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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여성교육의 성격
-2차 교육령과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정을 중심으로-

이 희 경(연구공간 수유+너머)

Ⅰ. 들어가며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의 학습경험은 근대공교육체계의 성립 이후 질적으로 달라진다. 전
통사회의 유학적 전통 속에서 여성을 위한 교육은 통치자의 덕 있는 행동에 교화되어 성리학
적 예악질서 속에서 자신의 신분에 요구되는 차별적 규범을 내면화하는 교화로서의 교육이
다.1)
즉 “아들은 서당에 들여보내 스승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는데, 교육의 내용은 예의를 학습
하고 시를 읊고 부를 짓는 일”임에 비해 “딸은 집안에 있게 하고 가능하면 집밖으로 나가는
회수를 줄이도록 한다. 오라고 하면 즉시 오고, 가라고 하면 즉시 가도록 하는 교육을 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마땅히 혼을 낼 것이다”라는 교육2)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경원은 전통사회에서는 문장교육을 포함하여 ‘격물(格物)’과 ‘치지(致知)’에 관
련된 교육은 남성에게 제공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사학(四學), 성균관 등 관학과 서원 등의
사학(私學) 기관이 두루 활용되었으나 여성은 이러한 공식, 비공식 교육기관에 접근하지 못한
채 지식교육이 배제된 생활중심의 가정교육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3)
1)
2)
3)

조경원, “조선시대 여성교육의 분석”, 『여성학논집 Vol.12』(1995), 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소, p43
이숙인 역주, 「여논어」, 『여사서』, 2003, 도서출판여이연, p88~89
조경원, “조선시대 여성교육의 분석”, 『여성학논집 Vol.12』(1995), 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소 / 조
경원, “유교 교훈서의 교육원리에 관한 철학적 분석”, 『여성학논집 Vol. 13. No 1』(1996), 이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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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대공교육체제가 성립한 이후 남성과 마찬가지로 공적영역인 근대학교에 진입하
게 된 여성의 학습경험은 학교가 그것의 일차적 제공자라는 점에서 그 이전시기와 획기적으
로 달라진다. 그렇다면 여성들에게 학교교육의 경험은 이전시기의 학습경험과 비교하여 어떤
의미였을까?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창되었던 논리는 무
엇이었으며, 실제 어떤 교육에 제공되었을까? 또한 학교교육의 경험을 통해 여성들은 어떤
주체로 형성되었을까?
이런 질문은 여성의 근대학교교육이 식민지기에 본격화되었다는 점4)을 생각해볼 때 식민
지기 여성교육은 여성에게 어떠한 학습경험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은 어떤 주체로 형
성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식민지기의 여성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식민지기의 여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양적으로 매우 빈약하다는 점이다.5) 특히 식민
지기 여성교육의 성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식민지기의 여성교육의 성격을 “일제가 여성
정책의 목표로 삼은 여성상은 식민 통치에 순응하고 가부장적 사회체제에 적합한 여성”이었
고 “일제는 이러한 여성을 양처현모주의 교육을 통해 양성하려고 하였다.”6) 거나 "식민지가
정 건설자로서의 여성역할이 전제된 상태에서 식민권력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던 여성교
육방침은 다름 아닌 현모양처 교육이었다. 즉 일제의 조선여성교육정책은 ‘황국여성’을 만드

4)

대한국여성연구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여성을 위한 최초의 근대학교는 1885년 스크랜튼 부인이 설립한 이화학당이
다. 이 후 개화기 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기독교계 여학교를 설립하였고, 조선인 스스로도 순성여
학교(1898년)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립여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가 지적하듯
이 초등, 중등 공히 여성의 학교 취학율이 증가한 시기는 식민지기이다. 특히 1919년 3.1운동이후
에는 여성들의 취학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식민지기에 여성의 근대학교교육이 본격화되었다는 의
미는 바로 이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 김부자(2005)는 식민지기 여성교육 전체를
고려해 볼 때 여성학령인구에 비해 여성 취학자의 증가는 매우 제한적이며 따라서 식민지기의 여

5)

성교육은 여성의 ‘상시적 불취학’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민지기 여성교육과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물로는 여운실의 「1920년대 여자야학연구」(1995),
현경미의「식민지 여성교육사례연구」(1998), 「식민지 시기 김활란의 삶과 활동」(2004)등과 식
민지기 여자유학생에 관한 연구물인 박정애의「1910년~1920년대 초반 여자일본유학생연구」
(1999), 박선미의 「가정학이라는 근대적 지식의 획득」(2004), 식민지기 여성교육의 성격을 현모
양처담론으로 파악한 홍양희의 「일제시기 조선의 ‘현모양처’ 여성관 연구」(1997), 「일제시기
조선의 여성교육」(2001), 신영숙의 「일제시기 현모양처론과 그 실상 연구」(1999)와 식민지 여
성교육을 여성의 ‘상시적불취학’ 상태로 파악한 김부자의 『植民地期朝鮮の教育とジェンダ -』
(2005)등이 있다. 그 밖에는 식민지교육사나 여성교육통사의 일부분이나 2000년 전후로 활발해지

6)

고 있는 신여성연구의 한 측면으로 부분적으로만 언급되고 있다.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서울, 청년사, 1999, p28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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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초작업으로서 철저한 복종형의 여성을 길러내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봉건적 현
모양처 교육을 미화하여 일제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와 반봉건적 가부장권에 절대 복종하고
헌신하는 여성을 사회화시키는 교육이 식민지 시기동안 시종일관되었다.”7)고 정리하고 있다.
또한 “조선교육령에서 제시된 ‘부덕의 함양’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성이나 수동성을 강조
하는 전통적 여성상을 식민지 상황에서 재현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8)고 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식민지기 여성교육은 첫째, 식민지 권력에 순응하는 ‘순량’한 여성
신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둘째, 교육을 통해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전통적 여성상을 재현하
고자 했는데, 셋째, 이를 ‘현모양처교육’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는 좀 더 확인되거나 보충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식민지기 여성교육의 특성이 수동적이고 전통적인 여성상의 재현인가라는 점이다.9)
실제로 식민지기 여성교육에 전통적 여성상이 재현되고 있다면 그 배경과 재현전략이, 그것
만이 아니라면 전통적 여성상이 어떤 지점에서 단절되고, 어떤 지점에서 연속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둘째, 식민지기 여성교육론이 형성되는 역동적 과정이 좀 더 규명되어야 한다. 식민지기
여성교육은 식민지본국인 일본의 여성교육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개
화기 여성교육론과 어떤 점에서 이어지거나 단절되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
의 공식담론은 식민지 지식인의 공공담론 및 학습자들의 담론과 어떤 점에서 만나고 충돌하
는 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1920~30년대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시기는 학교교육에 여성
들이 본격적으로 포섭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동시에 학교교육을 경험한 여성들이 교지와 잡지
등을 통해 자신들의 담론을 생산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되 1920~30년대의 여성교육의 성격을 심층적으로 분
석하기 위한 선행연구의 차원에서 1920~30년대 2차교육령시기의 공식여성교육담론10)을 교육

7)
9)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2001, p108~109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서울, 푸른역사, 2004, p288
이점과 관련하여 홍양희는 현모양처관이 근대적 여성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전통
적 이데올로기는 효를 중심으로 하는 위계적 관계 속에서 여성의 며느리직분을 강조함에 반해 식
민지시기 현모양처론은 남성과 여성은 각각의 천분이 있다는 천직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

10)

고 주장한다.(홍양희, p43)
여기서 말하는 공식교육담론은 여성교육과 관련된 법/정책담론을 일컫는다. 이는 “정책은 ‘사회
적으로 구성되는’ 담론(Hastings 1998)이며, 사회가 직면해있는 어려운 난관에 대한 일정한 이야

8)

기를 구성한다. (Stone, D.A 1989). 나아가 그러한 서사 혹은 담론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의하
고 또 책임을 정치적으로 분배한다. 이처럼 정책은 해결하고자 하는 현상 내지 문제에 대한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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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과 하위교육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통감부시절의 고등여학교령부터 2차교육령시기의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
까지의 공식여성교육담론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성격을 일본의 여성교육론 및 개화기
의 여성교육론과 비교해보고
두 번째로 2차교육령시기의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을 고등보통학교규정과 비교해봄으로써
이 시기 여성교육의 특성과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Ⅱ. 공식여성교육담론의 전개과정

이 장에서는 갑오교육개혁이후 여성교육과 관련된 공식담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지를
법 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원형에 해당하는 일본여성교육의 성격을 확인해보도록 한
다.

1. 갑오교육개혁이후 공식여성교육담론의 전개과정

여성교육에 관한 국가의 의지와 여성교육의 성격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갑오교육개혁의
결과 1895년에 공포된 소학교령이다. 소학교령 제8조에는 “소학교 심상과 교과목은 수신, 독
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로 홈. 시의에 의하여 체조를 제(除)하며 또 본국지리 본국역사 도
화 외국어의 일과(一科) 혹은 수과(數科)를 가(加)하고 여야를 위하여 재봉을 가(加)함을 득
(得)홈”11)이라 되어 있어, 명시적으로 여성도 보통교육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오교육개혁이 여성 교육을 적극 고려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아동
교육과 그 아동을 가르칠 교사를 양성할 사범교육을 국가주도의 근대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
제로 여겼던 1894년 7월의 학무아문고시를 보면 “7세 이상의 남자를 뽑아 소학교에 보낸다”
고 되어 있어 여성 교육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1899년 4월에 만들어진 중학교관제 역시 남성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1908년 보통학교에 여학생을 위한 학급을 만들기12) 이전까
지 여성교육은 국가의 현실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다음 여성교육과 관련된 국가의 공식담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찬양회의 상소에 대

11)
12)

적 설명을 사회적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정치적’으로 정의하는 효과를 낳는다” (황정
미, 2001, P23에서 재인용)는 입장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이원호 『개화기 교육정책사』, 1983, 문음사 p256
함종규, 『한국교육과정변천사연구』, 2003, 교육과학사, 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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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종의 비답에 근거하여 1899년 만들어진 여학교관제 13조이다. 여학교 관제는 여성교육
의 목표를 “여아의 신체 발달과 더불어 살림에 반드시 필요한 보통 지식과 재주를 가르치는
것”(1조)으로 두고 있으며, 그를 위한 구체적 교육내용으로 “심상과의 경우, 수신, 국어, 산수,
바느질, 고등과의 경우, 수신, 국어, 산수, 바느질, 지리, 역사, 이과, 도화 등”(5조)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학교관제는 교육 관료들의 저항으로 인해 여학교 설립으로 현실화되지 못
했다.13)
결국 여성교육기관은 통감부시절인 1908년에 이르러 ‘고등여학교령’이 반포되고, 같은해 5
월 서울에 최초의 관립 여자교육기관인 한성고등여학교가 세워지면서 현실화된다.
따라서 식민지기, 특히 1920~30년대의 여성교육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통감부시절
과 1차교육령시기, 2차교육령시기에 공식여성교육담론의 의미 있는 변화가 존재하는 가를 먼
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1908년2월2일)과 여자
고등보통학교규정(1911년10월20일), 개정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1922년2월17일)을 비교해보기
로 한다.14)
먼저 여자교육의 목표 혹은 성격을 드러내는 규정들을 표로 만들어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
다.
<표1 통감부시기~2차교육령시기까지의 여성교육목표>15)
통감부시기
고등여학교령 제1조

1차교육령시기
1차교육령제15조

여자에게 須要한 고등보통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육 및 기예를 授함

2차교육령시기
2차교육령제8조
여자에게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생도의

고등한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 신체의 발달 및 부덕의 함양에 유
서, 부덕을 기르고, 국민된 성격을 의하여 이에 덕육을 베풀고 생활
도야하며,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 에 유용한 보통의 지식 및 기능을
과 기능을 가르친다.

