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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료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무국의 직제 변천, 조직구성 및 인원 변화, 학무국장 학무과

장 편집과장 종교 및 사회과장 등의 학무국 고위 관료의 인사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1910년 10월 교육 전담 중앙 

부서로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이 만들어졌다. 1919년 학무국은 내무부에서 벗어나 교육 전담 독립 부서로 승격되

었다. 1920년대 이후 학무국의 직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산하에 학무과, 편집과, 사회과(종교과, 사회교육과, 

연성과)의 3과를 두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1910년 18명의 직원으로 출발하여 

1941년 직원 84명의 조직으로 확장되었다. 학무국 직원은 사무관과 판임관, 기사와 기수, 편수관과 편수서기, 시학관

과 시학 등의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되었다. 학무국의 고위 관료 인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학무국장은 모두 14명으로, 

그 가운데 2명이 조선인 국장이었다. 조선인으로 국장급 인사가 이루어진 부서는 유일하게 학무국뿐이었다. 학무국장

은 주로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출신으로 고등문관시험을 거친 엘리트 관료였으나 대개 재직연한이 짧았다. 학무과장과 

편집과장은 모두 일본인으로 임명하였다. 학무과장은 동경제대 법학부 출신으로 고등문관시험을 거쳐 정통 관료 경로

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편집과장은 교육 경력이 풍부하고 조선 거주 연한이 길었다. 사회과 과장은 모두 

조선인으로 임명한 것이 특징적이다. 조선인 과장은 제국대학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 합격한 비교적 젊은 부류와 하

급관리 출신으로 일본어 구사 능력이나 일제에 대한 충성의 결과로 승진하여 과장이 된 부류로 나누어졌다. 학무국 

관료가운데 약 15%가 조선인이었으며, 조선인 고위 관료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직제 편성

과 관료들의 인적 특징에 주목하면 학무국의 조직적 위상은 높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 조선인 관료들의 

비중이 높았다.  

주요어 :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 관료, 조선인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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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제시기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근무한 관료들의 인적 구성 및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조선총독부 나아가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대해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 기조를 실행하는 기구라는 인

식이 있었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의 독자적 정책 입안이나 통치 행위의 가능성에 대해 소극적으로 

바라보고, 조직과 인사 등의 행정 과정이나 관료 구성의 특징에 대해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특히 

학무국 관료의 인적 구성 및 독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드물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료가 교육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드러내는 

연구도 있다.1) 또 학무국 관료들은 문교의 조선을 비롯하여 당시의 교육 관련 신문, 잡지 등에 

활발하게 기고하고, 저술과 대중 강연을 통해 교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교육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학무국을 떠난 후에도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

에서 활동한 사람이 많았다. 특히 일본인 학무국 관료는 패전 후 일본에서 한국교육에 대한 전문가

로 활동하며 이후 한국교육에 대한 이미지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일제시기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근무한 관료들의 면면과 그들의 이력, 나아가 교육활동

과 조선교육에 대한 생각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초적으로 시기별로 

학무국의 조직 변화를 정리하고 재직 관료들의 인적 구성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학무국 부서 편제와 관료의 직급 구성, 학무국장을 비롯하여 학무과장, 편집과장, 사회과장2) 

등의 면면과 인사 이동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여 그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대한 연구로는 조직의 변천 및 각 부서의 업무 분담과 내용 등을 다룬 연구

(이명화, 2007)와 학무국장과 학무과의 인사 특성에 관한 연구(稲葉継雄, 2010),  편집과의 인적 구

성, 분담 업무, 교과서 편찬 활동을 다룬 연구(장신, 2006) 등이 있다. 또 조선인 시학관에 대한 연구

(이기훈, 2008), 『문교의 조선(文教の朝鮮)』에 실린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료의 교육관에 대한 연

구( 강명숙, 2008: 임이랑, 2013a) 등이 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료에 대한 인물사적 연구는 조선

인 학무국장 이진호에 대한 연구(稲葉継雄, 2010)와 황민화교육이 시작되는 1937년 이후 학무국장

을 지낸 시오바라 토키사부로(鹽原時三郞)에 대한 연구(임이랑, 2013b), 교원에서 출발하여 학무국

의 요직을 거치며 일생을 식민지 조선 교육계에서 보낸 다카하시 하마키치(高橋濱吉)에 대한 연구

(강명숙, 2018) 등이 있다.

1) 조선총독부는 특히 다른 식민지 관청에 비해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위임받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입법 및 

사법권까지 행사하였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안용식, 2005). 학무국도 조선 현지 사정의 특수성을 들어 조선교육

령 제정 과정에서 일본 본국의 문부성, 외무성, 척식성 등의 의견이나 일본 정계 및 교육계의 여론에 맞서 정책 

형성에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강명숙, 2007).
2) 사회과는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교과로 출발하였고, 이후 사회교육과, 연성과 등으로 변천했으나 

여기서는 사회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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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를 학무과, 편집과 뿐만 아니라 사회과로 확장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 전체를 일목요

연하게 정리하고,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활동을 업무 담당 관료의 인적 특징과 연계시켜 논의를 활성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조직과 인사에 대한 전체적인 상을 조망하

는 것에 의의를 두고, 조선총독부 관보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에서 제공하는 조선총독부 직원록 자료를 토대로 1910년부터 1943년까지 

34년 동안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재직한 학무국 관료 433명의 관직 이력과 인적사항 등을 정리하였

다. 그리고 재직 관료 개인별로 조선인사흥신록, 조선신사대동보, 조선공로자명감 등의 인명자료집

을 활용하여 인적사항을 보완하여 민족별 구성, 출신 지역, 학력, 재직 연한 및 학무국 내외로의 이

동 상황 등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본문에서 인적 구성의 특징을 서술하는 경우 

특별히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다. 

