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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개화기 독본류 교과서의 국어학적 연구

이　 안 　구

  본 연구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와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와의 관

련성을 고찰하는 한편, 개화기 독본류 교과서에 쓰인 한자어 어휘와 표현을 검

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와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의 기본적

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 대해서는 개화 초기(1895~1905)

와 보통학교령 이후(1906~1910)의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의 학부 편찬 교과

서와 민간 편찬 교과서를 검토하였으며, 개화기 독본류 교과서들 사이에 공통

된 내용이 다루어진 단원들을 비교·정리하였다.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

에 대해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들이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 검정제도기

(1886~1902)의 독본 교과서 9종과 이후의 국정 교과서 2종(1904)에 대해 개

관하였다. 

  제3장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와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를 비교하

여 그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 중 주로 

학부 편찬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일본의 문부성 편찬 교과서와의 비교 작업

이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들이 참조했을 것으로 생

각되는 일본의 독본 교과서들을 폭넓게 조사하여 그 유사성을 검토하였다. 개

화 초기의 독본 교과서는 상당수의 단원들이 일본의 독본 교과서를 참조하였던 

것에 비해 보통학교령 이후의 교과서들에서는 일본 독본 교과서를 참조한 비율

이나 유사도가 줄었음을 살필 수 있었는데, 이는 교과서에서 다룰 만한 근대적 

지식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 근대 문명의 수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개화기 독본류 교과서들은 일본 메이지 시기 독본 교

과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 것은 아니며 일본 국내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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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것으로 교체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

하여 내용 일부를 조정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화기 독본류 교과서에 나타나는 한자어 어휘와 표현에 대해 

고찰하였다.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 쓰이는 한자어를 고찰함에 있어 먼저 개화

기 신생 한자어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 나타나는 

신생 한자어들을 확인하였다. 제2장과 제3장에서 진행한 개화기 독본 교과서들 

사이의 유사 단원 비교, 그리고 개화기 독본 교과서와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의 비교라는 두 가지 작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여 일본어 원문

의 한자어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또 유의 관계에 있는 한자어들이 어떻게 공존

하며 교체되는지 고찰하였다. 신문명과 관련된 신생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를 

대상으로 하여 일본어를 통한 한자어의 수용과 변용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

으며 개화기 교과서에 나타나는 한자어의 의미 개신, 그리고 일본어 독본 교과

서를 저본으로 한 번역 표현의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다.  

주요어: 개화기 독본류 교과서,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 개화기 신생 한

자어, 일본어를 통한 한자어 수용, 한자어의 공존과 교체, 한자어의 의

미 개신, 일본어 번역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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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개화기 독본류 교과서들의 영향 관계를 살피고 개화기 독본 교과

서와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와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한편, 개화기 독본

류 교과서에 쓰인 한자어 어휘와 표현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개화기 독본 교과서와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개관

하면서 개화기 교과서들 사이에 내용이 유사한 단원들을 검토하는 한편, 개화

기 독본 교과서와 일본의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를 비교하여 그 수용 양상을 

고찰한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화기 교과서에 

쓰이는 한자어 어휘에 대해 일본어를 통한 수용과 변용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

며, 일본어 독본 교과서를 저본으로 한 번역 표현도 함께 살피고자 한다. 

  개화기 교과서에는 유사한 내용의 단원이 공통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종종 찾

아볼 수 있다. 『新撰初等小學』에 대해서는『新訂尋常小學』이나『普通學校學

徒用 國語讀本』,『初等小學』,『幼年必讀』,『最新初等小學』과 내용이 유사한 

단원이 적지 않음이 밝혀진 바 있으나, 그 밖의 다른 교과서들과의 비교 작업

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는『普通學校學徒

用 國語讀本』의 권7과『初等小學』의 권 3, 4를 다루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

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1) 한편, 학부에서 편찬된『普通學校學徒用 國語讀

本』의 경우, 총독부 설치 이후 『普通學校學徒用 朝鮮語讀本』으로 이름이 바

뀌어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제1차 교육령 이후에는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 그리고 제3차와 제4차 교육령 이후에 각각 『보통학교 조

선어독본』이 간행되었다. 본 연구는 개화기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나, 어휘와 

표현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이들 자료도 대상으로 포함시켜 그 유사성을 검토

하기로 한다. 

1) 『普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의 권7의 존재에 대해서는 김성기(2016)에서, 그리고 『初等小學』의 

권 3, 4에 대해서는 박붕배(1987), 윤여탁 외(2006), 강진호(2015)에서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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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개화기 교과서와 일본 교과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주로 문학이나 

역사 쪽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개화기 독본 교과서 중『國民

小學讀本』(1895)은 강진호(2012), 성윤아(2015), 甲斐雄一郎·李賢珍(2018) 

등에서 일본 문부성에서 편찬한『高等小學讀本』(1887)과의 비교 작업이 이루

어졌으며 구자황(2013), 甲斐雄一郎·李賢珍(2018) 에서는『新訂尋常小學』을 

대상으로 하여 문부성 편찬 『尋常小學讀本』(1887)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普通學校 學徒用 國語讀本』은 石松慶子(2003), 김혜련(2013)에서는 

일본의 제1기 국정교과서『尋常小學讀本』과의 유사성이 언급된 바 있다. 그런

데 학부에서 편찬한 이들 3종의 교과서 이외의 다른 교과서들에 대해서는 일본 

독본 교과서와의 비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비교 대상이 된 일본의 독

본 교과서 역시 위에서 제시한 3종뿐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들이 참조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본의 독본 교과서들을 폭넓게 조

사하여 그 유사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 나타나는 어휘와 표현을 고찰함에 있어 먼저 개화기 

신생 한자어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개화기 국어 교과서에 나타나는 신

생 한자어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개화기 독본 교과서들 사이

의 유사 단원 비교, 그리고 개화기 독본 교과서와 일본 메이지 시대 교과서의 

비교라는 두 가지 작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여 일본어 원문의 한자어

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또 유의 관계에 있는 한자어들이 어떻게 공존하며 교체

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신문명과 관련된 신생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를 대

상으로 하여 일본어를 통한 한자어의 수용과 변용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며 일

본어 독본 교과서를 저본으로 한 번역 표현의 문제도 함께 살피기로 한다. 

1.2.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아세아문화사의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국어편)에 실린 개

화기 독본 교과서와『牖蒙彙編』,『초학언문』,『국문독본』,『국문초학』을 검

토 대상으로 하였다.2) 그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개화기 독본 교과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



- 3 -

(1) <표1> 본 연구에서 검토한 개화기 독본류 교과서의 목록3)

본 연구는 위의 표에 제시한 개화기 독본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나, 어휘와 표

현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총독부 설치 이후의 『普通學校學徒用 朝鮮語讀本』

과 제1차 조선 교육령 이후의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 그리고 제3차와 

제4차 교육령 이후의 『보통학교 조선어독본』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한편, 일본의 메이지 시대 교과서들은 그 종류와 양이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방대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적으로 개화기 독본 교과서들이 참고

다. 윤여탁 외(2006:259-260)에 제시되어 있는 33종의 근대계몽기 국어과 교재 중 국어문법서의 

성격을 갖는 것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초등여학독본』과 『부유독습』은 이현희(1999：

249-250)에서 한자․한문 학습서로 분류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3) 『高等小學讀本』이나 『普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 『新纂初等小學』은 권에 따라 발행 연도가 1년 

정도 늦어진 경우도 있는데, 본 목록에서 발행 연도는 권1이 처음 발행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서명 저자 발행 연도 약호

1 國民小學讀本 學部 1895 <국민>

2 小學讀本 學部 1895 <소독>

3 牖蒙彙編 學部 1895 <유몽>

4 초학언문 Magaret Bengel(죤스 부인) 1895 <초학>

5 新訂尋常小學 學部編輯局 1897 <신정>

6 국문독본 George Herber Jones(조원시) 1902 <국문>

7 初等小學 國民敎育會 1906 <초등>

8 高等小學讀本 徽文義塾 1906 <휘문>

9
普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
學部 1907 <보통>

10 幼年必讀 玄采 1907 <유년>

11 初等女學讀本 李源兢 1908 <초여>

12 녀독본 張志淵 1908 <여자>

13 勞動夜學讀本 俞吉濬 1908 <노동>

14 婦幼讀本 姜華錫 1908 <부유>

15 最新初等小學 鄭寅琥 1908 <최신>

16 국문초학 周時經 1909 <국초>

17 樵牧必知 鄭崙秀 1909 <초목>

18 新纂初等小學 玄采 1909 <신찬>

19 初等小學 普成館 미상 <초보>

20 蒙學必讀 崔在學 미상 <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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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가능성이 높은 검정 시기(1886~1903) 교과서와 제1기 국정교과서

(1904)를 대상으로 하여 개화기 독본 교과서와의 비교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다. 海後宗臣·仲新(1969)에서 제시한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 목록 중, 검정 

시기에 간행된 독본 교과서들은 총 263종이다. 다만, 제목에 ‘字引’, ‘字解’ 등이 

들어간 어휘 해설집이나 ‘掛図’ 등의 자료집, 그리고 주로 일본 가나(문자)와 

간단한 단어로 이루어진 ‘入門’이나 ‘初歩’,　‘讀方’ 등의 교과서들은 한국 개화기 

독본 교과서와는 그다지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을 제외하면 약 

220여 종의 교과서가 검토 대상이 되는데, 그 중 『日本敎科書大系 近代編(第5

卷 國語(二), 第6卷 國語(三))』의 영인본으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1

종4)이다. 그 밖의 교과서들은 日本 國立敎育政策硏究所 敎育圖書館, 혹은 대학 

도서관이나 공립 도서관 등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 중 개화기 독본 교과서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

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목록을 제시하지 않는다.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서 참조

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 독본 교과서에 대해서는 2.2에서 다루기로 한다. 

1.3. 기존의 논의

  　

  개화기 독본 교과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상당히 많다. 먼저 교과서

의 단원 구성이나 제재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주로 문학이나 역사, 혹은 국

4) 그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명 저자 발행 연도 출처

1 尋常小學讀本 文部省 1887 第5卷 國語(二)

2 高等小學讀本 文部省 1887 第5卷 國語(二)

3 日本讀本 新保磐次 1886 第5卷 國語(二)

4 帝國讀本 学海指針社 1892 第5卷 國語(二)

5 尋常小学讀書教本 今泉定介, 須永和三郎 1894 第5卷 國語(二)

6 尋常國語讀本 金港堂 1900 第6卷 國語(三)

7 高等國語讀本 金港堂 1900 第6卷 國語(三)

8 國語讀本　尋常小学校用 坪内雄蔵 1900 第6卷 國語(三)

9 國語讀本　高等小学校用 坪内雄蔵 1900 第6卷 國語(三)

10 尋常小學讀本 文部省 1904 第6卷 國語(三)

11 高等小學讀本 文部省 1904 第6卷 國語(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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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교육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개화기 독본 교과서 연구의 상

당 부분을 차지한다. 개화기 독본 교과서 전반에 대한 연구로는 김억수(1979), 

박붕배(1980, 1987), 조문제(1986), 이종국(1991), 김남돈(2009), 허재영

(2013), 강진호(2015, 2017) 등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이 중 강진호

(2015)의 연구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 각각에 대한 최신의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재영(2013), 강진호(2017)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의 역사와 

흐름을 살필 수 있다. 

  최초의 근대적 교과서로 알려진 『國民小學讀本』(<국민>)은 ‘최초’라는 점

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에 관한 연구로는 김만곤(1979), 澤

田哲(1988), 윤치부(2002), 전용호(2005), 송명진(2009), 강진호(2012), 박승

배(2012), 성윤아(2015), 甲斐雄一郎·李賢珍(2018) 등의 연구가 있다. <국

민>의 경우, 일본 문부성에서 간행된 『고등소학독본』([文高])과의 관련성이 

주목된 바 있는데, 강진호(2012), 성윤아(2015), 甲斐雄一郎·李賢珍(2018)에서

는 <국민>과 [文高]를 비교하여 그 대응 양상을 검토하였다. 『新訂尋常小

學』(<신정>)은 문부성에서 편찬한 『尋常小學讀本』([文尋])과의 관련성이 

김병철(1980), 澤田哲(1988), 구자황(2013), 강진호(2014), 甲斐雄一郎·李賢

珍(2018) 등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 중 구자황(2013)에서는 <신정>과 [文

尋]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신정>에서 [文尋]을 어떻게 차용하고 번안했는

지 논의하였다. 甲斐雄一郎·李賢珍(2018)에서는 지리, 역사, 이과, 수신, 사회 

생활·일상 생활, 설화 부문으로 나누어 <신정>과 [文尋]의 제재상의 유사성을 

지적하였다. 다만, 그 중에는 내용이 유사하기는 하나 [文尋]을 참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단원들도 있으며, 유사성이 미처 언급되지 않은 단원들도 있다. 

