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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만은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 일본에게 할양된 뒤, 1945년 해방될 때까지 50년간 

일제 식민지 치하에 놓이게 된다. 당시 해외 식민지 통치경험이 전무하 던 일본은 만의 

식민지통치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본 신민’으로의 동화교육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식민지통치 기반을 구축해 나아갔다.

일본은 만과 조선에 다양한 식민 정책을 실시하고 이러한 시행착오에 한 결과를 양국에 

적용하 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하 만과 조선의 교육 정책은 서로 긴 한 관계에 놓여 있었

다. 물론 조선보다 먼저 식민지 통치를 시작한 만의 경우 일제는 여기에서 얻어진 경험을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충북 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3)”

 ** 충북 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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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조선의 식민지 통치를 보다 공고히 하 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만의 식민지 교육에 한 정 한 고찰에 한 연구가 질과 양적

인 면에서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식민지기 만의 교육 정책이나 교육 실제의 연구보다는 

당시 만에서의 교육에 한 일본인의 식민 통치를 위한 사상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있다.1) 따라서 교과수준에서 각 과목에 한 만의 교육 정책과 실제는 몇 개의 

교과를 제외하고는 아직 그 실태를 전혀 알 수 없다.2) 

특히 당시 역사교과는 일제가 조선에서 동화주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일선으로 삼았던 만큼 

식민지 만에서의 역사 교육 상황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일제식민지통치’라는 특정시기의 역사교육을 살피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에 한 이해

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제시기 만교육정책을 기존연구의 분류

방식을 고려하여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우선, 교육정책의 입안 배경과 목적 그리고 학교교

육제도 등에 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일제시기 만 역사교육의 특징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1.1 시기구분

만 역사학계에서는 일제 식민지시기의 시 구분을 크게 1, 2, 3, 세시기로 구분한다. 제 

1기는 1895년 만 할양부터 제1차 세계 전 말까지로 명치헌법 하에서 만을 일본 본국의 

법률과 정치의 ‘이역(異域)’으로 간주하고 ‘특별통치주의(特別統治主義)’정책이 형성되고 전

개되던 시기이다. 제1기는 점령 초기 식민지 통치 경험이 없었던 일본 정부가 뚜렷한 통치 

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그 후에도 현실 수요에 순응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처한다는 

의미에서 무방침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무방침주의’시기로도 불린다. 제2기는 제1차 세계

전 말기부터 중일전쟁 발발 전까지로 만의 법률적 정치적 ‘이역성’을 점차 줄여나가고자 

한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정책 시기이고, 제3기는 중일전쟁 발발부터 일본의 패망까지

로 전쟁을 위해 식민지의 자원을 동원하던 ‘황민화(皇民化)’정책 시기이다.3) 반면에 만교육

학계에서는 일제시기의 시  구분을 ‘ 만교육의 시험기(1895-1919년)’, ‘내지주의 연장시기

1) 만 초  학무국장을 역임하 던 이자와 슈지(伊澤修二)의 ‘동화주의’에 관한 연구로는 정준 (2011) 
｢식민지 교육정책의 원점 : 이자와 슈지의 동화주의와 청각적 근 성｣정신문화연구제34권 2호 등이 
있다.

2) 김은경(2010)｢일제식민지시기 만의 교육정책과 미술교육- 공학교(公學校) 도화교육(圖畵敎育)을 중심
으로 -｣미술교육논총제24권 3호

3) 김 신(2001) 만의 역사지 사, p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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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1937년)’, ‘황민화시기(1937-1945년)’로 분류하고 있다.4) 

일제강점기 만의 교육을 법제사적으로 보면, 두 번의 만공학교령, 두 번의 만교육령, 

한 번의 국민학교령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1898년 제1차 만공학교령, 1907년 제2차 

만공학교령 시기인 식민지 기반의 확립 시기(1895-1918년)와 1919년 제1차 만교육령과 

1922년 제2차 만교육령의 내지연장주의가 확 되던 시기(1919-1940년), 마지막으로 1941년

부터 해방까지 황민화 정책을 펼쳤던 국민학교령 시기(1941-1945년)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처럼 교육정책 부분을 법제사적으로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는 이유는 만의 통치정책을 

분석한 연구5)들을 제외하고는 교육정책을 법제사적으로 통찰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내의 연

구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1.2 연구 상

또한 본고에서는 초등교육기관인 공학교 역사교육에 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초등교육 기관으로 한정한 이유는 일본이 초등보통교육에 주력하 기 때문에 일본의 정책적 

의도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다. 당시의 초등교육기관은 일본인을 상으로 한 소학교(小學

校)와 만인을 상으로 한 공학교(公學校), 그리고 만 원주민을 상으로 한 번인공학교

(蕃人公學校)로 구분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학교의 역사교육은 일본의 교육과정을 

그 로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연구 상에서 제외하 고, 원주민의 역사교육은 공학교 교육과

정을 축소 시행하면서 공학교 역사교육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 기에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본고에서 제외하 다. 공학교의 역사교육에 관한 내용분석은 일본의 정책적 의도를 

살피기 위해 교육정책의 시기별로 구분하여 역사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 교과서 편찬 등의 

4) 이러한 시기구분은 일제 강점기를 만 총독의 출신에 따라 ‘초기 무관총독기’, ‘문관총독기’, ‘후기문관
총독기’로 나누는 것과 일치한다. 만약 만 토착 한인의 항일투쟁 형태를 기준으로 본다면 제1기는 
식민지화 이전의 사회제요소에 기인한 ‘전기 무장저항’시기에, 제2기는 근 적 정치・사회・문화운동
의 형태를 위주로 하는 ‘후기 항일민족운동’기에, 제3기는 일제의 강력한 탄압으로 만 내 조직적 
투쟁이 공백상태에 빠지는 시기에 해당한다. (若林正乞, 許僚賢譯(1993)日本的臺灣植民地支配史硏究

的成果當代 87期) 한편 1924년 吉野秀公이 쓴臺灣敎育史에는 일제 강점기 만교육을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로 구분하 다. 1. 만교육의 발단(명치 28-30년), 2. 만교육기초시 (명치31-명치 39년), 
3. 만교육기초시 (명치40- 정7년), 4. 만인교육확립시 ( 정8- 정10년), 5. 만교육확립시
( 정11년 이래 소화2년)(吉野秀公(昭和二年)臺灣敎育史,  安部洋 編(2007)日本植民地敎育政策史料

集成(臺灣篇)第31卷, 龍溪書舍, p.2)
5) 김 신(2001), 앞의 책: 손준식(2002)｢일본의 만식민지 지배: 통치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아시아 

문화18.:손준식, 이옥순, 김권정(2007)식민주의와 언어도서출판 아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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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3 선행연구

한편, 일제시기 만 교육과 역사교육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만의 

교육 변천사에 해 김 신(2001)6)의 연구가 있다. 백수경(2007)7)과 안지 (2011)8)은 각각 

만의 현행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최근 만의 일제 강점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하 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식민지기 

일본의 교육정책에 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만으로는 

일제시기 만역사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이 불가능하다. 오성철(2005)의 연구9)에서는 

한국과 만의 식민지 시기 교육확 에 해 분석하고 있지만, 황민화시기의 역사교육과 

교과서에 관한 부분을 다룬 내용은 아니다. 

만의 경우 팽환승(彭煥勝)(2009)10), 임옥체(林玉体)(2003)11)가 만의 교육사를 전반적으

로 소개하고 있고, E. Patricia Tsurumi 저(著)․임정방(林正芳)역(譯)(1999)12)이 일본 식민지기 

동화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의 전반을 연구한 논문이 있으나, 일제시기 만 역사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하나의 관점에서 전시기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원자료로서 安部洋 編(2007)13)에서 만의 교육 및 역사교육에 관련된 당시

의 자료를 싣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이 된 이유로는 일본의 식민지 교육 정책에 해 국내뿐 아니라 만, 일본에 

현재 남아있는 만 총독부 자료와 교과서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러한 방 한 자료

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만총독부에서 발행된 교수요목과 

공학교 역사교과서 등의 1차 자료를 분석하여 만의 역사교육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하다 하겠다.

6) 김 신(2011), 앞의 책
7) 백수경(2007)｢한국과 만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비교 연구 : “일제강점기” 서술 내용을 중심으로｣이화여

자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8) 안지 (2011)｢일본침략 및 강점기에 한 주변국들의 역사인식 : 한국, 중국, 만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를 중심으로｣역사교육논집제13호
9) 오성철(2005)｢식민지 조선과 만의 교육 확 에 관한 시론적 비교｣한국초등교육제16권 5호

10) 彭煥勝(2009)台灣教育史高雄 : 麗文文化事業

11) 林玉体 編(2003)台灣教育史臺北 : 文景書局

12) E. Patricia Tsurumi 著․林正芳譯(1999)日治時期臺灣教育史宜蘭：仰山文教基金會

13) 安部洋 編(2007)日本植民地敎育政策史料集成(臺灣篇)第26卷, 龍溪書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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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업의 기초로서 만에서의 교육 및 역사교육 정책과 역사교육의 

실제를 일제 식민지 만에서 발간되었던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제시하 다. 본고에서 

사용한 만관련 1차 자료는 주로 만총독부가 발간했던  만총독부학사년보(臺灣總督府

學事年普)공학교고등과교수요목(公學校高等科教授要目)공학교초등과교수요목(公學校

初等科教授要目)과 만교육회14)의 臺灣敎育會雜誌및 만총독부 문교국의  만의 학

교교육(臺灣の學校敎育)이다.