교수하여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에 숙달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14)

15)

당시의 학부대신은 보수파의 신익선이었는데 그는 여자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학교에서 실시
되고 있는 신교육까지 반대한 인물이었다. (손인수,『한국개화교육연구』, 1980, 일지사,
p150~151)
이글에서 언급, 인용하고 있는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은 이원호의 『개화기교육정책사』(1983,
문음사), p312~317, 1차교육령기의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은 「朝鮮總督府官報」1911년10월20일
자의 기록에, 2차교육령기의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은 『朝鮮敎育法規例規大全』(1927년, 朝鮮敎
育會)의 기록에 근거한다.
이하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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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제9조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는

교수

상 아래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정숙하고 근검한 여자를 양
성한다는 여학교의 주요한 목적은
어떤 교과목에서도 항상 이에 유
의하여 교수하는 것을 요함

개정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제8
조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의

수업

에 관해 특히 아래의 사항에 주의
해야한다.
2. 선량한 풍속을 존중하고 생
도의 덕성을 함양하고 순량한 인
격을 도아햐고 특히 정숙하고도
동정이 풍부하며 근검을 숭상하
는 지조를 두텁게하여..

위 표에 의하면 통감부시절부터 2차교육령 시기까지 전 기간을 통해 여성교육기관은 여성
에게 필요한 고등보통교육을 하며, 여성교육의 목표는 부덕을 길러 정숙하고 근검한 여자국
민을 양성한다는 데 있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

다음으로 교육내용을 교과목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고등여학교시행규칙(1908년) 제4조1항 고등여학교본과의 학과목은 수신 국어 한문 일어 역사 지
리 산술 이과 도화 가사 수예 음악 및 체조로 함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1911년) 제7조1항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 조선어 및 한
문, 역사, 지리, 산술, 이과, 가사, 습자, 도화, 재봉 및 수예, 음악, 체조로 한다.
개정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1922년) 제7조1항 여자고등보통학교의 학과목은 수신, 국어, 조선어,
외국어, 역사, 지리, 수학, 이과, 도화, 가사, 재봉, 음악, 체조로 한다

로 되어있어, 일본제국주의의 조선병합에 따라 국어가 조선어로, 일어가 국어로 바뀌거나
(1911년) 혹은 가사, 수예가 가사, 재봉 및 수예로 일부 바뀌었다가(1911) 이것이 다시 가사,
재봉으로 바뀌거나(1922), 혹은 외국어가 추가(1922)되거나 혹은 산술이라는 교과목 명칭이
수학으로 바뀌거나(1922) 한문과 습자의 교과목이 삭제되는(1922)등 몇 가지 변화가 있기는
그 변화가 크게 의미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교과목의 요지와 관련된 규정상의 변화를 보아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지리교과
의 예를 들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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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여학교시행규칙 제5조6항 지리(地理) 지구의 형상운동과 지구의 표면 및 인류생활의 형태를
이회(理會)케 함을 요(要)함
지리는 아국(我國) 및 아국으로 더불어 중요관계가 유(有)한 제 외국의 지리대요를 지(知)케하고
또 지문(地文)의 일반(一斑)을 수(授)함이 가(可)함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 제15조 지리는 지구의 형상, 운동과 지구의 표면 및 인류생활의 상태에 관
한 지식의 일반을 얻게 하고 처세상 필수적인 사항을 알게 하는 것을 요지로 함
지리는 본방지리 및 아국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제외국의 지리의 대요를 가르쳐야 함
개정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 제14조 지리는 지구의 형상, 운동과 지구의 표면 및 인류생활의 상태
를 이회(理會)시키고 아국 및 제외국의 국세(國勢)를 알려주는 것을 요지로 함
지리는 일본지리 및 아국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제외국의 지리의 대요를 알려주고 조선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함과 동시에 지문(地文) 일반을 가르쳐야 함

으로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구체화, 체계화되어가긴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
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교수시수에 있어서 1차교육령 시기에는 재봉 및 수예가 주당 10시간씩 배당되어 있
던 것이, 2차교육령에 와서는 4시간으로 대폭 축소되고 그 대신 외국어(영어) 및 일반교과의
교수시수배당이 조금 늘어 2차교육령 시기에는 기능위주의 교과보다는 일반교과의 비중이
좀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중등여성교육을 처음으로 법령화한 1908년의 고등여학교령 및 고
등여학교시행규칙에서부터 2차교육령시기의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에 이르기까지 여성교육의
목표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교과목의 종류와 성격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된
다고 할 수 있다.16)
한편 식민지 여성교육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본여학생이 재학
하던 고등여학교와 조선여학생이 재학하던 여자고등보통학교 사이에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차이가 존재하는 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17)

16)

17)

여기에서의 지적은 1차교육령시기와 2차교육령시기의 여성교육의 성격 전체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2차교육령은 1차교육령과는 다르게 여자고등보
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재조선 일본여성의 교육과
의 차별을 없앴다.
고등여학교는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여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로써 조선교육령 제2조의 규
정에 따라 조선교육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본의 고등여학교령의 적용을 받는 학교이다. 2차교
육령이 공포된 1922년을 기준으로 고등여학교는 14개교에 총3,566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관립여
자고등보통학교는 2개교에 479명, 사립여자고등보통학교는 5개교에 621명이 재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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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선교육령시기의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규정과 고등여학교규정18)을 비교해보면 구성
체계가 고등여학교규정은 총7장 72조로 되어 있는데 비해,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은 총6장54
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여학교규정의 제1장 총칙 부분이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에는 없
을 뿐, 그 이후의 장은 ‘설립 및 폐지’부터 ‘수업료’장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도 고등여학교규정 제1장 제1조에 “고등여학교는 여자에게
수요(須要)한 고등보통교육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국민도덕의 양성에 힘쓰고 부
덕의 함향에 유의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육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교과목의 내용과 교수방침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여학교규정 제3장 ‘수업연한, 학과
및 그 정도’의 제11조(학과목)부터 제29조(매주교수시수)와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 제2장 ‘학
과 및 그 정도’의 제7조(학과목)부터 제27조(매주교수시수)를 비교해보면 조선어가 필수과목
(여자고등보통학교)인가, 가설과목(고등여학교)인가의 차이를 제외하곤, 글자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는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식민지기 공식적인 여성교육담론은 식민지본국 일본의 여성교육담론과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다시 말하면 식민지기 공식여성교육담론은 조선여성을 철저히 일본여성
으로 만들기 위한 ‘동화교육’을 표방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기 여성교육
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의 여성교육이 언제 어떤 배경으로 탄생했는지를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일본의 고등여학교령과 국가주의 여성교육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본의 국가주의 교육은 “교육의 목적은 제국에 필요한 선량한 신민의
육성이며 일국부강의 기초를 이루기 위한 무이(無二)의 자본이자 지대한 보원(寶源)인 천황
을 기초로 한 충군애국의 민(民)을 기르는 것”19)이라는 교육철학을 가진 모리 아리노리森有
禮에 의해 1886년(명치 19년), ‘제국대학령’ ‘중학교령’ ‘사범학교령’ ‘소학교령’ ‘제학교통칙’ 등
이 차례로 공포되면서 확립된다.20)
그러나 1891년(명치 24년)의 칙령243호에 의해 “고등여학교는 여자에게 필요한 고등보통교

18)

19)
20)

(『조선총독부통계연보』, 대정15년, 조선총독부편찬, p1047~1051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등여학교규정은 1922년 2월16일 총독부령 제 10호 고시된 것으로,
1927년 朝鮮敎育會에서 펴낸 『朝鮮敎育法規例規大全』의 기록에 근거한다.
海老原治郞 外 『岩波講座 現代敎育學 5 : 日本近代敎育史』, 東京, 岩波書店, 1962, p73
尾形裕康, 石川松太郞, 石川鎌, 唐澤富太郞, 『신간 일본교육사』,서울, 교육출판사, 1992,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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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실시하는 바이고 심상중학교의 종류로 한다”고 규정될 때까지 여자중등교육에 관한 법
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1895년(명치 28년) 1월의 ‘고등여학교규정’에 의해 고등여
학교는 심상소학 4년 졸업후 입학하는 6년제의 여학교로 정해져 “본령에 의하지 않는 학교는
고등여학교라 칭할 수 없다(11조)”고 규정되었지만 ‘규정’에는 인가주체, 설치주체, 교수내용
의 정도, 학교설치기준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것을 보충하는 세칙도 발포되지 않아 실질적
인 규제력이 결핍되었다.
그러다가 1898년(명치 31년) 10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고등여학교령은 고등교육회의에 제
출되고 경비의 지방세부담의 삭제 및 두,세자의 자구수정을 통해 거의 문부성 원안대로 동
회의를 통과, 다음해 1899년(명치 32년) 2월에 공포되었다.21)
이 때 통과된 고등여학교령 제1조에 따르면 “고등여학교는 여자에게 수요(須要)한 고등보
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국민도덕의 양성에 힘을 쓰고 부덕의 함양에 유의해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 제1조는 고등여학교의 학과목으로 수신,
국어, 역사, 지리, 수학, 이과, 가사, 재봉, 습자, 도화, 음악, 체조를 필수과목으로 외국어를 선
택과목으로 하고 있다.22)
그렇다면 고등여학교령의 제정배경은 무엇일까?
고등여학교령 제정의 산파역할을 했던 가바야마 수케노리樺山資紀는 1899년(명치 32년) 7
월 지방시학관회의(地方視學官會議)에 출석하여 고등여학교령 제정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건전한 중등사회는 남자 단독의 교육으로 양성될 수 없다. 현모양처와 함께 그 집을 잘
다스림으로써 사회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고등여학교는 “현모양처가 되는 소
양을 이루기 위해 우미고상(優美高尙)한 기풍, 온량정숙(溫良貞淑)한 자성(資性)을 함양하는
것과 동시에 중인 이상의 생활에 필수적인 학술기예를 지득(知得)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고 말하고 있다.
가바야마樺山에 이어 여자중등교육보급에 진력한 문상(文相) 기쿠치 다이로쿠菊池大麓는
가바야마樺山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 수차례에 걸쳐 여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
는데, 그의 주장의 핵심은 “남녀는 서로 보조(補助)해야 할 자로 남자에게는 남자의 본분이
있고 여자에게는 여자의 본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 구별을 세워 서로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하며 이 본분을 혼동하여 여자가 남자의 영역에 진출하는 것은 남자가 여성스러운 것이 좋지

21)
22)