Ⅱ. 조선총독부 학무국 직제 변천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직제와 정원, 업무 분장 등은 여러 차례에 거쳐 변화되었다. 일제강점 이후 

식민지 관청으로 1910년 10월 설립된 조선총독부는 1관방 5부 체제로 출발했다. 총무부, 탁지부, 

내무부, 농상공부, 사법부의 5개부를 두고 내무부에 서무과, 지방국, 학무국을 두었다. 학무국에는 

학무과와 편집과를 두고 공업전습소, 중학교, 성균관, 관립사범학교, 관립고등학교, 관립외국어학교, 

관립실업학교, 관립고등여학교, 관립보통학교 등의 관립학교는 학무국 직할 소속 관서로 두었다. 내

무부 학무국이 됨으로서 갑오개혁 이후 교육 전담 중앙부서로 존재했던 학부가 내무부 산하의 하나

의 국으로 축소 격하되었다. 

학무국이 독자적인 교육 전담 중앙부서로 된 것은 제3대 조선 총독으로 해군 대장 사이토 마코도

(齊藤實)가 부임하여 조선총독부 관제개혁을 하면서 부터이다. 1919년 8월 19일 조선총독부 관제 

개혁을 통해 기존의 부 체제를 국 체제로 바꾸었는데, 학무국이 내무부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국으

로 되어 1관방(총독관방) 6국(내무국, 재무국, 식산국, 법무국, 경무국, 학무국)체제가 되었다. 그리

고 학무국에는 종교과가 신설되어 학무과, 편집과, 종교과의 3과를 두었다. 1919년 종교과의 신설로 

신사(神社) 및 사원에 관한 사항과 종교 및 향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일이 학무국 업무로 자리 

잡았다.   

종교과는 1921년 7월에 설치된 내무국 산하의 사회과가 1932년 2월 학무국 산하로 옮겨 오면서 

합쳐져 사회과로 되었다가 1936년 사회교육과로 개칭되었다. 그 뒤 1942년 11월 연성과가 학무국

에 생기면서 사회교육과는 사정국 산하로 옮겨갔다 1년만인 1943년 다시 학무국으로 소속되었다. 

연성과는 1) 청소년의 훈련에 관한 사항 2) 육군병 지원자 훈련에 관한 사항 3) 청년특별 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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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4) 지도자 연성에 관한 사항 5)국민 연성 및 국민 근로교육에 관한 사항 6)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7) 사회교육 및 사회교화에 관한 사항, 8) 종교 및 경학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부서

로, 사회교육과 업무와 연성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부서가 되었다.

교육 전담 중앙 독자 부서로서의 학무국 설치와 산하에 3과를 두는 학무국 직제는 편집과를 편수

과로, 종교과를 사회과, 사회교육과, 연성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 이외에는 일제 말기까지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물론 중간에 고적 조사, 교학 연수, 청년 연수, 체육 업무 등과 같은 몇몇 업무가 추가되

고 1939년 8월 교학연수소, 중견청년수련소가 학무국 산하에 설치되기도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표 1> 조선총독부 학무국 직제의 변천

시기 소속 부서 편제

1910.10~1919.8 학무과, 편집과

1919.8~1921.10 학무과, 편집과, 종교과

1921.10~1924.10 학무과, 편집과, 종교과, 고적조사과

1924.10~1932.2 학무과, 편집과, 종교과

1932.2~1936.10 학무과, 사회과, 편집과 

1936.10~1942.11 학무과, 사회교육과, 편집과

1942.11~1943.11 학무과, 연성과, 편수과    

1943.12~1944.11 학무과, 연성과, 편수과, 사회과

1944.11~1945.4 전문교육과, 국민교육과, 사회과, 교무과, 편수과

1945.4~1948.8 학무과, 연성과, 교무과, 원호과

자료: 朝鮮總督府官制 및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 참고,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http://theme.archives.go.kr) 학무 관련 기구의 연혁 및 담당 업무 참고

학무국의 직제가 크게 바뀐 것은 제9대 조선총독으로 육군대장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가 부임

하여 1944년 11월 22일 조선총독부 직제 개편을 하면서 부터이다. 학무국은 전문교육과, 국민교육

과, 사회과, 교무과, 편수과의 5과로 되었다. 학무과가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과와 보통교육

을 담당하는 국민과로 나눠지고, 연성과가 사회과와 교무과로 나누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로소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긴 점은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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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무국 관료 구성의 특징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1910년 학무국장 외 사무관 2명, 기사 2명, 판임관 11명, 촉탁 2명으로 총 

18명의 직원이 일했다. 1941년에는 학무국장 외 이사관 1명, 사무관 4명, 편수관 6명, 시학관 4명, 

교학관 3명, 체육관 1명, 편수서기 7명, 기사 1명, 기수 4명, 통역 1명, 속 30명, 촉탁 21명으로 총 

84명의 직원으로 확대되었다. 직원 수로 보면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4.5배 이상 확대 되었다. 

