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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수 난 기 (1931～1937)

                        제 1 장  일본 군국주의와 교육

   1. 군국주의와 쇼 체제

  

  1930년 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팽창하여 쇼 체제를 극 화한 시기로서, 한반도는 물론 아시

아와 온 세계가 기의 시 에 빠져들었다. 일본은 소  ‘ 정(大正) 데모크라시’ 시 에 종언을 

고하고 쿠데타를 통하여 군부가 실권을 장악함으로써 군국주의 시 에 돌입하 는데, 이들은 

제  쇼 체제를 강화한다. 그리고 1929년 세계공황의 여 로 궁지에 몰린 일본자본주의는 돌

구를 찾기 해 륙침략을 본격화하 다.

  먼  일본 동군(關東軍)은 1931년 9월 18일 심양(瀋陽) 교외의 유조구(柳條溝)에서 만주철도

를 폭 하고 국군의 소행으로 몰아 만주사변을 일으키는데, 이를 륙침략의 계기로 삼아 괴

뢰정권인 만주제국을 건립(1932)하고 국의 동북 3성을 거한다. 한 1937년 7월 7일 베이징

(北京) 교외의 노구교(蘆溝橋)에서 자기편 공작원으로 하여  일본군을 습격  한 후 이를 빌미 

삼아 일 쟁을 일으켜서 륙침략을 강행한다. 그리고 1941년 12월 8일에는 미국 하와이의 진

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쟁을 일으켜서 ‘ 동아공 권(大東亞共榮圈)’을 이루자는 미명하

에 한때 동남아시아까지 령하지만 결국은 패망의 길로 나간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군국주의 쇼 체제의 강화는 먼  군사력과 경찰력의 증강에서 나타났다. 문

화정치 시 에 2개 사단이던 조선 주차군은 만주 사변 후 1개 사단이 증강되고, 태평양 쟁 말

기에는 23만 명의 일본군이 조선에 배치되었다. 한 경찰병력도 태평양 쟁 시에 3,212 서에 

35,239명으로 증가시켜 쇼 체제를 강화했다. 

  쇼 체제 강화의  하나의 방법은 철 한 사상 통제로 나타났다. 치안 유지법 반자를 감

시하기 한 ‘조선 사상범 보호 찰령’(1930. 12)을 만들고, 향자 단체인 ‘시국 응 선(全鮮) 사

상보국연맹’(1938. 8)을 조직하 으며 태평양 쟁 에는 이를 개조하여 ‘ 화숙(大和塾)’을 만들

었는데 (1941. 1) 사상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가입시켜 사상 향을 강요했는 바 1943년 화숙은 

91개 지부에 회원이 5,400명이었다. ‘조선사상범 보호 찰령’(9136. 12)이 만들어져 항상 감시하

고 향하지 않은 사상범을 격리 수용하기 하여 ‘조선 사상범 방 구 령’(1941. 2)을 제정하

여 이들을 강제 수용하여 형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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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체제 강화의  다른 방법은 시체제를 강조하면서 국민생활을 철 히 통제한 것이다. 

․일 쟁 도발 후에 ‘국가총동원법’(1938. 5)을 시행하고 국민생활 통제의 모체인 ‘국민정신 총

동원조선연맹’(1938. 7)을 결성하 는데, 도․군․읍면동의 조직은 물론 애국반까지 만들어서 황

국정신의 양, 내선일체의 완성, 생활의 쇄신, 시 경제 정책에의 력, 근로보국, 생업보국, 총

후의 후원, 방공방첩을 강령으로 삼고, 궁성요배, 신사참배, 황국신미서사의 제송, 국기존 과 게

양, 일본어 여행, 비상시 국민생활 기 양식의 실행, 국산품 애용, 소비 제와 , 국채응모 

장려, 생산증가와 군수품 공출, 자원애호, 근로보국  활약, 응소군인 환송 , 사상병 문, 출정

군인  순국자 유가족의 문, 순국 령에 한 묵도 등을 실천 목 으로 함으로써 황국신민화 

정책에 앞장섰다.1)

  일제는 1930년  기부터 ‘내선일체(內鮮一体)’를 강조하며 조선민족의 황국신민화를 꾀하

는데, 이는 결국 조선민족 말살정책이라 할 수 있다. 1936년 8월에 우가끼(宇垣) 총독이 물러나

고 조선군 사령 , 일본 육군 신, 동군 사령 을 역임한 미나미(南次郞) 총독이 부임하자 군

국주의 쇼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조선인 말살정책이 극 화되었다. 국어(일본어) 상용을 강행하

고 조선어 교육은 얼마 안 가서 폐지되었다.(1938. 4)

  국어(일본어) 상용은 황국신민화 운동의 기본으로 단하고 정부기 이나 각  학교에서는 물

론 가정에서까지 일본어를 쓰도록 강압하 다. 30년 에 들어와 일제가 얼마나 일본어 상용을 

강요했는지 다음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다.

< 일본어를 해독하는 조선인 수 >

  

연 도 인 원 비 율(%)

1923

1928

1938

1940

1943

 712,267

1,290,241

2,717,807

3,573,338

5,722,448

 4.08

 6.91

12.38

15,57

22.15

                                                                      2)

  일제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우리의 고유한 성씨를 버리고 일본식 성과 이름을 갖도록 한 

창씨개명(創氏改名)을 단행(1939. 11)하 는데, 이에 반 가 있자 다음과 같은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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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창씨를 안한 인사의 자녀에 해서는 각  학교의 입학과 학을 거부했다. 

 ② 창씨를 안한 어린이들은 일본인 교사들이 구타, 질책을 하는 등 그를 증오함으로 어린이    

   들로 하여  애소로써 부모에게 창씨를 하게 했다.

 ③ 창씨를 안한 자는 공사간 그들의 기 에 일  채용하지 않았다.  직자도 차츰 해임 조  

   치했다.

 ④ 창씨를 안한 자는 행정기 에서 다루는 모든 사무를 취 해 주지 않았다.

 ⑤ 창씨를 안한 자는 비국민(非國民), 는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단정하고 경찰수첩에 기록  

   하여 사찰, 미행들을 철 히 하고, 우선 인 노무징용 상자로 정하거나, 혹은 식량, 기타 물  

   자의 배  상에서 제외했다.

 ⑥ 창씨를 안한 조선인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 하물은 철도국, 우편국에서 취 해 주지 않았    

   다.3)

  이 때문에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80%의 조선인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일제는 어용학자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강조

했는데 일본 민족과 조선 민족이 동일한 조상에서 나왔으니 ‘내선일체’ 즉 일본과 조선은 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황국신민화를 강변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일본의 조상

신인 아마데라쓰 오오미가미(天照大神)의 신주를 ‘가미다나’(神棚)라고 하여 조선인 가정에도 걸

어 놓고 숭배할 것을 엄명하 다.

  미나미 총독은 부임한지 2개월 후인 1937년 10월 2일에 ‘황국신민의 서사(誓詞)’를 제정하여 

집회시마다 반드시 제창토록 했다. 

 ㅇ 어린이용 서사

  ① 우리들은 일본제국의 신민이다.

  ②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한다.

  ③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된다.

 ㅇ 성인용 서사 

  ① 우리들은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써 군국(君國)에 보답한다.

  ② 우리들 황국신민은 서로 신애(信愛) 력하여 단결을 굳게 한다.

  ③ 우리들 황국신민은 인고단련 힘을 길러 황도(皇道)를 선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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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이 일제는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한 징병, 징용, 정신 와 같은 인력의 강제

동원과 경제  수탈을 일삼았다. 먼  일본은 만주사변 이후 쟁인력의 부족을 느끼다가 일

쟁으로 확 된 뒤에는 지원병 형태로 조선 청년들을 쟁에 끌고갔다. ‘육군특별지원병령’ 

(1938. 2)을 만들어서 지원병이란 미명하에 농 이나 서민층 은이들을 1만 8천명 가량 입  

하 다. 

   ‘학도지원병’ 제도가 강행되어(1943) 약 4천 5백명의 문학생과 학생들이 쟁터로 끌려

갔고, 마침내 ‘징병(徵兵)제’가 실시되어(1944) 패 할 때까지 약 20만명이 징집 당해서 일본 군

국주의의 희생물이 되었다. 육군 186,980명, 해군 22,290명 계 209,270명 여기에 군속으로 동원된 

154,970명을 더하면 총 384,841명을 강제 연행했다는 것이다. 

  일제가 실시한  하나의 인력수탈은 ‘징용(徵用)’, ‘보국 (報國隊)’, ‘근로 동원', ‘정신 (廷身

隊)’와 같은 노동력의 착취 다. 일제는 일 쟁 이후 ‘국가 총동원법’(1938)을 공포하고 ‘국민 

징용령’(1939. 7)을 실시하 는데, 쟁이 끝날 때까지 동원된 조선인 징용자는 113만 명이나 되

었다. 이들은 강제 동원되었는데 일본이나 국의 동북지방 그리고 남양군도에까지 끌려가서 탄

, 군수공장, 토건공사, 속 산, 군사시설 공사 등에서 노동을 하 다.4) 

  한편 학생은 물론 국민학생까지도 ‘근로동원’에 끌려가서 군사시설 공사 등에 노동력을 착취

당하 다. 

  한 1944년 8월에는 ‘여자정신  근로령’을 공포하고 수십만이 넘는 12～40세의 미혼여성을 

동원하여 일본이나 조선내의 군수공장에서 노동하게 하거나 국 선이나 남방 선의 일본군 

안부로 연행해 갔다. 그러나, 실제로는 1941년 태평양 쟁이 터지자 일제는 정신 라는 이름으

로 은 여성들을 연행해 갔고, ‘여자 정신  근로령’은 이를 법으로 합법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8․15해방 까지 일제가 정신 란 이름으로 연행해 간 조선 여성의 수는 20만 명으로 추계 되

고, 이 에서 약 5만에서 7만이 안부로 희생된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5) 

  그 밖에도 일제는 침략 쟁을 강행하면서 국방헌 을 강탈하고 철물류를 강제 납부  하 으

며, 특히 공출(供出)이란 미명하에 , 보리, 잡곡류 등 모든 식량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조선인은 

항상 기아에 허덕이고 콩깨묵이나 근목피로 연명하 으니, 일제의 쇼하에 식민지 조선인의 

고 는 극에 달하 다.  

  일제는 한편 민족단체와 민족주의자를 탄압하는데 힘써서 좌우합작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新

幹 )의 해산(1931)을 비롯하여 안창호, 이 수, 주요한, 조병옥, 장리욱, 송창근, 김병연 등 수양

동우회(修養同友 ) 회원의 구속과 해산(1937)이라든지, 장지 , 이윤재, 최 배, 이극로, 이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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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승 등 조선어학회 사건의 조작 구속(1942. 10) 등이 그것이다.

  와 같이 일제는 군국주의 쇼 체제를 강화하여 식민지 조선을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정책

에 따라 조선어 엄 과 일본어 상용, 창씨개명, 일조 동조론과 신사 참배, 지원병과 징병제도, 징

용과 근로동원, 정신 , 헌납과 공출, 국방복 착용, 친일단체 조직확 와 민족주의자 탄압, 국민

정신 총동원 운동의 개 등을 실시함으로써 철 하게 우리 민족의 말살과 탄압을 꾀하 다. 

  참고로 한반도를 강 하고 조선인을 강압한 역  조선총독은 다음과 같다. 

                                       역 총독 명단

      

 수 성     명    재      임      기      간

2

3

4

5

6

7

8

9

寺內正毅

長谷川好道

齊藤實

宇垣一成(임시)

山梨半造

齊藤實

宇垣一成

南次郞

磯國昭

阿部信行

1910년 10월 - 1916년 10월

1916년 10월 - 1919년  8월

1919년  8월 - 1927년 12월

1927년  4월 - 1927년 10월

1927년 12월 - 1929년  8월

1929월  8월 - 1931년  6월

1931년  6월 - 1936년  8월

1936월  8월 - 1942년  5월

1942년  5월 - 1944년  7월

1944년  7월 - 1945년  8월

   2. 시 체제하의 교육정책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으로부터 시작하여 1945년 패망에 이르기까지 쟁을 계속함으로써 군

국주의  쇼체제를 강화하고 조선 식민지를 병참기지화하며 인력과 경제를 강압 으로 수탈하

다. 따라서 30년  이래 조선총독부의 교육방침은 일본화(황국신민화) 교육의 철 와 교육의 

시체제화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일제의 쟁 완수를 한 수단으로 교육을 최 한 활용하

는데 그 목 이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만주를 병합하고 국 륙을 침략하면서도 ‘신동아 건설

(新東亞建設)’이라는 미명을 내세웠는데, 조선은 그를 한 교량이 된다고 보았고, 이 일을 수행

하는데 있어서 교육이라는 수단이 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러한 역사  사명을 완수하기 해 시체제에 부합한 개정된 제 3차 조선 교육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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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3월에 발포하 는데, 미나미(南次郞) 총독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여 그 근본정신을 

알리고 있다.6)

  “무릇 조선통치의 목 은 이 지역 동포로 하여  진정한 황국신민으로의 본질에 철  하여, 내

선일체(內鮮一體), 더불어 치평(治平)의 기쁨에 의지하고, 동아의 사태에 처하게 하는 데 있다. 즉, 

역  당국의 고심을 이어 받아,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시정의 창달, 민복의 증

진을 도모하고, 특히 교육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인 교육에 한 칙어에 따라, 

일본정신의 배양에 힘 으로써 오늘의 공 을 보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신동아건설을 향하여 가

는 우리 제국의 책은 더욱 국민자질의 순화향상을 로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이 국세에 부(副)

하고, 이 세운에 응하는 길은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忍苦鍛鍊)의 삼 교육방침을 철 히 실시

하여,  국민된 지조, 신념의 연성을 기간(基幹)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시설의 

확충 강화를 끊임없이 꾀하는 동시에, 여기에 새로이 조선교육령의 개정에 의하여, 보통교육에 있어 

국어를 상용하는 자와 그 지 않는 자와의 구별을 철폐하고, 내선인이 다같이 같은 법규 에서 교

육을 받는 길을 연 소이(所以)다.”

  에서 시하의 한국에서의 일본교육의 근본정신이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이라는 

세 가지 강령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는 동시에, 이 취지에 입각하여 보통교육에 있어 한국인과 

일본인과의 차별 우가 제도상으로 철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장이던 야기(八木信雄)는 이 소  조선교육의 삼 강령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체명징 : 우리 나라의 교육은 만세일계의 황통(皇統)을 부동의 심으로 하는 국체 념을 

모든 국민에 하여 확호불발하게 배양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천황은 국가 조조제신(肇造諸神)의 

신 로서 인신(現人神)이며, 황조의 신칙(神勅)을 받들어 신성불가침의 통치권을 총람하고, 신민의 

종본가(宗本家)의 가장으로서 우리들 동포를 아들과 같이 애무한다. 황 (皇 )가 진장하는 국운의 

융창이 있고, 황실이 미 에 번 하는 곳에 국민의 경복이 있으며, 순충지성(純忠志誠)으로 황운을 

받들어 돕는 곳에 우리 조선의 유풍 창 효도가 있는 것이다. 군신일체, 충효 일본의 국체야말로 실

로 만물무비, 만고불역의  이상이다. 이를 더욱 명징하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일이야말로 황국

신민교육의 근본목 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올바른 일본정신의 체득은 황

국신민 교육의 구체  목표인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은 그 목 도, 그 내용도, 그 방법도 국체정

신의 터득이라는 견지에서 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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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일체 : 내선일체에 있어서 가장 요한 것은 신애 력이다. 내선이 서로 경애하고 서로 신뢰

함으로써 비로소 내선일체의 원만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불어 사랑하고, 더불어 걱정하며, 

서로 일체로 느끼는 사랑에 의하여 내선일체는 비로소 가능하다. 사랑이야말로 내선일체의 제일 근

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용, 신애의 정의 양성은 황국신민교육의 일 안목이다. 이와 동시

에 내선이 더불어 력하여 매사에 임한다는 생활태도가 요하다.…… 내선 계는 깊이 역사에 뿌

리를 박은 참된 일체다.…… 즉, 내선은 먼 옛날부터의 역사  공동체로서 양자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내선인은 참으로 융화하여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내선일체도 

근본은 희생정신에 철 하지 못하는 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희생 정신은 내선일

체의 기조라 하겠으며, 국가에 헌신, 순국정신의 함양이야말로 황국신민교육의 궁극  목 인 것이

다.

