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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의 ‘국가교사론’ 체제

*

이 경 숙 (경북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만주국의 교사 양성․임용․관리과정에 관한 제도와 실천을 살펴봄으로써, 만주국의
‘국가교사론’ 체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만주국의 교육목적은 만주국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
해 만주국은 국가의 모든 기구를 교육화 하는 ‘교육국가론'과, 교사들을 국민생활을 지도하는 국가
관리로 만드는 ‘국가의 교사론'을 구상하고 실시하였다. 교사를 국가화 하는데 중요한 제도는 교사
양성․임용․관리 방식이었다. 교사양성기관으로서 사범학교는 스스로 국민이 되고 또 국민을 양
성하는 지도자, 즉 ‘대국민(大國民)’으로서 교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국가가 국민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유자격자들로 교사를 임용하고자 하였기에, 주로 사범학교 및 교사양성기관 이수자, 교사
검정시험합격 이후 교사재교육기관 연수자들을 임용하였다. 교사관리방식은 지속적인 재교육, 그리
고 적절한 보상과 처벌이었다. 만주국의 교사정책과 실천은 비단 만주만이 아니라 일본식민지에서
는 유사하게 진행되었고, 이렇게 교사를 지배하는 일본제국주의적 방식이 교사의 교육 자율성을
잃게 하였다.
【주제어】 만주국 교사, 국가교육론, 국가교사론, 사범학교, 교사임용, 교사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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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만주국 교사에 대한 기억
교사가 근대학교제도 역사 속에서 불변의 역할을 맡아왔던 것은 아니다. 스티븐 의 주장처럼
교사는 시대와 공간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 해왔던 존재로서, 가령 최초 학교가 설립될 때 도
시교사들은 아동양육자로서, 이후에는 도덕적 모범자로서 그 역할과 이미지가 만들어져 왔다.
또한, 교사는 학교제도가 국가와 관련을 맺은 이상, 국가와 관계에 따라 요구받는 역할도 수행
하는 역할도 달라진다. 근대학교제도, 더구나 초등교육은 국가에 의해 의무교육으로 정착되었다
는 점에서, 교사는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사는 국가기구의 대리
자라 불리기도 하고, 문화노동자, 변혁적 지식인, 익명의 사회적 지식인이라 불리기도 한다. 한
쪽에서는 국가의 지배 이념과 이익을 전달하는 자로서, 다른 한쪽에서는 당대의 문화를 비판하
고 생산하고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지식인이라고 한다. 즉 국가의 하수인이냐, 비판적 지식인이
냐에 대한 논쟁이다. 이는 국가가 교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의 문제이면서, 당대 교사
가 교사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인식하고 행위할 것인가 하는 긴장과 갈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만규는 일본제국주의시기 식민지 조선의 학교교사는 “민족적 정의감과 인격적 양심을 지
킬 수 없는”, 그래서 존재가치를 부정당하는 가장 불행한 존재라고 하였다. 이만규의 이 해석
은 식민지 조선의 교사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분배하는 도구라는 자괴감에서 나왔다. 식민
지 조선의 교사처럼, 일본의 또 다른 식민지이자 독립국가였던 만주국의 교사 역시 국가의 강
력한 요구를 실행하는 대리자로 기능하였다. 만주국시기 학교교육을 받은 한인들의 기억에 남
아있는 만주국 교사들 대다수는 만주국 국가체제를 대리하는 자들이었다.
1)

2)

일본) 그 정책 그대로 집행해야지. 안 하면 되오. 그저 대개, 이전에 교복에 남색 넥타이를 매
지만, 명절날이면 꼭 하얀 넥타이를 매고 신사참배하지. 명절이랑 일 년에 한 서너 번씩 하오”(문
금옥), “그러니 그때 학교는 교원은 다 조선사람들이지. 이곳에 산 사람은 없지 선생들이 다 외지
에서 왔지. 일본 앞잽이는 말야, 교육을 하면서 일본아이들 정책에 맞춰서 한다는 말이지. 일본아
이들하고 다 똑같았지”(태양촌), “우리 국민우급학교 때는 순전히 조선인뿐이었지만, 그래도 다 일
본식 교육했지. 일본말 쓰고.”(송재덕)
“(

3)

이우진 옮김, 『푸코와
교육』 청계
2) 이만규,『다시 읽는 조선교육사』, 살림터, 2010, 660-661쪽.
3) 구술자: 문금옥, 면담자: 본연구자, 구술일시: 2008.2.2-2.3일, 구술장소: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자택; 면
담자: 태양촌노인들, 면담자: 본연구자, 구술일시: 2008.2.4일, 구술장소: 중국 길림성 왕청 태양촌 독보조;
구술자: 송재덕, 면담자: 본연구자, 구술일시: 2010.12.9-10일, 구술장소: 서울 송파구 자택.
1) Stephen J. Ball ed, Foucault and education: disciplines and knowledge, Routledge, 1990;
,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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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학생과 교사들이 수적으로 절대 우세인 상태에서도 일본제국주의에 충실한 교육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일반적이다. 촘촘한 감시망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교육이란
결국 교실에서 행해지고, 교실에서 행해지는 이상은 감시자들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데도 교사들은 충실한 만주국 교사로서 역할을 다했다.
그렇다고 만주국 설립 이전 조선인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기억까지도 동일하지는 않다. 오
히려 그 때 조선인사립학교 교사들은 민족주의적이었고 교육자적 자세를 갖추었다는 기억이 더
우세하다. 만주국 설립을 전후하여 18년 연속 교사생활을 하였던 안용호는 처음 조선인사립학
교를 설립하여 교육할 때와 만주국 설립 이후 교사들의 교육태도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말한
다.
4)

5)

학교전체가 만주국교육령에 의거하야 교육시설하게 된 후부터는 사립학교를 허용하지 안코 학
교전체가 관립 또는 성립 현립이 되고 보니 …… 교원자신도 교육자라는 자각심과 고매한 정신보
다도 일개의 월급쟁이다 일개의 관리다 하는 의식이 노골화하게 되어 생도들이야 어잿거나 책임
만 면하면 된다하는 調로 나가지 안느냐 하는 것이 염려되는 현상입니다.

안용호는 만주국이 설립되고 국가에서 교사를 “관료적으로 취급 또는 배치”하며, 교사들 스스
로도 “일개의 월급쟁이, 일개의 관리”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족주의적이고 자율
적이며 교육자로서 자부심이 높았던 교사가 관료적 교사가 된 배경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일제는 그들의 식민지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여, 형식상 독립적인 국가 만주
국을 건설하였고 그 국가는 스스로 내외부에 독립국가라 명명하였다. 독립국가를 설립하였다
는 것은, 그것도 타민족이 침략해 들어와서 새로운 국가를 설립하였다는 것은 그 영토 안의 사
람들을 국민으로 만드는 총체적인 기획이 작동한다는 의미이다. 그 중 학교교육은 앞으로 국민
이 될 다음세대를 겨냥한 국민 만들기 기획이다.
학교교육에서 미래의 국민을 직접 대면하고 ‘지도’하는 이들은 교사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교사가 매우 중요하다. 일일이 교실현장을 감시하지 않아도, 국가의 앎을 내면화하여 교육하기
를 기대하고 강요한다. 교사가 관료체계에서 고위직은 아니어도, 그들의 역할은 미세혈관과 같
다. 국가 곳곳에 국민정신이라는 피가 순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의 앎이 가장 기층에
서 흐르게 하는, 매우 사회적 존재이면서도 개개인이 유명하지 않은 익명의 풀뿌리 같은 존재
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국은 국가형성을 위해 교사를 철저하게 국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6)

