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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기(明治期) 일본의
한국교육 인식 변천(2)
1)

한 용 진(고려대학교)

I. 서론
흔히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이라 하면, 제1차 조선교육령(1911.9)에서 볼 수 있는 시세와 민
도에 맞는 교육이라는 ‘차별적 교육정책’과 제3차 조선교육령(1938.3) 이후 국체명징(國體明
徵)․내선일체(內鮮一體)․인고단련(忍苦鍛鍊)으로 표현되는 ‘동화주의 교육정책’ 등을 언급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성립되기 이전, 통감부 시절의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대한제
국의 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가? 또한 총독부 시절의 ‘차별정책’과 ‘동화정책’은 과
연 그 정책적 배경이 동일한 것이었을까? 같은 동화주의라 하더라도 통감부시대와 총독부시대
의 동화주의는 그 전제가 상당히 달랐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메이
지기 일본의 각종 잡지에 나타난 한국교육 관련기사들을 통해 당시 일본인 교육 관계자나 언론
계 종사자들이 한국교육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였으며, 이들의 한국교육 인식의 흐름이 어떻
게 변천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근대 한국교육의 한 단면을 밝혀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
구방법으로는 『近代日本のアジア敎育認識․資料篇』(全9卷)1)에 수록된 여러 잡지에 나타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41-B20371).
1) 이 자료집에는 한국, 중국, 대만이 각기 따로 정리하고 있으며, 한국교육 관계기사만을 정리해 놓
은 8권의 자료집과 1권의 관계기사 목록 및 해제 등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의 수집대상
시기는 1894년부터 1912년까지로, 메이지기와 함께 1912년의 大正 원년의 관련기사 22건도 포함
되어 있다. 近代アジア敎育史硏究會 編, 『近代日本のアジア敎育認識․資料編』[韓國の部](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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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한국교육 관련 기사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문헌연
구를 실시하였다.
시기적으로는 1894년 청일전쟁(明治27) 무렵부터 1912년(明治45) 즉 메이지 말년까지를 대상
으로 하였지만, 연구의 편의상 연구시기를 A기간(동학혁명과 갑오개혁이 일어난 1894년부터
1903년까지 10년 간)과 B기간(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부터 1912년 明治 말년까지 9년 간)으
로 나누어, 이전의 논문에서는 A기간을,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B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개화기(1876-1910) 연구에서 일반적인 3단계 시기구분론을 참고한 것
이지만, A기간의 연구년도 하한선을 러일전쟁 개시 이전인 1903년으로 끊었고, B기간 역시
1912년으로 하였다. 이는 1910년 이후에도 일본 잡지에 한국교육에 관한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
타나고 있었다는 점과 논문 제목을 메이지기(明治期)로 하였다는 점에서 메이지 말년인 1912년
까지 다루게 된 것이다.2)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시기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金琪正의 “日帝統監府의 對韓植
民地 敎育政策”(1980)과 정재철의 “日帝의 學部參與官 및 統監府의 對韓國植民地主義 敎育
扶植政策”(1984), 『일본의 對韓國 植民地敎育政策史』(1985) 등이 1980년대에 연구되었고,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연구가 뜸하다가 이성렬의 박사학위 논문인 「대한제국 말기 일본
인 학무관료의 교육간섭과 한국인의 교육구국운동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2.2)가 2002년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이 일본인 학무관료나 대한(對韓) 식민지
교육정책, 그리고 한국인의 교육구국운동에 맞춰져 있어, 본 연구의 주제인 “일본 잡지에 나타
난”, “일본인들의 한국교육에 관한 인식”과는 관점의 차이가 보인다. 한편 일본에서 발표된 선
행 연구로는 金泰勳의 「20世紀初頭における日本の對韓敎育政策」(日本大學 박사학위논문,
1993)과 『近代日韓敎育關係史硏究序說』(1996), 이나바 쓰기오(稻葉繼雄)의 삼부작 舊韓末
｢日語學校｣の硏究  (1997), 舊韓國の敎育と日本人  (1999), 舊韓國～朝鮮の日本人敎員 
(2001), 그리고 구보다 유코(久保田優子)의 『植民地朝鮮の日本語敎育』(2005)과 같은 단행본
과 近代日本のアジア敎育認識․資料篇(附卷: 所收記事目錄․解題; 1999)에 실려 있는 이
나바 쓰기오(稻葉繼雄)의 “日本人の在韓敎育活動” 및 사토 유미(佐藤由美)의 “明治日本の對
韓敎育論とその展開”, 金泰勳의 “舊韓末の敎育狀況”, 구보타 유코(久保田優子)의 “日本語敎
育論” 등의 논문이 있다. 이들 논문은 일본 잡지에 실린 기사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

2)

卷), 東京: 龍溪書舍, 1999.
앞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잡지에 나타난 한국교육 관련기사 건수가 집중되는 시기는
① 청일전쟁 전후, ② 러일전쟁 전후, ③ 한일합방 전후이다. 시기 구분론에 관하여도 앞의 논문
참조. 한용진, “明治期 일본의 한국교육 인식 변천(1)”, 『한국교육사학』 26-1, 한국교육사학회,
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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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그 기사를 분석하는 연구자의 국가적․교육적 관점에서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러일전쟁 시기로부터 일제강점 초기까지를 다시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
는데 1907년의 차관정치 이전과 이후로 구분3)하여, 제 II장에서는 고문정치 시기(1904-1907.7)의
한국교육 인식을 살펴보고, 제 III장에서는 차관정치 시기와 일제 강점기인 총독부 시대 초기까
지(1907.8-1912) 한국교육 인식의 주된 흐름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혀봄으로써 그 내용상의 변천
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近代日本のアジア敎育認識․資料篇[韓國
の部]에 실린 한국교육 관련기사 중 일본인 교육 관계자나 언론계 종사자들의 한국교육에
대한 주장과 인식에 한정하여 살펴보았기에, 이 시기의 다른 교육관련 기사들이나 한국 사회
내부에서 전개된 활발한 교육운동 및 저항에 관한 다른 사료 등은 거의 언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본 연구자의 추후 연구나 이 시기를 연구하는 다른 연구자 동
료들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II. 고문정치기의 한국교육 인식 (1904-1907.7)
러일전쟁이 시작된 것은 1904년(光武8, 明治37) 2월 8일로, 5월의 「황성신문」에는 황색인
종의 나라인 동양 3국(한국, 청, 일본)이 단결해야 된다는 글4)이 등장하는 등 아시아연대론이
강조되고 있었는가 하면, 박은식과 같은 지식인은 11월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특파대사에
게 “한국과 일본은 脣齒輔車처럼 서로 必須로 하는 형세인데, 한국이 망하면 그 다음은 일본”5)
이라면서, 일본이 영국․미국과 동맹을 맺고 한국을 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조약으로 러일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전쟁의 승리
를 발판으로 서양 열강들로부터 한국 지배에 대한 암묵적 승인을 받게 되면서, 1905년 11월 2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특파대사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11월 17일에는 고종황제의 주

3)

1907년 7월 24일에는 한일신협약(=丁未七條約)이 맺어져 고종황제의 퇴위와 순종황제의 즉위, 군

4)

대해산, 사법권 및 경찰권 위임, 고문정치를 대신하는 일본인 차관정치의 채용 등의 조치가 시행
되었다.
「皇城新聞」 1904년 5월 6일자 「論說」 “亞寰先生問答” 吾將聯合大東하야 維持平和 則必使黃

5)