  <국민>과 <신정> 이외에 일본 독본 교과서와의 관련성이 언급된 것으로는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보통>)을 들 수 있다. <보통>에 대한 연구로

는 石松慶子(2003), 강진호(2011), 박치범(2013), 김혜련(2013), 김성기

(2016, 2017)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石松慶子(2003), 김혜련(2013)에서는 

<보통>과 1904년의 제1기 국정 교과서([國尋])와의 관련성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이 경우에도 제재나 내용상의 유사성은 확인되지만 구성이나 표현의 측

면에서 [國尋]을 참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국민>, <신정>, <보통>의 학부 편찬 교과서들은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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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일본 독본 교과서와의 비교 작업도 이루어졌다. 

다만 일본 독본 교과서 중 문부성에서 편찬한 [文高], [文尋], [國尋]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국내 연구자들이 일본 독본 교과서에 대한 정보에 접

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독본 교과서에 대해

서는 홍윤표(2016)에서 일본의 학제 반포로부터 1918년 제3기 국정교과서까지

의 독본 교과서의 흐름을 살피고 주요 교과서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어 참고

할 만하다. 

  학부 편찬 교과서들에 비해 민간 편찬 교과서들은 선행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으며 일본 독본 교과서와의 관련성도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다. 최초의 민간 

교과서로 알려진 『초등소학』(<초등>)은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기

술되어 왔는데, 그에 대한 연구로는 강진호(2015), 장영미(2016) 정도가 있다. 

현채의 『유년필독』(<유년>)이나 『신찬초등소학』(<신찬>)은 澤田哲

(1988), 이종국(2010), 이정찬(2013) 등에서 현채 연구의 일환으로 다루어졌

다. 박민영(2013, 2014)에서는 <신찬>과 <신정>, <보통>, <유년> , 그리고

『최신초등소학』(<최신>) 을 비교하여 유사한 단원들을 제시하였는데, <초

등>의 권3, 4나 <보통>의 권7은 검토하지 않았으며, 그 밖의 다른 민간 교과

서들과의 비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澤田哲(1997)에서는 휘문의숙에서 나온 

『고등소학독본』(<휘문>)을 살피면서 일본 독본 교과서와 유사한 제재가 사

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서를 참조했는지

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개화기 독본 교과서는 국어학적 측면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개화

기 국어 연구의 자료로서 교과서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으나, 개화기 독본 교과

서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개화기 독본 교과서의 음운이나 

표기를 다룬 것으로는 윤장규(1993), 이기동(1994), 정길남(1997), 송미영

(2017) 등의 연구가 있으며, 심재기(1992), 홍종선(1996), 최석재(2013), 이

상혁·권희주(2013)의 연구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의 문체를 고찰한 경우이다. 

이준환(2013)에서는 개화 초기의 <국민>, <소학>, <신정>을 대상으로 하여 

표기, 음운, 어휘, 문법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허재영(2011)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향을 개관하였으며, 이준환(2018), 신중진

(2018), 이지영(2018)에서는 각각 표기 및 음운, 어휘, 문법 측면에서 개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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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본 교과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개화기 어휘에 대해서는 주로 신문명 어휘와 

같은 신생 한자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개화기 신생 한자어에 대한 연구

로는 우선 송민(1979, 1988, 1989, 1990, 1994, 1998, 1999ㄱ, 1999ㄴ, 

1999ㄷ, 1999ㄹ, 2000ㄱ, 2000ㄴ, 2000ㄷ, 2000ㄹ, 2000ㅁ, 2001ㄱ, 2001ㄴ, 

2001ㄷ, 2001ㄹ, 2001ㅁ, 2002ㄱ, 2002ㄴ, 2003, 2007, 2018)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신생 한자어의 수용과 확산, 어휘 구성 및 

특성에 관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개화기 신생 한자어에 대한 

연구로는 이한섭(1987, 1990, 2006, 2010, 2012, 2014), 김형철(1997, 

2010), 최경옥(2000, 2003, 2008, 2009), 민현식(2005), 신중진(2005, 

2006), 박기영(2012) 등이 있다. 개화기 독본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박영섭(1996), 최경옥(2000), 유미진(2004ㄱ, 2004ㄴ, 2005ㄱ, 2005ㄴ), 김창

렬(2009), 이준환(2016)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유미진(2004ㄱ, 2004ㄴ, 

2005ㄱ, 2005ㄴ)과 김창렬(2009)의 연구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 쓰인 한자

어 중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한중일의 사전이나 문헌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개화기 독본 교과서를 대상으

로 한 어휘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쓰인 신생 한자어의 목록을 제시할 뿐 기존 

한자어와 신생 한자어가 어떻게 공존하고 교체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다루

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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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1. 개화기 독본 교과서

2.1.1. 개화 초기의 독본 교과서

  

  갑오개혁 이후 조선 정부는 1895년에 ‘詔勅 敎育에 관한 件’, ‘小學校令’, ’小

學校敎則大綱‘ 등 교육에 관한 법령을 마련하고 근대적 교육 개혁을 시작하였

다. 개화 초기 독본 교과서로는 학부에서 편찬한 『國民小學讀本』(1895),『小

學讀本』(1895), 『牖蒙彙編』(1895),『夙惠記略』(1895),『新訂尋常小學』

(1897), 그리고 민간 교과서로는 선교사들이 편찬한 Magaret Bengel(죤스 부

인)의 『초학언문』(1895)과 George Herber Jones(조원시)의 『국문독본』

(1902)이 있다. 

2.1.1.1. 학부 편찬 독본 교과서 

  먼저 학부 편찬 교과서 중 『小學讀本』이나『牖蒙彙編』,『夙惠記略』은 새

로운 근대 문명을 다루기보다는 전통적 가치나 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修身書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그에 비해 역시 학부 편찬 교과서인『國民小學

讀本』(<국민>)과 『新訂尋常小學』(<신정>)은 근대적 신문명을 주요 내용

으로 다루고 있으며 일본 독본 교과서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의 

근대적 교과서로 알려져 있는 <국민>은 관립 소학교 고등과(3년제)의 교재로 

만들어졌으며, <신정>은 관립 소학교 심상과(3년제) 교과서로 편찬되었다. 

<신정>이 초급 교재에 해당한다면 <국민>은 심상과를 마친 다음 단계인 고

등과용 교과서라 할 수 있다. <국민>은 강진호(2012), 성윤아(2015), 甲斐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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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郎·李賢珍(2018) 등에서 일본 문부성에서 편찬한 『高等小學讀本』(1887)과

의 비교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구자황(2013), 甲斐雄一郎·李賢珍(2018) 에서는 

<신정>을 문부성 편찬 『尋常小學讀本』(1887)과 비교하여 검토한 바 있다. 

  <국민>이 참고로 한 『高等小學讀本』과 <신정>이 참고로 한 『尋常小學

讀本』은 일본 문부성에서 시리즈로 편찬된 것인데, 초급 교재라 할 수 있는 

『尋常小學讀本』이 먼저 출판되고, 그 이듬해에 상급 단계인 『高等小學讀

本』이 출간되었다. 보통 교과서를 편찬한다고 하면 입문이나 초급 교과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상급 단계의 교과서를 편찬하게 되는데, <국민>의 경우, 초

급 교재인 <신정>보다 먼저 간행되어 일본이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순서가 다

르다. 3.1.2에서 자세히 살피겠지만 <국민>은 대다수의 단원이 문부성 편찬

『高等小學讀本』과 유사한 데에 비해 <신정>의 경우, 『尋常小學讀本』과 관

련성을 보이는 단원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그리고 <신정>은 [文尋]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일본 독본 교과서들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볼 때 <신정>에 ‘新訂5)’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것은 아마도 <신정> 이전에 

이미 ‘심상소학독본’ 정도의 제목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급용 독본 교재

가 존재했으며, 그것을 새롭게 구성, 편찬하였기 때문에 ‘新訂’이라는 표현을 사

용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본 문부성 편찬 『尋常小學讀本』과 『高

等小學讀本』의 관계나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신정>의 이전 버전은 

아마도 <국민>보다 먼저, 혹은 적어도 동시에 출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리고 <신정>의 이전 버전이 존재했다면 <신정>과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국

민>이 문부성의『高等小學讀本』을 상당 부분 참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정>의 이전 버전은 아마도 문부성 편찬 『尋常小學讀本』과 공통되는 부분

이 <신정>에 비해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정>은 어떤 이유로 새로 간행하게 된 것일까? 강진호

(2012:264)에서는 <국민>이 1895년 3월 하순부터 기획되어 5월 이후 일본 

교과서를 참조해서 편집하고, 7월에 간행된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민>이 편

집·간행된 것은 3월 하순에서 6월까지, 불과 4개월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였

5) 구자황(2013:511)에서는 <신정>에 대해 1895년에 학부에서 발행된 『소학독본』과 같은 학습자

를 대상으로 하여 전혀 새로운 모습과 내용으로 고쳐 쓴 것이라 파악한 바 있다. ‘신정’이란 이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부각하기 위함이며, 조선 학부의 교과서 규범화(내용, 구성, 체제, 문체) 외

에도 차용과 번안의 변증법을 표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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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급히 제작되다 보니 여러 곳에서 오자가 나오고, 학생들의 수준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본 책을 그대로 옮기는 난맥상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

다. <신정>의 이전 버전 역시 사정이 그리 다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국민>은 새로 편찬하지 않고 <신정>만 새로 개편한 이유로는 우선 

초급 단계의 교과서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더 중요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난이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다. 난이도의 문제는 상급 단계보다는 초급 단계의 교과서에서 더 무

게감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정>의 서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신정>의 서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정>의 序

     學 者ㅣ 젼혀 漢文만 崇尙야 古 學  아니라 時勢 헤아려 

國文을 參互야 한 今도 學야 智識을 널닐 것시니 我國의 世宗大王게

으셔 샤대 世界 各國은 다 國文이 有야 人民을 開曉되 我國은 홀노 

업다  特別히 訓民正音을 지으 民間에 廣布심은 婦孺와 輿儓라도 

알고 닷기 운 緣故ㅣ라 卽今 萬國이 交好야 文明의 進步기 힘 

즉 敎育의 一事가 目下의 急務ㅣ라 玆에 日本人 補佐員 高見龜와 麻川松次

郞으로 더부러 小學의 敎科書 編輯 天下 萬國의 文法과 時務의 適用

 者 依樣야 或 物象으로 譬喩며 或 畵圖로 形容야 國文을 尙用

은 여러 兒孩들을 위션 닷기 고 이오 漸次  漢文으로 進階

야 敎育 거시니 므릇 우리 羣蒙은 國家의 實心으로 敎育심을 몸바다 

恪勸고 勉勵야 材器 速成하고 各國의 形勢 諳練야 並驅自主야 

我國의 基礎 泰山과 磐石갓치 措置기 日望노이다

<신정>의 서문 중 밑줄 친 부분에서 살필 수 있듯이 <신정>은 비유나 그림

을 사용하여 아이들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신정>이 이

전 버전을 개편한 것이라면 그 개편의 이유는 이러한 부분에 있 것으로 짐작

해 볼 수 있다. <신정>에 대해서는 3.1.2.에서 다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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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민간 편찬 독본 교과서 

  개화 초기의 민간 교과서로는 선교사들이 편찬한 Magaret Bengel(죤스 부

인)의 『초학언문』과 George Herber Jones(조원시)의 『국문독본』을 들 수 

있다. 

『초학언문』은 배재학당 교과서로 사용된 것인데 앞부분에 한글 자모를 다루

고 있어 한글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독교 교리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다루어졌다. 『국문독본』은 영문 초판 서문에서 살필 수 있듯이 초등용 교재

인『초학언문』을 보완하고 보다 깊이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해 편찬한 

것이다. 서문에 따르면 『국문독본』(<국문>)의 내용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부 편찬 교과서의 것을 가져오거나 서양 역사를 번역한 것으로, 대부

분의 한국인들 사이에 이미 알려져 있고 친숙한 것들이다.6) 그 중에서 <국문>

이 가장 많이 참조한 것은 <신정>이라 할 수 있는데, 총 50개 단원(공과) 중 

절반 정도인 24개 단원에서 <신정>과 같은 내용의 제재를 다룬 것으로 보인

다. 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단원의 내용이 매우 흡사한 경우는 ◎, 상당 

부분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 제재만 유사한 경우는 △로 표시하

기로 한다.