  인고단련 : 인고단련이라는 것은 사물을 가볍게 보지 않는 진지한 태도로서, 자신의 혼을 집어넣

어, 난행과 고행을 쌓아 새로운 천지를 개척하기 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불타는 애국심을 가

슴에 간직하고, 언제나 일사(一死)로써 군국을 받들려는 각오를 가지고, 자기의 정력과 열 을 경주

하며, 어떠한 곤란에도 견인지구( 忍持久), 어디까지나 소기의 목 을 찰하지 않고는 그치지 않는 

실천  태도를 인고단련의 말로서 나타내는 것이다.

  황국신민 교육의 최고임무는 헌신보국의 정신에 불타고, 그 실 에 소요되는 능력있는, 참으로 충

량하고 유 한 국민을 육성하는 일이다.…… 인고단련이라는 것은 철과 같은 실행력을 가진 일본인 

연성의 방법이요, 이것이 황국신민교육의 진수다.”

  에서 당시 일본 정자의 입을 빌어, 시 하의 소  황국신민화의 방책으로서 내세운 한국

인 교육의 삼 강령의 취지를 들어보았거니와, 그들이 얼마나 기만 인 미언 여구로써 한국 사

람을 일본인으로 만들어, 벌여놓은 쟁을 수습하려 하 는가를 알 수 있다.

  일본의 정자는 철 한「황국신민화 」교육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제도를 고쳐 종래의 일본

인 교육과 한국인 교육 사이에 놓여 있던 차별 우를 철폐할 것을 공언하고, 보통교육의 보 을 

강화하여 의무교육까지 끌고 갈 것을 약속하 다. 이것도 한국인의 이익을 한다는 것보다도 

자신의 목 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처라 하겠다. 거기에는 략 인 이유와 실천 인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한국청년을 장으로 보내어 그 생명의 희생을 강요하는 데 있어서 명분상으로나마 

그에 한 약간의 가를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청년을 일본인과 같은 군인으로서 장

에 나가게 하면서 교육 으로 차별 우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일본의 정자는 보통교육의 보 을 약속하 는데, 이것도 한국인의 지식수 을 향상

시키려는 애타주의  동기에서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한 조처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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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 병사는 좋은 사가 될 수 없다. 그에게 고등한 학문은 필요 없지마는, 상 의 명령을 이

해하고 이를 정확히 수하려면 보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노무자 징용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다.

 ㅇ 제 3차 조선교육령과 교육법규

  미나미 총독 치하에서 새로이 조선교육령이 개정되어 발포된 것은 1938년의 일이요, 이것은 

같은 해 4월부터 실시되었다. 동시에 이에 따라 소학교규정, 학교규정, 고등학교규정 등도 개

정을 보았다. 이제 개정된 교육령  그 실시요령의 요한 사항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래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그 이름을 바꾸어 일본인을 한    

   학교의 이름을 따서 각기 소학교, 학교  고등여학교로 한다. 이로써, 한국인을 한 학교  

   와 일본인 학교는 명칭상 통일된다.

  2. 재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가 상당수 있는데, 이들을 부 즉시 6년제 소학교로 승격시  

   키는 데는 재정상 기타 이유로 곤란하므로, 당분간 4년제 심상 소학교로 존속시키고, 차로  

   그 수업연한을 연장시킨다.

  3. 공립학교 설립주최  경비부담에 하여는 속한 변경을 가하지 않고 종 로 일본인   

   학생을 수용하는 학교는 학교조합의, 한국인 아동을 수용하는 학교는「학교비」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설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래 로 일본인과 한국인 교육을 맡은 학교  

   가 구별된다. 단, 신설학교에 있어서는 상치 없는 한도 안에서 공학을 고려한다.

  4. 사범학교에 있어서는 종래 소학교교원 양성기 과 보통학교교원 양성기 이 분립되어 있던  

   것을 합하여 하나로 통일한다.

  5. 교원요지, 교과목, 교과과정 등에 하여는 조선어 이외의 것은 양국인을 같이 한다. 그리   

   고, 소학교의 교과서는 문부성이 편찬한 것을 학교와 고등여학교의 교과서는 총독부 는  

   문부성 검정의 것을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의 특수한  

   실정에 비추어 총독부 편찬의 것을 사용  한다.

  6. 조선어는 정과로부터 수의과로 떨어졌다. 수의과라고는 하지만은, 당국은 될 수 있는 로  

   이를 교과과정으로부터 제거하기 하여 사립학교를 강요하여 자진 과하지 않도록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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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제 규정으로 보아, 당국의「 신」운운에도 불구하고, 실질 으로 바꾼 것은 학교 명칭 

뿐이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종 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교육이 특히 강조하여야 할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는「황국신민화」를 철 하게 추진

하려는 의도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ㅇ 제 4차 조선교육령의 교육방침

  1941년 3월 1일 칙령 제 148호로 공포된 <국민학교령>은 아래와 같다.7)

제 2 조 국민학교에 등과  고등과를 둔다. 단 토지의 경황에 따라 등과 는 고등과만을      

      둘 수 있다.

제 3 조 등과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고 고등과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 5 조 국민학교에는 고등과를 수료한 자를 해서 특수과를 둘 수 있다. 그 수업 연한은 1년      

      으로 한다.

  한편 1941년부터는 시에 응하여 문학교 이상은 수업연한을 단축하게 되었다. 제1년인 

1941년에 3개월(12월 졸업), 1942년부터는 6개월(9월 졸업)을 단축하 다. 이것은 이 해 5월 9일

에 일본각의에서 결정한 한국 민족에 한 징병제도의 실시와 깊은 련이 있는 것이었다. 이 

수업연한 단축에 따라서 문학교에서도 1941년 11월에 학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문학교 수업연한 단축의 이유는 소  시 의 진운에 따라,  하 인  자원의 요구에 따

라, 수업연한을 단축함으로써 우리 나라 청년으로 하여  1년을 빨리 ‘ 동아공 권’(大東亞共榮

圈) 확립  직역 공(職域奉公)에 매진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문학교 수업연한은 4년제

에서 3년제로 변경되었다.

  이 게 총독부는 문학교의 수업연한을 단축하더니, 다시 1943년 3월에 종래 조선교육령을 

근본 으로 개정하여 4월 1일에 시행하 다. 즉 학․ 과․ 문학교․ 학교․고등여학교․실

업학교․사범학교 등에 학제 개 을 단행하 다. 개정의 목 은 에 말한 ‘皇國의 도에 따른 國

民鍊成’에 있었다. 따라서 국민학교의 교육목 은 일본 본토의 것에 기 를 두고 忠良有爲의 국

민연성을 목 한다고 했다.

  1943년 3월 칙령 제 113호로 공포된 <제 4차 조선교육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1 -

제 1 조 조선에서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 2 조 보통교육은 국민학교령  등학교령 가운데 학교  고등여학교에 한 부분에 의  

       한다. 단 국민학교령 가운데 문부 신의 직무  등학교령 가운데 학교  고등여학  

       교에 한 부분의 문부 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행한다.  항의 경우에 있어 조  

       선의 특수사정에 따라 특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선총독이 별도 규정할 수 있   

       다.

제 3 조 실업교육은 등학교령 가운데 실업교육에 한 부분에 의한다. 단 실업 보습학교에   

       해서는 조선총독이 이를 행한다. 항 제 2항의 규정은 제 1항의 경우에 이를 용한다.

제 4 조 문교육은 문학교령에 따라 학교육  그 비교육은 학령에 따르고, 이들 칙령  

       가운데 문부 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행한다. 문학교의 설립  학 과의 교  

       원의 자격에 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조 사범교육은 사범학교령 가운데 사범학교에 한 부분에 의한다. 단 동령 가운데 사범학  

       교에 한 부분의 문부 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제 2 조 제 2항의 규정은  

       항의 경우에 이를 용한다.

제 6 조 본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사립학교, 특수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기타의 교육시설  

       에 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43년에는  칙령 제 103호로 제 4차 조선교육령의 <부칙>이 아래와 같이 제정 공포되었

다.

제 1 조 본령은 194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실업학교에는 당분간 토지의 정황에 따라 조선교육령에 의거하여 정해진 등학교령 제  

      7조 내지 제 9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학교 등과 수료 정도로서 입학자격으로 하  

      는 수업 연한 3년의 과정을 둘 수 있다.

제 3 조 사범학교에는 당분간 조선교육령에 의거하여 정해진 사범학교령 제 4 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수업연한 4년의 과를 둘 수 있다. 항의 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  

      등과를 수료한 자 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 4 조 사범학교에는 당분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범학교령 제 3 조 제 2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심상과를 둘 수 있다. 심상과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여자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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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를 4년으로 한다. 조 제 2항의 규정은 심상과의 입학 자격에 이를 용한다.

제 5 조 사범학교에는 당분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강습과를 둘 수 있다.

제 6 조 생략

제 7 조 사범학교 남자부 본과의 수업연한은 1946년까지 졸업할 생도는 6개월 간 이를 단축한   

      다.

  1943년 1월 21일 칙령 제 36호로 공포된 < 등학교령>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등학교를 나 어 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로 한다. 학교는 남자에게, 고등여  

      학교는 여자에게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실업학교는 실업교육을 실시한다.

제 7 조 등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토지의 상황에 따라 고등여학교는 2년, 실업학  

      교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는 3년, 여자의 경우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제 8 조 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4년의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등과를   

      수료한 자 는 문부 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로 하고, 수업연한 2년 는 3년의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고등과를 수료한 자 는   

      문부 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 11 조 학교에는 학교를 졸업한 자를 해서 주로 실무에 한 교육을 실시하기 해서   

      실무과를 둘 수 있다. 고등여학교에서는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를 해서 정심(精深)한   

      정도에 따라 여자에게 수요( 要)한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하기 해서 고등과를, 특정의 교  

      과를 공시키기 해서 공과를 각각 둘 수 있다. 실업학교에는 실업학교를 졸업한     

      자를 해서 실업에 한 특정의 사항을 공시키기 한 공과를, 국민학교 고등과를   

      수료한 자를 해서는 간 이한 과정에 따라 특정한 학과를 이수시키기 한 수과를 각  

      각 둘 수 있다. 실무과․고등과․ 공과  수과에 한 규정은 문부 신이 이를 정한  

      다.

  1943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령 제 58호로 공포된 < 등학교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 12 조 실무과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실무과의 교과  수련과정은 조선 총독의 인   

       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제 36 조 실무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교를 졸업한 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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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1943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령 제 59호로 공포된 <고등여학교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 13 조 고등과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공과의 수업연한은 2년 는 3년으로 한다. 단    

       토지의 정황에 따라 1년으로 할 수도 있다.

제 37 조 고등과 는 공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 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의한 시험 검정에 합격한 자

   2. 조선총독 는 문부 신이 문학교 입학에 해서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 는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1943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령 제 60호로 공포된 <실업학교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 14 조 공과의 수업연한은 1년 는 2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3년으   

      로 할 수 있다. 수과의 수업연한은 2년 이내로 한다.

제 40 조 공과를 나 어 제 1종 공과  제 2종 공과로 한다. 제 1종 공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실업학교를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제 2종 공과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학교 는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  

      야 한다.

제 41 조 수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등학교령 제 11조 제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   

     학교 등과를 수료한 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1943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령 제 61호로 공포된 <실업보습학교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 3 조 실업보습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을 표 으로 한다. 단 농업에 한 학과를 설  

      치 하는 곳에서는 입학자격․수업시수 등에 따라 1년 이내로 이를 단축 할 수 있다.

 

  이상 말한 각  학교령과 규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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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학교의 개정안 

  1. 학교․고등여학교․실업학교는 등학교령에 의한다.

  2. 학교․고등여학교․실업학교는 일본 본토에 호응하여 수업연한을 4년으로 단축한다.

  3. 등학교 교육의 목 은 황국의 도에 입각하여 국민의 연성을 주안으로 한다.

  4. 교육내용은 황국민 연성에 따라서 교과를 설치한다.

  5. 등학교 과정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하여 학교에 있어 제 1종, 제 2종의 과정을 폐지한  

   다. 고등여학교에 있어서도 실과고등여학교를 폐지하고 고등여학교로 한다.

  6. 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원칙으로 국정교과서를 사용한다.

  7. 등학교의 부설과정을 정비하기 하여, 학교에 있어 보습과를 폐지하고 고등과  공  

   과를 둔다. 

  8. 당분간 내지(일본)의 정황에 의하여 국민학교 등과 수료 정도로 입학하는 수업연한 3년   

   의 실업학교의 설치를 인정하는 이외 실업보습학교도 당분간 존치하도록 한다.

  9. 야간 등학교의 제도를 설치한다.

                                 고등학교 교육    

  1. 고등학교 교육의 목 은 황국의 도에 따라 국가유용의 인물로 연성하는 것을 주안으로 한  

   다.

  2.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3. 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은 교수․훈육 일원화에 따른다.

  1943년 3월 8일 칙령 제 109호로 공포된 <사범학교령>은 아래와 같다.

제 3 조 사범학교에 남자부  여자부를 둔다. 단, 토지의 정황에 따라 남자부 는 여자부만을  

      둘 수도 있다. 각 부에는 본과  과를 둔다. 단, 토지의 정황에 따라 본과만을 둘 수도  

      있다.

제 4 조 본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과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 5 조 본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학교 과를 수료한 자, 학교 는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문부 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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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어야 한다. 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 고등과를 수료한 자, 는 문부 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제 8 조 사범학교에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를 해서 연구과를 둘 수 있다. 연구과에 한 규  

      정은 문부 신이 이를 정한다.

  1943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령 제 62호로 공포된 <사범학교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 20 조 본과의 과정은 남자부에 있어서는 제 1호표(3년 과정)에, 여자부에 있어서는 제 2호표   

       (3년 과정)에 의한다. 

제 21 조 국민학교 고등과 수료 정도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수업연한 2년의 과정은 남자부에 있   

       어서는 제 3호표에, 여자부에 있어서는 제 4호표에 의한다. 국민 학교 등과 수료 정도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수업연한 4년의 과의 과정은 남자부에 있어서는 제 5호표에, 여자  

       부에 있어서는 제 6호표에 의한다.

제 22 조 심상과의 과정은 남자에 있어서는 제 7호표(5년 과정)에, 여자에 있어서는 제 8호표(4   

       년 과정)에 의한다.

제 65 조 강습과는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학교 교원이 될 자를 양성함을 목 으로 한다.

