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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식민주의 사회통치라는 문제틀로서 식민지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의 
문제를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 검토하였다. 시기적으로는 1920년부터 
1930년대까지를 염두해 두었다.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는 제1차세계대전이 막
을 내리고 민주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의 확산이 본격화된 시기였고 식민지 
한국 사회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나 식민통치의 방향전환이 모색되던 시기였
다. 아울러 사회경제적으로는 취학열, 입시열 등 교육열의 확산과 더불어 실
업율의 증가, 공황의 빈발, 사상문제, 소작문제, 농촌 청년들의 방황 등이 사
회문제화 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제국일본은 통치방식의 전환을 도모
하게 되고 여러 정책들이 식민지 사회에 이식되게 된다. 

이 연구가 ‘일제 식민주의 사회통치’의 핵심적 현상 혹은 지표로서 고
려한 것은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의 문제이다. 이 연구는 식민지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이 식민지배이래 일제의 일관된 사회통치 기획 즉, ‘일제 식민주의 
사회통치’라는 문제틀로서 고찰해야만 그 본질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
았다. 

식민지 사회에서 지방개량의 실천은 일본에서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이 관제운동과 지방자치의 연합적 형태로서 협치적 거버넌스
를 표방하면서 지방개량운동을 전개시켰다면 식민권력은 ‘지방개량’의 구체적 
성과보다는 홍보와 선전에 치중하고 식민통치의 정당성과 성과를 과시하는 지
방선전통치의 일환으로 이를 이용하였다. 또, 일제는 ‘지방개량’을 홍보하면서
도 내지에서 사용된 ‘지방개량운동’이라는 명칭은 전면에 드러내지 않았는데 
일본의 ‘지방개량사업’과 ‘지방개량운동’의 전개와 비교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식민권력이 지방개량을 실체성 있는 사업으로서 
추진했다기보다는 식민지 행정의 일원적 효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일종의 선전통치 효과에 주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식민지 공민교육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공민교육 관련 기존연구들을 
검토하여 공민교육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지방개량 차원에서 고려되던 공
민교육은 192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공민과(公民
科)’라는 교과서가 체계적인 지식체계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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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의 범주도 지방자치적 공민개념에서 입헌적 공민 그리고 제국의 공민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이는 정세변화와 관련된 제국 통치 양식의 변화 및 성원권
에 대한 통치권력의 변화된 입장을 드러내준다. 공민교육의 등장은 제국 통합
을 위한 성원권의 부여 및 호명과, 사상문제에 대한 대응, 식민지에서 동원이 
필요해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민지 공민교육의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1920년대 농촌순회강좌 등에
서 공민과가 교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신문기사에 소개된 공민교육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식민지 공민강습소, 강습회, 농한기 강습, 식민지 공민
학교, 청년훈련소 등의 구체적 운영방식과 성격을 분석 제시하였다.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는 본격적으로 식민지 사회교육의 형태로서의 공민교육이 고려
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한 학술장 및 담론장은 협소하였
고 공민교육 시설들도 실질적 운영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다.

본고가 주목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공민교육은 중등학교 교
과로서 ‘공민과’와 ‘공민교육론’이라는 학술담론의 형태로 조성되었다. 식민지 
공민교육은 민개념과 지방통치 그리고 교육의 합치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식민지의 공민교육론자들이 강조한 것은 ‘제국신민’과 연관된 공
민개념과 지방제도 차별의 표면화와 정당화 그리고 식민주의적 공민도덕담론
이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아울러 식민지 공민교육론에서 철저하게 은폐된 
것은 민족적 정체성이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지점이었다.

일제는 ‘공민’ 개념이 갖는 지방자치적 혹은 정치적(민주적) 공민권의 
성격을 탈색시키고 일본과의 제도적, 실질적 차이점을 표면화하고 식민주의적 
담론으로 이를 정당화시켰다. 정당화의 논리는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사회적 
격차를 강조하는 것에 있었다. 관습과 제도, 전통과 현대의 격차로서 이를 정
당화 시키는 담론전략을 취했다. 또, 실질적인 공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공민
적 도야’ 혹은 ‘공민적 훈련’을 통해 이를 수사적으로 해소시키는 전략도 취하
였다. 식민주의적 서사를 전면화하여 사회통치의 전략으로 삼고자 한 것이 일
제 식민지 공민교육론의 본질이었다.

주요어 : 지방개량, 공민교육, 일제 식민주의 사회통치, 식민주의, 민개념, 지
방통치, 공민과, 공민교과서, 공민학교

학 번 : 2011-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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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이 연구의 목적은 일제의 식민지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을 ‘식민주의 사회통치’
라는 역사사회학적 문제틀로서 분석 조망하여 그 성격을 밝히는 데 있다. 일
제 식민권력이 지배의 목적에서 고안한 지방통치 형태로서 지방개량, 그리고 
교육의 영역에서 형성되었지만 식민통치의 도구로 고려될 수 있는 공민교육이
라는 문제를 사회통치라는 맥락에서 분석하여 그 식민주의적 성격을 시기별로 
규명하는 것은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이다.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의 문제는 피
식민지민들을 호명 · 동원하기 위해 고안한 민개념과도 관련이 깊기에 식민권
력이 표명한 식민주의적 민개념도 검토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제국경영과 식민지 지배를 위해 일제가 기획한 사회통치의 본질은 식
민주의적인 것이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시기별, 내용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및 사료를 통해 이를 검토하고 관련한 통치의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실제적인 목표로 삼았다. 사회사와 개
념사 그리고 교육사 연구의 성과들이 이러한 분석의 틀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간 식민지 연구에서 식민권력이 식민지 사회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
지에 관해서는 주로 식민정책, 제도, 행정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있어왔고 각
각 정치학이나 역사학 혹은 행정학의 영역에서 분석 및 고찰이 주를 이루었다
고 생각된다. 또,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관련 문제가 다루어져 왔다고 사
료되는데 주로 식민지 사회의 농업정책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개량적 대응 및 
공업화, 근대화와 관련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려는 경제학적 분석 관점
이 주를 이뤘다고 보여진다. 문화의 영역에서는 식민지 근대성이라고 불리우
는 식민지적 근대사회의 현상들을 다루고 다양한 식민 탈식민의 이론들을 적
용해 왔다. 그리고 교육사 영역에서는 사회사업, 사회교육의 관점에서 식민지 
교육정책을 다루기도 하였다. 식민지 연구에 관한 각각의 이러한 성과들은 일
일히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로 축적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 2 -

그러나 생각보다 ‘식민지 사회’라는 영역성과 이를 포섭하고자 했던 
‘식민권력’의 문제 혹은 ‘통치권력’의 문제에 관해서는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정치적 
문제, 제도나 정책의 문제로 접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식민지배의 폭력성과 
폭압성을 폭로하면서 주로 식민지 사회의 집단적 저항 및 운동사의 관점에서 
논의를 축적시켜왔다. 두 연구의 입장차이와 인식론적 간극은 적지 않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배사, 정치 · 행정사, 경제사, 교육사 등 각각의 분과학문 
영역에서 주목하는 주제를 다루어 다소 분파적인 연구 결과들로 귀결되기도 
하였다. 식민지 연구의 성과는 매년 누적되지만 식민지 사회란 무엇인가 혹은 
어떻게 통치했으며 어떻게 통치되었는가 어떤 방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실마리는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고 생각되었
다. 

시기적으로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 문제로서 ‘사회’라는 관점이 본격
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부각되게 되고 권력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기존 연구
들은 이 ‘사회’라는 주제에 대해 혹은 ‘사회’와 ‘통치’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이 미비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식민권력’과 ‘식민
지 사회’ 그리고 ‘식민통치’ 및 ‘식민주의’에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반영하여 
‘식민주의 사회통치’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식민지 시대를 다시 문제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 연구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시각과 분석틀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점화되었다. 

또, 이 연구에서 ‘일제 식민주의 사회통치’라는 문제의식을 앞세운 이
유는 일제 식민주의가 갖는 특수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서두에 먼저 
언급해두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1) 일제가 식민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방식이 서구의 식민지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 · 통제적이었고 

1) 교육의 영역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교육 제도의 마련은 근
대적 현상이지만 식민지에서의 교육은 식민주의적 성격에 대한 별도의 독해를 필요로 
한다. 식민지 교육을 국민국가 및 교육일반, 혹은 사회교육의 영역으로 치환시켜 이해
하는 것은 정확한 독해라고 볼 수 없다. 식민지 사회에서 식민권력이 기획한 교육정책
은 식민지에 대한 차별 지배라는 도구적 합리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식민지 
교육은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선전 · 인식시키고, 협력 엘리트를 육성하며, 본국과 식민
지,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위계를 내면화한 식민화된 주체를 생산하고 동화시키며 근대
화의 성과를 과시하는 사회통치의 도구로서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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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기구와 장치에 의존하였음은 여러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는 역사적 사
실이다. 일본 군부는 일본천황에게만 책임지는 막대한 자율성을 갖고
(Reinhard, 2018: 173) 근대 초기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여러 전쟁
과 토벌에 참여하여 원주민들을 학살하였는데(井上勝生, 2014) 그것은 가히 
근대 이전의 1세대 침략적 식민주의자들처럼 야만적인 방식이었다. 

특히 한국을 식민통치함에 있어서는 그 군사적 · 통제적 성격이 극대
화 된 지배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일본 군부는 그 자체로 식민 
통치 권력의 무자비한 상징이 되었고 식민지 한국 사회는 한마디로 군부의 실
험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山邊健太郎, 2011). 

관료화된 통제도 서구의 식민통치에 비해서 철저했다고 알려져 있다. 
오스터함멜(2009, 104)은 “한국에서 일본인 관료의 비율은 1:420로 인도에서 
영국관료와 현지인의 비율(1:28,000), 서아프리카에서 프랑스 관료와 현지인의 
비율(1:27,000)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행정적 점령이 매우 촘촘했다”
고 분석 제시하고 있다. 서구의 근대 식민지 지배사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군사적 지배와 행정적 지배 두 측면에서 통제적인 압력을 극대화시킨 
것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식민주의가 갖는 중첩된 모순에서 기인한다. 일본은 서구
의 근대적 성과를 빠른 시일안에 수용하여 동아시아의 패권국가로 발돋움하려
고 했다.2) 서구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문명’을 식민지배의 기치로 내세
웠지만 권태억(2016, 24)의 언급처럼 “그들이 자랑하는 문명이라는 것도 실은 
서구에서 배워온 것이었고 그 수준은 또 서구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한국 
사회는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문명화 사명이라는 것은 허위기표에 
가까웠고 발전의 차이(Development gap)3)를 선전하거나 식민지배에 대한 이
데올로기적인 정당화의 논리를 억압적으로 강요하거나 내세우는 방향으로 귀
결될 수밖에 없었다.4) 

2) 라인하드의 논의의 따르면 일본의 근대화에 결정적 도움을 준 국가들은 영국, 미국, 독
일이었다. 영국인들은 해군, 철도, 전보, 및 공공건설 부분에 참여하였고 미국인들은 외
교, 우편, 초등교육, 농업에 독일인들은 군사와 법률 그리고 고등교육과 의학의 근대화
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inhard, 2011: 174). 

3) Reinhard(2011)의 개념
4) 어떤 식민지 제국열강의 경우에도 교육과 학술체계를 동원한 ‘문명화 사명’의 기획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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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의 귀결로서 본 연구는 ‘식민주의 사회통치’라는 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역사사회적 문제로는 
식민지 지방개량과 식민지 공민교육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지방개량과 공
민교육은 일본에서는 정치사 및 교육사 영역에서 논의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데 본국의 내용만 다루거나 식민지로의 적용에 대한 분석을 축소 누락시켜 일
제의 제국경영과 식민지배의 기획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분석되지 못한 측면
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선행연구의 성과에서 결여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국내의 연구들은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을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거나 개량
적 사회사업이나 사회교육의 형태로 분석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의의를 각각 한
정해서 접근하거나 근대적 사회정책 일반으로 규정해서는 이러한 정책들의 식
민주의적 성격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의 문제는 일제
의 ‘식민주의 사회통치’라는 기획으로서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그 실체를 파
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이상의 문제제기를 염두해두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제 식민
주의 사회통치와 관련지어 고찰해볼 수 있는 선행 연구들을 크게 두 가지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일본 근대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에 관한 연구를 검
토하였다. 연구의 주제인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의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선행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관련한 논의들 및 연구 성과를 정리 제시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 지방개량 및 공민교육사(公民敎育史) 전반을 
시야에 두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에서는 관련한 논의들
이 많지 않고 일종의 통사적 관점에서의 정리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득이
하게 지방개량과 공민교육 형성사의 내용들도 선행연구 검토에 포함시켰음을 
미리 언급해두고자 한다. 

민주의의 상위 개념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문명화 기획은 결론적으로 식민주의의 
하위 개념이었다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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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방통치와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논점
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식민지 지방통치에 관한 연구’, ‘지
방통치와 교육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 ‘식민지 교육정책의 시기별 변화과정
을 다룬 연구’가 그것이다. 관련하여서는 주로 국내 교육사의 연구 성과를 중
심으로 논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1.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지방개량운동’에 관한 선행연구의 해석과 평가

일본에서는 1910년을 전후하여 러일전쟁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 지방민에 
대한 교육의 문제가 본격 제기되면서 지방사회의 납세문제5) 및 청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지방개량운동’과 ‘공민
교육’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6)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지방 농촌은 정치적 거점으로서 군부나 정당 · 
관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농촌 사회의 통제와 조직화가 사회문제의 
해결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인식도 정립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즉, 일
본 사회는 1910년대에 접어들면서 행정 권력이 본격적으로 지방사회에 개입
하기 시작한 것이다. 

5) “러일전쟁 후 무분별한 군비 확장을 추구하는 ‘군국주의 재정’에 대한 비판이 각지에서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러일 전쟁에서
도 전비 대부분을 외채에 기대었고 전쟁으로 인한 보상도 없었다. 전후 군비의 증대로 
국민생활의 압박이 심해졌고 ‘군국주의 재정’은 3분의 1이 군비, 3분의 1이 전시 공채
를 중심으로 한 공채 이자 지불을 위한 공채비, 나머지 3분의 1로 행정, 교육, 교통, 생
산 사업 등 내정에 할당할 정도로 군비의 비중이 높았다”고 한다(松尾尊兊, 2011: 
54~55). “군비팽창으로 인한 만성적 재정위기는 지방민들을 각성시켰다. 지방 각지에서
는 민중소요, 주민운동, 노동운동이 전개되어 종래의 지역적 구조와 질서가 요동쳤다. 
러일전쟁 당시 결정된 소금전매세, 통행세, 직물소비세를 ‘삼악세(三惡稅)’로 규정하여 
‘세금폐지운동’이 전개되었고 도시에서는 해군공창, 포병공창과 조선소를 중심으로 노동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발생하였다”(成田龍一, 2007: 29~31).

6) 일본 근대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의 형성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지는 않
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형성사의 전반적 내용을 검토하는 것도 이 장에 포함시켰음을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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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川一三夫(1996, 241)는 이를 “지방청(地方廳)과 본성(本省), 참사관
회의(參事官會議)가 시제(市制)정촌제 · 부현제(府縣制) · 군제(郡制) 등 조문
상의 의의(疑義)를 해석하는 것에 분주했던 시대가 끝나고 제국 권력이 지방
자치의 경영, 권업의 방책, 통속교육의 철저 등 정책의 구체화에 부심(腐心)하
는 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평가하였다. 

井川博(2010, 8)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방개량운동의 시작은 
지방장관회의 격인 1908년 10월 縣知事회의에서 平田내무대신이 ‘지방개선사
업(地方改善事業)’의 추진을 요청한 것이 계기였다고 알려져 있다. 1909년 7
월에는, 내무성 주최로 전국의 군장(郡長), 정촌장(町村長) 등을 소집하여, 지
방개량사업강습회(地方改良事業講習會)가 개최되는데 1923년까지 개최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강습회에서는 자치의 의의를 시작으로, 지방감독사무, 농
업경제, 농촌개량, 지방개량 등의 광범위한 강습이 행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개량운동과 지방개량사업 그리고 지방개량사업강습회가 밀접한 관련 속에
서 하나의 정책단위로서 전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稲永祐介(2016, 13)에 따르면 “지방개량운동은 내무성이 1909년 지
방개량사업비를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실질적 시작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방개량운동이 지방개량사업을 포괄하면서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무신조서戊申詔書(1908년 10월)에 절약근로(節約勤勞), 풍기개선(風
紀改善), 친목협화(親睦協和)라는 표어가 제시되어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는
데 본질적 목표는 러일전쟁에서 발생한 막대한 전비(戰費)를 짜내고(捻出) 전
후를 준비할 재원확보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 지방사회의 생산력 증
진과 납세효율의 향상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7)

金宗植(2002, 24~26)의 연구는 러일전쟁 이후 지방에 대한 관심은 내
무성에 의한 “출정군인(出征軍人) 환송, 출정군인 가족의 위안(慰安)과 구호
(救護), 전사상병(戰死傷病)병(兵)의 조문위문(弔問慰問), 군수물자의 공출, 국
채의 응모 등 총후활동의 장려를 통해 구체화 되었고 이것이 ‘지방개량사업’
의 시작과 밀접히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또, “지방개량사업은 내

7) 일본의 지방개량운동과 관련하여서는 최자명(2003), 김종식(2007), 정승진(2018), 小川
利夫 他(1957), 斉藤利彦(1983), 背戸博史(1996), 石川一三夫(1996), 金宗植(2002), 番
匠健一(2010) 등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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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의 러일전쟁 후의 지방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며 이를 주민의 자발성을 유
도(誘導)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지방개량운동이라고 칭했다”고 분석
하였다.

일본에서 지방개량운동에 대한 평가는 내무관료의 통치구상과 관련지
어 공동체 질서의 재편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논의되어 왔다. 특히 법학자, 정
치학자이자 내무성 관료인 잇키키도쿠로一木喜德郞라는 인물이 지방개량운동
에 많은 영향을 미친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와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지방개량운동이 보덕사운동(報德寺運動)이라는 종교적 지역개
량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바다.8)

지방개량운동의 기원과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다. 내무성
의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1873년 설립된 내무성의 「민력양성론(民力養成論)」
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기원을 고찰하려는 논의(番匠, 2010: 362)도 있고 상
당히 장기간의 역사를 시야에 두면서 근대적 국가체제 형성의 관점에서 부국
강병과 실력양성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식민지 조선의 농촌진흥운동과 새
마을운동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장기적 관점(정승진, 2018: 282~283)도 존재한
다. 

전후의 평가와 최근의 수정주의적 평가도 엇갈린다. 지방개량운동에 
관한 최근의 수정주의적 평가들은 마루야마 마사오 등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
박하면서 일본의 근대 촌락을 ‘단체적 주체론’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일종의 
협치적 거버넌스의 기원으로서 지방개량운동의 구체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입
장을 표명하고 있다(稲永祐介, 2016: 16~18). 

국내에서도 일본 지방개량운동에 관해서 몇몇 연구가 있어왔다. 최자
명(2003, 102~103)은 “지방개량운동이 촉발된 근원적 요인이 러일전쟁 후 대
두된 군비확충의 필요성과 전쟁의 결과 ‘무배상강화(講和)’로 인한 재정 문제

8) 지방개량운동과 보덕정신(報德精神)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영희(2003, 38~39)의 연구 참
조.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민간인 농정가 二宮尊德(1787~1856)이 주창한 
‘報德精神’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계급대립의 격
화등으로 동요하던 농촌사회의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전개했던 지방개량운동의 사상적 
기반이었다. 이는 또 일제가 조선 농촌사회를 통제하는 이념으로도 도입 활용되었다. 
…… 근로(勤勞) · 적선(積善) · 분도(分度) · 추양(推讓)의 4윤리를 실천해야한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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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두, 1907년 소학교 의무교육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린데 따른 지방
재정의 부담 등 지방에서 재정구조가 악화되어 세부담을 이기지 못한 소규모 
자작농들이 몰락해 가는 경향과 연관되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정승진(2018, 285)의 연구는 “지방개량운동이 內務省 地方局이 중심
부서를 이루고, 大藏省 理財局 및 農商務省 農務局 등이 긴밀한 협력・공조 
체제를 이루며 전개되어 관치운동으로서의 면모를 갖는 동시에 지방자치도 표
방하는 다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다.9) 

핵심은 ‘관제’와 ‘자치’라는 이질적인 논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 상호
규정되면서 하나의 운동으로서 지방사회에 침투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개량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서는 제국 일본에서 행정권력과 단체자치가 맺는 특수한 역사적 의미를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1937년 간행된 야마자키(山崎犀二, 1937)의 「公民科新講」에는 당시 
일본 지방자치의 성격이 정리되어 있다. 야마자키는 일본의 지방자치가 세 가
지 요건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정의하였다. 이른바, ‘1. 주민자치가 아닌 
단체자치’, ‘2. 자치행정의 성문화와 국가 위임의 강조’, ‘3. 국가 감독권의 강
조’가 그것이다.10) 지방에 침투한 행정권력과 이러한 자치적 조류가 조응하면
서 일종의 관주도적 단체자치 운동으로서 지방개량운동과 사업이 전개된 것이
다. 

9) “지방개량운동에서 표방하는 지방자치는 경제적 차원의 지방개량(=촌락개발)을 통한 자
치의 실현을 의미하며, 그 실행 방식은 위로부터 계도로 촉발되어 아래로부터 자발적으
로 실천한다는 ‘전통적 개발’(=근면혁명)의 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은 아래로부터 동원 · 충당되었던 것이며, 여타 정부주도 개발계획과 달
리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은 공여되지 않는다는 중대한 상이점이 존재한다.”(정승진, 
2018: 285~286)

10)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란 국가안의 지역단체의 행위이다”, “인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본래 각자가 자신의 임의로 공무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지역 또는 특정의 목적을 표준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여 그 단체내부의 행정을 공동으
로 처리하는 형태를 채용한다.” 둘째, “자치단체의 행정은 법률상 국가에서 위임된 것
으로 한다”. 이 의미는 단체가 행정을 행하는 것은 단체고유의 권력에 기초하지 않고 
법률상 국가가 그 행정권의 일부를 분여(分與)한 것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위임 
없는 자치는 있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자치에 있어서 국가의 권한을 절대시 하였다. 
셋째, “자치는 국가의 감독하에서 단체 스스로 행정을 행하는 것”이다(山崎犀二, 1937: 
29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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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지방개량운동기 권력기관들은 상이한 목적을 갖고 이 운
동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식(2002, 23~25, 40)의 연구는 지방개
량운동이 광범위한 청년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행정기관
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정책은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내무성은 지방
개량운동을 담당할 세력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청년단체의 역할에 주목한 반면 
문부성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교육에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11) 

하지만 내무성의 ‘지방개량운동’, 문부성의 ‘실업보습교육’이라는 도식
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엄격하게 구분되었던 것은 아니다. 내무관료가 실업보
습교육의 논의를 주도했다는 최근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番匠, 2010). 지
방개량운동과 지방에서의 보습교육, 실업보습학교의 성립이 지역과 사례에 따
라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 내무관료가 문부대신(文部大臣)이 되는 경우도 
있었듯 당시 일본의 행정관료들이 철저한 분업적, 배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
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12)

또, 한편 중요한 부분은 지방개량기의 교육과 청년정책이 사회주의의 
지방사회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사상대책의 측면을 갖는다는 점이다. 窪田( 
1989, 7)에 따르면 “1908년 발포된 일본의 「政綱」에는 ‘대의회방침’, ‘조약개
정’, ‘철도경영’, ‘척식’, ‘외교’, ‘내무’, ‘재무’, ‘군비’, ‘교육’, ‘경제’, ‘사법’, 
‘체신’의 12개의 항목이 담겨 있는데 그중 ‘내무’ 항목에 있어 ‘사회주의 사상
대책’이 제1의 내정과제로서 제시”되어 있었다”. 

이상 선행연구들에서 규명한 일본 지방개량운동의 성격을 정리하면 
경제적으로는 러일전쟁 후 지방(농촌)재정 합리화와 징세 문제 그리고 농촌사
업정리 등에 관한 행정적 대응의 관점에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
회적으로는 지방공동체의 재편 및 합리화 청년 사상대책 및 교화의 관점에서 
진행되었고 전시기 총후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11) “내무성은 1873년 창설되어 전후인 1947년에 해체되었으며 최전성기에는 15만 경찰
관과 지방관료를 통괄(統括)하여 치안과 지방행정을 담당하던 거대한 관료조직이었다. 
창설초기인 1872년부터 1880년까지는 민력양성론(民力養成論)의 실시기관으로서 권업
(勸業) · 경찰 · 지방행정의 3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1881년이래 부터는 경찰과 
지방행정이 중요한 사무가 되어 민중지배와 치안을 관장하는 최고기관으로 일본 관료기
구의 중추적 역할을 점하게된다”(番匠, 2010: 362). 

12) 대표적인 관료로 一木喜徳郎를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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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정당, 관료, 군부, 문부성의 지방개입이 각기 상이한 목
적에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관치에 조응하는 협력적 지방자치제 
실제화와 행정 정비 등을 위해 고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구체적 성
격은 관주도적 행정력의 지방침투와 지역 내 단체자치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지방개량운동과 공민교육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들

지방에서 ‘농촌 청년 육성의 장’ 및 ‘사회교육체제’로서 보습교육과 실업보습
학교의 위상이 확립되고 있었고 내무성 주도하에 청년단체를 지방개량운동을 
담당할 새로운 주체로 호명한 것은 지방개량운동을 통한 중요한 변화 양상의 
일면이었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를 위해 제시된 것은 ‘공민교육(公民敎
育)’이었다. 따라서 내무성 중심의 지방개량운동에서 인민을 호명하고 포섭하
는 방식이 ‘공민’이라는 집단적 주체를 생산하는 공민교육과 어떤 시대적 연
관 속에서 조응 혹은 길항하며 전개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개량운동기 공민교육의 전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일본교육사학계에서 논의가 분분한데, 지방개량운동의 연장선상에
서 내무성과 문부성 관료주도의 협치적 지방자치 교육의 일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와 혹은 지역운동에 대한 통치권력의 일치된 대응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13), 그렇지 않으면 정당과 결탁한 반(反)번벌, 헌정옹호 세력의 입장
이 반영된 것이냐 하는 등의 논쟁이 있다. 

田口有希夫·岡部守(2000, 199)는 근대 일본 농촌진흥 · 지역진흥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목표가 ‘최말단인 정촌의 정치경제적 기반안정’에 있었다
고 보고 지방개량운동을 좀 더 제국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즉 
일본자본주의와 산업자본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지방개량운동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일본 제국주의가 세 시기로 구분 될 수 있다고 보았는

13) 松野修(2001, 179)에 따르면 ‘法制及經濟’ 교과의 시대부터 사회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민교육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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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1. 메이지 전기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결과에 의한 농촌의 피폐에 대응
한 시기(1868~), 2. 러일전쟁 후 농업공황의 발현에 대응한 시기 (1905~) 3. 
쇼와공황 하 농촌의 피폐가 심각화된 시기(1927~)’”가 그것이다. 지방개량운동
은 ‘시기2’와 관련되어 국민을 조세과정을 중심으로 철저히 지배하고자 한 일
종의 조세합리화와 지방에서의 내부적 동의(헤게모니) 구축기로 평가될 수 있
다고 정리하였다.14) 

이 시기에 또한 공민교육의 하나의 특징인 “지역사회의 진흥”에 관한 
관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치민육’의 육성으로서 ‘공민교
육’의 개념과 범주는 1888년 제정된 시제 및 정촌제(市制及町村制)에 나타난 
“시정촌의 공민”, 즉 지방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지방주민의 교육에 있었
다. 따라서 지방개량운동기에 촉발된 자치민육,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 공민교
육은 지방의 주민이 ‘생활의 장으로서 지역사회의 진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
도록 이끌어내는 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다(上原直人, 2017: 53~54). 따라서, 
초창기 공민개념은 지역에서 통치권력에 협력 · 조응하는 ‘지역적 공민’의 역
할을 강조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15) 

松野修(2001, 181)의 분석에 따르면 러일전쟁 후에 지방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사업에 앞장섰던 것은 내무성과 내무성계 관료들이었다. “민중의 정
치적 고양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장관 회의 소집’, ‘청년단에 대한 내무성·
문부성의 훈령 발령(1905년)’, ‘지방개량사업강습회 개최(1909년)’ 등이 이어
졌고 젊은 내무관료들이 군장(郡長)으로서 지방에 부임하여, 각지의 실업보습
학교에서 공민과(公民科)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민교
육(公民敎育)’ 관련 논의가 확장된 것은 지방개량운동의 전개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番匠(2010, 365)에 따르면 초기 공민교육 도입의 또 다른 측면은 ‘국
체관념’이나 ‘국가에 대한 지식’이 당시 소학교교육이나 보습학교의 ‘국어(日

14) 괄호안은 인용자의 표현임. 
15) 일본 근대 공민교육은 지방과 농촌 영역에서 관련 논의가 집중된 측면이 있다. 전후 

근대 일본의 사회교육을 성찰하면서 기술한 小川利夫 他(1957)의 글은 근대 일본의 사
회교육이 “村의 사회교육” 이자 “町의 사회교육”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적절
한 평가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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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語)’나 ‘수신(修身)’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하에서였다고 알려져 있다. 아
울러 산업조합의 운영이나 자치체의 조직운용 등 국민국가의 ‘지역사회’구성
원으로서 생활하기 위해 공민과(公民科)에 의해 실제적, 지방적, 공민적인 교
육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리도 강조되었다.

지방개량운동기 학교가 지역 · 지방 · 농촌 교화의 중심으로서 가치를 
주목받았다는 점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背戸博史(1996, 157~158)연구에 
잘 분석되어 있다. 지방개량운동을 계기로 학교의 사회적 위상이 재조명되었
고 ‘국가와 정촌의 매개환(媒介環)’으로서 주목되었다. 이 연구는 지방개량운
동 하에서 학교는 교화의 대상을 아동 뿐 아니라 정촌민으로까지 확대하여 사
회적 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학교의 의사촌화(擬
似村化)’에 의해 확립된 학교적 인간관계와 제재양식(制裁樣式)이 지방개량운
동이 요청하는 이상적 공동체 모델로서 권력에 의해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개량운동기에 공민교육의 논의가 전개되면서 동시
에 ‘실업보습학교(實業補習學校)’의 급속한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학
교를 통한 지방통치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업보습
학교의 경우 1912년 학교수 7,383개 생도수 346,187명이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다(森部英生, 1978: 113~114).  

정규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협력적 주체로 포섭해 나가기 
위한 사회교육체제의 형성 마련이 중요해지게 되는 데 실업보습학교는 지방에
서 이러한 역할을 맡는 교육기관으로 고려되었다.16) 1920년대 실업보습학교
에서 공민과가 우선 도입되어 교수된 것은 ‘지방개량운동’과 ‘실업보습학교’ 
그리고 ‘공민교육’이 긴밀하게 연관된 ‘지방사회 통치체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3) ‘공민’과 ‘공민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 ‘공민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 

16) 당시 실업보습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실업보습학교는 심상소학교 
졸업 이상의 자 또는 수학연령을 지나친자로 하여금, 이미 각종의 실업에 종사하는 또
는 종사할 자를 교육하는 곳이기에, 그 생도의 연령, 학력, 기능 업무 등이 현저히 일정
하지 않을 뿐 아니라 修學(學修)할 사항 및 그 정도에 있어서도 심한 차이가 있다”(森
部英生, 197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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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교육 성립사를 탐구하거나 제국 일본의 청년교육 형성사를 다룬 연구들
(김종식, 2004; 김종식, 2007; 김종식, 2012), 그리고 개념사 혹은 개념분석의 
차원에서 근대 ‘공민’개념과 여타 개념들과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박명규, 
2014; 김정인, 2018), 번역어로서 ‘공민’의 성립 및 의미변화과정을 다룬 연구
(차조일, 2018), 식민지 공민교과서의 내용을 시기별로 비교한 연구(권동국, 
2013), 식민지 공민과의 형성과 식민지 공민교육론을 분석한 연구(권동국, 
2017), 식민지 초등교육(보통학교)에 있어서 공민교육의 문제를 식민통치 및 
주체형성, 교육론 등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김진균·정근식·강이수, 
1997; 김정인, 2012)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 근대적 식민지 규율체계로서 공민교육에 관한 분석을 
요청한 글로는 김진균·정근식·강이수(1997)의 연구를 언급할 수 있다. 이 연구
는 ‘식민지 체제’라는 관점을 통해 ‘근대적 주체’ 형성의 문제를 식민지 교육
의 영역에 한정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식민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수
신’이나 ‘공민’ 같은 교과목에 직접 표현된다고 보고 이들 교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 식민지 ‘공민’을 식민지 통치체계와 교육론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위치지어 검토하여 식민지 민개념 간의 긴장과 차이점을 드러낸 김정인(2012) 
연구도 중요하다. 이 연구는 ‘황국신민교육’을 ‘식민지형 국민교육’으로 규정하
고 일본의 ‘황민’과는 차별화된 식민지 조선의 ‘황국신민’ 개념이 어떤 이론적 
역사적 배경 하에서 전개 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식민지의 “‘황국신민
교육’이 1930년대 이래 공민교육론과 일본주의 교육론을 거치면서 입지를 강
화한 신민교육적 요소에 군국주의적 요소를 접목시켜 체계화한 것”으로 보았
는데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전개에 따른 신민과 공민 국민 개념의 긴장과 식민
지로의 적용 등 여러 차원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식민지에서 국민, 공민, 신민
의 개념적 특질과 식민지통치의 시기별 변화 그리고 교육론의 형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일본에서 근대 공민과 공민교육의 문제는 다양한 논자들에 의해서 그 
기원과 역사적 추이, 함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최근까지 논의되어 왔다. 일본
학계에서 공민교육은 주로 교육사(森部英生, 1978;  武藤拓也, 1992; 赤野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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哉, 2000; 土屋直人, 2002; 木村勝彦, 2009; 釜本健司, 2009) 및 교육사상사
(堀尾輝久, 1987; 黒澤英典, 1995; 松野修, 2001; 上原直人, 2017) 등의 영역
에서 다루어졌으며 사회학 분야(石原普吾, 2002)에서도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근대 공민교과서 편찬 작업에 당대의 사회학자들이 참여했는데 그 영향
이 적지 않았던 까닭이다.17) 

일본의 공민교육 연구는 일본근대교육사에 대한 평가와 밀접한 관련
성을 갖는 바, 전후에는 소위 전전(戰前) 교육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 기반한 
비판적 작업이 논의를 주도하였다. 관련 논의를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근대일
본국가형성과 교육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찰한 작업은 호리오 테루히사의 연
구(堀尾輝久, 1987)가 있다. 호리오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동경대 연구회 멤버
로 알려져 있고 전후 일본 자유주의 교육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현재까지도 인
권과 평화교육 등에 관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18) 마루야마의 천황제 
파시즘 비판의 논의를 비교적 철저하게 인용하여 일본 근대교육을 성찰한 그
의 작업의 중핵에는 전전(戰前) 일본의 ‘공민교육’에 대한 평가가 자리잡고 있
다.19) 

공민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일본 사회의 파시즘화 과정과 연결지어 천
황제 하의 신민만들기 과정으로 보느냐 아니면 근대적 시민교육의 한 형태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는 나뉘게 되는데 호리오의 작업은 전자의 입
장을 대변하고 있다. 공민교육에 대한 호리오의 평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기술은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유럽 근대에 있어서 인간의 정치적 해방은, 국가로부터 종교, 윤
리 등 내적 가치의 해방을 의미했다. 그것은 동시에 국가와 사회에 있어 ‘공

17) 대표적인 예로 가족사회학 연구로 알려진 사회학자 戸田貞三가 있다. 이시하라 싱고
(石原普吾, 2002: 41~42)의 연구에 따르면 “戸田貞三는 1920년 『일본사회학연보』에 미
국 중등교육에 있어서 사회학교수(敎授, 수업) 현황을 소개하고 일본에의 도입을 제창하
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일본의 공민교과서 편찬에 깊이 관여하였고 특히 ‘인간과 
사회人と社会’ 영역의 강연과 기술에 참여하였으며 직접 공민교과서를 편찬하기도 하였
다. 

18) 호리오 테루히사의 학문이력과 관련하여서는 권동국(2017)참조. 
19) 90년대 이후 수정주의적 관점에서 공민교육에 대한 재평가는 호리오의 논의에 대한 반

론에서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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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性)citoyen’과 ‘시민(性)bourgeois’의 범주(範疇)적 구별을 촉발하였다. 이
에 대해 천황제국가에서는, 천황이 권력의 핵(核)인 동시에, 일체(一切) 내면적 
가치의 근원이 되어 권력과 권위가 혼동되어, 정치와 도덕, 공적인 것과 사적
인 것이 무제한 상호침투하는 점이 그 특질로 요구된다. 이와 같이 정치권력
이 세속적 기술로서 자기 본성에 관한 현실주의적 자각을 결여하는 동시에, 
그것을 도덕적 권위로 추인할 때 거기서 인간은 다시 공적존재와 사적존재의 
구별을 상실한다. 따라서 천황제하에서 엄밀한 의미의 공민(觀念, citoyen)이 
성립할 여지는 없었다(堀尾輝久, 1987: 159).”

일본사회에서 공민형성과 공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1차세계대전 이
후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전반적 위기의 심화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호리
오의 분석이다. 대전 후 격증하는 소작쟁의는 “종래 지주의 온정에 호소하는 
형태에서, 생존권 · 생활권의 보호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전환되었고 “사회주
의운동이 재연(再燃)되어 노동자들의 계급적 자각이 심화된다. 또한 도시화에 
동반된 농촌의 분해와 공동체질서의 동요도 있었다.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는 
종래 칙어(勅語)=수신(修身)을 근간으로 하는 공교육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동기에 체제적 인간상(體制的人間像)이 신민(臣民, 메이지기)
에서 공민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같은 글, 160~162).20) 

하지만 호리오의 연구는 일종의 정초(定礎)적 작업으로서 공민교육의 
목적 · 내용 · 방법과 같은 교과 혹은 지식의 구조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본
격적인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
였다(釜本健司, 2009: 2). 

호리오의 논지를 본격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일본 근대 공민교육
의 위상을 재평가하려는 수정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마츠노 오사무(松野
修, 2001: 4~5)의 연구가 주도하였다.21) 그는 호리오가 기술한 천황제 국가와 

20) 이 밖에도 호리오의 연구는 ‘일본형 사회교육의 확대 · 체제화’, ‘공민교육과 군사교련
의 관계’,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에 대한 평가’, ‘대중교육의 군국주의적 재편성’ 등 
근대 일본사회의 변동과 공민형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논점들을 잘 
드러내주었다. 그의 연구는 전후적 반성의 관점에서 전시기 일본 공민교육에 대한 비판
의 논거를 마련하고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1) 그가 정의한 일본의 공민교육은 “국민통합을 위해 사회인식 형성과 질서형성에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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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교육에 대한 비판의 본질적 논지를 축소시켜 서구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국민창출’, ‘대중적 민족주의’ 등과 관련된 근대 국민교육 일반의 문제로 해
소시키려고 하였다. 마츠노의 논의는 근대 서구사회와 일본사회의 역사적 경
로 차이와 파시즘으로의 이행을 부정하는 관점을 교묘하게 표방한다. 그는 또
한 공민교육의 본질적 성격을 “‘천황제국가관에 입각한 것’과 서구적 ‘자연권
론을 기조로한 것’”으로 양분화 시켜 후자를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일본 공민
교육에서 ‘자유’, ‘법의지배’, ‘자유경쟁’, ‘사회정책’, ‘개인주의’ 등의 근대적 
가치들이 병존했다는 논지를 편다. 이는 90년대 이후 일본학계에 일반화된 역
사수정주의적 논리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독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22)

堀尾輝久(1987)와 松野修(2001)의 연구가 공민교육에 대한 평가와 관
점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는 유사점이 있다. 두 연구 모
두 서구역사의 발전 도식을 하나의 모델로서 추수(追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23) 堀尾輝久(1987)의 연구는 근대 부르주아 시민사회로의 이
행을 하나의 발전의 규범으로 상정하여 별다른 비판적 검토 없이 마르크스와 
헤겔의 논의를 일본 사회에 도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松野修(2001)는 수정
주의적 관점을 본격적으로 표방하면서 일본의 역사적 경로에 대한 부정의 기
초위에서 서구적 자연권론, 공공성론, 공교육론 등의 논의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리고 두 연구 모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성찰과 문제의식이 결여되

적 태도의 양성을 목적으로하는 교육”이다(松野修, 2001).
22) 일본학계의 ‘수정주의적 사관’에 관한 최근의 논의로는  Akita · Palmer(2017, 

29~43)의 연구 참조. 수정주의적 입장은 기존 사관을 몇 가지 관점에서 비판하는데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흑과백”의 이원론적 인식론의 강조, 2. 특정 도덕
적 판단 기준 하에서의 평가, 3. 불완전한 인간이 결코 완전하지 않은 세계에서 행동하
는 현실을 무시, 4. 공격적인 논의, 5. ‘진실’ 혹은 ‘보편화’ 같은 용어가 구체적인 해설
을 동반하지 않은 개념으로 제시되는 경우”

23) 堀尾輝久(1987)와 松野修(2001)의 연구는 근대 공민교육에 관한 전후의 분열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문에서도 언급이 되겠
지만 이와는 별개로 교육사 · 교육제도의 영역에서도 관련 연구성과가 비교적 활발하게 
축적되어 왔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일본 근대 공민교육에 관한 전후의 연구를 
시기별로 정리한 논문(土屋直人, 2002). 1920년대 공민교육이 ‘실업보습학교’에서 선취
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분석(武藤拓也, 1992), 러일전쟁기부터 다이쇼 데모크라시기까지 
공민교육의 정치교육적 성격에 관한 연구(森部英生, 1978). 1930년대들어 중등학교 공
민과 설치이후 구제중학교 공민과 커리큘럼 변동에 관한 연구(赤野達哉, 2000), 「공민
과 교수요목」개정과정에 관한 연구(木村勝彦. 2009)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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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공민교육이 주목받기 시작한 192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은 본격적인 
제국경영에 몰두하게 되는데 공민교육이 식민지로 확산되는 과정과 여기서 주
도적인 역할을 한 관료, 지식인 집단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공
민과라는 중등학교의 교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 1930년대 초반의 경우 일
본 내지의 상황만 고려해서는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없다. 만주국의 성립과 육
군 군벌 조선총독의 재등장과 이들의 사회교육의 기획이 일본에서의 어떤 경
험과 결부되어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독특하고 복잡하면
서 모호한 ‘공민’ 개념의 성격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포착해 내고 지식-규율체
계로서 공민학교, 공민교육, 공민과(公民科)의 식민주의적 차이와 특수성을 규
명해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堀尾輝久(1987) 전후 성찰, 특히 체제적 인간상의 전환으
로서 ‘공민’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식민지 사회에
서 공민형성의 문제가 가지는 모순과 차별의 해명이 누락된 일본학계의 연구
는 근본적으로 설명력의 한계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제국경영과 식민지 통
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식민주의적 호명과 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식민지 
공민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식민성과 근대성이 교착되는 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공민’이 발화되고 수용되는 일상적 · 담화적 측면, 그리고 식
민권력의 공민교육과 지식 생산의 문제, 식민통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관
변지식인의 역할과 이들이 형성한 담론장의 성격, 식민지 사회의 ‘공민’ 수용
과 이해, 교육제도로서 갖는 독특한 성격, 지방통치의 기획과 맞물린 국면 등
에 관한 논의가 포함된다. 

2. 일제 식민지 지방통치와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1) 일제 식민지 지방통치에 관한 연구 

식민지 인민을 호명하고 특정 지역을 통치하며 학교를 세우는 등 일련의 과정
은 식민지 지방통치정책과 교육 · 교화 정책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데 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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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 시기부터 식민지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식민지 주민의 일본화를 직간접
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통치와 교육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였다. 식민지
배의 정당화라는 이데올로기적 지배원칙 혹은 헤게모니를 투입 관철시키기 위
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지방에서의 교육을 통한 식민지 사회의 재생산이 필요
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식민지 지방통치와 관련한 선행연구들
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일제의 식민지 지방통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크게 네 가지 관점으
로 구분 될 수 있다. 우선 제국 성원권의 관점에서 지방의 주민, 시민, 공민 
등 개념의 식민지적 성격을 분석 고찰한 연구들이 있다(박명규, 2014; 김정인, 
2018; 강진연, 2019). 이 연구들은 식민지에서 고려된 여러 민개념들이 갖는 
함의와 그 의미론적, 실질적, 권리적 경계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강진연
(2019)의 연구는 식민지에서 성원권의 권리 구성이 부재하여 그 의미를 둘러
싼 긴장과 갈등만이 창출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제도적 시민
권적 권리가 부재한 채 갈등적 기표로서만 성원권이 부각되어 논쟁적 담론으
로 표상되는 것은 권리의 실체가 없는 식민지 사회의 개념적 혼란상을 잘 보
여주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식민지 지방통치를 행정구역개편이나 정비의 과정으로 접근
한 연구들이 있다(정미성, 2005; 김병문, 2010; 이명학, 2020). 행정과 제도의 
변화과정과 효과에 문제의 초점을 맞춘 이러한 연구들은 제도 자체의 내밀한 
변화과정을 탐구하고 통치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적절한 관점이라고 사료되나 
행정제도만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통치의 식민주의적 특수성을 간과함으로써 
자칫 일제 식민 통치의 외연과 내포를 축소 시킬 수 있는 한계를 갖는다고 생
각된다. 관련하여 식민지 시대의 ‘지방자치’ 및 ‘협력’이라는 논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 연구들이 있다(이상찬, 1986; 강정민, 2002; 김동명, 
2006). 이 연구들은 식민지배의 억압성을 인정하면서도 식민 지배의 지속성에 
주목하거나(김동명, 2006: 21), 식민권력이 개량주의적 변화에는 비교적 관대
했다는 관점(강정민, 2002)을 간취하여 저항과 협력, 정치라는 지배의 다양한 
측면들을 시야에 두고 있다. 일제의 지배를 식민지화의 과정과 지방자치의 틀
이라는 양자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배의 효과를 단순히 식민권력의 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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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하지 않고(이상찬, 1986: 48) 식민지 주민들의 참여 및 정치적 요구와 호
응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관점은 1920년대 이후 식민지
배의 질적 성격변화를 부각시키긴 하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지방자치의 
차별성과 여기에 참여한 조선인들의 요구라는 본질적 제한성에 관해서는 검토
가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네 번째, 식민권력의 지방통제나 권력의 지방침투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김영희, 2003; 주계운, 2011; 윤충로 · 송광성, 2005). 이러한 연구들은 
식민제국 통제의 범위와 지역 자율성을 파괴하는 물리력(강제력과 침투력)의 
형성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제의 행정제도를 민의가 배제된 일방적인 식민
지배의 의지관철 경로로(윤충로 · 송광성, 2005) 접근한다. 일제의 식민지 지
방통치를 농촌사회에 대한 재편을 통한 농촌통제정책으로 접근하는 관점도 있
다(김영희, 2003: 25~26). 특히 1920년대 이후 식민지 통치전략의 변화를 지
배와 통제의 심화 과정으로 규정하고 관제적 단체를 동원하여 지배체제를 지
역 말단 수준까지 확장하고자 한 시도로(주계운, 2011) 본 것은 일제 식민지 
지방통치의 통제적 성격을 적절히 규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들은 식민지 지방통치를 ‘제국 성원권’, ‘행정적 재편과
정’, ‘식민지 지방자치나 협력의 관점’, ‘지방통제나 권력의 지방침투’ 등의 관
점에서 고찰하여 식민지배의 분석 영역을 개념, 담론, 제도, 자치 · 협력, 통
제, 권력 등으로 확장시켰다. 각각의 분석틀이 갖는 함의와 성과는 분명 존재
하지만 행정적 · 제도적 재편과정에만 주목하거나 자치나 협력의 관점을 강조
하다 보면 일제의 식민지배가 갖는 식민주의적 성격을 오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반대로 ‘성원권’의 관점, 그리고 권력의 지방통제와 
침투의 관점은 식민주의 지방통치의 실체성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점이라고 사료된다. 

2) 지방통치와 교육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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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일제 지방 통치와 교육의 상관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
다. 근대 이전부터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교육적 역량은 어떠한 형태의 근
대교육도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지적체계성을 갖추
고 있었고 이것이 한국 사회의 근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일제도 이를 일찍부터 간파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주체적 역
량을 와해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서 교육과 학교 정책은 일제에 의해 고려되었
다. 

우선, 각 지역마다 균제(均齊)해 있었던 교육기관인 서당의 존재와 외
국인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설립한 사립학교의 존재는 일제로서는 시급
히 대처해야할 교육급무로 고려되었다.24) 근대적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는 
교육구국운동의 측면에서 활발하게 설립되어 확산되었는데 지역에서 사립학교
들은 일제의 식민정책에 저항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여 식민권력과 대
립하였다.25) 

식민지배 초기에는 서당과 사립학교가 일제가 주도한 보통학교에 비
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어 참여도가 높았던 반면 일제가 설립한 지역의 보통
학교는 기피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다(오성철, 2019: 20). 그러나 
1910년대를 지나 1920년대에 이르면 양상이 변하게 되는데, 식민지 사회에서
도 근대적 입신출세와 직업 획득의 수단으로서 식민지 제도교육을 향한 열망
이 싹트게 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려되
어 왔다. 폭넓게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전 지구적 확산
과 경제적 호황 그리고 3·1운동의 영향26)과 식민지 사회의 청년학생들의 근대

24) 강명숙(2009a, 23~28)의 연구에 따르면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은 모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사립학교의 수업연한을 조
정하고,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학교 급을 분명히 하여 인가를 받아 제도상의 정규학교
가 되거나 비정규학교로 주변화 되는 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고 분석하고 있
다. 식민지배 초기부터 식민권력이 조선인과 선교사 중심의 사립학교를 견제하려는 목
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25) 관련하여 이기훈(2007, 69)의 연구는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 학교 정책은 이 사립
학교들을 권력이 통제하는 보통학교체제 속으로 정리·재편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였다
고 언급하고 있다. 

26) 오성철(2019, 31)은 식민지 학제 변화를 통한 근대적 고용과 지위경쟁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실질적 요인과 3·1운동의 결과로 인한 보통학교 취학에 대한 민족적 금기가 
해소되게 된 것을 배경으로 주민들의 교육행위가 근대교육을 정착시키는 내재적 동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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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각의 영향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던 것으로 밝혀져있다(임삼조 
, 2006: 261; 박진동, 2007: 99; 김정인, 2017: 161; 김성윤, 2021: 91). 

일제가 시기별로 전개한 지방통치와 교육의 문제는 학교설립, 재정지
원, 지역별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무엇보다 식민지 사

회의 교육열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교육과 
학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면서도 교육에 실질적인 투자는 거의 하지 않
았다고 알려져 있는데(김정인, 2017: 161) 식민권력의 외면 속에서도 식민지 
교육열이 팽창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우희(1990)의 연구는 192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공
립보통학교에 대한 조선인 교육열 현상의 실체를 검토하여 교육열과 취학률 
그리고 졸업률의 차이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논하였다. 당시 
교육에 대한 호감과 관심은 유산계급(지주, 자작농)과 무산계급(소작농, 빈농)
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었으나 보통학교의 혜택을 받은 계급은 주로 
유산계급이었다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요인분석에는 미치지 못
한 것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이 외에도 지식계급의 취직난을 검증하기 위해 경성제국대학 조선인 
졸업생들의 사회진출 상황을 고찰한 연구(정선이, 2002), 농가경제 분석을 통
해 1920년대 중농층의 교육비 비중이 8% 정도로 교육열과 더불어 상당히 높
은 수준이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송순, 2015: 305~306), 보다 경제
적인 관점에서 1920년대에는 수업료가 급증한 시기로 부유한 가정들의 취학
가능성이 높았고 1930년부터 수업료가 실질적으로 하락하여 취학기회가 보편
화 되었다는 결론에 이른 연구(박기주, 2012) 등은 식민지 교육에 관한 사회
경제적 분석을 검토한 주요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1920년대 이후 교
육열은 근대적 열망으로서 모든 계층에서 두드러지나 교육의 기회는 사회경제
적 요인에 따라 차별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식민지 교육, 특히 입학과 졸
업에 있어서 경제적 상황과 요인이 영향을 미친 변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러 연구들이 3·1운동을 교육전
환의 기점으로 보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인과성은 아직까지도 엄밀히 검토되지 못한점
은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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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식민지 지방통치와 교육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도 여러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되어왔다. 식민지 교육은 학교설립에 의해
서 실천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학교의 설립과 공인의 문제는 식
민권력의 지역사회통치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바 식민지 학교와 지방통
치의 연관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문제제기 되거나 검토되었다. 

강명숙(2015)의 연구는 지역에서 사립고등보통학교의 관공립화 현상
에 주목하였는데 이 현상이 학교의 제도화 진행 과정뿐만 아니라 지역민 혹은 
지역 유지 세력이 식민지 권력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학교-지역사회-식민권력의 관계를 사립학교 문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연구로 볼 수 있다. 

김성윤(2021)의 연구는 지역의 학교설립을 인재유출을 막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지역정치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즉, 2차교육령기에 들어
서면서 3면1교제가 1면1교제로 개편되어 민족적 역량강화, 인재를 통한 산업
육성, 지역학생들의 사회적 성공이라는 복합적인 관점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해
야한다는 지역 교육열풍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기훈(2007)의 연구는 보통학교
가 일제가 요구하는 인간형을 양성하는 핵심기구이면서 동시에 일제의 정책을 
지역사회에 실천하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언급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일제의 행정구역재편 · 교육제도 정비 등을 제
도사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그 효과를 검토하고(정미성, 2005; 이명학 2020), 
식민지 조선 지역사회의 대응과 운동에 주목하여(임상조, 2006; 김성윤, 
2021) 한국인들의 교육행위가 갖는 역동성을 지역과 사회단위에서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 지역사회의 정치라는 두 측면에서만 고
려할 경우 교육행위를 일종의 독립변수로서 가정하게 되고 분석의 영역도 특
정 지역사회에 머무르게 되는 한계를 갖게 된다. 식민지 민들의 교육행위만으
로 과연 식민지의 교육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들며 식민
지 교육과 지방통치의 문제는 단순히 지역정치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기에 
제국 경영과 식민지 통치의 방향 전환이라는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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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민지 교육정책의 시기별 변화과정을 다룬 연구

일제의 식민지 교육제도와 정책의 시기별 변화를 다룬 연구도 검토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일제가 식민통치의 분기점 혹은 중요한 정세의 변화 국면에서 교
육정책을 수정하여 통치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조선교
육령의 성립과 개정, 학교규칙의 제정, 교원채용 및 규율(심득)에 관한 문제 
등 시기별 식민지 교육정책의 변화에 관해서는 교육사 영역에서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이만규의 연구는 “제1차 조선교육령기 교육 방침이 ‘실용
주의’, ‘저비용’, ‘단기교육’에 있었고 교육의 시행방법은 ‘근로주의’, ‘실제주
의’, ‘점진주의’였다고 논하였다. 이 시기의 식민교육은 교양과 지식의 습득보
다는 실과목훈련과 실업교육을 시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되는데(이만
규, 2010: 506) 이는 당시 일본 본국 및 또 다른 식민지였던 대만의 상황 등
과 비교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식민지 교육에 있어서 ‘점진주의’의 표방27)은 식민지배를 정교하게 
계획적으로 시행했다는 인상을 주는 용어로 오해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식
민주의 이론을 통해 고찰한바 그런 면에서 점진주의를 뜻하는 바는 아님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식민지 사회에 대한 편견과 불신으로 ‘장기적 개입’의 형
태로 뒤쳐진 인간 집단을 교화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시선이 전제되었음
을 의미한다. 또한 재정문제로 인해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주저했던 사정이 
점진주의적 교육 정책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일본 뿐 아니라 서구 제국주
의 지배에서도 공통된 지배 경향이었다(Osterhammel, 2009: 171). 

대부분의 식민지 교육사 연구들은 3·1운동을 식민지 교육정책 변화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제2차조선교육령기로 알려져있는 1922년부터 1937년 
시기까지는 3·1운동 이후 일본의 식민통치 기조 변화와 맞물려 설명되곤 한

27) 점진주의적 교육방침은 “제1차 조선교육령 제3조(‘교육은 시세와 민도(民度)에 적합하
게 함을 기대함’)에 잘 드러나 있다. 제4조는 ‘교육은 크게 나누어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함.’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계통적으로는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서 전문
교육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보였다(이만규, 2010: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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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차조선교육령의 성립은 일본 본국의 정치적 지형변동과도 연관성이 있
었다. 평민 출신 내각수상이었던 하라 타카시가 ‘내지연장주의’를 표명한 것과 
조선교육령의 변화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시
책에 의해 제2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인교육뿐 아니라 조선 내의 일본인 교육을 
규정하는 통일법령으로 개정되었고 조선내에서 사범학교와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기초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실질적 차별구조
를 철폐하지는 못하였다고 기존연구는 평가하고 있다.28)

제2차교육령기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보통학교의 양적 성장이었는
데 그 원인에 관해서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29) 지방통치의 관점에서 고찰하
면 보통학교의 증가는 면행정과 보통학교 행정을 일치시키려는 식민권력의 지
방 지배의지와도 관련된 것이었다. 3면1교제에서 1면1교제로의 전환30)은 교
육기회의 확장이나 조선인 교육열의 반영, 교육행위 등으로 평가될 부분이 아
니라 식민권력의 정교해진 사회통치 기획이 반영된 것으로 식민주의적 지배와 
동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
다.

하지만 일제의 간섭과 통제 속에서도 독특한 주체적 교육실천의 장을 
형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의 배경에는 한국 사회 특유의 교육열과 
취학 열망, 그리고 교육행위가 바탕이 되었다는 기존연구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강명숙, 2015; 오성철, 2015). 교육행위라는 자율성을 내세울 수 있는 것
은 학교와 교육의 장에서 식민주의자들의 의도대로만 학생들이 훈육되지 않았
다는 데 그 근거가 있다. 일제는 식민지의 교육 열망을 통제하면서 제도화하
고 최소비용으로 통치체제로 편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학교와 지방행정을 

28) “여전히 일본인 교육은 내지의 소학교령, 중학교령, 고등여학교령의 규정을 받도록 되
어 있었고 ‘국어(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로 교육노선이 구
분되어 사실상 민족별 별학체제가 유지되었다”(곽진오, 2011: 260~262). 

29) “제1차교육령기 후기인 1919년 관공립 보통학교의 수는 519교에, 학생수 84,767명이
었었는데 반해서, 1935년에는 학교수가 2,271교 학생수가 683,713명으로 증가하여 학
교수는 4배이상, 학생수는 8배가량 성장하였다”(오천석, 2014: 281). 

30) “일차교육령기 후기인 1918년 12월 일제는 ‘삼면일교제(三面一校制)’를 수립하여 1922
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진행하였고 이어서 제2차교육령기인 1929년부터 1936년까지 8
개년간 ‘조선총독부의 일반 국민 교육 보급 진흥에 관한 제일차계획’을 수립하여 1면1
교제 정책을 진행하였다”(오성철, 201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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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관련시켜 학교를 지방통치 · 사회통치의 근간으로 삼으려했다. 반대
로 식민지의 교사들과 학생들은 식민권력에 나름의 방식대로 저항하면서도 개
인적, 사회적, 민족적 성취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교육이 통치기구 일방의 
기획과 실천으로 규정되지 않는 사회적 사실, 사회적 사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다는 것을 증명한다. 

제3절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본 연구의 논의 방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제 식민주의 사회
통치’를 보다 정교한 분석틀로서 제시하기 위하여 식민주의, 개념사, 통치와 
교육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2.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
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후 전개된 식민지 지방개량의 문제를 식민주의 사회통
치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3. ‘공민적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공민교육 
및 1930년대에 들어 형성된 중등학교 공민과와 공민교육론의 성격을 규명한
다.  

이와 관련한 연구문제를 구체화 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1. 식민지 조
선에서의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이 표상하는 ‘일제 식민주의 사회통치’의 구체
적인 목적과 과정 · 효과는 무엇인가’, ‘2. 식민지에서 시행된 ‘공민교육’ · ‘공
민강습’ · ‘공민학교’의 형성과정과 중등학교 교과로서 ‘공민과’를 통한 공민교
육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3. 공민교육론이 식민주의적 지식 담론으로 구성
되는 방식과 이를 주도한 지식인 및 구체적인 성격은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졌
는가’. 