(2) <국문>과 <신정>의 유사 단원7)

6) 해당 부분의 영문 서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t first there were no text-books with which to being a study of the script, and to meet 

the need of a Primer, the Cho-hak Un-mun, was issued. It is now felt that the time is ripe 

to send forth a continuation of the Primer in the form of a First Reader, which with 

supplement the Primer and carry those who began their study with it deeper in to a 

knowledge of Korean. Originality is not claimed for the collection of stories herewith offered. 

Some of them have been taken from the Chinese readers already in use in the government 

schools for the study of Chinese, and some of them have been translated from western 

history. But the most of them have been gathered from the stories which circulate among the 

Koreans and which are familiar to them.

7) 『국문독본』과 <신정>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허재영(2015)에서 이미 정리한 바 있다. 다만, 허재

영(2015)에서는 제16공과에 대해 <신정> 2-25~26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2-26~27

의 오류이다. 그리고 제40공과는 <신정> 1-26뿐 아니라 <신정> 1-25(淸潔게 라)와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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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문>은 <신정>과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소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유사하거나 표현이나 구

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제40공과의 앞부분은 파리의 모양이 소인과 같음을 서술한 것으로 ‘청결’

이라는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허재영(2015)에서는 제25공과(가마귀가 조개를 먹은 

니야기라)뿐 아니라 제42공과(솔개와 조개 니야기라) 역시 <신정> 2-25(가마귀가 조개 먹 

이기라)를 참고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신정> 2-25는 까마귀가 조개를 땅에 떨어뜨려 그 

내용물을 먹었다는 이야기이고 <국문> 제42공과는 솔개가 조개를 먹으려고 부리를 조개에 넣었다

가 조개가 입을 닫아 둘 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부가 잡아갔다는 내용으로 제재상 유사성

을 인정하기 어렵다. 

<국문> <신정> 

1 여호라 2-6 여호라(◎)

2 나모 리치라 2-7 木理라(◎)

3 기름이라 2-8 기이라(○)

5 소곰이라 2-11 소곰이라(○)

6 달팽이라 2-24 달이라(○)

7 누에라 2-5 누에라(○)

8 호랑의 니야기라 3-6 虎와 狐의 話라(○)

9 인의례지신이라 2-9 禮와 信과 仁이라(○)

10 동모라 2-10 동모 갈히 法이라(◎)

11 소야도풍의 니야기라 2-12 小野道風의 이기라(◎)

13 사마온공의 지혜 2-18 司馬溫公 어린  이기라(◎)

14 여호란 즘승과 괴의 니야기라 2-19 여호와 괴의 이기라(◎)

15 가마귀가 조개를 먹은 니야기라
2-25 가마귀가 조개 먹 이기라

(◎)

16 무식한 사람이라 2-26~27 無職한 이라 一, 二(◎)

20 산이 대답한 소래라 2-29~30 山應聲이라 一, 二(◎)

21 사슴이 믈을 거울 삼음이라 2-31 사슴이 물을 거울 음이라(◎)

24 생각할 일이라 2-32 生覺 일이라(◎)

25 사시라 3-25 四節이라(◎)

31 일년에 달과 날이라
3-26 一年의 月日(○)

3-27 人의 一生이라(○)

32 양생이라 3-30 養生이라(△)

33 사람의 마음을 회개식힌 저울이

라
3-8 心의 秤이라(◎)

34 쥐의 효심이라 3-9 孝鼠의 이야기라(◎)

35 새 되기를 원하는 문답이라 3-13 鳥됨을 願 問答이라(◎)

40 파리 니야기라 1-26 蠅과 飛蛾의 이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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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일치하여 관련성을 살필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에 비해 제32공과

(양생이라)와 같은 경우는 <신정> 3-30과 다루는 제재는 유사하나 내용상 관

련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40공과의 뒷부분은 파리가 꿀

에 욕심내다가 다리가 꿀에 붙어 움직이지 못하고 죽었다는 내용인데, <신정> 

1-26은 꿀에 다리가 붙은 파리를 나방이 비웃다가 등불로 날아든다는 이야기

로 그 내용의 일부분만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문>의 텍스트 중에는 보통학교령 이후의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도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2.1.2.2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2.1.2. 보통학교령 이후의 독본 교과서

  통감부 설치 이후 1906년 8월에 보통학교령이 공포되었다. 보통학교령시행규

칙에 따라 ‘讀書·作文, 習字’가 ‘國語’로 통합되고 ‘漢文’이 단일 교과목으로 독립

하게 되었으며, 심상과 3년, 고등과 3년으로 이루어졌던 관립소학교는 4년제 

관립보통학교로 재편되었다. 보통학교령 이후 학부에서는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을 편찬·발행하였으며, 민간에서도 많은 수의 교과서가 간행되었다. 

2.1.2.1. 학부 편찬 독본 교과서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보통>)은 1906년 보통학교령 공포 이후 학

부에서 편찬·발행한 교과서이다.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

文)는 學政參與官으로서 교육행정의 실권을 쥐고 있던 시데하라 타이라(幣原

坦)를 경질하고 미쓰치 츠우조(三土忠造)를 새로운 학정참여관으로 하여 보통

학교용 교과서 편찬을 담당하게 하였다. 국어 교과서로 편찬된 <보통>에는 지

리, 역사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지리, 역사 교과서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에 기인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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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1910년에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새로 간행된 『보통학교 학도용 조

선어독본』은 <보통>을 기반으로 하되, 역사나 지리에 관련된 부분이 삭제되

고 권3의 제3-7단원으로 ‘汽車發着’, ‘病者慰問’, ‘慰問回謝’, ‘海底’, ‘衣服’의 내

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내용상의 변화 외에는 일부 字句가 수정되었을 뿐 크

게 변경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11년에 제1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면서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1차>로 표시)이 새로 편찬되었으

며, 1922년의 제3차 교육령 이후에 『보통학교 조선어독본』(<3차>로 표시), 

1929년의 제4차 교육령 이후에 『보통학교 조선어독본』(<4차>로 표시), 그

리고 1938년의 제7차 교육령 이후에 『초등조선어독본』(<7차>로 표시)이 간

행되었다. <7차>의 경우, 분량도 적고 이전의 교과서들과의 관련성을 생각하

기 어려우나, 나머지 교과서들 사이에는 내용상 공통되는 단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허재영(2009)에서는 이 중 <1차>와 <3차>의 공통 단원에 대

해서 기술한 바 있으며, <4차>에서 전 시기 교과서에서 내려 받은 단원들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런데, <보통>과 그 이후의 교과서들 사이의 관련

성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개화기의 독본 교과서

를 대상으로 하나, <보통>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보통> 이후의 총독

부 교과서들과의 공통 단원도 함께 살피기로 한다. 

  다음의 표는 <보통>과 그 이후의 교과서들 사이에 공통되는 단원을 제시한 

것이다. 편의상 <4차>는 <3차>와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3) <보통>과 이후의 총독부 편찬 독본 교과서 사이의 유사 단원

8) 통감부 설치 이후의 교육 행정의 변화와 교과서 편찬에 대해서는 이나바(2006)의 제6장(구한말의 

교육행정과 일본인의 역할-학정참여관 시데하라 타이라를 중심으로)과 제7장(미쓰치 츠우조와 한

국교육)을 참조할 수 있다. 이나바(2006:182-5)에서는 학정참여관으로서 교육행정의 실질적 권한

을 행사하던 시데하라 타이라(幣原坦)가 경질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교과서 편찬이 지체되었다는 점

을 들고 있다. 조선의 고문서나 고서를 수집하는 등 학자 기질이 강했던 시데하라의 사임 이후, 교

육행정의 실질적 권한은 학부에 촉탁으로 들어간 통감부 서기관 타와라 마고이치(俵孫一)에게 넘어

갔으며 학정참여관이라는 명칭을 인계받은 미쓰치 츠우조는 타와라의 브레인으로서 교육법령의 제

정 및 시행에도 관여하기도 하였으나 그의 주요 직무 및 권한은 교과서 편찬에 국한되었다. 이나바

(2006:192-3)에 따르면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인에 의한 교과서 편찬에 대해 맹렬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이러한 반발을 강경하게 돌파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일본

인이 전 교과에 걸쳐 본격적으로 교과서 관찬을 실행한 것은 미쓰치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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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차> <3차>/<4차>

1-16 (제목 없음) 1-23 (제목 없음)

1-17 (제목 없음) 1-26 (제목 없음)

1-18 (제목 없음) 1-30 (제목 없음)

1-20 (제목 없음) 1-37 (제목 없음)

1-40 (제목 없음) 1-50 (제목 없음)

1-41 (제목 없음) 1-83 우리 學校

1-45 (제목 없음) 1-63 (제목 없음)

2-2 桃花 2-7 桃花 

2-6, 7 懶者 一, 二
1-76, 77 두 아해一, 

二

2-10 我家 一 4-46 我家 一

2-18 慾心이 만흔 犬 1-67 慾心 만흔 개 2-28 慾心 만흔 개 

2-19 太陽曆 1-81 太陽

3-5 鳥類 2-3 鳥類 

3-13 蓮花 2-12 蓮花 

8-20, 21 郊外散步 

勸誘, 同答書

2-9 花遊에 請激, 同回

答

5-6 紙鳶과 이 2-14 연과 팽이의 노래 

5-14 驟雨 2-21 驟雨의 歌 4-8 驟雨의歌 

4-7, 8 運動會 一, 二 2-29 運動會
3-16 運動會/ 4-15 運

動會

4-4, 5 韓國地勢 2-33 朝鮮 地方의 地勢 4-3 朝鮮의 地勢

2-24 我鄕 2-34 我鄕 

5-8 他人의 惡事 2-36 他人의 惡事

3-21 正直之利 2-38 正直之利

3-14 海濱 2-40 海濱 

3-15 蚌鷸之爭 2-41 蚌鷸之爭 2-20 조개와 황새

3-7 有事探聞 2-43 有事探聞 

4-15 漢城 2-45 京城 3-22 京城 

7-21 禁酒 2-51 禁酒

4-21 玉姬의 慈善 2-55 玉姬의 慈善 6-24 玉姬의 慈善

5-23 井蛙의 所見 3-3 井蛙의 所見 5-22 井底蛙

5-16 蠶 3-8 蠶 

6-22 雨露 3-14 雨露 

6-23 雨 3-15 雨

6-26 鹽과 砂糖 3-17 소곰과 砂糖

6-13 鐡의 談話 一 3-19 鐡의 談話 一 3-19 鐡의 談話 一

6-14 鐡의 談話 二 3-20 鐡의  談話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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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권1이 45과, 권2는 25과, 권3은 23과, 권4는 22과, 권5는 23과, 권

6은 26과, 권7은 24과, 권8은 23과, 총 201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권1의 

앞부분 제1~11과는 문자와 단어 등으로 이루어져 문장이 쓰이는 것은 제12과

6-18, 19 林檎을 贈與

 書札, 同答書

3-22 林檎을 贈與 

書札

6-8 牛 3-27 牛 

6-4 燈火 3-29 燈火 5-1 燈火

7-16 種痘

7-17, 18 제너 一, 二
4-3 種痘 7-18 種痘/6-6 種痘

8-15 友人의  慈親喪을 

弔慰

4-7 友人의 慈親喪을 

弔慰함

4-22 友人의 親喪에 弔

狀함

7-14 移秧 4-9 移秧 

8-9 박테리아 4-14 데리아 

8-5 與妹弟書 4-18 與妹弟書 5-8 妹弟에게

8-2 漂衣 4-20 漂衣 노래 5-14 내

7-8 虎 4-23 猫와 虎 6-26 猫와 虎

7-24 梟眼 4-34 梟眼

6-3 軍艦 4-38 軍艦 

7-10 農家의 兼業 4-44 農家의 餘業 

5-20 麻 4-46 麻 4-10 麻

8-6 勸業模範場 4-48 勸業模範場 

7-12, 13 書籍을 請借

, 同答書
4-51 書籍을 請借

8-18, 19 害蟲, 益蟲 5-17 害蟲及益蟲

8-14 會社 5-25 會社

7-4 淡水와 醎水 5-46 淡水와 鹹水

6-9 孔子와 孟子 6-1 孔子와 孟子
6-7 孔子와 孟子/ 6-6 

孔子와 孟子

4-17 新鮮한 空氣 6-11 新鮮한 空氣 5-18 新鮮한 空氣

2-20 山上眺望 6-13 山上眺望 4-12 山上眺望 

3-17 汽車窓 6-15 汽車窓

8-22 陸地와 海洋 6-17 陸地와 海洋

3-9 順序 6-33 順序 5-20 順序

2-25 獵夫와 원숭이 6-37 愛親 4-23 愛親

4-9 雁 6-40 雁

4-11 材木 6-42 材木 4-13 材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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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이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에서 <1차>와 공통되는 단원은 

