있었다.107) 학교 부족으로 인한 입학난이 극심해지자 조선인은 초등교

육 확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1면 1교에 상당하는 학교 증설 · 교원 증

원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의무교육론까지 주장하였고 조선인이 중심이 되어 

學校設立期成會를 세우고 부족한 보통학교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에서 

일어났다.108) 

조선총독부로서도 보통학교 입학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조선

인의 학교 증설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는 1928년 4월 7일 ‘敎育普及振興 第1次計劃案’을 발

표하였다. 이 계획안에는 ① 4년제 보통학교 증설, ② 간이국민학교 설립, 

③ 사범교육 개선과 優良敎員 양성, ④ 실업교육 개선, ⑤ 청년훈련소제 실

시, ⑥ 청년수양단체 시설 진흥, ⑦ 시학 증원 등의 7개 항목에 대한 개선 

및 추진 방안이 들어 있었다. 이 중 보통학교 증설에 대한 것이 이른바 ‘1

면 1교 계획’이다. ‘1면 1교 계획’의 내용은 1936년을 기한으로 하여 전조

선에서 보통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면에 2학급 이상, 수업 연한 4년의 보통

학교를 1교씩 신설한다는 것이었다. 학교 신설에 필요한 비용은 임시비 중 

年 약 75만원은 도지방비의 보조비로, 경상비는 일본 정부의 보조를 받는 것

으로 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본의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의 예에 준하여 

106) 朴振東, ｢日帝强占下(1920년대) 朝鮮人의 普通敎育要求와 學校設立｣ 歷史敎育68, 

1998, p.95.

107)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pp.31~35.

108) 朴振東, 앞의 논문, 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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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국고에서 지출하도록 일본 정부에 請議한다는 계획이었다.109)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의 보조금이 삭감되고 1929년 경제 공

황과 농촌 경제 피폐로 인하여 1932년까지 ‘1면 1교 계획’의 시행은 차질

을 빚고 있었다.110) 보통학교가 증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1920년대 이래의 

교원 잉여 문제는 1930년대 초까지 여전하였고, 조선총독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자격 촉탁교원 · 高給 교원을 퇴직시키는 시책을 시행하

고 있었다.111) 이러한 상황에서 1934년부터 시작된 간이학교 설립은 초등

교원의 임용과 인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간이학교는 수업 연한 2개년, 수용 정원 80명, 2개 학년 1학급의 단급 편

성, 교원 1명, 교과목은 수신 · 국어(일본어) · 조선어 · 산술 · 직업의 다섯 과

목으로 보통학교에 비하여 교육 기간, 규모, 교과목 수 등 모든 면에서 간

이한 수준의 유사 초등교육 시설이었다. 본래 간이학교는 1928년 ‘敎育普及

振興 第1次計劃案’에서 ‘간이국민학교’ 라는 명칭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 계

획에 의하면 간이학교의 설립 취지는 “보통학교에 1면 1교주의를 완성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6할 이상의 아동은 當分 취학치 못하게 되므로 이의 구제

책”이었다.112) 또한 간이국민학교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가르치는 서당 및 

각종학교 등은 지방 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정 간이국민학교라 칭할 수 있게 

하였다. 1933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은 간이학교에 대하여 “서당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部落皆學을 위한” 방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13) 

즉 간이학교제는 ‘1면 1교제’로도 충족될 수 없었던 조선인의 교육 요구에 

대한 대응이자, 서당과 사립학교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14) 

109) 每日申報 1928년 4월 8일.

110) 東亞日報 1932년 1월 22일.

111) 中外日報 1930년 2월 23일; 朝鮮日報 1931년 2월 20일, 3월 20일, 4월 7일,  

1932년 4월 1일, 5일, 1933년 1월 20일. 

112) 每日申報 1928년 4월 8일.

113) 大野謙一, 朝鮮敎育問題管見, 朝鮮敎育會, 1936, 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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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학교는 農村振興運動을 뒷받침하는 시설로 운영되었다.115) 간이학교

의 교육 목표와 내용은 농촌진흥운동의 목표 · 운영 방침과 거의 일치했다. 

간이학교의 교육 목표인 “한 사람의 일본 국민이 되게 한다, 일어를 읽고 

쓰고 이야기하도록 한다, 직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갖게 한다” 등은 모두 

농촌진흥운동에서 운동 지침으로 거론된 내용이었다.116) 따라서 간이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시된 것은 文盲退治와 職業陶冶, 즉 일본어 교육과 농업 

실습이었다.117) 간이학교의 위치 선정도 농촌진흥회에서 선정한 이른바 ‘農

家更生指導部落’ 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118) 간이학교는 그 자체가 

농촌진흥운동의 지도 기구이기도 했다. 농촌진흥운동의 말단 실행 단위가 

촌락이었기 때문에 간이학교는 이른바 “부락을 위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119) 그리하여 간이학교는 촌락민을 대상으로 야학이나 강습회 

등을 운영하였고 일본어 교육, 부업 지도, 영농 기술 보급, 시국에 대한 지

식 전달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학교 행사를 이용하여 일본 국기에 대한 

경례, 敎育勅語, 宮城遙拜 등을 촌락에 보급하고 직업교육의 실습을 통해서 

농가갱생계획 실행에 동참하기도 했다. 

<표 12>는 간이학교 설치 현황이다. 

114) 劉奉鎬, 韓國敎育課程史 硏究, 敎學硏究社, 1992, pp.190~206.

115) 농촌진흥운동은 조선총독부가 1930년대초 농가 경제의 파탄과 농촌의 궁핍 상황, 농

민 운동의 발전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지배 체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민들의 

自力으로 농가 · 농촌을 更生시키고자 한 운동이었다(김영희 지음, 일제시대 농촌통제

시책 연구, 景仁文化社, 2003, pp.70∼122 참조).

116) 文敎の朝鮮105, 1934, p.78. 

117) 간이학교에서 교수 용어를 일본어로 하고 교원과 학생 모두 학교 내에서 일본어만 사

용하도록 하는 사례, 아동이 조선어로 대화하면 받아주지 않고 학교 안팎을 불문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청소 당번을 시키는 사례(朴宗憲, ｢簡易學校經營

に對する體驗記｣ 文敎の朝鮮105, 1935, p.122), 級訓의 하나로 ‘국어를 말한다’는 

항목을 정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친구의 성명을 일본어로 부르도록 한 사례(高亨鎭, ｢
簡易學校開校一箇月記錄｣ 文敎の朝鮮109, 1934, p.121) 등이 확인된다.

118) 文敎の朝鮮105, 1934, p.74. 

119) 上同,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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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학교 수
학생 수 (단위: 名) 교원 수

(단위: 名)남 녀 계

1934 384 16,393 1,274 17,667 395

1935 579 31,980 3,715 35,685 629

1936 746 41,502 6,702 48,204 804

1937 927 49,472 10,605 60,077 950 ⑺

1938 1,145 59,691 16,499 76,190 1,246 ⑻

1939 1,327 66,582 20,397 86,979 1,383 ⑿ 

1940 1,488 70,623 28,483 99,106 1,513 ⑽

1941 1,618 75,800 35,069 110,869 1,782 ⑻

1942 1,680 77,607 39,602 117,209 1,872 ⑷

1943 1,563 61,070 31,107 92,177 1,293 ⑾

   <표 12> 간이학교 설치 현황

   출전: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판. 

   비고: 교원 수는 남녀 교원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여교원 수를 가리킨다.120) 

<표 12>와 같이 간이학교는 확대일로에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당초 간이

학교 배치를 1郡 2校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1934년 7월 1면 1교로 확충하

겠다는 계획을 공포하였다. 1936년에는 제2차 확충 계획을 공포하여 1937

120)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간이학교 교원은 절대 다수가 남교원이었다. 여교원이 간

이학교에 임용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간이학교 교원에게 부과되었던 촌락의 지도자

라는 역할이 그간의 여교원에 대한 인식이나 여교원에게 요구되었던 역할에 맞지 않

았기 때문이다. 종래 여교원에게는 학교의 “주부적 존재, 母姉적 존재”, 즉 학교의 살

림을 하는 주부이자 돌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었다(高橋濱吉, ｢女敎員論｣ 
文敎の朝鮮170, 1939, p.7). 또한 농촌에서는 여전히 여교원에 대해 “으레 유혹을 당

하고야 만다는 선입견이 강하여 농촌 지방에 근무하는 여교원의 십중팔구는 사직하고 

마는” 사례가 많았다(東亞日報 1928년 12월 7일). 그리고 간이학교는 농업 실습을 

중시하여 교원이 토지 개간, 모내기 등의 작업에 솔선수범 해야 했는데, 여교원이 이

러한 작업에 직접 참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일본인 교원은 언어가 통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간이학교에는 조선인 교원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였다(朝鮮新聞 1937

년 3월 12일). 즉 간이학교 교원에는 대개 조선인 남교원이 임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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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매년 220개교(1군당 1교)씩 총 2,200교를 증설하도록 하였다.121) 

또한 그간 농촌에만 설립되었던 간이학교를 도시에도 설립한다는 ‘도시 간

이학교 계획’까지 수립하여 1937년 6월 전라남도 광주에 최초의 도시 간이

학교가 개교하였다.122) 

<표 12>에 의하면 간이학교의 총 수는 1941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1942년 이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1937년말 ‘第2次 

朝鮮人初等敎育普及擴充計劃’의 시행 기간을 10개년에서 5개년으로 단축하

기로 하면서 간이학교 증설 계획도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1938년부터 4개

년간 간이학교 880개교를 증설하는 데 그치고, 1942년 이후에는 간이학교

를 증설하는 대신 기설 간이학교를 보통학교로 승격시킨다는 방침으로 수정

하였던 것이다.123) 그리하여 간이학교는 1942년부터 점차 6년제 국민학교

로 전환되었다.

간이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학교의 물적 기반과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이학교를 처음 설립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마

련해야 하는 것은 학교 부지, 校舍, 실습지였는데, 그 비용은 모두 촌락민의 

부담이었다. 경상남도 공립하동보통학교 부설 흥룡간이학교의 경우, 간이학

교 교사 건축과 기타 설비에 최소 300원의 경비가 필요했다. 기부금을 모

집하거나 洞費를 지출하는 방법으로는 “300원 이상이라는 大金”을 마련하

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학교를 설립하는 촌락이 주체가 되어 거의 부담

해야 했다.124)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校舍를 기증 받거나 旣設의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다. 따라서 교사로 이용할 만한 건물이 있는 

지역과 간이학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서당이나 사립 강습소가 있는 지

역이 간이학교 소재지로 선호되었다. 또한 촌락민들이 학교 부지 매립 · 교

121) 鄭壽龍, ｢簡易學校を紹介す｣ 文敎の朝鮮107, 1934, p.93; 每日申報 1934년 7월 

18일. 

122) 東亞日報 1936년 4월 19일, 1937년 6월 10일. 

123) 每日申報 1937년 10월 22일.

124) 鄭壽龍, 앞의 글,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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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축 등의 작업에 동원되었다.125) 

교사는 대개 겨우 “비와 이슬을 면할 정도”의 신설 건물이었고, 신교사를 

마련하지 못하면 촌락의 民家를 임대료를 내고 빌려서 사용하기도 했다. 실

습지는 밭 900평, 논 300평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그대로 지켜지

는 경우는 드물었다. 교사와 마찬가지로 실습지도 대개 기부에 의존할 수밖

에 없었다. 기부자가 없으면 소작료를 내고 소작지를 얻어야 했는데, 借地 

과정에서 기존의 소작인과 갈등을 겪는 일도 있었다. 간이학교 설립 초년도

에는 개교일이 소작권 이동이 끝난 시기였으므로 소작지를 얻지 못하여 실

습을 가정 활동으로 대신하는 사례도 있었다.126) 校具 역시 빈한하여 本校

의 비품을 차용하는 학교, 黑板 1개가 전부인 학교, 흑판과 책상조차 없어 

학생들에게 각자 가져오게 하거나 판자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학교, 실습

에 사용할 農具를 갖추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가져오게 하는 학교도 있었

다.127) 

간이학교의 1년 유지비는 교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100원 정도가 들었

다.128) 조선총독부는 촌락에 소학교의 학교조합과 같은 維持費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하였지만 빈곤한 농촌 촌락에서 유지비를 조직하기는 어려운 일이

었다. 따라서 유지비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와 독지가의 기부에 크게 의존

할 수밖에 없었다.129) 

125) 이에 대해 교원들은 “춘궁기에 먹지도 못하는 농민이 학교다, 돈을 낸다, 부역에 나온

다 하는 것은 실로 동정을 금할 수 없다”(鄭壽龍, 앞의 글, p.95), “점심 도시락을 가

져오지 못하고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상황에 있는 빈민을 보는 때에 실로 눈물겨운 광

경이다”(久光茂, ｢簡易學校指導者としての感想を述ぶ｣ 文敎の朝鮮109, 1934년, 

p.107)라고 평하고 있다.

126) 鄭壽龍, 앞의 글, pp.95∼96.

127) 久光茂, 앞의 글, p.108; 鎌塚扶, ｢簡易學校視察記｣ 文敎の朝鮮115, 1935, p.128; 

金文萬, ｢體驗一年有餘 簡易學校經營の一端｣ 文敎の朝鮮161, 1939, p.74.

128) 교원의 인건비는 국고에서 50%, 도지방비에서 25%, 군학교비에서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文敎の朝鮮105, 1934, p.69).

129) 鄭壽龍, 앞의 글, pp.96∼97. 간이학교 수업료는 20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 

상황에 따라 다소의 초과 징수도 인정하였다(東亞日報 1934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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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학교의 물적 조건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간이학교 임용은 교원에게 

결코 환영받을 수 없었다. 다음 자료는 간이학교 발령이 교원과 일반인들에

게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935년 5월 20일 오후 4시. 교장으로부터 “덕산공보 부설 도목간이학교 근

무를 명한다”는 사령을 받았다. 그 순간 나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느낌에 빠져 

단지 멍하니 사령장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밝았던 사무실도 급히 어두워

진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내 기분이 얼

굴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내 심경을 알아차

린 교장과 면장은 애써 여러 가지 慰撫를 해 주었지만, 너무 급격하게 밀어닥

친 감정의 물결은 좀처럼 본래대로 가라앉지 않았다. 오직 내 머리 속에는, 눈 

앞에는 “어떻게 이 중대 임무를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직무상의 우려와 “아이

의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사생활 상의 번민으로 가득 찼기 때문

이다. 소문은 빨라서 어느 샌가 만 3년간 苦勞를 함께 했던 부락의 조기회원과 

부녀회원들이 와서 걱정과 위안을 해 주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들

에게 명랑한 기분으로 응접할 용기가 없었다.130)

이와 같이 간이학교 부임은 “위무 · 걱정 · 위안”의 대상이 되는 일이었다. 

간이학교 설립 초년도에는 학생 모집에서부터 교사 · 교구 · 실습지 마련까지 

모두 교원이 스스로 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또한 小使도 고용할 수 없어 소

사가 하는 일을 교원이 직접 해야 했다.131) 간이학교는 대개 벽지에 위치하

여 보통학교 소재지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간이학교 교원은 반드시 

간이학교가 위치한 촌락에 거주하게 하였으므로 위의 자료에도 언급되었듯

이, 교원에게 보통학교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교육도 문제가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열악한 조건이야말로 간이학교다운 것이라거나, “교사와 아

130) 許眞極, ｢私の簡易學校生活｣ 文敎の朝鮮170, 1939, p.104.

131) 鄭壽龍, 앞의 글, pp.95∼96. 소사는 현재의 학교 기술직 직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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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만 있으면 교육이 된다” 라고 선전하며 간이학교 시설에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고 교원의 헌신만 강조하였다.132) 

그리고 신설 간이학교에 “경험이 많은 우량교원”을 배치한다는 방침을 세

웠다.133) 조선총독부는 1934년 간이학교에서 근무할 ‘熟練敎員’ 400명을 

전국에서 선발하였다.134) 1935년에는 전국의 보통학교 교원에 대한 대대적

인 전근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조선총독부가 각 도에 시달한 인사 이

동의 방침은 ① 老巧한 교원으로 아동훈육상 능률을 발휘치 못할 자는 도태

할 것, ② 市街地와 농촌학교를 구별하여 榮轉 또는 左遷 云云의 종래의 이

동 형식을 타파할 것, ③ 간이학교 교원은 우수하고 경험있는 中堅敎員을 

선발할 것, ④ 교통이 불편하고 또는 교육상 매우 곤란한 곳에서 多年 고생

을 한 교원은 교장 등으로 등용할 것, ⑤ 교원의 사상, 품행, 노력 기타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하여 이동시 이에 대한 참작을 하여 교원의 立地를 결

정할 것 등이었다.135) 이러한 방침은 궁극적으로 농촌 간이학교의 교원 임

용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이학교 중심의 인사 이동 방침은 많은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

켰다. 그 이유는 첫째, 농촌 벽지에 있는 간이학교 발령이 이른바 좌천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종래의 교원 배치는 “큰 학교에서 지방의 작은 학교

로 전임되는 것을 좌천으로 간주하는 관례가 있었으므로 학무당국에서도 교

원 전근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136) 따라서 경력이 긴 

교원을 간이학교로 전근시키는 방침은 기존의 관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이었다.137) 게다가 “사립 강습소와 같은 것으로 입퇴학이 쉬운 것”이라거

나, “하찮은 학교” 라는 간이학교에 대한 여론은 간이학교 발령이 좌천이라

132) 文敎の朝鮮105, 1934, pp.84∼85.

133) 東亞日報 1934년 1월 28일.

134) 上同.

135) 朝鮮日報 1935년 3월 3일.

136) 朝鮮日報 1934년 2월 20일.

137) 東亞日報 1934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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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다.138) 

조선총독부의 간이학교 교원 인사 방침은 교원뿐 아니라 학부형 측의 반

발도 야기했다. 1934년 경성부에서는 18개 보통학교에서 판임관 5급 이상

인 교장급의 교원 40명을 간이학교 교원으로 선발하고 그 후임으로 동년 4

월 사범학교를 졸업하는 新出 교원을 임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학교 방

면은 물론 학부형 방면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아동 교육상 지장이 생

기지나 않을까 하는 議論”이 분분하였다.139) 간이학교와 관계없는 도시에서

는 “경험 많은 우량교원”의 전출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것이다.

둘째, 간이학교 근무가 일반 보통학교 근무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이다. 

1935년 경기도의 간이학교를 시찰한 한 조선총독부 학무 관료는 간이학교 

교원에 대하여 “諸經費도 거의 지원받지 못하고, 모두 스스로 만들어야 하

고, 스스로 시설을 확장해야 하고, 수용 아동은 많고 연령은 다르고, 게다가 

단기간에 그 교육적 효과를 倍加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 등의 사정을 

생각할 때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고 평가하고 

있다.140) 

간이학교 근무의 어려움은 열악한 외적 조건만이 아니라 교원에게 요구되

었던 책무가 매우 컸다는 점에도 있었다. 간이학교가 이른바 “부락의 학교”

여야 한다고 강조되었던만큼, 교원에게도 “부락의 교사”, 즉 촌락의 지도자

가 될 것이 요구되었다.141) 간이학교가 농촌진흥운동의 실행 기구로서 설립

되었기 때문에 간이학교 교원은 촌락에서 농촌진흥운동의 지도자 역할을 해

야 했던 것이다. 간이학교 교원은 “때로는 훈도이고 교장이고 소사이고 級

長이어야 하며, 때로는 鄕約長이고 區長이고 面長이고 郡 · 警察 직원이어야 

한다. 또 때로는 看護婦이고 代書人이고 돌봐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주장은 간이학교 교원이 촌락에서 갖는 다중적인 책임과 역할을 잘 보여주

138) 鄭壽龍, 앞의 글, p.99; 許眞極, 앞의 글, p.106.

139) 朝鮮日報 1934년 3월 8일.

140) 鎌塚扶, 앞의 글, p.135.

141) 許眞極, 앞의 글,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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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42) 

열악한 환경, 무거운 책무로 인해 간이학교 근무는 교원에게 기피 대상이 

되었다. 도시에서 근무하던 교원이 간이학교로 전근되는 것은 “본인에게 정

신적 자살을 강요하는 일”이라고까지 간주되었고, 간이학교 발령을 받으면 

퇴직하는 경우도 있었다.143) 수년 동안 간이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원이 “농

촌의 훈도 생활에 권태를 느끼어 오다가 신경쇠약까지 되어 속히 딴 곳으로 

전근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던 중, 최근의 대이동시에도 역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자 비관 끝에” 투신 자살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144) 1938년 

부산에서는 교장회의에서 간이학교 교원 인사 문제를 들어 “무궤도 인사” 

라고 비판하고 “적어도 인물경제상 심한 손실이 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를 움직이게 하는 데 신중함을 결하고 있다”는 의견

을 당국에 상신하기도 했다.145) 

현직 교원들이 간이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간이학교에 주로 임용

된 교원은 농업학교 졸업생들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간이학교 설립 이

전에는 교원 과잉 · 사범학교 졸업생의 미발령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형편이었

다. 그런데 간이학교제 시행으로 인하여 교원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교원 

과잉에서 교원 부족으로 상황이 반전되었다. 간이학교 설립 초년도인 1934

년에는 교원 400명이 부족하였고, 1935년 116명 · 1936년 400명 · 1937년 

250명 부족 등 교원 부족 사태가 지속되었다.146) 

조선총독부는 간이학교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당시 운영하고 있던 경성 ·

대구 · 평양 3개 관립사범학교에 정원 50명, 교육 기간 6개월의 단기 강습과를 

설치하고 농업학교 졸업생 중 교원 희망자에게 강습을 실시한 후 간이학교 교

원으로 임용하는 시책을 실시하였다.147) 경성사범에서는 1935~1936년, 

142) 上同.

143) 釜山日報 1938년 11월 8일.

144) 朝鮮日報 1939년 9월 14일.

145) 釜山日報 1938년 11월 8일.

146) 朝鮮日報 1934년 2월 20일, 1935년 3월 10일, 1936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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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에 단기 강습과 졸업생이 배출되었고148) 평양사범학교 단기 강습과

는 1934년부터 1939년까지 총 9회에 걸쳐 71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

다.149) 

당초 단기 강습과의 입학 자격은 농업학교 출신으로 한정되었다가 고등보

통학교 · 중학교 · 갑종 실업학교 졸업생으로까지 확대되었지만, 단기 강습과 

입학자는 거의 농업학교 졸업생이었다.150) 단기 강습과의 교육 기간은 기설

의 사범학교 강습과보다 짧은 6개월에 불과하였다. 즉 간이학교 설립은 비

사범학교 출신들이 단기간의 강습을 받고 대거 교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2) 戰時下 교원의 緊急 充員

조선총독부는 1936년 1월 ‘第2次 朝鮮人初等敎育普及擴充計劃’(이하 제2

차 확충계획으로 줄임)을 발표하였다. “1936년 1면 1교 계획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보통학교 취학률이 25%에 불과하므로 1937년부터 10개년 계획

으로 입학 지원자의 전부를 취학시킴으로써 계획 완성 연도에는 추정 학령 

아동 수의 6할(168만 명)을 수용하여 의무교육제도를 실현한다”는 것이 계

획의 목표였다.151) 계획의 실천 사항은 첫째, 공립보통학교에 대해서 ① 

1937년 이후 10개년간 매년 아동 7만명(計 763,000명)을 수용하고, ② 수

업 연한 4년 · 2학급의 面所在 보통학교 1,000개교의 학급을 증가시켜 ‘1면 

1교 계획’에 의한 것과 같은 규모의 학교를 증가시키며, ③ 기설 보통학교

의 수업 연한 연장은 해당 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점차 실시하도록 

147) 朝鮮日報 1934월 2월 23일. 

148) <표 10> 참조. 

149) 平壤師範學校同窓會 編輯委員會, 平壤師範: 開校60周年紀念誌, 平壤師範學校同窓會, 1990, 

pp.294∼299.

150) 東亞日報 1934년 3월 8일, 1935년 11월 15일. 

151) 東亞日報 1936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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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둘째, 간이학교를 1937년부터 매년 220개교를 증설하고 매년 

25,000여 명의 아동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즉 제2차 확충계획은 의무교육

제 시행을 대비한 것으로 4년제 보통학교의 학급 증설과 2년제 간이학교 

증설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제2차 확충계획의 시행으로 학급 · 학교 증설에 필요한 교원을 양성 · 임용

하는 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게다가 조선총독부는 1937년 말 제2

차 확충계획의 시행 기간을 10개년에서 5개년으로 단축할 것을 결정하였

다. 구체적인 내용은 5개년 동안에 보통학교 약 10,500학급, 소학교 약 

400학급, 간이학교 약 1,300학급을 증가시키도록 하는데, 5개년 계획 중 

첫 해인 1937년에 약 1,250학급을 이미 증설하였으므로 1938년부터 4년간 

매년 2,500학급씩 증설한다는 것이었다.152) 10개년 계획 하에서는 매년 

1,200~1,300학급 증설이 예정되었지만, 시행 기간이 반으로 줄면서 증설 

예정 학급 수가 매년 약 2,500개로 급증하게 되었다.153) 

이로 말미암아 1934년 이래 지속되고 있던 교원 부족 사태는 더욱 악화

되었다. 제2차 확충계획의 시행 기간을 단축하기 전부터 교원이 부족한 상

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시행 완료 기간을 앞당긴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다. 1937년은 동년 7월 7일 蘆溝橋 사건 발발을 계기로 

일제가 이른바 ‘총동원 체제’로 전환한 해이다.154) 조선인을 동원 체제에 호

응시키기 위해서는 조선인을 ‘皇國臣民’으로 만들어야 했으므로 ‘2세 국민’

을 양성하고 일본어를 교육할 초등교육을 확충해야 했다. 의무교육제 시행

도 ‘황국신민’ 교육을 위해서 계획되었으며 간이학교제와 제2차 확충계획도 

처음부터 의무교육제 시행의 전단계로서 수립 · 실시된 것이었다.155) 

제2차 확충계획의 시행 기간 단축에 따라 교원 부족 문제는 敎員 饑饉 또

152) 朝鮮日報 1937년 12월 5일.

153) 朝鮮日報 1937년 10월 14일.

154) 안자코 유카(庵逧由香),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시책｣, 高麗大

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2006, p.252.

155) ｢第2次朝鮮人初等敎育普及擴充計劃樹立に就て｣1936.1.8(水野直樹 編, 앞의 책, p.747.



- 68 -

는 敎員 恐慌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156) 이 시기

에 물가 폭등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轉職하고자 퇴직하는 교원이 많았다

는 점도 교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157) 

1938년 교원 부족 실태를 살펴보면, 1년 동안 1,378개 학급이 증설되었

고 퇴직자는 780명이므로 필요한 교원 수는 2,678명이었지만 교원 충원은 

전국 사범학교 졸업생 1,488명, 일본에서 이입한 교원 670명, 총 2,158명

으로 520명이 부족했다.158) 

구체적인 사례로 1938년 경기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1938년도

에 본래의 예정 증설 수에서 예산 문제로 58학급을 줄여 140학급을 증설하

기로 하였다. 경기도의 예정 교원 수요는 증설 학급 배치 인원 140명과 당

시의 缺員 · 간이학교 증설 예정 수 14~15개교를 합쳐 200명을 초과할 것

으로 예상되었다. 실제 교원 증원은 신규 채용으로 128명, 타도로부터의 전

근 57명, 일본인 교원 이입 59명, 합 244명이었는데, 개학 당시 57명이 부

족한 상황이 되었다. 개학 후 2주 동안 도내에 있는 3종 교원을 모두 채용

하여 17명을 충원했지만, 여전히 40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시 10명의 퇴

직자가 생겨 부족 인원은 50명으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5월 중에 3종 교원 시험을 시행하여 50명을 충원하려 하였지

만, 그간의 전례에 의하면 교원 시험 합격자는 10명이 못되는 형편이었으므

로 도내 공사립중등학교 교장에게 통첩을 보내어 졸업생 중 취직을 희망하

는 자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희망자는 4월 21일까지 경기공립중학

교 졸업생 한 명밖에 없었다. 결국 경기도는 4월 25일 촉탁교원을 모집한

다고 발표하였다. 촉탁교원 선발 방법은 중등학교를 졸업한 조선인으로 출

신 학교장이 추천하면 도당국에서 口頭 시험만 보고 채용하는 매우 간단한 

156) 朝鮮日報 1935년 3월 10일; 東亞日報 1939년 12월 8일.

157) 朝鮮日報 1939년 11월 14일. 1937년 이후에는 해마다 사범학교 지원자가 감소하였

고 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여 모집 기간을 연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東亞日

報 1939년 4월 16일; 朝鮮日報 1940년 3월 18일).

158) 東亞日報 1938년 3월 16일; 朝鮮日報 1938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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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었다. 5월 22일 지원자 150여명 중에서 신체 검사와 구두 시험으로 

70명이 선발되었다. 그런데 교원 양성 교육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이들을 당

장 교단에 서게 할 수는 없다 하여 경성부내 여러 소학교에 보내어 일주일

간 견습을 시킨 후, 다시 한 번 시험을 보아 70명 중에서 약 60명만 뽑아 

채용하기로 확정되었다.159) 개학 후 두 달이 지나서야 촉탁교원 채용으로 

교원 결원을 해결한 것이다. 

교원 부족 사태는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 각 도가 비슷한 상황이었고, 

1940년대 이후에는 더욱 심화되었다. 1939년에는 600명 부족을 예상하여 

일본인 교원 800명을 초빙하였지만, 당초 900명으로 예상했던 퇴직자가 

1,500명으로 늘어나 결원이 발생했다.160) 1940년에는 교원이 없어 신설 학

교의 인가가 지연되는 일도 있었으며161) 1941년 · 1942년에도 1,200~1,300명

의 결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162) 이와 같이 1934년경부터 시작된 교원 

부족 문제는 일제말까지 해소되지 못하였다. 

교원 부족 문제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책은 ① 사범학교 증설, ② 2부제 

시행, ③ 교원 시험 확대, ④ 촉탁교원 채용, ⑤ 일본인 교원 초빙이었다. 

첫째, 사범학교 증설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총독부는 1936년 제2차 확충

계획과 함께 사범학교 증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내용은 제2차 확충

계획을 시행하는 10년 동안 관립남녀사범학교가 19개교가 되도록 하여 매

년 초등교원을 약 3,000명씩 배출한다는 것이었다.163) 

당시 사범학교는 기설의 경성 · 대구 · 평양사범학교와 각각 1935년, 1936

년에 개교한 경성여자사범학교, 전주사범학교 등 모두 5개교였다. 1936년의 

계획에 따라 1937년 함흥사범학교, 1938년 광주사범학교와 공주여자사범

학교, 1939년 춘천사범학교, 1940년 진주사범학교, 1941년 청주사범학교, 

159) 朝鮮日報 1938년 1월 25일, 4월 9일, 14일, 22일, 26일, 28일, 5월 22일.

160) 東亞日報 1938년 12월 8일; 朝鮮日報 1940년 2월 29일.

161) 朝鮮日報 1940년 4월 5일.

162) 每日申報 1940년 11월 9일, 1942년 4월 8일.

163) 朝鮮日報 1936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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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신의주사범학교, 1943년 대전 · 해주 · 청진사범학교, 1944년 원산여

자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사범학교 증설은 1936년의 계획과 달리 남자 사범학교 7개교 · 여

자 사범학교 2개교가 신설되는 데 그쳤다. 사범학교 신설 외에 기설 사범학

교의 학급 증설도 거론되었지만, 이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1935년부터 경성 · 대구 · 평양사범학교에 각 3학급씩을 증설하게 하였다

고 하는데,164) 세 사범학교 모두 졸업생 수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2부제 교수는 조선총독부에서 “학교도 더 증설하지 않고 교원도 더 

증원하지 않고 아동을 더 가르칠 수 있는 妙案”이라고 하여 적극적으로 실

시하도록 한 제도이다.165) 경성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성부에서는 1938년 

20개 보통학교에 한 학급씩 2부제를 실시하여 약 2,300명의 아동을 더 수

용하고, 2부제 교수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교수하는 교원에게는 한 달

에 15원, 40시간 이하를 교수하는 교원에게는 10원의 특별 수당을 지급하

였다.166) 2부제 교수와 관련하여 경성부 제2교육부회에서는 교원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하고 財源을 만들어 2부제에도 전임 교원을 쓰자고 요구하

였는데, 이 요구가 수용되어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경비 약 12,000원을 계

상하고 전임 교원 20명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경성부의 전임 교원 배치는 

교원 부족과 타지역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939년에 폐지되었

다.167) 경성부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2부제 교수를 위한 

전임 교원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교원 시험 확대 시책이다. 교원 시험을 통하여 교원을 충원하려면 

시험 응시자와 시험 합격자, 양자를 모두 늘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응시 

자격을 완화하고 시험 부담을 줄이는 시책이 시행되었다. 예를 들면, 1934

년 경기도에서는 중등학교 졸업생이 3종 교원 시험을 볼 때 수신, 국어, 교

164) 朝鮮日報 1935년 1월 9일.

165) 朝鮮日報 1938년 2월 9일.

166) 朝鮮日報 1938년 1월 26일.

167) 朝鮮日報 1938년 2월 9일, 1939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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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수공, 창가, 직업 등의 6과목만 수험하도록 하는 혜택을 주었다.168) 또

한 조선총독부는 1938년 3종 교원 시험 응시를 조선인으로 제한하고 있던 

｢교원시험규칙｣ 제11조를 폐지하였다.169) 1939년에는 일본인의 응시를 늘

리기 위해 교원 시험 과목에서 ‘조선어’를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

다.170) 

넷째, 촉탁교원 채용은 중등학교 졸업생에게 간단한 구두 시험과 신체 검

사를 시행하여 촉탁교원으로 선발 · 임용하고, 나중에 3종 교원 시험에 합격

하면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1938년 경기도에서 중등학교 졸업생

을 촉탁교원으로 채용한 이래, 이 방안은 “최후적인 유일 대책”으로 다른 

도에서도 시행되었다.171) 1940년에는 경성사범을 제외한 각 사범학교에 특

별 강습과를 설치하고 중등학교 2학년 수료 또는 고등소학교 2년 졸업 정

도의 학력을 가진 14세 이상의 남자를 모집하여 1년 강습 후 촉탁교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172) 강습 기간을 늘린 대신 중등학교 졸업이라

는 입학 조건을 한층 낮춘 것이었다. 

선발 시험조차 없이 人脈을 통하여 촉탁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신안군 출신인 李相得은 일본 교토의 聖峰中學校를 졸

업한 후 일본에서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귀국하여 고향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가 졸업했던 공립보통학교의 교장과 그의 外叔인 동교 후원회장, 면장이 

찾아와 교원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취직을 하지 않으면 徵用으

로 끌려갈 위험도 있어 이상득은 바로 3일 후부터 모교의 촉탁교원이 되어 

2학년 담임으로 근무하였다고 회고하였다.173)

168) 每日申報 1934년 5월16일.

169) 朝鮮總督府官報 1938년 3월 31일.

170) 朝鮮日報 1939년 2월 22일.

171) 朝鮮日報 1938년 11월 16일.

172) 每日申報 1940년 3월 8일; 東亞日報 1940년 3월 8일. 이 때 육군 지원병 훈련소

를 마친 지원병은 입학 자격에 우선권을 주었다. 입학 시험으로 국어, 산술, 역사 세 

과목 필기 시험과 구두 시험을 보았는데 지원병은 국어, 산술 두 과목 시험으로 입학 

시험을 대신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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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일본인 교원 초빙이다. 일본인 교원 초빙은 초빙 교원들이 조선 

사정에 어둡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교육적 · 민족적 문제뿐 아니라174) 

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대적 고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시책이었다. 일본인 초빙 교원은 본봉에 더하여 본봉의 6할에 해당하

는 가봉과 기숙료, 부임 여비, 중간 여비를 실비로 받았다.175) 반면 조선인 

중등학교 졸업자로 6개월 단기 강습 후 임용된 촉탁교원의 봉급은 30원이

었고, 정식 교원이 되면 40원으로 인상되었다. 즉 교원 1인당 소요되는 비

용면에서는 일본인 교원을 초빙하는 것보다 조선인 촉탁교원을 임용하는 것

이 더 유리했다. 

일제강점기 교원 임용에는 교원 정원에서 조선인 교원을 2/3, 일본인 교

원을 1/3로, 즉 조선인 교원과 일본인 교원의 비율을 7:3으로 한다는 불문

율이 있었다.176) 그런데 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인 초빙 교

원과 일본인 촉탁교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전체 교원 중 일본인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을 초과하고 있었다. 일본인 교원 수는 1934년 

전체 교원 수의 30.8%였지만,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41년에는 46.7%에 달

했다.177) 1938년 2월 경성부 제2교육부회에서는 한 조선인 의원이 당국자

에게 “경성부의 일본인 교원이 전 교원의 1/3 이상이 되었다” 라고 지적하

며, “작년부터 3할 增稅까지 해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못드는 아동을 더 수

용할까 하는 목적이었는데 이 재정을 다른 곳에 더 쓰게 되니 매우 불가해

한 일이다” 라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178) 

173) 李相得, 가르치며 배우며, 오롬정보처리, 1991, pp.92∼93.

174) 초빙 교원 대부분은 조선의 실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1938년 초빙 교원들이 “대

구에는 내지인이 한 두 사람이라도 있는가”, “임지가 철도연선인데 호랑이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愚問을 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朝鮮日報 1938년 4월 14일). 조

선총독부 학무국에서도 문제를 인정하고 초빙 교원을 대상으로 조선 사정에 대한 강

습회를 개최하였다(朝鮮日報 1938년 4월 21일).

175) 朴永奎, 앞의 논문, p.194.

176) 朝鮮日報 1938년 2월 4일.

177) 朝鮮總督府, 朝鮮諸學校一覽, 1943.



- 73 -

조선총독부는 일본인 교원 초빙은 ‘본과 정교원’, 즉 자격 교원을 배치하

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지만,179) 실제로는 전체 교원 중 조

선인 교원의 비율이 높아지면 초등교육에서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전시하 

‘皇民化’ 교육을 강행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시하의 교원 부족 사태는 조선총독부가 전쟁의 확대 과정에서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황민화’를 촉진하기 위해 충분한 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급속하게 초등학교를 확장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

범학교는 설립 · 운영에 많은 경비가 들었으므로 급속하게 확충하기도 어려

웠고, 사범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교원을 배출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필

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교원 부족에 부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부족한 교원 

충원은 임시 속성 양성이나 무자격 교원 임용, 일본인 교원 초빙과 같은 임

시방편을 통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조선총독부의 교원 양성 · 임용 시책은 실업교육을 위주로 하고 가

능한 한 교육 재정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간이와 실용 위주의 우민화 

교육 방침 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사범학교는 초등교육의 보급 상황

과 재정 형편에 따라 개폐를 거듭하였고, 교육 기간이 긴 정식 과정보다 단

기 과정 위주로 운영되었다. 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교육 기간이 6개월~1

년에 불과한 임시 속성 과정을 설치하거나, 양성 과정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교원 시험 제도를 시행하고, 자격 교원보다 봉급이 적은 무자격 교원

을 임용하여 충당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의 교원 양성 · 임용 시책은 

교원 양성 교육의 질을 심화 · 개선하거나 교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

을 결여한 채, 교원을 우민화 교육의 실행자로 간주하면서 단순한 기능인으

로서의 교원을 되도록 짧은 기간에 양성하거나 시의에 따라 임용하는 방식

으로 일관하였다.

178) 朝鮮日報 1938년 2월 4일; 每日申報 1931년 3월 8일.

179) 朝鮮日報 193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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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朝鮮人 初等敎員의 處遇와 人事

1. 교원의 地位와 待遇

  1) 官僚 身分

일제강점기 관공립초등학교 교원은 조선총독부의 관료 신분이었다. 교원

은 임용 자격에 따르면 ｢文官任用令｣이 적용되는 일반 임용 관리였고,1) 직

무상 성질로는 文官이었으며, 任官 형식에 따르면 판임관이었다.2) 교원의 신

분과 대우는 일반 관리와 동일하여 지위에 대해서는 ｢文官分限令｣, 복무에 

대해서는 ｢官吏服務紀律｣과 ｢官吏服務心得｣, 징계에 대해서는 ｢文官懲戒令｣
의 적용을 받았고 봉급은 ｢判任官俸給令｣에 따라 지급되었다.3) 

1) 조선총독부 관리를 임용 자격에 따라 구분하면 일반 임용 관리와 특별 임용 관리가 있

다. 전자가 ｢문관임용령｣에 의해 임용되었고 임용 범위가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후자는 

각종 특별임용령에 따라 임용되었고 임용 범위에 제한이 없었다. 일반 임용 관리는 일정

한 시험에 합격하거나 일정한 기간에 일정의 직무에 있던 자로 2년 이상 문관직에 있었

거나 4년 이상 雇員으로 있던 자는 판임관에 임용될 자격을 가졌다(최성은, ｢일제하 한

국인 관료의 인사관리에 관한 연구: 판임관 채용시험 합격자를 중심으로｣, 延世大學校 大

學院 碩士學位論文, 2006, pp.6∼8).

2) 판임관은 일본 天皇이 임명하는 高等官과 달리 천황의 위임을 받은 本屬 長官이 임명하

는 관료이다. 판임관의 임용 형식은 제도상 명문화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특정인을 

관료로 임용하려는 관청의 의사 결정이 있고, 임용 내용 · 시기 · 관청명을 표시하는 사령

서에 의해 행해졌다(최성은, 위의 논문, pp.8∼10).

3) 岡久雄, 朝鮮敎育行政,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40, pp.103∼104(｢文官分限令｣
(1889.3.28. 칙령 제62호), ｢官吏服務紀律｣(1887.7.30. 칙령 제39호), ｢文官懲戒令｣
(1899.3.28. 칙령 제63호), ｢判任官俸給令｣(1910.3.28. 칙령 제135호), ｢敎員心得｣
(1916.1.4. 조선총독부훈령 제2호)). 일제강점 초기에는 조선인 관료에게 ｢文官分限令｣과 

｢判任官俸給令｣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상의 諸令이 모두 적용된 것은 1920년대 이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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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교원과 달리 일본의 공립소학교 교원은 관료 신분이 아니었다. 일

본 정부가 정식으로 공립소학교 교원의 대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한 것은 

1880년 제2차 敎育令에서 교원의 봉급은 府知事 · 縣令이 규정하고 文部卿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처음이다. 뒤이어 1881년 6월 15일 

太政官達 제52호에서 공립학교 교원을 관리에 준하여 대우하도록 하였으며, 

1883년 5월에는 ｢官吏懲戒例｣와 ｢行政官吏服務紀律｣을 공립학교 교원에게

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890년 개정 小學校令에는 교원의 任免權은 

府縣知事에게 있고 교원의 봉급 · 여비 · 직무 · 복무에 대해서는 文部大臣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그러나 교원은 관료와 같은 구속을 받을

뿐, 물질적 대우가 관료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교원 임용은 1879년 제1차 

敎育令 포고 전후부터 町村民이 계약에 의해 교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행

해졌기 때문에 교원은 신분이 불안정한 피고용인의 지위가 될 수밖에 없었

다. 

또한 교원의 봉급이 국고에서 지불되는 것도 아니었다. ｢學制｣가 공포되

었을 때부터 小學校費는 온전히 町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교원

의 봉급을 결정하는 곳도, 이를 지불하는 곳도 정촌이었다. 그러므로 교원

의 봉급은 정촌의 빈부에 따라 격차가 컸고, 불경기에는 봉급 삭감 · 不拂 ·

강제 저축 등의 일이 횡행하였다.4) 이러한 사정 때문에 교원 봉급을 국고에

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1890년대부터 계속되었다. 일본 정부는 1918년

에는 ｢市町村義務教育費國庫負担法｣을, 1940년에는 ｢義務敎育費國庫負擔法｣
을 공포하여 교원 급여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나5) 전액 국고 

부담은 1945년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촌의 피고용인이라는 처지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저하시키는 원

인이 되었다. 19세기 말부터 1910년대까지 일본의 소학교 교원들은 생활난

4) 石戶谷哲夫, 日本敎員史硏究, 日本, 講談社, 1967, pp.52∼220. 