1930년대 이후 전개된 ‘공민과’를 통한 공민교육과 관련해서는 연구 
질문을 세분화시켜 볼 수 있다. ‘1) 공민교과서의 내용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
화되었는가’, ‘2) 공민교육론과 공민개념은 어떻게 변모되어 갔는가’, ‘3) 공민
교과서 개정의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4)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 공민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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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공민교육론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식민지배가 시작된 지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서 식민지 ‘지방개량’ 그리고 ‘공민’과 ‘공민교육’을 재검토해야 할 이유는 무
엇인가. 이는 연구의 현재적 의의라고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점에서 성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그간 역사학계에서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에 관해서는 많
은 연구들이 있어왔으나 1920년대 식민지 지방개량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
을 검토하여 연속성을 검토한 연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식민지배의 측
면에서 1920년대는 주로 산미증식계획과 같은 경제사적 논의에 초점을 맞추
어 왔는데 식민지 사회를 통치하려는 식민권력의 의도와 일본과의 차이점 및 
시기별 연속성과 차별성을 규명하는 데는 이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된
다. 예를 들면 산미증식계획이나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과 심전개발운동 등은 
러일전쟁 이래 일본의 만성적인 지방재정위기, 근대적 사회문제의 대두와 군
부의 기획, 관제 동원체제형성, 개량주의적 대응 등의 측면에서 ‘사회통치’라
는 기획을 염두해 두고 규명하지 않으면 그 실체를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있
다고 생각된다. 

또, ‘공민교육’을 통한 공민형성 · 공민화의 문제는 1920년대와 1930
년대 후반 전시동원체제기 사이의 일종의 공백기를 설명해주는 역사사회적 분
석틀이 될 수 있다. 앞선 식민지 시기 구분에 대한 성찰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일제가 주장하는 ‘문화정치’라는 틀로서 1920년대를 조망할 경우 1930년대와
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관주도적 지방통제의 조직과 
지방행정 · 학교를 중심으로 한 동원체제의 형성은 어느 특정한 정치경제적 
위기국면으로인해 도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 연구는 견지한다. 일제는 
식민지배 초기부터 식민지 사회의 군영화를 기획하였으며 이는 문화정치라는 
틀로 설명될 수 없는 문제다. ‘지방개량’과 같은 관제자치의 조직과 식민지에
서의 공민교육의 실시 등은 제국경영을 위한 동원체제 형성을 포석에 둔 일제
의 식민주의 사회통치의 기획으로서 식민지배 기간 내내 일관된 권력의 사회
통치 과정으로서 추진되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중요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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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민(民)개념 지방통치 · 학교 교육 · 교육론 침투권력

1910년 국민 · 신민
면제

관공립보통학교 
헌병경찰

일본어 강습
헌병경찰

1920년 제국신민
지방제도개정

3면1교
지방개량

지방개량강습회
내무국

1930년
제국신민 

공민
읍면제, 도제

1면1교
공민과 · 
공민교육

학무국 

1937년 
이후 

황국신민
황도공민

전시총동원법 군사동원 군(軍)

<표 1> ‘식민주의 사회통치’ 시기별 성격

　
2. 각 장의 연구주제 및 구성 

본 연구가 각 장에서 규명 및 검토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
에서는 ‘일제 식민주의 사회통치’라는 분석틀을 하나의 이론적 모델로서 상정
하여 ‘식민주의’의 주제의식에 비추어 그 이론적 자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분석 단위로서 개념화 및 조작화하여 각각의 차원을 구성하여, 하나의 완결된 
분석도구로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1920년대 ‘일제 식민주의 사회통치’의 양상으로서 식민
지 지방개량의 형성과 전개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이를 특히 지방통치 침투
권력의 형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무단통치기 헌병경찰의 지방배치상황 및 지
방교육강습활동을 검토하고, 뒤이은 지방통치 침투권력의 변화 양상을 내무관
료들이 주도한 ‘지방개량’ 활동으로 한정하여 일본의 지방개량운동의 특징과 
식민지 지방개량의 전개에서 드러나는 차이 및 식민지 지방개량의 특수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특히 지방개량강습회와 관련하여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개최
된 ‘제1회 및 제3회 지방개량강습회’를 지방개량강습회강연집을 중심으로 검
토하여 식민지 지방개량의 구체적인 성격과 함의를 드러내도록 하였다.

제4장에서는 공민교육이라는 새로운 민개념과 교육론의 등장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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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일본의 공민교육사를 검토하여 제국 일본의 공민교육 성립 및 형성과
정을 분석하고 식민지 공민교육을 공민교육, 공민학교, 공민강습, 청년훈련소
의 공민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그 시기별 성격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어 1930
년대 공민교육이 ‘공민과’라는 정규교과로 편성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공민과’ 
성립과 관련한 공민교육론의 성격을 분석하고(제3절) 식민지 공민교과서의 형
성을 둘러싼 식민지 교육학자들의 관점과 식민주의적 성격을 분석하도록 한
다. 아울러 1937년 이후 일제 전시총동원하에서 ‘국가총동원법’의 성립 이래 
민개념의 변화와 공민개념과 공민교육의 성격변화를 검토하고 구체적으로는 
1943년 공민교과서를 분석하여 공민교육의 성격변화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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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제 식민주의 사회통치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식민주의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식민주의’의 독해를 위한 이론적 검토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식민주의’에 대한 정의와 분류 및 관련 
연구의 흐름을 기존 연구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
각되었다. 연구자들마다 식민주의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일정하지 않고 식민
주의가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상투어처럼 학계에서 무분별하게 통용된 측면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식민주의에 관한 이론적 리뷰나 검토도 염두해두
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식민주의에 관한 개념 정의에
서부터 현대적 논의 및 해석적 관점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식민주의는 시간적으로는 매우 장기적인 과정을 함의한다. 서구 유럽
에 의한 타지역의 지배는 오랜 과정에 걸쳐 진행되었다. 또, 공간적으로는 단
일한 원리나 하나의 사례로 수렴되기 힘든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역적 현
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31) 아울러 ‘제국’이나 ‘제국주의’와 관
련한 이론적 논의에 비해서 식민주의는 단일한 이론으로 체계화되어 정의되어 
오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다.32)

제국주의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와 비교해서 식민주의는 수렴되기 힘
든 여러 지역33)과 사회관계 그리고 문화적 양식을 포괄하고 있는 문제이며 

31) 오스터함멜의 구분에 따르면 “‘식민지’와 ‘식민주의’, ‘식민화’는 각기 다른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식민주의’는 ‘하나의 지배관계’를 지칭하며, ‘식민지’는 정치사회적으로 특
수한 형식의 ‘인간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또한 ‘식민화’는 영토점령의 한 과정을 지칭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Osterhammel, 2009: 13~15).  

32)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속성은 다르지만 몇 가지 점에서 공통된 부분이 지적되기도 하
였다. 예를들어, 박지향(2009, 19)은 “제국주의의 핵심은 다른 집단에 의한 민족이나 인
종의 통제이다. …… 국가들 간의 종속적 관계의 성립과 유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식
민주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파슨스(Parsons, 2012: 21)는 식
민화를 “정복된 민중의 땅에 영속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으로 제국건설은 “특정 민중 혹
은 민족이 다른 주민에게 영속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논하였는데 원주민이 
일소되거나 격리되고 2등 시민의 지위로 강등된다는 점을 통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가 동의어가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33) 만자프라(Manjapra, 2020)는 이를 ‘불연속적 공간들(discontiuous spaces)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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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화되거나 환원되기 힘든 특수한 사회 · 역사적 맥락과 결부되어있는 
문제이므로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34) 특정 중심
으로 수렴되지 않는 식민지적 정체성과 문화의 다양성 역시 식민주의를 이론
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다.35)

그렇다면 식민주의란 개념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몇몇 이론가들은 식민주의의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이를 구체적
인 용어로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라인하드(Reinhard, 2011)는 식민주의
를 “두 사회 사이의 발전 차이(development gap)에 의한 경제적, 정치적, 이
데올로기적 착취(exploitation)를 통한 인민의 다른 인민에 대한 지배”라고 정
의하였다. 그는 ‘발전 차이’의 지향의 유무가 개념적으로 식민주의자와 비식민
주의자의 권력실천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오스터함멜은 “역사가 필립 커틴(Curtin, P)의 표현을 빌려 식민주의
로 정의되기 위해는 지배(domination)와 문화적 부동성(cultural 
dissimilarity)이라는 두 결정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근대 식
민주의를 이전의 식민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더 필요하다고 
논하였다. “첫째, 근대 식민주의는 단순한 어떤 주종관계를 넘어서 식민지 지
배자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 외부에서 조작되고 변형되어,  (원주민)사회전체
가 발전의 역사적인 노선을 도둑맞고 상실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둘째, 근
대 식민주의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부동성(dissimilarity)이 상당히 중

였다. 
34) 이 연구에서 식민지 대신 식민주의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독특한 지적 · 인식론적 

체계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개념구분에 대해서도 여
러 연구들이 정리하였다. 박지향(2009, 13~14, 17)에 따르면 “식민주의란 식민지
(colony)로부터 파생된 단어로 로마 시민들의 정착지를 의미하였으나 근대적 의미에서 
다수 원주민과 외부로부터 온 소수 침입자 사이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의미하게 되었
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제국주의를 식민주의보다 나중에 출현한 것, 광의의 개념으로 
보거나, 제국주의가 식민정책만이 아니라 세계정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좀 더 포괄적
인 것으로 규정하고 식민주의를 제국주의의 특수한 사례로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Osterhammel, 2009: 42~43). 그러나 제국주의를 지나치게 포괄적인 유형으로 파악하
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비공식적 제국주의가 지나치게 포괄적, 부정확하게 정
의되어 제국주의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흐린다는 견해이다(Fisch · Groh · Walther, 
2014: 136)

35) 여기에 더해 무엇보다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제국주의에 가담했던 국가들의 식민
주의에 대한 부인(否認)과 무관심(마르크 페로, 2008)으로 식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분
석이 지체되어 왔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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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근대 식민주의가 구조적 용어들
로 묘사되는 관계일 뿐 아니라 이 관계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라는 것 즉, 원
칙적으로 이데올로기적 구조의 측면을 갖는다는 점이다(Osterhammel, J. 
2010: 15~16). 이러한 논지에 따르면 근대 식민주의는 외부세력에 의한 한 사
회 전체에 대한 착취일 뿐 아니라, 외부 권력의 침투로 인한 강고한 문화적 · 
인종적 경계형성과 차별, 그리고 관계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이데올로기
적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을 포괄함을 알 수 있다.

여러 지역에서 식민주의는 근대화 혹은 문명프로젝트와 결합되어 정
당화되었다는데 식민주의와 관련한 논의에 복잡함이 더해진다. 서구 제국주의
는 여러 형태의 근대적 · 문명적 가치를 내세워 제국산업의 효용성을 강조하
고 낙후된 원주민 사회를 근대세계로 건져올리는 근대화의 프로젝트로 식민주
의를 미화하였다. 또, 근대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면서도 차별적인 지배의 원칙
을 고수했기 때문에 원주민에 대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통치정책을 폈다. 비
균질적인 통치를 기반으로 한 식민화는 지배의 정당화를 위해 문화적 자원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총체적 과정으로서 식민주의는 정의될 수 있다.

“다수 원주민과 외부로부터 온 소수 침입자 사이의 지배-피지배 관
계”를 근간으로 침입세력에 의한 ‘공식적 통제의 존재’, ‘주권의 약탈’, ‘지배
자와 피지배민 사이의 부동성(不同性)’, ‘문화적 우월감과 인종적 오만함’ 등이 
식민주의의 주요한 속성이다(박지향, 2009: 13~14). 

페로(2008)는 식민주의가 식민화의 부정적 표현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언급하면서 서구 식민주의36)의 구조적 특징이 식민 당국자 및 개척자의 인종
주의적 태도에 있다고 보았다. 페로에 따르면 인종주의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진보된 민족과 열등한 민족을 구분하는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한 불평등 이념에 기반한 인종주의37)가 있는 반면 인간 
집단의 본성이나 계통상의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고(思考)에 바탕을 두

36) 서구 식민지 연구사(Colonial Studies)에 관해서는 Cooper(2005, 33~55)의 연구에 정
리되어 있다. 그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근대화 사상(the idea of 
modernization)이 식민지연구(the colonial)를 폐색시켰고,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
지는 근대성의 사상(the idea of modernity)이 역사를 폐색시켰다”고 비판하였다(53). 

37) 페로는 프랑스 제3공화정의 식민주의 이념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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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종 간 혼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는 배타적 인종주의”38)도 존재한다
(마르크 페로, 2008: 16~17, 47). 

최근의 연구들은 식민주의를 정체성과 민족 그리고 공동체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원주민과 원주민 사회를 다루는 
통치 방식으로서 서구 식민주의의 특징은 본국 주민들을 대하는 방식과는 달
리 원주민들을 복잡하고 차별적이며 모순적인 신민으로 생산하여 식민지를 영
구지배하려는 야욕과 맞물려 있었다는 것이다. 좀 더 완곡어법으로 말하자면 
원주민들의 정체성이 식민지배를 위한 관점에서 조정되어 왔다는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파슨스는 “신민은 주권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지만, 제국의 맥락에서는 착취에 노출되어있는 아웃사이더이다”라고 정의하여 
제국이 원주민을 신민화하는 방식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잘 보여주었다. 그는 
또, “제국이 생존하려면 시민이 아니라 (영구히 착취될) 신민이 필요하고 장기
적인 수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민은 소외되고 동화되지 말아야 하기에 누
가 신민이고 누가 시민인지를 결정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제국의 참된 본성과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쇄”라고 제시하였다. 근대제국주의에 있어 신민
과 시민, 제국과 민족의 균열과 분열에 따른 정체성 정치는 필수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제국은 원주민에 대한 차별과 모순적 통치의 구조를 은폐하기 위해 
‘사회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우거나 신민을 개발되어야 할 존재로 묘사함으로
써 모순적인 정체성을 부여하여 통치의 수월성을 꾀했던 것이다(Parsons, 
2010: 20~27). 파슨스의 이러한 관점은 근대 식민지배가 차등적인 시민권의 
부여 그리고 복잡한 정체성 정치의 양상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된다. 

논의를 종합하면 ‘식민주의’란 유럽 팽창의 결과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과 종족을 식민화하면서 빚어진 다양한 형태의 지배 관계를 설명하는 개
념으로 원주민 세계의 파괴와 이주, 주권의 약탈 및 억압, 통제와 지배를 포
함한다. 여기에 더해 근대 식민주의는 식민화를 정당화하는 유무형의 논리와 
이데올로기, 인종주의적 사고와 인식론적 폭력의 실천, 정체성 정치 등이 포
함된다. 식민주의는 식민지 개척과 식민화, 군사적 지배와 이윤추구, 그리고 

38) 페로는 나치즘의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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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폭력적 실천과 진화론적 인종주의적 사고를 포괄하
는 군사 · 경제 · 문화적 행위와 실천의 총화로 볼 수 있겠다.39)

그런데 파슨스(2010)의 문제제기처럼 최근의 논의는 원주민들의 정체
성을 조정하고 원주민 사회에 개입하는 모순적이고 균열적인 사회통치의 방법
론으로서 식민주의의 성격에 관하여 초점을 옮겨왔다. 제국 본국의 민족주의
적 · 시민권적 통합의 원리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역(異域)의 원주민들을 호명
하고 적절히 교육하고 동원하여 민족국가와 제국, 제국과 제국의 바깥, 신민
과 시민으로 끊임없이 차별적 정체성을 강요하고 수용하도록 하여 제국의 지
배를 공고히 하려는 일련의 근대 식민주의적 실천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다. 

식민지에서의 차별적인 정체성 정치의 실천은 식민지 학교 교육을 통
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식민지 제국이 원주민을 호명하기 위해 동원한 민개
념과, 이들을 지배하기 위해 실천한 지방통치방식과 학교를 통한 교육은 민족
국가 내부에서 이루어진 시민들에 대한 호명, 지방통치, 교육과 동일한 차원
의 것으로 볼 수 없을것이다. 식민지에서의 차별적인 정체성 통치 즉, 항구적
인 식민지배를 위한 제국의 통치방식은 근대민족국가에서 이루어진 지방통치
나 교육의 관점과 동일한 관점에서 조망될 수는 없으며 본질적으로 복잡한 식
민주의적 성격을 갖는다는 전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르러 국내에서도 ‘식민주의’라는 문제틀 혹은 개념틀로서 기
존의 식민지 연구의 한계를 쇄신해 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근대
와 식민주의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식민지배의 본질적 폭력성을 외면
하는 역사수정주의적 인식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거나(도면회, 2001), 일제 
식민주의 정책의 구체적인 제도 및 성과와 그 경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정책의 
식민주의적 성격을 규명하고(조경희, 2011), 식민주의 연구의 계보를 분석하여 

39) 그러나 서구 식민주의와 관련한 이론적 성과들을 일제 식민주의 분석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지역적 지배야욕과 침략은 서구의 원거리 식민지
배와는 차이가 있었다. 일제는 식민지에서 인종적 차이를 내세울 수 없었고 근대화 이
전까지 동아시아 문명의 변방에 위치했기 때문에 서구 인종주의와 비견할 만한 문명적 
우월성을 지배의 근거로 앞세우기도 힘들었다. 따라서 “서구 식민주의 연구의 성과들을 
일제 식민주의 통치 분석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면 일제 식민지배의 본질적 성격이 누
락되거나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도면회(2001, 265)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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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주의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예를 들면, 서구 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와, 
식민주의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인식- 명확히 하려는 시도(박지향, 2016), 혹
은 일제 식민주의와 다른 여타 제국의 식민주의를 비교식민지적 관점에서 고
찰하는(박상현, 2016) 연구들은 식민주의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잘 반영하고 
있다. 

 ‘식민주의’적 관점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검토는 특히 역사학
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온 측면이 있다. ‘식민주의’에 대한 인식과 규정이 
역사서술의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윤해동(2015, 382~383)
의 연구는 역사학에서 ‘식민주의’적 개념의 사용과 관점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는 식민주의라는 개념의 사용이 “식민
주의에 입각한 근대역사학의 규정을 가능하게 하고, ‘식민주의’를 조장하는 역
사학 일반으로 개념의 외연을 확장 시킬 수 있게 하며, 근대역사학 일반이 식
민주의와 관련되는 양상을 드러내는데 유용하고, 근대역사학에 대한 메타비판
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네 가지 점에서 유용하다고 보았다. 역사학에
서 식민주의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비판이 왜 필요한지를 논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강진원(2016)의 연구도 ‘식민주의’ 개념이 갖는 설명력을 높게 평가하
였다. 그는 ‘식민주의 역사학’이라는 관점을 전제하면서 ‘식민’이 ‘식민을 위
한’이라는 뜻에서 관련 범위가 협소하다고 보았고, ‘식민지’는 ‘식민지의’라는 
뜻으로 식민지 안에서 일어난 역사학적 흐름 전체를 포괄하는 결과를 낳는다
는 점에서 개념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식민주의
(colonialism)’는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나 공동체를 지배하는 정책이나 방식
을 의미한다는 관점에서 적절히 구사될 수 있는 개념으로 평하였다(강진원, 
2016: 212~213). 윤해동(2015)과 강진원(2016)의 연구 모두 ‘식민주의 역사
학’이라는 문제의식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상의 문제의식은 ‘식민주의’ 문제와 
학(學) 또는 학문(學問), 지식(知識)의 결합을 상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의 논의들은 식민주의 지식과 근대 지식의 차집합과 
교집합에 주목하면서 식민지 학문과 식민지 통치 사이의 관계, 식민지(식민주
의)적 지식 생산의 문제, 특정 학문의 식민주의적 제도화 방식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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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또, 최근의 식민주의 연구들은 근대화 및 근대성
과 식민주의의 관계, 식민주의적 지배의 본질적 폭력성과 헤게모니 지배의 편
차, 민족으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정체성들의 호소와 인정의 문제, 인권과 
시민권적 관점에서의 식민지 역사 기술(記述)의 문제, 지식(교육 및 학문) 및 
통치(혹은 통치성)와 식민주의의 관련성 등을 폭넓게 다루어왔다. 

동아시아 사회의 전환을 설명하는 중요한 분석틀로서 ‘식민주의적 문
제의식’을 요청하는 논의들은 문화, 제도, 젠더, 담론, 문학사, 역사 등의 영역
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식민지 통치성’이라는 이론에 기반하여 
식민주의 지식 생산의 방식을 문화와 권력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규명하고자 
한 점은 식민주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사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정근식, 2011 ; Scott, 2001). 

예를 들어, 권윤경(2020, 79~80)의 연구는 프랑스 극동연구원의 활동
을 분석하였는데 이 기관의 활동을 ‘객관적 학문 탐구’와 ‘식민권력의 도구’ 
양자택일의 이분법적 방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관을 통한 ‘근대적’ 지식 생
산 문제와 본국, 식민지, 현지민들 사이의 보다 복잡한 상호작용의 작동방식
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는 “식민지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인 지식 생산과 식민지 주민들과의 공감 및 연대를 확보하는 기술”로 
‘식민지 통치성’을 규정하고 식민주의의 복잡한 작동방식을 이해하고자 한 것
이다. 

2. 식민주의의 투사(投射) : 식민지 사회와 교육문제

상기한 바와 같이 최근의 식민주의 관련 논의는 식민지에서의 정치, 경제적 
차별과 영토와 주권의 문제 등 비교적 거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관점들을 견지
하면서도 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논의 될 수 있는 식민지 사회의 여러 주체
들의 관계와 주체들이 생산하는 담론과 정체성, 문화, 권력의 문제들로 관심
을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경원. 2003 ; Cooper, 2005 ; 
Osterhammel, 2010 ; Sommer, 2011 ; Nandy, 2015 ; Manjapr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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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적 지배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물리적(군사정치적), 물질적(경제적) 실천에
서 문화적 · 사회적 실천에서 나타나는 식민주의적 지표 혹은 기표들로의 관
심 전환은 식민주의에 대한 분석과 이해의 폭을 확장시켜 왔다. 

이러한 논의들에 기반하여 본고는 일제 식민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
하면서 동시에 ‘식민지 사회’라는 영역성을 염두해 두었다. ‘식민주의 사회통
치’라는 문제와 관점을 제기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식민지 사회에 가해진 일
제 식민권력의 식민주의적 실천을 분석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
다. 젠더, 계급, 인종, 민족, 동화와 저항, 근대화와 근대성, 문화와 정체성, 
담론과 실천, 제도와 운동 등 어느 곳에 분석의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해석의 
차원과 맥락은 달라진다. 식민주의의에 관한 비판과 분석이 또 하나의 견고한 
서사구조를 낳고 분석되지 않은 다른 영역을 배제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도 한다. 더 본질적으로는 식민지 사회를 분석하는 학문적 체계 자체가 서구 
학계에서 논의된 관점의 소산이므로 그 자체가 서구 중심주의적 관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40) 

또, ‘식민지 사회’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왜 중
요한 분석의 대상인가 하는 질문도 중요하다. 식민주의나 식민화 혹은 식민지
에 대한 관련 연구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식민지 사회’가 식민주의적 질서
하에서 어떻게 통치되었으며 이론적, 경험적으로 정의될 수 있고 어떤 방법론
을 통해 검토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잘 소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식민지 사회’를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한 사회가 고유의 통합 원
칙에 의해 유지, 발전, 개혁, 진보하는 역사사회적 노상에서 벗어나 침입해온 
외부의 세력에 의해 재배치되고 전유되어 착취당하는 식민주의적 관계 속으로 
진입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또, ‘사회의 발견’은 19세기 이래 근대적 전환
이 가져온 중요한 역사사회적 질문의 하나인바 ‘식민지 사회’ 또한 근대 사회
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조망되어야 함을 동시에 인지할 필요가 있

40) 이경원(2003, 25)의 연구는 “서구의 탈근대적 가치에 경도된 식민주의 분석이 문화다
원주의의 논리를 표방하면서 새로운 문화제국주의의 헤게모니에 부응하고 식민지 지배
자와 피지배자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식민주의
를 수용하는 문제가 식민지 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면적인 성찰의 과정이어야 함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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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민주의 연구자들은 ‘식민지 사회’를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하기도 하

였다. 예를 들어 오스터함멜은 “식민지적 지배질서는 기존의 원주민 전통 사
회를 변화시켰지만 그럼에도 기존의 경로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통합적인 새로
운 식민 사회를 건설하는데는 대부분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하나
의 사회적 모델로서 식민지 사회를 규정하였는데 “다수를 이루는 토착민의 전
통사회와 식민통치자와 정착민이 이루는 소수 지배자들의 사회가 대면하여 
‘사회적 · 종족적 거리 두기’를 이루고 있고 이 사이에 선교사와 같은 사회적 
중개 역할을 맡는 사회적 교집합이 존재하는 도식”이었다. 그는 이 두 대면하
는 사회적 관계의 긴밀도와 결합도가 높을수록 식민지 해방 국면에서 관계의 
해체에 따른 폭력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Osterhammel, 2009: 134~136).41) 
그러나 구체적인 식민지의 현실과 역사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식민지 사회 
모델이 갖는 설명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는 다른 좀 더 문화심리적 관점에서의 식민지 사회를 규정하고자 
한 시도도 있었다. 아시스 난디는 식민주의가 ‘식민화된 사회’를 다루는 방식
을 검토하여 “식민주의를 ‘1세대 식민주의’와 ‘두 번째(2세대) 식민주의’로 구
분하였다. 1세대 식민주의자들이 약탈과 파괴의 정복자를 표상한다면 두 번째 
식민주의는 과학과 평등 그리고 진보를 믿는 자유주의자, 근대주의자들이 주
도하였다. 이들은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신체와 더불어 정신의 식민화를 추구
하였으며 이러한 형태의 식민주의는 식민지 사회에서 문화적 우선순위를 영구
히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두 번째 식민주의’를 통해 서구는 모든 
곳 즉, 식민지 사회구조와 정신 속에 존재 각인 되었다”는 것이 난디의 핵심 
주장이다(Nandy, 2015: 18~19). 

난디가 언급한 ‘두 번째 식민주의’에 의해 ‘식민화된 사회’는 서구에 
의해 지배받을 뿐 아니라 서구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는 문화적 수동주체로 전
락해 버리고 서구의 장으로 포획된 식민지적 현실의 일면을 드러내 준다. 그

41) 오스터함멜은 식민지를 통치 식민지와 정착 식민지라는 두 이념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정착식민지의 경우 정착민들의 사회와 토착민의 사회가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착식민지의 해방이 통치 식민지의 해방보다 더 폭력적으로 이루어졌고 분리과
정이 고통스러웠다고 언급하고 있다(같은 글,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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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대부분의 근대적 식민지에서도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과 신체적 정신
적 속박은 동시에 진행되었기에 이 두 과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 그가 언급한 “‘근대적인 억압’이 ‘전통적인 억압’과 달
리 피아의 구분을 흐릿하게하는 모호한 자아들 간의 투쟁국면이었다”는 점 또
한 지나치게 근대적 지배의 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폭력을 비가시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근대’와 ‘식
민주의’, ‘식민지 사회’가 ‘서구’라는 타자 혹은 해석자 없이 적절히 논의되고 
가시화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타당한 점도 있다고 생각된
다. 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구조’와 ‘물질과 정신세계’의 해석자이자 
문화적 가치의 전도(顚倒)자로서 서구 식민주의는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공유하는 공통의 문화적 가치로서 표상될수도 있다”는 점(같은 글, 39)은 고찰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국내 연구들은 식민지 성격논쟁을 통해 ‘식민지 사회’의 본질을 구체
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 등의 영
역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맑스주의적, 민족주의적,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상호 비판을 통해 식민지 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왔다.42) 정
치경제적인 관점에서 식민지 사회의 성장과 방향을 증명하거나 제국주의 · 식
민주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민족과 민중 등 집합적 실체의 기원을 
고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전망적 역할도 담당하였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근대적 경제성장의 여부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
개해왔고 정치적 관점에서는 식민지배의 법적 · 제도적 정당성 여부를 논증하
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경제나 정치의 영역에 비해서 ‘식민지 사회’라는 
영역을 사회학의 지표나 차원으로 환원하여 고찰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
다. 계량화된 지표에 의존하면 보니 식민자들이 생산한 통계와 지표가 식민지 

42) 허수열(2005), 신용하(2006), 정연태(2012)의 연구는 각각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표방한 대표적 저작들이다. 90년대 이후 활발해
진 역사수정주의적 관점의 대두에 대한 반론적 성격도 강하다. 주요 논지는 식민지 조
선사회의 근대적 성장 및 해방 이후 연속성 여부,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과 식민주의 사
관에 대한 비판, 식민지 수탈론 · 식민지 근대화론 · 탈근대론을 검토하여 민족문제와 
민족주의의 시대적 중심성과 상대성을 균형있게 보는 관점의 재구성(정연태, 2012: 
8~12)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 39 -

사회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식민지 사회의 지표로서 식
민자들이 생산한 통계가 활용되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식민지 사회를 재현하는 전부일 수는 없다. 

따라서 ‘식민지 사회’에 대한 인식과 분석은 좀 더 폭넓은 문화적 관
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문학이나 문예와 같은 전문화된 문화영
역에서의 식민주의 연구와는 차별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역사사
회학적인 분석틀도 필요로 한다. ‘사회’라는 것은 개인과 집단, 호명과 인정, 
질서와 저항이라는 광의의 관계적 문화현상을 포괄하고 있는 바, 특정 영역의 
지표나 제도로 환원되지 않는 문화적 질서의 작동체계, 세계관과 정당화의 방
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43) 이 연구가 일제 식민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동시에 ‘식민지 사회’라는 영역성을 염두해두고 이를 ‘식민주의 사
회통치’라는 문제틀로서 조망하고자 하는 바는 기존연구에서 검토한 ‘식민지 
사회’에 대한 관점을 좀 더 현대적인 식민주의의 논의의 장으로 끌여들여 기
존의 도식과 관점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44)

한편, 식민지 사회를 통치하는 방식과 체계로서 교육과 학술이 본격
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식민통치에 교
육을 적극 활용한 프랑스의 사례는 식민지 교육이 식민지 통치에 어떻게 동원 

43) 현대 제국주의 연구들이 고찰하고 있는 바는 제국주의가 정치적 · 경제적 침투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과정 즉, ‘문화적 삶’의 지배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박
지향, 2009: 4). 에드워드 사이드는 『문화와 제국주의』에서 “문화culture”라는 용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였다. 첫째, 문화는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비
교적 독립되어 있는, 심미적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실천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
기에는 지역에 대한 대중적 지식과 인종학, 사료편찬, 문헌학, 사회학, 문학사 같은 학
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포함된다.”, 둘째는 비슷한 관점에서 “좀 더 세련되고 
고양된 요소로서 각 사회의 가장 최상의 지식과 생각의 보고(寶庫)를 포함하는 개념”이
다(Said, 2011: 22~23). 이 관점에서는 문화란 ‘지식 생산의 체계와 실천 양식’을 포함
하는 것으로 교육과 학술을 포함한 교육·지식사회학적 측면에서도 이해가 가능한 것이
다. 

44) 정일균(2000)의 연구는 “역사적 문화현상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분석틀로서 
‘문화체(文化體)’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개념은 “1. 한 시대의 질서감각, 존재
와 인식의 범주의 형성과 정립 문제, 2 세계 내 인간주체에 대한 호명 3. 총체적인 정
당화의 기반으로서 세계관이라는 요소를 내포한다. 문화체적 관점에서 한 시대의 세계
관은 제도론과 제도를 포괄하는 동시에 이들과 조응성 · 정합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역
사적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적 논지이다. 한 시대의 주체, 제도와 
제도론, 진리와 윤리, 세계관 등을 종합적으로 사유하는 분석틀로서 ‘문화체’론은 ‘식민
지 사회’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적절한 전망을 갖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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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45)

Manceron(2013, 124~125)의 논의에 따르면 프랑스 제국에 대한 애
국심은 식민지를 침략하고 토벌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무비판적으로 강조되었
고 교과서에서 식민지는 “장래의 귀한 자원들”로서 기술되어 식민침략의 정당
화를 경제적 이익에서 발견하려고 하였다. 또, 세속화된 학교와 종교학교 모
두 프랑스의 ‘문명화 사명’을 강조했다는 점 등은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다.

식민지에 대한 지식이 교육이나 학술, 문명담론의 형태로 생산되어 
유통되었다는 점은 근대 식민주의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베르게스(Vergès, 2013)는 “인종차별과 진보주의가 공화주의 식민지 담론에서 
함께 엮여있으며 해방과 과학의 언어로 은폐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문명
화 사명46)’이 공식적으로 프랑스 식민지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시기는 
1895년경부터였는데 프랑스의 경우 지리학회(Geographic Societies)가 결정
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들은 영토 지배를 정당화하였으며 발견, 학습, 지
식, 분류 등의 학술적 작업을 내세웠다”(같은 글, 252~255). 

문명과 문명화 사명 등은 식민지 지배와 교육을 정당화하는 주요한 
논리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명이 식민지 사회를 발전으로 견인하는 실질적 역
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식민주의 문명화 논리에 대하여 식민주의 연구가
인 구옌(Nguyen-Marshall, 2008: 133~134)은 “프랑스의 ‘문명화’ 임무는, 프
랑스 공화주의 유산과 식민주의 의제 사이의 내재된 모순을 둘러대기(gloss 
over) 위해 발동된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문명화 과업이 도덕적 물질적 발

45) 식민지배 방식에 따라 식민지 교육의 운영 형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영국, 벨기에, 독일이 선교사에게 학교 운영을 맡기고 필요한 경우 보조해 
주는 간접적 지원 방식을 취한 반면, 프랑스는 공교육을 선호했다고 알려져 있다. 농촌
에서는 광범위한 초등교육이 실시된 곳은 거의 없었지만 도시 중산층의 아들들이 중등
교육의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져 지역별, 성별로 교육 격차가 존재하였음”은 기존연구
에서 밝혀진 바다(Osterhammel, 2009: 156~157). 

46) 권태억(2016, 6~7)에 따르면 “문명화 사명으로 번역되는 ‘mission civilisatrice’라는 
표현은 프랑스에서 생겨났고 여기에는 프랑스 문명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과 인간의 
완벽화라는 (진보적) 가능성이라는 두 이념이 깔려 있다. 문명화 사명이라는 구호는 18
세기 말부터 식민지에서 문명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던 모든 유럽열강들에 의해 채
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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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가져올 것처럼 보였지만 착취적인 식민지 정책과 관행에 의해 식민지 사
회는(인도차이나) 더 큰 빈곤으로 이어졌다”고 결론지었다. 식민지 구호활동이
나 문명화 사업의 본질이 “인도주의적 목적보다는 사회 통제와 규율에 대한 
것이 핵심 관심사”였으며 “인종적 편견, 예산상의 제약, 반란에 대한 두려움” 
등 식민통치가 초래한 본질적인 문제들이 더해져 식민지에서 책임성을 회피하
는 기제로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빈곤의제를 제대로 처리하게 되지 못하였다
는 것이다.47) 

제2절 ‘식민주의 사회통치’의 이론적 자원 

식민권력이 식민지 사회를 포섭하기 위해 상당히 체계화된 제도적 형식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식민지 사회를 일거에 정비하고 획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서구적 문명화 논리와 진화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식민
주의자들의 단순한 신념이었다. 일제도 마찬가지였다. 식민지의 인민들을 일
방적으로 호명하고 지방통치를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면서 식민지 사회를 
통제하고 자신들의 교육제도를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주체를 재생산할 수 있
다고 믿는 것은 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 사회에 관한 일차원적 이해를 반영한
다. 

그러나 식민권력이 마주한 것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규율되지 않는 식
민지 사회라는 생생한 영역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권력의 의도와 식민
지 사회의 저항이 마주치는 균열지점에서 사회통치라는 문제의식이 생겨난다
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식민주의 사회통치의 분석 지점은 식민권력이 가장 
의지적으로 접촉하고자 했던 식민지 지방사회의 다양한 균열과 경계 지점일 
것이다. 권력의 사회통치는 “일정한 모습으로 인간에 관여하고자 하는 실천”
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식민 권력도 다르지 않다. 권력은 언제나 사
회를 대상화하고 문제화하여 침투하기 때문이다(芹沢, 2015: 85~95). 

47) “공산당이 지도부를 자처하는 데 성공한 것은 프랑스 식민지 정부가 기근과 빈곤에 무
능하게 대처한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Nguyen-Marshall(2008,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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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사회통치는 시기별로 그 성격에 차이를 보인다. 무단통치로 
알려진 1910년대는 한반도를 이익선의 교두보로서 확보하고 헌병경찰제를 중
심으로 식민지 사회를 통제하고 강압적인 ‘동화’정책을 시행하였다고 익히 알
려져 있다. 또, 지역에서는 의병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사적 폭력을 적
극적으로 동원한 시기였다. 식민지 인민들의 동의없이 이들을 국민으로 호명
하고 보통학교체제를 정비하고 일본어 보급을 통해 일본화하려고 하였다. 통
치에는 헌병경찰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1920년대 접어들면서 식민권력은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보다 개량
적인 통제책을 마련해 나갔다. 이 시기 ‘지방개량’의 문제도 대두되었다. 식민
권력은 무단통치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내지에서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지
방개량을 통해 식민지 사회에 접근하려고 개량적인 타개책을 내놓는다. 일본
에서는 지방개량기에 ‘공민’개념과 ‘공민교육’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식민지 조
선에도 사회통치의 일환으로서 이것이 고려되었다. 일제는 ‘공민적 훈련’이라
는 목표를 설정하고 식민지 청년들을 동원체제안으로 포섭하려는 목적하에 
‘공민교육’을 도입한다. 공민은 일본 제국주의가 특정시기에 주조해내고자 한 
집합적 인민상의 하나였으며, 초기에는 지방행정의 주체를 의미하였으나 일본 
제국주의의 전개와 국제정세의 국면에 따라서 점차 그 의미의 진폭은 변화하
였고 식민지에서는 식민주의적 방식으로 재정의되었다. 

본 연구가 주목한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은 각각이 제국 일본의 근대성
을 규명하는 주제로서 여러 연구들에 의해 다뤄져 왔다.48) 본 연구는 이 두 
주제가 식민지 사회통치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시에 고려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차별적인 방식으
로 시행된 과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지방개량은 내지의 경우 내
무성 식민지의 경우 내무국 사회과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공민교육은 내
지의 경우는 문부성이 식민지 조선의 경우에는 학무국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
었다. 지방개량은 지방사회에서 선전 활동 및 강습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
며 공민교육은 공민교과서라는 텍스트와 공민교육론이라는 지식체계를 통해 

48) ‘개량’ 및 ‘지방개량’, ‘공민’과 ‘공민교육’은 일제 식민주의자들이 생산해낸 개념과 용
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데 논의의 복잡함이 있다. 식민지기 개량
에 대한 논의는 그 계보를 분석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 43 -

피식민주체들을 호명하고 규율하였다. 지방개량은 강습회 자료집이 남아 구체
적인 내용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고 공민교육의 경우 공민교과서 및 공민교육
론자들의 공민교육론이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49)

1. 민개념과 성원권에 관한 개념사적 고찰 

‘국민’, ‘제국신민’, ‘공민’, ‘황국신민’ 등은 일제가 식민지배를 위해 고안한 
식민주의적 민개념들이다. 이러한 민개념들은 각각 시대별로 식민지 인민들을 
특정 주체로 호명하고자 하는 식민권력의 의지와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
를 분석하기 위해서 개념과 통치에 관한 이론을 개념사적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코젤렉에 따르면 한 사회에서 표상된 개념에는 미래지향성과 낡은 사
회구조의 특징들이 모두 함의되어 있다.50) 즉, 개념에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
과 미래의 지향이 동시에 담겨있는 것이다. 또한 코젤렉은 “정치 사회적 개념
들의 사용 양태를 살피고 그 의미를 조사하는 것은 ‘사회사적 의미’를 지닌
다”고 언급하였다. “개념들의 지속, 변화, 미래의 계기들을 언어를 추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상황과 변화가 다루어진다”고 하여 개념사의 범주를 
사회변동에 이르기까지 확장시켰다. 개념은 또한 기대공간을 스스로 창출한
다. 사회적 집합개념과 운동개념이 사용되면서 정치적 사회적 경험 공간이 변

49) 일본의 공민교과서에는 가족의 구성부터 호적, 친족관계, 지방제도, 사법제도, 공민도
덕, 종교, 신사, 국제관계, 농정, 사회정책, 상업 등 당대의 거의 모든 사회체계가 지식
의 형태로 축약되어 담겼다. 공민교육의 성립은 1920년대를 지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등 사상문제와 계급문제, 도시문제, 소작쟁의 등 사회문
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본고는 사상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제국일본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공민교육과 공민교육론을 식민주의 ‘사회통치’의 문제틀로 접근하여 분석하고
자 하였다. 

50) Bödeker(1998)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지식은 개념들의 관계들, 구조들 혹은 의미적 
근접성semantic proximity이 우선 분석될 때 재복원 혹은 구성될 수 있다.”고 언급했
는데 이는 서구 개념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Bödeker, 1998: 63). 단어와 개념의 의
미적 차원에서의 성찰은 주로 언어철학과 해석의 문제를 동반하는데, 개념사와 담론연
구의 차이점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념사가 주로 개념-의미-시간 이라는 관점
에서 장기적인 시간대에서 의미론적이고 해석학적인 방법론을 동원하는데 비해서 담론
연구는 개념과 의미의 체계라는 차원보다는 특정시기의 사회주체들의 발화와 진술, 구
체적이고 실증적인 관점에서 매체와 텍스트의 담론적 성격에 주목한다고 규정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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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새로운 기대지평이 열린다(Koselleck, 1996: 121~129).
박명규(2014, 23~26)의 연구는 “개념은 추상적인 의미 그 자체로 활

동하고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구체적 사회집단 및 
쟁점들과 연관되어 존재한다”라고 그 의의를 정리하였다. “개념사적 방법론은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상이한 시간성과 지향성을 총체적으로 고찰하는 가
운데 특정 개념을 둘러싼 지적 긴장과 사회 정치적 갈등의 양상까지 이해하는 
분석적 통찰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한 시대가 표상하
는 개념은 분명한 사회적 지표로서 검토될 수 있다.

개념사에서 주장하는 “개념이란 사전적 지시체계에 기반한 ‘단어’나 
‘용어’와 다르며 역사성과 사회성이 배제된 관념적, 추상적 기호들과도 차별성
을 갖는다.”51) 역사 사회적 변동 및 조건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미체계로서 
명확한 규정성보다는 모호성과 중층성 복합성을 기반으로 한다.52)

본고에서 1930년대 식민주의 사회통치의 핵심 기제로 본 ‘공민’ 개념
은 아마도 코젤렉의 개념유형에 따르면53) 둘째와 셋째 유형 즉, 서구의 공민, 
시민개념과는 그 의미가 확연하게 바뀐 개념이자,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
한 신조어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역사상 국민과 시민 그리고 공민은 상호 
규정성 속에서 창출된 개념으로 그 의미의 지형을 사전적 정의로는 정확히 파
악할 수 없는 사회사적 · 개념사적 용어라고 생각된다. 

51) 개념사의 성격과 사회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박명규(2014, 35~49)참조. 개념사에서 
의미와 단어 그리고 개념 사이의 관계와 성격에 대해서는 Bödeker(1998, 53~57)의 논
의에 정리되어 있다. 

52) 기존 개념사적 접근 방법론에 대한 비판도 있어왔다. 윤해동(2010)은 “개념사에 접근
하는 방식의 차이를 명칭론적 접근과 어의론적 접근으로 구분하였는데 기존연구들이 어
의론적 접근에 치중하여 동종 유사 개념을 분리하여 접근함으로 개념의 수용 확산 및 
정착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분석적 안목을 축소시켰다”는 논지다. 다음으로 “기
존연구에서 개념 간 중첩과 착종의 측면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예를 들
어 번역어인 민족이라는 정치 주체 개념은 국민, 신민, 인민 뿐만 아니라 민중이나, 중
서(衆庶), 신민, 시민, 민인(民人) 등의 개념과 중첩되고 착종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개념의 타이폴로지가 생각만큼 명확히 구분되기 힘들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
로 개념사적 방법론의 난점과 기존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윤해동, 
2010: 85~91).

53) 코젤렉은 “사회적 · 정치적 개념들이 세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고 논하였다. 첫째
가 ‘전통개념’이다. 둘째는 ‘그 내용이 너무도 확연하게 변하여서 동일 단어임에도 의미
를 비교할 수 없는 개념들’이다. 셋째는 ‘특정한 정치적 · 사회적 상황에 반응하며 그때
그때 부각되는 신조어 개념들”이다(Koselleck, 1996: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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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사회에서 시민의 개념이 성립하고 확장 된 것은 300년 이상의 
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사회적 과정이었다. 경제적으로 부르주
아, 노동자 계급의 성장과 정치적으로는 시민적 권리의 확장, 그리고 사회적
으로는 유기적 연대에 기반한 근대적 산업공동체가 확산 되는 과정이기도 했
다. 서구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시민개념은 이방인과 국민을 구분하
는 경계선 역할을 했으면,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권리를 소유하지 못한 주민과 
정치적 시민권을 소유한 공민으로 구분하는 정치사회적 경계로서도 기능하였
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있어 ‘공민’ 개념의 창출은 서구와는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동아시아의 근대개념의 형성과 역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구적 개념의 수용이라는 문제와 동아시아 사회가 구축해온 나름의 지적 체
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동아시아 사회는 서구에 의해 근대의 충
격파를 겪게 되었고 근대적 개념들도 서구에서 유입된 것들이 많지만 그렇다
고는 해도 이러한 개념들이 “한자에 기초한 기존의 의미망”을 벗어나지 않았
는데(박명규, 2014: 41~42) 이는 서구적 개념을 수용할 지적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54)

그렇다면 연구의 주제인 ‘공민’ 개념을 좀 더 구체적인 역사 현실과 
결부시켜 이해해 보기로 하자. 각 국가와 사회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공(公)과 
사(私)적 영역의 비중은 차별적이었고 각각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다양했기 
때문에 ‘공민’ 개념을 명쾌하게 규정 짓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국가와 
시장 그리고 공인(公人)과 사인(私人), 공익추구와 사익추구 그리고 국가와 시
민사회의 성격에 대한 인식의 차이만큼 공민개념의 변량의 폭은 넓어진다. 

이처럼 민을 호명하는 개념의 미묘한 차이를 읽어내는 것은 역사사회
적 작업을 필요로 한다. 국가와 시장, 자유와 통합, 개인과 집합 어디에 방점
을 두느냐에 따라서 ‘공민’개념이 갖는 역사사회적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공

54) 이와 관련하여 허수(2012, 370)의 연구는 “비서구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의 식민지배를 
겪은 조선사회에서 일본이 직간접적으로 수용해석한 서구 개념의 영향은 지대했으며 따
라서 조선사회는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근대지식을 이중 수용한 ‘중역적 수용상태에 
놓인다”고 평가하였다. 또, 윤해동(2010, 82)은 관련한 연구의 난점을, “서구에서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개념이, 주로 일본과 중국에서 번역 되어 한국에 수용 굴절 
정착되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3중의 중첩된 과제”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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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개념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55) 
사회정치적 변동성이 큰 시기일수록 공민개념이 갖는 변동성의 진폭

도 커질 수 있다. 근대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치문화적 주체상을 요구했고 ‘공
민’개념은 새롭게 환기되어 권력과 집단이 다양한 형태로 이 개념을 전유하기 
위해 경쟁한다. 더 나아가 제국과 식민지의 영역으로 접어들면 ‘공민’의 문제
는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문화적 · 민족적 · 식민주의적 차별은 단순
히 정치적 법적 권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서적 혹은 지적(知的) 수탈구
조를 재생산하기 때문이다.56)

따라서 공민과 같은 민개념은 제국과 식민지 지배권력의 발화만으로
는 규정되지 않는다. 1920년을 전후하여서는 민개념에 대한 통치와 저항의 결
들이 경합하면서 각인되기 시작하게 된다.57) 이런 관점에서 개념사적 방법론
이 공민개념의 시대적 사회적 성격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리라 사료된다. 서구 
개념의 수용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집단들의 충돌, 혼란과 불일치, 해석을 둘
러 싼 갈등 등 개념이 갖는 사회적 기대지평을 개념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적절한 분석의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2. ‘사회통치’에 관한 예비적 고찰 – 권력, 헤게모니, 이데올로기

55) 이와 관련하여 조혜인(2009, 74~77)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독일어로는 
동일한 bürgerliche Gesellschaft라는 표현은 국가가 주도하는 통합적 사회상을 강조
하는 헤겔적 사유에서는 사익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민사회라고 독
해할 수 있는 반면에 맑스적 관점에서는 사익만을 추구하는 ‘부르주아 사회’로 독해가 
가능한 것”이다 

56) 식민지인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다고 알려진 프랑스의 식민주의에 대한 히터의 성찰
은 이를 증명한다. “식민지도 하나의 불가분의 국가였고 프랑스인은 시민이라는 지위를 
부여받는다는 원리에 기반하여 식민지 주민들도 시민권적 권리를 누렸고 프랑스 식민지 
역사에서 시민권 및 시민교육은 18세기 프랑스 혁명기 상당히 이른시기부터 시작되었
지만 종교나 지역 교육수준에 따라서 시민권의 실천은 실질적 제약을 받았다”(Heater, 
2009: 261-262).

57) 동아시아에서는 1920년을 전후하여 공민 개념이 본격적으로 지배권력에 의해 환기되
는데 이는 1차 세계대전후 국제정세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이 시기는 영국과 유럽에서 
미국으로 본격적인 국제적 헤게모니의 전환이 일어났으며 민족주의의 확산과 아울러 
‘민족자결원칙’을 주창한 윌슨은 피식민지 인민들에게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패권국으
로서 미국의 등장은 기존 제국주의 지배질서에 균열을 내었고 “자유주의적 원칙과 주권
과 권리에 기반한 주권원칙이 유럽강대국들의 전유물에서 새로운 신생국과 약소국들에
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김학재, 201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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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을 막론하고 군주든, 성인(聖人)이든 지배권력의 본질은 물리적 강압과 
제도에 의한 인간 혹은 사회에 대한 통치(다스림)에 있었다.58) 인간이 통치에 
대해서 가지는 본원적인 감정은 권력자의 지배와 억압에 대한 공포감일 것이
다. 다만 권력을 어떤 계기로 정당화하는지 그리고 민인들이 권력을 어떻게 
내면화하고 수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통치의 일방향성만으로는 규정하기 힘든 
도덕, 규율, 문화 등의 문제를 포괄한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어떤 통치 혹은 지배가 정당하며 좀 더 정의로운
가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정규영(2018, 160~166)에 따르면 “동양 주자학
의 사상체계는 통치를 도덕의 연장으로서 인식하고 자연과 단절되지 않는(天
理之公) 영역으로 두어 통치의 정당성을 지행의 합일을 구하는 성인적 군주론
을 추구하였고 권력의 정당성을 힘이 아닌 인(仁)에 두었다. 이에 반해서 서구
적 전통에서 통치는 중세를 지나면서 정치를 종교나 도덕에서 분리하여 사고
하는 현실주의적 정치사상으로 진화하였고 이에 합리적으로 통치하고 시민들
의 재산을 보호하는 계약적 · 물리적 통치 기구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문화사회적 관점에서 전근대 시기 지배와 통치는 강고한 봉건제적 사
유체계에 의해 작동되었고 신분제적 질서를 통해 유지되어왔다. 피통치자들은 
이를 가급적 수용하거나 적응해야 한다는 관점이 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런 중세적 사유는 지식의 확산 · 보급, 이성과 합리에 기반한 성찰적 사유의 
발달, 인민들의 자각과 연대 등으로 인해 점차 균열이 가기 시작하였고 근대
를 계기로 통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는 이른바 ‘사회’라는 영역
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와 통치의 문제를 다룬 이론적 관점들 중 각기 ‘권
력’, ‘이데올로기’, ‘헤게모니’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던 푸코
와 알튀세르, 그람시의 논지를 주목하였다. 또한 현대교육학자들의 관련 논의
를 검토하여 이들 이론이 사회와 통치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관해서 정리하

58) 통치와 지배는 영어에서는 ‘govern’ 혹은 ‘governing’으로 표현된다. 정치politics가 
인민과 대표자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고 정치 권력의 법적, 절차적 구성 요건과 국가와 
공공성의 영역성을 중요시하는 개념이라면 통치는 이보다 광범위한 권력의 지배 일반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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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 푸코의 ‘권력’ 논의를 중심으로 

푸코 사유의 핵심을 이루는 분석틀은 ‘권력’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사료
된다. 그의 권력 개념은 “강제적인 폭력과는 구분되며, 개인의 자유와 통치에
의 복종 사이에서 간섭하는 특정 유형의 관계들”이다. 합리화의 고유한 형식
들을 권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본 것은 푸코 권력론의 독특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Foucault, 1994: 82~83).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권력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검증하는데 ‘소
년감화원’의 등장을 예로 들었다. “감옥과 학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인간에 대한 지도방식이 규율의 기술로서 그리고 인간을 다루는 방법
으로서 실천되었다는 점”은 그가 분석하고자 한 근대 권력의 성질을 잘 드러
내 준다. 감옥체계를 둘러싼 푸코의 권력 논의는 근대적 규율이 어떤 제도와 
형식 절차를 통해 개인과 사회를 점차 통제해 나갔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식
과 권력에 대한 분석은 푸코 권력론의 핵심인데59) 그는 “규율을 근간으로 한 
규범화에 저항하는 개인들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통제를 ‘지식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등장이라고 규정하였다. 정상과 비정상을 끊임없이 구분하는 모든 형
태의 재판관(교수, 의사, 교육자, 사회사업가)이 사회의 도처에 현존하게 되고 
이 규범화 권력이 근대 사회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는 것이 푸코의 규율60)과 
지식-권력에 관한 핵심적 논의라고 생각된다(Foucault, 2011: 449~460). 

그는 권력61)을 “하나의 실체 혹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유체와 같

59) 푸코는 학교에서의 시험을 예로 근대적 규율 권력의 특성을 논하였다. 그에 따르면 
“시험은 권력행사의 일정한 형태와 지식 형성의 일정한 형식을 연결짓는 구조를 가지
며……규율 중심적 권력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면서 행사된다. 오히려 권력은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인 가시성의 원칙을 부과한다”(Foucault, 2011: 292~293)

60) 芹沢一也(2015, 87)에 따르면 “법은 금지와 벌에 의해 성립하고 시스템으로서 입법과 
사법 매커니즘을 의미한다. 규율은 법과 형벌 곁에서 구금이라는 실천을 만들어 내는데 
범죄자라는 인간을 대상화하여 노동이나 훈련에 의해 교화와 교정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61) 푸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러 생산관계가 앞서 존재하고, 뒤이어 그 옆 혹은 
위에 나타나 덧붙여진 여러 권력매커니즘이 생산관계를 변형시키고 방해하거나, 더 견
고하고 일관되며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거나 하는게 아닙니다. 예컨대 가족이라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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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 · 기능 · 주제를 갖는 매커니즘과 절차의 총체”로 
접근할 것을 요청한다. 여기서 ‘절차의 총체’는 한 사회가 작동시키는 권력의 
매커니즘과 관련되어 있다. 푸코는 이를 “1. 사법메커니즘, 2. 규율메커니즘, 
3. 안전 메커니즘으로 분류하였다.”62) 그는 규율이 모든 개인의 신체에 행사
되지만 “어떤 사람들의 집단을 출발점으로 획득해야 하는 목적 · 목표 · 결과 
등이 있고서야 비로소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교, 군대, 공방, 노동자
에 대한 규율은 푸코의 논의에서 중요한 맥락을 차지한다. 규율은 공간적 분
할을 전제하고 있으며 공간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Foucault, 2012: 17~32). 

푸코의 논의에 있어서 사회와 통치에 관한 현대적 관심은 주로 후기
의 저작들에서 검토되고 있다. 푸코가 주창한 ‘통치성’ 개념63)은 중요한 문제
의식 중 하나인데 그는 이를 “개인들로 이루어진 총체의 품행이 주권적 권력
의 행사 속에서 점차 명확하게 함의되어가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
로 “유럽사회에서는 15~16세기 사목의 위기가 시작되면서 통치하는 방식에 

의 관계가 먼저 있고 거기에 여러 권력매커니즘이 덧붙여진다든지……하는 것이 아닙니
다. 권력매커니즘은 이 모든 관계에 내재합니다. 이 모든 관계와 권력매커니즘은 서로
가 서로의 원인이며 결과인 순환관계에 있습니다”(Foucault, 2011: 18~19).  

62) 
출현시기 17세기 17-18세기 18-19세기 19세기-현재
권력 양식 주권 권력 사회 권력 규율 권력 생명 권력

기본 행위자 왕 법률가 전문가 개인
기본 목표 육체 계약 자질 삶
기본 요체 신체 영혼 훈련 통치성
주요 실천 의례 대표 훈련 규범

가장 강한 형식 고문 개혁 파놉티시즘 성
바람직한 결과 복종 공동체 온순함 자율 통제

<표 2> 푸코의 주요 주제와 문제의식 
(Nealon(2008, 45)을 Ball(2019, 126)에서 재인용)

  

 
63) 최근의 연구들은 푸코의 ‘통치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동수(2020)의 연구는 푸코의 통치성 개념이 “통치(govern)와 사고양식(mentality)을 연
결시켜 통치의 성질이나 성격을 지칭한다”고 이해하면서도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공화
주의적 통치성’을 간과함으로써 통치성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았다”고 비판하였
다. 시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자기통치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공화주의적 가치가 푸코
의 논의에 누락되어있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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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새로운 탐구가 이뤄졌으며 국가이성의 출현은 통치술이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외치(외교적, 군사적 기술)와 내치(police, 인구
와 부富)가 구분되고 내치라는 통치술64)은 ‘국력의 테크놀로지’로서 구상되게 
된다. 인구를 관리하는 ‘생명관리정치’가 18세기부터 의학, 공중위생, 사회의
학이라는 관점에서 제기되는 것도 국력의 관리라는 통치술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 푸코의 해석이다(Foucault, 2012: 485~490).

세리자와(芹沢一也. 2015)의 해석에 따르면 “푸코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구체적 분석도구는 법, 규율, 안전이며 근대에서 현대로 변천되면서 규
율에서 안전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안전이라는 관점의 대두는 ‘국가’에서 ‘사
회’로의 시선 전환을 의미하기에 중요하다. 즉 “‘사회의 관리’라는 관점이 통
치의 문제로서 부상하게 된 것인데, 문제화된 사회의 가시화와 의식화된 운동
의 폭발은 규율과 동시에 안전이라는 화두를 꺼내게 만들었고 국가를 넘어 사
회를 통치하는 문제가 정치권력의 주요한 화두가 되었음”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세리자와가 권력을 정치권력으로 특정한 것은 ‘사회’라는 것이 어
떻게 가시화되었으며 이를 정치권력이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관리하려
고 하였는지 정치와 사회 두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염두해 둔것으로 사료된
다. 

2) 알튀세와 그람시의 논의를 중심으로 

푸코가 법과 규율 그리고 안전이라는 매커니즘과 절차의 총체로서 권력을 파
악하고 ‘경제, 사회적인 관계의 새로운 형식, 새로운 정치적 구조화와 함께’ 
통치의 방식이 변모한 것에 주목했다면 알튀세르는 국가장치를 철저하게 지배
장치로 보고 그 가운데서 지배 계급에 의해 행사되는 것을 권력이라 한정하였
다. Bidet(2007, 10~19)의 해석에 따르면 알튀세르는 “지배계급만이 ‘권력’을 
행사하며 법은 지배의 계기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 사회를 “계급관계의 

64) 여기서 내치라는 개념은 국가에서 사회로의 시선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芹沢
一也(2015)는 일본사회를 예로들어 “근대에서 현대로의 전환기에 규율에서 안전의 문제
로 관점이 옮겨졌다고 평가하였다. 1918년의 쌀소동과 같은 사회문제의 대두, 자본주의
의 심화, 생활의 위기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인간생활의 장이 ‘사회’로 대상화 되
어 국가권력에 의한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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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로 가득 차 있는 것이며, 제도 전체를 통해 행사되는 고위 권력에 예속되
어 있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는 사회에 관해서 다소 경직적으로 파악했다고
도 볼 수 있다. 또 그의 해석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와 ‘호명’이라는 개념은 
알튀세르의 논의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알튀세르는 법의 폭력적 지배 
이전에 이데올로기와 호명의 작동방식이 있다고 보았다. “호명은 ‘각자가 소
환되는 방식이자 주체로서 사회적으로 구성되게 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구
체적으로 ‘이데올로기가 정립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권력의 호명에 
의해 개인은 주체로 사회적 존재로 소환되며 이를 통해서 한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정립한다는 것이다. 