[그림 1] 조선총독부 학무국 직제와 소속 직원 현황(1941년)

1924년 12월 20일 칙령 제41호로 조선총독부 관제를 개정하여 본부 조직과 정원을 대대적으로 

감축(김민철, 2001)하였으나 학무국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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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총독부 학무국이 가장 확대되었던 1941년의 학무국 직제와 소속 직원의 성명, 관등, 대우 등의 

현황을 보면 <그림 1> 과 같다. 

조선총독부 관료에는 원칙적으로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면 천황 명의로 임명하는 고등관과 보통

문관시험에 합격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관련 직무에 종사하면 조선총독 명의로 임명하는 보통문

관 즉 판임관이 있다. 이외에도 고원, 용원, 촉탁이 있다. 고등관은 친임식으로 임용되는 친임관과 

고등관 1등과 2등인 칙임관과 3등~9등인 주임관으로 이루어졌다. 판임관은 각 관서에 소속하여 근

무하였다(장신, 2002). 일반적으로 고등관 이상을 고위 관료로 보았다. 이외에도 주임관으로 임용될 

시보와 판임관으로 임용될 견습이 있었다. 그리고 국고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은 대우 관리가 있었

다.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지방비에서 봉급을 받는 대우 관리였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임용되는 특

별임용도 있었는데, 조선인 최초로 학무국장으로 임용된 이진호의 경우 특별임용 관리였다. 

조선총독부 관료의 관등과 봉급 체계는 매년 차이가 있는데, 1920년 8월부터 조선인과 일본인이 

구별 없이 동일한 봉급 체계가 되었다. 대신 일본인은 조선어장려수당 등의 형태로 가봉을 받았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확장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각 과별 직급별 직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2> 

와 같다. 직제상의 정원이 아닌 직원록 작성 시의 소속 현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는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표 2> 조선총독부 학무국 과별 직급별 인원 구성(1910~1943)

연도 과별 직급별 정원 현원

사무 편집과(편수과) 학무과
사회과(종교과,

사회교육과, 연성과)
시학

1910 사무관1, 기사2, 속3 사무관1, 촉탁2, 속 8

1911
사무관1, 편집관2, 
편수서기3, 기사2,
통역관, 속6 

서기관1, 시보1,
속10, 통역생1 

시학관1, 시학1

1912
사무관1, 편집관3,
편수서기4, 통역관1, 속5 

서기관1, 속10  시학관1, 시학3

1913
사무관1, 편집관3, 
편수서기4, 속4 

서기관1, 판임관견습1, 
속10 

시학관1, 시학3

1914
사무관1, 편집관3,
편수서기3, 속4

서기관1, 시보1, 속11 시학관2, 시학2

1915
사무관1, 편집관3,
편수서기3, 속4

사무관1, 속11 시학관2, 시학2

1916
사무관1, 편수관3,
편수서기3, 속4

사무관1, 판임관견습1, 
속10 

시학관2, 시학2

1917
사무관 1, 편수관1, 
편수서기3, 속4

사무관1, 속11 시학관2, 시학2

1918
사무관 1, 편수관1, 
편수서기4, 속4

사무관2, 속12 시학관2, 시학1

1919
사무관1, 편수관2, 
편수서기5, 속4

사무관1, 기사1,속12 시학관3, 시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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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사무관1, 편수관2, 
편수서기4, 속4

