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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抄錄

  본 논문은 일제하 지식인이 주도한 조선인교육 담론의 양상을 검토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구명한 것이다. 지식인의 조선인교육 담론을 살피는 일은 일제

하 조선인교육의 실태를 조선인 사회의 처지에서 밝히려는 작업이다. 지식인

들은 조선인교육 담론을 통해 식민교육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나름의 목

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적극적 교육 행위자로서 조선인을 규정하려고 하였다. 

조선인교육 담론은 식민교육의 근대성과 식민성에 저항하기도 하고 조응하기

도 하며 조선인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지식인의 교육담론 

발화는 식민교육에 대한 주체적 대응이자 조선인 사회 내에서 문화적 헤게모

니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이기도 하였다. 

  일제하 지식인이 식민교육에 대응하여 조선인교육 담론을 발화한 것은 한말 

근대개혁기에 근대국가 수립에 참여했던 경험과도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民의 교화와 사대부 양성의 책임을 가진 교육자 정체성은 근대 지식인에게도 

이어졌다. 이들이 근대국가 수립과 운영 차원에서 교육을 구상했던 경험은 일

제하 지식인의 조선인교육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비록 정치권력에서 배제

되었으나 지식인들은 조선인교육 담론을 제기함으로써 식민권력에 대응하여 

조선인 사회의 교육을 주도하려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근대개혁기 지식인들은 국가 운영의 책임자로서 부국강병의 토대가 되는 국

민 양성을 도모하며 교육입국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권이 피탈당하고 조

선인이 주도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지식인들은 

근대 인쇄매체 등의 교육공론장을 통해 구국교육의 담론을 유포하고 여론을 

형성하였다. 을사늑약을 전후한 시기에는 학회를 중심으로 지식인들이 흥학열

을 고취했으며 각지에서 사립학교 설립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에 들어 일제 당국이 교육정책을 장악함에 따라 조선인들은 교육 

주권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조선인 사회는 독자적인 교

육담론을 추구해나갔다. 1910년대에는 일본 유학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고 신

문명의 가치를 체화한 청년세대가 신지식층으로서 조선인 사회를 주도하였다. 

신지식층은 구세대와의 단절을 선언하며 민중을 계몽하여 문명의 길로 이끌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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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일부 허용된 한글 잡지를 중심으로 인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교육담론을 생산하였다. 이 시기 교육담론의 특징은 ‘국가(정치)의 부

재’였다. ‘국가’ 차원의 부국강병이나 독립을 대신하여 ‘개인’의 차원에서 교육

의 목적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개인의 자립을 강조하는 교육담론

은 일제가 독점한 ‘국가’ 지향 교육과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

에 일제가 조선교육령을 통해 내세웠던 ‘自作自活’의 정신과 상응하며 근대 교

육의 가치가 민중의 일상에 뿌리내리는 데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1차 대전 후 세계질서의 재편 속에서 정치적･사상적 지형이 새롭게 만들어

지면서 조선인교육 담론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개조의 시대 분위기 속에서 다

이쇼 데모크라시를 구가한 일본에서는 문화주의 담론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조선에 이른바 ‘문화정치’를 시행하고 내지연장주의에 따라 조선교육

령을 개정하였다. 내지연장주의 교육담론은 차별적 동화교육 담론으로서, 근대

성으로 포장된 식민교육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는 3‧1운동 뒤 폭발적

으로 일어난 교육열 현상으로 식민교육의 모순이 폭로된 데 따른 일제 당국의 

대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인들은 입학난 등 교육문제를 민족적 위기

로 쟁점화하고 ‘조선인 본위’ 교육운동을 추동하였다. 이에 따라 보통학교 증

설, 의무교육 실시, 교수 용어를 조선어로 변경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조선인 본위’ 교육운동의 또 다른 층위는 고등교육기관 설립 문제에서 드러

났다. 초등교육의 기회 확대와 조선어 교수용어 문제 등은 교육의 주체가 민

족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선인 사회 전체의 일반적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 설립은 초등교육만큼 절박한 문제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계급적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논의였다.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민족 구

심점이 될 민족 지도자라는 엘리트를 양성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다. 민족주

의 진영은 이 운동을 ‘민중운동’이라고 칭하여 조선인 사회의 여론을 장악하려 

했으며, 사회주의 진영은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마침 그 무렵부터 사상계의 분화가 진행되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간

의 대립이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초에 민족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교육단체 조직과 교육운동은 동력을 차츰 상실해갔고, 사상별로 

교육담론을 제기하여 조선인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려 하였다. 대체로 민족주

의 계열은 문화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조 등에 바탕을 두고 근대 시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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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교육의 초점을 두었다. 문화-교양의 담지자로서 지식계급의 존재를 전제

로 한 문화주의 교육론은 인격 수양의 교육론으로 구체화되었다. 인격 수양의 

교육은 사색적이고 비정치적인 교양주의로 이어지거나 또는 엘리트주의 교육

관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민주주의 교육론에 입각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

유를 강조하는 논의도 제기되었다. 

  한편, 사회주의 계열의 지식인들은 민족주의 교육과 식민교육이 본질적으로 

같은 노선이라고 보았다. 민족적 단결의 근거로 제시되는 조선 민족의 고유한 

문화란 사실상 노자협조주의에 근거하여 자본가가 노동계급을 포섭하려는 수

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노동자로서의 개인에 관심을 가지고 

계급 연대로 나아갈 기초가 되는 자아의 각성을 주장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은 

강습소, 야학, 강연회 등 제도권 밖의 교육을 통해 무산자 대중을 교육하여 계

급의식을 고취하려 하였다. 사회주의 교육론으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중심의 

문화운동으로서 프롤레트컬트(프롤레타리아 교육)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계급교

육담론은 엘리트주의 교육을 비판하고 교육의 기회와 결과에서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였다. 또한 계급 모순을 심화시키는 제국주의와 식민교육에 반대하였다.

  이처럼 사상적 계열에 따른 교육담론의 차이는 자본주의 근대에 어떻게 대

응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민족주의 계열이 노자협조주

의에 기반하여 親자본주의적 인간 양성과 사회의 건설을 신문화·신사회의 방

향으로 내세웠다면, 사회주의 계열은 反자본주의와 反제국주의 노선에서 노동

계급 중심의 신사회 건설을 새시대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식

민지 지식인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조선인 본위’ 교육운동에 대체로 

동참하였다. 교육의 목적으로 ‘개인’의 가치를 심화하여 ‘민족’ 또는 ‘사회(계

급)’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1920년대 후반부터는 공황과 만주사변 등 자본주의의 위기 아래서 일본제

국주의의 파시즘화가 진행되었다. 조선에서도 지식계급의 취업난이 악화되는 

한편, 청년 학생이 사회주의 운동의 전위에 나서면서 사상 사건이 증가하였다. 

학생들은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으로 3‧1운동에 이어 학생의 저력을 보

여주었다. 학생운동에서는 ‘조선인 본위’ 교육에 대한 요구가 주요 슬로건으로 

나타나 조선인교육 문제를 다시 환기하였다.

  일제는 취업난과 학생운동 등으로 조선인 사회가 불온해진다고 판단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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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책으로 교육방침을 수정하였다. ‘교육실제화’를 내걸고 근로주의 교육과 공

민교육을 강조하였다. 교육실제화는 실용주의와 국가주의‧전체주의가 결합한 

교육관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다. 교육실제화의 실용주의적 측면은 조선인들

이 반대하기 어려운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결국 일본제국에 

봉공할 근면한 노동자, 더 나아가 병력이 될 황국신민을 양성하려는 것이 본

질이었다. 

  지식인들은 당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교육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 고

민하였다. 1920년대 초와 같은 대규모 교육운동이 위축되어 가는 가운데 일어

난 교육주간 제정 운동은 신간회와의 연관 속에 민족협동전선으로 추진한 ‘조

선인 본위’ 교육운동의 마지막 시도였다. 이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민족‧사
회주의 진영은 각자의 영역에서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때 일제는 교육

실제화 시책으로서 一面一校制를 내세워 조선인 사회가 요구해온 초등교육의 

기회 확대를 선전하여 조선인교육 담론을 압도하려 하였다.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조선인 아동의 현실에 적합한 실용적 교육에 대하여 

논의하는 가운데 생활 중심 교육론을 제기하였다. 듀이의 생활 중심 교육론 

등이 관심을 받았으나 교육실제화 담론 안에 포섭되기 쉬운 구조적 한계를 보

였다. 지식인들은 일면일교제가 실시되었음에도 여전히 조선인 아동 전체를 

수용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고 의무교육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식민교육제도

를 긍정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화교육 담론에 수렴될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조선인 본위’ 교육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조선적’인 민족

문화를 교육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교교육에서 가르치기 어

렵다면 교육공론장을 통해서라도 민족문화를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에서 한글

과 조선역사에 관한 글을 실었다.

  사회주의 계열은 1930년대에는 프롤레타리아 교육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계

급교육담론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일제의 파시즘화와 사상 탄압이 심해지면서 

계급교육담론은 차츰 공론장에서 입지가 줄어들어 갔다. 프롤레타리아 교육운

동은 교사와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각지의 활동가, 노동자 등과 연대하는 비

밀결사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교육실제화를 비롯한 일제의 제도권 교육 

자체를 거부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운 ‘조선인 본위’ 교육의 슬로건은 식민

지 노예교육 폐지와 계급의식 고취를 통한 계급해방과 함께 민족해방을 의미하



- v -

였다. 

  이와 같이 여러 갈래로 제기된 조선인교육 담론은 결국 자본주의 위기와 파

시즘화라는 당대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지식인들의 

고민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시체제가 들어서면서 공론장은 대부분 폐

색되고 조선인교육 담론도 일제의 ‘황민화’ 교육담론에 수렴되고 말았다. 지식

인들의 조선인교육 담론은 수면 아래에서 잠복하며 해방의 시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일제하 지식인의 조선인교육 담론은 조선인의 교육이 식민교육의 일방적 수

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열망하고 민족･사회의 발전을 소망한 조선인 사회

의 주체적 대응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인교육 담론은 교육운동으로 이어

져 조선인 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는 동력이 되었으며, 해방 후 신국가 건설기

의 교육제도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지식인, 조선인 사회, 교육담론, ‘조선인 본위’ 교육, 민족주의, 사회

주의, 식민교육

학  번 : 2013-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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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세기 말 조선은 국교를 확대하고 근대 자본주의 세계 질서로 들어섰다. 

서구 사회가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쳐 근대 체제를 구축했던 것과 비교할 때,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이라는 외부적 충격에 대응하여 단기간 내에 주

체적으로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였다. 서구 사회의 근대 체제

는 근대화의 주체로서 시민 세력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시민의 성

장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 정점을 이루었으며 경제력과 과학기술의 발

전을 토대로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조선의 처지는 서구 열

강과 같을 수 없었다. 서구와 같은 시민 계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대화 작업은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시작되었다.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독립

을 지키고 부국강병을 이루어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선 정

부가 가장 먼저 착수할 수 있는 근대적 개혁은 교육의 분야였다. 근대 교육제

도의 시행을 통해 자본주의 질서에 적응하고 산업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새

로운 인간형의 양성이 우선시되었다.

  전통적 사회질서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근대 교육 관념을 민중에게 전파

하는 과업은 지식인들이 담당하였다. 지식인은 전근대 시기부터 교육에서 중

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조선 시기의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양반 사대부는 

지주적 경제기반과 지속적인 정치 참여를 근간으로 이 시기의 사회를 신분계

급에서 주도하고 정치경제에서 중추를 이뤘으며 교육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였

다.1) 이들은 유교 정치사상과 통치술을 갖춘 관료로서 교육받았으며, 또한 그 

자신이 향촌사회에서 民의 교화와 사대부 양성의 책임을 가진 교육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은 근대 지식인에게도 이어졌다. 근대 지

식인은 신지식을 수용하고 근대적인 사유와 행동을 지적 기반으로 삼았던 文
士들이었다.2) 이들은 대체로 신교육을 통해 서구 근대 지식을 습득하였고, 근

대교육의 지향을 근대국가 수립에 두고 교육제도 개혁에 관한 공론을 형성하

였다. 교육에 관한 언설은 근대 인쇄 매체의 등장으로 일신된 공론장에서 논

1) 이경식, ｢우리나라 興學과 氣槪涵育의 推移｣, 사대논총 67, 2003, 189쪽; 김태웅, 신식 
소학교의 탄생과 학생의 삶, 서해문집, 2017, 26쪽.

2) 진덕규, 권력과 지식인, 지식산업사, 2011, 84~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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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었다. 여기서 공론장이란 기본적으로 하버마스의 논의에 따라 ‘公衆으로 

결집된 私的 개인들의 영역’으로서 공권력의 외부에서 공공의 가치에 대한 여

론을 형성해 가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공론장은 정치권력의 밖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적 자율성에 따른 발언이 가능하다. 공론장은 지식인들이 여론 형성

을 위해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공간이다.3) 한글이 공식적 지위를 획득하

고 근대 인쇄 매체의 표기법으로 정착됨에 따라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

람들의 범주가 확대되었다. 지식인은 근대교육의 가치와 효용을 공론장에서 

언설함으로써 근대국가의 국민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제하에서 조선인이 교육정책 수립과 운영에서 배제되면서 교육에 

대한 논의도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일제의 식민교육정책은 통치 

정책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지식인들은 식민교육과의 관계 속에

서 조선인교육의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식인들은 공론장을 통해 

조선인교육에 대한 언설을 이어갔다. 교육에 대해 발언하는 행위는 일종의 지

3) 최근 하버마스의 공론장 논의를 한국의 역사에 대응시키고자 한 사회과학 연구들이 진척되
었다. 손석춘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 또는 중개하며, 공중으로 모인 사적 개인이 합리
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공간”인 공론장이 식민지 경험을 겪으며 기형
적으로 변질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송호근은 공론장을 “특정 계급이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와 상품의 유통 영역이자 수단으로서 인쇄 매체, 모임, 토론 
단체, 교통망, 그 밖의 유통기제들을 동원하여 계급적 합의를 창출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공적 기제의 총체적 네트워크”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1894년에서 1910년에 이르는 시기, 
한문 중심의 양반 공론장이 쇠퇴하고 이를 계승하여 지식인 공론장이 형성됨과 동시에 언
문 중심의 평민 공론장이 확장되었다고 보았다. 지식인 공론장과 평민 공론장의 공존과 연
대로 근대적 개인이 시민으로 성숙할 단초가 있었으나, 일제의 강점으로 국가의 독립이 상
실되면서 그 기회가 상실되고 공론장이 폐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서구의 초기 근대
가 부르주아에서 시작되었듯이 17세기 조선에서도 士계층에 의해 ‘국가 부르주아’ 공론장
이 형성되었다고 한 김상준의 논의를 이어받아 한승완은 ‘국가 부르주아’ 공론장의 자장, 
즉 ‘국가적 공공성’과 결부된 공론장의 영향이 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남아있
다고 보고 있다. “사적 자율성을 자각하는 개인”들이 국권이 박탈된 상황에서도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가 질문하면서, 그는 자율성의 출발을 개인에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찾으려
는 기본적 시각이 전통적 지식층인 士계층에 의해 정립되어 이어져 내려온다고 보았다. 
(손석춘, 한국 공론장의 구조변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송호근, 시민의 탄생 – 조
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 변동, 민음사, 2013; 한승완, ｢한국 근대 공론장과 개인의 문
제｣, 사회와 철학30, 2015; 김상준, 유교의 정치적 무의식, 글항아리, 2014). 이상의 
논의들은 한말・대한제국 시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일제하 공론장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폄하하고 있다. 이는 공론장의 기본 전제를 사적 자율성을 가진 개인이자 시민이라고 설정
한 서구적 공론장을 비교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서구적 개념의 
근대적 시민과 거리가 멀더라도 식민지 조선에서 사적 자율성을 의식하는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공론장을 이끌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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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력을 담지하고 있다. 신문·잡지에 글을 쓰는 문사는 곧 지식인으로 여겨졌

으며 그들의 발언은 민중을 계몽하고 ‘조선인 사회’를 형성해가려는 목적이 내

포되어 있었다.4) 교육에 관한 언설들은 학교 교육제도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

교육이라는 범위에서 제도권 밖의 다양한 교육 현상들, 예를 들어 신문‧잡지, 

연설‧강연‧토론회, 도서관과 독서 모임, 심지어 문학 등 예술 분야까지 아우르

는 것이었다. 지식인의 조선인교육 담론에는 교육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근대

적 주체가 투영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상 또는 

국가상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치담론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론장에서 생산‧유통된 교육에 관한 諸 언설을 통틀어 ‘교육

담론’이라고 지칭한다. 담론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정 시각이나 입장

을 담고 있는, 사회 내에서 생성되고 유통되는 언설과 텍스트를 말한다.5) 교

육담론은 교육에 대하여 발화되고 유포되는 의미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담론이라는 표현에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해 말하고 쓰는 행위와 그것을 

듣고 읽는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 즉, 교육담론은 교육을 설명하고 규정하는 

작업을 통해 담론의 발화자와 청자 사이에 권력관계를 구성한다. 주로 지배층 

또는 지식인들이 교육담론의 주체가 되면서 피교육자인 민중을 대상화하고 교

육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였다.6) 교육담론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형을 설

4) 본 연구에서 ‘조선인 사회’라는 용어는 일제 당국의 일방적인 영향력의 범위와 구별하여 
존재했던 조선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인들의 사회운동 영역을 
지칭하는 이기훈의 용어를 차용하되(이기훈, ｢일제하 청년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5, 3쪽), 운동 차원뿐 아니라 문화, 생활, 정서 등 다방면에 걸친 영역을 의미
한다. 이는 김현주가 ‘조선 민족만으로 구성된 대외적으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대내적으
로는 동질성과 평등성을 표상하는 사회체’로 설명한 것과 상통한다. 그는 ‘사회’라는 용어
가 조선 사람들의 생활 영역이 ‘일본(국가)’로부터 독립적, 자율적이라는 이미지를 산출했다
고 하였다. (김현주, ｢‘노동(자)’, 그 해석과 배치의 역사｣, 상허학회 편,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 깊은샘, 2008, 57쪽) 특히 1910년대부터 조선어를 전용하는 신문·잡지 등이 등
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식층은 이를 공론장으로 활용하여 조선인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
면서 일제의 통치 권역에 속하면서도 정서적으로 분리되는 일종의 異域을 창출하였다.

5) 이기형, ｢담론 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14-3, 2006, 109쪽.
6) 푸코에 따르면, 담론은 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담론

을 사용하는 사회적･제도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어떤 대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는 곧 권력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며, 권력관계가 존재할 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대상화가 추구된다. (스티븐 J. 볼 외 
지음, 이우진 옮김, 푸코와 교육, 청계, 2007,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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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권력의 의도가 담

겨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권력의 자장 안에 있으면서도 식민권력과 거리를 

두고 있던 지식인들이 조선인 사회에서 논의한 교육 언설을 ‘조선인교육 담론’

으로 지칭한다. 조선인교육 담론의 발화 주체는 조선 지식인이며, 담론이 다루

는 범주는 조선인에 대한 교육 전반이다. 조선인교육 담론은 시대적 상황이나 

사상 계열에 따라 지속과 변화 양상을 보였다. 식민교육 담론에 대응한다는 

점에서는 지속적이었으나, 어떤 근대적 주체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조선인교육 

담론 내부의 변화도 이어졌다. 

  따라서 지식인의 조선인교육 담론을 살피는 일은 일제하 조선인교육의 실태

를 조선인 사회의 처지에서 밝히려는 작업이다. 조선인 사회에서 지식인들은 

조선인교육 담론의 주체로서 여론을 움직이고 교육운동을 추진하여 교육에 적

극적으로 나섰다. 지식인들은 조선인교육 담론을 통해 식민교육의 대상을 넘

어선 근대적 주체로 조선인을 길러내고자 하였다. 조선인 측의 주체적 대응은 

식민교육의 방향 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선인 사회가 식민교육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식민교육과 길항하면서 나름의 독자적인 교육 목적과 가치를 

추구했음을 밝히는 작업은 해방 후 신교육의 성격을 구명하는 데 필수적인 검

토 과제가 된다.  

  근대개혁기의 조선인교육 담론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은 근대국가 수립과 국

민 양성에서 근대교육의 역할을 다루었다. 조선‧대한제국 정부의 자주적인 교

육시책과 지식인의 애국계몽운동을 통해 국민 양성 교육의 내용과 의의를 규

명하였다. 이들 연구는 근대교육이 국민 양성의 교육이라는 공통적 토대 위에 

근대교육과 전통교육의 관계를 두고 서로 다른 관점으로 나뉜다. 하나는 양자

의 관계를 단절적으로 보면서 전통교육의 폐단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근대교육

이 추진되었다고 본 연구 경향이다.7) 이러한 시각에서는 전통교육의 결함을 

극복하는 데 근대교육의 의의를 두고 근대적 주체로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한편, 국민을 양성하는 근대교육의 목표를 중시

하면서 전통교육과 근대교육의 관계를 연속적으로 본 연구는 조선 후기부터 

7) 이만규,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1946), 살림터, 2010; 오천석, 韓國新敎育史, 현대교육
총서출판사, 1964; 윤건차 저, 이명실·심성보 옮김, 다시 읽는 조선근대교육의 사상과 운
동(1987), 살림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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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교육개혁 노력이 근대교육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8) 근대교육

의 자주적 출발에 대한 관심은 외부세력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문제로 이어지

기도 하였다.9) 근대교육과 전통교육의 연결에 주목한 연구들은 근대교육을 외

부에서 이식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내부적인 교육개혁의 움직임 속에서 수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가 일제강점기에 중점을 두면서도 한말 근대개혁기부터 다루는 이유

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 전통교육과 근대교육의 내용과 형식은 달라

도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정부가 중심이 되어 교육제도를 운영했다는 점

에서 연결 지점을 찾을 수 있다.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가운데 교육정책

을 운영해 본 경험은 이후까지도 지식인이 조선인교육 담론의 방향과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기 ‘국민’에서 ‘민족’으로 국민국가 건설의 주체가 변화한 양상을 

밝힌 연구도 있다. 이는 당시 지식인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이데올로기로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이를 교육으로 내재화하여 국민을 형성하려고 했다는 

것, 근대교육을 통한 ‘국민’ 형성의 과제가 일본의 침략을 겪으며 ‘민족’ 형성

으로 전이되었음을 구명하였다.10) 일제하 조선인 사회는 조선인교육 담론을 

전개할 때 교육의 주체로서 ‘민족’을 내세워 식민교육정책에 대응하였다. 근대

교육의 보편성을 일제가 식민교육의 지배 담론으로 전유하자 조선인 사회는 

조선인교육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대표하는 개념으로서 ‘민족’을 들었다.  

  이처럼 근대교육의 목적에 대한 담론이 ‘국민’에서 ‘민족’으로 옮겨가게 된 

데에는 일제의 침략이라는 외부 요소가 작용하였다. 따라서 조선인교육 담론

을 검토할 때 식민교육과의 길항 관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제는 대한

제국을 강점하고 식민교육정책을 실시하여 제국의 통치에 순응하는 식민지인

을 만들고자 하였다. 식민교육정책 전반에 관해서는 통감부 시기부터 일제강

점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1) 교육과정의 변동, 교원 

8) 이원호, 開化期敎育政策史, 문음사, 1983; 구희진, ｢韓國 近代改革期의 敎育論과 敎育改
編｣,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구희진, ｢대한제국기 국민교육의 추진과 굴절｣, 歷
史敎育109, 2009; 김경미, 한국 근대교육의 형성, 혜안, 2009.

9) 이윤미, 한국의 근대와 교육, 문음사, 2006; 전민호, ｢개화기 학교교육개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0) 김소영, ｢대한제국기 ‘국민’형성론과 통합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1) 정재철, 日帝의 對韓國植民地敎育政策史, 일지사, 1985; 박철희, ｢식민지기 한국 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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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 관리, 학생 통제 등은 조선인교육 담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교육

공론장에서 자주 다루어진 주제들로서, 이에 관해서도 의미 있는 연구들이 진

척되었다.12) 최근에는 이러한 식민교육정책이 일상에 침투하면서 조선인 사회

를 포섭 또는 통제한 양상에 주목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13) 또한 일제하 조

선인의 교육행위와 동기에 집중한 연구들은 대체로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조선

인을 식민교육의 일방적 수혜자나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 교육 주체로 설명하

였다.14)

  이처럼 조선인 측의 교육론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교육사상사나 운동사의 

일부로서 다루어졌으며,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구분해서 살펴보

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민족주의 계열의 교육론과 관련해서는 1920년대 문화

운동으로서 교육운동이 조명되면서 다채로운 연구가 이루어졌다.15) 이 연구들

은 민족 교육을 목표로 한 교육운동이 조선인 사회가 가진 독자성과 고유성의 

원천을 문화적 가치에 두고 이를 교육에 적극 반영하려고 했음을 밝혔다.

  사회주의 교육론을 다룬 연구는 사회주의자들이 교육을 ‘의식화’로 자리매김

하여 학교를 자본주의 하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인식하고, 교육을 통

한 무산계급 의식 고취를 주요 목적에 두었다고 보았다.16) 1930년대 들어 일

학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이계형, ｢대한제국기 통감부의 식민교육정
책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고마고메 다케시 지음, 오성철･이명실･권경희 
옮김,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역사비평사, 2008; 전민호, ｢학교령기 통감부의 교
육정책 연구｣, 한국학연구43, 2012;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동화주의의 변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안홍선, ｢식민지시기 중등 실업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 과정 연구｣, 한국교육사학 29-1, 2007; 강명
숙, ｢일제시대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 연구｣, 교육사상연구 23-3, 2009; 이기훈, 
｢일제하 보통학교 교원의 사회적 위상과 자기인식｣, 역사와현실63, 2007; 김광규, ｢일
제강점기 조선인 초등교원 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황혜영, ｢일제강
점 후반기 ‘경성보도연맹’과 학생교외생활 지도사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3)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정연태.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 푸른
역사, 2020. 

14) 한우희, ｢普通學校에 대한 抵抗과 敎育熱｣, 교육이론6-1, 1991; 류방란, ｢韓國近代敎育
의 登場과 發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
육과학사, 2000; 左野通夫, 日本植民地教育の展開と朝鮮民衆の対応, 社会評論社, 2006.

15)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차석기, 한국 민족주의 교육의 생
성과 전개, 태학사, 1999. ; 정혜정, ｢동학‧천도교의 교육사상과 실천의 역사적 의의｣,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유용식, 일제하 교육진흥의 논리와 운동에 관한 연구, 
문음사, 2002;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16) 정혜정, ｢1920･30년대 한국근대교육사상의 전개와 그 평가｣, 한국교육사학22-2, 2000.



- 7 -

제의 사상 탄압이 심해지면서 사회주의 교육운동은 지역적이고 산발적으로 이

루어졌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진행된 마르크스 교육운동과 사상이 계급과 민

족 문제의 결합에 실패하면서 쇠퇴되어 간 상황을 고찰한 연구도 있다.17) 한

편, 사회주의 교육운동을 추동한 주체였던 교사와 학생의 프롤레타리아 교육

운동과 사상에 관한 연구가 진척되었다.18) 이 연구들은 사회주의 교육담론과 

교육운동이 민족해방운동과 연계되어 추진되었음을 밝혔다. 식민지 조선에서 

계급교육의 문제는 민족문제와 동떨어지기 어려운 과제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성과를 통하여 민족･사회주의 진영의 조선인교육 담론이 

‘조선인 본위’ 교육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교육운동으로 이어진 과정을 밝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교육운동의 목표와 양상은 사상별로 차이가 있었으

나 그 배경에는 ‘조선인 본위’ 교육에 대한 전제가 있었다. ‘조선인 본위’ 교육

은 일제하 조선인교육 담론의 가장 큰 흐름이었다. 다만 그 내용은 사상 계열

별로 차이를 드러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인들의 조선인교육 담론이 조선

인 사회의 여론을 반영하고 일제 당국과의 길항 관계 속에 형성되고 서로 경

합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조선인교육 담론의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설정하였다.

  첫째, 조선인교육 담론의 범주에 대한 설정이다. 교육담론은 교육에 대한 광

범위한 언설을 망라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교육의 목적이나 가치에 관한 언설

들을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학교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제도권 안팎의 교육 

현상과 관련하여 ‘왜 교육을 해야 하는가’,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교육을 통

해 어떤 인간형과 사회・국가를 지향하는가’ 등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삼고

자 한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가치에 대한 언설은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철학적 범주이기 때문에 가장 쟁점으로 부각된 지점은 대개 보편적 조선

인교육이라 할 수 있는 보통교육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교육에 대한 것

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교육담론의 학교급별 범주는 초

등 보통교육을 위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중등･전문교육에 관한 언설을 다루

17) 윤종혁, ｢일제하 마르크스주의 교육사상과 민족해방운동｣, 교육문제연구10, 1998. 
18) 강명숙, ｢1930년대 교원조직운동 연구｣, 교육사학연구4-1, 1992; 신영갑･오미일, ｢한국

현대사의 증언 적색교원노조사건과 부산지역 조공사회당에서의 활동｣, 역사비평사
1992.2; 최규진, 일제하 식민교육과 학생의 나날들, 서해문집, 2018; 장인모, ｢조선총독
부의 초등교원 정책과 조선인 교원의 대응｣,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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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다. 

  교육 목적과 가치를 중심으로 다루려는 것은 조선인교육 담론의 발화 주체

를 ‘지식인’으로 넓게 설정한 점과도 연관이 있다.19) 지식인은 교육계 종사 여

부와 관계없이 교육에 대해 발언하면서 이상적인 사회와 국가의 미래상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인교육 담론은 식민지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서 발화된 정치담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인교육 

담론의 주체로서 지식인 전반에 주목하여, 교육자의 전문 분야인 학교제도, 교

과서 서술, 수업방법 등 구체적인 교육현장의 문제보다는 조선인 교육의 전체

적인 방향 설정에 관해서 다루고자 한다. 시대적 맥락 속에서 지식인 계열별 

사상 지형에 따라 교육 목적･가치에 대한 선택과 배제를 통해 특정한 교육담

론이 형성되고 경합하는 과정에 주목할 것이다. 

  둘째, 조선인교육 담론의 분석 기준으로는 씨줄과 날줄로 ‘국가’ 지향과 ‘자

본주의’ 지향을 기준점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 근대교육은 국가의 주도로 부국

강병이라는 자본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가운데 출발하였다. 일제강점으로 국가 

지향은 식민교육담론이 독점하였다. 일제는 조선인교육의 기본적 목표를 ‘국민

(신민)’ 양성에 두었다. 시대적 사조에 따라 양상이 달라졌지만 이러한 국가 

지향의 교육목적은 고수하였다. 일제하에서 조선인교육 담론은 근대개혁기에 

체화한 국가 지향의 교육 목적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국가

를 대체할 새로운 공동체로서 민족‧사회를 발견하였다. 한편, 민족･사회주의 

진영의 교육담론은 자본주의 지향 여부에 따라 별개의 노선을 드러내며 경합

하였다. 자본주의 근대에 대한 인식은 조선인교육의 방향을 규정하는 데 중요

한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분석 기준을 모든 교육담론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

으나 교육담론의 경향과 교육담론 주체의 성격을 고찰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셋째, 조선인교육 담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대상의 문제이다. 본 논

문에서는 지식인들이 교육담론을 생산하고 유통시킨 공간인 한글 신문･잡지 

등의 공론장에 실린 논설과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논설과 기사는 특정 

19) 일제하 공론장에서 지식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지식층‧식자층・유식층・지식계급・식자계
급・인텔리・지식인’ 등이 혼용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이 용어들을 범용하여 사용
하고 사료에 나오는 용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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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개인적 의견이지만 그것이 지면에 실리고 공론화되면서 담론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한글 언설을 위주로 한 것은 조선인 사회를 식민지배자의 

권역과 구분하는 장치로서 조선어-한글의 사용 여부가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文域의 존재는 조선인교육 담론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공론장은 한글 표기를 통해 식민지배에서도 그 

나름대로 독자성을 유지하며 조선인 사회의 여론을 이끌었다. 그러나 일제의 

통치와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식민지 문역’20)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론장에 나타날 수 있었던 담론은 외적 또는 내적 검열을 거쳐야 

했다는 점에서 식민지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국제정세와 일제의 통치방침 변화에 따라 공론장의 존립이 매우 

불안정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 시기는 중일

전쟁 이전으로 한정한다. 중일전쟁을 계기로 전시 파시즘 체제가 수립되고 사

상 통제가 강화되면서 공론장이 제약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전시체제 

하에서는 교육공론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왜곡되면서 다양한 교육 언설이 나오

기 어려워졌다. 더욱이 전시체제기 교육담론은 황민화 교육론에 잠식되어 이

전 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잃고 국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일견 단일해 보이는 황민화 교육담론의 분석은 별도의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

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앞으로의 작업으로 남긴다. 

  주요 자료는 근대개혁기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출간된 신문･잡지 등의 매

체를 중심으로 한다. 먼저 신문의 경우,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곧바로 대

중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교육 논의의 시의성을 살펴보기에 적절하다. 근대

개혁기의 신문은 한국인이 자주적으로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근대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검토한다. 일제강점기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민간 신문을 주요 대

상으로 삼는다. 매일신보의 경우, 한글 매체이기는 하나 동시에 총독부의 교

육담론이 전파되는 관영 매체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다룰 필요가 있겠다.

  잡지는 신문과 같은 즉시성은 떨어지나, 사안에 대하여 호흡을 길게 가지며 

심도 있는 분석이 실었으므로 교육담론의 경향을 살펴보는 데에 중요하다. 국

20) 한기형, 식민지 문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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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피탈 시기에 다양하게 등장한 학회지는 교육담론의 주요 전파 통로로 작용

하였다. 여기서 활약한 지식인들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도 언론 활동을 이어

갔다. 1910년대부터 제한된 형태로 발간되기 시작한 한글 잡지는 1920년대에 

들어 문화통치의 명목 하에 ‘잡지의 시대’라고 할 만큼 풍성하게 간행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널리 읽힌 종합잡지를 중점에 두고 살펴볼 것이다. 교육담론 

유포의 목적이 되도록 많은 대중에게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니 만큼 

대중성을 내세운 종합잡지가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1920년대부터 민

족･사회주의 진영의 잡지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각자 독특한 교육담론이 나타

났다. 1930년대부터는 신문‧잡지사에 일본 자본이 유입되며 상업화가 진행되

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시기 언론의 상업화 경향은 식민통치의 우경

화와 맞물리며 특히 사회주의 언설 등 反체제 담론을 합법 공간 바깥으로 밀

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신문‧잡지 등이 공론장으로서 기능했지만, 그 밖에도 언론 매체가 포

괄할 수 없는 교육담론을 살펴보기 위해 기타 자료도 활용하고자 한다. 비합

법 공간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교육운동의 경우, 집회 시 배부된 격문 또는 심

문조서, 판결문 등을 통해 그들의 교육담론을 추론해볼 수 있다. 당대에 활자

로 인쇄되지 못한 후대의 회고록이나 비망록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선인교육 담론을 식민교육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식

민교육정책과 제도 그리고 교육사상과 관련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

대 상황을 읽어내고 입론을 보완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관보, 출판경찰월보

, 각종 판결문 등 관헌 자료도 검토한다. 식민지 교육의 목적과 내용 등에 

관해서 총독부 기관지 朝鮮, 관변 교육단체가 발간한 文教の朝鮮, 朝鮮
の教育研究 등을 참고한다. 그밖에 일본의 교육 관련 언론 보도와 교육학자

들의 단행본은 조선인교육 담론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참조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문을 구

성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19세기 말 근대국가수립을 위한 교육담론이 형성된 과정과 그 

이후 국권을 피탈당하면서 국가 주도의 교육담론이 좌절되고 식민교육담론이 

이식된 과정을 살펴본다. 새롭게 자리 잡은 근대 인쇄 매체에서 지식층이 전

개한 교육입국론의 내용과 지향을 검토한다. 국권이 피탈된 후 통감부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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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 상황과 그에 대한 지식층의 대응을 학회 등 새로운 교육공론장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1910년대에는 일제의 통치 아래 지식층이 정치권력에서 배제

되고 교육공론장이 위축되었다. 일부 허용된 조선인 공론장에서 지식인들이 

새롭게 제기한 조선인교육 담론의 경향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3·1운동 이후 1920년대 전반기 조선인교육 담론의 양상을 일제

의 교육정책 변동과 연동하여 고찰한다. 이 무렵 사상계의 분화가 생겨나면서 

교육담론에 새로운 갈래가 생겨났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서로 

다른 이상적 인간형과 사회상을 제기함에 따라서 교육담론에도 차이가 드러났

다. 두 계열이 일제의 식민교육에 대해서 협동전선을 구축하면서도 조선인 사

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상호 경합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IV장에서는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 공황과 만주사변이라는 국제

질서의 변동 가운데 일제의 파시즘화 속에서 조선인교육 담론의 변화 양상을 

고찰한다. 조선인교육 담론은 식민교육담론에 압도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비

정치적이거나 또는 저항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민족･사회주의 진영이 식민

교육담론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내세웠던 조선인교육 담론의 양상을 구명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상과 같이 일제하 지식인의 조선인교육 담론의 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봄으

로써 조선인 사회가 식민지배라는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근대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했는지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제하 조선인교육

의 담론 지형을 조망하는 작업은 한국사에서 교육이 가진 역사적 위상과 의미

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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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민국가 교육담론의 성쇠와 식민교육론의 이식

 

1. 갑오･광무개혁기 국가 주도의 교육자강론 전개

  1) 교육공론장의 등장과 교육입국론의 흥기

   (1) 근대적 공론장의 형성과 ‘동도서기’ 교육개혁 논의 

  19세기 후반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에 문호를 개방하며 세계 자본주의 체제

와 만국공법 질서에 편입되었다. 조선 정부는 제국주의 열강의 압력에 맞서 

국가를 위기에서 지켜내고 새로운 세계질서에 적응할 방도를 찾아야 했다. 그

러자면 다양한 경로로 세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세에 적합한 대응책을 

폭넓게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전통적 양반 위주의 협소한 공론장을 대

신하여 새로운 공론장을 창안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1) 당시 세력을 확장해가

고 있던 개화 지식인들은 근대 인쇄 매체를 활용하여 공론장의 재편을 도모하

고자 하였다. 한국 최초의 신문으로 평가받는 漢城旬報와 漢城週報는 근

대적 공론장의 탄생을 알린 매체였다. 朴泳孝, 俞吉濬 등의 개화 지식인이 주

도하여 발행한 이 신문은 본격적인 지식인 공론장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정부 

기관지에 가까웠다. 정부가 지식층에게 국가개혁의 과제를 제시하고 공유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론장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서는 의의가 있다.

  근대체제와 세계 질서에 관한 신지식이 공론장에서 논의될 때 서구의 근대 

교육제도 역시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외세의 압박에 대응하여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한 정부와 지식인의 노력은 부국강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아

직 근대적 세계질서에 본격적으로 적응하기 전이었으므로 조선 정부의 처지에

1) 양반 공론장은 “조선 사회를 통합 관리하고 지배하는 사대부와 재지사족들이 통치 이데올
로기를 생산하고 발전시키는 지배 계급의 공론장”이라고 정의된다. 이 시기 양반 공론장은 
학파 간 내부 분열과 함께 재야 유림 공론장과 조정 담론장으로 분열되었다. 유림 공론장
은 점차 권력에서 소외되고 주변화되어 공론 기능을 상실하였고 공론의 주도권은 조정으
로 넘어가게 되었다. (송호근, 시민의 탄생 :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 변동, 민음
사, 2014, 155~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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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먼저 착수할 수 있는 중요한 개혁은 교육 분야였다. 국교 확대 이후 

서구와 일본의 침투에 맞서서 학교진흥정책을 강화하면서 근대적 국민교육체

제가 모색되었다.2) 교육이 근대국가 수립‧운영의 기제로서 그 논의가 시작되었

다는 사실은 한국 근대 교육담론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

다. 따라서 교육 문제를 주로 다룬 교육공론장에 집중하여 논의의 향방을 살

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격적인 공론장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발간 경위부터 살펴보자. 개항을 전후한 시기부터 이미 조선 정부는 각국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지식층도 중국과 일본 등을 

통해 다양한 서적을 입수하여 외국 사정을 주시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1880

년 김홍집이 청에서 들여와 고종에게 바친 易言은 언해되어 널리 전파되었

다. 청의 지식인 鄭觀應이 저술한 이언은 산업 개발과 통상 장려로써 부국

강병을 이룰 것을 주장하였다. 그 방편으로 實業과 時務를 담당할 인재를 양

성하는 교육 방책을 제시하여 조선 지식층의 교육 개혁 방안에 영향을 주었

다.3) 이 무렵 신지식을 담은 서적들이 이미 조선에 들어와 유포되고 있었다. 

1882년 池錫永은 상소를 올려 시무를 위해 필요한 서적으로 萬國公法, 朝
鮮策略, 普法戰紀, 博物新編, 格物入門, 格致彙編 등의 외국 서적4)

과, 김옥균의 箕和近事, 朴泳敎의 地球圖經, 安宗洙가 번역한 農政新編
, 金景遂의 公報抄略을 추천하였다. 그는 이러한 서적들의 유용성을 강조

하면서 수집･연구할 것을 진언하였다.5) 이처럼 문명국의 사정과 근대 과학·기

2) 김태웅, 신식 소학교의 탄생과 학생의 삶, 서해문집, 2017, 27쪽.
3) 구희진, ｢韓國 近代改革期의 敎育論과 敎育改編｣,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42~44쪽.
4) 萬國公法은 1864년 미국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Martin)이 미국의 법학자 휘튼

(Wheaton)의 저서를 한역하여 북경의 同文館에서 간행하였다. (이광린, ｢한국에 있어서의 
만국공법의 수용과 그 영향｣, 동아연구1, 1982, 122쪽.) 격물입문 또한 1866년 마틴
이 간행한 자연과학 입문서였다. 그리고 普法戰紀는 중국의 왕타오(王韜)가 찬집한 서적
으로 보불전쟁의 전말을 담고 있었다(김태웅, ｢고종 정부의 독일제국 인식과 근대 정치체
제 모색｣, 歷史敎育150, 2019, 225쪽). 博物新編은  1858년 영국 선교사 벤자민 홉
슨(Benjamin Hobson; 合信)이 중국 광저우에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 저술한 근대 자연과
학 입문서로, 상해 墨海書館에서 발행되었다. 박물신편은 1884년 한성순보에 일부 내용
이 발췌 소개되었으며, 1891년 지석영의 新學新說에도 언급되었다. (허재영, ｢근대 한국
에서의 번역 서학서 수용과 학술어 사용 양상｣, 인문사회과학연구 20-3, 2019, 66~72
쪽.) 1876년 중국에서 선교사 프라이어(傅蘭雅)에 의해 발행된 格致彙編은 월간 신문으
로 주로 서양 과학을 소개하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허재영, ｢근대 중국의 서양서 
번역·보급과 한국 근대 학문에 미친 영향 연구｣, 한민족어문학76, 2017, 7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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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실업 관련 지식을 담은 서적들이 이미 지식층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다. 그

리고 신지식을 더 널리 전파하고 근대 문명의 수용을 설득하기 위해서 근대 

인쇄 매체인 신문의 필요성이 커져 갔다.

  조선정부는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신문 발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統理機
務衙門 산하의 同文學에서 신문사를 개설하고자 계획하였다. 1883년 1월 수

신사 박영효가 귀국하면서 신문 발간의 책임이 그에게 맡겨졌다. 박영효가 후

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권유로 신문 제작을 위해 일본인 인쇄공과 기사 

등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발행 논의를 구체화하였다.6) 그는 귀국 후 漢城府 
判尹에 임명되자 신문 발행 준비를 진척시키며 신문 제작의 실무를 유길준에

게 맡기려고 계획하였다. 유길준도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신문 발행에 착수하

였다. 신문 발행을 위해 박영효가 데리고 왔던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
郎) 등은 게이오 의숙(慶應義塾) 출신이자 후쿠자와의 제자로 유길준과도 상

당한 친분이 있었다.7) 그러나 박영효가 한성부 판윤으로 임명된지 3개월 만인 

1883년 4월, 돌연 광주 유수로 좌천되자 유길준도 통리아문 주사직에서 사임

하고 신문 발행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8) 한동안 난항에 빠졌던 신문 발행 사

업은 여러 정부 인사들이 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이에 

따라 원래 계획했던 대로 동문학의 博文局에서 발간하기로 하고 金允植의 從
弟 金晩植이 책임자가 되었다. 온건개화파 김윤식의 측근에게 신문 발간 업무

가 이관되었다는 점은 한성순보의 발행에 박영효 등 급진적 개화인사들 뿐 

아니라 개화정책을 추진하던 정부 차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9)

  신문 발간 기관인 동문학은 원래 외국어 능력과 정치경제에 관한 실무관리

5) 김태웅, ｢근대개혁기 고종정부의 서구 典章 탐색과 만국사 서적 보급｣, 이태진 교수 정년
기념논총간행위원회, 문화로 보는 한국사(5) : 세계 속의 한국사, 태학사, 2009, 368쪽.

6) 후쿠자와 유키치는 자신이 창간한 時事新報 1882년 9월 8일자 기사 ｢朝鮮の賞金五十万
円｣에서 조선 개화의 구체적 수단의 하나로 신문 발행을 주장하였다. 일본과 같이 조선도 
문명으로 나아가려면 전국의 인심이 일변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항구・전신・우편・철
도 등 기반시설 설치, 신학술의 학교 부흥, 그리고 신문 발행을 들었다. (稲葉継雄, 旧韓
国の教育と日本人, 九州大学出版会, 1999, 72~73쪽)  

7) 이광린,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38, 1968, 2~3쪽.
8) 이광린,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에 대한 일고찰｣, 8~9쪽. 이광린은 박영효의 실각 이유를 

“박영효 등이 일본에서 돌아온 뒤 제반 개혁에 과감하게 나서는 것을 보고 민씨측에서 어
떤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껴 인사 조치를 단행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9) 한보람,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을 위한 국제정보수집의 관련기사 분석｣, 진단학
보100, 2005, 113~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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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동문학 규정에는 학교교육 뿐 아니라 

신문물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회교육 차원에서 신문사 개설도 포함되어 있었

다.10) 한성순보의 발행을 주관하는 박문국 관리로는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주사로 임명되었고 司事로서 幼學 張博, 吳龍默, 金基俊이 임명되어 실무를 

담당하였다.11) 실무를 맡은 인사들은 한학에 조예가 깊은 양반 출신 관리들이

었다.12) 이처럼 한성순보는 개화 지식인이 중심이 된 정부가 주도하여 전통

적 양반 지식층까지 포섭하려는 관 주도의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성순보는 朝報 형태의 국내 기사와 세계 각국의 역사・문화・과학 지식 

등을 소개한 기사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서구 근대 문명을 소개하는 데에 대부

분의 지면을 할애하였다. 한성순보 창간호 서문은 세계를 향한 개화 지식인

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지금은 風氣가 점차 열리고 智巧도 날로 발전하여 선박이 전 세계를 누비고 

전선이 서양까지 연락되었으며 公法을 제정하여 국교를 수립하고, 항만·포구를 

축조하여 서로 교역하므로 남북극·열대·한대 할 것 없이 이웃 나라와 다름이 

없으며, 事變과 物類가 온갖 형태로 나타나고 車服·器用에 있어서도 그 기교가 

일만 가지이니, 世務에 마음을 둔 사람이라면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

로 우리 조정에서도 博文局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外報를 폭넓게 번역하고 

아울러 內事까지 기재하여 국중에 알리는 동시에 열국에까지 반포하기로 하고, 

이름을 旬報라 하여 聞見을 넓히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풀어주고, 商利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니, 중국·서양의 官報·申報를 우편으로 교신하는 것도 그

런 뜻에서이다. 세계 속의 方位·鎭浸·政令·法度·府庫·器械·貧富·飢饟에서 인품

의 선악, 물가의 고저까지를 사실대로 정확히 실어 밝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사이사이에 褒貶勸懲의 뜻도 들어 있다.13)

10) 김경미, 한국 근대교육의 형성, 혜안, 2009, 68~69쪽.
11)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啓曰, 幼學張博·吳容默·金基俊, 竝博文局司事差下, 令該曹口傳付軍

職, 何如? 傳曰, 允。(承政院日記 고종 20년(1883) 8월 7일)
12) 대표적 인물로 장박(1848-1921)을 들 수 있다. 훗날 張錫周로 개명한 장박은 함경도 경

성(鏡城) 출신으로 이후 갑오개혁 시기 군국기무처 회의원으로 개혁에 앞장섰으며 을미개
혁 때도 법부대신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광린,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38, 1968, 15쪽.)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중추원 고문이자 남작 작위를 수여받은 
고위층이었다. 그는 1913년에 文藝俱樂部長으로서 “동양 유일의 어학”인 한문의 부흥을 
주장하기도 했던 舊學 옹호론자였다. (｢舊學 復興의 急務｣, 매일신보, 1913.12.11.)

13) 한성순보 1883.10.31. 번역문은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www.nl.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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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사에서는 신문 발간의 주체가 ‘조정’임을 명확히 밝히고 발간 이유를 선

박과 전선이라는 근대 문명의 도구를 통해 하나로 연결된 현재 세계의 물정을 

조선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세계의 지리 정보, 정령, 

법도, 기계, 빈부 등 제반 사항을 위주로 외신을 번역하며 그 저본이 중국·서

양의 신문임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세계의 소식을 전하되 여기에 ‘포폄권징’

의 뜻도 들어 있다고 한 것은 국내 사정과 도덕을 고려하여 외국의 사례를 취

사하고 평가하겠다는 東道西器의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권선징악의 관념 하

에 조선의 도덕적 우위를 전제한 채 필요에 따라 서양의 ‘器’를 수용하기 위

한 방편으로 외국의 소식을 취합하고 취사선택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발간 목

적으로 독자의 견문을 넓히고 그들의 ‘商利’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취지

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조선을 근대국가 체제로 정비하는 일환으로 

‘商業立國’을 추구했던 조선 정부와 개화 지식인들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14)

  한성순보가 상정한 독자층은 개화정책에 동조하며 유학적 소양과 경제력

을 갖춘 지식층이었다. 한성순보가 순한문으로 제작되었다는 점도 이를 뒷

받침한다.15) 갑신정변으로 폐간된 한성순보를 계승하여 1886년 재발간된 
한성주보도 발간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갑신정변으로 한성순보가 폐

간되고 2년여가 지나면서 지식층 사이에서 신문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 시기 조선 정부는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며 신지식과 신문물의 수

용을 공론화하여 공감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85년 박문국을 

다시 설치하고 관원과 법을 전보다 증강하여 복간에 나섰다. 統理交涉通商事
務衙門의 督辦 金允植은 박문국을 중건하면서 한성순보에서 실무를 맡았던 

前主事 張博, 司事 吳容默·金基駿, 司課 李命倫·秦尙穆, 進士 李赫儀, 幼學 

kr/newspaper)에서 인용하였다. 이하 한성순보‧한성주보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국립중
앙도서관 번역본을 이용하였다.

14) 구희진, ｢韓國 近代改革期의 敎育論과 敎育改編｣, 48쪽.
15) 한성순보의 한문전용은 당시 주요 자료 공급원으로 활용한 외신이 중국 개항장에서 발

행된 字林滬報, 上海申報 등 중문 신문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고려할 만하다. (김
미지, ｢한성순보와 중국 개항장 신문의 관계에 대한 고찰｣, 人文科學110, 2017.) 한성
순보가 중국 개항장 신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은 내용 체계와 구성에서 두드러지
는데, 특히 1874년 상해에서 발간된 만국공보와 체제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연구도 있
다. (이상재, ｢한성순보 구성의 연원과 학술기사의 재구성 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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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文燮·鄭萬敎·李鴻來, 李根永 등을 박문국과 동문학 주사로 채용하였다.16) 

  다만 순한문으로 제작되었던 한성순보와 달리 기사에 따라 순한문, 국한문 

혼용, 순국문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변화였다. 기사의 언어 표기 방식

이 다양해진 것은 자료원이 이전 시기보다 더 다양해졌다는 점과 함께 언문, 

즉 국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17) 한성주보 역

시 관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상정된 독자는 사실 한성순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유학적 소양을 지닌 지식층이었다. 그럼에도 굳이 국문 표기를 채

택한 사실은 박영효, 유길준 등 개화 지식인이 한성순보의 발간을 기획하면

서 한글 사용을 도모했던 것과 연결시켜 볼 때 의미가 있다. 박영효는 일본 망

명 중이던 1888년에 고종에게 올린 건백서에서도 국가가 교육을 관장하고 국

사·국어·국문을 교수할 것을 주청했는데, 이러한 생각은 이미 한성순보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어진 것이었다.18) 

  국문 표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개화 지식인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었던 

듯하다. 비록 한성순보에는 국문 표기가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한성주보에

서는 국한문 표기가 시도되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한성주보 3호에 실

린 ｢論學政｣에서는 구주의 학교에서는 모두 본국 문자 언어로 가르친다고 하

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를 설립하여 의당 언문으로 학생들을 교습해야 한

다”라고 하였다.19) 국문 활용을 교육 문제와 연동하여 이해하면서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방안으로 국문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었다. 한성주보의 국문 

기사들은 국문 표기의 효율적 표현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비중이 줄어들었

으나, 중요한 점은 이를 통해 당시 지식층이 공적 영역에서 한글을 접하기 시

16) 承政院日記 고종 22년 9월 12일; 日省錄 고종 22년 9월 12일; 承政院日記 고종 
22년 11월 15일.

17) 한문 표기는 주로 중국측 자료원, 국한문 혼용 표기는 일본측 자료원을 이용하였다(김미
지, ｢한성순보와 중국 개항장 신문의 관계에 대한 고찰｣, 人文科學110, 2017, 3쪽).

18) “본국의 역사와 문장을 가르치지 않고 단지 청나라의 역사와 문장을 가르치는 까닭으로 
인민이 청을 근본으로 삼아 중시하면서도 자기 나라 서적은 알지 못하는 데 이르고 있으
니 이것을 가리켜 ‘근본은 버리고 말단을 취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先敎人民以
國史及國語國文. 不敎本國之歷史文章而但敎淸國之歷史文章, 故人民以淸爲本而重之, 至
有不知自國之典故者, 此可謂捨本取末也.] (박영효, ｢교육에 관한 건의｣(1888), 한국근대
사 기초자료집2 - 개화기의 교육, 국사편찬위원회, 2011, 23~24쪽). 번역본은 김갑천, ｢
박영효의 건백서(기획번역)｣, 한국정치연구2, 1990, 284쪽을 참조하였다. 

19) “我國設立學校亦當以諺文敎習學生” (｢論學政｣3, 한성주보 3호, 188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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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는 사실이다.20) 국문으로서 한글이 그 효용과 가치를 인정받고 신지식

의 전파 방식으로 존중받게 된 것은 새로운 근대적 공론장의 양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또한 유학과 한문 소양에 근간한 지식층의 존재 양식에도 변화를 

암시하는 사건이기도 하였다.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기

사가 실렸으며 그 중에 교육에 관한 기사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 

기사들은 근대국가 수립을 모색하는 조선 정부의 교육개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 기사들은 대체로 동도서기적인 교육제도 구상 하에 각국의 정보를 

취사･선택한 것이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정도를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의 수준

과 범위를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는 것은 전통적 교육관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한성주보 1886년 1월 25일자 ｢論學政｣ 제1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敎化를 먼저 하는 것이 제일이고, 敎化시키는 방법은 

먼저 학교를 세우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중략)…이런 까닭에 옛날

에는 王宮 國都에서부터 閭巷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없는 곳이 없었다. 위로 

天子의 元子·衆子와 公卿·大夫·元士의 嫡子와 凡民의 優秀者에 이르기까지 8

세면 모두 小學에 들어갔고 15세 이상은 모두 大學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어

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 格物致知의 요점을 교육시켰다. 이 때문

에 인륜이 밝아지고 敎化가 시행되어 선비들은 모두 큰일을 할 수 있는 즐거

움을 지녔고, 백성들은 모두 仁壽의 복을 누렸던 것이다. 末世에 와서는 學政
이 解弛되어 확장되지 못했고 학교가 폐기되어 흥기되지 못했으므로, 백성들은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에 익숙지 못하고 선비들은 格物致知
의 방법에 깜깜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21)

  유교전통을 가진 동양문화권에서는 治國의 도를 교화에서 구하였다. 위의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배층부터 백성까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20) 김영민, ｢漢城周報 소재 한글체 기사의 특질 연구｣, 대동문화연구107, 2019, 263쪽.
21) ｢論學政 第一」, 한성주보 188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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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8세 무렵의 아동기에는 유학의 기초인 ｢소학」을 배움으로써 생활 속에

서 유교 도덕·윤리의 기본 소양을 체득하게 하였고, 15세 이상의 청년기에는 

｢대학」을 공부함으로써 ‘격물치지’ 즉 학문을 窮究하고 수양을 심화하도록 

하였다. 다만 왕족·사대부의 적자와 같이 지배층 외에 평민은 ‘凡民之俊秀人’

으로 자격을 제한하였다. 조선에서도 사실상 ｢대학」 수준 이상의 교육은 지

배층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었다. 위의 글 가운데도 교육이 

쇠퇴한 말세가 되자 “백성들은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에 익

숙지 못하고 선비들은 格物致知의 방법에 깜깜하게 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

는데 이 부분은 신분에 따라 두 가지 교육 양태를 전제한 것이라 볼 수 있으

다. 하나는 ‘백성에 대한 교화, 즉 유교 도덕의 보급을 통한 내면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족층에 대한 교육, 즉 학문 탐구과 지도자 양성’이다. 이와 같

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교육은 신분제 사회의 구조 안에 있으면서도 그 목적

에 있어서 층위가 구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 교육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조선 정부는 1880년대부터 

개화 정책을 도모하는 가운데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교육개혁을 추구하였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국가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관료를 길러내는 전문교육

과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교육의 실시로 모아졌다. 전자는 修己治人을 

근간으로 하여 士 계층이 독점했던 전통적 유교 교육의 관료 양성이라는 목표

를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후자는 이전까지 향촌에서 士가 중

심이 되어 민인을 敎化하는 데 치중했던 교육을 넘어서서 공교육을 지향한 것

이었다. 공교육 제도로서 보통교육 실시는 기존의 백성･피치자가 아닌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관료 

양성이든 국민교육이든 신분제 해체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 기회의 

확대를 모색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22) 

22) 19세기 이래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신분 질서 해체 등의 변화로 야기된 교육현실에 대
응하여 개혁적 유학자들은 각자의 처지에서 흥학론을 제기하였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 경
제 발달 아래 성장한 신흥계층을 관료체제에 흡수하기 위한 공교육 제도를 제안하였고, 이
용후생을 중시한 박지원, 홍대용 등은 국가의 공교육보다는 각 지역의 士가 교육개편을 주
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화서학파의 이항로 등은 주리론에 기반하여 위정척사 정신을 기를 
것을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주장하였고, 남인 계통의 한주학파는 도덕적 인간의 양성을 위
해 소학 단계에서부터 국가적인 공교육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제 계열의 지
식층의 논의는 각자 다르지만 모두 신분제 해체를 수용하고 교육의 평등성을 수용하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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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교육관은 1880년대에 들어 먼저 신지식을 갖춘 관료를 양성하기 위

한 전문교육과 일반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교육이 분리되어 시행되는 배

경이 되었다. 일본 관비유학생 파견과 육영공원 설립 등이 양반 사족으로 대

표되는 전통적 지배층을 재편하는 기능을 했다면, 배재학당이나 원산학사 등

의 다양한 주체에 의한 사립학교 설립 허용은 일반 인민에 대한 보통교육의 

기회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고종을 비롯한 조선 정부와 지식층은 보통

교육을 통한 국민교육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 후기 개

혁적 유학자들이 제기했던 보통교육의 필요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 제도로 구체화하고자 한 것이었다.23)  

  보통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는 서양의 학제를 

통해 학교제도를 검토하였다. 학교 단계(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학교 종류

(사범학교, 관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나누었는데,24) 학교 단계에 관하

여 서양에서는 소학-중학-대학의 3단계 학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소학교

는 국민교육이자 보통교육이라고 소개하였다. 

  소학교의 교육 자격에 관해서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 모두가 5세에서 

13세까지 취학을 허용”한다고 하여, 신분과 성별에 구애 없는 보통교육을 천

명하고 학령을 설정하여 아동 시기에 소학교 교육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

다.25) 또한 소학교 교육재정에 관해서는 “본래 그 지방의 국민이 거두어 충당

하지만 혹 부자들의 기부금과 생도들의 사례금으로 충당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현‧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한다”라고 서술하였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육기회를 확대하고 능력에 따른 진학과 관료 등용을 모색했다는 의의가 있다. (구희진, ｢
韓國 近代改革期의 敎育論과 敎育改編｣, 20~34쪽.)

23) 18세기 말~19세기 초의 지식층은 모든 민인들에 대한 소학 단계의 보통교육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小學 단계의 교육을 大學 단계의 하급 단계만이 아니라 민인들에 대한 보편교
육으로서 완결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보통교육론을 제기하였다. (구희진, ｢19세기 중반 
儒者들의 普通敎育論과 童蒙書 편찬｣, 歷史敎育 92, 2004, 159쪽.)  

24) ｢學校｣, 한성순보 1884.3.18; ｢論學政 第一｣, 한성주보 1886.1.25.
25) 서양 학제에 대한 소개 자체는 사실상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18세기 후반 星湖 李瀷은 

소학-중학-대학의 3단계 학교로 구성된 서양의 학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星湖塞說類選三 
上, 學而後臣之 條). 이는 당시 북경을 오가던 燕行使들이 전래한 예수교 선교사의 漢文
譯 서적 西學凡, 職方外紀 등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었다. 성호를 계승한 愼後聃의 
책 西學辨에는 서양의 학제와 교과명, 교과내용 등에 관해서 비교적 자세히 해설하고 
있어, 당대 유학자들 간에 서양학제에 관한 지식이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원호, 開化期敎育政策史, 문음사, 1983, 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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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으로 충당하되 그것이 부족할 때 기부금, 사례금, 정부 보조금 등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재정을 지방 혹은 개인의 책무로 본 것은 소학

교 단계가 보통교육으로서 모든 民이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임을 전제했기 때

문이었다.   

  중학교는 14세 이상으로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가 취학한다고 하여 학력의 

위계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을 전제하고 있으며, 농업・공업・상업・서양 언어

(영어) 중 하나를 전공하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즉 중학교 단계는 전문적・
실용적 교육이 이루어지며 학력으로 자격을 정하였다. 그리고 대학교는 理
學・화학・법학・의학 등의 과를 전공하게 되는데26), 특이한 점은 “생도들은 

모두 총명과 재기가 있어 장차 치국경세에 뜻을 둔 자들(生徒聰明才器有志於
治國經世者)”이라는 것이다. 즉 대학교 단계는 이전 단계들과 달리 국가・사회

의 지도자가 될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제도의 구상은 유길준이나 박영효와 같은 개화 지식인의 

주장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었다. 유길준은 西遊見聞에서 정부가 국민교

육을 주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국가가 국민에게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간여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반대하며 “정부되는 자는 그 

직분이 항상 人世의 正道가 행해지는지 여부를 살피고 국민의 안녕이 지켜지

는지 여부를 살피는 데에 있다”고 하여 교육에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사람을 벌할 권리가 있으면 사람을 교육하는 권

리도 있다”고 하여 의무교육을 내세웠다.27) 서구의 학교 단계에는 ‘시작하는 

학교, 문법학교, 고등학교, 대학교’28)의 네 등급이 있다고 하여 초등(시작하는 

학교)-중등(문법학교)-고등교육(고등학교, 대학교) 단계의 교육제도를 인식하

고 있었다. 이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다를 뿐 아니

라, 모든 국민이 기초적으로 학습해야 할 보통교육과 전문 지식 함양을 통해 

26) 같은 내용이지만 ｢學校｣(한성순보 1884.3.18.)에서는 이학・화학・법학・의학을 들었으
나 ｢論學政｣(한성주보 1886.1.25.)에서는 이학・법학・의학・兵學을 들고 있다.

27) “或人이 云호 國民을 逼야 其 子弟 敎育게 이 人家의 私事 關係야 其處
寘가 可히 得宜다 不謂디라나 此說이 甚非니 大抵 政府되 者 其職이 恒常 
人世의 正道가 行가 否가 是察며 國民의 安寧이 保가 不然가 是審기에 
在야…(중략)…政府가 人을 罰 權이 旣有則 人을 敎育 權이 亦有다.” (유
길준, ｢人民의 敎育｣, 西遊見聞 제3편(1895), 경인문화사, 1969.)  

28) 유길준, ｢敎育의 制度｣, 西遊見聞 제3편(1895), 경인문화사,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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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실제적 일에 종사하는 전문교육으로 교육제도를 구분한 것이었다. 박

영효는 “학교를 크게 일으키고 널리 배워 이치에 통달한 선비를 맞아들임으로

써 나라 백성을 교육시키는 것”을 현재의 급무라고 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와 중학교를 보통교육으로 하여 모든 인민을 교육시키고, 장년교를 세워 국가

관료를 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29) 

  둘째, 부국강병을 위한 기초로서 실용적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서구 열강의 

발흥으로 세계의 패권이 그들에게 넘어갔으며 그 근저에는 산업의 발달이 있

다고 파악하면서, 조선도 그들을 모방하면 그들이 이룬 것과 같은 부흥을 충

분히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산업 발달의 기본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서구식 교육제도를 모방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저들의 장점을 취해다가 우리의 단

점을 보완하고 우리의 단점을 버리고 저들의 장점으로 나아가 그것으로 산업을 

제정하고 재화를 증식시켜 날로 부강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이다.…(생

략)…더구나 우리나라 士民은 신체의 강건과 지식의 발달이 유럽 사람에게 그

렇게 뒤지지 않으니,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모아 강구하고 논란하게 한다면 구

해서 얻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으며 배워서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생략)…지금 우리나라를 위하여 계책을 세우자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어린

이는 학교에 입학시켜 다 같이 재화 증식시키는 기술을 통하게 해야 한다.30)

  위 글에서는 서양을 모방하여 보통교육을 실시해야 할 이유로 부국강병의 

추구를 들고 있다. 부국강병에 관한 기사는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여러 

편이 실려 있는데,31) ‘부국’과 ‘강병’을 연동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다. 국가의 안전을 지키려면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고 그 군사력을 뒷받침하려

면 경제력이 반드시 발전되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32) 흥미로운 점은, ‘부

29) 박영효, ｢교육에 관한 건의｣(1888), 한국근대사 기초자료집 2 : 개화기의 교육, 국사편
찬위원회, 2011, 23~24쪽.

30) ｢論學政 第二」, 한성주보 1886.2.1.
31) ｢各國 軍費 및 國債｣, 한성순보 1883.12.29.; ｢中西時勢論｣, 한성순보 1884.1.8.; ｢

富國論｣, 한성순보 1884.5.25.   
32) 김영호, ｢근대한국의 부국강병 개념｣, 하영선 외,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

비, 2009,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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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교육이 확산되면 자연히 달성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서양의 학제

를 보고 서양의 부강함이 인재를 양성함에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

았다”33)라고 하여 ‘인민에게 기술을 가지게 하는 것(作人之有術)’, 즉 실용적 

교육을 서양이 부강해진 바탕으로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다. 서양인과 우리나

라 士民의 차이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 소유 정도에 따라 다르

다고 하여,34) 사실상 도덕적·정신적으로는 조선이 서구나 일본보다 우월하다

는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서구와 비교하여 “우리의 장점은 선왕의 仁義의 道
이고 저들의 장점은 말세의 機巧의 기술”이라고 한 것이나,35) 일본의 발전상

을 전하며 “학술·경제 등 모든 일을 우리나라에서 본받았지만 機巧와 靈慧는 

그들 스스로에게 있었던 것”36)이라는 표현 등은 ‘동도서기’ 시각에서 부국강

병에 접근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면 우리도 서구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동도서기’에 따른 인재양성의 방도는 ‘서구의 제도를 모방하여 학교를 설립

(做西制設學校)’하는 데 있었다. 교육대상의 범위는 上下貴賤을 막론한 아동

을 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하고, 교육내용은 ‘재화 증식시키는 기술(殖貨之術)’

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보았다. 실용을 위주로 한 보통교육을 확산하

면 자연히 산업이 발달하여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이해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

이 교육을 국가의 부강 또는 존망과 직결된 것으로 여기는 인식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교육의 기본 목적으로 자리 잡았다. 

  셋째,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자국어로 교육할 것을 강조하였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성주보 시기에 들어와서 한글 표기법이 채택되면

서 지식 유통의 수단으로 국문을 활용하려는 인식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국

문 사용의 이점은 선진 서양의 사례 소개를 통해 한성순보 시기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37) 유럽의 학교는 모두 자국어로 각 과목을 가르친다고 소개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언문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38) 한글 사용의 효용

33) “余觀西國學制推以知西國之富强由於作人之有術也” (｢學校｣, 한성순보 1884.3.18.)
34) “我國士民身體之强壯智識之發達不多讓於歐人” (｢論學政 第二」, 한성주보 1886.2.1.)
35) ｢論學政 第二」, 한성주보 1886.2.1.
36) ｢일본신문의 내용을 기술한다」, 한성순보 1884.3.9. 
37) ｢各國學業所同」, 한성순보 1884.3.18. 
38) ｢論學政 第三」, 한성주보 188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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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선 그 편의성에 있었다. 유럽문자의 알파벳처럼 표음문자이므로 배워서 

사용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며 초학자들도 쉽게 습득할 수 있어 교육에 시간

과 비용을 많이 투자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교육의 근간으로서 자국어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었다. 1880년대부터 이미 국문 활용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이후 갑오개혁 

시기에 ‘國文爲本’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국문의 강조에 효율성 외

에도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자주적 기풍을 확산하려는 취지도 내포되어 있었

다. 한문이 상징하는 과거의 중국적 또는 전통적인 지식 권력의 자장에서 탈

피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교육은 학교교육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중교육의 도구로 

신문을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기사는 한성주보 30호에 실린 ｢論新聞紙之益｣이다. 이 글에서는 

신문의 의의가 “국민들의 고통을 애써 찾고 막힌 것을 제거함은 물론이고, 국

가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모든 방법을 다 게재하여 정치가 上理
에 도달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하여, 결국 원활한 국가 운영을 위한 수단의 하

나로서 언론의 역할을 들고 있다. 또한 서양에서 신문이 발달한 효과로 “비록 

어리석은 夫婦나 어린 아이는 물론 하인 같은 천인일지라도 모두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였다. 신문 읽기를 통해 모든 인민이 세상 물정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사회교육적 효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문 읽기를 

장려하여 인민을 교육하는 궁극적 목적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양의 풍속에 신문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忠君愛國하는 무리라 하고, 신문

을 읽지 않는 사람은 公적인 것을 배반하고 私적인 것을 비호하는 무리로 귀

착된다고 평하고 있다. 이것으로 신문을 읽지 않는 사람은 백성과 국가의 기쁨

과 슬픔을 함께 하려하지 않고 멋대로 化育의 밖으로 자포자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 본 博文局을 창설한 것은 옛 訓訟箴諫의 법을 도습하여 취하고 

또한 서양의 軆例를 모방하였다. 따라서 下情을 上達시켜 君民이 일체가 되어 

특별히 국가의 부강에 대한 계책을 세워 國運이 억만년토록 이어가고 영원히 

昇平을 구가하게 되기를 바라서이니 時務를 맡은 이들은 살펴보기 바란다.39)

39) ｢論新聞紙之益」, 한성주보 188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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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박문국 설립과 신문 발간의 목표로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 하나는 

‘시무를 맡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민의 사정

을 잘 살필 수 있는 매체로서 신문을 발간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는 지배층 또는 지식층이 본디 책임지고 있던 민에 대

한 교화의 책무를 신문이 전유한 것이다. 민은 신문을 통해 견문이 넓어지는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그 결과 ‘충군애국’의 마음이 저절로 길러진다는 

주장이다. 신문 읽기는 公의 지향이며 신문을 읽지 않으면 私의 비호라고 비약

하는 주장은 대중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公에 대한 지향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는 조선정부의 주도로 식자층에게 근

대 지식을 소개하는 가운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도서기의 입장에

서 충군애국의 전통적 정신을 국민 의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

다는 것이었다. 교육의 수준을 전문교육과 보통교육으로 구분하고, 특히 보통

교육을 국민교육의 기초로서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갑오･광무개혁 시기

에 교육제도의 정비로 본격화되었다.     

  (2) 지식인 교육공론장과 교육입국론의 전파

  1894년 갑오개혁으로 學務衙門이 설치되고 교육 개혁에 관한 법규가 반포

되면서 본격적인 국민교육이 추진되었다. 이때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

서 모든 인민이 국가에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다 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

었다. 이전의 ‘백성’을 국민으로 편제하기 위한 근대 교육은 곧 국민국가의 국

민을 양성하려는 목적이었다. 갑오개혁기 교육개혁의 특징은 초등교육에 이르

기까지 국가가 관장하려는 구상을 구체화하였다는 것이다. 국가 교육제도를 

講學 중심으로 체계화하려는 유교 지식층의 주장에 따라 정부는 중등 교육 이

상을 관장하고 초등교육은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갑오개

혁기에 들어 개화 지식인들이 득세하면서 초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체제 전반

에 변화가 생겨났다.40) 과거제를 폐지하고 신지식을 적극 도입하며, 국문 사

용을 규정하여 인민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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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되었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등 

다양한 학교가 설치되었다. 

  1895년 2월 반포된 ｢敎育詔書｣는 국왕이 국가 운영의 주체로서 ‘臣民’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이다.41) 이때 신민은 일방적인 교화와 통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부국강병 정책에 부응하여 근대국가 건설의 주체가 

되는 국민을 의미하였다.42) 고종은 스스로를 ‘君師’라고 칭하여 신민 전체, 즉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포괄하는 국민에 대한 교육의 주체임을 명시하였다. 그

리고 교육의 지향점을 “虛名을 是祛하고 實用을 是崇”한다고 하여 실용교육

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실용’은 신지식을 통해 시세를 읽고 세상의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였다. 실용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臣
民의 學識으로 國家의 中興大功을 贊成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국가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교육을 실시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교육의 내용은 德・體・智를 기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德養’은 “五
倫의 行實”을 수양하는 것이고, ‘體養’은 “勤勵”으로써, ‘智養’은 격물치지를 

통해 公衆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나타난 ‘덕‧체‧지’, 즉 

三育의 이념은 전통적 교육에서 인륜에 기초한 교육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통

합적 개념으로 내재하기는 했으나,43) 용어의 본격적 채용은 스펜서의 이론이 

일본을 거쳐 조선에 소개된 정황과 관련이 있다.44) 그런데 ｢敎育詔書｣에서는 

서구의 삼육론이 ‘지‧덕‧체’의 순서로 설명하는 것과 달리 ‘덕‧체‧지’ 순으로 제

시되고 있으며 그 내용에서도 유교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덕양의 내용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五倫’의 덕목을 들고 있다는 

40) 구희진, ｢韓國 近代改革期의 敎育論과 敎育改編｣, 83쪽.
41) ｢敎育詔書｣, 한국근대사 기초자료집 2 : 개화기의 교육, 43~44쪽.
42) 김소영, ｢대한제국기 ‘국민’형성론과 통합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22쪽,  
43) 구희진, ｢韓國 近代改革期의 敎育論과 敎育改編｣, 112쪽.
44) 본디 페스탈로치가 제기한 삼육 사상은 영국의 카펜터가 교육의 원리(Pricipal of educ

ation : Intellectual. moral and Physical)(1820)라는 저서에서 인간교육의 영역으로 
지육・덕육・체육을 내세우면서 영미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본격적
으로 삼육 사상을 저술한 스펜서의 교육론(1860)은 영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김자중・한용진, ｢19세기 영국에서의 ‘삼육’ 개념의 형성과 전개｣, 교육철학
연구36-1, 2014, 5~15쪽) 한편, 일본에는 세키 신바치(尺振八)가 사씨교육론(斯氏敎育
論)이라는 제목으로 1880년에 번역하여 일본 교육에 영향을 주었으며 일본에 유학했던 
유길준, 박영효 등 개화파 지식층을 중심으로 삼육 개념을 조선에 도입한 것으로 여겨진
다.(전민호, ｢근대 삼육론의 전개와 한국적 수용｣, 한국학연구48, 2014, 205~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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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더욱 그러하다.45) 덕양・체양・지양을 통해 충군애국의 정신을 기를 

수 있으며 이는 결국은 왕실의 안전과 국가의 부강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부국강병을 위한 근대교육을 지향하면서 그 정신에서는 충군애국을 강조한 것

이다. 충군애국 정신은 교육을 통해 각 민인들이 내면화하는 데 의의가 있었

다. 갑오개혁기 조선정부는 신분제 폐지를 전제로 한 교육개혁을 통해서 근대

국가 건설의 주체가 되는 국민으로서 臣民을 길러내고자 하였다.

  그런데 臣과 民의 처지에서 볼 때 ｢교육조서｣에서 말하는 ‘교육’의 의미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 국왕을 중심으로 한 봉건적 질서 속에서 儒者로서 수

기치인하면서 ‘臣’으로 出仕해왔던 양반 사족으로서는 신민을 아우르는 국민

교육의 이념은 자신들의 신분적 특권을 위협한다고 여길 수 있었다. 반면 ‘民’

의 경우, 전통 사회에서도 교화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이제는 이른바 신식 교육을 통해 입신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교

육제도를 위계화하고 엘리트 교육을 통해 지식층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하면서

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식층에 편입될 가능성을 민에게도 연 것이

다. 신분제가 철폐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신분적 관념이 잔존한 상태에서 

기존의 양반 사족으로 대변되는 지식층의 존재는 미묘한 위치에 놓였다. 

  조선 정부의 교육개혁은 국내에서 소학과 중학 단계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으나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관비 일본 유학생 파견을 통해 

추진하였다. 1894년 12월 반포된 홍범 14조에는 해외유학생 파견 규정이 있

어 이것이 교육 개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

다.46) 갑오개혁기 정권을 잡은 개혁 관료들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를 바탕으로 근대 부르주아 법이념을 수용하여 사회 체제를 개혁하려 하였다. 

법제로서 신분제는 폐지하고 지주제와 재산권은 서구사상의 권리 개념으로 공

고히 하여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로 재편하려는 이른바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君民共治의 정치 구상 속에서 民은 통치의 대상으로 교육에 

45) “德養은 五倫의 行實을 修야 俗綱을 紊亂치 勿며 風敎 扶植야써 人世의 秩序
維持고 社會의 幸福을 增進라.” (｢敎育詔書｣, 한국근대사 기초자료집 2 : 개화기의 
교육, 43~44쪽.)

46) “나라 안의 총명하고 재주 있는 젊은이들을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문과 기술을 전습 
받는다.” (｢고종, 홍범 14조를 칙령으로 반포함｣(1894년(고종 31년) 12월 12일), 사료 
고종시대사18, 국사편찬위원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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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교화된 후 공권력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개혁을 지속할 

인재를 양성하고 民에 대한 국민교육의 실시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사상

적 배경 속에서 유학생 파견이 실시된 것이었다.47) 주로 일본으로 파견된 유

학생들은 유학 후에 귀국하여 관료로 진출하거나 또는 재야 지식층으로서 정

치적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학생을 비롯하여 국내의 개화 지식인 

계열이 결집한 대표적인 단체가 독립협회였다. 

  1896년 7월 개화파 계열의 지식층을 아우르는 하나의 운동단체로서 독립협

회가 탄생하였다. 독립협회는 고문 徐載弼, 회장 安駉壽, 위원장 李完用, 위원 

金嘉鎭, 李商在 등과 간사원 南宮檍, 吳世昌 등의 간부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고위 관료 중심의 조직으로 출발했으나, 곧 학생, 상인, 하급관리 등 광범위한 

계층이 참가하면서 대중 운동 조직으로 변모하였다.48) 독립협회는 근대 최초

의 공론장으로 평가되는 만민공동회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독립신문을 통

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파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협회는 근대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49) 독립신문이라는 본격적인 지식인 공론장이 열리면서 

다양한 학식과 종교적 배경을 가진 지식층이 모여 논의를 펼쳤다. 교육 역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독립협회의 창립 세력에는 두 계열이 합류하고 있었다. 하나는 독립신문
계열로 서재필, 윤치호 등 미국·일본 유학을 경험하여 서구적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그룹이고, 또 다른 하나는 皇城新聞 계열로서 남궁억, 박은식, 

신채호 등 개신유학적 전통을 배경으로 한 그룹이었다. 서구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계열은 독립신문을 기관지로 활용하였고 개신유학자 계열은 
황성신문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두 계열 모두 당대의 시대정신이

라 할 부국강병이 교육에서 비롯한다고 보는 ‘교육입국론’에 근간하였다. 그러

나 교육입국론의 세부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독립협회를 준비하며 1896년 4월 창간된 독립신문의 초창기 주필은 서재

필이었다. 1897년 5월 서재필이 미국으로 떠난 후 윤치호가 주필로 간행하였

47) 유동훈, ｢韓末 渡日 留學生의 文明開化論과 法思想 硏究｣, 學林22, 2001, 47쪽.
48) 윤건차 지음, 이명실‧심성보 옮김, 다시 읽는 조선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살림터, 2016, 

138쪽. 
49) 이신철, ｢한국 근대 역사주체의 형성과 근대 역사학의 태동｣, 사림42, 2012,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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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1898년 12월 독립협회 해산 시 독립협회 회장이었던 윤치호가 의욕을 

상실하며 1899년 1월부터 1899년 12월 폐간될 때까지 영국인 엠벌리

(Emberly)가 간행을 맡았다.50) 독립신문은 처음에 500부 발간으로 출발하

여, 1898년 초에 약 1,500부, 1898년 말에 약 3,000부로 크게 증가했을 정도

로 큰 인기를 끌었다. 더욱이 당시 구독방식은 1부를 여러 사람이 돌려 읽고 

대중 앞에서 낭독을 했다고 하니 실제로 독립신문의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51) 독립신문의 주요 필진인 서재필, 윤치호, 주시경 등은 모

두 어려서 한학을 공부했으나 서재필과 윤치호는 일본과 미국 유학을 통해서 

그리고 주시경은 배재학당에서 근대 문물을 습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독교

에 입문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구식 문명개화를 지향했던 이들의 사상은 
독립신문의 논조와 편집에도 투영되었다. 

  독립신문은 정부내 친러파인 정동파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 발행되어 처음

에는 친정부적인 논조였다. 그러나 1897년 봄부터 서재필･박영효 계열의 독립

협회 인사들과 근왕세력 사이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정권을 장악한 근왕세력

은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를 탄압하기 시작하였다.52) 그와 함께 

1897년 봄부터 독립신문의 對정부 논조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1897년부터 1898년 사이에 러시아

가 조선정부에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파견하여 간섭정책을 시행하고 절영도 

조차를 요구하는 등 각종 이권을 수탈하자 독립협회는 萬民共同會 개최를 비

롯하여 러시아의 이권 수탈을 저지하고 국권을 수호하자는 운동을 펼쳤다. 
독립신문 역시 독립협회에 호응하여 정부를 비판하였으며 그 여파로 1897년 

12월에 서재필이 추방되고 폐간의 위기를 맞았으나, 곧 윤치호가 속간하여 정

부 비판 기조를 이어갔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독립신문의 교육담론은 초창기에는 “나라 위

해 죽어보세 분골하고 쇄신토록 우리 정부 높여주고 충군하고 애국”하며 “교

육해야 개화되고 세계학식 배워보자”53)라면서 ‘충군애국’과 ‘정부에 충성’을 

50) 오태진.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의 근대교육론에 대한 연구｣, 비교교육연구10-1, 2000, 4쪽.
51) 신용하, 갑오개혁과 독립협회운동의 사회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361쪽.
52) 근왕세력은 고종의 황제권 강화에 협력하며 황제의 측근에서 활약한 세력을 말한다. (서

영희, 대한제국 정치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78~80쪽.)
53) 독립신문 18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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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하여 애국적 목적을 강조하였으나, 1897년 중반 이후부터는 이러한 논

조에 변화가 생겨났다. 1897년 8월 26일자 기사는 사흘전 거행된 ‘대군주폐하 

탄일 경축회’에서 행한 윤치호의 연설을 소개하였다. 그는 “조선의 제일 급무

는 조선 사람들이 아이, 백성, 충성, 나라 네 글자가 무슨 뜻인 줄 알아야 한

다”고 하면서 자녀를 교육해야 하며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대우해야 하는데 

“지금 조선 정계는 백성이 백성이 아니요 관인의 노예가 되어 죽도록 일하여 

정부에 세나 바치고 양반에게 돈이나 뺏기”는 상태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하였

다. 충성에 대해서도 “임금에게 아첨이나 하고 유건을 쓰고 길가에 멍석을 깔

고 앉아 몇 해 전에 무슨 일 잘못한 놈 잡아죽이라고 상소하는 것”이 충성이

라면 아무나 충신이 될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나라의 구성 요소는 토지, 인민

이 있어 위로는 임금이 있고 아래로는 정부와 백성이 있어 하나의 언어와 법

률 등을 가지는 것이라 설명하여, 정부가 백성의 지배자가 아니라 사실상 동

격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인민에게 이 네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를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외국인 선교사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연설을 마치고 있다.54) 윤치호의 연설 보도는 독립신문의 정부에 대한 비판

적 논조가 잘 드러난 기사로 특히 국가에서 백성, 곧 인민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인민이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독립신문은 교육의 문제를 참정권과 연동하여 이해하였다. 다음 글을 일

례로 살펴보자. 

 신문은 사 보지 아니 야 졍부에 무 급 일이 잇거나 민간에 무 즁대

 일이 잇거나 졍부와 셩 이에 무 의론이 잇던지 도모지 알고도 아

니 야 이번에 독립협회에셔 죠병식씨와 샹관된 일노 여도 지극히 즁대 

고 지극히 쟈미 잇고 지극히 셩의게 유익 일이어 타국 면 왼 도

셩에 각 신문이 편만것이로되 대한 경셩에 이러 일이 잇서도 각 신문이 

더 츌판이 아니 되엿스니 셩의 무식 것 한심  아니라 그 무식을 면 

고 문견을 넓힐 각이 업것이 더옥 통탄 일이라.…(중략)…경셩 인구를 

작게쳐도 이십여 만구 될터인 신문 넷이 일 팔이 쟝슈가 불과 이쳔 

오 쟝이라 이것만 보아도 대한이 화 못된 것은 알것이 다 인민이 문견도 

54) 독립신문 189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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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고 진보 각도 업것을 알거나 이러 셩을 가지고 하의원을 이쟈 

 사도 잇스나 우리 각에 대단 불가히 아라 쇽히 학교를 번셩히 

셜시 야 셩의 이목븟터 렬어 놋것이 당금에 시급 일이라 노라.55)

 위 논설에서는 ‘개화의 정도는 그 나라의 서책 발행과 신문 성쇠를 보면 안

다’고 하고, ‘지금 대한은 신문에 정부의 중요한 일56)이 실려도 백성이 신문을 

안 보기 때문에 공론화가 안 된다’고 개탄하고 있다. 경성의 약 20만 인구에 

비해 현재 팔리는 신문은 네 종을 합하여 2,500부에 불과한데, 이는 교육이 

아직 널리 이루어지지 못하여 백성이 ‘무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백성을 가지고 하의원을 꾸미자 하는 사람도 있으나 우리 생각에는 대단히 불

가”하다고 하여, 당시 독립협회 내에서 불거져 나왔던 의회 설립 운동에 인민

의 참여를 논하던 움직임이 있었음을 암시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립협

회 인사들은 교육받지 않은 ‘우민’들의 정치 참여를 경계하였다. 천부인권론의 

적용 대상을 민인 전반으로 삼으면서도 참정권은 식자층에 한정하였다. 참정

권의 주체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언설에는 사실상 민중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57) 이처럼 정치 참여 자격을 제한하고 

그 요건으로 교육 여부를 설정한 것은 부르주아 교육론의 단초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독립신문 필진들은 인민의 애국심을 앙양하기 위한 교육의 책무가 지식층

에게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지식층은 구세대와 

달라야 한다고 보며, 구시대의 지식층인 양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언제던지 나라이 열닐 디경이면 디쳬와 문벌 각  거슨 업서질터이요 

그즁에 학문 잇 사들이 벼도 터이요 큰 쟝도 터이요 큰 농부도 

될터이라 만일 오날 죠션 디쳬 죠흔 냥반들이 을 여 긔의 손들을 

55) 독립신문 1898.7.26.
56) 본문 중 “이번에 독립협회에셔 죠병식씨와 샹관된 일”이라는 것은 독립협회 탄압에 앞장 

섰던 조병식이 1898년 7월 의정부 참정에 임명되자 독립협회 회원들이 모여 그의 사임을 
촉구한 일을 말한다. 

57) 김태웅, ｢인권 사상의 역사적 기반과 전개｣, 사회와 역사 124, 2019,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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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보내여 셰계 학문을 치지 안코 다만 밋기를 긔의 문벌과 유명 
죠샹을 의지 야 언제던지 으례이 먹고 살거시 길줄노 아 사들은 불과 

몃 아니되야 크게 실망 터이요 그손들이 자라나셔 부형이 학문을 아니 

쳐 주엇다고 원망  이 스로 길터이라 셔 삼경을 읽어 가지

고 이셰계에 무용지인이 될터이니 무 학업이던지 실샹 학문을 화 이

셰계에셔 무 일을 가지 능히 게 되여야 그사이 남의게 대졉도 밧고 

무어슬 여 먹고 살던지 살 방이 길지라…(중략)…질들을 학교에 보내

여 학문 호게 거시 곳 논 사 주것 보다 나흘지라 죠션 디쳬 죠흔 냥

반들은 들을 시요.58)

  “조선 지체 좋은 양반들은 꿈들을 깨시오”라면서 끝맺는 위의 논설은 구식 

양반들에게 실용적인 신학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권하는 내용이다. “아

직까지도 백성들이 지체 좋은 양반들을 더 높이 보고 더 믿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하여 신분제 폐지 후에도 여전히 일반 인민의 신분 의식이 변하지 

않은 현실을 드러내면서, 이제 곧 나라가 진보하면 ‘지체와 문벌’보다 ‘능력’에 

따라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식교육을 받은 ‘학문 있는 사람’

은 벼슬도 하겠지만 장사꾼도 되고 농부도 될 것이라 하여 실용적 교육을 받

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직업이든 가질 수 있으며, 그 직업은 士農工商 
무엇이든 귀천이 없다고 보고 있다. 사서삼경 공부로는 무용한 사람이 될 뿐

이니 양반 자제도 실용적 학문을 배워야 앞으로는 먹고 살 수 있다고 주장하

여, 양반이 더 이상 지식권력과 정치권력을 독점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였다.

  실용적 교육과 관련하여 독립신문에서는 국문 교육을 강조하였다. 순한글

로 발간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독립신문은 일상 속에서 국문 전용을 주장

하였다. 독립신문이 국문으로 창간된 상업적 이유로 漢城新報59)와의 경

쟁 관계 속에서 독자 확보를 위해 국문 전용을 실시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58) 독립신문 1896.12.22.
59) 한성신보는 일본 외무성의 기밀보조금으로 1895년 발간된 신문으로 사장은 安達謙藏였

다. 격일간 4면 중 3면은 국한문 혼용, 1면은 일어로 발행되었으며, 일본의 한국 침략을 
위한 선전지였다. 독립신문이 발간되기 전까지 서울에서 발간되는 유일한 신문이었다. 
1906년 8월 통감부에서 인수하여 京城日報가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
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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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1897년 1월 1일부터 신문 대금을 인상하

고 흑자경영을 하여 독자적인 수익기반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로부터 

재정적·정치적 독립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60) 그러나 독립신문 필진

들은 상업적 이유 외에도 그들이 가진 사상적 이유에서 국문 전용을 추진하였

다. 그들에게 국문 전용은 한문으로 상징되는 옛 전통과 결별하고 신문물을 

받아들여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의미였다.

  1897년 8월 5일의 논설에서는, ‘조선에는 별반 자랑할 것이 없으나 그중 생

각 있고 학문 있게 만든 것이 조선 국문’이라고 하면서 편리한 국문을 버리고 

한문을 숭상한다고 비판하였다. 한문은 결국 “한문 아는 자세하고 권리를 모

두 차지하여 그 나머지 전국 인민을 압제하려는 풍속”이라고 하여 한문을 독

점한 양반층이 지식권력을 행사해왔다고 비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문 

사용의 현실적 필요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지금 조선에 제일 급선무는 교육인데 교육을 시키려면 남의 나라 글과 말을 

배운 후에 학문을 가르치려 하거드면 교육할 사람이 몇이 못 될지라 그런 고

로 각색 학문 책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가르쳐야 남녀와 빈부가 다 조금씩이라

도 학문을 배우지 한문 배워 가지고 한문으로 다른 학문을 배우려 하거드면 

국 중에 이십여 년 그 노릇만 할 사람이 몇이 못 될지라61)

  당장의 급무인 교육 시행을 위하여 어려운 한문보다는 쉬운 국문이 적절하

다는 것이다. 국문은 다양한 외국의 지식을 습득하기에 수월하며 더욱이 “남

녀와 빈부”를 아우르는 국민을 양성하는 교육에 적당하다고 보았다. 국민 양

성 교육의 효용은 “무엇이든지 배워 자기 손으로 벌어먹을 도리를 하고 자식

들을 학교에 보내어” 외국어, 실업 등 실용적 학문을 배우게 함으로써 “총리

대신보다 편한 사람이요 세계 사람에게 참 자유 독립한 사람”이 되는 데에 있

다.62) 즉 실업 부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개개인의 노동력을 최대한 발휘하

게끔 하는 것이다. 여성 또한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도 특색이다. 여

60) 김현수, 이호규, ｢독립신문 창간의 내적 기반에 관한 고찰 – 조선 후기 한글 확산을 중
심으로｣, 사회과학연구27, 2017, 62쪽.

61) 독립신문 1897.8.5. 
62) 독립신문 189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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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은 장래 자녀교육을 위한 포석인 동시에 노동력 확보의 방안으로 파악

되었다. “조선 일천 이백 만 명 가량 인구에 여자를 교육하면 갑절이나 더 할 

것이 한 사람의 할 일을 두 사람이 할 터”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남녀와 빈부

를 통틀어 인민의 자립을 부국강병의 기초로 보았기 때문에 실용적 교육을 더

욱 용이하게 하도록 국문 활용을 강조하였다.

