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49 -

1920년  부 학교평의회의 구성과 

학교비(學校費) 논란 *
 경성부 학교평의회의 사례를 심으로 

1)

최 병 택 **

 1. 머리말

 2. 경성부 학교평의회의 출범

 3. 경성부 학교평의회 활동의 개

   1) 보통학교 증설 요구의 확산과 학교비 부과 의 증액

   2) 국고 보조  증액 요구의 두

 4. 부 학교평의회 선거의 폐지와 그 활동의 축

 5. 맺음말

1. 머리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제는 1920년 에 ‘문화 정치’를 표방하고 ‘3면 1교’ 혹

은 ‘1면 1교’로 알려진 보통학교의 증설 정책을 추진했다.  그와 함께 학교비 

운 에 한 자문기 인 학교평의회를 설치하여 제한 이나마 조선인에게 교육 

참여의 길을 허용했다. 이와 같은 일제 교육 정책의 환 과정은 그동안 여러 

연구 성과에서 조 씩 언 되었기 때문에 비교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학교

비와 학교평의회와 어떤 구조 하에서 운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잘 밝 져 있지 

않다. 최근 학교비 재정 운 의 성격에 한 연구가 조 씩 이루어지면서 조선

*  이 논문은 2016년 공주교육 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공주교육 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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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가 지향했던 교육 정책의 방향이 약간이나마 밝 지고 있다. 특히 일제 

하 공립보통학교 부분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동 기  혹은 기부 으로 만들

어졌다는 사실,
1)

1)학교비에 한 국고 보조 규모가 어 지역간 교육 격차가 컸

다는 
2)

2)등이 으로 조명되고 있다. 

사실 조선총독부의 교육 정책의 지니는 속성에 한 심은 오래된 편이다. 

이에 한 선행 연구들의 분석은 일제가 학교비를 조선인이 부담하도록 가했

다는 데에 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3)

3)보통학교 정책에 한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분석 결과를 체로 받아들이면서 실증  차원에서 학교

비 재정에 한 이해의 폭을 넓 가고 있다 하겠다. 필자 역시 그러한 성과에 

정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학교평의회 활동에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학교평의회는 1920년 7월에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조선학교비령’에 따라 각 

부․군에 설치된 자문 기구 다. 그런데 부 학교평의회와 군 학교평의회의 구성 

방식은 조  달랐다. 군 학교평의회는 내 조선인 면 의회원이 선거한 후보자

를 군수가 임명하는 식이었던 반면 부 학교평의회는 학교비부과  연액 5원 이

상을 납부하는 독립 생계의 남성을 유권자로 한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4)

4)이 

학교평의회는 조선총독부가 부․면 의회 제도와 함께 ‘문화 정치’의 표 인 

‘성과’ 라고 자화자찬했던 조치 다. 따라서 그 구성과 운 상 특징에 한 분석

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평의회 자체에 한 연구가 거의 이루

어지지 못했다. 

돌아보면 학교평의회에 한 연구는 1920년  지방제도에 한 분석 과정에서 

일부 거론되는 데에 그치는 편이었다. 이 분야에 한 선구  업 에 해당하는 

1) 박진동, 1998 ｢일제강 하(1920년 ) 조선인의 보통교육 요구와 학교 설립｣ 역사교육 
68; 최병택, 2013 ｢일제하 학교비 재정 운 의 성격｣ 역사와 실 90.

2) 윤 상, 2015 ｢일제시기 공립보통학교 재정 운 : 학교비 특별부과 을 심으로｣,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3) 박노보, 1993 ｢일본 통치 시 의 ‘조선학교비’에 한 고찰: 행재정 분석｣ 일본학연보 
5; 김경자․이경진, 2004 ｢일제강 기 등교육의 공  성격에 한 비  고찰｣ 교육

과학연구 35-1.
4) 朝鮮總督府官報 1920.7.31 ｢朝鮮學校費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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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경성부의 교육 행정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식민지형 근  교육이 민족 

차별 구조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을 지 한 바 있다.
5)

5)이러한 지 은 이 분야 

연구의 출발 이 될 만하다고 하겠지만, 학교평의회 자체를 분석 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6)6)

이러한 실에 유의하여 필자는 선행 연구가 견지한 시각을 수용하면서 1920

년  경성부 학교평의회의 구성과 그를 심으로 개된 학교비 논란을 분석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경성부를 분석 상으로 삼은 것은 학교평의회 선거 결

과  평의회에서 오고 간 논의를 담은 자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문, 잡지 자료에는 학교평의회 선거 입후보자 성명, 

각 회기별 집  논의 사안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해당 자료들

을 활용하여 필요한 논의를 개할 것이다.

본문에서 언 하는 바와 같이 일제는 교육에 한 공공 투자를 제한하고 학교 

설립  운 에 한 비용을 조선인 주민들이 자체 부담하도록 하는 ‘교육 수익

자 부담 원칙’을 일 되게 고수하 다. 일부 자료에는 조선인들이 학교평의회를 

이용해 그와 같은 일제 교육 정책에 한 비  의견을 제시하고 국고 보조 증

액 등을 요구하 던 것으로 나타난다. 필자는 학교평의회가 과연 일제 교육 정

5) 김정인, 1998 ｢일제 강 기 경성부의 교육행정과 교육실태｣ 서울학연구 10.
6) 이후에 이루어진 ‘문화 정치’ 시기 지방제도에 한 연구에서도 학교평의회는 잘 다루어지

지 못한 편이었다. 하지만 일부 연구가 당시의 부･면 의회와 학교평의회에 한 기본

이면서도 유효한 분석 시각을 제시해 주목되는 바가 없지 않다. 그  하나인 허 란의 연

구는 당시의 의회들이 “식민당국의 통치권력과 지역사회의 자율성이 교차하는 장소”로 

기능했다고 언 하면서 사안에 따라 식민권력과 일본인 엘리트, 조선인 엘리트 사이의 논

의 구도가 다각도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공공  담론과 지역정치와 련해 지역주민에

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 다고 평가한 바 있다(허 란, 2014 ｢일제시기 읍․면 의회

와 지역정치: 1931년 읍․면제 실시를 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1). 이 연구는 학교평

의회 자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평의회의 성격과 역할에 한 기본 인 분석 시각

을 일정 부분 제시할 수 있다는 에서 여겨 볼 만하다. 김동명 역시 일제가 부 의회, 

도평의회 등을 통해 소수 조선인의 지방정치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안정된 지배를 도모했다

고 평하면서 해당 기구들에 해 이해하기 해서는 조선인의 ‘지방 정치’ 참여를 일제 권

력과 지역 주민과의 상호작용에 을 맞춰 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동명, 2015 ｢일

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지방정치참여: 부( 의)회․도(평의)회 선거 결과를 심으로｣ 한
일 계사연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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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근본 으로 비 할 수 있는 치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흥미

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경성부 학교평의회 구성원은 구 는가, 그

리고 그들이 일제가 내세운 교육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떤 방식으로 응했는

가 등을 심으로 학교평의회 활동을 평가하고자 한다. 

한편 일제는 1930년 에 부 학교평의회를 부회 산하의 교육부회로 통합하

다. 이하에서는 그와 같은 에 유의하여 1920년  학교평의회 활동에 국한하여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학교평의회와 1930년 의 교육부회 활동에 해서는 다

각도의 면 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해당 분야에 한 연구 성과가 충분히 쌓

이지 않은 만큼 학교평의회 구성과 활동에 한 기본 인 사항의 윤곽을 확인하

는 것에 집 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경성부의 사례를 심으로 학교평의회의 

출범 과정, 논의된 사안 등에 치우쳐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2. 경성부 학교평의회의 출범

1920년 7월에 조선총독부는 ‘조선학교비령’을 공포해 각 부․군․도(島)에 ‘학

교비(學校費)’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그 운 에 한 자문 기 으로 학교평의

회를 두겠다고 선언했다. ‘조선학교비령’을 공포하기 이었던 1912년에 조선총

독부는 보통학교 운 과 련된 비용의 조달에 해 규정한 ‘공립보통학교비용

령’을 공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립보통학교의 설립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 설립 구역 내의 조선인에게 부담시키는 원칙을 견지했다.
7)

7)보통학교 운

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군․도(島)가 자체 으

로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립보통학교 운 과 련된 제반 사항은 

부윤이나 군수가 담당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런데 1920년 에 어들어 이른바 

‘문화정치’를 실시한다면서 이 에는 존재하지 않던 학교평의회를 두어 부윤이나 

군수가 작성한 산에 한 자문을 하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7)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11.10.18 ｢공립보통학교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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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평의회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용 부담과 련된 기존의 방침은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사실 ‘문화정치’ 하의 ‘조선학교비령’과 이 의 ‘공립보통학

교비용령’은 그 방향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제는 ‘문화정치’ 시기에도 교

육 수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은 채 지역 단  학교 

운 에 소요되는 비용의 다수를 바로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1910년 에는 ‘임시은사 ’ 이자, 향교재산 수입 등이 학교비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1920년 에 비해 학교비부과 의 비 은 높지 

않았다.
8)

8)그런데 1920년 에는 상황이 바 어 학교비부과 으로 발생한 세입이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1920년  학교비부과 의 규모는 <그림 1>

에 나타난 것처럼 에 띄게 증했는데, 이런 변화는 보통학교 입학 열기가 확

산된 데에 비롯된 것이다.

학교 설립 구역 내 조선인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부과 에는 호세․가옥세에 

부가되는 호세․가옥세부가 , 지세 징수 시에 부가된 지세부가 이 있었다.
9)

9) 

학교비는 이 부가  외에 수업료와 국고  지방비 보조 을 수입원으로 하는데 

국고 보조 이  조선 학교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 은 1%도 되지 않기 때문

에 큰 의미가 없었다.
10)10) 

 8) 1918년의 경우를 로 들면 당해년도 조선 공립보통학교 세입 총액은 1,835,676원이었

는데 그 에 부과 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195,326원에 지나지 않았다. 세입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한 것은 임시은사  이자 수익의 일부를 학교비로 이월한 지방비보조 으

로서 그 총액은 1,046,720원에 달했다. 朝鮮總督府, 1918 朝鮮總督府統計年報 참조. 임

시은사  사업의 모에 해서는 배민재, 2009 ｢1910년  조선총독부임시은사  사업의 

운  방향과 그 실제｣ 한국사론 55 참조.

 9) 호세․가옥세 부가 은 각각 본세의 1/10, 1/100(평안도  함경도의 경우 2/100)이었다. 

지세부가 은 원래 지세의 1/100이었다가 1918년 보통학교 증설 방침의 수립과 함께 

30/100으로 늘어났다.  

10) 1925년도의 경우를 로 들자면 당해년도  조선 학교비 세입 총액은 13,314,099圓이었

던 데에 비해  부․군․도 학교비에 주어진 국고보조  총액은 106,060圓으로서 체 

세입액에서 차지하는 비 이 0.7%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해서는 朝鮮總督府統計年

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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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분의 지방비부과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그림 1> 1916~1925년  조선 학교비 부과   수업료 징수액의 변동 추이

학교비 부과 은 1920년 일제가 조선인들의 학교 증설 요구에 응하여 보통

학교를 늘리면서 증했다. 1912년 무렵  조선 공립보통학교비 세입 총 산은 

약 912,000원이었는데 그  부과  세입은 13,000여 원에 불과했었다. 양자의 

차액은 주로 향교재산이나 임시은사  이자로 충당되었다. 그런데 1920년에는 

세입 산 총액이 1912년보다 9배 정도 늘어났고, 부과  세입은 4,377,000여 원

으로 증가했다. 일제는 보통학교비가 늘어나자 부과  제한율을 더 높여나갔다. 