2. 일제시기 만의 교육 정책

2.1 식민지 기반 확립: 만공학교령 시기(18 9 5 - 19 18년)

만의 교육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만을 통합의 상에서 제외하여 

식민지 경 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만을 시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시동인’에 근거하

여 천황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통한 문화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제도상 내지연장주의 

발상과 결합된다. 만총독부 초  학무국장이었던 이자와 슈지(伊澤修二)는 후자의 논리를 

주장하며 만 교육의 기초를 쌓았던 인물이었다.15) 

1895년 6월 일본은 북(臺北) 지역에 만총독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교육을 담당할 

학무부를 두었다. 항일 운동의 위험 때문에 학무부를 지산암(芝山巖)으로 옮긴 이후 같은 

해 9월 정식으로 만인 ‘국어연습생’ 21명을 수용하여 갑을병 3조로 나누고 일어를 교수하기 

시작하 다.16) 1896년 4월에는 총독부직할 학교관제를 공포하고 5월에 국어학교를 북에 

설립하 으며 국어전습소를 전 만의 각 중요한 지역에 설치하 다.17) 동년 12월 북에서 

14) 만교육회의 발회식은 1901년 6월 구 만총독부의 담수관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기관지로서 ‘ 만교
육회잡지’가 발간된 것은 다음 달이었다. 잡지는 1912년 1월에 만교육으로 개칭되어 발간을 계속하여 
1943년에 관청의 잡지가 한 개의 잡지로 통폐합되면서 폐간될 때까지 497호를 내면서 끝냈다. 이 활동은 
국어의 교과연구에서 교수법, 교육상의 제문제의 조사 등을 진척시켜 만인의 동화교육에 기여하
다.(又吉盛淸(1996)臺灣敎育會雜紙 別卷ひるぎ社, p.28)

15) 고마고메 다케시, 오성철․이명실․권경희 역(2008)식민지 제국 일본의 문화 통합: 조선․ 만․만주․중국 
점령지에서의 식민지 교육역사비평사, pp.64-65

16) 臺灣省行政長官公署敎育處編(1926)臺灣省敎育槪況臺灣省行政長官公署敎育處,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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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의 혁명이 시작되어 다음해인 1896년 11월 1일 지산암도 습격을 당해 학무부 부원 

60인이 피살당하 다.18) 후에 60인의 학무부원의 죽음은 ‘지산암 정신’으로 찬양되었다.19) 

한편, 1896년 5월 초  학무국장인 이자와가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총독에게 낸 학제에 

한 의견은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구분한 ‘요급사업(要急事業)’과 ‘ 구사업’이라는 두 가지

다. ‘요급사업’은 ‘강습원의 양성’과 ‘국어 전습’에 한 것이었다. 강습원은 교원양성과 

식민지 관리양성이라는 두 가지 기능으로 구분되었다. 한편, 국어전습소는 만인에게 급속히 

‘국어(일본어)’를 가르쳐 통치의 전달자들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급요’ 시설 다음의 ‘ 구사업’으로 국어학교와 사범학교를 세우도록 하 다. 국어학

교는 일본인과 만인 통역 관리를 양성하는 어학부와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을 국어전습소 

교원으로 양성하는 사범부로 나뉘었다.20) 

당시 이자와는 1897년 소학과 6년의 공학교를 창설한다는 구상을 제국의회에서 밝혔으나 

이러한 교육사업 확장 계획은 비용문제로 인한 반 가 심해 실현되기 어려웠다. 그런데 고토 

신페이가 민정국장으로 부임할 당시 설명 자료인 ‘학무부 창설 이후 사업의 개략(學務部創設

以後事業の槪略)’를 보면 “ 만인을 순량 충실한 일본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학교가 필요

하다.”고 되어 있다. 1898년 7월에 제정된 만공학교령(칙령 178호)은 거의 이 설명 자료 

내용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초등교육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거나 ‘공학교’라는 명칭을 

통해 이 공학교령이 이자와의 구상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21)   

이 만공학교령에 의해 공립학교로서의 공학교가 인정되어 국어전습소를 체하게 되었

다. 따라서 일부만 남겨진 국어전습소는 모두 번인(蕃人)에 한 초등보통교육기관으로 남게 

되었다.22)

한편, 1907년 2월에는 1898년에 제정된 만공학교령을 폐지(칙령 제14호)하고 새로이 만

17) 臺灣總督府(1910), 앞의 책, p.4  
18) 又吉盛淸(1996), 앞의 책, p.12
19) 이 정신은 지산암이 만교육 창시의 땅이며 동화교육의 출발에서 무력이 아닌 피로써 희생적인 정신은 

의의 깊은 것이며 경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 정신이야 말로 황국교육의 근본적 교육정신이라고 
설명되었다.(又吉盛淸(1996), 앞의 책, p.15) 이후 국민학교령 당시에도 “국민학교를 국민의 학교로 만들
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교사는 학교와 함께 죽는다는 결의를 가진다. 국민학교가 되기 위해 실로 초등학
교 교사는 결사의 정신에 의한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지산암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 
이 정신이 체험에서 나올 때 국민학교의 그 교육은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臺灣第二師範 附屬

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臺灣子供世界史安部洋 編(2007)日本植民地敎育政策史料集成(臺灣

篇)第26卷, 龍溪書舍, p.89)
20) 吉野秀公(昭和二年, 위의 책, p.2
21) 고마고메 다케시, 오성철․이명실․권경희 역(2008), 앞의 책, pp.67-68
22)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臺灣子供世界史安部洋 編(2007)日本植民地敎育政

策史料集成(臺灣篇)第26卷, 龍溪書舍, p.11



일본의 식민지 만 역사교육 정책 연구 ················································································ 김보림  437

공학교령(신 만공학교령, 율령 제1호)을 발포하 다. 새로운 공학교령을 제정하는 이유에 

해서 “지방인민의 향학심이 점차 발달하여 공학교의 신설과 생도의 증가가 매해 이루어져 

공학교 유지의 안전과 설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긴요하다.”라고 하 다. 신 만공학교령 

개정의 요점은 다음과 같았다.23)

1. 종래 공학교의 설립은 지방청의 인가에 의한 것을 고쳐서 총독의 인가로 한다.

2. 기본재정의 수입, 기부금 및 수업료 등의 경비를 가압(家壓)24) 주민에게 부담시킨다.

이로써 공학교는 지방세로 유지시키도록 되었다.25) 1918년에 이르기까지 학제상의 큰 변화

는 없었지만 공학교의 증가라는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다.26) 이시기 공학교의 수는 급증하여 

1910년  후반부터 시작된 공학교 증설경향이 1920년  전반까지 계속되어 1912년 187교, 

1915년 284교로 증가하 다.27) 

2.2 내지연장주의 확 : 만교육령 시기(19 19 - 19 40년)

1919년 1월 만교육령이 칙령으로 공포되었다. 지금까지 1898년, 1907년의 만공학교령

의 형태가 아닌 ‘교육령’의 형태로 공포된 것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조선의 제1차 교육

령(제1차 조선교육령(1911.8.23. 공포, 칙령 제229호)이 이 칙령에 명시된 것은 교육칙어의 

취지에 근거하여 ‘시세와 민도’에 맞게 교육한다는 교육방침이었다.28) 

개정의 취지로는 “ 만인에 한 교육은 그 시설에서 불충분할 뿐 아니라 각종 교육 기관 

간에 계통을 결하여 그것을 하나의 교육제도로 구성하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하 다.”라고 하

여 만인의 교육을 하나의 계통적 제도로 확립하는 것이라고 하 다.29) 

그 총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30)

23) 吉野秀公(昭和二年), 앞의 책, p.265
24) 일본의 시정촌(市町村)과 같은 당시의 지역 행정 단위(吉野秀公(昭和二年), 앞의 책, p.32)
25)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앞의 책, p.12
26) 吉野秀公(昭和二年), 앞의 책, p.245
27) 고마고메 다케시, 오성철․이명실․권경희 역(2008), 앞의 책, p.194(이후 만교육령 시기에 이르러서는 

1925년 728교(분교장 포함)로 세배 가까이 증가하 다.(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

年), 앞의 책, p.29)
28) 고마고메 다케시, 오성철․이명실․권경희 역(2008), 앞의 책, p.194
29)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앞의 책, p.19
30) 山口生(明治十二年)臺灣敎育會, 臺灣敎育會雜誌第八十二號, 臺北通信, 安部洋 編(2007)日本植民地

敎育政策史料集成(臺灣篇)第28卷, 龍溪書舍, p.324



438  日本近代學硏究……第 50 輯

제1조 만에서 만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근거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삼는다. 

제3조 교육은 시세 및 민도에 적합하도록 한다.

제4조 교육은 그것을 나누어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 및 사범교육으로 한다.

이처럼 개정된 만교육령에서는 실업교육과 여자 교육을 중요하게 보았다. 이 개정은 

만인 교육의 일관된 제도의 확립은 보이지만 일본인에 비해서는 그 교육수준을 낮게 하여 

일본의 학제 계통과 다른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31)  

3년 후인 1922년에 공포된 제 2차 만교육령(칙령 제20호)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

다. 우선 ‘교육칙어 및 시세와 민도’에 한 문구가 삭제되었다. 또 제1조에서는 ‘ 만에서 

만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라고 했던 것을 ‘ 만에서의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고 규정함

으로써 만에 있는 일본인과 만인의 교육을 완전히 별개로 다루었던 종래 복선형 교육제도

를 통합하려 했다. 

즉, 1919년의 교육령은 ‘ 만인’ 교육에 관한 학제이며 일본인 교육은 다른 계통(일본의 

학제에 의한다)이었지만, 신교육령은 ‘ 만’에서의 학제를 확립시켰다.   

다음은 만교육령 중에서 초등보통교육에 관한 조항만을 열거한 것이다.32)

제2조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초등보통교육은 소학교령에 의하고,

제3조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의 초등보통교육을 위해 학교는 공학교로 한다. 