深谷昌志, 『良妻賢母主義の敎育』, 東京, 黎明書房版, 1966, p153~154
이글에서 언급, 인용하고 있는 고등여학교령과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은『朝鮮敎育法規例規大
全』(1927년, 朝鮮敎育會, p1410~1432)의 기록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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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선량한 가정이 많은 나라는 흥하고, 불량
한 가정이 많은 나라는 쇠퇴한다. 즉 가정이 일국의 근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자가 집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은 남자의 사회적 일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에서 ‘남녀동권’
이라는 말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남녀동등’에는 찬성한다. 그리고 일가의 주부가 되어 양처
현모가 되는 것이 여자의 천직인 이상 여자교육은 주로 이 천직을 충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라는 데 있다.23)
그런데 ‘현모양처론’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은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라고 한다.24)
그는 “좋은 어머니(善き母)에 의해서만이 개명의 경지로 정태풍속(情態風俗)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요지의 글을 『명륙잡지(明六雜誌)』에 싣고 있는데25) 이 ‘선모교육론(善母敎育論)’
은 동경사범에서 받아들여져 실행되었고, 이 때부터 남녀평등론은 ‘선부선모양성론(善婦善母
養成論)’과 표리일체로 주장되었다고 한다.26)
그러나 현모양처교육의 강조라는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나카무라와 기쿠치 사이에는 간극
이 있다. 나카무라의 현모양처론이 문명개화의 전략으로 주장된데 비해 기쿠치의 양처현모론
은 천황제 국가의 번영과 기초를 이루는 안정된 중산층가정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면서 보다
보수적 성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일본의 중등이상의 사회의 형성자로서의 여자에게 요구되었던 품격”-이는 여성교
육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역시 “절약, 질서, 주밀, 규율, 협조와 같은 덕목”(井上毅)이
나 “정숙, 인내, 조화”(菊池大麓)같은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27) 이는 일본의 고등여학교령이나
식민지 조선의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 및 관련교과서28)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는 것이다.
23)
24)

深谷昌志, 『良妻賢母主義の敎育』, 東京, 黎明書房版, 1966, p155
가와모토 아야, 「조선과 일본에서의 현모양처 사상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사
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p48 / 윤소영, 「근대국가형성기 한.일의 현모양처론」, [和魂洋才
와 韓國近代 학술심포지엄자료집](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비교사상연구
실,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한일비교문화연구실), 2005, p8 / 深谷昌志, 『良妻賢母主義の

25)
26)
27)
28)

敎育』, 東京, 黎明書房版, 1966, p155
中村正直, “善良ナル母ヲ造ル設”, 『明六雜誌』제33호(1875년3월)
芳賀登, 『良妻賢母論』, 東京 , 雄山閣出版株式會社, 1990, p6
芳賀登, 『良妻賢母論』, 1990, 雄山閣出版株式會社, p36
1922년에 총독부가 편찬한『여자고등보통학교수신서』권1과 권2의 제목을 살펴보면, 위의 덕목
과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권1과 권2 각 과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권1: (入學のよろこび / 學校 / 學友 / 微風と惡風 / 自學自修 / 實地の學問 / 正直 / 終巡 / 規律
/ 節制 / 質素儉約 / 淸潔 / 容儀 / 起居動作 / 言葉遣び / 友愛 / 孝道)
권2: (向上と努力 / 專心と永續 / 自分を知れ / 攝生と鍛鍊 / 勤勞 / 物事に忠實たれ / 何を恥づ
べきか / 溫和と貞操 / 心を快活に持て / 一家の平和 / 長幼の序 / 使ふ人と使はれる人 / 博愛
/ 公德 / 公益 / 反省 / 誠實 / 大御心 / 敎育に關する勅語(一) / 敎育に關する勅語(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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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식민지기 여성교육은 고스란히 일본의 국가주의 여성교육을 이식해온 것일까?
다음 장에서는 개화기 조선에서 제기된 여성교육론의 다양한 선분을 살펴보면서 이 중 어떤
선분이 탈락하고 어떤 선분이 식민지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Ⅲ. 개화기 조선의 여성교육론
1876년 개항 이후 1910년 일본에 의한 강제적인 식민지병합까지의 기간은 개화기 혹은 애
국계몽기라고 불리는 시기로 근대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계몽 담론과 개혁프로그램
이 제시되었던 시기이다. 특히 대부분의 계몽담론은 교육담론의 형태로 제출되었는데, 이런
교육담론은 신문, 학회지, 교과서 등 근대적 인쇄매체들을 통해 서로 경쟁하며 출현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 시기 제출된 여성교육론을 최초의 순한글 근대일간지인『독립신문』29)과
1900년대의 대표적인 애국계몽잡지인 『대한매일신보』30)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한 여성
교육을 위해 출간된 교과서에서 표명되고 있는 여성교육의 성격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1. 국가주의 여성교육론의 복합적 선분 : 『독립신문』

『독립신문』의 여성교육론의 출발은 서양의 기독교적 천부인권설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
는 독립신문의 주필이었던 서재필이나 윤치호가 미국유학생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당연
한 것이기도 하다.
『독립신문』은 무엇보다 먼저 당시 조선 여성의 지위, 혹은 남녀관계를 야만의 증거로 보
는데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계 인을 나으실 에 사나히나 녀편네나 사은 다 
가지”31)로 만드셨는데 “사나히 사의 권을 가지고 녀편네 사의 권을 가지지 못”32)
는 것은 매우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조선부인들도 차차 학문이 높아지고 지식이 높아져서 “무리 사나희들을
졔어 방법을 알”33)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육을 통한 여성의 권리 찾기이다.

29)

30)

31)
32)

『독립신문』은 1896년 4월7일 창간되어 1899년 12월 4일에 폐간된 최초의 순한글 일간지로 서
재필, 윤치호 등이 발행하였다. 이 『독립신문』의 영향으로 1898년 『황성신문』, 『제국신
문』등이 창간된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7월 18일 창간되어 1910년 8월 28일 폐간된 일간지로 영국인 베델이
창간하고 양기탁, 박은식, 신채호 등이 관여하였다.
독립신문, 1898.1.4 논설
독립신문, 1898.1.4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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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초의 여성단체로 알려져있는 찬양회부인들의 “여학교설치통문”34)은 그러한 남녀평
등론에 입각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아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담론으로 당시의 실정으로
비추어볼 때 매우 선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독립신문』의 여성교육론이 철저하게 근대적 평등론에 입각한 것만은 아니었다.
국가독립의 열망을 향한 계몽적 수사로 가득차 있던 『독립신문』 곳곳에서 국가주의적 모성
교육론을 찾아볼 수 있다.
계집 자라거드면 이 사들의 안가 될 터이니 그 안가 남편만콤 학문이 잇고 지식이
잇스면 집안일이 잘 될 터이요  그 부인네들이 식을 낫커드면 그 식 기르 법과 치
 방을 알 터이니 그 식들이 츙실 터이요 학교에 가기 젼에 어미의 손에 교휵을 만히 밧
을 터이라 그런즉 녀인네 직무가 사나희 직무보다 쇼즁기가 덜지 아니고 나라 후을 
양 권이 모도 녀인네의게 잇슨즉 엇지 그 녀인네들을 사나희보다 쳔며 교휵 도
등분이 잇게 리요35)

하지만 아직 이 시기 독립신문의 여성교육론은 1900년대의 일본이나 조선의 『대한매일신
보』의 논지에 비해 아직은 국가주의 모성교육론의 특징이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 오
히려『독립신문』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평에 쓰고 단 거슬  견고 만를 서로 의론
야 집안일을 며 서로 밋고 서로 공경고 서로 랑야 안 남편이 무 일을 
지 알고 남편은 안가 무 일을 지 알아 서로 돕고 서로 훈슈야 셰샹에 뎨일 죠흔
친구”36)가 되어야 한다면서 평등하고 ‘친구’같은 부부의 상을 근대국가의 토대가 되는 근대가
정의 이상적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근대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도 교육을
받아 “그 남편을 도와 편지도 셔며 문셔도 긔록며 한가 에 셔을 보며 학문을 토
론”37)할 수 있는 교양을 쌓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교육의 목표를 문명화된 남편에 어울
리는 문명화된 아내의 형성에 두고 있다.
나아가 교육을 통해 형성된 근대적 여성개인은 공적활동에 적극 가담할 수 있다. “게집 
들을 교휵을 식히거드면 몃가 아니 되야 젼국 인구 반이나 내렷던 거시 쓸 사들이
될 터인이니 국가 경졔학에 이런 리”38)가 없는데 그 증거로 문명국인 미국이나 영국은 “남녀

33)
34)
35)
36)
37)
38)

독립신문,
독립신문,
독립신문,
독립신문,
독립신문,
독립신문,

1896.4.21 논설
1898.9.9 잡보
1896.5.12 논설, 이하 인용문의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1896.6.6 논설
1899.5.26 논설
1896.9.5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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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셜시고 등등으로 교육야 녀의 학문이 자만 못지 아니”39)하기 때문에 정치
도 하고, 의사도 되고, 교사도 하면서 “나라에 대단히 유죠 일”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미국 안에 잇 녀편네들은 각 학문을 사나회와 치 와 버러 먹고  의원이 쳔백
오십오명이요 회계관이 이만 이쳔칠백칠십오명이요 이 고치 의원이 삼삼십팔명이요 단슈
법으로 셔긔 셔긔관이 이만 일쳔일팔십오명이요 광산 학 쳘도 학 쳑양 학가 일
팔십명이요 쥬 노릇  부인네가 륙만 쳔오십팔명이요 음률 학가 삼만 쳔오십팔명이
요 신문지  이가 팔팔십팔명이요 노고 연셜야 버러 먹 부인이 삼쳔구십명
이요 옥셕으로 물형을 이 유명 와 그림 그리 유명 사들이 일쳔명이요 법률
사가 이오십명이요 샤긔와 이약이  드 학가 삼쳔명이요 굉쟝 집 짓 법 아
학가 이십오명이라 이샹은 모도 부인네라40)

그런데 여성의 공적영역의 진입은 여성의 자립을 의미한다. 조선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야만
미국여성들처럼 “디위가 텬하에 뎨일 놉고 셩명이 스로 드러나 타인의 형셰를 의뢰치 아니
고”41) 스스로 힘으로 “버러 먹고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죠션 유지각 녀인
네들”도 “당당 권리를 앗기지 말고 아모록 학문을 화 사나희들과 동등이 되며 사나
희들이 못  업을  도리를 ”42)자는 주장이 생겨난다.
그런데 독립신문에 “남녀지별은 다르나 각기 유지권이 잇 연고”43)라 하며 천부인권설
에 의한 남녀동등권과 현모양처론을 적당히 봉합하고 있지만, 사실 이 둘은 충돌하는 개념이
다. 남녀동등권에 입각한 여성교육론은 교육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 공적영역으로의 진입
을 강조하지만 모성교육에 입각한 여성교육론은 여성의 역할을 철저히 사적영역에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신문의 여성담론은 이 모든 것이 미분화된 채, 이질적 개념
과 계열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1900년대 후반 『대한매일신보』시기에 이르면 이 중에
서 자식의 교육자로서의 어머니를 양성하는 모성교육론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2. 모성중심의 국가주의 여성교육론 :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된 1904년 이후 1910년까지의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계몽의

39)
40)
41)
42)
43)

독립신문,
독립신문,
독립신문,
독립신문,
독립신문,

1899.5.26 논설
1897.3.4 외국통신
1999.9.7 논설
1896.9.5 논설
1899.5.31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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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이 ‘교육’담론의 형태를 띠고 생산된 시기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를 “홍슈 세계”로 인
식하였고, “오 더 우승 쟈와 강 쟈만 머룰너셔” 살 수 있는 시대로 생각하였다. 어떻게
강하게 될 것인가? 바로 ‘교육’이다. 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졍신을 우며 국민의 긔운을 
양 거시”야 말로 유일무이한 부국강병의 대안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지식인은 신학문과
학교의 필요성을 온몸을 다해 역설하였고, 지식, 학문, 학교, 교사, 학생, 제도, 교과서, 학회
등 교육의 모든 분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여성교육론도 이러한 계몽담론의 맥
락에서 주창되었는데 『대한매일신보』에서의 여성교육론은 1907년도에 논설 1편, 기서 5편,
1908년에 논설 1편, 기서 3편, 1909년에 논설 1편, 기서 2편 등 총 13편이다.
『대한매일신보』에서의 여성교육론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이 ‘국민’으로 당당히 편입된다
는 사실이다. 약육강식의 당대에 이미 개화하고 문명화된 서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귀족이
나 남자 뿐만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동등하게 책임감을 나누어가져
야 하기 때문이다.