73개(36.32%)이며, 이 중 <3차>와 공통되는 것은 25개(12.43%), 또 <4차>

까지 공통되는 것은 6개(2.98%) 정도이다. <보통>과 그 이후의 총독부 편찬 

독본 교과서들 사이에 공통되는 단원들은 대부분 그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9)

2.1.2.2. 민간 편찬 독본 교과서 

  개화기의 신교육은 민간의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역시 민간 편찬의 교과서가 다수 간행되었다. 그 중 國民敎育會의『初

等小學』(1906)이나 徽文義塾에서 편찬한『高等小學讀本』(1906), 玄采의『幼

年必讀』(1907), 鄭寅琥의『最新初等小學』(1908) 등은 자주, 독립, 애국 사상

을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幼年必

讀』(1907)은 학부 편찬의 교과서에서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든 우리 역사와 지

리를 중심 내용으로 다루었다. 여성 교육을 위한 독본 교과서로는 張志淵의

『녀독본』(1908), 李源兢의『初等女學讀本』(1908)과  姜華錫의『婦幼讀

本』(1908) 등이 간행되었다. 이 중『初等女學讀本』과 『婦幼讀本』(1908)은 

한자·한문 학습서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보통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통해 조선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고

자 했던 통감부는 1908년 8월, ‘私立學校令’과 함께 ‘敎科用圖書 檢定規定’을 

공포하였다. 1909년에 현채가 출간한 『新纂初等小學』(<신찬>)은 학부의 검

인정을 통과한 교과서로, 한일강제합병 이후인 1913년에 再版이 發行되어 사립

학교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신찬>에는 <신정>이나 <보통>, <초등>, <유

년> 등 개화기 독본 교과서와 공통되는 내용을 다룬 단원들이 상당수 실려 있

다.10)

9) 다만 <보통> 4-7~8(운동회) 단원은 <1차>와 <3차>, <4차>에서 조금 내용이 달라졌다. <보

통>과 <1차>는 운동회의 여러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데 비해 <3차>와 <4차>는 비교적 

그 서술이 간결한 편이다. 

10) 『新纂初等小學』은 학부 검정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친일 교과서라 평가되어 왔는데, 石松慶子

(2002:72-76)에서는 현채가 계몽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교과서 검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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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영(2013)에서는 학부 편찬 교과서인 <신정>과 <보통>을 <신찬>과 

비교하여 내용상 유사한 단원을 정리하였으며, 후속 연구인 박민영(2014)에서

는 <초등>과 현채의 『유년필독』(<유년>), 정인호의 『최신초등소학』(<최

신>) 등 민간 편찬 교과서와의 비교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박민영

(2013, 2014)에서는『개화기 독본 교과서 총서』에 실려 있지 않은 <초등>의 

권3, 4, 그리고 <보통>의 권7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부 편찬 

교과서인 <국민>이나 민간 편찬 교과서 중 휘문의숙의『고등소학독본』(<휘

문>)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조 해버 존스의 『국문독본』

(<국문>) 이나 주시경의 『국문초학』(<국초>) 역시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충하여 <신찬>과 다른 개화기 독본 교과서의 유사 단원들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박민영(2013, 2014)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단원은 밑줄로 표

시하였으며, <신찬> 이외의 독본 교과서들의 단원명은 생략하였다. 단원의 내

용이 매우 흡사한 경우는 ◎, 상당 부분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 

제재만 유사한 경우는 △로 표시하기로 한다.

(4) <신찬>과 학부, 민간 편찬 교과서의 유사 단원 

라 보기도 하였다. <신찬>이 학부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와 같이 기존의 교과서들의 

내용을 상당수 활용했다는 점이 참작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찬> 학부 편찬 교과서 민간 편찬 교과서

2-1 학교 신정1-1(○)

2-3 東西南北
신정1-5(○)/보통

1-43(○)
초등2-13(○)

2-4 소
신정1-7(◎)/보통

2-5(△)
2-5 혜 법 문답 一 초등2-7(◎)

2-6 혜 법 문답 二 초등2-7(◎)

2-8 야미 신정1-3(○)
초등2-6(○)/최신

4-10(○)

2-10 입 신정1-13(○)
초등3-17(○)/국초

28(○)

2-12 무지개 신정1-10(◎)
2-13 참 신정1-12(◎) 국초36(○)

2-15 그림이야기 一 초등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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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農工商 신정1-8(◎)
초등8-13(△)/휘문

1-20(○)

2-18 말
신정1-7(◎)/보통

2-5(△)

2-19 曉 신정1-9(○)
초등3-8(○)/국초

35(○)

2-21 時 신정1-6(◎)

2-22 四時
신정3-25(△)/보통

2-3(△)

국 문 2 5 ( △ ) / 초 등

3-1(◎)

2-24 蠅과 飛蛾의 이야기 신정1-26(◎)
국 문 4 0 ( △ ) / 초 등

2-9(○)

2-25 조고마 羊 신정1-27(◎) 초등5-29(○)

2-26 朝鮮 신정1-28(○) 초등5-1(△)

2-28 衣服 一, 二 초등4-5(◎)
2-31 苦 樂의 種 신정1-11(◎)

2-32 가마귀와 여호의 이야기 신정1-29(○) 국초40(○)
2-33 부엉이가 비둘기의게 우

슘을 보왓소
신정1-15(◎) 초등3-25(○)

2-35 曹冲이 象의 重量을 知 보통5-2(△)

2-36 運動 신정2-2(◎)
초등2-19(△)/최신

3-6(△)

2-38 慈母의 心 보통2-23(△)

3-2 貪心잇 犬
신정1-20(○)/보통

2-18(○)

초등5-8(○)/최신

2-14(○)

3-4 和睦 家眷 一 신정1-21(◎) 초등4-29(○)
3-5 和睦 家眷 二 신정1-22(◎) 초등4-29

3-8 葡萄田 一 신정1-30(◎)

3-9 葡萄田 二 신정1-31(◎)

3-12 蚕
신정2-5(○)/보통

5-16(△)

국 문 7 ( ○ ) / 초 등

2 - 2 3 ( ○ ) / 최 신

4-15(△)

3-14 食物 신정1-16(◎) 초등5-7(△)

3-15 鼠의 이야기 신정1-17(◎)
휘문1-44(○)/국초

37(○)

3-17 鹽
신정2-11(◎)/보통

5-25(△)

국 문 5 ( ○ ) / 초 등

8 - 1 1 ( △ ) / 최 신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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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木理 신정2-7(◎) 국문2(◎)

3-20 기름 신정2-8(◎) 국문3(○)

3-21 時計를 보 法 一
신정2-2211)(◎)/보

통3-6(△)
초등5-11(△)

3-22 時計를 보 法 二

3-23 時計를 보 法 三

신정2-23(◎)/보통

3-6(△)
초등5-11(△)

3-24 太陽 보통2-19(○)

3-26 仁成의 智慧 신정2-3(◎)

3-27 張維 신정2-4(○)

3-31 漢江 유년3-712)(○)

3-32 貪慾은 그 몸을 亡 신정1-23(◎)

3-33 山應聲 一 신정2-29(◎) 국문20(◎)

3-34 山應聲 二 신정2-30(◎) 국문20(◎)

3-36 小野道風 신정2-12(◎) 국문11(◎)

3-37 朋友를 갈희 法 신정2-10(○)

국 문 1 0 ( ○ ) / 초 등

4-8(△)/최신4-9

(△)/휘문1-19(△)

3-38 禮와 信과 仁 신정2-9(◎)

3-39 여호 신정2-6(◎) 국문1(◎)

3-40 烏가 蛤을 食 智慧 신정2-25(◎)
국 문 1 5 ( ◎ ) / 초 등

8-15(△)

4-1 綿과 씨아와 문
초등4-6(○)/휘문

2-36(△)

4-2 蚌과 鷸의 相爭 보통3-15(△) 최신2-7(△) 

4-3 兒孩의 道理 신정1-18(◎) 초등4-13(○)

4-4 七曜日 초등4-12(○)

4-5 鳥됨을 원 問答 신정3-13(◎) 국문35(◎)

4-6 開國紀元節
신정3-15(△)

/보통3-18(△)
초등6-1(△)

4-7 學問을 勸 신정3-2(◎)

4-8 英祖朝셔 褥을 還給신 

일

신정3-10(◎)/보통

3-3(○)
초등6-14(◎)

4-12 李時白이 을 밧치지 아

니 일
신정3-11(◎) 초등6-21(○)

4-15 虎와 狐의 話 신정3-6(◎)

4-16 渦水 신정2-21(◎)
4-17 課 蝸 신정2-20(◎) 국문6(○)

4-18 懶惰 사 一 신정2-26(◎) 국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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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懶惰 사 二 신정2-27(◎) 국문16(◎)

4-20  犬이 盜賊을 잡다
초등3-27(○)/최신

3-19(△)

4-21 華盛頓 신정3-7(◎) 초등8-12(◎)

4-22 乾元節
신정3-1(△)/보통

4-16(△)
초등4-1(△)

4-23 汽車와 停車場 보통2-16, 17(△) 초등6-16(△)

4-24 十三道 유년3-5(◎)

4-25 船 신정3-32(◎)

4-26 軍艦 보통6-3(○) 초등6-4(△)

4-27 司馬光 신정2-18(◎)

4-28 古代朝鮮 보통5-1(△) 초등7-1(△)

4-29 菊花 신정3-14(◎)

4-30 一年의 月日 신정3-26(◎) 초등8-10(△)
4-32 鴈 보통4-9(△) 초등3-29(◎)

4-34 鳩 신정3-31(◎)

4-35 警察 신정3-5(◎)

4-36 地球13) 초등6-10(△)

5-1 羅麗濟三國의 起源 보통5-12(△)

5-4 九港과 三市 유년3-13(◎)

5-5 雪 신정2-16(◎)

5-6 氣候 보통5-5(◎)

5-8 孔子 보통6-9(○) 휘문1-30(△)

5-9 孟子 보통6-9(○) 휘문1-31(△)

5-10 酒와 煙草 초등5-5(○)

5-11 忠實 犬 초등5-6(○)

5-12 通商 초등6-27(◎) 

5-13 儒敎 보통6-10(○)

5-14 佛敎 보통6-10(○)

5-15 金剛山 유년1-11, 12(◎)

5-16 乙支文德
국 민 2 2 ( △ ) / 보 통

4-13(△)

초등5-16(△)/유년

1-13,14,15(△)

5-17 空氣 보통4-17(◎) 초등7-4(△)
5-18 三國의 衰亡 一 보통6-24(○)

5-19 三國의 衰亡 二 보통7-3(○)

5-20 金屬 초등6-17(◎)

5-21 楊萬春
초등6-6(△)/유년

1-16, 17(◎)

5-22 公園 보통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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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 제시한 <신찬>과 학부, 민간 편찬 교과서의 내용이 유사한 단원들

의 수를 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자와 단어, 간단한 문장과 같은 기초

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권1은 제외하였다. 

(5) 다른 개화기 독본 교과서와 내용이 유사한 <신찬>의 단원 수 

11) 박민영(2013)의 표에서는 ‘2-2’로 되어 있으나 탈자인 것으로 보인다. 

12) 박민영(2014)의 표에서는 ‘3-17’로 되어 있으나 ‘3-7’의 오류이다.

13) <신정> 3-2(地球의 回轉이라) 단원도 ‘지구’를 소재로 하였으나 <신찬>이 지구의 형상과 내부, 

오대양 육대주를 다루는 것에 비해 <신정>은 공전과 자전을 다루고 있어 유사 단원으로 함께 제

시하지 않았다. 