알튀세르는 국가권력과 국가장치를 구분하였다. “국가권력이란 계급 
투쟁의 일차적인 목표로서 국가의 지배 권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국가장
치65)에는 제도와 조직들이 포함되는데 이를 다시 억압적 국가장치와 이데올로
기적 국가 장치로 구분”하였다. “억압적 국가장치란 정부, 공무원 조직, 군대, 
경찰, 법원, 감옥 등이며 이는 물리적 폭력과 관련되어있는 제도와 기관들이
다. 반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는 학교, 가족, 종교, 정치, 조합, 정보, 출판, 
문화 등을 잠정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자유롭게’,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작동된다는 점
에 있다.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여러 기관들과 조직들 그리고 
이것들의 실천 활동들을 포함하고 결합하는 체계로서 규정하였다(Althusser, 
2007 129~141). 

알튀세르는 억압적 국가장치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통한 국가 
권력의 행사로 생산관계의 재생산이 보장된다고 보았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
에서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 ‘학교’를 예로 든 점은 중요하다. 알튀
세르에 따르면 부르주아지가 제1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서 확립해 놓은 
것이 학교 장치였다. 이는 이전의 지배적인 장치였던 교회를 대체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회-가족’은 ‘학교-가족’으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관점을 검토
하면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라는 개념은 사실상 사회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
는 중요한 교육기관 즉, 학교라고 보아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알튀

65) 좁은 의미로는 경찰, 법원, 감옥, 군대 등을 말한다(Althusser, 2007: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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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에 의하면 학교는 “사회 계급의 아이들에게 지배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전문지식(프랑스어, 산수, 자연사, 과학, 문학)’과 순수상태의 지배 이데올로기
(도덕, 시민교육, 철학)을 주입시키는데 이 기간 동안 어린아이들은 가족이라
는 국가장치와 학교라는 국가장치 사이에서 꼼짝 못하는 존재가 되어 ‘생산’
현장으로 떨어져 노동자와 농민으로 재생산된다”고(Althusser, 2007: 
370~376) 보았다.

알튀세르의 논지는 맑스주의의 유산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이데올
로기적 국가 장치라는 독특한 사회학적 해석틀을 견지함으로써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분석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다원화된 사회, 시민권적 주체들이 경쟁하면서 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국가권력과 계급 그리고 시장이 오로지 지배의 원칙을 규
정한다는 관점은 수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생산
하는 장치로서 학교를 관찰한 것은 중요한 분석이지만 현대사회에서 교육이라
는 맥락이 갖는 함의와 관련한 기능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는 느낌을 받지
는 못했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이 국가와 지배계급에 의해 전유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점과 이것들이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로서 개인을 호명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구성되게 하여 지배를 내면화한 주체로 재생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본 점 등은 중요한 분석지점이라고 사료된다. 국가와 계급사회가 
갖는 구조적이고 지배적인 억압성의 기원을 밝히고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라
고 하는 지배권력과 사회의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점은 의의
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람시는 알튀세르에 비해서는 더 앞선 시대의 인물이지만 그의 논의
를 뒤에 배치한 것은 그가 교육의 사회적 역량과 문화와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였고 사회적 · 유기적 총체성이라고 표현한(Gramsci, 2006b: 53) 교육
의 역사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66) 그람시는 교육의 기
능과 역할에 대해 관념론적인 접근을 비판하고 일종의 열린체계로서 사유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사회적 연대의 확장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분이 없는 
민주적 통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교육을 단순한 

66) 교육에 관한 그람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곽태진(2017)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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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계급의 도구로서만 접근하지 않고 있으며 근대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학교와 사회의 공유지로서 교육이 갖는 자율적 
영역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67)

그람시는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사이의 
동학을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서구의 경
우 국가 못지않게 발달한 시민사회가 지배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람시는 “책동이나 기만적 이데올로기와 같은 단기적 처방에 의해 자본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장기적인 협의에 의해 피지배계층의 동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유지된다”고 보았다. 즉, “시민사회를 작동시키는 부르주아 자본주의 질서가 
강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피지배계급의 동의를 획득하는 헤게모니 전략
이 유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김명희, 1999: 149). 

그람시는 한 사회의 위기 근원에는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의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폭넓은 대중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실패한 것
과 동일하다고 보았으므로 헤게모니란 지배에 관한 폭넓은 대중의 동의와도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그람시가 언급하였듯이 헤게모니의 위기
란 권위의 위기라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폭넓은 대중이 
동의하는 권위로서 헤게모니를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Gramsci, 
2006a: 245~246).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방식을 탐구하기 위해 그람시는 국가에서 시민
사회로 논지와 관점을 확장하여 전개시킨다. 그람시는 특히 국가의 교육적 · 
형성적인 기능과 시민사회에서의 헤게모니적 지배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는 주장을 펴는데 여기서 상정된 국가의 목표는 “언제나 새롭고 더 높은 단계
의 문명유형을 낳고, 그 문명과 폭넓은 일반 대중의 도덕을 경제적 생산 장치
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요구에 적응시키며, 그리하여 물리적인 방식을 통해
서라도 새로운 유형의 인간성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람시에 따르면 
국가가 개인을 집단적 인간으로 통합시키고 동의와 협조를 확보할 수 있느냐
는 문제는 ‘교육적 압력’이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보았다(Gramsci, 2006a: 

67) 이에 비하면 알튀세르의 교육에 관한 분석은 좀 더 경직된 맑스주의적 입장에 가깝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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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86). 
그람시의 이론이 교육과 학교에 관해 갖는 평가와 전망은 푸코나, 알

튀세르에 비해 훨씬 현실적이며 분석적인 측면이 있다. 또 교육과 학교의 기
능에 대해서도 경직된 교조적 비판을 넘어서 ‘지적인 자기훈련과 도덕적인 독
립성’ 등 주체적이며 긍정적인 교육의 가능성을 염두해두었다고 사료된다. 보
통학교의 중요성을 인정한 부분이나 교육을 창조적 작업으로 보고 개인의 독
자적인 책무성을 발달시키는 창조적인 학교를 상정하고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강조한 것은 그람시가 근대 교육이론에 대해서 독창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아동의 의식이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논지와, 교사
의 사회문화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본 것은 교육을 하나의 사회적 사실, 문화
적 형성태로 본 뒤르켐의 논지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Gramsci, 2006b 
38~51). 

헤게모니를 통한 시민사회의 지배원리를 제시하면서도 교육과 학교를 
단순한 종속변인으로 보지 않고 주체적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 그리
고 시민이 통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통치와 사회 양
측에서 분석한 그람시의 교육론(같은 글, 55)은 교육과 학교가 사회적 사실이
자 사회적 문제의 공간이며 동시에 사회적 성찰의 장임을 제시하고 있다.  

3) 현대교육학자들의 논의들

이상 푸코와 알튀세르 그리고 그람시의 논의를 통해서 국가와 권력 그리고 지
배계급이 각기 사회를 통치하는 방식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는지에 관
해서 고찰하였다. 이들은 각기 ‘권력과 지식’, ‘이데올로기와 호명’, ‘시민사회
와 헤게모니’라는 시각에서 사회를 통치하는 방식 혹은 사회가 통치되는 방식
을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규율과 교화 및 지식과 합리성을 내세운 통치, 그리
고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를 통한 지배의 정립, 시민사회를 통한 헤게모니의 작
동 등 사회를 다루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지점들과 견해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사회가 통치되는 계기로서 ‘교육과 
학교’를 통한 합리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와 관계 및 과정들을 주목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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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의 고전적 연구에 기반하여 현대 교육학자들은 관련한 논의를 발

전시켜 좀 더 현실적인 입장에서 경험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나아가고 있
는데 사회를 통치하는 방식과 사회가 통치되는 방식에 있어서 학교와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 이들의 논지를 좀 더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부르디외(Bourdieu, 1984: 108, 112~114)는 “교육체계가 문화
적 자본의 분배구조를 재생산하는 동시에 사회적 위계질서 또한 자신의 상벌
체계에 의해 확립되도록 보이게 함으로써 권력관계에 대한 조야하고 노골적인 
긍정에 기초한 위계질서를 강요하는 것을 넘어 보다 그럴듯하게 ‘사회질서’ 
영속화를 위한 정당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즉, ‘지배계급’과 
‘교육기관’이 연계가 ‘객관적인 매커니즘’이라고 불리는 성적과 재능의 민주적
인 선발방식에 의해 완벽하게 은폐되는 것. 이것이 사회적 재생산의 핵심기제
와 비중있는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본 것이다. 

부르디외의 논의는 교육체계가 사회적 계급의 격차를 재생산하는 보
수적 역학을 담당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시스
템이 갖고있는 근원적 모순성에 대한 중요한 논쟁 지점들을 문제제기하였다. 
부르디외의 논의에서 교육과 학교가 문화적 · 사회적 재생산의 핵심적인 중개
변인으로서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이 
문화적 자본과 계급 및 여타 사회경제적 요건과 맺고 있는 다양한 실천적 관
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학교제도 및 교육체계가 작동하여 재
생산하는 과정과 기능으로서 여러 문화적 사회적 자본들의 형성 프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이클 애플(1986, 14~18)은 이러한 부르디외의 논의를 받아 학교 에
서 보존 분배 되는 자본이 경제적 자본 외에도 상징적 자본 즉 문화자본에있
다고 언급하면서 이 논의를 헤게모니 개념과 연결지어 고찰하였다. 애플의 정
의에 따르면 헤게모니란 “실천과 기대의 총체로서 인간들은 그것에 따라 활동
하고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게”되는 모종의 합의로서 이해된다. 그는 교육의 
문제에 헤게모니가 갖는 복잡한 문화적 성격이 비교적 잘 드러난다고 보았는
데 교육을 통해 정말로 배우는 것은 “단순하게 ‘부과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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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의식 속으로 침투되어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세계를 형성하는 의미와 
실천의 조직된 집합체이며, 살아있는 의미와 가치 및 행위들의 효과적인 체
계”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교육은 그 자체가 지배문화의 선택지를 반영하여 
의미있는 전통을 ‘전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학교는 문화적 이념적 헤게
모니의 전수자이며, 선택의 전통이며 문화의 통합자”인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고 보았다. 

또, 애플(1986)은 이데올로기가 헤게모니라는 침투, 작동방식에 의해 
일상 속에서 구체화 된다고 보았는데 “지배집단이 공식적인 지배의 매커니즘
을 드러내어 사용하지 않더라도 학교와 교육, 교육자들의 사회적 배치를 통해
서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헤게모니 개념’의 중요성이 고
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교육에 있어 이데올로
기란 지배계급의 경제적 문화적 이념과 지배양식 일체 및 정당화 논리를 포괄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헤게모니란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일상적인 것, 
중립적인 것, 상식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모든 동의와 합의의 문화적 
총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이론들은 모두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학교와 
교육의 역할을 논한 것이다. 그런데 식민지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이의 
합의와 동의의 은폐 방식으로서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의 침투는 현
대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의 침투에 대한 비판과는 
별도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카노이(Carnoy, 1977: 81~83)가 언급한 바처럼 “식민자의 
언어, 가치관, 규범으로 사회화되는 것의 강조와 토착적인 것을 격하 비하시
키는 식민주의적 세계관”이 추가된다. 그러나 식민지 사회에서도 교육은 근대
지향적이고 해방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복잡성이 더해진다. 
만성적인 “빈곤과 문화부재”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로서 식민자의 학교 시스
템이 강조되었고 피식민지 인들의 근대 교육에 대한 열망이 지배의 저항과는 
별도로 입학열, 교육열로 표출되기도 했다.68) 이러한 다양한 국면은 탈식민 

68) 식민지 한국 사회에서 근대교육에 대한 열망이 분출된 것은 3·1운동 이후부터였다. 기
존 연구들은 배일감정과 근대화에 대한 열망으로 구분하여 ‘교육열’의 저조 및 고조 문
제를 시기별로 연관지어 고찰하고 있는데(예를 들어, 김동명, 2006: 86) 교육열의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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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식민지배는 해체되더라도 학교와 교육
은 존속하여 “경제, 정치, 사회구조와 다름없이 중심국가 구조의 연장”으로서 
지배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 침투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사회의 교육과 학교의 역할 분석은 근대적 기능적 지평을 넘어 식
민성 혹은 식민주의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요약하면 푸코, 알튀세르, 그람시, 부르디외, 애플, 
카노이 등은 모두 한 사회를 통치하는 방식 혹은 한 사회가 통치되는 방식에 
있어서 교육과 학교의 지식-권력,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과 학교를 통한 ‘사회통치’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
하였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교육과 학교 혹은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증하는 학
력의 문제는 사회와 문화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보수적 장치나 체계로서 
비판적으로 고찰되어 왔으며 결정적 변인으로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일종의 중
개변인으로서 계급의 사회 문화적 자본과 관련되어 다양한 가치들의 사회적 
구성 및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이 논의되었다. 

알튀세르 그리고 그람시와 애플이 다룬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라는 
두 개념은 교육과 학교에 의한 사회와 문화적 재생산 그리고 교육과 통치의 
은폐된 상호관계를 고찰하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여전히 의의를 가진다. 여기
에 더해 비서구 사회에서는 식민통치와 식민주의가 교육에 미친 영향을 고찰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카노이의 논지이다. 특히 발달의 격차, 산업자본
주의적 기반이 부족한 식민지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문제가 식민지적 왜곡
(colonial distortions)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분석의 적절성
을 가질 수 있다는 카노이의 주장(Carnoy, 1977: 61)은 상당히 중요한 관점
이라고 생각된다. 

을 단순히 근대화에 대한 열망만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식민지배자의 입장에서도 보다 고차
원적인 동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였고 이를 위해 학교와 교육의 보급과 역할이 강조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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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식민주의 사회통치의 개념화와 구성

1. 식민주의 사회통치의 개념화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규정한 사회통치란 특정한 정체
성으로 인민을 호명하고 지방을 구획 통치하며 동시에 교육을 통해 주체를 재
생산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권력의 구체적인 실천체계의 총체를 의미한다. 특
히 연구의 대상 시기가 되는 식민지기 지배 권력의 다양한 통치술이 식민지 
사회에서 실천되는 방식에 주목하여 이를 ‘식민주의 사회통치’로 개념화하고
자 하였다. 

국가권력이 피지배자의 모든 활동과 생활을 직접 간섭하고 지배 · 통
제하는 것은 많은 통치비용과 통치기구를 필요로 한다. 권력은 내치를 담당할 
기구와 매커니즘을 통해서(푸코), 특정한 이데올로기 장치를 고안하거나(알튀
세르), 시민사회 영역을 용인하고 동의에 의한 지배를 꾀하기도한다(그람시). 
이러한 방법론들은 통치에 사회의 역량을 동원하고 대중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가급적 통치 비용을 줄여나가려는 지배의 합리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구체
적인 실체로 부상한 ‘근대 사회’라는 영역을 직간접적인 통치의 대상으로 보
면서 동시에 사회의 역량을 통치의 원리로 흡수하려는 시도는 모두 ‘사회통
치’의 일환인 것이다.

‘사회통치’는 자율과 자치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선전되기도 한다. 
교육은 국가가 배치한 학교를 거점으로 자율과 규율의 준거를 내면화한 주체
를 재생산하여 이들을 다양한 직군에 배치시키는 과업의 부분을 맡고 있다. 
사회의 주체들은 그람시가 언급한 것처럼 스스로의 창조성을 한계짓는 교육체
계의 구속성을 따라 순응하거나 저항하면서 지배계급이 마련한 경로를 극복하
기도 한다. 지방사회는 어떤가, 국가는 세수의 확보와 동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와 기구를 지방의 분권적이고 위계적인 행정체계 가운데 마련한다. 
행정은 주민의 동의를 내세우기 위해 자치적 활동과 조응하면서 전개된다. 지
방사회는 오랜 집단적 공동체적 질서가 자리잡고 있어 문화적 동질성과 도덕
적 윤리의식도 강하다. 지역 강습회나 강연 등의 활동은 지방민의 정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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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식이 행정권력과 직접 마주치는 생생한 현장이 된다. 권력의 통치 방향
은 제도와 규율로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회와 만나는 접점에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사회, 학교와 교육의 영역에서 국가권력의 실천은 다양한 
지방사회 주체들의 관여 및 참여와 마주치게 된다. 통치는 권력과 사회가 만
나는 실천적 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권력이 사회와 마주치는 지점에서 여
러 사회적 집합 주체들과 이들의 권력 관계 그리고 통치의 문제가 부각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학교는 배움의 장소이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가정이나 국가의 일상적 실천역량, 사회경제적 여건이 부재하
다면 학교는 기능할 수 없다. 또, 학교를 세우는 것은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역할이지만 학생들의 통학로를 정비하고 길을 닦는 것은 내무(內務)의 행정관
청이 관할한다. 학교만 세운다고 모든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같
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교라는 조직체계, 학교를 둘러싼 지역의 환경과 사
회경제적 조건, 한 국가의 민주적 역량이 결합 될 때 비로소 학생들이 학교를 
오가고 학교와 사회는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과 통치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치 · 행정영역에 대한 파편적, 분산적 이해를 넘어 
권력이 사회와 마주치는 지점에 대한 역사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통치의 차원으로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민(民)개
념’이다. 이는 권력이 인민들을 특정 정체성으로 호명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서구의 근대사상이 도입되면서 여러 서구적 근대적 민개념들이 수용되
었지만 그 이전부터 한국사회는 민(民)에 대한 다양하고 성숙한 의미체계를 
만들어 왔다. 성리학적 사유질서를 발달시켜온 조선시대의 역사적 경험으로 
실증할 수 있다. 조선시대는 민개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정치 사회적 정당
성의 근거로 삼아왔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민(民)의 사회’ 였다고 봐도 과언
이 아니다. 과거도 그랬고 현대적 민주사회로 접어든 오늘날도 그렇다. ‘민심
(民心)’의 향방과 ‘시민(市民)’의 선택, ‘국민(國民)’의 뜻은 신문지상에 오르내
리는 단골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역사사회적 성격을 적절히 
포착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개념들의 법적 · 제도적 범주를 말해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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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법전을 찾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 개념이 담지하고 있는 역
사사회적 · 개념사적 경험지평을 정의내려보라고 하면 설명하기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사회에서 발화되는 개념은 개념사적 문제틀로서 조
망되어야 독해 될 수 있다. 민(民)을 규정하는 여러 개념들이 우리 사회의 고
유한 역사적 경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민(民)개념은 
특정한 시기에 형성, 호명, 구성되는 구체적인 정체성으로 당대의 권력의 대
(對)사회적 요청을 반영하는 개념사적 지평을 갖는다. 권력의 호명에 의해 또
는 다양한 집단들에 의해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온 여러 민개념들을 성찰하는 
문제는 당대의 역사적 경험지평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한다. 조금 더 폭
넓은 관점에서 사유하면 민개념에는 당대의 민론(民論), 민권(民權), 권력론(權
力論), 주체론(主體論)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한 것은 지방통치의 차원이다. 여기에는 지방관제, 지방
제도, 지방자치, 지역운동, 단체 및 조합의 형성과 활동과 관련된 권력과 통치
의 여러 측면들이 포함된다. 지방통치는 지방적, 일상적, 사회적 영역에서 구
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 및 권력의 실천과 지방민들의 관습 및 집단행동과 
관련되어 설명될 수 있다. 지역이라는 공간은 커뮤니티 혹은 이웃사회의 공동
체적 관습이 작동하는 사회학적 단위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영역이 국민 일반
의 보편성과 포괄성을 추구한다면 지방통치의 영역은 실제 권력이 지역에서 
인민들을 직접 호명하여 동원하고 징세, 수취, 협치를 구하는 통치술이 작동
하는 생생한 권력의 공간을 표상한다. 지방통치 영역에서 권력은 조세의 수취
를 통해 통치의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을 구역화하여 지배한다. 또 지방은 구
체적인 교육 실천의 장이기도 하다. 학교를 세우거나 공식적 · 비공식적 강습
회를 통해 지방 인민들을 교양하고 지도한다. 국민으로 호명하여 전국적 단위
로 동원하거나 지역민, 자치민으로 호명하여 통치권력을 분배하고 지역의 사
무를 일임시키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지방의 인민들은 유무형의 자치영역을 
형성하거나 여러 형태의 협조와 저항을 통해 통치 권력에 대응하면서 스스로
의 통치 영역을 형성해 나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한 것은 교육의 차원이다. 시대별로 통치 권력이 추
구하는 인민의 상은 다르다. 인민을 호명하고 새로운 주체로 형성시켜 한 사



- 61 -

회의 인식론과 지식체계를 내면화시킨 존재로 재생산하는 것은 각 지역에 설
치된 학교69)와 교육 및 교육론과 관련이 깊다. 사회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
방제도와 교육제도의 형성기를 지나면 주체론 시민론과 같은 철학적 주제가 
교육현장에서 대두되는 것은 보편적 보통교육을 통한 국민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민개념-지방통치-교육”이라는 통치의 삼각형 구도는 어느 시대건 어
느 사회건 존재하지만 역사적 경험에 따라 그 성격은 차이를 보인다. 본고는 
이 설명틀을 통해서 식민통치의 역사사회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
았다. 

2. ‘식민주의 사회통치’ 분석틀과 조작화

식민주의 사회통치란 식민권력이 식민지 사회를 다루는 일련의 방식 또는 통
치행위 전반을 지칭한다.70) 이는 식민권력이 1. 특정 주체 개념을 동원하여 
식민지 주민들을 호명 · 동원하는 과정 2. 지방행정을 장악 조정하여 학교와 
관공서를 배치하는 지방통치의 방식 3. 특정 교육체제와 교육내용, 교육론을 
구성하여 식민주의적 인식론 · 세계관을 내면화한 주체를 재생산하는 과정 4. 
상대적 자율성과 권한을 가진 식민지 권력 기관이 자율적으로 지방에 침투하
는 방식 등으로 구성된다. 

‘식민주의 사회통치’라는 이론 틀이 필요한 이유는 식민권력의 작동방

69) 교육과 교육론의 실천적 장으로서 학교의 역할은 중요하다. 권력에 의해 호명되는 ‘민
개념’과 지방통치 방식 그리고 특정 사회의 교육론은 지방의 학교라는 구체적인 장소에
서 조우한다. 근대 권력이 가장 민감하게 개입하는 부분은 지역 근린의 학교라는 공간
일 것이다.

70) 식민지 통치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스콧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식민지 
통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치가 효과를 내기 위해 정치적 합리성들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어진 역사적 순간에 식민지 
권력의 계획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구성하는 정치적 합리성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식민지 권력의 적용 요점(목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포
괄하고자했던 추론적이고 비추론적인 분야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식
민지 근대성의 형성은 독특한 정치적 합리성의 출현을 특징으로 하는 식민지 통치 조직
의 불연속성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Scott, 2001: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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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특정 영역, 예를 들면 지방행정, 경찰, 교육, 언론 각각의 정책적 성격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해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식민지 권력 특유의 일체성, 포
괄성, 전체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정 영역과 기관의 기능과 성격을 해명하
는 것과 더불어 동시에 식민권력의 사회통치 행위 전반에 대한 추론과 이해를 
돕는 문제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각각의 시기, 식민주의 사회통치를 구성하는 차원은 식민주의적 ‘민-
개념(民-槪念)’, ‘지방통치’, ‘교육(교육론)’의 세 가지이다. 그렇다면 식민주의 
사회통치의 세 가지 차원을 지시하는 역사사회적 지표는 무엇일까. ‘민-개념
(民-槪念)’의 경우는 제령(制令), 총독부 기관지(每日申報 · 京城日報), 식민지 
행정당국자, 지방관료, 식민지 관변단체 및 관변운동, 식민지 교육관료 및 학
자, 관공립 교육기관, 식민당국이 발행한 교과서와 학술장 등에서 발화한 식
민지 인민을 지칭하는 공식적 · 비공식적 민(民) 개념의 정의, 관련 담론의 빈
도, 함의, 변화 등을 포괄한다. 

‘지방통치’의 차원은 식민지 지방에서의 헌병 · 경무(警務) 활동을 포
함한 식민권력의 지방행정 활동 일체를 포괄한다. 이를 드러내는 구체적 지표
는 총독부의 관제개정, 면제 실시 등 지방제도 · 지방행정 기구의 재편, 지방
단체에 관한 규정변화, 행정구획의 변화, 인적 · 관료체제의 변화, 관제운동이
나 관제사업, 관제조사 및 ‘자치’를 표방한 정책, 동 · 리 등 지방말단구역에 
대한 식민 권력의 교화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지방통치의 차원은 식민권력이 
식민지 인민들을 통치로부터 배제시키고 강압적 차별과 동화의 대상으로 삼거
나, 혹은 회유하여 협력의 상대로 호명하거나, 세금을 부과 징수하고 최종적
으로는 인민을 동원 및 징집의 대상으로 삼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한다. 또, 
지방행정은 보통학교와 중등학교, 전문학교 등 식민지 학교의 설립 및 운영과
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교육과도 관련성을 갖는다. 

‘교육(교육론)’의 차원을 드러내는 지표는 식민주의 규율 및 식민주의 
지식-권력의 작동방식과 결을 같이 한다. 조선총독부의 교육에 대한 정책변
화, 교과교육의 내용 변화, 교육에 대한 학술담론, 훈육 및 규율의 실천적 양
상 등이 지표에 포함된다. 보통학교의 경우 수신과(修身科)의 도덕률, 교과서
의 내용, 규율과 통제, 의례, 교원의 역할 등으로 지표를 구성할 수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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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이상의 경우는 식민지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교과
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좀 더 정교해진 식민주의적 교육론이 포함된다. 식민지 
사회에서 중등학교 이상 졸업자들은 식자(識者)층에 속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
한 교육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이나 규율의 전달 차원을 넘어 정교한 인식론, 
주체론, 학술담론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조선총독부 학무관료들이 주도한 교
육 · 학술 담론장, 고등교육 정책과 교육담론, 교과지식과 관련한 인식론, 특
정 교과교육론의 전개와 확산 등을 구체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 ‘교육(교육
론)’의 영역은 식민권력이 제국경영을 위해 주조하고자 하는 식민지 인민상(人
民像)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수신과(修身科), 공민과(公民科) 등 시기별로 구
체화되었다. 또 이러한 교육은 지방제도의 개정 등 통치의 변화상을 담고 있
었다. 이 점에서 ‘민개념’과 지방통치와도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식민통치의 본질을 식민주의 사회통치의 
변화 국면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식민권력은 1920년대를 기점으로 ‘지방개
량’과 ‘공민교육’이라는 사회통치의 도구를 통해 식민지 사회에 구체적으로 접
근하였다. 본론에서는 이를 실행한 식민권력 기구의 변화, 지방제도의 변화 
등을 검토하였고 내지에서의 실천과 비교하여 식민주의적 성격을 구체화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았다.  

아래의 표는 ‘식민주의 사회통치’의 도식과 차원을 하나의 논리적 모
델로서 제시한 것이다. 식민권력이 식민지 사회통치를 위해 고안한 1. 민개념, 
2. 지방통치, 3. 교육은 세 개의 차원을 의미한다. 1. 민개념은 식민권력이 발
화하고 호명하는 식민지 주체상(像)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로서 훈령과 부령 
등 공식적인 언명과 언론(신문)과 잡지를 통해 발화되는 비공식적 언명으로 
구분된다. 2. 지방통치의 차원은 식민지 지방지배를 위한 지방관제와 지방제
도와 지방에서의 학교배치 상황 그리고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는 특정 식민권
력의 지방사회 침투를 포함한다. 3. 교육의 영역은 교과목, 기관, 비정기 활동
으로 구성된다. 민개념과 지방통치 그리고 교육의 세 차원은 각각 동떨어진 
주제처럼 생각될 지 모르지만 식민지 통치상의 변화 국면들을 면밀히 검토하
면 정세의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반영되었던 권력의 식민통치 기획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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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식민주의 사회통치’ 모형은 식민지 시대에 대한 사회학적 문제의식과 
방법론으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민개념과 지방통치 그
리고 교육이라는 문제는 각각의 식민지 정책 혹은 제도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방식을 지양하고 이른바 “식민지 통치
성을 구성하고 사회체제를 재생산하는 장치”로서(정근식, 2011: 264) 식민지 
권력의 구체적인 실천과 이를 통한 사회통치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71)

제3장 1920년대 식민지 지방개량의 형성과 전개

서론의 ‘식민주의 사회통치의 도식 및 차원’에서 언급한 바, 지방통치의 영역
은 1) 지방관제, 2) 지방제도, 3) 학교배치, 4) 침투권력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1)지방관제, 2)지방제도는 통치에 있어서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볼 수 있고 3)
학교배치는 광의의 내치(policing)로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 복지 
국가의 통치는 이 두 영역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진다.72) 그러나 식민지 사회를 

71) 민개념은 개념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지방통치의 차원은 공동체 및 정
체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72) 이 구분은 블로흐와 동료들(Bloch, M · Holmlund, K · Moqvist, I · Popkewitz, T, 
2012: 4)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1. 민개념 1) 제도 (1)훈령·
부령

2. 지방 
   통치

1)지방관제 3. 교육 1)교과 (1)법제경제, 공민과

( 2 ) 교 육
령

2)지방제도 2)기관 (1)공민학교, 강습소 등

2) 언론 (1)신문 3)학교배치 3)
비정기 
활동

(1)강습회, 강연회

(2)잡지 4)침투권력 (2)상영회

<표 3> 분석틀 - ‘일제 식민주의 사회통치’ 모델 및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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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강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식민권력은 그들의 의도와 목
적을 견지하고 일상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폭넓은 자율성을 갖는 지방 침투권
력의 존재를 필요로 하였다. 식민지 ‘침투권력’은 지방에서 자율성을 갖고 직
무의 경계를 넘나들며 교육과 강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천을 가능하게 하
는 식민지 권력기관의 존재로 정의할 수 있다. 

무단통치기 지방 침투권력의 중추는 헌병경찰이었다. 이들은 식민지 
지방에서 사실상 초법적 존재로서 거의 모든 행정에 관여하였다. 무단통치가 
악명높았던 이유도 바로 헌병경찰이라는 독특한 권력의 작동방식 때문이었다. 
헌병경찰을 중심으로 한 무단통치가 막을 내리고 식민지 통치방향은 1920년
대 들어서서 전환을 맞는다. 관제 및 지방제도의 개정과 함께 새로운 민개념
과 결합된 실천들이 권력측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고려되게 되는데 본고는 이
러한 사회통치의 양상의 핵심기제를 ‘식민지 지방개량’이라고 보았다. 이는 
1920년대의 식민지 통치 변화 양상과 관련지어 고찰해 봐야할 문제이다. 

제1절 식민주의 민개념과 지방통치 침투권력의 형성 

1. 식민주의 민개념 : 제국신민 개념의 성격과 함의 

본고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민개념은 ‘제국신민’이라는 개념이다. ‘제국신민’
개념에 주목한 이유는 일제가 지방제도 개정과 관련되어 일종의 차별적, 특권
적 성원권의 관점에서 ‘제국신민’을 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20
년대 이후 제국신민 개념이 갖는 함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었다. 

식민지배 초기 식민권력이 발화한 ‘민개념’은 다양했지만 교육의 영역
에서는 ‘신민’과 ‘국민’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매일신보에 게재된 조선교육방
침73)에는 “兩國의 合倂은 當然한 運命됨을 了解케하고 且日本의 臣民이 되
야.... 朝鮮人民의 發展上 莫大한 利益되는 希望을 與할 事”라고 기술되어 있

73) 『每日申報』, 1910년 10월 13일, “雜報 조선교육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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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日本의 臣民”과 “朝鮮人民”을 각각 민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1911년 9월 1일 조선총독부관보에 실린 칙령제229호 조선교육령에는 

제1장 제2조에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 제5조에 “보통교육은 보통의 知識技能을 가르치
고 특히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여 국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장 제8조에 “보통학교는 아동에게 국민교육의 기초된 보통교육을 위해 이로서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여 국어를 가르쳐 德育을 시행하여 국민된 성격을 양성
하여 그 생활에 必須된 보통의 지식기능을 가르침”이라고 규정하여 보통교육
의 목적, 즉 국민된 성격의 함양과 양성이 각기 일본어 보급과 덕육시행에 있
음을 천명하였다.74) 제1차조선교육령기의 ‘충량한 국민’ 개념은 이 두 식민지 
국민된 성격을 양성코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초대 조선총독이었던 데라우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훈시를 통해 여
러 민개념들을 동원하여 대민(對民)관을 드러내고 신정(新政)을 선전하려 하였
다. ‘제국신민75)’, ‘국민(國民) · 제국의 인민 · 문명의 민’76), ‘인민(人民)77)’, 
‘양민(良民)78)’, ‘일반선인(一般鮮人)79)’ 등의 용어는 조선총독부 관보와 매일
신보의 훈시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1911년 도장관에 대한 훈시에서는 
‘조선의 민중(民衆)’ · ‘세민(細民)’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80) 道慈惠醫院과 
濟生院사업의 혜택을 받을 자들을 ‘하층생민(下層生民)’으로 지칭하기도 했
다81). 또, 인민의 권리와 생민의 복리증진을 선전하기도 했다. 민사령과 부동
산증명령제정이 인민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했고 天與의 富源 

74) 『朝鮮總督府 官報』, 1911년 9월 1일, “칙령제229호 朝鮮敎育令”.
75) 『每日申報』, 1911년 7월 26일 “寺內總督의 訓示, 各學校長에게 對하야”에는 ‘帝國臣

民으로 建全有用한 인물을 양성함’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76) 『每日申報』, 1911년 8월 4일, “總督의 訓示要領”에는 ‘朝鮮人이我帝國의人民이된今日
’, ‘文明의民되게할 觀念이 無하면 不可하니’라고 기술되어 있다. 
77) 『每日申報』, 1911년 7월 7일, “寺內總督의 訓示, 各隊長部長에게 對하야”에는 ‘一般

人民에게 新政의 趣旨를 徹底케하야써’라고 기술되어 있다. 
78) 『每日申報』, 1912년 3월 27일, “經學院에 대한 총독의 訓示”에는 ‘品性을 陶冶하야 

忠實한 良民을 養成코져하얏스며’라고 기술되어 있다. 
79) 『每日申報』, 1912년 1월 10일, “寺內총독의 훈시”에는 ‘內地와 同一히 視하야 急速히 

一般鮮人의 敎育에 改善을 加코져하다가’라고 기술되어 있다. 
80) 『每日申報』, 1911년 7월 2일, “寺內總督의 訓示, 各道長官에게 對하야”.
81) 『每日申報』, 1912년 4월 6일, “官制改正과 總督의 訓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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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이 생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것으로 선전하기도 했다.82) 
얼핏 이러한 민개념들은 민의를 고려하는 정당한 위정자의 관점을 표

방하거나 또, 근대적 사업의 혜택의 수혜자로서 조선민중의 모습을 그리고 있
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권력이 실천되는 영역에서 그 구체적인 내막
을 들여다보면 완고한 식민자의 관점에서 조선 인민들을 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정한 시기에 식민통치의 목적하에서 민개념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 
왔다. 교육령의 ‘국민’ 개념이 그랬고 ‘제국신민’ 개념 또한 중요한 민개념이
었다. 제국신민은 1910년대에도 발화되기는 하였으나83) 구체적인 통치의 개
념으로서 제국신민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1921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4회에 걸쳐 당시 내
무국장이었던 大塚84)가 매일신보에 ‘帝國臣民된 自覺’이라는 주제의 담화를 
발표하였는데85) 여기에는 당시 식민권력이 갖고 있었던 ‘제국신민’개념의 인
식과 경계가 잘 드러난다. 식민권력이 ‘제국신민’ 개념을 적극적으로 발화한 
이유는 식민지 사회에서의 총독정치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식민권력은 총독정치에 대한 식민지 사회의 비판을 실체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이를 통치 측의 입장에서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담론전략을 
펼치는데 내무국장 大塚의 언설은 그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당시 식민권력이 
인식하고 있던 총독정치에 대한 조선사회의 비판은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있
다. 

82) 『每日申報』, 1912년 4월 23일, “寺內총독의 훈시”.
83) 예를 들면, 『每日申報』, 1917년 5월 20일, “전일 오해가 氷釋되었다, 소견소도를 주민

에게 주지케하고 완전한 제국신민이 되어 총독의 성의에 副코자”.
84) 大塚常三郎 당시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은 “1880년생으로 1905년 동경제국대학법과대

학을 졸업하고 같은해 내무성에 입성한 인물이다. 1908년 한국통감부서기관을 거쳐 
1910년 조선총독부 서기관이 된다. 1911년 農商工部鑛務課長, 이후 內務部第2課長을 
거쳐 朝鮮總督府參事官 등의 업무를 맡다가 1919년 9월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이 되어 
1925년 까지 맡는다. 통감부시절부터 한국에 건너와 내무관료로서의 대부분의 경력을 
한국에서 쌓은 인물이었다.”(일본국립국회도서관 大塚常三郎関係文書
https://rnavi.ndl.go.jp/kensei/entry/ootsukatsunesaburou.php 참조)

85) 『每日申報』, 1921년 4월 24일, “帝國臣民된 自覺(1)”. ; 『每日申報』, 1921년 4월 25
일, “帝國臣民된 自覺(2)”. ; 『每日申報』, 1921년 4월 26일, “帝國臣民된 自覺(3)”. ; 
『每日申報』, 1921년 4월 27일, “帝國臣民된 自覺(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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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督政治를 誤解하는 民衆의 批評을 聞하는 바 或은 日總督政治는 美名을 
揭하고 人을 欺瞞하나니 一視同仁이라던지 差別撤廢라던지 民意暢達이라던지 
敎育의 普及 산업의 開發이라 云하는 것이 모다 標語가 美치아니함은 아니나 
事實은 모다 此와 反對라 差別의 待遇는 不完全하고 敎育의 普及發展의 計한
다 稱하고 內心으로는 此를 阻止하며 産業開發을 爲名하고 內地人의 利益만
을 計하며 民意暢達이라 稱하고 自家의 便宜한 制度만을 作하는 등 枚擧키 
難하다하며...... 內地人은 常히 朝鮮人보다 優勢인 地位를 占케하기에 努力한
다하나니”86)

이러한 조선사회의 인식에 대한 통치 측의 반박 또한 상당히 흥미롭게 제시되
어 있다.

“施設은 皆社會 實狀과 조응하는 것으로 施設의 徹底를 缺함(은) 爲政者의 
誠意問題가 아니오 社會組織이…… 單純한 것이 아니오 複雜無比하며…… 達
識의 士가 아니면 眞想을 觀取치 못하는 것이라.”

즉, 통치에 있어서 차별을 위정자의 의도가 아니라 조선사회의 실상과 사회조
직의 복잡한 특성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라는 문제틀을 갖고 식민주
의적 차별을 은폐시키는 논리는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당시 통치측
의 인식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大塚는 이어서 ‘조선의 운행’과 ‘통치의 계
획’ 그리고 ‘사회의 복잡함’이라는 문제틀을 배의 진행과 바람의 영향으로 비
유하면서 “東으로 進코자하는 時에 西風이 吹來할진대...... 短見者流는 정치
의 방침을 誤하얐다 하며”라고 해석하여 통치의 의도와 통치의 효과를 구분하
여 인식하지 못하는 조선사회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검토하면 ‘문화정치’를 표방한 시기 식민권력
이 발화한 ‘제국신민’ 개념은 한층 더 견고한 식민주의적 논리의 정교화를 의
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실상은 제국 총독통치의 허위적 요소는 은폐

86) 『每日申報』, 1921년 4월 24일, “帝國臣民된 自覺(1)(大塚 內務局長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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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조선사회와 근대사회의 복잡함에 원인을 돌리는 것에 있었다. 또, 총
독통치의 비판자들에 대해서도 “帝國의 朝鮮倂合의 大精神을 解치 못함 즉, 
帝國臣民으로서의 第一義를 자각치 아니함인 主因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
리고 있다. 일제의 ‘제국신민’개념은 권리나 법적 지위를 지시하는 개념 이전
에 “帝國의 朝鮮倂合의 大精神” 수용이라는 자기검열의 체계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87)

동아일보는 이 담화를 ‘民族自决에 對한 當局의 解釋’이라는 제목으
로 보도하였다.88) 동아일보는 식민권력의 이러한 논설에 관해서 “在來의 總督
府와 一般日本人은 일한병합을 一種神聖視하야 감히 論議를 加하지 못할 것
으로 認定하고 오직 服從을 要求하야 그 合理化 할줄을 모르는 것”이라고 반
감을 표시하였다. 한일병합에 대한 식민권력의 논지가 식민지사회에서 비판불
가능한 비합리적인 언설로 신성화 됨을 지적하고 있다. 또 내무국장의 언설을 
“일본과 조선의 양민족이 일체가 되야 세계적 競爭場裏에 入함”이라는 경쟁
론적 정세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면서도 그의 논지를 “제국주의를 前提하고 일
한병합을 是認하며 현시의 제국주의적 제반현상을 論證하야 민족자결주의의 
不可를 역설하얏도다”고 언급하면서 “大槪 帝國主義는 이미 파산을 당하야 
그로써 세계의 평화를 유지할수 없으며”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민족자결주
의에 관해서도 세계의 潮流로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반동주의를 거론하며 민
족자결주의는 이러한 역사와 철학에 의하여 발달 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세계조직은 세계지배가 아니라 각 민족을 기본으로 한 연합조직이며 각 지방
의 의견을 종합하는 복합체가 될 것”이라고 하여 국제연맹 참여를 피력하면서 
내무부장의 담화를 정면에서 비판하고 있다.89)

87) 『每日申報』, 1921년 4월 24일, “帝國臣民된 自覺(1)”.
88) 『동아일보』, 1921년 4월 20일, “民族自决에 對한 當局의 解釋”.
89) 仲林裕員의 연구는 1910년대 문부성 수신서와 조선총독부 수신서를 비교하여 성격을 

비교하였는데 조선에서는 천황과의 혈연적 민족주의가 부가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
다. 이는 당대 일본 지배층이 군민동조론과 일본민족의 범위를 식민지까지 적용하지 않
았다는 것을 의미한다(仲林裕員, 2013: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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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통치 침투권력의 형성 - 헌병경찰의 지방교육강습활동 

주지하다시피 무단통치기 지방통치 영역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거의 모든 
행정에 관여했던 기관은 헌병경찰이었다. 헌병경찰이 이러한 자율성을 갖게 
된 데는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데라우치의 의지가 강하게 작동했던 것으로 사
료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방행정에 있어 헌병경찰의 역할을 규정하고 행정
사무에 이들을 동원한 것이다. 데라우치가 이를 직접 요청한 부분은 여러 사
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일례로, 1911년 각 도장관에 대한 데라우치 총독의 훈시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도장관에게 “헌병대장, 경무부장이하의 직
원과 협력하야 일반인민(一般人民)에게 대하야 본관의 발한 유고의 취지를 주
지철저케 함”이라고 언급하여 도행정에 있어서 헌병대와 경무부의 협조를 구
할 것을 일러둔 부분이다.90)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의 협조와 역할을 
총독이 직접 당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조선총독 데라우치는 1911년 7월 5일오후 3시부터 아카시(明石)
사령관(경무총장) 이하 각 도(各道)헌병대장 경무부장 및 헌병사령부 각 과장, 
경무총감부 각 과장을 관저에 불러 훈시하였는데 군인인 헌병에게 지방행정의 
사무를 원조토록 하고, 그 직무 영역을 군사와 경무, 치안, 행정 등 ‘광범 다
단’하게 허용한 것은 총독 자신의 생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91)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컨데 조선에 在한 헌병은 동시에 경찰관이 된 고로 其직무가 광범(廣汎)
다단(多端)하다할자리도 전혀 치안경찰에 앙장(鞅掌)하는 소치로서 헌병본연의 
직무되는 군사경찰을 홀제(忽諸)에 付치못할지오 경찰관으로는 경무총장에게 
직속하야 其명령하에서 행동하는 자라 할지라도 其직무는 행정사법(行政司法)

90) 『每日申報』, 1911년 7월 2일, “寺內總督의 訓示, 各道長官에게 對하야”. 구체적은 내
용은 다음과 같다 “各位는 勤勤孜孜하야 기임무에 앙장(鞅掌)하야써 下僚를 독려하여 (  
누락된 부분)혹은 郡守를 會하고 또는 스사로 관하각지를 순력(巡歷)하야 친히 조선통
치의 성지를 訓告하며 尙且 헌병대장 경무부장 이하의 직원과 협력하야 일반인민에게 
대하야 본관의 발한 유고의 취지를 주지철저케 함에 대하야 殆히 유감이 무한고로”

91) 『每日申報』, 1911년 7월 7일, “寺內總督의 訓示, 各隊長部長에게 對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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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亙하야 중대한 책임이 유하고 특히 교육, 권업, 토목, 근검저축의 장려 등 
지방행정사무를 원조하는 임무가 유하니 차등의 助長行政事務에 대하야는 常
時  도장관의 旨를 承하야...”

군인과 경찰으로서 행정, 사법, 치안, 군사 등을 관장할 수 있는 조선헌병의 
이중적 성격과 자율성에 더해 교육, 권업, 토목, 저축 등 지방행정사무에 있어
서도 조장행정이라는 명목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92) 
총독이 이를 확인하고 직접 훈시로 남겼으니 당시 헌병경찰이 지방에서 가졌
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을지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단통치
기 지방제도의 형성과 행정실무는 이 헌병경찰의 지역배치 활동과 밀접한 관
련을 가지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무단통치기 헌병경찰이 다양한 활동에 개입하였지만 본 연구의 문제
의식과 관련하여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지점은 지방에서의 교육활동이
다. 일본의 교육사가인 이나바(稲葉)에 따르면 헌병경찰 사무에서 ‘교육’ 관련 
활동은 당시에 중요한 임무였으며 구체적으로 관여한 업무는 보통학교의 취학
장려와 일본어 보급이었다. 그는 “군인인 헌병이 식민지 아동의 취학을 장려
하고 한국인 헌병보조원과 일본인 헌병이 상호 간 언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일본어를 보급시킨 점 등은 식민지 교육사(敎育史)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92) 헌병경찰이 지방에서 담당한 구체적인 사무는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다. 사법, 경제, 교
육, 학사, 행정, 소방, 위생에 이르기까지 지방에서 대부분의 행정적 영역을 관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경무부 · 춘천헌병대 『警務機關會議管內狀況報告諮問摘要』
; 松田利彦(2020, 164)에서 재인용)

분야 직무내용
종교 기독교도 감시, 유생의 동향 조사, 유사종교 관계
교육 서당감시, 사립학교 감시, 일본어 장려, 실업학교 졸업생 감시
위생 위생조합의 설립, 경찰의(医)에 의한 의료활동, 우물굴삭, 검역
토지, 임야 화전대책, 삼림보호, 입회지(入會地) 인정
범죄대책 도박단속, 대서업 단속
각종 장려 납세·저축·취업 장려, 국기게양 장려, 적십자·애국부인회 가입권유

기 타 수출입통계의 파악, 우량측정, 도로건설, 민사소송 조정, 온천조사, 
법령주지, 민적조사, 문화재보호, 소방, 국경지방으로의 이민통제

<표 4> 헌병경찰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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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稲葉継雄, 2010: 3). 
 당시 보통교육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예비교육이 아니라 일본어로 

기초적인 소통 가능한 일본화된 학동들을 빠른 시일내에 창출시키는 것이 목
적이었다. 특히, 보통학교 등은 4개년의 수학을 완료한 후에는 보통의 국어(일
본어)를 사용할 만한 정도로 파악하였고 보통학교에 수학하지 못한 인원을 대
상으로는 야학회 등을 설립하여 청년 및 노인 등을 소집하여 幻燈通俗교육과 
講話 및 강연 등으로 일본어를 보급하려고 계획하였다.93)

일제는 관공립 보통학교를 통해 일본어를 국어로 상용화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 제도화된 학교에서 일본어를 교수하는 방안을 창출하였고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사회에서 ‘국어강습회’라는 명목으로 일본어의 보급 
확산에 주력하였다. 매일신보 1913년 9월 23일자 ‘수원국어강습회’라는 기사
에는 당시 지방에서 행해진 ‘국어강습회’의 실시 주체와 대상이 비교적 상세
히 기술되어 있다. 수원국어강습회는 水原島山小學校 교장이 主催하였으며  
隔夜로 2시간씩 강습하였다고 한다. 강습원은 晴湖面, 溪灘面, 文市面의 각 
서당생도로 알려져 있다.94) 1910년대는 보통학교 취학자들보다 서당에서 수
학하는 아동들의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일본어를 보급하
려고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식민권력의 교육활동 특히, 일본어 강습이 헌병경찰의 직무와 관련되
어 있다는 사실은 몇몇 연구들에 의해 밝혀져 왔다(松田利彦, 2020; 稲葉継
雄. 2010). 마쓰다(松田利彦, 2020: 167)는 “헌병경찰 스스로 직접 일본어 교
육에 관여한 것은 소수의 주재소로 한정되어 있었다”라고 분석하였는데 시기
별, 지역별로 헌병경찰에 의한 강습 실시 양상을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
가 있다고 사료된다. 

헌병경찰은 일본어 강습 외에도 위생강습회 등 지역사회에서 여러 교
육강습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라북도 全州의 경우 憲兵隊本部 및 各分隊 各
分遣所 및 派遣所에서 국어(일본어) - 외국어(영어, 중국어靑, 조선어) 통역시
험을 집행하기도 한 사실이 있는데95) 이러한 사료들은 당시 헌병이 지방에서 

93) 『매일신보』, 1911년 12월 6일, “국어보급의 상황”.
94) 『매일신보』, 1913년 9월 23일, “水原國語講習會”.
95) 『每日申報』, 1913년 4월 6일, “외국어 통역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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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에 생각보다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당시 헌병경찰의 지방배치 상황은 사료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 일제

는 몇 차례 관제개정을 통하여 헌병경찰의 배치와 그 사무를 조정하였다. 
“‘통감부 경찰서관제’는 1910년(메이지 43년) 10월 1일 ‘총독부 관제’의 실시
와 동시에 ‘조선총독부 경찰서관제’로 개정되었고, 이후 1910년 10월과 12월
에 헌병 및 경찰의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직원배치를 개정하여 기존의 집
단 배치체제를 분산배치제96)로 전환하였다”(小田省吾, 2019: 38). 또 일제는 
1913년 3월 20일 ‘朝鮮總督府令 제22호97)’로 “① 朝鮮駐箚憲兵隊의 管區 및 
配置 별표”를 정하고98), 같은 날 ‘조선총독부령 제23호99)’로 “② 경찰사무를 
取扱하는 헌병분대, 헌병분견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별표”로 定하였다100). 

96) 松田利彦(2020, 150)에 따르면 헌병경찰의 분산배치 실시 시기는 1911년 10월이었다. 
97) 『朝鮮總督府 官報』, 1913년 3월 20일, “府令. 朝鮮駐箚憲兵隊ノ管區及配置別表ノ通

定ム (朝鮮總督府令第22號)”. 
98) ① 朝鮮駐箚憲兵隊의 管區 및 配置 표에 나타난 헌병대와 헌병분대의 한반도 배치상

황을  정리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경성 · 경기도》 헌병대: 경성, 관할구역: 경기
도 일원, 헌병분대: 京城第一, 京城第二, 龍山(京畿道 京城府 龍山), 水原, 驪州, 楊州, 
開城. 《충청북도》 헌병대: 청주, 관할구역: 충청북도 일원, 헌병분대: 청주(淸州), 옥천
(沃川), 충주(忠州), 진천(鎭川). 《충청남도》 헌병대: 공주, 관할구역: 충청남도 일원, 헌
병분대: 연산(連山), 천안, 예산, 부여. 《전라북도》 헌병대: 전주, 관할구역: 전라북도 일
원, 헌병분대: 이리(裡里), 고부(古阜), 남원, 금산(錦山). 《전라남도》 헌병대: 광주, 관할
구역: 전라남도 일원, 헌병분대: 장성(長城), 영산포(榮山浦), 장흥(長興), 순천(順川), 동
복(同福). 《경상남도》 헌병대: 진주(晋州郡), 관할구역: 경상남도 일원, 헌병분대: 진주, 
거창(居昌), 마산, 부산. 《경상북도》 헌병대: 대구, 관할구역: 경상북도 일원, 헌병분대: 
대구, 청하(淸河), 영양, 순흥, 함창(咸昌), 김천(金泉). 《강원도》 헌병대: 춘천, 관할구
역: 강원도 일원, 헌병분대: 춘천, 원주, 영월(寧越), 울진(蔚珍), 삼척, 인제(麟蹄), 고성, 
회양(淮陽), 금화(金化), 철원. 《함경남도》 헌병대: 함흥, 관할구역: 함경남도 함흥, 헌병
분대: 함흥, 고원(高原), 원산, 북청(北靑), 단천(端川), 갑산(甲山), 혜산진(惠山鎭), 장진
(長津). 《함경북도》 헌병대: 경성(鏡城), 관할구역: 함경북도 일원, 헌병분대: 나남(羅南), 
길주(吉州), 부영(富寧), 경원(慶源), 회영(會寧), 경흥(慶興), 무산(茂山). 《평안북도》 헌
병대: 의주(義州), 관할구역: 평안북도 일원, 헌병분대: 의주, 정주(定州), 희천(凞川), 초
산(楚山), 강계(江界), 후창(厚昌), 중강진(中江鎭). 《평안남도》 헌병대: 평양(平壤府), 관
할구역: 평안남도 일원, 헌병분대: 평양, 성천(成川), 덕천(德川), 영원(寧遠), 안주(安州). 
《황해도》 헌병대: 해주(海州), 관할구역: 황해도 일원, 헌병분대: 해주, 연안(延安), 신막
(新幕), 곡산(谷山), 수안(遂安), 재령(載寧), 송화(松禾).

99) 『朝鮮總督府 官報』, 1913년 3월 20일, “警察事務ヲ取扱フ憲兵分隊, 憲兵分遣所ノ名
稱, 位置, 管轄區城別表ノ通定ム (朝鮮總督府令第23號)”. 

100) ② 《경기도》 헌병분대: 京城第一, 京城第二, 용산, 수원, 여주, 양주, 개성. 헌병분견
소: 양근(陽根), 가평, 광주, 죽산, 이천, 포천, 연천(漣川), 삭영(朔寧), 장단(長湍), 풍덕. 
《충청북도》 헌병분대: 청주, 진천(鎭川), 옥천(沃川), 충주. 헌병분견소: 미원(米院), 청
산, 추풍령, 연풍(延豊), 청풍. 《충청남도》 헌병분대: 연산(連山), 천안, 예산, 부여. 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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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선총독부령제24호101)로 “③ 경무부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
역 별표102)”로 정하였다. 이를 통해 식민지에서 헌병경찰의 지방배치를 통한 

분견소: 대전, 조치원, 성환(成歡), 면천(沔川), 남포(藍浦), 청양(靑陽). 《전라북도》 헌병
분대: 이리(裡里), 고부(古阜), 남원, 금산(錦山). 헌병분견소: 고산, 여산(礪山), 태인(泰
仁), 금구(金溝), 줄포(茁浦), 순창(淳昌), 무주(茂朱), 용담(龍潭). 《전라남도》 헌병분대: 
장성(長城), 영산포(榮山浦), 장흥, 순천, 동복(同福). 헌병분견소: 담양(潭陽), 송정리(松
汀理), 함평(咸平), 벌교포(筏橋浦), 구례(求禮). 《경상남도》 헌병분대: 진주, 거창, 마산, 
부산. 헌병분견소: 곤양(昆陽), 삼가(三嘉), 산청, 함양, 김해, 고성, 밀양, 언양. 《경상북
도》 헌병분대: 대구, 청하(淸河), 영양, 순흥, 함창(咸昌), 김천. 헌병분견소: 왜관(倭館), 
군위, 포항, 영해(寧海), 춘양, 예천, 문경, 상주, 지예(知禮). 《강원도》 헌병분대: 춘천, 
인제, 원주, 영월, 울진, 삼척, 고성, 회양(淮陽), 금화(金化), 철원 헌병분견소: 홍천(洪
川), 양구(楊口), 횡성, 정선, 평해(平海), 간성(杆城), 화천, 이천(伊川), 안협(安峽). 《함
경남도》 헌병분대: 함흥(咸興), 고원(高原), 원산, 북청, 단천(端川), 갑산, 혜산진(惠山
鎭), 장진(長津). 헌병분견소: 원평장(元平場), 정평(定平), 문천(文川), 진흥장(鎭興場), 
안변(安邊), 마전동(馬轉洞), 이원(利原), 황수원(黃水院), 동점(銅店), 삼수(三水), 신갈파
진(新乫坡鎭). 《함경북도》 헌병분대: 라남(羅南), 길주, 부영(富寧), 경흥(慶興), 경원(慶
源), 회영(會寧), 무산(茂山). 헌병분견소: 어대진(漁大津), 우사장(雩社場), 재덕(載德), 
덕명역(德明驛), 토리(土里), 종산동(鐘山洞), 은성(稳城), 종성(鐘城), 삼하면(三下面), 연
사면(延社面). 《평안북도》 헌병분대: 의주, 정주, 희천(凞川), 초산(楚山), 강계, 후창(厚
昌), 중강진(中江鎭) 헌병분견소: 벽동(碧潼), 창성(昌城), 귀성(龜城), 위원(渭原), 고산진
(高山鎭), 후주고읍(厚州古邑), 자성(慈城). 《평안남도》 헌병분대: 평양, 성천(成川), 덕
천, 영원(寧遠), 안주(安州). 헌병분견소: 증산(甑山), 영유(永柔), 양덕(陽德), 강동(江東), 
맹산(孟山), 순천(順川), 개천(价川), 숙천(肅川). 《황해도》 헌병분대: 해주, 연안(延安), 
신막(新幕), 곡산, 수안(遂安), 재령(載寧), 송화(松禾). 헌병분견소: 마산(馬山), 백천(白
川), 금천(金川), 누천(漏天), 시변리(市邊理), 선암(仙岩), 사리원(沙里院), 안악(安岳), 신
천(信川), 장연(長淵)

101) 『朝鮮總督府 官報』, 1913년 3월 20일, “府令. 警務部及警察署ノ名稱,位置及管轄區
域別表ノ通定ム (朝鮮總督府令第24號)”.