나라을 남의 나라이라 며 귀족의 나라이라 며 졍부의 나라이라 야 남와 평등ㅅ되
 녀와  남 즁에 대다수되 로동쟈의 동포들은 모다 쳑야 나라의 셩쇠 흥망 치
란을 일졀 뭇지도 못게 은 태고ㅅ적에 어리셕은 말이오 악 풍습이라.. 약육강식 시
어...금일에는 녀자와 로동쟈 동포가 뎌뎌마다 국민의 임을 담당지며
그러나 지식은 업고 다만 그 입만 열어 나도 국민이라  말 으로 그 임을 코져 면
이것은 소경이 어두운 밤에 니 것과 혼지라 이럼으로 녀와 로동쟈 동포가 낫낫치 국민의
지식을 급급히 발달지니라.44)

그런데 국민으로서의 여성의 책임은 무엇보다 ‘모성으로서의 책임’이다. 인종주의적 알레고
리가 가득한 신보의 담론 속에서 조혼은 악습으로 배척되고 여자는 “긔혈이 왕셩 후에 혼
인을 야” 건강한 아이를 생산하고 그 아이를 무엇보다 “강장고 용진 국민”으로 키워
내야 한다. 그러기위해 여성은 무엇보다 “무식고 미련 어미”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 방법
은 여성을 교육하는 것이다.
슯흐다. 문명과 미 근본이 잇뇨  아니라 교육이 잇스면 문명을 고 교육이 업스
면 미 니라 그런즉 교육이 잇것보다 더 즐거운 거시 업고 교육이 업 것보다 더 슯
흔 거시 업니 교육의 급션무와 쟝원 근본될 거슬 깁히 각고 헤아려 볼진 무엇데 잇
가 가뎡 교육이 급션무가 되고 녀교육이 쟝원 근본이 되리로다.

44)

대한매일신보, 1908. 12.29, 465호, 논설, “녀와 로동샤회의 지식을 보급게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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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국민될 쟈의 어미될 사이오 가뎡 교육의 쥬장될 사인즉 불가불 교육에 한슉여야
그 녀로 여곰 문명 국민의 지식을 도 모범이 될지니 엇지 녀 교육이 급션무가 아니
리오 하 뭇고 사에게 무러도 녀 교육이 급션무라  것은 엇짐이뇨 교육이 잇 녀ㅣ
라야 영걸 인와 동량의 목을 양셩 것은 삼쳑 동다려 무러도 의심이 업 연고ㅣ라.45)
녀자 교육 목뎍이 무엇에 잇가  첫 덕으로 교육을 밧어셔 건강 완젼 인
물이 되 잇고 둘재 녀를 인의와 방정으로써 쳐서 가뎡에셔 손 치 힘
쓰게  잇고 셋 부부간에 화락을 쥬장여 가문에 복록이 되게  잇니라...46)

애국계몽기의 이러한 국가주의 여성교육담론은 그동안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지 않
은 채 여성에게 의무만을 전가시키려는 남성중심적 사고의 또 다른 모습”으로 “여성에게는
국민의 한 성원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이 부여되”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서의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다.”47)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주의담론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국
민으로 호명된다. 즉 국민국가 만들기 프로젝트 속에서는 각각의 개인은 국민으로 포섭되거
나 비국민으로 타자화 되고 배제되는 존재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노자는 매우 흥미
있는 분석을 행했는데, 『대한매일신보』에서 비국민으로 배척해야 하는 대상 중에 무당, 승
려, 완고한 유학자, 식객이나 부랑자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자’들이 속해있었다는 것이다. 박노
자에 따르면 한국 언론사상 개인주의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평으로 보이는 “개인주의로
生을 求치 말지어다”라는 논설(『대한매일신보』, 1909. 11.21, 논설)에서, 필자들은 개인주의
를 민족경쟁의 시대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걱정스럽게 생각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매도하
고 민족을 도탄에 빠뜨리는 일체의 방해물들을 개인주의자로 묘사했다고 한다.48)
따라서 『대한매일신보』 여성교육론의 특이성은 여성을 개인이 아니라 국민으로 호명하
는데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을 국민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모성을 호명하는데 있다.

3. 국가주의 여성교육론 안에서의 전통담론 비틀기 : 『녀자독본』

개화기의 여성교육담론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텍스트 중의 하나가 이 시기 출판된 여자교

45)
46)
47)
48)

대한매일신보, 1908. 8.11, 356호, 긔셔, “녀교육”
대한매일신보, 1909. 11.17, 720호, 논설, “녀교육에  의론”
전경옥외, 『한국여성정치사회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p178
박노자, “개화기 국민담론과 그 속의 타자들”,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이화
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서울, 소명출판, 2004,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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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용 교과서이다. 이 시기 여자교육용 교과서는 국어/한문교과서로는 『초등여학독본』(1908,
이원경), 『부유독습(婦幼獨習)』(1908, 강화석), 『녀자독본』(1909, 장지연), 『신찬국문가뎡
간독』(이정환, 1909)이 있고, 수신교과서로 『녀자수신교과서』(1909, 노병희)가, 가정학교과
서로는 『국문신찬가정학』(1907, 박정동 역), 『신편가정학』(1907, 현공렴, 박영무 공역) 등
이 있다.49)
이 중 『부유독습(婦幼獨習)』은 독학용으로 출판된 것이고50) 『국문신찬가정학』,『신편
가정학』은 일본 가정학 교과서의 번역서51)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이 시기 한국인에 의해
저술된 중요한 여성교육용 교과서는 『초등여학독본』, 『녀자독본』, 『녀자수신교과서』
이 세권이다. 이 세가지 텍스트를 분석한 바 있는 조경원에 따르면 개화기 여성교과서를 통
해 본 여성교육담론의 특징은 “근대적 여성교육의 성장과 동시에 전통적 현모양처형의 여성
교육론의 존속이란 두가지 특징이 국가중심의 현모양처형 여성교육이란 교육이념 속에 녹아
들어간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52) 그런데 실제 텍스트를 분석해보면 『초등여학독본』과
『녀자독본』은 매우 이질적이다.
『초등여학독본』53)의 경우,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명칭은 명륜장(明倫
章)(1~3과), 입교장(入敎章)(4~7과), 여행장(女行章)(8~13과), 전심장(專心章)(14~·8과), 사부모
장(事父母章)(19~26과), 사부장(事夫章)(27~40과), 사고구장(事舅姑章)(41~48과), 화숙매장(和
叔妹章)(49~51과)으로 『내훈(內訓)』『여계(女誡)』등의 전통적 여성교훈서의 명칭과 유사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여행장(女行章)에서 여덕(女德), 여언(女言), 여용(女容), 여공(女功)의
전통적인 4가지 덕목을 다루는 등 전통적 여성규범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다. 다만 제6과
‘가본(家本)’에서 “나라 근본은 셩에 잇고, 집 근본은 녀의게 잇스니 녀가 오지 아니
면 집에 어진 안가 업고, 어진 안가 업시면,  어진 어머니가 업셔, 가졍교육을 밧을데
가 업스리니 이럼으로 녀의 학문이 남의 학문보다 급니라”며 여성교육의 시급성을 강
조한다거나 제16과 ‘의뢰(依賴)’에서 “녀의 마은 의뢰가 만아, 남편이 귀지 못하거,
시집이 견듸지 못면, 즁를 지지며, 부모를 원망여, 왈 엇지여 날을 시집보냇고
니, 이제 셰상은 남녀동권이라 녀라도 학문만 잇스면 가히 장도 고 가히 벼도 거
49)
50)
51)
52)

53)

강윤호,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서울, 교육출판사, 1973, p139~252
강윤호,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서울, 교육출판사, 1973, p170
강윤호,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서울, 교육출판사, 1973, p224~225
조경원, 「대학제국말 여학생용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교육론의 특성과 한계: 『녀자독본』 『초
등여학독몬』『녀자소학수신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
『교육과학연구30권1호』, 1999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초등여학독본』은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2』(아세아문화사, 1977),
p229~295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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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 엇지 남편만 의뢰리오”라며 여성의 자립을 촉구하는 내용도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장지연의 『녀자독본』은 전통여성담론과 매우 다른 방식의 수사학을 구사하고 있
다.
우선 『녀자독본』54)의 구성을 살펴보면, 『녀자독본』은 상,하 두권으로 되어 있으며 상
권은 1장 총론, 2장 모도(母道), 3장 부덕(婦德), 4장 정렬(貞烈), 5장 잡편의 총 64과로 구성되
어 있고 하권은 장의 구별없이 모두56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녀자독본』은 『열녀전(列
女傳)』55)의 구성을 취하면서 상권은 한국여성 60여명을, 하권은 중국여성 18명과 서구여성
10명을 다루고 있다.
장지연은『녀자독본』제1장 1과와 2과에서 여성교육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여자는 나라 백성된 자의 어머니”라는 전형적인 국가주의 모성교육담론의 수사학을
구사하고 있다.56) 또한 모도, 부덕, 정렬과 같은 전통적 여성덕목의 언표를 장의 제목으로 하
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내용에 들어가면 전통적인 담론배치와는 다른 언표배치가 작동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역할과 덕목에 대한 새로운 의미화가 생겨난다. 이러한 『녀자독본』의 담론전
략을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대중에게 익숙한 서사를 끌어오되, 서사의 언표배치를 바꿈으로써 전혀 다른 효과를
내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3장 부덕의 제21과 ‘윤부인’편을 보면 신숙주의 처 윤부인은 사육
신이 죽은 날 살아 돌아온 남편에게 자신은 남편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

54)

55)