5) 文部省, 學制百年史, 日本, 帝國地方行政學會, 1972, ｢市町村義務教育費國庫負担法｣
(1918.3.27. 법률 제18호), ｢義務敎育費國庫負擔法｣(1940.3.29. 법률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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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농축산업, 상업, 각종 사무원, 가정교사, 代書 등의 부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교직은 “잃어버려도 애석해 하지 않는 직업” 또는 “有産家 

자제가 징병 도피를 목적으로 잠시 거쳐가는 직업”으로, 심지어 “좌절한 청

년의 수용소이고 욕구불만의 지대”로까지 간주되었다.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1930년대 들어서 군사비 증가, 물가 상승에 따라 더욱 저하되었

다.6)

일본의 소학교 교원과 달리 조선의 초등교원은 관료 신분이었기 때문에 봉

급을 보장받았고 관료로서의 공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일본

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설립 · 유지 비용의 대부분을 민간에 맡기면서도 

교원의 신분을 관료로 규정한 것은 일본의 교원 시책과 전혀 다른, 조선총

독부 교원 시책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서 확인되

듯이 교원을 통제하고 정치적으로 구속하는 데 관료 신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학교의 설립과 학생 모집, 학교 운영 등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촌락에서 조달하도록 했던 간이학교에도 교원은 일반 

관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판임관 교원을 임용하였다. 

교원을 정식 관료로 두는 것이 조선총독부가 처음 도입한 시책은 아니었

다. 학교를 교화의 장으로 간주하여 국가의 공적 사업으로서 학교를 설립 ·

운영하고 학교 교원을 정부의 관료로 임명하거나 관료에 준하여 대우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오랜 전통이었다. 갑오 · 광무기에도 관공립소학교 교원의 

신분은 판임관이었고 통감통치기에도 그러하였다. 

조선총독부가 교원의 관료 신분을 유지시킨 것은7) 조선에 중앙집권적 교

6) 石戶谷哲夫, 앞의 책, p.331, p.432, p.471; 門脇厚司, 東京敎員生活史硏究, 日本, 學

   文社, 2004, pp.26∼27.

7)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의 조선인 관료를 일제의 관료로 흡수하였다. 이른바 ‘韓國倂合條

約’의 제7조에는 “일본국 정부는 誠意忠實히 新制度를 존중하는 韓人으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許하는 범위에서 한국의 帝國官吏로 등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官報

 隆熙 4년 8월 29일). 조선인 관료의 수용에 대한 규정들 중 판임관에 대한 것으로는 

1910년 9월 30일에 공포된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特別任用令｣과 ｢朝鮮人官吏의 特

別任用에 關한 件｣이 있다(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10월 1일,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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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행정체제를 시행하였다는 점과 교원을 통치의 보조자로 적극 활용하려 하

였다는 점 등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조선총독부는 지방자치제 · 교육자치제를 실시하지 않았다.8) 조선의 

지방자치 전통과 문화를 부정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지배력을 관철시

켜 가고자 한 것이다.9) 조선총독부는 대다수의 조선인이 거주하며 각종 조

세를 부담하는 중요 재원 단위 지역으로서의 面에 중점을 두고 하부통치기

구 및 조직의 정비에 주력하여10) 1917년 ｢面制｣와 ｢面制施行規則｣을 공포

· 시행하였다.11) ｢面制｣와 ｢面制施行規則｣에는 면 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전

혀 없었는데, 이는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府와 달리 조선인 대다수가 거주하

는 면에는 일체의 자치를 허용치 않겠다는 일본 본국과 조선총독부의 의지

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12) 

員特別任用令｣(1910.9.30. 칙령 제394호), ｢朝鮮人官吏의 特別任用에 關한 件｣(1910.9.30. 

칙령 제396호)). 전자는 “本令을 시행하는 현재 조선에서 판임문관과 판임문관 대우의 職

에 있는 자는 문관보통시험위원의 전형을 거쳐 판임관에 임용한다”고 규정하였고, 후자

는 “조선인으로서 본령을 시행하는 현재 판임관의 대우를 받는 자는 특별히 조선총독부

와 그 소속관서의 판임문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 두 규정에 의거하여 

조선인 판임관은 1910년 이후에도 계속 관료로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교원도 1911

년 10월 공포된 ｢朝鮮公立普通學校官制｣에 의거하여 同年 11월 ‘朝鮮公立普通學校訓導’ 

또는 ‘朝鮮公立普通學校副訓導’로 재임용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16일, ｢
朝鮮公立普通學校官制｣(1911.10.16. 칙령 제256호)). ｢朝鮮公立普通學校官制｣는 공립보

통학교의 직원으로 학교장, 훈도, 부훈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제에 따라 일본

인 교원이 맡고 있던 校監職이 폐지되었고 기존의 본과훈도는 훈도로, 전과훈도와 전과 ·

본과부훈도는 부훈도로 재임용되었다. 

8) 조선총독부와 달리 일본 정부는 이미 1888년에 ｢市制 · 町村制｣를 제정하였고, 1890년에

는 ｢府縣制 · 郡制｣를 제정 · 공포하였다. 시정촌에는 자치제로서의 법인격을 인정하고 조

례 제정권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권리와 의무도 규정하였다. 이로써 일본에서는 

부현 · 군 · 시정촌 등 3단계의 지방단체로 구성되는 근대적 지방자치제도가 발족되었다(김

태웅, 앞의 논문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p.541).

9) 박찬승, ｢일제하 ‘지방자치제도’의 실상｣ 역사비평13, 1991, p.29.

10) 김태웅,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아카넷, 2012, pp.420∼421.

11) 朝鮮總督府官報 1917년 6월 9일, ｢面制｣(1917.6.9. 제령 제1호), ｢面制施行規則｣
(1917.6.9. 조선총독부령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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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는 1920년, 1930년 두 차례 지방제도를 개정하였다. 1920년 

개정은 자문기관으로 道評議會, 府協議會, 面協議會를 설치하고 부협의회의

원과 지정면의 협의회원은 선거로, 나머지는 각각 도지사와 군수 · 島司가 

임명하는 의원으로 구성하게 한 것이다.13) 

1930년 개정은 부협의회를 부회로, 지정면협의회는 읍회로 개칭하고 보

통면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면협의회 의원

을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개정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 개정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치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선전하였다.14) 그러

나 선거는 1년 납세액이 5원 이상인 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지는 제한선거

였고, 대다수의 조선인이 거주하는 보통면의 면협의회는 여전히 자문기관으

로 남았다. 또한 관청의 개입과 감독권을 폭넓게 인정하였으므로 부회 · 읍

회도 의결기구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다.15) 즉 1930년 지방제도 

개정은 명목상의 지방자치기구로서 도평의회와 부회 · 면협의회가 설치되었

을뿐, 실질적인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조선총독부는 교육에서도 조선인의 교육자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조선총

독부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초등학교의 설립 · 유지와 관련하여 

1911년 ｢公立普通學校費用令｣과 그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는데, 두 규정의 

내용은 학교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학교의 설립 · 유지에 드는 비

용은 학교 소재지 조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 학교의 설립 · 유지는 부윤 

또는 郡司가 관장한다는 것 등이다.16) 종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해야 했던 

12) 1913년 공포된 ｢府制｣에 의하면(朝鮮總督府官報 호외, ｢府制｣1913.10.30. 제령 제7

호) 부는 조선총독부의 감독을 받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부세 등 각종 부과금을 징

수하여 세입을 확보하며 사업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세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 법인이었

다(김태웅, 앞의 책, pp.466~467, p.488).

13) 東亞日報 1920년 7월 30일. 조선총독부는 면을 비교적 도시화되고 일본인과 조선인 

지주가 많이 거주하는 지정면과 농촌 지역의 보통면으로 구분하였다. 

14) 今村武志, ｢朝鮮地方制度の改正に就て｣ 朝鮮188, 1931, p.9.

15) 박찬승, 앞의 논문, pp.36∼37.

16)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28일, ｢公立普通學校費用令｣(1911.10.28. 칙령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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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학교 구역 내 조선인에게 강제로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920년에는 이를 폐지하고 ｢朝鮮學校費令｣과 ｢朝鮮學校費令施行規則｣을 

공포 · 시행하였다.17) ｢朝鮮學校費令｣에 따르면 학교비는 부 · 군 또는 島 단

위로 설치하고 학교의 설립과 유지, 예산 편성과 지출 등을 모두 부윤 · 군

수 또는 도사가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의 자문기관으로 학교비평의회를 

두게 하였다. 학교비평의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에 그쳤고, 의원

은 부에서는 선거로 선출하지만 군 · 도에서는 조선인 면협의회원이 선거한 

후보자 중에서 군수 · 도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후보자는 해당 군 · 도

에서 학교비부과금 연액 5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로 한정되었다. 게다가 학

교비평의회의 의장인 부윤 · 군수 · 도사는 학교비평의회의 소집과 개폐, 회의 

진행 등을 관할하고 의원의 발언을 금지 · 취소시키거나 퇴거를 명할 수도 

있었다.18) 

즉 학교비는 교육재정을 지역민에게 부담시키는 기능에만 한정되어 있었

을뿐,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었다. 학교비의 관 통제적 성

격은 재조선 일본인의 교육을 위한 학교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행정관료가 

아닌 관리자와 의결기관인 조합회를 두게 했던 것과19)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1930년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종래의 학교비는 일본인의 학교조합과 함

께 부의 일반 행정기관과 통합되었다.20) 그러나 학교비평의회와 학교조합평

의회는 부의회로 통합되지 않았다. 학교조합평의회는 일본인 의원으로 구성

호), ｢公立普通學校費用令施行規則｣(1911.10.28. 조선총독부령 제125호).

17)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8월 6일, ｢朝鮮學校費令｣(1920.7.29. 조선총독부령 제14호), 

｢朝鮮學校費令施行規則｣(1920. 7.29. 조선총독부령 제104호).

18) 上同.

19) 朝鮮總督府官報 1913년 10월 30일, ｢學校組合令｣(1913.10.30. 조선총독부령 제8호). 

단, ｢學校組合令｣ 제10조 4항에서 부의 구역을 포함하는 학교조합은 부윤이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단서를 두었다.

20) 朝鮮總督府官報 1930년 12월 29일, ｢府制 · 學校組合令及朝鮮學校費令改正經過規程｣
(1930.12.29. 조선총독부령 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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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제1교육부회로, 학교비평의회는 조선인 의원으로 구성되는 제2교육부

회로 재편되었고, 부회 · 읍회 · 면협의회 의원 중 일본인은 제1교육부회 의

원, 조선인은 제2교육부회 의원이 되었다.21) 이렇게 지방의회와 달리 교육의

회를 조선인의 제2부와 일본인의 제1부로 구분한 것은 양자를 통합할 경우 

조선인에게도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는 중앙집권주의에 입각한 지방지배체제를 고수하며 

일부 상층의 조선인에게 지방행정이나 교육행정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기

회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을 뿐이다. 교육자치도,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

치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의 신분을 조선총독부 관료로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 하에서 교원을 직

접 관리 · 통제하려 하였던 것이다. 

둘째,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 초기부터 학교를 교화의 중심으로 간주하고 

교원에게 지역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사회교화사업에 종사하고 각종 

시책을 선전하며 행정을 보조하는 책무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로

서는 일제강점 이전부터 관료였던 교원의 신분을 굳이 변화시킬 필요가 없

었다. 관료에 대한 존중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조선 사회에서 관료라는 신

분이 조선총독부의 통치를 보조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다음의 기사는 지역 사회에서 교원이 갖는 지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내지의 시골에 자주 보이는, 연회같은 때 소학교장을 주재순사의 하위에 서게 

하는 꼴사나운 일은 여기서는 절대로 볼 수 없다. 또 도회같이 관리가 많은 곳

에서도 능히 그 권리와 위엄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내지에서 어찌되었든 교육

자가 관리의 아랫자리에 있고 교육자 자신도 비하하여 이에 굴복하는 모양새와 

비교하면 심히 유쾌한 일이다.22)

21) 정태수 외, 교육 행정 재정사, 한국교육사학회, 2005, p.211.

22) 帝國敎育제433호, 1918, p.11(稻葉繼雄, 朝鮮植民地敎育政策史の再檢討, 日本, 

九州大學出版會, 2010, p.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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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본과 달리 조선의 교원은 관료라는 신분에서 비롯된 사회적 

권위를 갖고 있었다. 

교원에 대하여 “군청직원과 어깨를 같이 하고 경찰서원과 칼을 같이 번쩍

거리고 면직원 같은 것은 눈 아래로 깔보고 지내니 이런 행세가 어대 있으

랴! 우리 집안 큰 영광이다 라고 훈도되신 자신, 온 가족, 온 문중까지 바로 

전날에 大科나 나신 문중같이 떠들어 대는 기쁨이요 자랑이 아니었습니까” 

라거나,23) 일반 조선인들이 같은 초등교원이라도 “관리인 훈도에 대해서는 

존대하고 평민적인 사립학교 교원을 侮視”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원 자신도 

사립학교 출신인 것을 怨恨하며 수치로 생각하여 될 수만 있으면 시험에 합

격하여 공립학교 교원이 되기를 갈망한다” 라는24) 언급은 이를 뒷받침한다.

초등교원은 고위 관료는 아니었다. 친임관 - 칙임관 - 주임관 - 판임관 

- 판임관 대우 - 촉탁 · 雇員의 관료 위계에서 판임관은 하급 관료에 속했

다.25) 그러나 초등학교는 면사무소, 駐在所와 함께 지역 사회에서 일반인들

23) 朴達成, ｢모든 父兄을 代하야 普通學校訓導諸氏에게｣ 開闢58, 1925.

24) 東亞日報 1926년 5월 7일.

고등관

친임관 조선총독, 정무총감

칙임관

고등관 

1등
조선총독부와 소속 관서의 국장

고등관

2등
도지사, 경성부윤, 도참여관, 도의 내무 · 재무 · 경찰부장 등 

주임관
고등관

3~9등

1호
3~7등. 조선총독부 사무관급, 시학관, 대구 · 부산 ·

평양부윤

2호

4~8등. 道警視, 郡守, 島司, 부윤, 도이사관, 도시

학관, 부이사관 등.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자들

이 처음 임용되는 직급이 보통 여기에 해당

3호 5등 이하. 재판소서기장, 재판소통역관 등

판임관 각 관청의 실무·사무를 담당

대우관 칙임 · 주임 · 판임의 대우를 받지만 형식상 관료가 되지 못한 자

등외관 직무상 관료와 큰 차이가 없어 넓은 의미에서 관료의 일종으로 안정되는 자

25) 일제강점기 관료를 임용 형식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하

는 朝鮮總督府職員錄에 이름이 오르려면 판임관 이상이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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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가깝게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관공서 중 하나였다.26) 그리하여 교원

은 하급 관료인 판임관이라 하더라도 지역민들로부터 尊待를 받을 수 있었

다. 

또한 교장은 주재소 수석, 면장과 함께 면의 대표적인 기관장으로서 평교

원보다 더 높은 위신을 가지고 있었다.27) 예를 들면, 1945년 28세에 교장

으로 임명된 정태시는 교장 부임지에서 연령이 50대 중반이었던 면장과 함

께 어울렸으며 그 자리에 면장과 동년배인 양조장 주인이 지방 유지로서 초

대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28) 

이와 같이 관료라는 신분은 교원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교원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의 각종 시

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교원을 직접 관리 · 통제하면서 교원에게 판임관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해 주고 그것을 통치에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2) 給與

교원의 급여에는 재직 중에 받는 봉급과 手當, 賞與金, 그리고 퇴직시 근

속 기간에 따라 받는 ‘恩給’이 있었다. 우선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26) 이기훈, ｢일제하 보통학교 교원의 사회적 위상과 자기인식｣ 역사와 현실63, 2007, 

p.118.

27) 주재소 수석은 巡査 部長이 임명되었는데 순사 부장은 판임문관 이상의 자격을 가졌다

면 대개 순사 채용 후 1~2년 만에 승진하거나, 판임문관 자격이 없는 경우, 즉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지 못한 순사인 경우에는 ‘朝鮮總督府巡査部長試驗’에 합격하면 

승진할 수 있는 자리였다(장신, ｢조선총독부의 경찰 인사와 조선인 경찰｣ 역사문제연

구22, 2009, p.158). 순사와 순사부장, 警部補는 정식 판임관이 아니라 판임관 대우였

기 때문에 교원은 관료 위계에서 순사보다 상위에 있었다. 면장 역시 주임관 대우로 선

정된 일부를 제외하면 판임관 대우였다.

28) 鄭泰時, 분필로 그리다만 어느 自畵像, 흥일문화, 1992,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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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봉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 일본인

1910.10. 1913.5. 1918.6. 1910.3. 1920

1 50 50 70 95 160

2 45 45 60 75 135

3 40 40 55 65 115

4 35 35 50 55 100

5 30 30 45 50 85

6 25 25 40 45 75

7 20 20 35 40 65

8 15 15 30 35 55

9 12 25 30 50

10 10 20 25 45

11 15 20 40

첫째, 봉급은 1910년대에는 조선인 문관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었고,29) 3 · 1운동 이후인 1919년 10월 이 규정이 폐지되자 일본인 

교원과 마찬가지로 ｢判任官俸給令｣에 따라 지급되었다.30) 폐지되기 전까지 

조선인 판임관에 대한 봉급 규정은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 규정 개정에 따

른 봉급액의 변동을 일본인 판임관의 봉급과 함께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인 판임관과 일본인 판임관의 봉급 비교        (단위: 円)

   출전: 朝鮮總督府職員錄 각 연도판(박이택, ｢조선총독부의 인사관리제도｣ 
정신문화연구29-3, 2006, p.306에서 재인용); 朝鮮總督府官報 1918

년 6월 28일, 1920년 8월 24일에 의거하여 작성.

<표 1>에서 1918년 개정 전까지 일본인 교원의 봉급은 조선인 교원에 

비하여 2배 정도 높다. 1918년 개정 후에도 差額이 줄었을뿐 차이는 여전

했다. 또한 조선인 판임관 급여에 대한 별도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는 같은 

양성 기관 출신이라 하더라도 조선인 교원과 일본인 교원의 初賃에 차이가 

29)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10월 1일, ｢朝鮮人文官의 分限과 給與에 關한 件｣(1910. 

9.30. 칙령 제403호).

30) 中野文庫法令(http://www.geocities.jp), ｢判任官俸給令｣(1910.3.28. 칙령 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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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예를 들면, 1912~1914년 조선총독부중학교 부속 임시소학교교원

양성소를 졸업한 일본인 교원의 초임은 22원이었지만, 같은 시기 경성고보 

부설 임시교원양성소를 나온 조선인 교원의 초임은 18원이었다. 조선인 · 일

본인 교원 간의 봉급 차이는 1920년대 조선인 · 일본인 공학의 사범학교가 

설립되면서 사라졌다.31)

昇級에 대해서는 ｢判任官俸給令｣ 제3조에 “판임문관은 每級 재직 1년 이

상에 이르지 않으면 增給할 수 없다. 단 6급봉 이하인 자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승급 하한선을 규정하였을뿐, 승급 기한과 

승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므로 지역에 따라 예산 부족을 이유

로 승급 기한을 연장하기도 하고 승급을 시키지 않거나 승급시 승급액을 줄

이는 경우도 있었다.32) 朝鮮總督府職員錄에서 개별 교원의 승급 현황을 

살펴보면, 교원이 초임 이후 최초 승급까지 걸린 기간은 짧게는 1년, 대체

로 2~3년이며 길게는 그 이상 걸린 사례도 있었다.33) 최고 승급은 4급봉까

지였다.

｢判任官俸給令｣ 제5조에 의하면 봉급 40원(전체 11급봉 중 7급봉) 미만

인 자에 한하여 급봉에 관계없이 적당한 금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34) 승급도 대체로 급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3원 정도씩 봉급

31) 그러나 일본인 교원은 加俸, 宿舍料, 朝鮮語獎勵費 등 일본인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별도

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가봉만으로도 조선인 교원의 봉급은 일본인 교원 봉급의 60%

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32) 朝鮮日報 1925년 1월 9일, 16일, 18일.

33) 1933년 9월~1934년 5월 東亞日報에 연재되었던 張赫宙의 장편 소설 무지개에는 보

통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는 주인공과 갈등 관계에 있는 동료 교원에 대하여 교장에게 

아첨하고 동료 교원 위에 군림하려 든다는 등 부정적으로 묘사한 대목이 있는데, 그 

중에 “교장에게 자주 가서 자기 선전을 게을리 아니할뿐 아니라 승급기가 될 때면 살

그머니 선물도 바치고”(東亞日報 1933년 12월 4일)라는, 승급기가 되면 교장에게 선

물을 바친다는 구절이 있다. 교원의 승급에 교장이 영향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대목

이다. 소설 속의 언급이긴 하지만 저자인 장혁주가 보통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이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바탕한 내용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장혁주는 1929년 

경상북도 공립지보보통학교 교원으로 근무했다(朝鮮總督府職員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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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수당에는 1924년 교수 시간이 1주 32시간을 초과하는 교원과 舍監 

직무를 겸하고 있는 교원에게 근무 시간에 따라 월 5원 내지 15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있다.35) ｢普通學校規程｣에 의하면 보통학교의 교수 시수

는 최대 1주 31시간이었지만,36) 교원 부족과 교원 배치상의 문제로 인한 缺

員, 보통학교 부설 速修學校 교수37) 등으로 인해 그 이상의 교수를 해야 하

는 교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1938년 3월 개정된 ｢小學校規程｣에 따라 ‘조

선어’를 加設하는 심상소학교의 경우 4년제, 6년제 모두 3학년 이상은 한 주

의 수업 시간이 32시간을 넘게 되었다. 그러자 조선총독부는 하급 학년 담임 

교원에게 상급 학년 교수의 일부를 분담시켜 교원의 매주 교수 시수를 32시

간 이내로 고정시키고 초과 교수를 하는 교원에게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당

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다고 통첩하였다.38) 그러므로 1938년 이후에도 초과 

교수로 인한 수당을 지급받는 교원은 매우 적었을 것이다. 

셋째, 상여금은 고등관 이상은 봉급의 40%, 판임관 이하는 봉급의 60%

였는데 1931년 봉급령 개정에서 각각 봉급의 20%, 40%로 인하되었다.39) 

｢判任官俸給令｣에 규정된 봉급액은 각 급봉별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34) 1920년 ｢判任官俸給令｣ 제5조의 규정에서 봉급 40원 미만이 봉급 75원(전체 11급봉 

중 6급봉) 미만으로 개정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8월 24일).

35) 岡久雄, 앞의 책, p.107. 교장의 비행으로 인해 수당이 부당하게 수령되는 경우도 있었

다. 평안남도 공립광량보통학교에서는 일본인 교장이 速修科로 오는 수당금을 실제로 

교수하는 조선인 교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본인과 일본인 교원의 이름으로 사령서를 

얻어 수당금을 부당 수취하여 갈등을 빚었다(東亞日報 1925년 9월 23일).

36)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20일, ｢普通學校規程｣(1922.2.20. 조선총독부령 제8호) 별

표 1.

37) 朝鮮日報 1924년 8월 27일. 속수과는 보통학교에서 학령이 지난 자를 대상으로 4년 

과정을 2개년에 마칠 수 있도록 설치한 속성 과정이었다. 속수과를 마친 자는 보통학교 

5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었다.

38) 岡久雄, 앞의 책, p.108, ｢公立小學校敎員에 대한 手當支給에 關한 件｣(1938.7.27. 學務

局長通牒).

39) 東亞日報 1931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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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1931년 경성부 내 공립보통학교 교원으로 봉

급 60원을 받는 자가 “1년에 한 번 상여금이 있는데 팔구십원 가량”이라고 

하였다.40) 이 기사에 의하면 상여금은 봉급의 133.3~150% 정도이다. 또한 

1934년 경기도의 연말 상여금 지급 사례가 확인되는데, 당시 경기도 내 소

학교 · 보통학교 교원 1,800명에게 지급된 상여금 총액은 215,000원이었

다.41) 그 중 경성부 내 초등교원 621명에 대하여 83,000원을 먼저 지급하

고 잔액을 다른 지역에 보냈다고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경성부 내 교원은 

1인당 평균 133.66원을, 경성부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의 교원은 1인당 평

균 107.72원을 지급받은 것이 된다. 지역에 따라 상여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38년 경성부의 경우, 조선인 교원의 봉급과 “위로금”의 연평균 

금액은 각각 56원, 95원 20전이었다.42) 여기서 “위로금”이 상여금을 가리키

는 것이라고 보면, 상여금은 봉급의 170% 정도로 위에서 살펴본 1931년, 

1934년의 사례에 비해 인상된 것이 확인된다. 시기에 따라 상여금 지급액

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상여금이 지역과 시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던 

것은 도 · 부 등 관료의 봉급을 지급하는 각 단위의 재정 형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은급’은 明治維新 이후 일본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군인, 경찰, 일

반 관리 등을 대상으로 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年金 또는 一時金으로 

지급한 것이다.43) 일본의 은급제도는 1875년 ｢海軍退隠令｣의 제정 · 공포 

이래 군인, 관리, 교원, 경찰 등에게 개별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

었는데, 1923년 4월 ｢恩給法｣으로 통일되었다.44) 

40) 東亞日報 1931년 1월 10일.

41) 朝鮮日報 1934년 12월 15일; 東亞日報 1934년 12월 16일. 

42) 東亞日報 1938년 12월 3일.

43) 은급은 관료가 갖는 특권이자 국가에 대한 충성과 복종심을 배양하는 기능을 했다. 일

본의 은급제도에 대해서는 総理府恩給局, 恩給百年, 総理府恩給局, 19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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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 초기 조선인 교원은 1912년 ｢朝鮮에서 學校職員의 退隱料 및 

遺族扶助料에 關한 法律｣, 1918년 ｢朝鮮人官吏의 恩給 · 退隱料 및 遺族扶助

料 等에 關한 法律｣ 등의 규정에 의해 퇴직시에는 退職賜金을, 사망시에는 

그 유족이 死亡賜金을 받았는데,45) 1923년 이후 ｢은급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은급법｣에 의하면 은급은 연금과 일시금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되었

다. 전자에는 普通恩給, 增加恩給, 扶助料, 후자에는 一時恩給, 傷病賜金, 一

時扶助가 있었다.46) ｢은급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교원

은 퇴직 후 보통은급을 받을 수 있었다. 보통은급 금액은 퇴직 당시 봉급 

연액의 15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었다.47) 보통은급을 받는 퇴직 교원

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보통은급 연액의 50%에 상당하는 유족 부조료가 지

급되었다. 보통은급 연수를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교원은 퇴직 당시의 봉급

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직 연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은급으로 받았다. 그리고 

보통은급 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재직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일시은급과 

동일한 금액이 유족에게 일시 부조료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다. 은급 지급

은 국고와 본인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였는데,48) 교원의 자기 부담금은 봉급

의 1%였다.49)

1923년의 ｢은급법｣은 시행 초기부터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개정에 대한 논

44) 中野文庫法令(http://www.geocities.jp), ｢恩給法｣(1923.4.13. 법률 제48호). ｢은급법｣은 

부칙을 포함하여 총 10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45)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4월 4일, ｢朝鮮에서 學校職員의 退隱料 및 遺族扶助料에 關

한 法律｣(1912.3.29. 조선총독부법률 제11호); 朝鮮總督府官報 1918년 4월 6일, ｢朝
鮮人官吏의 恩給 ․ 退隱料 및 遺族扶助料 等에 關한 法律｣(1918.4.1. 조선총독부법률 제

30호).

46) 中野文庫法令(http://www.geocities.jp), ｢恩給法｣(1923.4.13. 법률 제48호) 제2조.

47) 15년 이상 1년을 증가할 때마다 그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 봉급연액의 15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였다(上同 제62조 2항). 

48) 上同 제16조, 제59조. 1931년부터는 국고 부담이 조선총독부 부담으로 전환되었다(東
亞日報 1931년 4월 10일).

49) 上同 제5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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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본인 부담

1923년 

｢은급법｣
1933년

｢은급법｣
1923년 

｢은급법｣
1933년

｢은급법｣
교육직원 15년 이상 17년 이상 봉급의 1/100 봉급의 2/100

문관 15년 이상 17년 이상 봉급의 1/100 봉급의 2/100

군인 11년 이상

준사관 이상

 -13년 이상

하사관 이하

 -12년 이상

․ 하사관 이상 

봉급의 1/100

경찰감옥직원 10년 이상 12년 이상 ․ 봉급의 1/100

대우직원 15년 이상 17년 이상 봉급의 1/100 봉급의 2/100

의가 이루어졌다.50) 그리하여 시행 10년만인 1933년 4월 8일 은급 지급으

로 인한 재정 부담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개정 ｢은급법｣이 공포되었

다.51) <표 2>는 보통은급 수령 조건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은급법상 보통은급 수령 조건의 비교

출전 : ｢恩級法｣(1923.4.13. 조선총독부법률 제48호), ｢恩級法｣(1933.4.8. 조선총독

부법률 제50호)에 의거하여 작성.

<표 Ⅲ-2>에서 알 수 있듯이 1933년 개정 ｢은급법｣은 은급 지급으로 인

한 재정 부담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교원은 보통은급을 받을 

수 있는 재직 연수가 15년에서 17년으로 연장되었고, 본인 부담금은 봉급

의 1%에서 2%로 증가되었다. 지급 금액의 기준이 퇴직 당시의 봉급 연액

50) 은급 지급을 위한 재정 부담 때문에 일본에서는 시행 직후인 1924년 민간에서 은급인

하운동이 일어났고(東亞日報 1924년 11월 4일), “恩給亡國難”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형편이었다(東亞日報 1928년 9월 1일). 일본 정부는 이미 1920년대 후반 은급법 개

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東亞日報 1928년 9월 27일, 1929년 9월 3일). 관료가 

아닌 일반인들이 은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

선인은 窮民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금 부담을 덜려면 은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도 했다(吳翊殷, ｢東亞報上의 窮民救濟案 批判｣ 東光37, 1932, p.6).

51) 中野文庫法令(http://www.geocities.jp), ｢恩給法｣(1933.4.8. 법률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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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퇴직 전의 봉급 연액으로 개정되었고 퇴직 전 1년 동안의 봉급을 기

초로 하여 당시의 봉급액이 2년 이상 경과된 자만 판임관의 경우 1급봉 명

예 승급할 수 있게 되었다.52) 기준액 축소와 본인 부담금 증가에 따라 개정 

｢은급법｣ 시행일을 앞두고 시행 전에 퇴직하는 교원이 많았다.53) 

판임관으로 퇴직한 교원이 받게 되는 보통은급액은 초임 봉급에 비하여 

많은 금액이 아니었다.54) 보통은급액은 퇴직 당시 봉급이 최저 60원일 때

에는 월 20원, 최고 4급봉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월 약 33원에 불과하여 

초임 봉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55) 그러나 보통은급은 퇴직 후에

도 매달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고, 보통은급을 받을 수 있는 근

속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일시은급을 받을 수 있

었으므로 은급은 교원의 근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표 3>은 1910년대 교원 양성 기관 출신 교원 중 보통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교원의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52) 東亞日報 1933년 8월 26일.

53) 東亞日報 1934년 1월 26일. 1933년 개정 ｢은급법｣의 시행일은 1933년 10월 1일이

었다.

54) 각주 Ⅲ-33에서 인용했던 張赫宙의 장편 소설 무지개에는 현직 교원인 주인공이 진

로를 고민하면서 “은급이 붙는다 하나 1년에 300원도 채 안될 것”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東亞日報 1933년 10월 25일).

55) 교장 또는 시학 역임자의 퇴직 당시 급봉은 대개 4~5급봉이었지만, 일반 교원들 중에

는 6~7급봉 또는 그 이하인 봉급 60원에서 퇴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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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은급법｣ 적용

출신 졸업연도 임용자 수 은급 대상자 수 임용자 대비 비율

경성고보

임시교원양성소

1912 60 23 38.3%

1913 59 22 37.3%

1914 75 34 45.3%

1915 78 31 39.7%

1916 76 33 43.4%

소계 348 143 41.1%

경성고보

교원속성과

1912 56 21 37.5%

1913 37 16 43.2%

1914 46 19 41.3%

소계 139 56 40.3%

평양고보

교원속성과

1912 37 12 32.4%

1913 44 18 40.9%

1914 45 20 44.4%

소계 126 50 39.7%

경성고보

사범과

1914 17 5 29.4%

1915 23 8 34.8%

1916 18 11 61.1%

1917 15 7 46.7%

소계 73 31 42.5%

평양고보

사범과

1915 10 3 30.0%

1916 15 5 33.3%

1917 27 12 44.4%

소계 52 20 38.5%

소계 738 300 40.7%

1933년 개정 ｢은급법｣ 적용

출신 졸업연도 임용자 수 은급 대상자 수 임용자 대비 비율

경성고보

사범과

1918 18 6 33.3%

1919 24 9 37.5%

평양고보

사범과

1918 28 3 10.7%

1919 23 5 21.7%

소계 93 23 24.7%

총계 831 323 38.9%

<표 3> 1910년대 교원 양성 기관 출신 교원 중 보통은급 대상자 현황 (단위: 名)

출전: 朝鮮總督府職員錄 각 연도판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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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양성 기관 출신 교원 중 1923년 ｢은급법｣에 따른 보통은급 

대상자의 임용자 대비 비율은 대개 40% 전후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

에는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교원 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선총독부의 교원 정리 방침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표 3>에 따르면 보통은급 대상자의 비율은 1923년 ｢은급법｣ 적용자의 

경우 40.7%이지만 1933년 개정 ｢은급법｣ 하에서는 24.7%로 개정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같은 사범과 졸업생 내에서 비교하더라도 ｢은급법

｣ 개정 전과 후의 보통은급 대상자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정 ｢
은급법｣이 적용된 직후인 1934년부터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은급액의 기준이 되는 봉급이 1920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급액도 인상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은급은 적어도 1933년 개

정 이후에는 교원을 교직에 머무르게 하는 유인 조건이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교원의 급여가 교원의 근속에 유인 조건이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물가나 다른 직업의 봉급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원의 초임 봉급은 대체로 단기 속성 과정 출신은 <표 1>의 최저 급봉

이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이었고, 정규 과정 출신은 최저 급봉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거나 한 단계 위의 급봉이었다. 

일제강점 초기 교원의 초임 봉급은 최저 15원에서 20원 정도였고 1918

년에는 최고 22원, 1919년에는 최고 27원까지 인상되었다. 1917년 경성여

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하고 1918년 경기도 공립수원보통학교 교원

으로 임용되었던 金基鏞은 자신의 초임 봉급이 15원이었는데, 당시의 물가

에 비추어 “그 봉급이 그다지 적은 것이 아니었다”고 회고하였다.56) 1913

년 순사의 초임 봉급이 10원 이하, 평균 봉급이 8~16원이었으며57) 1919

년 京城日報社 기자의 초임 봉급이 10여원이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58) 김

56) 東亞日報 1926년 1월 1일. 

57) 朝鮮總督府官報 1913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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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은행원 동아일보 기자 중등 교원 행정 관료

초임급

(최저)

40원

(갑종상업학교 

졸)

50원

(전문학교 졸)

75원

(전문학교 졸) 6급봉 - 75원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초임급

(최고)

50원 이상

(고등상업학교 

졸)

70원

(대학교 졸)

95원

(대학교 졸)61)

기용의 회고와 같이 일제강점 초기에 교원의 봉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다. 

이는 192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한정된 사례이긴 하지만, 1923년 경성

부 소학교 직원의 戶당 1개월 생활비가 32.574원이었는데59) 당시 교원의 

초임 봉급은 공립사범학교 출신이 40원, 경성사범 출신이 52원으로 교원의 

호당 1개월 생활비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었다. 또한 1924년 경성부에서 

경성 거주 4인 가족의 1개월 생계비를 9등급으로 나누어 최저 16원부터 최

고 56원으로 설정하였던 것에 따르면, 당시 교원은 초임 봉급으로도 최소한 

中上에 해당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60) 

1930년대 들어서 교원의 초임 봉급은 경성사범 연습과 졸업생이 47원으

로 가장 많았고 각 도 사범학교 심상과 졸업생 또는 고등보통학교나 농업학

교를 졸업한 후 사범학교 강습과를 졸업한 교원은 42원이었다. 

<표 4>는 1931년 중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의 직업별 초

임 봉급을 비교한 것이다. 

<표 4> 1931년 중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남자의 초임 봉급

출전: 三千里4-9, 1932, pp.42∼47에 의거하여 작성.

<표 4>에 의하면 교원의 초임 봉급은 갑종상업학교 졸업생과 비슷하고 

경성사범 연습과 출신은 그보다 약간 높다. 그리고 같은 판임관이면서도 단

기 속성 과정 출신 교원이나 보통문관시험 합격자는 최저 급봉으로 초임되

58) 柳光烈, ｢記者生活 十年 秘史, 朝鮮 新聞의 草創時代｣ 東光37, 1932.

59) 東亞日報 1923년 2월 8일.

60) 기진, ｢京城의 貧民 - 貧民의 京城｣ 開闢48, 1924, p.104.

61) 고등사범학교 출신은 85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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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반면, 전문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공립고등보통학교 교원은 ｢
判任官俸給令｣ 상에서 초임 6급봉(75원)으로 경성사범 연습과 출신 교원보

다도 3급봉 이상을 더 받았다는 점에서 學歷에 의한 봉급의 차이가 명확하

게 드러난다. 즉 교원의 초임 봉급은 전문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에 

비하면 낮았고 중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와 비슷했다.

1931년 경성사범 연습과를 졸업하고 경기도 공립평택보통학교에 초임된 

교원 金麟洙는 당시 자신의 가계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당시의 순경이라든지 면사무소 직원 같은 이가 약 10년 다녔으면 1개월 봉급

이 30원쯤 되는데, 나는 초임급이 47원이었고, 다음 해에 50원이 되었었다. 

······ 나는 매월 5원씩은 의무저금을 하고, 본가에 5원을 매월 보내드리고 37

원 가지고 생활하니까 과히 궁색을 느끼지 않고 지냈다. 매월 잡지, 신문, 이

발, 목욕, 담배 등 잡비조로 7원, 나머지 30원을 가지고 충분히 지낼 수 있었

다. 1개월에 백미 1가마 6~7원(당시 가정부 아이 1명과 나의 從妹를 데리고 

있어서 1가마는 먹었다), 반찬값에 10원, 연료 3~4원, 병원비 2원, 의복비 

5~6원, 외식비 2~3원. 저금한 것과 상여금 탄 것으로 휴가때 일본에 공부하러 

가는 경비로 쓰고도 별로 부족을 느끼지 않고 지냈다. 월 30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자녀 2~3명 양육하고라도 절약 생활을 하면 그런대로 빚지지 않고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62)

김인수의 월수입은 1931년부터 1934년까지 47~50원이었다. 상여금은 

“휴가 때 일본에 공부하러 가는 경비”로 사용했다고 하므로 생활비에서 제

외하면, 월 47~50원 수입으로 자녀 2~3명을 양육하고 본가에 다소의 돈을 

보내면서도 신문과 잡지를 구독하고 저금 · 가정부 고용까지 하면서 빚지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930년 당시 5인 가족의 1년 최저 생

활비는 200원이었다.63) 따라서 1930년대 초반 “월 30원의 수입이 있는 사

람이면 자녀 2~3명 양육하고라도 절약 생활을 하면 그런대로 빚지지 않고 

62) 金麟洙, 한 교육자의 삶: 自傳, 한울, 1985, p.55. 

63) 東亞日報 193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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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김인수의 회고는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34년 평양사범 심상과에 입학했던 劉成淵은 당시의 교원 초임 봉

급 42원에 대해 “관청 직원들이 17~20원을 받은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대

우였다”고 회고하였고, 1937년 함경북도 경성고보를 졸업하고 평양사범 강

습과에 들어간 金潤煥도 “그 때 평양사범을 나오면 초급이 42원이라 당시

의 월급으로는 좋은 편이라고 해서 동기생 100명 중 21명이 평양사범에 갔

다”고 회고하고 있다.64) 

즉 물가가 폭등하기 이전인 1930년대 전반까지 교원의 봉급은 대체로 중

등 수준의 학교 졸업생들이 갖는 다른 취직처에 비해서, 그리고 같은 판임

관으로서 경찰 관료인 순사, 행정 관료인 면직원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었

다. 

사범학교 입학생은 교원이 되면 집안 형편이 나아지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사범학교 입학은 가족 · 친족은 물론 온 동네의 축하를 받

을 만한 일이 되었다.65) 따라서 사범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매우 높았다. 예

를 들면, 1923년 충청북도 공립청주사범학교는 특과 30명, 강습과 30명을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모집 인원의 9배나 되었다.66) 경성사범학교에는 1924

년 신입생 100명 모집에 4,000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40 대 1에 달하였

고,67) 1926년에도 연습과 130명을 모집하는 데 1,100명이 지원하였다.68) 

1930년 이후에도 경성사범은 물론 관립대구 · 평양사범의 입학 지원자는 계

속 증가하고 있었다.69) 

사범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높았던 것은 사범학교가 급비제였을뿐더러 여

64) 平壤師範學校同窓會 編輯委員會, 平壤師範: 開校60周年紀念誌, 平壤師範學校同窓會, 1990, 

p.145, p.198.

65) 大邱師範尋常科同門會 編輯委員會, 大邱師範尋常科誌, 大邱師範尋常科同門會 編輯委員

會, 1991, p.211.

66) 每日申報 1923년 4월 14일.

67) 每日申報 1924년 2월 21일.

68) 朝鮮日報 1926년 3월 18일.

69) 朴永奎, 앞의 논문,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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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중등학교 졸업과 달리 졸업과 동시에 판임관이라는 안정된 취직처와 적

지 않은 급여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70) 조선 사회에 교원을 존중하는 전통

이 있었고, 교원의 職分이 교육이기 때문에 같은 조선총독부 관료라 하더라

도 교원의 활동이 경찰관료 · 행정관료와 달리 지역민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과 수탈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일제말 경성사범에 입학했던 鄭範謨는 사범학교 지원 동기에 대하여 “담

임 선생님의 권유가 결정적이었고, 내 부모님도 사범학교는 ‘풀 스칼라십’이

어서 학비도 덜 들었고 또 당시 일제 시대엔 초등학교 교사가 조선인에게 허

락된 그래도 반반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71) 정

범모의 회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과 달리 조선에서 교직은 우수한 

인재들이 지망하는, 매우 선호되는 직업이었다. 

  3) 戰時下 生活難의 악화와 補助

판임관 봉급 개정은 4급봉 이상의 봉급을 감축한 1931년 개정이 마지막

이었다. 4급봉 이상으로 승급되는 교원은 거의 없었으므로 대부분의 교원이 

받는 봉급은 1920년 8월에 결정된 금액이 일제말까지 계속 유지된 것이었

다. 때문에 물가가 폭등한 1930년대 후반부터 교원은 이른바 “薄給 生活

者”로서 심각한 생활난을 겪게 되었다.72) 교원 부족 문제의 임시 해결책으

로 선발했던 촉탁교원들의 봉급은 최저 급봉인 월 40원보다도 적은 “쌀 한 

70) 조선총독부는 중등 이상 교육의 보급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 했기 때문에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는 중등학교 졸업

생을 수용할 만한 취직처도 충분하지 않았고, 부와 명예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나 사회

경제적 지위 상승의 기회도 거의 없었다. 

71) 鄭範謨, 회상과 수상 - 그래, 이름은 뭔고?, 나남출판, 2007, p.182. 정범모는 경성사

범 예과(구보통과) 5년을 마치고 본과(구연습과) 2년생일 때 8 ․ 15를 맞았다고 하였으

므로 1939년에 입학했다고 볼 수 있다.

72) 朝鮮日報 1937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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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 값밖에 안되는 월 30원”에 불과했다.73) 

1938년 경성부 학무과에서 교원의 생활 보조 방책을 마련하고자 생활 실

정에 대한 기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1인당 5인 

가족을 단위로 하여 최저 생활비를 결정하였는데, 이 때 생활비 최저 표준

액은 일본인 교원의 경우 주택료 30원, 신문 · 잡지 · 라디오 등의 이른바 교

양비, 저축 월 5원 등을 포함하여 나온 금액이 연 1,663원(월 평균 138원 

58전)이었다. 조선인 교원은 이와 달리 교양비, 저축은 제외하고 주택료 15

원과 의식 · 의료비 등 가장 불가결한 경비만 최소한도로 계산한 금액이 연 

947원 60전(월 평균 78원 97전)이었다.74) 따라서 1938년 평균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면 조선인 교원은 연 190원 40전(월 평균 15원 90전), 일본인 

교원은 연 85원 80전(월 평균 7원 15전)이 부족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제말에는 교원의 생활난이 중대한 사회 문제로 주목되었다. 