102) ③ 창덕궁경찰서, 창덕궁경찰서 덕수궁분서, 남부경찰서, 남부경찰서 동현(銅峴分署), 
북부경찰서, 북부경찰서 동대문분서, 북부경찰서 서대문분서, 북부경찰서 수문동분서(水
門洞分署), 용산경찰서 《경기도》 경기도 경무부. 수원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안성경찰서, 
인천경찰서, 김포경찰서, 강화경찰서, 교하경찰서, 개성경찰서. 《충청북도》 충청북도 경
무부. 청주경찰서, 음성경찰서, 제천경찰서, 보은경찰서, 영동경찰서, 괴산경찰서. 《충청
남도》 충청남도 경무부. 공주경찰서, 대전경찰서, 아산경찰서, 홍산(鴻山警察署), 보령경
찰서(保寧警察署), 홍주경찰서(洪州警察署), 당진경찰서, 서산경찰서, 강경경찰서(江景警
察署). 《전라북도》 전라북도 경무부. 전주경찰서, 군산경찰서, 진안경찰서, 임실경찰서, 
정읍경찰서, 고창경찰서, 김제경찰서. 《전라남도》 전라남도 경무부. 광주경찰서, 곡성경
찰서, 여수경찰서, 당진경찰서, 해남경찰서, 목포경찰서, 영광경찰서, 제주경찰서. 《경상
남도》 경상남도 경무부. 진주경찰서, 하동경찰서, 삼천포경찰서, 통영경찰서, 마산경찰
서, 진해경찰서, 창녕(昌寧警察署), 합천경찰서, 삼랑진경찰서, 부산경찰서, 울산경찰서.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무부. 대구경찰서, 성주경찰서, 선산경찰서, 경주경찰서, 영천경
찰서, 의성경찰서, 안동경찰서, 청송경찰서, 영덕경찰서, 영천경찰서. 《강원도》 강원도 
경무부. 춘천경찰서, 평강경찰서(平康警察署), 금성경찰서(金城警察署), 통천경찰서(通川
警察署), 강릉경찰서, 평양경찰서, 평창경찰서. 《함경남도》 함경남도 경무부. 함흥경찰
서, 서호진경찰서(西湖津警察署), 홍원경찰서(洪原警察署), 신포경찰서(新浦警察署),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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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배체제의 근간을 마련하게 된다. 
헌병대 · 헌병분대 · 헌병분견소와 경찰서의 지역배치를 완료하고 

1913년 부터는 헌병경찰이 헌병분견소, 출장소 등에서 군수 · 면장 · 보통학
교교장 등 지방행정기관과 합작하여 일본어 보급 활동에 참여한 사례를 확인
할 수 있다. 1913년 12월 19일자 매일신보에는 평안남도 陽德郡溫泉面長과 
私立彰明학교장 두 사람의 발기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溫泉面의 청년자제를 
대상으로 단기국어야학강습회를 同面 石陽地洞 民家에 설립하여 12월 1일부
터 수업을 개시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주목할 부분은 이 강습회의 교사가 彰
明學校長과 石陽地出張所 憲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강습생은 19
명인데 강사의 급료는 무료이고 會室 柴油費 명목으로 각 강습생으로부터 1
개월 당 15전씩 負擔 充用한다고 기술되어 있다.103) 지역 면장과 사립학교장
의 발기로 설립된 ‘국어강습회’의 강사가 사립학교교장과 지역의 담당 헌병이
었다는 사실은 당시 식민권력의 당시 교육 정책과 지방에서의 실천을 잘 보여
준다. 지방행정기관과 교육기관 그리고 군경(軍警)이 밀접한 연계속에서 지방
에서 일본어 보급확산에 주력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무단통치기 헌병이 일본어 강습 활동을 벌인 것은 여러 기사와 사료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어강습소’가 설립 운영된 것에 헌병이 개입된것
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평안북도 초산군(楚山郡), 평안북도 의주104), 평안남도 
成川군, 평안남도 영원군 成龍面, 황해도 長淵郡 速達面105), 황해도 해주군, 
평안남도 安州郡 立石面 立石里(국어야학회라는 명칭으로 설립)106) 등이었다. 

헌병분대가 있었던 평안북도 초산군(楚山郡)의 경우 헌병분대와 군청

산경찰서, 영흥경찰서. 《함경북도》 함경북도 경무부. 경성경찰서(鏡城警察署), 명천경찰
서, 청진경찰서, 웅기경찰서(雄基警察署), 성진경찰서(城津警察署). 《평안북도》 평안북도 
경무부. 신의주경찰서, 용암포경찰서(龍岩浦警察署), 선천경찰서(宣川警察署), 박천경찰
서(博川警察署), 영변경찰서, 북진경찰서, 삭주경찰서. 《평안남도》 평안남도 경무부. 평
양경찰서, 중화경찰서, 순안경찰서, 진남포경찰서(鎭南浦警察署), 광양만경찰서(廣梁灣警
察署). 《황해도》 황해도 경무부. 해주경찰서, 서흥경찰서(瑞興警察署), 황주경찰서(黃州
警察署), 남천경찰서, 몽금포경찰서, 신계경찰서(新溪警察署), 장연경찰서(長連警察署)

103) 『매일신보』, 1913년 12월 19일, “農閑의 國語講習”.
104) 『每日申報』, 1912년 3월 9일, “최근의 義州 교육회 개최, 위생회 설립, 州內面國語講習

所, 農事幻燈會”.
105) 『每日申報』, 1914년 7월 18일, “地方通信 黃海道, 국어강습(長淵)”.
106) 『每日申報』, 1915년 5월 7일, “지방통신 평안남도, 헌병소장의 美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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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어강습소’ 설립에 개입하였다. 초산군의 “서당 교사등이 국어를 미해
(未解)하여 총독부교육방침을 미해(未解)하는 자- 有한 고로”라는 것이 명분이
었다. 이를 내세워 1916년 5월 1일부터 ‘국어강습소’를 설립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지방 촌락의 교육기관인 서당에까지 헌병과 행정권력이 합작하여 일본
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개입하였고 ‘국어강습회’를 설립하고 참여를 회유하였
다는 사실은 일본어 강습이 지방인민들의 의사와 달리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사료된다.107)

평안남도 成川군의 경우는 공립보통학교와 각 관청이 협의하여 (국어
보급을 위한) 該會를 설립하였는데 회비는 군수와 회장인 헌병대장 古谷堅城
과 내지인 13명이 1개월에 20전식 지출하였다고 한다. 성천읍내에 다수청년
을 회집하여 매주 2회씩 교수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도 군수와 헌병대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어 보급이 급무인 이유에 관해
서는 “邑村을 勿論하고 국어의 급무는 시구(蓍龜)를 불문하고 중소공판(衆所
共判)이라 불원다첩(不須多喋)이거니와 日鮮人間 日益親切하는 時를 당하야 
언어를 상통치못하면 왕왕의 憾情이 反生하는 고로”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언
어 상통을 이유로 일본어 보급에 주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108)

평안남도 영원군 成龍面 ‘국어강습소’의 경우 憲兵分遣所長 前田早一
郞과 면장등의 노력으로 헌병분견소에 ‘국어강습소’를 설치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들은 면내에 巡誘하여 강습생 20여명을 모집하였는데, 헌병분견소장 
마에다가 薪炭燈油의 消費를 당하고 직접 교수하였다고 한다. 그가 평양분대
로 전근을 당하자 후임인 헌병대장 板橋勝政이 이어서 교수하고 새로 강사1
명을 초빙하여 普通學科를 겸해 강습하자 불과 2,3개월 만에 강습생이 60여
명에 달하였고 주변 官公吏 및 有志紳士등의 기부금도 이어졌다고 선전하였
다.109) 비슷한 사례로 평안남도 양덕군의 경우 陽德郡 溫泉面長과 私立彰明
학교장의 發起로  단기국어야학강습회가 同面 石陽池洞 민가에 설립되었는데 
농한기를 이용하여 面청년자제를 대상으로 강습이 진행되었다. 교사는 私立彰
明학교장과 石陽池 출장소 헌병이었다. 강습생은 19명이고 강사의 급료는 없

107) 『每日申報』, 1916년 5월 5일, “지방통신 평안북도, 學究의 國語講習(楚山)”.
108) 『每日申報』, 1912년 2월 18일, “成川의 국어 보급”.
109) 『每日申報』, 1913년 8월 6일, “平南통신 寧遠의 국어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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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會室柴油費로 강습생으로부터 1개월 당 15전 씩 부담충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110)

평안남도 安州郡 立石面 立石里의 사례는 ‘국어야학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는데 역시 헌병분대 立石파견소장 森隆과 보통학교장 일본인 板本 
두 사람이 市內 鮮人活生病院 內에 ‘국어야학회’를 임시설치하였다고 기록되
어있다. 이 ‘국어야학회’는 일반 청년을 모집하여 매일 하오 7시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교수하였다고 전해진다. 기사는 “헌변분대 파견소장 森隆는 관내의 
無業者를 尋訪하여 혹 부랑자라 칭하던 자가 점점 감복되어 어떤 노동이라도 
辭避치 않고 착수하므로”라고 선전하였다. 당시 식민권력의 ‘국어강습’이 식민
지 사회에서 소외된 무업자, 부랑자층을 포섭하였다고 선전한 측면도 존재한 것

을 드러낸다.111)

황해도 長淵郡 速達面의 경우는 私立耶蘇敎會의 학교를 설립하였는
데 기본재산이 無하야 지역 청년이 新知識획득할 방침이 전무하여 속달면 면
장과 헌병분견소장등의 발기로 ‘국어강습소’를 설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국어강습소’도 헌병분견소장과 일반직원이 視務餘暇에 아동에게 교수하였
다고 기술되어 있어 헌병분견소장과 헌병이 교사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강습소의 학생 50여 명 중에 여성은 6인으로 소수였지만 참여가 확인되
며 대다수는 남성으로 44명이었다. 과목은 국어(일본어)와 필요한 보통과정이
었다고 기술되어 있다.112) 황해도 해주군의 경우는 해주 군청의 주최로 공립
보통학교 안에 ‘국어강습소(國語講習所)’를 설립한 경우이다. 일본어를 6개월 
속성 과정으로 매일 하오 8시부터 10시까지 교수하는 방식으로 1912년 6월 1
일부터 개학하였다. 강사는 12명이고 학생이 130여 명인데 경무부장이 훈유
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113)

황해도 백천군의 경우는 백천군읍내에 국어연구회가 설립되었는데 회
장은 일본인(兼田)이었고 부회장은 한국인이었다. 교사는 헌병소장인 吉野道
也와, 공립보통학교 훈도인 일본인 原田, 군서기 鈴木, 간사 한인 두명이었다. 

110) 『每日申報』, 1913년 12월 19일, “平南通信 農閑의 國語講習”.
111) 『每日申報』, 1915년 5월 7일, “지방통신: 평안남도, 헌병소장의 美擧”.
112) 『每日申報』, 1914년 7월 18일, “地方通信 黃海道, 국어강습(長淵)”.
113) 『每日申報』, 1912년 6월 6일, “국어강습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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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도가 50여명이었고 황해도 도청에서 금화 150원을 보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114) 

경기도에서는 장단군(長湍君) 남면(南面) 사립화성학교(私立化城學校)
는 하기 휴업을 이용하여 일본어 강습을 개최하였는데 이후 덕산리(德山里) 
사립계몽학교(私立啓蒙學校)와 연합하여 양교가 하기 휴가중에 매주 토요일 
上午 10시에 국어 연설회 개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洞里인사를 방청
자로 초청한 자리에 헌병출장소의 松當 헌병소장이 국어연설을 비평하기위해 
출석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남아있어 당시 지역 사립학교의 행사에 
지역 유지들과 헌병소장이 조우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한다.115)

경기도 광주군 樂生面 판교리의 사례는 헌병출장소에서 1915년 11월 
부터 헌병출장소장 佐土原增熊과 한국인 면장 등이 ‘국어(일본어)강습회’를 설
립하여 교수한 기록이 남아있다. 생도는 60~70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광주군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지방에서 ‘국어(일본어)강습회’의 설립은 주로 
면리단위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경우 면장과 헌병분대 혹은 
헌병출장소 소장이 공동 설립주체로 참여하였다. 헌병은 군사령관이 책임자였
으므로 무단통치기 ‘국어(일본어)강습소의 설립주체가 군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116)

충청북도 진천군의 경우 ‘국어(일본어)강습소’가 조선인 지역 유지와 
헌병출장소원(憲兵出張所員) · 헌병출장소소장의 협의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헌병출장소의 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지되는 
등 일관된 학사운영은 부재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의 내용에서 이를 유추
해 볼 수 있다.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草坪面)은 원래 양반 유생이 多한 지방으로 완고당
(頑固黨)이 다수를 점하야 時運의 여하와 학문의 필요를 전연 不知하고 但히 
재래의 학문 음풍영월(吟風咏月)을 면력(勉力)함에 재하더니 메이지 45년
(1912년) 봄경 同面 面長과 유지 3인등 신학문의 필요를 覺知하고 同面에 재

114) 『每日申報』, 1912년 8월 9일, “白川 국어연구회”.
115) 『每日申報』, 1914년 8월 2일, “지방통신 경기도, 국어연설(장단)”.
116) 『每日申報』, 1916년 5월 26일, “광주 판교리국어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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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憲兵出張所員과 상의한 후 ‘국어강습소’를 동면 龍里에 設하고 면내 청년 
80여명을 모집하여 국어산술등 과학을 헌병출장소원에 의뢰하야 교수하다가 
재정의 굴졸(窟拙)과 헌병출장소의 공무분망을 인하야 다이쇼 3년(1914년) 하
기부터는 殆히 휴지의 상태에 至하얏더니 동년 12월에 동면 용정(龍亭) 헌병
출장소장 竹山勇씨가 赴任한 후 …… 유지와 합력하야 우 강습의 재흥을 圖
하야”117)

생도가 80여명에 달한 진천군 초평면의 경우 매일신보는 독특한 운영방식도 
선전하고 있다. 헌병출장소 소장인 竹山와 면내 유지가 상의하여 草坪面敎育
組合이라는 者를 조직하였는데 면주민을 조합원으로하고 조합원은 1인당 매
월 2전을 조합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면에 있는 
도수장(屠獸場)의 수입을 전부 조합에 기부하여 강습소 경비로 충당게 하였다
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頑固兩班의 子弟됨에 불구하고 감화하야 전부 
체발(剃髮)하고 매일 1인의 결석생도 없이 출석하였다고 그 성과를 과시하였
다. ‘국어(일본어)강습소’의 학생이 공립보통학교생도 보다 우량하다고 내세우
거나, 경영방법을 선전하거나, 강습소의 참가인원수를 앞세워 내실을 과시한 
사실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 

일본 헌병이 국어(일본어)강습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평안남
도와 황해도, 충청북도, 경기도의 군 · 면 · 리로 확인되었다. 물론 이는 매일
신보의 기사를 통해 선전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전체적인 강습 상황을 보여주
는데는 한계가 있다. 무단통치 초기부터 헌병이 지방에서 일본어 교육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는 것은 분명하다. 군인인 헌병이 교사의 역할을 맡는 사례
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국어강습’ 상황은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소개
되어 식민권력의 대민사업을 지역인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내기도 하였
다.118) 또, 정규 교육과정의 혜택을 입지 못한 지방민, 무업자 층에게도 ‘국어
강습’은 확장되었고 이들을 근로인민화 하는 것은 식민권력의 목표(혹은 선전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117) 『每日申報』, 1916년 3월 17일, “지방통신 忠淸北道, 模範國語講習所(鎭川)”.
118) 『每日申報』, 1913년 8월 6일, “平南통신 寧遠의 국어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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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대가 ‘일본어강습’을 주도한 지역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일본어 보급과 일본어 강습은 전국 각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그 활동상은 『매일신보』에서 주로 선전되었다. 당시 국어(일본어) 교습은 교육
의 혜택을 받지 못한 여성과 중장년층, 지방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에서 사회교육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었다. 아래의 표는 식민권력에 의한 일본
어 보급 및 일본어 교습의 전개양상을 시기 · 지역 · 시행주체 · 명칭 · 대상 
· 매체 별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119)

119) 본문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 지역은 표에서 제외하였다. 
120) 기사에 게재된 일자이다. 동일지역의 경우 몇 차례에 걸쳐 신문에 소식이 게재되는 

경우 최초의 건만 등재하였다. 그러나 평양과 같이 실시 주체나 지역에서 세부적인 특

번
호

시기120) 지역 시행주체 명칭 및 대상 비 고 매체

1 1911. 12. 
16

경기도 
양주

공립양주보통
학교직원, 郡
廳官吏 

국어강습
郡內人民 

일반관리가 교대로 
교수

매일
신보

2 1912. 4. 
10. 사리원 황해도 봉산군

청 사리원국어강습회 
공립보통학교교장과 
훈도가 출석교수, 회
원 10명 

매일
신보

3 1912. 12. 
3. 

경기도 
이천군 -

경기도 이천군 마
면(麻面) 오천리
(午天里)국어강습
소

國語講習受業式
총무, 교사 한국인

매일
신보

4 1912. 8. 9
평안남

도 
鎭南浦

府  
鎭南浦府

진남포, 三和, 廣
梁灣 3개소
제1기국어강습회

매일
신보

5 1913. 2. 
14 

경상북
도 比
安 郡 
郡內面 
倉上洞 

박갑주(朴甲
周) 개인 

노동야학교(勞働
夜學校) -> 1912
년부터 국어보급
청년야학회로 명
칭 개정

박갑주(朴甲周) 개인 
교수 생도 70명

매일
신보

6 1913.4.8 

경상북
도 진
주 대
안 면
( 大 安
面) 

大安面 一洞 
洞舍 內에 설
치

여자국어강습회 
개회식 

매일
신보

7 1 9 1 3 . 5 . 
22. 

평안남
도 중
화 군
( 中 和

중화군 경찰
서 국어강습회

板谷 순사(巡査)가 
공무여가 매일 밤 2
시간씩 주재소에서 
교수 출석생 17명

매일
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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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이가 확연한 지역은 모두 기재하였다. 

郡) 

8 1913. 5. 
31. 평양 고등보통학교 국어강습회

고등보통학교에서 시
내 각사립학교 鮮人
교사 중국어 담임자
를 소집 출석 25명

매일
신보

9 1913. 6. 
4. 平壤府 平壤 本田府

尹 
공립제1보통학교
를 會場으로 국
어강습회 조직 

평양부내 老儒生 50
여인 대상 3개월간 
강습. 강사 田中 고
등보통학교장, 雄本 
보통학교장 강습회원
에게 보증금으로 4원
씩 수납케

매일
신보

10 1913. 6. 
6. 

평양부 
金品垈
面 

金品垈面 면
장, 순사주재
소 주임 

사립몽양(蒙養)학
교내 국어야학회

면내 청년 모집, 회
장 면장, 강사 菊池
순사, 간사 한국인 
회원 70여명

매일
신보

11 1913. 6. 
29. 진주군 

진주군수, 郡
庶務, 공립보
통학교장 

진주공립보통학교 
-> 농업학교로 
이전하여 국어야
학회 확장조직 계
획, 사회일반 청
년 대상

회장은 경남도 내무
부장, 부회장 군수, 
강사 3인 사립강사 
중 내지인 1인 조선
인 2인

매일
신보

12 1913. 7. 
9. 평양부 평양고등보통

학교
임시국어강습회 -  
수업자 12명(증서
수여식 거행)

평양부 관내 시립학
교 국어과 담임 조선
인교사 소집하여 개
최

매일
신보

13 1913. 8. 
12. 인천부 

인천부 황능
쳔(?)면 면
장 

국어연습회 설립 
- 면내 청년자제 
대상 

교사 1명 고빙 보통
학교 교과서 사용, 
회원 37명

14 1913. 9. 
6.

평안남
도 광
량 만
( 廣 梁
灣) 

광량만 경찰
서 

경찰서 통역생이 
국어강습회 조직 
- 일반거민 대상 

강습의 공을 積하여 
現今 순사보로 재직
한 자가 2,3인이라  

매일
신보

15 1913. 9. 
17.

평안북
도

평안북도 주
최 관내 21
군에 대해 

교육회 조직(국어
강습회, 국어야학
회 등 거행) - 고
등보통학교를 군
내교육의 중추로 
함

부윤과 군수가 회장, 
보통학교장 부회장 , 
사립학교관계자와 지
방유력자를 회원으로 

매일
신보

16 1913. 9 . 
23. 수원

수원도산(島
山 ) 소 학 교 
교장 

국어강습회 - 晴
湖面, 溪灘面, 文
市面 서당생도 
대상

격야2시간 강습 매일
신보

17 1913. 10. 
25. 

경기도 
포천군 면리원

면장 면서기에 공
무여가에 국어연
구 장려 

全吏員 중 약 반수는 
강의록 국어회화독본 
면학

매일
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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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13. 10. 
29. 

경기도 
坡州部 

坡州部 條
理面 竹院
理 私立普
明學校監 및 
교원과 면서
기 

私立普明學校내 
국어보급야학회 
설립 - 청년 모
집

매일밤 3시간식 국어 
산술 한문 기타 植林 
교수 

매일
신보

19 1913. 11. 
13. 

황해도 
해주군 
州內面 

州內面 거민
의 발기로 
동지 8~9인
이 회동협의 

국어강습소 개설 
- 면거민이 영업
하는 과자점 1區
室내 설치

평양농공은행해주지
점사무원이 강사 매
일밤 2시간 강습

매일
신보

20 1913. 11. 
19. 

경기도 
交河 

교하고등보
통학교

국어강습회(면장, 
면서기, 이장, ?
堂學校 교사를 
위하여) 국어야학
회 개설(지방청년 
대상)

국어강습회는 4주간 
, 국어야학회는 교직
원 중 중국어에 감능
(堪能)한 이를(강사
로) 지방에 駐宿케 
하여 개설

매일
신보

21 1913. 12. 
2. 

전라북
도

각공립보통
학교

각공립보통학교 
설립국어야학회, 
부호가 읍내청년 
십수명과 야학회 
개설(국어, 산술 
학습) 

학교직원이 교수, 야
학회 - 군서기가 교
편

매일
신보

22 1913. 12. 
7. 

평안남
도 鎭
南浦 

평안남도 鎭
南浦府

鎭南浦洞三和國
語講習會 제1회 
수업증서수여식 
거행

부윤이 임석
매일
신보

23 1913. 12. 
11. 

평안남
도 鎭
南浦 

평안남도 鎭
南浦府

三和國語講習會 
위치를 삼화보통
학교로 정함(이
전) 

교직원 중 3인이 매
일밤 2시간식 교수, 
강습수료자 14인 중 
농업자 8인, 상업 3
인, 庶業者 3인

매일
신보

24 1913. 12. 
24. 

황해도 
新溪君 -

관내 한문서당의 
교사로 학동에게 
국어를 교수케 하
는바 

교사중에는 이미 국
어를 修得한 자도 有
하며, 혹은 能解하는 
자에게서 一邊으로 
학습하여 학동에게 
전달한다는 계획

매일
신보

25 1913. 12. 
27. 淸州 청주공립보

통학교
제3회국어야학회 
종료증서수여식 
거행함  

참석자 교장, 회장, 
내빈(도내무부장), 사
무관, 수료생 40명

매일
신보

26 1914. 3. 
5. 

평양부 
南祭山
面 新
島 

동네 紳士가 
설립

1913년 12월 1일
부터 국어강습설
립 청년자제 대상 

농업종사자는 동기야
학, 학년시대에 처한 
아희들은 夏期書學으
로 가르칠 작정

매일
신보

27 1914. 3. 
20. 

함경북
도 城
津 郡 

城津공립보
통학교 

단기국어강습회 
국어연성과 노인 지주도 참여 매일

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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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上面 
湖通里

28 1914. 5. 
7. 

京城市
府內 

助産婦養成
所 

助産婦養成所內 
여자국어강습소 여성국어학습 매일

신보

29 1914. 7. 
23. 

함경남
도 北
靑郡 

북청군 陽化
面東里 朝
陽학교내 

학교내 국어야학
강습회 개최 - 
상인 및 노동자 
농민 등 모집

교원 2인이 교수 - 
月謝 不受

매일
신보

30 1914. 7. 
25. 

함경북
도 慶
州郡 

慶州郡 川
北面 面長 

국어강습소 설립 
- 면내 청년자제
대상 

大邱府 사립일어속성
학교 우등졸업자가 
교사 입학자 70여인

매일
신보

31 1915. 2. 
23. 

충청남
도 燕
岐郡 

燕岐郡 全
義面 面長 

면내 各洞에 국
어강습소 설립 - 
노동인민 모집 야
학 강습

이장이 감독, 생도 
70여명

매일
신보

32 1915. 4. 
28. 

함경남
도 洪
原郡 

함경남도 홍
원군 경찰서 
希賢巡査駐
在所 순사 

希賢面 漁隱里에 
국어강습야학교를 
설립 - 면 일반 
청년자제 대상

유지지사에게 62원 
구취(鳩聚)운영, 교수
는 주재소 내지인 순
사 1명이 순사보 1명
을 통역으로 이용, 
오후 8시부터 12시에 
퇴학 취학생도 60명

매일
신보

33 1916. 7. 
6. 

함경남
도 함
흥군

함흥군 州北
面 樂英학교
내 

국어강습회 신설 
- 강습생 면직원 
학교직원 기타 십
수명

강사는 한국인 3인 매일
신보

34 1916. 8. 
17. 

충청남
도 공
주 

충청남도 도
청 

국어강습회 - 여
름휴가를 이용, 
대상은 군청 및 
慈惠醫院 給仕 
집합

국어산술 등 기타과
정 강습

매일
신보

35 1916. 9. 
5. 

경기도 
안성 警部

국어강습회 - 警
部의 公退餘暇를 
이용 교수

장소 - 안성 읍내 면
사무소에서 公會堂內
로 이전 

매일
신보

36 1916. 11. 
7. 

황해도 
안악군 - 

국어강습회 제9
회 修業式  수업
생 21인 

공립보통학교내에서 
행사 진행

매일
신보

37 1916. 12. 
19. 

황해도 
재령 

재령공립보
통학교

재령공립보통학교 
내 국어강습회 개
최 

교장이 면장에게 의
뢰하여 면내 희망자 
출석케 함. 

매일
신보

38 1916. 12. 
26 평양부 -

평양국어보급야학
회 - 생도 150여
명 

도참여관이 10원, 錦
城병원장이 5원을 기
증

매일
신보

39 1917. 1. 
23. 

경기도 
安城 안성청년회 국어강습소 도청으로부터 장려금 

下付
매일
신보

40 1917. 5. 
27. 

경기도 
진위군  유지 勃起 진위군 玄德面, 

浦升面 국어강습
한문, 국어, 산술 교
수

매일
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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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국어(일본어)강습 상황은 주로 매일신보의 지방통신 기사란에 소개
되었다. 설립 시기로 보면 1913년이 총 20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설립주최로 보면 개인이 설립한 형태(경상북도 比安郡 郡內面 倉上洞의 경
우), 군수 및 군청에서 설립한 경우(진주군 국어야학회, 황해도 봉산군청의 사
리원국어강습회), 경찰서(평안남도 중화군 국어강습회, 평안남도 광량만 국어
강습회), 고등보통학교(평양), 면장과 순사주재소 주임이 주축이 된 경우(평양
부 金品垈面, 사립몽양(蒙養)학교내 국어야학회), 면장이 주도한 경우(함경북도 
경주군 국어강습소, 충남 연기군 국어강습소), 부윤府尹이 주최한 경우(平壤
府), 소학교 교장(수원 국어강습회), 면민의 발기로 성립한 경우(황해도 해주
군, 국어강습소), 공립보통학교가 주최한 경우(전라북도 국어야학회), 청년회나 
교육회가 주최한 경우(경기도 안성 국어강습소, 부산 국어강습회) 등 다양했
다. 

식민당국은 ‘국어(일본어)보급시설’도 조사하였는데 1916년 당시 개설
된 ‘국어강습회’, ‘국어야학회’ 등 국어보급 관련 시설을 지역별로 조사한 표
는 아래와 같다.121) 

121) 『每日申報』, 1917년 4월 25일, “국어보급과 시설”. 

소 5개처 설립 - 
기존 한문사숙을 
廢止

41 1917. 7. 
26. 

전라북
도 전
주군

전주군 私立
永明중학교 국어강습회 개최 1917년 7월 17일부

터 30일간 개최 예정
매일
신보

42 1917. 7. 
29. 부산 釜山교육회 

국어강습회 - 公
立第一尋常小學
校에서 

히로시마 중학교의 
伊藤이 부산에와서 1
주간 강화함 

조선
시보

43 1917. 8. 
9. 

강원도 
杆城郡 

간성군 乾鳳
寺 

일개월간 국어강
습소 설립 - 本
寺鳳鳴學校內(강
습생 50여명) 

當寺 유학생으로 동
경 유학중인 和尙교
사로 

매일
신보

44 1918. 8. 
21. 

평안남
도 平
原郡 

평양분대 中
橋, 헌병주
재소주임 安
田 

국어야학강습소 - 
부근 청년에게 국
어보급

 회원 30여 員 매일
신보

<표 5> 1910년대 지방 국어강습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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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학이나 임시 사회교육기관 형태로 운영되었던 ‘국어(일본어)강습소’의 졸업
자들이 실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정말 이들의 홍보대로 상급학교 진학 자격
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힘들었다. 다만 경
기도 振威郡의 경우 1917년 3월 1일부터 면장 발기로 ‘浦升面강습소’라는 명
칭의 ‘국어(일본어)강습소’가 창립되었는데 생도가 150인 이상으로 비교적 대
규모로 운영된 것이 확인된다. 이 ‘국어(일본어)강습소’ 출신으로 1918년 봄에 
경성 각 고등보통학교에 入格한 자가 수십인 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
시 ‘국어(일본어)강습소’ 출신이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
이 있는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122)

그렇다면 1910년대 식민지 일본어 보급은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을까. 

122) 『每日申報』, 1918년 7월 24일, “진위 국어강습소 발전”.

지역 개설 및 개소수 학생수 교사수

경기도 60  2072 188
충청북도 39 965 84
충청남도 82 1756 139
전라북도 68 2035 147
전라남도 29 1076 115
경상북도 47 1402 149
경상남도 105 2333 185
황해도 66 1850 191

평안남도 51 1032 256
평안북도 60 1566 191
강원도 69 2066 211

함경남도 136 2968 224
함경북도 43 1335 85

총계 855 22356 2065

<표 6> 1916년(大正5년) 국어보급 시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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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식민지 보통학교에서 이루어진 일본어 교육의 효과와 일제의 사회교육활
동을 통해 성취된 일본어 학습 효과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
다. 

노영택(1994, 156~157)의 연구에 따르면123) “1910년대 문맹률에 대
한 통계가 미비하지만 1910년 당시 관공립보통학교 학생이 1만 명 정도로 많
지 않았고, 또 무단통치로 교육분야가 위축되어 문맹률의 감소를 기대하기 힘
들었다고 평가된다. 비교적 교육계의 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20년 
말에도 문맹률을 80~90%로 추계하고 있으니(1930년 국세조사에서 문맹률이 
공식적,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당시 문맹률은 77.73%였다. 남:63.92%, 
여:92.04%)” 1910년대 문맹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치 효과를 단순히 문맹률의 변화로만 가늠할 수는 없다. 앞
서 분석한 내용처럼 식민 초기에 기초 일본어 수준이라도 상용할 수 있는 한
국인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일거리가 주어지기도 하고, 헌병보조원으로 취
업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평가한다면 무단통치기 일
본어 보급과 강습의 효과는 ‘식민권력 침투의 가시화’라는 점에서도 평가할 
수 있겠다. 또, 피식민지 인민들에게 일본어 능력은 생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하고 견고한 지방사회에서 전근대적 신분구조를 타파할 수 있
는 과시적 계기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제2절 지방통치 침투권력의 변화 – 헌병경찰에서 지방개량으로 

일제는 1919년 조선총독부관제와 지방관제를 개정하고 1920년 지방제도를 개
정하였다. 1922년에는 교육령을 개정하여 관제, 지방제도, 교육령의 개정을 
순차적으로 진행시켰다. 제도의 미비와 모순, 내지와의 제도적 차별은 당대 
언론의 논설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만적인 것이었지만 차
별이 상당부분 표면화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정의 성과가 대내 · 대

123) 노영택, 1994, “일제시기 문맹률 추이”, 『국사관논총』 51집, 10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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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선전과 홍보에 적극 사용되었다. 식민지 내부에서도 제도를 통한 차별의 
문제는 표면화되었다. 일본인거주지역과 조선인거주지역에 대한 차별, 부(府)
와 지방(郡面島)의 차이, 농가경제를 위협하는 학교비의 모순을 이용하거나 방
치함으로써 식민권력은 통치의 비용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민족과 도시와 지
방, 계급의 분할지점을 통치에 이용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식민지 분할통치(강동진, 1979)’의 전략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관제와 지방제도의 개정은 지방 통치 기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
하고 지방제도의 모순과 한계를 방치함으로 지역민들의 의사소통창구를 관제
화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층 유지들을 자문기관의 회원으로 회유, 동
원하고 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는 등 복잡하고 모순된 제도적 장치들을 창출
해 냈다. 지방제도 개정은 ‘제국신민’의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지역에서
의 식민지배 이익을 공고히 하려는 통치의 목적이 강했다. 일제의 모순적이고 
통제적인 지방통치가 본격화된 시기가 바로 3·1운동 이후 1920년대의 상황이
었던 것이다. 

지방통치의 차원에서 또 고려해야 할 문제는 침투권력의 변화이다. 
1910년대를 주도했던 헌병경찰제가 보통경찰제로 전환되면서 군인경찰의 자
의적 지방통치개입은 제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이어 1920년대 지방으로 
침투해 들어간 통치권력과 그 명분은 내무국과 지방개량이었다.  

1. 1920년대 식민지 지방통치의 변화

러일전쟁 전후 농촌사회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재정, 납세, 사회통합, 자치, 
동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개된 일본에서의 지방개량운동은 ‘지방개
량’이라는 명분으로 식민지 조선에서도 전개되게 된다.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
에서 지방개량은 과연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 목적과 실천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내지에서는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시작된 지방개량운동은 식민지 조선
에서는 1920년대 ‘지방개량’이라는 명칭 하에 전개되었는데 일본에서 지방사
회와 지방행정기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협치와 자치가 내세워진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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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에서는 식민권력이 주도하는 지방개량 캠페인으로서의 일방향적 · 
하향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또, ‘지방개량운동’이라는 표현은 잘 쓰이지 않았
고 대신 ‘지방개량’ 이나 ‘지방개량강습회’라는 명칭이 부각되었다. 일본에서의 
실천이 비록 관주도적이긴 하였지만 자치와 동원사업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측면들이 있다면 이러한 관점에서의 실천은 식민지 조선에서는 결여되
어있을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지방개량의 성격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의도와 효과의 다층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대표적으로 김영희(2003, 25)의 연
구는 지방개량 등을 “강압적 지배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사회에 행정력을 침
투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일제에 의해 기획된 것”으로 규정하였다. 즉 ‘지방개
량’ 등을 명분으로 삼아 “기존 사회질서와 개인의 생활방식을 개조하여 식민
지 체제로 흡수하고자” 의도하였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는 별개로 
“당시 학생과 지식인들의 구사상 · 구관습 개혁론 및 운동과 맞물리면서 사회
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1920년대 ‘개조(改造)’나 ‘개량(改良)’이라는 개념들은 1차세계대전 이
후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었던 표현이었기 때문에 행정
권력이 전적으로 독점하고 전유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식민지 행정권력의 의
도와 대중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비대칭적일 수 있음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 그 용례를 식민통치에 국한하여 고
찰하고 ‘지방개량’의 성격에 관해서도 식민통치라는 지평 가운데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로 한다. 

1920년대 ‘지방개량’의 전개는 내무국을 중심으로 한 지방과와 사회
과의 업무와 관련이 깊다. 조선총독부는 1921년 7월 27일 조선총독부사무분
장규정을 개정한다. 그 내용은 “제5조 내무국에 지방과와 사회과를 둔다”는 
것이며 지방과(地方課)와 사회과(社會課)의 사무는 다음과 같이 각각 규정하였
다. 지방과(地方課)의 사무는 “1. 도부군도면(道府郡島面)의 행정에 관한 사항 
2. 도지방비(道地方費), 학교조합(學校組合) 및 학교비(學校費)에 관한 사항 3. 
임시은사금(臨時恩賜金)에 관한 사항 4. 병사(兵事)에 관한 사항 5. 국내타과
(局內他課)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이다. 다음으로 사회과의 사무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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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휼(賑恤)및자선(慈善)에 관한 사항, 2. 사회사업(社會事業)에 관한 사항, 3. 
지방개량(地方改良)에 관한 사항, 4. 향교재산관리(鄕校財産管理)에 관한 사
항, 5. 수리조합(水利組合)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다.124) 

조선총독부는 이 훈령을 통해 기존 내무국이 제1과와 제2과로 구분되
었던 것을 새로이 개칭하여 지방과와 사회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
개량에 관한 사항’이 내무부 사회과의 사무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조선총독부
에서 내무국의 지위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125)

동아일보 1921년 7월 27일 자에는 지방과와 사회과로의 내무국 개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이유) 1. 현행 내무국의 분과는 대체 제1과에서는 관치행정(官治行政) 
군도부부도면(郡道府部島面), 지방비(地方費), 임시은사금(臨時恩賜金)에 관한 
사무를, 제2과에서는 지방단체(地方團體), 공공조합(公共組合)에 관한 사무를 
분장(分掌)하는 취지로써 규정하얏섯스나 면제(面制) 및 도지방비령(道地方費
令), 학교비령(學校費令)의 제정에 의하야 면지방비(面地方費) 및 학교비(學校
費)는 지방단체인 실체(實體)를 구비(具備)하기에 지(至)하얏도다 고로 양과분
장(兩課分掌)의 진역(畛域)이 명료치아니할뿐아니라 유래(由來)조선의 지방행
정은 관치행정과 단체행정과의 관계가 최(最)밀접한것으로 차(此)를 분리하야 
장리(掌理)함은 상호(相互)의 연락통제상 불편(連絡統制上不便)이 부소(不少)함
으로써 시등(是等)분장사무의 정리를 하는 동시에 과명(課名)을 지방과(地方
課) 및 사회과(社會課)로 개(改)하야 지방과에서는 주로 관치행정 및 지방단체, 
공공조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사회과에서는 근시세운(近時世運)의 변천(變
遷)에 반(伴)하야 신(新)히 시설연구(施設硏究)를 요하는 사회적 사업 및 종래 
제2과에서 분장하야오던 사항중 지방과에서 이(移)한 이외의 사항 및 제1과에
서 취급하야오던 향교재산에 관한 사항을 분장코자 함이더라.126)”

124) 『朝鮮總督府 官報』, 1921년 7월 27일, “朝鮮總督府 훈령제45호”.
125) 식민지 내부행정의 역사적 변천과 그 내용에 관해서는 서호철(2014)의 연구 참조. 이

연구는 1920년대 내무국의 지방과와 사회과로의 개편에 대해서 “조선총독부 지방과는 
1910년대 부제, 면제 등의 시행으로 변화된 지방행정 관련사무를 한데 모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과 설치는 사정이 달랐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일본제국 차
원의 반응이었다”라고 정리하였다(서호철, 2014: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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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내무국 지방과가 ‘지방행정’과 ‘단체행정’까지 관장
하게 되었다고 선전하는 부분이다. 개정 전 내무국의 분과를 “제1과에서는 관
치행정(官治行政) 군도부부도면(郡道府部島面), 지방비(地方費), 임시은사금(臨
時恩賜金)에 관한 사무를, 제2과에서는 지방단체(地方團體), 공공조합(公共組
合)에 관한 사무를 분장(分掌)하는 취지”로 하여 관치행정과 단체행정의 관리
를 분리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내무국 지방과의 관할 업무로 통합하였다
고 홍보한 것이다. 즉, 행정과 단체 업무를 지방과로 통합시키고 사회사업에 
대해서는 사회과 영역으로 분장시키는 개정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선전의 실체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된다. 

식민지와 달리 내지의 경우 내무성은 1876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지방
행정 개혁에 착수하면서 지방제도를 모색하기 시작하는데 지방에 있어 “행정
구획”과 “주민사회 독립구획”이라고 하는 2종류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에 따
라 부현(府縣)의 경우 이러한 두 종류의 성격을 띠게 하고, 정촌(町村)의 경우
는 “주민사회 독립구획”만의 성격을 갖도록 하는데 이 두 개념에 따라 일본의 
지방운영원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공단체는 ‘지방행정구획’과 ‘자치단
체’라는 두 성격을 갖는 분리된 이중적 운영원리가 작동하게 된다. 일본은 
1878년 경 군구정촌편제법(郡區町村編制法) · 부현회규칙(府縣會規則), 지방세
규칙(地方稅規則)을 정하여 군(郡)과 구(區)에는 관선에 의한 군수(郡長)과 구
장(區長)을 두었으며, 정촌에는 공공선거에 의한 호장을 두어 관치와 자치의 
영역으로 명확히 분리 규정하였던 것이다(笠原英彦 · 桑原英明. 2015: 
126~127). 

하지만 이러한 운영원리는 본질적으로 식민지 조선에는 전혀 적용되
지 않았다. 그들의 언설과는 달리 식민지배 초기부터 실제 주민자치의 원리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았고 관치와 단체행정의 분리도 이들이 내세운 것처럼 
실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제도 개정의 본질은 내무국 지방과라는 
관치행정기구가 관치와 단체의 지방관련 사무를 일괄 통제 관할하는 형태로 

126) 『동아일보』, 1921년 7월 27일, “총독부사무분장개정 - 내무국에 양과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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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 시킨 것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 구획의 명분
으로 “유래(由來)조선의 지방행정은 관치행정과 단체행정과의 관계가 최(最)밀
접한것으로 차(此)를 분리하야 장리(掌理)함은 상호(相互)의 연락통제상 불편
(連絡統制上不便)이 부소(不少)함으로써 시등(是等)분장사무의 정리한다”고 언
급한 것은 조선사회의 통치 역량을 평가절하하고 사실상 모든 지방행정사무를 
식민관청의 지배하에 두려고 한 의도로 볼 수 있다. 

1920년대 총독부 행정에 있어서 내무국의 권한과 역할 증대는 사이
토 총독 부임(1919년 9월) 시 함께 온 내무성 관료들이 조선총독부의 내무국 
사무를 관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중에 핵심인사는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
(水野鍊太郞)였다. 그는 내지연장주의를 주창한 하라 다카시 일본 수상의 측
근이었으며 내무행정의 베테랑이었다.127) 인선권 일체를 요구하며 사이토와 
함께 취임하게 되는데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통치 구상은 정무총감을 맡은 
미즈노의 영향이 컸다(전상숙, 2012: 125~126).

미즈노는 내무성에서 사회사업과 사회행정의 업무를 통해 행정 수완
을 쌓았으며 일본에서의 경험과 인맥을 조선통치에 활용하였다. 소위 조선총
독부가 내세운 문화정치기에 사회사업정책을 추진한 관료들은 미즈노와 함께 
조선에 부임한 이른바 ‘내무성계 관료’들이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들은 일본
에서 지방개량운동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稲葉(2010)의 분
석에 따르면 정무총감인 미즈노가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조선총독부의 국
장급 인사는 “총독비서관에 守屋榮夫, 내무국장에 赤池 濃, 경무국장에 野口
淳吉, 식산국장에 西村保吉, 학무국장에 柴田善三郎, 재무국장에 河內山樂三, 
법무국장에 國分三亥, 체신국장에 持地六三郞, 서무국장에 靑木戒三, 철도국
장에 和田一郞” 등이었다. 사실상 사이토 총독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
태에서 미즈노 정무총감이 총독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가장 먼저 총독비서관
으로 모리야(守屋榮夫)를 인선하는데 모리야는 당시 내무성 부현과장으로 미
즈노 정무총감의 오랜 부하였다. 자신의 부하를 총독의 비서관으로 인선했으
니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었음은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稲葉継雄, 2010: 

127) 미즈노 정무총감의 인맥과 통치 구상에 대해서는 Michael, D. Shin, 2006, “‘문화정
치’ 시기의 문화정책, 1919~1925년”, 김동노 (편),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
성』, 혜안, 274~2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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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내무성계 관료’들의 역할 증대에 대해서 예지숙(2017)의 연구는 “3 · 

1운동으로 인하여 지배체제의 위기를 맞은 조선총독부가 일종의 식민지 통합
책으로서 사회사업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내무성계의 관료’들을 등용했다”라고 
평가하였다. 즉, 무단정치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통치의 문제들과 3·1운동 이
후 식민지 조선사회의 저항을 타개하기 위해 내지에서의 사회사업 경험이 풍
부한 내무성 관료들을 동원하였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경무국장에 임명된 
마루야마(丸山)는 일본에서 빈민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사업에 깊이 관여
한 인물로 평가 받는데 3·1운동 이후 조선에 부임해서도 사회사업을 통한 사
회문제 해결을 주장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예지숙, 2017: 58~59). 

식민지 지방개량과 관련한 국내외의 연구들은 식민권력의 농촌 통제
정책이라는 측면(김영희, 2003), 통치기구와 관료 엘리트 교체에 주목한 관점
(稲葉継雄, 2010), 지방개량과 사회사업정책과 근대적 근면윤리의 전파 등 사
회교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시기별로 고찰한 연구(예지숙, 2017) 등으로 
그 연구 영역을 구별해 볼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이 갖는 분석의 의의와 결
과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식민지 지방개량이 갖는 식민주의적 성격이 기존
연구들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지적해 두고 싶다. 

식민지 조선에서 주창한 사회사업의 제도와 원칙 그리고 실천은 내지
에서와는 차별적인 것임은 앞서 언급한 내무국분과의 개정이유(동아일보 1921
년 7월 27일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식민 통치 기획이 이전의 죠슈벌 
군부 중심의 무단통치와는 차별화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내지에서의 사회사업
과 지방개량운동의 경험이 바탕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 본질적
으로 식민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시각과 논리에 기반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식
민지에서의 내무 행정과 지방개량의 전개를 별도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과
정과 성격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 이유라고 사료된다. 

2. 1920년대 식민지 ‘지방개량’의 형성과 전개

조선총독부는 훈령 제45호로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하여(19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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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자 관보) 내무국을 지방과와 사회과로 구분하였고 여기서 ‘지방개량’과 관
련된 사항은 내무국 사회과의 세 번째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지방개량’이 내
무국 사회과(內務局 社會課)의 관할 사무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1920년대 식민권력은 ‘지방개량’의 구체적 성과보다는 홍보와 선전에 치중하
는 모습을 보이는데 ‘개량’과 ‘강습’과 같은 표어를 내세운 것은 식민통치의 
정당성과 성과를 과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식민지의 ‘지방개
량’을 적극 홍보한 것은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每日申報)와 경성일보(京
城日報) 등 조선총독부 관변지 및 일본인들이 간행한 부산일보(釜山日報), 조
선시보(朝鮮時報)와 조선신문(朝鮮新聞) 등이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식민권력은 기관지와 일본인 소유의 신문사를 통해 
‘지방개량’을 홍보하면서도 내지에서 사용된 ‘지방개량운동’이라는 명칭은 전
면에 드러내지 않았다. 내지의 ‘지방개량사업’과 ‘지방개량운동’의 전개와 비교
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신 식민권력은 ‘지방개
량(地方改良)128)’, ‘지방개량강습(地方改良講習)129)’, ‘지방개량강습회(地方改良
講習會)130)’, ‘지방개량단체131)’, ‘지방개량강화(地方改良講話會)’ 혹은 ‘지방개

128) 예를 들면, 『매일신보』, 1921년 2월 18일, “地方自治 地方改良에 관한 경기도의 대
선전”. ; 『매일신보』, 1922년 10월 28일, “地方改良에 對한 敎育者의 貢獻(一)”. ; 『매
일신보』, 1922년 10월 29일, “地方改良에 對한 敎育者의 貢獻(二)”. ; 『매일신보』, 
1922년10월30일, “地方改良에 對한 敎育者의 貢獻(三)”. ; 『매일신보』, 1923년 10월 
22일, “모범경관; 지방개량에 공로가 많은”. ; 『조선신문』, 1924년 8월 3일, “月尾島に
地方改良”.

129) 예를 들면, 『황성신문』, 1909년 9월 26일, “地方改良講習”. ; 『황성신문』, 1909년 
10월 14일, “地方改良講習”. ; 『매일신보』, 1921년 6월 3일, “集會 : 지방개량강습”. ; 
『매일신보』, 1921년 6월 11일, “地方改良講習”. ; 『매일신보』, 1922년 6월 4일, “地方
改良 講習”. ; 『매일신보』, 1922년 7월 25일, “地方改良講習;  9月 4日 開催;  郡守 
約 70名”. ; 『매일신보』, 1923년 6월 24일, “地方改良 講習”. ; 『매일신보』, 1923년 7
월 13일, “地方改良講習과 경북의 出席員”. ; 『매일신보』, 1923년 8월 12일, “지방개량
강습 폐회”. ; 『조선신문』, 1924년 9월 11일, “地方改良講習”. ; 『매일신보』, 1927년 9
월 5일, “地方改良講習 鎭海要港에서”. ;　『매일신보』, 1927년 11월 3일, “地方改良講
習 珍島郡에셔”.

130) 예를 들면, 『매일신보』, 1920년 5월 8일, “地方改良講習會; 來 19일부터 동경 내무
성에; 조선에서도 4명의 출석인원”. ; 『매일신보』, 1923년 2월 19일, “‘경기 지방개량강
습회와 훈시’”. ; 『매일신보』, 1923년 7월 17일, “地方改良講習會에 出席 郡守”. ; 『매
일신보』, 1927년 5월 1일, “地方改良 講習會 鄕校事業으로”. ; 『조선신문』, 1927년 8
월 8일, “地方改良講習會; 開城郡主催”. ; 『매일신보』, 1927년 8월 23일, “地方改良講
習會卒業式”.

131) 예를 들면, 『매일신보』, 1924년 2월 13일, “강원도의 지방개량단체 표창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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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강화회(地方改良講話會)132)’, ‘지방개량반(地方改良班)133)’, ‘지방개량선전(地
方改良宣傳)134)’, ‘지방개량강연(地方改良講演)’ 및 ‘지방개량강연회(地方改良
講演會)135)’, 지방개량활동사진(地方改良活動寫眞)136)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지방개량의 성과를 홍보하였는데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지방개
량’과 관련한 기사들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시기별로 홍보사업의 성격과 내용
을 파악하는 것은 식민주의적 지방개량의 본질성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중요
한 문제라고 사료된다. 조선총독부는 지방개량에서 주민들의 자치운동의 측면
을 배제하고 총독부의 교화와 시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관제강
습회(講習會)와 강화회(講話會), 선전(宣傳), 강연회(講演會) 등의 교육 · 교화 
사업의 명목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영화나 활동사진(地方改良活動寫眞)등 
근대적 영상기기를 대동하여 지방순회를 하며 ‘지방개량’의 홍보도 전개하는
데 특히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활발해진다. 총독부 ‘지방개량’ 선전의 도
구로서 영화와 활동사진이 적극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일신보』 1920년 4월 12일자에는 ‘江原道知事의 地方改良大方針’ 

132) 예를 들면, 『매일신보』, 1920년 3월 19일, “高山氏 지방개량 講話”. ; 『매일신보』, 
1921년 2월 5일, “地方通信 : 地方改良講話會”.

133) 예를 들면,  『매일신보』, 1921년 6월 23일, “地方改良班巡廻”. ; 『매일신보』, 1921년 
10월 13일 “地方改良班活動”.

134) 예를 들면, 『매일신보』, 1922년 12월 22일 “全州地方改良宣傳”. ; 『매일신보』, 1923
년1월 30일, “지방개량 선전과 진흥회”. ; 『매일신보』, 1924년 7월 8일, “지방개량 선
전;  전라북도 사회과 주최로 고창 선운 흥덕공보에서”. ; 『시대일보』, 1925년 1월 21
일, “地方改良宣傳”. ; 『조선시보』, 1925년 9월 23일, “地方改良宣傳”. ; 『매일신보』, 
1926년 3월 9일, “地方改良傳宣”.

135) 예를 들면, 『매일신보』, 1920년 3월 20일, “高山徹氏 강연”. ; 『매일신보』, 1921년 9
월 9일, “地方改良講演”. ; 『매일신보』, 1923년 6월 22일, “地方改良 講演會”. ; 『매일
신보』, 1924년 12월 03일 “지방집회 : 華川의 지방개량 강연회”.;  『매일신보』, 1926년
12월 16일, “地方片片 高敞地方改良講演”. ; 『부산일보』, 1927년 10월 3일, “천애天涯
씨 지방개량 순회강연(진영)”. ; 『조선신문』, 1927년 10월 9일, “地方改良講演忠北地方
課主催”. 

136) 예를 들면, 『매일신보』, 1920년 10월 02일, “地方改良活動寫眞”. ; 『조선시보』, 
1923년 8월 7일, “地方改良活動寫眞”. ; 『매일신보』, 1925년 8월 9일, “慶南地方改良 
活動寫?巡廻”.; 『매일신보』, 1925년 10월 29일, “地方改良宣傳 活動寫眞도 映寫”. ; 
『매일신보』, 1925년 10월 29일, “地方改良宣傳 寶城에셔 活動寫眞도 잇셔 到處에 
盛?”. ; 『조선신문』, 1925년 11월 19일, “慶南地方改良映畵”. ; 『부산일보』, 1926년 
10월 6일, “지방개량 활동사진”. ; 『부산일보』, 1927년 10월 6일, “지방개량 활동사진 
수지收支 계산(통영)”. ; 『부산일보』, 1928년 5월 17일, “지방개량활동사진 순회영사 ; 
사천군 내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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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기사가 발표되는데 여기에는 식민 지방 권력의 식민지 사회에 대한 인
식, 식민지 지방개량의 실시 의도 및 목적이 잘 드러나 있다. 식민지 ‘지방개
량’의 방침은 훈령(訓令)으로 강원도 각군에 하달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다(부제 
‘地方의 民風을 作興하고 民力의 涵養을 計圖코자 - 管下各君에 訓令’). 이 
방침이 내려진 의의에 관해서는 “江原道廳에서는 戰後世局 의 重大함을 鑑하
야 五大綱領을 定하야 民風을 作興하고 民力의 涵養을 圖하 야써 穩建質實한 
國民性으로 陶冶하기 위하야 如左의 方法으로 採用하기로 訓令하얏다더라”라
고 기술하였다.137)

이 신문 논설은 식민지 조선에서 지방개량이 필요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논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과 3·1운동 경제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3·1운동에 대해서는 “昨春의 騷擾以來 民心의 惡化 思想의 動搖됨이 朝夕을 
難測하야 古來 醇朴溫良한 本道 道民으로도 無(竊?)抱政治的 疑念하야 左顧
右眄하고 其間 不逞徒輩의 煽動함이 유하얐스나 直히 奔逸底止하얏스며”라고 
기술하여 3·1운동의 민족적 저항에 대한 영향이 지방의 지방개량 방침에 반영
되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경제적 문제에 관해서는 “近時經濟界의 膨脹에 伴하야 小有收入增大
者는 荒怠中享樂을 希望하는 徒에 射倖을 趁하는 風에 瀰蔓하는 傾向이 不無
하고 物價騰貴로 因하야 下層民 生活은 漸漸 安定에 缺함과 忽然 輕噪自棄
에 赴하야 誠實 眞(?)의 風을 缺하는 者 不少함은 실로 寒心을 不堪할지라”
라고 언급하고 있다. 세계대전으로 인한 시국의 변화, 3·1운동을 통한 민족적 
자각과 저항, 경제적 격차와 위기를 인식한 총독부 지방권력은 이에 대한 대
책으로서 “本官은 玆에 民風을 作興하야 建全한 國民性을 陶冶함이 最急함을 
相하야 朝鮮習慣에 徵하고 世運의 推移를 考稽하야 좌의 五大綱領으로 克히 
民心의 歸趨를 明코자함”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방개량의 5대 강령을 발표하는
데 각각의 강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世界의 大勢를 闌明케하야 內鮮共榮의 觀念을 緊確케하고 日韓
倂合의 大義를 體得케 할 事 2. 犧牲의 精神을 陶冶하야 公共심을 發輝케하

137) 신문기사의 내용 중 한문은 원문을 있는 그대로 적으려고 하였고 띄어쓰기나 구어(舊
語)의 모음과 표현은 현대적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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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自治的訓鍊을行케할事 3.銳意日新의 修養을 積하야 知識의 增進을 圖할事 
4. 良風美俗을 振興하고 人心의 詭激奔逸을 橋正하야 恩想의 醇化健實을 期
케할事 5. 勤儉力行의 美風을 作興하야 國民(?)로 恒産이 有케 할事”

이 기사는 各支局通信欄에 3일간 연속해서 3회에 걸쳐 연재되는데 
192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 지방개량의 성격과 식민권력의 시각을 잘 보여준
다는 점에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2회 기사는 매일신보 1920년 4월 
13일자에 ‘江原道知事의 地方改良 大方針(2)’의 제호로 나왔다. 부제는 “地方
民風을 作興 民力涵養을 計圖 ‘春川局通支信’”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눈여겨 
볼 점은 ‘興風會’라는 정체불명의 단체를 내세우고 일종의 관제적 관리규약으
로서 ‘興風會規約準則(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138)그리고 2회, 3회 기
사에 걸쳐 ‘實行方의 槪要’로서 총 8가지의 실천 방향이 기술되어 있다.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美風良俗의 維時 및 助成, 2. 隣保相助의 美風
을 助長……, 3. 勤儉貯蓄의 奬勵, 4. 敎育의 普及, 5. 地主小作人間의 共濟
諧和ㅡ 6. 産業의 改良및 奬勵, 7. 衛生 및 警務 思想의 養成, 8. 法令의 恪
守”

이어서 기사에 언급된 흥풍회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會의 區域은 
町里의 區域에 의하고 지방실정 및 面區域에 의함’이라고 기술되어 있어 리와 
면 등 근린지역을 염두해둔 단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회는 此際 直
히 各町里 一齊設置함이 아니요 術次適切 한 지방으로 設置하야 模範을 示한 

138) 기사에 이어진 興風會規約準則(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會의 區城은 町理의 
區城에 依하고 地方實精 및 面區城에 依함 2. 本會는 此際直히 各町理 一齊設置함이 
아니요 術次適切한 地方으로 設置하야 模範을 示한 後 一般에 普及할 方法으로 함 3. 
從來地方에 本會와 類似한 會로 官의 奬勵에 依하야 設置한 時는 漸次 本會의 方法을 
改正함 4. 本會을 設置變更式은 類似한 會를 本會方法으로 改코자할 時는 直히 左記事
項을 報告함이 可함 (1)設置個所 및 會員數 (2) 設置年月日 및 規約同施行細則 (3) 役
員 및 顧問의 住所 氏名 各年齡履歷의 大要(但面長 및 道郡參事가 役員또는 顧問으로 
하는 時는 其 職名만 記함이 可함 (4) 其他參考할만한 사항 (5) 회원의 實行事項은 必
히 各事項을 一齊히 着手함을 不要하고 適切必要한 事項만 實施하야 漸次一般에 普及
함이 可함 (6) 表彰할만한 會員으로 特히 篤行顯著한 者 該住所職業氏名年齡및 事績을 
卽報함이 可함 (7) 本會에 對하야 無年事業狀況은 翌年一月末 日限하야 報告함이 可함 
(8) 道에서는 巡回指導員을 派遣하야 實(?)指導 및 講習講話를 行할 予定으로 함 (9) 
회의 幹部은 無年 一回 適當한 地方으로 招集하야 講習講話를 行하야 幹部養成을 行
할 予定 (10) 郡守面長은 適宜히 本會를 監督하야 會의 發達을 期成할 事 (11) 會員 
實行事項의 實行方法은 多數의 方法이 有하나 그러나 左記의 參照하야 地方에 適應한 
方法을 講하야 實效을 收報指導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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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일반에 보급할 방법으로 함’이라고 규정하여 일종의 전시행정단체(展示行
政團體)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군수·면장의 감독을 받
도록 한 점은 이 단체의 관변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흥풍회(興風會)라는 조직은 『부산일보(釜山日報)』 1918년 02월 19일
자 “구포 흥풍회[興風會] 결의”라는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부산 구포 
지역의 일본인 거주자들이 만든 지방 개선 조직으로 도선(渡船)문제나 도로, 
신사건설, 표창 및 빈곤구조(貧困救助) 등에 관해 논의하고 지역행정당국에 결
정 사항을 전달 요청하는 등의 지역 일본인 거류지 주민 모임의 형태였던 것
으로 파악된다. 구포 흥풍회의 조직과 운영원리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인 거주민의 경우 의견 교환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식
민지 지방 당국에 생활 개선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또한 이 단체는 빈민 구
조 등의 활동을 펼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139) 

강원도에서 지방개량의 대방침의 일환으로 제안된 흥풍회(興風會)는 
이후 강원도의 몇몇 군(郡)에서 그 설치가 확인되는데, 주민들의 지역 자치(自
治)　·　자조(自助)조직이라기 보다는 강원도 식민지 행정당국의 제안에 따라 
지역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관제조직적 운영 형태가 두드러진다. 이듬
해인 1921년 9월 8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강원도 김화면(金化面) 학사리(鶴沙
里)를 중심으로 흥풍회가 창립되어 회원이 93명에 달하였고 유지(有志)의 若
干捐助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화면 흥풍회의 추진내용은 ‘미풍양속의 
함양’, ‘폐풍악습의 개량’, ‘근근저축(勤勤貯蓄)’, ‘산업발달’, ‘교육보급’, ‘위생
사상 장려’ 등이었다. 이는 식민지 지방행정 당국이 주창한 표어와 크게 다르
지 않다는 점에서 이 단체들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흥풍회가 식민지 지방 행정권력이 주도한 관제운동이
었다는 것은 다음의 사례에서도 두드러진다. 황해도 송화군에서는 신임 군수
가 부임하여 지방의 발전과 인민의 행복증진의 목적으로 순회강연을 개최한
다. 1921년 9월 26일 오후 3시에 송화군 청년회관에서 ‘흥풍회 제1회강연’이 
개최되는데 첫 강연자는 송화군 군수(郡守)로 내용은 ‘시국문제’, ‘지방발전’, 

139) 『부산일보(釜山日報)』, 1918년 02월 19일, “구포 흥풍회[興風會] 결의”. 中 “說明あ
りて各自意見の 交換あり其の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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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 ‘교육진여(敎育振與)’, ‘官民의 意思疏通 靑年善導’였으며 다음으
로 경찰서장이 ‘個人과 社會間의 平和幸福’이라는 주제로 설도(說道)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식민지 ‘官民集會’의 형태로 흥풍회가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140)

또한 흥풍회는 근대적 · 계몽주의적 생활개선 운동도 표방하였는데 
관혼상제에까지 금주와 단연(斷煙)을 동맹한다던지 흡연 · 음주를 금하고 벌금
을 부여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141) 리(里)의 단위에서는 회원들의 상호부
조142)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식민지 ‘지방개량’을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 ‘흥풍회’는 식민지 관제 
조직으로서 강원도에서는 도지사가 훈령을 통해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제시하
고 공포하였고 주로 군(郡)이나 리(里)단위에서 운영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
로 확인하였다. 여기에 계몽주의적 생활개선 운동의 측면도 포함되어 있었다. 
상호부조, 교육의 보급, 저축, 금연과 금주 등 생활과 윤리적인 부분에 이르기
까지 그 성격은 다방면에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선총독부가 지방개
량을 전개하면서 사회정책적 측면과 함께 사회교화적 측면을 강화시켰다는 것
은 예지숙(2017)의 분석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일본에서 지방개량운동에 관한 기존 연구의 초점은 근대적 ‘민중’의 
등장과 이에 대한 정책대응 양상(樣相) 즉, 재정의 조직, 정촌(町村) 행정의 감
독, 정비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는데 있었다. 稲永祐介(2016)에 따르면 이는 크
게 두 가지 학설로 구분된다. “첫째 학설은 지방개량운동을 정부에 의한 가족
도덕이라는 윤리적 요소를 기조로 하는 도덕 · 공동체적 지배원리의 재편운동
으로 보는 보수적 관점이다. 둘째 학설은 지방개량운동을 제국주의적 열강으
로서 지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전통적 질서원리를 해체 혹은 
배제하는 방법을 통해 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통일하는 관료주도의 지방행정개

140) 『동아일보』, 1921년 10월 3일, “興風會講演과 沈氏”.
141) 예를 들면 『동아일보』, 1923년 1월 25일, “免許證까지 反納 금주단연을 위하야”. ; 

『동아일보』, 1923년 3월 3일, “三聖里興風會組織”.  기사中 “會則은 酒煙을 禁하되 冠
婚喪祭까지 絶禁하기로 同盟하고 右規則을 犯하는 者는 罰金一圓을 徵收하며”.