種幾億萬人族으로 得保安寧矣리니 奚但區區然一身一國之私를 得保安寧矣리니 東洋이 破裂則國
不爲國矣니 身焉何有리오 去矣어다.
“今日韓兩國 脣齒輔車 勢必相須 韓亡則日居其次” 박은식, 『韓國痛史』 (『박은식전집』 상권, 단
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5. 3편 34장에는 李沂, 羅寅永, 吳基鎬 등이 伊藤博文에게 보낸 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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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호 외교노력에도 불구하고 제2차 한일협약이라는 을사늑약(乙巳勒約)6)을 맺게 되었다7).
결국 1906년 2월 1일에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
文)가 부임하였다.
러일전쟁 시기를 전후하여 한국에서는 독립협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이 신문과 잡지를 통
한 정치계몽과 문화계몽을 주도하였고,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불과 2-3년 만에 전국에
3,000여 개의 사립학교가 설립 운영되기도 하였다. 고문정치기는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 대한제국의 각부 용빙(傭聘) 관리로 일본인 고문이 임명되게 된 때부터, 1907년 7월 제3
차 한일협약으로 차관정치가 시작될 때까지이다. 당시 학부만은 ‘고문’보다 그 역할이 제한된
‘학정참여관’8)을 용빙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 시기 일본 잡지에 나타난 한국교육 관련 기사들은 새롭게 보호국으로 편입된 한국을 어
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한국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 일본인 교육
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치가 및 기업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간에 상당한 간극(間隙)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주장은 크게 역사적․혈통적 유사성에 의거한 ‘동화주의’와 경
제적 이윤추구에 초점을 맞춘 ‘방임주의’,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 한국민을 독립자영
(獨立自營)시키려는 ‘조선부식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동화주의(同化主義)
러일전쟁 개전 직후에 나온 대표적인 생각은 서양 백인 세력과 동양의 황인 세력 간의 대결
6)

최근 고종황제가 조약대상 9개국 원수에게 을사늑약이 불법,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어 일본의 주
권침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것임을 밝히는 친서가 발굴되고 이를 논문
으로 발표하면서부터 을사조약보다는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항규 기획․편집,
『고종황제의 주권수호 외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고 자료총서1), 1994. 또한
「대한매일신보」1907년 1월 16일자에도 고종이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한 친서와 사진을 크게

7)

8)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협약의 분위기와 성격을 알 수 있는 기사로 『敎育時論』742 (1905.11.25) 「時事寓感」에서
전하는 “日韓の新協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伊藤博文 遣韓大使는 한경 입성 이래 지난 17일
즉 폐하 내궁 御親祭 당일, 밤새워 교섭을 거듭하여, 마침내 만족할만한 신협약을 성립하고, 다음
날인 18일 새벽[未明] 양국 외무 당국자의 조인을 거쳤다고 전한다.”
관명이 학정참여관이 된 것은 일본공사와 한국정부 간에 사전에 참여관이라는 이름으로 용빙하기
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한우희, “일본인 학정참여관의 활동과 식민교육제도의 형성”,
『기초주의』 제1집, 1991, 62쪽 참조), 이미 1900년 9월부터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시데하라를 갑자기 학부고문으로 칭하는데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
다. (서영희,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와 통감부의 통치권 수립과정”, 『한국문화』 18집, 1996, 302
쪽 참조)

메이지기(明治期) 일본의 한국교육 인식 변천(2) 291

구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혈통적 유사성이 있으므로, 이에 착안하여 일본어 교육을
통해 한국을 변화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미 갑오개혁기부터 “한국교육을 개선하는 방법이 무엇
인가”라는 사설9)을 기고하던 『敎育時論』은 러일전쟁 초기에도 한국교육에 관심을 갖고, 한
국에 교육고문을 파견할 것과 일본어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본인 교사를 통해 보통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10).
1905년 1월 잡지 『太陽』에서 문학박사 가나자와 죠자부로(金澤壓三郞:1872-1976)11)는 “한
국교육에 관하여”라는 「雜簒」을 통해, “교육은 소학부터 시작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국의 보
통교육을 일본 교육가들의 손으로 이루어, 8도에 널리 소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고 주장하였다12). 같은 해 9월에는 大日本海外敎育會의 평의원인 교육가 에하라 소로쿠(江原
素六:1842-1922)13)가 잡지 『太陽』에 실은 “한국교육에 관하여”라는 「論說」에서 “아이들의
용모와 한국인 체격의 장대함 등을 보며 한국인들은 교육을 베풀면 반드시 개량 진보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14)고 하며, 오늘날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한국인관은 한국정치
의 악폐와 무교육의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는 한국인을 교육시켜 부를 증진하고 이성을
고상하게 함으로써 능히 일본에 동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교육할 때에 유의할 점으로 다음 여
섯 가지를 들고 있다15).

① 능히 한국어에 숙달된 교사를 선임할 것,
② 6-8세 아동에게는 순전히 일본어로 교육할 것,
『敎育時論』337 (明治27;1894.8.25) 「社說」. “朝鮮の教育を改良する方法如何”
『敎育時論』 685(1904.4.25) 「時事寓感」“韓國經營と敎育”, 『敎育時論』 686 (1904.5.5) 「社
說」“韓國の敎育如何”
11) 明治에서 昭和 시기의 언어학자. 오사카(大阪) 출신으로, 1896년 제국대학 문과대학 博言學科 졸
9)

10)

12)
13)

업, 업적으로는 ① 외국 언어학설의 번역 소개, ② 조선어를 주로 하는 동양어와 일본어의 비교
연구, ③ 일본어학, ④ 국어사전의 편찬 등이다.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編, 『國史大辭典』(第3
卷), 東京: 吉川弘文館, 1983.
『太陽』 11-1 (1905.1.1) 「雜簒」 “韓國の教育に就いて”
明治․大正 시대의 정치가, 교육가. 지금의 도쿄(東京=江戶)에서 태어나 昌平坂學問所와 講武所
에서 배움. 1871년(明治4) 4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시찰, 1875년 靜岡縣 사범학교 교장, 1879년 沼
津中學校長 등 역임. 1876년에는 靜岡縣會 의원, 1878년에 캐나다 감리회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1881년 다시 세례를 받아 전도생활에 전념. 1889년 상경하여 東洋英和學校 간사, 후에 교
장. 1904년 東京 기독교청년회 이사장, 1912년 정당인으로서는 최초로 귀족원 의원으로 勅選됨.

14)

15)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編, 『國史大辭典』(第2卷), 東京: 吉川弘文館, 1980.
『太陽』11-12 (1905.9.1) 「論說」 “韓國の教育に就いて”, 이 글은 『敎育時論』 735 (1905.8.15)
「內外雜簒」 “韓國の教育に就いて”에는 잡지 『太陽』에서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게재 날짜는 『敎育時論』이 보름 정도 더 앞서 있다.
『太陽』11-12 (1905.9.1) 「論說」 “韓國の教育に就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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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과는 매우 간이하게 하고 전반적인 要旨만을 통일할 것,
④ 소학교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게 하고 어린이들에게 친절할 것,
⑤ 교육가 이외의 인물들은 행동에 유의할 것,
⑥ 한국에 왕래하는 일반인들도 행동에 주의할 것.

그는 특히 교육가의 입장에서 일본 내 사범교육을 통해 한국어를 배운 일본인 교사양성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거론하였고, 어린 시기부터 교수 용어는 일본어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
다16).
한편 기독교계 잡지인 『新人』은 1905년 5월의 「사설」“한국교육의 방침”을 통해 한국을
열등 민족으로 보는 당시 일본인들에 대하여, 오히려 한국이 일본에 대한 역사적 은인임을 다
음과 같이 밝히며, 보은(報恩)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많은 일본인은 조선인을 열등문화를 가진 민족이라 하며, 이를 경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매
우 생각이 짧은 것으로 이러한 생각은 한일 양국민의 친화를 방해하는 근본 병원(病源)이 된다.
오늘날 조선의 문화가 열등한 것은 사실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다. …(중략)… 일본문화의 연원
을 찾아보면 조선인의 은택을 입은 것이 매우 많으며, 문명사상 관찰에 의하면 조선국민이야말로
일본의 은혜자라는 영광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이 역사적 은인에 대하여, 이제 경멸을 보낼 하등
의 이유가 없다(밑줄 필자, 원문에서는 방점). 메이지 이후 유럽문명의 정화(精華)를 흡수하여, 동
양 유일의 선진국이 된 일본이 옆의 나라 조선에 대해 당연히 보은의 의무를 갖지 않을 수 없
다17).

