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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 시대 조선인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1943년 말에 이르러서도 일본어를 해득하는 

조선인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2%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이 부진한 일본어 교육과 관련

하여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 실시된 일본어 강습에 관한 실태를 시기별로 밝히는 데에 있다. 한일 합방에서 

3‧1운동에 이르는 시기(1910년~1919년)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을 일본의 충량(忠良)한 신민(臣民)으로 만들

기 위해서 일본어 보급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 일본어 강습이 실시되었다. 일본어 강습

회에 참가한 조선인들은 일본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일본어 공부에 대한 동기나 의욕이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일본어 강습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3‧1운동에서 중일 전쟁에 이르는 시기(1919

년~1937년)에 조선총독부는 일본어 보급에 대하여 뚜렷한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다. 게다가 조선총독부는 1930

년대에 들어 조선인을 대상으로 조선어 강습을 실시하는 등 일본어 보급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다. 1910년대와 

달리 일본어는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 가르쳐진 여러 과목 중 한 과목에 불과했다. 일본어만 가르치는 야학이

나 학술강습회는 드물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 일본어 수업을 받아 일본어를 해득하

게 된 조선인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중일 전쟁에서 광복에 이르는 시기(1937년~1945년)에 조선총독부는 조선

인을 황국(皇國) 신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어 보급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이 시기에는 1910년대보다 

훨씬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어 강습회에 참가했다. 그들 중에서는 일본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일본어 공부에 

대한 동기나 의욕이 없는 이들이 있었다. 또한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 실시된 일본어 강습의 기간이 짧았다. 

이것들 때문에 일본어 강습회에 참가한 조선인들이 일본어를 해득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주요어: 일본어 강습, 야학, 학술강습회, 일본어 보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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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제 시  말기인 1943년 말 재 일본어를 해득하는 조선인의 총인구에 한 비율은 22.14%

다(매일신보, 1944. 8. 20). 한일 합방 이후 30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조선인 4, 5명  

한 명밖에 일본어를 해득할 수 없었다. 한일 합방 이래 조선총독부가 일본어 보 을 추진하여 

조선인을 상으로 한 일본어 강습회가 개최되었음에도 말이다. 이에 하여 조선인에게 일본어

를 20여 년간 가르친 경성제국 학 과 교수 곤도 토키지(近藤時司)는 일본어를 해득하는 조선

인에 하여 1940년에 “조선에서 일본어를 해득하는 조선인들은 부분 학교교육을 받은 이들

이라고 말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교육으로서의 일본어 교육은  고려되어 있지 않는 

상태”(近藤時司, 1940)라고 언 했다. 이는 사회교육으로서 조선인을 상으로 한 일본어 강습1)

이 일본어를 해득하는 조선인을 배출하는 데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 이다. 한 조선총

독부 학무(學務)국장 오노(大野)도 1942년 말 재 일본어를 해득하는 조선인들은 부분 한일 

합방 이래 공립 보통학교, 소학교 그리고 국민학교2)를 졸업한 사람들과 국민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했다(大野學務局長, 1944). 이와 같이 성과를 얻지 못했던 사회교육으로서의 일

본어 강습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를 밝히기 해서는 일제 시 에 실시된 시회교육으로서의 

일본어 강습에 한 실태를 악할 필요가 있다. 

일제 시 에 실시된 일본어 교육이나 일본어 강습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朱秀

雄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학교교육에서 실시된 일본어 교육을 주된 연구 상으로 한다. 학

술강습회와 서당에서 실시된 일본어 교육에 한 언 이 있지만 그 연구 상 시기는 1920년

에 제한된다. 한 서당에서 실시된 일본어 교육에 하여도 일본어 수업 시간 수 등을 소개하는 

데에 그친다.(朱秀雄, 1986; 1987; 1988) 구보타 유코(久保田優子)는 구한말과 일제 시 , 즉 1891

년부터 1915년 무렵에 실시된 조선인을 상으로 한 학교교육에서의 일본어 교육을 심으로 

언 하고 있다(久保田優子, 2005).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는 일제 시  일본어 교육을 1910년

부터 1936년 말까지를 제1시기, 그 이후 복까지를 제2시기로 나 다. 그에 따르면 제1시기는 

일본어 교육이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일본어가 보 된 시기 다. 제2시기는 황국 신민(皇國

臣民) 교육을 추진하기 하여 일본어 상용(常用)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체에서도 강조된 

시기 다. 이 때문에 제2시기에서 사회교육으로서의 일본어 강습 상황, 즉 일본어 강습회, 조선

1) 본 논문에서는 사회교육으로서의 일본어 교육에 해서는 ‘일본어 강습’이라는 말을 쓴다. 이는 일제 시  

발행된 신문에 실린 사회교육으로서의 일본어 교육 련 기사 에서 ‘강습’이나 ‘강습회’라는 말이 나온 것

에 따른다. 한편 학교교육에서의 그것에 해서는 ‘일본어 교육’이라는 말을 쓴다.

2) 보통학교는 조선인 아동을 한 등학교 다. 재조선(在朝鮮) 일본인 아동이 다니는 소학교( 學校)와는 

명칭이 달랐다. 이와 같은 상태는 1938년 3월에 개정 조선교육령이 공포되기까지 계속되었다. 이 교육령에 

따라 학교 명칭이 통일되어 보통학교는 소학교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1941년 3월에 국민학교령이 

공포되어 조선의 등교육은 본토 일본과 보조를 같이 했다. 이 때 학교 명칭이 국민학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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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연성소(朝鮮靑年特別鍊成所)3) 등에 한 상황, 일본어를 해득하는 조선인이 총인구에

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라디오 방송, 연극 등을 통한 일본어 보  상황이 언 되어 있다. 그러

나 이와 같은 기 이나 매체를 통해 일본어가 어떻게 가르쳐졌는지, 그 실태는 밝 져 있지 않

다.(森田芳夫, 1987)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는 황민화(皇民化) 정책의 하나로서 1940년 에 펼

쳐진 일본어 보  운동에 하여 언 하고 있으나 일본어 강습이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 어

떻게 실시되었는지에 해서는 언 하고 있지 않다(宮田節子, 1985). 야수다 토시아키(安田敏朗)

도 미야타(宮田)처럼 1940년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일본어 보  운동에 한 요강이나 실천 사

항에 해서는 언 하고 있지만 일본어 보  운동에서 일본어가 실제로 어떻게 가르쳐졌는지에 

해서는 언 하고 있지 않다(安田敏朗, 2003). 崔由利는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청이 추진한 일

본어 보 과 련된 정책, 방침, 계획안 그리고 상황에 하여 언 하고 있다. 그러나 야학이나 

일본어 강습회에서 일본어가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한 언 은 없다.(崔由利, 1997) 김형목은 

일 쟁 이후 벌어진 국민총력운동4)과 련하여 일본어 해(全解) 운동과 일본어 상용 운동에 

하여 언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어 보 의 어려움 등 일본어 강습회를 둘러싼 여러 문제에 

한 언 은 있으나 일본어 강습회에서 강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한 언 은 없다.(김형

목, 2009) 이와 함께 그는 1910년 에 활동을 벌인 야학의 명칭, 설립자, 교과목, 학생 수 등을 

밝히면서도 가장 많은 야학에서 가르친 일본어가 어떻게 가르쳐졌는지에 해서는 언 하고 있

지 않다(김형목, 2000).  