사무관2, 기사1, 속15
사무관1,
촉탁5,속4

시학관3, 시학1

1921 사무관1
사무관1, 편수관2, 
편수서기5, 속3

사무관1,속13 사무관1, 속3 시학관4, 시학1

1922 사무관1
사무관1, 편수관5, 
편수서기7, 속5

사무관1, 속19
통역관이자 속1,   

사무관1, 속4 시학관4, 시학1

1923 사무관2
사무관1, 편수관8, 
편수서기4, 속3

사무관1, 속19 사무관1, 속3 시학관7

1924 사무관2
사무관1, 편수관9,
편수서기5, 속4 

사무관1, 기수1, 속17 사무관1, 속2 시학관7

1925 사무관1 편수관9, 편수서기3, 속3 사무관1, 기수1, 속13
사무관1, 촉탁11
 기수2, 속2

시학관5

1926 편수관6, 편수서기6, 속2 사무관1, 속11, 기수1
사무관1, 촉탁13,
기수2, 속2

시학관4

1927 통역1 편수관8, 편수서기4, 속2 사무관1, 속12, 기수1
사무관1, 촉탁13,
기수2, 속2

시학관7

1928 통역1 편수관7, 편수서기4, 속1
사무관1, 시학관1,
기수1, 속11

사무관1, 촉탁17,
기수2, 속2

시학관6

1929 통역1
편수관7, 편수서기3,
속2, 촉탁5

사무관1, 시학관1,
속12, 촉탁2, 기수1

사무관1, 촉탁7,
기수2, 속3

시학관8

1930 통역1
편수관6, 편수서기4,
통역관2, 속3, 촉탁4

사무관1,촉탁2, 속11
사무관1. 속3,
촉탁9, 기수2

시학관7

1931 통역1
편수관7, 편수서기4,
통역관2, 속3, 촉탁9

사무관1,촉탁2, 속10
사무관1. 속1,
촉탁9, 기수1

시학관6

1932 통역1
편수관6, 편수서기4,
속2,촉탁5

사무관1,촉탁2, 속7
사무관1, 촉탁12,
속8, 기수1 

시학관5

1933 통역1
편수관8, 편수서기4,
속3, 촉탁4

사무관1,촉탁2, 속10
사무관2, 촉탁13,
속10,기수1 

시학관4

1934 통역1
편수관6, 편수서기3,
속2, 촉탁5

이사관1,사무관1,
촉탁2, 속9

사무관2, 촉탁13,
속10,기수1 

시학관4

1935 통역1
편수관6, 편수서기4,
속1, 촉탁5

이사관1,사무관1,
촉탁2, 속9

사무관2, 촉탁15,
속12, 기수1 

시학관4

1936 통역1
편수관5, 편수서기5,
속1, 촉탁4

이사관1,사무관1,
촉탁2, 속12

사무관2, 촉탁18,
속11, 기수1 

시학관4

1937
통역1
기사1

편수관6, 편수서기6,
속1, 촉탁3

이사관1,사무관2,
촉탁2, 속11

사무관2, 촉탁20,
속5, 기수2 

시학관5

1938
통역1
기사1

편수관7, 편수서기4,
속1, 촉탁5

이사관1,사무관2,
촉탁2, 속8

사무관2, 촉탁21,
속7, 기수5 

시학관5

1939
통역1
기사1

편수관6, 편수서기4,
속1, 촉탁5

이사관2,사무관2,
촉탁3, 속13

사무관2, 촉탁21,
속7, 기수5 

시학관4, 교학관2

1940
통역1
기사1

편수관6, 편수서기4,
속1, 촉탁6

이사관1,사무관2,
촉탁3, 속15

사무관2, 촉탁21,
속8,기수4

시학관4, 교학관2

1941
통역1
기사1

편수관6, 편수서기7,
속3, 촉탁4

이사관1,사무관2,
촉탁4, 속16

사무관2,
촉탁21, 속11,
기수4

시학관4, 교학관3,
체육관1

1942 통역1 편수관8 사무관5, 이사관2, 제무관(祭務官)1
시학관6, 교학관3,
체육관1

1943
통역1
기사1

편수관7 사무관2, 이사관2, 서기관2, 제무관1
시학관4, 교학관3,
체육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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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학무국 직원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학무국 직원은 점차 다양한 직렬과 직급으

로 구성되어 갔다. 사무관과 판임관의 일반 행정 직렬, 기사와 기수의 기술 직렬, 편수관과 편수서기

의 편수 직렬, 그리고 시학관과 시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무과는 사무관과 판임관의 일반 행정 직

렬이 다수라면, 편집과는 과 업무의 특성상 편수 직렬이 다수였고, 1929년 이후에는 촉탁을 고용하

였다. 종교 및 사회과는 5인 이내의 사무관과 판임관으로 운영하다 1925년 이후부터는 촉탁을 대거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시학의 경우 1914년 시학관이 2명으로 늘어났고, 1919년 이후 시학

관이 3명으로 되는 등 계속 늘어나 최대 7명까지 있었다.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 이후인 1938년에는 교학관, 1941년에는 체육관이라는 직위가 생겨났다. 

교학관은 1938년 5월 초중등학교 교원 연수를 위해 만든 교학연수소의 업무를 담당하고, 체육관은 

1941년 각급 학교 교육에서 체력 향상을 중시하면서 학교 체육 지도 업무를 담당하였다. 1942년에

는 신도(神道)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제무관(祭務官)도 두었다. 전시 동원에 필요한 황국신민화 

교육 혹은 국체사상 주입이 강조되면서 학무국에 교학관, 체육관, 제무관을 두어 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학무국의 업무 범위가 고적조사 업무, 종교 업무, 청년 연수 업무 등으로 확장되고, 전시체제

기 황민화 교육의 강화로 인해 직렬과 직급이 다양해지고 촉탁 중심으로 직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Ⅳ. 학무국 고위 관료 인사 특징

1910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에는 507명의 관료들이 근무하였다.3) 이들의 민족별 

구성을 살펴보면 조선인 74명, 일본인 433명으로 조선인 관료가 약 15%를 차지하였다. 조선총독부 

본부 재직 관료의 90%이상이 일본인 관료(안용식, 2005)였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학무국에는 

조선인 관료의 비율이 높았다. 조선인 관료가 근무한 소속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학무국장 1명, 사무 

1명, 시학관 4명, 편집과 근무 23명, 학무과 근무 15명, 사회(종교, 사회교육)과 근무 34명이었다. 