이미 1894년에도 이와 유사한 보은(報恩)의 논리가 敎育時論｣을 간행한 開發社의 사원
다나카 도사쿠(田中登作)에 의해 주장된 바 있다18). 그렇지만, 잡지 『新人』의 주필 고야마
16)

그는 또 다음과 같은 도둑 일화를 부언하여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본
이 도둑이고 한국이 화가 청년으로, 이 같은 일화는 일본의 당시 행동이 그다지 떳떳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敎育時論』 735 (1905.8.15) 「內外雜簒」 “韓國の敎育に

つきて”(江原素六氏)
“한 청년이 있는데, 불행히도 뼈가 썩는 병에 걸려 두 다리를 자르게 되었다. 이 청년은 질병에 걸
린 것을 유감으로 여겨 그림을 배워, 그 기능이 익숙해져서 수입도 매우 많게 되었다. 하루는 하
인이 없는 밤을 틈타 도적이 들어와 재물을 훔쳐갔는데, 다음날 붙잡히게 되었다. 이는 주인이 도
적의 얼굴을 자세히 그려, 다음 날 신고하였기 때문이다. .... 한인이 아무리 無智하다고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주의하여야 한다.”
17) 『新人』 6-5 (1905.5.1) 「論說」 “韓國敎育の方針”
18) 田中登作의 한국교육에 대한 인식은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문화적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는 우리가 조선을 도와야 한다는 보은(報恩)의 논리로, “옛날 조선은 우리나라를 도와 이끌어주
며[左提右携], 문화적 혜택을 주었다. 우리가 이를 잊어버린 채 오늘날 조선 상황을 방관한다면
우리는 선린의 友誼를 다하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뜻 깊은 사람들이 이제 분발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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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山東助)는 논설 “朝鮮同化論”19)에서 동화(同化)와 합동(合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나름
의 동화론을 펼치고 있다. 즉, 그가 사용하는 동화(同化)의 개념은 한국인을 일방적으로 일본인
으로 만드는 국성박탈(國性剝奪)에 의한 동화는 온당하지 않은 것이며 반도덕적이라 규정하고,
대신 한국인을 위해 새로운 국성(國性)을 만들거나 새로운 국성으로 옮겨가는 의미라고 주장
하고 있다20). 이러한 동화주의에 대해 사토 유미(佐藤由美)는 “1905년 시점에 이미 ‘동화’에 착
안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21). 하지만 고야마의 동화론은 한국인
으로서의 국성(國性)을 박탈하려던 태평양전쟁기의 동화주의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다만 일본
과 한국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동화주의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22).
특히 이 같은 동화주의는 한국인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 그리고 그동안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문명의 혜택을 되갚아야 한다는 사명감도 일정부분 작용하였던 것이었기에,
일본인 교사들에게 한국어 습득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당시 일본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
적 인식을 가질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독교계 잡지라든가, 기독교 선교단체
인 大日本海外敎育會 구성원이 이러한 동화주의에 깊이 관여되고 있는 것을 보면, 1896년에
대일본해외교육회가 경성에 설립한 경성학당23)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재고
해 볼 필요가 있다.

2. 방임주의(放任主義)
기본적으로 방임주의는 정치적 방임과 경제적 수탈, 그리고 이를 위한 간이 속성의 제한된
실업교육을 주장한다. 1904년 9월 잡지 『太陽』에 실린 시바 시로(柴四郞: 1852-1922)24)의 “한

19)

20)
21)

22)

23)
24)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敎育時論』 337 (1894.8.25) 「社說」. “朝鮮の教育を改良する
方法如何”
『新人』 6-5 (1905.5.1) 「論說」 “朝鮮同化論” 및 『新人』 6-6 (1905.5.1) 「社說」 “朝鮮同化
論”
『新人』 6-6 (1905.5.1) 「社說」 “朝鮮同化論”
佐藤由美, “明治日本の對韓敎育論とその展開”, 『近代日本のアジア敎育認識․資料編』, 東京: 龍
溪書舍, 1999, 115쪽.
잡지 『新人』은 기독교적 사명감으로 다음의 기사를 통해 일본의 책무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인의 직분”(『新人』, 6-3, 1905.3.1, 「論說」), “조선에 대한 죄악”(『新人』,
7-1, 1906.1.1, 時評), “日韓 관계의 신기원(보호조약에 만족해서는 안됨)”(『新人』, 7-1, 1906.1.1,
「時評」), “제국의 사명과 한국의 부활”(『新人』, 8-9, 1907.9.1, 「社說」) 등.
한용진, “京城學堂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6-2, 한국교육사학회, 2004, 267-293쪽 참조.
明治․大正 시대의 소설가, 정치가. 처음에는 茂四郞으로, 安房國 출신. 明治 원년 관군의 會津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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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장래”라는 논설은 ① 韓皇 半面論, ② 日韓 대제국 합병론, ③ 고문정치론, ④ 보호국론,
⑤ 한국영구중립론, ⑥ 총독정치론, ⑦ 政治放棄實業獲取論 등을 제시하며, 앞의 여섯 가지 주
장들이 부적합한 이유를 차례로 설명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의 ‘정치방기 실업획취론’이 가장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였다25). 경제학을 전공한 소설가이자 정치가인 시바는 러일전쟁이 진행
되는 동안, 이미 한국의 영구중립론을 비롯하여 당시에 논의될 수 있는 한국의 장래에 관한 다
양한 방안을 언급하고, 결론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저항이 큰 정치문제는 방임하고 단지 실
업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중의원의원 다케코시 요사부로(竹越與三郞:1865-1950)26)도 을사늑약
이 체결되고 통감부가 설치되기로 결정된 1906년 1월 시점에 “한인교육에 관한 잘못된 견해”라
는 글을 통해 식민정책으로 동화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사회학의 원칙이나 자연 법칙[天然의 理
法]에도 어긋나는 무지의 소치라고 다음과 같이 비판하며, 영국식의 방임주의를 선호하고 있다.

최근 조선을 우리 보호국으로 하였기에, 이 보호국을 어떻게 유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이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세워 교육을 베푸는 것으로 그 第一義를 삼자고
한다. 만일 이 보호국 유도에 관하여 관민의 여론을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면, 반드시 학교교육
에 귀착될 것으로 생각될 정도이다. …(중략)… 식민사업이 구주(歐洲)의 유행물이 된 이래로, 식
민정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즉, 영국류의 방임주의와 프랑스류의 동화주의이다.(밑줄 필자)
영국의 방임주의는 얼핏 보기에는 매우 迂闊하여 효과를 내기 어려운 듯이 보이지만, 실제는 그
결과 매우 선량하다. 그러나 프랑스의 동화주의는 문화에 있어서도 법제상으로 보아도 매우 美麗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매우 타당하지 않다. 그 이치가 어떠한가 하면, 국민적 기질, 천연의
감화, 인종적 본능 및 역사적 세력이 서로 다른 국민에 대하여, 이를 동화시켜 그 본국과 동종의
것으로 하려하고, 또 그 본국과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학의 원칙에 반하는 것
으로, 인간의 공상(空想)으로 천연의 이법(理法)을 넘어서려는 무지의 所業이다27).

공격시에 포로로 잡혔다가 석방된 후에는 東京의 私塾, 弘前의 東奧義塾, 會津의 日新館 등에서

25)
26)

배우고, 1879년부터 1885년까지 미국에 유학,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編,
『國史大辭典』(第7卷), 東京: 吉川弘文館, 1986.
『太陽』 10-12, 1904.9.1. 「論說」 “韓國の將來”
明治․大正期의 신문기자, 史論家, 정치가. 福澤諭吉의 慶應義塾에서 배우고, 福澤의 時事新報社
에 입사하였는데, 관민조화의 논조에 불만을 품고 퇴사. 德富蘇峰의 『國民新聞』의 발간에 협
력하고, 民友社에 들어가 1890년의 창간부터 정치면을 담당함. 청일전쟁을 계기로 국수주의화한
德富蘇峰과 결별하고, 1896년에는 국민신문을 사직하고, 西園寺公望 등의 추천으로 『世界之日
本』(월간)의 주필이 되고, 1900년에는 西園寺 文相의 비서가 됨. 이를 계기로 정계에 진출하여
1902년 新潟에서 중의원 의원선거에 출마, 이후 5회 연속 당선됨.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編,

27)