  한편, 1898년 발간된 황성신문도 독립신문과 마찬가지로 국민 양성 교

육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그 근거를 전통에서 찾고 교육의 방향성에 있어서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서구 학문을 수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

졌다. 황성신문의 교육 담론은 대체로 구본신참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개

혁적 유학의 입장에서 현재 필요한 근대 문물을 취사선택하여 수용하고자 하

였다. 황성신문의 주요 필진인 남궁억, 박은식, 장지연은 양반 출신으로서 

전통적 한학 교육을 받고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개신유학의 입장을 취하여, 조선의 과거와 전통을 근대 문명과 조화시

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 夫學術이란 者 一身의 輕寶오 一國의 重器라 修齊治平이 다 學術로 從出
으로 子弟가 以是而勤며 父兄이 以是而勸며 國家가 以是而育야 其
才藝를 擴充 後이면 自然需用에 適合야 貴福을 享니 此 立身揚
名야 榮을 父母에게 顯  아니라 忠君愛國야 功을 竹帛에 垂리니 

其學術의 根基로 家國의 關係가 果何如고.63)

∙ 大凡 世界에 開明國이라 稱은 其國人民이 學識의 所及으로 智巧가 漸擴
야 今人이 前人의 未發바를 發고 後人이 今人의 未發바를 發야 

其無竆 智巧가 奇絶 至니 是를 謂 開物成務오 化民成俗이

라.64)

 위의 첫 번째 논설에는 ‘修齊治平’이 학술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교육을 통해 

입신양명과 충군애국을 이룬다는 전통적 교육사상이 담겨 있다. 두 번째 논설

에는 인민의 智巧를 확장해야 ‘開物成務 化民成俗’라고 하여 당시 유행어였던 

‘개화’를 유교적으로 풀어 사용하고 있다.65) 이는 황성신문이 독자층으로 겨

63) 황성신문 1899.4.4.
64) 황성신문 18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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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했던 이들이 양반·유생 등 전통적 지식층이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황성

신문은 신문 간행의 목적이 국민을 계몽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있다면 

일반 대중을 독자층으로 설정한 여타 신문들과는 차별화하여 양반 유생층을 

독자로 끌어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66) 그에 따라 황성신문
은 다음 글과 같이, 교육이 국가부흥의 기초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동양 전통

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昔에 設庠序學校以敎人은 三代之所以興也오 定挾書律야 以愚黔首 暴秦
之所以亡也라 降至于今야 世界가 一變니 大設學校야 作成人才 歐米
之所以强也오 文風이 萎靡야 徒尙浮華 亞洲之所以弱也라 此 古今一轍
이니 至於我朝야 文治五百年에 敎育이▣▣漸衰야 學宮을 設而不講者ㅣ

久矣러니 幸今에 文學이 復起니 士氣의 蔚興을 可期지라67)

  이 글에서는 인민에 대한 교육 유무가 전통적인 국가부흥책임을 강조하였

다. 유교 문화권의 이상향인 三代가 번영한 까닭은 “庠序學校를 세워 인민을 

교육”했기 때문이나 반대로 秦나라가 망한 까닭은 엄격한 법가사상으로 “백성

65) ‘개화’라는 용어는 1894년 이전까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는 일반 명사로 
발견되지 않는다. ‘문명개화’의 의미를 갖는 개화는 1882년 지석영의 개화 상소 이후 조
선의 개화정책 하에서 간간이 발화되었으나 갑신정변 실패 후 장기간 침체되었고 1894년 
갑오개혁기부터 본격적으로 분출되어 정치 개념으로서 사용빈도가 높아졌다. 개화를 ‘개
물성무 화민성속’으로 풀이하거나 약칭하여 ‘開物化民’으로 풀이한 것은 개화라는 외래어
를 유교적인 成語로 순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각각 주역과 예
기에 출처를 두고 있는 이 두 어구는 전통적인 용례에서 서로 결합되거나 대칭된 적이 
없었는데 개화의 뜻풀이를 위해 작위적으로 상접시킨 것이다. 유교적으로 순치된 개화 
개념에 따르면 개화는 서양의 개화는 물론 동양의 개화도 포함하는 것이고 한국사 최초
의 개화는 箕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외래어로서 개화는 일본에서 후쿠자와 유키치
가 civilization을 ‘문명개화’로 번역한 西洋事情外篇에서 시작되어 1870년대에는 ‘개
화’라는 단독어로 널리 쓰였다. 조선에서는 1881년 일본을 방문한 조사시찰단이 현지에
서 사용되는 개화의 어법을 처음 터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노관범, ｢‘개화와 수구’는 
언제 일어났는가｣, 한국문화87, 2019, 376~377쪽.) 黃玹 또한 1899년 상소에서 갑오
개혁 이래의 혼란이 末을 사모하고 그 本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어원을 
‘개물성무 화민성속’으로 설명했으며, 많은 논자들이 독립신문, 황성신문 등에서 개화
의 뜻을 ‘開物化成’이라고 사용한데서 1890년대 ‘개화’의 이해가 ‘개물화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개물’이란 산업 발달, ‘화민’이란 교육에 의한 인간의식의 변화와 근대화를 지
칭하는 것이었다. (손인수, 한국교육사상사 V, 문음사, 1991, 1279~1280쪽.) 

66) 이광린, ｢황성신문 연구｣, 동방학지53, 1986, 10쪽.
67) 황성신문 1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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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둔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세계가 일변하여 학교를 세

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지금 구미가 부강해진 까닭이며, 문풍이 쇠퇴하여 

실속이 없어진 것이 아시아가 약소해진 까닭이라고 비교하며, 결국 동서고금

을 가리지 않고 교육이 한 나라의 성쇠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

럼 유교 지식을 기반으로 교육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황성신문 필진들의 성

향과 깊은 관계가 있다. 당시 초대 사장 南宮檍, 창간 당시 주필 朴殷植, 張
志淵 등이 주로 논설을 집필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지하다시피 이들은 모

두 양반 출신으로 개신유학자라는 사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인민의 교육을 담당할 지식층에 대하여 황성신문도 독립신문과 

마찬가지로 양반의 구태의연한 관념을 비판하며 각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옛날 양반들은 이상적으로 사대부가 가져야 할 근본을 지켰으나 현재의 양반

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많아 독립신문과는 다르다.

 兩班의 祖上兩班들이 此地境을 修너라고 經을 窮며 武를 講야 國家를 

爲야 忠節을 建며 人民을 爲야 太平을 開얏스니 其苦心血誠이 當何
如리오 此를 賴야 其子孫이 幾百年 淸福을 享다가 今日에 至얏슨즉 

맛당이 學問을 講究며 技藝를 鍊習야 忠心으로 君을 事고 愛心으로 民
을 保야 乃祖의 基業을 墜치 勿여야 可히 兩班의 子孫兩班이라 謂할 것

이어 今에 文科兩班들은 國家를 爲야 盡忠竭力할 生覺은 頓無고 淸宦
을 何以면 圖得할고 야 晝夜로 翰林待敎直閣만 言論니 此 淸宦의 

本意 不知고 淸宦의 慾心만 有이라68) 

 위 글에서는 ‘조상 양반’들은 수양을 위하여 경전을 궁리하고 武備를 강구하

여 국가와 인민이라는 公을 위하여 노력했으나, 그 자손인 현재의 문관 양반

은 “국가를 위하여 충절을 다하여 힘쓸 생각은 전혀 없고 淸宦을 어찌하면 얻

을까 하여” 私만 추구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글은 양반의 신분 자체를 무

용하게 취급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양반도 학문에 힘써 公을 위해 헌신하는 지식층으로서의 임무를 다

할 것을 충고한 것이다. 이처럼 지식층이 기개를 다시 바로잡아 조선 사회를 

68) 황성신문 189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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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개화로 이끄는 데 앞장서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보았다.

 士의 氣 卽國의 氣라 士氣가 振면 國이 以興고 士氣가 不振면 國
이 以亡니 是故로 國이 士의 氣를 仗야 王이니 覇이니 文明이니 富强
이니함은 古今一轍이라…(중략)…挽近에 是氣가 不振야 朝廷之上에 股肱이 

惰야 萬事ㅣ 叢脞며 岩穴之間에 性情이 淪야 一志를 不立기로 現今
에 內政이 紊亂야 元老大臣이 爭長競短만 야 國謨를 束閣며 觀察郡守
 剝膏吮脂만 야 民生을 魚肉고 外侮ㅣ 鷙張야 礦山森林과 鐵道港地
에 利益을 坐失 더러…(중략)…一言而蔽之고 賢材를 敎育며 學問을 

發達야 士氣를 激勵 然後에야 大勢를 挽回야 國氣를 隨充 것이니 

時哉라 不可失이로다69)

  위 글은 ‘士의 氣’가 국운을 좌우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하면

서 최근 사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정치가 문란하고 외세의 침탈을 겪는다고 주

장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현명한 인재를 교육하고 학문을 발달시켜 사

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사기’란 기본적으로 선비의 기개

이지만 그 대상이 과거와 같이 양반이라는 신분적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을 통해 사기를 갖출 수 있다고 보아 지식층의 영

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황성신문은 조선의 전통에 대한 관심 아래 國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소학‧중학‧대학을 두어 단계적으로 교육할 것을 주장한 

글에서는 교육 내용에도 순서가 있다고 하면서 “地志와 역사를 보아도 本國
과 萬國의 분별이 있거늘 본국을 가르치지 않고 먼저 만국을 가르치니 교육에 

성취가 없다”고 하였다.70) 황성신문은 독립신문과 마찬가지로 서양 학문

을 적극 수용하여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 외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학 분야를 우선하여 가르치고 서양 학문을 접목하여야 한다는 입장

이었다.71) 

69) 황성신문 1899.10.31.
70) “筭術言之라도 加减升除比例分數가 自有次序이 不知加减升除而先敎比例分數며 地誌

歷史言之라도 亦有本國萬國之分別이어 不講本國而先學萬國고 天文理化之學도 無分
淺近深奧之難易而惟意敎課니 學校에 巨額은 浪費나 敎育에 成就 必無지라” (
황성신문 189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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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신참에 근거한 황성신문의 문명관은 국문 사용에 대한 접근에서도 엿

볼 수 있다. 황성신문은 국문 교육을 통해 실용적 교육 전파를 주장하면서 

유교적 덕목을 용이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국문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大抵我韓이 全味敎育之方야 其經史書冊이 都是漢文字而已오 無一經國文
譯布者니 彼下賤之民이 雖或有能知國文者라도 不讀漢文則茫然不省一經一
史之爲如何고 又不知國文者 尤屬聾虫니 惡可免黑洞洞世界乎아고 直
往學部야 演述前後一遍고 仍爲發論曰我韓民智之鹵莽가 果由於敎育之無
法니 自今으로 請特設一校야 專以國文으로選民間子弟以敎課之고 經史
諸書를 以國文翻譯刋布야 如俗所謂諺文三國志第三卷야 俾人人誦習然後
에 庶收開發之效라…72)

  ｢國文學校設立瑣聞｣이라는 제하의 위 논설은, 사범학교 내에 국문학교를 

설립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설립의 배경이 된 池錫永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당시 의학교장이었던 지석영이 校舍 수리 시에 만난 일꾼과 대화하던 

중 일꾼이 “目不識一丁字”하여 孔孟之敎를 알지 못하였고 알고자 해도 배우

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듣고, 大韓에는 유교 서적이 모두 한문이고 국문이 없

기 때문에 民이 겪는 고충을 깨달아 “지금부터 학교를 하나 특별히 세워 국문

으로만 가르치며 민간 자제를 선발하여 교과를 가르치고 經史諸書를 국문으

로 번역·반포”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황성신문의 필진은 지석영에게 

동의하며 국문 활용의 효과를 전통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한제국 시기 지식층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구식 문명개화

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또는 전통적 가치관과 접목하여 구본신참의 태도로 

문명개화를 추진하자고 설파하였다. 문명개화론자나 개신 유학자가 근대화 방

략에서는 차이가 있었을지라도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층의 

자주적 국민교육 구상은 제국주의 열강의 쇄도 가운데 일본에게 국권을 피탈

당하면서 차질을 빚게 되었다. 

71) 오태진,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의 근대교육론에 대한 연구｣, 11쪽.
72) ｢國文學校設立瑣聞｣, 황성신문 19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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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감부의 교육 간섭과 교육구국론의 확산

  (1) 일제 주도 ‘모범교육’ 시책과 한국인의 대응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를 통해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점차 한국에 대한 침략을 노골화해갔다.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조

선-한국 정부와 지식층의 노력은 일본의 본격적 내정 간섭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다. 교육정책 역시 일본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종래 자주적인 근대 국

가 수립을 위한 교육입국론은 새로운 방향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국망의 위기에서 국가의 독립 보전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의 목적 

또한 국가를 지켜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교육 침략에 대항하면서 재

야의 지식층은 교육구국론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모범교육’의 구호를 내걸고 한국의 

교육을 식민교육으로 재편하려고 하였다. 모범교육은 식민교육기관인 보통학

교‧고등학교 설치와 한국인 사립학교 억제를 정당화하려는 것이었다.73) 

  먼저 일본의 교육 간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자. 1904년 11월 제1

차 한일협약으로 일본은 한국 정부에 고문을 파견하여 재정과 외교를 장악한 

데에 이어 학부에도 학정참여관을 파견하여 직접적인 교육 간섭을 시작하였

다. 학정참여관 시데하라 타이라(幣原坦)는 1906년 6월에 해임되기까지 약 1

년여간 한국 교육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쳤다. 학부대신은 교육에 관한 일

체의 사항을 시데하라에게 자문하여 동의를 구해야 했을 정도였다. 시데하라

는 교육 사항에 관한 의정부회의에 참여가 보장되는 등 대한제국 교육정책의 

사실상 결정권자나 다름없었다.74) 시데하라의 결정은 일본 외무대신과 주한일

본공사의 재가를 반드시 거쳐야 했으므로 학정참여관 파견은 일본제국주의의 

對韓 식민지 교육정책의 본격적 시작을 뜻하는 일이었다.75) 시데하라는 1905

73) 이계형, ｢대한제국기 통감부의 식민교육정책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68쪽 
74) ｢幣原坦博士ノ傭聘契約書寫送付ノ件｣(1905.2.17), 日本外交文書 38-1, 문서번호 742.
75)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일본공사는 시데하라에게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郞) 외무대신의 

內訓을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 귀관은 외무대신과 제국공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학무 중 중요한 일은 반드시 사전에 제국공사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것, 둘째, 학무에 관
한 중요 안건으로 특히 경비에 관계있는 것은 사전에 메가타(目賀田) 재무 고문에게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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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 11일 본국에 발송한 최초의 보고서인 ｢韓國敎育改良案｣에서 한국교육

의 방침과 방법을 내세웠다.76) ｢한국교육개량안｣의 내용은 ‘방침’과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방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 정부의 對韓 정책에 따라 장래 한국이 제국의 보호국으로서 만

반의 시설 개량을 하는데 적당한 교육을 실시함을 주지로 함. 

  2. 한국민으로 하여금 선량하고 평화로운 美性을 함양하도록 도모함.

  3. 일본어를 보급함. 

  4. 종래 한국의 형식적 국교였던 유교를 파괴하지 않고 신지식을 일반에 개

발함 

  5. 학제는 번잡을 피하고 과정은 卑近하게 할 것.

  이상과 같은 對韓 교육 목표는 한국을 보호국화한 뒤 일본 관민의 사업 편

의를 위한 제반 시설과 문화를 갖추는 데에 있었다. 이를 위하여 근대 교육제

도를 도입하되 일본어 보급에 중점을 둔 간이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시데하라의 주장은 강점 직후인 1911년 조선교육령에 이르기까지 비슷하게 

이어졌다. 순조로운 동화를 위해서 일본어를 보급할 것과 간이 교육의 기조가 

그러하다. 일본어 보급은 일본 정부가 역점을 둔 사안이었다. 간이교육에 관해

서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교육 사례를 들어 보통학교와 실업교육

을 강조하였다. 시데하라는 보통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예비학교가 아

니라 그 자체로 교육이 종결되는 완성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77) 또한, 

일본의 문명개화를 본받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실업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교육에 대한 그의 기본적 구상은 이른바 ‘점진적 동화주의’

의하여 동의를 구할 것, 셋째, 항상 한국 학무의 현황, 개혁의 방안, 기타 학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외무대신에게 보고하며 이상 보고는 제국공사를 거쳐 송부할 것’이
었다. (｢幣原學部參與官二対スル內訓ノ件｣(1905.2.24, 日本外交文書 38-1, 문서번호 
743.)

76) ｢幣原參與官提出韓國敎育改良案進達ノ件｣(1905.4.11), 日本外交文書 38-1, 문서번호 
744.

77) 시데하라는 보통학교는 ‘상급학교의 예비학교가 아니며 대다수 조선인은 보통학교 졸업으
로 일단 교육을 완료하도록 한다’라고 설명하여, 교육자격에 따른 계층이동 원리와 무관
하게 보통학교를 규정하였다. (고마고메 다케시 지음, 오성철‧이명실‧권경희 옮김, 식민지
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역사비평사, 2008, 11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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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한다.78) 일본어 보급을 통해 동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서양의 사

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은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정도를 실시하여 차츰 수준

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데하라는 ｢한국교육개량안｣의 ‘방법’에서 교육 개혁을 적용할 시기를 세 

개로 나누면서 제1기에 가장 먼저 실시할 내용으로 기존의 소학교를 보통학교

로 개편하고 사범학교 설립으로 보통학교 교사 양성을 들었다. 그리고 기존의 

중학교는 연한을 3년으로 감축하고 보통학교에 대응하여 ‘고등학교’로 고칠 것

을 주장하였으며, 제3기에 이르기까지 성균관 외에 고등교육기관 설립은 고려

하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선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실시한 

고등교육의 결과, 인도의 경우처럼 효과가 없거나 또는 베트남의 경우처럼 독

립의 기운을 고조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79) 비록 시데하

라는 통감부가 설치된 후 통감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해임되었으나80) 그의 

구상은 대한제국의 교육제도 개편에서 실현되었을 뿐 아니라 강점 후 조선총

독부 교육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보통학교 중심의 간이한 교육정책은 이 시기 학교급별 교육예산과 배분에서

도 드러난다. 1896년에서 1904년까지 학교급별 배분비는 중등교육이 54.9%, 

초등교육 23.6%, 고등교육 21.5% 순으로, 신속히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부국

강병의 토대로 삼으려 한 정책적 효율성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1905년부

터 1910년까지 통감부 하의 학교급별 배분비는 초등교육 37.9%, 중등교육 

43.3%, 고등교육 18.8% 순으로,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초등교육

에 점차 중점을 두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1906년에서 1907년까지 임시

학사확장비의 90% 이상이 보통학교와 사범학교 시설비로 투입되었다는 점에

서도 보통학교 중심의 교육정책을 알 수 있다.81) 

  그런데 시데하라는 ｢한국교육개량안｣의 ‘방침’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선량하

고 평화로운 美性”을 함양할 것을 주장하면서 전통적 유교 도덕을 파괴하는 

78) 김태웅, 신식 소학교의 탄생과 학생의 삶, 204쪽.
79) 幣原坦, 朝鮮敎育論(1918)(復刻板 韓國倂合史硏究資料 59), 龍溪書舍, 2005, 1~12쪽.
80) 시데하라의 해임은 이토와의 교육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기인하였다. 시데하라가 동화주

의의 입장에서 교육에 더 많은 재정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고 본 것에 비하여 이토는 
방임주의적이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정진숙, ｢20세기 초 한국인 설립 사립학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58~59쪽.)

81) 정덕희, ｢대한제국 전‧후기 교육재정 추이 분석｣, 한국교육사학41-2, 2019, 119~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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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반대하였다. 시데하라는 조선의 유교 전통이 ‘忠君愛國 義勇奉公의 일

본적 도덕’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여전히 한국의 국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충군애국의 정신을 강조할 필요는 없으며 孝 관념에 기반한 유교 전통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여긴 것이다. 그리고 “조선은 처음부터 식민지

로 취급받는 것을 싫어했고 內地와 동등한 위치에 서기를 희망했다”82)라고 

하면서 일본어 보급을 통해 일본의 문명개화를 전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고 하였다. 시데하라는 동경제대 출신의 역사학자이자 고등사범학교 겸임 교

수와 중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가 견고하게 유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정신까지 일본식으로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

하였다. 오히려 ‘문명개화’라는 非정치적인 목적을 내세우고 일본어 보급을 우

선하여 점진적으로 한국인들이 일제의 교육에 물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

다. 그는 일본 본국과 다른 학제를 시행해 한국인을 차별하면서 일본어 교육

을 강화해 문화적 통합에 진력해야 한다는 점진적 동화주의에 입각하고 있었

다. 따라서 주로 소학교 증설과 일본 교사 파견, 일본어 교과서 편찬 등에 진

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제의 교육정책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점은 을사늑약 한 달 전에 시데하라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 중에도 언급되

어 있다. 시데하라는 소학교 개량이 급선무라고 보아 봉급 지급 관련 재정 문

제가 아직 합의되지는 않았는데도 9월 신학기부터 고등소학교에 일본인 교사

를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前 부산 일본인 거류지 소학교장 구니이(國
井)를 경성 고등소학교에 빙용하고 종래의 한문 시간을 감축하는 대신 일본어 

시간을 증설하는 등 일본어 보급을 우선하여 일본식 교육을 시도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일본어 교육이 한국 청년에게서 자라나는 맹아를 제거하고 타국화하

려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수업을 거부하였다. 시데하라는 파면된 교사와 기타 

인사들, 특히 國民敎育會가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보고 이 선동이 다른 소학교

에까지 번져나간다고 우려하였다.83) 

82) 幣原坦, 朝鮮敎育論(1918)(復刻板 韓國倂合史硏究資料 59), 龍溪書舍, 2005, 15쪽.
83) ｢幣原參與官ノ學政に關スル報告書進達ノ件｣(1905.10.24), 日本外交文書 38-1, 문서

번호 749; ｢韓國ニ傭聘セラレオル本邦人取調ノ件｣, 駐韓日本公事館記錄 25-11-38, 
19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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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식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반발은 을사늑약 이후 국권 피탈이 현실로 나

타나자 더욱 거세어졌다. 통감부는 식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모범교육’의 구

호를 내걸고 교육제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06년 8월, 교

육령을 제정하여 보통학교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종래의 소학

교를 보통학교로 개칭하고 수업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였다. 또 7년제 

중학교를 4년제 한성고등학교로 개편하고 그 내용도 실용적인 것으로 재편성

하였다. 전반적으로 통감부가 실시하는 초등 보통교육을 문명의 이름으로 일

반 民의 생활 속에 안착시킴으로써 식민 통치의 안정적 진행을 도모한 것이 

‘모범교육’의 실체였다.84) 다와라 마고이치(俵孫一) 학부차관은 공립보통학교

를 “초등교육의 모범을 지방에 보이기 위해 경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85) 즉, 

보통학교는 아동을 교육함으로써 통해 각 지방 사회에 ‘모범’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통감부 교육 시책에 저항감을 표시하였다. 가장 반발을 샀던 교

육시책 중 하나는 일본어 교과서 문제였다. 시데하라의 경우, 해임되기 전까지 

일본어 교과서 발행을 이어나갔는데 지식층을 중심을 큰 반대에 직면하였다. 

일본어 교과서에 대한 반발은 학부와 한국인 관료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어져 

이에 동의한 자를 “정신적 매국자”라고 칭하며 비판하였다.86) 당시 학부대신 

이완용은 을사늑약을 즈음하여 공분의 대상이 되어 가택이 방화되는 등 큰 저

항을 받고 있었는데, 학부의 일본어 교과서 추진으로 더욱 큰 비판에 처하였

다.87) 식자층이 일본어 교과서에 대해 반대한 이유는, 한국 아이들에게 일어

와 일문을 먼저 가르치는 일은 한국의 정신을 소멸케 하려는 일본의 흉계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러시아가 폴란드를 합병할 때 썼던 수단이 이와 같았다

며 세계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본이 한국 국민의 독립정신을 침탈하

기 위한 방편으로 아동에게 일어를 주입하여 정신상 침략을 하려고 한다고 본 

것이다.88) 또한, 蒙學 즉 초등 수준에서 외국어로 학습하게 되면 이해가 어려

84) 윤건차 지음, 이명실·심성보 옮김, 다시 읽는 조선 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342~343쪽.
85) ｢俵孫一次官訓示演說(一)｣, 한국근대사 기초자료집 2 : 개화기의 교육, 209쪽. 
86) ｢論日語敎科書｣, 대한매일신보 1906.4.15.
87) ｢李完用家放火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 1905.11.11.
88) ｢寄書｣, 대한매일신보 1905.10.1; ｢論蒙學敎科｣, 대한매일신보 1905.10.5; ｢論日語敎

科書｣, 대한매일신보, 19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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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문화의 발달이 늦어진다고 하였다. 외국어 학습은 고등소학과나 보통과 즉 

중등 정도가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여 아동의 발달단계 상 자국어로 교육함

이 마땅하다고 하였다.89) 

  당시 국권 회복이 시대적 과제였던 만큼 식자층은 교육의 목적으로 충군애

국 정신의 주입이 가장 급선무라고 여겼으므로, 교육의 첫 단계에 들어선 아

동에게 일본어 교과서로 가르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결국 시데하라는 

1906년 2월 경에 韓日會話讀本 등 2권만 완성했을 뿐이고 같은 해 8월에는 

일어 교과서 추진계획을 폐기하면서 이토 통감에 의해 경질되기에 이르렀다.90) 

  일본어 교과서 사건은 일본의 영향력이 강한 공교육 체제와 공립학교에 대

한 한국인들의 불신을 강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구

국교육 운동은 공립학교 대신 민족의식을 함양하는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노

력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보호국 체제 하에서 한국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된 

상황과 맞물려 정부 주도로 지방관과 유지자에게 의존하여 학교 설립에 나섰

던 흥학 정책을 넘어서서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부담하는 교육자치와 의무교육

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91) 

  광무개혁기 이래 대한제국 정부는 구본신참에 입각한 흥학 정책을 추진하면

서 전통 교육의 개편과 신교육 확장정책을 모색하였다. 국민교육기관으로서 

먼저 소학교의 설립을 독려하였는데, 이는 지방관과 지방 유지가 협력하여 공

립소학교를 자치적으로 설립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정부의 부족한 재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과 손을 잡고 국민교육기관을 전국에 설치하려는 

것이 흥학 정책의 주요 골자였다.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국권의 위기가 심화되

자 대한제국 정부는 학교 설립을 장려하고 전 인민의 취학을 독려하였다. 흥

학 정책의 취지는 1899년 흥학조칙을 선포한 이래 1904년부터 1907년까지 해

마다 발표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92) 그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9) ｢論蒙學敎科｣, 대한매일신보 1905.10.5.
90) ｢敎課書廢止｣, 만세보 1906.8.29; 이계형, ｢대한제국기 통감부의 식민교육정책 연구｣, 

88쪽.
91) 구희진, ｢대한제국기 국민교육의 추진과 굴절｣, 歷史敎育109, 2009, 200쪽.
92) 구희진, ｢대한제국기 국민교육의 추진과 굴절｣, 189~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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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勅語｣(1904) : 今에 政府 命야 學校 增設고 人材 養成야 衰
退 運을 挽回고 中興의 業을 建立코져 노니 爾臣民等은 朕의 此意
 心體야 毋怠毋忽라. 現今 宇內各國은 人民의 知識이 開明에 日臻
야 克富克强고 獨立雄視거 朕은 君師의 位에 在야 敎育의 威就
不見니 心兮愁然야 中宵彷徨이라. 爾臣民等은 其自今으로 益加勉勵
야 子弟로 야금 學業을 專心야 粉餙과 虛僞 去고 奮發不己야 

國威와 國力을 宣揚케 라.93)

∙ ｢興學大詔煥發｣(1907) : 閭巷小民이 無不學야 彬彬乎三代러니 挽近浸弛
야 所以治道ㅣ不明고 國勢不振니 顧今急務 惟興學校養人材야 

以爲菑田殖材之具矣라 敺齊魯之氓야 使之挾䇿皷箧이면 其將不幾年에 其
功이 必倍於列邦이니 自學部로 廣寘學校이되 外以各府郡에도 亦令另飭設
立고 專心講究其敎之之方야 待其業就야 當自朝家로 甄拔需用리니 

人家에 有子弟而不能敎者 其父兄을 論罪고 其子弟之不率敎遊嬉無業者
 亦一軆論罪라오셧더라.94)

 1904년의 5월의 ｢勅語｣에서 고종은 갑오개혁기의 ｢교육조서｣와 같이 스스로

를 “君師”로 부르며 “臣民”에게 교육을 독려하고 있다. “학교를 증설하고 인

재를 양성”하는 것이 독립을 보전하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방편이므로 “자제로 

하여금 학업에 전심”하게 하라는 취지이다. 이미 1904년 3월 학부에서 勸學
規則을 반포하여 아동의 소학교 취학을 권장했던 사실과 연동되는 언급이라 

할 수 있다. ‘권학’에서 더 나아가 의무교육의 주장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전 

교관 鄭永軫, 尹柱赫 등이 학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각 府郡에 학제를 반포

하여 아동 7세 이상은 모두 입학시켜 수업을 받게 하는데, 법률로 부형을 강

제하는 수단을 취할 것’을 주장했음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었다.95) 이는 1906년 3월의 ｢興學大詔煥發｣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의 대상을 “閭巷小民”, 즉 전 인민으로 확대하고 자제를 교

육하지 않는 부형에게 죄를 묻겠다고 강력히 주문하였으며 또한 학부뿐 아니

라 각 부・현에서도 자발적으로 학교 증설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어

93) 舊韓國官報 光武 8년(1904) 5월 25일.
94) 황성신문 1906.3.28.
95) 황성신문 190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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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나서서 각 지방의 자발적인 흥학을 고취하게 된 배

경에는 일제에 의한 교육 침탈의 본격화가 있었다. 

  통감부가 세워져 본격적 내정간섭이 시작된 1906년은 한국 정부 주도의 흥

학 정책이 정점에 달했다가 점차 지식인 단체 주도의 ‘흥학열’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였다.96) 고종은 강제로 퇴위당한 1907년까지 흥학조칙을 선포하였으나 

실제로 정부가 중심이 되는 교육 정책 운용은 불가능하였으므로 각지의 학교 

설립은 지방관과 민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사립학교령’으로 사

립학교 설립을 통제하기 시작한 1908년까지 전국의 학교 수는 약 5천여개에 

달하며 학생 수는 20여 만명 정도로 추정될만큼 많은 학교가 세워졌다.97) 대

한제국 시기 흥학열은 ‘학교 설립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각지에서 학교

가 설립되었다.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은 연일 각지의 학교 설립 상

황을 보도하였다. 

  흥학열에 대한 언설은 교육공론장에 등장하며 널리 확산되었다. 흥학열을 

다룬 신문 보도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보도 자체가 흥학열을 고

취시키는 행위이기도 하였다. 각지의 흥학열과 학교 설립에 관한 신문 보도의 

양상을 통해 살펴보자. 1906년 3월 말은 통감부가 설치되어 식민교육 정책을 

추진해갔던 때였다. 한편으로는 고종이 각지에 흥학조칙을 내린 바로 그 시점

이기도 했다. 고종의 흥학조칙 ｢興學大詔煥發｣은 私學 설립 조칙으로 학부, 

府, 郡 등 국가 행정조직을 동원하여 실시되었다. 이 시기 정부는 직접 관공

립 학교를 설립하기보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사립학교를 설립하도록 권장하

였다.98) 관공립 학교는 이미 통감부의 관할 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손 쓸 도리가 없었다. 따라서 각지의 지방관과 지역민을 중심으로 교육자치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 각지에서 흥학열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었는

96) ‘興學’은 국왕과 지방관이 서울과 전국의 군현에 관학을 두어 국가교육의 지침을 제시하
며 교육을 권장하고, 지방의 유자들이 사학을 세워 지방사회의 교육과 교화를 실제로 추
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희진, ｢대한제국기 국민교육의 추진과 굴절｣, 188~189
쪽) 본 연구에서 ‘흥학열’이라고 칭한 것은, 국왕과 정부 중심의 흥학 정책 실현이 불가능
해진 상황에서 각지의 지식층과 민인이 흥학의 정신을 이어 교육열을 일으켰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97) 정재철, ｢일제의 학부참여관 및 통감부의 대한국식민지주의 교육부식정책｣, 한국교육문
제연구1, 1984, 23쪽.

98) 김종준, ｢대한제국기 학교비 분쟁의 양상｣, 한국문화46, 2009,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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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체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1906년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 달 동

안만 학교 설립 보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1906년 흥학조칙 반포 후 보도된 흥학 관련 기사 목록 

보도 
날짜 

신문
학교명・
단체명

설립자・관련자 지역 비고

3.30.
대 한 매 일
신보

光興學校
유지 : 宋達鎬, 
金種德, 洪淳兢, 
宋鍾完

서울 藥
峴

3.30. 황성신문
경북
 41군

고종의 학교 설립 허가, 1
천원 하사.

4.4.
대 한 매 일
신보

愛國女學
校

유지 : 金有鐸 평양
남녀 동등하니 여자에게도 
士氣 고취할 교육.

4.7. 황성신문 전 관찰사 閔泳徽
평 안 도 
40여군

민영휘가 평안도관찰사 시
절에 만든 鄕約契가 殖利
한 자금으로 40여군에 학
교 설립함.

4.7. 황성신문
私立興化
學校

충정공 閔泳煥 서울
1898년 설립된 흥화학교 
취지와 현황. 고종이 매달 
60원 하사. 

4.9. 황성신문 大同書觀
유지 : 金大潤, 
秦文玉, 郭龍舜, 
金興淵

평양
서적 종람소. 학교 졸업자, 
자퇴자, 미교육자의 교육을 
위함.

4.10.
황성신문, 
대 한 매 일
신보

廣成義塾
( 徽 文 義
塾)

輔國  閔泳徽 서울
광성의숙에 이어 심상소학, 
중학, 고등학교를 관상감터
에 설립 예정.

4.13.
대 한 매 일
신보

明新學校
明川郡 龍岩 전 
군수 金河璿. 

함 경 북
도 명천

學員 40명.

4.14. 황성신문
高敞 군수 張命
相

전 라 북
도 고창

군수가 봉급을 희사하여 학
교 설립에 투자.

4.15.
대 한 매 일
신보

牛山學校 천도교주 孫秉熙 서울
1902년 설립된 우산학교에 
손병희가 2천원 지원.

4.15.
대 한 매 일
신보

牛山學校 교사 曹秉和 서울
우산학교 교사 조병화가 매
삭 10원씩 학교 재정 위해 
희사.

4.17. 제국신문 화산학교
군수 김영진, 전 
참봉 이기순・김

강 원 도 
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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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수

4.17. 황성신문 日新學校 유지 : 金興淵 등 평양

작년 11월 설립. 1층 확장 
계획으로 교장 장지연과 협
의하여 교과서 편집 경영. 
교사 柳一宣, 安秉瓚 유임.

4.17. 황성신문
일진회 평양지부 
羅仁協

평양
성황당 땅 혁파하여 학교 
토지로 삼자고 주장.

4.19. 황성신문
安邊郡民 崔殷鎔 
등

함 경 남
도 안변

교육에 불성실한 군수를 교
체해달라고 학부에 청원함. 

4.20.
4.21.

황성신문
대 한 매 일
신보

義務學校
교감 金道彬, 서
기 李元敬

황 해 도 
해주

학교 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내 성황당 기지 및 사찰
의 전답과 기와 등을 학교
로 전용해달라는 청원.

4.23.
4.25.

황성신문
대 한 매 일
신보

전 승지 李是哲, 
전 참봉 盧相旭, 
전 주사 盧永萬

경 상 남
도

경남 각도에 학교 확장 운
동에 고종이 내탕금 1천원 
하사함.

4.24.
대 한 매 일
신보

皇貴妃, 嚴柱益 서울 여학교 설립 계획

4.25.
4.27.

황성신문
대 한 매 일
신보

日新學校 교장 張志淵 평양 사립 일신학교 인허.

4.27. 황성신문 청주 군수 閔泳殷 청주 학교 창설 교육 열심.

4.27. 황성신문 廣學社

발기인 : 南廷哲, 
金鶴鎭, 李根澔, 
尹致昊, 李相卨, 
趙經九, 林炳恒, 
金濩銖

서울 교과서 출판.

4.28.
대 한 매 일
신보

安興學校 교장 劉猛
평 안 남
도 평주
군 

안흥학교 현황. 소학 및 중
학. 현재 학생 150명.

4.28.
대 한 매 일
신보

인천항 유지 : 인
천항 감리 徐丙珪 
등

인천
인천항 내 각 사회, 유지인
들이 협력하여 학교 설립하
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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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표 1>을 통하여, 흥학조칙 반포 뒤에 불과 한 달 동안 흥학 관련 기사

가 거의 날마다 나왔음을 볼 수 있다. 대부분 각 지역에서 전・현직 지방관과 

지역 유지가 학교 설립・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 중에는 민영휘・
민영환・민영은 등 여흥민씨 일족과 엄비의 조카인 엄주익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 고종과 가까운 척족 인사를 중심으로 흥학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

음을 엿볼 수 있다. 가장 먼저 호응한 지역은 경상북도로 41개군에 학교 설립 

허가와 내탕금이 내려졌다.99) 조선시대 영조 조부터 ‘권학절목’이 반포되어 흥

학의 전통을 지닌 경상북도는 을사늑약 이후 관찰부인 대구부를 중심으로 교

육기관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대구 지방에서는 1898년 독립협회 지회가 설

립되었고 여러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06년에는 대구광문사의 개신유학자들

을 중심으로 도내 학교 건립을 관찰사에게 요청하였고 국왕의 재가와 내탕금

을 받으면서 대규모 학교설립과 운영이 추진된 것이었다. 새로운 관찰사로 파

견된 申泰休는 도내에 의무교육과 교육자치의 내용을 담은 흥학훈령을 반포하

였다.100) 흥학훈령은 관내 41개군에 학교를 설치하고 학령아동이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니도록 하며 매호마다 교육비를 납입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경북의 흥학정책은 모범사례로 널리 알려져 신문에도 상세한 내용이 여러 차

례 보도되었다. 위의 3월 30일 기사와 같이 고종이 내탕금을 하사한 내용도 

기사로 실렸다. 

  그 밖의 지역으로 앞의 <표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

안도 지역, 그리고 황해도, 함경도 등 서북 지방에서도 흥학의 기운이 일었다. 

서북 지역은 개항 이후 가장 빨리 신식학교를 설립한 지역으로 지역민의 적극

적인 호응 속에 학교 설립이 진척되고 있었다. 학교 설립 외에도 평양의 대동

서관이나 서울의 광학사 등은 교과서 출판을 설립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당시 학부의 일본어 교과서 사건과 함께 교과서가 부족한 교육현실을 타개하

려는 노력이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위 흥학 기사들 가운데는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학교 설립을 둘러싸

고 갈등 상황이 암시되고 있기도 하다. 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상

당한 경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였다. 국왕

99) ｢內賜學校金｣, 황성신문 1906.3.30. 
100) 구희진, ｢대한제국기 국민교육의 추진과 굴절｣, 201~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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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탕금을 내리기도 하였지만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지역 유지

들이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4월 15일 서울 우산학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학교의 교사가 급료 일부를 학교 재정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방편이 모

색되었다. 校舍 건립 등 주요 경비는 대체로 지역의 공공재산을 활용하였다. 

4월 17일과 20일 기사에서 평양과 해주의 경우, 성황당이나 사찰의 토지와 소

유물을 학교 재산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방의 공공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엿보인다.101) 비슷한 사례로 4월 19일 기사에 함경북도 안변의 지역민

이 흥학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군수를 고발한 일도 있었다. 사실 이 

고발의 내막에는 지역 유림들이 건립한 玉洞齋 학교의 경비를 두고 일진회, 

정토종과 갈등이 있어 단순히 흥학 문제만으로 군수를 고발한 건은 아닐 것으

로 보인다.102) 일진회와 정토종은 대표적인 친일단체로서 당시 각지의 사립학

교에도 일본 세력의 침투가 시도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사들에서

는 지역의 학교 설립이 단순히 정부의 흥학 정책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지역 유

지나 여러 단체가 학교 설립을 통해 공공재산을 합법적으로 귀속시키고 지역

민 공동체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의도도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흥학 

정책과 흥학열의 고취는 교육구국이라는 대의를 표방했으나 실제로 그것이 실

천되는 현장에서는 지역민과 단체 간에 복잡한 알력구도도 생겨나고 있었다. 

  신문 지상에는 각지의 학교 설립과 교육 관련 상황이 상세히 보도되어 당시 

식자층이 교육문제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흥학열을 고조시키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관을 중심으로 한 흥학 정책은 통감부 체제가 

공고해지고 교육정책도 그에 수렴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워져 가는 

상황이었다. 통감부는 1906년 8월 보통학교령 등 학제를 발포하고 공교육을 

제도화해갔다. 이에 식자층이 세운 여러 교육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부 주도

의 흥학 정책을 대신하여 흥학열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101) 김종준은 1904년 이후 지방 유지들이 사립소학교 설립을 명목으로 내장원 소관의 공공
재산을 되찾고자 했고 그 가운데 중하층 출신의 일진회가 끼어들면서 학교비 분쟁의 양
상이 복잡해졌다고 분석하였다. 김종준, ｢대한제국기 학교비 분쟁의 양상｣ 참조.

102) 황성신문 1901.11.21; 1906.3.31; 1906.8.22; 대한매일신보 19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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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공론장의 확산과 교육구국론의 갈래

  을사늑약을 앞뒤로 여러 교육단체와 학회·협회가 설립되었다. 이들은 보호국 

처지에 놓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안을 각자의 기관지를 통해 설파하

였다. 이에 따라 교육공론장의 교육 논의는 더욱 다양해지고 풍부해졌다. 교육 

문제는 여전히 국가적 대사이자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 시기 교육담론의 

전반적 특징은 사회진화론적 시각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당시 지식인들의 위기의식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현 시대를 ‘생존경쟁, 우승

열패’라는 구도로 파악하고, 개명국의 민족은 교육과 식산으로 세력을 증진하

여 자국정신을 공고하게 만든다고 보았다.103) 그러므로 교육은 곧 생존의 문

제로 연결되는 절박한 과제였다.

  교육이 곧 자강과 독립의 방책이라는 인식은 개항기 이래 공통되게 나타나

는 교육담론이라고 할 수 있으나, 1904년 일본이 러일전쟁에 승리한 후 한국

을 병탄하기 시작한 제국주의적 행보를 목도한 지식층은 이제 사회진화론을 

교육에 접목하여 인식하였다. 국민교육을 통해 民智를 획득하고 문명개화하게 

되면 한국도 생존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적극적 인식을 보인 것이다. 여

기에는 특히 梁啓超의 교육사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飮氷室文集이 한국의 

식자층 사이에서 널리 유행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02년 上海에서 출간

된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국내에도 유입되어 식자층에게 호응을 얻었다. 예를 

들어 안창호의 경우 飮氷室文集을 대성학교의 교과서로 채택하면서 양계초 

사상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104) 양계초의 교육론은 신문 지상을 비

롯하여 학회·협회의 기관지에도 다양하게 실려 당시 식자층이 양계초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105) 양계초는 구미국가에서 19세기 이래 정

치가들이 교육의 본의를 ‘국민 양성’에 두었다고 하며 소학의 의무교육을 주장

했고 이에 대하여 한국의 식자층도 공감을 표하였다.106) 이때 ‘국민’은 ‘국가’

103) 박은식, ｢大韓精神｣, 大韓自强會月報 1호, 1906.7, 56~58쪽; ｢本會 趣旨書｣, 西友
1호, 1906.12, 1~2쪽; 장도빈, ｢敎育의 盛衰는 國家勝敗의 原因｣, 서우 16호, 
1908.3, 9~10쪽. 

104) 이승원, ｢韓末敎育에 미친 梁啓超의 영향 연구｣, 한국교육사학18, 1996, 322쪽. 
105) 예를 들어 양계초의 ｢學校總論｣은 大韓協會會報와 서우 등 여러 잡지에 번역본이 

연재되었다.
106) 양계초 저, 장지연 역, ｢敎育政策私義｣, 대한자강회월보 3호, 1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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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분자이며 국민이 모인 공동체가 국가라고 보는 국가계약설에 기반하고 

있다. 국가를 군주나 황실과 분리시켜 보는 시각은 헌정연구회의 ｢憲政要義｣ 
이래 널리 확산되어왔다.107) 한국에서 사회진화론은 블룬칠리의 국가유기체설

과 결합되어 국가를 생존경쟁의 단위로 강조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소속감

을 고취하였다. 국민은 망국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바쳐야 했

으며, 따라서 민권보다 국권이 우선시되었다.108)  

  1904년 국민교육을 목표로 내세운 최초의 교육 단체인 國民敎育會가 설립

되었다. 단체 설립 목적은 “일반 국민의 교육을 勉勵하여 지식을 발달케 하되 

泥古의 獘習을 革袪하고 쇄신”하는 것을 내세웠다.109) 이를 위하여 회원의 임

무는 “국민에게 유익한 서책을 편집 刊佈하며 지식을 발달케 하고 교육을 확

장할 것에 종사”하는 데에 있다고 내세웠다.110) 이처럼 국민교육회는 ‘국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단체명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국

민교육회의 구성원은 독립협회와 蓮洞 교회 등에 관계된 기독교 계열 인사들

이 중심이 되었다. 초대 회장에 전 법부협판 李源兢, 2대 회장에 특별법원 검

사 李儁 등이 취임하였고 그 외에 독립협회 회원 金貞植, 관료 兪星濬, 李商
在, 상동교회 목사 全德基 등이 활동하였다.111) 회원들은 대체로 전・현직 관

리가 많았으며 일본 또는 국내에서 근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근대시민

사회에 대한 지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112) 국민교육회는 국민에게 유익한 서

적 편찬과 지식 발달과 교육 확장을 취지로 내세우고 사범학교와 법학강습소

를 개설하였다.113) 

107) 김소영, ｢대한제국기 ‘국민’ 형성론과 통합론 연구｣, 94쪽.
108) 전복희, ｢사회진화론의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의 한국에서의 기능｣, 한국정치학회

보 27-1, 1993, 420~421쪽.
109) ｢國民敎育會規則의 大要｣, 황성신문 1904.9.19.
110) ｢敎育設會｣, 황성신문 1904.8.27.
111) 국민교육회의 핵심 인사들은 비밀결사 개혁당 사건(1902)으로 종로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선교사 게일에게 세례를 받고 연동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이 기독교에 입각하여 
계몽단체를 설립한 것이 국민교육회였다. (최기영, ｢한말 국민교육회의 설립에 관한 검
토｣, 한국근현대사연구1, 1994.)

112) 신혜경, ｢대한제국기 국민교육회 연구｣, 이화사학연구 20-21, 1993, 164~165쪽.
113) 1905년 10월 무렵부터 사범학교를 개설하기로 하고 학생을 모집하였다. 25~35세의 학

생 70명을 모집하여 속성과로 6개월 동안 운영하였으며 1회 졸업식이 1906년 7월에 열
렸다. 제2회 사범학교는 1906년 8월에 열렸다. 한편, 1906년 5월부터는 법학강습소를 
야학으로 개설하여 주로 현직 관리들로 구성된 6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하였다. 강사로는 
유성준, 柳一宣, 兪億兼 등이 있었다. (｢국민교육회학원 모집광고｣, 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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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교육회는 비정치적인 교육 계몽단체를 표방하면서 내무대신, 학부대신 

등 정부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많은 찬조금을 받는 등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을사늑약을 즈음하여 정치적 입장을 취하면서 일제와 친

일 정부 인사의 견제를 받게 되었다. 국민교육회는 시데하라가 추진한 일본어 

교사와 일본어 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며 소학교 교원, 학생들과 함께 반대 시

위에 나서 여론을 환기하였으며,114) 일진회가 을사늑약에 찬동하는 성명서를 

냈을 때는 그 성명서를 반박하며 거부하기도 하였다.115) 이러한 활동이 일제

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활동이라고 본 통감부는 국민교육회를 ‘불평당’이

라고 칭하며 경계하였다.116) 이 무렵 2대 회장으로 이준이 취임한 후 국민교

육회는 기존의 사범학교 외에 법학강습소를 새로 여는 등 교육적 기능을 강화

하며 쇄신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국민교육회는 고종 양위 반대에 나서고 회장 

이준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은 듯하다. 이전까지 여

러 유력 인사들로부터 거액의 의연금을 기부받았으나 1907년 11월 시점에 가

면 회비 체납 회원들에게 납부를 촉구하는 등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린 것이

다.117) 그리고 결국 같은 해 12월 興士團에 흡수되면서 해체되고 말았다.118) 

  국민교육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은 1906년부터 활발하게 생겨난 학회들에 

참여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국민교육회는 처음으로 ‘국민교육’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등장한 교육 단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사실상 전국을 포함하

는 대중적 운동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전국적인 교육운동은 각 지방을 

연고로 한 학회가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국민교육회의 국민교육 

구상의 정신은 각 학회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119) 

1905.10.19; 황성신문 1905.10.19; 10.20; 10.30; 1906.5.8; 5.17; 8.25; 1907.6.17.) 
114) ｢寄書｣, 대한매일신보 1905.10.1.; ｢學員激昻｣, 황성신문 1905.10.2.
115) ｢國民答函｣, 황성신문 1905.11.11.
116) ｢誣멸敎育會｣, 대한매일신보 1906.2.28.
117) 황성신문 1907.11.30.
118) ｢敎育會引繼｣, 대한매일신보 1907.12.17. 흥사단은 金允植, 俞吉濬, 金祥演 등이 중

심이 되어 설립된 단체로 설립 취지는 국민 보통 교과 서적 편찬, 교원 양성, 학교 확장
과 의무교육 실시 등이었으며 비정치적 활동을 표방하였다. 국민교육회와 거의 비슷한 
목표와 성격을 가진 단체로 볼 수 있다. (｢興士設會｣, ｢대한매일신보｣ 1907.12.1; ｢興士
團設立｣, 황성신문 1907.12.1.) 그러나 활동이 이어지지 못하고 명맥이 끊어졌다가 
1913년 안창호에 의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재결성되었다.

119) 신혜경, ｢대한제국기 국민교육회 연구｣, 이화사학연구20-21, 1993, 185쪽.



- 54 -

  국민교육회 이후 각 지역을 연고로 둔 여러 학회・협회가 생겨났다. 가장 먼

저 大韓自强會는 1906년 4월에 설립되었고 같은 해 10월에 西友學會도 창설

되었다. 대한자강회의 분파가 1907년 11월에 大韓協會로 이어졌으며120) 1908

년 1월에는 서우학회가 漢北學會와 통합하여 西北學會로 재편되었고, 비슷한 

시기 畿湖興學會도 설립되었다. 이 시기 학회・협회로는 대한자강회-대한협회 

계열, 서북지역 인사를 중심으로 한 서우-서북학회 계열, 경기 지역을 대표하

는 畿湖興學會를 비롯하여 호남・영남・관동 지역 인사가 각각 중심이 된 湖
南敎育會・嶠南敎育會・關東學會 등이 있었다. 전국 단체를 표방한 대한자강

회-대한협회를 제외하고 기타 학회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며 서울에 거점을 두

었는데 전국에 약 182개의 지회를 둘 정도로 흥성하였다.121) 각 학회의 창립

취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한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구국의 방법으로

서 교육을 통해 신지식을 보급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1906년 4월 결성된 대한자강회의 창립 취지는 “교육의 확장과 산업의 발달

을 연구 실시함으로 자국의 부강을 計圖하여 독립의 기초를 만들 것”이었

다.122) 이처럼 교육 진흥의 목적을 국가의 부강과 독립에 둔다는 관념은 이 

시기 대다수 지식층의 공통 인식이었으며 대한자강회는 자강운동의 핵심적인 

단체로서 구심점이 되었다. 대한자강회의 발기인은 尹孝定, 張志淵, 沈宜性, 

林珍洙, 金相範의 5인이었다. 창립총회 후 선출된 임원은 회장 尹致昊, 평의

원 장지연, 윤효정, 심의성, 김상범, 임진수, 林炳恒, 南宮薰, 李源兢, 朴勝鳳, 

李相天 등 10명, 간사원 韓永福, 崔在學, 安秉瓚, 金英圭, 李命健, 姜漢照, 

金碩桓, 吳周爀, 鄭雲復, 白象圭 등 10명이었으며, 고문으로 오가키 다케오

(大垣丈夫)를 선임하였다.123) 그 외에도 회원의 면면은 다양한데, 이들 중 상

당수는 독립협회에 참여하여 일찍부터 개화운동에 앞장섰던 인물들이었다. 특

히 대한자강회의 전신으로도 일컬어지는 憲政硏究會에서 활동한 인물이 많았

다. 윤효정, 심의성, 김영규, 이원긍, 洪弼周, 李沂, 崔岡 등이 대표적이다. 헌

120) 대한자강회는 헌정연구회 회원과 황성신문계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대한협회는 오가키 
다케오의 매개로 대한자강회와 천도교 일파가 연합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49~50쪽)

121) 전성규, ｢근대계몽기 政體 담론과 지식인-문인 공공영역의 생성｣, 성균관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17, 89~90쪽.

122) ｢大韓自強會趣旨書｣, 황성신문, 1906.4.2.
123) 대한자강회월보 창간호, 1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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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구회 계열은 대한자강회를 사실상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다. 윤효정은 창

립 당시 평의원이었으나 1906년 7월 총무로 선임되었고, 이후 부회장으로 선

출되면서 대한자강회의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124) 윤효정은 독립협회 간부로 

활동하던 중 고종 양위 음모에 연루되어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박영효 등

과 교분을 맺었다. 그는 귀국 후 共進會, 헌정연구회 등의 활동을 하면서 정

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노력하였으며, 대한자강회 등의 단체 설립도 그러한 정

치적 활동의 일환이었다. 그의 영향력은 대한협회 시대에도 지속되었다. 

  대한자강회가 보안법으로 인하여 1년 여 만에 해산하고 대한협회로 재조직

되었을 때에도 윤효정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 

회원과 천도교 일파가 연합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창립 발기인은 윤효정, 홍

필주 등 헌정연구회 계열과 權東鎭, 吳世昌 등 천도교 계열, 그리고 장지연, 

柳瑾 등 황성신문 계열이 이름을 올렸으나, 1908년 회장 남궁억이 사임하고 

회장 金嘉鎭, 부회장 오세창, 총무 윤효정 체제를 갖추면서 황성신문 계열은 

위축되었다.125) 

  한편, 대한자강회 시기부터 고문으로 참여한 오가키는 대한협회의 탄생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한국 지식층은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식인이 

한국의 문명화를 위해 활동한다고 보아 대체로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126) 오

가키의 渡韓에 대하여 당시 신문에서는 ‘正義之士’라고 평가하였는데 그 까닭

은 일본의 대한정책인 병탄설, 보호설, 동맹설 중에서 그가 동맹설을 지지하였

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127) 한국에서 오가키의 역할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다양하지만128) 대한자강회-대한협회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 놓고 볼 때 그의 

존재가 이 단체의 지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한

협회가 1908년 이후 친일화되어 일진회와의 연합 움직임까지 보인 것은 정치

124)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49쪽.
125)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50~52쪽.
126) 김도형, ｢한국 근대계몽기 일본적 계몽담론의 영향에 대한 연구｣, 일본공간10, 2011, 

211쪽. 
127) ｢賀大垣氏來韓｣, 대한매일신보 1906.2.24.
128) 오가키의 역할에 대한 후대의 평가로,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강회측에서 일부러 

일본인 고문을 두었다는 주장과 근대계몽운동의 합법적 틀 안에서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주장 등이 있다. (이현종, ｢대한자강회에 대하여｣, 진단학보29-30, 
1955, 360쪽; 김도형, ｢한국 근대계몽기 일본적 계몽담론의 영향에 대한 연구｣,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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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해석될 수 있지만,129) 그들의 근대화 지향이 

일본을 모델로 삼고 있었으며 오가키가 고문으로 활동한 것도 그러한 사상적 

배경과 함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은 대한자강회-대한협회의 교육담론

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대한자강회월보 창간호에 실린 오가키의 교육 관련 연설 내용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이 조선인 교육 상태를 언급한 부분이 있다.

 韓民이 無智卑屈야 卽無敎育의 結果로 外人의 輕侮를 自招도 亦 其一 
原因인 則 敎育을 振作야 文明開化의 域에 到達을 務치 안이면 決코 

外人에 輕侮를 免키 不能으로…(후략)130)

 

  이처럼 그는 지금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경멸당하는 원인을 교육을 받지 못

해 문명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문명은 곧 교육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으며 이 때 교육은 곧 당시 통감부가 對한국 교육시책으로 실시

하던 이른바 ‘모범교육’에 충실해야 가능한 것이었다. 대한자강회월보 2호에

는 ｢韓國의 新學政｣이라는 기사에서 대한자강회가 지금 통감부의 한국 교육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오가키는 정부 학정의 방침을 쇄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

다.131) 그는 학부의 미츠지 츄조(三土忠造) 참여관으로부터 직접 정부 학정에 

관해 설명을 받았다고 밝혀 통감부 인사들과 친연 관계를 암시하였다. 이처럼 

대한자강회는 통감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이를 보완하

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무교육안도 이러한 취지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의무교육 논의는 유길준이 西遊見聞에서 언급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 이

어져오다가 이 시기에는 일반화되었고, 본격적으로 대한자강회가 정부에 그 

실행을 건의하였다. 대한자강회월보 8호(1907. 2)에는 전년도 8월에 정부에 

발의한 의무교육안을 싣고 있다. 의무교육 조례의 대요는 소학 단계의 의무교

육을 실시하되 설비와 유지 비용은 구역 내 주민의 부담으로 하며 학령 만7

세~15세의 남녀를 초등 5년간 교육시킬 의무를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핵

129)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53쪽.
130) ｢消息｣, 대한자강회월보 창간호, 1906.7, 45~46쪽.
131) 大垣丈夫, ｢韓國의 新學政｣, 대한자강회월보 2호, 1906.8, 12~14쪽.



- 57 -

심이었다. 의무교육 시행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은 곧 주민자치이자 지역자치의 한 방편이었다. 이는 조선시

대 지방관의 책무로 興學이 규정되었던 사실과 더불어 동리의 공동 부담으로 

서당이 운영되었던 전통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통감부가 한국의 

공교육 제도를 정비하면서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학교 설립에 소극적이었던 

상황에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었다. 

  의무교육의 성공 사례로는 보불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이 대표적으로 인

용되었다. 전술하였듯이 1880년대부터 普法戰紀가 전래되어 널리 읽히면서 

프로이센을 후발 제국주의 국가의 모범으로 여기는 인식이 식자층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 프로이센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고초를 겪었을 

때 명재상 슈타인[須太仁, Stein]이 의무교육을 도입하여 국민정신을 형성함에 

따라 마침내 프로이센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132)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고 선진국이 되려면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프로이센의 사례를 통해 입증되면서 교육은 곧 생존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치되었다. 독일에 대한 관심은 교육학자 헤르바르트의 국가주의적 

교육학이 한국에서도 수용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대한자강회월보에는 유근

이 ｢敎育學原理｣라는 연재물을 통해서 헤르바르트의 교육학을 집중적으로 소

개하였다. 이 연재 기사는 도쿄전문학교 교수인 나카지마 한지로(中島半次郎)

의 강의록을 저본으로 삼아 저술된 것이었다.133) 이처럼 헤르바르트 교육학을 

일본을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국가 중심 교육의 틀 안에서 교육 문제에 접근하

려는 경향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대한자강회는 교육의 목적을 국가의 자강에 기여하는 데에 두고, 이

를 위하여 일본의 보호국이 된 처지에서나마 정치권력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132) ｢務望興學｣, 대한매일신보 1906.1.6.; ｢大韓自强會趣旨書｣, 황성신문, 1906.4.2.; 김
종준, ｢敎育論｣, 대한자강회월보 7호, 1907.1.; 박은식, ｢學校之制｣, 서우 1호, 
1906.12.; ｢敎育方法必隨基其國程途｣, 西北學會月報 1호, 1908.6.; ｢國家論의 槪要｣, 
서북학회월보 13호, 1909.6.

133) 1890년대 일본에서는 우경화 경향과 함께 헤르바르트 교육학의 요소 중에서도 특히 국
가주의적 훈육이 강조되었으나 나카지마의 경우 훈육 뿐 아니라 지육·정육의 측면도 주
목하였으며 이를 저본으로 삼은 유근의 저술도 헤르바르트 교육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
를 보여주었다. (전성규·김수경, ｢근대 헤르바르트 학파 교육학 수용의 한 양상｣, 사이
間SAI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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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면 교육을 통해 정치사상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윤효정은 

“국민의 정치사상이 부족하면 건전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하며 애국심에 근

간한 정치사상의 발달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134) 관립한성사범학교 교사 金成喜는 ‘敎育宗旨’의 필요를 강조하면서 

정치에 따라 각국의 교육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고 하였다.135) 그는 교육이 정

치와 연결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덕육이며 도덕은 교육의 본원

이라고 보았다. 이때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덕성은 애국심이라는 정치적 

감각이었다.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志氣를 기르는 것

이 국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인식이었다.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에 비하여 ‘정치’라는 목적을 더 뚜렷하게 표방하였

다. 그 취지서에서도 종래의 교육, 실업에 더하여 정치를 포함하여 이 세 가지

의 발달이 곧 실력이라고 내세웠다.136) 그런데 이때 정치를 주요 강령으로 내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공개적인 정치 결사를 허용함으로써 관리를 수월하게 하

려는 당국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37) 더욱이 윤효정은 당시 활발하

게 전개되고 있던 의병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전국의 有志들이 ‘不平之
徒’를 설득하여 국민이 일치단결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발언

을 통하여 대한협회가 정당을 자처하며 취한 입장을 알 수 있다.138) 즉, 독립

을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보호국 체제 하에서 실력을 길러야 하며 그 실력의 

내용은 교육·산업이 갖추어져야 정치적 실력으로 직결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대한협회의 지식층이 일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었다. 대한협회 회장 김가진은 당시 일본이 곧 한국을 병탄할 것이라는 설에 

대하여 기우라고 일축하였다. 그는 통감부의 한국 정책이 양국인의 “利害 공

통을 주의로 하여 公平不偏의 방침”을 취해야 오해를 불식할 것이라고 하였

다.139) 대한협회는 일본의 문명화를 선례로 삼아 실력양성을 통해 문명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이 보호국이 된 것은 생존경쟁에서 뒤떨어졌기 

134) 윤효정, ｢國民의 政治思想｣, 대한자강회월보 6호, 1906.12.
135) 김성희, ｢敎育의 宗旨와 政治의 關係｣, 대한자강회월보 11호, 1907.5.
136) ｢大韓協會趣旨書｣, 대한협회회보 창간호, 1908.4. 
137) 김현정, ｢대한제국기 정치적 결사에 관한 헌법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71쪽.
138) 윤효정, ｢時局의 急務｣, 대한협회회보 2호, 1908.5, 24~31쪽.
139) 김가진, ｢我國 有識者의 일본국에 대한 感念｣, 대한협회회보 6호, 1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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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며 교육을 우선 시행하여 문명화를 이루게 되면 보호국 체제에서 벗어

나 독립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하였다.

  이처럼 대한협회가 제기한 정치사상 함양을 위한 의무교육 주장은 일본 제

국주의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당시 지식층 일부의 모습을 반영하

고 있다. 이는 오가키에 대한 지식인들의 오해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문

명의 선구자 일본의 지식인으로서 한국을 문명화로 선도할 것이라 여겨졌던 

오가키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려 했을 때 표면적으로 반대하였으나 이면에서

는 일제에 협조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인의 반일 감정이 극심하고 일본의 재

정문제가 악화되며 외국에서 관세 문제 등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병

합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통감부는 오가키가 표면상 반대하고 있을 뿐 내심으

로는 병합을 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한국의 정치단체는 화근이 될 경

우가 많으므로 실업단체를 제외하고 전부 해산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그

가 동경에 도착하면 이러한 의견을 일본 정부에 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

이다.140) 

  한편으로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학회들이 설립되어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

었다. 대표적인 학회로 1906년 10월 평안도와 황해도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

성된 서우학회를 들 수 있다. 서우학회의 결성 취지로는 “自保自全之策을 강

구”하기 위하여 “우리 동포 청년의 교육을 開導勉勵하여 인재를 양성하며 衆
智를 계발”하면 국권을 회복하고 인권을 신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141) 발기

인으로 박은식, 金秉燾, 申錫廈, 張應亮, 金允五, 金秉一, 金達河, 金錫桓, 金
明濬, 郭允基, 金基柱, 金有鐸이 참여하다. 회장에는 鄭雲復, 부회장에 김명

준이 선출되었고 평의원으로 李甲, 金達河, 安秉瓚 등이 참여하였다. 정운복, 

김명준, 이갑, 안병찬 등 서우학회 임원의 상당수는 독립협회, 국민교육회, 대

한자강회 등 교육단체에 관여하여 활동하였다. 박은식은 기관지 서우의 필

진이자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 등 언론 활동에 매진하며 애국사상 고취에 힘

썼으며, 1907년 미국에서 귀국하여 서우학회에 참여한 안창호도 新民會를 설

립하여 국권회복운동에 노력하였다. 이들은 교육자로도 명망이 높았. 박은식

140) 憲機第二五九一號(1909.12.25), ｢二. 韓日合邦關係書類 - (179)大韓協會顧問 大垣丈夫
의 韓國合邦問題에 대한 見解 件｣, 統監府文書8권, 국사편찬위원회, 1999. 

141) ｢本會趣旨書｣, 서우 창간호, 1906.12,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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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성사범학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안창호는 1908년에 평양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인재 양성에 힘썼다. 서우학회는 1908년 1월 함경도 출신자들의 漢
北興學會와 통합하여 西北學會로 재조직되었으며 그 통합의 배후에는 신민회

의 지도가 있었다.142) 

  서우학회와 서북학회는 서북 지역이 교육에 있어서 선두에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며 교육의 진흥을 주장하였다. 조선 시기까지 변방으로 치부되었던 서

북 지방은 교육과 식산을 과제로 한 자강론과 실력양성론을 내세우며 근대화 

담론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었다.143) 이는 서북 지역이 가장 

이른 시기에 개신교를 비롯한 서구 문물을 수용하고 신식 학교에 적극적으로 

취학하며 근대 지향성을 보였다는 점과 연동된다. 따라서 서우-서북학회의 교

육담론 역시 가장 진취적이고 근대 지향적으로 표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서우의 주필 박은식은 창간호에서 교육을 생존의 문제와 연결하여 “민족 

성쇠와 국가 존망의 큰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교육

론을 피력하였다.144) 그는 서우-서북학회에 참여하기 전부터 교육에 큰 관심

을 가지고 興學說, 學規新論과 같은 교육학 서적을 집필하였다. 興學說
의 주요 내용은 국가는 인민에 의해 성립되고 인민은 文學에 의해 완성되므

로 문학을 진흥하여 국가의 부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학은 농학, 

상학, 의학, 율학 등 사실상 서양의 신학문을 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개혁

을 실행하면 국가의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學規新論에서 서구의 사

례를 통해 설명하였다.145) 사회진화론에 입각하여 생존경쟁에서 한국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신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

았다. 이 같은 신학문의 추구는 구습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다. 그는 개신유

학자의 처지에서 유학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儒林의 존재에 대해서도 

“국가의 元氣오 인민의 師表”라고 하였으나 최근 유림이 퇴락하면서 도덕상 

本旨를 잃어 인민의 ‘普通之敎’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142) 하명준, 조선의 근대전환과 평안도 연구, 경인문화사, 2017, 265~266쪽.
143) 정주아, ｢한국 근대 서북문인의 로컬리티와 보편지향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1, 248쪽.
144) 박은식, ｢論說｣, 西友 창간호, 1906.12, 8~10쪽.
145) 노관범, ｢대한제국기 박은식과 장지연의 자강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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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만약 지금 공자가 살아있다면 “서양의 이용후생하는 제조품과 신법률

의 通行과 신학문의 盛備”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신문물을 수용

하려면 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아동교육은 향촌의 ‘塾
師’가 구식 한학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146) 그리

고 ‘강제교육’ 즉 의무교육을 통해서 국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은 

덕육·지육·체육을 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147) 이처럼 박은식은 서구 

학문과 신식 교육에 대하여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박은식의 논지와 비슷하게 서우-서북학회의 필진들은 대체로 신식 교육을 

긍정하면서 그 내용에서 서구적이며 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였다. 법관양성소 

교관이자 한성재판소 검사 柳東作은 체육-덕육-지육의 삼육 교육에 대해 설

명하면서 특히 지육의 경우 완전히 실리주의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실리주의적 지육이란 “虛文의 연습 즉 浮華한 수사학과 閑雅한 詩歌”를 버리

고, 독서, 습자, 산술, 도화, 자국어, 지리, 역사, 윤리, 기하학, 대수학, 천문학, 

법률학, 물리, 부기 등의 학과를 가르침으로써,148) 경제적 자립과 원만한 사회

생활이 가능한 개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박은식은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 지식을 가진 ‘實業學家’야말로 산업을 일으켜 ‘救國活民’할 수 있

다고 하였다.149) 지육의 요체는 이처럼 실리적이고 이용후생하는 지식을 교육

하는 것이었다.

  또한, 삼육 논의에서 가장 먼저 ‘체육’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삼육에 관한 개념은 당시 지식층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삼육 중 어

146) 박은식, ｢舊習改良論｣, 서우 2호, 1907.1, 6~10쪽.
147) 박은식, ｢學校之制｣, 서우 창간호, 1906.12, 17~19쪽; 박은식, ｢舊習改良論｣, 서우

2호, 1907.1, 6~10쪽.
148) “智育은 全히 實利主義라. 社會의 表面에 立야 自己의 利益을 計畫며 財産을 處理

며 職業을 務圖며 又 個人及 國家와 良民으로 其 義務를 盡기 可 智識을 與
야 社會의 事務에 慣熟 人物을 養成으로 目的고 虛文의 練習 卽 浮華 修辭學
과 閑雅 詩歌를 棄고 處世上에 有益 學科를 授호 初에 讀書 習字及 算術을 敎
며 後에 圖畵를 授며 次에 自國語를 敎야 此를 活用케 고 最後에 地理 歷史 
倫理 幾何學 代數學 天文學 法律學 物理 簿記 等의 學科를 授지라.” (유동작, ｢雜著-
敎育部｣, 서우 창간호, 1906.12, 11~12쪽.)

149) 박은식, ｢孰能救吾國者며 孰能活吾衆者오 實業學家가 是로다｣, 서북학회월보 7호, 
1908.12,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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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것을 선두로 내세우는가는 각자 가지고 있는 교육관에 따라 다를 수 있었

다. 유동작은 체육을 필두로 삼육을 설명하면서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

이라는 표어를 들어 체육을 강조하였다. 前 육군 참령 金羲善은 국민교육의 

종류를 체육과 학육으로 나누고 학육 안에 덕육과 지육을 포함시켜 체육의 필

요를 강조하였다. 국가의 성쇠는 국민의 원기에 달려 있고 원기를 기르기 위

해서 체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150) 박은식 역시 신체적 힘은 곧 애국정신

의 발현으로 연결된다고 보며, 전통적으로 한국 국민이 문약했기 때문에 국난

을 겪고 있다는 인식하였다. 이는 곧 예로부터 ‘武俠之風’이 강했던 관서 지방

에 대한 자부심으로 드러나며, 국권을 회복하려면 관서에서와 같이 상무적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151) 이처럼 서우-서북학회 인사들

은 체육의 근본적 목적을 사실상 국민정신의 함양이라는 덕육과 연결하여 인

식하였다. 특히 ‘志氣’의 함양은 서우학회와 서북학회 취지에서도 강조되고 있

는데, 이때 지기란 각자가 국민으로서 애국정신을 가지고 국권회복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지기를 기르기 위하여 체육은 당시 사립학교의 중요

한 교과로 여겨졌다.

  사립학교의 체육은 단순한 교과목이 아니었다. 서북학회를 비롯한 학회들은 

사립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사립학교의 교육 내용은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

와 군대 해산 이후 兵式 체조, 군악대 연습 등 상무적 경향이 뚜렷해졌다. 사

립학교가 설립되는 가운데 해산 군인들이 학교 교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데

다가 독립을 열망하는 정치적 의도가 학교교육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당

시 학부차관 다와라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유용하고 적절한 지식 기능을 

교수하지 않고 체조 연습을 하는데 전념하거나 야외연습, 혹은 소풍 등을 하

며 나팔을 불고 큰 북을 치며 대오를 지어 훈련하며 걷는 것을 학교교육의 제

일의로 한다”고 묘사하며, 이러한 모습은 특히 평안도·황해도·함경도 등 서북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평양의 관립일어학교와 공립보통학

교 개교식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평안남도와 황해도의 연합대

운동회를 참관한 경험을 설명하였다. 참가한 학교 수가 200여 개에 총 인원은 

7~8천 명에 달하며 1주일에서 10일 정도에 비용 약 5~6만원이 드는 대규모 

150) 김희선, ｢體育의 必要｣, 서우 4호, 1907.3, 14~15쪽. 
151) 박은식, ｢文弱之弊는 必喪其國｣, 서우 10호, 1907.9,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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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놀란 다와라는 학부대신에게 보고하여 1군 이상의 연합운동회를 금지

하였다.152) 통감부는 군대 행사에 가까운 운동회와 병식 훈련을 하는 사립학

교 교육 내용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여겼다. 이는 곧 일본의 보호에서 벗어

나 독립하려는 “비분강개한 정치론” 혹은 “편협고루한 애국심”의 발로라는 것

이었다.153) 이처럼 체육은 애국정신을 기르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특

히 1907년 이후 사립학교를 위주로 하여 크게 강조되었다.

  또한, 서우-서북학회 계열 논자들의 교육담론 중 두드러지는 또 다른 특징

은 개인의 성장에 교육의 목적을 두는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우에서 새뮤얼 스마일스(Samuel Smiles)의 自助論
(Self-Help)을 연재 기사로 소개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자조론은 일본

에서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에 의해 1870년 西國立志編으로 번역·출

간되어 크게 유행하였으며 한국의 지식층에게도 널리 읽혔다. 서우에 실린 

글은 나카무라의 한문투 번역을 쉽게 고친 아제가미 겐조(畔上賢造)의 번역을 

저본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다. 자조론의 목적은 “청년을 고무하여 正한 사

업에 근면케 하여 勞力과 苦痛을 不避하고 克己自制”에 힘쓰게 함으로써 남

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

다.154) “국민의 진보는 개인의 근면과 정력, 정직의 총액”이라 하여 자조의 정

신은 각 개인이 분투하여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고,155) 이는 교육을 통해서 길

러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자조의 정신은 학교 교육 자체보다는 

사회와 일상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실제적 교육이라고 하

였다. 즉, 개인의 의지로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곧 위인이었다.156) 그리고 인격을 갖춘 위인의 자질로는 신실, 

정직, 성실, 근면, 노력, 용기 등이 요구되었다.157) 이때 강조된 자조의 정신은 

개인의 성공을 이루고, 이를 동력으로 삼아 결국 국가의 부강과 국권회복을 

달성하려는 ‘자강’으로 연결되었다. 

152) ｢韓國敎育ノ旣往及現在｣(1909. 12), 渡部學·阿部洋 編, 『日本植民地敎育政策史料集成
(朝鮮篇)』63, 龍溪書舍, 1991.

153) 幣垣坦, 朝鮮敎育論, 六盟館, 1919, 41~42쪽.
154) ｢自治論｣, 서우 12호, 1907.11, 8~15쪽. 
155) ｢自助論｣, 서우 13호, 1907.12, 1~3쪽.
156) ｢自助論(續)｣, 서우 14호, 1908.1, 1~6쪽.
157) ｢人格은 如何而可養成乎(屬)｣, 서우 14호, 1908.1, 7~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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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학회를 넘어서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자강운동 세력으로서 大韓每日
申報 계열의 역할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158) 대한매일신보 계열은 

반일의 기조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교육관을 피력하였다. 1904년 창간된 

대한매일신보는 先독립론을 내세우며 일제에 대하여 철저히 비타협적 입장에 

섰던 언론사였다.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 베델이 영국인인 까닭에 비교적 통

감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웠던 것도 하나의 배경이었다. 대한매일신보 계열의 

주요 인사인 梁起鐸, 申采浩, 張道斌 등은 신채호를 제외하고는 신식 교육을 

받았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개신유학자 계열의 지식인들과는 다른 성향을 가

지고 있었고 1910년대에 부상하는 일본 유학생 그룹과도 또 다른 지점에 서 

있었다. 대한매일신보 계열은 일제와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 입장을 민족주의

론으로 정립하며 민족주의 운동의 한 부류를 형성하였다. 이 점은 대한매일신

보 계열 인사들이 일본의 보호국 상태에서 자강운동을 통해 국권이 회복되리

라 기대하는 대한협회 계열의 견해를 반박하며 자력에 의한 실력양성을 주장

했다는 데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159) 이와 같은 관점은 교육 문제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로 투영되었다.

  먼저 대한매일신보 계열은 교육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현실을 한탄하며 지식

층의 각성을 독려하였다. 여러 학회·협회의 지식층이 교육 진흥을 내세우면서

도 형식적 운동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식층이 有志者의 자본 기부만 

바랄 것이 아니라 우선 교육에 대한 각오를 단단히 가지라고 촉구하였다.160) 

이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정부와 상관없이 인민이 주

체적으로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1) 이때 인민을 지도하여 교육을 

일으켜야 할 인물들이 바로 지식층이었다. 

  교육 시책과 관련하여 대한매일신보는 사립학교령을 주시하였다. 사립학교

령은 사립학교 대장의 작성과 교과서 단속을 주목적으로 하여, 모든 사립학교

의 설립·인가·개교·폐교 등 일체의 학사감독권을 통감부가 관장하도록 하였다. 

158) 자강운동의 각 계열을 그들의 운동 노선에 따라, 대한협회 계열, 황성신문 계열, 대한매
일신보 계열, 청년학우회 계열로 구분한 박찬승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박찬승, 한국근
대정치사상사연구, 19쪽)

159)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85쪽.
160) ｢각 단톄와 샤회를 경고｣, 대한매일신보 1908.5.5. 
161) ｢실업교육이 쟝 흥활진｣, 대한매일신보 19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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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검정 교과서 이외의 교과서는 인가를 받도록 강제하고 해당 지방의 헌병

과 경찰에게 단속을 의뢰하였다.162) 다와라 학부차관은 사립학교와 학회 대표

들을 모아놓고 사립학교령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사립학교령의 반포 이유

로 학교 수업 내용 중 부적당한 것이 있고 교과서 가운데서 현재의 정치문제

와 사회문제를 다루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동양의 전통 교육이 經
世之學이기 때문에 정치와 교육을 연동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고 학생들

이 정치·사회 문제를 토론하게 두면 국가부강에 도움이 안 되는 불평당이 된

다는 것이었다.163) 즉, 당시 학회 등 민간에서 주도하여 설립한 사립학교는 

교실에서는 현재 일본의 침탈을 비판하며 독립을 희구하는 교과서 내용을 가

르치고 운동장에서는 병식 훈련을 통해 장래의 군사력이 될 수 있는 신체능력

을 단련시키는 것이 주요한 교육 내용이자 방법이었다. 이에 대하여 일제는 

정치와 교육의 연결을 끊어내고 교육의 의의를 새롭게 조형하여 한국인에게 

주입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대한매일신보는 사립학교령을 비판하는 한편, 역설적으로 오히려 교육을 통

한 한국인의 저항의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보았다. 

 이제 이 학부령의 본이 과연 교육을 발달코져이면 곳교육을 발흥 새

복음이 될거시오 혹 교육발달을 방해코져이면 이것도 한 교육발흥의 새힘

을 줌이라노니 엇지야 그러고

 대뎌 졍부에셔 국민교육을 환영야 이것을 더욱 권쟝진 바압헤 풀이 

쓰러짐과치 일반 국민이 나 분발지나 셜혹 이것을 믜워야 무 
져희를 더지라도 죡히 국민의 진보 방해지 못리니…(중략)…편으로 

각면 져희거시 권쟝것보다 더욱 복이 되리라노라.164) 

  이처럼 사립학교령의 저의가 한국인의 교육을 방해하려는 것인지 여부와 관

계없이 한국인의 교육을 발흥시킬 것이며, 오히려 방해할수록 교육에 대한 한

국인의 의지가 결연해지리라 예상하였다. 이는 교육자치의 입장에서 일제에 

의해 장악된 정부 시책과 별개로 민간 주도로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진흥하

162) 김태웅, 우리 학생들이 나아가누나, 서해문집, 2006, 106쪽.
163) ｢私立學校令說明｣, 서북학회월보 7호, 1908.12, 38~55쪽. 
164) ｢교육이 발흥 됴짐｣, 대한매일신보 19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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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민족주의 교육운동의 시초를 보여준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의 내용으로는 민족의식을 함양하는 정신교육의 측면에 

집중하였다. 실용적이고 근대적 교육을 통해 인민의 지식이 고등한 경지에 이

르면 자연히 국권을 회복할 것이라는 대한협회 계열의 교육론에 대하여 반대

하면서, ‘종지가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족의식을 기른다는 교

육 목적이 없으면 노예적·금수적·기계적·망국적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었다.165)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민족의식을 기르는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한매일신보 계열은 구습의 가족사상을 타파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 신식 

교육을 받는 이들은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지키고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원하

는 私利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개인이 가족-가문-문중이라는 틀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개인이 가문의 일원을 넘어서 

독립된 개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의식을 가지도록 가족사상을 국가-민족으로 확

대할 것을 요구하였다.166) 이때 민족의식의 배경으로 역사와 전통이 제시되었

는데, 그 대표적 사례로 사천년의 역사167), 단군과 기자,168) 을지문덕과 대조

영과 같은 영웅,169) 고려자기·철갑선·인쇄술170) 등이 제시되었다. 구습으로 치

부되는 유교적 전통과 구별하여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내세운 것은 주로 조선 

시대 이전의 고대사와 영웅, 그리고 발달된 기술문화였다. 이러한 전통에 대한 

인식은 민족의식의 근간으로서 이후에도 민족주의 교육에서 강조되는 요소로 

이어졌다.

  이상과 같이 을사늑약을 앞뒤로 한 국망의 시기에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다

양한 교육단체, 학회 등이 설립되어 교육자강론을 전개하였다. 최초의 교육단

체인 국민교육회는 초창기에는 순수한 교육계몽활동을 내세웠으나 점차 통감

부의 교육시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소멸되고 말았다. 대한자강회-대한

협회는 일제의 통치권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정치적 실력을 기르려는 의도에서 

165) ｢국민의 교육을 의론｣, 대한매일신보 1908.5.15.
166) ｢가족 상을 타파｣, 대한매일신보 1908.9.4.
167) ｢새츅｣, 대한매일신보 1908.1.1.
168) ｢대한정신｣, 대한매일신보 1907.9.27; ｢가족 상을 타파｣, 대한매일신보 1908.9.4.
169) ｢평안남도에 지 삼인이 새로남｣, 대한매일신보 1908.10.29. 
170) ｢실업교육이 쟝 흥활진｣, 대한매일신보 19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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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을 주장하며 친일적 색채를 드러내었다. 한편 서우-서북학회는 개인

의 능력을 양성하려는 자조 교육을 주장하였고, 대한매일신보 계열은 민족주

의 교육을 내세워 통감부에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들은 일제 통치에 

대한 대응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대 문명을 지향하는 신식교육

을 긍정하였다. 또한 교육구국론을 제시하여 교육이 국가의 위기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교육 만능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었다. 

2. 무단통치기 식민교육론의 이식과 조선인교육 담론의 등장

  1) 식민교육정책 실시와 臣民 양성 교육담론 전개

   (1) 조선교육령과 차별적 식민교육의 실상  

  무단통치기 일제의 교육방침은 조선인을 일본국가의 ‘국민’으로 재편하는 데 

중점이 있었다. 대한제국이라는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싹트고 있던 ‘한국인’

의 국민의식을 일제가 전유하여, 일본의 국민이자 식민지 ‘조선인’으로 재편하

려는 것이었다. 교육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제는 조선인의 저항을 의식

하여 문명화 담론을 내세웠다. 문명화 담론은 지식인들이 국망의 위기를 타개

할 실력양성의 방안으로 전파해왔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었

다. 그러나 일제가 내세운 문명화는 본질적으로 차별을 전제로 한 개념이었다. 

여기에는 현재 조선이 문명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명 수준으로 끌어올

리겠다는 전제가 놓여 있었다. 문명화의 주체와 대상은 각각 일제와 조선이라

는 우열 관계로 설정되었다. 문명화 담론을 내세운 식민교육 담론의 요체는 

곧 우열의 위계를 설정한 채 식민지인을 일본의 국민으로, 더 나아가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臣民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점한 후 일제는 이듬해에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식

민지 교육제도의 기틀을 갖추고자 하였다. 1895년에 점령한 대만에서 1919년

이 되어서야 대만교육령이 공포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을 식민지화한 뒤에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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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교육제도와 교육정신의 정비에 착수했다는 점이 특색이다. 일본의 유명 

언론인이자 京城日報 발행인인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에 따르면 데라우

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총독은 총독 취임 후 조선에 각종 정책을 시행하면서 

교육제도 신설에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171) 일제는 왜 식민통

치의 첫 단계로 교육 정비를 실시했고 그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칙

령 제292호로 발포된 조선교육령에 뚜렷이 드러나 있다. 조선교육령은 제1장 

‘강령’과 제2장 ‘학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제1장 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에서의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

 제3조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도록 기한다.

 제4조 교육은 大別하여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5조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기능을 교수하며 특히 국민된 성격을 함영하며 

국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실업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 등에 관한 지식 기능을 교수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7조 전문교육은 고등의 학술 기예를 교수함을 목적으로 한다.172)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조선에서의 교육은 일본의 교육법과 별도로 조

선교육령이라는 칙령에 근거하고 있다. 총독부 학무국 관료 구마모토 시게키

치(隈本繁吉)는 1910년 9월 ｢교화의견서｣에서 “류큐나 대만과 달리 동화정책

은 조선 민족을 충량화하기는 어려우므로 조선민족을 일본민족에 종속적인 지

위로 두고 순량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한 것과도 함께 연동된

다.173) 즉, 조선의 동화정책은 특수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독자적인 

교육령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조선만의 독자적 교육을 규정하는 

171) 徳富蘇峰, ｢朝鮮統治의 成績｣, 매일신보 1915.10.28.
172) 朝鮮總督府官報, 1911.9.1.
173) 隈本繁吉, ｢敎化意見書｣, 渡部學, 阿部洋 編, 日本植民地敎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第

69卷, 龍溪書舍,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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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2조와 3조에 해당되며, 나머지 4~7조는 제1장 강령이 아닌 제2장 학교

에 포함되어도 무난한 내용이다. 이러한 구성 형식은 제2차 조선교육령부터는 

사라졌고, 2조와 3조의 내용은 삭제되었다. 즉 2조와 3조를 위해 ‘강령’이라는 

장을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174) 해볼 수 있을 만큼 이 두 조항은 핵심적

이고 논쟁적이다.

  제2조에 대해 1923년 학무국 학무과장 유게 코타로(弓削幸太郞)는 “조선교

육령 제2조는 조선인이 내지인과 동등하게 칙어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한

다는 뜻을 선명히 한 것이다175)”라고 설명하였다. 즉, 일시동인의 원칙에 의해 

동화주의로 교육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칙어는 1890년 천황이 臣民의 道와 교

육의 지향을 공표한 것으로, “충량한 신민으로서 天壤無窮의 皇運을 扶翼해야 

한다”고 훈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일본의 소학교령부터 대학교령에 이르는 

각종 교육 칙령 속에는 교육칙어의 기본 이념을 조항으로 명기하고 있지 않

다. 조선교육령에 교육칙어가 명문화되어 있다는 것은 조선인 동화가 절박한 

과제였음을 암시한다.176) 이에 따라 조선인의 급속한 동화를 목표로 내세운다

는 뜻에서 ‘순량’이 아닌 ‘충량’한 국민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런데 교육칙어가 조선교육령에 포함되게 된 것은 총독부의 취지라기보다

는 제국교육회가 조선교육에 대해 건의한 내용 때문이다. 총독부 학무국에서

는 1911년 3월까지만 해도 유교를 조선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였다.177) 데

174)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 과정 연구｣, 한국교육사학 29-1, 2007, 11쪽.
175) 弓削幸太郞, 朝鮮の教育, 自由討究社, 1923. (佐野通夫, 日本植民地敎育の展開と朝

鮮民衆の対応, 社会評論社　2006, 53쪽에서 재인용)
176)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일제시대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

고 RR97-10, 1997, 45~46쪽. 
177) 1910년 8월 일본의 제국교육회는 시데하라 타이라의 발의로 그 산하에 조선교육조사위

원회를 구성하고 9월에 제1회 조선교육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본어 보급, 종래의 유
교사상을 파괴하지 말 것, 교육칙어 정신을 철저히 할 것, 의·식·주 정도를 정할 것 등
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시데하라의 주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이었다. 12월 21일 조선
교육조사총회를 열어 가결안을 만든 후 수정·보완을 거쳐 1911년 2월 6일 최종안을 냈
는데, 그 내용은 교육칙어의 보급, 일본어 보급, 실업교육 중점, 일본 신민으로서의 덕
성 함양 등이었다. ‘종래의 유교사상을 파괴하지 말 것’이 최종 결의안에는 빠지고, ‘교
육칙어 정신을 철저히 할 것’이 강조되어 첫 번째 조항으로 들어간 점이 주목된다. 시데
하라는 조선의 유교사상과 ‘충군애국, 의용봉공의 일본적인 도덕’과는 차이가 있어서 일
본의 윤리를 조선에 강요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결의안에서 ‘교육칙어를 보급’할 
것을 규정한 것에서 제국교육회 내에서 조선에 대한 보편적인 동화주의 원리가 더욱 우
세해졌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결의안은 1911년 3월 데라우치 총독에게도 전달
되었다. 데라우치는 제국교육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총독부 관료들과도 의견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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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치 총독의 입장에서는 제국교육회의 교육칙어 강조를 무시할 수 없었고, 

데라우치에게 자문을 해준 법제학자 호즈미 야쓰카(穂積八束)는 “교육칙어를 

받아들이되 실천윤리로 수용해야 하고, 특히 수신과와 같은 교과의 교육목적

이어야 한다”고 하여 교육칙어 적용의 의미를 제한하는 동시에 구체화하였

다.178)

  한편 제3조는 제2조의 동화주의 원칙과는 상충된다. ‘조선인의 시세와 민도

에 적합한 교육’이란 결국 제2조의 이상적인 이념은 이론일 뿐이고 실제 운영

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현실에 대해 총독부의 입장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제2조가 제국교육회에 의해 주장된 원칙적 동화주의라는 보편적 논리가 반영

되었다고 한다면, 제3조는 데라우치와 총독부 학무국 관료들의 점진주의, 즉 

특수적이고 차별적인 논리가 드러난 것이다. 아직 문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조선인들에게 일본인과 동일한 교육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이처럼 문명 

정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 근본적 동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근본

적 동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충량’한 국민 대신 ‘순량’한 국민이라도 

육성해야 했고, 이를 위한 방법이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 교육인 것이다. 이

는 곧 주권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일본제국의 ‘臣民’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방

침이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을 불허하고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 주력하여 

일본보다 저급한 학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선교육령은 조선총독부와 일본 제국교육회의 서로 다른 입장

이 절충되어 동화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으로는 차별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통감부 시기 시데하라의 ｢한국교육

개량안｣의 기조인 일본어 보급과 덕성 교육,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의 主
旨를 계승하였다. 그런데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 교육’

의 범위와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의 수준을 일본어 보급

에 중점을 둔 ‘보통교육’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실업교

육’을 강조한다는 것이었다.

율하여 조선교육의 방침을 정하였다.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 과정 
연구｣, 6~8쪽)

178) 고마고메 다케시 저, 오성철 역, 식민지 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 조선·대만·만주·중국 
점령지에서의 식민지 교육, 역사비평사, 2008, 129~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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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교육이 일본 ‘국민’으로서 조선인을 만들어내려는 장치였다면, 실업교육 

강조는 전통 교육이 가지는 經世的 측면을 철저히 배격하려는 의도였다. 이는 

통감부 시기부터 일본 관료들이 흥학열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과 학회의 활발

한 활동은 교육과 정치를 혼동하여 한국 人民에게 위험한 사상을 주입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179) 조선인의 민도를 보면 높은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교육만 

추구하는 仕宦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상한 교육을 실시하면 오히려 실무에 

부진하여 이른바 高等遊民180)을 낼 뿐이라고 하여181) 조선인의 전통적 교육

관을 저급한 민도라고 하고 있다. 일제는 실용적인 실업교육의 확산이 조선인

이 전통적으로 인식해온 교육과 정치의 연계를 끊어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다만 덕성 함양을 위하여 전통적으로 조선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유

교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비록 조선교육령 제2조에 ‘교육칙어’라는 

‘一視同仁’의 원칙을 제시하기는 했어도 실제로 조선인들의 정신세계까지 침

투하여 천황의 臣民이 되기를 강제하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유교가 담지해왔던 정치성은 배제한 채 이를 덕성 교육

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실용’이라는 가치와 함께 충효와 같은 유교 

윤리·도덕적 측면만을 선택적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는 데라우치 총독의 교육방침 담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1913년 7월 담화

에서 총독은 “신영토의 국민을 동화”하는 가장 빠른 길이 교육이라고 선언하

였다. 그리고 일본 ‘국민’으로서 조선인을 ‘동화’하는 교육은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학예를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므로 아동에게 보통학과와 국어를 가르친 

후 농·공·상 등 실업교육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신교육의 보급에

만 급급하여 조선 전통의 학문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 유학에 기초하여 학문과 

179) ｢朝鮮敎育의 沿革｣, 매일신보 1910.10.26.
180) ‘고등유민’이라는 개념은 일본에서 러일전쟁 시기를 전후하여 미디어에 등장하기 시작하

였다.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뜻의 ‘유민’에 근대 학교제도 내에서 고등학력을 나타내는 
‘고등’이라는 말이 붙어 만들어진 신조어였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말부터 입학난, 
취직난, 중도퇴학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중학 졸업 정도 이상의 학력에서 발생
했으며, 1911년 무렵부터 고등유민 문제가 사상 문제와 연결되며 사회문제로 떠올라 국
가의 통제 대상이 되었다. (町田祐一, 近代日本と｢高等遊民｣, 吉川弘文館, 2010, 
1~41쪽.) 이 용어는 식민지 조선에도 전래되어 191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특
히 1920년대 들어 지식계급 취업난과 함께 널리 사용되었다.

181) ｢實業敎育에 就하야｣, 매일신보 1910.9.29.; ｢朝鮮敎育令精神｣, 매일신보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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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습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조선 유림의 士를 동화하

는 방법으로는 孔孟의 敎”에 기반하는 것이 첩경이라고도 하였다. 일반 민중

의 정서와 관습상 유교 전통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향촌의 여전한 

실력자였던 유림 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교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이다. 經學院은 1911년 6월에 이러한 정치적 의도 아래서 세워졌으며 총독이 

봄·가을 제례에 참여할 정도로 중시되었다. 총독은 조선인 자제의 교육은 덕성

의 함양과 실업 사상의 고취를 가장 중시해야 하며 質實·勤儉한 美風을 길러 

충량한 국민 양성을 강조하였다.182) 

  덕성 함양에서 전통적 유교 도덕을 자본주의적 실용주의와 연결지어 소박하

고 근면한 ‘勤儉治産’의 양민을 양성하기 위해 취사선택하였던 것이다. 유교에 

대한 일제의 입장은, 이른바 미풍양속으로서 향촌 질서를 유지할 수단이라는 

일종의 종교적 기능으로서의 접근과는 별개로, 학문적으로는 ‘虛學’이라 비판

하며 ‘利用厚生’의 실용적 교육을 통해 극복해야 할 구습으로 취급하였다.183) 

신교육의 본질로 내세운 ‘이용후생’ 개념은 종래 조선의 유학에 바탕을 둔 전

통 교육이 경세적이며 정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데 대한 경계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 실업교육의 강조는 조선의 경제·산업의 발달을 명목

으로 내세웠으나, 사실상 전통적 교육 관념으로 이어져온 교육과 정치의 연결

의식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곧 ‘충량한 국민’인 ‘臣民’을 만드는 것

으로 연결되었다. 

  조선인들에게 정치적 권리 대신 실용적인 교육의 유용성을 느끼게 하려면 

공립보통학교 취학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였다. 일단 학생들을 학교에 불러 

모아야 선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학생이 얻은 지식과 정보는 귀가 

후 가정과 사회로 직접 전파되므로 학교교육은 사회교육의 첨병이었다. 따라

서 일제는 조선교육령 공포 후 공립보통학교를 증설하여, 병합 당시 100여개

교에 취학 아동 1만 5천명에 불과했던 공립보통학교가 1914년에는 366개교에 

5만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1군에 1교 이상 설립하였다고 치적을 내세웠다.184) 

182) ｢寺內總督談 敎育方針｣, 매일신보 1913.7.22.
183) ｢朝鮮敎育革正論(一)｣, 매일신보 1917.3.27.; ｢朝鮮敎育革正論(八)｣, 매일신보 1917.

4.6. 
184) 朝鮮總督府, 朝鮮統治三年間成籍, 1914.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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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비례하여 사립학교는 점차 감소하였으며 1915년 사립학교규칙으로 한

번 더 타격을 입었다. 

  일제는 공립학교 체제가 정착되어간 상황을 더 널리 선전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여전히 조선인들이 신식학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감을 불식시켜야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15년까지의 식민통치 성과를 선전하는 장인 始政
五年紀念朝鮮物産共進會(이하 ‘공진회’)에 학교 부문도 설치하였다. 공진회는 

상품 전시 위주의 박람회가 아니라 식민통치의 미화를 목표로 시정사업의 선

전에 역점을 두어 일제가 이전부터 선전했던 시정개선의 성과를 가시화하여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를 가지고 개최되었다. 전시장은 1호관과 2호관으로 구

성되었는데, 그 중 2호관에는 일제의 5년 통치 성적을 대한제국 시기와 비교

되도록 각종 시설 현황, 통계자료, 사진, 모형이 전시되었다. 그 내용은 토지

조사사업, 의료보건 시설의 발전, 교육시설, 구제사업 등 일제의 통치를 미화

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185) 특히 주목할 만한 전시는 2호관에 설치된 제8

부 ‘교육품’ 전시였다. 공진회의 교육 출품 목적에 대하여 매일신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今番 共進會에 敎育品을 出陣 目的은 一般觀覽者로 야금 始政以來五
年間의 朝鮮敎育의 狀況及成籍을 知悉키며 此에 衣야 我朝鮮敎育이 如
何 方針에 基因며 如何 方面에 力을 注가을 一目瞭然케 에 

在며 昨今 當局者 勿論이오 關係者 一同이 其考案計畫에 盡善盡美기

 圖다더라.186)

  이른바 ‘시정 5년’의 성과 가운데 교육 상황과 성적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

지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 중점을 둔 조선 교육의 방침

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각종 교육품을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교의 분포, 校舍의 설비, 교과서와 교구 용구는 학무국에서 모형, 

사진, 도표 등을 제작하여 출품하고, 기타 교수 훈련의 방법과 성적, 학생과 

교사의 제작품은 학교별로 출품하기로 결정하였다.  

