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식민지시기 중등 실업교육 연구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전공

안 홍 선









- i -

초록

근대적인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한제국의 노력은 좌절되었고, 통

감부의 일본인 관료들 주도 하에 식민지적 교육체제가 수립되었다. 일본

의 복선형 학교제도가 이식되었고, 실업교육을 위해서 중등 일반계 학교

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실업학교제도가 창설되었다. 이러한 실업학교제도

는 큰 틀의 변화 없이 식민지 말기까지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후기 중등교육이 분화되는 교육체제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 식민지시기는 실업교육이 복선형 중등단계 학교교육으

로 포섭되어 실업학교제도로 정착된 시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우리나라 중등 실업교육의 성격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중등 실업교육의 형성이란 중등단계 학교교육으로서 

실업교육의 이념, 제도, 사회적 인식 등이 형성되고 그 특질이 관행으로 

굳어져 역사적 실재로 결정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특질은 특정한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서 출현하고 정착되어, 일정한 변화를 거치면서도 

장기간 유지되거나 혹은 사라지는 교육의 형식, 내용, 기능에 관한 것들

이다. 따라서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한국 중등 실업교육의 특질은 그것의 

식민지적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일본의 제

도가 이식되었지만, 한국의 실업교육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자본의 필

요에 따라 식민지적 변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

른 적극적인 행위자인 피지배 민족으로서 조선인의 기대와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과 조선인의 교육행

위가 접합되어 형성된 식민지 실업교육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

구는 실업교육에 관한 정책과 제도, 보급 양상, 교육과정과 학사 행정, 

학생들의 저항, 그리고 입학과정 및 졸업 후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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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식민당국의 중등 실업교육정책은 조선인의 중등 일반교육에 대

한 요구를 억제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초등교육이 확대되면서 조선인

들의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일제는 고등교육 

진학을 준비하는 중등 일반교육의 확대 보급에는 소극적이었고, 실업교

육을 중심에 둔 중등교육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반교육은 물론이

고 실업교육의 보급은 초등교육 성장에 비해 훨씬 미약하였기 때문에, 

보통학교를 졸업한 조선인들은 고등보통학교만이 아니라 실업학교에 대

한 진학 욕구도 매우 높았다. 더구나 실업학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

께 입학하는 공학제로 운영되었고, 일본인에게 유리한 민족별 정원 배분

으로 인해 조선인 학생들 사이의 실업학교 입학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

에 없었다. 그러나 일단 입학에 성공한다면 그에 상당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

둘째, 식민당국이 의도했던 실업교육은 조선의 현실에 맞지 않았고, 때

로는 조선인의 요구와 대립되는 것이었다. 실업교육정책의 변화는 일제

의 식민지 지배와 자본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초기에는 농업학교들이 

설립되었고, 이어서 상업학교의 증설이 이루어졌으며, 공업교육은 식민

지 말기가 되어서야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실업학교는 졸업 후 직

접 실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나 상인 등 독립 자영인을 양성하는 데 목적

을 두었고, 이들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과 기능을 교육하기 위한 근

로주의 교육과정이 고안되었다. 교양 교육보다는 실습 중심의 기능적 훈

련이 강조되었고, 근로에 대한 태도와 도덕성 함양을 위한 훈육이 중심

을 이루었다. 그러나 조선인 학생들은 농민이나 상인이 되기 위해 실업

학교를 선택하지는 않았으며, 대개는 관공청의 관리가 되거나 회사나 은

행 등의 일반 사무직 등으로 취업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실업학

교의 교육 내용은 학생들의 현실적인 교육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식민지 교육은 조선의 언어와 역사 교육을 억압하는 등 민

족 말살적 성격이 강했고, 대신에 일본 제국에 복종하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와 헌신을 강요하는 정신 교화가 일상화되었다. 더구나 실업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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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공학하였기 때문에, 조선인 학생들은 학사 운영

과 일상생활에서 민족 차별적 관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실

업학교의 교육과정과 민족 차별적인 학교 운영으로 인해 조선인 학생들

은 동맹휴학을 일으키며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일이 속출하였다. 나아가 

조선인 학생들의 집단적 저항은 식민지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민족주의 

학생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셋째, 실업교육의 혜택을 누린 조선인들은 식민지 사회에서 선발된 집

단이었다. 매년 치열한 입학 경쟁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인식 속에는 

중등학교들에 대한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중등학교의 서열적 인식

은 일반계와 실업계 학교라는 계열에 따른 위계적 구분보다는, 개별 학

교의 역사와 사회적 위상에 따른 학생들의 선호도 차이에 기초한 것이었

다. 보통학교 졸업을 앞두고 중등학교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극단

적인 입학 경쟁을 통과할 수 있는 학업 성적과 비싼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실업학교 입학에 성

공한 이들은 전공과 관련된 기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배타적인 

취업이 보장되어 있는 근대적인 직업군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당시는 

고등교육 이수자는 물론이고 중등학교 졸업자 역시 매우 드문 선발된 집

단이었기 때문에, 실업학교 졸업자들은 직업활동이나 생활수준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한국 

중등 실업교육의 특징을 추론할 수 있다. 그것은 근대적 중등 직업교육

제도의 모델을 발전시킨 서구형과 달랐고, 또한 조선 사회에 이식된 일

본형과도 다른 것이었다. 서구의 중등교육은 계급적 성격이 강한 위계적

인 복선형 체제였지만, 일본의 중등교육은 업적주의에 기초한 일반교육

과 실업교육의 사회적 기능 분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사회에서는 일제의 억압적인 교육정책으로 중등교육 기회 자체가 제한되

어 있었기 때문에, 중등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근대적 산업부문으

로의 진출과 계층적 사회이동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식민지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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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조건에서, 실업학교의 사회적 위신은 일반계 학교에 비해 낮지 않았

으며, 조선인들의 실업교육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매우 높았다. 따라서 

식민지시기 조선의 중등교육에서는 일반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간의 위계

적인 사회적 분화가 지연된 병렬적 복선제가 유지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실업교육, 직업교육, 중등교육, 식민지교육, 학생운동, 복선제, 

실업학교,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학  번: 2004-3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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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식민지시기 실업교육은 우리나라의 중등 직업교육 역사에서 매우 중요

한 위치를 갖는다.1) 대한제국의 국권이 위기에 처하면서 근대적인 교육

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고, 통감부가 설치되

어 일본인 관료 주도 하에서 식민지적 교육체제가 수립되었다. 1909년 

｢실업학교령｣의 제정은 식민지적 중등 실업교육체제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직업교육이 교육당국 관할의 학교교육 안으로 포섭되어 중등 

일반계 학교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실업학교제도가 창설된 것이다. 이렇

게 복선형 체제로 고안된 중등 실업학교제도는 합방 이후 다소간의 변화

를 거치면서도 큰 틀은 1945년도까지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

후에도 후기 중등교육이 분화되는 교육체제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

다. 다시 말해, 식민지시기는 직업교육이 복선형 중등단계 학교교육으로 

포섭되어 실업학교제도로 정착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우리나라 중등 실업교육이 갖는 특질은 

무엇인가? 중등 실업교육의 형성이란 중등단계 학교교육으로서 실업교육

의 이념, 제도, 사회적 인식 등이 형성되고 그 특질이 관행으로 굳어져 

역사적 실재로 결정되어 가는 과정이다.2) 이러한 특질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서 출현하고 정착되어, 일정한 변화를 거치면서도 

장기간 유지되거나 혹은 사라지는 교육의 내용, 형식, 기능에 관한 것들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등 실업교육의 형성을 규명하는 일은 그것이 

1) 2006년 교육당국은 ‘실업’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낙인효과를 제거하고 직업교육 기피 현상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더이상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혼란을 피하

기 위해 ‘실업학교’ 혹은 ‘실업교육’을 그대로 사용한다.(3절 용어 정리 참고)

2) 김기석(1994), ｢중등교육 팽창의 역사사회적 조건과 동인｣, 김기석 편, 교육사회학 탐구 2, 
교육과학사, 4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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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식민지적 상황과 조건으로부터 그 특질을 밝히는 작업이 된다. 

그리고 식민지시기 중등 실업교육의 특질은 고등보통학교 등 중등 일반

교육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3) 근대 중등교육은 교육이념과 

철학이 다른 대학진학 교육과 직업준비 교육이라는 두 종류의 교육이 동

일한 학교단계에서 서로 경쟁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

이다. 

근대적인 중등교육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선구적인 발전

을 이루어 점차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19세기를 

경과하면서 중등교육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세기 초부터는 

“모든 청소년에게 중등교육을”이라는 관념이 원리상으로 또 실제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였다.4) 그러나 비록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서구의 선진 국가들에서 형성된 중등교육은 계급적 성격이 

강한 복선형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5) 당시 중등교육은 계급간의 이해관

계가 충돌했던 갈등과 투쟁의 장이었으며, 그 결과 노동계급의 자녀들이 

미래의 노동자가 되기 위해 기술과 문해 능력을 배우는 학교들과 부르주

아계급의 자녀들이 인문주의 교양을 배우기 위해 다니는 학교가 구분되

어 성장했다.6) 학교가 구분되지 않고 교육과정으로 나뉘었던 미국을 포

함하여, 서구의 선진 국가들에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중산계급

의 우월한 지배력과 재생산은 전혀 위협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하면, 이 시기에 형성된 근대적인 서구형 중등교육은 하위계급이 다니는 

직업준비 교육과 상층계급이 다니는 대학진학 교육이 위계적으로 분화되

는 분절(segmentation)적인 성격을 특징으로 갖는다.7)

3) 박철희(2002), ｢식민지기 한국 중등교육 연구: 1920~30년대 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57쪽.

4) Unesco(1961), World survey of education III: Secondary education, Unesco, 日本コネス

コ國內委員會 譯(1963), 世界の中等敎育, 民主敎育協會, 78쪽.

5) 世界敎育史硏究會 編(1974), 世界敎育史大系 25: 中等敎育史Ⅱ, 講談社, 87~170쪽.

6) James Bowen(1981), A history of western education(v. III): The modern West Europe 
and the New World, Methuen&Co.Ltd, 440~462쪽.

7) Fritz Ringer(1987), On segmentation in modern European educational systems, in 

Müller, D., Ringer, K. & Simon, B.(eds.) (1987). The rise of the modern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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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선진 국가들보다 뒤늦게 산업화가 진행된 일본은 19세기 후반 

이들 국가의 교육제도를 수용하여 복선형 중등학교제도를 발전시켰다.8) 

그러나 유럽의 교육제도는 계급적 성격이 강한 복선형 체제였지만, 일본

의 학교는 원칙적으로 모든 계급·계층에 개방되어 사·농·공·상 사민평등

과 기회균등을 이념으로 하였다.9) 중등학교의 신입생 선발은 다른 무엇

보다도 학생의 지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실

업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사회적 위신이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10)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중등 일반계 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 고등교육

을 이수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실업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 농·상·

공업 등 실업에 종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실제로 중등 일반학교 

재학생 가운데 평민의 비율은 사족(士族)을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대부

분 농민과 상인의 자녀인 이들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11) 비

슷한 시기 농업학교의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농민 자제의 비율이 높

으며 반대로 이들 대부분은 졸업 후에 농업에 종사하였다.12) 따라서 일

본의 복선형 중등교육제도가 갖는 특징은 업적주의에 기초한 일반교육와 

실업교육의 위계적 사회적 기능 분화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형 모델이 도입된 조선에서의 중등교육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질 것이지만, 근대적 중등교육제도의 

모델을 발전시킨 서구형과 다르고, 또한 조선 사회에 이식된 일본형과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중등교육만이 아니라 대개 식민지에서 형성

system: structural change and social reproduction 1870-1920. Cambridge University 

Press, 53쪽.

8) 일본의 중등학교제도는 남자의 중학교, 여자의 고등여학교, 실업학교로 구성된 三本立 복선형 

제도라 할 수 있다.(世界敎育史硏究會 編(1974), 世界敎育史大系 24: 中等敎育史Ⅰ, 講談社, 

171~178쪽)

9) 尾形裕康 외(1993), 신용국 역, 일본교육사, 교육출판사, 160~162쪽.

10) 天野郁夫(1992), 學歷の社會史 : 敎育と日本の近代, 新潮社, 170쪽.

11) 중학교 재학생 가운데 평민은 사족의 비율을 점차 추월하여 1890년대 후반에는 70%를 넘어

서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50~60%가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다.(天野郁夫 編(1991), 學歷主

義の社會史 : 丹波篠山にみる近代敎育と生活世界, 有信堂, 82~85쪽.)

12) 吉田文(1985), ｢戦前期の農業学校 : 学校間格差の視点から｣, 東京大学教育学部紀要 25, 東

京大学教育学部, 193~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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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교육제도는 서구적 근대 모델로부터 이중적 변형 과정을 겪는다.13) 

식민당국이 일본의 제도를 조선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식민지적 변용이 

일어나며, 일본의 제도 역시 서구의 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일

본적 변형을 거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식민지 중등교육의 형성에는 

식민지 사회를 살아가는 조선인들이 품고 있던 실업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접합되어 있다. 따라서 식민지시기 실업교육의 특질을 규명하는 

일은 중등교육제도에 대한 식민당국의 이중적 변형 과정을 분석하고, 실

업교육에 대한 조선인의 교육행위를 해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학 논의에서 식민지시기 중등 실업교육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해방 직후는 일제시대의 식민지 교육체제를 청산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미군정 하에서 학계와 교육계 인사 100여명으로 구성된 

조선교육심의회는 식민지 교육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제도를 모색

하고자 하였다.14) 이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표방한 신학제로서 6-6 

(3-3)-4의 단선형 학제를 고안하였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일제시

대의 중학교(고등보통학교)와 실업학교가 각각 ‘고급중학교’와 ‘실업고급

중학교’로 전환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15) 단선형 체제를 구축하려는 측

에서 제시한 교육기회의 균등과 식민지교육의 청산이라는 신학제 도입 

논리는 당시 조선인들에게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16) 이는 미군정

이 끝난 후 자주적인 ｢교육법｣을 제정하기 위해 격론이 벌어졌던 1949

년에도 마찬가지였다.17) 그 결과 교육기회의 균등보장이라는 단선형 학

13) 오성철(2000),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39~259쪽; 김성학(1996), ｢서구 교

육학 도입과정 연구(1895~1945)｣,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7~97쪽.

14)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1998), 교육50년사, 104~106쪽.

15) 이광호(1991), ｢한국 교육체제 재편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1945~1955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7쪽; 강일국(2009), 해방 후 중등교육 형성과정, 강현출판사, 

44~45쪽. 

16) 강명숙(2004), ｢6-3-3-4제 단선형 학제 도입의 이념적 성격｣, 한국교육사학 26권2호, 한

국교육사학회, 13쪽.

17) 정태수(1996), 韓國 敎育基本法制 成立史, 叡智閣, 197~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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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지향하면서도, 후기 중등교육에서는 명확한 복선형 체제가 유지되

었다.18) 그리고 명시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 방식은 관련 법령에서는 물론이

고 국민들의 의식 속에 강하게 각인된 채 그 후로도 60년 동안 유지되

었다. 1997년에서야 비로소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

면서 ‘일반계’와 ‘실업계’ 구분법은 사라지지만, 언론상으로는 물론이고 

교육 행정상으로도 2000년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통용되었다.

2005년도에 이르러 교육당국은 “실업교육”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낙인효과를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한 직업교육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향후

에는 법령상·언론상의 명칭 변경을 천명하였다.19) 그리고 대한제국시기 

이후로 100여년간 사용되어온 ‘실업고’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선언하였다.20) 물론 교육당국이 “실업교육”이라는 명칭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직업분야 고등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제거된다

거나 ‘직업교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새로운 이름 찾기는 변화된 사회에 맞는 후

기 중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정체성 찾기 과정의 하나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21) 

그러나 “실업교육”이라는 명칭을 버리는 교육당국의 조치가 식민지시

기에 형성된 우리나라 중등 실업교육에 대한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비

판하기 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학 논의에

서, 실업교육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선험적 가정을 전제로 하는 논의를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전통을 형성해 온 “인문숭상의 사회적 기풍”을 갖고 있다거나,22) 기술보

다는 학문 중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 풍토”로 인해 국민들은 

18) 대한민국 ｢관보｣, 1949년12월31일.

19) 한국농업교육학회 편(2006), 고교 단계 직업교육체제의 혁신과 성공적 구현방안, 2006년도 

직업교육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 한국농업교육학회, 6쪽. 

20) ｢경향신문｣, 2006년7월21일; ｢세계일보｣, 2006년7월22일.

21) 이용순 외(2006), ｢실업계 고등학교 명칭 변경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14권, 54쪽.

22)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교육과학사, 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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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전제들이다.23) 더 나아가 이러한 “인문숭상적인 의식구조는 이기

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이며 사대주의적인 것으로서 일제의 식민지 교육

정책으로 더욱 조장되었고 부정되어야 할 유산”이라고 지적되기도 한

다.24)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의식 혹은 교육행위 가운데 ‘인문숭상’, ‘기술

경시’, ‘직업교육 기피’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있다면 그것은 어

떤 사태를 두고 말하는 것인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25) 예를 들어, 전

국의 실업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매년 정원의 5배가 넘는 지원자들이 몰

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십여 배에 달하는 입학 경쟁을 치러야 했던 식민

지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본다면, 적어도 당시 조선인들의 교육행위

나 의식구조에 대해서 ‘직업교육 기피’라고 진단하는 것은 적어도 역사

적 사실에 근거한 판단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인 사료에 근거하여 식민지시기 실업교육의 실재를 

드러내고 그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는 기초 연구에 해당한다. 식민지 조

선에서의 실제 교육 경험에 기초하여,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중등 실업교

육의 특질은 무엇이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비단 

과거의 이해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중등교육에서 일반교육과 직업교

육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시사점을 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문제

 

식민지시기의 실업교육에 대한 평가가 유보되거나 매우 불철저하게 진

행된 이유는 교육사 연구 경향에서도 찾을 수 있다. 

23) 이정표(2003), 전환기의 직업교육제제 재정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2쪽.

24) 최영표 외(1985), 韓國 中等敎育體制 發展硏究, 한국교육개발원, 48쪽.

25) 실제로 ‘직업교육 기피’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면, 그러한 현상을 낳는 원인과 물질적 

조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직업교육 기피현상’에 대한 역사적·경제

학적·사회적·문화인류학적 관점으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박태준 외(2003, 직업교육 기피

현상의 사회문화적 접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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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식민지시기의 교육을 바라볼 때 대부분은 일제의 식민교육의 반

민족적 폐해를 고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정재철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 식민지 교육은 하급관리·하급사무원·

하급기술자만을 양성하여 ‘아일본인(亞日本人)’으로 만들려는 ‘황국식민

화 교육’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26) 일제의 식민지 통치방침은 종속주

의·동화주의·자주주의 등의 제국주의 전략 가운데 동화주의를 채택함으

로써 식민지 민족을 영원히 말살하려는 정책을 취한 것으로 규정되기 때

문이다. 식민지 교육이 갖는 반민족·반교육적 성격에 주목한 이러한 정

책 분석은 대한제국시기 학부에 파송된 일본인 관료들의 교육 관련 언설

을 분석하는 데서 힘을 갖는다. 당시 일본인 관료들은 조선의 전통교육

과 민간의 사학교육에 대해 “實”이 없는 교육이라 평가하고, 학부의 신

교육은 “實”이 있는 교육이라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다.27) 정채철은 이러

한 일본인 학부 관료들의 언설이 갖는 기만성과 한계를 폭로하는 데 매

우 유용했다. 그 결과 학부와 조선총독부가 실시하고자 했던 실업교육은 

“일본제국주의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그리고 그들이 사역할 저

급의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다.28) 

사실 정재철은 식민지 교육에 대한 접근법으로 “지배와 피지배, 가해

와 피해, 자행과 저항, 억압과 반발이라는 기본인식”이 철저하게 지켜져

야 한다고 주문한다.29) 자칫 연구자의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인해 식민지

적 상황이 호도되는 결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가해-피해’

라는 이분법은 분명한 분석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의 주장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의 형식

적 차별이 사라지면 급격하게 분석의 힘을 잃기도 한다. 그의 연구에서

도 실업학교의 형식적 차별이 사라지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이 이루

26) 정재철(1985), 일제의 대 한국 식민지 교육정책사, 일지사, 507~517쪽.

27) 渡部學(1975), 朝鮮敎育史, 世界敎育史大系 5, 講談社, 240~244쪽.

28) 정재철(1985), 같은 책, 265쪽.

29) 정재철(2000), 한국에서의 일제식민지시대 교육사 연구 동향, 한국교육사학 22권2호, 한

국교육사학회,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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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1920년대 이후에 관해서는 별다른 분석이 시도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조선인을 일본인과 동일하게 교육하면 ‘민족 말살적 동화교육’이

고, 다르게 교육하면 ‘저급한 우민화 교육’이라는 단순도식은 식민지 교

육사 연구 방법을 지나치게 협소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연구자의 상

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의미 외에도, 식민지 교육정책과 조선인 사이

의 복잡한 교육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오천석은 ‘신교육 건설’이라는 염원으로 한국 근대교육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식민지시기 실업교육에 관해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

다. 그는 1910년대 보통학교 교육과정에 농업초보와 상업초보를 개설하

여 사실상 필수과목처럼 취급하고 고등보통학교에 농업 또는 상업의 실

업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규정한 식민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그 때까

지 우리의 교육이 文에 치우쳐 實用교육에 등한히 하였던 것이 사실이

고, 당시의 정형으로 보아 이러한 實科교육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했

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30) 식민당국의 ‘실과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오

천석의 이러한 평가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한국인을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隸民으로 양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정재철과는 뚜렷한 온도

차가 느껴진다.31) 오천석에게 식민지 교육은 조금 더 복잡한 양상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오천석은 식민당국의 교육 정책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선인에게 “실리”를 주고, 더 나아가 조선인이 봉착해 있는 과제를 해

결해 줄 수도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오천석의 관점은 조선

총독 우가키(宇垣一成)가 추진했던 ‘간이학교’나 ‘졸업생지도’에 대해서도 

일종의 계속학교의 성격을 갖는 “뜻 있는 着眼”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

로 이어지기도 한다.32)

물론 오천석이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재철이 우려했던 것

처럼 식민지 교육 정책이 갖는 반민족성과 억압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

30) 오천석(1964), 한국신교육사, 현대교육총서출판사, 250~251쪽.

31) 정재철(1985), 일제의 대 한국 식민지 교육정책사, 일지사, 319~325쪽.

32) 오천석(1964), 같은 책,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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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오천석은 민주주의 교육, ‘신교육’ 건설에서 식민교육의 

잔재 청산을 가장 급선무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었다.33) 다만 오천석의 

관점은, 정재철이 갖고 있는 ‘가해-피해’ 도식이 아니라, 식민지 교육 정

책은 보다 복합적인 접근으로 파악된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다. 당시

를 살았던 민족주의 진영의 교육 요구도 오천석의 견해와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식민당국의 실업교육론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식민당국보다 앞서서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에 ‘실업’ 과목을 설치해

야 한다고 촉구했던 조선인 민족주의 진영의 실업중시 교육관을 함께 설

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위 두 사람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선구적인 연구자로서 이만규는 해방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교육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식민지시기 교

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식민지시기 교육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의 기본적인 관점은 아주 분명하다. 그에 의하면, 식민당국

이 교육을 보급한 이유는 “일본 자본주의가 환영하는 노동자를 양성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34) 따라서 ‘실용주의’를 표방한 실업교육의 중시는 

“저들이 부려먹는 데 실용적인 인물이지 조선을 건설하는 애국적 활동인

이나 자기이익을 위해 자기자리에서 설계와 기쁨을 가지고 노력하는 실

용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35) 

이만규의 관점은 식민지시기 교육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교육적 상황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

다. 즉, 하나는 식민지 상황의 민족모순이며, 다른 하나는 계급모순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본가의 요구에 국가가 부응한 부르주아 국가교

육에 관한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식민지교육의 정치경제학이라 할 수 

있다. 정재철과 오천석이 주로 민족모순에 기초한 집합으로서의 조선인

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만규의 분석은 보다 분석적인 관

33) 우용제(2001), ｢天園의 民主敎育思想의 外延과 그 性格｣, 한국교육사학 23권2호, 한국교육

사학회, 210~211쪽.

34) 이만규(1988), 조선교육사 2, 거름, 206쪽.

35) 이만규(1988), 같은 책,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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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기초하여 계급·계층적으로 분화된 조선인들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들 세 사람의 연구는 식민지 교육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각

기 다른 선구적인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논의는 식민지시기 조선인의 교육 경험에 대해 특정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가령, 정재철에게서는 

식민당국은 실업교육을 통해서 ‘저급의 기술자’를 양성하려는 의도를 갖

고 있었던 것으로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다. 오천석은 당시 조선인은 ‘실

용’교육을 경시하였기 때문에 ‘실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그것은 실제로도 ‘실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만규 

역시 당시 실업교육은 순응적 노동자를 양성해야 하는 ‘자본주의의 필

요’가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은 식민지 교

육을 이해사기 위한 출발로서 전제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

히려 그 자체로서 연구되고 검증되고 규명되어야 할 연구 대상들이라 할 

수 있다.

이만규, 오천석, 정재철 등의 선구적인 연구 성과가 있었음에도 식민지

시기 실업교육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은 여전히 매우 미진한 상

태에 있다.36) 식민지시기 실업교육을 정당하게 평가할 만큼 충분한 연구

가 진행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 식민지시기 교육 연

구의 대부분은 일제 식민교육의 폐해를 고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교육정책의 반민족적 성격을 밝히거나 극히 억제되었던 교육기회의 문제

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의 관심은 자

연스럽게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집중되었고, 그나마 중등단계 교육에서

는 일반계 교육인 고등보통학교 쪽으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실업학교에 대해서는 ‘저급한 기능인 양성 교육’ 혹은 ‘실용주의 

교육’이었다는 평가에만 머문 채 더 이상 연구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했

36) 강명숙(2006), ｢일제시대 교육사 연구의 동향과 쟁점｣, 한국교육사학 제28권,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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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로서 식민지시기 실업교육의 전개상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근대 이후의 직업·기술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다. 특히, 1999년 상공학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직업교육훈련 100년사를 발간한 바 있

다.37)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양, 가사·실업 교육 등으로 분류하여 근

대적 직업교육이 도입된 이후의 각 분야 교육사를 개관하고 있다는 점에

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이원호 역시 근대 이후 실업교육의 전개 

현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여 보여주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38) 

그의 연구에는 식민지시기의 중등 실업학교와 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이 자

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 외에도 기술훈련 혹은 실업교육의 특정 분야

에 대한 연구 성과들도 근대 이후 직업교육의 전개상과 기술인력 양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39)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기술훈련 혹은 

실업교육과 관련된 규정 변화와 부분적인 현황만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40) 법령들과 제도적 변천에 관한 기술

적 진술에 머문 채 우리의 실업교육사는 식민당국의 교육정책사로 치환

되고 말았다. 

한편, 본격적으로 실업교육에 주목한 연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식민지

시기 실업교육에 대한 간접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먼저, 대한제

국시기나 식민지시기 조선인들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들이다.41) 구희진

3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편(1999), 직업교육훈련 100년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8) 이원호(1996), 실업교육, 하우.

39) 한국농업교육사편찬위원회(1994), 한국농업교육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황운성(1967), 한
국농업교육사, 대한출판사; 대한상업교육회 편(1999), 상업교육100년사, 대한상업교육회;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1977), 한국현대문화사대계 3: 과학, 기술사, 고려대학교 민족문

화연구소; 김근배(2005),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문학과지성.

40) 홍덕창(1988), ｢大韓帝國時代의 實業敎育에 관한 硏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병갑

(1997), ｢日帝時期 工業敎育政策에 관한 硏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영하(1999), ｢우
리나라 實業敎育法制의 變遷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철식(1999), ｢韓末·日

帝期의 實業敎育 政策硏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우종·강태균(2007), ｢한말·일제 강점

하 상업교육 연구｣, 경영교육논총 제45집; 소동호(1984, 1986, 1987), ｢일제통치하 한국의 

실업교육 연구(1, 2, 3)｣, 사대논문집, 전북대 사범대학.

41) 구희진(2004), ｢韓國 近代改革期의 敎育論과 敎育改編｣,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구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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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개진했던 교육론을 추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들이 갖고 있던 실업교육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노

관범은 대한제국시기 조선인들의 실학 개념과 실업 사상을 분석하고 있

으며, 김광중 등의 애국계몽운동 연구에서 당시 조선인들이 갖고 있던 

실업교육론이 탐구되고 있다. 또한 식민지시기의 중등교육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실업학교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로 고

등보통학교를 연구의 중심에 두면서 중등교육의 다른 한 축이었던 실업

교육은 그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42) 

식민지시기 실업교육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가운데 최근 들어서 대한

제국시기의 실업학교나 식민지시기의 개별적인 실업학교들에 주목한 연

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성열·박지원·土井浩嗣은 대한제국 말기와 식

민지초기에 설립된 실업학교들의 설립과정을 분석하고 있다.43) 이병례는 

경성공업학교의 설립 경위와 재학생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44) 그는 졸업

생 구술을 활용하여 졸업 후 취업 및 그 이후의 진로 변화까지도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정연태는 강경상업학교에서의 민족적 차별 양상을 밝히

고자 하였다.45) 그는 학적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민족별 학업 성적 분

(1995), ｢日帝强占 前半期(1905-1928)의 敎育論｣,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관범(2013), ｢
대한제국기 실학 개념의 역사적 이해｣, 한국실학연구 25, 한국실학학회; 구자혁(2004), ｢장
지연의 교육구국론｣,  교육논총 23호, 인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이성심(2009), ｢大韓

自强會 교육론의 도구적 성격 연구｣, 교원교육 25-4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정고운

(2009), ｢애국계몽운동과 근대적 교육열의 형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

회학회; 김광중(1996), ｢韓末 愛國啓蒙運動期의 實業敎育論: 新聞論說을 中心으로｣, 인문논총
3집, 又石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금원숙(2000), ｢實學의 實業敎育論에 關한 硏究｣, 중앙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42) 제은숙(1993), ｢일제하 조선인의 중등학교 진흥운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흥기

(1998), ｢日帝의 中等學校 재편과 朝鮮人의 대응(1905∼1931)｣,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 이성열(2004), ｢제3차 한일협약 전후 관공도립실업학교의 변화: 일본인 학부차관의 교육간섭

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회; 박지원(2012), ｢日帝强占初 農業學校의 設立·

運營과 卒業生의 就業實態｣,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土井浩嗣(2007), ｢1910年代の朝鮮にお

ける公立農業学校: 植民地期朝鮮の勧農体制と関連して｣, 동북아 문화연구 제13호, 동북아시

아문화학회.

44) 이병례(2013), ｢일제하 전시 경성공립공업학교의 설립과 운영｣, 서울학연구 제50호, 서울시

립대 서울학연구소.

45) 정연태(2012a), ｢일제강점기 한·일공학 중등학교의 관행적 민족차별｣, 한국사연구 제159호, 

한국사연구회; 정연태(2012b), ｢한·일공학 중등학교 졸업생의 일제하 진로와 해방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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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나 취업 과정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진행된 이

정연의 연구도 주목을 끈다.46) 그는 중등교육 기회가 제한된 현실에서 

조선 민중들은 비록 저급한 실업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육활동

을 전개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손용석은 경성농업학교의 일본인 교

원에 주목하고 있다.47) 그는 교육을 받는 대상이 아닌 교육을 행하는 주

체, 즉 일본인 교장의 교육관과 교육활동을 분석하여 식민지 농업교육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오성철의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까지를 

시야에 넣고, 중등교육에서 실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 변화가 탐구

되고 있다.48) 이들의 연구는 식민지시기 실업교육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종합적인 시도는 아니었다. 식민당국의 실업교육정책과 실업학교의 실제 

교육 운영 그리고 조선인들의 교육 경험 등을 종합으로 분석하지는 않은 

채 식민지시기 실업교육의 특정한 국면에 한정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연구 주제나 범위, 그리고 방법적 측면에서 다

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병례는 법

령과 통계 자료 분석에서 벗어나 구술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정연태

는 학적부에 기록된 학업성적 및 개성조사부를 조사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고, 손용석은 교육의 담당자였던 일본인 행위자에 대한 분석

으로 연구 대상을 확장하고 있으며, 오성철은 식민지시기에만 한정하지 

않고 해방 이후 시기를 함께 비교하며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는 

한국문화 제60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46) 李 正連(2012), ｢植民地朝鮮における実業教育と朝鮮民衆｣, 生涯学習・キャリア教育研究 8, 

名古屋大学大学院教育発達科学研究科附属生涯・キャリア教育研究センター; 李 正連(2011), ｢植
民地朝鮮における実業補習教育に関する一考察: 実業補習学校の設置及び運営を中心に｣, 生涯学
習・キャリア教育研究 7, 名古屋大学大学院教育発達科学研究科附属生涯・キャリア教育研究セ

ンター.

47) 손용석(2012), ｢일제강점기 농업학교 운영 연구｣, 향토서울 제80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

회.

48) 오성철(2004),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선호, 기피 현상의 역사적 변천｣, 초등교육연

구 14호, 淸州敎育大學校 初等敎育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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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식민지시기만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사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식민지시기 실업교육의 실재에 접근하

기 위해 이와 같은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근대 교육사 연구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낳은 

방법론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역사사회학적 방법

론을 활용하여, 근대 이후 한국 교육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려는 노력들

이 시도되어 왔다.49) 류방란은 개항 이후 한국 근대교육의 기원 문제를 

다루면서, 대한제국 정부가 서구 열강의 개방 압력에 직면하여 주체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서구식 근대교육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갑오개혁을 통

해 초등 중심의 근대적인 국민교육체제가 제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

을 밝히고 있다.50) 한우희는 식민지 교육이 한국사회에서 전개되는 과정

을 분석하며, 식민지 교육은 한국인의 행위와 지배 집단의 의도 간의 상

호작용 속에서, 일제의 동화의 장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의 실력 양성의 

장이라는 모순적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51)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보통학교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이 취학 거부와 저항에서 적극

적인 취학으로 전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오성철 또한 식민교육의 실재 

모습은 교육을 둘러싼 한국인과 식민지 지배집단 간의 갈등과 대결, 타

협과 조정의 산물인 것으로 이해한다.52) 보통학교 교육은 한국인과 식민

지배 사이의 ‘동상이몽’의 장이었으며, 이로부터 학교의 입시위주 교육, 

입학난과 취업난, 그리고 때로는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이라는 모순적 상

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철희는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일

상적 저항과 집단행동을 분석하여, 동화주의 교육을 내면화하면서도 동

시에 동화이데올로기의 호명을 거부하는 역동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

다.53) 이를 종합하면, 식민 당국의 교육정책 혹은 제도적 변화만이 아니

49) 김기석(1999), 교육역사사회학, 교육과학사.

50) 류방란(1995), ｢한국근대교육의 등장과 발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1) 한우희(1998), ｢일제 식민통치하 조선인의 교육열에 관한 연구｣, 우용제 외, 근대 한국 초등

교육 연구, 교육과학사.

52) 오성철(2000),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53) 박철희(2002), ｢식민지기 한국 중등교육 연구: 1920~30년대 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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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선인의 적극적인 교육 행위를 정당한 분석의 단위로 삼아야 한다는 

식민지시기 교육 연구에서의 근본적인 접근법을 도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관점과 방법론적 성과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중등 실업교육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

다. 식민지적 상황에서 도입되고 정착된 실업교육의 이념은 무엇인지, 

실업교육의 제도적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은 어떠한지에 관한 탐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 식민지지시기 실업교육의 형식, 내용, 기능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

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교육 정책

과 제도적 변화, 보급 양상, 교육기회의 배분, 입학생 특성과 학교선택 

동기, 교육과정 편제와 학사 운영, 학교 생활과 저항, 졸업 후 진로 등 

식민지시기 조선인들이 경험한 실업교육의 제 측면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주제에 따른 본문의 구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Ⅱ장에서는 실업교육 정책의 변화와 보급 현황을 다룬다. 식민지 지배

정책과 교육방침이 크게 달라지는 시기별로 구분하여, 중등교육 및 실업

교육의 정책과 제도적인 변화를 검토하였다. 각 시기의 주요한 식민지 

통치방침 및 교육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담론상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중등교육의 성장과 실업학교의 보급 현황을 검토하였다. 

실업학교의 시기별·지역별 보급 현황과 학교시설 및 투자 여건 등을 살

펴보고, 중등 일반학교와 실업학교에서 해마다 극심한 입학 경쟁이 반복

되었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실업학교의 입학 경쟁은 더욱 

치열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을 낳는 민족 차별적 교육기회의 배분구조와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Ⅲ장에서는 실업교육의 실제 운영과 조선인 학생들의 대응을 검토한

다. 실업학교의 교육은 일반과목과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의 교수, 전공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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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을 통한 기술의 습득, 근로에 대한 태도와 도덕성의 함양, 국가에 

대한 인식과 의무를 자각하게 하는 정신적 교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중심에 두고, 실업학교의 교육과정 편제, 실습 교육, 

주요 과목의 교과서 내용 등을 분석하여 실업교육의 목적과 기르고자 하

는 인재상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입학하는 

민족 공학제 운영의 실제와 그에 대한 조선인 학생들의 대응을 검토하였

다. 실업학교는 조선인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 집단적 반발이 끊이지 않

았는데, 조선인 학생들이 실업학교 교육에 대해 집단적 저항운동을 일으

키는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Ⅳ장은 실업학교 입학생들의 특성과 졸업 후 진로를 다룬다. 실업학교

는 일반계 학교에 비해 입학 경쟁이 치열하였고, 동일한 실업학교 내에

서도 개별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선호도가 달랐다. 학교에 따라 입학 경

쟁이 강화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열

적 인식에 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학생들의 실업학교의 학생들의 연령과 

가정 배경 등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회고록·구술자료 등을 활용하

여 학교선택과 입학동기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실업학교를 종류별로 나

누어 졸업생들의 진로 경향을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대우 수준, 사회적 

인식, 기술 수준에 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업학교의 취업은 관

영·민영기관의 의뢰에 따라 학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었는데, 구체적 취업과 채용 사례를 통해서 추천제 취업의 성격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3. 자료 및 용어정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실업교육’은 대한제국시기의 ｢실업학교령｣과 합

방 이후 ｢조선교육령｣에 의해 설립된 실업학교 및 실업보습학교에서 실

시되었던 교육을 말한다. ‘실업학교’는 1920년대 이전은 수업연한 2년 

혹은 3년제 학교를 말하며, 그 이후는 3년제 을종학교와 5년제 갑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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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지칭한다. ‘실업보습학교’는 ‘간이실업학교’를 포함하며, 실업학교보

다는 수업연한이 짧고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비교적 단기간의 교육과정

이 설치된 학교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실업교육’은 주로 ‘실업

학교’에서 실시된 교육을 말한다.54) 그러나 실업학교와 실업보습학교를 

대조하여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중등 실업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을 통칭하여 ‘실업학교’라 칭할 것이다. 또한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

교에서 실시된 실과 교육 혹은 직업과 교육에 대해서 ‘실업교육’이라 칭

하는 경우도 있다.55)

그리고 중등단계 일반교육기관으로 조선인 대상의 고등보통학교와 여

자고등보통학교가 있었고, 일본인 대상의 중학교와 고등여학교가 각기 

따로 설립되었다가 식민지 말기에 와서야 모두 중학교와 고등여학교로 

통합된다. 당시에 이들 학교의 교육은 대체로 ‘고등보통교육’이라 칭하였

으나 용어 사용상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고에서는 ‘일반교

육’으로 통칭하여 부를 것이다. 그러나 직접 인용 등의 논의 편의상 ‘보

통교육’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당시에는 개별 학교를 지칭하는 이름이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동일한 학교라 하더라도 법규정이 제·개정 되면서 일괄적인 교

명 변화가 있었고, 수업연한이 연장되거나 교육과정상 성격이 변하는 경

우에도 이를 학교 이름에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개별 

학교에 대해서는 당시 널리 통용되었던 이름으로 통칭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학교의 성격이 언급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시기의 학교명

을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예산농업학교는 공주농림학교(1910), 공

주공립농업학교(1911), 충청남도공립농업학교(1922), 예산공립농업학교

54) ‘실업보습학교’ 혹은 ‘간이실업학교’는 학교는 교육과정과 수업연한이 짧아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식민지 후기로 가면 사회교육기관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실업학교만을 대상으로 한다.

55)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지칭하는 용어로 ‘실업교육’, ‘산업교육’, ‘실과교육’, ‘기술교육’, ‘직업교

육’, ‘생애교육’ 등이 강조하는 바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특히 

‘실업교육’이라는 용어는 국가주의적 요소가 짙은 역사적 개념으로서, 제2차세계대전 직후 비

판과 극복의 대상이었다.(元木健(1973), ｢産業教育概念の検討｣, 細谷俊夫編, 学校教育学の基本

問題, 評論社, 412쪽; 이무근(1993), 직업교육학원론, 교육과학사, 2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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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예산농업중학교(1946) 등으로 시기에 따라 다양한 학교명을 갖

고 있으나, 예산농업학교로 통칭하여 부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1) 각 학교 학사 운영상의 특징은 農業學校長會同聽取事項答申書
(1916년), 實業學校長會議諮問事項答申書(1921년), 官公立農業學校長

會議事項(1923년), 公立實業學校長會議事項(1928년) 등을 참고하였

다. 매 회의마다 학교장들이 보고한 실업교육 진흥에 관한 제안이나 각 

학교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 방대한 자료들로서, 

당시 일선 학교들에서의 교육 실천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였다. 또한 학

교가 신설되거나 혹은 승격될 당시 교육당국에 보고한 자료들도 참고하

였다. 특히 ｢實業學校徵兵令上認定の件｣(1926~28년)이나 ｢中等學校學則

變更關係書類｣(1918년), ｢中等學校學則綴｣(1939년) 등이 유용하였다.

2) 식민지시기 실업학교에 재학했던 사람들의 구술자료와 회고록을 참

고하였다. 실업학교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대표적인 학교들을 선정하여 

졸업자들을 면담하고 구술자료를 채록하였다. 연령 제약상 주로 1940년

대 초반에 재학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식민지시기 실업학교 생활에 관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실업학교들은 비교적 설립 시

기가 오래된 학교들이 많아 각 학교마다 ‘학교사’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각 학교사에는 재학 당시를 술회하는 많은 회고담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학생들의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3) 각 학교의 ｢학적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학생들의 연령, 가정 배경, 

학업성적, 개성조사 등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주된 자료로 활용하였

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실제로 운영한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였다.  

4) 실업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朝鮮殖産銀行의 

인사과 서류를 활용하였다. 조선식산은행 인사과의 채용 관계 서류는 

1939년, 1940년, 1942년도의 각 학교 졸업자 정기채용과 관련하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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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계획과 결과, 학교 및 지점간 왕복 서류, 내부 결재 서류 등 상세한 

자료가 남아 있어 당시의 취업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였다.

5) 실업학교의 보급 현황과 재학생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朝鮮總督

府統計年報, 朝鮮諸學校一覽, 朝鮮總督府調査月報, 學事參考資料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들 자료의 학사 통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

우나 자료의 오기 등이 있을 때는 분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동일 자료 내

에서만 수정 보완하였다.

6) 그 외 주된 참고 자료로서, 각종 법령은 대한제국의 ｢官報｣와 ｢朝

鮮總督府官報｣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법규정은 

일본 ｢官報｣를 활용하였고, 학교 통계는 당시 문부성이 발행하는 全国
実業学校ニ関スル諸調査 등 제 조사 자료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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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업교육정책과 실업학교의 보급 

본 장에서는 중등단계 실업교육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식민지 교육당국의 중등교육과 실업교육정책이 어떻게 변

화되어 왔는가를 검토하고, 실업교육이 확대 보급되는 양상과 그 특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식민지시기는 실업교육이 중등단계 학교교육으로 포섭되어 실업학교제

도로 정착된 시기였다. 대한제국의 자주적인 실업교육 발전의 노력은 성

과를 보지 못하였고, 일제 식민지 관료들의 주도하에 일본의 복선형 실

업교육제도가 이식되어 식민지적 중등 실업교육체제가 형성되었다. 실업

교육의 확대는 조선인의 일반계 중등교육 요구에 대한 억제와 그 대안으

로서 추진되었고, 식민지 통치 단계마다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의 변화

에 따라 보급되는 실업학교의 종류도 달라지고 있었다. 중등교육 기회가 

지극히 억압된 상황에서 조선인들은 일반 중등교육만이 아니라 실업교육

에 대한 열망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일본인에 비해 조선인에 대한 차별

적인 교육기회 배분으로 인해 조선인들의 중등교육 입학 경쟁은 더욱 치

열할 수밖에 없었다. 

1. 실업교육 정책과 제도의 변화

식민지시기 실업교육정책의 변화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09년부터 1910년대 말까지에 해당하며, 중등단계 학

교교육으로서 실업교육제도가 도입되는 시기이다. 대한제국 학부에 파견

된 일본인 관료들의 주도 하에 도입된 실업교육제도는 대체로 큰 변화 

없이 합방 이후 식민당국에 의해 매우 실용주의적이며 학제상 단절적인 

형태로 실시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20~30년대로 실업교육제도가 정

착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학제가 개선되어 실업학교는 고등보통학



- 22 -

교와 동일한 정도로 수업연한이 연장되었고, 실업교육에서 ‘교육실제화’ 

정책과 ‘근로주의’ 교육방침이 강화되는 시기였다. 마지막은 1930년대 

후반부터 해방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된다. 초등교육 보급정책이 일단락

됨에 따라 ‘중등교육확충계획’이 진행되는 시기이며,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이 격화되어 전쟁 수행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각 시기에서 주요한 실업교육 정책과 제도적인 변화

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실업교육의 도입

근대적인 한국 실업교육의 역사는 1899년 ｢상공학교관제｣가 공포되면

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1) 고종 황제가 1898년과 1899년 두 

차례에 걸친 조서를 통해 상공학교를 세우도록 독려한 뒤에야 비로소 학

교 설립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2) 상공학교는 큰 성과를 보

지 못하고 있었고 이후 농업과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농상공학교로 재편

되었다.3) 그러나 결국 통감부 영향 하에 농상공학교는 1907년 초에 폐

지되었고, 설치되었던 각 학과는 농림학교, 공업전습소, 선린상업학교 등

으로 각기 분리되었다.4) 실업교육은 기존의 법관양성소나 대한의원 부

속 의학교 등과 같이 필요한 인력을 관련된 정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양

성하는 제도로 전환된 것이다.5) 이후 1909년에 이르러 ｢실업학교령｣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실업교육제도가 정비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정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편(1999), 직업교육훈련 100년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7쪽; 이원호

(1996), 실업교육, 하우, 25쪽.

2) ｢관보｣, 1898년 10월 31일, 1899년 4월 29일.

3) ｢관보｣, 1904년 6월 11일, 8월 22일.

4) ｢관보｣, 1907년 3월 26일. 농상공학교관제는 1907년에 폐지되지만, 농림학교·공업전습소·선린

상업학교 등은 1906년에 설립되기 시작하여 농상공학교 학생들 일부를 편입·수용하였다.

5) 법관양성소는 법부, 의학교는 내부 관할이었고, 농림학교나 공업전습소는 농상공부 소관의 교

육기관이었다. 이러한 성격의 교육기관으로 광무학교나 전무학당, 우무학당 등이 있었다.(전상

운(1977), ｢과학기술학｣,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편, 한국현대문화사대계 2: 학술·사상·종

교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513~532쪽; 이원호(1996), 실업교육, 하우,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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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전반을 주관하는 학부 관할 하에 중등단계 학교기관으로서 실업교육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6) 이렇게 통감부 주도로 마련된 ｢실업학교령｣은 

합방 이후 중등 실업교육을 규율하는 준거가 되었고, 다소간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해방을 맞을 때까지 대체로 큰 틀은 유지되었다. 이하에서는 

대한제국시기와 식민지 초기에 중등 실업교육제도가 도입되는 배경과 제

도적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대한제국 학부의 ｢실업학교령｣

1906년 제 학교령이 개정될 당시 학교제도는 보통학교, 고등학교, 사

범학교, 외국어학교 등으로 상정되어 있었다. 기존의 ‘소학교’와 ‘중학교’

라는 명칭이 각각 ‘보통학교’와 ‘고등학교’로 변경된 것이다. 이러한 학제

를 수립하는 데 깊게 관여했던 인물은 일본인 학부참여관 시데하라(幣原

坦)였다.7) 그는 학교 명칭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이들 학교는 연결교

육이 아니라 각 학교가 그 자체로 종결되는 성격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8) ‘중학교’라는 명칭은 소-중-대로 이어지는 

학교체계상 미완성 교육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등

교육이지만 이름뿐인 ‘고등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종결교육으로 삼

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제 도입을 두고, 조선총독부 시학관을 지

낸 다카하시(高橋濱吉) 역시 일본과 외국의 선례처럼 학교제도가 연결교

육으로 전락하는 폐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평가한다.9) 

이처럼 대한제국시기 교육행정에 관여하기 시작한 일본인 관료들은 학교

제도가 ‘소학-중학-대학’이라는 연속적 단계로 인식되는 것을 크게 경계

하고 있었다.10) 대신에 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에서의 중등교육

6) 學部(1909), 韓國敎育ノ旣往及現在, 43쪽.

7) 弓削幸太郞(1923), 朝鮮の敎育, 自由討究社, 71쪽.

8) 幣原坦(1919), 朝鮮敎育論, 六盟館, 195쪽.

9) 高橋濱吉(1930), 朝鮮敎育史考,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227쪽.

10) 驅込武(1996), 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合, 岩波書店,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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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비계제(豫備階梯, 사다리)”로 여기는 폐해를 경계해야 하며, 각 단

계 교육은 “종결교육”이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었다.11) 

다음으로, 대한제국시기 학부에 파견된 일본인 관료들이 강조했던 것

은 조선의 교육은 “실제적인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12) 환언하면, 

그동안 조선에서 행해진 교육은 ‘實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즉, 문

명의 개발, 국가의 부강,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겠다는 조선인들의 신교

육 운동은 마치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는(緣木求魚)” 것과 다름없었

다고 평가절하되었다.13) 이들이 말하는 ‘연목구어’격인 교육이란, 대체로 

유익성이 없고, 구체적 시행이 결여되어 있으며, 표방하는 바가 불일치

하고, 정치적으로 현실성이 없으며, 학교의 유지에 필요한 설비와 교원 

등이 갖추어 있지 않다는 평가들로 요약된다.14)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조선인 사이에 왕성하게 일어난 교육열은 국권회복이나 자주독립 등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교육과 정치를 ‘오해’한 채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15) 일본인 관료들이 보기에, 이는 “개인의 품성

을 도야하고 근면실질의 미풍을 양성하여 치산처세의 길을 열어주어 선

량한 인민을 양성”해야 하는 교육의 본지로부터 벗어난 것이었다. 즉, 

조선에서 필요한 교육은 “실제적 인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서, 졸업자

들이 실제 사회에 나와 실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덕목과 지식을 가르

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6)

대한제국 학부의 일본인 관료들은 자신들이 도입하려는 “실제적인 교

육”에 대해서 ‘모범교육’이라 불렀다. 이들은 ‘모범교육’의 정책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학부가 시설하는 新敎育은 교육의 模範을 보이는 데 있다. 인습이 

11) 學部(1909), 韓國敎育ノ旣往及現在, 42쪽; 學部(1910), 韓國敎育ノ現狀, 29, 35쪽.

12) 學部(1909), 韓國敎育ノ現狀, 6쪽.

13) 學部(1909), 韓國敎育ノ旣往及現在, 16쪽.

14) 渡部學(1975), 朝鮮敎育史, 世界敎育史大系 5, 講談社, 240~244쪽.

15) 學部(1909), 韓國敎育ノ現狀, 2쪽.

16) 學部(1909), 韓國敎育ノ現狀,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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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한국교육계의 積弊는 용이하게 개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시 사립학교가 발흥하여 명분을 한국의 부강개발에 두고 있지만, 

기실 그것에 수반되는 바가 적고 시세의 진운에 응하여 실시해야 

하는 교육의 방법을 알지 못한다. 舊弊가 다시 新弊를 낳아서 소년

자제의 전도를 그르치는 것이 모두 이러하다. 따라서 학부는 근세의 

교육제도를 참작하고 한국의 國情民俗을 살펴 국리민복을 증진할 

교육의 大本을 세워 스스로 솔선 경영하여 교육의 模範을 보이고, 

교수, 훈련, 관리에서부터 校舍 기타 설비에 이르기까지 유감없도록 

하여, 진정한 교육은 여하한 것인가를 사실로써 증명한다.17)

학부 관료들은 당시 민간의 사립학교들에 대해서 마치 “구폐(舊弊)가 

다시 신폐(新弊)”를 낳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비록 조선의 전통

적 교육을 극복하고 근대식 학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교육내용이 실제적

이지 못하고 교육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에 공립학교는 교

수방법, 훈련, 관리, 설비 등에서 이들 사립학교들보다 질적으로 우월한 

교육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모범학교’는 당시 확산

되고 있던 조선인의 교육운동에 대응하고, 서양인 선교사들이 표방하는 

근대식 교육에 대해서도 견제하며, 자신들이 도입하려는 새로운 교육체

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창된 것이었다.18) 즉, 구래로 漢籍을 講

하는 經世學은 부언유설(浮言流說)한 정치사상만을 고취하는 데 그쳤고, 

외국 선교사들의 학교는 아직 문명적 교육의 맹아(萌芽)적 수준에 머물

러 있으며, 신교육을 표방하며 조선인이 세운 사립학교들이 단순히 학과

목 나열에만 그친 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

다는 것이었다.

대한제국 학부에서 표방한 ‘모범학교’ 역할은 초등단계에서는 전국에 

보급되어 있는 보통학교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중등단계 교육에서는 한

성의 ‘고등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가 세워져 있을 뿐이었다. 지방의 

17) 學部(1909), ｢韓國敎育｣, 7쪽.

18) 學部(1910), 韓國敎育ノ現狀,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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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사실상 중등교육기관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부는 

중등교육에서도 전국에 ‘모범학교’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전국에 

보급할 ‘모범학교’로서 학부가 선택한 것은 ‘고등학교’, 즉 중등 일반계 

학교가 아니라 실업학교였다. 

학부는 1909년 ｢실업학교령｣을 제정하여 전국 각도에 실업학교를 세

울 수 있도록 하였다. 실업학교는 “이론적 교육을 피하고 지극히 실제적

인 교육을 실시하는” 중등학교로서 고안되었다.19) 이러한 실업학교에 대

해서는 기존의 농상공부 관할의 관립농림학교나 관립공업전습소와 유사

할 것이라는 오해도 있었다.20) 그러나 학부는 새롭게 설립되는 실업학교

는 기존의 실업계 학교들과는 달리 학부 관할의 중등교육기관임을 분명

히 하고 있었다. 학부는 ‘고등학교’와 동등하고 또 그것을 대체하는 중등 

실업교육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상과 관련해서는 

당시 학부차관으로 재직하며 학제 제정에 깊이 개입했던 다와라(俵孫一)

가 행한 연설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21) 그는 1908년 전국의 관립

보통학교 교감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장차 시행될 중등학교 교육방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도저히 諸君의 학교 소재지 모두에 고등교육 설비를 갖추는 일은 

금일의 경우 불가능하므로, 일부 地點에 한하여 보통학교 졸업 후의 

학도를 수용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는 어떠한 종류

를 선택해야 하는가... 京城의 高等學校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地方

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文明富强의 진보를 도모하는 점에

서 생각하면,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업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緊切하다고 생각한다... 고로 모든 실업교육 학교를 세우겠다

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適應하는 실업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믿는다.22)  

19) 學部(1909), ｢韓國敎育｣, 30쪽.

20) 學部(1909), 韓國敎育ノ旣往及現在, 43쪽.

21) 弓削幸太郞(1923), 같은 책,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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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라 학부차관이 이러한 실업교육 방침을 세우고 있던 1908년도의 

상황은 중등단계 학교 증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었다. 전국에 보통학

교들이 보급되면서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입학할 

수 있는 상급학교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23) 특히 일반계 중등학교는 

경성에 ‘고등학교’ 하나가 설립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중등단계 교

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조선의 상황에서, 다와라 학부차관은 일반계와 실

업계 중등학교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 것으로 전제하

고 있었다. 이어서 “문명부강”으로 나아가는 길은 중등단계에서 일반계 

학교가 아니라 실업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등단계 실업학교를 확대 보급하려는 정책이 당시 통감부 내

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학부대신 이재곤과 통감 이토

(伊藤博文) 사이의 통감부 협의회 회의 내용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

다.24) 이재곤 학부대신은 1909년도 예산안에 실업학교 설립 비용이 포

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토 통감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실업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좋은 일

이지만, 현재 조선 사회가 과연 졸업생들을 흡수할 만한 수준에 있는가

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업학교 역시 일본인 관료들이 경계했던 “치국

평천하적 공론(空論)을 내세우는 인물”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이재곤 학부대신은 현재 조선에 세우려는 실업학

교는 “농가의 자제에게 벼를 어떻게 베어야 하는가”와 같은 낮은 정도의 

기술을 교수하여 부모의 직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대

답한다. 그러나 결국 실업학교 설립 비용은 학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

했다.25) 대신에 실업학교는 각 지방 관찰사의 의지에 따라 민간의 기부

금을 조성하고 중앙정부가 일부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각 도에 공립실업

22) 俵孫一(1908), 제2회관공립보통학교교감회의 연설, 學部(1908), ｢第二回官公立普通學校敎監會

議要錄｣(융희2년8월), 40~41쪽.

23) 學部(1909), 韓國敎育ノ旣往及現在, 8쪽.

24) 朝鮮總督府 編(1918), ｢朝鮮ノ保護及倂合｣, 157~161쪽.

25) 學部(1909), 韓國敎育ノ旣往及現在,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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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설립되었다.

｢실업학교령｣에서는 이들 실업학교에 대하여, “실업에 종사함에 필요

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26) 실업학교에 입학할 수 있

는 자격은 연령 12세 이상으로 보통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하였고, 수업연한은 3년이며 1년을 단축하거나 속

성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업보습학교는 수업시간이나 

학과목 설치 등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

고, 입학자격에서도 특별한 학력 제한을 두지 않았다.27)  대개는 토지에 

적응하는 실업학교를 설립한다는 이유로 수업연한이 짧은 농업학교들이 

세워졌다. 당시 설립된 실업학교들은 다와라 학부차관이 말한 것처럼 

“문명부강”을 이루기 위한 선진 기술교육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

다. 농업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농업기술의 보급이 필요한 것이었지만, 

일제가 계획하고 있던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필요한 실무요원을 양성하려

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28) 학부의 실업교육정책을 주도했던 학부차관 다

와라는 학부의 교육정책을 설명하면서, 실업학교에 토지측량인력을 양성

하기 위한 측량과를 설치하거나 실업학교 졸업자들이 토지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등 국가적 사업에 부응하는 실업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

다.29) 

사실 학부차관 다와라는 다른 연설을 통해서, 조선의 교육이 경계해야 

할 것으로 교육은 ‘정치가’나 ‘공론가(空論家)’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실

용적 인물’, ‘생산적 인물’을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었다.30)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26) ｢관보｣, 1909년 4월 27일(칙령 제56호).

27) ｢관보｣, 1910년 4월 4일(부령 제1호).

28) 俵孫一(1910?), ｢學部の實業敎育實施に關する俵學部次官の講話｣, 3~6쪽; 阿部洋 編(1991), 
日本植民地敎育政策史料集成: 朝鮮編 65, 龍溪書舍.

29) 다와라(俵孫一)는 학부촉탁에 임명되기 전에 오키나와에서 토지정리사업에 참여한 바 있었으

며, 학부차관이 된 이후에는 토지조사국 부총재를 겸임하여 토지조사사업 추진에도 깊게 관여

한다.(이성열(2004), ｢제3차 한일협약 전후 관공도립실업학교의 변화: 일본인 학부차관의 교육

간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6권1호, 한국교육사학회, 58쪽)

30) 俵孫一(1908), 제2회관공립보통학교교감회의 연설, 學部(1908), ｢第二回官公立普通學校敎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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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부강”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으로서 실업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

고, 반대로 ‘공리(空理)’를 논하는 일반교육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그의 교육관에서는 일반계 중등학교는 ‘공론가’를 기르는 교육이

고, 실업학교는 ‘실용적 인물’을 배출하는 교육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당

시 중등교육 보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처럼 “문명부강”을 위한 

실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방침은 오히려 일반계 학교의 증설이 

억제되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실제로 1910년도에 전국에 세워진 관·공

립 실업학교는 14개교였지만, 일반계 중등학교는 불과 3개교에 지나지 

않았다.31)

이처럼 대한제국 학부에서 실업교육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비등하고 

있는 조선인의 중등 일반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민간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던 민족주의 사립학교와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

하여 학부의 일본인 관료들이 주장했던 논리는 탈정치화된 ‘실용주의’ 

교육이며, ‘문명부강’을 도모하기 위한 실업교육의 필요성이었다. 그러나 

학부의 실업교육은 대개 낮은 수준의 농업학교들로 재편되었다. 이들 학

교는 농촌에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것과 더불어 당시 일제가 실시하고자 

했던 토지조사사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이 함께 부여되고 

있었다.

(2) ｢조선교육령｣ 제정과 실업교육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寺内正毅)가 교육에 관해 강조

했던 언설들에서도 통감부의 일본인 관료들이 갖고 있던 교육관과 유사

한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합방 직후 조선총독으로서 그가 밝힌 유

고 가운데 교육에 대해 강조했던 것은 “공리(空理)를 논하며 방만에 빠

議要錄｣(융희2년8월), 35~39쪽.

31) ｢朝鮮總督府統計年報｣(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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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에 대한 경계였다.32) 그리고 1910년 10월 총독부 통치의 개시

를 알리는 각 도장관 회의에서는 “空論을 피하는 데 힘쓰고, 實際에 적

용할 수 있는 학술을 교수하여, 인민이 자기의 생활 상태와 지위를 높이

는 기초”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교육방침을 강조했다.33) 이

듬해 ｢조선교육령｣을 반포하기 직전인 1911년 7월에 각 도지방장관회의 

훈시에서도 조선의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는 “유용한 지식과 온건한 

덕조”를 양성하는 데 있으며, 보통교육에서도 무게는 실업교육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34) 이처럼 조선총독부가 구상하는 교육 시책

은 ‘時勢와 民度’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미명 하에 점차 실제 생

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교육’, ‘실용주의’ 교육을 표방하는 것으로 구

체화되어 갔다.35) 

데라우치 총독은 1911년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며 함께 발표한 유고

에서도 이러한 교육방침을 재차 밝히고 있다.36) 그는 교육의 본지에 위

배되는 것으로서, “空理를 논하며 實行에 소홀하고 勤勞를 기피하여 安

逸에 빠지는” 것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로부터 결국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실업교육이었다. 총독 데라우치는 이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훈시하고 있다.  

금일의 조선에서는 고상한 학문은 아직 서둘러야 할 정도로 나아가

지 못했기 때문에, 금일은 비근한 보통교육을 실시하여 한 사람으로

서 일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을 주안에 놓지 않으면 안 된

다... 고로, 보통학교 교육에서도 실업상의 지식을 주입할 필요가 있

다. 농업학교와 같은 실업학교는 정부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침

으로서 요구되고 있다.37) 

32) 寺内正毅(1910), 도지방관제개정 유고; 高橋濱吉(1930), 같은 책, 341쪽. 

33) 寺内正毅(1910), 각도장관회의에서의 총독 훈시; 弓削幸太郞(1923), 같은 책, 113쪽.

34) 寺内正毅(1911), 각도장관회의에서의 총독 훈시; 高橋濱吉(1930), 같은 책, 357쪽. 

35) 이만규(1988), 조선교육사 2, 거름, 119~123쪽.

36) 寺内正毅(1911), 조선교육령 반포 유고; 大野謙一(1936), 朝鮮敎育問題管見, 朝鮮敎育會,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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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훈시를 통해 데라우치 총독은 조선에서의 교육은 실업교육에 방점

이 놓여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보통교육에서도 실업교육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유용한 교육’, ‘실용주의’ 교육을 통해 기르고

자 하는 사람은 결국 “일하는 사람”이었다. 나아가 조선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의 핵심은 실업교육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학교 

등 실업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을 지

낸 오노(大野謙一) 역시 ｢조선교육령｣이 표방한 교육방침에서 가장 중요

한 특징은 실업교육에 있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38) 

합방 이후 조선총독부에서도 실업교육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면서, 

1910년대 설립된 중등단계 교육기관은 실업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반계 학교인 고등보통학교는 1915년도 경성과 평양에 각각 

남·여 한 학교씩만 있었고, 1920년이 되어서도 전국에 불과 5개 도시에

만 설립될 수 있었다. 반면에, 실업학교는 1910년도에 이미 각 도에 관·

공립학교가 설립되었고, 1920년도에는 전국에 25개 학교가 설립되어 운

영되었다.39) 다시 말하면, 19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에 설치된 중

등교육기관은 실업학교가 유일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조선교육령｣에서 실업학교는 “실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

육을 하는 곳으로 정의되며, 고등보통학교는 “고등한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로 정의된다.40) 여기에서 말하는 “고등보통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되었지만,41) 이러한 구별법은 중

등교육 단계의 일반교육과 실업교육의 목적을 서술하는 용어로 굳어졌

다.42) ｢조선교육령｣의 제정으로 교육정책의 대강이 수립되면서, 기존의 

37) 寺内正毅(1913) 각도내무부장에 대한 훈시; 高橋濱吉(1930), 같은 책, 365쪽. 

38) 大野謙一(1936), 같은 책, 62쪽.

39) ｢朝鮮總督府統計年報｣(1910, 1915, 1920년).

40)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9월 1일(칙령 제229호). 

41) 谷口琢男(1973), ｢戦時下の中等教育改編: 教育審議会と中等教育‘一元化’論｣, 細谷俊夫 編, 学
校教育学の基本問題, 評論社, 391~406쪽. 

42) 우리나라에서 중등 일반계 학교의 교육 목적을 ‘고등보통교육’으로 정의하는 관행이 사라진 

것은 1997년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초·중등교육법｣,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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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학교령｣, ｢실업학교령시행규칙｣, ｢실업보습학교규정｣은 모두 폐지

되고 새롭게 ｢실업학교규칙｣이 제정되었다.43) 가장 큰 변화는 수업연한

의 축소에 있었다. 기존에 3년 과정으로 예시되었던 실업학교의 표준적

인 교육과정은 ｢실업학교규칙｣에서는 모두 2년제로 상정되어 있었다. 이

에 따라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실업학교의 수업연한도 대부분 2년으로 

축소되어 운영되었다.44) 따라서 1910년대 실업학교는 보통학교 4년 수

료자가 입학하여 2년의 과정을 이수하게 되므로, 실업학교 졸업자의 최

종 교육연한은 6년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45) 그리고 기존의 실업보습학

교를 대체하는 1년제 간이실업학교를 보통학교에 부설하도록 하여, 입학

자격에 특별한 학력 제한을 두지 않고 야간제 혹은 계절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등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선교육령｣에서 규정한 실업학교는 학제상 상급학교와 연결될 수 없

는 완결교육으로 고안되었다. 당시는 고등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

였기 때문에 중등교육 이수자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본으

로 유학을 가야했다.46) 그러나 극단적으로 짧은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

수한 조선인 유학생들은 모자란 학력을 보충한 뒤에야 고등교육 진학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실업학교 졸업생들은 고등보통학교보다 수업연

한이 더욱 짧았을 뿐더러, 교육과정도 상대적으로 보통과 과목시간이 부

족하였고 실습 위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진학을 위한 입학 

경쟁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었다.47) 게다가 실업학교 졸업생들

은 진학시에 동일계열 실업전문학교만을 허용하고 있어 학교 선택에서도 

1997년12월13일(법률 5438호))

43)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20일(부령 제113호). 

44) 일부 상업학교를 제외하고 실업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업학교의 수업연한은 모두 2년으

로 축소되었고, 1919년이 지나서야 학교에 따라 3년으로 연장되기 시작하였다. 

45) 당시 일본의 경우 실업학교 졸업자의 최종 교육연한은 11년이었다.(文部省(1992), 學制百二

十年史, ぎょうせい, 37, 766쪽)

46) 1915년 ｢전문학교규칙｣이 마련된 이듬해부터 경성전수학교(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1916

년), 경성고등공업학교(1916년), 수원농림전문학교(1918년) 등이 설립되었다.

47) ｢실업학교규칙｣에서 표준으로 제시한 교육과정을 보면, 실업학교에서는 진학에 필요한 핵심 

입시과목인 영어는 전혀 가르치지 않았으며, 실습시간은 전체 총 수업시간의 1/3을 차지하고 

있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20일(부령 제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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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다.48) 이런 이유들로 인해 1910년대 실업학교 졸

업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예를 들어, 당시 대

표적인 농업학교였던 대구농림학교의 경우 1910년대 전체 졸업생 297

명 가운데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4명에 불과했다.49) 

실업학교의 학제상 위치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입학

생의 나이 제한과 관련된 문제이다. ｢조선교육령｣에서는 실업학교에 입

학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면서, 보통학교 졸업 연령에 맞추어 “12세 

이상”이라는 입학 연령의 하한선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위 법령

과 달리 당시 각 학교들은 교칙을 통해 입학자격의 최전 연령을 매우 높

게 설정해 놓고 있었다. 수원의 농림학교는 15세 이상, 경성의 공업전습

소는 17세 이상(이후 14세 이상)을 입학 최저 연령으로 설정하였다.50) 

그리고 청주농업, 예산농업, 전주농업, 군산농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는 16세 이상이었고, 광주농업학교는 15세 이상, 춘천농업학교는 

14세 이상이었다.51) 이렇게 입학자격으로 높은 최저연령을 설정하게 되

면, 중등단계 실업학교가 초등교육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조선교육령｣에 따르면 보통학교는 만 8세에 입학하여 12세에 졸

업하게 되므로,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통학교에 취학하여 졸업한 학

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이다. 따라서 1910년대 실업학교는 위로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아래로는 초등교육기관과도 연계되지 못하는 매우 단절적인 위

치에 놓여 있었다. 