1920년 에는 이른바 3면1교제에 따른 학교비 세출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 돈의 

부분은 바로 학교비 부과 으로 충당했다. 이런 사정이었기 때문에 당국자도 

“직  지방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극 인 시설들은 거의 모두 

지방 재정에 기 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하여 학교 시설에 들이는 비용이 부과

으로 조달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11)11)

사실 일제는 1910년  부터 보통학교를 되도록 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증가

를 억제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었다. 실제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세키야 데

이자부로(關屋貞三郞)는 1912년에 “입학의 권유나 학 의 설비 같은 것은 지방

의 실상에 비추어 완 을 조 해야 하며, 민도(民度)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학교 

11) 富永文一, 1924 ｢地方財政膨脹の原因を究むる要あり｣ 朝鮮地方行政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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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늘리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면서 보통학교 증설을 극도로 제한하겠다고 

말한 이 있다.
12)

12)그런데 1910년  말부터 보통학교 입학 열기가 국 으로 

확산되었고 경성부에서도 입학 지원자가 입학 정원을 과하는 상이 나타나 

사회  주목을 끌었다. 실제로 1918년 경성부내 보통학교 입학 정원이 1,088명으

로 책정된 가운데 지원자가 1,953명에 이르러 상당수 아동이 입학에 실패한 바 

있다. 이러한 사태는 사회  이슈로 떠올라 한동안 경성부 주민의 심거리로 

회자되었다.
13)13) 

입학난 문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20년 에 무나 심각한 사안이 되어 있

었다.
14)

14) 국 으로 ‘보통학교가 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 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선총독부도 그와 같은 목소리를 수용하겠다면서 1922년까지 공립보통

학교 400개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 다.
15)

15)하지만 학교 증설 방침만 밝

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

할 것인가 하는 사안을 둘러싸고 일제와 조선인의 시각이 무 달랐다.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과 같이 완 한 (학교) 설비를 하려고 심(焦心)”하는 

분 기 속에서 의무교육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었다.
16)

16)이에 해 1910년 말 조

선총독부 학무국장 자리에 있던 시바다 센자부로(柴田善三郞)는 의무교육 실시 

요구를 거부하면서 “교육은 자기를 한 일이며, 따라서 이에 요하는 경비는 

으로 자신들의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

로 부과 에 의하여 지방에서 교육상의 시설을 경리할 필요가 생기고 있으며 

( 략) 학교의 경 은 자신이 하는 일로서 그에 요하는 비용도 당연히 자신이 

부담한다는 생각이 리 퍼져야 한다”면서 그 비용 조달 문제에 있어 교육 수익

자 자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17)

17)이 원칙은 일제가 학교 정책의 핵심으로 꼽은 것

12) 關屋貞三郞(조선총독부 학무국장), 1912 ｢朝鮮敎育に就て｣ 公立普通學校長講習 講演集.
13) 京城府, 1941 京城府史 3, 744면.

14) 오성철, 2000 식민지 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67-84면.

15) 柴田善三郞(조선총독부 학무국장), 1921 ｢地方制度の改正と敎育施設について｣ 朝鮮 80. 
16) 朝鮮總督府官報 1913.6.4 ｢公立普通學校 敎員講習  朝鮮總督 訓示｣.

17) 柴田善三郞, 앞의 . 의무교육 실시 주장은 이미 1900년 에 왕성하게 제기된 바 있다. 

1906년 10월에 한자강회는 ‘의무교육실시 건의안’을 작성하여 1)구립 소학교 설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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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조선인들이 의무교육의 실시를 요구할 때마다 당국자들이 되풀이한 식

민 교육정책의 강이었다.
18)18)

일제는 1920년 에 학교비부과  증액을 통해 학교비 재정 규모를 늘려나가면

서 그에 응해 조선인들에게 학교 운 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했다. 식민 교육 정책의 논리 로 수익자가 학교비를 부담한다면 주민들

이 학교비의 사용에 해 최소한 자문 의견이라도 제시할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평의회는 부(府)의 경우, 학교부과  연액 5원 이상을 납부하는 남성을 

유권자로 하는 학교평의회원 선거를 통해 구성하게 되어 있었으며, 그 정원은 6

인 이상 20인 미만의 범 에서 정해졌다. 부와 달리 군과 도(島)의 경우에는 군

수 혹은 도사가 해당 내 조선인 면 의회원이 선거한 후보자 에서 학교평의

회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19)19) 

학교평의회의 설치는 조선총독부가 부․면 의회 제도와 함께 ‘문화 정치’의 

표 인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던 조치 다. 특히 부 학교평의회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다는 에서 특징 인 측면이 있었는데, 일제는 이를 조선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하여 내린 ‘용단’이라고 선 하기까지 했다. 학교평의회 제도의 출

범을 앞두고 그 ‘의의’에 해 당국자는 다음과 같이 언 했다. 

 총독 취임의 (初)에 세운(世運)의 추이에 비추어 (大)히 제정(諸政)에 쇄

신을 가하고자 종래 앙집권  시설 방침을 고치고 지방 분권의 실 에 노력하여 

( 략) 신(新)히 각 부․군․도에 학교비를 치(置)하고 차(此)에 학교평의원을 설치

하며 각 도지방비에 도평의회를 설(設)하여 재무 기타 요한 사항에 하여 자문에 

응하게 함이라.  부의 학교평의회원은 그 부내(府內) 조선인으로써 선거  되었는

년간의 의무교육을 주장하 다(윤효정, 1906 ｢義務敎育實施議案｣ 大韓自强 月報 3). 
이에 뒤이어 서우학회 등이 의무교육 실시를 주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소학교 설치 운

동을 벌이기도 했다(변승웅, 1992 ｢韓末 私立學校 設立動向과 愛國啓蒙運動｣ 國史館論

叢 18).
18) 매일신보 1921.3.16 ｢地方民 向學心 勃 , 普校設置는 其自發에 待함: 京畿道 延原 學

務課長談｣.

19) 朝鮮總督府官報 1920.7.31 ｢朝鮮學校費令｣. 일제는 군․도의 경우 군수  도사가 지명

하는 인사로 학교평의회를 구성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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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 략) 회 개정의 요지는 민의를 창달하여 민정에 응할 정치를 행하고 서민

의 행복을 증진  함을 기(期)함에 불외(不外)할 자( )인즉 일반 지방 인사를 그 

취지를 양해하고 공론(空論)을 농( )하여 공무의 진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

여 (하략)20)20)

요컨  사이토 신임 총독이 “민정에 응할 정치”를 행하고자 학교평의회를 

설치하려 할 것인즉 그 취지를 이해하고 함부로 공론(空論)을 유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제는 이처럼 학교평의회 설치에 한 조치가 조선인들의 복지 증진을 해 

취해진 것이라 선 하고 그에 한 비 을 경계했지만, 정작 조선인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못해 냉소 인 편이었다. 동아일보는 이에 한 조선인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했다.

평의회원의 선임 방법을 (觀)하건  부(府)에서는 평의원을 선거하니 연령 25

세 이상 되는 남자, 독립의 생계를 경 하고 1년 이래 그 부의 주민이 되어 학교부

과  연액 5원 이상을 납부하는 선거인이 이를 선거하고 군․도에서는 군수나 도사

가 이를 임명하니 해당 내 조선인 면 의회원이 선거한 후보자 에 이를 임명하

는도다. 학교평의회는 그 성질이 자문기 에 불과하는지라 하등 결정권이 없으니 그 

조직에 재(在)하여 혹은 그 선임 방법에 하여 철 히 민주 으로 함이 방해가 무

(無)할 뿐 아니라 오히려 민 의 의사를 창달하며 다수의 동으로 인하여 효과를 

거둘 것이어늘 그 조직을 견(見)하건  혹은 임명 혹은 선거로 통일이 무(無)하여 

임명에도 면 의회원의 선출한 후보자 으로 임명하는 등 2  3 의 수속을 취하니 

어  직  간명한 민 을 신뢰하는 태도라 하리오.21)21)

학교평의회의 구성  역할 자체가  민주 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수 조

선인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 학교평의회의 경우 학교비부과  5

원 이상을 납부한 25세 이상 남자만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 유권자의 범주나 

제한되어 있는 데에다가, 의결 기능은  없고 오직 자문 기능만 있기 때문에 

민 의 의사를 표할 수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20) 동아일보 1920.7.30 ｢新地方制에 하야｣.

21) 동아일보 1920.7.31 ｢학교평의회 당국의 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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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에 이어 조선인 언론들은 다음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조치가 실은 학교 설치와 운 에 한 비용을 민간에서 “착출”하기 한 기

만책’에 불과하다면서 비 하고 나섰다.

학교평의회를 설하여 교육비를 징수함에 자문한다 하니 목하 조선에 재하여 교육

이 문제이라 그 재원을 구하야 교육의 방침을 정하여 확장을 가하지 아니하면 

도 히 조선인이 생활을 개 하고 신문화를 수립하지 못할지니 고로 오인은 조선 교

육 문제에 하여 지재지삼 론하고 그 재원을 유재산처분과 학주의를 철폐하고 

민간에 임하여 각 군면 단체가 경비 부담을 자진하라고 하 다. 그러나 평의회라 하

는 기괴한 기 을 설치하여 한갓 민간에서 그 비용만 착출하라 하는도다.22)22)

요컨  보통학교의 운 에 한 일체의 권한을 민간에 넘기라는 것이 조선인 

측의 여론이었는데, 일제가 의결 기능을  가지지 못한 학교평의회라는 “기

괴한 기 ”을 설치하고 1920년   증하던 학교 설립  운 에 한 제반 비

용을 조선인에게 일방 으로 떠넘기기에 하다는 것이다. 조선인들에게 학교 

운 에 한 권리는 주지 않으면서 돈만 거두어 간다는 것이 비 의 요지이다. 

이러한 분 기 기 때문에 경성을 비롯한 부의 학교평의회 선거에 한 일반

의 시각은 그다지 정 이지 못했다. 평의회원이 되겠다고 입후보하려는 사람

도, 투표장에 나가겠다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것이다. 당황한 조선총독부는 1921

년 에 실시될 제1기 경성부 학교평의회 선거에 비하여 정동(町洞) 총 (總

代)를 으로 동원하 다. 정동 총 들이 부내 유명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출마를 권하라는 것이었다.
23)

23)일제는 심지어 정동총 연합회로 하여  학교평의

원 후보자 20명을 알아서 선정하도록 하고, 그들을 상으로 출마를 강제로 ‘권

유’하라고 지시하 다. 

이러한 시도 속에서 평의원 후보로 선정된 일부 인사는 공개 으로 출마를 거

부했다. 정동총 들은 그 체자를 찾느라 한동안 소란을 피워야 했다. 친일 행

각으로 악명이 높았던 한성은행 무취체역 한상룡마  은행 사무로 바쁘다면서 

22) 동아일보 1920.8.15 ｢一年間齋藤總督의 政治-續｣.

23) 매일신보 1920.12.15 ｢學評議勸誘와 總代 奔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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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코 평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를 고사하는 형편이었으니 학교평의회를 두겠다

는 일제 정책에 한 평가가 얼마나 나빴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우여곡  끝에 경성부는 1920년 12월 20일에 제1회 경성부 학교평의회원 선거

를 실시했던 바, 매일신보는 선거 당일의 분 기에 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

다.

재작 20일에 거행한 학교평의원 선거는 오후 5시에 투표를 종료하고 부윤 이하 

기타 계원과 한상룡 원덕상 양씨의 입회 하에 개표를 시작하여 ( 략) 투표수는 총

계 127표 내에 당선자 득표 합계가 116 차 득표가 11이더라 ( 략) 반 이상의 기권

자를 출(出)함은 심히 유감이라 하며 그 후보자는 원해 정동총 연합회에서 선한 

자 외에 기보한 8인이 유(有)하 고 당일 출 한 6인이 유(有)하 으며 합계 34인 

내에 참가하지 않은 자가 8인 차 자 6인 당선자 20인, 이  친 자는 9인으로 그 

당선자 에는 부 의원 3인이 겸참하 더라.24)24)

다시 말해 정동총 연합회가 선정한 후보 20명이 발표된 후 얼마 있다가 8명

이 자의로 후보자 등록을 했고, 당일 장에서도 6명이 갑자기 입후보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입후보 차도 제 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가 후보자인지

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일을 맞은 셈이다. 