3) 태평양 쟁이 일어난 지 거의 10개월이 지난 1942년 10월 1일에 조선청년특별연성령(朝鮮靑年特別鍊成令)

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조선인 남자에 한 심신 단련과 훈련을 실시해서 장래 군무에 복(服)할 때에 필요

한 자질을 연성(鍊成)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하는 동시에 근로에 응한 자질의 연성을 기(期)하는 것이었

다. 조선에 거주하는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조선인 남자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사람은 원칙으로 1년간 부

(府), 읍(邑), 면(面)의 청년특별연성소 는 사립 청년특별연성소에서 연성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국민학교 

등과를 수료한 사람 혹은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사람은 연성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매일신보, 1942. 

10. 1) 이와 같이 조선청년특별연성령은 국민학교를 수료하지 못한 사람들을 상으로 했다. 1942년 12월 1

일에 선 721개소에 이르는 청년특별연성소가 개설되었다. 특별연성의 상이 되는 청소년은 공장, 산, 

회사 기타 사업처(事業處)에서 일을 하는 산업 사(戰士)가 부분이었다.(매일신보, 1942. 12. 16) 청년특별

연성소는 국민학교에 설치되었다. 경성에서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효제(孝梯), 혜화(惠化), 장충(獎忠), 종암(鐘

岩), 무학(舞鶴) 그리고 청량(淸凉) 등 6개 청년특별연성소가 1942년 12월 1일에 개소식을 가졌고, 11일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은 월·화·목· 요일, 즉 일주일에 네 번 실시되었다. 수업 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청년

들을 고려해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다. 학과는 훈육(訓育), 일본어 그리고 교련의 세 과목이었다.(매일신

보, 1942. 12. 11)『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 기 지이며 한자와 한 로 쓰여 있다.

4) 1937년 7월에 일 쟁이 일어난 후 같은 해 10월에 국민정신총동원 앙연맹이 본토 일본에서 결성되었

다. 이에 호응하여 조선에서도 1938년 7월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결성되었다. 이와 함께 경성을 비

롯한 각지에서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이 결성되었고, 각지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은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시작

했다. 이어 1940년 10월, 본토 일본에서 정익찬회(大政翼贊 )가 결성되자마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은 

국민총력 조선연맹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총력운동이 시작되었다. 정익찬회는 일 쟁  태

평양 쟁 때 최 의 제(官製) 국민운동 단체 고, 국방 국가 체제를 한 정치  조직이었다. ‘ 정익찬의 

신도(臣道)를 실천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정익찬운동을 추진했다.(國史大辭典編集委員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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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에 일어난 일 쟁 이 의 시기에 실시된 사회교육으로서의 일본어 강습에 한 선

행 연구는 많지 않다. 더욱이 일본어 강습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그 실태를 밝힌 선행 연구를 

연구자는 찾지 못했다. 아울러 사회교육으로서의 일본어 강습에 하여 일제 시 를 망라한 연

구도 없는 듯하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황을 보고 일제 시 , 즉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실시된 사회교육으로서의 일본어 강습에 한 실태, 즉 일본어 강습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를 

악할 필요를 연구자는 느 다. 

일제 시  사회교육으로서의 일본어 강습으로서는 야학  학술강습회에서 실시된 것 이외에

도 라디오 방송에 의한 일본어 강좌5),『매일신보』에 실린 일본어 학습 코 6) 등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 야학  학술강습회에서 실시된 일본어 강습을 연구 상으로 삼는 까닭은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 실시된 일본어 강습에 참가한 사람들이 라디오나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일본

어를 배운 이들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를 들면 1943년 말 재 일본어 강습회에 참가한 

조선인들은 3,219,457명에 달했다(京城日報社, 1944). 한편 1942년도 말 조선인 라디오 청취자 수

는 149,653명이었다(朝鮮總督府, 1944). 만약에 한 세 에 라디오가 한  있다고 한다면 청취자 

149,653명이라는 것은 149,653 세 가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는 셈이다. 한 세 가 5인 가족이라

고 가정한다면 748,265 이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청취자 모두가 일본어 강

좌 방송을 들었다고는 볼 수 없다.『매일신보』의 경우, 조선인 구독자 수는 1931년 말 재 

21,931명이었다(朝鮮總督府警務局, 1932). 이에 해서도 모든 구독자가 일본어 학습 코 에서 

일본어를 배웠다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의 목 은 일제 시  조선인들을 상으로 야학  학술강습회에서 실시된 일본어 강

습에 한 실태를 밝히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 을 달상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야학  학술강습회에서 실시된 일본어 강습이 시기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

둘째, 조선총독부는 어떤 목 으로 조선인을 상으로 하는 일본어 강습을 실시하려고 했는가?

셋째, 야학  학술강습회에서 실시된 일본어 강습에 참가한 조선인들이 일본어 공부에 한 

동기나 의욕을 갖고 있었는가?

본 논문에서 분석의 틀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제 시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 실시된 

일본어 강습의 총시간 수이다.  하나는 일본어 강습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일본어 공부에 한 

5) 1942년 5월의 경우, 라디오 일본어 강좌로서는「국어 회화 시간」(일‧화‧목‧토요일 오  9:30〜9:45 방송),

「 등 국어 강좌」(월‧수‧ 요일 오후 9:30〜9:45 방송) 그리고「 등 국어 강좌」(화‧목‧토요일 오후 9:30

〜9:45 방송)가 있었다. 방송 시간 를 보면「국어 회화 시간」은 가정 주부를 상으로 했고, 나머지 두 강

좌는 모든 청취자를 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6)『매일신보』일본어 학습 코 는 이미 1910년 9월에 일본어 통역 코 로서 실렸다(매일신보, 1910. 9. 29, 9. 

30 등). 그리고 1940년 에 들어서 일본어 학습 코 는 많이 실렸다. 를 들면「國語敎室」이라는 일본어 

학습 코 에서는 회화와 독해를 공부할 수 있었다(매일신보, 1941. 9. 13, 1942. 1. 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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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나 의욕 여부이다. 이것들은 조선인들이 일본어라는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에 요한 요인이

다(Patsy M. Lightbown and Nina Spada, 1999). 이 두 가지 요인을 밝힘으로써 일본어 강습회에 

참가한 조선인들이 일본어를 해득하는 수 에 도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모리타 요시오는 일제 시  일본어 교육에 하여 1910년부터 1936

년 말까지가 일본어 교육이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져 일본어가 보 된 시기 으며, 그 이후 복

까지는 황국 신민 교육을 추진하기 하여 일본어 상용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체에서도 강

조된 시기 다고 한다(森田芳夫, 1987). 그러나 3‧1운동 이후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 일본어

가 차지하는 비 이 어들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 조선인을 상

으로 실시된 일본어 강습에 한 일제 시  시기 구분을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한다. 제1시기가 

한일 합방에서 3‧1운동까지(1910년〜1919년)이다. 이 시기는 일본어 보 을 한 일본어 강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본어 보  개시기(開始期)’라고 한다. 제2시기는 3‧1운동에서 일 쟁까

지(1919년〜1937년)이다. 이 시기는 일본어 보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어 보  정책

에도 일 성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어 보  정체기(停滯期)’라고 한다. 마지막 시기는 일 쟁

에서 복(1937년〜1945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일본어 보 이 제1시기보다 훨씬 큰 규모로 실

시되었기 때문에 ‘일본어 보  확 기’라고 한다. 