여러 부서 근무로 중복 산정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한 숫자이다. 고등관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조선

인 고위 관료는 국장 1명, 사무관 8명, 시학관 4명, 편수관 5명으로, 시학관과 편수관을 모두 역임한 

2명을 제외하면 16명이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경우 조선인 고등관의 비율이 적고 하위직이 많

다는 조선총독부 관료 구성의 일반적인 특징과는 차이가 있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인사의 특징을 학무국장, 학무과장, 편집과장, 사회과장을 역임한 간부 중심으

3) 1943년까지의 직원록을 토대로 작성하여 1944년과 1945년의 자료는 통계에 빠져있다. 예를 들어 1944년 8월 

17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학무국장으로 재직한 엄창섭이나 1944년 11월부터 사회과장(이후 연성과장)으

로 재직한 전예용은 빠져있다. 또 짧은 기간 근무하거나 직원록이 간행되는 시점에 재직하지 않아 등재되지 못

한 인물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향을 보여주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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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을 역임한 사람은 <표 

3> 같이 모두 14명으로, 그 가운데 2명은 조선인이었다. 조선인으로 국장급 인사가 이루어진 부서는 

유일하게 학무국뿐이었다. 조선인 학무국장을 임명하게 된 배경에는 문화통치, 조선인 발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민심을 회유하고자 한 측면이 작용하였다.

<표 3>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역임 현황(1910~1945)4) 

성명 재임기간
재임
연한

취임
연령 

최종학력 직전 직위 직후 직위

関屋貞三郎 1910.10.1.
 ~1919.8.20

8.11 35 동경대 법학부 가고시마현 내무부장 시즈오카현 지사

柴田善三郎 1919.8.20.
~1922.10.16

3.2 52
동경대 대학원 

법학부
오사카부 내무부장 미에현 지사

長野幹 1922.10.16.
~1924.12.1

2.2 동경대 법학부 야마나시현 지사 아키타현 지사

李軫鎬 1924.12.12.
~1929.1.19

4.1 57 연무공원
동양척식주식회사 

이사
중추원 참의

松浦鎭次郎 1929.2.1.
~1929.10.9

0.8 57 동경대 법학부
경성제국대학총장 

겸직
구주제국대학 총장

武部欽一 1929.10.9.
~1931.6.27

1.9 48 동경대 법학부 문부성 보통학무국장 문부성 보통학무국장

牛島省三 1931.6.27.
~1931.9.23

0.3 48 동경대 법학부 이바라키현 지사 총무부 내무국장

林茂樹 1931.9.23.
~1933.8.4

1.10 46 동경대 법학부 경상북도 지사 조선식산은행 이사

渡邊豊日子 1933.8.4.
~1936.5.21

2.9 47 동경대 법학부 경기도 지사 선만척식 이사

富永文一 1936.5.21.
~1937.7.3

1.1 45 동경대 법학부 경상남도 지사 조선식산은행 이사

塩原時三郞 1937.7.3.
~1941.3.26

3.8 41 동경대 법학부 조선총독 비서관 후생성 직업국장

眞崎長年 1941.3.26.
~1942.10.23

1.7 46 동경대 법학부 시가현 지사 조선목재 사장

大野謙一 1942.10.23.
~1944.8.17

1.10 45 소학교 함경북도 지사

嚴昌燮
(武永憲樹)

1944.8.17.
~1945.8.15

1.0 54 황주일어학교 경상북도 지사

4) 稲葉継雄, 2010, 205쪽 <표 1>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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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1명의 일본인 학무국장은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출신으로 고등문관시험을 거쳐 일본 본국

에서 내무부장, 지사, 보통학무국장 등 관직을 두루 경험한 부류들이었다. 일본 제국의 중심부 엘리

트 관료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머지 3명은 학력보다는 오랫동안 여러 부서를 돌며 쌓은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무국장이 된 경우로, 토착형 식민지 관료 부류였다. 

셋째 3년 이상 학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은 모두 4명뿐으로, 비교적 재직 연한이 짧았다. 엘리트 

관료들이 식민지 행정 경험을 하는 곳으로 의미부여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910년대에는 

학무국장 세키야 데이지부로(関屋貞三郎)가 1910년 10월 1일부터 1919년 8월 20일까지 8년 11개

월 근무하였다. 1911년 4월 11일부터 1921년 2월 12일까지 9년 10개월 근무한 학무과장 유게 고타

로(弓削幸太郎), 1910년 10월 1일부터 1924년 10월 13일까지 14년 동안 편집과장으로 근무한 오

다 쇼고(小田省吾)와 함께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근무한 점은 특이하다. 식민지 초기 학무 행정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던 것이다.

넷째 학무국장은 주로 칙임관이었는데, 1910년대에는 관등이 2등이었으나 1922년 10월 임용된 

나가노 미키(長野幹) 이후부터는 관등이 1등인 관리가 임용되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 제정 이후 학

무국장의 직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학무국장을 조선인으로 임명하는 일은 있었지만 학무과장, 편집과장은 모두 일본인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사회과장(종교과장)은 일본인 학무과장이 겸직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조선인

으로 임명하였다. 일본인 학무과장 및 편집과장과 조선인 사회과장의 인사 구도는 1920년대 이후 

학무국 인사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여섯째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장의 경우 모두 일본인으로 학무국장과 마찬가지로 동경제대 법

학부 출신으로 고등문관시험을 거쳐 정통 관료 경로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선총독부 학무

과장을 역임한 인사들의 특징은 <표 4> 와 같다. 

