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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植民地時代における植民敎育の問題として、「朝鮮語」抹殺と「國語」强要の暴力性について、その實狀を把
握する必要がある。植民地近代化論者らによると、人口․生活水準․所得․産業構造などのような外形的․計量
的な側面に注目している。一方、植民地收奪論者らは、敎育․文化の名の元で同化イデオロギーを作動させ進め
られた收奪と抑壓の問題を考察する必要があると言う。本稿では、①「國語」-「朝鮮語」敎科の關係力學、②
「修身」敎科と學校儀式․行事、そして「國語」、③姓と名の喪失、そして正體性の危機などについて考察を
行った。この硏究は、今後の暴力の歷史と文化に関する敎育史的な接近及び理解のための新たな地平を開く論據
として意味を持つと考える。

主題語:

조선어(mother tongue), 국어(kokugo), 학교 행사(school events),
동화 이데올로기(ideology of assimilation),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
1.

머리말

일본인들에게 꼬집어 설명되지 않는 의식세계, 정신질서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
가 많다. 그들의 의식세계, 정신질서는 내면세계의 신비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와 같은 일본적 사고야말로 그들이 내면을 응시․성찰하는 자세가 결여되어있음을 단적
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상식적․역사적인 경험까지도 외면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
는 그들의 의식과 정신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 과정에도 저변을 흐르는 강력한 에너지로
작동하였다.
침략과 지배를 본질로 삼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를 통해 식민주의적 폭력성을 잔악하게
드러냈던 일제 강점자들은, 그들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근대화를 가져다주었고, 이로 인해
한국인들에게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었다는 식으로 과거를 미화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식민통치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과 함께 근대화에 기여한 공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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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시대를 검토하는 방법론상의 참
고는 될지언정 식민교육의 본질과 실체를 드러내는 좌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근대의 핵심이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의 형성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를 박탈당한
식민교육체제에 대해 근대화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당대의 현실을 읽어내려는 시도는 본질
적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다(박득준, 1988；고종석, 2003；김재용, 2003).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식민지사회 연구에서 사회과학의 분석방법이 한껏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면서, 조선후기에서 일제 강점기에 걸친 인구, 생활수준, 소득, 산업구조
등의 변화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한다면, 식민통치 기간에도 엄연히 근대적 경제성
장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는, 일본 식민통치
를 통해 조선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바로 그런 이유로 식민지시대
는 조선인들에게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현재의 역사 논의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민주적 관계가 확대되는 과정을 찾기보다 국가
간의, 혹은 국가권력과 구성원간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논하고, 사회적․인간적 관계를 통
계수치로 확인하는 방법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식민통치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계량․실증사관이 강한 목소리를 내왔고 그 결과, 성장과 발전의 지표를
통해 통치행위의 성격을 규정짓는 무모한 결론에 이르기 십상이었다. 이들은 객관적 자료
와 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구학적 설명방식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통치의 성격과
효율은 궁극적으로 인구추세에 반영된다는 가정 아래, 1910년의 조선인을 100(13, 128, 780
명)으로 했을 때 1942년의 조선인은 194.4(25, 525, 409명)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들면서, 이
렇게 식민지기에 조선의 인구가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식민통치의
본질적 제약과 폐해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이 상당히 잘 살았다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라
는 결론이다(복거일, 2003). 그러나 이들은 데이터 가공을 통해 추종과 맹신의 지표 남발을
일삼을 뿐, 당대의 현실과 삶의 고통에 주의하지 않는다. 성장의 혜택은 일본인의 몫이었고,
성장의 부스러기는 동란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계량적․경제우위론적 접근과 사회분석법으로는 결코 강점기의 식민주의적 폭력성을 포
착․간파할 수 없다. 식민 지배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정치적 독립성, 민족의 정체성, 문화전
통 등 수량화할 수 없는인문학적 관심과 주제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논의가 수반되
어야 한다. 일제 강점자들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정책은 직접 지배의 원칙을 채택하면서도
이른 바 동화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민족 말살정책을 강행하였다. 이 직접통치형․동화
주의형 식민정책은 일제 강점자들이 동원한 동조동근․일시동인․내선일체의 논리를 통해
정당화되었으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민족적․문화적 기원과 생성을 함께 하는 언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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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과 대응 문제가 중요한 논의의 장을 이룰 수밖에 없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기능에 머물지 않고 내선일체의 정신을 정책적으로 풀어가는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자들은 35년간의 식민통치 기간에 우리 말과 글을 없애려고 갖은 책동을 다했
다. ‘조선어’ 말살과 ‘국어’(‘일본어’에 대한 일제 강점자들의 표현) 강요라는 언어 통제 상
황은 단지 언어에 대한 통제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와 민족 정체성을 흔드는 근본적인
폭력의 문제였다. 이러한 폭력성은 말과 글을 억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 이름을 빼앗
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서 말하는 말과 글, 성과 이름은 모두 조선인의 정체성을 파괴하
는 요체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묶음과 계열체를 형성한다. 의사 전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
며 효율적인 도구인 언어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지적 사고와 경험을 조직․구
성하는 틀이기도 하다. 그래서 언어는 우리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 숨쉬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식민교육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존재의 집에 압박을
가하는 현실은 감당하기 힘든 민족적 좌절과 상실을 가져다주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접근
과 논의는 교육 문제에 관한 조망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어’-‘조선어’ 교과의 관계 역학

