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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초등 ‘교과 외 활동’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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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文敎の朝鮮)』은 1925년 9월 창간되어 일제

조선교육회에서 발간한 문교의 조선(

강점기의 교육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文敎の朝鮮』에

본 연구에서는

게재된 관련 논문들의 분석과 법령, 사료 등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지고 있던 교과 외 제반활동의 실상을 고찰

「
」
『文敎の朝鮮』에 게재된 관련 논문들의 분석을 하여 기념일의 행사 및 의식, 운동
회, 소풍(遠足), 클럽활동, 학예회, 자치활동 등 교과 이외의 제반활동에 대한 고찰

하였다. 먼저, 조선교육령 에 근거한 초등 ‘교과 외 활동’ 교육과정을 파악하고,

을 하였으며, 현행 ‘특별활동 및 재량시간’ 운영에 시사하는 바를 찾기 위하여 일제
강점기 교과 외 활동에서 강조된 교육적 관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학생들의 자주성이나 창의성, 자치와 협동, 예술성이나 전 인격성을 기르고자 하

는 교육은 획일적인 통제에 의해 국가주의적 의식으로 교화하고자 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육방침과는 다른 것이었으나, 교과 외 활동이 갖고 있는 본질성과
함께 고유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및 활용이
필요하다.

『

文敎の朝鮮)』, 특별활동, 재량활동, 교과 외 활동

주제어: 문교의 조선(

I.

서론

1910년대 후반기부터 대정(大正)기 자유교육의 하나의 접근으로 교과 외 제반
활동에서도 종래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테
면 아동의 자치활동이나 협동을 기본으로 한 학교생활이나 학급생활의 개조, 예

술적인 표현 활동으로서의 학교극의 상영, 전람회나 음악회의 개최, 여름방학중
임간(林間)학교의 실시, 노작이나 노동을 도입한 학교생활의 변화 등이다. 따라
서 일본 내에서는 자치활동의 중요성에 입각한 데즈카(手塚岸衛), 기시타(木下
竹次)의 이론이나 실천, 세이죠(成城)소학교에 있어서의 학교극(學校劇)이나 오
바라(小原國芳)의『學校劇論』(1923), 이케부쿠로 아동촌(兒童村)소학교에 있
어서의 ‘생활학교’ 실천과 노무라(野村芳兵衛)의 협동자치훈련론, 자유학원에 있
어서의 자치생활 등 실로 다양한 주목할 만한 실천이나 이론이 전개되었다(日
本特別活動學會編, 2000).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의 한국=조선에서의 교과 외 활동의 운영 실태는 어떠하
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는 알려
진 바가 전혀 없다.
1925년 9월 조선교육회(1920년 6월 창립)에서『문교의 조선(文敎の朝鮮)』이
라는 월간 교육잡지가 창간되었다. 그때까지도 1912년부터는『조선교육회잡지
(朝鮮敎育會雜誌)』가 발행되는 등 계속하여『조선교육연구회잡지(朝鮮敎育硏
究會雜誌)』( 1915. 10/3 0～19 20),『조선교육(朝鮮敎育)』( 192 1.1/ 15～
1923.4/15),『조선교육시보(朝鮮敎育時報)』(1923.11/30-)가 발간되고는 있었
으나 본격적인 교육 잡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文敎の朝鮮』이라고 할 수 있
다. 이 잡지가 창간되면서부터 조선총독부하의 교과 외 제반활동 관련 기사나
논문도 많이 게재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文敎の朝鮮』을 통하여 1930-40년
대를 중심으로 한 조선총독부하의 교육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다.
구한말 학부 및 조선총독부 하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은 현행 특별활동(特別活
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행사활동영역의 건강․위생교육도 과학적인 기
반에 근거한 학습의 필요성과 함께 과학교육과 관련을 지으며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해 줌과 함께 계발활동영역의 ‘실습노작활동’을 통한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현행 특별활동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송민영, 2003a). 실제의 교육
활동은 상호 관련을 갖고 서로 보충하는 것에 의해 교육과정 전체로서 조화를
이룬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송민영, 2003b).
본고에서는 조선교육회(朝鮮敎育會)에서 발간한『文敎の朝鮮』의 분석을 통하
여 일제강점기하에 이루어지고 있던 교과 외 제반활동의 실상에 대한 고찰을
하고 현행 특별활동 및 재량시간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비록 일제
의 강점기이기는 하나 역사적 접근이라 할 수 있는 통시적인 접근(diachronic
approach)에 의해 조선총독부 하에서 이루어진 교과 외 활동의 고찰을 하고 그
를 통해 현행 교육과정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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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이를 위해 먼저,「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에 근거한 교과 외 활동 교육과정을
파악하고『文敎の朝鮮』에 게재된 관련 논문들의 분석을 하고자 한다. 특히 각
종 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기념일의 행사, 의식, 운동회, 소풍(遠足),
클럽활동, 학예회, 자치활동 등 교과이외의 제반활동에 대한 고찰을 하고, 일제
강점기 교과 외 활동이 실시되게 된 배경의 탐색과 일제강점기 교과 외 활동에
서 강조된 교육적 관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행 특별․재량 활동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법령, 사료 등의 문헌조사를 하고 특히
『文敎の朝鮮』및『(知識の園)科學館報』등 관련 잡지의 내용 분석 등을 하였
다. 단, 본고에서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하의 교과 외 교육활동
상황에 대한 실태를 고찰하여 밝히는데 의의를 두고 각각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교과 외 활동이 실시되게 된 배경과 세계 교
육사조의 흐름과 함께 일제강점기 교과 외 활동에서 강조된 교육적 관점을 언
급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Ⅱ. 조선교육령에 근거한 초등학교 ‘교과 외 활동’ 교육과정
1910년 8월 주권을 빼앗긴 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에 의해 해방될
때까지 우리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되었다. 국명은 ‘대한제국’에서
‘조선’이라 개칭되고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으며, 조선총독부하의 교육은 원칙
적으로「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에 근거하여 행해지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교육령 하에 신제도를 발표하였는데, 이 신제도에 의한 보통
학교에서의 교과목과 ‘교과 외 활동’에 관한 사항은 1911년 10월 20일 조선총
독부령 제110호로 제정한 ‘보통학교규칙’ 제6조와 제2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敎育史編纂會, 1939).

․ ․
․ ․ ․
창가․체조․도화․수공․재봉 및 수예․농업 초보․상업 초보로 한다. 단
이과․창가․체조․도화․수공․재봉 및 수예․농업 초보․상업 초보는, 토
제6조 보통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 조선어 및 한문 산술 이과

지의 상황에 의거 당분간 이것을 뺄 수 있다.

․

수공은 남아에게 재봉 및 수예는 여아에게 배당하고, 농업 초보 상업 초

보 중 하나를 남아에게 부과한다.

實習), 복습(復

제21조 토지의 상황에 의거 학교장은 교수시간 외에 실습(

習), 유희(遊戱) 등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원문은 일본어로 되어 있으며
밑줄은 필자에 의함〕
즉, 제21조에서 ‘토지의 상황에 의거 학교장은 교수시간 외에 실습(實習), 복습
(復習), 유희(遊戱) 등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미미하게나마 교
과 외의 활동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1911년 8월 24일 칙령229호로 ‘조선교육령’을 발한 이후, 동령은
1922년과 1938년, 1943년의 3차에 걸쳐 전면 개정되었고, 1920년과 1941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1922년까지 조선교육령 하에 초등학교는 보통학교라 하였고,
일본인만 다니는 소학교는 일본의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하여 별도로 놓여졌으
나, 1922년의 조선교육령 전면 개정에 의해 초등학교는 소학교와 보통학교의 2
종류로 나뉘어져 조선총독부의 통제하에 놓여지게 되었다. 즉 일본어를 상용하
는 자가 다니는 소학교와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가 다니는 보통학교인데,
1938년에는 그것들이 소학교로 통일되고 1941년에는「국민학교(國民學校)」로
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조선교육령 및 학교 규칙의 공포와 함께 보통학교에서의 교과목
에 대한 것도 바뀌었는데, 교과 외 활동과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것은 1922년
개정된 ‘보통학교규정’ 이후 한국=조선이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6년제, 4년제를
막론하고 모두 ‘실습(實習)은 규정된 시간외에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이
다.