학교비부과  5원 이상을 납부해 유권자로 인정된 경성부민의 수는 총 312명

이었는데 당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127명에 지나지 않았다. 투표 참여자 수 

자체가 었던 만큼 당선된 사람들의 득표수도 었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

보자는 18표를 얻었다고 하며, 정작 그 자리에 나타나 선거 상황을 지켜본 자가 

9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뽑힌 제1기 경성부 학교평의회원

의 명단과 그 주요 경력을 간단히 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헌(李容憲)-경성제사주식회사 취체역

김동완(金東完)-이왕직 사무  역임, 한성은행 동 문지  지배인

방규환(方奎煥)-무학주택경 회사 사장, 경성부 의원 역임

유문환(劉文煥)-조선총독부철도국 직원

24) 매일신보 1920.12.22 ｢學評當先, 유권자 三百十一人 투표수 一百二十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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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익(嚴柱益)-양정고등보통학교장, 한일은행 이사, 한제국 군부  등 역임

최한우(崔翰宇)-경성 융주식회사 취제역, 경성신사 우지코(氏子)총

박 희(朴廣熙)-경성청년연합회 문 원

이용문(李容汶)-이왕직 사무  역임, 지주

김용근(金溶根)-용산권업회사(곡물 매업) 이사, 앙신탁주식회사 감사

김성수(金性洙)-불명25)25)

윤치소(尹致昭)- 추원 참의, 경성직조 사장

안종원(安鍾元)-양정고등보통학교 학감(學監)

장두 (張斗鉉)-장교(長橋)․수하정(水下町) 총 (總代), 조선상업은행 감사역, 

               조선취인소 감사, 경성방직 감사

박용희(朴容喜)-경성방직주식회사 무

한익교(韓翼敎)-한성은행 상무

백완 (白完赫)-경성상업회의소 부회두, 정친목회 평의원

조병택(趙秉澤)-경성상업회의소 감사역, 한일은행 총무

박승섭(朴承燮)-경력 확인 되지 않음

고응원(高應源)-조선지(朝鮮紙) 주식회사 감사, 사립 장훈학교 교장

김한규(金漢奎)-조선상업은행 감사, 한일은행 무이사

제1기 경성부 학교평의회원은 경성상업회의소에서 활동하던 한성은행이나 한

일은행의 임원 경성방직주식회사 임원 등 사회 으로 잘 알려진 자산가이거나 

경성부 의회원  정동 총 , 조선총독부 철도국 직원, 정친목회 회원 등 친

일 경력이 뚜렷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최한우는 우지코(氏子) 총 가 되어 

경성신사의 리  행사와 련된 일을 맡아 본 자이며, 백완 도 표 인 친

일단체인 정실업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김한규는 

정실업친목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제 강 기 말에는 추원 참의로 발탁되

었고, 조선국방 회 부회장이 되어 부역한 것으로 잘 알려진 자이다. 이 밖에 장

두 도 송병 , 박 효, 한상룡 등과 함께 동민회(同民 )를 조직해 이른바 ‘일

선융화’를 주창한 친일 경력자이다. 이처럼 학교평의회원으로 뽑힌 인사의 다

25) 제1기 경성부평의회원으로 뽑힌 것으로 확인되는 ‘김성수’가 경성방직주식회사 취체역인 

지주 출신의 ‘김성수’인지 재 확인하기는 어렵다. 경성방직을 운 한 김성수와 련된 

자료에서 경성부 학교평의회원에 선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선출된 평의회원 명단에 김성수와 같이 활동한 박용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경성

방직의 김성수가 학교평의회원으로 선출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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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친일  성향이 두드러진 사람들이었던 만큼 일제 교육 정책에 조할 가능

성이 높았다. 

요컨  1920년   조선인들 사이에서 의무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일제는 이를 묵살하고 보통학교 설립에 한 비용의 조달을 조선인에게 가하

고자 ‘학교비’를 만들었다.  그 운 에 한 자문 기 으로 학교평의회를 두겠

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성부민의 여론은 학교평의회가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

에 불과하다는 , 학교 설립  운 에 한 비용이 조선인들에게 일방 으

로 가된다는  등을 들어 학교평의회 제도 자체에 냉소 이었다. 이 때문에 

1920년 말에 치러진 제1회 경성부 학교평의회원 선거는 무 심과 비  속에서 

실시되었다. 이런 분 기 탓에 일제는 경성부 학교평의회 자체를 구성하는 데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식민 당국은 친일 경력자, 일제에 순응 인 자산가 등

을 동원하여 어렵사리 학교평의회를 출범시켰던 것이다.

3. 경성부 학교평의회 활동의 개

1) 보통학교 증설 요구의 확산과 학교비 부과 의 증액

경성부 학교평의회원 선거에 한 조선인들의 반응은 크지 않았지만, 일단 평

의회가 구성되자 활발한 활동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동아일보는 ‘이

왕 평의회가 구성되었으니 조선인들의 교육 열기를 당국에 하고 한 응

책을 내놓기라도 해보라’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일에 경성부학교평의회를 개(開)하고 학교비를 자문한다고 한다. 본래 평의원의 

직권이라는 것은 경성부윤께서 ‘이리 이리할 터이니 올슴니다고 하여라’ 하면 ‘네 올

슴니다’ 할 뿐이오 ‘올치 안슴니다’하여도 아무 소용없지마는 희망이라도 충분히 진

술하라.26)26) 

26) 동아일보 1921.3.28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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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이미 언 한 것과 같이 학교평의회는 학교 설립과 운 에 한 어떠

한 책임 있는 의결을 할 수 없는 기 이고, 그  이사자(理事 )인 부윤의 결정

에 해 자문 의견만 진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아일보 등의 조선인 언론은 

교육에 한 조선인 측의 의견을 진술한다는 것만으로도 일말의 기 감을 품을 

만하다고 지 하 다. 

이러한 기 는 학무 원 등 학교 운 에 간 으로 연루된 자들일수록 높은 

편이었던 것 같다. 학무 원은 1908년에 공포된 ‘학무 원규정’에 따라 부윤이 

각 공립보통학교마다 , 배치한 자들로서 학교 설비에 한 각종 자문 의견

을 내놓게 되어 있는 명  직이다. 이들은 1920년 에 종석의
27)

27)주도로 

학무 원간친회를 열어 공립보통학교의 증설․확장이 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

았다. 실제로 당시 경성부 보통학교 입학난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표 1> 1918~1925년 공립보통학교 입학지원자  입학자 인원수 비교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지원자 1,952 937 3,079 3,504 4,805 5,545 4,136 3,756

입학자 1,089 763 1,373 1,466 2,259 2,612 2,150 2,952

* 매일신보 1921.10.5 ｢보통학교 증설 경성부 신계획｣, 매일신보 1922.4.19 ｢입학난 구제 
청원｣, 京城彙報 50, 1926.2 ｢大正15年度の豫算方針｣을 참조하여 작성함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1919년도에 937명에 불과하던 보통학교 입학 

지원자의 수는 1920년에 들어와 3,079명으로 증했고, 그 이듬해에는 3,504명으

로 더 늘어났다. 당시 경성부내 공립보통학교는 <표 2>와 같이 12개소에 지나지 

않았고 그 수용 가능 인원도 1,500명에 미치지 못했다. 1922년에 효창공립보통학

교와 수송동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1922년부터 2,200여 명 수 으로 수용 

인원이 늘어났지만, 여 히 지원자의 반 이상은 입학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27)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종석은 강제합방을 주창한 국시유세단의 단원으로서 이토 히로부

미 추모 사업을 벌인 친일 경력자이다. 그는 1916년에 조 응이 설립한 정실업친목회 

간사로 활동했으며 1937년에는 그 회장이 되었다. 1930년  후반 시체제기에는 조선지

원병제도 제정축하회를 만들어 극 으로 친일 행각을 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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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24년 재 경성부 내 공립보통학교 명단

학교명 개교 연월 비고

校洞공립보통학교 1906년 9월

齋洞공립보통학교 1906년 9월

於義洞공립보통학교 1906년 9월 1938년에 효제심상소학교로 개명

仁峴공립보통학교 1906년 9월 1938년에 희심상소학교로 개명

水下洞공립보통학교 1906년 9월 1938년에 청계심상소학교로 개명

貞洞공립보통학교 1906년 9월 1938년에 래심상소학교로 개명

梅洞공립보통학교 1906년 9월

渼洞공립보통학교 1906년 9월

麻浦공립보통학교 1910년 7월

京城여자공립보통학교 1912년 4월

龍山공립보통학교 1915년 9월 1938년에 정심상소학교로 개명

昌信공립보통학교 1916년 4월

孝昌공립보통학교 1922년 11월

壽松洞공립보통학교 1922년 11월

舟橋공립보통학교 1923년 12월

淸雲공립보통학교 1923년 12월

竹添공립보통학교 1924년 4월

 * 京城彙報 43, 1925.6 ｢公私立學校狀況一覽表｣를 참조하여 작성함 

이러한 문제 을 타개해야 한다면서 학무 원간친회는 1)보통학교의 증설 2)

의무교육 실시 3)일본인 학교조합과 유사한 조직의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

서를 작성, 조선총독부에 제출하 다.
28)28)

이들은 조선총독부가 학교비를 설치하고 학교평의회를 만든 것이 자신들의 진

정서 덕분이라면서 학교평의회가 학무 원간친회와 힘을 합쳐 보통학교 증설  

의무교육제 실시를 해 노력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 

부내 보통학교 교사가 애하며 퇴락한 고로 설비가 심히 불완 하여 연연히 증

가하여 가는 학동을 다 수용하지 못하니 아! 부내 교육계에 이만한 유감이 없도다. 

이에 학무 원 간친회에서 상의하고 보통학교의 증설  증축할 것, 의무교육을 실

시할 것, 수업연한 연장이며 학교조합을 설시할 것을 수차 진정하고 ( 략) 그 효력

28) 매일신보 1920.2.11 ｢ 學敎育機關 확장 陳情 疑議, 학무 원간친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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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有)하여  부내 보통학교를 확장 축 이며, 수업연한은 6년으로 연장하

고 학교조합에 비할 학교비평의원이 생(生)하 으니, 부내 아(我) 조선 교육 발  

서 을 인(認)하고 스스로 환희하는 바이다. 학교평의원 제씨와 우리 학무 원은 보

조를 동일히 하며 심 동력하여 부내 교육에 진력하여 평의원 학무 원의 책을 

다하기를 희망하노라.29)29)

학무 원간친회는 학교평의회 설치를 후하여 이처럼 의무교육 실시와 보통

학교 증설을 요구하더니 막상 학교평의회가 출범하고 본격 으로 학교 증설 운

동을 벌이기에 이르자 공립보통학교의 증설과 2부제 수업 실시만을 요구하는 식

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학무 원들은 1922년에 입학난구 회(入學難救急 )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당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원서

를 제출했다.

입학난구 회 표 林在德, 徐相龍씨 등은 16인 명의로 좌(左)와 같은 요구  

책을 당국에 제출하 다더라. 목하 조선각지를 통하여 보통교육기 의 불완비로 인

하여 다수한 학령아동으로 하여  취학하기 불능  하여 개인의 인격  향상의 기회

를 잃게 하며 연하여 민족의 세계  존립을 태  함은 실로 오인의 일  통한을 

치 못하는 바이라 취  아 경성은 조선의 수도이오 문화의 심지로서 4만 이상의 

아동을 유함에 불구하고 근근이 14개소의 공립보통학교와 약간의 고등보통학교를 유

(有)하며 ( 략) 다수한 시민의 자녀는 연 입학의 도(道)가 무(無)하여 생존권과 

공히 교육권이 부인됨은 실로 생존 발 의 양심을 유(有)한 아등(我等)의 묵과하기 

불능한 바이라 ( 략) 1. 경성부 14개 보통학교에 2부제 수업 제도를 설(設)하여 입학 

지원 아동 부를 취학하게 하고, 신축한 4개 보통학교 강당을 이용하여 취학 연령 이

상의 아동 즉 만11세 내지 16세 이하의 입학 지원을 받아들여 취학  할 것 2. ( 략) 

합계 28개 학 을 만들어 학생을 수용하고 잔여한 아동이 있을 시에는 각 학교 2부조

를 만들어 교수할 것. 신설 학교의 경비는 신설학교 생도 수업료로 충당할 것.30)30)

요약하자면 조선인들의 보통학교 입학 열기를 수용하기 해서는 최소한 28개 

학 의 증설과 2부제 수업의 실시가 필요하며, 그에 필요한 경비는 수업료 수입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입학난구 회를 이끌었다고 하는 임재덕은 학무 원이었으며, 학무 원간

29) 매일신보 1921.3.21 ｢敎育擴張方針에 就하여 (3): 學務委員 林在德氏談｣.