2. ‘

일제 강점자들은 조선어가 조선인의 민족성을 특징짓는 대표적 위치에 놓인다는 것을
간파하고 동조동근과 내선일체의 이름 아래 민족성 제거와 민족어 말살책동을 감행했다.
동화정책 내지 동화교육의 명분과 논거는 동질성에 있었다. 동질성이란 어떤 집단을 구성
하는 성원의 질이 같거나 거의 비슷한 성질을 일컫는다. 일제 강점자들이 골격, 혈액형,
기질, 언어, 종교 등과 같은 형질․문화인류학적 주제에 깊은 관심을 두었던 것은 동화이데
올로기의 작동을 위한 정지작업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오늘날 한국의 학계에서 인류학
에 대한 나쁜 기억을 버리지 못한 것은 일제 강점기 인류학이 식민지배이론을 개발하는
시녀역을 충직하게 담당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전경수, 1999). 동화이데올로기는 자
의적․편의적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식민교육의 강도를 높이는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예컨
대 일본인을 중국화한 것이 조선인이므로 이제는 그 중국화를 벗겨내고 조선인을 다시 일
본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伊藤猷典, 1942). 이러한 터무니없는 상상
력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골격, 혈액형, 기질 등이 비슷하다는
체질적 동화 요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이 각각 언어학상의 일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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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
식민지 초기의 교육방침은 제1차 조선교육령(1911~1922)에 의해 규정되었다. 일제 강점
자들은 식민지적 수탈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식민지’라는 정치적․경제적 용어 대신
법적․행정적으로는 ‘외지’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 외지에 본적을 둔 일련의 신민을 일컬
어 ‘외지인’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외지인이라는 용어야말로 동화정책의 허구성을 드러
내는 자기모순적 언어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차별 구도 안에서 ‘일본어’를 ‘국어’라 일컫는
언어폭력이 등장하였고, 그로 인해 ‘조선어’는 식민지어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시는 조선어
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식민지 언어정책의 온건주의를 설파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미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도 ‘국어’(38%)가 교과과정에서 차지하는
수업 비중은 ‘산술’(23%)이나 ‘조선어 및 한문’(21%)보다 훨씬 높았다. ‘조선어 및 한문’이
함께 묶여 정식 교과로 제시된 것은 당시의 서당 학생들을 보통학교로 끌어들이려는 의도
가 작용한 것이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1922~1938)이 시행된 시기는, 그 중간에 교육실제화 정책이 도입된 관
계로 전기(1922~1929)와 후기(1929~1938)로 나누어볼 수 있다. 1922년부터 1929년까지의 특
징적인 변화로는 ‘조선어 및 한문’이 ‘조선어’와 ‘한문’으로 분리되었고 ‘한문’은 수의과목
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조선어’의 비중이 전체 시간의 약 12%로
낮아졌다.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 ‘조선어 및 한문’의 비중이 전체의 21%에 달한 것에 비추
어볼 때, 그 비중이 크게 줄었다고 말할 수 있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내지연장주
의를 표방하면서 한국 내에 있는 일본인을 위한 교육체제와 조선인을 위한 체제를 따로
마련하여 전자를 ‘국어를 상용하는 자’를 위한 제도라 하였고, 후자를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를 위한 제도라 하였다. 이는 ‘국어상용’이라는 말로 두 개의 교육체제를 두되, 조
1)

1)

김윤식은 일제 강점자들의 언어정책이 갖는 유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김윤식, 2004：
23-24). “근대문학이란 국민국가의 언어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개념인 만큼, 한국근대문학은 한국이라
는 국민국가의 언어, 곧 국어로 창작함에서 성립된 것이었다. 한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언어가 조선어=
국어였음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이 점에서 보면, 일제 당국이 그동안 조선어를 국어로 인정하고 있었
다고 볼 것이다. 그동안이란, 구체적으로는 한일합방(1910) 이후에서 조선어학회 사건(1942. 10)까지를
가리킴이다. 조선어학회 사건 이전까지 일제는 적어도 문학상에서는 조선을 식민지로 인정하지 않았
다는 것, 곧 조선을 국민국가로 시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간 학술단체 조선어학회란 조선이라는 국
민국가의 몫을 대행한 기관이었기에, 이 기관을 불법으로 처리하고자 함은 곧 조선근대문학을 시인할
수 없음에 닿게 마련이었다. 1939년에 들어와 내선일체론과 더불어 일제가 일본어를 ‘국어’로 표나게
내세웠음은 일본어만이 ‘국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조선어란 당연히도 ‘조선의 국어’일
수 없다는 것을 ‘국어’의 문제로 제기한 동안이 1939년에서 1942년까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식민
지 언어정책은 문학적 상상력이나 낭만적 세계관으로 접근․해석할 일이 아니라 삶의 맥락에 대한
자주적․주체적 시선을 요하는 문제인 만큼, 김윤식과 같은 견해는 정책의 유연성을 설명하는 것이라
기보다는 관찰자의 무딘 세계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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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마련한 교묘한 술책이었다. 식민교육
의 본심은 문화정책을 표방하고 부임한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齊藤實)가 1922년에 지시
한 교육시책을 통해 역연히 확인할 수 있다(손인수, 1998). 사이토의 교육시책에 의하면,
조선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그들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모르게 할 것이며, 동시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 무능한 행적, 악행, 폐풍 등의 사례, 예컨대 외침을 당하
여 항복한 수난사,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사실, 당파싸움 등을 들추어 가르치라고 했다.
조선인 청소년들에게 자국의 역사와 조상, 전통문화에 경멸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일
본의 역사․문화․인물․사적 등을 가르치면 자연히 그들이 일본을 흠모하게 되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일제가 1925년에 설립한 조선사편수회에서도 우리의
역사를 정치사적 숙명론, 경제사적 정태론, 문화사적 패배주의론으로 파악하여 기록했다.
교육실제화 정책을 표방했던 1929년부터 1938년까지는 ‘직업’이 필수 교과로 신설되고
수의과목이던 ‘한문’이 완전히 사라지는 방향으로 교과 재편이 이루어졌다. 초등교육의 교
수용어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어 무용론과 조선어 학대책을 중지하고 보통학교에서 조선어
본위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동아일보, 1931년 12월 3일). 하지만,
이보다 깊이 있는 성찰, 예컨대 보통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깔린 식민지배 이데올로기, 학교
규율의 식민교육적 성격 등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제기되지는 못했다. 당시는 식민교육
기관인 보통학교에 대해 증설(개량, 확산)에 적극적이지 못한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우민화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을 뿐, 그들의 교육이 갖고 있는 식민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나
비판적 사유가 집약되지는 못했다.
제3차 조선교육령(1938~1941)의 가장 큰 변화는 ‘조선어’가 정규 교과목이 아닌 수의과
목으로 전락하였다는 데 있다.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국어’ 64시간(35.6%), ‘조선어’ 20
시간(11.1%), ‘수신’ 6시간(3.3%)이었던 것이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국어’ 64시간(33.2%),
‘조선어’ 16시간(8.3%), ‘수신’ 12시간(6.2%)으로 바뀌었다. ‘국어’는 변화가 없는 반면, ‘조
선어’는 시수가 4시간 감소하고, ‘수신’은 시수가 2배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조선어’ 시수
의 감소는 단지 물리적 시수 4시간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 보이
는 조선어에 대한 탄압, 창씨개명의 강제, 지원병제도의 실시, 징병제 계획과 실시, 그리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국민총력운동 등 일련의 관제운동은 모두 조선인에 대한 내선일체
화, 황국신민화 작업이었으며, 조선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우는 정책이었다. 그런데도 친
일 지식인들은 오히려 이를 차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의 언어정책이 그 이전과 다른 점은 식민지적 의도를 은폐하기 위한 은
밀한 작업은 사라지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정책과 교육방면에서 공격성과 폭력성을 드러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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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최유리, 1995). 제3차 조선교육령의 기본 입장은 조선지원병제도의 창설을 앞
둔 군부의 교육시설 개선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고, 이로써 보면 제3차 조선교육령은
그 자체가 조선인을 병력자원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국민학교령(1941)이 적용된 1941년부터 1945년까지는 ‘수신’, ‘국어’, ‘국사’, ‘지리’ 등 인
문적 성격의 교과가 ‘국민과’의 이름으로 통합, 제시되었다. 이는 국민학교 규정(1941)의
실시와 함께, 황국신민의 양성에 걸림돌인 지방어로서의 ‘조선어’는 교과과정에서 공식적
으로 폐기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 ‘조선어’가 사실상 사라진
것은 훨씬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1941년을 기점으로 하여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 기회
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발언이 아니다.
일제 강점자들은 조선어학회 사건(1942. 10)을 처리하면서 “학술단체를 가장하여 국체
변혁을 도모한 독립운동단체”라는 죄명을 씌웠다. 전시체제가 극으로 치닫는 당시 상황에
서 민족어를 하나의 언어로 규정하는 작업인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사업은 ‘황국신민’으로
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과격한 정치 행위였다(石純姬, 2000). 어문운동은 이렇게 민족의
독립을 꾀하는 치안유지법 위반 행위이자 식민지 조선에서 발생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
주되었다. 언어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폭력의 프리즘은 친일파들의 집 문패 위에 ‘국어의
집’라고 씌어진 함석 조각이 걸려있는 데서도, 그리고 학교 교장이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학생을 제국신민이 되기를 싫어하는 역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을 일과로 삼은 데서도 잘 드
러난다(손인수, 1998).
식민주의적 폭력성 아래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킨다는 것, 요컨대 자아 정체성과 민족 정체
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투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
게 식민지배 상태에서 겪는 교육에 관한 본원적인 논제는 바로 민족 언어의 말살에 관한
문제였다. 우리가 잔인한 고문에 쾌감을 느끼는 무자비하고 악랄한 무리들과 맞서는 방식
이 아니고서는 민족 정체성을 지켜낼 수 없다는 혹독한 체험과 교훈을 갖고 있는 이상,
쉽사리 일본말에 붓을 적셨던 친일과 반민의 행적에 대해 가벼운 지적으로 그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다.
국민총력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어 전해(全解)․상용(常用)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던
1942년 5월 당시의 일본어 보급 상황을 살피기 위해 그 언저리의 통계적 사실에 주목할
일이다. 1937년~1940년의 조선인 인구대비 일본어 구사자 비율을 보면, 1937년의 11.057%
에서 1940년의 15.567%로 분명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단순한 증가세보다는
2)