Ⅲ. 문교의 조선(文敎の朝鮮)에 소개된 ‘교과 외 활동’의 운영
『文敎の朝鮮』의 창간호에는 '학교방문기'(65-67쪽)를 비롯하여 '해군 견학기
'(72-83쪽), '비행기 탑승 기록'(83-89쪽) 등이 게재되어 있고, 11월 발간의
제3호에는 ‘참된 건강법에 대하여’(12-23쪽), 12월 발간의 제4호에는 ‘소풍(遠
足)’에 대한 기록이 있다. 20호(1927년4월)에는 ‘보통학교 아동 체조’(82-87
쪽) 및 ‘과외운동에 대하여’(92-98쪽)와 ‘4월의 아동 박물관 경영’(130-134)
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31호(1928년3월)에는 전남 장흥공립보통학교 훈도 송
희팔(宋熺八)이 쓴 ‘기타의 학급행사’(25-29쪽)와 경북 쌍림공립보통학교 훈도
김용순(金溶淳)의 ‘우리학급 경영 방안’(30-34쪽)이, 36호(1928년8월)에는
‘하늘을 나는 기록-부: 비행대 견학기’(90-96쪽), ‘강서고분과 진남포 견
학’(99-104쪽)이 게재되어 있고, 21호(1927년5월)「은사기념/ 과학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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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부터는 학생들의 특별․재량활동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던 ‘은사기념 과
학관’에 대한 기사가 계속 소개되고 있었다.
또한,『文敎の朝鮮』103호(1934년3월)에는 ‘조선 내, 중등학교에 있어/ 교우회
운동부 경비에 관한 조사표’(141-147쪽, 학무국촉탁 竹內一)가 있는데, 본 조
사표는 1933년도 한국=조선 전국에 있어 각 중등학교 교우회 운동부 경비예산
상황을 각 도별 및 학교종별로 집계한 것으로, 학교종별은 남자중등학교 여자중
등학교 및 실업학교로 구분하고 있다. 축구부비를 합계하고, 빙상부에 있어서도
스키 및 스케이트를 합산한다고 명시하고 기타의 란에는 운동회 및 경기회(競
技會)개회에 필요한 비용 및 산악부, 피크닉부, 사격(射擊)부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文敎の朝鮮』193호(1941년10월)에는 체련과(體鍊科)특집으로
유도교육(2-7쪽, 경성사범교유 依田德藏), 검도교육(8-17쪽, 경성사범교유 根
本通夫)과 함께, 국민학교 체련과 무도(검도) 지도 私見(23-27쪽, 경성 芳山공
립국민학교장 土居菊丸), 운동회에 대한 고찰(28-31쪽, 경성 종로공립국민학교
장 今岡賢一郞), 국민학교와 양호학급(경성 동대문공립국민학교), 국민학교와
영양(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 의학박사 弘中進), 국민학교 유도 사견(49-51쪽,
경성동대문공립초등학교 훈도 寺田俊郞), 아동영화에 대하여(64-67쪽)라는 기
사가 실려 있으며, 200호(1942년5월)의 ‘국민학교령과 체육’(2-9쪽, 마츠즈키
히데오)에서는 무도, 교련, 체육운동, 보건위생에 대해 다루고 있는 등 교과 외
활동에 관한 기사가 다수 실려 있다.
본 장에서는『文敎の朝鮮』에 게재된 관련 논문들의 분석을 통하여 기념일의
행사 및 의식, 운동회, 소풍(遠足), 클럽활동, 학예회, 자치활동 등 교과 이외의
활동에 대한 탐색 및 교과와 관련된 교육활동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아동 생활 중심의 지도안에 제시된 교과 외 활동 운영

1935년 9월 발간된『文敎の朝鮮』121호 80～88쪽에는 충청남도 ‘대전 제2공
립보통학교’ 훈도 김효식(金孝植)이 기록한 ‘아동의 생활을 중심으로 한 지도안
(兒童の生活を中心とする指導案)’ 제1학년용이 게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아무리 좋은 목적 하에 훌륭한 안이 세워졌다고 해도 그것이 아동
의 실생활 자태와 맞지 않는 것이라면 살아있는 아동을 인도하는 교육의 목적
이 될 수 없다'는 취지 하에 아동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안의 사례를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도 방침으로는 ‘(1)전체적 종합적 지도를 한다 (2)
유희적 생활의 확충 진전을 기한다 (3)학교생활을 가정생활의 발전으로 취급한

다 (4)공동사회 의식을 각성시킨다 (5)개성존중의 생활지도를 한다 (6)건전한
신체의 발육을 기한다’ 는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대전 제2공립보통학교의 생
활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안의 사례를 학기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의〈도
표 1〉～〈도표 3〉과 같다.
보통학교 제1학년 입학 초의 지도방법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 ‘전주 제1공립보
통학교’ 훈도인 육민호(陸敏浩)가 115호(1935년 3월 발간)에 기재한 기사에서
도 볼 수가 있다. ‘보통학교에 입학하는 대다수의 아동은(그 중에는 유치원 또
는 서당을 다닌 아이도 있으나) 가정에서 직접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
다’고 하고, 제1일～제10일까지 구체적인 생활 지도에 대한 안내를 한 후 교과
서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대전 제2공립보통학교 훈도 김효식(金孝植)은 보통학교(普通學校) 입학당초의
생활용어에 대해 ‘집합, 정렬, 운동장, 교실 내, 거수, 신체, 학용품, 학용품의 취
급, 교과서, 요일, 학년, 도시락 먹는 법, 행진, 학교, 성명 부르기, 정지, 해산,
변소, 신발장, 복도, 교실출입, 앉는 법, 경례, 성명 묻는 법, 타종, 인사, 청결,
청소, 금지용어, 금품, 기타’로 구분하여 듣는 방법의 교재로서 104개의 단어와
56개의 문장을 제시하고, 이야기하는 방법의 교재로서 단어 90개, 비 단어 26
개 총 163개의 생활용어를 제시하고 있다(『文敎の朝鮮』103호, 1934년 3월,
136-140쪽). 또한『文敎の朝鮮』154호(1938년6월)에는 평안남도 ‘평양성남
(平壤城南)공립소학교’ 훈도 양복희(梁福熙)가 게재한 ‘심상학교 1학년 취급의
10일(尋一取扱の十日)’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상의 것들은 현재 약 한
달간 실시되고 있는 ‘우리들은 1학년’ (교육인적자원부, 1999)교과목에 해당한
다고 볼 수가 있다.
〈도표 1〉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도안의 사례 ― 제1학기용

일제강점기 초등 ‘교과 외 활동’에 관한 고찰

학습
제재

지도의 목적

1.
2.
3.
4.
5.

입학
초의
생활

6.
7.
8.

9.
1.
2.
3.
소풍 4.
(遠足) 5.
1.
2.
기념일

3.
4.
5.

공동생활의 초보 지도
이야기를 듣는 태도의 양성
학교생활의 개관을 익히도록
함
사회생활 기초 조성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태도의 육성
튼튼하고 사이좋게 노는
방법을 익힘
요구의 사용법을 익힘
다른사람의 행동을 참관하는
태도
언어발표의 훈련
열을 지어 걷는 것의 연습
자연감상 태도의 양성
생활표현 착안의 지도
먹는놀이보다 산술생활로
단체생활의 체험

시간 관념의 육성
시간을 지키는 것의 개념을
깊이함
시계를 보는 방법에 익숙함
시간을 귀중히 해야하는 일
등교, 출입시간의 엄수

각과 교육과의 관계

1.

2.
3.

1.
2.
3.
4.
5.
1.
2.
3.
4.

생활

수신과: 학교,
사이좋은 친구, 자기
것과 남의 것, 시작을
잘 합시다, 규칙을
지켜요
국어과: 세 사람의
친구들, 청소
조선어과: 학교

1.

수신과: 규칙지키기,
사이좋은 친구
국어과: 소풍
과: 과외로서
조선어과: 들
산술과: 10 이하의
가감

1.

수신과: 규칙지키기
국어과: 시계
조선어과: 시계, 학교
산술과: 시각을 읽는
법 및 계산법

1.
2.

話方

要項

입학식: 보호자동반 등교,
아동점검식장 안내, 보호자
입장, 학교장 입장, 일동경례,
학교장 훈화, 담임교사 소개
및 아동과 이야기, 퇴장
2.학교내의 안내:각실의 안내,
상급생 학습상황의 참관
3. 운동장 놀이
4. 학용품의 취급
5. 간단한 작법
6. 자유로운 발표

2.
3.