30) 매일신보 1922.4.19 ｢入學難 救濟 請願, 府內 14公普校에, 2部敎授 實施 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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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회가 진정서를 작성할 시에 그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31)

31)이 조직의 간사로 활

동했던 최한우라는 인물은 제1기 학교평의회원으로 선출된 자이다. 학무 원간

친회과 입학난구 회, 경성부 학교평의회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

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 기 속에 경성부 학교평의회는 1921년에 열린 제1회 학교평의회 회

의를 통하여 공립보통학교 5~6개의 신설을 경성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당시의 

상황을 동아일보는 경성부 학교정책 당국자의 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하 다. 

당부(當府) 학교평의회원은 유식계 을 망라하 으니 제 1차 회합임에도 불구하

고 의사에 한 이해와 질문도 공론 (空論的)이지 않고 연구 이었다. ( 략) 당부

는 보통학교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에 있는데 최  보교 1개 신축안을 자문함

에 하여 평의원측에서는 이로써는 하(現下)의 필요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하여 

당 의 보교 확장계획 5개년을 2개년 는 3년으로 단축하여 ( 정) 10년도에는 18

학  정도의 보교 3개교를 신축할 계획의 수립을 요청했다. ( 략)  이에 따른 학

교비부과  14만원의 증징과 30만원 기채의 건을 통과하여 확정지었다. ( 략) 이는 

재정상으로 보아 진의 (嫌)이 없지 않으나 보교 증설의 무라는 에 비추어 

보면 부득이한 바이다. 평의회원은 10년도에 5개 내지 6개의 필요한 학교 부를 신

축하여 보교를 완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국에서는 3개교 신축의 충안을 제출

하 다.32)32)

요컨  입학난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학교평의회가 경성부 당국에 보통

학교확장계획의 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5~6개 정도의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성부는 3개 학교 신설이라는 충안을 제시하여 어느 정도 합의

를 보았다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이는 경성부 당국이 학무 원간친회 등의 요구사항이던 보통학교 

증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이 기사를 액면 그 로 받

아들일 경우 경성부민들 사이에서 고조되던 입학난 완화 요구를 경성부가 향

 태도로 받아들 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지 않았다. 학

교 증설로 학교부담 이 늘어나고 기채도 하여야 한다는 발언에서 경성부의 보

31) 매일신보 1921.3.21 ｢敎育擴張方針에 就하여 (3): 學務委員 林在德氏 談｣.

32) 동아일보 1921.4.4 ｢학교평의회에 하여: 택  경성부 제일과장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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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부 

세입
부과

임시부 

세입

세입 산 

합계

경상부 

세출

임시부 

세출

세출 산 

합계

1921 206,775 187,606 183,525 390,320 180,055 210,265 390,320

1922 - 280,000 - 780,000 - - 780,000

1923 394,258 299,922 334,635 728,893 335,661 393,232 728,893

통학교 3개 증설 방침이 그동안 조선총독부가 지속 으로 견지해오던 ‘교육 수

익자 부담 원칙’을 고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경성부는 보통학교 설립과 운 에 한 일체의 비용을 부과 이나 수업

료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으며, 학교평의회도 그에 찬동하는 입장이었다. 

일례로 1923년에 경성부는 학교평의회 개최에 앞서 “작 의 교육열은  심하

여 해마다 일어나는 입학난을 도 히 구제하여 나갈 길이 없으므로 년도에는 

3~4만 원쯤 더 부과하여 가지고 학교도 새로 건축하고 증축도 할 방침”이라고 

하 던 바,
33)

33)이 언  직후 열린 학교평의회에서 평의원 이용문은 “자기의 자제

를 교육함에 있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하다면서 수업료와 부과  인

상에 극 인 찬성을 표하 다.
34)

34)같은 평의원 김한규는 수업료보다 부과 을 

증액하자는 선에서 부당국의 안에 찬동하 으며, 유문환, 백완  등은 아무런 질

문 없이 경성부 원안에 찬성한다고 발언했다.
35)

35)경성부 당국과 학교평의회의 분

기가 이러했던 만큼 학교평의회 출범과 함께 부과  징수 규모가 <표 3>에 표

시된 바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표 3> 경성부 학교비 세입출 산액36)

(단 : 원)

33) 동아일보 1923.3.15 ｢4만원의 신학교비｣.

34) 동아일보 1923.3.19 ｢학교평의회 제2일｣.

35) 의 기사.

36) 동아일보 1921.3.26 ｢경성부 년도 학교비 산｣; 매일신보 1922.7.17 ｢경성부 학교

비 부채를 내어서｣; 동아일보 1923.3.18 ｢학교평의회 제1일｣; 동아일보 1923.3.19 ｢
학교평의회 제2일｣; 京城彙報 43, 1925.6 ｢大正13年度 租稅徵收狀況表｣; 동아일보 
1924.1.11 ｢연연히 퇴축하는 경성부학교 산｣; 동아일보 1924.1.11 ｢경성부학교비 산 

개요｣; 동아일보 1925.1.23 ｢학교비 사정 내용｣; 동아일보 1925.2.26 ｢학교비 미수액

과 이후 자산 거처｣; 京城商業 議所統計年報 1930 ｢京城府學校費豫算｣ 등을 참조하

여 작성함. 1922년도 통계는 자료의 불비로 근사치를 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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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395,940 335,815 104,883 500,823 386,490 114,333 500,823

1925 - 349,220 - 518,396 - - 518,096

1926 415,761 292,825 101,864 517,625 406,704 110,921 517,625

1927 390,965 260,329 256,830 647,795 425,147 222,648 647,795

1928 393,992 258,545 187,355 581,347 435,506 145,841 581,347

1929 399,024 258,545 173,623 572,647 441,900 130,747 572,647

1930 402,039 259,676 239,473 641,512 444,852 196,660 641,512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경성부 학교비부과  징수 정 총액은 1921년에 

187,606원이었다가 이듬해에 280,000여 원으로 늘어났고 1924년에는 335,815원으

로 더 증액되었다. 참고로학교비 경상부 세입은 부과 , 수업료, 재산수입 등으

로 구성된 것으로서 주로 공립보통학교 운 에 투입되었다. 임시부 세입은 조월

과 국고  지방비 보조 , 기부 , 학교비 기채로 구성되었고 학교 설립 비용

으로 용되는 산이었다. 각 세입 항목의 규모가 어떠했는지 간단히 살펴본다

는 의미에서 재 남아 있는 소화 3년도 경성부 학교비 세입출 산서(昭和3年

度京城府學校費歲入出豫算書)에 기록된 경상부  임시부 세입 항목별 액을 

충 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1928년도 경성부 학교비 경상부  임시부 세입 산 

(단 : 원)

경상부 세입 임시부 세입

부과 수업료
재산

수입
잡수입 조월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기부

과년도

수입

재산

매각

기채 

수입

258,545 131,874 114 3,459 20,000 1,000 111,841 10 2,660 1,110 50,000

*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 리번호 CJA0002650 ｢昭和3年度 京城府學校費 歲入出 豫算書｣를 

참조하여 작성함

에서 알 수 있듯이 경상부 세입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

교비부과 이었고, 수업료가 그 다음의 비 을 차지했다. <표 3>에서 당해 연도 

경상부 세입 산총액이 393,992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부과 과 수업료 

수입이 사실상 경상부 세입의 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시부에서는 학교

비채와 조월 이 가장 큰 항목을 구성하고 있었다. 국고보조 과 지방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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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기는 했지만 그 규모는 작았다. 특히 국고보조 은 1928년의 경우 1,000원

에 불과해 학교비 재정에 아무런 도움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나마 경기도

의 지방비보조 이 상 으로 많았지만 일본인 교원의 조선어 학습 장려  등

으로 그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교사 건축에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었

다.
37)

37)요컨  학교를 설립하고 2부제 학 을 운 하는 데에 투입되는 비용은 

부분 경성에 거주하는 조선인 주민들의 자부담으로 충당되었다.

상황이 이 게 개되었으니 경성부 학교평의회에 한 비 이 커지지 않을 

수 없었다. 부민들은 특히 이 게 학교비부과 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

성부내 보통학교의 입학 지원자 수용력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데에 분노했

다. 앞에 제시한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과 이 크게 오르고 있던 1923

년에 입학 수용 인원은 약간 증가하는 듯하다가 이듬해에 오히려 어들었다. 

동아일보는 이에 하여 다음과 같이 언 하 다.

신춘 경성부에서 학교비 산을 편성하여 학교평의회에 제출하 을 시에 학교비부

담자를 표한 평의원은 부당국자에게 역습을 시도하여 향학심의 발흥과 학교의 부

족한 상황으로 도 히 산의 원안을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일반이 고통을 참

고 자진하여 산을 수정하게 한 결과 일반의 학교비 부담은 원안보다 배액이나 증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민은 이에 하여 불평하는 자가 없이 고통을 참으면서 과

한 부과를 부담하여 다만 자제들의 입학난이 완화되도록 부당국자의 노력에만 기

하 다. 그런데 년에는 익익 왕성하는 향학열과 신교육실시에 따라 2  3 의 

원인으로 작년보다 몇 배의 입학지망자가 쇄도할 형세이다. ( 략) 그런데도 신구 

보통학교를 통털어 2천 아동의 수용력 밖에 없다 함은 무슨 이유인가38)38)

이러한 비 의 목소리는 결국 학교평의회에 한 비난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었

다. 동아일보는 이 문제에 하여 다음과 같이 언 하 다. 

학교 평의원 제군이여! 학교비 부과 의 증가를 자청한 결과 경성부민은 여하한 

보수를 얻었는가! 수송동에 가보라! 서 문정에 가보라! 경성부 조선인이 자제의 교

육을 원하여 갹출한 피와 땀은 과연 여하히 낭비되었으며, 재작일에 각 보통학교 입

37) 최병택, 앞의 논문.

38) 동아일보 1922.2.27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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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시험 상황을 가 보아라! 그 경이 여하히 비참한지 제군도 반드시 불소(不 )한 

감각을 얻으리라39)39)

이와 같은 분노는 제2기 경성부 학교평의회 선거가 다가오는 1923년 말에 더

욱 커져 있었다. 경성부민들은 특히 국고보조가 매년 어든다는 사실에 주목하

고 다음과 같이 당국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부내의 조선 사람이 살림이  어감을 따라 부내 보통학교의 경 도 매우 곤

란하게 되어 내년도 산은 년보다 훨씬 어든다 함은 보한 바와 같은데, 그 

원인을 보면 공립보통학교 보조 만 년의 반 밖에 주지 않기로 내정되었다고 한

다. 년에는 경상비 보조로 8만 원 임시비 보조로 4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모두 

합하여 6만원으로 확정한 모양인즉 이것만으로 보더라도 내년도의 보통학교 형편을 

가히 짐작할 바이다. 이같이 당국에서 긴축 방침이란 명목 하에 보통학교의 보조

을 반액으로 여야 하는 부득이한 계가 있다 하면 일본인측 공립소학교의 보조

도 반액 이하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측하다는 의견도 있으니 ( 략) 그러나 경

기도 내년도 산안을 듣건  일본인측 공립소학교의 보조 은 년도와 별로 다름

이 없이 할 정이라 한즉 결국 년도와 같이 국고 과 지방비를 합하여 12만2천원 

가량이 될 터인즉 이같이 한 곳에는 하게 보태어주고 헐벗은 곳에는 헐벗게 

주는 것은 무슨 심사인가 알 수 없다고 일반의 비난이 많다더라.40)40)

당국의 ‘교육 수익자 본인 부담 원칙’에 따라 보통학교 설립 비용을 부분 떠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이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국고  지방비 

보조  지원 정책에 있어 민족 차별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경성부의 조선인 주

민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1924년에 실시된 제2기 경성부 학교평의회 선거는 

이러한 분 기 속에서 치러지게 되었다. 

2) 국고 보조  증액 요구의 두

제1기 경성부 학교평의회가 부민의 호응 없이 치러졌고, 그 게 구성된 학교

평의회가 학교비부과 의 증액을 스스로 자청하자 비 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

히 부과 이 늘어나는 데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바라는 만큼 늘어나지 않자 경성

39) 동아일보 1922.3.24 ｢횡설수설｣.

