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민속·현대문화 ● 제8편 현대문화

1. 근대교육의 역사 개요
우리나라 근대적인 신학제는 갑오경장을 계기로 1895년부터 1905년 사이에 그
골격이 일부 수립되었으나 유교의 경전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하는 종래의 전통적
인 교육을 탈피한 근대적인 신교육은 1880년대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점에서 1880년대에 실시된 근대적인 신교육은 한국교육의 근대화에 있어
서 개척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교육기관에는 동문학을 비롯하여 원산학교, 육영
동문학(同文學)은 1883년 독일인 묄렌도르프에 의해서 외아문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된 영어교육기관으로, 통변학교 또는 영어학교 라고도 불리어졌다.
육영공원은 구한국 정부에서 미국인 교사 3인을 초빙해서 1886년에 설립한 한
국 최초의 근대적인 국가 교육기관으로, 연소한 현직관리와 15세부터 20세까지의
젊은 선비들을 입학하게 하여 영어와 함께 지리, 수학, 자연과학 등을 교육하였다.
원산학사는 개항장인 원산에 거주하던 향중부로들이 일본의 침략과 새로이 전
개되는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파 관리들의 협력을 얻어 1883년 원산
에 설립한 한국교육사상 최초의 근대적 사립교육기관이다.
기독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188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내한하기 시작한 개
신교 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의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배재학당(1885)을 비
롯하여 이화학당(1886), 경신학교(1886), 정신학교(1886)등 미션계 학교를 설립하
여 명실상부한 근대적 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880년대에 실시되기 시작한 근대적 신교육운동과 개
화사상의 영향을 받은 구한국 정부는 1894년의 갑오경장을 계기로 우선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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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과 배재학당·이화학당·경신학교·정신학교 등의 미션계 학교 등이 있었다.

근대적 교육행정부서로서 학무아문을 설치하고, 1895년부터 국가적인 근대 교육
제도의 설립을 추진하여 소학교를 비롯하여 사범학교·중학교·외국어학교·의
학교·상공학교·농상공학교·광무학교·법관양성소 등 근대적인 국가교육기관
을 설치하고, 종전의 성균관을 개편하였다. 그러나 1905년 소위 을사조약의 체결
에 따라 통감부를 설치한(1906) 일제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통감부는 대한제국 정부의 학부로 하여금 1906년 8월에 보통학교령
을 비롯하여 사범학교령, 고등학교령, 외국어학교령 등을 제정하고, 일본어를 교
수하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교과내용도 자주적 애국심을 함양하는 내용을 삭제하
고 친일적인 내용으로 개편하는가 하면 일본인 교원을 한국인 학교에 배치하는
등 교육제도를 바꾸었다.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을 공포하여 1905년 이후 국권회복과 애국운동을 목적
으로 하여 우후죽순같이 전국에서 설립 운영되는 애국민족주의자들에 의한 수많
은 학교들을 통제하여 같은 해에 고등여학교령이 발표되어 한성여자고등학교가
창설되었다. 1909년에는 다시 각급학교 교육령을 개정하여 일본 식민지 교육을
더 강화하였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후 조선교육령을 공포(1911)하여 한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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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본인 화하는 교육을 추진하였다. 한국인 학교에 한국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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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을 일본역사와 일본어를 가르치는 시간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한국
의 사립학교들을 통제하였다. 1919년 3·1 독립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은 소위 융
화정책을 표방하고 초·중등교육의 제도를 일본인의 초·중등학교와 교육 연한
을 같이 하여 한국인에게 중등학교 졸업 후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보통학교의 경우 6년제의 학교는 소수이고 4
년제나 5년제의 보통학교가 많아서 실제로 차별대우를 하였으며 고등교육에서의
한국인 진학의 문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서 일본의 대륙침략의 도구화를 위한 군국주
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한국어는 교과에서 수의과목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한국어는 학교교육에서 제거되었다.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은 완전
히 전시체제의 학제로 개편되어 당시의 중등학교, 전문학교 학생들은 전쟁 준비
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1880년대부터 근대화를 지향한 근대학교가 발생하고 1890년대에
는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도화하고 근대학교를 설립하여 근대화를 지향하는
교육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905년 일본 통감부가 설치되면서부터 교육에서

한국어를 말살하고 대신 일본어를 보급하고 한국인에게 저급한 교육과 실과교육
만을 시켰다. 또한 고등정신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억제하였으며 한국문화를 말
살하고 일본인화 하려는 일본 식민지주의 교육이 1945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초등교육을 어느 정도
확충하였으며 수는 적지만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문호를 열어 주었다. 그리하여
일제시대에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해방 후에 한국의 여러 영역에
서 활동하여 왔으며 1970년대 이후에 와서 해방 후에 교육받은 새로운 세대들이
주역을 담당하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다음 항에서 초등학교(소학교·보통학
교·심상소학교·초등학교), 중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보통학교 등의 중
등교육기관) 그리고 전문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전개과정을 살피면서 서천군
내 학교의 발생과 전개에 관련시켜 살펴보기로 한다.