3.
4.

소풍에 대한 제반 준비:
도시락, 물통, 손수건, 휴지
등과 복장
출발: 교장의 훈화, 휴대품의
준비, 도중의 주의사항,
목적지에서의 주의사항
국어연습: 자유시간을 주어
기습어구의 사용에 노력
기념일의 유래
행사: 시내의 행사,
학교내에서의 행사,
등교-작업-시업-휴식-종업
시계를 보는 방법:장침, 단침,
바늘의 위치에 따라 시간을 앎
매일의 활동시간:공부시간,
노는시간, 주요행사

☞ 밑줄 그은 조선어과에 관한 것만 ‘한글’로 되어 있음. 이하의 표가 동일함.
소풍(遠足)에 대한 기록은『文敎の朝鮮』이 발간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볼 수가
있어, 1925년12월 발간된 제4호에 함경북도의 임석우(任錫禹)는 ‘종소리(鐘の
音)’라는 기사에서 9월 24일 이루어진 소풍(遠足)에 대한 기록을 다음과 같이
싣고 있다.

올해의 각 학급에 있어서의 소풍은 9월

24일

하는 것으로 되었다.

5학년

S, B 양씨의 인솔하에 N산으로, 4학년 이하는 Y교장과 남은 두 사람이
약 1리 정도 간격으로 떨어진 T바위에 가도록 되었다. T바위는 본군 부본
도(否本道)에 있어 명소로, 암석의 성립이 기묘하다는 것과, 호랑이의 주거
라고 전해 내려오는 동굴이 있다는 것과, 비교적 가깝다고 하는 것이 이번
은

에 소풍지로 선정한 큰 이유이다.
또한, 41호(1929년1월)에는 ‘소풍(遠足)’이라는 주제로 기민(木民川鎭)이 그린
‘교실만화’(117쪽)가 게재되어 있다. 산과 모자를 쓴 교사, 학생들의 모습이 그
려져 있는 삽화와 함께 다음과 같은 지문과 대사가 실려 있다.

1년생 왕복 1리/ 높은 산들이 있어
학생: 선생님! 저기도 조선인가요?
교사: 응. 으-응.
달맞이(お月見)를 소재로 한 지도안에서는 ‘자연감상 태도의 양성/ 생활표현의
착안지도/ 야경을 표현하는 것의 공부를 시킴/ 그리운 달맞이의 회상’을 지도
목적으로 하여 달맞이에 대한 경험의 발표나 달맞이한 일을 글짓기나 그림, 이
야기로 표현하게 하고, 이를 수신과의 사이좋은 친구, 국어과 및 조선어과의 가
을과 달, 창가의 달님, 산술과의 일식의 계산법 등 각 과 교육과 관련 지워 지
도하고 있다.
1925년 소풍(遠足)에 대한 기사를 쓴 임석우(任錫禹)는『文敎の朝鮮』23호
(1927년7월)에 ‘여름방학과 과제(夏休みと課題)’(38-44쪽)라는 기사도 게재하
고 있다. 여기에서 임석우(任錫禹)는 여름방학은 학생들을 서적과 규칙, 교사,
학교로부터 해방시켜, 루소와 에밀이 말한 바와 같이 자연의 교실, 자연의 강당
등 자연에서 자유롭게 놀게 하라고 제안한다. 따라서 교사가 의례적으로 만들어
제시하는 과제는 아동의 동기에 입각하여 고찰된 좋은 과제가 아니므로 과제를
하는 그 자체가 학생들의 생활의 충실을 기할 수 있고 또한 학생들의 생활에서
우러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도표 2〉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도안의 사례 ― 제2학기용

일제강점기 초등 ‘교과 외 활동’에 관한 고찰

학습
제재

지도의 목적

1.
2.
달맞이 3.
4.
1.
2.
3.
가을대 4.
운동회 5.
1.
겨울
방학

2.
3.
4.
5.
6.

자연감상태도의 양성
생활표현의 착안지도
야경을 표현하는 것의
공부를 시킴
그리운 달맞이의 회상
단체훈련에의 주의
최선을 다하는 분투
경기규칙을 잘 지킨다
건전한 정신과 체력의 양성
다른 학급의 경기를
관전하는 태도의 양성

겨울방학에 있어서의
보건위생에 대하여
방학을 유효하게 보내는 일
등교일
생활표현의 착안점
1년간의 반성
정월을 맞는 기쁨

각과 교육과의 관계

1.
2.
3.
4.
5.
1.
2.
3.
4.
5.
1.
2.
3.
4.

생활

수신과: 사이좋은 친구
국어과: 가을, 달
조선어과: 가을, 달
창가: 달님
산술과: 일식의 계산법
수신과: 몸을 깨끗이
합시다, 규칙을
지킵시다
국어과: 운동회
도화과: 운동회
창가: 운동회
산술과: 길이의 측정

1.
2.
3.
4.

수신과: 집안일 돕기,
음식물에 주의합시다,
규칙을 지킵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국어과: 겨울
조선어과: 겨울
산술과: 달력을 보는 법

1.
2.
3.

1.
2.
3.
4.

4.
5.

달맞이에
달맞이한
그림으로
이야기로

要項

대한 경험의 발표
일을 글짓기로 표현함
표현함
표현하게 함

출연종목에 대하여
준비로서: 그룹나누기, 운동장
돌줍기, 집으로의 안내,
비행연습
당일에는: 간편복 등교, 출연의
긴장, 응원 방법, 마무리
다방면의 발전: 화법, 글짓기
발표, 도화에의 발전
종업식 때 훈화사항의 연습
교내외 대청소
학급 훈화: 방학중의 학습계획,
위생방면
방학중의 여행: 친족방문,
선생님방문, 1월1일의 등교
설날이 되어: 즐거운 놀이,
정월의 의식, 성적품(
)에
대해

成績品

『文敎の朝鮮』27호(1927년11월, 22-17쪽)에서는 ‘‘(여름방학․겨울방학)학습장
편찬에 대하여―주로 동계학습장을 중심으로’라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데, 여
기에서 다카다(高田邦彦)는 각 도의 희망을 참조하고 조선에 있어 지방의 사정
을 고려하여 조선총독부 편찬 학습장(學習帳)을 편찬하였는데, 표지는 컬러로
인쇄하여 품격이 있도록 하고 표지 다음 쪽에는 감상화로서 아름다운 채색화를
넣도록 하여 1～4학년용은 36쪽, 5학년용 40쪽, 6학년용 48쪽으로 인쇄하였다
고 한다. 학습장의 약 5분의 3은 수신, 국어, 산술, 국사지리, 이과, 도화, 수공,
조선어 등 기 이수한 학과의 복습이 되도록 고려하였으며, 6학년용은 초등교육
과정의 총 복습으로 자습문제를 많이 실었으나, 휴가 중에는 교사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살아있는 인격의 교육적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읽기 자료도 게
재하였다고 한다. 휴가 중에 학생들은 되도록 많은 시간을 자기의 자발적인 행
동에 의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생활과는 달리한 인생생활에 대해 사
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도표 3〉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도안의 사례 ― 제3학기용

학습제
재

지도의 목적

1.
2.

설날

3.
4.
1.
2.
3.

학예회

4.
5.
1.

종업식

2.
3.

각과 교육과의 관계

설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환기함
정연한 정월의 기분을
상기함
공동으로 노는 즐거움의
감득
연이 떠오르는 이유를
궁리함
일상생활의 표현
언어발달의 훈련
이야기듣는 태도와
발표의욕의 만족
다른 사람의 하는
방식을 참고하는 태도
타인의 발표를 보는
습관의 양성
진급의 기쁨과 장래에의
결심
2학년으로서의 가각을
불러 일으킴
신입 1학년생에게
친절한 태도

1.
2.
3.
4.
1.
2.
3.

생활

수신과: 부모님 은혜,
열심히 일합시다
국어과: 설날
조선어과: 일년, 내동생,
형님의 편지
산술과: 달력을 보는
방법, 날짜의 계산법

1.

수신과: 학교, 일합시다,
규칙을 지킵시다
국어과: 이야기 방식의
여러 가지
창가과: 여러가지 물건

1.

2.
3.
4.

2.
3.
4.

1.
2.
3.