185) 김태웅, ｢1915년 경성부 물산공진회와 일제의 정치선전｣, 서울학연구 18, 2002, 142~
149쪽.

186) ｢共進會와 學校｣, 매일신보 1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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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공진회에 교육 관련 전시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일은 철저히 관제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총독부 학무당국의 주도 하에 공립초등교육기관 교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인 조선교육회도 동원되었다.187) 1915년 1월 공진회를 

준비하기 위해 전국교육대회가 경성 貞洞 교육구락부에서 개최되었다. 그 회

장이 세키야 데이자부로(關屋貞三郞) 학무국장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전

적으로 관이 주도한 행사였다. 또한 조선교육회는 공진회가 열리는 시기에 3

일간 ‘內地’ 각 부현과 ‘식민지’의 교육 회원 3백 명을 경성에 초대하여 전국

교육대회를 개최할 계획도 세우고 준비하였다.188) 

  공진회의 제8부 교육부에 출품된 총 건수는 3,932점이었다. 조선 신구교육 

대조표, 서당·성균관·과거 등 구교육 관련 유화나 신구 서적, 향토 사료 등 학

무국의 전시 이외에 각지 학교 출품작은 내지인과 조선인 학교를 구별하여 전

시되었다.189) 시상을 위해 평가 대상이 된 출품작에 관한 정보는 다음 <표 2>

와 같다.

<표 2> 공진회 교육부 출품 내역

187) 조선교육회는 1910년 12월 재조일본인의 경성교육회를 개편하여 설립되었다. 조선교육
회라는 명칭은 회원의 범위를 경성을 넘어 조선 전토까지 확장하고 일본인 교육만이 아
니라 조선인 교육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였다. 조선교육회에는 초등교육기관의 교원 뿐 
아니라 총독부와 지방관료, 관립학교 교원, 공립고등여학교 교원, 공립실업전수학교 교
원, 공립실업학교 교원도 가입하였다. 그러나 1910년대에는 주로 초등교육기관 교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재조
일본인 교원 통제 : 조선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157, 2012, 339~340.) 

188) ｢共進協贊會成｣, 매일신보 1915.1.13.; ｢全國敎育大會 共進會期中開催｣, 매일신보
1915.6.18; ｢全國敎育大會｣, 釜山日報 1915.6.18

189) ｢朝鮮物産共進會｣, 매일신보 1915.10.8.

구분 출품수 출품작의 상세 내용

교수·훈련의 방법
과 성적

총 264점 
- 조선인 교육 179점
- 내지인 교육 85점

- 일반 교수·훈련 관련이 최다
- 교과별로는 국어(일본어)과, 농업과, 

이과, 수신과 등

초 등보 통 교육 생
도 제작품

총 1,620점
- 작문, 습자, 도화, 재봉, 수공, 농업의 

6과목
- 수공품과 농산품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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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공진회 교육부 출품 내역을 보면 ‘교수·훈련의 방법과 성적’과 같은 부

문은 사실상 공진회에 전시하기엔 어울리지 않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1914

년 일본에서 열린 ‘다이쇼(大正) 박람회’에서도 ‘교육 및 학예관’이 설치되었으

나 6천여 개의 진열품은 교육·학술 관련 기계·기구, 표본, 도화, 모형, 서적, 제

본, 사진, 악기 등이었던 점과 비교해보아도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190)

  교수·훈련의 방법과 성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교수훈련, 또는 교수와 훈

련의 별도 기록, 그리고 교과별 교수훈련 기록으로 나뉘며 그 안에서 또 내지

인 교육과 조선인 교육으로 구별되고 있다. 교수훈련 방법 과 시설 연구가 가

장 많이 출품되었으며, 교과별로 보면 내지인 교육은 국어과-이과-수신과 순

이지만, 조선인 교육에서는 국어과-농업과-산술과-수신과 순이어서, 특히 조

선인 교육에서 실업교육에 진력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부문인 보통학교와 

실업학교의 경우에도 출품 내역은 작문·습자·도화 등을 제외하면 수공품과 농

산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농업은 보통교육의 초등·고등 과정을 

막론하고 중요한 실업교육의 분야였다. 한편 가장 많이 출품된 초등보통교육

생도 제작품 부문에서 보통학교의 작문과 수공품이 소학교의 그것과 비교하며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한 점이 특색이다. 그 이유는 이 수공품들이 자기 고장

190) 大正博覽會案內, 万文堂出版部, 1914.

실업교육생도 제
작품

총 362점
- 농업교육 관련 농산품 및 수공품, 공

업교육과 상업교육 관련 제작품
- 농업학교 성적이 우수함  

고 등보 통 교육 생
도 제작품

총 639점

- 작문, 습자, 도화, 수공, 재봉·수예, 농
업

- 관공립학교에 비하여 사립학교가 저조
함.

교사 제작품 총 302점

- 국어, 산술, 이과, 실업에 중점
- 비실용적이거나 시세에 부적합한 것도 

있음.
- 내지인 교사에 비해 조선인 교사의 출

품이 적음.

출전 : 朝鮮總督府,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第2卷, 1916의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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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건에 따라 지방 생산물을 활용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기술은 장래 가

정의 부업이 될 수 있는 실용성을 가졌으므로 장래 직업의 기초가 된다는 것

이었다. 이처럼 실업학교뿐 아니라 보통교육과정에서도 실업교육을 핵심으로 

삼아 졸업 후 바로 생업에 종사하도록 설정된 교육 방침을 공진회 교육부 전

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제가 실업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조선인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정치 관념에서 유리되어 일본의 정책에 순응하는 臣民이고, 

둘째는 자본주의적 경제 관념에 적합한 인간형이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사

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자본주의 인간형을 양성하기 위한 실

업교육의 정신은 특히 1차 대전을 전후하여 강조되었다. 이 시기 일본에서 자

본주의가 크게 발전하며 빈부격차가 뚜렷해진 경제적 상황 변동과 함께 다이

쇼 데모크라시의 기운으로 民本主義와 사회주의가 발흥하는 사상계의 변화가 

있었던 것과도 연관이 있다. 이른바 불온한 사상에 빠지지 않는 건전한 ‘근로

자’를 기르는 데에서 실업교육의 의의를 찾는 주장이 1910년대 후반기부터 조

선 교육계에도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종래 “空論橫議를 좋아하며 遊惰放逸
로 흐른” 구교육을 대신하여 “勤勉力行의 기풍을 고취”하여 근로의 습관을 기

르는 것은 조선인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추진되었다.191)

  실업교육의 기본 정신으로 언급된 ‘自作自活’은 개인의 독립적 경제생활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였다. 조선인의 악습으로 무위도식하

는 경향과 依賴主義·姑息主義을 들며, 가장 중요한 경제적 능력으로서 단순 

기술이나 육체노동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자작자활이 가능한 기초적 교육은 

보통교육 수준에서 가능하였다. 조선인에게 고등교육을 실시하면 오히려 무위

도식의 고등유민만 양성하게 되므로 일제 당국이 고등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교육방침도 건실한 자작자활의 정신을 먼저 키우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

다.192) 고등유민은 단순히 무위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위험해질 

여지가 있는 ‘부랑자’로 여겨졌던 것이다. 자작자활 관념과 실업교육의 강조는 

사실상 조선인의 사상을 통제하려는 방편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1910년대 일제의 조선인교육 방침은 조선인을 일본 신민으로 재편

191) 朝鮮總督府, 朝鮮統治三年間成籍, 1914.  
192) ｢鮮人敎育의 要旨｣, 매일신보 1918.3.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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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의 조선교육령 취지는 

조선인에게 정치적 의식을 제거하고 충량한 식민지인이자 자본주의적 노동관

을 체화한 노동자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뚜렷이 드러내었다.   

  그런데 위의 <표 2>에서 또 하나 눈 여겨 볼 점이 있다. 공진회 교육부 출

품에 관한 이 보고서는, 고등보통학교 생도 제작품의 경우에 관공립학교에 비

해 사립학교의 실적이 저조하고, 교사 제작품도 일본인 교사에 비해 조선인 

교사의 출품이 적다면서 비교하고 있다.193) 여기서 조선인 교사와 학생이 관

제 교육행사 동원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일제

의 선전과 달리 실제로 식민교육체제가 조선인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

음을 보여준다. 조선인들의 식민교육에 대한 반감을 무마시키기 위해 공진회 

교육품 전시라는 ‘보여주기’식 선전이 필요했던 것이다. 

 (2) 일본 지식인의 식민교육 개선 구상

  보통교육·실업교육 위주의 식민 교육정책은 필연적으로 조선인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조선인들의 불만은 식민통치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

였다. 따라서 일본 국내에서 특히 대학교수 등 교육자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

들은 다소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식민지 조선의 교육문제에 접근하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당시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의 기운으로 자유주의 교육 기조가 

일본 내에서 확산되고 있던 점과도 연관이 있다. 일본 지식인의 자유주의적 

식민교육 논의는 장래 조선인 교육의 변화 가능성을 미리 타진해볼 수 있게 

하였다. 이들의 교육담론은 對조선인 매체인 매일신보에 실려 조선인들에게 

제시되었다. 이는 식민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총독

부 당국자의 의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교육 개선의 기미를 미리 조선인

들에게 선보여 민심을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918년 총독부 촉탁으로 2개월 간 조선 전역을 돌며 국민도덕 강연과 시찰

을 했던 저명한 불교철학자이자 교육자 이노우에 엔료(井上圓了)는 조선인에

193) 朝鮮總督府,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第2卷,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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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병합 이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해지고 문명의 혜택을 입게 되었음을 반드시 

교육으로 가르쳐야만 동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통교육 단계의 의

무교육화와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주장하였다. 그는 전국에 2만 여개나 산재해 

있는 서당을 초급 보통학교로 활용하여 일본어 습득을 위주로 하는 의무교육 

기관으로 삼고, 나아가 대학도 설치하되 공과대학·의과대학·문과대학을 설치하

자고 하였다.194) 

  이와 같은 이노우에의 주장은 공진회 등에서 총독부가 선전한 바와 같은 식

민지 교육 시스템이 안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보통학교가 증설되고 

입학자수도 늘어나기는 했으나 1910년대에 사실상 가장 많이 설립되고 학생

들이 다녔던 사설 초등교육기관은 서당이었다.195) 총독부는 1918년 2월 서당

규칙을 통해 서당을 통제하였으나 일본어 등을 교수하는 개량서당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었다. 이노우에는 서당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통 서당의 유교 

도덕적 성격은 유지하며 일본어 교수를 내용으로 포함시켜 개량서당화함으로

써 보통학교 설립의 재정적 난점과 조선인의 저항감을 해결하자고 하였다. 전

통 서당의 확산 정황은 재지양반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가 식민지 교육제도

에 여전히 반감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오히려 서당을 체제 내

로 흡수하자는 것이었다.

  이처럼 서당을 통해 의무교육을 완성하고 나면 고등교육기관 설치 역시 반

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노우에는 내지와 민정인심이 다르므로 그 내용을 다르

게 하여 ‘조선고등학교’와 대학을 설립하자고 하였다. 조선에서는 종래 유교적 

전통 교육의 영향으로 文學을 애호하므로 공과대학, 의과대학과 같은 기술 중

194) ｢鮮人同化｣, 매일신보 1918.8.22~8.27.
195) 古川宣子의 연구에 따르면 1910년대에 들어 공립보통학교는 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입학

자수도 늘어나 교육제도로서 정착되었다고 하였다. 강점 초기에는 입학장려책으로서 공
립보통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했으나 1912년 경부터는 수업료 징수로 전환되어 1915년경
에는 전체 공립보통학교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수업료를 징수하였다. 그럼에
도 이 무렵부터 공립보통학교 지원자수가 모집정원수를 초과하였다. 공립보통학교에는 
국고보조나 지방비보조가 있어 사립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비 부담이 적었기 때문
이었다. 또한 공립보통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의 상당수는 서당에도 다니는 경우가 많았
다. 1911년에 전국에 16,540개였던 서당은 최정점에 달한 1916년에는 25,486개에 이르
렀으며 학생수도 1917년에는 26만 명을 웃돌 정도로 번성하였다. 1919년 시점에서 전 
초등교육 인구의 70%가 서당에 재학하고 있었다. (古川宣子, ｢일제시대 보통학교체제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98~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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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고등교육기관에 더불어 문과대학도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본과는 

별도의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조선인들의 불만을 해소하면서도 특수성이

라는 미명 하에 차별성을 담보하자는 것이었다. 

  조선에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의는 일본 교육계에서 이미 통감

부 시기부터 개진되고 있었다. 조선인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일본 국내에서 반

일운동을 벌이는 등 세력화한데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한편으로는 ‘척식

인력’을 식민지 현지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였다.196) 1910년대에 지지

부진하던 고등교육기관 설치 논의는 3･1운동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도쿄제대 교수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郞)는 3·1 운동의 원인

에는 재조일본인이 조선인을 무시한 데 따른 불평이 있다고 하며 조선인 학생

을 유화하기 위하여 교육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의 수요에 

응하는 ‘조선대학’을 설치하여 언어, 역사, 종교 등 조선 특수의 연구를 문과 

학문 중심으로 하게끔 하자고 하였다. 조선어와 일본어 同系論으로 일선동조

론을 주장한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 같은 학자 또한 조선 연구를 위

한 중심 기관으로서 조선에 대학을 설립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었던 만큼, 일

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조선의 교육제도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에 대해서 점차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었다.197)

  이러한 일본 지식인의 조선 교육 논의는 대체로 식민교육 정책을 긍정하면

서도 이를 보완하여 대학 설립과 같은 일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

런데 이들의 견해를 실은 공간이 매일신보라는 점이 중요하다. 주지하다시

피 매일신보는 총독부의 기관지로서 조선인 대중에게 총독부 통치를 효과적

으로 전달하고 선전할 목적에서 한글로 작성되었다. 민간 신문 발간이 허용되

지 않았던 1910년대에 매일신보는 한글 신문으로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

고 있었다. 이 신문에 일본 지식인의 조선 교육 전망으로서 교육제도 개선, 특

히 대학 설립 논의가 실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1운동을 전후하여 일

제 당국은 조선인 지식층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조선인의 불만 

중 교육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필요를 느끼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과정을 일부러 노출시킴으로써 조선인 사회의 분위기를 점검해보

196) 김자중, ｢일제 강점기 전문학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58쪽.
197) ｢朝鮮에 高等敎育機關의 必要｣, 매일신보 1919.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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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상황의 저변에는 1910년대를 통해 축적된 조선인 사회의 역량과 교

육에 대한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이는 1910년대에 외국 유학으로 고등

교육을 이수하고 돌아온 신지식층이 19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조선인 사회의 

주도층으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정황과 연관이 있다.198) 다음으로는 신

지식층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교육담론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겠다.  

2) ‘조선인 사회’의 형성과 개인 지향 교육담론의 대두

  (1) 조선인 사회와 조선인교육 담론의 성립

  일제가 조선교육령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실업교육 위주의 정책은 ‘臣民’ 

만들기가 주요 목적이었다. 제국주의 질서의 바탕인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근

로의 정신과 복종의 태도를 가진 식민지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보통교육을 교육의 완성으로 설정하였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1915년 전

문학교규칙에 의거하여 전문학교로 자격을 부여받은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없었다. 국내의 전문학교는 경성전수학교, 경성의학전문학

교, 경성공업전문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등의 관립학교와 연희전문학교, 세브

란스의학전문학교 등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그 전공 분야는 법, 경제, 의학, 

공업, 농업이라는 실용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처럼 고등교육 역시 일부 

실용적인 응용 학문만 약간 허용되어 있을 뿐, 文·史·哲 등 인문학은 근대적 

고등교육 제도 안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장 수준 높은 최고의 교육

198) 박찬승은 한말, 특히 1906년 이후 191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내와 일본에서 신교육을 받
고 성장한 엘리트 집단을 ‘신지식층’이라고 칭하였다. 1910년까지 국내의 학교들은 초중
등교육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고등교육기관은 전무하므로 ‘지식층’이라 불릴만한 학생을 
배출하지 못하였으며 1910년 중반 이후 일부 전문학교가 생겨났으나 그 교육은 ‘지식층’
을 길러내는 교육이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외국 유학
을 통해 고등교육 기회를 얻어야 하였다. 이들은 ‘신지식층’의 대부분을 형성하게 되었
다. 이 글에서는 박찬승의 논의에 따라 특히 19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된 근대 교
육의 수혜자, 특히 일본 유학을 경험하고 조선인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아가려 했던 엘리
트 집단을 ‘신지식층’으로 부른다.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연구, 112~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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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문학이라는 인식은 儒學을 오랜 세월 학문의 정점으로 당연시해왔던 조

선인들의 뇌리 속에 박혀 있었다. 인문학을 위시하여 자연과학 등 다양한 근

대 학문을 깊이 공부하려면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길 밖에 없었다.

  한말 이후 1910년대까지 조선 학생들이 많이 유학한 곳은 일본이었다. 이전 

시기 유학생이 충군애국이라는 국가적 지향을 내세워 정치·경제·법 등 ‘仕宦’

으로서 국가 운영에 참여하려는 목적이 강했다면, 1910년대의 유학생들은 개

인의 실력주의에 입각하여 학업에 임하였다.199) 그러나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오히려 비판정신이 길러져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눈 뜨게 된 경우도 

생겨났다. 교육을 통해 고양된 비판적 안목을 가진 유학생들은 스스로를 “조

선 사회의 지도자”로 인식하였다.200)

  이 시기 일본 유학생들의 친목 단체는 1913년 기존의 여러 지역출신지별 

단체를 통합하여 결성된 留學生學友會(이하 ‘학우회’)이며 그 기관지로서 學
之光이 발행되어 1930년까지 이어졌다. 학우회와 학지광은 사실상 조선 

내에서 억압받던 지식인 공론장을 계승하며 신지식층의 산실 역할을 하였으며 

이들은 1910년대 이래 조선인 사회에서 핵심적인 지도층으로 부상하였다. 

  국내의 공론장 상황은 무단통치 아래서 매우 위축되었다. 일제는 강점 이전

부터 신문지법(1907)과 출판법(1909)으로 언론 통제의 고삐를 조이기 시작하

여 강점 후에는 조선인 발행 신문을 불허하고 조선어 신문으로 매일신보만 

발간되었다. 비록 총독부 기관지이기는 하지만 매일신보에는 조선인 기자나 

작가도 참여하며 근대적 언론·출판계의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었다. 기타 조선

어 잡지로는 일부 종교계와 문예·학술 잡지만 허용되었다. 그나마 발간이 허용

된 문예·학술 잡지 가운데 일본인 발간 또는 총독부와의 연계 속에서 新文界
(1913~1917), 公道(1914~1915) 등이 발간되었다. 다케우치 로쿠노스케

(竹内錄之助)가 발행한 신문계는 조선인 학생을 주요 독자로 상정하여 내용

을 꾸렸다. 기자로는 崔瓚植, 白大進 등 문학가들이 중심이었으며, 고문과 필

진으로 姜邁, 元泳義 등 사립학교 교원들이 참여하였다. 공도는 발행인 申
興雨, 편집 주필 강매를 비롯하여 洪秉璇, 金允經 등이 기고하였다. 이들은 

대개 배재학당, 정동교회, YMCA 관계자가 많았으며, 총독부의 기독교 신자

199)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연구, 116쪽.
200) 極態, ｢識者階級의 覺醒을 要함｣, 학지광 18호, 1919.1,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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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연계로 잡지 출판을 허가받은 것으로 보인다.201) 그런데 신문계 발행

인인 다케우치도 일본조합교회 신도였으며 이 단체는 총독부의 요구에 의하여 

조선의 ‘문명화’를 내걸고 전도에 나섰던 종파였다는 점을 볼 때,202) 공도와 

마찬가지로 신문계 또한 종교적 배경과 인맥을 가지고 발간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두 잡지에는 학무국장 등 총독부 관계자 등의 글을 싣는 日文欄이 

있어 당시 총독부에 친화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거의 유일한 조선인 발행 학술·문예 잡지로는 新文館의 靑春(1914~1918)

이 있었다. 崔南善이 설립한 신문관은 1908년 소년을 비롯하여 1910년대에 

청춘, 아이들보이, 붉은져고리 등을 발간하여 신지식층에게 발화 공간

을 열어 주었다. 최남선 외에도 李光洙, 洪命熹, 玄相允, 李商協, 秦學文 등

이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최남선이 설립한 신문관과 朝鮮廣文會는 신지식층의 

‘양산박’ 역할을 하였다.203) 특히 청춘에는 이광수, 현상윤, 崔八鏞 등 학지

광과 연계된 신지식층이 필진으로 적극 참여하였으며 잡지를 통해 최남선이 

선보인 조선 문화에 근간을 둔 근대문화 기획은 조선인 사회에서 상당한 호응

을 얻었다.

  이상과 같이 제한적이나마 소수의 잡지 매체를 통해 신지식층은 한글 공론

장을 열어 학술과 문예에 관한 언설을 생산하고 유통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

식층은 의도적으로 조선어 글쓰기를 통해 일본인을 배제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이는 곧 ‘조선인 사회’의 성립을 의미한다. 조선인 사회란 기본적으로 

일제의 일방적인 영향력의 범위와 구별하여 존재했던 조선 민족의 사회적 관

계망을 말한다.204) 조선인 사회는 같은 언어와 시공간에 대한 공유 의식을 바

탕으로 ‘타자’로서 ‘일본인’을 의식하면서 생겨난 공통의 감각을 기반으로 한

다. 민족 감정과 비슷하지만 정치적 권력을 상실당한 피식민자로서 식민권력

201)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한국감리교인물사전 DB｣에서는 강매에 대해 소개하면서 공도의 
발간 허가는 당시 경성 고등법원장으로 있던 와타나베 도오루(渡邊暢)가 독실한 기독교
인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와타나베는 경성 YMCA 창립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조재국, ｢와타나베 도오루 판사의 신앙과 민족운동 지원에 관한 
연구｣, 신학논단 95, 2019, 284쪽.)

202) 小野容照, ｢植民地における竹内録之助の出版活動-武断統治と朝鮮語雑誌-｣, 史淵(九
州大学大学院人文科学研究院編) 157, 2020, 48쪽.

203)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연구, 121쪽.
204) 이기훈, ｢일제하 청년담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3쪽; 김현주, 이광수와 문

화의 기획, 태학사, 2005, 85~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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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척점에 서서 가지게 된 존재의식을 포함한다. 이는 스스로 조선에 대하

여 ‘낯설게 보기’를 통해 가지게 된 ‘조선적인 것’을 향한 관심과 함께 조선인 

사회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조선인 사회의 특징은 조선어를 사용하는 조선 

민족의 공동체라는 조건과 함께,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

단이라는 점에 있다. 지식층은 이러한 지점에 주목하여 교육담론을 통하여 조

선인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시도하였다. 일제의 권력기구로서 

교육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지식인들의 교육담론은 식민교육에 저항하거나 

조응하면서 조선인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2) 교육공론장의 국가담론 부재와 ‘입신출세’ 교육담론

  1910년대 들어 일제의 통제 아래 일부 허용된 한글 매체의 교육담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국가(정치)의 부재’이다. 이전 시기까지 교육담론의 핵

심이었던 입국 또는 구국 교육담론은 거의 형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에서 

정치를 배제하려고 했던 총독부의 교육 정책과 언론 통제로 인한 결과인 동시

에 신지식층이 부분적으로 허용된 매체 공간을 지켜나가려 했던 전략이기도 

하였다. 이전 시기의 사회진화론적 인식은 여전히 이어졌으나 이제 ‘국가’ 차

원의 부국강병이나 독립을 대신하여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교육의 목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를 생존경쟁·우승열패의 원칙이 작용되

는 시대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상호투쟁이 우주와 인류 역사의 기본 

원리라고 보며,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전의 주장과 같이 국가의 힘을 기

르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확립하고 自己實現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당대 

신지식층의 인식이었다.205) 교육의 목표는 생존경쟁 시대를 살아낼 ‘개인’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로 모아졌다. 이때 사회는 개인들이 모여 조직하는 공동

체로 언급되었다. 

205) “보아라 社會의 眞相과 人生의 行路가 如何뇨 宇宙의 創造作用은 그 自體가 直히 
爭鬪로다 自己實現이 宇宙의 根本事實이라함은 卽是生存競爭을 意味것이 아닌
가? 實로 人類歷史의 大部分은 血과 淚의 連續이로다” (장덕수, ｢學之光三號發刊
에臨야｣, 학지광 3호, 1914.12,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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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독립과 자력에 대한 강조는 최남선이 “우리들은 선배란 것이 없다”

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러 극대화되었다.

우리의 쳐다볼 目標가 될만한 이가 잇는가 우리의 나아갈 길을 튼이가 잇는가 

우리의 집잡이 되는이가 잇는가 自己의 애쓰다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물녀주

고 우리가 뒤바칠만콤 自己의 쳐놋는 것이 잇는이가 잇는가 世上이 새로운 

뒤 으지 아니한 동안에 이 資格 잇는 이를 볼수업도다 우리는 正當한 意義
로 삷혀 先輩란 것이 잇지 아니하도다 우리 젊은이는 오즉 저를 미드며 저를 

힘닙나니 우리 스스로로는 압흐로 어주는 先輩와 뒤를 바치는 後進을 要하

지 아니하거니와 世運을 爲하야는 이에서 더한 설음이 업슬일이라 先輩가 업

스면 後進이 업슬지니 이 둘이 업는 곳에 모든 發展의 間斷됨이 진실로 맛당

하도다 우리들은 모든 것에 잇서 다 創造者일 天運을 맛난 者니 업스면 만들

름이라 先輩가 업느냐 그러면 그도 지을 것이오 後進 한 그리할 름이로

다…(중략)…이제 가장 큰 이 잇고 가장 큰 期待를 밧는이는 敎育社會오 敎
育家니 잠잠으로부터 소리나고 침침으로부터 빗날 것이 오즉 이것이리라하야 

이 판과 이 사람들을 더욱 尊敬함이라…(중략)…由來 敎育은 樂事인 同時에 

難事니 두렵건대 天下至難한 일의 한아일지라 人子를 戕賊하지 아니하기 엇지 

쉬우며 人才를 作成하기 엇지 쉬우며 社會文運의 有用한 役軍을 供給하기 엇

지 쉬우리오 그러나 이는 敎育의 大節이오 特別한 使命인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 應當 이를 아실것이오 만일 모른다하면 敎育家로의 無資格임을 自證함이라

할지로다 206)   

  이 글에서 최남선은 “우리의 목표가 될 만한 이”가 없는 구세대와의 단절을 

선언하며, 이 시대를 새롭게 창조해나갈 힘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최남선이 

말하는 ‘우리’는 신지식층을 비롯하여 신문명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신세대였

다. 이러한 단절 의식과 신세대로서의 책임 의식은 최남선만이 아니라 일본 

유학생 등 신지식층의 공통된 자기인식이었다. 신지식층은 “先祖도 없는 사람, 

부모도 없는 사람으로 今日今時에 天上으로서 吾土에 강림한 신종족”으로 자

칭하며,207) “우리 위에는 선각도 힘 있는 이도 없으니 어른 노릇도 우리가 하

206) 주간(최남선), ｢我觀｣, 청춘 4호, 1915.1. 17~20쪽.
207) 이광수, ｢子女中心論｣, 청춘 15호, 1918.9, 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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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힘 있는 이의 노릇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선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208) 이들은 구세대의 ‘숙명론적 인생관’을 버리고 “만사를 자기의 손에 

믿는 신인생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吾人의 총명으로 현재의 처지

의 불행한 원인을 구명하여 오인의 力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창조력을 응용

하여 행복의 신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209)

  신지식층은 이러한 자립적 정신과 능력을 갖춘 신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현

재 가장 중요한 일이며 따라서 교육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인식하였다. 이 

‘교육가’는 기본적으로는 교육 일선에 있는 교사이나 그 외에도 신지식층 전체

에게 교육의 책임이 부여되었다. 이들은 自修自養을 통해 유지선각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아가 피교육자가 되는 동시에 교육자가 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여겼다.210)

  자립적･독립적 개인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강조는 이미 1900년대에 서우
에 등장했던 자조론의 영향을 짐작케 한다. 한말에 국가 독립을 위한 ‘自强’의 

측면으로 ‘自助’를 인식하였다면, 최남선이 1918년 자조론을 번역 출판하면

서 ‘자조’는 개인의 ‘입신출세’라는 의미로 수용되며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211) 

최남선이 자조론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당대 신지식층의 많은 수가 일본 유학을 

경험하며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서국입지편을 접한 경험과 연동되어 있

다. 서국입지편과 함께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학문의 권장(学問の

すすめ)도 한국 지식층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 두 책은 입신출세 교육

관을 담은 대표적 저서들이다. 이 책들의 유행은 1870~1880년대 일본의 교육 

체제나 교육 풍토와 연관이 있다. 일본에서는 1872년 ‘學制’를 반포하여 근대

적 교육체제를 정비하였는데, 이때 학제 서문에서 교육의 목적을 ‘입신의 財
本’이라고 하여 입신출세적 교육관을 내세웠다. 이러한 교육관에 영향을 준 것

이 서국입지편과 학문의 권장이었다. 학문의 권장은 타고난 지위에 속

박되지 않는 능력주의 사회의 개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책이다. 모든 인

208) 현상윤, ｢말을 半島靑年에게 붙임｣, 학지광 4호, 1915.2, 14쪽. 
209) 이광수, ｢宿命論的 人生觀에서 自力論的 人生觀에｣, 학지광 17호, 1918.8, 18~20쪽. 
210)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돌베개, 2014, 87~88쪽. 
211) 최남선의 자조론의 번역은 한말부터 착수되어 오랜 기간 번역 작업을 거쳐 신문관 10

주년 기념해인 1918년에 출판된 것이었다. (최희정, 자조론과 근대 한국, 경인문화사, 
2020, 4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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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학문을 함으로써 입신출세의 길이 열린다고 하였으며 생활에 도움이 되

는 ‘實學’을 장려하였다. 서국입지편은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인내와 노력으

로 성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포부를 유행시킨 책이었

다.212) 일본에서는 1890년대 이후 교육칙어를 반포하며 국가주의 교육관으로 

정비하였으나 여전히 입신출세의 교육관은 중요한 교육 목적으로 일반에 확산

되었다. 개인의 독립을 설파한 학문의 권장과 입신출세 교육관의 고전인 
서국입지편의 자조 정신은 최남선을 비롯한 신지식층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

다. 자조의 기초는 자아 곧 개인의 발견이 선행되어야 하였다. 신지식층은 교

육의 목적을 개인의 자기 실현에 방점을 두고 자아를 강조하였고, 그 구체적 

실현으로 입신출세를 제시하였다.

  ‘입신출세’는 전통적 교육에서는 공적인 헌신을 위한 전단계 또는 사적 이익

의 추구로 여겨져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비록 입신출세의 욕망을 품을 

수 있다고 해도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다. 더욱이 교육의 장

에서 교육자가 교육의 목적으로 입신출세를 설파하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하

지만 교육을 받는 이들의 내면에서 개인의 출세와 가문의 영광은 교육을 받는 

중요한 동기로 작동하였다. 근대 교육이 확산되고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폐지

되면서 교육을 지위 상승의 통로로 삼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 확산되었다. 근

대개혁기에 지식층의 흥학열 담론에 민중이 호응하며 근대 교육을 수용했던 

배경에는 입신출세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었다. 1910년대에 들어 식민지 교육

체제가 갖추어지고 學歷主義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상향적 사회이동을 위해 

보통학교 취학이 점차 늘어나게 된 것은 입신출세라는 교육 목적이 정착되었

음을 반영한다.213) 1915년 이후 공립보통학교의 입학지원자 수는 모집정원수

를 초과할 정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교제도가 문관임용

제도나 기타 취업과 연계되며 학력주의가 자리잡아간 사회적 상황과 연관된 

것이었다. 조선인들은 민족의식을 버리고 보통학교 취학을 희망한 것이 아니

212) 竹內洋, 立志·苦學·出世, 講談社学術文庫, 2015, 37~38쪽; 가타기리 요시오‧기무라 하
지메 지음, 이건상 옮김, 일본 교육의 역사, 108쪽. 

213) ‘학력주의’란 형식적 학력이 사회적 지위나 직업을 차지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현상
을 뜻한다. 학력주의는 학력사회와 구별된다. 학력사회는 근대 이후 학력이 사회권력 구
성에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된 사회 등을 뜻하는데, 학력주의는 형식적 학력을 중시하는 
부정적 개념이다. 학력사회는 학력주의를 가져오거나 고학력 사회를 불러오는 경향이 있
다. (김병욱, 교육사회학, 학지사, 2007, 178~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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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향적 사회이동에 유용했기 때문에 취학을 희망한 것이었다.214)

  입신출세와 성공에 대한 선망의 시선은 신문계에서 조선인 사회의 ‘성공

가’를 소개하는 연재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소개된 이들은 평화당 

약방 李應善, 염직공장 金德昌, 京城商會 金潤秀 등, 경제적으로 입신한 인물

이라는 점이 특징이다.215) “誰가 富饒를 욕망치 아니하는 자 有하며 誰가 성

공을 企圖치 아니하는 자 有하리오”라고 하여 경제적 성공에 대한 욕망이 당

연한 것으로 선언하였다.216) 신문계의 이 연재물이 당대 신지식층의 성공에 

대한 관점을 보편적으로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이제 입신출세

라는 개인의 욕망이 근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권장되기 시작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입신출세의 영역이 전통적으로 

숭앙되어 왔던 관직 진출이 아니라 경제적 성공이라는 점은 자본주의 근대가 

조선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가고 있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신지식층은 입신출세를 위하여 두 가지 측면을 갖출 것을 주장하였다. 첫째

는 학문과 기예, 즉 지식의 측면이다. 이때 갖추어야 할 지식은 실생활에 적용

할 수 있는 실리적인 것이어야 했다. 일제가 조선 교육의 주지로 내세운 실업

교육의 강조와 상통하는 부분이었다.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하며 학지광에 

필진으로 참여했던 현상윤은 자신을 포함한 유학생을 ‘지식계급이자 신진사회’

라고 정의하며 경쟁의 시대에 이상적 청년이 해야 할 학업은 실용적 학문이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조선 유학생은 官尊民卑의 완고한 폐풍에서 벗어

나지 못해서 대부분 법률·정치 등을 전공하나 조선의 현실을 볼 때 과잉이라

고 하며, 자연과학 등 실리주의적 학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

다.217) 조선인 사회의 지도자로 자임한 유학생들은 과거의 유학생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들이 ‘실력주의’를 주지로 삼아 건실하게 수양하고 있다고 자부하였

다.218) 

214)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 취학욕구의 고조 - 학력의 자격화에 주
목하여｣, 歷史敎育 136, 2015, 139~154쪽. 

215) ｢成功家 - 平和堂藥房主 李應善君!!｣, 신문계 1915.12, 42~49쪽; ｢이 世上에 成功家
가  누구뇨 - 染織工所主 金德昌君｣, 신문계 1916.1, 74~79쪽; ｢이 世上에 成功家
가 누구뇨 - 京城商會 金潤秀君｣, 신문계 1916.3, 17~20쪽.

216) ｢이 世上에 成功家가  누구뇨 - 染織工所主 金德昌君｣, 신문계 1916.1, 79쪽.
217) 현상윤, ｢求하는바 靑年이 그 누구냐｣, 학지광 3호, 1914.12, 3~7쪽.
218) ｢日本留學史｣, 학지광 6호, 1915.7, 1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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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수는 전통 교육이 인문학에만 치우쳐 현실성을 결여했다고 비판하며,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근대 교육의 효용을 강조하였다. 이때 그가 말한 실

생활과 관련된 신교육은 박물학, 물리, 화학, 수학, 천문, 지리, 의･공･상･농학 

등의 근대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는 ‘생활’을 개체와 종족의 보호･발전

이라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생의 욕망이 문

명의 근간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자는 생의 욕망을 

긍정하면서도 학생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신 교육을 해야 한다

고 하였다.219) 즉,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종국에는 조선

인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일제가 내세운 

‘自作自活’의 실업교육 방침이 조선인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정치적 함의가 배제된 실용적 실업교

육은 조선인 개인과 사회가 근대 문명으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근대 문명에 대한 긍정이라는 측면에서 신지식층의 교육

관은 식민교육과 공통 지점이 있었다.

  이처럼 실력은 실생활과 관련된 실용적 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신지식

층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실용적 목적의 교육은 전통적 교육의 경세적 

성격 대신 이용후생의 측면에 집중한 것이었다. 실용적 교육의 이상적 모델로

는 미국 교육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미국 학생의 최대 욕망은 유용한 사람이 

되는 데 있다면서,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실제에 활용

할지 고민하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였다.220) 

  그러나 실용적 지식의 추구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선량한 인격과 독립적 기

상, 즉 덕육 또한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덕육의 측면은 전통적 교육부

터 계속 강조되어 온 것이지만, 한말‧대한제국기에 주로 충군애국의 측면에서 

219) ｢敎育家諸氏에게｣, 매일신보 1916.11.26~12.13. 이 연재기사에 드러난 근대 과학 교
육에 대한 신뢰와 교육자의 사회적 헌신에 대한 강조는 이광수의 소설 무정에도 그대
로 녹아 있다. “져들에게 힘을 쥬어야 겟다 지식을 주어야 겟다 그리셔 생활의 
근거를 안젼게 여쥬어야 겟다.…(중략)…｢조션사에게 무엇보다 먼져 과학을 쥬
어야겟서요 지식을 주어야겟서요｣고 쥬먹을 불쥐며 리에셔 일어나 방안으로 그닌
다.…(중략)…｢힘을 쥬어야지오? 문명을 쥬어야지요?｣ ｢그리하랴면?｣ ｢가라쳐야지오? 인
도야지오!｣ ｢엇더케요?｣ ｢교육으로 실으로｣.” (이광수, ｢무정｣(123), 매일신보, 
1917.6.9.) 이광수의 교육관이 잘 드러난 이 소설은 조선인들에게 읽힘으로써 교육적 효
과를 기대했다는 점에서 교육담론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20) ｢美國의 學生은 凡事가 다 實際的｣, 청춘 2호, 1941.11,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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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육이 강조되어 왔다면 1910년대에 들어서는 입신출세의 기반으로서 개인의 

내적 실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인격 수양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당시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던 오이켄(Eucken)의 인격주의 철학이 한글 

잡지를 통해 소개되었다. 근대적 물질문명을 비판하며 정신생활의 가치를 강

조한 오이켄의 철학이 일본 교육계에도 영향력을 확대해갔고 조선의 신지식층

도 그 자장 안에서 영향을 받았다. 물질주의와 과학만능주의 사조에 대하여 

오이켄은 이상주의·정신주의의 철학을 내세웠으며 물질의 세계인 자연과 대비

하여 정신생활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천명하고, 교육의 주안점으로 

청년의 정신생활 독립을 주장하였다. 즉, 교육의 목적은 전인격을 도야하는데 

있고 그 방법은 정신적 특성의 자유 발전을 도모하여 종래의 복종주의·주지주

의·획일주의 교육에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간이 가진 내부의 생

명력이 곧 인격이므로 자유 창조력을 기르기 위한 생의 철학이 곧 교육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221) 

  개인의 인격 교육에 대한 관심은 특히 아동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동되어 전

개되었다. 아동 중심 교육사상이 이 시기 전래되어 조선인교육 담론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 유학 후 기독교 운동에 힘썼던 洪秉璇은 아동교육은 지육과 덕

육 양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덕육의 경우 인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 인격 

교육을 종교 교육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시경의 제자로 당시 마

산 창신학교 교사였던 金允經은 가정이 아동의 개성 교육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인격의 기초인 도덕적 정조를 기르려면 가정에서 생활 

태도와 습관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다.222) 아동의 인격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논의도 대두되었다. 球運生이라는 필명의 논자는 

인격의 완성을 도모하려면 교사가 아동에게 교육적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한다

고 하여 아동의 인격 도야에서 교사의 교수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동의 생활을 강조하는 듀이의 교수 방법을 통해 교육을 사회생활과 활동, 

작업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23) 이상적 교사상으로는 페스탈로

221) ｢敎育界思潮-어이켄의 哲學과 敎育｣, 공도 2권 3호, 1915.3, 33쪽; ｢新有心論을 主唱
한 二大哲學의 明星｣, 신문계 1916.1, 60~64쪽. 

222) 홍병선, ｢兒童敎育｣, 공도 1권 3호, 1915.1, 25~27쪽; 김윤경, ｢家庭의 兒童敎育｣, 
공도 1권 3호, 1915.1, 27~29쪽. 

223) 구운생, ｢兒童의 環境과 敎育｣, 신문계 1915.10, 14~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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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두드러졌다. 페스탈로치가 강조되는 이유는 그의 교육

방침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점과 교육 내용에서 아동의 실제 생활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상과 같이 1910년대 조선인교육 담론은 교육의 목적을 ‘개인’적인 데에서 

찾기 시작하였다. 개인적 교육 목적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갈래였다. 하나는 자

립적 경제능력을 갖춘 근대 시민의 양성이고, 또 하나는 아동 중심 교육을 통

해 인격과 개성의 고양이었다. 그 결과로서 개인의 성공과 입신출세는 장려할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인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독립과 개성을 강조하고 

입신출세만을 지향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차츰 확산되고 있

었다. 근대 교육을 통해 탄생한 독립적 개인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입

신출세를 넘어서 ‘민족’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관

점의 대표적 인물로 이광수를 들 수 있다. 

  이광수는 근대 교육을 통해 만들어야 할 인간형과 사회가 구시대와 달라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까지 父祖 중심이었던 구시대를 벗어나 자녀가 독립적 개

체로서 ‘해방’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근대의 시대정신에 부합

하는 ‘근대적 부모’가 될 것을 주문하였다. ‘근대적 부모’는 현재와 같이 민족

주의가 발달된 시대에 자녀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종족의 일

원’이라고 여기며 교육하는 부모였다.224) 이 글에서 보이는 이광수의 교육관은 

전통과의 절연을 전제하며 근대적 문명을 향유하고 창조해나갈 신세대로서 

‘개인’을 길러내는 것이 중심이었다. 전통적 문중이나 가족 관념에서 벗어난 

독립적 주체인 개인은 근대 교육을 통해 탄생되는 존재였다. 

  또한 이광수는 민족을 구성하는 개인 가운데서도 ‘위인’･‘영웅’･‘천재’의 존

재를 중시하였다. “일국의 문명은 그 나라의 위인의 사업의 集積”이라고 하여 

위대한 개인의 존재가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보았다. 위인은 사회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위인’을 길러내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었

다.225) 그는 조선민족이 세계문화사적으로 볼 때 업적을 남기지 못했으나 앞

으로 신문화 건설에 성공한다면 위대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선민족이 신문

224) 이광수, ｢子女中心論｣, 청춘 15호, 1918.9, 9~17쪽.
225) 이광수, ｢天才야! 天才야!｣, 학지광 12호, 1917.4,(李光洙全集10, 又新社, 1979, 38~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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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문명을 이해할 정신력을 갖추고, 전 조선인이 민족적 

理想을 자각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적･민족적 노력을 해야 한다. 

그는 민족적 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民族的 努力이라 함은 一邊 天才를 가진 個人을 極力 保護하고 讚揚하야 死
馬骨을 五百金으로 求하는 故知를 배호며 一邊 大學이며 圖書館이며 各種 硏
究室이며 美術展覽會갓혼 것을 設하야 天才를 가진 個人이 修養할 機會를 엇

고 天才를 發揮할 機會를 엇게 하여야 함을 닐음이외다.226)

 

  이처럼 신문화 창조를 위한 민족적 노력은 뛰어난 天才를 가진 개인을 길

러낼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시설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광수

는 조선민족의 열등함을 전제하고 근대교육으로써 자본주의 근대를 적극적으

로 수용하는 길만이 신문화를 달성하고 문명국의 지위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

다. 이때 조선민족을 신문화로 이끄는 주체는 ‘천재’를 가진 ‘개인’이라는 점에

서 엘리트 위주의 영웅주의적 교육관을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910년대에는 식민교육의 통제 속에서 조선인교육 담론이 형성

되기 시작하였다. 이전 시기의 교육 목적이었던 부국강병과 국권 수호가 개인

적 가치로 대체되고, 개인적 성공과 입신출세에 대한 언설이 교육공론장에 공

공연하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전 시기 국난의 극복을 도모하며 제기된 교

육구국론 등의 교육 만능 담론은 일제하에서 그 대상을 ‘개인’으로 치환하였다. 

즉, 교육을 통해 적어도 ‘개인’적 삶의 개선과 성공은 가능하다는 믿음이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실업교육 정책은 실용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개

인의 경제적 자립을 주장하는 조선인교육 담론과 상당 부분 연동되었다. 

  그러나 근대적 주체로서 교육받은 ‘개인’이 조선인 사회에 공헌해야 할 책임

이 있다는 인식도 함께 확산되었다. 교육받은 개인이 헌신해야 할 공동체로서 

점차 대두된 ‘민족’은 3･1운동을 계기로 조선인교육 담론의 가장 중요한 주체

이자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226) 이광수, ｢우리의 理想｣, 학지광 14호, 1917.12,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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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내지연장주의’ 교육담론과 ‘조선인 본위’ 교육담론의 경합

 

1. 3‧1운동 이후 ‘조선인 본위’ 교육담론의 확산

 

 1) 조선인 사회의 교육열과 식민교육의 대응

   (1) 교육공론장의 재편과 문화주의 사조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갈등이 파국에 달하면서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은 서

구 문명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제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극단의 

시대’에 접어들었다.1) 열강 세력의 재편, 식민지 해방 운동, 사회주의 세력의 

확산 등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미국 대통령 윌슨과 러시아 혁명의 민족

자결주의 표방, 그리고 국제연맹의 결성은 세계평화의 이상주의를 일시적이나

마 전 세계에 파급시켰다. 이 시기의 시대정신은 ‘改造’라는 단어로 축약될 수 

있다. 세계대전이 서구 자본주의 문명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 것으로 여겨지면

서 현실주의적인 사회진화론이 약화되고 그 대신 이상주의적 개조론이 유행하

였다.2) 개조는 평화와 상호부조에 기반한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대정신이었

다. 

  바로 이 시기에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난 3‧1운동은 개조의 시대정신을 민감

하게 감지하고 독립 열망을 거족적으로 실천한 일대 사건이었다. 지식인들에

게 3·1운동은 신분·계층·직업·지역 등 종래의 구별 정서를 뛰어넘는 민족의식

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경험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체험은 민족의 고유성과 자

주성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되며 민족주의 계열의 문화운동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조의 전래는 지식인들로 하여금 만민 평등의 보편적 

권리를 가진 계급적 존재로서 조선인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3‧1운동의 폭력적 진압으로 세계 여론의 악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은 내지연장주의의 기조 하에 조선 

1) 에릭 홉스봄, 이용우 역, 극단의 시대, 까치, 2003, 20쪽.
2) 허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한국근현대사연구 50, 

2009, 3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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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방침을 변경하고 조선총독부 관제 개혁을 통해 문관총독 임명 등 유화적 

통치를 표방하였다. ‘문화의 발달과 民力의 충실’이라는 명분으로 이른바 ‘文
化政治’를 시작한 것이었다. 하라 내각의 조선 통치 방침 변경에는 3‧1운동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나 일본 사회의 내부적 변화 또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

하였다. 하라 내각 자체가 쌀소동이라는 민중운동과 정당정치의 요구 속에서 

수립된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산물이었다. 자유민권운동의 신장으로 다이쇼 데

모크라시가 일본 정치사상계를 풍미하면서 ‘개조’는 유행어가 되었다.3) 또한 

사회적 개조론뿐 아니라 정신적 개조론으로서 문화주의 철학사조도 크게 유행

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계의 자유적 풍조는 정치 기조에도 영향을 주어 유화

적 식민통치 방침이 나타난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 분위기와 식민통치 방침의 변경은 조선인 교육공론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신문지법으로 1920년 東亞日報‧朝鮮日報 등 민족 

신문이 발간된 것이 획기가 되었다. ‘신문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신문의 영향

력이 컸기 때문에 민족운동 세력은 신문을 직접 경영하거나 조직적으로 참여

하였으며, 사회주의 운동 세력 또한 신문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에

게 전달하고자 하였다.4) 특히 신문 발간 허용은 문화통치의 핵심으로 인식되

었다. 통감부 시기에 대한매일신보 등 민족지의 항일운동을 경험한 일본의 입

장에서 특히 민간 신문의 허용은 쉽게 허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문화정치

기 일본의 언론정책이 변화한 것은 3‧1운동 사후 처리에 대한 외국 여론의 비

판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글 신문을 통해 일본이 조선에 가져온 근

대문명의 혜택을 강조함으로써 식민통치에 순응하도록 하려는 의도도 내재되

어 있었다.5) 조선인의 불만을 완화된 문화정책으로 해소하면서 정치적 욕구를 

억누르려는 방책이었다. 그리고 開闢‧新天地‧新生活‧朝鮮之光‧東明
등의 종합잡지도 1922년에 신문지법으로 시사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허가되

3) 잡지 改造가 1919년 발간되어 일본 지식층 사이에서 유행하자 개조론은 급격히 파급되
었다. 당시 일본 사상계를 풍미했던 개조론은 사회개조론(러셀), 사회주의(맑스), 수정파 사
회주의(베른슈타인), 길드 사회주의, 무정부주의(크로포트킨), 볼셰비즘 등 다양한 경향을 
아우른 것이었다. (김형국, ｢1919~1921년 한국 지식인들의 ‘改造論’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대하여｣, 충남사학11, 1999, 121~122쪽.) 

4) 박용규, ｢1920년대 중반의 신문과 민족운동｣, 언론과학연구9-4, 2009, 278쪽. 
5) 박헌호, ｢‘문화정치’기 신문의 위상과 반일검열의 내적 논리｣, 대동문화연구50, 2005, 205~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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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여타 잡지들은 출판법에 의거하여 발행을 허가받았다. 조선인 발행 잡지

들의 상당수가 간행되었다가 불과 몇 호를 발행하지 못하고 폐간되었다. 출판

법에 규제되는 잡지는 원고의 사전 검열이 필수였기 때문에 더욱 열악한 조건 

하에 있었다.6) 

  민간 자본에 의한 한글 매체가 허용된 것과 동시에 검열 제도가 정비되어 

더욱 세밀한 검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문화통치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제의 의도와 별개로 한글 매체의 증가는 교육받은 지식층

이 문필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었으며 동시에 조선인 사회에서 

상당한 독자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인 사회의 공론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확장되었다. 지식인들은 교육공론장을 통하여 이전 시기보다 

훨씬 다양한 갈래의 교육담론을 생산‧유통할 수 있었다.7) 매체의 수가 양적으

로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1920년대 중반부터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하는 매체가 차츰 분리되면서 매체의 질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었다.

  1920년대 전반기 조선인 사회의 교육공론장은 3･1운동 세대가 중심이 되어 

주도하였다. 1920년에 창간되어 조선인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신문･
잡지인 동아일보, 개벽의 주도층은 3･1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

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아일보의 경우, 초창기 논설 집필을 담당했던 

張德秀와 金明植은 일본유학생 시절부터 학우회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했

고 1920년에는 사회혁명당 결성에도 참여했던 인물들이다.8) 개벽은 3･1운

동의 주도 세력이었던 천도교 계열에서 만든 잡지로, 李敦化, 方定煥, 金起田, 

朴達成, 車相瓚 등 천도교청년회원들이 중심이 되었다.9) 3･1운동의 직･간접

적 체험을 통해 지식인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 3･1운동이라는 

공통적 경험은 ‘문화’라는 계기를 통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진보할 수 

6) 박찬승,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3 : 언론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30~31쪽. 

7) 가장 오랜 기간 발행되었으며 조선인 여론의 지표로 여겨졌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경
우, 1920년에서 1940년까지 사회제도 관련 사설 123개 중에서 학교 관련이 73개로 과반
수를 넘어 수위를 차지하였다. (김민환‧박용규‧김문종, 일제강점기 언론사 연구, 나남, 20
08, 60쪽.)

8)  최선웅, ｢1920년대 초 한국공산주의운동의 탈자유화 과정 - 상해파 고려공산당 국내지부
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26, 2007, 291쪽.

9) 최수일, ｢개벽의 출판과 유통｣, 민족문학사연구16-1, 2000,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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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통합’의 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10) 동아일보와 개벽 등 조

선인 사회의 주요 공론장에서 문화주의에 기반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문화운동

을 통한 신문화･신사회 건설의 이상이 구체화되었다.

  동아일보는 창간사에서 “조선 민중의 표현 기관임을 자임, 민주주의 지지, 

문화주의 제창”을 주지로 선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의 당대 인식

과 문화주의에 대한 시각이 드러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世界人類의 運命의 大輪은 한번 回轉하도다. 쯔아는 가고 카이사는 쪼기도

다. 資本主義의 貪婪은 勞動主義의 挑戰을 밧고 强力에 基本한 侵略主義와 

帝國主義는 權利를 擴護하는 平和主義와 正義를 根本한 人道主義로 轉換코

자 하난도다. 그런즉 人民으로 말미암은 自由政治와 勞動으로 말미암은 文化
創造와 正義人道에 立脚한 民族聯盟의 新世界가 展開하려하는 것이 아닌

가.…(중략)…吾人은 新時代가 임이 왓다 아니하노라. 新世界가 발서 展開되엿

다 아니하노라. 오즉 暗黑中으로서 爭鬪로써 解産의 苦를 가지고 雄雄한 新文
明의 姿와 明明한 新時代의 曙光이 멀리 水平線上에 보이도다 하노라. 뵈이도

다. 오라 幾千萬의 男女民衆이 그를 向하야 努力함을 것을. 이러한 에 東亞
日報는 生하도다.…(중략)…文化主義를 提唱하노라. 이는 個人이나 社會의 生
活內容을 充實히 하며 豐富히 함이니 곳 富의 增進과 政治의 完成과 道德의 

純粹와 宗敎의 豊盛과 科學의 發達과 哲學藝術의 深遠奧妙라. 換言하면 朝鮮
民衆으로 하야곰 世界文明에 貢獻케 하며 朝鮮江山으로 하야곰 文化의 樂園
이 되게 함을 高唱하노니 이는 곳 朝鮮民族의 使命이요 生存의 價値라 思惟
한 緣故라.11)

  이상과 같이 동아일보는 창간사에서 당대를 ‘인류사의 대전환기’로 선언

하였다. 자본주의, 침략주의, 제국주의의 시대가 가고 노동주의, 평화주의, 정

의·인도주의의 신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러

시아 혁명의 성공이라는 세계사적 변화와 더불어 총독부의 문화정치의 실시는 

조선인들에게 신시대에 대한 희망을 품게끔 하였다. ‘노동주의’라는 가치가 평

10) 소영현, ｢3･1운동과 ‘학생’ - ‘학생-청년’의 담론적 재편성 고찰｣, 현대문학의 연구39, 
2009, 6쪽.

11) ｢主旨를 宣明하노라｣, 동아일보 1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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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의･인도와 함께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개조의 기치 하에 사회주의·자유

주의 등 여러 사상이 혼용된 채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창간사는 당시 주필

이었던 장덕수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12) 그 외에 논설반에는 김명식, 張德
俊, 李相協, 秦學文 등 간부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설은 장덕수

와 김명식이 담당하였다. 두 사람은 상해파 공산주의 그룹의 일원이기는 했지

만 그들의 사상적 경향은 마르크스주의보다는 급진적 자유주의에 가까웠다.13) 

그에 따라 동아일보의 창간사는 노자협조의 시각이나 사회민주주의적 시각

을 노정하고 있었다. 또한, 위 창간사와 같은 지면에 실린 유근의 글에서는 무

력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문화주의, 제국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사회주의를 언

급하고 있기도 하다.14) 이처럼 1920년대 초반까지 동아일보는 대체로 여러 

사상 경향을 내포한 문화주의라는 큰 틀에서 신시대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이때 문화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생활 내용을 충실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 

즉 ‘부의 증진과 정치의 완성’을 비롯하여 도덕·종교·예술·과학 등의 발달을 도

모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 문화주의 철학자 소다 기이치

로(左右田喜一郞)의 문화가치철학과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독일 신칸

트학파 리케르트에게 사사한 소다는 자연과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인간 노력의 

소산, 즉 예술·학문·종교·도덕·기술·법률·경제 등을 ‘문화재(Kulturgüter)’라고 

부르고, 이러한 문화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총체를 문화라고 하였다. 그리고 

문화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으며 인격은 보편타당성 문화가치

의 추구에서만이 자신의 고유한 의의를 발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주의

의 이해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조선의 문화운동론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

다.15) 문화주의의 향도자로서 조선 ‘민족’과 ‘민중’을 혼용하여 쓰고 있다는 점

도 동아일보의 특징이다. 동아일보가 ‘민중’ 중심을 주지로 내세웠을 때 그 민

중은 사실상 민족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인다. 이처럼 동아일보는 ‘민족’이

라는 주체를 창간 당시부터 정면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12) 김경택, ｢1910･20년대 동아일보 주도층의 정치경제사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42쪽. 

13) 이기훈, ｢1920년대 동아일보의 중국 인식｣, 동방학지178, 2017, 64~67쪽.
14) 유근, ｢我報의 本分과 責任｣, 동아일보 1920.4.1.
15) 左右田喜一郞, 文化價値と極限槪念, 岩波書店, 1922, 58~60쪽; 박찬승, 한국근대정치

사상사연구, 역사비평, 1992, 183쪽; 허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
국 지식인｣, 한국근현대사연구50, 2009,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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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개벽의 경우, 문화주의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개조의 정신

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문화적 생활을 표방하였다. 개벽은 천도교를 배경

으로 하고 있던 대중잡지인 만큼 천도교적 세계관과 시대관이 잡지의 창간 취

지에 담겨 있다. 동아일보가 ‘민중’의 소리를 대변하겠노라 선언했다면 개벽
은 ‘인민’의 소리를 담아내겠다고 천명하였다. 창간사에서는 인민의 소리가 곧 

신의 소리이며 사람이 진화한 상태가 신이라 하여 人乃天 사상을 전제하고 

있음을 표방하였다. 그리고 지금 세계대개조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는 

곧 개벽의 시대라고 하여, 낡은 것을 뜯어고치고 약자도 공존할 수 있는 새 

시대가 그 내용이라고 하였다. 즉, 개조가 바로 개벽이라는 것이다.16) 개조를 

실현할 방법이 ‘신문명의 확립을 요구하는 발동이요 완전한 인류의 생활을 期
成’하기 위한 문화운동이었다.17) 개벽의 대표적 필진으로 천도교 이론가인 

이돈화가 쓴 ｢文化主義와 人格的平等｣은 개벽사의 문화주의 기조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文化의 觀念을 分析한즉 是等의 部分을 分割하야 볼 수 잇는 것이나 然이나 

此를 摠括한즉 畢竟 文化는 人의 能力의 自由 發達이라 云하는 事에 歸着할 

것이라 思할지니 卽 人은 人格을 가지고 잇는 것인데 그 人格잇는 人으로의 

여러 가지 自由로 發展케 하는 事가 即 文化라 할 것이다. 卽 單히 道德이라

던가 或은 學術이라던가 云하는 狹義의 者에뿐 止치 아니하고 여러 가지 人의 

活動力이 自由로 發達하야 向上에 向上을 加하는 發展이엇다. 딸아서 此 文
化로써 生活의 中心으로 하는 思想에 即 文化主義라 할 것은 多言을 不要할 

것이엇다. 如斯한 文化는 人格主義로부터 出한 것이라 하면 文化는 무엇보다

도 먼저 論理上 國土時代의 經驗的 內容을 超越한 先天的 基礎의 上에 立한 

것 일지며 그리하야 此를 有한 者는 論理上 먼저 先驗的 自我 卽 人格에 置
重치 아니치 못할지로다. 故로 文化라 云하며 改造라 云함은 먼저 此와 如한 

人格의 存在를 豫想할 것이며 그리하야 此와 如한 人格의 上에는 平等觀이 

成立치 아니치 못할 것이로다.18)  

16) ｢創刊辭, 개벽 창간호, 1920.6, 2쪽 ; ｢世界를 알라｣, 개벽 창간호, 1920.6, 3~13쪽.
17) 김정인, ｢개벽을 낳은 현실, 개벽에 담긴 희망｣, 임경석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사람들, 2007, 252쪽.
18) 白頭山人(이돈화), ｢文化主義와 人格的平等｣, 개벽 6호, 1920.12, 11~12쪽.   



- 98 -

  이돈화는 문화를 ‘사람의 능력의 자유로운 발달’로 규정하고, 도덕·학술을 

비롯한 정신적 활동 외에 다양한 인간의 활동력을 전개하여 문화를 생활의 중

심으로 두는 것을 문화주의라고 보았다. 이러한 문화는 ‘인격주의’로부터 나오

며 인격은 곧 선험적 자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돈화의 문화주의 이해

는 앞서 동아일보 창간사가 소다의 문화가치철학에 근거한 것과 비교하여 구

와키 겐요쿠(桑木嚴翼)의 문화주의를 배경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글은 구와키의 文化と改造의 일부를 그대로 발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19) 이돈화가 문화주의 경향 가운데서도 구와키의 인격가치 철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의 ‘사람성주의’ 사상과 연관하여 개조 가운데서도 인격 개조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20) 소다와 비슷하게 독일 신칸트학파의 영향을 받

아 일본에서 문화주의를 제창한 구와키는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에게 의무를 

명령하는 선험적 자아를 인격이라고 하면서 인격의 기초 여부가 문화와 문명

을 구별한다고 하였다. 즉, 문화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인격적 자아 관념이라

는 것이었다.21)

  이처럼 개인과 자아에 방점을 둔 구와키의 문화주의 사조는 개벽 필진에게

도 공유되어 사회개조의 전제로서 개인의 개조를 강조하는 경향성을 나타나게 

되었다. 이돈화가 개조의 신시대를 이끌어갈 신인물로서 “자신의 힘을 철저히 

발휘하며 平常에서 平常 그대로 자기의 재능을 철저히 표현하는” 개인을 강

19) “문화는 사람의 능력의 자유로운 발달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즉, 사람은 인
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인격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자유롭게 발전시키는 것
이다. 즉, 단지 도덕이라든가 혹은 학술이라든가 하는 협애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
간의 활동력이 자유롭게 발달하여 그 행선지를 어디라고 정하지 않고 발달해 가는 양상인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문화로써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사상이 곧 문화주의라고 말하는 것
은 말이 필요없이 명확한 것이라고 하겠다. (文化は人の能力の自由なる発達と云ふ事に帰
すると思ふ。即ち人は人格を持つて居るものであるが、其人格ある人としての総ての能力を
自由に発展せしめることである。即ち単に道徳とか或は学術とか云ふ狭められたものでな
い、有ゆる人間の活動力が自由に発達して其行先きに何所といふ定めなく発展して行く所の
事柄である。随って此文化を以て生活の中心とする思想が即ち文化主義であると云ふは多辮
を要せずして明かであるといはねばならぬ。)” (桑木嚴翼, 文化と改造, 下出書店, 1922, 
58~59쪽. 참고로 文化と改造은 구와키가 여러 잡지에 발표했던 기존 논문들을 모은 저
작집이다.) 

20) 이돈화가 제창한 사람성주의에 대하여 허수는 ‘사람 본위’의 사회사상으로서 천도교 문화
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하였다. (허수, ｢1920년대 전반 이돈화의 개조사상 
수용과 ‘사람성주의’｣, 임경석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사람들, 
2007, 224~225쪽.)

21) 桑木嚴翼, 文化と改造, 下出書店, 1922, 65~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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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던 것과도 연결된다.22) 

  동아일보와 개벽은 문화주의 사조 안에서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상적 신문화·신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문화

운동을 추진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신문화·신사회 건설의 주체로는 민

족, 민중, 인민 등을 내세웠다. 그 전제 조건은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

는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합당한 교육이 

필요하며, 더욱이 진정한 문화를 누리려면 지식층 수준의 교육이 요구되지 않

을 수 없었다. 본디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문화주의가 창도되었던 배경에는 

급속한 근대화의 그늘에서 배태된 사회적 모순과 그에 따른 지식층의 지위 변

동이 놓여 있었다. 독일 사회 안에서 통치 계층이었던 지식층은 신흥 산업 부

르주아와 노동자 계급의 대두 앞에서 기존의 특별한 지위를 위협받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교양(Bildung) 계층으로서 정신이 만들어내는 문화의 담지자

라고 자각하여 문명을 비판하고 문화주의를 제창하였다.23) 

  이처럼 문화주의는 본질적으로 문화-교양의 담지자로서 지식층의 역할을 

상정하고 있었다. 조선의 지식인들도 신문화･신사회 건설을 실천할 지식층을 

길러내야 한다고 보았다. 지식층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조선인 사회가 근대 교

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였다. 그러나 지식인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은 

고사하고 아직 보통교육조차 일반화되지 않은 것이 식민지 교육 현실이었다. 

따라서 일단 조선인 아동의 보통학교 취학률을 높이고 학생 수를 양적으로 늘

릴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3･1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조선인 

사회의 교육열 현상에 지식인들의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상과 같이 1920년대 초 조선의 교육공론장을 풍미했던 문화주의 사조는 

조선인교육 담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위계상 우열이 전제된 ‘문명’에 

대비하여 민족‧사회의 고유성에 바탕을 둔 ‘문화’의 개념은 조선 민족을 교육

의 주체와 대상으로 상정하게 하였다. 지식인들은 현재 낙후되어 있는 조선인

들이 교육을 통해서만 문화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고 여겼다. 교육 문제는 곧 

민족 전체의 문제로 논의되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교육기회의 확대

22) 최주한, ｢개조론과 근대적 개인-1920년대 개벽지를 중심으로｣, 어문연구32-4, 2004, 
309~318쪽.

23) 미야카와 토루 외, 이수정 옮김, 일본근대철학사, 생각의나무, 2001,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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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편으로는 교육의 내용상 민족문화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민족문화의 고유성을 강조하며 이를 교육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근대교육의 긍정으로서 교육기회의 확대와 민족문화 교육에 대한 언

설이 이 시기 교육공론장에서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는 ‘조선인 본위’ 교육이

라는 의미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식인들은 문화운동 

차원에서 교육단체를 조직하고 조선인 본위 교육운동에 나섰다. 이 시기 지식

인들이 교육을 민족문제로 규정하고 교육운동에 나설 수 있었던 데에는 교육

열 현상이라는 실체가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교육열 현상과 입학난 문제의 쟁점화

  1920년대 전반기 조선인 교육의 가장 큰 화두는 교육열 현상이었다. 3·1운

동 이후 조선인 사회에 생겨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교육열 또는 향학열의 

발흥을 들 수 있다. 보통학교 취학열로 대표되는 교육열은 일반적으로 1920년

대 초부터 나타난 현상으로 언급되어 왔다.24) 1910년대 중반부터 학력사회의 

틀이 갖추어지며 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입학경쟁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더 광범

위하고 지속적으로 공교육기관에 대한 입학과 진학이 조선인의 일상 속에 뿌

리내리게 된 시기는 192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25) 이 무렵부터 조선인들

은 보통학교를 비롯한 공교육 체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전술하였듯이 1910년대에는 일제에 의해 설립된 공립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24) 한우희는 1920년대 ‘교육열’에 대하여 보통학교 지원 아동의 격증, 학교설립 행위, 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회와 후원회 결성, 기부 행위 등을 아우르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공립보
통학교 학생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1920년부터 서당의 학생수를 추월한 1923년까지를 
‘교육열의 시기’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한우희, ｢일제 식민통치하 조선인의 교육열
에 관한 연구｣2·3, 1990, 121~122쪽.) 

25) 古川宣子,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등은 1910년대부터 학력의 자격화와 함께 보통학교의 입
학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오성철은 입학경쟁 자체를 교육열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1915년부터 보통학교 입학경쟁이 전개된 것은 사실
이나 입학경쟁은 교육기회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때 일어난 현상으로 교육 기회의 수
요 증대뿐 아니라 기회의 공급 자체가 매우 제한적일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1910
년대 보통학교가 조선인 사회의 교육으로 정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성철, 
｢삼일운동의 교육사적 의의｣, 한국초등교육3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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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기 때문에 공립보통학교보다 서당에 다니는 교육인구가 더 많았으나 이러한 

현상은 1920년대 들어 역전되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당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신식 교육이 일반적 대세가 되었다. 서당교육은 낡은 

전통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로 폄하되었다. 한문으로 기록된 중국 고대 사적이 

주요 내용이라 범위가 협소하고 익히기 어려우며 실생활에 맞지 않아 공상적

인데다가 가르치는 교사가 고루하고 시세에 몽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26) 

이 시기 교육열은 신식 교육에 대한 적극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서 한말의 흥학열과는 차이가 있다. 한말의 흥학열이 주로 정부, 식자층, 학회 

등이 주도한 학교 설립열을 의미했다면, 1920년대 전반기의 교육열은 이전까

지 기피했던 신식 학교에 대한 긍정을 전제로 하여 일반 민중의 취학 열망 급

증과 함께 교육제도 개선과 내용의 충실까지 도모하려는 움직임이었다.27)

  그런데 1920년대 전반의 교육열을 논할 때 먼저 검토되어야 할 지점이 있

다. 바로 교육열의 실체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1920년대 전반기 교육

열의 실상에서 보통학교 취학열과 학교설립열을 구별해야 한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는 교육열의 실체가 생각보다 더 복잡다단했음을 암시한다.28) 따라서 교

육열에 관해서는 그 현상과 담론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교육열은 ‘향학

열’이라는 표현처럼 민중의 ‘배움에 대한 열망’이라는 측면과 함께, 주로 지식

층의 ‘가르치려는 열망’이라는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하였다. 전자가 보통학교를 

비롯한 신식 학교 취학열로 표출된 현상이라면 후자는 학교 설립열을 포함하

여 교육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담론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열은 

민중의 실천적 차원과 지식층의 담론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먼저 교육열 현상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자. 교육열 현상은 대체로 입학 

정원을 초과하는 신식학교 취학열로 설명되었다. 1921년 6월 시바타(柴田) 학

무국장은 “조선인 간에 향학심이 왕성하게 된 것은 실로 놀랄만한 일”이라고 

하면서 근래 3년간 예상한 입학자보다 지원자가 많게는 2배가량 웃돌았다고 

26) ｢敎育機關을 急設하라｣, 조선일보 1920.6.24. 
27) ｢우리 社會의 實相과 그 推移｣, 개벽 11호, 1921.5. 
28) 윤현상은 교육열 가운데 취학열과 학교설립열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1920년대는 공립보통학교 설립열이 취학열보다 더 높았으며 이는 공립보통학교 운영을 
위해 제정된 조선학교비령의 조세구조에 의한 영향임을 밝혔다. (윤현상, ｢1920년대 총독
부 교육재정 정책의 변화와 공립보통학교 설립열의 확산｣, 역사문제연구3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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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29) ‘향학심’의 발흥으로 인한 교육열 현상에 대해서 총독부는 다소 예

상치 못한 결과이기는 하나 식민지 교육제도가 뿌리내리는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1921년 11월 소집된 관립학교장 회의에서 미즈노(水野) 정무총감은 “조선 

통치 방침을 문화정책으로 채택한 지금,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

음은 물론이다. 전에 동요된 민심도 지금은 소강되고 최근 왕성하게 향학심이 

발흥됨을 보니 제반 교육 시설에 신경 쓸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였다.30) 문화

정치가 정착되면서 3·1운동을 정점으로 격앙되었던 민심이 이제 안정 국면에 

접어든 결과 향학심이 발흥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총독부가 교육열의 실증적 

근거로 삼은 것은 취학 관련 통계 지표였다. 다음 <표 3>~<표 6>은 조선인 

초등·중등 교육기관 입학 상황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전국 공립보통학교 입학 상황 추이 (1915~1923)

연도
모집정원 (명) 지원자 (명) 입학자수 (명)

입학자/지원자 
비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15 20,518 3,227 21,186 2,935 18,289 2,600 86.32 88.58
1916 22,893 3,818 24,241 3,371 20,689 3,012 85.34 89.35
1917 23,758 5,061 29,586 4,785 23,977 4,126 81.04 86.22
1918 22,000 5,004 26,253 4,563 20,813 3,951 86.15 80.36
1919 22,426 5,229 21,772 4,057 18,696 3,632 85.87 89.52
1920 29,543 6,539 39,186 6,575 29,564 5,911 75.45 89.91
1921 38,480 8,909 66,688 11,451 33,368 595 62.07 78.57
1922 54,588 12,945 117,236 17,459 58,757 12,972 50.12 74.31
1923 66,023 16,169 103,050 20,094 65,317 15,193 63.39 75.64

  출전 : 조선총독부관보 1915.11.23; 1916.9.26; 1917.9.25; 1918.10.24; 1920.1.6;1920.1

16; 1921.11.17; 1922.12.14; 1923.12.17.

29) 시바타 학무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1919년 신입 학생 총계를 1만 5천명으로 상정하였으나 
실제 공립학교 입학지원자는 3만 5천명이나 되었고, 1920년에는 신입생을 4만 5천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지원자는 5만 5천명이었다고 한다. 1921년의 경우 5만 5천명을 준비했
으나 7만 5천명이 입학 지원했다고 하였다. (｢年年 增加 朝鮮人의 向學熱 - 柴田學
務局長談｣, 조선일보 1921.6.12.) 

30) ｢朝鮮統治祕話｣(1937), 水島広紀 編集, 植民地帝國人物叢書38 朝鮮編19, ゆまに書店, 
2010, 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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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은 1915년부터 1923년까지 공립보통학교의 입학지원자수와 실제 입

학자수를 보여준다. 1915년은 전술하였듯이 일제가 조선 통치의 안정기에 접

어들었다고 자임한 시점인 동시에 보통학교 입학 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시기였으며, 1923년은 보통학교 입학자수가 서당 입학자수를 상회하기 시작했

으며 보통학교 취학열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즉, 보통학교가 식

민지 조선의 초등교육기관 중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시기가 1923년이었

다.31) 그러므로 수적으로 가장 많은 학령인구가 해당되는 공립보통학교의 입

학 상황을 취학열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지표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1915

년부터 1923년까지를 살펴본 것이다.

  1915년 전국 공립보통학교 모집정원 총 23,745명(남학생 20,518명, 여학생 

3,227명)에 대하여 입학지원자는 남학생이 103%, 여학생이 91% 가량으로, 

남학생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약간 웃도는 것을 볼 수 있다. 남학생 지원자 중 

약 86%인 18,289명이 입학하였다. 입학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상회하는 현상은 

남학생의 경우 이후 대체로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1919년에는 모집정원보다 

입학지원자수가 약간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3·1운동의 여파로 생긴 일

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1920년부터 1923년까지 남녀 모두 입

학지원자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1920년에는 모집정원

의 130%, 1921년에는 173%, 1922년에는 214%, 1923년에는 156% 정도가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고자 하였다. 1921~1922년은 공립보통학교 지향이 가

장 높았던 시점으로 파악된다. 지원자 대비 남학생 입학자 비율은 1921년 6

2%, 1922년 50%로 나타나, 공립보통학교 입학 희망자 중 절반은 입학이 어

려운 상황이었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경쟁률은 낮았으나 모집정원, 입

학지원자, 입학자 수 모두 남학생의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소수였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1920년부터는 여학생 입학지원자도 정원을 초

과하였다. 

  같은 시기 사립보통학교의 입학 상황은 <표 4>와 같다.

31) 김부자 지음, 조경희·김우자 옮김, 학교 밖의 조선 여성들, 일조각, 2009,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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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전국 사립보통학교 입학 상황 추이 (1915~1923)

  출전 : 조선총독부관보 1915.11.23; 1916.9.26; 1918.10.24; 1920.1.6;1920.1.6; 1921.11.

17; 1922.12.14; 1923.12.17.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사립보통학교의 경우 모집정원 자체가 공립보통

학교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었다. 1915년 전국 사립보통학교 모집정원은 899

명으로, 공립보통학교 정원의 3.7%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입학정원이 가장 

많은 1922년에도 3,284명에 불과하여 공립보통학교 정원 67,533명의 5%도 

채 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설 공립보통학교의 상당수는 기존의 

사립보통학교를 공립화한 것이었다. 일제는 1910년대 초부터 기존의 사립보통

학교와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 인가하여 사립보통학교의 성장을 억제하였

다. 사립보통학교는 개인 독지가의 설립, 기존의 사립학교의 재인가, 지역민의 

공동 투자, 종교단체의 후원 등으로 설립되었다. 그 중에서도 지역에 설립되어 

있던 기존 사립학교나 각종 교육기관을 계승하여 사립보통학교로 인가‧설립되

는 경우가 많았다.32) 즉, 식민교육 제도 하에 있으면서도 지역민을 중심으로 

독자적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사립보통학

교는 일제의 공립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들어 수적으로 증가하는 양

상을 보였으며 1921년부터는 입학지원자가 정원을 상회하였다. 이처럼 1920

년대 전반 교육열에는 사립보통학교 취학열도 포함하여 신식 학교에 대한 열

망이 반영되어 있었다.

32) 강명숙, ｢1910년대 사립보통학교의 성격 연구｣, 한국교육사학33-2, 2011, 22쪽.

연도
모집정원 (명) 지원자 (명) 입학자수 (명)

입학자/지원자 
비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15 690 209 282 193 274 133 97.16 68.91
1916 399 133 309 135 242 102 78.31 75.55
1918 825 282 662 312 605 292 91.39 93.59
1919 1,036 311 673 245 638 201 94.79 82.04
1920 1,333 479 1,010 600 1,049 474 95.27 79.00
1921 1,652 525 2,198 1,048 1,838 614 83.62 58.59
1922 2,496 788 3.614 1,110 2,418 726 66.91 65.41
1923 2,231 810 3,534 805 2,146 652 60.72 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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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 등 중등교육기관의 취학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5>, <표 6>과 같다. 

<표 5> 전국 관립 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 입학 상황 추이(1916~1923)

연도

관립고등보통학교 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 

모집정원 
(명)

지원자 
(명)

입학자 
(명)

입학자/지
원자 

비율(%)

모집정
원 (명)

지원자 
(명)

입학자 
(명)

입학자/
지원자 
비율(%)

1916 460 2,140 462 21.59 96 111 89 80.17
1917 450 2,195 450 20.50 100 130 108 83.08
1918 550 2,270 545 24.01 100 109 98 89.90
1919 650 2,386 628 26.32 130 78 66 84.61
1920 650 1,994 630 31.59 160 147 144 100
1921 880 3,230 905 28.02 170 250 196 78.40
1922 1,288 5,254 1,277 24.51 200 348 198 51.55
1923 1,405 4,847 1,382 28.73 200 441 202 45.80

  출전 : 조선총독부관보 1916.9.26; 1917.6.15; 1918.10.24; 1919.11.3; 1920.7.15; 1921.7.

4; 1922.8.14; 1923.6.13.

 <표 6> 전국 사립 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 입학 상황 추이(1918~1923)

연도

사립고등보통학교 사립여자고등보통학교 

모집
정원 
(명)

지원자 
(명)

입학자 
(명)

입학자/
지원자 
비율(%)

모집
정원 
(명)

지원자 
(명)

입학자 
(명)

입학자/
지원자 
비율(%)

1918 740 1,622 710 43.77 125 77 69 89.61
1919 700 873 328 37.57 239 49 49 100
1920 1,065 2,497 1,092 44.13 280 221 211 95.02
1921 1,593 5,505 1,707 31.01 275 372 221 59.41
1922 1,321 4,883 1,396 28.59 259 515 243 46.28
1923 1,333 4,179 1,408 33.69 306 668 280 41.91

  출전 : 조선총독부관보 1918.10.25; 1920.1.6; 1920.11.10; 1921.11.17; 1922.12.14; 1923.

12.17.



- 106 -

  이상의 <표 5>와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사립고등

보통학교가 관립고등보통학교에 비하여 모집정원이 대체로 많았다. 입학생을 

받은 관립고등보통학교는 1916년 3개교에서 1923년에는 12개교로 늘어났

다.33) 같은 시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경성과 평양 2개교만 있었다.

  사립고등보통학교의 경우,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7~10개의 학교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1918년 조사에서는 7개교, 1921년 조사에서

는 10개교가 해당된다.34) 대체로 1920년대 이후 입학상황 조사에 포함된 관

립고등보통학교와 사립고등보통학교의 숫자는 거의 비슷해졌다.

  관립고등보통학교에 대한 취학 욕구는 1910년대부터 높아져서 1923년까지 

모집정원의 약 4~5배 가까운 인원이 지원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원자 대비 

입학자 비율은 대체로 20~30% 정도로 입시 경쟁이 극심하였다. 사립고등보

통학교의 경우 대체로 모집정원의 2~3배 정도 지원하였는데, 관립고등보통학

교에 비해서는 덜 했으나 1920년대 이후로는 지원자 중 약 30% 정도만 입학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경쟁이 치열해졌다. 

  고등여자보통학교는 대체로 고등보통학교에 비해서는 입학 경쟁이 치열하지

는 않았으나 1920년대 이후로는 관립과 사립 모두 지원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1919년의 경우, 고

등보통학교와는 달리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관립과 사립 모두 지원자가 급감한 

사실이 특이하다. 3·1운동의 여파로 인하여 학부형들이 여학생을 중등학교에 

진학시키는 데 더욱 주저했던 상황을 추측해볼 수 있다. 1919년 고등보통학교

의 경우, 사립고등보통학교 입학지원자는 모집정원을 웃돌기는 하지만 전년도

에 비해보면 지원율이 50% 정도 감소하였다. 하지만 관립고등보통학교는 전

년도보다 지원자수가 약간 늘어나 3·1운동의 여파가 취학 열망에 그다지 영향

33) 1916년 경성고등보통학교, 평양고등보통학교, 대구고등보통학교의 3개교에서 1923년 경
성제일고등보통학교, 평양고등보통학교, 대구고등보통학교, 함흥고등보통학교, 전주고등보
통학교, 신의주고등보통학교, 경성제이고등보통학교, 鏡城고등보통학교, 해주고등보통학
교, 광주고등보통학교, 동래고등보통학교, 공주고등보통학교의 12개교로 증가하였다. 

34) 1918년 조사에서는 양정고등보통학교, 배재고등보통학교, 보성고등보통학교, 휘문고등보
통학교, 송도고등보통학교(이상 경기도), 동래고등보통학교(경남), 광성고등보통학교(평남)
의 7개교, 1921년 조사에서는 양정고등보통학교, 배재고등보통학교, 보성고등보통학교, 
휘문고등보통학교, 중앙고등보통학교, 송도고등보통학교(이상 경기도), 吾山고등보통학교
(전북), 광주고등보통학교(전남), 동래고등보통학교(경남), 광성고등보통학교(평남)의 10개
교가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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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식 학교 취학열은 3·1운동 뒤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표출되었다. 왜 이 시기에 취학열이 분출되었을까? 취학열의 배경에 대하여 

당대인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언론인 金乙漢은 다음과 같

이 묘사하였다.

 己未運動以後의 向學熱은 燎原의 火와 가티 全國에 膨漲하얏다 그래서 그의 

程度대로 或은 그의 家産을 放賣하고 或은 그의 用度를 節約하여서 그들의 

子姪들의 敎育에 全力을 傾注하엿섯다. 그것은 그들의 子姪自身의 人格의 完
成과 實力의 充實을 爲하는 마음에서 나온다하겟스나 그러나 그 裡面에 工夫
를 하고만나면 무슨 훌륭한 地位의 사람이 된다는 一種의 功利的榮譽心이 잇

섯든 것은 한 숨길수업는 事實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貧乏한 그들의 生
活에서 얼마 안되는 그들의 家産을 傾倒하여가면서도 오히려 將來를 囑望하는 

一種의 期待를 唯一의 糧食으로써 준히 그들의 子姪의 學資의 뒤를 바치엿

든것이다.35)

  즉, 3·1운동 이후의 향학열은 ‘인격 완성’과 ‘실력양성’을 표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이면에는 입신출세의 욕망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가난한 형편에도 자

제를 교육시킨 교육열의 원동력은 ‘공부를 하고나면 무슨 훌륭한 지위의 사람

이 된다는 일종의 공리적 영예심’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천도교 신파의 金秉
濬은 “생존경쟁에 劣敗者된 우리로서 장차 막연한 우리의 생활 前路를 개척

하여 남과 같이 살자면 반드시 남과 같이 알아야 할 것이며 남과 같이 알려면 

반드시 남과 같이 배워야 하겠다”는 것이 향학열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하였

다.36) 이와 비슷하게 작가이자 언론인 盧子泳은 청년들에게 교육을 독려하면

서 “조선에서 신문화를 건설하여 우리로 하여금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할” 책

임을 부여하였다.37) 교육받은 청년들이 건설할 신문화의 요체는 경제적 기반

이 갖추어진 자본주의 사회로 설명되었으며, 교육의 방향도 그에 맞추어 설정

할 것을 요구하였다. 

35) 김을한, ｢衰退되여가는 朝鮮의 敎育熱｣, 啟明 14호, 1926.10, 13쪽.
36) 김병준, ｢新學年 入學難과 우리의 覺醒｣, 개벽 23호, 1922.5, 98쪽. 
37) 노자영, ｢朝鮮 靑年의 覺悟｣, 學生界 4호, 1920.11,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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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10년대 이후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이식에 따라 도

시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이른바 화이트칼라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새

로운 출세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취업을 위해서는 학력이라는 공

인된 제도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남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욕망과 성공에 대한 열망은 전통적인 관료 지향과 사회진화

론에 바탕을 둔 근대적 가치관이 결합하여 1910년대부터 1920년대를 거쳐 조

선인 사회에 공공연하게 자리 잡았다. 이는 특히 관공립 학교에 대한 선호로 

나타났다. 일반 민중의 인식 속에서 관료 지향은 비록 지식층에 의하여 ‘폐습’ 

또는 ‘관료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여전히 입신출세의 징표로 여

겨졌다.38) 입신출세와 성공은 일반 민중들이 교육에 투자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나 교육열의 배경에는 이상과 같은 개인적 동기 외에 사회적 동기도 작

동하고 있었다.39) 吳天錫은 3‧1운동 직후 일어난 교육열의 근저에는 정치적‧사
회적 목적이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를 얻기 위하

여 그들의 사회를 향상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교육을 구한 것”이라고 평가하여 

정치적 실력양성이 교육열의 동기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3‧1운동 직후 몇 

년간의 경향일 뿐, 해가 갈수록 점차 “교육을 일종의 개인 경제 문제 해결책”

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40) 오천석의 술회에서 볼 수 있듯이 적어도 1920

년대 전반, 즉 3‧1운동의 여운이 남아있던 시기에 교육열 발흥에는 사회적 동

기도 상당히 컸다. 이는 3·1운동의 전위가 신식 학교, 즉 식민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라는 사실이 당시 조선인들의 신식 학교 인식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

쳤기 때문이었다.41) 3‧1운동의 경험은 근대 교육과 학생에 대한 민중의 인식

을 일신하였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가 결합하여 교육열이 

38) ｢朝鮮敎育에 對하야｣, 동아일보 1920.4.21; ｢敎育振興과 民間의 積極的 努力｣, 동아
일보 1920.6.5; ｢官尊民卑의 弊｣, 동아일보 1920.8.12.

39) 1920년대 초 공립보통학교 지향 동기에 관하여 한우희는 ①실력양성론의 확대 전파, ②
학교의 선발 배치 기능과 지위 획득 요구, ③학교 교육을 관리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 교육관을 들었다. 이와 비슷하게 오성철은 ①정치적 실력 양성의 동기, ②상향적 
사회이동의 동기, ③전통적 동기를 설정하였다.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
과학사, 2000, 187쪽)

40) 오천석, ｢己未以後十五年間 朝鮮敎育界의 變遷｣, 동아일보 1935.4.10. 
41)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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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되는 지점에서 3‧1운동은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다.

  1920년대 전반기 교육열 현상은 대체로 신식 학교 취학열로 설명되어 왔으

나, 실제로는 더 넓게 교육에 대바 조선인 사회 전체의 적극적 지향이라는 의

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민중의 실천 차원과 지식인의 담론 차원

이라는 두 가지 층위가 존재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식 학교 취학열, 즉 

향학열은 민중들의 사회적 상향 이동 욕구가 근저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지

식인들이 교육공론장을 통해 유포한 교육열 담론은 이른바 ‘입신출세’를 위한 

교육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도록 公적인 지향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즉 일반 민중이 표출한 향학열의 동기와 배치되는 이상적 

목적을 상정하면서 지식층은 교육열의 방향을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끌어 

가고자 하였다. 

  교육열 또는 향학열이 언급될 때 함께 거론된 대표적인 현상은 ‘입학난’이었

다. 입학난은 교육열을 수용할 여력이 부족한 식민교육의 모순을 드러냈다. 지

식층은 교육열을 담론화하면서 입학난 문제를 쟁점으로 삼아 공론장에 제기하

였다. 교육열 현상의 이면에 있는 식민교육의 모순에 독자의 시선을 돌리려고 

한 것이었다. 

  年來로 向學熱이 旺盛하야 都會와 鄕村을 勿問하고 入學을 希望하는 兒童
이 激增함을 因하야 中等程度로부터 專門學校에 至하기지 그 志願者를 現
在學校만으로는 受容하지 못함은 姑捨하고 初等程度의 學生으로도 저마다 

入學할 方便이 無하야 每年募集期를 當할진댄 그 入學希望者를 制限하랴는 

方法으로 財産의 有無를 計較하며 初學兒童에게 ｢하나｣｢모々｣等 試驗을 行
하여왓슴은 一般 敎育界에셔와 學父兄社會에셔 누구나다 聰俊子弟의 前途를 

爲하야 憂慮하는 바이며 嗟惜히 역이는 바이라.42)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향학열이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중등과 전문학교는 물론이고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조차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학난이 발생하였다. 입학난은 조선인의 교육 열망에 

대한 식민교육 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원인이었다. 총독부는 1918년 말, 우선 

42) ｢一年間 私立學校 興廢의 槪況｣, 조선일보 19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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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보통학교 증설을 도모하며 ‘三面一校制’ 계획을 발표하였다. 원래 이 계획

은 1919년부터 1926년까지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3･1운동 직후인 1920년 1

월에 실시기간을 단축하여 192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수정･발표되었다. 삼

면일교제는 일제 당국이 조선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정책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3･1운동을 계기로 폭발된 조선인의 교육열이 삼면일교제의 단축 실시

를 추동하였다. 조선인들은 이 정책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초등교육을 받고

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자체적으로 전국에서 보통학교 설립운동을 추진

하기도 하였다.43) 그러나 이러한 시책에도 입학난은 해소되지 않았다.

  입학난 문제는 총독부의 교육정책과 학교설립 상황뿐 아니라 조선인의 경제 

사정과도 연동되었다. 의무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을 시키려면 

상당한 돈이 들었다. 입학시험과 함께 학부형의 재산여부가 입학기준으로 통

용되었다. 보통학교 입학지원자에게 2~3학년 수준의 입학시험을 치르고 가정

의 경제력을 조사하여 학자금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44) 입학 자체도 시험을 거쳐야 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입학 후

에도 학업을 계속하려면 상당한 금전적 여유가 필요하였다. 

  예를 들어 1922년 휘문고등보통학교의 경우, 전년도보다 수업료가 50% 증

액되었고 수험료 1원이 신설되었다. 그 밖에 입학금과 교과서 비용까지 합치

면 입학생은 17원의 교육비가 필요하였다.45) 여기에 숙식까지 해결해야 할 경

우라면 돈이 더 들었다. 기숙사생활을 하는 중등학생의 1개월 평균 생활비는 

남자 22원 10전, 여자 16원 45전이며, 하숙을 하면 비용이 증가하여 27~28

원 남짓이 필요하였다.46)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중등학교 학부형으로 도시 

거주자는 70원 이상, 농촌 거주자는 연 70석 이상 추수하는 생활비가 있어야 

자녀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중등학교는 재산계급의 전유물”이라는 표현

이 나올 만큼 교육비는 생활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다.47)

  교육비 문제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입학 여부 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지속도 

결정짓게 되었다. 실제로 입학난을 뚫고 중등학교에 진학을 했더라도 경제 사

43)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26~27쪽.
44) ｢京城府 學校費豫算과 普通敎育(一)｣, 동아일보 1922.3.28.
45) ｢入學費는 五割 增加｣, 동아일보 1922.3.7.
46) ｢中等學生의 生活費｣, 학생계 2호, 1920.9, 75~83쪽.
47) ｢授業料低減決議에 對한 批判｣, 개벽 33호, 1923.3, 3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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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중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48) 농업이 주요 산업인 조선인 가정의 

경제 사정은 재해에 따른 작황, 곡물 시세 변동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불안정

하였다. 학자금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입학 경쟁

률은 치열하였다. 경제 여건과 별개로 조선인의 높은 교육열은 보편적 현상이 

되어갔으나, 반대로 교육기관의 부족은 만성적 문제로 지속되었다.

  제도권 교육기관 수가 취학 희망수를 훨씬 초과한 1920년대 이래 입학난은 

예고된 것이었다. 입학난은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어 해마다 입시가 있는 

3월이면 각 신문 지상에 입학난을 성토하는 기사가 올라왔다. 1922년 봄학기 

경성부가 조사한 부내 공립보통학교 지원자는 총 4,485명에 입학자는 1,184명

으로 지원자의 약 1/4 정도만 수용 가능했는데, 동아일보는 지원자가 사실은 

이보다 몇 배나 더 많다고 하였다. 보통학교 입학 지원시 필요한 民籍 대조 

증명을 받기 위해 경성부 民籍係를 방문한 인원이 불과 5~6일 만에 4천 명

이 훌쩍 넘었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 행정 처리 문제로 학교마다 원서 접수 

에 차질이 생긴 경우도 있어, 실제 지원자는 통계보다 훨씬 많다고 파악하였

다.49) 당시 경성부의 학령아동수는 약 1만 3천여 명으로, 학령아동의 약 34%

만 입학지원서를 접수하였고 그 중에서 26%만 입학할 수 있었다.50) 즉, 학령

아동의 10% 정도만이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대다수는 입학지원조차 하

지 못했던 것이다. 

  입학난은 지방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례로, 1921년 전국에서 가장 공립보통

학교 경쟁률이 치열했던 지역 중의 하나인 함경남도 함흥에서는 공립보통학교 

수용 가능 인원의 5~10배에 달하는 입학지원자가 쇄도하였다.51) 입학난은 사

48) 조선인 학생의 중등학교 중퇴율은 재조 일본인 학생의 중퇴율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았다. 
일제 당국자는 중퇴 사유를 제대로 공표하지 않았으나 경제사정의 악화와 사상 문제가 
중퇴의 가장 큰 이유였다. 특히 경제사정 문제는 전 시기에 걸쳐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
다. 당국은 경제 사유로 인한 중퇴 사태를 막기 위해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학부형의 납
세증명서나 재산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경제 사유 중퇴 양상에서 조선
인과 일본인의 민족 간 차이는 농업 중심의 조선인 사회와 상업, 공무자유업 중심의 재조 
일본인 사회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즉, 조선인 학생 중퇴율이 높은 것은 민족 간 정치
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위계 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구조적 민족차별’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연태,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 푸른역사, 2020, 98~102쪽.)  

49) ｢受容定員의 倍以上｣, 동아일보 1922.3.7; ｢數字가 證明하는 入學難｣, 동아일보 1922.
3.31. 