2. 근대학교의 전개과정
1) 초등학교(소학교·보통학교·심상소학교·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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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있어서도 관립은 국고, 공립은 지방행정 기관에서, 사립은 사인의 부담으로
규정하였다.
수업연한은 심상과 3년, 고등과 2년 또는 3년으로 정하였고 학령도 만 8세에서
15세까지였다. 학부는 1895년 7월 19일에 소학교령을 공포하여 초등교육의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시 동년 8월 12일에는 학부령 제3호로 소학교규칙대강을
공포하여 소학교 교육의 대강을 제시했다. 그리고 다음 해(1896) 학부령 제1호로
보조 공립소학교 규칙을 공포하여 공립소학교에 대한 국고금 보조를 법적으로 강
화했다. 그리하여 각 부·군은 그 관내의 학령 아동을 취학시킬 공립소학교를 세
우도록 했다.
이러한 소학교 교육확장시책에도 불구하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관공립소학교는 서울에 심상소학교로 수하동·장동(후일 해동)·정동·양사동·
미동·양현동·주동·안동에 설치되었고, 교동에 고등소학교가 세워져 심상소학
교 졸업생을 진학시켰다.
또한 지방에는 각 관찰부 소재지인 수원·공주·충주·광주·전주·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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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기에 설치된 소학교는 관·공·사립의 세 종류로 나뉘어졌으며, 그 재