56)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녀자독본』은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8』(아세아문화사, 1977), p1~273
에 수록되어 있다.
『列女傳』은 ‘열녀(烈女)’들의 전기가 아니라 ‘열녀(列女)’, 즉 많은 여성들에 관한 전기로 기원
전 1세기경 한대의 유학자 유향이 중국고대문헌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
성한 것이다. 『列女傳』은 총 7권으로 되어 있고 모두 106명의 여성들의 행적을 일곱주제로 나
누어 싣고 있는데, 모의(母儀), 현명(賢明), 인지(仁智), 정순(貞順), 절의(節義), 변통(辯通), 얼폐
(孼嬖)가 그것이다. (이숙인옮김, 『열녀전』, 서울, 예문서원, 1996, p21~24)
뎨일과
녀는 나라 셩된쟈의 어머니될 사이라 녀의 교육이 발달된 후에 그 녀로여곰 착
사을일울지라 그런고로녀를 침이 곳 가뎡교육을 발달야 국민의 지식을 인도 모범
이 되니라
뎨이과
어머니 되쟈-누가 그 식으로 여곰 착사이 됨을 원치아니리오마는 양 졍에 져
그  식의 악 실을 기르니 아바지 된쟈- 그 식으로 멀니 학교에 보내고져여도 그 어
머니나 혹 그 조모가 졍에 못니져 반쟈- 만흐니 이거슨 아 녀의 학문이 업서 그러
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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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함으로써 남편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57) 그런데 이 설화는 17
세기 야담에 근거한 것으로, 야담에서의 언표주체는 신숙주이며 윤부인의 행동은 ‘종사(從事)’
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서사의 의미는 신숙주에 대한 조롱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윤부인이
언표주체로 등장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부인의 행위도 ‘종사’가 아니라 남편의 절의 없음에
대한 무언의 비판과 꾸짖음의 행위가 된다. 즉 종사-부덕의 전통적 계열은 여기서 부덕-‘간
(諫)’의 계열로 바뀌는 것이고 이런 새로운 담론배치를 통해 여성은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존
재에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변모하게 된다.
둘째, 여성의 ‘정열(貞烈)’을 남편의 위기, 국가의 위기 등과 계열화시킴으로써 ‘정열(貞烈)’
에서 ‘정(貞)’보다 ‘열(烈)’을 부각시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죄를 수고 불에 와 죽이고
원슈를 갑흐니”(21과), “신시 크게 지져 왈 네 임의 내 부친을 살해엿스니 볼공텬의 원
슈라 하리 죽을지언뎡 너를 엇지 좃치리오 드여 도적의 목을 안고 입으로 물다가 칼에
죽인바- 되니”(38과), 혹은 “새벽에 큰 호랑이가 텬계를 물어 가지라 김시 목궁을 가지고
규함을 지르며 나가 웬손으로 텬계를 잡고 올흔 손으로 호랑이를 두리며 오륙보 지 니르
니”(40과)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원수를 직접 불에 태워 죽인다거나, 원수를 갚기 위해 원수의
목을 안고 입으로 문다거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호랑이를 잡고 쫒아가
는 여성의 모습은 정숙하고 온화한 전통사회의 여성의 모습이 아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위기에서 더욱 분발하는 용맹 담대한 새로운 여성상이다.
셋째, 능력있고 총명한 여성을 적극 복권시키는 전략이다. 전통사회에서 문(文)과 예(藝)가
뛰어난 여성은 기생을 제외하고는 비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녀자독본』은 학문과 지혜가
뛰어나거나 총명하거나 재주가 많은 여성들을 적극 복권시킨다. “천하의 영걸을 알아보는 능
력”을 갖추고 남편 온달을 출세시킨 평강공주, “총명지예가 있어 문장이 민첩한” 허난설헌,
“학문이 넓고 재주가 높아” 반고에 이어 ‘한서’를 완성한 반소, 명필인 위부인 등이 그들이다.
더 이상 여성의 재능은 비난받거나 감춰야할 것이 아니라 존경받고 긍정되어야 할 덕목이 되
는 것이다.
넷째, 여성영웅을 적극 발굴하는 전략이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국가주의 여성교육담론
에서 여성은 자식을 낳고 기르는 존재로서 규정된다. 즉 여성은 자식을 매개로 해야만 국민
57)

뎨이십일과 윤부인
문츙공 슉쥬(叔舟)의 부인 윤시는 윤샹국 운의 누의라
셰조 병에 셩삼문등의 륙신이 츙졀에 죽으매 문츙이 그 날 대궐노브터 집에 도라온 윤부인
이 두어자 되 뵈를가지고 루샹에 안졋다가  그 평일에 셩모들과 됴화이 형뎨 흐
매 내그도 반시  죽을가 고 나도 결코져얏더니 엇지 홀노 사라오뇨 문
츙이 듯고 붓그러옴을 품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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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녀자독본』의 하권에서 제시된 샤로탈(26~28과)58), 로이미세59),
라란부인60), 루지61)등은 자식이나 남편을 매개하지 않고 혁명에 직접 뛰어들거나 나라를 위
해 목숨을 바치는 여성영웅이다.
이상으로 볼 때 장지연의 『녀자독본』은 같은 국가주의 여성교육담론 안에서도 특이점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주의 여성교육담론이 대두된 배경은 첫째, 청일전쟁의 체험
을 통해 남성이 전쟁에 나가도 굳건히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여성, 즉 국책을 이해하고 국
책에 적극 참가하는 여성이 필요했다는 점, 둘째, 내지 잡거(雜居)로 인해 일본국내에 외국인
이 많이 거주하게 되자, 일본국민의 지식, 도덕, 기력을 더욱 강화시켜 외국인과 대등하게 만
들지 않으면 안되었고, 특히 여자에 대해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확고히 할 국민교육이 필요
했다는 점, 셋째, 일본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간계층의 여성들이 사무직등에 참가하게
되면서 기존의 가족제도가 붕괴의 위기에 처하자 이것에 대한 안티테제로 현모양처교육이 강
조되었다.62) 따라서 일본의 국가주의 여성교육론은 전통적이고 일본적인 여성상을 끊임없이
소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가존망의 위기 앞에서 국가주의 여성교육담론을 전개했던
장지연의 경우는 학문과 재능이 있고, 용맹과 담대함이 있는 여성, 나아가 여성영웅을 제시하
면서 전통적 여성상을 끊임없이 비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지연의『녀자독본』은 1908년 학부의 교과서검정방침규정63) 이후 불인가처분을
받음으로써 식민지시대에는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즉 용맹, 담대하고 총명, 지혜로
운 새로운 여성상은 더 이상 공식교육담론안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전통
적인 부덕에 충실한 『초등여학독본』은 인가를 얻어 사립학교 등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58)

59)

60)

61)

62)
63)

코르데 샤를로트 (沙魯脫, Charlotte de Corday d'Armont, 1768~1793), 프랑스혁명기의 반공화주
의자로 공화주의자인 마라를 암살하여 단두대에서 처형당함
루이 미셀 (路易美世兒, Michel, Clemence Louise, 1798~1871), 프랑스의 무정부주의 혁명가, 파
리코뮌 참가, 파리코뮌 붕괴후 유형지로 유배됨
롤랑부인 (羅蘭夫人, Jeanne Manon Roland, 1754~1793), 자유연애의 주창자, 프랑스혁명기 지롱
드파, 민당의 집권이후 사형에 처해짐
루시(縷志, Hutchinson, Mrs. Lucy, 1620~ ?),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의 실현자, 영국 청교도혁명
때 의회파에 가담해 자신의 출신지인 노팅엄에서 주지사를 지냄, 남편의 옥사 후 따라 죽음
深谷昌志, 『良妻賢母主義の敎育』, 東京, 黎明書房版, 1966, p157~165
1905년 학부는 학정참여관이던 일본인 미쓰찌쥬조(三士忠造)의 감독 밑에 ‘교과서편찬위원회’ 설
치, 우선 보통학교 교과서 편찬에 착수하여 1906년에 보통학교용 교과서의 일부가 편찬되고 이
를 9월부터 사용토록 하였으며 학부내에 편집국을 두고 일인의 지도하에 교과서를 편집하였다.
또한 1907년 칙령 제 54호에 따라 편집국은 교과용도서 검정과 인가제를 실시하였다. 1908년에
는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을 공포하고 교과용도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
은 것, 또 이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은 것에 한하여 사
용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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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64) 이후 전형적인 모성중심의 여성교육담론만이 식민지기에 연계된다.

Ⅳ. 2차 교육령시기 공식여성교육담론의 구체적 내용과 특징
1. 2차 조선교육령과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으로부터 본 여성교육론의 특징

1920~30년대의 공식여성교육담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2차 교육령에
기초하여 1922년 2월 17일에 공포된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인데 그 특성을 보다 선명히 하기
위해 고등보통학교규정과 비교하여 분석해본다.65)
먼저 2차 조선교육령66)에 제시된 각각의 교육목표를 보면

제6조 고등보통학교는 남생도의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여 이에 덕육을 실시하고 생활에 유용한 보
통의 지식 및 기능을 교수하여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에 숙달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8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생도의 신체의 발달 및 부덕의 함양에 유의하여 이에 덕육을 베풀
고 생활에 유용한 보통의 지식 및 기능을 교수하여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에 숙달시
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 되어 있어 여성에게는 “부덕의 함양”이라는 목표가 추가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인 교육
방침에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육방침비교>
고등보통학교규정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

(1922년 2월 20일 총독부령 제17호)
제8조 고등보통학교에서의 수업에 관해 특히 아

(1922년 2월 17일 총독부령 제14호)
제8조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의 수업에 관해 특

래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64)

65)

66)

히 아래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01-5,「교과서도서일람」(1910년 1월, 학부편집국),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목록 수집 조사』, 2001
이글에서 언급, 인용하고 있는 2차 교육령기의 고등보통학교규정과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은
『朝鮮敎育法規例規大全』(1927년, 朝鮮敎育會)의 기록에 근거한다.
여기서 언급, 인용하고 있는 제2차 조선교육령은 정재철의『일제의 대한국신민지교육정책사』
(1985, 일지사』), p345~348의 기록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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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됨의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에 숙달시키는
1. 국민됨의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에 숙달시키는 것은 모든 학과목에서 항상 깊이 이에 유의할 것을
것은 모든 학과목에서 항상 깊이 유의할 것을 요함. 요함.
2. 선량한 풍속을 존중하여 생도의 성덕을 함양

2. 선량한 풍속을 존중하고 생도의 덕성을 함양

하고 순량(醇良)한 인격을 도야해 기꺼이 사회에 하고 순량(醇良)한 인격을 도야하고 특히 정숙하
봉사하는 마음을 두텁게 하고 동포화목의 미풍을 고도 동정(同情)이 풍부하며 근검을 숭상하는 지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모든 학과목에서 항상 깊 조를 두텁게 하여 기꺼이 동포화목의 미풍을 기르
게 이에 유의할 것을 요함.

는 것을 목표로 하여 모든 학과목에서 항상 깊게

3. 지식기능은 생도장래의 생활상 적당한 사항을 이에 유의할 것을 요함.
택해 이를 가르치고 또한 가능한 한 개인의 특성에
유의할 것을 요함.

3. 지식기능은 생도장래의 생활상 적당한 사항을
택해 이를 가르치고 또한 가능한 한 개인의 특성에

4. 생도의 신체를 건전하게 발달시키는 것을 목 유의할 것을 요함.
표로 하여 모든 학과목에서 그 교수(敎授)는 생도
의 심신발달의 정도에 따를 것을 요함.

4. 생도의 신체를 건전하게 발달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하여 모든 학과목에서 그 교수(敎授)는 생도

5. 각 과목의 교수는 그 목적 및 방법에 잘못이 의 심신발달의 정도에 따를 것을 요함.
없도록 서로 함께 관련을 맺어 보익(補益)할 것을
요함.

5. 각 과목의 교수는 그 목적 및 방법에 잘못이
없도록 서로 함께 관련을 맺어 보익(補益)할 것을
요함.