2)

조선인 인구대비 일본어 구사자 비율은 1937년 11.057%(2,397,398명/21,682,855명)에서 1940년 15.567%
(3,573,338명/22,954,563명)로 증가하였다(최유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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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자들이 조선을 점령한 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일본어 보급률이 10명 중 2명
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심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더군다나 통계상으로는 ‘일본어
구사자’로 일괄해서 취급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조금 이해하는 사람”과 “보통 회화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이 양자의 수는 거의 반반을 점하고 있었다. 따라
서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구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통계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최유리, 1995). 이미 오래전부터 언어 통제정책이 ‘교실
국어’체제에서 ‘생활국어’체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942년 말에는 조선인 가운데 일
본어를 이해하는 사람(조금 이해하는 사람과 일상회화에 지장이 없는 사람 모두 포함)의
비율이 19.9%에 그쳤으며, 1943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22%의 보급률을 보였다. 이는 일본정
신을 내면화시킨다는 일제 강점자들의 황민화 기제 및 언어통제정책이 조선인들에게 효과
적으로 작동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 성과도 기대할만한 것이 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변
은진, 2000；김영희, 2002；김동노, 2006). 같은 시기 대만의 일본어 보급률이 62%(1943년
4월 현재)에 달했음에 비추어볼 때, 이는 상호 비교와 미시적 해석의 범주를 초월한 격차임
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자들이 ‘조선어’ 말살과 ‘국어’ 강요라는 구상을 구체적으로 갖게 된 계기는 조
선인을 병력 자원으로 쓰겠다는 생각과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식민지인(타민족)에게 총을
쥐어주는 이 ‘위험천만한 일’은 조선인이 완전한 일본인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지표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 지점에서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식민교육
을 받으면서 성장한 조선의 청년들, 즉 징병 대상인 20세 전후의 연령층에서의 일본어 보급
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징병적령자 추정인원 대비 일본어 이해자 비율은 1941년
26.286%, 1942년 24.253%, 1943년 24.420%를 보이다가 1944년에 30.210%에 올라서는 추이
를 보였다. 징병 대상 연령층의 약 1/4 정도만이 일본어를 해득하였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징병 연령층의 일본어 보급률이 전 연령층의 평균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도 의외의
결과이다. 위의 비율은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 취학 아동과 미취학 아동의 비율이 1：4 정도
였다는 당시의 취학률 분포와도 사실상 일치한다. 오래전부터 ‘교실국어’의 탈피를 외치고
‘생활국어’의 실천을 강조해왔지만, 일본어 보급은 사실상 학교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
다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김소운, 1968；최유리, 1995). 조선인을 병력자원화해
야 할 이 절박한 시점에서 군대 내에서의 명령어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일본인들과
3)

3)

징병적령자 추정인원 대비 일본어 이해자 비율은 1941년 26.286%(50,735명/193,007명), 1942년
24.253%(51,959명/214,229명), 1943년 24.420%(54,930명/224,939명), 1944년 30.210%(61,362명/203,112
명)이다(최유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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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내무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있는 조선인들을 그대로 전투병력으로 내보낸
다는 것은 황국신민화의 전도를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다.

