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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식민지시기 일제의 교육정책과 조선인들이 갖고 있던 실업교육에 대한 기대로부터 형성된 중등 

실업교육은 어떤 성격을 갖게 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중등교육 기회가 매우 제한된 식민지적 상황에서, 

중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비싼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치열한 입학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높은 학업성적이 전제되어야 했다. 중등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계열 구분보다는 개별 학교마다의 이력과 

사회적 평판, 그리고 전형절차 등에 따라 일관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동일한 실업학교 내에서도 학교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학생들의 선호가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이는 당시 조선인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있던 중등학교들에 

대한 서열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반계와 실업계를 구분하여 어느 하나를 기피하거나 선호하기

보다는 개별 학교의 역사와 조건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선인의 실업교육에 대한 기대

와 교육행위로 인해 유럽형이나 일본형 모델과는 다른 식민지시기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특질이 형성될 수 있었

다. 계급적 성격이 강한 유럽형 복선제와도 거리가 멀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일본형과 같이 업적주의에 기초하여 

계열별로 분화된 위계적인 복선제도 아니었다. 식민지시기 중등교육은 일반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간의 위계적인 

사회적 분화가 지연된 채 병렬적인 복선구조가 유지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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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한제국의 자주적인 근대교육 발전의 노력은 일제와 통감부의 간섭으로 좌절되었다(정재철,

1985). 통감부에 파견된 일본인 관료들은 일본의 교육제도를 이식하여 식민지적 교육체제를 수

립하였고, 이는 합방 이후 식민당국의 교육정책으로 이어져 해방을 맞을 때까지 큰 틀의 변함없

이 유지되었다. 일본의 근대적 교육제도는 특히 중등단계 교육에서 일반교육, 직업교육, 교원양

성교육이 각기 계통을 달리하는 복선형 체제를 특징으로 하였다.1) 이를 모방하여 식민지 조선에 

도입된 중등교육제도 역시 대학진학을 위한 고등보통교육, 직업교육을 위한 실업교육,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교육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중등학교 진학을 결심

하였다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이들 세 종류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등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누구이며 어떤 계기로 학교를 선택하였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실업학교 학생들의 특성과 그들이 실업교육에 투사했던 기대와 열망을 분석하여,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우리나라 중등교육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식민지시기 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사범학교와 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먼저, 이기훈과 안홍선은 각각 대구사범학교와 경성사범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사범교육의 법령과 정책 분석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당시 사범학교 학생들의 교육경험을 분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기훈, 2002; 안홍선, 2007). 이들이 사범학교 학생들의 생활과 기억

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식민지시기 사범교육이 일본 제국주의의 우월성을 주입하면서도 

선발 집단으로서의 자의식을 내면화시켜가는 과정을 분석하거나(이기훈, 2002), 천황주의 교육

이념과 전체주의적 교육실천이 자유주의적 사범교육인 것처럼 기억되며 정당화되는 구조를 밝

히기 위함이었다(안홍선, 2007). 다음으로,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식민지 사회의 

계층형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일찍부터 주목되었다(김영모, 1970; 석태종, 1987; 김동

환, 2009; 김동환, 2012). 김영모를 비롯하여 석태종과 김동환 등은 양반과 상민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분석 도구로 하여, 식민지시기를 거치며 상민 혹은 중인의 신분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교육기회가 개방되어 왔다는 결론을 이끌고 있다. 한편, 박철희는 신분을 기준으로 

한 계층분석에서 벗어나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연령, 선발과정, 경제적 배경 등 인구학적 특성

에 주목하고 있다(박철희, 2004). 이를 통해 그는 당시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한편으로는 소비

향락적인 모던 문화에 젖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주의 학생운동을 

일으키거나 농촌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다소 양면적인 문화적 특성이 나타나는 현상

1) 일본의 중등교육제도에 관해서는, 사범학교―고등사범학교로 이어지는 교원양성 계통을 따로 분리하여, 남

자의 중학교, 여자의 고등여학교, 실업학교로 구성되는 삼본립(三本立) 복선형 체제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

다.(世界敎育史硏究會 編, 世界敎育史大系 24: 中等敎育史Ⅰ, 講談社, 1974, 171~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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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중등교육의 일부인 사범학교나 고등보통학교를 다루면서도 정작 전체 

중등교육의 구조와 성격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당시 조선인들이 사범학교

나 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 중등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규명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보통학교와 함께 중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했던 실업학교에 대한 연

구가 매우 미진한 현실은 식민지시기 중등교육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명숙, 2006). 본 연구는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중등교육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조선인의 교

육경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실업교육에 주목하고자 한다. 당시 중등교육에서 실업계 학

교 재학생수는 일반계 학교에 필적할 정도였다.2) 이러한 실업교육의 성격은 당시 일반계 중등교

육인 고등보통교육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근대적인 중등교육은 교육이

념과 철학이 다른 대학진학 교육과 직업준비 교육이라는 두 종류의 교육이 동일한 학교단계에

서 서로 경쟁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다(김기석, 1994). 따라서 식민지시기 형성된 한국 중등

교육의 특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등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근대적인 중등교육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선구적인 발전을 이루어 점차 세계 전

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19세기를 경과하면서 중등교육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

으며, 20세기 초부터는 “모든 청소년에게 중등교육을”이라는 관념이 원리상으로 또 실제상으로 

구현되기 시작하였다(Unesco, 1963). 그러나 비록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서구의 선진 국가들에서 형성된 중등교육은 계급적 성격이 강한 복선형 체제를 특징으로 하였

다(世界敎育史硏究會 編, 1974). 특히 영국과 독일 등 유럽형 중등교육은 계급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했던 갈등과 투쟁의 장이었으며, 그 결과 노동계급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부르주아계급

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위계적으로 구분되어 성장했다(Bowen, 1981). 학교가 구분되지 않고 

교육과정으로 나뉘었던 미국을 포함하여, 서구의 선진 국가들에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중산계급의 우월한 지배력과 재생산은 전혀 위협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서구의 선진 국가

들보다 뒤늦게 산업화가 진행된 일본은 19세기 후반에 이들 국가의 교육제도를 수용하여 복선

형 중등학교제도를 발전시켰다. 유럽형 교육제도가 계급적 성격이 강한 복선형 체제였다면, 일

본의 학교제도는 원칙적으로 사민평등과 기회균등을 이념으로 하였다(尾形裕康 외, 1993). 중등

학교의 신입생 선발은 다른 무엇보다도 학생의 지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그 과정에서 실업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사회적 위신이 낮게 형성되어갔다(天野郁夫,

1992). 따라서 일본의 복선형 중등교육제도가 갖는 특징은 업적주의에 기초한 일반교육와 실업

2) 1940년 현재 일반계 학교 재학생은 3만2천 명이며, 실업계 학교 재학생은 3만1천 명이고, 사범계 학교 재

학생은 4천 명 정도였다.(朝鮮總督府統計年報, 19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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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위계적 기능 분화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형 모델이 이식된 한국의 근대적인 중등교육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학제를 규정했던 법령 변화에 주목해 왔다. 갑오개혁기에 공포

된 근대적인 학제는 일본의 것을 모방한 것이라는 견해들(朝鮮總督府, 1926; 大野謙一, 1936; 이

만규, 1988)에 반론을 제기하거나(한용진, 2006; 홍덕창, 1990), 혹은 식민지시기의 복선제를 비판

하고 해방 후에 도입된 단선제의 의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이은숙·정주섭·김종서, 1978; 김

윤태, 1982; 이광호, 1990; 강명숙, 2004). 그러나 학교제도는 법령 그 자체에 혹은 단순히 그것이 

단선형인가 복선형인가에 따라 특별한 가치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이윤미·장신미,

2011). 중등교육의 구조와 성격은 해당 사회의 학교교육체제가 어떤 이념과 원리에 의해 운영되

고 유지되는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적인 한국 중등교육의 성격

은 학제가 도입되고 운영되었던 실제 원리와 그것에 의미를 부여했던 조선인의 적극적인 교육

행위를 분석한 끝에 비로소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등교육만이 아니라 대개 식민지에서 형성되는 교육제도는 서구적 근대 모델로

부터 이중적 변형 과정을 겪는다(오성철, 1996). 식민당국이 일본의 제도를 조선에 이식하는 과

정에서 식민지적 변용이 일어나며, 일본의 제도 역시 서구의 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일

본적 변형을 거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식민지 교육의 특질은 식민지 사회를 살아가는 조선인

들이 품고 있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접합되어 형성된다. 따라서 식민지시기 중등 실업교

육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은 식민당국의 교육정책 및 중등교육제도 도입의 이중적 변형 과정을 

분석하고, 실업교육에 대한 조선인의 교육행위를 해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근대적 모델을 발전시킨 유럽형과 구분되며 조선 사회에 이식된 일본형과

도 달랐던 한국 중등교육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Ⅱ. 실업학교 학생의 가정 배경

식민지시기 실업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극심한 경쟁을 뚫고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

도 문제였지만, 그와 더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자금을 지불할 수 있는 학부모의 경제력이 

요구되었다. 시기와 학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1920년대에는 월 20원, 1930년

대에는 월 30원 정도의 최소 학자금이 필요했다. 각 학교의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는 대체로 기숙

사비를 포함하여 월 20원 정도의 학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공시하고 있었다.3) 실제로 경성공업학

3) 동아일보 . 1925년 2월 10일~25일. 이 외에도 매년 각 학교 모집공고에서는 대략적인 학자금 소요액을 함

께 안내하고 있다.