이처럼 식민지 초기는 ‘시세와 민도’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미

명 하에 각 학교의 수업연한이 매우 짧게 고안된 학제가 만들어졌다. 중

등교육은 여전히 실업학교가 중심이었지만, 실업학교는 아래로는 초등교

48) 실업학교 학생들에게 진학시 자유로운 학교 선택이 허용된 것은 1924년도 부터였다(일본 ｢官
報｣, 1924년3월12일(문부성고시 109호).

49) ｢대구농림학교 인정에 관한 건｣, 實業學校徵兵令上認定の件.
50) ｢관립공업전습소규칙｣ 통개정, ｢관보｣, 1910년4월9일(농공학부령 제3호); ｢조선총독부공업전

습소규칙｣ 개정, ｢朝鮮總督府官報｣, 1915년3월15일(부령 제12호).

51) 예산농업전문대학 편(1980), 예산농학칠십년, 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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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위로는 고등교육과 직접 연결되지 못하였다. 실업학교는 비교적 나이

가 많은 이들이 입학하여 졸업 후 곧바로 실업에 종사할 것으로 기대되

었다. 실업학교의 종류는 공업교육과 상업교육의 발달은 미미하였고 대

분이 농업학교였다. 이러한 실업교육정책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조선에 침투한 일본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식민당국이 교육적 과제로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08년 동양척식회사의 창립으로 일본 농민

의 이민정책이 본격화되었고, 1910년대에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면서 

일본인 대지주의 토지겸병이 보다 촉진되었다. 이에 식민당국은 식량증

산, 수입농산물 자급화, 일본으로의 농산물 수출증대 등 식민지 농업정

책의 목표로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1912년부터 목면 장려, 축우 

증식, 미작 개량, 잠업 개량 계획을 수립하였다.52) 따라서 농업학교 졸

업생들은 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며 당

국의 농업정책을 농민 사회에 전파하는 역할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국의 지도자와 일반인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인물을 배출하는 

농업학교 교육의 의의에 관해서는 일찍이 통감부의 일본인 관료에 의해 

강조되고 있었다.53) 

52) 이춘영(1977), ｢한국농업기술사｣,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1977), 한국현대문화사대계 3: 

과학·기술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730~738쪽. 

53) 澤誠太郞(1910?), ｢農業敎育に關する私見｣, 7~8쪽; 阿部洋 編(1991), 日本植民地敎育政策史

料集成: 朝鮮編 69, 龍溪書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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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등 실업교육제도의 정착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의 통치 방침에도 커다란 수정이 불

가피해졌다. 새롭게 부임한 총독 사이토(齋藤實)에 의해 소위 ‘일시동인’

과 ‘문화통치’의 시정방침이 공포되었다.54) 그리고 ｢조선교육령｣ 개정을 

통해,55) 일본과 비교할 때 차별적인 학교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보

통학교의 수업연한이 6년으로 연장되었고,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도 5

년으로 늘어났다. 교육과정에서는 실업 과목이 수의과목으로 전환되고, 

그동안 교수되지 않았던 영어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실업교육의 

경우는 일본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여, 수업연한이 5년 혹은 3년으로 연

장되었고, 교육과정에서 보통과목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1922년 ｢조선교육령｣ 개정의 방향은 수업연한 연장과 보통교육의 비중 

강화에 있었다.56) 그러나 점차 ‘교육실제화’ 정책과 ‘근로주의’ 교육방침

이 강화되면서 실업교육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실업교

육이 중등교육제도로 정착된 1920~1930년대 실업교육정책의 변화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조선교육령｣의 개정

1920년을 전후하여 실업교육에서도 제도적 개선이 진행되었다. 1920

년도부터는 농업학교의 수업연한이 그동안의 2년제에서 3년제 과정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선교육령｣ 개정을 위해 설치된 ‘임시교육

조사위원회’에서는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을 5년 내지 3년으로 연장하여 

일본의 제도에 준하도록 개정할 것을 결의하고 있었다.57) 이와 같은 실

업교육 개선에 대한 요구는 ｢조선교육령｣ 개정을 앞두고 일선 학교로부

54) 大野謙一(1936), 같은 책, 97~101쪽.

55) 文部省敎育史編纂會 編(1938), 明治以降敎育制度發達史 第十卷, 龍吟社, 191~195쪽.

56)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4일(칙령 제19호).

57) 大野謙一(1936), 같은 책, 114~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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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도 제출되고 있었다. 1921년에 열린 전국의 실업학교 교장단 회의에

서 교육당국은 실업교육을 진흥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각 학교에 자

문하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실업학교장들은 수업연한 연장을 요구하

고 있었다.58) 아래는 당시 공주농업학교장 오카바야시(岡林袈裟彌)의 답

신 내용 중 일부이다.

종래 농업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서 普通學의 소양이 결여되어 

있어 농림전문학교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곤란하여 농

업학교 입학지원자가 적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었다. 따라서 수업연

한 연장과 함께 종래와 비교하여 보통학에 중심을 두어 上級學校 

入學을 容易하게 해야 한다.59)

공주농업학교장은 실업교육 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업연한 연장

과 보통과목 교수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답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

론 실업학교가 학제상 전문학교와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졸업생들의 “상

급학교 입학이 용이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의

견은 비단 공주농업학교장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교장들의 답신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실업학교 졸업생들의 전문학교 입학 자격 인

정과 판임관 임용 자격 인정 등도 실업학교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

해들이 제출되었다.60) 

이와 같은 1921년의 실업학교 교장단 회의는 그 이전까지의 분위기와

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실업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욕구는 그 자체가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다뤄지고 있었다.61) 진학은 물

58) 朝鮮總督府(1921), ｢實業學校長會議諮問事項答申書.

59) 岡林袈裟彌(1921), 실업교육진흥책에 대한 답신; 朝鮮總督府(1921), ｢實業學校長會議諮問事項

答申書, 111쪽.

60) 청주, 공주, 대구, 안주, 영변, 북청, 경성의 농업학교장 답신; 朝鮮總督府(1921), ｢實業學校長

會議諮問事項答申書.

61) 朝鮮總督府學務局(1914), ｢(朝鮮人敎育)實業學校要覽｣; 朝鮮總督府(1916), ｢農業學校長會同聽

取事項答申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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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고 졸업 후에 농업이나 상업을 경영하지 않고 관공리나 회사원 등 

소위 ‘봉급생활자’로 진출하려는 경향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집중해 

왔었다. 이와 비교한다면, 실업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을 

배려한 보통과목의 비중 강화, 수업연한의 연장, 전문학교 진학 자격 인

정, 판임관 임용 자격 인정 등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큰 입장 변화라 할 

수 있다.

1922년에 개정된 ｢조선교육령｣과 새롭게 제정된 ｢실업학교규정｣은 이

러한 요구들이 반영되어 있다.62) 실업교육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일본의 법령인 ｢실업학교령｣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학

교는 학제상 중학교 및 고등보통학교와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1910년대 말까지 실업학교는 학제상 단절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 

실업학교는 6년의 초등교육을 이수한 자가 입학하여 3년 혹은 5년의 교

육을 받는 학교가 되었다. 규정상 이들 실업학교는 갑종과 을종의 구분 

없이 수업연한에서만 차이가 있는 학교였다. 그러나 교육 행정상 혹은 

언론상으로는 여전히 갑종과 을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대체로 5년

제를 갑종, 3년제를 을종으로 분류하였으나, 정확한 차이는 졸업자의 최

종 교육연한에 있었다.63) 

실업교육이 일본에서와 동일한 체제로 정비되면서, 실업학교 졸업자는 

중학교나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정도의 학력을 인정받기 시작했

다. 실업학교 졸업자도 동일계열 전문학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문학

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64) 그리고 관리 임

용에 있어서도 실업학교는 중학교와 동등한 학교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당시 ｢문관임용령｣은 판임관이 될 수 있는 자격 가운데 하나로 “중학교

62)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4일(칙령 제19호);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15일(부령 

제9호).

63) 3년제 실업학교라 하더라도 보통학교 고등과 2년 혹은 고등보통학교 2년을 수료한 자가 입학

하는 학교라면, 졸업자의 최종적인 교육연한은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11년이 된다. 따

라서 이들 학교는 3년제 갑종학교로 분류된다. 3년제 갑종학교는 경성공업학교가 대표적이었

으며, 회령상업학교도 1930년대에 한동안 3년제 갑종학교로 운영되었다.

64) 일본 ｢官報｣, 1924년3월12일(문부성고시 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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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부대신에 의해 그와 동등이상으로 인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를 규

정하고 있었다.65) ｢조선교육령｣의 개정으로 수업연한이 연장되면서 고등

보통학교는 1923년에 일괄적으로 관리 임용상 중학교와 동등한 학교로 

인정되었고,66) 실업학교는 각 학교마다 5년제 학교로 승격됨에 따라 점

차 중학교와 동등한 학교로 인정되었다. 

또한 ｢조선교육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존재했던 ‘간이실업학교’는 폐지

되거나 새롭게 ‘실업보습학교’로 전환되었다. 간이실업학교는 입학자의 

학력을 묻지 않고 1년제로 운영되었던 학교였으나, 1920년 이후의 실업

보습학교는 보통학교 졸업자를 입학 자격으로 하는 2년제 학교가 되었

다. 그리고 실업보습학교는 학교명에 반드시 ‘보습학교’라는 명칭을 사용

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실업보습학교는 꼭 보습학교라는 이름이 아니

라 전수학교, 실수학교, 실습학교, 농사학교, 농민학교, 공민학교 등 다양

한 학교명으로 세워졌다. 이러한 실업보습학교는 보통학교 4년을 마친 

자가 입학하는 전기 학교, 그리고 이들을 다시 수용하거나 보통학교 6년

을 마친 자가 입학하는 후기 학교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전기 학교 수준으로 설립되었으며, 여전히 실업보습학교를 졸업해서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없었다.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이 늘어난 것 외에도, ｢실업학교규정｣은 실업학교

의 교육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실업에 종사할 자에게 

필요한 지식기능을 교수하는 것”에 더하여, “덕성의 함양에 힘쓴다”는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은 그 

이전과 비교할 때 보통과목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농업학교의 경

우, 1910년대에는 보통과목 수업시간은 전체 수업시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20년대부터는 70% 정도의 비중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실업교육의 목적으로 ‘덕성의 함양’을 추가하고 보통과목의 비중을 강화

한 배경은 그동안의 실업교육이 ‘기능에 편중된’ 교육을 실시했던 폐단

65) ｢문관임용령｣(칙령 제261호) 제6조; 일본 ｢관보｣, 1913년8월1일.

66) ｢朝鮮總督府官報｣, 1923년2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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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정하고 인격적 도야를 중심에 둔 ‘덕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제안

들이 반영된 것이었다.67) 그러나 당시는 3·1운동 이후로 실업학교들에서 

동맹휴학 등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상황이었다. 실업학교의 목적으로 “덕

성의 함양”을 추가한 배경은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 역

시 함께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교육령｣ 개정에 따른 변화로서, 실업학교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의 공학이 시작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계 중등교

육에서는 민족에 따라 각각 입학하는 학교와 이름을 달리하였지만, 실업

학교에서는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하였다. 실업학교에 일본인이 취학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1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나,68) 공학을 원칙으로 하면서 실업학교의 일본인 재학

생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일본인이 선호하였던 상업학교에서 일

본인 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상업학교의 신입생 선발

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동수로 선발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족별 지원자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동수 선발 원칙은 상대적으로 

조선인의 입학 기회가 크게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2) ‘교육 실제화’정책과 ‘근로주의’교육

1920년대 초 교육정책의 변화는 각 학교의 수업연한 연장과 보통과목

의 비중 강화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지향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일본과 동일한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 우려는 일찍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1924년 정무총감 아리요시(有吉

忠一)는 도시학관 회의에서의 훈시를 통해, ｢조선교육령｣ 개정과 함께 

67) 國立敎育硏究所(1974), 日本近代敎育百年史 5, 敎育硏究振興會, 145쪽; 國立敎育硏究所

(1974), 日本近代敎育百年史 10, 敎育硏究振興會, 11~13쪽.

68) 사립인 선린상업학교를 비롯하여, 1919년도에도 이미 공립학교 중에는 공주, 전주, 군산, 대

구의 농업학교와 진남포상공학교 등에 일본인이 재학하고 있었다.(朝鮮總督府內務部學務局

(1919), 實業學校要覽,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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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육방침을 천명하였지만, 실제로 교육을 실시할 때는 ‘모방과 

추수’에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여 각 지방의 민도나 실정에 입각하도록 

당부하고 있다.69) ｢조선교육령｣ 개정의 당사자였던 사이토 총독 역시 

1926년에는 “학교에서의 실업에 관한 지식기능의 증진 또는 실과적 도

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70)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 방침의 

재수정이 진행되었다. 

1927년 ｢고등보통학교규정｣을 개정하여 수의과목이었던 실업을 다시 

필수과목으로 돌려놓았다.71) 그리고 1929년에는 ｢보통학교규정｣을 개정

하여 초등교육 단계에서 필수과목으로 직업 과목을 추가하고 있다.72) 직

업 과목은 기존의 실업이 이름만 바꾼 것으로,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운데 지역 상황에 맞게 하나를 선택하여 특히 실습에 유의하여 교수하

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수상의 주의사항에서도 그동안 없었던 내용을 

추가하여, “근로애호의 정신을 길러 흥업치산의 지조를 공고하게 하는 

것”에 깊이 유의하도록 하였다. 1928년 당시 정무총감이었던 이케가미

(池上四郎)는 상급학교 진학에 매달리거나 봉록을 지향하는 현재의 교육 

현상을 “독서교육의 폐”라고 규정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근로교육주

의”를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3) 그리고 그것은 교육의 본

지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장차 교육 정책상에서나 사회 정책상으로도 매

우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과정 변경의 취

지에 관해 야마나시(山梨半造) 총독은 도지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훈령을 

내리고 있다.

만근 시세의 변천과 조선의 실정은 초등교육의 개선보급을 도모하

여 민중 일반의 자질을 향상함으로써 일층 國家觀念을 명징하게 하

69) 有吉忠一(1924), 도시학관회의에서의 정무총감 훈시; 諭告·訓示·演述總攬, 450쪽.

70) 齋藤實(1926), 도시학관회의에서의 총독 훈시; 諭告·訓示·演述總攬, 453쪽.

71) ｢朝鮮總督府官報｣, 1927년3월31일(부령 제22호).

72) ｢朝鮮總督府官報｣, 1929년6월20일(부령 제58호).

73) 池上四郎(1928), 도시학관회의에서 정무총감 훈시; 朝鮮總督府(1937), ｢朝鮮施政に關する諭告

訓示竝に演述集｣, 359~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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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선공영의 근저를 견실하게 하고 또한 그 生活安定의 기초를 

건전하게 하는 것은 긴요한 문제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교육상 더욱 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항이 적지 않지만, 그 중에서

도 초등교육에서 국민다운 자각을 견고히 함으로써 온건중정한 사

상을 계배하고 공민으로서 필요한 덕성을 기르고 품격을 높이고, 각

인의 직업에 대한 견실한 사념을 주어 勤勞를 愛好하고 興業治産의 

지조를 공고하게 하고 自營進取의 기상을 기르는 것은 가장 긴요한 

요무이다. 공연히 讀書敎育의 弊에 빠져 수업의 효과로서 俸祿에 衣

食하려 하는 잘못된 지향을 교정하는 것은 가장 깊게 유의하지 않

으면 안 된다.74)

위와 같은 1929년 야마나시 총독의 훈령은, 상급학교 연계와 보통과

목 중심이라는 ｢조선교육령｣ 개정 당시의 교육 방침과 정반대의 취지를 

담고 있다. 초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실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보통학교 학생들에게 실업에 

종사하려는 정신과 기술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근로 애호”와 “흥업 치산”의 정신 배양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다. 대신에 경계해야 할 것으로, “독서교육의 폐”에 빠져 “봉록에 의식

하려는 지향”을 교정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로애

호”와 “흥업치산”의 정신을 모토로 하는 이러한 교육정책은 ‘교육 실제

화’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어 실시되었다. 

‘교육 실제화’ 정책은 우가키(宇垣一成) 총독의 교육방침에 의해 전면

화되었다. 1931년 경제 공황의 여파가 한창인 가운데 부임한 우가키 총

독은 통치 방침으로서 ‘사상의 융합’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

고 천명하였다.75) 그가 행정력을 기울여 실시한 정책은 ‘농촌진흥자력갱

생운동’이었다. 산업, 교화, 생활 등과 관련된 모든 시설은 농촌진흥운동

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되었다. 그가 생각한 교육방침 역시 여기에서 

74) 山梨半造(1929), 도지사에 대한 훈령; ｢朝鮮總督府官報｣, 1929년6월20일(훈령 제26호).

75) 宇垣一成(1931), 취임 유고, ｢朝鮮總督府官報｣, 1931년7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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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급무이며, 이

것은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국가 시설이 존재하는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

였다. 그는 전국의 중등학교장이 모인 자리에서 이러한 그의 교육관을 

강조한 뒤에, 조선의 교육은 한마디로 “敎育 즉 生活, 生活 즉 勤勞”라

는 말로 요약되는 ‘근로주의’ 교육방침을 천명하고 있었다.76) 

이와 같이 1920년대 후반부터 ‘교육 실제화’ 정책을 도입한 것에 대해

서, 조선총독부의 학무국장을 지낸 오노(大野謙一)는 1910년대 데라우치 

총독시대의 ‘실과훈련주의’의 부활을 도모한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77) 그에 의하면, 보통교육에서 실업교육의 강조와 보통

과목의 종합화는 ‘조선만의 독특한’ 교육방침이었다. 그런데 1922년 ｢조

선교육령｣의 개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교육의 실용성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게 되었고, 이런 현상은 결국 문화발전과 경제번영을 도모하는 데 커

다란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1920년대 후반 ‘실과훈련

주의’를 부활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다. 즉, “근로애호”와 “흥업치

산” 정신을 함양하게 하여, “봉록에 의식하려는 지향”을 교정하고 대신

에 직접 실업으로 나아가려는 ‘근로주의’ 교육방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인 언론 역시 대체로 ‘교육 실제화’ 정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조선의 교육 현실은 교육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다는 측

면에서 비판되고 있었고,78) 교육은 경제 성장과 개인의 실제 생활 개선

을 목표로 하는 실리적인 내용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서양의 근대적인 동

향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었다.79) ‘교육 실제화’ 논리 그 자체를 정면으

로 부정하지 않았을 뿐더러,80) 오히려 교육 당국보다 먼저 보통학교에서

의 실과 도입을 촉구하거나 고등보통학교도 이원화하여 적극적인 실업교

육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81) 실업교육을 강화하여 직

76) 宇垣一成(1934), ｢全国中学校長会同に於ける講演｣, 文教の朝鮮, 1934년10월, 28쪽.

77) 大野謙一(1936), 같은 책, 105, 175, 236쪽.

78) ｢보통교과서개편설｣, ｢동아일보｣, 1928년3월18일.

79) 정규창(1927), ｢교육문제관견(1~7)｣, ｢동아일보｣, 1927년11월17~24일.

80) ｢실업교육의 장려｣, ｢동아일보｣, 1927년3월6일.

81) ｢조선인 생활구제의 일방책｣, ｢조선일보｣, 1927년4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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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세계와 사회생활의 실제를 가르쳐 그 혜택이 조선인에게 돌아간다면, 

‘교육 실제화’는 적극적으로 찬성할 만한 일이었다.82)

그러나 ‘근로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 실제화’ 정책을 도입한 배경

에는 당시 식민지 통치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위기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

었다.83) 계속되는 경제 불황, 농촌 사회의 붕괴와 실업자의 증가, 확산

되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본격화된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 그리고 교

육 현장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입학난과 취업난, 조직화된 학생운동의 

격화 등 당시 식민 당국자들에게 통치상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학무국장 와타나베(渡辺豐日子) 역시 ‘교육 실제화’ 정책의 도입 배경으

로 당시 사상문제와 경제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84) 우가키 총독 또한 농업학교장 회의에서 현 국면은 “미증유의 중대 

시국”으로 규정하고, 농촌진흥운동과 함께 농업교육의 개선이 그 타개책

이라고 훈시하고 있다.85) 1928년 당시 정무총감이었던 이케가미도 상급

학교 진학에 매달리거나 봉록을 지향하는 현재의 교육 현상을 “독서교육

의 폐”라고 규정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민교육주의·근로교육주의”

의 철저한 실행을 주장하고 있었다.86) 그리고 그것은 교육의 본지를 위

해서는 물론이고, 장차 교육 정책상에서나 사회 정책상으로도 매우 중요

한 일이라고 역설하고 있었다.

이처럼 식민지 통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대처 방안으로서 제

안된 ‘근로주의’ 교육과 ‘교육 실제화’ 정책은 당시 교육학자들에 의해 

이론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1931년 학무국장이었던 다케베(武部欽一)는 

‘교육 실제화’ 정책은 먼저 하나의 정치방침으로서 제기되었지만, 교육학

자들이 그것에 동의해 주면서 점차 일반적으로 그 정책이 널리 받아들여

82) ｢조선인과 실업보습교육｣, ｢조선일보｣, 1928년3월3일.

83) 이만규(1988), 조선교육사 2, 거름, 192~200쪽.

84) 渡辺豐日子(1934), ｢朝鮮教育の側面観｣, 文教の朝鮮, 1934년10월, 41쪽.

85) 宇垣一成(1932), 공립농업학교장 회의에서의 훈시; 朝鮮總督府(1937), ｢朝鮮施政に關する諭告

訓示竝に演述集｣, 402쪽.

86) 池上四郎(1928), 도시학관회의에서 정무총감 훈시; 朝鮮總督府(1937), ｢朝鮮施政に關する諭告

訓示竝に演述集｣, 359~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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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87) 당시 유력한 교육 잡지였던 文敎の朝

鮮이나 朝鮮の敎育硏究에서는 ‘교육 실제화’ 정책을 옹호하는 논설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들이 매회 비중 있게 게재되고 있다. 조선에

서의 교육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교육 담론은 주로 케르센슈타이너의 

교육이론을 근거로 한 것이 많았다. 경성제국대학 교육학 교수 마쓰즈키

(松月秀雄)는 케르센슈타이너의 교육이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작업주의 학교’이며, 

‘知識의 학교’에 대한 ‘意志의 학교’이며, ‘知의 학교’에 대

한 ‘行의 학교’이며, ‘書物학교’에 대한 ‘勤勞학교’라고 하는 

설이다.88) 

마쓰즈키 교수가 소개하는 케르센슈타이너의 교육이론은 식민지 교육 

당국이 주창했던 “독서교육의 폐”를 극복하는 “근로주의 교육”과 일맥상

통하는 것이었다. 마쓰즈키는 “시(詩)를 짓기보다는 밭(田)을 일구어라”

라는 정무총감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강연을 마무리 하며, 케르센슈타

이너의 견해는 특히 조선의 교육가들이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론가들의 주장에 힘입어, 학무국장 다케베(武部欽一)는 

1930년 ｢어떠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케르센

슈타이너의 “근로교육의 근본정신이야말로 반도 교육의 현세에 대해 가

장 확실하고 순정한 이론과 방법을 명시해 주는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

었던 것이다.89)

비단 마쓰즈키가 이해한 케르센슈타이너만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 조

선에 소개된 대부분의 교육학 이론은 일본적 변형과 식민지적 변형을 거

쳐 이중적으로 왜곡된 것이었다.90) 그의 노작교육이론은 반지식 교육, 

87) 武部欽一(1931), ｢敎育上に於ける當面の諸問題｣, 文教の朝鮮, 1931년4월, 5쪽.

88) 松月秀雄(1928), ｢勤勞の敎育學的槪念｣, 文教の朝鮮, 1928년6월, 23쪽.

89) 武部欽一(1930), ｢如何なる教育を施するべきか｣, 文教の朝鮮, 1930년1월, 3쪽.

90) 오성철(2000),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85~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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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로주의’ 교육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윤색되었다. 또한 그의 직업도

야이론은 중등단계 일반교육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조선인의 고등보통교

육 욕구를 무마하기 위한 수사로 전락하였다. 당시 학무과장 후쿠시(福

士末之助)가 ‘교육 실제화’의 근본 취지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듯이, 학구

적 과학사상의 보급보다는 ‘근로주의’에 의한 실용적 직업 교육을 지향

하는 것이며, 그 깊은 의미는 국가 관념과 국민의 의무를 자각하게 하는 

데 있었다.91) 다시 말해, ‘근로주의’ 교육론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실제

화’ 정책은 직접적으로 근로를 강제하며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국가 의

식을 함양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은 우가키 총독의 “교육 즉 생활, 생

활 즉 근로”라는 교육관의 기초가 되었고, 이후 미나미 총독의 ‘인고단

련’ 교육방침과 전쟁 수행을 위한 학생들의 근로동원을 정당화하는 논리

가 되었다.

91) 福士末之助(1929), ｢朝鮮敎育諸法令改正等に就いて｣, 文敎の朝鮮, 1929년8월, 3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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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시체제기 실업교육

｢조선교육령｣은 식민지 말기에도 두 차례에 걸쳐 크게 개정되었다. 그

동안 조선인과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명칭과 다른 

규정으로 규율해 왔지만, 1938년부터는 명칭을 통일하고 일본의 ｢소학

교령｣, ｢중학교령｣, ｢고등여학교령｣에 의거하여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도

록 하였다.92) 1922년에 실업교육에 관해 취해진 조치와 동일한 맥락이

었다. 이로써 초등 및 중등단계 교육에서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조선인과 

일본인 학교의 구별이 사라지고, 조선인과 일본인은 동일한 법령을 적용

받게 되었다. 그리고 1943년의 ｢조선교육령｣의 개정은 실업교육에서 보

다 큰 의미를 갖는다. 중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를 하나로 묶어 ‘중

등학교’라는 범주로 규율하기 시작한 것이다.93) 이 법령을 통해서, 그동

안 남자 보통교육(중학교), 여자 보통교육(고등여학교), 실업교육(실업학

교)으로 구분되어 각기 규율되었던 중등단계 교육이 비로소 ‘중등학교’라

는 하나의 법체계로 정비되었다. 그러나 실업교육과 일반교육을 하나의 

범주로 포괄하는 데는 적잖은 논란을 빚고 있었다.94) 그 결과, 비록 세 

종류의 학교를 아울러서 ‘중등학교’라는 범주로 통합하기는 하였지만, 여

전히 각각 상이한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을 규정하는 이전까지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었다.95) 그러나 이 시기의 교육제도 변화는 전쟁 수행이라는 

외적인 압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실업교육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92) ｢朝鮮總督府官報｣, 1938년3월4일(칙령 제103호).

93) ｢朝鮮總督府官報｣, 1943년3월18일(칙령 제113호).

94) 谷口琢男(1973), ｢戦時下の中等教育改編: 教育審議会と中等教育‘一元化’論｣, 細谷俊夫 編, 学
校教育学の基本問題, 評論社, 394~396쪽.

95) ｢중등학교령｣에서는 “제1조 중등학교는 황국의 도에 즉하여 고등보통교육 또는 실업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을 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등학교를 나누어 중학교, 고등여학교 

및 실업학교로 한다. 중학교에서는 남자에게, 고등여학교에서는 여자에게 고등보통교육을 실시

하고, 실업학교에서는 실업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官報｣, 1943년1

월21일(칙령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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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등교육확충계획’과 실업교육정책

1920년대 후반 ‘교육 실제화’ 정책으로 실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할 때, 조선인 민족주의 언론들은 중등단계에서 일반교육이 위축되

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정치적 민족적 편견으로

서 조선인에게 고등 및 일반적 중등교육의 불필요”를 주장하는 것에 대

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96) 조선인들이 우려하던 결과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가키 총독은 1934년 중등학교장 회의에서 자신의 

교육관, “교육 즉 생활, 생활 즉 근로”라는 요지로 강연하는 자리에서 

고등보통학교 교육의 억제 방침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중등 정도의 학교 신설에 관해서도 특수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실업적인 것 이외에는 그것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으로 

나가고 있다. 즉, 나의 부임 후 금일까지 여러 지방의 희망도 있었

지만, 실업학교는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신설을 허가하

였고 기타는 일절 인가하고 있지 않다.97)

교육당국의 고등보통학교 보급은 ‘1도1교’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1924년까지 각도에 1교씩의 고등보통학교 설립이 일단락 된 후, 1925

년 진주고등보통학교를 제외하고는 1935년까지 10년 동안 공립의 고등

보통학교는 단 1교도 증설되지 않았다.98) 교육당국의 고등보통학교 증

설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그마저도 사립학교의 설립을 억제하고 공립학

교의 설립 비용을 민간에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99) 더구나 

1928년 이후부터는 “독서교육의 폐해”나 “고등유민” 문제를 근거로 고

등보통학교 보급에 대한 억제 지향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96) ｢실업교육의 진흥｣, ｢동아일보｣, 1930년4월8일.

97) 宇垣一成(1934), ｢全国中学校長会同に於ける講演｣, 文教の朝鮮, 1934년10월, 28쪽.

98) ｢朝鮮諸學校一覽｣(1937년).

99) 제은숙(1993), ｢일제하 조선인의 중등학교 진흥운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0~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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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선인 민족주의 언론들 역시 학생들의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

이 되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실제화’의 필요성 그 자체

를 부인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100) 조선인 대부분이 보통학교를 졸업하

고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채 직업 세계로 들어가므로, “직업적 훈련

과 사회생활의 실제”를 가르치는 실업교육의 필요성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당국이 “실업교육을 장려하는 본의”가 조선에서의 보통교

육을 억제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경계할 뿐이었다. 오히려 실업교육을 장

려하여 그 혜택이 조선인에게 돌아간다면, ‘교육 실제화’ 정책은 적극적

으로 찬성할 만한 일이었다.101) 따라서 민족주의 언론들은 식민지 교육

당국보다 먼저 보통학교에서의 실과 도입을 촉구하고 있었고, 고등보통

학교에서도 실업 관련 교육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

다.102)

중등단계에서 ‘실업교육 중심주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36년 보통학

교의 ‘1면1교제’가 완성됨에 따라 향후의 제2차 초등교육 확충계획을 세

우면서부터였다. 학무국은 ‘초등교육확충10개년계획’을 입안하여 10년 

후 학령 아동의 60% 취학을 목표로 1면2교 정도의 보통학교 시설을 확

충하겠다고 발표하였다.103) 이러한 보통학교 확충계획에 이어서 중등교

육 또한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교육당국은 

중등교육 확충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그에 

관한 대체적인 방향을 밝히고 있었다.104) 중등교육 확충계획안에 따르

면, 고등보통학교는 각도 2교 이내로 하고 여자고등보통학교는 현상을 

유지하며, 공업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상업학교와 농업학교

는 내용 충실을 도모하는 대신에 을종학교의 갑종학교 승격을 추진하며, 

지방에 직업학교를 증설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였다. 

100) ｢실업교육의 장려｣, ｢동아일보｣, 1927년3월6일.

101) ｢조선인과 실업보습교육｣, ｢조선일보｣, 1928년3월3일.

102) ｢조선인 생활구제의 일방책｣, ｢조선일보｣, 1927년4월25일.

103) ｢동아일보｣, 1936년1월9일.

104) ｢조선일보｣, 1936년2월6일; ｢동아일보｣, 1936년2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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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보통학교

졸업자

고등보통학교 입학자 실업학교 입학자
고보·실업학교

입학자 합계

총원 입학률 총원 입학률 총원 입학률

1927 54,910 3,746 6.8% 2,794 5.1% 6,540 11.9%

1932 60,871 4,137 6.8% 2,934 4.8% 7,071 11.6%

1937 102,100 4,120 4.0% 4,527 4.4% 8,647 8.4%

1942 152,923 7,043 4.6% 9,842 6.4% 16,885 11.0%

- ｢朝鮮總督府統計年報｣(1927, 1932, 1937, 1942)

- 보통학교 졸업자 및 고등보통학교와 실업학교 입학자 중 남자만을 대상. 보

통학교 고등과와 실업학교 중 3년제 갑종학교 포함.

- 1942년도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조선인 학생수. 

<표Ⅱ-1> 보통학교 졸업생의 고등보통학교와 실업학교 진학률

중등교육 확충계획이 논의되던 때의 중등교육 시설 부족은 매우 심각

한 수준이었다. <표Ⅱ-1>에서 나타나듯이, 1937년 고등보통학교와 실업

학교 입학자수를 모두 합해도 보통학교 졸업자수 대비 8.4%에 지나지 

않고 있다. 입학자수는 대체로 입학정원과 동일하므로, 낮은 입학률은 

진학 기피가 아니라 학교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정도를 말해준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이들에게 중등학교 진학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20년대 이후 보통학교 증설에 비해

서 고등보통학교와 실업학교의 증설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

문이었다. 따라서 1937년 이후부터 보통학교 시설이 추가로 확충된다면, 

보통학교 졸업생 증가와 함께 이들의 중등학교 입학 문제가 더욱 악화되

리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출된 교육당국의 

중등교육 확충계획에 대해 조선인 언론은 ‘실업교육 중심주의’라며 적극

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譯言하면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종래의 普通敎育置重主義로부터 實

業敎育置重主義로 중심을 옮기자는 것이 확충안의 근본정신인 모양

이다... 敎育의 實用化, 此를 환언하면 實業敎育置重主義 그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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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우리는 홀로 이에 반대 안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贊意를 

표하는 것까지도 아끼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로 하려

는 바는 中等敎育을 實業敎育化하는 것이 可하냐 否하냐 하는 一事

다... 이제 총독부는 敎育의 實際化라는 미명하에 사실에 있어서는 

中等程度의 普通敎育을 制限하려고 드는 것이니, 이것은 正히 시대

역행인 동시에 일종의 愚民策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다.105)

위 사설은 중등교육 확충안에 대해 고등보통학교가 아닌 실업학교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을 확대하는 의도에 비판의 초점을 두고 있다. “실업

교육 치중주의”와 ‘교육 실제화’ 등에 관해서는 대체로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등단계의 보통교육을 제한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있었다. 이후로도 ｢조선일보｣는 중등교육 확충안이 논

의되는 2년여 동안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는 매 단계마다 일일이 대응하

며 당국의 계획안에 대해 집요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교육당국의 중등교육 확충계획은 결국 고등보통학교와 실업학교를 동

시에 증설하기로 하고, 완료시기도 앞당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106)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 사회도 급속하게 전시체제

로 돌입하게 된다. 미나미 총독이 표방했던 ‘농공병진정책’은 군수산업과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전시체

제 하의 기술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교육 체계와 실업교육 

시설에 대한 재구축을 모색하게 된다.

(2) 전쟁 수행을 위한 실업교육

조선에서 기술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1930년대 조선의 공업화가 진행

105) ｢중등교육 실업화 문제｣, ｢조선일보｣, 1936년2월7일.

106) 초등교육 확충안은 5년계획으로 단축하여 1941년까지 수용 인원을 배가하기로 하였고, 중

등교육 확충안은 6년계획으로 앞당겨서 1942년까지 현 134개교에 75교를 증설하기로 하였

다.(｢중등교육 확충계획의 촉진설｣, ｢조선일보｣, 1937년9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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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산업과 경제 전반의 개편 방침

을 수립하기 위해 1935년에 설치한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인 ‘조선산업경

제조사회’의 조사보고서는 그 영향이 컸다.107) 산업경제조사회는 정무총

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규모 조직으로, 

7개 분과 가운데 산업교육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두어 자문 보고서를 내

도록 하였다. 이들이 제출한 산업교육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요약하

면,108) 실업보습학교는 1군1교 비율로 농업보습학교를 보급하고, 중등 

실업학교는 고등보통학교에 비해 보급 수준이 낮으므로 그 확충을 도모

하는 것이 요구되며, 실업 전문학교의 증설과 경성제대의 이공학부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산업경제조사회의 보고서에서 특히 실업학교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에 대해서는 중등교육 본질에 대한 잘

못된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09) 그러나 

1936년도만 하더라도 조선총독부는 실업학교 증설에 관해서조차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산업경제조사회는 중등 및 고등단계의 기술교육 보

급보다는 농업보습학교 증설에 관심이 많았다. 실업교육을 장려한다는 

방향을 세우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농업보습학

교 150개교의 증설을 목표로 하는 것 정도였다. 산업경제조사회는 농업 

분야에서 낮은 단계의 인력 공급을 중심에 두고 있었고, 공업 분야 기술

인력 양성에는 그다지 적극적이 않았던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조

선에서 필요한 기술인력 수급은 주로 일본 현지 유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 미나미

(南次郞)는 조선이 ‘전진병참기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그에 따른 

‘농공병진정책’을 중요한 시정 방침으로 삼았다. 아래는 1938년 4월 도

107) ｢동아일보｣, 1936년2월23일.

108) ｢朝鮮産業經濟調査會報告｣, 朝鮮及滿洲, 1936년12월, 86~87쪽.

109) ｢실업 교육 편중주의는 불가｣, ｢조선일보｣, 1936년10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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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회의에서 그가 행한 훈시의 일부이다.

農工竝進에 대하여. 우리 조선이 제국의 대륙정책에서 前進兵站基地

로서의 중요성을 띤다는 것을 종래 反履强調되어온 바입니다. 제국

이 조선의 穀産에 의해 국민식량의 자급자족을 얻는 것이 국방상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농업의 진흥확대를 기함과 

함께 공산액을 증가시켜 시대의 추세에 적응하도록 공업부문의 진

전을 촉진함으로써 農工竝進政策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반도는 

풍부한 자원과 광공업에 대한 다양한 호조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

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선용구사하여 그것의 증식개발을 함께 행하

여 국책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행은 

동시에 반도주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또한 熟練勞

動者를 요하는 고도산업의 융성은 內地人의 增加定着을 장려하여 

內鮮一體의 심화에 기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습니

다.110)

위의 미나미 총독의 연설을 통해서, 당시 식민당국이 생각하고 있던 

두 가지 중요한 정책적 방향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조선은 여전히 일본

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곡물 생산에 중심을 두어야 하며, 이제 그것

에 더하여 지하자원 개발 등 광공업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다. 특히 조선의 지하자원 개발정책, 즉 ‘산금정책(産金政策)’은 1931년

부터 경성상공회의소가 강력히 건의해 온 것으로,111) 이 정책이 추진되

면서 1930년대 조선의 광업은 꾸준하게 성장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제 미나미 총독이 이를 다시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곧이

어 산금협의회를 조직하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안을 검토하

는데, 그 중에 거론된 것이 “1939년부터 매년 1,200명의 기술자를 양성

하지 않으면” 산금계획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112) 산금정책은 산

110) 南次郎(1938), 도시자회의에서의 총독 훈시, ｢文敎の朝鮮 ｣, 1938년5월, 5~6쪽.

111) ｢동아일보｣, 1931년9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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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개년계획으로 구체화되어, 당시 산업진흥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할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113) 이러한 산금5개년계획은 이

후 공업학교와 직업학교에 광산과 설치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배경이 되

었다. 

다음으로, 미나미 총독은 조선에서 산업이 발달하면 많은 “숙련노동

자”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일본인이 조선에 건너와 정착하는 

데 호조건이 되어 ‘내선일체’가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조선의 광공업 진흥에 필요한 “숙련노동자”, 즉 고급 

기술인력은 일본에서 직접 유입해 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내의 기술인력 부족과 인력 수급 통제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식민당국은 조선에서 필요한 인

력을 조선에서 직접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에서도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수급 

방안이 요구되고 있었다. 군수산업 부문에 생산력을 집중시키고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갔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1938년부터 ｢국가총동원법｣과 ｢학교졸업자사

용제한령｣이 단행된 것이다.114)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에서는 “대학, 

전문학교, 실업학교와 기타 그에 준하는 학교” 졸업자의 채용에 관해서 

｢국가총동원법｣을 적용받도록 하였는데, 이 법에서는 전쟁 수행의 필요

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 기타 노동 조건 등에 대해서 국가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115) 즉, 학교 졸업자 기술인력의 고용에 

관해서 국가가 직접 통제·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 총독

은 졸업자 고용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학교 및 학과를 고시하

였는데, 대학의 공학부와 이공학부, 공업전문학교, 그리고 갑종 공업학교

와 이들 학교에 설치된 대부분의 학과들이 열거되어 있었다.116) 그러나 

112) ｢매일신보｣, 1939년5월11일.

113) ｢동아일보｣, 1938년6월22일.

114) ｢朝鮮總督府官報｣, 1938년5월10일, 8월31일.

115) 일본｢관보｣, 1938년4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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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교육 발전이 미진했던 조선에서 여기에 포함되는 학교는 경성고등공

업학교와 경성공업학교 정도였다. 일본내에서도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기술인력의 공급과 배치에 관해서 국가 관리가 시작되었다. 조선의 사업

주들이 필요한 인력 수요를 신청하면, 일본의 기획원에서 이를 총괄하여 

지역별 업종별로 해당 인력을 배당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미 

일본 내에서도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선의 사업주들은 필요

한 인력을 배당받지 못하고 있었다. 1938년에 조선의 사업주들이 신청

한 기술인력 수요는 3,384명이었지만, 일본으로부터 배당 받은 인력은 

771명으로 23%에 지나지 않았다.117) 

기술인력 공급 부족이 예상되자,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

여 필요한 인력을 조선에서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설립에 적극적인 태

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조선의 기업인들이 일본 정부에 인력 배당을 신

청한 내역을 보면, 전기 분야가 가장 많았고, 기계, 광산, 응용화학 분야 

순이었다.118) 교육당국은 우선 이들 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공업학교 설립을 서둘러 진행하였다. 

아래 <표Ⅱ-2>는 1942년 현재 전국의 공업학교 설립 현황과 설치된 

학과를 보여주고 있다. 1938년도까지 공업학교는 경성공업학교가 유일

하였고, 그 이후에 집중적인 증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설치된 학과를 보면, 기계과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기과와 광산

과, 그리고 응용화학과 순이었다. 이렇게 공업학교는 당장에 필요로 했

던 기술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학과들을 설치하여 비교적 작은 규모

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들 공업학교는 모두 5년제 학교였고 또한 신설

된 학교들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시급한 기술인력 확보를 기대할 수 없

었다. 1942년도 졸업생은 경성공업학교에만 겨우 204명이 있는 정도였

다.119) 따라서 이러한 공업학교와는 다르게 단기간의 양성과정이 마련될 

116) ｢朝鮮總督府官報｣, 1938년9월8일.

117) ｢동아일보｣, 1938년12월15일.

118) 이병례(2012), ｢일제하 전시 기술인력 양성정책과 한국인의 대응｣,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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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방직
응용

화학
요업 광산

설치

학과수

설립 

연도

경성공업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8 1938

평양공업 ㅇ ㅇ 2 1939

이리공업 ㅇ ㅇ ㅇ 3 1940

부산공업 ㅇ ㅇ ㅇ 3 1940

흥남공업 ㅇ ㅇ ㅇ 3 1940

신의주공업 ㅇ ㅇ ㅇ 3 1941

청진공업 ㅇ ㅇ ㅇ 3 1941

(계) 1 2 6 5 1 4 1 5

- ｢朝鮮諸學校一覽｣(1942년)

- 경성공업학교는 5년제 공립학교로 전환한 시기를 설립연도로 함. 

<표Ⅱ-2> 전국 공업학교의 설치 학과 현황(1942년)

필요가 있었다. 학사 운영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직업학교가 이러한 역

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공업학교가 5년제 갑종학교였다면, 직업학교 본과는 3년제 을종학교에 

해당한다. 1931년 경성직업학교가 설립된 이후 1933년부터 부산직업학

교를 시작으로 매년 각도에 1교씩의 직업학교가 신설되었다. 그런데 직

업학교는 공업학교와 달리 학과마다 수업연한이 다르고 또 학교마다 교

육과정 편성에서 상당히 자유로웠다. 1939년 이후부터 이들 직업학교에 

단기 과정으로 기계과와 광산과가 설치되고 학생 정원도 급격히 증가하

게 된다. 직업학교는 3년제인 본과 과정으로 주로 토목과나 건축과를 두

었으며, 기계과나 가구과는 2년제, 광산과는 1년제 등으로 운영되었다. 

이렇게 학과와 학교에 따라 수업연한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

지만, 1942년도 전국 13개 직업학교의 전체 졸업생은 2,061명이었

다.120) 따라서 당시에 필요했던 공장과 광산 등의 하급 인력은 주로 직

업학교의 기계과와 광산과를 통해 양성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121) 이

119) 이 중 조선인은 103명이었다.(｢朝鮮總督府統計年報｣, 1942년)

120) 이 중 일본인은 297명이었다.(｢朝鮮總督府統計年報｣, 1942년)

121) 공업학교와 직업학교 외에도 2~3년 과정의 공립공업보습학교 6개교가 설립되어 있었다. 

1942년 전체 재학생은 663명(이 중 조선인은 473명) 규모였다.(｢朝鮮諸學校一覽, 19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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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수업연한이 짧은 직업학교는 공업학교에 비해서 사회적 인식이 상

대적으로 낮은 학교였다. 그러나 중등교육기관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직업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한편, 전시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인력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에 농업, 

공업, 직업, 수산학교 등 대부분의 실업학교들은 학교수나 학급수가 늘

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상업학교의 경우는 오히려 존폐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일본에서 제기된 ‘상업 망국론’ 혹은 ‘상업교육 무용론’의 영향 

때문이었다. 전시 경제 상태로 모든 물자의 생산과 유통이 통제되고 국

체명징 등 국가주의적 희생이 강요되던 시기에 개인적 이윤 추구를 목표

로 하는 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던 것이

다.122) 급기야 1943년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방책｣이 발표되어, 전

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위해 문과계 교육을 축소하고 이과계 교

육을 확대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남자 상업학교를 공업, 농업, 여자 상

업학교로 전환하거나 혹은 정리 축소시키기로 결정하였고, 문과계 대학 

및 전문학교는 이과계로 전환하도록 하였다.123)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방책｣은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성법학

전문학교와 경성고등상업학교는 폐지되고 대신에 경성경제전문학교가 설

립되었다. 그리고 이 조치는 관·공립학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강제

적으로 시행되어 대부분의 사립 전문학교들은 성격과 교명이 변경되거나 

폐교되기에 이르렀다.124) 보성전문과 연희전문은 각각 경성척식경제전

문, 경성공업경영전문으로 변경되었다. 숙명여자전문과 이화여자전문은 

여자연성소지도원 양성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명륜전문은 명륜청년훈

련소로 변경되었고, 혜화전문은 폐쇄되었다. 또한 중등 상업학교에서는 

부산제2상업학교, 강경상업학교, 광신상업학교 등이 공업학교로 전환되

122) 國立敎育硏究所(1974), 日本近代敎育百年史 10, 敎育硏究振興會, 543~546쪽.

123) 일본의 450개 상업학교 가운데 그대로 존치된 것은 48개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공업학

교 등으로 전환하거나 폐교되었다. 그리고 12개 고등상업학교 중 6개는 공업 계통의 전문학교

로 전환되었다.(文部省(1956), 産業教育七十年史, 雇用問題研究会, 303~307쪽)

124) 정재철(1985),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493~5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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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특히 부산제2상업학교는 그동안 조선인 상업교육의 전통을 이어왔

던 상징적인 학교였다. 경남 지역에 있던 상업학교 가운데 부산제1상업

학교와 마산상업학교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으로 운영되었으나, 부산

제2상업학교는 사실상 조선인 학교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공업학교 전환 

대상이 되었다.125) 

끝으로, 전시체제로 인한 실업교육의 변화에서 학생의 근로동원과 관

련된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등학교 이상에서 학생들의 근로동원

은 1938년 ‘학교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주로 도로공사, 

사방공사, 황무지개간, 매립공사, 수로공사 등에 동원되어 1주일 정도 합

숙하며 노력 봉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근로동원에 대해 시오

하라(塩原時三郞) 학무국장은 그 목적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

다. 

엄격한 규율통제 하에서 공익에 관한 集團勞動을 통해서, 筋肉勞動

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과 함께 인고지구한 체력을 연

마하고 國家奉仕의 정신을 실천으로 체득케 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함과 함께 강건한 皇國臣民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

한 집단적 노동운동은 국민의 자각운동, 敎化 내지 敎育活動으로서 

큰 意義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126)

시오하라 학무국장이 말하는 근로보국대의 의의는 그동안 강조해온 

‘근로주의’ 교육의 정당화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표방해온 ‘근로애호’, ‘치산흥업’, ‘국체관념’ 등 핵심적인 

주의주장이 ‘근육노동에 대한 존중’, ‘국가경제에 기여’, ‘황국신민’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으며, 여기에 ‘인고단련’, ‘연성훈련’ 등 미나미 총독의 

교육방침이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근로보국대 활동은 전시 체제에서 부

125) 부상백년사편찬위원회(1995), 부상백년사, 107쪽.

126) 塩原時三郞(1938), ｢學生生徒の勞動奉仕作業實施｣, 文敎の朝鮮, 1938년7월, 89~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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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인력을 대신하여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127) 그러나 시오하라 학무국장은 근로동원은 단순한 노력봉사가 

아니라 하나의 ‘교육활동’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식민당국이 강조해온 ‘근로주의’ 교육방침이 결국 근로와 교육을 일치시

키는 근로보국대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데 원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업학교에서 진행된 근로동원은 다른 학교들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일반계 중등학교에서의 근로보국대 활동은 

학교 교육과는 무관한 단순한 노력동원, 근로동원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실업학교에서의 학생 근로동원은 “실습

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활동의 하나로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특히 농

업학교와 공업학교에서 주로 발견된다. 농업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노력

동원과 실습은 사실상 혼동된 채 운영되어 왔다. 대부분의 농업학교는 

전공과목으로 농업토목, 사방공사, 측량 등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농업학교 학생들이 동원되었던 비행장 건설이나 저수조 축

조 등의 근로보국대 활동에 대해서도 ‘토공 실습’, ‘사방공사 실습’, ‘토

지정지 실습’이라 부르고 있었다.128) 공업학교의 경우도 학생들의 가혹

한 근로동원이 이루어졌다. 대개 공업학교는 산업체와 연계하여 일정 기

간 현장을 체험하는 위탁실습 과정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근로보국대가 

조직되면서 이런 위탁실습이 근로보국대 활동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산

업체에 “실습생”으로 파견되었지만, 실상은 군수품 공장에서 노력 봉사

하는 활동이었다.129) 심지어 공업학교 학생들은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

으로 군수공장에 파견되어 무려 1년 동안이나 학교에는 가지 않은 채 

고된 작업에 참여해야 했다.130)

이처럼 실업학교는 학생들의 근로동원조차 “실습이라는 미명” 하에 진

127) 강명숙(2008), ｢일제말기 학생 근로 동원의 실태와 그 특징｣, 한국교육사학 30권2호, 한

국교육사학회, 19쪽.

128) 천안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1991), 천농60년사, 152쪽; 안동농림고등학교(1973), 안동농

림40년사, 64쪽 등.

129)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동창회(1990), 인천기계공고오십년사, 96, 110쪽.

130)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동창회(1990), 같은 책, 120~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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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으로써 그것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근로동원은 교육과정 속에 편

입되어 마치 하나의 정식 과목처럼 취급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다.131) 결국 실업학교에서의 ‘실습’과 ‘근로동원’이 혼동되었던 것은 ‘근

로주의’ 교육이 낳은 극단적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131) 식민지 말기 학생들의 근로동원이 상시적이고 일상화되어 하나의 교육과정처럼 취급되었다

는 지적은 실업학교의 경우에 가장 잘 들어맞는 해석일 것이다.(신주백(2001), ｢日帝의 敎育政

策과 學生의 勤勞動員(1943~1945)｣, 역사교육78호, 역사교육연구회,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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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 실업교육의 확대

식민지시기 중등 및 고등교육의 성장은 초등교육의 팽창에 비해 상대

적으로 미약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중등교육도 나름의 양적인 성장이 진

행되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실업교육의 보급과 중등교육 성장의 관계를 

검토하고, 실업교육이 확대 보급되는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등교육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에게는 중등교육 기회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당시 실업학교는 해마다 정원을 훨씬 초과하

는 많은 입학 지원자가 몰려 치열한 입학 경쟁을 치러야 했다. 일반계 

학교보다 더욱 극심한 입학 경쟁을 낳았던 실업학교 교육기회의 분배 구

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 실업교육의 보급 현황

<그림 1>은 식민지시기 조선인의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단계

의 재학생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교육의 재학생수 증가에 비하여 

중등 및 고등교육의 성장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 초등교육은 식민지

시기를 관통하며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 1920년대 초반의 급

격한 상승을 보인 후에 1930년대 이후로 재차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

고 있다. 반면, 중등교육 단계의 재학생수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른 

채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경우는 가로축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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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초·중·고등교육 재학생수 증가 추이 

- 朝鮮總督府統計年報(1910, 1911, 1912, 1917, 1922, 1927, 1932, 

1937, 1938, 1942년); 朝鮮諸學校一覽(1943년)

- 초등교육은 보통학교 및 소학교에 재학하는 조선인 학생수이다. 중등교육

은 남여고등보통학교, 중학교·고등여학교, 실업학교, 실업보습학교, 사범학

교, 임시교원양성소 등에 재학한 조선인 학생수이다. 고등교육은 전문학교

와 경성제대에 재학한 조선인 학생수이다.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초등교육의 팽창 규모에 압도되어 중등교

육과 고등교육의 확대 과정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비록 초등교육 

성장에 비해서 미약하였지만, 중등교육도 나름의 역사적 부침을 거치며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식민지시기 중등교육의 

성장과 실업교육의 관계를 살펴보고, 실업교육이 확대 보급되는 시기별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중등교육 성장과 실업교육

식민지시기 중등교육은 양적 성장을 이루어, 1943년도에는 재학생수

가 9만7천 명에 이르고 있었다. 당시 중등교육기관의 수업연한이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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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조선인 일본인

재학생수
총인구 1만명당 

재학생수
재학생수

총인구 1만명당 

재학생수

1911 2,564 1.9 1,259 59.8

1915 4,628 2.9 2,651 87.3

1920 6,574 3.9 5,679 163.3

1925 18,694 10.1 13,274 312.5

1930 27,557 14.0 18,271 364.1

1935 39,238 18.5 23,300 399.4

1940 68,281 29.7 33,075 479.5

1943 97,771 37.9 42,869 565.1

- 朝鮮總督府統計年報(1910, 1911, 1912, 1917, 1922, 1927, 1932, 

1937, 1938, 1942년); 朝鮮諸學校一覽(1943년).

<표Ⅱ-3> 조선인과 일본인의 총인구 대비 중등교육 취학 규모

년 등으로 다양했기 때문에 학령인구 대비 취학률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는 매우 어렵지만, 대체로 1943년도의 중등교육 재학생수는 추정 학령

인구인 12세~16세 인구의 3.6%에 해당되는 규모로 추산된다.132) 줄곧 

2% 이하에 머물렀던 취학률은 1930년대 후반 ‘중등교육확충계획’이 시

작된 이후 소폭으로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대

비 중등교육 취학률은 정확한 산출이 용이하지 않으며 그 수치도 매우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학 규모를 비교하거나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대신에 총인구 대비 재학생수로 취학 규모를 비교 분

석하는 방법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표Ⅱ-3>은 총인구 1만명당 중등학

교 재학생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중등단계 학교의 수업연한이 연장되는 1920년도 이후를 살펴보면, 조

선인의 중등교육 재학생수는 1925년의 1만8천 명에서 해방 직전인 

132) 중등 학령인구는 조선총독부 ｢國勢調査｣(1935년)에서 집계된 12~16세 인구층이 총인구에

서 차지하는 비율인 10.4%를 적용하여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중등교육기관은 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지닌 자가 입학하는 다양한 종류의 학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등 학령인구를 

보통학교 졸업 후 5년까지의 연령층으로 상정하여 추산하는 것은 임의적인 방법이다. 보통학교

와 고등보통학교의 취학률과 관련해서는 오성철(2000)과 박철희(200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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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등학교

전체

일반계 실업계 사범계

재학생수 (증가율) 재학생수 (증가율) 재학생수

1910 1,929 679   1,011 239

1915 4,628 1,478 2,962 188

1920 6,574 3,768 2,624 182

1925 18,694 11,500 (1.0) 5,491 (1.0) 1,703

1930 27,557 16,311 (1.4) 10,672 (1.9) 574

1935 39,238 21,266 (1.8) 16,489 (3.0) 1,483

1940 68,281 32,755 (2.8) 31,116 (5.7) 4,410

1943 97,771 44,448 (3.9) 45,842 (8.3) 7,481

- 朝鮮總督府統計年報(1910, 1911, 1912, 1917, 1922, 1927, 1932, 

1937, 1938, 1942년); 朝鮮諸學校一覽(1943년)

<표Ⅱ-4> 중등학교 재학생수의 계열별 증가율

1943년도에 이르면 9만7천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등교육 재학생수에

는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학교, 실업학교와 실업보습학

교 재학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총인구 

1만명당 취학자수는 같은 기간에 10.1명에서 37.9명으로 증가한 수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취학 규모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해방 이후

인 1970년도 대학생수가 총인구 1만명당 46.6명이었다는 점과 비교해 

본다면, 식민지시기 중등교육 기회는 1970년대 대학교육보다 훨씬 제한

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시기 중등교육 수혜자는 당

시 조선 사회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선발된 집단이었다. 또한 위 <표Ⅱ

-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조선인과 일본인의 중등교육 취학 규모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1925년 일본인의 중등교육 재학생 규모는 인구 1만

명당 312.5명이었다. 총인구 대비 취학 규모로 볼 때, 일본인은 조선인

에 비해 30배가 넘고 있었다. 1943년도가 되어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중

등교육 취학 규모는 여전히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중등교육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일반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가 동일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은 아니었다. <표Ⅱ-4>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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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 재학생수는 1925년도의 18,694명에서 1943년도에는 97,771

명으로 대략 5배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동일 기간에 고등보통학교와 여

자고등보통학교 등 일반계 학교 재학생수는 3.9배 증가하였지만, 실업계 

학교 재학생수는 그보다 큰 8.3배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재학

생 규모에서도 실업계 학교 재학생수는 일반계 학교 재학생수를 추월하

기 시작했다. 사범계 학교의 재학생수는 증감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시기별로 보통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제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

다.133) 그러나 사범계 학교 재학생수는 전체 중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크지 않았다. 따라서 1920년대 이후 중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실업

교육의 확대 보급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실업학교 설립 현황

<표Ⅱ-5>는 1943년 현재 설립되어 운영 중인 실업학교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전국에 총 118개교의 실업학교가 설립되었고, 그 종류는 농

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수산학교, 직업학교, 여자실업학교 등이었

다. 또한 실업학교는 수업연한에 따라 5년을 원칙으로 하는 갑종학교와 

3년제인 을종학교로 구분되며, 설립 주체에 따라 사립과 공립으로 구분

되었다. 그런데 <표Ⅱ-5>에서 알 수 있듯이, 실업학교 설립이 식민지시

기 전 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실업학교는 크게 세 

시기에 집중적으로 증설되었다. 

133) 1910년대에는 고등보통학교에 부설된 임시교원양성소나 사범과에서, 1920년대에는 관립의 

경성사범학교와 전국 각도의 공립사범학교 특과에서, 그리고 1930년대부터는 공립사범학교를 

폐지하고 관립의 사범학교에서만 보통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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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학교수 신설 농업 상업 공업 직업
수산 및 

여자실업

1910 13 13

예산, 전주, 

정읍, 광주, 

대구, 진주, 

평양, 춘천, 

함흥, 북청

부산1, 

선린*, 

부산2 

　 　 　

1911 18 5

청주, 안주, 

의주, 영변,

사리원

　 　 　 　

1912 19 1 　 인천 　 　 　

1913 20 1 　 　 　 　 삼도여실*

1914 20 0 　 　 　 　 　

1915 20 0 　 　 　 　 　

1916 21 1 　 진남포 　 　 　

1917 21 0 　 　 　 　 　

1918 22 1 경성 　 　 　 　

1919 22 0 　 　 　 　 　

1920 28 6 제주

경성, 강경, 

목포, 함흥, 

회령

　 　 　

1921 31 3 상주 신의주 　 　 여수

1922 37 6 이리
마산, 원산, 

동성*
　경성 　 용암포^

1923 40 3 경기, 대구 　 　 통영

1924 42 2 길주, 밀양^ 　 　 　 　

1925 43 1 　 　 　 경성여상*

1926 44 1 　 　 　 　 경성여실

1927 45 1 김해 　 　 　 　

1928 47 2 경성,  강릉 　 　 　 　

1929 47 0 　 　 　 　 　

1930 50 3 충주
사리원, 

숭인*
　 　 　

1931 52 2 　 평양 　 경성 　

1932 52 0 　 　 　 　 　

1933 56 4 공주, 안동 개성 　 부산 　

1934 59 3 연안 대동* 　 북청 　

1935 63 4 순천 청주* 　 신의주 덕성여실*

1936 67 4 수원, 강계 한성* 　 　 향상여실*

<표Ⅱ-5> 실업학교 설립 현황(19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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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학교수 신설 농업 상업 공업 직업
수산 및 

여자실업

1937 72 5
강진^,  

울산, 갑산^
청진 　 대구 　

1938 77 5
남원^, 장연, 

신천*
강릉 　 청진

1939 82 5 안성 덕수^ 평양1
해주, 

삼척
　

1940 91 9
영동^, 천안, 

덕원^
광신*

이리, 부산, 

흥남, 

조선전기*

인천 　

1941 100 9 서흥^, 원주
군산,  

보인*^

신의주, 

청진, 

평안*

대전, 

송정
　

1942 109 9

문산, 순창, 

성천, 구성, 

평강, 영흥

김천 　 전주 청진여실

1943 118 9

의정부, 

제천, 서산, 

영주, 안악, 

초산

단천
겸이포, 

평양2
　 　

- 朝鮮諸學校一覽(1943년).

- 1943년 현재 운영 중인 공·사립 실업학교의 설립 시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 ^는 3년제, *는 사립학교이다. 직업학교는 3년제이고, 여자 실업학교는 3년 

혹은 4년제이다. 

<표Ⅱ-5>를 보면, 먼저 식민지시기 초기인 1910년과 1911년에 학교 

설립이 집중되어 있다. 이 시기에 설립된 실업학교는 조선총독부가 계획

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한제국시기에 설립되었거나 신설이 계획

된 학교들이었다. 그 후 1910년대 후반까지 실업학교의 증설은 미진하

였다. 두 번째 시기로, 1920년대 초에 실업학교의 설립이 집중되고 있

다. 신설되는 학교 외에도 ｢조선교육령｣의 개정과 더불어 수업연한이 연

장되어 실업학교로 승격되는 경우도 많았다. 세 번째 시기로,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실업학교 증설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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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업학교 종류별 증설 시기 및 학교수 

- 朝鮮諸學校一覽(1943년)

등교육 졸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등교육확충계획이 시행되는 시기였으

며,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되면서 전시체제에 필요한 인력을 양

성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 실업학교의 증설 시기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돗수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는 학교 증설이 집중된 세 시기마다 설립되는 실업학교의 종

류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증설 시기인 1910년대 

전후에는 실업학교 가운데 농업학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각 지

방마다 1개 이상의 농업학교가 설립되자 추가적인 실업학교의 증설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신에 수업연한이 짧은 낮은 수준의 간이

실업학교가 전국에 확대 보급되어, 1910년대 후반까지 약 70개교 이상

이 보통학교에 부설되었다. 두 번째 증설시기인 1920년대 초반에는 주

로 상업학교의 설립이 집중되어 있다. 각 지방에 농업학교가 보급된 데 

이어, 1920년대 초에는 상업학교가 각 지방마다 1개교씩 세워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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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12 1917 1922 1927 1932 1937 1942

공립

실업

학교

농업
14 15 20 23 25 34 48

(88%) (83%) (56%) (51%) (52%) (56%) (51%)

상업
2 3 14 16 17 17 22

(12%) (17%) (39%) (36%) (35%) (28%) (23%)

공업
1 1 1 1 7

    (3%) (2%) (2%) (2%) (7%)

수산
1 4 3 3 4

    (3%) (9%) (6%) (5%) (4%)

직업
1 5 12

      (2%) (8%) (13%)

여자
1 1 1 1

        (2%) (2%) (2%) (1%)

계
16

(100%)

18

(100%)

36

(100%)

45

(100%)

48

(100%)

61

(100%)

94

(100%)

사립학교 1 1 3 5 6 11 15

총계 17 19 39 50 54 72 109

-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

<표Ⅱ-6> 실업학교 종류별 학교수 변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상업학교가 없었던 경기 이북의 5도에 모두 7개의 

상업학교가 집중적으로 신설되었다. 마지막으로, 1930년대 후반에는 모

든 종류의 실업학교가 증설되고 있으며, 직업학교 및 공업학교의 설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Ⅱ-6>을 실업학교의 종류별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

주고 있다. 식민지 초기인 1910년대 실업학교는 대부분이 농업학교였다. 

1912년에 공립 실업학교수는 16개교였으며, 대개는 대한제국시기에 이

미 설립되었거나 설립이 예정되어 있던 농업학교들이었다. 1910년대말

까지 조선총독부가 추가적으로 증설한 실업학교수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1917년도가 되어도 공립실업학교는 겨우 2개교가 늘어나 18개교만이 

설립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15개교는 농업학교로, 전체 실업학교의 

83%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20년도가 넘어서면서부터 실업학교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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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비로소 수산학교가 설립되고 있는데, 이들 수산학교는 1910년대

에 세워진 간이수산학교가 실업학교로 승격 재편된 경우들이다. 수산학

교는 1920년대 이후로 대체로 4개교 정도가 해안 지역의 주요 거점인 

여수, 통영, 용암포, 군산(1929년 폐교), 청진 등에 설립되어 운영되었

다. 그리고 1922년에 새롭게 규정된 직업학교의 경우는, 1930년대에 들

어서야 비로소 설치되기 시작하여 매년 전국에 1개교씩 확대 보급되었

다. 1942년도까지 직업학교는 12개 학교가 세워져 실업학교들 가운데 

13% 비중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공업학교는 1940년대에 가서야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업학교는 농업학교와 상업학교만큼이나 오래전부터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정작 학교의 증설은 매우 미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 실업학교의 경우에도 식민지 말기까지 큰 

비중을 갖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한편, 사립의 실업학교는 1942년도 기준 15개교로 전체 실업학교 

109개교 가운데 14% 정도의 비중이었다. 일반계 중등학교 가운데 사립

학교 비율이 약 20%인 것과 비교하면, 실업교육에서의 사립학교 비중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사립의 실업학교에서는 상업학교가 차지하는 비중

이 매우 높았다. 농업과 공업의 사립실업학교는 1940년대에서야 소수의 

학교들이 세워졌으며, 대개 사립실업학교는 상업학교와 여자실업학교들

이었다. 특히 여자 실업학교의 경우는 공립보다는 사립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식민당국의 교육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여자 중등단계의 실업교육

이 사립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실업학교의 지역별 분포 현황은 <표Ⅱ-7>과 같다. 실업학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1930년대 이전 시기와 식민지 말기인 1943년도

의 분포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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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도 1943년도

지역 학교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생수 비율

강원 2 4.4% 296 2.8% 6 5.8% 1,835 5.0%

경기 8 17.8% 2,626 25.1% 14 13.6% 7,833 21.3%

경남 8 17.8% 1,774 16.9% 10 9.7% 3,871 10.5%

경북 2 4.4% 894 8.5% 7 6.8% 2,885 7.8%

전남 4 8.9% 720 6.9% 7 6.8% 2,668 7.2%

전북 3 6.7% 785 7.5% 8 7.8% 2,803 7.6%

충남 2 4.4% 452 4.3% 6 5.8% 2,122 5.8%

충북 1 2.2% 241 2.3% 4 3.9% 1,015 2.8%

평남 3 6.7% 711 6.8% 7 6.8% 2,430 6.6%

평북 4 8.9% 648 6.2% 9 8.7% 2,502 6.8%

함남 4 8.9% 718 6.9% 10 9.7% 3,246 8.8%

함북 3 6.7% 382 3.6% 7 6.8% 2,160 5.9%

황해 1 2.2% 233 2.2% 8 7.8% 1,446 3.9%

(사립) (5) (2,692) (15) (8,203)

계 45 100% 10,480 100% 103 100% 36,816 100%

이북 

5도
15 33.3% 2,692 25.7% 41 39.8% 11,784 32.0%

- 朝鮮諸學校一覽 각 연도.

<표Ⅱ-7> 실업학교 지역별 분포 변화

 

실업학교의 지역별 변화를 살펴보면, 그동안 학교 설립이 미진했던 강

원도와 충청남·북도에서 실업학교수 및 재학생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교 증설이 적었던 경기도와 경상남·북도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학교의 경기도 분포율은 높은 

편이었다. 사립의 상업학교 대부분이 경성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포함한다면 전체적으로 실업학교의 경기도 편중률은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경기 이북의 5도, 즉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에

서의 실업학교 보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학교수에서 

이북 5도는 1920년대에 전체의 33.3%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1940년대

에 들어서 39.8%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면

서 경기 이북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들 지역에 중화학공업

이 집중적으로 육성되는 등 개발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었다.