Ⅱ. 일본어 보급 개시기(1910년〜1919년) 

1. 일본어 보급을 위한 야학 및 학술강습회

조선인을 상으로 하는 일본어 교육은 한일 합방 이 부터 고려된 정책이었다. 1910년 9월에 

혼다(本田) 학부(學部)서기 은 이에 련하여 “朝鮮人의 日語敎育은 非但 今日 問題가 아니라 

當初 朝鮮이 日本保護國되던 日로 터 旣히 其 必要를 知야 ……”(매일신보, 1910. 9. 23)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해 6월 23일에 세키야 테이자부로(關屋貞三郞) 조선총독부 학무(學務)국장은 

정동(貞洞)교회에서 열린 감리교  선교사 회의에서 조선인을 상으로 하는 교육에 하여 다

음과 같이 언 했다. 

朝鮮人 敎育에 關야 ( 략) 朝鮮人의 福利 增進야 日本帝國의 忠良 臣民이 되고 更進

야 人文의 發達을 期에 不外나니 ( 략) 朝鮮人이 今也에 日本帝國民이 된 以上에 히 必要

은 國語의 學習이라 故로 朝鮮總督府 特히 國語의 普及에 注意 加니(매일신보, 1911. 6. 

25).7)  

7) 세키야가 언 한 ‘國語’라는 말은 일본어를 가리킨다. 일제 시 에 한 본 논문에서 ‘국어’라는 말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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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선인을 상으로 하는 교육은 조선인이 일본의 충량(忠良)한 신민(臣民)이 되고 민도

를 높이는 데에 목 이 있고, 그러기 해서는 조선인에게 일본어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는 일본어 보 에 애를 쓰겠다는 취지이다.  

일본어 보 은 주로 학교교육에서 일본어 교육으로서 추진되었으나 사회교육에서도 이루어

졌다. 1910년  야학은 부분 일본어 보 을 한 것이었다. 김형목은 1910년  야학의 특징에 

하여 “1910년  다수 야학은 일어보 을 한 국어강습회로 ‘민족교육’과 사실상  무

하 다. 오히려 식민교육정책을 수행하는 교육기 은 바로 야학인 국어강습회 다”라고 언 했

다.(김형목, 2006) 그가「1910년  夜學의 實態와 性格 變化」에서 제시한 1910년  야학 120여 

개소  교과목이 분명한 야학은 78개소 다. 그 에서 일본어를 가르친 야학이 가장 많았고, 

70개소에 달했다. 다음으로 많았던 교과목은 산술이었고, 18개소에서 가르쳤다.(김형목, 2000) 

이와 같이 이 시기 일본어 보 을 한 야학이 부분이었다. 아울러 노동 야학 등 일본어 보

을 주된 목 으로 하지 않는 야학도 있었으나 교과목에 일본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일본어 보 을 한 야학이 많았던 것은 앞에서 언 한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일본

어 보 과 련이 있었다. 이 때문에 야학에서 가르친 과목은 앞에서 김형목의 연구 결과가 보여

주듯이 국어, 즉 일본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산수, 조선어 등이었다. 공립 보통학교를 비롯하여 

군(郡), 종교 단체, 청년회, 학교 교사, 일본인 경 , 조선인 경 , 면장, 면서기, 유지 등 다양한 

단체나 사람들이 야학을 설립하 다.8) 야학에서 실시된 일본어 강습의 상황을 보도록 한다. 

평안남도 진남포부(鎭南浦府) 삼화(三和)국어강습회는 1912년 12월 14일부터 다음해 11월 15

일까지 삼화보통학교에서 개최되어 조선인들에게 매일 밤 2시간씩 일본어를 가르쳤다. 강습생

은 개강 당시에는 30명이었으나 1913년 2월 무렵에는 60여 명에 달했다. 그들  14명만이 수료

했다. 수료한 사람들의 직업은 농업 8명, 상업 3명 그리고 서업(庶業)9) 3명이었다.(매일신보, 

1913. 12. 11) 수료생들은 11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일본어 학습 총

시간 수는 660시간(11개월☓2시간) 정도가 되었다. 수료한 사람들이 14명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만큼 일본어 공부가 힘들었다는 것을 말해 다. 이것과 660시간에 달한 일본어 학습 시간을 감

안한다면 수료생들은 일본어를 해득하는 수 에 도달했다고 여겨진다.   

평양공립제일보통학교와 동 제2보통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어야학회에서는 1913년 12월 

재 14세부터 36세까지에 이르는 96명이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었다. 그들  81명은 상업에 종

사하는 이들이었다.(매일신보, 1913. 12. 23) 이 강습회에 참가한 사람들  상업에 종사하는 이

들이 부분이었다는 것은 상업을 하는 데 일본어가 필요하다고 느낀 이들이 이 야학회에 참가

어를 가리킨다. 

8) 야학 설립자에 해서는 1910년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를 자료로 했다. 다만 활동이 확인된 야학만 분

석 상으로 했다. 

9) 서업은 업 소득세를 물지 않는 직업. 곧 자유업, 농업, 임업, 축산업 따 를 말한다(고려 학교 민족문화

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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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을 보여 다. 그들은 일본어 공부에 한 동기나 의욕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

평양공립제일보통학교는 계속해서 야학회를 열었다. 1917년 10월 부터 2개월간 동 보통학

교에서 개최된 평양국어야학강습회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平壤國語夜學講習  ( 략) 入學 가 86人에 達얏스나 今年은 特히 敎授程度를 低級에 置意

얏슴으로 終末까지 通學을 繼續  45人인바 其中 學習證書를 受  21人에 不過얏스

나 今回 受業  新聞配達, 病院, 商店의 雇人等 國語의 缺乏을 切 感 階級이얏슴(매일신보, 

1917. 12. 11). 

이 강습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일본어 실력이 없는 것을 감하면서 일본어를 배

우고 싶다고 하여 강습회에 참가했다고 본다. 다만 강습 기간이 2개월인데다  일본어가 강

습 내용이었기 때문에 학습증서를 수여받은 21명이라도 일본어를 해득하는 수 에 도달하지 못

했을 것이다. 강습생들의 수료 상황을 보면 이 강습회에 참가하는 것도 도 에서 강습회를 그만

두는 것도 그들의 자유 의지에 맡겨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에 해서는 삼화국어강습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함경북도 성진군(城津郡)에 사는 김정원(金正元)은 1911년 7월부터 구훈련원( 訓練院) 청사

를 빌려 재 소 통역과 융조합 통역에게 의뢰하여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지 상업가의 

자제 33명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매일신보, 1911. 8. 1). 이 강습회는 상업을 하는 데 

일본어가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들을 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본어 공부에 한 동기

나 의욕은 있었다고 본다.  