교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생활고 때문에 전직하고자 퇴직하는 교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교원의 생활난은 이 시기의 교원 부족 문제와

도 결부된 문제였다. 조선인들은 “생활의 불안으로 轉業을 하기 때문에 결

국 素質이 低級한 교원이 생기므로 그 질이 저급한 교육자에게 어찌 귀중한 

第二國民을 맡길 수 있는가” 라고 하여 교원과 교육의 질을 유지 ·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增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75) 경성부에서는 1938년 

12월, 경성부는 도시이기 때문에 주택난이 심각하므로 도시 수당이라는 명

목으로 교원 1인당 평균 월 10원을 加給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하기도 했

다.76) 이 일은 제2교육부회의 조선인 의원 21명 중 11명이 連署하여 교원

에게 도시 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서를 경성부윤에게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우 개선안에 連名했던 의원들이 “연서를 받는 행위

가 刑事事件에 가까운 점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장시간 취조

73) 朝鮮日報 1940년 5월 18일.

74) 東亞日報 1938년 12월 3일.

75) 東亞日報 1940년 3월 5일.

76) 朝鮮日報 1938년 12월 24일, 1939년 2월 27일, 3월 3일.



- 97 -

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고, 다른 관리 ·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로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다.77)

교원과 같이 “박급 생활자”로 지목되었던 하급 관료들 중 경찰관에 대해

서는 1939년 6월 30일부로 매월 임시 증봉, 통역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증

급하는 형식으로 대우 개선이 이루어졌다.78) 그러나 조선총독부에서는 경찰

관은 국고에서 봉급을 지불하기 때문에 임시 증봉이 가능하지만 교원의 봉

급은 지방비 · 학교비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국고 보조가 증가되기 전에는 증

봉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자의 정신에 입각하여서 

生活問題보다 自覺問題가 교육자에게 필요하다. 비록 생활의 불안이 있더라

도 제2국민의 교육에 당할 중대한 임무에 당한 자로서의 그 임무에 대한 

교육자적 자각을 가져야 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오히려 “교육자 정신”을 내

세워 증봉 요구를 무마하려 하였다.79)

그러나 전쟁이 확대되면서 조선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자 조선총독부에서도 유인책으로서 교원의 생활난을 다소라

도 완화시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에서 구체적인 증봉 계획을 발표한 것은 1943년 3월 제4차 조

선교육령과 각급 학교규정 공포 직후인 동년 5월의 일이다. 이 때 발표된 

개선책의 내용은 ① 초임급 인상, ② 승급 표준 연한 단축, ③ 5년 이상 근

속자에게 정근 상여 지급, ④ 재교육자 증봉 등이었다. 개선책 시행을 위한 

77) 東亞日報 1939년 3월 7일, 10일. 

78) 경성에 한하여 일본인 순사는 정기 승급 외에 임시 증봉 2원, 숙사료 증액 3원, 임시 

증봉 가산을 합하여 6원 20전, 조선인 순사는 정기 승급, 임시 증봉 2원, 통역 수당 3

원을 합하여 5원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경성 이외 각 도시에서는 일본인은 정기 승

급, 임시 증봉, 숙사료 1원을 증급하고 조선인은 정기 승급, 임시 증봉, 통역 수당 1원

을 증급하였다. 그리고 경무국 안에 있는 공제회의 대부금 이자를 인하하는 조치도 취

해졌다. 봉급을 인상하지 않고 임시 증봉, 승급, 수당 지급 등의 형식을 취한 것은 ｢判
任官俸給令｣이 칙령이기 때문에 봉급령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朝鮮

日報 1939년 7월 2일). 

79) 東亞日報 1940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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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 국고 보조 86만 원과 지방비 증액 등을 포함하여 172만 원이 결

정되었다.80) 

개선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은 1943년 경성사범과 경성여자

사범이 전문학교로 승격됨에 따라 양교 졸업생을 우대하려는 것으로 1943

년도 입학생부터 양교 졸업생의 초임 봉급을 연습과 · 심상과 · 강습과 모두 

각 5원씩, 특별 강습과 졸업생은 2원 인상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본과 졸

업생의 초임은 남자 65원, 여자 57원으로 정하고 장래 일본 사범학교에서 

인상이 있으면 조선에서도 인상한다는 방침을 취하였다. 

②는 교원의 승급 연한에서 기존 기간의 5%에 상당하는 기일을 단축하도

록 한 것이다. 

③은 일본의 年功 加俸 제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5

년 이상 한 부현 내 소학교에서 재직한 교원에게 연공 가봉을 지급하였는데 

조선에서는 상여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상여금 지급액은 예산 

상황과 교원 본인의 성적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연말 상여금 지급때 함께 지

급하도록 하였다.81) 

④는 사범학교 제도 개선에 따라 개정된 각 과정의 교육 내용과 개정된 

교과의 취지를 교육하여 교원 자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선책의 발표 당시 증봉의 자세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고,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이러한 제도가 논의 중이므로 일본에서 확정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을 뿐이다.82) 이 계획은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

80) 每日申報 1943년 2월 18일.

경력 최저액 최고액

5년 이상 10년 미만 40원 6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70원 9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100원 120원

20년 이상 25년 미만 130원 150원

30년 미만 160원 180원

30년 이상 210원으로 통일

81) 경력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每日申報 1943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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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으로 보인다.

1937~1945년 조선총독부에서 실제로 시행한 교원의 생활 보조 방안에는 

① 각종 명목의 수당 지급, ② 치료비 · 요양비 지급, ③ 共濟 制度 시행 등

이 있었다. 이러한 세 가지 방안의 시행 내용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도록 하겠다.

첫째, 수당은 1941년 ‘戰時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10원을 지

급하였고, 1942년 10월에는 ‘전시 근면 수당’이라 하여 봉급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한 일이 있었다.83) 

1944년에는 4월 1일부터 조선인 관료에게도 고등관, 고등관 대우자, 판

임관 중 조선총독부 과장 이상, 소속 관서의 장, 초중등학교장, 읍면장에게 

가봉을 지급하였다. 1945년 4월에는 가봉 지급을 모든 관료에게로 확대하

였다.84)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관료들이 가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恩

典”이라고 선전하고 그 댓가로 奉公할 것을 선동하였다. 그리하여 “加俸感

謝奉告祭”, “加俸殊遇祝賀會”, “加俸支給感謝祭” 따위의 이름으로 가봉 지

급에 감사하고 멸사봉공을 맹세하는 행사가 각지에서 개최되었고, 가봉 헌

납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85)

둘째, 치료비 · 요양비 지급은 교원의 건강 문제에 대한 논의의 결과 시행

된 것이다. 학생의 건강 문제에 대한 실제 조치가 일제강점 초기부터 시행

되었던 것에 비하여86) 교원의 건강 문제에 대한 논의는 1930년대 이후에야 

82) 每日申報 1943년 5월 6일. 

83) 每日申報 1943년 5월 9일.

84) 每日申報 1945년 4월 2일. 가봉은 일본인 관료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민족차별적 

성격을 가질뿐 아니라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 운영에도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가

봉에 대한 조선인의 거부감은 매우 강했다. 

85) 每日申報 1944년 4월 25일, 27일, 6월 22일, 1945년 4월 30일, 5월 4일.

86) 학생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최초의 규정은 ｢官公立學校生徒身體檢査規程｣(1913.4.   

26. 조선총독부훈령 제24호)이다(朝鮮總督府官報 1913년 4월 26일). 이 규정은 1년

에 한 번씩 의사에게 학생의 신체 상황과 질병 여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질병은 腺病, 영양불량, 빈혈, 脚氣, 폐결핵, 두통, 衂血, 신경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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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교원의 건강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중심이 되었던 것은 결핵 문제였다. 

1934년 조선총독부 통첩으로 각 도에서 교원에 대한 건강 진단이 시행되었

는데, 조사 결과 “불건강한 교원이 상당히 다수”이며 특히 “백묵 가루를 흡

수하는 관계로 폐결핵을 앓는 사람이 다수”였다.87) 그러나 당시 결핵 환자

에 대한 급여 규정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임해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에서는 향후 결핵 환자에 대한 급여 

규정을 제정하여 현직 교원 중 결핵으로 진단되는 자는 반드시 휴직 처분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수년 동안 논의만 계속되었고 1938년에야 

실제 시책이 시행되었다.

교원의 건강 문제를 위한 시책이 일제말에야 시행되게 된 것은 이 시기에 

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직을 막고 교원의 대우

를 보충할 필요가 있었을뿐 아니라, 교원의 건강이 전쟁을 위한 예비 전력

인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즉 치료비 · 요양

비 지급은 교원의 생활 보조를 위한 시책이자 학교 위생 · 학생 건강을 증진

시켜 전쟁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방책이기도 했다. 

1937년 12월 일본 閣議에서 칙령 제713호로 ｢朝鮮에서 官立 · 公立의 小

學校 · 普通學校의 訓導에 대한 疾病療治料 給與에 關한 件｣이 결정되었

다.88) 그 내용은 ① 아동의 위생상 특히 고려를 요하는 질병에 걸려 면관되

약, 鼻疾, 咽喉病, 전염성 피부병, 기타 만성 질환 등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21년 동

규정을 ｢學校生徒兒童身體檢査規程｣(1921.5.17. 조선총독부령 제86호)으로 개정하고 

신체 검사 대상을 사립학교 학생에게까지 확대하였다(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5월 

17일). 1937년에는 다시 ｢學校身體檢査規程｣(1937.4.1. 조선총독부령 제45호)으로 개

정하여 대학생도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朝鮮總督府官報 1937년 4월 1

일). 두 차례의 개정에 의해 신체 검사 대상자가 점차 확대되었지만, 학생만을 대상으

로 하고 있었다. 일제말인 1945년 5월 동규정의 네 번째 개정에서야 교원도 신체 검

사 대상에 포함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45년 5월 26일).

87) 東亞日報 1934년 6월 23일.

88) 朝鮮總督府官報 1937년 12월 11일, ｢朝鮮에서 官立 · 公立의 小學校 · 普通學校의 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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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휴직을 명 받은 교원에게는 치료비 ·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 

② 치료비 · 요양비는 국고 또는 소학교 · 보통학교를 설립 · 유지하는 부 · 학

교조합 또는 학교비의 支辨으로 할 것, ③ 치료비 · 요양비의 금액은 휴직의 

경우에는 100원 이상 400원 이하, 면관의 경우에는 200원 이상 600원 이

하로 할 것, ④ 본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조선 총독이 정할 것 등

이었다.89) 

이에 입각하여 뒤이어 공포된 ｢官公立小學校 · 普通學校訓導의 疾病療治料 

給與에 關한 規程｣은 도지사가 근속 연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고 금액을 

정하여 치료비를 지급하되, 學校醫 또는 기타 의사로 하여금 해당 교원의 

신체검사를 하게 하고 그 진단서를 첨부하여 총독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다.90) 1938년 1월에는 실행 세칙을 결정하였는데, 세칙의 내용은 결핵 · 나

병 환자를 주대상으로 하고 근속 연수와 교원 자격에 따른 치료비 · 요양비 

지급 금액의 표준을 정한 것이었다.91)

조선총독부는 1938년 6월 치료비 · 요양비 급여 보조로 전라북도 400원, 

導에 대한 疾病療治料 給與에 關한 件｣(1937.12.7. 칙령 제713호).

89) 每日申報 1937년 12월 9일.

90) 朝鮮總督府官報 1937년 12월 11일, ｢官公立小學校 ․ 普通學校訓導의 疾病療治料 給與

에 關한 規程｣(1937.12.11. 조선총독부령 제201호). 관립사범학교 부속 소학교 ․ 보통학

교 교원에 대해서는 관립사범학교장이 학교의 또는 기타 의사로 하여금 해당 교원의 신

체검사를 행하게 하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총독에게 보고하게 하였다(동규정 제3조). 촉

탁교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아동의 위생상 특히 고려할 질병에 걸려 

퇴직을 명한 자에게는 100원 이상 300원 이하의 질병료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

였다(｢官公立小學校 ․ 普通學校 囑託敎員의 疾病療治料給與에 關한 規程｣(1937.12.11. 

조선총독부령 제201호)).

면관직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훈도 200원 250원 35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촉탁 100원 150원 200원 250원 7년 이상 300원

본관휴직 100원 150원 250원 300원 350원 10년 이상 400원

91) 실행 세칙에서 규정한 표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東亞日報 1938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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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360원, 경상북도 280원, 황해도 240원, 평안남도 440원, 함경남

도 660원, 합계 2,380원을 교부하였다. 동년 12월에도 경기도 840원, 전라

남도 520원, 경상남도 1,200원, 황해도 600원, 강원도 160원, 함경남도 

340원, 함경북도 600원, 합계 4,460원을 더 보조하였다. 이 외에도 1938년 

한 해 동안 조선총독부에서 교부한 보조금은 21,423원이었다.92)

시행 첫 해인 1938년 한 해 동안 치료비 · 요양비 지급을 받은 교원 수는 

경성부의 경우 조선인 교원 7명, 일본인 교원 1명으로 모두 8명이었으며 

지급된 총액은 3,850원으로 1인당 평균 금액은 481원 25전이었다.93) “기

후가 특히 차고 공장 지대인 탓으로 결핵 교원이 많기로 유명한 함경남도”

에서는 연도의 절반도 못된 시기에 치료비 · 요양비 급여 예산 4,000원이 

13명에게 모두 지급되어 예산이 소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94) 이와 

같이 치료비 · 요양비 지급은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혜자가 적었다. 

치료비 · 요양비 지급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치료비 · 요양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학교 → 군 · 부 → 도 → 조선총독부 순서로 각각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 교원이 이력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먼저 교장에게 제

출하고, 교장이 이것을 다시 군 · 부에 넘기면 여기서 다시 심사하여 도로 

보내고, 도에서 심사하여 도지사가 결재한 후 조선총독부로 보내어 여기서 

지급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동일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지급하라는 지령이 도착하게 되는데, 그 후에도 교육부회를 열어 추가 예산 

집행이 심의 · 결정된 후에야 현금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치료비 · 요양비가 실제로 지급되기까지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

었다. 그러므로 복잡한 수속 절차 때문에 청구를 주저하는 경향도 있었고, 

치료비 · 요양비를 청구하고도 미처 지급되기 전에 사망한 교원도 있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청구원을 제출하고 5개월이 지나도록 겨우 도 학무과에 머물

92) 朝鮮日報 1938년 6월 16일, 12월 22일.

93) 東亞日報 1939년 2월 7일.

94) 朝鮮日報 1938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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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95) 길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치료비 · 요양비 급여 

시책은 死後藥方文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96) 

그리고 ｢疾病療治料 給與에 關한 規程｣에 의한 휴직이 1년이었으므로 그 

동안 완치되지 못하면 면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요양 기관 설치가 요구되었다.97) 조선총독부는 1939년 5월 국고 보조와 교

원들의 보험조합제도로 교원 保養所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98) 

셋째, 공제 제도는 일제강점 초기에도 일본인 교원들이 조직한 互助組合

과 같은 것이 있었다. 조선인 교원도 여기에 참가하여 판임관은 2원, 주임

관은 5원씩을 집적하여 주로 회원 중 불행한 일이 있는 경우에 기금을 공

제하여 왔으나 가입자는 많지 않았다.99) 조선총독부는 1920년 일본에서 

‘學校職員互助組合’이 설치된 것을 계기로 일본과 같은 호조조합을 설립하

고자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실행되지는 못하였다.100) 

공제 제도는 1935년경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는데,101) 1940년 4월에야 조

선총독부는 ‘初等敎員互助會’라는 共濟組合 설립을 예정하고 국고 보조금 

116,990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였다. 그런데 일본에서 동년 6월 1일 ｢職員健

95) 朝鮮日報 1938년 8월 27일; 東亞日報 1939년 2월 8일.

96) 東亞日報 1939년 2월 8일.

97) 東亞日報 1939년 11월 29일.

98) 朝鮮日報 1939년 5월 29일.

99) 東亞日報 1920년 8월 11일, 28일.

100) 일본에서는 1920년 學校職員互助組合을 설치하여 전국의 공사립 유치원 ․ 소학교 ․ 중등

학교 직원을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그리고 조합원으로부터 봉급의 1/100을 징

수하고 정부와 부현에서 각각 상당한 금액을 보조하여 이를 기본금으로 하고 조합원 

즉 학교 직원의 사망 ․ 퇴직 ․ 질병시 공제하고 자제의 교육비에도 보조한다는 계획을 세

워 1921년도 예산에 국고 보조금 156만원을 계상하였다(東亞日報 1920년 8월 11

일).

101) 東亞日報 1935년 5월 18일. 1935년부터 해마다 다음 해에 공제 제도를 실시할 방

침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東亞日報 1935년 5월 18일; 每日申報 1937년 1월 

7일,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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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保險法｣을 실시하고 ‘政府職員共濟組合’을 결성하여 전국 교직원들을 가

입하게 하였다. 문부성은 조선에 설립될 예정인 공제조합도 일본의 정부직

원공제조합에 통합시키자고 주장하며 조선의 단독 조직을 반대하였다. 그러

나 조선총독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무적으로 복잡하고 일이 거창하게 되

며”, “정부직원공제조합은 요양비의 일부를 주는 제도이므로 여기에 합류하

게 되면 급여의 종류가 한 가지로 줄어들뿐 아니라 실시가 늦어진다”는 이

유로 반대하였다.102)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사무관이 일본에 출장하여 문부

성과 교섭한 결과, 조선에서 단독으로 교원호조회를 조직할 수 있게 되었

다. 따라서 1940년 7월 1일 ‘朝鮮初等學校敎員互助會(이하 교원호조회로 줄

임)’를 정식 명칭으로 하는 공제조합이 발족하였다. 

교원호조회에서 급여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사망, 퇴직, 질병뿐 아니라 罹

災, 特症까지 포함하고 있어 은급과 치료비 · 요양비가 지급되는 경우까지 

모두 망라하고 있다. 1940년 발족 당시 가입한 교원은 교원 총 수의 약 

75%인 15,000명이었고,103) 조선총독부 보조금은 11만 4000여원이었다.104) 

교원호조회의 구체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05) 

 ① 목적: 상호부조를 기하는 것으로 각인의 불행을 공동으로 보충하여 각인의 

복리를 공동으로 증진하려는 것.

 ② 조합원: 관공립초등학교 교원.

 ③ 가입: 1940년은 임의 가입으로 하고 1941년도부터 강제 가입.

 ④ 기금: 조합원은 매월 봉급의 2/100를 회비로 납부. 조선총독부에서 교원 

봉급의 1/100을 보조.

 ⑤ 급여금

102) 朝鮮日報 1940년 5월 24일; 每日申報 1940년 6월 8일. 

103) 上同. 每日申報 1940년 6월 21일자에는 17,300여명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

호조회 발족 이후의 기사인 朝鮮日報 1940년 7월 24일자에도 15,000명이라고 되

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104) 每日申報 1940년 6월 21일.

105) 東亞日報 1940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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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금액 종류 금액

殉職 급여금 2년분 봉급 死亡 급여금 2개월분 봉급

家族 조위금 20원 내지 30원 醫療 급여금 의료비의 7할

特症 급여금 100원 罹災 급여금 1개월분 봉급

退職 급여금 掛金 총액의 6/10내지 10/10

1941년에 이루어진 1940년도 교원호조회 상황 보고에 의하면 1940년도 

회원 총 수는 18,522명, 1940년 5월말 당시 조선관공립초등학교 교원 수의 

89.3%로 발족 당시보다 증가했다. 收支 상황은 수입은 회비 수입과 국고 

보조, 이자 수입을 합쳐 271,913원 49전, 지출은 사무비, 사업비, 급여금을 

합쳐 56,949원 55전이며 다음 해 이월금은 그 잔액 214,963원 94전이었

다. 동년 給付金額 현황을 살펴보면, 지급 대상자가 가장 많은 항목은 의료

급여금이었고 급여 대상자의 총 수는 924명, 회원 수의 5% 미만으로 많지 

않았다.106)

1941년 일본에서 ‘敎職員救濟組合’이 시행되자107) 조선총독부도 조선의 

교원호조회를 강화하고자 앞으로 회비를 인상하고 상당한 보조금을 확보하

여 교원 당사자만이 아니라 부양 가족 중에 불행한 일이 있을 때에도 상당

한 보조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108) 이와 동시에 하급 관리의 생활 

안정을 위한 방책의 하나로 공제조합 조직이 추진되고 있었다. 1940년 말 

｢政府職員共濟組合令｣이 공포되었는데, 이 규정은 “판임문관, 동대우자 및 

106) 文敎の朝鮮193, 1941, p.77.

107) 일본에서는 1940년 12월 27일 ｢敎職員救濟組合要綱｣을 결정하고 1941년 2월 1일부

터 교직원구제조합을 실시하였다. 이 조합은 시정촌립 소학교 ․ 청년학교 ․ 유치원 교원

과 원장, 보모를 조합원으로 하고 본인과 부양 가족의 질병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요

양에 한하여 교원 당사자에게는 요양비의 8할, 부양가족에게는 요양비의 5할을 지급

하는 것이었다. 결핵성 질병에는 지급 기간을 다시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질병으로 퇴직할 때는 6개월분 봉급을, 여교원의 임신분만 시에는 2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조합비는 봉급의 13/1000이었다(每日申報 1940년 12월 28일).

108) 每日申報 1940년 12월 29일.



- 106 -

국고로부터 급료 또는 수당을 받는 囑託員, 雇員, 傭人 및 職工은 相互救濟

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조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09) 당시 교원호조회 

외에 직원 조합이 조직된 곳은 조선총독부, 전매국, 체신국, 철도국 뿐이었

다. 

｢정부직원공제조합령｣에 입각하여 1941년 4월 1일자로 판임관 이하 전체 

官公吏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공제조합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내용은 ① 

部內 판임관, 판임관 대우자 및 도 또는 官國幣社로부터 급료나 수당을 받

는 직원 약 5만명으로써 하나의 조합을 창설하고, ② 관청 소속의 일반 직

원과 경찰관계 직원은 각기 종래의 공제조합에 들어가게 하며, ③ 새로이 

刑務 관계 직원과 초등학교교직원공제조합을 창설하고, ④ 도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종래의 읍면직원호조회를 근간으로 하여 府邑面 학교조합과 학교

비 소속 직원을 망라하여 정부 직원과 동일한 공제급부를 받게 한다는 것이

었다. 급부는 의료비의 8할을 지급하고 조합원의 부양 가족에 대해서도 요

양비의 5할을 지급하며, 촉탁 이하는 傷病 수당금을 주고 사망 · 분만시에는 

각각 매장료 · 분만비 또는 출산 수당금을 주게 하였다. 비용은 정부와 조합

원이 절반씩 부담하고 조합의 사무비는 국고에서 약간의 보조금이 지급되었

다.110) 

교원호조회는 ｢朝鮮敎職員共濟組合令｣에 따라 ‘조선교직원공제조합’이 설

립되자 일체의 자산과 권리, 의무를 여기로 넘기고 해산되었다.111)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는 일제말 여러 가지 교원 생활 보조책을 시행하였

다. 교원의 생활 보조는 생활난과 건강 문제로 인한 교원의 퇴직을 막아 교

원 부족 문제를 다소라도 완화시키고, 교원을 회유하여 전쟁 수행에 적극 

동원하려는 방책이었다.112) 조선총독부는 대우 개선을 앞세워 “교원제씨는 

109) 朝鮮總督府官報 1941년 4월 1일, ｢政府職員共濟組合令｣(칙령 제827호, 1940.11.30.)

110) 每日申報 1941년 4월 1일.

111) 朝鮮總督府官報 1941년 4월 11일, ｢朝鮮敎職員共濟組合令｣(1941.3.31. 칙령 제361

호).

112) 이와 같은 의도에서 조선총독부는 교원뿐 아니라 일반 관리들의 대우 보충 시책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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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대우의 향상보다도 이것으로 표징되는 국가의 온정과 優遇를 생각하

여 더욱 불타는 열성을 바쳐 소국민교육에 분려하기를 바라는 바”라거나, 

“聖恩에 보답하기 위해 國民總意總力으로 戰力을 강화하자”라고 선동하였

다.113) 

그러나 일제말에는 대부분의 물자가 통제 · 배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실질적으로 생활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없었고, 치료비 · 요양비 보조

도 예산 부족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활발하게 집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원의 생활난은 해소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2. 교원의 人事

  1) 初任 發令과 轉勤

일제강점 초기 각 교원 양성 기관의 졸업생들은 졸업과 함께 전국의 보통

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1938년 보통학교가 소학교로 개칭되기 전까지 

1910년대 교원 양성 기관 졸업생과 경성사범 · 경성여자사범학교 졸업생의 

초임 발령과 전근 현황을 朝鮮總督府職員錄에서 확인한 결과, 조선인 교

원은 일본인이 다니는 소학교에 전혀 임용되지 않았다. 소학교 교원 양성만

께 시행하였다. 1944년 1월에는 경찰과 간수의 대우 보충책을 발표하고 동년 4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每日申報 1944년 1월 29일), 동년 2월 “전력증강을 위한 군수

작업에 동원되는 수형자들의 外域作業이 날로 확대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수형자들에

게도 따뜻한 대우를 주어 전력 증강에 힘쓰도록 보도하고자” ｢朝鮮監獄令施行規則｣을 

개정하였다(每日申報 1944년 2월 5일). 동년 6월에는 “명랑한 교환수의 목소리가 

능률을 올린다”고 하여 숙련된 교환수의 이동을 방지하는 동시에 식사비 실비 지급, 

간식 제공 등 전화 교환수의 대우 보충책을 제시하였다(每日申報 1944년 6월 3일). 

동년 9월 21일부터 邑面長에 대한 대우 보충책도 시행되었다(每日申報 1944년 10

월 2일). 

113) 每日申報 1943년 5월 9일, 1945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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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했던 경성사범 1부에는 졸업생 명단이 확인되는 1929년까지의 

졸업생 403명 중 조선인이 11명 있었는데, 그 11명도 모두 졸업 후 보통학

교에 발령을 받았고 이후 소학교로 전근한 사람도 전혀 없었다. 

반면 일본인 교원은 소학교 · 고등소학교 · 보통학교 모두 임용되었고, 보통

학교와 소학교 간의 이동도 성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교원 발령을 통하여 

조선인 교원이 일본인 초등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다. 

<표 5>와 <표 6>은 1912~1921년 각 양성 기관 출신 교원 임용자의 초

임 발령 지역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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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道

임시교원양성소 경성고보 교원속성과 평앙고보 교원속성과

1912 1913 1914 1915 1916 1912 1913 1914 1912 1913 1914

경기 15 19 9 3 11 9 7 0 1 0 0

강원 5 7 10 3 4 13 7 7 4 3 1

충남 4 11 10 7 7 1 3 1 0 6 0

충북 3 1 0 0 3 1 0 1 0 0 0

경남 6 6 2 2 4 6 6 2 1 1 3

경북 10 3 8 10 8 6 1 1 7 0 3

전남 0 1 3 8 9 4 4 10 1 0 2

전북 5 1 5 3 7 14 3 8 0 0 0

황해 3 3 4 1 3 0 0 6 5 4 10

평남 2 4 3 9 11 0 2 0 12 18 5

평북 2 3 4 21 3 0 0 0 6 12 21

함남 1 0 6 6 2 1 2 4 0 0 0

함북 1 0 9 5 4 1 2 6 0 0 0

不明 3 0 2 0 0 0 0 0 0 0 0

計 60 59 75 78 76 56 37 46 37 44 45

<표 5> 임시교원양성소 · 교원속성과 출신 임용자의 초임 발령 지역 (단위: 名)

출전: 朝鮮總督府職員錄 각 연도판에 의거하여 작성.

비고: 임시교원양성소 1912년 발령 지역 불명인 자 3명에는 졸업 직후 사망하여 

발령을 받지 못한 2명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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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道

경성고보 사범과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경기 3 1 2 7 5 6 4 4

강원 1 2 1 0 1 2 2 2

충남 1 1 1 1 2 2 2 2

충북 2 0 1 1 2 1 2 1

경남 2 5 4 1 1 2 2 3

경북 1 1 1 1 1 2 3 5

전남 1 4 2 1 2 4 1 4

전북 0 1 0 1 1 2 2 2

황해 1 0 0 0 0 0 1 0

평남 2 0 0 0 0 0 0 0

평북 1 2 0 0 0 0 0 0

함남 1 4 3 1 2 1 1 2

함북 1 2 3 1 1 2 2 1

計 17 23 18 15 18 24 22 26

발령

道

평양고보 사범과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경기 0 0 0 0 0 0

강원 2 1 2 2 1 1

충남 0 3 2 1 2 0

충북 0 1 0 0 0 0

경남 0 3 4 4 2 2

경북 1 4 4 1 1 3

전남 0 2 3 3 2 1

전북 0 4 3 2 3 2

황해 2 2 2 2 3 1

평남 6 4 5 3 4 0

평북 4 2 1 3 4 2

함남 0 1 1 1 2 2

함북 0 0 1 1 0 1

計 15 27 28 23 24 15

   <표 6> 고보 부설 사범과 출신 임용자의 초임 발령 지역     (단위: 名)

   출전: 朝鮮總督府職員錄 각 연도판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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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최소 발령 지역은 충청북도 9명, 함경남도 22명, 함경북도 

28명 순이다. 이것은 이 지역에 공립보통학교 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다. 

1914년 공립보통학교가 가장 적은 도는 함경남북도로 각 15개교였고, 그 

다음이 충청북도 18개교, 황해도 21개교였다.114) 1916년에도 충청북도, 함

경남북도, 황해도는 13개도 가운데 공립보통학교가 가장 적었다.115) 경기도

는 학교 수가 가장 많은 도였으므로 발령자도 제일 많았다. 

교원 발령은 임시교원양성소 졸업생을 우선하고 부족한 지역에 교원속성

과 졸업생을 배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5>에서 임시교원양성소 졸업

생은 전국의 각 도에 고르게 배치되고 있는 데 비해, 교원속성과 졸업생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발령되거나 발령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임

시교원양성소가 구관립한성사범학교 재학생을 수용한 기관이었던만큼, 발령

에서 임시교원양성소 졸업생을 속성 과정 출신보다 우선하였을 것이다.

교원속성과 졸업생의 초임 발령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경성고보 교원속

성과 졸업생은 평안남북도 지역에 단 2명만 임용되었으며 1912~1913년 

황해도 발령자가 없다. 지역 편중 경향은 평양고보 교원속성과 졸업생에게 

더 심하게 나타난다. 평양고보 교원속성과 졸업생은 경기도 발령자가 단 1

명뿐이고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함경남북도에는 전혀 임용되지 않은 반면,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발령자가 다른 도에 비해 많았다. 1912~1914년 각 연

도 임용자의 48.7%, 68.2%, 57.8%가 평안남북도에 임용되고 있으며 황해

도에 초임된 사람은 임용자의 14.8%인 19명이다. 

<표 6>에서도 경성고보 사범과 졸업생은 황해도와 평안남북도에, 평양고

보 사범과 졸업생은 경기도에 임용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난다. <표 5>와 

<표 6>에 의하면 1912~1921년 평양고보 교원속성과와 사범과 출신 교원 

임용자의 최소 58.3%, 최대 96%가 평안남북도 · 황해도에서 근무하다 퇴직

하였다.116) 

114) 朝鮮總督府統計年報 1914년 판.

115) 朝鮮總督府統計年報 1916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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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여고보 사범과 평양여고보 사범과

발령

道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발령

道
1920 1921

경기 3 6 5 3 5 5 6 경기 0 0

강원 4 3 3 2 4 1 0 강원 2 0

충남 0 3 2 2 2 4 0 충남 0 0

충북 0 0 2 1 0 0 3 충북 0 0

경남 3 6 2 4 5 2 1 경남 3 2

경북 0 1 2 2 2 1 2 경북 1 2

전남 1 4 1 3 2 2 1 전남 2 2

전북 0 2 2 3 1 0 1 전북 1 1

황해 1 1 0 4 2 0 1 황해 2 1

평남 6 5 6 2 3 0 0 평남 7 5

평북 0 0 3 5 1 0 0 평북 2 2

함남 1 0 0 1 0 1 0 함남 0 0

함북 1 0 2 1 0 1 1 함북 1 0

計 20 31 30 33 27 17 16 計 21 15

<표 7>은 여자고등보통학교 부설 사범과 졸업생의 초임 발령 지역 현황

이다.

<표 7> 여자고등보통학교 부설 사범과  출신 임용자의 초임 발령 지역 

                                                                 (단위: 名)

출전: 朝鮮總督府職員錄 각 연도판에 의거하여 작성.

속성과 사범과

1912 28명 (75.7%) 1916 10명 (66.7%) 1919 15명 (65.2%)

1913 41명 (93.2%) 1917 17명 (63.0%) 1920 14명 (58.3%)

1914 43명 (96.0%) 1918 19명 (67.9%) 1921 9명  (60.0%)

116) 평양고보 교원속성과 · 사범과 졸업생 중 평안남북도와 황해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

의 수와 임용자 대비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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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서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생도 평양여고보 사범과가 설립된 후 경성여고보 사범과 졸업생

은 평안남북도에, 평양여고보 사범과 졸업생은 경기도에 전혀 임용되지 않

는 특징이 확인된다. 

1920~1921년 사범과 졸업생은 朝鮮總督府官報에 출신 도와 발령 지역

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의 출신 지역과 초임 발령 지역, 그리고 퇴

직한 지역을 함께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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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졸업생

출신 도

경성고보 사범과

(졸업생 23명, 비임용 1)

평양고보 사범과

(졸업생 24명, 비임용 0)

출신 도 

초임

출신 도내

퇴직

출신 도외

퇴직

출신 도

초임

출신 도내

퇴직

출신 도외

퇴직

경기도 7 4 3 1 0 1

강원도 2 2 0 0 0 0

황해도 1 1 0 3 3 0

충청남도 1 1 0 0 0 0

충청북도 1 1 0 0 0 0

경상남도 2 2 0 0 0 0

경상북도 4 2 2 0 0 0

전라남도 1 1 0 0 0 0

전라북도 1 1 0 0 0 0

평안남도 0 0 0 18 3 15

평안북도 0 0 0 2 1 1

함경남도 0 0 0 0 0 0

함경북도 2 2 0 0 0 0

총계 22 17 5 24 7 17

1921년 졸업생

출신 도

경성고보 사범과

(졸업생 29명, 비임용 3)

평양고보 사범과

(졸업생 18명, 비임용 3)

출신 도 

초임

출신 도내

퇴직

출신 도외

퇴직

출신 도 

초임

출신 도내

퇴직

출신 도외

퇴직

경기도 7 4 3 0 0 0

강원도 2 2 0 0 0 0

황해도 2 0 2 1 1 0

충청남도 3 2 1 0 0 0

충청북도 1 0 1 0 0 0

경상남도 0 0 0 0 0 0

경상북도 6 4 2 0 0 0

전라남도 1 1 0 0 0 0

전라북도 2 2 0 0 0 0

평안남도 0 0 0 9 0 9

평안북도 0 0 0 2 1 1

함경남도 2 1 1 3 2 1

함경북도 0 0 0 0 0 0

총계 26 16 10 15 4 11

    <표 8> 1920~1921년 사범과 출신 임용자의 발령 지역 · 퇴직 지역 현황 

                                                                (단위: 名)

  출전: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5월 26일, 1921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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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 경성고보 사범과 졸업생 중에는 평안남북도 출신이 전혀 없

고, 평양고보 사범과 졸업생은 거의 대부분이 학교가 위치한 평안남도 출신

이라는 특징이 확인된다. 따라서 평안남북도 출신이 경성고보 진학을 지향

하는 경향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경성고보 사범과 졸업생의 경우는 1920

년, 1921년 각각 임용자의 77.3%, 61.5%가 자기 출신 지역으로 초임되었

고, 또한 兩年度 임용자의 63.6%, 53.9%가 출신 지역 · 초임 발령 지역 · 퇴

직 지역이 일치한다. 이에 비해 평양고보 사범과 졸업생은 출신 지역 발령

자는 1920년 29.2%, 1921년 26.7%이며 출신 지역 · 초임 발령 지역 · 퇴직 

지역이 일치하는 사람은 각 29.2%, 26.7%로 경성고보 사범과 졸업생의 경

우보다 낮은데, 이것은 졸업생의 대다수가 평안남도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1920~1921년 여고보 사범과 졸업생도 경성여고보 사범과는 경기도 출신

이, 평양여고보 사범과는 평안남북도 출신이 대다수이다. 경성여고보 사범

과 1920년 졸업생은 임용자 17명 중 11명이, 1921년 졸업생은 임용자 16

명 중 13명이 경기도 출신이며, 1920년, 1921년 모두 평안남북도 출신은 

없었다. 평양여고보 사범과의 경우 1920년 졸업생은 임용자 21명 중 15명

이 평안남북도, 3명이 황해도 출신이며 1921년 졸업생은 임용자 15명 중 

평안남북도 출신이 13명, 황해도 출신이 1명이었다. 이와 같이 출신지가 특

정 도에 편중되어 있었으므로 출신지 발령자의 비중은 경성고보 사범과 졸

업생의 경우보다 낮았다. 

전근은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도간 이동이 이루어진 

사례를 살펴보면, 임시교원양성소와 교원속성과 출신은 대체로 임용자의 

20% 전후로, 대다수가 초임된 도에서 퇴직을 맞고 있다. 이에 비해 고보 부

설 사범과 출신 임용자 중 타도로 이동한 자의 비율은 대개 30~40% 정도이

며 최대 61.6%로 높은 편인데, 특히 평양고보 사범과 출신 교원이 경성고

보 사범과 출신 교원보다 높았다. 

평양고보 사범과 출신 교원의 도간 이동은 절대 다수가 평안남북도 · 황해

도로 이동한 것이었다. 1920~1921년 졸업생의 사례를 볼 때, 평양고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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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과 졸업생 중에는 평안남북도 · 황해도 출신이 많았을 것이므로 이들의 도

간 이동은 자기 출신지로의 전근일 것으로 판단된다. 교원 양성 기관이 사

범과로 통일되었던 1917년 이후에는 도간 이동한 자의 비율이 전에 비해 

낮아졌다. 경성고보 사범과 출신 1920년 임용자의 81.8%가, 1921년에는 

임용자의 69.2%가 출신지에서 퇴직을 맞고 있다. 

즉 일제강점 초기 교원 양성 기관 졸업생의 초임 발령지는 교원 양성 기

관이 전국에 서울과 평양 두 곳뿐인 상황이었으므로 졸업생들은 자기 출신 

지역으로의 발령을 선호하였겠지만 개인의 희망대로 발령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초임 발령은 출신 지역 또는 출신 지역과 가까운 지역으로의 발령

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평양고보 · 평양여고보 부설 양성 기관 졸업

생은 평안남북도와 황해도에 우선 발령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도외 전

근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타도로 이동할 경우에는 대체로 출

신 지역으로의 이동을 지향하였다. 

1920년대 이후 경성사범 졸업생의 초임 발령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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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道

졸업 과정

보통과-연습과 졸 연습과 졸 강습과 졸 계

경기 22 29 67 118

강원 10 12 13 35

경남 20 25 21 66

경북 13 22 33 68

전남 35 48 12 95

전북 12 17 7 36

충남 3 18 13 34

충북 4 11 9 24

평남 9 17 3 29

평북 5 20 14 39

함남 4 23 6 33

함북 3 12 5 20

황해 18 17 21 56

만주 4 1 0 5

計 162 272 224 658

  <표 9> 1923~1938년 경성사범학교 조선인 남자 졸업생 초임 발령 지역 현황

                                                                 (단위: 名)

 출전: 京城師範學校 編, 京城師範學校總攬, 1929, 1934; 朝鮮總督府職員錄에 

의거하여 작성. 

<표 9>에서 1938년까지 가장 많은 졸업생이 배속된 도는 경기도이며 뒤

이어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순으로 많은 졸업생이 임용되었다. 이것

은 1938년 당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순으로 학교 · 학급 

수가 많았으므로 그만큼 교원 수요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117) 학교 · 학급 

수가 가장 적은 함경북도와 충청북도에는 배치된 졸업생 수도 가장 적다.

경성사범 졸업생의 초임 발령은 먼저 도를 정하고, 그 후 각 도에서 관내

의 학교에 임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졸업생의 회고에 의하면, 경성사

범에서 각 학생에게 근무 희망지를 먼저 받았다.118) 그러나 실제 발령 지역

117) 朝鮮總督府統計年報 1938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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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의 희망 지역과 일치했던 것은 아니었다.

각 도에서 특정 개인을 지목하여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1931년 경성사범 연습과 졸업생 金麟洙는 근무지로 만주를 희망하였

지만, “남들은 지망해도 가기 어려운 경기도”의 공립평택보통학교에 초임되

었다. 그 이유에 대하여 김인수는 졸업시 졸업논문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충

청남도, 만주, 함경남도 세 지역에서 오라는 요청이 있었고 결국 “평택보통

학교의 교장이 도에 몇 번씩 오르내리면서 부탁해서” 동교에 부임하게 되었

다고 회고하였다.119) 

개인의 교직 경력을 추적해 보면, 다른 도로 이동한 자는 513명 중 108

명(21.1%)으로 많지 않았다. 京城師範學校總攬에는 경성사범 입학 전의 

최종 학력이 기재되어 있다. 보통학교는 출신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졸업한 보통학교가 소재한 도를 출신 지역으로 간주해 

보면, 보통과 - 연습과 졸업생으로 임용 후 타도로 이동한 36명 중 자기 

출신 지역으로 이동한 자는 19명이었다. 

즉 경성사범 졸업생들은 전국의 13개도 전부에 걸쳐 임용되었으며 일제

강점 초기 교원 양성 기관 출신 교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도로의 이동은 

적었고 대체로 출신 도에서의 근무를 선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

은 1940년 대구사범학교 심상과 조선인 졸업생 약 60명은 대다수가 경상

북도 출신으로 졸업 후 발령 지역으로 경상북도를 희망하는 자가 많았지만, 

실제로 경상북도에 배정된 인원은 10명 정도에 불과하여 졸업식장에서부터 

반항심이 고조되었다고 하는 사례를 볼 때,120) 다른 사범학교 졸업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18) 金麟洙, 앞의 책, p.47; 鄭泰時, 앞의 책, p.20.

119) 金麟洙, 앞의 책, pp.47∼49. 

120) 大邱師範尋常科同門會 編輯委員會, 앞의 책,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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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기관 자격 봉급

임시교원양성소 훈도 18원

교원속성과 부훈도 15원

사범과 훈도 20원

임시 특설 과정 부훈도 13원

 2) 初任 대우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교원 양성 · 임용 과정은 중층적이

었다. 일제강점 초기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입학시 요구하는 학력 조건과 

교육 기간을 달리 하여 교원을 양성하였고, 양성 기관을 거치지 않고서도 

교원 시험을 통해 임용될 수 있었으며, 무자격 촉탁교원도 적지 않았다. 교

원 양성 과정의 중층성은 사범학교 설립 후에도 여전하여 교원의 출신은 사

범학교 연습과 · 특과 또는 심상과 · 강습과 · 단기 강습과, 교원 시험 출신 등

으로 구분되었다. 여기서는 초임 대우를 통해서 중층적인 교원 양성 과정에 

따른 교원의 위계 서열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의 초임 대우는 출신 경로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강점 

초기 조선인 교원의 관등과 봉급은 1913년, 1918년 두 차례 개정되었

다.121) 먼저 1913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고등보통학교 부설 각 교원 양

성 기관 졸업생의 초임 자격과 봉급을 비교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1912~1917년 교원 양성 기관 출신별 교원의 초임 대우

     출전: 朝鮮總督府職員錄 각 연도판에 의거하여 작성.

<표 10>에서 출신 경로에 따라 초임 자격과 봉급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훈도의 초임 봉급이 부훈도보다 많았다. 

교원 양성 과정의 중층화와 함께 교원 자격에 따른 대우의 차이가 분명해졌

던 것이다.122) 

121) <표 1> 참조.