- 71 -

나. 실업학교의 교육 여건

학교의 교육 여건은 교원수, 경상비, 자산 등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상비는 학교 운영비에 해당하며, 학교 신축 등을 위한 임시비

를 제외하고, 교원 봉급, 직원 잡급, 수용비(需用費), 실습비, 잡비, 수선

비 등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학교의 자산은 토지와 부속지, 건물, 도

서, 표본, 기구 등 학교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평가액으로 구성된다. 이하

에서는 이들 항목을 중심으로, 일반계와 실업계 중등학교의 교육 여건을 

비교하고, 농업·상업·공업학교 등 종류별 실업학교의 자산 및 경상비 지

출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실업학교의 경상비 규모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생 1인당 경상비 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사범계

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실업계와 일반계 순이었다. 아래 <표Ⅱ-8>은 중

등교육기관의 계열별 학생 1인당 경상비 규모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시기별로 비교한 것이다.

먼저, 사범계 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경상비가 1920년대에 583원, 

1930년대 273원, 1940년대 551원으로 평균 지출액이 매우 많다. 그 이

유는 1921년부터 관립으로 설립된 경성사범학교에 대한 지원 규모가 매

우 컸기 때문이다. 1930년대에는 각 도에 관립 사범학교가 증설되면서 

학생 1인당 평균 경상비 지출액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1940년

대에는 3개의 사범학교가 전문학교 수준으로 승격되면서 급격하게 경상

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시기에도 사범학교에 대한 교

육 지원은 상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중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

우 양호한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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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평균

1930년대

평균

1940년대

평균

일반계
 학생 1인당 경상비 139 103 116

교원 1인당 학생수 21 25 28

사범계
 학생 1인당 경상비 583 273 551

교원 1인당 학생수 17 21 26

실업계
 학생 1인당 경상비 156 125 138

교원 1인당 학생수 18 21 25

(농업학교)
 학생 1인당 경상비 157 143 152

교원 1인당 학생수 19 20 23

(공업학교)
 학생 1인당 경상비 474 346 198

교원 1인당 학생수 8 12 21

(상업학교)
 학생 1인당 경상비 145 106 111

교원 1인당 학생수 19 24 28

(수산학교)
 학생 1인당 경상비 253 298 310

교원 1인당 학생수 10 10 16

(직업학교)
 학생 1인당 경상비 125 141

교원 1인당 학생수 20 22

<표Ⅱ-8> 중등교육 학생 1인당 경상비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비교

- 朝鮮諸學校一覽(1937, 1943년).

일반계와 실업계 학교를 비교하면, 일반계 학교의 경우 식민지시기를 

10년 단위로 구분한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에 학생 1인당 평

균 경상비 지출액은 각각 139원, 103원, 116원이었다. 이와 비교할 때, 

실업계 학교는 각각 156원, 125원, 138원이었다. 실업계 학교가 일반계 

학교보다 세 시기 모두에서 평균적으로 20% 이상 많은 학생 1인당 경

상비 지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실업계 학교는 종류가 상이한 학

교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종류별로 세분하여 경상비 지출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상업학교와 농업학교를 비교해 보자. 상업학교의 경우 세 시기에 

학생 1인당 경상비는 각각 145원, 106원, 111원으로, 이는 대체로 일반

계 학교와 유사한 정도였다. 그러나 실업학교에서 설립 비중이 높은 농

업학교의 경우, 각 시기의 학생 1인당 경상비는 157원, 143원, 152원으

로, 이는 일반계 학교와 비교하여 각각 13%, 39%, 31% 이상 많은 지출 

규모이다. 이처럼 농업학교가 일반계 학교나 상업학교보다 많은 경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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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업학교(1926년, 500명) 춘천농업학교(1926년, 150명)

경상비 

내역
경상비 지출액

학생 1인당 

경상비
경상비 지출액

학생 1인당 

경상비

봉급 31,648 (68%) 63 11,680 (56%) 78

잡급 10,090 (22%) 20 4,943 (24%) 33

수용비

(需用費)
3,246 (7%) 6 2,330 (11%) 16

실습비 657 (1%) 1 1,225 (6%) 8

잡비 444 (1%) 1 372 (2%) 2

수선비 200 (0%) - 400 (2%) 3

계 46,285 (100%) 93 20,950 (100%) 140

- ｢公立實業學校學則改定に関する件｣(1926), ｢大邱公立商業學校徵兵令上認

定の件｣(1927)

<표Ⅱ-9> 상업학교와 농업학교의 경상비 내역 비교

지출을 보이는 이유는 실습 비용과 관련이 있었다. 다음 <표Ⅱ-9>는 상

업학교와 농업학교의 경상비 상세 지출 내역을 비교한 것이다.

1926년 대구상업학교와 춘천농업학교의 경상비 지출 내역을 보면, 교

장 및 교원의 봉급 차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습비의 규모와 비중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구상업학교의 경상비 가운데 실습비는 1% 비

중이지만 춘천농업학교에서는 6%에 해당하고 있다. 농업학교의 실습비

는 주로 농구비, 비료비, 종묘비, 재료비, 사료비 등이다. 또한 실습과 관

련하여 고용되는 직원의 급여는 잡급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잡급의 경비 

차이 역시 실습과 관련되어 있었다. 

 한편, 공업학교의 경우는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세 시기의 

학생 1인당 경상비가 각각 474원, 346원, 198원이었다. 이를 중등 일반

계 학교와 비교하면, 공업학교는 각 시기에 241%, 237%, 70%가 넘는 

경상비 지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공업학교

는 관립의 경성공업학교가 유일했기 때문에 이를 일반계 학교들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업학교들이 증설되는 1940

년대에도 공업학교의 학생 1인당 경상비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규모였다. 공업학교 경상비 지출에서 일반계 학교들과 차이를 보이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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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비 내역 경상비 지출액 학생 1인당 경상비

봉급 7,708 (39%) 86

잡급 4,962 (25%) 55

수용비

(需用費)
1,995 (10%) 22

실습비 2,255 (12%) 25

잡비 350 (2%) 4

수선비 224 (1%) 2

계 19,564 (100%) 217

- 개교칠십년사 1917~1987(1987), 109쪽.

<표Ⅱ-10> 여수수산학교 경상비 지출 내역

목은 학생들의 실습 비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1937년도 경성공업학교의 

예산 내역을 보면, 학생들의 실험실습을 위한 재료·소모품비 항목만으로 

25,489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학생 1인당 59원에 해당하는 매우 

큰 규모였다.134) 

그리고 수산학교의 경우에도 동일한 세 시기에 학생 1인당 경상비 지

출액이 각각 253원, 298원, 310원으로 일반계 학교보다 2~3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수산학교 역시 경상비 가운데 실습 관련 지출액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여수수산학교의 경우를 보면, 3년제 을종 실업학교로 승격

된 이후 경상비 지출액 가운데 실습비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평

균 12% 정도였으며, 학생 1인당 22원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여수수산학

교의 경상비 지출 내역은 아래 <표Ⅱ-10>과 같다.

  

이처럼 실업학교는 일반계 학교보다 학생 1인당 경상비 지출액 규모가 

컸다. 특히 공업학교와 수산학교의 경우에 학생 1인당 경상비 지출이 상

대적으로 높았으며, 대체로 학생들의 실습 비용과 관련된 지출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134) ｢道立工業學校新設計劃｣(19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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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자산(원)
학생 1인당

부지(평)토지 건물 도서
기계

표본
기구 계

일반계 163 256 13 19 41 493 26

사범계 372 326 22 58 87 866 48

실업계 153 288 10 31 52 534 200

(농업) 190 330 9 24 46 599 376

(상업) 123 217 11 33 45 429 31

(공업) 87 580 31 164 187 1,049 16

(수산) 250 318 18 61 287 933 47

(직업) 45 365 5 34 63 511 18

- 朝鮮總督府統計年報(1937년).

<표Ⅱ-11> 중등교육 계열별 학생 1인당 자산 비교 

(2) 실업학교의 자산 규모 

학교의 자산은 토지와 부속지, 건물, 도서, 표본, 기구 등 학교 시설에 

대한 평가액으로 구성된다. 자산 규모는 학교의 시설 및 설비 여건을 보

여주는 지표가 된다. 아래 <표Ⅱ-11>은 중등교육기관의 학교 자산을 재

학생수로 나누어 학생 1인당 자산을 비교한 것이다. 

중등교육기관의 자산 규모를 계열별로 비교하면, 일반계 학교의 학생 

1인당 자산은 평균 493원으로 가장 적었고, 사범계 학교가 866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업계 학교는 그 보다 적은 534원이었다. 사범계의 경

우는 모든 자산 항목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당시 관립으

로 설립되는 사범학교에 대한 시설 투자 여건이 매우 양호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산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의 자산액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토지는 학교 건물만이 아니라 부속지, 즉 실습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 가운데 토지 항목에서의 차이는 주로 실습지 평가액

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실업계 학교 가운데 농업학교

와 상업학교의 자산 구성상의 차이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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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경우 일반계 학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농업학교의 경우

는 토지 항목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학생 1인당 토지 자산 평가액

에서의 차이도 있지만, 학교의 부지 및 부속지 면적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 1인당 학교 부지 및 부속지 면적은 일반계 학교의 

경우 평균 26평, 상업학교가 평균 31평인데 비하여, 농업학교는 376평

에 이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농업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이 일반

계 학교나 상업학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토지 항목 외에 건물 및 도서, 기계표본, 기구 등은 순수한 학교 설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공

업학교와 수산학교의 학생 1인당 자산액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수산학

교에서는 수산물 가공과 양식 교육을 위한 실습지가 필요하므로 토지의 

자산 평가액도 높으며, 어로를 위한 실습선 및 수산물 제조를 위한 도구 

등 기구 항목에서 매우 높은 자산 평가액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업학

교의 경우에도, 토지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자산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자산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 건물이나 기계표본 및 기구 등에

서 많은 학교 설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 1인당 자산 평가액이 

무려 1,049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공업계 전문학교였던 경성고

등공업학교의 1937년도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인 1,748원의 60%에 이

르는 수준이었다.135) 

이처럼 실업학교는 일반계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산 규

모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학교의 자산 규모는 경상

비 지출 규모와 더불어 실업교육의 질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처럼 높은 수준의 시설을 갖춘 학교를 신설하

는 것은 설립 주체에게는 매우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공업학교

와 수산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로서는 설립과 유지가 매우 어려웠다. 예를 

들어, 경성공업학교는 그동안 갑종 3년제 학교였던 것에서 1938년 갑종 

5년제로 확대 개편하고 대방동에 새로운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계

135) 朝鮮總督府統計年報(19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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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인가되고 있었다.136) 이 때 학교의 신축 예산안을 보면,137) 학교용

지비, 건축비, 설비비 항목으로만 85만원이 넘는 비용을 책정하고 있었

다. 이처럼 실업학교의 설립과 운영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정책 

당국의 의지가 없는 한 실업교육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136) 朝鮮總督府官報, 1938년 3월 31일.

137) 용지비 150,000원, 건축비 492,647원, 설비비 210,000원으로 학교 신축비로만 총 852,647

원이었다.(｢道立工業學校新設計劃｣, 19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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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업교육 기회의 분배 구조

식민지시기 중등교육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극심한 입학 

경쟁을 치러야 했다. 실업학교의 입학 경쟁은 더욱 치열하여, 매년 평균 

경쟁률이 5대1을 상회하였고, 개별 학교에 따라서는 입학 정원의 열 배

가 넘는 지원자가 몰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하에서는 극심한 경쟁을 낳

는 실업교육 기회의 분배 구조가 갖는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중등교육 기회의 차별적 분배

<그림 3>과 <그림 4>는 중등교육에 재학하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계

열별 구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인의 경우 식민지시기 중반까지 

일반계열 재학생수가 실업계열 재학생수에 비해 많았다.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어, 식민지시기 말기에는 오히려 실업계열 재학생수가 일반계열 

재학생수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에 일본인의 경우 식민지시기 전 기간을 

관통하며 일반계열 재학생수가 실업계열 재학수보다 훨씬 많았으며, 그 

비율의 차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채 약간의 감소 경향만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인 중등학교 재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식민지시기 전체를 관통

하며 실업계 학교에 비해 일반계 학교의 재학생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인의 일반계 재학생 비율은 1910년대 초반부터 

80%라는 높은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비록 그 비율이 서서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식민지시기 말기가 되어도 70%를 약간 하회하는 정

도였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계 재학생 비율의 감소분이 모두 실업계 재

학생 비율의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일반계 학교와 유사한 성격

인 사범학교 재학생 비율이 함께 증가하고 있었다. 1943년도가 되어도 

일본인 중등학교 학생들의 67%가 일반계 학교에 재학하였고, 실업계 학

교에 25%, 사범계 학교에 8%가 재학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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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조선인 중등교육 재학생수 일본인 중등교육 재학생수

 일반계  실업계  사범계 합계  일반계  실업계  사범계 합계

1910 679 1,011 239 1,929 720 170  - 890

1911 643 1,573 348 2,564 944 288 27 1,259

1912 572 2,025 321 2,918 1,194 295 26 1,515

1913 714 2,422 380 3,516 1,542 301 29 1,872

1914 1,178 2,584 254 4,016 1,752 368 34 2,154

1915 1,478 2,962 188 4,628 2,120 498 33 2,651

1916 2,125 3,247 107 5,479 2,485 528 35 3,048

1917 2,702 3,403 108 6,213 2,913 649 34 3,596

1918 3,385 3,100 117 6,602 3,270 1,039 34 4,343

1919 2,627 2,380 194 5,201 3,668 1,286 23 4,977

1920 3,768 2,624 182 6,574 4,321 1,335 23 5,679

1921 6,038 3,640 326 10,004 5,435 1,427 105 6,967

1922 7,724 4,595 303 12,622 6,416 1,717 303 8,436

1923 9,509 4,810 1,415 15,734 7,671 2,107 384 10,162

1924 10,463 4,880 1,737 17,080 8,768 2,485 489 11,742

1925 11,500 5,491 1,703 18,694 9,990 2,663 621 13,274

1926 12,847 6,595 1,712 21,154 10,739 2,159 702 13,600

1927 13,634 8,464 1,808 23,906 11,518 3,520 718 15,756

1928 14,669 9,373 1,752 25,794 11,961 3,137 675 15,773

1929 15,262 10,016 972 26,250 12,567 3,802 695 17,064

1930 16,311 10,672 574 27,557 13,260 4,392 619 18,271

1931 17,027 11,754 690 29,471 13,639 4,247 700 18,586

1932 18,037 12,264 960 31,261 14,117 4,698 712 19,527

1933 19,614 13,560 1,138 34,312 15,080 5,581 753 21,414

1934 20,281 15,133 1,305 36,719 15,720 5,657 795 22,172

1935 21,266 16,489 1,483 39,238 16,526 5,823 951 23,300

1936 22,248 18,520 1,980 42,748 17,546 6,126 1,192 24,864

1937 23,653 19,846 2,084 45,583 18,826 6,802 1,574 27,202

1938 26,473 22,166 2,781 51,420 20,010 7,165 2,178 29,353

1939 28,880 25,597 3,078 57,555 21,264 7,825 2,475 31,564

1940 32,755 31,116 4,410 68,281 22,139 8,655 2,281 33,075

1941 35,750 34,878 5,403 76,031 24,403 8,844 2,081 35,328

1942 40,309 39,768 6,033 86,110 26,541 10,469 2,137 39,147

1943 44,448 45,842 7,481 97,771 28,643 10,753 3,473 42,869

- 朝鮮總督府統計年報(1910, 1911, 1912, 1917, 1922, 1927, 1932, 

1937, 1938, 1942년); 朝鮮諸學校一覽(1943년)

<표Ⅱ-12> 조선인과 일본인의 중등교육 재학생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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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인 중등교육 재학생의 계열 구성비 변화 

- 朝鮮總督府統計年報(1910, 1911, 1912, 1917, 1922, 1927, 1932, 

1937, 1938, 1942년); 朝鮮諸學校一覽(1943년)

<그림 4> 조선인 중등교육 재학생의 계열 구성비 변화 

- 朝鮮總督府統計年報(1910, 1911, 1912, 1917, 1922, 1927, 1932, 

1937, 1938, 1942년); 朝鮮諸學校一覽(19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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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의 중등교육 재학생들의 경우, 식민지시기 전반기인 1920년대 

중반까지 일반계열 재학생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60%에 이르고, 반면

에 실업계열 재학생의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여 29%까지 축소된다.138) 

물론 이러한 현상은 실업계열 학생수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열 재학생수가 실업계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결과

이다. 공립의 고등보통학교가 신설되었고 사립학교들이 인가를 받아 고

등보통학교 체제로 편입되면서, 중등교육에 재학하는 조선인 가운데 일

반계열 재학생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 

이후로 점차 일반계열 재학생 비율은 줄어들고 실업계열 재학생 비율은 

증가하여, 194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실업계열 재학생의 비율은 47%로 

일반계열의 재학생 비율 45%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실업계열 학교는 단기의 실업보습학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업보습학교는 학제상 중등교육과정 

단계에 있지만 질적으로는 매우 열악한 교육조건에 있었다. 이러한 실업

보습학교에서는 조선인 재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간이실업학

교가 설치되었던 1910년대에는 조선인만이 100% 재학하였고, 실업보습

학교 설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25년 이후에도 실업보습학교의 조선

인 재학생 비율은 90% 정도가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표Ⅱ-1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조선인 실업계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저급한 실업보습

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30년도 이후 실업학

교와 실업보습학교에 재학하는 조선인 학생은 평균 3:1의 비율이 유지

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인의 경우는 9:1 정도였다. 그만큼 조선인의 실

업교육은 일본인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38) 朝鮮總督府統計年報의 1910년대 초반의 교육통계는(특히 사립학교) 부정확하여 일반계열 

학생 비율이 과소하게 나타나고 있다. 朝鮮諸學校一覽을 토대로 한다면, 1910년대 전반기 

중등교육 조선인 일반계열의 재학생 비율은 30% 정도로 유지된다. 여기에서는 일관된 분석을 

위하여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 자료 내에서만 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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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조선인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연도 (합) 실업 보습 실업 보습 (합) 실업 보습 실업 보습 

1930 4,392 4,064 328 93% 7% 10,672 7,846 2,826 74% 26%

1935 5,823 5,215 608 90% 10% 16,489 12,234 4,255 74% 26%

1940 8,655 7,568 1,087 87% 13% 31,116 22,855 8,261 73% 27%

1943 10,762 10,301 461 96% 4% 45,842 34,718 11,124 76% 24%

-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 朝鮮諸學校一覽(1943년).

<표Ⅱ-13> 조선인과 일본인의 실업학교·실업보습학교 재학생 비율 

한편, 식민지시기 중등교육 현황을 일본 본토 내에서의 중등교육과 비

교하는 것은 의미가 클 것이다. 이를 통해 동시기 절대적인 성장 규모만

이 아니라, 취학률 및 계열별 구성비를 비교하여 조선인 중등교육 성장

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Ⅱ-14>는 조선인

의 중등교육 현황, 일본 본토에서의 중등교육 현황, 그리고 조선에 거주

하는 일본인의 중등교육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실업보습학교는 일본과 

조선에서 그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업보습학교 항목은 제외하고 남

녀 일반계 학교와 5년제 및 3년제 실업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

서 <표Ⅱ-14>는 앞서의 자료들과 절대적인 학생수에서 차이가 있지만 

상호 비교 해석에서는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조선인의 중등교육 취학 규모와 일본내 일본인의 중등교육 취학 

규모를 비교하도록 하자. 조선인의 경우는 1942년 일반계 중등학교에 

40,309명과 실업학교에 29,832명이 재학하여, 총 중등학교 학생수는 

70,141명이 되었다. 이를 합하면, 총인구 1만명 당 26.6명 정도의 취학 

규모였다. 반면에 일본내 일본인의 중등교육 재학생수는 일반계와 실업

계를 합하여 대략 19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총 인구 1만명당 

258.7명 정도였다. 이처럼 1942년 조선인의 중등교육의 취학 규모는 일

본내 일본인 학생 취약 규모의 1/10에 해당하는 미약한 수준이었다. 한

편, 일반계와 실업계 학교 재학생수의 비율에 있어서는, 조선인과 일본

내 일본인의 중등교육 모두에서 일반계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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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 학교 실업계 학교 계열별 비율

연도 학생수

총인구 

1만명당 

학생수

학생수

총인구 

1만명당 

학생수

일반계

학교

실업계

학교

조선인 중등교육 현황

1910 679 0.5 918 0.7 43% 57%

1915 1,478 0.9 1,422 0.9 51% 49%

1920 3,768 2.2 1,836 1.1 67% 33%

1925 11,500 6.0 4,807 2.5 71% 29%

1930 16,311 8.1 7,846 3.9 68% 32%

1935 21,266 9.7 12,234 5.6 63% 37%

1940 32,755 13.8 22,855 9.6 59% 41%

1942 40,309 15.3 29,832 11.3 57% 43%

조선 내 일본인 중등교육 현황

1910 720 42.0 170 9.9 81% 19%

1915 2,120 69.8 498 16.4 81% 19%

1920 4,321 124.2 1,063 30.6 80% 20%

1925 9,990 235.2 2,506 59.0 80% 20%

1930 13,260 264.2 4,064 81.0 77% 23%

1935 16,526 283.3 5,215 89.4 76% 24%

1940 22,139 321.0 7,568 109.7 75% 25%

1942 26,541 352.6 9,706 128.9 73% 27%

일본 내 일본인 중등교육 현황

1910 178,584 36.3 64,739 13.2 73% 27%

1915 237,903 45.3 93,736 17.8 72% 28%

1920 328,489 58.7 136,290 24.4 71% 29%

1925 598,238 100.1 212,867 35.6 74% 26%

1930 714,690 110.9 288,681 44.8 71% 29%

1935 752,783 108.7 397,687 57.4 65% 35%

1940 987,877 137.3 624,699 86.8 61% 39%

1942 1,205,320 165.4 680,054 93.3 64% 36%

- ｢朝鮮總督府統計年報｣; ｢日本の推定人口｣; [明治以降我國の人口]; 文部省, 

｢學制百年史｣. 

- 일반계 학교는 공사립의 중학교, 고등여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

학교이며, 실업학교는 실업보습학교를 제외한 5년제(혹은 3년제) 실업학교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Ⅱ-14> 조선과 일본에서의 중등교육 취학 규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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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조선인 중등교육의 경우, 일반계 학교 재학생의 비율은 1925

년에 71%였다가 1942년에는 57%까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일본내 일

본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일반계 학교 재학생 비율이 74%에서 64%

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중등교육 현황은 일본내의 중등교육 

현황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2년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중등교육 재학생은 일반계에 26,541명, 실업계에 

9,706명으로, 이를 합하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1만명당 481.5명 규

모에 이르고 있다. 같은 시기 조선인의 26.6명과 비교할 때는 물론이고 

일본에서의 258.7명과 비교하여도 훨씬 높은 중등학교 취학 규모이다. 

또한 일반계와 실업계 재학생 비율에서도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상

황은 일본에서의 경우와 차이가 컸다. 1942년도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

인 중등학생의 계열별 재학자수 비율은 일반계와 실업계가 각각 73%와 

27%였다. 일본에서의 일본인 중등학생의 일반계와 실업계 비율이 각각 

64%와 36%인 것과 비교할 때, 일반계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마저도 

1930년대 이후에서야 감소한 결과이며,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중등학

생의 일반계 재학생 비율은 식민지시기 전반기에는 80%를 상회하고 있

었다. 다시 말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일본 본토에서보다 훨씬 

높은 중등교육 기회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반면에 조선인의 중등교육 

기회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실업학교 입학 경쟁의 구조 

중등교육의 민족별 재학생 비율을 보면, 실업계 학교 재학생수에서 조

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계 학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Ⅱ

-15>는 식민지시기를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중등교육 전체 및 일반계, 

실업계, 사범계 학교의 재학생 가운데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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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등교육 전체 일반계 학교 실업계 학교 사범계 학교

1912 66% 32% 87% 93%

1917 63% 48% 84% 76%

1922 60% 55% 73% 50%

1927 60% 54% 71% 72%

1932 62% 56% 72% 57%

1937 63% 56% 74% 57%

1942 69% 60% 79% 74%

-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

<표Ⅱ-15> 중등교육 계열별 재학생의 조선인 비율

연도
실업학교

실업보습학교
농업 상업 공업 수산 직업

1922 95% 51% 30% 100% 89%

1927 88% 45% 15% 95% 91%

1932 89% 47% 25% 99% 86% 89%

1937 89% 50% 31% 97% 82% 84%

1942 92% 54% 50% 84% 94% 90%

평균 91% 49% 30% 95% 88% 89%

-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

<표Ⅱ-16> 실업계 학교 종류별 재학생의 조선인 비율 

일반계 학교의 재학생수 가운데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식민지시기 

초기에 30% 정도에 머물다가 점차 상승하여 식민지시기 말기에 이르면 

60%를 넘어서고 있다. 사범계 학교의 경우는 당국의 시기별 교원양성정

책의 변화에 따라 조선인 학생의 비율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실업계 학교에서 재학생수 가운데 조선인 비율은 식민지

시기 초기에는 80%가 넘는 비중이었고, 이후 점차 하락하여 70% 가까

이 이르렀다가 식민지 말기에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식민지시기 

중기에 실업계 재학생의 조선인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이유는, 이 무렵

부터 실업학교에 일본인이 입학하며 조선인과 일본인이 공학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실업학교에 진학하는 일본인 학생이 늘

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조선인 학생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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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학교를 종류별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조선인 재학생의 비

율을 비교하면 <표Ⅱ-16>과 같다. 농업학교와 수산학교 재학생의 조선

인 비율이 높아 대체로 90%를 넘고 있었다. 그러나 상업학교의 경우는 

조선인 비중이 낮아 식민지시기에 줄곧 50% 전후에 머물러 있었다. 그

리고 공업학교의 조선인 비율은 보다 낮았는데, 1937년도까지는 유일한 

공업학교였던 경성공업학교의 재학생 비율만이 반영되고 있다. 당시 경

성공업학교는 3년제 갑종학교로 보통학교 졸업자가 아닌 고등소학교 2

년 혹은 보통학교 고등과 2년을 마친 학생이 입학하는 학교였다. 그러나 

조선인이 다니는 보통학교에 고등과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

문에 조선인이 경성공업학교에 입학하기는 불리한 조건이 있었다. 이후 

공업학교가 증설되고 5년제 학교로 운영되면서 조선인의 재학생 비중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실업보습학교는 조선인 재학생의 비율이 높

아 90% 전후가 유지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일반계와 실업계 

학교, 그리고 각 종류별 실업학교에서의 민족별 재학생 구성비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그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다. 대부분의 중등학교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선발 경쟁을 치러야 

했던 상황이라면, 민족간 재학생수 비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단순히 

학생들의 학교 선호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적인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는가? 

먼저, 일반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는 단순한 계열 구분을 떠나서 또 다

른 중요한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계 학교는, 적어도 1938년 이전

까지는 학교명이 구분되어 있어서 조선인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와 일본

인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즉, 조선인이 

입학하는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 그리고 일본인이 입학하는 

중학교와 고등여학교로 나뉘어 있었고, 서로 교차 입학하는 예는 드문 

경우였다.139) 따라서 일반계 재학생수에서의 민족별 비율의 차이는 민족

139) 1937년 현재 고등보통학교에 재학하는 일본인은 2%, 중학교에 재학하는 조선인은 6%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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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입학할 수 있는 학교수의 차이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 즉, 중등 일

반계 학교의 재학생 비율 차이는 조선인을 위한 학교와 일본인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증설이 이루어진 결과인 것이다. 그

러나 실업계 학교의 경우는 이와는 상황이 다르다. 실업학교는 민족에 

따라 입학하는 학교를 구분하지 않았다. 즉, 실업교육은 조선인과 일본

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입

학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실업계 학교에서 재학생 비율의 민족간 차이

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각 학교의 입학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Ⅱ-17>은 일반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 입학 지원자의 입학률을 보여주고 

있다. 입학률은 지원자 가운데 입학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므로, 입학

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입학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말

해준다. 일반계와 실업계 학교를 계열별로 비교하면,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에서 실업계 학교의 입학률이 훨씬 낮았다. 그러나 일반계 학교보다

는 실업계 학교의 입학 경쟁이 보다 치열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일반계 학교를 살펴보면, 일반계 학교 일본인 지원자의 경우 줄

곧 70% 이상의 입학률을 보여주다가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 60% 정

도로 다소 하락하였다. 반면, 일반계 학교 조선인 지원자들의 입학률은 

30~40%대였으나, 1930년대 초반부터 입학률은 계속 낮아져 1937년도

에 이르면 22%까지 하락하였다. 다음으로 실업계 학교를 보면, 일본인 

지원자는 50% 이상의 입학률을 보이다가 1930년 중반부터 50% 이하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실업계 학교 조선인 지원자의 경우는 줄곧 20% 전

후의 매우 낮은 입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지원

자의 불과 16%만이 입학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반계 학교와 실

업계 학교 모두에서 조선인의 입학률은 일본인에 비해 매우 낮았다. 특

히 실업계 학교의 조선인 입학률은 더욱 낮았고, 해마다 정원의 5배가 

넘는 지원자들이 몰려 치열한 입학 경쟁이 계속되었다.

였다.(朝鮮總督府統計年報, 19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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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 학교 지원자 및 입학률

연도
일본인 조선인

지원자 입학자 입학률 지원자 입학자 입학률

1927 4,648 3,186 69% 12,498 4,500 36%

1928 4,300 3,141 73% 16,067 4,946 31%

1929 4,623 3,283 71% 15,593 4,796 31%

1930 4,549 3,392 75% 14,064 4,993 36%

1931 4,655 3,408 73% 12,113 5,103 42%

1932 4,641 3,459 75% 12,267 5,134 42%

1933 5,267 3,686 70% 12,931 4,898 38%

1934 5,279 3,842 73% 15,434 5,006 32%

1935 7,056 4,218 60% 19,682 5,161 26%

1936 7,448 4,450 60% 24,816 5,382 22%

1937 8,246 4,890 59% 27,001 5,910 22%

실업계 학교 지원자 및 입학률

연도
일본인 조선인

지원자 입학자 입학률 지원자 입학자 입학률

1927 1,745 950 54% 11,350 2,384 21%

1928 1,834 941 51% 13,479 2,402 18%

1929 1,792 970 54% 12,890 2,463 19%

1930 1,874 1,043 56% 11,066 2,330 21%

1931 2,178 1,247 57% 11,676 2,638 23%

1932 2,305 1,278 55% 12,075 2,610 22%

1933 2,547 1,373 54% 13,397 2,753 21%

1934 3,130 1,542 49% 16,068 2,909 18%

1935 3,215 1,577 49% 18,978 3,246 17%

1936 3,526 1,507 43% 24,205 3,612 15%

1937 3,863 1,773 46% 26,887 4,298 16%

- 學事參考資料(1937).

- 일반계 학교는 공·사립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중학교, 고등여학

교이며, 실업계 학교는 5년제 및 3년제 남녀 공·사립 실업학교이다.

<표Ⅱ-17> 일반계와 실업계 학교 입학 지원자의 입학률

같은 실업계 학교라도 입학률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표Ⅱ-18>은 실

업학교를 종류별로 나누어 입학률을 비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학생

수가 적었던 공업학교의 경우는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 매우 낮은 20% 

정도의 입학률을 보이고 있다. 수산학교의 경우에는 조선인의 지원 비율

이 매우 높은 학교였으며, 1930년대 후반에는 지원자수가 급증하여 입

학률도 2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1930년대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직업

학교의 경우에는, 조선인의 입학률은 20%정도였지만, 일본인의 경우는 



- 89 -

계열 민족별 1928년 1931년 1934년 1937년

농업

일본인  

지원자 277 287 447 396

입학자 106 158 198 167

입학률 38% 55% 44% 42%

조선인  

지원자 7,156 4,768 8,088 11,396

입학자 1,331 1,317 1,402 1,875

입학률 19% 28% 17% 16%

상업

일본인  

지원자 1,249 1,345 1,813 2,190

입학자 656 741 798 906

입학률 53% 55% 44% 41%

조선인

지원자 5,858 5,066 6,604 11,993

입학자 921 993 1,210 1,709

입학률 16% 20% 18% 14%

공업

일본인

지원자 137 128 197 289

입학자 54 51 56 61

입학률 39% 40% 28% 21%

조선인 

지원자 21 58 98 121

입학자 7 12 25 27

입학률 33% 21% 26% 22%

수산

일본인

지원자 4 3 12 8

합격자 4 2 9 1

입학률 100% 67% 75% 13%

조선인

지원자 206 242 189 574

합격자 99 95 73 89

입학률 48% 39% 39% 16%

직업

일본인

지원자 124 261 275

입학자 88 217 193

입학률   71% 83% 70%

조선인

지원자 1,301 755 2,285

입학자 180 150 503

입학률   14% 20% 22%

여자

일본인

지원자 167 291 400 705

입학자 110 198 258 441

입학률 66% 68% 65% 63%

조선인

지원자 2 13 98

입학자 1 7 46

입학률   50% 54% 47%

- 學事參考資料(1937년).

<표Ⅱ-18> 실업학교 종류별 입학 지원자의 입학률 

70%를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자실업학교는 일본인의 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였으며, 상대적으로 소수인 조선인의 입학률 역시 일본인보다

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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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가 많고 재학생 규모도 컸던 농업학교와 상업학교의 경우에 입

학 상황은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다. 두 학교 모두에서 일본인의 경우는 

입학률이 40%를 훨씬 웃돌고 있었지만, 조선인의 입학률은 매우 낮아 

20%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1937년도만 보더라도, 조선인은 농업학교

에 1만 1천여 명이 지원하고 있으나, 입학할 수 있었던 사람은 2천 명

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상업학교의 경우에도 조선인 지원자 1만2천 

명 가운데 1만 명이 넘는 대다수 지원자는 입학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실업학교 입학생 전체에서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었다. 실업학교의 조선인 

지원자수가 점차 증가하여 입학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도, 재

학생수의 민족별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식민지시기 전 기간에 

걸쳐 농업학교 재학생의 조선인 비율은 91% 정도였으며, 상업학교는 

49%, 공업학교는 30% 정도가 줄곧 유지되고 있었다. 민족별로 진학하

는 학교가 구별되어 있던 일반계 학교와 달리, 입학 자격에 민족별 제한

이 없는 실업학교에서도 재학생의 민족별 비율은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입학 전형에서 민족별로 선발 인원이 내정

되어 있었던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업학교 입학생의 민족별 정원 할당은 민족간 공학이 시작되는 초기

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린상업학교는 공학을 시행하면서도 교육과정

은 민족별로 다르게 운영하였다.140) 본과 과정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일본인 대상의 본과 1부와 조선인 대상의 본과 2부에 각각 정해진 인원

을 배정하여 신입생을 모집하였다.141) 선린상업학교의 이러한 신입생 선

발 방식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리고 경성공업학교의 전신인 공업전

습소의 경우도 일본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면서 각 학과마다 민족별로 

정원을 할당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142) 즉, 교육 당국은 공업전습소의 

140) 선린팔십년사편찬회(1978), 선린팔십년사, 154쪽.

141) ｢매일신보｣, 1914년2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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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도 본과 신입생 모집에서 일본인은 3개 학과에 15명, 조선인은 

5개 학과에 25명을 할당하여 선발하고자 하였다. 이듬해부터 조선인 선

발 인원은 일본인보다 훨씬 적었으며, 1930년대 말까지 경성공업학교의 

입학생 가운데 조선인 학생의 비율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143) 

실업학교에서 입학 정원의 민족별 할당 문제는 대개의 실업학교에서 

표방했던 ‘무차별 원칙’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무차별 

원칙’은 민족 공학이 실시되었던 실업학교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144) 학급과 기숙사 편제에서 민족별로 혼

합하여 편성하고, 학생 대표도 민족별 동수가 되도록 선출하는 것 등으

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방침을 확대하여, 신입생 모집

에서도 민족간 차별이 없이 조선인과 일본인을 동수로 선발하고자 하였

던 것이다. 예를 들어, 대구상업학교와 경기상업학교는 정원 100명의 신

입생 모집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각각 50명씩 선발하였고, 이리농림학

교 역시 입학생 정원을 민족별로 절반씩 할당하고 있었다.145) 이와 같은 

민족별 동수 선발의 원칙은 교육 당국이 실업학교의 민족별 입학 비율을 

임의적으로 통제하고 있던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입학 지원자수가 급증한 상황에서 민족별 입학생 비율의 통제는 실업

학교의 입학 전형에서 민족별로 제한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

다. 입학 정원 40명 가운데 조선인 30명과 일본인 10명 정도가 합격했

던 강경상업학교의 경우에도, 당시 학생들은 비록 학칙에는 규정되어 있

지 않지만 민족별로 입학자수가가 내정되어 있는 어떤 “비밀조항”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146) 정원 10명이 배정된 일본인의 

142) ｢매일신보｣, 1914년5월15일.

143) 1931년~1934년까지 4년 동안 경성공업학교의 입학생 총원 277명 가운데 조선인은 75명으

로 27%의 비율이었다.(｢동아일보｣, 1931년3월31일, 1932년4월7일, 1933년3월30일, 1934년3

월27일).

144) ｢鎭南浦公立商工學校徵兵令上認定の件｣, 實業學校徵兵令上認定の件(1926년).

145) 대구상업고등학교 오십년사 편찬회(1973), 대상오십년사, 42~43쪽; 경기상업고등학교동창

회(1973), 경기상고오십년, 28쪽; 이리농림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1982), 이리농림육

십년사, 28쪽.

146) 강경상업고등학교(1990), 강상칩십년사, 58~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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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선인과 일본인의 중등학교 입학 경쟁률 비교

- 學事參考資料(1937년).

- 일반계 학교는 공사립 남녀고등보통학교,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의 각 학교 

민족별 입학자 총원 대비 지원자수이다. 실업계 학교는 관공사립의 갑·을종 

실업학교의 각 학교 민족별 입학자 총원 대비 지원자수이다.

경우는 지원자가 적어 거의 전원 입학과 다름없었지만, 나머지 30명을 

두고 조선인 지원자들끼리 극심한 입학 경쟁을 치르는 형국으로 이해되

었기 때문이다.147) 이러한 사정은 비교적 조선인 입학생수가 많았던 농

업학교에서도 일본인보다 조선인의 입학 경쟁이 보다 치열했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식민지시기 실업학교의 입학 경

쟁은 민족별로 제한된 경쟁이었고, 민족별 입학생수는 인위적으로 배분

된 민족별 입학 정원이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로소 

민족별로 구분된 지원자수 대비 입학자의 비율을 실제 민족별 입학 경쟁

률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는 민족별 및 계열별로 구분하여 중등학교의 입학 경쟁률 변

화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었다.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에게서 일반계 학

147) 강경상업학교의 민족 차별적 입학 경쟁에 관해서는 정연태(2012a), ｢일제강점기 한·일공학 

중등학교의 관행적 민족차별｣, 한국사연구 제159호, 한국사연구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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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다는 실업계 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더 높았지만, 조선인의 중등학교 

입학 경쟁은 훨씬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인의 경우, 일반

계 학교 입학 경쟁률은 2:1에 미치지 않는 정도에서, 그리고 실업계의 

경우는 이보다 약간 높은 2:1을 전후하여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조선

인의 경우, 일반계 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3:1 전후에서 1930년대 후반

부터는 4:1 이상으로 높아졌다. 조선인의 실업계 학교 입학 경쟁은 더욱 

치열한 것이었다. 대체로 5:1 전후의 입학 경쟁률은 1930년대 후반 이

후로는 6:1을 넘어서고 있다. 1937년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사된 

일반계 학교에 대한 조선인 지원자 2만7천 명 가운데 5천9백 명 정도가 

입학할 수 있었고, 실업학교를 지원한 조선인 학생 2만6천 명 중에 입학

에 성공한 사람은 불과 4천2백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일반계 학교에 비해 실업계 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당시 학생들이 일반계보다 실업계 학교를 더 선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입학 경쟁률 혹은 입학 지원자수 규모는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와 선호도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입학 지

원자수 규모나 경쟁률을 지표로 하여 학생들의 학교 선호도를 직접 비교

할 수는 없다. 당시 치열한 입학 경쟁 하에서 선발 시험이 치러졌기 때

문에, 진학을 목전에 둔 학생들 사이에는 이미 중등학교들에 대한 일종

의 ‘서열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등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합격에 대한 예측 등 실현 가능한 조건 하에서의 제한적인 선호도를 보

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5>의 입학 경쟁률과 관련하여 또 다른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인의 경우에 일반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 입학 경쟁률

의 변화 방향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실업계 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하락

한다고 해서 일반계 학교의 입학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조선인 학생들은 일반계 학교

와 실업계 학교 가운데 계열별 학교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은 나타

나고 있지 않다. 당시는 1930년을 전후한 세계적인 공황의 영향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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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후에 점차 회복되는 시기였다. 해당 기

간에 조선인 학생들의 일반계 및 실업계 학교에 대한 입학 지원자수에서

도 이와 유사한 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1928년을 기준으로 중등

학교에 대한 입학 지원자 총수는 점차 감소하여 1931년에는 20% 가까

이 감소하였다.148)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34년이 되어서야 1928년 수

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중등학교 입학 지원자수의 변화가 입학 경

쟁률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조선인의 중등학교 입학 경쟁

률은 중등교육 기회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경제적 환경에 따른 진학 

희망자수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148) 1928년의 조선인 중등학교 입학 지원자수는 2만9천여 명이었으나 1931년에는 2만3천여 명

으로 감소한 후에 다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인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다.(學事

參考資料, 19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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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업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저항 

본장에서는 실업학교의 교육 실천과 학생들의 집단적 저항에 주목하

여, 식민당국이 실업학교 교육을 통해 의도했던 교육 목적은 무엇이었는

가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조선인 학생들의 대응은 어떠하였는가를 검토

하고자 한다.

실업학교의 교육과정은 형식적으로 학과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분된

다. 이를 교육 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일반과목과 전공과

목에 대한 지식의 교수, 전공 실습을 통한 기술의 습득, 근로에 대한 태

도와 도덕성의 함양, 국가에 대한 인식과 의무를 자각하게 하는 정신적 

교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중심에 놓고, 각 시기

별로 교육과정 편제상의 특징과 핵심적인 교과목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

하고자 한다. 일반계 학교 및 일본에서 사용된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여, 

식민지 실업학교의 교육과정이 갖는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실업학교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실습교육이 갖는 주요한 특징에 

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실업학교 운영에서 핵심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민족 공학제가 실시

되었다는 점이다. 중등 일반계 학교는 민족별로 입학하는 학교가 별개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실업학교는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이 동일한 교실에 

배치되어 함께 교육을 받았다. 민족 공학제는 소위 형식적 ‘무차별 원칙’ 

하에 운영되었지만, 조선인 학생들은 학사 행정에서나 일상적인 학교생

활에서 노골적인 민족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차별적 관

행은 조선인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다. 

실업학교 학생들의 집단적 저항의 양상을 검토하여 그 의의를 규명하고

자 한다.

1. 실업학교의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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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당국의 교육정책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마다 교육과정이 새롭게 편

제되고 각 교과목의 교수요지도 개정되었다. 특히 수신, 국어(일본어), 

공민과 등은 도덕성 함양과 정신적 교화를 위한 핵심적인 과목으로 분류

되었다.1) 이들 과목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각 시기별로 변화되는 내용을 

추적하고자 한다. 또한 일반계 중등교육 및 일본에서 사용된 교과서와 

비교하여 식민지 실업교육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업교육

의 중요한 특징인 실습교육의 운영 현황을 검토할 것이다. 실습 여건이

나 수준, 실습조직의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실습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발표회 등을 주된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가. 교육과정 편제와 운영

(1) 대한제국시기의 교육과정

대한제국시기 말엽인 1909년에 ｢실업학교령｣이 제정되어 실업교육이 

확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2) 이어서 ｢실업학교령시행규칙｣이 제정됨으

로써 실업학교에서 교수되는 학과목의 종류와 수업시수가 예시되었다.3) 

실업학교 본과의 학과목은 실업에 관한 전공과목 외에, 수신, 국어및한

문, 일어, 수학, 이과이며, 다만 수학, 이과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리, 역사, 도화, 법규, 통계, 측량, 체조 등 기타 학과목을 부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실업학교에서는 수학, 이과, 역사 등 보통

과목에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들이 많았다. 그리고 일본어를 제외

한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은 설치 여부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실업학교령시행규칙｣에서 예시한 교육과정과 수업시수는 아래 <표Ⅲ

1) 교육당국은 이들 교과목에 대해서 “국민성 함양에 관계가 있는 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다.(朝鮮

總督府(1921), ｢現行敎科書編纂の方針｣, 1쪽)

2) ｢관보｣, 1909년 4월 27일(칙령 제56호).

3) ｢관보｣, 1909년 7월 9일(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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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목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수신 1 1 1 1 1 1 1 1 1

국어및한문 3 2 2 4 2 2 3 2 2

일어 6 3 2 10 8 7 6 3 2

지리 2

수학 5 4 4 5 4 3 5 5 5

이과 4 3 2 4 4 2 4 4 4

도화 1 1 1 1

체조 1 1 1 1 1

법규 1 1 1

측량 2 3

전공과목

(농,상,공업)
9 15 15 6 13 13 9 15 15

실습 6~10 6~10 6~10 3~6 6~10 6~10 6~10

계 30 30 30 34 34 30 30 30 30

- ｢實業學校令施行規則｣(1909년).

<표Ⅲ-1> 실업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시수(1909년)

-1>과 같다. 모든 학교에서 수학과 이과 과목이 비교적 비중 있게 편제

되어 있으나, 영어 등 일본어 이외의 외국어는 생략되어 있었다.4) 

농업학교와 공업학교는 비슷한 학과목 편제를 갖고 있다. 실습을 제외

한 학과교육 시간이 전학년 공히 주당 30시간이며, 실습은 주당 6~10

시간 정도로 규정되어 있다.5) 학과목의 내용을 보통과목과 전공과목으

로 구별하여 본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통과목의 수업 시간이 줄고 

전공과목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1·2·3학년 전체를 통틀어 볼 때, 농

업학교와 공업학교 모두에서 보통과목의 수업 시간은 51시간으로 실습

을 제외한 전체 학과교육 90시간 가운데 57% 비중이 된다.6) 그리고 농

업학교에서는 측량 과목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공업학교에서는 수학과 

4) ｢實業學校令施行規則｣에 수학과 이과 과목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실업보습학교를 염두에 

둔 조항인 것으로 보인다.

5) 다만, 농업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휴업기간, 즉 공휴일, 주말, 방학기

간이라도 실습을 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실업학교의 도화는 自在畵, 用器畵로 구분되는 데, 특히 용기화는 제도 과목이므로 전공과목으

로 구분되어야 하지만, 비교의 일관성을 위하여 여기에서는 일단 보통과목으로 분류한다. 법규, 

측량의 경우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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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편제되어 있다.  

실업학교 가운데 상업학교의 학과목 편제는 농업·공업학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업학교에서의 실습교육은 3학년에만 3~6시간이며, 1·2

학년 과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습을 부과하는 대신에 1·2학년

의 주당 학과교육 시간이 34시간으로 늘어나, 학과교육 시간은 전학년을 

합하여 98시간이 된다. 그리고 보통과목의 수업 시간은 66시간으로 학

과교육 총 98시간 가운데 6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업학교에서는 

일본어 과목의 비중이 높아 주당 25시간으로 전체의 26%에 이르고 있

다. 이는 전공과목인 상업 과목이 32시간으로 33% 비중을 갖는 것과 

유사한 정도였다. 일반계 중등학교에서 일본어 수업시간이 평균 6시간인 

점과 비교해 볼 때,7) 상업학교에서 평균 8시간이 넘는 일본어 비중은 

매우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실업학교령시행규칙｣에는 실업보습학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1910년 4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업보습학교규정｣이 따로 제정되었

다.8) 여기에서 실업보습학교는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실업에 종사함에 

필요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정의되었다. 실업보습학교는 다른 

학교에 부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학 자격에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

았다. 그리고 수업연한은 2년 이내이며, 토지의 상황에 따라 혹은 학생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융통성 있게 수업시간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야간이나 주말 혹은 계절에 따라서도 다양하고 탄력적인 운

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과목 구성도 실업 전공과목 외에 수신, 국어

및한문, 일어, 산술로 하였으나, 필요에 따라서 수신을 제외한 국어및한

문, 일어, 산술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1910년대 교육과정

7)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7월 9일(부령 제4호).

8) ｢관보｣, 1910년 4월 4일(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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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과정 요지

합방 이듬해인 1911년 ｢조선교육령｣에 근거하여 조선총독부령으로 ｢
실업학교규칙｣이 새롭게 제정되었다.9)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하였지만, 별표로 예시한 표준적인 교육과정은 농·상·공업

학교 모두 2년 과정이었다. 실업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실업 

관련 전공과목 이외에, 필수과목으로 수신, ‘국어’(일본어), 조선어및한문, 

수학, 이과를 규정하였고, 지리, 도화, 체조 등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리고 실업보습학교는 1년 과정의 간이실업학교로 변경되어, 전공

과목 외에 학교에 따라 ‘국어’, 조선어및한문, 산술 등을 부가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실업학교의 수업연한과 교육과정이 정비되면서, 그에 맞는 교재 공급

도 시급한 문제였다. 1911년 말까지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중등교육 

교과서는 존재하지 않았다.10) 당국은 초등교육 교과서 편찬에 주력하면

서도, 점차 중등교육에서 필요한 수신, ‘국어’, 조선어및한문, 지리, 역사 

과목의 교과서들을 간행하기 시작하였다.11) 고등보통학교용으로 편찬된 

이들 교과서를 ‘고본(稿本)’으로 하여, 여자고등보통학교와 실업학교 모

두에서 겸용하도록 하였다.12) 그 외 수학, 물리, 화학, 박물 등의 교과서

는 별도로 편찬하지 않는 대신에 일본의 문부성 검정도서 가운데 당국의 

인가를 얻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여러 교과목 가운데 조선총독부가 직접 교과서를 편찬한 수신, ‘국어’, 

조선어및한문, 지리, 역사 과목의 성격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들 교

과는 “國民性 양성에 관계가 있는” 과목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식민당

국이 직접 교과서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13) 각 교과에 대한 

9)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9월 1일(칙령 제229호);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20일(부

령 제113호).

10) 朝鮮總督府(1912), ｢敎科用圖書一覽｣.
11) 朝鮮總督府(1915), ｢敎科用圖書一覽｣, 3~4쪽.

12) 朝鮮總督府(1917), ｢朝鮮總督府編纂敎科書槪要｣, 20~22쪽.

13) 朝鮮總督府(1921), ｢現行敎科書編纂の方針｣,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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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지를 보면,14) 수신은 “교육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도덕과 사상

을 함양하고, 국가에 대한 책임과 국법을 준수하며 공익에 전력을 다하

도록 교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와 지리는 조선의 내용은 

배제된 채 일본과 세계의 역사와 지리만을 가르치도록 하였고, 특히 일

본의 고유한 국체(國體)를 교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당시 

교수 용어였던 일본어는 단순히 지식 습득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일본의 “국민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과목이다. 

반면에 수학, 물리, 화학, 박물 등 “직접적으로 國民性 양성과 관계가 

옅은” 학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실업학교의 농업, 상업, 공업, 수산 등 

각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교과서는 종류가 많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들 과목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검인정 교과서 가

운데 선택하여 당국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업학교

의 교과서 부족 문제는 심각하였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갖고 있는 유일

한 책을 등사물로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많은 양의 판서(板書)를 통해 수

업을 진행하는 형편이었다.15) 특히 농업학교의 경우 교과서 문제는 보다 

심각하였다. 조선의 토지와 기후 등은 일본과 달라서, 일본의 농업교육

을 그대로 적용한 나머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었다”고 한다.16) 그래서 식민당국은 조선에 맞는 농업 관련 교과서 편

찬을 서둘러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14년에는 농업학교와 수산학교에서 

사용할 전공 교과서 12종 18책이 간행되고 있었다.17)

이처럼 실업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보통과목의 교과

서를 겸용하고는 있었지만, 이들은 각기 상이한 교육 목적을 갖는 학교

였다. <표Ⅲ-2>와 같이, 각 학교 규칙의 교수상 주의사항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고등보통학교는 “생도의 상식을 길러 충량(忠

良)하고 근면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14)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20일(부령 제111호, 제112호)

15) 인고구십년사 편찬위원회(1985), 인고구십년사, 115쪽.

16) 朝鮮總督府(1917), ｢朝鮮總督府編纂敎科書槪要｣, 26쪽.

17) 朝鮮總督府(1915), ｢敎科用圖書一覽｣,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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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1. 생도의 상식을 길러 忠良하고 勤勉한 

國民을 양성하는 것은 고등보통학교의 주

요한 목적이므로, 어떠한 교과목에 대해

서도 항상 이에 유의하여 가르칠 것을 요

한다.

2. 언제나 秩序를 중시하고 規律을 지키

는 기풍을 양성하는 것은 교육상 중요한 

것이므로, 어떠한 교과목에 대해서도 항

상 이에 유의하여 가르칠 것을 요한다.

3. 국어는 국민정신이 깃들어 있고 또한 

지식기능을 얻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므로, 어떠한 교과목에 대해서도 국어의 

사용을 정확하게 하고 그 적용을 자재로 

할 수 있도록 기한다.

4. 지식기능은 생활상 적절한 사항을 선

택하여 가르치고, 헛되이 多識多能을 구

하여 산만하게 되는 폐단에 빠지지 않도

록 힘쓴다.

5. 가르침은 그 목적 방법을 그르침이 

없이 서로 연결하여 補益할 것을 요한다.

6. 가르침은 항상 그 방법에 주의하여 

헛되이 暗通·기억에 치우치지 않고 推理·

考察 능력을 얻게 할 것을 요한다.

1. 貞淑하여 勤儉한 여자를 양성하는 것

은 여학교의 주요한 목적이므로, 어떠한 

교과목에 대해서도 항상 이에 유의하여 

가르칠 것을 요한다.

2. 국어는 국민정신이 깃들어 있고 또한 

지식기능을 얻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므로, 어떠한 교과목에 대해서도 일본어

의 사용을 정확하게 하고 그 적용을 자재

로 할 수 있도록 기한다.

3. 지식기능은 생활상 적절한 사항을 선

택하여 가르치고, 헛되이 高尙迂遠에 馳

하여 輕佻浮華한 기풍을 馴致해서는 안 

된다.

4. 가르침은 그 목적 방법을 그르침이 

없이 서로 연결하여 補益할 것을 요한다.

5. 가르침은 항상 그 방법에 주의하여 

헛되이 暗通에 치우치지 않고 考察의 능

력을 얻게 할 것을 요한다.

실업학교

1. 誠實, 信用, 勤儉은 실업에 종사할 자에게 특히 필요한 것이므로, 어떠한 교과목

에 대해서도 항상 이에 유의하여 가르칠 것을 요한다.

2. 지식기능은 산업의 개량진보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가르치고, 또한 토

지의 상황에 따라 그 實際에 적절하게 할 것을 요한다.

3. 가르침은 理論에 치우침이 없이 항상 實習과 함께 하여 효과가 있도록 기해야 

한다.

- ｢高等普通學校規則｣; ｢女子高等普通學校規則｣; ｢實業學校規則｣(1911년)

<표Ⅲ-2> 고등보통학교와 실업학교의 교수상 주의사항 (19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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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일본어를 습득하고 질서와 규율을 지키는 기풍을 양성하는 데 주력

해야 하며, 대신에 암기 위주 교육이나 다식다능(多識多能)을 추구하는 

교육은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육 목적은 “정숙(貞淑)하여 근검한 여자를 양성하는 것”에 두고 있으

며, 고상우원(高尙迂遠)으로 치닫거나 경조부화(輕佻浮華)한 기풍이 일어

나지 않게 주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업에 종사할 자”를 양성하는 

실업학교의 교육 목적에서는 “성실, 신용, 근검”의 덕목들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교육 내용에서는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실제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교육 방법에서는 “이론에 치우침이 

없이 항상 實習”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중등단계 각 학교 교칙은 교육 목적에 따라 각기 상이한 교수

상의 주의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동일한 교과목이라 하더라

도 교수요지는 학교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실업학교규칙｣
에서는 각 교과목에 대한 교수요지가 명시되지 않아 직접 비교하기 어렵

다. 대신에 ‘국어’ 과목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실업학교와 고등보통

학교의 교육과정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당국은 중등교육에서 

‘국어’ 과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일본어 보급은 식민지 통

치상으로 필요하였고 교수 용어로서 지식 습득의 수단이었으며, 나아가 

일본어는 “국민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국어독

본의 문장(文章)은 일본의 “황실과 국가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고 이들 

내용을 매 권마다 권두에 실어, 일본의 國情을 알게 하고 新政의 旨趣를 

이해시키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즉, 국어독본은 아직 간행되지 않았던 

“수신서 대용”이 되도록 편집했다는 것이다.18) 그러므로 고등보통학교와 

실업학교의 국어독본을 비교하여, 중등단계 실업학교 교육이 지향했던 

바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고등보통학교의 ‘국어’ 과목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 高

等國語讀本을 편찬하고, 여자고등보통학교와 실업학교에서도 이를 겸용

18) 朝鮮總督府(1917), ｢朝鮮總督府編纂敎科書槪要｣,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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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다. 이후 점차 女子高等國語讀本과 實業學校國語讀本을 

별도로 편찬하였다. 고등국어독본은 모두 8권으로 1912~1914년에 걸

쳐 간행이 완료되었고, 4년제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시수를 염두에 두어 

총 8권 258개 편으로 학습내용이 구성되었다.19) 실업학교국어독본은 

모두 3권으로 1918년에 1·2권, 1920년에 3권이 간행되었으며, 2년 혹

은 3년 과정의 실업학교에 맞게 총 179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20) 이

렇게 시기적으로 늦게 편찬되었고 학습내용도 보다 적은 분량으로 구성

된 실업학교국어독본은 179개 편 가운데 약 70% 정도가 고등국어독

본과 동일한 제목을 갖거나 그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차이가 나

는 나머지 30%는 고등국어독본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실업학교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별도로 편집한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에서는 실업학교국어독본이 고등국어독본 가운데 선택한 내용, 생

략한 내용, 그리고 새롭게 편집한 내용은 무엇인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

다. 

먼저, 고등국어독본에는 없으나 실업학교국어독본에만 새롭게 편

집된 글에는 기행문, 서간문 등 특별히 실업교육에만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가벼운 신변잡기에 

해당되더라도, 농촌 생활의 풍미를 예찬하거나 상인의 삶에 관계되는 글

이 주로 선택되고 있다.21) 이와 유사한 내용이 고등국어독본에도 담겨 

있었으나, 실업학교국어독본은 그것들을 포함하면서도 농민과 상인의 

삶을 소재로 한 내용이 추가로 편집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편집 의도

는 ｢氣象과 농업의 관계｣(2권)나 ｢신용과 자본｣(2권) 혹은 ｢商人과 품성

｣(3권) 등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19) 1권은 1916년 3판, 2·3권은 1913년 재판, 4·5·6권은 1913년 초판, 7권은 1914년 재판, 8권

은 1914년 초판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0) 실업학교국어독본 1·2권은 농업학교와 상업학교의 1·2학년 수업에, 3권은 상업학교의 3학

년 수업에 충당하도록 서술되었다. 1·2권은 1918년 초판, 3권은 1920년 초판을 분석 대상으

로 하였다.

21) 1권의 ｢낙엽｣, ｢시골의 四季｣, 2권의 ｢방문과 영접｣, ｢상표｣, 3권의 ｢전원도시｣, ｢시간은 금｣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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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和魂·漢才’라 하였지만... 지금에 필요한 것은 ‘和

魂·商才’의 발현이다. 상업의 재능은 縱橫·無碍해야 하며, 그것

에 의해 商利를 키우고 자본을 늘려 점차 그 업무를 확장하는 것은 

상인이 힘써야 할 바가 되었다. 그러나 大和魂의 操守에 의해, 義理

를 중히 하고 公益을 도모하고 세계와 국가를 위하여 그 財富를 이

용하는 것은 實業家로서 국민의 상위에 서서 큰 뜻을 이루는 責務

도 함께 이르는 말이다.22) 

｢商人과 품성｣에서는, 옛날에는 “화혼한재(和魂·漢才)”가 대접받는 시

기였지만, 현재는 “화혼상재(和魂·商才)”, 즉 이익을 추구하려는 상인의 

정신과 전통적인 일본정신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전에는 이

익을 추구하는 노력을 “상인근성”이라 하여 천시하였지만, 지금은 상인

의 역할이 한 국가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한다. 그

러나 상인의 이익 추구는 일본의 전통적인 정신, 즉 대화혼(大和魂)에 

유념하여, 사익만이 아니라 공익과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책임도 함

께 지는 것이 현대적인 “실업가”라는 것이다. 이처럼 신변잡기라 하더라

도 상인과 농부의 삶을 예찬하고 “실업가”로서의 자세와 정신에 관한 내

용들이 특별히 편집되어 있다. 

한편, 실업학교국어독본은 고등국어독본 가운데 ｢공부(勉强)｣(3권)

와 같이, 학업과 독서를 권하는 내용들이 생략되고 있다.23) 고등국어독

본에서 처음 배우는 제1과는 입학생들에게 “다수의 지원자 중에 선발”

된 집단임을 강조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앞으로는 이전보

다 “수 배의 공부”가 더 필요함을 당부하는 내용이다.24) 반면에 실업학

22) ｢商人と品性｣, 실3-25, 93~94쪽. ‘실3-25’은 ‘실업학교국어독본 제3권 제25과’를 줄인 

표기이며, 이하에서도 동일하다.

23) ｢勉强｣에서는 德川막부시대의 유학자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가 9살 때부터 “낮에는 行草 

3천자를, 밤에는 1천자를 공부하는 계획을 세우고” 졸음을 쫓기 위해 물바가지를 뒤집어쓰며 

열심히 공부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勉强｣, 고3-25, 102~103쪽)

24) ｢入學｣, 고1-1,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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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국어독본의 제1과는 입학생들에게 “학교에 입학한 것은 實業을 좋아

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실습의 즐거움과 “지식이 상당하고, 신체도 

건강하고, 품성이 고상하지 않으면, 결코 훌륭한 실업가”가 될 수 없다

고 강조하는 내용이었다.25) 이처럼 실업학교국어독본은 고등국어독본

보다 학과 공부, 지식 공부보다는 실습, 신체 단련, 품성 도야를 강조하

는 내용들이 많았으며, 신변잡기적인 글을 선택하면서도 그 소재는 장차 

실업에 종사할 사람으로서의 덕목과 자세, 그리고 농촌의 삶을 예찬하는 

내용들이 많았다.

다음으로, 실업학교국어독본이 고등국어독본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은, 학생들에게 본받을 만한 모범으로 제시되는 인물들의 유형에 차

이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업학교국어독본은 “훌륭한 실업가”의 

표상으로서 많은 재물을 모았던 유명한 상인들의 성공담이 소개되고 있

다. 그 가운데 1권의 고윤묵(高允默), 2권의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 3

권의 가와무라 주이켄(河村瑞軒) 등은 고등국어독본에는 소개되지 않

는 인물들이다. 특히 고윤묵이나 도미타 기사쿠 등은 당시 아직 생존해 

있던 기업인으로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었다.26) 이러한 인물

들을 소개하는 방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篤行者로서 高允默은... 궁핍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5세 무렵

부터 米穀 소매상을 운영하여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매

우 勤勉儉約하였기 때문에 낭비를 돌아보고 餘財를 저축하여 5년 

동안에 약간의 자금을 만들어서 米穀 도매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아주 열심히 일해서 30세에는 이미 수만의 부를 쌓아 지금

은 수십만 원의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예와 다른 

점이 없이 粗衣粗食에 만족하고 검소를 지키며, 가족에게도 엄하게 

사치를 경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慈善事業에는 조금

25) ｢私共ノ覺語｣, 실1-1, 1~2쪽.

26) 조선인 고윤묵(高允默)은 미곡상인으로 거대부호였고,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는 조선에 건너

와 광산업(殷栗鑛山)과 요업(高麗燒製作所) 등으로 크게 부를 축적한 일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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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낌이 없이 수차례 거액을 내었습니다.27)

｢고윤묵｣의 예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업학교국어독본에서 모범적

인 인물들이 소개되는 방식과 강조점은 대체로 동일하였다. 대개는 어려

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며,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

익을 위해서도 힘쓴 실업가들로 묘사된다. 이러한 소위 “독행자(篤行

者)”의 예화를 읽고, 학생들은 근검, 절약, 성실의 덕목을 체화하고 국가

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할 것이 기대되었다. 이와 같은 “독행자”의 표상

은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德)였다.28) ‘근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니

노미야 손토쿠의 일화는 ‘지게를 진 채 책을 읽는 모습’의 삽화와 더불

어 보통학교의 수신서에 자주 등장함은 물론이고, 실업학교국어독본과 

고등국어독본 모두에서 2과에 걸쳐 비중 있게 소개되고 있다.29) 이에 

더하여 실업학교국어독본에서는 당시 생존해 있고 인구에 자주 회자

되는 사람들까지 모범적인 실업가로 삼아 “살아있는 조선의 니노미야 손

토쿠”라며 그들의 삶을 미화하고 예찬하고 있는 것이다.30) 학생들은 이

들의 삶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장차 실업에 종사하기 위한 덕목들을 체

화할 것이 기대되고 있었다.

인물 예화와 관련하여, “성공한 실업가”들의 성공담이 새롭게 추가된 

것과 더불어, 고등국어독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실업학교독어독

본에서 제외된 인물 유형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이 도시카

쓰(土井利勝), 우에스기 요잔(上杉鷹山),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가

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郎) 등이 대표적이

다.31) 이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도이 도시카쓰나 우에스기 요잔은 다

27) ｢高允默｣, 실1-25, 87~88쪽.

28)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德)에 대해서는 김우봉(2008), ｢근대 일본의 국민적 모범인물像 창출

과정: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德)의 모범인물화｣,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29) 실1-47, 48; 고2-26, 27.
30) ｢富田儀作傟｣, 실2-41, 154쪽.

31) 이 외에도 훌륭한 여성의 표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일화는 생략되고 있다. 반면에 

‘고본’으로 제작된 고등국어독본에는 “일본의 나이팅게일”이라 불리우는 우류 이와(瓜生岩), 

“현모양처의 모범”인 치요(千代, 山內一豊의 부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3-29; 고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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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묘(大名)로서 정치인에 해당하고, 아라이 하쿠세키와 가이바라 에키켄

은 저명한 유학자들이며, 도고 헤이하치로는 해군제독으로 성공한 군인

이라 할 수 있다. 실업학교국어독본을 편집하면서 이들에 관한 일화들

을 제외시킨 이유는 ｢청년 立身의 길｣이라는 글을 생략한 것으로부터 유

추해 볼 수 있다. ｢청년 立身의 길｣은 젊은이들이 장차 “위인(偉人)”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글이었지만,32) 
실업학교국어독본은 이 역시 생략하고 있다. 학생들이 정치인, 학자, 군

인과 같은 “위인”이 되기 위한 꿈을 꾸며 “立身하는 길”을 모색하기 보

다는, 생산적이며 실용적인 인물, 즉 “실업가”가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업학교국어독본의 다른 글에서, ‘실제 콩’이 

아니라 ‘붓으로 써 놓은 콩’은 말도 먹지 않는다며, 장차 학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젊은이에게 실제가 중요하다는 깨우침을 주는 예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33) 이 예화는 결국 “空理·空論을 피하고 實學·實業을 배

워, 口舌하는 인간이 아니라 實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

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 교육과정 운영

합방 이후 ｢실업학교규칙｣에서 예시하고 있는 표준적인 교육과정 및 

주당 수업시수는 <표Ⅲ-3>과 같다. 수업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 

것 외에 대한제국시기의 ｢실업학교령시행규칙｣과 학과목 편제상의 변화

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농업학교의 경우 1·2학년을 통틀어 본다면, 

보통과목의 수업시간은 32시간으로 전체 학과교육 수업시간 60시간 가

운데 53%를 차지하고 있다. ‘국어’로 바뀐 일본어를 제외한 영어나 외국

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측량 과목이 생략되어 있다. 상업학교

와 공업학교의 경우도 대한제국시기의 교과목 편제와 대체로 유사하였

32) ｢靑年立身の道｣, 고6-9, 36~38쪽.

33) ｢二宮尊德の逸事(二)｣, 실1-48, 165~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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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목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수신 1 1 1 1 1 1

국어 4 4 8 8 4 4

조선어및한문 2 1 2 2 2 1

수학 4 4 5 5 5 5

지리 2

이과 6 2 2 2 3

도화 1 1 2 2

체조 2 2 2 2

전공과목

(농·상·공업)
10 18 9 14 12 14

계 30 30 32 32 30 30

비고
1. 실업에 관한 법규, 경제 일반은 전공과목에서 교수.

2. 매주 실습은 농업 8시간 이상, 상업 3시간 이상, 공업 10이상.

- ｢實業學校規則｣(1911년).

<표Ⅲ-3> 실업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시수(1911년)

다. 상업학교의 보통학과목의 비중은 64%이며, 특히 ‘국어’의 비중이 매

우 높았다. 그리고 실습 시간이 적은 만큼 학과교육 시간이 높은 비중으

로 배정되어 있다. 공업학교는 농업학교의 경우와 비슷하였고, 보통학과

목의 비중도 57%정도였다. 