제2조와 제3조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초등 교육단계에서 ‘국어를 상용하는 자’는 소학교

에,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는 공학교로 진학하게 했는데 이는 일부 만인(‘국어’를 자유롭

게 구사할 수 있는 만인)에게 일본인이 다니는 소학교 입학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일면 보이지만, ‘국어’ 사용을 기준으로 한 이상 일본인 학생과 만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구별은 여전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적어도 교육제도 측면에서-초등교육의 별학

과 의무교육제도 미실시가 유지되기는 했지만-내지연장주의 방침이 부분적으로는 실현되었

다.”라고 선전하 다.33) 

어쨌든 이로써 제도적으로 초등교육은 종래의 일본인 교육은 소학교, 만인 교육은 공학

교, 번인 교육은 번인공학교라는 3  구별이 폐지되어 국어를 상용하는 자는 소학교, 국어를 

31)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앞의 책, p.20
32)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앞의 책, p.28
33)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위의 책,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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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하지 않는 자는 공학교의 2  구분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번인공학교의 명칭도 사라지게 

되었고 이 밖의 행정 구역에서는 주재경찰관에 의한 번동 교육소를 설치하 다.34) 

이처럼 중등학교 이상을 공학으로 한 것, 초등교육에서 ‘국어(일본어)’를 상용하는가 안하는 

가에 의해서만 소학교와 공학교의 구별을 만든 점, 중등교육 이상은 체로 일본의 학제에 

의한 원칙인 것 등은 일본인, 만인의 구별을 철폐한다고 하는 표면적인 구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학교는 ‘국어’를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수업연한은 6개년으로 한하 는데 

지역의 정황(土地の情況)에 따라 이를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여 여전히 차별의 요소는 

잔존해 있었다.35)

2.3 황민화 교육: 국민학교령 시기(19 41- 19 45년)

 

1922년의 만교육령의 발표 이후 1941년 국민학교령까지는 큰 교육령의 개정없이 규칙의 

일부 개정같은 작은 범위 내에서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시기에 공학교의 취학 학생 

수는 급증하여 1940년 4월 말 조사에 의하면 공학교 수는 본교와 분교장 모두 820개이다. 

공학교의 생도 수는 공학교 설립당초에 7,838명이 1912년에는 49,554명이 되었던 것이 1940년

에는 남 394,494명, 여자 212,865명으로 증가하 다. 취학률도 1912년 평균 6.63%밖에 안 되었

던 것이36) 1940년에는 67.11%, 여자 37.79%로 평균 52.97%에 달하 다.37)

한편,  1941년 국민학교령이 공포되기까지의 시 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계속되는 침략으로 일본 정부는 20년 가까이 문관총독을 

임명하던 관행을 바꾸어 1936년 9월 해군 장 출신인 고바야시 세이조(小林躋造)를 만 총독

에 임명하 다. 그는 취임 후 ‘황민화, 공업화, 남진기지화’의 3  시정방침을 표방하 다. 

이른바 황민화는 그동안의 동화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 음을 인정하고 만인을 

더욱 철저히 ‘황국민’으로 동화시켜 만을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노동력의 공급지로 만들겠

다는 것이었다.38)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1938년 12월 내각에 교육심의회가 설치되어 내각총리 신의 자문에 

응해 교육의 쇄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 다. 교육심의회에서는 이에 해 1939년 12월에 

34) 吉野秀公(昭和二年), 앞의 책, p.459
35) 吉野秀公(昭和二年), 위의 책, p.491, p.496
36) 又吉盛淸(1996), 앞의 책, p.20
37)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앞의 책, p.29
38) 손준식(2002)｢일본의 만식민지 지배: 통치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아시아 문화18,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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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 ‘국민학교에 관한 요강’, ‘사범학교에 관한 요강’ 및 ‘유치원에 관한 요강’으로 답신하

다. 문부성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 1941년부터 국민학교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만교

육령도 함께 개정되어 일본인, 만인 모두 국민학교령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39)

1941년 3월 25일 만교육령(칙령 제255호)이 발표되고, 같은 해 3월 30일 만 공립국민학

교규칙(부령 제47호)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소학교 150교, 공학교 820교(분교장을 포함)는 

일제히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1941년 3월 29일 당시 하세가와 기요시(長谷川淸) 총독의 유고에 

명시되어 있다.

유고(諭告) 제1호

　본 ( 만)총독부의 사명을 말하자면 본도( 만)에 성지(聖旨)를 봉례(奉禮)하고 만과 일본을 

하나로 완성시켜 황국신민이라는 본질을 철저히 하여 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제국의 중요한 

일환으로 삼아 통합의 본을 이루는 것을 명시하여 (중략) 본도에서 교육방침은 일시동인의 

성지를 격존(格尊)하여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를 봉례하고 황국신민을 육성하기 위해 만교육

령을 개정하고 소학교와 공학교의 구별을 폐지하여 만인 모두 국민학교령에 의해 국민의 기초적 

연성을 쌓도록 한다. 

즉, 1941년에 개정을 한 이유는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를 고려하고 만들어진 공학교에 

한 개념을 고쳐 일본인과 만인 모두 국민학교령에 의해 ‘국민의 기초적 연성’을 쌓게 

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1943년부터는 만에서의 일본인과 만인은 일본에서의 일본인과 

같은 의무교육제도가 적용되었고, 중등교육, 고등교육, 사범교육의 제도 및 내용에 ‘쇄신개혁’

이 이루어졌다.40)

한편, 국민학교의 목적은 아래와 같은 국민학교령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황국의 도에 

즉한’ 것이 국민학교에서 최고 원칙으로 ‘초등보통교육’이 그 내용이며 ‘국민의 기초적 연성’

이 그 방법이다. 이 삼자가 국민학교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었다.41) 

아래의 <표 1>은 만, 일본, 조선의 국민학교 교육목표를 비교한 것이다.

 

39)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위의 책, pp.49-50
40)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위의 책, p.38
41)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위의 책,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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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만, 일본, 조선의 국민학교 교육목표 비교

분류 국민학교 교육목표

만
국민학교령 제1조(1941. 3.25): 황국의 도에 따라 초등보통교육을 시행하고 국민의 
기초적 연성(鍊成)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국민학교령 제1조(1941. 3.14): 황국의 도에 따라 초등보통교육을 시행하고 국민의 
기초적 연성(鍊成)을 행한다.

조선
국민학교령 제1조(1941.3.31): 황국의 도에 따라 보통교육을 시행하고 충량한 황국
신민(皇國臣民)의 연성(鍊成)을 행한다.

출처 : 臺灣總督府, 臺灣敎育令, 昭和16(1941)年 3月 25日: 文部省, 國民學校令施行規則, 昭和16年

(1941)年 3月 14日: 朝鮮總督府, 國民學校規定, 昭和16(1941)年 3月 31日.

위 내용을 보면 조선의 경우만 ‘초등보통교육’이 ‘보통교육’으로, ‘국민의 기초적 연성’이 

‘충량한 황국신민의 연성’으로 다룬 것을 알 수 있다. 만의 경우 일본과 같이 기본적인 

초등교육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삼아 식민지 초기부터 그 기조를 유지해 온 것과 달리 조선의 

경우 국민학교령이 발표될 때까지도 4년제의 학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이유로 조선에서는 초등이나 고등과 

같은 용어의 구분이 일본과 만과 같이 필요하지 않았고 ‘보통교육’이라는 용어로 한정하

다. 또한 만과 일본은 ‘국민’으로 조선인을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양성하는 것에 교육목표

의 차이가 있었던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3. 일제시기 만 역사교육의 특징

3.1 만공학교령 시기(18 9 5 - 19 18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학교는 1898년 7월 만공학교령에 의해 만인을 동화하는 

교육시설로서 종래의 국어전습소에 체되었다. 이후 1898년 8월 16일에는 만총독부령 

제78호로써 만공학교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공학교 규칙 제1장 제1조에 따르면 공학교의 주요 요지는 “ 만 도민 자제의 도덕성과 

어진 행동의 교육을 위한 것이며 실용학과를 학습하고 국민의 성격을 양성하며 두 나라의 

국어를 정통하게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하 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업연한은 6년이

었고 교육 상은 반드시 만 8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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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와 실업교육을 중시하고 일본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는 동화교육 이념의 실현이

었다.42)

이 공학교령에서는 무용한 문자를 폐지하고 유용한 학술을 도입하고자 했던 이자와 슈지의 

의견에 따라 교과목을 선정하 다. 이자와 슈지는 “유용한 학술이란 기존 한 학당의 교육과정 

중 중시 받지 못했던 학과들, 즉 체조, 음악, 산수, 도화교과와 같은 학문을 말한다.”라고 하

다. 그러나 당시 개설된 교과목은 수신, 국어, 작문, 독서, 습자, 산술, 가창, 체조로 도화교육은 

제외되었다.43)

이후 공학교의 주요 요지는 크게 변함이 없었으나 학제의 변동에 따라 교과목의 선정을 

달리하 다. 

1904년 3월 11일에는 다시 만총독부령 제24호로써 만공학교 규칙이 개정된다. 이 규칙

의 제1장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공학교는 본도인( 만인)의 아동에게 국어(일본어)를 가르치고 덕육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성격

을 양성하고 생활에 필수인 보통의 지식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본지로 삼는다.