수신과: 학교, 선생님,
부모님 은혜, 열심히
일합시다
국어과
조선어과: 일년

要項

설날의 축하: 새배하기,
학교에서의 축하
즐거운 놀이: 실내에서의 놀이,
실외에서의 놀이
분단별로 재미있는 맛을 이야기
다방면적 표현
출연종목의 상담회: 종목 결정,
출연자의 결정, 연습
예행연습: 자기학급에서,
가정에의 안내
다방면적인 전개: 화법,
글짓기에의 전개
결과 반성회

1. 1년간의
2.
3.

회고로서: 건강상황,
학습상황, 품행상황, 출석상황
진급자를 위해: 성적발표,
수상자결정, 2학년으로서의
마음의 준비, 진급의 기쁨
종업식: 식장내 행동의 훈련,
수상, 교장훈화

경성사범학교 교유 카미다쯔네이치(上田常一)는 ‘휴가 중 아동 채집물의 처리에
대하여’라는

기사를

121호(1935년9월,

76-79쪽)와

133호(1936년9월,

115-119)에 싣고 있으며, 194호(1941년11월, 11쪽)에서는 ‘「겨울 학습장」
만화 당선자’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202호(1942년7월)와 206호(1942년11월)
에서는 각각 ‘여름의 오케이코 및『여름 학습장』편찬에 대하여’(28-35쪽)와
‘겨울의 오케이코 및『겨울 학습장』편찬에 대하여’ 란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데,
오케이코(オケイコ，お稽古)란 ‘학문과 예술 등을 배우는 것, 연습하는 것, 레
슨을 받는 것’이란 의미이다. 즉, 여기에서는 전 학기에 배운 학과의 복습을 주
로 하나 같은 복습이라 할지라도 ‘오케이코(オケイコ，お稽古)’라는 문자가 명
시하는 바와 같이 복습을 초월한 학습을 통한 내면적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면
을 엿볼 수가 있다. 당시에 내면의 발달을 통한 학력의 신장에 많은 관심을 쏟
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는 학습장의 표지, 삽화, 생활표(生活
表), 일기(日記)의 난에 들어갈 내용들은 물론, 전학년에 걸쳐 제시되어야 할
학습내용들을 학년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운동회(運動會)는 국어과, 도화(圖畵)과, 창가 등 교과교육에서도 ‘운동회’라는
단원이 설정되어 있을 정도로 교과와도 매우 관련 깊은 학습 제재인데,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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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서는 '경성종로국민학교(京城鍾路國民學校)' 교장 이마오카(今岡賢一郞)
가『文敎の朝鮮』193호(1941년 10월, 28-31쪽)에 게재한 ‘운동회에 대한 고
찰(運動會に對する考察)’이라는 기사가 있다.
지도안의 운용에 있어서는 향토의 생활재(生活財)와 각과 교재와의 관련성을
기하여 매일의 수업에 즉시 이용할 수가 있으며, 시간은 획일적으로 규정된 것
이 아니므로 아동의 생활 내용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시간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제재는 주로 향토에 있어 살아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교실만을
생각하여 학습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이나 전원에서 다양한 장소를
찾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생활제목에 의한 생활이 하루에 그치지
않고 2, 3일 계속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 차례로 분할하여 적당한 시간에 취
급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가정생활에서 학교생활로 이동함에 있어서도 자연적
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고려하여,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에의 극단적인 전이
를 방지하도록 한다(金孝植, 1935).

2.

초등학교에서의 농업 및 실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과 외 활동

잡지『文敎の朝鮮』5, 6호에는 초등학교에서의 농업교육 및 실업교육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 농업 및 실업교육은 특별․재량활동과 관련 깊은 영역으로 2
편의 논문을 통해 초등학교에서의 농업 및 실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과 외 활
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리원(沙里院) 농업학교 교유 요코다준로우(橫田俊郞)는 1926년 2월 발간된
『文敎の朝鮮』제5호에 ‘초등학교에 있어 농업교육에 대하여(初等學校に於ける
農業敎育について)’(56-62쪽)란 기사를 싣고 있다. 여기에서 요코다는 ‘농업교
육은 보통교육’이라고 규정하고 농업교육은 지육(智育)․체육(體育)․덕육(德育)의
학문이라고 한다. 농업은 이상적인 지식을 부여해 과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면
에서 지육이며,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면에서 체육이고, 근로협동과 인내의 정
신, 국토 및 동물애호의 정신을 양성하여 자연에 친밀한 미적 정조를 함양하게
하는 면에서 덕육이므로 단지 직업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 인간필수의 보통교
육이라는 것이다.
또한 ‘농업교육의 중심은 실습(實習)’으로 실습(實習)이 없는 교육은 참된 농업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습의 성질에 대해서도 단지 농업생산의 방법을 가르
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실습의 교육적 가치 제시와 함께
지육(智育)․체육(體育)․덕육(德育)의 육성을 기하는 실습이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⑴ 실습은 생산의 관념을 부여함과 동시에 경제관념을 부여한다.
⑵ 실습은 아동개성의 관찰을 함에 적합한 기회를 부여한다.
⑶ 실습은 단체적 훈련을 하는데 적합하다.
⑷ 실습은 미적 정조의 양성에 적합하다.
⑸ 실습은 이과적 교재를 제공한다.
⑹ 실습은 체육에 적합하다.
⑺ 실습은 자연과 친숙하게 하여 품성을 도야한다.
⑻ 실습은 동물애호 정신을 양성한다.
⑼ 실습은 국토 사랑하는 마음을 강하게 한다.
⑽ 실습은 근로의 정신을 양성한다.
⑾ 전원에 대한 취미를 환기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농업에 친근하게 한다.
초등학교에 있어 실습 지도방법에 대해서는 실습 취급상의 기준을 정하여 ‘가정
실습/ 학교실습/ 발식(鉢植, 화분에 심는 것)실습’을 통해 실습지도를 하도록 하
고 있다. 가정실습의 방법으로는 아동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부업으로 실습을 하
도록 하고 담임교사가 순회 지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정방문도 겸하여
할 수 있는 것이나 농촌지역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초등학교에
있어서의 농업교육은 농업학교나 농업보습학교와는 달리 직업 과목으로 다루지
말고 초등학교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루어, 농업 실습을 취미로 화분재배, 정원
경영, 채소재배, 양잠, 양계 등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학생 개개인의 체력을 고
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지는 제7호(1926년3월)에서 나남(羅南)공립심상소학교의 마츠야(松野紋
治)는

‘초등학교에

있어

실업교육에

대하여(初等學校に於ける實業敎育に就

て)’(57-61쪽)라는 기사를 싣고 있다. ‘교육(敎育)과 실업(實業)이 밀접한 관
계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 것으로, 따라서 학교교육의 전부에 걸쳐 실업과 관련
을 맺는 것은 불가결한 것에 속한다. . . ’고 하며 ‘국어과, 산술과, 일본역사, 지
리과, 이과, 도화(圖畵)과, 창가과, 실업적 교과’에서의 실업적인 교수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자치공동 청결 등에 관한 습관을 길러 의무 및 책임 정신을 키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데, 이것은 당시의 학급 상황도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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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좋은 자료이다.

(1)

급장과 부급장

심상

3년

이상 각 학급에 이것을 정해 각각의 학급의 임무에 복종하여

각 학기마다 교대하도록 하고 열심히 즐겁게 일에 임하여 명확하게 자치근
로의 습관을 양성하도록 한다.

(2)

청소 당번

심상

2년

이상 일일 교대로 하여 교실 복도 청소를 하도록 하고, 또 각

학기초에 대청소를 하도록 하는데 저학년에 있어서는 교사 지도하에 방법
순서 등을 지도하여 고학년이 되는데 따라 당번장을 정해 스스로 계획하도
록 하고, 가능한 한 단시간에 그것도 충분히 이것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처

父兄)으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듣는 일이 있었으나 현재 아동은

음에는 부형(

물론 학부형들도 이론을 제기하는 일이 없다.