수신’ 교과와 학교의식․행사, 그리고 ‘국어’

3. ‘

일제 강점기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국어’보다
‘수신’이 우선적 위치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며, 그러면서도 ‘수신’의 주당 수업 시수는 1시
간(1938년 이후는 2시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수신’ 교과가 다른 교과, 특히 ‘국어’ 교
과보다 선두를 차지한 배경에는 일본의 황민화 교육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다.
일본이 외형․형식면에서는 근대성을 지향하면서도 내용․의식면에서는 전근대성에 머
물게 된 것은 일본정신사의 역사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의 ‘도양
도덕․서양예술’ 개념이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화혼양재’ 개념은 일본주의적 전통 속
의 근대성을 지향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의 근대화가 국가적인 요청에 따라 구미의 선진문
화를 섭취․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말해준다. 일본의 근대화는 법제 및 산업발전과
같은 외형적․형식적 측면에서 근대국가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의
근대화는 합리주의정신, 개인에 대한 자각, 인권 존중 등과 같은 내용적․의식적 측면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데는 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唐澤富太郞, 1976；윤종혁, 1999).
1880년 당시 일본은 근대 교육이념을 놓고 개명파와 복고파간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
다. 궁성 내부의 유학자․국학자 집단으로 구성된 복고파는 교육이념의 중점을 일본적 도
덕보다는 서구적 과학에 두는 개명파의 이상에 반론을 제기했다. 복고파를 대표하는 니시
무라 시게키(西村茂樹)는 문부성에 진출한 후, 개정교육령의 교과목 배열 순서에서 ‘수신’
을 가장 앞자리로 올리는 안을 관철시켰다. 이를 계기로 문명개화적 교육내용과 교과서가
축출되고, 그 내용이 전근대적인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이리하여 서구적 근대교육과는 다
4)

4)