‘국민의 성격을 양성’하는 것은 처음부터 공학교 교육의 일관된 이념이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수업연한 6개년은 종래와 변화지 않았다. 교과목은 수신, 국어, 산술, 한문, 체조로 

하고 여아를 위한 재봉이 더해졌다. 연령은 만 7세 이상 14세 이하로 하고 지역의 상황에 

따라 보습과를 두는 것으로 하 다.44) 

이처럼 식민지 초기의 시기에는 식민지 만에 ‘국어(일본어)’를 가르쳐 식민지에 순응하는 

만인 양성에 힘을 쏟아야 했기 때문에 국어과에 한 강조가 교육 전반에 흐르고 있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서양의 학문과 동화주의를 위한 일본의 전통을 교육해야한다는 이중적인 

사명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보다 시급한 국어과를 중시하 고 사상적 흡수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역사과’를 교육과정에 넣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다만 총독부

에서는 서방45)에서의 참고도서로서  일본사략(1898), 교육칙어술의(1899) 등의 저서를 

편찬하 다. 특히  일본사략은 ‘서방 생도 및 본도( 만) 독서인 등을 위해 국사의 요를 

가르치기 위해’ 한문으로 서술된 책이고 교육칙어술의도 ‘서방 생도 및 독서인 등을 위해 

교육칙어’의 취지를 한문으로 풀이한 책이었다.46)

42) 又吉盛淸(1996), 앞의 책, p.19
43) 김은경(2010), 앞의 글, p.74
44)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앞의 책, p.11
45) 臺灣總督府(1910)臺灣總督府學事第1年報,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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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04년 3월에 제정된 만공학교규칙도 1907년 2월 부령 제5호로써 그 일부가 개정되

었는데, 개정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47) 

1. 생도의 연령을 만 16세 이하로 한 것은 만 20세 이하로 하여 4개년을 연장한다.

2. 수업연한은 6개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토지의 상황에 의거하여 4개년 또는 8개년의 공학교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보습과를 폐지시킨다.

5. 수업연한 8개년의 공학교에서는 이과 도서 및 남아를 위한 수공업, 상업 중 하나의 과목 또는 

두 개의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한다. 

위에서 살펴보면 이 개정으로 공학교의 수업연한은 6개년으로 하고 지역의 상황에 의해 

4개년 또는 8개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취학 연령은 만 7세 이상 20세 이하로 

개정되었다.48) 

한편, 1912년 11월 28일에 만총독부령 제40호로써 공학교 규칙이 전면 개정되었다. 1912

년 공학교 각 학년 교수과정 및 매주 교수시수표는 다음과 같다.49)

<표 3> 공학교 각 학년 교수과정 및 매주 교수시수표(1912년)

수신 국어 산술 한문 이과
수공 
및 
도화

농업 상업 창가 체조
재봉 
및 
가사

계

제1학년 1 12 3 5 2 26
제2학년 1 12 5 5 2 27
제3학년 1 12 5 4 3 남2 남2 3 여3 남30, 여31
제4학년 1 12 5 4 3 남2 남2 3 여3 남30, 여31
제5학년 1 10 5 남4 2 4 남3 남3 3 여7 32
제6학년 1 10 5 남4 2 4 남3 남3 3 여7 32

이상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교과목은 이과, 수공 및 도서, 농업, 상업, 재봉 및 가사를 

더해 농업 및 상업은 그 하나의 과목을 남아에게 과하고 재봉 및 가사는 여아에게 과하도록 하 다. 

46) 臺灣總督府(1910), 위의 책, p.13
47) 吉野秀公(昭和二年), 앞의 책, p.266
48)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앞의 책, p.12
49) 山口生(明治十二年), 앞의 책, 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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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농업, 상업은 종래 제5학년 이상에 한 수의과목이었지만 수공은 신설의 도화를 합하여 

필수과목으로 하 다. 매주 교수시수는 종래에 비해 각 학년별로 2~4시간이 증가되었다.50) 

또한 이 시기 공학교의 역사교육은 교육과정에서 제하여 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1919년 만교육령 발표까지 행해진 공학교 규칙의 중요한 사항이지만 공학교교육의 

근본 방침인 국민정신의 함양, 국어교육, 실업교육의 중요성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 

3.2 만교육령 시기(19 19 - 19 40 )

  

1919년 4월 10일 공학교 규칙 중 개정(부령 제32호)가 발포되었다. 본 규칙의 개정으로 

각 학년 교수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51)

<표 4> 각 학년 교수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표(1919년)

수신 국어 산술 한문 지리 이과 도화 실과 창가 체조
재봉 
및 
가사

계

제1학년 2 14 4 1 1 3 26
제2학년 2 14 5 2 1 3 27
제3학년 2 14 5 2 1 3 여3 남27,여30
제4학년 2 14 5 2 1 3 여3 남27,여30
제5학년 2 10 5 남2 1 2 1 남5 2 여7 30
제6학년 2 10 5 남2 1 2 1 남5 2 여7 30

  

본 규칙에 한 교육과정 개정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이 지리를 더하여 

수공 및 도화는 분리하여 도화가 되었고, 수공은 농업, 상업과 함께 실과로 개칭하 다. 둘째, 

실과는 농업, 상업, 수공 중 그 지역의 상황에 적절한 것을 하나 또는 두개를 선택하여 실제의 

업무에 필요하고 아동의 이해하기 쉬운 것을 교수하도록 했다. 셋째, 본 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식일규정 중 만신사 예찰일에 참배할 직원과 아동을 모집하고 학교장은 이를 보고한

다는 규정을 새로이 만들었다. 이로써 지리과가 6개년의 공학교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정규과

목이 되었다. 또한 만신사에 아동이 참배하는 것을 공식행사화하 다. 

50) 종래 7학년 8학년을 폐지하고 실업과를 둔다. 실업과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 실업, 수학, 이과이며 
실업의 종류에 따라 지리, 도화, 체조의 한 과목 또는 여러 과목을 과하도록 한다.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실업과를 나누어 농업, 공업 및 상업의 3종류를 가르치도록 하 다.(吉野秀公(昭和二年)臺灣敎育

史, 安部洋 編(2007)日本植民地敎育政策史料集成(臺灣篇)第31卷, 龍溪書舍, p.267) 
51) 山口生(明治十二年), 앞의 책, 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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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매주 교수시수는 눈에 띄게 개정되었다. 즉 6개년 공학교에서는 수신을 2시간으로 

한정하 다(구 1시수).  국어는 4년 이하 14시수(구 12시수)　5학년 이상은 10시수(구 같음) 

한문은 그것을 감하여 2시수(구 5시수), 지리는 5년 이상학년에게 매주 1시수를 과하도록 

하 다. 도화는 1시수(구 수공 및 도화로 3시수) 실과는 5학년 이상으로 매주 5시수를 과하도록 

하 다.(구 3학년 이상 2시수), 4개년 공학교도 그것을 준하는 것으로 하 다.52) 

1919년의 규칙은 1922년 4월 1일 만총독부령 제65호로 제정된 만공립공학교규칙에 

의해 수정되었다. 1919년의 만교육령은 만인 교육의 학제를 정한 것으로 일본인 교육은 

일본인, 만인 교육은 만인의 학제를 따르는 이중적인 교육제도 지만 1922년의 교육령은 

민족에 상관없이 국어의 상용여하에 따라 학교와 공학교의 구별이 생기는 것으로 하 다. 

또한 소학교와 공학교에 취학하는 아동의 연령은 6세 이상 만 14세 이하로 일본에서와 같았지

만, 의무교육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공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그것을 단축하여 4년 또는 3년이 가능하도록 하여 차별화의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수업연한 6년의 공학교에는 수업연한 2년의 고등과를 두고 공학교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분교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 고 수업연한 2년의 보습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 다.53) 

1922년 개정에 의한 수업연한 6년의 공학교 각 학년 교수과정 및 매주 교수시수표는 <표 

5>와 같다.

<표 5>각 학년 교수과정 및 매주 교수시수표(1922년)54)

학년
수
신

국
어

산
술

일본
역사

지
리

이
과

도
화

창
가

체
조

실
과

재봉 
및 
가사

한
문

계

초등과

제1학년 2 12 5 3 (2) 22
제2학년 2 14 5 3 (2) 24
제3학년 2 14 6 (2) 26
제4학년 2 14 6 1 1 1 2 여2 (2) 남 27, 여29
제5학년 2 10 4 2 2 2 1 1 2 남4 여5 (2) 남 30, 여 31
제6학년 2 10 4 2 2 2 1 1 2 남4 여5 (2) 남 30, 여 31

고등과
제1학년 2 9 4 2 2 2 (1) 1 2 남5 여5 (2) 29
제2학년 2 9 4 2 2 2 (1) 1 2 남5 여5 (2) 29

* 한문은 수의과목임.
* 일본역사과목의 경우 만총독부가 편찬한일본역사의 요(日本歷史の大要)라는 교과서를 사용함.

52) 吉野秀公(昭和二年), 앞의 책, p.260
53) 吉野秀公(昭和二年), 앞의 책, pp.495-498
54) 山口生(明治十二年), 앞의 책, p.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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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수업연한 6년의 공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 산술, 

일본역사, 지리, 이과 ,도화, 창가, 체조, 실과 ,재봉 및 가사로 하고 한문을 수의과목으로 

하 다. 일본 역사가 새로운 교과로 나타난 것과 종래 필수과목이었던 한문을 수의과로 한 

점은 이전과 크게 다른 점이었다. 한편, 실과는 농업, 상업, 수공으로 나누어 하나 또는 두개를 

남학생에게 과하고 재봉 및 가사는 여학생에게 과하여 지역의 정황에 따라 한문, 재봉 및 

가사는 과하지 않을 수 있게 하 다. 수업연한 4년의 공학교의 교과목은 전항의 교과목 중 

원칙적으로 일본역사, 지리, 이과, 실과를 결한 것이지만, 실과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농업 

및 수공으로 나누어 그 중 한 가지를 과할 수 있었으며 도화, 한문, 재봉 및 가사는 지역의 

정황에 따라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55) 

한편, 이 시기 공학교에서 일본역사과 교재의 선택56)에 관해서는 공학교 규칙 제27조 제2항 

제3항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57) 

일본 역사는 건국의 체제, 황통의 무궁, 역 천황의 성업, 충량현철(忠良賢哲)의 사적, 문화의 

유래, 외국과의 관계 등의 요를 가르침으로써 국초부터 현시에 이르기까지의 사력(史歷)을 알게 

하여 고등과에서는 전항의 취지를 확 하여 우리 국가발달의 발자취를 알게 한다.