구·춘천·평양·영변·해주·함흥·경성에 공립 심상소학교인 이른바 관찰부 소
학교가 1개교씩 설립되었다. 1896년에는 학부의 지정지인 개성·강화·인천·부
산·원산·경흥·제주·양주·파주·청주·홍천·임천·남원·순천·영광·경
주·안동·안악·의주·강계·성천·원주·강릉·북청 등지에 세워졌다(관보 제
434호. 1896. 9. 21 학부령 제 5호)
이들 새로 설치된 소학교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거의가 시설이 빈약했고 국가
보조도 여의치 못해 군수의 진력과 지방민의 찬조로 가까스로 유지되었다.
이렇듯 정부 주도적 소학교 보급 계획이 벽에 부딪히자 기독교 계통과 더불어 민
간주도에 의한 자생적 교육보급으로 방향전환이 되어 사립학교들이 많이 발생하였
다. 1910년 12월에 발간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충청남도에 세워진 각종
공립보통학교는 공주(1906년 설립). 강경(1907년 설립), 홍주(1907년 설립) 및 온양
(1908년 설립)의 보통학교 등 4개교였다. 전국적으로는 59개 보통학교가 있었다.
그 밖에 보조지정보통학교는 충남지역에 1909년에 설립된 직산과 남포의 두 보통
학교가 있었고(보조지정 보통학교수는 전국적으로 31개교), 을종공립보통학교로는
1908년에 설립된 은진보통학교가 있었다(을종보통학교 전국적으로 48개교).
1915년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의 보통학교는 관립2, 공립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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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17개교로 총429개교인 데 충남에는 공립보통학교가 38개교이다. 19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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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보에 의하면 보통학교가 전국에 641개교이고, 충남에는 55개교였다. 학생수
는 충남전체로 7094명인데 그 중에 여학생은 293명으로 전체학생의 0.5%에 미
달하고 있고, 남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927년도 연보에 의하면 전국에 관립보통학교가 2개교, 공립보통학교가 1395
개교인바 충남에는 108개교의 보통학교가 있었는데 학생수는 31,010명, 그 중 여
학생은 4,883명으로 전반적으로 학생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934년도 연
보에 의하면 전국의 공립보통학교수가 2,133교로 충남에는 146개교이고 총학생
수가 42,034명이며 그 중 여학생이 8,287명으로 나타나 여학생수가 전에 비하여
점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938년 제 3차 조선교육령 개정에 따라 보통학교의 명칭이 일본인 초등학교의
명칭과 같이 심상소학교로 통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1941년부터는 모든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하고, 1996년 6월 1일부터 종래의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초등
학교로 바뀌었다. 국민학교 이전에도 보통학교, 소학교, 심상소학교 등 다양한 이
름으로 불리어졌던 것을 '초등학교'로 부르기로 한 데에는 단순한 개명 이상의 의
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일제강점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의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일제시대에 사용된 국
민학교라는 이름은 당시 식민지 국민에 대한 보통교육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반해, 초등학교라는 이름은 문자 그대로 앞으로의 상급학교에의 진학을 전제로
한 기초학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명칭의 변경은 매우 적절한
개명이었다. 1941년도 조선총독부 시정연보에 의하면, 1941년 5월말 현재 관립
13개교, 공립 2973개교, 시립 145개교, 총계 3,131개교에서 재학하는 한국인 아
동 수는 1,576,359명이었다.
이 밖에 산간벽지에 1974년도부터 간이학교의 제도를 창설하여 소학교에 미취
학한 아동을 대상으로 간이 초등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인근의 공립국민학교에
부설한 수업연한 2개년으로 되는 저급초등 교육기관이 있었다. 1941년 5월말 현
재 그 수는 1,648개교이고 145,938명의 아동이 재학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초등교육기관이 해마다 증가하고 학생수가 증가되었지만 학령아
동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하여 8.15해방 후 급격하게 초등교
육기관을 증설하고 1950년 6월 1일부터는 명실 공히 초등교육 6개년간을 모든 학
령아동이 수학할 수 있는 의무교육제도가 실시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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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4월 4일 칙령 제 11호로 중학교관제가 공포되었다. 이 관제에 의해서
설립된 유일한 중학교가 서울의 한성중학교였다. 한성중학교는 1906년 8월에 4
년제 관립한성고등학교가 되었다. 이보다 앞서 1895년에 외국어학교 관제가 공포
되어 그 해 일어학교, 영어학교 및 청어학교가 세워지고 1896년에 아어학교가,
1900년에 한어학교와 독어학교가 세워졌다.
이들 외국어학교에서는 각각의 외국어를 숙달하고 실무에 적격한 자를 기르는
것이 목적이었다. 1899년 상공학교 설립, 1909년 실업학교령 등이 공포되었다.
1910년(융희 4년) 3월말 현재의 중등교육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성사범학교(1906년 학교령 개정)에는 본과(3년제)와 속성과(1년제) 학생들이
239명이 재학하였고, 한성고등학교(4년제)에는 164명의 재학생이 있었다. 평양
고등학교(1909년 창립, 3년제)에는 62명의 재학생이 있었고, 한성외국어학교(수
업연한 3년제)에는 295명의 재학생이 있었다. 1908년에 설립된 한성고등여학교
(본과 3년제)에는 175명의 재학생이 있었다. 이상의 5개 관립중등학교 외에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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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이에 준하는 중등교육기관)

으로 함흥고등학교(1909년 설립, 3년제)에 58명이, 숙명고등여학교(1909년 설립,
본과 4년제)에는 219명의 재학생이 있었다.
그 밖에 관립 인천 실업학교가 1교 있었고, 공립으로 부산, 대구, 평양, 전주, 함
흥, 진주, 광주, 공주, 춘천, 군산, 정주, 제주, 그리고 북청에 실업학교 또는 농립
학교가 있었다. 또 사립으로는 선린상업, 회령실업, 기창농림, 함일실업, 길주농
림학교가 있을 정도였다. 이 중 충남지역에 설립된 중등정도의 학교로서는 1910
년 7월에 창립된 수업연한 2년제의 공주농업학교가 하나 있을 뿐이다. 그리고
1911년 7월에 공주군 남부면 수업연한 1년제의 공주공립간이농업학교와 홍주군
주북면에 홍주공립간이농업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학급 수는 각각 1학급이었
고, 학생수는 각 38명과 27명의 적은 학생을 수용하고 있었다.
1915년도의 통계연보에 의하면, 관립고등보통학교는 1911년 때와 같이 경성고
등보통학교와 평양고등보통학교 2개교이며, 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도 경성여자
고등보통학교와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 2개교뿐이고 사립으로는, 남자에 양정고
등보통학교와 함흥고등보통학교 2개교뿐이었고, 여자에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와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가 있었다. 한국인 학교의 교원양성기관으로는 한일병
합 후 종래의 사범학교가 폐지된 후 경성과 평양의 고등보통학교와 경성여자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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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학교에 설치된 사범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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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실업학교는 1915년도에는 충남에 6개교로 증가하였으나 총학생수는 142
명이었다. 1920년도 조선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관립고등보통학교는 대구, 함흥,
전주의 세 고등보통학교가 늘어서 5개교로 되고, 사립고등보통학교는 양정·배
림·보성·휘문·송도·오산·광주·동래 및 광성 등 9개교로 증가하였다. 여자
고등학교의 경우는 관립은 그 수효가 변함없이 2개교인데 비하여 사립은 숙명,
진명 이외에 이화, 호수돈, 정양(평양) 등의 여자고등보통학교가 개교되어 5개교
로 늘어났다. 그리고 1920년 현재 전국적으로 농업학교가 18개교, 상업학교가 9
개교이었는데 이 해에 충남지역에는 강경상업학교가 새로 개교되었다.
1927년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립고등보통학교의 수가 15개교로
증가하였는데 그 중 충남지역에는 공주고등보통학교가 포함된다. 사립고등보통학
교는 1920년도와 변함없이 9개교이다.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는 6개교로 종전보
다 4개교가 증가되었고 사립여자고등보통학교는 배화·동덕·일신·누씨 여자고
등보통학교가 개교됨으로써 9개교로 증가하였다. 그 밖에 충남에는 충청남도 농
업학교와 공립실업보습학교가 8개교 있었다.(1927년도 연보 666~676쪽 참조).
1934년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립고등보통학교는 15개교로 1927