식민지시기 중등 실업교육의 성격 연구  149

교가 1934년도에 학생들로부터 수령한 학과별 학비 내역인 ‘학비개산표’를 보면(京城工業學校,

1936), 1학년의 경우 응용화학과가 가장 적어 142원 10전이었고 건축과가 가장 많은 166원 10전

이었다. 여기에 월 평균 하숙비인 14원이 추가되면, 서울에 유학하는 지방 출신의 경성공업학교 

학생에게 필요한 최소 학자금은 월 30원이 넘는다.

1920년대의 월 20원, 1930년대의 월 30원 정도의 실업학교 학자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선린상업학교의 1929년도 입학생 김종섭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所謂 京城留學生들은 當時 下宿費, 授業料, 修學旅行積立金, 校友會費 外 雜費를 負擔하면 1年에 

白米 4,50가마에 해당하는 學費가 所要되었다.(선린팔십년사편찬회, 1978)

상업학교에 다니기 위해 1년에 쌀 4,50가마가 소요되었다는 위 학생의 회고가 과장된 것만은 

아니었다. 당시에 농가의 지출 규모와 학비 비중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년에 쌀 85석을 생산하

는 상농(上農)의 경우도 총 수입의 1/3에 달하는 33석을 중등학교 자녀의 학비에 충당하고 있

었다(이송은, 1923). 학부모의 직업이 농업이라면, 부유한 상농인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 한 명을 

중등학교에 보내는 것은 당시의 물가수준과 조선인의 경제력 규모로 볼 때 매우 큰 부담이었

다. 또한 당시 조선 사회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계층인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를 보더라

도, 중등학교 자녀의 학비 부담은 상당한 것이었다. 1930년대에 판임관의 초임은 40원이었으며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8월 24일), 보통학교에 재직하는 전체 훈도들이 실제로 수령한 급여액

을 평균하더라도 1인당 월 55원에 지나지 않았다(동아일보, 1935년 12월 28일). 이러한 사회 중

류층인 안정적인 봉급생활자의 경우에도 월 30원의 중등학교 학비를 대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

에 없었다.

내가 모교에 입학한 것은 1940년 4월 5일이다. 당시 입학금은 150원이었다. 150원이면 소 한 마리 

값으로 기억되는데, 현재의 화폐가치로 볼 때 4~500만원은 되리라고 생각된다. 150원의 입학금을 납

부한 데 대해 많은 물품이 지급되었다.(원낙희, 2013)

위 1940년에 춘천농업학교에 입학한 원낙희가 술회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농업학교는 입학

금만 해도 150원이었다. 의피복비와 교재비 등이 포함된 입학금으로 상당한 현금을 지불해야 했

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매우 큰 부담이었다. 위 회고자는 졸업 후 1945년 도청에 취

업하는데, 그 때 받은 초임은 45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원낙희, 2013). ‘소 한 마리 값’에 해당

했던 농업학교 입학금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매우 안정적인 직업이었던 도청 고원 급여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이처럼 비싼 입학금과 학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중등학교 진학 자체

를 생각할 수 없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식민당국은 고등보통학교 5년간의 학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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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대체로 200원의 공과금(납세)을 내거나 1만5천 원 이상의 자

산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동아일보, 1930년 2월 7일). 이 정도 자산 규모의 ‘중산계급 이

상’이 아니라면, 중등학교 자녀의 학자금 지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등보통학교와 실업학교 학생들의 가정배경에서 경제적 차이는 어떠하였을까? 고

등보통학교 재학생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박철희, 2002; 김동환, 2009), 경성제1고등보통학교 학

부모 가운데 1만5천 원 이상의 자산가 비중은 65% 정도였고, 사립의 배재고등보통학교는 50%였

으며, 지방의 청주고등보통학교는 43% 정도였다. 기록 방법이 서로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

만, 천안농업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자산 정도를 파악할 때 토지 자산액의 1/5을 연소득으로 간주

하고 있었다(천안농업학교학적부, 1940년도 입학생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천안농업학교 

재학생 가운데 보증인의 자산이 1만5천원을 넘거나 연간 소득액 3천원이 넘는 비중은 37%정도

였다.4) 또한 이리농림학교의 경우는, 학부모의 연간 소득이 기록된 학생 가운데 연간 소득액 

3,000원이 넘는 비중은 30%정도였다.5) 대체로 고등보통학교 입학생이 실업학교 입학생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그 때 경북중학교[대구고등보통학교]는 돈이 많이 있어야 간다고. 상업학교, 농림학교도 

돈 좀 있는 사람이 가고. 그 때 중등학교 간다고 하면, 우선 경제력이 있어야 돼... 일가 지인이 학비 

안 대주었으면 나는 만주에 갔을 거 같애.(이영호 구술, 2014)

위 회고자가 술회하듯이, 고등보통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실업학교에 비해 학부모의 경제

적 여건이 먼저 고려되었다. 물론 고등보통학교를 다니는 것이 상업학교나 농업학교에 비해 더 

많은 학비가 소요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등보통학교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그 학교 졸

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전문학교나 대학 등 고등교육 이수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했다.

따라서 당시 교육자들은 “전문학교까지 보낼 자신이 계시면 고보에 입학시켜도 좋으나 그렇지 

못하면 애초에 실업학교로” 보내야 한다고 학부모들에게 조언하고 있었다(현상윤, 1933). 이처

럼 고등보통학교 진학자들은 향후 더 많은 학비 지출까지 예상할 수 있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실업학교 학생들이 가난한 집 자제들은 결코 아니었다. 실업계와 일반계 학교를 막론하고 당시 

중등학교 재학생들은 비싼 학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상당한 자산가의 자제들이었다.

다음으로, 농업학교나 상업학교 등 실업학교의 종류에 따라서도 가정배경에 차이가 있었는가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기와 지역차를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

4) 1940년 입학생 48명 중 보증인의 자산이 기록된 인원 44명이었으며, 혼란스러운 기록을 제외하고 18명이 

이에 해당하였다.( 천안농업학교 학적부 , 1940년도 입학생분)

5) 1935년과 1936년도 수의축산과 입학생 가운데 학부모의 연소득이 기록된 23명 중 7명이었다.( 이리농림학

교 학적부 , 1935·1936년도 수의축산과 입학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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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여기에서는 동일 지역 동일 시기에 서로 다른 실업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의 특성과 가정

배경을 비교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표 1>은 같은 해 대구지역의 농림학교와 상업학교 졸업생

들의 학적부에 기록된 가정배경을 요약한 것이다. 이들 두 학교는 동일 지역에 설립된 실업학교

이면서 각각 농업학교와 상업학교를 대표하는 명성이 높은 학교이기도 했다. 또한 두 학교는 동

일 지역에 설립된 공립 실업학교였기 때문에 입학생 선발을 위한 시험일자가 겹쳐 동시에 응시

하기 어려웠다. 이들 실업학교 외에 대구고등보통학교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 당시 대구·경북지

역에서 중등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고등보통학교와 농업학교와 상업학교 가운데 하

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표 1> 농업학교·상업학교 및 고등보통학교 학생의 가정배경

학교
대상

학생수

입학시

평균 나이

학부모 신분 학부모 직업

양반 평민 불명 농업 상업 기타

대구농림 56 14.8 14 20 22
42

(75%)

6

(11%)

8

(14%)

대구상업 39 14.4 11 17 11
23

(59%)

11

(28%)

5

(13%)

대구고보 474 13.0
241

(51%)

73

(15%)

160

(34%)

- ｢대구농림학교 학적부｣ 및 ｢대구상업학교 학적부｣(각 1935년 졸업)

- 대구고보의 입학생 평균 나이는 1934년도(朝鮮總督府調査月報, 1934년 7월), 학부모 직업은 1936년 전체 

재학생 기준(경북중고등학교칠십년사, 1986, 113쪽).