『國史大辭典』(第9卷), 東京: 吉川弘文館, 1996(平成8).
『敎育時論』 746 (1906.1.05) 「學說政務」 “韓人敎育に就ての謬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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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식민지 주민들에게 교육을 베풀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어느 정도의 문명에 도달하였을 때 교육을 하는 일은 그 나라를 진보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되
지만, 인문의 정도가 낮은 시기에 고등한 문명을 갖고 있는 국민의 교육을 베풀면 오히려 원주
민은 교육의 폐해만을 받게 되어 노동을 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본국에 반항적이 된다는 것이었다.
다케코시는 병합(倂合)이라는 단어보다는 병탄(倂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릇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병탄한다고 하는 것은, 병탄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일반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비참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28)고 하였다. 그
러므로 병탄자의 선정양법(善政良法)이 아직 민심에 스며들지 않은 중에 우선 원주민에게 文
學을 가르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하는 일은 그들로 하여 이 비참한 사실을 깨닫고 단지 분개의
마음을 강화시키는데 불과하다고 하여, 한국민에게 일본인과 동등한 교육을 베푸는 정책에 반
대하였다.
그러나 다케코시는 교육이 반드시 쓸모없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경제상으로 관찰하
면 식민지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공업식민지’와 제조품을 파는 시장으로서 ‘상업식민지’, 그리고
얼마간의 자본과 어느 정도의 노력을 들여 본국을 위한 논밭을 개척하는 ‘농업식민지’가 있는
데, 한국은 이 중 농업식민지로서 가장 적절하다며, 조선에 필요한 것은 질서의 회복과 생명,
재산의 안전과 농작의 장려라 하였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주장이 일반인들의 여론과 다르며, 人望이 없는 의론(議論)임이 분명하
다”고 전제하면서도, “국가 경영의 면에서 보거나, 조선 인민의 행복에서 보아도, 나는 이 의견
이 가장 합당하다고 믿고 있다. 바라건대 朝野의 미신자들이 속히 그 미신에서 깨어나기를 바
라마지 않는다”29)라는 말로 글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면, 당시 일본의 한국교육에 관한 여론은
영국식의 ‘방임주의’보다는 프랑스식의 ‘동화주의’가 주류였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28)
29)

위의 글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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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부식론(朝鮮扶植論)30)

고문정치기 기사들 중에는 앞에서 살펴 본 방임주의에 반대하며, 동화주의와도 어느 정도 구
분되는 주장들이 보인다. 즉, 당시 여론의 주류를 이룬 동화주의는 일본어에 의한 초등교육 보
급을 통해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 내지는 새로운 국성(國性)으로 옮겨가는 일에 더 관심을 두었
고, 소수 의견인 방임주의는 정치적 방임과 간이 속성의 제한된 실업교육을 통해 한국에서 경
제적 이익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데 반해, ‘조선부식론’은 교육의 힘을 빌려 한국인이 독립
자영(獨立自營) 할 수 있도록 일본이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동화주의가 초등
교육에, 방임주의는 간이 실업교육에 치중한다면, 조선부식론은 고등교육 보급 혹은 일본과 동
일한 학제를 통해 한국인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다.
1904년 6월 잡지 『敎育界』는 한국교육문제를 일찍부터 다루며, “사대정신의 타파, 독립정
신의 함양은 먼저 교육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데, 교육분야에 있어서 오늘날과 같은 좋은 기
회는 거의 다시 오지 않는다”31)고 전제하고, 러시아 병사들을 몰아냄으로써 8도의 민심이 일본
에 기울어 있는 시기에 일본과 동일한 교육제도를 만들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설립․운영
하여, 한국인이 독립자영(獨立自營)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기대하고 있다.
일정한 교육제도를 창설하고, 경성에 어엿한 일본대학을 설립하여 국내 교육과 마찬가지로 감독
하여, 보통교육에서 고등전문 학제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우리나라 풍을 옮겨 심으면 훈도 교화를
따라오지 않겠는가. 아니 야마토[大和] 민족의 啓發自憤에 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서히 문명
의 밝음을 만나게 되어 마침내 독립자영(獨立自營)하고, 참으로 우리 仁俠扶殖의 은혜를 입지 않
을 수 없게 되는 것은 결코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32).

이와 더불어 1906년 2월에는 앞 절에서 살펴본 다케코시의 프랑스식 방임주의 옹호에 관한
글에 즉각적인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다나카(田中玄黃)33)는 “다케코시씨의 한인
30)

31)
32)
33)

부식(扶植)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다. ① 초목의 뿌리를 박아 심음.
implantation, ② 도와서 세움. assist to establish, ③ 사상이나 세력 등으로 어떤 곳에 영향을
주어 뿌리 박게 함. 한국어사전편찬회 편, 『현문판 한국어대사전』, 서울: 현문사, 1980. 본 논
문에서는 ‘조선부식론’이라 하여 조선을 도와서 세운다는 사전의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하였으나,
구보다 유코(久保田優子)의 『植民地朝鮮の日本語敎育』(2005)에서는 ‘勢力扶植’이라 규정하여,
사전의 세 번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敎育界』 3-10 (1904.6.3) 「社評」 “韓國の敎育”
위의 글
1904년 6월부터 한국의 京城日語學校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田中玄黃은 1908년 7월 시점에 관립
한성 외국어학교 교수로 있었다. 『朝鮮』1-5 (1908.7.5) 「時事評論」 “韓人は教ゆべからざる
乎”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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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론을 읽고”라는 글에서 그의 교육론이 정치가의 정략적 두뇌에서 도출된 소론이 많고, 교
육 자체를 중심으로 논하는 경우에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 비판하며, 당시 한국에 와있
는 일본인 교사들의 교육관은 한국을 일본과 동등한 완전한 독립국이나,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
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육자적 입장에서 한국인들을 독립자영(獨立自營)하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자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의 교육관으로 말하면, “조선을 우리나라와 동등한 국가로 보고, 이 나라에 나중에 자치제를
베풀며, 나아가서는 代議士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조선을 병탄하여” 그 땅에 교
육을 베풀자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일본의 善政 良法 하에 물든 한국인이 행복을 향수할 수 있
을 정도의 지육과 덕육을 베푸는 것으로, 한국민을 오늘날 타락의 경계에서 구출하려는 것이다.
…(중략)… 한인교육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의견은, 즉 겉멋[浮華]에 흐르고 헛된 형
식[空文]을 좇는 한인을 교육하여 업무에 근면하게 하여 노동을 경시하지 않도록, 수백년간 익숙
해져있는 타락한 마음을 교정하여, 독립자영(獨立自營)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밑줄 필자)이므
로, 이 점에서도 역시 우리들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의 의견과 竹越씨의 의견은 정반대에 놓
여있다34).

그는 농업식민지를 위한 간이(簡易)의 농업교육만을 베풀자는 다케코시의 주장에 대하여도
덕양(德養)이 결여된 실업교육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잘못된 견해라 비판하며 다음과 같
이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竹越)씨가 한국을 농산물 개척지로서 간이(簡易) 농업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
은, 여전히 교육의 德本이라는 것을 멸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 역시 잘못된 견해의 하나이다. 무
릇 어떠한 교육에서도 덕과 지를 서로 아울러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功果를 얻을 수 없음은 이제
다시 여기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만, 금일과 같이 德養이라는 관념이 결여되어 있는 한
인에게, 머리부터 실업교육만을 시행해서는 도저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35).

덕과 지를 겸비한 교육을 베풀어야 한다는 그의 논의는 맺음말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溫良從順한 국민으로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직업을 신성시하고 노동을 싫어하지
않는 풍조를 키우는 것, 그리고 셋째는 상식을 발달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일본어의 보급을 계획하여, 일본어를 통해 일본의 德風에 물들도록 하는 방침을
시행하는 것일 뿐 결코 일본국민과 동등한 자로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케코시의 글에 대한 또 다른 조선부식론적 반론은 가와무라 다케지로(河村竹三郞)에 의해
34)
35)

『敎育時論』 750 (1906.2.15) 「學說政務」 “竹越氏の韓人敎育論を読みて(田中玄黃)”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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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되었다. 그는 『敎育時論』에 “朝鮮敎育論(上․中․下)”를 연속 발표하며, 상편에서는
① 일한 역사적 관계, ② 조선의 扶植은 (일본) 제국의 의무를, 중편에서는 ③ 일본의 영토교육,
④ 동화주의와 식민주의를, 그리고 하편에서는 ⑤ 조선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⑥ 국어의 보
급을 꾀하여야 등을 언급하며, 조선을 도와 서게 하는 것[扶植]이 일본제국의 의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논하고 있다.