122) 1906~1910년 관립한성사범학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본과와 속성 과정 출신의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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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신 경로에 따른 초임 봉급의 차이는 교원이 받은 총 교육 기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표 10>에서 같은 훈도 자격 교원이라도 사범과 출

신의 초임 봉급이 임시교원양성소 출신보다 많다. 사범과의 교육 기간은 1

년이지만 임시교원양성소의 교육 기간은 3년이었으므로 이 차이는 교원 양

성 기관에서의 교육 기간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보통학교 입학에서부터 교

원 양성 기관을 마치기까지 총 교육 기간을 비교해 보면, 사범과 졸업생이 

9년, 임시교원양성소 졸업생은 8년, 교원속성과 졸업생은 7년이므로123) 

<표 10>의 초임 봉급은 총 교육 기간에 비례한다.

셋째, 부훈도 자격 교원 중에서도 교육 기간 3개월의 임시 특설 과정 출

신보다 교육 기간이 1년인 교원속성과 출신의 초임 봉급이 많았다. 임시 특

설 과정의 입학 조건은 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지만, <표 10>에서 초임 

봉급이 총 교육 기간에 비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교원속성과의 입학 자

격인 고등보통학교 2년 수료보다는 낮은 학력이었을 것이다.

교원 시험 합격자의 초임 봉급은 같은 지역, 같은 연도 발령자 내에서도 

일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3종 시험 합격자로 1919년 임용된 교원의 경

우, 교원 자격은 부훈도로 동일했지만 봉급은 20원 또는 17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표 10>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원의 초임 봉급이 교원이 되

기까지의 총 교육 기간에 비례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원 시험 합격자

의 學歷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19년 사범과 졸업생의 

초임 봉급이 27원이었으므로 훈도 · 부훈도 자격에 의한 봉급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다.124)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 초기 초임 교원의 봉급은 부훈도보다는 훈도가, 교

원 시험 출신보다는 정규 양성 기관 출신이, 양성 기관 출신은 총 교육 기

자격이 각각 본과 훈도 · 본과 부훈도로 달랐지만 초임 관등은 판임관 4등으로 동일했

다. 

123) Ⅱ장 <표 2> 참조. 

124) 사범과 졸업생의 초임 봉급은 1918년 조선인 판임관 봉급 개정 후 22원으로 인상되

었다가, 1919년에 다시 27원으로 인상되었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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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길수록 더 많았다. 교원 출신 경로의 중층화로 인해 교원 자격과 학력

에 따라 초임 봉급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사범학교가 재설립된 후 사범학교 출신 교원의 초임 봉급은 졸업한 과에 

따라 달랐다. Ⅱ장에서 서술하였듯이 당초 경성사범 연습과 졸업생의 초임 

봉급은 52원이었고, 1928년 50원으로 삭감되었다. 경성사범 여자 연습과 

졸업생은 1926~1927년에는 월 44원이었고, 1928년 마찬가지로 2원 삭감

되어 월 42원이 되었다. 각 도의 공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생의 봉급은 40원

이었다. 즉 1922~1928년 사범학교 출신 교원의 초임 대우는 경성사범 남

자 연습과 졸업생 - 경성사범 여자 연습과 졸업생 - 각 도 공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생 순으로 높았다. 

사범학교에서의 교육 기간은 경성사범 연습과보다 공립사범학교 특과가 

1~2년 더 길었지만, 총 교육 기간은 경성사범 남자 연습과 졸업생이 12년, 

경성사범 여자 연습과 졸업생은 11년, 각 도 공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생은 

10년이었다.125) 따라서 이 시기 경성사범 연습과 졸업생과 공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생간 초임 대우의 차이는 일제강점 초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

범학교에서의 교육 기간이 아니라 총 교육 기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1929년 사범학교 개편 후 경성사범을 제외한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졸업

생의 초임 봉급은 42원이 되었다. 경성사범 연습과 졸업생은 1931년 남자

는 월 47원으로, 여자는 11급봉, 즉 월 40원으로 삭감되었다. 1931년부터 

일제말까지 교원의 출신 경로별 초임 대우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125) Ⅱ장 <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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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출신 초임 봉급

1 경성사범 연습과 (13년) 47원

2

경성사범 · 사범학교 1년 강습과 (12년)

42원경성여자사범 연습과 (12년)

사범학교 심상과 (11년)

3

경성사범 · 사범학교 단기 강습과 (11년 이상)

40원
경성여자사범 심상과 (10년)

경성여자사범 강습과 (11년)

교원 시험 합격자

4 촉탁교원 30~35원

  <표 11> 1931~1945년 출신 경로별 교원의 초임 대우 비교

   출전: 朝鮮總督府職員錄 각 연도판에 의거하여 작성.

   비고: 순위는 초임 봉급이 많은 순서이다.

        사범학교는 경성사범을 제외한 사범학교를 가리킨다.

        (   ) 안의 숫자는 총 교육 기간이다.

<표 11>에서 알 수 있는 초임 대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성사범 연습과 졸업생이 가장 많은 봉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초임 봉급은 모든 교원 중에서 가장 많을뿐 아니라, 2순위 교원과의 

격차도 5원으로 2순위와 3순위 간의 차이에 비해 컸다. 경성사범은 사범학

교 체제에서 여타 사범학교의 모범이자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126) 

연습과는 교원 양성 과정 중 최고 과정이었던만큼, 경성사범 연습과 졸업생

이 교원 중 최고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성사범은 학생 모집에서부터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을 2 : 8정

도로 설정하였고, 1945년까지 졸업생 총 수도 일본인 졸업생이 조선인 졸

업생의 약 3.5배에 달할 정도로 일본인을 주대상으로 하는 학교였다.127) 연

126) 김성학, ｢경성사범학교 학생 훈육의 성격｣ 論文集15, 1999, p.111.

127) 개설 후부터 1945년까지 경성사범 조선인 졸업생 총 수는 1,233명, 일본인 졸업생 총 

수는 4,316명이었다. 졸업생 명단은 1922~1929년은 京城師範學校 編, 京城師範學校

總攬, 1929, 1930~1934년은 같은 책 1934, 1935년 이후는 醇化會 編,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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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과는 사범학교 개설 이래 경성사범에만 설치되었다가 1938년 제3차 조선

교육령 공포 후에야 경성여자사범학교와 대구 · 평양사범학교에 설치되게 되

었다. 평양사범학교 연습과의 경우 1940~1943년 1~4회 졸업생 명단이 확

인된다. 이들의 초임 봉급은 경성사범 연습과 졸업생과 같은 47원이었는데, 

졸업생 총 수 226명 중 조선인은 40명에 불과하였다.128) 즉 사범학교 연습

과는 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 과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사범학교 

연습과 출신 교원에 대한 대우는 일본인 교원에 대한 우대가 되었다. 

둘째, 무자격 촉탁교원의 대우가 가장 낮다는 점에서 교원 자격의 유무가 

초임 대우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촉탁교원은 양성 

비용이 들지 않을뿐 아니라, 교원 양성 교육 과정을 이수했거나 교원 시험

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원에 비해 적은 봉급으로 임용할 수 있는 교원이었

다. 촉탁교원제는 조선총독부가 교원 양성과 임용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

기 위해 시행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초임 대우는 사범학교에서의 교육 기간에 비례하지 않았다. 사범학

교 심상과의 교육 기간은 연습과 · 강습과보다 2배 이상 길었지만, 심상과 

출신 교원의 초임 봉급은 연습과 · 강습과 출신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적었

다. 또한 경성여자사범학교의 경우는 심상과가 연습과보다 교육 기간이 더 

길었지만, 심상과 졸업생의 초임 봉급이 연습과 졸업생보다 더 적었다. 경

성사범 연습과 졸업생도 보통과 5년 교육의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초임 대

우는 동일했다. 

넷째, 강습과의 경우 1년 강습과 출신이 6개월 미만의 단기 강습과 출신

보다 봉급이 높다. 그것은 1년 강습과는 사범학교에 상설되어 있는 과정이

1987을 이용하여 확인했다.

128) 平壤師範學校同窓會 編輯委員會, 앞의 책, pp.266∼267. 同書의 졸업생 명부는 1943

년에 발행된 誠之會 명부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다. 1943년에는 ‘創氏改名’이 시행되

고 있었으므로 성지회 명부의 성명은 創氏名이기 때문에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편집위원회는 편찬 당시 본성명을 확인하였지만 여의치 못한 것은 그대로 

실었다고 하였으므로 본문의 조선인 · 일본인 졸업생 수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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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단기 강습과는 교원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 임시로 설치되었고 교육 

기간도 상설 강습과보다 짧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섯째, 초임 대우가 반드시 총 교육 기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총 

교육 기간이 가장 긴 것은 초임 봉급이 가장 많은 경성사범 연습과 졸업생

이었지만, <표 11>의 2순위와 3순위에서는 총 교육 기간에 따른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다. 

즉 이 시기 초임 대우의 결정 요인은 교원 자격의 유무를 기본적 기준으

로 하여 사범학교에서의 교육 여부와 교육 기간, 졸업한 사범학교의 과, 학

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사범학교 

연습과 졸업 여부가 가장 중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昇進

｢朝鮮公立學校官制｣에 의하면 관공립초등학교 교원의 위계는 학교장과 훈

도로 구분된다.129) 따라서 교원으로서 초등학교 내에서 가능한 승진 최고직

은 교장이었고 교장과 평교원 사이에는 교장사무취급과 수석훈도가 있었다. 

교장사무취급은 정식 교장이 아니라 교장 업무를 맡아 하는 교원이었고 수

석훈도는 현재의 교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원이었는데, 둘 다 교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였다. 교장은 평교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

었으므로 직책이 다를뿐 같은 교원이었다.130) 즉 교장이 되는 데 시험이나 

자격 제도가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총독부는 교장은 유자격자 또는 1종 교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것은 조선인 교장을 가능한 한 임명하지 않으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도평의회 · 면협의회 등의 회의 속기록에서 조선인 의원이 조선인 교장을 임

129)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4월 1일, ｢朝鮮公立學校官制｣(1922.3.31. 칙령 제15호).

130) 上同, ｢朝鮮公立學校官制｣(1922.3.31. 칙령 제15호) 제2조. 따라서 朝鮮總督府職員錄

의 관직란에도 교장은 훈도라고 표기되어 있다.



- 125 -

명하라고 요구하면 한결같이 유자격자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도학무국의 

답변이 다수 확인된다. 그러나 교장을 결정하는 데 자격이 구별되지 않는다

는 것은 조선총독부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었다.131) 

교장 또는 교장사무취급에서 다시 평교원이 될 수도 있었다. 작은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큰 학교로 가면 수석훈도가 되기도 했고,132) 

시골 학교에서 교장을 하다가 도시 학교의 평교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

다.133)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도시 학교에서 시골 학교로 부임하게 되

는 것은 ‘좌천’으로 간주되었다.

교장 외에 교원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한 것은 시학이었다. 시학에는 奏任

官인 조선총독부 시학관과 도시학관, 판임관인 도시학이 있었는데 규정상 

초등교원의 자격으로 가능한 것은 도시학관과 도시학이었다. 도시학관은 주

임관만이 아니라 판임관이라도 봉급 85원 이상을 받는 5년 이상 경력의 교

원 · 교장 중에서 高等試驗委員의 전형을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교장이 아닌 교원도 갈 수 있는 자리였다.134) 그러나 대부분의 도에서 행정

관료 출신인 道理事官들이 도시학관을 겸하면서 학무과장직을 맡고 있었고, 

조선인이 임명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135) 따라서 조선인 교원에게 가능성

이 높은 것은 같은 판임관인 도시학이 되는 것이었다. 

시학의 주임무는 학사 시찰이었고,136) 교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常例

131) 東亞日報 1932년 9월 20일, 1940년 1월 31일.

132) 이기훈, ｢식민지의 교육행정과 조선인 교육관료 -視學官과 視學을 중심으로 -｣ 梨花

史學硏究36, 2008, p.17.

133) 金麟洙, 앞의 책, p.65.
134) 岡久雄, 앞의 책, pp.8∼12.
135) 이기훈, 앞의 논문 ｢식민지의 교육행정과 조선인 교육관료 - 視學官과 視學을 중심으

로 -｣, pp.5∼7.

136)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5월 20일, ｢視學規程｣(1912.5.20. 조선총독부훈령 제61호). 

｢시학규정｣ 제1조에는 시학관 · 시학의 시찰 사항으로 ① 학교교육의 상황, ② 학교와 

그 소재지와의 관계, ③ 국어보급의 상황과 그 시설, ④ 도 · 부 · 군의 교육행정 상황, 

⑤ 학사관계 직원의 품행과 근무 상황, ⑥ 교육 · 학예에 관한 모든 시설, 서당의 상황, 

⑦ 특별히 지명을 받은 사항,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7개 항목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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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에 교원에게 갖는 영향력이 매우 컸다.137) 다음은 일제말 시학을 

역임했던 조선인 교원 金麟洙의 회고로 당시 시학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

다.

   어제까지는 김인수 훈도, 김인수씨, 김인수군으로 불렸는데 오늘부터는 김시

학선생, 김시학님, 혹은 농담으로 김군수라고 부르는 이도 있었다. 日人 視學들

은 잘 되어야 좀 큰 초등학교 교장이거나 중학교 또는 고등여학교 敎頭 정도가 

발군의 성적을 올린 사람에 한해서 주어지는 자리인데 비해서 韓人 視學은 큰 

과오만 없이 약 3년만 지나면 군수는 떼어놓은 당상이오, 나중에 道參與官, 더 

잘되면 道知事까지도 바라보는 자리였던 것이다. 그래서 동료시학들도 부러워

하는 자리인 것을 알게 되었다.138) 

위 자료에 나오는 김인수는 경성사범을 졸업한 후 1931년부터 평택과 서

울의 보통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 1945년 경기도 도시학이 되었다. 京畿道

屬 겸 시학으로 발령을 받아 시학 사무 외에 일반 행정 사무도 관장하였는

데, 시학만의 간판으로는 고등관인 군수로 나갈 수 없었지만 道屬에서는 군

고 있다. 이어서 제3조는 학사 시찰 때 ①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 ② 총독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③ 敎授 · 訓練에 관한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시학관 · 시학들은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상황을 점검하고 수업을 참관하였

으며 시학의 시찰 시에는 학교의 일과를 변경할 수도 있었다. 시학관 · 시학은 학사 시

찰 후 시찰 상황을 도 장관에게 진술해야 했고 시찰시 나중에 참고해야 할 사항은 학

교 기록에 남기도록 하고 직접 認證하도록 되어 있었다(｢視學規程｣ 제3~4조). ｢시학

규정｣은 1928년 10월 26일 조선총독부훈령 제28호에 의해 폐지되었고 동년 ｢朝鮮總

督府視學官及朝鮮總督府視學委員學事視察規程｣이 공포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28

년 10월 20일, ｢朝鮮總督府視學官及朝鮮總督府視學委員學事視察規程｣(1928.10.20. 조

선총독부훈령 제29호)). 

137) 岡久雄, 앞의 책, p.13. 1938년 강원도 공립천전보통학교 교원 鄭泰時는 집에서 가까

운 학교로 발령을 받고자 시학과 시학관에게 전근을 청탁하였는데 친분이 있던 시학

은 정태시의 청대로 인사안을 작성하였지만 상급자인 시학관이 이를 불쾌히 여겨 결

국 멀리 떨어진 학교로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鄭泰時, 앞의 책, pp.22∼23).

138) 金麟洙, 앞의 책,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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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 김인수의 회고대로 1910년대에 배출된 교원 중 

도시학 겸 도속을 역임한 후 군수가 된 사람이 임시교원양성소 출신 교원 

중 6명,139) 경성고보 사범과 출신 교원 중 4명,140) 평양고보 사범과 출신 

교원 중 1명이141) 있었다. 그리고 역시 같은 임시교원양성소 출신으로 도시

학 4년만에 군수와 같은 고등관인 도이사관으로 간 사람도 1명 있다.142) 

시학의 관등과 대우는 교장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시학은 도속이나 군속을 

거쳐 고등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시학은 조선인 교원이 고등관으로 ‘출세’할 수 있는 드문 기회였던 것이다. 

즉 보통학교 교원의 승진 코스는 ① 교장사무취급에서 교장으로, ② 평교

원에서 교장으로, ③ 교장사무취급 · 교장에서 시학으로, ④ 평교원에서 시학

으로 승진하는 것이었고, 최고의 승진은 시학에서 군수나 도이사관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인 교원이 시학은 물론 교장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

다. 조선인 교원은 일본인 교원에 비해 승진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국권 피탈 후 교장직을 일본인 교원만이 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조선인 교장들은 1910년 전후에 사직하

거나 교장에서 면관되었고 전원 일본인 교장으로 대체되었다. 조선인 교장

이 임용될 수 있게 된 것은 1919년 이후의 일이다. 1919년 9월 부임한 齋

139) 교원임시양성소 1913년 졸업생 金鳴璉과 朱永麟, 1914년 졸업생 呂求鉉, 1915년 졸

업생 金井喜, 朴定守, 崔秉協이 그들이다(朝鮮總督府職員錄).
140) 경성고보 사범과 1915년 졸업생 金秉旭, 1917년 졸업생 金奎浩, 1918년 졸업생 權

重洙, 1920년 졸업생 梁瓘鎔이 그들이다(朝鮮總督府職員錄).
141) 평양고보 사범과 1919년 졸업생 羅智綱이다. 나지강은 1930~1935년 경상북도 시학, 

1935~1936년 경상북도 공립남욱정보통학교 교원 겸 경상북도 학무과속으로 근무하

다 1937년에는 경상북도 예천군속이 되었고, 1938년에는 경상북도 칠곡군 군수가 

되었다(朝鮮總督府職員錄). 
142) 교원임시양성소 1914년 졸업생 劉致乙이다. 유치을은 1931~1934년 평안북도 시학 

으로 근무하다 1935년 평안북도 삭주군속, 동년 10월 30일 도이사관이 되었다. 도이

사관과 군수는 고등관 7등으로 관등이 같다(朝鮮總督府職員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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藤實 총독이 이른바 ‘新政’의 일환으로 조선인 교원을 교장에 임용할 수 있

게 한 것이다. 

교장은 학교 내에서는 “교장 專制로 조선인과 일본인을 막론하고 교원이 

감히 生氣를 토하지 못할 정도”의 專權을 가지고 있었으며,143) 교원의 지도

와 학력 보충, 지역 사회 교화, 담당 구역 내의 사립학교와 서당 등의 시찰

을 행하여 실제로 郡視學의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144) 이에 1919년 이후에

도 조선총독부는 가능한 한 조선인 교장을 임명하지 않으려 하였다. 1922

년 평안북도 공립자성보통학교에서는 일본인 교장이 轉任되어 교장이 空席

이 되자 조선인 수석훈도가 교장 사무를 대리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이 학

교에 정식 교원이 아닌 일본인 촉탁교원을 교장사무취급으로 임명한 일도 

있었다.145) 

또한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교장 定員制를 시행하였다.146) 1925년 조선총

독부는 전국에 조선인 교장은 59명을 정원으로 한다는 內規를 정하고 59명

을 각 도에 수명씩 배치하기로 하였다.147) 59명이란 정원은 당시 공립보통

학교 수의 약 5%에 지나지 않는 수치였다. 정원제는 조선인 교원이 교장으

로 승진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이 되었다. 각 도별 조선인 교장의 정원이 고

정되었으므로 현직 교장 중 사망자나 퇴직자, 또는 타도 전출자가 생기지 

않는 한, 새로 교장에 임용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정원조차도 제대로 지

켜지지 않아 1932년까지 조선인 교장은 40여 명에 불과하였다.148) 조선인 

교장 정원제는 일제가 조선인 초등교육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대표적인 장

치였던 것이다. 또한 조선인 교원은 주로 정식 교장이 아니라 교장사무취급

143) 東亞日報 1922년 8월 18일.

144) 幣原坦, 朝鮮敎育論, 日本, 龍溪書舍, 1915, p.120.
145) 이에 동교의 조선인 교원 전원이 반발하여 총사직하였는데 결국 교원 2명이 면직되었

다(東亞日報 1922년 7월 31일).

146) 이른바 ‘內鮮人 定員制’는 교장뿐 아니라 조선총독부 소속 모든 관료의 승진에 적용되

었다.

147) 東亞日報 1932년 9월 20일.

148) 東亞日報 1932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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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지
이름

(출생년)

출신

(졸업 연월)
교장 임명 후 주요 이력

경

기

申鉉鼎

(1884)

한성사범 

6회(본과)

(1903.1)

京城敎育硏究會 회장

총독부 학무국 편집과 編修書記

총독부 교과서조사위원회 위원

송전공보 교장으로 퇴임(1930)

고등관 대우(1930)

申基德

(1884)

관립일어학교 

(1903.6)

경기도 시학(1921~1924)

경기도 군수(1925~1929)

朴晟根

(1886)

교원시험검정 

(1906.5.3)

대장공보 훈도 겸 교장(1929~1936)

1936년 퇴임

고등관 대우(1932)

충

북
申範休

관립한성사범 

9회(본과)

(1908.3)

1924년 퇴임

퇴임 후 사립 대성보통학교 교장,

충청북도 도회의원 입후보

충

남

尹茂榮

(1879)

관립양잠학교 

(1903.10)
1924년 퇴임

林炳悳

경성고보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1912)

충청남도 공주고보 교유(1931~1933)

전

북
林喆周

미확인

(1911.4. 부훈도 

임용)

1922년 퇴임

전

남
鄭國采

관립한성사범

10회(본과)

(1910.3)

전라남도 시학(1921~1927)

전라남도 군속(1928)

전라남도 군수(1931~1932)

으로 임용되었으며 교장 발령도 농촌 지역 학교로 한정되었다.149) 

<표 12>는 1919년 10월 30일 국권 피탈 후 처음으로 임용된 조선인 교

장 18명의 인적 사항과 주요 이력을 정리한 것이다. 

<표 12> 1919년 10월 조선인 교장 임용자의 이력

149) 東亞日報 1939년 11월 29일,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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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濬鶴

교원시험검정 

본과훈도 급제

(1908.6.27)

1923년 퇴임

경

북
金元玉

평양고보

교원속성과

(1912)

고등관 대우(1935)

경상북도 지방교화주사(1939)

해방 후 초등학교 · 중학교교장

경

남
金廉培

미확인

(1911.4.

부훈도 임용)

경상남도 시학(1921)

경상남도 군수(1922~1926)

황

해
柳來亨

관립한성사범 

강습과

(1909.3)

황해도 시학(1921~1926)

황해도 공립사범 교유(1924~1929)

평

북

朴宗杰

관립한성사범

교원임시양성과

2회(1907.3)

1930년 퇴임, 훈8

鄭麟源

관립한성사범

교원임시양성과

2회(1907.3)

1931년 퇴임

고등관 대우(1931)

평

남
趙京鎬

관립한성사범

교원임시양성과

3회(1908.3)

평안남도 시학(1921~1930)

평안남도 군수(1931~1939)

함

북
金定錫

미확인

(1912년 부훈도 

임용)

함경북도 시학(1921~1923)

1923년 퇴임

퇴임 후 함경부도 도회의원, 

중추원 參議(1939)

함

남
宋琪玉

관립한성사범

10회(본과)

(1910.3)

함경남도 시학(1921~1923)

1928년 퇴임

강

원
韓相浩

경성고보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1912)

강원도 시학(1931)

출전: 官報, 朝鮮總督府官報, 大韓帝國官員履歷書, 朝鮮紳士寶鑑, 朝鮮人士興
信錄, 皇城新聞, 獨立新聞, 東亞日報, 每日新報 등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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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와 같이 조선인 교장은 경기도 3명,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 각 2

명이 임용되었고 기타 각 도에 모두 1명씩 고르게 임용되었다. 18명의 출

신을 살펴보면, 한성사범학교 본과 1명, 관립한성사범학교 본과 3명, 동교 

속성 과정(강습과 · 임시양성과) 4명, 교원 검정 시험 합격자 2명, 일어학교

와 양잠학교 졸업자가 각 1명으로 다양했다. 1910년 이후 졸업생도 임시교

원양성소 출신이 2명, 평양고보 부설 교원속성과 출신이 1명 있었다.150) 그

리고 18명의 초임 연도는 1903년에서 1912년까지 걸쳐져 있어 다양하며 

교장 임명시 관등급은 최하 9등에서 최고 6등으로 역시 일정하지 않았다. 

즉 이들을 선정할 때 교원의 출신 경로나 교원 경력, 관등급은 중요한 결정 

요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교장 임명 후 주요 이력을 살펴보면, 18명 중 8명이 시학을 역임하였고 

보통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등관 대우를 받은 자가 4명, 중등학교 교

원이 된 자도 2명 있다. 특히 시학 역임자 8명 중 7명은 교장 임명 3년 만

인 1921년에 시학이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 7명 중 4명이 시학 후 

고등관인 군수가 되었다.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5명 중 4명은 교장

으로 임명된지 5년 이내에 퇴직한 자들이었다. 이와 같은 빠른 승진 현황을 

볼 때 1919년 조선인 교장 임용자 18명은 조선인 교원으로서 이른바 ‘출

세’의 기회를 가장 먼저 획득한 자들로 그간 조선총독부의 교육 방침에 충

실하게 부응해 온 각 도의 가장 대표적인 ‘優良敎員’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3>은 1912~1921년 교원 양성 기관 졸업생의 승진 현황을 보여주

는 것이다. 

150) 18명 중 3명의 출신 경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132 -

        임용자  

        수

승진 코스

경성고보

임시교원

양성소

경성고보

교원

속성과

평양고보

교원

속성과

경성고보

사범과

평양고보

사범과
계

348 139 126 137 132 882

교장사무취급

→ 교장
21 9 8 13 8 59

교원

→ 교장
43 3 8 25 22 101

교원

→ 시학
11 1 0 5 3 20

교장

→ 시학
3 0 0 1 0 4

교장사무취급

→ 시학
3 0 0 0 0 3

계
81

(23.3%)

13

(9.4%)

16

(12.7%)

44

(30.7%)

33

(25.0%)

187

(21.2%)

 <표 13> 1912~1921년 교원 양성 기관 출신 교원의 승진 현황     (단위: 名)

  출전: 朝鮮總督府職員錄 각 연도판, 東亞日報, 每日新報 등에 의거하여 작성.

비고: 비율은 각 기관의 임용자 수 대비 비율이다.

<표 13>에 의하면 승진자는 교원 임용자 총 882명의 21.2%인 187명에 

불과하다. 시학을 역임한 자는 882명 중 27명뿐으로 임용자의 3.1%에 지

나지 않았다. 

<표 13>에서 주목되는 것은 승진 현황에서 임시교원양성소 · 사범과 출신

과 교원속성과 출신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임시교원양성소 출

신과 사범과 출신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교원속성과 출신

은 승진자의 비율이 임시교원양성소 · 사범과 출신에 비해 매우 낮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시학이다. 임시교원양성소, 교원속성과, 사범과 모두 졸업생 

중 시학 역임자의 비중은 5% 미만으로 낮은데, 세 기관 중에서도 교원속성

과 출신으로 시학을 역임한 사람은 단 1명 뿐이다. 1912년 특설 속성 과정 

출신으로 추정되는 교원들도 임용자 121명 중 승진자는 13명으로 임용자의 

10.7%에 불과하여 교원속성과 졸업생의 경우와 비슷했다. 

1917~1919년 교원 시험 합격자의 승진 현황을 살펴보면, 2종 교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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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연도

(임용자 수)

1917

(25)

1918

(52)

1919

(136)

총계

(213)

교장사무취급→교장 2 3 1 6

교장 2 8 4 14

시학 1 0 1 2

교장 → 시학 0 0 0 0

총계 5(20.0%) 11(21.2%) 16(11.3%) 32(15.0%)

합격자 17명 중 승진자는 2명이었다. 2명 모두 교장으로 승진하였고 고등

관 대우를 받았으며 본적지와 임용지 · 근무지는 평안남도로 일치한다. 3종 

교원 시험 합격자의 승진 현황은 <표 14>와 같다.

  <표 14> 1917~1919년 3종 교원 시험 출신 교원의 승진 현황 (단위: 名)

  출전: 朝鮮總督府職員錄 각 연도판에 의거하여 작성.

  비고: 총계의 비율은 임용자 수 대비 비율이다.

<표 14>에서 주목되는 것은 임용자 대비 승진자의 비율이 <표 13>의 임

시교원양성소 · 사범과 출신 교원의 경우보다는 낮지만 교원속성과 출신 교

원과는 비슷하다는 것이다. 

<표 15>는 1917~1919년 경성고보 · 평양고보 사범과 출신 교원의 승진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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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고보 사범과

졸업 연도

(임용자 수)

1917

(15)

1918

(18)

1919

(24)

총계

(57)

교장사무취급→교장 0 1 3 4

교장 1 2 3 6

시학 1 1 0 2

교장 → 시학 1 0 0 1

총계 3(20.0%) 4(22.2%) 6(25.0%) 13(22.8%)

평양고보 사범과

졸업 연도

(임용자 수)

1917

(27)

1918

(28)

1919

(22)

총계

(77)

교장사무취급→교장 3 0 1 4

교장 6 2 4 12

시학 0 0 2 2

교장 → 시학 0 0 0 0

총계 9(33.3%) 2(7.1%) 7(31.8%) 18(23.4%)

   <표 15> 1917~1919년 사범과 출신 교원의 승진 현황       (단위: 名)

  출전: 朝鮮總督府職員錄 각 연도판에 의거하여 작성.

  비고: 총계의 비율은 임용자 수 대비 비율이다.

<표 14>와 <표 15>를 통하여 1917~1919년 사범과 출신 교원과 교원 

시험 출신 교원의 승진 현황을 비교해 보면, 임용자 대비 승진자의 비율이 

전자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정된 사례이긴 하지만, 1921년 10월 18일자 東亞日報에 평안북

도 3종 교원시험 합격자 12명의 명단이 게재된 것이 있다.151) 12명 중 비임

용자 2명을 제외한 10명의 승진 현황을 같은 해에 초임 발령을 받은 평양고

보 사범과 1921년 졸업생과 비교해 보면, 사범과 출신은 임용자 15명 중 승

진자가 4명이 있는 반면, 교원 시험 합격자 중에는 아무도 없었다. 

151) 東亞日報 1921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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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제강점 초기에 양성 · 임용된 교원들의 승진은 졸업시 훈도 자격을 

받는 임시교원양성소 · 사범과 출신이 부훈도 자격으로 임용되는 속성 과정

과 3종 교원 시험 출신 교원보다 유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

원 양성 과정이 중층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원 내 서열 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1923~1938년 경성사범 졸업생의 승진 상황을 보면, 승진이 확

인되는 사람은 교장 4명, 시학 3명으로 모두 7명에 불과했다.152) 그 외에는 

교장사무취급 역임자가 2명 있을 뿐이다. 승진하기까지의 근무 기간은 약 

10년이었다. 이에 비하여 졸업생 전원이 일본인이었던 1922년 경성사범 연

습과 제1회 졸업생들은 졸업생 91명 중 조선에서 소학교 · 보통학교 교장을 

역임한 자가 졸업생의 65.9%인 60명이었고, 교장이 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약 7년이었으며, 소규모 학교에서 24~26세에 교장이 된 자도 있었

다.153) 경성사범 졸업생은 조선인 교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조선총독부가 교

장 자격으로 내세웠던 1종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승진에서 조선인 

정원제라는 장벽을 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152) 이른바 ‘창씨개명’이 시행된 1940~1945년 사이에 교장으로 임명된 자는 朝鮮總督府

職員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934년 보통과 - 연습과 졸업생 金南奎는 1945년 전

라북도 정읍국민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大韓民國建國十年誌刊行

會 編, (大韓民國)建國十年誌, 大韓民國建國十年誌刊行會, 1956, p.968), 임명일이 8

월 15일 이전인지 분명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153) 稻葉繼雄, ｢京城師範學校 ‘演習科’ 第1期生について｣ 九州大學大學院敎育學硏究紀要
9, 2006,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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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朝鮮人 初等敎員의 責務와 管制

1. 교원의 職務와 責任

  1) 學校 事務와 兒童 敎育

조선의 교원은 판임관 관료 신분이었기 때문에 관료의 일원으로서 법률과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교원은 服務에 대해서는 

일반 관료와 동일하게 ｢官吏服務紀律｣의 적용을 받았다.1) ｢官吏服務紀律｣은 

총 17개조로 관료의 職務上 의무와 身分上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관

료의 직무상 의무에는 ① 명 받은 직무를 擔任하고 이를 집행할 의무, ② 

명령 복종의 의무, ③ 忠順의 의무가 있다. “충순의 의무”에 대해서는 제1

조에 “모든 관리는 천황폐하와 천황폐하의 정부에 대하여 忠順勤勉을 主로 

하고 法律命令에 따르며 각자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둘

째, 신분상 의무에는 ① 직무상 비밀 엄수의 의무, ② 염치를 중시하고 권

위를 남용하거나 탐욕을 부리지 않고 謹愼懇切하는 등 품위를 지킬 의무, 

③ 무단 이탈 · 兼職 · 이윤 추구 · 영리 행위 · 향응 접대 금지 등과 같은 특별

한 제한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관료의 복무에 관하여 ｢관리복무기율｣과 별도로 ｢
官吏服務心得｣을 공포하였다.2) ｢관리복무심득｣은 서문과 세 가지 유의 사항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문의 내용은 ｢관리복무기율｣ 제1조와 마찬가지로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관리복무기율｣의 각 조항에 위배되는 바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조선의 관리는 민중을 指導啓發하는 

데 한층 切實하기 때문에 항상 恪勤精勵하여 儀表가 될 것”을 기해야 한다

1) 柴田義彦, 敎育法規, 日本, 常磐書房, 1934, ｢官吏服務紀律｣(1887.7.30. 칙령 제39호). 

2) 每日申報 1912년 11월 20일, ｢官吏服務心得｣(1912.4.1. 조선총독부내훈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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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조하였다. 유의 사항은 제1조 盡忠報國의 정신으로 직무에 勉勵할 것, 

제2조 청렴을 旨로 하고 質素를 숭상할 것, 제3조 言行을 삼가고 품위를 지

킬 것 3개조이다. 각 조항의 내용은 大同小異한데, 그 요지는 “민중의 儀

表”로서 위엄을 지키고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었다. 요컨대 ｢관리복무기율｣
과 ｢관리복무심득｣은 천황에 대한 충성과 명령 복종을 강조하는 한편, 관료

의 지위와 역할은 일반 民의 위에서 그들을 지도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

고 있다. 1916년 교원의 복무에 대하여 별도로 ｢敎員心得｣이 제정 · 공포되

었는데,3) ｢관리복무기율｣과 ｢관리복무심득｣은 1916년 후에도 ｢교원심득｣과 

함께 교원의 사상과 언행을 조선총독부 관료로서 적합하게 강제하는 데 활

용되었다.4)

｢교원심득｣은 “帝國敎育의 本旨는 일찍이 교육에 관한 칙어에 명시된 바

로서, 내지인이나 조선인을 막론하고 다 함께 성지에 따라 忠良한 국민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요지로 하는 서문과 교육의 大綱 3개조, 9개 항목의 

실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의 대강 3개조는 서문에서 제시한 “충량

한 국민의 육성”이라는 목표 실현에 필요한 요소를 제시한 것으로 그 내용

은 첫째, “충효를 근본으로 하여 제국의 신민으로서 그 본분을 다할 수 있

는 인물을 교양”하는 것이며, 둘째, “遊衣徒食 하지 않고 상당한 직업에 나

아가는” 인물을 양성하라는 것이고, 셋째, 신체가 허약하면 이를 감당할 수 

없으니 “강건한 체력을 가진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라는 것이다.5) 교육의 

3) 岡久雄, 朝鮮敎育行政,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40, pp.103~104, ｢敎員心得｣
(1916.1.4. 조선총독부훈령 제2호).

4) 1932년 11월 조선총독부가 ‘國民精神作興運動’을 일으키면서 그 일환으로 이른바 ‘교육

자정신 ․ 교원정신작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1934년 전라북도 고창군교육회에서 개최

한 ‘고창군 교육자정신작흥대회’에서 결의된 ‘敎育者精神啓培’ 실천 사항 중에 “관리복무

기율, 관리복무심득, 교원심득을 堅守하여 일치협력하여 더욱 奮勵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다(每日申報 1934년 7월 16일). 또한 1935년 12개 도에서 계획한 ‘교육자정신작흥’

을 위한 실천 사항에도 교원에게 ｢관리복무기율｣, ｢관리복무심득｣, ｢교원심득｣을 낭독시

키거나 배포한다는 내용이 있다(文敎の朝鮮117, 1935, pp.139~147). 

5) 每日申報 1916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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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3개조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사항 9가지는 ① 생도의 성질 및 경우에 

순응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②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것, 

③ 훈육에 유의하여 국민적 성격의 양성에 힘쓸 것, ④ 통일된 교수를 하고 

생도로 하여금 연마한 보람을 쌓아 그 배운 바를 확실하게 할 것, ⑤ 학습

에 흥미를 느끼고 自學自習의 습관을 갖게 할 것, ⑥ 신체 단련에 유의하고 

체조와 적당한 운동을 장려할 것, ⑦ 親愛와 威重으로 생도를 대하고 항상 

솔선하여 모범을 보일 것, ⑧ 志操를 견실히 하여 항상 자기 수양에 힘쓸 

것, ⑨ 동료끼리 친화하고 나아가 父兄 · 鄕黨과 친근하여 이를 교화할 각오

를 가질 것 등이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교사는 제국교육의 본지를 체득하

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至誠으로 노력하여 이를 수행함으로써 

교육의 실적을 거두고 帝國의 進運에 공헌해야 한다. ······ 지성과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능히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라고 “충량한 국민의 

육성”에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원심득｣은 

교원에게 본래의 직무인 교육을 일제의 신민 육성이라는 기형적 형태로 강

요하는 기율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의 교원은 교육을 직분으로 하는 관료로서 명령에 따라 성

실하게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6) 교원의 직분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원

이 복무해야 하는 직무는 학교 교육이 기본이 되었다. 

<표 1>은 학교장의 직무를 보여주는 것이다. 

 

6) 高橋濱吉, (師範敎科)朝鮮學校管理法, 日韓書房, 1936,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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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무 내용

校務의 整理 ·

法令에 

규정된 

사항

취학사무

졸업아동 보고

결석아동 독촉 및 보고 

학적부 · 출석부 調製整理 

성행불량 아동, 전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아동의 출  

  석 정지

교과에 

관한 

사무

敎授侍從의 결정

교과서 사용 결정

수업 · 졸업증서 수여

방학 전 교수시수 감축

敎授細目의 편제 · 정리 

법규의 범위 내에서 교수 시수 증감

당연

직무사항

교과에 

관한 

사항

교수 방침 결정

일과표 · 學年曆 제정

敎授週錄 · 기타 校簿를 정하여 직원들이 따르도록 할  

  것

직원과 

아동에 

관한 

사항

의식 집행

아동의 입퇴학 처분

각 교원의 담임학급 · 교과목 결정

아동의 훈련 · 양호에 관한 방침 결정

임시로 일어나는 사건에 관하여 직원 · 아동을 지휘

庶務에 

관한 

사항

교무의 정리통일

직원회 · 연구회 등의 회장

校地 · 校舍 · 校具 및 表簿의 보관정리

교무처리를 위해 집무내규를 정하고 직원의 분담을   

  결정할 것

직원의 

統督

부하직원을 통솔지도 · 지휘감독하여 법규명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힘쓸 것

<표 1> 학교장의 職務

 출전: 高橋濱吉, (師範敎科)朝鮮學校管理法, 日本, 日韓書房, 1936, pp.145~148에 

의거하여 작성.



- 140 -

<표 1>과 같이 교장은 학생의 입학, 휴학, 퇴학, 졸업, 교수할 내용과 시

수, 일과 시간, 교원이 담당할 업무 등 학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하

고 지휘하였다.

교원은 교장의 지휘에 따라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고 아동을 교육하였다.7) 

교원의 직무는 크게 ① 학급 담임과 아동의 교수 · 훈련을 담당하고 학급에 

속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 ② 학교 내외에서 아동을 감독 · 단속하는 것, ③ 

학교 사무, ④ 학교장이 명한 교수와 사무 처리, ⑤ 당직 · 숙직 근무 등 다

섯 가지로 구분되었다.8) 학교 사무에는 일반 사무와 연구 사무가 있었는데, 

전자는 교무계 · 서무계 · 회계계로 나누고 교원들을 주임과 계원으로 배치하

여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게 하였으며9) 후자는 국어부, 수신훈련부, 理數部, 

地歷部, 도화 · 수공부, 직업부, 가사재봉부, 창가부, 체육위생부, 직업부 등 

교과목에 따라 부를 나누어 교수와 관련된 연구를 하게 하였다.10) 

7) 교원은 ｢관리복무기율｣에 따라 상관인 교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관료는 상관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것만이 허락되었다(高橋濱吉, (師範敎科)朝鮮學校管理法, 日本, 日韓書

房, 1936, p.137). 그러므로 학교에서 행해지는 직원회의는 교장의 결정에 대한 보고나 

찬성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 “말석교원이나 여교원은 한 마디 발언도 못하는” 경우가 많

았다(東亞日報 1931년 5월 9일).

8) 高橋濱吉, 앞의 책, p.149.

교

무

교수 · 훈련 · 관리에 관한 연구회 및 보고회 · 학예회에 관한 사무

교수세목 · 일과표 · 교수안 · 敎授週錄 · 성적표 · 성적물 정리에 관한 사무

아동의 입퇴학 · 학급편제 · 출결석 · 각종 증서 교부 · 아동의 통계에 관한 사무

서

무

의식 · 회합에 관한 사무

학교규칙 · 諸令達 · 통첩서류 취급 · 문서 왕복 · 출근부에 관한 사무

학교위생 · 學校醫 · 학교치과의 · 학교간호부 ·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협의회 기록 · 학교일람 및 학년력 제조 · 연혁 기입 · 일지 기입에 관한 사무

회

계

수업료에 관한 사무

校地 · 校舍의 보관 및 수리에 관한 사무

비품 · 소모품의 공급 · 보관 · 수리에 관한 사무

9) 각 계의 사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高橋濱吉, 앞의 책, pp.150∼153).

10) 각 부의 연구 사무에는 교과목에 관한 교수세목의 입안과 수정, 교과목에 관한 지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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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에는 학생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정 사무가 적지 않았

다. 예를 들면, 일반 사무 중 수업료에 관한 사무는 교원이 학생에게 직접 

수업료를 거두는 일이었는데, 도 · 군에서 교원들의 수업료 징수 성적을 비

교하고 독촉하여 교원이 수업료를 체납한 학생을 체벌하거나 등교를 막는 

등의 일이 많았다.11) 이에 교원이 수업료를 직접 걷는 것은 “교원과 학생 

간이 고리대금업자와 채무자 같은 관계를 갖게 되어 교육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고,12) 수업료 징수를 위

해 학교의 본분을 망각하고 아동을 괴롭히거나 수업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

다는 지적도 있었다.13) 그러나 중등 이상 학교와 달리 초등학교에는 서기를 

두지 않았으므로14) 교원이 이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반 사무와 관련하여 보관해야 하는 장부도 많았고15) 업무의 통일

을 위해 학교 단위로 정하게 한 규정은 직원복무규정, 입퇴학취급규정, 사

무정리규정, 제장부정리규정, 직원회합규정, 출결석조사규정, 아동관리세칙, 

학습법 연구, 교과목 교수에 필요한 도서 · 기계 · 표본의 설비와 정돈 및 개선, 교과목의 

아동용 참고서 · 견학사항의 조사 및 학용품 연구, 체육 · 보건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의 

연구 및 실행, 관리상 · 훈련상 적절유효한 문제들의 연구 및 실행, 연구록 기재 및 회계

원안 작성 등이 있었다(高橋濱吉, 앞의 책, pp.154~155).

11) 朝鮮日報 1932년 12월 26일, 1935년 7월 19일.  

12) 朝鮮日報 1938년 2월 25일.

13) 丁焌榮, ｢普通學校授業料敎育的徵收實際案｣ 文敎の朝鮮34, 1928, p.62.

14) 공립전문학교에는 전임 서기 1명을, 공립사범학교와 중등학교에는 전임 서기 2명을 두게 되

어 있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4월 1일, ｢朝鮮公立學校職員定員規程｣(1922.4.1. 조선

총독부령 제54호)).