정협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연구위원회,『연변문사자료 5, 6』, 정협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연구위원회, 1988.
5)『만선일보』1940.4.2(2).
6) 한석정,『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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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양성하고, 임용하고, 관리하는 모든 영역에서 체계적이고도 집요하게 만주국교사를 만드
는 행위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주국이 초등학교의 교사를 어떻게 ‘국가의 교사’로 만들었는지 양성․임
용․관리의 제도화 형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화 형태 이전에, 먼저 만주국이 교육과
교사를 인식하는 방법론을 ‘교육국가론’과 ‘국가교사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교육국가론’은
교육사장(敎育司長)이었던 다무라 토시오(田村敏雄)가 주장한 교육론으로서, 학교를 국가화하고
국가의 모든 기구가 교육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교육국가론’에서 나온 ‘국가교사론’
은 교사가 만주국을 형성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담론이다. 이 ‘교육국가론’과 ‘국가교사
론’에 기초하여, 만주국의 교사가 양성되고 임용 관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주국이
교사 양성․임용․관리과정을 어떻게 제도화하였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이 같은 만주국 교사논
의는 우선, 만주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교육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만주의 조선인 교사들이
양성 임용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만주국 교사논의는 근대적인 국가를 형성하던 만주
국 이 교육과 교사를 어떻게 동원하는지 보여주는 역사로서, 근대국가와 교육의 관계를 조명하
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주국이 실제적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였다는 점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동아시아 식민지에서 어떻게 교사를 통제하였는가를 관찰하는 한 단면이 될 것이
다. 그렇지만 본 연구가 제도연구인 이상, 제도의 의도와 실천 사이에 발생하는 균열을 밝힐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7)

Ⅱ. 만주국의 ‘교육국가론’과 ‘국가교사론’
1. 만주국의 ‘교육국가론’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는 만주국을 ‘키메라 국가’, ‘제국국가’라고 명명하였다. 흔히 ‘괴
뢰국’이라 불리고, 또 명백히 통치권과 경제가 일본에 종속적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기
능하였지만, 동시에 만주국은 막강한 국가권력을 발휘해 국가건립자들의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실험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혼성적인 국가의 성격이 마침내는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환되는
8)

프래신짓트 두아라(Prasenjit Duara,『Sovereignty and Authenticity: Manchukuo and the East Asian Modern』,
한석정 옮김,『주권과 순수성』, 나남, 2006)는 만주국이 근대적인 독
립국가로서 주권을 추구하였으며 이는 제국주의적 권력구조와 모순을 빚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8) 山室信一,『キメラ滿洲國の肖像』, 中公新書, 2004; 윤대석 옮김,『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7)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3;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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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국가, 즉 ‘키메라 국가’였다는 것이다. 이런 만주국의 성격은 교육정책에도 반영되었다. 단
기간에 학교의 양적 성장과 체계적 국가편입을 주도하면서도, 교육의 최종목적은 일본제국주의
를 지향하고 있었다.
일본은 1932년 무력으로 만주국을 건립한 이후, 사회경제문화 모든 영역을 총동원하여 국가
와 국민을 형성하는 총체적 노력을 기울인다. 국가설립 시기가 만주국 건국 제1기라면, 건국
제2기는 산업과 교육을 중시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 즉 “건국정신
의 보급철저”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근본기초를 이루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교육”이었
다. 독립국가를 설립한 만주국이 “건국정신”을 도모하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교육이었던 셈
이다.
만주국은 건국초기에 사립학교 규정(1932년)과 사범교육령(1934년)을 공포하고, 삼민주의에 기
반한 교과서를 폐지하였지만, 이 당시 교육제도는 대체로 과거 중국의 교육제도에 기반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건국 초기 건국정신의 중요내용이 일본정신 ‘황도(皇道)’와는 긴장관계였던
‘왕도주의’였다는 점도 자리하고 있다. 왕도주의는 중일전쟁 이후 그 지위를 사실상 상실하기
전까지 학교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에 경학(經學)을 두었고 학교에
서 공자정신을 추도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만주국 초기, 교육부에서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
책이 있었다면, 하나는 사립학교정책이고, 또 하나는 교사정책이었다. 일본이 조선침략을 개시
하면서 일찍이 사립학교를 통제하였듯이, 만주국은 국가를 설립하면서부터 사립학교를 통제하
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범학교령을 공포하고 교사재교육을 하는 등, 교사들을 만
주국의 교사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만주국이 교육을 국가화 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시기는 1937년 신학제가 공포된 때
이다. 신학제에서는 건국정신에 기반하여 “충량한 국민 양성을 교육방침”으로 하되, 이를 위해
“교육을 국가적 통제” 아래에 두었다. 때문에 학교교육도 교사도 국책에 즉각 응하도록 강요받
9)

10)

11)

12)

13)

14)

15)

『
』
10) 田村敏雄, 「滿洲國の本質と敎育者の使命」,『建國敎育講演集』, 滿洲帝國敎育會, 1939, 3-4쪽.
11) 한석정이 만주국을 “속성 강습반으로서 국가”라고 규정한 것도 만주국이 민간사회 내면에 침투하기
위해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을 중시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12) 民生部敎育司 編,『滿洲國敎育槪要』, 滿洲帝國敎育會, 1941, 87쪽; 奧村敏昭,「滿洲國の建國精神と其の
敎育の實際」,『文敎の朝鮮』137號, 朝鮮敎育會, 1937, 166-167쪽.
13) 駒込武,『植民地帝國 日本の文化統合』, 岩波書店, 1996; 오성철․이명실․권경희 옮김,『식민지제국 일
본의 문화통합』, 역사비평사, 2008.
14) 강막지,「내가 알고 있는 연길사도학교」,『연변문사자료 6』, 정협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연
구위원회, 1988.
15) 중국조선족교육사 편찬위원회,『중국조선족교육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1, 111쪽.
9) Louse young, Japan's total empire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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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 시기에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등 각종 학제와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기존 체제가 ‘국
민학교 4년 + 국민우급학교 2년’ 체제, 그리고 국민고등학교와 실업위주의 중등학교체제로 개
편되었다. 1938년에는 사립학교취제정령을 발포하여 사립학교들을 성립학교 또는 현립학교로
바꾸어 국가체제 속의 학교로 재편한다. 그리고 이런 체제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로서 교사를
중시하여, 1939년 7월에 교사를 국가의 관리로 등용하는 교사관리등용에 관한 제법령을 공포하
고, 1939년 8월에 교사의 자격 및 검정에 관한 개정, 1941년 3월에 사도교육령 및 사도학교 규
정을 개정한다.
신학제 무렵, 만주국에서는 “교육국가론”이 거론되었다. “교육국가론”이 거론된 시기는 “고도
국방체제”라는 전시상황을 강조하고, 일본제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건국정신이었던 왕
도주의도 천황중심사상으로 이전해가던 때이다. 이 때 교육국가론이란, 단순히 학교를 국가화
하는 것 이상이다. 국가의 모든 장이 건국정신을 기르는 교육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교육사장 다무라 토시오는 만주국에서 교육이란 만주국 국가 자체를 만드는 창조적 행
위, 즉 국가창작의 행위라고 말한다. 이 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시공간에 확대 실
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다무라 토시오는 대동학원에서 강연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국가론”을 체계화하여『국가교
육론』을 펴내기에 이른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16)

17)

18)

19)

20)

나는 우리들이 당면해 있는 국가생활의 문제-고도국방국가체제의 정비-를 빨리 그리고 효과적
으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인류생활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국가활동의 전반
을 교육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확신하는데, 그를 위해서 이루어야 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는 전국민, 특히 국민 중 비교적 지도적 지위에 있는 자 전부가 교육적 의식
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 그 두 번째는 모든 국가기구를 교육적 조직으로서, 특히 교육적
시설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화하고 가능한 한 통합-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하는 것이다. 환언하
면, 교육을 학교만의 일로 하지 않고, 모든 조직을 교육의 장소로 하고, 또 그들의 상호관련성을
강화해 가는 것을 급무로 한다.