제 66 조 강습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교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사범학교 교육  

  1. 사범학교를 립으로 고치고 문학교 정도로 높인다. 따라서 본과 졸업자는 문학교 졸업  

   자에 한 우를 한다.

  2. 사범학교에 남자부․여자부를 두고, 남자 사범학교와 여자 사범학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1인  

   의 학교장 에서 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국민학교 고등 수료자를 하여 과를 둔다.

  4. 사범학교는 황국의 도를 수련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그리고 황국민의 연성의 책을 맡을  

   인물을 연성하는 것을 주안으로 한다.

  5. 교과용 도서는 원칙으로 국정교과서를 사용한다.

  6. 자비제(自費制)는 폐지하고 생도에게 부 학비를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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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교 교육

  1. 문학교의 교육목 은 황국의 도에 따라 고등의 학술, 기 에 한 교육을 실시한다. 따라  

   서 국가 유용의 인물을 연성하는 곳이다.

  2. 실업 학교령을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실업 문학교령을 문학교령에 포함시킨다. 

                                 학  학원 

  1. 학 과는 종래의 3년제에서 2년제로 한다.

  2. 학원은 국운의 진 에 따라 국가 목 에 즉응하는 학술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3. 학원은 제국 학  요소의 립 학에 설치한다.

  4. 학원의 재학 연한은 제 1기 2년, 제 2기는 학과에 따라 2년 는 3년으로 한다.

  5. 정원은 각 학을 통하여 제 1기 약 500명으로 한다.

  6. 입학자격은 실무자를 포함하여 학졸업자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이와 같이 제 4차 조선교육령은 수업연한 단축과 동시에 ‘황국의 도에 따른 국민연성’을 기본 

정신으로 삼았다. 즉 등학교의 교육의 목 은 황국의 도에 입각하여 국민의 연성을 주안으로 

한다고 했고, 문학교의 교육 목  역시 고등의 학술기 에 한 교육을 실시하며, 국가 유용의 

인물을 연성한다고 하 다.

  그리고는 이 해 4월부터 소  결 학년의 새 교과서를 등학교에서 사용  하 다. 이에 따

라 민족을 하여 세워졌던 민간인 사립학교와 교회를 하여 설립되었던 기독교 학교의 교육목

도 강제 으로 황국의 도에 따른 국민연성으로 바꾸어졌고, 한 결 학년의 교과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1945년 5월에는 일본정부가 학교의 결 태세 확립을 하여 소  < 시교육령>을 공

포하 다. 

제 1 조 학도는 진충(盡忠)으로써 평소 연성한 교육의 정화(精華)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을 본  

      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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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교직원도 솔선수범하여 학도와 더불어 시에 긴 한 요무에 이바지한다.

제 3 조 학교는 교직원  학도로써 학도 를 조직화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해 7월에, 총독부 명령으로 각  학교는 학도 를 결성  되었다. 이를 통해, 총

독부가 태평양 쟁을 수행키 하여 동원한 것은 무엇보다 학생과 교육기 이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태평양 쟁이 격화되어 감에 따라, 일제는 쟁 수행을 한 과학 동원이 시 했으므로, 

이․공과를 확충하고 법․문과의 교육을 정지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는 1943년 9월 일본 문부

성이 교육 동원 태세를 발표한 것을 으로 알 수 있다.

  1. 이공과 학교는 확충하고 법문과 교육을 정지한다.

  2. 理․工․農․醫 계통은 새로이 입 연기제도를 설치한다.

이 해 10월에는 다시 <교육에 한 시 비상 조치령>을 공포하 다.

  1. 국민학교는 징병 계와 련해서 수업연한 6년의 의무교육제도의 비를 실시한다. 

  2. 청년훈련소는 군무 비훈련과 아울러 시생산 응 연성시설로써 쇄신 강화한다.

  3. 등학교는 일본에 해서 조치한다.

  4. 경성제국 학과 과는 문과의 정원을 최소한으로 이고, 이과의 정원을 증가한다. 

  5. 이과계통의 문학교도 학생 수를 증가한다. 그리고 문과계통의 사립 문학교는 이과계통   

   사립 문학교로 환을 고려한다. 잔여 문과계통의 문학교는 이것을 통합한다.

  6. 문과계통 여자 문학교는 그 학교 내용을 개선하여 여자 실무자 여자 지방 보도원을 양성  

   하는 방향으로 조치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보면 일제의 반세기라는 한국통치는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오를 

질 다. 핀란드나 폴란드에 한 러시아의 과오나 보스니아(Bosnia)에 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지른 과오보다도 더 큰 것이었다. 이러한 에서, 일 이 F. A. McKenzie는 20세기에 

복속민을 통치한 로 일본의 한국지배가 최악의 로 본 것이다.

  끝으로 시체제하의 일부 교육통계는 아래와 같다.8)

                      공립국민학교 통계                               (1936～194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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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수 직 원 수 학 생 수

1 9 3 6

            4

공         2,411

계         2,415

한인       5,741

일인       3,024

 계        8,765

남       604,254

여       160,285

계       764,539

1 9 3 7

            8

공         2,503

계         2,511

한인       7,031

일인       4,494

 계       11,525

남       667,128

여       191,288

계       858,416

1 9 3 8

           10

공         2,599

계         2,609

한인       8,525

일인       5,740

 계       14,265

남       767,137

여       234,429

계     1,011,566

1 9 3 9

           11

공         2,727

계         2,738

한인       9,023

일인       7,248

 계       16,271

남       876,413

여       286,328

계     1,162,741

1 9 4 0

           12

공         2,851

계         2,863

한인       9,432

일인       8,676

 계       18,108

남        82,260

여       344,911

계     1,327,171

1 9 4 1

           13

공         2,973

계         2,986

한인      11,008

일인       9,671

 계       20,678

남     1,078,667

여       428,872

계     1,507,539

1 9 4 2

           14

공         3,110

계         3,124

한인      13,298

일인       9,856

 계       23,154

남     1,180,539

여       511,266

계     1,691,805

1 9 4 3

           15

공         3,717

계         3,732

한인      16,684

일인       9,543

 계       26,227

남     1,327,851

여       606,617

계     1,934,468

  이 밖에 1943년에는 국민학교 부설의 2년제 간이학교 1,563개교가 있어 92,177명의 아동을 수

용하고 있었고, 정규 사립국민학교 126개교에 57,487명의 아동이 재학하고 있었다.

                      학교․고등여학교 통계                                 (194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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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교 고 등 여 학 교

주    로

한 인 교

한    일

공 학 교
계

주    로

한 인 교

한    일

공 학 교
계

학  교  수

학  생  수

   26

13,887

   15

 2,305

   41

16,292

   16

 6,653

   28

 3,508

   44

10,161
  

  이것을 1935년의 통계와 비교해 보면, 학교의 前身인 고등보통학교가 26개교, 학생이 14,364

명, 고등여학교의 前身인 여자고등보통학교가 19개교, 학생이 6,047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별반 

두드러진 성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학교 수에 있어서도 한일학생 공학교를 빼면, 학교가 

9년  그 로 26개교이며, 고등여학교는 19개교에서 16개교로 감소된 셈이며, 학생 수는 자가 

14,364명에서 16,292명, 후자의 경우에 6,047명에서 10,161명, 각각 약 2,000명과 4,000명의 증가에 

불과하다.

  이것으로써도 당국이 등교육에만 치 하고, 그 이상의 교육에는 그리 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 말한 공비에 의한 학교들 외에, 1943년에는 19개교의 사립 학교와 12개교의 사립고등학

교가 있었고, 그 재 생은 각각 11,447명과 6,511명이었다.

                      공립 각종 실업학교 통계                                 (1943년도)

농업학교 공업학교 상업학교 직업학교 수산학교 계

학  교  수

학  생  수

   54

15,244

   10

 4,445

   22

10,774

   11

 4,460

    4

 1,107

  101

36,030

    와 같은 정규 실업학교 외에 실업보습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립 실업보습학교 통계                                (1943년도)

농  업 공  업 상  업 수  업 계

학  교  수

학  생  수

    94

  4,986

     5

   614

     9

  1,097

      2

     69

   110

  6,766    

  에 더하여 공립여자보습학교 15개교에 1,329명의 학생이 있었고, 사립으로 7개교의 농업, 1

개교의 상업, 8개교의 상업보습학교에 각각 736명, 195명, 2,376명, 계 3,307명의 학생이 재 하고 

있었다.

  사범학교에 있어서는 1943년 립으로 남자사범학교 14개교, 여자사범학교 2개교, 합하여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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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있었는데, 그 수용된 학생은 각각 9,129명과 1,825명이었다. 이것을 1936년의 4개교에 비하

면 폭 인 증가라 하겠는데, 이것은 등교육 확충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 하겠다.

  특히, 사범학교에 있어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교직원의 구성에 한 일이다.

1943년 15개교의 사범학교에 재직하 던 교직원이 부 362명이 있었는데, 그  330명이 일본

인이었고, 나머지 32명이 한인이었다. 이것은 10  1의 비율이다.

                      공립 문학교 통계                              (1936～1943년도)

년  도 학  교  명
창  립

년월일
교 직 원 수 학 생 수

1943

1942

1941

1940

1939

1938

1937

1936

官立

경성법학 문학교

경성농학 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 산 문학교

부산고등수산학교

구의학 문학교

평양의학 문학교

9개교

9개교

8개교

8개교

7개교

7개교

7개교

1922

1916

1916

1922

1922

1939

1914

1933

1929

韓人   日人    計

  3     11     14

 57     67    124

  2     28     30

  2     32     34

  0     15     15

  4     15     19

  0     15     15

 16     16     32

  0      9      9 

 89    233    312

 87    184    271

 64    181    245

 63    176    239

 64    170    234

 47    178    225

 34    164    198

韓人   日人    計

139    137    276

 91    320    411

 68    475    543

 87    285    372

122    273    395

 57    221    278

 32    171    203

 90    200    290

116    199    315

791   1,911  2,702

833   1,691  2,524

245    829  2,350

752   1,373  2,125

684   1,273  1,957

635   1,222  1,587

605   1,202  1,807

                      사립 문학교 통계                                   (1936～4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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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학  교  명 학     생     수

1943

보 성  문 학 교

旭의학 문학교

연 희  문 학 교

이 화  문 학 교

경성치과의학 문학교

경성약학 문학교

혜 화  문 학 교

경성여자의학 문학교

동공업 문학교

숙명여자 문학교

명 륜  문 학 교

 571

 287

 531

 617

 469

 376

 311

 310

 153

 294

 101

계          11개교 4,025

1942

1941

1940

1939

1938

1937

1936

11개교

10개교

10개교

10개교

8개교

8개교

8개교

3,917

3,446

2,871

2,781

2,408

2,390

2,440

  

                      경성제국 학 통계                                       (1943년도)

교  직  원  수 학   생    수

법  문  학  부

의    학    부

이  공  학  부

 韓人    日人     計

       5       57      62

       3       67      70

       6       86      92

 韓人    日人     計

      127     146     273

      170     203     373

       38      95     133

계   14      210     224   335     444     779

    과                   235   200     479     69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3년도의 경성제국 학의 학생수가 본․ 과를 합하여 1,476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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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것을 동 학 설립 10년 후인 1934년도의 학생 수 309명, 본과 621명, 합계 930명에 비

하면 약 500명의 증가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립 문학교와 경성 학의 교직원 구성을 두고 볼 때, 한국인에 한 차별 우가 해 

진다. 즉, 공립 문학교에 있어, 日人교직원 수는 208명임에 반하여, 한인교직원 수는 84명에 

불과한데, 이것도 경성의학 문학교의 경우를 빼면, 韓人수는 27명에 지나지 못한다.

  경성제국 학의 경우는 한층 더 심하다. 즉, 1943년도 동 학 본과의 교직원수가 224명인데, 

韓人은 겨우 14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日人이다.

                           각종학교 통계                                     (1943년도)

정     도 학   교   수 교   원   수 학   생   수

         등

    등(남)

    등(여)

    문(남)

    문(여)

계

226

 18

 17

  5

  2

268

 917

 251

 145

  66

  12

1,391

59,030

 9,056

 2,590

  703

  212

71,591

  앞에 든 공립, 사립의 정규학교 외에 우리 나라에는 상당한 수효의 소  각종학교라는 것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립학교로서 체로 당국이 요구하는 학교시설 표 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는 특수한 목 으로 세워진 학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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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수피아의 폐교

   1. 신사참배 문제

  

  1937년에 수피아여학교를 시작으로 남장로회 선교부 산하의 미션학교 10개가 폐교하게 된 직

 이유는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에 반 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멀리 원인을 살펴보면 

일제는 사립학교를 심하게 규제했고 그 에서도 미션학교를 탄압해 온 데서 찾을 수 있다.9)

  선교회계통 사립학교와 학무당국과의 마찰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면서부터 일본의 정자들이 볼 때 선교사들은 불유쾌한 존재이었으며, 그들이 경

하고 있는 학교들은 일본의 이익에 반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처음부

터 선교계 사립학교들을 노골 으로 탄압할 수는 없었다. 외국, 특히 미국의 감정을 지나치게 자

극하는 것은 아직도 자신의 힘에 한 믿음이 굳지 못하 던 일본인으로서는 삼가야 할 것이라

고 생각되었고, 어도 교육에 한 한 선교사들이 우 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미션계 

학교를 노골 으로 탄압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 던 것이다.

  그러나 1915년 사립학교에 한 개정규칙이 공포됨과 더불어, 학무당국은 사립학교 통제에 

극 인 방법을 취하기에 이르 다. 이에 하여, 한국인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던 선교사들은 정

면으로 불만의 뜻을 표하고, 이에 항하 다. 피셔어는 선교사와 당국과의 사이에 마찰을 일으

키고 있는 원인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보고 있다.

   1) 일제인가를 얻기 하여 일제가 요구하는 규정

  일제는 사립학교가 일제의 정식인가를 얻기 하여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선교회측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선교사들도 학교가 높은 교육정도를 유지하여야 한   

다는 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으나, 그들의 교육목 이 기독교 교육으로써 학생의 정신  자질    

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 만큼, 일제가 필수조건으로 삼는 여러가지 물  설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2) 일본 독특의 애국  의식의 강요

  학무당국은 종교  색채가 농후한 여러 가지 국민  의례를 요구하 는데, 선교사들은 이것   

은 그들의 종교에 배되는 의식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 다. 즉, 신사참배 문제     

가 그 가장 요한 논쟁 이었다.



- 24 -

   3) 교육목 과 방법에 한 이견

  일본식 교육은 주입식 방법에 의하여 그들이 목 하는 인간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반하여, 선  

교사들은 계발식 방법에 의하여 자유인을 만드는 것을 이상으로 하 기 때문에, 자연 마찰이    

일어났다. 그리고, 당국은 사소한 일에까지 여러가지를 규정으로써 사학을 통제하려고 하 는    

데, 선교사들은 그들이 모국의 통에 비추어 이를 사학(私學)의 탄압이라고 해석하 다.

 

   4) 선교계 학교와 ․공립학교와의 경쟁

  日人이 교육분야에 들어오기 에 선교사들은 이미 많은 학교를 설립하여 상당한 기반과 세   

력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제는 ․공립학교의 권 를 하고 그 세력범 를 넓히기   

하여서라도 선교계 학교를 우의 으로 할 수가 없었다. 이 반면에, 선교계 학교로서는 그 이   

의 지 를 계속 유지하기 하여 보존하기 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양방 사  

이에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에 든 문제 들 외에 성경 교수 지와 종교  의식 거행 지가 의견 립의 원인이었던 것  

은 물론이다.