교

무

학적부, 아동신체검사표, 제증서 原簿, 교수세목, 훈련요목, 성적표부, 연구분담  

  원부, 연구회 기사록

서

무

規則書綴, 諸令達通牒類綴, 왕복문서철, 문서발송부, 신고서철, 출근부, 협의회  

  지, 학교일람표, 학년력, 연혁지, 학교일지, 신체검사통계표,

회

계
교사평면도, 비품원부, 비품대출부, 예산일람표, 소모품 受拂簿

15) 각 계에서 보관해야 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高橋濱吉, 앞의 책, pp.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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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무 내용

아동에 관한 사무

개성 조사 

級長 · 當番 선정

출석 조사 및 독려 

학적부 조제 · 정리 · 보관

불취학자 · 퇴학자 · 졸업자 보고

교실에 관한 사무

아동 좌석 안배

설비 수선에 관한 청구

학습실 · 작업실로서의 교실 내 기구들 정비

교사 좌석 · 학급문고 · 실내 장식 · 청결법의 집행

교수에 관한 사무

학급용 교수세목 조제

교수 실시, 과외 교수, 지도안 작성

敎辨物 정리, 학용품 조달, 성적물 처리

課外讀物의 지도

학예회 · 기타 회합 지도

학업성적표 · 통지표 조제

훈련에 관한 사무

훈련요목 작성

훈련시설의 실시

조행조사, 복장 검열, 상벌 실시

자치회 지도, 아동 간호, 작업 분배 지도

가정방문, 부형간담회 개최 

교실정리규정, 교수세목규정, 교수안 또는 지도안규정, 학용품에 관한 규정, 

교외교수규정, 學校園 · 實習場규정, 諸儀式에 관한 규정, 당번규정, 성적조사

규정, 신체검사규정, 학교간호부규정, 상벌규정, 비품정리규정, 諸寄附취급규

정, 유실품취급규정, 弔慰규정, 가정심득, 참관인심득, 非常變災心得, 소사심

득 등 모두 27가지나 되었다.16) 이렇게 많은 규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장

부를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교원의 직무 중 학급에 속한 사무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학급에 속한 事務

16) 高橋濱吉, 앞의 책,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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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에 관한 사무

신체검사

학급위생 실시

위생세목 조제

일상보건법 장려 

기타

향토 조사

가정과의 연결

학교 내 각 기관과의 관계

학급일지 · 기타 장부 기입과 보관 등

 출전: 高橋濱吉, (師範敎科)朝鮮學校管理法, 日韓書房, 1936, pp.155~156에 의거

하여 작성.

교원은 <표 2>와 같이 담임하는 학급에서 수업을 하고 독서, 작업, 각종 

회합 등을 지도하였으며 학적부, 학급일지, 성적표 등의 장부를 작성하고 

교실을 관리하였다. 

<표 2>의 사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학생 교수와 훈련일 것이다. 

<표 2>에 따르면 교원은 학급용 교수세목과 지도안, 훈련요목을 작성하였

다. 수업과 관련하여 교원은 ｢조선교육령｣과 학교규정에 명시된 교육 목적, 

교수 시수, 교수상의 주의 사항 및 학교장이 결정한 교수 세목과 수업진도

표에 따라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17) 교장의 검열을 받아야 했다.18) 수업은 

수업지도안에 따라 교수하고 훈화도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교원이 자율적으로 교육 내용과 방식을 구성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교원들

은 스스로를 자동축음기에 비유하기도 했다.19)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동 관

리, 교실 정리, 비품 정리, 유실품 취급 등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정한 규정

이 있었으므로 교원은 수업지도뿐 아니라 학급 운영과 생활지도도 그에 따

라서 해야 했다.

<표 3>은 교직원의 夏季(4~9월) 1일 근무 표준이다. 

17)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p.260.

18) 朴花城, 눈보라의 운하, 여원사, 1964, pp.91∼92; 東亞日報 1954년 7월 13일. 

19) 東亞日報 1933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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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소요 시간 시각 摘要

1 讀書 硏究 30분 07:30~ 8:00 師道 根源을 함양

2 朝禮 10분 08:10~08:20 國民儀禮를 本體로 함

3 제1時限 40분 08:25~09:05 ·

4 제2時限 40분 09:15~09:55 ·

5 제3時限 40분 10:10~10:50 ·

6 業間 訓練 20분 11:00~11:20 교과 외 시설 사항

7 제4時限 40분 11:25~12:05 ·

8 晝食 20분 12:10~12:30 ·

9 제5時限 40분 13:10~13:50 ·

10 청소 20분 13:55~14:15 ·

11 제6時限 40분 14:20~15:00 ·

12 夕禮 5분 15:00~15:05 각 학급에서

13 後片付 5분 15:05~15:10 당번 아동

14
교재 연구(수업안)

140분 15:10~17:30
직원 조회를 하는 경우는

17:20~17:30

성적물 처리

15

공문서 처리

아동 성행 조사

학급 관리

   <표 3> 夏季 교직원 1일 근무 표준

  출전: 全南敎育會 編, 國民學校經營便覽, 全南敎育會, 1943, p.2에 의거하여 

작성.

  비고: 1~10번 사항 사이에는 쉬는 시간이 5~15분씩 있다.

        冬季(1~3월, 10~12월)에는 1시간 늦은 8시 30분에 일과가 시작되었고, 

17시에 끝나도록 하였다. 이 경우 14번, 15번 사항의 소요 시간을 65분

으로 단축하였다.

<표 3>에 따르면 하계에 교원의 1일 근무 시간은 10시간이었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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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급 사무였다. 수업이 6시간이었고 성적물 

처리와 아동 성행 조사를 비롯하여 조례와 석례, 청소, 업간 지도, 교재 연

구, 학급 관리가 학급 사무에 해당한다. 

업간 지도는 교과 외의 행사나 단체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동 체

조, 음악 훈련, 체육 운동, 위생 훈련, 體鍊會 · 學藝會 준비 등이 있었다. 교

재 연구는 수업지도안 작성이었다. 수업지도안은 매일 그 다음 날의 수업에 

대한 것을 미리 작성하여 교장의 승인을 받게 하였다.20) <표Ⅳ-3>에서 1일 

수업은 6시간으로 교원의 주당 수업 시간은 최대 31시간이었지만, 복식 수

업이나 2부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업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

다.21) 독서 · 교재 연구와 같은 연구 사무, 행정 사무는 학생의 등교 전이나 

귀가 후에 하게 되어 있다. 

퇴근 시간은 17시 30분이지만 교원은 일반 행정 사무와 기타 교외 지도

까지 수행해야 했으므로 19~20시까지 근무하는 일이 많았고 “교장 개인의 

열성 여하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했다.22) 이러한 현상은 대

체로 도시의 학교보다 지방의 학교가 더 심하였다.  

이와 같이 교원은 교육을 직분으로 하는 관료로서 초등학교의 정해진 교

과목을 교수하고 체육, 위생, 농업 실습 등을 지도하였으며 분담한 학교 사

무를 처리하였다. 정해진 규정과 교장의 명령에 따라서 맡은 책무를 수행하

고 교장의 감독을 받아야 했으므로 일반 행정 사무뿐 아니라 교육 활동 과

정에서도 자율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웠다. 

20) 朴花城, 앞의 책, pp.91∼92; 東亞日報 1954년 7월 13일. 

21) 1930년대에도 복식교수 때문에 완전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토로가 자주 보도되었고(
東亞日報 1932년 3월 8일, 1933년 9월 3일, 1934년 2월 1일, 1935년 1월 15일), 간

이학교는 2학년 1학급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복식 교수는 일제강

점기 내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22) 東亞日報 1937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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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社會敎育

학교 사무 · 아동 교육 외에 교원의 또 다른 직무는 사회교육이었다. 사회

교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직무는 아니었지만 교원이 마땅히 해야 하는 중

요한 직무이자, 큰 가치를 갖는 일로 강조되었다.23) ｢교원심득｣ 중에도 “교

사는 父兄 · 鄕黨과 친하게 지내고 이들을 교화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24)   

본래 사회교육은 그 의미와 시설 ·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였다. “학교교육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은 모두 사회교육”이라

고 간주되었고, 사회교육의 목적은 “국민교육을 보충하거나 교양의 확충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여 학생도 사회교육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사

회교육시설은 ① 實務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에게 여가를 이용하여 행하는 

靑年訓練所類, ② 男女靑少年團과 같은 단체 조직, ③ 도서관, 박물관 등의 

상설기관과 일시적인 강습회, 강연회, ④ 대중적인 신문, 라디오, 잡지, 도서 

등으로 구분되며, 이외에 영화, 演藝 등의 민중오락도 지도 여하에 따라 사

회교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었다.25) 

그러나 조선에서 사회교육은 ‘社會敎化’ · ‘地方敎化’의 의미를 갖고 있었

다. 통감부 학무과장이었던 隈本繁吉은 1910년 ｢敎化意見書｣에서 “조선민

족교화의 방침”으로 “조선민족을 일본민족에 동화하고자 할 때는 일본민족

의 특징인 忠義心을 체득케 해야” 하며, “帝國의 忠良한 臣民임을 자각케 

하여 동화보다 충량화에” 중점을 두고 ‘황국신민화’에 앞서 ‘제국신민화’하

는 것이 교화시책의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6) 또한 1912년 조

선총독부 내무장관은 일본인 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보통학교장 강습회

23) 高橋濱吉, 앞의 책, p.149; 幣原坦, 朝鮮敎育論, 日本, 龍溪書舍, 1915, p.170.

24) 岡久雄, 앞의 책, pp.103~104, ｢敎員心得｣(1916.1.4. 조선총독부훈령 제2호).

25) 岡久雄, 앞의 책, p.276.

26) 隈本繁吉, ｢秘 敎化意見書｣, 1910(渡部學 · 阿部洋 編, 日本植民地敎育政策史料集成: 朝

鮮篇, 日本, 東京龍溪書舍, 1986, p.11,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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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통학교는 교육의 중심 즉 교화의 중심이다. 공립보통학교의 경영은 

조선총독부로서 가장 중시하는 바이니 일본말을 잘하고 성실 · 근면 · 勞役을 

싫어하지 않는 忠良한 臣民을 양성하기 바란다”는 훈시를 하고 있다.27) 즉 

교화는 조선인이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일제에 순종하며 근면성실하게 구로

에 종사하는 “충량한 신민”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은 학교교육의 보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회교육의 

내용은 오로지 계몽교화를 우선하여 사회교화의 성질을 다분히 갖도록” 하

고, 학교교육 경험이 없는 성인층을 사회교육의 주대상으로 하였다.28) 조선

인을 교화하는 데 사회교육이 이용된 것이다.

일제강점 초기의 사회교육은 주로 저명한 親日人士로 구성된 專任 지도자

와 일본인 교원이 주관하였다.29) 조선총독부는 “조선어 및 조선의 習俗에 

정통하고 사회교화에 관한 학식 · 경험을 가진 전임지도자를” 내무국에 두도

록 하였고,30) 사회교육의 실제 시행에는 일본인 교원을 이용하였다. 당시에

는 학교교육의 보급이 우선되었고 “施政이 完備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기관을 둘 수 없었으므로” 보통학교를 “조선인 사회교육의 중심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31) 

일본인 교원은 학교 소재지에서 ‘사회교화’에 앞장섰다. 일본인 교원의 

‘사회교화’ 실행은 이미 통감통치기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1909년 학부차

관이 각 道 書記官에게 지시한 ｢普通學校敎養에 關한 施設綱要｣에 따르면 

보통학교의 일본인 교감은 “지방의 선량한 向學心을 誘致하고 기타 학교관

계자 및 有志 · 父兄과 왕래하여 意志의 소통을 계획하고 지방민심의 계발 ·

선도에 힘써야” 할 책무가 있었다.32) 예를 들면, 1907년 공립수원보통학교

27)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5월 18일.

28) 岡久雄, 앞의 책, p.277.

29) 金道洙, ｢우리나라의 近代社會敎育政策과 活動形態의 展開過程: 日帝統治時代를 중심으

로｣ 敎育論叢1, 1985, p.33.

30) 朝鮮總督府, 社會敎育事業要覽, 1927, p.255.

31) 弓削幸太郞, 朝鮮の敎育, 日本, 自由討究社, 1923, pp.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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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도의 관료들과 수원군수까지 초청하여 ‘學徒父兄懇話會’를 개최하였

다. 간담회에서는 ｢교육칙어｣가 낭독되었고, 일본인 교감이 “新敎育의 本旨

와 父兄會의 必要 및 부형에 대한 아홉 가지 희망”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학생들은 일본어, 韓語, 漢文講義, 談話 등을 시연하는 學業練習會를 열였고 

성적품을 전시하였는데, 지방민 수백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33) 또

한 1909년 공립춘천보통학교에서는 일본인 교감이 부임하여 학생들로 하여

금 학교에서 직접 양잠을 하고 桑木을 심게 하는 등 “실업을 竝進하여 인민

의 모범이” 되었다.34)

1910년 이후에는 일본인 교장이 사회교화사업의 중심 인물로 더욱 강조

되었다.35) 조선총독부는 강점 이후 보통학교 교장에 일본인 교원만 임명하

고 4~5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교장 외에 일본인 교원을 1명 더 임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교화’를 위해서는 일본인 교원이 ‘조선어’에 숙달해야 한

다는 이유로 일본인 교원강습회에서 ‘조선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하였

고,36) ‘조선어장려시험’을 치르게 하였다.37)

32) 幣原坦, 앞의 책, p.170.

33) 皇城新聞 1907년 12월 15일. 

34) 皇城新聞 1909년 6월 24일.

35) 幣原坦, 앞의 책, p.176.

36) 上同, p.170.

37) 조선총독부는 3 ․ 1운동을 계기로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인 관료, 특히 조

선인과 접촉 빈도가 높은 경찰 ․ 하급 관료에게 조선어 능력을 갖추라고 독려하였다. 이

에 1921년 3월 칙령 제34호에 의해 일본인 판임관 이하 관료 중 조선어에 통달한 자

에게 월액 5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게 하였다(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3월 15일). 이

에 입각하여 동년 5월에는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朝鮮語獎勵規定｣을 제정 ․ 공포하

였다(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5월 6일,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朝鮮語獎勵規定｣
(1921.5.6. 조선총독부훈령 제28호)). 이 규정에 의하여 1~3종 조선어 장려 시험에 합

격한 자는 1종은 30원, 2종은 20원, 3종 1등은 10원, 3종 2등은 5원씩 수당을 받게 

되었다. 수당은 1931년에 1종 20원, 2종 10원, 3종 5원으로 삭감되었다(朝鮮總督府官

報 1931년 9월 8일, ｢朝鮮總督府訓令｣ 제31호). 다시 1937년에는 1~3종 모두 폐지하

고 甲 ․ 乙의 2종으로 나누어 갑종 수당은 10원, 을종 수당은 2원으로 개정하였다(每日

申報 1937년 6월 22일). 조선어장려비는 조선어장려시험 합격자에게만 2개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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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운동은 조선총독부가 사회교육에 한층 더 주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가장 기초적인 초등학교의 보급조차 불충분한 상황에서 사회

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만들기보다 기설 학교의 시설과 교원을 사회교

육에 최대한 활용하려 하였다. 조선 총독은 1920년 9월 도지사회의에서 

“학교와 가정 · 사회와의 연락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학동보호자의 會合을 

유효하게 하고 수업참관일과 같은 것을 설정하여 보호자를 학교로 유치하며 

학교 직원으로 하여금 외부와의 접촉을 한층 더 많게 하고 또는 동창회 지

도를 절실 · 유효하게 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회교육에 유의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훈시를 했다.38) 

1921년, 1922년에도 도지사회의에서 조선 총독과 정무총감이 이와 동일

한 요지의 훈시를 통하여 보통학교에서 사회교육에 주력할 것을 거듭 강조

하였다. 1921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학교 중심 사회교화”라는 방침을 세

우고 조선교육회에 전국의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 중심 사회교화에 대한 현

상 논문을 모집하게 하고, “학교의 성적”을 평가하는 데에서도 사회교화사

업을 중시하기로 하였다.39) 또한 1922년부터 사회교육시설 보조비를 국고 

예산에 계상하였다.40) 이와 같이 1920년대부터 사회교육사업을 학교를 중

심으로 한다는 방침이 강화되었다. 

되었으므로 모든 일본인 교원이 받는 혜택은 아니었다. 당시 통계에 의하면 합격자 중 

경찰관이 가장 많은 합격자를 냈고 교원과 기타 관료는 경찰에 비해 응시 수준은 높은 

편이었지만 합격자 수는 적었다(山田寬人,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奬勵政策, 日本, 

不二出版, 2004, p.87). 조선어장려시험은 1937년 1월까지 시행된 것이 확인된다(朝鮮

總督府官報 1937년 1월 12일). 일제강점 후기로 갈수록 조선총독부에서 일본어 상용

을 강화했기 때문에 일본인 교원 · 관료에게 조선어를 장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조선인은 조선어장려비에 대해 예산 낭비이자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였다. 

조선인 교원은 일본어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 賞給이 없고, 보통학교에서 일본어를 상용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 교원에게 수당까지 주면서 조선어를 장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

장이었다(東亞日報 1930년 3월 3일, 1931년 4월 4일, 1932년 3월 3일).

38)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9월 8일.

39) 每日申報 1921년 3월 11일.

40) 西村綠也· 指愼三, 朝鮮敎育大觀, 朝鮮敎育大觀社, 1931,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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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시행된 사회교육사업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강연회, 강화회, 간담회 등의 선전이다. 이는 학부형이나 일반 주민

들을 학교로 소집하여 개최하거나 학교 인근 마을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강사는 대개 보통학교 교장과 교원이 맡았고 면장, 면관원 등 지

역의 행정 관료들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학예회, 전람회, 운동회, 경로회 등 일회성 행사이다. 전람회는 학생

들의 學業成績品이나 학교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하는 것이었다. 

경로회는 대체로 70세 이상의 노인을 초청하여 茶菓 饗應을 제공하는 행사

로 대개 보통학교의 학예회 · 운동회와 함께 개최되었다. 이러한 행사들은 

강연회, 부형회 등이 개최될 때 부대 행사로 열리기도 하였고 교회, 청년회 

등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보통학교는 운동장을 빌려주는 등 공간을 

제공하였다. 

셋째, 강습회, 야학회 등의 교육 시설이다. 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수

개월 이상 장기간 설치 · 운영되는 시설이었다. 대개 일본어 교수를 중심으

로 하였고, 일본어와 함께 수신, 한문, 산술 등 보통학교 교과목 중 일부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리하여 강습회 · 야학회는 보통학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대신하는 교육 기관으로 기능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 불취학 

아동에게 보통학교 교과목을 단기 속성으로 교육하여 불취학 아동과 학부형

의 불만을 달래는 한편, 일본어 보급과 사회교화의 수단으로 삼고자 한 것

이다. 보통학교에서는 취학 연령이 지난 보통학교 불취학자, 부녀자를 대상

으로 하는 강습회 · 야학회도 운영하였다. 농한기와 방학때 교원들을 “단순

히 놀게 하지 말고 야학 · 강습회 등에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교수하도록 하

라”는 것이 조선총독부의 방침이었다.41)

넷째, 대상자를 달리 하는 다양한 단체나 會合의 조직이다. 학교에서 결성

과 운영을 주도했던 단체로는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형회 · 모자

회 · 보호자회 등과 졸업생, 청년 또는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

41) 東亞日報 1934년 4월 12일 ; 朝鮮日報 1936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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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이 있었다. 전자는 학부형을 회원으로 하였지만, 참석이 장려되었을뿐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었다. 대개의 경우 회장 · 부회장 등의 간부를 학부

형 중에서 선발하였고 회비를 걷거나42) 지역 유지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례도 있었다.43) 부형회나 모자회는 학기별로 또는 학교 행사 · 의식이 있

는 날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44) 

후자에는 교장이 결성을 주도한 것도 있고 기존의 단체에 학교가 적극적

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1919년 경기도 공립양천보통학교 

교장은 학교 소재지인 가양리에서 지역 유력자들을 모아 규약과 세칙을 결

정하고 가양리 거주민으로서 一家를 대표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여 正風會를 

결성하였다. 정풍회의 사업은 선행 · 효행 · 근면 · 정직 · 인자 등의 미덕을 보

인 자 표창, 不德 행위자 훈계, 부업 장려, 회원 호조, 자위단 조직 등이었

다.45) 정풍회는 1923년 활동이 우수하고 공헌이 크다 하여 막대한 恩賜金

42) 충청북도 공립영동보통학교에서는 1917년 보호자회를 조직하였는데 회비로 1년에 米 ·

麥 각 5升씩을 수확 시기에 거두어 반은 적립하고 나머지 반은 교장에게 일임하여 교

육장려비로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시설 ·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朝鮮總督

府, 學校を中心とする社會敎育狀況, 1922, p.81).

43) 평안북도 공립의주보통학교는 “학구내 유지자”를, 강원도 공립금성보통학교는 “지방 내

선 유지”를, 함경남도 공립원산보통학교는 “원산부 내선인 유지”를 부형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였다(上同, pp.189∼191).

44) 행사의 내용은 교장 또는 유지의 강연, 학예회나 수업 참관, 담임 교원과의 간담회, 다

과 향응 등이었다. 예를 들면, 1921년 함경남도 공립원산보통학교에서는 “내선인 융화 ․
부형의 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형회”를 표방하고 1년 동안 5회의 부형회를 개최

하였다. 그 중 2회에는 원산 부윤이 참석하여 “부형의 성공은 자제로 하여금 善良有爲

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며, 세계의 思潮가 변동하는 때에 사려 깊은 부형은 자제를 

지도감독하고 그 방침을 그릇되지 않게 하는 데 주의해야 할 것” 이라는 요지의 강연을 

하였다. 또한 이 때 교장의 강연 요지는 “子弟의 행위와 학교 및 부형의 임무, 자제의 

장래와 사상의 선도, 一視同仁의 혜택과 鮮人의 행복” 이라는 것이었다. 3회에는 “日淸

․ 日露戰役에서 우리 제국의 태도와 희생적 정신, 조선의 행복, 제국 해군의 조직과 위

력”에 대한 해군 소좌의 강연이 있었다. 5회 때는 부형유력자 중 30명을 초청하여 학

교 시설 확장에 대해 협의하고 酒肴를 베풀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上同, pp.228∼

230). 이와 같이 부형회는 학생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조선총독부의 선전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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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으며 1924년에도 우수한 共助會로 간주되어 보조금을 받기도 했

다.46) 

공립문산보통학교의 교장은 학교 소재지인 파주 在來의 坡州鄕約에 주목

하고 “향약의 4대 덕목과 ｢교육칙어｣의 취지가 일치하니 ｢교육칙어｣와 ｢戊

申詔書｣의 취지를 奉戴하고 향약을 활용하면 크게 世道人心을 利用할 수 있

을 것”이라 하여 1920년 醇厚會를 결성하였다. 순후회는 당지의 교장과 교

원이 조직의 결성과 확장을 주도했을뿐 아니라 인쇄물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모두 학교가 지원하였다. 

또한 공립북원보통학교 교장은 1920년 지역의 조선인 유지들 간에 청년

회 설립을 기획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만약 청년회라 하여 저들이 하는 

대로 방임하면 時勢上 크게 위험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가 주체가 되어 

그 조직을 계획하고 온건한 分子의 집합이 되도록 노력 · 선도하여 청년회의 

향상 · 발달을 期하기로” 하고 規則案 등을 모두 학교에서 제작하였다. 그리

고 교장은 청년회의 고문이 되었고 기타 간부는 학교 직원, 면관원, 학무위

원 등이 맡게 하였다. 청년회를 결성하려는 조선인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교

장이 나서서 저지하고 이를 장악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장은 지역의 대표적인 기관장으로서 각종 지역단체 · 회합의 

결성을 주도하였고, 교원들은 그러한 단체 · 회합의 간부를 역임하며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 외에도 학교의 校地와 校舍 · 설비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

어졌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독서회 · 간이도서관 또는 문고는 지역 유지들이 

45) 부업 장려는 회원들에게 농한기에 항아리 ․ 가마니 ․ 새끼 ․ 짚신 등을 만들게 하여 정풍회

가 판매하는 것이었다. 정풍회는 ｢産業 獎勵에 關한 細則｣까지 제정하였는데, 이에 의

하면 정풍회가 지명하는 회원은 정풍회가 協定한 부업에 대하여 절대 복종 ․ 노력할 의

무가 있었다. 또한 부업 생산시 재료와 자금은 본인 부담이었고 판매는 정풍회에 위탁 

판매하게 규정되었다. 자위단은 1920년 여름 虎列刺 유행 때 조직된 것으로 당시 회원

의 마을 밖 출입, 외래자의 출입, 기타 위생 상의 취체와 구제 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

이 정풍회의 사업은 일반 주민들에게 상당한 강제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6) 朝鮮日報 1923년 6월 22일; 東亞日報 1924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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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를 모아 신간 서적이나 신문, 잡지 등을 구입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함경북도 공립성진보통학교에서

는 신문 · 잡지同覽所를 운영하였는데, 교장이 신문과 잡지를 구입하여 자택

에 비치하고 지역 청년들이 회람할 수 있게 한 것이다.47)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독서회 운영에서도 학교는 서적을 비치하는 공간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

인다. 졸업생 지도, 청년단, 청년훈련소와 일제말 이른바 ‘청년연성시설’도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고 교원이 실제 지도를 담당하였으므로 학교에서 시행

한 사회교육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48)

요컨대 조선총독부는 “학교 중심의 사회교화”라는 방침을 갖고 학교에서 

사회교육사업을 전개하도록 촉구하였다.49) 그리하여 교원들은 학교교육 활

동의 연장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일본어와 초등학교 교과목의 일부를 교수하

거나 각종 회합을 조직하여 조선총독부의 시책을 보급 · 선전하고 졸업생 臨

地指導,50) 농촌진흥운동 임지지도를 담당하는 등 사회교육을 실행하는 역할

을 수행하였다.

2. 교원의 褒賞과 懲戒

교원은 조선총독부의 관료로서 규율과 명령에 따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에 복무하며 각종 시책을 선전 · 집행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었다. 교원으

로 하여금 그러한 책무를 다하도록 독려하는 수단에는 포상과 처벌, 두 가

지가 있었다. 처벌이 교원에게 일정한 행동을 금지하고 복무에 매진하도록 

47) 朝鮮總督府, 앞의 책 學校を中心とする社會敎育狀況, p.235.

48) 본 장의 3절 참조.

49) 교원 · 교장 ‘敎育效積者’ 표창자들의 표창 사유에는 대부분 지방 민중의 계몽, 졸업생 

지도, 농사개량, 야학 교수 등 사회교육사업에 공헌이 크다는 점이 포함되었다(<표 4>

의 출전과 같음).

50) 졸업생 임지지도에 대해서는 각주 Ⅲ-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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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한 수단인 반면, 포상은 교육 활동을 격려하는 방책이었고 대우 보충의 

일환이기도 했다.

그러나 포상은 시책 자체가 빈약했기 때문에 조선인 · 일본인을 막론하고 

교원의 포상 기회는 드물었다.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한 교원 포상 시책은 ‘敎

育效積者’ 표창 뿐인데,51) ‘교육효적자’ 표창자 현황은 이를 잘 보여준다.

‘교육효적자’ 표창은 교원 또는 교육관계자 중 모범이 될 만한 공적이 있

는 자를 조선 총독이 ‘敎育效積狀’을 수여하여 표창하고 그 이름을 朝鮮總

督府官報에 公示하게 한 것이다. 1922년 ｢敎育效積者選獎規程｣이 공포되

었는데,52) 이 규정에 따르면 ‘교육효적자’ 표창은 초등학교 교원 · 교장과 사

범학교 · 중학교 · 고등보통학교 · 여자고등보통학교 · 실업학교 · 소학교 · 보통학

교 · 맹아학교의 교장 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였다.53) 또한 교원이 아닌 면

장 · 학교조합관리자 · 학무위원 · 學校醫 · 사립학교 또는 유치원의 설립자 · 서

당 개설자 등으로 “교육에 대해 효적이 현저한 자”도 대상이 되었다.54) 

<표 4>는 1923년 제1회부터 1938년 제16회까지 ‘교육효적자’ 표창자 중 

공립보통학교 교원 · 교장 표창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55)

51)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하는 ‘교육효적자’ 표창 외에 지역 교육회에서 해당 지역 교원을 표

창하거나, 학교 졸업생회, 부형회 또는 지방민들이 5~10년 이상 근속 교원이나 야학회 

등 농촌계몽에 기여가 큰 교원 · 교장에게 전근 · 사직을 계기로 하여 謝恩會를 개최하고 

공로패를 주거나 기념비를 세우는 일도 있었다(東亞日報 1924년 3월 15일, 1931년 

6월 23일, 1932년 5월 26일).

52)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8월 17일, ｢敎育效積者選獎規程｣(1922.8.17. 조선총독부령 

제106호). 

53) 上同 제1조 1항. 

54) 上同 제1조 2항. 

55) 1938년 3월 제3차 조선교육령의 시행에 따라 공립보통학교의 명칭이 일본인 초등학교

와 같은 심상소학교로 변경되었으므로 1939년 이후 표창자는 조선인 초등학교 근무 여

부를 구분할 수 없어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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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연도)

교장

교원

민족

구분

인원

(명)

회수

(연도)

교장

교원

민족

구분

인원

(명)

1

회

(1923)

공보교장
조선인 0

9

회

(1931)

공보교장
조선인 0

일본인 8 일본인 5

공보교원
조선인 0

공보교원
조선인 1

일본인 1 일본인 0

2

회

(1924)

공보교장
조선인 0

10

회

(1932)

공보교장
조선인 1

일본인 7 일본인 4

공보교원
조선인 0

공보교원
조선인 0

일본인 0 일본인 1

3

회

(1925)

공보교장
조선인 1

11

회

(1933)

공보교장
조선인 1

일본인 7 일본인 6

공보교원
조선인 0

공보교원
조선인 0

일본인 0 일본인 1

4

회

(1926)

공보교장
조선인 0

12

회

(1934)

공보교장
조선인 2

일본인 3 일본인 6

공보교원
조선인 0

공보교원
조선인 3

일본인 1 일본인 0

5

회

(1927)

공보교장
조선인 1

13

회

(1935)

공보교장
조선인 0

일본인 4 일본인 8

공보교원
조선인 0

공보교원
조선인 1

일본인 0 일본인 0

6

회

(1928)

공보교장
조선인 1

14

회

(1936)

공보교장
조선인 0

일본인 4 일본인 7

공보교원
조선인 0

공보교원
조선인 1

일본인 0 일본인 0

7

회

(1929)

공보교장
조선인 1

15

회

(1937)

공보교장
조선인 1

일본인 3 일본인 4

공보교원
조선인 0

공보교원
조선인 1

일본인 0 일본인 0

<표 4> 1923~1938년 공립보통학교 교장 · 교원 ‘敎育效積者’ 표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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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

(1930)

공보교장
조선인

16

회

(1938)

공보교장
조선인 0

일본인 3 일본인 9

공보교원
조선인 0

공보교원
조선인 0

일본인 1 일본인 0

총

계

공보교장
조선인 10 98

(89.1%)

110
일본인 88

공보교원
조선인 7 12

(10.9%)일본인 5

출전: 朝鮮總督府官報 1923년 5월 18일, 1924년 2월 11일, 1927년 2월 14일, 

1928년 2월 11일, 1930년 2월 11일, 1931년 2월 11일, 1932년 2월 11일, 

1933년 1월 26일, 1934년 2월 11일, 1935년 2월 13일, 1936년 2월 12일, 

1937년 2월 12일, 1938년 2월 12일, 1938년 2월 13일; 每日申報 1925년 

2월 11일, 1926년 2월 11일; 朝鮮 1929년 3월.

비고: 총계의 비율은 표창자 총수 110명에 대한 비율이다.

<표 4>에서 1923~1938년 ‘교육효적자’ 표창을 받은 공립보통학교 교원 ·

교장은 총 110명이다. 같은 기간 ‘교육효적자’ 표창자 총 수는 250명이었으

므로 ‘교육효적자’ 표창자 중 공립보통학교 교원 · 교장은 표창자 총 수의 

44%에 달하며 그들 중 약 90%가 교장이었다. 그러므로 ‘교육효적자’ 표창

은 공립보통학교 교장을 우선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인 교장이 조선

인 교장보다 8배 이상 많은 것은 공립보통학교 교장 대부분이 일본인이었

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효적자’는 각 도에서 도지사가 추천한 자들 중 조선총독부 교육효적

자선장위원회에서 조사하여 결정하였다. 교원 · 교장 표창자에게는 포상금으

로 수개월치 봉급에 해당하는 400원이 지급되었다. 포상금은 1929년 300

원으로 감액되었고 1931년 金側시계로, 1933년 이후에는 金杯 1조 또는 

置시계 1개로 줄어들었다.56) 

56) 비교원 표창자들에게는 1회부터 교원 표창자에 비해 적은 金側시계가 지급되었는데, 

1930년 이후에는 置시계, 銀杯 1조, 金杯 1조 등으로 줄었다(<표 4>의 출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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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조선인 표창자의 표창 후 이력을 살펴보면, 교장 표창자 10

명은 표창을 받은 해에 사직한 1명과 표창 3년만에 사직하고 상업학교 촉

탁교원이 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 중 2명은 시학이 되었고 6명은 고등

관 대우를 받았다.57) 교원 표창자의 경우, 1931년 · 1934년 표창자 4명은 

전원 표창 후 교장으로 승진하였고 이후 고등관 대우를 받았다. 1935년 이

후 표창을 받은 조선인 교원 3명은 간이학교에 근무하던 교원들이었는데, 3

명 모두 표창 후 간이학교에서 일반 초등학교로 전근한 것이 확인된다. 요

컨대 ‘교육효적자’ 표창은 전근 · 승진 · 승급에서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창자의 약 90%가 교장이었고, 교장의 대부분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효적자’ 표창은 일본인 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포상

이 되었다. 1929년 이른바 ‘敎員優遇策’으로 시행했던 주임관 대우 시책도 

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평교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게다가 주임관 대우의 자격 조건이었던 15년의 근속 연한은 일본과 조선을 

합쳐 계산하도록 하였으므로 일본인 교원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58)

이와 같이 교원에 대한 포상은 시책 자체가 빈약하였고 교장이 우선되었

기 때문에 조선인 평교원이 아무리 조선총독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이

른바 ‘우량교원’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포상 기회를 얻는 것은 어려

운 일이었다. 

따라서 교원으로 하여금 책무를 다하도록 강제한 주요수단은 처벌이었다. 

교원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일반 관료와 마찬가지로 ｢文官懲戒令｣
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59) ｢문관징계령｣에 의하면 징계를 받는 경우는 직무

상의 의무에 위배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57) 조선총독부는 1929년 이른바 ‘敎員優遇策’으로 15년 이상 근속하고 4급봉 이상 봉급을 받

는 교장 중 일부를 주임관으로 대우하는 시책을 시행하였다(朝鮮總督府官報 1929년 2월 

7일, ｢朝鮮公立小學校長及公立普通學校長優遇令｣(1929.2.7. 칙령 제6호)).

58) 東亞日報 1932년 9월 23일.

59) 岡久雄, 앞의 책, pp.103~104, ｢文官懲戒令｣(1899.3.28. 칙령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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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상의 위엄 또는 신용을 잃는 일을 하였을 때이다.60) ｢문관징계령｣에 규

정된 징계의 종류는 免官 · 減俸 · 譴責 세 가지였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연봉 월액 또는 월 봉급의 1/3 이하를 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면관 

처분을 받은 자는 면관된 날로부터 2년간 관직에 나갈 수 없게 하였고,61) 

징계 대상자가 刑事 訴追 중이거나 형사 재판소에 繫留 중일 때는 사건 판

결이 끝날 때까지 징계위원회를 개회하지 못하게 하였다.62) 

｢문관징계령｣에 규정된 정식 징계 외에 권고 사직, ｢문관분한령｣에 의거

한 휴직, 전근도 징계 수단으로 이용되었다.63) ｢문관분한령｣ 제11조 1항은 

① 징계령의 규정에 의해 징계위원회의 심사에 붙여졌을 때, ② 형사 사건

에 관해 고소 또는 고발을 당했을 때, ③ 관제 또는 정원의 개정에 의해 過

員이 발생했을 때, ④ 관청 사무의 경우에 따라 필요할 때 등 네 가지 경우

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중 4호가 임의로 해석될 여지가 

많으므로 징계 처분에 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형사 사건으

로 고소 · 고발되는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문관분한령｣ 제11조 2

항에 의해 휴직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휴직 중에는 동령 제13조에 의

해 휴직 기간 동안 봉급의 1/3을 받을 수 있었다. 정식 고소 · 고발이 아니

라 용의자로 체포 · 구금되어 장기간 학교 근무를 하지 않고 조사를 받고 있

는 상태라도 봉급은 전액 지불되어야 했다. 따라서 체포 직전 또는 직후에 

依願免官의 형식으로 강제 사직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64)  

휴직 처분은 다음의 사례와 같이 특정 교원을 교단에서 내쫓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60) 上同 제2조.

61) 上同 제3~5조. 

62) 上同 제7조.

63) 岡久雄, 앞의 책, pp.103~104, ｢文官分限令｣(1899.3.28. 칙령 제62호).

64) 東亞日報 1930년 4월 8일; 每日申報 1933년 12월 19일; 東亞日報 1933년 12

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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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교 여교원 金福嬉양에게 지난 29일에 휴직 처분을 명하였다는데, 김복희

양이 야소교 신자인 까닭으로 항상 학교 당국자에게 불평을 사고 있던 차, 금

번 大神宮祭日에 참배치 아니한 것을 김교사가 학생에게 선동한 것이라고 칭탁

하고 지난 10월 23일에 논산 군수로부터 기밀 제193호로 사직원서를 제출하

라고 통지가 오는 동시에 교장이 여러 번 사표 제출함을 권고했다. ······ 학교

에서는 가사상 형편에 의하여 사표를 제출한다고 쓰라 하는 고로 종시 듣지 아

니하고 강한 태도로 나는 가사상 형편은 아무 관계가 없고 사표도 하기 싫으니 

신사에 참배치 아니한 죄로 사직케 함이라고 분명히 써서 면관사령서를 달라고 

수차 상지하여 오던 바, 지난 19일에 논산군수로부터 문관분한령 제11조 제4

호에 의하여 휴직을 명한다고 통지가 와서 결국 휴직을 당하였다.65) 

교장이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교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한편으로 강제 

휴직 처분도 내리게 한 것이다. 이는 정식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없는 

교원에 대하여 휴직 처분이 징계의 성격을 갖고 강제되었음을 보여주는 사

례이다.66) 

징계적 성격을 띤 전근 조치는 이른바 “左遷”으로, 대개 도시 학교에서 

농촌 학교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근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징계

성 전근 조치에 대해 “서울 학교와 시골 학교를 차별하는 것이고, 이 학교

에서 용납지 못할 교원을 저 학교로 보낸다는 것은 새로 보내는 학교의 아

동을 좋지 못한 교원에게서 교육을 받으라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

기되기도 했다.67) 朝鮮總督府職員錄에서 신문에 보도된 비행 교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살펴보면, 전근되는 경우 감봉이 병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

다. 따라서 전근은 ｢문관징계령｣에 의한 감봉 · 면관을 대신하는, 보다 가벼

운 징계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판단된다.

휴직과 전근은 정식 징계를 대신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징계 

65) 朝鮮日報 1924년 11월 3일. 기사 속의 학교는 충청남도 공립강경보통학교이다.

66) 朝鮮總督府職員錄에 의하면 김복희의 교직력은 사건이 일어난 1924년이 마지막이다. 

따라서 이 때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

67) 朝鮮日報 1936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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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1924년 황해도 공립해

주제일보통학교의 교장은 여학생 2명을 추행한 일로 학생 · 학부형의 배척 

대상이 되었다.68) 그러나 도 당국에서는 교장에게 휴직 처분을 하고 다른 

교원 여러 명을 함께 휴직 또는 해직시키고 피해 여학생들에게는 정학 명령

을 내렸다. 이에 학부형들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교원 처분과 피해 여학생

에 대한 정학 처분 취소, 교장 면관, 보통학교 교장에 조선인 교원을 임용

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결국 교

장에 대한 징계는 1년 휴직으로 그쳤고, 동교장은 1년 후 2급봉 감급되어 

타교로 전근되었다.69) 여기서 휴직은 징계라기보다 징계 대상 교장을 보호

하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휴직이 중징계인 면관을 

대신하는 조치로 이용되기도 했던 것이다.

다음의 기사는 교원이 면관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최근에 이르러 학생의 풍기가 문란하다는 것보다도 학교 교원들의 풍기가 극

도로 문란하여 교육계에 불상사가 하루도 끊일 사이 없이 발생한다 함은 일반

이 이미 다 아는 바어니와, 이에 대하여 당국측에서도 상당히 고려를 한 결과, 

再昨 15일부터 조선총독부에서 열린 道視學打合會에서 이 문제가 議題가 되었

는데 이에 대하여 각 도로부터 교원의 비행 통계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충북

에서는 남녀 관계로 면관을 당한 자가 2명이요, 도박으로 면관을 당한 자가 4

명, 경북에서는 남녀 관계로 면관을 당한 자가 18명이요, 사상 문제로 면관을 

당한 사람이 3명이요, 금전 관계로 면관을 당한 사람이 3명이요, 경남에는 남

녀 관계가 6명, 교원과 여아동의 관계가 2명, 강원도에는 남녀 관계가 6명이

요, 기타가 10명이며 그 외 각 도에는 통계에 드러나지를 않았는데, 그 중 제

일 많은 것이 남녀 관계로서 ······ (이하 생략)70)

68) 朝鮮日報, 1924년 8월 20일; 東亞日報 1924년 8월 20일.

69) 朝鮮日報 1924년 8월 31일.

70) 朝鮮日報 1928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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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 면관 사유로 거론된 것은 ① 남녀 관계, ② 도박, ③ 사상 문

제, ④ 금전 문제, ⑤ 여아동 관계, ⑥ 기타 등 여섯 가지이다. 이 중 여아

동 관계 문제를 남녀 관계에 포함시켜71)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징계의 실

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사상 문제는 민족 운동에 관계하였거나 검거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민족 운동 관련자는 ｢保安法｣,72) ｢出版法｣,73) ｢政治에 關한 犯罪

處罰의 件｣,74) ｢治安維持法｣75) 등의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민족 운동에 관

계한 것으로 확인되는 교원들의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9년 전라남도 공립곡성보통학교 교원 申泰允은 동교 학생들에게 “독

립운동 개시를 교사하고 태극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동년 5월 13일 광주

지방법원에서 ｢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76) 朝鮮總督府職

員錄에 신태윤의 교직 경력은 1919년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는 

선고 후 징계 면관된 것이 분명하다. 

또한 1919년 평안북도 공립의주보통학교 교원 金志柏과 공립벽동보통학

교 교원 李敎昌은 교내에서 “獨立萬歲”를 부르고 학생들의 만세 시위를 제

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관되었다.77) 공립이원보통학교 교원 朴恂龍도 

71) 여아동 관계 문제를 남녀 관계 문제에 포함시킨 것은 전자의 내용이 대개 남교원이 결

혼 적령기의 여학생을 추행 · 폭행하거나 첩으로 삼은 것으로 후자의 내용과 다르지 않

기 때문이다.

72) 皇城新聞 1907년 7월 31일, ｢保安法｣(1907.7.27. 법률 제7호). 

73) 皇城新聞 1909년 3월 11일, ｢出版法｣(1909.2.23. 법률 제6호).

74) 朝鮮總督府官報 1919년 4월 15일, ｢政治에 關한 犯罪處罰의 件｣(1919.4.15. 제령 제

7호).

75) 朝鮮總督府官報 1925년 4월 27일, ｢治安維持法｣(1925.4.22. 법률 제46호).

76)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1988, p.370; 京鄕新聞 1991년 8월 15일. 신태

윤은 1914년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교원속성과를 졸업했다(朝鮮總督府官報 1914년 

4월 17일).