예부터 제국의 안위와 동양의 치란에 관한 사활문제가 한반도에서 발생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
고, …(중략)… 鷄林八道를 開明의 지역으로 이끌고, 가련한 백성을 문명의 은택을 입도록 하는
것은 이는 人道로서 제국 만년의 안전과 동양의 평화를 보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제국이 하지 않
을 수 없는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至難한 사업이다36).

동양평화를 위해 교육은 일본제국의 인도적(人道的) 사업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그는 프랑
스의 동화주의와 영국의 식민주의를 논하면서, 일본은 琉球敎育[현 오키나와]은 동화주의로 대
만교육은 식민주의로 하는 기이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류구에 비해 면적이 10배, 인
구가 6배인 대만의 교육비를 일본 제국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으로, 영국과 같이 부강한 나라
조차도 세계의 각 영토에서 가능한 동화의 방침을 피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 하였다37). 그럼
에도 그가 한국교육을 논할 때에는 토지에 있어서 대만의 두 배, 인구는 4배인 1200만 명의 조
선은 특별히 교육의 힘으로 인심을 계발하여 근본적인 개조를 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조선이 화란(禍亂)의 발생지로서 동양 평화와 제국의 안위에 관계되는 곳이라면 이러한 재앙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급무로, 단순히 무력을 사용하여, 위압을 꾀하기보다도 교육의
힘을 빌려 인심을 계발하고 근본적인 개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38).

이 같은 이유로, 가장 먼저 착수할 일은 국어[일본어]의 보급이며, 그 수단으로는 사범학교,
소학교의 설치를 급무로 하고, 사범학교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모두 가능한 교사를 양성하고,
전국의 소학교에 파견하며, 소학교는 조선의 학령 아동 150만 이상을 수용하는 데 족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런 후에는 대학을 세울 수 있고, 중학을 설치할 수 있고, 전문학교의 설치,
또한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였다.
결국 동화주의와 조선부식론은 모두 일본어에 의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동화주의가 그
36)
37)
38)

『敎育時論』 774 (1906.10.15) 「學說政務」 “朝鮮敎育論(上)” 河村竹三郞
『敎育時論』 775 (1906.10.25) 「學說政務」 “朝鮮敎育論(中)” 河村竹三郞
『敎育時論』 776 (1906.11.05) 「學說政務」 “朝鮮敎育論(下)” 河村竹三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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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보호국인 한국을 일본에 동화시키기 위해 교육을 수단으로 이용하
려 하는데 반해, 조선부식론은 점진적이지만 한국인의 독립자영을 위해 근본적인 인심 개발[德
養]과 지식 전문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교육을 목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방임
주의는 영국식 식민통치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교육 혹은 실업적 이윤 추구를 위한 간이 실업교
육만을 제안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차관정치기의 실업교육론과 일제 강점기의 차별적 교육정책
의 단서가 되고 있다.

III. 차관정치기와 총독부 시대의 교육인식 (1907.8 - 1912)
1907년 7월 24일에는 한일신협약(=丁未七條約)이 맺어져 고종황제의 퇴위와 순종황제의 즉
위, 군대해산, 사법권 및 경찰권 위임, 고문정치를 대신하는 일본인 차관정치의 채용 등의 조치
가 시행되었다. 차관정치기에 들어와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고, 일본 헌병대는 한국
의 경찰권도 장악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인들은 의병을 일으키는가하면,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학부의 친일적 교육에 저항하며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일본인
관료가 절반을 차지하며 사립학교법과 교과서검정규정 등을 통해 한국인의 교육적 저항을 규
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에는 마침내 대한제국의 국권이 완전히 일본에 넘
어가는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하면서 한국에는 총독부가 설치되었고, 1911년 9월에는 조선교
육령이 반포되며, 교육부문도 완전히 식민체제로 넘어가고 말았다. 당시 일본인들이 보는 한국
교육 인식은 크게 식산흥업의 실업교육론과 형식적 유교주의, 그리고 신민주의(臣民主義)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1. 식산흥업의 실업교육론(實業敎育論)

차관정치기의 실업교육론은 고문정치기에 소개된 방임주의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차관정
치 초기에는 일본어에 의한 실업교육 혹은 전문교육을 제안하고 그러한 교육이 한국인 청년층
에 맞춰져 있었지만, 점차 영국식의 방임적 식민주의처럼 교육보다는 식산흥업에 더 관심을 갖
게 되었다. 먼저 1907년 9월에 아오키(靑木寬吉)는 한국에 필요한 것은 ‘富力涵養’을 위한 농사
개량이라 주장하며 농업교육을 강조하고 있다39). 러일전쟁 시기까지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일
어학교들과 학부설립 보통학교에 한국인 학생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잘

39)

『敎育界』 6-11 (1907.9.3) 「論說」 “韓國敎育の方針” (靑木寬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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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교육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학부의 한국교육 방침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각 군
에 일어학교를 설립하고, 그 부속으로 농사시험소를 두어 학생들의 마음이 농사에 향한다면 부
의 원천인 농사 개량”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그는 다와라 마고이치(俵孫一:
1869-1944) 차관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통해 당시 통감부가 일본어 교육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점과 학부에서 세운 학교가 인기가 없는 점을 비판하며, 일본어에 의한 한국인 청
년층에 교육력을 집중시켜 ‘富力涵養’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 교과에 중점을 둘 것을 주문하
고 있다40).
또한 1907년 10월에는 전문교육을 통한 실업교육론으로, 『敎育時論』은 일본 東洋協會 부
속 동양협회전문학교에서 “중학 졸업 이상의 자를 수용하여 다시 3년간 식민에 관한 필요학과
를 가르치고, 이미 그 졸업생은 대만과 淸韓에 있는 우리 여러 官衙 및 은행 회사 등에 취직[使
用]하여 매우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41)는 기사를 싣고 있다. 특히 동양협회 전문학교의
분교를 1907년 10월에 이미 한국에 개설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다행히 한국은 신협약의 결과, 해당 졸업생에 대한 수요 매우 급하므로, 우선 한국에 분교를 세우
고, 伊藤 통감에게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 통감도 크게 찬성하였으니, 지난날 (동양협회) 이사 門
間正雄 씨 내한한 데에 덧붙여 통감부 警官學校를 위해 신축해 놓고서도 신협약의 결과 사용하지
않게 된 건물을 차용하여, 곧 개교의 준비에 착수하고, 東京 본교에서 졸업생 5명, 3년생 38명을
보내, 이번 달 1일에 개교식을 행하고, 다음 날인 2일부터 곧바로 수업을 개시하였는데, 졸업한
뒤에는 한국정부 및 통감부에서 일하도록 예약되었다고 한다42).

한편 교육을 통한 실업주의를 강조하는 앞의 주장들과는 달리, 韓國殖産家 후카이 히로시
(深井弘)씨는 “한국잡담(하)”에서 ‘어째서 한국은 떨치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그 근
본 원인은 정치가 잘못되었다고 보며, 발전의 방법으로 인민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식산흥업이
더욱 중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물론 인민의 교육은 필요한 일이지만, 목하 이곳에서는 학교가 만들어져도 그들은 통학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이제 제일착으로 시설할 것은 무엇보다도 식산흥업이다. 이도 지금 곧 학교교육에
의거해서는 안된다. 의식에 궁함으로 인해 힘쓸 수 없다. 고로 농업의 개량, 지금 제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종자 비료의 선택이 필요하다43).