  상기 여러 문제들 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의 상이 된 것은 성경 교수의 지와 일본식 국

가의식, 특히 신사참배에 한 것이었다. 성경과에 한 일은, 사이  시 에 이르러「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의 명칭을 붙이지 않는 종교계 학교에 한하여 그 교수를 허용한다는 당국의 

완화방침에 의하여 일단 해결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본식 국민의례 문제는 계속 의견충돌의 

상이 되어 오다가, 마침내 쟁말기에 이르러 크게 폭발하고야 말았다.

  학무당국이 한국인의 황국신민화를 꾀하는 요한 수단으로 한국학생, 특히 종교계 학교 학생

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자, 이것은 기독교 교리에 어 나는 일이라는 이유로 기독교 학생

들은 이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평안도, 강원도를 비롯하여 충청남도와 경기도에서 빈번히 일어

났다. 이 일로 인하여 교사가 휴직하고 학생들은 퇴학처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이 처사에 분개한 한 선교사는 직  총독 재등실에게 서한을 보내어 사정을 진술하 는데, 재

등은 학무국장을 시켜 다음과 같은 회서를 보내어 당국의 견해를 설명하 다.

  “……신사는 국가의 종사로서, 황실의 선조와 국가에 공로가 있는 국민의 선조에 하여 국민으로 

하여  숭경의 뜻을 표하게 하여 기리 그 공 을 경앙하게 하는 공공시설이다. 선조 숭배와 보본반

시(報本反始)는 동양도덕의 진수로서, 그 조장을 하여 학교 훈육 상 특히 뜻을 둘 바이다. 고래숭

조의 念에 두터운 조선인에 하여는 그 미습을 유지, 조장시키기 하여 신사를 참배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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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들로 하여  한층 숭조의 염을 함양하게 하는 에 있어서도 크게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막연한 설명으로써 선교사나 기독교 신자 학생을 쉽게 납득시킬 수 없었음을 

물론이다.

  이 일이 있은 뒤 조선신궁 진좌제라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큰 행사를 앞두고 한국학생의 참여

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당국에서는「生徒兒童의 神社參拜에 한 건」이라는 통첩을 각 도지사에

게 발송하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사에 한 념이 일반 으로 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래 학교에서 행하는 생도 아동의 신

사참배자에 하여 신사와 종교와의 계 등에 한 의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아는 바와 같

이, 신사는 우리 황실의 선조와 국가에 공로가 있는 국민의 선조 등을 사하여 국민으로 하여  숭

경의 念을 가지게 하여 그 공 을 경앙  하는 공공시설이다. 따라서, 국법상 신사와 종교와는 그 

념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사를 참배하고 신기를 숭경하는 것은 존조숭배의 뜻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도 아동으로 하여  신사를 참배  하는 것도 원래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때문에 국민의 신교의 자유가 침범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특히, 근근 진좌제를 행하기로 된 조선신

궁은 황조와 명치 제를 사하는 것으로서, 이에 하여 숭경의 성의를 바쳐 그 홍덕을 앙하는 

것은 국민정신의 통일작흥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태를 기하기 한 것 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

  당국은 이러한 견강부회 인 이론을 펴서 선교사와 기독교 신자를 설득시키려 힘썼으나 이 노

력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 다. 이 진좌제에 참여한 선교사는 겨우 2～3인에 불과하 다.

  사실 당국의 이론은 설 수 없는 것이었다. 당국은 신사참배를 하나의 선조 숭배의 확 된 형

식으로 해석하고 있지마는,「神社」라는데 엄연히「神」이라는 자가 들어 있고, 그 배의 형

식이 종교의식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어떤 의식에나 神이라는 념이 포함되어 있는 한, 이것

은 종교의 범주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 종교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서 가장 요한 것은 

「神」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다. 옛날 원시인 사이에「애니미즘」(物活敎)이라는 것이 있었는

데, 이것은 만물이 살아 있어 귀신이 깃들어 있으며, 이로부터 복을 받고 화를 면하기 하여는 

이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汎神論(Pantheism)과 무속신앙(Shamanim)

이 발단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원시사회의 종교로 인정되고 있다.

  선조 숭배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비록 그 육체는 없어지되, 그 혼은 살아 있어, 후손이 이

를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이를 섬기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는 생각에서 나온 의식이다. 그러므로, 

선조 숭배는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있게 된 의식이며, 이것이 확 되어 신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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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있게 된 이상, 이에서 종교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기독교인이 선조 숭배를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고, 이를 배격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무당국이 신사참배

를 종교가 아니라고 고집한 것은, 우상숭배는 으로 지하는 기독교인에게 이를 강요하기 

한 하나의 강변에 불과한 것이었다.

  신사참배의 강요는 일제말기에 이르러 더욱 심해졌다. 이것은 한국인을 일본화하는 데 유력한 

수단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강요에 하여 기독교도의 일부는 끝까지 굴하지 않았다. 그

리하여, 이들 강경 분자에 하여는 한층 더 가혹한 탄압을 가하 다.

  일제는 1925년에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朝鮮神宮)을 건립하 고 모든 행정구역마다 신사(神社)

를 세운 뒤에 내선일체라는 미명아래 일본의 조상신을 경배하도록 하 으니, 주에도 1935년에 

주공원에 주신사를 건립하 다. 그러나, 기독교 선교사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십계명

에서 한 우상숭배인 까닭에 이를 반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 수피아의 폐교

  

  1930년 에 있었던 일제의 신사참배(神社參拜) 강요는 교회에 한 무서운 시련이며 거침돌이

었다. 신사참배는 일제 군국주의자(軍國主義 )들의 정신  지주라는 의미에서 뜻 있는 애국 인

사들의 민족  반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도 사실이나 교회에 해서는 신앙 문제와 직결되어 있

었기 때문에 그 반발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일부 인사들 에는 신사참배가 국가 의식에 불

과하다고 안이하게 해석하여 일제의 정책에 순응․동조한 자들도 있었다.10)

  천주교와 감리교회에서는 신사참배가 종교  의식과는 다른 애국  행사라 하여 이에 참여했

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장로교회의 주류는 신사(神社)가 신도(神道)라는 일본 고유

의 종교에 근거하고 있음과 신사참배가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벽사기양(闢邪祈穰)의 제사의식 

임이 확실함으로 단연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 다.

  신사참배 강요의 마수는 먼  1935년 기독교계 학교에서 뻗쳐왔다. 평양 숭실 문학교(崇實

門學校) 윤산온(尹山溫, G. S. McCune) 교장은 이 문제로 인한 최 의 희생자이다. 학교를 표하

여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출국을 불사하겠다는 박 인 통첩을 받았을 때 그는 분명

하고도 단호하게 신사참배가 가지는 종교  성격 때문에 개인  신앙 양심상 불응하겠다고 선언

하 던 것이다.

  윤산온이 교장직을 박탈당하고 미국에 돌아가자 일제는 신사참배 강요 범 를 모든 기독교 학

교( 등학교)에까지 확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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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가  강경한 태도로 나오게 되자 지 까지 반 입장을 고수해 오던 장로교회 안에서도 

일부의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종 의 태도를 바꾸어 신사참배 문제를 개인 인 신앙 양심

에 맡겨야 하며 학교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신사참배 문제로 인하여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폐쇄될 것을 우려한 불신자들도 학교만은 어떻

게 해서든지 계속해야 된다고 충고하 다. 이것은 기독교학교를 민족문화 승의 기 으로 생각

하여 한국독립의 최후의 보루처럼 보았던 많은 한국인들의 우려를 반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신사참배 문제에 있어서 시종일  가장 강력한 태도를 취한 것은 남장로교 선교회 다.

  1935년 11월에 열린 연회에서는 신사에 참배하기보다는 학교 문을 닫는 편을 택하기로 결의하

던 것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기독교 신앙의 비본질 인 그리하여 당국과 타 의 여

지가 있는 부차 인 것으로 보지 않고, 본질 인 유일신교에 한 다신교(多神敎)의 도 으로 결

론짓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는 1937년 2월 2일 총무인 풀턴(C. Darby 

Fulton)을 한국에 견하여 조사 보고토록 지시하 다.

  풀턴은 일본 고베(神戶)에 있는 간사이신학교(關西神學校敎)교장 풀턴박사의 아들로서 일본에

서 출생하 고, 미국에서 학과 신학을 마친 후에는 다시 일본에 돌아와 선교사업을 하다가 미

국에 있는 선교본부로 임한 인물로서, 일본실정과 신사문제를 포함한 문화 이해에 있어서 각

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가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문제의 종교성 

여부를 가름하는데 있어서 그의 의견은 결정 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을 치챈 일본 경찰은 풀턴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활동하는 동안 엄격한 감시장치를 설치

해 놓고 그의 활동을 일일이 검하는 한편,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선교회가 취하고 있는 강

경 입장을 한 조작된 상황하에서는 신사참배 문제에 한 격의 없는 솔직한 화 내지는 조사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여일 간을 이곳에서 보낸 풀턴은 남장로교 선교사들과 그 입

장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2월말 경 주에서는 풀턴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자리는 20여 명의 한국인들이 참석하여 학

교를 계속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으며 밖에서는 결과를 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그의 성명서는 아주 의 바르고 정 한 문체로 되어 있었으며, 문제의 핵심에 한 답

변은 분명하 다.

  ‘ 재 상태에 유의하여 학교사업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풀턴은 성명서를 발표한 후 군 들의 데모를 의식하고 비 리에 이리로 빠져 나가 부산을 통

해 귀국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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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턴 성명에 따라 남장로교 선교회가 경 하고 있는 10개교의 등학교는 1937년부터 신입생

을 받지 않았고, 당국이 재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는 한 나머지 학생들에 한 교육

은 계속해 나가기로 작정하 다. 남장로교 선교회와 당국과의 긴장은 팽팽히 계속되고 있었으나 

어 된 일인지 수 개월 동안 이 문제로 인해 학교에 한 간섭이나 제한은 가해오지 않았다.

  Brown 박사는 수피아의 폐교에 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 다.

  “5개월 동안 미션학교는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 운 되었다. 이 기간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시

도가 없었다. 그러나 지속 인 그 평온에 외 인 일이 주 수피아학교에서 일어났다. 유화례 부

인(Miss Root)은 학교가 계속되기를 요구하며 세명의 교사가 만든 학생 표를 찾기 해서 간 보

고 원회의 회의를 마치고 주로 돌아왔다. 유부인과 김필례 교감은 학생들이 발표를 듣기 하여 

스보로홀의 강당에 모여있는 동안에 선교회의 정책결정을 한국어로 충 번역하는 일을 했다. 유 

부인은 다음과 같은 마음 아  경험담을 말하 다.

  ‘나와 김 교감은 오후 6시 정각에 연단에 나갔으나 선생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한

국인 형사가 사태추이를 알아보고, 주동 학생들을 명백하게 고무시키기 해서 교무실에 있었습니다. 

나는 김 교감이 발표문을 읽을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말하 는데, 그것은 이 발표문이 안에 불과했

고 그가 쓰는 한문을 나는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반 했으나 나는 마지막으로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자 나는 

모임이 끝났다고 선언했으나 그들은 떠나기를 거부하고, 이윽고 울부짖음이 시작되고 거의 쉬지 않

고 한밤 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기분을 알았을 때 내가 남아있는 것이 소용없다고 말하

면서 연단에서 걸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통로를 방해했으며, 나는 그들과 부딪치기보다는 

내가 앉았던 한쪽 으로 걸어 돌아갔습니다. 몇몇 나이든 여학생이 주동자 는데 때때로 한 학생이 

밖으로 나갔다가 세 교사  한 분의 지시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내가 말할 수 있는 무엇인가

를 들으려고 할 때마다 조용해졌는데, 나는 매번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안했는데, 그러면 다시 

소리를 지르곤 하 습니다. 나는 시끄러워서 귀를 막아야 했고 곧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필

례씨는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 노라복 박사(Dr. Knox)와 주의 교회지도자들의 재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들은 학생

들이 귀가하도록 계속 설득하 다.

  그 동안에 학교의 법  이사장이었던 김아각 박사(Dr. D. J. Cumming)가 면에 나서서 남은 학기

동안 모든 학 을 해산시켰고, 그래서 폐쇄하기에 이르 다. 학교는 5월에 다시 열었으나 신입생은 

받지 않았다.

  모든 미션학교의 마지막 폐쇄는 학교가 가을학기를 시작한 며칠 후인 1937년 9월 6일에 갑자기 

이루어졌다. 그날은 단한 신사참배 일로서, 교직원과 학생들은 일본 군 가 국에서 승리하도록 

기원하기 하여 신사에 나오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 일이 있자 Dr. Fulton이 명했고 이미 계획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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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교회는 모든 학교를 폐쇄하 다.”11)

  결국 신사불참배 사건으로 호남 지방에 주숭일, 수피아, 목포 흥, 정명 등 네 학교는 폐교

조치를 받았고, 순천매산, 주신흥, 기 은 자진 폐교 청원을 내고 문을 닫았으며 군산 명학

교 역시 폐교되고 말았다. 호남지역에 신교육을 실시한지 38년만에 당하는 비운이었다. 1933년 

가까스로 지정 학교 인가를 얻어 발  일로에 있던 신흥학교 편에서 볼 때 이러한 처사는 무

나 가슴아  일이었다.

  이로써 호남의 10개 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던 4,787명의 학생들은 학업을 단하게 되었고 

해방이 될 때까지 다시는 학교 문을 밟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호남지방에 교계 지도자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의 지도자가 배출되지 않아 인재난을 겪고 있다. 

  남장로교 선교회의 담한 행동에 용기를 얻게된 북장로교 선교회에서도 산하에 있는 학교들

의 폐쇄를 자연스러운 일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한 충성심은 값비싼 

댓가를 지불하고서야 확인된 셈이다.

  남장로회 선교부 아래 있던 미션학교 몇 개는 이 게 해서 폐교하 는데, 수피아의 폐교상황

에 하여 유화례 교장은 ‘수피아와 나’라는「그때 그 이야기」( 남매일신문 연재)에서 이때의 

상황을 자세히 말하고 있다.