142) 『동아일보』, 1923년 3월 3일, 기사中. “每會員의 月捐金으로 十錢以上一圓以內로 決
定하얏스며 此를 貯蓄하야 日後會員中意外의 困難이나 又는 變禍가 有한 時에 救濟하
기로 決定하얏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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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이었다고 파악한다. 구촌(舊村)과 부락(自然村)을 정촌 행정질서로 통합하는 
지방재편을 통해 국가적 이익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관점이다(稲永祐
介. 2016: 20~21). 

전근대적공동체질서의 보수적 개량적 수정의 측면과 국가 중심의 지방
행정개혁의 측면이 일본 학계의 기존연구에서 고려된 ‘지방개량운동’의 두 초
점이었다면 여기에 더해 식민지에서는 계몽과 교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도 근면과 검약 · 절제 등 계몽주의적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정신운동의 측면
에서도 고찰되어왔다. 국내 연구에서 다루어진 ‘정신과 사상의 통제(김영희, 
2003: 155), ‘사회교화의 강화’(예지숙, 2017)의 측면은 식민주의 ‘지방개량’의 
성격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식민지 지방개량을 지방통
제정책의 일환으로서 혹은 사회교화체제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관해서 본 연구는 식민권력이 지방개량을 실체성 있는 사업으로서 추진했다기 
보다는 식민지 행정의 일원적 효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일종의 선
전체제로서의 효과에 주목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접근하였다. 

3. 1920년대 식민지 ‘지방개량’ 활동

1920년대 초반에는 도단위 지역에서 ‘지방개량위원회’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21년 3월 30일자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함경북도훈령제11호로 ‘지
방개량위원회규정(地方改良委員會規程)’이 공포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식
민지 조선의 ‘지방개량위원회’의 성격이 드러나 있다. 이 위원회는 사실상 도
(道)행정과 도지사(道知事)가 관할하는 관제적 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식민지 ‘지방개량’의 목표가 시정방침의 주지(施政方針의 周知)로
서 제시되어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지방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목
표로 제시되었으며 선전 매체로서 활동사진이나 강화 · 강습이 고려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143) 제2조의 3)에 ‘地方中心人物의 養成에 관한 사항’ 4) ‘洞契

143) 『朝鮮總督府 官報』, 1921년 3월 30일, “함경북도훈령제11호”. “제1조 施政方針의 周
知 社會敎化에 관한 조사 및 시설을 위해 지방개량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 本會에서 
調査와施設이 될 사항의 槪目은 좌와 같다. 1) 병합의 정신 및 시정방침의 주지보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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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年會 등 지방교화, 단체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어 관제적 지도조직의 
위상을 갖추려고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지방개량의 구체적 실천단위는 군(郡)단위에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군수(郡守)들이 사업의 구심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144) 윤해동
(2006)의 연구에 따르면 1917년 면제시행 이후 군(郡)의 권한은 ‘면을 감독하
는 기능’이 있었고 행정사무로는 보통학교를 운영하는 사무와 삼림조합이나 
농회(農會) 등의 각종 산업단체를 관리하는 사무 두 가지가 있었다. 아울러 농
회, 금융조합, 기타 산업조합 등의 관제 단체가 군을 단위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고, 군 직원이 관제 단체를 관리 감독하면서 재원의 일부를 단체로부터 
충당하고 있었다(윤해동, 2006: 107~116). 사실상 지역의 관제단체는 군을 중
심으로 관리되고 활동한 측면이 강했음을 보여준다. 

식민지 조선에서 지방개량강습회의 시작은 내지 內務省과 교섭하여 
조선총독부 직원과 청주군수, 달성군수, 釜山府 事務官 등이 내무성의 강습회
에 파견되기로 결정된 1920년 5월 경부터 본격화 된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 소개된 내무성 지방개량강습회의 과목은 ‘地方當局者의 心
得’, ‘地方行政一般의 事故’, ‘社會問題’, ‘勞資協調’, ‘民資增殖’ 등 당시 행
정, 사회 현안들이 다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한 
‘지방개량강습’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145)

‘지방개량’의 선전방법으로는 강습회와 더불어 ‘地方改良活動寫眞’의 
巡廻映寫등이 추진되었다. 특히 1920년 ‘지방개량 5대 강령’이 전 관내에 공

관한 사항 2) 活動寫眞幻燈의 利用에 관한 事項 3) 講話講習 기타 他地方中心人物의 
養成에 관한 사항 4) 洞契靑年會 기타 他地方敎化에 관한 團體指導에 관한 사항 5) 管
內에 있어서 施設과 各種狀況의 周知紹介 및 內池事情의 紹介에 관한 사항 6) 順回文
庫 기타 他官公吏修養에 관한 사항 7) 기타 本會의  目的上必要한 사항 제3조 本會의 
委員長 一人과 委員 若干人을 둔다. 委員長은 內務部長 등 道事務官으로서 충당하고 
위원은 道職員中에서 道知事가 명한다. 調査또는 施設上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道
知事가 前項以外의 사람으로 委員을 囑託한다 제4조 委員長은 會務를 總理한다. 委員
은 委員長의 指揮를 받아 會務를 分任한다. ……”

144) 내무성이 地方理事官과 郡長 등을 소집하여 지방개량에 관한 강습회를 동경에서 개
최하는데 조선인 군수가 역대 최초로 2명(청주군수, 달성군수) 참여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는 ‘지방개량’의 주도적 추진 세력이 군수라는 것을 보여준다(매일신보, 1920년 5
월 8일). 

145) 『동아일보』, 1920년 5월 7일, “地方改良講習會員派遣”.; 『매일신보』, 1920년 5월 8
일, “地方改良講習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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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된 강원도의 경우 춘천에서 1920년 9월경 試寫(會?)를 개최하였는데 반응
이 좋자 각지로 순회영사하여 지방개량의 홍보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지방개
량에 근대적 미디어가 효과적 수단으로 동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46) 한
편, 지방개량은 사회과가 주축이 되었지만 稅務課 衛生課 등과 連絡하여 사업
을 진행하기도 했고 지방에서는 道廳地方課가 사업의 주체 역할을 맡기도 했
다.147)

또한 강원도에서는 1921년 1월 최초로 ‘地方改良活動寫眞隊’가 조직
되어 활동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大塚 지방과장이 통솔하는 이 활동사진대
는 홍천, 횡성을 경유하여 원주에서 3일간 활동사진을 상영하였다. 비교적 성
황을 이루어 매일 밤 약 이천여명 관객이 모였다고 한다. 활동사진 상영과 더
불어 지방과장의 시국에 대한 講話도 있었다. 활동사진의 상영과 더불어 지방
행정 담당자의 강연과 시정홍보도 함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148)

한편, 전라북도 全州에서는 矯風會의 주최로 총독부 일본인 囑託 직
원을 불러 지방개량 講話를 가졌는데 이 일본인 囑託 직원이 조선어에 능해 
장시간 조선어로 강연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149) 주지할 것은 강원
도의 興風會나 전주의 矯風會와 같은 단체들이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내지의 지방자치 제도와 町村會의 운영에 견주어 볼 때 식민지 
조선에는 面을 포함한 지역과 지방민을 포함하는 형태의 자치 혹은 자치회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찰하면 이런 단체들은 강원도 흥풍회의 사례
처럼 道나 郡이 중심이 되는 지방 관제 교화단체의 성격을 가진 단체일 가능
성이 높다.150) 이러한 유사-자치 혹은 사이비-자치 단체를 동원하여 사실상 
총독부의 시정 방침을 선전, 홍보하는 것은 식민지 ‘지방개량’이 갖는 특유의 
성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지방개량을 시행하면서 3 · 1운동을 騷擾로 규정하

146) 『每日申報』, 1920년 10월 2일, “地方改良活動寫眞”.
147) 『조선일보』, 1923년 12월 9일, “平南道納稅宣傳隊 活動과 講演”.; 『조선일보』, 1923

년 11월 6일, “講演과 活動寫眞”.
148) 『每日申報』, 1921년 1월 27일, “活動寫眞隊造講”.
149) 『每日申報』, 1921년 2월 5일, “地方改良講話會”.
150)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지방제도에 대한 차이에 관해서 살펴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山崎犀二(1937); 山中永之佑(2002); 윤해동(2006);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일제시대사 
연구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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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대한 주의환기를 표명한 것은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 관련 기사에서 확
인할 수 있다. 3·1운동의 여파가 총독부의 지방개량 혹은 地方敎化 施政宣傳 
착수와 시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매일신보 1921년 2월 17일자
는 3 · 1운동 후 各道當局에 通牒하여 全鮮一齊히 地方敎化 施政宣傳 事業이 
실행키로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경우는 관련 예산 五萬
圓을 計上하여 사업에 착수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地方敎化事業
은 此에 時宜를 得한 것’으로 규정하고 경기도의 경우 囑託員을 置하여 道內
各地에 出張케하여 ‘地方改良 施政衆知 宣傳’을 행하게 한것이다. ‘地方改良 
施政衆知 宣傳’에 행정 사무의 우선순위를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법으로
는 活動寫眞 혹은 幻燈 畜音機 등을 이용하고 撮影機를 구입했다는 내용도 
있다. 또 隨時名士를 聘하여 각지에 講演을 열고 面里의 吏員과 有力者를 蒐
하야 地方改良社會事業講習을 열도록 하였다. 地方의 長老善行者 등을 表彰
하고 7,80명의 관광단을 조직하여 內地 町村을 시찰케하는 등의 방법론이 제
시된다.151) 근대적 미디어를 동원하여 지방에 침투하여 시정을 선전하고 갖가
지 표창과 여행단 등을 통해 지방민들에게 다가간 식민권력의 ‘지방개량’ 실
천은 선전통치활동을 통해 식민지 지방사회를 규율하고 통제 · 포섭하려했던 
식민권력의 의도를 보여준다.152)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의 데이터베이스153)를 이용하여 ‘지방개량’이 
포함된 기사의 빈도수를 1920년부터 1945년까지 정리하였는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정확한 빈도수를 보여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대체적인 추세를 보여주
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개량’ 관련 기사의 빈도는 1920년
대 초반(1923년경) 부터 중반(1925년)까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관련 기사는 1926년을 기점으로 대체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

151) 다음날 간행된 매일신보의 한글기사에는 “사업은 명사의 강연회와 내지 정촌리원을 
촉탁하야 모범촌 등의 조사를 행하야 선전코자 내지 관광단을 조직하며 활동사진을 선
전하는 등인데 관광단은 십년도에 륙십명식 한단체로 하야 네단체를 내지로 보낼터이며 
선전부에서 다소의 보조를 교부하여 내지의 문화에 접촉케하며, 정촌자치의 실경에 접
촉케할터이며 활동사진선전은 오천원으로 촬영기계를 구입하야 내지의 모범촌과 우량촌
에 현상을 명시하여 대선전을 행할터이라더라”라고 풀이되어 있다. 『每日申報』, 1921년 
2월 18일, “지방자치 시정개량에 관한 경기도의 대선전”.

152)  『每日申報』,  1921년 2월 17일, ‘地方敎化事業’.
153) https://www.nl.go.kr/newspaper/searchEla.do



- 103 -

다.154) 1920년대 초중반 시기가 식민권력이 가장 많은 ‘지방관련’ 기사를 생
산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림 1> 연도별 ‘지방개량’ 관련 기사 출현 빈도

지방개량반(地方改良班)이 조직되어 활동한 지역도 있었다는 사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안남도에서는 지방개량반(地方改良班)이 조직되어 순회 활동 
예정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순회의 목적은 “地方民心을 指導하며 民力의 涵
養을 圖키 위하여”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낮에는 “地方有力者와 懇談 야간에
는 일반 민중을 위하여 活動寫眞과 幻燈을 사용하여 일반의 귀목을 娛樂케 
하며 時局과 其他事情에 관하여 필요한 강연도 할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지
방개량반은 군수급의 理事官이 주축이며 주로 郡내의 각 面 단위로 講演 중
심의 지방개량 활동이 펼쳐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155)

동아일보 1922년 7월 11일 기사는 7월 6일부터 평안남도에서 “地方
改良班이 實行에 着手하였다”고 기록하여 실제 지방개량반이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행계획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晝間은 지
방에 있는 유력자들을 집합시켜 講演을 하고 夜間은 活動寫眞 또는 幻燈을 
사용하여 일반 민중을 지도하는 것으로 講話의 요령은 施政方針과 關係法令
을 기초로 1. 民力涵養과 風俗改善, 2. 敎育普及, 3. 産業奬勵, 4. 交通普及, 

154) 1930년대 초반에 다시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155) 『매일신보』, 1921년 6월 23일, “地方改良班巡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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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衛生普及, 6. 納稅義務履行”으로 소개하고 있다.156) 
1921년 10월에는 경기도에서도 地方改良班 活動이 확인된다. 1921년 

부터는 地方改良 선전방법으로 특히 지방 민중들에게 영사기를 이용한 活動
寫眞 상영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근대적 미디어를 이용해 총독부의 施政方針
을 선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고 상대적으로 근대문물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
방 농촌 사회에서 일반 민중들을 소집하는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경기도는 “寫眞班2명을 帶同하고 공립경성농업학교의 稻刈取其他實習狀況 촬
영을 실시하는등 出張映寫”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으로 확인된다.157) 

1920년대 지방개량사업에서 活動寫眞을 통한 宣傳활동이 언급된 지
역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1923년의 경우 <전라남도 長城郡(장
성공립보통학교)158)>, <경산남도 山淸郡, 咸陽郡, 居昌郡, 陜川郡159)> <강원
도  伊川郡(이천공립보통학교)160)>; <경상남도 창원군161)>, <평안남도 平原郡, 
安州郡, 龍岡郡, 大同郡162)>, <경기도 高陽郡163)>, 1924년의 경우 <경상남도 
河東郡(하동공립보통학교)164)>, 1925년의 경우 <전라북도 赤裳面, 山西面, 龍
漂面, 南原, 濟原面165)>, <경상남도 거창군 馬(里?)面, 渭川面, 南上面, 南下
面, 加祚面, 北上面, 能陽面166)>, <강원도 江陵面(江陵面事務所樓上會議
室167))>, <전라북도 鎭安郡, 용담면(장소는 각면 관내에 在한 公立普通學校運
動場)168)> ), 1926년의 경우 <경상남도 陜川郡, 昌寧郡 面里169)>, 1927년의 
경우 <경상남도 통영군170)>, 1928년의 경우 <경상남도 泗川郡(忸洞공립보통

156) 『동아일보』, 1922년 7월 11일, “地方改良班巡講”.
157) 『매일신보』 1921년 10월 13일, “地方改良班 活動”.
158) 『매일신보』 1923년 6월12일, “地方改良活動寫眞巡講”.
159) 『조선시보』 1923년 8월 7일, “地方改良活動寫眞”.
160) 『조선일보』 1923년 11월 6일, “講演과 活動寫眞”.
161) 『조선일보』 1923년 12월 6일, “昌原地方活動寫眞”.
162) 『조선일보』 1923년 12월 9일, “平南道納稅宣傳隊 活動과 講演”.
163) 『조선일보』 1923년 7월 10일, “活動寫眞延期”.
164) 『조선일보』 1924년 5월 13일, “活動寫眞隊來河”.
165) 『매일신보』 1925년 4월 11일, “全羅北道의 地方改良宣傳”.
166) 『부산일보』, 1925년 9월 13일, “地方改良活動寫眞”.
167) 『매일신보』, 1925년 10월 29일, “地方改良宣傳”.
168) 『조선일보』, 1925년 11월 7일, “地方改良宣傳”.
169) 『부산일보』, 1926년 10월 6일, “地方改良活動寫眞”.
170) 『부산일보』, 1927년 4월 22일, “地方改良活動寫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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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泗川邑 東面(면사무소부근), 사천읍 西공립보통학교, 사천읍 南공립보
통학교, 南陽面 남양공립보통학교, 南海郡 昌善공립보통학교, 남해군 西面공
립보통학교, 雪川공립보통학교, 古縣공립보통학교171)>, <경상남도 晋州, 河東
郡, 靑岩, 赤良, 金陽, 統營郡, 長承面, 河東郡, 古田, 良甫, 岳陽(岳陽公立普
通學校), 花開, 釜山172)>. 

이상의 경우는 식민지 지방개량이 선전활동으로서 전개된 것임을 뒷
받침하는 사료들이다. 1920년대 후반까지는 주로 군 · 면 단위로 ‘地方改良 
活動寫眞 巡回’ 활동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행사는 군이나 면소재
지의 공립보통학교(운동장)에서 열리는 경우의 수가 많았으며 면사무소 부근
의 장소에서 열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좀 더 자세히 눈여겨 볼 기록은 
1929년 들어서면서 경남지역의 地方改良活動寫眞 巡回가 陜川과 居昌 군내
의 指導部落 그리고 勸農共濟組合所在地인 里단위로 침투해 들어갔다는 내용
이다. 결정된 地方改良活動寫眞 巡回일정을 보면 “1929년 6월 18 陜川郡 大
陽面 德亭里, 6월 19일 草溪面 官坪理, 6월 20일 栗谷面 項谷里, 6월 12일 
治爐面 下林里, 6월 14일 居昌郡 南上面 茂林里, 6월 15일 南(?)面 武陵里, 
6월 16일 馬(?)面 迫勝里, 6월 18일 能陽面, 東湖里” 등으로 里단위에서 본
격적으로 巡回일정이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73) 

식민권력은 地方改良活動寫眞 巡回의 성과를 기관지나 일인 소유의 
신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지만 그 본질적 성과는 부재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강원도에서는 공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점은 흥미롭다. 조선일
보 1925년 3월 9일자 기사에는 “民衆意思에 背馳되는 敎化는 斷然廢止”하라
는 기사가 실린다. 3월 6일 개최된 강원도 평의회에서의 강원도의 地方改良事
業의 방법과 강연자의 자질부족 비용낭비 등에 관한 문제제기를 기사화 한 것
으로 요지인즉 “종래에 소위 지방개량이라는 목적으로 敎化主事를 지방에 출
장케하야 演說 혹은 活動寫眞映寫를 하고... 별로 효과도 업슨즉 인건비를 減
하고 兼하야 他方策으로 지방개량을 하여주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지방개량의 연설과 강연 그리고 활동사진 影寫가 식민권력의 홍보와 

171) 『부산일보』, 1928년 5월 17일, “地方改良活動 寫眞巡回映寫”.
172) 『朝鮮時報』, 1928년 8월 21일, “地方改良 活動寫眞”.
173) 『朝鮮時報』, 1929년 6월 13일, “地方改良活動寫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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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별 다른 효과가 없었고 실제 지방개량의 본질적 업무와는 별 상관이 없
는 식민권력의 선전과 홍보수단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활동사진이나 연설 가튼 것은 實質的이 아니요 形式的임으로 지방개량의 진
보는 도달치 못할 줄로 자신하노라”라는 자성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도단위에
서 교화를 맡은 敎化主事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지식이 淺薄하여 地方人民
을 敎化할만한 자료가 업슴을 不拘하고 道當局에서 使用함은 事業費로 예산
을 편성함이 아니요 교화주사란 자를 위하여 計上 함인줄로 사료하며”라고 하
여 교화주사의 자질 문제와 예산의 낭비를 지적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地方
人民”을 無視하는 처사라고 언급하고 있다.174) 식민지 지방 인민에 대한 권리
와 제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거의 모든 예산을 敎化담당자와 活動寫眞映寫 순
회 비용으로 사용하여 조선총독부 시정홍보가 사실상 식민지 지방개량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제3절. 조선총독부 ‘지방개량강습회’ 분석

1. ‘제1회지방개량강습회’ – 지방개량강습회강연집 분석

일본의 경우 내무성과 내무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관제적 사업이었다는 
비판이 있지만 ‘자치’와 ‘공공적정신’의 육성한다는 명목하에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는 관점
에서 「지방개량운동(地方改良運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업’과 ‘운동’의 
두 트랙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앞선 연구를175) 인용하여 밝힌바다. 
또, 일본은 정당과 관료와 군부가 각기 지방개량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갖고 
있었고 지지층이 달랐기 때문에 지방에서 각기 다층적 실천을 통해 대립하거
나 경쟁했다는 점은 조선총독부의 획일적인 하달방식에 의존했던 식민지 조선
에서의 실천과 중요한 차이점이다.176) 

174) 『조선일보』, 1925년 3월 9일, “民衆意思에 背馳되는 敎化는 斷然廢止”.
175) 金宗植(2002, 26)의 연구는 이에 대한 근거가 된다. 
176) 이에 관해서 최자명(2003, 117)은 1910년대 부터는 정우회를 중심으로 한 정당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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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내무국의 주도로 간행한 제1회, 제3회 지방개량강습회강
연집(地方改良講習會講演集)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지방개량강습회의 성격을 
규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라고 생각된다. 지방개량강습회(地方改良
講習會)의 강연 내용 등 구체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관련 사료들은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이다.177) 

제1회 지방개량강습회강연집은 조선총독부가 1922년 2월 20일에 발
행하였다. 자료의 서두에 “이 강연집은 1921년 여름 개최된 제1회지방개량강
습회에서의 강연을 輯錄한것으로 이번 기회에 기궐(剞劂)하여 당국자의 참고
를 위해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 사료는 일반 민중들을 위해 공개된 
자료가 아니며 소위 식민지 관료 및 행정 당국자들의 업무의 참고자료로서 제
공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178)

강습의 대상은 각도의 군수(郡守) 및 도이사관(道理事官)을 소집하여 
개최되었고 조선총독부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일방적인 훈시와 강연을 중심으
로 전개된 하달식 관제 강연회였다. 강연집 말미에는 부록으로 ‘조선총독부 
제1회 지방개량강습회상황(狀況)’이 기술되어 당시 강연회의 면모와 목적을 파
악할 수 있었다. 강연의 목적이 ‘지방행정 진흥과 군(郡)의 활동에 대비해야할 
것으로 각도 이사관(理事官)과 군수(郡守) 50명179)을 소집하여 1922년 6월 14
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180) 개회는 1922년 6월 14일 오

이 집표의 루트를 장악하기 위해 “현지사와 정촌의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렸고 이
들의 이익을 확대하는 노선을 펼쳤다”고 분석하였다.

177) 식민지 조선에서는 ‘지방개량’, ‘지방개량강습’, ‘지방개량강연’ 등의 표현은 사용하면
서도 ‘지방개량운동(地方改良運動)’이라는 제목을 표방한 사료는 발견하기 힘들었다. 

178) 朝鮮總督府, 1922, 第1回 地方改良講習會講演集. 이하 「講演集1」로 표기한다. 
179) 강습종료자 기준으로 참석행정기관과 기관장을 지역별로 정리하면 경기도 도이사관, 

강화군수, 장단(長湍)군수, 시흥(始興)군수, 가평군수, 충청북도 충주군수, 제천군수, 충
청남도 서산(瑞山)군수, 대전군수, 천안군수, 전라북도 정읍군수, 순창군수, 김제군수, 
전라남도 도이사관, 영암군수, 영광군수, 무안군수, 강진군수, 경상북도 경주군수, 달성
군수, 선산군수, 김천군수, 영주군수, 경상남도 진주군수, 합천군수, 창녕군수, 양산군수, 
황해도 도이사관, 연백군수, 서흥(瑞興)군수, 황주군수, 평안남도 대동군수, 순천(順川)군
수, 맹산군수, 평안북도 위원(渭原)군수, 의주군수, 삭주(朔州)군수, 후창(厚昌)군수, 강원
도 평강(平康)군수, 춘천군수, 양구군수, 고성군수, 울진군수, 함경남도 정평군수, 문천
군수, 이원군수, 장진군수, 함경북도 경성(鏡城)군수, 길주군수, 경원군수로 도이사관 3
명, 군수 47명이다. 

180) 당시 대부분의 군수는 조선인이었다. 조선인 군수와 식민지 지방행정에서 군의 독특
한 지위와 역할에 관해서는 홍순권, 1995, “일제시기의 지방통치와 조선인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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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1시부터 조선총독부 본부 제1회의실에서 西村식산국장, 守屋비서관, 小田
편집과장, 渡邊제1과장, 矢島제2과장과 각사무관의 임석하게 개회식을 거행하
였고, 총독의 훈시와 강습원 총대표인 충주군수의 답사가 있어 11시 30분에 
개회식이 종료되었다. 강연자들은 강사관(講師官)으로 지칭하였으며 총강연시
간은 39시간이었다. 대표적 인사로 정무총감이 1시간 30분, 경무국장이 3시
간, 식산국장이 4시간, 내무국장이 6시간, 재무국장 3시간, 토목부장 3시간 등
으로 강연시간이 짧게는 1시간부터 길게는 6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講演集1, 1922: 547~548).

사실상 제1회 지방개량강습회는 식민지 조선의 군수(郡守)들을 대상
으로 한 관제강습회였다고 볼 수 있다. 지방개량에 있어 군(郡)의 역할을 강조
한 것은 주목을 끈다. 식민권력은 군을 식민지 지방행정의 요충지로서 보고 
식민지 주민들을 통제하고 교화하는 역할을 지시하였으며 지방주민의 통제와 
교화를 위해 군수(郡守)의 역할과 지위를 적극 이용하려고 하였다. 아래와 같
은 발언들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군수(郡守)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 극히 중요한 지위이다. 한편
으로는 면(面)의 행정을 감독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면민의 의사를 상급관청
(上級官廳)에 전달하는 기관이다……총독정치의 진의를 일반민중에 양해(諒解)
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중대한 관계가 있다…만약 제군(諸君)의 관하에 있는 
인민이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들이 열심히 조선개발을 위해 일하
는 것들도 어떤 실효를 완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講演集
1, 1922, “정무총감훈시”: 2~3181))

총 625페이지의 장문으로 기록된 자료집은 ‘第1回地方改良講習會에 

일고찰”, 『國史館論叢』 第64輯. 참조. 그는 식민지기 군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즉, 일제는 군을 도(道)의 지배를 받는 관치행정의 하급기관, 감독기관화하면서 조
선인을 기용하여 지배의 효과를 높이려고 했다. “기만적인 형태의 자문기관조차도 도 
및 부, 면에 실시되면서도 군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그것은 군이 독립된 행정 단위로서
보다는 도의 행정과 면의 행정을 매개 하는 지방행정의 보조적 기능만을 맡았기 때문이
었다. 또 관치행정을 기본으로 한 일제의 지방통치에 있어서 ‘군협의회’ 따위의 설치가 
자칫 조선인 군수의 권한을 강화시킬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인 
기준의 적용은 무엇보다 府와 지정면의 長이 이미 일본인이었던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
다고 보여진다. 군은 원칙적으로 조선인을 군수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협의회의 설치가 
필요 없었던 것이다(홍순권, 1995: 45)”

181) 정무총감 미즈노(水野錬太郎)의 훈시에 이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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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總督訓示’, ‘政務摠監訓示’, ‘忠州郡守의 答辭’에 이어 구체적인 내용과 
강연담당자 및 강연주제가 기록된 목차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순서를 주의해서 살펴보면 정무총감 미즈노의 ‘제1회지방개량강습회에 대하
여’라는 강연 이후에 경찰국장인 아츠시가 ‘상해 임시정부의 상황 (上海假政

第1回 地方改良講習會講演集
담당자 주제

水野鍊太郞[政務總
監] 

제1회지방개량강습회에 대하여 (第一回地方改良講習會に
際して)

赤池濃[警察局長] 상해 임시정부의 현상(上海假政府の現狀)
赤池濃[警察局長] 사상문제와 경찰에 관하여(思想問題と警察に關して)
西村保吉[殖産局長] 조선산업의 대세(朝鮮産業の大勢)
西村保吉[殖産局長] 관리의 취미(官吏の趣味)
大塚常三郞[內務局
長] 공공단체의 운용(公共團體の運用)

河內山樂三[財務局
長] 재무행정에 관하여(財務行政に關して)

時實秋穗[監察官] 수감(隨感)
原靜雄君[土木部長] 조선에 있어서 토목행정(朝鮮に於ける土木行政)

丸山鶴吉[事務官] 전후의 2대사조와 공정한 사조의 비판(戰後の二大思潮と
公正なる思潮の批判)

丸山鶴吉[事務官] 근대사회사업의 대세(近代社會事業の大勢)
守屋榮夫[秘書官] 평범의 선정(平凡の善政)
松村松盛[事務官] 조선교육의 과거현재 및 장래(朝鮮敎育の過去現在及將來)
菊山嘉男[事務官] 회계사무에 관해서(會計事務に就て)

渡邊豊日子[事務官] 면행정에 관한 근시의 문제에 대해서(面行政に關する近時
の問題に就て)

半井淸[事務官] 사무의 정리간첩에 관하여(事務の整理簡捷に就て)

半井淸[事務官] 법령의 보급철저 및 시정의 주지에 관해서(法令の普及徹底
及施政の周知に就て)

矢島杉造[事務官] 수리조합에 대해서(水利組合に就て)

<표 7> 第1回 地方改良講習會講演集 - 강연담당자 및 강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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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の現狀)’과 ‘사상문제와 경찰에 관하여(思想問題と警察に關して)’라는 두 강
연을 맡고 있다. ‘지방개량강습회’를 표방하면서도 ‘독립운동’과 ‘사상문제’를 
서두에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연의 순서와 빈도에 유의하여 살펴보면 서언(序言)은 ‘조선총독부 
내무국’이 기술하였고 총독훈시(總督訓示), 정무총감훈시(政務總監訓示)가 뒤
를 잇는다. 강연회 청중(聽衆)의 대표로 사료되는 충주군수의 답사(答辭)가 있
고 이어서 강연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정무총감, 경무국장, 식산국장, 내무국
장, 재무국장, 감찰관, 토목부장, 사무관, 비서관, 사무관의 순으로 강연이 전
개되었으며 경무국장과 식산국장 사무관이 각각 두 주제를 발표했다. 

강연 내용 중 경찰국장(警察局長)인 아츠시가 발표한 ‘상해 임시정부
의 현상(上海假政府の現狀)’의 내용은 당시 식민권력이 인식한 한국 임시정부
의 독립운동 실상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임시정부의 활동과 미국의 국제정책, 
수원제암리학살사건과 관련한 국제적 여론에 대한 식민권력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이 내용은 조선총독부 시정25년사에도 간략히 기술되어 있는데 해외에
서의 독립운동을 불령자들의 불온계획으로 격하시키려는 시각과 의도가 담겨 
있다(小田省吾. 2019; 322~323). 

경찰국장 아츠시는 “상해의 임시정부가 출현한 시점이 당시 아메리카
의 부상과 관련이 있으며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 헤게모니가 구라파에서 
아메리카로 옮겨갔고 재력과 병력에 있어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미국이다”라
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윌슨 대통령이 세계 제1의 영웅이라고 기술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의 의도에 의해 개조되어 가고 있음을 밝히
고 있다. 당시 “미국이 강대국의 군비는 제한하고 반대로 약소국을 지원하고 
보호하면서 미국이 희망하는 공화국화하는 방향이 미국의 여론”이라고 소개하
고 있다. 또,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을 경계하면서 “이들이 
공화국을 표방하면서 미국을 배경으로 미국적 공화국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
다”고 기술한다. 특히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안창호의 역할182)

182)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大正7년 11월에 안창호, 정한경(鄭翰景), 노
백린(盧伯麟) 등이 종래 아메리카에 조선국민협회 외에 흥사단조선무협단호국독립군이
라는 것을 조직하여 크게 활동하고 있었다. 여하튼 다이쇼 7년 11월 이래 아메리카에서
는 제종(諸種)의 단체와 여러 행동들이 발발하고 있었다. 따라서 …… 상해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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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중있게 언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講演集1, 1922 “上海假政府の現狀”: 
26~29). 

한편, 제1회 지방개량강습회강연집(地方改良講習會講演集)에서 ‘지방
제도의 운용’에 관한 기술은 내무국장 大塚常三郎이 발표한 ‘公共團體의 運
用’에 나타나있다(講演集1, 1922: 119~177). 내무국장 大塚는 전근대, 구한국
정부의 지방제도를 격하시키고 비판한 후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지방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내지의 지방제도와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식민지 조선 지방제도에 대한 비판들을 수합하여 답변하는 형태로 논지를 전
개하고 있다. 총독부 관료의 전형적인 식민주의적 인식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내무국장 大塚는 “조선의 지방제도는 구한국정부의 시대에 있어 오로
지 관치(官治)의 제도였다”고 폄하하면서 “극단적인 전제(專制)가 행해져왔다
고 생각한다……최하급의 동리(洞里)라고 하는 부락(部落)만이 어느정도(幾分) 
자치적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된다.”라고 평가절하하였다. 또 “국가의 행정전
체가 극히 소극적인 행정으로 적극적으로 민중의 복리를 증진 시키는 움직임
의 측면은 적었다. 비정(秕政)이 오래 지속되어 일반의 인민은 오히려 자기의 
안전이익을 보호하는 하는데 치중하였다. 따라서 공공(公共)을 위해 움직이는 
관념이 발달할 여지가 극히 결여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언급하고 있
다. 이어서는 “또 동리의 위의 구역으로 다소 자치적 면영(面影)이 없었던 것
은 아니다.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자치의 아생(芽生)같은 것이 보이고 있다. 
즉, 군에는 향청 같은 것이 있어서 민선의 역인으로 행정의 사무를 보게하였
고 향약 같은 것에 의해 군의 풍교(風敎)를 유지하여 민풍(民風)을 개선하는 
방면의 움직임도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법문전장(法文
典章)이 잘 갖춰져 있는것 치고는 실제로는 공문(空文)에 그치는 것이 많았다
고 보여진다.……대체로 조선의 구시대에 있어서 자치라고하는 것은 극히 발
달하지 않은 정도의 것이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적고 있다(講

북경에 있는 자가 모두 연락을 취해 어떻게하면 음모가 성취할까는 것에 대해 종종의 
방안을 두루두루 생각했다. 여기에서 예수교(기독교)와 천도교가 악수(握手)하였다. 이 
사조(仕組)는 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중 안창호(安昌浩)가 제1착(第1着)으로 
계획한 것이다”(講演集1, 1922, “上海假政府 の現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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演集1, 119~120). 
이어서 大塚는 1920년 10월 시행된 지방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

나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작년의 지방제도는 자치제도는 아니
다”라고 규정한 것은 살펴볼 부분으로 사료된다. 장래의 자치제도에 대한 사
다리(階梯)이자 자치제를 위한 훈련기관이라 소개하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지
방제도시행 당시에도 각종의 비난이 있었음을 언급한 부분이다. 그는 크게 3
가지의 비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번에 시행된 지방제
도라는 것은 자치체(自治體)가 아니라 단순한 자문기관(諮問機關)을 만든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론(議論)”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에 관해서 大塚는 “사회의 
발달에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제도와 같이 민도의 발
달에 응해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효과를 거두는 확실한 
민중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소이(所以)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두 번
째로 “그 선거에 있어서 제한선거를 한것이 옳지않다(不可)는” 비판에 관해서
는 “일국의 민중이 대체로 지식이 평균하여 찾고 공공을 받드는 자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논자(論者)의 의견이라는 것이 확실히 존재하지만 오늘 날
의 상황에 능히 그 민중의 복리를 판단하는 자를 최하급의 노동자(勞動者)까
지 가지게 하자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항산(恒産)
과 항심(恒心)이 있는 자의 의견으로서 정치를 진행시켜나가지 않으면 안된
다”고 답하고 있다. 세 번째 “제한선거의 제한액이 극히 높다고 말하는 바”에 
대해서는 “내지는 국세 조선은 부단체세(府團體稅)를 표준으로 하는 즉, 그 근
본에 차이가 있고 면행정에 있어 인건비 비용이 높고 공공단체로서 그 사업이 
경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
다(講演集1, 123~126). 식민지 사회의 자치적 전통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일본
이 차별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서는 궁색한 논리로 밖에 대처하지 못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의 ‘제도’, ‘주체’,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을 
회피하면서 ‘자치의 훈련(訓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식민권력의 시
정방침에 협조하는 인민을 창출해내려는 식민권력의 의도가 드러난다. 식민주
의적 우민관에 기초한 이들의 논리는 식민지 사회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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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주체적 · 결사체적 원리에 기반해 ‘公共’을 이해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며, 식민주의적 인식과 제도를 정당화시키고 대신에 지방 민중으로하여금 
식민권력이 주도하는 ‘공공을 떠받드는’ 신념을 함양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
에 따라 자치적 중간단체의 본질적 역할은 부정된 채 다양한 식민지 관제단체
들은 지방 ‘一村一鄕’의 인민을 식민국가와 직접 매개시키는 역할이 주가되어 
결론적으로는 식민지 전반의 협동적 동원체계를 형성시키는 데 일조하게 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183)  

2. ‘제3회지방개량강습회’ – 지방개량강습회강연집 분석

제3회 지방개량강습회는 1923년 8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각 지
역의 군수 50명을 초청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당시 조선총독부 내
무총감은 미즈노의 뒤를 이어 아리요시有吉忠一184)가 맡고 있었다. 第3回 地
方改良講習會講演集185) 담당자와 강연 주제는 아래와 같다186).

183) 식민지시대의 지방제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는 신용하, 2006, 『일제 
식민지정책과 식민지근대화론 비판』, 문학과지성사.에 언급된 ‘근대적 하위제도’에 관한 
인식론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식민지시대에 어떤 부문에서는 근대적 하위(下位)
제도가 성립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하위제도는 기본적 제도를 보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사회구조의 특질을 결정하는 기본적 제도의 근대적 
발전과 병행하는 것이 아니며 하위제도적 성격 때문에 본래의 근대적 기능을 제대로 수
행하지 못한다”는 평가이다(신용하, 2006: 179).

184) 아리요시에 관해서는 이형식, 2010, “중간내각 시대(1922.6-1924.7)의 조선총독부”, 
『동양사학연구』, 113. 참조. 아리요시는 일본에서는 千葉縣, 宮崎縣, 神奈川縣, 兵庫縣
에서 근무했고 한일병합 전후 통감부 총무장관, 총독부 총무부장관을 역임했던 경력이 
있었다(이형식, 2010: 274-275). 

185) 朝鮮總督府, 1924, 『第3回 地方改良講習會講演集』. 이하 「講演集3」로 표기한다.
186) 강연집이 인쇄본으로 출간된 것은 1924년 1월이었다. 

第3回 地方改良講習會講演集
담당자 강연과목

有吉忠一[政務總監] 시정(施政)상의 희망 [30분]
大塚常三郞 如是我觀共産主義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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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回 地方改良講習會’에서는 경찰국장 아츠시赤池濃의 강연이 정무총감 다
음으로 두 번째 순서였으나 ‘第3回 地方改良講習會’에서는 내무국장인 大塚常
三郞의 강연이 두 번째 순서를 차지하여 조선총독부 내에서 내무국의 위상이 
상승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187) 흥미로운 사실은 ‘第1回 地方改良
講習會’에서 ‘공공단체의 운용(公共團體の運用)’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던 내무
국장 大塚常三郞가 ‘第3回 地方改良講習會’에서는 ‘如是我觀共産主義’라는 사

187) ‘제3회 지방개량강습회강연집’의 서두에 기록된 목차에는 내무국장의 강연순서가 누
락되어 있는데 부록으로 제시된 ‘조선총독부제3회지방개량강습회상황’에는 내무국장 大
塚常三郞의 공산주의에 관한 강연 ‘如是我觀共産主義’이 추가되어 있다. 유추해 보면 
총 5시간에 걸친 이 강연이 원래 계획에는 없던 것이었으나 급히 추가된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강연집을 인쇄하면서 이 내용을 누락시켰을 가능성도 염두해 둘 수 있
다고 사료된다. 

[內務局長] 

西村保吉[殖産局長]
산업장려상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

 [4시간]
산업장려상 착안점 

松寺竹雄[法務局長] 민사령 및 호적령에 관하여 [1시간]
原 靜雄[土木部長] 조선에 있어서 토목행정 [3시간]
九山鶴吉[警務局長] 시사잡감(時事雜感) [2시간]
田中卯三[監察官] 지방행정의 감찰에 관해서 [2시간]
井上 淸[財務局長代, 
稅務課長] 재무행정에 관해서 [4시간]

大西一郞[庶務部長代,
調査課長] 통계 및 조사사무에 관해서 [1시간]

倉橋鋕[同, 文書課長] 사무간첩(事務簡捷)에 관해서 [1시간]
岡崎哲朗[同, 會計課長] 회계사무에 관해서 [1시간]
萩原彦三[學務局長代, 
學務課長] 조선의 교육에 관해서 [3시간]

科外講演

尾崎敬義[東拓理事] 일본의 은행제도 일반(一斑) [1시간]

深尾道恕[植銀理事] 공공사업에 대한 금융 [1시간]
上野良函
[軍司令部參謀] 구미열강군비의 추세 [1시간]

<표 8> 第3回 地方改良講習會講演集 - 강연담당자 및 강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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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제를 주제로 5시간에 걸쳐 강습을 맡았다는 사실이다. 즉, 당시 내무국이 
사상대책의 측면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3편의 과외강연(科外講演)이 추가된 것도 제1회 지방개량강습회
와의 차이점이었다. 동척이사인 尾崎敬義가 ‘일본의 은행제도 일반’에 대해서 
그리고 殖銀理事인 深尾道恕가 ‘공공사업에 대한 금융에 관해서’, 군참모인 
上野良函이 ‘구미열강군비의 추세’에 관해서 각각 발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
다. 

‘第3回 地方改良講習會講演集’의 내용 중 주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
는 부분은 경무국장인 丸山鶴吉의 ‘時事雜感’이라는 제목의 발표이다. 丸山는 
동경제대법과대학정치학과를 졸업한 내무성 출신으로 경찰관료가 된 인물로
서188) 사실상 보통경찰하에서의 경무행정을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그
의 강연은 ‘(1) 평화론 및 군축론을 평한다’, ‘(2) 공산주의적 사상을 평한다’, 
‘(3) 조선의 독립운동을 평한다’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당시 내무관
료들의 정세 인식이 담겨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 평화론 및 군축론을 평한다’에서는 1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의 
탄생 그리고 평화사조와 평화운동의 추세를 소개하면서도 “세계가 영원평화로 
나아가야하기 때문에 장래에 결코 틀림없이 (전쟁이)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심각한 오진(誤診)에 빠질수 있는 것이다……세계의 어떤 국가
들도 제국주의를 發揮하고, 그 군국주의(軍國主義)를 점점 발양하고 있는 모
양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평화주의적 사조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
히 평화주의 사조의 주창자로서 “사회학자의 일부 및 종교가 등이 이런 풍조
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 평화주의의 지지자로서 사회학자들과 종교
가들을 지목하고 있는 부분은 인상적이다.189) 최종적으로는 ‘국가중심’, ‘국가
본위’, ‘국가의 힘에 의지하는 국가주의’ 사조가 구라파 전쟁 후 각국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최후에 의뢰할 것은 ‘국민의힘(国民の力)’, ‘국
가의 권력’ …… 국제의 법규라든지 국제의 조약 등이 있지만 최후의 문제는 
결국 힘(力)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 군민의 여론이 ‘평화주의’나 ‘평

188)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제공 ‘近代日本人の肖像’를 참고하였다. 
     https://www.ndl.go.jp/portrait/datas/532.html
189) 『講演集3』(1923,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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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조’에 경도되어 국가를 무시하거나 “경박한 풍조에 찬동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군수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다.190)

‘(2) 공산주의적 사상을 평한다’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이 이입되지 않
도록 직접 지방청년을 지도하지 않으면안된다”고 당부하고 있는데 이 시기 군
단위에서 지방청년지도는 다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지방침투에 대한 
대항적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결
코 나쁜 사조는 아니다. 확실히 이상으로서 이와 같은 사회가 실현된다면 참
으로 훌륭할 것이다. 평화사회임에 틀림없다”고 평가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이상주의로 치부하면서 러시아의 ‘강제노동’과 ‘暴虐無慘한 적색군대’ 등 러시
아 사회의 실상을 비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자본주의 횡포와 빈부격차
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사회정책, 사회사업으로 점차 개선시키는 방안
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해결책에 대한 개량주의적 대응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191)

가장 눈여겨 분석해야할 곳은 ‘(3) 조선의 독립운동을 평한다’ 부분이
라고 생각된다.  당시 조선의 독립운동에 주력하는 조선사회의 분위기를 염두
해 두면서 ‘조선민족’에 대한 협박과 회유의 직접적인 언설이 드러나 있다. 
“理論도 議論도 모두 버리고, 오직(唯) 감정적으로 일본인을 배척하고, 일본에 
반대하는 분위기(氣分)이 점차 조선인(朝鮮の人) 사이에 미만(瀰蔓)하는 경향”
에 대해서 “조선인에게도 참으로 우려할, 두려워할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어떻게든 일본과 협동하고 손을 잡아야(握手) 한다는 주장을 좀 더 조선인들 
사이에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 행정 당국자들
의 책무로서, 그렇지 않으면 조선민족의 앞길(前途)는 파멸(破滅)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은 조선총독부 당국자들이 조선
의 독립운동을 사실상 앞서 언급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더 식민통치에 
대한 본질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조선민
족의 파멸’을 직접 거론한 것은 독립운동에 대한 식민권력의 거부감과 폭력적 
인식론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독립운동 세력의 해외활동에 대해서

190) 『講演集3』(1923, 107~108)
191) 『講演集3』(1923,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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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화회의를 이용’하거나, ‘국제연맹의 힘을 빌리거나’, ‘미국(아메리카)의 
힘’을 의지하여 독립하는 것은 “결국 타력본원(他力本願)”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본 배척의 원인을 독일이나 미국같은 ‘백색인종’의 ‘동양민족’에 
대한 이간중상의 선동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등이 일본을 배척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정책을 실행하여 중국인으로 하여금 배일을 
선동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
용하면서 특히 신문이 이를 확대재생산하여 나쁜 것은 조금만 행해도 큰 활자
로 침소봉대하여 (일본) 당국자가 가혹하게 조선인을 학대한다고 독자로 하여
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또, 결론적으로 일본을 백색인종과 
겨루는 아시아 유일의 강국으로 소개하여 인종적 대립을 부각시킴으로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논리로 귀결시키고 있는 것이다.192)

군수들을 대상으로 한 경무국장의 조선총독부 지방개량강습회의 강연
은 국제정세, 사상대책, 지방청년지도, 독립운동 등 여러 가지 차원에 대응하
여 식민통치의 논리를 적용시켜가면서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평화보다는 ‘힘’
의 우위를 강조하였고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지방청년들에 대한 지도와 
사회사업과 사회정책을 통한 점진적 개량적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조선인민들의 독립운동에 관해서는 일제협력세력으로 전
환시키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철저한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당시 식민권력
이 독립운동 세력의 와해를 구체적인 목표로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사료
된다. 특히 ‘조선민족의 파멸’을 언급한 부분은 1920년대 초반에도 비타협적 
민족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식민권력의 협위(脅威)적 시선을 잘 보여주는 대목
이라고 사료된다. 

3. ‘조선총독부제3회지방개량강습회상황’과 ‘지방개량참고자료’

제3회지방개량강습회 후에는 ‘부록 - 조선총독부제3회지방개량강습회상황’과 
‘지방개량참고자료’를 간행하였다. 부록으로 제시된 ‘조선총독부제3회지방개량

192) 『講演集3』(1923,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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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회상황’은 강습회의 목적과 의의를 소개하고 이어서 ‘1. 개회’, ‘2. 회장
(會場) 및 회기(會期)’, ‘3. 강사, 강연과목 및 시간수(時間數)’, ‘4. 강습종료
자’, ‘5. 시찰(視察)기타’, ‘6. 지방사정진술(地方事情陳述)’, ‘7. 폐회’ 강연회의 
순서로 소개하고 있다. 행사 전반의 순서와 일정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일정표라고 볼 수 있다. 지방개량강습회의 목적에 관해서는 “본부(本府, 
조선총독부)에서는 대정10년(1921년)이래 ‘지방행정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도 군수를 소집하여, 친히 시정의 주의강령(主義綱領)을 청취시켜
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방개량강습회는 1921년부터 1923년까지 조선총독
부 주최로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며 ‘식민지 지방행정’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
이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지방개량참고자료(地方改良參考資料)’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다. 특이할 점은 강습회 회기 중 각 
도부군도(道府郡島)에서 제출된 지방개량사적(地方改良事蹟)을 회장에 진열하
였고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모아 기술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1. 군면사무개선(郡面事務改善)’, ‘2. 지방개량과 사회교육(地方改良竝社會敎
育)’, ‘3. 모범면리(模範面里)’, ‘4. 지방개량공로자(地方改良功勞者)’의 목차로 
정리되었다. 

‘1. 군면사무개선(郡面事務改善)’의 장은 각 지역별로 실시한 지방행
정 사업의 실태보고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데 ‘직원이나 사무를 대상으로 한 
연구회나 수양회 및 강습회’로 제시된 경우가 수록된 54건 가운데 13건이었으
며 ‘행사’나 ‘문서’ 등 행정업무에 관해서는 8건, ‘납세개선(納稅改善)’과 ‘징
세’ 등 납세관련 항목이 6건, ‘시찰’, ‘검열’ 및 ‘감독’관련 사항이 4건 제시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주로 각 군·면 단위에서 단발성으로 개최한 행
사를 소개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행정이 갖춰야 할 체계성과 내적 일관성 등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1. 군면사무개선(郡面事務改善)’이란 요약하면 지역별
로 진행된 단편적 사업들을 조선총독부에 보고하고 홍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사료된다

두 번째 순서로 기술되어 있는 ‘지방개량과 사회교육(地方改良竝社會
敎育)’의 장193)에는 당시 ‘사회교육194)’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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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형태의 지방 교육회 · 강습회 · 야학회 · 흥풍회 · 수양회 · 진흥회 · 교풍
회 등의 단체의 명칭과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단체 활동들을 통칭하
여  ‘사회교육’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 사회교육기관
이나 행사의 설립에 있어서 주로 관내의 여러 단체들 중 지방개량 및 사회교
육에 성질이 부합하는 것들을 추려서 제시한 것으로 사료된다.195) 

총 52개의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50명의 군수가 전국에서 회집(會集)
한 것을 고려하면 대략 1군당 하나의 사례가 보고되어 기술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각각의 회(會)와, 사업(事業), 조합(組合)의 소개 뒤에는 지역이 
표기되어 있으며 농업관련이 8곳, 교육관련이 11곳, 진흥회 9곳, 교풍회 · 흥
풍회 관련 5곳, 조합이 5곳, 미술강습회 2곳으로 확인되었다. 조합의 경우 총 
5곳 중 ‘신문강독조합(新聞講讀組合)’ 1곳과 저축조합 1곳, 저곡조합 1곳, 축
우조합이 1곳인데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면 지방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193) 『講演集3』(1923, 13~37)
194) 이정연(2010)의 지적처럼 한국 사회교육사에서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는 식민지적 기

원을 일부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한 교육정책의 수행 과정
에서 학교교육과 함께 사회교육을 이용하였다(같은 글, 5)”는 것은 지방개량강습회의 사
료에서도 확인된다. 당시는 제도화된 정규교육에 취학한 아동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현대와 달리 통치에 있어서 ‘사회교육’의 역할과 비중
이 적지않았다. ; 일본사회교육의 약사(略史)에 관해서는 이정연(2010, 4~11) 참조). 

195) 그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권농우승기(勸農優勝旗), 군교육회(郡敎育會), 서
당교사강습회(書堂敎師講習會), 부인야학회(婦人夜學會), 흥풍회(興風會), 야학회(夜學
會), 흥복사사설미술강습회(興福寺私說美術講習會), 기독교사설미술강습회(私說美術講習
會), 전주부인수양회(全州婦人修養會), 전주교풍회(全州矯風會), 전주점원야학회(全州店
員夜學會), 유곡리진흥회(柳谷里振興會), 동약회(洞約會), 모범농리(模範農里), 모범동계
(模範洞契), 신문강독조합(新聞講讀組合), 서면봉암리진흥회(西面鳳岩里振興會), 동면오
학리진흥회(東面嗚鶴里振興會), 면남면장재리진흥회(綿南面長在里振興會), 여수왕십리진
흥회(麗水往十里振興會), 개량서당(改良書堂), 개량서당교사강습회(改良書堂敎師講習會), 
송광면진흥회(松光面振興會), 함평청년회(咸平靑年會), 공립보통학교중심의부락간담회(部
落懇談會), 창원군조림품평회(昌原郡造林品評會), 지주와 소작인(地主と小作人), 진위흥
농주식회사의 잠농법(振威興農株式會社の蠶農法), 북삼면구제회(北三面救濟會), 주부강
습회(主婦講習會), 교육후원회(敎育後援會), 가곡리흥풍회(佳谷里興風會), 공성저축조합
(共盛貯蓄組合), 양잠의모범리(養蠶の模範里), 둔덕진흥회(屯德振興會), 장기농사강습회
(長期農事講習會), 갈산진흥회(葛山振興會), 김제승입조합(金堤繩叺組合), 만경축우조합
(萬頃畜牛組合), 삼척금주회(三陟禁酒會), 성내흥풍회(城內興風會), 사암흥풍회(沙岩興風
會), 용강군저곡조합(龍岡郡貯穀組合), 미죽진흥회(美竹振興會), 보통학교구내에 소학교
설치(普通學校構內に小學校設置), 보통학교의2부교수(普通學校の二部敎授), 항교거접회
(鄕校居接會), 서산군근검저축(瑞山郡勤儉貯蓄), 김해군납세기정회(金海郡納稅期正會), 
평양부사회사업(平壤府社會事業), 예천면기본재산조성(禮泉面基本財産造成), 원남면기본
재산조성(遠南面基本財産造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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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조합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문
강독조합(新聞講讀組合)196)’ 경우 평안남도 강동군(江東郡)의 사례로 “사상선
도의 일방법(一方法)으로서 매일신보(每日申報)의 보급을 헤아려 각면(面) 수
요(須要) 부락에 신문강독조합을 조직하여 매일신보를 강독시키게하는 것으로, 
현재 조합수33개(1개 조합에 조합원 30인) 조합원 삼백여명에 달해”라고 소개
하고 있는데 사상선도를 위한 관제조직의 형태로 보인다.197)

이상 ‘부록 - 조선총독부제3회지방개량강습회상황’과 ‘지방개량참고자
료’를 검토하였다. 각 자료들은 강습회의 목적을 ‘지방행정의 진흥을 도모’, 
‘지방개량촉진상(地方改良促進上)’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개량을 위
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나 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선적이고 일원적인 행정명령체계에 의존했던 조선총
독부의 행정관례를 고려할 때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사실상 ‘지방개량’은 조
선총독부의 시정방침을 홍보 선전하거나 시급한 정세에 대한 권력의 대처방안
을 소개하고 지방의 몇몇 사례를 소개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지고 있다는 평가
를 내릴수 있다. 하지만 제3회지방개량강습회의 경우 부록에서 구체적으로 지
방개량의 성과들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제1회 지방개량강습회와 
비교해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이러한 실행의 차이는 일본에서처럼 지역민들의 
협력과 단체자치적 역량을 동원하는 방법을 거부한 식민주의적 방식 그 자체
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개량이라는 것이 제도적 행
정적 역량과 비용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실제 지방개량을 추진할 의지가 결여
된 조선총독부의 소극적 대응이었다는 평가도 내릴 수 있겠다.198) 무엇보다 
내무국장의 발언에서도 드러나 듯 3·1운동 이후 조선사회가 보여준 민족독립
에 대한 열망은 식민권력에 의한 지방개량의 진행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요

196) 『講演集3』, 18.  
197) 다른 예로, 전라남도 순천의 송광면진흥회(松光面振興會)의 경우를 보면 ‘미풍작흥(美

風作興)’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고 선전하면서 중심인물로 언급된 이가 면장이었다(講演
集3, 20).

198) 이와 관련하여 손정목(1992, 177)의 연구는 ‘조선총독부 시정연보’를 분석하여 이른
바 “문화정치의 ‘문화적 시설의 신규 경비’ 중에서 1921년도 기준 ‘경찰관계비’가 점하
는 비율이 51.2%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찰관계비’의 비중이 높은 것
은 ‘독립투쟁에 대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볼 수 있다(같은 글,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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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일본의 지방개량운동은 관치와 단체자치의 

협력적 사업과 운동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음을 검토하였다. 그 이면에는 러일
전쟁 이후 지방사회의 동요를 관제운동과 강습회, 사업등으로 포섭하고 사회
주의의 확산에 대한 대책으로 사상을 선도하며, 청년단체를 관제단체화하는 
등 전후 경영의 측면에서 고려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서는 이
러한 지방개량운동과 지방개량사업의 성격은 탈색되었고 관치적 ‘지방개량’이 
강조되었다. 식민지 조선의 지방개량은 지방에서 주로 관주도적 통치선전 및 
시정홍보의 일환으로서 강연회, 강화회 및 순회영사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었
다. 조선총독부 주도의 지방통제, 시정선전, 통치강령 전파 등을 목표로 철저
한 관제사업, 군수교육, 지방선전통치의 방면으로 전개되었음을 검토하였다. 

제4장 1930년대 ‘공민적 훈련’의 사회통치 

제1절 근대 ‘공민교육’과 ‘사회통치’의 형성

근대 일본의 지방개량운동기에 실업보습학교에서는 ‘공민교육’이 실시되고, 
‘공민과’라는 공통의 지식-규율 텍스트가 성립된다. 이때부터 공민교육은 권력
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며 그 성격 또한 변화되기 시작한다.199) 지방에서 사회
교육차원에서 검토되던 공민교육이 제국 경영의 차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공민과’는 중등학교와 사범학교의 정식교과로 인
정되어 확산된다. ‘공민과’는 식민지 조선에서도 신설된다. 