학무과장 인사의 특징은 정리한 이나바 쯔기오(稲葉継雄)에 의하면 13명의 학무과장 가운데 8명

이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출신이고, 11명이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였으며, 학무과장 직전에 경찰 관계 

부서에서 일한 사람이 많았다. 또 51세에 학무과장으로 임명된 후쿠시 스에노스케(福士末之助)를 

제외하면 평균 연령 36세로 비교적 젋었다. 당시 학무과장은 등용문으로 불리며 관료로서 승승장구 

할 수 있는 요직으로 인기가 많았다(稲葉継雄, 2010)고 한다. 학무과는 고등관과 판임관 등의 일반 

관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학무국 재임기간도 비교적 짧아, 관료들이 교육적 전문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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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선총독부 학무과장 역임 현황(1910~1944)5)  

성명 재임기간
재임
연한

취임
연령 

최종학력 직전 직위 직후 직위

隈本繁吉 1910.10.1.
~1911.2.17

0.5 37 동경대 문학부
한국 학부 학무국 

제2과장
대만총독부 학무과장

弓削幸太郎 1911.4.11.
~1921.2.12

9.10 29 일본 법률학교 가고시마현 학무과장 조선총독부 철도부장

松村松盛 1921.2.12.
~1922.10.3

1.8 35 동경대 법학부 전북 경찰부장 조선총독부 비서과장

半井淸 1922.10.3.
~1923.5.4

0.7 34 동경대 법학부 조선총독부 문서과장
내무성 사회국 

사무관

萩原彦三 1923.5.19.
~1924.12.6

1.6 33 동경대 법학부 조선총독부 종교과장 조선총독부 수산과장

平井三男 1924.12.6.
~1928.2.24

3.3 40 동경대 법학부 조선총독부 상공과장 경성법학전문학교장

福士末之助 1928.2.24.
~1929.11.8

1.9 51 동경고등사범학교 조선총독 비서관 경성제대 예과교수

神尾弌春 1929.11.8.
~1933.1.19

3.2 36 동경대 법학부 조선총독부 사회과장
만주국 총무청장 

비서관

大野謙一 1933.1.19.
~1936.10.16

3.9 35 소학교 경상북도 경찰과장 경상남도 내무부장

高尾甚造 1936.10.16.
~1939.1.26

2.3 38 동경대 법학부
재만주 대사관 

조선과장
조선총독부 회계과장 

八木信雄 1939.1.26.
~1940.9.2

1.7 35 동경대 법학부 경북 경찰부장 조선총독부 경무과장

倉島 至 1940.9.2.
~1941.11.26

1.3 39 동경대 법학부 함북 경찰부장 조선총독부 정보과장 

木多武夫 1941.11.26.
~1944.11.22

3.0 36 구주대 법문학부 조선총독부 도서과장 조선총독부 지방과장

 

일곱째 조선총독부 편집(수)과의 경우 교과서 업무를 전담하는 과의 특성으로 인해 과의 업무 내

용과 인적 구성에 큰 변화가 없을 정도로 업무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장신, 2006). 편집

(수)과장의 경우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개월 근무한 기토 시게노리(木藤重德)을 제외하

면 3년 반이 최하 근무기간일 정도로 재직 기간이 길고, 또 편집과장 보직 전후에도 오랫동안 조선

에서 살면서 교육 관련 일에 종사하였다. 편집과장은 제국대학 문학부 출신과 고등사범학교 출신이 

많았고, 고등문관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5) 稲葉継雄, 2010, 210쪽 <표 2>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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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선총독부 편집(수)과장 역임 현황(1910~1944)6)  

성명 재임기간
재임
연한

취임
연령 

최종학력 직전 직위 직후 직위

小田省吾 1910.10.1.
~1924.10.13

14 39
동경제대 문학부 

사학과 
사무관

경성전수학교 교장
경성제대 예과 교수

岩佐重一 1924.10.13
~1928.03.30

3.5 50
동경제대 문학부 

국문과
시학관
교학관

경성고등상업학교
교장

木藤重德 1928.03.30
~1928.05.24

0.2 40
동경고등사범학교 

지리역사부
편수관

경성사범학교 교유
대구중학교,

부산여고보 교장

稻坦茂一 1928.05.24
~1935.08.23

7.3 46
동경고등사범학교

국어한문부
시학관 만주 문교부 편찬관

岩下雄三 1935.08.24
~1940.03.30

4.8 49
동경고등사범학교

수물화학과
시학관 경성사범학교 교장

島田牛稚 1940.03.30
~1944.03.31

4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덕육전공과
시학관

덕수상업학교 교장
경기중학교 교장

초대 편집과장 오다 쇼고(小田省吾)는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하고 나가노현사범학

교 교원으로 출발하여 동경제일고등학교 교수를 역임하다 1908년 조선으로 건너왔다. 편집과장을 

지내다 경성제국대학 발족 시 예과 부장으로 옮겼고, 이후 법문학부 조선사학부 강좌장으로 해방 

전까지 일했다. 1935년 8월부터 약 4년 8개월간 편집과장으로 일한 이와시다 유조(岩下雄三)는 

1913년 동경고등사범학교 본과를 졸업하고 히로시마현 사범학교 교유와 중학교 교장을 거쳐 1930

년 경상남도 내무부 학무과 도시학이 되어 조선으로 왔다. 1935년 시학관으로 승진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 들어왔다. 편집과장 역임 이후 경성사범학교 교장으로 나갔다. 고등사범학교 출신의 편집과

장은 주로 만주나 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조선의 유명 중등학교 교장으로 나가 조선 교육계