조합이나 기업에서도 일본어 강습이 실시되었다.『매일신보』1910년 11월 13일자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東亞烟草 社職工組合所에셔 一般職工으로 여곰 日語 練習  기 

爲여 講習所 設立고 每夜에 職工 60餘名이 該組合所에 同야 熱誠 修業 中…….” 

한 경상남도에 있던 일본 회사 미에(三重)방직은 조선인 여공을 상으로 일본어 강습을 1912

년 9월 순부터 지 상업학교에서 시작했다. 강사는 조선인이며 강습은 일주일에 세 번이었

다.(매일신보, 1912. 11. 14) 이 두 야학에 참가한 직공들도 앞에서 언 한 평양국어야학강습회 

강습생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일본어의 필요성을 느껴 야학에 참가했다고 추측된다. 

이와 같이 1910년  일을 하는 데 일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조선인들이 일본어 보 을 

한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 일본어를 배웠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하거나 생활하는 데에 일본어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그들이 일본어 강습을 받게 된 까닭이다. 이 때문에 그들에게 일본어 

공부에 한 동기나 의욕이 있었다고 본다. 한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1910년  야학은 일본

어를 가르치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야학에서 공부하려면 일본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도 조선인들이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면 1910년  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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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학술강습회에서 일본어를 배운 조선인들이 얼마 정도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부진한 성적으로 끝난 일본어 보급

1916년에 공사립 보통학교 교원 등이 주최한 국어 야학회, 국어 강습소 등 일본어 보 과 

련된 시설은 855개, 강습생 수는 22,456명 그리고 강사 수는 2,065명이었다(朝鮮總督府官報, 第

1415號, 1917. 4. 25). 1916년 말 재 조선인 인구가 1,631만 명(朝鮮總督府, 1932)10)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강습생 2만 2천 명은 극소수 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그만큼 일본어를 공부하

려고 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인  일본어의 필요성을 느낀 이들이 

이런 정도 다는 셈이다. 

1910년  일본어 보  상황을 보면 1913년 말 재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조선인은 92,261

명이었고, 그 인구 비율은 0.61% 다. 이어 1918년 말에는 그 인원수와 인구 비율이 각각 

303,907명과 1.81%가 되었다.(朝鮮總督府學務局社 敎育課, 1941) 이와 같이 1918년 말 시 에서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조선인은 100명  불과 한두 명이었다. 일본어 보 이라는 말이 어디

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부진한 성 이었다.

Ⅲ. 일본어 보급 정체기(1919년〜1937년)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조선총독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그 동안

의 통치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 변화의 하나가 조선인에게 언론․집회․출 에 한 자

유를 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청년회 등의 단체는 교육을 보 하기 하

여 야학을 설립했다. 3‧1운동부터 일 쟁까지 청년회, 유지들, 공립 보통학교, 기업, 군(郡), 

종교 단체, 교풍회(矯風 ), 진흥회, 노동공제회 등이 야학을 설립하 다. 그 에서도 청년회와 

유지들이 야학을 많이 설립하 다.11) 

이런 가운데 1921년 9월에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일본어 보  상황에 하여 “일본어 강습회

는 체로 단기간에 야학회에서 실시되는 곳이 지 않다. 3·1운동 이후 일본어 강습회는 좋은 

성 을 얻지 못해서 한 때 개최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 했다(朝鮮總督府學務局, 

1921).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이와 같이 일본어 보  상황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 다 할 책

10) 1916년 말 재 조선 총인구 1,665만 명  일본인과 외국인은 각각 32만 명과 2만 명이 있었다. 

11) 야학 설립자에 해서는 1920년 와 1930년 에 발행된『매일신보』,『동아일보』등에 실린 기사를 자료

로 했다. 다만 활동이 확인된 야학만 분석 상으로 했다. 



일제 시대 야학 및 학술강습회에서 실시된 일본어 강습  273

이나 정책을 세우지 않았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3·1운동 이후 벌어진 조선인들의 움직임을 주시

하면서 일본어 보 을 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다.

1.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 다른 여러 과목과 함께 가르친 일본어

경성 매(京城 賣)지국은 1924년 10월 이후 여직공들에게 보통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 생활

에 필요한 지식(智識)과 기능을 제공했다. 수업 기간은 3년이었고, 가르치는 과목은 수신(修身), 

일본어, 조선어, 산술, 재  등이었다. 수업 시간은 작업이 끝난 후 1시간이었다. 수업은 4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다. 1학년생 입학 자격은 직공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건강한 만 18세 미만

의 보통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매일신보, 1926. 9. 29) 이 때문에 1학년생들은 일본어 

공부를 일본어 자인 가타카나(カタカナ)와 히라가나(ひらがな)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수

업 기간은 3년이었지만 하루에 한 시간밖에 수업이 실시되지 않아 교과목 수를 보면 일본어 수

업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다고 본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실시되는 수업을 7년이나 8년 

동안 받아도 외국어를 잘 할 수 없다”(Patsy M. Lightbown and Nina Spada, 1999)는 지 이 

있듯이 이 보통 교육을 받은 여직공들이 일본어를 해득하는 수 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여겨진다. 

1921년에 창립된 조선제사(朝鮮製絲)회사는 창립 당 에 고용된 여직공들이 부분 보통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다는 을 고려하여 그들을 한 야학을 개설했다. 1926년 9월 재 약 400명에 

달하는 여직공들이 이 야학에서 배우고 있었다. 그들은 수 별로 3반에 나 어져 수 이 가장 

높은 반에서는 보통학교 6학년 정도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수신, 일본어, 한문, 산술, 습자 등의 

수업이 오후 8시 반부터 10시까지 보통학교 교과서로 진행되었다.(매일신보, 1926. 9. 29) 이 야

학도 앞에서 언 한 경성 매지국이 실시한 교육과 마찬가지로 수업 기간은 수년이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수 이 가장 높은 반의 여직공들은 수년 에 보통학교 1학년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

었다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1926년 9월 당시 일본어를 해득하는 수 에 도달하고 

있었다고 간주된다. 

이와 같이 3년에 이르는 강습 기간, 1년 내내 실시되는 수업 그리고 400명에 이르는 직공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이 경 하는 야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910년 와 달리 1920년  이후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 일본어를 비롯한 여러 과목이 가르

쳐지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1920년에 창립된 라남도 무안(務安)청년회12)는 1921년 10월에 

노동 야학과 부인 야학을 설립했다. 강습생 수는 노동 야학이 100여 명, 부인 야학은 50여 명이

었다. 노동 야학에서는 조선어, 일본어, 한문, 산술, 습자가 가르쳐졌고, 부인 야학에서는 수신, 

12) 무안청년회는 1922년 1월 18일에 창립 2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매일신보, 1922. 2. 1). 이것으로 말미암아 

동 청년회는 1920년에 창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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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 한문, 산술, 습자가 가르쳐졌다. 강습은 매일 녁 8시부터 11시까지 다.(매일신보, 

1921. 11. 4) 평양 천도교당에 속한 평양 덕학 (平壤廣德學館)은 1923년 11월 1일에 양말 직공

들을 하여 야학을 개설하 다. 이 야학에서는 일본어, 산술, 조선어, 한문 그리고 수신을 가르

쳤다. 강습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고, 강습생은 수백 명에 달했다.(동아일보, 1923. 11. 29) 이

와 같이 여러 과목을 가르친 야학에서 조선인들이 일본어 수업을 통해 일본어를 해득하는 수

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여겨진다.  