일제 강점기의 국가는 개인의 일상생활 전 영역에 걸쳐 개입함으로써 어디서나 존재하고(omnipresent)
모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omnipotent) 존재가 되었다. 이전에는 개인의 일상적 영역에 속
했던 것이 국가의 관심이 되었고, 국가가 요구하는 사항을 개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국가는
강력한 물리적 억압력을 사용해서 개인을 국가에 복종시키게 되었다. 이에 반해 개인이 국가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과도하게 중앙집권화된 그리고 물리적 강제력에 기반한 통치를 실행하는
일제의 식민체제에 의해 질식되었다. 개인에게는 단순히 국가에 복종할 수 있는 자유만이 주어졌으며,
국민은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것처럼 개념화되었다. 이 유산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
어 최근까지도 강력한 국가와 복종적인 국민이라는 대립적 모습으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정립되었
다(김동노, 20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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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방향으로, ‘수신’을 교과과정의 수위에 두는 전근대적 성격의 제도와 관행이 고착되기에
이르렀다. ‘수신’의 내용은 교육칙어, 일본천황, 일본황실, 일본신궁, 건국정신, 황국신민,
국헌국법, 국민도덕, 충군애국, 신도, 무사도, 축제일, 팔굉일우(八紘一宇) 등 일본식의 신비
주의와 전근대적 정신세계를 현양하기 위한 것이었다(정재철, 1985).
‘수신’의 중요성은 전시체제가 극에 달할수록 더욱 강조되었다. ‘황국(皇國)의 도(道)’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위해 편성된 1941년의 ‘국민과’에서도 ‘수신’은 ‘국어’, ‘국사’, ‘지리’를
누르고 수위를 점하였다. 그런데 ‘국민과’의 ‘국어’ 역시 국민적 일체감의 형성이라는 수신
적 제재를 담고 있는 이상, 당시의 국어 내셔널리즘은 ‘수신’ 지향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과’는 국체의 정화를 분명히 하고 국민정신을 함양하여 황국의 사명을 자각토
록 한다는 임무를 띠고 출발하였다(小柴昌子, 2000；鹿野政直, 2002).
‘조선어’ 말살과 ‘국어’ 강요에 담긴 폭력성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교과 시수의 감소나 교
과의 폐지라는 표면적․물리적 틀의 변화에만 시선을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교과 수업보다
도 오히려 교과 외로 주어지는 식민교화 장치였던 학교 의식․행사야말로 식민지배의 폭력
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발판이었기 때문이다. 보통학교의 운동장은 조선인을 선량한 황
국신민으로 만드는 기계적인 훈육 장소였다. 운동장은 학생들을 점검하기 위한 조회와 각종
특별한 의식․행사가 치러지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군대식 정렬, 엄숙한 경례, 일사불란한
합창, 위엄이 넘치는 훈시, 그리고 집단체조 등이 바로 운동장에서 펼쳐졌다. 이들 각종 의
식․행사는 학생들에게 서열의식과 복종주의, 기계적 감성과 행동 습관을 주입시켰다.
전통교육의 공간에서는 학교의 의식․행사는 지극히 절제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오히려
의식․행사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공간은 학교가 아닌 일상의 세계였다. 전통사회에서는
다양한 세시풍속과 풍부한 놀이문화가 있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풍요는
사라지고, 대신 지금까지 없었던 학교 의식․행사가 새로이 생겨났고 이것이 근대문화의
새로운 기반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일본식 근대교육의 새로운 전개와 함께 학교 안에는
축일(祝日)과 제일(祭日)을 하나로 묶은 개념인 ‘축제일(祝祭日)’에 관한 의식․행사가 학교
의 일상과 현실을 지배하였다.
근대 이후, 일본의 학교에서는 학교당국의 주최 또는 승인에 의한 의식․행사가 외국의
학교에 비해 번다하게 치러졌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제공하는 장
에 지나지 않았던 시대, 예컨대 에도시대의 데라코야(寺子屋)의 경우 ‘석서(席書)’나 ‘천신
강(天神講)’이 사실상 학교 의식․행사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한국의 향교(鄕校)에 해당하
는 번교(藩校)의 경우도 중요한 의식․행사인 석전(釋奠：孔子의 祭)을 매년 행하는 예가
드물 정도였다(佐藤秀夫, 1987). 그런데 공교육제도가 확립된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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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게 바뀌었다. 교육칙어(1890)를 발포한 다음해에, 그 때까지만 해도 단지 휴일이었던
‘축제일’에 교직원과 학생을 등교시켜 ‘고싱에이(御眞影)’에 대한 배례, 교육칙어의 봉독,
‘축제일’의 의의에 대한 교장 훈화, 식가(式歌) 제창 등의 식순으로 이루어지는, 장중한 학
교 의식․행사를 거행하도록 규정하였고, 1892년 4월부터 이를 실시토록 했다. 하지만 학생
들의 출석은 평일의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학교에서 식 종료 후에 홍․백색의 과자나 떡
을 나누어 주면서 학생들의 환심을 사고자 궁리했던 것도, 그리고 문부성이 1893년에 의
식․행사의 시행을 3대절(나중에 4대절)에 한정시켜도 된다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도 이러
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학교 의식․행사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은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을 계기로 국가주의가 일본사회에 깊숙이 스며들면서부터였다. 학교 교과와 같은 비중
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집단 훈련을 중시했던 일본 근대교육론자들은 동급생․동창생 의식
을 혈연관계처럼 중시하였고, 이를 위해 학교의식․행사를 교육활동의 중심내용으로 고안
하고 실천하였다. 이 학교의식․행사는 학생들의 자치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가로막았으
며 당국의 간섭과 통제가 귀찮게 따라다닐 뿐이었다.
민족과 관련한 전통의 창출 과정을 보면, 기념일이나 축일․제일와 같은 공공의례가 19
세기말에 대량 생산되었으며, 이같은 창조된 전통은 애국심이나 충성 의무 등과 같은 비특
정적이고 애매모호한 가치를 통해 집단 성원의 연대를 이끌어냈다(Hobsbawm, 1993). 의
식․행사가 갖는 효과 중의 하나는 집단적인 결속력을 강화한다는 점에 있다. 본질적 의미
의 종교의식은 사람들이 모이고 공동의 감정을 느끼고 공동의 행동에 의해서 표현된다는
점이며, 결과적으로 의식․행사를 통해서 집단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표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Durkheim, 1976). 그런데 이러한 구상이 가장 확연히 적용되는 공간이 근대의 학
교였다. 식민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은 학교 의식․행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근
대교육의 출발과 더불어 새로이 등장한 학교 의식․행사는 식민주의적 폭력성을 짙게 드러
내는 프로그램으로 양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1940년, 경북고녀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고싱
에이’에 대한 배례는 매일하고, 국체명징은 월요일, 내선일체는 화요일, 인고단련은 수요일,
체위향상은 목요일, 생활개선은 금요일, 보은감사는 토요일에 하는 등 매일같이 학교 의
식․행사가 치러졌다(이정우, 1940).
일제 강점기에 교실․교과 수업보다도 더 비중 있게 진행되었던 학교 의식․행사는 모두
‘조선어’가 아닌 ‘국어’로 진행되었다. 학교의 교과 교육을 말하면서 ‘조선어’ 시수가 줄었
다든가, 정과에서 수의과로 전락했다든가 하는 것만을 중대한 변화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조선어’를 말살하고 ‘국어’를 강요하는 교육체제는 동화 이데올로기
의 작동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동화는 상호 이해와 접점의 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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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컫는 것이 아니라 ‘국어’가 아닌 ‘조선어’를 말살하고 일본인답지 못한 조선인의 파멸을
획책하는 폭력의 언어였던 것이다.
4.

우리말 성과 이름의 상실, 그리고 정체성의 위기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 보이는 조선어에 대한 탄압은 창씨개명의 강제라는 관제운동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조선인에 대한 내선일체화 작업과 지향을 같이하는 것이었
다. 일제 강점자들은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국어’라 포장하여 사용을 강제하
더니, 전시체제가 극에 달하면서 우리말 ‘성과 이름(姓名)’을 일본식 ‘씨와 이름(氏名)’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이 창씨개명 정책은 기만적 동화 이데올로기를
통해 감행된 중대한 인권 범죄행위이자 민족 말살책동이었다.
일제 강점자들은 1939년 11월 30일에 창씨개명령을 발표하고 1940년 2월 11일을 시행
개시일로 공포하였다(조선총독부령 제령 제19호, 제20호). 하지만 창씨개명 신고 가구를 보
면, 2월에는 15,746호(0.36%), 3월에는 45,833호(1.07%)였고, 신고 기간 6개월의 절반에 해당
하는 5월 20일에도 324,851호(7.6%)에 불과했다. 권력 기구를 총동원하여 강제력을 발동했
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3개월 동안 3,200,116호(74.7%)의 신고 건수가 접수되었다(8월
10일 합계). 다시 1개월 후인 9월 20일에 창씨개명 신고비율은 79.3%(3,200,116호/4,277,385
호)에 달하였다. 이를 인구수로 보면 22,098,310명 가운데 17,060,636명이 창씨개명을 하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총독부 발표). 조상과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민족이 7개월
5)

5)