만주국의 교육국가화를 위해 그가 제안한 방법은 첫째, ‘교사의무법(교사징용령)’, 둘째, 학교
체계의 개혁, 셋째, 군대교육이었다. 첫 번째는 전시동안 교사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교사를 안정
民生部敎育司,『滿洲帝國學事要覽』, 民生部敎育司, 1940; 寺田喜治郞,『大陸の敎壇』, 吐風書房, 1941.
17) 民生部敎育司 編, 앞 책, 9-10쪽.
18) 淸松文雄, 앞 글; 駒込武, 앞 책, 338쪽.
19) 田村敏雄, 앞 글, 1939, 5쪽.
20) 田村敏雄,『敎育國家論』, 滿洲有斐閣, 194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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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두 번째 학교체제의 개혁은 국가의 수요공급에 따
라 학교체제를 정비하고 무엇보다 사립학교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1940년까지 남아있던 조선족사립학교들도 이 시기에 들면 대부분 성립 또는 현립 학교로 개편
된다. 세 번째 군대교육은 군대에서도 국민정신과 전쟁기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국가에 의한 학교교육 장악과 국가의 모든 기구를 교육조직화 하는 “교육국가론”이 만주국에
서 가능한 배경에는 만주국을 아시아의 이상국가로 건설하려던 국가건립자들의 욕망이 있었다.
그래서 만주국은 일본보다 더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국가적 실험을 강행한다. 그 실험 중 하나
로 만주국이 일본보다 더 빨리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로 전환하고 교과통합을 이뤄냈던 것이
다.
21)

22)

2. 만주국의 ‘국가교사론’

교육이 결국은 교사를 통해서 행해진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교육을 중시하는 만주국으로서는
교사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주국 문교부 감학관(督學官)이었던 이치조우(一條林治)와
교육사장이었던 다무라 토시오는 만주건국교육을 위해 먼저 좋은 교사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1937년 신학제 공포 당시, 학교설비와 물적 조건보다 교사의 소질개선과 실력향상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적시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교육국가론”에서 말하는 교사론의 핵심은 교사는 ‘국가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
선은 모든 국민, 특히 지도층이 교사화 되어야 하며, 그리고 각 학교의 교사는 학교 담을 넘어
‘생활의 교사’, ‘사회의 교사 ’, ‘민중대표’ , ‘사회의 지도자’, ‘국민생활의 개척자’, ‘대국민으
로서 도량을 가진 자’ , ‘향촌자위를 위한 교사, 국가자위의 수단으로서 교사’ 여야 한다는 것
이다. 이 때 말하는 ‘생활’, ‘사회’, ‘향촌’, ‘국가’는 국민들의 모든 생활공간을 망라하는 것으로,
23)

24)

25)

27)

26)

28)

정협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연구위원회, 앞 책: 예컨대, 대성중학교와 동흥중학교는 학교통
합 이후 1941년에는 간도성립 제2국민고등학교가 되며, 은진중학교도 1942년 3월 간도성립 제3국민고등
학교로 바뀐다.
22) 駒込武, 앞 책, 350쪽.
23) 一條林治,「滿洲國の師範敎育に就いて」,『汎太平洋新敎育會議報告書』, 刀江書院, 1936, 229쪽; 田村敏
雄, 앞 책, 1941, 109쪽.
24) 民生部敎育司, 앞 책.
25) 田村敏雄, 앞 글, 1939, 28쪽.
26) 文敎部學務司 地方敎育狀況調査班,「地方敎育狀況調査報告」, 1936, 164쪽(『「滿洲․滿洲國」敎育資料
集成 6(下)』, エムイ出判, 1993).
27) 民生部敎育司 編,, 앞 책, 36-37쪽.
28) 寺田喜治郞, 앞 책, 26-27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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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만주국이라는 국가를 의미한다.
학교교사를 ‘국가의 교사’라고 하는 의미는 몇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 우선, 만주국의 교
육자들은 스스로 ‘만주국의 교사’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무라 토시오는 “교사의 마
음” 이라는 글에서 만주국의 교사는 ‘만주국이 왜 존재하는지, 왜 건립되어야 하는지’를 명확
히 하고, 스스로 만주국에서 왜 교육해야 하는지 그 목적의식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히
고 있다. 둘째, 교사는 청소년들을 국민으로 형성하는 자라는 의미이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
들은 아직 인생관이 확립되지 않은 자들로서, 그들에게 국민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해
야 하는 존재들이다. 셋째, 사회의 지도자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사는 사회적 존재로서 마
땅히 학교를 넘어서, 사회 속의 지도자 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사회란 만주
국 국가사회이다. 국가 이외의 사회는 철저히 부정되고 국가만이 유일한 사회로서 사람들이 소
속되고 또 복무해야 하는 장이다. 설령 마을과 같은 사회가 있다 해도, 그 사회는 모두 국가로
수렴되고 국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할 뿐 독자적으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사는 국민들이 있는 모든 사회공간에서 ‘건국정신을 고취하고 가장 빨리 건국정신을 보급침
윤’해야 하는 사회지도자 여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만주국의 국가교사란 스스로 국민
의 일원으로 자각하고, 학생과 전국민을 국민답게 지도하는 모범적 사회지도자여야 한다는 것
이다. 이는 국가입장에서 학교교사가 어떤 공간에서든 만주국 대변자로서 자발성을 발휘하기
를 촉구하는 말이지만, 실상 제도적으로 교사를 국가대변자로 국가사회 어디에서든 동원하겠다
는 의지의 표현이다. 만주국이 교사를 학교에 가두지 않고 사회지도자라 명명하고 국가직화 함
으로써, 교사는 국가가 존재하는 곳 어디에든 호출당하게 된다.
만주국은 교사를 ‘국가의 교사’로 만들기 위해, 실제로 교사를 국가의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
를 채택한다. 1939년 7월 1일부터 “교사들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고 소질향상을 기하려는
견지”에서 교사 자격이 있는 자들은 <공립학교관제> 및 <사도학교관제>에 따라, 국가사무에
종사하는 관리로 임용하였다. 교육담당자의 통칭을 교사로 하고, 자격에 따라 관명을 교유 및
교도로 하였다. 교사의 관리임용은 관리‘대우’를 하는 일본 본국보다 더 강력하게 교사를 국가
가 통제하겠다는 확고한 표현이었다.
29)

30)

31)

32)

33)

34)

35)

田村敏雄,「敎師之存心」,『建國敎育』5券 11號, 滿洲國敎育會, 1939-44. 9-12쪽.
田村敏雄, 같은 글. 1939-44.
31) 田村敏雄, 앞 글, 1939, 28쪽.
32) 文敎部學務司 地方敎育狀況調査班, 앞 글, 164쪽.
33) 田村敏雄, 앞 글, 1939-44, 11쪽.
34) 民生部敎育司 編, 앞 책, 47-49쪽.
35) 寺田喜治郞, 앞 책, 212-214쪽.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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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국가관리직화 만큼이나 교사의 국가화에 중요한 수단은 교사 관리이다. 먼저 사범학
교를 통해 국가가 요구하는 교사를 길러내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사는 임용과정에서 국가의
시험을 통해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 그리고 교사가 된 다음에도 지속적인 재교육을 반복한다.
만주국 건국 첫 해부터 모든 교사들에게 건국정신을 강습하고, 이후에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재
교육시키는 훈련체계를 갖추었다.
36)

Ⅲ. 만주국의 교사 지배 체제
1. 교사양성기관: 대국민(大國民) 양성기관 사범교육

만주국 설립 이후, 만주국이 시행한 즉각적인 교육조치는 사립학교 통제와 교사 통제이다.
사립학교 통제는 반일(反日)적 학교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고, 교사 통제는 국민을 양성할 ‘지
도자’인 교사를 통제하는 조치이다. 교사 통제를 위해서는 먼저 현직 교사들을 재교육하여 만
주국의 국민으로 만들고 그 교사들이 국민을 양성하게끔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장차 교사가
될 이들을 양성하는 사범학교를 재편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조치가 신학제 이
후 공포된 데 반해, 사범교육령은 1934년 8월에 일찍이 공포된다. 이 사범교육령은 “국민의
사표가 될 만한 인격을 도야하는 데 그 본뜻”이 있었다. 그 본뜻을 관철시키려면 사범교육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7가지이다.
37)

38)

건국정신의 철저를 기하는 것, 2. 실천궁행에 노력하는 것, 3. 인격의 전일적(全一的) 도야를
기하는 것, 4. 사회교육자로서의 교양에 노력하는 것, 5. 자발적 연구의 함양에 힘을 쓸 것, 6. 신
체의 단련에 유의할 것, 7. 실험실습실행을 존중할 것.
1.