1920년대까지 공민교육의 양상이 내무성의 지방개량운동과 강습회, 
문부성의 실업보습교육 혹은 군(軍)을 통한 사회교육체제 정비라는 지방적 · 
제도적 틀 마련에 머물러 있었다면 중등학교에 공민과가 설치되면서부터는 본

199) 근대 일본 교육사 연구의 관점은 공민교육을 큰 틀에서 사회교육 전반까지 범주를 확
대해서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민(公民)’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이 부여되지 않은 수
신교육(修身敎育), 법제및경제(法制及經濟), 윤리교육(倫理敎育) 까지도 공민교육으로 칭
하고 있다(釜本健司, 2009: 2~3; 上原直人, 2017: 22; 松野修, 2001: 178~179). 따라
서 이러한 범주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포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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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제국의 통합적 사회지식-규율체계로 그 성격이 변모한다고 볼 수 있
다.200)

한편, 식민지 조선에서 공민교육과 관련한 논의는 1920년대에 접어들
면서 언론과 권력에 의해 점차 조명되기 시작하는데 그 논의를 구분해 보면 
‘공민’이라는 민개념과 ‘공민과’라는 교과지식체계, 공민학교나 공민강습회 같
은 사회교육의 차원 그리고 ‘공민교육론’이라는 교육담론 · 학술담론의 차원에
서 각각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식민지 ‘공민교육’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근대 
공민교육의 형성과정을 검토하고 공민교육에 함의된 민개념 ‘공민’의 개념적, 
담론적, 식민지적 성격을 일본과의 차별성에 주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어
서 식민지 사회교육으로서 공민교육과 공민학교 공민강습회의 형성 및 특징을 
분석 검토하고 결론적으로 식민지 ‘공민과’의 지식체계로서의 성격과 ‘공민교
육론’의 담론적 특징 또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식민지 지방개량이 관제적 지방선전통치기획으로서 전개되었을 때 권
력에 의해 ‘국민’, ‘제국신민’과 같은 여러 민개념들이 호명되었지만 민개념과 
지방통치의 차원이 적절히 합치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식민지 공민교육을 
통해서는 ‘제국신민’과 ‘공민’ 등 민개념의 적극적인 호명이 권력측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이러한 민개념과 지방통치의 차원 그리고 교육의 차원이 합치되어 
하나의 완결된 지식체계로서 제시된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이는 1930년
대 식민지 통치의 중요한 변화 양상을 표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특정시기에 공민교육은 일대 전기를 맞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고찰하기 위해 
일본 공민교육의 형성과정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1. 일본 공민교육의 형성과 성격

1920년대 들어서면서 공민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공민과(公

200) 공민과는 권력에 의한 호명, 권력에 의한 도덕의 구성, 일본적 이데올로기의 주입, 사
회제도와 정치 및 법률에 대한 지식 등을 포괄하는 성격을 갖는다. 당대의 인식론, 제
도, 정체론(政體論), 경제론, 교육론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종합적 지식으로서 성격도 
갖는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시기 식민지 공민과가 표방한 ‘공민’은 보편적 정치적 권
리를 가진 근대적 권리주체 상(像)과는 거리가 먼 일본적 특수성에 기반한 개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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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科)’라는 교과서가 체계적인 교과지식체계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
다. 1920년대 들어서면서 ‘실업보습학교’에서 공민과가 정규교과로서 설치되
는데 이는 ‘제1차세계대전’ 이후 사회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
치의 대응과 밀접한 관련을갖는다. 지방개량이 러일전쟁 전후의 사회통치 국
면과 관련이 깊다면 지방사회교육으로서 공민교육의 가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주목받았던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20년대 들어서 군부와 문부성이 중심
이 되어 교육체계를 재편하는데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총력전
체제형성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고, 또 1920년대부터 활발하게 확산되는 사
회주의 사상문제, 도농격차, 빈부문제 등 사회문제에 대한 권력의 개량주의적 
대응의 관점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업보습교육이 소학교를 졸업했거나 혹은 소학
교 수학연령이 지난 사회인 · 직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업보습학교의 규정 개정이나 교과목의 설치는 사회교육의 성
격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실업보습학교의 성격이 일대 
전환을 맞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그 성격을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실업보습학교에 있어서 공민과 도입을 다룬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무
토(拓也武藤, 1992)의 작업이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20년 실업보습학교
규정개정(実業補習學校規定改定)에 의해, 목적규정이 그 이전의 ‘실업교육 혹
은 보통교육의 보습’에서 ‘직업교육 및 공민교육’”으로 변경된다.201) 이어서 
“1922년에 이르러 문부성은 실업보습학교공민과교수요강(実業補習學校公民科
敎授要綱)의 편찬을 개시하여, 1924년에 완성하고 공포한다. 이후 실업보습학
교는 1935년에 군 중심의 청년훈련소(靑年訓練所, 1926년에 설치)와 통합되
어 청년학교로 개칭된다(拓也武藤, 1992: 167)”. 1920년대 실업보습학교의 교
육내용이 직업교육과 공민교육으로 수렴되고 193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는 군
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청년훈련소와 통합되어 청년학교로 변모해 나간 것이
다. 

201) 이러한 변화를 보면 ‘보통교육’이라는 표현은 일본에서는 실업보습학교 등 일련의 기
초적 사회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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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개량운동이 내무성 관료 중심으로 전개된 것에 반해서 실업보습
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민교육의 논의는 문부성과, 동경제국대학교수 등 문부
관료와 학계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사료된다. 1921년 개최된 ‘실업보습교육
강연회’의 강사진 구성을 살펴보면 강연자 6명 가운데 동경제대 교수가 총 4
명이고 문부성실업학무국장, 문부성 서기관이 각 1명으로 확인된다(拓也武藤, 
1992: 171). 

그러나 초창기 공민교육의 정체성은 애매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문부성자문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논의에서 “도대체 공민교육 
자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 철저방법(徹底方法) 등을 논할 도리가 없
다” 등의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민교육의 정의와 성격 규정
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문부성자문사항에 대
한 협의회 석상에서는 공민교육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개진되어 세 가지로 수
렴되었다. 「공민도덕의 교육(公民道德の敎育)」, 「시정촌제의 공민의 교육(市町
村制の公民の教育)」, 「국민공민(國民公民)으로서 입헌치하의 자치민으로서의 
교육」 등이 그것이다(같은 글, 172). 도덕교육, 지방 시정촌 자치공민의 교육, 
입헌적 국가교육으로서 공민교육의 가치가 초기에 조명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1930년대 문부성 공민과(公民科)와 공민교육

실업보습학교에서 설치된 공민과(公民科)는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등학교
와 사범학교에 정규교과로 설치202)되기 시작하고 나아가 식민지 조선으로도 
확산된다. 지방개량과 실업보습과 연관되었던 공민교육이 1930년대 들어서면
서 중등교육 과목으로 설치된 공민과(公民科)를 중심으로 한 공민교육으로 확
장된 것이다. 공민교육의 지위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고려되던 것에서 정규 교
과지식으로 체계화되어 상승되었다.

이 시기 공민과를 통한 공민교육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앞서
서 문부성 주최로 내지에서 개최된 공민교육강습회(公民敎育講習會, 1931년)

202) 당시에는 특설(特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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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분석하여 공민과 도입시기 공민교육과 관련된 일본에서의 논의들과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공민개념, 공민권과 같은 공민개념
을 둘러싼 영역과 공민도덕 등 공민도덕론의 관점 그리고 공민교육론 등 공민
교육 자체에 관한 정의 등과 관련된 논의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사회문제 
그리고 사상문제에 대한 공민교육의 대응도 중요한 쟁점이었던 바 관련한 내
용들도 검토하였다. 

공민교육강습회의 내용은 문부성이 편찬하여 ‘最新 公民科資料情設 
上 · 下’로 1931년 12월 1일 출간하였다. ‘공민’ 개념 및 ‘공민교육’의 성격을 
제시하는 주용한 주제와 강연자의 이름 및 직위는 정리하여 아래에 표로 제시
하였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주제 외에도 ‘제국헌법’, ‘조약 및 예산의 관계’, 
‘지방자치제도’, ‘공법생활’, ‘사법생활’, ‘경제생활’, ‘경제문제’ 등을 다룬 강연
들(총 22개 주제)이 있는데, 공민과의 전신이 ‘법제및경제(法制及經濟)’ 과목이
었기 때문에 법과 경제에 관한 다수의 논의들이 포함되었다.203)

최초강연자로 나선 문부성보통학무국장인 篠原英太郞는 공민과 설치
의 의의에 관해 비교적 자세하게 과정을 진술하고 있다. “1930년 4월에 실업
학교의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공민과가 특설되었고 1931년 사범학교 및 중학교
의 제도상 중요한 점을 개정하여 종래 「법제및경제(法制及經濟)」라 칭하는 학
과목을 폐지하고 새롭게 ‘공민과’라는 과목을 특설하여 필수(必修)과목화 했
다”고 언급하고 있다(文部省, 1931: 5). 

篠原英太郞에 따르면 공민과의 설치는 1931년 1월 10일 관보에 공포
되었는데 ‘사범학교규정’의 개정과 ‘중학교령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였다. 
실제적으로 1931년 4월부터 공민과는 독립 교과로 설치되었다. 사범학교 제2
부에서 즉시 교수가 시작되었고 사범학교 제1부와 중학교에서는 상급학년에
(아마도 최초 시행기의 저학년이 상급학년이 되었을 때;인용자) 이르면 공민과

203) 1931년 文部省 주최 공민교육강습회의 강사와 주제 면면을 일정한 학문체계에 다라 
분류하자면 공민교육에 관한 것이 총 4주제로 ‘공민교육에 관해서’, ‘공민교육개론’, ‘공
민도덕의 기초적 고찰’, ‘공민도덕’이 포함되고 다음으로 법과 관련된 주제가 총 6개로 
‘공법(公法)생활’,‘사법(私法)생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에 관해서 3주제, 경
제에 관해서 3주제, 사회 및 사상문제에 관해서 5주제, 정신과학관련 1주제이다. 주제
로 보자면 ‘사회 및 사상문제(총5건)’, ‘공민교육(4건)’, ‘사법(私法)생활 및 공법(公法)생
활 관련(4건)’, ‘경제(3건)’, ‘지방자치(3건)’의 순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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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교수하도록 하였다(文部省, 1931: 8). 

강연자 직위 주제

篠原英太郞 문부성보통학무국장 공민교육에 관하여

木村正義 문부성실업학무국장 공민교육 개론

友枝高彦 동경문리과대학교수 공민도덕의 기초적고찰

清原貞雄 히로시마문리과대학교수 공민도덕

末弘嚴太郞 동경제국대학교수법학박사 사회문제

高田保馬 교토제국대학교수겸규슈제
국대학교수 문학박사 사회문제

河合栄治郎 동경제국대학교수 현재 사상문제와 교육자의 태도

深作安文 동경제국대학교수문학박사 사상문제

<표 9 > 1931년 文部省 주최 공민교육강습회 강사 및 주제 
- ‘공민’ 및 ‘사회문제’ · ‘사상문제’ 관련

篠原英太郞은 일본 사회에서 공민교육을 명확히 표방한 것은 1920년 제정된 
‘실업보습학교규정’이 최초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 사회에서 공민교
육이 제도로서 시행된 것은 1920년을 기점이었다고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겠다
(文部省, 1931: 23). 

교육과정으로서 특이할 점은 문부성이 다른 학과과정, 교수요목의 경
우는 가능한 상세히 규정하여 편찬하였는데 반해서, 개정된 공민과교수요목에
는 “‘중심적표준주의(中心的標準主意)’를 채용하여 운용의 실제에 당한 자들의 
개별적 연구 및 자발적 공부를 존중하도록한다”고 기술한 점이다. 교재의 선
택 취급 등에 자유204)를 준다고 하여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한다. 실제로 일본의 공민교육의 경우 학습방법에 관해서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학중심주의(自學中心主義)’를 채택하는 경우가 1930년대 후반까

204) 내지에서 공민교과서는 검정제로 운영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조선총독부가 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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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이어지는데 이는 식민지 ‘공민과’나 ‘공민교육’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차
이점이다.205)

두 번째로 ‘공민교육 개론’을 주제로 강연한 문부성실업학무국장 木
村正義는 “일본의 공민교육이 자치의 교육에서 정치교육으로 확대되어왔다”고 
언급하면서도 이어서 “정치교육만으로 정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정치도 경
제도 소위 사회상의 제 문제를 포함한 사회생활의 넓은 관점에서 사회의 제문
제를 대하는 태도와 정신을 양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공민교육의 궁극
적 목적이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었다(文部省, 
1931:  37).206) 이러한 언설은 당시의 공민과 도입의 주요한 논거가 정치나 
경제 문제보다는 ‘사회’의 위기와 ‘사회문제’에 대한 권력의 대응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사료된다. 

“공민교육은 유권자뿐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교육이며 공민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완성’에 있다”는 木村正義의 이어진 서술은 공민교육이 
정치교육이나 민주주의 교육을 넘어서 국민 전체를 염두해 둔 사회통치의 기
획과 긴밀한 관련 속에서 권력의 입장에서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다. “정치경제 사회생활에 관한 지덕을 함양하는 것”이 공민교육의 내용이고 
이를 통해 사회를 완성하는 것이 공민교육의 목표라고 언급한 점은 공민교육
을 일종의 사회에 대한 통치 수단으로 고려하였던 당대 권력층의 입장을 드러
내 주는 것이다.207) 

사회문제와 사상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공민과의 22개 강연 중 
총4번의 강연을 차지한다는 것은(末弘嚴太郞, 사회문제; 高田保馬, 사회문제; 
河合栄治郎, 현재 사상문제와 교육자의 태도; 深作安文, 사상문제) 이 시기 특

205)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는 戸田貞三, 1938, 『新制女子公民敎科書』, 中文館書店. 
206) 물론 당시 일본의 교과서는 지방을 개량하는 주체로서도 ‘공민’개념을 호출하고 있다. 

‘공민’이 향토를 사랑하고 공공사업에 있어서 비용을 분담하는 주체, 시정촌회의 구성
원으로서 호명되는 것은 초기 공민교육에 나타난 공민개념의 주요한 특징이다. 공민은 
지방행정의 동반자로서 호출되고 정촌회의 참여를 인정받는 존재이다(文部省, 1931: 
566~567). 

207) 물론 당시 공민교육의 성립은 자치에서 정치(성인남성보통선거제실시)로의 권리확장
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문부성실업학무국장이었던 木村正義이 주장한 공민
교육의 의의는 단순히 ‘보통선거 실시에 따른 정치교육’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음을 명
확히 보여준다(文部省, 1931: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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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된 공민과의 성격이 사상전(思想戰)의 대비책으로서 사상문제와도 긴밀히 
관련된 것임을 드러내준다.

그렇다면 ‘공민도덕’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을까. ‘공민도덕’을 주제로 
강연한 히로시마문리대교수인 清原貞雄는 공민도덕을 애국론(愛國論)으로 치
환하면서 이를 1. 국민적자각심, 2. 국가의 사명, 혹은 목적 3. 애국심의 문제
로 거론하였다(文部省, 1931: 119~120). 애국을 도덕과 등치시키는 논리의 이
면에는 개인과 국가에 대한 모순적인 인식론이 깔려 있다. 清原貞雄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국가라는 것은 절대적인것이다. 국민은 국가를 조직하
고, 국가를 유지하고, 국가를 발달시키는 재료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說)은 타
당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개인은 일면 국민으로서 국가
를 구성하는 요소이지만, 또 다른 일면에서는 일개의 인간의 모양을 가진 인
격의 소유자이기에, 독립한 존재의의를 갖고 있다”(文部省, 1931: 134). 

개인도덕과 국가관을 연계시킨 사고는 문부성 주최 공민교육강습회에
서 ‘사법생활에 있어서 도덕성’이라는 주제를 맡은 廣濱嘉雄의 글에서도 드러
난다. 그는 “가장 먼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자
각이다. 그것이 현대의 공민도덕에 있어서 중심사상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호적을 통해서 혹은 귀화를 통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 일본어를 배우는 
것 등을 통해 일본인이 되는 것이 공민도덕의 중심사상으로서 고려하고 있다. 
또한 그는 사법생활(私法生活)을 신분생활(身分生活)과 경제적 생활의 두 가지
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내용은 신분생활을 자유민, 시민, 가장
(家長)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 것이다. 노예해방으로 노예와 자유민의 구분
이 무색해 졌으므로 시민과 가장(家長)이 현대 신분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가장중심의 신분질서를 부각시킨 당대 일본사회 
인식론의 일면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사료이다. 시민이라는 신분은 ‘공민’으로 
등치시키고 가족국가(スタッス·フアミリエ)의 논리에 따라 家라는 것을 나머지 
신분의 하나로 고려한 것을 일본 신분생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기술하였다
(文部省, 1931: 553~575). 

이러한 부분들은 당대 일본의 공민교육이 표방한 ‘공민도덕’이 철저한 
‘국수적인 일본인’ 되기와 상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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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국가의 관계를 중개하는 사회(시민사회)의 존재를 부각시키지 않고 공민
과 가족국가 그리고 ‘家’를 강조한 것 역시 일본적 특수성을 강조한 당대의 
공민교육론의 특수한 사회관이라고 볼 수 있다. 

松野修(2001, 266~267)는 좀 더 체계적인 관점에서 공민교육에 내재
된 도덕론을 구분하였다.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육중시론(智育重視論)’
과 국체론자들의 입장을 따르는 ‘덕육중시론(德育重視論)’이 그것이다. 松野修
(2001)에 따르면 지육중시론을 따르는 경향을 대표하는 인물은 1920년대에는 
반마르크시즘의 입장을 취해가면서, 1933년~1934년경까지는 반파시즘론의 입
장에 섰던 경제학자 河合栄次郎이다. 

문부성 주최 공민교육강습회에 河合栄次郎의 글이 실려 있어 지육중
시론의 입장을 검토해 볼 수 있다.208) 그는 국체와 사회문제를 일대일의 대응
관계로 규정하여 사회문제에도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비판
하면서 사회조직의 원리와 사회문제는 국체(國體)와 별개로 논의될 수 있고 
따라서 영국 등 서구 군주국가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文部省, 
1931: 991). 

또한 그는 “사상의 결과로 국가사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상에 
대해서 관찰한다는 것은 사법당국이나 경찰당국의 태도로서는 가능하다고 생
각하지만 교육자가 취할 태도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사상문제에 
대해서 학교는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함을 언급하였다(같은 글, 993~996). 카
와이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지육중시론자들의 입장은 사회문제나 마르크시즘 
사상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사법적, 경찰권에 의한 직접 개입을 지양하고 교육
적 관점을 견지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유연한 태도로 
접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나 松野修(2001)의 주장과 같이 공민과의 ‘도덕론’에 있어 합리적 
사고를 주장한 지육론적 논의는 극히 드물었고 저급한 사회인식에 기반한 ‘국
체론자(國體論者)’들의 ‘덕육중시론(德育重視論)’209)이 공민과의 도덕론을 주도

208) 河合栄次郎가 발표한 글은 “현재 사상문제와 교육자의 태도”이다. 
209) 덕육중시론과 관련하여서 덕육전공과가 설치된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의 역할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덕육전공과(德育專攻科) 출신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공민과 
공민교육을 담당하였다는 점은 중요하다. 덕육전공과(德育專攻科) 제1회입학생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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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관점이 공민과 논의에서 왜 다수를 차지했으며 사회와 지식체
계의 저변에서 쉽게 용인 혹은 확산될 수 있었는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된
다.210) 

공민도덕론과 함께 내지에서의 공민과 성립기에 검토해야 할 부분은 
여러 분야의 공민교육론자들이 제기한 ‘공민교육론(公民敎育論)’ 혹은 ‘공민과 
교육론(公民科敎育論)’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마츠노(松野修, 
2001)는 문부성 주최 공민교육강연집을 분석하여 공민교육강연의 유형을 1. 
국가주의, 2. 공존공영론, 3. 실정법의 해석자, 4. 자본주의 내재론, 5. 개인주
의의 총 5가지 지식유형으로 분류하였다.211) 이 중에서 ‘실정법의 해석자’라는 
입장에 대한 마츠노의 분석은 흥미롭다. 그는 “적잖은 수의 (공민교육) 강연자
가 실정법(実定法)의 축조적(逐条的) 해석이나 통속적 시사해설의 영역에 머무

1918년 5월에 모집되었고 덕육전공과세칙은 다음과 같다. “1. 덕육전공과는 國民道德 
겸해 敎育一般에 관한 사항을 연구한다 2. 덕육전공과의 학과목을 수신, 교육학, 심리
학, 철학, 법제경제로 한다.”, 이어서  德育專攻科설치의 주지는 다음과 같다. “세계대
전의 영향에 의한 국민사상의 귀추가 점차 통일을 잃어가는 것에 비추어, 동서고금의 
道念을 천명하여, 건전한 국민정신을 확립하여, 일국의 문교를 진작하고, 이로써 국민교
육의 골수(骨髓)가 되어야할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그 주안으로 함”. 입학선서식(入學宣
誓式) 당일의 幣原교장의 훈시의 가운데서도 “중견자의 양성, 현실적인 국민적 대정신
을 개시”등으로 덕육전공과 창설 의의에 관해 논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때마침 국민사상의 동요기로서, 날로 국민정신의 확정을 요하기에, 동서고금의 도념을 
천명하여 견실한 우리 국민정신을 발휘하여, 이로써 일국의 문교를 진작해야할 대임을 
갖고, 덕육전공과가 개설되기에 이른 것은……이 과(덕육전공과)의 설치가 우리 학원의 
발전사상, 일시기를 구획하는 것에 이르렀다는 것은 또한 이유가 없지 않다(이상, 広島
文理科大學, 1942(昭和17年), 『廣島文理科大學　·　廣島高等師範學校 創立四十年史』). 

210) 松野修의 분석에 따르면 “어떤 확립된 지식체계도 초월적 권위에 의한 해석으로 쉽
게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당시 덕육론을 내세운 국체론자들의 사고방식이었다”
고 한다. 이러한 도덕론과 인식론의 또다른 특성은 현상과 가치를 자의적으로 대응시키
는데 있다. “세계공황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한 궁구없이 단순히 현상을 가치적
으로 논단(論斷)해 버리는 것, 사회현상에 대한 진지한 지적탐구를 경시하고 현상을 도
덕적 가치로 환원해 버리는 것”이 당시 덕육론적 국체론자들의 인식방식이었다는 것이
다(松野修, 2001: 268~270)

211) 마츠노는 「文部省主催公民敎育講演集」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공민과의 실시에 
따라 전국 중등학교 공민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여름 동경, 오사카, 센다이, 후쿠오
카 등지를 거점으로 개최된 일련의 강연회 기록이다. 강연회는 두 시기로 구분되는데 
1. 실업보습학교에만 공민과가 설치된 1924~1930년까지의 기간과 2. 여타 중등제학교
에 공민과가 설치된 1931~1933년까지의 기간으로 구분된다. ‘기간1’의 강연 내용은 문
부성실업학무국편찬(文部省實業學務局編纂) 『公民敎育講演集』(전3권)에 수록되었고 ‘기
간2’의 강연 내용은 문부성보통학무국·실업학무국편찬 『최신 공민과자료정설(公民科資
料情設)』(1931년), 『公民敎育大系』(1932년), 『公民敎育資料集成』(1933년)에 수록되어 
있다. 강연기록은 101책(本) 4천여 면(頁)정도이다(松野修, 2001: 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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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강연밖에 하지 않은 사실은 경시할수 없다”고 평하면서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당면 공민과교육에 관한 본질적 난문(難問)을 회피하도록 했다”고 간
파하였다. 강연의 내용이 “법조문의 축자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법률
을 성립시킨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법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역할
을 담당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松野修, 2001: 257~258). 

합리적인 도덕정신을 결여한 덕육중시론의 대두와 실정법의 축조적 
해석에 머무른 ‘실정법의 해석자’ 형이 일본 공민교육론에서 많은 비중을 차
지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분위기가 공민교육론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합리적이
고 비판적이며 개인적 사상과 논변을 펼칠만큼 자유로운 여건을 제공하지 못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이는 당시의 공민교육의 내
용이 보편적 탐구나 합리적 근거를 통해 설명되기 힘든 부분이 많았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생각된다.212) 

실제로 문부성(1931년) 주최 공민교육강연집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분야별로는 법의 해석이나 경제학적 설명, 국가주의적 논리,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과 사회문제의 해설에 머무른 사례가 많고, 이념적으로는 국가주의
와 공존공영론의 유형이 전면에 내세워진 경우는 많지만 개인주의에 관한 내
용은 실체적으로 확인하기가 힘들다. 공민교육에 있어서 ‘개인주의론’에 대한 
근거로 마츠노는 ‘개인주의론’에 입각한 강연자의 연도별 출현 빈도를 표로 
구성하여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문제는 연도별 빈도표의 1차 사료의 
출처 및 원사료가 상세히 기술·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실체성에 의문이 
든다.213)

212) 마츠노는 ‘개인주의론’와 ‘국가주의론’도 각각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주
의를 기조로 하는 형(型)>은 <명확히 개인주의에 입각한 형(型) = 개인주의>과 <반드시 
개인주의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채 사회정책의 근거를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내재적 
논리에서 도출시킨 형(型) = 자본주의내재론>으로 구별하였다. 국가주의에 관해서는 
<국가주의를 기조로 한 형(型)>을 <개인주의를 명확히 부정하여 국체론을 전면에 내세
운 형(型) = 국가주의>와 <개인주의를 견제(牽制)하면서, 사회정책의 근거를 자본주의의 
외재적인 윤리적요청에서 구한 것 = 공존공영론(共存共榮論)>으로 구분하였다”(같은 글, 
259). 

213) 그의 분류에 따르면 1924년부터 1933년 사이 개인주의론적 강연자의 출현 빈도는 
1931년에 총 4명, 1932년에 2명에 불과하다. 1931년 문부성 주최 공민교육강습회에서 
개인주의자(혹은 자유주의자)로 규정될 수 있는 인물은 동경제국대학교수인 河合栄次郎
정도일텐데 그가 강연한 내용은 ‘현재의 사상문제와 교육자의 태도’라는 주제로 주로 
마르크시즘 비판에 그 목적이 있고(구체적인 내용은 1절. 서론, 2절 마르크시즘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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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松野修(2001)의 구분법에 따라 1931년 문부
성 공민교육 강습회에서 시행된 공민교육론 혹은 공민과 교육론의 관점을 구
별한다면 이념적으로는 국가주의와 공존공영론이 다수이고 도덕적으로는 ‘덕
육중시론’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사상문제와 사회문제
에 대한 대책 그리고 ‘법 조문의 해석형’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기조는 대체로 소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식민지 조선 공민교육의 전개와 성격 

1. 1920년대 식민지 조선 공민교육의 형태들 

제국 일본 공민교육의 목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역사회 자치민, 국가공민, 
일본 제국의 공민을 창출하는 데 있었다. 공민교육 텍스트인 공민과의 내용 
중에는 지방자치, 입헌정치에 관한 설명들과 법과 경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사회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교수하는 사회과(社會科)로
서의 성격도 존재한다. 다른 한편에서 공민교육은 사상문제에 대한 권력의 대
응으로서 공민도덕을 양성하고 일본적 국체(國體)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도
록 만들어 일본화된 도덕을 내면화한 일본인으로 창출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
었다. 

공민교육에 대한 논의는 식민지 조선으로도 확산되는데 일본에서는 
자치행정이나 보통선거를 통해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에 참여할 길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식민권력이 조선총독부를 기점으로 일원적 · 
억압적 정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지방자치는 명목만 존재할 뿐 실제
는 친일세력을 중심으로 한 행정자문기구가 전부였기 때문에 내지에서처럼 정
치적, 자치적 공민 개념은 자리잡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식민권력은 청년훈련소, 공민교육강습회, 공민학교, 공민과 

3절. 마르크시즘의 진전요소의 검토, 4절. 마르크시즘의 비판 5절. 마르크시즘의 대책) 
개인주의적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다(松野修, 2001: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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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식민지에서 공민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식민
지의 공민과 공민교육은 과연 어떤 배경 속에서 전개되었을까. 또 식민지에서 
공민교육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또 식민지 조선의 공민과(公民科)는 
어떠한 지적 · 도덕적 체계였을까. 식민지 공민교과서를 집필한 이들은 누구
인가. 내지의 제도와 차이들은 어떻게 윤색되었는가. 중등학교 공민과를 통한 
공민교육과 여타의 공민교육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식민지 학생들에게 공
민교육은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유의하면서 식민지 조선에
서 공민교육이 전개되는 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식민지 조선의 ‘공민교육강습’과 ‘공민교육강습회’

1920년대는 식민지 교육에 있어서 모순적인 시대였다. 왜냐하면 1924~1925
년을 기점으로 1930년대 초반까지 미가(米價)가 지속적으로 폭락하여 식민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벼농사 중심의 농가경제214) 상황이 급격히 열악해
져갔는데도 불구하고(이송순, 2015: 317) 1920년대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경제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쳤겠지만215) 불경기에도 재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과 전 과정
에 걸쳐 교육기관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기도 하다(허수열, 2005: 241). 

이러한 현상은 기존 연구들의 분석처럼 3·1운동 이후 식민지 민중들
의 교육관의 근본적인 변화와 근대교육에 대한 열망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허수열, 2005; 오성철, 2015). 하지만 식민지 조선의 교육기관은 조
선인들의 교육수요를 질적 · 양적 측면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수업료는 
농가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특히 중고등교육은 입학난으로 갖가지 사회문
제를 양산시켰고 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은 사회문제화되었다. 
식민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선인 학생들은 유학을 떠나기도 했다(허수

214) 벼농사 중심의 식민지 농가경제가 쌀값 하락에 특히 취약하였다.
215) 보통학교 학생수가 1920~1925년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은 역시 1차세계대전 이후 전

후호황으로 인한 미가상승의 영향이 어느정도는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허수열, 
2005: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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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2005: 244). 
앞서 일본 공민교육의 전개를 검토하면서 1920년대 공민교육이 ‘실업

보습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회교육의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하였다. 그런
데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사회교육 · 공민교육 정책은 일관된 방향성을 갖
고 전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지방의 교육 
실무자들이 내지의 공민교육 논의에 참여하면서 언급된 내용이 몇 차례 신문
지상에서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신보 1925년 8월 8일자 기사에는 강원도 원산 중학
교 교유(敎諭)인 鈴木留八이 동경에서 개최된 문부성 주최 공민과 강습회에 
출석하여 남긴 소감이 기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1925년 강습회는 제2회로 
출석자는 전국 중등학교에서 370~380명 정도인데 조선에서는 홀로 참석했다
고 한다. 강습회에서 받은 공민교육에 대한 인상비평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국민이 공민으로서 사회 각 방면에 대한 상식수양에 밑천이 될 
법제경제, 사회정책, 사회사상, 시사문제, 공업일반, 재정해외사업, 국교, 종교 
및 신사(神社) 등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1925년 당시 첫 번째 강사로 소개된 문부성실업학무국장인 
武部欽一은 후에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으로 취임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공민교
육론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武部欽一의 공민교육론이 
독일의 교육을 참조하였다는 것은 鈴木留八의 회고에 기술되어 있다. 鈴木留
八은 공민과(公民科)를 공민과학(公民科學)으로 적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유
추해보면 당시의 공민과를 통한 공민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정
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216)

192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공민교육강습’ 등의 제하에 지역별로 
강습회가 개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민교육강습’은 각 지방의 사정에 

216) 『朝鮮新報』, 1925년 8월 8일, “今回の公民科講習會”. 武部欽一의 공민교육론은 
1920년대 권력측의 공민교육에 대한 인식을 잘 드러내준다.



- 135 -

따라 여러 형태로 전개되는데 군(郡)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공민강습소’가 
별도로 설치된 지역 그리고 ‘강습회’의 형태로 개최된 곳, 혹은 ‘공민과’라는 
별도의 과목이 교수되는 형태로 순회강좌가 진행 된 곳 등이 확인된다. 이 시
기 일관된 형태의 교수내용이나 텍스트는 확인되지 않았다. 

1923년 8월 19일 동아일보의 ‘農村巡回講座(농촌순회강좌)’ 기사에는 
지역의 진흥회가 주도한 농한기 농촌순회강좌에서 ‘공민과’가 교수되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식민지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의 연결고리를 보여준다
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라고 생각된다. 농촌순회강좌는 농한기를 이용한 비정
기 교육의 일환으로 보이며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에 거주하는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장소는 공립보통학교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217) 

1920~1930년대 신문에는 ‘공민교(公民校)’, ‘공민교육강습’, ‘공민강
습’, ‘공민강습회’, ‘공민과강습회’, ‘공민강습소’, ‘산업강습회’, ‘상업강습’, ‘농
업공민교’, ‘졸업생지도강습’ 등 다양한 형태의 공민교육이 존재했음을 보여주
는 기사들이 발행되었다. 시기적으로는 1923년부터 1935년까지로 확인된다. 

217) 『동아일보』, 1923년 8월 19일, 기사중 “전라남도광주군서방면중흥우산진흥회(全羅南
道光州郡瑞坊面中興牛山振興會)의 주최로 농촌순회강좌(農村巡回講座)를 창설하야 농촌
주민에게 그필수한 지식도덕을 교수하야 지방의 개량발전에 자(資)할 목적으로 매년 관
내 수개소에 순회하는 바 농한시기를 이용하야 개설 일수는 일주간 내지 십일간으로 정
하고 교수과목은 공민과(실천도덕의 요지 및 공민의 심득)와 농업과(普通作物特川作物
及畜産林業蠶業等에 관한 일반적지식기능과 농가경제의 개요)와 위생과(위생보건의 심
득 각종전염병에 관한 지식 및 예방소독방법) 三種을 교수하기로 하고 去11일 오전 9
시 瑞坊공립보통학교에서 爲先개시 하얐는데 생도는 개설지 면(面) 및 인접면(面)에서 
희망자를 모집하되...”

발행일 제목 신문 

1923년 8월 19일 農村巡回講座(농촌순회강좌) 동아일보

1925년 8월 8일 今回の公民科講習會 朝鮮新聞

1927년 3월 20일 동아일보 兩校廢止를 보고 公民校設立運動 동아일보

1928년 12월 4일 北靑; 利原; 新興三郡에 公民敎育을 創始 일개년동안을 
긔간으로 하야 各種實地學問을 敎授 每日申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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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민강습소는 ‘사회시설’로 소개되어 있으며218) 공민교육은 보통학교, 소
학교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강습회’의 성격도 띠고 있어 일본에서와 같이 
사회교육으로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존재한다고 본다.219) 농촌지역 농한기를 

218) 『부산일보』, 1928년 12월 6일, “함남의 공민강습소 조선 최초 사회시설로서 북청, 이
원利原, 영흥 3군에 설치”.

219) 『매일신보』, 1930년 3월 28일, “長興古邑普校 産業講習會開催 졸업생을 지도하고자 
공민과를 강습한다”. ; 『부산일보』, 1930년 12월 17일, “소학교졸업생에게 공민교육을 
행하다”. ; 『每日申報』, 1933년 1월 5일, “公民敎育을 授與코저 卒業生指導講習 伊川
公普에서 開催”.

1928년 12월 6일 함남의 공민강습소 조선 최초 사회시설로서 북청; 이원
利原; 영흥 3군에 설치 釜山日報

1928년 12월 26
일 北靑公民講習所開所式 每日申報

1929년 12월 27일 各地片片 每日申報

1930년 3월 28일 長興古邑普校 産業講習會開催 졸업생을 지도하고자 공
민과를 강습한다 每日申報

1930년 12월 17일 소학교졸업생에게 공민교육을 행하다 ; 통영의 학과강
습회 강사는 지전池田 법학사 釜山日報

1932년 3월 5일 地方集會 每日申報

1932년 3월 24일 公民敎育 강습(부산) 釜山日報

1932년 3월 30일 公民敎育 강습회 부산에서 개최 釜山日報

1932년 4월 1일 慶尙南道; 初等學校敎員; 公民敎育講習 朝鮮新聞

1932년 9월 7일 思想善導公民敎育講習會 朝鮮時報

1932년 9월 10일 地方集會 每日申報

1932년 12월 20일 北靑公民講習 每日申報

1933년 1월 5일 公民敎育을 授與코저 卒業生指導講習 伊川公普에서 開
催 每日申報

1933년 11월 5일 광고; 男女商業講習生募集 朝鮮新聞

1934년 1월 23일 安邊農業公民校 製繩講習開催 農閑期의 剩餘勞力消化
코저 製繩機를 미리 貸付 每日申報

1934년 7월 14일 公民敎育講習會 每日申報

1934년 7월 14일 公民敎育講習 朝鮮新聞

1935년 1월 25일 北靑公民講習會開催 每日申報

<표 10> 공민강습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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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농민을 교육하는 농한기 강습의 형태220)와 지방 사상선도를 위한 목
적에서 개최된 것도 확인된다.221)

1928년 부산일보 기사에는 조선 최초 사회시설로서 ‘함경남도 북청, 
이원(利原), 영흥 3군에 공민강습소가 설치’되었다는 기사가 있다. 기사에는 
“군(郡) 당국이 주도자가 되어 청년에 대한 국가사회의 공민으로서 관념과 의
식을 철저히 하고 실업에 종사하는 교양을 위한 확고한 신념을 함양하는 목적
으로 공민강습소라는 교양기관을 설립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운영비용은 “도
당국에 대해 지방비의 보조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연간 250원 정도
로 예상하고 있었다. 강습소장은 군수가 其任에 當하며 강습 생도의 자격은 
16세 이상 20세 미만의 남자로서 공립보통학교 제6학년을 졸업하고 만 1개년
간 가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생도수는 1개소에 40명 내지 50명 한도로 규정하
였다. 강습과는 공민수신, 일본어(국어), 주산, 실업, 사회, 경제, 실습이었고 
강습기간은 1개년으로 농한기 3개월간을 수업으로 정하고 매일 밤 3시간 강
습하고 나머지 9개월은 귀향기간으로 월 1회 교육 소집한다고 규정하였다. 
“소장 및 주사는 매월 1회 생도의 가정을 방문해 생활상태를 지도한다”고 기
술되어 있어 생활지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의 방침
은 “1. 공민으로서 필요한 도덕의 함양을 도모한다, 2. 심신을 단련하여 국민
적 정신을 작흥하여 질실(質實) 강건한 근검력행(勤儉力行)의 미풍을 조장한
다, 3. 실업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 충실히 그 업을 즐기는 관습을 양성한다, 
4. 청년으로 하여금 세계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을 자각시켜 자기의 지위와 직
분에 대한 확신을 양성한다, 5. 청년의 품성을 도야하여 견실한 인생관을 필
지(必知)시키고 사상 및 취미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생으로 전원생활(田園
生活)의 존중을 자인자각시키는 것, 6. 항상 청년은 솔선하여 공공사업에 진력
공헌하는 기풍을 작흥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222) 모집 대상은 보통학
교를 졸업한 이들이며 운영은 도지방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20) 『每日申報』, 1934년 1월 23일, “安邊農業公民校 製繩講習開催 農閑期의 剩餘勞力消
化코저 製繩機를 미리 貸付”.

221) 『조선시보』, 1932년 9월 7일, “思想善導公民敎育講習會”.
222) 『부산일보』, 1928년 12월 7일, “‘함남의 공민강습소 조선 최초 사회시설로서 북청;  

이원利原;  영흥 3군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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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강습소의 규정에서 강습과와 교육방침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점은 이전의 사례와는 다른 부분이며 강습소장을 군수가 맡은 점은 당시의 공
민강습소가 군을 단위로 한 청년 사회교육시설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에서의 1920년대 공민교육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의 목적이 대체로 청년층의 교화에 있음도 
드러난다. 아울러 도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공적 사업의 형태로 재원을 충당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식민지 공민교육과 공민학교

식민지 조선의 공민교육사에 있어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공민학
교’의 존재이다. 식민지 중등교육의 입학난은 극심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
다. 식민권력은 초등교육의 팽창은 부분적으로 용인하면서도 중등 및 고등교
육 기회는 철저히 봉쇄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성철, 2015: 215). 이에 
따라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는 이들을 재교육하는 문
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중
학원(中學院)’, ‘야간중학원’, ‘야간중학’, ‘공민학교(公民學校)’와 같은 명칭의 
중등교육 정도의 사회교육기관들이었다. 이러한 기관들은 지역유지의 기부에 
의해 운영되거나223), 지역청년회가 운영을 맡은 경우도 있었다.224)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등교육에 미진학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교육기관이 언론에 소개되기 시작하는 것은 1924년경부터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아동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을 위한 다양한 
명칭의 유사 중등학교들의 설립 목적이 “道路(도로)에 彷徨(방황)하는 無產靑
年(무산청년)들을 爲(위)하야225)”, “로동하는 남녀 학생을 위하야”, “보통학교 
4학년 정도의 학력을 가진 남녀 아동으로 주위사정에 거리끼어 중등정도의 학
과를 배호지못하고 공장이 아니면 막버리판에서 번민으로 지내는 이덜을 위하
야226)”, “학비문제로 중학정도에까지 나어가지 못한 학생을 위하야227)” 등으

223) 『조선일보』, 1925년 3월 12일, “夜間中學開院 래사월륙일부터”.
224) 『동아일보』, 1925년 2월 22일, “松汀面民大會”. 
225) 『동아일보』, 1924년 12월 30일, “成川夜學盛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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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교적 상세하게 각각의 사정이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에 대한 열
망에 비해서 제반 시설이나 제도, 사회경제적 여건이 미비하여 상급학교에 진
학하지 못한 식민지 청년들의 사정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사정으로 가시화 · 부각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식민지시기 ‘공민학교’ 및 ‘중학원’의 교육내용, 교육과정, 졸업자들의 
사회적 지위, 운영방식, 식민지행정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포착하는 연구들
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어서 그 실상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몇
몇 단편적인 사료들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교육과 야학의 관련성은 대상과 운영목적에서 비교적 일치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식민지에서 전개된 
다양한 형태의 관제적(官制的) 사회교육과 식민지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실천
되던 다양한 형태의 야학 · 사회교육 · 농촌계몽교육운동들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고찰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천성호(2009)의 분석에 따르면 식민권력이 야학에 대한 간섭과 탄압
을 시작한 것은 19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였다. 그 이전에는 탄압의 중심이 사
립학교에 있었고 조선 민중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야학에 대해서는 방관
자적 입장에 서있었다고 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야학은 1920년대를 기반으로 확장, 성숙되었는데 크
게 2가지 유형이 있었다. 하나는 노동야학, 농민야학 등 사회주의 계열의 청
년 진보적 야학그룹의 존재로 교육을 통한 일제에 대한 자주적 의식화를 목적
으로 한 것이며 둘째는 실력양성론에 근거한 야학들로서 이 형태의 야학들은 
지식인, 지방유지, 관리 등에 의해 설립되어 후에 관제야학으로 방향을 선회
한 것들이다(같은 글, 112~113). 

이와 관련하여 광주 송정면의 사례는 당시 지역사회에서 중등 사회교
육기관의 형성 및 존재 형태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1925년 당시 송정중학원(松汀中學院)은 전남 광주군 송정면 송정리 송정청년
회에서 경영하는 사립중학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조선일보 1925년 4

226) 『동아일보』, 1924년 11월 5일자, “夜間中學開始”.
227) 『조선일보』, 1924년 1월 31일, “松汀面의水砧競爭 結果如何를一般은注目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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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일자 기사에는 송정중학원이 1학년 생도를 모집하였으나 응모자 65명 중 
입학시험 합격자가 53명뿐으로 보결 학생 50명을 재모집한다고 공고하였다. 
응모자 자격은 보통학교 제6학년 종료자 및 동등학력이 유한 자로 되어 있으
며 시험과목은 “일본어와 산술”로 제시되어 있다. 서류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등 중학원이 비교적 체계적인 형태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근거가 된다.228) 송정리사립중학원은 1922년부터 송정청년회에서 경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사(校舍)인 중학원사(中學院舍)는 건축하지 못한 채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229) 

송정중학원의 설립 계기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전라남도청의 관문이요 교통의 요충인 전남 굴지의 지방이 교육기관으로는 
다만 공립보통학교 1교 뿐이라 소위 보통학교를 졸업한 아동중에 유산자(有産
者)의 자질(子侄)은 도회지중등학교로 유학을 가건마는 무산자의 자질(子侄)은 
도회지유학도 생의불능(生意不能)이 되야 도로에 방황하는 상태 임으로 당시 
송정청년회장○○○씨 및 기타 임원 제씨가 이에 분발하여 송정리에도 중등교
육기관을 설립하기로 하고....”230)

당시 유산자의 자제들은 도회지 중등학교로 유학을 떠났던 반면에, 무산자의 
자제들은 갈 곳 없이 ‘도로에 방황하는’ 존재로 조명되었는데 중학교 진학에 
있어서 가정의 경제적 배경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또, 도로
에 방황하는 청년들이 식민지 지방 사회의 시급한 문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조선일보는 “송정중학원은 설립된지 6년째인 1927년에 2회 졸업생을 
내었는데 돌연히 신학기부터 동학원이 폐지되고 공민학교를 설립한다”고 발표
하였다. 그 이유는 경비의 곤란 즉, 운영경비 문제와, 유지들의 열성이 줄어들
어 지원이 급감한데 원인이 있었다. 즉, 청년회장 개인의 열성과 지역 유지들

228) 『조선일보』, 1925년 4월 6일, “松汀中學院 補缺生增募”.
229) 『동아일보』, 1925년 2월 22일, “松汀面民大會(송정면민대회)”.
230) 『조선일보』, 1926년 1월 8일, “松汀敎育界의功勞者鄭純朝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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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움으로 운영되었는데 더 이상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공민학교’로의 전
환을 모색한 것이었다. 당시 기사는 공민학교를 공립학교로 조명하고 있는데 
이는 전라남도청에 있는 전라남도육영회에서 경영을 맡고 도지방비에서 보조
를 하는 형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었다. 도평의회의 결정으로 1927년 4월 부
터 중학원에서 공민학교로 전환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231) 지역 청년회
와 유지들의 지원으로 유지되던 중학원이 공민학교로 돌연 전환되는 과정은 
자세한 내막을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식민지 경기
의 하방압력이 강해지면서 지방에서 지역단체와 유지의 기부에 의한 교육지원
이 어려워진 경제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식민 지방 
행정 당국이 사회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지역민 및 유지
가 주도로 운영되던 사회교육기관의 성격변화가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당시의 저항적인 식민지 학생문화를 염두하면 ‘공민학교’와 같은 시설
이 일제의 의도대로만 운영되지 않았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920년대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제의 차별적 문교방침에 항거하는 동맹휴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이기도 했다. 동맹휴학의 이유로는 ‘학과(學課)에 대한 불만’, ‘교
사에 대한 반감’, ‘일본인 본위의 차별적 대우’, ‘학생간의 경멸적 거동’ 등 다
양한 이유가 원인으로 신문지상에서 거론되었다. 이에 더해 주목할 부분은 군
인출신 교사들의 폭력적 교수방법에 대한 저항도 맹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강원도 “고성군공립보통학교에서는 교사 藤田門一이 본래 군
인의 출신으로 ……학생에게 대하야 추패(醜悖)한 언사와 난폭한 행동이 다함
으로 학생들이 맹휴를 결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인 학생들에 대한 모
욕적 언설과 폭력도 일상적이었다. “예산군 공립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장 入江
秀夫는 칙어를 봉독하지 않는다고 제국신민이 아니니 만주나 노령등지로 퇴거
하라고 학생들을 질책하였고 권타족척(拳打足踢)을 자의로 행하여 교실내에서 
선혈이 임리(淋漓) 하고 부상한자가 다수였다”고 전하고 있다.232) 이러한 사실

231) 『조선일보』, 1927년 3월 19일, “松汀中學院은 廢止 公民學校를設立”.
232) 『조선일보』, 1923년 5월 25일, “사설 學生의盟休에對하야校當局의反省을促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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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제가 제시한 민개념과 융화의 원리가 얼마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당시 식
민지 교육현장에서 재현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들이라고 생각된다. 

‘공민학교’ 학생들도 이러한 민족차별적 · 폭력적 식민지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맹휴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1929년 3월에는 전
라남도청이 일방적으로 공민학교의 토공과(土工科)를 폐지한다는 도방침을 정
하자 송정리 공민학교 학생의 다수인 60여 명이 동맹휴학을 단행한다.233) 이
는 조선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일제의 일방적인 식민 행정에 대한 반
감과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민족적 차별에 대한 저항에도 공민학교 학생
들이 동참하였다. 광주사건(광주항일학생운동)에 분개한 송정리 공민학교 생도
들이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검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민학교 
기숙사는 일제 수색을 당하고 공민학교는 무기 휴교에 들어가게 되었다.234) 

3) 청년훈련소의 공민교육 

식민지 조선에서 또 다른 형태의 사회교육기관으로는 ‘청년훈련소’ 제도가 있
는데 공민과를 교수한 사실이 밝혀져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훈련소’
의 존재는 일본의 근대 사회교육 기획의 한 측면과 결부되는데 군부가 주도한 
사회교육체제의 마련과 관련이 깊다. 일본 군부는 청년훈련소와 재향군인회 
계열로서 사회교육체제를 완결짓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제국 일본 사회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염두해두어야 할 사실이다. 

러일전쟁이 지방개량운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교육체제를 본격적으로 
형성시켰다면 1차세계대전을 통한 직간접적 총력전의 경험은 군을 중심으로 
한 사회교육체제의 마련을 가져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1920년대 일본에서 군중심 사회교육체제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1930년대 초중반 조선총독을 맡은 우가키 가즈시게였다는 사실이다. 伊勢弘
志(2014, 266~268)의 연구에 따르면 우가키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총력전체
제 구축의 일환으로서, 장교의 학교배속 및 ‘청년훈련소’의 설립을 진행했다”

233) 『동아일보』, 1929년 3월 9일, “土工科廢止로 一二年生盟休”.
234) 『조선일보』, 1929년 12월 28일, “松汀里에도 各團體幹部檢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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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된다. 당시 청년훈련소는 중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것으로 1926년 4월 20일 ‘청년훈련소령’이 공포되면서 구체화되는데 
“의무교육을 종료하고 더 진학하지 않고 실업보습학교에 통학하고 있는 16세
부터 20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년훈련소령는 시정촌과 자치
체에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지역 사회교육체제의 특징이 실업보습학교와 
공민교육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훈련소의 입소 대상이 실업보습학교에 통학하
는 이들이었다면 1920년대 사회교육체제의 성립에 있어서 군(軍)의 기획 또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1929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9호로 ‘청년훈
련소 규정’을 발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小田省吾, 2019: 630~631). 관보에 
기술된 청년훈련소 규정을 살펴보면 제1조에 “청년훈련소는 청년의 심신을 단
련하여 국민으로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의의를 밝
히고 있으며 훈련기한은 제2조에 “4년으로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입소대상
은 제3조에 나타나있는데 “당해 3월 31일 기준 16세 이상 17세 미만의 남자
로” 규정되어 있다. 제5조에 “府와 面에 청년훈련소를 설립 가능하며 사인(私
人) 또한 설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공장, 상점 등 청년훈련을 받을 자가 
다수인 경우 청년훈련소를 설립 가능하다”고 정하였다. 단, 조선총독의 인가
를 얻도록 하였다. 제8조는 청년훈련소의 훈련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수신및
공민과, 교련, 보통학과, 직업과”가 포함되었다. 제9조에는 “수신및공민과(修
身及公民科)”의 목적이 기술되어 있다. “수신및공민과는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도덕상의 사조(思操) 및 정조(精操)를 함양하여 시대의 趨勢
에 비추어 국민생활의 필수한 심득을 가르쳐 실천궁행을 권장하는 것을 요지
로 한다”라고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 이어서 “수신및공민과는 특히 국가적
관념을 명징하게 하여 공민으로서 責務를 완성하게 할 필요한 사항을 유의하
여 교수한다”라고 하여 공민의 국가 관념과 책무를 강조하였다. 훈련시수는 
제13조에 기술되어 있는데 수신및공민과목이 100시간, 교련이 400시간, 보통
학200시간, 직업과 100시간으로 정하여 군사교련의 비중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35) 

235) 『조선총독부 관보』, 1929년 10월 1일, “靑年訓練所規程左ノ通定ム ‘朝鮮總督府令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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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훈련소의 설립의 공사립으로 구분하여 모두 설치가능토록 한 점, 
수신및공민과를 수위 교과로서 배치하고 국가관념 및 도덕과 책무를 강조한 
점, 수업시수에 있어서는 교련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점 등은 모두 당시 청년
훈련소가 군중심의 지방사회교육 기관으로서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
는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동아일보 1929년 10월 2일자 기사에는 조선의 청년훈련소령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내지에서는 1926년 칙령으로 공포되어 각종의 규정을 
설(設)하였으나 현재 조선에는 사십 개소의 훈련소 천이백 명의 훈련생이 있
음 에도 불구하고 법규의 공포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임의적이고 산발적인 
사회교육기관으로 운영되던 청년훈련소가 식민지 조선에서 1929년에 제도화 
된 것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신및공민과’의 실제 교수 
내용이나 교육 방법론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힘들었다.

당시 공사립 양체제로 ‘청년훈련소’가 운영된 것에 관해서는 지방의 
재정상 여력부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시정25년사는 기록하고 있다. “부읍면
의 재정상 그 경영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등에서도 사
립으로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였다는 것이다”.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1934년 
청년훈련소는 60개소(공립52, 사립8) 학생 총수는 2079명에 조선인은 495명
이었다고 한다. 조선인의 비중은 4분의 1정도였는데 당시 회사와 백화점에서 
청년훈련소를 사설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수료자들은 직업과 관련한 일정
한 대우를 받았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小田省吾, 2019: 630~631).

청년훈련소는 군과 관련이 깊은 사회교육 기관으로서 우가키의 기획
에의해 형성되었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1929년을 기점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제도화는 일본에서와 같이 
군을 중심으로 한 사회교육체제의 마련과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청년
훈련소의 강좌 제목과 규정 시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총력전을 
대비한 사회교육의 군대화 과정이 식민지 조선에서도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수신및공민과’가 수위과목으로서 제시된 것은 당시 군을 중심으로 한 
사회교육체제의 형성에 있어서도 ‘공민교육’이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

8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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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엿볼 수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하기 힘들었다.
이상 192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의 공민교육의 여러 형

태들인 ‘공민교육강습’과 ‘공민교육강습회’, ‘공민학교’, ‘청년훈련소’ 등을 검
토하였다. 종합해보면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공민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육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여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화된 기성의 학교와 교육과정이 수용하지 못하는 아동들
과 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형태의 공민교육은 지방적 · 농촌적 사회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민교육 기관으로서 실체를 갖
춘 경우도 있었고 순회강습의 형태로 산발적으로 전개된 경우도 있었지만 청
년훈련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정문제는 공사립을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과목으로서 교수된 ‘공민과’에 관해서도 1920년대 그 실마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농한기의 순회강좌에서 이른 시기부터 공민과가 교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은 ‘실천도덕의 요지 및 공민의 심득’으로 내지 지
방개량운동기의 공민교육 실천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청년훈련소에서도 
공민과가 교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구체적인 목적과 수업시수가 규
정되어 있어 공민과의 제도화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236)는 본격적으로 사회교
육의 형태로서의 공민교육이 권력에 의해 고려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준
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지역에서의 공민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의  
운영은 곧 위기를 맞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도로에 방
황하는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교육기관 야학, 강습소, 중학원 
등의 다양한 기관들이 지방 유지들의 참여로 운영되다가 불황 등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지원의 난색으로 운영난에 직면하거나 폐교의 위기를 맞아 식민 지
방 행정 당국의 도움을 얻어 ‘공민학교’와 같은 형태로 전환한 경우도 있었다. 

236) 1920년대 이후 제국 일본에서 사회교육이 문제화 되는 것은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였
다. 대표적으로  장상언 · 김미향(2017, 401)의 연구는 “1920년대 이후 학교교육만으로
는 해결되지 않는 청년교육과 국가적으로 봉착한 정치,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으로 보통학교 졸업생지도사업, 실업보습학교제도, 간이학교, 청년훈련소 등의 사회교육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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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사례를 검토한 것에 불과한 한계를 갖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 
식민권력은 점차 사회교육에 대한 통제의 폭을 넓혀나갔고 공민학교, 공민강
습소 등을 설립하고 청년훈련소를 제도화하여 청년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하였
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좀 더 제도화된 형태로 공민
교육이 실시되고 식민 지방행정이 사회교육시설을 접수하여 적극적으로 도지
방비를 지원하는 등 이에 개입하는 관제적 형태로 변모한 것은 특징적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교육 시설이 지방에서 설치되고 지방행정과 밀
접한 관련을 맺게 된 것은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을까. 정연태(2014, 
268~288, 389)의 논의에 따르면 1930년을 전후하여 일제는 식민지의 사회개
량적 요구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농산물가 하락으로 인한 농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소작쟁의가 증가추세를 
보였고 농민층의 몰락과 혁명적 농민운동의 확산으로 사회개량적 농촌정책이 
필요성이 식민지 농정가들 사이에서 급선무로서 논의되었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지주에서 자작농으로 정책의 관점을 조율하고 소작권을 강화하는 ‘사회
개량적 식민농정’이라는 것이 대두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를 염두해 둔
다면 공민강습소, 공민학교, 청년훈련소 등과 같은 사회교육 시설의 설치와 
홍보는 식민지 지방농촌사회에 대한 식민권력의 사회개량적 접근에서 그 성격
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제3절 식민지 중등학교 공민과 설치와 공민교육론의 형성

1. 1930년대 식민지 중등학교 공민과의 성립

1920년대 지방사회교육의 형태로 진행되던 공민교육의 성격이 변모하게 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였다. 중등학교에 ‘공민과’라는 교과가 신설
되면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자리잡게 된다. 내지의 중등 제학교에서 교과로서 
공민과가 설치된 것은 1931년이었다.237) 사범학교, 중학교, 직업학교에서 각

237) 일본에서는 1931년 1월 10일 문부성령제1호로 ‘사범학교규칙’을 개정하여 공민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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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민과가 신설된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그보다 1년 늦은 1932년 1월 18일자 관보를 통해 

공민과 설치내용을 담은 각 학교의 규정개정안이 ‘부령(府令)’으로 공포된다. 
중학교의 경우 조선총독부령 제12호로 「중학교규정」이 개정되어 공민과가 설
치되는데 제10조에 “중학교 학과목은 수신, 공민과, 국어(일본어)한문, 외국어, 
역사, 지리, 수학, 이과, 실업, 도서, 음악, 체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
12조의 2에는 공민과의 구체적인 목적과 교수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공민과는 국민의 공민적 생활을 완성할 지덕을 함양하고 특히 준법의 정신과 
공존공영의 본의를 회득(會得)시켜 공공을 위해 봉사하고 협동하는 일에 맞는 
기풍을 양성해 건전한 국민의 소지를 육성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공민과에 
있어서 국민생활의 본의를 밝혀 일상생활에 적절한 법제상, 경제상 및 사회상
의 사항을 가르칠 것”

제26조의 1항은 중학교 학과목의 매주 교수시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수신은 1
학년부터 5학년까지 매주 1시간, 공민과는 제5학년에 2시간 배당되어 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수업시수는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고등보통학교
의 경우 「고등보통학교규정」이 조선총독부령 제13호를 통해 개정되어 공민과
가 설치된다. 공민과의 목적과 교수내용은 중학교와 같으나 수업시수는 중학
교와 비교하여 수신은 시수가 같으나 공민과는 중학교가 5학년에 2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고등보통학교는 제5학년에 1시간만 할당되어 있어 

설치하였다. 공민과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 “선량한 입헌자치의 민으로서 소지(素地)를 
육성하여”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식민지 조선의 규정에는 “건전한 국민의 소지를 육성하
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또, 일본의 경우 “공민과는 헌정자치의 본의를 
밝혀 일상생활에 적절한 법제상, 경제상 및 사회상의 사항을 가르친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식민지 조선의 경우 “국민생활의 본의를 밝혀”로 짧게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당시 식민지 공민교육론자들에 의해서도 인식되고 있었다. 아울러 수업이 제4
학년, 제5학년에 각각 주당 2시간씩 배정되어 있어 주당시수도 식민지에비해서 더 많았
다. 중학교의 경우는 문부성령제2호에 의해 ‘중학교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민과를 설
치하였고 수업시수는 주별 제4학년, 제5학년에 각각 2시간으로 배정되었다(이상 『官報』 
1931년 1월 10일, 『朝鮮總督府 官報』, 1932년 1월 18일, “府令”.). 