1921년 8월 무렵 강원도 횡성군(橫城郡) 공립보통학교 내에 부인야학강습회가 설립되었다. 강

습 기간은 2개월이었고, 수업은 매일 실시되었다. 교과목은 일본어, 조선어, 조선 서간(書簡), 문

법, 가사(家事), 주산 등이었다. 강사는 보통학교 여훈도(女訓 )가 담당했다. 강습생 42명  기

혼자는 24명이었다. 강습생은 모두 류 이상의 사람들이었다.(매일신보, 1921. 8. 1) 아무리 류 

이상의 부녀자들이라도 2개월 만에 일본어를 비롯한 수 과목을 공부하는 상황에서 일본어를 해

득하는 수 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평양 경임(敬臨)공립보통학교는 보통학교 입학 연령 과,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취학 기

회를 잃은 여자와 가정 주부를 하여 1934년 12월 3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여자학술강습

회13)를 개최하 다. 이 강습회는 한 번도 취학한 이 없는 14세 이상의 부녀자들을 상으로 

했다. 교과목은 수신, 일본어, 조선어 그리고 산술이었다. 수신 수업은 일본인 보통학교장이 가

르치는 내용을 여자 훈도가 조선어로 통역하는 식으로 실시되었다. 일본어, 조선어 그리고 산술

은 각각 조선인 훈도 2명이 담당했다. 수업은 녁 7시부터 9시까지 다. 강습 기간은 3개월이었

지만 연말과 추석 때 며칠 동안 휴일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이 실시된 날짜는 63일

이었다. 강습생은 개강 당시 77명이었다. 그들  54명이 수료식을 맞이했고, 나머지 23명은 

도에서 강습회를 그만두었다. 이에 따라 이 강습회에 참가한 부녀자들은 자신들의 의사로 강습

회에 참가하여 그들  일부는 강습회를 그만두었음을 알 수 있다. 수료생들의 일본어 능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일본어 자인 가타카나를 읽을 수 있다……54명

◎ 일본어 자인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다……42명   

◎ 일본어 회화를 

       잘 할 수 있다……14명, 체로 할 수 있다……31명,  잘 하지 못하다…… 9명

일본어 회화를 잘 할 수 있게 된 수료생들은 반에도 못 미쳤다. 이는 그들이 일본어 회화를 

잘 하게 되기에 63일이라는 수업이 실시된 기간으로는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말해 다. 다만 일

13) 평양 경임공립보통학교 여자학술강습회에 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했다. 橘喬二郎, 女子學術講習 の開

催に就て, 文敎の朝鮮, 朝鮮敎育 , 1935年 6月號, 140-148(東京: エムティ出版 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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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어 자인 가타카나는 수료생 모두가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어를 비롯한 4개 과목을 하루

에 2시간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어 수업은 이틀에 한 시간이었다는 셈이다. 강습 기간이 63일이

었기 때문에 일본어 학습에 쓰인 총시간 수는 30시간 정도 다고 간주된다. 게다가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던 수료생들은 일본어 자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앞에

서 언 한 수료생들이 갖게 된 일본어 능력도 꽤 견스러운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평안북도 박천군(博川郡)교육회는 1929년 11월 말부터 3개월 간 부인야학회를 개최하 다. 수

업은 박천공립보통학교에서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실시되었고, 교과목은 수신, 가사, 일본

어, 조선어, 산술 등이었다. 야학회에 참가한 부인들은 40여 명이었다.(매일신보, 1929. 11. 20, 

11. 30) 11월 말부터 3개월간이라는 강습 기간은 농한기(農閑期)에 해당된다. 이는 농업에 종사

하는 부인들이 야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고려된 일이었다. 이 부인야학회에서 일본어를 배운 

부인들은 앞에서 언 한 횡성군 공립보통학교 내 부인야학강습회의 부녀자들과 마찬가지로 일

본어를 해득하는 수 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3·1운동 이후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 일본어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이 가르쳐졌

다. 이는 보통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여 보통학교 교육과정에 거한 여러 과목이 

거기에서 가르쳐졌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 한 조선제사회사가 설립한 야학에서 수업이 보통학

교 교과서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 야학에서 가르친 과목은 일본어를 비롯하여 조

선어, 산수, 수신, 습자, 작문, 가사, 한문 등이었다. 야학의 상자도 노동자, 농민, 부인, 여자, 

미취학 아동, 무산 계 에 속한 아동 등 다양해졌다.14) 3·1운동 이후 1920년 에 들어 조선인들 

사이에 “교육열”이 고조(高潮)되어 보통학교 취학 아동 수의 증과 함께 야학이나 학술강습회

에서도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조선인들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그들은 교육을 받으려고 한 것

이며, 특별히 일본어 강습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 일본어를 여

러 과목 의 한 과목으로서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2. 국민자력갱생교화(敎化)운동과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 강습

1930년   공황으로 인하여 본토 일본 농 의 피폐는 극도로 이르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농  경제를 살리기 한 책으로서 1932년 9월에 국민자력갱생운동(國民自力更生運動)을 시

작하기로 했다. 조선총독부는 이 운동에 호응하여 같은 해 11월에 자력갱생교화운동(이하 자력

갱생운동이라고 함)을 시작했다. 자력갱생운동은 조선인 인구  약 80%를 차지하는 농민15)을 

14) 야학 교과목과 야학 상자에 해서는 1920년 와 1930년 에 발행된『매일신보』,『동아일보』등에 실

린 기사를 자료로 했다. 다만 활동이 확인된 야학만 분석 상으로 했다. 

15) 1932년 말 조선인 총인구는 20,037,273명이었고, 그  농업․임업․목축업과 련이 있는 인구는 

15,954,567명이었다(朝鮮總督府, 1934 a). 이로써 총인구에 한 그 비율은 79.6%가 된다. 농업․임업․목축

업과 련이 있는 조선인들  농업과 련이 있는 이들이 압도 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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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으로 시작되었다. 자력갱생운동에 한 실천 사항의 하나가 조선인을 상으로 한 조

선어 강습이었다. 조선인은 부분 조선어를 읽을 수 없었다.16) 왜냐하면 그들은 교육을 받은 

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조선어로 쓰여 있는 자력갱생운동의 취지, 실천 사항 등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상황은 자력갱생운동을 개하는 데 한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그들의 문맹 퇴

치를 하여 조선어 강습이 실시되었다. 조선어 강습은 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야학에서 실시

되었다. 공립 보통학교, 농 진흥회, 청년단, 부인회, 군(郡), 면(面), 유지 등이 조선어 강습을 실

시했다.17) 그 상황을 보도록 한다. 