위와 같은 1910년대 실업학교의 교과목 편성에 관해서는 학과목의 편

제 및 수업시수상의 문제보다도 지나치게 수업연한이 축소되어 있는 문

제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보통학교 4년을 졸업한 학생이 실업학교

에 입학하여 2년을 이수하고 졸업하여도 총 교육연한은 6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교육연한은 중등교육 단계의 실업교육으로서는 매우 짧

은 기간이다. 당시 일본의 경우를 보면,34) 갑종 실업학교는 고등소학교

(8년)를 졸업한 학생이 입학하여 3년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므로 총 

교육연한이 11년이었다. 이는 전문학교 혹은 대학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교육연한에 해당한다. 을종 실업학교도 심상소

학교(6년)를 졸업한 자가 입학하여 2년 내지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

34) 國立敎育硏究所 編(1974), ｢日本近代敎育百年史 4｣, 敎育硏究振興會, 369~3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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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의 실업학교와 비교한다면, 조선에 도

입된 실업교육은 중등단계 교육이라고 보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오히려 일본에서 ｢실업학교령｣(1899년)이 제정되기 이전 시기에 ｢소학

교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도제학교나 실업보습학교의 수준과 유사한 정

도로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계 중등교육에서 조선의 고등보통

학교 졸업자 역시 일본의 중학교 졸업자보다 총 교육연한이 3년 정도 

짧게 구상된 것과 동일한 맥락이기는 하였지만, 실업계 교육의 경우는 

그보다 더욱 차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1910년대 운영된 실업학교 가운데 대표적인 학교로 대구농림학교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1909년 대한제국시기의 ｢실업학교령｣에 의해 설

립이 추진되어 실업교육 초창기인 1910년부터 수업을 개시하였다. 

1911년의 ｢실업학교규칙｣에 의해 대구농업학교로 개칭되고 수업연한도 

2년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대구농림학교의 학적부를 분석하여 교육과

정 운영상의 특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초창기 실업학교로서 의욕적으로 출범한 대구농림학교는 설립되던 해

부터 일본의 조선 합방으로 인해 일본어가 ‘국어’로 변경되어야 했고 설

치된 학과목 종류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1913년도가 되어서야 새롭게 

인쇄된 학적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시기를 전후한 대구농림학교의 

학적부에 나타난 교육과정 운영은 아래 <표Ⅲ-4>와 같다. 

먼저, 대한제국시기인 ｢실업학교령시행규칙｣에 의거한 1910년도 및 

1911년도의 교육과정 운영을 보면, <표Ⅲ-4>의 왼쪽 (가)와 같다. 실습 

과목과 교수되지 않았던 수의·삼각 과목을 제외하면, 실제로 교수되어 

평가의 대상이 된 학과목 수는 총 26개였다. 수학 과목이 상세하게 세분

되어 교수되었고, 이과 과목 역시 물리기상·화학·박물로 크게 구분한 후

에 더욱 세분화된 형태로 나누어서 교수되고 있었다. 이렇게 세분되어 

교수된 학과목을 종류별로 분류하면, 보통과목이 12개이고 전공과목이 

14개로서 보통과목의 비중은 46% 정도였다.35) 

35) 이후 시기와 일관된 분석을 위하여 경제법규, 측량, 제도 과목은 전공과목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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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목
1910년 1911년

1학년 2학년

수신 77 94

국어한문 77 87

수학

필산 82

주산 63

대수 91 94

기하 85

삼각

물리기상 64

화학 90

토양 79

토지개량농구 89

비료 87

박물

동물 99

식물 86

광물 89

경제법규 95

측량 87

제도 95

작물

원예

작물 94

소채 76

원예 97

농산제조 83

양잠 90 85

축산 78 95

獸醫

작물병충해 71 92

임업 74 93

일본어 82 94

총점 1,384 1,530

통약 81 90

실습 90 97

득점 171 187

평균점수 86 94

석차 2/36 1/27

판정 급 졸

(가) 1910·1911년도 

학과목
1913년 1914년

1학년 2학년

학

과

수신 73 66

작물
78 89

79

작물병충해 88 94

비료 81

토양및농구 49

양잠 71 88

축산 76

농산제조 80

삼림 82 78

측량 87

경제및법규 70

국어 71 78

조선어한문 82 74

수학 88 53

이과 70

체조 77 78

합계

평균

실습 71 78

조행 83 83

합계 311 310

평균 78 78

석차 14/30 11/30

(나) 1913·1914년도 

- ｢대구농림학교 학적부｣(해당 연도).

- (가)는 1910년도 입학생 박20, (나)는 1913년도 입학생 김124의 성적표.

<표Ⅲ-4> 초창기 농업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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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과정 운영에서 이후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으로 

학생의 최종 성적을 산출하는 과정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표Ⅲ-4>

에서 대구농림학교의 학적부 (가)를 보면, 실습을 제외한 모든 학과목을 

단순 평균하여 통약 점수를 구하고, 이를 다시 실습 점수와 합산하여 최

종 성적인 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업 성적 평가에

서 실습 성적은 전체 학과목 성적을 모두 합한 것과 동일한 비중을 갖게 

된다. 규정에서 예시된 학과목 편제나 학과목의 수업시수 비중과는 다르

게, 실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는 실습의 비중을 매우 높게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합방 이후인 ｢실업학교규칙｣에 의해 변화된 1913년과 1914

년도 대구농림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표Ⅲ-4>의 오른쪽 (나)에 나타

나고 있다.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학과목 분류가 매우 단순화되어 총 

17개 학과목이 교수되었다. 그 가운데 보통과목은 6개로서 전체 학과목

의35%였으며, 이전 시기보다 보통과목의 비중이 더욱 축소된 형태로 교

수되고 있었다. 또한 이전에는 없었던 조행이 새롭게 추가되어 평가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36) 조행 점수는 시기에 따라 

학생의 성적 산출에 포함될 때도 있었고, 평가만 할 뿐 학업성적 산출에

는 포함되지 않는 시기도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도 조행의 평가

방법이나 성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도 차이가 있었다. 대구농림학교에서

는 조행을 학과목과 동일한 점수로 평가하여 학생의 최종 성적 산출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구농림학교에서 학생의 최종 성적을 산출하는 과정의 변화

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실업학교들은 학교마다 그리고 각 시기

마다 학과목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달라 매우 다양

하고 복잡한 성적 산출 방법을 갖고 있었다. <표Ⅲ-4>의 (나)를 보면, 1

학년의 최종 평균 성적은 78점인데, 그것은 합계 311점을 4로 나눈 값

36) 조행 점수는 1911년부터 졸업반 학생에게 적용된 것으로 보이나, 학적부상 평가 항목으로 표

시되기 시작한 것은 1913년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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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런데 문제는 311점과 4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정확한 산출 

방법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연도의 학적부를 모두 검토하면 다

음과 같은 방법인 것으로 추론된다. 먼저, 학과목을 보통과목과 전공과

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즉, 보통과목은 수신, ‘국

어’, 조선어한문, 수학, 이과, 체조 등이며, 이들의 평균은 77점이다. 그

리고 전공과목은 작물, 작물병충해, 비료, 토양및농구, 양잠, 축산, 농산

제조, 삼림, 측량, 경제및법규 등으로, 이들의 평균은 80점이다. 여기에 

실습 점수와 조행 점수를 더하면 합계 311점이 되고, 이를 다시 4로 나

누어 평균 77점이라는 최종 성적을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산출한 학업 

성적에 근거하여 학년말 석차를 매기는 방법이다. 따라서 대구농림학교

의 1913년과 1914년 성적 산출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보통과목 평균, 

전공과목 평균, 실습 점수, 조행 점수 등 네 가지 영역이 동등한 중요도

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표Ⅲ-5>는 1910년대에 운영되었던 간이실업학교 가운데 대표

적인 학교였던 미동간이실업학교의 교육과정이다. 1910년 4월 처음으로 

경성의 미동·수하동·어의동에 실업보습학교가 설립되었고, 1911년부터 

학교 명칭이 간이실업학교로 개칭되어 수업연한도 1년으로 축소되었다. 

위의 대구농림학교와 비교할 때, 미동간이실업학교의 학과목 편제는 매

우 단촐한 것이었다. ｢실업학교규칙｣에서 간이실업학교는 실업에 관한 

전공과목 외에, ‘국어’, 조선어및한문, 산술 등을 상황에 따라 부가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미동간이실업학교의 학과목 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수신 과목조차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표Ⅲ-5>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13년부터 1915년까지 3년간은 학생

들에게 수신 과목을 교수하지 않고 있다. 조행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

는 것으로 대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식민지시기 교육정책에서 수

신 과목이 차지하는 의미는 절대적인 것으로, 모든 학교에서 가장 중요

한 핵심과목이었다. 식민지시기 전 기간 동안에 수신 과목을 교수하지 

않았던 학교는 1910년대의 간이실업학교가 유일한 경우였다.



- 113 -

학과목 (1912년) (1913년) (1916년) (1917년)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수신 7 8 8

국어 7 8 8 7

조선어한문 7 7

산술 9 6 7 6

지리역사

이과

도화

체조

창가

상업부기 6

농업 8 7 8

(원예) 8

(양잠) 8

(양축) 7

실습 9 9

합계 21

평균 7

조행 을

석차 12/24 5/15 8/11 5/13

- ｢미동간이실업학교 학적부｣(해당 연도).

<표Ⅲ-5> 간이실업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또한, 미동간이실업학교는 1912년도에는 상업부기 과목이 농업과 함

께 설치되어 있었다. 전공과목은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동간이실업학교는 이후 상업부기

를 설치하지 않고 농업에만 특화한 학교가 되었다. 설치된 농업 관련 전

공과목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지만, 원예, 양잠, 

양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이와 관련된 실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동간이실업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으로, 학생들의 

학년말 혹은 졸업시의 최종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이실업학교는 입학 자격에 제한이 없고 수업연한 1년의 

단기 학교로서 상급학교로의 진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학교였다. 따라

서 굳이 엄격한 학사관리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1913년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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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학년말에 평균 성적을 산출하고 조행을 평가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사 관리가 엄격했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1915년도 전체 수업

일수 276일 가운데 100일을 넘게 결석하여 40% 가까운 결석률을 보인 

학생들 여러 명도 최종적으로는 졸업을 인정받고 있었다.37) 

(3) 1920~1930년대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 요지

1) 1920년대 교육과정 요지

실업학교의 교육과정은 1920년을 전후로 크게 변화되었다. 1922년 ｢
조선교육령｣이 전면 개정되어 중등교육 단계에서 일본과 동일한 5년제

의 일반교육 및 실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조선교육령｣은 

실업교육에 대해서 일본의 “실업학교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8) 

다만, 조선의 상황에 맞는 실업교육을 규율하기 위해 ｢실업학교규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39) 이에 따라 실업학교는 기존의 2년제 학교에서 수

업연한이 연장되어 5년제 및 3년제 학교가 되었다. 고등보통학교가 수업

연한 4년제에서 5년제 학교로 일괄적으로 전환된 것과는 달리, 실업학교

의 수업연한 연장은 학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새롭게 제정된 ｢실업학교규정｣은 실업교육의 목적으로 기존의 “실업에 

종사할 자에게 필요한 지식기능을 교수”하는 것에 더하여, “덕성의 함양

에 힘쓴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실업교육에서 ‘덕육’의 강화를 의도

한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교수상의 주의사항에도 반영되어 있다. 실업

학교와 고등보통학교의 교수상의 주의사항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37) ｢미동간이실업학교 학적부｣(1916년 졸).

38)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6일(칙령 제19호).

39)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25일(부령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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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학교 고등보통학교

1 國民다운 성격을 함양하여 순량한 인격

의 양성을 도모하고, 특히 誠實하여 信用

을 중히 하고 勤儉하여 公益에 힘을 다하

는 기풍을 길러 同胞輯睦의 미풍을 기르

는 것을 기하여, 어느 학과목에서도 항상 

깊이 그것에 유의한다.

1 國民다운 성격을 함양하여 國語에 숙달

하게 하는 것은 어느 학과목에서도 항상 

깊이 그것에 유의할 것을 요한다.

2 선량한 풍속을 존중하고 생도의 덕성을 

함양하여 순량한 인격을 도야하고 나아가 

사회에 봉사하는 신념을 돈독히 하여 同

胞輯睦의 미풍을 기르는 것을 기하여, 어

느 학과목에서도 항상 깊이 그것에 유의

할 것을 요한다.

2 지능 기능은 학교의 정도에 적절한 사

항을 선택하여 그것을 교수하고 또한 토

지의 정황 및 생활의 實際에 적절하게 할 

것을 기한다.

3 지식 기능은 생도 장래의 생활상 적절

한 사항을 선택하여 그것을 교수하고 또 

가능한 한 개인의 특성에 유의할 것을 요

한다.

3 생도의 신체를 건전하게 발달시킬 것을 

기하여, 어느 학과목에서도 그 교수는 생

도의 심신 발달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요한다.

4 생도의 신체를 건전하게 발달시킬 것을 

기하여, 어느 학과목에서도 그 교수는 생

도의 심신 발달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요한다.

4 각 학과목의 교수는 그 목적 및 방법을 

그르침이 없이 서로 연결하여 補益하게 

할 것을 요한다.

5 각 학과목의 교수는 그 목적 및 방법을 

그르침이 없이 서로 연결하여 補益하게 

할 것을 요한다.

- ｢實業學校規程｣; ｢高等普通學校規程｣(각 1922년).

<표Ⅲ-6> 실업학교와 고등보통학교의 교수상 주의사항(1920년대)

위 <표Ⅲ-6>에서 알 수 있듯이, 1922년 ｢실업학교규정｣의 교수상 주

의사항은 고등보통학교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변화되었다. 생활

상의 교재 선택, 학과목간의 연계, 심신 발달에 유의하는 등 교수 방법

과 관련된 항목은 거의 동일하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교육 목적과 관련

된 내용이다. 실업학교의 경우는 고등보통학교와는 달리 “성실하여 신용

을 중히 하고 근검하여 공익에 힘을 다하는 기풍”을 기르는 데 유의하도

록 하였다. 이러한 ‘성실’, ‘신용’, ‘근검’ 등의 덕목은 1911년의 ｢실업학

교규칙｣에서부터 강조해온 내용이었다.40) 또한 ｢실업학교규칙｣과 비교할 

때, ｢실업학교규정｣의 교수상 주의사항에서는 “국민다운 성격의 함양”과 

40)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10월20일(부령 제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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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량한 인격의 양성”이라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이는 실업학

교의 교육 목적으로 “덕성의 함양에 힘쓴다”는 내용을 삽입한 취지가 반

영된 것이다.

1922년의 ｢조선교육령｣ 개정과 ｢실업학교규정｣으로 인해 실업학교의 

교과서 정책도 변화되었다. 19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식민당국은 조선

총독부에서 직접 편찬하는 실업학교용 교과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계획

을 갖고 있었다.41) 이미 간행된 실업학교국어독본에 이어서, 실업학교

용 수신서를 별도로 편찬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농업 등 실업 

관련 교과서 등도 추가적인 간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교

육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극히 일부의 농업 교과서를 제외하고 모든 

교과서는 문부성과 조선총독부의 검인정 교과서 가운데 당국의 인가를 

얻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이 연장된 데다가, 조선인

과 일본인 학생이 공학하는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42)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실업학교 교과서는 농업학교용 보통

작물, 특용작물, 채소원예 등 3종으로 축소되었다.43) 다시 말하면, 소위 

“國民性 양성에 관계가 있는” 수신, ‘국어’, 역사, 지리 과목에서도 실업

학교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검인정 교과서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

이다.44)

1920년대부터 전국의 실업학교에서 ‘국어’와 수신 과목에 사용된 교과

서는 매우 다양하였다. 1925년~1927년 사이에 인가된 교과서만 보더라

도, 수신 교과서는 19종에 이르고 있으며, ‘국어’ 관련 교과서는 70여 

종에 이르고 있었다.45) 그리고 매년 수십여 종의 수신, ‘국어’ 교과서들

이 새롭게 인가를 얻고 있다.46) 앞 절에서 국어독본과 관련하여 분석하

41) 朝鮮總督府(1921), ｢現行敎科書編纂の方針｣, 11~12쪽.

42) 朝鮮總督府(1925), ｢朝鮮總督府編纂敎科用圖書書槪要｣, 11쪽.

43) 朝鮮總督府(1925), 같은 책, 14쪽.

44) 고등보통학교용의 수신, ‘국어’, 조선어및한문 교과서는 여전히 조선총독부가 직접 편찬하였

다.(朝鮮總督府(1925), 같은 책, 6쪽)

45) 朝鮮總督府(1927), ｢旣認可敎科用圖書一覽｣, 1~9쪽.

46) ｢認可敎科用圖書一覽｣(1932년, 19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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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수신 교육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실업학교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교과서 가운데 조선총독부의 高等普通學校修身書
와 유하라 모토이치(湯原元一)의 (新制)實業修身敎本를 중심으로 분석

할 것이다.47)

조선총독부는 고등보통학교의 수신 교육에서 사용할 교과서로 총 4권

의 (高等普通學校)修身書(1918~1922년)를 발행한 바 있었다. 이후 교

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총 5권의 高等普通學校修身書(1923, 1924년)를 

다시 편찬하였다. 새로운 수신서를 편찬하면서, 교육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고 한다.

修身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관한 도덕적 교재를 적당히 배열

함과 동시에, 朝鮮人의 事蹟을 가능한 한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그 記述을 평이하게 하여 실제 敎授者가 운용할 여지가 있게 

한다. 다만, 忠君愛國을 과도하게 강제하거나 愛國心을 고무하기 위

해 敵慨心을 일으키는 등의 교재는 가능한 한 그것을 생략하도록 

한다.48) 

교육당국이 염두에 둔 새로운 고등보통학교수신서의 편집 방침을 보

면, “충군애국”이나 “애국심”을 지나치게 강제하는 교재는 생략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오히려 학생들의 “적개심”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었

기 때문이었다. 대신에, “조선인의 사적(事蹟)”을 가능한 한 교재로 채택

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등보통학교수신서의 편집 방

침은 3·1운동 이후 학생들의 집단적 저항에 대한 식민당국의 대응과 수

신 교육의 변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수신 교육의 특징은 기존 (고등보통학교)수신서의 제1권 제1

47) 조선총독부의 高等普通學校修身書는 고등보통학교용으로 제작되었지만 개성상업학교 등에

서도 사용되었다. 유하라 모토이치(湯原元一)의 (新制)實業修身敎本은 대구농림학교와 광주농

업학교에서 사용되었다.(實業學校徵兵令上認定の件, 1926~1928년) 참고로 실업학교의 ‘국

어’ 교과서는 現代實業國語讀本(八波則吉 저, 東京開成館)가 널리 사용되었다.

48) 朝鮮總督府(1925), ｢朝鮮總督府編纂敎科用圖書書槪要,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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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도의 본분｣과 새로운 고등보통학교수신서의 제1권 제1과 ｢우리

들 학교｣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49) ｢우리들 학교｣는 비록 제목은 

다르지만, 기존의 ｢생도의 본분｣을 수정·가필한 내용이었다. 달라진 내용

을 보면, 먼저 “천황의 은혜”나 “敎育勅語, 戊申詔書를 지켜야 한다”는 

서술이 생략되고 있다. 대신에 학생들은 “충량한 국민”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中堅人”이 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이퇴계(李退

溪)를 인용하여, 사제지간의 예의와 교사에 대한 존경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고등보통학교수신서는 그 이전

에 노골적으로 일본 천황과 그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던 논조가 다소 약

화되고 있다. 대신에 퇴계 이황 등 조선인 위인들을 등장시켜 수신 교육

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유하라 모토이치(湯原元一)는 1922년에 新制實業修身教本을 

저술하여 발행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정·증보판을 내고 있었다.50) 

유하라는 수신서를 간행한 취지를 논하면서, 수신 교육의 목적은 “敎育

勅語나 戊申詔書에 의해 국민도덕을 생도의 마음에 심어주고자 하는 것”

에 있다고 전제한 뒤, “수신은 修身이라고 쓰고 있지만 실은 修心이 되

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51) 즉, 생도의 내면생활을 국민도덕에 

의해 함양·도야하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스스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

이 “수신 교육의 제1임무”라는 것이다. 유하라는 실업학교용 수신서 외

에도,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용 수신서도 함께 출판하고 있었는데, 실업학

교용 수신서가 중학교용과 다른 내용은 약 10% 비중이었다.52) 유하라

는 실업학교의 수신 교육에서 특히 유의해야 하는 덕목은 무엇보다 “정

49) 朝鮮總督府(1918), ｢生徒の本分｣, (高等普通學校)修身敎科書 卷1 第一課; 朝鮮總督府(1923), 

｢我等の學校｣, 高等普通學校修身書 卷1 第一課.

50) 湯原元一(1922), 新制實業修身教本, 東京開成館.

51) 湯原元一(1925), ｢著作の要旨｣, 新制實業修身教本: 教授参考書, 東京開成館, 1~3쪽.

52) 1928년도판 기준 新制實業修身教本 총5권 108개과 가운데 新制中學修身教本과 다른 내

용은 총10개과로, ｢실업과 교육｣, ｢자연을 이겨내라｣, ｢실패의 교훈｣, ｢농원, 농장, 상점｣, ｢독
립경영｣, ｢사회를 위한 실업｣, ｢실업은 일종의 창작｣, ｢사용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직
업과 자기교육｣ 등이었다.(湯原元一(1928), 新制實業修身教本, 東京開成館; 湯原元一(1928), 

新制中學修身教本, 東京開成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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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있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었다.53) 이를 위해 그는 실업학교용 수신

서에 ｢타인에게 사용되는 사람｣, ｢타인을 사용하는 사람｣ 편을 특별하게 

편집하고 있다. 사회에 진출하면 어떠한 실업가라도 타인에게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업학교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제1

의 덕목은 “정직한 인격”임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54) 또한 유하라

는 ｢독립경영｣이라는 편을 통해, 학생들에게 “관공리와 같은 봉급생활

자”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경영하

는” 마음이 갖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55) 이처럼 실업학교의 수신서는 

실업가의 삶, 즉 “독립경영인”의 삶을 지향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필요

한 덕목들을 체화하도록 구성되고 있었다. 

2) 1930년대 교육과정 요지

1930년대 들어서면서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에 실업 과목이 설치되

는 등 ‘교육실제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중

등교육에 ‘공민과(公民科)’라는 새로운 과목이 도입되고 있는 점이 교육

과정상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1931년부터 실업학교에 공민과가 도입

되었고,56) 이어서 1932년에는 고등보통학교에도 공민과가 설치되었

다.57) 공민과 도입의 취지에 관해서 총독 우가키(宇垣一成)는 훈령을 통

해, 기존의 법제경제 과목이 “전문적 지식의 주입으로 흘러 실제생활에 

적절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공민적 자질을 

도야”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공민과를 설치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

다.58) 조선총독부 편수관이었던 간즈카 다스쿠(鎌塚扶)는 중등교육에 공

민과가 도입되는 배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술하고 있다.

53) 湯原元一(1925), ｢著作の要旨｣, 新制實業修身教本: 教授参考書, 東京開成館, 6~7쪽.

54) 湯原元一(1925), 新制實業修身教本: 教授参考書, 東京開成館, 395~397쪽.

55) 湯原元一(1928), 新制實業修身教本: 教授参考書, 東京開成館, 327~332쪽.

56) ｢동아일보｣, 1931년1월8일, 4월3일.

57) ｢고등보통학교규정｣ 개정, ｢朝鮮總督府官報｣, 1932년1월18일(부령 13호).

58) 宇垣一成(1932), 고등보통학교규정 개정에 부친 훈령, ｢朝鮮總督府官報｣, 1932년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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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같이 賢哲例話主義로 행해지는 修身 교수만으로는 현대인의 

생활이 지도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종래와 같이 法制經

濟 교수에만 기대할 수도 없다. 종래의 중등학교에서 法制經濟의 교

수는 추상적 이론으로 흘러... 생도의 현재 생활이나 현대의 생활방

식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公民敎育은 이러

한 시대적 요구로부터 생겨난 전혀 새로운 교과목이다.59)

조선총독부 편수관 간즈카는 공민과가 도입된 배경을 기존의 수신 교

육과 법제경제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찾고 있다. 학생들이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함에 있어서 기존의 “현철예화주의(賢哲例

話主義)” 방식의 수신 교육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제경제 과

목 역시 추상적 이론 교육에 중심이 놓여 있어 학생들이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간즈카에 

의하면, 공민과는 기존의 수신 교육을 보완하고 법제경제 과목을 대체하

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그런데 공민과가 중등교육에 도입된 배경은 간즈카가 이해했던 것과는 

또 다른 맥락을 갖는 것이었다. 애초에 ‘공민’이라는 말은 ‘시공민(市公

民)’이라 하여 일본의 시정촌(市町村)에 거주하는 연령 25세 이상의 투

표권이 있는 남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60) 중등교육에서 공민과 도입은 

일본에서 지방자치제도와 보통선거제도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이 깊었

다.61) 이러한 맥락은 공민과 교수요지에 반영되어 있었다. <표Ⅲ-7>은 

일본 중학교의 공민과 교수요지와 조선의 고등보통학교 공민과 교수요지

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59) 鎌塚扶(1933), ｢朝鮮に於ける公民科要目に就て｣, 文敎の朝鮮, 1933년2월, 朝鮮敎育會, 15

쪽.

60) 中村止戈男(1933), ｢修身科及公民科の指導原理｣, 文敎の朝鮮, 1933년3월, 朝鮮敎育會, 

52~53쪽.

61) 일본의 공민교육과 관련해서는 김종식, ｢1930년 전후 중학교 공민과의 정치교육 성립과정｣, 
일본역사연구 35, 일본사학회, 1912; 馬居政幸, ｢日本における公民敎育の成立と展開｣, 시민

교육연구 21, 한국사회과학교육학회, 199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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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민과 교수요지 조선의 공민과 교수요지

제6조 공민과는 국민의 정치생활, 경제생

활, 사회생활을 완전하게 하는 데 족한 

지덕을 함양하고, 특히 준법의 정신과 공

존공영의 본의를 회득하게 하여, 공공을 

위해 봉사하고 협동하여 일에 당면하는 

기풍을 길러, 선량한 입헌자치민다운 소

지를 육성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제9조2 공민과는 국민의 공민적 생활을 

완전하게 하는 데 족한 지덕을 함양하고, 

특히 준법의 정신과 공존공영의 본의를 

회득하게 하여, 공공을 위해 봉사하고 협

동하여 일에 당면하는 기풍을 길러, 건전

한 국민다운 소지를 육성하는 것을 요지

로 한다.

공민과는 헌정자치의 본의를 밝혀, 일상

생활에 적절한 법제상, 경제상, 사회상의 

사항을 교수해야 한다.

공민과는 국민생활의 본의를 밝혀, 일상

생활에 적절한 법제상, 경제상, 사회상의 

사항을 교수해야 한다.

- ｢中學校令施行規則｣ 改正(1931); ｢高等普通學校規程｣ 改正(1932년).

<표Ⅲ-7> 일본과 조선에서의 공민과 교수요지

<표Ⅲ-7>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공민과는 사회 교육, 경제 교육만

이 아니라, “자치민”을 양성하기 위한 정치 교육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

다. 그러나 조선의 공민과 교수요지는 이와는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의 “국민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이 조선에서는 “국민

의 공민적 생활”로 바뀌어 있으며, “선량한 입헌자치민다운 소지를 육

성”함은 “건전한 국민다운 소지를 육성”하는 것으로, 그리고 “헌정자치

의 본의”를 밝히는 것은 “국민생활의 본의”를 밝히는 것으로 변화되어 

있다. 지방자치제도나 보통선거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조선의 상황

에서 “정치 생활”이나 “자치민” 등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당시 경성제대 교육학 교수였던 마쓰즈키 히데오(松

月秀雄)는 조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차이에 불과하며 공민과 교육의 

정신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62) 그러나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없는 조선인에게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공민과 교육은, 결국 국가와 천황에 대한 무한한 충성만을 강요하는 ‘황

민교육’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이었다.

62) 松月秀雄(1933), ｢敎科目としての公民科｣, 朝鮮の敎育硏究, 1933년7월, 朝鮮初等敎育硏究

會,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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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선총독부 편수관 간즈카 다스쿠는 1933년 공민교육강습회를 

앞두고 공민과 교수요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63) 그는 일본의 교수요목 

가운데 조선의 요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근본부터 소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조선의 공민과 교수요목에서 ｢지방자치｣, ｢
입헌정치｣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생략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공민과 

요목에서는 첫 장에 ｢인간과 사회｣가 배치되어 있지만, 조선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우리 가족｣, ｢우리 향토｣, ｢우리 국가｣라는 요목으로 대체하

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과 사회｣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그에 따라 정치 생활, 경제 생활, 사회 생활에 필요

한 지식을 체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공민과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요목이었다.64) 이처럼 조선에서의 공민과는 그 교육 목적 가운

데 핵심인 자치 교육이 생략되고 정치 교육이 약화된 채로 도입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1934년 조선총독부는 공민과 교육을 위한 교과서로 (中

等敎育)公民科敎科書를 발행하고 있었다.65)

조선의 특수한 사정에 맞는 공민과 교육이란, 결국 도덕의식을 강화하

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었다. 경성제대 교육학 교수였던 

마쓰즈키 히데오는 교과목으로서 공민과의 의의를 설명하며, 기존의 법

제경제 과목에서 미약했던 도덕 교육의 성격을 강화하여 수신 교육과 연

결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66) 인천상업학교 교사 

역시 공민과 교육의 의의는 “실생활에 즉한 교육”의 취지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기존 법제경제 교육에서 사회의식과 국가의식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공민과의 교수세목을 세우고 있었다.67) 또 다른 상업학교 교사는 

63) 鎌塚扶(1933), ｢朝鮮に於ける公民科要目に就て｣, 文敎の朝鮮, 1933년2월, 朝鮮敎育會, 

17~18쪽.

64) 大瀬甚太郎(1932), 公民科教本教授資料 卷上, 下, 東京開成館, 1~9쪽.

65) 여학교용으로 (中等敎育)女子公民科敎科書가 따로 간행되었으나, 실업학교용은 별도로 편찬

하지 않았다.

66) 松月秀雄(1933), ｢敎科目としての公民科｣, 朝鮮の敎育硏究, 1933년7월, 朝鮮初等敎育硏究

會, 4쪽.

67) 大山諹一(1932), ｢我校に於ける公民科敎授細目｣, 文敎の朝鮮, 1932년4월, 朝鮮敎育會, 10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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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과 교육은 수신 교육과 더불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을 양성하

기 위한 “도덕교육의 兩翼”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68) 그가 

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이란, 평양고등보통학교 교사가 케르센슈

타이너의 말을 빌려 설명하듯이, 국가의식에 충만한 인간이라 볼 수 있

다.69) 이로부터 그는 “조선 공민과의 사명은 ‘內鮮合一’의 이상”을 실현

하는 데 있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에서의 공민과 

교육은 도덕교육의 하나로 이해되었고, 결국 개인의 인격 도야의 목적을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구심원적 통합”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것에 두고자 하였다.70)

공민과 교육의 국가주의적 성격은 이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총독부의 개정된 공민과 교과서를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1938년 기존의 중등학교 공민과 교

과서 (中等敎育)公民科敎科書를 개정하여 새롭게 편찬하였다.71) 개정

된 교과서에서는 우선 교재 배열의 변화가 주목된다. 그 이전에는 가족

(1장)—향토(2장)—국가(3장)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교과서

는 ｢국가｣ 편을 가장 앞에 두어 국가(1장)—가족(2장)—향토(3,4장) 순으

로 변화되었다.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는 국헌·국법(13장)—황실·신민(14

장)—제국의회(15장) 등의 순서였으나, 개정된 교과서는 천황이 통치하

는 일본국가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국체(國體, 5장)—국헌·국법(6장)

—제국의회(7장) 순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교과서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국정의 운영과 우리의 책무｣와 ｢우리 국가의 사명｣ 등이 새

롭게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공민과 교과서 편집상의 변화는, 천황과 국

가를 가장 우위의 가치로 위치시키려는 의도를 갖는 것이며, 어떠한 정

68) 中村止戈男(1933), ｢修身科及公民科の指導原理｣, 文敎の朝鮮, 1933년3월, 朝鮮敎育會, 

54~55쪽.

69) 古澤常次(1933), ｢本校公民科指導精神と其の取扱方｣, 文敎の朝鮮, 1933년7월, 朝鮮敎育會, 

81쪽.

70) 竹內泰宗(1933), ｢國家主義に立脚せる公民敎育｣, 朝鮮の敎育硏究｣, 1933년12월, 朝鮮初等敎

育硏究會, 86~91쪽.

71) 朝鮮總督府(1938), (中等敎育)公民科敎科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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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권리도 없는 조선인들에게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의무와 헌신을 요

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아시아 침략 전쟁을 정당화

하며 전쟁 수행을 위한 국가총동원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새롭게 추

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나) 교육과정 운영 

1) 농업학교의 경우

농업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농업과, 임업과, 양잠과, 원예과, 축산

과 등을 설치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같은 농업학교라 하더라도 설치되는 

전공학과에 따라 교육과정 편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농업

학교에는 공통적으로 농업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농업과를 기준으로 

농업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음 <표Ⅲ-8>은 개

정된 ｢조선교육령｣ 및 ｢실업학교규정｣에 의해 변화된 대구농림학교 농업

과의 학과목 편제와 주당 수업시수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 따라 조금

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의 농업학교는 아래 <표Ⅲ-8>과 유사한 편제를 

갖고 있었다. 

농업학교의 수업연한이 5년으로 늘어나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보통과목의 비중 확대이다. 수업연한 5년 동안 실습을 제외한 총 수업시

수 150시간 가운데 보통과목은 108시간, 전공과목은 42시간으로 편제

되어 있다. 보통과목의 비중은 72%를 차지하며 1910년대의 46%에 비

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저학년 수업에서는 보통과목을 중심으로 교수

하고 있으며, 고학년으로 옮아감에 따라 점차 전공과목의 비중이 증가하

고 있다. 1920년대 실업학교의 수업연한 연장으로 인해 중등 실업교육

에서 일반 교육 혹은 교양 교육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결과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 125 -

학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보통

수신 1 1 1 1 1

국어 7 7 4 4 3

조선어및한문 2 2

수학 4 4 4 4 3

물리 2 2

화학 3 2

박물 4 3 2

지리및역사 4 3 1 1

법제 2

경제및부기 2

도화 1 1 1

영어 3 2 2 2 2

체조 2 2 2 2 2

전공

농업범론 2

작물 2 3 2

원예 1 1 2

작물병충해 2

토양및비료 3

농림공학 3

축산 2 3

양잠 1 3 2

농림산제조 2 2

조림및삼림보호 2 2

삼림이용·수학·경리 2

계 30 30 30 30 30

실습 11이상 11이상 11이상 11이상 11이상

- ｢대구공립농업학교학칙｣(1924년)

<표Ⅲ-8> 농업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시수(1924년, 농업과) 

다음으로, 1920년대 농업학교 교육과정 편제상의 특징은 학과목 가운

데 외국어, 즉 영어가 편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이전까지 실업교육에

서 영어 과목은 교수되지 않고 있었다. 영어는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데 

핵심적인 능력이었고 입학시험에서도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목이었

기 때문에 일반계 중등교육에서는 영어 과목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큰 것

이었다.72) 1920년대에 들어서 농업학교에서도 영어 과목이 교수되기 시

작하였지만, 그 비중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실업학교 가운데 영어 과목

72) 박철희(2002), ｢식민지시기 한국 중등교육 연구: 1920~30년대 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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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비중을 갖는 경우는 상업학교였다.

1922년 이후로 농업학교의 수업연한이 연장되어, 1929년 말 기준으로 

5년제 학교는 15개교, 3년 학교는 9개교가 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 후

반에 농업학교 증설이 집중되면서 1943년도에는 총 54개교가 설립될 

수 있었다.73) 이들 농업학교 가운데 이리농림학교를 중심으로 실제로 운

영된 교육과정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리농림학교는 1922년에 5

년제 갑종 학교로서 새롭게 신설된 학교였다. 설립 당시에 이리농림학교

는 도립이나 군립 등의 공립학교가 아닌 관립학교로 세워졌다.74) 1925

년에 공립학교로 전환되기는 하였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관립의 실

업학교는 경성공업학교만이 유일했다. 그런 만큼 이리농림학교의 설립을 

추진했던 지역 유지들은 좋은 시설을 갖춘 농업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부

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75) 그 결과 이리농림학교는 1931

년에 국내의 농업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수의축산과를 설치하게 된다. 

<표Ⅲ-9>는 당시에 이리농림학교가 운영했던 수의축산과의 실제 교육과

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리농림학교의 수의축산과에서 5년간 전학년에 걸쳐 교수 평가된 학

과목은 실습과 조행을 제외하고 총 76개였다. 이 중에 보통과목은 48개, 

전공과목 28개로, 보통과목의 비율은 63%를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 살

펴보았던 1910년대의 농업학교에서 교수된 보통과목의 비율이 35%였던 

것과 비교하면, 1920년대 이리농림학교에서의 보통과목은 상당히 높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물론 수업연한이 5년으로 연장된 효과

였다. <표Ⅲ-9>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학년인 1·2학년의 경우는 대

부분이 보통과목으로만 학과목이 편제되어 있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전공과목의 교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73) 朝鮮諸學校一覽, 각 연도.

74) ｢조선총독부관제｣(칙령 제151호),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4월 1일.

75) 이리농림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1982), 이리농림육십년사, 15~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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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목
1학년

(1931년)

2학년

(1932년)

3학년

(1933년)

4학년

(1934년)

5학년

(1935년)

보통

수신 89 82 77 72 79

공민과 73 75

국어 76 71 74 79 74

수학 81 86 74 86 94

물리화학 75 80 85 85

박물 72 84

역사지리 87 79 73

조선어한문 71 63 67 73 85

영어 81 76 77 89 83

도화 72 77

체조 77 70 73 77 73

교련 72 72 75 76 74

창가

전공

농업대의 73 77

임업대의 84 77

우학 80

마학 76

축산범론 80 84

축산각론

축산제조 86

사료작물 80

해부조직 72

가축생리 87

유육위생 85

병리 77

세포 89

기생충 84 83

약리 77

내과 81 80

전염병 80

외과 82 82

산과 79

蹄鐵蹄病 86 87 77

수의법규경제 80

총점 935 989 1,075 1,529 1,452

평균 78 76 77 80 81

실습 85 87 88 87 90

조행 82 86 73 79 86

총합점 245 249 238 246 257

총평균 82 83 79 82 86

석차 18/51 11/49 21/30 18/31 13/32

- ｢이리농림학교 학적부｣(1931년 입학~1936년 졸업).

<표Ⅲ-9> 이리농림학교의 교육과정 운영(1930년대, 수의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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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리농림학교에서의 최종 성적을 산출하는 과정은 앞에서 보았

던 대구농림학교와는 또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 먼저, 보통과목 및 

전공과목을 모두 합하여 학과목 평균을 산출하고, 여기에 실습 점수와 

조행 점수를 합하여 총합점을 구한다. 그리고 이 총합점을 3으로 나누어 

최종 성적인 총평균을 산출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개인별 학년말 

석차를 매기고 있다. 다시 말해, 실습과 조행 성적 각각은 전체 학과목 

성적과 동일한 정도의 중요도를 갖도록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실습과 조행에 매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었지만, 그 평가 방법은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우려가 높은 것이었다. 

2) 상업학교의 경우

1920년대에 5년으로 수업연한이 연장된 상업학교의 교육과정 편제 및 

주당 수업시수는 아래 <표Ⅲ-10>과 같다. 아래에 예시된 개성상업학교

는 ｢조선교육령｣이 개정되던 해인 1922년부터 곧바로 학칙을 개정하여 

5년제 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상업학교의 교육과정 역시 학교에 따라 조

금씩 상이하지만 대체로 아래의 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개성상업학교의 교육과정은 5년간 총 165시간의 학과목을 교수하는 

것으로 편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보통과목이 129개, 전공과목이 36개

로, 보통과목의 비중은 78%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학교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상업학교 역시 수업연한이 늘어나면서 저학년의 교양 과목에 대

한 교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5학년에 배치된 상업실천은 상업학

교의 실습 과목에 해당하므로, 이를 따로 분류한다면 보통과목의 비중은 

더 늘어난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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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보통

수신 1 1 1 1 1

국어 8 8 6 2 2

수학 5 6 6 4 3

역사 2 2

지리 2 2

이과 2 2 2 2

영어 8 8 8 8 8

조선어

체조 3 3 3 3 3

도화 2 1

전공

법제 2 2

경제 2 2

商事요항 3 3

부기 4 3 3

상품 2

상업문 1 1

商事산술 2 2

상업실천 4

계 33 33 33 33 33

- ｢개성상업학교학칙｣(1925년)

<표Ⅲ-10> 개성상업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시수(1925년) 

1920년대 개성상업학교의 학과목 편제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어 과목의 부과 및 그 비중에 있다. 개성상업학교는 모든 학년

의 영어 과목에 주당 8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 결과 영어 과목의 총 

수업시간은 40시간으로, 이는 전공과목인 상업에 관한 제 학과목들의 수

업시간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비중이었다. 그 이전까지 영어 과목이 

교수되지 않았던 점과 비교하면, 이는 상업학교의 학과목 편제상 매우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일반계 학교인 고등보통학교에서의 영어 과목이 

주당 평균 6시간인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76) 상업학교에서 영어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76) ｢高等普通學校規程｣(부령 제16호),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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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목
1학년

(1930년)

2학년

(1931년)

3학년

(1932년)

4학년

(1933년)

5학년

(1934년)

수신 73 77 73 75 80

국어

강독
갑 71 72 73 81 78

을 62 72

문법작문 67 66 75 87

습자 72 66 70

조선어 72 76 78 77 70

수학

주산 58 77 86 87 85

산술 56 92 89

대수기하 64 74 74 90

지리 83 76 80

역사 84

박물 77

이과 76 84 65

영어

갑 74 88 76 81 71

을 57 76 75 88 85

병 73 68 75

정 81 84

법제 70 79 78 84 78

공민과 83 80

商事요항 74 77 92

부기 80 77 80

상품 82 80

商事

실천

1 78 80

2 83

3 80

도화 63 74

체조 73 66 68 74 70

총점 1,165 1,201 1,147 1,477 1,485

평균점 69 75 76 82 78

석차 57/94 21/83 22/78 9/74 19/72

조행 을 을 갑 갑 갑

판정 급 급 급 급 급

- ｢대구상업학교 학적부｣
- 1930년에 입학하여 1935년에 졸업한 한954 학생의 성적표.

<표Ⅲ-11> 대구상업학교의 교육과정 운영(1930년대) 

1930년대 상업학교에서 실제로 교수된 교육과정은 <표Ⅲ-11>과 같

다. 대구상업학교의 실제 교육과정 운영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개성상업

학교의 학과목 편제와 대체로 유사한 것이었다. 1930년대 전반기 대구

상업학교에서 5년간 전학년에 걸쳐 교수 평가된 학과목은 총 85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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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보통과목이 68개이고 전공과목은 17개이므로, 보통과목의 비

중은 80%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구상업학교에서 교수 평가된 영어 과

목 역시 상당한 비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구상업학교에서 학생의 최종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은 매우 단

순하다. 보통과목과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교수된 전 과목의 모든 학과목

의 성적을 더한 뒤, 이를 학과목 수로 산술 평균하여 최종 성적을 산출

하고 있다. 그리고 조행 점수는 갑·을·병으로 평정만 하고 있을 뿐 농업

학교처럼 학업 성적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상업학교의 성적 

산출 방법은 농업학교와는 매우 다른 것이며, 오히려 일반계 중등학교에 

보다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3) 공업학교의 경우

1930년대 말까지 설립된 공업학교는 경성공업학교가 유일했다. 경성

공업학교는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 및 경성고등공업학교에 부속된 전습

소 시기를 거쳐 1922년에 비로소 관립경성공업학교라는 이름으로 독립

하였다. 그리고 1938년에 5년제의 경성공립공업학교가 세워지고, 1940

년에는 관립경성공업학교가 경성공립공업학교로 흡수 재편된다. 그러나 

1940년의 두 학교 통합은 재학생의 교육연한 및 편입 학년의 조절 등 

관·공립의 전환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

고, 실질적으로는 3년제의 관립경성공업학교가 5년제의 경성공립공업학

교로 확대 재편된 것이었다. 

1940년 이전에 관립경성공업학교의 수업연한이 3년제였다고 해서 고

등교육기관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소위 을종 실업학교는 아니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관립경성공업학교의 입학자격은 교육연한 6년의 보통

학교나 소학교 졸업자가 아니라, 보통학교 고등과 혹은 고등보통학교 2

년을 수료하거나 고등소학교를 졸업하여 교육연한 8년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가 입학하는 학교였다. 따라서 이들이 관립경성공업학교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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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목 1학기 2학기 3학기 평균 1학년말

수신 85 80 90 85.0 68.0

국어 68 73 84 75.0 60.0

수학 52 72 90 71.3 56.8

물리 90 30 70 63.3 50.4

화학 70 85 77.5 62.4

도화 70 70 60 66.7 53.6

조가재료및공구사용법 95 85 95 91.7 73.6

가옥구조 72 70 85 75.7 60.8

체조 70 70 70 70.0 56.0

영어 98 96 85 93.0 74.4

指物및車輛재료와공구 50 75 90 71.7 57.6

指物및車輛제도 70 75 82 75.7 60.8

용기화 35 70 80 61.7 49.6

학과목 점수 합계 784.0

학과목 평균 60.3

평균의 2배 120.6

실습 78 80 81 79.7 63.7

총합계 184.3

총평균 61.4

출석점수 13

최종 성적 74

- ｢경성공업학교 학적부｣(1920년) 재구성.

<표Ⅲ-12> 공업전습소의 교육과정 운영(1920년도) 

하면 교육연한이 총 11년이므로, 대학 예과 혹은 전문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굳이 갑·을종으로 구분한다면, 관립경성공업학교

는 3년제 갑종 실업학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성공업학교는 설치학과가 다양하여 일괄적으로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예에서 드

러나는 특징에만 주목해 보고자 한다. 

위 <표Ⅲ-12>는 1920년도 경성공업학교 조가과의 1학년 교육과정 운

영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실업학교규정｣이 제정되기 이전 시기이지만, 

경성공업학교에서는 영어 과목이 교수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

성공업학교는 매우 복잡한 성적 산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학적부의 

성적표 상에는 정확한 산출법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채 무수히 많은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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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수정한 흔적들로 가득하다. 여러 학생들의 성적표를 비교하여 복

잡한 성적 산출 방법을 추론하면 위 <표Ⅲ-12>와 같이 재구성된다. 

먼저, 각 학과목의 1학년말 성적은 3개 학기 성적을 평균하고 이를 다

시 8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이렇게 환산된 점수를 모두 더하여 

학과목 점수 합계를 구한 뒤 총 과목수로 나누어 학과목 평균(60.3)을 

구한다. 실습 점수도 3개 학기의 평균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63.7). 이제 학과목 평균을 2배하고, 여기에 환산한 실습 점수를 더하여 

총합계 점수를 구한다(184.3). 그리고 총합계 점수를 3으로 나누어 총평

균을 산출하고(61.4), 여기에 출결 상태를 평가한 점수(13)를 더하여 최

종 성적(74)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석차를 매기고 있다. 이처럼 경성공

업학교의 성적 산출법은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실제

로 학적부의 성적 기록란은 담당자가 계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

한 흔적들로 가득하며, 그나마 담당자조차 산술적인 오류를 발견하지 못

한 채 잘못된 성적 산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경우들도 많았다.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실습 점수와 학과목 점수간의 비중이다. 앞에

서 살펴본 농업학교 및 상업학교들과는 또 다르게, 경성공업학교에서는 

전체 학과목 점수를 실습 점수의 두 배 정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즉, 실습 성적은 전체 학과목 성적의 절반 정도의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산출된 점수에 다시 출석 점수를 반영하

고 있다. 즉, 출석 점수를 전체 성적의 20% 수준으로 반영하려다보니, 

앞서의 모든 성적 산출 과정을 80% 비율로 환산해야 하는 지나치게 복

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학생들의 출결 상태를 평가하여 학업 성적에 

반영하는 학교는 흔하지 않았다. 실제로 경성공업학교에서도 출석 점수

를 성적에 반영하는 방법은 1920년대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성공업학교가 출결 상태를 학업 성적에 반영한 정확한 이유는 분명하

지 않다. 다만, 1919년의 3·1운동과 그 이후에 계속된 시위 참여 등으로 

인해 조선인 학생들의 결석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제도였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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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습 교육의 특징

실업학교의 교육은 학과교육보다는 실습교육에 특색이 있던 만큼 각 

학교도 실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실습은 

실업학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실업학교의 유형

과 종류에 따라 실습의 여건과 수준이 달랐고, 각 학교는 효율적인 실습

교육을 위해 독특하게 조직된 실습 단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발

표회 혹은 경쟁 대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실습 참여를 장

려하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실업학교에서 운영된 

실습교육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실습 조직의 운영

독특한 실습 조직의 운영은 농업학교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학교의 교육과정은 주당 학과교육에 24~25시간, 실습교육에 9~10

시간 정도를 배정하고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교과 실습은 담당 교사의 

인솔 하에 학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대체로 교과 실습의 

내용은 일반적인 농업 실습을 제외하더라도, 1) 두부, 잼, 소시지, 햄, 단

무지 등 농산물 제조 가공 실습, 2) 가마니 짜기, 목공, 콘크리트, 잠구 

제작, 동력기 조작법 등 농기구 제작 실습, 3) 돼지 해부와 거세, 닭의 

해부와 거세, 부화, 착유 및 처리, 면양 털깎기, 모사 처리법 등의 가축 

실습, 4) 화분재, 전정, 국화 재배 등 과수 원예 실습, 5) 소립, 적상, 진

면 제조 등 양잠 실습, 6) 간벌, 제탄, 측량, 조림, 원예 등 임업 실습 등

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77) 

교육과정에 규정된 주당 10시간 정도의 실습과 몇 사람의 고용인만으

로는 각 학교가 운영하는 농장과 축사 그리고 임야 등을 제대로 관리할 

77) 춘천농공고등학교총동창회(2010), 춘농공고백년사,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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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농가 흥원농가 풍수농가 서수농가

작업 원예·소채 중심 전작 중심 도작 중심

가축 면양·산양·토끼 중심 누에 중심 소·돼지 중심

토지 소채·묘포 중심 밭 중심 논 중심

관리사 계사·양사·돈사 중심 잠사·돈사 중심 우사 중심

1인당 

경작 면적
615평 634평 742평

생도 농가장·부가장·계원 농가장·부가장·계원 농가장·부가장·계원

공통

- 과수원과 임야는 세 학년 모두 고르게 배분.

- 가축과 토지, 관리사옥 등도 고르게 배분되나 중요도에서 차이. 

- 각 학년에 담당 주임·부주임 교원 및 직원 배치.

- 춘천농공고등학교총동창회(2010), 춘농공고백년사, 225쪽.

<표Ⅲ-13> 춘천농업학교의 실습조직과 분담 내용

수가 없었다. 농업학교는 대개 수 만 평에 달하는 논·밭·과수원을 갖고 

있었고, 우·돈·계·양 등 여러 종의 가축을 기르고 있었으며, 온실과 농가

공품 작업실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임업 실습을 위한 수만 평의 

실습림을 보유하거나 잠업 실습을 위해 누에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경

우에는 훨씬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생

들의 노력 동원에 크게 의존하게 되므로, 각 학교는 나름대로 학교의 특

성에 맞는 실습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학년별로 실습지와 업무를 배분하여 1년 동안 담

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춘천농업학교의 경우를 보면, 2·3·4학년에게 각

각 담당하는 실습지와 실습구역을 정해주었다. 다만, 신입생인 1학년은 

교과 실습인 기본 실습과 농산물 판매를 담당하고, 졸업반인 5학년은 부

락민 지도와 위탁 실습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춘천농업학

교의 실습조직과 분담 내용은 아래 <표Ⅲ-13>과 같다. 

<표Ⅲ-13>에서 알 수 있듯이, 춘천농업학교는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

는 농장·임야와 관리사옥, 가축 등을 전 학년에 고르게 배분하면서도, 역

점을 두는 실습 내용에서 비중을 달리함으로써 학년마다 차이를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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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학년이 원예와 소채 농사 중심이라면, 3학년은 밭농사가 중심이고, 

4학년은 논농사를 중심에 두는 방식이다. 가축을 키우는 일의 경우도, 2

학년이 면양·산양·토끼를 기르는 일을 중점적으로 담당한다면, 3학년은 

누에를 맡고, 4학년은 소와 돼지를 키우는 일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1인당 경작 면적이 600평이 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

시 농업학교의 농장 경영은 학생들의 노력만으로 대단히 벅차고 힘든 일

이었다. 

춘천농업학교는 학생들의 실습조직에 대해서 흥원농가, 풍수농가, 서수

농가 등 ‘농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개의 

농업학교들도 실습 단위마다 ‘家’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었다. 춘천

농업학교가 학년별로 조직되었던 것과 달리, 대부분의 농업학교는 전 학

년생을 혼합하여 각각의 농가를 구성하고 있었다. 광주농업학교를 예로 

들면,78) 식민지 말기에 ‘추진대’라는 군사적인 이름으로 바뀌기 전까지, 

5개의 실습 단위를 ‘家’라고 불렀다. 전교생 500명을 5개의 농가로 나누

어, 각 농가에는 5학년부터 1학년까지 전 학년생이 고르게 소속된다. 각 

농가는 답작, 전작, 축산, 임업, 과수, 원예, 양잠, 토목 가운데 하나를 

주로 담당하여 1년 동안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구

성되는 농가는 매년 다시 편성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가 단위의 실습조직은 단순히 ‘家’이라는 이름만을 차용하는 것이 아

니라 실제로 농가에서 생활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 시설이 열

악하여 별도의 기숙사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 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던 농가를 개조하거나 별도로 실습지 주변에 간소한 농사(農舍)를 지

어 학생들을 입주시켰다. 천안농업학교의 경우, 농업학교로 승격되기 이

전인 1930년대의 농잠보습학교와 농업실수학교 시기에는 학교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79) 그래서 기숙사 대신에 6,7개의 농사에 학생들

78) 광주농업고등학교동창회(1989), 광주농업고등학교팔십년사 1909-1989, 287쪽

79) 천안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1991), 천농60년사, 16,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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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출신 지역별로 나누어 입주시켰다. 동면 출신들의 농가는 면양을 관

리하고, 풍세와 성남 출신들의 농가는 양을 사육하여 착유와 배달을 담

당하였고, 광덕 출신의 농가는 토마토·오이·호박 등의 채소포를 관리하는 

방법이었다. 농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가마니

를 짜거나 생산물 판매에 나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취사도 윤

번제로 돌아가며 직접 해결하였다. 이들 농가에서의 학생 생활은 농장 

관리를 겸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 농업학교 학생들의 생활은 실제 농

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家’ 단위의 실습조직은 학생 자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각 농가를 

지도하는 주임 교원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실습을 진행하는 모든 과

정은 학생들 스스로가 관리한다. 상급생이 책임을 지고 하급생을 지도하

고 독려하며 실습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지도학생 및 상급생은 하급생에

게 작업량을 나누고 세부적인 작업지침을 내리게 되므로, 상·하급생 간

의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그 규율은 매우 엄격한 것이 된다. 나이와 민족

을 구별하지 않을 만큼 학년 차이에 따른 상하 위계질서는 절대적인 것

이었다. 엄격했던 기숙사 내에서의 선후배 질서가 제한적인 기숙사생만

을 대상으로 하는 규율이었다면, 농가 단위 실습 조직은 전교생을 아우

르며 매우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통제였다.

학생 자치적인 ‘家’ 단위로 실습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 사례는 안동농

림학교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33년에 

설립된 안동농림학교는 초창기부터 다섯 개의 농가 단위로 전교생을 편

성하여 실습조직을 운영하였다. ‘5농가(五農家)’라 부르는 다섯 농가는 

고창가(古昌家), 석릉가(石陵家), 능라가(陵羅家), 낙동가(洛東家), 선곡가

(善谷家) 등으로 명명하였다.80) 전교생을 대상으로 농가를 구성하여, 실

습사무실, 창고, 농구를 배당하고, 각 농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실

습 농장과 실습 사옥이 정해진다. 농가는 최고 상급생인 5학년 학생이 1

80) 이 명칭은 안동 주변의 옛 지명에서 따왔다고 한다.(안동농림고등학교(1973), 안동농림40년

사,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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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씩 교대로 가장(家長)의 소임을 담당하여 담당 교사의 지시를 받아 

가원(家員)들의 실습계획을 지도하였다. 실습이 있는 날이면, 학생들은 

농가 단위로 농구실 앞에 집합하고 실습서(實習誓)를 개창한다. 이어서 

담당 교사의 실습에 대한 지도와 실습상의 주의사항을 듣고, 가장은 가

원들의 학년, 학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습량을 배당한 뒤 실습장으로 

향하는 것이다. 

안동농림학교의 실습조직인 ‘5농가’는 실습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

어지는 모든 학생 활동의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 실습은 물론이고 체육

대회, 품평회 등이 농가 단위로 이루어졌다. 안동농림학교에서 ‘家’라고 

부르는 실습 조직을 운영한 이유는 1933년에 안동농림학교에 입학했던 

학생의 ‘5농가’에 대한 회고담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各 農家의 家長 中 最高學年 1名씩 交代로 一週間씩 家長責任을 맡

고 家長은 아침 일찍부터 日沒이 될 때까지 各自 農家에 所屬된 農

場을 巡廻하고 作業中인 家族들을 激勵 助言하며 그 날의 作業評價

와 來日의 作業計劃 樹立의 일들을 하였으며 같은 家族끼리의 雰圍

氣는 참으로 和氣靄靄 하였으며 實로 親兄弟間을 彷佛케 하였습니

다. 이렇게 우리들은 일찍부터 農林學校에서 家族中心 制度에 依하

여 산 農民生活을 營爲하였고 그러하는 동안에 自主自立 協同團結

의 農民精神을 涵養시켰지요.81)

수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농장과 실습용 임야 그리고 축사를 운영하는 

일은 학생들에게는 고된 작업이었다. ‘家’ 단위의 실습 조직은 학생들의 

자율적 조직이라는 형식적 운영 원리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노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학생들의 자치적 운영

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상·하급생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명령 체제로 

이어진다면 그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안동농림학교 학생

81) 안동농림고등학교(1973), 안동농림40년사, 69쪽.



- 139 -

의 회고에서 나타나듯이, ‘家’라는 이름을 차용한 농가 단위의 실습조직

은 학생들 사이의 위계적 질서와 억압적 관계를 완화하고 가족적 유대감

과 공동체 인식을 갖도록 의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실습 여건과 수준

실업학교 가운데 특히 공업학교는 실습 여건에 따라 실습교육의 수준

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공업학교는 설치되는 학과의 종류에 따라 

실습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학교마다 설치되는 학과의 변경

도 잦은 편이었다. 무엇보다도 공업학교 실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학교의 시설 수준에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까지도 공

업교육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온전한 실습 시설을 갖춘 학교는 

경성공업학교만이 유일하였고, 그 외 소수 존재했던 공업계 학교는 시설

이 열악한 실업보습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학교급 상태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공업 관련 실습 시설을 갖추는 데 매우 불리한 조

건이었다. 

홍성공업전수학교는 1927년 홍성군 학교비를 설립 주체로 하여 세워

졌고, 3년 과정으로 단공과, 판금과, 가구과가 설치되었다.82) 각 학과는 

주당 수업시간 35시간 중 1학년은 22시간, 2학년은 23시간, 3학년은 

26시간 등 매우 많은 시간을 전공과목에 배정하고 있었다. 전공과목의 

세부교육과정은 공구, 재료, 공작법, 제도 및 각과 실습으로 규정되어 있

는 것으로 볼 때, 수업시간의 대부분은 실습교육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홍성공업전수학교가 위치한 홍성읍은 1935년까지도 전기시설조차 제대

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이었다. 

이 시절에는 홍성읍 전체가 전기가설이 안 되어 있음으로 우리 학

교 실습장에는 발동기로 선반이나 보루반을 돌리거나, 불연이면 두 

82) ｢工業專修學校設立認可の件報告｣(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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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손으로 피대를 돌리거나, 불연이면 두 학생이 손으로 피대를 

돌리고 한 학생이 작업을 해보는 원시적 실습이었다. 가구과 실습장

에는 작업대 5개, 손톱·대패·끌·망치·곡척에 불과하였고, 판금

과 실습장에는 수물사 도간이 수동식 로라 1대, 함석 가위, 납땜 인

두에 불과하였다.83)

위 회고는 1932년도에 입학하여 홍성공업전수학교에서 3년간 수학했

던 학생이 당시의 실습 상황을 술회한 내용이다. 홍성공업전수학교는 실

업보습학교라 하더라도, 직원수에 있어서는 전임교원 8명으로 상대적으

로 양호한 편이었다.84) 그러나 1930년대까지도 실습 여건은 전기가설조

차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었다. 군 단위 학교비 재정

으로는 실습 설비를 완비하여 수준 높은 공업 교육을 실시할 만큼 여유

롭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습 시설을 이용하여 제작 가능한 것으로, 가구

과는 책상과 책꽂이, 판금과는 양동이와 진유문패, 단공과는 국기게양대

와 교문 정도였다고 술회한다.85) 

홍성공업전수학교와 유사하게 가구과, 판금과, 단공과 등이 설치된 공

업계 학교는 그 이전에도 존재했었다. 1910년에 경성에 설립된 어의동

실업보습학교는 1912년에는 수업연한 1년의 어의동간이공업학교로 재편

되었고, 설치된 학과는 수차례 변경되다가 1917년 이후로는 가구과, 판

금과, 단공과 등 3과로 정착되었다. 당시의 실습 현황을 알 수 있는 자

료는 많지 않지만, 어의동간이공업학교는 1918년부터 매년 일반 시민들

을 대상으로 전람회를 개최하고 제작물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86) 

1920년도 전람회에 출품된 작품은 신선로, 화병, 화로, 농구, 주전자, 은

잔 등 1,000여 점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람회를 찾았고 판매수입도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1910년대에 존재했던 실업보습학교 즉, 간이실업

83) 대전산업대학교칠십년사편찬위원회 편(1997), 대전산업대학교칠십년사, 54쪽.

84) 당시 다른 공업계 보습학교의 평균 전임교원 수는 4명이 되지 않았다.(朝鮮諸學校一覽, 
1932~1934년도)

85) 대전산업대학교칠십년사편찬위원회 편(1997), 같은 책, 54쪽.

86) 매일신보, 1920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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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들은 모두 보통학교에 부설된 형태로 설립되었다. 어의동간이공업학

교 역시 1922년에 공업보습학교로 전환되기까지는 독립된 학교 건물이 

없이 어의동보통학교의 교사 일부를 빌려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

건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업 관련 실습 시설을 갖추는 것 역

시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에, 경성공업학교는 유일한 공업학교로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

었다. 학교의 연원은 대한제국시기의 상공학교까지 이어지지만, 1922년

에 경성고등공업학교와 분리되어 독립된 학교기관의 면모를 갖춘 공업학

교로서 운영되었다. 조가과(이후 건축과), 기계과, 기직과, 화학제품과(이

후 응용화학과), 제도과(요업과) 등 5개 학과가 설치되었다. 각 학과의 

실습실은 전문학교인 경성고등공업학교 및 중앙시험소와 공동으로 사용

했기 때문에 실습 여건은 매우 훌륭한 수준이었다. 1934년 경성공업학

교 기계과 입학생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實習場의 施設, 器具, 機械도 당시로는 最新型으로 充實하였다. 물

론 高等工業學校와 京工은 設備를 대체로 區別하여 授業에 使用했

지만 ‘科’에 따라(例로 高工紡織學科와 京工機織科는 同一實習工

場) 製織準備機械, 製織機械, 染色·加工機械, 紡績機械(公立으로 

移管될 무렵 設置되었으므로 其間은 비록 짧았지만)를 使用하여 實

習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特記할 것은 學校當局은 各科에 풍부한 

實習材料(原料), 에너지(電氣, 가스)를 制約없이 使用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중략) 一面으로 볼 때 낭비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實

習場의 設備는 稼動되었다.87)

이처럼 경성공업학교는 공업보습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실습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위 회고자는 송도고등보통학교 2년을 수료하고 

경성공업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며, 당시 송도고등보통학교는 미국 감리교

87) 서울공업고등학교동창회(1989), 서울공고구십년사, 115쪽.



- 142 -

단의 지원으로 최신의 이과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두 학교

를 동시에 경험한 회고자가 보기에도 경성공업학교의 실습 여건은 “낭

비”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훌륭한 것이었다. 그런 만큼 경성공업학

교는 상당한 정도의 기술교육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토목과를 전공

한 또 다른 학생의 회고에서도, 졸업과 동시에 측량과 설계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경성공업학교의 교육 여건은 매우 좋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88)

(3) 실습 성과 발표회

실업학교는 실습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

러 형태의 실습 과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농업·상업·공업학교 

등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통된 것은, 학교마다 실습의 성과를 널리 과시

하는 발표회나 혹은 경쟁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 농산물 품평회

농업학교는 전교생이 분담하여 진행하는 실습만이 아니라, 개인별 혹

은 소수만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실습도 있었다. 배타적으로 개인마다 

할당된 포장(圃場)에서 자신이 원하는 작물을 경작한다든지,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축을 키워보거나, 새로운 농가공품 제작 방법을 시험해 보는 

일 등이었다. 그리고 매년 한 두 차례 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하여, 학생

들 모두가 의무적으로 자신의 실습 결과를 출품하여 평가받도록 하고 있

었다. 

농업학교에서 가을에 개최되는 농산물 품평회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

다. 학생들의 실습 결과를 평가하는 행사이기도 하였지만, 농업학교의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개방하여 

88) 김영수(경성공업학교 1940년 입학)의 구술 기록, 면담: 2014년2월27일, 상계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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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사로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다.89) 학부모는 물론이고 해당 기관

장과 인근 주민들이 초대되었고, 보통 2~3일에 걸쳐 열리는 농업학교의 

가장 큰 행사였다. 3년제 을종 농업학교로서 비교적 규모가 작았던 상주

농잠학교의 경우에도 매년 주요 행사로서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1935년의 품평회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3회 “농림산 품평회”에서는 전 7부로 나누어 심사하고 전시하

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1부 곡숙(穀菽)류, 특용작물, 축산품 

513점. 제2부 잠사 202점, 잠구류 378점. 제3부 고세공(藁細工), 

기타 수공품 422점. 제4부 소채, 과실가공품 204점. 제5부 학생 

서화작품 및 도표류 124점. 제6부 묘목류 12점. 제7부 가장리 공

려조합 농산품 각종 209점으로 나누어 4등까지 시상하였다.90) 

상주농잠학교의 ‘농림산 품평회’는 1933년부터 매년 늦가을 이틀 동안 

개최되고 있었다. 모두 총 1,789점이나 출품되는 매우 큰 행사였다. 

1935년부터는 지도 부락인 가장리(佳庄里) 주민들의 농림산물도 출품되

었다. 그리고 교직원 및 최고 학년 학생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출품

작을 평가하고 부문별로 우수작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농산품 품평회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이다. 위에서 

예로 든 상주농잠학교만 하더라도, 전교생 정원이 150명이므로 품평회 

출품작은 매년 1인당 10점이 넘고 있다. 의무적으로 출품해야 되는 것

도 부담일 터이지만, 대외적으로 치러지는 행사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노

력 동원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러 학교 행사 가운데 농업학교 

학생들의 회고에서 매우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농산물 

품평회다.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었던 일종의 시식회를 겸한 축제인 추수

감사제나 가을대운동회보다도, 품평회에 대한 학생들의 기억은 매우 호

89) 춘천농공고등학교총동창회(2010), 춘농공고백년사, 201쪽

90) 상주대학교팔십년사 편찬위원회(2001), 상주대학교팔십년사,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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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이었다. 다음은 안동농림학교 졸업생의 품평회에 대한 회고이다.

학창시절에 가장 즐겁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많은 시간을 경주한 것

은 품평회다. 우리가 가꾼 실습장에서 생산된 보기에도 시원스럽게 

생긴 무·가지·길이 1m 이상의 우엉쌈이라도 싸먹음직스러운 충

동을 느끼는 속찬 배추·축사에서 길러진 닭·오리·칠면조·토끼

와 양·소·가축들 논에서 재배된 풍옥·수원·곡량도·팔굉 등 벼 

품종의 표본 등의 진열과 관람자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하여 군데군

데 만들어 진열한 인형과 성냥개비로 만든 문화주택과 새집에 네온

사인을 밝히고 밤을 도와가면서 과학실에서 만든 간이 실험도구들, 

이것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도표와 괘도·차트의 제작 등 어느 것

을 막론하고 우리의 정성과 얼이 안 들어 있는 것이 없다.91)

위 회고에 의하면, 농업학교에서 ‘농학도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행

사가 농산품 품평회였다고 한다. 사실 농업학교 졸업생의 학창시절 회고

는 그 누구의 것을 막론하고 힘들고 고달팠던 노동, 즉 실습에 대한 고

통스러웠던 기억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품평회에 대해서만은 학생들의 

태도가 달랐다. 이는 상업학교에의 주산대회나 공업학교에의 제작품 전

시회와 더불어 실업교육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품평회

를 준비하는 일 역시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농업 실습의 하나였지만, 다

른 실습과 달랐던 것은 자신의 노력과 노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 결과를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시상과 평가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성취감과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그 특징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학교의 농산물 품평회는 전쟁이 본

격화되는 식민지 말기에 이르면 모두 사라지게 된다.

(나) 주산대회

91) 안동농림고등학교(1973), 안동농림40년사, 69~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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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 교육은 상업학교가 다른 중등학교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었다. 학생들 역시 상업학교 졸업자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역시 “글씨

와 주산을 밑천”으로 여기고 있었다.92) 따라서 상업학교들에서는 학생들

의 주산 실습을 독려하기 위해 교내의 주산대회를 개최하거나 급수제도

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대구상업학교의 예를 보면, 학생들의 주산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93) 개교 후부터 학생들의 주산 능력 배양을 위

해 학내 주산대회인 경산회(競算會)를 열었으나, 아직 학생들이 저학년

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산의 신’이

라 불리는 사람을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최고학년인 5학년까지의 학년 구성이 완료되는 1927

년부터는 매년 경산회가 개최되었다. 초기에는 상급생조와 하급생조로 

나누어 각각 1위부터 10위 학생까지 순위를 매겼다. 제3회도 동일한 방

법으로 진행되었으나, 1929년의 주산대회는 대회 형식에서 큰 변화를 

주었다. 개인경기성적으로 가감산, 전표산, 승제산, 독산별로 하고, 일반

경기성적이라 하여 점수와 아울러 1~10급까지 급수 사정을 하여 게시

하였다. 이런 방법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주산에 대한 열기가 더욱 높

아졌다고 한다.