- 148 -

상대적으로 적었다.238) 
1932년 3월 11일에는 조선총독부령제24호로 「고등여학교규정」이 개

정되어 역시 공민과가 설치된다. 공민과의 목적과 교수내용에 대한 언급은 중
학교 고등보통학교와 같았고 수업시수는 5학년에 1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은 조선총독부령 제25호에 의해 개정되었는데 역시 이
를 통해 공민과가 설치된다. 수업시수는 5학년에 1시간으로 규정되어있다.239) 
중학교를 제외하고는 수업시수가 모두 5학년에 주당 1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식민지에서 교수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식민지 조선에 공민과가 설치된 것은 우가키 가즈시게가 조선총독으
로 부임한지 1년이 지난 후였다. 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20년대 중반 
육상으로서(陸相) 문부성과 합작하여 청년훈련소와 재향군인회를 필두로 사회
교육을 군 중심의 체제로 완결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국내
에서 우가키 관련 연구는 주로 식민지 공업정책과 농촌진흥운동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상대적으로 사회교육 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풍부하지 않다.240) 

우가키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이래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일련의 사
회교화사업은 1932년을 기점으로 학무국이 그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조선
총독부는 1932년 2월에 훈령으로 종교과를 사회과로 합병하고 학무국 관할로 
하는 조선총독부 ‘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한다. 이때 내무국 사회과는 학무국 사
회과로 옮겨졌다. 학무국 사회과는 사회사업에 관련한 사항을 비롯하여 종교 
· 향사(享祀) · 도서관 · 박물관 · 고적조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
다(小田省吾, 2019: 642). 

서호철(2014, 62~67)의 분석에 따르면 내무국 사회과의 소관사무였던 
‘지방개량’은 1932년 2월 13일 자로 삭제된다. 그리고 ‘사회사업’ 사무는 학무
국 사회과로 옮겨진다. 서호철은 이를 “식민지 사회행정의 중심이 노무행정과 
사회사업보다 사회교화에 놓인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언급했는데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238) 『朝鮮總督府 官報』, 1932년 1월 18일, “府令”.
239) 『朝鮮總督府 官報』, 1932년 3월 11일, “府令”.
240) 우가키 가즈시게의 교육관련 직무경험과 내지에서의 활동에 관해서는 권동국(2017)의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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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 권력의 입장에서는 내무국 사회과 체제보다 학무국 사회과 체제
가 좀 더 일원화된 교화체제를 실현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1931
년 부임한 우가키 총독의 의지도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는 군을 중심
으로 한 저비용의 일원화된 사회교육체제 구축에 관심이 많았는데 내무관료들
이 지방 사정에 개입하여 지방개량의 운동과 사업을 벌이는 산발적인 방식과 
그의 통치 철학이 조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가키가 부임한 해인 1931년 8월 9일에 도지사회의 3일째 되던 날 
‘道知事에 對한 總督指示事項’이 전달되는데 총24건의 지시사항 중 학무국 주
관 사항은 4건으로 그 중에 3건이 학생규율과 학교교련, 청년훈련소 지도 등 
군을 중심으로 한 규율 · 교화 교육체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도 이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241)

식민권력의 공민교육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많지 
않지만 1932년 1월 18일 ‘중학교규정개정’, ‘고등보통학교규정개정’과 함께 발
표된 ‘訓令’에는 공민과 실시의 목적이 비교적 잘 나타나있다.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작년(1931년) 1월에 규정개정을 조선의 실정을 돌아보고 조선에 있어서 사종
교육(斯種敎育)으로 본래의 목적에 따르는 것을 기하고 그 의거할 방도를 명
시할 것으로 하였고 시세의 추이는 일층 국민의 자질의 향상을 재촉하여 …… 
실제생활에 즉할 유위유용(有爲有用)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즉, 종래의 전
문적 지식의 주입에만 치중되어 실제생활에 적절하지않은 경향이 있어 법제및
경제(法制及經濟)를 폐하고 새롭게 공민과를 설치하여 시세의 진운(進運)에 응
하여 제국의 중견국민으로서 일상사회생활을 완수할 필요한 교양을 주어 일층 
공민적 자질을 도야할 것을 기하고, 또 외국어로 중국어를 과(課)하여……요하
자면 이번의 개정은 만근(輓近)의 사회의 시세에 비추어 중학교 및 고등보통
학교에 있어서 교육의 내용을 개선하여 일층 건전유용의 국민을 양성하는 것
에 있다.”242)

241) 『조선일보』, 1931년 8월 9일, “道知事에 對한 總督指示事項”. 구체적으로는 15. 학
생생도의 규율에 관한 건, 16. 학교교련의 방법에 관한 건, 17. 청년훈련소의 지도에 
관한 건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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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식민지에서의 공민과 실시가 일본의 규정개정 후 조선의 실정을 돌
아보는 과정을 거쳐 이루졌음을 언급하고 이어서 도입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932년은 만주사변(1931년 9월 18일) 이듬해로 관동군이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전선을 확대하기 시작한 시기와 관련이 깊다. ‘시세의 추이’가 ‘일층 
국민의 자질 향상을 재촉하여’라는 표현에는 이러한 정세의 인식이 반영된 부
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유위유용(有爲有用)의 지식’을 강조하고 ‘전문적 지식의 주입’을 
비판 한 것은 공민과 도입의 주요한 논리 중 하나였는데 공민과의 전신이었던 
‘법제및경제’ 과목을 폐지하고 공민과를 도입하게 된 이유로서 반복해서 언급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훈령은 이어서 ‘제국의 중견국민’이라는 개념을 호명하
였는데 이 시기 식민지 공민의 함의가 ‘제국의 중견’이라는 수사가 말해주듯
이 어느 정도 차별적인 성원권을 포함하는 민개념으로서 발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식민지 사회에서도 1920년대 중후반은 사회경제적 모순이 심화되는 
시기였다고 앞서 언급했으나 중등학교에 공민과가 시행된 1931년을 전후하여
서도 일본 제국주의는 내재적인 모순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야마나카(山中永之佑, 2002)의 연구는 일본에서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정세적인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었던 시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제
도적으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가장 개화되었던 시기였다고 분석하고 있
다. 예를 들면, 1929년 지방제도 개정을 통해 “소작인과 노동자도 자치참가권
을 인정받게 되면서 기성 지방 지배자층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기에 중등학교 공민과를 통한 공민교육이 제국 일본 전반
으로 확산되어 교화와 통합의 원리로서 고려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부성이 앞서서 공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급히 중
등학교에 공민과를 설치한 이유도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민과 도입의 주요 논거로도 제시되어 있듯이 ‘법과경제에 대한 지식’만으로
는 국가의 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는 표면적 인식 기저에는 다이쇼 민주주의의 

242) 『朝鮮總督府 官報』, 1932년 1월 18일, “朝鮮總督府 訓令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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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성취로 사회주의, 노동자 세력이 정치권으로 진입하여 지분을 갖는데  
대한 견제의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사회주의 같은 새로운 지식과 사
상의 확산과 제도적 성취에 따른 이행기적 국면에서 기성세력들이 자신들의 
진지로서 고려한 것이 문부성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국가 지식사상체계로서 
‘공민과’와 ‘공민교육’이었다고 생각된다. 공민교육이라는 사회교화책을 중심으
로 국가로부터 인민들의 이탈을 막고 제국일본의 통합을 타진하려고 했던 권
력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다가오는 전쟁과 
총력전, 총동원에 대비하여 ‘제도와 지식’을 넘어서는 ‘국민 도덕과 사상의 통
일’이 긴급한 시대적 사명이었음을 인식한 군부의 기획과도 상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2. ‘중등교육의 공민화’ 논제에 관하여 

‘식민지 공민교육’ 갖는 당대의 교육사회적 함의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고
찰할 수 있는데 우선 1920년대 후반에는 중등교육의 사회적 위상과 가치가 
비판적으로 조명되면서 ‘공민화’라는 논제가 촉발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1927년 6월 20일자) ‘중등교육의 공민화’라
는 도발적인 문제제기를하는데 여기에는 당시 조선사회의 상급학교 진학열풍, 
교육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담겨 있다.243)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교육열
은 가히 폭발적이었는데 1926년 경성제국대학의 개학은 바다를 건너지 않고
도 제국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244) 입시를 통한 고등교육 진학은 언어
(일본어) 등 유무형의 차별로 한국인에게는 버거운 관문이었음에도 교육을 통
한 인텔리되기는 식민지 청년들의 꿈이자 이상이었다. 

조선일보에서 제기된 ‘공민화’라는 문제의식은 조선인의 교육열 팽창
에 대한 우려로 시작하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해 “실용적 효과 없이 

243) 『조선일보』, 1927년 6월 20일, “中等敎育의 公民化”.
244) 경성제국대학의 설립 과정과 시기별 성격에 관해서는 정준영, 2009, 『경성제국 대학

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참조. 이 연구에 따르면 조
선총독부는 1924년 5월 경성제국대학 예과개설을 마쳤고 경성제국대학은 1926년 5월 
대학 개학을 공식 선언하였다(정준영, 2009: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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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교육(白紙敎育)”을 힘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청년으로 하여금 허영적 
환영에서 헤메다가 피곤하게 하는 것 뿐이라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식민지 
사회의 과잉된 교육열을 비판하고 있다. 

타국과 일본의 사례만 보아도 중학교까지는 실용적 지식과 사회 각방
면에 활동할 공민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데 조선의 중등
교육은 “소위 전문학교의 입학을 준비한다는 조건하에 영어, 일어, 수학 등 
특수과정의 시험문제집을 해석하기에 골몰하야 타과정은 돌아볼 정신이 없다”
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인 학생과의 경쟁에서 일본어 실력의 
격차로 탈락하는 자들이 대다수이기에 ‘열패(劣敗)될 시험’ 때문에 “전교생 중 
한두 명만 상급학교에 입학하고 다수한 모든 청년의 열혈(熱血)을 끓이고 심
신을 괴롭게하다가 입학이 못된 다수졸업자는 사회의 공민자격과 상식까지 상
실케 되는” 것이 조선이 교육의 폐해라는 것이다. 

이 시기 교육열이 팽창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중등학교의 
미비와 대학설립 제한으로 인한 입학난이 그 주요한 원인인데도 여기에 대한 
언급없이 조선사회의 교육열 자체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고 특히, 결론에
서는 이를 조장한 ‘사립중등학교’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식민지 교육에 대
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성찰이 결여되어있는 인식론의 일면을 보여준다. 관
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私立; 인용자)중등학교의 졸업자로서 오늘까지 관립의 5전문1대학에 입학된 
것이 과연 얼마나 되며 또 그 남어지 졸업생들의 졸업후 상황이 어떠한 것을 
그학교의 당국으로서는 모다 알고잇슬것이다 그러한 극소수의 입학자를 엇너
라고 그만흔 졸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시험을 준비시키기에 가진 고통을 준것이 
민중전반에 어떠한 효과가 잇슴을 말할수 잇슬가. 그럼으로 우리 청년의 교육
도 공민화 하지 안흐면 안될것을 …… 공민자격을 양성하는 보편적 사회교육
을 힘쓸것을 말한다.”

위의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명제는 1920년대 후반 식민지에서 
공민교육 즉, 공민자격을 양성하는 교육이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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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비판 혹은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학교와 같은 
고등교육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이들 중 다수가 필연적으로 열패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식민지 교육의 폐쇄적 기회구조에 대한 비판은 일상적인 것이었
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부 합격자가 아닌 식민지 학생 저변을 향한 ‘사
회교육’ 즉, ‘공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당대 교육사회구조
에 대한 표면적 비판을 전제하는 이러한 공민교육 담론은 사회적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식민지 학교의 입학열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었다. 특히, 경성부
는 중학교, 대학의 입학난뿐 아니라 보통학교의 입학난도 극심했는데 불황으
로 지원자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경성의 보통학교 입학난은 극심한 수준이었
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이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비판하고 있다. 

“경성부 전체에 대한 통계는 학령아동을 4만 8천에 대하여 수용력은 불과 5
천이란 비참한 숫자를 보이게 되엇다 …… 1면 1교가 완성된다더라도 넉넉히 
잡아 학령아동의 4할에 불과하니 …… 소위 일시동인을 운운하는 언하(言下)
에 조선내 일본인 초등교육은 백퍼센트의 수용력을 갖는 것을 볼때에 아직도 
차별의 정치를 不認한다고 하면 이는 엄이도령(掩耳盜鈴)의 언사라고 아니할
수없을 것이다.245)”

지방의 사정은 달랐다. 그 분기점이 된 시기는 1931년으로 사료된다. 지방 공
립보통학교에 입학아동이 격감한 것은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공립보통학
교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업료 미납학생을 벌세운다던가 ‘수업료 선납’ 
제도를 강제한다던가 한 사실은 학부형의 공분을 샀다. 이에 지방에서 ‘학부
형회’가 조직된 기록이 있다. 전라남도 보성공립보통학교는 매년 입학아동이 
모집정원을 초과하였으나 1931년에는 지원자가 급감하여 90명 모집에 30여명
에도 이르지 못했다.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상황도 주요한 요인이었다. 경성의 
입학열 과잉에 비해서 지방은 학생이 모자라 학교당국자들이 관내를 순회하며 
모집에 힘쓰기도 했다. 

245) 『동아일보』, 1931년 2월 22일, “연중행사의 시험지옥 - 언제나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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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나날이 파멸을 당하는 농촌의 경제 상황이 비참한 현상
을 연출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초등교육긔관에 보낼 힘이 닷지 못하
야 눈물을 흘리는 현상이며 인도하여 줄 힘이 없어 가로에 방황하게 함이 현
실농촌현상이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246)

농촌공황에 따른 미가하락으로 월사금을 낼 여력이 안되어 보통학교
를 중도퇴학하는 학동들도 속출하였다. 1931년 경상남도 학무과 발표에 의하
면 1930년 한해 동안 경상남도 내에 있는 공립보통학교수 214교 중에서 71학
급을 정리하였다고 한다. 1929년의 한재(旱災)와 공황에 따른 1930년의 곡가
폭락으로 월사금을 낼 수 없게 된 것이 그 원인이었다. 당시 한학급 인원수를 
70명씩 계산한다면 약 4971명이 1년간 중도퇴학을 한 것이다.247) 수업료를 
못내어 지방고보를 퇴학 당하고 상경하여 동무의 책상서랍에서 돈을 훔쳐 소
비하다가 절도범으로 경찰에 잡힌 사례는 당시 지방 학생들의 생활난이 얼마
나 극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다.248)

1931년은 일본 중등학교에 공민과가 설치된 해로 내지의 농가경제 
상황도 작물가격 하락으로 경제적 곤궁에 빠진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사회처럼 농가경제위기가 
교육비에 대한 과격하고 모욕적인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황
으로 인한 곡가하락과 이에 따른 농가경제의 위기는 도시(경성)와 농촌(지방사
회)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켰다. 식민지 사회에서 지식계급으로의 성장을 도모
하는 방법은 학교를 통하는 길 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다. 농가경제의 
위기로 학교에 입학을 못하고 도로에 방황하는 지방 청년들이 갖는 상대적 박
탈감은 통치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고려해야할 상황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등교육의 공민화’라는 명제는 도시의 과잉된 교육열을 누그
러뜨리고 지방의 방황하는 청년들을 식민사회의 실업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
계층으로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식민권력의 개량주의적 입장과 시선이 투영된 
논제로 볼 수 있다. 식민지 학생들의 과열된 입시지식과 고등교육의 추구는 
무기력한 입시 탈락자 청년들을 양산하여 식민통치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

246) 『조선일보』, 1931년 3월 19일, “각지보통학교에 입학아동격감”.
247) 『동아일보』, 1931년 2월 10일, “중도퇴학 오천명 71학급 정리”.
248) 『동아일보』, 1931년 9월 29일, “돈업서 퇴학당코 필경은 절도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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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 경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했던 지
방사회 청년들의 계층적 격차를 재생산하는 위기국면을 창출하기도 한다. 
1930년대 농가경제 위기로 진학의 길이 가로막힌 지방 사회의 학동 청년들을 
호명하기 위해서 ‘공민화’라는 테제는 권력 측에 의해 동원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식민지 조선의 공민교육론과 공민교육론자들

식민지 조선에서 공민과의 제도화와 그리고 ‘중등교육의 공민화’라는 논제가 
식민지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에서 공민교육은 어떠한 식민지적 통치 이데올로기와 헤
게모니를 담지하고 있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식민지 공민교육론자들의 
공민교육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한다. 

아래의 표는 공민교육과 관련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발표된 주요 기사 
및 관련 잡지에 투고된 글을 연도에 따라 저자와 제목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총 21건 중 식민지 조선에 공민과가 설치된 1932년이 8건으로 관련 글이 가
장 많이 발표되었고 1933년 6건이지만 1935년 이후로는 관련 논의가 급격히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행 매체별로는 ‘朝鮮初等敎育硏究會’에서 
발간한 『朝鮮의教育研究』에서 9건으로 가장 많은 관련 글이 실렸고, 이어서 
‘朝鮮敎育會’에서 발간한 『文敎의朝鮮』에서 8건으로 이 두 일제 관변 교육연
구 잡지에서 공민교육 관련 글을 다수 생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21건 중 
17건). 저자들은 사범학교(4명)나, 보통학교(3명), 보습학교, 농업학교, 고등여
학교(각 1명)의 敎諭나 訓導가 다수였다.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로 교육
학강좌를 담당했던 ‘松月秀雄’과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수관(編修官)으로 10년
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鎌塚扶’의 경우는 학술담론의 차원에서 식민지 
공민교육의 논의를 주도한 공민교육 이론가들로 볼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공민교육과 공민과의 식민주의적 관점과 논리는 
이러한 글들 가운데 편재되어 있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내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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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다양한 학술담론의 형태로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권동국(2017,  
200~201)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식민지 조선에서 공민교육론이 논의된 
학술·대중적 담론장은 시기로 보나 규모로 보나 단기간에 걸쳐 협소한 영역에
서 형성되었고 대중사회의 호응과 참여도 내지에 비해서 미미하였던 것”이 원
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의 논의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의 공민교육론이 식민
지 교육의 최전선에서 식민지 공민교육을 정당화하는 다양한 식민주의적 논리
로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당대 공민교육의 식민주의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이들의 논의는 구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도 저자 제목 비고

1927 조선일보 사설 中等敎育의公民化 1927년 6월 20일

1931 久米基249) 公民敎育과職業敎育 文敎의朝鮮 72

1931 武部欽一250) 公民敎育의必要 文敎의朝鮮 65

1931 市村秀志251) 公民敎育과卒業生指導 朝鮮의教育研究4(3)

1931 八束周吉252) 와야할 朝鮮의敎育 朝鮮의教育研究4(1)

1932 岡田生 公民敎育과職業敎育 朝鮮硏究5(6)

1932 市村秀志 公民敎育의中心問題 朝鮮의敎育硏究4(3)

1932 行德八郞253) 職業科와公民敎育 朝鮮의敎育硏究5(1)

1932 後藤長治254) 公民敎育의槪念的考察 朝鮮의敎育硏究5(1)

1932a 服部健夫255) 公民敎育에關한若干의考察1 文敎의朝鮮 83

1932b 服部健夫 公民敎育에關한若干의考察2 文敎의朝鮮 84

1932 大山諹一256) 我校에 있어서 公民科敎授細目 文敎의朝鮮 80

1932 朝 鮮 初 等 敎
育硏究會 公民科設置 朝鮮의敎育硏究 5(3)

1933 鎌塚扶257)
朝鮮에 있어서 公民科要目에 관
하여(昭和七年七月末公民敎育講
習會를위한稿를整理한것)

文敎의朝鮮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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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공민교육론의 내용을 쟁점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다
음과 같다. 서구의 시민개념과 국민 그리고 일본적 공민론 · 공민개념의 관계
에 대해서는 久米基(1931, 44~46), 服部健夫(1932a, 59), 각국 시민교육 · 공
민교육의 성격과 제국 일본의 공민교육의 비교에 관해서는 市村秀志(1931, 
7~9), 市村秀志(1932, 15~18), 식민지 조선 교육에서 공민교육이 필요한 이유
와 그 특수성에 관해서는 八束周吉(1931, 38~43), 공민교육의 본질적 내용을 
도덕론적 규범에 두고 지식에 대한 도덕의 우위를 강조한 입장은 服部健夫
(1932a, 57), 服部健夫(1932b, 41)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민권력은 1930년 12월 1일에 시행된 지방행정제도 개정을 식민지 

249) 1930~1942 청주공립농업학교 敎諭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자
료(=이후 직원록)

250) 1929년~1931년 6월 朝鮮總督府 學務局長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
국근현대인물자료

251) 1929년~1935년 京城師範學校 敎諭 - 직원록
252) 1930년 京城師範學校 敎授 - 직원록
253) 1930년~1933년 京城師範學校 訓導 - 직원록
254) 1930년~1940년 京城第二高等女學校 敎諭 - 직원록
255) 1930년~1933년 평양사범학교 敎諭 - 직원록
256) 1932년~1933년 인천상업보습학교 敎諭 - 직원록
257) 1931년~1940년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 編修官 - 직원록
258) 1926년~1943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 - 직원록
259) 1932년~1933년 함흥제2보통학교 訓導 - 직원록
260) 1930년~1932년 청운보통학교 訓導 - 직원록
261) 1934년~1935년 춘천고등보통학교 敎諭 - 직원록

1933 松月秀雄258) 敎科目으로서公民科 朝鮮의敎育硏究 58

1933 竹內泰宗259) 國家主義에立脚한公民敎育 朝鮮의敎育硏究 63

1933 川村光也260) 敎育朝鮮의動向 光鹽社

1933 中村止戈男 修身科及公民科의指導原理 文敎의朝鮮 91

1933 中村止才男261) 修身科及公民科의指導原理(二) 文敎의朝鮮 92

1934 鎌塚扶 公民敎育序說 朝鮮의敎育硏究 66

1935 발행자불명 朝鮮의公民敎育 實狀

<표 11> 식민지 조선의 공민교육론 관련 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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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지방자치제도 개정으로 사실상 홍보하고 있고(武部欽一, 1931: 3) 이
를 공민교육 도입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민교
육의 실시를 통해 식민권력이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식민지 
민의의 신장과 조선 민중의 복리 증진’ 등으로 시정을 홍보하고(武部欽一, 
1931: 2). 제1차세계대전 이후 한층 강력히 요구된 전방위적 국민화의 요청과 
사상전, 선전전, 문화전의 국가총력전을 대비하기 위한 관점에서 효과를 기대
한 측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상전에 있어서는 농촌사회 
내부로까지 침투해들어가고 있던 유물론적 마르크시즘에 대한 사상문제 대책
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점은 내지와 식민지의 공민교육론에서 공통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바다.262) 

그렇다면 식민지 공민교육론에 나타나는 중요한 식민주의적 인식론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식민지배 이전의 상황을 ‘공공성의 결여태’로 비하하
고 이를 재구성하는 원칙 또한 사이비 공공성의 원리를 주입하는 것으로 “사
(私)를 버리고 공(公)을 奉하는”방식으로 공민교육을 구성하는데 있다고 사료
된다. 이를 통해 개인주의적 가치를 이기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 공공성의 
감각을 자율적 개인이 배제된 국가 중심의 ‘공공적 정신’으로 변모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식민주의적 공민교육론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기술은 아래와 같
다. 

“古來 조선에 있어서는, 특히 가족제도가 중히 여겨져, 家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 말하자면 종(縱)의 생활에있어서는 상당의 사회적 의식이 있지만 횡(橫)
의 생활, 즉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요구를 인정하고, 상의(相倚)하고 상부
(相扶)하여 공동생활의 효과를 거두고, 공동공영의 이익을 자각하는 것은 부족
하다. 소위 사회적훈련에 있어서 결(缺)한 것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특히 현
시(現時)와 같이 사회의 기구(機構)가 나날이 복잡해져가고 물질적문명의 여폐

262) 카라사와(唐澤富太郎, 1980: 200~203)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학생 사상운동에 큰 영
향을 미친 것은 1927년의 쇼와공황 등 경제충격이 큰 원인이었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학교의 증설에 따라 학생수는 증가하였지만 경제위기로 취업률은 급감하는데 호경기에
는 상업학교나 공업학교에 입학지원자가 많아 경쟁율이 높았지만 불황기에는 사범학교
의 입학경쟁율이 정점에 달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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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餘弊)로서 유물사상이 농촌까지 浸潤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편협한 이기
아진(利己我儘)이 발호하여 隣保協同의 미속은 이미 폐해져, 사회적 정신의 
궤멸을 초래한 것이 실상이 아닐까. ……이러할 때 가장 필요한 도덕은 「協
同」으로 소이(小異)를 버리고 대동(大同)하여 분리(分離)를 억누르고 충돌을 
피해, 自他의 힘을 모아 생활하는 것이다. 즉 마음을 하나로 하여 힘을 합쳐 
사(私)를 버리고 공(公)을 奉하는 공공적 정신이 사회생활의 기조를 위한 것으
로, 이것이 공민교육의 진수(眞髓)이다”(八束周吉, 1931: 40).

또, 당대의 공민교육론에 있어 민개념과 관련된 개념의 범주와 일본적 특수성
을 설명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식민지 공민교육론자 중
의 한 사람으로 청주공립농업학교 敎諭였던 久米基(1931, 43)는 ‘공민교육과 
직업교육’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현대상투어로서 공민은, 市制町村制에 사용되는 법률어로서의 場合이 많다. 
이러한 경우 그 의의는 지방자치단체구성원으로서 고려되어, 영어의 Citizen
을 시민으로 번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Citizen이라는 용어
는 시민의 외에 소위 公民이라는 의미를 갖고있고, 국민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서양의 여러 국가가 도시국가의 발달에서 성립한 
연역을 가졌기 때문인데, 국가생활을 영위하는 국민을 지시하여, 일본에 있어
서는 고대 공민을 ‘オホミタカラ’라고 칭하여 백성조민(百姓兆民)을 말하며 국
민과 동일한 뜻으로 취급된 것과 일치한다. 요약하자면 공민이라는 의미는 처
음에는 도시국가시대에 있어서 시민으로 해석되어, 도시국가의 발달에 따라 
중앙집권적국가가 통제공고(統制鞏固)해짐에 따라 국민의 의미로 해석되거나 
혹은 또, ‘자치단체구성원’의 뜻으로 해석되기에 이르렀다.”

久米基(1931)의 논의는 시민과 공민, 국민의 개념적 영역을 조정하고 일본 특
수의 공민개념을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서구 시민개념이 갖는 시민권적 측면을 
부각시키지 않고 있지만 당시 서구 시민개념과 시민권에 대한 식민지 공민교
육론자들의 이해는 오늘날의 관념과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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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서구 시민개념에 대한 식민지 교육계의 이해가 
조야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구 시민사회의 발전에 대
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공민개념에 반영하려 하지는 않았다. 서구와 대비시켜 
일본적 ‘공민’개념의 특질을 찾으려 하는 것 또한 당시 공민교육론의 주된 경
향이었다. 서구역사에서 나타난 시민적 덕과 권리, 그리고 저항을 가시화하지 
않고 일본적 공민 개념에 주목하면서 국가와 민개념의 관계를 도덕적 측면의 
관계에서 재구성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공민교육담론의 중요한 성격이다. 시민
적 가치와 원리가 배제된 개념적 영역에서 ‘국가’의 가치는 도덕적 이상으로 
그려졌다. 

“국가는 최고도덕이 되며, 국민은 그 최고도덕에 도착해야 할 노력해야 할 
것”(久米基, 1931: 45).263)  

공민과의 전신이 ‘법제및경제(法制及經濟)’라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공민과의 
교육내용도 법적 경제적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를 폐지
하고 1930년대 공민과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공민교육의 본질적인 문
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공민교육론자이자 京城第二高等女學
校 敎諭였던 後藤長治(1932)가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의 논지는 공민교육이 
도덕적 관념론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법적생활과 경제적 생활에 있어서 도
덕적 체험을 요청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지가 잘 드러난 기술은 
아래와 같다. 

“물론 도덕적생활 그 스스로 법적생활 내지 경제적생활에 관한 사상, 감정, 
의지의 체험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은 아니지만 오히려, 법적생활, 경제적생
활의 가운데 도덕적체험을 찾아내는 것이 보다 직접적, 효과적이라는 것을 믿
고 있다(後藤長治, 1932: 11~12)”

263) 유사한 논지는 식민지 공민교육론자들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를 
도의적 귀결의 종착점으로 규정한다는 점(服部健夫, 1932a, 54~56) 그리고 사회보다 
국가의 우위를 인정하는 독일의 인식론을 수용하여 사회생활=공민생활=국가생활을 동일
시 했다는 점(市村秀志, 1932: 15~16)은 당대 공민교육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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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민교육의 성격이 단순히 국가도덕만을 강조하는 입장
을 넘어서서 법적 생활과 경제적 생활 가운데서 일정한 규율과 도덕을 창출해
내는 원리로서 조명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민교육의 성격이 수
신교육과 차별화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수신교육이 상대적으로 저학년을 상대
로 애국심이나 규율의 주입을 목적으로 했다면 중등학교의 ‘공민과’를 통한 
‘공민교육’은 법과 경제와 관련된 생활영역을 도덕적 체험으로 구체적으로 이
끌어내려는 합리적인 이해의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後藤長治(1932 
, 12)는 여기에 독립된 교과로서 우위성 및 ‘공민적도야’를 점할 교육적 우위
가 있다고 공민교육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後藤長治는 이어서 공민교육의 목적을 규명하면서 여타의 기존교육과
의 차이점을 논하고 있다. “‘공민’이라는 어의로부터 판단하면 내지의 시정촌
제하의 지방자치적 공민으로 한정되게 되고, 또 내지에서 성인남성 보통선거
실시로 인해 확장된 정치교육으로서 공민교육으로 조망하면 여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정치교육은 공민교육의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다(같은 글, 12)”라고 주
장하였다. 시정촌제하의 ‘공민’이나, 보통선거하의 정치적 ‘공민’은 ‘공민’이라
는 표현은 같지만 공민교육의 본질적 목적과는 구별되는 하위개념적 ‘공민’이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後藤長治(1932)가 주장하는 공민교육과 
공민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는 신민과 공민의 관계 규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헌법 및 국적법에 의해 일정의 조건을 기반으로 일본에서 태어나거나 일본의 
국적을 얻은 자는 성별이나 연령의 차별에 관계없이 무릇 일본신민이다. 시정
촌제에서는 연령과 성별과 거주의 연한에 의해 신민과 공민이 구별되기에 공
민은 신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 따라서 신민과 공민은 일치하지 않는다…… 
일본의 역사적 발달에서 봐도 현재의 법적 입장에서 보아도 가족주의라는 것
이 인정되어 家(이에)는 국가의 단위를 이루고 있고 또, 직업단체 등의 일원이
라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가 이러한 단체의 밖에 초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은 아니다. 또, 단체원으로서 우리의 내적경험의 가운데 동시에 제국신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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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적경험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신민으로서 생활은 생활의 일
면이 아니라 전면(全面)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일본의 국체상
(國體上) 본다면 공민교육은 신민교육이며 국가교육이라고 생각한다(後藤長治, 
1932: 12~13)”

後藤長治(1932)의 논리에 따르면 시정촌의 공민을 만드는 교육, 정치교육은 
공민교육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 일부이며, ‘제국신민’을 만드는 일본의 ‘국가
교육’이 본질적인 공민교육이 되는 것이다. 내지의 지방자치제와 보통선거제
를 공민교육의 일부분, 이 공민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주변화시키면서 ‘제국신
민’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한 것은 일본의 공민교육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식
민지적 기술의 형태이다. ‘제국신민’의 가치가 강조된 식민지 공민교육론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논지에 따르면 시정촌제 하의 자치적 공민이나 보통
선거의 참여자로서 정치적 공민은 한정적이고 부분적인 공민으로 표상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後藤長治(1932)의 공민교육론에서 중요한 논점은 서구의 시민교
육이 표방하는 시민적 개성과 개인주의의 함양을 부각시키지 않고 단체자치적 
관점의 한계 안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며 ‘단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생
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한 기술이 드러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민교육은 가족의 일원(一員), 시정촌의 일공민(一公民), 직업단체의 일원으
로서의 교육이며 종극(終極)에는 국가의 일공민(一公民)으로서 교육이다. 이 
경우 우리들은 개인으로서 생활과 단체로서의 생활 양면을 생각하는 것도 가
능하지만, 그것은 그러나 사상상(思想上)의 분리이며 생활의 실체로서는 상호
관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다만 어떠한 단체에 속하더라도 개인에게 자
유의 여지가 허용되는 것으로、거기에 개인생활의 방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後藤長治, 1932: 13).”

당시 공민교육론의 전개에 영향을 미친 정세적 요인 중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이었다. 1차세계대전을 통해 ‘사상전’과 ‘선전전’이 전쟁의 성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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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총력전체제하에서 국민통합이 선결과제로 
부상하면서 ‘국민사상’의 함양에 대한 급박한 요청이 발생하게 된것이다. 

 사상대책으로서 공민교육의 필요성을 논한 글들은 식민지 조선의 공
민교육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함흥제2보통학교 訓導였던 竹內泰宗(1933,  
86~87)의 글은 그 예이다. 그는 공민교육운동이 대두(擡頭)한 3요인을 ‘사상국
난’, ‘경제사상문제’, ‘정치도덕방면의 결함’으로 제시하여 공민교육이 각 방면
의 사상난을 타개하여 “국민의 국가적 통일을 중심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제
시하였다. 

사상국난에 관해서는 “1차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사상전이 치열해져서 
전세계 사상계가 암흑시대로 변했다”라고 언급하고 이어서 “국내에 온양(溫
釀)된 사회적결함과 맞물려(相俟) 다기한(幾多) 국가사회생활상에 중대한 문제
를 야기하여 사상국난의 외침은 높고 국민사상의 분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
다.”라고 기술하여 당시 일본의 사회문제가 중층적으로 누적된 것임을 드러내
면서 “국민의 귀착점(歸着點)을 지시하여, 중정한(中正) 국민사상의 함양이 국
가교육상 중요한 중대급무가 되었다”고 공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경제사상’의 측면에 관해서는 “1차세계대전 후 경제상황의 본질적 
변화로 인하여 국민의 빈부의 현격(懸隔)이 심해지고, 노자의 항쟁 등이 빈발
한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으로하여금 경제조직
전체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에 공민교육의 목표가 있다고 기
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도덕방면의 결함’에 관해서는 “세계에 자랑할 입헌
정치의 형태를 완비했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낙관할수 없다”고 기술하면서 
“보선(普選)의 실시는 국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해야할 것인데 폐해속출(弊害續
出)의 원인이 되어 입헌법치국의 국민으로서 정치도덕의 교양의 필요를 통감
시켰다”고 진단하면서 공민교육이 이상과 같은 세 원인에 의해 숙흥하게 되었
다고 공민교육의 등장 이유를 밝히고 있다(같은 글, 86~87).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에 공민교육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에 대
해서는 어떤 논리로서 기술하고 있을까. 관련하여서는 식민지 공민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식민지 공민교육 도입초기 
관련한 글을 서술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었던 武部欽一(1931)와 京城師範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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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 敎授였던 八束周吉(1931)의 글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다. 
八束周吉(1931, 39)은 공민교육의 내용을 1. 사회(협의), 2. 정치, 3. 

경제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면서 특히, “(조선) 반도의 실정은 이 사회적 생
활의 자각, 환언하면 건전한 사회적 의식의 함양이 극히 급무라고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술하였고 또, 정치적 이유로는 “조선에 있어서 지방자치제
도의 획기적 개혁이 시행되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점차 광대해져 제
도운영의 책임이 점점 중대해지게 되어”라고 제시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부터 1933년에 걸쳐 다시한번 지방제도를 개
정264)하게 되는데 주요한 변화는 부, 읍 · 면, 도의 법인화와 선거제의 실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265) 이를 공민교육 실시의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
이다. 일본 정치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인데 일본 내지
에 있어서 자치제 실시를 정치적 소요(騷擾)의 근원으로 언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정치부패에 관한 위기감의 원인을 민주주의적 제도적 확장으로 
돌리고 이를 공민교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당시 공민교육 도입의 논
리 중 하나였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관련한 진술은 아래와 같다. 

“선거계가 부패하고, 선거위반이 속출하고, 정쟁(政爭)을 알면서도 국가향토를 
망각하는 것이, 오늘날 내지(內地)에 있어서 그 폐(弊)를 참지못한다는 것을 
듣고있다. 즉, 정계의 부패타락(腐敗墮落), 국민의 정치에 관한 무관심(無頓
着), 정치기피……”八束周吉(1931, 41).

일본 정치의 위기의식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어서 기술하고 있다. “이
런 쓰라린 경험을 우리가 조선에서 繰返하지 않을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

264) 『조선총독부관보』, 1930년 12월 1일, 제령제11호, “府制左의 通改正”.
     『조선총독부관보』, 1930년 12월 1일, 제령제12호, “面制 左의 通改正 邑面制”.
     『조선총독부관보』,. 1930년 12월 1일, 제령제15호, “道制”.
265) 그러나 이러한 제도변화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 것으로 기존연구는 평가하고 있다. 

손봉숙(1985)은 “도(道)를 법인격화 하였음에도 단체로서 자치재정권은 소유하였으나 자
치입법권은 지니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고 평가하였다. 또, 읍·면 또한 둘 다 법인이 되
어 고유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지만 여전히 면협의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
하였다”고 한계를 지적하였다(孫鳳淑. 1985: 65~66). 무엇보다 ‘면(面)’이 철저한 관제
적 통제하에 있었던 점은 근본적인 한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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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조선에서 날로 공민적 책무를 자각시켜 우선 정치가 국민 협동의 최대의 
표현으로 최대의 사회의 봉사(奉仕)하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급무라고 
생각한다 …… 이번 개정 제도실시를 일전기(一轉期)로서 공민교육의 보급철
저를 도모하여 정치사상을 함양하고, 제도와 정신형식과 내용이 배치(背馳)하
지 않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초기 식민지 공민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글들이 일본(내지) 다이쇼 민주주의
로 확장된 보통선거제도의 한계와 폐해를 비교적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즉 민주적 제도의 폐해 일면만을 드러내어 
이러한 제도들이 실시된 적도 없는 식민지에서 공민교육으로 그 한계를 극복
해보고자 한다는 주장은 일면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식민지에서 이러한 제도
를 허용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수사로도 독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었던 武部欽一(1931)도 비슷한 논지를 펼치는
데 “선거에 있어 투표매수가 행해진다던가, 선거인이 권력이나 이익을 위해 
그 의지를 좌우하는 폐해를 막지 않으면 안된다”고 내지 정치의 폐해를 논하
면서 조선의 제도개정을 예로 들어 공민교육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
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로서 민의의 신장에 일보를 전진할 지방자치제도가 개정되
어 개정 부제 · 읍면제가 본년 4월 1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부회와 읍회가 의
결기관이 되고 선거권이 확장되어 조선 민중의 복리를 증진시켜, 정치상에 있
어서 국민의 권능(權能)을 넓히는 것으로 경하할 일이다 …… 제도가 결코 지
상(紙上)의 개정으로만 실효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운용을 당한 자가 
제도의 참정신을 이해하여 충실히 실행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 공민교육을 진흥하는 목적이 ‘자립자영의 마음 함양’, ‘공동일
치’, ‘사(私)를 버리고 공을 받드는(奉)’, ‘상호간 공존공영을 도모하여’ 이를 
실행하는 힘을 양성하는 것”(武部欽一, 1931: 2~3).

武部欽一의 글에서도 드러나듯이 식민지 공민교육론의 특징은 서구적 · 일본



- 166 -

적 공민의 제도와 권리, 의무, 실천적 논의들이 거의 다 탈색되고 형해화(形骸
化)되어 식민주의적 ‘공민도덕’만이 남아 식민지 공민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는 점이다. 정치제도와 권리에 대한 자각을 비판적 사례로 검토하여 의무 중
심의 도덕론의 관점에서 경제와 법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도덕적 정당화의 논
리였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한편, 식민지 조선에 설치된 중등학교 교과로서 공민과의 의의와 성
격에 대해서는 松月秀雄(1933)의 글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 연구는 당시 제
국일본의 공민교육사(公民敎育史)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266) 松月秀雄은 경성제대에서 교육학을 담당한 교수
로 이 글은 제도와 교과의 특성을 일본과 독일, 그리고 식민지역까지 아우르
는 학술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서두에서는 공민과 설치의 의의를 논하고 있는데 “종래의 法制經濟가 
전문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치우쳐 실제생활에서 유리되어 있었고 그래서는 
안되었기 때문에 공민과를 신설하여 실제생활에 적절한 교수에 의거하여 입헌
자치의 국민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주기 위한 것이 개정의 주지”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생활교육’ 같은 표현은 미국 실용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식과 생활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공민과 도입의 의의를 논
한 것은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생활교육이 
‘도의로의 귀결’이나 ‘윤리적 태도’, ‘도덕적 정조의 도야’라는 일본 공민과의 
특수성과 연결지어지기 때문이다(松月秀雄, 1933: 4).267) 

松月秀雄의 논의에서 더 흥미로운 부분은 대만과, 관동주및만철부속
지, 화태(樺太)268), 여순(旅順) 등지의 공민교육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다. 그는 당시 “대만의 중등학교에는 의연(依然) ‘법제및경제(法制及經濟)’ 과

266) 松月秀雄, 1933, “敎科目としての公民科”, 『朝鮮の敎育硏究』, 제58호, 3~10.
267) 松月秀雄(1933, 4~5)는 수신과 공민의 연계를 강조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수신

의 면장(免狀)을 가진 교사가 공민의 면장(免狀)을 가져, 동일 교사가 가르친다면 극히 
바라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면 현재 “城大 등지에서도 교육학이나 윤리학을 전공
한 학생과 졸업생이 法科의 강의를 많이 청강하여 兩者의 자격(수신, 공민 교사)을 겸
하는 열심있는 노력가가 가능해진 것은……”이라고 언급하여 당시 수신과 공민 교사자
격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교육학, 윤리학, 법과 강의 수강이 필요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268) 지금의 사할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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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과(課)하고 있고269), 관동주및만철부속지(關東州及滿鐵附屬地)의 중등학
교와 화태(樺太)의 중등학교에서는 모두 내지의 규칙을 준용하고 있으며 단, 
여순고등공학교(旅順高等公學校)에서는 중학부에서도 사범부에서도 ‘공민과’ 
및 ‘법제및경제’ 어느 쪽이라도 가르치고 있지 않다. 조선에서는 당국의 특별
한 고려를 통해 중등학교의 ‘법제및경제(法制及經濟)를 폐하고 ‘공민과’를 신
설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이 서술에 따르면 제국 일본의 식민지배지
역 중에서 정식으로 ‘공민과’가 설치된 것은 일본 내지를 제외하고는 조선이 
처음이었던것이다(같은 글, 5).

이 글은 이어서 일본과 식민지 조선 공민과 요목의 차이를 상세히 비
교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지에 있어서 ‘정치생활, 경제생활 및 사
회생활’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공민적생활’로 되었고 내지의 요목에서 ‘선량한 
입헌자치의 민’이 ‘건전한 국민’으로 바뀐 것, 내지의 ‘헌정자치’가 ‘국민생활’
로 바뀐 것이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신의 측면에서는 물론 동일하지
만, 조선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언하고 있
다. 공민과 요목의 차이가 “조선독자의 입장에서 독립 규정이 시행된 것이라
고 언급”하는데 이 논의 역시 공민교육의 본질적 차이와 질문은 피해가면서 
“‘협동’이라는 것 ‘책임을 무거이 여기는 것’ 등이 ‘공민적 훈련’상 중요한 사
항이라고 언급하여 식민주의적 공민도덕론을 ‘공민적훈련(公民的訓練)’으로 결
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松月秀雄(1933, 7~9) 공민교육론의 본질적 부
분으로 식민지 공민교육론자들의 식민주의적 공민담론을 공유하고 있음이 드
러난다.

이러한 논지들을 종합하면 1930년대 식민지 공민교육론자들이 주장
한 식민지 공민교육의 도입 근거는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1930년 지방제도 시
행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1930년의 지방제도 공포와 시행은 상당
한 성과로서 공민교육론자들에 의해 홍보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식민지 공민교육론에서 철저하게 은폐된 것은 민족적 정체성이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270) 대신 식민권력은 식민지 조선의 인민들을 ‘제국신민’과 ‘국민’으

269) ‘대만공립중학교규칙제19조’,‘同고등여학교규칙제24조’, ‘대만총독부사범학교규칙제15
조’에 근거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270) 계급의 문제에 관해서는 鎌塚扶(1933, 14)의 논의에 언급되어 있다. “현대생활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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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호명였다. 또, 일본(내지)의 입헌정치와 보통선거의 실시는 제도적 성과와 
권리에 대한 조명없이 그 폐해만 다루어졌고 이것이 식민지 공민교육의 진흥
이 필요한 논거로서 제기되었다. 즉, 식민지에서는 다이쇼 민주주의가 초래한 
제도와 운영상의 폐해만이 강조되어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러한 제도들을 극복
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는데 ‘공동일치’, ‘사(私)를 버리고 공을 받드는(奉)’ 
등의 식민주의적인 ‘공민도덕’이 강조되었다. 지식과 도덕을 대비시켜 도덕의 
함양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공민적훈련’으로 등치시키고 있는 점은 식민지 
공민교육론의 중요한 성격이다. 식민지 공민교육론자들은 이러한 식민주의적 
시선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271)

4. 공민과 편수관의 공민교육론과 식민지 공민교과서

장신(2006, 53)에 따르면 중등교육 교과서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전시기에 걸
쳐 수신, 국어(일본어), 조선어, 공민 등을 직접 편찬하였다. 1922년 2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6호에 의한 고등보통학교 규정 제25조에는 “고등보통학교의 
교과서는 조선총독 또는 문부대신의 검정을 거쳐 고등보통학교 또는 중학교의 
교과서에 관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단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다른 교과서
를 사용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편찬된 고등보통학교교과서가 존재하
는 한 전항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정하였
다.272) 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서의 존재 여부가 교육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편찬 중등교육 공민교과서가 

부의 결과 나타난 오늘날 하나의 현저한 현상은 사회의 계급관계이다. 현대에는 물론 
봉건시대의 무사에 대한 백성정인(百姓町人)의 계급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신 
경제관계로부터 생겨난 빈부의 계급,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소작인의 대립은 날로 
심해지는 상황이다.”

271) 武部欽一(1931, 3)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필경 우리들은 아직 참 공민교육을 
받지 못해서, 단지 지식만이었고 도덕의 함양을 결여하였기에, 환언하면 종래 우리 일
본의 교육은 이러한 공민교육(지식중심; 인용자)을 실행했기 때문에 아직 심히 불충분한 
것이 있었다.”

272) 『朝鮮總督府 官報』, 1922년 2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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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되었기 때문에 공민과 교수에서는 이를 사용했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장신(2006)의 연구는 또, 1929~1935년 학무국 편집과의 교과서 검정 

담당자를 분석하였는데 학무국 편집과 편수관이었던 북해도 출신의 카마츠카
(鎌塚扶)가 공민과의 검정을 맡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73) 

조선총독부 직원록 자료를 보면 카마츠카는 1940년까지 편수관을 맡
는 것으로 확인된다. 편수관은 교과서 집필 능력을 가진자로서(같은 글, 44) 
당시 식민지에서 교과서를 새롭게 집필한다는 것은 재정 등 여러 여건상 상당
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신설된 공민과의 편수관을 맡아 혼자서 공민교과서 
편찬에 장기간 관여했다는 사실은 그가 조선총독부와 식민지 조선의 교육학계
로부터 널리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鎌塚扶는 공민교육론과 관련한 논문도 몇 차례 발표하였다. 그의 공
민교육론은 『문교의조선』에 1933년 게재한 ‘朝鮮에 있어서 公民科要目에 관
하여’과 朝鮮의敎育硏究에 1934년 게재한 ‘公民敎育序說’ 두 편의 글에 잘 
드러나 있다. 카마츠카의 공민교육론은 여타 식민지의 다른 공민교육론자들이 
내세운 공민교육론 혹은 공민과교육론과 차이점을 보이는데 상당히 현대적인 
관점을 표방하면서도 식민지 공민교육의 차이점들을 정교한 논리로서 정당화
하여 논지를 개진시키고 있다. 현대생활의 성격을 분석하고 식민지 조선사회
의 관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의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은 근대적
인 식민주의 담론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274) 

그가 1933년에 발표한 “朝鮮에 있어서 公民科要目에 관하여”는 “‘1. 
현대생활의 해부에서 공민도야의 필요를 見出한다’, ‘2. 새로운 사명을 가진 

273) 그는 편수관으로 취임하기전 경성제국대학 교육학 연구실의 교수 松月秀雄 등과 교
류하면서 교육학자로서의 경험을 쌓아간다. 그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1896년 3월 9일 
북해도 雨龍(竜)郡 雨龍(竜)村 출신으로 1917년 3월 札幌師範學校를 졸업하고 곧바로 
札幌師範學校 訓導가 되었으며 1920년 3월 函館師範學校 敎諭로 옮겼고 후에 廣島高
等師範學校 德育專攻科에 입학, 1925년 3월에 졸업했다. 1926년 8월 京城師範學校 敎
諭가 되어 한국에 건너왔고 1928년 6월 京城帝國大學 助手를 거쳐 1930년 7월 편수관
이 되어 1935년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다(『조선인사흥신록』, 1935, “鎌塚扶편”. 110). 
1935년 당시 39살의 나이였으니 그가 학무국 편수관으로 취임한 나이는 34살 즈음인 
것을 알 수 있다.

274) 편수관 鎌塚扶 공민교육론의 식민주의적 성격을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권동국(2017, 
203~209)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덕육론적 식민주의 계몽담론’으로 鎌塚扶 공민교
육론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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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과’, ‘3. 조선의 공민과 요목’, ‘4. 요목의 취급에 관한 태도’” 등 총 4개
의 소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민교육론의 내적인 일관성을 기하고자 한 기
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275) 그는 근대사회에 대한 성찰과 식민지 관료로서 
경험한 식민지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적절히 조화시켜 한층 정교한 식민주의적 
공민교육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공민교육에 대한 그의 고유한 관점이 드러나
는 구체적인 기술은 아래와 같다. 

“조선에 있어서 청소년이든 누구든 현대사회의 제상(諸相)에 둘러싸여 있다. 
경제상으로도, 정치상으로도, 도덕상으로도 제법 복잡한 관계가 그들에게 작
용하고 있다. 한층 다기(多岐)한 전통적인 관습과 제도도 작용하고 있어 정말 
혼란스러운 입장이다. 이러한 사정에 둘러싸인 청년자녀로 현대의 多面錯綜한 
생활의 불안을 가지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이해를 갖도록 어우르게 하여 있
는 그대로의 현대사회를 존재해야할 현대사회까지 일보향상시켜 사회적요원
(社會的要員)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공민과 요목이 餘程力 강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다음의 요목을 문부성과 비교하여 특이한 점을 
밝히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우선 현대생활의 해부를 시험하고, 공민과
의 필요한 소이를 밝힌 후, 요목의 문제로 옮겨가고 싶다(鎌塚扶, 1933: 10).”

우선 그의 논지는 도시와 농촌생활을 비교하면서 이 두 공간이 표상하는 바와 
현대적 문제점들을 언급하는데 도농(都農) 사이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존재론
적 현실과 격차를 공감하면서 논지를 전개시키는 점은 인상적이다. 특히, 서
구 도시생활의 한계로 “인위(人爲)에 의해 자연이 압도당하는 측면, 가정적 유
대를 갖지 못하는 개인화된 생활양식으로 개인적이 되어가는 분위기, 하우스
(house)가 아닌 룸(room)위주의 間借생활, 또 수양기관으로서 학교가 도시에 
건축되어 도시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가지 않아 농촌에는 
활동력을 잃은 노인과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만이 남아있는 현상(같은 글, 12)”

275) 鎌塚扶의 글을 중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그가 10여년간 공민과 편수관으로 근무
하면서 식민지 공민과의 설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조선사회에 
대한 분석과 현대 생활의 성격에 관한 나름의 일관된 논지를 갖고 독특한 식민지의 공
민교육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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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비판한다. 도시 생활과 농촌 생활 둘 다 불만의 상태
임을 제시하면서도 단순한 비평을 넘어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으
로 경제와 정치적 관계에 대한 진단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대적 청년 생활의 
복잡한 상태에 대한 공감을 표하면서 “이러한 사정에 둘러쌓인 생활을 하는 
현대인을 종래와 같은 수신과(修身科)와 법제경제(法制經濟)에 의해서 지도하
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같은 글, 14).”고 공민과 도입의 사유를 밝히고 있다. 

“충효의 미덕과 애국의 지정(至情)이 오늘날 날로 긴요함을 더해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현대인의 가까운 관계에 있어 다수의 사람들이 다종
다양의 관계에 결부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이유로 옛날처럼 현철
예화주의(賢哲例話主義)를 설파하는 수신교수(修身敎授)만으로는 현대인의 생
활이 지도될 수 없다(같은 글, 14~15).”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식민지 사회는 도시와 농촌의 경제 · 교
육 격차의 심화, 청년계층의 토지 이탈과 도시빈민의 만성적 실업상태, 공황
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사회문제 격증, 지식위주의 경쟁 입시 교육에 대한 반
성, 사회주의 사상의 전방위적 침투 등 격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어떠한 통
치적 대응과 논리가 필요해진 시점이었다. 카마츠카鎌塚扶는 이를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완결된 사회적 논리로서 당대 현대사회를 분석하고 
‘공민과’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공민교육사를 살펴보면 공민개념이 확장되는 데 영향을 미친 
몇 가지 국면이 존재한다. 久米基(1931, 44)에 따르면 이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메이지유신 초기 지방자치의 진흥에서 주장된 공민교육이
다. 두 번째는 보통선거의 실시로 인한 입헌자치민을 교양하는 정치교육으로
서 공민교육이다. 일본에서 최후로 고려된 공민개념은 국민의 국가의 구성원
으로서 국가생활을 영위하는 필요한 지덕을 양성하는(지식을 계발하고 덕조를 
함양하는) 교육이었다. 지방자치적 인민상에서 보통선거의 실시로 인한 입헌
자치의 인민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가공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일본 공
민교육이 지향하는 단계였던 것으로 당대의 논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것
이다. 

그렇다면 식민지 공민교육론의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식민 권력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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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육의 실시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내지 공민
교육의 변천 과정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의 진흥에
서 고려된 공민 개념과, 입헌적 정치주체로서의 공민 개념을 식민주의적 관점
에서 재구성하여 탈정치화된 국가도덕론으로서의 공민관(公民觀)을 전면화시
키는 것이었다고 사료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공민과 요목과 내
지 문부성 공민과 요목의 차이에 대한 정당화 논리에서 드러난다. 

카마츠카(鎌塚扶)는 조선사회에 대한 식민주의적 관점을 현대사회에 
대한 논의와 착종(錯綜)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논리를 아래와 같이 정당화 
시키고 있다.

“그런데 습관제도(習慣制度)를 조선의 사정에 관하여 볼 때 심각하게 복잡하
다. 전래(傳來)의 있는 그대로 구식의 것들과, 시대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관
습이 대립하여, ‘내선관습(內鮮慣習)’의 차이가 같은 지역에서도 별도로 행해
지고 있는 것이다. 옛날 그대로의 조혼결혼이 옛날 그대로의 방식대로 행해지
는 곳이 있고, 한편에서는 새로운 남녀가 자유연애를 기초로 새로운 양식의 
교회결혼을 한다. 부모에 대해서도 옛방식대로 절대복종을 하는 청년이 있는 
것처럼 시대의 영향을 받아 부모와 의견을 달리하고 父子가 서로 용납하지 않
는 가정도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옛방식대로 서당식교육에 만족하는 자가 있
는가하면, 能力資力을 무시할정도까지, 신시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녀가 
있고 받게하는 부형이 있다. 종교를 봐도 미신에 가까운 민간신앙에 탐(耽)하
는 자가 있는가하면, 기독교를 유일의 문화적 종교로 주력하는 자가 있다. 이
것은 내선관습(內鮮慣習)의 차이에 의해 일층복잡해 진다. ……조선통치가 병
합이래 고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 바로 이러한 점이다. 교육상제도에 있어서
도 자치제도에 있어서도 재판제도에 있어서도, 금융제도에 있어서도 내지와 
그 취지를 다르게하는 소이(所以)는 전부 이러한 사정때문이다. ……제정된 조
선의 공민과 요목이 문부성요목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수정을 가하여 조선
특유의 것으로 한 소이도 이러한 이유에 기초한다”(鎌塚扶, 1933: 16~17).

카마츠카(鎌塚扶)는 조선 사회 ‘習慣制度’의 복잡성과 신구의 격차 그리고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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鮮慣習’의 차이라는 문화적 해석을 내세워 근대사회의 분석과 식민주의적 시
각을 교묘하게 착종시키는 방법으로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제도적 차이 및 공
민과 요목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논지를 취한다.276) 이러한 논리는 일견 타당
해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사회가 내지와 근본적인 차이에 놓이게 된 이유
는 바로 식민지적 차별과 모순이 가장 주요한 원인임에도 이를 전면화하지 않
고 종속변인에 가까운 식민지 사회의 현상태를 독립변인화 하여 요목의 차별
을 정당화한 것은 식민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생활의 성격을 논하면서 동시에 식민주의적 인식론을 교묘히 
착종시켜 공민과 도입의 타당성과 내지와의 차이를 근대담론의 형태로 윤색한
다는 점은 다른 공민교육론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鎌塚扶 논의의 특수한 측면
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지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민족적으로 사회적으
로 조선을 일본에 융합시켜 …… 조선을 제국의 일지방(一地方)으로 정착시키
려는 식민주의적 세계관과 인식론의 관철에 있음은 분명하다. 

“물론 조선이라는 것은 제국의 일지방(一地方)이기에 그 요목에 숨겨져 있는 
근본정신은, 문부성의 것과 조금도(毫) 다른 것이 아니다(鎌塚扶, 1933: 17).”

한편 식민지 공민교육론에서 반복되어 강조되는 것은 ‘공민도야(公民陶冶)’, 
혹은 ‘공민적도야(公民的陶冶)’라는 표현이다.277) 이 개념은 식민지 조선의 공
민교육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데 공민적 권리가 실제적으로 부정당한 식민
지 사회에서 공민교육의 형식논리로서 제시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서 田浦秀昭(1933, 130~131)는 종래의 교육이 그 기조
를 개인교육에 둔 점을 언급하면서 ‘국가사회의 발전도상에 공헌하는 개인이
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공민적도야의 방법을 1. 지(知)의 방면에서 공
민적 지식의 계배(啓培) 2. 정의(情意)의 방면에서 공민적 훈련, 실행의 훈련
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공민적도야’라는 것이 지식과 훈련의 두 방면으로 구
분됨을 강조한 것인데 사회에 대한 일차원적인 이해와 교사의 명령에 대한 

276) 카마츠카의 식민주의적 공민교육론과 관련하여서는 권동국(2017)의 연구 참조. 
277) ‘공민도야(公民陶冶)’라는 표현은 鎌塚扶(1933, 10)에 기술되어 있고, ‘공민적도야(公

民的陶冶)’는 田浦秀昭(1933, 130)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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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복종(遵守服從)’, ‘연대책임감(連帶責任感)’ 등 사실상 실제 공민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식민지 공민도야 혹은 훈련의 방식으로 제시되
고있는 것이다. 

鎌塚扶는 좀 더 나아가 ‘제도’, ‘관습’, ‘관념’ 등과 연결지어 공민도
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을 논할 때 ‘가족제도(家族制度)’, 
‘국체관념(國體觀念)’, ‘경신숭조(敬神崇祖)’의 관습 등을 내세우면서도 자치적 
제도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독일 
공민교육론의 논의를 빌려와 ‘개인의 사회전체를 위한 봉사하는 성격도야(性
格陶冶)를 행함’ 즉, ‘공중의 공동생활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
(鎌塚扶, 1933: 15)으로서 ‘공민도야(公民陶冶)’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민과 편수관 鎌塚扶의 식민지 공민교육론은 공민교과서
에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조선총독부가 직접 편찬한 공민교과서 목록은 아래
와 같다. 1934년에 교과서가 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 공
민과 설치가 공표된 것은 1932년이었으니 공민교과서가 간행되기까지 총 2년
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차조선교육령기인 1938년에 개정 
간행되었고 1942년에도 개정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총 2차례 개정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38년까지는 남녀 각각 단행본으로 간행되었으나 
1942년부터는 상하권으로 나뉘어 간행되었다. 이외에도 경성제국대학 교육학 
교수인 松月秀雄과 천황기관설로 유명한 美濃部達吉의 문하였던 헌법학자 淸
宮四郞(당시 경성제국대학교수)278)가 監修한 공민교과서도 1933년 간행되었
다. 또 1937년에는 조선공민교육회에서도 공민교과서를 간행하였다. 