이상과 같이 교재선택의 표준은 6가지, 즉 건국의 체계, 황통의 무궁, 역 천황의 성업, 

충량현철의 사적, 문화의 유래, 외국과의 관계 등이었다. 

이외 교재 선택에 해 항상 유의해야할 점으로 “국사교수란 과거를 아는 것보다도 장래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사교재의 선택상 근 사에 관한 것을 비중있게, 그리고 상세하

게 교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58)

다음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공학교 일본역사 교과서의 목차(교수요목)이다.

55) 吉野秀公(昭和二年), 앞의 책, pp.495-498
56) 당시 역사교육계에서는 교재를 정적교재와 지적교재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국체의 요를 알리는 

교재, 국민정신을 함양해야하는 교재를 정적 교재로 칭한다. 이지적인 동기에 일어난 사건을 지적으로 
보고 정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을 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두 기준에 해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체적으로 이것이 교재분류의 최초 분류법이다.(臺南師範學校附屬公學校, 公學校敎授の新硏
究(上)(昭和2年), 安部洋 編(2008)日本植民地敎育政策史料集成(臺灣篇)第40卷, 龍溪書舍, p.305)

57) 久住榮一․藤本元次郞(1925), 公學校各科敎授法 全(大正13년), 安部洋 編(2008)日本植民地敎育政策史料

集成(臺灣篇)第39卷, 龍溪書舍, p.196
58) 久住榮一․藤本元次郞(1925), 위의 책, p.200



일본의 식민지 만 역사교육 정책 연구 ················································································ 김보림  447

<표 6> 공학교 일본역사 교과서 목차(1928)59)

학년 제5학년

학기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목차

1. 天照大神

2. 神武天皇

3. 日本武尊

4. 神功皇后

5. 仁德皇后

6. 聖德太子

7. 天智天皇과 藤原鎌足

8.  聖武天皇

9. 和氣淸麻呂

10. 桓武天皇

11. 弘法大師

12. 菅原道眞

13. 藤原氏의 專橫

14. 後三條天皇

15. 源義家

16. 平氏의 平氏의 勃興

17. 平重盛

18. 武家政治의 起
19. 後鳥翊上皇

20. 北條時宗

21. 後醍醐天皇

22. 楠木正成

23. 新田義貞

24. 北昌親房과 楠木正行

25. 菊池武光

26. 足利氏의 僭上

27. 足利氏의 衰徵
28. 群雄割據

29. 後奈良天皇

학년 제6학년

목차

1. 織田信長

2. 豊臣秀吉

3. 德川家康

4 德川家光

5. 徳川光圀

6. 大石良雄

7. 新井白石

8. 徳川吉宗

9. 松平定信

10. 本居宣長

11. 高山彦九郞과 浦生君

平

12. 攘夷와 開港

13. 孝明天皇

14. 武家政治의 終
15. 明治天皇

1)明治維新

2)西南의 役

3)憲法發表

4)淸日戰爭(明治 27,8년 
戰役)
5)條約改定

6)러일戰爭(明治 37,8년 
戰役

7)韓國倂合

8)天皇의 崩御

16. 今上天皇

<표 6>에 따르면 당시 역사교육이란 일본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지, 만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의 역사 인물은 목차 속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1919년 

제1차 조선교육령에 따른 조선의 역사교과서에서 세종 왕, 이이 등의 한국의 인물이 소수지

만 내지연장주의의 연장선에서 일본의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조적이다. 

한편, 당시 역사교재의 배열은 순진법과 역진법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되었다.60) 전자는 

59) 臺灣總督府(大正11年)敎科用圖書編纂敎授要目臺灣總督府, pp.2-14
60) 선택된 교재의 배열에 해서 1928년 역사교육 개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선택된 교재는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시기의 경과에 따라 연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사건만을 일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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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발전의 과정을 연 를 따라 배열하는 것으로 교수상 후자보다는 편리하다. 순진적 배열

법은 다시 직진법과 순환법의 두 방법이 있었다. 공학교 6년의 역사교재 배열은 직진법에 

따른 것이었지만, 공학교의 고등과를 포함하면 다시 한 번 이전의 것을 배우게 되는 순환법에 

따른 것이 되었다.61) 

1922년의 개정 교육령을 통해 교과서는 전면적인 개정 편찬을 보게 되었다. 특히 공학교용 

국어독본의 경우 1898년 만교육령 이후 1914, 1915년에 1차적인 개정을 하고 1922년부터 

19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학교용 국어독본을 완결하게 되었다. 내용은 만의 지역 정황을 

고려한 것을 선택하고 형식은 일본문부성이 편찬한 국어독본에 근접하도록 하 다. 그 외 

교과용 도서교수서 등도 순차적으로 편찬을 완료하 다.62) 

일본역사 교과서의 편찬에 있어서도 편찬지침에 “( 만의 ‘국사교과서’를 편찬할 때는) 

문부성 편찬의 (국사교과서인) 심상소학국사를 참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심상소학국사의 

문장은 문어체로서 현재의 공학교 아동에게는 부적당하다.”63)고 하고 있다. 또한 공학교에

서는 아동의 국어력을 고려하여 가능한 평이한 문체를 사용하도록 하 다. 따라서 학교용 

일본역사는 모두 구어체로서 체로 평이한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하 다.64) 이처럼 1922년

의 규칙은 일본의 소학교 규칙에 접근하면서도 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점이 그 특징이

다.65)

한편, <표 6>의 목차에서 보면, 일본의 교과서인 심상소학국사에 나오지 않는 교재가 두 

가지 있다. 그것은 6학년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5. 도쿠가와 미쓰쿠니(徳川光圀)’와 ‘7.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만의 교과서에서 유독 이 두 인물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도쿠가와 미쓰쿠니(徳川光圀, 1628-1701년)는 미토번(水戸藩)의 제2  번주(藩主)로서 기전

체의 일본사서인  일본사를 편찬하고 그 이후 많은 역사편찬을 한 인물이다.66) 또한 그는 

존왕사상의 선구자로서 주자학을 바탕으로 메이지 유신의 학문적 토 를 닫은 수호학(水戸学)

의 가 다. 

로 하여 배열하는 것보다도 혹은 인물을 중심으로 그 행위 중에 각종의 사건을 조직하는 것이 공학교 
아동발달의 정도에서 보면 적당하다. 이 두 가지의 배열은 즉 사실을 순진적으로 하는 인물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섞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공학교용 일본역사 
교과서도 체로 그러한 배열로 되어 있다.”(臺南師範學校附屬公學校, 앞의 책, p.306)

61) 久住榮一․藤本元次郞(1925), 앞의 책, p.201
62) 吉野秀公(昭和二年), 앞의 책, p.502
63) 臺灣總督府(大正11年)敎科用圖書編纂敎授要目臺灣總督府, pp.2-14
64) 久住榮一․藤本元次郞(1925), 앞의 책, p.202
65) 吉野秀公(昭和二年), 앞의 책, p.497
66) 澤井啓一, 황현우(2010)｢후기 미토학[水戶學]의 상제례｣한국국학진흥원국학연구제16집, pp.3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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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안 사례

․ 학년: 제6학년

․ 제목: 메이지 천황(지적교재)
․ 교재: 조약개정

․ 목적: 메이지 정부가 조약개정에 노력한 결과 국운의 발전과 함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

고 처음으로 국권을 확립시키는 정황을 알게 하여 국력 충실, 질실 강건의 기풍을 

쌓는다.
․ 준비: 1) 세계지도  2) 인물의 초상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년)는 에도시  정치가이자 유학자로 1709년 6  쇼군

으로 취임한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에게 등용되어 문치 정치를 한층 강화시킨 인물이

다. 또한 조선통신사에 한 예식을 간소화시키는 등67)의 일본의 국수적 문화를 발전시킨 

인물이었다.

도쿠가와 미쓰쿠니와 아리아 하쿠세키는 모두 일본의 에도시 에 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일본의 국수적 문화풍토를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당시  만의 유교주의적 학문 

풍토에 일본의 천황중심 사상을 주입시키려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실제의 역사교수 상황은 어떠했을까. 

공학교 규칙 제27조 제4항에 “일본 역사를 교수하기 위해 도화, 지도, 표본 등을 제시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당시의 실상을 상상하기 쉽게 하고 특히 수신의 교수사항68)과 연계 할 것”이

라고 되어 있다.69) 

다음은 1928년에 작성된 교안의 구체적인 사례이다.70) 

  

67) 김상조(2014)｢신정백석(新井白石)의 의례개정과 조선 정부의 응｣ 주어문학회지27권, pp.33-63 
68) 그러나 이 점에 해 당시 역사교육론 개설서에는 다음과 같이 역사학습과 수신학습의 구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역사의 학습과 수신의 학습은 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상통하지 않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신은 그 교재를 역사에서 구해 부분 아동의 심정을 움직여 그 정조를 
함양하고 실천의 동기를 고무한다. 또한 생활상에 필요한 마음가짐을 알게 하여 훌륭한 인격을 만들도
록 지도한다. 역사 학습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사실에 관한 인과관계를 충분하게 고찰시키
고 또한 시 관을 명확하게 하고 문화발전의 발자취를 알게 하는 점이 중요하다. 즉 역사 학습은 사실, 
시 , 인과관계, 국체라고 하는 것을 빼고서는 그 의미도 없으나 수신에서는 이 중 어떤 것이 빠져도 
성립한다.”(臺南師範學校附屬公學校(昭和2年), 앞의 책, p.15)

69) 久住榮一․藤本元次郞(1925), 앞의 책, p.203
70) 臺南師範學校附屬公學校(昭和2年), 위의 책, pp.22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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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방법

  1) 준비

     ○ 사전학습의 정리

        통상조약: 통상조약이란 무엇인가? 어느 때부터 맺어졌는가

     ○ 목적제시: 도쿠가와 막부가 제외국과 맺은 조약에 해서 조사해보자

  2) 교수

     ○ 학습사항의 개관

        - 교과서의 통독

        - 학습사항의 발표: 예정

     ○ 강의

        - 구조약의 불리함

        - 조약개정

     ○ 질의응답

     ○ 감상 및 판단

  3) 정리

     - 교과서 정리

     - 중요사항의 문답

     - 총괄

※ 판서사항

이 교수안을 보면 판서와 교과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의 교수-학

습 지도안(교안)과 비슷한 점도 있으나 도입부분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흥미유발이 없으며, 

차시에 한 예고도 필수요소는 아닌 듯 보인다.