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편집과는 고등관이라 할 수 있는 편수관이 있어 과별로 보면 고등관의 숫자가 가장 많았다. 편수

관은 언제나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았는데(장신, 2006), 교과서 편찬 및 제작 업무의 폭주 때문으로 

1924년에는 편수관 정원이 4명이었으나 시학관을 겸직 발령하여 현원은 9명에 달했다. 편수관으로 

재직한 36명의 주요 경력을 정리한 바에 의하면 편수관은 높은 학력과 풍부한 교직 경험을 보유한 

사람들로, 대부분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일한 교직 경력을 갖고 있었다. 편수관을 역임한 

이후에 대학과 전문학교, 중등학교 등의 교수 혹은 교장으로 일했다. 시학관, 교학관 등으로 학무국 

내의 시학 부서로 옮겨가기도 했다. 동경제국대학 출신 편수관 가운데 5명은 이후 경성제국대학의 

교수로 전직하기도 했는데(장신, 2006), 이들은 경성제국대학에서 “재래종 교수”로 불리며 현지 사

정에 밝고 고참이라는 조건과 조선총독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배경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6) 장신, 2006, 63~64쪽의 <부록 1>을  참고하여 보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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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2009). 

여덟째 조선총독부 종교과, 사회과, 사회교육과, 연성과의 경우 학무과장을 겸직으로 발령하는 경

우를 제외하면 모두 조선인을 과장으로 임명하였다. 조선인 과장의 면면은 <표 6>과 같다.

<표 6> 조선총독부 사회과(종교과) 과장 역임 현황(1924~1945)7) 

성명 재임기간
재임
연한

취임
연령 

최종학력 첫 관직 직전 직위 직후 직위

유만겸
兪萬兼

1924.12
~1928.3

3.4 35
동경제대 
경제학과

농상공부 
농무과

경북 사회과장
평북 참여관
경북 참여관

홍승균
洪承均

1928.3
~1929.1

0.10 43
경성부

필교의숙
탁지부

세무주사
총독부 사무관

충북지사
전북지사

이창근
李昌根

1929.1
~1932.2

3.1 29
평양숭실학교
명치대 영문과

충남 학무과장,
총독부 사무관겸

종교과장 직무대리

충북지사
경북지사 

유만겸
兪萬兼

1932.2
~1934.1 

1.11 43
동경제대 
경제학과

농상공부 
농무과

평북 참여관,
경북 참여관

충남 산업부장

엄창섭
嚴昌燮

1934.1
~1936.5

2.4 43
황주

일어학교
궁내부 주사

중추원 통역관 겸 
서기관

전남지사,
학무국장

김대우
金大羽

1936.10
~1939.3

2.4 36
경성공업전문학교 
구주제대 공학부

내무국 지방과, 
임야조사위원회 

서기

평남 산업과장,
경남 산업장려관,

학무국 사회과 사무관
전북지사

이원보
李源甫

1939.3
~1940.9

2.6 49
원산 원흥
일어학교

경남 창녕
경찰서 통역

경찰서 경부 및 
형사과장, 

총독부 사무관
전북지사

계광순
桂珖淳

1940.9
~1942.10

2.1 31
동경제대
법학부

강원도 평강군 
군수

일본 식산국 사무관 평남 내무부장

전예용
全禮鎔

1944.11
~1945.10

0.11 35
구주제대
법문학부

경성 세무 
감독국 

경북 재무과장 학무국장보좌관

조선인 과장의 학력 및 이력을 살펴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류는 제국대학 졸업 혹은 

고등문관시험 합격을 통해 고위관료로 진출한 경우이다. 최초의 조선인 과장인 유만겸은 미군정기 

문교부장을 역임한 유억겸의 형으로 유길준의 아들이다. 일본 오카야마 제6고등학교와 동경제국대

학 법학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18년 귀국하여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농무과에서 판임관으로 출

발하여 관료의 길을 걸었다. 김대우는 구주제국대학 공학부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내무국 지방과 

판임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3.1운동 당시 경성공업전문학교의 학생대표로 참여하여 복역하기도 

하였다. 이창근은 일본 사립대학인 메이지대학을 졸업했으나 조선인 최초의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로, 

7) 조선총독부 직원록, 조선총독부 관보, 친일인명사전 등을 토대로 작성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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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학무과장을 거쳐 29살에 과장이 되었다. 계광순은 동경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

험에 합격하여 군수, 사무관을 역임하고 31살에 과장이 되었다. 제국대학 졸업 혹은 고등문관시험 

합격을 통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간부를 역임한 경우이다. 신진 엘리트 관료로 

주목받으며 조선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30대 초반의 조선인 종교과장 

혹은 사회과장은 조선인 최초 제국대학 졸업, 고등문관 시험 최초 합격 등의 신화에도 불구하고, 나

아가 일본인 학무과 및 편집과 과장과 학력이나 관등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동등하게 권한을 행사하

기는 쉽지 않았다. 게다가 종교과 혹은 사회과 과장의 재임 기간은  유만겸을 제외하면 2년 내외로 

비교적 짧았다.“학력 간판”을 획득하고 고등문관시험을 통과함으로서 제국의 중심으로 편입하려는 

개인적 열망을 품었을지라도 식민지 주변부 엘리트로 위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부류는 구한말 조선에서 신식교육을 받고 하급관리의 길로 들어가 일본어 구사 능력 등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일제에 충성한 결과로 승진하여 과장이 된 경우이다. 홍승균은 통감부 시기 주사