졸업생들의 입학 당시 평균 나이는 대구농림학교가 14.8세로 대구상업학교의 14.4세보다 약간 

많은 정도였다. 학부모의 신분 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당시 학적부상의 학부모의 신분

에 대한 기록은 누락이 많은 데다 양반과 평민의 구분 기준도 애매한 점이 많아 신뢰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6) 반면에, 학부모의 직업이나 자산에 관한 기록은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당시 

학생들은 학비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는 물론이고 제2보증인의 학비 지급 

능력을 비교적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농

림학교 학부모들의 직업별 구성은 농업이 75%, 상업이 11%, 회사원 및 관리 등 기타가 14%였다.

반면에, 대구상업학교 학부모들은 농업이 59%, 상업 28%, 기타 부문 종사가 13%였다. 즉, 대구

상업학교의 경우 대구농림학교에 비해 상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 배경의 차이는 학생들이 중등학교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도 적지 않

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6) 공립고등보통학교의 경우, 경성·대구·전주·공주는 양반의 비중이 높지만, 평양·함흥은 상민의 비중이 매우 

높게 조사되고 있다.(김동환, 같은 글, 2012,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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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실업학교 학생들이 중등학교 진학에서 실업학교를 선택했던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게 회

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회고에서 졸업생들은 당시 실업학교는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다는 이유

로 부모 등 지인들로부터 적극적인 입학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술회한다. 1936년의 조사 자료를 

보면(朝鮮總督府調査月報, 1936년 1월), 실업학교 졸업생의 69%가 취업하고 있는데 비해서, 고

등보통학교 졸업생의 37%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30%는 가업에 종사하는 반실직 상태에 있었

다. 고등보통학교 졸업생의 취업난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실업학교 졸업생의 69% 취업률은 입학 

지원자들에게 높은 기대감을 주는 지표였다. 고등보통학교를 나와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할 바

에야 취업이 보장된 실업학교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향후 전문학교나 대학에 진학할 정

도로 경제적 사정이 여유롭지 못한 경우라면, 졸업 후 좋은 조건의 취직이 보장되는 실업학교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었다.

비록 드문 경우였지만, 두 종류 이상의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고서 실업학교를 선택하는 경우

에 입학동기는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당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립의 고등보통학교

와 공립의 실업학교는 시험일자가 겹치기 때문에 동시에 응시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공립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선발시험이 행해지는 사범학교나, 혹은 시험일자가 제 각

각인 사립학교를 선택하여 중복 응시할 수 있었다. 도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의 학교들에 응시하

는 경우도 있었지만, 높은 경쟁률로 인해 두 학교 이상을 동시에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江原道 두메 산골의 청천국민학교를 졸업한 27명 중 한 사람인 나는 서울에 올라와서 善隣商業

學校에 入學試驗을 치루게 된 것이다. 나는 善隣商業學校와 京城高等普通學校(京畿高 前身)를 同時

에 志願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銀行家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두 學校 中 善隣商業을 택한 것

이다.(선린팔십년사편찬회, 1978)

익년 봄 중학 입시 때 大邱師範과 釜山二商 양교 모두 합격했다. 관비생(官費生)에다 기숙사 혜택

까지 받게 되는 대구사범을 그만 두고 釜山二商을 택했다. 그것은 당시 두 종형이 3년 선배로 있었

기 때문이었다.(부상백년사편찬위원회, 1995)

당대 모든 학생이 동경한 영남의 명문 대구사범학교와 새로운 시대의 각광을 받고 있는 모교 [대

구직업학교] 토목과에 당당히 합격한 것을 6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도 자랑으로 생각한다. 평소 

나는 학교 선생을 동경하고 사범학교 진학을 원했으나 나의 恩師인 담임선생의 명을 거역 못하고 

모교와 인연을 맺고 지나온 지가 於焉間에 올해로 60년이라 나의 人生旅程의 환갑을 맞은 듯 더욱 

감회가 새롭다.(대구공고총동문회, 2005)

위에서 예로 든 세 사람은 두 종류 학교에 동시 합격하고서, 사범학교나 고등보통학교보다는 

실업학교를 선택한 경우들이다. 송인상의 경우는 경성제1고보와 선린상업 중에서 은행가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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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권유로 상업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그 후 그는 조선식산은행에 입사한 후 

은행가의 길을 걷는다. 다음으로, 전병철의 경우는 대구사범학교와 부산제2상업학교 입시에서 

모두 합격한 뒤 상업학교를 선택한 경우다. 그 역시 상업학교 졸업 후 지역 금융조합에 입사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예로 든 채충기의 경우는 대구사범학교와 대구직업학교에 동시에 합격한 

뒤에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대구직업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하고 있다. 그가 실제로 희망했던 학교

는 사범학교였으나, 담임교사의 결정에 따라 직업학교로 진학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이들이 실

업학교를 선택하는 데에는 부모나 친지의 의견 혹은 담임교사의 권유 등 개인사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 세 사람의 선택이 당시 학생들의 일반적인 선호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로 당시 사범학교나 경성제1고보는 모든 이가 선망하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학교였다. 세 사람

이 굳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던 학교의 입학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개인적 자랑거리로 언

급할 정도로 당시에 이들 학교가 갖는 사회적 인식은 매우 높았다. 경성제1고보는 경성제대 예

과 입시에서 고보 졸업 경력을 가진 입학자 38명 중 1/2에 가까운 18명의 합격자를 낼 만큼 그 

위상이 대단한 학교였다(朝鮮總督府調査月報, 1932년 11월). 대구사범학교 역시 매년 입학 정원 

10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리는 학교로서, 당시 사범학교는 성적이 우수한 보통학교 학생들이 가

장 선호하는 학교였다(朝鮮總督府調査月報, 1934년 7월). 따라서 이들 세 사람이 회고하듯이 당

시 학생들이 사범학교나 경성제1고보보다 실업학교를 더 선호했던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

다. 그러나 적어도 학생들의 인식 속에는 사범학교나 경성제1고보와 견줄 만큼 사회적 위상이 

높았던 소위 ‘명문’ 실업학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식민지시기 후반기로 가면 실업학교 진학에서 세대간 재생산

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식민지시기 초기에 중등교육 수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식민지시

기 후반기에 이르면 이들의 자녀들이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연령대가 된다. 이 때 농업학교를 졸

업한 사람은 자신의 아들에게도 농업학교 진학을 권유하거나, 또한 상업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자신의 아들을 상업학교로 진학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수리조합에 다녔어. 해방 전에 유복하게 살았지. 그래서 농림학교를 아버지가 가라구 

그래서 갔다구, 시험을 봐서 간 거지... 아버지가 정읍농업학교를 나와서 수리조합에 발탁이 돼서 

[익산군] 황등 호수를 농지로 개발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아버지 따라서 가 보니까, 완전 못살아,

다 못사는 사람들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벽부터 다니면서 농사교육을 시키는겨. 아버지 따라다니

면서, 야학도 따라다니고, 온실 만드는거 따라다니고. 밭으로 논으로... 그러다가 농림학교에 입학했

지.(정광수 구술, 2014)

대구상업에 누가 촌에서 한 사람이 됐다 이러면, 동네사람들이 그 집 이제 부자됐다, 그래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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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아버지가 상업학교 나왔습니다. 상업학교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거기에 합격해야겠다,

이런 일념뿐이었고... 금융조합 20년 근무했어, 아버지가. 생활수준이 상급에 속했습니다. 나도 그런 

수준으로 살았지요. 요즘 말하는 재벌이 아니고. 월급쟁이가 최고 수준이라, 요즘은 월급쟁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조정수 구술, 2014)

1937년 이리농림학교에 입학한 정광수는 정읍농업학교를 나와서 수리조합에서 일하는 아버

지의 권유로 농업학교에 입학했다. 생활수준은 동네에서 매우 드물게 유복하였으며, 아버지의 

농민 지도활동을 따라다니다가, 적성에도 맞고 보람도 있을 것 같아서 자신도 농업학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42년에 대구상업학교에 입학한 조정수 역시 상업학교를 졸업

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신도 상업학교를 선택하였다. 비교적 생활 여건이 좋은 대구 시내에서 

살고 있었지만, 금융조합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의 생활수준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윤택한 수준이

었다. 멀리 떨어진 달성공원에서 누가 자기 이름만 대어도 집을 찾아줄 정도였다. 그는 금융조합

에 다니는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상업학교를 선택했던 것으로 술회한다.