주산 실습을 위해 학내 주산대회와 급수 사정을 활용하는 방법은 대부

분의 상업학교에서 공통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주산 급수를 부여하는 공

인된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마다 매년 한 두 차례 정기적으로 전교

생을 대상으로 급수를 사정하고 있었다. 주산대회는 상업학교 학생들만

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이나 사회인 사이에서도 매우 높은 관심과 참여

가 있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금융기관간 연합대회를 비롯하여, 각 

금융기관과 언론사들이 주최하는 주산대회와 경성고등상업학교 및 보성

92) 부상백년사편찬위원회(1995), 부상백년사, 89쪽.

93) 대구상업고등학교오십년사 편찬회(1973), 대상오십년사, 5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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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교 등이 주최하는 주산대회도 상업학교와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전

국적인 규모였다. 그리고 작게는 군청과 면사무소 혹은 각 금융기관 지

점 등이 주최하는 수많은 주산대회들이 개최되었다. 각 상업학교들도 학

내 대회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산대회

를 열어 주산 교육을 보급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상업학교가 주최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주산대회로는 마산상공회의소

의 후원으로 마산상업학교가 개최하는 ‘남조선주산경기대회’가 있었다. 

1928년에 처음 개최된 남조선주산경기대회는 추천을 받은 학생 및 시민 

모두가 참가하였다.94) 마산이나 경상남도 지역만이 아니라 서울의 상업

학교 학생들도 참여하는 등 매년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강경상업

학교도 1928년부터 지역행사로서 주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95) 대회 초

기에는 상업학교의 주산 우수생과 지역의 은행, 금융조합, 회사의 지점

들의 주산 기능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홍백전으로 겨루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입상을 목표로 하는 경쟁대회였다기보다는 주산대회를 계기로 하

여 강경지역 동종 업계 종사자들간의 단합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1932년 이후부터 주산대회는 점차 참여자를 외부 지역으

로 확장하여, 강경의 금융단이 후원하고 강경상업학교가 개최하는 전국

적인 규모의 주산경기대회로 발전하기도 하였다.96)

(다) 공산품 전람회

공업학교에서도 학교 교육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었다. 이러한 행사는 농업학교 및 상업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학생들의 실습을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었다. 경성공업학교의 경우는 공업전습소 시기인 1910년부터 매

년 봄·가을 연 2회에 걸쳐 ‘제작품 진열회’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의 실습 

94) 동아일보, 1928년 12월 2일 및 각 연도.

95) 강경상업고등학교(1990), 강상칩십년사, 88, 100쪽.

96) 동아일보, 1932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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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제작물을 판매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매년 일

반인 입장객이 수만 명을 초과하는 성황을 이루었다.97) 제작품 진열회는 

1916년에 경성공업전문학교의 부속 공업전습소로 변경되면서 일시 중지

되었다가, 1920년부터 ‘성적품 진열회(이후 전람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98) 이 시기부터는 전람회는 경성고등공업학교, 중앙시

험소, 경성공업학교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당시 언론들은 진열품

의 종류나 행사 진행 일정 등에 관해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었다.99) 

작년부터는 구매권을 사용하여 관람하기도 전에 눈에 띄는 상당한 

물품을 전부 사버리는 것을 막고자 하나 그래도 오전 중에 거의 다 

팔려버리는 고로 전람회 개최의 본의를 몰각하게 됨으로, 금년에는 

즉매(卽賣)는 일 원 이하의 물건에만 하고 그 이상의 물품은 구매

권에 의하여 투표케 한 후 종일 진열하도록 하여 일반에 관람의 편

의를 도와준다고 한다.100)

성적품 전람회는 전문학교와 공업학교 학생들의 졸업 작품 전시회이면

서 제작물의 판매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 전시 기간 동안 일반인 

입장객이 수만 명을 넘었다. 당시 신문들은 행사 시작 한참을 앞둔 시점

에서부터 진열품 종류나 준비 상황 그리고 변화된 행사 진행 방법 등을 

안내하는 기사를 내보낼 정도였다. 공업학교 학생들 역시 성적품 전람회

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행사가 시작되기 1달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다음은 1936년 건축과에 입학한 학생이 당시의 전람회 준비 

과정을 술회한 것이다.

 

建築科의 人氣作品은 運動場에다 1·2·3學年 合同으로 木造 2層

97) 매일신보, 1914년 6월 9일, 1916년 5월 27일.

98) 서울공업고등학교동창회(1989), 서울공고구십년사, 57쪽; 매일신보, 1920년 10월 25일.

99) 동아일보, 1921년 10월 23일, 1922년 10월 22일 등.

100) 매일신보, 1922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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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物을 假築造하는 것이었다. 

1學年은 木材를 切斷하고 끌로 구멍을 뚫고, 2學年은 먹줄을 튕기

고 대패질을 하고, 3學年은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걸고 마루를 

까는 일을 했다.

이 建物을 入札에 부쳐 買入者가 解體하여 運搬해 갔는데 應札者가 

40名이 넘었으며 落札代金은 200圓 정도였다.101) 

경성공업학교 전람회에서 건축과 학생들은 임시로 목조 가옥을 축조하

여 전시·판매하였는데, 매년 일반인 관람객들로부터 큰 관심과 인기를 

모았다. 이 외에도 도기, 자기, 농기구, 생활용품, 화장품류 등 판매용 제

품들이 출품되었다. 그리고 각과 학생들이 실습한 결과물들을 포함하여, 

매년 1천여 점이 진열되었다. 그러나 경성공업학교의 전람회 역시 전쟁

이 본격화되면서 전면 중단되었다.

101) 서울공업고등학교동창회(1989), 서울공고구십년사,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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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 목적과 ‘근로주의’교육과정

실업학교는 교육 목적을 “실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수하는 것”에 두고 있었다. 교육당국이 실업교육을 통해서 배출하고자 

했던 직접 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표상은 ‘독립 자영인’이었다. 이러한 

‘독립 자영인’은 ‘봉급 생활자’와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교육당국은 실업학교 학생들이 직접 실업에 종사하지 않고 ‘봉록에 의식

하려는 경향’에 대해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병폐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었

다. 이하에서는 교육당국의 ‘독립 자영인’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과 그것

이 교육과정에 미친 영향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독립 자영인’양성

실업교육의 목적은 ｢실업학교령｣은 물론이고 ｢조선교육령｣에 명문화된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실업학교는 “실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필요

한 교육을 하는 곳으로 정의되어 있다. 실업학교 졸업생들은 단순히 전

공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실업 분야에 직접 종사

할 것이 기대되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실업학교의 목적을 강조하면서, 

일선 학교들에 ‘독립 자영인’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 실천을 독려하고 있

었다. 매년 전국의 실업학교장 회의 혹은 농업학교장 회의 등을 소집하

여, 각 학교 졸업생들의 진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의 지도계획을 보고

받고 있었다.102) ｢조선교육령｣이 제정된 이듬해인 1912년에 열린 전국

농업학교장 회의에서, 총독 데라우치(寺内正毅)는 농업교육에서는 “공리

를 피하고 實用을 주지로 하여 졸업자들로 하여금 사회의 實務에 적응하

102) 朝鮮總督府學務局(1914), ｢(朝鮮人敎育)實業學校要覽｣; 朝鮮總督府(1916), ｢農業學校長會同

聽取事項答申書｣; 朝鮮總督府(1921), ｢實業學校長會議諮問事項答申書｣; 朝鮮總督府(1923), ｢官
公立農業學校長會議事項｣; 朝鮮總督府(1928), ｢公立實業學校長會議事項｣ 등. 각 회의에서는 해

당하는 주요 안건에 대한 답신 외에도, 학교마다 실습 교육 및 진로 지도에 대한 현황을 보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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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實際 技能

을 습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서 농업

학교의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이 하달된다.

농업학교의 교육은 주로 農業從事者 養成에 있는데, 졸업 후 상당한 

資力이 없는 자는 자연히 俸給에 衣食하려는 희망을 품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것은 학교교육의 本旨에 어긋나므로, 사정이 허락

하는 한 상당한 資力이 있는 자를 입학시키는 方針을 채택해야 한

다.103)

 

1912년 전국 농업학교장 회의에서 교육 당국은 농업학교의 교육 목적

은 ‘봉급 생활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농업 종사자’, 즉 

‘자영농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천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자영농가’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신입생 모집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가계가 곤란한 지원자의 

경우 향후 “봉급에 의식(衣食)하려는 희망”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입학 전형에서 학생의 재산 정도를 중요

하게 고려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학생들을 졸업 후 농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입학 단계부터 상당한 ‘자력(資力)이 있는 자’

로 제한하여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당국은 농업학교의 목적을 ‘자영농가’ 양성에 두고 이를 실

현하기 위해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1913년에 열린 전국농업학교장 회의에서도 “농업학교의 목적은 원래 농

업의 實務에 從事할 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그에 부합하는 

제반의 교육 실천을 지시하고 있다.104)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

103) 朝鮮總督府學務局(1912), 大正元年12月 農業學校長會同에서 指示事項; (朝鮮人敎育)實業學

校要覽, 56쪽.

104) 朝鮮總督府學務局(1913), 大正2年12月 農業學校長會同에서 指示事項; (朝鮮人敎育)實業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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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농사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실습지 및 실습

시설의 확보를 독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상당한 자산이 있고 또한 그 지망이 확고한 자”를 선발

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하고 있었다. 나아가, 각 학교의 교육활동에 평가, 

즉 “농업학교의 성적 판정”은 졸업자의 진로 성과가 어떠한가에 따라 결

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선 학교들에 대해 그러한 교육적 성과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전국에 설립된 농업학교들은 이러한 교육당국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었다. 각 학교 교장들은 “독립 자영인”을 배출하기 위해 실제로 시행

하고 있는 방안들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16년 농업

학교장 회의에서 북청농업학교장 오노야마(小野山善次郞)의 보고에는 다

음과 같은 신입생 모집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ᄀ. 입학원서에 부·군·면장의 부동산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 基礎 

財産이 확실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다.

ᄂ. 공립보통학교 졸업생으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에 의한 자는 무

시험으로 입학을 허가한다.

ᄃ. 공립보통학교 졸업생과 사립학교 졸업생으로서 학력과 기타 성

적에서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전자에 우선 입학권을 부여

한다.

ᄅ. 학과시험과 체격검사 외에도 시험입학생에 대해서는 구두시문을 

행하여 志望이 堅固한지 여부 및 국어[일본어] 능력을 시험하여 채

부를 결정한다.105) 

북청농업학교장의 보고는 농업 종사자를 배출하기 위해 당국의 지시에 

충실한 것이었다. 입학생 지원에서 ‘부동산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校要覽, 61~63쪽.

105) 小野山善次郞(1916), 북청농업학교 답신서; 朝鮮總督府(1916), ｢農業學校長會同聽取事項答申

書｣,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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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로 하여 상당한 자산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구두시험을 통해서도 졸업 후 농업에 종사할 ‘지망이 견고’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지시대로 입학 전형을 진행하더라도 학교

측이 원하는 정도로 농업 경영을 지향하는 입학생들을 확보하기는 용이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의주농업학교장에 의하면, “종래 

생도 모집은 가정에 자산이 있는 자, 지망이 견고한 자에게 입학 허가를 

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한다.106) 그래서 

1916년부터는 입학 전형을 더욱 강화하여, 지원자를 추천하는 군수와 

보통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졸업 후 농업 경영이 가능한 학생을 선정하도

록 요구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식민지시기 실업학교의 교육 목적은 실업 종사자, 즉 ‘독립 자

영인’을 배출하는 것에 두고 있었다. 교육당국은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졸업 후 농업이나 상점 경영이 가능한 경제력과 의지가 있는지 고려하여 

선발할 것을 지시할 정도로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강조하고 있었다. 

(2) ‘근로주의’교육과정

 실업학교가 교육의 목적을 졸업 후 곧바로 실업에 종사하는 자, 즉 

‘독립 자영인’ 양성에 두고자 할수록 실업학교의 교육과정은 실무 중심

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보통과목보다 전공과목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었고, 그러한 전공과목의 교육 내용은 대개 실무 기능에 관한 것들이

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실업학교에서는 실무를 익히는 실습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실업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사람은 졸업 후 곧

바로 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은 주로 

실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기능들로 채워져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실무 중심, 기능 중심 실업교육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었던 것

106) 福島百藏(1916), 의주농업학교 답신서; 朝鮮總督府(1916), ｢農業學校長會同聽取事項答申書｣,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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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었다. 주로 “기능에 편중된” 실업교육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대신

에 보통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07) 1922년 ｢조선교육령｣ 
개정을 전후한 시기에도 그동안 기능에 편중된 실업교육에 대한 개정 요

구가 비등하고 있었다. 1921년의 실업학교 교장단 회의에서 학교장들은 

실업교육의 개선 방향에 관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108) 완결

교육으로 고안된 실업학교의 학제상 위치를 지적하며, 상급학교와 연결

될 수 있도록 수업연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교육 내용에 있

어서도 특히 보통과목에 대한 비중 강화와 실습 개선을 주장하고 있었

다. 실업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입학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

요하다는 주장은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매우 큰 인식상의 변화였다.109) 

실업학교 교장단 회의에서의 개선 요구들은 ｢조선교육령｣ 개정과 함께 

대체로 제도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업교육 개선에 관한 이러한 문제

의식은 급격히 사라졌다. 1923년에 열린 농업학교장 회의에서는 농업 

종사자 배출이라는 농업학교의 교육 목적을 재차 확인하며, 이전과 같이 

‘자영농가’를 보다 많이 배출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었다.110) 이들

이 제시하는 농업학교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은 특히 농사 실무교육에 초

점을 둔 것으로,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실습 중심 교육이었다. 각 학교

의 실습교육은 학과별·학년별로 구분하여 매월 매우 구체적인 일정으로 

계획되고 있었다. 

아래 <표Ⅲ-14>는 경성농업학교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습 행사의 일

부이다. 경성농업학교 농업과의 실습교육 내용이지만, 다른 학교들도 이

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성농업학교의 실습교육은 학기중에만 한정되

지 않고 하계와 동계 방학 기간에도 월 단위로 빼곡하게 짜여져 있었다. 

107) 國立敎育硏究所(1974), 日本近代敎育百年史 5, 敎育硏究振興會, 145쪽.

108) 朝鮮總督府(1921), ｢實業學校長會議諮問事項答申書｣.
109) 岡林袈裟彌(1921), 실업교육진흥책에 대한 답신; 朝鮮總督府(1921), ｢實業學校長會議諮問事

項答申書, 111쪽.

110) 朝鮮總督府(1923), ｢官公立農業學校長會議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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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습 내용

4月

- 溫床의 管理

- 播種(大麻, 靑麻, 豌豆, 菜豆, 鵲豆, 豇豆, 夏菜菔, 二十日菜菔, 箒草, 牛蒡, 

胡越瓜, 扁蒲, 甛瓜)

- 植付(馬鈴著, 里芋, 著蕷, 菊芋, 蓮根, 慈姑)

- 手入(各種 苗床의 手入, 特用作物 및 蔬菜의 間引, 中耕 및 施肥)

- 收穫(葱, 著蕷, 蓮根, 水芹, 菠薐草)

- 蠶室, 蠶具의 素讀

- 春蠶의 催靑

5月

- 溫床의 管理

- 播種(草棉)

- 手入(春播蔬菜의 間引, 中耕, 培土, 胡越瓜, 瓜, 西瓜, 扁蒲의 除草, 中耕 

및 補肥, 豌豆支柱立)

- 管理(夏菜菔, 白寀, 甘藍의 螟虫의 捕殺)

- 春蠶의 掃立飼育

- 移植(除蟲菊, 茄子, 蕃椒, 蕃茄, 箒草)

- 1923년 관공립농업학교장회의에서 경성농업학교장의 답신; 朝鮮總督府(1923), ｢官公立農業

學校長會議事項｣, 42~43쪽.

- 학과별, 학년별 실습 연중행사로 보고된 것 가운데 농업과 2학년의 4,5월 내용만 발췌.

<표Ⅲ-14> 경성농업학교의 실습 일정과 내용(농업과)

그 내용을 보면, 축산과 양잠 외에 논작물과 각종 밭작물의 ‘씨뿌리기’, 

‘심기’, ‘가꾸기’, ‘거두기’, ‘관리’ 등의 5가지 활동으로 구분하여 진행되

고 있다. 그런데 이 5가지 실습 활동은 중등 농업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농사기술과 선진 농법의 체험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실제 농부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농사짓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처럼 

농업학교의 실습은 교실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제에 응용해 보는 과

정이었다기보다는, 졸업 후의 진로로서 기대되는 농부의 삶, 즉 ‘근로’를 

체화하고 익숙해지도록 하는 데 방점이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10년대 실업교육이 학제상 초등 및 고등교육과 연결되지 못

하는 매우 단절적인 완결교육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면, 1920년도부터

는 수업연한이 연장되면서 이러한 단절성은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었

다. 이렇게 되자, 실업학교의 목적을 ‘자영농가’나 ‘상인’, 즉 ‘독립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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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양성에 두는 교육 당국으로서는 졸업생 진로 지도에 더욱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조선에는 현실적으로 입학 가능한 전문학교가 얼

마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욕구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보다는 졸업 후 직접 실업에 종사하기보다는 교원·관공리·조합·회사 등

으로 취업하려는 이른바 ‘봉록에 의식하려는 지향’이 높아질 것을 우려

했기 때문에, 당국은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당국은 수업연한이 연장되기 시작하는 무렵인 1923년도에 이미 

각 학교에 지시사항을 내어, 농업학교의 목적은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길러내는 데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진행하

고 있는 졸업생 진로지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문하였

다. 전주, 안주, 함흥의 농업학교장 등은 당시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 침

체와 취업난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자연히 취업을 포기하

고 농업 경영을 선택하는 졸업생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

를 제시하기도 하였다.111)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장들은 “봉급에 의식하

는 졸업생은 7할” 정도로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었다. 

1920년대 후반이 되면, 실업교육에도 ‘교육 실제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들이 시도된다. 1928년에 열린 실업학교장 회의에서 

정무총감 이케가미(池上四郎)는 “근로애호의 정신”과 “치산흥업의 지조”

를 배양하는 과제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무려 27가지나 되는 지시사항

을 일선 학교에 하달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학교로부터 실업교육의 효과

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다. 농업·상업·수산업 

등 각 학교 교장들은 나름대로의 방안과 특색 있는 시도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체로 교육과정이나 학생 모집 방법과 관련하여 1910년대의 

특징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먼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학과교육에 대비하여 실습교육의 비중을 

111) 전주, 안주, 함흥농업학교장의 졸업생 현황과 예상에 대한 답신; 朝鮮總督府(1923), ｢官公立

農業學校長會議事項｣, 225, 234,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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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거나 실습 시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리농림학교장 야마모토(山本寅雄)는 그동안 교육과정의 개정으

로 인해 실업교육은 “학과교육을 중시하고 실습교육을 경시한 폐해”가 

생겨났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다시 실습을 장려하기 위해 이리농림학교

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2) 수업 외의 행사에 대해서는 학과와 실습의 평등한 희생을 이룰 

것. 종래 소풍, 강연회, 기타 행사 때에는 일반적으로 실습시간으로 

그것을 충당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학과를 중요

시하고 실습을 경시하는 결과가 되어 실습을 장려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본교에서는 언제나 학과와 실습을 똑같이 희생하고 있다.

(3) 실습 점수의 취급. 졸업생에 대해서 차후 自營을 장려하고 또 

그 지도능력을 높이는 것은 자영에 대한 취미와 신념 및 기술에 대

한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극력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강설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實習을 學科와 대등한 위치에 놓고, 실습의 총점수는 학

과의 총점수와 평등하게 취급하고, 또한 실습의 결석에 대해서도 특

히 엄중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112)

이리농림학교장은 학과교육에 대한 실습교육의 비중 강화, 즉 그에 의

하면 “실습교육 중심주의”를 주장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외 행사로 

인해 실습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방지하고, 특히 성적 평가에서 모든 

학과목 총점과 실습 점수를 1:1 비중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다. 실업교육에서 보통과목의 비중 확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1923년도 회의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었다. 1928년 회의에서도 대부

분의 교장들은 현행 ‘주당 10시간 이내’로 규정된 실습교육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대구농림학교와 

112) 山本寅雄(1928), 이리농림학교의 청취사항 답신; 朝鮮總督府(1928), ｢公立實業學校長會議事

項｣,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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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농업학교 학교장은 보통과목 수업시수를 줄여 ‘주당 15시간 이상’의 

실습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심지어 의주농업학교장은 1학

년의 경우 ‘36시간’, 5학년의 경우 ‘42시간’까지 실습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3) 

농업학교만이 아니라, 상업학교와 수산학교의 학교장들도 입을 모아 

실업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습시간 연장 및 시행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들 학교에서는 학과목 편성에 대한 개선 요

구도 많았다. 상업학교 교장들은 영어 과목의 비중 축소, 선택과목의 확

대, 공민과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강경상업학교장 다가

(多賀善介)는 실업학교의 사명은 “독립 자영자”를 기르는 것임에도 현재 

“봉급에 의식하는 자”가 태반인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

다.114)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급반에서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구체적으로 영어 과목 수업시간 축소를 

주장하고 있었다. 졸업 후 “독립 자영자”, 즉 소규모 개인 상인으로 살

아갈 학생들에게 지금처럼 많은 시간의 영어 수업을 교수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이다. 대신에 상업학교의 실습 방법으로 행상 실습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고, 또한 학교에서 직영 판매점이나 점포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

의 실습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상업학교의 실습 

내용은 물론 졸업 후 상인이나 상점 경영자에게 필요한 실무적 기능을 

익히기 위한 것이었다. 소규모 상인 등 “독립 자영자”를 양성하는 목적

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상업학교의 교육 내용을 주산과 부기 등 실무적

인 기능들에만 그 범위를 축소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업학교들은 “독립 자영인” 양성을 위해 또다시 학생 모집 

방법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농업학교를 졸업하여도 직접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집 단계에서부

113) 이리, 밀양, 대구농림학교의 자문사항 및 청취사항 답신; 朝鮮總督府(1928), 같은 책, 18, 

41, 129~130쪽.

114) 賀善介(1928), 강경상업학교장의 자문사항 답신; 朝鮮總督府(1928), ｢公立實業學校長會議事

項｣, 1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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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자산 정도를 고려하여 선발하자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된 것이다. 광

주농업학교장 히라노(平野吉三郞)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신하

고 있다.

2. 일부 입학자의 入學 資格을 制限할 것

종래 입학자 선정의 표준은 대체로 인물 및 학업성적만을 중시하였

기 때문에, 졸업 후에는 自家 經營을 위한 資力이 있는 자가 극히 

적고 그 대부분은 奉職만을 희망하게 되어서, 농업교육 본래의 목적

을 이루기 극히 어려운 실상이었다. 따라서 장래는 입학자를 둘로 

나누어, 절반은 졸업 후에 취직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영을 목적으

로 하는 자(자산은 경지 10정보 이상을 소유하고 그 지방에서 지위

가 상당한 자의 자제. 가능한 한 장남), 나머지 절반은 종래와 같이 

일반 희망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 구래의 폐를 제

거하여 자영자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115)

광주농업학교장 히라노는 졸업 후 농업 종사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모

집 단계에서부터 “자산이 있는 계층의 자제”를 선발하자고 제안한다. 비

단 광주농업학교만이 아니라, 충북, 상주, 밀양농업학교 등도 이와 비슷

한 제안을 하고 있었다. 특히 상주농업학교의 경우는 일정한 부동산 소

유 외에도 “17세 이상”이며 “2년 이상 농사 경험”이 있는 자를 자격 조

건으로 하여, 농업에 종사할 뜻이 견고한 자를 선발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116) 1910년대 교육 당국이 각 학교에 하달했던 지시사항과 동

일한 맥락 하에서 상당한 정도의 자산이 있는 자로 농업학교의 입학 자

격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처럼 실업교육에서 직접적인 실업 종사자를 배출하려는 실무와 실습 

115) 平野吉三郞(1923), 광주농업학교의 자문사항 답신; 朝鮮總督府(1928), ｢公立實業學校長會議

事項｣, 27쪽.

116) 충북, 밀양, 상주농업학교의 자문사항 및 청취사항 답신; 朝鮮總督府(1928), 같은 책, 14, 

34,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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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경향은 식민당국의 ‘교육실제화’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점차 

‘근로주의’교육으로 고착화된다. 1928년 정무총감 이케가미(池上四郎)는 

“독서교육의 폐”를 지적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근로교육주의”를 주장

하였다.117) 그리고 1929년 ｢조선교육령｣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는 총독 

야마나시(山梨半造)는 “자영진취”의 기상을 강조하며 “봉록에 의식하려 

하는 잘못된 지향의 교정”을 가장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118) 이

러한 일련의 변화 방향은 1934년 총독 우가키(宇垣一成)가 천명하고 있

듯이, 결국 “교육 즉 생활, 생활 즉 근로”라는 말로 요약되는 ‘근로주의’ 

교육방침이었다.119) 다시 말하면, ‘교육실제화’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

은 교육에 노동과 근로의 성격을 강화하는 ‘교육의 근로화’를 정당화하

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근로주의’교육은 반대로 노동과 근로

에 교육의 성격을 부여하는 ‘근로의 교육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은 근로보국대활동과 학생들의 ‘근로동원’을 ‘교육

활동’으로 등치시키는 학무국장 시오하라(塩原時三郞)의 주장에서 발견

할 수 있다.120)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실업학교에서의 ‘근로주의’교육은 

학생들에 대한 ‘근로동원’조차 ‘실습교육’이라는 미명으로 정당화하고 있

었던 것이다.

 

117) 池上四郎(1928), 도시학관회의에서 정무총감 훈시; 朝鮮總督府(1937), ｢朝鮮施政に關する諭

告訓示竝に演述集｣, 359~363쪽.

118) 山梨半造(1929), 도지사에 대한 훈령; ｢朝鮮總督府官報｣, 1929년6월20일(훈령 제26호).

119) 宇垣一成(1934), ｢全国中学校長会同に於ける講演｣, 文教の朝鮮, 1934년10월, 28쪽.

120) 塩原時三郞(1938), ｢學生生徒の勞動奉仕作業實施｣, 文敎の朝鮮, 1938년7월, 89~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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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 공학제 운영

식민지시기 실업학교는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이 함께 공학하는 학교였

다. 일반계 중등교육에서 조선인 학생은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

교, 일본인 학생은 중학교와 고등여학교로 나뉘어 민족별로 별개의 학교

체제로 운영되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內鮮一體’의 상징으로 포

장된 민족 공학제가 도입되면서, 실업학교의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들은 

같은 교실 같은 기숙사에 배치되어 함께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민족 공

학제 하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하에서는 실업교육에 민족 공학제가 도입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소위 민족간 형식적 ‘무차별 원칙’이라는 공학제 운영 원리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가. 민족 공학제 도입

1911년의 ｢조선교육령｣ 제1조에서는 “조선에서의 조선인의 교육은 본

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녀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했다. 물론 ｢조선교육령｣은 각 학교의 

입학자격으로 따로 민족을 구별하여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간 서로 

교차하여 입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121) 그러나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는 수업연한이 상당히 짧게 규정되어 있었다. 조선에 거주하

는 일본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조선교육령｣이 아니라 일본 본토의 법령

에 준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실업교육에서도 조선인을 대

상으로 하는 ｢실업학교규칙｣과는 별도로, ｢조선공립실업전수학교규칙 및 

조선공립간이실업전수학교규칙｣을 제정하여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실업교육을 규율하게 된다.122) 조선인과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121) 文部省敎育史編纂會 編(1938), 明治以降敎育制度發達史 v.10, 龍吟社, 442~448쪽

122)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3월 27일(부령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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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보통학교와 소학교, 고등보통학교와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와 

고등여학교로 각기 다르게 부른 것처럼, 실업교육에서도 조선인이 다니

는 ‘실업학교’와 ‘간이실업학교’에 각각 대응하여 일본인이 다니는 ‘실업

전수학교’와 ‘간이실업전수학교’라는 이름으로 구별되었다. 

1920년대 들어 ｢조선교육령｣의 개정을 앞두고 설치된 ‘임시교육조사

위원회’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구상하고 있었다. 1921년 5월 

제2회 임시교육조사위원회는 결의안을 마련하여 조선총독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결의안에는 “실업학교, 사범학교, 전문학교, 대학 예과 및 대학

은 內地人과 공학을 행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123) 그리고 일본

의 제국의회에서도 ｢조선교육령｣ 개정을 앞두고 교육제도 개선을 논의하

는 가운데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 문제가 하나의 쟁점으로 제기되었

다.124) 추밀원 위원의 일부가 일본인·조선인·대만인의 공학을 주장한 데 

대하여, 대만총독은 찬성하였지만 조선총독은 반대하고 있었다. 조선총

독이 공학제 도입을 반대한 이유는, 조선인들을 위한 학교가 대만에 비

해서 훨씬 발전한 데다가가 조선인들의 공학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다는 

점 등에서 조선의 상황은 대만과 다르다는 것이었다.125) 결국 대만에서

는 중등교육 이상의 공학 원칙이 수용된 반면에 조선에서는 보통교육을 

제외하고 다른 부문에서만 공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란 끝에 조선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공학 실시가 결

정되었다. 즉, 초등교육과 중등 일반계 교육은 기존과 같이 조선인과 일

본인을 위한 학교를 각기 다르게 하고, 그 외의 실업학교, 사범학교, 전

문학교, 대학 등에서는 공학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1922년에 개정

된 ｢조선교육령｣에서는 실업교육에 대해서 “일본의 ｢실업학교령｣에 의한

다”라고만 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신에 ｢실업학교규정｣을 새롭게 제

정하여 조선에서 행해지는 모든 실업교육을 규율하게 되었다. 실업교육

123) ｢제2회 임시교육조사위원회 결의요항｣(1921년); 大野謙一(1936), 朝鮮敎育問題管見, 
118~122쪽.

124) ｢동아일보｣, 1921년 12월 21일.

125) ｢동아일보｣, 1921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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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의 실업학교에 일본인이 입학하기 시작한 것은 그

보다 이른 시기였다. 가장 먼저 공학이 시작된 실업학교는 사립학교인 

선린상업학교였다. 1913년도 주간의 본과 신입생 모집부터 조선인 1학

급에 더하여 일본인을 대상으로 1학급을 증설하여 선발하고 있다.126) 일

본인 학생을 위한 야간의 상업전수과는 1908년부터 설치되었지만, 

1913년부터 본과 과정에도 일본인이 입학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성공업

학교의 경우는 1915년도 입학생부터 처음 공학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인은 111명이 지원하여 57명이 합격하였고, 일본인은 39명이 응시

하여 전원이 합격하였다.127) 농업학교의 경우도 1910년대 중반 이후부

터 일본인이 입학하기 시작하였다. 농업학교에서 가장 먼저 공학이 진행

된 학교는 전주농업학교로, 1914년부터 조선인 52명과 함께 일본인 14

명을 선발하고 있다.128) 다음으로 1915년 공주, 1916년 대구, 1917년 

군산 등의 농업학교에도 일본인 학생이 입학하고 있다. 공립상업학교의 

경우도, 1918년 진남포상공학교, 1919년 개성상업학교에서 공학이 이루

어졌다. 이처럼 실업학교마다 일본인이 입학하기 시작한 시기가 다르지

만, 본격적으로 실업학교에 일본인이 진학한 것은 수업연한이 연장된 이

후부터였다. 

실업학교 중에는 공학을 실시하지 않는 예외적인 학교도 있었다. 경성, 

부산, 인천 소재 일부 상업학교들은 조선인 혹은 일본인 대상의 학교로 

운영되었다. 이들 대도시에는 일본인 거주자가 많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학교조합을 설립 주체로 하여 일본인 자제를 위한 상업학교들이 세워졌

다. 동일 지역에 조선인을 위한 상업학교가 별도로 세워지면서, 이들 지

역에는 민족별로 입학자격을 달리하는 복수의 상업학교가 운영되고 있었

다. 인천에 설립된 인천남상업학교는 일본인 학교인 반면에 인천상업학

126) 선린팔십년사편찬회(1978), 선린팔십년사, 131쪽.

127) 서울공업고등학교동창회(1989), 서울공고구십년사, 72쪽.

128) 朝鮮總督府(1921), ｢實業學校長會議諮問事項答申書｣, ｢附 實業學校諸統計表｣,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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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조선인 학교였으며, 부산에 설립된 부산제1상업학교는 일본인 학교

이고 부산제2상업학교는 조선인이 주로 다니는 학교였다. 그리고 경성에 

설립된 경성상업학교는 일본인 대상의 학교였지만, 경기상업학교는 공학

으로 운영되었다. 이들 몇몇 학교를 제외한 모든 실업학교들은 민족간 

공학을 원칙으로 하였다. 

나. 민족 공학제 운영 원리

(1) 민족별 이원적인 학사 운영

1910년대부터 일본인이 실업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조

선의 실업학교는 일본의 실업학교보다 교육연한이 매우 낮게 규정된 학

교였다. 일본의 실업학교는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자(6년 학력)가 입학하

여 3년 혹은 5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고등소학교를 졸업한 자(8년 

학력)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3년제 학교였다. 반면에 조선의 실업학교는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입학하여 2년(혹은 3년)의 교육과정을 이

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렇게 교육연한이 짧은 실업학교의 교육과정으

로는 일본인 학생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실업학교 초기에 조선

인과 일본인이 공학하기 위해서는 민족별로 학급을 따로 편제할 수밖에 

없었다. 즉, 동일한 학교 내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과정을 각기 다

르게 편성하는 ‘이원적 복선제’로 운영되었다. 

가장 먼저 공학을 시작한 선린상업학교가 조선인과 일본인 학급을 각

기 다르게 편성한 대표적인 경우였다. 선린상업학교는 사립학교였지만, 

대한제국시기 관립농상공학교의 상업과 학생을 인계하고 해당 학교의 시

설과 건물을 지원받아 1907년에 개교한 학교였다.129) 1910년부터 본과

는 3년제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1913년부터는 일본인의 본과 입학을 허

129) ｢황성신문｣, 190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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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일본인 과정을 본과 1부라 하고 조선인 과정을 본과 2부라 하였

다. 그런데 일본인은 고등소학교 졸업자(8년 학력)를 입학 대상으로 하

였고, 조선인은 보통학교 졸업자(4년 학력)가 입학하였으므로, 조선인과 

일본인 입학생 사이에는 입학 전 학력에서 4년의 차이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 등에서 조선인은 일본인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그리고 재학 중 교육내용에서도 일본인 본과가 조선인 본과보다 

수준이 높게 교수되고 있었다.130) 더구나 1917년에는 일본인 소학교 졸

업자가 본과 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2년의 예과 과정도 신설하였

다.131) 선린상업학교는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계

통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이다. 이처럼 ‘이원적 복선제’ 하에서 조선인 

학생들은 매우 열등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두 가지 다른 敎育制度에 의한 敎育을 同一한 學校에서 實施함으로 

因하여 여러 가지 問題가 派生하였다. 韓國人學生은 劣等意識을 가

지게 되는데 反하여 日人學生에게는 優越感을 助長하는 結果를 招

來하였다. 따라서 韓國人學生과 日人學生 사이에는 恒常 무언가 모

르게 暗流가 흐르고 있었다.132)

위 1918년 선린상업학교 입학생의 회고는 당시 실시되었던 민족별 이

원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조선인 학생들이 가졌던 불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인 학생에게는 공연한 “열등의식”을 일본인 학생에게는 “우월

감”을 조장하는 제도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에는 마치 “암류”와 같은 감정적 대립이 이어졌다고 한다. 

한편, 선린상업학교는 민족별로 본과 과정을 구분하여, 일본인을 위한 

학급은 ‘본과 1부’라 하였고, 조선인을 위한 학급은 ‘본과 2부’라고 명명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당시 조선인들에게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여졌다. 

130) 선린팔십년사편찬회(1978), 같은 책, 154쪽.

131) ｢매일신보｣, 1917년 1월 12일.

132) 선린팔십년사편찬회(1978), 같은 책,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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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학교 내에 차별적인 교육과정이 동시에 개설된 것에 더하여, 일

본인 학급을 1부라 하고 조선인 학급을 2부라 칭하는 것은 민족간 “서

열”의식을 조장하는 처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당시 재

학했던 학생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日本人部를 第1部로 朝鮮人部를 第2部로 序列을 만들었다. 이야말

로 나중 난 뿔이 우뚝하다는 格이었다. 우리는 이 措置에 매우 不快

했었다. 그러나 植民地民의 處地에 있는 주제라 不快는 하지만 구태

어 歎하지는 못하고 內心快快하고 있었다.133)

이처럼 선린상업학교의 초창기 공학제 운영은 조선인에게 매우 차별적

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나중 난 뿔이 우뚝하다”는 격으로, 조선인 학생

들은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에는 감정

적 대립은 물리적인 충돌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았다. 1913년 공학이 실

시되는 첫 해부터 학생들은 서로 충돌하였다.134) 당시 학교의 정구장 코

트는 2개였는데, 조선인 3학급과 일본인 1학급으로 구성된 학생들 사이

에서 자리다툼이 치열했다. 그러던 중 어느 일본인 학생은 조선인과 일

본인이 코트 1개씩을 공평하게 나누어 쓰자고 제안하였고, 조선인 학생

은 학생수가 다른 데 민족별로 하나씩 나누어 쓰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말다툼이 일어났다. 급기야 두 학생은 주먹다짐을 벌

이게 되었고, 여기에 일본인 교유가 가세하여 일본인 학생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러한 처사에 분개한 조선인 학생들은 해당 일본인 교유의 수

업을 며칠씩 거부하는 맹휴 사태가 벌어졌다. 

그 이후에도 선린상업학교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간에 갈등과 대

립이 속출하고 있었다. 1913년에 이어 1914년에도 조선인과 일본인 학

생이 충돌하여 주먹다짐이 벌어졌고, 그에 대한 일본인 교사의 편파적인 

133) 선린팔십년사편찬회(1978), 같은 책, 165쪽.

134) 선린팔십년사편찬회(1978), 같은 책, 132~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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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사로 인해 조선인 학생들이 일제히 퇴학원을 제출하는 사태로까지 발

전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다.135) 선

린상업학교에서 공학을 시작한 것은 “日鮮同化의 一大機關을 成할만” 일

이지만, 일본인 교원들의 편파적인 태도는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하고 있

었다. 그러나 공학을 통해 의도했던 ‘일선동화’의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 

사이의 대립과 반목은 계속되었다. 1920년에는 일본 수학여행 도중에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들이 민족별로 나뉘어 패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다. 

玄海灘을 건너자 日人學生들은 母國訪問의 자랑과 텃세를 露骨的으

로 나타내었다. 主로 各地의 神社·佛閣을 參拜했는데 韓國學生은 

그저 끌려다니는 形便이었다. 日人學生은 意氣揚揚한데 反해서 韓國

人 學生은 氣分이 좋지 못하였다... 旅行中에 쌓이고 쌓였던 鬱憤이 

一時에 暴發하고 말았다. 서로 어울려 亂鬪劇을 벌인 까닭에 食堂은 

修羅場이 되고 말았으며 구석구석에서 입씨름과 주먹다짐이 그칠 

줄을 몰랐다.136)

이처럼 선린상업학교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 사이의 갈등이 계속

되었다. 또한 일본인 교유의 민족 차별적 언행에 대해 규탄하는 일도 속

출하였다. 특히 1919년 3·1운동을 거치면서는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 높

아지고 요구 조건도 보다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한 교장은 차

별의식이 노골적이었는데, 1921년에는 학교 전반의 차별적 교육에 반대

하는 선언문을 내걸고 조선인 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이들의 선

언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1. 현행 교육제도에서 한국인과 일인의 차별교육제를 철폐하고 동

일하게 해달라.

2. 일본인 교유가 한·일인 학생을 차별 취급하는 것을 묵과할 수 

135) ｢매일신보｣, 1914년 7월 12일, 22일.

136) 선린팔십년사편찬회(1978), 같은 책, 194~195쪽.



- 167 -

없다. 해당 일인 교유를 축출하라.137)

1921년 선린상업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두 달간이나 이어졌다. 학

교의 명예가 실추될까 우려해 수업거부를 자진해서 중단했던 1913년과 

비교하면, 1921년의 동맹휴학은 훨씬 분명한 의식을 담고 있었다. 이들

이 내건 요구조건인 차별적인 교육제도의 폐지와 일본인 교유의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탄은 이후 공학을 실시하게 되는 다른 실업학교들에서도 

조선인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일으키는 공통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가장 먼저 공학을 시작했던 선린상업학교의 민족간 갈등의 양

상은 이후 다른 실업학교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1부와 2부 등 명

칭을 둘러싼 자존심 대결, 학생간의 갈등이 편파적인 일본인 교유에 대

한 배척으로 이어지는 양상, 일본인 교유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탄, 민족 차별적 교육제도 철폐 요구로의 발전 등

이 그것이다. 그 과정에서 3·1운동이나 6·10만세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등 대내외적 사건과 연계되어 분명한 민족의식을 드러내거나 이데올로기

적 색채가 짙은 사상운동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았다. 

(2) 민족간 형식적 ‘무차별 원칙’

선린상업학교의 민족 차별적인 이원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1922년부터 

조선인 본과의 수업연한이 5년제로 연장되면서 해소되었다. 그러나 선린

상업학교는 온전한 형태의 공학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조선인 학

생(B조)과 일본인 학생(A조)을 구별하여 학급을 편성하였다.138) 교실 배

치나 조회 시의 정렬에서도 학년별로 하지 않고 조선인반과 일본인반은 

별도로 격리된 채 운영되었다. 그렇다보니 학생들의 과외활동도 민족별

로 구별되는 경향이 있었다. 정구부, 배구부, 음악부 등은 전원 조선인 

137) 선린팔십년사편찬회(1978), 같은 책, 157쪽.

138) 선린팔십년사편찬회(1978), 같은 책,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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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었고, 빙상부, 유도부, 검도부는 전원 일본인 학생들만이 참가하

는 식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차별적 제도가 사라진 이후로도 

선린상업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민족간 패싸움이 벌어지는 등 학생들간

의 대립과 충돌이 계속되었다.139) 

그러나 선린상업학교의 공학제 운영은 실업학교 가운데 예외적인 사례

였다. 대부분의 실업학교에서는 소위 민족간 형식적 ‘무차별 원칙’을 표

방하고 있었다. 즉, “內鮮간에 何等한 차별이 없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140) 이러한 교육방침에 관해서 대구상업학교

는 다음과 같이 상술하고 있다.

실업교육은 內地人과 鮮人을 구별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본

교 역시 이러한 主旨에 따라, [학생들을] 전연 混同하여 同一한 敎

室에 수용하고 同一한 敎師 밑에서 同一한 敎授訓練을 받게 하여, 

생도는 보다 諒解融合하여 共學의 實을 올리고 있다.141)

대부분의 실업학교에서는 소위 ‘무차별 원칙’을 표방하며, 조선인과 일

본인 학생을 동수로 선발하여 혼합된 학급 편성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

다. 예를 들어, 1923년부터 공학으로 운영된 대구상업학교의 경우,142) 

학생 모집에서부터 정원의 절반을 민족별로 배분하여 조선인 50명과 일

본인 50명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학급 편성도 조선인 25명과 일본인 25

명씩을 섞어서 한 학급씩 편성하였다. 또한 급장과 교우회장 등 학생 대

표의 선출도 항상 동수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즉, 한 학급의 반장이 조

선인이면 부급장은 반드시 일본인이며, 다음 학기에는 그 반대로 선출하

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조선인과 일본인을 혼합하여 학급을 구성하고 민

139) 선린상업학교 학생들은 1930년대에도 여러 차례 민족간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선린팔십년

사편찬회(1978), 같은 책, 259쪽)

140) ｢鎭南浦公立商工學校徵兵令上認定の件｣, 實業學校徵兵令上認定の件(1926년).

141) ｢大邱公立商業學校視察復命書｣, 實業學校徵兵令上認定の件(1927년).

142) 대구상업고등학교 오십년사 편찬회(1973), 대상오십년사, 4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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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교차하여 학생 대표를 선발하는 방식은 1915년에 공학을 시작한 

경성공업학교에서 시도되었던 방법이기도 했다.143) 경기상업학교와 이리

농림학교 역시 조선인과 일본인을 동수로 선발하였으며, 학급 구성도 민

족별 학생수를 동수로 혼합하여 편성하고 있었다.144) 

이처럼 대부분의 실업학교에서는 공학을 실시하면서 노골적인 민족간

의 차별을 없애고자 하였다. 물론 신입생의 민족별 동수 선발이라는 것 

자체가 조선인에게 극심한 입학 경쟁을 낳는 불공평한 것이었지만, 적어

도 학사 행정에서는 의식적으로 민족간 차별을 낳는 요소를 제거하려 하

였다. 학급 편성은 물론이고 학생 대표를 선발할 때도 민족간 동수 원칙

을 지키려 했다. 당시에 이들 실업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 역시 이

러한 학사 운영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별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술

회한다. 

吳越同舟인 그와 나 나와 그는 于先 數的으로 半半이었으며 班長이 

韓人이면 副班長이 日人이라는 式으로 編成되었고 그리고 가장 기

막힌 規則은 韓日人 學生間의 衝突이 있으면 그 理由는 不問하고 

兩側은 모다 退學 處分이라는 것이었다... 그 目的이 融和인지 同化

인지 果然 우리의 性格 形成에 實로 만만치 않은 影響을 不知不識

間에 미쳤을 것이다... 光州學生事件 時는 全國 唯一의 不參 學校로 

남았다.145)

위의 경기상업학교 졸업생은 모교가 광주학생항일운동에 불참한 사실

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회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위 민족별 ‘무차별 

원칙’과 민족간 학생 충돌에 대한 학교측의 엄격한 예방적 조치가 자신

들의 민족의식을 무디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추측하고 있다. 이처럼 적

143) 서울공업고등학교동창회(1989), 서울공고구십년사, 139쪽.

144) 경기상업고등학교동창회(1973), 경기상고오십년, 28쪽; 이리농림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원회(1982), 이리농림육십년사, 28쪽.

145) 경기상업고등학교동창회(1973), 같은 책,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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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공학을 실시하면서, 민족을 혼합하여 학급을 구성하고 학급 대표도 

민족을 교차하여 선발하는 실업학교에서는 선린상업학교에서와 같이 학

생들 사이에 주먹다짐을 벌이는 등의 노골적인 민족갈등 양상이 크게 불

거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끼리는 굳이 반목할 이유가 없었

으며, 오히려 원만하게 지냈다거나 서로 배울 것이 많았던 것으로 술회

하는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146) 

그러나 위의 경기상업학교 졸업생이 “사실 吳越은 영원히 吳越”이었다

고 술회하는 것처럼,147)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들 사이에 감정적인 갈등

은 늘 상존하고 있었다. 특히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는 조선인과 일본

인이 같은 방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민족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

았다.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학생에 대해 멸시하는 태도는 분쟁을 일으

키기 십상이었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했던 이리농림학교 졸업

생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韓日간 學生에게는 急激한 變化이어서 一般 慣習이 서로 다르고 식

사, 침구, 경비, 사상 등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韓日共學에 대한 樂

觀을 鈍化시키는 일이 허다하였고 韓日人 기숙사 經營에서 惹起된 

問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때문에 일어

나는 옥신각신은 늘 있었고 안으로 안으로 도도히 흐르는 民族意識

은 빼앗고 빼앗긴 절박한 狀況을 초월하여 한 나라의 젊은이로서의 

팽팽한 對決로 바뀌어 자칫하면 暴發할 危險한 고비가 여러 번 있

었다.148)

이처럼 사상과 가치관의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관습과 생활습관이 달랐

던 두 민족의 학생들이 공동생활하면서 학생들은 크고 작은 일로 부딪칠 

146) 광주농업고등학교동창회(1989), 광주농업고등학교팔십년사, 195~196쪽; 서울공업고등학

교동창회(1989), 서울공고구십년사, 146쪽.

147) 경기상업고등학교동창회(1973), 같은 책, 31쪽.

148) 이리농림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1982), 이리농림육십년사,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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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민족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학생들은 

일종의 합의된 규율 원리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의 학생 자치는 

매우 엄격한 규율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상급생과 하급생간의 군대식 위

계 질서였다. 당시 대부분의 학교 문화에서 “상급생은 신적 존재”와 다

름없었다.149) 상급생이 하급생에 대해 일종의 얼차려와 같은 사적인 제

재를 가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통용되었을 정도로 그 관계는 매우 엄격했

다.150) 이런 관계에서는 그 대상이 조선인인가 일본인인가를 구별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간의 민족적인 반목과 갈등은 주로 일본인 상급생

이 조선인 하급생에 대해, 그리고 조선인 상급생이 일본인 하급생에 대

해 제재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도 하였다.151) 학생들 사이에서 민족간 

갈등이 크게 비화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일종의 상호견제 원리가 작동되

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152)

149) 선린팔십년사편찬회(1978), 같은 책, 344쪽.

150) 이는 당시 제 학교들에 널리 퍼져있던 문화로서, 상급생이 하급생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는 

행위에 대해 ‘說敎’, ‘制裁’, ‘處分’ 등으로 불렸다.

151) 강경상업고등학교(1990), 강상칩십년사, 78쪽; 이리농림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982), 같은 책, 81쪽.

152) 선린팔십년사편찬회(1978), 같은 책,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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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인 학생의 집단적 저항

실업학교에서 조선인 학생들의 집단적 행동을 유발하는 계기는 주로 

일본인 교사들의 비신사적 폭력과 노골적인 민족 차별이었다. 거의 모든 

실업학교에서 일본인 교원을 배척하는 집단적 시위나 동맹휴학이 벌어지

고 있었다.153) 그리고 전쟁이 본격화되는 1940년을 전후해서는 교련 담

당 교유 또는 배속장교와의 대립이나 근로동원에서의 담당 교유와의 갈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촉발되기도 하였다. 이런 양상은 당시 

고등보통학교 혹은 중학교에서 동맹휴학이 일어나는 경우들과 크게 다르

지 않았다.154) 

그러나 실업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조선인 학생들의 집단적 

저항운동도 적지 않았다. 고등보통학교와는 달리 실업학교는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이 공학하는 제도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조선인 학생들은 학

사 행정에서나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노골적인 민족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실습교육은 과도한 노동으로 전화되는 경우가 많았고, 실

습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을 노력 동원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기도 하였

다. 이처럼 실업학교의 민족 차별적인 학사 운영과 실습교육의 변질은 

조선인 학생들이 집단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하에서는 실업학교에서 조선인 학생들의 집단적 저항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과 그 성격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학사 행정의 민족 차별

153) 조선총독부에서 1920년대 동맹휴학의 원인을 조사한 자료에서도 ‘교원배척’ 사유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朝鮮總督府警務局 編(1929), 朝鮮に於ける同盟休校の考察)
154) 김기주(2010), ｢광주학생운동 이전 동맹휴학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윤선자(2010), ｢광주학생운동 이후 학생운동의 변화｣,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3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박철희(2002), ｢식민지시기 한국 중등교

육 연구: 1920~30년대 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6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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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실업학교는 입학자격에서 민족을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 공학제는 ‘內鮮一體’ 혹은 ‘內鮮融合’

의 상징인 것처럼 선전되며, 학사 운영에서 형식적 ‘무차별 원칙’을 강조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실업학교의 학사 운영은 조선인 학생들에게 매우 

차별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농업학교와 상

업학교 사례를 통해 실업학교 학사 행정이 갖는 민족 차별적 성격을 규

명하고자 한다.

(1) 이리농림학교의 사례

농업학교의 경우 1910년대부터 전주, 예산, 대구, 군산의 농업학교에

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이 진행되고 있었다.155) 그러나 본격적으로 

공학제가 도입된 후에도 이들 농업학교의 일본인 재학생수는 그다지 많

지 않았다. 예산농업학교의 재학생 구성 비율만 보더라도, 1931년에 조

선인 223명, 일본인 7명이었으며, 1941년에도 조선인 247명, 일본인 

11명이었다.156) 전국의 농업학교에서 일본인 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10% 수준이었다. 

농업학교 가운데 이리농림학교는 1922년 설립 당시부터 조선인과 일

본인 입학생을 절반씩 동수로 모집한 학교였다. 그런데 이리농림학교는 

다른 농업학교와는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관립학교로서 출범하였

고 향후 고등농림학교로의 승격을 목표로 했던 만큼 당시 교육당국의 지

원도 많고 학교시설도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 학교의 설립 취지서에서 

천명하였듯이, 경기 이북지역의 농업교육을 수원고등농림학교가 대표한

다면, 경기 이남의 농업교육은 이리농림학교가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갖

는 학교였다.157) 따라서 이러한 이리농림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155) 朝鮮總督府(1921), ｢實業學校長會議諮問事項答申書｣, ｢附 實業學校諸統計表｣, 3~10쪽.

156) 朝鮮諸學校一覽(1931, 1941).

157) ｢관립농림학교설립취지서｣(1921년); 이리농림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1982), 이리농림

육십년사, 19~20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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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입학생 출신학교 석차 일본인 입학생 출신학교 석차

학적부

순서
석차 총원

석차

백분비

학적부

순서
석차 총원

석차

백분비

1 불명 1 11 52 0.21

2 8 52 0.15 2 4 9 0.44

3 4 78 0.05 3 5 22 0.23

4 5 35 0.14 4 불명

5 8 56 0.14 5 불명

6 13 70 0.19 6 15 44 0.34

7 3 29 0.10 7 3 30 0.10

8 1 70 0.01 8 4 15 0.27

9 6 26 0.23 9 13 27 0.48

10 9 60 0.15 10 7 30 0.23

11 1 36 0.03 11 1 7 0.14

12 12 54 0.22 12 25 37 0.68

13 9 56 0.16 13 3 28 0.11

14 1 13 0.08 14 8 17 0.47

15 2 47 0.04 15 12 53 0.23

평균   0.12 평균 0.30

- ｢이리공립농림학교 수의축산과 학적부｣(1941년 졸업생).

<표Ⅲ-15> 이리농림학교 입학생의 출신학교 석차

매우 높았다. 더구나 이리농림학교는 모집시기와 모집방법이 여타의 실

업학교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실업학교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입학경쟁률

이 유지되었다.158) 1934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도 조선인의 입학경쟁률

은 15.4:1이었다. 816명이 입학 지원하여 겨우 53명만이 합격할 수 있

었던 것이다. 이리농림학교에 대해서는 일본인 학생의 선호도도 높아 다

른 실업학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2.7:1의 입학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인의 입학경쟁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치열한 것이었다. 극심한 입학시험을 뚫고 입학에 성공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조선인 재학생들이 느꼈던 자부심과 ‘준재들의 요람’이라는 모교

에 대한 긍지도 매우 컸다.159) 

158) 朝鮮總督府調査月報(1932년, 1934년).

159) 이리농림50년사편찬회(1972), 이리농림오십년사, 5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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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농림학교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동수선발은 민족별로 입학 경쟁에

서 극심한 차이를 낳았고, 그 결과는 입학자들의 학업성적에서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입학생간에 민족별로 학업성적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리농림학

교의 전체 학적부 가운데 1936년도 입학생에 대해서는 출신학교 석차를 

기재해 놓고 있었다. 학적부는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으나, 학급 편성 등 모든 학사 행정은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이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표Ⅲ-15>는 이리농림학교 수의축산과 입학생들의 

출신학교 학업성적 석차를 정리한 것이다. 

1936년 이리농림학교 조선인 입학생의 출신학교, 즉 보통학교 6학년

의 백분비 누적석차는 평균적으로 12%였다. 재학생들이 회고했던 것처

럼 보통학교 졸업석차가 1~2등인 학생들도 눈에 띄고 있으며 대체로 

10% 전후의 누적석차를 갖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인 

입학생들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30% 정도의 백분비 누적석차를 보여주

고 있다. 이처럼 출신학교 최종학년 석차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조선인 입학생은 백분비 석차가 23%인 

학생이 가장 낮은 경우였지만, 일본인의 경우는 누적석차가 68%인 학생

도 합격하고 있었다. 

조선인 학생들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민족별 입학경쟁률로부터 학

업성적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입학에 성공한 조선

인 학생은 일본인 학생들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감도 가질 수 있었다. 입

학한 이후 이리농림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표Ⅲ-16>과 같이, 이리농림학교 졸업생의 최종 졸업학

년 성적과 석차를 비교하면,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성적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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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졸업 연도 민족 학생수
졸업학년

총평균 점수

졸업학년

평균 석차

1934년 입학~

  1939년 졸업

일본인 15 84.4 14.3/26

조선인 11 85.0 12.4/26

1935년 입학~

  1940년 졸업

일본인 17 81.4 17.5/33

조선인 16 81.5 16.1/33

1936년 입학~

  1941년 졸업

일본인 15 79.9 15.7/30

조선인 15 80.5 15.3/30

- ｢이리공립농림학교 수의축산과 학적부｣(1939~1941년 졸업생).  

<표Ⅲ-16> 이리농림학교 졸업생의 민족별 학업성적 및 석차 

 <표Ⅲ-16>은 이리농림학교 졸업생들의 민족별로 졸업학년도 총평균 

점수와 석차를 비교한 것이다. 대체로 조선인 학생이 일본인 학생보다는 

총평균 점수에서 약간 높고, 졸업학년 석차에서도 조선인이 약간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입학 당시부터 일본인 학생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조선인 학생들로서는 그다지 만족스러

운 결과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민족별 점수 차이가 작게 나타

나는 이유는 성적 산출 과정에서의 차별로 인해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간

의 점수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를 검토하

기 위해서는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입학 후부터 졸업할 때까지의 

학업성적 변화를 보다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Ⅲ-17>은 입학 당시 출신학교의 백분비 누적 석차와 각 학년

으로 진급하면서 얻은 학업성적을 민족별로 비교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

서 이리농림학교의 학업성적 산출 방법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다른 

농업학교들이 그러하였듯이, 이리농림학교 역시 석차를 산출하는 최종적

인 총평균 점수는 각 학과목 점수의 평균이 아니었다. 각 학과목의 평균 

점수를 구하고, 이를 실습 점수와 합한 뒤에, 다시 이를 평균하여 최종 

성적인 총평균 점수를 구하는 방식이었다. 즉, 실습 점수 하나는 모든 

학과목을 합한 평균 성적과 동일한 비중을 갖게 되는 것이다.160) 

160) 1938년까지는(즉, 3학년까지) 조행 점수를 성적에 산입하여 학과목 평균점수, 실습 점수, 조

행 점수 등 세 가지를 동일한 비중으로 하여 최종 성적을 산출하였으나, 1939년부터 조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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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구분 조선인 일본인

(입학 당시) 출신학교 백분비 석차 0.12 0.30

1학년

학과목 평균 점수 76.0 71.6

실습 점수 86.4 83.0

총평균 점수 81.0 78.1

백분비 석차 0.39 0.67

2학년

학과목 평균 점수 77.0 73.0

실습 점수 85.5 83.0

총평균 점수 81.5 79.4

백분비 석차 0.44 0.64

3학년

학과목 평균 점수 74.8 71.9

실습 점수 82.1 84.5

총평균 점수 80.0 79.7

백분비 석차 0.48 0.58

4학년

학과목 평균 점수 74.5 73.5

실습 점수 81.5 83.9

총평균 점수 78.0 78.7

백분비 석차 0.55 0.45

5학년

학과목 평균 점수 75.9 75.2

실습 점수 84.6 84.8

총평균 점수 80.5 80.2

백분비 석차 0.50 0.50

- ｢이리공립농림학교 수의축산과 학적부｣(1941년 졸업생).

<표Ⅲ-17> 이리농림학교 재학생의 민족별 성적 변화

<표Ⅲ-17>에서 알 수 있듯이, 입학 당시 출신학교 백분비 석차에서의 

차이는 1학년 학과목 평균 점수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조선인의 1학년 학과목 평균 점수는 76.0점, 일본인은 71.6점으로 뚜렷

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종 성적인 총평균 점수로 이어져 최종 

석차에 반영되고 있다. 조선인의 1학년 누적 백분비 석차는 0.39인 반면

에 일본인은 0.67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졸업하는 5학년이 되

면, 조선인과 일본인의 총평균 및 백분비 석차는 차이가 줄어들어 거의 

유사해지고 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학과목 평균에서의 격차가 줄어

수는 평가만 하고 성적 산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행 점수에서 민족별 차이는 크게 나타

나지 않았으며, 분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표Ⅲ-17>에서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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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는 있지만 실습 점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

학년과 4학년 때 실습 점수는 일본인이 조선인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

고 있다. 그 결과 4학년 때에는 학과목 평균 점수는 조선인이 높지만 최

종 성적 및 석차에서는 오히려 일본인이 조선인을 앞서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실습 점수는 이리농림학교의 최종 성적 산출에서 모든 학과목 

성적을 합한 점수와 맞먹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성적 산출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은 농업교육에서 실습을 강화하여 졸업자들의 농업 

종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함이었다.161) 그러나 실습 점수의 영향으로 인

해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간의 학업성적 격차가 줄어들고, 급기야 일본인

의 평균 성적이 조선인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실

습 점수는 담당 교사의 주관적인 인상에 의해 주어지는 경향이 매우 강

했다. 일본인 교사들의 일상적인 차별적 언행에 더하여, 이러한 실습 점

수의 산정 결과로 인해 조선인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다.

 

(2) 대구상업학교의 사례

1923년에 설립된 대구상업학교도 조선인과 일본인을 각각 50명씩 동

수로 선발한 학교였다. 이 학교가 운영 현황을 총독부에 보고하는 자료 

가운데, 학교에서 실시했던 신입생들의 입학시험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

가 포함되어 있다.162)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Ⅲ-18>과 같다. 1926년

과 1927년 입학지원자 대비 입학허가자의 비율, 즉 입학률은 일본인의 

경우 각각 71%, 63%였으며, 조선인의 경우는 25%, 18%였다. 일본인이 

평균 1.6:1의 경쟁이었다면, 조선인의 경우는 4:1 내지 6:1의 치열한 입

학경쟁이었다. 그리고 입학시험은 국어와 산술 두 과목에 대한 학과목시

험 및 구두시험 등으로 실시되었다. 

161) 山本寅雄(1928), 이리농림학교의 청취사항 답신; 朝鮮總督府(1928), ｢公立實業學校長會議事

項｣, 94쪽.

162) ｢大邱公立商業學校徵兵令上認定の件｣｣(19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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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률 입학자 평균 점수
최저 

평균 

점수연도 민족 지원자 입학자 입학률 국어 산술 철방 국어 산술

1926
일본인 92 58 63% 57 94 56 68 82 55

조선인 221 56 25% 51 78 53 64 70 54

1927
일본인 84 53 63% 67 80 57 73 75 54

조선인 302 53 18% 72 82 54 76 76 62

- ｢大邱公立商業學校徵兵令上認定の件｣(1927년).

<표Ⅲ-18> 대구상업학교 입학생의 민족별 입학시험 점수 

<표Ⅲ-18>에서 볼 수 있듯이, 대구상업학교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입

학 정원을 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입학 허가자의 최저 평균 점수도 

각각 다르게 집계되고 있었다. 입학시험 결과를 보면, 민족별로 최저 합

격 점수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1926년도 입학시험에서 조선인보다

는 일본인 입학자의 각 학과목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입학자

의 최저 평균 점수도 일본인의 경우가 약간 높았다. 그러나 1927년 입

학시험 결과에서는 철방(작문)을 제외하고 모든 학과목 점수에서 조선인 

입학자의 평균 점수가 일본인보다 높았다. 특히 합격 점수를 의미하는 

최저 평균 점수에서는 조선인은 62점, 일본인은 54점으로 조선인 입학

생의 점수가 8점이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26년과 1927년 입학시험에서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성적이 크게 역

전되는 이유는 조선인 학생의 입학전 학교 이력과 관련이 있었다. 보통

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면서 실업학교에 입학하는 

조선인의 학력 분포가 크게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 <표Ⅲ-19>

는 대구상업학교 학생들의 입학전 학력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대구상업학교의 1923년도 조선인 입학생 가운데 보통학교 6년을 졸업

한 학생은 6명에 불과한 반면 보통학교 4년 및 5년을 수료한 학생은 각

각 20명, 22명이었다. 즉, 4년제 보통학교 졸업자의 입학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보통학교 4년 및 5년 수료자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여, 1927년도 입학생은 전원 보통학교 6년 졸업자로 채워지게 된

다. 그만큼 대구상업학교 조선인 입학자의 평균적인 학교 이력이 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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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입학생 조선인 입학생

입학률 입학생 학력 입학률 입학생 학력

연도 지원 입학 비율 소6 고1 고2 지원 입학 비율 보4 보5 보6

1923 167 51 31% 20 20 11 426 47 11% 20 22 5

1925 125 56 45% 26 18 12 314 45 14% 1 10 34

1927 84 55 65% 21 17 17 302 51 17%  0 0  51

- ｢大邱公立商業學校徵兵令上認定の件｣(1927년).

<표Ⅲ-19> 대구상업학교 입학생의 민족별 입학전 학력

서 6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반면에 일본인 입학생의 경우는 소학교 6년 

졸업자가 절반 이하이고, 고등소학교 1년 및 2년 수료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상업학교의 동일한 1학년 신입생이라 하더라

도 민족별로 입학 이전의 학력에서 크게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즉, 

1923년에 조선인 입학생의 평균 학력은 4.7년, 일본인 입학생은 6.8년

이었다. 그러나 1927년이 되면 조선인 입학생의 평균 학력은 6.0년, 일

본인 입학생은 6.9년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그에 따라 조선인과 

일본인의 입학시험 결과에서도 민족간 뚜렷한 점수 차이를 보이기 시작

한 것이다.

이처럼 민족별 동수 선발 원칙에 따른 입학 경쟁률의 차이와 그로 인

한 입학자의 학업 성적 차이는 민족간의 차별적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주

는 것이었다. 이를 알고 있던 조선인 학생들로서는 교육당국과 학교의 

학사 행정에 언제나 불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韓國人 學生들의 뛰어난 才質과 월등한 實力을 누르려고 奇想天外

한 成績評價方法을 만들어 下位에 있던 日人學生을 끌어 올리고, 上

位에 있던 韓人學生들을 깎아 내렸던 것이다. 이런 지독한 편파적이

며 차별적인 成績評價는 韓人學生들에게 너무나 커다란 반발을 사

서 끝내 太極團事件의 直接的인 原因이 되었다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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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업학교의 경우 민족 차별적인 학사 행정은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자극하게 되고, 1943년 학생비밀결사 ‘태극단사건’으로 이어져 26명의 

학생들이 체포되는 사태를 낳기도 하였다.164) 태극단 사건은 전쟁이 격

화되고 사상통제가 극심했던 1940년대에 일어난 학생운동으로서 유례가 

드문 경우였다. 대구상업학교 조선인 학생들이 태극단이라는 비밀단체를 

만들어, 학술과 체력 단련 명목으로 자주 회합을 갖고 항일투쟁 방법을 

모색해 가던 중 경찰에 발각된 것이다. 당시 태극단에서 핵심 역할을 담

당했던 학생은 조직 결성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같은 반에 이태림이라구 있었는데, 일기를 썼거든. 학교 오다가 향

교를 지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천장절이라구, 천황 생일날, 일본 국

기가 펄럭펄럭 거리고, 우리나라 국기는 하나도 없어, 이걸 일기에 

썼다구. 선생이 이걸 보구, 다시 써라, 이러거든. 나는 못 씁니다, 

그래 가지고 퇴학을 당했어. 그런 것도 머리에 충격이 다 오거든... 

차별 대우. 그 때는 백점 만점인 경우 반은 조행이고 반은 실력이구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조행 점수는 일본 사람이 

매기니까, 우리는 50 이상을 못 받거든. 그래 차별을 하는 거야, 조

선 사람을 억압을 하고. 창씨개명을 하라, 뭐 하라 온갖 짓을 다하

고, 그래 억압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라, 그 시대가.165) 

대구상업학교 학생들이 태극단을 결성한 이유는 평소에 느꼈던 피지배 

식민지인으로서의 설움에 더해서 학사 행정의 민족적 차별이었다. 사건 

당시 5학년이었던 강영일의 구술에 의하면, 조행 점수를 성적에 포함시

켰는데, 조선인에게는 매우 편파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한다. 저

163) 대구상업고등학교 오십년사 편찬회(1973년), 대상오십년사, 228쪽.

164) 대구상업학교의 ‘태극단사건’에 관해서는 태극단학생독립운동(조춘호 저, 대구상업정보고

등학교 총동창회, 2001) 참조.