로 출발했고, 3.1운동 시기 독립 선언 모의를 밀고한 이후 조선총독부로 들어와 내무부에서 일하다 

종교과 과장이 되었다. 이원보는 경찰 통역으로 출발하여 지방의 보안과, 형사과를 두루 지내다 

1932년 경성부 사회과장을 거쳐 1938년 조선총독부 사회교육과 과장이 되었다. 李家源甫로 창씨개

명 하였다. 40대 후반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과장을 역임하고 이후 도지사, 중추원 참의로 승승장구

했다. 엄창섭은 평안남도 군서기, 도서기를 거쳐 학무국 사회과에서 잠시 근무 한 후 중추원 통역관

으로 일하다 신망과 인맥을 쌓은 것 같다. 武永憲樹로 창씨개명 하였고, 해방 직전에 두 번째로 조선

인 학무국장이 되었다. 학력 및 경력으로 보나 사회교화 및 연성 담당이라는 업무의 성격으로 보나 

조선인 과장의 역할은 전형적인 식민지 주변부 관료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Ⅴ. 맺음말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료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무국의 직제 변천, 조직 및 인적 구성의 변

화, 학무국장 학무과장 편집과장 사회과장 등의 학무국 고위 관료의 인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제

시기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료에 대한  낱낱의 자료를 모아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는 시도

를 하였고,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료의 전체적인 규모와 특징에 대한 기초적인 정리를 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있다. 

직제 구성이나 인사를 보면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위상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본격

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대만이나 다른 식민지의 학무 담당 부서의 위상과 비교해도 예외적이라 할 

만큼 학무국의 조직이 확대되었고, 인사 고용 구조에서 조선인 고위 관료를 임명하는 독특성이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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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명의 조선인 국장을 임명하고, 사회과(종교과) 과장은 모두 조선인으로 임명하면서도 학무과

와 편집과 과장 직위에는 조선인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학무국장으로 조선인을 임명

할 수  있고, 사회과 과장 직위는 조선인의 자리라는 인사 관행을 보여주는 것은 조선인 엘리트 관료

를 회유하여 토착인 협력자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정책 결정

과 추진의 핵심적인 자리였던 학무과장이나 편집과장은 제국의 중심부 일본인 관료로 배치하고, 사

회과장은 신진 혹은 연만의 조선인 관료로 임명하는 구조는 조선인 관료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

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편집과 과장은 교육계 종사의 이력을 갖고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그리고 장기간의 조선거주 경험

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일하는 분위기였다면, 학무과장은 일반 행정 관료로 재직기간이 짧고 제국적 

범위에서 이동하는 가운데 학무과에 머무른 측면이 있다. 사회(종교)과는 조선인이 과장이지만 촉탁 

위주의 직원 구성으로 인해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학무과장 자리는 학무국 내에서 관료로서 

승승장구하는 요로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학무과장의 이후 직로를 보면 조선총독부 혹은 일본 본국

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동했는지는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직제 변천, 직원 구성과 인사의 특징, 업무를 추진하는 고위 관

료들의 인적 사항 등에 주목하여 식민지 조선의 학무 행정의 위상, 독자적 정책의 추진 역량이나 

가능성, 재량 범위의 한계 등을 정리하면 조선의 학무 행정 기관은 조직적 위상이 높았고, 학력과 

이력 등에서 제국의 중심부 엘리트 관료라 할 수 있거나 조선 현지 사정에 밝은 일본인 인물들이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정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선인 관

료에게 학무국은 고위직 승진이나 발탁의 기회가 열리는 곳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 추진 여건

이나 재량권의 자율적인 행사 범위는 조선총독의 정치적 입지와 일본 본국의 방침에서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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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bureaucrats in the 

Chosen Colonial Government General*

8)9)

Kang, Myung sook**

In order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bureaucrats in the Chosen Colinial 

Government General, this paper addresses the changes of the office organization, the composition 

of the personnel, and the features of high-ranking educational bureaucrats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n October 1910, the department of education was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s an exclusive central department for education. It was elevated to an independent 

ministry in 1919. After the 1920s, albeit a few changes, its office organization remains the system 

of three departments. The Ministry of education started with 18 people in 1910 and expanded 

into an organization of 84 people. The personnel were composed of diverse professions, including 

deputy director, the editorial director and many more. There were total of 14 heads of academic 

affairs, two of whom were Korean. It was the only ministry where Koreans could become its 

head. They were usually elites, Tokyo  Imperial University graduates. The directors of academic 

affairs and the editorial directors were all Japanese.  It is notable that the directors of social 

affairs were all Korean. 15 percent of educational bureaucrats were Koreans and comparatively 

the number of Korean high-ranking educational bureaucrats was not so small. Given the features 

of office organization, personnel composition, and high-ranking bureaucrats, The organizational 

status and competence of the educational bureaucrat was not bad, but Working conditions and  

Autonomy was limited.  

Key words: the Chosen Colonial Government General, the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al  

bureaucrats, Korean Official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5S1A5A2A01011326)
** First author, Professor, Paichai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