40)
41)
42)
43)

『敎育界』 7-2 (1907.12.3) 「論說」 “韓國敎育の方針に就て俵次官に質す” (靑木寬吉)
『敎育時論』 811 (1907.10.25) 「時事彙報」 “東洋協會學校”
위의 글
『敎育時論』 855 (1909.1.15) 「內外雜簒」 “韓國雜談(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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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일본사람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며 한국에 오는 자는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라 하
며, “무엇보다도 眞面目으로 業을 흥하려는 뜻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현재 한
국에 결핍한 것은 資力과 知力으로, 크게 정치적 개량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한국인의 교육은 그다지 시급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정치적 개혁과 종자와 비
료 선택을 통한 농업개량의 식산흥업을 우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형식적 유교주의(儒敎主義)

보호국으로서 혹은 식민지로서 한국을 다스리기 위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유교주의는 개혁
되어야 하는 대상인 동시에 식민통치에 적절히 이용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양날
의 칼과 같은 존재였다고 보인다. 먼저 형식적 유교주의 폐풍을 일소하는 것에 관하여 1909년
11월 『敎育時論』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수년전 현 문부성 시학관 弊源 씨가 한국의 학사 고문이었을 때에는 소위 형식적 유교주의를 누
수(陋守)하여, 상류사회의 여아들은 주렴을 드리우고 가르치고 있었다. 현재는 이 같은 폐풍을 일
소하여 소학교는 도처에 건설되어, 아동 역시 즐겁게 등교하는 것을 본다44).

이러한 인용문은 형식적 유교주의의 폐풍으로 상류사회 여학생들은 주렴을 드리운 채 수업
하였음을 비판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당시 상류사회에서는 여아들에게
도 학교교육이 베풀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강한 한국의 유교주의를 정치적 측면에서 이용하려는 시도도 보
인다. 1908년 2월 『敎育時論』의 「時事寓感」란에는 정교일치(政敎一致)의 입장에서 한국
소학교 교사로 일본인 교육자를 임명하고, 이들이 소학교장뿐만 아니라 촌장과 재판관까지도
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구적인 법치주의에 우선하여 한국에서는 유교의 근본정신을 보호국
운영에 참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45). 특히 한국인들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두텁고 교사를
존경하기를 신(神)과 같이 하는 모습은 일본인들에게 매우 이례적으로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
다. 1908년 한국학부 소속의 미쓰지 주죠(三土忠造: 1871-1948)46)는 「교육담」을 통해 한국인
44)
45)
46)

『敎育時論』 885 (1909.11.15) 「時事彙報」 “韓國の國民敎育”
『敎育時論』 823 (1908.2.25) 「時事寓感」 “韓國の政敎一致”
明治․昭和 시대의 정치가로, 카가와현(香川縣) 출신으로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소학교에 잠시
봉직하였다가 1897년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여 同 부속중학교 교사로 교육계를
경험하였다. 1908년(明治41)에는 일전하여 중의원 의원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이래 1937년(昭
和12)까지 연속 11회 당선되는 등 단순히 재정통(財政通)일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능력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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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매우 크기에, 일본인 교사에 대하여도 도적이나 폭도들이 함부로
범하지 못한다는 일화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들은 모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며, 일전에 洪州에서 폭도가 일어났을 때에도, 폭도 등 선
언하여 말하기를 “무릇 일본인은 죽여도, 교사만은 범하지 마라”고 하였다. …(중략)… 그 땅에
폭도 일어난 때에, 한인 4-5명이 급하게 와서 밀고하여, (일본인) 교사 등 몇 명이 도망쳐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다. 특히 교사의 주택에는 야간에 집을 잠그지 않아도 결코 도난의 걱정이 없다.
도둑 등이 서로 전하기를 “교사의 주택에는 침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니, 교사에 대해 얼마나
(존경심이) 두터운가를 알 수 있다47).

1910년 대한제국 병탄 이후 기타 사다키치(喜田貞吉: 1871-1939)48) 박사도 유교주의를 통치
에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조선국은 본래 유교국으로, 이들에게 교육을 베푸는 것도
역시 유교주의, 즉 맹자의 소위 王道로 하는 것이 상책이며 지당하다고 믿는다”고 하며, 조선인
이 오늘날과 같이 된 것은 먼저 施政者의 잘못으로, 아이누와 같이 차제에 王化에 복종하여 충
량한 일본 국민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맹자
의 유교 왕도주의를 통한 완전 동화(同化) 방침이었다49). 이러한 측면에서 형식적 유교주의는
고문정치기 동화주의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귀족원 의원이며 법학박사인 고바 사다타케(木場貞長: 1859-1944)50)는 “조선교육의 요
지”라는 글에서 유교주의를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하며, 종래의 유교주의와 충돌하는
따위의 졸렬한 교육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유교주의는 이익이 되는 점도 있지만,
폐해의 점도 있기에 文明의 思想으로 능히 이를 세련하고, 그로써 이를 이용하는 방책을 세우
지 않으면 안된다”51)고 하여 유교주의 채택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조선에서 당분간 유교주의 채택이 어렵다고 보는 사람으로는 시데하라(幣原坦)의 후임자로

47)
48)

49)

50)

51)

있다.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編, 『國史大辭典』 第13卷, 東京: 吉川弘文館, 1985, 372쪽 참조.
『敎育時論』 824 (1908.3.05) 「時事彙報」 “三土氏の韓國學校談”
明治에서 昭和 시대에 걸쳐 활약한 국사학자. 1871년 阿波國[德島縣]에서 태어나 1896년 제국대
학 문과대학 국사학과를 졸업. 일본의 고대사 및 민족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 문헌연구를 주
로 하면서도 유물․유적의 고고학적 연구와 역사지리학,․민속학 연구 등 폭넓게 다루고 있다.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編, 『國史大辭典』(第4卷), 東京: 吉川弘文館, 1984.
『敎育時論』 914 (1910.9.05) 「時事彙報」 “倂合後の朝鮮敎育” (喜田 文學博士の談) 및 『敎育
時論』 915 (1910.9.15) 「學說政務」 “朝鮮はもと日本の一部分なり”
明治․大正期의 문부 관료. 가고시마현(鹿兒島縣) 출신으로 東京帝國大學에서 배우고, 모리 아리
노리(森有禮) 文部相 밑에서 문부 참사관으로 1886년의 학제개혁을 도움. 三省堂編修所 編,
『コンサイス日本人名事典』, 東京: 三省堂, 1993.
『敎育時論』 915 (1910.9.15) 「學說政務」 “朝鮮敎育の要旨” (附, 儒敎主義を採用すべき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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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6월 한국에 온 미쓰지(三土忠造)가 있다. 그는 조선의 유교주의를 분석하여, 유교는 원
래 孔孟의 가르침으로 중국의 사상인데, 일본에서는 이를 황실에 직결되는 사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병합 얼마동안에는 조선의 민중에게 이를 침투시키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여, 오히려
도덕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인간성을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라 보았다52). 즉 당시 한국에서의 공
자․맹자 중심의 유교주의는 스승을 존중하며 왕도(王道)를 지향하는 것이었기에, 임금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직간(直諫)하는 것을 오히려 명예로 삼는 것이었고, 이는 일본의 존황(尊皇) 중심
의 변형된 유교주의와는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한국에서의 일본인들이 인식
하고 있던 유교주의는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면과, 임금에 대한 직간
상소의 왕도정치의 전통을 차단하고, 단지 한국을 일본에 동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 유
교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신민교육론(臣民敎育論)

신민교육론은 고문정치기에 나타난 동화주의와 차관정치기의 형식적 유교주의를 보다 강화
한 형태로, 차관정치기에 그 맹아가 발아하여 한국병탄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차
관정치기와 총독부 초기에 한국교육론을 활발히 전개한 잡지로는 1908년(明治41) 3월 한국에서
창간된 『朝鮮』이 있다. 주필이자 잡지 간행인인 釋尾旭邦은 통감부 및 학부의 제한적인 교
육정책을 비판하며, 한국인을 일본화하기 위해서는 사립 일어학교를 장려하는 것이 좋다고 하
였다53). 釋尾旭邦는 “한국인을 교육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특집기사를 통해 당시의 한국
교육 관계자와 식자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글을 실으며, 당시 한국인의 교육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10년 한국 병탄이 이루어지면서, 신민동화를
위한 교육론으로 이어졌다. 즉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병합한 이상, 이제는 한국인을 일
본의 신민으로 동화시키는데 교육이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 병합을 보는 시각은 ① 한국은 국가로서 내재적인 발전능력을 갖지 못한 정체
된 존재라는 조선정체론(朝鮮停滯論), ② 제국주의적 논리에 따라 강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회진화론(社會進化論), ③ 일본과 한국은 옛날부터 조상이 같았다는 일선

52)
53)

『敎育界』 9-12 (1910.10.3) 「論說」 “朝鮮人の教育(三土忠造)”
佐藤由美에 의하면 주필 釋尾旭邦은 1900년 조선에 건너와 부산 開城學校 교사와 대구 日語學校
주간, 京城 民團第一課長을 역임하였다. 『朝鮮』을 창간하고 히말라야山人이라는 필명으로 활
약하며 통감부와 한국정부의 일본인관료들에 대해 준엄하게 비판하였다고 한다. 佐藤由美, “明
治日本の對韓敎育論とその展開”,
1999, 148쪽 주6) 참조.