50) 한우희, ｢일제식민통치하 조선인의 교육열에 관한 연구｣, 124쪽.
51) 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1921년 함경남도의 공립보통학교 모집정원(남) 1,999명에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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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문제로 비화되어 1922년 경상남도 김해군에서는 郡民大會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1922년 학제 변경으로 입학 연령이 만 6세가 되면서 전년보다 입학지

원자수가 증가할 것이 이미 예상되었는데, 실제로 입학지원서 제출일 2~3일 

전부터 학부모들은 수십 리 떨어진 각 촌에서 자녀를 데리고 읍내로 물밀듯 

몰려왔으며 제출 당일에는 전날 새벽 2시부터 학교 문밖에 모여든 광경을 연

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원자의 약 1/10 가량만 입학할 수 있자 김해청년

회는 군민을 모아 군민대회를 열고, 향교 건물을 校舍로 충용하고 김해군 예

정의 학교를 신속한 건축하며 교육비용을 통학 구역 내 주민에게 부가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52)

  이상과 같이 입학난은 교육열의 그림자로 인식되었다. 지식인들은 교육열을 

담론화하면서 그 쟁점으로서 입학난을 제기하였다. 입학난의 해결 방안은 두 

가지 경로로 제시되었다. 총독부 당국자에게 해결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조선

인 사회 내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먼저 지식층은 입학난 사태가 생

기게 된 근본적 원인으로 학교시설 부족의 책임을 총독부 당국자에게 물으면

서 대안을 요구하였다. 식민교육의 모순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었다. 문화정치

의 근본적 의의는 교육 장려에 있으나 총독부가 조선인 교육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었다.53) 

  예를 들어, 관공립 학교가 부족한 현실에서 사립학교를 장려해야 하지만, 사

립학교를 “위험시함인지 불신임함인지 암암리에 방해하고 견제”하고 있다고 

하였다. 총독부는 1922년 1월 사립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 인가 방

침을 개정하여 재단법인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하였다.54) 원래 사립전

문학교 설립 시에 요구하던 재단법인 설치를 사립고등보통학교에까지 확대 적

용한 것은 총독부가 사립학교를 억제하려는 시도로 여겨졌다. 또한 보통학교 

4,078명이 몰렸으며 지원자의 52.25%만 입학 가능하였다. 이는 당시 전국에서 가장 낮
은 수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1921.1.17.) 함경남도에서도 함흥은 가장 입학경쟁이 
치열하였다. 함흥공립보통학교 모집정원 180명에 580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함흥고등보
통학교에는 100명 정원에 500명이 지원하였다. 기타 실업학교에도 입학 경쟁이 발생하여 
함흥농업학교과 함흥상업학교는 정원의 5배, 함흥임시교원양성소에는 무려 정원의 10배
가 되는 지원자가 쇄도했다고 한다. (｢咸興의 向學熱｣, 조선일보 1921.4.19.)

52) ｢入學難으로 郡民大會｣, 동아일보 1922.3.18.
53) ｢入學難을 如何히 할가(上)｣, 동아일보 1922.3.26; ｢入學難을 如何히 할가(下)｣, 동아

일보 1922.3.27.
54) ｢私立學校 認可方針｣, 동아일보 19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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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면일교제는 실제로 잘 실현되지 않았으며, 지역에서 사립고등보통학교를 설

립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을 청원해도 징세에 영향이 있다며 결국 허가를 얻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였다.55) 

  하지만 일제 당국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하되 저항 일변도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 식민지 현실이었다. 따라서 지식인들은 조선인 사회 내부

에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입학난 상황을 해결하고 교육열을 확산하기 

위하여 조선인 사회 내부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특히 조선인 재산가에게 교육

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경제적 성공을 거둔 유지들에게 公益을 위하여 힘쓰라

는 요구였다.

  일례로 1921년도 경성부가 조선인교육에 대한 학교비예산을 감축했을 때, 

그 책임을 조선인 재산가에게 돌리는 주장이 나왔다. 1921년 경성부의 학교비

예산은 전년도의 약 49만원에서 약 10만이 삭감된 39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경성부내 일본인 아동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조합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1만 

원 가량 증배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조선인 아동의 교육예산은 학교조합비

의 2/5밖에 되지 않았다. 경성부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일반 시민의 부담은 

非常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有志者의 기부가 격감”했기 때문이라고 하

여 조선인 재산가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 급료, 학급 증가와 시설 필요로 경상

비의 지출이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2개교를 신축했으나 올해는 壽松洞에 보통

학교 1개교만 신축하기로 계획한 것은 재계의 불황으로 기부금액이 예정액에 

달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였다.56) 일제 당국이 교육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이

유를 조선인 사회, 그 가운데서도 재산가에게 돌린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조선인 지식인들의 인식도 거의 비슷하였다. 조선인 재산

가에게 조선인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촉구하고, 조선인 재산가가 입학난을 

구제해야 할 까닭은 “민족으로 賤陋하고 개인으로 고귀할 수 없으며, 개인으

로 卑劣하고 사회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개인이 입신출

세하고 성공한다 해도 민족과 사회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으니 성공한 조선인 

재산가가 교육 사업에 투자하여 조선인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라는 주장이었

55) ｢敎育에 對한 當局의 不誠意｣, 동아일보 1922.7.10.
56) ｢橫說竪說｣, 동아일보 1921.3.26.; ｢京城府 學校費豫算과 普通敎育(一)｣, 동아일보

1922.3.28.; ｢京城府 學校費豫算과 普通敎育(二)｣, 동아일보 19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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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7) 특히 지역사회의 사립보통학교 또는 강습소, 야학 등의 설립에 독지가

가 적극 나설 것이 요구되었다. 사립 교육기관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입

학난의 개선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간 유지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다.58) 

  이처럼 조선인 재산가에게 조선인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일제 

당국자와 조선 지식인 양쪽에게서 보이는 논조였다. 일제의 주장은 식민교육

정책의 재정적 미비를 변명하기 위해 조선인 재산가의 기부 부족을 핑계로 삼

은 데 지나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지식인들은 재산가의 사회적 책임을 독려

함으로써 입학난 문제의 해소와 함께 조선인 사회의 단결을 도모하려는 의도

를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주로 민족주의 계열의 언론에서 이러한 논의가 자

주 등장했는데, 이는 당시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한 계급문제를 무마할 수 있

는 방편으로도 여겨졌다. 재산가들이 공공사업에 투자를 꺼리면 조선의 비참

한 상태가 악화된 나머지 민중들이 “폭력, 攘奪, 전멸하는 참극”을 일으킬 것

이니 “赤化의 防止를 위해서라도” 민족의 재난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였다.59) 

  또한, 입학난의 근본적 원인이 학교 시설 부족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필

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향교재산을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향교재산은 원래 지방 문묘의 제사와 경학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 

유림이 거출한 재산과 기타 정부의 지원으로 조성된 공공 재산이었다. 1910년

대에 이를 부윤·군수가 관리하고 그 수입의 대부분을 공립보통학교 경비로 충

당하도록 하였으나, 유림의 항의로 1920년 6월부터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다

시 문묘 유지와 享祀에 충용하게 되었다. 전국의 향교재산은 경상남도가 

54,969圓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49,891원, 경기도 36,950원 순이었다. 

전국을 합쳐 30만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향교재산은 원래 교화사업의 목적으

로 조성된 것인 만큼 시대에 맞게 보통학교 비용으로 다시 전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60) 

  향교재산 규정 개정은 총독부가 유림 세력을 회유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된 

것이었으니, 이로 인하여 지식층의 유림에 대한 반감이 더욱 거세어지는 계기

57) ｢富豪여 自覺하라｣, 동아일보 1920.5.27; ｢入學難을 如何히 할가(下)｣, 동아일보
1922.3.27.

58) ｢最近의 우리 社會의 現像에 感하야｣, 개벽 9호, 1921.3, 87~91쪽.
59) ｢財産家와 公共事業｣, 동명 2권 20호, 1923.5.13, 3쪽. 
60) ｢入學難救濟와 鄕校財産의 處分｣, 동아일보 19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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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다. 지식층은 유림이 신식 교육에 반대하는 까닭이 한문 지식에 기반

하여 지역사회에서 가진 유림의 이해관계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비난하였

다.61) 이처럼 입학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조선인 사회 내부에서 찾고자 하는 

논의들은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조선인 재산가 또는 유림 등에게 책

임을 전가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입학난 문제의 직접적 해결을 내걸고 지식인들이 단체를 설립하여 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입학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별 회동이 생겨

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1922년 4월 13일 경성시내 천도교당에서 출범식을 거

행한 ‘入學難救濟期成會’(이하 ‘구제회’)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경성부의 입학

난 아동에 대한 先後策을 강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구제회 발기회에는 유지와 

학부형 6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구제회는 명칭을 ‘入學難救急
會’로 변경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62) 주요 간부로는 金貞植, 金弼秀, 朴廣熙, 

方奎煥, 金思國, 全一. 朴珥圭, 辛日鎔, 林在德, 李恒稙 등이 있었다. 이름을 

올린 간부들 가운데는 중추원 관료부터 사회주의 운동가까지 서로 사상과 지

위 면에서 매우 이질적 인사들이 혼재되어 있었다.63) 

  이처럼 다양한 인사들을 아울러 조직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명칭인 ‘입학난

구제회’에서 드러나듯이 입학난을 민족적 위기이자 재난 상황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경성부의 미취학 아동 1만 4천명이 “교육의 기회를 영원히 상실”한 

“慘境”에 빠졌으므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조선인 언

론은 입학난을 ‘비극’, ‘참극’, ‘참상’ 등의 표현으로 묘사하여 위기의식을 강조

61) ｢新敎育의 儒林｣, 동아일보 1922.7.12.
62) ｢入學難救濟請願｣, 매일신보 1920.4.19.
63) 김정식은 대한제국기 국민교육회에 참여했던 인물이자 기독교 운동가였으며, 1920년부터 

만주 동포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주실업주식회사의 사장을 맡고 있었다. 김필수는 
YMCA 관계자이자 기독교 운동가로 기성회의 발기회 때 임시회장에 추천되었다. 이틀 후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조선여자교육회의 임재덕이 임시회장에 취임하였다. 간부 중 방규환
과 이항직은 총독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사였다. 약재 무역으로 성공한 청년 실업가 
방규환은 1920년부터 사립 昭義상업학교 교장이자 경성부 부협의회 의원을 역임하였다. 
이항직은 통감부 시기부터 학부에 재직했으며 1921년부터 중추원 참의인 관료였다. 한
편, 김사국, 박광희, 전일, 박이규, 신일용은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었다. 김사국은 1922
년 봄 일본에서 귀국하여 서울청년회를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박광
희는 그와 친분 관계 속에서 노동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이규는 1920년 조선노
동공제회 창설자 중의 한 명이었다. 신일용은 1922년 新人同盟會, 서울파 사회주의 그룹
에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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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64) 교육은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공감대에서 지식층의 연대가 

가능하였다. 더 나아가 교육 문제를 구심점으로 민족 전체가 단결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창립총회에서 朴廣熙는 다음과 같이 창립 취지를 설명하였

다.65)

 실로 아동들의 쟝운명 여하 교육에 잇슴니다. 그런고로 교육을 식히지 안

이은 명을 아슴과 맛챤가지일지며 민족의 자멸을 초대과 동일하다 
니다. 이갓흔 의미에서 가장 귀한 것은 아동교육이라 하며 교육 즁에도 의무

(義務) 교육이 극이 필요줄로 암니다. 어린아들이 홀곳이 업다고 부모들

에게 슬피 하쇼연하 그 비참 경상도 우리의 눈을 참아 보지 못하겟거던 

하물며 어두운 속에 활하고 잇 우리를 쟝 남갓흔 광명 활하게 하랴

 교육을 엇지 등히 할 바이겟슴닛가.66) 

  이와 같이 교육의 의미에 대하여 아동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의 부재를 민족의 자멸과 곧바로 연결시키며 

입학난을 조선인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민족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아동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 논의

는 구체적으로 진척되지는 않았다. 그 대신 교육기관 자체가 부족한 현실을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입학난이 상징하는 조선인교육

의 현안은 교육기관, 그 중에서도 보통학교의 부족이었다. 조선인 사회에서는 

일제 당국의 삼면일교제로도 충분하지 못하며 일면일교제 실시로 2,200여개의 

학교가 배치되지 않으면 입학난이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67) 그

러나 현실적으로 일면일교제를 당장 실현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구제회는 보

통학교 2부제 실시와 고등보통학교 야학 설치를 창립총회에서 결의하고 경성

64) 광고, 동아일보 1922.4.12.; 金秉濬, ｢新學年 入學難과 우리의 覺醒｣, 개벽 23호, 
1922.5, 96쪽. 

65) 박광희는 보성중학교 1회 졸업생으로 보문의숙 교사 경력이 있으며 1920년대에는 노동공
제회, 입학난구제기성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그 여동생 박원희는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남편은 박광희와 함께 구제회에서 활동한 김사국이다. (안미경, ｢1920
년대 박원희의 여성해방운동과 여성해방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74, 2013, 171쪽.) 

66) ｢入學難의 兒童을 爲하야｣, 매일신보 1922.4.15. 
67) 金秉濬, ｢新學年 入學難과 우리의 覺醒｣, 개벽 23호, 1922.5,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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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청에 요구서를 제출하였다.68) 이어서 각 도와 총독부 당국자도 면회하고 진

정하였으며, 시바타 학무국장은 보통학교의 2부제 실시에 대해서는 찬동하고 

시행을 약속하였다.69) 

  이처럼 구제회의 요구는 총독부의 입장에서 볼 때 적당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 구제회의 활동과 총독부의 구제회 요구안 수용은 각자 조

선 민중에 대한 비슷하면서도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총독부는 조선인 

유지와 협력하여 입학난 해결에 노력하고 있음을 조선인 사회에 내보이려고 

하였다. 한편 구제회의 조선인 유지들은 자신들의 단체행동이 총독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조선인 사회에 과시할 수 있었다. 구제회의 활동은 입학

난에 대한 논의를 공론장 밖으로 확대시켜 운동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교육열 담론은 도시화의 가속화, 입학난의 취업난으로의 연결 등 사회적 기

풍에 대한 우려로 연결되었다. 지식인들은 입학난의 다음 단계로 취업난이 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유산계급에 속하여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고등유민’, 

‘고등 부랑자’가 늘어나는 현상과 결부시켰다.70) 다음 글은 향학열의 부작용에 

대한 지식층의 우려를 잘 보여준다.

 現下 一般 靑年界의 向學熱이 高騰함은 吾人의 깁히 깃버하는 바며 이 向學
心을 滿足히 할만한 設備와 機關이 不足하야 多數한 靑年으로 하야금 熱淚를 

含하고 路頭에 彷徨케 하는 現象에 吾人은 悲憤을 感하는 者라 그럼으로 一方
에 京城과 갓흔 都會地에 學生이 集中함을 깃버하며 그 苦痛에 對하야 無限한 

同情을 表하는 同時에 地方에 相當한 學校의 施設이 缺乏하야 이와 갓흔 現象
을 惹起하는 것을 痛憤히 아는 者리…(중략)…이제 吾人이 今春에 새로히 京城
에 入한 數千名의 地方靑年을 爲하야 憂慮하는 바는 곳 이 ｢都市의 誘惑｣이니 

그 純潔한 向學心이 或 ｢放蕩｣한데 저 破滅을 當하지 아니하며 그 偉大한 

理想이 ｢虛榮｣에 眩惑하는 바 되야 墮落하지 아니할가 하는 것이라.71)

68) ｢二部制와 夜學制｣, 동아일보 1922.4.17; ｢府當局에 要求｣, 동아일보 1922.4.19.
69) ｢入學難과 二部敎授｣, 매일신보 1922.4.21.
70) ｢高等遊民｣, 조선일보 1921.2.11; ｢橫說竪說｣, 동아일보 1922.4.15.
71) ｢都市와 誘惑 - 學生과 父兄에게｣, 동아일보 19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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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식층은 향학열의 또 다른 그림자로 도시화와 

학생 기풍의 해이를 들었다. 지방에 교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성 등의 

대도시 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도회지의 폐풍에 물들어 타락하기 쉽다고 보았

다. 도시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자 학생을 ‘허영’과 ‘방탕’으로 유혹

하는 공간으로 묘사되었다. 이 무렵 농촌 인구가 도회로 집중하면서 도시화가 

가속되었으나, 산업 발달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문제점이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가 대부분 도시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

땅한 취직처가 도시에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학교졸업생의 취직처 부족 문제

는 총독부의 잘못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비판도 나왔다.

  소위 교육열의 蔚興으로 소위 신문화의 수입으로 십수년 내로 조선의 인구

는 무서운 가속도로 도회로 집중된다. 학생, 자유업자, 상인. 그리하고 그네들

은 모다 비생산적 생활을 할 뿐이다. 학생은 毋論 비생산적이다. 학생생활의 

비생산적임은 허물할 것도 업거니와 그네가 졸업한 후에도 어들 직업이 업다. 

공업이 잇스니 공업에 종사하랴, 상업이 잇스니 상업에 종사하랴, 가장 교육

바든 청년을 만히 사용할 조선의 철도와 우편에도 조선인은 씨우지 못하고 

그다음 교육바든 청년이 만히 씨울 관리와 경찰에도 조선인은 半數도 못 되

며, 식민지도 업스니 식민지에 가서 벌어먹을 수도 업다. 그러면 교육바든 조

선인이 벌어 먹을 직업이 무엇인가, 더욱이 농업 외에 國富를 증진할 직업이 

무엇인가. 업다!72)

  이처럼 공업과 상업 등 민간 기업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철도‧우편‧경찰 등 

관공서에 조선인 취직을 우선시하지 않는 총독부의 처우는 조선인 사회의 불

만을 낳았다. 이에 대하여 지식인들은 자구책으로 학생의 도시 집중을 우려하

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도시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화이트칼라 일자리

를 찾아 도시로 몰리는 현상을 경계하였다. 여전히 인구의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고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인 조선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간이 된다는 

것이었다. 학교 졸업자가 도시에서 취직처를 찾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교육열 

현상을 마냥 희망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그와 함께 조선

72) ｢朝鮮의 特異한 處地와 이에 대한 特異한 救濟策｣, 개벽 31호, 19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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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회에서 번지는 교육열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선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강해졌다. 이는 학생을 신문화·신사회의 주역으로 

설정하고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학생’상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이상과 같이 지식인들은 조선인 사회의 교육열 현상에 고무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조선인의 열악한 교육상황을 ‘민족의 위기’라는 담론으로 치환시켰

다. 이때 조선인교육의 방향은 교육 기회의 확대로 모아졌다. 이를 통해 공교

육 제도를 바탕으로 한 학력사회에서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조선인들은 비록 식민교육제도이기는 하지만 근대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적극적으로 쟁취하고자 하였다. 이는 3‧1운동을 통해 확인한 민족적 자

신감의 발로였다.

  (3) 조선교육령 개정과 ‘내지연장주의’ 교육방침

  3‧1운동 이후 조선인 사회는 근대 교육에 대하여 수용적 태도로 선회하면서 

교육열이 생겨났다. 근대 교육을 받은 학생은 조선인 사회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교육열 현상은 조선인 사회가 근대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내면화

해갔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계층이 여전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입학난의 폐해를 낳았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교육

열은 식민지적 현상이었다. 조선인 지식인들은 문화운동 차원에서 교육열을 

더욱 고양시키려 하였으며 교육열에 따른 입학난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해결

책을 제시하며 조선인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갔다. 

  조선인 사회의 교육열에 대하여 일제는 문화정치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추면서도, 내심 조선인의 교육열이 불온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

였다. 

 近者에 朝鮮人 知識階級의 思想傾向이 再昨年三月以後 約一個年間의 그것

과 顯著히 變改되야 眞摯히 着實히 文化運動에 專力을 傾注하며 從하야 一般
의 向學熱이 急激히 昻上함에 對하야 總督府 當局者는 異常한 態度로 非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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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目한다. 過日에도 某當局者가 某公會席上에서 此에 關하야 總督府의 文化
政策을 逆으로 利用하야 朝鮮人 大多數가 覺醒하는 時期를 速케 하랴하는 內
心이니 卽 文化政策에 依하야 朝鮮人의 實力을 養成하랴는 意思가 有하다는 

意味를 言明하고 又學務方面의 某當局者도 朝鮮人의 向學熱이 急激히 昻上
함은 實로 慶賀할 事이나 其結果는 可恐할 憂慮를 齎來치 아니할는지 卽 朝
鮮人이 敎育普及의 效果를 如何한 方面에 利用할가함이 大問題이라는 意味
의 談話가 新聞紙上에 發表되얏다.73)

  위와 같이 일제 당국자는 조선인의 교육열에 대하여 “총독부의 문화정책을 

역으로 이용”하여 추진하는 실력양성운동이라고 파악하고 교육열로 인한 교육

의 효과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드러내었다.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교육의 장려를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교육의 효과를 우려

했던 것이다. 1910년대 이래 식민지 교육의 주지는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

는 교육열 현상을 접하게 되자 총독부는 조선의 교육제도의 수정을 서두를 필

요를 느끼게 되었다. 1918년 하라 내각의 수립되면서 ‘내지연장주의’를 천명하

고 그 방침을 수용한 사이토 미노루(齋藤實) 총독이 조선에 부임하여 ‘문화정

치’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교육령 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

게 되었다. 

  조선교육령 개정의 주요 골자는 동화 교육을 어느 수준까지 실행하는가 하

는 데에 있었다. 세키야(關屋) 학무국장은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인들이 동

화정책을 오해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화란 “일본국민이

라는 자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나 “조선인을 곧바로 내지인으로 도야시키는 

것과 다르다”고 하였다.74) 일본과 다른 조선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하되 정치

적으로 일제의 통치에 복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점진주의를 내세워 ‘시

세와 민도’를 고려한다는 명목의 차별이 동화정책의 기저에 있었다. 그러나 3‧
1운동을 통해 기만적 동화정책에 대한 조선인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총독부는 

내지연장주의의 기조를 교육정책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73) ｢橫說竪說｣, 동아일보 1921.5.3.
74) 關屋貞三郞, ｢朝鮮人敎育に就きて｣, 朝鮮敎育硏究會雜志 45, 1919.6,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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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연장주의 교육방침은 ‘내선융화’를 목표로 하여 일본과 조선의 교육제도

를 일치에 가깝게 재조직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내지연장주의’라는 표현이 

의미하듯이, 일본 교육제도를 식민교육 체제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 즉 일본 

교육을 보편적 기준으로 삼아 조선인 교육을 그것에 맞춰가는 것이었다. 하지

만 이 방침은 본질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참정권이나 병역의무 등 동

일한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식민지 조선에 ‘내지연장’

의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

는 문제였다.  

  총독부는 교육제도의 전면 개편을 준비하며 1920년 12월 자문기구인 임시

교육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水野錬太郎)를 위원장

으로 하여 23명의 위원과 5명의 간사로 구성된 임시교육조사위원회에는 조선

인 위원으로 李完用, 石鎭衡, 고원훈 3명이 포함되었다.75) 그 밖에 조선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인 위원으로 정무총감을 비롯하여 학무국장, 재무국장, 참사

관, 수원농림학교장, 평양고등보통학교장, 조선은행 총재가 임명되었다. 일본에

서는 문부성 보통학무국장, 법제국 참사관, 대장성 참사관, 귀족원 의원 등의 

관료·정치가와 동경대학, 교토대학, 와세다대학 교수･학장 등의 교육계 인사가 

참여하였다.76) 

  조선교육령 개정안의 초안은 시바타 젠자부로(柴田善三郞) 학무국장이 작성

하였다. 그는 학무국장 취임시 사이토 총독으로부터 조선 교육제도 정비에 관

해서 ‘문화정치, 일시동인의 교육제도 수립, 교육기관 증설’의 3대 기조를 주

지 받았으며, 이를 기준으로 삼아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고 회고하였다.77) 개

정안 심의를 위하여 임시교육조사위원회가 1921년 1월과 5월에 2차례 개최되

었다. 1월 7일 열린 제1회 회의에서 총독은 교육령 개정의 의의를 “조선 사회

도 현저한 발달을 이루어 인민의 향학심도 향상되어 오는 상태”이므로 이번에 

75) 석진형은 호서은행, 조선제사주식회사 등에서 취체역을 맡고 경성상업회의소 특별위원이었
으며 임시교육조사위원회 활동 이후에는 충청남도지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고원훈은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고 보성전문학교 교장에 재임하였으며 임시교육조사위원회 활동 후
에는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그는 조선교육협회 회원으로 활동한 조선인 
사회의 유지였다. 

76) 강명숙, ｢일제시대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 연구｣, 교육사상연구 23-3, 2009, 7~8쪽.
77) ｢朝鮮統治祕話｣(1937), 水島広紀 編集, 植民地帝國人物叢書38 朝鮮編19, ゆまに書店, 

2010,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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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 개정에 대한 근본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모두 발언하였다. 또

한 교육은 “各人으로 천부의 능력을 발휘케 하고 신체를 단련하며 智德을 연

마함으로써 인격의 완성”을 하는 것이나 동시에 시대의 추세에 비추어 民情에 

맞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조선 교육은 문화의 촉진에 노력하여 

일시동인의 성지를 실현할 근본”임을 다시 강조한 것이었다.78) 교육 자체의 

목적보다는 ‘조선’에서의 교육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령 개정에 반영

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따라 임시교육조사위원회의 미즈노 위원장은 답

신안을 보내어 학무국의 개정안에 대체로 찬성 의사를 밝히고 일본과 동일한 

교육제도를 적용할 것을 강조하는 몇 가지 제안만 첨언하였다.79) 

  그런데 위원회 중에 조선인 위원인 고원훈이 교수용어를 조선어로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이완용과 석진형이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정식으로 심의

에 부쳐지지도 못하였다.80) 이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제2회 임시교

육조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임시교육조사위원회는 총독부의 개

정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단순히 형식적 자문기구에 불

과하였다.

 교육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는 오히려 총독부와 일본 본국의 관계기관 사이

에서 치열하게 일어났다. 成案 전에 시바타 학무국장은 拓殖局, 法制局과 절

충 작업을 벌였다.81) 이때 개정안 중 문제가 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

나는 기존 조선교육령 강령의 ‘교육칙어’ 부분을 삭제한 것이었다. ‘교육칙어

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것은 조선교육령의 가장 근본적 취지

이자 조선 교육의 목적이었다. 조선교육령이 제정될 당시에도 교육칙어 포함 

78) ｢總督訓示-臨時敎育調査會席上｣, 조선일보 1921.1.8.
79) 임시교육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1. 조선의 교육제도는 민

도 사정이 許하는대로 일본 내지의 교육제도에 준거할 것, 2. 조선인의 교육에 관하
여 특별제도를 설치한 경우에도 각 제도 하 일선인을 교육함에 무방케 할 것, 3. 일
본과 조선에 在한 학교의 연락을 일층 밀접케 할 것, 4. 향학심을 존중하여 사정이 
허락하는대로 이에 응하는 시설을 할 것”이었다. (｢敎調委員答申案｣, 조선일보 1921.
1.12.)

80) 김한종, ｢1920년대 조선교육협회의 교육운동｣, 59쪽.
81) 조선교육령 개정 작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총독부 학무국에서 개정 초안을 성안하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우선 일본 본국의 식민지 관련 담당 부서인 척식국과 협의 조정한
다. 협의를 마치면 법제국으로 넘겨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받은 뒤 내각회의를 통과하고, 
천황의 자문기구인 추밀원에서 심의하여 천황의 칙제를 받아 칙령으로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강명숙, ｢일제시대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 연구｣,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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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두고 총독부와 제국교육회 사이에 알력이 빚어지다가 결국 후자의 주

장대로 교육칙어가 포함된 일은 주지의 사실이다. 총독부 당국자들은 ‘교육칙

어에 기초한 충량한 국민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의 제시가 별 효과 없이 조선

인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3·1운동을 통해 이러한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결국 총독부가 이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안을 작성하면

서 법제국 참사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었다. 여전히 총독부와 일본 본국의 

조선 교육에 대한 입장 차이가 충돌한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日鮮共學’ 문제였다. 내지연장주의의 가장 직접적 적용으로 

여겨진 공학 실시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공학 반대부터 초

등교육 단계부서 공학을 실시하자는 주장, 초등학교가 시기상조라면 중등학교

부터 시행하자는 주장, 보통교육은 당분간 分別하되 학교 명칭만 통일하자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척식국은 전면적인 공학 실시를 주장하였으나, 총독부는 

“조선 현재의 민도, 문화, 관습, 언어 등 차이에 비추어 교육의 정신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당분간은 양자의 교육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공학 실시보다는 조선인 교육에서 “덕성 함양과 국어 보급”에 힘을 쏟음으로

써 제국신민의 자질과 품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급무라는 것이었다. 또한 전

면 보통교육을 別學으로 한 이상 일본인과 조선인의 학교명을 통일하는 것도 

오히려 불편하고 실익이 없다고 하고, 보통교육 외의 실업교육, 사범교육, 전

문교육, 대학교육에서만 공학을 주장하였다.82)

  총독부 당국자들은 일본 본국의 관료‧지식인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교육령 

개정에 접근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3·1 운동 이후 부임한 사이토 총독, 미즈

노 정무총감, 시바타 학무국장 등은 문화정치라는 기조에 입각하여 이전 시기

보다는 유연하게 조선인 교육을 조정하려고 하였다. 미즈노 총감의 경우, 교육

의 진흥이 조선인의 독립심을 함양하게 될 것이라는 일본 지식층의 우려에 대

하여 ‘新附의 民에게 적합한 견실하고 온건한 교육’을 통해 정치적 효과를 거

둘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대학 설치 반대론이 비등하였으나 그는 대학 설립

이 오히려 통치상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즈노는 법학자 호즈미 노부시게(穂積陳重)로부터 “교육은 정치의 大本”이

82) ｢朝鮮統治祕話｣(1937), 270~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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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을 듣고 동감을 표했다고 회고하였다. 호즈미는 독일이 알자스 로렌을 

획득했을 때 가장 먼저 대학을 설치하여 민심을 무마한 사례를 들어 독일의 

정치가 문명적이었듯이 조선에서도 대학 설립을 권고했다고 한다. 또한, 미즈

노는 조선인 자제 중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근래 중국의 상해나 북

경, 미국, 그리고 일본의 사립대학을 많이 진학하는데, 외국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 대다수 ‘排日者’가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83) 차라리 총독

부의 통제가 미치는 조선 내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식민통치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미즈노의 사례에서 보듯이, 총독부 당국자는 통치의 측면에서 교육문제를 

취급하고자 하였다. 조선인에 대한 교육을 일종의 정치적 전략으로 접근하였

기 때문에 일본 본국의 내지연장주의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였으나 전적으로 

찬동하지는 않았다. ‘시세와 민도’라는 조선교육령의 표현은 개정을 통해 삭제

되었으나 이 개념이 총독부 당국자들의 생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

다. 더욱이 정책입안자이자 식민통치 담당자로서 조선인 사회의 동향을 무시

할 수도 없었다. 총독부가 교육령 개정안에서 교육칙어 부분을 삭제하고 전면 

공학 실시 대신 실업·전문교육 이상에서만 공학을 주장한 것도 조선인 사회의 

반응을 어느 정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인들은 교수용어를 일본어 대신 

조선어로 할 것과 초등교육의 공학 도입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총독부는 

공학 문제는 조선인들의 의견을 수용했지만 교수용어 문제에서는 조선인들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총독부의 교육령 개정 작업은 일본 본국의 내지연장주의 

기조에 동조하면서도 식민통치 방침의 편의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조선교육령 개정안은 마침내 1921년 11월 29일 일본 내각을 통과하였다. 

내각이 추밀원에 개정안 관련 자문을 요청함에 따라 1921년 12월 5차례 회의

가 진행되었다. 이때 추밀원 본회의에서 “교육제도의 개정과 교육기관의 확장

으로 인하여 다수의 졸업생을 사회에 배출하게 될 것이다. 배웠으나 직업이 

없다면 혼란의 근본이 될 터인데 정부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라는 호즈미 

법학박사의 질문에 다카하시 고레기요(高橋是清) 수상은 준비가 되었다는 답

을 했다고 한다.84) 다카하시 수상의 답변이 어떤 의도였는지 정확히 알기 어

83) ｢朝鮮統治祕話｣(1937), 298쪽.
84) ｢朝鮮統治祕話｣(1937), 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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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지만, 이러한 질의응답이 나올 정도로 조선교육령 개정이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하여 일본 정치가와 관료들 사이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컸던 듯하다. 

추밀원 회의를 거치며 수정 상주된 조선교육령은 1922년 1월 25일 본 회의에

서 전원 일치로 통과되었고, 2월 3일 천황의 재가를 받아 2월 4일 칙령 제19

호로 공포되었다.85) 개정된 조선교육령, 즉 제2차 조선교육령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에서의 교육은 本令에 의함.

제2조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고등여학교령에 

의함. 단 이 칙령 중 문부성 대신의 직무는 조선 총독이 이를 행함. 전

항의 경우에서 조선 특수의 사정에 의하여 특례를 設하는 필요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조선총독이 別段의 규정을 할 수 있음.

제3조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

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함86)

  제1차 조선교육령과 비교하여 ‘교육칙어에 기초한 충량한 국민 양성’과 같

은 교육 목적이나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 교육 방법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1조에서는 본령이 ‘조선인’에 대한 민족적 교육이 아

니라 ‘조선’이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제2조와 

제3조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국어를 상용하는 자’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고 학교급의 별도 명칭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4조부터 이하 내용

은 일본인 교육에 대한 내용보다는 조선인 교육에 해당되는 보통학교와 고등

보통학교 관련 규정과 함께 사범교육, 실업교육 등에 대한 규정이 이어지고 

있어 사실상 조선인 교육에 방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의 취지에 관하여 사이토 총독은 시세의 추이에 따라 교육

제도를 정비하지 않을 수 없어 사범교육과 대학교육을 신설하고 보통교육·실

업교육·전문교육의 정도를 진전시키는 등 민중에게 문명의 혜택과 복지를 증

진했음을 강조하였다.87) 일본과 동일한 교육제도 도입으로 일선인 무차별교육

85) 강명숙, ｢일제시대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 연구｣, 44~45쪽. 
86) 朝鮮總督府官報 1922.2.6. 
87) ｢新敎育令發表｣, 동아일보 19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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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정무총감과 학무국장의 담화에서도 반복하여 강

조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제2차 조선교육령을 “세계 교육사상 신기록”인 무

차별주의 교육의 실현이라고 선전하면서도 언어와 풍습 등이 다른 “조선 특수

의 사정”을 내세워 차별적 교육을 정당화하는 모순을 드러내었다.88) 

  이와 관련하여 교육령 개정에 참여한 학무관료 다카하시 하마키치(高橋濱
吉)는 “유차별이 곧 무차별”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조선인은 수천 년 간 일

본과 다른 언어, 풍습, 역사를 가진 ‘新附의 일본인’이기 때문에 교육제도와 

내용 상 내선인 차별이 있는 것은 본질상 당연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통교육

에서 內鮮人 別學 유지는 반도 교육의 특수성을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국

민교육을 ‘新附民’에게도 일본인과 똑같이 실시하기에는 아직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89) 곧 차별적 교육정책은 조선인을 점진적으로 동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었다. 일본 본국이 제시한 내지연장주의 교육방침을 총

독부는 ‘차별적 동화’ 교육방침으로 변용하여 실시하였다. 

  그런데 내지연장주의 교육방침에 대하여 재조 일본인 사이에서는 비판적 시

각이 제기되었다. 경성의 일본인 유지이자 언론인 아오야기 츠나타로(青柳綱
太郎)90)는 제2차 조선교육령을 “민도를 초월하는 교육제도”라고 규정하였

다.91) 그는 조선인의 민도가 최근 발달하기는 했어도 문화정치의 기조 아래 

내지연장주의를 실시할 만큼은 아니라고 하면서 총독부의 결정을 비판하였다. 

조선교육령 개정을 맞아 조선어를 조선 교육의 근본으로 삼고 조선 본위의 교

88) ｢新敎育令發表-政務總監談｣, 동아일보 1922.2.7; ｢敎育令內容說明-柴田善三郞學務局
長談｣, 매일신보 1922.2.8; ｢新敎育令에 就하야｣, 동아일보 1922.2.8. 

89) 高橋濱吉, ｢朝鮮教育の特質｣, 文教の朝鮮50, 1929.10, 17~23쪽. 다카하시 하마키치는 
학무국 관료와 경성사범학교･경성여자사범학교 교장 등 교직을 역임했을뿐 아니라 조선
교육사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그에 관해서는 강명숙, ｢1920년대 조선총독부 일본인 학무
관료 다카하시 하마키치(高橋濱吉)의 조선교육사 서술과 그 함의｣, 한국교육사학40-4, 
2018을 참조할 것.

90) 아오야기는 1901년 關門新報 통신원으로서 경성으로 건너와 1903년에는 大阪每日新聞
 통신원으로서 한국 남부지방의 실정을 조사하였다. 이후 통감부 遞信屬에 임명되어 전라
남도 나주와 진주 우편국장을 역임하고 이후 재정고문부 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궁내 촉탁
으로 도서 기록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1910년 朝鮮硏究會를 설립하고 조선 고서의 출판, 
조선 역사 관련 등의 여러 저술에 종사하였다. 週刊京城新聞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국
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아오야기에 관해서는 최혜주, ｢재조일본인 아오야기 쓰나타로의 ‘신일본(조선) 건설론｣, 동
북아역사논총54, 2016을 참고할 것.

91) 青柳綱太郎, 總督政治史論(下), 京城新聞社, 1928,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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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요구하는 조선인 식자층의 목소리가 점차 민족 자각 의식이 커짐에 따라 

여론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선인들의 ‘조선인 본위’ 교육 요구를 

총독부가 수용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일본인 본위’ 교육을 관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내선동화가 일본의 국책이라면 조선인 교육도 국책

에서 출발해야 하고 내지연장주의를 표방한다면 말 그대로 일본인 교육과 교

과서를 철저히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새로운 교육령이 조선인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러한 불철저한 조선교육령으로 육성되는 내선 양 민족은 결국 대등하게 

發育하는 내선 양 언어의 발전에 따라 대항심과 대립심이 점점 더 발달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로마는 일찍이 멸망했어도 로마어는 전하고 있다. 로

마어가 널리 쓰이는 곳에 로마의 정신이 남아있다. 로마가 대두할 기회가 있다

면 그것은 로마어 덕분이다. 우리 제국은 조선과 조선인을 병합했으나 조선어

를 병합하지 못했던 데에 큰 고민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중략)…제국 내에

서 일본어와 조선어의 두 언어를 대립시켜 내선 아동을 보육하는 것은 결코 

동화를 달성하는 방법이 아니다. 조선인은 소요 이래 조국 회복 의지가 양성되

고 있어서 이제는 擧島一致의 민족사상이 아닌가. 그리하여 조선 민족은 이 신

교육제에 의하여 점점 비생산적 고등유민을 양성하고, 사상계는 해가 갈수록 

분기할 것이다. 도대체 조선의 민도와 사회 상태에서 대학을 조선에 설립하고 

법과·의과·농과 등에서 학생을 양성하여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92)

  아오야기는 초등교육부터 일본어를 전용하게 하여 이중언어 사용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였다.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 ‘국어를 상용하

는 자’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로 나눈 것 자체가 이미 조선어의 사용을 

인정한 조치라는 의미였다. 로마와 로마어(라틴어)의 사례를 들어 조선어가 계

속 사용된다면 조선의 정신도 남아있게 된다고 보았다. 이중언어 인정은 오히

려 저항의 감정만 키울 것이기에 동화주의를 표방한 총독부의 어중간한 교육

령 개정이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대학의 설치에 부정적이었는데, 

조선인들이 새로운 고등교육의 기회까지 얻으면 비생산적 고등유민이 증가하

92) 青柳綱太郎, 總督政治史論(下), 京城新聞社, 1928, 85~88쪽.



- 128 -

고 그에 따라 사상계도 악화될 것이라는 까닭이었다. 이와 같은 주장에서 총

독부와는 또 다른 재조 일본인 사회가 조선인교육에 대해 가졌던 불만을 엿볼 

수 있다. 

  아오야기는 재조 일본인의 여론을 좌우하는 언론사를 경영할 뿐 아니라 ‘조

선연구회’라는 학술단체를 운영하던 유력자였다. 조선연구회는 총독부의 지원

을 받아 조선 고전을 번역하고 간행함으로써 식민통치의 기초 작업을 수행하

던 단체로 총독부와 학계·언론계의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조선연구회의 평의원 

구성을 보면 1기는 조선에 주재하는 총독부 실무자급과 학교 관계자를 중심으

로, 2기는 그에 더하여 저명 대학교수와 언론인, 그리고 경성과 만주의 언론

인까지 포함하였다.93) 아오야기는 조선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으로 ‘조선

통’으로 일컬어졌던 만큼 그의 의견은 재조 일본인 사회와 일본의 지식층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조선인의 민도를 낮게 평가하

고 전면적 일본어 보급 교육을 통해 무단적 동화를 주장한 배경에는 조선에 

거주하면서 직접 조선인 사회를 목격하며 느꼈던 점이 있었다. 통감부를 비롯

하여 총독부 통치를 모두 겪은 아오야기는 3·1운동 이후 조선인이 상하를 막

론하고 반일 정신과 독립사상이 왕성함을 목격하고 경계하였다. 일례로, 공립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중등학교에 다니거나 유학한 학생들은 모두 일본어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무리 중에 일본어로 말하는 학생이 있으면 ‘매국노’라

고 질타받는 것을 본 경험을 들어 식민교육을 받아도 반일감정과 독립심이 사

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94) 

  이상과 같이 조선교육령 개정과 내지연장주의 교육방침의 수위를 둘러싸고 

일본인 내에서도 총독부, 일본 본국 관료･지식층, 그리고 재조 일본인 지식층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 방향은 다양했어도 본질적으로는 

안정적 조선 통치를 위하여 조선인 교육을 정책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이들의 논의는 서로 경쟁한다기보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식민교

육 정책을 조율해가는 합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내지연장주의 교육방침은 ‘차별적 동화’라는 식민지적 변용으로 

조선교육령 개정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담론적 차원에서 교육령 개정의 차별

93) 최혜주,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42, 466~478쪽. 
94) 青柳綱太郎, 新朝鮮(上), 京城新聞社, 1925,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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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는 감추어지고 동화의 요소만이 강조되었다. 내지연장주의 교육담론은 

근대 문명의 보편적 교육을 강조하는 언설로 조선인 사회에 유포되었다. 이에 

대하여 조선인 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대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식민교육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2) ‘조선인 본위’ 교육운동의 지향과 구상

  (1) 조선교육협회의 설립과 민족 중심 교육단체 구상

  1920년대 초반부터 지식인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교육열 현상을 조명하면

서 조선인교육 담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교육열은 곧 조선인 사회

가 신식학교와 근대교육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게 되었다는 지표로 여겨졌다. 

지식인들은 민중의 교육열을 토대로 교육에 관한 논의를 확장해가면서 이를 

교육운동으로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교육단체를 설립하고 교육운

동에 나서게 되면서 구체화되었다. 1920년대의 교육단체와 교육운동의 의의는 

담론과 운동을 연결시켰다는 것에 있다. 이때 교육단체 설립과 교육운동은 교

육을 민족 전체의 공통과제로 삼아 민족주의 진영이 주도하고 사회주의 진영

이 호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기적으로 1920년대 초는 사상계의 분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던 시점이기도 했지만 교육문제에서만큼은 사상에 관계없이 

지식층 전체가 협력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교육단체는 1920년 6월 韓圭卨, 李商在, 柳根 등이 설립한 朝鮮
敎育協會였다.95) 임시회장은 한말 국민교육회 창립에도 관여했던 이상재가 맡

95) 원래 명칭은 朝鮮敎育會였으나 1922년 총독부 인가를 받으면서 일본인 관변 교육단체 조
선교육회와 구별하기 위해서 朝鮮敎育協會로 개칭되었다. 한편, 조선교육협회와 관련하여 
‘朝鮮女子敎育會’도 중요한 교육단체였다. 조선여자교육회는 조선교육회보다 이른 1920년 
2월 창립되었다. 차미리사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조선여자교육회는 야학, 강습소, 강
연회를 개최하여 이른바 ‘구식여성’에 대한 교육활동 등을 하였다. 조선여자교육회는 조
선교육회 등과 더불어 1920년대 전반 조선의 교육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이었다. (한상권, 
｢조선여자교육회의 전국순회 강연활동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43, 2005; 박정애, 
｢식민지 조선 여성들의 배움 열망과 근화여학교｣, 인문과학연구22, 2016.) 그러나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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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조선교육협회는 교육이 조선인 사회의 의무라는 생각을 가진 유지들의 

모임이었다. 조선교육협회는 개인의 교육이 곧 사회의 발전으로 연결된다는 

교육관에서 설립되었다. 사회는 개인의 합이며 개인이 자립적으로 운명을 개

척하는 기풍이 있어야 사회가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관에만 의지하는 

교육 대신 조선인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적 역량을 키워나가야만 민족의 실력양

성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96) 이러한 교육관은 조선교육협회 취지서에서도 찾

아 볼 수 있다.

 

 社會의 完全한 發達은 그 社會를 組織한 各 個人의 圓滿한 發達을 待한 然
後에 可히 期望하나니 現下 우리의 社會狀態는 物質的 精神界를 莫論하고 萎
靡混沌함이 極度에 達하야 上下가 一樣으로 金錢萬能主義에 眩惑하야 私利를 

是圖하는 外에 個人과 社會의 關係는 全然히 念頭에 忘却하고 全半島의 精神
界는 다만 今日主義로 風靡함으로 純美한 舊文化는 一墮無餘한 中에 此에 代
할만한 新文化의 建設은 아즉도 前途가 杳然할  아니라 더욱이 世界的 思
潮의 大波瀾이 焰天의 勢로 全球를 掀動함에 際會하야 薄弱한 吾人의 思想界
는 宛然히 針路를 失하엿도다.…(중략)…이제 世界的 大戰亂의 結果가 新文化
의 大運動을 惹起하게 됨은 特히 著明한 事實인즉 今日 우리 社會를 이 浸淪
中에서 挽回할 唯一의 方策은 다만 이 時代에 適應한 敎育을 獎勵振興함에 

專在하도다 噫라 今日 朝鮮의 敎育問題는 이것이 決코 閑人의 閑談材料가 아

니라 우리 民族의 將來 消長에 關한 岐點이며 死活에 關한 問題라 現下 朝鮮
內에 散在한 零星한 敎育機關中에서 純然한 우리 朝鮮人의 財力과 努力으로 

經營하는 것이 幾個나 有하뇨 根本의 問題를 等閑에 附하고 民族의 復活이니 

社會의 改善이니 아모리 絶叫하며 아무리 期待할지라도 畢竟 到來할 機가 업

슬 것이로다.97)

  이상 취지서에는 지식인들의 현실인식과 교육관이 잘 드러나 있다. 사회의 

발달을 위해서는 개인의 성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교육의 필요

를 설명하였다. “금전만능주의에 현혹하여 私利를 是圖”하는 폐단을 극복하기 

여자교육회는 여성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96) ｢朝鮮敎育會에 對하여｣, 동아일보 1920.6.30; ｢朝鮮敎育會에 對하여｣(屬), 동아일보

1920.7.1.
97) ｢朝鮮敎育會發起｣, 동아일보 19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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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개인의 내적 개조를 사회의 근본적 개조로 연결하자는 사회개조론의 

시각이 바탕에 있었다. 사회의 근본적 개조는 “일반 국민의 문화 정도를 향

상”하는 데서 출발하며 이를 가능케 할 개인의 내적 개조는 오로지 교육을 통

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선인 사회 또는 민족의 발전과 번영이야말로 

조선인교육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의 저변에는 개조를 통

해 강자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優勝劣敗의 논리, 즉 사회진화론의 시

각이 여전히 깔려 있다.98)

  이처럼 1920년대 초 사상계는 근대 비판의 성격이 뚜렷한 개조론을 수용하

여 신문화를 구상하였으나 여기에는 기존의 사회진화론 또한 혼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서구에서 일본을 거쳐 수입된 개조론의 원래 비판 대상은 자본

주의 근대였으나 식민지 조선에서는 서구나 일본과 같이 비판할만한 자본주의 

근대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지식층에게 식민지 조

선의 자본주의 근대 양상은 이른바 ‘금전만능주의’와 ‘私利’로 표현되는 사회 

도덕의 변질로 다가왔다. 그러므로 개조의 대상으로 먼저 개인의 내면이 우선

시되고 인격의 발달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었다. 

  또한, 조선인교육 문제는 “우리 민족의 장래 消長에 관한 기점이며 사활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문제를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다

소 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조선인 사회 전체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앞

서 살펴보았던 입학난구제기성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학난 문제를 민족

의 재난으로 위치 지으며 조선인 사회의 여론을 환기하였다. 이러한 담론은 

교육이 곧 조선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육 만능’의 논리이기도 

하였다. 한말 근대개혁기의 지식인들이 교육입국론과 교육구국론을 내세워 국

가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듯이, 문화운동을 주도한 지식인들도 교육을 통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담론을 유포하였다. 

  1920년대 초 설립되었던 민족주의 진영의 교육단체들은 조선인교육의 주체

를 ‘민족’으로 설정하고 단결의 기제로 삼고자 하였다. 이들이 조선인교육의 

현안으로 제시한 것은 교육 기회의 확대였다. 앞의 조선교육협회 취지서에서

도 현재 조선 내의 교육기관 중에서 “純然한 우리 朝鮮人의 財力과 努力으로 

98) 김한종, ｢1920년대 조선교육협회의 교육운동｣, 충북사학 8, 1995,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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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營”하는 것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즉, 조선의 교육문제를 조선인의 재력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조선교육협회를 창설하였다는 것이다.

  조선교육협회에는 당시 조선인 사회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李
商在, 金思默, 兪星濬, 柳正秀 등 초창기 개화파로서 대한제국 시기 관료였던 

원로 인사들부터 張德秀, 柳瑾 등 동아일보 계열 인사들까지 다양하게 포진되

어 있었다. 그 중에는 朴勝鳳, 유성준, 유정수, 김사묵, 劉文煥, 李豊載 등 총

독부 관직에 있거나 維民會 등의 친일 관변단체에 소속된 이들도 적지 않았

다. 한편 장덕수, 朴一秉, 李得秊, 李英, 張燾, 金思容 등 사회주의나 노동운

동과 관련된 인사들도 있었다.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였는데, 高
元勳(보성전문학교 교장), 任璟宰(휘문고등보통학교 교장), 鄭大鉉(보성고등보

통학교 교장), 趙東植(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교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재, 

유성준, 김정식 등은 대한제국기 국민교육회의 회원이기도 하였으며 기독교 

계열 인사들이었다. 그 밖에 吳尙俊, 吳知泳 등 천도교 계열 인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조선교육협회의 인적 구성은 문화운동의 기치 하에 조

선인 사회의 유지를 망라하고 있었다.99) 

  조선교육협회는 1922년 5월에 총회를 열어 새로 임원을 선출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회장은 이상재가 연임하였고, 부회장에 南宮薰, 고문에 韓圭卨, 

이사에는 兪鎭泰, 李鉉植, 朴一秉, 都鎭基, 李鍊乾, 金祐鉉, 張斗鉉, 白南雲, 

姜仁澤, 金時龜, 申明均, 金相天, 朱翼, 李時琓이 임명되었으며 평의원으로 

柳정수 외 29인이 이름을 올렸다.100) 이후 조선교육협회는 각지의 청년회 그

리고 동아일보 지국과의 후원 속에서 전국 순회강연을 하는 등 교육활동에 나

99) 김한종, ｢1920년대 조선교육협회의 교육운동｣, 62~64쪽. 조선교육협회는 창립 후 당국의 
인가를 신청했으나 총독부는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당시 총독부에서는 조선교육령 개정
을 시도하면서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통해 교육에 대한 논의를 집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교육협회를 인가하여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교육협회는 조선교육령 개정 작업이 거의 완료된 1922년 1월에 가서야 인가를 받았
다. 총독부는 내선인이 함께하여 진정한 조선 교육계를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임시교육조
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관변단체인 ‘조선교육회’로 설립하고 조선 각지의 교육회를 그 
안에 수렴하도록 하였다. 2년여 간 총독부의 인가가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선교육협
회의 활동은 지지부진하였다. 심지어 당시 한창 화제가 되었던 조선교육령 개정에도 교육
회 차원의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면서 한계를 노정하였다. 기관지 신교육 발간을 예고했
으나 그마저도 총독부의 견제로 인가를 얻지 못한 채 불발되고 말았다.(｢新敎育 不認可｣, 
동아일보 1922.12.30.)

100) ｢朝鮮敎育協會總會｣, 동아일보 19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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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직적 교육운동을 시작한 것은 1922년 말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조선교육협회의 설립에 대하여 조선인 교육공론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내비추었다. 동아일보는 조선교육협회에 “교육 장려의 중심적 기관”이 

될 것을 촉구하였다. 이때 장려되는 교육은 자립적 기풍을 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관에 의지하지 말고 개인이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교육이 앞으로 조선

인 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조선교육협회가 선도해나가야 한다는 것

이었다.101) ‘민족중심기관’의 설립은 민족주의 진영의 운동 논리였다. 민족주

의 진영은 민족의 일치와 단결을 지상과제로 내세우고 민족 단결을 지도할 중

심기관의 설립을 주장하였다. 교육의 측면에서 이러한 중심기관은 조선교육협

회가 되었다. 

  또한 조선일보는 조선교육협회의 명칭에서 ‘조선교육’의 뜻이 ‘조선에 한

하여 교육’한다는 것인지, ‘조선을 교육’한다는 것인지 물었다. 그리고 전자라

면 의지가 박약하고 범위가 협소하나, 후자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 조선 민족

에게 조선 정신을 교육한다는 의미이므로 찬동한다고 밝혔다.102) 이와 같이 

‘민족의 정신’을 가르친다는 민족 교육은 192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재만동포 

교육문제를 쟁점화할 수 있었던 기본 논리이기도 하였다.103) 민족주의 진영은 

조선 민족이 타지에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민족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고 여겼

101) ｢朝鮮敎育會에 對하야｣, 동아일보 1920.6.30; ｢朝鮮敎育會에 對하야｣(續), 동아일보
1920.7.1. 

102) ｢朝鮮敎育會에 對하야｣, 조선일보 1920.7.7.
103) 재만동포 교육문제는 간도에 이주한 조선인들의 학교 설립과 운영을 둘러싸고 중국측과 

재만조선인측의 갈등으로 시작되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재만조선인 교육 문제가 
국적 문제와 연관되면서 중국 관헌과 재만조선인 사이에 갈등이 종종 발생하였다. 동아
일보사와 조선일보사 등 민족주의 계열은 신문 지면을 활용하여 재만동포의 처지와 교
육문제에 대한 기사를 통해 여론을 환기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선일보는 1927년 길림의 
李鍾鼎에게 만몽답사를 하게 하면서 재만동포의 교육 상황을 점검하고 연재기사를 내보
냈다. 총독부의 간섭이 미치는 일본식 교육과 현지의 중국 관헌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중국식 교육을 거부하고 조선인 사립학교를 통한 민족교육 현황을 보도하였다. (｢滿蒙踏
査｣(15)~(18), 조선일보 1927.11.23~27.) 국적 문제로 인한 중국 관헌의 재만동포 탄
압을 규탄하며 안재홍을 비롯한 조선인 유지들이 ‘재만동포옹호동맹’을 결성하고 여론을 
환기한 것과 비슷한 시기였다. 민족주의 계열이 재만동포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지점은 
재만동포의 교육이 “조선인의 민족성을 존중하고 그 지리‧역사‧언어 등 교수”를 보장해
야 한다는 것이었다. (｢在滿同胞 敎育問題｣,동아일보 1929.6.12; ｢在滿同胞 敎育問題
｣, 조선일보 1929.8.1.) 이어서 만주사변과 만주국 수립 이후에는 총독부‧만주국‧재만
조선인으로 교육 주체가 다각화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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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공권력에 의한 교육제도와 별개로 민족교육의 가치를 보전하고 자

율성을 유지할 민족적 교육기관으로서 조선교육협회를 위치 지었다.

  이처럼 조선교육협회의 설립에는 민족주의 진영의 주도로 조선인교육의 중심 

단체를 설립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었다. 이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목표는 

‘조선인 본위’ 교육이었다. ‘조선인 본위’라는 표현은 현재 교육이 ‘일본인 본

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일본인 본위’의 교육제도에 

대항하여 조선인을 교육의 주체로 부각시키고자 한 ‘조선인 본위’ 교육의 요구

는 사실상 식민교육에 저항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체제 내에서 민족문

화의 고유성을 지키고 실력을 양성하자는 타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

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교수용어 문제’와 ‘민립대학 설립운

동’을 들 수 있다.

  (2) 교수용어 문제 제기와 민족문화 교육 주장

 

  조선교육령 개정 전후로 조선인 사회는 적극적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교육에 

대한 조선인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핵심은 조선인을 본위로 한 교육으

로 제도를 정비하라는 것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보통학교의 교수용어

를 조선어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통감부 시기 일제가 

한국 교육정책에 간섭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일제는 일본어 

교수의 철저를 식민교육의 기본방침으로 삼아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

다. 이에 대해서 조선인들의 불만이 계속 이어졌는데, 일본어 교수의 목적이 

조선어를 멸절시키는 데 있다는 인식이 주요한 이유였다. 총독부 당국자는 이

를 오해라고 무마하였다. “제국신민의 교육”에 일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

수용어로 삼았을 뿐이고 조선어 또한 교과 과정상 중시한다는 것이었다.104) 

그러나 당국자의 변명과는 달리 일본어 강제와 함께 조선어는 학교수업에서 

배제되어 갔고 조선인들의 불만은 점차 높아져 갔다.

  보통학교 교수용어 문제가 조선인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쟁점화된 것은 

104) 學務局長 關屋貞三郞, ｢朝鮮人敎育に就きて｣, 朝鮮敎育硏究會雜志, 1919.6,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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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초부터였다. 동아일보는 창간하자마자 1920년 4월 11일부터 ｢朝鮮人
의 敎育用語를 日本語로 强制함을 廢止하라｣라는 사설을 연재하여 교수용어 

문제에 불을 지폈다. 이 사설에서는 교수용어를 일본어로 강제하는 것의 폐해

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는 아동의 능력 발달을 저해한다

는 교육학적 접근, 둘째는 조선의 고유한 문화를 파괴한다는 민족주의적 접근

이었다. 먼저 교육학적 접근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理性이 發達되지 못하고 記憶力이 乏少한 幼年兒童에게 學問을 敎함도 兒童
에게는 堪當키 難한 事이거든 況 朝鮮語와 交涉이 無하고 共通이 全無한 日本
語로써 敎함은 學校兒童에게는 無限한 苦痛이라 謂치 아니치 못할지로다. 日
本語도 記憶치 아니면 아니될터이며 學課도 記憶지 아니하면 아니될터이니 엇

지 二重負擔이 아니리요. 만약 兒童의 苦痛을 減少키 爲하야 學課의 負擔을 

輕케 한다 할진대 朝鮮人은 日本語는 學得한다 할지나 學問은 學得지 못할지

니 이 엇지 朝鮮人의 發展을 妨害함이 아니리요. 近世主義의 第一人者라는 稱
이 有한 룻소는 敎育에 對하야 論하얏스되 “兒童의 年齡이 五歲로부터 十二歲
에 達하기까지는 아즉 兒童의 理性이 發達지 못하고 記憶力이 乏少함으로 音
이나 形容을 感함은 可能하나 觀念을 形成하며 觀念을 綜合하야 事物을 記憶
함은 不能한 事이니 故로 此時期에 兒童에게 對하야 語學을 課함은 不可하다. 

此時期에 外國語를 敎授함은 全然 無益한 事일뿐 아니라 有害한 事이니 兒童
은 外國語를 學한다 할지라도 其言語의 內容되는 事物의 觀念을 形造할수가 

無함으로 記憶하기 不能하니 外國語를 敎함은 자못 兒童의 頭腦를 困苦케 할

뿐이라.” 果然 그러하도다. 幼年兒童에게 外國語를 敎授함은 兒童의 能力을 消
耗함이 甚大하며 兒童의 智能의 發達을 沮碍함이 甚大하도다.105) 

  이상과 같이 보통학교의 교수용어로 일본어가 아니라 조선어를 채택해야 하

는 이유에 대해서, 인지 발달단계상 교과내용을 학습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아동에게 사실상 외국어인 일본어로 교수하면 내용 자체보다 언어를 습득하는 

것에 지력을 소모하게 되어 제대로 된 학습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일본어는 습득해도 학문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관하여 루소의 교

육론을 들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루소는 5~12세의 아동, 즉 보통학교 

105) ｢朝鮮人의 敎育用語를 日本語로 强制함을 廢止하라(上)｣, 동아일보 19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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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해당되는 연령은 감각적 인지는 가능하나 추상적 사고는 어려우므로 

외국어로 가르치는 것은 무익하며 심지어 유해하다고 보았다. 루소는 교육론

을 피력한 에밀에서 아동기에 모국어와 외국어라는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숙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두 언어를 숙달하려면 각 언어가 품고 있는 

관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동기에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었다.106)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보통학교에서 자국어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 것이다. 당시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서구의 교육학 이론들이 국내에 유

입되었는데, 1910년대 말부터 특히 1920년대 초에 개조론과 함께 개인의 인

격과 자아발달을 강조하는 교육론이 확산되었다. 루소의 사상은 한말부터 여

러 매체에 일부 소개되기 시작하여 1920년대가 되면 정치사상부터 아동교육

론까지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교육적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용어로 일본어 사용이 불가함을 주장한 것은 일제 당국이 반

박하기 어려운 설명이었다.

  한편, 교수 용어를 조선어로 변경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조선 고유의 문화

의 독자적 존립이 필요하다는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 이 주장은 총독부의 동

화 교육에 대하여 민족문화를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판한 것이었다. 

 朝鮮은 四千餘年에 連亘된 歷史가 有하며 此에 依하야 發達된 獨特한 文化
가 有하며 言語가 有하거날 日本人은 自己의 抽象的 觀念과 客觀的 視察로써 

朝鮮人의 文化를 幼稚하다 蔑視하야 此를 壓迫하되 朝鮮語를 廢止하고 日本
語로써 政治上 用語를 定하고 敎育用語까지 强制하엿스니 此 엇지 朝鮮人의 

苦痛이 아니며 文化에 대한 危憂가 아니리오.…(중략)…大抵 日本人은 朝鮮人

106) 루소는 12~15살까지 아동이 2개 국어에 숙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
면 언어는 기호를 바꾸면 그 기호가 표현하는 관념들까지도 변화시킨다. 아동은 여러 가
지 형태의 언어 중에서 하나만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이성의 시기에 도달할 때까지 가
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두 언어를 숙달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들의 관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언어를 겨우 이해하는 아이
가 어떻게 관념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의 사물은 무수
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관념은 각기 하나의 형태밖에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아이는 단 하나의 국어를 배울 수 있을 뿐이다.” (장 자크 루소 지음, 
민희식 옮김, 에밀, 육문사, 2017, 162쪽.) 한편, 루소는 아동기의 외국어 교육뿐 아니
라 문자 언어교육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자연에 따른 성장을 중시했기 때문에 
인위적인 교육에 반대한 것이었다. (민유라･박창언, ｢루소의 언어교육론｣, 어린이문학교
육연구17-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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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文化와 言語에 對하야 干涉할 何等 理由와 權利가 無하다하노니 何故오 

하면 民族性과 文化에 對하야는 其民族의 自由에 放任치 아니하면 不可하다. 

其理由를 말하면 (1)文化의 價値는 其民族의 生活에 適不適과 合不合에 依하

야 決定되는 者이며 抽象的이나 客觀的으로 決定할 수 업는 所以니라. 日本
文化가 日本人에게 適合하다고 朝鮮人에게 반드시 適合한 者가 아니며 中國
人의 文化가 中國人에게 良好하다고 日本人에게 반다시 良好할 바가 아닌

즉…(후략)107)

  오랜 역사를 가진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강제하는 것은 각 민족마다 가진 고

유한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며 동화정책으로서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단

언하였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례를 외국의 경우에서 찾아 예시로 들었는데, 영

국의 아일랜드 점령이나 프로이센의 폴란드 점령 시에도 언어를 강요하여 동

화정책을 추진했으나 결코 민족성은 파괴하지 못했다고 하였다.108) 고유한 민

족성을 가진 조선인을 일본인과 동화시키려는 정치적 책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고유한 민족성의 중핵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가 언어였다. 

한 민족의 언어 등 문화 요소는 고유한 민족정신의 외적 표현으로 이해되었으

며 민족정신은 민족의 고유한 인격적·내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고 여겨졌

다.109) 민족의 고유성과 독자성이라는 개념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근간이

자 ‘조선인 본위’의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정당화하기 위한 핵심내용이었다. 

  이처럼 아동 중심의 교육학 이론과 고유한 민족 문화 존중은 이후로도 보통

학교 교수용어를 조선어로 변경하라고 주장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논

리였다. 교수용어 문제가 가장 쟁점으로 부각된 시기는 조선교육령 개정을 앞

두고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개최했을 무렵이었다. 임시교육조사위원회 위원 

고원훈이 1921년 1월 7일의 교육령 개정안 제1차 심의에서 보통교육 용어로 

조선어 사용을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110) 그는 교육령 개정안 1차 심의

107) ｢朝鮮人의 敎育用語를 日本語로 强制함을 廢止하라(中)｣, 동아일보 1920.4.12.
108) 특히 아일랜드의 사례는 이 글 외에도 신문･잡지에서 많이 다루어지며 여러 차례 등장

한다. 당시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이 격화되고 1922년에 독립을 이루게 되면서 조선 지식
층에게도 깊은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

109) 이지원, 한국 근대문화사상사 연구, 207쪽.
110) 고원훈은 1910년 메이지 대학(明治大學) 법과를 졸업했으며 유학 시에 유학생 단체인 

大韓興學會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11년에 총독부 경무총감부 서무과에 근무했으나 
이후 교육계에 투신하여 1913년부터 보성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1920년부터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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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통교육 용어 문제가 결정되지 않자 동아일보에 글을 실어 여론을 환기

하였다.111) 

  그는 현재 교육문제로 교수용어 문제, 조선역사 교수 문제, 조선인 교장 문

제, 의무교육 준비 문제, 사립학교 장려 문제, 교과서 내용 문제, 사범학교 문

제, 대학 문제 등이 있으나 그중 보통교육의 교수용어 문제를 특히 다루겠다

고 글을 시작하였다. 고원훈의 논지는 전술한 동아일보 사설 ｢朝鮮人의 敎育
用語를 日本語로 强制함을 廢止하라｣와 거의 비슷하다.112) 일본어는 사실상 

외국어이므로 아동의 능력 발달에 저해되고 향학심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일본어를 보급하려는 목적이라면 일본어 교과는 이미 주당 10

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므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조선인 교육은 민

족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지, 무리하게 일본 민족이 되도록 강요하

면 오히려 악감정이 생긴다고 하였다. 총독부 당국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교육을 받을수록 반일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어로 교수하고 더하

여 조선어 연구도 진작시켜 조선 민족 고유의 특성을 발휘하게끔 하여 인류 

사회의 문화 역사에 공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제의 통치와 

교육정책을 긍정하는 전제 위에서 조선어 교수의 필요성을 설득하였다.

  이 점은 동아일보 게재 글을 보완하여 같은 해 啓明 창간호(1921.5.)에 

다시 실은 ｢朝鮮敎育問題에 對하야｣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글에서 

고원훈은 일본어 보급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고, 다만 한일병합의 

목적이 국어 보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一視同仁이라는 더 큰 목적에 있으니 

굳이 무리하게 교수용어를 일본어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113) 

  동아일보도 1921년 2월 고원훈의 주장을 지원하는 사설을 연재하면서 교수

용어를 조선어로 주장하는 이유가 정치적이 아니라고 천명하였다.114) 교육은 

校 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또한 조선교육협회 회원으로도 활동한 조선인 사회의 유지
이자 지식층이었다. 이후 1924년에 중추원 참의, 1924년부터 1930년까지 전라남도·경
상북도·평안남도·경기도·평안북도 참여관을 역임하다가 1932년에 전라북도 지사에 임명
된 고위 관료로 출세한 인물이었다. (｢九.要視察外國人ノ擧動關係雜纂 韓國人ノ部 
(九)-(122)韓國留學生會合ノ件｣(1910.4.24), 韓國近代史資料集成3, 2002.)  

111) 고원훈, ｢敎育問題의 一端｣, 동아일보 1921.2.21.  
112) ｢朝鮮人의 敎育用語를 日本語로 强制함을 廢止하라｣, 동아일보 1920.4.11~4.13.
113) 고원훈, ｢朝鮮敎育問題에 對하야｣, 啓明 창간호, 1921.5.
114) ｢敎育用語에 對하야 再論하노라｣上·中·下, 동아일보 1921.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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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계급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이며 각 개인의 문제”이

고 “조선인 개인의 생존을 도모하는 유일한 수단방법”이라고 하여 아동의 교

육적 효과 측면에서 교수용어 문제를 호소하였다. 더 나아가 “조선적 문화를 

조장발달코자 함은 동화정책을 一擲하고 문화정치의 실현을 기대하는 현 총독

부의 일대 방침”이니 조선어를 고수하여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자 하

는 일이 문화정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총독부의 

문화정치 기조를 이용하여 조선 민족문화 유지를 정당화한 논리였다. 

  총독부의 교육령 개편 작업에 참여한 또 다른 조선인 인사로는 임시교육조

사위원회와 동시에 설치된 교과서조사회에 유일한 조선인 위원으로 임명된 휘

문고등보통학교 교장 任璟宰가 있었다.115) 임경재도 보통학교 교과서 교수용

어를 일본어로 하는 방침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아동용 교과서는 아동의 학습

에 필수인 만큼 읽기 편하고 해석이 쉬운 용어로 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태어

나서부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조선어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며, 형

식상 일본어가 국어라고 하여 이를 강제하는 일은 “편협한 정치적 의미 하에

서 소극적이고 일시 미봉적 교육방침”이라고 하였다. 그도 언어, 풍속, 습관, 

역사 등 조선어의 고유한 민족적 개성을 무시하고 교육을 실시한다면 오히려 

피교육자의 회의와 혐오감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하였다.116)

  고원훈과 임경재는 조선교육협회에 참여한 유력한 교육계 인사였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제기한 교수용어 문제는 지식인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교수용어 

문제는 민족문화 교육에 대한 지식인들의 위기감을 자극한 의제였다. 마침 이 

무렵부터 일제는 ‘문화’통치의 명분으로 관제 조선 문화 조사를 확대하고 있었

다. 이는 지배의 합리화를 위한 방편에서 조선의 역사와 언어를 일본인의 시

각에서 재편하여 조선인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 3·1운동 이후부터 

총독부는 조선 문화 조사연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조선인의 민족적 특성과 

관련된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1910년대의 

구관제도 조사를 넘어서 사회사정, 풍속, 역사 등 문화 부분으로 조사를 확대

115) 1895년 관립 외국어학교에서 일본어를 공부한 임경재는 1906년 휘문의숙의 전신인 廣
成義塾 강사로 재직하다가 1909년부터 휘문의숙 학감이 되었다. 1918년부터 휘문고등
보통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崔斗善, 張志暎, 李秉岐, 金允經 등과 함께 朝鮮語硏究
會를 창립하여 조선어 운동을 한 인물이었다.

116) ｢敎科書 問題의 核心｣, 동아일보 19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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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총독부는 1919년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을 촉탁으로 조선사회사정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오다우치 미치토시(小田内通敏)를 촉탁으로 조선부락

조사를 통해 조선 관습과 실생활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중추원 관

제를 개편하여 조선의 제도‧풍속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조선사 편찬 작업을 

개시하였다. 이처럼 관제 조선연구가 강화되는 가운데 조선문화는 고유문화라

는 형식으로 포장되어 일제의 식민문화로 변용되어 동화주의 지배정책에 활용

되기 시작하였다.117)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인들은 일제의 관제 문화조사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독자적인 조선 문화를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를 느끼고 언론사를 

중심으로 조선 역사와 실정 조사에 나서게 된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118) 조선 

문화의 고유성을 내세우며 교수용어 문제를 제기한 것도 그러한 대응책의 하

나였다. 문화운동은 어디까지나 ‘문화정치’가 허용하는 법적 영역 안에서 추진

되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일제가 정해놓은 선을 넘을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비정치적임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운동으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있었기에 총독부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

다. 실제로 교수용어 문제를 둘러싸고 임시적으로 일종의 교육단체가 조직되

어 구체적 요구안을 내놓았다.

  총독부 당국과 임시교육조사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1921년 4월 

敎育改善會가 조직되었다. 동아일보사의 장덕수, 개벽사의 朴思稷, 부산 예월

회 회원 金秉圭, 북성회 계열 사회주의 운동가 金鍾範 등 다양한 인사들이 규

합하여 약 70여명의 규모로 출범한 교육개선회는 1921년 4월 6일 창립총회를 

열고 임원을 선출하였다.119) 교육개선회 임원들은 대체로 각지의 청년회 또는 

중앙의 조선청년회연합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가 대다수라는 특징이 

있다. 

117) 이지원, 한국 근대문화사상사 연구, 157~169쪽; 김태웅, ｢小田内通敏의 朝鮮統治 인
식과 ‘朝鮮部落照査’｣, 한국사연구151, 2010. 

118) 개벽사의 조선문화 기초 조사에 관해서는 김태웅, ｢차상찬의 지방사정조사와 조선문화인
식｣, 歷史敎育148, 2018과 조형열, ｢1920년대 개벽사의 조선지식 수집과 조선연구 토
대 구축｣, 역사연구36, 2019를 참조할 것. 

119) 임원은 다음과 같다.  업무 집행위원장 : 趙鍾九, 업무 집행위원 : 金相恒, 張德秀, 金
明植, 金鍾範, 金思國, 吳尙根, 張仁煥, 梁址煥, 呂炳燮, 朴思稷. (｢敎育改善을 爲하야｣, 
동아일보 1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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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위원장을 맡은 조종구는 함경남도 원산청년회 부회장이자 조선청년회연

합회에서 활동한 인물이었고, 집행위원 중 오상근은 조선청년회연합회 위원장

이었다. 김상항은 경주청년회, 양지환은 함양청년회, 여병섭은 마산청년회를 

주도한 인물들이었다. 장덕수와 김명식은 동아일보 주필 겸 논설위원으로 오

상근, 김사국 등과 함께 조선청년회연합회 소속의 서울청년회를 결성하여 사

회주의적 청년운동을 기획하였다. 

  교육개선회 임원들은 당시 전국적으로 활발히 일어난 청년회 활동의 주도자

들이 중심이었다. 임원뿐 아니라 교육개선회가 제출한 ｢교육개선건의안｣에 발

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인사들 가운데는 당시 차츰 성장하고 있던 사회주의적 

성향의 인사들, 예를 들어 박일병, 이시완, 이영 등을 비롯하여 한성도서주식

회사의 학생잡지 學生界의 주필이자 상해파 고려공산당 청년단의 국내 조

직 담당자인 최팔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송진우, 김성수 등 언론계 

인사, 최두선, 강매, 이중화, 장응진, 이윤재, 현상윤 등 교육계 인사들이 참가

하였다. 다만, 조선교육협회에 참여한 조선인 관료층은 보이지 않고,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 가운데서 대개 교육계 또는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했을 뿐이었다. 

  조선교육협회가 조선인 사회의 기성 세대를 주축으로 구성되었다면 교육개

선회는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진 세력, 즉 청년회 세력 중에서도 새롭게 

성장하기 시작한 사회주의 성향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인 사회의 교육적 책임을 자임하며 설립한 조선교육협회가 교육령 

개정 과정에서 아무런 발언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교육개선회는 청년회연

합회와의 관계 속에서 조선인 교육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었다.

  1921년 5월 2일 교육개선회는 ｢교육개선건의안｣을 통해 임시교육조사위원

회와 총독부 당국자에게 조선인 사회가 바라는 교육제도 개정 사항을 밝혔다. 

교육의 主旨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내세웠다.120)

 

  1. 個人의 天性을 自然的 道德的으로 顯明發揮하야 圓滿完全한 人格을 養
成할 事

  2. 民族性을 順合하고 固有한 文化를 尊重하여 個人의 性能發揮를 便하게 

할 事

120) ｢敎育改善建議案｣, 동아일보 1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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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世界的 觀念과 人類的 感情을 두터웁게 할 事
 

  교육개선회가 내세운 교육의 주지는 개인의 인격 발달을 근본으로 하고, 민

족이라는 특수성과 세계·인류라는 보편성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서도 ‘국가’는 교육의 중요한 목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조선교육령에 

명시된 ‘충량한 국민의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유주의 

교육론에 입각하여 교육의 목적을 개인-민족(사회)-인류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때 개인은 민족(사회)과 유기적 관계에 있으며, 민족성과 고유한 민족문화는 

개인의 교육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교수용어 문제도 이러한 교육 주지에 

따라 주장하였다.

  교육개선회는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에서 교과서와 교수 용어를 조선어로 

하고 조선 역사와 지리 과목을 설치하며,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할 것 등

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조선어를 교수용어로 하는 만큼 교원도 대부분 조선인

으로 채용할 것, 조선에서 편찬한 교과서는 조선 문화를 소재로 하고 조선 사

정에 적합하도록 서술할 것 등도 주요한 안건이었다.121) 또한 교육재정에 대

하여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게 될 때 재정 중에서 경상비는 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중등교육 경상비는 향교재산 수입과 지방비 보조 또는 

국고 보조, 그리고 전문학교·대학·고등사범학교는 전액 국고 부담으로 지정하

였다. 교수용어 변경 문제와 연계하여 조선인에 의한 교육 자치와 민족 문화

를 교육내용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육개선회의 건의는 2회차 임시교육조사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았

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원훈은 교수용어를 조선어로 변경하자고 건의했으

나, 발의자 외에 1명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안건으로 올라가지만 이완용은 

반대, 석진형은 침묵하면서 결국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하였다.122) 결국 

교육개선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나머지 업무는 청년회연합회에 

위임하고 해산하였다.123) 그러나 애초에 임시교육조사위원회에 건의를 목적으

로 구성된 임시 조직이라는 특성도 있으며,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주장하며 

121) ｢敎育改善建議案｣, 동아일보 1921.5.3~5.4.
122) ｢用語問題는 絶望｣, 동아일보 1921.5.6.
123) ｢敎育改善會 解散｣, 동아일보 19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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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를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여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욱이 1920년대 초반, 개조의 정신과 신문화·신사회 건설 지향이라

는 공통적 목적 아래 아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뚜렷하게 분리되

지 않고 ‘조선인 본위’ 교육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교육개선회로 대표되는 이 

시기 교육단체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제2차 조선교육령 공포 이후에도 교수용어 문제는 조선인 사회의 불만으로 

계속 불거져 나왔다. 동아일보는 교육령 공포를 전후하여 다시 교수용어 문제

를 제기하였다. 교수용어를 일본어로 고집하는 정책은 교육을 동화의 도구로 

삼는 정치의 산물이라는 것이었다. 일시동인의 적용이라고 선전하는 共學 또

한 기본적으로 일본어 교수를 강제하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교수용어 

문제의 정치 목적화에 반대하면서 교육의 목적이 ‘개인적’인 데에 있다고 주장

하였다.

 吾人은 日本人的 精神으로써 敎育을 加함이 不可한 것을 力爭하고자 하노니 

日本人이 日本人的 精神으로써 敎育을 加함이 可하다 主張할진대 朝鮮人은 

同一한 理由에 依하야 朝鮮人的 精神으로써 敎育함이 當然한 것을 主張할지

라. 何故오 하면 日本人이 그 主張을 立하는 基礎는 歷史的 傳統인대 朝鮮의 

歷史는 日本의 그것과 殊異한 까닭이며 日本人이 비록 國家的 理由와 法理的 
論理에 依하야 그 主張을 後援한다 할지라도 敎育은 國家를 爲하야 存在하지 

아니하고 人生을 爲하야 存在하는 것이며 더욱히 日韓合倂과 如한 것은 一政
治的 現像에 不過하는 것이오 決코 道德的 現像을 成한 것이 아닌즉 吾人의 

絶對 目的이 아니오 一手段에 不過하는 것이 敎育은 絶對目的이오 手段方法
이 아닌 것과 正反對되는 까닭이라. 日韓合倂의 政治的 現像을 道德化하기 

爲하야 敎育을 亂用함과 如한 것은 人生 그 自體를 侮蔑하는 것이라. 吾人은 

吾人의 血誠을 다하야 反對하고자 하는 바이로다.124)

 

  즉, 교육의 목적이 국가에 있지 않고 개인에 있다고 하면서 국가주의에서 

탈피한 교육을 주장하였다. 교육령은 국가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교육개선회는 인격주의에 입각하여 교육의 목적을 제시했다고 대별하였다. 교

124) ｢學務當局에 告하노라｣, 동아일보 1921.12.22.



- 144 -

육령의 본질이 교육이 아니라 정치에 있기 때문에 조선의 특수한 문화와 조선

인 본위의 교육을 무시하고 ‘일본인적 정신’으로 교육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개인의 인격 완성을 위한 덕육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이지만 국민된 성

격 함양을 위한 교육은 특수한 교육이라고 보았다.125) 국가-정치와 교육-도

덕을 분리해서 설정하여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동아일

보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총독부가 판단하기에 다분히 정치적일 수 있는 발언

이었다. 심지어 국가와 개인을 분리하여 교육의 본질을 언급했으나 한편 개인

과 사회는 연결하여 개인의 인격 완성이 곧 사회의 도덕으로 이어진다고 하

여, 총독부가 통치하는 ‘국가’와 ‘조선인 사회’를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이처럼 지식인들은 교수용어 문제를 쟁점화 할 때 두 가지 전략을 활용하였

다. 첫째, 아동 개성의 발달이라는 교육학적 이론을 근거로 조선어를 교수용어

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고유한 민족문화를 가르칠 당위성을 주장하

였다. 고유한 민족문화를 강조하면서 조선인 사회를 국가통치와 분리된 심리

적 공간으로 구별하여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식민교육 체제를 인정

하고 그 안에서 ‘개선’을 요구한 것이었으므로 일제 당국으로서도 무조건 탄압

할 근거는 없었다. 총독부의 입장에서는 관제 사업으로 조선 문화를 조사하며 

내선융화를 내세우던 상황이었으므로 민족문화에 대한 조선인의 관심을 반체

제제적이라고 볼 수 없었다. 더욱이 아동교육의 측면에서는 더욱 반박할 여지

가 없었다. 그러므로 총독부는 대체로 조선인들의 교육운동에 대해 유화적 태

도를 견지하였다. 비록 교육개선회의 활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교수용어 문제는 ‘조선인 본위’ 교육 담론의 주요 쟁점으로 지속되었다. 

  (3)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조선인 고등교육 논의

   

  조선인 사회에서 고등교육 논의는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던 1910년대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고등교육을 배제한 불완전한 식민교육 체제는 조선인들의 

125) ｢新敎育令發表｣, 동아일보 19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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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샀다. 3‧1운동 이후 ‘조선인 본위’ 교육담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선

인의 손으로 대학을 설립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민립대학 설립 논의는 

1922년 2월 조선교육령 개정 내용에 대학 설치가 포함되자 운동으로 본격화

되었다. 이때 조선교육협회 회원의 상당수가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조선교육협회가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적극 참가한 까닭은 당초의 취지서에

도 드러나 있듯이 “조선인의 재력과 노력”으로 인재 양성을 해야 한다는 필요

의 인식에 있었다.126) 일부 전문학교 외에는 대학이 없는 식민지 조선에서 고

등교육을 받으려면 외국 유학 밖에 방도가 없었다. 1920년대 들어 유학생은 

더욱 늘어났으며 주요 유학처는 종래와 같이 일본이었다. 1921년 일본 유학생

은 약 1,200명 정도로 1920년에 비하여 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다.127) 유학생 

격증은 곧 조선 안에서 조선인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설치 요구를 낳았다. 이

러한 ‘조선에 의한 조선인 교육’은 동아일보에서도 종종 등장하였는데, 사학이

나 조선교육협회의 설립도 이른바 ‘조선인적 교육’의 방편이라는 것이었다. 조

선인적 교육은 의무교육과 ‘學의 독립’으로 추구되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 후

자는 대학의 설립과 연결된다. 특히 ‘민립’ 대학을 주장하는 것은 관료주의에 

입각한 관립대학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기반한 민립대학을 통해서만이 자유로

운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128) 즉, ‘민립’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학이자 조선 민족의 힘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선인 부호의 적극 

참여를 호소하기도 하는 한편, 경제력이 있는 인구 4~5백 만명이 1원씩만 내

도 민립대학 1개를 세울 수 있다고 하여 민중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민중적’ 운동으로 되도록 많은 사람의 힘을 합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129)

  민립대학 설립 논의는 조선교육협회가 구상하고 동아일보가 공론화했으며 

조선청년연합회가 호응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922년 11월 23일 민립대

학기성준비회가 조직되면서 민립대학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참여 

126) ｢朝鮮敎育會發起｣, 동아일보 1920.6.23.
127)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247쪽.
128) ｢敎育費 負擔과 敎育政策｣, 동아일보 1921.8.28; ｢敎育에 徹底하라｣, 동아일보 1922.

1.5; ｢民立大學의 必要를 提唱하노라｣, 동아일보 1922.2.3.
129) ｢敎育에 徹底하라｣, 동아일보 1922.1.5; ｢朝鮮民立大學을 建設코저 期成準備會를 새

로이 組織｣, 동아일보 1922.10.30; ｢朝鮮民立大學 發起에 就하야｣, 조선일보
19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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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은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관변 조선인 유력자 집단 등으로,130) 

기존 문화운동 단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입장과 이질적 사상을 가진 인사들

이 함께 참가하였다. 민립대학기성준비회에는 조선교육협회 인사로 이상재, 최

규동, 정대현, 고원훈, 장덕수, 임경재, 장응진, 유성준, 박승봉, 김정식, 유진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계 인사로 현상윤, 최규동, 정대현, 임경재, 장응

진, 이승훈, 강매, 명이항 등이 참가하였으며, 언론계에서는 송진우, 장덕수, 

이상협, 장도빈 등이 함께 하였다. 사상적으로는 대부분 민족주의 계열로 분류

되는 인물이 많으나, 사회주의 운동가인 홍덕유, 김병희(이상 화요회), 이시완, 

강제모(이상 서울파), 장덕수, 정노식(이상 상해파)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였던 이승훈, 최린, 이갑성, 박희도, 이종훈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적 구성은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조선인 전체가 단결한 거국적 운동으로 만들어가고자 한 의지가 반영

된 것이었다. 

  민립대학 설립운동 추진 세력 중 하나인 장덕수를 비롯한 동아일보는 사설

을 통해 이 운동이 ‘민중문화운동’, ‘민중운동’이라고 천명하였다. ‘民學’의 발

흥이자 조선 민중이 신문화건설을 위하여 협조해야 할 “최초 최대의 민중운

동”이며 이 운동의 성과가 곧 전사회·전민중의 위신과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

라고 하였다.131) ‘민중’의 개념을 ‘민족’으로 치환하면서 조선인 사회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협력을 구하고자 하였다. 물론 대학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전체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물질적 이

유도 있었다.132) 더하여 중요한 점은 민립대학이 조선의 ‘문화의 발달’과 ‘생

활의 향상’을 도모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었다.133) 

  그런데 사실상 고등교육에 대한 논의는 보통교육 논의와 차원을 달리 한다. 

130) 우윤중,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주체와 성격｣, 史林 58, 2012, 25~26쪽. 
131) ｢民立大學發起總會｣, 동아일보 1923.3.28.
132) 민립대학 설립기금 모집은 각 지방 부호의 후원에 크게 의지하고, 전민족의 ‘십시일반’

에 의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1923년경 각 지
방 부호들은 점차 친일화 경향이 농후해지고 있어 그들이 민립대학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민중의 ‘십시일반’에 의지하고자 했으나 1923
년 9월의 관동대지진, 1924~25년의 자연재해로 인해 모금활동 지속이 어려워졌다. (박
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255쪽.)

133) ｢開會된 民大總會｣, 동아일보 19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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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보편적으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며, 필연적으로 엘리트 교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족 전체의 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는 어려웠다. 민

립대학의 존재는 “어제까지 굶던 사람이 일생의 積功한 보람이 나서 비단 옷 

입고 부잣집 잔치에 참여”하는 일, 또는 “야회복을 입고 세계의 무대에 뛰어

나가서 춤출 날”을 맞는 일 등, 일종의 신분 상승으로 묘사되었다.134) 즉, 민

족 전체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교육임이 명확하였다. 그럼에도 민족 문제로 여론을 끌어오고자 한 데에는 고

등교육을 받은 소수의 엘리트가 결국 조선인 사회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민중

의 삶도 개선될 것이라는 엘리트 교육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러한 엘리트 교육의 성과에 대한 믿음을 조선인 사회에 선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였다. ‘천재’를 기르고 보호하는 것이 조선인 사회의 임무라고 주장

한 것은 소수의 천재가 조선인 사회의 발전을 책임진다고 보았기 때문이었

다.135) 또한, 민립대학의 정신은 개조사상에 입각하여 현대교육의 폐해를 일소

하려는 신교육주의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때 신교육주의는 곧 민주 교육의 취

지도 연결되며 민주 교육은 기회균등과 자유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136) 개인

의 능력만 갖추면 민중에게도 원칙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취

지였다. 즉, 교육의 기회 확대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민립대학 설립을 조선인교

육 문제로 고양시키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조선인 사회의 독자적인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조선인 사회의 

자립성을 확보해가겠다는 지식인들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다. 민립대학은 일

개 고등교육 기관이라기보다는 현재 동요하는 조선 사상계를 선도할 “민중문

화의 중추 권위”라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점은 민립대학 기성회 취지서에서 

“물론 관립대학도 不遠에 開校될 터”이지만 “그처럼 중대한 사업을 우리 민중

134) ｢우리의 한가지 일 民立大學의 計畫를 祝하노라｣, 동명 2권 14호, 1923.4.1, 3쪽. 
135) ｢學者를 養成하라 財産家의 責任｣, 동아일보 1923.9.25. 이 사설은 논조로 보아 당시 

동아일보에 재직 중이었던 이광수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광수는 1923년 5월에 동아
일보에 촉탁기자로 입사하였다. 같은 해 4월 장덕수가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공석이 생
긴 논설반 필진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광수는 1924년 1월 사설 ｢민족적 경륜
｣을 집필하여 파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는 1924년 4월 퇴사했다가, 1925년 8월 재
입사하여 1933년 8월까지 편집국장 등을 역임하였다(東亞日報社史卷1(1920~1945), 동
아일보사, 1975). 이광수의 엘리트주의 교육론에 관해서는 II장에서도 다룬 바 있다. 

136) ｢民主敎育을 論하며 創造敎育에 及함｣, 동아일보 1921.6.13; ｢民立大學에 對한 吾人
의 理想｣, 동아일보 19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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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접으로 營爲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선언한 데서도 명확히 드러난

다.137) 일제에 의한 관립대학 설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민립대학

을 설립하기 위한 운동을 펼친 것은 민족적 역량을 확인하려는 시도였다. 단

결된 조선인 사회의 힘을 민족운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매개체라는 점에 민립

대학의 의의가 있었다.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한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양

성하고자 하는 인재는 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조선인 사회의 

지도자가 될 ‘지식계급’이었다.138)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민중의 교육열을 발판

으로 하여 자본주의적 근대 시민사회를 조선인 사회가 나아갈 이상으로 설정

하고 그 사회의 핵심이 될 지식계급을 양성하려는 것이었다. 지식계급은 문화

를 향도하며 조선인 사회를 지도할 책임을 가진 존재였다. 지식계급의 양성이 

교육과 직접적 연관을 가졌던 까닭에 학교와 학생은 조선인 사회에서 더욱 중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학생은 지식계급의 일원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더욱이 아직 대학이 설치되지 않았고 전문학교도 많지 않은 조선의 현실에서 

중등학교 학생까지도 지식계급으로 일컬어졌다.

  학생이 지식계급의 일원으로 여겨지게 된 계기는 3·1운동이었다. 3・1운동

에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의 인민이 참여했으나 핵심적으로 부각된 이들은 학

생층이었다. 3・1운동이 일어난지 약 일주일 후인 1919년 3월 9일, 매일신

보에는 학생들에게 자중을 요구하는 권고문이 실렸다. 그 내용은 이번 소요

에 관계되어 검거·구속된 학생은 물론이요 검거되지 않은 학생 중에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퇴교 처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다수의 

학생은 부화뇌동했을 뿐이니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가 학업에 열중하며 ‘德

137) ｢民立大學에 對한 吾人의 理想｣, 동아일보 1923.3.29; ｢開會된 民大總會｣, 동아일보
1923.3.30.

138) 지식계급이라는 용어는 識者層, 有識層, 知識層과 함께 1920년대에 널리 사용되었다. 
총독부가 펴낸 高等警察用語辭典(1933)에 ‘지식계급’은 ‘인텔리겐챠’의 번역어로 소개
되었다. 설명은 다음과 같다. “엄밀하게는 하나의 ‘계급’이 아니라 관리, 회사원, 교원, 
기자, 저술가와 같이 직접 생산적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개는 자본가와 그 정치관계 
하에 고용되어 있는 지적 사무적 노무에 복무하며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지배하는 역할
을 맡은 중간층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프롤레타
리아 계급에 속하며 자본가를 도와 노동자·농민을 직·간접으로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부
르주아 계급에 속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지식계급은 대체로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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器’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덕기’가 성취되어야 良民이 되고 양민이어

야 정치운동이 가능하다며 우선 지금은 수양에 힘쓰지 않으면 父祖를 욕보이

는 일이라고 하였다.139) 이는 총독부가 학생들이 3・1운동에 핵심 계층으로 

참여했음을 인지했으며 조선인 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

는 발언이다. 

  1920년대 이후 공론장에서 많이 언급된 ‘지식계급’이라는 용어는 특히 중등

학교 이상의 교육 혜택을 받은 이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140) 즉 학력 

조건을 전제하여 추상화된 하나의 집단으로서 이 시기에 발견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종종 청년 학생이 포함되었다. 더욱이 고급 지식인이 

드문 향촌에서는 중등학생 정도면 ‘鄕黨의 지식계급’으로서 향촌 사회를 선도

할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중시되었다.141) 즉 학생

은 단순히 피교육자 또는 지도를 받아야 할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나누어야 할 예비 지식인으로 여겨졌다. 더욱이 3‧1운동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한 학생의 사회 참여는 점차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하고 있었

다. 학생들이 사회주의 운동의 중추가 되어 감에 따라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

들은 공론장에서 학생 역할을 논의하면서 이들을 민족운동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다. 민립대학 설립운동도 이러한 시도 가운데 하나였다.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조선인교육 담론의 사상적 분기점이 되었다. 1920년대 

초 ‘조선인 본위’ 교육담론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공감하였고, 민족주

의 계열 지식인의 주도로 교육단체 조직과 교육운동이 일어났다. 아직 사상계

의 분화가 본격화되지 않았던 시기적 상황이 그 배경에 있었다. 이 무렵 확산

되어 갔던 사회주의 단체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념의 차별성보다는 사회

개조, 신사회 건설 지향을 위해 교육운동에 대체로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142) 

‘조선인 본위’ 교육 담론은 교육문제를 민족문제로 격상시켰고, 지식인들은 조

선인교육 문제에 힘을 모았다. 그러나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경우에는 양상이 

달라졌다. 1922년 말 무렵부터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이 두드

139) ｢誨告學生諸君｣, 매일신보 1919.3.9.
140) 徐椿, ｢新敎育의 效果를 論함｣, 동아일보 1921.5.6; 鄭栢, ｢知識階級의 迷妄｣, 신생

활 3호, 1922.4, 13쪽.  
141) 八峰(金基鎭), ｢鄕黨의 知識階級 中學生｣, 개벽 58호, 1925.4. 
142)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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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사상별로 다른 교육담론을 펼치게 되었다.

  양 진영의 교육담론의 대립 지점을 잘 드러낸 쟁점이 민립대학 설립 문제였

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민족주의 진영이 주도하고 일부 

사회주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사회주의 진영 중에서 상해파는 물산장려운동

과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적극 참여했는데, 이들에 대한 불만이 서울파 등 여

타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차츰 불거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1922년 서울파가 주

도한 전조선청년당대회의 분과회의에서는 ‘무산자 본위’의 학교를 설립하고 유

산계급이 추진하는 민립대학을 반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민족협

동전선을 유지할 필요에 따라 본격적 비판이 더 나오지는 않았다.143) 그러나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부르주아 문화운동

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차츰 확산되고 있었다.