  “1937년 2월 남장로회 미국 선교회 본부에서 총무가 오고 주, 목포, 순천, 군산, 주 등 각 학교 

표가 주에서 모 다. 우리는 주회의에서 사태의 심각함에 해 오랜 시간 논의가 있었다. 특

히 학교 폐교문제는 가장 큰 문제로 얘기가 오고 갔다. 그러나 확실한 사항들이 결정되었다. 가장 

큰 것은 교육을 받고 있는 믿는 사람에게 신사참배란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그래서 첫째 3월 

31일까지 수업은 끝마치고, 둘째 남아있는 1, 2, 3학년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교육을 마칠 수 있도

록 하며, 셋째 입학생은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만약에 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엔 신사참배

를 일본인들이 계속 강요, 억지로 하도록 했을 때는 폐교할 것을 결의사항으로 했다. 이 같은 결정 

사항들은 문으로 인쇄되어 회의에 모인 교장들에게 배부 다. 나는 결의사항이 인쇄된 서류뭉치를 

들고 주에 왔다. 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온통 학교는 술 술 했다. 교장실에 들어섰을 때 ‘학생

들이 강당에 모여 기다리고 있습니다’하고 어떤 선생이 알려 주었다. 학생들은 이미 내가 그때쯤 해

서 돌아 올  알고 나를 기다린 것이다. 내게 주회의의 내용을 보고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오 6시까지 번역을 마쳤다. …드디어 김 선생(당시 교감)의 결정사항 낭독이 끝났다. 끝나

자 마자 방 분 기는 곧 함성이라도 터질 듯 한 팽팽함이 감돌고 있었다. 김 교감이 교단에서 내

려오자 나는 강당을 나가기 해 일어섰다. 그때 학생들의 은 모두 일어선 내게 집 다. 모두들 

동자가 날카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웅성거리던 학생들이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섰다. 처음 몇몇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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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길을 막았으나 방 모든 학생들이 나와 김 교감을 둘러 싸 버렸다. 학생들 속에서 방 ‘그 

결정은 따를 수 없다. 죽어도 그 결정에 반 해야 한다’라는 함성이 들려왔다. 나는 털썩 의자에 주

앉고 말았다.”12)

  회고담에 의하면,

  그 날밤 12시까지 160명 수피아여학생들은 선교회의 폐교 결정에 반 하는 항의시 를 벌

고, 양림교회에서 기다리던 김창국 목사와 주형옥 장로, 그리고 노라복 선교사의 설득으로 겨우 

해산하기에 이른다. 수피아여학교는 학생들을 선동한 교사 3명을 퇴직시키기 해서 잠시 휴교

에 들어갔다. 고등과 18회 졸업생 27명은 졸업식도 못하고 교장실에서 졸업장을  수밖에 없었

다. 5월 1일에 다시 문을 열었을 때는 폐교 문제로 불안한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많이 옮겨갔다.

  드디어 국의 시기가 닥쳐왔으니, 그것은 1937년 9월 6일 국 으로 인 신사참배가 

거행되는 날이었다. 당국의 계획 일정에 따라 숭일학교 학생들은 그날 오 에 신사참배에 참가

하 기 때문에 책임을 맡고 있던 노라복 선교사가 학교문을 닫았고, 오후에는 교사 2명과 학생 

2～3명을 제외한 수피아학생들이 정 로 신사참배에 참가하 다. 유화례 교장은 이미 결정한 

선교부 방침에 따라 학교 폐쇄를 단행하 다. 남장로회 산하 미션학교가 모두 학교문을 닫은 것

이다.

  1908년에 배유지 선교사의 사택에서 세 여학생으로 시작하여 일제의 많은 규제 속에서도 ‘불

신자를 도하고 신자를 교육하는’ 미션학교로서 꿋꿋하게 통을 지켜온 수피아여학교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신사참배에 항의하여 자진 폐교한 것이다.

   3. 교회와 신사 참배

  선교사들이 경 하고 있던 학교들을 무참히 폐쇄해버린 일제는 이제 그 손길을 교회로 옮겼

다. 1938년 2월, 총독이 교회에 하여 채택한 시정 방침을 보면 신사참배 문제는 더 이상 타

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되었다.13)

  1938년 2월 9일 평북노회 제 53차 정기노회에서는 일제의 강압에 려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

로 인장하고 그 참배를 결의 실시하 다.

  평북노회(平北老 )의 결의가 있자 각 노회는 차례 로 동일한 철을 밟았는데 총회가 개최

될 때까지 23노회  17노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반복하 다.

  호남지방에서는 동년 4월에 제주노회(제 9회)와 순천노회(제 22회)가 이를 실시하 고,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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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노회와 남노회가 각각 그 뒤를 따랐다. 1939년 10월에 창립된 군산 노회의 경우도 외는 

아니었다. 노회에서는 노회의 이름으로 신사참배가 기독교 교리와 배치되지 않는 국가의식이라

는 것을 산하 각 교회에 통보하 다.

  그리고 1938년 9월 9일 제 27회 총회가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개최되었을 때 교회당 내외에 수 

백명의 사복 경찰 들이 두 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공포 분 기 속에서 사 에 계획된 각본

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차를 밟고 있었다.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강력한 반  인사들은 이미 

체포, 구 한 뒤라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의 재청자를 합하여 10명 미만의 

회원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발한 ‘ ’라는 답을 부(否)도 묻지 않은 채 만장 일치의 가결을 선

포하는 총회장 홍택기(洪澤麒) 목사의 얼굴에는 심한 고뇌의 빛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었다. 불법

 처사에 한 선교사들의 항의소리가 높아 가는 가운데 서기는 성명서를 낭독하 다.

  “아등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배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총후황국신

민으로서의 성(赤誠)을 다하기로 기함”

  9월 15일 기독교보에서는 총회의 결의를 마치 합리화하기나 하려는 듯이 일본 내의 신자들도 

국가의식으로 양해하고 참배하는 것을 주 치 않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고 말한 

다음 신사는 종교․신앙에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정신의 집 처라고 못 박고 선교사들이 반 하

고 있는 것은 동양의 습에 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운운하고 있었다.

  한국교회는 독일 히틀러에 의해 짓밟 진 독일 국가 교회와 같은 운명에 떨어지고 만 것이

다. 그러나 총회가 끝나자 불법 인 결의에 한 승복할 수 없었던 인사들이 개인 혹은 집단으

로 신사불참배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 다. 이 운동은 먼  선교사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지를 

버리고 신사참배 열에 가담하고만 카나다(Canada) 선교회와 일부 선교사들을 제외한 여타의 

선교회에서는 이 운동에 극 력하 다.

  남장로교 선교회에서는 9월 28일 주에 임시회를 소집하고 이미 신사참배를 결의해 버린 노

회와 총회에 해 그 일원으로서 장차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숙의하 다.

  선교사들의 이와 같은 불참배운동은 단지 서곡에 불과하 다. 1939년부터 평안도와 경남 등지

에서는 조직 인 운동으로 번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7년간의 기나긴 옥고와 온갖 고문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개를 지키다가 옥  순교

한 주기철(朱基徹) 목사의 행동은 신사불참배 운동의 상징이요, 지주 다. 그러나 신사불참배 운

동의 조직화는 한국 교회에  하나의 쓰라린 상처를 고해 주고 있었다. 이들 운동자들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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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참배한 교회를 불인정하고 신사불참배 신교회 설립을 지향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호남 지방에서는 국 인 조직에 가담하여 운동을 벌인 사람은 없었으나, 개별 으로 이에 

항거하여 고 를 당한 이들이 있었다. 여수 애양원 교회의 손양원(孫良源) 목사는 그 표 인 

에 속한다.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 문제를 제기하 을 때 그는 굳게 서서 반 하 다. 바로 

그 제목으로 힘차게 설교한 다음 날인 어느 월요일 아침 불가피한 사실이 일어났다. 그는 경찰

서로 끌려간 것이었다. 몇 주일 동안 혹독한 심문을 당한 후에 그는 3년 징역을 언도 받고 도청 

소재지인 주로 압송되었다.

  주 배은희(裵恩希) 목사의 투쟁도 잊을 수 없다. 그는 신사참배를 반 한다 하여 족령을 

받고 화산동에 거주하면서 일본의 패망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에게 경찰서에로

의 출두 명령이 내려졌다. 주에 있는 신구교와 성직자  간부  인사들을 소집하여 신사에 참

배시키자는 것이 출두의 목 이었다. 이때 배 목사는 완강히 거부하 기 때문에 그와 뜻을 같이 

했던 김가 , 최양서와 합께 투옥되고 말았다. 말할 수 없는 구타와 모욕이 가해졌으나 그의 의

지를 꺾지는 못하 다. “ 희가 나의 육신은 죽일지라도 혼은 죽이지 못하리라. 죽음은 나의 

성공이다.” 취조하던 고등계 형사들을 침묵  한 말이었다. 얼마 있지 않아 그는 석방되었다.

  주에서도 수피아여학교와 숭일학교의 폐쇄 이후 신사참배에 반 하여 체포되어서 고 를 겪

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백 흠, 강태국, 최기 , 문안식, 문천식, 김천배, 이 수, 정인세, 조일

환, 김 승, 김 애, 조아라, 한성자, 이종필 등이 그들이었다.14) 

  1938년 평양 총회에서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신사참배를 가결했으니 한국교회사에 큰 오 을 

남기게 되었다. 그 뒤에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았고 외국 선교사들이 강제 출국되었

다. 주의 선교사들 에 끝까지 남아 있던 유화례(Miss Root), 타마자(J. V. N. Talmage) 목사 

부부 그리고 도마리아(Miss Mary Dodson) 부인도 1942년에는 일제 경찰에 의하여 미국으로 강

제 추방되었다.

  순천 노회의 박용희(朴容羲) 목사, 양용근(梁龍根) 목사들을 비롯하여 김형모, 김순배, 조상학, 

선재련 목사 등과 황두연(黃斗淵) 장로 등이 원탁회를 조직하여 신사참배 반 운동을 하다가 일

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사건은 무나 유명하다. 그 에서 양용근 목사는 주형무소에서 

옥사하 다.(1943. 12) 

  한국 교회 목사로서 제주 선교사를 거쳐 주 북문안교회와 순천지방에서 목회했던 이기

풍(李基豊) 목사는 이때 여수 앞 바다의 섬에 있는 우학리교회에 시무 이었는데 신사참배 반

로 일경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 여독으로 병사하 다.(1942. 6)

  목포 양동교회에 시무하던 박연세(朴淵世)(김오  교장의 장인) 목사는 교회를 통한 민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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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하고 신사참배에 반 하여 옥고를 치르다가 구형무소 감방에서 순교하 다.(1944. 2)

  학교가 폐쇄되고 선교사들이 떠나자 1941년부터 비어 있는 수피아 교사와 시설은 주상업실

업학교가 1942년 1월부터 1943년 12월까지 무단 유하여 사용하다가, 수피아 캠퍼스에 1944년 

5월 20일부터 해방된 1945년 11월 5일까지 주의학 문학교(  남 학교 의과 학의 신)가 

개교하여 사용하 다.

  한편 일제의 교회에 한 통제와 압박은 날로 심해지다가 1943년에는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조직되었고, 모든 기독교회는 조선기독교단에 통합되었다. 신사참배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른 조선

교회는 이미 십계명  첫 계명을 어긴 교회가 되었는데, 일제는 다시 탄압의 큰 손을 뻗  지

교회를 모두 없애버리고 지방별로 교구를 만들어서 교인들의 숨통을 졸라매었다. 주에서도 

1943년에 각 교회가 문을 닫고 교구로 강제 통합되었는데, 교구사무실은 정교회에 두고 앙

교회와 양림교회에서만 배를 드리되 일본어로 설교하도록 강압하 다. 주교구장으로는 미국

에서 신학을 연구하고 감리교 신학교의 교수(1932～1935)를 역임한 정경옥(鄭景玉) 박사를 청빙

해 왔다. 그는 조직신학을 공했고 이 계통의 유명한 서인「기독교의 원리」(1935)와「기독교 

신학개론」(1939)을 술하 으며, 해방 직  1945년 에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당시 

도사로는 백 흠, 이 묵이 직했고 뒤에는 정인보, 성갑식이 이어 받았으며, 여 도사로는 홍

승애, 조아라가 사하 다. 정경옥 박사는 일제 말엽의 교회 청년들에게 새벽이 가까웠음을 시

사하고 이상과 꿈을 심어 주었던 분으로서, 정인보, 최상옥, 신성철, 김학 , 김상덕, 유 , 김천

배, 조철환 등은 그의 가르침을 받은 이 고장의 청년 지도자들이었다.

  와 같이 일제의 탄압과 신사참배에 반 하여 미션학교는 1937년 가을에 모두 폐쇄되고 선교

사들은 강제 추방되었으며, 1938년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합법하다고 결의한 조선 교회는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 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 갔으니 가슴 아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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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30년 의 사역자들․기타

   1. 30년 의 사역자들

  1930년 에 수피아여학교에 직했던 교직원은 김아각 교장을 비롯하여 김필례 교감과 김명

신, 조상학, 최병련, 김승찬, 홍창권, 쓰다(津田欽平), 사꾸마(佐久間시스), 유화례, 김은자, 김해경, 

정춘례, 조진여 교사 등으로 알려졌다.

   

   (1) 김아각(金雅各, Rev. Daniel James Cumming) 선교사

  김아각 선교사는 1892년 미국 터키주에서 출생하 고 루이빌 신학교를 졸업한 후 목사가 되

어 1918년에 남장로회 교육 선교사로 한국에 송되었다. 처음에는 목포 선교부에 있으면서 

흥학교 교사를 하다가 1920년 1월에 교장으로 취임하여 3․1운동으로 어려워진 학교를 정비하

다. 1903년에 배유지 선교사의 사랑방에서 정명여학교와 함께 시작한 이 학교는 변요한 선교사

가 교장으로 있던 처음엔 존 왓킨스 학교로 불리다가 니스멧 선교사가 1914년에 교장에 부임하

면서 목포 흥학교로 교명이 확정된다. 3․1운동때 졸업생 양일석의 지휘로 정명여학교 학생, 양

동교회 교인들과 함께 흥학교 학생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하 는데, 200여 명이 체포되고 100여 

명은 수감되어 옥고를 치 다. 당시에 학생 수는 300여 명이었는데 1922년 학제개편으로 보통과

와 고등과의 학생수가 500명으로 증가하 고, 석조건물 2층 174평의 새 교사를 건축하고, 운동장 

확장과 강당 신축을 하 다. 1923년에는 목포정명여학교 교장을 겸임하 다.

  김아각 선교사는 그 뒤 주 선교부로 옮겨서 교육선교에 기여하게 된다. 1926년 4월에 마정

원 부인(Miss M. Martin)을 이어서 수피아여학교의 교장이 되었고 1933년 유화례(Miss F. Root) 

교장 부임때까지 수피아 발 을 해 수고하 다. 이때 김아각 선교사는 주 숭일학교의 교장

(1927-1932)까지 겸임하게 되는데, 이때의 숭일학교는 총독부의 학제 개편으로 고등과가 없어지

고 완 히 보통학교로 있을 때이다.(남장로회 미션학교 에서는 주 신흥학교와 주 수피아

만 고등과가 설치되었다) 김아각 교장은 숭일학교의 3층 구교사를 헐고 2층 신교사를 건축하여 

앞날의 발 에 비하 다.

  수피아 교장으로서의 김아각 선교사의 공로는 매우 크다. 그는 수피아 홀을 건축하여 학교의 

기 를 든든히 세운 구애라(Miss Anna McQueen) 선교사의 모  활약에 힘입어 수피아의 본

인 스보로 홀을 1927년에 건립한 것이다. 미국 남장로회의 부인 도회 임원이었던 스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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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가 주동이 되어 생일헌  사업으로 5만여 달러를 기부해 으로써 수피아는 아름다은 붉은 

벽돌집을 세우게 되고, 한 우천 체육 과 별 (음악 )을 건축함으로써 명실 공히 정규학교로

서의 모든 시설을 확충하 다. 스보로 홀은 보일러 시설이 있고 수세식 변소가 있는 서양식 

건물로서 70년이 지난 재도 매우 견고한 좋은 건축물이다.( 재 학교 본 )

  김아각 교장은 인품이 훌륭하고 생활이 아주 검소하고 학생을 매우 사랑하는 총각 선교사

다. 기숙사에 들려 학생들과 함께 소박한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하고, 의복도 아주 검소하게 입

는 신 자기의 은 학생들을 돕는 일에 쓸 정도 다. 그는 여러 미션학교의 교장을 겸임하

면서 학생을 사랑하고 한국인을 사랑하며 한국을 찬양하 다. 나이가 많도록 결혼을 안했는데,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 결혼하세요” 하면 “노 마니, 노 타임”(돈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웃음을 지었다. 생물학에 한 조 가 깊어서 수업시간에는 직  개구리와 뱀 등을 해

부하여 가르치기도 했다. 