5-23 石炭과 石油 보통4-19(◎)

5-24 徐熙 一 유년2-25(◎)

5-25 徐熙 二 유년2-26(◎)

5-32 水의 變化 一

5-33 水의 變化 二
보통6-21, 22(△) 초등6-12(△)

5-35 人蔘 유년3-22(◎)

5-36 姜邯贊 유년2-29, 30(◎)

5-37 世界의 人種 보통8-10(◎) 휘문1-16(△)
6-2 文學의 進步及衰退 보통8-7(△)

6-4 平壤
초등6-24(△)/유년

1-4, 5, 6, 7(○)

6-5 果園에 雇傭 童子 초등2-21(△)

6-10 繪와 圖의 異同 신정3-19(◎)

6-11 書冊을 讀 法
신정3-18(◎)

보통7-1(△)
6-13 李浚慶과 李元翼 유년4-4~5(○)

6-15 地勢와 境界와 山河及沿

海岸
보통4-4, 5(△)

6-16 交通의 機關 보통7-20(◎)

6-17 熊을 遇 휘문2-7(△)

6-25 德으로써 怨을 報 국민9(◎)

6-26 時間을 恪守 일 국민25(◎)

6-27 老農의 夕話 국민24(◎)

6-32 職業 초등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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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 따르면 <신찬> 권2~6의 총 194개 단원 중 다른 개화기 독본 교과

서와 내용이나 제재가 유사한 것은 120개 단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다. <신찬>과 내용이나 제재가 유사한 독본 교과서는 <국민>, <신정>, <보

통>, <초등>, <유년>, <최신>, <휘문> 등인데 이 중 <신정>과 유사한 단

원이 가장 많으며, 삽화가 <신정>과 일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14) 특히 <신

찬> 권2-4에는 <신정>과 유사하거나 거의 일치하는 단원이 집중되어 있어 

<신찬> 권2~4의 편찬에 있어서 <신정>을 주요 참고 자료로 삼았던 것이 아

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권5와 권6은 <신정>과 유사한 단원이 각각 1개, 2개

뿐이며 <보통>이나 <국민>, <초등>, <유년>과 유사한 단원들이 많아졌다. 

권6의 경우는 권2~5에 비해 다른 교과서들과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가 다소 적

은 편이다. 

  한편, <신찬> 이외에도 보통학교령 이후의 민간 편찬 독본 교과서들 중에는 

다른 개화기 독본 교과서와 유사한 제재를 다룬 단원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다

음의 (6)~(8)은 『初等小學』(<초등>)과 『最新初等小學』(<최신>), 휘문의

숙의 『고등소학독본』(<휘문>)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개화기 독본 교과서들

과의 유사 단원을 정리한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유사 단원과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였으며, 단원의 내용이 매우 흡사한 경우는 ◎, 상당 부분 내용상 유사성

이 인정되는 경우는 ○, 제재만 유사한 경우는 △로 표시하기로 한다.

14) <신찬>의 삽화가 <신정>과 일치하는 단원을 권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권2 : 2-8(야미), 2-12(무지개), 2-31(苦 樂의 種), 2-33(부엉이가 비둘기의게 우슘을 보왓소)

   권3 : 3-8(葡萄田一), 3-15(鼠의 이야기), 3-17(鹽), 3-19(木理), 3-21(時計를 보 法 一), 

3-26(仁成의 智慧), 3-27(張維), 3-32(貪慾은 그 몸을 亡), 3-33(山應聲 一), 3-36

(小野道風), 3-39(여호), 3-40(烏가 蛤을 食 智慧)

   권4 : 4-5(鳥됨을 원 問答), 4-8(英祖朝셔 褥을 還給신 일), 4-12(李時白이 을 밧치지 

아니 일), 4-15(虎와 狐의 話), 4-16(渦水), 4-17(蝸), 4-21(華盛頓), 4-29(菊花), 

4-34(鳩) 

   권5 : 5-5(雪)

   권6 : 6-10(繪와 圖의 異同), 6-11(書冊을 讀 法)

권2 권3 권4 권5 권6 합계

유사 단원수 25 26 29 27 13 120

총 단원수 38 40 38 40 38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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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등>과 다른 개화기 독본 교과서의 유사 단원

(7) <휘문>과 다른 개화기 독본 교과서의 유사 단원

15) <초등> 5-12(轎丁)의 경우 내용이 유사한 단원으로 <국문> 27(교군군의 니야기라), <휘문> 

1-41(謀逸反勞)을 들 수 있는데, <국문>과 <휘문>은 표현도 유사하여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허재영(2015:289)에서는 <국문>과 같은 제재를 다룬 후대의 교과서를 제시하였는데, 

<국문> 27의 단원은 빠져 있다. 경진 출판의 교과서 시리즈로 나온 『국문독본』에서도 27과에 

대해 이 시기의 다른 독본류에서 유사한 단원을 찾을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초등> 개화기 독본 교과서의 대응 단원(비교)

4-9 淸潔 신정1-25  淸潔게 라(○)

3-23 蠶 신정2-5 蠶(○)

7-19 蜜蜂과 蝸 신정3-22 蜜蜂이라(○)

5-19 人의 一生 신정3-27 人의 一生이라(△)/국문31(△)

7-15 蘭姬의 話 신정2-32 生覺 일이라(○)/국문24(○) 

8-2 衛生 신정3-30 養生이라(△)/국문32(△)

8-6 孝鼠 신정3-9 孝鼠의 이야기라(○)/국문34(○)

6-28 狡猾 馬 신정3-23 狡猾 馬라(○)/보통2-12 馬(△) 

4-24 나귀와 여호 국문29 라귀 니야기라(○)

5-27 蟻와蟋蟀 국문38 나나니 니야기라(○)

6-18 蟻와 鳩
국문28 개암이와 비닭이가 은혜 갑흔 니야기라

(◎)

7-14 新羅 太祖 赫居世 국문49 신라 시조 혁거세 사긔라 (△)

5-12 轎丁15)
국문27 교군군의 니야기라(○)/휘문1-41 謀逸反

勞(○)

6-5 無識의 蛙
국문19 눈 먼 개고리 니야기라(◎)/휘문2-8 局見

(◎)/보통5-23 井蛙의 所見(△)

5-25 蝙蝠 국문39 박쥐 니야기라(△)/보통3-11,12 蝙蝠(△)

5-21 泰昌과 順吉 보통5-8 他人 惡事(△)

6-23 養蠶 보통5-16 養蠶(△)

8-17 外國人과 交際  노동49 外國 사람과 交際는 事(△)

<휘문> 개화기 독본 교과서의 대응 단원(비교)
2-20 覔島奇功 국민31, 32 亞米利加 發見 一, 二(△)

1-22 暗室 국문44 선생이 제자의 지혜를 본 니야기라(○)
1-43 培養士氣 보통6-1 明君의 英斷(△)

2-26 犬墳曲 최신4-11 義犬의 救人(△) 
2-31 嘉俳日 여자上61 會蘇曲(◎)

2-34 木州曲 여자上60 木州曲(◎)
2-9 孟母의 敎子 여자下2 孟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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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신>과 다른 개화기 독본 교과서의 유사 단원

(6)의 <초등>은 <신정>이나 <국문>과 내용이 유사한 단원이 많다. 장지연

의 『녀독본』은 다른 개화기 독본 교과서들과 공통되는 단원이 별로 없는

데, (7)의 <휘문>에서 유사한 단원을 찾아볼 수 있다. (8)의 <최신>은 <초

등>과 유사한 단원이 상당수 확인되며, (8)에 제시한 <최신> 3-6(運動), 

4-7(雪戰), 2-22(冒雨還冊), 3-16(감杮)의 경우 삽화 역시 <초등>의 것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4)에서 <신찬> 3-2(貪心잇 犬)의 유사 단

원으로 제시된 <최신> 2-14(탐심 만흔 개)와 <초등> 5-8(개의 그림자), 그

리고 <신찬> 4-20(犬이 盜賊을 잡다)의 유사 단원으로 제시된 <최신> 

3-19(盜를 守하난 狗)와 <초등> 3-27(도젹 직히 개) 역시 <최신>과 

<초등>의 삽화가 유사한 경우이다. 그리고 <최신> 3-14(고기 魚)의 경우, 

내용상으로는 <초등> 5-9(魚) 단원과 그다지 유사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삽

화는 <초등>의 것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2.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

  개화기의 근대화는 우리보다 먼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을 모델로 하여 

16) <최신> 4-22(乞人) 단원의 경우, <초등> 5-3(乞人)이나 <보통> 2-6, 7(懶者 一, 二) 단원

과 제재상의 유사성만 확인할 수 있는데 <초등>과 <보통>은 내용상으로도 유사한 양상을 띤다.

<최신> 개화기 독본 교과서의 대응 단원(비교)

4-18 鷰 신정3-16 鷰이라(○) 

3-6 運動 초등2-19 운동(○)

4-7 雪戰 초등4-15 雪戰(○)

2-22 冒雨還冊 초등5-17 約束(△)

3-16 감 杮 초등6-7 腐柿(○)

3-13 直言하난 學徒
초등5-18 直言 兒孩(△)/휘문1-34 學徒의 正

直(△)

4-22 乞人16) 초등5-3 乞人(△)/보통2-6, 7 懶者 一, 二(△)

4-2 崔致遠 유년2-11 崔致遠 一(○),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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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근대화를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주요 과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근대적 교육 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일본의 경험을 참

고로 할 수밖에 없었다. 갑오개혁 이후에 발표된 ‘詔勅 敎育에 관한 件’(1895년 

2월), ‘小學校令’(1895년 7월), ‘小學校敎則大綱’(1895년 8월) 등은 일본에서 

근대 교육 실시를 위해 공포한 ‘敎育勅語’(1890년 10월), ‘小學校令’(1890년 

10월), ‘小學校敎則大綱’(1891년 11월) 등을 참고로 하였으며17) 개화기 독본 

교과서 역시 많은 부분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일본의 독본 교과서에 대해서는 

국내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홍윤표(2016)에서 대략적인 소개가 이루어

17) ‘詔勅 敎育에 관한 件’은 일본의 ‘敎育勅語’과 표현상 일치하는 부분은 많지 않으나, 유교적 덕목을 

활용하여 교육에 대한 뜻을 밝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리고 ‘小學校令’(1895년 7월)은 일본의 

‘小學校令’(1890년 10월)의 제8장 부칙은 생략되었으나 전반적인 체제를 본뜬 것으로 여겨진다. 아

래에 그 대응 양상을 제시하기로 한다. 

     

    ‘小學校令’의 각 조항들은 표현까지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내용이 조정된 

경우가 많다. 

     한편, 14조로 이루어진 ‘小學校敎則大綱’은 24조로 구성된 일본의 ‘小學校敎則大綱’의 뒷부분(補

習科 관련)이 생략되었는데, 공통되는 앞부분은 구체적인 표현까지 거의 그대로 옮겨왔다. 각각의 

제1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小學校敎則大綱’(1895년 8월) 제1조 

         小學校 小學校令 第一條의 趣旨 遵奉야 兒童을 敎育홈

         德性을 涵養고 人道 實踐을 勉 거시 敎育上에 第一主眼이 되는 故로 아모 敎科目

이라도 此에 關聯 事項은 別로 留意야 敎授을 要홈

         知識과 技能을 確實야 實用에 適을 要 故로 日常生活에 必要 事項을 擇야 敎授

고 反復 練習야 應用이 自在케 을 務이 可홈

         各敎科目의 敎授 其 經營과 方法을 互相 連絡야 補益을 要홈 

     나. 일본의 ‘小學校敎則大綱’(1891년 11월) 제1조

         小学校ニ於テハ小学校令第一条ノ旨趣ヲ遵守シテ児童ヲ教育スヘシ

　        徳性ノ涵養ハ教育上最モ意ヲ用フヘキナリ故ニ何レノ教科目ニ於テモ道徳教育国民教育ニ関連ス

ル事項ハ殊ニ留意シテ教授センコトヲ要ス

　        知識技能ハ確実ニシテ実用ニ適センコトヲ要ス故ニ常ニ生活ニ必須ナル事項ヲ撰ヒテ之ヲ教授シ

反覆練習シテ応用自在ナラシメンコトヲ努ムヘシ

　        各教科目ノ教授ハ其目的及方法ヲ誤ルコトナク互ニ相連絡シテ補益センコトヲ要ス

小學校令(1895년 7월) 일본의 小學校令(1890년 10월)

제1장 小学校의 本旨와 種類 및 經費
제1장 小学校ノ本旨及種類, 제5장 小学校ニ関スル府県

郡市町村ノ負担及授業料,

제2장 小学校의 編制及男女兒童의 就學 제2장 小学校ノ編制, 제3장 就学

제3장 小学校의 設置及監督 제4장 小学校ノ設置, 제7장 管理及監督

제4장 小学校長及教員 제6장 小学校長及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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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바 있다. 홍윤표(2016)에서는 唐沢富太郎(1956), 井上敏夫(1981), 海後宗

臣·仲新·寺崎昌男(1999), 滋賀大学付属図書館編著(2006), 甲斐雄一郎(2008) 등

을 참고하여 일본 교과서 편찬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 독

본 교과서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海後宗臣․仲新(1969ㄱ, ㄴ), 仲新(1979), 海後

宗臣․仲新(1979), 井上敏夫(2009), 府川源一郎(2014)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

한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된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그 흐름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유 편찬기 (1872~1885)

  근대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한 일본 메이지 정부는 1872년 ‘학제’를 반포하고, 

근대적 교육 체제를 마련해 나갔다. 학제 반포 이후로 전국에 학교가 설립되었

으며, 학제에 맞는 교과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교과서 출판과 채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많은 종류의 교과서들이 간행되었다. 이 시기 널리 사용된 

교과서로는 다나카 요시카도(田中義廉)의 �소학독본(小学読本)�(1873)과 사카

키바라 요시노(榊原芳野)의 �소학독본(小学読本)�(1873)을 들 수 있다. 다나카 

요시카도(田中義廉) 편 �소학독본(小学読本)�(1873)과 같은 명치 시대 초기의 

교과서들이 New National Readers를 참조하였다는 점은 府川源一郎(2014) 등

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2] 검정제도기 (1886~1902)

  1886년에는 학제 개혁의 일환으로 ‘小學校令’이 공포되고 검정 제도가 도입

되었다. 검정제도의 실시로 민간에서 출판한 교과서는 문부성의 검정을 거쳐야 

했는데, 1887년 문부성에서 편찬한『尋常小學讀本』과『高等小學讀本』은 다른 

민간 교과서들의 편찬에 있어 하나의 표준적 모델로 기능하였다. 1891~1897년

경에는 이러한 민간 편찬 교과서들이 다수 간행되어 점차 문부성 편찬의 교과

서는 그 자리를 내어 주게 된다. 당시 교과서를 간행하던 주요한 출판사로는 

金港堂, 文學社, 學海指針社, 普及舍, 育英舍, 集英堂, 富山房 등을 들 수 있다.