대만에서도 1940년 2월 11일을 기해 대만식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는 ‘개성명(改姓名)’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창씨개명’이 ‘신고제’였는데 비해 대만의 ‘개성명’은 ‘허가제’로서, ‘국어’를 상용하는
가정에 한해 황국민의 자질 함양에 힘쓰는 마음이 두텁고 공공정신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관청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본명을 쓸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개성명의 허가는 4월에 12건, 5월에
17건, 6월에 71건, 7월에 98건 등 1940년말에 이르러서도 겨우 1,180건에 불과했다. 이는 조선에서
8월 10일(창씨개명 신고 마감일)까지 3,200,116호가 신고해 전체 호적 총수의 74.7%에 달했던 사실과
확연한 대조를 보인다(宮田節子, 1985：121). 개성명자의 수는 대만인의 황민화 정도를 보여주는 한
척도였다. 그런데 일제 강점자들이 조선인의 창씨개명에 대해 황민화의 척도로 삼기보다는 이를 강행
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을 보면, 그들이 조선인만을 진정한 창씨개명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창씨개명의 대상을 조선인에 한정한 것은 동화 이데올로기의 작동 범위와
일치한다. 하지만 이 동화 이데올로기는 끝까지 ‘동화’가 아닌 ‘차별’을 본질로 삼는 것이었다. 다음의
예는 중국인들의 창씨개명에 대한 단상, 그리고 창씨개명으로 인해 조선인들이 겪어야 했던 곤혹스러
운 현실을 잘 보여준다. “1940년 여름 민족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시킨 일제는 창씨개명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만주군관학교에서도 이 해 가을에 조선인 학생들 24명(1기생 13명, 2기생 11명)을
호출하더니 1주일간의 휴가를 주었다. 고향에 가서 창씨개명을 해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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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80% 가까이 창씨개명을 했다는 것은 일제의 강압과 폭력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호주는 노무징용에 우선 끌려갔고, 그 자녀는
학교 입학을 못하게 했다. 식량배급도 하지 않았으며 취업까지 막았다. 민원서류도 뗄 수
없었고 우편배달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강압과 폭력 앞에서 다수의 한국인들은 우리
말 성과 이름을 일본식 씨와 이름으로 바꿔야 했다.
서양인이나 일본인과는 달리 한국인의 성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일생 동안 변하는
일이 없다. 굳은 맹세를 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하면 “성을 갈겠다”고 말하는 데서도 드러나
듯,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들은 성을 가는 것 자체를 현실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보았다. 그런데 바로 이 치욕적인 일을 우리는 민족의 이름 앞에서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식민주의에 대한 협력과 저항의 두 양상을 구분 짓는 일은 자체가 당시의 실상과는 무관
하게 후대의 평자들의 머리 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적 상상물이며 그 배후에는 내셔널리즘이
놓여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시의 지식인들은 각자의 현실 판단에 의해 주체적
으로 그러한 상반된 길을 선택하였으며, 그것은 식민주의에 대해 각각 다르게 판단한 결과
였다(김재용, 2003). 억압에 대해 싸운 것과 억압에 편승한 것은 분명한 차이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는 견해를 취할 때, 우리는 더 큰 폭력을 용인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식민주의에 대한 협력과 저항의 두 양상은 일제 강점자들이 창씨개명 작업에
친일파 지식인을 동원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임종국, 1966；宮田節子, 1985). 1940년 2월
11월부터 접수가 시작된 창씨개명은 2월 11일은 48건, 12일에는 39건이 신고되었다. 그 가
운데 이광수의 신고가 한 건 있었다. 이광수는 가야마 미츠로(香山光郞)라고 창씨개명했다.
그 동기에 대해서 이광수는 “나는 내 자손과 조선민족의 장래를 생각한 끝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굳은 신념에 도달했다.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내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 이광수라는 이름으로도 천황의 신민이 못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야마 미츠
로가 조금 더 천황의 신민답다”(매일신보, 1940년 2월 20일)고 믿기 때문에 창씨개명을 했
다고 한다. 이광수는 조선인의 창씨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8월 10일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에 내려와 상희 형과 의논했다. 조선일보 선산지국을 경영하던 박상희는 이 신문이 폐간된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문으로 옮겨 기자 겸 지국장 일을 보고 있을 때였다.……그는 고령박씨에서
‘고목(高木)’이란 성을 취한 뒤 작명을 해주었다.……박정희는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가 되었
다.……중국인 생도들은 “조선인들이 이제는 이름까지 바꾸어 왜놈이 되었구나”하고 놀렸다. 그때 만
주에서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만주에서 적지 않은 조선인들이 밀
정, 통역, 헌병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중국사람들을 괴롭힌 것은 사실이고 이 때문에 해방 뒤 보복을
당했다.……만주군관학교 조선인 생도들의 사정은 더 곤혹스러웠다. 국적으로 치면 일본인이고 소위
‘내선일체’의 정신으로 본다고 해도 일본인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데 여기서 박정희 등 조선인 생도들은
만계로 분류되어 일본인 생도들이 쌀밥을 먹을 동안 수수밥을 먹고 변비로 고생하고 있었다. 중국인
생도들과 섞여서 내무반 생활을 하자니 우선 말이 안 통해서도 답답했다.”(http://www.516.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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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고 믿었다. 일본식 이름을 조선인 전부가 쓴다고 하면 그것은 2,400만 조선인이 진실
로 황민화되었다는 중대한 추정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광수는 일본식 이
름을 창설한 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불행한 추정자료가 될 것이며, 이는 국가가
조선인을 불신임하는 계기가 되어 민족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크게 염려했다. 창씨
개명을 해서 일본인의 신뢰를 받고 싶다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조선인의 미래가 걸려있다
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비루해보이는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주인과의 동화를
구걸하는 서글픈 절규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절규는 결국 조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모
하고도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었다.
동양지광(東洋之光)사에서 주최한 ‘지상결전 학생웅변대회’(1939)에서 경성제대 예과
3년생 미우라(三浦俊忠：창씨명, 본명 미상)는, “일본에서 조국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깨
끗이 자결”하라고 열변을 토했다. 하지만 자신의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진정으로 꺼리는
일제 강점자들의 이중성을 간파했다면 조선인이 완전한 일본인으로 살 길은 오직 죽음뿐이
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최윤수, 2005). 차별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내선일
체에 모든 것을 건 친일 지식인들도 온몸이 찢기는 고뇌를 겪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민족차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동화를 갈구하는 남다른 ‘비원’을 갖고
있었다고 스스로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광수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친일적 지식인들은 창씨개명을 통해 민족
차별에서 벗어나려는 비원을 갖고 있었다. 그 비원은 동조동근론에 입각하여 언어와 성명
의 동일 연원을 애써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이민
족이라고 생각한 것이나 조선과 일본이 서로 이민족이라고 생각한 것이 모두 소민족주의라
고 지적하고, 삼국이 소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민족 통일을 이루었듯이 조선과 일본도 1910
년부터 동일 민족에 환원했으므로 이제는 소민족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제시
하였다(이준식, 2000).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조선과 일본이 태고에는 완전히 하나의
집이었기 때문에 서로 말도 같았고 이름붙이는 방식도 같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조선이
일본에서 이탈하여 중국을 숭배하면서부터 이름 붙이는 것까지 중국을 흉내 내게 되었다면
서, 조선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 ‘씨와 이름’으로 고쳐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신화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들어냈다. 이렇게 창씨개명이라는 발상 자체가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이를 강행하기 위해 동원된 방법도 폭력적이었다. 창씨개명을 하지
6)