위 표에 의하면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의 교육방침이 고등보통학교와 다른 조항은 제8조 2
항이며, 이중에서도 여성교육의 성격을 드러내는 구절은 “정숙하고도 동정이 풍부하며 근검
을 숭상하는 지조를 두텁게 하여”라는 언표이다. 즉 2차 조선교육령에서 제시된 여성교육의
특성인 “부덕의 함양”의 구체적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교과목과 교과목별 교육방침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는데 우선 여자고등보통학교
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여자고등보통학교의 학과목은 수신, 국어, 조선어, 외국어, 역사, 지리, 수학, 이과, 도화, 가
사, 재봉, 음악, 체조로 한다.
외국어는 영어 혹은 불어로 한다.
외국어는 이를 결(缺)하거나 혹은 수의과목으로 할 수 있다.
도화, 음악의 한 과목 혹은 두 과목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결할 수 있다.
토지의 정황에 따라 제1항의 학과목이외 한문, 교육, 법제 및 경제, 수예 혹은 실업을 가(加)하고
기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필요한 학과목을 가할 수 있다.
전항의 학과목은 수의과목 또는 선택과목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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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도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학과목은 이를 그 생도에게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러한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과목은 고등보통학교규정 제 7조 “고등보통학교의
학과목은 수신, 국어 및 한문, 조선어 및 한문, 외국어, 역사, 지리, 수학, 박물, 물리 및 화학,
법제 및 경제, 실업, 도화, 창가, 체조로 한다. 외국어는 영어, 독어 혹은 불어로 한다. 법제 및
경제, 실업, 창가는 당분간 그것을 결할 수 있다. 실업은 수의과목으로 할 수 있다.”와 비교해
볼 때
첫째, 고등보통학교에서 반드시 배우게 되어있는 한문이 빠져있거나 가설과목으로만 개설
될 수 있게 되어있고
둘째, 외국어가 고등보통학교의 경우 영어, 독어 혹은 불어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여자
고등보통학교의 경우 영어 혹은 불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조차 빼거나 수의과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셋째, 고등보통학교의 박물, 물리 및 화학의 두 과목이 이과라는 한 과목으로 통합되어 있
고
넷째, 법제 및 경제, 실업 등이 빠져있거나 가설과목으로만 개설될 수 있게 되어 있고67)
다섯째, 이에 비해 고등보통학교에는 없는 가사, 재봉 수예, 교육 등의 과목이 여자고등보
통학교에는 개설되어 있거나(가사, 재봉) 가설과목(수예, 교육)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
다.
그런데 이처럼 확연하게 남성교과목, 여성교과목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중립적
인 것처럼 보이는 교과목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교수 방침상 남성과 여성의 교육내용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수학교과의 경우, 남학생은 산술, 대수, 기하, 삼
각법등 초등수학부터 고등수학까지 단계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지만 여학생은 산술을 배우는
데 그치게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과목 교수방침비교>
고등보통학교규정

67)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

‘법제 및 경제’과목은 1932년 1월, 고등보통학교규정개정에 따라 ‘공민과’로 개칭되며, 여자고등보
통학교규정도 1932년 3월에 개정된다. 따라서 1932년 이후에는 ‘법제 및 경제’라는 과목은 사라
지고 남,녀 모두 ‘공민과’가 개설되게 된다. (『朝鮮總督府官報』 제3102호 (昭和 7년 3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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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1항 수신은...중등이상의 사회에서 남자에

제9조1항 수신은...중등이상의 사회에서 여자에

게 필요한 품격을 구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게 필요한 품격을 구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13조2항 역사는 일본사 및 외국역사로 하고
일본사에서는 주로 국초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13조2항 역사는 아국의 국초로부터 현재에

의 중요한 사력(事歷)을 가르치고 조선에 관한 사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사력(事歷)을 가르치고 조선
항을 상세하게 하고 외국역사에서는 세계대세의 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함과 동시에 외국역사의
변천에 관한 사적(事蹟)을 주로하고 인문의 발 대요를 가르쳐야 함
달 및 아국의 문화에 관계된 사적의 대요를 알
려주어야 함
제15조2항 수학은 산술, 대수, 기하 및 삼각법

제15조2항 수학은 산술을 가르쳐야 하고 또 필

을 가르쳐야 함
요에 따라 대수 및 기하의 초보를 가르칠 수 있다.
제17조2항 도화는 자재화(自在畵)로 하고 사
제20조2항 도화는 자재화(自在畵) 및 용기화
(用器畵)로 하고 자재화에서는 사생화를 주로 하 생화를 주로 하고 임화(臨畵)를 가(加)하여 가르치
고 임화(臨畵)를 가(加)하여 가르치고 또 때때로 고 또 때때로 자기의 고안(考案)으로 그리게해야
자기의 고안(考案)으로 그리게하고 용기화에서는 한다.
기하화(幾何畵)를 가르쳐야 함
제21조1항 창가는 가곡을 부를 수 있게 하고 ..

3항 전항 이외에 기하화(機何畵)의 초보를 가르
칠 수 있다.
제20조1항 음악은 음악에 관한 지식, 기능을
얻게 하여 ..

제22조 체조는 신체의 각부를 생리적으로 발육
시키고 신체를 강건하게 하고 동작을 기민하게 하
고 쾌활(快活) 강의(剛毅) 견인(堅忍) 지구(持
久)의 정신과 규율을 지키고 협동을 숭상하는 관
습을 기르는 것을 요지로 함
체조는 교련 및 체조를 가르쳐야하고 또 검도
및 유도를 부가할 수 있음

제21조 체조는 신체의 각부를 생리적으로 발육
시키고 이를 강건하게 하고 사지의 동작을 기민하
게 하고 용의(容儀)를 단정하게 하고 정신을 쾌
할하게 하고 동시에 규율을 지키고 협동을 숭상하
는 관습을 기르는 것을 요지로 함
체조는 체조, 교련 및 유희를 가르쳐야 함

이런 규정들을 종합해볼 때 1920~30년대 공식여성교육담론의 특징은
첫째,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철저히 성별화되어 있으며, 이는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
통학교에 부과된 교육과목의 차이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성별화는 고등보통학교규
정 제6조와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 제8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생활에 유용한 지식”에서 남성
의 생활과 여성의 생활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남성은 사회
생활을 담당할 수 있는 일반지식을 습득하고 여성은 가정생활을 담당할 수 있는 일반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역할분업교육론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성별화된 교과목 이외의 중립적인 일반교과목에서도 지식의 위계화가 드러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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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남성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보통지식을 기준으로 할 때 여성은 그
보통지식에서 초보적인 수준만을 습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에게는 지식교과의 선형적이고 중층적 구조 속에서 가장 초보적인 수준만을 부여하는 이런
종류의 위계화는 사실상 성별화와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 역할분업론이 결코 수평적 평등에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음악교과인데, 음악교과의 경우 고등보통학교에서의 교과명칭
이 ‘창가’임에 비해,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의 교과명칭은 ‘음악’이다. 그 내용도 고등보통학교
에서는 ‘가곡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비해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경우 ‘음악에 관
한 지식, 기능을 키우는 것’이라고 좀 더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악기사용법을 가르치도
록 되어 있다. 그런데 ‘창가’라는 교과목 명칭은 통감부시절의 교육령 이전에는 없다가 1906
년 보통학교령과 고등학교령 등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68) ‘음악’이라는 교과명칭은 1908년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에서 처음 등장한다.
‘창가’ 혹은 ‘음악’이라는 용어는 일본근대음악교육의 대부 이자와 슈우지二澤修二와 메가
타 타네타로오目賀日鍾太郞등이 1880년대부터 ‘일본전통음악에 양악을 절충한 노래로서 일본
민족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일본민족음악’ 곧 일본민족음악으로서의 국악을 학교교
육에 적용하면서 만들어진 용어로서, 이를 일본국민의 노래나 소학교에 적용하면 ‘쇼오카(창
가)’라 불렀고, 노래와 악기를 동원하여 고학년과 중등학교 이상에 적용하면 ‘온가쿠(음악)’라
불렀다.69)
따라서 유일하게 음악교과만이 남성에게는 오히려 초급수준을 여성에게는 중급수준을 가
르치면서 위계화의 역전현상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성별화된 교과목 중에서 여성교과목이라 할 수 있는 가사, 재봉, 수예, 교육등
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가정생활의 담당자로서 여성이 습득해야 하는 “유용한 지
식”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또한 이것은 전통사회에서 여성이 습득해야 하는 ‘지식, 태도’와
유사한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것일까?
먼저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에 나타난 이들 교과목의 요지를 살펴보면,

제18조 가사는 가사 정리상 필요한 지식 기능을 얻게 하고 동시에 근면, 절검(節儉), 질서, 주밀
68)

69)

‘창가’가 국가교육정책에서 교과목으로 정식으로 반영된 것은 이때부터이지만, 실제로는 1886년
에는 배재학당의 교과과정에 창가라는 교과목이 생겼으며 1900년대부터 서양음악과 같은 의미
로 사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노은희, 「일제시대의 음악교육정책」, 동아
대학교대학원 음악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년, p22)
노동은, 『한국근대음악사(1)』, 서울, 한길사, 1995, p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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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密), 청결을 숭상하는 념(念)을 기르는 것을 요지로 한다.
가사는 의식주, 간병, 육아, 가계부기, 기타 일가(一家)의 정리, 경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가르치고
또 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 재봉은 재봉에 관한 지식기능을 얻게 하고 동시에 절약 이용의 습관을 기르는 것을 요지
로 한다.
재봉은 보통의 의류의 꿰매는 방법, 재단하는 방법 및 수선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제 23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일반의 지식을 얻게 하고 특히 가정에서의 자녀교양의 도(道)를 회
득(會得-터득)시키는 것을 요지로 함
교육은 아동심리의 대요, 신체양호 및 지덕도야의 개설(槪說),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과의 관계를 가르쳐야 함
제25조 수예는 수예에 관한 지식기능을 얻게 하고 동시에 의장(意匠)을 훈련하여 미감을 양성하
고 절약이용의 습관을 만드는 것을 요지로 함
수예는 자수, 조화(造花), 대물(袋物), 편물(編物) 등 중에서 적절한 사항을 선택하여 이를 가르쳐
야 한다.