사범교육에서 유의해야 할 건국정신이란 왕도정치와 민족협화정신을, 실천궁행이란 이론보다
실제를 중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인격의 전일적 도야란 인문학적 교양과 기능적 실무적 지식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교육자로서 교양을 쌓아야 한다는 것은 가정과 사회를 포함한
전 국민을 교화할 의무를 학교교사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교화”의 중심은 마땅히 각 지
역의 학교여야 하고 교사는 지역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므로, 사범교육에서는 앞으로 학부모들
한석정, 앞 책, 113-114쪽.
37) 民生部敎育司 編, 앞 책, 35쪽.
38) 一條林治, 앞 글, 229-233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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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반민중의 지도자가 될 만큼 교양을 쌓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사범교육을 통
해 예비교사를 철저한 국민지도자로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학제가 공포된 이후, 사범학교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사범학교는 사도학교로 명칭을 개칭
하고, 교육기간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사도학교가 국립으로 바뀐 점이다. 이는 교사
를 국가관리직화 하면서, 사범학교도 국가화하기 위해서 꾀한 변화였다. 1940년 현재, 길림사도
학교, 간도(연길)사도학교, 목단강사도학교 등 총 16개 사도학교가 있었으며, 이 중 조선인을
위한 사도학교는 대표적으로 간도(연길)사도학교가 있었다.
39)

40)

<표 1> 1944년 간도성 조선족사범교육개황

학교

소재지 설립

입학자격

과별

국민우급학교졸업 본과1부

국립
간도학교

간도시
연길시)

(

1934

국민고등학교졸업 본과2부
국민우급학교졸업 특수과
교보
훈련1부
교도
훈련2부
종 교유

훈련3부

종 교유

훈련4부

1934

여자국민고등학교
졸업

사도과

1

1938

여자국민고등학교
졸업

사도과

1

3

2

간도성립
용정
용정여자
국민고등학교
간도성립 간도시
여자
국민고등학교 (연길시)
합 계

수업 졸업후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연한 자격
2종
4년
교유 3 160 16
2종
1년
교유 1 23
2년
교도 4 204
6개월
교도 1 37
3종
6개월
교유
2종
6개월
교유
1종
6개월
교유
년

2종
교유

년

종
교유

1

24

10

448

2

16

民生部 編,『中等程道以上 各種敎育施設設置表』, 滿洲國民生部, 1940.
40) 중국조선족교육사 편찬위원회, 같은 책, 154쪽: 간도사도학교는 1934년부터 1944년까지 총 1,92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간도성 이외 조선인 초등학교 교사양성을 위한 사도학교로는, 하얼빈제2사도학교
(본과 1부, 학생수 200명), 목단강사도학교(특수과, 본과1부), 길림사도학교, 통화사도학교(특수과), 유하사
도학교(본과1부), 봉천제3사도학교9본과1부)가 있었다. 한편 1934년 설립된 길림사도고등학교는 1942년
길림사범대학으로 바뀌어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이 된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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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학교 과정은 본과와 특수과로 나눠지는데, 본과는 국민우급학교 졸업자가 입학하여 4년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과, 국민고등학교 졸업자가 입학하여 1년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을 졸업하면 제2종 교유면허장을 받는다. 특수과는 국민우급학교 졸업자로서 2년 과정
을 마치고 교도면허장을 받아 국민학교에 배치되는 과정이다. 특히 신학제 이후 사도학교 과정
을 개정하면서, 본과에 국민고등학교 졸업자를 입학시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41)

국민고등학교졸업정도이상의 자를 입학시켜서 수료연한 1년으로 하는데, 그 체계를 입안한 이
유는 다음 두 가지 점에 있다. 그 첫째는 만주국교사에 대한 기대는 단순히 학교의 교사라고 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의 지도자이고 국민생활의 개척자로 하고자 하므로, 적어도 중견국민양
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고등학교의 과정을 종료하고 또 그에 의해 실업적 훈련을 체득하고, 진
정으로 신학제의 주목적인 실학존중의 실천적 지도력을 함양하고, 그 기초 위에 서서 교사로서
소양을 부여하는 데 있다. 또 하나는 교사의 생활태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광대하게 하고
싶다는 점, 바꾸어 말하자면 교사로서의 도량을 단순한 교사로서가 아니라 대국민(大國民)으로서
견지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있다. 종래처럼 초등학교를 마친 정도의 사상이 견고하지 않은 자에
게, 머리에서부터 사도교육을 철저히 주입하는 것은 자칫하면 교사로서만의 작은 사상에 굳어져
버릴 염려가 있다.

이처럼 사도학교 본과 과정생을 통해 만주국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구현하는 학교의
교사이자 사회의 지도자, 즉 ‘대국민(大國民)’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40년에 만주국에서 세운 <초등교육10개년계획> 에 따르면, 부족인원 대다수를 장기
적으로 사범학교 출신자들로 확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도학교 진학희망자는 필요한 인원수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주국에서는 입
학생을 늘이기 위해 1940년「사도학교 진학희망자 지급제도」와「사도학교 입학자 추천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사도학교 진학희망자 지급제도」는 국민고등학교 재학생 중 사도학교 진학희
망자에게 매달 학자금을 지급해주고, 국민고등학교 졸업 후 사도학교에 진학할 의무, 사도학교
졸업 후 교사로 복무할 의무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리고「사도학교 입학자 추천제도」는 사도
학교 입학자 중 4/5를 각 시현에서 추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사도학교 입학
희망자 격감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사가 되었을 때 출신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
라고 보았다.
사범학교에서 가르친 교과목 역시 신학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 신학제 이후에는 경학 과
목이 없어지고 국민도덕, 이후에는 건국정신과 같은 교과목이 만들어졌다.
42)

43)

民生部敎育司 編, 앞 책, 36-37쪽.
42) 民生部敎育司 編, 앞 책, 40-41쪽.
43) 民生部敎育司 編, 앞 책, 80-81쪽;『만선일보』1940.8.4(7).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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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범학교 교과목44)

학교
길림성제4사범
학교, 1936년
국립간도
사도학교,
1938년 이후

설치 교과목
수신, 경학, 교육, 만어(한어), 일어, 영어, 역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식물, 체육,
음악, 도화, 실습
특수과(국민우급학교 국민도덕, 교육(강의+실습), 국어(강의+실습), 실업(강의+실
졸업자 모집, 2년제) 습), 역사 및 지리, 수학, 이과, 도화수공, 체조, 음악
본과 ( 국민우급학교 국민도덕, 일어, 만어(한어), 수학, 이과, 역사, 지리, 교육학,
졸업자 모집, 4년제) 심리학, 논리학, 실업, 체조, 음악, 도화, 수공, 교육실습

교과목만 변경된 것이 아니다. 간도사도학교를 1935년에 입학하여 1940년에 졸업한 강막지는
사범학교의 황민화가 매우 격심해졌다고 증언한다. 1935년 사도학교 입학 이후 일본어 과목과
일본인 교원이 증가하고, 본과에 들어간 1937년 이후에는 모든 과목을 일본의 사범학교 교재로
수업하고 교수용어는 일본어가 되었다. 그리고 각종 규율도 엄격하게 집행해서 매일 조회 때
황거요배를 하였으며, 혹독한 군사훈련, 서로 뺨치기와 같은 잔인한 체벌, 일상적인 보고와 검
열을 행하였다. 1942년 길림사범대학에 입학한 한진옥 또한 “민족차별이 심하고 근무로동 등
강제노동이 많고 군사교련이 많은데 염증”이 났다고 회고한다.
조선의 사범학교에서도 사범학교의 한자표기를 ‘死半(시한)’이라고 쓰고 ‘들어가면 반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학교라고 할 만큼, 일제의 사범학교 규율은 매우 엄격했다. 사범학교의 엄격
한 규율과 교육과정은 조선이나 만주나 다르지 않았다. 때문에 조선의 사범학교 졸업자들이 만
주국의 교사가 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일제가 어디에서든 사범학교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
였던 것은 철저하게 일본제국주의에 익숙한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였다. 스스로 익숙해져서,
자발적으로 국가에 부응하게끔 하는 정책이었다.
45)