함경남도 북청군(北靑郡) 니곡면(泥谷面) 청송(靑松)보통학교는 문맹퇴치운동으로서 1933년 8

월 10일부터 1년간 지역 부인들에게 일주일에 두 번 조선어, 산술, 가정(家政), 가계부 등을 가르

치는 강습회를 개최하 다. 강습이 시작되었을 당시 61명이었던 부인들  도에서 강습회를 

그만둔 21명을 제외한 나머지 40명이 1934년 8월 18일에 수료증을 받았다.(매일신보, 1934. 8. 24)

라남도 해남(海南) 옥천면(玉泉面)은 문맹 퇴치를 목 으로 하여 1935년 10월 6일부터 옥천

면 공립보통학교에 조선어, 일본어, 산수를 가르치는 야학을 설치했다. 1936년 1월 재 동 야학

에서는 13세부터 55세의 남녀 60여 명이 공부하고 있었다.(매일신보, 1936. 1. 23). 

이와 같이 실시된 조선인을 상으로 한 조선어 강습은 조선총독부가 추진해 온 일본어 보  

정책과는 어 난 일이었다. 한 이 조선어 강습은 일본어 보 에 한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일

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다.  

문맹 퇴치를 하여 조선어 강습이 실시되었던 시기 일본어 보 은 잠잠했다. 함경남도 함주

군(咸州郡) 삼평(三平)공립보통학교는 지방 진흥에는 문맹 타 가 시 하다고 생각하여 1935년 

4월부터 미취학 아동을 한 야학강습회를 개최했다. 동 강습회에서 가르친 과목은 일본어, 조

선어 그리고 산술이었고, 수업(修業) 연한은 2년이었다. 수업은 매일 오후 9시부터 2시간씩이었

다. 남자 80명, 여자 60명, 합계 140명에 이르는 아동들이 낮에는 농업이나 가업에 종사하여 밤에

는 야학강습회에서 공부했다. 삼평공립보통학교장 일본인 와카바야시(若林)는 이 야학강습회에 

하여 “地方 振 은 爲先 家計簿를 自手로 記入하고 且 簡單한 書信은 作之書之할 만한 人物 

養成의 必要를 늣기고 ( 략) 夜學講習 를 開催한 것”(매일신보, 1935. 7. 9)이라고 언 했다. 

16) 조선총독부가 1930년 10월에 실시한 국세조사에 따르면 6세 이상 조선인 16,582,521명(남자 8,445,891명, 

여자 8,136,630명)  일본어 자인 가나(かな)는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지만 언문을 읽을 수 없고 쓸 수 

없는 사람들이 6,297명(남자 5,070명, 여자 1,227명)이었고, 일본어 자인 가나도 언문도 읽을 수 없고 쓸 수 

없는 이들은 12,032,540명(남자 4,694,283명, 여자 7,338,257명)에 달했다(朝鮮總督府, 1934 b). 즉 조선어를 읽

을 수 없고 쓸 수 없는 6세 이상 조선인은 16,582,521명  12,038,837명(6,297명+12,032,540명)이었다. 6세 이

상 조선인  조선어를 읽을 없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2.6% 다. 이 비율을 남녀

별로 본다면 6세 이상 남자 8,445,891명  4,699,353명(5,070명+4,694,283명)이 조선어를 읽을 수 없고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비율은 55.6% 다. 한편 6세 이상 여자의 경우, 8,136,630명  7,339,484명(1,227명

+7,338,257명)이었기 때문에 90.2%에 달했다.

17) 조선어 강습을 실시한 단체나 개인에 해서는 1930년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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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방 진흥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계부를 자기 손으로 쓸 수 있고, 간단한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해서 야학강습회를 개최했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이 야학회에서 일본어는 가르쳐졌으나 야학을 연 일본인 보통학교장의 입에서 ‘국어 보 ’, 즉 

‘일본어 보 ’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Ⅳ. 일본어 보급 확대기(1937년〜1945년)

1937년 7월에 시작된 일 쟁 이후 시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가운데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을 충량한 황국 신민으로 만들기 하여 일본어 강습을 본격 으로 시작하 다. 이는 

1910년  이래 처음의 일이었다. 1920년  이후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이 장려되었으나 극 으

로 추진된 일은 아니었다. 일본어 강습은 주로 야학에서 실시되었다.

1. 대규모로 실시된 일본어 강습회 

1938년 2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는 국체 명징(國體明徵)18)과 내선 일체(內鮮一體)19)

를 강화하기 하여 1938년도부터 3년간 조선에 있는 2,600개교에 이르는 보통학교에 간이국어

보 반(簡易國語普及班)을 설치하여 성인 교육을 보 시키는 동시에 일본어 보  운동을 규

모로 할 사업을 발표했다(매일신보, 1938. 2. 17).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의 움직임에 응하여 도

(道), 군(郡), 읍, 면, 공립 소학교, 국민총력연맹(國民總力聯盟) 등이 일본어 강습회, 일본어 야학 

등을 개최하 다.20)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농  소학교를 이용하여 농  야학 형식으

로 일본어 보  운동을 실시했다. 1938년의 실 을 보면 야학강습회 수는 3,660개소, 수강자 수

는 210,373명에 달했다(森田梧郎, 1941).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1916년에 공사립 보통학교 교

원 등이 주최한 국어 야학회, 국어 강습소 등 일본어 보 과 련된 시설은 855개, 강습생 수는 

22,456명이었다. 이를 보아도 1910년 와 비교할 수 없을 규모로 1938년부터 일본어 보  운동

이 펼쳐졌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일본어 보  운동이 국체 명징과 내선 일체를 

18) 조선총독부에 따르면 국체 명징은 일본이 황실을 주군(主君)으로 하는 국가임을 분명히 한다는 뜻이었다

(매일신보, 1942. 7. 30).  

19) ‘내선 일체’란 본토 일본인과 조선인은 일체이기 때문에 조선인은 일본인, 즉 황국 일본의 신민이 되어야 한

다는 논리이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장 후루카와 카네히데(古川兼秀)는 ‘내선 일체’에 하여 다음과 같

이 설명했다; “내선 일체라는 말은 새로 따르게 된 조선 동포를 명실 공히 충량한 황국 신민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조선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완 히 일본인이 되는 것이다.”(國民總力 朝鮮聯盟 防衛指 部, 1941)

20) 일본어 강습회와 일본어 야학을 실시한 단체에 해서는 주로 1930년 와 1940년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를 자료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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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한 것이었다는 에서 일본어 보 의 목 이 조선인을 황국 신민으로 만드는 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일본어 보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1938년 7월에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일본어 보 에 주력을 기울이도록 내 각 군에 

통첩을 보냈다(매일신보, 1938. 7. 12). 이에 응하여 시흥군(始 郡)은 시흥, 군포(軍浦) 그리고 안

산(安山)의 각 소학교에서 농  남녀를 상으로 하기 휴가 30일을 이용해서 일본어 강습회를 

개최하 다. 강습회 강사는 각 소학교 교원이 맡았다.(매일신보, 1938. 9. 9) 여름은 농민들에게 

아주 바쁜 시기 기 때문에 강습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주로 부녀자 다고 생각된다. 한 강습 

기간이 30일이었기 때문에 이 강습회는  수 의 일본어를 가르쳤다고 간주된다. 