으로 되어 있어, 재봉과 수예과목은 현실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적 지식(기예)의 습득에, 가
사과목은 가정관리자로서 주부의 역할습득에, 교육과목은 자녀교육자로서의 어머니의 태도와
지식습득에 초점이 놓여있다. 그렇다면 여성교육을 통해 달성하려했던 이러한 태도와 지식은
전통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부덕의 함양”과는 약간 다르다.
‘부덕이란 전통사회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유교적 개념으로 소혜황후의『내훈(內訓)』에 의
하면 ‘부덕’은 ‘부언(婦言)’, ‘부용(婦容)’, ‘부공(婦功)’과 더불어 여자의 네 가지 큰 덕 중의 하
나로 구체적으로 “맑고 조용하며 그윽하고 절개가 곧으며 행동함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을 느
끼고 움직임과 멈춤에도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70) 또한 인효문황후의 『내
훈』에 의하면 여성의 덕은 “올곧고 조용하며 그윽하고 우아하며, 단정하고 엄숙하며 성실하
고 한결같은 것”71)이다.
그런데 국가주의여성교육론에 포섭된 ‘부덕’개념은 위의 교육령과 하위규정에서 살펴보았
듯이 <부덕의 함양> → <정숙하고도 동정이 풍부하며 근검을 숭상하는 지조> → <성별화
되고 위계화된 교과> → <기능적 지식의 습득(재봉,수예)+주부의 역할습득 +어머니로서의
태도와 지식의 습득>으로 전통적인 의미에서 변용을 일으키며 그 용법을 확장한다. 그런데

70)
71)

소혜왕후한씨, 송시열,『내훈』, 서울, 명문당, 1987, p32
이숙인 역주, 「내훈」,『여사서』, 서울, 도서출판여이연, 2003,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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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변용의 매개가 근대 학교교육에서만 줄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식’, 즉 ‘가정/교육학’이라는 점이다. 다음 절에서는 식민지시기 여성교육의 특이성을 보여
주는 가정교육론과 가정/교육학의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가정교육론의 대두와 가정/교육학

일본에서의 가정교육론의 효시는 1885년(명치 18년)에 창간된 『여학잡지(女學雜誌)』이
다. 그리고 명치 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가정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가정 혹은 가정교육이
어떠해야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저널리즘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 잡지가 도코토미 소호
德富蘇峰가 창간한 『가정잡지(家庭雜誌)』(명치25년 ~ 명치31년)와 하니 모토코羽仁吉一 .
하니 요시가즈羽仁もと子가 창간한『가정지우(家庭之友)』(명치36년 창간, 명치41년에 『주
부지우(主婦之友)』로 이름이 바뀌어 현재에 이름), 그리고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의 『가정
잡지(家庭雜誌)』(명치 36년 ~ 명치42년)이다.
또한 명치30년대에 이르면 신문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정교육론을 전개하는데 「오사카마이
니치신문(大阪每日新聞)」에서는 1898년(명치 31년)에 다른 신문에 앞서 “家庭の栞”72)난을
창설했고, 「요미우리신문사(讀売新聞社)」에서는 1901년(명치 34년)에 유명인사 수십명으로
부터 탐문한 가정에서의 교육방침을 『가정의 교육(家庭の敎育)』으로 편집, 출판한다. 또한
「도쿄아사이신문(東京朝日新聞)」은 1900년(명치33년)경에 가정의 교육문제에 대한 캠페인
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교육시론(敎育時論)』을 위시한 교육잡지에서도 여자교육
론의 일환으로 가정교육의 문제가 논해지고 있다.
한편 외국인에 의해 저술된 가정교육론의 소개도 이미 명치 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고 있
는데 예를 들어 예컨대 마레송의 『가정교육원리』(명치24년), 루소의 『아동교육론』(명치
30년)등이 번역, 출판되었다.
한편 일본인 교육학자 및 심리학자가 가정교육에 대해 이론적, 체계적으로 고찰한 책도 주
로 명치 30년대부터 출판되게 된다.
결국 가정교육의 문제는 명치 30년대부터 40년대에 걸쳐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가정교육
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난무하게 된 것이다.73)
고야마 시즈코小山静子에 의하면 이 시기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바람직한 가정교
육이란 어떤 것인가를 둘러싼 담론이 활발하게 제출되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한
72)
73)

‘가정의 입문’을 뜻한다.
小山静子, 『良妻賢母という規範』, 東京, 勁草書房, 1991, 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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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 번째는 학교교육의 진전에 비해 가정교육이 지체되고 있다는 현실인식이다.
학교교육은 1899년(명치 32년)에 취학률이 70%를 넘어 다음해에는 80%를 넘고, 그 2년 후
에는 90%를 넘고 있다. 특히 여자취학률도 매년 10%정도 상승하여 1899년(명치 32년)에는
50%, 1904년(명치 37년)에는 90%에 이른다. 적어도 초등교육수준에서는 학교교육의 정착기
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가정교육의 상태는 대부분은 방임적이어서 아동들은 교만사치, 방종, 나약, 음란
에 흐르고 있으며 가정에서 ‘천기 추업부(賤妓 醜業婦)’의 사진이나 잡지를 보고 화제로 삼고,
‘외설스러운’ 극장이나 기석(寄席)74)에 가족을 거느리고 출입하고 또한 ‘속요’를 부르거나 삼
현(三弦)이나 십삼현(十三弦)을 연주하고 나아가 미성년자가 흡연, 음주하는 등의 문제가 심
각하여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학교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당시에 팽
배해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전통적인 가정교육, 즉 무사의 가정에서 행해졌던 사서삼경의 음독과 예의범절의 교
육, 혹은 상인이나 농민 가정에서 행해졌던 가업의 유지를 위한 견습교육이 공교육의 침투와
함께 붕괴되어가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것을 대신할 가정교육관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교육의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논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가정교육이 강조된 두 번째의 이유는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며 또한 자녀교육의 근원이다.
고로 가정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무엇으로도 국가사회의 견고를 꾀하거나 다음세대 국민의 도
야를 완벽히 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이상에서 볼 때, 일본에서의 ‘가정교육’은 국가주의교육담론 속에서 초등교육의 확장과 함
께 부각되었으며, 학교교육 전(前) 시기부터 아동을 국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좋은 가정’을 형
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조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교육’이 강조된다는 것은 ‘가정’이 이제 자연적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탐구와 지식의 대상으로, 그 지식을 통해 개선되고 개조되어야 할 그 무엇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가정교육론’은 ‘가정풍속 개량’에 대한 합리적 지식과 ‘아동의 심리나
발달’에 대한 과학적 지식으로 채워져야 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경우 명치 30년대
이후 이러한 과학적, 합리적 가정교육담론이 형성되는데 『아동연구(兒童硏究)』, 『주부와
아동(主婦と子ども)』과 같은 잡지도 이 시기에 등장75)하고 여자고등사범학교에 가정학과가
창설된 것도 명치 30년(1897년)의 일76)이다. 학교교육에 여성교과목으로 ‘가사’나 ‘교육’이 필

74)
75)

만담등을 들려주는 대중적 연예장
小山静子, 『良妻賢母という規範』, 東京, 勁草書房, 1991,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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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는 1909년에 간행된 『여자교육학교과서』77)를 통해 ‘교육’이라는 교과를 통해 여성
에게 가르치려했던 지식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자교육학교과서』는 여자교육학교과서를 편찬하는 취지를 서문을 통해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여학교에서 교육이라는 과목을 두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미래의 어머니로서 그 직책을 다하
게 하기 위함이다.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에서만 행하는 것같이 생각하고, 교육학이라고 하면 교사
에게만 필요한 학문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종래 일반의 풍조이지만 이것은 커다란 오류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학교교육과 같은 것은 교육사업의 일부분을 점령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교육의 본
존(本尊)은 오히려 가정에 있고 따라서 어머니는 실로 그 중심이다. 효력상에서 보아도 시간상으
로 보아도 어머니의 교육이 아동의 발달에 대하여 지중한 것이다라는 것은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만약 학교 교사에게 교육학 연구가 빠져서는 안된다면 가정의 어머니에게도 역시 그 필
요를 느끼는 것은 한층 간절하다. 그 필요가 인정되어 고등여학교에 관한 현행의 교칙에서는
교육 과목을 두어, 아직 필수과목으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학교에서 대부분 이
과목을 가설하고 최근에는 이를 필수과목으로 개정하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여자교육
계를 위해 참으로 기뻐해야 할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출간된 교육학서는 대부분 학
교교육을 주안으로 한 것으로 가정교육을 주안으로 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 대
한 저작이 가장 풍부하고 일컬어지는 독일국에서조차 <아쯔게르만의 가정교육학>을 제외하고는
가정교육에 관하여 계통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니, 실로 현금 교육계
의 하나의 결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서는 고등여학교의 교과서로서 편찬한 것으로, 교사
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며..78)

라고 되어 있어 ‘교육’이라는 교과가 가정교육의 교사역할을 담당해야 할 미래의 어머니에
게 가정교육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계통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
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교육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계통적인 지식의 내용은 무엇일까?
총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자교육학교과서』에서 1편은 서론, 2편은 마음의 상태, 3편
은 가정교육, 4편은 유치원보육, 5편은 학교교육, 6편은 결론인데, 이 중 2편 ‘마음의 상태’는
아동심리학과 관련된 지식으로 ‘의식’, ‘주의’, ‘감각’, ‘지식 및 직관’, ‘관념’, ‘관념의 재생과 연
합’, ‘기억’, ‘추상’, ‘개념’, ‘언어의 발달’ 등으로 아동심리학과 관련된 주요개념을 24장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3편 가정교육은 1장 가정교육의 필요, 2장 가정에서의 교육의 작용, 3장 신체
76)

77)
78)

박선미, “가정학이라는 근대적 지식의 획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여성학논집 제21
집2호』, 2004, p79
槙山榮次,『女子敎育學敎科書』, 東京, 金港堂, 1909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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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호, 4장 유희 및 손재주(手技), 5장 설화, 6장 명령, 7장 상여(賞與), 8장 과벌(課罰), 9장
가정에서 방지해야 할 악습, 10장 가정의 교육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매우 세부적
이다.
예를 들면 3장 ‘신체의 양호’에서는 아동에게는 영양을 적당히 섭취시켜야 하고, 공기의 호
흡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청결한 공기와 적당한 온도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청결한 공기를
위해서는 실내에 가스와 먼지가 포함되지 않게 해야 하고, 적당한 온도를 위해서는 섭씨
15~16도가 적당하다고 하며, 또한 피부를 양호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목욕을
자주해야 하고 옷을 자주 세탁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6장 ‘명령’에서는 명령이란 아동에
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지휘의 말인데, 첫째 명령의 말은 간결하면서
도 어세가 분명해야 하고 둘째, 명령하는 사항은 교육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셋째, 명령하
는 사항의 전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학교교육을 통해 여성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교육학’이라는 지식은 여성을 근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부덕의 체현자, 즉 가정과 아이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규율권력으
로서의 모성으로 재형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가정교육론과 가정/교육학은 언제부터 어떤 맥락에서 제기되
었는가?
조선에서도 이미 1900년대에 들어 가정교육론이 제기된다. 1906년 3월에 창간된 『대한자
강회보(大韓自强會月報)』의 1호와 2호에서 ‘가정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연속 게재된 가정교육
론은 그 서두에

人生은 一世之間에 三種의 敎育을 受 者라 三種의 敎育은 第一 家庭 第二 學校 第三 社會가
卽是也니 此 三次敎育은 個個別別히 分立하는 者 안이오 互相 一貫精神으로 存在 라 今에
家庭의 就야 論述건79)

라고 전제한 뒤 가정은 단지 신체를 휴식하고 음식을 공양하며 수면과 세탁을 하는 곳만은
아니고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친밀한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라는 정의와 함께 가정의 의
미를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아동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애정과 보살핌을 통해 이후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온화한
애정”과 “동정”을 키울 수 있다.