[. . .]
(4) 학교원,

가정원/

(5)

학교림/

(6)

학급일지/

(7)

간호당번/

…

운동용구의 정리 보관 및 각교실내에 있어 수업의 준비

(11)

(8)

기타

야영생활:

저학년은 교사 및 기타 적당한 건물내에서, 고학년은 점차 막사 등에서 야
영하도록 하여 각종 근로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자치협동의 정신을 기른
다/
또한,

(12)

가정에서의 작업

경성사범학교

교유

다나카세이기치(田中政吉)는『文敎の朝鮮』141호

(1937년5월)에 실은 ‘신 사명에 입각한 학교원 경영의 실제(상)’(82-94쪽)에
서, ‘. . . 교사(校舍)외의 한 구역에 학교원이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 교지(校
地) 전체가 학교원으로 그 학교원(學校園) 내에 교사가 세워져 있다는 생각 하
에 학교원의 경영을 하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원의 작업인
씨뿌리기, 풀 뽑기, 물 주기 기타 일체의 작업에 대해 학습 외의 일, 과외의 일,
여분의 일이라고 하는 등 푸념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여
가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하는 변명으로 ‘작업(作業) 즉 학습(學習)’이라고 언
급하고 있다.

3.

간이학교의 통합적 경영에 포함된 교과 외 활동 운영

황해도의 장연(長蓮)공립보통학교 훈도 김덕조(金德兆)는『文敎の朝鮮』제106
호(1934년6월)에

‘간이학교의

통합적

경영

비견(簡易學校の統合的經營卑

見)(50-55쪽)이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김덕조(金德兆)는 간이학교 경영상에 있어 학교의 작업은 아동의 일상생활이나
부형의 직업과 일치하여 그것을 향상시키고 합리화시켜 간다고 하는 실로 참된
통합법(統合法)에 의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따라서 그들의 직물세
공이 꽃을 직물의 전체에 수놓는 것같이 학교의 노작을 부형의 노작에 짜 넣는
것으로 통합해 가야 한다고 한다. 또한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인간의 전일성(全
一性), 특히 발달과정에 있어 아동의 심신 미분화성으로 보아 종합(綜合)․전일
(全一)․통합(統合)을 주안으로 하는 작업교육의 원리에 의한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 이념(理念)으로는 아동의 심신(心身)을 전일적․조화적으로 발달시켜
통일 질서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율적 개인의 소질을 양성하고, 자연성
(自然性)과 이상성(理想性)과의 통정(統整)된 인격의 소지를 육성하는 것이 보
통교육의 이념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일본국민의 생활자태를 ‘전일적(全一的)
생활’로 규정하여 다음의 2영역 즉, 사회적 생활과 문화적 생활로 정리하고 있
다.
또한, 교육방법으로는 교수(敎授)․훈련(訓練)․양호(養護)라는 분석적(分析的)․직
접적(直接的)․단편적(斷片的)인 종래의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의 정도(正途)로
돌아가 생활을 시작으로 생활로 끝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文敎の朝鮮』제110호(1934년10월)에는 함경남도 군선(群仙)공립보통학교 부
설 대주간이학교 훈도 신영길(申榮吉)이 쓴 ‘나의 간이학교 생활(私の簡易學校
生活)(118-123쪽)이라는 기사가 있다.
〈도표 4〉 전일적(全一的) 생활 영역

◇사회적생활
가정생활…孝
국가생활…忠
사회생활…共(○)
국제생활…共

◇문화적생활
眞…학술
善…정치(○)․경제(○)․도덕
美…예술
聖…종교
健…체육

(○표는 주로 공민적생활)
여기에는 낡은 기와가 얹혀져 있는 기역(ㄱ)자 모양 2칸 되는 교사(校舍) 앞에
서 작업을 하고 있는 아동들의 모습과 창호문 앞에서 나비 넥타이를 매고 찍은
훈도 신영길의 사진이 실려있어 당시의 교육환경을 엿볼 수가 있다. 신영길(申
榮吉)은 4월 16일 학교장으로부터 사령(辭令)장을 받았을 때의 심경을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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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2개 리(里) 170호 정도 되는 부락민과의 접촉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
다고 한다. 그와 함께 아동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쉬는 시간, 방과후 등
에는 아동과 손을 맞잡고 친구처럼 대해주고, 실내 작업 시에는 동화를 들려주
거나 창가를 부르게 하는 등 일을 유쾌하게 하도록 하며, 매주 토요일에는 담화
시간을 열어 1시간 정도 재미있게 보낸다고 한다. 또한 때때로 작업 경기대회
를 열어 상품을 주고 조기회를 열어 등산을 하거나 함께 풀 뽑기를 한다고 기
술하고 있다.

4.

綜合)교육 활동 사례를 통해 보는 교과 외 활동

종합(

전라남도 광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 훈도 나카노(中野己之吉)는 1933년 종합(綜
合)교육에 관한 기사를『文敎の朝鮮』제93호(1933년5월, 95-104쪽)와 제98호
(1933년10월, 119-126쪽)에 쓰고 있다.
이즈음 일본 내에서는 신학교라고 칭하는 치바(千葉)의 자유교육, 다지마(田島)
의 체험학교, 다마가와(玉川)의 자유학원, 나라(奈良)의 합리교육, 동경고등사
범학교의 전체(全體)교육 및 작업(作業)교육, 후지(富士)소학교의 생활(生活)학
교 등이 있어, 각각 목표와 명목을 달리하며 신교육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들이 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합(綜合)교육은 다양한 흥미와 소
질에 따른 기초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자연적, 심리적, 적성(適性)적,
흥미적, 자발적, 생활적, 공동사회적, 작위(作爲)적, 향토적’으로 교육할 것인가
에 대한 것을 궁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중심과제라고 한다(中野
己之吉, 1933). 종합(綜合)교육은 생활의 전일설(全一說), 가치체험설(價値體驗
說)에 기초를 두고 새로운 교육사조, 새로운 교육방안을 도입하여 그것도 현 법
규 내에서 가장 충실하게 무리하지 않고 실시되고 실험되고 있는 것이라고 한
다.
『文敎の朝鮮』제93호(1933년5월, 95-104쪽)에 실려있는 전라남도 '광주공립
심상고등소학교'의 제1학기 행사 예정표를 보면 <도표 5><도표 6>과 같다(中
野己之吉, 1933).
〈도표 5〉광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 제1학기 행사 예정표(1)

일

4월

일

5월

4

입학식

1

신사참배, 조회

5

08:30시작, 신장순결정,좌석․신발장배치

2

성적물 회람

6

라디오체조 견학, 모자 걸기 당번

4

8

꽃 축제

5

라디오체조, 교외학습
단오의 절구, 체육연습회, 유아수난의

10

조회

8

날
조회

11

청소용 걸레 대기일

9

복장, 청결 반성일

12

신체검사

10

신체검사표 송부

13

라디오체조 견학

11

라디오체조

14

봉사의 날

14

봉사의 날, 보호자회 총회

15

광주신사 봄축제, 일동 참배

15

신사참배

17

조회

17

교외학습

18

복장, 신체 청결 반성일

18

라디오체조, 회충구제

19

前川훈도 탄생일

19

복장, 청결의 반성일

20

라디오체조

20

회충구제

22

학년 소풍

22

조회

24

조회

24

5월분의 고사

25

근로 저금일

25

라디오체조, 근로저금

26

고사(考査)

26

봄 소풍

27

임시 휴교

27

해군기념일, 학년신문 발간

28

식의 연습, 복장 청결 반성일

29

조회, 신체검사

29

천장절(天長節), 학년신문발간

30

복장, 청결의 반성일

31

생활성적표 교부

4월 행사 계획을 통하여, 4일 '입학식'이 있었으며, 신장(身長) 순서대로 번호를
정하여 좌석과 신발장을 배치하고 모자 걸기 당번을 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매주 월요일에는 '조회'를 하고 '라디오체조 견학'을 한 후에 1주일에 한 번
씩 라디오체조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꽃 축제/ 신체검사/ 천장절(天長節) 의식
의 연습'을 하고 정기적으로 '복장 청결 반성일/ 학년신문발간/ 봉사의 날/ 근로
저금일'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월 26일 목요일 이루어진 전체 봄 소풍과는 달리 4월 22일 토요일에 '
학년 소풍'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교외학습, 모내기 견학, 체육 연습회, 특별아
지도’와 함께 ‘前川훈도 탄생일(4/19)/ 吉田훈도 탄생일(7/19)’ 등 교사의 탄생
일을 행사로 넣은 것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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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광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 제1학기 행사 예정표(2)
일