강원도 통천군(通川郡) 임남면(臨南面)은 1938년 9월 26일부터 임남(臨南)공립소학교에서 일

본어보 강습회를 열었다. 강습생은 남녀 150명에 달했고, 강사는 소학교 교사 다. 강습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고, 강습 기간은 3개월이었다.(매일신보, 1938. 10. 4) 강습 기간이 9월 

말부터 3개월이라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수확기에 해당된다. 게다가 오후 2시부터 5

시까지 강습회에 참가하는 것은 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 강습회에 참가한 이들은 부분 부녀자 다고 여겨진다. 그들은 이 강습회

에서 일본어를 270시간(3개월☓3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었다. 이 정도의 학습 시간으로 그들이 

일본어를 해득하는 수 에 도달했다고는 볼 수 없다. 

황해도 평산군(平山郡) 신남천(新南川)공립소학교는 1938년 10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17

세 이상의 부녀자 60여 명을 선발하여 일본어 강습회를 개최하 다. 강사는 동 소학교 여성 훈도

가 맡았고, 강습은 매일 오후 8시부터 3시간 이루어졌다.(매일신보, 1938. 11. 17) 이 강습회에서 

일본어 학습 시간은 135시간(45일☓3시간) 정도 다. 아무리 선발된 부녀자라도 이만큼의 강습 

시간으로는 일본어를 해득하는 수 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와 같이 실시된 일본어 강습회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도 상된 일이었다. 앞에서 

언 한 1938년도 일본어 강습회에 참가한 조선인 210,373명  간단한 일본어 회화를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92,564명( 체의 44%)이었다. 그리고 일본어 자인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를 읽고 

쓸 수 있게 된 이들은 각각 153,572명(동 73%)과 58,875명(동 28%)이었다.(森田梧郎, 1941)21) 이

와 같이 일본어 강습회에 참가한 조선인들의 반 이상이 일본어를 해득하는 수 은커녕 간단

한 일본어 회화를 잘 할 수 있는 수 조차 도달하지 못했다. 이 상황을 잘 말해주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1939년 8월과 9월에 국 각 도(道)에 유명 인사 26명(남자 18명, 

여자 8명)을 강사로 견하여 시국에 한 인식, 정신총동원, 3억 엔(圓) 축, 생활 쇄신 등에 

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을 끝낸 그들에 따르면 황국 신민의 서사(誓詞)의 뜻을 모르고 기계

21) 이 자료에서 히라가나를 읽고 쓸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47%라고 쓰여 있으나 이

는 계산의 착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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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매일신보, 1939. 11. 29) 

다음으로 국민총력연맹이 개최한 일본어 강습회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內鮮一體에는 무엇보다도 國語普及이 先決問題’라는 견지 아래 국민총력 김포군(金浦郡)연맹

은 1941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본어 강습회를 개최하 다. 일본어 강습은 가정 주부를 

상으로 매일 2시간씩 실시되었다. 강습을 수료한 주부들은 간단한 일본어 회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매일신보, 1941. 6. 4) 이와 같이 강습을 수료한 주부들, 즉 180시간(3개월☓2시간) 정도 

일본어 강습을 받은 주부들은 간단한 일본어 회화를 할 수 있었다. 

경성 등포(永登浦) 북부정회(北部町 )연맹 주최로 1941년 11월 15일에 일본어 보  강습회

가 열렸다. 남자 13명과 여자 37명을 합한 50명이 다음해 3월 1일에 수료식을 맞이했다. 수료한 

사람들은 주로 가정 주부나 년 직공이었다. 그들은 서투르지만 간단한 일본어 회화와 일본어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매일신보, 1942. 3. 5) 이 강습회에서 일본어 수업이 일주일에 몇 

번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실시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3개월 반 동안 일본어를 공부해서 간단

한 일본어 회화와 일본어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에서 언 한 국민총

력 김포군연맹이 개최한 일본어 강습회와 마찬가지로 매일 2시간씩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짐작

할 수 있다.

국민총력 경기도 용인군(龍仁郡)연맹은 1942년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6, 7세부터 50여 

세까지에 이르는 부인들 50여 명을 상으로 일본어 강습회를 량(金良)국민학교에서 개최했

다. 강습 시간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다.(매일신보, 1942. 11. 6) 이 강습회의 일본어 총 

강습 시간은 300시간(5개월☓2시간) 이상이었다. 이 정도의 강습이라면 강습에 참가한 부인들은 

간단한 일본어 회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정신총동원 충청남도연맹은 1938년 12월에「국어의 면  보 에 한 건(國語ノ全面

的普及ニ關スル件)」이라는 통첩을 내 각 서에 보내 같은 해 3월 말 재 일본어를 해득할 

수 없는 11세에서 30세까지의 사람들을 상으로 일본어 강습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國民精神

總動員忠淸南道聯盟, 1939). 이와 같이 국민정신총동원 충청남도연맹은 일본어를 해득할 수 없

는 일정 연령 의 모든 조선인들을 상으로 일본어 강습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일본

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채 일본어 강습회에 참가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이 개편된 국민총력연맹도 이와 같은 정책을 계속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시 체제

가 강화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조선인들이 일본어를 배울 의지가 없더라도 그들이 국민총력연맹

으로부터 소집을 받으면 강습회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강습회 참가자에게 일본어 

공부에 한 동기나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강습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조선인

들은 청, 국민정신총동원연맹 등이 주도한 일본어 강습회에 일본어 학습 희망 여부에 상 없

이 거의 강제 으로 참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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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어를 해득하는 조선인을 배출하지 못했던 일본어 강습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8년 이후 일본어 보  운동을 하여 일본어 강습회가 개최되었

지만 일본어 강습 기간은 체로 수개월이었다.22) 일본어를 해득하는 수 에 도달하기에 수개월

이라는 강습 기간은 충분치 않았다. 그리고 일본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일본어 공부에 한 

동기나 의욕이 없는 조선인들도 일본어 강습회에 참가했다. 이 때문에 1938년 이후 개최된 일본

어 강습회를 통해 일본어를 해득하는 수 에 도달한 조선인은 드물었다고 본다. 

1910년  이후 일본어를 해득하는 조선인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추이를 보면 표1과 같다.  

〈표1〉일본어를 해득하는 조선인의 총인구에 한 비율 연말별 추이(단 : %)

연 말 1923년 1928년 1933년 1938년 1939년 1940년 1941년 1942년 1943년

비 율 4.08 6.91 7.81 12.38 13.89 15.57 16.61 19.94 22.15

출처:『매일신보』1944년 8월 20일자,「國語全解에 總進軍」, 3면.     