  김아각 선교사는 콜롬비아 학에서 석사학 를 받았고(1925), 1940년 일제 말엽에 미국 선교사

들의 강제 귀국시에 사랑하는 한국을 떠났다. 1945년 터키 학교에서 명 박사 학 를 받았고 

1949년부터 1962년까지 남장로회 선교부의 교육담당 총무로 활동하 다. 해방 후 1947년쯤 한국

을 방문하 을 때 수피아에 들려서 교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강연을 하 는데, 첫째는 미션

학교로서의 수피아의 교육목표와 통을 잘 계승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제 한국도 해외선교

에 열성을 다하여서 선교의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그는 1971년에 별세하 으니 하나님 사업

만을 한 80년의 생애를 마쳤다. 

  다음에 인용하는 김아각 선교사의 보고서는 The Presbyterian Survey(1923년 4월)에 발표되었

다.

  

                 주 여학교의 시설 부족

                                                                    김 아각(J. D. Cumming)

  “ 주에 있는 여학교를 방문하는 사람은 그 학교가 재의 시설로 어떻게 운 하고 있는지 의아하

게 생각한다. 

  미국에 있는  건물을 보지 않고도 이 학교의 시설 부족을 알 수 있다. 국에 있는 공립학

교 건물은 더 넓고, 밝고, 교실은 더 좋은 시설을 갖추었고  우리 건물과 비교해서 모든 면에서 

더 효율 이다. 

  만일 이 건물이 미국이나 일본 공립학교 다면 오래 에 폐쇄되었을 것이다. 학생 수는 지만 

80퍼센트가 등과에 재학하고 있고, 체 건물에서 단지 3개 학 만이 제 로 수업하기에 알맞는 

교실을 갖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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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 하나는 배실에서 하는 수업인데, 그 곳에 의자를 놓을만한 공간이 못 되어 교생이 모

일 때에는 마루 바닥에 그냥 앉아서 하고, 수업을 할 때에는 작은 책상들을 들여 놓고 바닥에 앉아

서 수업과 암송을 한다. 

  다른 두 방은 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작은 수의 고등과 학생을 해서만 충분하 다. 

  건물의 1층은 운동장으로부터 15계단 올라와서 있고, 거기에 길고 좁은 복도를 통해 배실로 연

결되어 있고, 2층에는 7개의 교실과 도서실이 있다. 2층 홀은 매우 좁고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

한 빛으로만 조명이 가능하다. 

  재의  건물에 있는 방들은 새로운 계획에 들어있는 음악 연습실, 가정 실습실 그리고 교사들

의 방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선교부가 학교를 해 계획한 로그램은 완 히 미국에 

있는 교회에 지어주기를 요청한 새 건물과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1923.      주 Korea

   (2) 김필례(金弼禮) 교장

  

  김필례는 1891년 11월19일 황해도 장연군 교면 송천리(솔래)에서 아버지 김성섬(金聖蟾)과 

어머니 안성은(安聖恩)사이에서 5남 4녀 가운데 막내딸로 태어났다. 본 은 산(光山)으로 선조 

때부터 양반이었다. 소래 웃마을에 자리잡기는 김필례의 고조부 때부터 다.15)

  김필례의 부친 성섬(聖蟾)은 원래 인심이 호덕군자이었다. 그는 마을 빈민을 구제하 고 사랑

방을 개방하여 독서당(獨書 )을 앉히고 훈장을 모셔다가 자녀들과 동리 아이들에게 을 읽혔

다. 그는 여러 형제들 의 막내딸로 태어났으니 부모형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났을 것

이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1892년 그녀가 태어난지 1년만에 그는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다.(바

로 그 해에 김마리아가 태어났으니 고모인 필례와의 나이 차이가 한 살이었다)

  1895년이 되자 한국 개신교의 기원인 최 의 교회 ‘솔래교회’가 설립되었고 1897년에는 그의 

집에서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소래학교’를 설립하 으니 뒤에 ‘해서제일학교’(海西第一學校)라 교

명을 개칭하여 4년제 보통학교 과정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 큰 오빠인 윤방(允邦)은 기독교로 입

신개종하고 원근친척을 모두 기독교로 귀일시켰으니 그가 기독교를 믿으면서부터 그 모든 종과 

하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마음 로 나가 살게 하 다. 그런데 윤방에게는 딸만 3형제가 있었으니 

큰 딸이 함라(咸羅: 남궁  박사의 부인), 둘째가 미렴(美艶: 방합신의 부인) 그리고 막내딸이 애

국부인회장 마리아이었다. 마리아는 일생을 조국과 결혼하여 살다가 갔다. 필례의 둘째 오빠가 

윤오(允五)로서 그의 딸 세라는 고명우의 부인이 되었고 세라의 딸이 서울여 학장 고황경(高凰

京)이다. 필례의 셋째 오빠는 윤렬(允烈)이라 하 고 넷째 오빠는 필순(弼淳)으로 세 란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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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인데 당시 ‘한성의 풍운아(風雲兒)’란 책에 그 이름이 오를 만치 유명했던 인물로 1912년 

이후 동생 순애(淳愛, 김규식 박사 부인)와 같이 압록강을 건  안동(安東)에 가서 의사 개업을 

하다가 1919년 하난사(河蘭史)가 고종황제의 사로 북경에 갈 때 그 신변을 보호해 주었으며 

그 이후 흑룡강 근처에서 우리 독립군의 군의 으로 활약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섯째 오빠는 인

순(仁淳)이라 하 다. 큰 언니 구례(求禮)는 우리나라 최 의 목사인 서경조의 아들이요 상해임

시정부의 요인으로 후에 경신학교 교장이었던 서병호(徐丙浩)의 부인이고 둘째 언니가 노득(路

得)으로 양응수(梁應 )의 부인이고, 셋째 언니가 정신학교를 많이 도와  순애(淳愛)로 김규식

(金奎植)의 부인이다. 막내딸인 필례는 의사인 최 욱(崔泳旭)의 부인으로 주로 출가하 다.

  김필례의 어머니 안씨는 미스 화이 (Whiting) 선교사 등과 함께 북장로교 선교 구역이던 황

해도 일 를 십년간이나 다니면서 도했는데 화이  선교사와 가까워졌으며 그녀가 남장로교의 

오웬 목사와 결혼하여 주로 내려가게 되자 선생의 어머니 안씨도 같이 따라 내려가게 되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김필례는 주 기독병원의 은 의사 던 최 욱과 결혼하게 된 것이다. 

  최 욱씨는 숭일학교를 거쳐 세 란스의 과 미국 터키주립 학 의학부를 마치고 1926년에

는 미국 에모리 학에서 의학박사 학 를 취득했으며, 1927년에 주제 원(  기독병원)의 원장

을 역임했고, 해방 직후에는 미국 군정시 에 라남도 지사(知事)를 역임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지닌 선각자 다. 특히 그는 최흥종 목사의 뒤를 이어서 1934년에 주 YMCA회장을 역임하는 

등 청소년 운동에도 힘쓴 분으로서, 교회를 해서도 직  간 으로 도움을  분이다.

  그것은 뒤의 일이고, 김필례는 1903년 12살의 나이로 당시 연동여학교(  정신여 고) 에 입학

하 으며 그후 순애, 함라, 미렴, 마리아 등 숙질간에 5명의 여학생이 이 학교에 입학하 다. 그

녀는 제1회 졸업생으로 1907년에 정신학교를 졸업하 으니 언니나 조카들보다도 제일 먼  이 

학교의 졸업생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모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재주가 가상할 

만하 다. 그러나 그녀는 더욱 큰 뜻을 품고 1908년 일본동경여자학원에 비 유학생으로 선발

되어 떠났으니 이 일이 그 해 9월이었다. 그녀의 머리속에는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한 여

성도 배워야한다는 불같은 집념과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운명을 바라보고 민족과 국가에 한 한

없는 애국심이 가슴속에서 용솟음 쳤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신념은 머지않아 1914년에 이 학교

에 입학한 조카 김마리아가 ‘불같은 조국애와 민족애가 이때의 경험으로 싹텄으며 그것이 무서

운 잠재력을 갖게 하 다.’라고 술회한 것도 이때 고모인 필례의 향으로 깨닫게 된 것이었으리

라고 짐작된다.

  필례는 1916년에 그 학교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그해 4월에 다시 모교인 정신여학교에 부임하

고 1918년 6월 20일에 임명  목사의 주례로 연동교회에서 의사인 최 욱(崔泳旭)과 결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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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니 그의 나이 28세로 남편과 동갑이었으며 이에 교사를 사임하 다. 그는 역사와 수신을 교수

하 으며 제자들에게 끼친 정신  신앙 인 교훈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의 입에 오르내리

고 있다. 결혼하고 그는 남편을 따라 주(光州)로 내려간 다음 수피아여학교에서 다시 교편을 

잡았으며 1919년에서 1921년 6월까지 종사하 다. 그 동안에 3․1운동을 겪기도 하 는데, 직  

이 운동에 선도  역할을 할 수 없었지만 김마리아가 동경으로부터 은 히 가지고 온 독립선언

문을 남편과 같이 복사하여 국에 살포한 사실은 3․1운동의 숨은 공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한 시가에 몸담고 효부로서 모든 가족 친지들로부터 추앙을 받은 것

이다.

  그리고, 김필례씨가 시집온 뒤 첫 아들을 낳아 감사의 표시로 정교회에 훌륭한 종을 기증하

여 이 종을 정교회에서 계속 사용하다가 일제 말엽에 그들의 강압으로 헌납이란 미명아래 빼

앗겼다가 해방이 되자 일제가 없애지 못하고 남아 있던 종을 교회가 도로 찾아왔다. 그분이 교

회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활동이나 사도 했지만, 특히 재정 인 도움이 컸다는 것도 잊을 수가 

없는 이다. 

  그의 회고에 의하면 그 때 처음으로 남녀 청년들로 찬양 를 조직하고, 직  반주를 맡아 풍

을 쳤다고 하는데, 풍 은 수피아에 다니던 태임이란 학생이 갑자기 부모의 유산을 많이 받게 

되어 풍 을 사서 교회에 기증한 것이었다고 한다.

  김필례씨는 주의 여성계몽운동을 하여 먼  구 시청 자리에 있던 흥학 ( 學館)을 통해

서 여성 계몽에 힘쓰고 수피아여학교 교사로서 활동하 다. 한편 정교회의 부인 조력회를 맡

아 도와 사에 진력하 다. 

  1922년 3월에 국북경청화 학(中國北京淸華大學)에서 열렸던 ‘세계기독교학생 회’에 한국

표로 참가하여 3․1운동시 수원제암리교회(堤岩里敎 )의 실상(일제가 질 던 만행으로 교인

과 부락민을 교회 안에 몰아 넣고 문을 잠그고 불질러서 태워죽임)을 세계에 폭로하 다.

  그녀는 다시 일본(日本) YWCA에 종속되어 있던 여자기독청년회(YWCA)를 독립 창설하는데 

주동인물로 노력하 으니 김활란, 유각경 등과 활약하고 그해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국 

YWCA 창립을 한 국 순회 책임자가 되었다. 그후 그녀는 국 총무로서 국 인 조직을 

하는데 성공하 다. 1923년 4월 이후 모교인 정신여학교 교사로 다시 재근무를 하 으며 당시 

교무주임으로서 수고하 다. 그녀는 다시 세계의 신기운을 하고 배우기 하여 1925년에 미국

으로 건 갔다. 

  엑네스칼 학에서 역사를 공하고 이어 26년 9월부터 컬럼비아 학원에서 등교육 행정학을 

공하여 문제아에 한 논문으로 M.A 석사학 를 획득하 다. 이 학교에 다닐때인 26년 9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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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국제기독교학생 회’에  다시 한국 표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미국에서 돌아와서는 주수피아여학교 교감으로 1937년 6월까지 근무하 으며 특히 28년에는 

인도에서 열린 ‘세계기독교학생 회’에 한국 표로 참가하 다.

  1945년 8월 민족해방이 되자 그해 12월부터 다시 수피아여학교 교장이 되어 1947년 모교 정신

여학교로 갈 때까지 주에서 살았다. 일제 말기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되었던 모교 정신이 재개

교되게 됨에 다시 그는 정신으로 빙되어 정신여자 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 다. 그후 1950

년 한 수교 장로회 여 도회 국연합회 회장으로 피선되었는데, 때마침 그해 6월에 미국에

서 개최된 ‘북장로교 여 도회 4년연차 회’에 한국 표로 참석하기 하여 조국을 떠났다. 

  안타깝게도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6․25사변이 발발하여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 기회에 미국 각지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한국 쟁의 실상을 알리고 도여행을 하는 에 

남편 최 욱박사(崔泳旭, 의학박사로 주에서 개업하고 있었으며 한때 라남도 지사 다) 의 

학살소식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설교는 남편의 죽음과 함께 승화되었고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피 물섞인 

설교말 에 많은 교인들이 함께 물을 흘렸다. 당시 비참한 한국 쟁의 불길에 휩싸인 난민들

을 구제하기 한 산 한 원조물자를 실은 선박이 하루속히 출항하도록 미국 교계를 통해 의회

를 충동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한 일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1961년 교장직에서 물러나고 그 해 5월 정신학원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행정 일선에서 물러났

으나 그의 일생은 정신과 같이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평생에 자기가 다니던 

엑네스칼 학과 같이 아담하고 아름다운 학을 조국에 세우기가 소원이었으니 해방이 되자 지

의 서울여자 학을 세웠다. 그녀는 이 학교 창설의 산 역을 맡았다. 사실은 그 학은 ‘정신

여자 학’이었다.

  그의 꿈은 이루어졌다. 작은 규모의 학 그리고 그리스도교로서 건교정신을 삼고 원 기숙

사에 입사생활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 등을 갖춘 학, 이것이 장로교 여자 학인 서울여자 학

이다. 이같이 그녀는 그 학을 설립한 주역이었으면서도 학장자리를 자기와 인척 계가 되는 

고황경 박사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자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 등교육기 인 정신여학교에서 

일생의 막을 내렸다. 그녀는 은퇴한 후에도 명 교장, 명 이사장으로 곧 정신과 함께 살아오

다가 93세의 천수를 리고 1983년 7월 30일 새벽 2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따라서 김필례는 YWCA와 여 도회 등 여성운동에도 힘썼지만 주로 민족을 사랑하는 여성 

교육자로서 평생을 바쳐 살았는데, 오로지 수피아여학교와 정신여학교에서 직하 다. 특히 수

피아에서는 1919년에서 1921년까지 교사로서 수고하 고, 미국유학을 마친 뒤, 1930년 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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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 교감으로서 폐교 때까지 시무하 다. 해방후에 수피아가 복교가 되자 김필례씨는 교장으로 

되어 1947년 자기 모교인 정신학교로 옮기기 까지 학교재건을 하여 진력하 다. 그는 

엄격한 여성교육을 통하여 기독교가정을 훌륭하게 이루는 모양처가 되도록 학생들을 가르쳤으

며, 바르게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내조하며 자녀를 바르게 기르는 가정여성의 교육에 힘

썼다.