  新生活社의 李星泰는 현대 문화의 특징이 자아의 실현이라는 개인적 경향

에 치우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와 연결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대 문화는 “일반 민중(경제적 열등계급)의 것”이 아니고 “소수의 자본가의 

문화”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 사례로 ‘대학’을 언급하였다.144) 직접적으로 민립

대학 설립운동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대학이 민중 또는 노동자의 문화가 될 

수 없다고 한 점을 볼 때,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취지를 계급적 시각에서 부정

적으로 인식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화요회의 金璟載도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일반 무산자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145)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비판적이었던 것은 첫째, 고

등교육의 본질상 일부 유산계급을 위주로 한 엘리트 교육일 수밖에 없다는 

점, 둘째, 고등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지식계급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특

권계급의 ‘走狗’가 되어온 지식계급이 중간계급의 심리를 버리고 ‘무산계급화’ 

되어야 노동계급과 단결하여 신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였다.146) 즉, 지식

계급을 재생산하는 현재의 고등교육기관을 부르주아 양성 기관이자 무산자 교

육과 무관한 것으로 여긴 것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이 보기에 현재의 교육제도

143) 우윤중,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주체와 성격｣,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46~48쪽.
144) 이성태, ｢現代文化의 方向｣, 신생활 9호, 1922.9, 7쪽.
145) 김경재, ｢階級自由敎育의 新潮流｣, 개벽 53호, 1924.11, 13쪽.
146) 鄭栢, ｢知識階級의 迷妄｣, 신생활 3호, 1922.4, 2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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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기반으로서 계급적 모순을 조장하는 기득권의 

제도였다. ‘조선인 본위’교육의 취지에서 추진된 민립대학 설립운동도 사실상 

기득권 세력의 재생산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계기로 민족‧사회주의 양 진영은 각자의 

교육적 이상과 인간형을 표출하게 되었다. 이후 지식인들은 각자의 사상에 따

른 교육담론 지형을 형성하면서 조선인교육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경합

해 나갔다.

2. ‘조선인 본위’ 교육담론의 사상적 분화

 1) 민족주의 계열의 근대 시민 양성 교육담론

  (1) 인격 수양의 교육론과 ‘바람직한 학생’상

  3･1운동 직후 개조의 시대정신 아래 지식인들은 신문화･신사회 건설을 위

한 각종 단체를 조직하고 운동에 나섰다. 신문화･신사회 건설로 나아가는 첫 

단계로서 조선인 교육은 지식인 공통의 과제로 대두하였다. 민족주의 진영은 

문화주의 사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문화주의의 속성인 인격주의와 문화가치의 추구를 교육의 목적에 접목하려는 

논의는 1920년대 이후에도 계속 조선인 교육 담론의 큰 줄기로 이어져왔다. 

인격주의와 문화가치 추구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앞서 교육용어 문

제에 대한 조선인 사회의 대응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과 사회는 유기체적 관

계에 있으며 개인의 인격 발달은 민족문화 발달과 맞물려 조선인 사회의 도덕

적, 문화적 발전으로 연결되는 것이었다.147) 

  인격 수양의 교육론은 대체로 문화운동을 주도했던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인격 수양의 교육론과 관련하여 1910년대부터 조선에도 

147) ｢學務當局에 告하노라｣, 동아일보 1921.12.22; ｢新敎育令發表｣, 동아일보 19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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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된 인격교육론을 먼저 살펴보자. 인격교육론은 오이켄의 인격주의 철학을 

모태로 하여 독일의 교육자 부데(Gerhard Budde)와 린데(Ernest Linde) 등이 

발전시켰다. 인격교육론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대치하여 인격을 설정했다는 점

에서 문화주의와 마찬가지로 이상주의적·관념적이며 독일 철학계 사조로서는 

신칸트 학파에 속한다. 인격은 智·情·意를 통일적 활동으로 하여 문화의 세계

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며, 교육의 목적을 문화 창조를 담당할 고상하고 원

만한 인격을 양성하는 데에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격교육론은 인격의 주체로서 개인이나 개성을 중시하지만, 니체나 엘렌 

케이 등이 주장한 극단적 개인주의 또는 스펜서 류의 자연주의와는 거리를 두

고 있다. 오이켄은 헤겔의 지적·형식적 도야와 국가주의에 반대하여 도덕적 품

성 도야를 목적으로 하여 인격가치를 주장하였다. 그는 도덕·종교·과학·미술 

등을 정신생활의 구성 요소라고 하였는데 특히 도덕을 진정한 도덕과 인위적 

도덕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도덕이란 향상되고 자유

로워지고자 하는 능력이며, 도덕의 발전은 곧 인간의 심적 독립과 내적 자유

를 향한는분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독립적인 심적 생활은 군중에 부화뇌

동하여 사회의 기계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며 이를 통해 내적 자유

를 얻은 사람이야말로 인격을 갖추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청년 교육의 목적은 자립적 정신생활을 하도록 지력의 도야와 

동시에 정의도 마찬가지로 도야해야 하였다. 방법적 측면에서는 먼저 자국어 

와 현대 자국의 문명과 사상을 가르치고, 나아가 외국어와 외국문명·사상을 소

개하여 독일 민족의 사상을 풍부하게 하는 동시에, 개인의 정신생활을 풍부하

게 하는 방편으로 고대의 영웅·위인을 가르침으로써 언행의 모범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마치고 정신생활을 풍부하

게 하기 위해 진학하는 학교이므로, 문명 발달의 현재와 장래, 영웅호걸의 공

헌 등을 가르침으로써 품성도야를 위주로 해야 한다. 즉, 지적 도야와 심미적 

도야 외에 윤리적 도야를 해야 인격의 양성이 가능하다. 인격교육을 위한 교

재는 학생의 인격 향상 위하여 학생 각자의 개인적 경향과 천성을 고려하여 

개성을 존중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오이켄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부데는 특히 중등교육에서 인격교육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보아 주지주의 교육을 배격하고 판단력과 의지력을 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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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였다, 또한 린데는 인격의 요소로 온정과 같은 정의적 측면을 강조

하면서 마찬가지로 주지주의 교육에 반대하였다.148)

  인격교육론의 철학으로서 인격주의는 문화주의의 발흥과 함께 일본에서 유

행하였으며 조선에도 전파되었다. 주로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글 매체에 

글을 발표하여 인격주의를 소개하였는데, 각자의 관점에 따라 인격주의를 해

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니혼대학(日本大學) 사회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 1920년대 중반 이후 화요파의 대표적 이데올로그가 된 裵成龍은 개벽지

에 인격주의를 소개하면서 인격을 민족⦁사회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완전한 인격 건설이 사회의 개조”라고 하면서 “인격은 각 개인의 강렬한 사

회적 책임감으로써 책임을 果하려는 노력”이라고 하였다.149) 동경관립외국어

학교에서 유학하고 학지광 편집장을 역임한 崔承萬도 “자기는 곧 세계이고 

세계는 곧 자기이며, 인격은 즉 사회이고 사회는 즉 인격”이라는 오이켄의 말

을 인용하여 인격과 사회의 관계를 강조하였다.150) 배성룡과 최승만의 경우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이력으로 볼 때 인격이 사회적 책무와 연결되는 지점에 

특히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와세다대학 정경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에 입사한 崔元淳은 오이켄이 중점을 둔 내면의 정신생활 측면에 초점을 맞

추어 인격주의를 소개하였다. 그는 유명한 철학자 아베 지로(阿部次郎), 구와

키 겐요쿠(桑木嚴翼),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太郎), 아네사키 마사하루(姉崎正
治)가 인격주의에 관해 쓴 책을 인용하여 인격과 자아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해설하였다.151) 

  이와 같이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인격주의는 1920년대 조선에서도 다양

한 측면으로 소개되었다. 개조의 시대와 맞물려 개인의 가치와 인격의 함양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제기되었다.

  歷史上 人의 人格을 家族制度로 無視한 事도 有하고 政治의 壓迫으로 無

148) 中島半次郎, 人格的教育学の思潮, 同文館, 1914, 135~165쪽; 大潮甚太郞, 最近世歐
米敎育史, 成美堂, 1917, 266~297쪽; 稲毛詛風, 現代敎育の主潮, 大同館書店, 
1923, 278~283쪽.  

149) 배성룡, ｢人格發達의 途程에 對한 私見｣, 개벽 24호, 1922.6, 40~46쪽.  
150) 최승만, ｢人格主義｣, 개벽 25호, 1922.7, 13~18쪽.
151) 최원순, ｢人生의 意義에 對한 考察｣, 학생계 13호, 1922.5, 6~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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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한 事도 有하얏스나 今日에 至하야는 社會의 單位를 個人으로 삼고 個人의 

人格을 社會의 基礎로 삼아 社會의 進步와 發展을 個人의 人格 綜合에서 求
하나니 그럼으로 政治의 壓迫이나 宗敎의 跋扈가 감히 個人의 人格을 無視치 

못하나니라. 그럼으로 敎育을 行함에 人의 人格을 無視하고 그 自由意志를 拘
束하야 精神의 修練이며 思想의 解放은 絶代로 回避하고 다만 肉體의 技能을 

機械와 如히 陶冶하면 그 社會의 基礎가 機械가 될 것이오 그 綜合이 또한 

機械가 될 뿐이라. 그럼으로 人類社會가 機械社會로 變할지니 數人의 械關手
만 有하면 能히 그 社會를 아니, 그 機械를 運轉할 수 잇슬 것이라. 그럼으로 

人을 機械로 敎育하는 것이 물론 支配階級의게는 安全하고 奇妙한 方策이로

다. 그러나 人은 원래 人이니 如何히 機械가 되도록 敎育한다 할지라도 一時 
그 社會의 그 人類의 文明을 破壞하고 幸福을 搖亂할 뿐이오 맛침내 機械가 

되지 아니하나니 英國의 愛蘭에 대한 敎育이 엇지 이 事實을 證明하지 아니

하리오. 人格敎育은 實로 敎育의 主眼이라.152)

  이상과 같이 동아일보는 조선교육에 대한 개조를 요구하며 인격주의 교육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독립성을 가진 개인의 인격을 사회의 기초로 삼아 개인의 

인격 종합에서 사회의 발전을 삼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오이켄의 인격주의에 

근거하여 인간을 기계처럼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인간을 기계로 교육하

는 것이 지배계급에게는 안전한 방책이라고 지적한 점은 이채롭다. 

  이처럼 인격교육의 의미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며 민주

주의 교육과 접목하여 설파하였다. 이는 조선 교육제도의 문제 중 하나로 ‘직

업 예정주의’를 지목한 시각과 연결된다. 실업교육을 중점으로 한 조선교육령

과 교육제도가 조선인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을 제한한다는 주장이었다. “인생

을 인생으로 교육만 하면 직업을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데 총

독부가 조선인을 유치한 아이로 취급하기 때문에 교육의 선택지도 직업과 관

계된 실업교육으로만 제한했다고 하였다. 이른바 ‘직업 예정교육’은 인간의 자유

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개성 본위의 인격교육이 실시되

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방법에서도 교사의 교수가 중심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을 중심에 두고 전개되었다.153) 앞서 살펴본 교수용어 문제의 

152) ｢朝鮮敎育에 對하야(二)｣, 동아일보 1920.4.21.
153) ｢朝鮮敎育에 對하야(二)｣, 동아일보 19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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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에도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고려 또한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인격 수양의 교육에 관한 장도빈의 글을 사례로 살펴보자. 1920년대 

초 장도빈은 한성도서주식회사의 출판부장으로 서울, 학생계, 조선지광
등 잡지 발행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그는 조선 역사에 조예가 깊은 인물로 역

사 讀物을 많이 게재하였고 또한 五星學校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육자

로서 교육 논설도 여러 매체에 실었다. 또한 교육개선회, 민립대학기성준비회, 

청년회연합회 등에도 참가하여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였다. 대체로 민족주의적 

입장에 서 있었으나 다양한 사상의 인사들과 교류하며 폭넓은 행보를 보였다. 

장도빈은 인격 교육의 중요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아는 배우고 닉혀 날마다 나아감이 잇스라. 나의 마음에나 몸에나 智能에

나 다 점점 나아가기를 힘쓰라...(중략)...完全한 人格을 일우으라. 둘재는 自己
가 個人으로의 自己인 同時에  社會로의 自己임을 自覺하야 精神과 肉體와 

物質을 다 個人의 利己로만 쓸 것이 아니라 社會의 公益을 爲 하야 씀이 可 
한줄 알고...(중략)...自己의 全體를 犧牲함도 잇슬 것이라. 이를 알고 實習하라. 

同時에 自己個人이 天下에 獨尊함을 알라. 스서로 强하고 스서로 大하야 나의 

맘을 自由自在로 하고 모든 일을 自由自在로 하라. 아모러한 사람이나 일이나 

物件이 自己의 人格을 侵犯하지 못하게 하라. 權力이나 黃金이나 惡刑이나 

貧窮이나 虛榮이나 因襲의 等 모든 것이 한아도 내 人格을 侵犯하지 못하게 

하라.154) 

  이상과 같이 그는 우선 지덕체의 수양을 통해 인격 완성에 이를 것을 주문

하였다. 지덕체의 고른 발달은 이상적 교육으로 이전부터 추구된 바이지만 시

대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주안점이 변화해갔다. 문화주의 사조는 인격이라는 

정신적 측면의 가치에 방점을 두고 덕성을 강조하였다. 장도빈은 인격자가 갖

출 덕성으로 사리사욕의 추구가 아닌 공익의 추구와 사회를 위한 희생정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도덕적 규범의 강조는 전통적 유교 지식인을 연상하게 한

다.155) 전통적 유교 지식인의 수양 논리인 ‘修身齊家治國平天下’, ‘修己治人’

은 出仕하기 전에 자기 수양이 우선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

154) 장도빈, ｢學生의 세가지 일｣, 학생계 제7호, 1921.4 11쪽.
155) M.로빈슨 저, 김민환 역,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나남, 1990,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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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식층은 일본을 거쳐 서구에서 전래된 인격주의 교육론을 수용하는 과정

에서 전통적 사상을 바탕으로 습합의 과정을 거쳐 받아들였다. 인격을 양성하

기 위한 ‘수양’은 문화운동의 핵심적 개념이었으며, 문화운동자들은 지덕체의 

전인적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수양에 접근하였고 이때 특히 덕성을 강조하였는

데,156) 궁극적으로 덕성의 획득으로 연결되는 수양이란 개념은 성리학적 질서

가 뿌리내린 조선에서 이질적인 것이 아니었다.157) 

  인격 수양을 公에 대한 헌신, 그리고 사회적 책무와 연결해서 보는 것은 특

히 조선인 지식층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위 글에서 ‘무엇에도 

침범받지 않는 인격의 독립성’을 중시한 장도빈의 시각은 근대적 자아관의 정

립을 보여준다. 그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인격 개조를 강조하였다. 개인의 

인격이 개조되어야 사회의 개조로 이어지며, 개인의 인격 수양은 곧 조선인 

사회를 위한 자발적 헌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독립적 인격에 대한 강조는 배재고보 교사 姜邁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교육자로서 다양한 매체에 교육과 관련된 글을 많이 쓰고 있던 인물이었

다. 인격의 독립성과 개성을 교육에서 살려야 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

하였다.

 

 ∙  父母가 中心이 되야 子弟로 하여금 自己와 一致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

오 敎師가 中心이 되어 生徒로 하여금 自己와 一致하게 하려 할 것도 아

니외다. 즉 個性을 中心으로 하야 어대지던지 自己의 希望대로 自己의 

喜悅대로 拘碍업시 나가게 하여야 함니다.…(중략)…各其 自己의 嗜好대로 

어대지던지 努力向前할 것이니 이것이 思想의 自由이오 思想의 解放이

라. 우리의 모든 解決할 問題는 이로좃차 萌芽를 勃發할 것이외다.158)

 ∙  犧牲的 精神이나 奉仕의 行爲가 勿論 吾人의 美德이외다. 그러나 特立獨
行과 自利自得함이 한 업지 못할 것이외다. 이는 自我의 生榮을 維持함

에 不可己할 條件인 까닭이외다.…(중략)…强烈한 自我는 或은 世에 逆行
하며 或은 世를 咀呪하야 이를 對抗하며 或은 傳統과 慣習과 社會의 道德

156) 이기훈, ｢일제하 청년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05~106쪽.
157) 지식인들의 수양과 도덕적 규범의 강조는 전통적 유교 지식인을 연상하게 하였다. (M.로

빈슨 저, 김민환 역,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122쪽) 
158) 강매, ｢思想解放｣, 학생계 6호, 1921.2,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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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反抗하나니 强烈한 自我는 躍動을 喜하나 屈從을 惡하는 故이외다.159)

  이상과 같이 강매는 아동의 개성 발달을 교육의 절대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부모나 교사의 권위를 벗어나 학생의 개성과 기호를 발현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목표이며, 만약 개인의 인격을 침범 당할 경우 저항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다른 글에서 그는 “교육은 그 어떠한 전통적 전형에 집착

될 것이 아니오 또는 그 어떠한 强力에 지배될 것도 아니다”160)라고 하면서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관과 비슷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아동 본연의 개성을 교

육의 핵심가치로 삼는 자연주의 교육관은 당시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공감하는 

바였다.161) 인격 수양의 교육은 독립적 개성 존중과 자유를 길러주어야 한다

는 인식을 고양시켰다. 이는 곧 전통 사회와 도덕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며 그 

종착점은 신문화・신사회의 도래인 것이다. 

  이처럼 인격 수양의 교육관은 종래 충군애국 또는 구국 교육으로 강조된 교

육의 목적 논의를 개인 또는 자아의 가치 실현으로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개인적 가치의 추구는 엄밀한 의미에서 公보다 私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개인의 발견은 곧 근대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의

미하였고 이러한 근대적 윤리관은 신문화・신사회의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

이다. 또한, 이는 앞서 교수용어 문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개인의 인격 완성

을 교육 방침으로 내세움으로써 총독부 통치와 조선교육령에 내재된 국가주의 

교육방침에 대항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격주의 교육은 교양주의로 전도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문화주의‧인격주의의 본산인 독일에서 교양(Bildung)은 문화적 환경 속에서 영

혼을 도야하는 것이며, 개성의 도야를 문화가치의 체득을 통해 보편성에까지 

고양시키며 그 개인성과 보편성의 내적 통일을 지닌 전체성으로서 ‘인격’을 발

전시킨다는 의미였다.162) 이처럼 지적 수양을 기반으로 한 정신적 우월감을 

159) 강매, ｢强烈한 自我｣, 학생계 14호, 1922.6, 2~5쪽.
160) 강매, ｢人生과 敎育｣, 현대평론 1권 2호, 1927.3, 93쪽.
161) 사회주의 계열의 김명식은 교육의 본질에 대하여 “개성으로 하여금 그 본연대로 완전하

고 충실한 개성이 됨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하며 자연주의 교육학자로 코메니우스, 루
소, 페스탈로치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敎育의 原理를 論하고 七校長의 議案을 評함｣, 
신생활 8호, 1922.8, 7~8쪽)

162) 미야카와 토루‧아라카와 이쿠오 엮음, 이수정 옮김, 일본근대철학사, 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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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한 교양주의는 일본에서 다이쇼 시대에 유행한 일종의 학력 엘리트 문화

였다. 다이쇼 교양주의는 철학‧문학‧역사 등 인문학 독서를 통해 인격의 완성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교양주의의 경향은 조선에도 전래되어 학생 문화의 한 축

을 이루게 되었다. 교양주의는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영웅적 주체를 지향하기 

보다는 개인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긍정하였다. 이러한 인식

은 독서를 취미로 삼을 수 있는 학생층의 성장을 토대로 확산되었다.163) 1920

년대 잡지계의 성황은 학생층의 교양주의 경향과 맞물려 서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교양주의는 1910년대 이래 개인적 가치를 교육 목적에 투영하며 확산

된 입신출세 담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고학력에 걸맞은 사회적 

지위를 쉽게 획득할 수 없는 식민지 교육현실에서 입신출세를 지향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실질적 입신출세의 길이 차단되었다면 독

서로 대표되는 ‘고상한 취미’를 통해 교양을 쌓아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

도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었다.164)

  실제로 1920년대 들어 ‘문학청년’이 범람한 현상도 교양주의의 확산과 연관

이 있었다. ‘교육받은 사람’을 ‘교양인’으로 여기는 인식이 학생층을 넘어 사회

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른바 문화통치 하에, 이전 시기에 비해 교육의 실용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인문학 위주의 교육내용이 중시된 것도 이러한 경향을 부추

겼다. 또한, 마르크스주의가 교양으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마르크스주의는 독

일 철학과 프랑스 정치사상, 영국의 경제학을 통합한 사회과학으로 불리며, 합

리주의와 실증주의를 止揚한 최신과학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는 교양주의에 경도된 학생층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165) 이와 같

은 교양주의의 범람은 식민교육 당국으로서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교육 

풍조였다. 인격을 수양하고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양인이 되려는 풍조는 

정치성을 결여하고 있었으므로 식민통치체제를 크게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민족주의 계열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교양주의를 경계하고 인격 

163) 박지영, ｢잡지 학생계 연구 - 1920년대 초반 중등학교 학생들의 ‘교양주의’와 문학적 
욕망의 본질｣, 상허학보22, 2007, 8~9쪽.

164) 소영현, ｢근대 인쇄 매체와 수양론‧교양론‧입신출세주의｣, 상허학보18, 2006, 212~213쪽.
165) 竹内洋, 教養主義の没落, 中公新書, 2016,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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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을 통해 공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획득하는 인격의 수양은 특히 청년 학생에게 요구되었다. 인격 

수양을 완성한 청년은 조선인 사회의 지도자로서 활동할 책임을 부여받았

다.166) 지덕체 수양이 모두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양의 결과로 얻게 된 

도덕적 우월성이 지식인의 정체성이자 권력 기반이 되는 것이었다. 인격을 갖

춘 청년은 조선인 사회를 위해 헌신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논의들은 

중등학생을 독자로 상정하고 발간된 학생잡지 학생계에 잘 나타나 있다. 
학생계는 1920년대 초, 근대적 주체로서 ‘학생’을 교육할 목적에서 창간되었

으며 학생시대의 인격 수양에 관해 강조하는 글이 많이 실렸다.167) 

 우리 靑年, 少年에게 向하야 犧牲的 情神을 高調한다. 곳 小自我를 犧牲하야 

大自我를 完城하라고 提醒한다.…(중략)…저- 狹眼者의 잘못 아는 個人主義! 

이것이 얼마나 우리 前途의 障害가 되겟나냐.168) 

  신문화 건설의 주체로서 학생은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소자아를 희생하여 

대자아를 완성”하려는 희생정신을 가진 존재여야만 하였다. 公에 대한 헌신의 

강조는 학생의 역할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학생이 

현재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해야 한다는 학생관, 둘째는 

학생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학생관이었다. 그런데 인격교육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대체로 후자를 강조하였다. 학생은 公에 헌신해야 하나 

166) 朴思稷, ｢朝鮮社會의 修養問題｣, 개벽 2호, 1920.7. 45~49쪽.
167) 학생계는 1920년 7월 한성도서주식회사가 중등학교 재학 이상을 주독자층으로 상정하

고 창간한 학생잡지였다. 1922년 11월호까지 한성도서 편집 아래 발행되었바나 이후 
1923년부터는 조선학생회 발행으로 변경되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학생계는 
한성도서 발간 시기의 잡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창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한성도
서 출판부장 장도빈이었다. 그는 초대 주간 오천석, 그리고 후임 최팔용과 친밀한 인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 주간은 한성도서 관계자인 이종준이었다. 학생계는 
민족주의 진영 인사들이 주로 필진으로 참여했다. 상해파의 최팔용이 주간으로 있던 시
기에는 김명식, 변희용 등 신생활사 인맥을 섭외하고 사회주의 관련 기사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잡지는 중등학생 대상 민간 잡지로서 창간호에 중등 사립학교 교장･교사의 
창간 축사를 싣고, 편집구성에서도 사립학교 방문기를 싣는 등, 조선인 학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잡지를 만들었다. (강명숙, ｢미국 유학 이전 천원 오천석의 수학과 사회
활동 - 잡지 개척, 학생계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39, 2017, 9쪽; 
김은영, ｢1920~30년대 ‘학생잡지’의 교육담론｣, 역사연구40, 2021, 21~24쪽.) 

168) 장도빈, ｢犧牲主義｣, 학생계 10호, 1922.2,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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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일이므로 지금은 학생으로서 수양에 매진하고 자중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앙고보 학감 현상윤은 ｢학생의 본분｣이라는 글에서 

바람직한 학생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學生은 어리고 젊은 사람이외다. 배우는 사람이외다. 익히는 사람이외다. 밧고

아 말하면 學生은 現在의 사람이 아니오, 미래의 사람이외다.…(중략)…그런즉 

學生은 무엇이나 어린이갓치하고 젊은이 갓치하며, 배우는 이 갓치하고 익히는 

이 갓치만 하면, 이는 곳 ｢學生답게｣함이 될 것이외다.…(중략)…그러나 近來 
朝鮮學生界의 風潮를 瞥見하건대, 툭하면 이 範圍를 脫越하야, 或은 ｢아는체｣
하며 或은 紳士인 체하야, 할수잇는대로는 早熟하려하며, 할수잇는 대로는 학

생생활을 免하려하는 傾向이 잇는듯합니다. …(중략)…學生은 넘우 世智에 밝

은것보다 차라로 어두운便이 나으며, 넘우 人事에 敏捷한것보다 차라로 迂濶
한便이 낫다함이외다.…(중략)…學生은 넘우 世事에 알은척하지말고 純實되게 

學理에 오로지하여야할것이외다. 그리하여야 그의 感情이 純粹하여질 수 잇스

며 美麗하여질수 잇는것이외다.169)

  현상윤은 학생의 본분을 “현재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이며 “배우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너무 세상일에 ‘아는체’ 나서지 말고 순수하게 학문에 

정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언설은, 중등교육까지는 인문교육에 집중하여 

인격의 도야를 우선시해야한다고 본 현상윤 자신의 교육관과 관련이 있다.170)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확산되어 가던 사회운동에 학생이 참여하거나 전국적으

로 동맹휴학이 발생하는 일이 늘어났던 정황도 고려한 언설이었다.

  일례로 1920년 경성 시내 중등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朝鮮學生大會는 처

음에는 수양단체를 표방했으나 점차 학생운동단체로 조직화되어 갔다. 특히 

방학 중 전국 순회강연 시 ‘정치적’ 발언이 많아지면서 총독부의 감시와 제재

를 받게 되었다.171) 또한 동맹휴학은 1920년 한 해 동안 경기도내에서 11회 

발생했으며 맹휴에 참가한 학생수는 1,078명에 달하였다. 맹휴는 해가 갈수록 

더욱 확산되어 매일신보 사설은 ‘동맹휴학병’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격렬해졌

169) 현상윤, ｢學生의 本分｣, 학생계 제9호, 1921.8, 23~27쪽. 
170) 현상윤, ｢敎育界에 바라는 일｣, 신동아 1933.1. 15쪽.
171) ｢朝鮮學生大會에 對하야｣, 매일신보 19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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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2) 

  3·1운동을 통해 학생의 힘을 체험한 학생들은 학교의 부조리 또는 민족적 

차별에 저항하여 맹휴를 일으켰다. 이에 대하여 지식층은 학생들에게 자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개조운동으로서 교육계의 혁신을 도모하는 행동이라고 의의

를 인정하면서도 과격한 언사보다는 온건한 성의를 갖추라고 주문하였다. 한

성도서주식회사의 중역 겸 문필가이자 朝陽學校를 운영한 교육자인 李鍾駿은 

학생들이 정치가나 종교가, 사회실무가가 아니고 “수양 시대”에 있는 학생인 

만큼 “정치・시사를 논하고 우리 사회의 사정을 통하는 것도 그른 것은 아니

지만 본직이 아니다”라고 단언하였다.173) 현상윤과 이종준 등의 지식인들은 

학창시절 동안 수양에만 집중하는 것을 모범적인 학생상으로 제시하였다. 

  모범적인 학생상의 제시는 역으로 불량한 학생상을 규정하였다. 인격 수양

에 위배되는 ‘학생답지 않은’ 행위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올바른 학생은 

“요리점에서 노는 시간에 책을 보고 술과 담배를 끊고 근검저축”하는 인물이

었다.174) 학생의 유흥과 사치는 가장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퇴폐적 풍조

를 경계하며 “사회를 사랑하거든 제군부터 좋은 옷을 벗고 금시계를 내어놓아

라. 유흥비를 쓰지 말라. 이 모든 冗費를 절약하여 고학생을 기르며 路傍에 

呼哭하는 고아를 구제하라”175)는 요청이 학생에게 부과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새로운 인격의 덕목으로 근면한 노동관이 강조

되었다. 최팔용은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의무로 노동을 들면서 “노동이 없

이 徒衣徒食하는 자는 대죄악”이므로 “발달한 공동생활체에 있어서는 노동하

지 않는 자에게는 먹음을 금하며 심지어 집까지 금한다”고 하였다. 또한 노동

은 존비귀천이 없으며 만인이 평등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176) 또한 

노동관에 도덕을 접목하였다. 그는 ‘근로’를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경제 행위로

만 여기는 것을 비판하고, “근로는 생활비 획득 수단인 동시에 인생의 의의를 

완성케 하는 수단”이며 이처럼 직업이 가치 있는 생애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172) ｢同盟休校事件｣, 매일신보 1921.4.24; ｢流行하는 同盟休學病｣, 매일신보 1921.6.25.
173) ｢言壇｣, 학생계 3호, 1920.10, 2쪽; 이종준, ｢新學年 劈頭에 立하여 學生諸君에게 告

하노라｣, 학생계 제13호, 1922.5, 1~5쪽.
174) 盧子泳, ｢朝鮮靑年의 覺悟｣, 학생계 4호, 1920.11, 7~9쪽.
175) 장도빈, ｢少年에게 與하노라｣, 학생계 12호, 1922.4, 11~14쪽.
176) 최팔용, ｢共同生活論｣, 학생계 9호, 1921.8,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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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는 도덕”이라고 주장하였다.177) 이상과 같이, 사치를 하지 말고 근검절약

하는 기독교적 윤리관, 천직을 발견하고 근면한 자본주의적 인간관이 인격 수

양의 바탕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학생의 본분이 규정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인격교육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성장을 도모했기 때문

에 이후로도 교육의 가장 본질적 목적으로서 많은 논자들에 의해 언급되었다. 

이는 전통적 수양론을 계승하면서도 그 내용상 근대 시민 양성에 초점이 두어

졌다. 인격 수양의 교육관은 특히 중등학교 이상의 청년 학생을 그 대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인 사회의 지도자가 될 지식계급을 키워내고자 

하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인격교육은 엘리트 교육의 성격도 가

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민주주의 교육론과 자유교육론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계기로 전세계를 풍미한 민족자결주의는 3·1운동을 

전후로 조선에도 전파되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14개 조항’ 중 민족

자결주의로 상징되는 제5조 ‘식민지 문제의 공평한 해결’과 제14조 ‘국제연맹 

창설’ 제안은 피지배 민족들에게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슬로건인 ‘약소민족의 해방’과 ‘제국주의 타도’와 함께 

민족자결주의는 식민지 조선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신한청년당은 파리강화회

의에 김규식을 파견하고 각종 청원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

쳤으며, 3·1운동의 민족대표도 비폭력·무저항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시위와 열

강에의 독립 청원을 통하여 독립을 이루고자 하였다. 민족대표들이 이러한 운

동 방식을 택한 데에는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이었다.178)

  그러나 신한청년당의 청원이나 3·1운동이 좌절되면서 민족자결주의가 결국 

강대국의 신외교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지식인들이 미

국을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새로운 세계질서의 모범적 패권자로 인식하게 된 

177) 최팔용, ｢勤勞의 光｣, 학생계 12호, 1922.4, 6~8쪽.
178) 이규수, ｢파리강화회의와 신한청년단의 활동 : 민족자결주의의 수용과 좌절｣, 한국기독

교문화연구14, 2020, 83~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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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민족자결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호의

가 있었다. 더욱이 이무렵 일본은 이른바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의 시대였

다. 정당정치와 함께 民本主義 사상이 발흥했으며 문화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사조가 전개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기풍이 용인되었다.179) 조선 통치방침이 

내지연장주의를 바탕에 둔 문화정치로 표방된 데에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다.

  앞장에서 살펴본 문화주의와 함께 민주주의는 조선인 사회에서도 개조의 시

대에 합당한 가치로 수용되었다. 동아일보는 창간 주지에서 “민주주의 지

지”를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는 國體나 政體의 形式的 標準이 아니라 곳 人類生活의 一大原理오 精神
이니 强力을 排斥하고 人格에 固有한 權利 義務를 주장함이라 그用이 國內政
治에 處하야는 自由主義요 國際政治에 處하야는 聯盟主義요 社會生活에 處하

야는 平等主義요 經濟組織에 處하야는 勞動本位의 協助주의라 特히 東亞에 

在하야는 各民族의 權利를 認定한 以上의 親睦團結을 意味하며 世界全局에 

在하야는 正義人道를 承認한 以上의 平和聯結을 意味함이라 更言하건대 그 

體는 暴力强行을 不可라 하고 良心의 權威와 權利의 主張으로써 人生各般의 

關係를 規律코자 함이니 古者의 所謂 王道의 精神이 곳이라 吾人은 天下人民
의 慶福과 光榮을 爲하야 이를 支持하노라.180)

  위의 창간주지는 민주주의가 새로운 시대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

다. 1차 대전 이후 국제연맹의 창설, 정치·사회상 자유와 평등의 원칙, 경제적

179) 민본주의의 대표적 주창자는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이다. 그는 1917년 中央公論에 
실은 ｢憲政の本義を説いて其有終の美を済すの途を論ず｣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역사와 현상을 소개하면서 민본주의론을 전개하였다. 성숙한 국민의 존재(‘국민의 교양’)를 
전제로 하고 ‘입헌정치’라는 ‘헌법을 통한 정치’에 대하여 논하며 그 입헌정치의 근본에 민
본주의를 두었다. 요시노는 민본주의를 “일반 민중의 이익·행복과 그 의향에 중점을 두는 
정권 운용상의 방침”이라고 정의하였다. 민본주의는 ‘democracy’의 번역어이다. 다른 표
현으로 ‘민주주의’도 있으나 이것은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주국 
일본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여 배척되었다. 요시노는 민본주의를 주권의 존재가 아니라, 
주권의 운용 개념으로 파악하고, 정치의 목적을 ‘일반 민중의 복리’에 두어 정책의 결정은 
일반 민중의 의향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주권은 천황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민을 
위한’ 정치, ‘인민의 의향’을 중시하는 정치로서 민본주의가 제창된 것이었다. (成田龍一, 
大正デモクラシー, 岩波親書, 2012, 28쪽.)

180) ｢主旨를 宣明하노라｣, 동아일보 1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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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노동 본위의 勞資협조주의, 피지배 민족의 권리 존중과 인도·정의의 실

현이 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당시 민족자결주의를 비롯하여 

다소 낭만적으로 수용되었던 개조론의 요소들을 담고 있는 희망적 의미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민주주의를 왕도정치의 

정신에 비유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에서는 요시노 

사쿠조가 말한 민본주의의 영향도 엿볼 수 있다. 다만 요시노와는 달리 정치

운영의 측면보다는 생활원리로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평등의 실현과 노동 본위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 주필 장덕수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

덕수는 당시 사회혁명당(상해파)에서 활동하였으나 사회주의에 경도되기 보다

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였다.181)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확대는 교육 논의로도 이어졌다. 민주주의 교육과 관

련하여 조선의 교육공론장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로 논의되었다. 첫째는 민주

주의 교육을 정치적 민주주의와 연결하여 기회 균등의 논리로 이해하는 논의

였고, 둘째는 민주주의 교육론의 대표인 듀이의 교육론을 아동 중심과 생활 

중심 교육으로 수용하는 자유교육 논의였다. 전자가 정치적 함의 속에서 교육

제도와 형식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후자는 교

육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민주주의의 원리를 조선인교육의 목적과 형식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 

논의를 살펴보자. 동아일보는 민주주의 원리를 교육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

다. 민주주의는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20세기 신문명의 신정신’으로서 교육

에도 해당된다는 것이었다.182) 민주주의 교육은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격

을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보았다. 사립학교⦁민립대학의 설립의 중요한 근거로 

민주주의 교육의 가능 여부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정부와 밀접한 관

련을 가진 관립학교에서는 관료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관료주의와 대비

되는 개념으로서 민주주의가 가능한 학교는 사립학교와 민립대학이라는 것이었

181) 1920년대 초 장덕수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붕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제국주의로 발전한 일본 자본주의 몰락의 필연성에 관심을 가졌을 뿐 사
회주의 체제와 운동에 대한 인식은 불충분했다. (최선웅, ｢장덕수의 사회적 자유주의 사
상과 정치활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82쪽.) 

182) ｢敎育에 對하야｣, 동아일보 1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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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 사상을 교육의 진흥을 통해 고취해야만 개인으로

서 정치적 자각을 가질 수 있으며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183)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직접적인 글로는 金佑枰의 ｢民主敎育을 論하여 創造
敎育에 及함｣이 있다.184) 그에 따르면 1차 대전 이후에 이전의 전제적·독단

적·압박의 교육을 반성하며 신세계의 신교육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민주교육이라고 하였다. 민주교육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專制政治에 對한 民衆政治는 政治的民主政治主義이며 産業革命 卽 大工業
組織이 勃興以來로 資本家와 勞動者와의 階級이 分離固定되야 勞動者가 生
活에 對한 恐怖를 免키 爲하야 政治的民主를 手段삼아 그네의 主張을 貫徹하

려하며 는 社會主義 卽 佛蘭西에서 산시몬 루이푸린氏等의 宣傳과 獨逸의 

칼-막스氏等의 主唱하던바는 産業的民主이며 社會의 階級特權을 廢止하고 平
等을 樹立하려는 것은 社會的民主主義이며 藝術敎育 文化의 享樂을 受하는 

機會를 均等히 하려는 것은 文化的民主이외다. 그럼으로 民主的敎育은 文化
的民主에 屬한 것이다.…(중략)…敎育史全部가 民主的 運動의 歷史이라고 하

여도 無妨이외다. 風習中心의 敎育에서 個人才能의 發揚에 進하는 過程은 더

욱 此를 確證함이다. 貴族文學에서 平民文學으로 된 것은 藝術民主化의 進步
이며 壓迫에 依한 權威學校에 대하야 自由로운 作業學校를 主張함도 이 意味
이며 人格的敎育學의 主張도 全혀 民主를 意味한 것이다.…(중략)…以前의 學
校制度 卽 上流貴族 或은 中流의 子弟의 入하는 學校와 下級民의 入學하는 

學校가 各各임으로 有爲한 兒童의 進路를 遮斷하게되얏슴니다. 그럼으로 此點
에 深切히 留意하야 이에 國民學校와 中學豫備學校를 統一하야 反民主의 形
式을 打破하고 貧民의 子弟에 對하야도 國家에서 學費를 給하야 自由로운 就
學의 路를 開하얏슴니다.185)

183) ｢敎育振興과 民間의 積極的 努力｣, 동아일보 1920.6.5; ｢新道德을 論하야 新社會를 
望하노라｣, 동아일보 1920.7.24.; ｢民立大學의 必要를 提唱하노라｣, 동아일보 192
2.2.3; ｢朝鮮敎育協會에 對하야｣, 동아일보 1922.3.23. 

184) 김우평은 중앙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센다이 제2고등학교를 다니다가 1925년부터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유학하였다. 1921년 동아일보 여수 지국 기
자로 근무하였고 미국유학에서 돌아온 후에는 동아일보 조사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동
아일보 1921.6.23.; 1928.3.4.)

185) 김우평, ｢民主敎育을 論하여 創造敎育에 及함(二)｣, 동아일보 192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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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형태를 정치적, 산업적, 사회적, 문화적인 것 

네 가지로 분류하고, 교육을 문화적 민주주의에 속한다고 하였다. 민주적 교육

의 골자는 평등한 사회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이었다.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자

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향유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구미에서 유행하던 다양한 

교육 사조들, 즉 자유로운 작업학교나 개인의 인격발달을 중시하는 인격교육

학 등도 모두 민주주의 교육의 정신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 글은 개조의 

시대사조 아래 원론적인 의미의 민주적 교육을 언급하고 있다. 단적으로 ‘민

주’란 곧 신분과 빈부 격차를 철폐한 ‘평등’과 ‘자유’였다. 민주적 교육은 교육

의 형식과 방법에서 자유와 평등을 도입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교육을 가능하

게 한다는 의미였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교육의 방법과 내용으로 수용하려 한

다는 점에서 시민교육과 상통하는 부분도 있다. 

  민주주의 교육론은 교육의 기회 균등에 초점을 두었다. 기독교청년회(YMC

A)의 기관지 靑年은 민주주의와 교육에 관한 일련의 글을 실었다. 범태평양

교육대회에 조선 대표로 참석한 申興雨는 1차 대전을 독일의 ‘군국주의’와 영

미의 ‘데모크라시’의 각축이라고 이해하고,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하여 새시대

의 질서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보았다. “데모크라시의 기초는 民智이고 민지

의 근원은 교육”이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정신을 기르는 국민교육･의무교육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86) 민주주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 교육이 전 

조선인에게 보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李載甲은 교육의 ‘데모크라시’란 “기회균등의 교육”이라고 하였다. 기

회균등이란 것이 동일한 목적과 내용을 균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교육의 요구와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그 이상적 

사례로는 미국과 영국의 교육을 들었다. 부실한 조선의 교육제도를 비판하면

서 그는 조선인 사회의 ‘식자계급’과 ‘유산계급’이 나서서 중등학교와 대학을 

설립해야 하며, 학무 당국은 적어도 ‘一面一校’가 되도록 보통학교를 증설하고 

또 월사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87) 초등교육의 보장은 학무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했으나 중등교육 이상은 조선인 사회가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186) 신흥우, ｢듸모크레시의 意義｣, 청년 창간호, 1921, 3, 3~5쪽.  
187) 이재갑, ｢敎育의 데모크라시｣, 청년 1922.6, 1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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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했는데, 이는 당시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분위기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

으로 보인다. 이처럼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의 정신이라고 하였다.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민주주의 교육의 원리는 대체로 부르주아 민족주의 

진영의 인사들이 수용하고 전파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기독교 신자이거나 미

국 유학을 경험하며 미국에 호의를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다.188) 1차 대전 후 

세계 자본주의의 패권을 장악한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를 이상적으로 여기며, 

교육 또한 그에 발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떠올랐다. 민주주의 교육

에 대한 관심은 미국식 교육을 지향하는 정서와도 연동되었다. 그러나 1920년

대 초반 사회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원리로 제시된 민주주

의 논의는 점차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퇴색되고, 부르주아 계급 중심의 정

치참여를 주장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론으로 위축되어 갔다.189) 이에 따라 정

치적 민주주의 원리와 연동된 민주주의 교육 논의는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민주주의 교육론의 또 다른 경향인 아동 중심･생활 중심 교육 논의는 자유교

육론 가운데 이어졌다.

  자유교육론은 듀이의 민주주의 교육론이 일본 교육계를 통해 수용되면서 사

회교육과 아동 중심･생활 중심 교육의 측면을 강조한 경향이었다. 20세기 초 

듀이는 민주주의 교육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교육사상가였으며, 

학교와 사회(1899), 민주주의와 교육(1916)은 동아시아에도 파급되었

다.190) 조선의 교육공론장에서는 대체로 일본의 학계를 통해 듀이의 교육론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1923년 10월 조선일보에 연재된 ｢敎育思想의 變
遷｣라는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는 經驗的 心理的 實用主義的 方法에 依하는 것으로써 其特色으로 한

188) 미국 유학생의 대다수는 기독교 신자였으며 조선에서 미국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
국유학 길에 올랐다. 이들은 미국에 대한 호감을 조선인 사회에 파급하면서, 당시 미국
사회에서 현실의 대안을 찾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상의, ｢일제하 미국
유학생의 자본주의 근대화론과 노동관｣, 歷史敎育119, 2011, 134~136쪽.)

189) 이태훈, ｢1920년대 초 신지식인층의 민주주의론과 그 성격｣, 역사와 현실67, 2008, 
42쪽.

190) 이길상, ｢1920년 전후 존 듀이의 동아시아 여행과 일본, 중국, 한국 - 수용과 배제의 
양상｣, 한국교육사학35-호, 2013,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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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나토푸와 이의 敎育觀을 如斯한 態度上의 差異가 有함에도 不拘
하고 頗히 合致되는 点이 不少하다. 社會生活 其者를 敎育이라고 思하야 社
會生活의 無限的發展에 從하야 敎育過程이 無限이 發展하고 其目的도 無限
히 發展向上될 事를 說함과 又個人도 亦是無限히 發展不止하다하고 又社會와 

個人의 合一觀을 取한 等은 二人이 符節을 合한 것 갓다.…(중략)…이에 의

하면 敎育은 社會生活의 存續及發展上 必然的으로 生起하는 一種의 社會作
用이다.191) 

  위의 글에서는 듀이를 사회교육학자로 분류하고, 교육을 사회생활의 존속과 

발전에 필요한 사회 작용으로 설명하였다. 이 내용은 일본의 대표적 교육학자

로 와세다대 교수인 나카지마 한지로(中島半次郎)의 敎育思潮大觀(1921) 

중 8장 ｢사회주의｣에서 ‘듀이’에 대한 설명 중 일부를 그대로 번역하여 실은 

것이다.192) 이처럼 1920년대 전반기 프래그머티즘과 듀이 교육학의 소개는 대

체로 일본을 거쳐 이루어졌다. 프래그머티즘에 근간한 민주주의적 사회관은 

종래의 개인주의적 사회관이나 사회주의적 사회관과는 구별되는 내용이었다, 

즉, 사회를 경시하는 개인주의나 개인을 기계시하는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개

인과 사회 간의 조화를 추구하며 그 원리를 민주주의에서 찾는 것이었다.193) 

듀이는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삼아 사회의 진보·발달은 개인의 적극적 생활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민주적 교육은 아동의 실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

며, 이는 곧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에서 민주주의 교육론은 아동 중심, 생활 중심 교육의 측면에서 

조명되었다. 일본에서는 다이쇼(大正) 자유교육운동(신교육운동)의 발흥과 함

께 듀이의 교육사상이 각광을 받았다. 1919년 2월부터 3월까지 듀이는 일본

을 방문하여 동경대학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듀이의 교육사상에

서 근본이 되는 민주주의 정신 자체는 천황주권론에 입각한 수직적 정치 구조

와 독일식 국가주의 또는 정신주의 철학이 우세한 일본 사회에서 뿌리내리기 

어려웠다. 게다가 1920년대 전반기는 문화주의를 비롯한 독일식 관념철학이 

대세였으므로 일본 지식인들은 듀이의 실용적 사상에 대해 소극적 입장이었

191) ｢敎育思想의 變遷(二三)｣, 조선일보 1923.10.12.
192) 中島半次郎, 敎育思潮大觀, 東京堂書店, 1921, 198~199쪽. 
193) 三浦藤作, 哲学を根底とした現代敎育学説大綱, 秀山堂, 1926,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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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4) 그나마 일본 교육계가 듀이의 교육철학으로 주목한 부분은 ‘아동 중심’

과 ‘생활 중심’이라는 지점이었고, 이를 다이쇼 자유교육운동의 내용으로 삼았

다. 여기에는 듀이의 교육론 외에도 루소, 페스탈로치, 엘렌 케이 등 아동을 

강조하는 교육사상이 영향을 끼쳤다. 다이쇼 자유교육운동은 획일주의와 주입

식 교육을 지양하고 아동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지향하였다. 이 운동은 

비교적 부유한 新中間層, 즉 부르주아 소시민을 지지기반으로 하여 전개되었

으며 1920년대 중반까지 일본 교육계를 풍미하였다.195) 

  자유교육운동의 대표자 사와야나기 마사타로(沢柳政太郎)는 조선교육령 개

정 당시 임시교육조사위원이기도 하였다. 교토제대총장과 문부차관을 역임한 

사와야나기는 자유교육의 거점 중 하나인 세이죠(成城) 소학교를 창립하였다. 

이 학교는 ‘개성 존중 교육’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아동의 개성 발현을 교육

의 중심으로 삼았다. 이러한 아동 중심의 자유교육론이 일본에서 널리 유행하

면서 조선 지식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지식인들은 아동의 개성 발

달을 교육의 기본적 원리로 내세우며 ‘조선인 본위’ 교육의 논리로 삼았다. 또

한 ‘데모크라시’ 교육정신을 예술교육과 연결하여 자유로운 창조 정신을 강조

하는 논의로도 이어졌다.196) 

  일본의 자유교육운동 여파는 조선의 학교에도 밀려들어, 일부 소학교 교사

들이 자유교육의 ‘선풍’ 가운데 국정교과서 대신 부교재를 제작하여 수업에 활

용하는 등의 움직임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학무 당국은 ‘의무교육’의 방침에 

어긋난다면서 제지하였다.197) 그런데 조선 내 교사들의 자유교육운동은 주로 

일본인 소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 총독부는 이를 초기에 제압하여 조선인 학

교에까지 파급되지 않도록 하였다. 매일신보 사설과 기사는 일본인 대상의 

경성일보 논조와 달리, 자유교육의 내용을 자세히 전달하기 보다는 ‘국민교

194) 이길상, ｢1920년 전후 존 듀이의 동아시아 여행과 일본, 중국, 한국 - 수용과 배제의 
양상｣, 한국교육사학35-1, 2013, 116쪽.

195) 가타기리 요시오·기무라 하지메 지음, 이건상 옮김, 일본 교육의 역사, 논형, 2011, 
188쪽.

196) 김우평, ｢民主敎育을 論하여 創造敎育에 及함｣, 동아일보 1921.6.12~15; 朴最吉, ｢現
代敎育의 缺陷과 救濟策 (九)｣, 조선일보 1925.5.25.

197) ｢京城の小學敎育界に突如大旋風を捲き起す誤れる自由教育の弊害｣, 京城日報 1924.7.
13; ｢自由敎育의 弊害問題｣, 매일신보 1924.7.17; ｢敎育의 刷新問題에 就하야｣, 매
일신보 1924.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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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유교육의 폐해를 강조하였다.198) 일본제국주의가 

내지연장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조선에서는 자유교육운동이 싹틀 여지를 미리 

틀어막았다는 점은 내지연장주의 교육방침의 식민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동 중심 교육관은 민족 문제와 결부될 때 양날의 검과 같은 성격을 드러

내었다. 일례로 사와야나기는 조선교육령 개정에서 내지연장주의를 관철하는 

동화교육의 실현으로 일선공학을 찬성하였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교육”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들어 민족교육의 고유성과 아동의 ‘민족적 개성’을 무시하였

다.199) 이처럼 일반적 아동교육이라는 보편성을 내세워 민족교육을 무마하는 

논리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교수용어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조선 지식

인들은 아동의 발달을 명분으로 내세워 일본어 교육에 반대하는 근거로 아동 

중심 교육관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다이쇼 자유교육운동이 1920년대 중반 이후 쇠퇴한 후, 아동 중심･생활 중

심의 교육은 관제 교육학의 교육담론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 특히 생활과 관

련하여 노작교육의 원리로 이해되면서 1920년대 후반 총독부의 ‘교육실제화’

와 근로주의 교육으로 연계되었다. 그리고 조선인 사회에서도 조선의 현실 인

식과 생활 문제를 교육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생활 중심 교육담론이 등장하

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로 제기된 민주주의 교육

론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교육에 관철시키는 방향에서 교육의 기회 균등을 요

구하거나, 아동 중심･생활 중심의 원리를 추출하여 개성을 강조하는 자유교육

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들은 독립적 인격체로서 민족에 공헌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가진 근대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교육은 그 정치적 함의로 인해 더 이상 교육원리로 

언급될 수 없었다. 자유교육론의 아동 중심･생활 중심 교육 논의는 보편성을 

가진 교육학적 논의였던 까닭에 식민교육 체제에서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었

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식민교육 담론에 잠식되기 쉬운 점도 있었다. 이

198) 西尾達雄, ｢1920年代朝鮮における「自由教育」問題｣, 鳥取大学教育地域科学紀要2-1, 2000, 
126쪽.

199) 小沢有作, ｢大正自由教育の朝鮮観 - 沢柳政太郎の同化教育論の紹介｣, 海峡4, 1976,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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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족주의 진영이 1920년대 후반 이후 개량주의 노선으로 변질되면서 현실

적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2) 사회주의 계열의 계급교육담론

   (1)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과 노동자 교육론

  개조론의 유행과 함께 조선인 사회에 전파된 문화주의가 개인 인격과 정신

의 개조에 초점을 두었다면, 사회개조론은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의 개조

에 집중하였다.200) 노동에 대한 인식은 勞資協助論에 입각한 인도주의적 입장

과 노동자 중심의 계급적 입장으로 구별할 수 있다.201) 두 입장 모두 노동의 

신성함과 근면의 가치를 높이 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전자는 주로 자본

주의 친화적인 이른바 부르주아 민족주의 계열, 즉 문화주의, 자유주의, 기독

교계를 아우르는 지식층에 의해 주장되었다. 노동을 신성시하며 근면한 노동

자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 특징을 가진다. 후자는 사회주의 계열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생산의 맥락과 계급 관계를 통하여 ‘생산의 권위’를 가진 존재로 노

동자를 파악하면서 노동의 존엄과 신성을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노

동의 존엄과 근면의 필요를 주장한 자유주의자의 견해와 비슷하지만, 노동의 

동기로 개인이나 민족‧국가가 아니라 인류,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내세웠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02) 

  노자협조론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적대시하지 말고 상호협조하여 공생할 것

을 주장한다.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자본가는 자본을 공급하여 생산하는 

존재이며 그러므로 노동자는 자본가의 노예가 아니니 열등하게 취급되어서는 

200) ‘사회개조론’은 원래 러셀의 저작의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 러셀의 주장은 1920년대 
초 조선에도 널리 알려졌는데,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를 긍정하는 
입장의 지식층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번역되었다. (류시현, ｢일제강점기 러셀 저작의 번
역과 볼셰비즘 비판｣, 歷史敎育100, 2006, 257쪽.)

201) 김형국, ｢1919~1921년 한국 지식인들의 ‘改造論’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대하여｣, 충남
사학11, 1999, 138~139쪽.

202) 김경일, 노동(한국개념사총서 9), 소화, 2014,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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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품성은 도덕적 표준에 의해 판단되어야지 직업에 

따라 판단되어서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주의

를 요한다.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상식이 필요하므로 일반 민중에게 노동관념

을 비롯한 교육을 보급해야 한다고 보았다.203) 이처럼 상호 이해하고 협조하

면 노동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노자협조론이었다. 

  그런데 노자협조론에는 대체로 자본가의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자본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노동자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기

계가 아니라 인간으로 노동자를 대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노동조건이나 임금 

등의 경제적 문제와 함께 노동자를 천시하는 자본가의 태도가 노동문제의 중

요한 배경이라고 보는 시각이었다. 따라서 지식인들은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

하여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와 일반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고 하였다. 이처

럼 노동자와 자본가가 협력하면 노동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204) 

  1920년 한국에서 처음 결성된 노동운동단체인 朝鮮勞動共濟會도 초창기에

는 노자협조론의 시각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노동자들의 자발적 단체

가 아니라 노자협조적인 사회개량 단체로서 조직되었고, 따라서 활동 초반기

에는 주로 계몽활동과 실력양성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점차 노동자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점차 노동자･농민 중심으로 운동노선을 전환하게 되었다. 더욱이 

조선에서 노자협조론은 자본가와 정책 당국의 의도에 따라 노동 강화를 통한 

생산력 증대에 초점을 둔 산업합리화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협조’의 

본질은 노동자의 주체성이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였고,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상승이나 정체성 확보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다.205) 이에 따라 노동자 교

육에 대한 인식도 계급협조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 교육으로 변모하였다.

  먼저 노동공제회의 설립 경위를 살펴보자. 3·1운동 이후 고조된 사회개조의 

분위기 속에서 식민지 조선에서도 노동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근대적 

사상을 담지한 청년 지식층에 의하여 노동단체 결성이 도모되었다. 이에 따라 

1920년 2월 김사용, 박중화 등을 중심으로 朝鮮勞動問題硏究會를 조직하여 

지식층 중심의 노동문제 연구를 기획하였다. 아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노동

203) 片山繁雄, ｢勞資協助論｣, 朝鮮及滿洲 154, 1920, 20~22쪽.
204) ｢勞資協助가 社會調和의 要素｣, 조선일보 1921.7.20.
205) 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혜안, 2006, 47~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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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단체를 만들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20년 4월, 

노동문제 연구보다는 노동운동을 지향하기로 방향을 수정하고 마침내 다양한 

사상적 지형을 가진 약 300명의 지식층이 결집하여 조선노동공제회를 창립하

였다. 출범 이후 노동자들도 회원으로 많이 가입하였으나 단체 간부는 모두 

지식층이 맡고 있었다. 노동공제회 창립총회에서 발표된 취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大하도다 勞動이여 國家의 基礎와 社會의 生脈이 이에 在하지 아니하뇨. 

大戰後에 勞動者의 勢力이 一層增大함은 何故오 勞動者의 助力업시는 戰
爭을 遂行치 못하며 國家를 維持치 못함을 困窮하야 비로소 明白히 認識한 

緣故가 아니요. 勞動者는 곳 人民이오 勞動은 곳 生命이라.…(생략)…勞動
者는 이와 갓치 國家社會의 根本基礎이어늘 在來에는 東西洋을 勿論하고 

士를 놉히하는 同時에 勞動者는 賤히 녀기는 弊風이 有하며 勞動社會의 悲
慘은 見而不視하얏나니 이는 勞動의 眞意를 닷지 못하며 社會의 關係를 

明認치 못함에 由함이며 적어도 精神的勞動과 肉體的勞動의 平等價値를 認
識치 못함이라.…(생략)…勞動은 商品이 아니라 라 賣買할 것이 아니며 

勞動者는 一種 出力의 機械가 아니라 곳 人格者니 國家에 對하야는 그 維
持責任을 한가지로 負擔하는 同僚市民이오 社會에 對하야도 文明을 促進하

는 連帶責任의 合力者라 엇지 그를 無視하며 或은 그의 發達을 阻止하며 

悲慘을 除去치 아니하고 社會의 幸福과 向上을 期待할 수 잇스리오.206)

  취지문의 내용은 대체로 개조론과 노자협조론에 입각하여 사회·국가 발전을 

위한 노동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은 모두 

신성하니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우할 것, 특히 노동자를 상품이 아닌 인

격으로 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동공제회는 노동사회를 개선을 위하여 지식

계발, 품성향상, 저축장려, 위생장려, 환난구제, 직업소개, 기타 일반 노동상황

의 조사연구를 행하고 기관지를 발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채택된 강령은 ‘(1)

인권의 자유평등과 민족적 차별의 폐지를 기함, (2)식민지 교육의 지양과 대중

문화의 발전을 기함, (3)노동자의 기술 양성과 직업소개를 기함, (4)각종 노예

의 해방과 상호부조를 기함’207)으로, 노동자 처우⦁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206) ｢朝鮮勞動共濟會에 對하야｣, 동아일보 19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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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직업소개뿐 아니라 민족적 차별과 식민지 교육에 대한 변화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즉, 노동문제를 조선인 사회의 민족적 문제로 여기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도 노동공제회 창립 의의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공제회의 회장은 朴重華, 그 외에 서무부에 김사용, 교육부에 申伯雨, 

洪璯植, 南廷哲, 편집부에 兪鎭熙, 趙誠淳, 구제부에 金枓熙(김약수), 車今奉 
등이 임원으로 결정되었다. 기타 議事會에 吳尙殷, 金明植, 張德秀, 金炳魯, 

許憲, 吳尙根, 吳兢善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가운데는 앞서 살펴본 입학난구

제회, 조선교육협회, 교육개선회, 민립대학기성회 등 교육운동단체에도 참여한 

인물들이 많이 있다. 1920년대의 문화운동과 사회운동 속에서 다양한 단체들

이 생겨났으며 지식층은 여러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대체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혼재되어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이는 노동공제회도 마찬

가지였다.

  노동공제회의 기관지 共濟에도 다양한 계열의 필진이 참여하였으며 초창

기에는 노동공제회의 취지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노자협조론의 시각이 드러

난 글이 보인다. 초기 편집인 중 하나인 조성순은 개조론의 시각에서 현재 약

육강식의 시대가 지나고 인도·정의가 오며 노동 만능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낙관하였고, 남상협은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노동문제의 해결을 인도주의

적 입장에서 접근하였다.208) 사회개조와 문화운동의 분위기가 조선인 사회를 

사로잡았던 1920년 무렵에는 대체로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개량적 시각으로 

모색하였다.

  그러나 1921년 이후로는 점차 해외의 한인사회당이나 고려공산당과 연계된 

사회주의자들이 노동공제회에 가입함에 따라 공제의 편집진과 필진도 강경

한 사회주의 계열로 변경되었고 계급투쟁의 시각으로 노동문제에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인 사회에서 노동 담론은 점차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하게 되었

으며, 이들에 의하여 노동과 관련된 교육운동이 추진되었다. 노동공제회에 나

타난 사회주의의 영향은 1922년 조직된 조선노동연맹회로 연결되었다. 노동공

제회의 尹德炳, 姜達永 등에 의해 조직된 노동연맹회는 계급적 의식에 기초하

여 다음과 같은 강령을 내걸었다.

207) 신용하, ｢조선노동공제회의 창립과 노동운동｣, 사회와역사3, 1986, 88쪽.
208) 권희영, ｢조선노동공제회와 공제｣, 한국학16-2, 1993,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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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本主義의 毒害는 世界到處에 汪洋澎湃하야 生産의 權威를 가진 勞働者를 

機械視하고 그 勞働力을 商品視하야 吾人 勞働者는 苦悶慘痛함이 忍耐하랴 

하야도 다시 더 忍耐할 수 업는 絶頂에 立하엿도다. 그러나 吾人은 決코 機械
가 아니라 人格者이다. 勞働은 商品으로 賣買할 것이 아니라 共同社會의 完
全을 成立하랴는 人間性의 正當한 發作이라. 그럼으로 吾人의 團結力에 依하

야 吾人의 解放을 完全케하고 新勞働文化의 建設에 奮鬪코자 함이다. 다시 

우리 朝鮮에서의 모든 現狀은 實로 悽絶慘劇임에 戰慄하야서 嗚咽하야서 言
語키도 不能하다.…(중략)…解放의 時代가 되도다. 勞働者도 自由人이 되리로

다. 萬國의 勞働者는 이믜 奮起하야 新社會 建設의 役軍들이 되야…(중략)…

우리 朝鮮의 勞働者도 自由와 平等과 平和를 爲하야 萬國의 勞働者와 團結하

야 奮鬪코자 하노라.209)

  이상과 같이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비판하면서 노동자의 인간된 권리의 회

복을 선언하였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며,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 완전한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역설하였다. 또한 조선의 

노동자가 처한 특수한 식민지적 상황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 ‘만국의 노동자와 

단결’하고 연대하여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겠다고 선언

하고 있다. 자본주의‧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인간해방과 민족해방을 획

득하겠다는 논리는 사회주의 노동 담론의 대세가 되어 갔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계급교육담론의 큰 줄기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공제의 초창기부터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노동관을 피력한 대표적인 논

자는 유진희였다.210) 그는 장덕수 등과 함께 상해파 고려공산당에 몸담고 있

었으나, 상해파가 문화운동을 주도하며 민족주의 노선을 걷자 이에 반발하여 

탈퇴하였다. 그는 장덕수 등이 추진하던 문화운동이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것

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노자협조주의에 극도로 반감을 가졌다.211) 

209) ｢勞働聯盟綱領｣, 동아일보 1922.10.21.
210) 유진희는 1914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1922년 신생활사 사건으로 검거되었

으며, 1925년 조선공산당에 참여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한국
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211) 최선웅, ｢1920년대 초 한국공산주의운동의 탈자유주의화 과정｣, 한국사학보26, 2007, 
299~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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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는 노동공제회 설립 당초부터 조직 구성에 부르주아 계급이 많이 참

여한 것을 비판하였다. “공제회 발기인의 대부분이 傭主계급적 내지 제3계급

의 제군을 망라한 점에 대하여 노동계급을 위하여 심려”한다고 하면서 온정주

의적인 노자협조의 관점으로 노동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노동공제회에 당부하기를, 현재는 지식계급이 노동운동을 지도할 수밖에 형편

이지만 노동자 자신이 자진하여 문제 해결을 자기 힘으로 수행하도록 촉진해

야 한다고 하였다.212) 그는 온정주의, 협조주의를 “자본가의 走狗의 헛소리”라

고 일갈하고 노동문제는 결국 자본가와의 노예적 예속 관계를 벗어나는 “노동

자 해방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문화주의의 융성이라고는 하나 의식주의 

곤란이나 자녀 교육의 자유도 없는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았으니 어찌 정의·인

도라고 하겠느냐면서, 문화주의는 결국 지식계급과 자본자계급의 운동에 지나

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문화운동에서 사회주의에 입각한 노동운동으로 전

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13) 그에 따르면 교육 또한 사회주의에 입각한 노

동교육이 되어야 하였다. 

  유진희가 사회주의에 입각한 노동교육으로서 가치 있다고 본 것은 노동조합

이었다. 그는 동아일보 1920년 5월 2일자에 실은 ｢노동자의 지도와 교육｣을 

공제 7호(1921.7)에 ｢勞動組合의 敎育的 意義｣라는 제목으로 수정하여 게

재하였다.214) 그는 구미에서 대학교수나 관계자가 노동자 교육기관을 설립하

여 가르치는 ‘大學植民’을 소개하면서 야학교나 강연회를 통해 아동의 보통교

육부터 성인의 전문적 교육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결국 지식계급에 의해 주도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진실

한 효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노동자 자신이 스스로를 교육해야 한다고 보았

다. 그 실천장으로서 노동조합을 제시한 것이었다.

  노동조합의 목적은 첫째, 자본가에 대하여 대립 단결, 둘째, 노동자 간의 상

호부조에 있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부터가 벌써 교육이며 조합 운영은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므로 이를 통해 자력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영국

212) 유진희, ｢勞動者의 指導와 敎育｣, 동아일보 1920.5.1~2.
213) 유진희, ｢勞動運動의 社會主義的 考察｣, 공제 2호, 1920.10, 11~20쪽. 
214) ｢노동조합의 교육적 의의｣의 저자는 ‘松斯生’이라는 필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글의 논조

으로 볼 때 유진희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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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 출신으로 1차 대전 중 영국 내각의 장관이 된 헨더

슨(A. Henderson)을 모범적 사례로 들기도 하였다. 이처럼 유진희는 지식계급

의 노동자 교육을 무성의하고 시혜적이라고 여겼으며, 오히려 형식적 교육기

관이나 교육방법에 의하지 않는 무교육의 교육이 노동자 교육으로 적합하다고 

본 것이었다. 노동조합주의(생디칼리즘)의 입장에서 노동교육을 인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노동교육의 방법으로는 학교 설립이나 강습소, 강연회 개최가 일반

적이었다. 노동공제회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강습소와 노동야학을 열어 노동자 

교육에 나섰으며 잡지 공제를 통하여 사회교육 차원에서 노동에 대한 일반

적 인식을 높이려 하였다. 특히 야학과 같은 교육시설은 노동자 교육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이념을 삶 속에서 실

천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말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야학은 3‧1운동

을 통해 민중의 힘을 경험한 지식인과 지역 유지 등에 의하여 활발하게 운영

되었다. 노동공제회는 지방 지회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노동야학을 설립하였다. 

그 밖에 각지의 청년회나 지방유지, 교회단체 등에 의하여 세워진 경우도 있

었다. 반드시 노동운동과 관련되지 않아도 노동자나 무산자와 그 자녀를 대상

으로 했을 때 노동야학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하였다.215) 

  야학의 종류는 다양했으나 노동운동의 진전과 함께 노동운동 단체, 청년운

동 단체 등이 노동야학의 설립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노동총동맹 상무위원이자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인 權五卨은 

1925년 ‘서울인쇄직공청년동맹 연구회’ 건으로 경찰의 심문을 받았다.216) 그

는 청년운동의 의의를 진술하면서, 1923년 전조선청년당대회로 노동운동과 청

년운동이 통일되었다고 하였다.217) 그에 따라 청년운동도 무산계급의 노동자 

215) 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 운동사, 학이시습, 2010, 138~139쪽.
216) ｢서울印刷職工靑年同盟硏究會開催ノ件｣, 京鐘警高秘 第12159號ノ1, 1925.10.26. 
217) 고려공청 중앙총국과 서울파 사회주의 청년들의 주도로 성립된 청년당대회는 온건파의 

압도와 계급의식 고취를 주요 목표로 내걸었다. 청년단체를 개조하여 대중적 해방운동
의 전위대로 만들자는 결의 하에, “민족주의 반대”, “민족적 투쟁을 경제상 계급투쟁으
로 전환”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상해파 사회주의자와 민족
주의 계열이 연합하여 전개한 물산장려운동을 개량주의 노선으로 규정하고 규탄하였다. 
(김호일, ｢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 한국사 49권 :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국사편찬위원회, 2002.)



- 178 -

중심으로 노동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무산청년’의 교육을 위

해서 ‘자체 교양’과 ‘대외 교양’이 있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 자체 교양으로서 

매일 밤 서울인쇄직공청년동맹 연구회를 열어 ‘유물사관 과학’을 연구하고 토

론하였다.

  그는 “우리의 鄕里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유물사관 과학을 연구한다

는 것은 순서가 틀리지 않은가”라고 하며 먼저 조선의 사정을 먼저 알아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조선 사정과 시국 문제로부터 유물사관 과학에 이어지도록 

공부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사회주의 노동자 교육의 근본 목적이 민족해방

운동과 연동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대외 교양은 노동야학 등을 설립하여 

문맹자가 많은 조선 현실에서 언문과 산술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데 권오설이 자체 교양이라고 규정한 인쇄직공연구회도 사실상 노동야학의 성

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주의자들의 노동야학은 상당히 넓은 

범주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민중교육의 계몽적 입장에서 

노동야학은 문맹퇴치 등 기초적 교육을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교육은 농민교육과 함께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산업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에 대한 관심은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일어났다. 

노동공제회에서는 주로 소작인인 농민을 농업 노동자로 파악했고 또 노동자의 

대다수는 농촌에서 유리된 농민들이었다. 소작농과 궁민은 1920년대 이래 농

촌 경제의 몰락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로 단순 노동직으로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며 노동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노동자 교육에 대한 사회주의적 접근은 苦學生 교육과도 연결된다. 

고학생에 대한 관심은 1920년대 초부터 민족･사회주의 양 진영 모두 가지고 

있었다.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계급적 관점에서 고학생 교육을 인식하였다. 노

동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지식인과 노동자의 구별을 철폐하는 것에 있었다. 

‘일하며 공부한다’는 크로포트킨의 모토가 고학생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난 것

이었다.218) 본격적 노동자는 아니었으나 노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고학생은 조

선인 사회의 관심을 받았다.219) 1922년에는 경성 고학생 50여명이 상호부조

218) 소영현, ｢아나키즘과 1920년대 문화지리학｣, 현대문학의 연구36, 2008, 10쪽.
219) 고학생의 수는 1920년대에 대폭 증가하였는데, 경성 내 고학생 수만 살펴보아도 1920

년에 약 180명, 1922년에 약 1,000명, 1925년에는 약 2,000명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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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적으로 ‘고학생 갈돕회’를 결성하였고 여자 고학생들은 ‘조선여자고학생 

상조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갈돕 만두’를 행상하고 신문·잡지 배달 등을 하

거나, 여학생의 경우 삯바느질 등을 하며 학비를 마련하였다.220) 노동과 학습

을 병행하며 생계비를 조달했지만 고학생들은 매우 궁핍하였고, 만성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였다. 고학생 구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아

서 조선인 사회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苦學生救濟會가 조직되어 1921년 6월에

는 강연회 등을 개최하였는데 4천여 명의 청중이 몰리고 기부금이 답지하였다

고 한다.221) 이러한 고학생 단체나 고학생 후원 단체 등은 주로 민족주의 계

열에서 주도하였으나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었다. 사회주의자들

은 단순히 상조나 후원 단체를 넘어서서 고학생을 위한 본격적인 교육기관 설

립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1923년 설립된 京城苦學堂은 ‘최초의 사회주의 학교’였다. 

학교 설립은 남녀 고학생에게 직접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는 구별되는 고학생 구제책이었다. 노동의 가치를 교육의 기회 제공을 통해 

실현한다는 점에서 경성고학당은 노동자 교육의 새로운 의제를 제시한 것이었

다. 경성고학당의 교사와 학생은 점차 사회주의 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설립자 李駿㤠은 교장이자 수신 과목 교사로서 교육활동을 하던 중, 1928년 

경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참여하다가 被逮되었다. 그 해에 경성고학당의 학

생들은 ‘무산자운동의 엄정확립’을 내걸고 ‘조선학생혁명당’을 조직하여 사회주

의 운동에 나섰다.222) 또한 교사 李鍾律은 학생들과 함께 ‘전국학생 동맹휴학 

옹호동맹’을 결성하고 학생 궐기를 촉구하는 전단지를 뿌리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되었는데 이 조직은 국내외 사회주의 활동가들과도 연계를 맺고 

있었다.223) 이처럼 애초 고학생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성고학당이 사회주

의 학교로 轉化된 것은 고학생들이 더 이상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무산계급으

로서 자기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1920년대 후반의 사회경제적 조건

(남신동, ｢최초의 사회주의 학교의 등장 : 경성고학당(1923~1931)｣, 식민지 교육연구의 
다변화, 교육과학사, 2011, 116쪽.)

220) ｢苦學生救濟會｣, 동아일보 1921.5.24; ｢苦學生은 咸北이 最多｣, 동아일보 1921.12.6. 
221) ｢苦學生救濟會 大講演會 盛況｣, 조선일보 1921.6.12.
222) 남신동, ｢최초의 사회주의 학교의 등장 : 경성고학당(1923~1931)｣, 130~150쪽.
223) ｢學生盟休擁護同盟｣, 동아일보 19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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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들을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하게 만들었다.

  이상과 같이 사회주의 교육담론은 계급의식과 연계하여 노동자 교육을 중시

하였다. 계급교육은 민중의 노동 인식을 제고하고 조선인 사회의 새로운 방향

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2) ‘프롤레타리아 교육(proletcult)’ 논의의 전개

  사회주의 교육은 노동문제를 계급투쟁으로 인식하고 무산계급의 해방을 이

루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사회주의 운동이 치열해지고 이론이 심화되

며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교육이론이 등장하였다. 사회주의 계열은 

1920년대 초까지는 무정부주의, 볼셰비즘, 레닌주의, 생디칼리즘 등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채 민족의 국권 회복을 위한 목적에서 사회주의를 수용하는 

‘소박한 사회주의’의 형태였다. 1910년대의 초기 사회주의 계열 교육론을 설파

한 인물들로는 申采浩, 李東輝, 朴鎭淳, 呂運亨 등이 있다. 크로포트킨의 무

정부주의의 영향 하에 신채호는 교육의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우선 국가의 자

주 독립과 혁명적 체제 건설을 주장하였다. 이동휘, 박진순, 여운형 등은 중국

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간행물을 발행하면서 재만 한인 사회에 사회주의를 

전파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 청년들의 사회주의 활동을 민중의 일상생활과 

결합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224) 그런데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에서

도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히 전파되고 심화되어 갔다. 3·1운동의 사상적 배경

으로 1917년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민족자결론이 자주 거론되기도 하는 만큼, 

이 시점부터 사회주의는 민족운동의 원리로서 국내에서 자연스럽게 파급되었

다. 초기에는 민족주의 계열의 문화운동 속에서 사회주의적 경향성을 드러내

는 정도였다면, 1922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분기하기 시

작하여 1920년대 중반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노골화되

었다.225) 

224) 윤종혁, ｢일제하 마르크스주의 교육사상과 민족해방운동｣, 교육문제연구10, 1998, 
161~163쪽.

225)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2권,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64,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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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2~23년이 사회주의 운동의 분기점이 된 배경에는 첫째, 국제질서의 변

동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인식 변화가 있었다. 1차 대전 후 전세계를 풍미

했던 개조론과 정의·인도·평화의 분위기가 워싱턴 체제 성립으로 경색되고, 그

에 따라 일제의 조선 통치도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었다. 1920년대 초반 문화운

동의 기반은 1차 대전 승전국, 특히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본산이라 여겼던 

미국·영국 등 선진적 구미 국가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신뢰와 기대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21년 말부터 1922년 초까지 열린 워싱턴 회의에서 조선인

의 기대와 달리 조선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고 강대국 간의 군축, 아시아 태평

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세력균형 하에 질서를 재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

면서 워싱턴 체제가 성립하자 조선인 지식층의 실망은 커졌다. 한편, 워싱턴 

회의와 같은 시기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른의 극동인민대표회의에서는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결의하였다. 이는 국내의 사회주

의 진영을 크게 고무시켜, 코민테른의 지원 하에 공산당을 결성하기 위한 활

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226)

  둘째, 국내적으로 민립대학 설립이나 물산장려운동 등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문화운동의 열기가 위축될 즈음에 ‘金允植 社會葬’227)을 둘러싸고 

사상계가 분화되었다. 宋鎭禹, 金性洙 등 동아일보 주도세력이 중심이 되어 

김윤식의 장례식을 사회장으로 추진하였다. 여기에 당시 정치단체화를 도모했

던 民友會, 維民會 등의 대지주·有産階級의 단체, 자치론자들을 비롯한 민족

주의 세력의 거의 전부가 합세하였다. 그리고 장덕수, 吳尙根 등 국내 상해파 

일부도 현재 정세상 민족주의자들과 통일전선을 유지하면서 우선 문화운동을 

일례로 3·1운동 이후 각지에서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생겨났던 청년회를 들 수 있다 각
지의 청년회 활동과 서울의 청년회연합회는 결성 당시에는 수양·농촌개량·풍속개량 등을 
표방한 개량주의적 청년운동이었으나 1923년 각지 청년회에서 청년혁신운동이 일어나
고 그들이 서울청년회 주도의 조선청년당대회로 규합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233쪽.)

226)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181~182쪽.
227) 1922년 1~2월에 걸쳐 발생한 ‘김윤식 사회장’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최초로 충돌한 사건이자 공산주의 그룹들 내부의 현실인식 차이를 노
정한 사건이었다. 김준엽·김창순이 이 사건의 성격을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정면대결로 파악한 이래 이러한 견해는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박종린, ｢‘김윤식 사회장’ 찬반 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재편｣, 역사와 현실3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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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회를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략 하에 김윤식 사회장에 동참하였다. 

이에 대하여 점차 분화하고 있던 국내의 공산주의 그룹들. 즉 사회혁명당(서

울파), 이르쿠츠크파 서울 뷰로, 무산자동지회 등이 사회장 반대회를 주도하였

다. 이들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장 추진세력을 민중의 적으로 규정

하고 투쟁을 선언하였다.228) 더욱이 민족주의 계열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민

립대학 설립 등 문화운동 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동력을 상실

해갔다. 

  이에 사회주의 계열 전체가 대체로 1922~23년을 기점으로 민족주의 그룹

과 스스로를 구별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는 문화운동과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들의 조선인교육 담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신생활사 그룹의 이성태는 민족주의와 문화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

하였다.229)

 所謂 固有한 民族性과 特殊한 歷史的 發達의 差異를 부르즈지며 勞働階級의 

一切의 運動에 對야는 尙早 又는 譯夢의 非難을 떠들면서 西洋國의 資本主
義의 飜案과 模倣에는 時日과 人을 爭하야 汲汲하는 것은 勿論 이것을 階級
的 利害의 傾域에 侵犯하지 아니하는 限에서는 何等 非難할 根據가 업다고 

하겟느냐. 그러면 所謂 特殊한 歷史的 發達의 差異나 ｢固有｣ 그것은 무엇 때

문에 내세운 것이냐. 資本家가 西洋의 資本主義를 飜譯하야 資本主義國을 樹
立하는 것은「尙早｣나「譯夢｣이 아니로되 그 資本主義를 버서나려는 勞働階
級的의 運動은 特殊한 歷史的 發達을 無視하는 運動이오 固有한 民族性을 

反逆하는 것이라 排斥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라는 말이냐.230)

228) 박종린, ｢‘김윤식 사회장’ 찬반 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재편｣, 260~263쪽.
229) 국내 상해파 고려공산당 그룹은 통일전선 전략 하에 물산장려운동 등의 문화운동에 참

여하였다. 상해파는 장덕수, 최팔용, 김철수 등이 주요 인물이며 조선청년연합회와 동아
일보 논설반을 주요 활동무대로 삼았다. 이에 대하여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반대의 목소
리가 높았다. 상해파에서 이탈한 김명식은 잡지 신생활을 발간하고 일군의 사회주의
자들과 함께 ‘신생활사 그룹’을 조직하여 공개적으로 상해파의 물산장려운동 참여를 비
난하였다. 신생활사 그룹에는 김명식을 비롯하여 노동공제회의 유진희, 辛日鎔, 李星泰, 
鄭栢 등이 참여하였다. 1922년 신생활사 필화 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신생활사 그룹은 
1923년 이성태, 정백, 李赫魯 등을 중심으로 복구 노력에 나서며 사상운동 단체 民衆社
를 조직하여 마르크스 저작을 번역·출판하였다. (박종린,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사
상의 수용과 물산장려논쟁｣, 역사와현실 47, 2003, 71~74쪽.)

230) 이성태, ｢왼편을 向하야｣, 개벽 38호, 1923.8, 2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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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태는 민족주의자들이 조선 민족의 특수성·고유성을 강조하는 것을 자본

주의의 논리라고 보았다. 즉, 민족적 단결의 근거로 제시되는 조선 민족의 고

유한 문화란 사실상 자본가의 입장에서 노동계급을 포섭하려는 수사일 뿐이라

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질곡을 벗어나기 위해 노동계급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주의자 계열 지식인들은 민족주의 계열의 문화운동에 대해 각을 세우며 

교육에서도 사회주의적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그 방편으로서 러시아 혁명으로 

건설된 ‘勞農勞西亞’의 교육을 주시하였다. 서울청년회와 신생활사에 참여한 

鄭栢은 신생활지에 노농 러시아의 새로운 교육제도에 대해 소개하였다.231) 

그는 러시아 혁명 직후 설치된 ‘교육인민위원회’의 첫 번째 목적이 “多大數가 

되는 蒙昧無識한 자를 根滅”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혁명 전의 학교교육은 특

권계급의 “자기 옹호 기관”이었으나 노농 정부 수립으로 “민중의 교육기관”으

로 변모했다고 평가하였다. 교육인민위원회는 학교교육에서 종교와 교육의 분

리, 민중에 대한 보통교육 강제 실시, 무상교육, 노동 본위의 교육방침을 실천 

과제로 삼았으며, 소수의 특권계급을 위해 설비되었던 학교들을 폐지하고 연

령별로 두 단계로 구성된 統一勞働學校를 설립하였다. 이 통일노동학교는 수

업료나 학용품을 비롯해 음식까지도 무상으로 운영되며 아동 학생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백은 노농 러시아의 신교

육제도가 특권적 성격을 제거하고 민중 중심의 평등성을 구현했다고 보았다. 

특히 민중과 아동‧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국가교육 

체제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의무교육 실시는 조선인사회가 계

속 요구해 오던 바이기도 하였다. 사회주의 지식인도 의무교육 실시를 주장했

으나, 노농 러시아의 사례처럼 프롤레타리아 계급 중심의 교육체제 하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고 여겼다.

  사회주의자들은 계급교육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중심의 신문화와 신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계급교육의 구체적 실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이

231) 정백, ｢勞農勞西亞의 文化建設｣, 신생활 6호, 1922.6, 8~11쪽. 1918년 레닌은 교육의 
계급성을 교육의 목적과 성격으로 내세우는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앞으로 교육은 노동자‧
농민 중심의 대중교육, 즉 프롤레타리아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였다. (김동규, 
사회주의교육학, 도서출판주류, 1988,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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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부르주아 교육을 배격하고 프롤레

타리아 계급을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프롤레타

리아 교육, 즉 ‘프롤레트컬트(proletcult)’도 이러한 취지였다.

  ‘프롤레트컬트’는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문화’를 뜻한다. 러시아의 보그

다노프(Bogdanov)는 1917년 노동계급의 문화운동 단체인 ‘프롤레트쿨트(prole

tkult)'를 조직하고 프롤레타리아 문화론을 폈다.232) 프롤레타리아 문화론의 여

러 언설들이 1920년대 전반기 조선에도 전해졌으며 조선의 교육문제와 관련

한 논의들도 공론장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프롤레트컬트(The Proletarian Culture)’는 부르주아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

어 인격까지 지배당하고 있는 현재의 프롤레타리아로 하여금 능률을 고양하여 

신문화 건설로 나아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교화운동이었다. 

교화(culture)는 학교교육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대상으로 한 넓은 의

미의 교육을 포함하였으며 계급투쟁을 위한 교육으로 설명되었다.233)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교육은 국내에서 ‘프롤레타리아 컬트’, ‘프로칼’, ‘계급자유교육론’ 

등 다양한 용어로 알려졌다. ‘계급자유교육론’이라는 용어로 번역한 사람은 츠

치다 교손(土田杏村)이었다. 그는 영국의 사회주의자 에덴 폴(Eden Paul)과 시

다 폴(Cedar Paul) 부부가 저술한 Proletcult : Proletarian culture(1921)를 

설명하면서 ‘계급자유교육’이라고 하였다.234) 후술하겠으나 金璟載는 츠치다의 

이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먼저 프롤레타리아 교육에 대한 논의로서, 카프(KAPF)의 金基鎭의 글을 살

펴보자. 그는 ｢支配階級敎化 被支配階級敎化｣에서 ‘프롤레타리아 컬트’에 대

하여 설명하였다.235) 이 글에서 그는 ‘부르주아 컬트(지배계급 교화)’와 ‘프롤

레타리아 컬트(피지배계급 교화)’를 구분하고 먼저 부르주아 컬트가 조선에서 

232) 조형열, ｢1930년대 마르크스주의 지식인의 프롤레타리아문화운동과 실천적 조선연구론｣, 
한국사연구177, 2017, 235쪽. 보그다노프의 노선은 레닌과 대립하였다. 레닌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는 더 지도받아야 독자적 문화창출에 나설 수 있다고 보아, ‘프롤레타리
아 문화’라는 표현을 ‘사회주의 문화’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고, 1920년에는 프
롤레트쿨트가 교육인민위원회에 복속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종용했다. (최
진석, ｢문화와 혁명, 또는 마음의 정치학 : 보그다노프와 프롤레타리아 문화의 (불)가능
성 논쟁｣, 슬라브연구33-3, 2017, 67~73쪽.)

233) 堀江弘之, 小學校育に現れたる勞動問題の扱い方, 紅玉堂, 1925, 49~51쪽.
234) 土田杏村, 教育の革命時代, 仲文館書店, 1924, 203쪽.
235) 八峰山人, ｢支配階級敎化 被支配階級敎化 ｣, 개벽 43호, 1924.1, 1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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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그 비판적 대안으로서 프롤레타리아 컬트

를 제안하고 있다. 먼저 부르주아 컬트의 조선적 양상은 ‘복잡함’이라고 김기

진은 말한다. 즉, 부르주아지가 지배계급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현

재의 교육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근대적인 노예교육의 요소 뿐 아니라 

과거의 지배계급인 양반에 의한 전통이라는 요소가 얽혀 있다는 것이었다. ‘전

통의 망령’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사·농·공·상의 차별의식과 특권자 숭배 사

상을 의미하였다. 조선에서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킬 때 자녀가 옛날의 양반과 

같은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린 아동들이 오늘날 군수, 道長官 등 

총독부 관료가 되기를 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의식을 형성하게 한 가정에

서의 교육이 ‘전통의 망령’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진은 교육열 현상도 비판하였다. 학교교육을 받지 않으면 “먹고 살수가 

없으리라는 불안한 심정”으로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만, 보통학교에서는 부르

주아의 근검절약 정신을 주입당할 뿐이고 중등학교· 전문학교·대학교는 ‘학문 

매매업자’를 낳는 어용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학교가 자본주의 

생산조직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였다. 기계적 수업과 집단생활이라는 겉모습 

뿐 아니라, 입학난으로 학문적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태하고 

부랑에 빠지게 되는 양상이 자본주의의 폐단과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그는 프

롤레타리아 컬트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프로레타리아 敎化의 목적은, 이그러진, 쭈그러진, 꾸부정한, 資本主義의 毒牙
에서 전인류를 해방식히는 것이다. 이것이 뿌로렛트·컬트의 목적이다. 뿌르즈

와·컬트가, 금일 朝鮮의 지배계급 교화가, 멀정한 생사람을 잡어서 無理想의 

퇴폐적 생활을 하게하고, 正義를 짓발고 그 우에 서게하며, XXXX가 되여가지

고서 資本主義國家의 干城이 되도록 하게 맨든다. 비참하기가 짝이 업는 것이

다.…(중략)…그러나 모든 지금의 교육기관이 저사람네들 수중에 잇는 것을 엇

더케 하느냐. 될 수 잇는 수가 우리의 압헤, 눈가는 곳마다 낫 하나 잇다. 그릇

된 조직과 방책과, 교양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를 구하여내는 방법이 우리의 가

슴속 殿堂안에 잇다. 우리의 反對派의 공허의 기만에 百倍될 만한 교화기관이 

우리의 눈이 가는 곳마다 잇다. 行길에 잇다. 농촌의 머슴들 모히는 一間房에 

잇다. 논고랑. 밧두덕, 풀밧, 공장, 人力車병문, 선술집, 모든 곳에 잇다, 눈가는 

곳마다 잇다, 업는데가 업다. 우리의 가슴속에 정열과 성의와, 용기와 인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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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스면 우리의 가슴속 殿堂에서는, 저 사람들 百倍의 효과를 엇을 것이다.236)

 김기진은 프롤레타리아 컬트의 근본적 목적이 왜곡된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

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현재 사회문제의 근원이 부르주아 컬트

에 있음이 분명하나 모든 교육기관이 그들의 수중에 있으므로 실제 삶의 현장

에서 프롤레타리아 컬트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부르주아 컬트

의 유력한 기계”인 지방 보통학교 교원, 그리고 지방 청년회 지도자‧소년 지도

자에게 지식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 교육에 충실하라고 당부하였다. 향촌의 

지식계급은 우선 농민교육 운동에 나서서 계급의식 각성과 한글 보급에 진력

하라는 것이었다. 현실에 입각한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주의 교육이며, 이

를 위해서는 지식계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프롤레타리컬트를 설명한 또 다른 인물로 김경재를 들 수 있다.237) 그는 학

교경영에 관여한 경험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언론인, 저술가로 활동하였다. 사

상적으로는 민족주의 진영에서 활동하다가 1920년대 중반 화요회와 북풍회 

등에 참여하며 사회주의 활동에 몸을 담았다.238) 그는 사회주의 운동의 문화

적 방략으로서 교육 문제를 언급하면서, 교육 문제에 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교육론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김경재의 ｢階
級自由敎育의 新潮流｣는 일본의 철학자 츠치다 교손의 논문 ｢階級自由敎育
の新潮流｣를 저본으로 삼아 일부를 발췌 요약하고 자신의 의견을 더하여 쓴 

것이다.239) 츠치다의 글은 일본 잡지 創造 1922년 8월호에 게재되었으며 

저작집 教育の革命時代(1924)에도 수록되어 있다. 김경재의 글 가운데 인용

된 츠치다의 논문 중 검열 삭제된 부분은 츠치다의 원문을 통하여 그 내용을 

236) 八峰山人(김기진), ｢支配階級敎化 被支配階級敎化｣, 개벽 43호, 1924.1, 21쪽.
237) 김경재가 언급한 계급자유교육론에 관해서는 정혜정, ｢1920·30년대 한국근대교육사상의 

전개와 그 평가｣, 한국교육사학22-2, 2000에서 일부 다루었다.
238) 김경재는 1919년 수원농림학교를 졸업하고, 1922년 상해에서 독립신문 등의 주필을 

맡았다. 상해 체류 중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했으며, 1924년 고향인 황주의 황주양성학
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1925년부터는 화요회 집행위원, 고려공산청년회 등에서 사회
주의 활동을 하였다. 김경재는 제2차 조공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생활을 한 뒤인 1929년
부터는 사회단체 활동을 중단하였다. (강만길, 성대경 편,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 2014; 김진영, ｢일제강점기 金璟載의 사회주의 운동과 친일활동｣, 서강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6, 4~15쪽.) 

239) 김경재, ｢階級自由敎育의 新潮流｣, 개벽 53호, 1924.11, 10~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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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츠치다는 폴 부부의 신조어 ‘프롤레트컬트’를 ‘무산자 문화’나 ‘독립적 노동

계급 교육’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의미가 다 담기지 못하므로 교육의 뜻과 문화

의 의미를 포함하여 ‘계급자유교육’이라고 번역한다고 하였다. 제목 ‘계급자유

교육의 신조류’에 대해서 츠치다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현재의 교육을 일종의 

부르주아 교육이라고 보고 형식과 내용에서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교육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신조류’라고 하였다. 프롤레타리아 교육은 우선 형식적으로 부

르주아지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방법적으로 주입식 교육에 반대한다는 점에

서 일종의 ‘자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240) 츠치다는 교토제대에서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太郎)를 사사하였으며, 문화주의 이론을 토대로 

인격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自由敎育論 등을 저술했던 인물이다.241) 이러한 

시각에서 프롤레트컬트를 ‘자유’라는 표현을 넣어 번역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

경재도 이러한 용어 설명에 동의했기 때문에 부연설명 없이 채택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츠치다는 계급자유교육의 기원을 루소에서 찾고 있다. 이에 대하

여 김경재는 “과연인지는 단언키 어려우나 근래 모든 사상방면의 새로운 想覺
의 대부분이 루소에게로부터 기인한 것이거니 할 때에 계급자유교육의 根本意
만은 루소나 에밀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加筆하였

다. 이처럼 츠치다와 김경재는 자유교육론에 가까운 입장에서 프롤레트컬트를 

바라보았던 듯하다.

  츠치다가 계급자유교육의 사례로 든 스페인의 아나키스트 교육자 프란시스

코 페레(Francisco Ferrer)242)의 사상에 대한 소개는 김경재의 글에서 서두를 

제외한 대부분이 검열 삭제되어 있다. 삭제된 부분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다음

과 같다.

240) 土田杏村, 教育の革命時代, 中文館書店, 1924, 205쪽. 
241) 山中芳和, ｢土田杏村の教育観と修身教科書批判(2)『道徳改造論』を中心に｣, 研究集録158, 

2015, 11쪽. 
242) 프란시스코 페레(1859~1909)는 급진적 자유주의자이자 아나키스트 교육자로, 바르셀로

나에서 현대학교(Escuela Moderna)를 설립 운영하였다. 이 학교는 종래의 국가⦁종교 
교육 대신 세속적인 자유주의 교육과정을 채택하였다. 1909년 군사반란 배후 조종 혐의
로 사형당하면서 최초의 교육 순교자로 알려졌다. 저서로 근대 학교의 기원과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박홍규가 쓴 페레의 평전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2002)로 유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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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페레 : 역주)의 생각은 지금 폴 등이 주장하고 있는 프롤레트컬트의 생각

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는 진실로 자유로운 교육은 종교적 이야기나 불가피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복종의 사상에서 해방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부르주

아지는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고취하고 아

동의 의식을 부르주아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민중은 비록 프롤레타리아라도 진짜 프롤레타리아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재의 교육을 타파하고 노동자 자신에 

의한 교육을 시작하여 형식‧내용에서 프롤레타리아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

면 안 된다. 페레는 이렇게 논하였는데, 현재와 같은 시세가 보이기 이전에 이

를 언급했던 그의 탁견은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243)

  츠치다는 국가와 종교라는 부르주아지가 아동의 의식을 부르주아 교육을 통

해 조련하면서 프롤레타리아로서의 자각을 잊게 한다는 페레의 사상이 폴 부

부가 주장한 계급자유교육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았다. 비록 삭제되었지만 김경

재가 페레를 인용한 것은 현재 교육은 지배계급의 특권이자 피지배계급을 기

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기 때문이었다. 츠치다의 원문에는 페

레에 이어서 프랑스의 계급자유교육론으로 생디칼리스트인 에두아르 베르트와 

러시아의 루나차르스키, 보그다노프 등의 프롤레트쿨트(proletkult) 운동에 대

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있으나, 김경재의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계급자유교육의 특질로 네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김경재의 글에

는 첫 번째와 네 번째의 특질만 보이는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삭제되어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 김경재는 특히 이 부분에서 츠치다의 글을 요약하여 나

름대로 정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많이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계급자유교육

의 특질로는 (1)계급자유교육은 계급투쟁의 목적을 가져야 하며, (2)노동자 자

신의 손으로 경영하는 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3)사회개조는 근본적으로 교육

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며, (4)그 교육방법은 철두철미하게 자유적이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런데 ‘(2)노동자 자신의 손으로 경영하는 학교 설립’ 부분은 김

경재의 글에서 대부분 삭제되어 있지만 조선의 현실에 빗댄 김경재의 의견이 

243) 土田杏村, 教育の革命時代, 211~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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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 있는 내용이 있어서 눈길을 끈다. 