  

일본어를 해득하는 조선 사람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33년 말부터 1938년 말까지 

5년간에 4.57%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에 1938년 말부터 1943년 말까지의 5년간에는 9.77% 증가

했다. 증가율로 따져보면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1938년부터 본격 으로 시작된 

일본어 보  운동을 한 일본어 강습회의 실태를 감안한다면 그러한 일본어 강습회가 가져온 

결과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 강습회보다 오히려 학교교육을 통해 일본어를 몇 년 동안 

배운 이 있는 조선인이 해마다 늘어났기 때문에 1930년  말부터 일본어를 해득하는 조선인

이 이 과 비교해서 많아졌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일본어를 해득하는 조선인이 늘어난 것은 학

교교육의 축  덕분이었다는 것이다. 

일본어를 해득하는 조선인을 배출하지 못했던 일본어 강습회의 실태를 보면 ‘내선 일체’라든

가 ‘국어 보 ’이라든가 하며 큰 소리를 친 조선총독부가 진심으로 조선인이 일본어를 해득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혹시 조선총독부는 부분의 조선인이 일본어를 

이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  든다. 조선총독부에 따르면 조선인들을 

일본의 충량한 신민으로 만들기 해서는 그들이 일본어를 해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들이 일본어를 해득하게 된다면 그들은 조선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셈이

다. 그 다면 그들이 일본어밖에 모르는 일본인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조선총독부는 

22) 1944년에 조선교육회 계자는 부녀자를 상으로 하는 일본어 강습회의 강습 기간이 2개월이라는 에 

하여 강사가 무 바쁘기 때문에 그 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언 했다(文敎の朝鮮, 1944). 일본어 강습회 강

사는 보통학교 훈도가 맡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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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을 원하지 않았나 싶다. 이는 한편으로는 조선에서 일본어를 보 하는 것을 목표

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선인 부분이 일본어를 잘 하게 된다면 곤란하다는 조선총독부

의 이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일지도 모른다.    

Ⅴ. 결론

일제 시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 실시된 일본어 강습에 한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일본어 보  개시기(1910년〜1919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을 일본의 충량한 신민으로 만들기 해서 일본어 보 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 주로 일본어가 가르쳐졌다. 그러한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 참

가한 조선인들은 일본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일본어 공부에 한 동기나 의

욕이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일본어 강습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② 일본어 보  정체기(1919년〜1937년)

조선총독부는 일본어 보 에 하여 뚜렷한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다. 게다가 조선총독부는 

1930년 에 들어 조선인을 상으로 조선어 강습을 실시하는 등 일본어 보  정책에 일 성이 

없었다. 1910년 와 달리 일본어는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 가르친 여러 과목  한 과목에 불

과했다. 일본어만 가르치는 야학이나 학술강습회는 드물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학이나 학

술강습회에서 일본어 수업을 받아 일본어를 해득하게 된 조선인은 많지 않았다.  

③ 일본어 보  확 기(1937년〜1945년)

조선총독부는 국체 명징과 내선 일체를 강화하기 하여 일본어 보  운동을 본격 으로 

개했다. 이는 조선인을 황국 신민으로 만들기 한 일본어 보  운동이었다. 이 시기에는 1910년

보다 훨씬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어 강습회에 참가했다. 그들 에서는 일본어의 필요성을 느

끼지 않아 일본어 공부에 한 동기나 의욕이 없는 이들이 있었다. 한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

서 실시된 일본어 강습의 기간이 짧았다. 이것들 때문에 일본어 강습회에 참가한 조선인들이 일

본어를 해득하는 수 에 도달하지 못했다. 

조선인을 상으로 한 야학이나 학술강습회에서의 일본어 강습은 1938년이 되어야 본격 으

로 시작되는 등 사회교육으로서의 일본어 강습이 일제 시  내내 꾸 히 실시되지는 않았다. 이

는 사회교육으로서의 일본어 강습이 성과를 올리지 못한 원인이자 조선총독부가 사회교육으로

서의 일본어 강습보다 학교교육에서 실시되는 일본어 교육을 요시했음을 말해 다. 특히 1938

년 이후 시작된 일본어 강습이 체로 수개월 만에 끝났다는 것을 보면 조선총독부가 진심으로 

일본어 보 을 한 일본어 강습회를 통해 내선 일체를 실 하려고 했는지 의심스럽다. 조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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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부도 수개월의 일본어 강습으로 조선인들이 일본어를 해득하는 수 에 도달하리라는 생각하

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그 게 짧은 기간의 일본어 강습을 실시했

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일본어 강습회를 통해 실 하려고 했던 ‘내선 일체’와 ‘국어 보 ’이라는 

말들이 말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제 시  사회교육으로서의 일본어 강습회가 일본어를 해득하는 조선인을 배출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은 조선총독부가 일본어의 필요성을 조선인에게 심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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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s in Japanese at Night Schools and Private Learning 

Courses in Korea under Japanese Occupation, 1910－1945

Tsuzuki Tsuguo*

23)

The actual state of courses in Japanese at night schools and private learning 

courses(henceforth night schools) in Korea under Japanese occupation from 1910 to 1945 has 

been little studied. This study illustrates how Koreans studied Japanese at night schools in 

Korea from 1910 to 1945.

The aims of courses in Japanese at night schools differed by period. In the first period, from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1910) to the March First Movement(1919), night schools were 

established to teach Japanese to Korean people. This was connected with the policy of spreading 

Japanese language throughout Korea follow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hereafter 

GGK). Although Koreans feeling that they need the language at workplaces attended night 

schools to study it, such Koreans were not many. For instance, out of 16.3 million Korean 

people only 22,000 studied Japanese at night schools in 1916.

In the second period, from the March First Movement to the Sino-Japanese War(1937), GGK 

had not pursued a new policy in terms of spreading Japanese language throughout Korea 

since the March First Movement. In this situation, night schools were established by public 

elementary schools, youth clubs, various individuals, and so forth in order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elementary-school education for Korean children and adults who had been 

alienated from schooling. Korean people had less hours to study Japanese at night schools 

in the second period than in the first one because Japanese was one of the subjects taught 

at them in the second period. In the early 1930s GGK started courses in Korean at night schools 

for Korean adults who could neither read nor write it because they had never attended schools. 

This was opposed to the policy of spreading Japanese language throughout Korea mentioned 

above.

And in the final period, from the Sino-Japanese War to the end of the Pacific War(1945), 

night schools were again used to teach Japanese to Korean people with the aim of GGK's 

creating Imperial Subjects among Koreans. More Korean people studied Japanese at more night 

* Ph.D., Korea University.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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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s in the final period than in the first one. In 1938 more than 210,000 Korean people 

took courses in Japanese at night schools. Japanese was taught to Korean people only for a 

few months at night schools. This was not enough for them to learn Japanese. Korean people 

were likely to be forced, by government offices and the Federation to mobilize all of the power 

of the nation, to attend night schools to study Japanese. In other words, they had less motivation 

to learn Japanese at night schools because they felt no need of studying it. 

In the end, these courses in Japanese at night schools failed to produce a large number 

of Koreans who can understand Japanese. Only 22% of Korean people, most of whom had 

studied Japanese at elementary schools, could understand Japanese as of the end of 1943. 

Key words : course in Japanese, night school, private learning course, policy of spreading 

Japanese language throughout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