  1900년 8월에는 ‘小學校令’과 ‘小學校令施行規則’이 발표되면서 ‘讀書’, ‘作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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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字’로 나뉘어져 있던 것이 통합되어 ‘國語科’가 성립되었다. ‘소학교령시행규

칙’에서는 독본의 문장에 대하여 ‘평이한 문장으로 국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였는데, 이 영향으로 이후의 교과서들에서는 구어체가 활발히 쓰이게 

되었다. 1900년에는 쓰보우치 유조(坪内雄蔵)의 �國語讀本 尋常小學校用�과 �

國語讀本 高等小學校用�이 간행되었는데, �國語讀本 尋常小學校用�은 이전의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이야기 단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며 당시에도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국정 교과서기 (1903~1948) 

  1900년의 ‘소학교령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민간 출판사의 경쟁이 심화되면

서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폐해가 나타나자 1903년에는 소학령을 개정하여 교

과서를 국정 제도로 전환하게 된다. 국정 교과서 제1기는 1904년~1909년, 제2

기는 1910년~1917년, 제3기는 1918년~1932년, 제4기는 1933년~1940년, 제

5기는 1941년~1945년의 시기로 이루어진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인 1946

년에는 暫定 敎科書가 쓰였으며 1947~8년에는 제6기 戰後 文部省 著作 敎科

書가 쓰였다. 

  1949년 이후 지금까지는 다시 신검정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국정 교

과서 중 시기적으로 볼 때 개화기 독본 교과서들이 참조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제1기 국정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검토한 일본의 독본 교과서 중 개화기 독본 교과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들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먼저 그 목록을 제

시하고 각각의 교과서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日本敎科書大系 近

代編』에 실려 있는 것들(①-②, ⑤-⑪)은 주로 그 해설편의 내용을 참조하였

으며, 그 밖에 唐沢富太郎(1956), 海後宗臣․仲新(1969ㄱ), 海後宗臣․仲新

(1979), 仲新(1979), 海後宗臣·仲新·寺崎昌男(1999), 滋賀大学付属図書館編著

(2006), 甲斐雄一郎(2008), 府川源一郎(2014) 등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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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화기 독본 교과서가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 독본 교과서18)

① [文尋]『尋常小學讀本』, 文部省 (1887) 7冊 

  문부성에서 검정 제도를 실시하면서 표준적인 독본 교과서의 예를 제시할 목

적으로 간행하였다. 4년의 심상소학교 과정 중 1학년 후반부터 4학년까지 공부

하게 되는 교과서로, 1학년 1학기에는 『讀書入門』을 사용하며 2학년부터는 

일 년에 두 권씩 배우도록 설정되었다. 이전 시기의 독본에 비해 문자, 어휘, 

문체, 내용의 각 방면에서 체계적으로 국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되

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후의 민간 교과서들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일본 

국어독본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전 시기의 독본이 무미건조한 실용적 지식 위주의 것이었던 것에 비해, 

[文尋]은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것을 제재로 택

하였으며 단지 언어를 학습할 뿐 아니라 정신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문학적 제재나 운문을 다수 도입하였으며, 처음에는 

講話體를 사용하다가 점점 문어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자는 널리 사용되는 

한자 2천 자를 골라 자획이 쉬운 것부터 점점 복잡한 자획의 글자가 쓰이도록 

단원을 구성하였다. 또한 앞에 나온 한자는 가능하면 뒤에서 다시 사용하여 복

습이 되도록 하였다. 단원의 제재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쉬운 것부터 어

18) 『日本敎科書大系 近代編』에 실려 있는 것들(①-②, ⑤-⑪)은 주로 영인본을 참조하였다. ③의 

『新日本讀本』과 ④의『小學讀本』은 각각 시마네(島根)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과 고베(神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을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 연도 약호

① 尋常小學讀本 文部省 1887 [文尋]

② 高等小學讀本 文部省 1887 [文高]

③ 新日本讀本 文學社 1888 [新日]

④ 小學讀本 文部省 1889 [文小]

⑤ 尋常小学讀書教本
今泉定介, 須永和三郎 

(普及舍)
1894 [讀書]

⑥ 尋常國語讀本 金港堂 1900 [金尋]

⑦ 高等國語讀本 金港堂 1900 [金高]

⑧ 國語讀本　尋常小学校用 坪内雄蔵 (富山房) 1900 [坪尋]

⑨ 國語讀本　高等小学校用 坪内雄蔵 (富山房) 1900 [坪高]

⑩ 尋常小學讀本 文部省 1904 [國尋]

⑪ 高等小學讀本 文部省 1904 [國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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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것으로 옮겨가는 단계적 구성으로 배치하였다. 권1은 아동의 놀이나 옛날

이야기, 권2-3은 놀이 이야기와 속담, 수수께끼 등을 내용으로 하였고 권4-5

에서는 지리나 역사, 권6-7에서는 학술적인 내용이나 농상공 관련 교재도 포

함시켰다.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재나 군대에 관한 제재도 들어있어 당

시 교육계의 동향을 살필 수 있다.     

② [文高]『高等小學讀本』, 文部省 (1888) 7冊

  심상소학교에 이어지는 다음 단계인 고등소학교용 국어 독본의 표준을 제시

하기 위해 간행되었으며 다른 교과서들과는 달리 양장활자판으로 인쇄되었다. 

고등소학교 4년의 과정에서 각 학년 당 2권씩 배우도록 설정되었으나 1889년 

7권 발행을 끝으로 중지되었다. 상급용 교재인 만큼 修身, 지리, 역사, 이과 및 

상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재를 취하였으며 어려운 내용과 쉬운 내용이 번

갈아 위치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문장은 간단명료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다. 修身 관련 내용은 직접적인 교훈이나 격언을 사용하기

보다는 소설, 비유, 속담, 전기, 시가(운문) 등을 사용하여 즐겁게 학습하면서도 

마음에 와 닿는 바가 있도록 하였다. 역사 관련 제재는 忠君愛國의 사상을 기

르는 것에 중점이 놓였으며 이과 관련 제재는 동식물의 특성이나 삶에 유용한 

지식, 물리화학의 대략, 발명자의 傳記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지리 교과로는 

일본의 유명한 도시나 관광지, 중국이나 서양의 도시들에 관한 것을 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농공상이나 경제, 법률, 정치와 같은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국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사실적인 

지식을 정확히 담은 내용이 많다. 

③ [新日]『新日本讀本』, 文學社 (1888) 3冊

  海後宗臣․仲新(1969ㄱ)에 간단한 소개가 있을 뿐, 선행 연구에서 그다지 다

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학년에서는 구어체를 많이 사용하였다. 문학적

이고 종합독본의 성격을 지닌다. 아동 생활에서 제재를 취하고 이야기 제재를 

도입하는 등 아동에게 흥미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④ [文小]『小學讀本』, 文部省 (1889) 4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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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다가 府川源一郎

(2014)에서 처음으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府川源一郎(2014)에 따르면 

[文小]는 문부성에서 [文尋]의 편찬과 병행하여 작업을 진행한 또 다른 계통의 

교과서이다. 당시 현실적으로 일본 전국의 모든 어린이가 4년제 심상소학교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文小]는  일반적인 심상소학교에 다니기 곤란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

이다. 각지의 소학교 교육의 실제에 맞추어 현실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簡

易科19)’라는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그를 위한 교과서도 제작한 것이다.20) 다만 

민간에서는 1886년 ‘小學校令’에 따른 ‘간이과’ 설치에 맞추어 바로 교과서를 

간행했으나 문부성은 그보다 늦은 1889년에야 [文小]를 간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듬해인 1890년에는 ‘간이과’가 폐지되어 [文小]는 교육 현장에서 그다지 활

용되지 못했다. 

  府川源一郎(2014)에 따르면 [文小]는 종래의 교과서에 비해 읽기, 작문, 습

자와 같은 교과 내용을 교과서 차원에서 통합하고자 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실용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민간의 간이과용 독본과 

같은데, 예를 들어 ‘자’에 대한 단원에서 단지 자 그림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물 크기의 종이 자를 교과서 안에 접어 넣을 수 있게 하는 등 효과적 

학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시도되었다는 점은 민간과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 제재를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교훈적인 성격을 띠는 인물의 

전기나 우화 등을 삽입하도록 구성되었는데 주로 농업, 상업 등에서 성공한 인

물 중 친근한 인물의 사례를 들어 친근감을 주도록 하였다. 국제표준을 지향하

고자 했던 [文尋]에서는 서구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文

小]에는 그러한 부분이 많지 않다. 府川源一郎(2014)의 표현을 따르자면 ‘기성

의 가치관의 준수와 체제에 순응하는 인민을 기르기 위한 교과서’로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19) ‘간이과’는 수업 연한 3년 이내, 하루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의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다. 

20) 府川源一郎(2014)에서는 국정 교과서 시기에도 문부성에서 한 종류의 교과서만을 제작한 것이 아

니라 지역별 교과서나 ‘농촌용’ 교과서 등도 병행하여 제작·간행하였으며 명치 초기에도 문부성 편

찬 교과서로 다나카 요시카도(田中義廉) 편 �소학독본(小学読本)�(1873)과 사카키바라 요시노(榊

原芳野) 편 �소학독본(小学読本ｭ)�의 두 종류가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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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讀書]『尋常小学讀書教本』, 今泉定介·須永和三郎, 普及舍 (1894) 8冊

  청일 전쟁 발발로 국가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심상소학교 독서과 교재로 만

들어졌다. 당시의 독본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종합독본적 성격, 문학적 성

격, 국가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서문에서는 ‘아동의 경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폭넓게 제재를 선택하고 지식으로 품성을 함양하며 특히 국가를 사랑하고 실업

을 중시하는 정신을 기르도록 한다’고 하는 편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대를 

풍미했던 Herbart派의 단계적 교육법(예비, 제시, 비교, 총괄, 응용)을 기반으로 

하여 인물 중심의 동화나 옛날이야기를 다수 편성하였는데 저학년에는 특히 아

동의 생활, 그 중에서도 가정에 관한 것이 많다. 새로 출현한 한자는 각 과의 

마지막 부분에 따로 제시하였다. 講話體는 제2권 전부와 제3권 앞부분 반 정도

에 쓰이고 있다. 종래의 독본에 비해 상당히 문체가 자유로워졌으나 긴 문장은 

문어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⑥ [金尋]『尋常國語讀本』, 金港堂 (1900)

  1900년 8월의 ‘소학교령’과 ‘소학교령시행규칙’에 맞추어 간행된 교과서로, 

당시 매우 많은 학교에서 사용되었으며 1900년대를 대표하는 국어 교과서로 

꼽힌다. 권4까지는 운문 이외의 단원에서 모두 구어체를 사용하였고 권5부터는 

문어체가 점점 늘어난다. 이 책과 함께 많이 사용된 쓰보우치 유조(坪内雄蔵)

의 『國語讀本　尋常小学校用』이 자유롭고 동적인 표현을 구사하는 데에 비해 

이 교과서는 보다 정리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저학년에서는 동일 인물이 반복

하여 등장하고 해당 아동의 이야기로 단원을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당

시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아동의 생활을 중심으로 한 제재 중에서도 가정

을 다루는 것이 많으며, 언어 표현도 상하 관계에서 쓰이는 예의바른 표현이 

많다. 도덕적 제재는 1학년 때부터 많고, 이과 제재는 2학년, 지리나 역사 제재

는 3학년, 그리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제재는 4학년부터 많아진다. 관련 

제재를 나란히 배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 생활에 가까운 것, 아동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재를 먼저 제시하여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권5 이후의 

권말에는 일본지도와 세계지도를 첨부하여 학습상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상

급 학년에서는 각 과의 마지막 부분에 행서로 실용적인 서간문을 첨부한 예가 

많다. 문학적 제재나 운문이 적고 국민도덕, 충군애국의 제재가 많아졌다. 