46)

47)

2. 교사임용제도: 국가의 자격증제과 임용시험제

근대학교제도는 학교교육의 표준화를 요구하였고, 교육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교
육하더라도 동일한 양과 질을 교육할 수 있는 자, 즉 표준화된 교사를 요구하였다. 그 표준화를
강제하는 방식은 국가가 제공하는 자격증을 갖추는 것이었다. 근대학교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48)

중국조선족교육사 편찬위원회, 앞 책, 151-156쪽.
강막지, 앞 글, 128-129쪽.
46) 한진옥,『韓鎭玉家志』, 개인인쇄물, 2006, 43쪽.
47) 사범학교라고 할 때 ‘사범’의 일본어발음은 ‘시한’인데, 이 발음은 ‘死半’을 읽을 때도 동일하다.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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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初等敎育敎師免許狀에 관한 제규정(민생부령 제28호, 1939.8.2일 개정)49)

자격증

교유
제1종
면허장

교유
제2종
면허장

교유
제3종
면허장

초등교육
교도

48)

자격소지자
1. 중앙사도훈련소에서 민생부대신이 정한 과정을 마친 자(제13조 제1호)
2. 고급사범학교졸업자로서 신경교원강습소를 졸업한 자
3. 고등사범학교부설임시초등교원강습소를 졸업한 자
4. 초등교육교유 제1종면허장에 해당하는 외국의 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검정위원회의 전형에 합격한 자
5. 초등교육교유 제2종면허장을 가진 자로서 5개년이상 초등교육교사의 직에 있어서 검정위원회의 전형에
합격한 자
6. 초등교육교유 제2종 면허장에 해당하는 외국의 교사자격을 가지고 5개년 이상 초등교육 또는 그에 유사
한 외국 교직에 종사한 자로서 검정위원회의 전형에 합격한 자
1. 사범학교, 여자국민고등학교 사범과, 고급사범학교, 도는 그에 준하는 사범학교에서 민생부대신이 지정한
다음 학교(*생략)를 졸업한 자
2. 민생부대신이 지정한 초등교육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을 졸업한 자
3. 중앙사도훈련소에서 민생부대신이 정한 과정을 수료한 자 본부채용에 관계된 중앙사도훈련소양성과 제3
부 과정을 수료한 鮮系교사
4. 초등교육교유 제3종면허증을 가진 자로서 면허장을 취득한 후 1개년 이상 교직에 있어 지방사도훈련소
제3부에서 민생부대신이 정한 과정을 수료한 자
5. 국민고등학교, 여자국민고등학교,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자, 본령 시행전 전 지방사도훈련소를 졸업한 자
6. 초등교육교유검정에 급제한 자
7. 초등교육교유 제2종 면허장에 해당하는 외국 교사자격을 가진 자로 검정위원회의 전형을 합격한 자
8. 초등교육교유 제3면허장 또는 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3개년 이상 초등교육교사의 직에 있은 자로
서 검정위원회의 전형에 합격한 자
9. 초등교육교유 제3종면허장에 해당하는 외국 교사자격을 가진 자로 3개년 이상 초등교육 또는 그에 유사
한 외국 교육에 종사한 자로서 검정위원회의 전형에 합격한 자
10. 부령개정에서 교유 全科敎諭의 면허장은 교유 제2종으로 간주하여 고침으로써 교유 제2종 면허장을 수여
1. 민생부대신이 정한 초등교육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을 졸업한 자
2. 초등교육교도면허장을 소유한 자로서 지방사도훈련소에서 민생부대신이 정한 과정을 마친 자
3. 구제 고등소학교 또는 고급소학교 졸업정도로서 입학자격이 있는 수업연한 4개년의 구제사범학교를 졸업
한자
4. 초급중학교졸업정도로서 입학자격이 있는 수업연한 1개년의 사범강습과 또는 그와 동등한 정도의 구제사
범학교를 졸업한 자
5. 초등교육교도면허를 가진 자로서 4개년 이상 초등교육교사의 직에 있어서 검정위원회의 전형을 합격한 자
6. 국민고등학교, 여자국민고등학교 및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검정위원회의 전형에 합격한 자
7. 초등교육교유 제3종면허장에 해당하는 외국교사자격을 가지고 검정위원회의 전형에 합격한 자
8. 초등교육교도면허장에 해당하는 외국교사자격을 가지고 4개월 이상 초등교육 또는 이에 해당하는 외국교
육에 종사한 자로서 검정위원회 전형에 합격한 자
9. 외국에서 중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동등정도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검정위원의
전형에 합격한 자
1. 사도학교특수과 과정을 수료한 자
2. 초급사범학교 및 그에 준하는 구제 사범학교로서 민생부대신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3. 민생부대신이 지정한 초등교육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을 졸업한 자
4. 지방사도훈련소에서 민생부대신이 정하는 과정을 수료한 자
5. 초등교육교도검정에 합격한 자
6. 초급중학교 이상 학교를 졸업하거나 그와 동등정도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로서 검정위원회의
전형에 합격한 자
7. 초등교육교도면허장에 해당하는 외국교사자격을 소유한 자로서 검정위원회의 전형에 합격한 자

이경숙,「일제시대 시험의 사회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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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학교교육이수나 시험합격이 인간능력을 보증한다고 보고, 학교교육이수자나 시험합격
자에게 특정 자격을 부여하였다.
만주국에서는 교사자격증과 관련된 별도의 법규가 없다가 법으로 규제를 시작한 것은 신학
제 이후이다. 신학제 이후 교사는 교유(敎諭)와 교도(敎導)로 나누고, 1939년 8월 교유는 또 다
시 제1, 2, 3종 교유로 나누었다. 초등교사의 자격검정은 각성과 특별시에 있는 ‘초등교육교사
검정위원회’에서 행하고, 검정은 학과시험검정과 전형 두 가지로 실시하였다. 학과시험검정은
제2종 교유 및 교도의 검정에만 제한하고, 전형은 교유와 교도의 자격검정에 대해 실시하였
다.
그렇지만 신학제 이전에 별도 규정이 없었다고 교사들이 무자격자였던 것은 아니다. 1934년
도부터 이미 만주국은 교사들의 졸업학교와 자격유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각 학교에도 사
범학교 졸업자들이 많았다. 조선인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만주국 건국 초기부터 도시학
교를 중심으로 이미 사범학교 출신자들이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조선의 사범
학교나 교원양성기관을 졸업한 이들이었다(<표 4> 참조).
50)

51)

<표 4> 1935년 조선인 초등학교의 교사 상황52)

신경보통
학교
간도중앙
학교

총교원수
(교장포함)
17명
(교장 1 + 교원
16명(조선인 14,
일본인 3)
23명
(교장 1 +교원
22명(조선인 15,
일본인 8))

사범학교 및
사범과․강습과․연습과․
교원양성소 졸업
10명
(평북사범 4명, 경성사범 2명,
평남사범 1명, 일본의 사범 2명 등)
19명
(함북사범학교 졸업자 다수,
길림성립제4사범 1명,
동경제대농업교원양성소 1명)

검정시험
명

4

1명
소학교 및
보통학교
2종시험)