이처럼 식민지시기 후반에 점차 확대되는 실업학교 진학의 세대간 재생산은 시사해 주는 바

가 크다. 실업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막연한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열망보다는 보다 구체적

으로 자신의 미래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직업활동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예견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실업학교 진학의 세대간 재생산은 

학교교육을 통해 얻는 효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실업

교육을 통해서 당시 유일하게 상승적 계층 이동을 기대할 수 있었던 근대적 산업부문으로의 진

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오성철, 2004). 다시 말해, 자신이 살았던 삶을 자식에게 추천할 정도로,

식민지시기의 농업학교나 상업학교 학생들은 졸업한 후의 직업활동, 생활수준, 사회적 지위 등

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Ⅲ. 중등학교 입학경쟁과 학교 선호도

식민지시기에는 1920년을 전후로 하여 중등학교의 입학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다. 급격히 증

가한 보통학교 졸업자들이 전국의 각급 중등학교로 쇄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관련 규정들이 개

정되어 중등학교의 수업연한이 연장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7) 실업학교의 경우도 해마

다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 오히려 고등보통학교보다 훨씬 치열한 입학 경쟁을 치러야 했다. 그러

7) 오성철에 의하면, 이 시기 초등교육 팽창의 원인은 경제 변화의 직접적인 반영이라기보다는, 3·1운동 이후 

변화된 식민지 교육정책과 사회이동 기회 포착을 위한 조선인들의 적극적 교육행위가 접합된 것으로 파악

된다.(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219~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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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종류의 실업학교라 하더라도 개별학교의 성격에 따라 학생들의 선호도는 일정한 차이

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중등학교들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 차이를 검토하고, 각 학교

마다 입학 경쟁이 심화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일반계와 실업계 학교의 선호도 변화

중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논의하기에 앞서, 식민지시기 학교제도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합방 직후 식민당국은 소위 시세(時勢)와 민도(民度)에 적합하게 한다는 

‘실용주의’를 내세워 조선의 학제를 매우 짧고 간이한 형태로 고안하였다(이만규, 1988). 일본의 

학제가 소학교(6년)―중학교(5년)―고등교육기관으로 연결되는 것에 비해, 조선에서는 보통학교

(4년)―고등보통학교(4년) 체제가 만들어졌고, 실업학교는 수업연한이 더욱 짧아 대부분 2년제

로 운영되었으며, 고등교육기관은 법규정조차 정비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적인 학제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1922년에 ｢조선교육령｣이 개정됨으로써 조선의 

학교제도는 일본의 경우와 형식상으로 동등한 것이 되었다. 보통학교 6년 과정을 마치면, 5년제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전문학교 혹은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교육을 받거나, 5년제(혹은 3년

제) 실업학교에 입학하여 직업과 관련된 전공과정을 이수하거나, 혹은 사범학교에 진학하여 졸

업 후 초등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다.

고등보통학교는 전국 각도에 1교씩의 공립학교와 다수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사범학교

는 관립과 도립이 병존하는 시기를 거쳐 점차 경성을 필두로 하여 대구·평양의 관립학교체제로 

정비되었다. 그런데 일반교육과 사범교육과는 달리 실업교육에서는 설립되는 학교의 유형과 종

류가 매우 복잡하였다. 실업학교로는 고등보통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5년제 갑종학교

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3년제 을종학교가 있었다.8) 그리고 이러한 실업학교보다는 수업연한이 

짧고 교육과정 편성이 유연한 실업보습학교(간이실업학교)도 있었다. 그러나 실업보습학교는 학

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편입이 불가능했으며, 점차 농촌훈련소나 농촌청년단 

등과 같은 사회교육기관과의 경계가 모호해 지기도 하였다.9) 또한 실업학교는 전공에 따라 종류

도 다양하여,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수산학교, 직업학교, 여자실업학교, 기예학교 등으

8) 갑종과 을종이라는 법규정상 구분은 사라졌으나, 당시 교육행정과 언론상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다. 일반적

으로 5년제는 갑종, 3년제는 을종으로 분류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갑종학교는 전문학교 입학자격이 주어

지는 학교를 말한다. 따라서 수업연한 3년 과정의 학교이면서도, 고등보통학교 2년 수료자(보통학교 고등과 

혹은 고등소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학교라면 갑종학교로 분류되는 것이다. 경성공업학교와 회령상업학교 

등이 한동안 3년제 갑종학교로 운영되었다.

9) 보통학교 고등과나 고등소학교 이수자는 학력을 인정받아 상급학교로 편입될 수 있었지만 실업보습학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종결교육의 성격이 강한 보습교육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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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되었으며,10) 각 학교마다 설치되는 전공학과들로 다시 세분되었다. 따라서 만일 농업학

교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농업과, 임업과, 수의축산과 등 세부 전공학과를 선택하여 입학시험

에 응시해야 했다.

그렇다면 이들 중등학교 계열별 학교들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다

음 <그림>은 중등단계 일반계와 실업계 학교의 입학 지원자수 및 입학자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사범계 학교는 규모도 적고 교육정책에 따라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비교

분석에서는 생략하였다.

[그림 1] 일반계와 실업계 학교의 입학 지원자수 및 입학자수 변화  

- 學事參考資料(1937년).

- 일반계 학교는 공사립 남녀 고등보통학교 및 중학교와 고등여학교, 실업계 학교는 관공사립의 갑·을종 실

업학교의 조선인 입학 지원자 및 입학자 수.

[그림 1]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일반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 입학 지원자수의 변화 방향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계 학교의 입학 지원자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실업계 학

교의 입학 지원자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해, 조사

된 기간 동안 조선인 학생들 사이에서 실업계 학교 지원을 기피하고 일반계 학교로 치우친다든

10) 1937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에 설립된 공립 실업학교 현황을 보면, 농업학교는 34개교(56%), 상업학교 17개

교(28%), 공업학교 1개교(2%), 수산학교 3개교(5%), 직업학교 5개교(8%), 여자실업학교 1개교(2%) 등으로 

총 61개교였다. 그 외에 11개의 사립 실업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다.(朝鮮總督府統計年報, 19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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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혹은 반대로 일반계 학교보다는 실업계 학교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거나 하는 경향은 나타나

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반계와 실업계 학교 지원자수 변화는 당시 조선 사회의 경제적 환경 변

화를 반영해 주고 있다. 조사된 기간은 1929년을 전후한 세계적인 공황의 영향으로 인해 조선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이후 점차 회복되는 시기였다. 해당 기간에 조선인 학생들의 일반계 

및 실업계 학교에 대한 입학 지원자수에서도 이와 유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즉, 1928년을 

기준으로, 일반계 학교 입학 지원자수는 점차 감소하여 1931년에는 25%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실업계 학교의 경우도 대체로 이와 비슷하였다.11) 이후 두 계열의 입학 지원자수는 점차 회복되

기 시작하였으며, 1934년부터는 1928년 수준을 넘어서 다시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중등학

교 정원의 증가는 매우 미미하였기 때문에, 입학 지원자수의 변화는 곧 입학 경쟁률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1935년 이후부터 일반계 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4:1이 넘어섰으며, 실업계 학교는 

더욱 치열하여 6:1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식민지시기에는 중등교육 기회가 극히 제한된 상황

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중등학교 진학 희망자수 자체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2. 개별 학교의 입학경쟁률 심화 요인

위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입학 경쟁은 일반계 학교보다는 실업계 학교의 경우에 더욱 치열

하였다. 그러나 같은 실업학교라 하더라도 개별 학교에 따라 입학 선호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

었다. 1934년도를 예를 들면(朝鮮總督府調査月報, 1934년 7월), 일반계 중등학교인 공립 고등보

통학교의 입학 지원자는 총 5,984명으로 이 가운데 28%인 1,680명이 입학할 수 있었다. 실업계 

학교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치열한 입학 경쟁을 치러야 했다. 공립의 농업학교는 총 8,088명의 

지원자 가운데 17%인 1,402명이 입학에 성공하였고, 공립의 상업학교에는 총 3,700명이 지원하

여 불과 13%인 561명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 직업학교와 수산학교의 경우도 지원자 대비 입학률

은 각각 20%와 39% 정도였다. 심지어 수업연한이 짧고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급학교 진학이 

불가능했던 실업보습학교의 경우도 입학 지원자는 정원의 2배 정도가 되었다.