165) 강영일(대구상업학교 1939년 입학)의 구술 자료, 면담: 2014년2월21일, 송파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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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으로서 태극단에 가입했던 윤정남 역시 “학교를 다녀 보니까, 한국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우등생이 될 수 없어요. 조행 점수가 정해

져 있어요... 그만큼 차별이 심했습니다”라며 자신이 태극단에 가입한 동

기를 술회하고 있다.166) 조행 성적은 일종의 품행 점수이므로, 갑·을·병 

혹은 급·부 등으로 평가 결과만 기재하여 인물 평가에 참고만 하도록 하

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물론 이리농림학교와 같이 학과목 평균, 실습, 

조행 세 항목이 동등한 비중으로 성적에 반영된 경우도 있었다. 당시 조

선인 학생들은 일종의 사상 검증인 조행 평가 그 자체에 대해 불만이 많

았다. 특히 실업학교와 같이 조선인과 일본인이 공학하고 조행 점수가 

성적에 반영되는 경우, 조선인 학생들은 일본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

가를 받는 차별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20년대 전반기에는 조선인 입학자의 평균

적인 학력이 짧았기 때문에 입학시험에서 민족별로 성적 차이가 크지 않

았다. 비록 입학 경쟁률에서 민족간의 극심한 차이가 있었지만, 상대적

으로 짧았던 조선인의 학력 기간은 민족간의 성적 차이를 상쇄하는 효과

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인 입학자의 평균 학력이 연장되면서 민

족별 입학 경쟁률의 차이는 그대로 입학시험에서의 점수 차이로 이어지

는 결과를 낳았다. 상업학교에서 소위 민족 ‘무차별의 원칙’ 아래 조선인

과 일본인을 동수로 선발하게 되면서, 이러한 차별적 제도는 조선인들 

사이에서 매우 뚜렷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입학 후에도 조선인 학

생들은 학사 일반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형식적으로는 ‘무차별 

원칙’을 표방하였지만, 조선인 학생들은 실습 점수와 조행 점수 등 다분

히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영역에서 차별적 관행이 이루어졌던 것

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166) 윤정남(대구상업학교 1942년 입학)의 구술 자료, 면담: 2014년2월18일, 대구 동문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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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습교육의 변질과 근로동원

식민지 교육당국은 실업교육의 중심은 실습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

다. 그러나 실업학교의 실습은 단순히 교실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실

제로 적용해 보는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실습’은 점차 ‘노동’·

‘근로’와 동일한 것으로 변질되어 이해되었고, 나아가 학생들의 노력 동

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단순한 ‘근로동원’조차 ‘실습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실업학교의 과도한 실습과 근로동원은 학생들의 집

단적 저항을 낳은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 ‘노동화’된 실습

농업학교의 교육과정과 각 학교 학칙에서는 실습시간을 일주일에 ‘10

시간 이내’로 하고 있으며, 다만 필요에 따라 종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업학교에서는 오전에는 학과교육, 

오후에는 실습교육이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실습지가 광활하고 

가축들을 사육해야 되었기 때문에, 학교의 농장 경영을 학생들의 근로에 

의존하는 한 농업학교 학생들의 생활에서 실습과 노동은 일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은 초봄에 씨를 심기 위해 허허벌판에서 항상 熱心히 밭이랑

을 만들어야 했다. 새끼줄을 치고 도랑을 팠으며 논두렁을 뭉개뜨리

는 일을 했다. 심지어는 가래질을 하고 擔架(들것)로 흙덩이를 나르

기도 했다. 그것들은 글자 그대로 숫제 重勞動이었다.167)

농업학교의 실습교육은 과도한 노동을 동반했기 때문에, 당시의 농업 

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에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었다. 이들은 

167) 상주대학교팔십년사 편찬위원회(2001), 상주대학교팔십년사,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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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학교 주장 혹은 요구조건

1924년5월 전주공업보습 실습 교원 배척

1924년7월 영흥농업보습 실습 개선

1926년6월 전주농업 실습 시간 단축

1927년7월 북청농업 실습 시간 단축 외.

1927년9월 춘천농업 무가치한 실습 개선 외.

1927년11월 사리원농업 실습 교원 배척

1928년6월 전주농업 실습 교원 배척

1928년7월 의주농업 실습 시간 단축 외.

1930년11월 나주실업보습 실습 시간 단축 외.

1930년11월 밀양농잠 실습 교원 배척

1931년5월 영흥농잠실수 실습 시간 단축 외.

1931년6월 함흥농업 실습 노동화 반대 외.

1931년6월 영변농업 노동 실습 폐지 외.

1931년10월 송정공업실수 실습 시간 단축 외.

1932년7월 경성직업 실습 시간 단축 외.

1933년5월 의주농업 노동적 실습 반대 외.

1933년6월 영변농업 노동적 실습 반대 외.

1934년5월 춘천농림 실습 시간 단축 외.

1935년10월 영흥농업공민 실습 시간 단축

1937년6월 강계농업 실습 시간 단축

1939년11월 연안농업 실습 시간 단축

- ｢동아일보｣ 각 날짜.

<표Ⅲ-20> 실습 개선을 요구한 실업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 현황

대개 농업학교에서 고단했던 실습에 대해 “숫제 중노동”는 말로 기억하

고 있다. 그것은 “실습 교육이었다기보다는 차라리 고된 노동”에 가까웠

다는 것이다.168) 

농업교육의 특징을 ‘실습’에 둘수록 실습시간은 점점 늘어나기 일쑤였

다. 당시 학생들은 이러한 과중한 실습에 대해 “노동화된 실습”에 불과

하다며 집단적으로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표Ⅲ-20>은 실업학교 

학생들이 동맹휴학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학교측에 반발했던 사건 가

운데, 실습 문제가 사건을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이었거나 혹은 실습교육 

168) 춘천농공고등학교총동창회(2010), 춘농공고백년사,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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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요구조건으로 내건 사례만을 모아 놓은 것이다.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일으켜 실습 조건의 개선과 과도한 실습 시간 단

축을 요구한 경우는 대개 농업학교들이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교육 실

제화’ 정책이 제기되고 ‘근로주의’교육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교원들의 민족적 차별 등으로 

촉발된 시위가 동맹휴학으로 격화되고, 학생들이 내건 여러 가지 요구조

건 가운데 실습 개선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실습교육 개선 문

제는 그 하나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동맹휴학을 일으킬 정도로 농업학교 

학생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었다. 물론 동맹휴학이라는 극

단적인 상황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더라도 각 학교마다 실습교육을 둘러

싸고 학생들과 학교 사이에는 크고 작은 마찰이 이어졌다.

농업학교의 실습교육이 실습 농장과 가축 사육 때문에 과도하게 진행

된 것만은 아니었다. 애초에 농업학교의 실습은 교실에서 배운 이론적 

농업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응용해 보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즉, 졸

업 후 농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농사기술을 익히는 것이 그 목

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실습은 ‘근로애호’ 정신을 함양하는 ‘근로주의’실

습으로 변질되어 갔다. ‘근로’를 통해서도 일반도야가 가능하다고 선전되

었고, ‘근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방법으로 이해되어 점차 ‘실습’과 

동일한 교육적 의의를 갖게 된 것이다. 특히 전시체제기에는 ‘인고단련’

이 주창되면서, ‘근로’와 ‘실습’은 고통을 인내하는 강인한 정신과 체력을 

기르는 교육적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전쟁 수행을 위한 학생들의 ‘근로

동원’조차 교육적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선전되었던 것이다.

(2) ‘실습’명목의 근로동원

농업학교 졸업자들이 실습교육에 대해 “중노동”으로 기억하는 데에는 

또 다른 계기가 작용하고 있었다. 농업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

을 노력 동원할 때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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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학교의 전공과목에는 농업 토목, 사방공사, 측량 등이 포함되어 있

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에 학생들을 동원할 때에도 ‘실습’이라는 명목

으로 포장하기가 용이했다. 이로 인해 농업학교의 행사일지나 교무일지

에서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회고에서도 ‘실습’과 ‘근로동원’은 서로 구별

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었다. 

농업학교에서 근로 동원과 실습이 혼동되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는 

광주농업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 광주농업학교는 ‘가실습(假實習)’이라는 

특이한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평균 10대1에 가까운 경쟁을 뚫고 

합격한 학생들은 입학식 전 1주일 전에 예비소집을 받게 된다. 간단한 

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있은 뒤에 가실습이라는 것을 시행하는데, 이는 농

업학교에서의 실습 적응도 여부를 판별하는 테스트인 것처럼 소개된다. 

즉, 가실습에 통과하지 못하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으름장 속에서 

진행되는 실습인 것이다. 

實習은 主로 道路開設, 區劃整理 等 고된 土木工事作業이나, 圃場作

業이었는데 不合格될지도 모른다는 공갈에 순진한 新入生 全員은 

허리 한 번 펴보지 못하고 死力을 다하여 그 고된 試鍊을 이겨내야

만 하였다.169)

위의 가실습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포장작업 외에 언뜻 보기에

도 농업학교의 실습교육과는 무관해 보이는 ‘도로개설’이나 ‘구획정리’ 

등 매우 힘든 ‘토목공사 작업’을 실습의 하나로서 취급하고 있다. 사실 

농업학교 학생들의 근로 동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

정지작업이었다. 이처럼 농업학교의 ‘실습’ 안으로 토지공사작업 등의 근

로 동원이 포함되기까지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다. 그 하나는 학교를 신

축하거나 실습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의 근로동원과 관련된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식민지말기에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전쟁 수행을 위한 근로동

169) 광주농업고등학교동창회(1989), 광주농업고등학교팔십년사 1909-1989,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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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었다. 

(가) 학교 신축에 따른 근로동원

학교 건물을 신축하거나 실습지를 새롭게 개간할 때에는 예외 없이 과

도한 학생 동원이 뒤따랐다. 교사 신축과 실습지 개간에서의 근로 동원

은 학생들이 실습을 꺼렸던 대한제국시기에도 목격된다. 농상공학교에서 

분리된 농림학교가 1907년 수원으로 교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학생

들이 동원되고 있다.170) 비교적 저렴한 황무지를 학교 부지로 선정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을 정리하고 실습지를 개간하는 데 학생들이 동원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910년을 전후하여 설립된 초창기 농업학교들에서

는 학생 동원은 그렇게 과중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들 학교는 각 도를 

대표하는 실업학교인 만큼 당국의 예산 지원도 많았고 학교시설도 좋은 

축에 속하였기 때문에 무리한 학생 동원이 요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 학교가 점차 실습지를 늘려가고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게 될 때는 

학생들의 동원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대구, 예산, 춘천, 광주의 농업학

교 등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초창기 농업학교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었

던 문제였다. 1937년 광주농업학교에 다녔던 학생은 학교가 이전할 당

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그 당시 日本人 校長 平野吉三郞은 용봉리 新位置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다는 方針을 발표하면서 용봉리 新校地는 總面積이 12萬坪이나 

되어 東洋에서 제일 넓고 가장 큰 학교가 될 것이라 자랑삼아 이야

기하던 것을 지금도 記憶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랑은 당시

의 在學生들에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힘겨웠던 試鍊과 苦痛을 안겨 

170)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의 농학교육 100년 편찬위원회(2006), 농학교육 100년 1906~ 

2006,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대학,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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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母校의 새로운 歷史가 開拓되기 시작한 것

이다. 말할 것도 없이 12萬坪이나 되는 廣闊한 面積을 당시의 300

名 내외의 少數學生들이 每日같이 全日 또는 半日 실습이란 名目 

아래 校地整地作業에 動員된 것이다.171)

학교 건물의 신축과 확장 이전은 학교의 발전을 의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겠으나, 재학생으로서는 재앙이나 다름이 없었다. 학교로서는 ‘새 역

사의 개척’이겠지만, 재학생에게는 ‘개척의 새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계 학교 혹은 상업학교나 공업학교 등 다른 실업학

교에서도 학교의 신축 이전에 동원되는 일이 있었지만, 농업학교의 경우

는 사뭇 달랐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들에서는 그것이 명백한 학생의 노

력 동원이었지만, 농업학교는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었기 때문이

다. 대부분의 농업학교의 전공과목에는 농업 토목, 사방공사, 측량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농업학교에서는 학교부지 정지작업에서의 학생 

동원을 실습이라 불렀던 것이다. 여기에는 학교부지 정지작업과 더불어 

각종 부속지건물 정지, 운동장 정지, 실습지 구획 정리를 비롯하여, 배수

로 만들기, 토대 쌓기, 나무 심기, 정원 조성, 심지어는 건물 공사 등 다

양한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대대적인 교사 이전 외에도 실습지

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가축사 등의 증·개축은 수시로 이루어졌고, 이러

한 모든 작업은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학생 동원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이

다.

역사가 오래된 농업학교들과 달리 비교적 늦게 설립된 농업학교에서의 

학생 동원은 더욱 가혹한 것이었다. 1930년대 후반에 설립된 농업학교

들은 대체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학교 

시설은 열악하였고, 농장 실습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야 했다. 그렇다보니 이들 학교 설립 초기에 입학한 학생들은 과도한 작

업에 동원되어야 했다. 1936년에 설립된 수원농업학교의 상황을 보자.

171) 광주농업고등학교동창회(1989), 광주농업고등학교팔십년사 1909-1989, 189~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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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農의 現校地는 當時 漠漠한 荒野였고 周邊은 田畓과 돌의 河川이

었으며 敷地 確定만 되었을 뿐 運動場 및 實習地 등의 區劃조차 分

別할 수 없는 不毛地였다. 발에 걸리고 눈에 띄이는 게 전부 돌이었

다. 每日 午前 授業을 마치고 모두가 농장에 나가서 흙을 파내어 체

로 쳐서 돌과 흙을 추려내어 한쪽에서는 돌을 실어내고, 한쪽에서는 

돌을 추려낸 곳을 1半步式 區劃整理와 農路를 만들어 점차 농장다

운 면모를 갖추어 갔다. (중략) 徒步로 2km나 떨어진 現學校까지 

每日 괭이와 삽을 메고 校舍敷地整理와 實習場 開墾整地作業에 많

이 동원되었다.172)

위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수원농업학교만의 실상은 아니었다. 

1930년대 이후에 세워지는 대부분 농업학교들은 설립 초기에 실습이라

는 이름으로 학교부지와 실습지 정지 작업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나마 수원농업학교는 5년제 학교인 경우였고, 이보다 수업연한이 짧은 

보습학교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열악하였다. 1930년대에는 농업보습학

교의 증설이 크게 증가하는데, 수업연한이 1~2년으로 짧은 데다가 교육

과정도 실습 위주로 편성된 학교들이었다. 이들 학교의 설립 초기에 입

학한 학생들에게 실습은 더욱 가혹한 것이었다. 1930년에 농잠보습학교

로 인가된 천안농업학교의 경우를 보자.

1~2회 졸업생들의 학교생활은 학과수업은 전폐하다시피 종일토록 

실습에 임했는데 양잠실습이 주를 이루었다. 아카시아 숲을 굴취하

여 상전 조성에 진력하는 한편, 학교 건립과 실습지 조성을 위한 개

간 등으로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중략) 여기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

의 결의로 동맹휴학(同盟休學)이 3개월간 지속되는 바람에 학과수

업은 너무나 소홀히 되었다.173)

172) 수원농림고등학교총동창회(1986), 수농오십년사, 39~40쪽

173) 천안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1991), 천농60년사,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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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농잠보습학교가 설립될 당시에는 뽕나무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내고 억센 등걸을 걷어내고 뽕나무를 심기 위한 농

지를 개간하는 것이 ‘양잠 실습’으로 불리웠던 것이다. 학생들은 실습이

라는 명목으로 교사 건축 및 부지정리와 실습지 개간에 동원되면서, 입

학 이후 매일을 손에 물집이 잡히는 고된 시간들로 보내야 했다. 결국 

학생들의 동맹휴학이라는 극단적인 반발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를 겪어온 농업학교 학생들은 부당한 ‘근로 동원’과 ‘실습 교

육’을 구분하지 못한 채 농업학교에서의 교육을 고된 노동과 일치시키는 

교육 경험을 갖게 된 것이다.

 

(나) 전쟁 수행을 위한 근로동원

농업학교에서의 실습 활동이 근로 동원과 혼동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한 것은 물론 근로보국대 활동이었다. 1938년도부터 조직되기 시작

한 근로보국대에는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여름방학 1주일 혹은 10

일간 당국에서 정해주는 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리농림학교 

학생은 근로보국대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신태인심상소학교에 자리잡고 起居하면서 아침에는 프랑카드를 앞

세우고 勤勞報國隊의 노래를 부르며 作業場에 나갔다. 종일 고된 일

을 하여 반은 軍人이요, 반은 勞動者와 같은 名目뿐인 學生生活이었

다. 1週日의 報國隊 生活을 마치면 修了證을 주었다. 이 修了證은 

敎鍊合格證과 함께 社會에 나가 就職이나 其他 活動에 없어서는 안 

될 資格證 구실을 하였다.174)

이와 같이 농업학교의 근로보국대 활동은 다른 중등학교의 경우와 크

174) 이리농림6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1982), 이리농림육십년사,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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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일반계 학교에서 근로보국대 활동은 교

육과는 무관한 명백한 학생들의 노력 동원으로 이해되었지만, 농업학교

에서의 근로동원 역시 “실습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활동의 하나로서 진

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농업학교의 경우는 가축을 

기르고 농장을 경영해야 했기 때문에 여름방학 중에도 대개 1~2주일 정

도 실습 일정이 배치되어 있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자비 부담

으로 합숙을 하면서 여름실습이 진행되기도 하였다.175) 이런 실습 활동

들이 이제는 이름만 바뀌어 근로보국대 활동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

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시의 농업학교에서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저수

지 축조 공사나 비행장 건설 현장에 노력 동원된 활동에 대해서도 ‘토공 

실습’, ‘사방공사 실습’, ‘토지정지 실습’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었던 것이

다.176) 

물론 농업학교에서 ‘근로동원’과 ‘실습’이라는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

게 된 데에는 당국의 주도면밀한 학생 동원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177) 학생들의 근로 동원은 단순한 노동력 착취가 아니라 최대한 교

육 실천의 일환임을 강조해야 했다.178) 따라서 당연히 학생의 근로 동원

은 학교에서 파견된 인솔 교사들의 책임 하에 현장의 작업 담당자와 협

의하여 진행되며, 근로 동원 기간에도 저녁에는 교실수업과 유사한 형태

로 학과수업이 진행되도록 계획되었다. 더구나 근로에 동원된 학생들의 

참여도와 태도는 담당 교사들에 의해 평가되어 ‘수련(修練)’ 과목의 성적

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농업학교 학생들

에게 근로 동원 역시 실습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업학교의 경우와 같이, 전시체제 하에서 공업학교의 근로동원은 특

175) 수원농림고등학교총동창회(1986), 수농오십년사, 45쪽

176) 천안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1991), 천농60년사, 152쪽; 안동농림고등학교(1973), 안동농

림40년사, 64쪽 등.

177) 공주농업고등학교오십년사 편찬위원회(1983), 공주농업고등학교 오십년약사 1933-1983, 
69~75쪽.

178) 塩原時三郞(1938), ｢學生生徒の勞動奉仕作業實施｣, 文敎の朝鮮, 1938년7월, 89~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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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가혹한 것이었다. 공업학교의 근로동원 역시 ‘실습’이라는 미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대개 공업학교는 산업체와 연계하여 일정 기간 현

장을 체험하는 위탁실습 과정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근로보국대가 조직

되면서, 이런 위탁실습이 근로보국대 활동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산업체 

현장에 “실습생”으로 파견되었지만, 실상은 군수품 공장에서 노력 봉사

하는 활동이었다.179) 

일반적으로 공업학교 학생들의 근로동원은 ‘심신훈련의 호기’인 것으로 

선전되어, 일정기간 도로 공사나 대규모 토지 공사 작업 등 고된 육체노

동에 봉사하는 것이었다.180) 그러나 학과에 따라서 배치되는 곳이 다르

게 지정되기도 하였다.181) 특히 군수품 공장에서 장기간 노력 봉사하는 

활동이 많았다. 광공업 분야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공업학교의 특성상 학

생들의 군수공장 동원은 당연시되고 있었다. 아래는 대구공업학교 졸업

생의 근로동원에 대한 회고이다. 

2개월 정도가 지나자 학업을 중단하고 전원 근로보국대에 동원되었

다. 일부 상급반 기계과는 학교 실습장에서 포탄 생산을 하고, 일부

는 동촌비행장 확장 공사에, 일부는 대구 주둔 일본 제7사단 대구 

앞산에 건설하려 했던 땅굴 군수품 저장고 건설에 동원되었다. 작업

반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편성되었으며, 오전반은 오전 4시부터 

정오까지, 오후반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땅굴을 팠다... 오전반과 

오후반은 2주기로 교대한 것 같다... 작업은 망치와 끌로 바위를 파

는 것이 대부분이고, 가끔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기도 하였다. 작업 

진도는 매우 부진하였고, 무척 힘든 일이었다. 이런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일부 동급생은 휴학하기도 하였다... 8월이 되자 교대로 방

학에 들어갔는데...182)

179)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동창회(1990), 인천기계공고오십년사, 96, 110쪽.

180) 대전산업대학교칠십년사편찬위원회 편(1997), 대전산업대학교칠십년사, 81쪽.

181) 대전산업대학교칠십년사편찬위원회 편(1997), 같은 책, 130쪽.

182) 대구농림자연과학고등학교총동창회(2010), 대구 농림·자연과학고등학교 백년사,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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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자가 술회하듯이, 대구공업학교 학생들은 개학 후 2개월 후인 6월

경부터 8월까지 장기간의 근로봉사에 동원되고 있다. 학교도 가지 못한 

채 하루 8시간씩 고된 노동을 해야 했다. 그리고 상급학교 학생들은 학

교 실습장에서 포탄을 제조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당시 공업학교에 따라

서는 이러한 작업이 가능한 실습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인천공업학교의 경우도 실습시설은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183) 기계과 

학생들은 전기 및 산소 용접 작업, 스프링 해머를 이용하는 단조 작업, 

용해로를 이용하는 주물 작업 등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쟁말기에 실습재

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인천공업학교는 인근의 생산공장과 연계하여 

직접 재료를 가져다가 가공한 뒤에 다시 납품하는 실습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三菱電氣로부터 1차 가공품을 의뢰받아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정

도가 되었다. 

그러나 전황이 악화되면서, 인천공업학교 학생들은 군수공장의 전쟁물

자 생산에 동원되어야 했다. 학생들은 “현장 실습이란 미명” 하에 군수

공장에 파견되고 있었다. 아래는 인천공업학교에서 진행된 근로동원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교의 학생들은 工業學校의 現場實習이란 미명하에 1년동안 전쟁

물자 생산공장에서 강제노동을 당하는 비운을 맛보았다. 1년간을 

學校에 단 하루도 나오지 않고 工場으로 직접 出動하여 매일 노동

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당시의 工業學校 授業實態는 所謂 決戰體制

下에 敎鍊과 심한 勤勞動員으로 정상적인 敎科授業이 어려웠던 시

대였다.184)

인천공업학교 학생들이 근로동원 되었던 곳은 인근에 있던 대표적인 

183)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동창회(1990), 같은 책, 93~94쪽.

184)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동창회(1990), 같은 책,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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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공장인 부평의 육군조병창과 만석동의 조선기계제작소였다. 학생들

은 1년 동안이나 학교에는 전혀 출석하지 않은 채 대신에 군수공장에 

동원되어 매일 고된 노력 봉사에 참여해야 했다. 이들은 매일 새벽 부평

역에 집합하여 일제가 지급한 작업복을 입고 나팔소리에 발을 맞추면서 

대열을 이루어 조병창으로 향하였다. 이처럼 공업학교에서 장기간의 가

혹한 학생들의 노동 착취가 가능했던 것은, 농업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공업학교의 ‘근로동원’ 역시 ‘실습’의 명목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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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족주의 학생운동

실업학교 학생들은 차별적인 학사행정이나 ‘노동화’된 실습교육 혹은 

실습으로 포장된 근로동원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집단행동을 일으키는 경

우가 많았다. 또한 민족 공학제로 운영되었던 실업학교의 특수한 사정에

서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촉발되기도 하였다. 실업학교의 조선인 학생들

은 일본인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식민지 교육의 차별적 성격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민족의식을 키우고 또한 그것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실업학교 학생들의 공학제 폐지 요구는 

나아가 식민지 교육 일반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하

였다. 

(1) 민족 공학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

선린상업학교에서의 공학 초기에는 일본인 본과를 ‘1부’라 하고 조선

인 본과를 ‘2부’라 칭하여 상징적으로 서열적 차별의식을 조장하는 조치

에 대해 조선인 학생들이 매우 분개했었다.185) 단지 이름 붙이기에 불과

한 것이지만 조선인 학생들로서는 열등감을 조장하는 부당한 처사로 느

낄 수밖에 없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부산에서도 상업학교의 

교명 변경을 둘러싸고 조선인 학생들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었다.

부산에는 1896년 개성학교를 연원으로 하는 상업학교가 세워져 조선

인을 위한 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학교의 공식 명칭은 1909년

에 공립부산실업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11년부터 ‘부산공립상업학교’가 

되었다. 한편, 부산에는 일본인을 위한 상업학교도 있었는데, 1912년에 

‘부산공립상업전수학교’가 세워지게 된다. 그런데 1922년 ｢조선교육령｣
의 개정으로 인해 일본인을 위한 실업학교임을 표시하였던 ‘전수학교’라

185) 선린팔십년사편찬회(1978), 선린팔십년사,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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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이 모든 학교 명칭에서 삭제되어야 했다. 따라서 일본인을 위한 

‘부산공립상업전수학교’는 ‘부산공립상업학교’가 된 것이다. 대신에 기존 

조선인을 위한 학교였던 ‘부산공립상업학교’의 이름을 ‘부산진공립상업학

교’로 변경하였다. 나중에 생긴 일본인 학교를 위해 기존에 존재했던 조

선인 학교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결과였다. 이러한 처사에 대해 

조선인 재학생과 동창생들로는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釜山公立商業學校는 발족한 지 13년 동안 아무 장애 없이 성장해 

왔는데, 이유 없이 교명을 빼앗긴 재학생, 동창생들의 심정은 억울

하기 짝이 없었다. 

이와 같은 식민지적 교육 방침을 좌시하고 있을 수 없었던 학부형, 

동창생들은 근 1년 동안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 등으로 교명 환원에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드디어 재학생들은 본교 창

립 이래 처음으로 동맹휴교에 들어갔다.186)

부산상업학교의 재학생이나 동창생들의 입장으로는, 선린상업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나중 난 뿔이 우뚝한 격”이었을 것이다. 1

년간의 교명 환원을 위한 노력이 성과가 없자, 1923년 2월에 재학생들

은 교명 환원과 불성실 교사의 배척, 각반 착용 반대 등을 요구 조건으

로 내걸고 동맹휴학에 돌입했다. 맹휴가 며칠 째 이어지고 동창회 및 지

역 주민들이 당국과 교섭을 한 끝에, 학교의 수업연한을 5년으로 연장하

여 갑종학교로 승격하고 교명을 환원하는 것으로 절충하였다. 그러나 끝

내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가 ‘부산제1공립상업학교’가 되었고,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는 ‘부산제2공립상업학교’로 변경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제2’라는 꼬리표는 억울한 일이었지만, 이후 부산상업학교는 지역에서 

‘부상’ 혹은 ‘2상’이라는 말로 불리며 이름을 되찾았다는 자존심을 유지

하게 된다. 

186) 부상백년사편찬위원회(1995), 부상백년사,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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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만을 위한 상업학교라는 인상 때문이었는지, 식민당국에서는 부

산상업학교를 민족 공학으로 운영하기 위해 애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1924년에는 일본인 1명이 입학하였다가 중퇴한 일이 있었고, 1926년에

는 갑자기 기존에는 없던 일본인 지원자 27명이 한꺼번에 지원하여 그 

중에 10명이 합격하였다. 그리고 1927년에는 일본인 7명이 지원하여 2

명이 합격하였고, 1928년에도 3명이 지원하였으나 합격자는 없었다. 그

러나 부산상업학교에서의 일본인 졸업자는 전체 입학자 13명 가운데 

1926년 입학자 중 3명과 1927년 입학자 중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뿐

이었다.187) 부산상업학교는 실질적으로 공학이 아닌 조선인을 위한 학교

라는 명성을 지켜가게 되었다. 

부산상업학교가 조선인 학교라는 인식은 학교 역사에서 또 다른 시련

을 안겨주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일제는 

상업학교를 폐교하거나 공업학교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

에 따라 부산상업학교를 1944년부터 ‘부산제2공립공업학교’라 하여 학

교 성격을 재편한 것이다. 경남 지역의 상업학교 가운데 일본인이 다녔

던 부산제1상업학교와 공학으로 운영해온 마산상업학교는 그대로 둔 채, 

조선인이 다녔던 부산상업학교를 공업학교로 전환시킨 것이다.188) 부산

상업학교는 해방 이후에 다시 상업학교라는 이름을 되찾게 된다.

이러한 부산의 사정과 유사하게 인천에도 조선인과 일본인을 위한 상

업학교가 따로 설립되어 있었다. 1909년에 설립된 인천실업학교는 한성

외국어학교로부터 이어져 온 학교로서 1912년에 인천공립상업학교로 개

칭되었다. 그리고 1912년 일본인을 위해 설립된 인천남공립상업전수학

교가 1922년에 인천남공립상업학교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인천지역에서

는 일본인을 위한 상업학교를 ‘남상’으로, 조선인을 위한 상업학교를 ‘북

상’ 혹은 ‘인상’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상업학교를 운영

해온 인천 부의회는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1933년에 두 학교를 통합시

187) 부상백년사편찬위원회(1995), 같은 책, 52쪽.

188) 부상백년사편찬위원회(1995), 같은 책,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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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로 결정한다.189) 

두 학교의 통합에 대해 인천상업학교 동창회 및 부의회의 조선인 의원

들은 반대하였으나, 인천남상업학교를 흡수하여 학교 이름을 인천상업학

교로 하며 학급의 증설과 지원을 약속하는 일본인 의원들의 말을 믿고 

통합에 찬성하게 되었다. 통합 이전에 인천상업학교가 한 학년에 1학급

이고 인천남상업학교는 한 학년에 2학급이었으므로, 당연히 통합 이후 1

학급 증설은 조선인 입학생의 몫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통합 이후에는 기존의 인천상업학교 1학급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한 

개 학급을 더한 총 2학급을 모집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오히려 통합 

이전보다 학생 정원이 줄어든 결과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일

본인 인천부윤조차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오늘의 수학에서는 2(인천남상업학교 학생수)에

다 1(인천상업학교 학생수)을 더하면 3이 되는 것이 정칙인데, 2에

다 1을 더하니 답은 역시 2가 되니 이것은 불가사의한 수학이

다.190)

이렇게 하여 그동안 조선인만이 재학했던 인천상업학교는 일본인 학교

였던 인천남상업학교와 통합되어 1933년부터 공학으로 운영되기 시작했

다. 이후부터 인천상업학교 조선인 학생들의 생활도 전혀 달라지기 시작

하였다. 그동안 인천상업학교 학생들은 1910년의 일본의 조선 합방에 

항의하는 동맹휴학과 3·1운동 그리고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지지하는 동

맹휴학 등을 거치며 민족의식을 형성해 왔다. 그런데 1933년 공학이 시

작된 이후부터는 일본인 교사들의 노골적인 차별과 모욕적인 언행을 일

상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다.191) 조선인 학생들은 차별의식이 강했던 

일본인 교사들에 의해 불공평한 징계 처분을 받거나, 심지어 사소한 일

189) 인고백년사편찬위원회(1995), 인고백년사, 185~186쪽.

190) 인천부윤의 통합후 개학식 축사, 인고백년사편찬위원회(1995), 같은 책, 188~189쪽.

191) 인고백년사편찬위원회(1995), 같은 책, 240~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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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일본인 교장이 나서서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

다. 예를 들어, 제작을 금지했던 졸업앨범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졸업반 

학생들과 교장이 갈등을 빚던 중 한 학년 동급생 24명 전원이 구속되었

고, 그 가운데 4명이 고문을 받아 옥사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

처럼 인천상업학교에서 민족간 공학이 실시되면서, 조선인 학생들은 일

상적인 민족차별을 경험하며 오히려 더욱 뚜렷한 민족의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2) 식민지교육 폐지 요구

일본인과 조선인이 공학하는 가운데에서도 조선인들만으로 구성된 소

모임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운동 써클이

나 친목 모임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족 차별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

며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경우도 많았다. 경찰에 발각되

어 옥고를 치렀던 독서회나 학생 써클 사건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학교 

역사에서는 수차례씩 나타나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학교간 연합써클 형

태로 조직되거나 학교 외부의 사회운동 조직과도 깊게 연결된 학생 모임

들도 있었다. 특히 이들이 주도하는 학내 학생운동은 보다 조직적인 형

태로 진행되었고, 주장하는 내용에서도 민족의식이나 사상적 색채가 분

명하게 담고 있는 사상운동으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많았다. 이들은 실업

학교의 공학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가 하면, 식민지교육 전체를 부정

하는 주장을 직접적인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진주농업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1928년 7월 진주에서는 진주농업학교와 진주고등보통학교가 연대하여 

동맹휴학을 일으키게 된다. 일제에 대한 항쟁을 각 학교마다 분산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두 학교가 공동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는 견해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 학교는 7월 8일 아침 8시를 

기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동맹휴학에 돌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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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학제도를 폐지하여 줄 것.

2. 노예적 교육을 철폐하여 줄 것.

3. 조선어 시간을 연장하여 줄 것.

4. 조선역사는 조선어로 교수하여 줄 것.

5. 교내 언론집회의 자유를 줄 것.192)

진주농업학교와 진주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은 서로 다른 두 학교가 

연대하여 맹휴를 단행한 최초의 사건이었다.193) 더구나 두 학교에서 전 

학년 모든 학생이 맹휴에 가담하고 있었다. 개별 학교에서 벌어진 학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식민지 상황 하에서의 교육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요구조건과 주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학생운동에

서도 의미가 큰 사건이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식민지당국과 학교에서

도 크게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경찰은 두 학교에서 주모자 한 

사람씩을 검거하였다가 석방하였지만, 학생들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였

다. 진주농업학교 학생들은 전원 동맹 퇴학원을 제출하였고 진주고등보

통학교에서도 저학년 학생들의 등교 거부가 계속되었다. 급기야 도당국

과 학교는 이들 두 학교에 대한 휴교 조치를 내리게 된다. 

 

각기 학교에서 직원회를 긴급히 열고 도의 방침과 학교 방침을 극

비밀리에서 협의한 후 동교의 학부형회 석상에서 도당국 방침과 학

교 당국의 방침을 선포하였는데 도에서는 금번 맹휴 조건이 학생의 

요구가 아닌 동시에 學生運動이 아니며 政治的 運動이요 따라서 치

안유지에 큰 관계가 있으니 학교는 단연히 폐쇄할 것이나 특히 무

無期休校 명령을 받은 학교는 학교대로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나 

이 사건이 전 조선적이니 다소 참작하여 無期停學을 일반 학생에게 

처분하였다고 선언하였다.194)

192) ｢중외일보｣, 1928년 7월 7일.

193) ｢동아일보｣, 1928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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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에서는 이 사건을 “학생운동이 아닌 정치운동”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의 휴교조치에 맞서 학생들의 등교운동을 독려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당초의 무기정학 처분 약속과는 달리 

진주농업학교 학생 15명, 진주고등보통학교 학생 10명 등 주동자를 퇴

학시키고 만다. 이후 학교에 대한 방화사건이 일어나고 학교에서의 추가

적인 징계조치가 단행된 결과, 두 학교에서는 총 47명의 퇴학생과 350

명의 무기정학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9월 1일에 가서야 비로소 학교는 

정상화되었지만, 이후에도 진주농업학교에서의 비밀결사조직과 동맹휴학 

등의 학생운동은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다.195)

이처럼 진주농업학교와 진주고등보통학교가 연대하여 동시에 동맹휴학

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진주농업, 진주고보, 진주사범 등 재학생 및 졸

업생을 회원으로 하는 비밀결사조직으로 ‘동무사’라는 사상연구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196) 이와 유사한 경우로 같은 지역의 중

등학교 학생들이 연합하여 비밀리에 학생운동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한 

예로 광주를 들 수 있다. 광주의 경우는 광주농업, 광주고보, 광주사범, 

광주여고보 등 해당 지역 학생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성진회’ 및 그 후

신으로 각 학교의 독서회나 소녀회 등이 조직되어 있었다. 이들은 1929

년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일으키는 모체가 되기도 하였다.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1928년 6월 24일부터 동맹휴학에 들어갔

다. 교우회 자치 보장, 차별적인 일본인 교유 배척, 처벌학생 복교, 조선

역사 교육 실시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었다.197) 이에 대한 지지

의 의미로 광주농업학교 학생들도 6월 29일부터 동맹휴학에 돌입한다. 

이 때 학생들은 요구 조건을 담아 격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와 같았다. 

194) ｢동아일보｣, 1928년 7월 13일.

195) 진농·진산대 100년사 편찬위원회(2010), 진농·진산대 100년사(v.1 역사편), 97쪽.

196) ｢동아일보｣, 1928년 7월 23일.

197) ｢동아일보｣, 1928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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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민지 노예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2. 조·일인 공학제를 절대 반대한다.

3. 싸워라 싸워라. 모국을 위해 최후까지 싸워라.

4. 모국의 운명은 우리들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

5. 2천만 동포를 부활시키고 3천리 강산을 빛내는 것도 우리들의 

쌍방에 달려 있다.

6. 시기를 놓치지 마라. 우리의 친우들이여. 금반의 거사는 혁신의 

기초이며 갱생의 기초인 것을 각오하라.198)

 

 위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 격문에서 보이듯이, 학생들은 광

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한 연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

다. 또한 식민지적 상황과 그에 따른 교육제도를 보다 일반적 수준에서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농업학교 학생들 역시 진주농업학교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제도 폐지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형사적 처벌과 학교측의 징계를 받고 난 뒤인 10

월이 되어서야 이들 두 학교는 정상화되었다. 광주의 실업학교 학생들은 

이듬해인 1929년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었던 광주학생운동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이 실시되고 있던 진주농업학교와 광주

농업학교 학생들이 공학제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1921년에 초등 및 중등 일

반학교에서는 공학제 실시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지만, 그 이후로도 이

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론화를 시도해 왔다.199) 조선인의 저항이 

심했던 초등교육 단계는 뒤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일반계 중등교육에서 

실업학교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공학제를 도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

198) 광주농업고등학교동창회(1989), 광주농업고등학교팔십년사, 168쪽.

199) ｢동아일보｣, 1928년 4월 14일 및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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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실업학교 학생들의 공학제 반대 시위는 총독부의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인 사이에서의 공학제 도입에 대한 반대 주장은 주로 초등교

육 단계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기왕에 실시되고 있던 실업학교의 공

학제에 대해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입학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 하

는 의심과 더불어 민족간에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입학 경쟁률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런 주장들 가운데 오천석은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공학제 도

입에 관해서는 정치적 입장만이 아니라 교육학적 견지에서, 즉 공학의 

교육학적 효과에 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200) 그리고 

민족간 공학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교수용어, 교수재료, 교원, 

민족적 감정 등의 문제들을 하나씩 지적하고 있다.   

筆者는 以上에서 敎授用語, 敎授材料, 敎員 及 民族的 感情 等 問題

로부터 共學問題를 檢討하여 그 意義와 影響을 吟味하여 보았다. 그 

結果 우리는 共學이 招來할 것은 敎育的 效果의 見地에서 觀察하야 

오직 不利뿐이라 함을 알게 되었다.201)

이처럼 오천석은 공학제 도입에 대해 민족적 정서상으로는 물론이고 

교육학적 관점에서도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미국의 

필리핀 지배 과정에서 영어를 교수용어로 사용한 결과와 그 폐해를 예로 

들면서, 조선에서는 모국어인 조선어를 교수용어로 해야 하는 이유에 관

해 강하게 역설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공학제 도입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중등 일반교육에서도 학교의 명칭이 통

일되고 소위 ‘내선일체’를 주장하며 민족 공학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되기

200) 오천석(1933), ｢일본인·조선인 공학 문제: 그 의의와 영향의 검토(1), ｢동아일보｣, 1933년 

10월 28일.

201) 오천석(1933), ｢일본인·조선인 공학 문제: 그 의의와 영향의 검토(5), ｢동아일보｣, 1933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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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른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민족간 공학이 실시되었던 실업학교에서 

조선인 학생들의 공학제 전면 폐지 요구가 분출되었던 사실은 식민당국

의 통치정책 실현이 그렇게 낙관적지만은 않다는 것을 예증해 주는 것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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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입학과 졸업 후 진로

본장에서는 실업학교 학생들의 입학과 졸업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누가 중등 실업교육의 기회를 얻고자 하였는가를 분석하고, 그들은 실업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실업학교의 입학과 관련한 주요한 특징은 극심한 입학 경쟁에 있었다. 

실업학교의 입학 경쟁은 일반계 학교보다 더욱 치열하였다. 그러나 실업

학교의 종류에 따라 입학 경쟁률이 달랐고, 동일한 실업학교라 하더라도 

개별 학교에 따라서 선호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실업학교의 입학 경쟁

에 내재된 민족 차별적 조건과 구조에 관해서는 앞 장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실업학교의 종류 및 개별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선

호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가를 밝히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

고 학생들이 중등학교를 선택하는 동기는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가정 배

경 등이 학교 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실업교육의 목적은 실업 종사자 양성에 있었으나, 졸업생 대부분은 독

립 자영이 아니라 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독립 자영의 길로 유

도하려는 교육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취업을 선호했던 이유

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업학교를 농업·상업·공업·직업학교 등 종

류별로 나누어 졸업생들의 구체적인 진로 상황을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진로 경향의 변화를 추적하였고, 민족별로 진로 경향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당시 취업은 개인간의 선택과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추천제 취

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취업 과정에 내재된 민족 차별적 성격

을 규명하고자 한다. 

1. 입학 경쟁과 학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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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학교 졸업을 앞두고 중등학교 진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

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중등학교 학비를 감당할 정도의 부

모의 경제력이 필요했고, 극심한 입학 경쟁을 통과할 정도의 뛰어난 학

업 성적이 전제되어야 했다. 이들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일단 시야에 들

어오는 진학 가능한 중등학교의 종류도 그리 많지 않았다. 경성을 제외

하면, 대체로 각 도마다 1~2개교 정도의 고등보통학교, 상업학교, 농업

학교들이 세워져 있었고, 지방에 따라서는 사범학교나 직업학교, 수산학

교 등이 설립된 곳도 있었다. 이러한 관·공립학교 외에도 사립학교들이 

다수 존재했다. 이하에서는 중등학교 입학생들의 가정 배경과 학교 선택 

동기 등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가. 초창기의 학생 선발제도

1910년대 말까지 실업학교는 중등교육기관이면서도 위로는 고등교육

기관과 연결되지 못하였고 아래로는 초등교육기관과 직접 연계되지 못하

였다.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이 짧아 고등교육과 연결되지 못하였고, 입학 

자격의 최저 연령 기준이 높아 초등학교 졸업자가 곧바로 진학하기 어려

웠다. 이러한 초창기 실업학교는 우수한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학비

를 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학제상 단절적인 위치에 놓여 있던 초창기 실업학교의 학생 

선발제도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학비 면제와 학자금 혜택

1910년을 전후하여 설립된 초창기 실업학교 재학생들은 학비가 들지 

않았다. 수업료가 면제된 것에 더하여, 학교는 오히려 매월 일정액의 학

자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였다. 수원의 농림학교의 경우, 1906년 설립 

당시에 제정된 학교 규칙에서 학생들에 대한 월 5원의 학자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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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있으며, 1908년에 6원으로 증액하였다가, 1910년부터는 다시 

5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1) 공업전습소의 경우도 1907년의 제1

회 입학생부터 재학 동안의 수당 지급을 명문화하고 있다.2) 당시의 물

가 수준을 감안하면, 이들 학교의 학자금 지급액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초창기 공업전습소에 재학했던 학생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때 生徒手當은 月 6圓이었는데, 당시의 巡査 月給 6~7圓에 比하

면 많은 편이었다. 우리는 이 6圓에서 寄宿舍費 4~6圓을 내고, 용

돈을 쓰고서도, 잘 절약하면 1년에 洋服 한 벌을 마출 수가 있었

다.(황완수, 공업전습소 1909년 입학생)3)

수원의 농림학교나 공업전습소의 학자금 지급은 졸업 후 의무 복무와 

관련이 있었다. 수원농림학교를 졸업하면 학자금 수급 기간의 2배 기간

을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임해야 했고, 만일 중간에 학교를 자퇴하

거나 직무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령했던 학자금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업전습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공업전습소 졸업생들은 

졸업 후 1년간 지정된 직무에 근무하거나 전습한 사업에 종사할 의무가 

있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졸업생이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업전습소는 

입학 시에 2명의 보증인을 세워 연대 상환을 보증하는 ‘서약서’까지 제

출하도록 규정하였다.4) 그러나 농림학교와 공업전습소는 1915년을 전후

하여 학자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그에 따라 졸업생의 의무 복무 조항도 

함께 삭제되었다.5) 

그러나 초창기 실업학교에서의 학비 면제나 학자금 지급 등의 혜택이 

1) ｢농림학교규칙｣ 개정, 관보, 1908년 3월 6일;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12월 16일.

2) ｢공업전습소규칙｣, ｢관보｣, 1907년 3월 8일.

3) 서울공업고등학교동창회(1989), 서울공고구십년사, 50쪽.

4) ｢공업전습소규칙｣ 부칙, ｢관보｣, 1907년 3월 8일.

5) ｢농림학교규칙｣ 개정 및 ｢공업전습소규칙｣ 개정, 朝鮮總督府官報, 1915년 2월 24일, 3월 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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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졸업 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주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학자금 

지급이 폐지된 이후에도 한동안 학비가 면제되는 혜택은 지속되었다. 또

한 학자금 지급이나 학비 면제 등의 혜택이 관립의 실업학교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사립학교였던 선린상업학교에서도 설립 초기부터 학생들

의 학비 부담이 없었다.6) 수업료가 면제되었고, 교과서나 교모 등도 무

상으로 지급되었으며, 월 5원의 학자금도 지급되었다. 그러나 선린상업

학교는 순차적으로 학생에게 학비를 전가시키고 있었다. 1910년도부터 

학자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1913년에는 교과서 및 교모 구입비를 학생

의 부담으로 하였으며, 1914년도 입학생부터는 수업료를 비롯한 학비 

전체를 학생들이 부담해야 했다. 선린상업학교에서처럼 학비를 학생에게 

순차적으로 전가시키는 과정은 다른 관공립 실업학교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초창기 실업학교에서의 학비 면제나 학자금 지급 등의 혜택은 재능 있

는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1910년을 전후

하여 각 지방에 설립된 공립의 실업학교들에서도 일반적으로 학자금이 

지급되고 학비가 면제되었는데, 이런 혜택으로 인해 지방에 설립된 학교

임에도 입학 지원자들이 전국 각지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대

구농림학교나 인천상업학교 등 도지방비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들도 함경

북도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전국의 학생을 모집 대상으로 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7) 이러한 학자금 혜택은 교과 성적이 우수하여 중등학교 진

학을 희망하지만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실업학교로 유인

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8) 

이를 반증하듯이 실업학교들에서 학자금 지급이 중단되면 입학 지원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목격된다. 수원농림학교의 경우, 1915년

도는 신입생에게 학자금 지급 혜택이 주어지는 마지막 해였는데, 40명 

6) 선린팔십년사편찬회(1978), 선린팔십년사, 145쪽.

7) 대구농림자연과학고등학교총동창회(2010), 대구 농림·자연과학고등학교 백년사, 114쪽; 인고

백년사편찬위원회(1995), 인고백년사, 171쪽.

8) 서울공업고등학교동창회(1989), 같은 책,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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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11년 1912년 1913년 1914년 1915년 1916년 1917년

지원자 659 415 575 666 111 161 88

입학자 59 85 66 102 57 47 48

입학률 9% 20% 11% 15% 51% 29% 55%

- 서울공고구십년사(1989년), 70~75쪽.

<표Ⅳ-1> 공업전습소의 입학 지원자 및 입학률 변화(1910년대) 

모집 정원에 602명의 지원자가 몰려 겨우 7%만이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부터 더이상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자 입학 지원자 

수는 140명으로 급감하고 있었다.9)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입학 경쟁률이

라 할 수 있지만, 학자금 지급 중단으로 인해 입학 지원자수가 이전의 

1/4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공업전습소의 경우도 마

찬가지였다. 다음 <표Ⅳ-1>은 학자금 지급이 중단되는 1915년을 전후

하여 공업전습소의 입학 지원자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공업전습소는 설립 초기부터 매우 많은 입학 지원자가 몰리고 있었다. 

1910년도에는 관비생 55명을 모집하였는데, 정원의 50배에 가까운 2천

5백여 명이 지원할 정도였다.10) 공업전습소에 대한 조선인 학생들의 높

은 선호도는 1914년도 신입생 모집에까지 이어지고 있었다.11) 그러나 

위의 <표Ⅳ-1>에서 알 수 있듯이, 1915년도 지원자 수는 그 직전 해의 

1/6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1915년도 입학생부터 학

자금 지급이 중단되고 기숙사 운영이 폐지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12) 이

와 함께, 1915년부터 공업전습소는 조선인만이 아니라 일본인 학생도 

함께 모집하기 시작한 사실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13) 민족 공학제가 

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의 농학교육 100년 편찬위원회(2006), 농학교육 100년: 1906 ~ 

2006, 44~45쪽.

10) ｢대한매일신보｣, 1910년4월2일.

11) ｢매일신보｣, 1914년2월13일.

12) ｢공업전습소규칙｣ 개정, 朝鮮總督府官報, 1915년 3월 16일.

13) 식민 당국은 공업전습소의 본과 신입생 정원으로 일본인은 3개 과에 15명, 조선인은 5개 과

에 25명을 할당하여 선발하기로 결정하였다.(｢매일신보｣, 1914년5월15일) 그러나 실제 민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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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면서 조선인에게 할당된 정원의 축소로 인해 합격에 대한 기대감

이 낮아진 점도 지원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원인이 되었다.14) 

초창기 실업학교에서는 학자금 지급이나 학비 면제 등이 학생 유입에 

매우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실업학교에서 학비의 

관급 운용이 반드시 학생 모집에 성공적으로 작용한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1910년대 후반에 이르면, 지방의 일부 실업학교 가운데는 입학자

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1910년에 설립된 춘천농

림학교의 경우, 학비 면제에 더하여 학자금 지급 혜택이 있었으나 학생 

모집은 겨우 정원을 채우는 정도에 머물렀다.15) 충청남도에 설립된 예산

농업학교의 경우도, 학비 면제 등의 혜택이 있었지만 1918년도까지 입

학 희망자가 정원을 넘지 않아 별도의 선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출신 학

교장의 추천에 의해 입학하기도 하였다.16)

(2) 의무복무와 최저연령 제한

1910년대까지 실업학교 학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버선에 짚신이나 

미투리를 신었고,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은 채 검은색의 중학생 모자를 

쓰고 다녔다.17) 이보다 이른 시기의 실업학교 학생들은 서구 문화를 배

우고자 근대식 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오랫동안 상투와 삿갓을 고집했다. 

인천상업학교의 경우, 1904년 관립인천실업학교로 개칭된 이후인 1905

년 졸업생들도 모두 갓을 쓰고 한복에 두루마기 차림이었다.18) 1909년

에 인천실업학교로 개편되었을 때의 사진에서 비로소 학생들은 교모를 

쓴 모습으로 등장한다.19) 이러한 사정은 다른 실업학교들도 크게 다르지 

선발 인원은 1916년도부터 역전되어 조선인 입학자는 정원의 30%를 하회하게 된다.

14) 서울공업고등학교동창회(1989), 같은 책, 74~75쪽.

15) 춘천농공고등학교총동창회(2010), 춘농공고백년사: 2010 개교 100주년 기념, 175, 188쪽.

16) 예산농업전문대학 편(1980), 예산농학칠십년, 31쪽.

17) 대농육십년사편찬위원회(1969), 대농육십년사, 175~176쪽.

18) 인고백년사편찬위원회(1995), 같은 책, 134쪽.

19) 인고구십년사 편찬위원회(1985), 인고구십년사, 9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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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부산의 개성학교에 입학하여 1911년 부산공립상업학교로 개칭

된 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도, 자신은 이미 단발한 상태였지만 갓을 

쓴 학우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자신도 한동안은 초립을 쓰고 학교에 다녔

다고 술회하고 있다.20) 또한 대구농림학교의 학생들도 실습을 위해 농장

에 나가서는 두렁에 갓을 벗어 두고 밭에 들어가야 했다.21) 수원으로 이

전한 농림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상투를 자르도록 온갖 방법으로 설득하였

으나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한다.22) 1910년대에 춘천농업학

교에 재학했던 학생들 역시 입학하고 나서 상투가 잘리면서 통곡하던 학

우들에 대해서 인상 깊게 회고하고 있다.23)

초창기 실업학교에서 상투를 튼 학생이 많았던 이유는 입학할 당시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제법 나이 든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

이었다.24) 그런데 1909년의 ｢실업학교령｣ 및 1911년의 ｢조선교육령｣에

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학교의 입학 자격은 두 법령 모두에서 동일하게 

“12세 이상으로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수료한 자”로 규정되어 있

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학제를 밟았다면 1910년대 실업학교 입학생의 

나이는 12~13세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1910년대 실업학교 학생

들의 나이는 이보다는 훨씬 많았고, 심지어 교사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

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25) 다음 <표Ⅳ-2>는 1910년도 공업전습소 

재학생의 연령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수업연한 2년이었던 공업전습소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1세로 매우 높았으며, 27세·29세인 학생도 여럿

이 재학하고 있었다.  

20) 부상백년사편찬위원회(1995), 같은 책, 27쪽.

21) 대농육십년사편찬위원회(1969), 같은 책, 177쪽.

22)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의 농학교육 100년 편찬위원회(2006), 농학교육 100년: 1906~ 

2006, 40~41쪽.

23) 춘천농공고등학교총동창회(2010), 같은 책, 175쪽.

24) 1913년 8월 기준으로, 전국의 농업학교 재학생 가운데 70%, 상업학교 재학생의 51%가 기혼

자였으며, 두 학교 재학생의 평균 연령은 17.8세였다.(朝鮮總督府學務局(1914), (朝鮮人敎育)

實業學校要覽, 3쪽)

25) 인고백년사편찬위원회(1995), 같은 책,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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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규정 및 각 학교 규칙 시기 입학 지원자 자격 기준

농상공학교규칙 1904년 8월 17세 이상으로 25세 이하

고등학교령  1906년 10월 12세 이상

실업학교령 1909년 4월 12세 이상

농림학교규칙 개정 1909년 6월 15세 이상 25세 이하

공업전습소규칙 개정 1910년 4월 17세 이상 25세 이하

조선교육령 1911년 9월 12세 이상

공업전습소규칙 개정 1915년 3월 14세 이상

- 대한제국 ｢관보｣ 및 ｢朝鮮總督府官報｣ 각 날짜; 각 학교 규칙 제·개정에 관한 공시.

<표Ⅳ-3> 초창기 실업학교의 입학생 연령제한 규정 변화

연령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학생수 2 3 19 22 27 17 21 16 12 12 5 2 0 2

- 서울공고구십년사(1989년), 54쪽.

<표Ⅳ-2> 초창기 공업전습소 재학생의 연령 분포(1910년도) 

 이렇게 초창기 실업학교 학생들의 나이가 많았던 이유는 ｢실업학교령

｣이나 ｢조선교육령｣ 등 상급 법령과는 달리 각 학교에서는 입학 자격으

로 다소 많은 하한 연령을 규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Ⅳ-3>은 

이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1909년에 ｢실업학교령｣이 제정됨에 따라 

수원농림학교와 공업전습소의 규칙도 전면 개정되었지만, 이들 학교에서

는 입학자의 연령 자격을 ｢실업학교령｣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수

업연한이 3년이었던 수원농림학교는 “15세 이상 25세 이하”로 입학 지

원자의 최저연령을 제한하였고, 2년 과정인 공업전습소는 그보다 많은 

“17세 이상 25세 이하”로 최저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입

학 자격으로 최저 연령을 매우 높게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들 학교 재학

생들의 나이 분포는 매우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1911년에 ｢조선

교육령｣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 학교에서는 입학 지원자 최저 

연령을 그보다는 높게 설정하여 입학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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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농림학교나 공업전습소에서 입학생의 연령을 높게 제한하고 있

는 이유는 졸업 후 의무복무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교 

재학생들은 재학시 학자금을 지급받는 대신에 졸업 후에는 학교가 지정

하는 직무에 일정기간 종사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만일 이들 학교에 12

세의 보통학교 졸업자가 입학한다면, 2년 혹은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14세 혹은 15세의 나이에 곧바로 취업을 하게 된다. 두 학교의 졸업자

들이 대개 판임관 자격으로 군청이나 조선총독부의 관리로 임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4·15세라는 졸업생의 취업 나이는 매우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졸업시의 취업 나이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실업학교 입학생의 최저 연령을 높게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학제상 보통학교와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을 지나치게 짧

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였다. 

입학생의 최저 연령을 높게 제한한 학교는 비단 수원농림학교나 공업

전습소만이 아니라 1910년을 전후하여 설립된 다른 실업학교들도 마찬

가지였다. 19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청주농업, 예산농업, 전주농업, 군산

농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는 16세 이상이었고, 광주농업학교는 

15세 이상, 춘천농업학교는 14세 이상이었다.26) 따라서 1910년대 이들 

실업학교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매우 높았으며, 동급생 간의 나이 차이

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Ⅳ-4>와 같이 대구농림학교 입학생

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입학생들의 나이는 14세부터 24세까지 매우 큰 

편차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12세와 13세 입학생은 한 명도 없었으

며, 20세 이상 입학자도 13명이나 되었다. “12세 이상의 보통학교 졸업

자”를 입학 대상으로 하는 중등 실업학교로 보기에 매우 어려운 정도였

다고 볼 수 있다. 

26) 예산농업전문대학 편(1980), 예산농학칠십년, 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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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학생수 3 7 7 9 7 6 3 6 2 1 1

- ｢대구농림학교 학적부｣(1912·1913년도 졸업생).

<표Ⅳ-4> 초창기 대구농림학교의 입학생 연령 분포

이처럼 중등 실업학교에서 입학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높게 설정하게 

되면, 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학제에 따라 정상적인 나이에 

보통학교에 취학하여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학교로 진학하

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조선교육령｣과 ｢실업학교규칙｣ 등 

법령이 기준으로 삼는 12세는 물론이고 14·15세의 보통학교 졸업자들조

차 16세 이상을 입학 자격으로 규정한 중등 실업학교로는 진학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1910년대 중반까지 실업학교는 학제상으로는 초등교육 

이수자가 입학하는 중등 교육기관이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나이에 취학한 보통학교 이수자가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진학할 수 없는 

매우 단절적인 위치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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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학 경쟁의 심화 요인

1920년을 전후로 하여 중등학교의 입학 상황은 크게 변화되었다. 급

격히 증가한 보통학교 졸업자들이 전국의 각급 중등학교로 쇄도하기 시

작한 것이다. 실업학교와 고등보통학교 등 중등학교의 수업연한이 연장

되어 전문학교와 대학 등 상급학교로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실업학교는 이미 학비 및 학자금 혜택이 중단되었지만, 

해마다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 고등보통학교보다 훨씬 치열한 입학 경쟁

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같은 실업학교라 하더라도 개별학교의 성격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실업학교의 입학 경쟁

이 심화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934년도를 예를 들면,27) 일반계 중등학교인 공립 고등보통학교의 입

학 지원자는 총 5,984명으로 이 가운데 28%인 1,680명이 입학할 수 있

었다. 실업계 학교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치열한 입학 경쟁을 치러야 했

다. 공립의 농업학교는 총 8,088명의 지원자 가운데 17%인 1,402명이 

입학에 성공하였고, 공립의 상업학교에는 총 3,700명이 지원하여 불과 

13%인 561명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 직업학교와 수산학교의 경우도 지

원자 대비 입학률은 각각 20%와 39%였다. 심지어 수업연한이 짧고 학

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급학교 진학이 불가능했던 실업보습학교의 경우도 

입학 지원자는 정원의 2배 정도가 되었다. 

<표Ⅳ-5>는 개별 실업학교의 입학 지원 현황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

리한 것이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였던 경성상업학교와 부산제1

상업학교를 제외하고, 동일 지역에 설립된 공립의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의 입학 지원자수와 입학자수를 비교한 것이다. 이들 학교 가운

데 경성공업학교와 회령상업학교는 3년제 갑종 학교로서, 입학 지원 자

격으로 보통학교 졸업이 아니라 고등소학교 졸업(고등보통학교 2년 수

27) 朝鮮總督府調査月報, 193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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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농업학교 상업 및 공업학교

학교 지원자 입학자 입학률 학교 지원자 입학자 입학률

경

기

경성농업 688 76 11% 경기상업 405 49 12%

    인천상업 186 45 24%

  개성상업 208 49 24%

경성공업^ 98 25 26%

충

북

청주농업 305 47 15%       

충주농업* 209 33 16%       

충

남

예산농업 221 47 21% 강경상업 287 28 10%

공주농업 128 51 40%

전

북

이리농림 816 53 6%

전주농업 294 41 14%

정읍농업* 330 51 15%

전

남

광주농업 277 36 13% 목포상업 289 51 18%

제주농업* 176 43 24%       

경

북

대구농림 563 75 13% 대구상업 306 50 16%

안동농림 237 46 19%

상주농잠* 178 48 27%

경

남

진주농업 329 73 22% 부산2상업 464 103 22%

김해농업* 123 46 37% 마산상업* 321 42 13%

밀양농잠* 71 38 54%

황

해

사리원농업 305 46 15%

연안농업* 160 50 31%

평

남

평양농업 275 53 19% 진남포상공 299 46 19%

안주농업 249 48 19% 평양상업 221 29 13%

평

북

의주농업 400 50 13% 신의주상업 543 30 6%

영변농업 344 52 15%

강

원

춘천농업 232 48 21%

강릉농업* 171 49 29%

함

남

함흥농업 336 49 15% 함흥상업 155 24 15%

북청농업* 196 50 26% 원산상업 158 28 18%

함

북

경성농업 327 47 14% 회령상업^ 150 33 22%

길주농업* 148 56 38%

- 朝鮮總督府調査月報 1934년 7월.

- *는 3년제 을종학교이고, ^는 3년제 갑종학교이다.

<표Ⅳ-5> 실업학교의 입학 지원자 및 입학률 현황(1934년도) 

료)정도의 학력이 요구되는 학교이다. 반면에, 다른 3년제 학교들은 보

통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을종 실업학교들이다. <표Ⅳ-5>로부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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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교 선호도의 차이와 입학 경쟁이 강요되는 요인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 지역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실업학교를 비교

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실업학교임에도 학교에 따라 입학 경쟁률에서 차

이가 나는 이유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1) 선발 시기와 방법

먼저, 실업학교의 선발 시험일자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입학자 선

발 일정은 이리농림학교와 신의주상업학교의 입학률이 매우 낮았던 이유

와도 관련이 깊다. 당시 공립 실업학교의 선발시험은 고등보통학교와 동

일한 날짜에 걸쳐서 실시되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중복 응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표Ⅳ-5>에서 예로 든 1934년의 경우도 고등보통학교의 시

험일인 3월 22~24일 즈음에 대부분의 실업학교에서 선발시험이 실시되

고 있다.28) 그런데 이리농림학교의 시험일자는 이보다 이른 시기인 3월 

15~17일이었다. 아울러 신의주상업학교도 3월 3~5일에 선발 시험이 실

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리농림학교와 신의주상업학교의 경우는 다른 중

등학교 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두 학

교는 1934년만이 아니라 다른 해에도 일찍 선발 시험을 치르면서 매년 

20대 1에 가까운 극단적인 입학 경쟁률이 지속되었다.

이리농림학교의 시험일자가 다른 학교들보다 빠른 이유는 특별한 학교 

설립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2년에 설립된 이리농림학교는 

학교가 출범할 때는 관립학교였다.29) 그리고 입학생의 모집 방법도 다른 

실업학교들과 다르게 전국의 각 도청에 의뢰하여 해당 지역 학생의 선발 

시험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이리농림학교의 입학생 

선발에서의 특권은 1925년에 공립으로 전환된 뒤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예로 든 1934년에도 선발 시험은 본교 외에도 경성과 대구의 보통학교

28) ｢동아일보, 1934년 1월 24일~2월 22일.

29) 이리농림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1982), 이리농림육십년사, 17~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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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충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등 각 도청에서 실시

되고 있었다.30)

全國의 俊才를 모을 의도 하에 십삼도 道廳에서 他校와 試驗期를 

달리하여 選拔하였기 때문에 그 競爭率은 韓國人의 경우 20:1 以上

의 熾熱한 入學競爭을 치루어야 하는 좁은 門이었다. 이러한 극심한 

對率의 入學試驗을 거쳐 入學한 學生들이기 때문에 在學生은 各道

에서 選拔된 준재들이어서 本校 在學生으로서의 矜持는 대단한 것

이었다.31)

이러한 이리농림학교의 입학생 선발 과정은 경성사범학교를 비롯한 관

립의 사범학교들이 채택해 온 방법과 유사한 것이었다.32) 사범학교 선발 

시험도 본교와 전국 각 지역의 행정관청에 위탁하여 진행되었고, 시험일

자도 중등학교 가운데 가장 빨랐다. 1934년도 경성사범학교의 시험일자

는 2월 24~27일, 대구사범학교가 2월 25~28일, 평양사범학교가 3월 

8~10일이었다.33) 경성사범학교를 비롯한 이들 사범학교는 매년 중등학

교 입학에서 최고의 입학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었다. 예로 든 1934년도

에도 경성사범학교의 입학률은 6%에 불과했으며, 대구와 평양의 사범학

교도 각각 8%와 7%였다. 

이처럼 이리농림학교 및 사범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특히 높았던 이유

는 물론 이들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었

다. 그러나 다른 중등학교와 시험일자가 달라 중복 지원이 가능했던 점

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신의주상업학교를 들 수 

있다. 1922년에 3년제 상업학교였으며 1926년부터 5년제로 승격된 신

의주상업학교가 다른 학교들보다 이른 시기에 입학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30) ｢동아일보｣, 1934년 2월 1일.

31) 이리농림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1982), 같은 책, 52쪽.

32) 안홍선(2004),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1~160쪽.

33) ｢동아일보｣, 1934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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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치 않다. 그러나 다른 상업학교와 구별되는 별다른 특징을 갖고 있

지 않음에도 선발 시험을 일찍 시행하면서 매년 가장 높은 입학 경쟁률

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2) 학교 이력과 수업연한 

실업학교들은 수업연한 및 학교 설립 연혁에 따라 일관된 입학 경쟁률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위 <표Ⅳ-5>에서 동일한 지역에 소재하는 동일 

계열의 학교들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지역에 복수의 

학교가 설립되었던 농업학교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갑종과 을종, 즉 5년과 3년이라는 수업연한의 차이에 따라 학생

들의 선호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5년제와 3년제의 농업학교가 동

시에 설립되어 있는 모든 지역에서 5년제 학교의 입학률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수업연한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는, 농업학교 외에도 관

립으로 운영된 사범학교들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목격된다. 어떠한 사

범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모두 동일하게 보통학교 훈도로 임용되었지만, 

사범학교 가운데 경성사범학교의 입학 경쟁은 매년 특히 높게 유지되었

다. 경성사범학교의 보통과는 전문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연습과로 직접 

연결될 수 있었지만, 대구와 평양의 사범학교는 연습과가 없는 심상과만 

설치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에 따라 학생들의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수업연한이 짧은 경우는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 등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 <표Ⅳ-6>은 당시 대표적인 기업인 조

선식산은행의 학력에 따른 직원의 초봉 및 통상적인 급여 수준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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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문
상업

갑종

고등보

통학교

상업

을종(1)

상업

을종(2)

여자

실업

초임급 70 55 35 33 30 28 28

재근수당 21.0 16.5 10.5 9.9 9.0 9.0   

사택료 15 15 12 12 12 10 7

상여(월할) 35.0 27.5 17.5 16.5 15.0 14.0 7.0

계 141.0 114.0 75.0 71.4 66.0 61.0 42.0

- 朝鮮殖産銀行(1938), ｢昭和14年度 採用決定書類｣. 

<표Ⅳ-6> 중등학교 졸업자의 초임 및 통상 급여 수준 비교

<표Ⅳ-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식산은행 직원은 출신학교에 따

라 임금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34) 대학과 전문학교 졸업생의 차이

는 물론이고, 동일한 중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해서도 학교 종류에 따라 

각기 대우를 달리 하였다. 5년제인 갑종 상업학교는 초임급이 35원으로 

일반 인문계 중등학교 졸업자 33원보다 많았다. 농업학교 졸업자 역시 

갑종 상업학교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을종 상업학교는 다시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초임급 30원의 을종 상업학교(1)는 회령상업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며, 초임급 28원의 을종 상업학교(2)는 마산상업학교 졸

업자에 대한 것이었다. 즉, 회령상업학교는 3년제 갑종학교였지만, 조선

식산은행은 이를 을종학교로 분류하여 5년제 갑종학교 졸업자와 3년제 

을종학교 졸업자의 중간 정도로 대우하였다. 