(

기타
3명
의주농업학교,
용천문회고급중학,
용정광명고등여학교)
3명
(공업학교, 고등여학교,
관서학원 졸업)
(

民生部敎育司 編, 앞 책, 63-69쪽.
50) 民生部敎育司 編, 앞 책, 58-60쪽.
51) 文敎部學務司內 地方敎育狀況調査班,「地方敎育狀況調査報告書」, 1934(『「滿洲․滿洲國」敎育資料集成
6(下)』, エムイ出判, 1993); 濱江省公署敎育廳,「濱江省敎育槪況」, 1936.10(『「滿洲․滿洲國」敎育資料集成
6(上)』, エムイ出判, 1993, 574쪽): 가령, 1935년 3월 현재 길림성 덕혜현의 소학교교사 258명 중 사범학
교, 사범학교 강습과, 검정합격자가 124명, 보통중학교 및 실업학교 졸업자가 62명, 기타가 32명이다.
52) 滿洲帝國國務院敎育部,「在滿朝鮮人敎育査定表」, 1935.12(『「滿洲․滿洲國」敎育資料集成 12』, エムイ
出判, 1993, 111쪽, 141쪽).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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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시의 대규모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1939년이 될 때까지도 무자격교사가 여전히 많
았다. 1939년 8월 당시 교사자격자(교유, 교도)가 무자격자인 교보(敎輔)보다 두 배 많지만, 교보
역시 1/3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자격자에게는 임금인상과 승진기회가 주어지지만, 무자격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므로 무
자격자는 교원강습소나 사범학교 훈련부에서 연수를 받거나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획득
하고자 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교사로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다시 말해 교사는 국가의
교원양성기관 이수자이거나 국가가 실시하는 교원시험 합격자여야 했다.
교사임용은 각 성장(省長)에 의해 의무발령을 받는 사도학교 졸업자들로 채워졌다. 1939년 12
월에 간도성에서는 간도사도학교와 간도여자국민고등학교 사범과 졸업생 166명을 간도성 내 각
학교에 배속시켰다. 사도학교 졸업자로 부족한 교사는 교사검정시험 합격자로 채웠다. 1940년
에 만주국이 설계한 초등학교 교사충원계획을 보면(<표 5>참조), 부족한 교사 대다수는 장기적
으로 사도학교와 교사양성기관 이수자를 확보하여 교사발령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 부
족한 교사는 검정시험 합격자를 채용할 계획인데, 1942년도에 2,472명, 1943년에 1,243명을 선발
할 예정이고 이후 시험합격자는 급격히 줄일 계획이었다.
53)

54)

<표 5> 1940년에 입안한 초등교육십개년계획55)

수요교사수
전년도
년도/ 말 학급 자연
종별 재직 증가에 퇴직 계
교사수 따른 교사수
교사수

공급교사수
사도학교
여자 임시
국고 초등
교원
본과 특수과 사도과 양성소

1941

42,204

4,112

2,961

7,073

1,483

1,168

550

1942

4,6416

3,960

3,249

7,209

2,674

2,052

1943

50,376

4,400

3,526

7,926

3,250

1944

54,776

4,253

3,834

8,087

3,250

1945

59,029

3,572

4,132

7,704

3,250

1940년 현재 재직교사수 42,304명

검정
합격자 연도말
부족수 및 재직
무자격 교사수
채용수

중앙
사도
훈련
양성과

계

1,200

200

4,601

2,472

2,472

46,416

550

500

200

6,066

1,243

1,173

50,376

2,900

800

500

200

7,650

276

276

54,776

2,900

500

500

250

7,400

387

387

59,029

2,900

800

500

250

7,700

4

4

62,601

년 4월 문교부에서 실시한 초등교사 검정시험 에서 시험과목은 건국정신, 일어, 수학,
이과, 교수법, 지리역사, 도화, 한문 등 8개 과목이었다. 조선인 수험생은 여기에 조선어와 한자
1937

56)

년 조선인 교사 중에는 자격자가 779명, 무자격자가 334명, 중국인 교사 중 ‘유자격자:무자격자’는
‘25,653명:11,001명’이며, 일본인 유자격자는 569명이다: 民生部敎育司 編, 앞 책, 54쪽.
54)『만선일보』1940.1.29(3).
55) 民生部敎育司 編, 앞 책, 41쪽.
56) 중국조선족교육사 편찬위원회, 앞 책, 156-157쪽.
5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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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해서 시험을 쳤다. 검정시험은 지필시험 이외에도 품행시험, 신체검사, 사상심사를 거쳐
서 사상불량자는 배제하고 교사를 선발하였다.
교사검정시험의 배경에는 1930년대 후반부터 고질적이었던 교사부족현상이 있다. 교사부족현
상은 초등교육 수요자와 학교는 증가하는데 반해, 교사 공급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
쟁 말기에는 전쟁터로 끌려가는 일본인 교사들로 인해 교사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했다. 이 현상
은 일본, 조선, 만주 공히 발생하였다.
조선인 학교에서도 계속 교사가 부족하자, 만주국에서는 조선의 교사를 임용하였다. 먼저 만
주국측과 조선총독부는 1941년 만주국내 조선인 교육의 기본방침을 ‘황국신민연성’으로 정하면
서, 조선에서 만주로 교사를 파견할 것도 합의했다. 그리고 조선인개척지의 초등학교 교사양
성을 위해, 철령에서는 개척지교사양성소를 설립하여 개척지 교사를 양성하였다. 또 1940년대
에는 만주국 휘남현 학교조합에서 조선의 중등학교에 “충량한 제2국민 연성자”인 예비교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39년부터는 조선의 중등학교 졸업자들에
게 만주의 교사검정시험을 치게 해서 합격하면 중앙사도훈련소에서 3개월 연수를 시킨 후 교사
로 배정하였다. 1939년 3월에는 조선인 교사 50명 채용을 위해 시험을 쳤고, 1940년 3월 시험
에서는 현직교사 13명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34명을 선발하였다. 이 해는 신경, 평양, 경성, 대
구에서 시험을 실시하였고, 응모자격은 중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희망자 제출
서류는 지원자 이력서, 학업성적표, 인물고사서, 신체검사서, 가족조서(家族調書) 등이었다.
1941년 4월에는 모집인원 30명, 1941년 12월에는 모집인원 100명으로 조선인 교사를 선발하였
다 .
57)

58)

59)

60)

61)

62)

63)

교사부족 문제는 만주국, 일본, 조선에서 1930년대 후반에 공히 겪는 문제였다. 이는 교사 이직률이 높
고 교사희망자가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전쟁말기에는 교사들도 징병대상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까닭도
있었다. 이 점에서 교사부족은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이 빚은 한 교육단면이었다: 「徵兵, 義務敎育, 總動
員 問題로 軍部와 總督府 當局에 民間有志가 問議하는 會」,『삼천리』11권7호, 1939.6, 30-39쪽;『만선일
보』1940.3.30(2); 寺田喜治郞, 앞 책, 22-24쪽.
58) 夏山在浩,「재만조선인의 금후교육, 재만조선인교육문제를 위한 시찰단기」,『삼천리』13권7호, 1941.7,
106-108쪽.
59)『만선일보』1940.5.19(2).
60)「初系初等敎育敎師志望者推薦方依賴之件」, 1942.12.1, 발신: 통화성 휘남현 교육회장 대리 樣子哨街公
立國民學校長 長谷川成美, 수신: 대구 계성학교장,『계성학교졸업관계철』, 1941-44.
61)『동아일보』1939.3.5(2), 1939.3.10(4).
62)『만선일보』1940.1.9(2), 1940.1.26(2), 1940.3.3(2), 1940.4.10(2).
63)「朝鮮人開拓地鮮初系初等敎育銓衡ノ件」, 1941.12.12, 발신: 내무부장, 수신: 경북공립중학교장, 대구, 안
동공립농림학교장, 김천중학교장, 계성학교장,『계성학교졸업관계철』, 1941; 大明堂書店,『敎員と文檢』,
제7권 1-6호(제2호), 大明堂書店, 1942: 1941년 12월 모집사항에는 현직 교원은 검정시험 해당자격이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 조선 내에서도 교사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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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만주국의 교사임용방식은 국가의 교사양성기관을 졸업한 유자격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자격자는 건국정신을 포함한 지필시험과 사상고사를 통과하거나 국가기관의
연수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사를 일차적으로는 국가가 인정하는 국민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 그 교사들이 학생과 전국민을 만주국 국민으로 만들 것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3. 만주국 교사 관리제도: 재교육 연성과 교사보상책