11) 1928년의 일반계 학교 입학 지원자수는 1만6천여 명이었으나 1931년에는 1만2천여 명으로 감소하였고, 같

은 기간에 실업계 학교 지원자수는 1만3천여 명에서 1만1천여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그림>의 1931

년도 실업계 학교 지원자수에는 새롭게 설립된 경성직업학교 지원자 1천3백여 명이 포함되면서 통계적인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다면 실업계 학교 입학 지원자수 역시 같은 기간에 23% 감소한 결과

가 된다.(學事參考資料, 19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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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업학교의 종류별 입학률 현황(1934년도)

지역
농업학교 상업 및 공업학교

학교 지원자 입학자 입학률 학교 지원자 입학자 입학률

경기

경성농업 688 76 11% 경기상업 405 49 12%

    인천상업 186 45 24%

  개성상업 208 49 24%

경성공업^ 98 25 26%

충북
청주농업 305 47 15%       

충주농업* 209 33 16%       

충남
예산농업 221 47 21% 강경상업 287 28 10%

공주농업 128 51 40%

전북

이리농림 816 53 6%

전주농업 294 41 14%

정읍농업* 330 51 15%

전남
광주농업 277 36 13% 목포상업 289 51 18%

제주농업* 176 43 24%       

경북

대구농림 563 75 13% 대구상업 306 50 16%

안동농림 237 46 19%

상주농잠* 178 48 27%

경남

진주농업 329 73 22% 부산2상업 464 103 22%

김해농업* 123 46 37% 마산상업* 321 42 13%

밀양농잠* 71 38 54%

황해
사리원농업 305 46 15%

연안농업* 160 50 31%

평남
평양농업 275 53 19% 진남포상공 299 46 19%

안주농업 249 48 19% 평양상업 221 29 13%

평북
의주농업 400 50 13% 신의주상업 543 30 6%

영변농업 344 52 15%

강원
춘천농업 232 48 21%

강릉농업* 171 49 29%

함남
함흥농업 336 49 15% 함흥상업 155 24 15%

북청농업* 196 50 26% 원산상업 158 28 18%

함북
경성농업 327 47 14% 회령상업^ 150 33 22%

길주농업* 148 56 38%

- 朝鮮總督府調査月報 1934년 7월.

- *는 3년제 을종학교이고, ^는 3년제 갑종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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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실업학교임에도 학교마다 입학 경쟁률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검토하기 위해서

는 전국 단위보다는 특정 지역내 학교들을 비교하는 전략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표 2>는 개별 

실업학교의 입학률 현황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였던 

경성상업학교와 부산제1상업학교를 제외하고, 동일 지역에 설립된 공립의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의 입학 지원자수 대비 입학자수를 비교한 것이다. 이들 학교 가운데 경성공업학교와 

회령상업학교는 3년제 갑종 학교로서, 입학 지원 자격으로 보통학교 졸업이 아니라 고등소학교 

졸업(고등보통학교 2년 수료)정도의 학력이 요구되는 학교이다. 반면에, 다른 3년제 을종학교와 

5년제 갑종학교는 모두 보통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학교들이다. <표 2>를 토대로 하여, 당시 

학생들의 학교 선호도의 차이와 입학 경쟁이 심화되는 요인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1) 선발 시기와 방법

먼저, 실업학교의 선발 시험일자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입학자 선발 일정은 이리농림학교

와 신의주상업학교의 입학률이 매우 낮았던 이유와도 관련이 깊다. 당시 공립 실업학교의 선발

시험은 고등보통학교와 동일한 날짜에 걸쳐서 실시되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중복 응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표 2>에서 예로 든 1934년의 경우도 고등보통학교의 시험일인 3월 22~24

일 즈음에 대부분의 실업학교에서 선발시험이 실시되고 있었다(동아일보, 1934년 1월 24일~2월 

22일. 그런데 이리농림학교의 시험일자는 이보다 이른 시기인 3월 15~17일이었다. 아울러 신의

주상업학교도 3월 3~5일에 선발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리농림학교와 신의주상업학교

에 지원하는 경우는 다른 공립 중등학교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두 

학교는 1934년만이 아니라 다른 해에도 일찍 선발 시험을 치르면서 매년 20대 1에 가까운 극단

적인 입학 경쟁률이 지속되었다.

이리농림학교의 시험일자가 다른 학교들보다 빠른 이유는 특별한 학교 설립 역사를 갖고 있

었기 때문이다. 1922년에 설립된 이리농림학교는 출범할 당시에는 관립학교였다(이리농림60주

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82). 따라서 입학생의 모집 방법도 다른 공립 실업학교들과 다르게 전

국의 각 도청에 의뢰하여 해당 지역 학생의 선발 시험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이리농림학교의 입학생 선발에서의 특권은 1925년에 공립으로 전환된 뒤로도 계속해서 유지되

었다. <표 2>에서 예로 든 1934년에도 선발 시험은 이리에 있는 본교 외에도 경성과 대구의 지

정된 보통학교들과 충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등 각 도청에서 실시되고 있었

다(동아일보, 1934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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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의 俊才를 모을 의도 하에 십삼도 道廳에서 他校와 試驗期를 달리하여 選拔하였기 때문에 

그 競爭率은 韓國人의 경우 20:1 以上의 熾熱한 入學競爭을 치루어야 하는 좁은 門이었다. 이러한 

극심한 對率의 入學試驗을 거쳐 入學한 學生들이기 때문에 在學生은 各道에서 選拔된 준재들이어서 

本校 在學生으로서의 矜持는 대단한 것이었다.(이리농림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982)

이러한 이리농림학교의 입학생 선발 과정은 경성사범학교를 비롯한 관립의 사범학교들이 채

택해 온 방법과 유사한 것이었다(안홍선, 2004). 사범학교의 입학생 선발 시험도 본교와 전국 각 

지역의 행정관청에 위탁하여 진행되었고, 시험일자도 다른 중등학교 가운데 가장 빨랐다. 1934

년도 경성사범학교의 시험일자는 2월 24~27일, 대구사범학교가 2월 25~28일, 평양사범학교가 3

월 8~10일이었다(동아일보, 1934년 1월 24일). 따라서 경성사범학교를 비롯한 이들 사범학교들

은 매년 중등학교 학생 모집에서 최고의 입학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었다. 예로 든 1934년도에도 

경성사범학교의 입학률은 6%에 불과했으며, 대구와 평양의 사범학교도 각각 8%와 7%였다. 물

론 이리농림학교 및 사범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특히 높았던 이유는 이들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중등학교와 시험일자가 달라 중복 지원이 가

능했던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신의주상업학교를 들 수 있다. 1922년에 

3년제 상업학교였으며 1926년부터 5년제로 승격된 이 학교가 다른 학교들보다 이른 시기에 입

학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분명치 않다. 다른 상업학교와 구별되는 별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신의주상업학교는 선발 시험을 일찍 시행하면서 매년 가장 높은 입학 경쟁률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2) 학교 이력과 수업연한

실업학교의 입학 경쟁률에서 나타나는 보다 중요한 특징은 수업연한 및 학교 설립 연혁에 따

라 일관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표 2>에서 동일한 지역에 소재하는 동일 계열

의 학교들을 비교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지역에 복수의 학교가 설립되었던 농업

학교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갑종과 을종, 즉 5년과 3년이라는 수업연한의 차이에 따라 학생들의 선호도에서 뚜렷

한 차이가 있었다. 5년제와 3년제의 농업학교가 동시에 설립되어 있는 모든 지역에서 5년제 학

교의 입학률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수업연한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는, 농업학교 외에도 

관립으로 운영된 사범학교들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목격된다. 어떠한 사범학교를 졸업하더라

도 모두 동일하게 보통학교 훈도로 임용되었지만, 사범학교 가운데 경성사범학교의 입학 경쟁

은 매년 특히 높게 유지되었다. 경성사범학교의 보통과는 전문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연습과로 

직접 연결될 수 있었지만, 대구와 평양의 사범학교는 연습과가 없는 심상과만 설치되어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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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다.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에 따라 학생들의 선호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자명해 보인다. 수업연한이 

짧은 경우는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 등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5년제 갑종 실

업학교 졸업생은 전문학교 및 대학 예과 진학의 자격이 주어졌지만, 3년제 을종 실업학교 학생

들은 그렇지 못했다. 취업 과정에서의 자격 여부도 마찬가지였으며, 취업한 이후에서도 임금수

준에서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다. 아래 <표 3>은 당시 대표적인 기업인 조선식산은행의 학력에 

따른 직원의 초봉 및 통상적인 급여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각 학교 졸업자의 초임 및 통상 급여 수준

대학
전문

학교

상업

갑종

고등보

통학교

상업

을종(1)

상업

을종(2)

여자

실업

초임급 70 55 35 33 30 28 28

재근수당 21.0 16.5 10.5 9.9 9.0 9.0   

사택료 15 15 12 12 12 10 7

상여(월할) 35.0 27.5 17.5 16.5 15.0 14.0 7.0

계 141.0 114.0 75.0 71.4 66.0 61.0 42.0

- 朝鮮殖産銀行, ｢昭和14年度 採用決定書類｣, 1939년도분.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식산은행 직원은 출신학교에 따라 임금 수준에서 크게 차

이가 났다.12) 대학과 전문학교 졸업생의 차이는 물론이고, 동일한 중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해서

도 출신학교의 종류에 따라 대우 수준을 각기 달리하였다. 5년제인 갑종 상업학교는 초임급이 

35원으로 일반계 학교 졸업자의 33원보다 많았다. 더구나 실업학교인 농업학교 졸업자의 경우

도 갑종 상업학교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일반계 학교 졸업자보다 임금 수준이 높았다.