6월

일

7월

1

신사참배, 개교기념일

1

신사참배

2

하복착용

3

조회

3

치아검사

6

라디오 체조, 복장, 신체 청결 반성일

5

조회

7

칠석, 체육 연습회

7

교외학습

8

노트검열

8

라디오 체조

10 조회, 학급비 조정

9

복장, 청결의 반성일

11 단축수업, 특별아 지도

10 기념일, 체육 연습회

12 고사

11 국기제

13 라디오 체조

12 조회

14 봉사의 날

14 농민의 날, 모내기 견학, 봉사의 날

15 신사참배, 복장, 신체 청결 반성일

15 신사참배, 라디오 체조

17 조회

19 조회

18 신체검사

20 복장, 신체 청결 반성일

19 吉田훈도 탄생일

22 라디오 체조

20 종업식, 성적통지, 학년신문발간

24 근로저금의 날
26 조회
27 고사
28 신체검사
29 라디오 체조
30 학년신문 발간

고등(高等)소학교는 심상(尋常)소학교를 졸업한 후 시험을 치러 진학하는 곳인
데, 나카노(中野己之吉, 1933)는 고등소학교에서 입학 전에 아동을 소집하는
교육적 의의로 ‘생활 즉 교육, 놀이 선도 즉 교육, 학교는 가정생활의 연장, 신
체결함에 대한 사전 처리, 정신적 방면의 결함에 대한 처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나카노(中野己之吉)가 훈도로 있는 광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에서는 ‘문부
성의 교과서’와 ‘아동의 심리적 요구’ 및 ‘광주의 향토(鄕土)’와 ‘교사의 윤리적
지도안’을 조화시켜 따로 학습제재 계통안(學習題材 系統案)을 만들고 이에 따
라 아동의 학습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이 학습제재 계통안 중 ‘꽃축제(花祭)’를
주제로 한 종합교육에 있어 제재(題材) 학습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루의 과제로서 구체적인 예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中野己之吉, 1933,
125-6쪽).

5월 1일에는, ‘꽃 축제(花祭)’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아동에게 한다/
아동들이 ‘꽃 축제(花祭)’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있는가를 문답한다/ 꽃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학습으로 이끈다/ 전항의 과정을 거친 아동들
은 색종이로 꽃을 만드는 것을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작업으로 분단별
로 벚나무를 색 도화지로 만들고 만들어 둔 꽃이나 잎을 붙인다/ 만든 작
품을 벽에 붙이고 아동들에게 감상하도록 하여 구두로 발표시키고, 각자 문
자 또는 그림으로 제작품을 인정하는 것을 지도한다/ 단, 우수아에게는 제
작 경과나 제작 후의 기쁨을 기록하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이들 문장을 다
시 읽도록 시키고 반성하도록 한다.

5.

〈

〉

은사기념재단 과학관 과 ‘교과 외 활동’의 운영

조선교육회는 1927년 5월『文敎の朝鮮』제21호로「(은사기념)과학관 개관호
((恩賜記念)科學館開館號)」를 특집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 특집호에서 이와사
히코지(岩佐彦二)는「과학관과 교육(科學館と敎育)」이라는 논문에서 학교교육
의 사조로 학생들의 창의력(創意力) 증진 발달을 위한 창의성 교육에 대한 요
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성인교육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은사기
념)과학관((恩賜記念)科學館)」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은사기념)과학관」은 1926년 1월 설립 준비에 착수하고 1927년 5월 개관하
여 그 일부를 공개하고 있는데, 개관한 다음 해인 1928년부터 ‘아동의 날’을 정
해 실시하고 있다. 창립 초기부터 과학관의 주사(主事)를 하고 있는 이와사히코
지(岩佐彦二)는『文敎の朝鮮』1928년 4월호(통권 제32호)에 ‘과학관 아동의
날’이라는 기사를 싣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아동의 날 계획과 함께
매주 토요일에 실시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날 계획〉
1.

목적 및 방법: 아동의 과학 흥미를 환기하여 학교교육에 일조하고, 한

편 아동의 교육적 오락 기관이 되도록 하는 목적을 영사하여 일반 아동에

講話)를 한다.

게 공개하고, 더하여 흥미있는 과학적 실험 및 강화(

2.
3.

장소: 과학관 강의실

회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본 시각은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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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장료: 관람자는 과학관에 입장하고자 하는 아동에 한한다.

(아동 1인 2전,

교원이 인솔하는 단체는 5할 할인)

‘아동의 날’은 계획한 바와 같이 아동의 교육적 오락적인 것을 영사하고, 아동이
흥미 있어하는 과학실험 및 이야기를 하였다. 여기서 행해진 실험 및 이야기는
『文敎の朝鮮』에「아동 과학(兒童の科學)」으로 연재되게 되어 이와사히코지
가 제2회 아동의 날에 이야기한 자료는 실시한 다음 달인 4월 발간의『文敎の
朝鮮』제32호에 ‘아동과학―비행기 이야기, 비행기 이야기의 계속’이라는 기사
로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사는 아동의 날을 실시하기 수개월 전부터『文敎
の朝鮮』에「아동 과학(兒童の科學)」난을 만들고 1927년 11월 호인 제27호에
최초의 과학 읽기 자료 ‘구름과 바람의 격론’을 게재하고 있었다.
과학관에서의 ‘아동의 날’ 계획은 출발부터 아이들의 대환영을 받았다. ‘아동의
날’은 1928년 3월 3일부터 시작하여 3월 10일까지 두 번 실시하였는데, 첫 회
에는 98명만 참가하였으나 2회 째인 3월 10일에는 300명이나 참가하여 대성황
이었다고 한다. 과학관이 개관된 3개월 후인 1927년 8월호(통권 제24호)부터
『文敎の朝鮮』은 1쪽 전후의「(은사기념)과학관월보」를 싣고 있다. 이것은
독자적인 기관지『(知識の園)科學館報』가 1937년 7월 창간된 후에도 한동안
이어져, 1941년 8월호(통권 제192호)까지 게재되고 있다. 그 첫 번째의 1927
년 8월호 머리말에는 이용 인원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소화2(1927)년 5월

10일 개관 후 5월중의 상황은 좌측(아래)과 같다
一. 관람, 개관일수 19일간의 입장한 사람과 단체 수 63개 同인원 4,365
명, 개인 5,991명으로 1일 평균 545명이다.
1929년 5월 발행의『文敎の朝鮮』제45호에 게재되어 있는「(은사기념)과학관
월보」에는 1929년 3월에 실시된 ‘아동의 날’ 프로그램이 실려있는데, 1928년
3월부터 시작하여 45회에 이르기까지의 참가 수를 평균 428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과학관이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1932년 8월 발간된『(知識の園)科學館報』제2호에 게재된「(은사기념)과학관
월보」에서는 1927년 6월중의 이용실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一. 진열품의 대여