40) 동아일보 1923.12.20 ｢소학교보조는 12만원 보통학교에는 근히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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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월 당선자
투표자 수/ 

유권자 수
비고

1기
1920년 

12월

이용헌, 김동완, 방규환, 유문환, 엄주익, 최

한우, 박 희, 이용문, 김용근, 김성수, 윤치

소, 안종원, 장두 , 박용희, 한익교, 백완 , 

조병택, 박승섭, 고응원, 김한규

127/312
1921년부터 임기 

시작

2기
1924년 

4월

김사연, 김 정, 박 호, 김창두, 송달섭, 홍

태 , 이정규, 박해돈, 이용문, 김용하, 유병

필, 이은상, 조정한, 이범승, 김석진, 이용헌, 

방태 , 고응원, 송재 , 유하

2,064/5,352

선거 직후 당선자 

유하 의 사퇴로 

차 자인 김규원 

(金圭源)이 당선 

처리되었음

부민의 불만은 더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4년 제2기 학교평의회 선거

가 다가오자 학교평의회원을 압박하여 경성부의 학교정책에 반  의견이라도 제

로 개진해보자는 분 기가 확산되었다.

학교평의회 평의원의 제2회 개선기도 몇날이 남지 아니하여 평의원이 되려고 후

보자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 아니한 모양인데 기보와 같이 이번에는 유권자가 

오천을 넘게 됨으로 상당한 경쟁이 있을 모양이라 하며 이 평의회라는 것은 원래 아

무 결의권이 없는 허수아비의 모임이라 하여 일반이 나서기를 즐기지 아니하 으나 

실제의 사실은 그 지 아니하여 반항의 말이라도 한번 하여나 볼 필요가 있어 자신

있고 능력있는 의원들이 결속만 하고 덤비기만 하면 그다지 해로울 것이 없으리라 

하여 일반 유권자들도 기왕 투표하는 바에는 상당한 사람을 택하리라고 운동들을 하

는 모양이다.41)41)

다시 말해 학교평의회가 아무런 실권이 없는 기 이라서 평의회원이 되려는 

사람이 었는데, 제2기 선거 때부터 부민의 여론을 변한다는 의식에서 자진

하여 출마하는 인사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1924년 에 치러진 제2기 선

거 결과 뽑힌 학교평의회원의 면면은 제1기 평의회원들과 다소 달랐다. 참고로 

1기부터 4기까지 실시된 경성부학교평의회 선거 결과 당선된 인물들을 소개하자

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1920년  경성부 학교평의회 선거 당선자 명단42)
42)

41) 동아일보 1924.3.23 ｢출마할 학교평의원 이왕이면 상당한 사람에게 투표하게 결속함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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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1927년 

4월

김석호, 박 호, 조병상, 양재창, 이경세, 

수, 장수경, 김창두, 김석진, 안배근, 황태

연, 김 정, 김용하, 윤우식, 이정규, 심우섭, 

장기조, 송재 , 임흥순, 유병필

2,613/5,612

4기
1930년 

4월

김용덕, 소옥 , 유승복, 흥수, 박 근, 탁

상철, 김재 , 이항래, 김종택, 한백희, 최학

기, 송동수, 김용택, 김석호, 박 호, 양재창, 

장수경, 장기조, 안배근, 김 정 

2,414/4,632

* 굵은 자로 표시된 인명은 직  회기의 평의회원으로서 그 다음 회기 평의회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인물을 나타낸 것임

 표에 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제1기 경성부 학교평의회원 에서 제2기 

학교평의회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은 이용헌, 이용문, 고응원 밖에 없었

다. 평의회원 20명 에 17명이 신진 인사 던 것이다.

새로 뽑힌 평의회원들의 심사도 조  달라졌다. 제1기 학교평의회가 경성부

의 학교 설립 방침을 거의 원안 로 수용하고 자진하여 학교비부과 을 늘리겠

다는 입장으로 일 했다면, 제2기 학교평의회는 국고보조 의 증액 문제를 두고 

경성부 당국과 언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1925년에 어들어 이완용이 진세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호별할 납부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는

데, 이 때 평의회원 일동은 총사퇴 카드를 들고 나와 경성부와 립하기도 했다.

호별할은 국고  지방비 보조 ․지세부가 ․호세부가  등으로 충당되지 

않은 보통학교 비용을 충당하기 하여 각 부․군․도가 추가로 거두어들이는 

학교비부과 이다. 이 부과 은 경성부의 경우 연수입 400원 이상 되는 사람들

에게만 부과된 것으로 1921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43)

43)1922년 이후에는 진

세  요소를 도입하여 부과 상자를 그 재산에 따라 등 별로 나  다음 각 지

역 형편에 따라 만든 나름의 기 으로 부과 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호별할은 호세, 가옥세부가 과 지세부가 과 달리 부․군․도 학교비 당국이 

42) 매일신보 1920.12.22 ｢學評當選｣; 매일신보 1922.12 ｢選擧權 激增 5 학교평의회원 

내년에는 야단이겠다｣; 시 일보 1924.4.3 ｢학교평의회원 선거 결과｣; 동아일보 
1927.4.3 ｢당선된 학의원｣; 동아일보 1930.4.3 ｢경성학평신의원｣을 참조하여 작성함.

43) 동아일보 1922.8.15 ｢부학교비 부과 방법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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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으로 책정할 수 있는 부과 이기 때문에 세간의 심을 끌었다. 다른 부

가 은 국세 징수액이 정해진 다음 그에 일정 비율로 부가된 것이므로 부․군․

도가 마음 로 그 규모를 책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호별할만큼은 그 지역 부윤

이나 군수가 직권으로 부과액을 정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지 않았다. 참고

로 호별할이 학교비부과  세입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표 6>과 같다.

연도 호세부가 가옥세부가 지세  시가지세부가 호별할

1920 1,128,378 90,614 3,158,231 -

1921 1,344,535 102,180 3,152,570 167,660

1922 2,183,375 133,400 3,951,739 242,706

1923 2,362,671 159,334 4,072,599 361,755

1924 2,381,778 151,201 4,060,960 411,563

1925 2,331,216 145,723 4,032,700 411,522

1926 2,376,215 160,546 4,004,735 428,818

1927 2,409,842 159,932 - 482,617

1928 2,436,211 162,427 - 508,660

1929 2,592,414 170,487 - 506,489

1930 2,748,931 183,975 - 512,817

<표 6> 1920~1930년 조선 학교비부과  세목별 액수 

(단 :원)

*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30) 736면을 참고하여 작성함.
* 지세  시가지세부가 은 1927년 지방세제정리에 따라 도지방비로 이 되었기 때문에 

 표의 1927년도 이하 해당란에 표기하지 않았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호별할 징수액은 1923년 무렵 거의 배로 늘어나 

있었다. 이 호별할 증액 과정에서 제1기 경성부 학교평의회는 특별한 이의를 제

기하지 않았는데, 2기 학교평의회원 에는 일단 호별할 증액보다 국고 보조 증

액이 우선이라는 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분 기가 이 게 바  탓에 새로 

구성된 학교평의회는 1924년 8월에 열린 평의회에서 호별할 부과가 보다 공정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강하게 언 하고 부당국에 등 간 부과  차이를 더 

많이 두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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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내 열일곱 군데의 공립보통학교를 경 하여 나가는 경비의 가장 주요한 학교비

호별할은 작년도에 이르러 경비의 팽창으로 인하여 분수도 늘이고 등 도 늘이어 오

십등까지 일만사천사백 산한명에 십구만칠천사백오십여원을 부과하 던 바 자제의 

교육을 하여 업는 힘이라도 짜내이려든 조선 사람의 살림살이는 날로 곤경에 빠지

어 세 은 고사하고 생활도 어려운 형편인데 ( 략) 지난 8일부터 학교평의회를 열

고 가장 빈민계 이라고 할만한 사십팔등 오십등을 아주 없애버리고 이로써 생기는 

부족액은 한 사람에게 당히 부과하자는 것을 자문하여 후 일주일 동안에 결

말을 내었다.44)44)

“자제 교육을 하여 없는 힘이라도 짜내”야 형편인 만큼 빈민 계층에게 추가

으로 학교비부과 을 더 내라고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며, 어쩔 수 없이 재산

가들에게 더 많은 부과 을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게 호별

할 증수를 해 등 간 세액 격차를 조정하고 상  등 자에 한 부과 규모를 

늘렸음에도 여 히 학교는 늘어나지 않았다.

앞 의 <표 2>에 시된 것과 같이 1924년 4월 죽첨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

는데, 그 이후에 경성부내에 신설된 보통학교가 무했다. 1930년  말에 발간된 

경성부교육개황(京城府敎育槪況)이라는 책자에 의하면 조선인이 다니는 공립

소학교가 무려 26개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앞의 <표 2>에 나타난 1924년의 

17개교에 비해 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45)45)그러나 1924년 이후 늘어난 학

교들은 거의 모두 경성부 구역 확장으로 인해 새로 편입된 지역에 원래 있었던 

학교 다. 1924년 이후에 원 경성부 구역 내에 새로 개교한 학교는 혜화공립보

통학교가 유일한데, 이 학교는 원래 사립 숭정학교로 출발하 다가 1927년 4월

에 공립보통학교로 환된 것이다.
46)46)

1924년에 개교한 죽첨보통학교는 제1기 학교평의회 활동 당시에 설립이 결정

된 것이었기 때문에 제2기 학교평의회 출범 이후 경성부가 새로 개교한 학교는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학교가 이처럼 제 로 증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

학난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44) 동아일보 1924.8.20 ｢생활난의 정과 개정된 학교비｣.

45) 京城府, 京城府敎育槪況(발행연도 미상), 4-5면.

46) 동아일보 1927.5.6 ｢崇二普校新築决定｣. 이 학교는 공립 환 당시 명칭이 ‘숭이(崇二)

공립보통학교’ 는데, 1938년 무렵에 혜화소학교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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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1925년) 삼월 신학기에는 5천명이라는 학령아동을 수용하여야 되겠는데 이

에서 삼천사오백명 가량은 시내에 있는 열일곱군데 공립보통학교와 스물여섯군데

의 사립보통학교에 수용할 정으로 있으나 나머지 일천여명은 아무리 보아도 수용

할 길이 없고 오직 제일 해결책으로 경비를 더하여 교실을 증축하는 것 외에는 별 

길이 없으나 내년도은 조선인 부민의 가옥세와 지세부가세가 육천원 이상이나  터

이며 국고보조 도 작년보다 략 일만오천원가량이나  터인데 극도의 긴축책을 

더하여 작년 산 오십만천육백십사원보다 약 2할을 일 정이므로 교실의 증축은 

도 히 기할 바가 못 되고 이 다 하여 그냥 둘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하략)47)47)

  

1925년도 공립보통학교의 입학 정원은 앞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952

명인데, 이는 그 해 지원 상 인원 5천명을 부 수용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므

로 입학난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지 이다. 공립보통학교에 수용되지 못한 

아동이 많다면 사립학교가 그 아동들을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는 지 도 없지 않

았지만, 당시 사립학교의 사정은 그 게 좋지 못했다. 경성부내 사립학교는 20여 

곳 정도 는데 해마다 입학 정원에 변동이 심하 고, 어떤 연도에는 입학신청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1924년의 사례를 로 들면 당해 연도 사립

학교 입학 정원이 다음과 같았다.48)48)

계성학교 - 140명

숭정학교 - 50명

승동기독학교 - 70명

공옥여학교 - 100명

동 문여자보통학교 - 60명

흥인학교 - 50명

가명사립보통학교 - 110명

다른 학교들이 비용 문제로 입학 지원을 받지 않는 가운데 7개 학교만 580명 

정도의 학생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정도의 수용력으로는 입학난을 완화시

킬 수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들

끓게 되었다.

47) 동아일보 1925.1.18 ｢ 년의 보교 아동 입학난구제책, 산은 어들고 보조 까지 감액｣. 

48) 동아일보 1924.2.24 ｢시내의 각 보교 수용인원과 입학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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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2월 천도교 지도자 이종린과 변호사 김병로 등은 상윤, 최규동 등과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 등교육입학난 구제방법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칭함)를 결성하 다.
49)

49)이 회의 첫 모임에서 발기인들은 다음과 같이 언 하 다. 