6)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친일파와 친일행위에 대한 다양한 옹호론이 등장하였다. 그 중에는 이광수의
친일은 민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었다는 ‘민족지사형 친일론’이 있다. 이는 이광수가 항상
민족의 앞날을 걱정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친일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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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자의 자제는 학교에 입학․진학하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 아
동․학생에 대해서 일본인 교사가 이유 없이 힐책․구타를 가해 이들이 부모에게 호소하여
창씨개명토록 하는 방법,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면에서는 동장과 이장에게 창씨개
명의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실적으로 지도․행정능력을 평가하여 출세․승진에 영향을 미치
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동되었다(宮田節子, 1985；宮田節子․金英達․梁泰昊, 1992). 이렇
게 창씨개명의 문제는 학교교육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가운데 교육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굴절을 초래하였다.
1940년 3월 25일자 학무국장의 통첩에서는 교직원이 ‘정동’(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추진
하도록 하는 안을 발표하여 이를 계기로 학교는 본격적으로 ‘정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
직이 성직이라는 말은 교사들이 지역사회의 지도자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고, 나아가
아동․학생의 가정에 진입하여 황민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아동․학생
은 학교에서는 학급 애국반의 반원인 동시에 가정에 돌아가면 지역, 마을의 애국반원이었
다. 밖에서는 교사에게, 안에서는 가정 내 황민화의 첨병인 자식들에게 협공당해 부모들은
창씨개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후반기에 들어 창씨개명의 신고 비율이 급상승한
배경에는 이러한 강압과 폭력이 자리잡고 있었다.
창씨개명의 폭력성과 이로 인한 자아 정체성 파멸의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항시인 윤
동주의 경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동주의 시 ｢별헤는 밤｣의 문체적 장치에 주목할 때,
이 시가 창씨개명이라는 시대적 고민과 선이 닿아있음을 판독할 수 있다. 윤동주가 ｢별헤
는 밤｣을 쓴 것은 1941년 11월 24일이다. 이는 창씨개명령을 발표한 1939년 11월 30일, 그리
고 시행에 들어간 1940년 2월 11일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었다. 윤동주는 1942
년 1월 29일 히라누마 도쥬(平沼東柱)라고 창씨개명한 이름을 연희전문학교에 제출(屆出)
했다. ｢별헤는 밤｣에서 말하는 흙으로 덮어버린 이름은 윤동주 자신의 잃어버린 우리말
성과 이름이었다.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이라는 구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시의 시대
적 상황은 죽음의 계절인 겨울로 설정되어 있다. 겨울로 인해 상실된 것들은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어릴 적 동무들, 그리고 이 시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이름자
이다. 이들은 식민지 상황으로 인해 빼앗긴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계열체를 형성하며
그 기능적 의미를 같이 한다. 화자가 흙으로 썼다가 덮어버린 이름은 창씨개명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이름이다. 그것은 “내 이름자를 써 보고”, “부끄러운 이름”, “내
이름자 묻힌 언덕” 등 이름에 대한 특별한 반복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 비유는 이름의 죽음,
7)

7)

윤동주의 창씨개명에 관한 구체적 정황과 배경에 대해서는 유재천(2001), 이상섭(2004), 박균섭(2006)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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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면 우리 말 성과 이름의 죽음을 나타내며 성과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치욕의
이 시대가 무덤과 같은 죽음의 시대임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유재천, 2001).
존재의 상징인 이름의 상실은 인간의 삶이 아닌 동물의 삶을 의미한다. 이는 윤동주가
이름을 빼앗긴 삶을 벌레의 삶으로 비유한데서도 알 수 있다. 겉으로 보이는 역사적 사실보
다 당대를 살아냈던 사람들의 절망과 갈등과 고뇌의 크기에 주목한다면, 창씨개명을 했다
고 해서 이를 크게 비난하거나 거꾸로 이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해서 그 집안을 반일가문이
라고 높여 말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숨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유종호, 2004). 성과 이름을 잃고 조상의 무덤 앞에
서 오열하던 수많은 조선인들, 그들은 비록 역사와 민족 앞에 죄인이었으나 더불어 그 어둠
의 시대에서 살아남은 역사의 주인공들이었다. 우리말 성과 이름을 빼앗은 자에 대한 심판
에 앞서, 잃어버린 자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빼앗은 자도 죄인이지만 잃어
버린 자 또한 죄인이라는 일종의 원죄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은국
은 창씨개명을 ‘빼앗긴 이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름(Lost Names)’이라고 명명했다(Kim,
1998). 그러나 빼앗은 자는 죄의식을 갖지 않는데, 잃어버린 자에게만 죄의식을 지녀야 한
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얘기이다. 죄의식은 스스로의 공격성을 타자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공격하는 것에 의해 생긴다. 지나친 죄의식이 스스로를 자살이
나 정신장애로 몰아갈 위험성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지배자, 가해자, 폭력
자였던 일제 강점자들은 자기 내면을 공격하거나 과거를 응시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그들
에게서 진정어린 죄의식을 찾을 수는 없는 일이다(野田正彰, 1998).
창씨개명 문제는 우리 말 성과 이름의 죽음을 획책했던 것으로, 이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
를 볼 수 없는 중대한 인권 범죄였다. 창씨개명한 이름은 약 5년 정도 사용했을 따름이지만,
이로 인한 문화적 충격과 사회적 파장은 참으로 컸다. 일본식 씨와 이름을 갖게 된 조선의
청년들은 ‘황군’으로 끌려가 ‘황국신민’답게 전장에서 죽어가야 했다. 물론 이 때 날아든
징병 명령이나 전사 통지도 ‘조선어’가 아닌 ‘국어’로 씌어진 것이었다. 일본인들이 타자의
슬픔을 감싸안거나 조금이라도 타민족의 문제에 상처 입을 줄 아는 감수성을 가진 존재였
다면 그들이 일국의 언어를 말살하거나 한 민족의 성명을 강제로 바꾸는 전대미문의 인권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민족 언어로서의 ‘조선어’ 말살을 향해 가했던
폭력성에 비추어볼 때, 그리고 이미 1940년 9월 현재 80%에 가까운 조선인이 창씨개명을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조선인의 ‘국어’ 구사율은 적어도 80%선에 놓여있어
야 한다.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꾼 마당에서 그들이 ‘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었
다는 것은, 그 창씨개명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압과 폭력에 의한 것이라는 증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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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황국신민이고 순일무잡한 일본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창씨개
명의 취지였지만, 성과 이름을 빼앗긴 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무덤과 같은 죽음의
시대를 벌레처럼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다.
5.