- 33 -

⑦ [金高]『高等國語讀本』, 金港堂 (1900)

  1900년 10월에 간행되었다. 충군애국이나 국민도덕의 제재가 많고 관련 제

재를 나란히 배치하는 것, 문장이 평이해지고 정리된 표현이 쓰인 것 등은 심

상소학과용 [金尋]과 마찬가지이다. 도덕, 역사, 지리, 실업 등의 내용을 포괄한 

종합독본의 성격을 지니나, 고등과에서는 이과, 지리, 역사가 독립 학과로 설정

되어 있는 만큼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제재나 고금의 책에서 제재를 취하는 

경우도 많다. 사회생활과 직결되는 실용적 단원이 늘어나고 이과 제재도 실용

적 입장에서 다루었으며 여학생을 위한 가사 관련 제재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

렇게 가사 관련 제재를 중시한 것은 [金尋]이 가정생활에서 제재를 많이 취한 

것과 공통되는 방침이라 할 수 있다. 문장은 거의 문어체로 표현되어 있으나, 

각 권마다 講演體 문장을 배치하여 담화연습에 일조하도록 하였다. 

⑧ [坪尋] 『國語讀本　尋常小学校用』, 坪内雄蔵, 富山房 (1900) 8冊

  출판사 富山房에서 쓰보우치 쇼요(坪國逍遙)라는 필명의 문호 쓰보우치 유조

(坪内雄蔵)에게 의뢰하여 이전의 교과서들을 충분히 조사한 끝에 독창적으로 

편집한 당대의 대표적인 독본이다. 1900년 9월에 간행되었다. 쓰보우치는 富山

房에서 『讀本』을 간행한 바 있는데, 1900년 소학교령 개정에 맞추어 수정작

업을 거친 후 이 교과서를 출판하였다. 문장 표현은 더 쉬워졌으며, 실용적 내

용 중심이었던 이전의 독본들에 비해 문학성, 흥미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제재

를 아동 생활 속에 융합시켰다. 저학년에서는 자유롭고 동적이면서도 간결하고 

생생한 표현, 아동어를 사용하였으며 종래의 독본에 비해 구어체 문장이 증가

하였다. 도덕, 지리, 역사, 이과 등 국민 교육에 빠질 수 없는 지식을 전달하도

록 하였으나 다른 출판사 교과서들에 비하면 지식 중심의 제재는 적은 편이며, 

지식 중심의 제재라도 아동의 흥미나 경험과 결부시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경

우가 많다. 이야기나 운문 제재도 다수 도입하였다. 단원의 배열은 아동의 생활

이나 계절과 합치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제재를 나란히 배열함으로써 아동의 흥

미나 경험을 학습에서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당대의 독본들에는 국가주의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책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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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坪高]『國語讀本　高等小学校用』, 坪内雄蔵 (1900) 8冊

  1900년 10월에 간행되었으며 기본적인 특징은 [坪尋]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소학령 개정으로 문장은 더 쉬워졌으며 문학성이 풍부하고 이야기나 운

문 제재가 많다. 순수한 문학적 제재는 물론이고 다른 교과의 제재라도 아동의 

관심과 경험을 중시하여 아동의 심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많다. 특히 이야

기 제재는 아동에게 흥미와 감명을 주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단원 배열도 [坪

尋]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생활이나 계절에 맞추어 관련 단원을 배치하였는데, 

권7~8에 외국에 관한 단원이 많은 것은 고등과용 독본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坪尋]과 [坪高]는 문학성이 뛰어나고 아동의 심리나 생활에 부합하는 까닭에 

당시 많은 학교에서 채택하였으며 이후의 교과서들에서도 [坪尋]과 [坪高]의 

제재가 다수 사용되었다. 국정 제도 이후에도 문학 제재를 중시한 제2, 3, 4기

의 독본에서는 이 책들의 제재를 다수 채용하였다. 

⑩ [國尋]『尋常小學讀本』, 文部省 (1904) 8冊

  1903년의 소학령 개정 이후 1904년부터 시작된 국정 제도의 교과서로 간행

되었다. 국정 교과서 편집 방침에 의해 사용할 문자 수나 문자 크기, 문장 부

호, 언어, 문장, 제재 선택, 배치 및 책의 裝訂, 가격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에

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독본에 비해 가장 정돈된 내용을 

지닌 교과서가 되었으나, 형식적인 측면에 치우쳐 아동의 심리나 생활로부터 

멀어진 경향이 있다. 도덕, 이과, 지리, 역사, 실업, 정치, 군사, 문학 등 다방면

에서 제재를 선택하여 조직하였는데, 당시에는 지리, 역사, 이과 등이 독립된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어 교과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학습하게 하였다. 이

렇게 종합 독본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검정 시기의 많은 민간 독본 역시 마찬

가지이나 당시의 민간 독본에 비해 내용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조직화가 이루어

졌다. 또한 언어적, 논리적 입장을 중시하고 지식 중심의 단원에 주안점을 두게 

되면서 문학성은 다소 쇠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식 중심의 단원 중에는 계

몽적인 것이 많으며 과학 제재뿐 아니라 전보, 저금, 주차장 같은 근대 생활과 

관련된 제재들도 소개하였다. 그 밖의 특징으로는 구어체가 많이 쓰였으며 표

준어 지도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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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國高]『高等小學讀本』, 文部省 (1904) 8冊

  4년제의 고등소학교에서 사용하도록 8권으로 만들어졌으나 2년제, 3년제에서

도 권4까지, 혹은 권6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종래의 민간 독본에 

비해 문장이 평이해지고 종합 독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특히 계몽적 지식 

중심의 제재가 많은데, 이러한 특징은 [國尋]과 공통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등과에는 지리, 역사, 이과 과목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이들 교과 내용과 중복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유익하고 흥미로운 제재를 선택하고 진도에 따라 배열함

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것에 비해 문자, 표

현이 쉬워졌으며 구어체가 많아지고 한자가 줄었다. 

  

2.4. 소결

  지금까지 개화기 독본 교과서와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의 기본적 특

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 대해서는 개화 초기(1895~1905)

와 보통학교령 이후(1906~1910)의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의 학부 편찬 교과

서와 민간 편찬 교과서를 검토하였다. 

  개화 초기의 학부 편찬 독본 교과서로 최초의 근대적 교과서라 알려진『國民

小學讀本』(<국민>)과 그 뒤를 이어 간행된 『新訂尋常小學』(<신정>)은 각

각 관립 소학교 고등과와 심상과용 교과서로 만들어진 것인데, 초급 단계의 교

재의 <신정>이 그 다음 단계의 교재인 <국민>보다 늦게 간행된 것과 관련하

여 <신정> 이전에 이미 초급용 독본 교재가 존재했으며 <신정>은 그것을 새

로 개정한 것일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개화 초기의 민간 편찬 교과서는 

선교사들이 편찬한 것인데, 그 중 『국문독본』은 <신정>과 같은 내용의 제재

를 다룬 단원들이 많다. 

  1906년 보통학교령 이후의 학부 편찬 교과서로는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

본』(<보통>)이 있는데, 1911년의 제1차 조선교육령 이후에 간행된 『보통학

교 조선어급한문독본』, 그리고 1922년의 제3차 교육령과 1929년의 제4차 교

육령 이후에 나온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의 내용을 <보통>과 비교하여 공통

되는 단원들을 정리하였다. 개화기에는『初等小學』이나 휘문의숙의 『고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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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독본』, 『最新初等小學』등 민간의 사립학교에서 쓰이는 민간 편찬 독본 교

과서가 간행되었는데 이들 교과서 중에는 다른 교과서들과 유사한 내용의 단원

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新纂初等小學』은 <신정>이나 <보

통>, <초등>, <유년> 등 개화기 독본 교과서와 공통되는 내용을 다룬 단원들

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개화기 독본 교과서는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2.2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들이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 검정

제도기(1886~1902)의 독본 교과서 9종과 국정 교과서 2종에 대해 간단히 살

펴보았다. 검정제도기 교과서 중 개화기 교과서와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것으

로는 문부성에서 편찬한 심상과용 『尋常小學讀本』과 고등과용 『高等小學讀

本』, 그리고 간이과용 『小學讀本』이 있으며, 민간 편찬 교과서로는 文學社 

의 『新日本讀本』, 普及舍의 『尋常小学讀書教本』, 그리고 金港堂의  『尋常

小學讀本』과 『高等小學讀本』, 坪内雄蔵의 『國語讀本　 尋常小学校用』과 

『國語讀本　高等小学校用』을 들 수 있다. 국정 교과서는 제1~6기로 나눌 수 

있는데 개화기 독본 교과서가 참조한 것은 1904년에 간행된 제1기 국정 교과

서 『尋常小學讀本』과 『高等小學讀本』이다. 

  다음의 3장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와 일본 메이지 시대 교과서들의 체제

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살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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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화기 독본 교과서와 일본 교과서의 비교

3.1. 개화 초기의 독본 교과서

  근대화 과정에 있어 일본의 영향은 상당한 것이었으며, 교육 부문 역시 일본

을 모델로 삼아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도 일

본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갑오개혁 직후에 간행된 『국민소학독본』(<국

민>)과 『신정심상소학』(<신정>)은 각각 일본 문부성에서 편찬한 『高等小

學讀本』([文高]) , 그리고『尋常小學讀本』([文尋])을 상당 부분 참조한 것으

로 알려진 바 있다. 다음에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3.1.1. 『국민소학독본』

  1895년에 간행된 『국민소학독본』(<국민>)은 최초의 근대적 교과서로 알

려져 있다. <국민>이 1888년에 일본 문부성에서 간행된 『고등소학독본』

([文高])을 저본으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은 澤田哲(1988), 강진호(2012), 성

윤아(2015), 甲斐雄一郎·李賢珍(2018)21) 등에서 언급된 바 있다.22) 다음의 

21) 甲斐雄一郎·李賢珍(2018)에서는 1차 소학교령 하에 간행된 교과서 중 문부성에서 발행한 [文高]

뿐만 아니라 국정 교과서가 시작되는 1904년까지 지속적으로 교과서를 발행한 출판사 중 文学社, 

普及舎, 集英堂, 金港堂 네 곳의 출판사에서 간행된 교과서들도 대상으로 하여 관련성을 검토하였

다. 甲斐雄一郎·李賢珍(2018:175)에서 검토한 교과서들 중 제목에 ‘고등’이 포함되어 있는 소학교 

고등과용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들을 살펴본 결과, 유사한 제재를 다룬 경우는 있으나 <국

민>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文学社刊：中原貞編 『高等読本』巻1～8　1888年 2月 再版

    普及舎刊：池永厚･西村正郎共編『高等小学読本』 巻1～8　1887年 9－12月 訂正再版 

    集英堂刊：『高等科用普通読本』 巻1～8　1887年 9月 訂正3版 

    金港堂刊：三宅米吉･新保磐次共編 『高等日本読本』 巻1～8　1888年 7月 校正 

22) 澤田哲(1988)에서는 <국민>과 [文高]의 구체적인 대응 양상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성윤아

(2015)에서는 <국민>과 [文高]의 비교표를 제시한 강진호(2012)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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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강진호(2012), 성윤아(2015), 甲斐雄一郎·李賢珍(2018)의 논의를 참고

하여 <국민>과 [文高]의 대응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1) <국민>과 [文高]의 단원별 대응 양상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甲斐雄一郎·李賢珍(2018)의 논의는 성윤아(2015)의 것과 대부분 일치한다.