(1) 경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의 요구에 의해 기압에 관한 기계를 대출함.
(2) 죽공(竹恭)자립보통학교의 요구에 의해 당관 진열품 14점을 대출함.
一. 영화회
(1) 창신공립보통학교의 요구에 의해 과학 강좌, 동 실험 및 활동사진을
영사 관람함.
(2) 경성사범학교 부속보통학교의 요구에 의해 바다에 관한 활동사진을
영사 설명함.
(3) 경성기독교 청년회 학교의 요구에 의해 특히 ‘우주의 경이’ 8권을 영
사 설명함.
즉, 경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 및 죽공(竹恭)자립 보통학교와 같이 초등교육기관
에서 실험 자료 및 진열품을 대출해 가고, 창신 공립보통학교와 경성사범학교
부속보통학교의 요구에 의해 과학 강좌, 실험 및 활동사진을 영사한 바와 같이
은사기념 과학관은 초등교육기관에서의 교과 외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
고 있었다. 또한, 경성기독교 청년회 학교의 요구에 의해 ‘우주의 경이’ 에 대한
자료를 영사 설명하는 등 일반 성인교육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었다.
1932년 9월 발간된『(知識の園)科學館報』제3호 표지에는 ‘학교선생의 당관 실
험실 이용중의 실황’이라는 사진이 실려있는데, 이것은 경성사범학교 부속소학
교의 도쿠마루(德丸) 훈도가 아동 50여 명을 인솔하여 은사기념과학관의 실험
실에서 ‘물의 전기분해’에 관한 실험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Ⅳ. 일제강점기 교과 외 제반활동을 실시하게 된 배경
본 장에서는 일제강점기 교과 외 활동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당시의 한국=조선의 교육을 강점했던 일본 국내에서의 교과 외 제반활동의 성
립과 전개 과정에 대한 개관을 하고자 한다.
1872(명치5)년「학제(學制)」의 공포에 의해 시작된 일본의 근대학교는 천황
제 국가의 ‘신민(臣民)’에 어울리는 심정이나 태도, 가치의식이나 행동양식을 국
민에게 기르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교과 외 제반활동도 교과
지도 영역과 함께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봉사하는 활동으로서 일찍부터 학교의
교육활동 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특별활동은 일반적으로 ‘과외
활동(課外活動)’이라 불리며 의식, 운동회, 소풍, 학예회, 자치적 활동 등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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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제반 활동을 총칭하는 형태로 행해지고 있었다. 명치정부에 의해 가장
먼저 다루어진 것은 학교의 의식(儀式)으로 일본의 초대 교육부장관 모리아리
(森有礼)의 발의에 의해 1886년부터 공립학교에서 ‘기원절(紀元節), 천장절(天
長節), 1월1일’의 3대 절에는 교원과 학생들에게 배례(拝礼)하는 것을 장려하였
다(山口滿編, 1992).
의식에 이어 운동회, 소풍, 입학식, 졸업식 등의 행사가 1880년대 후반부터 널
리 행해지게 되었다. 운동회(運動會)는 청일․러일전쟁에서의 전의(戰意) 의식
고양과 함께 학교에 널리 보급되고, 이 프로그램은 격투기나 경주경기, 체력이
나 인내력을 겨루는 경기, 군사적인 것이 많았다. 소풍(遠足)은 ‘運動遠足’이라
불린 활동에서 ‘運動’과 ‘遠足’이 분리된 것인데 소풍이 독립된 행사로 된 것은
189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이다. 소풍의 기원은 야외에서 개최된 연합운동회에
참가하기 위해 왕복 보행하는 활동에 있다. ‘運動遠足’시대의 ‘소풍(遠足)’은 대
오(隊伍)를 짜서 위풍당당하게 군가를 제창하며 진행하는 즉, 질서정연하게 대
열을 만들고 군가를 합창하며 진행하는 행군적 색채를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성격은 점차 약화되어 견학이나 실지(實地)학습을 주체로 하는 교외학
습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수학여행은 1886년 2월 11일간에 걸쳐 이루
어진 동경사범학교의 ‘長途遠足’에서 시작되었는데, 수학여행이 초등학교에서 실
시되게 된 것은 1925년으로 철도망의 정비에 따라 널리 보급되고 국가주의사
상, 황국사관 등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신궁에의 참배여행이 많았다(山口五郞
外, 2002).
입학식이나 졸업식이 학교의 중요한 행사로서 자리잡게 된 것은 1890년대 초반
인데, 소학교에 있어서는 1892년부터 4월 학년제가 시행되게 된 것이 이러한
움직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학예회(學藝會), 학교극(學校劇), 창가회(唱歌會, 음악회) 등의 문화적 활동영
역을 보면, 먼저 학예회(學藝會)라는 명칭이 공통으로 불리게 된 것은 1900년
대 초로 문화행사의 학교에의 도입은 체육행사에 비교하여 훨씬 늦은 경향을
보인다. 학예회는 원래 중요한 학교행사의 하나로 시험에 있어 공개로 이루어진
구화(構話), 구술문답, 이화학실험 등이 1900년의「소학교령시행규칙」에 의한
시험제도 폐지로 행해지지 않게 되고, 그 대신 교과연습회, 학업연습회, 아동담
화회 등이 행해지게 된 것에 그 기원을 갖고 있다(山口五郞外, 2002). 즉, 학예
회는 일상적인 교과학습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장으로서 그 성립을 보
게된 것이다.
1910년대 후반기에 들어가면 소위 대정(大正)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유교육
이 대두되고, 교과 외 제반활동에도 새로운 움직임 즉 학생의 자주활동이나 협

동을 기초로 한 학교생활의 개조운동, 예를 들어 연극이나 음악교육에 예술성이
나 전인격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이 출현되고, 학예회 등에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정기를 거쳐 소화(昭和)로 이어지는 때 일본 동경고등사
범학교 부속소학교에서는 대정 중기부터 아동자치회가 심상과 4학년 이상의 아
동대표에 의해 조직되어 학교측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생활을 발전시켜 갔다고
하며, 1928년 이바라기현 구로이시(黑磯)심상고등소학교에 있어 자치회는 그
조직 및 운영에 있어 충분히 발전된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935년경이
되면 군사색이 한층 강해져 이들 운동은 억압되고 1941년에 소학교는 국민학교
로 개칭되며 군사주의 일색의 교육이 강조되게 된다. 이와 같이 명치(明治), 대
정(大正), 소화(昭和)로 이어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국내의 학교에서는 여러
교과 외의 교육활동이 ‘과외활동(課外活動)’으로 부여되어 교과교육의 보완적
역할과 정신교육의 일환을 담당하고 있었으며(山口滿編, 1992; 山口五郞外,
2002), 1943년 3월 12일에는 ‘교과 외에 있어 행사시설을 수련이라 하여, 교과
와 함께 필수’로 한다는「문부성훈령 제1호」가 공포(宮川八岐, 2001)된다.
일제강점기에 있어 교육의 연원(淵源)은 1890(명치23)년 공포된 교육칙어라
볼 수 있으며, 일본 천황의 의사를 일본국의 의사로 간주하는 칙령주의(勅令主
義)(山口五郞外, 2002)에 의해 한국=조선에서의 교육정책이 강행되었고 이의
일환으로 일본 국내와 유사한 교과 외 활동이 전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Ⅴ. 논의: 일제강점기 교과 외 활동에서 강조된 교육적 관점
일제강점기 교과 외 활동이 현행 ‘특별활동 및 재량시간’ 운영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기 위하여 당시의 교육사조와 교과 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의 개관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교과 외 활동에
서 강조된 관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에 있어 ‘교과 외 활동’ 영역의 필요성이 인정되게 된 역사적 배경으
로는 19세기 중순 영국의 공립학교 개혁과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있어 구
미 각지에서 전개된 신교육운동의 흐름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다. 페스탈로치의
‘생활교육사상’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미국 신교육운동의 이론적 지도자인 듀
이(J. Dewey, 1859-1952)는 학교를 교과의 학습의 장이기 전에 하나의 맹아
적 미발달된 공동체(embryonic community)로 보고, 아이들이 자발적, 자치적
인 공동생활을 보내는 공동체생활을 실현하는 장으로서 학교를 바꿀 것을 강하
게 주장하였다. 학교를 아이들 자신에 의한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 다루려고
한 견해는 신교육운동의 공통된 경향이었으며, 교과 외 활동의 중요성이 자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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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바로 이러한 학교관에 의해서이다(江川玟成, 2000; 日本特別活動學會編,
2000). 교과 외 활동은 ‘직접 경험(direct experience)’에 의한 교육을 주장하
는 J. Dewey의 진보주의 교육철학에 근거하고 있는데(Berk, 1992), 1935년 충
남 대전 제2공립보통학교에서 실시된 사례에서 일제강점기하에도 실제의 아동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직접 경험 교육에 교육적 관점을 두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치활동은 사회에서 참여를 유도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주요
한 교육적 도구로 간주되며, 어른들의 정치적 세계의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인
유사품이기에 그 같은 정치적 배움에 가장 많이 관련된 활동이다(Dawson &
Prewitt, 1969). 농업 및 실업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본 교과 외 활동 중 1926년
나남(羅南)공립심상소학교 3학년 이상 각 학급에서 실시된 급장․부급장제는 비
록 자치근로의 습관을 양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일제강점
기하에도 어느 정도의 자치활동이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셋째, 교과 외 활동에서의 체험학습은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데, 그 대상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연체험, 집단(타인)체험, 자기체험, 사회․문화체험으로 나
눌 수가 있으며 그 실천이나 체험을 통하여 ‘어떠한 만남’을 갖는가가 보다 중
요하다고 본다. 사회․문화체험을 통해서는 사회나 문화와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학생들의 이러한 체험은 향토의 역사 조사를 하거나 소풍, 수학여행,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등 지역의 사회교육 시설의 방문 등을 들 수 있다. 이
러한 만남의 체험은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자극을 주어 내면의 변화와 함께
장래의 꿈과 희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자기 변용의 전기가 되기도 한다
(宮川八岐․內藤勇次, 1999). 1927년 개관한「(은사기념)과학관((恩賜記念)科學
館)」은 제반 교육시설이 미비된 일제강점기 하에 부족하나마 이러한 활동의
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를 갖는다.
넷째, 몇몇 역사가들은 초창기 과외활동 운동의 목적이 대부분 사회적 통제와 학생들
에 대한 애국적 가치들의 고취에 한정된 것으로 여겼지만, 20세기초의 문학시험은 과
외활동의 지도자들이 학생들 각자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Berk,
1992: 1004). 미국의 국가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는 기본원
칙의 전반에 걸쳐서 “각 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질을 개발할 권
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강조하고 있다(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918). 또한 1926년에 Koos는 학교의 경영자와 교사들이 교과 외 활동
(extracurricular activities)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소신을 집필한 40개의 신문
사설을 분석한 내용을 출간하였는데, 교과 외 활동에 의해 증진되었다고 필자들
이 주장하는 가치를 검토하면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목적이(40개 중 37개에서