  

학교평의원 측은 조선인의 학교비부담액이 음으로 인하여 한 산을 얻을 

수 없어 학교를 증축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을 고집하 으나 학교를 증설하지 않는 것

은 다소 경비의 향도 있을지 모르지만 개 부 당국자의 성의가 부족함에 원인한 

바이며 오늘날 형편은 확실히 유산과 무산의 구별을 지어 유산자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무산자는 도 히 배울 길을 얻지 못하는 형세를 보이는 터인즉 ( 략) 등

교육의 기 을 증설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주장하고 앞으로 일반 시민의 여론을 

환기하며 시민 회라도 열어 지를 철하기로 결의하 다.50)50)

‘시민 회’를 열어 학교 증설 요구를 철시키겠다는 연구회의 의지는 학교평

의회에 상당한 자극제가 되었다. 연구회는 창립 회 직후에 보통학교 경  내

용, 세입 세출 통계 등을 분석한 후 책을 마련하여 실제로 부민 회를 개최하

기로 하고, 조동식 등을 비 원으로 선임하 다.
51)

51) 비 원들은 그해 2월말에 

1) 2부제 수업 실시 2) 각 공립보통학교 체육시설의 개조를 통한 교실 확보 3) 

사립보통학교에 한 보조 실시 등을 가장 긴 한 요구안으로 확정하 다.
52)52)

한편 이 연구회 결성 시에 그에 가담한 학교평의회원 박해돈, 박 호, 이범승 

등은 여론을 의식하여 1925년 2월에 열린 학교평의회 자문회의 석상에서 학교 

증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에 한 부 당국의 답은 보통학교 

경상비 증가로 인해 학교 신설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53)

53)부 당국은 특히 학교 

건물이 허술한 탓에 그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과 일본인 교원과 교

장에 해 지 하는 ‘가 ’ 등으로 경상비 세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을 학교 증

설 불가의 이유로 꼽았다. 

49) 매일신보 1925.2.3 ｢初等敎育入學難 救濟方法硏究 , 시민 회라도 열어가지고 기어이 

목 을 달성키로 결의｣.

50) 의 기사.

51) 동아일보 1925.2.3 ｢공보입학난구제책, 오천명 학령아동의 도｣.

52) 동아일보 1925.2.22 ｢보교입학난 구제 방법 결의｣.

53) 동아일보 1925.2.7 ｢학의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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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교원  리는 조선에 근무할 경우 가 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가

을 합칠 경우 일본인 교원은 조선인 교원이 받는 여의 배를 받을 수 있었

다.
54)

54)이 가  때문에 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는 것은 다소 의외지만 당시 산 

규모를 확인해볼 때 다소간 ‘변명거리’가 될 수도 있었다.

경성부 학교비 세출 산 가운데 교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0%

로 많은 편이었다.
55)

55)1928년의 경우 보통학교 교원 인건비 산 총액은 256,604

원이었는데, 당해 연도에 할당된 학교 신축비가 고작 56,620원이었다. 보통학교 

교원 인건비가 학교 신축 비용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평의회원들은 조선인 교원

을 극 채용하여 가  지출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1925년 학교평의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평의원들은 이듬해에 “작년 평의회 석상에서 부윤도 이 문제를 

신 히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년에도 그 산이 그 로 있으니 어 된 셈인가 

조선인 교장 채용을 신 히 연구 이라 하면 그 연구는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라며 추궁하 다.
56)56) 

가  문제와 함께 일부 평의원들은 보조 이 갈수록 어든다는 문제에 주목

했다. 호별할 납부액이 늘어나는데도 학교를 증설할 돈이 없는 것은 보조  규

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이라 보았던 것이다. 교원 인건비가 이처럼 

많이 든다면 학교 증설에 드는 비용만큼은 국고 보조 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그

들의 요구 다.

학교비 문제에 하여 일반부민의 의론이 분분할 분 아니라 학교평의원 측에서 

신축과 이 에 한 비용은 국고 부담을 시켜달라는 운동을 한다함은 기보한 바이어

니와 이에 하여 당국측에서 사실 불가능함을 말하 으나 평의원측에서는 조 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교육도 국가 사업임은 사실이며 ( 략) 당국은 교육비를 민간 부

담만 시키고 국고 보조를 아니하며  내지인 학교조합에 한 보조보다 게함은 

민족차별이라고 하여 ( 략) 이에 하여 평의원의 표로 마야 부윤과 타 을 한 

이범승씨는 말하되 작년에  부윤으로부터 명년은 보통학교를 확장하겠다고 말하

는데 년은 부윤이 갈렸다고  보통학교 확장을 명년으로 미루어버리니 민이 

54) 동  24, 1931 ｢加俸問題檢討｣.

55)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 리번호 CJA0002650 ｢昭和3年度 京城府學校費 歲入出 豫算書｣.

56) 동아일보 1926.1.13 ｢조선인 교장 채용을 주장하고 보교 확장 조사를 하기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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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여 으로 국고보조운등을 하자고 하여도 듣지 아니하니 이와 같아서는 

산 심의에 들어갈 것도 없다고 하며 회의에 응하지도 않을 모양이었으나 결국 

여러 가지 사정 아래서 제2회 자문회의가 개시되었다.57)57)

연구회를 심으로 경성부민들의 학교 증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만큼 어떠

한 식으로든지 련 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경성부의 주장처럼 학교비에 여유

가 없다면 국고 보조라도 받아내자는 것이다. 경성부가 이 요구를 간단하게 거

해버리자 평의원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평의원 표로 이 문제를 거론한 이범승은 “당국에서는 걸핏하면 조선인은 교

육에 한 성의가 없다고 하나 조선인 부민은 시내 17개소 보통학교를 순 히 자

력으로 경 하고 있다. ( 략) 국비 보조가 보통학교에는 가뜩이나 은 에 매

년 어들어가다가 장차 없어질 모양이니 무나 참혹한 차별이 아닌가!”라고
58)

58) 

발언했다. 실제로 당시 조선총독부는 1920년  에 조선 학교비에 한 국고

보조를 120,000여 원 정도 지출하다가 1923년 무렵에는 8,900원 밖에 내놓지 않

았다.
59)59) 

국고 보조 문제로 학교평의회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이완용 호별할 납부 거

부 사건’이 터져 호별할 부과의 공정성 여부에 한 논의도 확산되었다. 이완용

은 1925년도 학교비 호별할 부과 과정에서 경성부민  가장 많은 4,300원을 부

담하게 되었는데, 그 납부를 거부한 채 경성부에 감액을 요구했다.
60)

60)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성부 학교평의회는 총사직을 결의하면서 이완용과 부 당국을 압박했

는데, 결국 이완용의 증납으로 사태가 진정되기에 이르 다.
61)61) 

이상 서술한 바 경성부 학교평의회의 활동을 살펴보게 되면 학교평의원들이 

경성부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극 으로 부 당국에 요구 사항을 개진한 것처

럼 보인다. 하지만 국고 보조 증액, 학교 증설에 심을 두고 의견을 펼친 평의

57) 매일신보 1926.1.9 ｢國民의 敎育事業에 國家補助는 當然하다 學校費評議  大 戰｣.

58) 동아일보 1926.1.9 ｢이구동성으로 교육차별을 통론 의원 원안 철회 강요｣.

59)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년도 통계자료 참조.

60) 조선일보 1925.7.1 ｢權勢에 屈服한 京城府. 年來로 문제되던 李完用 學校費 半額으로 

解決｣.

61) 조선일보 1925.8.5 ｢李完用의 기부  명의로 총사직 문제 결정｣.



178·한국문화 77

원은 김사연, 김창두, 박해돈, 박 호, 이범승, 이정규 등 소수에 그쳤다. 다수의 

평의원들은 “침묵이 좋다는 식으로 청이불문”했고, 학교 증설  국고 보조 증

액 요구에 한 의견은 “몇몇 회원의 고심 분투가 불 하기 짝이 없다”고 할 정

도로 묵살되었다.
62)

62)김사연 등은 연구회 활동에도 참여하기도 하는 등 비교  

조선인의 입장을 변하고자 했지만, 그 외의 평의원들은 이에 그다지 극 이

지 않았다. 다수 평의원은 총사직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에도 소극 인 자세를 

보 고 경성부가 제시한 학교비 산 원안에 해 특별한 검토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요컨  1920년  반 경성부는 보통학교 입학 지원자가 정원을 과하는 문

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조선인들은 학교 운 과 개교에 드는 비용을 부과

의 형식으로 거의 모두 부담하고 있었는데, 학교비부과  세입이 늘어날수록 일

제가 국고  지방비 보조 을 여나가는 바람에 학교비 세입 총액이 오히려 

어졌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부과  증액으로 1923년의 세입 합

계가 728,893원이었는데, 1930년에는 641,512원으로 에 비해 그 규모가 어

들었던 것이다. 당시 경성부민의 여론은 국고 보조 의 폭 증액으로 학교비 

산 규모를 늘리고 학교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일

부 학교평의원들은 등교육입학난 구제방법 연구회와 보조를 맞추어 국고 보조

의 확 를 요구하 다. 하지만 이는 일제가 구상해오던 식민 교육 정책의 방

향과 그 궤가 다른 것이었다.

일제는 애당  조선인들에게 학교 재정 충당 의무를 떠넘기기 해 학교비와 

학교평의회 제도를 만들었다. 학교평의회로 하여  교육비 자부담 원칙을 받아

들이도록 일 부터 강요하고자 했던 것이다. ‘문화정치’라는 미명 하에 만들어진 

학교평의회는 일제의 식민 통치 방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기 일 뿐

이었다. 그러한 기 에서 일부 평의원을 심으로 국고 보조가 터져 나오는 것

을 일제는 용납할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는 자신들이 바라던 방식으로 학교평의

회가 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고, 학교 증설, 국고 보조 

62) 동아일보 1925.2.7 ｢학의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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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두하는 상을 원천 차단하기 해 결국 후술하는 것과 같이 부 학교

평의회 선거 자체를 폐지, 부 의회와 통합해버리게 된다. 

4. 부 학교평의회 선거의 폐지와 그 활동의 축

일부 학교평의회원을 심으로 제출되었던 국고보조 증액 요구는 제3기 학교

평의회 선거가 끝난 직후에 더 확 되는 경향을 보 다. 1927년 제3기 선거가 

끝난 직후 새로 뽑힌 경성부 학교평의회원들은 그 해 6월에 열린 조선공직자

회에 논의할 의안을 회 비 측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1)국고  도 보조  

증액 2)학교평의회를 의결 기 으로 환할 것 3)‘의무교육’ 실시 등의 사안이 

포함되었다.63)63)국고 보조  증액은 이미 이  시기 학교평의회가 요구하던 문제

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 ‘의무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 으로 나타난 

것이다.

‘의무교육’이라 함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한 지식과 소양을 공교육 체

제 하에 배양하는 과정으로서 개인의 자아실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의 기

본  제 조건이다. 따라서 의무교육을 도입할 경우 무상교육의 원칙을 견지하

는 것이 보통이다.64)64)그런데 일제 강  당시 재조선 일본인과 식민 당국은 의무

교육을 무상교육과 다른 것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비 부과 을 폭 

증액하여 학교 설비를 완비한 후 모든 학령 아동이 취학하도록 하는 것만을 ‘의

무교육’이라고 보았다. 이는 조선공직자 회 석상에서 의무교육을 두고 벌어

진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 7의안을 경성학교평의원회에서 제출한 조선인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달라

는 의안은 조병상씨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 필요를 역설하자 조선인 의원 일동

으로부터 찬성하는 소리가 일어났으나 경성 학교조합의원 증아(曾我)씨가 등단하여 

63) 동아일보 1927.6.3 ｢공직자 회 의사항｣.

64) 양승실, 2011 의무교육의 세계  동향과 발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OR2011-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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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의 재정 부담력이 미약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정도에 있으면서 요망

만 하면 무엇하겠는가 하고 반박하자 이에 분개하여 언권을 요구하는 사람이 속출하

여 혼란하 으나 ( 략) 다시 조병상씨가 일어나서 증아씨 반박의 무리함을 발 논

박하여 결국 원안을 가결하고 (후략)65)65)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제3기 경성 학교평의회원으로 선출된 

조병상이 의무교육을 구하자고 제안하자 어느 일본인 학교조합의원이 등단해 

“재정 부담력이 미약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정도”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 일본인은 주민들이 학교비 부과 을 더 많이 부담해서 학교 운 , 설립에 한 

비용을 확충한 다음 학령아동 원을 수용하는 것이 ‘의무교육’이라고 보았다.