79)

「대한자강회월보」1호, 한국학문헌연구소, 『 한국개화기학술지 제1차 대한자강회월보(상)』,
아세아문화사, 1978,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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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정(家庭)은 복종(服從)을 교(敎)이 유(有)하니” 가정에서 부모에게 선종(善從)함
을 배운 아동은 후에 학교에서는 교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사회에서는 국가의 법률에 복종하
는 양민이 될 수 있다.
셋째, 가정에서 “완구(玩具)로 유희(遊戱)케 도  의미(意味)가 심원(深遠)니”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 “정돈변리지재인(整頓辨理之才人)”을 배울 수 있어 후일 여자는 일가의
정리(整理)를 잘할 수 있고 남자는 사무변리(事務辨理)에 민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80)
또한 1908년 고등여학교령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가사’과 ‘교육’의 교과목이 등장하였으며,
1907년 일본의 가정학교과서를 번역한 『신편가정학(新編家政學)』(현공렴, 박영무 공역),
『국문신찬가정학(國文新撰家政學)』(박정동 역)등이 출판81)되면서 ‘가정학’이라는 이름을 단
지식이 보급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총 7장으로 구성된 박정동의 『국문신찬가정학』82)을 보면, 2장 가정교육에서 가정
교육의 목적을 “덕으로 교육이 뎨일 긴요나니 덕으로 교육야써 그 마음을 굿게 며
그 정을 후케며 그 공경고 사랑고 효도고 우애 덕을 가라친 후에 그 신쳬 강
건케 며 그 졍신을 단련야 능히 칩고 더움을 견며 주리고 목말음을 참케”해야 하는 것
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가정교육의 방법 역시 “첫재 자녀간 음식과 의복과 거처에 반다
시 주의야 운동을 젹당케 며 잠잠을 달게하야 그 신쳬 강건케 지오 둘는 인군게
츙성고 나라 사랑 생각이 가삼에 엉긔게 ”여야 한다고 쓰고 있어, 전통적인 가정
교육의 가치를 계승하는 언설을 취하고 있다.
이 점은 1910년대에 들어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였던 배화학
당의 경우 1914년 당시 교사였던 남궁억이 영어로 된 가정학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취사선택
하여 직접 『가정교육』이라는 교과서를 저술해 학생에게 가르쳤는데, 내용은 제1장 시부모
섬기는 법, 제2장 남편 섬기는 법, 제3장 아이를 기르는 법 (태육(胎育) / 젖먹임 / 아기의 의
복과 거처(居處) / 아이의 종두(種痘)와 질병(疾病) / 아이의 동정(動靜)과 유희(遊戱) / 아이

80)

81)
82)

「대한자강회월보」1호, 한국학문헌연구소, 『 한국개화기학술지 제1차 대한자강회월보(상)』,
아세아문화사, 1978, p90~91
강윤호,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서울, 교육출판사, 1973, p224~225
『國文新撰家政學』은 1장 어린아교양 (1.태즁에서 교육 / 2.졋먹여길음 / 3.어린아 의복과
음식과 거처 / 4.어린아의 니  종두함 / 5. 어린아의 동졍과 희롱) // 2장 가졍교육(1.가
졍교육의 필요 / 2.가졍교육의 목적 / 3.가졍교육의 방법) // 3장 늙은이 봉양 (1.로인동졍과 봉양
/ 2. 로인의 병환) // 4장 병보음 (1.병남 / 2.주장야 치료 의원 / 3.병실 / 4.병구원) // 5장
교뎨 (1.방문 / 2. 객 / 3. 향응 / 4. 셔신 / 5.졍표) // 6장 피난 (1. 화 / 2.풍 / 3.진 / 4.수
 / 5.젹환 ) // 7장 하인을 부림 (1. 하인을 억사시킴 / 2. 하인을 취함) 등 총 7장 25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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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정교육), 제4장 하인 부리는 법, 제5장 가법(家法)을 세움, 제6장 친구 사귀는 법, 제7장
음식품의 이해(利害)를 분간하는 법(음료수(飮料水)를 택하는 법 / 음식품을 택하는 법 / 음
식 먹는 법 / 식품의 각 분자 분석법 도표)으로 되어 있어83) 이 시기의 가정교육론이 전통적
인 여성의 부덕과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가정학을 적절히 혼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민지조선에서 과학적 가정교육론이 본격 등장한 것이 1920년대에 들어서이다. 물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화기부터 여성교육의 시급함을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연결시키는 논리가 등
장했지만,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둘러싼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 오면
조선의 개조와 발전이라는 틀안에서 새롭게 여성교육과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주창된다.
1918년 김활란은,

주부의 가장 위대한 일은 그녀의 아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교육학의 연구를 통해 여성은 그
녀의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배우고, 아이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배운다. 위
대한 교육자 Colgrove는 그의 교수와 관련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 “사회는 어린아이를 무
시하고 학대한 것에 대한 결과를 감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가정과 관련이 있다. 사회의 수학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루소는 “에밀”에서 교육이 교육받은 사람이 되는 본성에 완전히 기
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위대한 작가이다. 여성들은 어린이들과 관련된 그
녀 각각의 경험을 통하여 어린이의 본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여성들은
위대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되어지는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법칙에 대해서도 연구해야만
한다.84)

고 하면서 여성이 가정에서 아동을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받아야 함을 역설하
고 있다.
김활란과 같은 이러한 여성교육론은 1920년대 융성하게 된 각종 저널리즘을 통해 학교교
육의 장을 넘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신여성』과 같은 여성잡지, 『동아
일보』와 같은 신문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85)

83)
84)

김세한, 『배화육십년사』, 배화여자중고등학교, 1958, p159~160
Helen kim, 「 The Relation of Higher Education to the Home」, The Korea Mission Field,
1918 (이혜정, 『식민지시기 김활란의 삶과 활동』,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85)

2004, p59에서 재인용)
식민지기 여성교육의 특징인 ‘가정학’과 ‘(가정)교육론’이 1920년대 이후에는 어떤 논리와 구조를
갖고 어떤 유통경로를 통해 전파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별도의 논문
을 통해 충분히 분석해야 할 주제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920년에 들어 과학적 가정교육론
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만을 언급하는 것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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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며
천황제 국가주의교육론이 지배적인 교육담론이 된 이후 등장한 일본의 여성교육은 구체적
으로 청일전쟁의 경험을 반영하면서 국가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지키고 그곳에서 미래의 국
민을 키우는 여성을 양성하기 위해 본격화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본적’인 여성을 키우는
것이 강조되었고, 이를 위해 전통적인 유교적 여성상을 끊임없이 소환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국가독립의 중흥의 열망으로 가득찼던 애국계몽기에 등장한 조선의 여성교육론은 그
시기 전반적인 담론지형이 그러하듯이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여성교육론은 후발국의 문
명개화담론이 갖게 되는 이중적 과제, 즉 서구적인 개인의 창출과 국민국가의 국민 만들기라
는 이중적 전략 속에서 때로는 남자와 동등한 능력과 책임을 가진 여성을 양성하기 위해, 때
로는 일등국민을 만드는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제출된다. 따라서 이 시기
여성이 교육을 통해 닮아야 할 이상적 여성으로 신사임당과 맹모가 거론되기도 하고 잔다르
크나 롤랑부인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화기의 이런 복합적인 여성교육론은 식민지병합
이후 모성위주의 여성교육론만이 공식교육담론 속으로 포섭된다.
그런데 유교는 기본적으로 가족윤리이며,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윤리의 근간인 ‘효’를
확대하여 사회윤리와 국가윤리로 형성시켰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충량한 신민’을 형성하기
위한 식민지의 여성교육담론에서 전통적인 유교개념들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는 어렵다. 일정
한 개념의 변용이 수행되어야 하는 데 여성교육론에서는 그것이 ‘부덕’ 개념의 변용과 확장으
로 나타난다.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공식여성교육담론을 살펴볼 때 그 점은 보다 분명해지는데 교
육령과 하위교육규정에서 보이는 여성교육론의 특성은 첫째, 여성에게 남성과는 다른 성별화
되고 위계화된 지식을 제공하고 둘째, 그 성별화되고 위계화된 지식을 통해 전통적인 여성상
을 뛰어넘어 가정의 합리적 관리자와 모성의 과학적 체현자로서의 여성을 형성해내는 것이
다.
다시 말해 식민지기의 여성교육론은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학교로 이끌어내면서 성별화된
근대교과를 통해 여성을 가정의 배타적 지배자로 과학적 모성의 담지자로 형성시켜내려한 새
로운 지식권력이자 규율권력이었다. 그러나 근대의 새로운 학습경험은 여성에게 가정과 학교
의 거리만큼의 능동성과 자발성을 창출해내는 것이었고, 따라서 사적영역을 뛰어넘어 공적영
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욕망을 형성해내는 것이기도 했다. 여성들의 새로운 학습경험이 국
가주의적인 공식 교육담론과 어떤 긴장을 만들어내며 어떤 저항과 타협을 시도하는지는 다음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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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Colonial Education for Women
: Focusing on the discourse of women education in 1920s-30s

Lee, Hee-Kyung
(Research Machine Trans)

This essay provides an outlook for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education in colonial
period. The context, where the official discourse on women education was formed, will be
elucidated by examining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 Japan's nationalistic discourse on
women education, and discourse on women education in Joseon's civilization period. An
explanation that clarifies the contents and features of official discourse on women
education in 1920-30 will also be explained, with a focus on the 2nd Ordinance of
Education and its sub-prescriptions.
Education for women in Japan appeared after the nationalistic discourse on education
under the Emperor system won the dominant position. The discourse reflects the
experience of the Japan-China War: the main goal for women education was to nurture
women who would take care of home, the base for the nation and a nurturing place for
future anation. Therefore the emphasis from the start was on how to nurture 'Japanese'
women, and traditional Confucian women ideal became the constant reference.
On the other hand, the discourse on women education in Joseon's civilization period
was very complicated and complex. The discourse on women education had been
presented to serve the double tasks, namely the making of western individuals and the
making of a nation for a nation state. A woman as the subject for education was to be
nurtured as an individual with competence and responsibility equivalent to man's, and at
the same time, as a mother who would take the responsibility to nurture the ideal nation.
Therefore, Sihn Samimdang, the Mencius's mother, and even Joan of Arc and M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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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pon Roland were presented as the ideals for women in this period. But the discourse
on women education lost this complexity, and the discourse based on motherhood
remained in the official discourse.
But Confucianism is basically a familial ethics that should be extended to be applied for
social and national contexts. The basic concept in Confucian ethics, 'hyo,' was extended
for those contexts in traditional society. Therefore the traditional Confucian concepts were
hard to be unchanged in the context of nationalistic discourse on education which aimed to
serve a basis for the making of ‘the loyal subject of the nation': certain transformation in
concepts had to take place. In the case of the discourse on women education, this
transformation was carried out as the transfiguration and extension of the concept of
'women's virtue'.
This point becomes clear when we see the official discourse on women education in
colonial Joseon in 1920-30.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ourse on women education in the
Ordinance of Education and sub-prescriptions are: First, it serves women with gendered
and stratified knowledge that is different from those for men, and second, through this
knowledge, it aimed to form women as rational home-managers who embodied
motherhood scientifically, overcoming the traditional ideal for women.

Key words: Colonial period, Women education, Nationalistic discourse on women
education, gendered school classes, stratified knowledge, transfiguration and extension of
women's virtue, rational home-manager, scientific embodiment of motherhood, domestic
science, education science, discourse on home education

· 논문투고일 : 2006. 3. 3.
· 심 사 일 : 2006. 3. 14.
· 심사완료일 : 2006. 4.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