『近代日本のアジア敎育認識․資料編』,

東京:

龍溪書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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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론(日鮮同祖論), 그리고 ④ 한국의 왕실이 일본 왕실에게 합병을 청원하여 이를 승인하게
되었다는 병합조약론(倂合條約論) 등이 있었다54). 그 중에서 교육잡지들은 일선동조론에 입각
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초대 학정참여관을 지냈던 시데하라(幣原坦)는 “조
선교육의 요지”에서 “오늘날 일본인은 실제로 혈통과 언어에 있어서 가장 조선인과 가깝고, 정
계 요직 인물 중에는 예상 외로 조선 혈통이 많기에 조선 교육은 서양 여러 나라의 식민지 교
육과 달라야 하는 까닭이다”라고 밝히고 있다55). 역사성과 혈통성에 기반하는 동화주의의 논리
는 1910년의 한국 병탄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신민
(臣民)으로 한국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은 1910년 9월의 『敎育時論』「사설」 “신영토의 교육”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이 사설은 일본과 조선의 관계가 무척 오래 되었음을 강조하고, 신민(臣民) 동화의 방책으
로 교육을 강조하며, 간이 속성의 식산흥업을 위한 실업교육론과 봉건주의적 누습(陋習)을 간
직하고 있는 형식적 유교주의를 반대하여, 현재 일본[內地]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본 국민을 교
육하는 주의(主義)를 가지고 새로운 신민을 교육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동화(同化)를 꾀하면서 내지(內地) 신민의 교육과 그 주의를 다르게 교육을 베푸는 것은 부적절
하다. 그러므로 교육의 주의는 내지의 교육주의와 동일하게 하여 다르지 않게 하여야 한다. 영국
프랑스가 식민지에 다르게 하는 것은 인종이 매우 다르기 때문으로, 조선에 대해서는 이러한 큰
장벽이 없고, 그들로 우리에게 동화하게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동화를 목적으로 하여,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을 하면, 피아의 교육 그 주의를 다르게 하
여서는 안된다56).

이러한 신민교육론의 주장은 크게 ① 초등교육의 확충, ② 실업교육의 충실, ③ 일본어 보급,
④ 도덕교육의 중시 등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57), 현실적으로는 통감부 시절 학부차관 다
와라의 다음 주장과 같이 이러한 신민교육론이 현실적인 교육비의 한계로 인해 1911년의 조선
교육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으로 귀결되고 만다.

2-3년 전의 우리나라 통계에 나타난 의무교육비 총액은 실로 3700만원의 거액에 달한다. 현재 한
국의 인구를 약 1200만으로 추정한다면, 대략 우리 인구의 1/4로 가령 취학아동 비율을 우리나라
의 1/2로 하여도, 우리나라 취학아동의 1/8을 취학시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 일본의 의무교육비
54)
55)
56)
57)

위의 논문, 129쪽 참조.
敎育時論 915 (1910.9.15) 時事彙報, “朝鮮敎育の要旨”
敎育時論 915 (1910.9.15) 社說 “新領土の敎育”
朝鮮 31, (1910.9) 名士と朝鮮觀 “根本の倂合は敎育に在り(隈本有尙)” 및 敎育界 9-11 (1910.9.3)
社說 “合邦後の朝鮮人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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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만원의 1/8, 즉 대략 461만원의 경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국고 수입을 고려한
다면 실로 미미한 것으로, 연액 겨우 1000만원에 불과하다. 또 道府郡의 수입에 상당하는 것은 거
의 없다. 도저히 이와 같은 거액의 교육비를 지출할 수 없다. 또한 그 교원은 지금 언제나 부족한
상태이기에 이 역시 마침내 공급의 수단이 없다. 요컨대 의무교육제도의 시행은 현재 한국에 있
어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58).

결국 1910년 이후 한국의 교육은 일본제국의 식민체제에 편입되면서, 식산흥업의 실업교육
론과 정교일치의 유교주의에 바탕을 둔 신민주의 교육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특히 堀尾石峰
는 한국인을 동화시켜 일본의 충량한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민족의 각오가 있어
야 하며, “정치적 통일이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육적 통일과 정신적 통일, 경제적 통일의 3
대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59). 문학박사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1865-1942)60)도 “일
본은 과연 조선을 감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글을 통해, 일본의 한국 병탄이 건국 이래 대(大)
문제로, 무력의 병합과 정치적 병합만으로 아직 즐거워할 일이 아니며, 내용의 병합이 더욱 어
렵다고 보았다61). 그는 중국인은 매우 동화하기 어려운 인민으로, 무력이나 정치적으로 패배하
여도 문화에서 이겨, 오히려 정복자를 동화시켜 버리며, 한국도 완전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
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문화가 다른 나라 국민을 능히 동화시킬 수 있는지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 발표되는 수많은 글들은 갑작스런 한국 병합으로 일본의
전체 인구가 20%나 갑자기 늘어난 상황에서 일본 민족의 각오와 특히 교육가의 분발을 촉구하
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62).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일전쟁에서 대한제국의 병탄 초기까지 나타나는 일본의 한국
교육인식은 시기적으로 볼 때, 고문정치기(1904-1907.7)에는 동화주의, 방임주의, 조선부식론(朝
鮮扶植論)으로, 그리고 차관정치기(1907.8-1910.8) 및 일제 강점기 초기(1910.8-1912)에는 식산흥
58)
59)
60)

61)
62)