한편, 1922년의 규칙 공포 이후에도 1940년 까지 작은 규칙개정이 있었다. 그 중 가장 

표적인 것으로 공학교 규칙에 전반적 개정을 가한 것은 1934년 12월 11일 규칙개정(부령 

제142호)이었다.71) 이것은 1922년 이후 만들어진 규칙 개정 중 가장 전면적인 것이었다. 이 

개정에서는 국어교육과 실업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중요시 한 것이 특징이다. 

즉 수업연한 4개년의 공학교에서 제2학년에 1시간, 제3, 4 학년에 각각 3시간씩의 국어수업 

시수를 증가시켰고 제4년제 공학교에서 실업에 관한 교과목은 수의과목이었던 것을 필수과목

으로 하 다. 6년제 공학교 및 고등과에서는 실업에 관한 교과목은 남학생에게만 과한 것을 

여학생에게도 과하 다. 재봉 및 가사는 6년제의 공학교에서는 지역의 정황에 의거하여 가르

치도록 하 는데 이를 통해 이전에는 가르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을 가르치게 되었다. 역사과

71) 山口生(明治十二年), 앞의 책, 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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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교과목명인 일본역사를 ‘국사’로 칭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72) 

동화주의의 관점에서는 일본의 역사도 ‘국사’이므로 이에 한 강화의 의도가 바로 이러한 

명칭 변화에 녹아져 있었던 것은 자명하다.

한편 1938년 1월 15일에도  규칙 개정(부령 제2호)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수의과목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던 한문과를 폐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폐지의 이유에 해 총독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73)

현행 공학교 규칙은 정 11년의 제정에 관하여 십 여 년을 경과한 지금 한문과를 수의과목으로서 

존치하는 것도 시세의 진전은 각 반의 방면에 따라 국민적 자각 및 국어의 보급 철저를 고양하고 

있으므로 공학교 교육의 본질 및 현 정세 및 장래에 비추어 한문과를 폐지할 필요를 느껴 그것을 

실행한 것이다.74) 

즉, 한문과 폐지는 ‘시세의 진전’에 따라, 그리고 국어교육의 보급화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황민화를 주입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 국어의 

보급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폐지를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3.3 국민학교령 시기(19 41- 19 45년)

 

1941년 3월 25일 만교육령이 개정되고 만공립초등학교 규칙이 같은 해 3월 30일 부령 

제47호로 제정되면서 국민학교에서 국민과라는 통합교과를 가르치게 되었다. 

국민학교에서는 ‘황국민의 자질연성’의 견지에서 크게 나눈 것을 교과라고 하고 더욱 각 

교과가 담은 내용을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계통적으로 조직시킨 것을 과목이라고 

칭하 다. 즉, 과목은 황국민이 가져야 할 필수의 자질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유기적으

로 교과와 연결시킨 것이었다. 

이들 자질을 연성하는 견지에서 크게 구별한 교과 중 주로 제1에 관한 것을 국민과, 제2에 

관한 것을 이수과, 제3에 관한 것을 체련과 제4에 관한 것을 예능과, 제5에 관한 것을 실업과라 

칭하 다.

일본에서의 국민학교령 제4조에는 다음과 같이 교과와 과목에 관한 설명이 있다.75)

72) 山口生(明治十二年), 위의 책, p.386
73) 山口生(明治十二年), 위의 책, p.387
74) 山口生(明治十二年), 위의 책, p.388
75) 臺灣省行政長官公署敎育處編(1926)臺灣省敎育槪況臺灣省行政長官公署敎育處,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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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의 교과는 초등과 및 고등과를 통해 국민과, 이수과, 체련과 및 예능과로 하고 고등과에 

있어서는 실업과를 더한다.

국민과는 그것을 나누어 수신, 국어, 국사 및 지리 과목으로 한다.

이수과는 그것을 나누어 산술 및 이과 과목으로 한다.

체련과는 그것을 나누어 체조 및 무도 과목으로 한다. 단 여아의 경우 무도를 빼는 것이 가능하다.

예능과는 그것을 나누어 음악, 습자, 도화 및 공작 과목으로 하고 초등과의 여아에게는 봉재 과목을 

고등과의 여아에게는 가사 및 재봉 과목을 더한다. 

실업과는 나누어 농업, 공업, 상업 또는 수산 과목으로 한다. 

그런데, 1941년 3월 30일 발표된 만공립초등학교규칙에서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더해졌다.

국민학교 초등과 교과에 실업과를 가한다.( 만공립국민학교규칙 제5조)

초등과 여학생에게는 필요에 따라 예능과의 과목에 가사를 더한다(동제6조)

이 두 조항은 일본의 초등학교와 다른 두 가지 점이었다. 식민지 만에서는 일본에서 

중등과에 속한 실업과를 남녀 불문하고 초등과에도 부과한 것이다. 또한 가사를 더한 것도 

초등교육의 실업교육 중심적인 교육 방침을 보여준다.76)

한편, 만공립국민학교규칙에서 국민과 관련된 조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2조 국민과는 우리나라의 도덕, 언어, 역사, 향토, 국세 등에 한 습득을 시키고 특히 

국체의 정화를 명확하게 하고 국민정신을 함양하여 황국의 사명을 자각시키는 것을 요지로 

한다.77) 

이를 당시 같은 시기에 발표된 일본과 조선의 국민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76)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臺灣子供世界史, 安部洋 編(2007)日本植民地敎育政

策史料集成(臺灣篇)第26卷, 龍溪書舍, p.91
77) 臺灣總督府(昭和18年)國民學校制度實施二件ヲ關係法令,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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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만, 일본, 조선에서의 국민과 목적(1941)

목표교과 만 일본78) 조선

國民科

우리 국가의 도덕, 언어, 
역사, 국토, 국세 등에 
해서 습득시켜 특히 국체
(國體)의 정화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정신을 함양하
고 황국의 사명을 자각시
키는  것을 요지로 한다. 

우리 국가의 도덕, 언어, 
역사, 국토․국세 등에 
해서 습득, 국체(國體)의 
정화를 명확하게 하여 국
민정신을 함양하고 황국
의 사명을 자각시키는 것
을 요지로 한다.

우리 국가의 도덕, 언어, 
역사, 국토․국세 등에 
해서 습득시켜 특히 국체
(國體)의 정화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정신을 함양하
고 황국의 사명을 자각시
켜 충군애국의 지기를 양
성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출처 : 臺灣總督府, 臺灣敎育令, 昭和16(1941)年 3月 25日: 文部省, 國民學校令施行規則, 昭和16年

(1941)年 3月 14日: 朝鮮總督府, 國民學校規定, 昭和16(1941)年 3月 31日.

이와 같이 만과 조선의 국민과 목적은 거의 같았지만 조선의 경우 ‘충군애국의 지기’를 

양성한다고 하여 ‘황국의 사명을 자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만, 일본과 다른 점이 있었다.

한편, 동 규칙 제15조에서 국민과 국사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국민과 국사는 우리 국가의 역사에 그 요를 습득시키고 황국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시키는 것으

로 한다. 79)

이를 당시 같은 시기에 발표된 일본과 조선의 ‘국사’ 교육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만, 일본, 조선에서의 국민과 ‘국사’ 교육의 목적(1941)80)

과목 만 일본 조선

국사

우리 국가의 역사에 해 
그 요를 회득(會得)시키
고 황국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시킨다.

우리 국가의 역사에 해 
그 요를 회득(會得)시키
고 황국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시킨다.

우리 국가의 역사에 해 
그 요를 회득(會得)시키
고 국체(國體)의 존엄한 이
유를 체인(體認)시킴과 함
께 황국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시킨다.

출처 : 臺灣總督府, 臺灣敎育令, 昭和16(1941)年 3月 25日: 文部省, 國民學校令施行規則, 昭和16年

(1941)年 3月 14日: 朝鮮總督府, 國民學校規定, 昭和16(1941)年 3月 31日.