조선총독부 당국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940년에 일제가 의무

교육심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의무교육제 실시 방침을 논의한 일이 있는데, 당

시에 의무교육 실시는 학교비부과 의 폭 증액이 제되지 않을 경우 실시될 

수 없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66)

66)다만 의무교육제가 실시될 경우 일제는 학

교 신축 비용의 반액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조선

총독부는 1942년 의무교육제를 곧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학교의 설립 유지 경비

는 설립 단체에서 부담하고 ( 략) 나머지 국고 보조가 있을 정”이라고 했

다.
67)

67)그 구체 인 규모와 련하여 1941년에 발표된 ‘제3차 조선인 등교육 보

 확충 계획’에서는 “임시비의 반액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

다.
68)

68)의무교육제가 실시되면 학교 신축에 소요되는 학교비 임시부 세입의 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신축 비용의 반을 국고가 부담한다는 것은 당시 교육계 인사들에게는 그

다지 낯선 방침이 아니었다. 1918년부터 실시되고 있던 일본 ‘시․정․  의무교

육비 국가부담법’에 의무교육의 상이 되는 공립학교 운 비의 반만 국가가 

부담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 국고보조 으로 학생들의 수

65) 동아일보 1927.6.5 ｢공직자 회 경과, 경성부청에서 제1일｣.

66) 삼천리 12-10, 1940 ｢의무교육 속성과 심의회원 경륜｣. 

67) 매일신보 1942.12.6 ｢ 망의 의무교육, 드디어 실시｣.

68)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 문서번호 CJA0003746–0026914750 ｢第3次朝鮮人初等敎育普及擴

充計劃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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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료를 우선 으로 면제하고 남는 돈으로 학교 운  비용을 충당하도록 했다.

이러한 실례에 익숙했던 당시 조선인들은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최소한 학교 

운 에 한 학교비 재정인 경상부 세입의 반액을 국고 부담으로 지 할 수 있

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게 확충된 재정으로 수업료를 면제한 다음 학교도 

추가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물론 일제는 1940년 에 이른바 ‘의무교육

제’를 실시하겠다고 해놓고서 자국에서 시행하던 것과 달리 학교비 경상부 세입

이 아니라 임시부 세입의 반을 부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 되었던 간에 제3

기 경성부 학교평의회가 내놓은 의무교육제 실시 구 결의안은 학교비 재정의 

반을 국고 보조 으로 해결해 달라 요구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국고 보조를 폭 증액해달라는 이와 같은 요구는 각 지역 도 평의회 자문회

의 석상에서도 터져 나왔다. 일례로 1929년 3월에 열린 라북도 평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개되었다.

개막된 북도평의회에서는 토목비와 권업비에 하여 독회를 마치고 지난 13일

부터 교육비를 자문하게 되었는데 ( 략) 부안의 신세원 군이 질문하기를 우리 조선

도 일본과 같이 교육문제는 8년제로 연장함과 동시에 의무교육을 실행하고 만일 재

원이 부족하면 부과율을 증가하여서라도 교육기 은 일본과 동일제로 실행함을 요망

하고 (후략)69)69) 

도 평의회에서 교육비에 한 산안을 자문할 때 ‘일본과 같은 방식의 의무

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무렵 조선인 도 평의원들의 학교비에 심은 높아져 있었다. 1927년 이후 

도에서 부․군․도 학교비로 지원되는 학교비 보조 의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

다. 조선총독부는 1927년에 제1차 지방세제정리안을 발표하여 학교비부과 의 

일종이던 지세부가 을 도 지방세의 일종인 지세부가세로 편입시켜버림에 따라 

학교비의 주요 세입원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도(道)는 새로 편입된 도 지방세인 

지세부가세를 학교비에 한 도 보조 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었다.70)70)이

69) 동아일보 1929.3.15 ｢일본과 동양의 교육제도를 희망｣.

70) 朝鮮總督府 內務局, 1937 朝鮮における地方稅制整理經過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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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도 평의회의 부․군․도 학교비 보조 산안 자문 의견에 한 사회  

심이 높아졌고, 도 평의회 석상에서 이 문제에 한 논의가 늘어나게 되었다.

당시 도 평의회에서는 학교비 문제가 거론될 때 조선인 평의원을 심으로 도 

보조  증액과 함께 국고 보조도 늘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의무교육의 조속한 실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의무교육 문제는 당시 

조선인들의 첨 한 심사 다. 조선인들은 도평의회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국자들에게 이 문제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하 는데, 일례로 1928년 9

월 경상남도 거창에서는 주민들이 지방 시찰 이던 학무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달하기도 했다.

․ 조선인에 하여 의무교육 제도를 속히 실시할 것

․ 보통학교 수업료를 철폐하고 이에 한 재원은 국고 으로 보조할 것

․ 학교비  국고보조 은 근소하므로 경리상 곤란이 막심하니 국고 으로 보조

를 충분히 증액할 것

․ 보통학교 아동에 한 교수 방법은 조선인 본 로 할 것71)71)

이러한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제는 1929년에 ‘1면1교’를 실 하기 해 

만들었다는 ‘조선 등교육보  제1차 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수록된 ‘공립보통

학교 증설의 요’라는 에서 다음과 같이 보조  증액 요구를 묵살하 다.72)72) 

<공립보통학교 증설의 요>

․ 학교의 증설 - 소화4년도부터 소화11년도까지 8개년 간 각 면에 1개의 보통학

교를 세우도록 한다. 재 공립보통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에 순차 으로 

이를 신설하는 것으로 한다. ( 략) 임시비에 하여는 별도로 보조를 하지 않는

다. 임시비에 해서는 학교의 증축 등은 가  피하도록 한다. 학교 신설과 

련된 비용의 조달은 제한외 부과를 통해 하도록 한다. 임시비가 도지방비의 보조

으로 부족한 경우에 기부 을 징수하도록 한다.

71) 동아일보 1928.9.28 ｢의무교육실시 수업료 철폐 등｣.

72)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 번호 CJA0002760–0026888202 ｢初等敎育の普及振 及師範敎育の

改善に關する計劃要 拔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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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인용문에 등장한 ‘제한외 부과’란 ‘조선학교비령시행세칙’에 지정된 학

교비부과 의 제한율을 과해 거두어들이는 부과 을 의미한다. 이 ‘제한외 부

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단될 때’ 부과하는 것이라고 세칙상 규정되어 있

지만 사실상 거의 상시 으로 부과되고 있어 세간의 비 을 받곤 했다.
73)

73)이

게 의무교육 논의가 난 에 부딪히자 일부 지역 도 평의회가 학교비 문제를 들

어 산 심의를 거부하기도 하 고,
74)

74)다음 인용문과 같이 학교평의회 제도가 

원래부터 조선인 교육 문제 해결에 아무런 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근

본  비 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선의 등 교육은 병합 당시에 앙집권을 철 히 만든 후 총독부가 직  할

하게 되었다. 더욱이 앙 기구는 자기의 세운 방침과 계획을 끝까지 철시키기 

하여 교육에 한 일체 권리를 학부형의 손으로부터 수람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면서

도 이상한 일로는 공보의 경비만은 그냥 인민 특히 학부형의 부담에 맡기었다. 

( 략) 지방비 보조는  인민이 간 으로 내는 돈에 불과하고, 기부 과 부담 은 

직 으로 내인 돈이오, 수업료는 학부형이 직  내인 돈이다. ( 략) 강제의무교육은 

아직 멀었다고 보겠고 서책, 지필의 무료공   아동의 주식 무료공  등은 말할 

감도 되지 못한다. ( 략) 공립보통학교 경비만 계산해도 9,898만 4,764원이란 거액

에 달한다. 이러한 거액을 내어놓고도 인민은 교육에 하여 연 발언권이 없다. 소

 학교비평의회라는 것이 있으나 그것 역시 민의나 학부형의 의사를 표하도록 선

거가 못되는 동시에 평의회 그것도 실상은 결의권 없는 허수아비로 교육의 근본방침 

 행정에 있어서 실질  향을 이 없는 사실은 온 세상이 주지하는 바이다.75)75)

 

일제가 이처럼 학교비 산의 50%에 달하는 액을 국고로 보조하라는 요구

를 거부하고, 그에 한 조선인 측의 비 이 증하는 가운데 1929년 8월, 뇌물 

수수로 총독직을 사직한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의 뒤를 이은 사이토 마코토

(齋藤實)는 ‘조선지방제도 확장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듬해 3월 일본 척무성에 

제출했다. 이 ‘확장안’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도평의회와 부 의회

를 의결기  환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때 그 일환으로 조선인 학교비

73) 帝國地方行政學 , 1927 ｢公立普通學校費用に關する件｣ 朝鮮地方行政例規, 541면.

74) 매일신보 1929.3.11 ｢豫算返上動議賛成  十四名 全部 解任｣.

75) 동아일보 1930.9.16 ｢조선 교육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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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본인 학교 자치 기구인 학교조합과 함께 부회(府 )에 통폐합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학교비의 부 편입과 함께 학교평의회는 부회에 통합되고, 부회의 산하에 일본

인  조선인 학교 재정에 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1 교육부회’와 ‘제2 교육부

회’가 설치되었다.
76)

76)이로 인해 부민들에게 부과되던 학교비부과 에 한 사항

도 부(府)가 일  인계하여 처리하는 식으로 바 었고, 학교비부과  역시 부세

(府稅)로 편입되었다. 술한 바와 같이 원래 학교비부과 으로는 호세․가옥세

부가 , 지세부가 , 호별할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지세부가 은 1927년 지방세

제정리에 따라 도지방비로 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시에는 학교비부과 의 일

종이 아니었다. 따라서 1930년의 이른바 ‘조선지방제도 확장’에 따라 호세부가

과 호별할이 부세로 이 된 셈이었는데, 일제는 이 가운데 호별할을 부세인 ‘호

별세’로 명칭을 바꾸고 이 호별세를 단일세로 하여 학교 재정을 운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인에게 부과하던 호세부가 을 그 로 존치시켜

놓았다. 당시의 당국자는 이에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 다. 

호별할에 한 규정의 일부는 본 부제(府制) 세칙으로 옮기고 특별경제(학교 재

정-필자)의 비용에 하여는 호별세에 의한 것 외에 다른 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이외에는 주요한 규정은 개 종 과 같다. ( 략) 다만 학교비는 종 부터 가옥

세의 부가 을 부과하고 있었는데 별안간에 이를 폐지하여 학교조합과 같이 호별세

의 단일세에 운 하기 곤란하다, ( 략) 따라서 당분간 가옥세부가세를 부과시키고 

종 의 세원을 잃지 않도록 고려할 것이다. 이 조치로 특별경제에 속하는 비용  

부회 의원의 비용, 기타의 회의비, 고비, 기타 사무비 등의 비용이 약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며 이로써 3단체 통일의 실익을 도모하기로 하 다.77)77) 

다시 말하자면 사무비용과 회의비 감을 해 부, 학교조합, 학교비 통합을 

결정했으며, 이 조치로 기존의 학교비부과 은 부세가 될 것이지만 그 세목은 

종 의 부과  종류와 큰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일제가 학교비를 부에 통합함에 따라 그 사무와 련된 자문 기구인 학교평의

76) 朝鮮總督府官報 1930.12.29 ｢朝鮮地方制度施行規則｣.