278) 清宮四郎 이력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함 https://ja.wikipedia.org/wiki/
清宮四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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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간행 공민교과서279)

1 朝鮮總督府, 1934, 中等教育公民科教科書.
2 朝鮮總督府, 1934, 中等教育女子公民科教科書.
3 朝鮮總督府, 1938, 中等教育公民科教科書.
4 朝鮮總督府, 1938, 中等教育女子公民科教科書.
5 朝鮮總督府, 1942, 中等公民男子用 上巻. 
6 朝鮮總督府, 1942, 中等公民女子用 上巻. 
7 朝鮮總督府, 1943, 中等公民男子用 下. 
8 朝鮮總督府, 1943, 中等公民女子用 下.

경성제국대학 교수 간행(監修) 공민교과서
1 松月秀雄 · 淸宮四郞 監修, 1933, 朝鮮印刷 新制朝鮮公民科提要 全.

조선공민교육회 발행 공민교과서
1 後藤長治 編著, 1937, 朝鮮靑年公民敎科書 全, 朝鮮公民敎育會 發行. 

<표 12> 공민교과서 목록

1930년대 지방제도개정으로 부읍면제가 실시된 이후 가장 먼저 편찬된 1934
년 조선총독부 공민과 교과서는 ‘朝鮮總督府 中等教育公民科教科書’이다. 이 
공민교과서에는 당시 지방제도변화의 내용이 반영되어 기술되어 있으며 식민
지 조선에서의 공민개념, 공민권에 대한 인식, 제도 등에 관해 통치측의 입장
이 잘 드러나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34년 공민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일본(내지)과 
대비하여 조선의 지방자치제도와 공민개념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지와 식민지 조선 지방제도의 현격한 차이는 당시 식민지 사회의 
언론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던 바, 이에 대해서는 내지의 지방제도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거나 식민지 지방제도만 소개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 1934년의 
식민지 공민교과서는 오히려 상세하게 내지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소개하는 설
명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방식은 차이를 전면화하고는 있지

279)『朝鮮総督府編纂教科用図書刊行目録稿』【第三期】【第四期】http://www.libro-koseisha
.co.jp/TOP-sotokuhu/sotokuhu-03.html; sotokuhu-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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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차이는 철저하게 제도적 영역에 한정된 것이다. 

“현재 내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府 · 縣 · 市 · 町 · 村으로 조선에 있어
서는 道 · 府 ·  邑 · 面이다. 법제상 견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다. 법인은 법에 의해 자연인과 같은 인격을 인정받아, 개인과 같이 권리의무
의 주체가 된다. 또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으로 일정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내
지에 있어서 특별히 공민이라 칭한다(中等教育公民科教科書, 1934: 
127~128)”.280)

위의 내용과 같이 1934년 공민교과서는 내지의 지방자치단체와 조선의 지방
단체를 비교하고 있지만 내지에서 설명된 공민교육의 본질적 의의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내지의 경우 “자치생활은 정치생활의 일부이
며 이에 관한 교양이 공민교육의 중추를 이루는 것281)”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위의 ‘지방공공단체’의 내용 중 ‘공민’ 개념이 내지에 국한되
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공민교과서에 기술된 
‘공민’의 구체적 정의는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으로 일정의 요건을 구비한 자’
인데 이는 내지(일본)의 경우에 해당하는것으로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에는 공
민이 부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독해가 가능한 것이다. 

그 대신에 식민지 1934년 공민교과서에 제14장 ‘황실과 신민’에 ‘제
국신민의 권리의무’라는 주제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
분이라고 생각된다(中等教育公民科教科書, 1934: 165). 여기서 제국신민은 
“일본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칭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모든 신민은 국가의 통치권에 대해 절대 그것을 복종해야하지만 입헌정체의 
국가에 있어 통치권은 헌법의 규정에 의해 발동하는 고로, 신민은 그 범위안
에서 권리를 인정받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사실상 식민지 

280) 조선총독부 간행 1934년 (중등학교) 여자공민교과서에는 ‘공민’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
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마도 이 시기 식민지 지방제도에서 여성의 참여를 배제하
고 있던 것이 원인으로 생각도니다. 

281) 山崎犀二(1937,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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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교과서에서 실질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민개념이 ‘제국신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어서 1934년 공민교과서는 당시의 식민지 조선의 지방제도를 ‘거의 
완전한 제도(ほゞ完全な制度)’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완전한 제
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도상의 본질적 차이와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가능한 정당화하고 식민지 사회의 지방제도가 발전해 왔다는 
논지를 펼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中等教育
公民科教科書, 1934: 138).282) 그리고 민족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차별적인 
제도의 영향 아래 있었던 일본인 사회와 조선인 사회의 격차를 ‘조선의 지방
자치’라는 하나의 공동체적 공간으로 표상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또한 제도적 차이를 “자치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것으로” 축소하여 
설명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다. “자치의 근본이 되는 각 공공단체의 사무, 
주민 및 공민의 권리의무, 비용의 종류 및 부과징수등에 관해서는 결코 구별
될 것이 없다”(中等教育公民科教科書, 1934: 140)는 기술이 그것이다.283) 이
러한 기술 방식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934년 공민교과서와 1938년 공민교
과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1938년에 개정 간행된 조선총독부 공민교과서에도 공민과 공민권에 

282) 구체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다. “조선의 지방자치는 1914년(大正3년) 부(府)에 자문기
관, 학교조합에 의결기관을 둔 것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이래 일반민중의 자치에 대한 
이해와 훈련의 결과를 보고 1920년(大正9년)과 1930년(昭和5년)에 지방제도의 개정을 
행해 거의 완전한 제도를 보기에 이르렀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를 자치제도의 확립이래 
40여 년이 지난 내지와 같은 제도로 비교하면, 많은 손색(遜色)을 면할 수는 없다.”

283)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지방제도 차이를 비교해서 분석 제시하는 것은 공민교과서의 
기술상 중요한 특징이다. 1934년 교과서의 구체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다 “[道와 府·縣
의 차이] 조선 도회(道會)의 의장은 도지사가 이에 해당하나 내지 府·縣회의 의장은 府·
縣會議員중에서 선거(選擧)한다. 내지의 府·縣會議은 그 府·縣내의 일정 구역(市나 郡)
의 市·町·村의 공민에 의해 선거로 정한다.……[府와 市와의 차이] 조선의 府에 있어서 
府尹은 행정관청임에 반하여, 내지 시(市)의 시장(市長)은 시회(市會)에 의해 선거한 공
리(公吏)이다. ……조선의 府(부)에는 부윤(府尹)외에 관리를 배치하여 府의 사무를 처리
한다. [邑·面과 町·村의 차이] 조선의 邑·面長은 국가에 의해 임명된 관리이지만, 내지 
町·村長은 읍면장과 달리 町·村會에 의해 선거한 (???) 助役·收入役은 町·村長의 추천
에 의해 町·村會가 이를 결정한다. 町·村會는 함께 의결기관으로 면협의회와 같은 자문
기관은 아니다. 이상의 차이는 주로 자치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것으로 자치의 근본이 
되는 각 공공단체의 사무, 주민 및 공민의 권리의무, 비용의 종류 및 부과징수등에 관
해서는 결코 구별될 것이 없다.”(中等教育公民科教科書, 1934: 13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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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이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공민은 주민과 구별되며 “市·町·村
의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인정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어 역시 일본 
지방자치의 주체에 한정되는 민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284)  

이처럼 지방제도를 일본과 비교하여 표면화하여 소개하는 것은 1930
년대 공민교과서의 일관된 기술내용이었다. 1938년 공민교과서도 1934년 공
민교과서의 기술처럼 식민지 조선의 부·읍·면이 내지의 시·정·촌에 상당한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실제로는 제도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일관되게 식민지와 일본의 제도적 차이를 드러
내면서 이를 “자치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차이로 정당화하고 ‘공공단체의 사
무, 주민 및 공민의 권리 의무 등에 있어서는 하등 차이나는 것이 없다’고 표
현하는 것은 모순적이고 비합리적인 식민주의적 설명방식으로 볼 수 있다.285) 

그렇다면 이러한 비교의 방법으로서 식민지 공민교육의 기술상 근간
을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학교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이 공민교과서를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당
시 중등교육 수준을 받을 정도의 조선인 학생이라면 일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논리의 모순을 간파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

284) 1938년 교과서의 기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市·町·村의 주민 중 특히 市·町·村의 공
무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은자를 지칭하여 市·町·村 公民이라고 하며 이러한 
권리 및 의무를 공민권이라 칭한다. 공민권을 가진자는 만 25세 이상 제국신민인 남자
로서 2년이상 市·町·村의 주민이지 않으면 안된다. 공민은 市·町·村의 선거에 참여하여 
市·町·村의 명예직에 선출될 권리를 가지며 또 명예직을 담임(擔任)하는 의무를 가진다. 
市·町·村의 공민은 원칙적으로 市·町·村會議員의 선거권을 가지며 동시에 피선거권을 가
진다. ……市·町·村會議員은 市·町·村會를 조직한다. ……市·町·村會의 권한은 극히 넓
다. 그 町·村에 관한 일절의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여 市·町·村의 활동은 그것에 기초하
여 운영된다(中等教育公民科教科書, 1938: 39~42). 

285) 관련한 1938년 공민교과서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조선에 있어서 府·邑·面] “조선에 
있어서 府·邑·面은 내지의 市·町·村에 상당한다. 조선의 府는 府制에 의해 자치를 인정
받은 공공단체이다. 府의 집행기관은 관리(官吏)인 부윤(府尹)이 그것에 해당하며, 府를 
통할(統轄)하고 府를 대표한다. 市는 市長이 市會에 의해 선거된 공리(公吏)인데 이 점
이 내지와 차이점이다.…… 邑·面은 邑·面制에 의해 정해진 공공단체로 내지의 町·村에 
상당한다. 邑·面의 기관은 邑·面長 및 邑會 · 面協議會이다. 邑·面長은 邑·面의 집행기
관으로 邑·面을 통할하며 이를 대표하고 동시에 邑·面의 사무를 담임한다. 邑·面長은 국
가에 의해 임명되는 사실상 관리(官吏)라는 점에서 내지의 町·村長과 차이가 난다. …… 
이상과 같이 내지의 市·町·村과 조선의 府·邑·面의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주로 자치체의 기관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자치의 근본인 각 공공단체의 사무, 주민 및 
공민의 권리의무등에 있어서는 하등 차이나는 것이 없다(中等教育公民科教科書, 1938: 
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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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것은 이 내용을 교수하는 조선인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을것이다. 
식민권력이 공민교과서를 서술하면서 제도적 차이를 전면화한 것은 

식민지 조선에서는 사실상 자치적 공민이 부재함을 공민교과서의 서술에 드러
냄과 동시에 관치위주로 성립되어 있는 식민지 지방제도의 발전과정을 수용하
도록 만들고 식민지 청년들을 ‘제국신민’으로서의 호명하고 조선을 제국의 일
지방화 하여 통치의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종목표였을 것이다. 이러한 식
민주의적 공민교과서 서술에는 식민지적 차이와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주
체화시키는 식민주의적 이데올로기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공민교과서가 내지와 식민지 조선의 지방제도 차이를 비교 
검토하면서도 당시 일본사회의 지방자치가 표방한 본질적 자치 권리에 대해서
는 함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당
시 일본의 시정촌 자치권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었다. 시정촌의 자치권은 시정
촌의 사무이기도 했는데 이는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으로 구성되었다. 
‘자치입법권’의 영역은 1. 시정촌조례의 제정, 2. 시정촌규칙의 제정이었으며 
‘자치행정권’의 영역은 1. 자치조직권, 2. 자치재정권, 3. 보육행정권이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자치행정권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되는 권리가 ‘보육행
정권’이었다는 사실이다.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은 보육행정권을 잘 수행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당대 일본의 기술은 당시 일본 지
방자치의 요체가 보육행정권의 수행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보육행정권의 
사무는 통상 토목, 위생, 산업, 교통, 교육이었는데(山崎犀二, 1937: 324~326) 
이러한 ‘보육행정권’의 사무가 식민지 조선에서는 대부분 조선총독부가 관여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식민지 공민교과서
에서는 언급 될 수 없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1930년대 초반 공민과 성립기에 지역 교육현장에서 공민교육에 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료로는 1933년 4월 1일 전라남도나주공립보
통교에서 발행한 “우리학교의 공민훈련시설”이라는 저술이 있다. 

이 자료에서 학교장인 中村生은 당시를 “‘거국일치’, ‘국민총동원’이 
필요한 국난시대”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근로정신의 함양과 국체국
정(國體國情)을 회득(會得)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공민교육의 필요와 ‘국민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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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문제를 공민과 도입 초기부터 확고하게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
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에서 이러한 인식이 부상하기 시작하는 
것은 1930년대 중반을 지나서면서 특히 중일전쟁 이후로 알려져 있는데 식민
지 조선에서는 1930년대 초반부터 ‘국민총동원’의 목적에서 공민교육이 고려
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 자료는 또 공민 개념에 대한 당대 교육자들의 인식범주도 잘 보여
준다. 언어상, 법제(法制)상, 학교 교육으로서 공민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언어
상 공민 개념에 관해서는 “공민의 ‘공(公)’이 ‘사(私)’ 혹은 ‘독(獨)’에 대한 단
어로서 2인 이상의 다수를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가족, 부락, 사회, 국가
인(國家人)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법적 공민개념에 관해서는 당시 개정된 
‘부읍면제’를 언급하면서 1) 제국신민으로 만 25세 이상의 남자 2) 독립의 생
계를 영위하는 1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 3) 1년이상 읍면세 연액 5원 
이상을 납부한 자 등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도 공민 개념을 지역
적 정체성에 국한시키기 않고 “주민으로서 일절의 부담을 분임하는 의무를 진 
국민”으로서 공민 개념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지방자치적 공민개념은 식민
지 조선에서는 불가능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나주공립보통교의 공민교육은 이 
사료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국민적’, ‘국가적’ 공민교육으로 한정된다. 구체
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식민지 공민교육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제국신민으
로서 자격, 자질, 인격을 향상시켜 근로를 즐기고 자기의 직분에 근면공정히 
진력하며, 수신제가 및 부락개선의 중견인물로 소지를 기르는 것”(全羅南道羅
州公立普通學校, 1933: 125~126).

또, 이 자료에서는 식민지 지방에서 공민교육이 의례화된 동원규율의 
실제화를 염두해두고 진행되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나주공립보통교는 ‘공
민축제의 날’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는데286) 매월 두 차례 진행을 계획하고 있
고 그 순서는 ‘(1) 일동경례 (2) 국가합창 및 국기게양 (3) 국기에 대한 일동경
례 (4) 동방요배 (5) 설화 및 훈화 (6) 창가 합창 (7) 일동경례 (8) 라디오 체
조실연’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공민의식 및 상식지도훈련’의 목적
에서 실시된다고 하였으니 당시 식민지에서 공민교육이 의례화되고 형식화된 

286) 이 계획이 실제 실현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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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로 작동한 것과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국가의식을 강조하는 것에 치중하
고 있었던 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287)

이러한 사실들에 기반하여, 결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주장은 식민
지 조선에서 지방자치에 기반한 ‘공적 · 자치적 주민’ 개념으로서 공민개념과 
공민권은 끝까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 공민교육은 
1930년대 초반부터 “‘거국일치’, ‘국민총동원’이 필요한 국난시대”에 의례화된 
동원규율로서 작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민권력은 내지와 식민지 조선의 
지방 제도를 적극적으로 비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이를 은폐시키기보다 드
러내고 강조하는 듯한 방식을 택하는데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은폐시
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조선사회의 제도적 한계를 표면화하여 조선을 제국
의 차별적인 행정이 미치는 ‘제국의 일지방’으로 수용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자학적 논리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둘 수 있다. 모순적이고 관치적이
며 주민의 공적인 참여가 배제된 조선의 지방제도를 ‘거의 완전한 제도’로 인
식시키면서 제국의 위계 속에서 조선사회를 제국 일지방화, 하류사회화 하려
는 것이 당시 1930년대 식민지 공민교과서의 기술상 특징이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즉, 지방제도와 통치기관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자립적으로 이끌어 
나갈 공적인 주체성은 결여된 상태로 조선 사회를 두려고 했던 것인 식민권력
의 본질적인 의도였다고 사료된다.

제4절 중일전쟁 후 공민교육의 향방

1. 식민주의 민개념 : ‘황국신민’과 ‘황도공민’

1938년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공민’과 ‘공민교육’에 대한 논의는 급격히 축소
된다. 식민주의적인 논리에 기반하여 형성된 식민지의 공민교육이라고 할지라
도 지방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도덕 및 법과 경제 관념, 사회문제 등

287) 이상, 全羅南道羅州公立普通學校, 1933년 4월 1일, “我が校の公民訓練施設”, 『文敎
の朝鮮』, 92號, 12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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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요소가 다소 포함되어 있는데 군부의 직접적 통제를 염두해둔 ‘국
가총동원법’하의 지배체제하에서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
이쇼 민주주의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전개된 공민교육의 논리가 상응하지 않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민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멸한 것은 아니었다. 일제 패망
을 목전에 둔 시점인 1945년 1월까지도 식민지 조선에서는 ‘황도공민운동(皇
道公民運動)’이 기획되어 개인과 단체를 천황의 ‘황도공민’으로 호명하였다. 
이 운동의 전개목표는 1. 皇風徹底的浸透, 2. 臣道實踐의 促進, 3. 同祖同根
理念의 徹底 의 3가지 였다. 식민지 공민의 최종단계는 천황제 파시즘을 체현
한 ‘황도공민’으로 수렴된 것이었다.288)

1930년대 후반 식민지 권력에 의해 언론장에서 ‘공민’을 대신하여 적
극적으로 호명되기 시작한 새로운 민개념은 ‘황국신민’이었다. ‘황국신민’이라
는 개념은 1937년 이전에는 식민권력의 발화에서 확인하기가 힘든 표현이다.
이 표현은 우가키에 이어 부임한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를 통해 발화되었
다.289) 그는 이전 총독인 우가키 가즈시게의 육군내 후계자로 잘 알려져 있지
만 그의 대민관과 정책은 우가키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다. 기
존 연구들은 두 조선 총독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
다.290)

‘황국신민’이라는 개념이 표명된 곳이 1937년 1월 15일 개최된 ‘각지
보호관찰소장’ 회의자리였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개최
된 이 자리에는 미나미 총독과 총독부 법무국장과 각 지방의 법원장과 검사장 
그리고 경성(提), 평양(齊藤), 대구(사사키), 청진(相良), 함흥(大町), 신의주(米

288) 『每日新報』, 1945년 1월 6일, “感謝表明과同時 皇道公民運動도展開”.
289) 『朝鮮新聞』, 1937년 1월 16일, “皇國臣民たる正道を踏ましめよ, 南總督の訓示”.
290) 육군황도파 세력의 쿠데타 였던 2·26사건의 발발은 식민지 조선의 통치 지형에도 영

향을 주었다. 우가키가 사임을 결정한 배후에도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稲
葉(2002, 127)는 “미나미가 우가키의 경제정책으로서 농촌진흥운동을 승계하지 않았다”
고 평가하였다. 전상숙(2012, 225~235)의 연구도 우가키와 미나미 시기 통치관의 차이
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우가키는 군정가로서 비교적 자본가들을 우대하였고 군사적 
개입보다는 산업개발을 통한 식민지배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서 미나미는 ‘중요산업통제법’의 식민지 한국 적용을 받아들이면서 ‘국가총동원법’의 시
행도 즉각적으로 시행하여 본격적인 ‘병참기기정책’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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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 광주(香川)의 각 보호관찰소장이 출석하였다.291) 이 자리에서 미나미 총
독은 사상범보호관찰제도의 정신을 천명(闡明)하였는데 주요하게 강조된 것은 
확산하는 ‘공산주의’와 ‘인민전선주의’와 같은 미채적가면(迷彩的假面)에 대한 
사상적 대항이었다. 매일신보는 엄밀한 검거와 적정한 재판의 행형(行刑)에 의
해 ‘사상범죄의 절명을 기하도록’ 요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사상범
이 국가사회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국법을 범하기에 이르렀기 때
문에 황도정신을 이해철저시켜 국체와 사회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파악하
도록 하고 동아(東亞)에 대해서는 황국의 지위 및 사명을 이해시킬 것을 요청
하였다. 사상검증과 사상범죄에 대한 검열이 일상화된 시대로 접어든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진정으로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 정도(正
道)’를 강조하고 있다. ‘황국신민’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파시즘적 구호가 아니
라 사상범을 색출하고 범죄화하는 사상검증대책으로서 고려된 것은 중요한 시
사점이라고 사료된다.292)

‘황국신민’이라는 개념은 국가총동원법하에서 사상검증의 역할을 담당
했던 민개념으로 당시의 국민과 비국민을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권력의 용어였
다는 점은 분명해진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지점들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
다. 이 개념은 식민지 교육에 있어서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보통학교
는 1941년에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의미에서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국민
교육’도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국민교육체제(National Education System)
하의 국민교육이 아니라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충성을 강조하는 ‘국가
총동원체제’하의 ‘황국신민’에 대한 ‘국민교육’으로서 강조되었다(박명규, 
2014: 103 ; 김정인, 2012: 110293)).

황국신민 개념이 식민지 학교에서 군국주의 사상과 총동원 규율의 가
늠자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황국신민의 서사(皇國臣民ノ誓

291) 괄호안은 보호관찰소장 일본인 이름이다.
292) 『朝鮮新聞』, 1937년 1월 16일, “皇國臣民たる正道を踏ましめよ, 南總督の訓示”. 
293) 김정인(2012)은 “황국신민은 臣民의 덕목에 군국주의적 실천 덕목이 덧붙은 것으로 

일본 천황제 국가에 대한 일방적 복종과 희생을 요구받던 국민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하
였다. 김정인의 연구는 “공민교육론과 일본주의 교육론을 통해 더욱 강화된 신민교육적 
요소에 군국주의적 요소를 접목시킨 식민지형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황국신
민교육이었다(121).”라고 분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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詞)’가 제조 배포 된 후 부터였다. ‘1. 저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이 ‘서약’에는 ‘대일본제국의 신민’, ‘훌륭하고(立派) 강한 국민’, ‘황
국신민’ 등의 민개념이 사용되고 있고 ‘인고단련’, ‘신애협력(信愛協力)’, ‘단결
(團結)’, ‘황도(皇道)’ 같은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신문의 1면 상단에 기재
되어 홍보되었다.294)

‘황국신민의 서사’는 총독부 학무국이 제정하였는데 ‘반도 민중의 목
표’로서 학교생도, 아동, 기타 각종 단체와 일반 민중에게 깊이 인식시키려는 
시책이 기획되었다. 총독부 제작 영화의 권두에 이를 넣고, 라디오 체조와 모
든 회합의 벽두에 이 서사를 합창시켜 취지를 철저하게 하고자 기획하였
다.295)

1937년 이후 ‘황국신민의 조성’이라는 표현도 식민 권력에 의해 자주 
회자되었다. 이는 미나미지로 조선총독이 당대의 근본사상으로 내세운 것이었
다.296) 이를 통해 ‘황국신민’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이 조선총독이었다고 볼 
근거가 된다. 황국신민 조성을 위해 ‘황국신민의 서사’를 만들어 외우게 하는 
것은 고마고메의 표현처럼 “문화통합과 제도적 차별의 간극을 오로지 교육과 
교화 정책으로 메우려 한” 군부의 일원적이고 단순한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
게 해준다(駒込武, 2008: 283).297) 학무국장은 전 조선의 각 학교, 소년단, 청
년단 기타 각종 단체의 집회가 있을때마다 ‘황국신민의 서사’를 낭창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첩을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 각 방면에 하달하였다.298) ‘황국
신민의 서사’는 전방위적으로 낭창(朗唱)되는 규율로서 조선에 보급되기에 이
른 것이다. 

294) 『조선일보』, 1937년 10월 15일, “황국신민의 서사”.
295) 『조선일보』, 1937년 10월 6일, “皇國臣民誓詞 機會마다朗唱 - 映畵緖頭에도 記錄”. 

이 기사는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정한 주체가 총독부 학무국임을 밝히고 있다. 관련하여 
미야다 세츠코는 “1937년에 제정된 ‘황국신민서사’에도 등장하는 ‘황국신민’이라는 개념
은 일본에서 출현한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시오바라 토키자부로(鹽原時三
郞)가 만든 신조어였다.”라고 밝혔다. 宮田節子 著, 1997, 李熒娘 譯, “황민화정책의 구
조”,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 일조각, 105; 金正仁, 2012, “일제 강점 말기 황국신민
교육과 학교 경영”, 『역사교육』, 122, 121에서 재인용.

296) 『朝鮮新聞』, 1937년 1월 16일, “皇國臣民たる正道を踏ましめよ, 南總督の訓示”.
297) 駒込武, 2008, 『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合』, 오성철 외 (역),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

화통합』, 역사비평사. 
298) 『동아일보』, 1937년 10월 5일, “臣民의 信念高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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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총동원하 일본 ‘공민’개념과 ‘공민교육’의 변화 

제국 일본의 군사적,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사상문제가 표면화 되면서 
1930년대 전반부터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는 정책과 운동이 전개
된다. 구체적으로는 1932년 사상문제에 대한 대처로서 국민정신문화연구소가 
창설되고 1935년 천황기관설 문제로 인한 국체명징운동(國體明徵運動)이 사회 
전반에서 전개된다. 사회문제에 대한 교학적(敎學的) 대응으로서 교학쇄신평의
회(敎學刷新評議會)가 설치되는 등 교육에 대한 일련의 국가통제가 강화되어 
간다(木村, 2009). 

193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 ‘공민교육’의 성격도 변모하게 된다. 일
본에서 자치민교육과 정치사회교육 하의 ‘공민’개념은 ‘황민’ 개념으로 전환되
었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 관해서는 일본 학계에서 여러 논의가 축적되어 
있다. 호리오의 연구는 “일본자본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영세성, 왜소성과 군
사교육 중심의 사회교육 체제를 그 근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촌사회의 
지지기반인 고액의 소작료와 산업의 이윤기반이었던 유년공(幼年工)을 중심으
로 한 저임금노동이 당시 일본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었던 근간이었고 이러
한 까닭에 의무교육연한 연장과 입영 기간 등 노동력의 산출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교육문제에 관해 절대주의 세력(군부)과 부르주아지(산업계)가 타협점
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속에서 사회교육의 형태가 군사교련 · 
공민교육(사상대책) · 직업기술교육 이 3가지를 지주로 하는 것으로 형성되었
고 이것으로 인해 청년들이 부당한 부담을 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일본 자
본주의의 모순이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었다는 논지다(堀尾, 1987: 
325~338).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부르주아지와 군부의 연대가 
동원과 사상통제를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는 분석이다.

우에하라(上原, 2017: 163, 211)는 중층적이었던 공민 개념이 ‘天皇
의民(オオミタカラ)’으로서 공민으로 수렴하여 황민(皇民)으로 재구성되어간 
측면을 일본 내의 여러 공민론자들의 논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당시 공민교육론자들이 ‘황민’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 나갔는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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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가 주장한 바는, “공민교육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육성 기제
로서 ‘공민’개념과 입헌적 지식을 함양하는 주체로서 공민이라는 관점이 갈등
하면서 공존하다가 전자가 전시체제에 들어서면서 멸사봉공의 정신을 내포한 
황민교육으로 전면화 되면서 후자와의 공존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관점이다. 
왜 당대의 수많은 공민교육론자들이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고 전시체제
에 협력하고 국가주도의 교화운동에 동참하였는지299)에 대해서는 설명의 한계
를 가진다고 생각한다.300) 

자치적 공민, 정치적 공민, 사회지식을 습득하는 주체로서 공민 개념
의 장이 축소 소멸되고 천황제 국체를 받들고 멸사봉공하는 ‘황민’ 개념이 일
거에 부각된 것은 전시체제와 황민교육의 전면화만으로는 단순히 설명되지 않
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사료된다. 일본의 자치제도와 보통선거제도는 물론 여
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1930년대 중반까지도 완성도를 더
해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제국의 민주적 제도의 불비였다고도 평가하기 어려
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호리오는 결정적으로 일본사회에 본원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군사적 
가치의 숨겨진 우위성’이 발현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공민교육은 그 중요한 장치로서 기능하였다는 견해다. 특히 사회교육 기관이
었던 보습학교와 청년훈련소에 있어서 공민교육과 군사교련 그리고 기술교육
이 공존하면서 군국주의가 성장한 토양이 된 것이 일본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특징적 현상이었다고 분석하였다. 공식교육으로서 공민교육 또한 의회와 보선
의 민주적 가면아래에 존재했던 비민주화의 장치로 보았다. 정치의식의 강조
가 실제로는 관민일치의 미명하에 청년학생들에게 왜곡 내지는 억압을 가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결과적으로 ‘황민’을 가능하게 한 비민주적 대중국가를 창출 
시켰다는 분석이다. 이 견해가 어는 정도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299) 공민교육론자중에 경제학자이며 군부비판가로 잘 알려진 河合栄次郎의 경우는 예외
적으로 학문의 자유에 대한 소신을 지킨 사례이다. 그는 출판법위반으로 1939년 2월 
기소되어 대학측이 휴직처분을 내렸지만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사직했다(上原, 2017: 
172)

300) 물론 여기에는 잘 알려져 있듯이 1935년 ‘국체명징성명’과 다이쇼기 이래 전통적 헌
법학설로 인정되었던 美濃部達吉의 국가법인설(천황기관설)의 배격, 대학과 학문의 자유 
억압, 배외주의적 국가주의의 강화, 일본정신의 고양 등 엄혹해진 사회분위기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釜本建司, 2009: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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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堀尾, 1987: 310~311). 
이상의 상황들을 엄밀하게 검토하면 일본 공민교육의 위기는 기실 일

본 사회의 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의 한계(고율소작료, 유년공노동), 민주주의의 위기(군부대두와 테러, 
정당정치의 위기, 천황제파시즘), 사회교육의 군대화(군사교련, 청년훈련소), 
군사적 확장주의(만주사변, 중일전쟁) 등 여러 가지 사회정치적 요소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빚어진 사회적 위기 그 자체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
본제국의 위기상황에서 공민교육은 어떻게 변화해 나갔을까. 

근대사회에 있어서 사회의 문제는 너무도 쉽게 교육의 문제로 단순환
원되어 사회학적 관점의 적용을 회피하고 교육의 개혁을 통한 해결의 실마리
에만 몰두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공민교육도 마찬가지였다. 지속될수 
없는 일본 제국주의의 근본적 위기 상황 속에서 공민교육은 사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대증적 도구로서 요청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는 1932년 2월 9일에 일어난 井上準之助 前藏相(재무
장관) 암살사건 이었다. 아카노(赤野, 2002)가 주장하고 있듯이 이는 당시 경
제 정책실패(금해금, 긴축재정)와 장기불황으로 인한 대중들의 분노도 하나의 
원인301)이었는데 이러한 불온사건이 발생한 원인으로 한편, 학교교육에 책임
을 전가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민교육(公民科)은 ‘테러방지책’이
나 ‘테러방지를 위한 활용방법’으로 제시될 정도로 교육의 목적이 변모하기 
시작하였다(赤野, 2002: 15~18). 

제국 체제 전반의 위기 심화는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의 
강화와 교수요목의 개정을 통한 내용의 통제로 이어졌다. 키무라의 연구는 
1937년 ‘공민과교수요목개정(公民科敎授要目改訂)’과 관련한 일본 사회의 논
의와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당시 수신과에 공민과를 통합하는 문제 등 공
민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쇄신 방안이 제기되었고302) 결과적으로는 국체명징

301) 일본은 1929년 금해금을 통해 금본위제로 복귀한다. 비즐리의 분석에 따르면 1929년 
“6월 금본위제로 복귀하면서 엔화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총수출액이 폭락하면
서 특히 섬유무역에 종사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 결과적으로 도시에서는 
파산과 실업이 시골에서는 빈곤이 만연하게 된다. 정책실패에 대해 정당인 민정당에 대
한 군 장교들과 우익 단체 회원들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농민과 촌락은 국수(國粹) 구현
에 몰두하게 된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고 한다(Beasley, 2000: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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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취지를 공민과로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와 문부성의 인식이 
있어 1937년 공민과 요목개정의 전제가 되었다”는 것이다(木村, 2009: 2).303)

일본의 중학교 에서는 1937년 3월 27일 문부성훈령제9호에 의해 「中
學校敎授要目」의 일부가 개정되는데 여기에 ‘공민과(公民科)’개정이 포함되게 
된다. 공민과의 목적도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우리 국민의 정치생활, 경제
생활 및 사회생활에 관한 사항을 회득시켜 특히 국가(일본)의 특질과 시등(是
等)의 생활과의 관계를 우리 국체 및 국헌(國憲)의 본의, 특히 조국(肇國)의 
정신 및 헌법발포의 유래를 알림으로 우리 국가의 통치의 근본관념을 명확히
하여 일본신민으로서 신념과 헌정치하의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양성하는 것을 
요로한다.”304) 

아카노(赤野, 2009)는 일본 1931년305) · 1937년 『관보』에 게재된 공
민과 교수요목(커리큘럼)을 비교하여 공민과 개정의 성격을 분석하였는데 “총 
29개의 장(1931년)이 20개(1937년)로 축소되었고 ‘인간과 사회(1장)’, ‘우리 
가족(2장)’, ‘일가의 가계(3장)’, ‘직업(4장)’, ‘교육(5장)’, ‘신사(6장)’, ‘종교(7
장)’, ‘공안(8장)’, ‘지방자치(9장)’, ‘시정촌(10장)’, ‘부현(11장)’, ‘농촌(12장)’, 
‘산업(13장)’의 순으로 배치되었던 장의 순서(1931년)가 ‘우리 국가(1장)’, ‘우
리 집(2장)’, ‘우리 향토(3장, 4장)’, ‘우리 국체(5장)’, ‘국헌과 국법(6장)’, ‘제
국의회(7장), ’정부와 추밀고문(8장)’, ‘재판소(9장)’, ‘국정의 운용과 우리의 책
무(10장)’, ‘국민생활(11장)’, ‘직업(12장)’, ‘국민경제(13장)’ 순으로 변화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공민교과서에서 ‘사회’의 장이 소거되거나 축소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설명하는 장은 1931년에는 총 3개의 장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37년에는 4장 ‘우리 향토’의 일부로 축소되어306)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지 않았다(赤野, 2000: 22~23).307)

302) 이는 공민과의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303) 木村勝彦, 2009, “昭和前期の中等段階における公民敎育: 昭和12(1937)年の「公民科敎

授要目改定を巡って」”, 『茨城大学敎育學部紀要』, 敎育科學(58) : 1~14. 
304) 『日本官報』, 1937년 3월 27일. ; 赤野達哉, 2000, 舊制中學校「公民科」カリキュラム　

·　昭和12年度改訂に関する考察, 硏究論執(7), 21에서 재인용. 
305) 『日本官報』, 1931년 1월 20일, (문부성훈령 제3호); 『日本官報』, 1937년 3월 27일, 

(문부성훈령제9호).
306) ‘향토와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정신’, ‘시정촌’, ‘부현’
307) 赤野는 “1931년 공민과 개정과 1937년 공민과 개정이 발표된 시기가 각각 만주사변, 



- 189 -

이상, 1930년대 이후 제국 일본의 체제변화와 사회위기, 공민과의 성
격 변화에 대해서 일본학계의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기존연구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근대 일본의 공민교육이 다양한 목적하에서 기획된 것
은 부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308) 그러나 이러한 공민의 기획은 193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천황을 받드는 국민 혹은 신민으로서 ‘황민’개념으로 수렴되
어 갔다. 

3. 식민지 공민교과서의 변화 – 1943년 ‘中等公民 女子用 下’ 분석

1935년을 기점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공민교육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현격히 
축소된다. 공민학교나 공민강습회와 관련한 기사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공민교육과 관련한 논의의 장은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급격히 축소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시총동원하에서 직접적인 동원을 목전에 
두고 ‘공민교육’의 의의가 대폭 변질되는 것은 일본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지만 
공민과 관련한 담론장의 범위가 협소했던 조선사회에서 공민이 갖는 의미는 
‘황국신민’이라는 기표에 포섭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940년대 공민교육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 
1943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中等公民 女子用 下’ 교과서309)가 남아있어 
전시체제하 공민교육 텍스트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310)

표지와 날인지를 제외한 첫 장에는 ‘메이지신궁 明治神宮’의 사진이 
실려있으며 다음 장부터는 ‘교육에 관한 칙어’, ‘무신조서(戊申詔書)’, ‘국민정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으로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전시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공민과 커리큘럼이 왜곡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30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에하라는 당대 공민교육론자들의 논지와 공민교육론의 다양
한 측면을 검토하였다. 그에 따르면 “공민교육은 ‘시민자치’와 ‘국민통합’으로서 두 이
론에 기반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치교육’, ‘정치교육’, ‘애국교육’,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교육’, ‘사회교육’, ‘도시생활과 공민교육’, ‘실업보습교육’, ‘지역사회진흥교
육’, ‘청년단교육’, ‘노동자교육’, ‘농촌진흥교육’, ‘향토교육’, ‘충군애국교육’, ‘국민교육’ 
등을 포괄”하고 있다(上原, 2017: 2장 참조)

309) 朝鮮總督府, 1943, 『中等公民 女子用 下』, 朝鮮敎學圖書株式會社. 
310)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박영자 동문 기증서’라

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전시기 공민교과서의 실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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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흥에 관한 조서’, ‘踐祚後朝見의 儀에 賜의 칙어’, ‘청소년학도에 주는 칙
어(쇼와14년)’, ‘미국 및 영국에 대한 선전의 조서’가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목차는 ‘제1장 국민생활’은 ‘제1절 우리 국민생활과 국민성’, ‘제2절 
인구와 보건’, ‘제3절 사회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은 직업’으로 ‘제1
절 국민생활과 직업’, ‘제2절 여자와 직업’이다. ‘제3장은 국민경제’이며 ‘제1
절 우리 국민경제’, ‘제2절 생산과 소비’, ‘제3절 기업’, ‘제4절 소득’, ‘제5절 
경제와 도덕’이며 ‘제4장은 산업’으로 ‘제1절 우리 국가의 산업’, ‘제2절 자원
의 개발과 기술의 진보’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은 유통’, ‘제6장은 재정’, ‘제
7장은 해외발전’311), ‘제8장은 국민문화’이며 ‘제1절 우리 국민문화’, ‘제2절 
학문 · 종교예술’, ‘제3절 교육’, ‘제4절 국민문화의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9장은 국방과 국교’이며 ‘제1절에 국방과 병역’, ‘제2절에 국방과 국력’, 
‘제3절에 국교(國交)’이다. ‘제10장은 우리 국가의 사명’이다.

1943년 ‘中等公民 女子用 下’ 교과서312)의 목차구성을 보면 ‘제3장 
국민경제’에 관한 기술이 총 5절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
다. ‘제2장 직업’과 ‘제4장 산업’, ‘제5장 유통’, ‘제6장 재정’부분도 넓은 관점
에서는 경제영역에 포괄되기에 전시체제하 ‘경제’의 비중이 확연히 증가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제1장 국민생활’에는 ‘인구와 보건’이 별도의 절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총력전 · 총동원을 목표로 한 국방국가 건설 의도
가 공민교과서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1943년 공민교과서’를 주도하는 민개념은 ‘국민’이었다. ‘군민일체의 
가족국가’ 생활을 영위해온 국민으로서 그려지고 있다. 또한 ‘대동아공영권 건
설의 지도자에 어울리는 대국민의 자질 향상’을 촉구하는데 여기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구분 등은 일체 국가의 일부분으로 해소되어 버리고 있다.313) 

‘인구와 보건’의 문제가 서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는 점도 
이전의 공민교과서에서는 확인하기 힘든 지점이다. 일본의 인구가 “현재 1억
을 넘기에 이르렀고 …… 歐米諸國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近侍 현저히 쇠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일본은) 년년 백만의 자연증가율’을 보이고있다”고 선전하

311) 5,6,7장은 세부절 소개를 생략한다. 
312) 이하 ‘1943년 공민교과서’로 칭한다
313) 朝鮮總督府, 1943, 『中等公民 女子用 下』,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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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최근 출산율 감퇴의 兆候가 보이는 것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
로” 언급하여 인구와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국운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314) 특히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여 인구문제를 상세
히 논하고 있는 점은 전시하 ‘1943년 공민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특징
이라고 생각된다. 
 보건에 관련하여서는 구미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짧고 사망률이 높은 
것을 유감이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결핵성 질환자의 수가 많은 부분을 심각히 
우려할 부분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보건사상의 보급으로 체위, 체력의 향상
강화를 꾀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점은 인상적이다. 
또, 여자용 공민교과서로 “장래 모성의 주체”로서 독자를 호명하면서 “강건한 
체력을 연성하여 他日 건전한 자녀의 생육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언급
한 점은 전시하 공민교과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사료된다. 

또, ‘이민과 척식’의 절에서는 남북아메리카와 남양(南洋), 만주국의 
개발, 중국의 개발에 관한 내용도 기술하고 있다. “대동아 건설”이라는 목적
하에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군사적 산업적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 점이다. 
눈여겨볼 지점은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滿蒙開拓靑少年義勇軍)’이라는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공민교과서는 “이 제도가 마련되어(設けられ), 소화13년(1938
년) 이래 다수의 청소년을 만주에 보내에 현지에서 3년간의 훈련을 실시하여 
이상적 개척자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半島同胞
으로 기술)에서 도만(渡滿)은 150만명의 이주자에 이른다고 기술되어 있다.315)

가타기리와 기무라 외(片桐·木村 外, 2011: 223~224)에 따르면 1938
년 후 중등학교, 대학 · 전문학교 등의 학생들은 출전 병사의 급증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각종 총동원 업무에 동원되었고, 1941년 8월에는 
각 학교 내에 ‘학교보국대’가 조직되어 군대식 명령 계통 아래 사실상 학교 
내의 근로동원 실시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공민교육은 전시 국방국가의 목적요
구에 따라 조직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314) 朝鮮總督府, 1943, 『中等公民 女子用 下』, 5.
315) 朝鮮總督府, 1943, 『中等公民 女子用 下』, 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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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민교과서(1943)-청소년의용군

우에하라(上原, 2017: 214)의 연구에 따르면 전시체제하 공민교육은 중요한 
두 가지 귀결점이 있다. 첫 번째 귀결점은 익히 알려져 있듯이 구미 자유주의
로부터의 탈피에 따른 우익 국가주의로의 회귀 즉, 공민에서 황민316)으로의 
전환이며 다른 한 지점은 전시총동원기 고도국방국가의 수립을 위한 사회의 
계획적 합리화, 조직화 등을 염두해 둔 측면이다. 1943년 공민교과서는 이러
한 지점들이 교차되어 있는 기억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선의 국방’ 
등이 별도로 다루어지고 조선의 인민은 ‘황민’이 아닌 ‘황국신민317)’으로 호명
되고 있다는 점은 식민지 공민교과서에 드러난 차이로 볼 수 있다.318)

316) 식민지 조선의 경우 ‘황국신민’
317)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황국신민으로서 자각을 철저히 해 결코 유언비어에 미

혹됨 없이 確乎不動의 정신을 가지고 동요없는 국방의 기초를 확고히 굳히지 않으면 
안된다.” 朝鮮總督府, 1943, 『中等公民 女子用 下』, 107. 

318) 전시기 공민교과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 일본에서 간행된 교과서를 검토하
여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 제국의 영역이었던 대만과 만주국의 공
민교육은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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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일제 식민주의 사회통치’라는 연구모델을 통해 식민지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의 형성과정 및 특징 그리고 식민지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제1차세계
대전 후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사회’라는 영역이 본격적인 
통치의 대상으로서 고려되게 된다.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의 문제는 이와 관련
된 통치 기획으로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모두 실행되었지만 그간 식민지적 
관점에서 사회통치의 형성과정 및 방식과 차이를 분석하는 본격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하였다. 

일본학계의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에 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는 
편이지만 식민지에서 전개된 관련 내용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분석이 거의 부
재했던 점도 연구를 계획한 중요한 계기였다. 한편, 일본의 연구성과도 잘 소
개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점도 염두해두었다. 

이 연구의 이론적 기여는 식민지 지방개량과 공민교육 문제를 ‘일제 
식민주의 사회통치’라는 연구모델로서 고찰하고자 한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 
이 두 주제는 각각 별도의 논의로 다루어지거나 통시적인 설명에 치우쳐 형성
사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방개량과 공민교
육의 문제는 각각의 주제를 별도로 검토하거나 교육사, 정치사, 행정사 등 특
정한 분과적 해석으로 접근해서는 그 본질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 사료된다. 이러한 성찰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식민지 지방개량과 공민교육
의 문제를 식민지배 이래 일제의 일관된 사회통치 기획 즉, ‘일제 식민주의 
사회통치’라는 문제틀로서 고찰하여 그 본질적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화 시키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일제 식민주의 사회통치’라
는 연구모델 즉, 분석틀을 이론적으로 구성하였다. 서구 식민주의와 구별되는 
일제 식민주의의 특수성을 살펴보고 이어서 ‘민개념’, ‘지방통치’, ‘교육’이라는 
식민주의 사회통치의 세 차원을 구성하여 은폐된 식민주의적 성격을 고찰할 
수 있는 이론적 논거를 마련하였다. ‘통치와 교육’의 문제를 염두해 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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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들 중 푸코의 ‘지식-권력’,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그람시의 ‘헤게모니’ 
와 관련한 논의들은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제3장에서는 식민지 지방개량의 문제를 다루었다. 식민지 지방개량은 
‘지방통치’의 구성요소 중 ‘침투권력’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인식하였다. 따
라서 식민지배 초기 지방 침투권력의 중추 역할을 맡았던 헌병경찰의 사례를 
우선 검토하였다. 식민지 헌병경찰이 개입한 지방행정영역은 일본에서는 자치
적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지점들이었는데 이 연구는 일본어 강습 등 지방에서 
헌병경찰의 교육강습활동을 중심으로 식민지 침투권력의 지방배치와 구체적인 
실천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헌병경찰에서 지방개량으로 지방통치 침투권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헌병경찰이 군경에 의한 지방행정활동에 방점을 두었다면, 1920
년대는 내무관료들이 주도한 관제적 ‘지방개량’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식민지 
사회에서 지방개량의 실천은 일본에서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식민
지 조선에서 ‘지방개량’은 내무국 사회과(內務局 社會課)의 관할 사무였다. 
1920년대 식민권력은 ‘지방개량’의 구체적 성과보다는 홍보와 선전에 치중하
는 모습을 보이는데 ‘개량’과 ‘강습’과 같은 표어를 내세운 것은 식민통치의 
정당성과 성과를 선전하고 과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식민
지 ‘지방개량’사업을 적극 홍보한 것은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每日申報)
와 경성일보(京城日報) 등 친일지 및 일본인들이 간행한 부산일보(釜山日報), 
조선시보(朝鮮時報)와 조선신문(朝鮮新聞) 등이었다. 

일제는 ‘지방개량’을 홍보하면서도 내지에서 사용된 ‘지방개량운동’이
라는 명칭은 전면에 드러내지 않았는데 일본의 ‘지방개량사업’과 ‘지방개량운
동’의 전개와 비교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식민권력
이 지방개량을 실체성 있는 사업으로서 추진했다기보다는 식민지 행정의 일원
적 효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일종의 선전체제 및 지방선전통치로서
의 효과에 주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4장에서는 식민지 공민교육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식민지 공민교육
의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1920년대 농촌순회강좌 등에서 공민과가 교수되었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신문기사에 소개된 공민교육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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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공민강습소, 강습회, 농한기 강습, 식민지 공민학교, 청년훈련소 등의 
설립목적과 운영방식 활동 등을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식민지에서도 본격적으로 사회교육의 형
태로서의 공민교육이 고려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관적이거나 체
계적인 운영의 형태를 보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주로 보통학교를 졸
업하고 도로에 방황하는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교육기관 야학, 
강습소, 중학원 등의 다양한 기관들이 유지들의 참여로 운영되다가 지원의 난
색으로 운영난에 직면하거나 폐교의 위기를 맞아 식민 지방 행정 당국의 도움
을 얻어 ‘공민학교’와 같은 형태로 전환한 경우도 있었다.

1930년대 식민지 공민교육은 중등학교 ‘공민과’의 설립으로 그 의미
가 전환된다. 식민지 교육학자들은 ‘공민교육론’을 통해서 식민지 공민교육의 
독특한 식민주의적 담론지형을 생산하게 된다. 제국 일본의 공민개념은 메이
지기 지방제도에 기반한 ‘지방적 공민’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유산 아래 
전개된 ‘입헌적 공민’으로 그리고 쇼와기 정세적 위기가운데 등장한 ‘제국의 
공민’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변화는 제국 통합을 위한 성원권 호명과, 식민지 
지방사회의 협력과 안정이 필요해진 시대적 상황, 사상문제에 대한 대응, 지
방에서의 본격적인 동원이 필요해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공민화’라는 논제가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입시위
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 혹은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문학교와 같은 고등교육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이들 중 다수가 필연적으로 
열패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식민지 교육의 폐쇄적 기회구조에 대한 비판은 일
상적인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편적 사회교육’을 통한 ‘공민화’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 연구는 식민지 공민교육론자들의 공민교육론도 분석하였다. 식민
권력은 식민지 공민교육에 내재된 차별성을 식민주의적 담론으로 표면화 정당
화하였고 공민교육을 사실상 ‘제국신민교육’, ‘국민교육’으로 대체시켰다. 식민
지 공민교육론에서 철저하게 은폐된 것은 민족적 정체성이었다는 사실도 중요
한 지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획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지방자치적 혹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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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민주적) 공민권의 성격을 탈색시키고 설명할 나름의 논리가 필요했다. 공
민교육론자들은 이를 내지와 식민지의 사회문화적 차이 즉 관습과 제도 및 관
념, 전통과 현대적 습속의 차이로서 접근하여 설명하기도 하였고 ‘조선의 특
수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조선독자의 입장에서 독립된 규정이 나온 것’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견해들은 근본적으로 식민주의적 관점
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대다수의 식민지 공민교육론자들이 이러한 시선을 공유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민지 공민교육론은 제도적 차이를 전면화 
하면서도 자치와 권리가 배제된 ‘도의로의 귀결’, ‘협동’과 ‘책임’을 강조하는 
‘공민적 훈련’으로서 식민지 공민교육을 규정하고자 하였던 것이었다. 

식민지 공민교과서도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제도적 차이를 비교하고 
전면화하면서 이를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만, 시기에 따라 그 성격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식민지 공민교
육은 일본과 식민지의 제도적 차이를 비교하여 드러내면서도 식민주의 담론으
로 이를 정당화하고 ‘공민적 훈련’을 강조하는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그 구체
적인 목표는 ‘조선을 제국의 일지방’으로 만들고 ‘제국신민’으로 호명하여 제
국 통치체제에 조선 사회를 포섭하고자 하는 ‘식민주의 사회통치’ 기획이었다.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우리는 식민주의를 먼 과거의 유산으로 생각하지만 하버마스가 생활세계의 식
민화 테제를 통해 근대사회체계의 억압적 성격을 규정하였듯이 식민화의 문제
는 결코 현대사회의 인식론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다. 식민주의란 식민자들이 원주민 사회를 대하는 모든 차별적인 인식론, 제
도, 실천을 의미한다. 단순화하여 생각하면 외부권력이 원주민을 대하고 다루
는 모든 종류의 통치, 소통 방식이 어쩌면 식민주의적인 것이다. 

권력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식민자와 식민지 사회의 접점에서 생겨나
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는 제도-지식-실천체계로 볼 수 있다. 공간적인 개념
을 인용하여 설명하자면 식민주의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적 단층을 
통치압력에 의해 생성시키는 원리이다. 식민 권력의 필요에 의해 생성시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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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배제와 차별의 체계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방치하거나 지연시키
거나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식민주의는 폭력적인 것이다. 
원주민의 언어를 식민자의 언어로 교체한다든지, 지방사회의 지배 질서를 와
해시키고 새로운 지방통치구조를 생성한다든지 식민자들이 경찰과 학교를 지
배한다던지, 교육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규율로 품행을 지도하는 모든 종류의 
권력행위는 결론적으로 식민주의적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실천행위들이다. 

따라서,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창출된 식민권력의 내밀한 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창출해낸 식민주의 사회통치의 방식에 대한 종합적 
·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연구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기존 연구들은 식민지 시대를 논할 때 정치나 경제 영역
에 주로 연구의 초점을 맞추기도 했는데 식민지 사회를 어떠한 모델과 지표로 
검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계들에 
대해서 이 연구는 비교적 새로운 관점에서의 조명을 통해 다가가고자 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고찰한 바에 따르면 식민(주의) 권력의 통치 방식은 식민지
에서 자의적 · 타의적으로 창출된 사회적 단층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도록 노
력하지 않고 모국의 이익을 위해 도구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잔존시
키는 가운데 식민지의 주체들을 호명하고 지도하는 혹독하고 자기모순적인 주
체화의 프로젝트와 관련이 깊다. 식민지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의 논의에서 두
드러지듯이 식민주의적 논리와 담론을 선전하고 유포시키는 것을 통해 차별의 
구조를 인정하도록 만들고 스스로 설득시키는 가혹한 주체화의 논리가 바로 
‘일제 식민주의 사회통치’의 본질인 것이다. 

지방개량과 공민교육이라는 주제가 식민지 사회와 접합지점이 분명치 
않고 지나치게 통치측의 기획과 관점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것이 아니
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어느 정도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
된다. 하지만 개념사의 논의에서도 드러나듯이 식민통치의 영역이라고 해서 
꼭 통치자의 입장만 담겨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민개념, 지방통치, 교육의 
문제는 식민지 사회에 대한 권력의 인식과 식민지 사회의 반응이 조응하면서 
빚어지는 역사사회적 산물로서의 성격도 담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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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평가하면 일제 식민주의 사회통치는 식민주의적 민개념의 
호명, 식민지 지방의 하위사회화, 제도적 차이의 표면화와 정당화, 그리고 교
육의 도구화라는 측면에서 일관되어 진행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이런 점에서 식민주의 사회통치란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를 정
당화하고 피식민자들로 하여금 여러 차이와 모순들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통치 
기획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식민지 사회는 사회적 발전에서 비롯된 유기
적 호혜성을 법적 제도적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으로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공민’ 및 ‘공민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
분들이 있다고 사료된다. 해방 후 한국 사회에서 공민이 활발하게 발화되고 
논의되는 부분은 ‘공민’ 개념의 역사적 성격에 관해서 여러 질문을 던지게 해
준다. 미군정기에는 ‘공민교과서’도 만들어지게 된다. ‘공민학교’도 설립되어 
최근까지 지속되었다. 식민지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개념이었음에도 해방 후에
도 공민은 터부시되지 않았다. 이것은 ‘공민’ 개념이 이미 식민통치 이전부터 
한국 사회에 안착된 개념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일까. 아니면 ‘공민’ 개념과 ‘공
민교육’이 갖는 보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면 해방 후 냉전
체제로 급속하게 진입한 한반도의 탈식민지적 국면에서도 식민주의적 ‘공민’
과 ‘공민교육’은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
들에 관해서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319) 

319) ‘역사적 개념’의 복합적인 성격과 개념의 시공간성, 동아시아 사회에서 서구개념의 수
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박명규(2014, 255~2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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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ocal Reform(Jibang-gaeryang) 
and Gongmin Education in Colonial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olonial Governing Strategy 

Kwon, Dong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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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Jibang-gaeryang(local reform) and Gongmin education 
are analyzied and reviewed from a historical and sociological 
perspective regarded as a framework of ‘Colonial Governing 
Strategy’. It covers from the 1920s to the 1930s. In this period, it 
was sought that the direction of ‘Colonial Governing Strategy’ 
needs to be changed due to the March 1st Movement in Korea 
society while it became social problems that democracy, 
nationalism and socialism were widely spread after the world war 
Ⅰend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same period, Colonial 
Korea society underwent many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rate increase, frequent 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ideological 
problems, tenant farmer problems and wandering of the youth in 
rural areas under the socio-economical conditions that educational 
enthusiasm severely pursuing school entrance and entrance exams 
widely spread. Considering those social problems, Imperial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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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un to seek to change the way of ‘Colonial Governing Strategy’ 
and then various policies were transplanted.

It is the issue of 'Jibang-gaeryang(colonial local reform)' 
and 'Gongmin education' that this study considered as key 
phenomena or important indicators of ‘Colonial Governing 
Strategy’. In this study, it is strongly insisted that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Jibang-gaeryang(colonial local reform) and 
Gongmin education could be correctly understood only when they 
are considered as a problematic framework of the Imperial Japan’s 
‘Colonial Governing Strategy’, that is to say the constantly 
maintained governing planning for colonial society.

In colonial society, the practice of Jibang-gaeryang was 
carried out in a different way from that in Japan. The colonial 
power focused on public campaign and propaganda of 
Jibang-gaeryang rather than specific results of 'local reforms' and 
took advantage of it as part of local propaganda rule showing off 
the legitimacy and achievements of colonial rule while Japan 
developed its own Jibang-gaeryang movement advocating 
cooperative governance as combined forms of bureaucratic 
movement and local autonomy.  It was the Maeil Shinbo (每日申報), 
an official newspaper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that 
actively promoted the “Jibang-gaeryang” of the colonial power. 

Although the Japanese imperialist promoted 
'Jibang-gaeryang', the name of 'Jibang-gaeryang movement' was 
not revealed to the public. That is the big difference observed 
when this study compare 'Jibang-gaeryang project' with 
'Jibang-gaeryang movement'. It is thought that the colonial power 
paid attention to a certain kind of propaganda effect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efficacy of the colonial administration 
rather than promoting local reform as a substantive project.

Regarding the issue of Gongmin education in the colonial 
society, the process of formation of Gongmin educa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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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nalyzed with careful scrutinies of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In the 1920s Gongmin education which had been 
considered only as a part of Jibang-gaeryang entered a turning 
point because of the advent of ‘Gongmin-kwa’-textbook as a 
systematic knowledge system. The category of Gongmin begun to 
expand from the concept of local autonomous citizens to 
constitutional citizens and imperial citizens. This reveals the 
change in the style of imperial rule related to the changes of 
political situation and the stance of the ruling power towards the 
right of membership. The advent of Gongmin education could be 
explained as reflections of historical changes which were granting 
membership and calling required for imperial integration, 
responding to ideological problems and necessities of mobilization 
in the colonies. 

Regarding the formation of colonial civic education, it was 
verified that Gongmin-textbook was taught in rural enlightenment 
lectures in the 1920s. And it was also analyzed that specific 
management methods and characteristic of the colonial Gongmin 
institutes, lectures, agricultural off-season lectures, colonial 
Gongmin schools and training schools for the youth on the basis 
of specific cases of Gongmin education introduced on the 
newspaper. In the mid-1920s, it was also verified that Gongmin 
education was being considered as a form of social education. 
However, the relevant academic and discourse forums were 
restricted and it was difficult to verify the tangible results of 
Gongmin education facilities.

Gongmin education in colonial Korea as the curriculum in 
the 1930s which this paper focused on had been constructed in the 
form of academic discourses. This study was also confirmed that 
what the Gongmin education theorists in the colonial Korea 
emphasized were the Gongmin concept of 'imperial subjects', the 
superficialization of discrimination in local institution, the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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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lonialist social morality and the logic of its justification. In 
addition, the fact that it was the national and class identity that 
was thoroughly concealed in the theory of colonial Gongmin 
education was also an important point.

The Japanese imperialism decolorized the character of local 
autonomy or political (democratic) civil rights of the concept of 
'Gongmin' and surfaced institutional and substantive differences 
with Japan's and then justified it with colonialist discourse. The 
logic of justification was to emphasize the social gap between Japan 
and the colonial society. It took a discourse strategy to justify that 
as gaps between customs and institutions, tradition and modernity. 
In addition, a strategy was taken to rhetorically resolve this issue 
through 'Gongmin discipline' or 'Gongmin training' without granting 
actual citizenship rights. It was the essence of the theory of 
Gongmin education under Japanese imperialism that it was intended 
to be a strategy of mobilization with the intention of generalizing 
the colonialist narrative and accepting it.

Key words: Jibang-gaeryang, Gongmin, Gongmin education, colonial 
local reform, civic education, colonialism, Colonial Govern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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