78) 日本國民學校令施行規則(昭和 16年3月14日 文部省令第4号, 臺灣總督府(昭和18年)國民學校制度實施

二件ヲ關係法令, p.124)
79) 臺灣總督府(昭和18年)國民學校制度實施二件ヲ關係法令, p.10
80) 朝鮮總督府, 國民學校規定, 昭和16(1941)年 3月 31日, 文部省, 國民學校令施行規則, 昭和16年(1941)年 3月 

14日(김보림, ｢日帝下 國民學校 國民科의 導入과 ‘國史’(日本史) 敎育｣, 2006 서울  박사학위논문,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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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만과 조선의 국민과 ‘국사’의 목적은 거의 같았지만 조선의 경우 ‘국체의 존엄

한 이유를 체인(體認)시킨다’라는 내용을 더하여 보다 황국민 ‘국사교육’을 철저히 하려 하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재의 내용에 해서는 동 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초등과에서 건국의 체제, 황통의 무궁, 역  천황의 성업, 충량 현철의 사적, 거국봉공의 사실 

등에 따라서 황국 발전의 궤적을 알도록 한다. 고등과에서는 전항의 취지를 확 하여 국운의 

육창(陸創), 문화 발전이 계국(啓國) 정신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알도록 함과 동시에 제외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81)

1922년의 만교육령에서 6개년의 공학교 일본역사의 교재가 건국의 체제, 황통의 무궁, 

역 천황의 성업, 충량현철의 사적, 문화의 유래, 외국과의 관계 던 것에 반해 1941년 국민학

교령에서는 초등과 6년 고등과 2년으로 나지면서82) 이전 6개년에서 배웠던 문화의 유래와 

외국과의 관계 부분이 고등과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구체적인 교수방법에 해서 동 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사의 시 적 양상에 유의하여 일관한 계국 정신을 구체적으로 감득(感得), 파악시킨다. 향토와 

관계 깊은 사적은 국사와의 관계에 유의하여 취급한다. 연표, 시 표, 지도, 표본, 그림, 화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습득시킨다.83)

여기에서 이전과 크게 다른 점은 ‘감득, 파악’의 방법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즉, 객관적 

설명에 의한 것이 아닌, 감득(感得)시키는 방법에 의한 역사교수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국민과 국사과목이 천황을 위해 군 로 끌려가 ‘산화’되는 데에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민과의 통합원리는 ‘황국의 도’에 귀일한다는 목적에 의한 통합이었다. 이것은 다음

과 같은 설명에서도 알 수 있다.

81) 臺灣總督府(昭和18年)國民學校制度實施二件ヲ關係法令, p.10
82) 국민학교는 수업연한 8개년 일관의 교육체계로 만들어 그 과정을 두 개로 나누어 초등과 및 고등과를 

두는 것으로 하 다. 단 지역의 정황에 따라 초등과 또는 고등과만을 두는 것이 가능하게 하 다.(국민학
교령 제2조) 또한 초등과의 수업 연한은 6년, 고등과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 다.(동령 제3조)(臺灣總

督府(昭和18年)國民學校制度實施二件ヲ關係法令, p.10)
83) 臺灣總督府(昭和18年)國民學校制度實施二件ヲ關係法令,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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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는 국민학교의 교육이 황국의 길에 귀일하기 위한 것은 먼저 방법도 황국의 도에 귀일시

키지 않으면 안된다. 목적과 방법은 일원적인 것이다. 방법은 목적 달성을 위해 생각되어지는 

것이며 목적에 귀일시키는 방법은 무력한 것이지 않다. 특히 황국신민의 연성이라고 하는 입장에

서 방법을 고찰하면 종래의 같이 기계적인 교수와 훈련 방법은 극히 부적절한 것이다. 이들의 

3자가 다른 방법으로서 실시되면 황민의 배양에 철저하지 않은 것이다.84) 

한편, 교과와 과목을 각 학년에 배당시켜 그 정도 및 매주 수업시수를 정한 것을 과정표라 

하 다. 만의 국민학교에서는 국어(일본어) 생활을 하는 가정의 아동에 한 과정은 별표 

제1호표, 국어(일본어) 생활을 하지 않는 아동에 한 과정은 별표 제2호표 또는 제3호표에 

의한 것으로 하 다.( 만공립국민학교규칙 제32조)85) 과정 제1호표 및 제2호표에 의한 국민

학교는 초등과 고등과로 나뉘지만 과정 제3호표에 의한 국민학교는 초등과 고등과의 구별 

없이 수업연한 6년이었다. 그것은 고등과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설치되었다. 

초등학교령 발표당시 만에서 초등보통교육은 일본과 달리 의무교육이지는 않았지만 일

본인 아동의 취학률은 99.55%를 넘는 사실상 의무교육과 차이가 없었다.86) 

1941년 4월 말 과정 제1호표에 의한 국민학교의 민족별 학생 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87)

<표 9> 제1호표에 의한 국민학교의 민족별 학생 수(1941.4)

구분 성별 일본인 만인 원주민 기타 계

초등과
남 21,544 2,268 24 55 23,891
녀 20,997 1,497 16 38 22,548

소계 42,541 3,765 40 93 46,439

고등과
남 1,520 250 3 11 1,784
녀 1,692 108 0 0 1,800

소계 3,212 358 3 11 3,584
총계 42,753 4,123 43 104 50,023

지방에 분산되어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을 교육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과정 제1호표에 

의한 국민학교는 비교적 지역적으로 잘 분산되어져 있었다. 일본과 다른 만의 특징은 도시 

이외의 국민학교는 학급수가 적은 학교들이 전 지역에 상당히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는 점이

84)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앞의 책, p.61
85)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위의 책, p.93
86) 臺灣總督府文敎局(昭和十四年度版), 앞의 책, p.6
87) 사범학교부속, 남북주, 신죽주, 중주, 남주, 고웅주, 동청, 화련홍청, 팽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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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8)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과정 제1호표에는 압도적으로 일본인 학생이 많이 점하고 

있어 일본인과 만인의 구별은 여전히 존재하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41년 4월 말 과정 제2호표 및 제3호표에 의한 국민학교의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89)

<표 10> 제2호표 및 제3호표에 의한 국민학교의 민족별 학생 수(1941.4)

구분 과정표 만인 일본인 원주민
외국인

(중화민국인) 조선인 계

초등과

제2호표
남 389,882 남 2 남 3,242 남 1,744 12 394,882
여 237,146 여 7 여 2,565 여 1,163 9 240,890

제3호표
남 22,436 남 1 남 1,262 남 0 0 23,699
여 12,245 여 4 여 1,138 여 0 0 13,387

고등과 제2호표
남 14,241 남 0 남 108 남 48 2 14,397
여 3,385 여 0 여 18 여 12 0 3,415

계 679,333 14 8333 2967 23 690,670

다음은 국민학교 제2호표와 제3호표의 과정표를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제1호표와 반 로 

압도적으로 만인 학생 수가 많다. 따라서 국민학교령하에서도 만인과 일본인 학교의 

차별과 구분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만인 학령 아동의 취학사항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전 만을 통해 

1941년 3월 31일 조사에 의하면 남학생 70.57%, 여학생 43.42%, 평균 57.46%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다. 원주민 학령 아동(보통행정구역내 거주자만)의 취학은 일본인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만인에 비하면 꽤 양호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같은 1941년 3월 

말의 조사에서 남학생 70.92%, 여학생 65.58%로 평균 68.40%이다. 따라서 만인과 원주민 

양자를 합하면 남학생 70.57%, 여학생 43.64%로 평균 57.57% 다.90) 

아래의 <표 11>과 <표 12>는 국민 학교의 제1호표와 제2호표의 과정표를 나타낸 것이다.

88) 臺灣總督府文敎局(昭和十四年度版), 위의 책, p.9
89) 臺灣總督府文敎局(昭和十四年度版), 앞의 책, p.15
90) 臺灣總督府文敎局(昭和十四年度版), 위의 책,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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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민 학교 별표 제1호표 과정표91)

교과 국민과 실업과 이수과 체련과 예능과

계
과목

수
신

국
어

국
사

지
리

농
업

공
업

상
업

수
산

산
수

이
과

무
도

체
조

음
악

습
자

도
화

공
작

가
사

(여)

재
봉

(여)

초
등
과

제1학년 10 5 5 3 23
제2학년 11 5 6 3 25
제3학년 2 8 5 1 6 2 3 27
제4학년 2 8 1 5 2 6 2 남5, 여3 2 31
제5학년 2 7 2 2 1 5 2 6 2 남5, 여3 2 34
제6학년 2 7 2 2 1 5 2 6 2 남5, 여3 2 34

고
등
과

제1학년 2 4 2 2 남5, 여2 3 2 남6, 여4 1 3 5 30

제2학년 2 4 2 2 남5, 여2 3 2 남6, 여4 1 3 5 30

* 국사의 경우 만총독부가 편찬한 제4학년용의향토의 관찰이라는 교사용 지도서가 있었으며, 제5
학년과 제6학년, 고등과의 제1학년과 제2학년에서는 국사의 요라는 교과서를 사용하 음.

<표 12> 국민 학교 별표 제2호표 과정표92)

교과 국민과 실업과 이수과 체련과 예능과

계
과목

수
신

국
어

국
사

지
리

농
업

공
업

상
업

수
산

산
수

이
과

무
도

체
조

음
악

습
자

도
화

공
작

가
사

(여)

재
봉

(여)

초
등
과

제1학년 13 5 4 2 24
제2학년 15 5 4 2 26
제3학년 2 12 5 1  4 2 3 29
제4학년 2 11 1 5 2  4 2 남5, 여3 2 32
제5학년 2 7 2 2 남3 여1 5 2  5 2 남4, 여3 3 34
제6학년 2 7 2 2 1남3 여1 5 2 5 2 남4, 여3 3 34

고
등
과

제1학년 2 4 2 2 남5, 여2 3 2 남 6, 여4 1 3 5 30

제2학년 2 4 2 2 남5, 여2 3 2 남6, 여4 1 3 5 30

*국사의 경우 만총독부가 편찬한 제4학년용의향토의 관찰이라는 교사용 지도서가 있었으며, 제5
학년과 제6학년, 고등과의 제1학년과 제2학년에서는 국사의 요라는 교과서를 사용하 음.
  