언급됨) 시민적,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문제였음을 발견했다(Koos, 1926). 교
과 외 활동은 교육제도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나 20세기 이전에는 규칙적인 명확
한 계획이나 교육적인 이론적 근거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초창기
에는 운동경기, 학교사회활동, 특별관심모임 그리고 음악, 문학, 토론 모임 등
교과 외 활동들이 학습활동에 써야할 시간들을 빼앗지나 않을까 하는 교장과
교사들의 우려 속에 실시되었다(Berk, 1992: 1003). 그러나 실시 동기야 어찌
되었건 일제강점기 하에는 교과 외 활동이 각종 여타의 활동 속에서 시간에 구
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가 있다.
다섯째, 중․고등학교에서의 교과 외 활동에 관한 자료는 일찍부터 나왔으나 초
등학교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1930년대 후반에 정리되어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the Elementary Schools(Allen, et. als., 1937)에서는 초등학교에
서의 교과 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또한 교과 외 활동 지도를 위한 안내서 A Manual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가 1946년과 1948년 미국 중부에 있는 인디애나주의
Butler 대학교 Albert Mock에 의해 발간되었다(Mock, 1946). 이러한 조직적인
안내서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전남 '광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에서 이루어진 정
기적인 조회 및 라디오체조 활동과 복장 청결 반성, 학년신문발간, 봉사활동,
근로 저축, 꽃 축제, 신체검사, 의식의 연습 등의 실시, 학년 소풍, 교외학습, 모
내기 견학, 운동회 연습, 특별아 지도 등의 활동에서 교과 외 활동에 대한 나름
대로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시도가 있음을 찾을 수 있다.
1985년에 실시된 공립학교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반응을 묻는 갤럽조사에서
80%의 미국인들은 교과 외 활동이 젊은이들의 교육에 중요하게 여긴다고 대답
했는데 그것은 그 전 10년간 실시된 조사결과의 2배 되는 수치다(Gallup,
1985). 교과 외 활동 교육과정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은 학문적 수행과 교
육적 열망에 있어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한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회 경
제적 지위, 자존심, 정치적 태도,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는 부가적인 다양한 길
에서 이익이 되었다(Berk, 1992: 1023). 지식에 편중되는 대부분의 교과교육과
는 대조적으로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등 교과 외 활동의 특징은 여러 가지 공
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느끼는 정서적, 육체적 또 지적인 적극적 참여
의 기회이다. 개인의 관심사와 능력에 대한 응답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격려 때문에 교과 외 활동은 많은 양상의 사회․심리학적 발달 및 지적발달
에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일제침략․강점기의 교육정책은 한국인을 일본인화 하려는 동화정책과 우
민화정책에 의한 식민지교육의 기반구축을 위한 작업이었다. 일제는 우리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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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피지배 민족으로 육성하고자 교육내용을 실용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초등
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에서 생활에 필
요한 지식, 기능을 터득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황국 신민화 교육을 강화하
려는 의도에서 1941년「국민학교령」하 조선어를 완전히 제거하고 교과목을 통
합과정으로 개편하였다(이시용, 2001). 교과 외 활동에서도 이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정책을 시행했다는 한계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조선교육회(朝鮮敎育會)에서 발간한『문교의 조선(文敎の朝鮮)』
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하에 이루어지고 있던 ‘교과 외 활동’에 관해 고찰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조선교육령」에 근거한 초등 ‘교과 외 활동’ 교육과정을 파악한 결과 일
제강점기 하에도 미미하게나마 교과 외의 활동이 허용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1925년 9월 창간된 월간 교육잡지『文敎の朝鮮』을 통해 일제강
점기하의 교과 외 활동 교육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충남 ‘대전 제2공립보통학교’ 훈도 김효식(金孝植)이 기록한 아동의 생활
을 중심으로 한 지도안을 통해 보는 교과 외 활동 운영과 초등학교에 있어 농
업 및 실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과 외 활동, 간이학교의 통합적 경영을 통해
보는 교과 외 활동 운영, 전라남도 광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종합(綜合)교육의 실천을 통한 교과 외 활동의 운영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
여 기념일의 행사 및 의식, 운동회, 소풍(遠足), 클럽활동, 학예회 등 교과이외
의 제반활동이 교과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었다.
셋째, 1927년 개관한「(은사기념)과학관(恩賜記念)科學館)」의 이용상황, 활동
등의 파악을 통하여「(은사기념)과학관」이 교과 외 활동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당시의 한국=조선의 교육을 강점했던 일본의 교과 외 제반활동의 성립과
전개 과정에 대한 개관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교과 외 제반활동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현행 ‘특별활동 및 재량시간’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찾기 위하
여 당시의 교육사조와 교과 외 활동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의 개관
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교과 외 활동에서 강조된 교육적 관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학생들의 자주성이나 창의성, 자치와 협동, 예술성이나 전 인격성을 기르고자

하는 교육운동은 획일적인 통제에 의해 국가주의적 의식으로 교화(敎化)하고자
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육방침과는 다른 것이었으나, 교과 외 제반활동
이 갖고 있는 본질성과 함께 고유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에 의
한 객관적인 평가 및 활용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고찰된 결과에 근거하
여 현행 교육과정 중 '교과 외 활동'이라 할 수 있는 ‘특별활동(特別活動)’ 및
‘재량시간(裁量時間)’ 영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하고, 일제강점기의 교과 외
제반활동을 현행 특별․재량활동 교육과정의 전사(前史)로 볼 수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의 특별․재량활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의 활
용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의 교육정책이 한국인을
일본인화 하려는 동화정책과 우민화정책에 의한 식민지 교육의 기반구축을 위
한 작업이며, 교과 외 활동도 이러한 한계를 넘지 못하였다는 것에 비추어 일제
강점기 교과 외 활동의 성격과 특징 등을 일제의 교육정책의 목적과 연결하여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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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Korean Educati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Era
― Concentrating on Bunkyo No Chosen 文敎の朝鮮 ―
Song Min-young (Gyeongggi-do Yulgog Educational Institute)

Bunkyo No Chosen 文敎の朝鮮 was first published by Chosen Educational
Society in

September

1925. It help

us to

examine

the

educational

situation in Korea under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my study, I focused on the reality of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Korean educati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by investigating and
interpreting

the

historical

material

of

Chosen

Educational

Regulations 朝鮮敎育令, and especially by conducting study in

Laws

and

Bunkyo No

Chosen 文敎の朝鮮.
My study followed the following steps. First, I grasped the elementary
extracurricular activities based on Chosen Educational Laws and Regulations
朝鮮敎育令.
Second, through analysing, synthesizing and evaluating the theses in Bunkyo

No Chosen 文敎の朝鮮), I examined such extracurricular activities as
observances of commemoration days, athletic meetings, going for an outing
to the suburbs 遠足, club activities, and literary exhibitions.
Third, I discussed the historical meaning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Korean

educati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educational

movement includ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put emphasis on students'
independency and creativity, and their self-government and cooperation,
and aimed to help them nurture artistic sense and their whole personality.
So the education movement was different from the educational policy of

Chosen Chongdogbu 朝鮮總督府, which tried to control Korean people
uniformly

and

educate

them

to

have

pro-Japanese

and

nationalistic

consciousness.
Therefore we need to revisit with a new perspective the essence and

intrinsic educational value of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so that we may
do objective or bias-free evaluation of them and mak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m.
Key Words: Bunkyo No Chosen 文敎の朝鮮, Extra-Curricular Activity,
Discretion Ac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