년도와 그 수효가 같다. 사립고등보통학교는 중앙·오산·영생 등의 3개교가 생
기고 동래가 공립으로 전환됨으로써 11개교로 되었다.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는 1
개교가 증가되어 7개교가 되고 사립도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가 개교되어 10개교
로 되었다.
관립 실업학교는 경성공업학교 1개교이고 공립실업학교는 50개교로 증가하였
으며 실업보습학교는 공립88개교 사립3개교 도합91개교로 충남지역의 공립실업
보습학교의 수는 12개교에 달했다.
1938년 제 3차 조선교육령 개정에 따라 소학교규정, 중학교규정, 고등여학교규
정, 사범학교규정, 실업학교규정 등이 각각 바뀌되었다. 그리하여 조선교육령 제 2
조 내지 4조에서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 실업교육은 실
업교육령, 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따라 대학교육은 대학령에 따르는 등 종래 일
본국 본토에서 적용되었던 각급 학교령을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제3차 조선교육령의 각급 학교령 및 개정된 각급학교규정 등의 중요 골자를 보
면 다음과 같다.
보통학교는 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
학교로 학교 명칭을 각각 고쳐 한국인을 위한 학교와 일본인을 위한 학교의 명칭
을 동일하게 했다.
소학교로 존속시키고 점차적으로 6년제로 하기로 했다.
기설의 공립학교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 각각 구별했으
나 신설학교는 상치되지 않는 한 공존을 고려했다.
사범학교는 종래에 일본인을 위한 소학교 교원양성기관과 한국인을 위한 보통
학교 교원양성기관으로 분립되었으나 개정교육령에서는 하나로 통합했다.
교과목, 교과과정, 교수요목 등에‘조선어’이외에는 한, 일 양국인의 것을 동
일하게 했으나 조선어교과를 수의과목으로 했다.
이상과 같이 하여 일제는 한국교육을 혁신했다고 자찬, 선전했으나 기실학교
명칭을 일본인 학교의 명칭과 동일하게 했고, 조선어 교과를 수의과목으로 전락
시킨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국은 조선어 교과를 교과목에서 말살시키
기 위하여 공립학교에서는 물론 사립학교에서도「조선어」
교과를 부과하지 못하
도록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철저한 일본인화 교육을 시도했다.
1941년도 조선총독부 시정연보에 의하면 1941년 5월말 현재 초등교육기관이
관립 13개교, 공립2,973개교, 사립145개교, 총계3,131 개교에 재학하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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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도 수업연한 4년제 보통학교가 상당수 있었는데 이를 당분간 4년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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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총수는 1,576,359명이었다. 그 밖에 간이학교도 1,648개교에 145,938명이
있었다.
중등교육기관도 1941년 5월말 현재 중학교는 도립 46개교, 부립 2개교, 사립중
학교 16개교 도합 64개교가 있었다. 이중 주로 일본인을 수용하는 학교가 22개교
이고 한국인을 수용하는 학교수는 42개교였다(도립26개교, 사립16개교, 그 중 2
개교는 한일공학). 또 고등여학교는 도립 24개교, 또는 학교조합설립 31개교, 사
립 13개교 도합 68개교인바 그 중 주로 일본인을 수용하는 학교는 부 또는 학교조
합설립의 전부와 사립 1개교이고 다른 도립 및 사립 12개교는 모두 주로 한국인을
수용하였다.
1941년 5월말 현재 실업학교는 도립농업학교42개교, 공업학교7개교, 상업학교
3개교, 여자직업학교 1개교, 또 실업보습학교는 농·공·상·기업·수산·실녀
를 합해서 127개교가 있고 도비·부·군학교비 또는 학교조합에서 경영하는 것
외에 사립농업학교 1개교·공업학교 2개교·상업학교 10개교·직업학교 3개
교·실업보습학교 16개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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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교육기관(전문학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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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교는 1941년 5월말 현재 관립으로 경성법학전문학교·경성의학전문학
교·경성고등공업학교·수원고등농림학교·경성고등상업학교·경성종산전문학
교·부산고등수산학교의 7개교, 공립으로는 대구의학전문학교·평양의학전문학
교의 2개교, 사립으로는 욱의학전문학교·보성전문학교·희전문학교·이화여자
전문학교·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혜화전문학교·경성여자
의학전문학교·대동공업전문학교·숙명여자존문학교의 10개교, 계19개교가 있었
으며, 관·공립학교에는 어느 학교나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학하는 제도를 취했다.
대학교육으로서는 1924년에 제국대학령에 의한 칙령을 공포하여 법문학부와
의학부를 전제로 하여 수업연한 2년의 예과가 설치되었으며 중학교 또는 고등보
통학교 졸업자를 입학자격으로 하여 개교하였다.
1926년 5월 1일부터 예과수료자를 수용해서 법문학부와 의학부가 개학되었다.
1934년에는 경성제국대학예과규정을 개정해서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 제 4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를 학부 입학자격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법문학부에 있어서는 한국의 법률