   (3) 유화례(柳華禮, Miss Florence Elizabeth Root) 선교사

  유화례 선교사는 1893년 12월 21일 뉴욕 길버스길 근처의 농장에서 출생했으나 1906년에 뉴욕 

쿠퍼스타운으로 이사하고 쿠퍼스타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메샤 세츠의 스미스 학을 1914년 6월에 졸업한 후 교사가 되어 뉴욕주 웨스트원필드, 엘

빌고등학교에서 1914년에서 1917년까지 수학을 가르쳤다. 이어서 십자활동에 지원하여 종 때

까지 사회 사를 하기도 한다. 1918년 이후에는 베어쇼어, 포트게비스 등지의 고교에서 다시 수

학 교사로 재직하 고, 소명의식에 쫓아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장로회 신학 학에서 2년간 수학

하고 (1924. 12～1926. 5) 1926년 여름에 미국 남장로회에서 한국선교사로 임명되어 한국에 오게 

된다. 미스 루트는 1927년 1월 주수피아여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1931년까지 어를 지도하고 

음악을 가르치며 농 을 방문하여 선교활동을 개한다.

  미스 루트는 ‘수피아와 나’라는 에서 이때까지의 이야기를 잘 말하고 있다.16)

  “나는 1893년 12월 21일 뉴욕의 쿠퍼스타운이란 조용한 농 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등의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다. 나 에 남동생 하나가 더 늘어 우리는 4남매가 되었다. 한 한 

농 에 살았고,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잠자리

에 들기 에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주일날이면 주일학교와 배 시간에 꼭 참석하 다.

  거의 일 년이 가도 한번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착실히 배시간에 참례했다. 나는 이때부터 순종

하는 생활, 특히 부모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고 우리 4남매 모두가 이 순종의 생활을 기쁘게 받아들

다. 남매끼리 혹은 친구들과 뛰노는 시간은 있었지만 우리 집에 한 책임이나 학교 숙제를 잊어

버리거나 게을리 해본 일은 없었다. 나는 12살 때 내 자유의사에 따라 수를 믿었고 입교했다. ·

고등학교를 마치고 학생활 4년동안까지 주일 배나 매일 학교 배시간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할 

정도로 열심이었고, 학 2학년때에는 성경을 정규과목으로 공부했다. 당시 내가 들어간 학은 메

사추세츠주 스미스 단과 학, 그런데 철학박사 던 선생은 성경말 을 그 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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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믿음이 희미해졌고, 그래서 남에게 참된 증거를 못했다해도 과언이 아

니다. 그러나 나는 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여 내 구주되신 것을 단 한번도 의심하여 본 

이 없었다. 특히 나는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쉽게 당신의 손에서 놓아 버리지는 않

으리라 굳게 믿었다.”

  미스 루트는 학을 마치고 5년간 공립고등학교의 수학교사로 직했고, 그 뒤 3년간은 미시

시피의 어느 농장사장의 비서로서 지냈는데 어느날 3주간에 걸친 이름난 부흥집회에 참석하여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집회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계기가 다. 나

는 매일 성경을 읽었고 기도속에 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곳 목사부인의  권유를 받아 그녀

의 모교인 성서신학원에 입학하여 1년 6개월간 신학공부를 하 고, 그곳에서 한국 선교에 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나는 남장로회 선교 본부에 가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신청했다. 1926년 12월 18일, 내 생일 3일을 

남기고 한국행을 해 미국배에 올랐다. 1927년 1월 11일 그 게도 궁 했던 한국땅을 밟았다. 일본

의 고오베, 시모노세끼를 거쳐서 부산에 도착한 것이다. 기차로 까지 와서 바꿔타고 주에 도

착한 것은 캄캄한 1월 11일 밤.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 ‘나를 부르심을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

의 불만, 나의 고통, 모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지배하신 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설사 부족하고 

고집이 세다 하더라도 나를 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

 나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쁘고 고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지  내 이름인 柳華禮, 처음에는 花

자로 썼으나 좋지 않다는 한국인 친구들의 말에 華자로 고치게 되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처음에 柳

花禮가 된 것은 내 원명 Florence E . Root  柳자는 Root 즉 뿌리를 뜻함이고 花자는 Florence를 

해석하여 꽃을 뜻해서 지어진 것이고, 禮자는 여자이름에 흔히 붙는 것이라 해서 柳花禮가 된 것이

다.”

  

  이리하여 유화례 부인(?)이 된 미스 루트는 수피아여학교에서 어와 음악을 가르치고 기숙사 

일을 지도했는데,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된다. 컨  우리말의 경어법

이 어려워서 “진지 먹었습니까” 하기도 하고, 북 진안의 어느 농 교회에 가서는 교인집에 

되어 음식(감자)를 청한다는 것이 “남자를 좀 삶아 주시오”해서 경실색을 한 것이며, 처음 

맡은 설교 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표 을 문자를 써서 ‘수 혼’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놀랬다고 하는 이야기다.

  유화례 부인은 이국 으로 아름다운 용모에 음악을 잘해서 인기가 좋았는데, 풍 을 타면서 

찬송가와 노래를 잘 불 다. 구애라 선교사와 도마리아 부인과 함께 셋이서 수피아여학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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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사(수피아홀의 한 쪽)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고향의 모친이 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몸도 쇠약

해졌으니 귀향하라고 주 에서 권고하 기 때문에 미국에 돌아갔다. 미국에 있는 동안 1932년 2

월부터 1년간 컬럼비아 학원에서 교육학을 공하여 석사학 를 취득했다. 1933년 3월에 수피

아에 다시 돌아 왔는데, 선교회의 이사회에서는 수피아의 교장에 임명하여 1937년 9월 폐교할 

때까지 교장으로 시무하게 되었다.

  “사실 당시의 교육사업은 무나 어려웠다. 한국이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교육 심지어 종교에까지 심한 간섭이 뒤따랐다. 특히 1931년 만주사변이 있고부터는 일본

은 교육사업인 학교에까지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을 뻗쳐왔다. 도청 교무과가 이런 학교일을 모

두 담당하고 있었다. 그  가장 유명한 것이 신사참배. 모든 학교가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사람들의 주장이었다.

  1935년 처음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을 때는 별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 주시내 서동 공원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참배토록 했던 것. 그 때 어떤 학교는 학교에서 1학 만 보내 형식 으로 참배

한 것처럼 일본 경찰이나 도청 학무과(?)를 속여오기도 했다.

  1936년 9월이었다. 주 앙국민학교에서 무슨 기념식을 갖는다며 학생들을 인솔하고 나오라는 것

이었다. 기념식이라는 게 만주사변 5주년을 맞아 죽은 사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일본의 모 장

이 와서 강연을 한다는 것이었다. 1학 만 데리고 갔다. 나는 식이 열리고 있는 강당 2층으로 올

라가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기념식이 아니고 자기나라 사람들의 죽음에 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

다. 그 제사가 끝나면 강연이 있다고 했다. 나는 도 히 그 같은 제사에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없다

고 생각했다.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 뒤로는 도청 교무과의 수피아여학교에 한 간섭과 압력은 더 심해지고 일본인 교사 2명

(일어 담당)을 불러 유 교장을 설득하도록 지시하게 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동방요배(일본 천

황이 있는 동방을 향해 하도록 한 것)를 받아 들 으나 이것도 양심에 허락하지 않았고 신사

참배는 기독교가 엄 하는 우상숭배라고  반 다.

  1936년 가을에 주에서 선교사 회의가 열렸는데 모든 기독교 학교는 이 로는 유지해 갈 수 

없다는 의견들이었다. 그러나 아직 폐교 문제를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11월 20일 쯤 쉬는 날에 

수피아 학생 160명이 모여 폐교를 반 하는 시 를 하게 되었다. 폐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는 

요구 지만 (3명의 교사가 배후 조종을 하고 있었다.) 유 교장으로서는 확답을 할 수가 없었다. 

김필례 교감이 나서서 겨우 설득하여 해산하 다. 그리고 그럭 럭 3개월이 지났다.

  “1937년 2월 남장로회 선교회 본부에서 총무(풀턴목사)가 오고 주, 목포, 군산, 주, 순천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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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표가 주에 모 다. 그런데 나 에 안 일이지만 교사 1명이 주에까지 몰래 따라 왔다가 

내가 회의를 끝내고 주에 돌아오기도 에 도청 교무과 사람과 통을 했음이 밝 졌다. 이 사람

은 우리 모임의 취지, 결정사항을 교무과에 알렸으리라.

  우리는 주회의에서 사태의 심각함에 해 오랜 시간 논의가 있었다. 특히 학교의 폐교문제는 가

장 큰 문제로 여러 얘기가 오고 갔다. 그래서 확실한 사항들이 결정 다. 가장 큰 것은 교육을 받고 

있는 믿는 사람에게 신사참배란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그래서 첫째, 3월 31일까지 수업은 끝

마치고 둘째, 남아 있는 1, 2, 3학년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입학

생은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만약에 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인 신사참배를 일본인들이 계속 

강요, 억지로 하도록 했을 때에는 폐교할 것을 결의사항으로 했다. 이같은 결정사항들은 문으로 

린트되어 회의에 참석한 교장들에게 배부 다.”

  

  그리고 주에 돌아와서는 기다리고 있던 수피아 학생들에게 선교부의 결정사항을 김교감이 

신 발표  하고 인 폐교반  시 를 맞이하여 밤 12시가 넘도록 고 를 겪었다. 그러나 

양림교회 김창국 목사, 주형옥 장로 등의 만류로 겨우 데모는 해산되었다. 그 뒤 데모 후유증과 

학생들을 선동한 교사 3명의 퇴임문제로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고, 졸업식도 못한 채 교장실에서 

졸업장을 달하기에 이른다. 신입생을 뽑지 않고 5월 1일에 늦게 개학했을 때에는 3, 4학년 학

생들의 상당수가 학교를 옮겨가 버렸다.

  드디어 국의 시기가 닥쳐왔으니 그것은 1937년 9월 6일 국 으로 인 신사참배가 강

행되는 날이었다. 숭일학교 학생들은 그 날 오 에 교생이 신사참배에 참가하 기 때문에 학

교의 책임을 맡고 있던 노라복 선교사가 학교문을 닫았고, 오후에 교사 2명과 학생 2～3명을 제

외한 수피아 학생들이 정에 따라 신사참배에 참가하자 유화례 교장은 학교 폐쇄를 단행하

다. 그날 남장로회 선교회 산하의 10개 미션학교가 모두 폐교한 것이다.

  유화례 부인은 그 뒤 학교문을 닫은 신 환자를 돌보고 어린이를 가르치기도 했다. 도마리아

와 함께 애향원에서 음성 나환자인 ‘진주’라는 어린이를 데려다가 키우기도하고, 순천에서 ‘이삭’

이란 어린이(부모는 나환자)를 데려다가 키웠다. 그리고 농  선교에 다녔는데 일본의 헌들이 

항상 출입을 감시했다. 1940년 담양군 무정면에 가서 농 에 도를 갔는데, 일본경찰이 허락없

이 도했다고 탄압을 가했으며, 북 진안에 가서도 핍박을 받았다. 그러다가 1941년 6월에는 

주를 떠나서는 안된다는 주거제한조치를 당하게 되었다. 그 때는 미국선교사들이 거의 본국에 

귀환하 기 때문에 주선교부에는 타마자 목사 부부와 도마리아 부인까지 네명이 남아있을 뿐

이었다. 그런데 타마자 목사가 일본 경찰에 불려갔다. 그들이 잡아간 명목상 이유는 스 이 행각

을 하고있다는 당치도 않는 소리 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는 국 사람이니까 잡아 넣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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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남아있는 세 사람은 밤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타

마자 목사는 선교회의 이사장이었는데 선교부의 재산을 일본이 보호하도록 양여하라는 박을 

받았으나 단연코 거 하 고, 유교장 일행도 면회를 가서 일본 경찰로부터 그 제안을 받았으나 

 안된다고 거 하 다.

  그 뒤 타마자 목사도 나오고 드디어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1942년 6월 10일.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막연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정들었던 집을 나섰다. 그 게

도 나를 기다리던 시골의 순박한 아낙, 무슨 얘기인가 사뭇 궁 하면서도 롱 롱한 망울로 내 

얼굴만 쳐다보던 천진하기만 한 어린아이들, 처음 털모자를 쓰고 불쑥 나타난 나를 보고 달아났던 

농 의 어떤 부인, 뭇사람들의 얼굴이 뒤범벅이 되어 지나 갔다. 40  생활의 희로애락이 깃들었던 

주를 잊을 수는 없었다. 나는 문 밖에 서서 처음에 주에 왔을 때 마치 새색시처럼 앉아있던 무

등산을 한참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꼭 다시 곧 온다. 다시 와서 와 함께 일생을 같이하리

라.’ 그 때 군가가 달려와 일본사람들이 버스를 보냈다고 했다. 형사까지 왔다. 우리들이 자기들 때

문에 본국으로 돌아 간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해서이지 우리가 좋아서는 아니었다. 타마자 목사

는 주, 목포 등(선교부의) 땅문서를 가방에 넣어 가득 찼다. 그러나 두 손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외

에는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었다. 주역까지 버스에 실려 갔다. 맥빠지게 앉아있는 타마자 목사, 

그의 부인, 그리고 도(마리아) 선생, 구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하여 유화례 교장 일행은 을 거쳐 부산으로 내려가 배로 일본의 요꼬하마에 가고, 다

시 홍콩과 싱가포르를 거쳐 8월 25일 그리던 미국의 뉴욕에 도착하게 되었다. 한국에 기독교를 

선교하고 주수피아여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교육하던 유화례 부인은 일제의 탄압속에 하나님의 

사업을 단하고 귀국한 것이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자유를 수호하는 연합군에게 

패망하고 조선이 해방되자 1947년 2월에 다시 주에 돌아와서 수피아를 해서 평생을 몸바쳐 

일하 으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다.(그 뒷이야기는 후에 기술하겠음)

  유화례 교장의 기로는 안 로 목사의「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쿰란 출 사, 1994년)라는 

서가 있다.

   2. 기타 이야기

   (1) 서로득 선교사와 주일학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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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득(徐路得, Mr. Martin Luther Swinehart. 1874-1957) 선교사는 1911년에 남장로회 선교사

로 임명되어 주에서 1937년까지 선교활동을 개했는데, 특히 주일학교운동에 힘을 기울 다. 

처음 선교사들은 범 한 순회 도와 교회 설립등으로 어린이 성서 교육에 해서는 심을 두

지 못했다. 한국교회의 기에는 오로지 성인 도가 심이었다.17)

  그러나 호남지방에서는 서로득 장로가 선교에 있어서 소아 성서 교육이 가지는 이 을 여러 

가지로 역설하여 교회들로 하여  소아교육에 을 돌리도록 노력하 다. ‘……한 사람의 성인을 

도하여 믿게 하는 것보다는 10명의 아이들을 얻기가 더 쉽다. 천국 복음 사업을 확장시키기 

해서는 60세된 노인을 10사람 회개시키는 것보다는 열살된 어린이 한 명을 얻는 것이 더 효과

인 것이다…. 12살에서 18살까지는 비 의식이 싹트는 연령이므로 그 시기를 지나면 도하기

가 몹시 힘이 드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 다. 