敎育時論 872 (1909.7.05) 時事彙報 “韓國義務敎育”
『敎育時論』 915 (1910.9.15) 「學說政務」 “新國民の敎育”
明治․大正․昭和期의 동양사학자. 치바현(千葉縣) 출신으로 東京帝國大學에서 수학. 근대 유럽
의 사학방법으로 동양사학을 개척함. 1890년 졸업과 동시에 學習院 교수가 되고, 조선사에서 시
작하여 만주․몽고․중앙아시아로 연구범위를 확대함. 언어학․종교학․민속학에 걸친 다양한
지식을 이용하여, 아시아 여러 민족간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시라토리(白鳥)학풍>을 확립하여,
많은 후진에게 영향을 줌. 三省堂編修所 編, 『コンサイス日本人名事典』, 東京: 三省堂, 1993.
『敎育時論』 915 (1910.9.15) 「學說政務」 “日本は果して朝鮮を感化し得べきか”
『敎育時論』 915 (1910.9.15) 「學說政務」 “日韓倂合は東洋文明の精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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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실업교육론, 형식적 유교주의, 신민교육론(臣民敎育論)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각의 개
념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문정치기에 나타난 ‘동화주의(同化主義)’는 역사적․혈통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한국
인을 교육시키면 개량 진보되어 일본인과 동등해 질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를 전제하며, 일본
어에 의한 초등교육과 사범교육, 그리고 초보적인 실업교육을 강조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기독
교계 잡지 『新人』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본문화에 은택을 베푼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보
은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이미 청일전쟁기 『敎育時論』의 사원 다나카 도
사쿠(田中登作)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잡지 『新人』의 주필 고야마(小山東助)의 국성
(國性) 박탈이 아닌 새로운 국성 창조의 동화와 합동의 주장은 태평양전쟁기 내선일치의 동화
주의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문정치기에 제기된 ‘방임주의(放任主義)’는 당시에는 실업계를 대변하는 소수의견으
로, 정치적 방임과 경제적 수탈을 위한 간이 속성의 제한된 실업교육만을 주장하고 있다. 중의
원 의원 다케코시(竹越與三郞)는 한국을 보호국으로 병탄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자칫 교육이
노동천시나 일본에 대한 분개심을 고취시킬 것을 우려하며, 프랑스식 동화주의보다 영국식 방
임주의에 입각하여 한국을 공업식민지나 상업식민지가 아닌, 농업식민지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
고 있다.
셋째, 고문정치기에 볼 수 있는 ‘조선부식론(朝鮮扶植論)’은 방임주의에 적극 반대하며, 동화
주의와도 어느 정도 구분된다. 즉 한국 내에 일본과 동일한 교육제도를 창설하여, 한국인이 독
립자영(獨立自營)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즉 조선부식론을 대표하는 다나카(田中玄黃)와 가와
무라(河村竹三郞) 등은 식민주의를 주장하는 다케코시(竹越與三郞)와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교육의 힘을 통해 한국의 가련한 백성들에게 덕과 지의 문명적 은택을 베풀어 독립자영의 국민
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차관정치기에 볼 수 있는 ‘식산흥업의 실업교육론(實業敎育論)’은 고문정치기에 소개
된 방임주의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차관정치 초기(1907년)에는 아오키(靑木寬吉)와 같이
일본어에 의한 실업교육 혹은 전문교육을 제안하고 그러한 교육력이 한국인 청년층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조선부식론과도 통하고 있었지만, 1909년 무렵에는 후카이(深井弘)의
주장처럼 점차 영국식의 방임적 식민주의에 입각하여 교육보다는 정치적 개혁과 식산흥업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한편 한국 근대 고등교육 연원과 관련하여 東洋協會 부속 東洋協會專
門學校가 통감부 警官學校 자리에서 1907년 10월에 개교되었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다섯째, 차관정치기에 논의되던 ‘형식적 유교주의(儒敎主義)’는 한편으로는 누습(陋習)의 폐
풍이기에 일소(一掃)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강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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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교를 식민통치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구로도 인식하였다. 특히 대
한제국 병탄 이후 사학자 기타(喜田貞吉)는 유교주의를 통치에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관
료인 고바(木場貞長)는 유교주의 채택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그리고 시데하라(幣原坦)의 후임
자로 1906년 6월 한국에 온 미쓰지(三土忠造) 역시 1910년 10월 시점에 조선 민중에게 일본식
유교주의를 침투시키는 것이 당분간은 무리라고 판단하는 등 학자보다 관료들이 유교주의의
정치적 이용에 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차관정치기와 일제 강점기에 볼 수 있는 ‘신민교육론(臣民敎育論)’은 고문정치기의
동화주의와 차관정치기의 형식적 유교주의를 보다 강화한 형태로, 한국인을 일본 신민(臣民)으
로 동화시키기 위해 교육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잡지 『朝鮮』의 주필
釋尾旭邦은 당시 통감부와 학부가 제한적인 교육정책을 펴고 있음을 비판하며, 한국인을 일본
화하기 위해서는 사립 일어학교를 장려할 것과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의 교육을 긍정
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敎育時論』은 간이 속성의 실업교육론과 전
근대적 유교주의에 반대하며, 일본 국민을 교육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내용을 교
육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식민지 백성으로 새롭게 편입된 조선인들을 일본
인과 동일하게 교육시키자는 신민교육론은 지나치게 많은 교육비가 요구된다는 한계에 직면하
여, 실제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결국 고문정치기의 동화주의와 조선부식론은 일본어에 의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동화
주의가 보호국인 한국을 일본에 동화시키기 위해 교육을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데 반해, 조선
부식론은 점진적이지만 한국인의 독립자영을 위해 근본적인 인심 개발[德養]과 지식 전문교육
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교육을 목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방임주의는 정치적 방임
과 경제적 수탈 속에서 최소한의 교육 혹은 실업적 이윤 추구를 위한 간이 실업교육만을 제안
하고 있다. 한편 차관정치기의 식산흥업의 실업교육론은 고문정치기의 방임주의를 이어받은
것이지만, 일본어에 의한 간이 속성의 실업 교육을 통해 한국 청년들을 교육시킬 것을 제안하
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부식론과도 관련된다. 한편 일본인과 동등한 교육을 주장하던 신민교육
론은 현실적인 교육비 한계에 직면하여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공론으로 끝나고 말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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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입장

← 반(反)교육 ←← 보통교육(사범교육) -- 실업교육 →→ 전문교육 및 대학교육 →

② 방임주의(放任主義)
① 동화주의(同化主義)
고문정치기
실업계를 대변하는 소수의견
역사적․혈통적 유사성
(1904-1907.7) 간이 속성의 제한된 실업교육 교육을 통한 국성(國性) 창조,
농업식민지 제안 - 竹越與三郞 보은론(報恩論) - 小山東助

③ 조선 부식론(扶植論)
교육의 힘으로 독립자영
(獨立自營)의 국민 양성
田中玄黃, 河村竹三郞

④-2 식산흥업의 실업교육론 ④-1 식산흥업의 실업교육론
차관정치기 및 방임적 식민주의로 교육보다 일본어에 의한 실업 전문교육
일제 강점
식산흥업 - 深井弘(1909.01) - 靑木寬吉(1907.09, 1907.12)
초기
⑤ 형식적 유교주의(儒敎主義)
(1907.8-1912)
폐풍 일소를 위한 대상 겸 식민통치를 위한
정치적 도구 - 喜田貞吉, 木場貞長, 三土忠造

⑥ 신민(臣民) 교육론
통감부와 학부의 제한적
교육정책 비판하며,
한국인을 일본 신민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일본과
동일한 교육 체제 주장, 釋尾旭邦

[그림1] 일본의 한국교육인식 변천
전반적으로 위의 [그림1]을 보면, 교육적 논의에서 왼쪽은 근대적 신교육을 시키지 않으려는
입장이고, 오른쪽은 근대적 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체로 조선부식론과 신민
교육론은 고등 전문교육까지도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데 반해, 방임주의와 후기의 식산흥업 실
업교육론(深井弘 주장)은 교육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간부분의 동화주의와 전기의
식산흥업 실업교육론(靑木寬吉 주장)은 초등 보통교육과 사범교육, 그리고 실업전문교육을 주
장하고 있다. 각각의 주장이 나타난 순서는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중첩되지만 일본의 한국교육
인식 변천을 이해하기 쉽도록 숫자로 표시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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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ition in the Japanese Understanding of Korean Education
in Meiji Era(2)
Hahn, Yong-Jin
(Korea University)
By analysing Japanese magazines which had published during the 1904-1912, I would like to
examine the transition of Japanese understanding about Korean education in Meiji Era. For this
purpose, I investigated the opinion leader's insistences and understanding which was related to
the Korean education.
In my analysis, I divided two period and sorted six types of insistences. During the period of
superintendent and advisor(顧問政治期), we can see the assimilationism, the colonialism, and
the assistance of Joseon. And during the period of deputy secretary(次官政治期), we can also
find out the industrial education, the perfunctory confucianism, and the subjectional education. I
figure out this six insistences and the transition of Japanese understanding about Korean
education as follows(the number means the order of time);

educational
position
the period of
superintendent
and advisor
(1904-1907.7)
the period of
deputy secretary
and colonialized
(1907.8-1912)

← anti-modern ← Common education - Industrial → Professional education →
education
(Normal education) training
(Higher education)
② Colonialism

① Assimilationism

- 竹越與三郞

- 小山東助

④-2 Industrial education
- 深井弘(1909)

④-1 Industrial education
- 靑木寬吉(1907)

⑤ Perfunctory Confucianism
- 喜田貞吉, 木場貞長, 三土忠造

③ Assistance of Joseon
田中玄黃, 河村竹三郞

⑥ Subjectional education
- 釋尾旭邦

[Figure 1] the transition of Japanese Understanding and the ins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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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

colonialism,

assista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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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education(實業敎育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