 우리 朝鮮에서도 전국의 有志로써 조직된 民大期成會가 잇고 방금도 노력을 

계속하는 중이다. 이것 역시 솔직하게 말하면 조선인의 손으로 경영하자는 想
覺만이 귀엽고 아름다울 뿐이요, 일반 無産者에게는 畵中之餠에 불과할 것만

은 아무런 궤변학자라도 변명치 못할 엄정한 사실이다.244)

  김경재는 조선인의 손으로 대학을 설립하자고 경영하자는 민립대학 기성운동

이 사실상 무산자와는 무관한 부르주아 문화운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위 글의 다음 부분은 삭제되어 있어 정확한 의도를 알기 어려우나 무산자‧노동

자 중심의 교육운동과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를 역설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경재는 츠치다가 소개한 계급자유교육의 이론적 기반 위에 국가와 교육을 

분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주장하였다. 그는 교육의 본의를 “참된 인간”을 만드

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참된 인간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의지대로 활동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의 영구존속을 위하여 교육을 통해 민

중을 강제한다고 보았다.

 엇던 교육학자는 말하야 ｢실생활을 위한 준비를 小學校가 한다｣ 하얏스나 나

는 말하되 「현재의 교육은 소학교 及 유치원부터가 현사회제도 지지를 목적

으로 한다」고 한다. 현재의 교육은 白紙主義가 아니요, 엇던 제도를 영구히 

지지키 위하야 일정한 정신을 가지게 된다. 그 정신을 목적으로 하지 안는 학

교는 국가는 법률로써 금지하며 그 사회의 사회적 양심으로부터 큰 항의를 밧

게 된다.…(중략)…참의미의 교육은 민중의 批判心으로 그 국가 以上에 초월케 

하야 국가의 기능과 구성을 비평할 수 잇는 인물을 양성함에 잇다. 일정한 제

도적 내용을 민중에게 강제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요, 그는 선전이다. 現에 실

시되는 교육은 교육이라함보다 부루쪼아 선전이라 함이 맛당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말해둔다. 교육은 선전이 안이다. 보-루는 교육과 선전을 구별치 안

엇다. 그것은 분명이 보-루의 잘못된 생각이다. 선전의 내용 及 사실을 善히 

분석하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잇고 그 판단에 의하야 善은 助하야 長케

하고 惡은 파괴에 노력할 인물을 作成함이 참교육이다.245)

244) 김경재, ｢階級自由敎育의 新潮流｣, 개벽 53호, 1924.11,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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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에서 김경재는 현재 교육제도가 부르주아의 입장에서 현재 사회 질

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국가의 교육 도구화에 대해 반대하였다. 

“일정한 제도적 내용을 민중에게 강제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요, 선전이다”라

고 하고 진정한 교육은 자유롭게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을 기

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김경재는 계급자유교육의 가치를 인간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계급의식에 입각한 교육론의 또 다른 사례로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朱鍾
建의 글을 살펴보자.246) 그는 ｢現代의 敎育과 民衆｣이라는 글에서 현재 자본

주의 교육의 목적을 꿰뚫어 보면서 교육의 참된 의미를 탐구하였다.247) 과거

의 교육은 ‘治者群’이 지식을 독점하고 필요에 의하여 도구화되었으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은 18세기 이래로 인권자유와 개성존중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나 근본적으로 국가의 제약 하에 있으며 복종의 정신이 강조된다는 점

에서 과거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보통교육은 특히 “현상의 찬미와 

忍從의 도덕화”에 있으며, 교육의 목적이 여전히 국가의 현상 체제 유지와 지

배계급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는 자는 대부분은 무산대중

의 자녀이며 이들은 보통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심지

어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보통학교도 다니기 어려우며, 개인의 

소질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서 고등교육에서는 소외되

어 있는 것이다. 주종건은 무산대중이 받는 보통교육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현대의 國家的 생활은 大衆 그들을 어떠한 정도까지 敎養하지 안코는 그들 

245) 김경재, ｢階級自由敎育의 新潮流｣, 개벽 53호, 1924.11, 14쪽.
246) 주종건은 1917년 동경제대를 졸업한 뒤 함남도청 직원 등으로 일하다가 1921년 5월 상

해파 대표자회의에 국내 대표로 참가하였다. 1922년 동경에서 사회주의를 연구하였으
며, 이듬해 귀국하여 민중사 결성에 참여하였다. 1925년 4월 조선공산당 결성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시대일보 기자도 역임하였다. (강만길, 성대경 편, 한국
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 2014,)

247) 주종건, ｢現代의 敎育과 民衆｣, 개벽 58호, 1925.4, 12~16쪽. 그런데 이 글은 17쪽부
터 21쪽까지 무려 5쪽이 삭제되어 있어 주종건의 교육사상 전모를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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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者群 또는 優越群의 필요를 만족식힐 수 업게 되엿슴으로 그들은 서로 爭先
하야 必要한 程度의 敎育의 보급을 務圖함을 마지 안케 되엿스니 그는 즉 

군대와 産業勞働者의 필요로써인 바 현대의 소위 文明國으로서 普通敎育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著大치 안흔 데가 업는 所以가 이에 잇는 것이다.…(중

략)…과학의 발달은 마츰내 肉彈의 武備로 하여금 기계의 武備로 變改치 아니

치 못하게 하엿스며 기계의 操縱에는 또한 반듯이 상당한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엿스니 現代式 兵丁을 맨들려는 것이 곳 대중에게 일정한 교육을 보급케 

한 동기의 하나이라 할 것이오. 그러고 현대의 主人인 有産閥의 立脚은 그가 

소위 現代式 産業에 잇고 현대적 산업의 기초는 또한 기계적 생산 그것에 잇

는 것이니 精巧한 기계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 産業勞働者 그들에게 

잇지 안흐면 안될 것은 물론의 事이라 할 것인가바 이곳 大衆으로 하여금 일

정한 교육을 밧게 하는 동기의 둘의다. 그리하야 這間의 소식은 日本과 朝鮮
의 교육방침을 대조할진대 더욱이 朝鮮人 교육에 대한 當局의 정책을 관찰할

진대 스스로 了解할 수 잇는 바인가 한다.248)

 

  주종건은 문명국의 보통교육 실시 목적이 군대와 산업노동자의 양성에 있다

고 보았으며, 일본과 조선의 교육방침을 비교할 때 조선인교육에서 이러한 점

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이러한 교육을 “노예적 교육”이라

고 비판하였다. ‘현대식 병정’과 산업노동자를 기르는 교육에 대한 지적에는 

주종건이 이 글을 썼던 1925년 당시 조선과 일본의 교육계의 현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1925년 1월 오카다(岡田) 문부상이 일본의 중학교 이상 학교에

서의 군사교육안을 발표하여 논란을 낳았다. 군사교육안 반대측은 육군성 직

속 현역 대위가 학교에 배치되어 군사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학교교육이 군국

주의화될 뿐 아니라 학생의 연구와 사상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교육을 조선, 대만, 관동주 등 식민지 

학교에서도 확대 시행하는 건을 두고 논란이 생겼다. 병역의무가 없는 조선인

에게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다니는 共
學에서 일본인만 군사교육을 하는 것도 차별대우로 여겨질 소지가 있다는 것

이었다. 총독부 당국은 조선의 共學에서 일률적 군사교육 시행에 대해 항의를 

248) 주종건, ｢現代의 敎育과 民衆｣, 개벽 58호, 1925.4,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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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했고, 1925년 3월 사이토 총독의 발표로 이듬해부터 조선에서도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선인 학생의 군사교육 여부는 미정이나 제외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249)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주종건은 교육이 병역과 연동되는 

사실을 식민지인이자 사회주의자로서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다.

  또한, ‘기계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즉 간이한 실업교육을 통해서 

노동자를 길러내려는 목적은 조선교육령을 비롯하여 조선 교육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요소였다. 더욱이 1925년 5월에 열린 도지사회의에서 시모오카(下
岡) 정무총감은 경성제대 설립을 앞두고 조선 교육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실업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250) 그러나 실업교육과 직업이 제대로 연계

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당시 조선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격화되고 있었고 그해 

5월 12일 치안유지법이 조선에서도 적용·실시된 상황을 볼 때 실업교육의 치

중을 언명한 총독부의 의도는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이처럼 조선의 교육은 군

사교육 문제와 함께 실업교육 치중이라는 면에서 기만적이고 식민지적인 특성

을 드러내었다. 

  그는 이와 같은 모순적 교육이 시정되기 위하여 교육의 목적이 인격을 양성

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교육자가 “생활비의 획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재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 비용을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계급적 차별이 철폐되어야 가

능한 것이었다. 

249) ｢軍事敎育과 反對運動｣, 동아일보 1925.1.27; ｢朝鮮의 軍校問題｣, 동아일보 1925.
3.4.; ｢軍事敎育은 來年度부터｣, 동아일보 1925.3.5.; ｢用務重要案｣, 조선일보 1925.
2.7. 1925년 6월, 조선에서의 군사교육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조선일
보 1925.6.28.)

250) ｢朝鮮總督府의 敎育方針｣, 동아일보 1925.5.22. 이 사설에서는 주종건의 글과 비슷한 
논조가 보인다. “저들 强權階級의 功利的 見地에서 어느 程度의 敎育은 階級的 墻壁을 
毁壞하고 大衆的의 民主的 施設을 行하고 잇스니 이것은 하나는 强權階級의 軍隊 編成
을 爲함이오 또 하나는 産業軍의 民成을 爲함이다. 다시 말하면 現代的 散業은 機械的
生産에 基礎한 것이니 精巧한 機械를 使用함에는 그에 必要한 知識者의 勞動이 必要한 
것이며 또 그 生産力을 國際市場에서 消化식힘에는 資本帝國間에 侵略的戰爭을 行치 
아니할수업는바 이 戰爭도 또한 科學的機械의 優劣에서 勝敗를 決하게 되는 關係上 그 
機械를 運用할만한 知識者의 軍隊가 아니면 아니된다. 이럼으로 現世界의 資本國家에서
는 다가치 軍隊와 밋 産業軍을 組織하기 爲하야 服從道德의 鐵則下에 普通敎育制度를 
實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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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1920년대 전반기를 지나면서 사회주의 운동이 문화운동을 압

도해가는 가운데 조선인 교육담론에서도 계급교육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

였다. 그러나 입론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교육을 소개하거나 설명한 데 

지나지 않았다. 이 시기 계급교육담론은 사회주의 지식으로서 대중적 공론장

에 소개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였다. 프롤레타리

아 교육에 대한 논의들은 1920년대 후반기에 들어 사회주의 운동과 학생운동

의 심화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교육운동의 이론적 기반으로 실천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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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제의 파시즘화와 조선인교육 담론의 침체

 1. 식민지 학력사회의 모순과 일제의 전체주의교육 방침 강화

  1) 식민교육의 모순과 학생의 사회 실천

   (1) 고학력자 취업난의 심각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기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경제와 국제정세

가 요동치면서 그 여파가 식민지 조선에도 밀려들었다. 1927년 금융공황에 이

어 1929년 세계대공황과 이듬해의 농업공황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일본은 

체제적 모순을 노정하였다. 일본은 산업합리화와 경제통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군부 세력의 득세를 바탕으로 만주사변을 감행하는 등 보수화가 급격히 진행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대공황의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는 방편으로 국가주의가 

고조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1) 자본주의적 위기 

상황을 맞아 일본의 조선 통치방침도 기존의 문화정치를 폐기하고 파시즘화의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조선인 사회의 화두는 경제와 사상 문제였다. 경제 문제는 공황으

로 상징되는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변화가 조선에도 파급됨에 따라 생겨났다. 

특히 조선의 취약한 농가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

으로 쌀 單作化와 상품화 정도가 심해지며 농가의 쌀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

에서 대공황과 농업공황이 닥쳐오자 자소작 이하 빈농층의 몰락이 가속화되었

다. 이는 지주 소작인 간의 갈등을 야기하면서 소작쟁의와 농민운동이 광범위

하게 발생하였다.2) 자본주의의 위기가 극명해지면서 ‘12월 테제’에 따라 사회

주의자들은 개량주의적 운동 노선을 비판하고 노동자‧농민에 근거한 운동 노선

으로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이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에 나섰다.3) 사상 문제

1)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275쪽.  
2) 권태억, ｢1920‧1930년대 일제의 동화정책론｣,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III, 서울대학교출판

부, 2007, 26쪽.
3) 최규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0쪽.



- 195 -

는 사회주의 운동의 심화뿐 아니라 민족주의 운동의 변질을 아우르는 것이었

다.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계열이 연대한 신간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소된 상황은 사상계의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독자 노선을 추구하게끔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사상적 변동은 조선인 교육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선총

독부는 문화통치기의 ‘자유주의’적 교육 방침을 수정하여 이러한 변동에 대응

하고자 하였다.4) 조선 지식인들의 교육문제 접근방식에서도 변화가 생겨났다. 

1920년대 전반에 민족주의 계열의 주도로 추진된 교육운동에 사회주의자들도 

협조적 태도를 보였으나, 1930년대 이후로는 대체로 각자의 이론과 노선에 따

랐다. 이때 사상의 분화에 따라 공론장도 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민족주의 매

체와 사회주의 매체의 사상적 구분이 이전 시기에 비해 명확해졌으며, 지식인

들은 자신의 사상과 맞는 매체에 글을 싣는 경향이 늘어났다. 이런 경향은 특

히 사회주의 진영에서 뚜렷해서, 사회주의 매체는 ‘좌익 잡지’를 표방하였다.5)

  그런데 만주사변 이후 총독부의 언론 통제와 사상 탄압이 강화되면서 조선

인 공론장은 경색되어 갔다. 민간 신문･잡지사들이 경영난 해결을 위해 일본 

자본을 유치함에 따라 나타난 상업화는 1930년대 공론장 위축을 부채질하였

다. 민간 신문･잡지사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검열의 행정 처분을 회피하

고자 사회주의 관련 또는 식민통치 비판 기사를 확연히 줄였다. 광주학생운동 

이후 민간 신문의 행정처분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6) 이

러한 민간 신문사들의 상업화 경향은 민족운동･문화운동의 쇠퇴와 맞물려 

1930년대 민족주의 진영의 개량주의화를 암시하였다.

4) 이만규는 일제강점기 교육사의 시기 구분을 실용주의 표방기(1910~1919), 준거주의 표방
기(1919~1931), ‘교육이 곧 생활’주의 표방기(1931~1936), 교육파멸기(1936~1945)로 나누
었는데, 그 중에서 준거주의 표방기를 다시 나누어 1925년까지를 ‘전기 : 교육개혁기’, 
1926년부터를 ‘후기 : 교육침체기’라고 하였다.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30년대 초까지 
‘교육침체기’로 구분한 기준은 총독부 교육방침의 수정이다. (이만규, 다시 읽는 조선교육
사(1946), 살림터, 2010) 이 논문에서도 1920년대 중반 이후 조선인 사회의 상황 및 총
독부 교육방침의 변화와 더불어 교육운동에서 학생의 역할에 주목하여 이 시점을 조선인
교육 담론의 시기 구분으로 삼았다. 

5) 카프 소속 문학가 金南天은 1933년 당시의 대표적인 ‘좌익 잡지’로 대중, 비판, 전선, 
신계단, 이러타, 집단, 문학건설, 영화부대, 연극운동 등을 들었다. (김남천, ｢文
學時評｣, 신계단 1권 8호, 1933.5.)       

6) 장신, ｢1930년대 언론의 상업화와 조선･동아일보의 선택｣, 역사비평, 2005, 173~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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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들의 조선인교육 담론은 전 시기와 비교하여 1930년대 들어 통일되

기보다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민족주의 교육담론은 문화운동이 쇠퇴해감에 

따라 이전 시기의 결집된 목소리를 점점 상실해갔다. 사회주의 교육담론의 경

우,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의 방략으로서 교육에 접근하면서 학교교육보다는 

민중 지향적인 대중교육과 사회교육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사상 경향을 막론

하고 이 시기 교육공론장에서는 학생의 사회적 역할 인식과 그에 대한 지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 주목된다. 지식인 주도의 교육운동이 쇠퇴하

는 반면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교육담론의 방향도 이에 추수한 것

이었다. 학생운동 양상은 학생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상 경향의 변화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학생의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고학력자 취업난은 식민지 학력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었다. 학력사회는 학력이 사회권력 구성에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된 사회를 의미한다. 학력사회는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해 교육의 

내용 자체보다 학력이라는 형식을 중시하는 학력주의의 폐단을 낳는다.7) 더욱

이 식민지 학력사회는 학력을 취득하더라도 식민지 정치･경제 구조의 모순으

로 취직이 곤란한 폐단을 드러내었다. 고학력자 취업난은 1920년대 초부터 서

서히 대두되었으나 1920년대 후반 들어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하였다. 

중등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미취업 또는 실직 상태의 

청년들은 ‘고등유민’, ‘문화예비군’, ‘지능노동후보군’ 등의 별칭이 붙기도 하였

다.8) 조선인 가운데 중등 정도 이상의 교육을 받은 학력자,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학력자의 수는 유학생을 합해도 1년에 수 백 여명 정도로 극소수였다.9) 

이처럼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자라고 해도 전체 인구의 0.42%에 지나지 않았

고 그 중에서 고등교육 학력자로 한정하면 0.008%라는 미미한 숫자였다. 그

7) 김병욱, 교육사회학, 학지사, 2010, 183쪽.
8) ｢斷章數三題｣, 동아일보 1925.12.21; ｢就職難과 優先權反對｣, 조선일보 1930.12.6. 
9) 1930년 조사에 따르면 조선인 인구 2,043만 7,219명 중 교육받는 자는 57만 8,386명(여

학생 10만 5,872명 포함)으로 전 인구의 2.8%에 지나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중등학교 이
상 학력자는 더욱 적었다. 중등학교의 경우 고등보통학교 재학생 11,949명, 여자고등보통
학교 재학생 4,554명, 중등 정도의 실업학교 재학생 8,756명, 실업보습학교 재학생 3,520
명, 사범학교 1,006명, 공사립 각종학교 1,739명, 기타 각종학교 53,080명을 합하여 총 
84,604명이었다. 고등교육의 경우 전문학교 재학생 1,434명, 대학예과(경성제대 예과) 152
명, 대학(경성제대) 190명을 포함하여 1,776명에 불과하였다. (이계형·전병무 편저, 숫자
로 본 식민지 조선, 역사공간, 2014, 414~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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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도 고등유민, 즉 중등 이상 학력자로 미취업자의 문제는 조선인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1924년의 경우 유학생을 포함한 중등 이상 학력자, 즉 지식

계급의 약 44% 정도가 무직이고, 조선 내 전문학교 가운데 보성전문과 연희

전문 졸업생 100명만 따지면 85%가 취직처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까지 

언급되었다.10) 1920년대 후반에 들어 지식계급 취업난은 더욱 심해졌으나 늘

어가는 고학력자에 비하여 조선에서의 취직처는 더욱 부족하였다. 

  1920년대 초반의 고등유민은 “治産은 그 家長에게 主宰”되어 졸업 후에 굳

이 취직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일개의 기생충과 흡사”한 존재로 묘사되며 

사회의 건실한 기풍을 해치는 것으로 비난받았다.11)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은 

대체로 자산가 집안의 자제가 많았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을 하지 않아도 경

제적 곤란을 겪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1920년대 중반 무렵부

터 고학력자의 취업난은 점차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경

제 침체의 여파가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잠식한 데에 따른 현상이었다. 1920

년대 초부터 전후 공황의 여파로 경제 침체가 이어진데다가 1924~25년 무렵 

조선에 한해, 수해 등 자연재해가 이어지면서 농촌 경제는 더욱 파탄되었다. 

1927년부터는 금융공황이 일어났으며 1929년 세계대공황에 이어 농업공황의 

한파가 조선에도 영향을 주었다.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가 노정되면서 지식계

급의 사회경제적 위치에도 변화가 생겼다. 

  대체로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유산계급의 일원인 중소 

지주 또는 중소 자본가의 자제로서 생활을 보장받아왔다. 한 논자는 “통계가 

없지만 조선 지식계급의 구할 구푼은 班族과 도시, 농촌 대‧중‧소 부호의 출

신”이라고 단언했는데,12) 정확한 통계 여부를 떠나 대체로 지식계급의 사회경

제적 지위가 높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소비적 도시생활을 하던 중

에 농촌의 몰락으로 더 이상 집안의 재력에 의지하기 곤란해지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생계의 문제뿐 아니라 엘리트 직

종에 조선인 고학력자의 진출이 제한되는 식민지 현실에서 지식계급이 사회적 

10) ｢三災八難｣, 동아일보 1924.3.10.
11) ｢高等遊民｣, 조선일보 1921.2.17.
12) 朴春宇, ｢朝鮮思想運動者들의 階級的組成을 推究하면서, 朝鮮의 熟慮｣, 개벽 71호, 

1926.7,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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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이동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사상과 정서에도 변화가 생겼다. 생활고를 겪

는 인텔리의 증가는 행동력 결여와 함께 ‘인텔리 위기’ 현상을 낳았다. “인텔

리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그 필연적 귀결을 비판하려 하면서도 기력이 쇠퇴한 

퇴각자가 되는 히스테리성을 발로”하며, “관념상으로는 용감한 이론적 투사이

나 행동상으로는 무력한 비겁한”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13) 

  고등유민이란 표현은 처음에는 ‘한량’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점차 취업을 

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실업자’라는 인식이 더해졌다. 고학력 무직

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고등유민 문제는 조선인 사회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

여졌다. 이는 조선인 사회의 여론 주도자인 지식인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조선인 사회에서 고학력자를 바라보는 인식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이른바 ‘룸

펜 인텔리’에 대한 경멸적 또는 동정어린 시선이었다.14) 사회 지도층으로 민중

을 계몽하는 지식계급의 이미지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고학력 실업자 문제는 총독부에서도 골칫거리로 여겼다. 1927년 도

평의회석상에서 평안남도 내무부장 세키미즈(關水)가 “고등보통학교는 고등유

민 양성소”이니 조선에서 학교 증설을 피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조선인 지식층 

사이에서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15) 그리고 미츠이(三井) 재벌의 대리인이자 

일본경제연맹회 회장인 단 타쿠마(団琢磨)는 조선 투자를 위해 서북 지방을 

조사한 후 “오늘날 조선의 문화 발달은 고등유민을 산출할 조직으로 밖에 되

지 않았다”면서 “근로와 실무를 장려하는 국민정신의 발흥”을 주장한 것이 알

려져 파문을 일으켰다.16) 이처럼 총독부 관료나 일본 고위 인사들은 조선의 

13) 최진원, ｢인테리켄챠의 行方｣, 전선 1933.3, 44~49쪽.
14) ‘룸펜 인텔리’는 1930년대 몰락한 지식인의 초상을 보여주는 용어로 유행하였다. 대중문

화에도 반영되어 1933년에는 극작가 柳致眞의 라디오 드라마 극본 ｢룸펜 인테리｣가 조선
일보에 연재되기도 하였다. 룸펜 인텔리에 대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서 어쩔 수 없지만 “이들 시대적 산물은 ‘인테리겐챠’층에 가장 많다고 생각되며 또한 이 
시대가 낳아논 되지못한 자존심이 그들을 몰아서 나종에는 ‘룬펜’이라는 대명사를 갖도록 
되게까지 한다”는 경멸적 시선이 있었다. (｢룬펜은 恒常 잇는 障害物｣, 전선 1933.2). 
한편으로 룸펜 인텔리에 대한 동정어린 시선도 있었다. 문학가 李軒求는 수필에서 “3월
이 되면 서울의 거리는 다시 새로운 할일 없는 실업군으로 복잡해지고 만다. 미지의 3월
의 봄 향기가 젊은 가슴에 피어보지도 못한 정열의 시든 꽃을 어루만지고 지나간다”라고 
애상적인 감상을 피력하였다. (이헌구, ｢어 ｢룸펜‧인텔리｣의 片想｣, 혜성 2권 4호, 
1932.4.)

15) ｢무슨 高等遊民｣, 조선일보 1927.2.2. 
16) ｢所爲 高等遊民을 내게 된 組織｣, 동아일보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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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 상황에서 고등교육은 고등유민을 발생시킬 뿐이라면서 고등교육 무

용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고등교육 무용론에 대하여 특히 민족주의 계열의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지며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고

등교육을 통해 민족의 주도층을 양성할 필요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

민하게 여겼다. 이들은 고학력자 취업난의 원인은 대부분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제도의 모순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현재 학교는 주입식 교육만 이루어져 

사회에서 필요한 실제적 능력 양성과 거리가 멀고 단순히 ‘졸업증서 교부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17) 고등유민 문제는 교육정책의 잘못이니만큼 오히려 조선

인에게 고등교육 기회가 더 확산되고 일반화되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도 보았

다.18)

  교육제도의 모순은 사실상 조선의 경제 상황과 밀접히 관련된 것이었다. 조

선에서 공업을 기본으로 한 근대적 산업의 발달이 미미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즉, 근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자리 잡아 공업이 발

전하면 그에 따라 상업과 은행업이 발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산업이 

농업 인구를 흡수하면서 사회적 부가 증진된다. 그러면 각 방면에 기술자를 

요하게 되므로 학교교육도 그에 발맞추어 시행될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은 자

발적 산업혁명기를 거쳐 자본과 기술을 획득하기 전에 “근대 산업의 원료 공

급지요 제조 공업품의 판매지화”, 즉 식민지가 되었고, 현재 일본의 금융 자본

으로 조선에 새로운 산업을 건설해도 그것은 조선인의 부의 증대가 아니므로 

농민 또는 지식계급의 취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19)

  이처럼 부르주아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는 긍정하되 식민지 경

제정책을 문제 삼았다. 식민지 경제정책이 조선인 생활을 위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 발달의 여파가 조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

면 이러한 한계 속에서 조선인 학생이 살 길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일제 당국에 대하여 조선에서의 학교교육 내용

을 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편성하라고 주문하였다. “今日 가튼 學

17) ｢就學難과 就職難｣, 동아일보 1927.2.11. 
18) ｢朝鮮人과 學問｣, 동아일보 1927.2.25.
19) ｢學校敎育과 職業意識｣, 동아일보 192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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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만 專尙”하는 교육으로는 민중을 양성할 수 없으므로 특히 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을 실용화해야 한다고 하였다.20) 1920년대 전반기에는 문화주의와 인격 

수양론 속에서 학문과 교육은 교양주의적이고 이상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컸

다. 그러나 1920년대 전반기를 지나면서 점차 농촌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공

업 발달도 미미한 상태에서 취직난과 생활난 문제가 불거지자 조선인 사회에

서는 실용적 교육에 대한 요구가 일어났다.

 學問이 職業이라는 本能生活上 方便에만 利用될 것이 아니라 함은 東西 
모든 大家가 論하야온지 임의 오다. 그러나 그것은 ‘藝術로서의 藝術’이라는 

一種 哲學的見解에 不過하고 生存競爭이 極度로 發達한 今日의 世態에 잇서

서는 實際生活에 干涉을 난 學問은 ‘學問으로서의 價値’를 發見할 수 업게 

되얏다. 우리는 좀더 完全하게 生活하기 爲하야 心靈上으로 物質上으로 좀더 

幸福의 生活을 엇기 爲하야 學問을 배우고 知識을 求하게 되얏다. 學問의 價
値는 오즉 心物兩方面의 生活을 全的으로 享得함에 在하다. 굿게 잠기운 天
國의 열쇠를 트리고 地上에 天國 - 그대로의 樂園을 建設할 수 잇는 그
는, 오즉, 이 心物兩方面의 生活이 完全하게 調和되는 最後의 그날이다. 今日 
朝鮮에 잇서서 高等學府하는 集團的 學窓生活을 떠나 實社會로 나오는 數만

흔 靑年들-彼等은 如斯한 現理想鄕을 憧憬하얏다. 그러나 彼等이 憧憬하는 

理想과 實際와는 社會라는 實舞臺가 倂行함을 許치 못하얏다. 如何한 偉人이

라도 本能生活을 속힐 수업는 職業問題!...(후략)21)

  이처럼 학문의 가치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데서 찾는 목소리는 주로 부르

주아 민족주의 계열에서 나왔다. 실용적 교육에 대한 요구는 일제 당국의 입

장과도 합치되는 것이었다. 후술하겠으나 1926년 무렵부터 일제는 실업교육의 

강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서 부르주

아 민족주의자와 총독부는 실용적 교육이라는 방법적 측면에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졸업생을 비롯한 학생과 조선인 사회 전체가 취직난 해결을 위한 길

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조선인 사회는 고등유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 ｢入學難就職難救濟策竟無乎｣, 중외일보 1927.4.3. 
21) ｢卒業生就職大困難｣, 매일신보 192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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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유산계급이 앞장서서 조선인 사회 내에서 지식계

급 구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22) 한

편으로 학생 개인의 각성을 요구하였다. 졸업생은 눈을 낮추고 미미한 직업이

라도 구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또는 독창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직이 

아니라 ‘造職’을 하도록 주문하였다. 즉, 취직난의 원인과 결과를 개인의 노력

으로 돌려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기성 기관에 들어가 쉽게 성공하고자 봉급

생활, 심지어 ‘기생생활’을 희망하는 고학력자 자신의 안일함 때문에 취직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충고도 있었다. 學得한 지식을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하

여 소규모나마 개인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귀향하여 농촌 지도자가 되어 

‘독립자활’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23)

  이광수는 “취직 못하는 不幸을 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조

선동포를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공민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보다 힘있는 

민족으로 化”하도록 민중을 계몽하는 데 앞장서라고 하였다.24) 이러한 지식층

의 충고는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1934)의 한 대목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그러치만 내가 늘 말하는것인데……저렇게 취직만 하려고 애를쓸게 아니야 

도회지에서 월급생활을 하려고할것만이 아니라 농촌으로 도라가서……｣
 ｢농촌으로 도라가서 무얼합니까?｣
 K는 말중등을 갈너 불숙 반문하였다. 그는 기왕 취직운동은 글너진 것이니 

속시언하게 시비라도 해보고 싶은 것이다.

 ｢허! 저게 다 모르는 소리야……조선은 농업국이요 농민이 전인구의 팔할이나 

되니까 조선문제는 즉 농촌문제라고 볼수가 있는데 아 지금 농촌에서 할일이 

오죽이나 만타구?｣
 ｢저는 그말슴 잘 못알어 듯겠는데요 저이 같은 사람이 농촌에서 할일이 있을 

것갓잔습니다.｣
…(중략)…

 그가 구직하러 오는 지식청년들에게 농촌으로 도라가 농촌사업을 하라는 것과 

22) ｢卒業生의 就職難｣, 동아일보 1928.3.5.
23) ｢就職못한 卒業生에게｣, 중외일보 1928.2.27; ｢專門 程度 以上 卒業生에게｣, 동아일보

1928.2.28; ｢學校敎育과 職業意識｣, 동아일보 1928.11.29.
24) 이광수, ｢卒業하는 兄弟여 姉妹여｣, 東光 31호, 1932.3, 74~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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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끄내는 일거리를 만들으라는 것은) 결코 현실에서 출발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섰다. 그저 지식계급의 구직군이 넘치는 것을 보고 막

연히 ｢농촌으로 도라가라｣｢일을 만들어라｣고 해왔을 따름이다.…(중략)…

 ｢가령 응…저…문맹퇴치운동도 있지 농민의 구활은 언문도 몰은단말이야! 그

러고 생활개선운동도 좋고…헌신적으로.｣25)

  이 내용은 소설이지만 당시 신문·잡지 등에서 고등유민 문제를 다룰 때 항

상 등장하는 언설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 참고가 된다.26) 지식계급 취직난

에 대하여 조선인 지식층, 특히 사회 유지들이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마땅히 없었다. 청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희생정신으로 농촌계몽 등에 

나서라는 주문은 사실상 지식계급과 농촌의 현실 모두를 호도한 것이었다. 이

처럼 자본주의 친화적인 부르주아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의 대처 방안은 교육

의 문제가 그러했듯이 취업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이었다. 

  고학력자 취업난 문제는 끊임없이 공론장에서 환기되고 사회적 문제로 제기

되었다. 사실 이것이 단순히 취직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상 문제와

도 연결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고등유민이 ‘사상청년’화 되어 가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다.

 (2) 학생운동의 확산과 ‘조선인 본위’ 교육담론의 변용

  1931년 3월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에서는 조선의 학생 사상 동향을 파악하

기 위하여 배재, 연희, 숭실, 오산, 휘문 등 여러 학교의 교지를 수집하고 내

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선인 학생들은 ‘특수한 사정’, 즉 ‘민족적 편견에

25) 蔡萬植, ｢레듸-메이드 人生｣, 신동아 3권 5호, 1934.5, 232~233쪽.
26) 신동아 1933년 4월호에 실린 다음 글은 레디메이드 인생과 비슷한 논조를 보여준다. 

“農村으로 도라가라는 말은 벌서 귀에 저젓거니와 또다시 되푸리하노니 卒業生들아, 農村
으로 도라가라. 도라가서 글모르는 어린이들을 모하 가르치라. 그것은곳 諸君의 職業이 될
것이오 또 學校에 入學할수없는 兒童들에게 高貴한 機會를 提供하라는것이 될터이니 이것
이야말로 一擧兩得이 아니랴. 旣成機關에 들어가서 몃푼못되는 俸給에 목을 달아놋는것보
다는 이새로운 職業의 創造야말로 얼마나더 聖스럽고 얼마나더 상쾌한가?” (｢敎育難, 就
職難｣, 신동아 1933.4,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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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온 불평불만’을 품고 있으며, 문장 가운데 ‘槿域’, ‘금강산 삼천리’, ‘무궁

화’ 등의 용어를 많이 써서 애국정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대체로 비관

적·암시적·풍자적으로 표출된 학생들의 사상적 경향성에 대해서, 보통은 민족

주의가 가장 많고 사회주의가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이는 과거의 

경향이며 현재는 사회주의 사상이 주체가 되어 민족주의 사상을 수렴하고 있

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더 이상 전통적 민족주의 사상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 사상의 감화를 받은 “사상운동의 전위”가 

되고 있다는 것이 총독부의 판단이었다.26) ‘불온한 사상’을 품은 학생의 존재

는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1920년대 초부터 국내에서는 서울청년회·북성회(북풍회)·신사상연구회(화요

회)·조선노동당 등의 사상단체와 노동공제회 등 노동운동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사회주의 운동이 급속히 전개되었으며, 1925년 조선공산당이 결성되면서 정점

에 이르렀다. 조선공산당원은 조선노농총동맹과 조선청년총동맹 등에서 활동

하면서 대중운동에 영향을 미쳤다.27)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대부

분 ‘인텔리’ 청년이었으며 이들은 민중의 계급의식을 선도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았다.28) 각 학교 내에서 사회주의 관련 비밀단체가 조직되는 등 학생운동도 

좌경화하고 있었다. 1920년대에 사회주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교양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치안유지법 적용 이후 식민권력의 사상 탄압이 심해지면

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사상청년’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의 시대상을 대표하는 존재로 떠올랐다. 사회주

의의 실천적 측면으로서 학생운동과 동맹휴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사회주의 사상과 학생운동의 결합이 민족해방운동으로 이어진 상황을 잘 보여

준 사건이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이었다. 

  학생 세력의 결집은 동맹휴학을 통해서 점점 가속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동맹휴학의 요구사항 가운데는 식민교육에 대한 저항도 적지 않았다. ‘조선 교

육제도는 일본의 압제 아래에서 일본 臣民化하려는 것이므로 조국을 위해 반

26) 朝鮮總督府警務局圖書課, 出版物より觀たる朝鮮人學生の思想的傾向(照査資料第二十五
輯), 1931, 1~4쪽. 

27) 최규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13~14쪽.
28) 李靑宇, ｢過渡期에 잇는 靑年의 社會的 價値｣, 개벽 66호, 1926.2, 9~18쪽.



- 204 -

대해야 한다’, ‘맹휴를 민족운동의 일 수단으로 하여 단체항쟁의 시련으로 삼

는다’는 이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29) 동맹휴학의 원인 가운데 

교사배척의 경우, 이는 대체로 일본인 교원들의 차별적･모욕적 폭언에 대한 

저항이 많았다. 일본인 교원들의 민족차별은 수업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자행

되었다. 조선인을 ‘망국민’, ‘야만인’ 등으로 부르며 비하하고 일본과 조선을 

비교하여 조선인의 열등함을 설파하거나,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을 학교생활 

속에서 노골적으로 차별하기도 하였다.30) 학교라는 일상 공간에서 민족차별을 

겪은 학생들은 이에 저항하면서 식민통치의 근본적 모순에 눈을 떠갔다. 학생

들은 동맹휴학을 통해 스스로의 운동 역량을 체험하면서 단체를 조직하고 본

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1920년대에 들어 학생들은 친목단체와 사회운동단체를 조직하여 활발하게 

운동에 나섰다. 1920년에서 1929년 사이에 373개의 친목단체와 19개의 사회

운동단체가 조직되었는데, 친목단체라 해도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사회운동단체는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여 당국의 탄압이 집중되었으므

로 대개 비밀결사로 결성되었으며, 특히 1925년 무렵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였는데 이때 조선공산당 결성 등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에 따라 학생들도 이

에 호응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의 결집과 세력화는 1926년 6‧10만세운동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31)

  6·10만세운동의 주체 세력 중 하나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1925년 결성된 

학생단체로 그 전신인 朝鮮共學會가 해산되었을 때 소속 학생 중 일부가 화

요회계와 제휴하여 설립한 사회주의 학생 단체였다. 학생 단체인 만큼 경성 

소재 고등보통학교와 전문학교 학생들이 구성원이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강령은 사회과학의 보급, 학생의 사상통일과 상호단결, 인간 본위 교육의 실

시, 조선학생 당면 문제의 해결이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사상의 연구와 보급을 

통해 식민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학생계의 단결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사

29) 김성민, ｢광주학생운동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5쪽.
30) 김광규, ｢일제강점기 직원록과 신문자료를 통해 본 교원 배척 동맹휴학의 양상｣, 역사교

육 143, 2017, 309쪽; 정연태, ｢일제강점기 중등학생의 교사배척 동맹휴학을 통해 본 
관행적 민족차별｣, 동방학지189, 2019, 284쪽; ｢學生盟休의 原因의 檢討｣, 現代評論
1권 7호, 1927.8. 2~5쪽.

31) 김기주, ｢광주학생운동 이전 동맹휴학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35, 2010, 2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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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 이론의 연마를 통해 민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6･10만세운동은 

그러한 취지에서 조선공산당과의 연대 속에 추진되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는 당일 가두 행렬의 선두에서 전단을 배포하고 만세를 선창하여 만세운동의 

점화역할을 담당하였다.32) 6･10만세운동은 3･1운동 이래 축적된 학생의 운동

역량이 사회주의 사상과 결합하여 일어난 운동이었다.

   6･10만세운동은 학생들이 추진한 교육운동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격문의 핵심 주장으로 “조선인교육은 조선인 본위”, “보통교육은 의무교육으

로”, “보통학교 용어를 조선어로”, “중등 이상 학생의 집회는 자유로”, “대학은 

조선인 중심으로” 등 다섯 가지가 제기되었다. 이 항목들은 초･중･고등교육 

단계에서 식민교육의 모순을 폭로하고 조선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

다.33) ‘조선인 본위’ 교육, 의무교육, 보통학교 교수용어 문제 등은 문화운동에

서부터 교육운동의 중요한 의제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이전까지는 지식인 단

체를 중심으로 교육운동이 추진되었으나, 6･10만세운동에서는 학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들이 교육 현장에서 체험한 부조리와 모순을 바탕으로 

교육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 이들이 주장한 ‘조선인 본위’ 교육

은 학교 현장의 민족차별 문제가 바탕에 놓여 있었다. 학교현장의 민족차별은 

졸업 후 진학 또는 사회로 진출해서도 이어졌다. 전문학교･대학 진학 시에 조

선인 학생들은 불공정한 입학경쟁을 겪어야 했으며,34) 졸업 후 취업난도 일본

인에 비하여 심각하였다. 조선인으로서 교육과 취업 상황에서 차별받는 현실

을 절감하며 학생들의 저항의식은 커져갔다. 이는 6･10만세운동에서 ‘조선인 

본위’ 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표출되었다.  

  6･10만세운동은 학생운동의 분기점이 되었다. 학생운동은 개별 학교 단위의 

동맹휴학을 비롯하여 각 지역과 전국의 학교, 더 나아가서는 사회단체들과 연

32) 장석흥,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초기 조직과 6･10만세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8, 
1994, 5~21쪽.

33) 차석기, 한국 민족주의 교육의 생성과 전개, 태학사, 1999, 489쪽.
34) 전문학교와 대학의 조선인 학생수는 일본인 학생수와 비교할 때 절반도 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았다. 그 까닭은 경제궁핍으로 인해 조선인 지원자가 적은 탓도 있으나, “조선인
으로 하여금 조선의 전문 대학을 이용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허다한 조건” 때문이기도 하
였다. 조선인을 제한하는 규정은, 첫째, 일본인 학생과 일본어와 일본 역사로 경쟁 시험
을 보게하는 것, 둘째, 사상 단속이 엄격하여 자격을 갖추어도 불합격하는 것, 셋째, “풍
문이 높은 소위 입학 비율 내규가 있어 이 땅 이 학생들에게는 아무 특전이 없다”는 것
이었다. (｢누구를 爲한 專門 大學｣, 조선일보 19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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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형태로 발전해갔다. 이때 학생운동의 목표도 점차 확장되었다. 종전에 

동맹휴학이 차별적 교원배척과 학교 자체의 문제 개선 등을 내세웠다면, 6･10

만세운동 이후로는 학생 자치나 학교 밖 사회문제를 요구하는 등 사상적 색채

가 짙어졌다. 교육 문제로는 ‘조선인 본위’ 교육으로서 조선어와 조선사를 충

실히 가르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점이 특징이었다.35)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요구는 민족주의 진영의 문화운동에서 제기되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상적 노선이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조선인 본위’ 교육 

요구는 그들이 교실에서 직접 체험한 교육의 민족차별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조선인 본위’ 교육 요구는 더 나아가 민족문제를 계급문제

와 등치시키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 1929년부터 1930

년 사이에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이었다. 처음에는 광주 지역의 학생 시위로 시

작했지만 각 지역의 청년동맹원과 신간회 지회원 등 사회운동 단체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전국적 사회운동으로 확장되었다. 광주학생운동은 6･10만세

운동과 함께 사회운동에서 학생의 힘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 광주학생운

동의 경험은 그 이후 학생들이 비합법적 공간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

하게 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학생운동이 사회운동 단체 인사들과 결합되고 

학생시위를 통해 구체화되면서 학생들은 1930년대 노동운동, 농민운동, 조선

공산당 재건 운동 등의 주체로 성장하였다.36) 3･1운동의 체험이 1920년대 문

화운동을 추동했다면 광주학생운동의 체험은 1930년대 사회주의 운동의 동력

이 되었다. 

  광주학생운동에서도 조선인교육 문제가 언급되었다. 운동 과정에서 나온 전

국 각지의 여러 격문 중에 공통적인 것은 ‘식민지 노예교육에 반대’라는 내용

이었다. 광주학생운동이 식민지 교육 현실을 절감하고 있는 학생들에 의해 추

동되었다는 점을 볼 때 교육문제 제기는 당연한 일이었다. 다음은 처음 학생

운동이 발원한 광주에서 여러 학교 학생들이 회합하고 만세시위 운동을 벌이

기로 하며 살포한 격문이다.

35) ｢學生盟休의 新傾向｣, 조선일보 1928.12.22.
36) 김성민, ｢광주학생운동의 전국적 양상과 이념｣, 한국독립운동사연구32, 2009, 241~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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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대중이여 궐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로! 피검자를 우리의 힘으로 탈환

하자. 검속자를 즉시 석방하라. 교내의 경찰권 침입에 반대하라. 언론‧집회‧결사‧
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라.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식민지 노예교

육제도를 철폐하라. 사회과학연구의 자유를 획득하라.…(생략)37)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당시 교육현실을 ‘노예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조선인 

본위’ 교육제도를 시행하라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은 현재 식민교육을 곧 노예

교육으로 이해하고 계급해방과 교육해방을 연동시켰다. 더욱이 경찰의 학내 

감시마저 자행되는 상황에서 교육해방은 곧 민족해방운동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요구는 지역 청년동맹과 신간회 지회가 광주학생운동과 연대

하면서 공유한 것이었다. 이들 단체는 이전부터 각지에서 교육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었다. 신간회 지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정치적 사안은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요구’, ‘조선인 차별 문제’, ‘조선인 본위의 교육과 조선어 

사용’ 등이었다. 지역 청년동맹 등에서도 ‘학생‧소년 운동의 옹호, 식민지 교육

정책 반대, 조선인 본위의 교육정책 실현’ 등의 교육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

였다. 교육문제는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한 학생 청년층을 비롯한 다양한 인사

들이 뜻을 공유하는 지점이었다.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에서 제기된 ‘조선인 본위’ 교육 문제는 학생

들의 식민교육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무게감을 가지

고 있었다. 1920년대 전반 교육단체의 ‘조선인 본위’ 교육운동에는 교육문제를 

민족문제로 격상시켜 민족 단결의 구심점으로 삼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의도가 

깔려있었다. 이에 비해 192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에서 나온 ‘조선인 본위’ 교

육의 구호는 식민교육의 모순을 비판하고 저항하려는 학생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7) 국사편찬위원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신편 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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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식인의 ‘학생 사회참여론’과 농촌계몽운동

  지식인들은 식민교육의 현실적 조건에서 학생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3‧1운동 이후 학생은 미래의 지도층이자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조선인 

사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문화운동론자들이 보기에 교육과 산업 진흥은 

신문화를 건설할 유일한 길로 여겨졌으며, 그 중에서도 교육은 식민지 조선의 

여건에서 그나마 실현 가능한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교육받은 학생에게는 신

문화 건설의 주체로서 민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할 책임이 주어졌다. 학생들에

게 조선 사회를 이끌어갈 책임감을 당부하는 다음의 글을 일례로 살펴보자.

   半島의 重任을 머지 아니하야 질머질 우리 朝鮮靑年! 勇氣잇는 役事軍…

(중략)…我 半島靑年은 ｢내가 날 에는 우리 社會는 죽엇고 우리 民族은 

貧하엿스나 내가 죽을 에는 우리 社會는 산 그것이 되고 우리 民族은 富
하게 되리라｣하는 自信의 絶叫를 입에 우라.38)

  학생은 ‘반도의 중임을 짊어질 조선청년’으로서 조선 민족과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책임이 부여되었다.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민족과 사회라는 

공익을 위해 헌신해야 할 책임이었다. 이때 그 활력의 핵심은 ‘富’에 있다. 조

선에 건설할 ‘신문화’는 결국 조선인을 ‘잘먹고 잘살게’하는 것이다. 학생은 교

육을 통해 획득한 신지식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적 풍요를 달성함으로써 조

선인 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1920년대 초 이래 

민족주의 계열이 견지한 학생담론의 일단을 보여준다. 

 그런데 학생이 민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할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논의는 

단일하지 않았다. 학생의 사회참여 시점을 ‘현재’ 또는 ‘미래’로 주장하는 경

우,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사회참여의 성격이었다. 우선, 학생의 사회참여 시

점을 학업을 마친 ‘미래’에 두는 논의는, 학생은 곧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

람이니 학창시절에는 수양에 정진하는 것이 의무라는 학생론으로 이어졌다. 

민족주의 계열은 대체로 이러한 입장에서 학생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된 학생의 사회참여는 대체로 3‧1운동 이후 증가한 동맹휴학과 

38) ｢言壇｣, 학생계 4호, 1920.11,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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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이었다. 이에 대하여 “痴人說夢이 아니면 狂者의 竪說”이라고 비판하

고 학생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민주주의는 연령 제한과 지식의 제

한을 통해 실천되는 것이 당연하니 학생은 일단 수양에 정진하고 졸업 후에 

활동하라고도 하였다.39) 한편, 학생의 사회참여 시기를 ‘현재’로 두는 논의에

서 중점을 둔 학생활동은 계몽운동이었다. 1920년대 초부터 조선학생대회나 

재일본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 등의 학생단체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순회강

연에 나섰다. 학생대회, 학우회 등은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의 지원 속에서 강

연단을 조직하여 전국으로 파견하였고 대성황을 거두었다.40) 동아일보사 지

국, 각지의 청년회 등이 적극 협조했다는 점에서 당시 학생 강연단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학생 강연단의 계몽운동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온건

한 강연 하에 그 최초의 신성한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시대는 

오해하기 쉬운 시대며 오해로 인하여 적지 아니한 손실을 당하기 쉬운 시대”

이니 정치 또는 사회운동으로 비화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41) 

  민족주의 계열의 지식인들은 이상의 두 가지 학생 인식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였다. 사회주의 운동이 거세어지며 학생의 사상적 경향이 사회주의로 

치우쳐가자 학생의 사회운동을 경계하며 수양을 강조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는 지식계급으로서 학생의 지도적 위치를 부각시키며 민중에 대한 계몽운동에

는 나설 것을 권유하였다. 이때 학생의 사회참여는 민족운동의 차원에서 제기

되었다. 민족의 고유성과 영원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민족운동은 ‘인텔

리겐챠’가 담당자가 되어 농민‧노동자 등 민중을 계몽하여 민족의 단결을 이루

39) ｢學生諸君에게 告하노라｣, 동아일보 1922.2.12. 
40) 학생 강연단의 강연 주제는 매우 다양했으나 대체로 조선청년의 각성과 계몽을 촉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즉, 강연단의 강연을 듣는 청중이 지방청년회 등 청년층이
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제1회 학우회 고국 순회강연단(1920.7)에서 이루어진 강연 주
제를 들어보면, ‘세계정치와 오인의 각성’(김준연), ‘조선산업의 장래’(김도연), ‘사회의 파
란과 우리들의 각성’‧‘사회와 교육’(이동제), ‘교육에 관하여’‧‘개조와 우리청년’‧‘현실의 사
회와 우리청년’‧‘암흑에서 광명으로’‧‘인습을 타파하라’(김송은), ‘인생의 목적’‧‘교육가의 
자격’‧‘가정교육’(서춘), ‘문화발전과 언론자유’‧‘개조시대와 청년의 사명’‧‘문화상으로 본 
청년의 사회적 지위’‧‘사회적 결합과 도덕의 변천’‧‘현대청년의 역사적 지위’(최원순), ‘공
동생활과 노동’‧‘현대청년의 절규’‧‘교육의 신요구’‧‘농민과 사회문제’‧‘개조기의 교육’(신동
기), ‘인생과 종교’‧‘시대의 각성’‧‘현대와 우리의 각성’(윤창석), ‘현대를 논하는 우리의 개
조책’‧‘사회력과 개인의 활동’(한재겸), ‘조선과 공업’‧‘현하 재계공황의 원인에 대하여’(김
항수), ‘인류해방의 근본문제’‧‘농민의 해방’‧‘인과론’‧‘우리의 과거와 장래’(박정근) 등이었
다. (정미량, 1920년대 재일조선유학생의 문화운동, 지식산업사, 2013, 204쪽.)

41) ｢學友會의 巡廻講演｣, 동아일보 19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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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했다.42) 학생층은 지식계급의 대표자로서 계몽운동의 선봉에 서야할 책

임이 부여되었다. 그 책임은 식민권력과 충돌하지 않는 비정치적 영역에 국한

된 제한적 계몽운동에 대한 참가였다. 이에 따라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한글

강습 등 교육 분야로 한정된 농촌계몽운동이 장려되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는 학생의 농촌계몽운동이 적극적으

로 추진된 시기였다. 공황기에 들어 농촌 궁핍 문제가 더욱 악화되면서 공론

장에는 농촌문제가 담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었다. 농촌경제 문제는 도시의 

지식인들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조선인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자기인식을 가지고 농촌문제에 접근하였다. 민족주의 계

열을 중심으로 고전적인 문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계몽적 시각으로 농촌을 

‘문제화’하였다. 현재 농촌의 궁핍 원인을 농촌과 농민 자신의 문제로 환원하

고 농촌을 계몽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선 농민에게 

기초적 지식을 주자는 취지에서 농촌계몽운동이 제기되었다. ‘농촌계몽’ 담론

은 농촌 문제를 식민지 구조문제로 보기보다는 조선인 농민들의 문제로 호도

하는 일종의 착시 현상을 가져왔다. 

  농촌계몽운동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개벽사 등 조선인 사회의 대표적인 민

족주의 진영 매체가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다. 조선일보사는 ‘귀향학생 문자보

급반’을 조직하여 농민 대중에 대한 한글 보급에 주력하였다. 조선일보사는 문

자보급운동의 목적이 말 그대로 문자 보급 자체에 있다고 하고 “어떻게 쓰는 

것은 이다음 문제”라고 하여 순수한 계몽운동의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

다.43) 즉, 총독부의 견제를 의식하여 정치적 운동이 아니라고 하여 운동의 원

활한 진행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1929년 여름부터 시작된 문자보급운동은 

1930년 1만 명의 문자 해득자를 양성하고 이듬해에는 한글원본 30만부 배

부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1934년에는 문자보급운동에 참여한 인원 총수

가 5천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 

  1928년부터 시작된 동아일보사의 문자보급운동도 조선일보사와 비슷한 취

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1931년에 ‘브나로드 운동’으로 쇄신하여 큰 성과를 거

두었다. 1932년부터는 ‘학생계몽운동대’라는 명칭으로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42) 이광수, ｢朝鮮民族運動의 三基礎事業｣, 동광 30호, 1932.2, 13~15쪽.
43) ｢歸鄕學生文子普及班｣, 조선일보 192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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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였다. 1931년 423명의 대원으로 출발하여 1934년에는 1,098명으로 증

가하였으며 배부한 교재 총수도 210만부에 이르렀다고 한다.44) 브나로드 운동

은 문자보급 외에도 산수, 과학, 위생 등의 근대 지식을 강습회 등을 통해 가

르친다는 계획을 표방하였다. 농촌계몽의 임무를 띠고 농촌으로 향하는 학생

들에게는 “조선에 관한 지식을 가지려면 첫째로 조선에서 간행되는 신문과 잡

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거니와 직접 자기가 聞見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하여,45) 교육자이자 학생의 입장에서 계몽운동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조선

일보사와 동아일보사가 주도한 학생의 계몽활동은 각 신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일반 대중에게 농촌계몽운동의 성과를 선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계몽운동의 주체인 동시에 “민족 봉사”라는 훈련을 통해 배움을 얻

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여되었다.46) 이와 같이 지식인이 주도하여 학생

을 농촌계몽운동의 선봉에 내세우는 목적은 ‘농촌 계몽’과 더불어 학생층을 조

선인 사회의 지도층으로 양성하려는 ‘학생 지도’에 있었다.

  이러한 ‘학생 지도’로서 ‘학생의 사회참여론’은 개벽사의 잡지 學生을 통

해 그 구체적 양상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47) 신문과 달리 잡지는 정보 전

달의 즉시성은 부족하지만 일관된 기획 아래 사안의 심층적 분석과 효과적 정

보 제공이 가능하다. 더욱이 학생은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발간된 잡지였으

므로 학생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었다. 학생지에 드

러난 학생 농촌계몽운동의 기획과 실천방략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여기에는  

주간 방정환의 영향력이 지대하였다.

  학생지의 주간으로서 전권을 가지고 내용을 구성한 방정환은 보성전문 법

과 재학 시절에 조선학생대회의 일원으로 학생 강연단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

다.48) 이처럼 학생단체의 힘을 경험한 방정환의 체험은 학생지의 창간으로 연

44) 허재영, ｢일제강점기 한글운동과 문맹퇴치(문자보급) 운동 연구｣, 독서연구44, 2017, 
153쪽.

45) ｢學生 브나로드와 한글 講習｣, 동아일보 1931.7.28.
46) ｢文字普及班員을 보냄｣, 조선일보 1930.7.16; ｢브나로드 運動隊를 보내며｣, 동아일보

1932.7.18.
47) 학생은 1929년 개벽사가 창간한 중등학생 대상 잡지였다. 어린이의 발행인이었던 방

정환이 편집 겸 발행인으로 종간호(1930.11)까지 자리를 지켰다. (김은영, ｢1920~30년대 
‘학생잡지’의 교육담론｣, 역사연구40, 2021, 26쪽.)  

48) 방정환이 속한 강연단이 개성에 도착하여 큰 환영을 받고 강연을 시작하려 했을 때, 경찰
서장은 학생들에게 강연을 중지하라고 협박했으나 학생단이 강행하자 조선옷 차림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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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었다. 방정환은 천도교 청년운동과 소년운동의 성과를 학생운동으로 연결

시키려는 취지에서 학생지를 학생운동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는 학

교교육을 불신하여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사회 생활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

져 있다”고 하며 실사회의 지식을 미리 구할 것을 학생들에게 촉구하였다.49) 

“혹자는 중등 정도의 학교 졸업은 월급 자리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일

원으로서 인격적 기초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그것은 조선 사람으로서 

할 말이 못 된다”고 인격 수양의 교육론을 비판하고, 조선 학생의 대다수가 

상급 학교 진학보다 취직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조선사회의 현실을 다음

과 같이 지적하였다.

 諸君이 곳 튀여나올 社會라는 上級敎 에는 엇던 食口들이 잇는지 몃갈네의 

골목이 잇는지 무슨 科目이 엇더케 벌러저잇는지 諸君의 學校에서는 그것을 

가르키지는 안는다. 諸君이 나아올 社會에는 밥굶는 사람이 너머도 만타. 그러

나 諸君의 學校의 先生의 입으로는 그런 消息도 듯지 못한다. 學校 담밧게는 

新聞號外가 요란히 돈다. 그러나 諸君의 學校에서는 그것을 說明해주지 안는

다. 月給자리 엇는 것만이 敎育의 目的이 아니라 하자. 實社會를 모르고 實社
會를 나서 社會人으로서의 人格的 基礎를 云謂할 수 잇느냐?50)

 위 글에서 방정환은 학교 담장 바깥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회에 대해 무지해

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황기의 빈곤 속에서 ‘밥 굶는 사람’이 있고, 

각종 사회운동이 빈발하여 ‘신문 호외’가 요란한 당시 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글 다음에 이어지는 “눈치 있는 독자는 막혀진 붓끝”을 알아차

려 달라고 하는 말에서도 미묘한 행간을 읽을 수 있다. ‘미묘한 행간’은 학생

운동이 적극적으로 분출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암시한다. 1920년대 중반 이

후 사회주의 운동의 격화와 함께 학생은 사회운동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는 

1926년의 6·10만세운동과 1929년의 광주학생운동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

사를 잠복시켜 내용을 감시하였다. 경찰의 제지에도 강연을 강행하여 청중의 환영을 받은 
방정환은 “이번 강연은 통쾌하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學生講演團歸還｣, 동아일보
1920.8.9.) 

49) 방정환, ｢卒業한 이‧新入한 이와 또 在學中인 男女學生들에게｣, 학생 1권 2호, 1929.4, 
20~23쪽.  

50) 방정환, ｢進級  新入하는 學生들｣, 학생 2권 3호, 1930.3, 1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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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에는 정작 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등장하지 않는다. 엄격한 검열 

속에서 잡지 발간의 곤란을 겪고 있던 방정환으로서는 학생운동 상황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어려웠을 것이다. 암시적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

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는 데 그쳤다.

  그렇다면 학생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학생지에서는 “조선에서 중

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적 생산관계의 여하를 물론하고 지식계급의 일원이 된

다”고 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중등학교 졸업자는 곧 구직자이자 ‘산업적 예비군’

이지만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鄕黨의 최고의 지식계급”이니 자포자기하지 

말고 지식계급으로서 사회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였다.51) 즉, 중등학생에게 

‘향당의 지식계급’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맡을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였다.

  지식계급으로서 학생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천은 농촌의 민중을 계몽하는 

일이었다. 학생지가 제기한 학생의 사회적 소임은 1929년과 1930년 여름방

학특집호에 잘 드러난다. 특별히 여름방학특집호를 7~8월에 기획한 것은 여름

방학을 학생 활동의 적기로 보고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

다. 이는 학생을 ‘미래’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한 학생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다.

  1929년 여름방학특집호는 원래 6월 발간 예정이었으나 7월에 나온 4호

(1929.7)가 ‘방학준비호’라는 부제로, 그리고 5호(1929.8)가 ‘하기휴가호’라는 

부제로 발행되었다. 이 두 특집호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귀향하는 학생들이 

해야 할 일들에 관하여 여러 필진들의 논설을 담았다. 먼저 방정환은 “제군은 

조선의 아들이요 딸이다. 제군의 돌아가는 곳은 조선의, 조선사람의 시골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5만의 ‘학생총동원’을 주장하였다.52) 그리고 순회강연이나 연

극보다는 농촌 청년, 노인, 부녀, 소년 등을 직접 만나 “우리 전체 운동의 사

령, 전달의 역임”을 맡으라고 하였다.53) 게다가 아직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지

지 않았다고 여겼던 까닭에 학생의 역할을 당시 일어나고 있던 사회운동들, 

즉 농민운동・소년운동・청년운동・부인운동・학생운동・노동운동 등의 취지

를 선전하는 정도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민중과 직접 만나는 것이야말로 방학 

51) 金八峰(김기진), ｢校門을 나서는 이에게｣, 학생 1권 2호, 1929.4, 18~23쪽.
52) 방정환, ｢卷頭言｣, 학생 1권 4호, 1929.7, 1쪽. 
53) 방정환, ｢只今부터 始作해야 할 男女學生의 放學準備｣, 학생 1권 4호, 1929.7, 8~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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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제일 큰 공부라고도 하였다.54) 안재홍, 유진태, 이만규, 박달성 등이 글

을 실어, 향촌에 돌아가거든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좋으니 ‘가갸’라도 농군‧부
녀‧농가 아동에게 전하는 실천적인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였다.55) 김기진은 서

울 거주 학생들은 그들끼리 회를 조직하여 현대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근처 촌

락의 아동・농민에게 한글과 상식을 가르치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도 

자유노동자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서 도시노동자의 생활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였다.56) 

  학생 강연단 경험이 있는 방정환은 강연회를 통한 계몽활동보다는 민중과의 

직접적 만남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강연단 활동으로 주로 청년회와 지역 

유지를 계몽하는 전략에서 농촌의 민중을 직접 접촉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천도교 조선농민사가 1920년대 중반부터 각 지역의 조직을 

활용하여 추진했던 농민교육과 문맹퇴치운동,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노동자‧
농민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29년 여름방학에는 학생 개인이 향촌에서 민중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자

체에 의미를 두었다면, 1930년 여름방학특집호는 ‘창립10주년기념 夏休특집

호’라는 부제 하에 더 본격적으로 학생이 농촌에서 해야 할 역할을 세세하게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향촌의 지도자 내지 계몽가로서 학생의 

역할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전년 여름방학특집호처럼 안재홍, 김기전 등의 

유력 인사들이 ‘직접 민중을 만나 한글을 가르치고 생활개선운동을 추진하며 

계몽운동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글을 실은 점은 비슷하다. 그 중에서도 조선

일보 사장 안재홍은 여름방학특집호마다 필진으로 참여하여 한글 보급을 주장

하였다.57) 특히 조선농민사의 잡지 농민은 학생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

았던 듯하다. 1930년 7월호 농민에는 ｢夏休에 歸鄕하는 學生들의게｣라는 

주제 하에 최린, 방정환을 비롯하여 이광수(동아일보), 이상협(중외일보), 한기

악(조선일보) 등 언론인, 정대현(보성고보), 최두선(중앙고보), 조동식(동덕여고

보) 등 교육자의 글이 실렸다. 그 내용은 학생과 거의 흡사하여 자기 수양

54) 방정환, ｢卷頭言｣, 학생 1권 5호, 1929.8, 1쪽.
55) ｢夏期放學 鄕里에 가서 무엇을 할가｣, 학생 1권 4호, 1929.7, 2~5쪽.
56) 감기진, ｢夏期休暇 중 시골에 안가는 在京學生은 무엇을?｣, 학생 1권 4호, 1929.7, 

6~7쪽. 
57) ｢歸鄕學生에게의 付託｣, 학생 2권 7호, 1930.7,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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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농촌계몽운동에 힘쓸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기획은 천도교 계열 

지식인들이 학생을 농촌계몽의 주체로 설정한 인식을 공유했음이 드러나는 대

목이다. 

  학생지 1930년 7월호는 농촌계몽운동에 나서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

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귀향 선물 강연자료’를 기획하였다. 아동문제‧노동

문제 강연자료, 부녀회‧소년회 조직법 등의 농촌 지도 이론을 담은 교재였

다.58) 이러한 특집 기획은 농촌 대중을 계몽할 주체인 학생에게 지도 이론을 

제공하려는 의도였다. 자료의 내용은 농촌 경제의 현상을 돌아보고 해결책으

로서 생산 합리화와 소비조합운동, 농민 조직화 등을 제기한 개량주의적 노선

에 입각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지는 매번 여름방학이 지난 후 발행되는 호마다 고향에 돌아가 

계몽활동을 하고 돌아온 학생들의 수기를 본문에 배치하였다.59) 독자층과 같

은 처지의 학생들이 직접 겪은 체험담을 통해 학생독자들이 농촌활동을 더 생

생하게 느끼고 스스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이 농촌계몽운동에 나설 것을 독려하는 학생지의 의도

는 개벽사 전체에서 추진한 사업 가운데서도 보인다. 개벽사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10개의 신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중 학생잡지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독자회 조직’과 ‘순회강연반’이다. 학생과 어린이 독자회를 전조선에 조

직하고 각지의 독자회에 순회강연단을 파견하여 민중 계발에 노력한다는 내용

이었다.60) 학생지는 학생의 힘을 모으기 위한 단체 설립의 구심점으로서, 여

름방학 특집호를 통하여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농촌에서 적극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지도하는 훈련을 통해 ‘운동의 중추부대’로 학생을 키워내고자 하였

다.61) 이러한 전적 운동의 강조는 사회주의 진영의 계급운동에 반대하여 천도

58) ｢아동문제 강연자료｣(방정환), ｢경제문제 강연자료｣(서춘), ｢농촌문제 강연자료｣(박사직)를 
실었으며, ‘귀향 사업 기관 설치법’이라는 기획에는 ｢하기 강습회 조직법｣(방정환), ｢농촌 
부녀회 조직법｣(김원주), ｢농촌 소년회 조직법｣(이정호)를 게재하고 별책부록으로 沈宜麟
의 ｢계몽독본｣을 첨부하여 실제로 농촌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로 제공하였다. 이정
호의 ｢농촌 소년회 조직법｣은 전문이 검열 삭제되었다.

59) ｢夏期放學 뒤푸리｣, 학생 1929. 10.; ｢故鄕에 갓다와서｣, 학생 1930.8; ｢歸京한 學生
들의 시골 보내는 편지｣, 학생 1930.8  

60) 학생 2권 1호(1930.1) 광고.
61) ｢出版警察槪況 : 差押削除及 不許可出版物記事要旨 - 『學生』 第三號｣, 朝鮮出版警察月

報 第8號, 192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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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민족운동의 거족적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62) 하지만 학생지는 

1930년에 종간되면서 학생운동의 중심이 되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개벽사와 동아‧조선일보 등 민족주의 계열의 농촌계몽운동은 사회주의 진영

의 농촌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사회주의 계열은 1928

년 코민테른의 12월 테제를 계기로 노동자‧농민 중심의 운동방략을 공고히 하

고 있었다. 민족주의 계열로서는 조선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에 

대한 지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생층의 좌경화를 견제하고 민족운동의 테두

리 안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간파한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동아일보를 ‘민족개량주의의 본영’이라고 본 사회주의 계열은 브나로드 운동이 

“학생의 명예심과 의협심을 자극”함으로써 “동아일보의 주장을 보다 광범히 

보다 힘 있게 펴기 위하여 지금 귀중한 학생의 힘을 빌어” 벌인 것이라고 비

난하였다.63) 민족주의 진영이 개량주의 노선을 민중에게 전파시키려는 목적에

서 학생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학생 청년에게 “利己와 가족주

의를 넘어서 민족주의로 비약”할 것을 주문한다는 것이었다.64) 또는 동아･조

선의 개량주의적 농촌계몽운동에 참여하는 학생층은 부르주아 교육에 젖은 

“未成品”이자 “소시민적 중간적 존재”이므로 이들을 민중에게 보내는 것이 위

험하다고도 보았다. 한글을 가르치다보면 필연적으로 정치적･사회적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섣부른 소시민적 교화가 민중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었

다.65) 즉, 사회주의 계열은 민족주의 진영이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민

중과 학생을 이용할 뿐이라고 보았다. 이는 진정한 민중교육이 아니라 자본주

의 질서에 순응하고 더 나아가 식민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특히 농촌계몽운동에서 한글 보급을 주요 사업으로 삼은 것은 독자를 

늘리기 위한 상업적 의도의 경영 수완이라고도 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은 노동자‧농민을 계급운동의 주체로 삼고 민중교육을 통해 

62) 김정인, 천도교 근대민족운동 연구, 한울, 2009, 279쪽.
63) 洪一宇, ｢東亞社는 어대로 가나?｣, 신계단 1933.1, 23~29쪽.
64) 韓鐵鎬, ｢民族改良主義에 對하야｣, 신계단 1933.4, 12~17쪽. 
65) 張金曲, ｢學生의 社會活動的力의 規定을 세우고 幷하야 東亞日報社 及 朝鮮日報社의 學

生브나로드 運動을 反駁함｣, 이러타 1931.8,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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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각성하고자 하였다. 농촌 대중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농민교육은 중요한 과제였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농촌 아동들을 대상으

로 농민야학을 조직하여 ‘혁명적 농민운동의 투사’를 길러내고자 하였다.66) 이

때 민중교육의 주체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사회

주의 진영은 농민을 ‘계몽’하려는 우월한 입장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사실

상 그들을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끄는 역할은 여전히 지식계급‧학생에 의해 진

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야학 등의 농민교육도 지식인 중시의 계몽주의

를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었다.

  학생의 농촌계몽운동은 1930년대 중반, 난관에 봉착하였다. 일제 당국은 방

학 때 학생들이 귀향하여 농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전국의 경찰서에 귀

향 학생의 명부를 만들어 학생의 동향을 보고하게 하였다.67) 이러한 상황은 

총독부가 1932년부터 전개한 ‘농촌진흥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종래 총독부의 

농촌 정책이 ‘사상적‧종교적‧문화적으로 분산적‧비조직적’이었다는 반성 하에 농

촌진흥운동은 전체 농촌과 농민을 대상으로 관의 강력한 지도와 조직력을 동

원하여 시행되었다. 개개 농가의 갱생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는 경제 방

면 뿐 아니라 정신 방면을 포함시켰다. 즉 일본 정신을 체득한 ‘건전한 국민’

으로서의 갱생이었다.68) 농촌진흥운동은 공황으로 인한 농촌경제의 파탄과 사

회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소작쟁의와 농민운동이 격화된 것에 따른 대책이었

다. 경제 갱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농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일환으로 향촌공동체를 주도할 견실한 ‘중견청년’의 양성이 계획되었다. 이

들은 권력기구의 지도를 받아 향촌사회의 농민을 지도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권력의 의지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지역사회의 관료와 유지들로 구성된 지배

구조 하에 수렴된 청년상이 모범적 인간형으로 제시된 것이었다.69) 

  관제 농촌진흥운동이 시행되면서 사회주의 학생의 적색농조 활동이나 농민

야학 운동 등은 심한 탄압을 받았다. 민족주의 계열이 추진한 학생의 농촌계

몽운동도 농촌진흥운동과 경쟁하지 못하고 탈락하였다. 조선일보사의 문자보

66) 최규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170쪽.
67) 최규진, 일제의 식민교육과 학생의 나날들, 서해문집, 2018, 129쪽.
68) 김영희, 일제시대 농촌통제정책연구, 경인문화사, 2003, 74~75쪽. 
69) 이기훈, ｢일제하 청년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336~338쪽. 



- 218 -

급운동과 동아일보사의 브나로드 운동은 1934년 이후 금지되었다. 일제의 탄

압이라는 외재적 요인이 컸으나, 농촌계몽운동을 기획하고 주도한 주체가 학

생층이 아니었다는 내재적 요인도 있었다. 운동의 기획자였던 민족주의 언론

은 애초부터 식민권력의 용인 하에 한글보급운동에 주력하였다. 더욱이 이들

은 학생의 농촌계몽운동의 내용을 한글 교습 등으로 한정하고 기간도 방학만

으로 정하여 마치 일종의 봉사활동 같은 경험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민족주의 

계열은 이처럼 학생의 사회참여를 제한적으로만 지지하였고, 운동 추진 과정

에서 권력과 충돌하자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았다. 이는 민족주의 계열의 운

동성 상실과 함께 민족 교육담론이 쇠퇴하고 더 나아가 1930년대 중반 이래 

강화된 파시즘 교육담론으로 수렴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었다. 

 2) 학생사상 통제와 ‘교육실제화’ 시책

  (1) 학생사상 통제와 실업교육의 강화

  광주학생운동 이후 일제는 학생운동의 적발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학생조직

은 비밀결사 형태로 조직되었다. 대체로 사회주의 계열의 비밀결사가 많았으

며 독서회 형태의 소규모 그룹으로 활동하거나 1930년대 초반에는 반제동맹 

조직이 결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생반제동맹은 대중적 실천운동을 펼치지 

못하고 1930년대 중반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 이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강

화되면서 독서회를 비롯한 학생단체나 사상단체 등을 발본색원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1935년 이후에는 점차 정국 경색과 함께 중등학교에 배속 장교가 

배치되고 학생의 농촌계몽운동이 전면 금지되는 등 학생활동에 철저한 제약이 

가해졌다.70) 그와 함께 사상 단속을 위하여 전문 이상 학교에 학생주사를 신

설하여 사전 감시도 계획하였다.71)

  학생에 대한 통제는 학교 안에서 뿐 아니라 학교 밖까지 이어졌다. 학생의 

원활한 감시와 지도를 위해서는 학교 밖에서도 지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학

70) 윤선자, ｢광주학생운동 이후 학생운동의 변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35, 2010, 74~83쪽.
71) ｢專門學校以上 各學校에 學生主事를 新設｣, 중앙일보 19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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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의 주도 하에 지역 내의 학교가 모여 조직한 연합체인 보도연맹이 설립되

었다. 보도연맹은 원래 192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설립되었으며 학생의 불

량화를 방지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으나 실제적 동기는 일본 공산당 검거를 전

후하여 학생사상을 단속하기 위함이었다. 1933년부터 조선 각 지역에 설립되

기 시작한 보도연맹도 비슷한 취지였다. 보도연맹은 학생들의 교외 생활을 감

독하고 지도하여 훈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자는 데에 취지를 두어 학무국

장이 각 학교 당국자와 연락하여 조직한 것이었다.72) 이전에는 학생 교외생활

을 각 학교별로 지도하거나 경찰의 검거 위주로 단속했다면 이제는 지역 단위

로 지역 내의 학교들이 협조하고 경찰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통제하고자 한 

것이었다. 더욱이 보도연맹이 설립된 지역은 경성을 비롯하여 근대 문물이 발

달하고 있던 평양, 인천, 수원, 대전, 부산 등의 도시들이었다.73) 이는 도시에 

학교가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근대적인 도시의 문물이 

학생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도시의 근대 문물에

는 영화나 음악 같은 대중문화나 카페, 다방 등의 향락문화 뿐 아니라 신문종

람소나 도서관 등 다양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포함되었다. 이

러한 문물은 대개 구미로부터 수입된 유물문화에 침윤되어 학생의 개인주의

적·자유주의적 경향을 조장한다고 여겨졌다.74) 보도연맹의 교외지도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생활동을 통제함으로써 머릿속까지 규율하려는 것

이었다. ‘불량학생’ 단속을 명분으로 삼아 ‘불온학생’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

이 보도연맹 설치의 주요 목적이었다.

  또한 학생운동 적발 시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엄격히 대처하였다. 원래 치

안유지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이 격화됨에 따라 ‘무

산계급의 독재체제’를 수립하려고 하는 혁명운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체

제 위협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단속하기 위하여 입안된 것이었다. 이 법은 192

5년 3월 귀족원을 통과하여 4월 제정되었으며 5월 12일부터 일본을 비롯하여 

조선‧대만‧사할린 등 ‘外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75) 치안유지법은 공포된

72) ｢保導聯盟과 學生｣, 동아일보 1937.9.30.
73) 황혜영, ｢일제강점 후반기 ‘경성보도연맹’과 학생교외생활 지도사업｣,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9, 17~26쪽.
74) ｢總督府高等官諸氏가 戰時下 朝鮮民衆에 傳하는 書｣, 三千里 13권 4호, 1941.4.
75) 최종길, ｢식민지 조선과 치안유지법의 적용｣, 한일관계사연구30, 2008, 4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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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불과 2개월 후에 조선에서 먼저 적용되면서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을 탄압하

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928년 개정을 거쳐 더욱 강화되었다. 개정의 

특징은 ‘국체 변혁’과 ‘사유재산 부인’의 항목을 구별하였고, 형량을 높여 국체 

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에게 최고 사형을 부과하는 엄벌주의를 취

했으며, ‘목적수행죄’를 새롭게 두어 공산당의 활동을 지지하고 당의 목적에 

기여한다고 보이는 여러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76) 학생운동에 치안유

지법을 적용한 것은 학생운동이 맹휴 단계를 넘어 민족해방운동으로 확장되었

다는 일제 당국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총독부는 학생의 사회 참여를 억제하고 학생운동을 탄압하였다. 그

러나 물리적 억압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학생 사상의 좌경화와 학생

의 사회주의 운동 참여는 1930년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에 총

독부는 근본적인 교육 시책으로 학생의 사상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총독부 당국은 학생의 좌경화는 악화된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다. 

다음의 동아일보 기사는 일제 당국이 학생 사상문제를 실업문제와 연결하여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近來 日本 爲政者 中 더욱히 朝鮮에서 責任의 地位에 잇는 日本人間에는 朝
鮮을 다사려가는데에 어렵다는 問題를 만히 云謂하고 重大한 것으로 思想問
題가 그 話題에 오르는 것을 만히 듯는다. 그리하야 어느 軍事當局者는 其中
에서 가장 憂慮하는 事實노 敎育을 바든 知識靑年이 職業 업시 지내는 것을 

말하엿다고 한다. …(중략)…知識階級靑年이 職業 업는 것을 그네가 특히 憂
慮하야 問題視한다는 것은 두가지로 區分하야 볼 수 잇슬 것이다. 하나는 事
理를 분별하고 大勢를 觀察하는 能力이 잇는 故로 그네들이 行使하는 政策과 

社會相에 對하야 如實히 그것을 摘發하고 批判하게 됨을 라 그 罪惡에 對
하는 世上의 與論이 漸次 激動되고 不平이 普及될 可能性이 잇는 同時에 
한便으로는 今日 朝鮮 知識階級 靑年의 社會的 地位가 매우 有力한 狀態에 

잇는 터이니 三一運動 以後 靑年의 言行이 不知不識間에 無形한 勢力을 把
持하고 잇는 줄을 아는 故로 그 靑年들의 不平과 憤怒는 隱然히 一般化되는 

76) 전명혁, ｢1920년대 ‘사상사건’의 치안유지법 적용 및 형사재판과정｣, 역사연구37, 2019, 
413~418쪽. 일본에서는 1926년 1월 15일 사회과학연구회 회원 다수가 검거되어 그중 교
토제대생들이 치안유지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기소된 京都學連事件이 최초였다. 조선에서
는 1925년 7월 ‘정재달, 이재복의 고려공산당 창립준비위원 사건’이 최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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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蹟이 잇는 것을 看破하고 잇는 닭이니 이 知識階級 靑年의 所爲 徒食問
題가 그네들로는 重要視하는 것도 그대지 怪異히 녀길 바가 아니다.77)

  이 사설에서는 일제 당국자가 무직의 지식계급 청년을 경계하는 이유로 첫

째, 일제의 정책에 대해 사리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 둘

째, 3·1운동 이래 조선인 사회에서 학생 청년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높아졌다

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일제 당국은 강점 초에 친일적 유력인사와 일부 유림

을 우대하여 회유했듯이 지식계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회유하려고 하지만 

현재의 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그때와 달라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았다. 

현재 고등유민이라고 불리는 지식계급 무직자가 처한 상황은 ‘민중 생활의 파

산’이라고 하는 식민 통치의 누적된 모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

다. 

  일제 당국자가 조선인 고등유민 문제를 우려한 데에는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고학력자의 실업 문제가 사회주의 사상 전파와 맞물려 사회문제화 되었기 때

문이다. ‘입학난 다음에는 취직난’이라는 현상은 일본에서도 심각한 문제였다. 

고등교육까지 드는 학비는 학생 1인당 대략 5천원에 이르는데 지식계급 무직

자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며 사상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여겼다. 일본

의 경우 1929년 무렵 지식계급 졸업자 약 2만 명 가운데 약 반수가 취직을 

하지 못하고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었다.78) 그와 함께 사회주의 운동이 

격화되자, 일본 정부는 지식계급 취업난 해결로써 사상운동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취업난 해결 방책 중 하나로 직접 내무성이 앞장서고 각 지방이 협조

하는 가운데 지식계급의 해외 취업을 주선하기도 했다. 6대 도시에 ‘지식계급 

전문직업 소개소’를 설치하고 사회국에서는 외무국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직

업과장이 이민 문제를 겸하여 취직처를 찾기 위하여 조선, 만주, 시베리아 등

으로 출장을 가는 등 다양한 방면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조선에 관리로 

취업할 경우, 일본 내의 관리 처우와 비교하여 봉급도 배가되고 특별임용도 

있어 ‘입신성공’하기에 용이하다고 권장되었다.79) 일본의 고학력자 실업 문제 

77) ｢知識階級 靑年의 徒食問題｣, 동아일보 1926.2.7.
78) 坪谷善四郞, 知識階級と就職, 早稲田大学出版部, 1929, 69쪽.
79) ｢知識階級 就職難｣, 동아일보 1926.6.4; 小野寺清治, 独学受験苦学就職成功の指針, 

研究社, 1926,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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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책에 따라 조선 내에서 중등교원의 자리도 일본인에 의해 잠식되었다. 

1926년 총독부는 조선의 사립학교에 대하여 수신, 국어(일어), 지리, 역사 과

목에서는 일본인 교사 채용을 지시하였다. 사립학교 교원은 조선인 지식계급

이 많이 진출하는 취직처였으나 총독부의 조치로 취직자리를 위협받았다.80)

  조선의 경우 졸업생 취업난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갔지만 당국 차원의 대응

책은 마땅히 없었다.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대비책을 세워 졸업생 취업을 주선

하는 정도였다. 졸업철이 다가오면 교장을 비롯해서 교원 전체가 여러 방면으

로 취직 알선 활동에 나섰다. 일례로 1926년 보성전문학교에서는 법과 23명, 

상과 19명의 졸업생의 취직을 위하여 연초부터 교장 朴勝彬이 전라남북도, 충

청남북도, 함경도 등 각지로 출장을 가서 취직 알선에 노력하였으나 큰 성과

를 거두지 못하였다. 4월 말까지 졸업생 중 취직이 결정된 인원은 법과 2명, 

상과 4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81) 이처럼 경제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총독부는 지식계급 취직난을 사상의 악화와 연결시켜 우려하였을 뿐, 취직처

를 늘리기 위한 방책은 취하지 않았다. 조선 내에서는 조선인에게 취직 우선

권을 주거나 관공서와 사업기관을 조선인에게 개방하여 취직처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조선인 사회의 목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다.82) 일제가 고등유민 해

결책으로서 내놓은 방안은 실업교육을 다시 강화하는 교육적 방침을 통해 ‘불

온학생’의 등장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학무 당국은 1926년부터 실업교육 보급에 착수하여 각 중학교‧고등보

통학교에는 반드시 실업 과목 1과를 설치하고 보통학교에는 3학년에 실업과목

을 둘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각 도에서 모범적 실업보습학교를 1교 이상 설

치하도록 하였다. 실업 과목은 농‧상‧공업 관련으로 중등 정도의 학교에서는 실

업교육과 관계있는 법‧경제 등의 과목도 포함되었다.83) 학무당국은 실업교육의 

필요에 대하여 총독부가 산업제일주의 방침을 취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

다. 산업제일주의 경제 방침에서 말하는 산업은 농업을 의미하였다. 총독부는 

80) 정선이, ｢일제시기 대학졸업자의 취업상황과 그 성격 연구｣, 교육사학연구12, 2002, 
166쪽.

81) ｢就職難은 去益尤甚-普專學監 金泳柱氏談｣, 매일신보 1926.4.24.
82) ｢우리에게 職業을 달라｣, 동아일보 1932.3.4.; ｢就職難과 優先權反對｣, 조선일보

1930.12.6. 
83) ｢實業敎育獎勵｣, 동아일보 19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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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진흥은 곧 반도의 경제‧재정의 진흥이라고 하였다. 조선의 산미 증식은 

인구 증가에 수반하지 못하는 일본의 쌀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다. 양

잠업이나 기타 작물 농업 또한 부수적으로 부흥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산업 발달을 위해서는 농업 등의 실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었다.84)

  실업보습교육의 증진 또한 산업제일주의의 기조와 연관되어 설명되었다. 총

독부에서 실업보습학교 신설 보조비로 3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업보습

교육을 장려하였는데, 실업보습교육은 곧 농업진흥교육이었다. 농업을 장려하

려면 농민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직 머리가 굳지 않은 보통학교 아동을 중심

으로 산업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국에서 보통학교 졸업생 상황을 

조사해본 결과, ‘신성한 노동’을 비하하고 봉급생활을 희망하는 자가 다수였으

며 이들 중 일부는 무위도식하는 유민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현재 교육

의 폐단을 지적하였다.85) 즉, 이 시기의 실업교육 강화는 대체로 산미증식 등 

농업 진흥과 관련하여 농업 분야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총독부는 농업교육에 중심을 둔 실업교육만으로는 학생 사상의 통제라는 소

기의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사상사건

은 대부분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과 졸업생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대

부분 도회에 거주하고 있었다. 게다가 1920년대 후반부터 브나로드 운동과 같

이 민족･사회운동가와 함께 학생들은 농촌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을 계도할 수 있는 교육방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교육 기조 변경의 대상은 주로 보통학교였다. 중등학교 이상

의 학생들은 이미 사상이 형성되어 훈육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학교 

시기가 정신적으로 교화하기에 가장 적당하며 적절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 본 것이었다. 

84) 渡邊豊日子, ｢産業第一主義と實業敎育｣, 文敎の朝鮮 1926.9, 2~12쪽. 이 글의 저자 와
타나베 도요히코는 1919년 조선총독부 사무관에 부임한 이래 내무국 제1과장, 감찰관‧지
방과장, 식산국 농무과장‧토지개량 과장, 산림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1930년 경상남도 도
지사에 취임하였고 이후 학무국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85) 初田太郞, ｢朝鮮に於ける實業補習敎育振興を如何にすべきか｣, 文敎の朝鮮 1926.5, 36~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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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주의 교육 강조와 공민교육 도입

  1927년 일본에서는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정우회 내각이 들어선 뒤 금

융공황의 위기를 중국침략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는 등, 차

츰 파시즘화 전조가 나타났다. 다나카 수상은 교육방침으로서 ‘교육의 실제화

와 지방화’를 선언하였다. 생활에 관계없는 지식 편중의 교육을 지양하고 ‘실

생활에 즉한 살아있는 교육’을 지향하고, 학교를 지방문화의 중심으로 삼아 시

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학교와 사회를 연결하겠다는 내용이었다.86)

  이 무렵 조선총독으로 새로이 부임한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도 이러한 교

육방침의 변화를 조선통치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는 취임과 함께 “각종 시

설의 개선 충실”을 도모하며 “특히 경제, 문교 기타 제반의 시설을 실제생활

에 합치시키는 데 유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중에서도 우선 ‘교육의 개선 

보급’의 착수를 공표하고 ‘보통교육 확장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방침은 “종래 

內地 등과 같은 독서교육의 폐단을 배제하고 조선의 실정에 비추어 국가･사회

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향상하며 勤勞好愛의 정신을 진흥시키는 것”이었

다.87) 그는 이제까지의 교육을 ‘독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하고 ‘국가･사

회인’으로서 덕육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종래 교육이 개인과 개성을 강

조하며 인문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졌다고 보고, 일본제국이라는 국가의 구성원

으로서 조선인교육을 재정비하려는 취지였다. 

  1928년 5월 도지사 훈시에서 총독은 “지금부터 교육에 대해서도 實業에 전

력을 다하고 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중점은 실생

활과 연관한 교육 가운데 근로정신을 기르는 것이었다. 단순한 실업교육에 그

치지 않고 노동에 관한 관념 자체를 재조직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케가미(池上) 

정무총감은 다음 설명은 이러한 교육방침을 잘 보여준다.  

 반도의 통치상 가장 중요한 시정의 하나인 교육 진흥‧보급에 관해서는 병합 

이래 관민 협력 하에 상당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의 시세가 정치, 

경제, 산업, 기타 국민 공영의 본질이 되는 것을 국민 일반의 자질 향상에서 

86) 田制佐重, 教育社会学の思潮, 甲子社書房, 1928, 110쪽.
87) 欄木寿男, ｢山梨半造朝鮮総督の普通教育拡張案｣, 海峽 1, 1974,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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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함에도 불구하고 반도 민중교육의 진상이 초등교육 받는 자가 겨우 추정아동

의 3할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는 不學의 무리임을 볼 때 실로 우려됩니다. 또한 

교육받은 자의 志操와 修學의 결과를 보면, 자신의 환경과 자질 여하를 조금도 

고려치 않고 막연하게 고등한 學窓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또는 迂遠한 사상의 

修得에 집착하여 興業治産의 지조를 잃거나, 혹은 헛되이 봉록을 받으려고 하

여 취직난에 빠져 이미 일생의 진로를 그르친 자가 적지 않으며, 그뿐 아니라 

위험한 과격 사상을 품고 민중 공영의 기조를 문란케 하려는 자조차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민중 일반을 본위로 해야 할 시정 상 要義에서 생

각해도, 또한 교육의 결과가 국민생활의 실제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실효를 거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생각해도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

후 반도의 교육은 대체로 초등교육의 보급을 획책하면서 그 교육의 내용은 실

질상 종래와 같은 독서교육의 폐단을 단호히 배제함과 함께 이른바 근로주의의 

실현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품성의 도야에 힘쓰게 해야 한다고 여겨집

니다. 그러나 국민 일반의 교육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시설을 하는 데에

는 내외의 실례가 증명하듯이 거액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도의 재정 

실정과 국민부담의 眞相은 지금 갑자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

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재력이 허용하는 정도에서 정

규 학교로는 一面一校주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것 외에 보습교육의 진흥, 서당

의 개선 지도, 기타 남녀 청소년의 수양 상 적당한 시설을 강구하여 도시와 시

골에서 간이하지만 교육의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시세의 진보와 통치상 要義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88)

  위의 훈시에서는 보통교육에 대한 조선인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보통학교 확

장안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一面一校의 실현이었다. 일면일교제는 

1928년 계획이 수립되어 이듬해부터 실시되었다. 이른바 ‘기회균등주의’에 입

각하여 민중에게 교육을 보급함으로써 조선인 사회에서 쟁점화한 입학난 문제

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일제 당국은 일면일교제를 통해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였다. 첫째는 조선인 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교육 기회의 

확대를 약속함으로써 조선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보

통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노동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학교를 노동자 생산의 場으

88) ｢訓示｣, 朝鮮總督府官報 192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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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드는 것이었다.89) 

  하지만 실상을 보면 재정 면에서 총독부의 보조금이 삭감되어 조선인 부담

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애초부터 조선인의 보통학교 증설 요구를 충분히 충족

시키기 어려운 소극적 정책이었다. 일면일교가 실현되어도 실제로는 취학연령 

아동의 60% 이상이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다.90) 불충분한 보통학교 증설

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습교육, 서당 개량 등 간이한 교육시설을 계획하였다.

  또한 1920년대의 자유교육 풍조, 즉 ‘독서교육’ 대신에 ‘근로주의 교육’을 

교육기조로 삼겠다고 선언하였다. 종래의 교육이 자유주의적･인문주의적인 까

닭에 학생을 ‘불량’하고 ‘불온’하게 만들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현재 조선

의 학생들이 현실을 돌아보지 않고 이상주의에 빠져 고등교육을 지망함에 따

라 취직난이 심해졌으며 심지어 사회주의와 같은 과격한 사상에 심취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에서 ‘학생 소동’ 즉 맹휴와 학생운동이 빈발한다고 하

며, 도지사들에게 엄격한 학생 단속을 당부하였다. 또한 학교교육만으로는 학

생 사상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91) 학생

의 사상 선도 문제는 총독부의 주요 관심사였고 이후 같은 해 10월에 열린 

중등교장 회의에서도 누차 강조되었다. 특히 입학자 선발에 주의하여 ‘불온사

상’ 소지자를 경계할 것이 주문되었다.92) 학생 사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

하기 위한 총독부의 교육방침 기조는 곧 교육제도 정비로 이어졌다.

  교육 방침 변경은 교육상 실용과 실제를 강조하여 ‘흥업치산’의 정신을 주입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으로 ‘직업과’의 설치가 추진되었다. 1928년 

6월 16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13호로 임시교육심의위원회 규정을 공포하고 임

시교육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다. 6월 28일 개최된 임시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학무국장 李軫鎬 등 12명이 참석하여 보통학교의 일면일교제, 사범학교, 청년

훈련소 등의 정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93) 보통학교 내용 개선에서는 보통학

교규정 제7조 1항의 교과목 중에 ‘직업’을 넣고 2항의 교과목 중 ‘농업, 상업’

을 삭제할 것이 언급되었다. 농업 위주의 실업에서 더 나아가 직업 교육을 모

89)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15, 86~91쪽. 
90) 欄木寿男, ｢山梨半造朝鮮総督の普通教育拡張案｣, 海峽 1, 1974, 17쪽.
91) ｢訓示｣, 朝鮮總督府官報 1928.5.23.
92) ｢訓示와 指示｣, 동아일보 1928.10.19.
93) ｢根本으로 改革될 朝鮮敎育의 核心｣, 동아일보 1928.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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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한 내용으로, 이는 1929년 6월 20일 소학교규정과 보통학교 규정 개정, 그

리고 그와 함께 발표된 조선총독부 훈령 제26호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훈령 제26호의 내용 요지는 모든 교과교육에서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하지만 

특히 보통학교에 ‘직업과’ 과목을 필수로 둔다는 것이었다. 직업과 내용은 추

상적인 개념과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생활로 구성되어야 하며 개인의 개성과 환

경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보통학교규정 제8조는 “근로

호애의 정신을 기르며 흥업치산의 지조를 공고”히 할 것(3항)과 “지식 기능은 

생활에 필수적인 사항을 선택하여 산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

하여 이를 가르치고 반복 연습시킬 것”(4항) 등이 추가되었다.94) 

  보통학교규정 개정에서는 교수상의 주의사항이나 교수요지 등을 폭넓게 조

정하였는데, 그 방향은 “근로애호”, “이용후생”, “일상생활에 적절한”, “국민다

운 자각” 등의 용어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직업과 도입은 단순히 실과 

과목을 정규교과로 편성한다는 의미를 넘어 실과 과목을 통합하고 이를 통해 

직업기능의 도야뿐 아니라 직업의식과 근로정신을 함양한다는 일반도야의 목

적을 가지고 있었다.95) 학무국 관료 다카하시 하마키치(高橋濱吉)는 직업과 

설치를 ‘국민교육’의 실현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민교육의 목표로 ‘근로주의 교

육과 교육의 생활화’, ‘국가 관념의 함양과 공민적 자질의 향상’, ‘개성의 존중

과 적성 도야’, ‘가정생활의 개선’을 들어 직업과 설치의 의의가 결국 근로정

신을 배양하여 국민을 양성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96) 

  보통학교 시절부터 학생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범학교 제도를 

수정하여 예비교사의 정신교육을 먼저 강화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존의 각도

에 설치된 공립 사범학교를 폐지하고 관립 사범학교를 세우는 것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전국의 사범학교는 14개교에서 경성사범·대구사범·평양사범의 3개

교로 감소하였다. 1929년 개편 당시 총독부는 경성사범 외에 4개 사범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했으나 대구사범과 평양사범이 관립사범학교로 개편된 이후 

1935년 경성여자사범학교가 설립되기까지 더 이상 증설되지 않았다. 사범학교 

94)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283~285쪽.
95) 강명숙, ｢일제시대 보통학교 직업 교과의 도입과 그 성격｣, 교육사학연구21-2, 2011, 

9~16쪽.
96) 高橋濱吉, ｢朝鮮教育の特質｣, 文敎の朝鮮50, 1929.10, 1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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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의 이유에 대하여 총독부는 “분산에서 집중으로 통일 있는 완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사범학교의 사실상 축소는 1920년대에 

경제 공황 타개를 위하여 교육재정을 긴축한 결과 학교 증설이 지연되거나 학

급 수 축소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범학교 졸업생이 임용될 자리가 없어 

발령을 받지 못하는 교원 과잉이 나타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97) 한편으로

는 사범교육을 중앙에서 완전히 통제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였다. 야마나시 총

독은 도지사·관립학교장에 대한 훈시에서 교원의 복무에 관해 주의를 당부하

면서, “최근 생도의 동맹휴교가 빈발하고 우리 국민도덕의 특질과 어울리지 

않는 과격한 사상이 점차 침윤하고 있는 추세”에 가장 중요한 “德風의 作興”

의 책임을 교원이 지고 있으니 각 학교의 교원이 師表가 되도록 독려하라고 

하였다.98) 조선인 사회의 미래인 보통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신을 철저히 

통제하여 단속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99) 

  1930년대에 들어 총독부의 근로주의 교육 기조는 한층 강화되었다. 1931년 

6월 조선 총독에 부임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도 기존의 교육방침을 계

승･강화하여 직업과의 확충, 간이학교 설립 등을 계속 추진하였다.100) 우가키 

시대의 교육시책은 교육실제화의 기조를 농촌진흥운동과 연동하여 추진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그는 조선 지배의 기본방침인 ‘내선융화’ 실현을 위해서는 

“조선인에게 적당히 빵을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생각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하여 농촌진흥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대륙침략을 

위해 ‘모국’ 일본을 배신하지 않을 충성스러운 식민지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농민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농촌진흥운동을 통해 내선

융화, ‘惡思想’의 시정, 노자협조, 생활 안정과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97) 김광규, ｢일제강점기 조선인 초등교원 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54~55쪽.