이처럼 학교의 수업연한에 따라 졸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에서 차

이가 있고 학생들의 입학 선호도가 달랐기 때문에, 수업연한이 짧은 을

종학교로서는 갑종학교로 승격하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학교 발전의 

과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을종 실업학교가 갑종으로 승격하는 

일은 매우 지난한 과제였다. 예를 들어, 회령상업학교는 1920년에 3년

제 을종학교로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부터 갑종학교로의 승격 시도가 있

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자, 1927년과 1928년에는 학생들이 동맹휴학

을 일으키기도 하였다.35) 도당국과 지역 유지들이 수차례 회합하여 절충

34) 당시에는 공무원과 일반 기업에서는 초임급을 기준으로 재근수당, 재직수당, 사택료, 상여 등

을 비례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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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끝에, 회령상업학교는 3년제 갑종학교라는 애매한 형태로 인가를 받

는다.36) 이후에도 5년제 학교로 승격하기 위한 모금운동 등이 3년간이

나 전개되었다.37) 그 결과 회령상업학교는 1940년부터 비로소 5년제 갑

종학교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38) 이처럼 회령상업학교는 3년제 학교

로 설립된 이후부터 무려 20년 동안이나 승격 운동이 지속된 끝에서야 

5년제 학교로 승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의 수업연한만이 아니라 설립 연혁에 따라서도 입학률

에서 일관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앞의 <표Ⅳ-5>에서 나타나듯이, 

동일 지역의 동일한 5년제 갑종학교라도 그 승격 시기가 오래된 학교일

수록 입학률이 낮았다. 충남지역에 설립된 동일한 5년제 농업학교였던 

예산농업학교의 입학률은 21%인데 비해 공주농업학교는 40%였다. 예산

농업학교는 1910년에 설립되어 1926년에 5년제로 승격된 비교적 오랜 

연혁을 갖는 학교였지만, 공주농업학교는 1933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되면서 그 보상으로 공주에 신설된 학교였다. 동일 지역에 

설립된 동일한 갑종 농업학교라 하더라도 학생들은 설립 연혁이 오래된 

학교를 보다 선호했던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지역의 경우도 일관

되게 나타나고 있었다. 경북지역의 경우, 대구농림학교는 1910년에 설립

되어 1924년에 5년제로 승격된 학교였고 안동농림학교는 1933년에 신

설된 학교였다. 대구농림학교의 입학률은 13%, 안동농림학교는 19%로, 

학생들은 역사가 오래된 대구농림학교를 선호하고 있었다. 전북의 경우, 

전주농업학교는 1910년에 세워진 학교였지만 1931년에서야 뒤늦게 5년

제로 승격되었으며, 대신에 이리농림학교가 1922년에 5년제 학교로 설

립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입학률에서도 전주농업학교는 14%, 이리농림

학교는 6%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평남지역의 경우, 평양과 

안주의 농업학교는 1928년에 동시에 5년제 승격된 학교였다. 이들의 입

35) ｢동아일보｣, 1927년 11월 12일; 1928년 6월 2일.

36) ｢동아일보｣, 1929년 3월 25일.

37) ｢동아일보｣, 1934년 2월 13일; 1934년 9월 2일; 1936년 6월 24일.

38) 朝鮮諸學校一覽(194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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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률 역시 19%로 학생들의 선호도 역시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

다. 그리고 평북지역의 의주와 영변 농업학교는 비슷한 시기인 1925년

과 1929년에 5년제 학교로 승격되었으며, 입학률에서도 약간의 차이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실업학교의 입학률은 수업연한에 따른 종별 차이만이 아니라, 

학교의 연혁, 즉 갑종학교로의 승격 시기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

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5년제의 동일한 갑종 실업학교라 하더라도 

승격된 시기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선호도가 달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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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 선택 동기

실업학교의 종류에 따라 학생들의 특성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농업학

교와 상업학교 학생들은 연령과 가정배경에서 서로 달랐다. 그리고 비교

적 설립이 오래된 실업학교에서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세대간 진학의 재

생산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중등학교 선택은 부모나 학생 개인의 희

망만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진학지도가 미치는 영향도 컸다. 당국의 교육

정책에 따라 실업학교나 공업학교 등으로 우수한 학생의 진학을 유도하

고 있었다. 그러나 극심한 입학 경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중등교육 

제 학교들에 대한 서열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1) 입학 연령과 학교 선택

1910년대까지 실업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의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졸업생들의 취업 나이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는 보통학교와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다. 이로 인해, 각 실업학교들은 입학 지

원자의 최소 연령 기준을 다소 높게 설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920년대

를 경과하면서 보통학교와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이 늘어나자 이제는 실업

학교 학생들의 평균 연령을 낮추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Ⅳ-7>은 초창기의 대표적인 실업학교였던 대구농림학교 졸업

생들의 입학 당시 연령을 10년 단위로 집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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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입학생 연령

총원
20세 이상 

입학자
기혼자

평균 최저 최고

1·2회 졸업

(1910·11년 입학)
조선인 17.9 14 24 52 13 불명

11·12회 졸업

(1920·21년 입학)

조선인 17.2 13 24 70 10 38

일본인 13.9 12 17 32 0 0

23·24회 졸업

(1930·31년 입학)

조선인 14.8 13 17 117 0 불명

일본인 13.5 12 15 28 0 불명

- ｢대구농림학교 학적부｣(해당 회 졸업생)

- 1·2회는 조선인만이 입학했다. 그리고 1·2·23·24회의 결혼 여부 기록은 누

락된 것이 많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Ⅳ-7> 대구농림학교 입학생 연령 분포의 시기별 변화

<표Ⅳ-7>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구농림학교 조선인 입학생들의 나이

는 매우 다양하였다. 1910년대는 물론이고 1920년대에 들어서도 입학

생의 최소 연령과 최고 연령의 차이는 10살이 넘었다. 1930년대에 들어

서야 입학생들의 연령 차이는 4살로 줄어들었고, 당시 일본인 학생들의 

연령 분포와 대체로 비슷한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입학생

의 평균 연령을 보면, 초기인 1910년 및 1911년 조선인 입학생들의 평

균 나이는 17.9세였다. 12세 이상의 보통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학교

로서는 학생들의 평균 나이가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10여년이 지난 1920년과 1921년의 입학생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

러나 1920년대를 지나면서 조선인 입학생의 평균 연령은 크게 낮아져 

1930년과 1931년에는 14.8세가 되고 그 이후에도 대체로 14~15세 정

도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에, 일본인의 경우는 1920년대와 1930년대 초 

모두 입학생의 평균 연령은 13세 정도로서 조선인 학생보다는 낮은 연

령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구농림학교에서 조선인 입학생의 평균 연령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보

다 20세가 넘는 만학도의 비율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인에 비해 조선인

의 만학도 입학생 비율은 상당히 높아서, 1910년대 초에는 13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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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나 되었고, 1930년대 초에는 다소 줄어든 10명으로 14% 비중을 차

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초에는 이러한 만학도들은 보이지 않

는다. 따라서 이들 20세가 넘는 입학생들로 인해 조선인 입학생의 평균 

연령이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학교를 졸업

할 때는 20세 중후반으로 이미 당시 사회에서는 결혼 적령기를 넘는 나

이가 된다. 1921년 조선에서 결혼한 남자의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를 보

면, 17~19세가 37%, 20~25세가 28% 순이며, 17세 미만도 7%가 넘었

다.39) 따라서 1910년대와 1920년대에 대구농림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의 절반 이상은 이미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1920년과 1921년 입학생 가운데 38명은 입학 전이나 재

학 중에 결혼을 한 학생들로 그 비율이 54%에 이르고 있다.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기혼자였던 것이다. 위의 학적부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

만, 1930년대 이후에도 재학생의 기혼자 비율은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

된다.40)

1920년대까지 20살이 넘는 만학도 입학생이 많았던 것은 대구농림학

교만은 아니었고 대부분의 실업학교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였다. 학교

에 따라서는 입학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도 하였다. 진남포상공학교가 대표적인 경우였는데, 1920년 중반까지도 

입학자의 연령이 최저 13세에서 최고 24세로 매우 다양하여 교육상 어

려움이 많았다고 한다.41) 그래서 진남포상공학교는 단계적으로 입학 지

원자의 상한 연령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1925년

도에는 입학 지원자의 연령 상한을 18세로 하였고, 1926년도에는 다시 

17세까지로 낮게 설정하여 입학생의 최고 연령을 제한하였다. 춘천농업

학교의 경우도 입학자의 상한 연령을 설정하여 제한한 경우인데, 1929

39) 반면에 같은 해 일본인 남자의 결혼 연령은 25~29세가 37%, 30~34세가 25% 순이었다.(朝
鮮總督府統計年報, 1921년) 

40) 1930년대 중반이 되어도 조선인 남자의 결혼 연령대에서 10대 후반의 비율은 30%를 넘고 

있다.(朝鮮總督府統計年報(1934년) 및 ｢동아일보｣ 1935년 9월 10일, 1937년 10월 19일, 

1938년 10월 17일)

41) 진남포상공학교, ｢公立學校認定に関する件｣, 1926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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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는 지원자의 상한 연령을 20세로 제한하여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

다.42) 

다음으로 대구농림학교 조선인 입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높았던 다른 

이유로는, 보통학교 보급률이 매우 낮았던 데다가 취학 시기도 비교적 

늦었던 데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1910년대 초에 입학한 학생 52명 가

운데 보통학교 졸업자는 25명으로 29%에 지나지 않았다. 그 외의 학생

들 대부분은 다소간의 사립학교 경력이 있거나 기간조차 불분명한 사숙

의 이력을 갖고 있었다. 1920년대부터는 기록이 누락된 일부 한 두 사

람을 제외하고는 입학생 전원이 보통학교 졸업자들이었다. 1930년도 입

학생에 관한 기록을 보면, 56명 중 기입이 누락된 두 사람을 제외한 54

명은 모두 보통학교 졸업생이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41명은 보통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구농림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이고, 9명은 보통학교 졸업 

이후의 불취학 기간이 1년이었으며, 나머지 4명도 졸업 이후의 공백 기

간은 2년에 지나지 않았다. 즉, 1930년에 이르면 대구농림학교 입학생

의 대부분이 보통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진학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1930년도 이후에 대구농림학교 조선인 입학생의 평균 연령

이 일본인의 경우보다 높았던 이유는 보통학교의 취학 시기 자체가 늦었

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구농림학교 입학생의 나이 분포는 일반계 학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동일 지역의 대표적인 일반계 학교인 대구고등보통학

교의 1920년도 입학생의 평균 연령은 15.6세였고, 최고 연령은 22세, 

최소 연령은 12세였다.43) 위 대구농림학교 학적부 기록과 비교할 때, 최

고 연령, 최소 연령, 평균 연령 모두에서 대구고등보통학교의 경우가 낮

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최소 연령 및 최고 연령은 해당 연도의 특정한 

입학생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입학생의 평균 연령에서 대

구농림학교가 17.2세이고 대구고등보통학교가 15.6세로 1.6세 정도의 

42) ｢동아일보｣, 1930년 2월 12일자.

43)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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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난다면, 이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구분 학교명
입학생 연령 분포(1929년도)

최대 최소 평균

경기

고보 경성1고보 16.11 12.01 13.07

상업 인천상업 17.09 12.02 14.10

농업 경성농업 18.08 12.00 14.04

충북
고보 청주고보 17.09 12.00 14.03

농업 청주농업 20.01 13.06 17.08

충남

고보 공주고보 17.03 11.11 14.03

상업 강경상업 17.03 12.11 15.04

농업 예산농업 19.01 12.08 15.10

전북
고보 전주고보 26.03 11.10 14.03

농업 이리농림 21.02 12.04 16.04

전남

고보 광주고보 16.11 12.02 14.04

상업 목포상업 17.10 13.00 14.03

농업 광주농업 22.07 13.08 17.02

경북

고보 대구고보 16.06 11.11 14.01

상업 대구상업 17.01 13.05 15.08

농업 대구농림 18.05 13.00 15.09

경남

고보 동래고보 17.10 11.11 13.05

상업 부산2상업 16.09 12.02 14.07

농업 진주농업 18.04 12.03 15.06

강원
고보 춘천고보 18.02 11.10 15.04

농업 춘천농업 18.07 12.02 15.07

평남
고보 평양고보 16.02 12.00 14.02

농업 평양농업 18.05 12.01 16.01

평북

고보 신의주고보 15.01 12.02 13.11

상업 신의주상업 16.10 12.06 14.05

농업 신의주농업 18.05 13.01 16.03

함남

고보 함흥고보 16.09 11.11 14.09

상업 원산상업 15.01 12.01 13.09

농업 함흥농업 20.01 13.06 16.05

- 朝鮮總督府官報, 1929년 12월 13일~19일.

- 연령의 소수점 이하는 개월 수를 의미한다.

- 각 지역의 대표적인 공립 고등보통학교와 공립 농업·상업학교(5년제)의 

조선인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Ⅳ-8> 고등보통학교·농업학교·상업학교 입학생의 연령 비교

대구농림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연령 변화 경향은 일반계 학교인 

고등보통학교에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초기의 고등보통학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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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연령의 분포도 다양하고 평균 연령도 매우 높았지만, 1920 

~30년대를 경과하면서 점차 연령 분포도 좁아지고 평균 연령도 낮아졌

다.44)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반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 입학생의 연

령 분포상의 특징은 <표Ⅳ-8>과 같다.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각 지

역을 대표하는 고등보통학교와 농업학교 및 상업학교 입학생의 최대, 최

소, 평균 연령을 비교한 것이다. <표Ⅳ-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농업학

교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등보통학교와는 일관된 차이를 보여주

고 있는 반면에 상업학교의 경우는 지역마다 각기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

고 있다. 

농업학교 입학생은 고등보통학교 입학생보다 최대 연령 및 최소 연령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격차도 컸다. 즉, 고등보통학교에 

비해서 농업학교의 학생들은 동급생들 간의 나이 분포가 다양하고 그 격

차도 컸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농업학교 입학생의 평균 연령은 고등보

통학교 입학생에 비해서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농림학교가 위

치한 경북 지역만 보더라도, 대구고등보통학교 입학생의 평균 연령은 14

세 1월인데 비해 대구농림학교는 15세 9월로 1년 8월의 차이가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강원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농업학교 입학생

들의 평균 나이가 고등보통학교 입학생들보다 2살 정도 많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등학교 진학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학

생들이 일반계 학교보다는 농업학교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

다.

(2) 가정 배경과 입학 동기

실업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0배 많게는 20배에 이르는 극심한 경

쟁을 뚫고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와 더불어 상

44) 박철희(2002), ｢식민지시기 한국 중등교육 연구: 1920~30년대 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8~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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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높은 수준의 학자금을 지불할 수 있는 학부모의 경제력이 요구되었

다. 실업계 학교와 일반계 학교를 막론하고 당시 중등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학비가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시기와 학교에 따라 조금

씩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1920년대에는 월 20원, 1930년대에는 월 

30원 정도의 최소 학자금이 필요했다. 1925년도 각 학교의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대체로 기숙사비를 포함하여 월 20원 정도의 학자금이 소

요될 것으로 공시하고 있다.45) 실제로 경성공업학교에서 1934년도에 학

생들로부터 수령한 학과별 학비 내역인 ‘학비개산표’를 보면,46) 1학년의 

경우 응용화학과가 가장 적어 142원 10전이었고 건축과가 가장 많은 

166원 10전이었다. 여기에 월 평균 하숙비인 14원이 추가되면, 서울에 

유학하는 지방 출신의 경성공업학교 학생에게 필요한 최소 학자금은 월 

30원이 넘는다.

1920년대의 월 20원, 1930년대의 월 30원 정도의 실업학교 학자금은 

당시의 물가수준과 조선인의 경제력 규모에서 매우 큰 부담이었다. 선린

상업학교에 재학했던 김종섭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所謂 京城留學生들은 當時 下宿費, 授業料, 修學旅行積立金, 校友會

費 外 雜費를 負擔하면 1年에 白米 4,50가마에 해당하는 學費가 所

要되었다.(선린상업학교 1929년 입학생)47)

상업학교에 다니기 위해 1년에 쌀 4,50가마가 소요되었다는 위 학생

의 회고가 과장된 것만은 아니었다. 당시에 농가의 지출 규모와 학비 비

중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년에 쌀 85석을 생산하는 상농(上農)의 경우

도 총 수입의 1/3에 달하는 33석을 중등학교 자녀의 학비에 충당하고 

있었다.48) 학부모의 직업이 농업이라면, 부유한 상농인 경우라 하더라도 

45) ｢동아일보｣. 1925년 2월 10일~25일.

46) ｢학비개산표｣, ｢경성공업학교일람｣(1934년); ｢道立工業學校新設計劃｣(1936년).

47) 선린팔십년사편찬회(1978), 선린팔십년사, 309쪽.

48) 이송은, ｢수업료 저감 결의에 대한 비판｣, 개벽, 19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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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한 명을 중등학교에 보내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당시 조선 사회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계층인 관리나 교원

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등학교 자녀의 학비 부담은 상당한 것이었다. 

1930년대에 판임관의 초임은 40원이었으며,49) 보통학교에 재직하는 전

체 훈도들이 실제로 수령한 급여액을 평균하더라도 1인당 월 55원에 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50) 이처럼 사회의 중류층이었던 안정적인 봉급생

활자의 경우에도 자녀의 중등학교 학비를 대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모교에 입학한 것은 1940년 4월 5일이다. 당시 입학금은 

150원이었다. 150원이면 소 한 마리 값으로 기억되는데, 현재의 화

폐가치로 볼 때 4~500만원은 되리라고 생각된다. 150원의 입학금

을 납부한 데 대해 많은 물품이 지급되었다. 먼저 의복은 교복에 운

동복과 작업복이 지급되었으며, 교복은 동복과 하복 두 가지로 국방

색이고, 옷깃은 세웠으며 상의의 윗주머니는 오른쪽 가슴에도 있는

데 단추로 채우게 되어있었다. 그러니까 일본군의 군복 그대로인 것

이다.51)

1940년에 춘천농업학교에 입학한 원낙희가 술회하고 있는 것처럼, 당

시 농업학교는 입학금만 해도 150원이었다. 의피복비와 교재비 등이 포

함된 입학금으로 상당한 현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가

정에는 매우 큰 부담이었다. 위 회고자는 졸업 후 1945년 도청에 취업

하는데, 그 때 받은 초임은 45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52) 물론 초임이

었으므로 수당을 포함하면 이보다는 많았을 것이지만,53) 당시 조선 사회

49) ｢판임관봉급령｣ 개정,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8월 24일.

50) ｢동아일보｣, 1935년12월28일.

51) 원낙희(2013), 돈그리마, 자비출판, 285쪽.

52) 원낙희(2013), 같은 책, 11쪽.

53) 1938년도 조선식산은행 상업학교 졸업생의 초임은 35원, 수당을 포함한 통상 급여는 75원 

수준이었다.(｢學校卒業生採用初任給調｣(1938년), ｢｢昭和14年度 採用決定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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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매우 안정적인 직업이었던 도청 고원 급여의 수 배에 달하는 입학

금이었다. 이러한 학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중등학교 진학 자

체를 생각할 수 없었다. 당시 기사에 의하면, 당국은 공립고등보통학교 

5년간의 학자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대체로 200원의 

공과금(납세)을 내거나 1만5천 원 이상의 자산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

었다.54) 이 정도 자산 규모의 ‘중산계급 이상’이 아니라면, 중등학교 자

녀의 학자금 지불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고등보통학교와 실업학교 학생들의 가정배경에서 경제적 차

이는 어떠하였을까? 고등보통학교 재학생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55)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 학부모 가운데 1만5천 원 이상의 자산가 비중은 65% 

정도였으며, 사립의 배재고등보통학교는 5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

록 방법이 서로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천안농업학교에서는 학부

모의 자산 정도를 파악할 때 자산액의 1/5을 연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었

다.56)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천안농업학교 재학생 가운데 보증인의 

자산이 1만5천원을 넘거나 연간 소득액이 3,000원이 넘는 비중은 37%

정도였다.57) 한편, 이리농림학교 수의축산과의 경우는, 학부모의 연간 

소득이 기록된 학생 가운데 연간 소득액 3,000원이 넘는 비중은 30%정

도였다.58) 이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대체로 고등보통학교 

입학생이 실업학교 입학생보다는 학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그 때 경북중학교[대구고등보통학교]는 돈이 많이 있어야 

간다고. 상업학교, 농림학교도 돈 좀 있는 사람이 가고. 그 때 중등

54) ｢동아일보｣, 1930년2월7일.

55) 박철희(2002), ｢식민지시기 한국 중등교육 연구: 1920~30년대 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8~79쪽.

56) ｢천안농업학교 학적부｣(1940년도 입학생).

57) 1940년 입학생 48명 중 보증인의 자산이 기록된 인원 44명이었으며, 혼란스러운 기록을 제

외하고 18명이 이에 해당하였다.(｢천안농업학교 학적부｣, 1940년도 입학생)

58) 1935년과 1936년도 수의축산과 입학생 가운데 학부모의 연소득이 기록된 23명 중 7명이었

다.(｢이리농림학교 학적부｣, 1935·1936년도 수의축산과 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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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간다고 하면, 우선 경제력이 있어야 돼... 일가 지인이 학비 안 

대주었으면 나는 만주에 갔을 거 같애.59)

위 회고자가 술회하듯이, 실업학교 학생들이라고 해서 가난한 집 자제

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등보통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실업학교에 

비해 학부모의 경제적 여건을 먼저 고려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등보통학교를 다니는 것이 상업학교나 농업학교에 비해 더 많은 학비

가 소요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등보통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단

순히 졸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전문학교나 대학 등 고등교육 이

수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했다. 따라서 당시 교육자들은 “전문학교까지 

보낼 자신이 계시면 고보에 입학시켜도 좋으나 그렇지 못하면 애초에 실

업학교로” 보내야 한다고 학부모들에게 조언하고 있었다.60) 이처럼 당시 

중등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상당한 자력이 있어야 했으며, 

고등보통학교는 실업학교에 비해 향후 더 많은 학비 지출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했다.

다음으로, 농업학교나 상업학교 등 실업학교의 종류에 따라서도 가정

배경에 차이가 있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기와 지역차를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동일 

지역 동일 시기에 서로 다른 실업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의 특성과 가정

배경을 비교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표Ⅳ-9>는 같은 해에 대구농림학교와 대구상업학교 졸업생들의 학적

부에 기록된 가정 배경을 요약한 것이다. 이들 두 학교는 동일 지역에 

설립된 실업학교이면서 각각 농업학교와 상업학교를 대표하는 명성이 높

은 학교이기도 했다. 또한 두 학교는 동일 지역의 공립 실업학교였기 때

문에 입학생 선발을 위한 시험일자가 겹쳐 동시에 응시하기 어려웠다. 

즉, 실업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사전에 농업학교와 상업학교 가운데 

59) 이영호(대구직업학교 1941년 입학)의 구술 기록, 면담: 2014년2월20일, 동대문 찻집.

60) 현상윤(1933), ｢재경감독자가 필요｣, 신동아, 1933년4월,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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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

총원

입학시

평균 나이

학부모 신분 학부모 직업

양반 평민 불명 농업 상업 기타

대구농림 56 14.8 14 20 22
42

(75%)

6

(11%)

8

(14%)

대구상업 39 14.4 11 17 11
23

(59%)

11

(28%)

5

(13%)

- ｢대구농림학교 학적부｣ 및 ｢대구상업학교 학적부｣(각 1935년 졸업)

<표Ⅳ-9> 농업학교와 상업학교 학생의 가정 배경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두 학교 학생들의 가

정 배경을 비교하는 것은 농업학교와 상업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

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졸업생들의 입학 당시 평균 나이는 대구농림학교가 14.8세로 대구상업

학교의 14.4세보다 약간 많은 정도였다. 학부모의 신분 구성에서도 큰 

차이는 없었지만, 당시 학적부상의 학부모의 신분에 대한 기록은 누락이 

많은 데다 양반과 평민의 구분 기준도 애매한 점이 많아 신뢰하기 어려

운 측면도 있다. 반면에, 학부모의 직업에 관한 기록은 신뢰성이 매우 

높았다. 당시 학생들은 학비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학부

모는 물론이고 제2보증인의 학비 지급 능력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적부상에 기록된 학부모의 재산 정도와 직

업 등은 비교적 학생의 가정 배경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Ⅳ-9>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농림학교 학부모들의 직업별 

구성은 농업이 75%, 상업이 11%, 회사원 및 관리 등 기타가 14%였다. 

반면에, 대구상업학교 학부모들은 농업이 59%, 상업 28%, 기타 부문 종

사가 13%였다. 즉, 대구상업학교의 경우 대구농림학교에 비해 상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가정 배경의 차이는 

학생들이 중등학교 진로를 선택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

다.

학생들이 실업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였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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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실업학교에 지원한 이유로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었기 때문이

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1936년의 조사 자료를 보면,61) 실업학교 졸업생

의 69%가 취업하고 있는데 비해서, 고등보통학교 졸업생의 37%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30%는 가업에 종사하는 반실직 상태에 있었다. 취직난

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실업학교 졸업생의 69% 취업률은 입학 지원자들

에게 높은 기대감을 주는 지표였다. 다시 말해, 고등보통학교를 나와 상

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할 바에야 취업이 보장된 실업학교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문학교나 대학에 진학할 만큼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여유롭지 못한 경우라면, 졸업 후 좋은 조건의 취업이 보장되는 실업학

교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었다. 

보다 적극적인 동기로부터 실업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두 

종류 이상의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고서 실업학교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당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립의 고등보통학교와 공립의 실업학

교는 대개 시험일자가 겹치기 때문에 동시에 응시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학생들은 3월 초순에 행해지는 사범학교나 시험일자가 제 각각인 사립

의 고등보통학교 및 실업학교를 선택하여 중복 응시하거나, 심지어는 도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의 학교들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높은 경쟁

률로 인해 두 학교 이상을 동시에 합격하기는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더

러는 적극적인 이유로부터 실업학교를 선택한 학생들도 있었다.

江原道 두메 산골의 청천국민학교를 졸업한 27명 중 한 사람인 나

는 서울에 올라와서 善隣商業學校에 入學試驗을 치루게 된 것이다. 

나는 善隣商業學校와 京城高等普通學校(京畿高 前身)를 同時에 志

願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銀行家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두 

學校 中 善隣商業을 택한 것이다.(송인상, 선린상업학교 1927년 입

학생)62)

61) 朝鮮總督府調査月報, 1936년 1월.

62) 선린팔십년사편찬회(1978), 선린팔십년사, 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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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년 봄 중학 입시 때 大邱師範과 釜山二商 양교 모두 합격했다. 관

비생(官費生)에다 기숙사 혜택까지 받게 되는 대구사범을 그만 두

고 釜山二商을 택했다. 그것은 당시 두 종형이 3년 선배로 있었기 

때문이었다.(전병철, 부산제2상업학교 1940년 입학생)63)

당대 모든 학생이 동경한 영남의 명문 대구사범학교와 새로운 시대

의 각광을 받고 있는 모교 [대구직업학교] 토목과에 당당히 합격한 

것을 6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도 자랑으로 생각한다.

평소 나는 학교 선생을 동경하고 사범학교 진학을 원했으나 나의 

恩師인 담임선생의 명을 거역 못하고 모교와 인연을 맺고 지나온 

지가 於焉間에 올해로 60년이라 나의 人生旅程의 환갑을 맞은 듯 

더욱 감회가 새롭다.(채충기, 대구직업학교 1941년 입학생)64)

먼저, 송인상의 경우는 경성제1고보와 선린상업 중에서 은행가를 되기

를 원했던 아버지의 권유로 상업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그 후 그는 조선

식산은행에 입사한 후 은행가의 길을 걷는다. 두 번째 전병철의 경우는 

대구사범학교와 부산제2상업학교 입시에서 모두 합격한 뒤 상업학교를 

선택한 경우다. 그 역시 졸업 후 지역 금융조합에 입사하게 된다. 그리

고 세 번째 예로 든 채충기의 경우는 대구사범학교와 대구직업학교에 동

시에 합격한 뒤에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대구직업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하

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이 당시 학생들의 일반적인 선호를 반영한다고 보

기는 어렵다. 송인상과 전병철은 사범학교와 고등보통학교보다는 실업학

교인 상업학교를 선택한 경우이다. 이들의 실업학교를 선택하는 데에는 

아버지의 의견이나 형제 관계 등 개인사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

다. 그리고 직업학교에 입학한 채충기의 회고 속에도 나타나듯이, 그가 

63) 부상백년사편찬위원회(1995), 부상백년사, 161쪽.

64) 대구공고총동문회(2005), 대구공고80년사,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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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희망했던 학교는 직업학교가 아니라 사범학교였으나, 담임교사의 

압력으로 직업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당시 공업교육을 강조하며 성적이 

우수한 보통학교 졸업자들이 공업학교나 직업학교에 입학하도록 종용했

던 교육당국의 정책적 영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사범학교나 경성제1고보는 모든 이가 선망하는 타의추종

을 불허하는 학교였다. 세 사람의 회고에서도 굳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

았던 학교의 입학시험에 합격했던 경험이 개인적 자랑거리로 언급될 만

큼 당시 이들 학교의 위상은 대단한 것이었다. 경성제1고보는 경성제대 

예과의 고보 졸업 경력을 가진 입학자 38명 중 1/2에 가까운 18명의 합

격자를 낼 만큼 그 위상이 대단한 학교였다.65) 또한 대구사범학교 역시 

매년 입학 정원 10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리는 학교로서, 사범학교는 성

적이 우수한 보통학교 졸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였다.66) 따라서 이

들 세 사람이 회고하듯이 당시 학생들이 사범학교나 경성제1고보보다 

실업학교를 더 선호했던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시 사회

적 위상이나 학생들의 인식 속에는 사범학교나 경성제1고보와 견줄 만

큼의 ‘명문 실업학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 

환언하면, 중등학교에 대한 서열적 인식은 일반계와 실업계 학교 등 계

열에 따른 위계적인 분화를 이루고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개별 학교의 

역사와 사회적 위상에 따라 학생들의 선호가 달라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식민지시기 후반기로 가면, 실업학교 

진학의 세대간 재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식민지시기 초기에 

중등교육 수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대개 식민지시기 후반기에 이르면 자

신의 2세들이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연령대가 된다. 이 때 농업학교를 졸

업한 사람은 자신의 아들에게도 농업학교 진학을 권유하고 있으며, 또 

상업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자신의 아들을 상업학교로 진학시키는 사례가 

65) 朝鮮總督府調査月報, 1932년 11월.

66) 朝鮮總督府調査月報, 193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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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 있는 것이다. 1937년 이리농림학교에 입학한 정광수는 정읍농업학

교를 나와서 수리조합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농민 지도활동을 따라다니다

가 자신도 농업학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67) 또한 1942년에 

대구상업학교에 입학한 조정수 역시 상업학교를 나와서 금융조합에서 근

무하는 아버지와 윤택한 생활수준으로부터 자신도 역시 상업학교를 선택

하게 되었던 것으로 술회한다.68) 

이처럼 식민지시기 후반에 진행되는 실업학교 진학의 세대간 재생산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먼저, 실업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막연한 상

급학교 진학에 대한 열망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미래상을 기대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버지의 직업활동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예견하

며, 학교교육에 대해서도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또한, 실업학교 진학의 재생산은 학교교육 경험과 그 효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자신이 살았던 삶을 자식

에게 추천할 정도로, 적어도 농업학교나 상업학교 학생들은 졸업한 후의 

직업활동, 생활수준, 사회적 지위 등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누리고 있

었던 것이다.

(3) 중등학교의‘서열’ 인식

당시 중등학교는 학교마다 사회적 평가의 차이, 즉 일종의 ‘서열’이 매

겨져 있었다. 예를 들어, 대구지역은 사범학교, 고등보통학교,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등 모든 중등교육기관이 고르게 설립되어 발전해온 

당시로는 보기 드문 지역이었다. 일찍부터 대구사범학교와 대구고등보통

학교(경북중학교)가 세워졌고, 대구농림학교와 대구상업학교 역시 전국

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학교였다. 그리고 대구공업보습학교는 1937년 대

구직업학교로 전환된 이후 다시 1944년에는 대구공업학교로 승격되었

67) 정광수(이리농림학교 1937년 입학), 면담: 2014년2월14일, 사당 노인회관.

68) 조정수(대구상업학교 1942년 입학), 면담: 2014년2월18일, 대구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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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구지역에서 이들 중등학교 가운데 진학을 선택했던 학생들은 당시 

학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자기 희망보다는 담임선생이 정해 줍니다. 소위 대구사범은 특차니

까, 1등, 2등 아니면 추천을 안 해줬습니다. 그 밑에는 다 똑같다, 

이겁니다. 경북중학, 대구상업, 대구농림, 세 군데 뿐이고. 거기 떨

어지면, 2차로 사립학교인 계성학교, 그리고 나중에 대륜학교도 생

겼구... 그 때는 스스로가 정하고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 선생이 소

질에 따라서, 그리고 학업 성적에 따라서 정해 줍니다. 너는 어느 

학교 지원하라, 이렇게.(윤정남, 대구상업학교 졸업자)69)

담임 선생님이 결정하지요. 너는 실력이 이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

서 안동농림은 안 된다, 상주로 가라든지. 이렇게 입학 상담을 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서열이 있었지요. 자기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하고, 담임 선생님 지도에 따르는 거지요. 서열, 다 알지

요... 그리고 그 때 흐름이, 사범학교는 시골에서 아주 수재들이 갔

고. 그러고 일반계 경북고보 같은 데는 세금 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

이라야 원서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 차이가 있었지. 돈이 있어야,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일반계를 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박영

식, 대구농림학교 졸업자)70) 

위 대구상업학교 윤정남(1942년 입학)과 대구농림학교 박영식(1941년 

입학)의 구술은 중등학교에 대한 “서열적”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

시는 모든 중등학교에서 입학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중등학교에 대한 

“서열”은 진학 상담시 지원 가능한 학업 성적으로 평가되었다. 보통 “특

차”라 불리며 가장 먼저 시험을 치르는 대구사범학교는 학업 성적이 우

수한 “수재”가 아니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못해 입학시험에 응시조차 

69) 윤정남(대구상업학교 1942년 입학)의 구술 기록, 면담: 2014년2월18일, 대구 동문회관.

70) 박영식(대구농림학교 1941년 입학)의 구술 기록, 면담: 2014년2월13일, 대구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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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었다. 사범학교 다음으로 경북중학교(대구고등보통학교 후신), 

대구상업학교, 대구농림학교 등 공립학교가 1차로 선호되는 학교였다고 

한다. 대구지역에서 대개 중등학교라고 하면 이들 세 학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 회고자들은 경북중학교, 대구상업, 대구농림 등에 대해서 모두 1차 

학교로 “다 똑같다”는 식의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일반계인 경북

중학교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선택하는 학교였던 것으로 회고한다. 

경북중학교가 농업학교나 상업학교에 비해 특별히 학비가 많이 드는 것

은 아니었지만, 중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졸업 후 전문학교나 대학에 진

학하여 소요되는 학비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71) 그리

고 만일 이들 3개의 공립학교 입시에 실패하면, 2차로 계성학교, 대륜학

교 등 사립학교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고에 의하면, 이들 사립

학교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시험 쳐서 떨어진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차선으로 선택으로 하는 학교였다는 것이다.72) 

비록 동일한 농업학교라 하더라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간의 “서열”

이 정해져 있었다. 당시 대구 인근에는 대구농림학교 외에도 안동농림학

교가 1933년에 갑종학교로 신설되었고, 1940년에는 상주농잠학교도 갑

종학교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대구, 안동, 상주의 농업학교는 형식적으로 

모두 동등한 갑종학교였고, 졸업 후에도 동등한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

나 대구농림학교를 졸업한 박영식의 구술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들은 이

들 농업학교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서열’을 매기고 있었다.73) 전통이 오

래된 대구농림학교가 가장 선호되었고, 다음으로 안동농림, 그리고 상주

농잠 순으로 평가되었다. 동일한 갑종 농업학교라 하더라도 학교의 설립 

역사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앞의 상업학교와 농업학교 졸업자의 회고와는 달리, 직업학교 졸

71) ｢中等及實業學校｣, ｢중외일보｣, 1930년2월2일.

72) 조정수(대구상업학교 1942년 입학), 면담: 2014년2월18일, 대구 자택.

73) 박영식(대구농림학교 1941년 입학)의 구술 기록, 면담: 2014년2월13일, 대구 음식점.



- 240 -

업자의 회고는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는 1941년 대구직업

학교에 입학한 이영호의 구술 기록이다. 

대구에 상업학교, 경북고등학교, 직업학교, 농림학교 이렇게 넷 있

었는데, 내가 그 때 집안이 부유하지 못하니까. 대구직업학교가, 1

차 경북이나 대구사범 끝나고 나서, 2차거든. 나는 다른 데 시험 안 

쳤으니까 바로 들어갔는데. 동기 중에 대구사범 합격해 가지고도, 

그리 안 가고 이리 온 애도 있어. 대구사범 나오면 국민학교 선생밖

에 못하잖아. 직업학교 나오면 그래도 기술자니까.(이영호, 대구직

업학교 졸업자)74)

대구직업학교를 졸업한 이영호는 당시 대구에 있던 중등학교로 대구상

업, 경북중학, 대구직업, 대구농림 등 “네 학교”를 언급하며, 직업학교 

역시 다른 학교들과 동등한 중등학교였다고 술회한다. 사실 대구농림학

교나 대구상업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중등학교 범주에 을종학교였던 대

구직업학교를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75) 경우에 따라서는 “질이 

좀 떨어지는” 학교였다고까지 술회할 만큼 직업학교는 한 단계 낮은 정

도로 인식되고 있었다.76) 그러나 대구직업학교를 졸업한 이영호는 직업

학교 역시 다른 중등학교와 동등했던 학교였다고 강조하며, 대구사범학

교에 합격하고도 직업학교를 선택한 동급생이 있었다는 사례를 들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구술자가 특별히 언급할 정도로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77) 

대구직업학교 졸업자 이영호의 회고는 그의 개인사적 배경이 영향을 

74) 이영호(대구직업학교 1941년 입학)의 구술 기록, 면담: 2014년2월20일, 동대문 찻집.

75) 조정수(대구상업학교 1942년 입학)의 구술 기록, 면담: 2014년2월18일, 대구 자택.

76) 윤정남(대구상업학교 1942년 입학)의 구술 기록, 면담: 2014년2월18일, 대구 동문회관.

77) 당시 보통학교 교원에 대한 선호는 매우 높았다. 모든 지역에서 사범학교는 가장 성적이 우수

한 학생만이 추천을 받아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식민지시기 말기 사범학교가 증설되는 

시기에 천안농업학교의 1940년도 입학생 48명 가운데 12명은 농업학교 졸업 대신에 대전, 진

주, 청주의 사범학교로 전학·편입하고 있다.(｢천안농업학교 학적부｣, 1940년도 입학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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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

려워 상급학교 진학 자체를 거의 포기하고 있던 중에 어렵게 직업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직업학교를 다른 중등학교와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는 

그의 시도는 어쩌면 다른 학교를 선택하지 못했던 일종이 보상심리인 것

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대구직업학교 졸업생 역시 본인

의 의사와는 상반되게 담임교사의 강요에 의해 직업학교에 입학했던 것

으로 술회하고 있다.78) 당시 교육당국은 기술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수한 인재들이 일반계 학교보다는 직업학교나 공업학교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78) 대구공고총동문회(2005), 대구공고80년사,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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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 후 진로

교육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실업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직접 실업에 종

사하지 않고 취업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실

업학교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지만, 구체적인 취업의 양상은 실업

학교의 종류와 전공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같은 학교 내에

서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진로 선택은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학

교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졸업생 대부분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며, 직장생활이나 대우수준 그리고 사회적 위신 등에서도 대

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추천제 취업 관행은 민족 차별적 

성격이 내재된 것이었다. 

가. 졸업생 진로 현황

(1) 취업 선호 경향

식민지시기 실업교육의 목적은 졸업 후 실업에 종사하는 사람, 즉 ‘독

립 자영인’ 양성에 있었다. 이러한 ‘독립 자영인’은 ‘봉급 생활자’와는 대

립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교육 당국은 실업학교의 교육성과는 

졸업자의 진로가 어떠한가로 평가되는 것이라며, 각 학교에 대해 ‘독립 

자영인’ 양성이라는 실업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육방법을 강구하

도록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추진하거나 제안

하는 방안은 실업 정신을 강조하는 훈육의 강화, 근로애호 정신을 배양

하기 위한 실습 시간의 연장, 실업 종사를 유도하는 진로 지도 등이었

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특히 농업학교의 경우는 신입생 모집 과정에

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자로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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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상업 관공리
은행

회사원
상급학교 기타 계

농업학교
1,131 119 2,144 292 203 236 4,125

(27%) (3%) (52%) (7%) (5%) (6%) (100%)

상업학교
42 220 99 557 19 137 1,074

(4%) (20%) (9%) (52%) (2%) (13%) (100%)

- 朝鮮總督府(1921), ｢實業學校長會議諮問事項答申書 附 實業學校諸統計表｣, 
14~22쪽.

- 농업학교는 1911년~1920년까지, 상업학교는 1909년~1920년도까지 공·

사립학교 졸업자. 

<표Ⅳ-10> 농업학교·상업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1910년대)

그러나 실업교육을 통해 ‘자영농가’나 ‘상인’ 등 ‘독립 자영인’을 양성

하고자 하는 목적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웠다. <표Ⅳ-1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910년대에 실업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실제로 전공한 실

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학교 졸업

생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7%이며, 상업학교 졸업생은 20%만

이 상점 경영 등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79) 대신에 농업학교 졸업생은 관

청 직원이나 교원으로 나아가고 있고, 상업학교 졸업생들 역시 금융계나 

일반회사로 취업하고 있다. 즉, 실업학교 졸업생의 대부분은 ‘독립 자영

인’이 아니라 ‘봉급 생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실업학교 초기부터 나타났던 학생들의 취업 지향은 식민지시기 전체에 

걸쳐 대체로 유지되고 있었다. <표Ⅳ-11>은 1930년대 중반 실업학교와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들의 진로 중 취업자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

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비율은 약 6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

었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자 비율은 단순히 취업 선호도만이 아니라 취

업 가능성을 말해주는 지표라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79) 비슷한 시기인 1916년도 일본에서는 농업학교 졸업자의 80%, 상업학교 졸업자의 78%가 각

각 농업과 상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文部省專門學務局(1916), 全国実業学
校ニ関スル諸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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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졸업자수  취업자  진학자 가업종사자
 사망 및 

기타 

고등보통학교
1,779 376 655 526 222

(21.1%) (36.8%) (29.6%) (12.5%)

실업학교
1,704 1,182 152 312 58

(69.4%) (8.9%) (18.3%) (3.4%)

(농업학교)
863 576 85 189 13

(66.7%) (9.8%) (21.9%) (1.5%)

(공·상업학교)
531 400 46 57 28

(75.3%) (8.7%) (10.7%) (5.3%)

(수산학교)
105 60 9 32 4

(57.1%) (8.6%) (30.5%) (3.8%)

(직업학교)
205 146 12 34 13

(71.2%) (5.9%) (16.6%) (6.3%)

- 朝鮮總督府(1936), 朝鮮總督府調査月報(1936년1월호). 

- 1934년3월 졸업자에 대한 1935년3월 기준 조사 결과.

<표Ⅳ-11> 실업학교와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는 ‘양난(兩難)’이라 하여 입학난과 취업난이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던 

시대였다. 그런 가운데 실업학교 졸업자의 69%라는 높은 취업률은 입학 

지원자들에게 취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당국은 실업학교 학생들의 ‘봉급 생활자’ 지향을 해소하기 위한 다

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독립 자영을 유도

하기 위한 훈육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근로정신 배양을 위해 실습 시

간을 늘리기도 하였다. 심지어 학생의 선발 단계에서부터 지원자의 자산 

정도를 제한하는 방법까지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와는 방향이 다

른 접근으로서, 학교에 따라서는 졸업생들에게 자영을 할 수 있도록 경

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졸업생에게 농경지를 임

차해 주거나 낮은 금리로 보조금을 대부해 주는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정읍농업학교장 마스무라(增村嘉門)는 졸업생이 안심하고 자영할 수 있

도록 경작지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졸업생에 대한 자영 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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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중 가정이 빈곤하여 도저히 자영의 가망이 없는 이들 가운

데 사상건실하여 자영의 의지견고한 자를 선택하여, 도당국의 지원 

하에 동척(東拓)이나 기타 농장에 소작인으로서 농사를 경영하게 

하고, 본교 직원이 출장하여 자영 지도를 지속하고 있다.80)

마스무라 정읍농업학교장의 현실 진단과 졸업생 지원책은 적어도 다른 

학교에서 시도되었던 방안들과는 다른 관점에 서 있는 것이었다. 실습을 

많이 시켜 근로정신을 체득케 하여 자영을 유도한다든지, 아예 처음부터 

자영의 뜻이 있는 자산가의 자제를 입학시켜야 한다는 주장들보다는 실

질적인 지원방법을 고려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졸업생들에게 일정한 소작지를 불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 

경영을 유도하려는 방안은 그 이전에도 시도된 적이 있었다. 광주농업학

교는 1917년도부터 도당국의 지원 하에 1만여 평의 밭을 구입하여 졸업

생 2명에게 소작을 주고 자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나, 1920년도부터 

지속된 불황으로 인해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81) 1인당 

5천평 정도의 소작 규모라면, 당시 조선인 소작농들의 평균적인 경작 면

적에 해당하는 것이었다.82) 학교 측에서도 졸업생들을 ‘모범농가’로 육

성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였을 터였지만, 결국 그 시도는 실패하고 말

았다. 식민지 지주-소작제가 확대되고 단작 중심의 농업 경영이 이루어

지는 조선의 농촌 현실에서, 소작이나 소규모 영세 자작농으로 살아가는 

일은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83) 따라서 소

80) 增村嘉門(1928), 정읍농업학교의 청취사항 답신; 朝鮮總督府(1928), ｢公立實業學校長會議事項

｣, 103쪽.

81) 광주농업학교의 졸업생 지도에 대한 답신, 朝鮮總督府(1923), ｢官公立農業學校長會議事項｣, 
226쪽.

82) 조선총독부농림국(1940), 조선농지연보1, 109, 139쪽. 자료에 따르면, 1932년 소작 1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6정보로 약 4,800평 정도로 추산된다.

83) 식민지시기 농가경제를 알 수 있는 통계는 없다. 조선농회의 제한된 자료에 의하면, 자작농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소작농이나 소작농의 경우는 농업 경영만으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

었다.(조선농회(1930, 1931), ｢농가경제조사｣; 송규진 외(2004), 통계로 본 한국근현대사｣, 아
현출판부, 135~139쪽.) 다른 연구에서도 농업 경영자는 농업 경영 외에 겸·부업을 통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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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지원이나 영농 자금 대부로는 결코 농업학교 졸업생들을 “봉급생활

자”에서 “농업 종사자”로 이끌 만한 유인이 될 수 없었다. 진주농업학교

장 이마무라(今村忠夫)가 인정하였듯이,84) 비단 농업만이 아니라 모든 

실업은 “그 收支에 있어서, 대조하여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치

가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경영하거나 혹은 농업 경

영을 장려하는 일은 오히려 “실제적이지 못한” 선택일 것이다. 

이처럼 식민지시기 실업교육을 통해서 ‘독립 자영인’을 배출하고자 했

던 목표는 결코 실제적이지 않았다. 실업학교 졸업생들은 교육 당국이 

기대했던 농업 종사자나 상업 종사자가 아니라 여전히 “봉록에 의식하

는” 삶을 선택했다. 당시 학생들에게 농업 경영이나 상점 경영은 이득이 

되거나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보다는 지방행정 관청의 일

반직 직원이나 교원으로 취업하고자 하였다. 농업학교 졸업생들은 농업

기수(技手)의 자격을 갖게 되므로, 관청의 기술직은 물론이고 급속히 증

가하는 농회나 각종 권업기관 등의 인력 수요에 응할 수 있었다. 상업학

교 졸업생들 역시 은행이나 일반회사는 물론 금융조합 등에서 배타적인 

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더구나 당시 중등 및 고등교육이 극히 억

제된 상황에서 실업학교 졸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배타적으로 보장된 취업처를 통해서도 당시 조선인 사회에서 

매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보다 구체

적으로 실업학교 학생들의 진로 상황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2) 각 학교의 졸업생 진로 

(가) 농업학교

비로소 농가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松本武祝(1993), ｢1930년대 조선의 농가경제｣, 안병직 

외 편,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비봉)   

84) 今村忠夫(1928), ｢實業敎育官見｣, 朝鮮硏究 1-1, 朝鮮硏究社, 14~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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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연도 회수 관공리 농업
은행

회사원
진학 기타

졸업생

전체

1912 1회 14 8 3 2 27

1913 2회 16 7 2 25

1914 3회 6 10 1 1 2 20

1915 4회 12 10 4 1 1 28

1916 5회 19 12 5 0 36

1917 6회 20 11 9 2 42

1918 7회 24 10 1 1 36

1919 8회 28 6 1 1 1 37

1920 9회 12 6 2 3 23

1921 10회 20 1 1 1 0 23

합계
171 81 27 4 14 297

(58%) (27%) (9%) (1%) (5%) (100%)

- ｢대구농림학교 인정에 관한건｣; 實業學校徵兵令上認定の件

<표Ⅳ-12> 대구농림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1910년대) 

초창기 농업학교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은 다음 <표Ⅳ-12>와 같다. 초

창기에 설립된 대표적인 실업학교인 대구농림학교가 1919년 수업연한 3

년제 학교로 연장되기까지 2년제의 수업과정을 수료한 졸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공리로 진출한 졸업생이 가장 많은 58%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7%, 그리고 은행·

회사원으로 취직한 사람의 비율이 9%를 차지하고 있다. 즉, 관공리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졸업 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도 높다. 그러나 상급학교로 진학한 사람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자료는 대구농림학교의 수업연한이 5년으로 연장되고 난 직후인 

1925년에 학교측에서 도당국 및 총독부에 보고하기 위해 졸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당시 농업학교 졸업자의 중요한 진로 방면인 교원 항목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관공리 항목에 포함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보다 

상세한 졸업 당시의 진로 상황에 대해서 대구농림학교의 학교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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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연도 관리 회사·조합 교원 농업 진학 기타 합계

1912~1921년 109 45 35 29 0 61 279

비율 39% 16% 13% 10% 0% 22% 100%

- 춘천농공고백년사(2010년), 235쪽.

<표Ⅳ-13> 춘천농업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1910년대)

졸업생들의 회고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12년의 제1

회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이다.

모교 조수 1명  권업모범장 견습생 1명

도 군청 고원 6명  보통학교 교원 8명

금융조합 서기 겸 기수 2명  면 기수 1명

재판소 고원 1명  실업 방면 6명85)

대구농림학교 제1회 졸업생의 취직 상황은 역시 보통학교 교원이 8명

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관공리 항목에 해당하는 취직처는 도·군청·면사

무소나 재판소를 비롯하여 권업모범장 등으로 진출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 이러한 취직처를 고려한다면, 대구농림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도 

1910년대 다른 농업학교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아래 <표Ⅳ

-13>은 동일한 시기인 1910년대 춘천농업학교 초창기 졸업생들의 10

년간의 진로 현황을 종합한 것이다.

  

춘천농업학교 초창기 졸업생들 역시 관리와 교원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높으며, 상급학교로 진학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로 분류 중 조합 

항목이 보이는데, 이는 1920년대 말에 군 단위의 농회가 조직되기 이전

의 농민 조합인 양잠조합, 면작조합, 가마니(繩入)조합 등을 분류한 것으

로 보인다.86)  

85) 대구농림자연과학고등학교총동창회(2010), 대구 농림·자연과학고등학교 백년사, 113~114

쪽. 1912년도 졸업생은 27명이지만, 위 기록에는 26명만 나타나고 있다.

86) 식민지시기의 농회에 관해서는 일제의 농업정책과 조선농회(김용달, 2003, 혜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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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관청 농회 은행 회사 교육 진학 자영 입영 기타 합계

1938 8 3 3 5 2 6 3 3 33

1939 9 3 3 7 8 5 3 4 42

1940 9 4 4 5 2 4 3 5 36

1941 8 3 4 4 3 4 2 2 30

1941 18 11 12 10 4 10 6 6 77

1942 17 10 11 12 4 9 5 10 78

1943 16 6 7 8 4 8 6 10 65

1944 15 5 5 15 7 7 2 8 11 75

1945 17 3 4 8 8 8 3 5 9 65

합계
117 48 53 74 42 61 33 13 60 501

23% 10% 11% 15% 8% 12% 7% 3% 12% 100%

- 광주농업고등학교팔십년사(1989년), 315쪽.

- 1941년도에는 3월과 12월 두 차례 졸업식이 있었다.

<표Ⅳ-14> 광주농업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1940년 전후)

실업교육 초창기에 세워진 농업학교는 대부분 1919년부터 3년제로 수

업연한이 연장된 뒤에 1920년대 중반 이후로는 학교마다 조금씩 시기를 

달리하여 5년제 갑종학교로 승격된다. 이전과 비교할 때, 이 시기 농업

학교 졸업생의 취업상 특징은 농업 관련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표Ⅳ-14>는 1930년대 말부터 해방되던 해까지 광주농업

학교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910년대와 비교한다면, 다소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 

관청으로 진출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192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설립이 

확산되었던 준 행정조직인 농회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교원으로 진출하는 비중이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상급학교

로 진학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수업연한이 5년제로 연장되

면서 상급학교와 직접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1940년

대 태평양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농업학교의 조선인 졸업생들도 일

본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1930년대 농업학교 졸업자들의 구체적인 취직 상황을 상세하게 살펴

보면 아래 <표Ⅳ-15>와 같다. 경성농업학교의 1935년도 농업과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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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학생수 비율

군농회 5   

면사무소 13   

전매국 2   

농사시험장 3   

곡물검사소 1   

관청계   24 40%

회사계 동양척식 3 5%

  식산은행 1   

금융조합 10   

금융계   11 18%

교육계 보통학교 9 15%

수원고등농업 1   

盛岡고등농업 1   

진학   2 3%

상업 1   

가사 9

입영 1

기타   11 18%

합계 60 100%

- 서울시립대학교90년사(2008년), 33쪽.

<표Ⅳ-15> 경성농업학교 졸업생의 취업 

상황(1935년)

잠과 졸업생의 구체적인 취업처를 보여주고 있다. 농업과 관련된 행정관

청으로는 면사무소, 농회, 전매국, 농사시험장, 곡물검사소 등에 진출하

고 있다. 금융계 방면으로는 대부분 금융조합에 취업하고 있으며, 여전

히 보통학교 교원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된다. 회사 취업의 경

우, 삼양사 등 당시 비교적 규모가 컸던 농업 관련 민간회사들은 보이지 

않으며, 모두 동양척식회사로만 취업하고 있다. 진학은 단 두 사람이며, 

모두 동일한 농업계열 전문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당시 농업학교에는 성

적우수자 한 명을 추천하여 수원농업전문학교(수원고등농업학교)에 무시

험으로 추천 입학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업학교 졸업생들은 직접적인 농업 경영이나 상급학교 진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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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대개는 ‘봉급생활자’로서의 취업을 선택하고 있다. 취업은 비교적 

용이한 편이어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극소

수의 진학 희망자를 제외하고는 졸업 전에 취직자리가 결정되었다.87) 이

들은 기수의 자격으로 도·군청·면사무소의 농무과, 산림과 등 행정관청에 

소속되거나, 농사시험장, 곡물검사소, 종묘장, 영림서, 전매국, 세무서 등

으로 취업하거나, 혹은 농회나 금융조합 등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농업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이 용이한 것이긴 하였지만, 학생들 사이에

서는 취업처마다 선호도가 달랐다. 대체로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회사, 

곡물검사소 등이 선호되었고, 반면에 농회나 금융조합 등은 기피하는 직

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6년에 이리농림학교에 입학했던 학생은 자

신의 졸업 후 진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연기군 農會에 첫 就職이 되었다. 그날이 1941年 5月 31日—月給

은 三拾三圓이었고 任命하여 주신 연기군수는 후일에 農林部長官이 

되신 鄭樂勳씨였다.

卒業 성적이 優秀하고 처음부터 就職하려던 친구들은 東拓에 과거 

法制處 차장인 梁用植 兄이나, 殖産銀行, 三養社, 農檢 등 全國 各 

유수한 좋은 職場으로 卒業과 同時에 就業이 되어 나갔는데 나는 

그만 딴전을 보다 三拾三圓짜리 신세가 되었다.88)

위 농업학교 졸업생은 진학을 희망하였다가 전문학교 시험에 낙방하여 

졸업 이후에서야 뒤늦게 농회에 취업한 경우이다. 비록 상급학교 진학에 

실패한 개인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고는 있지만, 그의 회고 가운데 농업

학교 학생들이 선호했던 취업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동양척식회사, 조

선식산은행, 농검(곡물검사소) 혹은 일반 기업인 삼양사 등은 유수한 직

87) 대구농림자연과학고등학교총동창회(2010), 대구 농림·자연과학고등학교 백년사, 149쪽.

88) 이리농림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1982), 이리농림육십년사,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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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자신이 농회에 취직한 일은 그다지 변변

치 못한 취업인 것으로 술회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학교 졸업자들은 기수(技手) 자격이 인정되어 관공청과 농

업진흥기관에서 배타적으로 보장된 안정적인 직장과 만족스런 생활수준

을 확보할 수 있었다. 농업과, 임업과, 잠업과를 졸업하면 각각 농업기

수, 임업기수, 잠업기수로서 관공청 및 관영기관에 취업하였다. 그리고 

수의축산과를 졸업하면, 도군청의 축산계나 종축장 등으로 취업되었고, 

졸업과 동시에 수의사 면허가 인정되었다. 또한 이들은 농사훈련소나 권

업기관의 지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 이들 농업학교 졸업자들은 기

술직으로서 배타적인 취업처가 확보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무슨 시험도 없고,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 추천만으로 도청이고 군청

이고 다 취직이 됐는데, 저는 도청에 취직이 된 거예요. 도청 산림

과, 도 고원(雇員)이라고 그랬지요. 도청에는 둘... 산림과 임도계

(林道係)라고, 여기에 배치가 됐어요. 직원이 한 대여섯 있었는데, 

산에 가서 측량하고, 도로 내는 설계하고, 설계 끝이 나면 그 공사

를 하는데, 인부 동원 등은 읍면 직원들이 다 해주고, 나는 거기 가

서 형식적으로 감독이다, 하고 가 있는 거지요.89)

위는 1940년 춘천농업학교 임산과에 입학하여 졸업 후 강원도청 산림

과로 취업한 최영길의 구술 기록이다. 일반직 도청 고원이 되기 위해서

는 시험을 치러야 했지만, 농업학교 졸업자는 기수 자격으로 추천제에 

의해 취업하고 있는 것이다. 임도계는 산림도로(林道) 개설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였다. 목재 반출을 위해 산림자원이 풍부한 오지의 산지를 

찾아가서 산림을 조사하고 측량한 뒤, 도로를 설계하여 직영으로 공사까

지 시행하는 일이었다. 이런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삼림에 대한 지

식과 측량·설계 능력이 필요했다. 구술자에 의하면, 당시 농업학교에서 

89) 최영길(춘천농업학교 1940년 입학), 면담: 2014년2월26일, 춘천 동문회관.



- 253 -

배운 교육은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에 충분하였고, 현직에 나와서

도 어렵지 않게 직접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식민당국이 조선의 시정 방침을 농촌진흥과 농업개발에 두는 한 농업

학교 졸업 정도의 하급기술 수요는 지속적으로 창출되었다. 당시 농업학

교는 실업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회에서 

농업학교 졸업 정도의 기술인력 역시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들은 식민

지시기에는 배타적 특권을 유지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더욱 그러했다. 

예를 들어, 1937년 이리농림학교 축산과에 입학한 정광수의 이력은 이

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90) 그는 이리농림학교 졸업 후 전라북도 익

산에 있는 종축장 기수보(技手補)로 일하면서, 겸하여 농사기술훈련소(1

년제 농촌청년훈련소)의 훈련담당 교관으로 있던 중 해방을 맞았다. 해

방 후 미군정 시기에 그는 종축장 자리에 올라 전라남도 기사(技師)로 

발령된다. 그의 승진은 매우 빠르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91) 요

직을 차지했던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송환된 자리를 서둘러 보충한 의미

가 컸지만, 그만큼 당시 사회에서 농업학교 졸업 정도의 자격은 희소했

고 또한 그가 가진 기술과 지식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92) 

(나) 상업학교

초창기 상업학교 졸업자들의 진로 상황은 아래 <표Ⅳ-16>과 같다. 부

산상업학교가 1923년에 갑종학교로 승격되기 이전시기까지, 3년제의 교

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전체 학생에 대한 진로 현황이다. <표Ⅳ-16>을 

보면, 은행·금융조합 등 금융계 취업이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회

90) 정광수(이리농림학교 1937년 입학), 면담: 2014년2월14일, 사당 노인회관.

91) 일본의 경우 기수에서 기사로 승진하는 경우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었으며, 기수의 절반 정

도는 기사로 승진하지 못한 채 최종 직위도 기수에 머물러 있었다.(谷口雄治(2001), ｢わが国産

業化過程における技手等の中間技術者層の形成と養成教育: 横須賀造船所造船学校出身者のキャリ

ア分析をとおして｣, 悠峰職業科学研究紀要 9, 悠峰職業科学研究所, 56~57쪽.)

92) 이후 그는 중앙부처 농림부 축산과장, 낙농과장을 지내고, 국립종축장장과 동물검역소장을 역

임하였으며, 그리고 매일유업전무이사와 대한수의사회 수석 부회장을 지내는 등 그 스스로도 

자신의 삶은 축산업·낙농업·수의업 발전과 궤를 같이 한 것이라고 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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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연도
은행

금융

조합

회

사

상

점

관

리

교

원

진

학

자

영

가

사

사

망

기

타
합계

1912 5 3 3 4 1 1 2 4 2 25

1913 6 4 7 2 3 1 2 25

1914 7 2 3 6 1 1 6 1 1 28

1915 5 1 2 7 2 1 3 1 4 1 27

1916 4 3 4 8 1 4 4 1 29

1917 8 4 2 5 1 7 2 1 1 31

1918 7 4 2 4 1 7 5 1 31

1919 16 6 4 6 1 1 1 1 1 37

1920 20 4 3 1 3 1 1 33

1921 11 7 4 3 3 5 1 2 36

1922 12 2 5 0 6 2 2 1 30

1923 8 11 2 3 2 11 6 43

합계
109 43 39 56 6 9 33 36 26 12 6 375

29% 11% 10% 15% 2% 2% 9% 10% 7% 3% 2% 100%

- 부상백년사(1995년), 578쪽.

<표Ⅳ-16> 부산상업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1910년대) 

사와 상점 등을 포함한다면, 일반 기업체 취업이 전체의 65%를 차지하

고 있었다. 반면에, 관리나 교원으로 진출한 사람들은 공히 2% 비중으

로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영의 비중은 10%인데, 가사를 독

립된 항목으로 따로 구별하는 것으로 보아, 이 때 자영은 자가 경영의 

소규모 상점 운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20년대 이후 5년제 상업학교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은 대구상

업학교를 통해 개략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대구상업학교는 1923년

에 신설되어 5년제 갑종 상업학교로 운영된 학교였다. <표Ⅳ-17>은 

1928년부터 1933년까지 대구상업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조합·은행 등 금융계 방면으로 진출한 비중이 30%, 

회사·상점·철도 등 회사계 비중이 2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

서의 1910년대 부산상업학교의 경우와 비교할 때, 금융계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대신 일반 회사계 진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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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연도

금융

조합
은행 회사 상점 철도 관리 자영 진학 기타 합계

1928 10 7 3 3 2 10 6 2 9 52

1929 9 4 8 6 3 11 11 1 7 60

1930 13 3 4 6 2 8 11 1 10 58

1931 20 3 5 2 5 6 6 7 54

1932 17 5 3 9 3 7 13 6 7 70

1933 11 3 10 4 2 6 8 8 1 53

합계
80 25 28 33 14 47 55 24 41 347

23% 7% 8% 10% 4% 14% 16% 7% 12% 100%

- 대상오십년사(1973년), 61, 159쪽.

-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표Ⅳ-17> 대구상업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1930년 졸업) 

로 진출하는 학생들도 14% 비중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위 대구상업학교 졸업생 진로 현황은 조선인 학생만이 아니라 

일본인 학생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부상상업학교와 단순 비교하

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당시 상업학교 졸업생의 진로 양상에서 조선인

과 일본인 학생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러나 특정 학교의 특정 졸업 연도에 대한 단편적인 회고 외에, 조선인과 

일본인 졸업생의 진로 경향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조선인이 다녔던 인천상업학교와 일본인이 다녔던 

인천남상업학교를 비교하여, 조선인과 일본인 상업학교 졸업생의 진로 

양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학교는 동일 지역 동일 시기에 존재

했던 학교라는 점에서 민족별 진로 현황을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천상업학교’라고 통칭하여 부르는 학교는 복잡한 학교 

발전의 역사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명을 갖고 있다. 1895년 관립 한성외

국어학교 인천 지교로 출발하여, 외국어학교와 일어학교 등으로 개칭되

었다가, 1909년 인천실업학교로 개편되고, 다시 1912년에 3년제 인천공

립상업학교가 되었다. 그리고 1922년 수업연한이 5년으로 연장되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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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졸업 연도)
은행

금융

조합
회사 상점 관청 자영 진학 기타 합계

인천상업학교

(1912~1930년)

102 77 68 41 43 85 2 48 466

22% 17% 15% 9% 9% 18% 0% 10% 100%

인천남상업학교

(1914~1930년)

73 0 90 48 78 107 27 98 521

14%   0% 17% 9% 15% 21% 5% 19% 100%

- 인천부사(1933년), 1307~1308, 1331쪽.

- 조선인 학교인 인천상업학교의 기타는 사망을 포함하며, 일본인 학교인 인

천남상업학교의 기타는 병역, 교원, 사망을 포함한다.

<표Ⅳ-18> 조선인과 일본인 상업학교의 졸업생 진로 비교

종 상업학교가 된다. 한편, 인천에는 일본인 학생을 위한 인천남공립상

업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다. 이 학교는 1887년 인천의 일본 거류민이 세

운 인천영학사로 출발하여, 인천영어학교와 인천상업야학회 등으로 개편

되었다가, 1912년에 인천남공립상업전수학교가 되었다. 그리고 1914년

에 갑종 상업학교로 승격되어 1922년 인천남공립상업학교로 개칭된다. 

그 결과 인천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상업 교육을 위한 학교가 각각 따

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천부는 부내에 2개의 상업학교를 운영하

는 것은 지방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두 학교의 통합을 결정한

다.93) 그래서 1933년부터 학교 이름은 인천공립상업학교로 하고 인천남

공립상업학교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통합되었다. 조선인이 다녔던 인

천상업학교와 일본인이 다녔던 인천남상업학교가 통합되기 전까지, 즉 

1910년대와 1920년대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 <표Ⅳ

-18>과 같이 정리된다.

두 학교를 비교하면, 금융조합에 대한 졸업생 취업 비중의 차이가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인이 다녔던 인천상업학교에서는 졸

업생의 17%가 금융조합에 취업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인이 다닌 인천남

93) 인고백년사편찬위원회(1995), 인고백년사, 175~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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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학교 졸업생은 아무도 금융조합에 취업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인천남

상업학교 졸업생의 진로 항목 분류에서 금융조합 항목이 은행 항목에 포

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진로 항목 분류 관행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더구나 인천남상업학교의 진로 조사 분류 항목

이 비교적 상세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일본인 졸업생의 금융조합 취업자

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상업학교가 5년제로 승격된 이후에

는 조선인들의 금융조합으로 취업 비중이 더욱 높아져, 1920년대에는 

매년 평균 졸업생 21명 중 6명 정도가 금융조합으로 취업하고 있다.94) 

이러한 인천상업학교 졸업자의 민족별 취업 양상의 차이는 다른 상업

학교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상업학교에서 조선인 

졸업생은 높은 비율로 금융조합에 취업하는 반면 일본인 졸업생은 그렇

지 않았다. 1930년대 초반 강경상업학교의 경우에서도, 금융조합으로 취

직한 사람이 조선인 취업생 중 50%에 달하는 비율인 반면에 일본인 졸

업생 중에는 아무도 없었다.95) 다음은 강경상업학교의 취업 현황에 대한 

학교사의 기록이다. 

學校長의 就職 周旋 全朝 巡廻뿐만 아니고 江商 卒業 先輩들의 社

會的 高評價가 全朝에 퍼짐으로써 어느 業體에서는 卒業前 在學生

을 미리 보내줄 수 있도록 付託을 해왔다.

가장 많이 採用된 곳이 金融組合(農協)으로 忠南地方은 거의 다 江

商 卒業生으로 補充되었다. 이 外에도 各 銀行, 鐵道局, 專賣廳 等 

여러 機關에 퍼져 나갔으며 이들 報酬는 大槪 只今에 比하여 實質

貸金으로서 50% 程度는 더 많은 셈이었다.96)

이처럼 조선인 상업학교 졸업자들을 가장 많이 흡수한 곳은 금융조합

94) 仁川府廳 編(1933), 仁川府史, 133쪽. 

95) 정연태(2012), ｢한·일공학 중등학교 졸업생의 일제하 진로와 해방 후 변화｣, 한국문화 제60

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96) 강경상업고등학교(1990), 강상칩십년사, 76쪽.



- 258 -

이었다. 금융조합은 지금의 농업협동조합의 전신으로, 협동조합과 금융

기관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는 비은행 금융기관이었다.97) 식민지시기 

금융기관으로는 식민지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을 비롯하여 산업정책 금융

기관인 조선식산은행, 그리고 현재의 일반은행에 해당하는 보통은행이 

있었고, 비은행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조합 및 조선금융조합연합회, 동양

척식주식회사, 신탁회사, 무진회사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금융조합은 

농업 발전과 농민 구제의 목적으로 1907년부터 설립된 이래, 점차 조합

적 성격에서 금융기관의 성격이 강화되는 형태로 변모된 기관이었다. 이

러한 금융조합에 대해서 일본인 졸업생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지만, 조

선인 졸업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취직처가 되었다. 

조선인 상업학교 입학생들에게 금융조합 취직은 졸업 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미래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조선 사회에서 금융

조합에 근무한다는 것은 단순한 “봉급생활자” 그 이상이었다. 사회적 대

우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

능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1942년도 대구상업학교 입학생 조정수의 구술 

내용이다.

우리 아버지가 상업학교 나왔습니다... 금융조합에서 20년 근무했어

요, 아버지가. 생활수준이 상급에 속했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살았

지요. 요즘 말하는 재벌이 아니고, 월급쟁이가 최고 수준인기라. 요

즘은 뭐 월급쟁이 아무것도 아니지만도, 공장도 많고. 그렇지만 당

시에는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상업학교 나와서 그런 데 취직해 있다

면, 완전 상급이었습니다.98) 

조정수는 금융조합에서 일하는 부친 밑에서 ‘상급수준’의 유복한 생활

97) 금융조합에 관해서는, 일제하 금융조합연구(이경란, 2002, 살림),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

와 금융조합(최재성, 2006, 경인문화사), ｢일제하 도시금융조합의 운영체제와 금융활동｣(문영

주, 2005,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등 참조.