77) 朝鮮總督府官報 1919년 5월 14일. 이교창은 1915년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

원양성소를, 김지백은 1914년 평양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를 졸업했으며, 두 사람 모

두 졸업 후 평안북도내 공립보통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했다(朝鮮總督府官報 19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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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만세운동 때 朝鮮獨立宣言書의 내용을 생도에게 說示하였을 뿐 아니라 

군수가 妄動鎭靜演說을 한 데 대해 불온한 언사를 하고 그 후 학교에서 누

차 不謹愼한 언동을 한 까닭”으로 면관되었다.78) 

1920년에 전라북도 공립순창보통학교에 초임 발령을 받은 교원 殷二甲은 

동년말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지만 朝

鮮總督府職員錄에 의하면 그의 교원 경력은 1920년 한 해뿐이다. 따라서 

김지백 · 이교창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징계 면관된 것으로 보인다.79) 

그리고 1920년 경상남도 부산공립보통학교 교원 任龍吉은 親日派를 살해

하겠다는 내용의 “民族復活團決死隊”라고 서명이 된 문서를 부산부내 관공

리와 조선인 유지들에게 우송하다 체포되어 ｢政治에 關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禁錮 3년에 처해졌다.80) 임용길은 1921년 징계 면관된 것이 확인

된다.81) 

1926~1934년까지 민족 운동 또는 사상 문제와 관련하여 체포된 것이 확

인되는 교원 34명 중 實刑 또는 執行猶豫를 선고받은 자는 24명이었다.82) 

그러나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朝鮮總督府職員錄에서 34명 전원의 최종 

근무 연도가 이들이 체포된 해와 일치하기 때문에 모두 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민족 운동 관련자로 검거 또는 기소되면 무혐의로 석방되거나 재판에

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교직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1933년 전라북도 “赤色敎員 事件”으로 재판에 회부된 교원 8

4월 17일, 1915년 4월 13일; 朝鮮總督府職員錄).
78) 朝鮮總督府官報 1919년 5월 31일. 

79) 은이갑은 1919년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하고 1920년 전라북도 공립순창보통

학교 교원으로 초임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19년 11월 20일).

80) 慶尙南道警察部, 慶南高等警察關係摘錄, 1920. 임용길은 1918년 평양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하고 1920년 경상남도 부산공립보통학교 교원으로 초임되었다(朝鮮總督

府官報 1918년 4월 27일).

81) 朝鮮日報 1921년 7월 19일; 朝鮮總督府職員錄.
82) 朝鮮總督府,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6과 東亞日報, 朝鮮日報, 每日申報

를 이용하여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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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중 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83) 이들 5명은 전주지방법원에 형사 보상

을 청구했는데 그 중 李康周, 李吉鉉 두 사람이 승소하여 매일 1원씩 570

여 원을 보상받게 되었다.84) 무죄 판결 후 5명은 “애매한 일에 걸려 失職된 

정상이 가엾다 하여 재판소측에서도 학무과에 그 복직을 종용” 하였으나 

“일단 적색 사상에 혐의라도 받았던 사람을 다시 채용할 수는 없다”는 학무

과의 방침에 따라 아무도 복직하지 못했다.85) 이와 같이 사상 문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었다. 

둘째, 남녀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이다. 남녀 관계 문제에는 동료 여

교원과의 戀愛, 離婚, 蓄妾, 여학생과 성인 여성에 대한 醜行 또는 폭행 등

이 있다. 남녀 관계 문제로 징계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26년 강원도 공립통천보통학교 교원 李海珪는 동교의 여교원을 妾으로 

삼았는데 두 사람 모두 그로 인해 면관을 당했다.86) 1927년 8월에는 경상

북도 공립임동보통학교에서 학부형들이 긴급 학부형회를 열어 교장 이하 전

교원을 배척하기로 결의하고 군수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일이 있었다. 이 때 

거론되었던 요구 조건에는 “모교원은 作妾을 하여 제반 생도들에게 악한 영

향을 보급한 즉, 다른 교원을 보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동을 보내지 아

니하겠다” 라는 것이 있었다.87) 

이와 같이 교원의 축첩은 교원 배척 · 중징계의 사유가 되었다. 축첩은 당

시 “소위 중류 이상 된다는 조선 가정은 절반 이상이 축첩이다” 라고 할 정

83) 東亞日報 1935년 10월 26일.

84) 東亞日報 1936년 3월 28일. 나머지 세 사람은 경찰 조서에 어느 정도까지 혐의를 시

인했다는 이유로 보상 청구가 기각되었다.

85) 東亞日報 1935년 10월 30일.

86) 東亞日報 1926년 5월 3일. 

87) 朝鮮日報 1927년 9월 4일; 東亞日報 1927년 9월 9일; 朝鮮日報 1927년 9월 12

일. 이 때 교원 배척 운동의 결과는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朝鮮總督府職員錄
에 의하면 당시 교장의 교직 경력이 1927년 동교에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교장이 사직

하고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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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다.88) 그러나 한편으로 1920년대 가정 개량 운

동에서 축첩 폐지가 적극적으로 주장되었고,89) 이후에도 축첩은 “弊慣陋習”

이라든가, “이 하늘 아래 어느 땅에서든지 용서될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

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90) 1938년에는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축첩 

생활을 하며 아내와 별거할 때는 이혼의 조건이 된다” 라는 법원 판결이 나

오기도 했다.91) 

이렇게 축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하였고, 조선인들이 교원에게 

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92) 교원의 축첩은 비난의 대

상이 되었던 것이다.

동료 여교원과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도 “풍기 문란한 행

동”으로 간주되어 減給 · 僻地 전근 조치에 취해졌다. 1938년 강원도 천전심

상소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교원 鄭泰時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여교원과 

결혼했는데 “풍기 문란한 행동”을 했다 하여 결혼식 다음 날 급봉이 1등 

감급되고 “20여 리 걸어가서 나룻배 타고 강 건너서 한 5리 오르막길 가야 

나오는 먼 학교”로 전근 발령장을 받았다.93)

또한 남교원의 여학생 추행 · 폭행이 큰 문제가 되었다. 앞서 살펴본 1927

년 공립임동보통학교 교원 배척 운동의 발단이 된 것은 동교 교원이 여학생

88) 東亞日報 1923년 5월 25일.

89)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p.254.

90) 東亞日報 1933년 10월 11일, 11월 15일. 

91) 東亞日報 1938년 12월 28일. 이 기사는 이 판결을 “여권 신장의 좋은 範例인 동시에 

종래 좋지 못한 관습을 타파한 폭타적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92) 조선인들은 초등교육에 대하여 지식교육보다 품성 ․ 인격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

다. 보통학교 아동은 교원의 심성과 일거수일투족에 영향을 받고 자연 감화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지식보다는 품성 ․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교원에

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바는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인격자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東亞日報 1923년 5월 16일; 朝鮮日報 1923년 10월 16일; 東亞日報 1923년 

12월 31일, 1926년 10월 1일, 1928년 1월 23일).

93) 鄭泰時, 분필로 그리다만 어느 自畵像, 흥일문화, 1992, p.22. 정태시의 감급과 전근

은 朝鮮總督府職員錄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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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문제로 징계 면관을 당한 일이었다. 이 학교의 교원이던 李昌雨는 동

교 5학년 여학생과 醜聞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은 “하기 휴가를 하루 앞둔 

날 오후 7시 경 전기 여학생이 이창우가 거처하는 숙직실에서 약 30분 간

을 있었으므로 다른 학생들이 무슨 이상한 일이나 본 것처럼 수군거리고 점

차 교내에 문제가 되었다” 라는 것이었다. 교장이 이 사실을 도에 보고하였

고, 이창우는 하기 휴가 중에 징계 면관 처분을 받게 되었다. 추행 사실 여

부와 관계없이 해당 여학생은 “부정한 처녀라는 혐의는 면할 길이 없이 뒤

집어 쓰게” 되었고, 이에 그 여학생의 부친이 분개하여 학부형들과 함께 전

교원의 비행을 모두 밝히고 교원 배척 운동을 벌였던 것이다. 

여학생과의 문제로 징계를 당한 또 다른 사례로, 1933년 충청남도 공립

대전제이보통학교 교원 林瑞喆의 비행 사건이 있다. 임서철은 교내 숙직실

에서 동교의 14세 여학생을 폭행하였다. 피해 여학생은 임서철을 폭행상해

죄로 고소하였는데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1934년 8월 형이 확정되었다.94) 임서철은 공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33년 경성사범학교 연습과를 마치고 동교에 초임되었던 자인데, 朝鮮總

督府職員錄에서 그의 교직 경력은 1933년 한 해뿐이므로 임서철은 이 사

건을 계기로 징계 면관된 것이 분명하다.

당사자의 성명이 밝혀지지 않아 징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남교원의 

여학생 추행이나 폭행 사건은 이 두 사례 외에도 적지 않았다.95) 신문에 보

도된 사건들의 전말은 대개 旣婚者인 남교원이 동교의 여학생과 결혼을 약

속하거나 교원의 권위를 내세워 강압적 ·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

용이었다. 기혼자 남교원과 남녀 관계로 얽힌 여학생은 결국 첩이 될 수밖

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교원이 근무 중인 학교에서 여학생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자체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니와, 교원의 이혼 · 축첩

94) 朝鮮日報 1933년 7월 30일, 1934년 6월 16일, 8월 29일. 

95) 朝鮮日報 1921년 8월 2일, 1923년 8월 16일, 1926년 8월 1일, 1927년 1월 23일, 

5월 4일, 8월 27일, 30일, 1932년 1월 8일, 1933년 5월 28일; 東亞日報, 1937년 9

월 25일; 朝鮮日報 1940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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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원 배척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서 여학생과 문제를 일으킨 교원들은 징

계를 면하기 어려웠다. 여학생과의 관계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신문 기사

에서 성명이 확인되는 교원 6명 중 3명은 면관, 2명은 타학교로 전근 조치

되었다.96)

같이 남녀 관계로 문제를 일으킨 교원들은 인격과 품행에 문제가 있는 자

들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학생 · 학부형의 배척 대상이 되어 동맹휴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앞서 인용했던 1928년 각 도 교원 징계 통

계에서도 면관 사유로 남녀 관계 문제가 가장 많았던 점을 볼 때, 남녀 관

계 문제는 징계를 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자는 학교로 보

내면 의례히 행위가 불미하여진다”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97) 학교에 딸을 

보내는 조선인들의 우려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응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도박 문제이다.98) 앞에서 인용했던 1928년 전국 道視學會에서의 보

고에 의하면, 교원 면관 사유 중 도박은 남녀 관계 문제 다음으로 많았다. 

당시 도시학회에서는 교원의 도박 사건이 일어나는 주 원인으로 지방에 “수

양사상에 필요한 오락장 같은 것이 없어서 당지 불량자들과 상종을 하게 되

는 까닭”을 들고 교원들이 “긴장미”를 갖도록 교원의 숙소를 선택하고 巡廻

文庫, 강담회, 강연회 등을 많이 개최하자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99)

신문 보도 상으로 확인되는 도박 문제를 일으킨 교원 12명 중 이름을 알 

96)  朝鮮總督府職員錄. 6명 중 징계를 받지 않은 1명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사직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자였다(朝鮮日報 1923년 8월 16일).

97) 朝鮮日報 1927년 9월 16일.

98) 일제강점기에 도박은 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科料에, 상습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해지는 범죄였다. 1912년 ｢朝鮮刑事令｣(1912.3.18. 조선총독부령 제11호)에 의해 

조선에는 일본의 ｢刑法｣(1907.4.24. 법률 제 45호)이 적용되었는데, ｢형법｣ 제185조에

는 “도박을 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科料에 처한다. 단 일시의 오락을 제공하

는 것을 거는 데 그쳤을 때는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제186조에는 “① 상습적으로 도

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도박장을 개장하거나 도박단을 결성하여 

이익을 꾀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99) 朝鮮日報 1928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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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한 처분을 살펴보면, 면관 1명, 

권고 사직 3명, 전근 2명, 휴직 후 전근 2명, 동교 유임 2명이다.100) 면관 ·

권고 사직자 4명은 “도박장을 드나들며 많은 금전을 취급”하였던 자들이었

다. 도박은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였기 때문에101) 이들은 起訴되었을 

것이므로 교직에 머무를 수 없었을 것이다. 전근 · 유임자들은 대개 학교 숙

직실에서 적은 돈을 걸고 ‘화투’를 한 자들이었다. 이들에게 감봉 조치는 취

해지지 않았다. “일시의 오락”을 위한 도박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

었기 때문이다.102)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교원의 도박 행위는 남녀 관계 문제와 마찬가

지로 교원 배척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1925년 전라북

도 공립태인보통학교에서는 교원의 도박으로 인해 학교와 지역민이 갈등을 

빚었다.103) 동년 7월 동교의 교원 4명이 숙직실에서 “辭職 내기를 걸고 화

투를” 한 것이 알려졌는데, 이에 당지 청년회에서 地方民大會를 개최하고 

이들에 대한 배척을 결의하였다. 청년회에서는 군과 도당국에 결의문과 진

정서를 보내고 군 · 도에 대표자를 파견하여 교섭하였으며, 학부형들도 학부

형회를 열고 교원의 잘못을 성토했다. 그러자 교원들은 청년회를 비난하고 

학부형 대표를 고소하는 것으로 맞섰다. 결국 교원 4명 중 2명은 타교로 전

근하였고, 1명은 朝鮮總督府職員錄에 1926년 근무 기록이 없고 1927년 타

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1년간 휴직 후 전근한 것으로 보인다.104)

넷째, 금전 문제, 즉 비리 행위이다. 금전 문제를 일으키는 교원은 대개 

학교의 공금을 관리하는 교장이었다. 신문에 보도된 교장의 금전 문제 실태

100) 東亞日報 1925년 3월 25일; 朝鮮日報 1928년 2월 28일; 東亞日報 1934년 6

월 24일. 

101) 각주 Ⅲ-98 참조.

102) 上同.

103) 東亞日報 1925년 7월 23일; 朝鮮日報 1925년 7월 24일, 27일.

104) 나머지 1명은 朝鮮總督府職員錄에 사건이 일어난 1925년 근무 기록이 없고 1924

년, 1926~1927년 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25년 휴직 상태였던 것

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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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낸 수업료나 학부형 · 학무위원 · 지역 유지들이 낸 기

부금 횡령을 비롯하여 농업실습지에서 생산된 농산품 판매 대금 횡령, 물품 

구입 영수증이나 학교직원의 봉급 서류를 조작하여 차액을 횡령하는 등 공

금 횡령이 가장 많았다. 학생들에게 무료 승차권을 판매하거나 학교 규칙에 

없는 교통비 · 입학금 · 재학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거두어 

착복하는 일도 있었다.105)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교장 중 신문 보도에서 성명이 확인되는 자는 거의 

모두 일본인이었다. 조선인 교원의 비리 사례로는 1931년 전라북도 공립이

리보통학교에서 조선인 교원 3명이 학생 저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다. 3명 

모두 면관되었고 횡령한 금액은 퇴직금 중에서 강제 변상시켰다.106)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정된 사례이긴 하지만 학생 저금을 횡령한 조선인 교원들

이 전원 면관된 것에 비해, 일본인 교장은 그 비리의 정도가 심함에도 불구

하고 경징계인 전근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평교원과 교장, 조선인 교원과 일본인 교원 간에 징계 수위

에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교원 비행에 대한 신문 기사를 통하여 어

떤 문제가 포함되었을지 추론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음주 추태, 교수 불성실, 동료 교원과의 다툼, 주민 폭행, 절도 등 

교원의 품행 문제이다. 그 중 주로 교원의 음주가 문제시 되는 것이 특징이

다. 예를 들면, 1935년 평양부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원으로서 품행이 방정

하지 못하여 도저히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을뿐 아니라 교편을 잡을 염치

가 없는 자”가 많아 부윤의 명의로 각 학교장에게 엄중 경계하라고 통첩하

였는데, 그 예로 “야간은 물론 白晝大路 상에서 술이 취하여 妓生을 데리고 

비틀걸음을 하는 자, 카페-, 음식점 등에서 放歌亂舞하는 자, 또는 淫蕩한 

105) 東亞日報 1923년 7월 26일, 8월 13일, 1925년 6월 27일, 1926년 8월 24일, 10월 

12일; 朝鮮日報 1923년 7월 16일, 1927년 4월 13일. 

106) 朝鮮日報 1931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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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하는 자”를 들고 있다.107) 또한 1935년 1년 동안 발생한 동맹휴학 

사건 중 보통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과반수 이상인데, 그 원인이 “사상적 

배경”을 가진 것보다 “교원의 부정 행동과 그 품행의 악화를 규탄”하는 것

이 많았다는 보고가 있다.108) 이 때 거론된 사례에도 蓄妾, 학생 구타, 남녀 

학생 차별 대우 등과 함께 “酒色脆弱”이 포함되었다. 

교원의 음주가 문제가 된 것은 음주 교수나 醉中에 일으킨 추태 · 폭행 사

건만이 아니었다. 조선인들은 교원의 인격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교원의 술

집이나 기생집 출입과 음주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았다.109) 이러한 행위는 축

첩 · 이혼과 마찬가지로 학생에게 모범이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보통사람으로서는 용서할 만한 행위라도 교육자

에게는 그 같이 관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교원에게 지극

히 방정하고 절제된 품행을 요구하였던 것이다.110) 그러나 음주 문제로 징

계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교원의 학생 폭행 문제이다. 학생 폭행은 신문에 보도된 교원 

비행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제강점 초기에는 학생 체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1922년 2월 개정된 ｢보통학교규정｣에는 제

80조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징계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체벌

을 가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체벌 금지가 명문화 되어 있다.111) 그러나 학

교에서 체벌은 일상적인 일이었고 그 이유와 정도가 교육적이라고 보기 어

려운, 자의적인 폭행도 많았다. 신문에 보도된 사건들을 통해 그 실상을 살

펴보면, 대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학생이 기절하거나 병원에 입원하

는 일도 많았고, 심한 경우 피해 학생이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는 사건들도 

있었다. 그리고 가해 교원은 일본인 교원이 조선인 교원보다 더 많은 편이

107) 朝鮮日報 1935년 3월 8일. 

108) 朝鮮日報 1935년 8월 20일.

109) 東亞日報 1926년 1월 26일; 朝鮮日報 1926년 5월 15일. 

110) 東亞日報 1926년 10월 1일.

111)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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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조선인 교원이 일으킨 학생 폭행 사건도 적지 않았다.112)

교원의 폭행이 학부모에게까지 이어지는 일도 있었다. 예를 들면, 1928년 

전라북도 공립덕천보통학교 교원 孫相鶴은 학생 40여 명을 데리고 正條式

으로 모내기를 하지 않은 논의 모를 뽑고 밟아버리게 하였다. 논 임자 金恒

述이 항의하자 손상학은 면장의 명령이라 하며 김항술이 그 자리에서 기절

할 정도로 폭력을 가하였다.113) 또한 1940년 경기도 공립포곡심상소학교에

서는 교원 趙桂煥이 일기를 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학생을 심하게 폭행

하여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찾아와 항의하자 

조계환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면장 · 교장과 함께 학생의 집을 찾아가 

부모를 폭행하고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114) 조계환은 학생의 아버

지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살하고 어머니가 고소를 제기하는 등 사건이 확대

되자 사직하였지만, 손상학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학생 폭행 문제는 학교 수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었다. 학생들은 교원의 폭행에 저

항하여 동맹휴학을 일으키기도 했고, 부형회 · 청년회에서는 교원 배척을 결

의하고 학교장이나 군 · 도에 징계를 건의하기도 하였으며, 개별적으로 교원

을 고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폭행 교원에 대한 엄격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20~1930

년대 신문에 보도된 교원의 학생 폭행 사건 중 가해 교원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사건으로 일본인 교원 사건 23건, 조선인 교원 사건 12건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중 사건이 일어난 해에 朝鮮總督府職員錄에서 가해 교원의 인

사상 변화가 확인되는 것은115) 일본인 교원 사건은 12건, 조선인 교원 사

112) 東亞日報 1924년 7월 13일; 朝鮮日報 1926년 1월 28일, 1931년 7월 3일, 1932

년 6월 27일.

113) 東亞日報 1928년 6월 21일.

114) 每日申報 1940년 4월 7일.

115) 인사상 변화는 사직 또는 면관, 전근, 감봉을 말한다. 朝鮮總督府職員錄에서 최종 근

무 연도가 사건이 일어난 해와 일치하면 해당 사건을 계기로 사직 또는 면관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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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6건에 불과했고, 그 중 일본인 교원은 9건, 조선인 교원은 2건이 전근 

조치에 그쳤다.

교원의 폭행 문제에 대하여 당시 신문 · 잡지의 기사들은 주로 단기 속성 

양성으로 인한 교원의 자질 부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116) 그러나 

일상적 · 자의적으로 일어난 교원의 폭행 사건은 개별 교원의 자질에서 비롯

한 것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교원의 학생 폭행은 일제강점기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질서의 반영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교원에게 관료제의 일원으로서 

복종의 의무를 강조하였고 사범교육에서도 교육자로서의 책임이나 학생에 

대한 헌신보다 먼저 관료로서의 의무와 규율을 강조하였다. 조선총독부가 

편찬하여 1912년부터 교원양성소 교재로 사용한 敎育學敎科書는 ｢교사｣
의 첫 항목에서 “부훈도 · 훈도는 모두 판임관이라. 즉 공립보통학교직원은 

교육에 종사하는 관리” 라고 정의하였다. 1936년 간행된 사범학교용 교재

인 朝鮮學校管理法에도 “조선에서 관공립학교의 교수 · 교유 · 훈도는 모두 

국가의 관리로 천황폐하가 직접 임명하시거나 혹은 폐하의 위임에 기초하여 

관청으로부터 임명받은 자” 라고 규정되어 있다. 교원과 학생의 관계가 조

선총독부 권력과 조선인의 관계를 투영하고 있었던 것이다.117) 

교원의 폭행을 이유로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일으키거나, 지역에서 상급 

관청에 진정을 넣고 부형회, 면민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곧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교원심득｣에서 거듭 강

조하고 있듯이, 교원의 교육 활동은 일제의 신민 육성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교육적이라 하더라도 통치체제에 반하지 않

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사건이 그 해의 4월 이전에 일어난 경우는 동년에, 4월 이후에 

일어난 경우는 사건 다음 연도에 전근되었으면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전근된 것으로 간

주하였다. 

116) 朝鮮日報 1927년 6월 18일, 3월 26일; 東亞日報 1933년 10월 31일; 朝鮮日報
1934년 12월 29일.

117) 이기훈, ｢일제하 보통학교 교원의 사회적 위상과 자기인식｣ 역사와 현실63, 2007,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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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는 폭행 교원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교원의 징계 대상이 되는 문제에는 민족 운동과 관련된 사상 문제, 남

녀 관계 문제, 도박 행위, 공금 횡령과 같은 비리 등이 있었다. 이 중 특히 

엄격하게 징계되었던 것은 사상 문제였다. 사상 문제는 단순히 조사를 받는 

정도에 그치더라도 무조건 강제 사직시키거나 면관될 정도로 무겁게 처벌되

었다. 다른 문제들은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된 형편

이 아니면 대체로 전근 조치되었다. 학생 · 학부형 측에서 큰 불만을 갖고 

징계를 요구했던 학생에 대한 폭행과 폭언, 교수 불성실은118) 재판에서 유

죄를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대개 불문에 부쳐졌다. 

요컨대 조선총독부의 교원 管制는 포상보다 처벌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징계도 학생 교육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보다 주로 사상 통제의 수단으

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교원의 再敎育

  1) 敎員講習會의 운영

 ⑴ 교육 시책의 실시와 보급

1894년 교원 양성 교육이 시작되었지만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118) 1920~1930년대 빈번하게 일어났던 동맹휴학은 개별 교원의 문제 행동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경우가 많았다. 이때 거론된 교원의 문제 행동 중에는 대체로 설명을 이해

하기 어렵다거나, 학생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거나,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

오거나, 수업을 하지 않고 자습을 시키는 등 불성실한 교수 태도와 수업에 대한 불만

이 포함되었다(東亞日報 1922년 9월 20일, 1923년 2월 10일; 時代日報1924년 

6월 4일; 東亞日報 1925년 12월 11일; 時代日報1926년 6월 27일; 東亞日報
1930년 11월 2일, 1931년 2월 4일,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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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제의 주도로 1905년 7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갑오 · 광무기는 신교육

의 시행 초기로 학교의 보급이 급선무였으므로 현직 교원 교육보다는 교원 

양성 교육이 우선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당시에도 교원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식과 인격을 갖춘 학자여야 한다는 전통적 師範像이 존재하였

고,119) 소학교 교원은 사범학교 입학과 졸업이라는 임용 절차를 통과한 관

료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 모아 재교육을 한다는 인식이 성립되기

는 어려웠을 것이다. 

교원 재교육은 1905년 이후부터 일제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통감부는 관

립한성사범학교에 일본어와 실업 교과, 일본식 교육학을 도입하고 일제의 

통치에 활용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였다.120) 그리고 일제에 의한 교원 양

성 교육을 받지 않았던 1906년 이전의 한성사범학교 출신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통치를 위한 교육 시책의 실시 · 보급에 적합하도록 재교육시키려 하

였다.

1905년 7월 시행된 최초의 교원 재교육은 學部 주관으로 소학교 교원과 기

타 관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학 · 심리학 강습이었다. 1895~1905

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교원 중 이 강습회를 수강하고 강습 증서를 받은 

자 5명이 확인된다.121) 강습회 장소는 한성사범학교였고 강습 기간은 3개

월이었으며 관립일어학교 교원 田中玄黃과122) 관립경성중학교 교원 高橋亨

119) 전통사회에서는 교원을 별도의 교육 기관을 두어 양성하거나 시험을 통해 따로 선발

한 것이 아니라 일정분야에서 그 학문에 정통하고 수양이 돈독하며 도덕을 겸비한 인

물을 ‘師範’이라 존중하고 사범에게 각급 학교의 교육을 맡겨왔다(李景植, ｢韓國敎育의 

傳統과 師範｣ 서울大學校 師大論叢54, 1997, pp.89~91).

120) 임후남, ｢대한제국기 초등교원 양성｣,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2002, pp.168~174.

121) 1896년 10월 2회 졸업생 沈承弼, 1897년 4월 3회 졸업생 沈承悳 ․ 趙寬增, 1899년 4

월 4회 졸업생 南明植, 1903년 1월 6회 졸업생 鄭崙源이 그들이다(國史編纂委員會, 
大韓帝國官員履歷書, 探究堂, 1972). 이들 중 남명식과 정윤원은 이력서에 敎育學管

理法心理學 강습 증서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122) 田中玄黃은 1904년 7월 千葉縣 成東中學校長으로 재직하던 중 대한제국 정부에 초빙

되어 1905년 당시 관립일어학교 교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는 이후 관립외국어학교 

교장이 되었고, 1911~1923년 평양고등보통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朝鮮總督府職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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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123) 강사를 맡아 “교육학 · 심리학의 초보 정도”를 강의하였다.124) 일본인 

강사들이 일본어로 강의를 하였으므로 외국어학교 부교관이자 고등소학교 

일본어 교수였던 崔在翊과 농상공학교 교관 安衡中이 강습회의 통역을 맡았

다.125) 1905년 7월은 통감부가 설치되기 전이지만 당시에 일본인 幣原坦이 

學政參與官으로 부임해 있었고 일본인이 강사였다는 점에서 이 강습회가 일

제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통감부 설치 후 처음 시행된 재교육은 1907년 체조강습이었다. 그간의 

학교 체조교육은 주로 퇴역군인이 교원으로 임용되어 ‘兵式體操’를126) 중심

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병식체조가 일종의 군사훈련으로 활용되면서 

운동회와 함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127) 이에 통감부는 

학교 체조교육에서 병식체조를 폐지하려 하였다. 통감부는 운동회 횟수를 

錄 각 연도판).

123) 高橋亨은 1902년 도쿄제국대학 중국철학과를 졸업하고 九州日報社 주필로 근무하다가 

1905년 2월 관립경성중학교 교수로 초빙된 자였다. 그는 1908년 관립한성고등학교 

학감을 비롯하여 1910년 이후 1934년까지 경성 ․ 대구고보 교유, 조선총독부 시학관 

겸 경성전수학교 교수,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朝鮮總督府職員

錄 각 연도판).

124) 幣原坦, 앞의 책, 1919, p.181. 

125) 최재익은 1903년 관립일어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1906년 관립한성일어학교 교관이 

되었고, 1911~1921년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유를 역임하였다. 안형중은 일본으로 유학

하여 1896년 일본 慶應義塾을, 1899년 도쿄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1904년 농상공학교 교관이 되었다(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大韓帝國官員履歷書).
126) 병식체조는 육군의 步兵操典과 體操敎範을 기초로 편성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유연체

조, 기계체조, 각개교련, 소대교련, 중대교련, 호령연습, 사격예행연습, 야외근무의 대

의 등 군대식 체조와 군사훈련이었다(世界敎育史硏究會, 世界敎育史大系3. 日本,  講

談社, 1976, p.204).

127) 갑오 · 광무기 신체 단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회가 장려되었다. 운동회 경기 

중에서 체조가 가장 주목을 끌었다. 운동회에는 학생과 교원, 정부고관과 지역민들까

지 대거 참여하였고, 학생들이 신체를 단련하는 마당이자 지역 주민이 즐기는 잔치가 

되었다. 또한 태극기 게양, 애국심을 고취하는 연설, 만세삼창이 행해지는 등 성원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김태웅, 우리 학생들이 나아가누나, 서해문집, 

2006,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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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1908

대

상

경성 내 관립보통학교 교장 이

하 조선인 교원

경성 내 관립보통학교 교장 이하 

조선인 교원

장

소
관립교동보통학교 관립한성사범학교

기

간
9~10월 5주간 9월 25일부터 5주간

강

사
  盧伯麟129)

한성고등학교 체조교수 橫地捨次郞

한성사범학교 체조교수 前田甚太郞

관립교동보통학교 교감 荻田廣吉

기

타

강습생 40명

11월 7일 증서 수여

강습생 35명

10월 29일 증서 수여

제한하고 관공립보통학교에서 병식체조를 교육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고등학

교 · 사범학교의 교재에서 병식체조를 제외하였다. 또한 1909년 학제 개편 

때는 ‘학교체조’를 보통체조 · 병식체조 대신 도입하였다.128) 체조강습회 개

최도 이러한 체조교육 개편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체조강습회는 1907년, 

1908년 연속으로 개최되었는데,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1907~1908년 체조강습회 실시 현황

출전: 大韓每日申報 1907년 9월 17일, 10월 2일, 11월 14일; 皇城新聞 1908

년 9월 23일, 27일, 10월 1일; 大韓每日申報 1908년 10월 30일에 의거하

여 작성.

128) 병식체조의 배제는 민족주의적 체육운동을 억압하고 학교체육이 반일운동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西尾達雄, 日本植民地下 朝鮮における學校體育政策

, 日本, 明石書店, 2003, p.96, p.114).

129) 노백린은 정부에서 파견한 유학생 출신의 무관이다. 그는 1895년 4월 일본에 유학하

여 慶應義塾 보통학, 成城學校 예비과,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수학하고 1900년 귀국했

다. 귀국 후 무관학교 교관, 硏成學校 교관 겸 敎戒隊長, 헌병대장 등을 역임하였고 

1907년 당시에는 육군무관학교장을 맡고 있었다(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大韓帝國

官員履歷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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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따르면 체조강습회는 관립보통학교 조선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

여 5주간 시행된 장기강습이었다. 1908년 체조강습회의 강사 중 橫地捨次

郞과 前田甚太郞은 1908년 각각 관립한성고등학교와 관립한성사범학교의 

체조교수으로 부임하여 병식체조를 대체할 새로운 체조의 보급에 앞장섰던 

자들이다.130) 이들이 학생에게 곤봉 체조 · 풍금을 이용한 체조 등을 교육했

다는 것으로 보아131) 체조강습회에서의 강습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통감부는 체조강습을 시행하고 강습 수료자들로 하여금 각 학교 교

원을 교육하게 함으로써 당시의 체조교육을 재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감부에서 주도하는 교원 재교육은 1909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통감부

는 1909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夏期講習會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학부차

관 俵孫一은 하기강습회 개최 목적에 대하여 “금회 하기 강습회를 여는 所

以는 目下 교원의 學力 一般이 부족하고, 특히 공립보통학교에는 短期의 사

범학교 속성과 출신자를 채용한 자가 많아 학력을 수양시킬 필요가 있고, 

또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학력을 체득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였

다.132) 교원 재교육의 이유가 교원의 부족한 학력을 보충하는 데 있다고 명

시하고 있다. 

학부에서 발표한 1909년 하기강습회 계획안은 <표 6>과 같다.

130) 김성학, ｢군대식 학교규율의 등장 과정과 사회적 기능, 1880~1910｣ 교육사회학연구

16-4, 2006, p.74. 橫地捨次郞은 1885년 8월 일본 체조교사 전문 양성 기관인 체조

전습소를 졸업하고, 1903~1908년 廣島高等師範學校 교수로 재직한 자였다. 그는 

1908~1921년 관립한성고등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前田甚太郞도 東京高等師範學校 체

조전수과를 졸업한 체조교육 전문가였다(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大韓帝國官員履歷

書).
131) 皇城新聞 1909년 4월 17일. 

132) 學部, 觀察使會議要錄, 1909, pp.13∼14(김영우, 한국교원현직교육사1, 교육과학

사, 1998, p.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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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관공립 ․ 보조지정보통학교 교원 중 희망자

단 會場과 員數의 형편에 따라 其他者 入會 가능

기간
7월 25일~8월 7일 2주간

(1일 4시간)

정원 60명

장소

경성 관립한성사범학교

평양 공립평양보통학교

대구 공립대구보통학교

과목

및

강사

경성 
각 과 교수법(荻田廣吉 한성사범학교 교수)

이과(松本宗治 한성사범학교 교수)

평양
각 과 교수법(齋藤欽二 한성사범학교 교수) 

체조(橫地捨次郞 한성고등학교 교수)

대구
각 과 교수법(宗像鴨四郞 관립한성외국어학교 교수) 

산술(西山熊助 공립대구보통학교 교감)

기타

․ 10일 이상 출석하여 성적이 佳良한 자에게 강습 증서 수여 

․ 하기 강습회 회원 주의 사항 ① 강습회원은 모두 강사와 사무원  

 의 지휘에 따를 것, ② 강습회원은 매일 每課 출석부에 날인할   

 것, ③ 강습회원이 신병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결석 또는 결  

 과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사무원에게 신고할 것, ④ 강습회원  

 이 중도에 退會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학부대신에게 신고할 것.

<표 6> 1909년 하기강습회 계획

출전: 官報 隆熙 3년 7월 6일.

<표 6>에 따르면 하기강습회에서는 일본인 교수들이 강사를 맡아 각 과

목의 교수법을 강의하였으며 관공립보통학교 교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 

또는 교원이 아닌 자도 참석할 수 있었다. 1910년에는 전년도보다 확대하

여 10개 도에서 개설을 계획하였는데, 그 중 경기도에서 강습회를 개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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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까지 개최했던 것이 확인된다.133) 그리고 학부의 계획과 별도로 한성

부에서도 따로 강습회를 개설하여 이학, 화학, 체조, 원예 등을 가르쳤으

며,134) 참가자에게는 매일 食費로 10錢을 지급하였다.135) 

1909~1910년 하기강습회에서 주목되는 점은 첫째, 강습 과목에 교수법

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일본 교육학의 주류는 헤르바르트 교육학이었다. 

일본 정부는 교육칙어 공포 이후의 德育 중시 풍조 속에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헤르바르트 교육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는데, 1900년대 들어서 헤

르바르트 교육학은 각 교과의 국정 교과서 내용을 교수 단계에 따라 가르치

는, 즉 공식적으로 결정된 내용만 전달하는 교수의 절차로 정형화되어 있었

다.136) 그러므로 조선에 도입되었던 교육학도 일본이 국가주의적 요청에 맞

게 변형시킨 헤르바르트 교육학이었다.137) 1910년 7월 14일 경상남도 서

기관이 東萊府尹에게 보낸 공문에서 “하기강습회에서 강습할 학부 편찬 普

通敎育學을 구입할 희망자의 氏名을 보고하라”고 하였으므로 당시 관립한성

사범학교의 교육학 교과서였던 普通敎育學이 하기강습회에서도 교재로 사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138) 보통교육학은 관립한성사범학교 교육학 교수

였던 增戶鶴吉의 주도 하에 1910년 학부 명의로 출판된 것인데, 보통학교

133) 皇城新聞 1910년 8월 14일.

134) 大韓每日申報 1910년 7월 1일, 23일. 

135) 大韓每日申報 1910년 7월 23일.

136) 寄田啓夫 ․ 山中芳和 編, 日本敎育史, 日本, ミネルヴァ書房, 1993, pp.82∼85. 일본

에서 수용한 헤르바르트 교육학은 예비 – 제시 – 비교 – 통할 - 응용의 5단계 교수법

으로 정형화된 것이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이 5단계마저도 예비 – 교수 - 응용이라

는 3단계로 형해화했다. 이러한 3단계 또는 5단계 교수법은 모든 교과 교육에 기계적

으로 적용되었다. 교육 내용의 획일적인 주입에 효율적이므로 절대주의 천황제 교육 

체제에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일본에서 이러한 교육학은 1945년까지 

지배력을 유지하며 사범학교 교육학 교육을 매개로 초등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오

성철, 앞의 책, pp.248∼249).

137) 김성학, ｢일제시대 해외유학생 집단의 교육연구활동과 서구교육학 도입｣ 敎育學硏究
35, 1996, p.99.

138) ｢觀察道來去案｣(奎 18131 1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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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과 그 시행규칙을 준거로 교수 · 훈련 · 관리의 방법을 설명하고 각 과 교

수법의 실시 방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139) 따라서 하기강습회는 교

수법 위주로 편향된 일본식 교육학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

다.140) 

둘째, 실업 과목 강습이 시행되었다. 1910년도 하기강습회 계획에 의하면 

강습회를 시행하는 10개 도 중 7개 도에서 농업 또는 실업을 강습 과목에 

포함시키고 있다.141) 통감부는 조선의 교육은 농업교육 위주의 실업교육을 

중심으로 한다는 방침 하에서 관립한성사범학교에도 농업 · 상업 · 수공 등의 

실업 교과들을 수의과목으로 도입하고 재학생을 手工科와 農學科로 구분하

여 실업교육을 강화하였다.142) 이러한 교육 방침이 교원강습회에도 반영되

었던 것이다. 

즉 통감부가 교원 재교육의 이유로 제시했던 교원의 학력 보충이란 곧 일

본식 교육학에 대한 지식과 실업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강화를 의

미했다. 

1910년 이후에도 각 과목 교수법과 실업 과목을 강습하는 하기강습회가 

매년 개최되었다. 1911년부터 매년 각 도에서 보통학교 학과목과 그 교수

법을 내용으로 하는 하기강습회를 개최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마다 강습 과목에 일본어와 농업, 임업, 수공, 양잠, 學校園 경영법, 농업

적 수공, 농업 실습 등 직업 과목을 포함시켰다.143)

<표 7>은 1913~1918년 각 도에서 개최된 하기강습회의 수료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139) 임후남, 앞의 논문, p.171.

140) 김성학, ｢西歐 敎育學 導入過程 硏究: 1895-1945｣, 延世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1995, pp.56∼58.

141) 官報 隆熙 4년 7월 13일.

142) 皇城新聞 1909년 10월 17일.

143) 1911~1918년 각 도 하계 강습회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는 김영우, 앞의 책, pp.15∼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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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교원 수료자 수 조선인 교원 총 수

연도 공립학교 
사립학교

기타 계 공립학교
사립학교

일반 종교계 일반 종교계

1913 · · · · 1,597 1,192 1,688 1,127

1914 504 458 316 551 1,839
1,207

(41.8%)

1,544

(29.7%)

1,071

(29.5%)

1915 496 480 278 523 1,787
1,290

(38.5%)

1,453

(33.0%)

1,052

(26.4%)

1916 506 432 312 557 1,807
1,375

(36.2%)

1,184

(36.5%)

991

(31.5%)

1917 559 262 236 433 1,673
1,503

(37.2%)

1,008

(26.0%)

713

(33.1%)

1918 492 211 170 378 1,311
1,524

(32.3%)

957

(22.1%)

736

(23.1%)

 <표 7> 1913~1918년 하기강습회 조선인 교원 수료자 현황          (단위: 名)

출전: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판; 朝鮮總督府官報 1914년 10월 30일, 

1915년 11월 26일, 1916년 11월 28일, 1917년 12월 28일, 1918년 12월 

24일에 의거하여 작성. 

비고: 朝鮮總督府官報에 1913년 강습원 수는 출신 구별 없이 총 수만 기재되어 

있다.

     1916년 수료자 수에는 공사립보통학교 여교원 64명이 포함되어 있다.

     괄호 안의 %는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판에 따른 조선인 교원 총 수

에 대한 강습자 수의 비율이다. 

<표 7>에서 공립학교 교원에는 훈도, 부훈도, 촉탁교원이 모두 포함된다. 

지역에 따라서 훈도, 부훈도, 촉탁교원을 나누어 따로 강습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기타는 서당 교원과 공사립학교 교원 지망자, 일반인 청강생을 말한

다. 1912년 황해도에서는 동년 여름 하기강습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학교 

직원은 물론이오, 일반 희망하는 자는 7월 10일까지 소관 군청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청원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이 “일반 희망자”가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144) 조선총독부는 교원강습회를 교원이 아닌 자에게도 개

144) 每日申報 1912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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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고 일반인들의 참여를 권장하였는데,145) 이것은 당시 교원강습회의 주 

내용이 일본어 교육이었으므로 이를 통하여 일본어를 보급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1911년 7월 하기강습회 개최 전에 조선총독부에서 관공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국어 및 국어교수법 강습회’를 따로 개최하였던 점을 볼 

때,146) 일제초기 교원 재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본어 보급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기강습회는 강습회의 정원이 예정되어 있고 강습을 받을 자는 신청을 

하도록 했던 점으로 보아 강습이 교원에게 의무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었

을 것이다. 그러나 <표 7>에서 1913~1918년 강습을 받은 공립보통학교 

교원의 누적 수가 2,557명으로 1918년 당시 공립보통학교 조선인 교원 총 

수의 168%에 달하는 점으로 보아 거의 대부분의 교원이 하기강습회를 수

료하였고 강습을 받았던 교원이 재차 강습에 참가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표 7>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도 매년 교원의 30% 정도가 하기

강습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기강습회의 주요 과목이 일본어 강습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당시 조선총독부가 학교를 일본어 보급을 위한 기지로 설정

하고 교원을 이에 동원하기 위해 교원의 일본어 능력을 강화시키기고자 하

기강습회 참석을 적극 장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1920년대 들어서 하기강습회는 도 · 부뿐 아니라 군에서도 한 개 군, 또는 

몇 개 군이 연합하여 개최하기도 하고 도 · 군 교육회와 사범학교에서도 개

설하여 그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강습 형식도 교실 내에서의 강습만이 아

145) 每日申報 1912년 8월 25일.

146) 이 강습회는 관공사립학교 조선인 교원으로서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

로 1911년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개최되었다. 교육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

터 12시까지 4시간씩이었고 교육 내용은 일본어 교수상의 일반적 주의, 학습상 곤란

한 발음, 틀리기 쉬운 어법, 일본어와 文語와의 관계, 일본어 해석 상의 주의 등이었

다. 강습 장소는 당시 폐교되기 전이었던 관립한성외국어학교였고 동교의 교관 4명이 

강사가 되었다. 수료자에게는 강습 증서를 수여하였다(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7월 

11일). 조선총독부는 일본어 능력을 가진 일부 조선인 교원에게 심화 교육을 시킴으로

써 교원에게 일본어를 보급하는 데 수료자들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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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견학 · 실습이 포함되기도 했다. 강습 과목은 일제강점 초기와 달리 일

본어에 치중되지 않고 초등학교 전 교과목과 교수법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것은 통감부 설치 이후에 양성된 교원은 양성 과정에서 이미 일본어를 습득

한 상태였기 때문일 것이다. 