재교육 연성주의 - 중앙사도훈련소 및 연수
‘만주국의 교육은 국가를 창조하는 작업’ 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 학교교육제도, 그리고 이
를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 그런데 건국 이전부터 교사였던 자들이 만주국 교사의 다수라는 사
실은 만주국 건국자들에게 불안요소였다. 그래서 만주국은 교사들을 투철한 국가의식을 갖도
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재교육하였다. 재교육을 통해 교사를 무자격자인 교보에서 유자격자인
교도로, 교도에서 교유로, 교유는 또 다시 제3종, 제2종, 제1종으로 단계적으로 상승해가도록 구
조화하였다. 이런 방침을 일러 만주국 스스로 ‘재훈련주의’ 또는 ‘연성주의’라고 했다. 이 정책
에 따르면, 매 단계 올라갈 때마다 재교육을 받고 마침내 최고단계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교사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교육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교사재교육은 건국초기부터 왕성했다. 건국 첫 해 여름, 모든 교사들이 나흘 동안 건국정신
에 관한 강습을 듣고 , 각 성(省)의 교육청장들은 만주국교육방침에 대해 이틀간 토론하고, 가
을에 전국 교장과 교원 200명을 신경에 모아 국무총리 등 정부인사들이 하는 건국정신에 관한
강연을 듣게 하고, 그 강연 내용 및 건국관련 선언 등을 채록한 교육자료집(『보급 건국정신의
교육자료 제1집』)을 전국교원에게 배포하였다. 이런 연수는 교장단 차원에서, 또는 각 현과
성 단위에서도 계속 되었고, 같은 민족 교사들끼리의 연수를 통해서도 실시되었다. 가령 1940년
7월 돈화현에서는 ‘선계(鮮系)초등교육연구회’에서 주최하여 5일간 조선인 초등학교 교사 전원
을 소집하여 ‘교육자의 수양, 시국에 관한 각오’ 등을 재교육하였다. 교사들 중 일부를 선발
하여 유학생으로 일본에 파견한다든가, 시찰할 기회도 제공하였다. 그리고 교사단체를 결성하여
단체를 통한 재교육도 지속하였다. 예컨대, 일본과 만주, 중국 교육자들이 참석하는 동아교육협
1)

64)

65)

66)

67)

68)

69)

寺田喜治郞, 앞 책.
65) 民生部敎育司 編, 앞 책, 44쪽.
66) 田村敏雄, 앞 책, 1941, 121-122쪽.
67) 한석정, 앞의 책, 113쪽.
68) 關東軍參謀部,『建設途上におけゐ滿洲國 第一輯』, 關東軍參謀部, 1933.
69)『만선일보』1940.7.28(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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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결성하여 교사회원 6백 여 명을 재교육시켰으며 , 전국에 만주제국교육회를 결성하여
교과서를 출판배급하고 교사연수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교사 재교육의 일반적 방식은 국가가 설립한 훈련기관을 통한 연수였다. 중앙사도훈
련소는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교사연수기관으로, 1933년 국립교원강습소로 창설되었다가
1938년 중앙사도훈련소로 개칭하였다. 이 기관에서는 창설부터 1937년까지 1,832명의 교사를 재
교육했다. 중앙사도훈련소로 개칭하던 1938년에 각 지방에는 지방사도훈련소를 설치하여, 지방
의 교사를 재교육하였다. 지방사도훈련소는 설치 이후 처음 11개소에서 1940년 18개소로 늘어
났고, 1941년에는 사도학교와 통합하여 사도학교 내 훈련부로 정착되었다. 중앙사도훈련소
와 사도학교 훈련부는 모두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국립으로서, 교사재교육을 국가가 장악하
고 있었다.
중앙사도훈련소는 국립교원강습소 시절에는 재교육기간이 1개월이었지만, 점차 3개월, 6개월
등으로 연장되었고, 재교육 대상 과목은 일본어, 건국정신, 경학 등이었다. 그러나 1938년 중앙
사도훈련소가 된 이후 재교육기간은 1년으로, 그리고 또 다시 2년으로 연장되었다. 중앙사도훈
련소는 주로 간부교사들을 재교육하는 곳으로, 이곳의 재교육과정을 거쳐야 1종 교유면허장을
받고 교장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중앙사도훈련소는 설립취지에서 “건국정신의 대의와 방일조서(訪日宣詔)의 취지를 철저히 하
는 것과 함께 제국교육의 근본 뜻을 명확히 하여 사도(師道)의 수련”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훈
련소의 훈련강령은 다음 7가지이다.
70)

71)

72)

73)

74)

75)

76)

(1) 정신훈련을 기조로 하여 동방도덕의 진의를 발휘할 것, (2) 제국교사의 진수를 파악하여 교
육보국의 결의를 견고히 할 것, (3) 규율, 절제, 복종, 협동 등의 실천력을 더 높여 완성하고 책임
관념을 깊게 하고 희생봉사의 정신을 왕성하게 하고 솔선수범의 미충을 함양할 것, (4) 엄격한 내
무생활에 의해 철저한 단체훈련을 시행할 것, (5) 적격한 지식기능의 연마향상을 기할 것, (6) 제국
내외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7) 국어는 제1부생(만계)에 대해서는 일어를, 제2부생(일계)에
대해서는 만어를 익히도록 할 것.

『만선일보』1940.4.29(2), 1940.5.2(2), 1940.5.13(2): 이 교육협의회의 목적은 “동아민족의 각성, 동방문화
의 발양, 공산사상의 절멸, 교학사상의 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71)『만선일보』1940.6.22(7).
72) 民生部 編, 앞 책, 1940.
73) 民生部敎育司 編, 앞 책, 44쪽.
74) 寺田喜治郞, 앞 책, 214쪽.
75) 伊藤猷田,『鮮滿の興亞敎育』, 日黑書店, 1942, 107쪽.
76) 伊藤猷田, 같은 책, 109쪽.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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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앙사도훈련소 훈련과정

과정
속성과 제제12부부

입소자격
수업기한
현직초등교사
1년
현직중등교사
1년
일본고등소학교졸업정도
3년
제1부
일본중등학교졸업정도
2년
양성과 제2부 일본의 전문학교이상 졸업정도 6개월
제3부 조선의 중등학교졸업정도
6개월
강습과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다.

졸업후자격
초등교육제1종교유
없음
초등교육
제1종 교유
중등교육교유
초등교육제2종교유

수용자
60
40
300
150
50

건국정신에 충실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훈련강령에 따라, 훈련과목은 건국정신, 교육, 제국내
외사정, 일어, 자연과학, 체육, 실습, 특별연구 및 특별강연 등 9과목이다. 그 중 ‘건국정신’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건국정신」이라는 과목은 훈련소장이 직접 담당하고, 매일 아침 황실과 제
실에 요배를 하고 교육보국의 신념을 새롭게 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만주국 축제일
과 기념일에 기념행사를 하고 신사와 충로탑을 참배하고 감상발표회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제국내외사정」이라는 과목은 만주국내에 대해서는 만주의 행정, 재정, 경제, 군비치안, 농사사
정, 협화회 및 국내사정에 관한 일반지식을, 그리고 만주국외에 대해서는 일본사정을 주로 하여
일본과 만주의 불가분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외교 및 국제사정에 대해 가르친다. 중
앙사도훈련소의 일상적 훈련방식은 좌담회, 방일여행, 행군, 농촌실습조사 4가지로 행하였다.
중앙사도훈련소는 기본적으로 간부교사의 재훈련기관으로서 속성과를 두지만, 1939년 이후
매년 일본과 조선에서 채용되는 교사들을 위해 양성과를 설치하였다. 가령 1939년, 1940년도에
조선에서 온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중앙사도훈련소 양성과에서 훈련을 받고 각 학교에 배치를
받았다.
중앙에 중앙사도훈련소가 있다면 , 지방에는 지방사도훈련소(1938년) 또는 사도학교 훈련부
(1941년)가 초등교사 재교육을 담당하였다. 사도학교 훈련부에서는 일상의 생활훈련을 체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학력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만주국은 이처럼 자격증 취득과 승진을 위해서는 교사들 대부분이 연수기간의 재교육을 거
77)

78)

79)

80)

伊藤猷田, 같은 책, 110-111쪽.
78) 民生部敎育司 編, 앞 책, 39-40쪽.
79) 중앙사도훈련소는 1943년에 길림사도대학에서 운영권을 갖게 되어 길림사도대학연성과로 변경되었다:
김경일 외 3명,『동아이사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2004, 239쪽.
80) 民生部敎育司 編, 앞 책, 46쪽.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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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도학교 훈련부 과정