98) 조정수(대구상업학교 1942년 입학)의 구술 기록, 면담: 2014년2월18일, 대구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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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릴 수 있었다. 비교적 형편이 나았던 대구 시내에 살고 있었지만, 

금융조합에 다니는 부친을 둔 그의 삶은 대구 시내에서도 타인의 부러움

을 사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상업학교 학생들이 예견할 수 있었던 미래

의 자아상인 “월급쟁이”, 즉 금융조합에서 근무하는 것은 식민지시기 말

기에 이르러서도 조선인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윤택한 삶

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또한 조정수의 구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도 상업학교에 진학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상업학교 취학의 세대간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정수의 회

고를 통해 본다면, 당시 상업학교 진학은 자신의 아들을 상업학교에 진

학시키려 했을 정도로 매우 만족스러운 교육 효과가 기대되었던 것이다.

상업학교 졸업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준은, 1938년 조선식산은행

의 경우, 초임 35원이었고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통상 75원 정도였

다.99) 그런데 조선식산은행의 급여 수준은 직원의 최종 학력에 따라 철

저하게 계층적이었다. 동일한 상업계 학교라도 갑종학교가 을종학교보다 

높았으며, 상업학교 졸업자가 일반계 학교인 중학교 혹은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보다 높았다.100) 또한 고등교육 이수자와 상업학교 졸업자의 차이

는 매우 컸는데, 전문학교 졸업자는 초임 55원에 통상 급여는 114원이

었으며, 대학 졸업자는 상업학교 졸업자의 2배 가까이 되었다. 이러한 

위계적 급여 체계를 갖는 이유는 중등교육 이수자와 고등교육 이수자를 

채용하는 목적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즉, “월급을 받는 자”와 장차 

“월급을 주는 자”라는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101) 이런 

이유로 상업학교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욕구가 강

했지만, 조선의 현실에서 고등교육 혜택은 너무도 요원한 꿈이었다. 그

러나 금융기관과 일반회사의 중간 관리직인 ‘화이트칼라’로서의 삶도 당

시 조선 사회에서는 매우 높은 위신과 생활수준이 보장되고 있었다. 상

99) 조선식산은행(1938년), ｢學校卒業生採用初任給調｣, ｢昭和14年度 採用決定書類｣. 
100) 대부분의 회사와 은행에서 채택하고 있는 갑종과 을종 학교의 차별 관행으로 인해 을종학교

들의 갑종학교 승격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101) 文部省(1956), 産業教育七十年史, 雇用問題研究会,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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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연도
설치학과 및 졸업생수 합계

1908~

1910년

토목 목공 금공 염직 응용화학 도기 

38 26 32 34 25 35 190

1911~

1922년

목공 금공 염직 화학제품 도기 

82 78 104 82 54 400

1923~

1931년

조가 기계 기직 화학제품 제도

86 79 35 47 22 269

1932~

1936년

건축 기계 기직 응용화학 요업 

67 71 43 47 38 266

1937~

1941년

건축 기계 기직 응용화학 요업 광산 

96 105 76 77 50 86 490

1942~

1945년 

토목 건축 기계 기직 응용화학 요업 광산 전기

144 99 145 72 106 29 126 132 853

- 서울공고구십년사(1989년), 498~499쪽.

- 1944년에 항공기과가 설치되었으나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였다.

- 졸업생수에는 일본인이 포함되어 있다.

<표Ⅳ-19> 경성공업학교의 설치학과 변화 및 졸업생수 

업학교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습득한 “글씨와 주산을 밑천”으로 하여,102) 

이들 직종에 대한 배타적인 취업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다) 공업학교 

1939년부터 지방에 공업학교들이 증설되기까지 조선에 설립된 유일한 

공업학교였던 경성공업학교는 매우 복잡한 학교 이력을 갖고 있다. 그 

전신인 공업전습소는 관립농상공학교의 공업과에 연원을 두고 있으나, 

1907년부터 새로운 학과들을 설치하여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후 공업전

습소는 몇 차례 관할 기관이 변경되다가, 1922년부터 독립된 을종 공업

학교가 되었다. 그리고 1924년에는 갑종학교로 승격되었고, 다시 1938

년부터 공립의 5년제 학교로 재편되었다. 다음 <표Ⅳ-19>는 경성공업학

교의 설치 학과와 졸업생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102) 부상백년사편찬위원회(1995), 부상백년사,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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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학교 자영 회사공장 진학 미상 사망 합계

104 18 54 20 5 14 5 220

(47%) (8%) (25%) (9%) (2%) (6%) (2%)

- ｢매일신보｣(1912년5월1일).

- 공업전습소의 1909년 4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총 4회 본과 졸업생.

<표Ⅳ-20> 공업전습소 졸업생의 취업 현황(1910년대)

<표Ⅳ-19>에서 알 수 있듯이, 경성공업학교는 학교 이력이 복잡한 만

큼이나 설치된 학과들도 다양하였다. 초기의 공업전습소에는 토목·목공·

금공·염직·응용화학·도기과 등 6개 학과가 설치되었다. 1910년도 이후에

는 토목과가 폐지되었고, 약간의 명칭 변경이 있었지만 대체로 건축, 기

계, 기직, 응용화학, 요업 등 5개 학과가 유지되었다. 1930년대 들어서 

광산 개발 인력의 필요에 의해 광산과가 신설되었고, 1938년에 5년제 

공업학교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전기과와 토목과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1940년대 말에는 항공기과도 신설되었으나 졸업생을 배출하지는 못하였

다. 이처럼 경성공업학교는 학교급과 수업연한에도 변화가 있었고 성격

이 다른 다양한 학과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전체적인 진로 

경향을 파악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또한 각 학과마다 매년 배출되는 졸

업생수도 비교적 소수였으며, 더구나 조선인과 일본인을 식별하여 졸업

생을 조사한 통계도 매우 제한적이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자료를 통해 

경성공업학교 졸업자들의 대략적인 진로 경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먼

저, <표Ⅳ-20>은 경성공업학교의 전신인 공업전습소 졸업자들의 취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Ⅳ-20>에서 조사된 시기의 초창기 공업전습소는 아직 일본인이 입

학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졸업생들은 모두 조선인이며, 이들은 십여 배가 

넘는 매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입학에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공업전습소 

졸업생들의 진로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관청으로 진출하는 사람들

이 4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공업전습소는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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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자영 회사상점 진학 교섭 중 미정 합계

1928년 3월 6 2 6 9 4 15 42

1929년 3월 3 1 8 8 3 9 32

합계 9 3 14 17 7 24 74

(12%) (4%) (19%) (23%) (9%) (32%)   

- ｢동아일보｣(1928년3월22일, 1929년3월20일).

- 각 연도 졸업을 앞 둔 시점의 조사 자료(다수의 일본인 포함).

<표Ⅳ-21> 경성공업학교 졸업 예정자의 진로 현황(1928, 1929년)

생에게 학자금 혜택을 주는 대신에 졸업 후 지정된 곳에서 일정기간 근

무해야 하는 의무복무 규정이 있던 시기였다. 그리고 학교의 교원과 회

사·공장으로 진출하는 비율도 각각 8%와 9%였으며, 소수의 상급학교 

진학자는 일본으로 유학하거나 공업전습소의 전공과로 진입한 경우이다. 

한편, 졸업자 중 자영의 비율이 2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 

<표Ⅳ-20>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공업전습소에는 본과 외에 1년 

미만의 실습 과정으로 실과를 설치하고 있었다. 실과 졸업자들을 포함한 

전체 졸업생의 진로 조사에 의하면,103) 총원 322명 가운데 자영은 125

명으로 관청의 관공리 112명을 상회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공업전습소

는 비교적 단기간의 실과를 통해서 하급 기술을 가진 ‘직공’을 양성하고, 

본과 과정에서는 정부기관에서 필요한 기술 관리를 배출하는 데 주안을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Ⅳ-21>은 경성공업학교의 1928년과 1929년도 졸업 예정자의 진

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다수의 일본인이 포함된 자료이지만, 경

성공업학교 학생들의 진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조사 시기가 졸업을 앞 

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취업처를 교섭 중이거나 미정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공업전습소 시기와는 달리 상급학교 진학자가 

23%로 매우 높은 비중이었던 점이 주목된다. 당시 경성공업학교는 고등

소학교 졸업(고등보통학교 2년 수료) 정도의 학력을 지닌 자가 입학하는 

103) 朝鮮總督府施政年報(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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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갑종학교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졸업 후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이

들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들 졸업생들은 전문학교 혹은 대학에 곧바

로 진학할 수 있었으며, 경성고등공업학교로 진학하거나 일본의 고등교

육기관에 유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공업전습소 시기와 비교

할 때 경성공업학교 졸업생이 관청에 취업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직 교섭 중이거나 미정인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실제로 

관공청에 취업하는 졸업생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의 

다른 자료에 의하면,104) 경성공업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관청 취업자의 

비율은 26% 정도였다. 그리고 졸업생 예정자의 진로에서 자영의 비율은 

4%로 공업전습소 시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반

면에 회사·공장·상점 등의 일반 취업자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다. 

<표Ⅳ-21>에서 졸업 예정자의 진로가 미정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경성공업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아니었

다. 특히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공업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

업학교 졸업자의 수요가 매우 높았다. 심지어 1936년 입학자들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음을 전제로 입학을 허가할 정도였다.105) 당

시의 취업은 학교의 추천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졸업 학년 여름 무렵에 

학과장이 학생들의 취직처를 결정해 주는 식이었다. 다음은 1936년 경

성공업학교 건축과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 당시를 술회한 내용이다.

7月 下旬頃 山形 科長은 나와 中村 君에게 就職處를 兼二浦 日本製

鐵工場 建設課로 決定해 주었다. 當時 日本植民地 政策에는 官吏들

의 待遇差도 奇妙하게 定해 놓았었다. (중략) 韓國人이 日本官吏가 

되면 韓國과 日本에서는 本俸만을, 臺灣에서는 6割5分의 加俸을, 滿

洲에서는 8割 乃至 9割 加俸을 받게 되고, (중략) 農村 中農의 九

男妹中 長男인 나는 父母님의 힘을 덜기 위해서라도 月俸이 많던 

104) 1932년 12월 현재 전체 졸업생 884명 가운데 관청 취업자는 231명(26%), 자영은 31명

(4%)이었다.(서울공업고등학교동창회(1989), 서울공고구십년사, 102쪽)

105) 서울공업고등학교동창회(1989), 같은 책,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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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洲에 가서 官吏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山形 課長의 決定을 거부

하여 몹시 섭섭해 하시기도 하였다. 2月初旬 山形 科長은 내 職場

을 中國戰地로 決定해 주어서 配屬將校 塚本大佐의 口頭質問에 應

한후 朝鮮軍司에 가서 身體檢査를 받았으며 憲兵隊의 家庭調査도 

받았다.106)

위 경성공업학교 건축과 졸업생의 취직처는 학과장에 의해 일본제철공

장 건설과로 배정되고 있다. 학생의 회고에서도 나타나듯이, 당시의 취

직은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학교에서 적당한 학생을 추천하는 방식이었

다. 따라서 학생의 취직처는 학교장 혹은 학과장이 배분하여 ‘결정’해 주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학생은 처음에 학과장이 정해준 취직처를 사

양하고, 본봉 외에 추가로 가봉이 붙는 만주 지역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

다. 학교에서는 다시 취직처를 알선해 주었고, 내몽고 일본주차군 시설

부대로 취업을 나가고 있다.

한편, 공업학교로 분류되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1916년에 설립된 진남

포상공학교는 종류가 상이한 상업과와 공업과를 동시에 설치한 독특한 

학교였다. 1918년 수업연한이 3년으로 연장되고, 다시 1923년에 5년제 

학교로 승격된다. 따라서 그 이후 진남포상공학교의 공업과는 5년제 갑

종학교 형태로 운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남포상공학교는 수업연한이 

연장되면서 설치된 학과도 함께 변화하였다.107) 1916년 4월 설립될 당

시는 상업과만 있었으나, 그 해 9월 목공과를 신설하였고, 1917년에는 

금공과를 신설하였다. 1918년에 수업연한이 3년으로 연장되면서, 목공

과를 폐지하고 지물과와 조가과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21년에 금공과

를 기계과로, 지물과를 가구과로, 조가과를 건축과로 개칭하였다. 다시 

1923년에 수업연한을 5년으로 연장하면서, 가구과와 건축과를 폐지하고 

기계과와 상업과 2개 학과만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1923년까지 진남

106) 서울공업고등학교동창회(1989), 같은 책, 128쪽.

107) ｢鎭南浦公立商工學校徵兵令上認定の件｣, 實業學校徵兵令上認定の件(19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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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연도
학과 관청

은행

회사
교원 진학 자영 기타 사망 합계

1917~

1924년

공

업

가구과

(지물과)

9 14 10 1 7 28 0 69

13% 20% 14% 1% 10% 41% 0% 100%

1920~

1924년

건축과

(조가과)

17 16 3 2 1 18 0 57

30% 28% 5% 4% 2% 32% 0% 100%

1918~

1924년

기계과

(금공과)

33 34 9 3 2 26 2 109

30% 31% 8% 3% 2% 24% 2% 100%

1916~

1924년

상

업
상업과

20 106 20 11 15 57 5 234

9% 45% 9% 5% 6% 24% 2% 100%

합계 79 170 42 17 25 129 7 469

- ｢鎭南浦公立商工學校徵兵令上認定の件｣(1926년)

- 상업과 13명, 기계과 19명, 가구과 5명, 건축과 10명의 일본인이 포함되

어 있다. 

<표Ⅳ-22> 진남포상공학교의 졸업생 진로 현황(1916~1924년)

포상공학교의 공업과는 3년제 을종학교로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Ⅳ-22>는 이 시기 진남포상공학교 졸업생의 진로 상황을 요약

한 것이다.

상기 자료는 진남포상공학교가 작성하여 교육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조

사 내용의 신뢰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표Ⅳ-22>를 보면, 진로의 

분류 항목에서 기타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업과 졸업생

과 비교하더라도 공업과 졸업생의 기타 항목 비율은 매우 높다. 상업과 

졸업생의 자영은 6%, 기타는 24%임에 비해서 가구과(지물과) 졸업생의 

자영이 10%, 기타가 41%로 조사되어 있다. 기타의 세부항목이 무엇인

지는 분명치 않지만, 안정적인 대규모 직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가

과 혹은 건축과가 가옥 축조와 관련된 학과라면, 지물과 혹은 가구과는 

가구 제작 등의 목공 기술을 교육하는 학과였다. 따라서 이들 학과 졸업

생의 취직처는 불안정한 고용이거나 혹은 자가 경영이 많았던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지물과, 가구과, 조가과 등은 수업연한이 짧은 공업보습학

교나 직업학교 등에 주로 설치되었던 학과였다. 물론 당시에는 학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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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교육되는 기술 수준이나 졸업 후의 기술자격을 말해주는 것은 아

니었다. 1940년대 이전까지도 각 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한 기술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았다.108) 

식민지 말기 전시체제에 들어서면서 기술자 수급과 통제를 위해 국민

들의 기술능력 수준과 분포가 파악될 필요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1939

년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제정하여, 16이상 50세 이하 남자로 국가가 

지정한 직업에 근무했거나, 관련된 학교를 졸업한 자는 정부에 신고하여 

등록하도록 하였다.109) 조선에 설립된 광공업계 전문학교와 중등의 공업

학교 등도 신고 대상학교가 되었다. 이러한 신고령의 시행 결과 1939년

에는 187,559명, 1942년에는 369,503명의 조선인과 일본인 기술·기능 

인력이 등록하였다. 그 중 1942년도분을 기준으로 할 때, 기술자수에서 

조선인은 32%, 일본인은 68%였으며, 기능자수에서는 조선인이 88%, 

일본인이 12%였다.110) 전체 인구 비율로 본다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

인 남자 인구는 조선인 남자 인구의 3%에 불과했지만, 기술자 수에서는 

70%나 차지하고 있었다. 

경성공업학교는 5년제 갑종학교였으므로, 졸업하면 상당한 정도의 기

술과 자격이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0년 토목과에 입학했던 김

영수는 취직 즈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구술하고 있다.

오바야시구미(大林組)에 취직이 됐지, 서울 지점 설계부에. 추천 받

아서 시험도 보구. 한국 사람은 나 하나 뿐이야... 준사원, 사원은 

고원이고... 취직하고 얼마 후에 기양(岐陽), 평양과 진남포 사이에, 

아사히, 그러니까 조일경금속주식회사 비행기공장 방공 지하공장 설

108) 서울공고구십년사에서는 “1940년대에 들어서 5년제 학교를 졸업하면 갑종 기능사자격증, 

3년제 학교를 졸업하면 을종 기능사자격증, 그리고 기타 학교를 졸업하면 병종 기능사자격증이 

수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확실치 않다.(서울공업

고등학교동창회(1989), 같은 책, 140쪽.)

109) ｢朝鮮總督府官報｣, 1939년5월15일.

110) 이병례(2012), ｢일제하 전시 기술인력 양성정책과 한국인의 대응｣,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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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업무로 발령을 내... 그래서 그만 뒀지.111)

경성공업학교 토목과를 졸업한 김영수는 당시 굴지의 일본 건설기업이

었던 오바야시구미(大林組)에 취직한 일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다. 

취직한 후로 주로 측량과 설계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진남포 인근의 

군수공장 현장 설계 업무로 발령을 내자, 공습 피해가 두려워 직장을 그

만두고 낙향한다. 오바야시구미 경성지점의 조선인 직원은 그가 유일했

다. 갑종학교 졸업자로서 대우도 상당했으며 별다른 차별도 느끼지 못했

다. 토목과를 전공한 그의 회고에 의하면, 졸업 후 곧바로 측량과 설계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 교육은 충실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성공업학교 졸업자는 ‘하급기술자’로 분류되었다. 당시는 특

별한 기술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데다가, 기술자, 기술인, 기능인, 

기능공, 기술인력 등의 용어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

체로 출신 학교에 따라 전문학교 이상 졸업자는 ‘고급기술자’, 중등 실업

학교 졸업자는 ‘하급기술자’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12) 갑종 공업

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기관에 취업하면 기술직 자격으로 기수(技手)가 된

다. 그러나 처음 임용은 기수보(技手補)가 되며, 1~5년 정도의 경력을 

쌓은 뒤에 기수가 되는 것이다. 기수보다 상급이면서 최고 기술직 자격

은 기사(技師)였다. 기사는 제국대학의 공과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주는 

칭호였다.113) 전문학교나 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하면, 수년간의 경력을 쌓

은 뒤에 기사가 될 수 있었다.114) 그러나 기수에서 기사로 승진한 이들

은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걸렸고, 기수의 절반 정도는 기사로 승진하지 

못한 채 최종 지위가 기수인 채로 남아 있었다.115) 그만큼 중등 공업학

111) 김영수(경성공업학교 1940년 입학)의 구술 기록, 면담: 2014년2월27일, 상계 자택.

112) 서문석(2003), ｢일제하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고급기술자 연구｣, 경영사학 제18집 제1호, 

한국경영사학회, 148쪽.

113) 谷口雄治(2001), ｢わが国産業化過程における技手等の中間技術者層の形成と養成教育: 横須賀

造船所造船学校出身者のキャリア分析をとおして｣, 悠峰職業科学研究紀要 9, 悠峰職業科学研
究所, 55~56쪽.

114) 정인경(1993), ｢일제하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설립과 운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5쪽.

115) 谷口雄治(2001), 같은 책,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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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졸업자와 전문학교 및 대학 졸업자 간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다. 경성공업학교 졸업자들 역시 경성고등공업학교 등 조선 내 전문

학교 졸업자들이나 일본에서 유입된 ‘고급기술자’들보다는 한 단계 낮은 

‘하급기술자’이면서도, 숙련공이나 견습 기능공들과는 다른 지위와 대우

를 누렸을 것이다. 경성공업학교가 가졌던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는 해

방 이후 활로를 찾는 데도 다른 공업학교나 직업학교보다는 유리한 측면

이 있었다고 한다.116)

(라) 직업학교

직업학교로서 1931년에 처음 설립된 경성직업학교는 기존의 학교들과

는 다르게 매우 시범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다. 보통학교 졸업자가 입학하

는 수업연한 2년의 본과 외에도, 수업연한 3월~1년인 전수과를 설치하

도록 한 것이다.117) 이러한 단기의 교육과정은 수시로 설치되는 ‘주문식 

교육’ 형태를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118) 예를 들어, 전기회사 직공에게 

직업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경우, 5인 이상으로 한 학급을 만들어 직업학

교에 신청하면 학교에서는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었다. 이처럼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직업학교의 설립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경제공황의 여파로 

인해 취직난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직업학교의 시도에 대해 언론

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종전과 같이 목공(木工), 철공(鐵工) 등의 전문적(專門的) 기술을 

가르치는 학과(學科) 이외에 따로이 특과(特科)를 설치하여 각 방

면의 요구를 따라서 전차운전수(電車運轉手), 백화점원(百貨店員), 

116) 이병례(2013), ｢일제하 전시 경성공립공업학교의 설립과 운영｣, 서울학연구 제50호, 서

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59~61쪽.

117) 朝鮮總督府官報, 1931년 4월 1일(부고 제206호).

118) 서울산업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편(2010), 서울산업대학교100년사(1),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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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급사(官廳給仕), 철도국원(鐵道國員) 등 온갖 종업원(從業員)을 

양성하여 직업학교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특색(特色)을 발휘하리

라.119)

실제 경성직업학교의 운영에서도 다양한 학과목의 설치와 폐지가 이어

졌다. 1931년 개교하면서 설치되었던 전수과의 전공과, 철도공부과, 상

업과는 6개월 만에 1회 졸업생을 내고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발과, 시계

과, 강습과 등이 신설되었다가 곧 폐지되었다. 그리고 1935년에는 본과 

과정으로 토목과를 신설하였고, 야간부에 기계과, 건축과, 토목과를 설치

하였다. 또 1939년에는 전수과로 기계과와 광산과를 신설하였다. 이처럼 

경성직업학교의 설립 초기는 설치 학과 및 교육과정에서 매우 유연한 형

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경성직업학교가 설립 이후로 세인의 관심을 끈 것은 높은 취업

률에 있었다.120) 설립되던 해인 1931년에 6개월 단기 과정인 전수과를 

졸업한 76명 가운데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전기회사, 철도국, 

청부업, 백화점 등에 취업하여 세인의 부러움을 샀다고 한다. 경성직업

학교의 높은 취직률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1937년의 경우, 기계과 

졸업생 35명 중 관청에 17명, 회사에 5명, 상점에 7명이 취직하였고, 상

급학교 진학이 8명, 연구생으로 진출한 사람이 3명이었다. 그리고 가구

과 졸업생 38명도 관청에 3명, 상점에 21명이 취직하였고, 상급학교 진

학 6명, 연구생 진출 8명이었다. 건축과를 졸업한 15명 중 2명은 관청

에 취직하였고 12명은 연구생으로 진급하였다. 

이처럼 경성직업학교는 학교기관에서 직업기술 교육을 실시하려 했던 

새로운 시도였다. 직업학교는 상급학교와 연결되는 을종 실업학교이면서

도, 단기의 유연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단기의 직업기술 교

육이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경성직업학교의 시도는 매우 성공적인 것으

119) ｢매일신보｣, 1931년 2월 26일.

120) 서울산업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편(2010), 같은 책,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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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연도
가구과

(목공목형과)
건축과 토목과 기계과 광산과

1934 13

1935 14 28 23

1936 15 20 17

1937 19 27 21

1938 17 24 17

1939 21 25 17

1940 21 19

1941 22 19 30 57

1942 15 18 37 56

1943 15 37 45

1944 17 41 24

1945 18 40 37

합계 207 180 95 185 219

- 학교60년사(1987년), 158쪽.

- 1924~1933년까지는 공업보습학교 및 공업실수학교로서 가구과만 설치됨.

<표Ⅳ-23> 부산직업학교의 설치학과 변화 및 졸업생수 

로 평가되었고, 이후에 전국적으로 직업학교 설립이 확산되어 매년 1개

교씩 증설되었다. 경성직업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개 각 지방에 

설립되어 있던 기존의 공업보습학교가 직업학교로 개편되는 방식이었다. 

지방에 처음 설립된 직업학교는 1933년의 부산직업학교였다. 1924년 

설립된 부산공업보습학교가 부산실수학교로 개편되었다가 직업학교로 전

환된 학교이다.121) 부산직업학교에 설치되었던 학과와 졸업생수는 <표

Ⅳ-23>과 같다. 부산보습학교와 부산실수학교를 거치는 9년 동안에 설

치된 학과는 가구과 단 하나뿐이었다. 직업학교로 개편되면서 수업연한

이 다른 다양한 학과가 설치되거나 폐지되는 등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

하였다. 1933년 설립 당시는 가구과와 건축과가 본과 3년제로 설치되었

고, 1934년에는 전수과로서 본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가 입학하는 1년제의 토목과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야간부에 단기과정

121) 국립부산개방대학(1987), 학교60년사,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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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산부와 속기부를 개설하였다. 1935년에는 야간부로 도공과를 개

설하였다. 1936년에는 토목과가 폐지되는 대신에, 본과 2년제로 기계과

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1940년에는 광산과가 1년제로 설치되었고, 이듬

해 학급이 증설되었으며, 1943년에는 가구과는 목공목형과로 개칭된다. 

이처럼 부산직업학교에 설치되었던 학과는 매우 복잡하였다.

부산직업학교를 필두로 전국에 증설되기 시작한 직업학교의 상황은 대

체로 비슷하였다. 대구직업학교는 1937년에 설립되었는데, 기존의 대구

공업보습학교를 확대 개편한 것이었다.122) 대구보습학교는 1925년 설립

된 이래로 12년 동안 오직 가구과 하나만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직업학교로 개편되면서, 3년제 본과인 토목과와 가구과를 설치하였고, 1

년제 예과인 목공전수과를 개설하였다. 1939년에 2년제인 기계과가 신

설되고, 1940년에는 1년제 광산과가 신설되었다. 대구직업학교 역시 설

치된 학과가 4개임에도, 수업연한은 각각 1년, 2년, 3년으로 모두 다양

한 것이었다. 1940년에 대구직업학교 토목과에 입학한 한 학생은 다음

과 같이 회고한다.

나는 前期에 慶北中學校에 應試했다가 보기 좋게 落榜되고 2차로 

應試한 것이다. 토목, 가구, 기계, 광산 4과 중에서 제1지원으로 土

木科를 택한 것인데, 부끄러운 일이긴 하나 토목이란 무엇을 하는 

분야인지, 무엇을 공부하는 學科인지 전연 몰랐던 것이다. 후기 지

망에는 별로 관심 없이 우연히 願書를 낸 것이다. 토목과 경쟁률 

13:1 좁은 문을 통과한 셈이다. (중략)

校長 선생님(日本人 遠藤耕)은 訓化에서 “우리 학교는 産業戰線에 

종사할 中堅 實務技術者를 교육 및 육성하는 곳이지 장차 大臣(長

官)이나 博士가 될 人才를 교육하는 곳은 아니다. 장래 위대한 인물

이 되고 싶은 사람은 우리 학교에 필요 없다. 신입생 중에 그러한 

학생이 있다면 학교 선택이 잘못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돌아가주기 

122) 대구공고총동문회(2005), 대구공고80년사, 136~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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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란다”라고 입학 당일부터 氣를 꺾는 것이었다. 어린 소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거늘···.123)

대개 직업학교 학생들은 입시에서 한 차례 이상 낙방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직업학교 역시 보통은 10배 전후의 경쟁을 뚫고 입학해

야 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큰 편이었다. 이들이 졸업할 무렵

에는 넘쳐나는 취업 요청으로 행복한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위 회고자

가 졸업할 당시에도 도청, 시청, 수리조합, 철도국, 광산, 멀리는 압록강 

수풍댐 건설 현장, 남만주 철도 건설 현장, 북한에 산재한 대규모 군수 

공장 등 전국에서 답지하는 취직 요청서 가운데 취직처를 고르느라 친구

들과 이야기꽃을 피웠다고 한다. 이와 동일한 시기인 1943년 대전직업

학교의 토목과를 졸업한 학생은 당시의 취업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

하고 있다.

졸업장을 안고 토목과 졸업생은 취업을 했다. 그 상황은 충청남도청 

4명, 대전철도국 1명, 조선흥업회사 2명, 동척회사 1명, 조선개발영

단 1명, 서울시청 1명, 중촌조 1명 등은 기억이 난다. 해방되고 세

월의 흐름에 따라 해방된 조국의 중견기술자로 성장하여, 충남도청 

기술직과장(치수, 도로, 농지개량 등 역임) 2명, 토목 등 구소장 1

명, 대전시청 기술국장 1명, 건설업 경영 3명, 중고등학교 교사 3

명, 국민학교장 1명, 수리조합연합회 현장 소장 1명, 충북일보 전무 

1명, 기타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종사하였으나 모두 퇴임하였

다.124)

이처럼 직업학교 학생들은 취직도 비교적 용이했고, 해방 후에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직업학교 

졸업생들의 진로 여건이 동일하게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학과에 따라 

123) 대구공고총동문회(2005), 같은 책, 157쪽.

124) 대전산업대학교칠십년사편찬위원회 편(1997), 대전산업대학교칠십년사,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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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기계과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인천직업학교를 졸업한 기계과 졸업생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모두가 希望하는 工場·會社에 형식적인 시험과 전형을 거쳐 卒業

과 동시에 就業이 되었다. 이 때 參垣校長은 第一回 卒業生의 責務

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入社後 3年안에 절대로 어떤 理由로도 自意

로 退職않겠다는 서약서를 학교에 제출하였다. 그렇지만 社會에 進

出하고 보니 工場을 잘못 선택한 여러 가지 事情으로 퇴직한 졸업

생들이 있었다. 필자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各 工場의 

案內書나 見學도 없이 學校에서 나누어준 會社名만 보고서 志願하

였기 때문이다.

不幸한 時代를 살아오고 解放과 이어서 6·25로 말미암아 第一回 

卒業生은 自身의 배운 길로 걸어온 사람은 극소수이고 大部分은 딴 

길을 걷게 되었다.125)

인천직업학교는 신설된 학교였던 만큼 비교적 교육과정과 실습시설이 

좋은 편이었다. 당시 기계과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었던 내용은 목공과 

선반 작업을 비롯하여, 전기 및 산소 용접 작업, 스프링 해머를 이용하

는 단조 작업, 용해로를 이용하는 주물 작업 등이었다. 당시로서는 상당

히 좋은 시설이었고, 그만큼 많은 노동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인근에 있

는 三菱電氣로부터 1차 가공품을 의뢰받아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126) 따라서 을종학교인 직업학교 졸업자들은 비록 갑종학교 대우

를 받지 못하더라도 학교졸업자로서 일반 견습공과는 다르게 취급을 받

고 있었다.  

125)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동창회(1990), 인천기계공고오십년사, 111쪽.

126)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동창회(1990), 같은 책, 9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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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천제 취업 과정

실업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은 개인들간의 선택과 경쟁으로 이루어진 것

만은 아니었다. 인력이 필요한 공영 및 민영기관은 각 학교에 적당한 학

생의 추천을 의뢰하였고, 학교에서는 그에 따라 학생들을 배정하여 취직

처를 정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학교의 담임교사나 학과장 

및 교장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학생들의 취직처 배정이 좌우될 수 있었

고, 처음부터 의뢰 기관이 채용 예정자의 민족을 구분하여 추천을 의뢰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서는 당시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조선식산은

행의 채용 관행을 통해서 실업학교 학생들이 경험했던 취업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조선식산은행은 각 지방에 설립되었던 6개 농공은행이 1918년에 강제 

통합되어 설립된 은행이다.127) 조선식산은행은 식민지 중앙은행이었던 

조선은행과 함께 산업 및 금융정책을 주도했던 특수은행의 성격을 갖는

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 변화와 경제 구조의 재편 방향에 발맞추어 조선 

경제의 자금운용을 담당했던 은행이며, 일본의 금융시장과 연결되어 조

선과 일본 사이의 자금유출입을 매개한 은행이었다. 특수은행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조선식산은행은 일반예금 업무를 겸업하면서 1920

년대 이후로는 시중의 보통은행과의 경쟁에서도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러한 조선식산은행은 당시 실업학교 학생들, 특히 상업학교 재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고의 취직처였다.

당시 學生들이 就業하는 데 있어서 羨望의 對象이 된 곳은 銀行이

었고 銀行 中에서도 殖産銀行의 入行이 가장 어려웠고 다음이 朝鮮

銀行 等의 順이었다.128)

127) 조선식산은행이 식민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관해서는 한국근대금융연구(정병욱, 역

사비평사, 2004) 참조.

128) 선린팔십년사편찬회(1978), 선린팔십년사, 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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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1928년 1930년 1932년 1934년 1936년 1938년

전체 

직원수
928 983 1,044 1,023 1,164 1,435 1,679

일본인
644 685 732 722 835 1,044 1,252

(69.4%) (69.7%) (70.1%) (70.6%) (71.7%) (72.8%) (74.6%)

조선인
284 298 312 301 329 391 427

(30.6%) (30.3%) (29.9%) (29.4%) (28.3%) (27.2%) (25.4%)

- ｢昭和14年度 採用決定書類｣(1939년도).

<표Ⅳ-24> 조선식산은행 직원수 및 민족별 구성 비율 추이

조선식산은행은 조선은행과 더불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직처였

다. 그러나 조선인 상업학교 학생이 조선식산은행의 행원이 되기는 매우 

어려웠다. 학업성적에서도 상위권에 들어야 했지만, 취업 과정에는 민족

적 차별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 민족별 비율 통제

 조선식산은행의 직원은 소수의 사무보조 직원인 고원을 포함하고 있

지만, 대부분 중등학교 이상 졸업자에 해당하는 남자 행원들이다. 1929

년의 조선저축은행의 분리, 1931년의 성업사 창립 등으로 다소의 인원 

유출이 있었지만, 조선식산은행의 직원수는 크게 증가하여 1938년 현재 

1천6백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행원의 학교 이력을 살펴보면, 1938

년 현재 상업학교나 농업학교 등 중등학교 이하 졸업자가 약 65%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5%는 전문학교 및 대학 졸업 이상의 학

력을 갖고 있다. 대체로 중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줄고 전문이상 졸업

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129) 

그런데 조선식산은행 직원의 민족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표Ⅳ

-24>와 같다. 1920년대 중반 69%였던 일본인 비중은 1930년대 후반

이 되면 75% 가까이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선인 비중

은 같은 기간 동안에 31%에서 25%로 감소한 결과가 되었다.

129) 朝鮮殖産銀行, ｢昭和14年度 用決定書類｣(193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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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연도
민족

학교 소재 지역

기타 합계중등학교 이하 전문학교 이상

일본지역 조선지역 일본지역 조선지역

1936

일본인 37 37 48 6 23 151 (80%)

조선인 27 4 6 37 (20%)

합계 37 64 52 12 23 188 (100%)

1937

일본인 18 40 49 10 25 142 (85%)

조선인 17 3 5 25 (15%)

합계 18 57 52 15 25 167 (100%)

1938

일본인 16 32 49 8 21 126 (78%)

조선인 20 8 7 35 (22%)

합계 16 52 57 15 21 161 (100%)

1939

일본인 41 50 18 5 18 132 (81%)

조선인 25 5 30 (19%)

합계 41 75 18 10 18 162 (100%)

- ｢昭和14年度 採用決定書類｣(1939년도).

- 기타는 고등여학교 졸업자 및 인사과 자유전형이 포함된다.

<표Ⅳ-25> 조선식산은행의 민족별 채용 예정 인원 배정 

조선식산은행의 직원 가운데 조선인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

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민족을 구분하여 채용자의 민족별 비율을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식

산은행은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분하여 

채용 예정자수 및 비율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고 있었다. 아래 <표Ⅳ

-25>는 1930년대 후반 조선식산은행의 정규 채용계획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Ⅳ-25>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식산은행은 1936년도부터 

1939년도 신규 채용 계획까지 조선인과 일본인의 채용 예정자수 비율을 

2:8정도로 미리 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조선식산은행의 행원 채용은 중

등 실업학교 졸업자와 고등교육 이수자로 구분하여 전형이 진행되었는

데, 두 경우 모두 조선에 설립된 학교만이 아니라 일본 본토에 소재한 

학교의 졸업자도 채용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즉, 일본에서 채용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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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유입시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 

먼저, 고등교육 이수자의 채용 계획을 살펴보면, 조선에 소재한 학교보

다는 일본에 소재한 학교에서의 채용 예정자수가 훨씬 많이 책정되어 있

다. 1936년도부터 1939년도까지 4년간 고등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 예정자 가운데 일본 소재 학교 졸업자의 비율은 77%에 이르고 있

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일본인이었다. 반면에 조선에 소재한 전문학교 

및 대학 졸업자의 채용 예정 인원은 조선인과 일본이 대체로 비슷한 비

율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그 인원은 매우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식산은행의 고등교육 이수자 채용 예정 인원 가운데 조선인으로 할

당된 비율은 4년 동안 불과 10%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중등학교 이하 채용 예정자는 대부분 상업학교 졸업생들이

며 소수의 농업학교 졸업자도 포함되어 있다. 1930년대 후반 4년 동안 

조선식산은행은 중등학교 졸업생의 채용 예정 인원 가운데 일본 소재 학

교 졸업생으로 31% 비중을 책정하고 있었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경우보

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고등교육과 달리 이미 조선에 상당한 수의 중등 

실업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

다. 물론 이들 일본 소재 중등학교 졸업자는 전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 소재 중등학교 졸업자로 할당된 채용 예정 인원 

가운데서도 일본인의 비중은 매우 높아 64%였고, 조선인의 비율은 36%

로 책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1930년대 후반 4년 동안 조선식산은행의 

중등학교 졸업자 채용 예정 인원 가운데 조선인에게 배정된 비율은 불과 

25%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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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채용 예정 인원 채용 결정 인원 채용 증감

일본 조선 계 일본 조선 계 일본 조선 계

선린 4 2 6 2 5 7 -2 3 1

경성 6 6 7 7 1 0 1

경기 4 2 6 4 4 -4 2 -2

동성 2 2 5 5 0 3 3

대동 2 2 0 2 2

인천 3 2 5 4 4 8 1 2 3

부산1 4 4 2 2 -2 0 -2

부산2 3 3 4 4 0 1 1

대구 3 2 5 1 5 6 -2 3 1

개성 2 1 3 2 4 6 0 3 3

진남포 2 1 3 1 2 3 -1 1 0

신의주 2 1 3 2 1 3 0 0 0

원산 2 1 3 3 1 4 1 0 1

목포 3 1 4 1 3 4 -2 2 0

강경 1 1 2 1 1 -1 0 -1

함흥 2 1 3 1 2 3 -1 1 0

평양 2 1 3 1 1 2 -1 0 -1

숭인 2 2 2 2 0 0 0

회령 1 1 2 2 2 -1 1 0

마산 1 1 2 2 2 -1 1 0

상업학교
전체

42 25 67 27 50 77 -15 25 10

(63%) (37%)   (35%) (65%)

대구 2 2 2 1 3 0 1 1

이리 2 2 2 1 3 0 1 1

경성 2 2 3 1 4 1 1 2

광주 1 1 1 1 0 0 0

안동   1 1 0 1 1

전주 1 1 2 2 1 0 1

농업학교
전체

8 0 8 10 4 14 2 4 6

(100%) (0%) (71%) (29%)

경성제대 1 1 2 1 1 2 0 0 0

경성고상 2 1 3 3 2 5 1 1 2

경성법전 1 1 2 1 2 3 0 1 1

연희전문 1 1 2 2 0 1 1

보성전문 1 1 4 4 0 3 3

수원고농 1 1 1 1 2 0 1 1

전문학교
이상

5 5 10 6 12 18 1 7 8

(50%) (50%) (33%) (67%)

고등여학교 12  12 16 16 4 0 4

전체
채용자

67 30 97 59 66 125 -8 36 28

(69%) (31%) (47%) (53%)

- ｢採用者名簿｣, ｢昭和14年度 採用決定書類｣(1939년도).

<표Ⅳ-26> 조선식산은행의 각 학교 채용 예정 인원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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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자 및 채용자 선정

조선식산은행은 신규 채용 예정 인원과 민족별 비율이 정해지면, 이를 

각 학교별로 배분하여 일괄적으로 통보하였다. 즉, 각 학교마다 배분된 

조선인 몇 명과 일본인 몇 명 등으로 미리 내정된 채용 예정 인원수를 

통보하여 적당한 희망자를 추천 의뢰받는 방식이었다. 조선에 설립되어 

있는 학교 외에도 일본에 소재한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9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고르게 배분하였고, 각 학교는 통보받은 채용 예정자수에 

맞추어 취업 희망자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있었다. 각 학교별로 배정된 

채용 예정 인원과 실제 채용 결과는 <표Ⅳ-26>과 같다. 1939년도 채용

에서 예정 인원보다 조선인의 실제 채용 결정자수가 증가한 이유는, 전

시 상황 하에서 일본 소재 중등학교 졸업자의 채용 인원수가 계획했던 

것보다 적었기 때문이었다.  

먼저, 조선식산은행이 선정한 졸업생 채용 대상 학교를 살펴보도록 하

자. 상업학교의 경우 채용 계획에서는 총 19개 학교였고 실제 졸업자가 

채용된 학교는 모두 20개 학교였다. 계획에 없었던 학교는 사립인 대동

상업학교로 1936년부터 5년제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한 학교였다. 이

들 채용 대상 학교를 보면 계획이 수립되었던 1938년 현재 조선에 설립

되어 있던 26개 상업학교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130) 다만 최근에 

인가되어 아직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는 강릉상업, 청주상업, 한성상업, 

청진상업 등 4개교와 경성여자상업, 이화여자실업 등 2개 여자실업학교

만이 제외되고 있다. 즉, 조선식산은행은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았

으며, 인가된 상업학교라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채용 인원을 배정하고 

있었다. 

한편, 조선식산은행은 토지 담보 평가나 농업 관련 대출 업무 등의 필

요에 의해 농업학교 졸업생들도 채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수가 적었

고 매우 제한된 학교만이 배정되고 있다. 1938년 당시 조선에 설립된 

130) 朝鮮諸學校一覽(193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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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송신 수신 주요 내용

7월 12일
안동농림 

교장

은행 

인사과장

취직 희망자가 있으므로 채용 수속 등 지시

를 부탁함.

7월 15일
은행 

인사과장

안동농림 

교장

채용 계획 아직 미정. 귀교 졸업생 채용할 필

요가 있으면 당사에서 추천 의뢰할 것임.

(8월 23일)
은행 

인사과장
각 학교장

각 학교에 채용 예정 인원 추천 의뢰함. 그러

나 안동농림은 예정자 없어 누락됨.

9월 5일
안동농림 

교장

은행 

인사과장
취직 희망자가 있다며 재차 취업을 부탁함.

9월 8일
은행 

인사과장

안동농림 

교장

7월 15일에 회답한 바 있고, 그 후에도 심의

한 결과 안동농림학교에는 채용 예정 인원이 

없음을 재통보함.

(미상) 안동농림학교 조선인 졸업생 1명 채용 결정.

- 자료: ｢各學校往復書類｣ 각 날짜 공문, ｢昭和14年度 採用決定書類｣(1938년).

<표Ⅳ-27> 안동농림학교와 조선식산은행간의 구직·채용 협의

36개 농업학교 가운데 조선식산은행이 졸업생의 채용을 계획했던 학교

는 경성, 이리, 대구, 광주, 전주 등 5개 학교였으며, 안동농림학교가 추

가되어 실제로 졸업생이 채용된 학교는 6개 학교였다. 그러나 새롭게 조

선식산은행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지난한 노력이 필요했다. 

<표Ⅳ-27>은 1939년부터 처음으로 조선식산은행 취업자를 내고 있는 

안동농림학교장의 집요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안동농림학교는 1933년에 설립된 5년제 갑종 농업학교였다. 1938년

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지만 조선식산은행에 취업한 학생은 없었다. 

그래서 안동농림학교는 제2회 졸업생을 조선식산은행에 취업시키기 위

해 은행측과 일찍부터 접촉을 시도한다. 조선식산은행의 각 학교 채용 

예정 인원은 8월에 결정되므로, 안동농림학교는 이에 앞선 7월 12일에 

인사과로 공문을 보내 졸업생의 취업을 부탁하고 있다. 은행측에서는 아

직 결정된 바 없으며 예정 인원이 결정되면 통보하겠다고 회답한다. 그

러나 8월 23일 각 학교에 채용 예정 인원이 통보되었으나 안동농림학교

에는 배정된 인원이 없어 채용을 의뢰하지 않았다. 이에 안동농림학교 

교장은 졸업자 취직을 부탁하는 공문을 재차 보내고, 은행측에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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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다. 이 후 조선식산은행이 어떤 이유로 태도가 변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종적으로 안동농림학교는 결국 1명의 졸업생

을 취직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적어도 안동농림학교 교장이 졸업생의 

취직 알선을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

다. 

그러나 안동농림학교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동일한 5년제 갑종학교이

면서도 안동농림학교보다 역사가 긴 영변농업학교(1929년 5년제 승격)

는 3명을 추천했다가 전형 절차를 밟지도 못한 채 거절당하였고, 진주농

업학교(1931년 5년제 승격)도 6명을 추천했지만 채용이 거부되었다.131) 

그 외에도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청주(1925년 5년제)와 의주(1925년 5

년제)의 농업학교에서도 학교장이 졸업생 채용을 부탁하지만 조선식산은

행은 이를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다. 

일단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채용 의뢰를 통보 받으면, 각 학교에서 추

천받은 학생들은 서류, 구술면접, 신체검사 등의 전형 절차를 거쳐 채용

여부가 결정되었다. 각 학교는 의뢰받은 인원보다 많은 수의 학생을 추

천하는 경우가 있어, 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이 모두 채용될 수 있었던 것

은 아니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추천한 학생들의 채용률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추천자 가운데 채용되는 비율을 보면, 상업학교 졸업생은 

90%가 채용되고 있으며, 농업학교 졸업생은 그보다는 약간 낮은 78%가 

채용되었다.132) 일본인 지원자가 채용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추천자 가운데 불채용자는 모두 조선인 학생들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또 어떤 학생들이 

조선식산은행에 취업할 수 있었는가? 아래 <표Ⅳ-28>은 최종적으로 채

용이 결정된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들의 백분비 석차를 비교한 것이다. 

상업학교 졸업자 전형에서 채용자의 최종 학년 석차는 조선인의 경우 평

균 14%, 일본인은 46%였다. 농업학교도 이와 비슷하여 조선인 채용자

131) ｢各學校往復書類｣, 1938년 9월 3일 등 해당 각 학교와 왕래한 공문.  

132) 學校卒業者採用銓衡書類｣(193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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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수

(비율)

채용자 졸업학년 

백분비 석차 평균

조선인 일본인 합계 조선인 일본인

상업학교 졸업
56

(68%)

26

(32%)

82
14% 46%

농업학교 졸업
21

(47%)

24

(53%)

45
18% 45%

- ｢學校卒業者採用銓衡書類｣(1942년, 농업학교분 및 상업학교분).

- 상업학교 졸업 채용자 중 조선인 5명, 일본인 4명은 석차 불명.

<표Ⅳ-28> 조선식산은행 중등학교 채용자의 졸업학년 석차

의 평균 석차는 18%, 일본인은 45%였다. 이처럼 조선식산은행에 채용

된 자들의 학업 성적을 비교한다면, 조선인의 학업 성적이 일본인보다는 

월등하게 앞서는 것이었다. 

이처럼 조선식산은행이 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면서 민족별 비율을 내정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대단히 차별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단순히 조선식산은행의 직원수 구성에서 민족별로 불평등한 비율을 낳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채용 예정 인원을 민족별로 구분하여 

각 학교마다 내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선인 학생들은 조선식산은행의 민

족 차별적인 채용 관행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학교 

동급생과 동일한 채용 절차에 지원했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함에도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절해야 하는 부당한 민족적 차별을 경험해야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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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식민지시기 형성된 우리나라의 중등 실업교육의 성격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중등 실업교육의 형성이란 중등단계 학교교육으로서 

실업교육의 이념, 제도, 사회적 인식 등이 형성되고 그 특질이 관행으로 

굳어져 역사적 실재로 결정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특질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서 출현하고 정착되어, 일정한 변화를 거치면

서도 장기간 유지되거나 혹은 사라지는 교육의 내용, 형식, 기능에 관한 

것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민지적 상황에서 도입되고 정착된 실업교

육의 이념은 무엇인지, 실업교육제도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업교

육에 대한 조선인의 기대와 열망은 무엇인지에 관한 탐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업교육 정책과 제도적 변

화, 보급 양상과 교육기회의 배분, 입학생 특성과 학교선택 동기, 교육과

정 편제와 학사 운영, 학교 생활과 저항, 졸업 후 진로 등 식민지 조선

에서 경험된 실업교육의 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식민당국의 중등교육방침은 언제나 실업교육 중심이었다. 그것은 조선

의 사회 현실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식민지 지배와 일본 국가자본주

의의 요구였다. 실업교육정책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자본의 필요에 따

른 것으로, 식민지 초기에는 농업 수탈과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업

교육,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에 필요한 사무 인력 양성을 위한 상업교

육, 전시체제기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공업교육 등이 시기별로 강조되었

다. 또한, 실업교육은 조선인의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확대 요구에 대응

하기 위해 고안된 사실상 중등단계의 종결교육이었다.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교육, 이론과 지식에 편중된 교육은 공리공론을 논하는 교육이

며, ‘근로 기피’와 ‘독서 교육의 폐해’를 낳는 교육인 것으로 비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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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식민당국은 직접적으로 실업에 종사하는 실업가를 양성하는 실제

적인 교육, 실용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처럼 실업교

육을 중시하는 교육론은 조선인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널리 확산되어 있

었다. 비록 식민지 관료들과는 의도가 달랐지만, 조선인 언론들 역시 산

업 발달이 미약한 조선의 현실에서 중등단계 실업교육을 강조하고 있었

다. 이들은 식민지 당국의 정책보다 앞서서 실업교육 강화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식민당국의 중등교육 보급은 제한적이며 억압적인 것이었다. 교육 기

회의 민족 차별적 성격으로 인해 조선인 학생들 사이에는 더욱 치열한 

실업학교 입학 경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중등교육 기회 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입학에 성공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혜

택을 기대할 수 있었다. 당시는 고등교육 졸업자는 극히 드물었으며 중

등학교 졸업자도 매우 희소한 존재였다. 중등학교 졸업 자격만으로도 조

선인 사회에서는 높은 사회적 위신과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

었다. 중등학교 졸업자들은 차별적인 식민지 교육제도의 수혜자들이었다

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교육의 의미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였고, 교

육의 효과 역시 개인적 포상으로 접근하였다. 식민지시기 주요한 농민 

수탈기관이었던 농회와 금융조합은 실업학교를 졸업한 조선인 학생들로 

채워졌지만, 이들의 회고에서 이에 대한 반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실업학교 학생들의 학교 선택 동기는 매우 현실적이었다. 취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 실업학교는 고등보통학교보다 더 많은 입학 지원

자들이 몰렸다. 그러나 동일한 종류의 실업학교라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선호도가 달랐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루면서 학생들 인식 

속에서 중등학교들에 대한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실업학교 

학생들의 학교 선택 배경은 일단 극단적인 입학 경쟁을 통과할 수 있는 

우수한 학업 성적에 있었다. 또한 실업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비싼 

입학금과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상당한 자산 능력이 요구되었다. 고등

보통학교는 졸업 후 전문학교나 대학 진학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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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실업학교보다는 보다 부유한 학생들이 선호하였다. 그리고 

식민지시기 후반에 이르면, 실업학교 취학에서 세대간 재생산이 진행되

고 있었다. 이는 학교교육 경험과 그 효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자신이 살았던 삶을 자식에게 추천할 정도

로, 적어도 농업학교나 상업학교 학생들은 졸업한 후의 직업활동, 생활

수준, 사회적 지위 등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누리고 있었다.

실업교육의 정책적 목표는 실업에 종사할 ‘독립 자영인’ 양성에 있었

다. 농업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직접 농업에 종사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상업학교 졸업생들은 소규모 상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실업학교의 

교육은 이러한 직무에 직접 필요한 실무적인 기능을 배양하는 데 집중되

었고, 교육과정은 실무를 익히기 위한 실습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교

육 실제화’ 정책이 도입되고 ‘근로주의’교육이 강화되면서, ‘교육은 생활

이고, 생활은 곧 근로’라는 ‘근로주의’ 교육론이 교육학 이론으로 포장되

었다. 농업학교에서의 ‘실습’은 ‘근로’와 동일시되었고, 나아가 ‘근로’는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여 국민으로서의 자격과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주

장되었다. 식민지시기 말기에는 실업학교 학생들의 근로동원조차 실습교

육의 명목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초국가주의적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

해 일본어, 수신, 공민과 교육이 강화되었다.  

실업학교 졸업생들의 대부분은 관공리나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봉급 

생활자’의 삶을 선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업학교에서 ‘독립 자영인’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과는 

거리가 있었다. 특히 농업학교에서 이러한 괴리는 더욱 심화되어 갔다. 

학생들은 기능 중심 교육, ‘근로주의’교육에 대해 ‘노동화된 실습’이라고 

주장하며 동맹휴학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 실업학교 학생들의 집

단적 저항은 민족적 혹은 사상적 동기에 의한 경우도 있었지만, 과도한 

실습 중심의 교육 개선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무 중심, 기능 중심 교육과정은 실업학교 학생

들이 졸업 후 배타적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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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학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공학하는 학교였다. 공학제는 소위 형

식적 ‘무차별원칙’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실업학교의 학사운영은 차별적 

요소가 강하게 내재된 것이었다. 특히 상업학교에서는 ‘무차별원칙’이라

는 이름하에 조선인과 일본인 입학생의 동수선발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가 많았다. 그러나 지원자 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채 민족별 입학자

수를 정해놓음으로써, 조선인 지원자들 사이의 입학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극심한 경쟁을 뚫고 입학에 성공하더라도, 조선인 학생

들은 일본인 학생에 비해 성적 산출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다. 더구나 

일본인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조선인 학생들은 일상적이며 직접

적인 차별을 경험해야 했다. 

실업학교에서 취업은 추천제로 진행되었다. 행정기관이나 일반기업들

이 학교마다 필요한 인력수를 배정하여 추천을 요청하면, 학교에서는 그

에 적합한 학생을 선택하여 취업을 의뢰하는 방식이었다. 당시에는 중등

교육 졸업자가 매우 적었고, 실업학교 졸업생들에게 배타적으로 보장된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인력 수요는 꾸준하였다. 실업학교에서는 엄격

한 학사 관리와 교육과정 운영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추천제 취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실업학교의 실무 중심 교육

과정에 있었다. 따라서 실업학교와 민간기업 및 공영기관은 상호 신뢰관

계를 유지하며, 구인 의뢰와 취업 추천이라는 유기적인 연계가 지속될 

수 있었다. 

이처럼 추천제로 취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업학교 졸업자들은 취업

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든 취업처가 동일한 조건일 리

는 없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선호하는 취업처들이 있었기 때문

에, 학생들 모두가 학교의 취직처 배정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었다. 담

당교유나 학교장과의 친소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상존하였고, 더구나 추

천제 취업 자체에 민족적 차별의 요소가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다. 

학교에 추천을 의뢰하는 기관에서 추천 대상의 민족을 구별하여 요청하

였기 때문이다. 조선식산은행의 경우는, 전체 직원수의 민족적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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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해 매우 고심하였고, 실업학교에 졸업생 추천을 요청할 때부

터 각 학교마다 민족별로 내정된 채용예정자 수를 배정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우리나라 중등 실

업교육의 특질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의 이념과 제도 및 사

회적 기대가 형성되어 관행으로 굳어지는 과정은 특정한 사회경제적 조

건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실업교육의 성격은 

식민지적 상황으로부터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중등 실업교육의 성격은 

고등보통학교 등 중등 일반교육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근대

적인 중등교육은 대학진학 교육과 직업준비 교육 등 가치를 정당화하는 

사상과 철학이 다른 두 종류의 교육이 동일한 학교단계에서 서로 경쟁하

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식민지에서 형

성되는 교육제도는 서구적 근대 모델의 이중적 변형 과정을 겪는다. 식

민당국이 일본의 제도를 조선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식민지적 변용이 일

어나며, 일본의 제도 역시 서구의 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일본

적 변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식민지 중등교육의 형성에는 식민

지 사회를 살아가는 조선인들이 품고 있던 실업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망

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식민지시기 실업교육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은 

중등교육제도에 대한 식민당국의 이중적 변형 과정을 분석하고, 실업교

육에 대한 조선인의 교육행위를 해석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시기 중등 실업교육은 근대적 중등교육제도의 모델을 발전시킨 

서구형과 달랐고, 또한 조선 사회에 이식된 일본형과도 다른 것이었다. 

서구의 중등교육은 계급적 성격이 강한 위계적인 복선형 체제였지만, 일

본의 중등교육은 업적주의에 기초한 복선형 체제를 특징으로 갖고 있었

다. 일본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중등 일반계 학교에 입학

하여 졸업 후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실업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 농·상·공업 등 실업에 종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복선형 중등교육제도가 갖는 특징은 업적주의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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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와 실업교육의 위계적인 사회적 기능 분화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식민지 상황의 조선의 중등교육에서는 일본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으

로 전개되었다. 식민당국의 억압적인 교육정책으로 인해 중등교육 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등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근대

적 산업부문으로의 진출과 계층적 사회이동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등학교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조선 사회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배경이 전제가 되어야 했다. 이들이 일단 진학을 결정한 뒤에는 중등학

교의 계열 구분보다는 입학 가능성 그 자체가 문제였다. 조선인 학생들

은 적극적인 동기로 일반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를 위계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실업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판 역시 일반계 학교에 비해 낮지 않

았으며, 조선인들의 실업교육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매우 높았다. 따라

서 식민지시기 중등교육에서는 일반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간의 위계적인 

사회적 분화가 지연된 채 병렬적인 복선구조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이처럼 식민지시기 형성된 조선의 중등교육체제는 서구적인 특징과 

일본적인 특징이 중첩되어 복합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중

등교육체제에서 형성된 실업교육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식민지시기 형성된 중등 실업교육의 이념은 강한 국가주의적 성

격을 갖는 것이었다. 실업교육의 목적은 천황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황민화 교육의 이념들로 정당화되었다. 또한 실업교육이 학교교육 안으

로 포섭되면서, 인적 자원과 노동자의 품성 계발에 대한 부르주아적 요

구는 곧바로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어 실업학교의 교육과정을 직접 규율

하게 되었다. 이렇게 식민지적 상황에서 형성된 실업교육의 국가주의적 

성격은 해방 이후에도 반성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사라진 

것은 ‘천황’과 ‘일본제국’ 뿐이었다. 실업학교 학생들은 ‘황민’ 대신에 ‘국

민’으로 호명되었고, ‘일본제국의 발전에 대한 봉사’ 대신에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의무’들이 훈육되었다. 중등 실업교육의 필요성은 여전히 ‘산업

의 역군’ 혹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주역’을 양성하는 요구로 정당화되었

던 것이다. 이처럼 강한 국가주의적 교육 이념에 기초한 하향식 실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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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책 속에서 ‘시민’과 ‘개인’이라는 개념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중등 실업교육은 분절적 종결교육이라

는 제도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학교교육으로 도입된 실업교육은 학제상 

중등단계에 위치하면서도 복선형 체제에서 상급학교와 연결이 느슨한 사

실상의 종결교육이었다. 즉, 실업학교는 중등단계 일반교육 요구에 대한 

억제와 그 대안으로 고안된 것이었다. 따라서 실업학교 학생들의 상급학

교 진학에 대한 지향은 시정되어야 할 병폐로 인식되었고, 졸업생들은 

곧바로 실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고 있었다. 실업학교의 교육은 직업 

세계에서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익히는 기능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제되

었고, 실무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실습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실업교

육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관행은 해방 이후에도 존속되었다. 후기 중등

교육인 고등학교 단계에서 분절적인 실업교육체제가 유지되었다. 그리고 

중등 직업교육 정책은 언제나 진학률 대비 취업률 제고 방안이 중심에 

놓였고, 대학입시 과열화 해소 방안과 연동되어 일반계 교육과의 비율 

조절 등에 관한 양적인 관심으로 접근되었다.

이처럼 국가주의적 성격이 강화된 분절적 종결교육으로서 중등 실업교

육이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식민지적 상황이라는 사회경제

적 조건이 있었다. 전제적 식민통치 하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일반계 중등학교는 물론이고 실

업계 중등교육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일단 입학에 성공하면, 이들은 소수의 선발된 집단으로서 추가적인 혜택

을 누릴 수 있었다. 당시 조선인 사회에서 실업학교 졸업자들은 안정적

인 생활수준이 보장되고 비교적 높은 사회적 위신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등 실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열망, 그리고 그 효과에 대

한 확신이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민지적 중등 실업교육은 식민당국의 전제적 통치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해방으로 통제가 사라진 후에는 그

동안 억압되었던 조선인의 진학 욕구가 분출되었고, 초등·중등교육의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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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에 이어 시차를 두고 고등교육 취학률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국가적 부는 중등단계 실업교육으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었고, 취학률 증가로 인하여 중등 실업교육을 통해서

는 대다수 졸업자들의 생활 안정도 보장할 수 없었다. 또한 식민지시기 

실업학교 졸업자들 역시 자신이 누렸던 높은 대우와 위신은 학교에서 배

운 지식이 아니라 희소한 학력 자격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

다. 이들은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학으로 재진학하여 자

신의 학력 자격을 높여야 했다. 그리고 중등학교 진학을 앞둔 사람들 역

시 중등 실업교육만으로는 사회이동에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목격하

기 시작했다. 이들은 가능한 한 혹은 무리를 해서라도 고등교육 이수의 

가능성을 좇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업교육 및 중등교육에 대한 이러한 인식상의 변화는 대체로 1960년

대를 경과하면서 뚜렷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

적 현상을 두고,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 ‘직업교육 기피 경향’ 등이 원인인 것으로 진단하는 일은 매우 신중

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시기 실업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몰려든 지원자가 

정원의 열 배가 넘는 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당시 교육당국은 물론

이고 조선인 민족주의 언론들조차 ‘인문숭상’, ‘근로기피’, ‘독서교육 폐

해’ 등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든 문제를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나태한 일이겠지만, 우리의 교육 역사

에서 개인들의 교육 행위는 매우 실제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점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업계 학교의 재학생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

하려는 실업교육 정책은 195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반복적

으로 시도되었지만, 결국은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다. 중등 직업교

육을 개혁하기 위해 “실업학교”라는 이름을 버리는 것은 ‘직업교육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

되어 온 실업학교 “정책”의 성격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결과일 때 보다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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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충실히 다루지 못한 문제를 확인하고 후속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실업교육의 성격을 밝히는 과제는 그것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구조 안

에서 실업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분석과 직업 세계의 변화, 그리고 이와 관련

한 학교교육의 기능에 관한 역동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업교육과 식민지 사회의 사회구조나 산업구조 및 

직업군 변화와의 관련성이 탐구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시기 실업학교 교육은 누가 향유하였는가를 밝히기 위

해서 재학생의 인구학적 특징을 분석하고, 학적부와 구술 자료 등을 활

용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보완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실업학교에 주목하여 연구하였고, 실업보습

학교는 필요한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쳤다. 그 이유는 실

업보습학교는 중등단계 학교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그 성격은 중

등교육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워 중등교육 분석에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

이었다. 더구나 식민지 후반으로 가면, 실업보습학교는 사회교육기관인 

졸업생지도, 농촌훈련소, 농촌청년단 등과 경계가 애매해지기도 한다. 그

러나 실업보습학교는 재학생 규모도 상당했고 농촌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만큼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만일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식민지시기 직업교육 전체를 시야에 둔다

면, 학교기관 외의 직업교육에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학교로서 

존재했던 경성전기학교나 소화공과학교를 비롯하여, 보육학교, 자동차학

교, 미용학교, 이발학교, 여자기예학교, 철도학교 등 여러 종류의 직업교

육기관이 있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공장에서 숙련공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됐던 여러 형태의 양성소도 있었다. 이들 교육기관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와 함께, 왜 이들은 학교교육 안으로 포섭되지 못했는지에 관해서도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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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전국적 규모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

러나 지역 단위 혹은 기관 단위에서 실업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교육 외에도 지역

내 농사 개량과 농민 지도사업도 주요한 학교의 역할 중 하나였고, 졸업

생들 역시 주로 지역의 행정기관, 관영단체, 농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더

구나 지역민들은 경쟁적으로 기성회를 조직하고 모금운동을 벌여 실업교

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히 지역내 미취학 아동들의 중등

교육기회 확보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지역 사례에서 학교기관

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회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로서 졸업생들의 사회이동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민간 혹은 공영 기관의 인사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조선식산은행 인사과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동

안 막연히 추측에만 머물렀던 취업과정상의 민족별 차별 관행을 구체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 보다 많은 일반기업과 행정기관의 인사 자

료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식민지시기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물론 학적부 자료와 더불어 인사 자료는 적지 않은 개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도 자료 활용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윤리를 준수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식민지시기의 인사 자료는 ‘공

공의 역사적 사료’라는 민간기업과 행정기관의 전향적 인식 전환과 연구

자들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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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orean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n the Colonial Era 1910-1945

Ahn, Hong-Seon

Major Advisor : Woo, Yong-Je(Ph.D)

The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modern education of the 

Korean Empire ran aground. Under the lead of bureaucrats of 

Japanese imperialism, a colonial educ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hey transplanted Japanese dual system into Korea and created a 

colonial secondary vocational school system.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Korean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formed in the colonial period 1910-1945. If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policies of colonial 

authorities had the purpose to suppress demands on secondary 

general education. As elementary education expanded, desire for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was very high. But, the Japanese 

Empire was very passive in the expansion of secondary general 

education where higher education can be prepared. Secondary 

education policies centered on vocational education was 

implemented. Since growth of secondary education was much 

weaker compared with dissemination of elementary education, 

desire of Koreans graduated from elementary schools was very 

high in entering vocational schools as well as general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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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s. Moreover, education chances of Koreans were so limited 

compared with Japanese residing in Korea. Especially, vocational 

schools were operated in a system that Koreans and Japanese 

enter schools together. Due to allocation of fixed numbers of 

students by ethnic group, the admission competition of vocational 

schools among Korean students was forced to be fiercer. 

Second, vocational education conducted by colonial authorities 

reflected needs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capital, so it was 

irrelevant to demands of Koreans. Vocational schools had their 

purpose to cultivate farmers and merchants engaged in business 

directly after graduation. Curriculum of vocational education was 

focused on handing in working-level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for the jobs. Practical training was of greater 

importance than liberal education. Attitude toward work and 

discipline for fostering morality were central. However, Korean 

students did not choose vocational schools to be farmers or 

merchants. Generally, they had a strong tendency to be employed 

as administrations of government offices or office workers at 

companies, banks, and so on. So, there were lots of cases that 

education contents of vocational schools did not coincide with 

realistic education desire of students. Also, colonial education had 

strong character of annihilating a nationality like oppressing 

Korean language and history education. As a subjugated people, 

mental education like obeying the Japanese Empire and pressuring 

devotion to it became routine. Furthermore, because vocational 

schools educated Koreans and Japanese together, Korean students 

could not avoid experiencing racially discriminatory practices in 

daily life. Because of the curriculum of vocational schoo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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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ially discriminatory school operation, Korean students 

boycotted classes and took actions to resist against the colonial 

education and rule.

Third, Korean students who reaped benefits of vocational 

education were the chosen. While competition for the entrance 

was intense, ranking perceptions toward secondary schools were 

being progressed. In ranking perception toward secondary schools, 

preference of students was changing according to historical and 

social recognition rather than hierarchical division of general and 

vocational schools. Background of school selection of students 

was in excellent scholastic performances which can pass extreme 

entrance competition first of all. Plus, to enter vocational schools, 

considerable economic power to pay for expensive admission and 

tuition fees was required. In these conditions, people who 

succeeded in going to vocational schools could receive vocational 

qualification related with their majors and be given a guarantee of 

employment into exclusive types of occupation in relevant fields. 

The only way to enter a stable occupational cluster of modern 

sectors in colonial society at that time was social mobility 

guaranteed by school credentials. A small number of Korean 

students who succeeded in the entrance competition could enjoy 

exclusive benefits in Korean society at that time owing to relative 

scarcity. Therefore, students of secondary vocational schools 

could enjoy competent results in job activities, living standards, 

and social status, and so forth. 

Taken together, peculiar properties of Korean vocational 

education formed in the colonial period can be found out. They 

were different from European types. Moreover, the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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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imilar to types of Japan. European dual education systems 

were strong in hierarchical character;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Japanese education system maintained 

East Asian traditional feature. Selection of freshmen was realized 

in a competitive test way measuring intellectual ability of 

students. Generally, students in high study achievement could 

complete higher education from entering general secondary 

schools. The other students engaged in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That is to say, the character of Japanese dual 

ladder secondary educational system is social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 based on 

performance principle, a meritocracy. Though this kind of 

Japanese model was transplanted, Korean secondary education 

was developed in an aspect different from this. In the colonial 

secondary education conditions, social status of vocational schools 

was not low compared with general schools. In other words, 

Korean secondary education in the colonial era can be said that a 

parallel double-track structure was maintained with delaying 

hierarchical segmentation between general and vocational schools.

  Key words: vocational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colonial 

education, Korean education, student resistance, dual 

system, agricultural schools, commercial schools, 

technical schools, occupation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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