98) ｢訓示｣, 朝鮮總督府官報 1928.9.12.
99) 1920년대 말부터 사범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사회주의 서적을 함

께 읽고 토론하는 독서회 등의 활동이 생겨나고 있었다. 일례로 경상북도 공립사범학교 
학생들이 결성한 ‘拳隊’라는 비밀결사를 들 수 있다. 회원들은 프롤레타리아 문예 서적을 
읽는 독서회에서 출발하였으며 졸업 후 각자 공립보통학교 훈도로 임명된 후에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도모하던 중에 경찰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장인모, ｢조선총독부의 초등교원 
정책과 조선인 교원의 대응｣,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32~135쪽.)

100) 박균섭, ｢조선총독 宇垣一成의 조선관과 교육정책에 관한 고찰｣, 일본학보46, 2001, 
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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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진흥운동을 ‘物心一如’ 운동으로 전개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농민은 

단지 경제적으로 ‘갱생’하는 것이 아니라 ‘황국 농민’으로 갱생되어야 하였

다.101) 즉, 농촌의 생활개선과 농업생산을 추진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신적인 

교화‧훈련으로써 황국신민으로 만들려는 취지였다. 농촌진흥운동 과정에서 지

주-소작인의 관계 등의 폐단은 방치한 채 증산과 자급자족‧절약 등이 농촌 구

제 방침으로 제시되면서 한계가 노정될 때마다 총독부는 물질적 여건보다는 

心田開發과 같은 정신적 대응의 측면을 강조하였다.102) 이러한 통치방침은 바

로 ‘교육실제화’ 교육시책으로 뒷받침되었다. 

  1932년 4월, 우가키 총독은 각도 학무과장‧시학관 회의 석상에서 ‘교육실제

화’에 기초한 조선인교육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難局打開의 方途는 勿論一로써 足하지 못하나 就中 敎育의 振興에 依하야 

國民精神을 淬礪하고 國體의 觀念을 明徵히 함은 喫繁의 要務이오 特히 朝
鮮의 實情에 鑑하면 內鮮融和提絜共存共榮의 本義에 基하야 各人의 生活
에 對하야 堅實한 思念을 與하야 敎育으로 하야금 實際生活에 卽케 하야써 

一層 民力의 涵養에 努力치 아니하면 안된다. 今次 各 中等學校에 公民科
를 新設하고 他方 內鮮共學의 制를 擴張한 것 가튼 것은 한 畢竟 此等目
的의 達成을 期하려 함에 不外한 것이다. 近時 各位의 努力에 依하야 겨우 

普及을 보게 된 普通學校卒業生 指導施設 가튼 것은 참으로 機宜에 適한 

措置임으로써 各位는 敎育當事者를 督勵하야 一層 그 實績을 擧하는 同時
에 今後 益益 敎育의 實際化에 關하야 創意硏究를 거듭하는 바가 잇슬지어

다.103)

  위의 글에서 우가키 총독은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을 

들었다. 만주사변 이래 일본 정국은 파시즘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

로는 공황의 타격을 수습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었다. 일제는 조선 식민통치 

방향을 수정하여 교육을 통해 동요의 우려가 있는 식민지 조선인을 통제하고

101) 宮田節子, ｢宇垣一成｣, 和田春樹外編, 新秩序の摸索 1930年代(岩波講座 東アジア近
現代通史 5), 岩波書店, 2011, 304쪽.

102) 박균섭, ｢조선총독 宇垣一成의 조선관과 교육정책에 관한 고찰｣, 일본학보46, 2001, 
364쪽.

103) ｢敎育의 實際化에 더욱 努力하라, 宇垣總督의 訓示｣, 매일신보 193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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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1920년대를 거치며 교육을 통해 개인의 가

치를 발견하고 민족적･계급적 의식이 고양된 조선인들을 무조건 억압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국주의에 충성하는 황국신민이 

되도록 국민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 교육은 ‘국민정신’을 연마하고 ‘국

체의 관념’을 명징하게 하는 데에 중점이 있다고 우가키 총독은 선언하였다. 

이러한 황국신민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조선인 교육은 내선융화와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각자의 실제생활에 맞는 교육을 실시

해야한다. 즉, 황국(일본) → 조선 → 개인의 범주로 교육 목적의 위계가 설정

되어 있으며, 생활을 개인 교육의 주지로 내세웠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자연

스럽게 국민의식을 기르기 위해서 현재 교육의 가치를 전도하여 새롭게 가치

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즉, 입학난과 취업난을 낳는 현행 ‘독서교육’의 부정적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학무 당국이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교육에

서 ‘실제’, 즉 실생활과 연결되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교육실제화의 내용에 관

해서 우가키 총독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當局이 敎育의 實際化에 置重하야 社會에 有用한 智德의 硏磨에 努力하고 

人格의 向上完成을 期하는 同時에 實科敎育, 職業敎育 等을 盛하게 하야 勤
勞好愛의 精神의 涵養 自奮自助의 氣風의 振興 健鬪努力의 手腕의 鍛鍊에 

努力하는 所以임은 實로 敎育은 實社會에 有用한 人材를 育成함을 目標로 

하는 데에 잇다.104)

  이처럼 교육실제화의 목표를 ‘실사회에 유용한 인재’의 양성에 두고 그 실현

을 위하여 실과교육과 직업교육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실과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기르려는 인재는 勤勞好愛의 정신을 지닌 노동자였다. ‘근로’라는 정신적 

가치를 실과교육･직업교육에 부여함으로써 勞資協助 관념에 부합하는 건실한 

노동자를 길러내려는 것이었다. 노동자가 될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은 기술보

다는 규율과 권위에 대한 존경이라는 점에 근로교육의 요체가 있었다.105) 이

때 실과교육･직업교육은 대체로 농촌과 연관되어 있었다. 조선 인구의 대다수

104) ｢宇垣一成 總督의 訓示, 中樞院會議에서｣, 동아일보 1933.7.19. 
105) 이건만, 마르크스주의 교육사회학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2009, 33~56쪽. 



- 231 -

가 농촌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농촌진흥운동의 추진과 함

께 농촌 생활은 중요한 교육내용이 되었다. 이는 농촌 실정에 맞는 교육내용

을 가르치는 향토교육 시책 강화로도 이어졌다. 향토교육론은 개별 농가의 경

제 안정을 목표로 하고 근로와 직업 의식을 진작시키는 실업교육의 논리가 되

었다. 그리고 농촌진흥운동과 맞물리면서 향토교육을 통해 조선 농민의 직업 

정신 교화와 근로 지도가 강조되었다.106) 간이학교를 설립한 것도 이러한 목

적에서였다. 간이학교는 지방 국민보통교육의 확충을 위한 도구였으며, 보통학

교 졸업생 지도와 마찬가지로 근로 교육을 통해 농가갱생의 중견인물을 육성

하고 농업인구를 조직적으로 확대하여 식량증산에 동원하려는 것이었다.107) 

이처럼 농촌진흥운동과 연관 속에서 생활-교육-근로의 삼위일체를 강조하면

서 궁극적으로 황국신민의 정신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 교육방침의 핵심이었

다.

  1933년 우가키 총독은 전국사범학교장회의 석상에서 앞으로의 교육방침을 

‘생활’과 ‘근로’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조선에서도 교육의 근간이나 지침은 말할 것도 없이 칙어입니다.…(중략)…

초등중학의 학교에는 직업과를 설치하여 이에 매우 힘을 쓰고 있으며, 단적으

로 말하면, ‘교육 즉 생활, 생활 즉 근로’의 의미에 맞도록 노력하게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등학교의 신설에서 특수한 까닭이 있지 않은 한, 당분간 

실업교육기관 외에 허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108)

  이처럼 생활 중심의 교육제도로 종래의 실과교육‧직업교육을 강화하며, 실업

학교 외에는 중등학교를 신설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교육의 중점을 근로 

교육에 둔다는 선언이었다. ‘교육 즉 생활’이라는 듀이 교육학의 명제를 차용

하여 근로 교육을 생활 교육과 연결하고 있다. 1910년대의 실업교육이 강점 

이전 조선인이 가지고 있던 경세적이고 정치적인 의식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

106) 문지은, ｢1930년대 일제의 향토교육론과 향토교육 시책｣, 역사교육146, 2018, 320쪽.
107) 정혜정, ｢일제하 간이학교(1934-1942)와 근대 ‘노작교육’｣, 한국교육사학 30-2. 2008, 

141쪽.
108) 宇垣一成, ｢朝鮮最近の面影｣(1933), 永島広紀 編, 朝鮮を語る(植民地帝國人物叢書21), 

ゆまに書店,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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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면, 1930년대의 교육실제화는 민족･사회주의 등의 이상주의적 관념을 

버리고 식민통치의 현실에 순응하는 인간형으로 개조하려는 방안이었다. 

  근로주의 교육은 케르셴슈타이너의 작업교육·노작교육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강조되고 있었다. 근로주의 교육의 궁극적 역할은 국가를 위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공민교육’에 있었다.109) 근로교육과 공민교육이 연결되는 지점

은 ‘자아의 완성’이었다. 이때 자아는 개인적･주관적 자아가 아니라 국가 사회

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아를 의미하였다.110) 경성제대 교육학 교수 마츠즈키 히

데오(松月秀雄)는 케르셴슈타이너의 교육론을 국가 관념을 기르기 위한 공민

교육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케르셴슈타이너의 근로학교가 영미권의 교육학, 특

히 듀이의 아동 중심 생활교육의 영향을 받았지만, 노동의 교육적 가치를 ‘도

야’라는 정신적 측면에 두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육적 근로 사상을 철저히 

하려면 아동이 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기능적 교과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

고, 이를 통해 졸업 후 직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직업을 통해 사람은 

국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마츠즈키는 물질적 산업제일주의가 아니라 ‘정신적

이고 교육적인 산업제일주의’를 조선에서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케르셴슈

타이너의 작업교육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1)

  근로주의 교육을 동양적 가치인 덕육과 연결시킨 주장은 정신교육의 측면을 

강조한 논리였다. 총독부 관료 尹相鶴은 근로 교육의 의의를 첫째는 ‘勞則思
善’이라는 도덕적 효과에서, 둘째는 ‘이용후생’의 경제적 훈련에서 찾았다. 수

신과목으로 충분하지 않은 덕육을 직업과와 같은 근로 교육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112) 이처럼 관제 교육학자와 총독부 인사들은 노동을 통한 

국가의식의 지도, 노동훈련을 통한 공민교육이 케르셴슈타이너 교육 사상의 

요지이며 그것이 곧 식민지 조선의 교육에 가장 긴요하다고 보았다.113) 

109) 공민교육(civic education)은 국가의 공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을 기르기 위한 교육
을 의미한다. 공민 개념은 현재 시민으로 번역되는 citizen의 번역어로서 근대 민주주의
의 성립과 함께 등장한 개념이다. (임광국･김빛나･하스이케 시게요, ｢일제강점기 공민과 
도입시기 전후 조선의 ‘공민교육’ 의미 변용에 관한 개념사 연구｣, 교육철학연구 39권 
3호, 2017, 67~68쪽.

110)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동화주의의 변천｣, 연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15, 179쪽. 

111) 松月秀雄, ｢勤勞の敎育學的槪念｣, 文敎の朝鮮 34, 1928.6, 16~35쪽.  
112) 尹相鶴, ｢思想の善導に就いて｣, 文敎の朝鮮 80, 1932.4, 61~68쪽.
113)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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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근로주의 교육은 ‘公民科’ 설치와 연동하여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

다. 공민과는 일본에서 1930년 각종 실업학교 규정 개정 가운데 신설되었고, 

이듬해에는 사범학교에도 설치되었다. 그리고 1932년에는 조선의 중등학교에

서도 공민교육이 실시되었다. 공민과 설치 이전부터 공민교육의 필요를 주장

했던 조선인 사회는 대체로 찬성하였다. 공민교육은 중등교육 단계에서 현재

의 비현실적인 입시 위주 교육을 대신하여 “사회에 需用되고 생활을 향상함에 

실용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실제적 교육으로 설명되었다.114) 따라서 사범･중

등교육 개정으로 공민교육 편성 소식이 전해지자, “職業人的으로 有用有爲한 

실무적 인물”의 양성이 “조선인의 특수한 처지”에서도 필요하다고 환영하였다. 

공민과 설치는 교육계의 대세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고 하였다.115) 공민교육이 

조선인들에게 “口腹의 문제에 몰두케 하여 사상적 발양”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으나 공론화되지는 않았다.116) 

  하지만 공민교육 실시에 내포된 일제 당국의 의도는 조선인 사회의 희망과 

어긋나는 것이었다. 일본과 조선의 공민교육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공민과는 국가주의와 자유주의가 양립하며 개인의 독립성과 평등이나 국민주

권 의식 등의 요소를 포함한 시민 교육의 성격이 강하였다. 일본에서 공민교

육은 다이쇼 자유교육운동의 영향을 받아, 수신이나 경제 과목과 같이 추상적

인 지식이나 도덕의 교육이 아니라 실제 사회생활에 관한 지식과 사회봉사, 

공덕심이라는 도덕심을 향상시켜 실생활에 실행하는 국민 양성에 목적이 두어

졌다. 그러나 조선의 학교에 설치된 공민과는 국가주의적 내용만 이식되어 능

동적이고 주체적 시민이 아닌 수동적 신민을 양성하려는 의도가 뚜렷하였

다.117) 공민과의 취지는 “국민의 공민적 생활을 완수하기에 족할 지덕을 함양

하여, 특히 준법의 정신과 공존공영의 본의를 이해시켜 공공을 위해 봉사 협

동하는 일에 합당한 기풍을 양성하여 건전한 국민의 소질을 육성”하는 것이었

다. 즉, 근대 시민 양성보다는 ‘국민정신작흥’이라는 국민교육 목적에 근거하고 

있었다.118)

114) ｢中等敎育의 公民化｣, 조선일보 1927.6.20.
115) ｢敎育改正要綱｣, 조선일보 1930.10.17; ｢中等敎育科目改訂｣, 동아일보 1932.1.20. 
116) ｢敎育改正要綱｣, 조선일보 1930.10.17.
117) 임광국･김빛나･하스이케 시게요, ｢일제강점기 공민과 도입시기 전후 조선의 ‘공민교육’ 

의미 변용에 관한 개념사 연구｣, 교육철학연구 39권 3호, 2017, 8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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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192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공황과 국제질서의 변동은 일본

의 파시즘화를 촉진하였으며 그 여파가 조선 통치에도 밀려들었다. 조선에서

는 농촌경제의 파탄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식민교육의 모순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다. 입학난을 거쳐 학교 졸업장을 손에 넣어도 취직자리

를 얻기 어려운 취직난이 만연하였고, 차별적 식민교육을 체험한 학생들이 사

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다. 일제 당국은 

‘고등유민’과 ‘사상청년’을 동일한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방침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실제화’라는 명분 아래 실생활과 교육을 연

결하는 근로주의 교육 방침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시책은 사실상 ‘국민’의식을 

주입하려는 정신교육의 측면이 강했다. 일면일교제로 보통학교를 확충하려는 

계획이나 중등학교에 공민과를 설치한 것도 이러한 취지였다.

  ‘교육실제화’ 교육 시책에 대하여 조선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

지 않을 수 없었다. 실생활과 연동된 교육, 보통교육 기회의 확대 등의 구체적 

시책은 지식인들이 학무 당국에 요구해왔던 조선인교육의 방향과도 부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실상과 교육의 목적을 볼 때 과연 양자가 일치하는지 의

심의 여지가 있었다. 1930년대 들어 일제의 ‘교육실제화’ 담론과 지식인들의 

조선인교육 담론 사이에서는 동조와 저항의 미묘한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갔다.

  

118) 권동국, ｢식민지 공민과의 형성과 논리 -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공민과 설치와 공민
교육론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16, 2017,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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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선인교육 담론의 균열과 착종

  

  1) ‘조선인 본위’ 교육운동의 좌절과 생활 중심 교육담론의 전파

   (1) 교육주간 제정운동의 파행과 민족협동전선 결렬

  1920년대 이래 ‘조선인 본위’를 내세운 교육운동을 통해 민족･사회주의 진

영은 결집하였다. 교육 문제를 민족적 위기로 상정하면서 사상 구분 없이 힘

을 모았던 것이다. ‘조선인 본위’ 교육은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에서 차별적･모

순적 식민교육에 저항하는 구호로 널리 사용되면서 주류 조선인교육 담론으로 

이어져갔다. 사상계의 분화와 함께 지식인들의 교육운동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1927년 신간회 결성을 계기로 민족협동전선으로서 ‘조선인 본

위’ 교육운동이 다시 시도되었다. 그 대표적 사례로 ‘교육주간 제정운동’을 살

펴볼 수 있다. 이는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과 언론을 중심으로, 미국의 교육행

사를 조선에 도입하여 조선인 사회 일반의 교육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기획이

었다. 교육주간 제정 추진 과정에서 조선인 본위 교육의 취지 아래 사회주의 

계열도 일부 동참하였다.

  교육주간 제정운동은 우연한 기회로 시작되었다. 1927년 6월, 미국교육회는 

조선 내 한글 신문사에 서신을 보내어 조선에서도 ‘교육주간’을 기념하는 데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미국교육회는 전년도부터 1차대전 종전일 해당주간

을 교육주간으로 정하여 교육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고취하였는데 올해에는 

국민교육회와 미국재향군인단이 합동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다. 동아일보는 미국교육회의 제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내면서 위생·

가정·학교·사회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의 의미를 새기는 미국 교육주간의 프

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하였다.119) 조선일보의 경우, 처음에는 재향군인회가 주

119) 교육주간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敎育週間을 世界的으로 組織하자｣, 동아일보
1927.6.13)

    제1일(11.7. 월요일) : 건강일 - (1)민중에게 건강이 개인과 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할 것. (2)학교에서 건강을 위하여 하는 사업을 알게 할 것, (3)건강을 위한 일반적 
모둠을 모일 것, (4)학교에서는 건강의 습관을 기르며 규칙적으로 운동경기를 힘쓰며 신
체의 불구의 교정과 불구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을 행할 것, (5)위생적 학교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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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제국주의적 상무정신을 주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

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으나120) 조선의 사회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선적’으로 

협정·시행할 수 있다면 유용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쪽으로 선회

하였다.121)

  교육주간 실시를 두고 민족주의 계열 지식층 사이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

여 교육운동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미국처럼 1차대전 종전

을 기념하여 애국교육을 하는 것은 애초부터 논외였다. 일본인 본위의 현행 교

육제도를 비판하고 조선인 본위의 교육운동122)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

이었다. 문화운동과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좌절된 후 조선인 사회에서 대규모 

교육운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조선교육협회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일부 강연회나 야학 등을 여는 것 외에 조직적인 활동은 미미한 상태였다. 사

상계의 탄압이 심해지는 가운데 교육문제는 “일종의 타부”로 여겨져 활발한 논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123)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 본위의 교육운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계기로서 교육주간을 제정할 필요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때 

현행 교육의 문제로는 보통교육이 식민통치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국어보급’

에만 치우쳐 있는 점, 전문학교·대학이 일본인 본위로 운영되는 점 등 식민지 

   제2일(11.8. 화요일) : 가정일 - 가정과 학교의 관계를 널리 알리고 선생과 부모의 연락을 
취하며 학교에서 가사에 관한 과목 등을 주력할 것.

   제3일(11.9. 수요일) : 학교후원일 - (1)매 교실에 자격이 충분하고 신뢰할만한 선생이 있
는가. (2)사회와 개인의 요구를 충족할 과정이 실시되는가. (3)학교와 학년급의 조직이 완
전한가. (4)학년의 길이와 출석의 성적이 좋은가. (5)감독기관의 능률이 높은가. (6)학교건
물에 도서실, 실험실, 운동장, 정원 기타가 완전한가. (7)일반민중의 후원이 적당히 되는가. 
이같은 것을 요점으로 학교를 견학케 하고 저녁에는 강연회를 열 것.

   제4일(11.10 목요일) : 기회균등일 - 학교가 일반 아동에게 기회를 주는가. 또는 학생이 
자기 앞에 당하는 기회를 잘 이용하는가를 살필 것이다. 야학 특별반 보습학교 등을 많이 
설립하여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것.

   제5일(11.11 금요일) : 휴전일 - 이날은 구라파 대전쟁이 끝난 날이다. 애국적 사상을 고
취하기에 적당하며 장래에 교육의 힘으로 전쟁을 없이 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제6일(11.12 토요일) : 사회일 - 교육이 사회생활 개선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게 할 것이
요 학교는 학업을 쉬고 일반사회의 모든 일에 가입할 것이다. 학교건물을 사회에 제공하여 
사회를 위한 사업에 쓰게 할 것.

   제7일(11.13 일요일) : 종교와 애국일 - 이날은 각 교회에서 교육의 필요를 강조하게 하고 
도덕상 옳은 행동이 사회의 기초가 됨을 역설할 것이다.

120) ｢隨感隨筆｣, 조선일보 1927.6.12.
121) ｢敎育週間問題｣, 조선일보 1927.6.25.
122) ｢朝鮮人과 敎育問題｣, 조선일보 1927.11.5.
123) ｢敎育週間의 發起｣, 동아일보 192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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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폐해에 대한 성토와 함께 성인교육의 필요, 문맹타파 등이 논의되었다.

  마침내 11월 11일, 경성 시내 명월관에서 조선인 사회의 유지 약 50명이 

모여 李鍾麟의 사회로 교육주간 제정 문제를 토의하였다. ‘교육주간기념회’의 

발기인으로는 조선교육협회 회장 유진태, 조선일보 주간 안재홍, 중외일보 편

집국장 閔泰瑗, 동아일보의 崔元淳, 시대일보의 洪命熹, 신간회 경성지회 집

행위원장 이종린, 신간회 경성지회 집행위원이자 간사 姜仁澤·李晃, 근우회 중

앙집행위원 丁七星, 신간회 金振國, 조선노동총동맹 중앙집행의원 權肅範, 조

선농민총연맹 중앙상무위원 曹景叙, 신흥청년동맹의 邊貴鉉, 신간회 경성지회 

金應集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결의안 작성위원으로 민태원, 안재홍, 최

원순 외에 조선일보의 白寬洙, 조선노동총동맹 중앙집행위원장 李樂永이 선정

되었다. 참가자들의 면면을 보면 조선·동아·중외·시대일보 등 언론계 인사와 

여러 사회단체의 사상계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들은 신간회 운동에 참여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신간회에서는 조선의 교육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교육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신간회 중앙본부에서는 ‘농민교육’, ‘조선인 본위의 교육’ 등을 당면과

제로 설정하였다. 신간회 지회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교육문제를 토의하고 

교육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예를 들어 ‘제국주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의 건’(大邱支會),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 실시에 관한 건’(東京支會, 安城支
會, 大邱支會, 奉化支會, 京西支會), ‘학생 생도의 연구에 대한 자유와 자치권 

확립에 관한 건’(동경지회, 안성지회, 대구지회, 北靑支會), ‘관사립학교에 대

한 경찰 간섭의 금지에 관한 건’(元山支會, 慶州支會), ‘조선 아동의 의무교육

제 확립에 관한 건’(東萊支會, 경주지회, 善山支會, 동경지회), ‘야학 허가 문

제에 관한 건’(金泉支會, 統營支會, 金海支會) 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신간

회 특별부로 학생부가 조직되어 학생의 맹휴를 통해 ‘조선어와 조선역사 교수

의 요구’, ‘교내 학생자치권의 확립’, ‘조선인을 위한 민족교육 실시’, ‘교내에

서 언론 집회의 자유’ 등의 통일된 구호를 설정하고 이를 지도하는 노력을 기

울였다.124) 

  교육주간기념회 모임은 신간회의 ‘조선인 본위’ 교육운동과 유사한 취지로 

124) 이문원, ｢신간회의 교육활동과 광주학생운동｣, 한국교육문제연구2, 1985, 69~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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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되었다. 이는 11월 11일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1. 11月 11日을 中心으로 한 1週間을 우리의 敎育週間으로 정함

2. 事務는 朝鮮敎育協會에 依賴함

3. 우리는 自然的 人間性에 違背되는 敎育을 反對하고 하로라도 速히 朝鮮 
本位의 敎育을 獲得하기를 期함

4. 文盲打破의 運動을 高調하야 大衆敎育을 樹立하기를 期함125)

  위 결의안의 취지를 보면 신간회가 추진하고 있던 ‘조선인 본위’의 교육과 

대중교육을 진작시키려는 교육운동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구성원

의 면면과 결의안 내용을 볼 때 교육주간 제정 운동은 신간회의 간접적 영향

력 하에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주간 제정 운동은 출발과 함께 반대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11월 

11일 회의에서 제3전선사 洪曉民과 조선농민총동맹 印東哲은 “우리 처지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미국과 정반대의 처지에 있으니 우리는 그들의 교

육방식을 반대하는 ‘반대교육주간’을 하여 우리의 기세를 올리며 겸하여 대중

교육에 힘쓰자”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신간회에 참여한 사회주의 운동가 가운

데는 자본주의적 미국식 교육에서 유래한 교육주간을 그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민태원과 조선농민사의 

李晟煥은 미국의 교육주간을 모방하지 말고 ‘가갸날’을 우리의 교육주간으로 

두자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미국식 행사를 채택하는 것에 대하여 

반감이 표출되었으나 안재홍은 “현하 객관적 정세가 우리로 하여금 뜻대로 하

기를 허락하지 않으니 만사는 계단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기초안을 

제시하였다.126) 그리하여 당초 논의되었던 식민지 교육에 대한 비판적 내용은 

결의안에 싣지 않고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촉구하는 정도에 그쳤다. 또한 ‘자

연적 인간성’이라는 보편적 명제와 함께, 당시 가갸날의 제정을 통해 조선어연

구회 등이 추진하고 있던 한글 보급 운동과 연계된 ‘문맹타파’를 포함하여 온

건한 대중교육의 성격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125) ｢文盲打破高調 朝鮮本位敎育｣, 동아일보 1927.11.13. 
126) ｢大衆敎化樹立이 우리 敎育週間｣, 조선일보 192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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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주간 제정 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반대는 조선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KAPF)가 제기하였다. 11월 17일, 카프는 긴급위원회를 소집하여 교육주간 

문제를 논의하고, 20일에 교육주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카프의 성명서

는 교육주간 제정 운동을 ‘사이비 문맹퇴치 운동’이라고 규정하였다. 1차대전 

종전기념일은 “제국주의 국가에서 피압박 민족을 驅使하여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넣은 식민지의 新분할을 꾀하던 전쟁이 끝마친 날”이기 때문에 미국 자본

가들에게는 세계평화의 날일지 몰라도 우리를 비롯한 전세계 피압박 대중에게

는 굴욕의 날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미국 자본가가 제정한 교육주간을 조선

에서 기념하는 것은 ‘객관적 정세’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자연적 

인간성’을 운운하여 진보적 일본인도 찬동할만한 교육주간이 과연 무슨 의미

가 있는지 반문하고 심지어 이 사업을 조선교육협회에 위탁한다는 것은 無定
見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교육주간 대신 ‘문맹퇴치 데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며, 문맹퇴치가 미국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주입

하는 노예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였다. 우리가 지향하는 문맹퇴치 

운동은 농민, 노동자, 지식층을 광범하게 동원하여 전민중의 의식적 자각을 도

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127)

  카프의 성명서 발표 후에는 교육주간 제정에 관한 논의가 다시 이어지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주간 제정 운동은 사실상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막

을 내리고 말았다. 카프의 반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운동 내부에서도 구체적 

실시안을 두고 상당한 이견이 생겨나고 반대에 직면하면서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무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교육주간 제정 운동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식민교육 비판과 조선인 본위 교육운동이 논의되었음에도 정작 결의안

에는 식민교육 비판은 채택되지 못하고 다소 모호하고 온건한 내용으로 작성

되는 것으로 그쳤던 점에서도 볼 수 있다. 교육주간 제정 운동은 사회주의 운

동의 격화와 사상사건 빈발로 단속이 심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합

법적 공간에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조화시키려 한 신간회 운동과 상당한 

유사점을 보여주었으며 신간회의 미래를 예견한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한다. 

127) ｢敎育週間反對 푸로예술동맹에서｣, 동아일보 1927.11.21; ｢朝鮮푸로藝術 敎育週間 反
對｣, 조선일보 1927.11.21; ｢敎育週間 反對 聲明書｣, 중외일보 192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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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활 중심 교육담론의 배경과 지향

 

  민족협동전선의 결성이 모색되면서 ‘조선인 본위’ 교육운동이 새롭게 추진되

고 있었던 시기에 교육공론장에서는 조선인교육의 방향에 관한 새로운 화두가 

차츰 힘을 얻어가고 있었다. 교육의 목적을 ‘실생활의 필요’라는 점에 두자는 

논의였다. 실생활과 연관된 교육에 대한 주장은 물론 이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가 정착되고 생활난·취직난 등 개인의 일상적이

고 현실적인 문제가 조선인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육에서도 이에 발맞

추어 나갈 필요가 제기되었다.

  ‘생활’은 1920년대 이래 지식인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128) 국가담론

과 같은 정치적 발언이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의 일상과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담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개인의 문제에만 몰두하기보다는 

개인의 생활 문제를 민족･사회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계몽운동으로 확장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례로 1929년 조선일보사가 추진한 ‘生活改新運動’을 들 수 있다. 

이 운동 이전부터 조선인 사회에서는 기독교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구습과 허례허식 폐지, 미신 타파, 위생 장려 등의 생활개선운동을 진행하였

다.129) 조선일보사의 ‘생활개신운동’은 신문사가 중심이 되었으며, 조선일보사 

사장 安在鴻의 역할에서 보이듯이 신간회와 연계되어 있었다는 특징이 있

다.130) 생활개신운동은 “평범한 일상생활의 諸部面”을 “세련충실하고 강고”하

게 하는 민중 운동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으로 “色衣斷髮, 건강증진, 상식보급, 

허례 폐지, 소비절약”의 다섯 가지가 제시되었다.131) 그 중에서도 ‘상식보급’

은 조선일보사가 당시 시행하고 있던 문자보급운동과 연동되는 것이었다. 

  생활개신운동에 관하여 여러 지식인들은 다양한 견해를 보였으나 적어도 

128) 일본에서는 다이쇼(大正)기의 특징이 ‘국가’의 시각에서 ‘생활’의 시각으로 전환되면서 메이
지(明治)기의 ‘문명’ 중심에서 ‘문화’ 중심의 시대로 변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요시미 슌야 
외 지음, 연구공간 수유 너머 ‘일본근대와 젠더 세미나팀’ 옮김, 확장하는 모더니티, 소
명출판사, 2007, 19~24쪽.) 식민지 조선도 이러한 흐름에서 멀리 있지 않았다. 

129) 윤은순, ｢조만식의 생활개선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41, 2014, 5~36쪽; 박찬승, ｢일
제하의 ‘백의’ 비판과 ‘색의’ 강제｣, 동아시아문화연구59, 2014, 43~72쪽. 

130) 金一英, ｢生活改新運動에 對하야｣, 朝鮮之光 85호, 1929.6, 22쪽.
131) ｢生活改新을 宣揚함｣, 조선일보 1929.4.14; ｢生活改新을 高調함｣, 조선일보 1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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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문제가 조선민중에게 절실하며 그 중에서도 경제적 조건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일치하였다.132) 생활개신운동은 개인의 생활이 계몽되고 변

화되어야 민족의 생활이 향상되리라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활

개신의 실천은 학교, 사회,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 실천 가능하다고 보았다. 생

활개신운동은 민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인들의 관심을 드러내며 그것이 교

육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고양시켰다.

  생활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지식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

서도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들은 대체로 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위한 단계로서 

개인의 생활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의 바탕 위에서 “일

상생활부터 고치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늘어가는 것이 곧 새 조선의 새 움이 

나오는 것”이라고 하여 개인의 생활 속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

식이나 기능만으로 개인의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지력 편중 교육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건전한 성격을 훈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33)

  그런데 이광수가 말한 ‘생활’은 물질적·경제적 의미라기보다는, “이상 없는 

생활은 축생적 생활”이라고 하여 理想을 실현하기 위해 수양하는 공간으로서 

설명된다. 여기서 이상은 자기혁명, 곧 수양을 통해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조선 사회의 개조라고 보았다.134) 이광수를 비롯한 수양동우회 인

사들은 대체로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135) 학생들에게 “우리를 둘러싼 생활의 

132) ｢生活改新問題에 대한 나의 所見｣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인사들의 글이 실렸다. 
안재홍, ｢媒介機能으로서의 生活改新宣傳｣; 金性洙, ｢可能한 것으로부터｣; 崔麟, ｢實行 
如何가 問題이다｣; 朴熙道, ｢生活改新에 압서서 安全策으로부터｣; 金法麟, ｢虛禮 廢止
와 常識 普及의 急務｣; 金美理士, ｢常識普及이 더욱 必要｣; 車載貞, ｢生活改新運動에 
대한 感想｣; 申興雨, ｢基本條件에 衣하야 決定된다｣; 金麗植, ｢實行은 困難하다｣; 許憲, 
｢進取的 科學的 改新을 硏究하자｣; 李鍾麟, ｢生活觀念의 革新이 必要하다｣ (朝鮮之光
85호, 1929.6, 33~39쪽)

133) 이광수, ｢個人의 日常生活의 革新이 民族的 勃興의 根本이다｣, 東光 창간호, 1926.5. 
134) 이광수, ｢卒業生을 생각하고｣, 조선일보 1936.2.26~3.14. 
135) 수양동우회는 1913년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한 흥사단을 모체로 한다. 흥사단

은 조선민족이 근대시민사회에 적합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務實力行을 중심으로 
한 인격수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20년 9월 안창호가 상해로 건너가 흥
사단 遠東委員部를 조직했을 때 이광수가 여기에 참여하였다. 이광수는 1922년 修養同
盟會를 결성하고 흥사단 사상의 요체라 할 수 있는 ｢민족개조론｣을 발표하였다. 한편, 
이 무렵 평양에서는 안창호의 대성학교 관련자 그리고 조만식과 함께 물산장려운동을 주
도했던 인사들이 同友俱樂部를 조직하였는데 미국에서 귀국한 흥사단 관계자들이 가담하
면서 수양동맹회와 비슷하게 문화적 성격이 가미되었다. 두 조직은 마침내 1926년 1월 
수양동우회라는 이름으로 합동단체를 결성하였다. 수양동우회는 1929년 11월 명칭을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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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에 눈을 돌리라고 하면서 “적은 일이거나 큰 일이거나 쉬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조선의 일꾼”이고 “땅 한줌을 파는 것도 일이요 글 한자를 가르키는 

것도 일”이라고 독려하였다.136) 즉, 생활 속에서 근면하게 일하며 수양하는 정

신을 기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활’은 수양과 같은 정신적 측면보다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측면

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일상의 경제문제와 연결지어 이해되었

다. 배재고보 교장 아펜젤러는 중등학교 졸업생 취업난에 대하여, 인문교육을 

위주로 하는 중등학교는 사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을 하는 곳이므로 생

산적 기량의 숙련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취직처를 찾기 어

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는 당시 학생들이 “만일 직업이 ‘흰 칼라’

를 매일만큼 되지 못하면 자기네 체면이 깎이는 것”이라고 느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아펜젤러는 취직의 기술을 학생에게 가르치는 동시에 학생들이 

건설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일이 중요하

다고 하였다. 그러한 힘은 생활 속에서 ‘作業’, 즉 노동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

다.137) 그는 기독교적 이상주의에 입각하여 교육의 정신적 가치를 역설하면서 

글을 결론지었으나, 내용 가운데서 당시 중등교육이 실질적 취직에 도움이 되

지 못한다고 여겼던 교육자와 학생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생활과 관련하여 직업교육을 교육내용의 중심으로 삼자는 주장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매일신보 기자 출신으로 친일단체 同民會에서 활동했던 沈友燮은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인간생활에 중요하며 직업과 무관한 

교육은 현대에 가치가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리고 현재 조선에서는 도시에서 

부르주아적 생활에 침윤된 고등유민이 늘어나고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풍조를 

개탄하며, “아무 소용없는 기생충”을 만드는 교육을 비판하였다. 그 대책으로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조선 내 철도·우편 등 산

업기관의 하급 직원을 조선인으로 채용할 것을 건의하였다.138)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공립보통학교 훈도 朴相埈은 실생활을 위한 교육으

友會로 개정하였다. (김상태, ｢1920~1930년대 동우회·흥업구락부 연구｣, 한국사론28, 
1992, 214~219쪽.)

136) ｢무엇을 배울까｣, 동광 4호, 1926.8, 14쪽.
137) 아펜설너-, ｢作業敎育｣, 현대평론 1권 2호, 1927.3, 108~109쪽.
138) 심우섭, ｢朝鮮人敎育에 就하야｣, 啟明 14호, 1926.10. 3~6쪽.



- 243 -

로서 농촌교육을 들며 구체적･실제적 교재를 통해 학생들이 농촌생활에서 근

로 훈련을 쌓아야 한다고 하였다.139) 이러한 인식은 총독부 당국자들의 시각

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었다. 이는 취업 문제가 심각해진 당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교육 방안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보통학교 졸업 후 대부분 취직

하는 조선의 현실에서 사회생활의 실제를 가르쳐주는 실업교육･직업교육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관한 교육학적 논의도 본격적으로 등

장하였다. 생활 중심 교육에 관한 본격적인 글로는 와세다대 영문학과 학생 

丁奎昶의 ｢敎育問題管見 : 實際問題를 爲主로｣가 있다. 이 글은 주지주의 교

육에 반대하여 실제문제를 위주로 한 생활과 경험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지이다.

 作業主義란 作業을 敎育의 本旨로 하자함이다. 作業이란 勞動함이오 일함이

오 創作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만드러내는 것을 作業이라 할 수 잇다.…(중

략)…結局 生活이라는 것이 가장 重大한 것이라하면 兒童時代의 生活도 
한 至極히 重大할 것이다. 兒童時代의 生活은 決코 成人時代의 그것에 隸續
된 것은 안이다. 將來를 豫備한다는 생각을 全然히 忘却해서는 안되겟다는 것

은 勿論이겟지만은 準備時代니 하는 말은 너무나 頑固한 말이오…(중략)…

理想的 學校라는 것은 엇더한 것이냐하면 敎育學者 듀이가 말한 바와 갓치 

兒童이 참으로 生活을 하며 人生의 산 經驗을 엇는 同時에 거긔서 깃붐과 

自己目的을 가진 方便을 엇는 곳이 되여야 할 것이다.140) 

  이상과 같이, 지식을 생활의 방편으로 보는 듀이의 진리도구설을 바탕으로 

교육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지식을 절대적 진리로 숭배되어야 할 것이 아

니라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은 프래그머티

즘의 기본적 관념이다. 듀이는 교육이란 내부에서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나 

외부에서 문화유산 등에 기반한 心意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개조하

는 것이라고 보았다. 듀이는 아동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교사의 훈육

139) 박상준, ｢農村敎育改善에 對하야｣, 啟明 14호, 1926.10, 7~12쪽.
140) 정규창, ｢敎育問題管見 : 實際問題를 爲主로｣(一)~(二), 동아일보 1927.11.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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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심이 된 헤르바르트 교육론을 비판하는 아동 중심 교육관을 주장하였

다.141)

  그런데 정규창은 듀이의 교육론을 설명할 때 ‘작업주의’를 가장 먼저 소개하

고 있다. 이는 정규창이 당시 유학하고 있던 일본에서 듀이 교육론이 점차 아

동 생활에서의 ‘작업’ 강조로 수용되어 가고 있었던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듀이 교육론에서 작업주의의 강조는 학교의 수동적 학습 대신에 

공장, 실험실, 정원 등에서의 작업을 통해 능동적 학습이 아동의 생활 경험으

로서 중요하다고 본 것이었다. 작업은 실제적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적 정조를 도야하고 도덕적 정신을 함양하는 등 내적 훈련으로도 중요하게 

여겨졌다.142)

  이 무렵 일본에서는 케르셴슈타이너의 노작교육론이 부상하면서 1926년 소

학교령 개정과 1931년 중학교령시행규칙 개정에서 도화, 수공, 실업 과목이 

더해지고 중학교 일부 계열 과목에도 직업과가 필수과목으로 되었다. 또한 조

선에서 근로주의 교육방침 변경에도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때 노작교

육론은 노동 훈련을 통한 공민교육론으로 수용되었다.143) 그리고 듀이의 교육

론 또한 공민교육의 견지에서 근로주의 교육의 요소가 강조되었다. 학교는 활

동적 공동도활의 장소가 되어야 하며 ‘작업’ 정신의 양성은 사회발전의 최대 

요소가 된다는 것이었다.144) 이처럼 듀이의 이해는 일본에서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근로주의  교육의 측면에서 수용되었으며 이는 조선의 교육계에

도 영향을 주었다.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듀이의 교육론을 본격적 조명하는 작업은 

미국 유학생들이 교육공론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한 1930년대에 이

루어졌다. 직접적으로 듀이를 다루지는 않았으나, 문학가이자 기자 朱耀燮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경험을 살려 교육 관련 글을 쓰면

서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에 연재한 ｢朝
鮮敎育의 缺陷｣에서는 조선 교육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통계지표 등을 활용하

141) 三浦藤作, 哲学を根低としたる現代教育学説大綱, 秀山堂文庫, 1926, 264~267쪽.
142) 三浦藤作, 哲学を根低としたる現代教育学説大綱, 308쪽.
143)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289~294쪽.
144) 大潮甚太郞, 歐米敎育史, 成美堂, 1925, 812~8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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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하면서, 주입식 교육을 비판하고 아동 본위의 자유교육을 주장하였

다.145) 하지만 조선의 현실상 이상만 추구할 수 없으므로 미국의 連半法
(companion class), 플라툰 학교 등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보아 소개

하였다.146) 이는 미국에서 아동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한 진보적 교수방법으로 

제기된 내용들이었다. 그는 주지주의적 교육 대신에 아동의 생활에 필요한 실

제적이고 개성을 살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위생교육, 시험제도 폐지 등의 구체적 교육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47) 아동 

중심의 개성 교육 강조는 1920년대 이래 조선인교육 담론의 주류로 이어져왔

다. 이는 듀이의 생활 중심 교육론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연결되었다.

  듀이의 생활 중심 교육론에 대한 관심의 배경에는 주입식 교육에 대한 비판

이 있었다. 조선의 현행 학교교육은 아동의 개성을 살리지 못하는 주입식 교

육이며, 시험과 성적에만 치우친 주지주의 교육이라는 데에 다수의 지식인들

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일례로 한 잡지에서 ‘현재 조선교육의 결함’을 

묻는 질문에 대다수 지식인들은 현재 교육이 “실생활과 떠난 교육”이며 “기계

적 주입식”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교육”이라고 비판하고, 지향해야 할 교

육으로 “인간 본위”, “마음을 길러주는 교육” 등을 언급하였다.148)

  이러한 주지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은 조선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제 당국의 

교육방침 변화에서도 보인다. 1934년 총독부 학무국은 일본 사이토(齋藤) 내

각의 교육쇄신과 발맞추어 중등교육 쇄신안을 마련 바이라고 하면서 현재 중

등교육의 학술 중심 주지주의적 경향을 비판하였다. ‘인격 완성’이라는 교육의 

목표를 위해 실업과 덕육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등교육이 학술에 편중

되었다는 지적은 영어‧수학 등 이른바 입시과목에 학생들이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149) “필수과목으로 영어를 치중하고 그를 위하여 가장 다대한 시

145) 동아일보에서 1930년 9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연재되었다. 1930년에 世界書院에서 
단행본으로 묶여 나오기도 했다. 김활란이 1931년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
위논문을 작성할 때 주요섭의 이 글을 주요 참고논저로 활용했다고 한다. (無言生, ｢金
活蘭氏 博士論文 寸殺｣, 비판 1932.2, 87쪽.)

146) 연반법, 플래툰 학교는 교실의 부족으로 한 교실에 과다한 학생이 집중되어 있는 조선의 
현실을 해소하고자 학급 또는 학교 단위로 수업을 순환하는 시스템이다.

147) 주요섭, ｢小學生徒의 衛生敎育｣, 동아일보 1925.8.25~9.25; ｢試驗撤廢와 그 對策｣, 
동아일보 1930.10.19~11.14. 

148) ｢現在朝鮮敎育의 缺陷과 그 改善策｣, 신동아 3권 4호, 1933.4, 4~5쪽. 
149) ｢中等學校의 刷新｣, 매일신보 193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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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들이게 되어, 일본어에 이어 영어까지 공부해야 할 부담을 학생들에게 

부과한다고 비판하였다. 더욱이 “다대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영어는 과연 

여하한 효능”을 가져오는가 하는 실용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였다.150) 이와 대

척점에 서 있는 것이 실업과 덕육이었다. 실업의 강조로서 근로교육은 사실상 

덕육으로 연결되고 있었으며, 덕육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교과는 공민과였다. 

1932년 중등교육과목 개정 시, 시국에 맞추어 중국어가 신설되면서 영어의 지

위를 약화시킨 것과 함께 공민과를 새로 설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151) 

즉, 지육 대신 덕육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이때 덕육은 국가에 필요한 

능력과 국민정신을 갖추는 데에 핵심이 있었다. 제국주의는 정책이라기보다 

정서였고, 그 기반은 지적이기보다 도덕적인 데 있었다.152)

  그런데 주지주의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조선인들의 시각은 총독부와 차이를 

보인다. 덕육의 측면보다는 교육의 현실적 성과물에 집중하였다. 즉, 입시 위

주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도 입학난이라는 벽 앞에서 공부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었다. 입학난을 뚫고 학교 졸업장을 얻어도 다음에는 취직난이 기다리

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인 사회에서는 실생활에 쓸모 있는 교육에 대한 요

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미국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교육에 대

한 민족주의 계열 지식층의 관심이 커진 것도 한 요인이었다.  

  미국 유학에서 진보주의 교육학을 공부한 吳天錫은 교육공론장에 듀이 교

육학을 소개하였다. 1930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과정 중에 미국 유

학생 잡지 우라키 4호에 ｢美國의 敎育界｣라는 글을 실었다. 그는 글의 첫

머리에서 “미국의 교육사는 민주주의적 교육제도를 위한 血戰史요, 승리의 기

록이라 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민주주의와 ‘실용철학(프래그머티즘)’

에 기초를 둔 ‘신교육 철학’으로서 듀이의 교육론을 제시하고, 교육은 “지식의 

수집이 아니라 경험의 재건, 다시 말하면 무엇을 배우든지 그것이 배우는 사

람의 경험이 되어야 하며 그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150) 실제로 영어 교과는 1932년 중등교육과목 개정부터 지위 약화가 시도되었으며, 1938년 
3차 조선교육령 시기부터는 대폭 축소되었다. 1930년대 전반기부터 주지주의 교육에 대
한 비판의 표적으로 영어 교과가 이미 지적되고 있었던 것이다. 

151) ｢中等敎育科目改正｣, 동아일보 1932.1.20. 
152) 아시스 난디 지음, 이옥순･이정진 옮김, 친밀한 적 : 식민주의하의 자아 상실과 회복, 

창비, 2015,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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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아동을 해방시켜 “인간 중심, 생활 중심적 교

육”을 해야 하며 교육의 목적은 정신적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하

였다. 이를 위한 학과 구성과 교육적 지향에 대하여 오천석은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學科는 敎科書에서 나 日常生活 自體로 옴겨와야한다. 分立하엿든 學科의 

境界線을 트리고 사람의 生活을 工夫하여아한다. 이것이 新敎育 唱道者의 

主張이오, 이를 成就하는 方法으로는 킬패트릭의 有名한 project method이다. 

이 方法에 依하면 小學校 一學年하면 一學年生徒들이 從前대로 午前 九時에 

讀書를 배우고 九時半에 算術, 十時에 習字 이 모양으로 科程을 로 여 

獨立的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兒童들이 사는 洞里하면 洞里를 範圍삼아 

書, 算術, 習字 及 其他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중략)…이제 그들의 信條
를 들면 1.健康第一, 2.배움은 오직 實地로 行하는 데서, 3.교실에서 온갓 不
自然한 制裁를 退去할 것, 4.敎育을 個人相異에 適應식힐 것, 5.社會意識의 

助長과 人格 養成, 6.創作的 發表의 機會 設備, 7.節制보다도 自由, 8.兒童의 

趣味를 敎育方法의 基本으로, 9.自我發表의 機會, 10.敎師는 兒童의 親故, 忠
告者, 指導者.153) 

  

  컬럼비아 대학에서 듀이의 제자 킬패트릭에게 사사했던 오천석은 킬패트릭

의 프로젝트 교수법을 통해 듀이의 교육론을 소개하였다. 프로젝트 교수법은 

‘교육 즉 생활’의 원리에 따라 생활·경험 중심의 학습과정을 구조화한 것이었

다. 특히 1930년대의 미국 유학생들은 킬패트릭의 교수법을 받아들이면서 이

를 산학 연계의 직업교육과 결부시켜 이해하였다. 더욱이 오천석을 비롯한 미

국 유학생 출신 지식층은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이상적 사회 모델로 삼았

다. 산업합리화에 기반한 미국식 자본주의는 노자협조주의와 생산능률 제일주

의를 추구하였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생활 

중심 교육 담론의 한 축은 이처럼 자본주의･민주주의 관념을 체득한 근대 시

민을 양성하려는 방향이었다. 오천석은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할 근대 시민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할 경제관념과 직업을 가지고, 개인의 생활 향상을 위해 

153) 오천석, ｢美國의 敎育界｣, 우라키 4호, 1930.6, 6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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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지식과 건전한 취미를 소유하며, 인격을 갖추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154) 그런데 이러한 근대 시민의 모습은 주권

의식이나 정치의식이 배제된 건전한 생활인이라는 점에서 일제가 양성하려는 

‘공민’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식민지 현실에서 ‘공민’을 넘어 정치적 주

권자로서의 시민을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일제 당국은 교육실제화 기조에서 케르셴슈타이너의 노작교육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근로주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케르셴슈타이

너의 노작교육론은 듀이 교육학의 영향을 받았으나 근로 정신을 함양하기 위

한 공민교육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관제 근로주의 교육론으로서 노작교육론은 

관변 단체인 조선교육회, 중앙과 지방 학무과에 의해 연구회가 개최되고 신문‧
잡지 매체에 선전되면서 의도적으로 유포되었다. 또한 교육정책으로서 교실 

현장에서 실업교육･직업교육 실시에 반영되었다. 케르셴슈타이너 교육학은 서

구 교육학의 도입 과정에서 일본적 변형과 식민지적 변형이라는 이중적 변형

을 보여주는 사례였다.155)  

  이상과 같이 조선 지식인의 생활 중심 교육 담론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관심 속에서 나타났다. 생활 중심 교육담론의 교육학 이론은 처음에는 

일본을 거쳐 수입되었으나 차츰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학을 직접 공부한 지식

인들이 교육공론장에서 논의하였다. 이때 ‘생활’은 교육을 받는 아동의 실생활

이라는 측면과 교육이념으로서 민주주의라는 측면이 조명되었다. 그러나 1930

년대 전반기 정국의 변화와 함께 교육실제화 담론에 압도되고 말았다. 교육실

제화 담론에서 강조하는 ‘생활’은 ‘불온’하지 않은 식민지인으로서 삶의 편제

를 의미하였다. 일본제국주의에 충성하는 생산적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때 기꺼운 마음으로 근로하도록 정신적 무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처

럼 1930년대를 지나며 조선 지식인의 생활 교육 담론은 실생활의 효용과 근

대 시민의 양성에 치중하면서 관제 근로주의와 공민교육에 조응되어 갔다.

 

154) 오천석, ｢知識獲得 對 敎育 : 우리는 敎育에서 무엇을 求할 것인가｣, 학등 6호, 1934.5, 
2~3쪽.

155)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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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족주의 교육담론의 심화

  

  (1) 의무교육론과 ‘조선인 본위’ 교육담론의 착종  

  ‘조선인 본위’ 교육으로서 보통교육 기회의 확대는 꾸준히 논의되었으며 조

선인교육 담론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보통교육 기회의 확대 문제는 곧 

의무교육론으로 이어졌다. 의무교육 요구는 본질적으로 현행 공교육 제도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근대교육과 식민교육 사이의 위태로운 경계

선을 딛고 서있었다. 식민지 교육체제를 노예교육으로 부정하는 사회주의 계

열보다는 대체로 부르주아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무교육

론을 주장하였다.

  민족주의 진영의 의무교육론은 식민지 조선의 교육 현실에서 식민교육에 잠

식되지 않고 근대교육의 이점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민족

주의 진영은 민족협동전선의 성립과 결렬을 통해 타협적 민족주의(우파)의 개

량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좌파)의 노선으로 대립하기도 했으나,156) 교육 문

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일단 보통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조선 민족이 기본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사회주의 계열이 식민

교육 구도 자체를 거부하고 학교 밖에서 교육문제를 제기했다면, 민족주의 계

열은 큰 틀로 보아 제도권 교육 안에서 조선인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총독부는 1929년부터 일면일교제를 추진하여 보통교육을 확장한다고 선전

하였다. 하지만 사실상 일면일교제가 완성되어도 조선 아동 전체를 충분히 수

용할만한 시설은 갖출 수 없었다. 더욱이 총독부가 이와 같이 학교･학급 증설

을 이제야 시도하는 저의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근래 조선에 공업이 

발달하여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필요한 일본 자본주의의 수요 때문이라는 

것이다.157) 그럼에도 보통학교와 간이학교 증설 시책에 대하여 조선인 사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안재홍은 “최근 예의 일면일교 계획이 차차로 진보

156)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296~297쪽.
157) 長白山人(이광수), ｢義務敎育과 朝鮮｣, 조선일보 193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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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간이 초등학교의 건설로 자못 보통교육의 부족한 바를 裨補”한다고 말하

였다.158) 그는 보통학교 증설을 추동한 조선인들의 교육 열망에 주목하였다. 

1930년대 들어 다시 폭발적으로 일어난 교육열 현상을 “민중 자동적인 동향”

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 시기 교육열은 면 단위로 면민들이 협력하여 4년제 보통학교를 신설하는 

교육운동으로 이어졌다. 보통학교 설립은 총독부의 강제나 시혜가 아니라 조

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서 출발하여 집단적 기금을 조성하면서 진행되었

다.159) 이처럼 일제 당국의 보통교육 확장 시책을 뛰어넘는 민중의 교육열에 

따라 보통학교 증설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는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요구로 이

어졌다. 조선인 사회는 의무교육을 “움직일 수 없는 국가의 근본 원칙”이자 

“교육학상의 확고한 원리”로서 요구하였다.160) 

  일면일교제 실시와 보통학교 증설운동 등의 영향으로 1930년대 전반기를 

지나면서 교육공론장에는 의무교육론에 관한 사설과 기사가 부쩍 많이 등장하

였다. 특히 신문과 잡지들이 중심이 되어 의무교육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운동

으로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161) 의무교육 요구는 공론장 밖의 정치권에

서도 제기되고 있었다. ‘각 도의 道會議가 열리면 반드시 교육비 문제, 초등학

교 학급과 학교 증설, 의무교육 문제가 논의’된다는 기사는 당시 의무교육 문

제가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제기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인 의원들이 주

로 의무교육 문제를 제기하고 당국자는 재정상 당장 실현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162) 이는 당시 조선인 사회에서 보통학교를 더 증설할 필요가 제기되

면서 의무교육 문제와 연동되었던 정황을 반영한다. 조선인들은 1935년 무렵 

일면일교제가 거의 완성되어 주로 도회지의 보통학교가 증설되었으나 초등교

158) 안재홍, ｢民衆化와 生活化｣(二), 조선일보 1935.6.11.
159)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67~69쪽. 
160) 오천석, ｢世界各國義務敎育實施｣, 신동아 3권 4호, 1933.4, 8쪽. 
161) 일례로, 1935년 3월 신동아지는 교육특집호로서 다양한 교육 기사를 실었는데, 그 중

에서 ｢조선 의무교육실시운동 구체안｣이라는 제하에 많은 명사들의 의견을 내었다. 의견
을 피력한 사람들은 梁柱三, 權悳奎, 金敬注, 張利郁, 朴鶴田, 洪翼範, 朱基瑢, 張錫英, 
許然, 金容瓘, 朴準鎬, 李容卨, 李仁, 梁在廈, 金明植, 玄相允 등이었다. 그 밖에도 丁
春水의 ｢의무교육제도의 기원과 현상｣에서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사
례를 살펴보았다.

162) ｢敎育의 機會均等과 義務敎育實施하라｣, 동아일보 1935.3.17; ｢義務敎育實施論擡頭｣, 
동아일보 19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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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입학난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보았다.163) 공립보통학교나 간이학교 증설의 

현재 추세로는 조선인 아동의 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무교육의 필요를 공민교육이나 시민교육과 연결짓는 주장도 나왔다. 의무

교육은 직업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공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으

로, “모든 사람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지식을 얻는데 있어 기회균등의 

본연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164) 즉, 근대 시민을 양성

하기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초등교육의 가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직업교육과

는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총독부의 공민교육과는 다른 이해의 양상

을 보여준다. 또한, “문화사회의 시민이라면 그는 만6세가 되는 때 당연히 초

등교육에 입학하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 권리는 “신이나 국가로부터 부여

된 권리가 아니라 사회의 正義에 기초”한 것이라는 논의도 있었다.165)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라면 마땅히 의무교육의 권리가 있다고 하여, 의무교육의 주

체를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의무교육을 통해 민족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한 필요성으로 제기되

었다. 信聖學校 교장 張利郁은 민족의 복리 증진이라는 점에서 의무교육을 

주장하였다. “전민족의 체력과 지력과 도덕을 일률적으로 그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민족사회의 정당한 사명”이라고 하여 의무교육 실시를 당연한 과제로 삼

았다. 그는 의무교육의 주체로서 ‘위정자’보다 ‘민족’을 들었다. 그리고 반드시 

취학이 아니어도 보호자가 초등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를 의무교육으로 인정해

야 한다고 보았다. 당국의 인가를 얻어 가정 등에서도 보통학교 교과를 이수

하도록 하자는 주장이었다.166)

  이처럼 조선인 사회의 의무교육 요구는 높아졌으나 총독부는 조선 경제의 

미발달 상황과 총독부 재정 부족으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무교육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반복하였다. 그러자 지식인들은 총독부의 변

163) ｢다시 義務敎育實施를 論함｣, 조선일보 1935.2.23. 이 사설에서는 1930년 국세조사 
통계를 들어, 만 6세부터 14세까지의 학령아동은 약 439만 명이나 그 중에서 취학 아
동은 22%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164) ｢다시 義務敎育實施를 論함｣, 조선일보 1935.2.23; ｢義務敎育實施를 다시 反覆高調함｣, 
조선일보 1935.3.23; 안재홍, ｢民衆化와 生活化- 義務敎育과 新學制｣(一)~(二), 조선일
보 1935.6.9~6.12. 

165) 李晶燮, ｢入學難의 緩和策｣, 中央 2권 4호, 1934.4, 34쪽. 
166) 장이욱, ｢朝鮮義務敎育實施運動具體案｣, 신동아 5권 3호, 1935.5, 58~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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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비판하고 의무교육 재원을 마련할 여러 가지 방도를 모색하였다. 

  먼저 주요섭은 의무교육론에 관해서 동아일보와 잡지 동광에 여러 차례 

글을 실었다. 주요섭은 의무교육을 “학령아동은 천치나 불구자의 경우를 제하

고는 한사람도 빼놓지 말고 초등교육을 시키는 것을 의미함이니 부형이 자식

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강제로 학교에 보내도록 하는 제도”라

고 설명하였다.167) 즉, 정부가 아동의 나이와 장애 여부 등 자격을 규정하고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을 국가 구성원으로서 교육시킬 강제적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무상 의무교육 실시는 정부의 당연한 과제이나, 현재 총독부

가 조선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이유로 재정문제를 들고 있다고 지적

하며 이에 대한 비판과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의무교육 제도에 

관하여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노농러시아, 일본 등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

보면서 각국의 사정에 따라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상황을 조명하고 조선

의 상황과 비교하였다. 조선은 의무교육은커녕 보통학교 입학난으로 선발 시

험을 치르는 “怪劇을 연출”하고 있으며, 입학을 해도 월 60전 내지 1원이라는 

고가의 수업료를 내지 못하면 퇴학당하는 “살풍경”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결국은 교육 재정의 문제가 의무교육의 근본 문제라는 것이었다. 

  1926년의 경우 조선지방비 세출예산에서 교육비는 총예산의 불과 27% 정

도에 그쳤으며 이를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보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

다. 미국의 1924년 지방비 세출 중 교육비는 74%에 달했고, 일본 규슈의 新
興村이라는 지방의 1929년 세출 중 교육비가 60%에 이르렀다. 지방비로 충

당이 어렵다면 중앙정부 보조라도 많아야 하나 1926년 국고보조는 예산의 

1.6%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미국의 17%, 일본의 7%, 대만의 6%와 비교해

보면 일제가 사실상 조선에서는 조선인교육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168) 총독부 예산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철도 사업은 총독부 

예산총액의 33.6%나 되는 고비용이었다.169) 주요섭은 철도와 같은 기간산업

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되었으니 현재 열악한 교육에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

167) 주요섭, ｢義務敎育을 目標로｣(一), 동아일보 1931.3.28.
168) 주요섭, ｢敎育義務 免除는 朝鮮兒童의 特典, 世界初等敎育槪況을 論하야 朝鮮現相을 

哭함｣, 동광 20호, 1931.4, 61~72쪽.
169) 주요섭, ｢義務敎育을 目標로｣(十一), 동아일보 193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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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총독부 예산의 7%만 교육에 투자해도 의무교

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또한, 현재 일면일교제로도 부족하고 一面三校는 되어야 조선인 아동을 충

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육비 배정이 불가능하다면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원 봉급을 조정하거나, 향교 재산수입 또는 경학원과 

명륜학원에서 비용을 조달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170) 교원 봉급 조정안에는 

교원 간 민족차별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 일본인 교원은 조선인 교원에 비

해 가봉, 벽지수당비, 국경수당, 조선어 장려비 등의 명목으로 훨씬 많은 액수

를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의무교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인 교원의 

봉급을 조선인 수준으로 낮추거나, 이를 원하지 않으면 조선인 교원을 위주로 

채용하라고 하였다. 1925년 통계로 볼 때 전 조선의 공립보통학교 교장 중 일

본인은 1,400명 가량인 데 비하여 조선인은 불과 43명 정도이므로, 일본인 교

장･교원에게 들이는 비용만 줄여도 재원이 창출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조선인 교원과 일본인 교원 간에 고용과 봉급에서 민족적 차별대우가 당연시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향교 재산, 경학원과 명륜학원의 비용을 언급한 데서는 유교 전통 

기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엿볼 수 있다. ‘공자가 죽은지 3천년이 지난 오늘

날에 제사비를 들이느니 그 돈으로 아동을 가르칠 학교를 세운다면 지하에 계

신 공자님의 혼도 더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로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총독부가 

유림을 포섭하기 위해 명륜당, 경학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주장을 조선일보의 咸相勳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171) 함상

훈은 의무교육의 주체가 국가이며 따라서 “인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

게 하기 위한 국가의 부과”라고 하여,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

였다. 의무교육을 반대하는 주장 가운데 국가의 교육 간섭을 반대하고 가정과 

개인의 교육적 자유를 내세우는 목소리가 있으나, 자유의 본산인 영국･미국 

170) 주요섭, ｢義務敎育을 目標로｣(五)~(七), 동아일보 1931.4.3~4.5.
171) 함상훈은 1933년 9월 동아일보 논설반원을 떠나 조선일보 기자로 입사하였다. 1934년 

정치부장 겸 편집국 차장, 1937년 편집국장을 맡았다. (조선일보 사료연구실, 조선일보 
사람들 - 일제시대 편, 랜덤하우스, 2004, 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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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도 국가가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다.172) 이처럼 국가와

의 관계 속에서 의무교육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은 일제 당국에 대하여 조선인 

의무교육을 요구하는 논리였다. 그는 주요섭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의무교육 

제도로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교육공론장

에서는 흔히 근대 문명의 선진국인 서구와 일본의 교육제도를 표준으로 설정

하고 조선의 상황과 비교하였다. 

  함상훈은 일본에서 의무교육이 시행된 1900년대 초엽의 교육 상황과 경제 

상황을 현재 조선과 비교하여, 조선에서 의무교육 시행이 ‘民度’와 ‘民力’ 때

문에 곤란하다는 총독부의 변명을 비판하였다. 조선의 민도가 향상된 점은 교

육열로 입증할 수 있으며, 경제력은 일본에서 의무교육이 시행되었던 시기와 

비슷하다고 하였다.173) 조선인 사회의 교육열과 입학난은 의무교육 요구의 중

요한 배경이었다.

  그는 약 365만 명의 아동에게 의무교육을 하는 경비를 경상비와 임시비를 

합쳐 2억 3천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이렇게 거액이 드는 만큼 당장에 실행하

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가 예상한 의무교육 완성 기한은 20년이었다. 그 동

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앞서 주요섭과 비슷하게 향교 재산이나 사찰, 

不用 관유재산의 편입, 또는 관리의 가봉 철폐, 퇴직관리와 군인에 대한 恩給 
삭감, 증세 등을 제시하였다. 증세를 제외하면 기존의 총독부 예산 가운데 교

육비로 돌릴 수 있는 것을 찾고자 하였다. 그 밖에, 학교비와 학교조합비 구별

을 철폐하여 하나로 통합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학교비는 조선인의 보통학교 

경비로, 학교조합비는 일본인의 소학교 경비로 충당된다. 이를 합쳐서 “납세능

력에 의하여 부담시키고 필요에 의하여 모두 의무교육을 실시”하자고 하였

다.174) 그런데 교육비 구조에서 민족차별을 철폐하자는 주장은 조선인과 일본

인의 共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함상훈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

지 않으며, 다만 교육비의 차별을 교육 차별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2) 함상훈, ｢義務敎育과 財源｣(一)~(二), 조선일보 1935.4.16~4.17. 
173) 함상훈, ｢義務敎育과 財源｣(三)~(八), 조선일보 1935.4.18~4.24.
174) 함상훈, ｢義務敎育과 財源｣(九), 조선일보 1935.4.25. 부 지역의 경우, 1931년 학교조

합을 폐지하였으나 부 내에 제1부특별경제와 제1교육부회를 두고 학교조합의 기능을 그
대로 계승하여 사실상 조선인과 일본인 간 교육 구분과 차별을 유지하였다. (조미은, ｢
일제시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조합제도의 변천과 성격｣, 사림41, 2012,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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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주요섭과 함상훈은 의무교육 실시의 당위성을 전제하고 그 실

행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재정 문제를 고찰하였다. 이는 결국 현재 총독부의 

조선인교육이 불철저하다는 비판으로 연결되었다. 조선인교육을 불철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는 차별이라고 보았다. 즉, 근대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일제

의 교육제도 자체를 인정하면서 교육적 차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었

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민족차별 문제의 정점이었다. 그렇다면 교

육의 諸국면에서 민족차별을 없앤다는 의미는 결국 일제가 주장하는 ‘동화교

육’으로 수렴되는 논리로 수렴될 여지가 있었다.

  더욱이 의무교육은 그 성격상 ‘국민’ 양성의 차원에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는 제도였다. 의무교육을 통해 조선인은 식민지 체제를 인정하고 일본

국민으로서 국민의식을 내면화할 우려가 있었다. 조선인교육에 소극적이던 일

제가 의무교육을 도입한 것은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할 필요가 생기면서부터였

다.175) 1938년 총독부는 지원병 제도와 함께 종래의 초등교육 10개년 계획을 

5개년으로 단축하고, 8년 안에 의무교육 실시의 기초로 삼겠다고 발표하였

다.176) 1940년에 징병제 논의가 나오자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의무교육 실시를 

결정하고 1946년부터 6년제 초등교육의 의무화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1942년까지 학령아동의 60% 이상을 수용하고 1943년부터 사범학교와 국민학

교 증설을 계획하였다.177) 이처럼 의무교육 제도는 일제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서 조선인을 병력자원으로 동원하기 위한 발판이었다. 결국 의무교육의 시행

175)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총독부는 병역 문제를 먼저 언급하였다. 1933년에 고등보
통학교에서 군사교련 실시 문제를 두고 조선인 사회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병역의 의무
가 없는 조선인 학생들에게 교련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회의의 발로였다. 이에 대해서 
총독부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완전한 준비를 갖추도록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강조하였다. 
준전시체제의 대비로써 군사교육을 통해 정신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의 의무
로써 군사교육을 교육의 근본정신인 교육칙어의 구현에서 찾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국민 되기’란 교육칙어, 즉 천황에게 충성하는 황국신민인 것이다. 조선인도 병
역의 의무에 동참해야 하며 이에 반대하는 것은 고보학생에 대한 모욕이자 국가에 대한 
불충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군사교육은 공민교육으로서 협동･단결심을 향상시켜 
주는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도 주장하였다. (｢高普의 軍事敎鍊｣, 매일신보 1933.10.28; 
｢中等學校 軍事敎育｣, 매일신보 1934.6.27.) 이처럼 일제 당국이 보기에 의무교육 문
제는 병역의무와 연동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176) ｢朝鮮에 志願兵制度 實施｣, 조선일보 1938.1.8.
177) ｢徵兵·義務敎育·總動員問題로 軍部와 總督府 當局에 民間有志가 問議하는 會｣, 삼천리

11권 7호, 1939.6; 함상훈, ｢朝鮮學齡兒童의 義務敎育實施｣, 朝光 9권 1호, 1943.1, 
38~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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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가(정부)이며, 의무교육 시행 결정은 국가의 필요에 달

려있음을 조선인 사회에 보여준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식민지에서 의무교육론은 복잡한 의미를 띠고 있었다. 권력에

서 배제된 조선인들의 의무교육 주장은 ‘조선인 본위’의 교육과 괴리를 드러내

거나 혹은 일제의 동화교육 담론에 수렴될 소지가 있었다. 이는 민족의 단결

을 주지로 삼아 온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에게 모순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의무교육을 교육 형태의 문제로 보고, 조선인교육의 내용은 ‘조선인 본위’가 되

어야 한다는 절충된 주장이 나왔다. 조선인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안재홍은 다

음과 같이 말하였다. 

 朝鮮의 敎育問題는 朝鮮現實政治의 問題를 떠나서 立論하기 어렵은 것은 길

게 말할 바가 아니지만 現實政治의 土臺의 우에서 그 改正을 要할 바와 改正
될수 있는 點으로 또는 새로히 施設 斷行할 수 있는 點으로…(중략)…朝鮮의 

敎育을 朝鮮本位로 하여야 할 것도 緊切한 要求이려니와 朝鮮人의 敎育은 줄

삼어서 文化民族으로서의 過去 現在와 및 그 未來에 向해서의 朝鮮人的인 處
地를 是認尊重하여서의 敎育으로 할 것입니다. (1)朝鮮語의 尊重이 한큰 科目
이오 (2)朝鮮敎材의 蒐輯 採用이 한큰 과목이오 그리하야 現實政治의 嚴然한 

機構안에서라도 朝鮮人으로서의 正當한 文化的向上의 길을 밟도록 하는 것이 

朝鮮人 自體로서는 勿論이오 朝鮮政治의 權柄을 잡고 있는 側 으로서 보더라

도 所爲 大所高處에 承認하여야 할 告急의 政策이어야 할 것입니다.178)

  위의 글에서는 식민통치라는 ‘현실 정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조선인교육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을 ‘조선인 본위’의 교육에 두었다. “문화민족으로서의 과

거, 현재, 미래를 향한 조선인적 교육”을 위해 조선어와 ‘조선교재’에 기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민족 단결의 구심점을 ‘문화’에 두고 있으며 이는 조선인교

육에서 구현되어야 할 과제였다. 그러나 식민교육이라는 제도권 내에서 의무

교육을 통한 ‘조선인 본위’ 교육의 구상은 한계를 노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

다. 더욱이 학교 현장에서는 조선어나 조선역사 등의 시간이 줄어들면서 사실

상 민족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제도권 초등교육의 의무교육

178) 안재홍, ｢現在 朝鮮敎育 問題를 論함｣, 신동아 5권 3호, 1935.3,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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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요구과 동시에 조선문화에 대한 교육은 교육공론장을 통해 사회교육의 방

향에서 추진되었다. 

  (2) 교육공론장을 통한 민족문화 교육

  조선인 사회의 정체성으로서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은 1920년대를 지나며 더

욱 심화되었다. 특히 민족주의 계열의 지식층은 조선인 교육에서도 민족문화가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유한 역사·풍속·관습에 기반한 ‘조선

적인 교육제도’에 따라 조선의 현실에 뿌리내린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 현재의 교육제도는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드는 교육”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교육적 결함이 있다고 비판하였다.179) 한편 학생들에게는 “현

재 무슨 공부를 하든지 먼저 조선 사람인 것을 깊이 생각하라”, “놀 때에도 조

선을 이야기하라” 등 조선인으로서 자각을 가지도록 독려하는 목소리가 여러 

매체에서 등장하였다.180) 조선의 역사와 언어로 대표되는 ‘조선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인격 수양의 모델로서 위인과 영웅을 부각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조

선어와 조선 역사에 관한 조선학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현재 조선의 현실로서 

조선 문화에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먼저 조선어에 대한 관심 측면에서 보자면, 조선어연구회-조선어학회의 학

자들이 중심이 되어 한글의 보급과 정확한 사용을 학생들에게 독려하였다.181) 

179) 金亨培, ｢劃一的 敎育制度를 排함｣, 現代評論 1927.3, 108~109쪽; 崔斗善, ｢現實에 
立脚한 敎育의 必要｣, 現代評論 1927.3, 109~110쪽.

180) 유광렬, ｢김서방은 조선사람이다｣, 학생 창간호, 1929.3; 이돈화, ｢놀때도 조선을 이야
기하라｣, 학생 창간호, 1929.3

181) 주시경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1921년 결성된 조선어연구회는 1931년 조선어학회로 개칭
하고, 조선총독부의 언문철자법에 반대하여 1933년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내놓기에 이
르렀다. 조선어연구회는 초창기에는 스스로를 민족운동단체가 아니라 연구단체로 규정했
으나 1920년대 중반 일본에서 귀국한 최현배(1926)와 독일에서 귀국한 이극로(1929)가 
입회하면서 혁신을 맞이하였다. 민족운동으로서 한글을 통일하고 보급하려는 한글 운동
을 확산하기 위하여 1926년 10월 ‘가갸날’을 정하고 조선어강습회를 개최하면서 대중과
의 접촉을 도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1929년 10월에는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
하고 1930년 12월에는 한글 맞춤법 제정 등을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실무 진행을 시작
하였다. (이준식, ｢일제침략기 한글운동 연구-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49, 
1996, 56~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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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한글학자이자 한글 운동가인 권덕규는 “이제 한문시대가 갔고 가갸 

시대가 온지 오래다”라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한글보다 한문을 더 우

수하게 인식하는 세태를 비판하며 학문으로서 ‘가갸’를 연구하자고 독려하였

다.182) 그는 한글 운동의 기반이 되는 학문적 연구를 하면서 학생에게 학문으

로서 조선어의 가치를 가르치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글학자인 이병기는 식민지 학교 교육에서 한글이 처한 상황을 

비판하였다. 그는 많은 내용이 검열된 ｢朝鮮語와 作文｣이라는 글에서 작문의 

기초지식인 조선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작문 실력을 바라기 어렵

다고 하면서 조선어 지식을 기르는 교육의 필요를 강조하였다.183) 이 글의 검

열 사항을 기록한 총독부 관련 문서에는 이병기가 학교교육상 조선어 과정의 

부실 또는 의도적 배제 현상을 지적하고 이것이 동맹휴학의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했다고 나와 있다.184) 이병기의 발언은 1920년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동

맹휴학 문제를 반영하고 있었다. 1921년에서 1929년 사이에 맹휴는 적게 잡

아도 400건 이상이 발생하였다. 맹휴의 이유는 중등 이상 학교에서 교원 배

척, 학교설비 개선, 사상문제(민족의식, 좌경사상) 순이었다. 특히 교원 배척의 

경우 일본인 교사가 자의로 조선 역사나 조선어를 배제한 것이 원인이 된 사

례도 적잖이 있었다.185)

  조선교육령에서 보통교육의 주안점 중 하나로 “국어(일본어)를 보급할 것”

이라는 목적이 강조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통학교규칙’에서는 보통학교 

교수상 주의점으로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습득시키는 것이 모든 교

과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육령이 아니라 보통학교규칙으로 규정된 

182) 권덕규, ｢語學도 學이라면 가갸도 學問이다｣, 『학생』 2, 1929.4.
183) 이병기, ｢朝鮮語와 作文｣, 『학생』 1권 2호, 1929.4, 15~17쪽.  
184) “지금 각 학교의 현상을 보면 조선어만큼 가련한 과정은 없다. 이 과정만은 교육령도 있

었던 것이 아니다. 조선문은 제쳐두고 조선어조차 교수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 가르친다
고 해도 다른 과정의 보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점차 맹휴 문제까지 일어난 학교도 
있는 모양이다.” ｢出版警察槪況 : 差押削除及 不許可出版物記事要旨 - 『學生』 第二號｣, 
朝鮮出版警察月報 第7號, 1929.3.18. 

185) 박찬승, ｢1920년대 보통학교 학생들의 교원 배척 동맹휴학｣, 『역사와 현실』104, 2017, 
266~282쪽; 김광규, ｢일제강점기 직원록과 신문자료를 통해 본 교원 배척 동맹휴학의 
양상｣, 역사교육143, 2017, 308쪽. 한편, 동맹휴학이 아니더라도 학교측에서 조선어
와 조선사 과목을 요구하는 조선 학생들을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다. 1927년 경성 제일
고보의 조선인 학생들이 조선사와 조선어에 대하여 더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학교
측은 280여명을 무기정학에 처하였다. (｢朝鮮人 敎育問題｣, 동아일보 192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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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 교육은 결국 일본어 교육을 보완하여 보통교육의 목적, 즉 국민성 함

양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186) 이러한 교육 현실에서 한글은 

학교 밖의 공간에서라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가치를 획득하였다. 조선어연구

회 회원들은 조선어 교육이 미비한 현실을 비판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

고자 하였다. 또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기사를 통해187) 조선어 讀
物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조선적인 것’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이 한글 맞춤법의 통일로 이론적 

토대를 갖추면서 조선어 사용은 조선인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었

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당대 많은 지식층에게 지지를 획득하였다. 조선어학

회는 일반적으로 쓰이던 표음주의 대신에 형태주의 철자법을 사용하여 훈민정

음 창제 당시의 원칙을 복원하고 훼손된 민족어를 복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현재의 어문에 대한 문제의식으로서 식민지 이중언어의 현실 속

에서 민족 정체성을 지키려는 뜻이 내포된 것이었다. 조선어학회는 1930년대 

초반 신문사들의 문자보급 운동과 결합하여 전국적 강습 활동에 나서 한글 보

급과 새로운 철자법 전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188) 이들은 민족 언어에는 생명

과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피히테의 이론을 들어 조선어를 강조하였다.189)

  작가이자 언론인 朱耀翰은 맞춤법 통일안이 현재 한글의 혼란을 구제하는 

실제안이라고 하여 지지의 뜻을 밝히고, 특히 “기독교 성경은 이른바 ‘역사적 

표기법’을 채용하여 오늘의 조선어 표기법의 화근을 뿌린 죄”를 속죄하기 위

하여 맞춤법 통일안을 수용하라고 권고하였다.190) 조선어학회 간사 이극로는 

｢조선어사전 편찬에 대하여｣라는 논설에서 조선어사전 편찬의 의의와 조선어

학회의 활동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문화의 기초는 곧 말과 글”이므

로 “문화를 가지고 잘 살려고 애쓰는 민족으로서 제 나라 말과 글을 바루 잡

186) 崔璋烈, ｢普通學校に於ける國語敎育と朝鮮語敎育の使命｣, 文敎の朝鮮32, 1928.4. 71~
83쪽. 

187) 권덕규, ｢朝鮮史話 : 가장 悲痛한 일｣, 학생 창간호, 1929.3; 이병기, ｢近世朝鮮의 大
文章家 朴燕巖 先生｣, 학생 2권 9호, 1930.10; 이윤재, ｢高麗中葉의 大文學家 李奎報 
先生｣, 학생 2권 9호, 1930.10; 신명균, ｢國學振興의 薛聰先生｣, 학생 2권 10호, 
1930.11.

188) 임동현, ｢1930년대 조선어학회의 철자법 정리통일운동과 민족어 규범 형성｣, 역사와 
현실 94, 2014, 443~451쪽.

189) 金善琪, ｢피히테의 言語觀(上)｣, 한글 창간호, 1932.7, 5쪽.  
190) 주요한, ｢綴字法統一案에 대한 雜感｣, 『학등』 2호, 1933.12, 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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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통일이 있게 만들어 표준사전을 편성하지 아니한 이가 없다”고 하며 조선

어사전 편찬의 당위성을 말하였다.191) 

  또한 학교 교육과정 뿐 아니라 일본의 학술·문예 잡지를 접하면서 일본어에 

익숙해진 조선인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강조되었다. 연희전

문 교수 최현배는 중등교육을 마친 조선 청년에게 조선어 시험을 보게 하면 

그 성적이 다른 학과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들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며, 연전 입학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 조선 학생의 빈약한 한글 실력을 

밝히고 교육자와 학생이 모두 “조선어 내지 조선에 관한 지식을 얻기에 힘쓰

기”를 당부하였다.192) 이처럼 조선어학회 관련자들은 교육현장에서 소홀히 다

루어지는 조선어의 가치를 문화적 정체성과 결부시켜 설파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선어-한글 교육운동과 교육담론은 조선어연구회-조선어학회 

등의 한글운동･학술 단체가 추동하고 신문‧잡지 등 한글 매체가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이들 중 상당수가 민족주의 계열이었으며 또 기독

교 계열 인사가 많았다. 주시경, 이윤재, 김윤경 등의 인사들이 대표적이다. 

초창기에 기독교 계열은 성경의 번역과 관련하여 한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글 사용은 한문으로 상징되는 낡은 악습인 유

교적 전통과의 단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일제의 교육

정책에 대항하여 조선의 독자성을 지키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었다. 따라서 

민족주의-기독교 계열은 학교 교수용어의 조선어 사용을 주장하는 등 조선어‧
한글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였다.

  또한 1930년대 초반 민족주의 계열의 민간 신문사들이 상업화 전략의 일환

에서 조선어에 대한 관심 고취와 한글보급운동에 참여했다는 지적도 있다. 동

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의 경우, 원래 취지는 조선 민족의 民智 개발에 있었

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해 인구를 늘림으로써 더 많은 신문 판매망을 확보하

려는 계산도 있었다는 것이다.193) 

  이처럼 조선어-한글 교육담론 안에는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의도가 잠복되

어 있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이 조선어-한글 교육담론을 점유

191) 이극로, ｢朝鮮語辭典 編纂에 對하여｣, 『학등』 6, 1934.5. 
192) 최현배, ｢入學試驗과 朝鮮語｣, 『학등』 5, 1934.4. 
193) ｢三大新聞參謀長論｣, 『삼천리』 1934.8, 2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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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민족이라는 테제 하에 학생을 비롯한 민중을 포섭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조선 문화의 정수로서 조선 역사에 대한 관심을 학생에게 고취하려는 시도

도 계속되었다. 일제가 장악한 공교육 제도 하의 학교교육으로는 조선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기 어려웠다. 조선사 수업은 파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國史, 즉 일본사 과목 안에서 다루어지는 조선사는 편향적이었다.194) 보통학

교 국사 교과서 상‧하권이 총 336쪽인데 여기에 조선사로 포함된 부분은 겨우 

22쪽에 불과할 정도로 양적으로도 부족하였으며, 그나마도 시수를 적게 배정

하여 거의 가르치지 않거나 왜곡하여 가르쳤던 것이다.195)   

  조선사 수업의 의도적 배제와 왜곡은 일제의 역사교육 정책 기조였다. 조선

교육령 개정 시기 총독부 당국은 조선인 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하여 매

일신보 등 한글 매체를 통해 교육방침의 주지를 선전하였다. 일제가 조선 민

족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올바른’ 방향의 교육을 지향한다는 취지였다. 일례

로 임시교육조사위원회 위원이자 와세다 대학 학장인 히라누마 요시로(平沼淑
郞)는 조선인 교육의 근본방침으로 역사, 일본어, 수신 과목의 내용 정비와 강조

를 들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역사 과목을 꼽았다. 그는 조선 학생

이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彼等은 朝鮮은 古來 何國에도 屬 事ㅣ 업시 今日에 至줄 信얏섯대 

歷史의 敎科書로 日本에 從屬된 바를 知게 되지라 그런 故로 家庭에서 

흔 史實은 學校의 것과 全然 反對이라 그런 故로 兒童은 信은 何處에 置
가에 迷惑게 된 結果 母의 言이 印象이 深 故로 結局 學校敎授에 疑訝
의 念을 抱게 됨은 實로 痛恨 點이라 그런즉 今後 반다시 公正 朝鮮
歷史를 編纂야 敎授 必要가 잇도다…(전략)…國民性의 陶冶 歷史에 依

194) 당시 역사 수업의 구체적 실례들은 『文敎の朝鮮』이나 『朝鮮の敎育硏究』 등에 종종 공
개되었다. 그중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1928년 2월 18일 국사과교수연구회 일정으
로 대구 수창공립보통학교 훈도 吳聖達은 ｢보통학교 국사｣ 하권 제51 ‘메이지 천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사는 메이지 천황의 업적을 소개하면서 한국병합 시 1,700
만원의 은사금을 내려 조선의 교육, 산업, 교통 등이 발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흑판에 ‘17000000圓’이라고 필기하고 또 ‘2040000원’이라고 쓰고 204만원을 경
상북도에 나누어주어 현재 경북의 산업이 발달했다고 강조하였다. 그밖에도 이 수업의 
내용은 오로지 메이지 천황이 조선에 베푼 은혜를 소개하고 그에 보답하는 국민이 되자
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實地修業｣, 『文敎の朝鮮』33, 1928.5.) 

195) 주요섭, ｢朝鮮敎育의 缺陷(18)｣, 『동아일보』 19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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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感化를 受이 多니 學校에 在 歷史敎授와 家庭에 傳 歷史가 

如斯히 矛盾되야잇슴은 朝鮮人 敎育上에 頗히 惡影響을 及 事인故로 一
日이라도 速히 眞正 歷史의 編纂을 希望 바이라.196)

  즉, 조선 아동이 가정에서 배우는 조선 역사와 학교에서 배우는 그것이 다

르기 때문에 혼동을 느끼다 결국 학교 교육에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올바른’ 조선사를 편찬하고 학교교육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사편수회가 설치되어 조선사를 정

비하였으며 학교 역사교육에서 조선사는 일본사에 부속되고 축소되었다. 그런

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전히 ‘학교 밖’의 역사교육이 학생의 역사 이해에 중

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와 학교 밖에서 

습득한 역사가 다를 때 학생들은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197) 비록 공식적 자

리에서는 공식역사를 말한다고 해도, 사적인 자리 또는 내면에서는 가정과 사

회에서 얻게 된 집단기억이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설가 이미륵은 훗날 자전적 소설에서 3‧1운동에 참여했던 경성

의전 시절을 회고하면서, 당시 학생들끼리 시위를 준비하기 위해 모여서 나눈 

대화 주제가 “우리의 유구한 문화와 우리 조상의 문화유산”으로서 “맨처음 발

명된 인쇄 활자며, 거북선이며, 도자기술이며 특별한 종이며 기타 우리들 조상

이 이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했던 여러 가지”였다고 서술하였다.198) 

이는 학교 밖에서 얻은 민족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이 조선인 학생들에게 민족

의식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1940년에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된 

중학생의 경우, 그가 민족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가 동네 어르신에게서 들은 

영웅 이야기에 있었다고 고백하였다.199) 이러한 사례를 볼 때 학교 역사교육

196) ｢朝鮮人 敎育의 根本(上)｣, 매일신보 1921.4.2.
197) 양호환, ｢집단기억, 역사의식, 역사교육｣,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상, 책과함께, 2012, 

404쪽.
198) 李儀景(이미륵) 저, 전혜린 역, 압록강은 흐른다(Der Jalu Fliesst), 여원사, 1959, 

185~186쪽. 역자후기에는 이미륵이 경성의전에 재학 중이던 1919년 3‧1운동에 가담한 
뒤, 일제의 압박을 피하여 독일로 건너가 공부했으며 뮌헨대학에서 강의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199) 1941년 경기공립중학교 4학년 姜祥奎는 독립운동을 준비하다가 치안유지법으로 기소되
었다. 그는 민족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소학교 5~6
학년경 시골에 있었을 당시 동네 노인들로부터 소설이나 영웅전 등을 듣게 되었고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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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는 일제 당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지식인들은 학교 밖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교

육 안에서 조선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면 한글 매체를 통해 가르치는 사회교

육의 방도를 강구하게 되었다. 학교 교과서 외에 민간에서 역사 교과서를 출

판하기도 하였다. 權悳奎의 朝鮮留記, 黃義敦의 朝鮮歷史 등의 민간 중

등 역사교과서가 대표적이다. 문일평은 민간 역사교과서를 환영하며 “조선인

으로서 조선인 자기네의 생활기록인 조선사를 지나사나 일본사보다 먼저 알아

야” 자기 자신과 집단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200) 단행본 외

에 신문‧잡지에서도 역사 관련 기사와 논문을 많이 실었다. 특히 ‘학생잡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용을 선정‧조직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사회교육의 목적

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여기 실린 역사 관련 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 독물의 대표적 필자로는 차상찬을 들 수 있다. 개벽사의 차상찬은 

1920년대 초 일제가 조선 통치의 정교화를 위하여 추진했던 조선부락조사에 

대응하여 조선 사회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개벽지를 통해 ‘조선문

화의 기본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201) 박학한 역사지식을 토대로 조선의 

명소나 역사 인물 또는 史話 등을 소재로 흥미 있는 이야기를 서술하였다.202) 

그 외에 장도빈, 문일평도 학생 독자들로 하여금 조선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

지게 하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학생 잡지에 역사적 인물에 관한 글을 많이 실

었다.203) 학생잡지의 독자들은 조선 문화, 특히 조선어와 역사 이야기에 상당

에도 그와 같은 영웅이 있었는데도 현재에는 조국을 잃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조국을 
예전대로 되돌리는 데는 청년의 힘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듣게 되어, 그 말대로
라고 감복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戰
時期反日言動事件(三)-姜祥奎｣,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67, 탐구당문화사, 2006, 
47~48쪽.)

200) 문일평, ｢朝鮮史의 敎科書에 대하여｣, 『동광』 10호, 1927.2, 44~45쪽.
201) 김태웅, ｢차상찬의 지방사정조사와 조선문화인식｣, 『역사교육』148, 2018, 232~235쪽.
202) 차상찬은 여러 매체에 수많은 역사독물을 기고하였다. 그 중에서 개벽사의 학생지에 

실린 것만 꼽아보아도 다음과 같다. ｢朝鮮史話 : 大院君의 逸話錄｣(창간호, 1929.3), ｢
名山勝地 夏期旅行 紹介 : 開城 朴淵瀑布｣(4호, 1929.7), ｢東方의 哲人 栗谷先生｣(6호, 
1929.9), ｢古跡巡禮 : 大京城 城壁 踏査記｣. (6호, 1929.9), ｢林慶業 將軍의 칼｣(7호, 
1929.10), ｢史話 : 伐大驄｣(2권 1호, 1930.1), ｢三月史話 : 幸州大捷｣(2권 3호, 1930.3),
｢新祿史話 : 思悼太子의 哀話｣(2권 5호, 1930.5), ｢舊韓國末의 三大 學生團體 : 關東學
會 活躍記｣(2권 6호, 1930.6), ｢海東公子 李退溪先生｣(2권 10호, 1930.11.) 

203) 장도빈이 한성도서 관계자로서 학생계에 쓴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修養美談 : 苦學한 
朝鮮偉人｣(2호, 1920.8), ｢朝鮮 이야기｣(2호, 1920.8), ｢十英雄成功談｣(3호, 1920.10), 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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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글 매체에 실린 역사 독물은 어느 정도 교육적 효과

를 거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독물은 특히 역사 속의 영웅이나 위인 등의 인물을 중

심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근대개혁기 국민국가 건설 및 국권회복

의 과제와 연관하여 民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위인의 사적을 강조했던 것

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은 민족 단결의 구심

점으로서 영웅‧위인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이순신은 항일의 상징이자 충신으로서 학생잡지 뿐 아니라 여러 

매체에 많이 등장하였다. 특히 1931년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이순신 유적 보존운동을 일으키면서 부각되었다. 이순신 묘소 일대

의 토지가 후손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동아일보는 민족

정기의 문제라고 여론을 환기하고 이순신 선양작업에 나섰다. 동아일보는 전

년도부터 ‘성웅 이순신’에 대한 연재 기사를 내어 이순신 열풍을 준비하고 있

었다.204) 이순신 유적 보존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지에서 성금이 답

지하였고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광수는 필진으로서 이 사업이 민족정신의 보존

에 중요한 사업임을 선전하였다. 성금모금이 시작되자 이광수는 충무공 유적

지로 특파되어 기행문을 14회에 걸쳐 연재하였고, 장편소설 이순신을 동아

일보에 연재하였다. 또한 저명한 사학자 정인보도 이순신에 관련된 글을 기고

하여 조선인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였다.205) 5월에는 조선교육협회에서 이충무

공 유적보존회가 창립되어 위원장 尹致昊를 비롯하여 南宮薰, 宋鎭禹, 安在
鴻, 朴勝彬, 兪億兼, 崔奎東, 曺晩植 등 민족주의 계열의 유력 인사들이 보존

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206) 

  이처럼 이순신 유적 보존운동은 역사적 영웅을 구심점으로 내세워 민족적 

단합을 추구하려는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 전략에서 출발하였다. 더욱이 이 시

기는 신간회 해소 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각자 운동 노선을 정

上學人(장도빈), ｢朝鮮百傑｣(6호, 1921.1), ｢廣開土王｣(11호, 1922.3), ｢南北朝의 二大英雄｣
(14호, 1922.6), ｢英雄談片｣(17호, 1922.9). 문일평은 ｢우리 歷史 工夫｣(3호, 1920.10.) 등
을 실었다.