맺음말

일제 강점자들은 중일전쟁 이후 조선 내의 민심이 점차 호전되어가고 있다는 관측 자료
를 내놓으면서도, 이와 함께 내선일체 논리와 황민화 정책에 동조․동화되지 않은 정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을 빠뜨리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이 얼마나 일본인으로
‘동화’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제 강점자들은 각종 수치의 증가, 예를 들어
국방헌금 기부자 수 및 헌금액, 지원병 및 징병 지원자 수, 신사참배자 및 창씨개명자 수의
증가를 자료로 제시하면서 점차 조선인의 일본인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지만, 당시
조건에서 이러한 평면적 수치만을 가지고 조선인의 ‘동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
로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일제 강점자들의 선전 목적과 자기 과시․만족이라는 외형적
지표가 결부․반영되었기 때문이다(변은진, 2000).
1942년 5월, 징병제가 공포되자 수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강제 입대하여 ‘황군’이 되었
지만, 징병제 실시의 성패는 징병 대상인 조선인들, 특히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국어’를 얼
마나 완벽하게 보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었다. 입대한 황군 가운데 대부분이
농민 출신인 조선인 병사들은 생활양식과 환경이 급변한데다가 특히 ‘국어’를 쉽게 외우지
못했던 관계로, 진정한 황군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인 병사보다 두 배, 세 배의 노력이 필요
했다. 황군의 군대는 그들의 표방처럼 ‘내선의 차별’이 있을 리가 없는 전투조직이었다. 하
지만 황군의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민족 차별의 차가운 현실은 조선인 병사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당시 조선인과 병영생활을 같이 했던 한 일본인 병사는 조선인 병사의 ‘국어’
실력에 대해 “놀랍게도 북선(北鮮：함경도지방)의 끝에서 온 ‘동포’는 거의 일본어를 몰랐
다. 그런 상태에서는 훈련도 할 수 없었다. 각 중대에서는 서둘러 반(班) 안에 ‘아이우에오
(アイウエオ)’를 쓴 종이를 붙여 우선 일본어 교육을 실시했다. 일본 육군의 반(班)이 유치원
처럼 되어 버렸다”고 회상한 바 있다(宮田節子, 1985).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 취학 아동과
미취학 아동의 비율이 1：4 정도였음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당시 징병 적령자의 약 3/4 정도
가 일본어를 해득하지 못한 형편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위의 조선인 병사가 “거의 일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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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흔히 목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완성이라는 내재적 목적을 위해서도, 그리고 전쟁수행이나 직업생활과 같은 외재
적 목적을 위해서도 독․서․산(3R’s)의 중요성은 교육사적 경험과 함께 기억되고 강조되
어왔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의 교육에서 독․서․산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나 내재적 목적
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식민지 저급 노동자를 양산하거나 맹목적으로 충성심을
발휘하는 황군을 양성한다는 교육의 수단적 가치나 외재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일본어
를 거의 모르는 조선의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여 명령과 지시를 내리고, 군사 훈련을 시킨다
는 이 위험천만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점자들은 ‘국어’ 강요․강제라는 폭력성을 드러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 강점자들은 조선인을 향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완전한 황민화’를 외쳤지만, 조선인 병사들은 실제로 ‘어설픈 황민화’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일제 강점자들은 한 번도 조선인을 ‘진정한 황국신민’으로 대우한 적이 없었으
며, 조선인들도 감읍하듯 일본적 일체화를 향해 ‘어엿한 황국신민’이 되기 위해 노력한 적
은 없었다. 황국신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였던 당시의 식민교육은, 군인의 기초(3R’s)를 갖추
는 일마저도 불가능할 정도로 형편없는 ‘국어’ 실력을 통해 보더라도, 애초부터 실패가 예
정된 무모한 구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국-일언어 사회라는 사정이 ‘조선어’ 말살, ‘국어’
강요라는 식민주의적 폭력성을 낳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정확한 발언이 아니다. 일본
인의 폭력성은 ‘국화와 칼’ 또는 ‘일본인 기형론’의 키워드를 통해 이미 검증된 형태로 드러
나 있기 때문이다.
동조동근, 일시동인, 내선일체, 황국신민의 이름으로 가해진 동화 이데올로기는 우리에
게는 ‘동화’가 아닌 ‘차별’을, 그리고 형언하기 힘든 민족적 고통과 상실감을 가져다주었다.
차별과 억압, 그리고 식민지배의 폭력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이었으며, 그만큼 동화 이데올로기는 동화와 배치되는 허구성을 분명하게 띤 것이었
다. 일제 강점자들의 민족어 말살 행위는 조선인에게 강요된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정신적
고문이었으며 극악한 범죄 행위였다. 우리 말과 글, 성과 이름의 사용 금지는 존재의 파멸,
세계상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의 폭력에 대해 이를
반성․사죄하는 쪽이 아니라,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미화하고 이를 영광의 역사로 돌리는
분별없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 뒤틀린 인식과 사유체계에 대해, 삼엄한 비판과 대
응에 눈뜨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답하
는 행위의 좌표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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