제도 및 경제 내지 언어·문학·사상· 신앙· 풍속·습관·미술·역사 등에 관
한 연구를, 의학부에서는 한국 특수의 질병, 약물 등을 전제로 같은 해에 이공학부
에 진급할 예과 학생을 수용하고 1941년 4월에 동학부를 개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기관의 재학생은 대부분이 일본인 학생이었고 한국인 학생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대학의 설립도 결국 일본식민지교육의 한 방편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범학교는 1922년에 독립적으로 경성사범학교를 창설하고 보통과 5년, 연습
과 1년제에서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시작하였고 1925년에는 여자연습과를
폐지하였다.
1929년 4월에는 조선교육령 중 특과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평안남도에 있
는 특과 공립사범학교를 폐지하고 관립으로 대구사범학교와 평양사범학교를 설
치하고 심상과를 두었다. 1935년에는 경성여자사범학교를 설치하고 심상과를 두
고 경성사범학교에 설치했던 여자연습과를 분리 수용했다. 1936년에는 전주사범
학교 1937년에는 함흥사범학교가 1938년에는 광주사범학교와 공주여자사범학
교, 1939년에는 춘천사범학교, 1940년에는 진주사범학교, 1941년에는 청주사범
학교, 1943년에는 대전과 해주의 사범학교가 설치되어 각각 심상과를 설치하였다.
공립사범학교는 1922년 4월 신령에 의하여 공주에 특과사범학교를 설치한 것
을 효시로 1923년에는 각 도에 일제히 특과사범학교를 설립하여 보통학교 교원을
는 모두 1930년도 한으로 폐지되었다.
1941년에 국민학교규정(1941. 3. 31)을 공포하여 수의과목으로나마 존속했던
조선어 교과를 완전히 폐지시킨 일제는 1943년 3월에 조선교육령을 네 번째로 개
정하면서 중등학교 및 사범학교에서도 조선어 교과를 폐지시켰다. 한편 학도전시
동원체제확립요강의 시달(1943.6.25),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방책에 따른 전
문학교의 교명개칭(1943.10~1044.4),「학도동원령」
의 공포(1944.8.23) 학도군사
교육강화요강의 결정(1945.3.7), 전시교육령의 공포(1945.5.22)등 교육에 관한 전
시체제를 강요함으로써 학교교육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학교
교육은 일본이 태평양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군사주의적 교육체제로 집중되었
던 체제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880년대부터 근대학교가 싹이 텄고 1890년대에는 정부에서 주도
해서 근대적 학교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종교계에서나 일반민간이 주도한 구국
과 민권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학들이 많이 일어났었다. 그러나 1905년 일본이 강
제로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일본식민지주의의 교육을 실시하더니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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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하였으나 전기한 바와 같이 사범교육제도의 개정에 따라 각도공립사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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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한국을 완전히 일본으로 합병하고 1945년까지 학교 수나 학생 수를 실제
로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교육의 목적을 일본의 식민지정책 수행의 도
구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능한 한 적게 제공하고 하층기능교육에 역
점을 두었으며 한국어를 교육하는 것을 제한 또는 전폐하고 일본어를 보급하였
다. 한국의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했고 대신 일본의 문화를 이입하려는 등 식민지
주의 교육을 감행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8.15 후 일본은 한국 땅에서 철수하게 되
어 우리는 광복을 맞게 된 것이다.