부별
제1부
제2부
제3부

입소자격
초등교육 교보로 1년 이상 교직에 있던 자
초등교육교도로 2년 이상 교직에 있던 자
초등교육제3종교유로서 1년 이상 교직에
있던 자
2종교유로서 1년 이상 교유로
제4부 초등교육제
있던 자

졸업후 자격

초등교육 교도
초등교육 제3종 교유
초등교육 제2종 교유
중앙사도훈련소양성과 제1부 입소할 우선권
부여

치도록 구조화해 두었다. 연수기간의 재교육은 철저하게 교사들에게 국가의 관료임을 각인시키
기 위한 장치로서, 관료를 양성하는 대동학원에 비유되곤 하였다.
81)

관리등용 및 보상
일본에서 교사의 직위가 관리‘대우’이며 소학교교장이 최고 승진해도 고등관 5급 대우까지인
데 반해서, 만주에서는 간임관(簡任(勅任))까지 승진가능했다. 이는 만주국의 강력한 국가권력
때문에 가능했던 정책으로서, 교사 개인으로서는 직업의 안정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교사의 직업 안정성은 그다지 높지 못해서, 사도학교 입학생도 줄고 교사경력자
들의 전직률이 한때 18%에 달한 때도 있었다. 그러니만큼 교사의 경제적 처우에 대한 불만
도 항상 높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주국에서는 2차례에 걸쳐 교사의 처우개선정책을
편다. 1939년 7월 1일 시행된 1차 개선 때는 “문교진흥의 근본 요소인 교사의 소질향상과 더불
어 지도통제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사를 관리직화 하고 임금을 올려주었다. 그러나 중국
인과 조선인, 그리고 일본인 사이의 임금 격차는 매우 차별적이었다. 임금 조정 후에도 중국인
보다 조선인이 2배, 일본인이 3배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하였다. 2차 처우개선은 1940년 7월
1일 시행하였다. 이 개선책에서 임금상승폭은 1차 개선 때보다 적었다. 임금상승은 낮지만 『만
선일보』에 따르면, 기존 경력본위의 교사평가방식을 “인물식견, 근무, 성적 등”을 우선 고려하
는 것으로 바꾸었다. 2차 임금 개선책도 역시 민족간 임금차별은 높았다.
2)

82)

83)

84)

85)

伊藤猷田, 앞 책.
82) 寺田喜治郞, 앞 책 214쪽: 만주국 고등관은 특임관(친임), 2등급으로 분류되는 간임관(칙임), 3등급 이하
의 천임관으로 나눠진다.
83) 田村敏雄, 앞 책, 1941, 109쪽.
84) 民生部敎育司 編, 앞 책, 54쪽: 1939년 현재 중국인 유자격 교사는 29.74원, 조선인은 55.98원, 일본인은
128.00원이었다. 일본인 교사는 중국인에 비해 4배, 조선인에 비해 2배 이상의 임금을 받았고, 중국인과
조선인 교사 사이에도 약 2배가량의 차이가 났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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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은 교사들에게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호라는 국가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이었
다. 그러나 교사의 국가관리직화는 교사가 국가의 관료위계질서 속에서 기능을 한다는 것이 본
질적 의미이다. 다시 말해, 교사는 국가가 동원하는 자로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이지, 국가에 대한 반대나 비판의 권한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사는 만주
국과 일본의 기념일, 축제일마다 국민으로서의 의례를 갖추었고 학생들을 국가행사에 동원하였
다. 전쟁 말기에는 학생들을 동원하여 전쟁교육과 근로활동에 열을 올렸다. 이 때문에 이에
동의할 수 없는 교사들은 조선인학교들이 통폐합되거나 일본인 교장이 파견될 때 일본인 교장
과 갈등을 겪고 연속 사직하거나 체포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86)

87)

Ⅳ. 결 론
교육국가론’에 기반한 만주국 교육제도는 국가와 국민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 교
사들은 국가의 교사가 되기를 요구받고, 양성되고 임용되며 관리받았다. 국립 사범학교의 교육
내용과 엄격한 규율을 통해 국가교사로 길러지고, 국가가 공인한 유자격자가 교사로 임용되었
다. 교사가 된 이후에도 건국정신을 체현하고 지도할 사회지도자로서, 교사는 국가의 지속적인
재교육대상이었고 국가관리로서 역할을 부여받았다. 만주국은 교사를 국가의 교사로 만들기 위
한 체제를 갖추고 그 체제 속에서 교사를 양성하고 관리하였다. 송진경 의 분류에 따르면, 만
주국이 기획한 교사의 국가화란 교사를 사회지향적(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일지향적)이며 적
응지향적인 ‘기능인 교사’를 만드는 행위에 속한다.
근대국가의 교사 동원은 비단 만주국만의 특성은 아니다. 근대국가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
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나 만주국은 복합적인 민족을 대상으로 외부침입자가
건립한 근대국가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국민 정체성을 형성해야했고, 이를 위한 교
사 동원은 다른 국가보다 더욱 체계적이면서도 집약적 형태를 띌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만주국은 형식상 독립국가였지만, 내용상 일본의 식민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국
은 교사들에게 ‘국가의 교사’일 것을 요구하면서도, 일본제국주의의 신민이 될 것 또한 요청하
‘

88)

『만선일보』1940.2.27(1); 民生部敎育司 編, 앞 책, 50쪽: 그러나 실은 “출신학교, 경력, 근무성적, 인물식
견, 역량, 현급액을 참조하겠다”는 발표는 1차 개선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기사화된 것은
1차 개선 이후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86)『만선일보』1940.4.11(2).
87) 정협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연구위원회, 앞 책, 1988.
88) 송진경,「교직의 존재형태와 사상지형」,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30쪽.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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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만주국이라는 일국적 상황과 만주를 넘어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하는 제국주의 상황이
중첩되는 곳에서 교사들 또한 단순히 일국의 교사일 수만은 없었다. 적어도 신학제가 공포된
이후 만주국의 교사는 그들을 통제하는 기관은 만주국이지만, 그들이 전파하는 내용은 일본제
국주의 이데올로기였다. 이 점에서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어 동화정책을 펴야했던 조선의
교사와 다르지 않았다. 제국주의에 의한 교사 동원은 동일하나, 조선과의 차이라면 이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만주국에서는 강력한 국가 단위라는 점이다.
만주국의 교사정책은 한편으로 교사양성과 임용, 재교육의 체계를 확립하였다는 면에서 교육
제도의 근대화 과정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체계를 통해 만주국은 교육근대화의 내용이라 할
교사의 교육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정하였다. 교사의 교육 자율성은 아동의 발달을 지키는 행위,
교육내용인 앎을 다루는 행위에서 나온다. 교육이 국가동원체제가 된 곳에서는 교육의 가장 중
요한 목적인 아동발달이 국가의 발전 속으로 흡수되어 버리기 마련이다. 침략과 억압의 정치상
황 속에서 개인으로서 ‘아동’이 발견될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고, 교사 역시 학생을 국민 만들기
의 집단대상으로 다루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제국주의 교육은 교사에게서 앎을 비
판하고 구성할 권리를 앗아갔다. 일본이 동아시아를 침략 지배하면서, 비단 만주국에서만 아니
라 일본 식민지들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통제 당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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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ational teacher’ system in Manchukuo

Lee, Kyung-soo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ational teacher’ system in Manchukuo by analysing preparation,
recruitment, and management of primary school teacher. The aim of Manchukuo' school education was
making nation and national people. And the aim of system relating school teacher was making
pre-teacher/in-service teacher as national teacher. Firstly, the teacher training courses was to train
pre-teacher as the Great National People. Secondly, the teacher recruitment system was to assign licensed
people and to select successful applicants of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Lastly, the teacher
management system is to establish continuous re-education system of in-service teacher and the reward
system. By this well-equipped modern teacher system, Manchukuo had the plan of making teacher as
national people and national teacher.

Key words : education in Manchukuo, ‘Navtional Education’, ‘national teacher’, teacher-education system,
teacher employment system, teacher-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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