91)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앞의 책, p.94
92)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臺灣子供世界史, 安部洋 編(2007)日本植民地敎育政

策史料集成(臺灣篇)第26卷, 龍溪書舍,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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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표 11>과 <표 12>를 비교해 보면 주로 일본어를 사용한 학생과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은 그 수업과목과 수업 시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수의 만 학생에게는 제1학년과 제2학년의 수신과 국어 과목이 

더 많이 부과된 것을 알 수 있다. 제1학년 수신과 국어 과목은 일본인 학생보다 3시간이, 

제2학년에서는 4시간이 더 부과되었다. 이는 어린 만인 학생에게 ‘황국’ 건설에 기초가 

되는 수신과 국어과목을 더 부과하도록 하는 교육의 방침 때문이었다. 한편, 수신과 국어과목

이 분화되는 제3학년부터는 국어과목이 제3학년에서는 4시간, 제4학년에서는 3시간이 더 

부과되었다. 

이처럼 고등과의 교과 및 과목은 일본과 같았지만 초등과에서는 일본의 국민학교 초등과에 

실업과를 더했다. 즉 5, 6학년에서 농업, 공업, 상업, 수산의 한 과목 또는 여러 과목을 과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의 실제에서는 일본의 내부 사정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과 함께 만의 

사정도 이해하도록 하 다.93) 

‘국사’과목은 제4학년부터는 1시간 ‘향토의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제5

학년과 제6학년은 ‘국사의 요’라는 이름으로 고등과 1, 2학년까지 가르쳤다. 수업시수는 

일본인 학교와 같았다. 

실업과인 농업, 공업, 상업, 수산의 과목이 일본인 학교와 다르게 제5학년과 제6학년에 

남자학생에게 2시간 더 부과되었다. 이 점 역시 만인에게 실업교육을 강조하여 저급한 

노동력을 양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가사라는 과목을 만인들에게 더 부과하여 여성 

노동력도 함께 착취하고자 하 다.

한편, 이 시기에는 화가 중에게 많이 보급되어 이전과 달리 화(활동사진) 활용을 

교수에 권장하 다.( 만 공립 초등학교규칙 제48호) 다만 만총독이 지정한 화에 한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수업에 화를 활용하는 것을 통제했다.(동 제49조)94)

만공립국민학교규칙 제4장에 의하면 국민학교의 교과용도서는 만총독부 또는 문부성

에서 저작권을 가지는 것 또는 문부 신의 이 검정한 것으로 하여 만 총독이 그것을 지정하

는 것 두 가지가 있었다.(제44조)95) 당시 산수는 문부성편찬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것은 모두 만총독부편찬의 것을 사용하 다.96) 

93)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앞의 책, p.10
94)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위의 책, p.112
95)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위의 책, p.109
96)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위의 책, p.16

한편, 1935년도까지 역사과목과 관련하여 만 총독부가 출판한 공학교 교과용 도서 및 참고서는 다음
과 같다.(명치 28년 일본어 교과서, 정 10년 공학교 교수요목(일본역사, 지리, 이과, 농업, 상업, 수공, 
재봉 및 가사) 정 10년 공학교 고등과 교수요목(수신,일본역사,지리,이과,농업,상업,수공, 재봉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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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과용도서의 편찬방법에 해서는 “교재는 황국의 도에 따라서 초등보통교육을 실시

하고 국민의 기초적 연성을 기르는데 적절한 것으로 하며 단, 교사용도서에서 이 같은 교재를 

향토화시키도록 한다.”97)고 하여 ‘자연의 관찰’ 및 ‘향토의 관찰’은 실물실지를 교재로 하는 

관계에서? 아동용 도서는 없이 교사용 도서만 만들었다.98)

4.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시기 만식민지 교육정책의 핵심은 동화주의 와 격리주의

에 있었다. 동화주의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만인의 언어, 역사, 풍속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고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명분하에 시행된 격리주의는 식민지 차별교육의 일환이

었다. 

공학교는 만인 상 초등교육기관이어서 일본인 상 소학교와 분리되어 있었다. 1941년 

소학교와 공학교의 구분을 없애고 국민학교로 개칭하긴 하 지만 여전히 교과과정을 ‘일어로 

가정생활을 하는 자의 자제’들만이 제1호표 국민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인 자제들

은 제2, 제3호표 국민학교에 입학시키는 차별정책을 유지한 것이다. 또한 한문을 점차 수의과

목에서 폐지까지 한 점, 실업교육 특히 여아의 실업교육을 강조한 점, 수업연한을 6개년 원칙

으로 하면서도 4년 또는 3년으로 단축시킨 점 등은 ‘이등국민’을 양성하려는 원칙을 통한 

격리주의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또한 다른 방면으로는 교육에 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도 만의 전통 교육기

관인 서방에 조선총독부가 이에 한 참고도서로서  일본사략(1898)과 교육칙어술의
(1899)와 같은 황국민을 키우기 위한 도서를 간행한 점, 식민지 조선과 달리 초등학교, 국민과, 

국사의 목적이 일본 자국과 똑같다는 점 등은 만에서의 동화주의 정책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점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1895년 만을 식민지한 초기의 교육 정책은 서양의 학문을 가르치면서도 

만인을 황국민으로 키우기 위한 이중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 강점을 

사), 정 11년 공학교용 일본역사 상하, 정 11년 공학교용 일본역사 편찬취의서, 소화 7년 공학교용 
일본역사 제2종 상권, 소화8년, 공학교용 일본역사 제2종 하권, 소화9년, 공학교용 고등과 국사권1, 
공학교국사 제1종 상(개정출판))(枝萬榮(昭和十二年)臺灣の敎育, 昭和新報社臺南支局, 安部洋 編

(2010)日本植民地敎育政策史料集成(臺灣篇)第53卷,龍溪書舍, pp.401-408)
97)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위의 책, p.110
98) 臺灣第二師範 附屬國民學校 啓明會(昭和十八年), 위의 책,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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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자마자 발표된 제1차 교육령에서는 ‘지리’, ‘국사’ 등의 교육과정에 있어 조선 학생들은 

일본 지리와 일본 역사를 배우기 시작했으나 만의 경우, 식민지 초기에는 국어교육에만 

집중하여 교육과정에 ‘지리’, ‘역사’의 과목이 보이지 않다가 뒤에 가서야 ‘지리’, ‘역사’를 

순차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다. 

만에서의 역사교과서는 만총독부 간행의 일본인물에 한 역사교육이었다. 이러한 

교육 정책은 일본의 문부성이 저작하여 일본 국내의 학생들이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게 한다

는 동화주의의 기조에 따른 것이었지만, 만인 학생에게 힘이 아닌 문치로서 존왕주의에 

기여했던 인물들을 더 공부하도록 하여 천황과 일제에 순응하는 식민지인을 길러내려고 한 

의도가 엿보인다. 

일본의 식민지 교육에서 동화 정책이라는 기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역사교육에서 

일본- 만-조선이라는 시 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한 예로 1895년에 식민지

화된 만이 제1차 만교육령을 발표하고 교육을 정비한 것이 1919년에 이르러서야 되었다

는 점과 비교하여 한국은 1910년 식민지가 된 후 1911년에 조선교육령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만에서의 교육정책에 한 시행착오가 한국의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데 향을 주었을 것이

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99) 이처럼 일본 식민지 교육정책 중 동화주의 정책에 

주요하게 이용되었던 역사교육 정책의 기제를 만에서 찾는다면 일제 강점기 한국에서의 

역사교육에 한 원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만과 조선에 한 보다 면 한 

분석과 본격적인 비교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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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일본의 식민지 만 역사교육 정책 연구

본 논문은 일제 식민지기 만에서 역사교육에 한 정책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 다. 본고에서는 일제 식민지기 
만교육을 만공학교령 시기(1895-1918), 만공학교령 시기(1919-1940), 국민학교령 시기(1941-1945)로 나누어 그 시기

적 특징을 고찰하고 각 시기별 역사교육 정책과 그 실제를 살펴보았다. 만공학령 시기에는 국어전습소를 설립하고 
만인에 한 국어교육을 실시하 다. 또한 소학교와 공학교로 구분하여 일본인과 만인의 구별을 두었다. 국민학교령 

시기에는 비록 소학교와 공학교의 명칭상 구분을 없앴지만 제1호표, 제2호표, 제3호표 과정의 구분을 만들어 여전히 
일본인과 만인 학교의 구분은 깊었다. 역사교육은 1922년의 제2차 만교육령 시기에 이르러서 일본역사라는 이름으로 
공학교의 정규 교과목이 되었다. 1938년 일본역사라는 이름은 다시 국사로 바뀌지만 역사 내용은 일본의 역사 으면 
인물을 중심으로 한 내용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교과서는 만의 상황에 따라 만 총독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하
다. 1941년 초등학교에서는 국민과라는 이름의 교과를 만들어 거기에서 수신, 국어, 국사, 지리 과목을 두었는데, 국사과

목의 목적은 황국민의 연성에 있었다. 일본은 이처럼 동화주의의 기조아래 역사교육을 실시하고자 하 다.

A Study on the Policy of History Education in Taiwan in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article aimed to overview the history education policy in the period of Japanese rule in 
Taiwan. Japanese colonial period is divided in three; Taiwan Public School time(1895-1918), Taiwan Education System time 

(1919 - 1940), Elementary School time(1941-1945)
Taiwanese students begin to learn in the Public School and Japanese students learn in their elementary school from 1898. 

This shows a serious separated policy between Taiwanese and Japanese. Even though Elementary School became the only one 
school for the elementary education in 1941, there was the educational course separation from ‘one course’ for Japanese and 
‘two course’ or ‘three course’ for Taiwanese. History subject could be the regular course in the second Taiwan Education statute, 
1922. The subject name ‘Japanese History’ was changed to ‘Nation History’ in 1938. The history textbook was published in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Taiwan

The objectives of elementary schoolsin Taiwan including Japan presented the practice on the ‘right way of emperor country’ 
Especially national history(Japanses History) in the nation course was occupying a pivotal position from the level of practicing 
‘right way of emperor cou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