1920년대 이후에는 하루 또는 3~5일 동안 열리는 단기 강습회도 많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단기 강습회는 주로 개별 교과 한 과목과 관련된 특정 

내용을 다루었고, 주로 여름 방학에 개최되었지만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학

기 중에 개최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역의 학무 당국과 지역 교육회147) 

또는 개별 학교에서 교수법 · 교과서 연구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148) 이러

한 연구회는 교수연구회, 교수법연구회, 교수비판회, 교원연구회, 교육연구

회, 연구발표회, 연구교수회, 학술강습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개최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개 수업 후 敎授者와 參觀者들이 수업에 대하여 상호 비

평 ·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敎授案과 敎材를 연구하여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道 · 府 단위로 관내 초등학교 교원이 모두 참가하는 

연구 발표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149)

이와 같이 1920년대 이후에는 일제강점 초기에 비해 개별 학교부터 도 ·

부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위에서 강습회 또는 연구회 · 발표회 등이 

많이 개최되었다. 이는 3 · 1운동 이후 조선인의 교육열이 고조되면서 학교 

수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범학교가 재설

립되고 이른바 ‘문화통치’로 제한적이나마 언론 · 출판 · 단체 활동이 가능해

진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원강습회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147) 지역 교육회란 기존의 朝鮮敎育硏究會가 1923년 확장 개편된 朝鮮敎育會의 道 ․ 府 ․ 郡 

分會를 말한다.

148) 東亞日報 1922년 4월 11일; 朝鮮日報 1923년 6월 27일; 東亞日報 1924년 3

월 3일, 1926년 3월 6일, 1927년 12월 14일; 每日申報 1931년 6월 17일; 東亞日

報 1932년 9월 28일, 11월 13일. 

149) 每日申報 1937년 12월 15일, 1938년 1월 11일; 朝鮮日報 1940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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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학기 중에 강습회가 개최되면 강습 참가 교원의 담임 수업이 문제

가 된다. 학기 중에 열리는 단기 강습회의 개최 요일을 살펴보면, 수업이 

없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개최되는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단기 강습만이 아니라 한 달 이상의 장기 강습은 방학 기간을 초과

하게 되므로 당연히 수업 결손을 초래하기 마련이었다. 교원의 출장에 대해

서는 출장부에 기재할 것과 돌아오면 출장 명령 관청에 書面 또는 口頭로 

보고하라는 규정만 있을뿐,150) 출장으로 인한 수업 결손에 대한 규정은 없

었다. 교원이 질병이나 출장으로 한 달 이상 결근을 해도 대체 교원이 배치

되지 않아 학생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151) 

일주일 이내의 단기 강습을 위해 임시로 교원을 채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927년 충청남도 공립둔포보통학교에서 동맹휴학이 일어났는데, 당시 학부

형 · 학생들의 요구 조건에는 “직원이 결석이 있을 때 학교장이 代用敎授치 

아니하고 교원 중으로 複式敎授 시키지 말 것”이라는 사항이 있다.152) 교원

이 출장 등으로 부재하면 교원 겸임 교장이 아닌 경우에는 교장이 수업을 

맡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다른 교원이 복식 수업을 하는 것이 일반

적이었던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자습을 시키거나 학생들이 그냥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153) 강습회를 개최하면서도 그로 인한 수업 결손 대책은 마련

되지 않았던 것이다.

강습회에 참가하는 교원에게는 여비가 지급되었다. 여기서 여비란 교통비

150) 朝鮮總督府官報 1926년 8월 4일, ｢公立小學校及公立普通學校職員服務規程｣(1926.8.4. 

조선총독부 충청남도훈령 제11호).

151)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함경남도 공립영흥보통학교에서 1924년 11월 6학

년 학생들이 일본인 담임 교원을 배척하여 동맹휴학을 일으켰다. 이에 가담했던 40여

명 중 26명은 결국 자퇴하였는데, 자퇴 이유 중 하나가 “교원의 결근으로 敎授 不敏

한 일”이었다. 배척 대상이 된 교원은 자기 妻의 병 간호 , 본인의 질병으로 2개월 이

상 교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동안 6학년 학생의 수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時
代日報 1924년 12월 13일). 

152) 朝鮮日報 1927년 9월 9일.

153) 東亞日報 1925년 12월 23일.



- 184 -

만이 아니라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朝鮮總督府旅費規則｣
은 판임관 이상인 자가 조선 내를 여행하는 경우 車馬賃, 日費, 宿泊費,  移

轉料를 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54) 또한 ｢朝鮮

總督府減額旅費規程｣ 제28~29조에는 관공립학교 직원이 강습을 받기 위해 

출장하는 경우 관등급에 따라 日額과 車馬賃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

다.155) 이에 의거하여 1921~1922년에 걸쳐 각 도별로 ｢감액여비규정｣이 

공포되었는데, 여기에도 공립학교 직원이 강습 등을 이유로 출장할 때 일비

와 거마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조선총독부감액여비규정｣에는 모든 경우에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적은 금

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각 도의 ｢감액여비규정｣은 관등급에 따른 지

급액을 규정하였을뿐, 조선인 · 일본인의 구별은 없었다. ｢감액여비규정｣에 

따라 강습회에 참석할 때 조선인 교원과 일본인 교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금

액의 여비를 지급받았지만, 학교장 또는 관계 행정 직원의 임의로 차등 지

급이 자행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1926년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군교육회 주최로 7월 11일부터 

10일간 하기강습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때 군청에서 여비를 조선인 교원과 

일본인 교원에게 차등 지급하여 물의를 빚었다.156) 또한 동년 경상남도 공

립울산보통학교에서는 조선인 교원이 여비를 지급받지 못해 본인이 희망했

던 강습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동교의 일본인 교원에게는 조선인 교원이 

청구했던 금액의 2배를 지급해 준 사실을 알고 일본인 교장에게 항의한 일

도 있었다.157) 이러한 행태가 가능했던 것은 교원의 도내 출장과 관련된 예

산을 집행하는 것이 학교장의 권한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인 교장이 

154)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10월 1일, ｢朝鮮總督府旅費規則｣(1910.10.1. 조선총독부령 

제24호).

155)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5월 25일, ｢朝鮮總督府減額旅費規程｣(1912.5.25. 조선총독

부훈령 제65호).

156) 朝鮮日報 1926년 8월 4일.

157) 朝鮮日報 1926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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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강습회에 참가하는 기회와 지원을 조선인 교원과 일본인 교원에게 차등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1927년 12월 山梨半造 총독이 부임한 후 조선총독부는 그간의 교육 시책

을 일부 수정하였다. 1920년대 말 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농촌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혁명적 농민운동의 활성화, 학생 사상의 좌경화 등 통치에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함이었다. 교육 시책 변개의 핵심은 교육 내용

을 농촌의 실정에 따라 재조직 하고 근로와 직업 의식을 강조하여 농촌 수

탈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었다.158) 그리하여 1929년 ｢보통학교규

정｣ 개정으로 직업이 필수 과목이 되었고,159) 1930년대에는 농촌진흥운동

과 연계된 ‘교육의 실제화’가 추진되었다. 직업 교육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농업 교육이었고 사실상 농업 노동이었다. 초등학교에서는 직업 교육 또는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농업 노동 때문에 정상적인 학과 교육이 이

루어지지 못할 정도였고 학생들은 과도한 노동에 견디지 못하여 동맹휴학을 

일으키기도 했다.160) 또한 1930년경부터 ‘졸업생 지도’ 사업이 시행되었다. 

졸업생 지도는 보통학교를 단위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지도 활동은 교

장의 지휘 하에 교원이 담당해야 했다.161) 

158) 文知恩, ｢1930년대 鄕土敎育論의 展開와 日帝의 鄕土敎育 施策｣,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010, pp.4~5, p.38.

159) 朝鮮總督府官報 1929년 6월 20일.

160) 東亞日報 1929년 6월 9일, 1932년 6월 17일; 朝鮮中央日報 1935년 11월 7일;  

東亞日報 1936년 5월 16일.

161) 졸업생 지도란 보통학교가 중심이 되어 일정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도 

대상 졸업생을 선정하여 지도하도록 한 시책이다. 1927년 경기도에서 10개교를 졸업

생 지도 학교로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되어 1930년 경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졸

업생 지도 방법은 직접 지도와 간접 지도가 있었다. 전자는 농업 당국의 勸業方針에 

의거한 농업 지식과 기술 보급, 부업 장려 등의 직업 교육과 이른바 ‘公民敎育’을 시행

하는 것으로 기간은 대개 3년이었고, 후자는 전자가 끝난 후 당지의 조합 조직이나 청

년단의 규약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직접 지도 방법에는 교원이 직접 지도생의 

가정이나 실습 중인 농지로 찾아가서 지도하는 臨地指導, 일지 · 계획표 · 대장 등의 기

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토하는 記錄指導,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그간의 기록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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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1930년대 이후에는 주로 실업 과목만을 강습

하는 강습회가 개최되었다. 그러한 강습회는 대체로 농업강습회, 실과강습

회, 직업강습회,  졸업생 지도강습회 등의 명칭으로 개최되었는데, 명칭과 

관계없이 다루는 내용은 농업에 대한 것이었다. 강습 장소는 대개 농업학교

이거나 초등학교였고 수산 · 공업 과목 강습회는 수산학교 · 공업학교에 개설

되었다. 대부분의 강습회에는 강습 일정에 실습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습은 

강습회장인 농업학교와 초등학교에 대개 실습지가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이

를 이용하였고, 실습지가 없는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인근 농업학교의 실습

지를 빌려서 시행하기도 했다. 강사는 시학, 시학관, 학무 당국의 관료를 비

롯하여 산업과 · 산림과 등 실업 관련 당국의 관료, 농업학교 교유 등이 맡

았다. 교육 기간은 다양하여 당일에 끝내는 경우도 있었고 1주일 이내의 단

기 강습회, 길게는 2~3주 또는 1~2개월 동안 시행하는 장기 강습회도 있

었다. 또한 교장 또는 농업교육을 최우선으로 한 간이학교의 교원만을 대상

으로 하는 강습회도 자주 개최되었다.

요컨대 교원강습회는 교원 재교육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서 일제의 교

육 시책을 보급 · 선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의 강화를 목표로 실시되었다. 그

리하여 일제강점 초기에는 일본어와 일본식 교육학 보급을, 1920년대 후반 

이후에는 실업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⑵ 上級 資格 획득

1911년 10월 공포된 ｢朝鮮公立普通學校官制｣에 의하면162) 일제강점 초

기 보통학교 직원은 학교장과 훈도 · 부훈도로 구별된다. 훈도와 부훈도의 

구분은 교원의 출신 경로에 의한 것이었다. 같은 판임관이었지만 초임 대우

검하고 교원이나 군 기술원, 초청 인사 등의 특강을 실시하는 召集指導 등이 있었다. 

직접 지도 · 간접 지도 모두 실제 지도 활동은 교원의 책임이었다(이기훈, ｢일제하 농

촌보통학교의 ‘졸업생 지도’｣ 역사문제연구4, 2000, pp.299∼300).

162)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16일, ｢朝鮮公立普通學校官制｣(1911.10.16. 칙령 제

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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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차이가 있어 훈도의 초임 월봉이 더 많았다. 또한 부훈도에서 훈도가 

되는 것은 “승진”이라고 표현되었다.163) 

각 도에서 개최하는 하기강습회는 강습 대상을 훈도 · 부훈도로 분리하여 

개최하기도 하고, 구별없이 함께 강습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다양했다. 그

러나 훈도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강습회는 조선총독부에서 

주최하는 ‘부훈도강습회’였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11월 1일부터 공립보통학교 조선인 부훈도 중 일

본어로 수강할 수 있는 자 60명을 각 도 장관의 추천에 의해 입학시켜 5개

월간 강습을 받도록 하고, 수료자는 강습 종료 후 2년 동안 추천을 받았던 

도내 보통학교에서 복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때 강습 성적이 우수한 

자는 훈도로 임용한다고 하였다.164) 1913년에도 동년 10월부터 1914년 2

월 10일까지 서울의 임시교원양성소에서 부훈도강습회를 개최하였는데 수

료자 40명 중 성적 우수자를 훈도로 “승진”하게 한 것이 확인된다.165) 수

료자 전원에게 훈도 자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훈도강습회의 목적은 

상급 자격 획득이 아니라 부훈도 중 소수만을 선발하여 일본어를 교육하려

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2년 ｢朝鮮公立學校官制｣에 따라166) 교원의 직위가 훈도로 단일화되었

으므로 부훈도강습회는 1921년 경성과 평양 두 곳에서 5개월 동안 개최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 강습회 수료자의 수료 후 교직력을 살펴 보면, 경성 

개최 강습회는 수료자 35명 중 8명, 평양 개최 강습회는 수료자 12명 중 

단 1명만이 수료 다음 해인 1922년 훈도가 되었다.167) 

朝鮮總督府職員錄을 통하여 1921년 부훈도강습회 수료자의 승급 현황

을 살펴보면, 수료자 전원이 승급된 것도 아니었고 훈도가 되었어도 승급이 

163) 每日申報 1914년 2월 11일.

164) 每日申報 1912년 11월 1일.

165) 每日申報 1914년 2월 11일.

166)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4월 1일, ｢朝鮮公立學校官制｣(1922.3.31. 칙령 제152호).

167) 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12월 13일, 1922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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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거나 훈도가 되지 않은 교원도 승급된 사례가 많다. 또한 승급액도 

최저 2원부터 최고 6원에 걸쳐져 있어 일정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훈도강습회 수료 여부나 훈도 자격 획득은 승급과 직접적인 관계

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2~1914년 경성 · 평양고보 부설 교원속성과 

출신 부훈도들의 경우에도 훈도가 되는 것과 승급은 관계가 없었다. 

朝鮮總督府職員錄에 의하면, 1912~1914년 경성 · 평양고보 부설 교원

속성과 출신 부훈도들이 훈도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다양하다. 짧게는 1

년 또는 2~3년 만에 훈도가 된 교원도 있지만, 길게는 1922년 부훈도라는 

직위가 폐지되기까지 부훈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것은 조

선총독부 주최 부훈도강습회는 각 도가 선정한 교원만이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고, 강습을 수료하더라도 성적 우수자만 훈도

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22년 이후에는 ｢교원시험규칙｣의 규정에 따른 1~3종 교원이라는 구분

이 교원의 자격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 1종 교원 자격은 경성사범 연습과 

졸업생에게만 부여되었고 다른 사범학교 졸업생은 2종 교원, 3종 교원 시험 

합격자와 공립사범학교 강습과 졸업생은 3종 교원이었다. 

3종 교원은 1종 · 2종 교원과 같은 판임관 신분이었지만 초임시 대우뿐 아

니라 실제 학교 생활에서도 1종 · 2종 교원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1922년 종래의 부훈도와 3종 교원 시험 출신 교원에 대하여 

“그 학력 기능이 신교육령에 의한 보통학교 제5학년 이상의 교수를 담당하

기에 부족한 자가 적지 않다”고 하여 이들은 당분간 보통학교 5학년 이상

의 교수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였다.168) 이러한 제한은 사립학교에도 적용되

었고, 일제말까지 존속되었다.169) 교원 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1936년에도 

168) 다만 3년 이상 경력자 중 도지사가 성적 우량으로 인정한 자 또는 本府나 道에서 개

설한 강습 기간 4개월 이상의 강습회에서 보통학교 및 보통학교고등과의 교과목을 강

습하고 성적 우량으로 인정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 인용문에서 신교

육령이란 제2차 조선교육령을 말한다(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3월 31일). 

169) 岡久雄, 앞의 책,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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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매년 3종 교원 시험을 실시하면서도 3종은 절대로 훈도 채

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종 교원 시험은 “가치 없는 시험”으로 취급되

고 있었다.170) 1932년 5월 경기도 공립소래보통학교에서는 동교의 교원 尹

福同이 “자기가 3종 교원인 관계로 교내에서 차별이 심하여 이에 분개한 

끝에 교장을 곤란케 해서 引責 辭職을 도모”하고자 “勅語謄本”을 절취한 사

건이 일어나기도 했다.171) 이와 같이 3종 교원 자격자는 그 자격이 낮다는 

이유로 채용되기 어려웠고, 임용 후에도 역시 같은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

았다. 이러한 처지는 촉탁교원도 마찬가지였다. 

경성사범 졸업생을 최고로, 무자격 촉탁교원을 최하로 하는 교원내 위계 

구조는 교원 양성 과정의 중층화 · 서열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원 양성이 

중층적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교원 자격의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서는 하급 자격의 교원에게 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재교육을 시키고 상급 

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하급 자격 교원의 재교육과 상

급 자격 획득은 필수 과정이 아니었다. 1921년까지 조선총독부 주최의 부

훈도강습회가 개설되어 소수나마 부훈도에서 훈도가 될 수 있게 한 것과 달

리, 1922년 이후에는 교원이 강습회 수강을 통해 자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지 않았다.172)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일본의 소학교교원면허는 소학교본과 · 전과정

교원, 심상소학교본과 · 전과정교원, 심상소학교준교원으로 구분되었는데, 교

170) 東亞日報 1936년 4월 17일.

171) 東亞日報 1932년 5월 5일.

172) 1941년 경성제일고등여학교를 졸업하고 개성제일공립보통학교 촉탁교원으로 채용된 

일본인 池田正枝는 근무하면서 여름 ․ 겨울 방학 동안 사범학교에서 강습을 받고 정식 

교원이 되었다고 회고하였다(안홍선, ｢교육사탐색: 12살 소녀들을 정신대로 보낸 어느 

일본인 교사의 “참회의 여정”｣ 교육비평21, 교육비평사, 2006). 일제말 대거 채용

되었던 촉탁교원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개최하여 수료자에게 교원 자격을 부여했다는 

내용이지만, 촉탁교원은 3종 교원 시험에 합격해야 교원 자격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

고, 1943년에도 3종 교원 시험 시행이 확인되기 때문에(每日申報 1943년 6월 15

일, 7월 3일) 강습만으로 교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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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습회를 통하여 교원면허장과 상급 교원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교원

면허장을 취득하는 데는 사범학교 졸업, 시험 검정, 무시험 검정의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 무시험 검정에서 강습회 참가 여부가 결정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173) 즉 일본에는 강습회를 통하여 하급 자격 교원을 재교육

시키고 상급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었다.

이와 달리 조선에서는 1922년 이후 교원이 상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교원 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즉 촉탁교원은 3종 교원 시험에, 3종 교원은 2

종 교원 시험에, 2종 교원은 1종 교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교원은 “물

질적 대우의 향상, 任地의 榮進 · 승진 가능, 上司 · 鄕黨 · 同僚 · 아동 등의 신

뢰 증진” 등 처우 향상을 위해 교원 시험에 응시하였다.174)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1925년 경기도 교원 시험에서 2종 교원 시험 

조선인 남자 응시자 91명 중 65명이 3종 교원 시험에 합격하여 공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였다. 또한 3종 교원 시험 응시자는 조선인 남자 87

명, 조선인 여자 14명이었는데, 이 중 공사립학교의 무자격 교원으로서 교

원 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가 각각 72명, 12명이나 되었다.175) 

조선총독부에서 교원을 재교육시켜 상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로는 첫째, 우민화 교육 방침으로 인해 양성 · 임용 단계

에서도 교육자로서의 자질 강화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교원 재교

육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점, 셋째, 되도록 봉급이 적은 하급 

자격 교원이나 무자격 촉탁교원을 임용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부훈도에서 훈도가 되는 것이 승급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

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1922년 이래 하급 자격 교원 · 촉탁교

원은 5~6학년 수업을 맡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두었지만, 공립보통학교 중

에는 4년제 학교가 많았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176) 

173) 佐藤幹男, 近代日本教員現職研修史研究, 日本, 風間書房, 1999, pp.360∼366.

174) 大谷保編, 改訂小學校敎員試驗要諦竝問題集, 朝鮮公民敎育會, 1940, pp.11∼12.

175) 東亞日報 1925년 8월 25일.

176) 공립보통학교 중에서 4년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22년 전체의  60.5%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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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급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원 개인의 몫이었다. 

  2) 戰時下 교원 ‘硏修’

 ⑴ 敎學硏修所의 설립 · 운영

1937년 中日戰爭 발발 이후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려 하였다. 중일전쟁이 전면화 · 장기화됨에 따라 兵站

基地인 조선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수탈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강화되었고, 

이를 원활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쟁과 동원 시책에 대한 전 조선인의 적

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했다. 당시 대다수의 조선인들이 일제의 

통치 방침과 선동에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이었던 상황에서177) 조선인을 전

쟁에 동원해야 했던 일제는 조선인의 철저한 일본인화, 즉 ‘皇國臣民化’를 

추구해야 했다. 

그리하여 이른바 “皇國臣民의 鍊成”이 조선 통치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

였다. ‘鍊成’은 일제말 ‘국가총동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조선인을 물자뿐 

후 점차 감소하여 1929년 28.1%가 되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여 1936년에는 전체

의 46.8%가 되었다. 4년제 학교가 실질적으로 사라진 것은 1940년대의 일이었다(朴

振東, ｢日帝强占下(1920년대) 普通學校 6年制 昇格運動의 展開와 歸結｣ 歷史敎育
102, 2007, pp.99∼100).

177) 1936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인의 조선총독부 통치에 대한 관념을 조사한 기록에 의하

면, 통치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 10%, 통치 양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이 

약 11%, 현 정치에 만족하는 사람이 약 28%,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이 51%였다. 또

한 조선인의 일본에 대한 국가 관념을 조사한 결과는 “황국의 진가를 인식하고 종래

의 민족적 편견을 시정하여” 국가관념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23%, 국가관념을 자각

한 듯 가장하고 있는 사람이 19%, 무관심한 사람이 58%였다. 1930년대 宇垣一成 총

독에 의해 제창되었던 內鮮融和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는 진정으로 융화되었다고 인

정되는 사람이 20%, 일시적으로 융화되어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 25%,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6%, 무관심한 사람이 49%였다(朝鮮軍參謀部, 昭和11年前半期 朝鮮思想

運動槪觀, 1936(民族問題硏究所 編,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65, 한국학술정

보, 2000, p.472)).



- 192 -

아니라 영혼과 육체, 일상 생활의 모든 것을 천황에게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일본인, 즉 ‘황국신민’으로 改造하려는 사업이었다.178) 

‘연성’은 학교, 작업장, 촌락 등 모든 공간에서 전 조선인을 대상으로 실

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학생은 제2국민으로서 ‘연성’의 1차 대상이었다.179) 

조선총독부는 1938년 3월 ‘敎學刷新’, 즉 國體明徵 · 內鮮一體 · 忍苦鍛鍊 3

대 교육강령의 구현을 목표로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180)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거하여 개정된 각 학교규정에는 모두 제1조에서 “충량한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데 힘쓸 것”이 규정되어 있다.181) 1941년에는 국민학

교제도를 도입하면서 ｢國民學校規程｣을 공포하여 국민학교 교육의 목적은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 · 자질 · 성격을 함양하고 황국신민연성의 길로 나아

가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182) 교육과정 개편,183) 직업 · 체육교육 강화 

등 학교교육을 그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학교교육에서

는 鍊成, 修練, 訓練, 鍛鍊, 鍊磨 등의 단어가 교육 방법의 성격을 표현하는 

용어로 유행하였다.184)

178) 鄭在貞, ｢日帝下 朝鮮에서의 國家總力戰體制와 朝鮮人의 生活: ‘皇國臣民의 鍊成’을 中

心으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5, 2005, p.411.

179) 上同, p.426.

180) 宮田節子, 李熒娘 譯, 朝鮮民衆과 皇民化政策, 一潮閣, 1997, p.118.

181) 朝鮮總督府官報 1938년 4월 4일, ｢小學校規程｣(1938.3.15. 조선총독부령 제24호) 

제1조, ｢中學校規程｣(1938.3.15. 조선총독부령 제25호) 제1조, ｢高等女學校規程｣
(1938.3.15. 조선총독부령 제26호) 제1조. 

182) 朝鮮總督府官報 1941년 3월 31일, ｢國民學校規程｣(1941.3.31. 조선총독부령 제90

호). 1941년 일본에서 국민학교제도 시행을 결정하고 공포한 ｢國民學校令｣은 제1조에

서 “국민학교는 皇國의 道에 따라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의 기초적 연성을 행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國民學校令｣1941.2.28. 칙령 제148호).

183) 국민학교제 시행과 함께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종래의 교과목 체제에서 교과 및 과

목 체제로 개편된 것이다. 초등학교의 교과는 국민에게 필요한 자질과 그 내용을 중심

으로 國民科(수신, 국어, 국사, 지리), 理數科(산수, 이과), 體操科(체조, 무도), 藝能科

(음악, 습자, 도화 및 공작, 여자는 가사 및 재봉), 職業科(농업, 공업, 상업, 수산) 등 

5개 교과였다. 일본에서는 직업과 대신 實業科를 두었다(金寶林, ｢日帝下 國民學校 國

民科의 導入과 ‘國史’(日本史) 敎育｣,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2006,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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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교원 재교육에서도 ‘연성’ 또는 ‘硏修’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

었다. 일본에서 ‘연수’는 明治維新 이래 현직 교원의 자발적인 연구와 수양

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지만185) 조선에서는 현직 교원 교육과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이다. 일제말 ‘연수’는 연구와 수양이라는 본

래의 의미가 아니라 “교원에게 연수를 시킨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 造語된 ‘연성’ · ‘수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사용되었다.186) 당시 

일본 · 대만 · 조선에 각각 현직 교원 또는 국민 전체를 재교육하는 기관이 

설립되었는데, 세 기관이 모두 ‘연수’ · ‘연성’ · ‘수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國民鍊成所(1942년 설립), 대만의 臺灣總督府國民精神硏修所

(1938년 설립), 조선의 朝鮮總督府敎學硏修所(1939년 설립)가 그것이다. 일

본의 국민연성소는 1943년 國民精神文化硏究所와 통합되어 敎學鍊成所로 

개편되었는데, 교학연성소의 연성 내용에는 ‘연수’가 ‘皇國의 學’ 등을 수련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187) 또한 조선의 교학연수소의 연수 과목 중 하

나는 “실천을 통하여 황국신민 교육자다운 심신의 연성에 힘쓰는 것을 요지

로” 하는 ‘수련과’였다. 이와 같이 ‘연수’는 조선에서도 교원의 ‘연성’을 철저

히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교학연수소는 “황국신민 교육의 추진기구의 일환으로서” 창설되었다.188) 

교학연수소 개소를 앞두고 ｢朝鮮總督府敎學硏修所規程｣이 공포되었는데,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89)  

① 목적: 학교 직원에 대하여 國體의 本義에 기초한 황국신민교육의 眞髓

를 체득케 하고 師道의 진흥, 敎學의 쇄신을 도모(1조)

184) 鄭在貞, 앞의 논문, pp.427∼429.

185) 佐藤幹男, 앞의 책, p.396.

186) 上同, pp.398∼399.

187) 上同, p.400.

188) 鳥飼生駒, ｢敎學硏修所の鍊成狀況｣ 朝鮮331, 1942, p.47.

189) 朝鮮總督府官報 1939년 4월 20일, ｢朝鮮總督府敎學硏修所規程｣(1939.4.20. 조선총

독부령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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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원: 소장 -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學監 · 寮監 · 書記 - 조선총독부 및 同소속 관서의 직원이나 학

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하거나 촉탁(3조)

③ 연수 과목: 國民科, 師道科, 修練科(5조)

  -국민과: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국체의 본의를 천명하고 

황국의 도에 철저하게 함과 동시에 동아 및 세계에 있어서 황

국의 사명을 체득시키며, 국민적 신념을 공고히 하는 것을 요

지로 함. 국민과는 국체, 일본정신, 국민도덕, 국사, 국제 정

세, 국방 등 특히 국체 관념을 명징케 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연수(6조)

  -사도과: 황국신민 교육자로서의 교양을 깊게 하고, 시대의 선각자로서

의 수양을 쌓아 교육으로써 皇謨를 翼贊케 할 신념을 기르는 

것을 요지로 함. 교육 정신, 교육 및 교수법, 교육 사조, 일본 

교육사 등 사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7조)

  -수련과: 실천을 통하여 황국신민 교육자다운 심신의 鍊成에 힘쓰는 것

을 요지로 함. 武道, 체조, 교련, 行事, 노작 등 일본정신 및 

교육 정신의 앙양에 필요한 사항의 실천에 힘쓰게 함(8조)

④ 입소자: 학교 교원으로 도지사 또는 관립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전형 후 소장이 결정. 소장은 그 외 교육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소를 결정

할 수 있음(11조)

⑤ 기타: 연수원은 所內에서 숙박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所外에서 숙박할 수 있음(13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를 급여(14조)

⑥ 퇴소: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퇴소할 수 없음(15조)

이와 같이 교학연수소는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연수생 전원을 기숙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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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개월간 장기 교육을 시키는 상설 기관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교원강

습회와 큰 차이가 있다. 

조선총독부의 처음 계획은 경기도 양주군의 육군병지원자훈련소 부근에 

교학연수소를 설립하여 설립 첫 해에는 2개월 동안 200명씩 훈련시키고, 

매년 확장하여 최단 기간에 초중등교원 전부를 재교육시킨다는 것이었

다.190) 그러나 교학연수소는 임시로 경성부 삼청정에 있는 기설 건물을 사

용하여 1939년 5월 13일 개소하였다.

교학연수소 1기생은 각 도의 추천자들을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전형하여 

결정한 자들로 경기도 7명, 충청북도 2명, 충청남도 · 전라남북도 · 경상남도 ·

강원도 · 함경남도 각 3명, 경상북도 5명, 황해도 · 평안남북도 각 4명, 함경

북도 2명, 경성 · 대구 · 평양 · 함흥사범학교 각 1명씩 모두 50명이었다.191) 

50명 중 사범학교 교원 4명을 제외하면 모두 소학교 교장이었고, 조선인은 

3명뿐이었다.192) 

1940년 1월 “교학연수소를 수료한 각 도의 소학교장이 300여 명에 달한

다”는 기록이 있고,193) 1940년 3월 8일 교학연수소에서 조선 총독의 훈시 

중에 “금후 본부의 방침은 점차 초등학교장의 소집을 멈추고 중등학교의 직

원을 소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에 의하면194) 적어도 1940년 3월

까지는 소학교 교장만이 입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42년 6월 “국민학교

와 중등교원을 매년 500명씩 수용하여 한 달 동안 단기 훈련을 하여 皇民

敎育者로서의 재훈련을 시켜왔다”는 보도가 있으므로195) 1940년 3월 조선 

총독의 발언 이후 중등학교 교원의 입소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42년도의 ‘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1기당 50명씩 총 8회의 ‘연수’가 시

190) 朝鮮日報 1938년 10월 28일.

191) 朝鮮日報 1939년 4월 16일.

192) 朝鮮の敎育硏究130, 1939, p.32.

193) 文敎の朝鮮173, 1940, p.58.

194) 文敎の朝鮮177, 1940, p.55.

195) 每日申報 1942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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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연수’ 기간은 4주였다. 입소자 결정은 ｢朝鮮總督府敎學硏修所規

程｣에 따랐는데, 각 도별로 일정 인원을 배당하는 방식이었다. 8기 중 1기

와 4기는 중등학교 교원으로 교무주임, 훈육주임, 사감 또는 수신과 · 공민과 

담임 교원 중에서 선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교원은 교장,  도시

학, 사범학교 교원 중에서 선정하였고 특별히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敎頭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게 하였다.196) 

교학연수소에서는 1942년 12월까지 31회에 걸쳐 1,534명의 수료자를 배

출하였다. 그 중 중등교원은 6회 293명이었고, 초등교원과 도시학은 25회 

1,241명이었다.197) 초등교원의 경우, 학교장과 도시학을 ‘연수’시켜 그들로 

하여금 일반 교원의 ‘연수’를 담당하게 한다는 방침이었으므로198) 초등교원 

수료자는 거의 교장이었을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교학연수소 개소 초년부터 교학연수소를 확충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1941년에는 학무국장이 소장을 겸하고 있는 것을 칙임관이 

專任하도록 변경하고 전임 교관 3명을 여러 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건물도 

확장하여 소학교 교장과 교두, 중등학교 학감 등을 매년 500여 명씩 훈련

시켜 낼 방침이라는 확충 계획을 밝혔다.199) 1942년에는 전문학교 교수까

지 수용 대상으로 하고 수용 인원도 매년 천명 이상으로 증원하며 강습 기

간도 늘리겠다고 하였고,200) 1943년에도 “교학연수소의 기구를 확충하여 

대학 · 전문 이하 중초등학교 직원 중 지도적인 인물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수련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201)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는 교학연수소를 초중등학교의 교원 전체를 망라하

는 교원 ‘연성’의 중심 기구로 활용하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

196) 鳥飼生駒, ｢敎學硏修所の鍊成狀況｣ 朝鮮331, 1942, pp.48∼49. 

197) 上同, p.55.

198) 上同, p.56.

199) 每日申報 1941년 8월 10일.

200) 每日申報 1942년 6월 26일, 8월 21일.

201) 每日申報 1943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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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 06:00 기상, 作務 - 세면, 냉수마찰, 청소 등

06:00 ~ 06:30 朝拜,  靜坐 - 神拜祝詞奏上, 宮城遙拜, 誓詞, 靜座正念, 朗誦

06:30 ~ 06:50 修練 - 건국체조, 황국신민체조, 라디오체조, 국민체조 등

07:00 ~ 08:00 朝食, 靜座朗誦 등

08:00 ~ 12:00 강의

13:00 ~ 15:00 강의

15:00 ~ 16:00 修練 - 작업, 무도, 체조, 등산 등

16:00 ~ 18:00 자기연구, 합동시찰 등

18:00 ~ 19:00 夕食, 靜座朗誦 등

19:00 ~ 20:30 默修 또는 연수회 - 연수회, 체조, 창가, 율동, 유희

였지만, 1943년까지 해마다 동일한 내용의 확충 계획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확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1944년 6월에도 “조선총

독부 학무국에서 각 도 시학관, 사범학교 교두 등 29명을 경성부내 삼청정 

교학연수소에서 연성회를 열었다” 라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장소도 본

래 계획과 달리 삼청정의 건물에서 이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202) 

이와 같이 시설이 확충되지 않았으므로 수용 인원도 증원되지 않았을 것

이다. 또한 교장, 시학, 사범학교 교원을 주 대상자로 하였고 중등 이상의 

학교 교원도 입소하였으며 전문학교 이상 학생들의 ‘연성’ 시설로도 이용되

었으므로203) 실제로 교학연수소에 입소하여 ‘연수’를 받은 교원은 많지 않

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제말에는 교원이 부족하여 각 학교에서 불가피

하게 2부제 교수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교원을 교학연수소에 4주 

동안이나 입소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표 8>은 교학연수소 제1기 입소생의 일과이다.

 <표 8> 조선총독부교학연수소 제1기 입소생의 일과

202) 每日申報 1944년 6월 22일.

203) 每日申報 1942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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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 21:00 夜拜, 정좌 - 朝拜에 준함

21:00 ~ 21:30 作務, 就床 - 청소, 취침

 출전: 朝鮮の敎育硏究130, 1939에 의거하여 작성. 

<표 8>과 같이 입소생의 일과는 강의와 修練으로 채워졌다.204) 입소생들

은 기숙사 생활이 원칙이었는데, ① 寮中 일개의 赤子로 轉生, 지위, 연령 

등을 잊고 隨順奉仕 事營에 師道를 연성할 것, ② 難行과 所欲을 극복하고 

절대 無言의 실행에 철저할 것, ③ 강의를 들을 때에는 방석을 쓰지 않고 

正座聽聞하는 태도를 취할 것, ④ 一飯一菜에 즐거움을 얻고 粗食을 즐기며 

天恩에 감사할 것, ⑤ 一勺의 물을 아끼고 心身禊祓의 機緣으로 만들 것, 

⑥ 청소는 곧 洗心이니 一物一隔에 一塵도 없게 할 것, ⑦ 寮中 安詳, 無義

한 말, 무익한 행동은 하지 말고 節煙禁酒할 것, ⑧ 道友간 親和하고 예의

를 중시하며 규율을 엄정히 할 것, ⑨ 시간을 善用 엄수하고 聖賢들의 寸陰

을 아끼는 마음을 알고서 따를 것, ⑩ 朝夕三省하여 글로 적고 연수가 끝나

면 곧 연수보고서를 제출할 것 등의 ‘寮生活十規’를 준수해야 했다.205) 

이와 같이 교학연수소는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집단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절약, 청결, 시간 엄수, 규율 준수, 절제 등의 戰時에 적합한 생활 태도를 

갖추도록 하였다.206) 교학연수소뿐 아니라 일제말 설립 · 운영된 ‘연성’ 시설

204) 교학연수소의 ‘연수’ 과정은 강의 100시간, 臨地指導와 견학 30시간, 動的 수련(禊祓,  

검도, 교련, 체조, 노작, 등산 등) 40시간, 靜的 수련(參禪, 書道, ｢國體の本義｣ 연습, 

典籍의 輪講, 茶道, 吟詩道 등) 30시간으로 이루어졌다(板東藤太郞, ｢當所に於ける硏修

の目的とその實際｣ 文敎の朝鮮196, 1942, pp.10~15). 임지지도는 학교 · 관청 · 은행

· 회사 및 사회공공시설 등에 의뢰하여 시행하였다(鳥飼生駒, 앞의 글, p.53). 

205) 伊藤猷典, 朝滿の興亞敎育, 日本, 目黑書店, 1942, pp.16∼17.

206) 일제말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생활 태도를 이른바 “생활의 쇄신”으로 주창하였다. 

1938년 10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非常時 國民生活改善委員會를 개최하여 ‘비

상시 국민생활개선기준’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검소와 절약, 청결과 위생, 

궁성요배 · 신사참배 · 국기게양 · 황국신민의 서사 암송 등의 의례 시행을 강조하고 있

다. 1939년 7월에는 ‘公私生活을 쇄신하여 전시태세화하는 기본방책’으로 國民生活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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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중견청년수련소, 청년훈련소, 농민도장, 농촌중견부인훈련소 등 청년

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들은 대체로 전용 건물을 마련하여 대상자들을 기숙

시키며 ‘연성’을 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청년층의 ‘연성’은 징병 · 징용

제도의 실시를 전망하면서 실시되었던 점에207) 비추어 보면, 이는 엄격한 

규율 하에서의 집단생활을 통하여 병력으로서의 자질을 훈련시키려는 의도

였을 것이다. 청년층을 교육하는 교원의 ‘연성’ 시설인 교학연수소도 기숙사 

입소를 원칙으로 하여 청년층 ‘연성’을 보다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게 훈련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⑵ 靑年 ‘鍊成’과 교원의 軍事訓鍊

일제말 조선총독부는 청년층을 군사력과 노동력으로 동원하기 위해 청년 

‘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청년층 가운데 학생들의 ‘연성’은 학교를 통해 실

시하였고, 학생이 아닌 청년들의 ‘연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훈련시설을 마련

해야 했는데 여기에 청년단과 청년훈련소가 이용되었다.208)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에는 3 · 1운동 이후 각지에서 발흥하는 청년단에 대하여 “그 발달

의 경로가 불순하다”는 이유로 설립을 억제하였다.209) 그러나 1930년대부

設定, 國民生活要綱 提唱, 第一 刷新項目을 강력히 실천할 것 등 3가지 실행 사항을 

제시하고 직장, 각종 단체, 학교, 지역마다 담당자를 정하여 지도 ∙ 독려하게 하였다. 

‘국민생활요강’은 早起勵行, 報恩感謝, 大和協力, 勤勞奉仕, 時間嚴守, 節約貯蓄, 心身

鍛鍊이었다. ‘제일쇄신항목’은 ① 요리점 · 음식점 · 유희장 등의 영업시간 단축, ② 네

온사인 억제, ③ 일정 계층의 금주, 일정 장소의 금연, ④ 관혼장제에 따르는 폐풍 타

파, 사치한 결혼피로연 등의 폐지, ⑤ 中元 · 歲暮의 贈答 폐지, ⑥ 복장의 간이화, 남

학생의 장발 폐지, 부녀자의 퍼머 폐지, 기타 浮華한 화장 ∙ 복장 폐지였다(總動員
1-3, 1939, p21). 요컨대 생활의 쇄신이란 일상 생활을 전쟁 수행에 적합하게 물자

를 절약하고 근면하게 노동하며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 체력을 단련하는 “일상생활의 

戰時態勢化”에 다름 아니었다(拙稿, ｢日帝末 '朝鮮聯盟'의 婦女强制動員 施策과 煽動｣,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007, p.42).

207) 鄭在貞, 앞의 논문, p.433.

208) 최원영, ｢日帝末期(1937~45)의 靑年動員政策｣ 韓國民族運動史硏究21, 1999, p.252.  

209) 岡久雄, 앞의 책, pp.29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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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적극 지도로 방침을 전환하고 청년들을 조직화하여 관리하면서 노무 동

원과 사상 훈련을 강제하는 시설로서 청년단을 적극 조직해 가고 있었다.210) 

1938년 9월에는 “내선일체와 황국신민된 熱誠을 더욱 굳건히 하여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각오”를 갖도록 하고 각지 청년단들의 “지도통제를 완전히 

하고자”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을 단장으로, 정무총감을 총재로 하여 전국연

합청년단을 발족하였다.211) 

또한 청년훈련소에 대해서도 이를 “병역 의무가 없는 조선인 청년에 대하

여 유사시에서의 준비 훈련을 시행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간주하고 조선인

을 대상으로 한 예비 군사훈련 기관으로 만들고자 하였다.212) 청년훈련소는 

본래 교련을 집중 훈련시키는 시설로 1927년 在鄕軍人會 등에서 일본의 규

정에 의거하여 사립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 최초이다.213) 조선총독부는 

1929년 ｢靑年訓練所規程｣을 공포하였는데,214) 이에 의하면 청년훈련소는 

210) 1920년대에는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을 바라고 보통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이 급증

하였다(朴振東, ｢日帝强占下(1920년대) 朝鮮人의 普通敎育要求와 學校設立｣ 歷史敎育

68, 1998, p.71). 조선인들은 보통학교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 교육을 요구하

였고, 진학을 하지 못하더라도 졸업 후 관직 또는 비농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기를 기

대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일제 초기부터 초등교육은 농업교육을 위주로 하는 완

결교육으로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였다. 게다가 보통학교 졸업생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보통학교 졸업의 학력만으로는 특별한 진로를 찾기도 어려웠다. 조선인의 희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조선총독부의 교육 시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고, 1920년

대 후반부터 보통학교 졸업생의 진로를 확보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

히 이 시기에 사회주의 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자 조선총독부로서는 농촌 사회 내에 축

적되어 있는 보통학교 졸업생을 체제 친화적으로 순응시켜 통치의 불안 요인을 제거

할 방안을 강구해야 했는데, 앞서 서술한 졸업생 지도 사업과 청년단 조직이 이를 위

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211) 朝鮮聯合靑年團, 朝鮮聯合靑年團發團式 記念寫眞帖, 朝鮮聯合靑年團, 1938, p.3.

212)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案參考書｣1938.9(國學刊行會 編, 日帝下支配政策資料

集15, 高麗書林, 1999, p.362).

213) 朝鮮總督府, 朝鮮社會敎育要覽, 1941, p.39.

214) 朝鮮總督府官報 1929년 10월 1일, ｢靑年訓練所規程｣(1929.10.1. 조선총독부령 제

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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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세 남자를 대상으로 수신, 공민과, 교련, 보통학과, 직업과를 훈련하

는 시설로 훈련 기간은 4년이었다. 훈련소 수료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병역 복무 중 在營 기간이 6개월 단축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215) 따라

서 청년훈련소는 주로 재조선 일본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선총독부

에서도 조선인 청년에게는 병역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청년훈련소 입소를 强

勸하지 않았다.216) 

그러나 1938년 2월 ｢陸軍特別志願兵令｣이 공포되고217) ‘朝鮮總督府陸軍

兵志願者訓練所’가 설치되자 조선총독부는 청년훈련소를 지원병훈련소의 예

비 훈련 기관으로 개편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8년 3월 ｢청년훈련소규정｣
을 개정하였는데, 개정의 요점은 ① 입소 자격을 16세 이상에서 소학교 · 고

등소학교 졸업자로 변경하여 최저 12세부터 입소할 수 있게 하고, ② 훈련 

기간을 4년에서 보통과 2년, 본과 4년 합계 6개년으로 연장하고 1년 이상

의 연구과를 둘 수 있게 하였으며, ③ 소학교 또는 고등소학교 졸업생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실업 · 가사에 종사하는 자는 거의 의무적으로 

입소하게 하였고, ④ 이후 청년훈련소를 수료한 자가 아니면 지원병훈련소

에 입소할 자격이 없게 한 것이다.218) 

｢청년훈련소규정｣ 개정에 따라 보통과는 심상소학교 졸업자를, 본과는 보

통과 졸업자와 고등소학교 졸업자를 수용하게 되어 청년훈련소 입소 연령과 

소학교 · 고등소학교의 졸업 연령이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원병훈

련소 지원 자격은 수업 연한 6년인 소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을 가진 17세 이상의 남자였으므로219) 이로써 소학교 - 청년훈련소 - 

215) 東亞日報 1929년 10월 2일.