77) 今村武志, 1931.3 ｢개정지방제도시행규칙 등에 하여｣ 朝鮮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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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도 없어지게 되었고, 부회가 그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 부회는 소  ‘지

방제도 확장’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는 등 상당히 그 상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

지만 실상은 그 지 않아서 부윤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당시 

발표된 부제 시행규칙 제24조와 제25조에는 부윤이 부회 혹은 교육부회가 부의 

재정 수지에 맞지 않는 의결을 할 경우 해당 의결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

다고 규정되어 있다.
78)

78)이 규정에 따라 부윤은 교육비에 한 부회의 어떠한 결

의도 무효화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교육평의회가 사라지고 부회가 그 기능을 신할 것이라는 소식은 이미 1930

년  에 리 퍼져 있었고, 그런 탓에 이미 학교평의회 회의는 무력한 분 기

에 휩싸여 있었다. 경성부 학교평의회는 이 무렵부터 국고 보조 등에 한 일체

의 사안에  의견을 개진하지도 않았고 회의도 제 로 진행되지 못했다. 실

제로 1930년 1월에 열린 제3기 경성부 학교평의회 마지막 회의에서는 평의원 양

재창이 지방비 보조 증액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한 질의를 한 것 외에는 “약간

의 질문이 있었을 뿐으로 세입 세출의 일독회를 종료하고 이후의 독회는 생략한 

채 란없이 원안이 통과”되었다.
79)79) 

이처럼 학교평의회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분 기 속에서도 제4기 경성부 학교

평의회 선거가 그 해 4월에 진행되었다.
80)

80)1930년의 선거를 통해 뽑힐 학교평의

회는 이듬해에 지방제도가 개정될 경우 해산될 운명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평

의회원의 임기도 1년을 넘길 수 없었다. 그런데도 이 선거에 20명의 인사가 입

78) 朝鮮總督府官報 1930.12.29 ｢朝鮮地方制度施行規則｣. 

     해당 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제24조 부회 는 교육부회의 의결 는 선거가 그 권한을 넘거나 는 법령 혹은 회

의규칙에 배치된다고 인정되는 때는 부윤은 그 의견에 의하거나 는 도지사의 지휘

에 의하여 이유를 시(示)하고 이를 재의(再議)에 부(付)하거나 는 재선거를 행하게 

할 수 있음. 단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부윤은 도지사의 지휘를 청하여 그 

의결 는 선거를 취소할 수 있음을 득함.

     - 제25조 부회 는 교육부회의 의결이 명료히 공익을 해하고 는 부의 수지(收支)에 

하여 부 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윤은 그 의견에 의하거나 는 도지사의 지

휘에 의하여 이유를 시하고 이를 재의에 부할 수 있음.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되는 때에 부윤은 도지사의 지휘를 청하여 그 의결을 취소할 수 있음.

79) 동아일보 1930.1.30 ｢ 란 없이 폐회된 학교비평의회｣.

80) 동아일보 1930.4.2 ｢학평의 선거  무경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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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한 것은 주목을 끈다. 앞의 <표 5>에는 이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들이 나열되

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 인사들은 이듬해에 치러진 경성부회 선거에 출마

했고 그  유승복, 양재창, 김재 , 박 호 등이 당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

81) 

이들 외에도 2기  3기 학교평의회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도 상당수 부회 선

거에 입후보했는데, 이들에게 학교평의회원 경력은 그야말로 부회 의원이라는 

명 직으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된 ‘디딤돌’이었다. 일례로 학교평의회 회의 

석상에서 부 당국에 국고 보조 증액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제2기 학교평의회원 김사연은 의무교육제를 주창해 유명해진 3기 평의회

원 조병상과 함께 조선인 학교 재정에 한 사항을 다루는 교육부회의 부의장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82)

82)김사연 등과 함께 강경 로 분류되던 양재창의 경우도 

1939년 경성부회 당선 소감에서 “그동안 상평(商評)에 한 번, 학교평의회에 두 

번, 경성부의에 두 번이나 당선되었었고, 의무교육을 하루라도 속히 실시할 것 

등의 큼직한 포부를 지녔다”면서 학교평의회 경력을 자랑했다.
83)83)

이 게 평의회원으로서 국고 보조 증액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했다고 자신의 

경력을 내세웠지만 이들이 이후 경성부회에서 학교비 문제와 련하여 극 인 

역할을 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경성부회는 오히려 조선인 부담의 증액을 

제로 한 보통학교 증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등 학교평의회

가 존재하던 시기의 요구에서 한발짝 물러났다. 실제로 1930년  반에 경성부 

제2교육부회는 다음 기사와 같이 보통학교 10개년 계획을 제안하고 그에 소요되

는 경비를 학교비 호별세을 비롯한 부세의 3배 증가로 조달하자고 했다.
84)84) 

 

조선의 수부 경성에 있어서의 등학교 입학난 문제는 불가사문어타인(不可使聞

於他人)이라 할 추태를 노출하게 되었다. ( 략)이 상에 하여 경성부 당국자가 

방  태도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니 경성부회의 조선사람 측 의원들의 요청에 의하

여 그 해소안을 세우게 된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10년 계획으로 하고 

81) 동아일보 1931.5.23 ｢제도개정 후 제1차 당서된 부읍회의원｣.

82) 朝鮮申報 1931.6.10 ｢京城府第2部敎育部初 議｣.

83) 삼천리 11-7, 1939.6 ｢京城府議 當選 人物記｣.

84) 동아일보 1936.5.16 ｢(사설) 등학교입학난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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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한 것인데 10년 후의 경비를 보면 지 보다 3배 이상이 되게 되었다. 그 부담이

야 물론 크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한 문제인 

것을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실 하기에 최 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

다. 아무리 빈약한 조선사람의 경제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한 것은 참아가야 할 

것이다.

보통학교를 늘리고 싶으면 학교비부과 을 더 많이 내라는 것은 일제의 일

된 언설이었는데, 그 방침을 어붙이기 해 만들어놓은 학교평의회가 국고 보

조 증액을 요구하는 등 일종의 ‘일탈 ’ 모습을 일제는 방지하고자 했다. 1930년

 교육부회의 의결은 부윤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었고, 조선인 부민들

이 아무리 국고 지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일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부회 조선인 의원들은 그  교육비 자

부담 규모를 더 늘려가는 식으로 입학난 해결 방안을 찾아가려 했고, 상황이 그

게 개될 것이라는 을 조선인 부민들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학교평의

회 제도 폐지를 앞둔 1930년 말에는 경성비 학교비 재정이 곤경에 빠져 있기 때

문에 앞으로 호별할 부과  규모가 2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망이 공공연히 

확산되어 있었다.
85)85) 

학교평의회는 식민지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해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으로

서, 이를 통해 심각한 입학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근본 으로 한계가 있었

다. 일제가 교육에 한 공공  투자를 일체 거부하고 있었고, 학교평의회를 통

해 그러한 방침을 지속 으로 재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학교평

의회를 이용해 학교비에 한 국고 보조 증액 등을 요구하자고 했고, 평의회원

들이 그러한 여론을 받아들여 일정 부분 극 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일제가 허용한 범  내에서 제한 으로 보통학교 증설을 요청하는 데에 

그쳤고, 그러한 양상은 1930년  학교평의회가 부회 산하의 교육부회로 통합된 

후에 더 뚜렷해졌다. 교육부회가 내놓은 학교 증설 방안은 일제가 추구한 조선

인 교육비 자부담의 원칙을 근본 으로 비 하면서 구상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85) 동아일보 1930.11.11 ｢궁경에 든 경성학교비 호별할 필경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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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실로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일

제 식민 지배 당국의 ‘선처’를 호소한 것 외에는 없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학교평의회원의 상당수가 1920년  평의회를 통한 국고 

보조 증액이나 의무교육 실시 요구 활동 경력을 자신들의 사회  ‘명망’ 획득에 

이용했다는 이다. 학교평의회원의 다수는 부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그 때마

다 학교평의회원 시 의 활동을 자랑삼아 내세우곤 했다. 어쩌면 그들이 1920년

에 경성부를 상으로 극 인 활동을 벌인 것도 이와 같은 의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5. 맺음말

일제의 식민 교육 정책은 교육 수익자 부담 원칙에 철 히 기반을 두고 있었

다. 조선총독부는 학교 설립과 운 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지역 주민들이 알

아서 조달하라는 식으로 버텼다. 1920년 에 일제는 이른바 ‘문화정치’를 행한다

면서 학교평의회라는 것을 두는 한편 경성을 비롯한 부에서 그 학교평의회 선거

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학교평의회의 기능이 제한 이었기 때문에 그에 한 

심이 높지 않았다.

1920년 에 입학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부르짖는 목소리

가 확산되고, 그에 따라 경성부의 학교비 부담  세입 규모도 늘어났다. 하지만 

일본인 교원에 한 인건비, 교사 수리 비용, 국고 보조 감액에 따른 경상비 자

부담 규모의 증가로 보통학교 증설에 필요한 산이 제 로 확보되지 못했다. 

그 기 때문에 1920년  반 이후에는 경성 부내에 신설되는 공립보통학교가 

무할 정도 다. 상황이 이 게 개되자 경성 부민들 사이에서는 학교평의회

를 통해 국고 보조의 증액과 의무교육제 실시를 요구하자는 여론이 퍼지기 시작

했다.

이러한 분 기에 편승하여 일부 경성부 학교평의회원들은 국고 보조 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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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1924년의 제2기 경성부 학교평의회 선거로 뽑힌 

평의회원들은 학교비 호별할의 진 등  재조정과 함께 이를 긴  사안으로 상

정하고, ‘ 등교육입학난 구제방법 연구회’와 그 해결을 해 보조를 맞추어 나

갔다. 

조선총독부는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조선총독부가 

학교평의회를 만들었던 것은 교육비 자부담 원칙을 강요하기 함이었다. 이른

바 ‘문화정치’라는 미명 하에서 지방제도를 개정한다고 선 했지만, 조선총독부

는 이 학교평의회를 어디까지나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에 한 조선인들의 불만

을 발산․해소하는 장소로만 활용하고자 했다. 이러한 본질  한계에도 불구하

고 1920년  말 학교평의회는 의무교육제 실시 요구를 내놓는 데에까지 나아갔

다. 하지만 그와 같은 모습은 일제가 1930년 말 학교평의회와 부 의회를 통폐

합시켜버림으로써 사라지기 시작했다. 

1920년  부 학교평의회원들이 이와 같은 근본  한계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극 으로 국고 보조 증액, 의무교육 실시에 한 

요구를 내놓은 것은 그 정도로 교육에 한 조선인 사회의 열망이 높았음을 의

미한다. 평의원들이 사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

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 정치’ 하의 학교평의회는 조선총

독부가 그어놓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뛰어넘지 못했다. 식민지 권력은 교육 부

문의 공공성을 확 하는 데에 큰 심이 없었고, 조선인 학교평의원들은 그와 

같은 기본 방침을 환시킬 힘을 갖지 못했다. 일제는 학교평의회를 통해 자신

들이 지향하던 정책의 방향을 조선인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어붙이는 데에 주

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은 경성부 학교평의회의 구성과 그 자문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진 학교비 

논란에 을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서 군 학교평의회의를 비롯한 체 학교평

의회의 활동 양상을 분석하거나 학교평의회를 심으로 이루어진 조선인과 일제 

당국의 교차된 시선을 집  분석하는 데에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

다. 필자는 학교평의회의 구성과 부 학교평의회 선거의 양상, 그리고 그 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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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등에 한 구체 인 분석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에 착목하여 경성부의 사례

에 논의를 국한시켰던 바 향후 이에 한 보다 넓은 시각으로 다각도의 분석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주제어 : 보통학교, 학교비, 학교평의회, 경성부 학교평의회, 수익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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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sisting and functioning of the Kyung-Sung(京城) 

Local School Council in the 1920s

Choi Byung Taek *
86)

Japanese Governor-General increased elementary school since 1920' as koreans 

demanded the establishment of more schools. But Japanese authority did not want to 

invest in education for colonial koreans.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set forth 

Beneficiary pays principle as management policy for colonial territories. For this reason 

the full cost of the education fell on korean people.

In 1920s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made Local School council(學校評議 ) in 

every county including Kyung-Sung(京城, Seoul), and held elections for the councils. 

Japanese authority wanted the School Councils to play along with the Government- 

general, but korean members of the councils was opposed to the policy on schools of 

the colonial authority. School Council of Kyung-Sung wanted to reserve the right to 

dicussion on school budge autonomously, and raising state aid to local schools. however, 

Japanese Governor-General ignored the issue on the korean educations. They didn't give 

any subsidies to school councils, and did not allow the right on educational autonomy. 

This caused shrinking of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Key Words : School Council of Kyung-Sung, Educational Autonomy of Colonial 
Korean, Beneficiary pays principle, Elections for the School Councils 
of Colonial Korea, Local Schoo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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