을종 상업학교는 다시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초임급 30원의 을종 상업학교(1)는 회령상업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며, 초임급 28원의 을종 상업학교(2)는 마산상업학교 졸업자에 대한 것이었다.

회령상업학교는 3년제 갑종학교였지만, 조선식산은행은 이를 을종학교로 분류하여 5년제 갑종

학교 졸업자와 3년제 을종학교 졸업자의 중간 정도로 대우고 있었다.

이처럼 학교의 수업연한에 따라 졸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에서 차이가 있고 학생들의 입

학 선호도가 달랐기 때문에, 수업연한이 짧은 을종학교로서는 갑종학교로 승격하는 목표를 무엇

보다 우선하는 학교 발전의 과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을종 실업학교가 갑종으로 승격

되는 일은 매우 지난한 과제였다. 예를 들어, 회령상업학교는 1920년에 3년제 을종학교로 설립

12) 당시에는 공무원과 일반 기업에서는 초임급을 기준으로 재근수당, 재직수당, 사택료, 상여 등을 비례적으

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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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설립 이후부터 갑종학교로의 승격 시도가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자, 1927년과 1928

년에는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27년 11월 12일; 1928년 6월 2일).

도당국과 지역 유지들이 수차례 회합하여 절충한 끝에, 회령상업학교는 3년제 갑종학교라는 애

매한 형태로 인가를 받았다(동아일보｣, 1929년 3월 25일). 이후에도 5년제 학교로 승격하기 위한 

모금운동 등이 3년간이나 전개되었다(동아일보, 1934년 2월 13일; 1934년 9월 2일; 1936년 6월 

24일). 그 결과 회령상업학교는 1940년부터 비로소 5년제 갑종학교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朝
鮮諸學校一覽, 1940). 이처럼 회령상업학교는 3년제 학교로 설립된 이후부터 무려 20년 동안이

나 승격 운동이 지속된 끝에서야 5년제 학교로 승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의 수업연한의 차이만이 아니라 동일한 갑종학교라 하더라도 설립 연혁에 따

라서 입학률에서 일관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앞의 <표 2>에서 나타나듯이, 동일 지역의 동

일한 5년제 갑종학교이지만 승격 시기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입학률이 낮았다. 충남지역에 설립

된 동일한 5년제 농업학교였던 예산농업학교의 입학률은 21%인데 비해 공주농업학교는 40%였

다. 예산농업학교는 1910년에 설립되어 1926년에 5년제로 승격된 비교적 오랜 연혁을 갖는 학교

였고, 공주농업학교는 1933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되면서 그 보상으로 공주에 신

설된 학교였다. 동일 지역에 설립된 동일한 갑종 농업학교라 하더라도, 학생들은 설립 연혁이 

오래된 학교를 보다 선호했던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지역의 경우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

었다. 경북지역의 경우, 대구농림학교는 1910년에 설립되어 1924년에 5년제로 승격된 학교였고 

안동농림학교는 1933년에 5년제로 신설된 학교였다. 따라서 대구농림학교의 입학률은 13%이고 

안동농림학교는 19%로, 학생들은 역사가 오래된 대구농림학교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전북의 

경우, 전주농업학교는 1910년에 세워진 학교였지만 1931년에서야 뒤늦게 5년제로 승격되었으며,

대신에 이리농림학교가 1922년에 5년제 학교로 설립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입학률에서도 전주

농업학교는 14%이며 이리농림학교는 6%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평남지역의 경우, 평

양과 안주의 농업학교는 1928년에 동시에 5년 갑종학교로 승격되었다. 이 두 학교의 입학률은 

동일한 19%로 학생들의 선호도에서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평북지역의 의

주와 영변의 농업학교도 대체로 비슷한 시기인 1925년과 1929년에 5년제 학교로 승격되었으며,

이들 학교의 입학률에서는 비교적 근소한 차이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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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등학교에 대한 ‘서열’ 인식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업학교의 입학 경쟁은 수업연한에 따른 학교 유형별 차이만이 아니

라, 개별 학교의 연혁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5년제의 동일한 갑종 실업

학교라 하더라도 승격된 시기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들 학교에 대

해서는 지역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명문학교’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처럼 

중등학교는 각 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판의 차이, 즉 일종의 ‘서열’적 의식은 가시적인 입학권역

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사회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대구지역을 예로 

들어, 중등학교들에 대한 ‘서열’ 의식이 형성되고 고착화되는 현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대구지역은 사범학교, 고등보통학교,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등 모든 종류의 중등교육

기관이 고르게 설립되어 발전해온 보기 드문 지역이었다. 일찍부터 대구사범학교와 대구고등보

통학교(1938년 이후 경북중학교)가 세워졌고, 대구농림학교와 대구상업학교 역시 전국적으로 인

지도가 높은 학교였다. 그리고 대구공업보습학교는 1937년 대구직업학교로 개편된 이후에 다시 

1944년에는 대구공업학교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공립 중등학교 외에도 사립학교로서 계성학교

와 대륜학교가 있었다. 계성학교는 1906년에 설립된 기독교계 학교로(계성 100년사편찬위원회,

2006), 종교교육 등의 문제로 인해 각종학교 형태로 운영되다가 1933년부터 고등보통학교에 준

하는 학교로 인정되었다(동아일보, 1933년 2월 23일). 대륜학교는 1921년에 교남학원(이후 교남

학교)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민족주의계 학교로, 1942년부터는 중학교 과정으로 인정되어 대륜중

학교가 되었다(대륜80년사편찬위원회, 2001). 그런데 당시 대구·경북지역의 조선인 사회에서 이

들 학교에 대한 ‘서열’적 인식은 분명한 것이었다. 대구에 살면서 중등학교를 선택했던 한 학생

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자기 희망보다는 담임선생이 정해 줍니다. 소위 대구사범은 특차니까, 1등, 2등 아니면 추천을 안 

해줬습니다. 그 밑에는 다 똑같다, 이겁니다. 경북중학, 대구상업, 대구농림, 세 군데 뿐이고. 거기 떨

어지면, 2차로 사립학교인 계성학교, 그리고 나중에 대륜학교도 생겼구... 그 때는 스스로가 정하고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 선생이 소질에 따라서, 그리고 학업 성적에 따라서 정해 줍니다. 너는 어느 

학교 지원하라, 이렇게.(윤정남 구술, 2014)

위 대구상업학교 윤정남(1942년 입학)의 구술은 당시 널리 퍼져있던 중등학교에 대한 “서열

적”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모든 중등학교에서 입학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중등학교에 대

한 “서열”은 진학 상담시 지원 가능한 학업 성적에 의해 평가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특차”

라 불리며 가장 먼저 시험을 치르는 대구사범학교는 학업 성적이 가장 우수한 “수재”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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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못해 입학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 사범학교 다음으로 경북중학교

(대구고등보통학교 후신), 대구상업학교, 대구농림학교 등 공립학교가 1차로 선호되는 학교였다

고 한다. 대구지역에서 대개 중등학교라고 하면 이들 세 학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만일 이들 3개의 공립학교 입시에 실패하면, 2차로 계성학교, 대륜학교 등 사립학교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고에 의하면, 이들 사립학교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시험 쳐서 

떨어진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차선으로 선택하는 학교였다는 것이다(조정수 구술, 2014).

그리고 동일한 종류의 실업학교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식 속에서는 학교간의 “서열”이 정해

져 있었다. 당시 대구 인근에는 대구농림학교 외에도 안동농림학교가 1933년에 갑종학교로 신설

되었고, 1940년에는 상주농잠학교도 갑종학교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대구, 안동, 상주의 농업학

교는 형식적으로 모두 동등한 갑종학교였고, 졸업 후에도 동등한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대구

농림학교를 졸업한 박영식의 구술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들은 이들 갑종 농업학교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서열’을 매기고 있었다.