216)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年報, 1937, p.219.

217) 朝鮮總督府官報 1938년 2월 26일, ｢陸軍特別志願兵令｣(1938.2.22. 칙령 제95호).

218) 每日申報 1938년 3월 31일.

219) 文敎の朝鮮152, 1938, ｢朝鮮總督府陸軍兵志願者訓練所生徒採用規則｣(1938.4.2. 조

선총독부법령 제71호). 제1조에 규정된 자격 요건은 모두 6개항이다. 연령과 학력 외

의 다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신장이 1.60미터 이상으로 육군신체검사규칙의 규정에 

의한 체격 등위가 甲種인 자, 사상이 견고하고 체구가 강건하며 또한 정신에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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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병훈련소라는 훈련체계가 마련되었다. 

1941년에는 ‘國民總訓練’의 취지에 준거하여 재학생을 제외한 전 청소년

을 청년단원이 되도록 하였고, 뒤이어 청년단을 개편하여 청년훈련소와 일

체화하였다.220)

1942년 5월 징병제 실시가 결정되자 조선총독부는 동년 10월 ｢朝鮮靑年

特別鍊成令｣을 공포하고 ‘靑年特別鍊成所’를 설치하였다.221) 청년특별연성소 

입소 대상자는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조선 청년이었는데, 육군병지원자훈

련소 훈련생 및 그 수료자, 국민학교 초등과를 수료한 자, 육해군 군속 등

은 제외되었다. 즉 청년특별연성소는 초등학교 불취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성’ 시설이었다. 

청년특별연성소의 입소 대상자들은 1941년 청년단 개편 때 청년단의 청

년부 제2반으로 조직되어 있었는데도 또 다른 ‘연성’ 시설을 설치한 것은 

이들에게 일본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조선총

독부로서는 징병제 시행을 앞두고 징병 대상자들에게 일본어 능력을 갖추도

록 하는 것이 가장 절실했기 때문이다.222) 조선총독부는 초등학교 불취학자

를 “국민교육 불침투 분야”라거나 “皇國臣民으로서의 基本的 敎養을 缺한 

者”라고 칭할 정도로 초등학교를 일본어 보급과 조선인 ‘연성’의 가장 기초

적인 시설로 간주하고 있었다.223) 그러므로 징병 대상자 중 취학 연령이 지

없는 자, 行狀이 方正하고 禁錮 이상의 형에 처해진 일이 없는 자, 入所 및 服役 중 

일가의 생계와 가사에 지장이 없는 자.

220) 청년단에 청년부, 소년부, 여자부를 두게 하였는데, 그 중 청년부는 1~3반으로 나누고 

청년훈련소 훈련생을 청년부 제1반으로, 청년훈련소 훈련생이 아닌 청년 중 20세 이

하는 청년부 제2반, 20세 이상은 청년부 제3반으로 조직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와 

같이 청년단을 개편하면서 “청년단과 청년훈련소의 목적은 모두 황국신민으로서의 기

본적 성격을 연성하는 데 있고 다만 연성의 수단 또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언급하

였다(朝鮮總督府情報課, 鍊成する朝鮮, pp.730∼731(최원영, 앞의 논문, p.277에서 재

인용)).

221) 朝鮮總督府官報 1942년 10월 1일, ｢朝鮮靑年特別鍊成令｣(1942.10.1. 制令 제33호).

222) 每日申報 1943년 2월 9일.

223) 每日申報 1942년 10월 1일; 朝鮮總督府官報 1943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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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초등학교 불취학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연성’ 시설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하여 징병제 시행을 앞두고 1942년도부터 5개년을 예정하여 첫째, 

學齡兒童에 대해서는 1943년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국민교육 확충에 의하

고, 둘째, 국민학교를 나오지 못한 17~21세까지의 청년은 청년특별연성소

를 통하고, 셋째, 21~30세까지의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단이 중심이 되어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향후 5개년 후에는 “조선 청년으로써 국어

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한다는 일본어 보급 방책이 결정되었

다.224)

청년특별연성소는 1942년 12월 1일 開所가 예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년 

10월 27일 임시도지사회의에서 청년특별연성소의 운영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때 결정된 내용은 ① 따로 청년특별연성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국민학교

를 이용하고, ② 소장은 교장이, 훈육과 학과는 교원이, 교련과 근로 작업은 

재향군인 중에서 선발하여 담당하게 한다는 것, ③ 각 청년특별연성소에 2

명씩 전임 직원을 두는데 채용은 각 도지사에게 일임한다는 것, ④ 개소 첫

해는 엄격한 심사를 하여 장차 징병검사에 협력할 수 있는 훌륭한 청년만을 

추려서 입소시킨다는 것 등이었다.225) 

1942년 12월 1일에는 청년특별연성소의 연성 요지와 요목이 발표되었는

데, 그 내용은 크게 訓育, 學科, 敎鍊 및 勤勞作業으로 구성되어 있다. 훈육

의 요지는 “盡忠報國,  명령 복종, 보건위생 사상 함양을 비롯하여 皇軍의 

사명과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을 공고히 할 것”, 훈육 요목은 宮城遙拜, 最

敬禮, 勅語와 詔書 奉讀, 祝日 · 祭日 · 大詔奉戴日 · 國旗에 대한 作法, 기미가

요(君ガ代)와 軍人勅諭 · 皇國臣民의 誓詞를 암기하는 것이었다. 학과에는 무

엇보다 일본어가 강조되었고 그 외에 修身과 公民, 일본사, 지리, 산수가 포

함되었다. 교련과 근로작업은 서로 긴밀한 연계를 갖고 실시하게 하며 명령 

복종과 근로 작업을 통한 忍苦鍛鍊의 체력을 연마할 것을 강조하였다. 학과 

224) 每日申報 1942년 10월 9일.

225) 每日申報 194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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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총 연성 시간 400시간 중 350시간이었는데, 학과에서 일본어를 가

장 중시하였고 훈육과 학과 모두 지도상 유의할 점에서 일본어 수련을 재차 

강조하였다.226)

1944년에는 “여자의 皇國臣民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朝鮮女子

靑年鍊成所規程｣을 공포하고 여자청년연성소를 설치하였다.227) 규정에 따르

면 여자청년연성소는 16~17세 초등학교 불취학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

며, ‘연성’ 기간과 과목은 6개월~1년 동안 修練 및 국어(일본어) 400시간, 

家事 및 직업 200시간이었다.228)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는 각종 훈련시설을 설치하고 청년의 ‘연성’에 주력

하였다. 청년단, 청년훈련소, 청년특별연성소, 여자청년연성소 등 청년 ‘연

성’ 시설들은 공립인 경우 대체로 초등학교에 부설되고 교원이 지도를 담당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청년단 조직은 공립보통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졸업생 중 “지조가 

견실한 자”를 단원으로 우선 수용하여 결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학교 소재 부락에 해당 학교의 “우량한 졸업자”가 상당 수 있으면 청년단을 

다수 조직할 수도 있지만, 적절한 지도자와 “우량한 졸업자”가 없는 경우에

는 함부로 청년단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그리고 청년단의 단장

은 교장이 맡고 기타 직원은 교원과 청년단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229) 

둘째, 청년훈련소는 1929년 ｢청년훈련소규정｣ 제18조에 공립청년훈련소

의 직원으로 주사와 지도원을 두는데, 주사는 실업보습학교장, 소학교장 또

는 보통학교장에게, 지도원은 실업보습학교 · 소학교 또는 보통학교의 교원, 

226) 每日新報 1942년 12월 2일.

227) 朝鮮總督府官報 1944년 2월 10일, ｢朝鮮女子靑年鍊成所規程｣(1944.2.10. 조선총독

부령 제35호).

228) ‘수련’의 요지는 “교육칙어의 취지를 奉體하고 국체의 본의를 明徵하여 황국신민이라

는 자각을 철저히 할 것”이었고, 직업은 “근로애호의 관습을 함양”하게 하라는 것이었

다(朝鮮總督府官報 1944.2.10, ｢朝鮮女子靑年鍊成所規程｣(1944.2.10. 조선총독부령 

제35호) 제9조).

229) 岡久雄, 앞의 책, pp.292∼296.



- 205 -

재향군인,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규

정되어 있었다.230) 그리하여 공립청년훈련소는 대개 소학교 또는 보통학교

에 위치하였다.231) 

셋째, 청년특별연성소도 따로 건물을 짓지 말고 국민학교를 이용하게 하

였다.232) 

이렇게 초등학교가 청년 ‘연성’ 시설로 이용되었던 것은 학교가 훈련하는 

데 필요한 교실과 운동장, 각종 교구 등의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

문이다. 조선총독부로서는 초등학교에 ‘연성’ 시설을 부설하고 교원에게 그 

지도를 맡도록 하면 아무런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청년 ‘연성’에의 교원 동원은 명령에 따라 아동 교육과 아무 

관계가 없는 시책을 집행해야 하는 하급 관료로서의 교원의 지위를 확인시

켜 주는 것이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은 1940년대 전라남도 공립암태국민학교

의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동교에 부설된 청년훈련소와 청년특별연성소, 여자

청년연성소 입소생들을 지도했던 李相得의 회고이다. 

   지도하는 선생은 전원이 국민학교 선생이 겸직해서 지도하지만 수당 같은 것

은 전혀 없이 고생만 더하는 것이었다. 청년훈련소는 학과와 교련을 두 선생이 

맡고 나는 국민학생 1학년 여자 40명과 여자특별연성소 여자 학생 35명을 複

式으로 편성해서 복식학급 운영을 해서 지도하면서 오후에는 특별연성소 남자

들의 교련을 맡아서 지도하게 되었다. ······ 남자 학생들의 교련은 국민학생을 

집에 보내고 난 오후에 지도했으나 여자하고는 판이한 점이 많았다. 여자의 경

우는 못배운 것이 한이 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듣곤 했으나 남자는 거의 자포자기 

230) 朝鮮總督府官報 1929년 10월 1일, ｢靑年訓練所規程｣(1929.10.1. 조선총독부령 제

89호).

231) 최원영, 앞의 논문, p.270.

232) 每日申報 194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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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여서 지도하기가 난처하였다. 나는 각개교련과 밀집훈련 등을 겸해서 실시

하고 때로는 총검술도 지도하였으나 성의를 내지 않았다. 무리가 아니다. 징병

으로 끌려가기는 가나 누구를 위하여 싸운단 말이며 일본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았다.233)

이상득의 회고에서 초등학교에 청년 ‘연성’ 시설들이 중복 부설되고 교원

이 그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방침은 

‘연성’ 시설에 專任 囑託과 雇員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퇴역 군인을 

교련 지도원으로 전임시킨다는 것이었지만, 전임 직원이 모든 ‘연성’ 시설에 

배치되지 못했던 것이다. 교원이 훈련을 담당하였으므로 훈련은 학생들과 

복식 수업을 하거나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 이루어졌다.234) 

이와 같이 교원이 대개 청년 ‘연성’ 시설의 지도를 맡았고, 지도에는 각개

교련, 밀집훈련, 총검술 등의 군사훈련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교원도 ‘연

성’ 시설의 지도원으로서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다.235) 

1938년 8월 경성부에서 “교원의 군인 정신 체득”을 목적으로 교련강습회

를 개최하였는데,236) 이 강습회는 경성부 내 소학교 남자 교원 335명을 두 

반으로 나누어 용산 78 · 79연대에 각각 입영시키고 8월 14일부터 18일까

지 5일간 실시되었다. 연대 장교가 강사를 맡았으며 강습 내용은 실포 사

233) 李相得, 가르치며 배우며, 오롬정보처리, 1991, pp.112∼113.

234) 일제말 이화여자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조선총독부가 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모두 폐

지하고 설치한 ‘여자청년연성소 지도원 양성과’를 마친 후, 실제 지도원으로 부임한 한 

여학생은 “1944년 4월 3개월간 훈련을 마치고 연고지 충청남도 예산 삽교공립국민학

교 부설 ‘여자청년연성소’ 지도원이 되어 보통학교를 다니지 못한 15~20세 여자애들

을 월 · 수 · 금요일 오전에 가르쳤다”고 회고하고 있다(李姬鎬, 이희호 자서전 동행, 
웅진지식하우스, 2008, pp.25∼26). 또한 출장 ․ 차출 등으로 비는 남자 교원의 반에 

들어가 대신 수업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회고와 같이 전임 지도원이 배치되면 보

통학교 일과 중에 따로 ‘연성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235) 교학연수소에서도 2박 3일 간 육군병지원자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연수’ 

과정에 포함시켰다(鳥飼生駒, 앞의 글, p.53).

236) 朝鮮日報 1938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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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행군, 척후전투, 교련, 총검술, 승마, 보초, 야간 연습, 전투법 등으로 사

실상 군사훈련이었다.237) 1939년 이후 각 도에서 ‘연성’ 시설이 부설된 학

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병영에서 1주일 이상 합숙시키며 군사훈련을 시행하

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238) 

조선총독부에서도 1938년부터 교원에게 군인과 같이 삭발하고 제복을 착

용하도록 하였으며239) 1940년 초등교원 중 1,600명을 선발하여 1주간 각

지 병영에 입소시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240) 

또한 조선총독부는 교원을 中堅靑年修練所에 입소하게 하였다. 중견청년

수련소는 청년단 지도자, 교원, 관공리,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지도자, 일반 

청년 중 ‘중견인물’ 등을 대상으로 ‘연성’을 시켜 청년들의 지도자를 양성하

고자 설치한 시설이었다.241) 

1939년 4월 공포된 ｢朝鮮總督府中堅靑年修練所規程｣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242)

① 목적: 사회의 지도적 지위에 설 청년남녀에 대하여 견실한 국가 관념

과 견고한 국민적 신념을 함양하고 황국신민다운 긍지를 확보하

도록 하여 사회 지도의 중견인물로서 활동할 자질을 練成(1조)

② 직원: 소장 -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 겸임. 

         부소장 · 강사 · 서기 -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직원, 학식 ·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총독이 이를 임명 또는 위촉(3조)

③ 수련 기간: 1기 - 4월 10일 ~ 8월 22일

237) 朝鮮日報 1938년 8월 3일, 5일.

238) 每日申報 1939년 5월 7일, 7월 27일, 1941년 7월 13일, 1943년 8월 13일.

239) 東亞日報 1938년 7월 21일, 24일.

240) 朝鮮日報 1940년 7월 10일.

241) 每日申報 1939년 6월 12일.

242) 朝鮮總督府官報 1939년 4월 20일, ｢朝鮮總督府中堅靑年修練所規程｣(1939.4.20. 조

선총독부령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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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 9월 7일 ~ 12월 25일

              3기 - 1월 10일 ~3월 25일(5조)243)

④ 훈련 과목: 國體槪論, 수신, 공민과, 상식강좌, 실업강좌, 행사, 武道. 

이외 필요한 과목은 총독의 인가를 받아 소장이 정함(6

조)244)

⑤ 입소자 및 정원: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전형하여 소장이 정

함(8조). 1 · 2기 정원 250명 이내, 3기 정원 100명 

이내(7조)245)

⑥ 기타: 수련생은 所內에 숙박(10조), 예산 내에서 수련생에게 식비 지급

(11조)

이와 같이 훈련 과목에 차이가 있을뿐, 추천을 받은 자들 중에서 소장의 

전형을 거쳐 입소자를 선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전용 공간에 수용하여 ‘연

성’을 시키는 운영 방식은 교학연수소와 다르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중견청년수련소를 “內鮮一體의 靈地”라고 불린 충청남도 부

여에 扶餘神宮과 함께 건설하였다. 당초의 계획에 의하면 1939년 4월에 개

소할 예정이었으나 건축이 늦어져 교학연수소보다 늦은 8월 1일 개소식을 

열었다.246) 개소식 당일에 제1기생이 입소하였는데, 입소자는 각 도 초등교

원 중에서 선발한 50명이었다.247) 

중견청년수련소는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초기에는 주로 國民精神總動員朝

243) 1940년 수련 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하고 이를 5기로 나

누며 각 기의 수련 일수는 필요에 따라 조선 총독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하는 것으

로 개정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40년 5월 3일).

244) 규정된 7개 과목 외에도 청년단 지도에 관한 사항, 국민정신총동원에 관한 사항, 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실시하도록 하였다(朝鮮日報 1939년 7월 10일). 

245) 1940년 각 기의 수련 인원은 조선 총독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

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40년 5월 3일).

246) 每日申報 1939년 8월 1일.

247) 東亞日報 1939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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鮮聯盟(이하 조선연맹으로 줄임)과248) 청년훈련소 관계자, 관공리 중 청년 

직원 등을 입소시켜 규정된 기간보다 짧은 1개월 가량 훈련을 시행하였다.249) 

조선총독부는 장차 수련소 건물을 신축하여 1기에 200명씩 1년에 1,200

명을 훈련시키고, 입소자의 범위도 넓혀 일반 상점 · 회사 · 공장 등의 직원 

또는 훈련을 희망하는 개인까지 모두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수료자는 조선

연맹의 추진대로 활용하려 하였다.250) 1941년 2월까지 모두 12기가 중견

청년수련소를 수료하였다. 1941년에는 다시 초등교원과 청년단 지도의 직

접 관계자들을 입소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고 동년 3월부터 1942년 3

월까지 훈련 기간을 1개월로 하여 13~21기의 입소를 계획하였다.251) 1941

년 11월 30일 전국에서 선발된 제18기 수련생 100명이 입소했던 것이 확인

되는데, 100명 전원이 청년대장을 맡고 있는 국민학교 교장이었다.252) 

248) 國民精神總動員朝鮮聯盟은 1938년 7월 발족한 동원 운동 조직이다. 조선연맹은 중앙

연맹 산하에 지방연맹과 직종에 따른 各種聯盟을 두었는데, 지방연맹은 행정조직에 따

라 道聯盟, 府聯盟, 郡島聯盟, 邑面聯盟, 町 ․ 洞 ․ 理 · 部落聯盟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연

맹의 長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長이 취임하였다. 조선연맹의 최하 조직은 10戶 또는 

30인 내외를 기준으로 하는 愛國班으로 각종 동원운동과 시책을 실행하는 데 가장 중

요한 실천 단위가 되었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1940년 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

으로 개편되었다. 국민총력조선연맹은 가입 대상을 “연맹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와 

개인”에서 “조선의 전 단체와 개인”으로 고쳐 전 조선인을 동원의 대상으로 강제하였

고, 그간의 農村振興運動, 도시의 商工會議所, 각종 同業團體組織 등을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각 부문의 운동들과 운동단체들을 모두 국민총력조선연맹과 국민

총력운동으로 통합시켜 명실상부하게 전 조선을 망라하는 동원 조직이 되었다. 

249) 每日申報 1940년 4월 14일.

250) 上同. 1939년 8월 조선연맹은 聯盟推進隊를 두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추진대원에 중견청년수련소 수료자를 포함시키고 있다(東亞日報
1939년 8월 31일). 1939년 8월 30일 중견청년수련소를 수료한 제1기생 50명은 전원 

조선연맹추진대로 임명되었다(每日申報 1939년 9월 9일).

251) 每日申報 1941년 2월 11일.

252) 每日申報 1941년 12월 2일. 청년대는 1941년 청년단 조직 개편 때 읍 · 면 · 학교 

단위로 조직하게 한 것으로 공립국민학교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청년대 대장은 학교장

이 맡는 것이 원칙이었다(정혜정, ｢일제하 졸업생지도학교와 청년훈련단체의 조직화

(1927~1943)｣ 한국교육사학32-1, 2010,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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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조선총독부는 교원을 청년 ‘연성’의 지도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교

원에게도 군사훈련을 시키고 중견청년수련소에 입소시켜 ‘연성’을 실시하는 

등 그 임무에 부응할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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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結語

한말 전후 촉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과 근대 교원의 교육 활동은 

일제의 침략 · 강점으로 단절되고 일제의 신민 육성 교육에 부속되었다. 일

제는 관공립초등학교 교원에게 조선총독부의 관료로서 공적 지위를 부여하

고 교원을 행정과 선동에 십분 활용하였다. 당대의 지식인이자 교육 운동가

였던 한말의 교원은 일제 교육 시책의 집행자 · 통치의 보조자로 추락하였

다. 그 양상을 조선총독부의 교원 시책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이상과 

같다.

이제 이 내용을 종합하고 19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국민교육을 진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한국의 근대 교원이 일제 치하라는 조건 하에서 갖

게 된 교육 범주와 역할, 그리고 그 역사적 위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⑴ 조선총독부의 교원 양성 · 임용 시책은 가능한 한 학교의 보급을 억제

하고 교육 재정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간이와 실용 위주의 우민화 교

육 방침 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양성 교육의 질을 심화하거나 교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결여한 채, 명령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본어 

교육 · 저급한 수준의 실업교육을 시행하여 일제에 대한 충성을 선전할 단순 

기능인으로서의 교원을 되도록 짧은 기간에 양성하고 필요하면 임시 속성으

로 양성하거나 무자격 교원을 임용하여 충원하는 방식으로 일관하였다. 

일제강점 초기에는 사범학교가 폐지되고 여러 종류의 단기 속성 기관에서 

교원이 양성되었다. 이 시기의 교원 양성 기관으로는 경성고보 부설 임시교

원양성소, 경성고보 · 평양고보 부설 교원속성과와 사범과, 여교원을 양성하

는 경성여고보 · 평양여고보 부설 사범과가 있었다. 기타 교육 기간 3개월의 

임시 과정이 특설되기도 했다. 임시교원양성소의 입학 자격은 고등보통학교 

1년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며 교육 기간은 3년이었고 졸업생은 상

급 자격 교원인 훈도로 임용되었다. 교원속성과는 입학시 고등보통학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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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이상의 학력이 필요했고 교육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졸업 후 하급 자

격 교원인 부훈도로 임용되었다. 사범과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생이 입학할 

수 있었고 교육 기간은 1년, 졸업시 부여되는 자격은 임시교원양성소 졸업

생과 같은 훈도였다. 교원 양성 기관의 중층화는 졸업시 훈도와 부훈도라는 

자격의 차이, 초임 대우의 차이로 이어졌고, 그 결과 교원 내부에 출신 과

정에 따른 위계가 형성되었다. 

1919년부터 ‘3면 1교 계획’이 시행되었지만 조선총독부는 학교 증설에 

따른 교원 수요를 양성 기관 확충으로 충당하려 하지 않았다. 교원 양성 기

관의 입학시 학력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교원 양성 기관 확충에는 보

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의 증설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학

교 졸업만으로 입학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이 정규 양성 기관보다 짧은 임시 

양성 과정을 설치하였고,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교원 시험을 시행하였

다. 

1921년 경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고 1922년 이후 각 도에 공립사범학교

가 개설되어 정식 사범교육을 받은 교원이 양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

범학교의 정식 과정인 보통과 - 연습과는 경성사범학교에만 두었고 공립사

범학교에는 보통과 - 연습과보다 교육 기간이 짧은 특과와 강습과를 설치

하였으며, 연습과는 보통과 수료생만이 아니라 일반 중등학교 졸업생도 들

어갈 수 있게 하였다. 즉 교육 기간이 1~2년에 불과한 단기 속성의 양성 

과정은 사범학교체제 내에서도 여전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 긴축 재정 시책으로 교육 재정을 축소하여 교원 

수요가 줄어들게 되자 1929년 교원 양성을 관립사범학교체제로 개편하면서 

사범학교를 관립경성 · 대구 · 평양사범학교 3개교로 통폐합하였다. 1929년 

개편 이후에도 경성사범학교와 다른 사범학교들 간의 교육과정 차이는 여전

하였다. 그리하여 1929년 이후 교원의 출신 경로는 경성사범학교 보통과 - 

연습과, 경성사범학교 연습과, 기타 사범학교 심상과, 기타 사범학교 강습과, 

경성사범학교 및 기타 사범학교 단기 강습과, 교원 시험, 무자격자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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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층화되었다. 그리고 교원의 위계도 출신 경로에 따라 사범학교 연습

과 - 사범학교 심상과 · 강습과 - 사범학교 단기 강습과 - 교원 시험 – 무자

격 촉탁교원 순으로 서열화되었다. 이러한 교원 양성과 임용의 비체계성 · 중

층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되는 교원 위계의 서열화는 조선총독부 교원 양성 ·

임용 시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초등교육 확장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농촌진흥운

동의 일환으로 1934년부터 2년제 간이학교를 대거 설립하였다. 간이학교 

증설로 교원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1934년부터 조선은 심각한 교원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간이학교는 농촌 벽지에 있었고 학교의 물적 조건이 열악

하였다. 또한 학교의 설립과 학생 모집부터 교원이 직접 해야 했고, 학교가 

소재한 촌락에서 농촌진흥운동의 지도자 역할까지 해야 하는 등 교원에게 

요구되었던 임무와 역할이 매우 컸다. 이러한 학교의 특성 때문에 간이학교 

발령은 좌천으로 인식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부족한 교원을 충당하기 위해 

농업학교 졸업생 중 교원 희망자에게 6개월 동안 단기 강습을 실시한 후 

간이학교 교원으로 임용하였다. 그리하여 간이학교 설립은 비사범학교 출신

들이 단기 강습을 받고 대거 교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간이학교 설립에 이어 1937년 ‘제2차 초등교육확충계획’ 시행과 이 계획

의 시행 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일제말까지 심각한 교원 부족 상황이 지속되

었다. 교원 부족 문제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책은 중등학교 졸업생 중 희

망자를 선발하여 6개월 단기 강습을 시키고 촉탁교원으로 임용하는 임시 

양성책, 사범학교 증설, 2부제 수업, 교원 시험 확대, 일본인 교원 초빙 등

이었다. 이 중 실질적으로 교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임시 양성

과 일본인 교원 초빙이었다. 일본인 교원 초빙은 초빙 교원들이 조선 사정

에 어둡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을뿐 아니라, 여비 · 가봉 · 기숙료 

지급 때문에 교원 1인당 소요되는 비용면에서도 불리한 방법이었지만, 조선

총독부는 일본인 교원 초빙을 그치지 않았다. 일제강점 초기부터 시행해 왔

던 조선인 초등학교에서의 일본인 교원 정원제가 유지되지 못하면 초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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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전시하 ‘황민화’ 교육을 강행하는 데 차질이 생

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교원 양성 · 임용 과정에서 교원의 자질을 확보하려면 사범학교 증설과 확

충으로 정규 사범교육을 받은 교원을 양성하고, 이와 동시에 임시 양성된 

무자격 교원과 하급 자격 교원에게 재교육을 시행하여 교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강점 초기부터 무자격 촉탁교원 임용이 계속되

고 있었고, 교원 수요가 급증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비사범학교 출신에게 1

년 미만의 단기 속성 강습을 시켜 촉탁교원이나 하급 자격의 교원으로 임용

하는 미봉책이 거듭되었다. 촉탁교원과 임시 단기 속성 양성 과정을 통해 

임용된 교원의 봉급은 정식 교원 양성 교육을 받은 교원에 비하여 매우 적

었다. 따라서 임시 속성의 양성 과정은 정규 양성 기관 확충을 대신하여 저

비용으로 교원을 양성 · 임용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의 교원 양성 · 임용 시책은 간이와 실용 위주의 우

민화 교육 방침에 입각하여 교원의 자질 함양보다 일제의 신민 육성 교육을 

실행할 단순한 기능인으로서의 교원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성 · 임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⑵ 교원의 처지는 조선총독부의 하급 관료인 판임관이었다. 조선총독부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설립과 유지 비용의 대부분을 민간에 맡기면

서도 교원의 신분을 관료로 규정한 것은 일본의 경우와 전혀 다른, 조선총

독부 교원 시책상 중요한 특징이었다. 교원을 정부 관료로 임명하거나 관료

에 준하여 대우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오랜 전통이었다. 갑오 · 광무기에도 

관공립소학교 교원의 신분은 판임관이었다. 일제는 이를 유지시키면서 통치

에 유리하도록 활용하려 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교원의 신분을 판임관 관

료로 두어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 하에서 교원을 관리 · 통제하고 통치의 

보조자로 이용하였다. 관료 신분으로 인하여 조선의 초등교원은 정촌의 고

용인에 불과하던 일본의 초등교원과 달리, 봉급이 보장되었고 지역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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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정 정도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판임관 관료라는 신분

은 교원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안전 · 강화시키면서 조선총독부의 각종 시책을 

학교 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게끔 하는 방편이 되었다. 

조선총독부의 교원 인사는 조선인 · 일본인의 민족에 따라, 중층적인 양성 

과정으로 인해 교원의 출신 경로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원이 받

는 급여에는 매월 받는 봉급과 수당, 상여금이 있었다. 봉급은 1910년대에

는 조선인 판임관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1920년 

8월부터는 일본인 교원과 동일하게 ｢판임관봉급령｣에 따라 지급되었다. 

1930년대 초까지 교원의 초임 봉급은 동학력 정도의 다른 취직처에 비해 

적은 편이 아니었다. 승급은 재직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하한선 규정만 

있었을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승급 속도와 승급액은 

지역과 시기, 교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상여금도 지역과 시기에 따

라 일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원은 ｢은급법｣에 따라 15년 이상, 1933년 ｢
은급법｣ 개정 이후부터는 17년 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하면 연금의 형태로 

보통은급을 받았고, 보통은급 근속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상당

한 금액의 일시은급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적어도 1930년대 초까지 교원은 조선총독부의 관료로서 일정 정도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을 기회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기회를 얻기 힘들었던 조선 사

회에서 교직은 일본과 달리 매우 선호되었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망하였다. 

교원이 받는 봉급은 1920년 8월에 결정된 금액이 계속 유지되었으므로 

물가가 폭등하는 1937년 이후부터 교원은 심각한 생활난을 겪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생활난으로 인한 교원의 퇴직을 막고 교원을 전쟁에 참여시키

기 위한 독려책으로서 임시 수당 지급, 승급 기한 단축, 질병 치료비 · 요양

비 보조, 공제회 조직 등 생활 보조 시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자가 통제 · 배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활 보조 시책은 실질적으로 생

활 향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고, 치료비 · 요양비 보조도 예산 부족과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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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절차 때문에 활발하게 집행되지 못하였다. 

교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초임 발령과 전근, 초임 대우, 승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원의 초임 발령은 출신 도 또는 출신 도와 가까운 도에 우선 

발령되는 경향이 있었고, 일제 강점 초기 평양고보 · 평양여고보 부설 양성 

기관 졸업생은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지역에 우선 발령되었다. 대부분의 교

원들은 출신 도 근무를 지향하였고 초임 발령 후 전근은 대체로 도내에서 

이루어졌다. 

교원의 초임 대우는 교원의 출신 경로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졌다. 초

임 대우는 일제강점 초기에는 부훈도보다는 훈도가, 양성 기관 출신은 총 

교육 기간이 길수록 높았다. 사범학교 설립 이후에는 초임 대우에서 사범학

교 연습과 졸업 여부와 교원 자격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었

고, 기타 사범학교에서의 교육 기간, 졸업한 사범학교의 과, 중등학교 졸업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승진에서는 일제강점 초기에는 일본인 교원만을 교장으로 임용하였고 이

후에도 조선인 교장 정원제가 시행되어 조선인 교원의 승진 기회는 일본인 

교원에 비해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교원의 승진에는 초임 대우와 마

찬가지로 출신 경로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다. 정규 과정과 단기 속성 과정

의 차이에서 비롯된 학력이나 교원 자격의 차이 등 출신 경로에 따른 위계 

서열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⑶ 일제강점기 교원은 조선총독부의 관료로서 규율을 지키며 명령에 복종

하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었다. 이를 강제하는 규정에는 ｢
관리복무기율｣, ｢관리복무심득｣, ｢교원심득｣이 있었다. ｢관리복무기율｣과 ｢
관리복무심득｣은 모든 일반 관료에게 적용하는 복무 규정으로 천황에 대한 

충성과 명령 복종, 지역민의 위에서 그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관료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교원의 사상과 언행을 조선총독부 관료로서 적

합하게 강제하는 수단이었다. ｢교원심득｣은 교원의 복무에 대한 별도 규정



- 217 -

이었는데, “충량한 국민의 육성”을 강조한 것으로 교원의 본래 직무인 교육

을 일제의 신민 육성이라는 기형적 형태로 강요하는 기율이 되었다. 

교원의 직분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원의 책무는 학교교육이 기본이 되었

다. 교원은 규정과 교장의 명령에 따라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고 정해진 교

과목을 교수하였다. 교수는 조선교육령과 보통학교규정, 학교장이 결정한 

교수세목 · 수업진도표에 따라 작성하여 사전에 검열을 받은 지도안대로 하

는 것이 원칙이었다. 

교원의 또 다른 책무는 학교 · 학생을 매개로 하거나 학교 시설을 활용하

여 이루어지는 여러 종류의 사회교육이었다. 중등 이상 학교의 보급과 여타 

사회교육시설이 미비하였으므로 사회교육사업을 초등학교에서 전개하게 하

였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사회교육에서 ‘교화’를 주내용으로 삼았다. ‘교

화’란 조선인을 일제에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교원의 사회

교육활동은 ‘교육효적자’ 표창의 중요 사유가 될 정도로 강조되었다. 그리하

여 초등학교는 지역 사회에서 학생을 매개로 하는 졸업생회 · 부형회 · 모자

회 조직을 비롯하여 청년회, 부녀회, 소년단, 청년단 등 각종 단체의 결성을 

주도하고 지도하였으며, 강연회 · 강습회 · 야학회를 설치하여 일본어 보급과 

선전에 앞장섰다. 교원은 강습회, 야학회 등에서 교수하거나 초등학교 학생

· 졸업생 · 학부모의 회합을 지도하였다. 일제말에는 지원병제 · 징병제 시행에 

따라 예비 군사훈련 기관으로서 청년훈련소, 청년특별연성소, 여자특별연성

소가 대거 초등학교에 부설되어 군사훈련 시설로까지 이용되었고, 교원은 

그 지도원으로 종사하였다. 

조선총독부의 교원 관제는 포상보다 처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육효

적자’ 표창, 주임관 대우 등의 포상 시책은 교장을 우선하거나 교장만을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평교원이 포상 기회를 얻기는 어려웠다. 처벌은 ｢문

관징계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교원의 징계는 ｢문관징계령｣에 의한 면관 ·

감봉 · 견책을 비롯하여 징계적 성격을 갖는 처분으로 권고 사직 · 휴직 · 전근 

조치가 있었다. 징계 사유에는 민족 운동과 관련된 사상 문제, 남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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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도박 행위, 비리 행위 등이 있었다. 실제 징계 사례에 의하면 가장 엄

격하게 취급되었던 것은 민족 운동과 관계된 사상 문제였다. 학생 · 학부형

측에서 큰 불만을 갖고 징계를 요구했던 사항은 학생에 대한 폭행과 폭언, 

교수 불성실, 비리 행위 등의 문제였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상 문제와 달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대개 불문에 부쳐지거나 전근 조

치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즉 교원 징계는 학생 교육에 대한 주의를 환

기시키기보다 주로 사상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현직 교원에 대한 재교육은 통감부 설치 후부터 시작되었다. 통감부는 교

원 재교육을 통하여 일제의 시책을 보급 · 선전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

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1910년 이후의 교원 재교육도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일제강점 초기에는 일본어 보급에, 1920년대 이후에

는 직업과 강습회, 졸업생 지도 강습회 등 사실상 농업 노동에 불과한 실업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제말 조선총독부는 전쟁 수행을 위하여 조선인 ‘연성’에 매진하였다. 그

리하여 교원 재교육에서도 ‘연성’·‘연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교원들이 

청년 ‘연성’ 시설의 실제 지도를 담당하였으므로 재교육의 내용도 군사훈련

과 사상 훈련에 집중되어 정신 훈련적 강습회, 황국신민체조강습회, 교련강

습회 등이 대거 개최되었고, 교원을 병영에 입소시켜 실시하는 군사훈련도 

이루어졌다. 1939년에는 교장을 주대상으로 하는 교학연수소와 학교 소재

지의 청년단 지도를 맡는 교원 · 교장을 입소시켜 훈련시키는 중견청년수련

소가 설립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는 한말 당대의 지식인이자 교육 

운동가로서 활약하던 교원이 일제의 신민을 육성하는 조선총독부의 교육 관

료로 추락한 시간이었다. 일제는 양성 · 임용 단계에서부터 교원을 장악하고

자 사범학교와 기타 모든 교원 양성 기관을 관공립으로만 두게 하고, 교원 

양성 기관 출신자와 교원 시험 합격자에게만 교원 자격을 부여하였다.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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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아동 지도는 정해진 규정에 따르게 하고 사상과 언행을 엄격히 통제하였

다. 관공립학교의 교원은 갑오 · 광무기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도 관료

였다. 집권적 관료제의 역사가 긴 조선 사회에서 교원의 위치가 관료라는 

것은 교원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켰으나, 이와 동시에 조선총독부 시책의 

집행자 · 통치의 보조자여야 하는 족쇄가 되었다. 교원 양성 제도는 재정 형

편과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하였고, 독립된 교원 양성 기관인 사범학

교는 개폐를 거듭하였으며, 비사범학교 출신에게도 교원 자격이 확대되었

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교원의 비행과 인격적 

결함에 대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것은 양성 과정에서도, 현직 

교원에 대한 복무 관리와 재교육 과정에서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조선

총독부의 교원 양성은 우민화 교육 방침에 따라 적은 비용 · 짧은 기간을 최

우선으로 하였고, 교원 관리는 다만 민족 운동과의 관련을 염려하여 교원의 

언동과 사상을 엄격히 통제하는 데에만 주력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조선총

독부는 학교의 시설과 교원을 각종 시책을 선전하고 집행하는 데 십분 활용

하였다. 교원에게는 학교에서의 학생 교육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생활 지

도, 학생 가정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농업 경영, 그리고 군사훈련

에 이르기까지 사회교육사업이라는 명목의 막중한 책무가 부과되었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초등교원 시책은 양성 과정에서부터 교육자

로서의 자질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조선총독부의 하급 관료로서 충실하게 

복무하게 하는 데 중점이 놓여있었다. “충량한 황국신민의 양성”이라는 조

선총독부의 교육 목표, 초등교육을 완결교육으로 간주하고 일본어 교육과 

저급한 수준의 농업교육에 치중하는 우민화 교육 시책, 일본인 교원과의 차

별, 승진과 교육 기회의 부족, 사상 탄압 등은 교원의 주체적 · 능동적인 교

육 활동과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가로막았다. 교원이 ‘황민화’ 교육의 복무자

라는 족쇄를 벗고 학식과 도덕, 전문성을 겸비한 교육자로서의 사회적 지위

를 갖추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를 기약해야 했다.

본고를 작성하면서 미진한 점은 교원 시책의 시행 실태와 상황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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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그치고 그것의 역사적 · 구조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해명하는 데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료의 부족 때문에 실제 교육 현장에

서 중요한 교원의 교습 능력 · 교양 · 사상의 양성 과정, 곧 교원 양성 교육의 

실태를 살피지 못하였다. 또한 관공립초등학교의 교원을 주요대상으로 하였

으므로 일제강점기 조선인 초등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사립학교의 교

원 시책, 그리고 조선인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선인 초등교육

을 담당했던 일본인 교원 시책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였다. 조선의 일본인 

교원은 일본에서 온 초빙교원이거나 조선에서 양성 · 임용된 교원의 두 부류

가 있었다. 교원 시책에서 조선인 교원과 일본인 교원 간, 일본인 교원 중 

조선인 대상 학교와 일본인 대상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간, 그리고 일본과 

조선총독부의 교원 시책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 부문이 더 천

착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과제는 이후의 작업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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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icy of the ChosŏnCh’ongdokpu(朝鮮總督府,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n Korean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im Kwang Kyu

Histor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actual contents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policy on training, hiring, and supervising Korean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how the status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d dramatically 

changed throughout the colonial period.

First of all, in terms of the policy on training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focused only on the 

intensive training courses for  the prospective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hired teachers with low payment to reduce the budget. 

In addition, they introduced the examination of qualification for the school 

teachers, which was the cheapest way of recruiting qualified teachers without 

any training courses. If it was necessary to foster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y established provisional educational institutions i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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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ive teachers would take the short-term crash courses or just hired the 

untrained teachers to meet the needs despite their lack of qualification.

In the beginning of the colonial perio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abolished the colleges of education which were established during the 

pre-colonial period, and instead fostered the school teachers by training in the 

short-term crash courses. After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the colonial 

government enforced ‘the project of extension of the elementary education’, 

which intended to fill up vacancies of teachers by fostering large numbers of 

teachers in short period. Although the Gyeongseong  College of Education was 

rebuilt in 1921 and other colleges of education were established in some places, 

the regular full-time training course were offered only in the Gyeongseong 

College of Education. Until the late 1930s, nevertheless, unsuccessful or 

misguided policies of extension of the education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had made the teacher shortage more critical. In response to the 

teacher shortag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vited teachers from Japan or 

recruited teacher candidates even among those who just graduated from middle 

schools, and completed the 6 months teacher training course.

Furthermore, the salaries and status of the teachers showed noticeable 

differences. Teachers who were hired after they completed the full-time courses 

usually got paid higher than the less qualified ones who just completed the 

short-term courses or even had not been trained in any institution. The teachers’ 

status also varied ccording to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From the graduates 

of the Gyeongseong College of Education who took not only regular courses 

but also the practice curriculum to the unqualified teachers without taking any 

formal education, the status of the teachers were strictly hierarchical. As a 

result, the teachers of better educational background were usually promoted to 

higher position faster than the other ones. 

Secondly, in terms of the personnel management policy on the teacher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treated the teachers as lower-level official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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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obligated to serve the government in the field of education under the 

centralized education policies. Due to their status as government officials, 

however, the teachers’ status in the local communities were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Although there was a wide variation, teachers’ wages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who had almost the same academic background. 

Also, considerably generous pension or retirement allowances were offered to 

teachers by the government. Therefore, in the colonized Chosŏn society, the 

teaching job was regarded as a promising job that the outstanding individuals 

really looked forward to doing. 

However, there was clear discrimination among teachers in the colonized 

Chosŏn. It was significantly difficult for the Korean teachers to be promoted to 

the principals even after the quota system of the principal positions was built.

Thirdly, even though the essential duty of teachers was the education of 

school students, the teachers had to take a responsibility for colonization. In 

particular,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layed the leading role in forming 

various social organization such as night schools or short courses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since the secondary schools and other educational facilities 

were relatively rare. Afte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troudced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imed at young people of the colonial Chosŏn,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in charge of exercising them for military 

discipline. 

The supervising system of teacher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focused more on punishing them than on rewarding. Since only the principals 

of schools could be rewarded by rhe government, the ordinary teachers hardly 

received any awards. Nevertheless, the school teachers were often punished 

when they were not faithful to their duties. They were punished with both the 

heavy disciplinary actions such as dismissal, pay-cut, and reprimand and the 

light penalty like leave of absence or relocation. The most serious cause for 

disciplinary action was the teachers’ propagation of the rebellious idea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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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deology in the colonized Chosŏn. While they were severely punished 

for ideology problems, they would rather receive just a light punishment for 

other causes such as their wrongdoing.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actively used the reeducation of teachers 

to improve their ability to propagate the government initiatives or policies. 

While the reeducation of the teachers had focused mainly on the Japanese 

language education or the vocational education until the 1920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diverted the contents of the reeducation to the universal 

military training or ideological education for the ordinary people of the 

colonized Chosŏn after the wartime system period.

The overall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how the role and the status 

of the Korean teachers had chang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from the 

educational activists and the intellectuals to lower-level officials who propagated 

the policies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of Chosŏn.

Key Words: policy on the training and hiring of teachers, short-term training of 

the teachers, the personnel management policy on the teachers, 

duty of the teachers, disciplinary action of the teachers, reeducation 

of th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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