4) 서천의 근대교육
서천의 근대 교육기관은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매우 열악
하였으며, 학교 수나 학생 수 등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는 형편이다.
1900년대 초기에 보통학교 수준의 지방 교육을 담당했던 인창학교와 서창학교
가 있었지만 서천 지역의 경우 일제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공립초등교육기관(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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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학교)으로 한산지역과 서천지역, 그리고 비인지역 등에서 개교하였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립학교를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은 야학을 통하여 공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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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대표적으로 1920년대의 길산 노동야학과 송산 신흥야학을 들을 수 있다.
중등교육기관으로는 1940년에 가서야 비로소 문을 열게 된다. 따라서 이 시대 서
천 교육은 조선시대 전통교육 기관으로서 서당, 향교등과 일제가 세운 공립소학
교 등이 각각의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했다.@@

(1) 보통학교
1905년 비인에 인창학교(仁昌學校), 1907년 서천에 서창학교(舒昌學校)가 설립
되어 군에서 운영하였다.
인창학교는 교육에 관심이 깊은 비인 유지들이 기부금을 거출하여 학교를 설립
하였고, 당시 비인 군수가 인창학교의 교장이었다. 인창학교의 교사(校舍)는 비인
향교 건물을 사용하였다.
서창학교의 교사(校舍)는 서천읍 군사리에 소재한 전주지방법원 서천출장소 건
물이었다. 서창학교의 교육은 보통과 수준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수업연한이나
학제 및 교과 과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1911년도의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관·공립보통학교의 수가 전국적으
로 236개교에 달하고 충남에는 18개의 학교로 증가된다. 그 중 1911년에 설립된
14개교가 포함되었다. 이 18개 보통학교 중 한산군 북부면에 세워진 한산공립보
통학교가 오늘의 서천군내에서 최초의 공립초등교육기관이다. 1911년의 한산공
립보통학교는 1학급으로 정원교원 1명에 근무교원 1명, 용인1명, 학생 59명이었
다. 이어 1912년 5월 10일에 서천공립보통학교와 1913년 6월 5일에 비인공립보통
학교가 각각 개교하였다.
노동자 농민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립보통학교에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은
1920년대 서천에는 길산 노동야학과 송산 신흥야학에서 공부하였다. 송산신흥야
학은 1926년에 한산면 송산리에 설립되어 1950대를 전후하여 없어졌다.
송산 신흥야학은 국민의 문맹 퇴치에 목적을 두었으며, 회장 1명, 학감 1명, 재
무 1명, 소수 교원의 임원을 두고 있었다. 야학은 남녀공학인데 수학 학생은 남학
생 60명, 여학생 18명이었다. 학생의 입학은 남녀 동일하게 7세 이상으로 정하였
고, 졸업기한은 4개년, 수업은 매년 음력 10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하도
록 하였다. 이곳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은 송산리에 거주하는 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동네의 학생도 입학을 허용하였다. 교과목은 국어·조선어·산술·한문·
수신·농업·주산·창가로 하되 국어·산술은 보통학교의 내용을 표준으로 하
공립초등교육기관인 한산공립보통학교(1996년 3월 1일 한산초등학교로 개칭함)
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진 9> 현 한산초등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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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외 과목은 학생의 수준에 맞게 편성·활용하였다. 여기서는 서천군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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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산초등학교 연혁
학교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182번지
1911. 7.@ 5@ 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수업연한 보통과 4년제)함
1911. 9.@ 1@ 공립한산보통학교로 개교함
1911. 2.@ 1@ 한산공립보통학교로 칭함
1923. 4.@ 1@ 보통과 6년제로 됨
1934. 3. 26@ 연봉간이학교를 부설함(수업연한 2년제)
1938. 4.@ 1@ 한산아성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함
1941. 4.@ 1@ 한산아성공립국민학교로 개칭함
1943. 4.@ 1@ 연봉간이학교를 분교장으로 승격 개편함
1946. 2.@ 1@ 한산공립국민학교로 개칭함
1946. 9.@ 1@ 월성분교장을 부설함
1946. 9.@ 2@ 연봉분교장을 본교와 분리 승격함(연봉국민학교)
1946. 2. 30@ 한산국민학교로 개칭함
1949. 9. 30 월성분교장을 본교와 분리 승격함(월성국민학교)
1981. 3.@ 1