사실은 사범학교 다음엔 대구농림이고... 담임선생님이 결정하지요. 너는 실력이 이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안동농림은 안 된다, 상주[농잠으로]로 가라던지. 이렇게 입학 상담을 하는 거지요. 서

열이 있었지요. 자기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하고, 담임선생님 지도에 따르는 거지요. 서열

을 다 알지요... 그리고 그 때 흐름이, 사범학교는 시골에서 아주 수재들이 갔고. 그러고 일반계 경북

고보 같은 데는 세금 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야 원서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 차이가 있었지. 돈

이 있어야,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일반계를 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박영식 구술, 2014)

박영식의 구술에서 드러나듯이, 학생들과 교사들은 동일한 종류의 실업학교에 대해서 ‘서열’

을 매기고 있었다. 전통이 오래된 대구농림학교가 가장 선호되었고, 다음으로 안동농림, 그리고 

상주농잠 순으로 평가되었다. 즉, 동일한 갑종 농업학교라 하더라도 학교의 설립 역사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중등학교에 대한 ‘서열’적 인식은 

진로 상담과정에서 더욱 공식화되고 재생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위 회고자들은 경북중학교(대구고등보통학교), 대구상업, 대구농림 등에 대해서 모두 

1차 학교로 “다 똑같다”는 식의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일반계인 경북중학교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선택하는 학교였던 것으로 회고한다. 경북중학교가 농업학교나 상업학교에 비해 

특별히 학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중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졸업 후 전문학교나 대학에 

진학하여 소요되는 학비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중외일보, 1930년 2월 2일).

중학교(고등보통학교)는 “장래 전문학교나 대학에 가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곳”이므로, 중학교만 

마치면 “그야말로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한편, 앞서의 상업학교와 농업학교 졸업자들의 회고와는 달리, 직업학교 졸업자의 회고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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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는 1941년 대구직업학교에 입학한 이영호의 구술 기록이다.

대구에 상업학교, 경북고등학교, 직업학교, 농림학교 이렇게 넷 있었는데, 내가 그 때 집안이 부

유하지 못하니까. 대구직업학교가, 1차 경북이나 대구사범 끝나고 나서, 2차거든. 나는 다른 데 시험 

안 쳤으니까 바로 들어갔는데. 동기 중에 대구사범 합격해 가지고도, 그리 안 가고 이리 온 애도 있

어. 대구사범 나오면 국민학교 선생밖에 못하잖아. 직업학교 나오면 그래도 기술자니까.(이영호 구

술, 2014)

대구직업학교를 졸업한 이영호는 당시 대구에 있던 중등학교로 대구상업, 경북중학, 대구직

업, 대구농림 등 “네 학교”를 언급하며, 직업학교 역시 다른 학교들과 동등한 중등학교였다고 

술회한다. 심지어 그는 대구사범학교에 합격하고도 직업학교를 선택한 동급생이 있었다는 사례

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구술자가 특별히 언급할 정도로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

인 경우라 할 수 있다.13) 오히려 대구농림학교나 대구상업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중등학교 범

주에 을종학교였던 대구직업학교를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조정호 구술, 2014). 이들의 

회고에서는 “질이 좀 떨어지는” 학교였다고까지 술회할 만큼 직업학교는 한 단계 낮은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다(윤정남 구술, 2014). 당시 직업학교는 대부분이 실업보습학교에서 승격되는 경

우들이 많았으며, 본과의 경우만이 3년 과정으로 을종 실업학교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직업학교 

내에는 수업연한 1년 혹은 2년의 여러 단기과정 학과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 만큼 당시 농업

학교나 상업학교와 달리 직업학교에 대한 사회적 위신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Ⅴ. 결론 

이상에서 실업학교의 학생 특성과 학교 선택 동기 그리고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중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판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식민지시기는 중등교육 억제정책으로 인해 보통학교 

졸업생의 약 10% 정도만이 중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다.14) 이들은 대체로 학령인구의 3~4%

정도에 해당하는 매우 희소한 집단이었다.15) 당시는 중등학교 졸업 자격만으로도 근대적인 부문

13) 당시 보통학교 교원에 대한 선호는 매우 높았다. 식민지시기 말기 사범학교가 증설되는 시기에 천안농업

학교의 1940년도 입학생 48명 가운데 12명은 농업학교를 졸업하는 대신에 대전, 진주, 청주 등의 사범학

교로 전학하여 편입하고 있다.( 천안농업학교 학적부 , 1940년도 입학생분)

14) 1937년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학교 졸업자 12만3천 명 가운데 중등학교 입학자는 1만1천 여명에 불과했

다.(朝鮮總督府統計年報, 1937년)

15) 당시 중등학교는 학교마다 수업연한이 상이하여 학령인구 대비 취학률을 추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오히

려 총인구 1만명 대비 중등학교 재학생수를 비교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식민지 말기인 1943년도 인구 

1만명당 중등학교 재학생수는 37.9명이었다. 1970년도 인구 1만명당 대학생수가 46.6명인 것과 비교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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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취업과 안정적인 생활수준이 보장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반계 학교는 물론이고 실업계 

학교의 입학 경쟁은 매우 치열하였다. 그러나 보통학교 졸업을 앞두고 중등학교 진학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중등학교 학비를 감당할 만큼 상당한 

정도의 부모 경제력이 필요했고, 극심한 입학 경쟁을 통과할 정도의 뛰어난 학업 성적이 전제되

어야 했다. 즉, 중등교육 기회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일정한 경제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일

단 진학을 결정한 뒤에는 입학 가능성 자체가 문제였다. 학생들의 학교 선호도는 중등학교의 계

열보다는 개별 학교마다의 이력이나 선발 시기에 따른 중복지원 가능성 등에 따라 일정한 차이

가 있었다. 공립학교는 동시 응시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했던 동일한 실업계 학교

들 내에서도 수업연한이 길고 승격시기가 빠른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교 선호도는 당시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각 학교에 대한 ‘서열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것은 일반계와 실업계의 구분보다는 소위 ‘명문’실업학교가 존재하는 등 개별 학교의 

역사와 조건에 기초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식민지시기 중등교육에서는 일반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간의 위계적인 분화가 지연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식민지시기 조선에서의 중등교

육은 근대적 중등교육제도의 모델을 발전시킨 유럽형과 같지 않았고, 또한 조선 사회에 이식된 

일본형과도 다른 것이었다.

유럽의 선진 국가들에서 형성된 중등교육은 계급적 성격이 강한 복선형 체제를 특징으로 한

다(世界敎育史硏究會 編, 1974). 이들 국가에서의 중등교육은 계급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했던 갈

등과 투쟁의 장이었으며, 그 결과 노동계급의 자녀들이 미래의 노동자가 되기 위해 기술과 문해 

능력을 배우는 학교들과 부르주아계급의 자녀들이 인문주의 교양을 배우기 위해 다니는 학교가 

구분되어 성장했다. 이처럼 계급적 분리에 기초하여 중등교육제도가 형성된 유럽형 모델은 영국

과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1900년경까지 영국 사회 안에는 교육체제와 기회에 있어서 사회

계층에 따라 구분되는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Kang, 1986). 그만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이 만연하였고, 그 때까지도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절대 다수의 노동계급 자녀들과는 무관한 

것이었다(조용욱, 2010). 1920년대에 토니에 의해 ‘만인을 위한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for all)’이 제창되었으나(Tawney, 1984), 영국에서 중등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야 구체화될 수 있었다(양병찬, 1988). 한편, 독일은 비교적 후발 산업국가로서 국가적 

필요에 의해 적극적인 중등교육 확대가 시도되었다. 제국주의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독일의 

산업가들로서는 비교적 저임금이면서도 방대한 분야에서의 중등 기술 인력에 대한 요구가 높았

다(유진영, 2010). 이에 따라 국가는 1870년대부터 점차 실업보습학교 교육을 의무화하기 시작하

는 등 중등교육 확대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독일에서 중등교육이 확대되면서 노동의 사회적 

도 식민지시기 중등학교 학생은 매우 희소한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조선제학교일람, 1943년;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통계청,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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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위계적인 학교 유형에 따라 재정의되었고, 학교제도는 다시 계급 격차를 정당화하고 사

회이동 효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었다(Muller, 1987). 이러한 사정은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엘리트 교육과 대중 교육을 분리하여 발전시켜온 유럽적 전통은 20세기 초반까지 

프랑스 사회에서 지배적이었으며, 평등을 이념으로 한 중등교육에 대한 개혁의 움직임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이윤미, 2002). 20세기 초반까지 프랑스의 리세나 

콜라쥬보다는 독일의 김나지움 입학생 정책이 오히려 더 진보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Ringer, 1987). 이처럼 유럽에서 형성된 근대적 중등교육은 하위계급이 다니는 직업준비 교육과 

상층계급이 다니는 대학진학 교육이 위계적으로 분화되는 ‘분절(segmentation)적인’ 성격을 특

징으로 하였다(Ringer, 1987). 계열별로 학교가 분리되지 않고 교육과정으로만 구분되었던 미국

의 교육제도를 포함하여, 서구의 선진 국가들에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중산계급의 우월

한 지배력과 재생산은 전혀 위협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Bowen, 1981).