204) 李允宰, ｢조선을 지은 이들 聖雄 李舜臣｣(1)-(43), 동아일보 1930.10.3~12.13.
205) 정인보, ｢李忠武公 墓山競賣問題｣, 동아일보 1931.5.15.; ｢忠武公平生에 對한 本傳과 

小說｣, 동아일보 1931.6.25.
206) 이지원, 한국근대문화사상사연구, 317~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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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던 때였다.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민족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강조하며 “민

족은 영원의 實在”207)라고 하여 초월적인 신성성을 내세웠다. 이때 민족애를 

끌어내어 조선민족을 결집할 기제 중 하나로 이순신이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

순신은 학교교육에서 배울 수 없지만 동아일보 등 민족 신문이나 잡지, 단행본 

등을 통해 조선인 학생이라면 반드시 익혀야 할 역사 지식이 되었다. “근래에 

소위 학교의 출신으로서 징기스칸이나 넬슨이 어떠한 사람인 것은 대개 짐작하

면서도 광개토왕이나 이순신이 어떤 인물인지를 전연 모르는 청년이 많다”208)

는 지적은 이순신을 위시하여 민족의 위인을 일종의 ‘民族知’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 또한, 이러한 위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나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도 내포하고 있었다.

  한편, 이순신 선양 사업에 대하여 사회주의 진영은 민족주의 진영이 신간회 

해소 이후 조선인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비판하였다. 

1930년대 초반 민족운동의 동력으로서 이순신 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민족

애’의 발로가 아니라 “민족적 감정을 전적으로 환기시켜 민족개량주의, 국가주

의를 고취”하려는 민족주의자들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었다.209) 이처럼 

이순신 담론은 사상계가 각자 다른 조선 역사 이해와 활용 방식을 보여준 사

례였다. 이는 조선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였다.

  1930년대 들어 조선 문화에 대한 관심은 학문적 체계를 통해 심화되어 ‘조

선학’으로 성립되었다. 조선학 연구는 민족주의 계열뿐 아니라 사회주의 계열

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210) 이러한 다양한 조선학의 학문적 

207) 이광수, ｢朝鮮民族運動의 三基礎事業｣, 동광 1932.2, 13~15쪽.
208) 고영환, ｢李瑄根氏著 朝鮮最近世史 讀後感(二)｣, 동아일보 1931.5.14.
209) ｢民族陣營의 再建策動｣, 비판 1932.2, 1쪽; 陳元, ｢｢民族的 表現團體 再組織 問題｣에 

對한 批判｣, 비판 1932.2, 48쪽.  
210) 조선학의 성립에는 경성제국대학의 조선학 연구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경성제대의 조

선사 연구는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 편찬과 고적 조사, 발굴 등의 총독부 정책과 맞물
려, 조선사편수회가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제공하면 경성제대는 이를 활용하여 식민사학
의 이론을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성제대의 조선학 연구는 일종의 지방학으로서
의 조선학이었으며 실증주의와 과학주의라는 근대 역사학의 체계 아래 식민 지배의 수
단으로 활용된 것이었다. 관학 아카데미즘의 조선학 연구에 대응하여 조선 지식인들 사
이에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의 ‘조선학운동’과 함께 조선학운동의 관념적 방법론에 
반대하며 마르크스주의 사학에 입각하여 과학적 입장을 주장한 ‘비판적 조선학’이 등장
하였다. 한편으로 운동성을 제거하고 순수 학문으로 조선문화 연구를 내세운 진단학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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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조선 문화･역사가 위인전이

나 이야기로 소비되는 것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학문적 성과로 소개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학생의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민족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었다.

  조선 지식계의 조선학 성과들은 한성도서주식회사의 학생잡지 學燈에 여

러 학술논문 형태로 게재되었다.211) 경성제대 출신의 젊은 연구자인 김태준과 

조윤제, 그리고 민속학회의 창립자 송석하 등이 대표적인 필진이었다.212) 김태

준과 조윤제는 경성제대 출신으로서 관학 아카데미즘의 연구방법론을 취하여 

근대의 외피를 쓴 식민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적받

기도 하지만,213) 조선 역사와 사회에 대한 애정에 기초하여 근대 학문으로서 

조선학을 수립하고자 노력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교육공론장에 자신들

의 이른바 ‘비판적‧과학적 조선학’ 성과를 학생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시

도로 나타났다. 조선학 연구자들이 학문적 성과를 게재한 까닭을 다음 김태준

의 말에서 살펴보자. 그는 ｢朝鮮漢文學史 方法論｣에서 자신의 책(조선한

문학사)을 자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大膽스럽게 朝鮮 數千年 文化史 속에 가장 量 으로 豊宙한 ｢漢文學｣을 ｢씨

시템｣ 세워보려고 하였다. 勿論 先輩 없는 學界를 歎息하여가며 조선을 사랑

한다는 마음도 움직인 것이었다.…(중략)…예전사람의 文句를 暗誦하여 가지고 

제일 가장 잘 剽窃해서 마추어 놓는 사람이 第一 文章이라는 稱讚을 받었다. 

1934년 발족하였다. (정종현, ｢신남철과 대학 제도의 안과 밖 - 식민지 학지의 연속과 
비연속｣, 동악어문학54, 2010, 400~401쪽.)

211) 학등은 1933년부터 1936년까지 발행되었으며, 파시즘화되고 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치‧사회적 언급을 피하고 학술잡지를 표방하였다. 社告에 “비속한 저널리즘의 유행을 
밟지 않으려”한다 하면서, 학술논문, 문학작품, 사색적 수필이나 논설 등을 주로 실었다. 
(김은영, ｢1920~30년대 ‘학생잡지’의 교육담론｣, 29쪽.)

212) 김태준은 ｢擲柶小考(윳노리에 대하야)｣(4호, 1934.3), ｢詩經硏究｣(6~12호, 1934.5~1934.
12), ｢朝鮮漢文學史 方法論｣(6호, 1934.5), ｢廣寒樓樂府 解題｣(13호, 1935.1), ｢玉丹春 
傳說考｣(18호, 1935.8), ｢李朝末의 民謠詩｣(18호, 1935.8) 등의 논문과 수필, 시 등을 실
었다. 조윤제는 ｢朝鮮文學의 史的大觀｣(6~9호, 1934.5~1934.9)을 게재하였다. 송석하는 
｢講座 : 民俗學은 무엇인가｣(4~9호, 1934.3~1934.9), ｢朝鮮의 農業과 正月｣(14호, 1935.
3), ｢初期 民俗學의 硏究領域 及 對象｣(23호, 1936.3) 등 민속학 연구의 소개에 노력하
였다.

213) 박용규, ｢경성제국대학과 지방학으로서의 조선학｣,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편, ‘조선적인 것’의 형성과 근대문화담론, 소명출판, 2007,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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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조선 사람이면서도 조선적 情操를 表現하지 못하였다.…(중략)…이처럼 

漢文學은 支配階級의 잠고대가 아니면 風月打令이었기 때문에 一般 民衆의 

生活을 엿볼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漢文學史를 草하기처럼 空虛를 느끼는 것

은 아마도 많지 않으리라.214)

  위의 글에서 김태준은 조선한문학사의 서술 목적이 한문학 연구의 ‘시스

템’이라는 과학적 연구 체계를 수립하려는데 있으며 그 근간에 ‘조선을 사랑한

다는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였다. 더욱이 과거의 한문학이 중국 것을 모방하여 

‘조선적 정조’를 결여하고 있으며 주로 지배계급의 전유물이었던 까닭에 민중

의 생활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공허함을 느낀다며 연구의 어려움을 토로하였

다. 즉, 조선 연구의 진정한 의의는 주체적 조선 문화를 세우기 위한 학문적 

체계 정립과 이를 통한 현재 조선의 이해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공론장

을 통해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려 한 것은 과거 지향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되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3) 계급교육담론의 폐색과 프롤레타리아 교육운동

  (1) 사회주의 공론장의 쇠퇴와 계급교육담론의 실천 지향

  1920년대 후반 제4차 조선공산당 검거와 광주학생운동 등으로 사회주의자

에 대한 일제 당국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사회주의 매체도 타격을 받게 되었

다. 사회주의자들의 신문사 활동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카프 계열 문인 기자들

의 활동 정도가 1930년대 초반까지 가능하였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의 사

상탄압이 강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카프는 1, 2차 검거 사건으로 해산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카프 문인 기자들은 전향을 하거나 언론계를 떠났다. 합

법적 사회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사회주의 매체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

다.215)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와 관련된 글을 실을 수 있는 공개 지면

214) 김태준, ｢朝鮮漢文學史 方法論｣, 학등 6호, 1934.5, 65~67쪽.
215) 박용규,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언론인에 관한 연구｣, 김민환‧박용규‧김문종, 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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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리 많지 않았다. 사회주의 사상이 일종의 교양으로 유행했던 1920년대와 

달리, 치안유지법으로 사상범 처벌이 강력해진 1930년대에는 매체에서 사회주

의 관련 기사를 찾기 어려워졌다.

  이 무렵 동아‧조선 등 민간 신문사는 일제 당국의 탄압과 함께 한편으로 일

본 자본의 유입으로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주의 필진과 담론을 제거하는 

데 한 몫을 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합법공간은 급격히 줄어들어 당국에 의

해 허가받은 소수의 사회주의 계열 잡지만이 검열의 압박 속에서 소극적으로 

발행되었을 뿐이다.216) 그나마도 중일전쟁을 전후해서는 대부분 발행 정지를 

당하면서 합법적 공론장에서는 사회주의 담론을 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사회주의 계열 잡지에서도 계급교육론은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신간회 해소 이후 독자적 사회주의 운동을 추구하던 상황 속에서 운

동의 실천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다. 사회주의 계열의 계급교육 담론

은 본격적인 교육 이론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발화되었

으며, 앞에서 살펴보았던 노동자 교육론, 프롤레타리아 교육론(‘프롤레트컬트’)

를 주축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 계급교육 담론은 대체로 사회주의 운

동의 실천 속에서 그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부터 논의되

기 시작한 ‘프롤레트컬트’의 계급교육 담론은 이제 담론의 차원을 넘어 실천의 

장에서 프롤레타리아 교육운동으로 연결되었다.

  먼저 1930년대 사회주의 공론장에 나타난 계급교육 담론의 동향을 살펴보

자. 계급교육 담론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표

출되었다. 저항의 대상은 민족개량주의와 일본제국주의였으며, 이 둘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여겼다. 민족주의 진영에 대한 계급적 대립의식은 신간회 해

소를 계기로 강화되었다. 자치운동을 추진하던 천도교 신파, 동아일보 계열, 

언론사 연구, 나남, 2008, 140~142쪽.
216) 1930년대 비합법 지하운동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핵심인물이었던 이재유는 사회주의 

계열 합법 매체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批判, 新階段, 이러타
등에 대해서 “공산주의 운동에서 탈락한 소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발간되는 잡지”라고 
규정하며 반동적 사회민주주의의 영향력을 분쇄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검열 당국이 
사회주의 계열 잡지를 허용해준 배경에는 사회주의 인사들을 합법 공간에서 감시하고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들 잡지의 생존을 유지시키면서 내용의 약화를 추진함
으로써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잡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한기형, 식민
지 문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204~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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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동우회, 일부 기독교 인사 등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신간회를 중심으로 

한 비타협적 민족운동에 공세를 강화하여 해소를 촉발하였다.217) 사회주의 계

열도 1928년 ‘12월 테제’ 이후 민족주의 계열과 결별의 수순을 밟으며 운동방

략을 수정해가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담론에서도 민족주의 진영의 논리에 대

한 배격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소수의 활자화된 사회주의 교육론으로 가장 대표적인 ｢제국주의 치하 조선

의 교육상태(帝国主義治下に於ける朝鮮の教育状態)｣를 살펴보자. 일본프롤레

타리아예술가동맹(NAPF) 소속 李北滿이 쓴 이 글은 1931년 8월 일본 新興
敎育硏究所 주관의 新興敎育 팜플렛(パンフレット) 1호로 발행되었다. 신흥

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일본교육계 赤化의 本營’이라고 일컬어지는 단체

로, 1930년 조선 내 사회주의 교육자와 연대하여 지부를 설치하고 교육노동자

조합 운동을 추동하다가 적발되면서 조선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연구소는 교

육학자 야마시타 도쿠지(山下德治)가 마르크스주의 교육을 실천할 목적에서 

창립하였다. 연구소의 창립선언에는 “세계대공황으로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의 

자기모순, 부르주아 경제조직의 비합리성, 부르주아 정치구조의 비사회성, 부

르주아 문화의 비과학성이 폭로”되었으므로 신사회를 건설할 신흥계급을 신흥

교육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소는 비밀결사로 ‘일본교육노동자조합’을 결성하여 교육운동을 하였으며 

조선의 사회주의자들과 연대하였다.218) 경남 사천군 곤명보통학교 교장 죠코 

요네타로(上甲米太郞)는 조선 지부를 결성하였고, 경성사범학교 학생 趙判出
는 교내 학생 세포를 조직하여 독서회 명목으로 마르크스주의 교육실천 연구

를 하였다. 연구소의 기관지 新興敎育은 일본의 지방뿐 아니라 조선에도 전

해져 그들의 교육사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219) 연구소는 공황으로 인한 

농촌 피해가 교육노동자에게 큰 타격을 주면서 경제적 불안과 함께 부르주아 

교육에 대한 교육에 대한 자각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북만은 연구소의 취지에 공감하여 ｢제국주의 치하 조선의 교육상태｣에서 

식민지 조선의 교육 현실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그는 일제강점 이래 식민지 

217)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291쪽.
218) 강명숙, ｢1930년대 교원조직운동 연구｣, 교육사학연구4, 1992, 144쪽.
219) 橋本啓一郞, 教育赤化と其の對策, 中正社, 1931, 1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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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어떻게 조선인을 착취하고 기만하였는지 폭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

다.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조선은 XX제국주의의 원료 자원이며 상품시장인 동시에 XX제국주의의 발전

에 따라 빠뜨릴 수 없는 만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서, 또 자본 투하지이며 원

시적 축적을 위한 가장 적당한 땅이다. 그러므로 XX제국주의는 조선 노동자 

농민의 노동력을 극도로 착취, 일본 상품의 강매, 원료와 토지 기타 수탈, 금융

자본의 절대적 통제에 의한 토착 부르주아지와 지주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 중

산계급에 대한 타격 등의 일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무력행사이다. 따

라서 교육 정책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220) 

  이처럼 일본 자본주의가 궁극적 목표인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서 조선을 경

제적으로 착취하고 있으며 식민지 교육은 이에 복무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보

았다. 식민지 교육은 생각과 비판의 능력이 결여된 노예를 만드는 교육이었다. 

식민지 교육의 주체인 일본제국주의자뿐 아니라 이에 동조한 토착 부르주아지

와 소부르주아지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이북만은 3·1운동 이후 조선

에 만개한 부르주아적 요소 속에서 교육에서도 “학교에 대한 원시적 반항과 

변변찮은 개량주의적 개혁운동”이 일어났다고 하여, 당시 민족주의 계열의 교

육운동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고상한 신사 제군” 몇몇에 의한 조

선교육협회나 민립대학기성회 등 운동의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심지어 민족주의 계열의 “지도분자 양성, 문자보급, 상식보급, 민립대학기성운

동 등이 일견 그 문화를 일본제국주의에서 지키고 그 문화적 요소를 자유롭게 

발전시키며 정신적 욕망을 만족시킬 가능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단

순한 가상에 지나지 않고 더 반동적 의의를 가진다”라고 폄하하였다.221) 

  그런데 1920년대 교육운동을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220) 李北滿, 帝国主義治下に於ける朝鮮の教育状態, 新興敎育硏究所, 1931. 4~5쪽.
221) 민족주의 교육담론에 대한 이북만의 부정적 평가는 이 팜플렛의 서문에서 주요섭의 교

육론에 대한 공격 의지를 내비쳤던 데서도 엿볼 수 있다. 문학가로 유명한 주요섭은 스
탠포드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이력을 기반으로 종종 교육론을 개진하였다. 그는 
1930년 동아일보에 ｢조선 교육제도의 결함｣이라는 기사를 시리즈로 연재하였다. 이북
만은 서문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가로 자부하는 주요섭 군에 대한 비판을 
기재할 수 없었던 점“이라고 하면서 다른 지면에서 본격적 비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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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도 동참했던 사실을 돌이켜 보면 이북만은 이러한 민족협동전선을 부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실제로 이 팜플렛이 작성된 1931년은 신간회가 

해소되고 사회주의 운동의 독자 노선을 걷고 있던 시기였다. 문화운동 차원의 

교육운동과는 별개로 사회주의의 독자적 교육론이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었

다. 이북만은 제국주의 권력, 그리고 이와 결탁한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을 

동시에 비판함으로써 식민교육의 문제를 폭로하고자 하였다. 현재 상태에서 

교육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식민교육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하므로 문화운

동 차원의 교육운동은 무용하다고 보았다. 

  이북만이 교육의 주체로 기대를 건 대상은 학생이었다. 그는 3·1운동을 계

기로 각성한 학생의 역량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였다. 더욱이 6‧10만세운동은 

3‧1운동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학생이 중심이 되어 민중의 참여를 이끌었기 때

문이라고 보았다. 엄중한 감시 속에서 6‧10만세운동의 실행을 위해 노력한 청

년들을 가진 우리 조선의 미래는 밝다고 상찬하였다.222) 또한 중등 이상 학생

들의 친목단체에서 출발하여 운동단체로 변화하던 중 해산당한 朝鮮學生大會
를 위시하여, 그 후로 共學會, 朝鮮科學硏究會, 서울학생구락부, 新興科學硏
究會 등으로 이어진 사회주의 학생단체의 활동을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

정 단체의 지도가 아니더라도 각지의 학교에서 일어난 동맹휴학의 흐름이 있

었음을 중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학생대중의 스트라이크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발달하고 

그것이 매우 광범한 층을 포착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식민지 운동에서 

자주 보이는 인텔리겐챠 학생 등의 사상적 영향이 노동자・농민에게도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었다고들 한다. 사실 문화적으로 뒤쳐진 나라들, 특히 식민지

에서 자주 보이는 점을 조선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조선에서의 학생운동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과거에서의 그것은 그 대부분이 단순히 

학교 당국에 대한 투쟁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또 전국의 학생대중이 동일한 

요구를 가졌음에도 통일적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것이 노동자 농

민, 기타 대중단체와의 연결되지 않았다는 데에서 한마디로 하면 정치적 성질

을 띠지 않았고 따라서 광범한 반제국주의적 투쟁으로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

222) 이북만, ｢六月十日을 마지면서｣, 無産者 3권 2호, 1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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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잘못이 있다. 거기에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겠으나 사회주의적 색채가 농후

한 여러 종류의 스트라이크 경우에조차 “조선어로 교수하라!”, “조선 역사를 

가르쳐라!” 등의 슬로건이 정치적 요구로는 무관계하게 주장되었다. 즉 그것은 

마치 조선 그 자체가 XX제국주의의 지배에서 해방되지 않아도 민족 독자의 

문화가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그것은 명확히 

잘못이다. 민족고유의 문화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 후, 프롤레타리아 XX의 

시기에서만 가능하다.223)

  

 그는 조선의 학생운동의 성과를 높이 사면서도 이제까지 정치적 성격이 결여

되어 반제 투쟁으로 나가기 어려웠던 한계를 지적하였다. 한계가 드러난 지점

으로 사회주의적 학생운동의 슬로건이 민족주의 계열의 교육 요구와 크게 다

르지 않은 것을 들었다. 그는 ‘조선인 본위의 교육’이라는 슬로건이 “마치 조

선이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해방되지 않아도 민족 독자의 문화가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고 보았다. 그는 민족주의자들이 해방

의 전제 조건으로 민중의 계몽과 문화 수준 향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이라

고 여겼다. 이때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이른바 ‘민족문화’란 민중

으로 하여금 계급적 모순에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계략이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프롤레타리아의 연대를 방해하고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획책이라

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족문화는 해방 후,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 후

에나 가능한 것이었다. 교육운동의 주안점도 여기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귀결

점이었다.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교육 시설은 조선인 문화 향상을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착취와 억압을 영구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관념 제

조 공장이며, 日鮮 민중을 기만하고 통일 대신 대립을 격하게 일으키려는 음모

이며, 조선인에 대한 후퇴주의의 음모를 덧칠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한

마디로 하면 XX제국주의의 조선 지배의 영구화를 위한 한 수단일 뿐이다. 그

래서 우리는 안다, 조선에서의 교육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올바른 의미의 국민문

화의 건설이란 XX제국주의의 XX와 조선의 X전한 X립 - 프로레타리아트의 

XX만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성공적으로 성취시킬 것이라는 것

223) 李北滿, 帝国主義治下に於ける朝鮮の教育状態, 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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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감한 전 XX 청소년 학생 제군! 돌진하라! XX제국주의의 XX의 길로! 

프로레타리아트가 나아가는 길로! 거기야말로 제군이 구해마지 않는 진실의 교

육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군은 영구히 노예교육에 묶이게 될 것이다.224)

  이북만은 학생층이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교육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교육운동을 사회주의 운동 안에 

포함하여 추진해야 할 이들이 바로 학생층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이북만

은 주로 NAPF에서 활동하던 문학가였으므로 이 이상 본격적인 교육론을 설

파하거나 학생운동 조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한편, 1930년대 전반기까지 존속했던 국내의 사회주의 공론장에는 민족주의 

진영의 교육운동,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나로드 운동, 문자보급

운동, 이충무공 선양 사업 등에 대한 비판이 활발하게 나왔다. 결국 민족주의

자들의 교육운동이 민족중심단체를 만들기 위한 정치운동이라는 공격이 공통

적 논지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교육 논설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김활란의 박사논문 ｢Rural Education for the Regeneration of Korea｣
의 개요가 민족주의 계열 잡지에 소개되었다.225) 이 논문은 조선 농촌의 현 

상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민이 성

공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농경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농촌운동

에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농촌교육의 근본 목적을 “개체 

생활의 완전한 발달과 단체 생활의 풍부함”이라고 규정하고, 민족 고유 문화

와 실생활에 근거한 덴마크의 농촌교육 시스템을 모델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농촌교육상 위생, 직업, 기능, 사회생활, 오락 등에 관한 지식과 숙련이 필요

하기 때문에 농촌학교 교과목은 한국 고유의 문화를 기초로 하고, 직업교육을 

주로 하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업학교에 가정학과를 설치하

여 지방사회의 농사개량과 가정개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험연구 중심기관

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여성교육의 역할도 강조하였다.226) 조선 농촌의 

224) 李北滿, 帝国主義治下に於ける朝鮮の教育状態, 50~51쪽.
225) ｢朝鮮復興을 위한 農村敎育, 金活蘭氏의 博士論文公開｣, 동광 30호, 1932.1, 16~17

쪽; ｢農村再生과 農村敎育｣, 신동아 2권 2호, 1932.2, 부록 2~5쪽, 
226) ｢朝鮮復興을 위한 農村敎育, 金活蘭氏의 博士論文公開｣, 동광 30호, 193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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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구조에 대한 분석이 결여된 채, 미국식 생활 중심 교육론을 가미하고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농촌 교육의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하여 사회주의 잡지 비판은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피상

적으로 서술했다고 비판하였다.227) “미국으로 끌고 가서 발표했다는 것이 훌

륭한 처세술”일 뿐이라고 폄하하였다. 비판 지점은, 첫째, 일본제국주의에 대

한 긍정적 표현이었다. 총독부를 ‘Government General’이 아닌 직접 정부를 

뜻하는 ‘Government’라고 표기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논문의 자료로 총독부

가 출판한 ‘善政’ 광고 어용서를 사용한 점도 들었다. 전체적으로 식민통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없이 오히려 긍정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그밖에 논거로 

삼은 자료들이 동아일보, 수양동우회의 동광, 기독신보 등이며, 그 저자는 

최남선, 주요섭, 신흥우, 홍병선 등의 민족주의 문인과 기독교 계열 인사들뿐

이라는 점을 거론하였다. 조선에 서적이 부족하지만 민족주의 진영에 편향된 

자료만 활용하여 불충분한 인식을 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총평하기를 

“부르주아지와 제국주의 작용 개선을 논한 외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一矢
의 항의도 없으며 또 교육의 근본 문제의 귀결을 규정할 生念도 못한 극히 

평범한 논문”이라고 하였다. “무슨 理想論을 포함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소개

서”에 지나지 않으니 “氏의 논문이 만일 조선에서 발표되었다면 저널리즘에 

합류해서 그날의 휴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악평하였다.

  잡지 全線도 비슷한 취지로 김활란의 농촌교육론을 비난하였다.228) 농한

기의 농민교양회나 야학강습소 설립 주장에 대하여 농촌 현실을 모르는 “철없

는 소리”라고 지적하였다. 농촌 문제는 교육기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것

이 없어 풀뿌리를 상식”하는 경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하였다. 농민교양 교

재의 필요에 대해서는 차라리 덴마크 교과서를 편집해서 내라고 비판하였다. 

2천만의 운동자금으로 청년 부부를 결혼시켜 농촌으로 보내고 싶다는 희망에 

대해서는 “정신병자의 허튼소리”라고 강하게 공격하였다.

  이처럼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 진영의 농촌교육론이 농촌의 현실을 몰각

한 탁상공론이며, 결국 식민교육과 결합되기 쉬운 배경과 논리 구조를 가지고 

쪽; 예지숙, ｢일제하 김활란의 활동과 대일협력｣, 한국사론51, 2005, 416쪽.
227) ｢金活蘭氏의 博士論文討殺｣, 비판 1932.2, 87~88쪽. 
228) ｢全線 砲擊隊 - 金活蘭의 敎育問題｣, 전선 1933.2, 57~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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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았다. 일례로, 민족주의 진영이 농촌사회의 모델로 자주 제시하는 덴

마크는 일제의 교육계도 마찬가지로 주목하는 사례였다. 덴마크는 이상적 농

촌 문화를 수립했으며, 국민고등학교는 이러한 건실한 농촌사회를 만들어낸 

교육제도라는 인식이었다.229) 민족주의 진영과 일제 교육학자들에게 덴마크가 

자본주의 농촌교육의 모델이라면,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신

교육제도가 참고 대상이었다.230)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 진영과 일제 당국

의 농촌교육 목적이 자본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점에서 같다고 보고, 그 

대척점에 서 있다고 여긴 소련의 교육제도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현재 교육제도는 일제의 통치 질서와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기제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학교교육은 자본가 계급을 위

해 봉사할 상품이자 노동력으로서 인간을 주조한다. 학교는 일종의 공장이며 

교사는 학생이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이다.231) 민족주의 진영이 학생을 

동원하여 진행하는 농촌계몽운동이나, 농촌교육론으로 제시하는 이론들은 결

국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책략이라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자본주의 근대 교육 체제가 식민지배와 결합하여 조

선의 교육현실에서 민족 차별과 계급 갈등의 이중적 질곡을 낳았다고 보았다. 

이들에게 조선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교육의 구조 자체를 전복시키는 

것, 즉 자본주의･제국주의 체제의 타파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프롤레타리아 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2) 프롤레타리아 교육운동의 전개와 ‘조선인 본위’ 교육담론의 재구성

  공황의 경제적 위기와 함께 시작된 1930년대는 계급문제가 식민지배의 모

순과 연동되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였다. 특히 농촌 경제의 파탄이 심각한 

229) 松村松盛, ｢丁抹の農村と國民高等學校｣, 文敎の朝鮮4, 1925.12, 6~17쪽; 高橋濱吉, ｢
丁抹の農村とその敎育｣, 文敎の朝鮮36, 1928.8, 61~68쪽.

230) 경제건설 5개년 계획에서 추진된 교육사업의 영역을 빈농과 중농에게 확대하여 농촌 교
육의 수준을 도시의 그것만큼 향상시키려 한다고 평가하였다. (編輯部, ｢싸베-트 事情 
一束 - 五個年計劃과 敎育問題｣, 朝鮮之光 1932.12, 48쪽.)

231) 이건만, 마르크스주의 교육사회학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2009,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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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었다. 농촌에서는 해마다 자작･자소작은 감소하고 소작･화전민은 격증

하였다. 공황의 여파로 중소지주는 몰락했으나 상대적으로 대지주는 증가하였

다. 1930년 통계에 따르면 전조선 농민의 80%가 3.7%의 지주층에게 예속된 

빈농일 정도였다.232) 농촌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계급분화가 진행

되어 갔다. 교육에서 계급문제는 도시와 농촌의 보통학교 취학 상황에서 더욱 

뚜렷한 격차를 드러냈다. 대도시에서는 학교당 수용 정원에 비하여 취학 희망 

아동수가 초과하여 입학난이 해가 갈수록 심해졌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중도 

퇴학자가 속출하여 오히려 정원을 밑도는 현상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 평남 

성천군의 보통학교에서는 1929년에 전교생의 1/3이 퇴학하는 바람에 이듬해

부터는 6년제를 5년제로 단축하기도 하였고, 충남 서산군의 보통학교는 퇴학

생 급증으로 학급수와 교사수를 감축하기도 하였다.233) 이와 같은 중도 퇴학

의 원인은 공황기에 들어 농촌 경제의 궁핍으로 가정에서 수업료를 부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234) 

  사회주의자들은 농민의 단결을 위해 농민조합을 결성하고 농민야학 등을 통

해 농민의 계급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정규교육의 결함으로 발생한 농촌

의 교육 공백을 학교 밖에서 메우기 위한 교육운동을 펼쳤다. 야학은 ‘학교 밖 

학습의 場’으로서 성인과 무산 자녀를 위해 문해교육, 교양교육, 보통학교 과정

을 교수하는 초등교육 기관이었다.235) 

  농촌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프롤레타리아 교육운동은 일제 당국의 탄

압을 받았다. 더욱이 농촌진흥운동이 시작되면서 관제 농민조직과 사회주의 

진영의 농민야학은 갈등이 깊어졌다. 야학은 적색농민조합 결성의 토대가 되

었기 때문이다. 이재유의 지도를 받은 양평적색농조의 경우 여주의 ‘비밀결사 

農民稧 준비위원회’와 통합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1931년 여주군 금사면 외평

리의 야학당에서 결성되었다. 무산농민 자제를 위해 개설된 이 야학당에서는 

‘프로칼 운동’을 통해 동지를 획득하고 있었다. 양평적색농조는 향후 ‘프로칼 

232) 崔鎭元, ｢數字上으로 본 朝鮮農村의 現狀과 그 展望｣, 新階段 1933.1.
233) ｢極度의 農村疲弊로 學年制를 단축｣, 조선일보 1930.4.9.; ｢月謝滯納된 普校生 六百

餘人에 差押斷行｣, 동아일보 1930.11.14. 
234) ｢困窮關係로 退學生激增｣, 동아일보 1930.3.13.; ｢就學難時代의 奇現象｣, 동아일보

1934.7.16.
235) 조윤정, ｢식민지 조선의 교육적 실천, 소설 속 야학의 의미｣, 민족문화연구52, 2010,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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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실시에 대하여,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무산 빈농 자제를 대상으로 사회주

의 아동 잡지 별나라와 조선일보사 문자보급반의 한글원본을 교재로 삼아 

가르치는 등의 활동을 계획하였다.236) 

  1932년 함경남도 덕원에서는 덕원적색농민조합이 결성될 때, 먼저 조직의 

전제 공작으로 각 부락에 야학을 개설하여 ‘프로칼 운동’을 일으켰다. 청년 십

수명을 대상으로 오후 9시부터 1시간 정도 공산주의 해설‧비판 등 의식교화 

교육을 하거나, 소녀들을 대상으로 보통학을 가르치는 한편 群旗, 集團, 

신계단, 비판 등 사회주의 잡지를 교재로 하여 소작문제‧농민문제를 가르

치기도 하였다. 또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사례를 들어 노동자‧농민의 1주 5일

제, 1일 7시간 노동시간제나, 차별 없는 여성 교육 등을 알려주고 각성을 촉

구하기도 하였다.237) 

  이처럼 사회주의 계열의 농민야학은 문자보급, 문맹퇴치의 방법을 통해 계

급의식을 함양하고 농민을 조직화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었다. 그러나 일제 당국의 탄압으로 이와 같은 학교 밖의 교육이 지속

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학교교육의 경우, 농민야학과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

한 상황이었다.

  학교교육에서 프롤레타리아 교육운동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과 교사

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우선 학생운동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조선공산당 재건 

과정에서 학생운동을 조직한 李載裕 그룹의 활동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

다.238) 이재유는 학생운동을 통해 조선의 독립과 공산제도의 건설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반제운동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활동가를 길러내려는 

236) ｢秘密結社楊平赤色農民組合事件檢擧二關スル件｣, 楊平警高秘 第197號, 1934.2.16.
237) ｢咸南德源赤色農組事件 豫審決定書全文｣, 조선중앙일보 1934.8.3.
238) 이재유는 1920년대 중반 이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신간회 동경지회 등의 사상단체와 

노동단체에서 합법 활동을 아울러 조선공산당 일본총국과 고려공산청년회 일본총국 등
에서 비합법 운동을 하였다. 1930년 제4차 공산당 사건의 관계자로 조선으로 호송되어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1932년 말 출옥한 이후 1936년 다시 체포되기까지 민족
해방운동을 주도하였다. (김경일, 이재유, 나의 시대 나의 혁명, 푸른역사, 2007, 
18~19쪽.) ‘이재유 그룹’의 운동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재유가 4차 공산당 
연루자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1932년부터 서대문경찰서에 검거된 1934년까지를 ‘경성 
트로이카’ 시기(제1기), 이재유가 서대문경찰서를 탈출한 1934년 4월부터 1935년 1월까
지를 ‘경성재건그룹’ 시기(제2기), 1935년부터 1936년 12월말까지 활동한 ‘조선공산당재
건 경성준비그룹’ 시기(제3기)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최규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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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에서도 학생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우선 학생들이 교육이란 무엇이고 왜 배

워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식민교육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하였다. 학생들은 일제의 강점 상황과 일본 자본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

야 했다.239) 그는 학교 내에 좌익 그룹을 조직하고 지도책임자를 정하며, 학

교 간 연락을 통해 전국적 학생운동 조직을 도모하였다.

  1933년 ‘경성 트로이카’ 시기 이재유 그룹은 각 학교별 조직을 정비하였다. 

전문학교 이상으로는 경성법전, 보성전문, 연희전문, 경성제대 등을 경성제대 

정태식이 책임자로서 지도하였다. 중등학교의 경우 이인행(보성고보생), 최소

복(대구고보 자퇴), 변우식(중앙고보생), 이경선 등이 담당자였으며 좌익그룹이 

조직된 학교로는 경성전기학교, 보성고보, 배재고보, 중동학교, 경신학교, 양정

고보, 중앙고보, 경성사범학교, 경성여자상업학교, 숙명여고보, 동덕여고보 등

이 있었다.240) 대개 적색독서회, 문화서클의 비밀결사로 조직되어 행동강령에 

의하여 교내 맹휴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때 학생운동의 지도를 위한 팜플렛을 배부했는데 이재유가 동료들과 협력

하여 작성한 초안은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수정·보완되었다. 최종

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성재건그룹’ 시기의 ｢학교내 활동의 기준｣의 행동강

령은 초기의 66개 항목에서 무려 191개 항목으로 증대되었다. 방대한 내용이

지만 이를 통해 이재유 그룹이 학생운동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다음 <표 9>는 ｢학교내 활동의 기준｣ 팜플렛의 주요 항목 중 일부를 

발췌‧요악해서 재정리한 것이다.

239) 최규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174쪽. 
240) 김경일, 이재유, 나의 시대 나의 혁명, 푸른역사, 2007, 111~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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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학교내 활동의 기준｣ 팜플렛 내용 정리

1. 학원의 자
유 획득을 위
한 투쟁

◦ 학원의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연구, 발표의 자유
◦ 교수·敎諭·훈도·교원·강사 등의 교육노동조합 조직, 선동과 선전, 스트
라이크, 테러, 옥외집회의 자유
◦ 학무국의 교육노동자와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와 간섭 반대
◦ 학원내 사법권과 경찰권 침입 반대

2. 학생의 자
치 획득을 위
한 투쟁

■ 교내 학생 활동의 자유 보장
◦ 학생의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연구, 발표, 독서의 자유
◦ 학생의 학교위원회, 학급회, 자위대 등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 학생의 학교 내외 제조직에 대한 가입 자유(共靑, 反帝, 문화 단체, 적
색 스포츠 등등)
◦ 학생의 스트라이크, 테러, 옥외집회, 아지 프로의 자유, 학생의 일체의 
투쟁활동의 방해를 위한 검속·구류·체포·감금·가택침입·가택수사·서신 침해 
절대 반대
◦ 학생의 일체의 투쟁활동을 압박금지하는 제법령 철폐(치안유지법, 보안
법, 제령제7호, 출판법, 경찰범처벌령, 폭력행위취체령 등)
◦ 보도연맹, 보도대, 學生盟, 기타 학교 스파이와 학생의 일체 반동단체
의 적발적 박멸
◦ 반동적 교수·교유·훈도·교원·강사 등의 수업 거절 자유와 수업시간 중 
질문, 토론, 반박의 자유
◦ 학생의 제복 제모 강제 착용 반대, 상하 차별 표시를 위한 襟章의 반
대와 하급생의 상급생에 대한 군사적 봉건적 경례 절대 반대
◦ 학생 자치 보장(학교판매부 권리권, 학교 도서관 관리권, 소풍·여행·운동
회 등의 결정권 보장, 학생 처벌과 교육자 채용·파면에 학생대표 참여권 등)
◦ 학교 내 웅변대회, 토론회, 연설회, 연극회 등 개최의 자유
◦ 일본제국주의 행사에 학생 동원 반대
◦ 조선과 국제 혁명 기념일에 학생의 기념활동의 지유
◦ 전투적 학생에 대한 퇴학·정학·근신 기타 일체의 처벌 절대 반대
◦ 기숙사 사용의 자유(강제수용 반대, 시간 규제 반대, 사감의 검방과 서
신 열람 등 반대, 기숙사 전체회의의 사감 임명권 획득 등) 

■ 일본제국주의 위주 교과서와 수업운영에 대한 반대 
◦ 조선인 본위와 조선의 독자적 문화발전을 위한 내용의 교과서 편찬 사용
◦ 유물변증법적 신흥과학 사상으로써 일관된 교과서 편찬 사용
◦ 영웅적 개인 본위적 역사교과서 철폐와 사회‧문화적 역사교과서 편찬 사용
◦ 식민지 약탈 본위의 지리교과서 철폐와 사회생산관계･문화발전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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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리교과서 편찬 사용
◦ 기계적 암기 본위적 자연과학교과서 철폐와 현실의 사회생활과 통일된 
자연과학교과서 편찬 사용
◦ 공식암기의 수학교과서 철폐와 현실생활과 통일된 논리적 수학교과서 
편찬 사용
◦ 소학교의 일본어 일본 역사‧지리교과서 철폐
◦ 외국어 이외의 일체 교과서를 조선어로 편찬 사용
◦ 소‧중‧전‧대학의 일본어 상용제의 절대 반대와 조선어 상용제 즉시 실시
◦ 중등학교의 일어 시간 1주간 3시간 이내로 단축
◦ 중등학교의 조선어와 조선어문전 시간 1주간 5시간 이상으로 증가
◦ 중등학교의 일본역사·지리 시간을 각각 총수 150시간 이내로 단축
◦ 일본역사의 위조적 역사교육적 편찬 절대 반대
◦ 소‧중학교의 조선역사·지리 시간을 각각 총수 200시간 이상으로 증가
◦ 조선역사의 위조적 기만적 편찬 절대 반대
◦ 과학적 조선역사의 독립교과서 편찬 사용
◦ 중등학교의 영어 폐지와 에스페란토어 즉시 실시
◦ 지리, 역사, 수신의 교유‧훈도에 대한 일본인 특정제 절대 반대
◦ 체조시간에서의 군사적 교련 반대, 군인체조 교수와 배속 장교 절대 반대
◦ 개인 본위적 일체의 스포츠 반대와 집단적 스포츠 장려

■ 입학 제한 사항에 대한 반대
◦ 입학과 보결시 형식적 살인적 선발‧검정, 보결시험제도 철폐와 수업능
력에 의한 무제한 입학과 보결제 실시
◦ 동등 학교에의 전학의 자유
◦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 연약자와 결함자에 대한 입학 제한 철폐
◦ 학생의 재산, 연령에 의한 입학제한 철폐
◦ 경찰의 신분조사, 사상조사에 의한 입학제한 철폐
◦ 전투적 학생과 학생운동 희생자에 대한 입학제한 절대 반대

■ 주입식 수업 반대  
◦ 상급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기계적 강제적 주입식 교수제 절대 반대
◦ 형식적 개인적 학력의 우열을 결정하기 위한 살인적 학기·임시·기타 일
체의 시험제 철폐

■ 학교별 차별 반대
◦ 형식적 자격 차별을 위한 학교 등급제 철폐
◦ 관공사립 학교간의 시설 대우, 상급 입학 취직 등에서 일체의 차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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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 각자 희망에 따른 취직과 상급 입학에 학교 당국의 책임적 주선

■ 학교에서의 민족차별 반대 
◦ 日鮮 학생에 대한 우열적 차별 대우와 교육방침 절대 반대
◦ 중·소학교에 대한 일선학생 공학제 절대 반대
◦ 일선학생간 일체의 반동적 충동에 절대 반대
◦ 학생의 제네스트, 기타 일체의 캄파니아 투쟁에 일선 학교와 학생 간의 
공동 투쟁

■ 수업료, 기숙사비, 하숙비 등 제반 교육비 경감 
◦ 학생의 하숙비, 기숙사비, 학용품비 2할 감하
◦ 소학교 의무교육화로 교육비 면제(국고부담에 의한 소학교과서 무료 배
부, 월사금 면제)
◦ 국고부담에 의한 중등학교 이상의 교과서 대가 반액 감하
◦ 재산 정도에 의한 누진적 수업료 징수제 획득
◦ 고학생, 災地학생의 수업료 면제
◦ 수업료 체납에 의한 일체의 처벌(퇴학, 정학, 還家) 절대 반대
◦ 수업료 이외의 학교비용, 반동적 소용의 일체의 비용에 대한 학생 부담 
절대 반대
◦ 15일 이상의 휴가기간에 대한 수업료 징수 절대 반대
◦ 실험재료, 재봉재료, 자수재료 등 기타 일체에 대한 학생 일반의 현실생
활과 별로 관계없는 부르주아적 고급품 강요 절대 반대
◦ 학생의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동식물원, 중앙시험소 등 무료 출입 실시
◦ 市電 버스 등에 무료 승차 실시
◦ 기차, 자동차, 기차 등에서 학생승차권과 극장, 활동사진관 등에서 학생
입장권 반액 감하

■ 학교 시설 완비
◦ 일반 교실과 난방장치, 변소, 운동장, 지리역사 교실, 우천체조실, 각종 
연구실과 난방시설 기타 일체의 오락장 등 설비 개선
◦ 물리, 화학, 동물, 식물, 광물, 생리, 재봉, 가사 기타 일체의 연구실험기
계, 기구, 표본 등의 완비
◦ 교내 도서와 도서실 완비, 질병 위생 치료 설비 완비, 기숙사 설비 완비

■ 학교의 봉건 질서 타파
◦ 학급, 학년, 학교간에 봉건적 봉쇄 절대 반대
◦ 남녀 학생간 봉건적 봉쇄 반대와 접촉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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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의 학교에서 남녀공학제 즉시 실시
◦ 학교장‧교수‧교유‧훈도‧교원‧강사와 관공리‧일반 사회유지 등에 대한 학생의 
봉건적 예의 강요 절대 반대와 그에 대한 학생의 의사 표시와 행동의 자유
◦ 학생에 대한 봉건적 가정의 간섭과 압박 절대 반대
◦ 학생에 대한 봉건적 강제 결혼, 조혼제 절멸과 자유의사에 의한 일정 연
령(남녀 25세) 이상의 남녀학생의 연애의 자유
◦ 노동자 농민의 반봉건적 투쟁에 적극적 참여 지지

■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반종교 투쟁의 자유
◦ 학생의 종교 신앙의 자유
◦ 학교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
◦ 학생의 종교 비판과 반종교 투쟁의 자유
◦ 일체의 종교학교의 학생에 대한 종교 의식 강요 절대 반대

3. 타교의 스
트라이크 기
타 일체의 투
쟁을 지지하
기 위한 투쟁

◦ 타교의 스트라이크, 기타 일체의 투쟁에 대한 경찰과 학무당국의 탄압 
절대 반대
◦ 타교의 스트라이크, 기타 일체의 투쟁에 대한 물적, 인적 원조와 옹호
를 위한 스트라이크 등 조직 실행

4. 노동자·농
민대중에 대
한 계몽활동 
투쟁

◦ 학생의 인근, 휴가시에는 각 향촌의 노동자･농민, 일반 무산시민, 부녀, 
청년, 소년, 아동의 계몽을 위한 각종 강습소, 야학교 등 개설･개강
◦ 진흥회, 교풍회, 민족개량주의 집단(동아, 천도), 종교단체, 관리 관청 
등의 반동적 계몽운동 절대 반대

5. 일본제국주
의의 교육 정책
에 대한 투쟁

◦ 일본제국주의 연장의 식민지 동화(충량국민 제조) 교육 정책 절대 반대
◦ 일본제국주의의 기만적 노예교육 정책 절대 반대
◦ 일본제국주의의 팟쇼적 군국주의적 교육 절대 반대
◦ 일본제국주의의 봉건적 현모양처 제조 교육 정책 절대 반대

6. 제국주의 전
쟁 절대 반대를 
위한 투쟁

◦ 교수 시간, 훈시 시간 등에서 전쟁열, 반동적 애국 배외사상 고취 반대
◦ 防空 메탈 강매, 국방기금, 애국기금 등 모집, 군대 송영과 애국 시위 
강제 참가 반대
◦ 군국주의적 애국 배외사상 고취를 위한 연설회, 강연회, 영화, 연극 등
에 강제 참가 절대 반대
◦ 군사교련 야외연습 절대 반대

7. 일본, 대만 ◦ 일본, 대만 학생운동에 대한 일체의 반동적 탄압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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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운동의 강령은 총 11개 항목에 따

라 매우 세세하게 제시되었다. 일제 교육정책에 반대하며 학교생활의 자유와 

자치권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반제독립운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타학교와의 연결뿐 아니라 일본‧대만의 학생운동과 연계하고 중국과 소연방의 

항일투쟁과도 연대하자는 국제적 계급연대까지 학생운동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학생운동 강령 중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살펴보자. ‘조선인 본위’ 및 

조선의 독자적 문화를 다루는 교과서 편찬, 수업 중 조선어 사용, 의무교육 등

의 주장은 조선인 사회가 가진 교육에 대한 일반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할 수 

학생운동 지지
를 위한 투쟁

◦ 일본, 대만 학생운동의 응원을 위한 인적 물적 원조와 스트라이크, 제
네스트 조직 실행, 대중적 공동 캄파니아 투쟁에 적극적 참가

8. 중국혁명운
동 지지를 위
한 투쟁

◦ 중국 학생의 혁명적 활동, 만몽의 빨치산 운동, 中革 소비에트 운동 지
지
◦ 일본제국주의의 對중국 출병과 만몽 약탈과 중국혁명 무력 간섭 반대

9. 소비에트 
동맹 지지를 
위한 투쟁

◦ 소비에트 동맹의 대중 계몽, 문화건성운동, 통일적 공예 교육 정책, 현
실생활과 결부한 실질적 교육정책 지지
◦ 일본제국주의의 소비에트 동맹 문화 시설과 교육제도 등에 관한 데마
적 소개와 반소적 데마 반대와 반소 전쟁 반대

10. 일본제국
주의 국가권
력의 근본적 
전복을 위한 
투쟁

◦ 일본제국주의 국가권력의 팟쇼적 독재화에 대한 반대 투쟁
◦ 일본제국주의 국가권력의 조선의 지주인 조선총독정치의 근본적 타도
를 위한 투쟁
◦ 일본제국주의의 주구인 민족개량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절대로 반대하
기 위한 투쟁 

11. 조선의 
절대적 독립
을 위한 투쟁

◦ 노동자 농민 중심으로 한 일체의 독립운동에 적극적 참여
◦ 노동자 농민의 독립운동에 대한 일본제국주의 경찰과 군대의 출동 진
압 절대 반대
◦ 민족개량주의, 사회민주주의의 타협적 기만적 독립운동 절대 배격
◦ 조선의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위한 노동자 농민의 소비에트 정부 수립
운동 절대 지지

출전 :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思想彙報4, 1935.9, 151~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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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이북만이 이에 대해서 민족주의 계열의 책동이라며 

부정적으로 본 것과는 차이가 있다. 

  조선어･조선 문화를 조선인 교육 내용의 중심이 삼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재유 그룹은 원론적으로 합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계열 내

에서도 이견이 갈렸던 듯하지만, 이재유 그룹의 경우 고보, 전문, 대학의 학생

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교육현실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교육내

용으로서 조선어･조선 문화의 필요를 절감했을 것이다. 그 어떤 이념적 구별

보다 더 절실한 것이 생활 속에서 직접 접하고 느끼는 현실적 감각이었다. 조

선어와 조선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식민지 교육현장에서 조선인 교육자와 학생

이 가장 원초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교육 요구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이재유 그룹이 제시한 학생 강령의 특징이다. ‘유물변증법적 신흥과학 사상’의 

교과서 사용을 주장하고 영웅 중심의 개인 본위 역사교과서를 반대하였으며, 

反봉건적 교육 지향으로 학교 내의 수평적 관계 성립과 남녀공학 요구 등을 

내세웠다. 특히 식민교육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였다. 일제의 교육정책은 기

만적 노예교육이자 군국주의 교육이라고 비판하며 교련 과목 등의 폐해를 지

적하였다. 또한 역사 과목의 경우에는 일본사와 조선사를 각각 일제의 침략의

도에 맞게 왜곡했고 지리 과목 또한 제국주의 침략에 복무하기 위해 제작되었

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식민교육의 실체를 그대로 꿰뚫어 본 혜안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외로 학생들이 배워야할 학교교육 내용으로서 노동교육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학생의 임무는 위의 <표 9>의 항목 4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농민을 계몽하고 지도하는 데에 중점이 두어졌다. 평시

에는 도시에서, 그리고 방학 중에는 고향에서 학생은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민

중을 계몽하기 위한 강습소나 야학 등을 개설하도록 권고 받았다. 학생을 노

동자‧농민 계급과 구별하여 그들을 지도하는 계몽자의 위치에 세운 것은 사실 

민족주의 계열의 학생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1920년대 이래 중등

학교 이상의 학생을 지식계급의 일원으로 인정했던 인식이 여전히 이어진 것

이라고도 볼 수 있다. 1928년 코민테른의 ‘12월 테제’로 조선공산당 재건의 

방향이 기존의 지식인‧학생 중심 노선에서 노동자와 빈농 중심으로 수정되면

서, 노동자‧농민을 각성시키고 보조할 역할이 지식계급, 특히 학생에게 부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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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학생 등 지식계급이 주도하는 민중 계몽적 성격의 농촌운동은 민족주의 계

열의 그것과 상당 부분 중첩될 우려가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 조

선일보, 동아일보, 천도교 계열 등 민족주의 그룹에서는 학생에게 문자보급운

동, 브나로드 운동 등 농촌계몽운동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었다. 사

회주의 계열은 민족개량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일제의 ‘주구’라고 표현하

며 사갈시하였다. 여기서 민족개량주의로 직접 지목한 대상은 동아일보, 조선

일보, 중앙일보, 흥사단, 천도교, 기독교, 時中會 등의 세력이었으며, 사회민주

주의는 大衆, 신계단, 이러타 등, 보통은 사회주의 계열로 분류되던 잡

지들과 카프(KAPF) 등이었다. 이재유는 이들이 민족해방운동에서 가장 위험

한 경향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제국주의가 모든 계급운동을 탄압하여 비합법

화 영역으로 축출했던 당시 현실에서 합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기회주의

적이고 반동적인 것이라는 이유였다.241) 따라서 이재유 그룹은 농촌계몽운동

의 헤게모니를 쟁취하고 진정한 노동자‧농민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으로 승화시

킬 역할을 학생에게 당부하였다. 

  학생의 역할은 농촌 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프롤레타리아 교육운동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데에도 있었다. 학교 내의 사회주의 운

동은 학생을 지도하여 교사가 주도한 일도 종종 있었다. 이는 당시 학교 내에

서 벌어진 식민교육의 모순으로 학생과 교사 사이가 악화되기도 했던 것과 대

비되는 현상이었다. 학생과 교사 사이를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는 수업료 징

수 갈등이었다. 수업료 문제는 보통학교 취학률이 높아지면서 교육계 현안 중 

하나가 되었다. 조선인은 수업료 외에도 조선학교비령에 의하여 교지, 교사, 

교구 등 유지비를 위해 부과금을 내야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하여 학교를 그

만두는 학생이 증가했으며, 수업료 징수를 맡은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문제로 

떠올랐다.242) 농촌 경제의 악화로 인한 수업료 체납 현상은 매우 극심하여 

1932년에는 1개월 이상 수업료를 체납한 아동이 전체의 4~6할에 이를 것으

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보통학교 재정에도 영향을 미쳐 교원 봉급을 

241) 김경일, 이재유, 나의 시대 나의 혁명, 푸른역사, 2007, 130~131쪽.
242) 강명숙, ｢영화 수업료를 통해 보는 전시체제기 교육｣, 한국교육사학 37-2, 2015, 

98~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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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여 교원의 경제 형편도 곤궁해지는 원인이 되

었다.243) 더욱이 당시 수업료는 교원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던 터라 교원과 아동의 사제관계는 마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처럼 악

화되기도 하였다. 수업료 문제를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교육운동에 나선 교사

들도 생겨났다.244) 

  1930년대 초부터 신문지상에는 종종 ‘적색 교육’과 ‘적색 교원’에 대한 기사

가 실려 일반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적색비사”, “아동

교육 적화계획”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구사범학교 교유 玄俊爀이 학생들

을 선동하여 신흥교육을 연구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마르크스주의 아동교

육 실천을 도모하다가 체포되었다는 보도였다.245) 경성제대에서 교육학을 전

공한 현준혁은 여름방학 때 고향인 평남 개천에서 소비조합을 조직하고 노동

야학 지도자 강습회를 조직하기도 한 투철한 사회주의 운동가였다. 미래의 교

육자가 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들을 좌익화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적색’이라는 자극적 이미지와 함께 사회주의 운동의 불온성을 강조하는 것이

었다. 이 시기 적색 교육에 대한 기사가 많이 등장한 것은 각지에서 사회주의 

교육운동이 암암리에 확산되고 있던 상황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교육에 뜻을 

둔 교원 개인의 활동을 넘어서 점차 교원단체가 조직되어 교육운동이 전개되

었다.

  최초의 교원 조직 사건은 1930년 12월 검거된 ‘교육노동자조합’이었다. 경

남 곤명공립보통학교 교장 죠코 요네타로(上甲米太郞)와 그의 제자이자 경성

사범학교 학생 조판출 등이 일본의 신흥교육연구소와 연계 하에 교육노동자조

합을 조직하고 프롤레타리아 교육운동을 기도한 사건이었다. 교육노동자조합

은 ‘현재 자본주의 제도는 역사적으로 붕괴 과정에 있으며 공산주의는 이미 

시기의 문제’라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교원 조직화를 도모하여 신흥

교육연구소 발간 신흥교육의 교원 독서 모임을 구성하였다. 교육노동자조합 

243) ｢普校敎員의 俸給도 支佛難｣, 동아일보 1930.11.15.; ｢普校授業料滯納 四割 乃至 六
割｣, 동아일보 1932.3.28.

244) 장인모, ｢朝鮮總督府의 初等敎員 政策과 朝鮮人 敎員의 對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8, 205~206쪽.

245) ｢大丘師範學校 赤色秘社 兒童敎育赤化計畫｣, 동아일보 1932.4.2.; ｢大丘師範敎諭가 
學生과 共産運動｣, 조선일보 193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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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초기단계에서 관계자들이 검거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하

지만 조선인과 일본인 교원이 연대하여 교원단체를 결성하고 조선의 교육문제

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246)

  조선인 교원 중심의 사회주의 교육운동의 대표적 사례는 1933년 경상남도 

내 보통학교 훈도들에 의해 결성된 ‘赤色敎育勞動者協議會’를 들 수 있다. 이 

조직은 구성원들의 경남공립사범학교 시절 경험과 유대를 바탕으로 결성되었

다. 이들은 사범학교 재학 당시 독서회를 조직하여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였

고 졸업 후 보통학교 훈도로 재직하면서 아동들의 계급투쟁의식 고취와 사회

주의 이념 교육에 힘썼다.247) 적색교육노동자협의회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보

통학교 훈도가 중심이 되어 조직된 사회주의 교원단체로, 金斗榮(郡北公普), 

金庚出(부산공보), 崔命錫(부산진공보) 등 13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부산부와 창원부 공장의 노동자들과도 연대하고 팜플렛을 배부하는 등 계급의

식 고취에 힘썼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식민교육의 모순을 알리고 투쟁심을 가지

게 하도록 지도하였다. 수업에서 총독부 교과서의 내용을 비판하고 그와 반대

되는 의미를 가르치거나 사상적 글쓰기를 지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었

다.248) 김두영은 교육과 학교 현실을 계급 갈등과 식민지 모순이 분출되는 장

소로 바라보았다. 교사는 아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월급을 받기 위해 기계적으

로 교육하며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징수하는 일이 교사의 업무가 되었다고 하

였다. 학령아동의 취학률이 처참할 정도로 낮은 조선의 교육현실에서 야학이라

도 세우면 당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방도

는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249)

  이에 따라 적색교육노동자협의회는 ‘제국주의 교육 타도’, ‘프롤레타리아 교

육 건설’,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시’ 등의 교육 강령을 내걸었다. 행동 강령으

로는 아동의 혁명성 조장, 지방 무산교육기관의 지지, 아동을 통한 산업장려의 

반동성을 폭로, 시사문제의 계급적 비판과 계급의식 함양 등 구체적 사항을 

246) 강명숙, ｢1930년대 교원조직운동 연구｣, 145쪽.
247) 장인모, ｢조선총독부의 초등교원 정책과 조선인 교원의 대응｣, 209쪽.
248) ｢公普訓導끼리 結社 釜山을 根據로 活動｣, 동아일보 1933.12.11; ｢天眞學童들에 무서

운 感染｣, 매일신보 1933.12.13.  
249) 지중세 역편, 조선 사상범 검거 실화집, 돌베개, 1984, 160~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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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250) 식민교육 현장의 노동 착취와 자본주의 노예화를 거부하며 아동

의 계급의식을 철저히 하려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교육운동의 목표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전북 지역의 보통학교 훈도를 중심으로 하여 중등학교

생과 인텔리 청년이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적색운동’을 하다가 발각되어 100

여명에 가까운 관련자가 검거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251) 이 비밀결사는 

‘敎育者同志會’252) 또는 ‘교육자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연계되어 활동하였다. 趙光浩(전주제일보교), 鄭雲聖(장계보교), 李吉鉉(장수보

교) 등 12명의 교사가 참여했는데 이들도 전북공립사범학교 시절부터 사상단

체를 조직하고 연구한 이력이 있었다. 이들은 아동에게 계급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주한 사상을 전파하였으며 농민대중에 대해 문맹퇴치를 명분으로 계급적 

계몽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전북적색교원’ 사건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

다. 몇 개월에 걸쳐 전북뿐 아니라 전남, 경남에 걸쳐 검거 선풍이 이어졌으

며, 배후 조직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졸업생 등 학생들에게까지 취조 범위가 

확대되었다.253) 

  이와 같은 교원들의 사회주의 교육운동 전개 내용을 보면 앞에서 살펴본 학

생운동의 실천방략과 큰 틀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교내 활동과 교

외 활동 영역으로 나누어, 교내에서는 수업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식민교육

의 모순을 깨닫고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하고, 교외에서는 여타 사회주

의 운동가들과 연대하여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관여하고 노동자‧농민 운동을 

지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처럼 1930년대 ‘적색 교원’들에 의한 프롤레

타리아 교육운동은 학교 단위의 독자적 운동을 지양하고 여러 학교와 인물을 

아울러 확산을 지향하는 방략으로서 추진되었다. 그 궁극적 지향점은 자본주

의 제도와 식민교육의 폐해를 폭로하여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후진을 키워

내는 것이었다. 이는 1920년대의 ‘조선인 본위’ 교육운동이 교육기회 증대, 민

족차별 철폐 등에 방점이 있었던 것에 비하여, 1930년대 프롤레타리아 교육운

동의 목표가 ‘민중 본위’의 교육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교원조직 운동을 

250) 강명숙, ｢1930년대 교원조직운동 연구｣, 147~148쪽.
251) ｢敎員과 學生이 合作 赤色祕社를 組織｣, 조선일보 1933.7.24; ｢全北敎員赤色秘社 檢

擧旋風 依然繼續｣, 동아일보 1933.8.15. 
252) ｢全北某重大事件擴大｣, 조선일보 1933.11.16.  
253) ｢全北事件檢擧風｣, 동아일보 193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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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무상 의무교육 실시, 교육의 빈부차별과 민족 차별 철폐 등의 목표를 추

구하였다.254) 이와 같은 ‘민중 본위’ 교육은 프롤레타리아 교육운동의 처지에

서 ‘조선인 본위’ 교육을 새롭게 정의한 것이었다.   

  일제 당국은 이러한 교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교단 적화’가 ‘학생 적화’로 이

어진다고 보아 상당히 경계하였다. 나아가 사회 전체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아 

철저히 탄압할 필요가 있었다. 계급의식이 교육계에도 뿌리내린 것을 본 경찰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보통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일본인 훈도에게 맡기고 조

선인 교원의 이력서와 환경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교원 단속에 나섰다.255) 

  지역 자체적으로는 교원들을 관제 행사에 동원하여 통제를 도모하였다. 전

북적색교원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던 1933년 12월, 전북 학무과는 도내 600여 

보통학교의 조선인 교원을 동원하여 농한기에 문맹퇴치사업에 투입시키기로 

하였다. 전북교육회의 주도로 여름방학 동안 이루어진 교사의 농촌계몽운동이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겨울방학에도 마찬가지로 실시한다는 것이었다.256) 

이는 당시 특히 민족주의 계열의 신문사와 학생들이 연계되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던 문자보급운동, 브나로드 운동 등에 대한 관제 대응책인 동시에, 

방학 기간에 보통학교의 조선인 교원의 행동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교원의 적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당국으

로서는 교원을 더 확실히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민족주의 계열 언론도 프롤레타리아 교육운동에 대하여 경각심을 드러

냈다. 1930년대 교육계 전반에 사회주의 사상이 전파되고 프롤레타리아 교육운

동이 진행되자 민족주의 진영은 사회주의 계열의 교육담론을 경계하였다. 민족

주의 계열 교육공론장에서는 사회주의 담론이 차츰 사라져갔다. 그리고 교육계

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에 대하여 “학부형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

다”, “學園에 감염된 적색” 등의 자극적 언사를 통해 교육계의 ‘좌익적 경향’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하였다.257) 

254) 강명숙, ｢1930년대 교원조직운동 연구｣, 163쪽.
255) ｢赤色敎員刺戟바다 訓導等環境嚴査｣, 조선일보 1933.9.20.
256) ｢冬期休暇의 膳物｣, 동아일보 1933.12.13.; ｢冬期休暇와 文盲退治 - 全北道의 敎員

動員｣, 동아일보 1933.12.14. 
257) ｢敎員과 學生이 合作 赤色祕社를 組織｣, 조선일보 1933.7.24; ｢學園에 感染된 赤色-

敎員學生 二萬餘｣, 동아일보 193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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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민족‧사회주의 진영의 교육담론 경합은 1930년대 후반 전시 파시즘 

체제에 접어들어 공론장이 폐색되면서 사라져갔고, 획일적 전체주의교육 언설

만이 강요되었다. 말과 글을 통제당한 지식인들 가운데 일부는 변절하고, 일부

는 침묵했으며, 또 일부는 저항하였다. 그러나 ‘침묵’과 ‘행간’ 속에서, 또는 투

쟁의 행동 속에서 조선인교육 담론은 다른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였다. 조선인 

사회에서 조선인교육 담론은 수면 아래 잠복하여 해방의 그날을 기다리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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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근대개혁기에 근대국가 수립을 향한 자주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식층

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교육정책과 그에 수반하는 교육담론이 형성되었다. 

이때 교육의 목표는 부국강병의 기반이 되는 국민을 양성하려는 국가 지향에 

맞추어졌다. 근대국가 수립과 운영 차원에서 교육을 구상했던 경험은 일제하 

조선 지식인의 교육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비록 정치권력에서 배제되었으나 

지식인들은 식민교육정책과 길항 관계 속에서 조선인교육 담론을 제기함으로써 

일제 당국에 대응하고 조선인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였다. 

  일제하 지식인의 조선인교육 담론은 근대주의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

었다. 이 시기 조선인교육 담론의 주체였던 민족‧사회 양 진영의 논자들은 자본

주의에 대한 판단 여하에 따라 교육 지향은 달랐으나, 모두 근대적 삶의 양식

을 조선인교육의 기본 조건으로 파악하였다. 그와 함께, 서구 근대 또는 일본 

제국주의와 다른 ‘조선적’인 교육에 대한 적극적 인식과 고민도 함께 이루어지

고 있었다. ‘근대’라는 보편성과 ‘조선’이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선인교육 담론의 주요 의제였다. ‘조선인 본위’ 교육담론

은 양자를 아우르면서 식민교육에 대응하였다. 식민교육은 조선인을 일본제국

의 ‘국민’으로 포섭하면서도 동시에 ‘식민지인’으로 구별하고자 하였다. ‘차별적 

동화’라는 모순적 식민교육 정책과 담론에 대하여 지식인들은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식민교육에 함몰되기를 거부하고, 근대성과 민족성

이 공존하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조선인교육 담론에서 식민교육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근대적 주체로 ‘민족’이 

제시되었다. 민족은 ‘국민’을 대체하며 일제하 조선인 사회의 교육 주체이자 대

상으로 떠올랐다. 근대개혁기 ‘국가’ 지향의 교육 목적이 일제하라는 시대 조건 

아래서 ‘민족’, ‘사회’로 변용된 것이다. ‘조선인 본위’를 내세운 조선인교육 담

론은 1920년대 전반기를 지나며 사상계의 분화에 따라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

주의 계열의 담론으로 나누어졌다. 민족･사회 양 진영은 기본적으로 ‘조선인 

본위’의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조선인 본위’ 교육의 

구체적 내용, 즉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양성하려는 근대적 주체에 대해서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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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드러냈다. 

  식민교육이 근대화･문명화 담론을 통해 조선인 사회를 자본주의 근대로 흡

수하려 하는 데 대하여 민족주의 계열의 교육담론은 조응과 저항 사이를 오갔

다. ‘민족’은 근대교육을 통해 자아를 각성한 개인이 모여 구성된다는 유기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개념이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기르는 것은 

곧 근대적 감각과 자본주의 질서에 적응력을 가진 ‘개인’과 ‘시민’을 기르는 것

을 전제로 하였다. 이러한 개인과 시민은 민족의 일원으로서, 민족적 단결과 

일치의 주체로 여겨졌다.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들은 계급의식을 기르는 데서 교육의 가치를 찾았다. 

‘계급’은 개인과 사회를 인식하는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나온 근대적 주체였다. 

사회주의 교육, 곧 계급교육은 자본주의 근대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한다. 사

회주의 진영은 당시 식민교육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예교육에 지

나지 않는다고 보고, 계급의식을 깨닫는 교육을 통해 식민교육에 투쟁하고 해

방을 쟁취하는 교육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일제하에서 계급해방은 곧 민족해방

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이처럼 조선인교육 담론의 주체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 지식인

이 있었으며 그 대척점에 식민교육 당국이 있었다. 민족‧사회 양 진영은 각각 

다른 전략을 통해 조선인 사회의 교육담론을 전유하려 하였다. 이들은 1920년

대에는 식민교육에 맞서 민족협동전선을 형성하기도 했으나, 1930년대에 들어 

별도의 노선을 추구하였다. 일제의 파시즘화 가운데 민족주의 진영의 일부는 

개량주의화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일부는 전향하는 등 변질되었다. 그러나 민족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거나 또는 프롤레타리아 교육운동을 추진하며 ‘조

선인 본위’ 교육의 가치를 지켜가려는 지식인들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인교육 담론과 식민교육 담론의 대립과 조응, 그리고 조

선인교육 담론 내부에서 민족･사회주의 진영의 경합과 협동 양상을 살펴봄으로

써 조선인교육 담론의 의의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제 본고의 내용을 종합적

으로 요약·정리하고 지식인의 조선인교육 담론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가늠해보

고자 한다.

 (1) 근대개혁기에 조선 정부는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지향하며 인재 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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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신식 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이 과정에서 근대 

지식층이 성장하면서 사회 주도층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국가 운영의 책임자

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부의 신교육 정책에 참여하고 부국강병을 위한 교육론을 

제기하였다. 한성순보, 한성주보를 통해 정부는 동도서기의 교육개혁론을 

선전하였다. 정부와 지식층이 국가 운영 차원에서 교육의 방향을 세우고 근대 

교육정책을 수립한 경험은 이후 교육담론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일제에 의해 국권이 피탈당하고 조선인이 주도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지식인들이 교육공론장을 통해 조선인 사회의 교육담

론을 생산하면서 여론을 형성하였다. 통감부는 한국의 교육정책에 간섭하고 

‘모범교육’ 정책을 통하여 식민교육의 단초를 놓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고종은 

흥학조칙을 발포하였으나 정치적 실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정부가 교육정책을 

주도할 수 없었다. 을사늑약을 전후해서는 학회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이 흥

학열을 고취하였다. 이 시기 각지 지방관과 민중의 호응으로 사립학교 설립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그 배경에는 국권을 되찾고 독립하기 위해 국민이 교육

을 통해 힘을 길러야 한다는 교육구국론이 있었다. 국수보전 계열을 제외한 대

다수 지식층은 사회진화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생존경쟁, 우승열패’라는 구도로 

세계정세를 파악하고 국민교육을 통해 民智를 획득하고 문명개화하게 되면 한

국도 생존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시기의 교육담론은 교육을 통

해 부국강병을 이루거나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교육 만능의 시각을 

담고 있었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점한 후, 교육 수준에서 보통교육, 교육 내용으로 실업

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일제가 실업교육을 통해 기르

고자 하는 인간형은 정치 관념에서 유리되어 일제의 정책에 순응하는 臣民, 그

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관념을 체득한 노동자였다. 그러나 식민교육에 대한 

조선 민중의 거부로 인하여 보통학교 취학률은 저조했으며 오히려 서당 취학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지식인의 위상은 전 시기에 비하여 확연히 

변화되었다. 일부 친일파를 제외한 대다수 지식층은 정치권력 참여에서 배제되

었다. 더욱이 무단통치 아래 언론출판의 자유도 제약됨에 따라 공론장도 위축

되었다. 일본 유학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고 신문명의 가치를 체화한 청년세대

가 신지식층으로서 1910년대 이후 조선인 사회를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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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식층은 구세대와의 단절을 선언하며 민중을 계몽하여 문명의 길로 이끌

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일부 허용된 한글 잡지 매체를 중심으로 인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교육담론을 생산하였다. 이 시기 교육담론의 특징은 ‘국가

(정치)의 부재’였다. 사회진화론적 인식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국가’ 차원의 

부국강병이나 독립을 대신하여 ‘개인’의 차원에서 교육의 목적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생존경쟁 시대를 살아낼 개인의 능력을 기르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에서 교육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 개인은 교육을 통해 自助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입신출세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공론장을 통해 선포

되었다. 교육 만능의 정서는 그 적용 대상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전하였다. 

교육은 적어도 개인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개인의 자립을 강조

하는 교육담론은 일제가 독점한 ‘국가’ 지향의 교육과 거리를 둔다는 의미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일제가 조선교육령을 통해 실업교육의 요체로 내세웠던 

‘自作自活’과 상응하며 근대 교육의 가치가 민중의 일상에 뿌리내리는 데에 영

향을 미쳤다. 

(2) 1차 대전 후 세계질서의 재편 속에서 정치적･사상적 지형이 새롭게 만들어

지면서 조선인교육 담론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3·1운동 이후 조선인교육 담론

은 한글 민간 신문･잡지의 발간이 허용되면서 확장된 조선인 공론장을 통해 

확산되었다. 지식인들은 교육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펼치며 교육담론을 교육

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 시기 조선인교육 담론의 배경에는 교육열 현상이 있었다. 191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학력과 취업이 연계되면서 보통학교 취학률이 늘어나다가 1920년대

에는 입학난이 사회문제가 될 만큼 교육열이 확산되었다.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조선인의 수가 적었음에도 그 정도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입학난이 생길 만큼 식민교육 당국은 조선인교육에 소극적이었다. 이러

한 점에서 이 시기 조선인 사회의 교육열은 식민지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층은 교육열 확산을 환영하면서도 민중이 교육을 입신출세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개인이 입신출세하고 성공한다 해도 민족과 사회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며 교육은 개인의 실력양성을 통해 신문화·신사회의 

건설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지식층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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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풍미한 개조론의 영향 하에 개인과 사회의 개조를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

였다. 세계질서의 재편 속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로 정의와 인도를 내세운 개조

론은 지식층을 고무시켰으며, 3・1운동을 통해 획득한 민족적 자신감과 결합하

여 문화운동과 사회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지식인들은 교육열 현상을 계기로 

조선인교육을 ‘문제화’함으로써 공론장에서 논의하였다. 대표적으로 입학난을 

민족의 재난이자 위기상황으로 설정하여 ‘조선인 본위’ 교육에 대한 조선인 사

회의 여론을 환기하였다.

  교육운동은 조선교육령 개정에 대응하며 추진되었다. 내지연장주의와 ‘문화

정치’로 통치방침을 수정한 일제는 3·1운동과 교육열 현상을 접하고 조선교육

령 개정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교육령의 적용 범위를 종래의 

민족적 범주에서 공간적 범주로 확장하였다. 민족별이 아닌 ‘국어’ 상용 여부에 

따라 학교의 명칭을 나누는 등 내지연장주의 기조를 교육제도에 적용하는 방향

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재조 일본인 사이에서는 최근 조선인의 민

도가 발달하기는 했어도 내지연장주의를 실시할 정도는 아니며 오히려 일본인 

본위의 교육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반대 여론이 생겨났다. 

  이처럼 조선교육령 개정을 둘러싸고 일본인 간에서도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

데, 조선 지식인들은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요구하며 보통학교 증설, 의무교

육 실시, 교수 용어 변경 등을 주장하였다.

  ‘조선인 본위’ 교육담론의 다른 층위는 고등교육기관 설립 문제에서 드러났

다. 초등교육의 기회 확대와 조선어 교수용어 문제 등은 교육의 주체가 민족이

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식층 전체의 일반적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

등교육기관 설립은 초등교육만큼 절박한 문제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계급적 격

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논의였다. 마침 1922~23년 무렵부터 사상계의 분

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주의 계열은 민립대학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

립대학 설립운동에는 민족주의 계열이 조선인 사회의 독자적인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민족단결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지식계급 양성

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1922~23년경부터 사회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분기되며 민족주의와 사회주

의 진영 간의 대립이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에는 첫째, 1차대전 직후 

정의·인도를 추구하던 세계적 풍조가 워싱턴 체제 성립으로 경색되고 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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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통치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점, 둘째, 국내적으로 민립대학 설립운동

이나 물산장려 운동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문화운동의 열기가 위축

되었다는 점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교

육단체 조직과 교육운동은 동력을 상실해갔다. 그리고 사상별로 각자 교육담론

을 제기하여 조선인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려 하였다.

  대체로 민족주의 계열은 문화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조에 바탕을 두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화-교양의 담지자로서 지식계급의 존재를 전제로 

한 문화주의 교육론은 인격 수양의 교육론으로 구체화되었다. 정신 가치를 추

구하는 독일의 인격주의 철학이 일본을 거쳐 조선에도 전래되었는데, 이는 전

통적 수양론과 습합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인격 수양

은 특히 청년 학생에게 요구되었으며 당시 동맹휴학이 격렬해지고 있던 상황에

서 학생들의 본분을 강조하며 ‘자중’할 것을 독려하는 언설로 이어졌다. 이는 

문화통치의 기조 하에 일제 당국자로서도 용인할만한 것이었다. 인격 수양의 

교육은 사색적이고 비정치적인 교양주의로 이어지거나 또는 엘리트주의적 교육

관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민주주의 교육론에 입각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유를 강조하는 논의

도 제기되었다. 여기에는 당시 일본 유학을 경험한 지식층을 통하여 일본의 다

이쇼 데모크라시와 민본주의가 전파된 상황과 함께, 민족자결주의로 대표되는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층의 동경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일부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은 1차대전 후 세계 자본주의의 패권을 장악한 미국을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이상적 국가체제로 보

고 교육제도를 참고하려고 하였다.

  한편, 사회주의 계열의 논자들은 민족주의 문화운동에서 조선 민족의 특수성

과 고유성을 강조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논리라고 비판하였다. 즉, 민족적 단결

의 근거로 제시되는 조선 민족의 고유한 문화란 사실상 노자협조주의에 근거하

여 자본가가 노동계급을 포섭하려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대

신 노동자로서의 개인에 관심을 가지고 계급연대로 나아갈 기초가 되는 자아의 

각성을 주장하였다. 지식층이 조직한 최초의 노동단체인 노동공제회는 노동자 

문제를 사회의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

의를 촉발시켰다. 노동조합주의적 입장에서 부르주아 재생산 기관인 학교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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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노동조합 참여 자체가 교육이 된다는 극단적 주장도 등장했으나, 일반

적으로는 강습소, 야학, 강연회 등을 통해 무산자 대중에 대한 노동자 교육을 

실시하여 계급의식을 고취하려 하였다. 

  프롤레타리아 계급 중심의 문화운동 차원에서 ‘프롤레트컬트’, 프롤레타리아 

교육론이 등장하였다. 이 시각에서 현재 교육은 지배계급의 특권이자 피지배계

급을 기만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조선인 본위’를 표방한 민립대학 설립 운

동 역시 무산자와 무관한 부르주아 문화운동이라고 비판받았다. 사회주의자들

은 국가로부터 교육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까닭은 보통교육의 실

시 목적이 군대와 산업노동자의 양성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현

재의 교육을 제국주의 통치 질서를 공고히 하고 자본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인

간형을 재생산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계열에 따른 교육담론의 차이는 자본주의 근대에 어떻게 대

응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민족주의 계열이 민주주의와 

노자협조주의에 기반하여 親자본주의적 인간 양성과 사회의 건설을 신문화·신

사회의 방향으로 내세웠다면, 사회주의 계열은 反자본주의와 反제국주의 노선

에서 노동계급 중심의 신사회 건설을 새시대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식민지 지식인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조선인 본위’ 교육담론

과 교육운동에 대체로 동참하였다. 또한 교육의 목적을 ‘개인’의 가치를 심화하

여 ‘민족/사회(계급)’의 발전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3)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 공황과 만주사변 등 자본주의의 위기와 

일본 제국주의의 국제적 고립은 식민지 조선을 파시즘 체제의 질곡으로 몰아넣

었다. 식민통치의 파시즘화에 따른 사상 통제의 강화와 민간 언론사의 상업화 

경향이 맞물리면서 193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공론장은 점차 위축되어 갔다. 

이 시기 조선인 사회의 교육문제로는 ‘고등유민’과 ‘사상청년’이 대두되었다. 

  식민지 학력사회의 차별적 구조와 공황의 타격 속에서 지식계급의 취직난이 

악화되는 한편, 청년 학생이 사회주의 운동의 전위에 나서면서 사상 사건이 증

가하였다. 학생들은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을 통해 학생의 힘을 일제 당

국과 조선인 사회에 각인시켰다. 학생운동에서는 ‘조선인 본위’ 교육에 대한 요

구가 주요 슬로건으로 나타나 조선인교육 문제를 다시 환기하였다.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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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족･사회 진영의 지식인들은 각자의 진영으로 학생층을 끌어들여 조선인 

사회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일제 당국은 학생층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고등유민’이 ‘사상청년’으로 이어

진다고 경계하고, 교육방침을 수정하여 학생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였다. ‘교육

실제화’ 시책을 내세우고 근로주의 교육과 공민교육을 강조하였다. 교육실제화

는 실용주의와 국가주의‧전체주의 교육관의 결합에서 나왔다. 근로주의 교육은 

기존의 실업교육에 더하여 인내력이나 협동정신을 강조하는 등 덕육의 측면이 

더해진 것이었다. 공민교육은 근대 시민의 자질보다는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 

양성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육실제화 정책은 일제의 대륙침략과 함

께 파시즘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국가에 봉공할 근면한 노동자, 더 나

아가서는 병력이 될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논리로 작동하였다. 

  지식인들은 당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교육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 고

민하였다. 1920년대와 같은 대규모의 교육운동이 위축되어 가는 가운데 일어난 

교육주간 제정 운동은 사상 경향을 아우른 ‘조선인 본위’ 교육운동의 마지막 

시도였다. 민족주의 진영의 주도로 미국의 교육주간을 조선에서도 제정하여 실

정에 맞게 생활 속의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이 기회를 이

용하여 식민지 교육의 모순을 비판하고 교육운동을 부활시키자는 논의로 이어

졌다. 여기에는 민족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계열 등이 참여하였으며 

그들 대부분은 신간회 관련자들이었다. 교육 문제에서 민족협동전선의 가능성

을 보여준 교육주간 제정운동이 결국 무위에 그쳤고, 신간회 해소로 민족협동

전선이 결렬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 무렵 

일제는 교육실제화의 일환으로 一面一校制를 시행하여 초등교육의 기회 확대

를 선전하였다. 교육실제화의 논리는 조선인 사회의 요구와 부합되는 점이 있

어 거부하기 어려웠다. 지식인들은 각자의 사상 지형에서 교육적 대응을 모색

하였다.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조선인 아동·학생의 현실 생활에 적합한 교육에 대하여 

논의하는 가운데 생활 중심 교육론이 대두되었다. 자본주의 사회가 정착되면서 

근대 시민으로서 소양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듀이의 생활 

중심 교육론 등이 지식인의 관심을 받았지만, 여기서 민주주의 정신이 제거되

면서 일제의 교육실제화 담론 안에 포섭되기 쉬운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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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중심 교육담론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생활 즉 교육, 교육 즉 

근로’라는 총독부의 교육방침에 수렴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들은 교육실제화의 취지에는 동의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일면일교제가 실시되었으나 여전히 조선인 아동 전체

를 수용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고 의무교육론을 제기하여 조선인교육의 기회 

확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의무교육론은 식민교육제도에 대한 긍정을 전제로 

하며, 사실상 교육의 기회와 내용에서 민족차별을 철폐하자는 동화교육으로 연

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조선인 본위’ 교육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조선적’인 민족문

화를 교육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학교교육에서 가르치기 어렵

다면 교육공론장을 통해서라도 민족문화를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에서 잡지 등

의 매체를 통해 조선어-한글과 조선역사 등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였

다. 1930년대 한글과 조선학 연구가 학문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그 성과를 전파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민족주의 계열은 대체

로 제도권 내에서 조선인교육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처럼 교육공론장을 활용하여 사회교육을 하고자 하였다.

  사회주의 계열은 주로 학교 밖의 영역에서 프롤레타리아 교육운동을 전개하

였다. 일제의 파시즘화와 사상 탄압으로 계급교육담론은 차츰 입지가 줄어들었

다. 1920년대까지 사회주의 사상은 일종의 근대 지식으로서 종합잡지 등에서 

널리 다루어졌으나, 1930년대 들어서 당국의 사상 탄압과 민간 언론사의 상업

화 등을 배경으로 사회주의 담론은 교육공론장에서 배제되어 갔다. 사회주의 

잡지 등에서 간간이 다루어지기도 했으나 그나마도 1930년대 중반 이후 엄격

한 검열과 잡지 폐간 등으로 위축되었다. 계급교육담론은 각 지역에서 진행된 

프롤레타리아 교육운동의 토대로 작용하였다. 이 교육운동은 교사와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각지의 활동가, 노동자 등과 연대하는 비밀결사 형태로 이루어졌

다. 여기서 제기된 ‘조선인 본위’ 교육의 슬로건은 엘리트주의 교육을 배격하고 

민중 본위의 교육을 의미하였다. 또한 식민지 노예교육 폐지와 계급의식 고취

를 통한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이처럼 1930년대에 여러 갈래로 제기된 조선인교육 담론은 결국 자본주의 

위기와 파시즘화라는 당대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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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들의 고민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일전쟁으로 전시 파시즘 체제에 

들어서면서 조선인 공론장은 대부분 폐색되고 조선인교육 담론도 일제의 ‘황민

화’ 교육담론에 수렴되고 말았다. 황민화 교육은 국가총동원법, 육군특별지원병

제도, 조선교육령 개정(3･4차) 등의 전시동원 시책을 뒷받침하며 조선을 ‘총후’

로 재편하는 도구가 되었다. 황민화 교육은 천황을 정점으로 하여 아래로 식민

지 신민에 이르기까지 위계적으로 구성된 제국의 질서에 복종하고 ‘滅私奉公’

하는 전체주의적 인간형을 만들고자 하였다. 황민화 교육에 대하여 지식인들은 

동조하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또는 저항하였다. 지식인들의 조선인교육 담론은 

수면 아래에서 잠복하며 해방의 시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일제하 지식인의 조선인교육 담론은 조선인의 교육이 

식민교육의 일방적 수혜가 아니라 더 나은 개인의 삶을 열망하고 민족･사회의 

발전을 소망한 조선인 사회의 주체적 대응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조선인

교육 담론은 지식인들이 추동한 민족･사회주의 교육운동으로 연결되었으며, 식

민교육과 길항하는 가운데 제도권 교육 안팎에서 조선인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고취하였다. 

  또한, 일제하 정치권력에서 배제된 지식인들이 교육담론을 형성함으로써 조

선인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추구했다는 점은 교육담론의 발화가 일종의 정

치행위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많은 지식인들이 해방 후 신국가 건설에 지도

층으로 참여하였고, 일제하에 나타났던 교육담론은 신교육 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해방 후 신교육 정책은 이전 역사와 단절적으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다. 신교육을 만드는 데 참여한 이들의 상당수는 일제하에서 조선인교육 

담론을 만들었던 지식인들이었다. 따라서 지식인의 조선인교육 담론을 다룬 본 

연구는 한국교육사를 일제하와 해방 후로 나누어 보기보다 계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전시 파시즘기의 제한된 공론장에 획일적인 목소리로 등장하거나 또는 

잠복되어 드러나지 않았던 지식인의 교육담론의 양상을 살펴보려면 별도의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는 공론장이 축소‧폐쇄되고 황민화 교

육담론에 매몰되어 획일적인 교육 언설만 보였다. 그러나 발화되지 않은 교육 

언설들은 여전히 존재했으며 조선인 사회 속에서 伏流하고 있었다. 이처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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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교육담론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활자 공론장을 넘어선 

또 다른 삶의 공간을 깊고 세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지식인의 교

육담론을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민중의 반응과 목소리에

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차후의 작업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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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explores the aspects of the discourse on Korean education led by 

Korean intellectual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seeks out its 

historical meaning. Examining the discourses on Korean education among 

intellectuals is to reveal the conditions of education for Korean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Through the 

discourse on Korean education, Korean intellectuals tried to define Koreans as 

active educational actors pursuing their own goals and values rather than as 

one-sided beneficiaries of colonial education. The discourse on Korean 

education resisted and responded to the modernity and colonialism of 

colonial education, and sought a way for Korean society to move forward. 

These intellectuals' discourse on education was an independent response to 

colonial education and a political attempt to seize cultural hegemony within 

Korean society.

 The fact that intellectuals under Japanese colonialism uttered discourses on 

Korean education in response to colonial education is also related to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state during the 

late modern reforms period. The identity of an educator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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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y of enlighting the people(民) and nurturing the scholar-gentry(士
大夫) has been passed down to modern Korean intellectuals. Their 

experiences of designing education in terms of establishing a modern state 

also influenced the perception of Korean education among intellectual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lthough excluded from political power, Korean 

intellectuals had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lead the education of Korean 

society in response to colonial power by raising the discourse on Korean 

education.

 Korean intellectuals sought to nurture the people who would become the 

foundation for a prosperous and strong nation. As the national sovereignty 

was abdicated and Koreans faced difficulties in promoting educational policy, 

Korean intellectuals disseminated the discourse on Korean education through 

educational public forums such as printed media and formed a public 

opinion. Around the period of the Eulsa Treaty, Korean intellectuals 

encouraged enthusiasm for learning, and private schools were established in 

various places. Behind this, there was the Education-Saving Theory that 

people should develop their strength through education to regain national 

sovereignty and become independent.

 Upon ente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s lost their educational 

sovereignty as the Japanese authorities took control of educational policies. 

However, Korean society, centered on Korean intellectuals, pursued an 

independent educational discourse. In the 1910s, a generation of intellectuals 

who received higher education by studying in Japan and embodied the value 

of a new civilization appeared and took the lead in Korean society. The new 

generation of intellectuals declared a severance from the old generation and 

expressed their ambition to enlighten the people and lead them on the path 

of civilization. They formed a human network and produced discourses on 

education based on Hangeul magazines. The discourse on education during 

this period could be characterized as the ‘absence of the state (politics).’ The 

purpose of education began to be openly discussed at the ‘individual' level 

instead of the ‘national’ level which underscored the prosperity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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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ce of the nation. The discourse on education emphasizing 

individual independence was to distance itself from the 'state'-oriented 

education monopoliz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However, at the 

same time, corresponding to the spirit of 'Self-made, Self-support (自作自活)', 

which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promoted through the Joseon 

Education Ordinance, discourse on education influenced the way the value of 

modern education took root in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As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topography was newly created amid the 

reorganization of the world order after World War I, changes also occurred 

in the discourse on Korean education. In Japan, where Taisho democracies 

were practiced in the era of reform, culturalist discourse became popular. 

Under these influences, so-called “cultural politics” were implemented in 

Joseon, and the Joseon Education Ordinance was revised under the Mainland 

Extension Policy. The discourse on education based on the Mainland 

Extension Policy revealed the nature of colonial education as a discriminatory 

assimilation education, disguised in modernity. It was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s response to the contradiction of colonial education that resulted 

in the educational fever phenomenon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In such 

a situation, intellectuals raised the issue of educational matters such as 

admission difficulties as a national crisis and promoted the ‘Korean-centered‘ 

education movement. Accordingly, they demanded the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implementation of compulsory education, and change of the 

instructional language from Japanese to Korean.

 Another layer of the ‘Korean-centered’ education movement was revealed in 

the matter of establish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ther educational 

matters such as the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primary education and the 

change of instructional language from Japanese to Korean obtained the 

consensus of the overall Korean society that the subject of Korean education 

should be the Korean nation. However, the matter of establish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as not as urgent as the primary education problem, 

but rather a controversial issue that could deepen the class gap.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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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to establish a private university had the intention of nurturing 

elites who would later become national leaders. The nationalist group called 

this movement a ‘People’s Movement’ and tried to gain consent from the 

Korean society, whereas the socialist group criticized it. 

 From that time on, the conflict between the nationalist group and the 

socialist group became clear. In the early 1920s, educational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movements led by the nationalist group gradually lost their 

momentum and attempted to lead the public opinion of Korean society by 

raising educational discourses based on ideology. In general, nationalist groups 

focused on nurturing modern citizens based on culturalism, democracy, and 

liberalism. Culturalism education theory, which presupposed the existence of 

the intellectual class as the bearers of culture, was embodied in the education 

theory of character cultivation. The education of character cultivation has 

either led to non-political liberalism or was expressed as an elitist view of 

education. In addition, there was a discussion that emphasized equal 

opportunity and freedom of education based on democratic education theory.

 On the other hand, socialist intellectuals viewed nationalist education and 

colonial education as essentially the same. They claimed that the unique 

feature of Korean culture, which was presented as the foundation of national 

unity, was viewed as nothing more than a rhetoric for capitalists to embrace 

the working class. Instead, they took an interest in the individual as a 

laborer and insisted on the awakening of the self, which could be the basis 

for progressing toward class solidarity. Meanwhile, socialist groups tried to 

inspire class consciousness by educating the masses of the proletariat through 

training camps, night schools, and lectures. As for the socialist educational 

theory, class education discourses such as the 'proletcult' (class freedom 

education theory) were raised. Class education discourse criticized elitist 

education and pursued the value of 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outcomes. Also, it opposed imperialism and colonial education, which could 

deepen the class struggle.  

 As such, the disparity in the discourse on education stems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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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in perception on the way to respond to modern capitalism. While 

the nationalist group has put forward capitalist human training and social 

construction as the direction of a new society based on a Laborer-Capitalist 

collaborationism, the socialist group suggested the construction of a new 

society centered on the working class under anti-capitalism and 

anti-imperialism as the direction of the new era. However, with the common 

identity of colonial intellectuals, both groups participated in the 

‘Korean-centered’ education movement. Intellectuals from both groups 

stressed the value of the 'individual' for education and connected it to a sense 

of community called 'nation' or 'society (class).'

 From the late 1920s, under the crises of capitalism such as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Manchurian Incident, the fascism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ook place. In Joseon, as the difficulty in finding jobs for the 

intellectual class worsened, ideological incidents increased as young students 

took the vanguard of the socialist movement. The students showed their 

strength following the March 1st Movement with the 6·10 Manse Movement 

and the Gwangju Student Movement. In these student movements, the 

demand for 'Korean-centered' education appeared as a major slogan, reviving 

the issue of Korean education.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decided that the Korean society was becoming 

unstable due to difficulties in finding jobs and student movements, and 

revised the education policy as a countermeasure. Emphasis was placed on 

‘the Practicalization of Education’ and education for workers and citizens. 

The Practicalization of Education was based on a pragmatist discourse and a 

nationalistic/totalitarian view of education. The pragmatic aspects of the 

Practicalization of Education appeared to be merits that Koreans could not 

oppose. But, in essence, the Practicalization of Education discourse was to 

nurture industrious workers and subjects who would later become soldiers to 

serve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Korean intellectuals pondered on a way to approach educational problems. 

The Movement to Establish Education Week, which took place in the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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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s, was the last attempt of the “Korean-centered” education movement 

promoted by the national cooperative front in connection with the 

Shinganhoe. When this movement failed, the nationalist and socialist groups 

sought directions for education in their respective fields. Meanwhile,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ried to overwhelm the discourse on Korean 

education by implementing ‘One-myeon, One-school Policy (一面一校制)’ to 

expand the primary education, which was demanded by the Korean society. 

 In the nationalist group, the theory of life-centered education was raised 

while discussing practical education suitable for Korean children. Dewey's 

theory of life-centered education received attention, but as the spirit of 

democracy was removed, structural limitations that Dewey's theory could 

easily be subsumed in the discourse of the Practicalization of Education 

emerged. In addition, the nationalist group argued that the One-myeon, 

One-school Policy was still insufficient to accommodate all Korean children 

and insisted on compulsory education. Since it acknowledged the colonial 

education system and asked for improvement, there was a room for 

convergence in the discourse on assimilation education. Therefore, to pursue 

the value of 'Korean-centered' education, it was argued that 'Korean-style' 

national culture should be used as the content of education. They published 

an article in the sense that if it was difficult to teach Korean and Korean 

history in school, the national culture should be taught through the public 

forum. 

 The socialist group tried to practice class education discourse by developing 

a proletarian education movement in the 1930s. As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became fascist and ideological repression intensified, the discourse 

on class education gradually lost its place in the public arena. The education 

movement of the proletariat was developed in the form of a secret 

association with teachers and students at the center and solidarity with 

activists and workers from all over the world. They rejected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s education, including the Practicalization of Education. 

The slogan of “Korean-centered” education advocated by the socialis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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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t national liberation along with the abolition of colonial slavery 

education and class liberation through the promotion of class consciousness.

 The discourse on Korean education reflects the Korean intellectuals' concerns 

about means to recognize and survive the capitalist crisis and fascism. 

However, as the wartime system began, most of the public forums were 

closed, and the discourse on Korean education was converged on the 

education discourse of ‘Japanization.’ The Korean intellectuals' discourse on 

Korean education was dormant beneath the surface and had no choice but 

to wait for the time of liberation to arrive.

 The discourse on Korean education by intellectual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shows that Korean education was not a one-sided benefit of 

colonial education, but a subjective response of the Korean society, which 

aspired for a better life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The discourse on 

Korean education led to educational movements, which became a driving 

force for mobilizing the competencies of Korean society.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can be found in that it was reflected in the education system of 

the period of construction of a new nation after the liberation. 

  

Keywords : Intellectuals, Korean society, Discourse on Korean Education, 

'Korean-centered' education, Nationalist, Socialist, Colon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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