  이리하여 교회마다 유년 주일학교가 활발해졌다. 서로득 선교사는 한 ‘불신자를 한 주일학

교’를 운 하기도 하 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아무튼 교회마다 성인주일학교와 

유년주일학교를 두어서 교인들의 내 성장을 꾀했는데, 조직 교회의 80% 정도가 주일학교운동

에 동참하 다는 기록이 있다. 

  1921년 총회에서는 주일학교 진흥부를 만들어 주일학교의 확산과 운 을 지도하 고 조선주일

학교연합회도 조직되었다. 

  세계주일학교 톰슨(J. V. Thompson) 총무가 내한하여 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여 강습회를 인

도하기도 하 다. 서로득 선교사의 력으로 남 지방은 특히 주일학교운동이 활발해서 교역자 

의 3%를 주일학교를 해 헌 하 다. 주지방의 유년주일학교는 국 으로 유명할 만큼 

성장하 다. 

  남노회에서는 1927년 황상호 장로(뒤에 목사)를 종교 교육부 총무로 임명하여 주일학교운동

을 담하게 하 고, 서로득 장로의 재정 인 뒷받침을 받아 주일학교 통신교재를 발행하기까지 

하 으니, 그 발 상은 부신 바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31년에는  호남지역에 있는 부분의 교회는 주일학교를 갖게 되었

고, 교인들은 모두 주일학교 생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주일학교는 에 비

해 보다 많은 수효의 유년 생도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주일학교운동에 있어서 이채를 띈 것

은 확장주일학교와 하기아동성경학교의 출 이다. 확장주일학교란 주일학교가 잘 운 되고 있는 

도시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회가 없는 마을에 찾아가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주

일학교 선교운동이다. 주 선교부에서는 19인승 자동차를 비하여 교사들로 하여  주 근처 

2～30리까지 나가서 선교하도록 보조하 다. 1931년 남노회의 보고서를 보면 206명의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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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처의 확장주일학교에서 2,670명의 학생을 지도하 다.

  하기 아동성경학교는 서울 정동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 남노회에서는 1922년 여름부터 실시

하 다. 총회에서도 1924년부터 국 교회가 이를 실시하도록 결정하 다. 1931년의 통계를 보면 

호남지방의 하기 아동성경학교가 국에서 가장 잘 운 되었다고 하며, 불신 아동이 30%나 아

동 성경학교에 참석하 다.

          

   (2) 서서평 선교사와 부인 조력회 운동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 서서평(徐舒平, Elisabeth J. Shepping) 여사는 1912년에 간호원과 도인

으로서 한국에 송되어 처음에는 군산과 서울에서 수고하다가 주 제 병원의 간호원장으로 

있으면서 의료 선교에 힘썼다. 그러나, 그분은 여성교육, 특히 교육의 정 연령을 놓친 불우여

성들에 한 교육의 필요성을 감하고 양림 동산 선교사 마을에 이일성경학교(李一聖經學敎, 

Neel Bible School)를 설립하여 기독교 복음을 할 일꾼들을 양성했다.18)

  처음에는 교회 여성을 교육하고 여성 사역자의 교육이 필요하여 1918년에 주여자성경학교가 

세워졌다. 주의 경우 같은 해에 서서평양과 서로득(Mrs. Swinehart) 부인이 과부들과 독신여인

들을 한 기술교육과 성경공부를 시키기 하여 주 여자성경학교를 설립하 는데, 1926년 

니일(Lois Neel of Charlotte)양을 기념하는 건물을 세운 후 학교명칭을 이일성경학교(李一聖經學

敎, Neel Bible School)로 개칭하여 여성 사역자의 교육에 힘썼다. 이일학교는 일제 말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되었다가 해방 후에 계속되었는데 1961년 3월 선교부 방침에 따라 주의 여자성경

학교와 합쳐 한일여자신학교가 되었고, 뒤에 발 하여 한일신학 학이 되었다.  

  이일학교를 세워 불우한 여성들을 가르치고 교회의 여성 력자를 양성한 서서평 여사는 특히 

부인조력회운동에 열심을 다했다. 1920년에 미국 장로교회의 부인조력회를 조직한 스보로 부

인이 한국을 방문하 는데 주에도 들러서 서서평 여사에게 부인조력회 조직을 권했다. 여기에

서 감동을 받은 그는 1922년 12월 드디어 한국 최 의 부인조력회를 주에서 조직하 다. 부인

조력회의 심활동은 성서연구, 개인 도 그리고 청지기 훈련이었는데, 각 지교회의 조력회는 보

통 일주에 한번씩 모 고 여러 개의 원주회를 만들어 활약하 다. 부인조력회의 활동  특이한 

것은 성미(聖米)운동이었다. 부엌에서 매일  한  씩을 떠서 담아 두었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

와 바치는 이 운동은 그 뒤 한국교회 여성들의 행으로 굳어졌다. 서서평양이 조력회운동을 시

작한 지 13년 째인 1933년 총회로부터 정식 인정을 받게 되고, 이 운동을 통하여 여성들은 보다 

힘있고 조직 으로 교회발 의 일익을 담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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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 목사의「한국 선교」에 보면 서서평 여사는 1922년 12월 처음으로 조력회를 주에서 

조직하 음을 밝히고 그분에 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미스 쉐핑(서서평)은 진실로 한 한국 선교사 으며 그분의 생애와 사업은 신화 인 것이 되

었다. 로마 카톨릭 신도인 부모 에 독일에서 출생했으며, 뉴욕에서 간호원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

에 신교로 개종했다. 한국에서 사한 22년 동안에 그분은 단 한번의 안식년 휴가를 취했을 뿐이다. 

그분의 사업은 거창했다. 그분은 한국 간호 회를 창설했고, 도쿄와 몬트리올에 여행하여 국제간호

회에 가입하도록 하 다. 

  그분은  한국여자기독교 제연맹을 조직하 다. 그러나, 그분의 정열은 혼 구제와 생명 속죄

에 바쳐졌다. 그분은 많은 여자를 사창가에서 구했으며, 열 세명이나 양녀를 삼아 좋은 기독교 가정

에 혼인시켜 주었다. 그분은 고아원으로부터 어머니가 죽은 어린이를 돌  주었다. 앓다가도 조 만 

나으면 그분은 침  곁에 많은 학생들을 불러 가르쳐야만 했다.

  그가 죽었을 때 걸인으로부터 은행가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이 그분의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그분

의 사가 많은 생명에 향을 끼쳤기 때문이었다.”19)

   

  김필례 선생이나 동역자이던 김윤식 장로와 조아라 장로(YWCA 명 회장)의 말을 종합하여 

보면, 서서평 여사야말로 성경 말 로 살다가 간 분임을 알 수 있다.

  우선 그분은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정성을 바친 사랑의 사도

으니,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옷을 보는 로 나 어 입혔기 때문에 두 벌 옷을 가지지 

않았고, 한국 사람과 같이 고무신을 신고 다닐 만큼 소탈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다. 그리하여 길

에서 걸인을 만나면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 입  배불리 먹이고 재웠으며 그의 

처지 로 공부도 시키고 자활할 수 있도록까지 보살펴 주었다 하니, 수의 첫째 계명, “네 이웃

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를 명실공히 실천하 던 것이다. 그분에게 많은 양자와 양녀가 있는 것

은 그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서서평 여사는 이일

학교 교장으로서 부분의 학생들에게 장학 과 기숙사비까지 주어 일선 도의 역군들을 길러 

내었다.

  그 에서도 그분의 교회에 한 사는 그야말로 헌신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필례 여사의 

회고를 들어 보면, 그분은 자기의 월 을 받으면 그 에서 반을 떼어 교회에 바치고  나머지 

반을 갈라서 장학 과 구제비로 쓰고, 마지막 남은 것 조차 자기 자신만을 해서 쓰지를 안했

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요, 다른 사람이 흉내도 내지 못할 훌륭한 일이다. 그

분이 1934년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집에는 가루 두 홉 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으며, 병명을 밝

히지 못하여 치료 불가능을 안 그 분은 마지막 남은 육체를 병원에 기증하여 의학 연구에 써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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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유언했다고 하니 그 분이야말로 성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남문밖교회에서 1924년에 양림교회가 분립하자 수피아 학생들은 모두 같은 양림동에 있는 양

림교회로 다녔는데, 서서평 부인과 이일학교 학생들은 남문밖교회를 계속 다녔다.

  서서평 여사는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문밖교회를 하여 큰 일을 두 가지 하 는데, 

하나는 재정 인 도움이요, 둘째는 사의 모범을 보인 이다. 서 여사가 여 도회의 신인 부

인조력회를 만들어 성경 공부와 신앙 간증과 사에 힘썼음은 남문밖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교

회의 발 을 해서도 큰 공헌을 하 다고 본다. 그래서, 1932년 2월에 서서평 여사 선교 2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으며, 그분이 1934년에 세상을 떠나자 주에서 처음으로 사회장(社 葬)을 거행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그분의 헌신 인 사를 짐작  하여 다. 이일학교 뜰에 세워졌던 그

의 기념비는 주 한일 신학 학으로 옮겨졌고, 정교회에서는 양림동 선교사 묘지에 그의 묘

비를 세웠다. 

  서서평 여사의 기로 백춘성(白春成) 장로가 집필한「천국에서 만납시다」-간호원 선교사 서

서평 일 기- ( 한간호 회 출 부, 1992)가 있다

   (3) 노몌의 선교사와 노라복 선교사

  

  노몌의 선교사(Mrs. Robert Knox, nee Maie P. Borden)는 남장로회 선교사 노라복 목사의 부인

으로서 노 목사와 함께 1907년 목포 선교부에서 일하다가 1911년에 주 선교부로 옮겨서 복음

선교를 하고 미션학교의 선생으로서 직하 다. 보청기를 달고 있던 그녀는 수피아여학교에서 

어를 가르쳤는데 그때 이미 시청각 교재를 활용함으로써 교육성과를 높 다. 어웅변 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어교육에 매우 성과를 이루었다. 당시 노 목사의 집은 재 여고 본  자

리에 있었는데 배우기를 원하는 한국의 어린 소녀들을 학교로 오게 하기 하여 많은 고심을 하

다고 술회하 다. 그녀는 소녀들에게 책 값과 학비와 그 밖에 음식값까지 제공하면서 배움의 

기회를 주었는데, 이 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 다. 일제 말엽에 

일본의 탄압으로 미국에 갔다가 해방 후에 다시 귀국하여 다시 어를 교육하 고, 1967년 2월 

미국에 돌아가 별세하 다.

  한편 남편되는 노라복 선교사(Rev. Robert Knox)는 1880년 텍사스 태생으로 텍사스 학(1903)

을 졸업하고 린스턴 학원을 이수하고 린스턴신학교를 마친 후 목사가 되었다. 목포에서 4

년간 시무하고 주로 옮겨서 순천으로 이주해 간 변요한 선교사를 이어서 숭일학교 교장이 되

었다. 그는 학생 심의 도 를 조직하여 매년 여름방학에 농어  도에 힘썼고  여름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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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해서도 노력했다. 노 목사는 교장을 그만 둔 뒤 더욱 농  도에 힘써서 여러 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한편 노라복 선교사는 선교부에서 운 하는 달성경학교와 사경회 교사로서 열심을 다해서 교

회 일꾼들을 길 기 때문에 이 고장 교회들이 활기를 띠었고, 이로 인해 평양장로회신학교에 출

강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3․1운동 때 일제에 의해 학살당한 제암리교회를 배유지 목사의 차를 

타고 가다가 열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 다. 배 목사 부인과 크 인 선교사가 사망하고 

노라복 선교사는 을 크게 다쳤다. 일제 말엽에 귀국했다가 해방 후 1947년에 다시 주에 돌

아온 노 목사는 주고등성경학교를 설립하고 농어  청년들에게 신학교육을 하 다. 6․25사변 

때 다시 귀국하여 1959년에 별세하 지만 그가 세운 고등성경학교는 꾸 히 성장 발 하여 오늘

의 호남신학 학이 되어 이 고장의 많은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다.20)

   (4) 타마자 선교사와 선교부 재산 사수

  

  타마자 선교사(Rev. John Van Neste Talmage)는 1884년 미국 뉴 지주에서 출생하여 투 학

을 졸업하고(1907) 린스턴신학교를 마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1910년 8월 26일에 목포에 도착

했고 바로 주선교부에 와서 선교활동을 개하 다. 배유지 목사의 일시 귀국 시에는 24개 교

회를 리하 고, 1915년에는 숭일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이 고장에 야구, 정구, 농구 등 스포

츠를 처음 시작  하 다. 타마자 선교사는 담양지방의 선교와 청소년 교육에 힘써서 담양 성경

학교를 설립 운 하 다. 

  특히 선교부 재단 책임을 맡았던 타목사는 ‘타깍쟁이’라 불릴 만큼 재산 리를 철 히 하 다. 

일제 말엽 신사참배 반 로 1937년 9월 6일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가 폐쇄된 후 유화례 교장

과 도마리아 부인 그리고 타 목사 부부 네명이 다른 선교사들이 귀국한 뒤에도 주에 남아 있

었는데, 타마자 목사는 담양 경찰서에 구 되어 고 를 겪었다. 그 때 일제는 선교부 재산을 강

제로 빼앗으려고 박했지만 타목사는 단호히 이를 거 하 다. 1942년 6월에 이들은 일제에 의

하여 강제출국 당하 다. 해방이 되자 타마자 목사 부부는 다시 주에 돌아와서 1955년 은퇴시

까지 선교 운동을 계속하 다. 타목사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64년에 별세

하 다. 자녀들도 목사와 선교사로서 하나님사업에 열심을 다 하 는데 둘째인 타요한(John

Edward Talmage) 선교사는 학 2  학장으로 직하 다.

  와 같이 타마자 선교사는 직  수피아에서 직하지는 안했으나 선교부 재단 이사장으로서 

수피아를 포함한 선교부 재산을 끝까지 지켰다는 의미에서 그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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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명신 선생과 30년 의 졸업생들 

  30년 에 직한 수피아여학교의 교사 에서 김명신 선생은 매우 다재다능하여 졸업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양림교회 집사로서 성가 를 지휘하 는데, 수피아에서도 음악활동은 물론 

연극공연까지 지도하여 학교 이름을 떨쳤다. 주에서 처음으로 수피아학생들이 부여로 수학여

행을 갈 때도 인솔교사로 수고했고, 하모니카 밴드를 만들어서 지휘하기도 하 다. 김명신 선생

은 수피아에서 10년간 근무한 후 서울로 옮겨서 계속 교직생활을 하 고, 교장 역임  퇴임하

다. 그 뒤 1974년 5월 유화례 기념 도서  기공식에 참여하여 옛 제자들을 반갑게 만나기도 

하 다.

     30년 의 졸업상황은 아래와 같다.

   1930. 3.    고등과 11회 졸업   이복임 김순심 김숙신(3명) 

   1931. 3.    고등과 12회 졸업   조아라 조은혜  정 숙 강양순 등 9명

   1932. 3.    고등과 13회 졸업   김종자 박처례 양종신 장복순 오경심 강인숙 노오례 등 26명

   1933. 3.    고등과 14회 졸업   이계숙, 이옥술, 김나열 등 19명

   1934. 3.    고등과 15회 졸업   장은순, 정복순 송정자 등 21명

   1935. 3.    고등과 16회 졸업   김은조 국순애 윤모순 등 20명

   1936. 3.    고등과 17회 졸업   최계  최일희 등 12명                 

   1937. 3.    고등과 18회 졸업   국팔순 김 애 등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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