한편, 서구의 선진 국가들보다 뒤늦게 산업화가 진행된 일본은 19세기 후반에 이들 국가의 

교육제도를 수용하여 복선형 중등학교제도를 발전시켰다. 유럽의 교육제도는 계급적 성격이 강

한 복선형 체제였지만, 메이지유신 직후 1872년에 수립된 일본의 근대적 학교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계급·계층에 개방되어 사·농·공·상의 사민평등과 기회균등을 이념으로 하여 출범하였다(尾
形裕康 외, 1993). 그러나 곧이어 중등교육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에 몰두하면서 

전문인력 확보 면에서 서구에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이명실, 2015).

부국강병과 식산흥업을 목표로 국민교육제도의 창출을 지향했던 메이지 정부에서 천황 중심의 

국가주의적 교육이데올로기와 더불어 경제 성장을 위한 실업교육 중시라는 교육이념이 확고하

게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업교육 진흥의 목표는 학교교육 전체를 지배하는 방침이기도 하

였지만, 중등단계에서 일반계의 중학교, 교원양성의 사범학교와 더불어 직업교육을 위한 실업학

교가 각기 계통을 달리하여 삼분립되는 일본형 학제의 형성으로 구체화되었다. 문제는 누구를 

어떻게 중등학교의 각 계통으로 나아가게 하는가에 있었다. 일본에서 중등학교의 신입생 선발은 

출신 계층과는 무관하며 오직 학생 개인의 지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 의해 결정되었다. 즉,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중등 일반계 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그렇

지 못한 학생들은 실업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 농·상·공업 등 실업에 종사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天野郁夫, 1992). 그 과정에서 실업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사회적 위신이 점차 낮아

졌다. 실제로 일반계 학교 재학생 가운데 농민과 상인 등 평민층 자제의 비율은 전통적 지배층인 

사족(士族)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졸업 후 대체로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었

다.16) 반면에, 실업계 학교 졸업생들 대부분은 졸업 후에 지역사회에 머물며 실업에 종사하고 

16) 중학교 재학생 가운데 평민은 사족의 비율을 점차 추월하여 1890년대 후반에는 70%를 넘어서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50~60%가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다.(天野郁夫 編, 學歷主義の社會史: 丹波篠山にみる近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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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吉田文, 1985; 井澤直也, 2008). 이러한 일본의 복선형 중등교육제도는 계급적 성격이 강

한 유럽형과는 다른 것으로, 업적에 기초하여 일반교육과 실업교육의 사회적 기능이 위계적으로 

분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시기 조선 사회에서 형성된 중등교육제도는 일본형과도 달랐고 유럽형과도 다

른 것이었다. 먼저, 조선에서 실업학교를 포함한 중등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정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했다. 중등학교 입학금은 당시 안정적인 지위에 있었던 은행원이나 

군청 직원 혹은 보통학교 훈도 월급의 수 배에 달했고, 매월 소요되는 기숙사비와 학자금은 부유

한 상농으로서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었다. 물론 중등학교의 학비 부담액은 일본인에

게도 동일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인과 조선인의 생활수준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

다.17) 초등교육조차 의무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수 조선인 학생들은 학비를 충당하지 못하

여 학업을 중단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하위계층 자녀의 중등학교 진학 지원

을 위한 장학금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학자금 마련은 전적으로 가정의 경제 사정에 의

존하고 있었다. “돈이 좀 있는” 소위 ‘중산계층’의 자제가 아니고서는 중등학교 진학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식민지시기 조선의 중등교육제도는 일본형보다는 계

층적 성격이 강한 유럽형 모델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시기 조선의 실업학교는 일본형과 유사하게 업적주의적 성격이 강한 

측면도 있었다. 실업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평균 6:1이 넘고 경우에 따라서는 20:1에 이르는 

극단적인 입학 경쟁을 통과해야 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일본어와 수학 등에

서 뛰어난 실력이 요구되었다. 물론 입학 전형에서는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경제력 여부를 참작하였고, 출신학교의 개성조사부나 학교장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품행과 사상적 검열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 자료는 일본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된 것이며, 입학사정에서 실제로 활용되었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응시자격 제한의 성격이 강

했다.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역시 입학시험 성적이었다. 또한 보통학교에서의 진학 지도는 

이미 서열화된 중등학교 가운데 담임교사가 학생의 학업 성적순으로 지원 가능한 학교를 정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중등학교 진학에서 학생 개인의 학업 성적이 핵심적

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조선의 중등교육제도는 유럽형보다는 일본형의 특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식민지시기 조선의 중등학교제도는 실질적으로 계층적 접근 제한의 성격을 갖

敎育と生活世界, 有信堂, 1991, 82~85쪽.)

17) 1931년 초 기준 경성부에서 일본인의 1인당 평균 지세 납부액은 50원인데, 조선인은 그 1/9 수준인 5원45

전 수준이었다. 또한 1931년 말 기준 부산부에서 일본인이 납부한 국세·지방비·부세 등 직접세는 평균 90

원66전이었지만, 조선인의 평균 납세액은 1/20 수준인 5원28전이었다.( 동아일보 , 1931년 3월 8일, 1932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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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측면에 보면 유럽형과 유사하지만,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도 등 업적이 입학과정에서 매

우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일본형에 가까운 것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중등학교제도는 유럽형 및 일본형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당시는 

일제의 억압적이며 민족차별적인 교육정책으로 인해 중등교육 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

문에, 중등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근대적 산업부문으로의 진출과 계층적 사회이동이 가능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중등 실업학교 졸업자의 사회적 위신과 대우수준은 일반계 학교 

졸업자에 비해 결코 낮지 않았다. 또한 고등교육 기회 역시 극도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중등 일반

계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어렵게 고등교육까지 마치더라도 일본인

이 상층의 직업 기회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 고등교육 졸업자는 그에 걸맞은 일자리

를 얻기도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식민지적 교육 환경에서 조선인들의 일반계 학교에 대한 선

호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반면에 중등 실업교육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더욱 높아지는 결

과가 되었다. 따라서 식민지시기 조선의 중등교육에서는 일반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간의 위계적

인 사회적 분화가 지연된 채 병렬적 복선구조가 느슨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조선의 중등 실업학교제도의 특징과 성격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실업교육의 성격을 밝히는 과제는 그것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구조 안에서 교

육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드러내는 작업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분석

과 직업 세계의 변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교교육의 기능에 관한 역동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업교육과 식민지 사회의 사회구조나 산업구조 및 직업군 변화와

의 관련성이 탐구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시기 실업학교 교육은 

누가 향유하였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재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학적부와 구술자료 등

을 활용하여 입학동기에 관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보완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와 충실히 다루지 못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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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植民地敎育政策史料集成: 朝鮮編(阿部洋 編, 龍溪書舍,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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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城工業學校, ｢道立工業學校新設計劃｣(19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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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농림학교 학적부(1934~1941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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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ual System of Secondary Schools in Korea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1910-1945*
18)

Ahn, Hong-seo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se a motive of graduates of elementary schools for a

selection of secondary schools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ism. First of all, Korean students

did not select general schools and vocational schools aggressively. Students needed to fulfill

two conditions for deciding whether to enter a secondary school or not before the graduation

of general schools. They first needed to have their parents have financial means enough for

affording to pay for secondary school and also needed as excellent school records as they could

pass the extreme admission competition. That is to say, when the opportunity for getting

secondary education was extremely restricted, the real problem was a possibility of admission

rather than the class of secondary schools once students having certain financial background

decided to enter a secondary school. Therefore, as stated above, ranking classification of school

was occurring in students as well as the social recognition during that period and it was based

on history and conditions of individual school more than a simple division between general

schools and vocational schools. In other words, secondary education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ism was characterized by keeping parallel dual education system, impeding hierarchical

social division between general schools and vocational schools.

Key words: Colonial education, education in Korea, secondary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vocational schools, dual system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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