한산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을 개원함

1994. 3.@ 1 월성국민학교을 통폐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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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3.@ 1 한산초등학교로 개칭함
1999. 9.@ 1 연봉초등학교를 통폐합함
2005. 2. 18 제 92회 졸업식(졸업생 8,989명)

나. 공립보통학교의 교과목
1911년 9월 1일 개교와 함께 보통학교 규정에 의하여 수신(修身)·국어(國
語)·한문(漢文」
·산술(算術)·이과( 科)·창가(唱歌)·체조(體操)·도화(圖
畵)·농업초보(農業初步)를 교과목으로 하였다.
1923년 4월 1일 6년제로 연장되면서지리(地理)·재봉(裁縫)·농업과(農業科)
를 교과목으로 추가하였다.
1930년 4월 1일에직업과(職業科)·여아를 위한 가사(家事)·재봉과(裁縫科)와
1938년 4월 1일에수공과(手工科)를 교과목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1941년에 4월 1일에 국민과(國民科)에수신·국어·국사·지리·이수
과(

科)에산수·이과·체조과(體操科)에체조·예능과(藝能科)에음악·습

자·도화·공작·재봉·가사·실업과(實業科)에 농업으로 각각 개편하였다.

다. 학급수 및 남녀 학생의 변화
1911년 9월 1일 개교 당시 1학년 33명, 2학년 26명 총 59명으로 두 개 학년이
었지만 1, 2학년을 복식 편성하여 1학급으로 운영하였다. 개교 당시에는 남학생
만 입학하였고, 1916년에 최초로 여학생 7명이 입학하였다(총 3학급, 여학생 7
명, 남학생 132명). 1917년에 여학생 17명(총 4학급, 여학생 17명, 남학생 127명),
1918년에 여학생 12명(총 4학급, 여학생 12명, 남학생 118명), 1919년부터 1921
년까지는 여학생의 입학이 없다가(1919년 총 4학급@ 남학생 113명, 1920년 총 4
학급 남학생 161명, 1921년 총 4학급 남학생 186명) 그 후에는 계속 남녀 공학으
로 학교가 운영되었다.
<표 1> 학급 수 및 남녀 학생의 변화
학급수

남학생수(명)

1911

1

59

여학생수(명)
-

합계(명)
59

1915

3

131

-

131

1920

4

161

-

161

1925

9

463

53

516

1930

8

393

101

494

1935

8

405

127

532

1940

10

581

285

866

1945

11

763

310

1,073

1950

12

472

224

696

1955

12

411

269

680

1960

15

487

431

918

1965

16

483

551

1,034

1970

18

523

538

1,061

1975

18

534

462

996

1980

18

396

378

774

1985

15

307

305

612

1990

13

214

212

426

1995

11

129

155

284

2000

8

135

100

235

2005

7

94

55

149

비고
1학년 33명, 2학년 26명

라. 통학 구역 및 학생 수
1911년 개교 당시 학생들이 통학 구역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산면(36명), 기산면(없음), 화양면(1명), 마산면(18명), 시초면(5명), 문산면
(없음), 양화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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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통학 구역별로 볼 때 현재의 부여군에 속하는 양화면 학생들이 한산공립보통
학교의 통학 구역에 속해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한편, 개교 당시 재학생은 총 59명이었는데, 통학 구역별 학생 수는 60명으로
개교 당시 재학생보다 1명이 더 많다.

마. 교사(校舍)
한산공립보통학교는 한산면 지현리 205번지에 위치하여 한산면의 객사(客舍)
를 교사(校舍)로 사용하였다.

(2) 중등학교
한영학교는 1909년 설립이 인가된 사립 기독교 중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한산
군 남하면 와초리 지사울에 소재하였다.
한영학교의 교육 목표는 기독사도 양성과 고등보통교육에 두었으며, 교과목은
중학 예과, 성경·국어·한문·작문·습자·산술·수학·지지·역사이었다.
한영학교의 구성원은 교장 1명, 교사 5명, 학생은 보통과 학생 10명, 고등과 학
생 16명이 있었다. 한영학교 졸업생들은 1919년 3·1 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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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수학교(3년제)가 개교되었다. 1945년 4월 1일 4년제 장항농업학교로 승격
하였으나 1967년 12월 12일 장항농공학교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1978년 3월 1일
부터 장항공업고등학교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는 서천군내 최
초의 중등교육기관인 장항공업고등학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진 2> 현 장항공업고등학교 전경

가. 장항공업고등학교의 연혁
학교소재지 :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330번지
1940. 5. 27

장항농업전수학교 설립인가(수업연한 3년제)

1940. 6. 1

장항농업전수학교로 개교

1941. 9. 1

교사 신축 이전(장항읍 항리 43번지)

1945. 4. 1

장항공립농업학교로 승격(수업연한 4년제)

1946. 9. 1

장항공립농업중학교로 교명 변경(수업연한 6년제)

1951. 8. 31

장항공업고등학교로 인가

1967. 12. 12

장항농공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1973. 11. 23

송림동의 구교사에서 화천리 330번지의 신교사로 이전

1978. 3. 1

장항공업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3개과(화공과, 전기과 기계과,
24학급 편성

1991. 3. 1

전자과 2학급 신설(총 4개과 30학급 편성)

2004. 3. 1

총 4개과 15학급 편성

2008. 2. 14

제56회 졸업(총 졸업생 13,526명)

2009. 3. 1

교명변경(장항공고 → 충남조선공업고)
373

① 농업전수학교 시대
농업전수학교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실업보습학교 규정에 의한 수업 연한 3
개년의 학교로 1940년 6월 1일에 개교하였다. 학교의 설립은 지역의 농업 개발보
다는 부족한 식량을 증산하고 황국신민의 육성에 두었다.
1941년 9월 1일 장항읍 향리 43번지에 학교를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개교 후
제 1회부터 제 3회 졸업생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 2>연도별 졸업식 현황
연도별

졸업생(명)

비고

1943

50

1943. 3. 31 제 1회 졸업생

1944

45

1944. 3. 31 제 2회 졸업생

1945

48

1945. 3. 31 제 3회 졸업생

② 농업학교 시대
1945년 4월 1일 군민의 기대에 따라 수학연한이 3년제에서 4년제의 장항공립

제1장 거듭나는 교육의 산실 서천

나. 장항공업고등학교의 시대별 변화

농업학교로 승격되었다. 특히 제2대 주남길(朱南吉, 1945. 9. 30~1946. 2. 23)
교장이 부임하면서 무질서한 학교 질서를 바로잡는 등 본교의 기초 확립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③ 민주주주의 학원 건설 시대
제3대 이혁주( 赫周, 1946. 2. 24~1947. 7. 20) 교장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
아래 인격이 완성되고 애국정신이 투절한 민주국가의 공민이 될 농민 청년의 육
성에 교육 목표를 두었다. 제4대 황종진(黃鍾震, 1947. 7. 21~1949. 9. 30) 교장
은 학교 경영 쇄신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중견 농업 기술자로서 세계 산업 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청년 육성에 교육 목표를 두고 학교를 운영하였다. 그
는 1948년 6월 1일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교우회지『종달새』
를 발간하기도 하
였다. 1950년 2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학도 호국대가 조직되었다.

④ 장항농공고등학교 시대
1967년 12월 12일 장항농공고등학교로 개편되어 농기계과, 축산과, 화공과가
증과 되었고, 1969년 11월 12일에 기계과·전기과·화공과·농업기계과 12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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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칙이 변경되었다. 1973년 9월 26일 IDA차관 실습공장이 준공되면서

제2절 근대 교육

1973년 11월 23일에 장항읍 송림동에서 현재의 위치(장항읍 화천리 330번지)로
이전하였다.

⑤ 장항공업고등학교 시대
정부의 공업 진흥 정책에 힘입어 1977년 7월 5일 장항공업고등학교 변경 인가
되어 1977년 11월 1일 기계과 4학급·전기과 2학급·화공과 2학급 총 24학급으
로 학칙이 변경되었다. 1990년 12월 26일 전자과 2학급이 신설 인가되어 총 30
학급이 되었으나 학생 수의 급속한 감소로 인하여 2004. 3. 1 총 4개과 15학급으
로 편성되었다.

⑥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 시대
2000년대는 학생 수 감소와 실업교육의 위축 등으로 전문계고교의 위기시대
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2007. 9. 1자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2009. 3. 1
자로 충남조선공업고교로 개명하면서 조선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새로운 도약
을 준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