<국민> [文高] 

1 大朝鮮國 1-1 吾國(우리나라)

2 廣智識 1-2 知識ヲ得ルノ方(지식을 얻는 방법) 

3 漢陽 1-5 東京(도쿄)

4 我家 1－7 吾家(우리집)

5 世宗大王 ✕ 

6 商事 及 交易 1－16 商賣及交易(장사와 교역)

7 植物 變化 3-5 植物ノ變化(식물의 변화)

8 書籍 1－35 書籍(서적)

9 以德報怨 2－7 怨ニ報ユルニ德ヲ以テス(원수를 덕으로 갚음)

10 時計 1－26 時計(시계)

11 駱駝 3－19 駱駝(낙타)

12 條約國 4－7 條約國(조약국)

13 智識一話 4-10 知識ノ話(지식 이야기)

14 倫敦 一

15 倫敦 二
6－8 倫敦(런던)

16 風 4-20, 21 風の原因 一, 二(바람의 원인)

17 勤學 4-2 勉強(공부)

18 蜂房 5－14 蜂房(벌집)

19 支那國 一 ✕

20 錢 5-1 貨幣ノ必要(화폐의 필요)

21 紐約 4－29 紐約克(뉴욕)

22 乙支文德 ✕

23 鯨獵 3－10 鯨獵(고래 사냥)

24 老農夕話 3－32 老農ノ談話(늙은 농부 이야기)

25 時間 恪守 5－34 時間ヲ守ル可シ(시간을 지킬 것)

26 支那國 二 ✕ 

27 흴드 一 5－11 苦学ノ結果 一(고학의 결과)

28 흴드 二 5－12 苦学ノ結果 二(고학의 결과)

29 氣息 一 2-32 二ツノ息 一(두 가지 숨)

30 氣息 二 2-33 二ツノ息 二(두 가지 숨)

31 亞米利加 發見 一 4－12 亞米里加發見 一(아메리카 발견)

32 亞米利加 發見 二 4－13 亞米里加發見 二(아메리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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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개 단원으로 이루어진 <국민>에서 [文高]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

겨지는 것은 32개 단원에 이르며, [文高]의 내용을 발췌하여 옮긴 경우가 많다. 

제1과(大朝鮮國), 제3과(漢陽), 제4과(我家), 제12과(條約國)의 단원은 제재의 

채택이라는 측면에서는 [文高]를 참조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라 할 수 있다.23)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의 제재가 쓰인 경우로는 제5과

(世宗大王), 제22과(乙支文德)의 단원이 있다. 제20과(錢)24)의 경우, 앞부분은 

[文高]의 5-1 단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뒷부분은 금, 은, 동이 

교역에 적당한 이유를 정리하여 언급한 부분으로, 5-20(貨幣ノ商品タルベキ價

23) 제1과(大朝鮮國)와 제3과(漢陽)의 경우, 강진호(2012), 성윤아(2015)에서는 [文高]와의 관련성

을 인정하였고, 甲斐雄一郎·李賢珍(2018)는 인정하지 않았다. 제4과(我家)와 제12과(條約國)에 대

해서는 강진호(2012), 성윤아(2015), 甲斐雄一郎·李賢珍(2018) 모두 [文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보았다. 

24) 제20과(錢)에 대하여 甲斐雄一郎·李賢珍(2018)에서는 [文高]의 5-1 단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언급하였고, 성윤아(2015)에서는 [文高] 2(‘5’의 오기)-20, 5-1의 두 단원을 출처로 제시하였

다. 강진호(2012)에서는 5-1, 5-2, 5-20, 그리고 5-21(貨幣ノ鑄造)의 단원을 정리한 것이라 서

술하면서 <국민>과 [文高]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하였다. 그런데 강진호(2012:277-8)에서 제시

된 [文高]의 일본어 원문 중 ‘然レ’와　‘然ルハ’는 각각 ‘然レトモ’, ‘然ルトキハ’로 읽어야 한다. [文

高]에는 두 글자가 합쳐진 ‘合略仮名’ 문자가 쓰였는데, ‘ト+モ’, ‘ト+キ’의 合字 중 뒷부분이 빠져 

있다. 그리고 [文高] 5-1 단원에 대한 현대어 번역 중 ‘매개를 행할 때 과하지 않은 물건이다(其

媒介ヲ爲スニ過ギザルモノナリ)’라는 부분은 ‘매개에 지나지 않는다’ 정도로 번역해야 하며, ‘지금 

시험하는 이 세계에 화폐의 통용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모든 사람의 교역의 

형편은 여하가 있을 것이다(今、試ニ此世界ニ貨幣ノ通用、絶テナシト思フベシ。然ルハ、諸人ノ交易

ノ有樣ハ、如何ガアルベキゾ)’ 부분은 ‘이제 시험 삼아 이 세계에 화폐의 통용이 끊겨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여러 사람들의 교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도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화폐를 사용하는 교역을 깊이 연구하고 경편히 하여, 직접적으로 물품을 교환하는 것은 오히

려 불편하고 곤란해진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명료하게 해야 한다(貨幣ヲ使用スル交易ハ、極テ輕便

ニシテ、直接ニ物品ヲ交換スルハ、却テ不便困難ナルノ理由、自ヲ明瞭ナラン)’ 부분은 ‘화폐를 사용

하는 교역은 매우 경편하며, 직접 물품을 교환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곤란한 이유는 자명하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33 亞米利加 獨立 一 ✕

34 亞米利加 獨立 二 ✕

35 亞米利加 獨立 三 ✕

36 鰐魚 4-9 鰐魚(악어)

37 動物天性 4－32 動物ノ天性(동물의 천성)

38 合衆國鑛業 5－29 合衆國ノ鑛業(합중국의 광업)

39 元素 5－31 元素(원소)

40 成吉思汗 一 ✕

41 成吉思汗 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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格), 5-21(貨幣ノ鑄造) 단원과 제재상 유사한 측면이 있을 뿐 어떤 부분을 참

조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위에 제시한 (1)의 표에서 출처를 미상으로 남겨 둔 단원들 중 제33-35과

(亞米利加 獨立)의 경우, 강진호(2012)나 박승배(2013), 성윤아(2015)에서는 

한철호(1998:39-55), 전용호(2005)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편찬 당시에 학

부대신으로 있던 박정양이 지은 『미속습유』를 참조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

하였다. 甲斐雄一郎·李賢珍(2018)에서는 제33-35과(亞米利加 獨立)에 대해 金

港堂에서 나온 『高等日本読本』(三宅米吉･新保磐次共編, 巻1-8,　 明治1888年 

7月 校正) 4-1525)(米國ノ独立) 단원과의 관련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구체적

으로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직접적인 저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 

  제19, 26과(支那國)는 성윤아(2015)에서 '北京(4-8)' 단원을 출처로 제시하

였고, 甲斐雄一郎·李賢珍(2018)에서는 제19과에 대해서만 ‘北京(4-8)'과의 관

련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제19과는 중국의 역사에 대해, 그리고 

제26과는 중국이 쇠퇴하게 된 연유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것에 비해 [文高]의 

‘北京(4-8)'은 北京의 전반적 특징과 지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제19, 26과 

모두 [文高]을 참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제19과, 제26과

(支那國)의 ‘중국’이라는 제재는 明治시대 일본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주로 중국의 지형, 지세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40

과(成吉思汗)의 ‘징기스칸’ 역시 明治 시대 교과서에 종종 나오지만 일본 원정

이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저본으로 볼 만한 것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어쩌면 일본 독본 교과서를 저본으로 하지 않고 독자

적으로 내용을 기술했거나, 혹은 중국이나 일본의 다른 문헌을 참조했을 가능

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하다. 

25) 甲斐雄一郎·李賢珍(2018)에서는 金港堂에서 나온 심상소학교 교재인 『日本読本』(新保磐次編, 巻

1~6. 明治1887年 8－11月 校正)의 4-15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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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신정심상소학』

  <국민>의 뒤를 이어 간행된『신정심상소학』(<신정>)은 1888년에 일본 문

부성에서 편찬한 『심상소학독본』([文尋])과의 관련성이 언급되어 왔다. <신

정>에 대해서는 澤田哲(1988), 구희진(2004),26) 구자황(2013), 박승배(2012, 

2013),27) 강진호(2014), 그리고 甲斐雄郎·李賢珍(2018)28) 둥의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중 구자황(2013)과 甲斐雄一郎·李賢珍(2018)에서는 <신정>

과 [文尋]의 대응 양상을 비교·검토한 바 있다. 구자황(2013)이나 甲斐雄一郎·

李賢珍(2018)에서 [文尋]과의 관련성이 언급된 것 중에는 제재만 유사할 뿐 

내용상 관련성을 살피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으며29) 또 [文尋]을 참조한 것

26) 구희진(2004:119)에서는 <신정>을 편찬하면서 주로 참고한 일본 교과서는 日下部之助編(1893) 

『新撰小學讀本』과 山縣悌郞著(1893) 『小學國文讀本』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구

체적인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신정>과 이들 교과서들을 비교해 본 결과, 제재상의 

유사성은 있을지 모르나 내용상으로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7) 박승배(2012:151-162)에서는 <신정>의 편찬자가 1880년대 미국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로 널리 

활용된 New National Readers (Charles J. Barnes 집필, 1883경 출판, 총5권)와 The Union 
Reader(Charles W. Sanders 집필, 1858경 출판, 총6권)를 활용하였을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그

러나 <신정>의 경우에는 서양의 교과서를 직접 참조했다기보다는 서양 교과서의 영향을 받은 일

본의 독본 교과서들을 저본으로 삼은 것이라 볼 수 있다. 

28) 甲斐雄一郎·李賢珍(2018)에서는 <신정>과 문부성 [文尋], <국민>과 [文高]을 지리, 역사, 이과, 

수신, 사회생활·일상생활, 설화와 같은 제재별로 비교하는 한편, 각각 관련성을 지적할 수 있는 단

원들을 제시하였다. 甲斐雄一郎·李賢珍(2018)에서는 1차 소학교령 하에 간행된 교과서 중 문부성

에서 발행한 교과서뿐만 아니라 국정 교과서가 시작되는 1904년까지 지속적으로 교과서를 발행한 

출판사 중 文学社, 普及舎, 集英堂, 金港堂 네 곳의 출판사에서 간행된 교과서들도 대상으로 하여 

관련성을 검토하였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文学社刊：中原貞編 『新定読本』 巻3～8　1888年 2月 再版　　　　　　　　     

     普及舎刊：西村正郎･辻敬之共編 『尋常小学読本』 巻3～8　1887年 9月 訂正再版

     集英堂刊：高橋熊太郎編 『普通読本』 巻3～8　1887年 3月 訂正　　 　　　　　 

     金港堂刊：新保磐次編 『日本読本』 巻1～6　1887年 8－11月 校正　　 　　　　 

    甲斐雄一郎·李賢珍(2018)에서는 <신정>와 이들 교과서들 사이에 관련성을 지적할 수 있는 단원

들을 언급하였는데, 이 교과서들을 <신정>과 비교해 본 결과, 단지 제재가 유사할 뿐 구체적인 내

용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9) 구자황(2013:519)에서는 <신정> 1-1(學校), 1-3(蟻), 1-4(東西南北이라), 1-7(馬와 牛라), 

2-5(누에라), 2-13(익킬 習이란 字라), 3-25(四節이라) 단원이 각각 [文尋] 2-1(學校), 7-14

(蟻), 2-25(日出), 5-22(羊), 3-3(かひこ:누에), 1-31(習), 3-20(四季) 단원과 대응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단원은 일부 제재상의 유사점은 있으나 내용상의 관련성을 찾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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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는 단원이 미처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

여 <신정>이 [文尋]을 참조한 것으로 여겨지는 단원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신정>과 [文尋]의 관련성을 살필 수 있는 단원들

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甲斐雄一郎·李賢珍(2018)에서는 <신정> 1-2(勉勵), 1-6(時), 1-19

(正直 兒孩), 2-6(여호라), 3-26(一年의 月日이라) 단원에 대해 [文尋] 4-3(学のすすめ:학문 

권함), 4-2(時), 3-17(正雄の正直:正雄의 정직함), 1-8(제목 없음), 4-22(月の日数:달의 날수) 

단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유사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신정>  [文尋] 

1-13 입은 아이라 1-19 (제목 없음)

1-16 食物 2-15 食物 

1-17 의 이기 1-16 (제목 없음) 

1-20 貪心잇 개라 2-19 慾ふかき犬の話　(욕심많은 개 이야기) 

1-28 我國 7-1 我國 

2-1 兵士 2-20 兵 

2-10 동모 갈히 法이라 4-5 友のえらび方 (친구를 가리는 법) 

2-12 小野道風의 이기라 1-30 (제목 없음)

2-15 杜鵑이라 4-11 杜鵑

2-17 訓練이라 1-5 (제목 없음)

2-19 여호와 괴의 이기라 1-9 (제목 없음) 

2-20 달이라 2-8　かたつぶり (달팽이) 

2-22 時計 보 法이라1 2-9 時計1 

2-23 時計 보 法이라2 2-10 時計2 

2-25 가마귀가 조개 먹 

이기라 
4-12 鳥蛤を食ふ話 (새가 조개 먹는 이야기) 

2-29 山應聲이라   2-29 山ひこ (산울림)

2-30 山應聲이라  2-29 山ひこ (산울림)

2-31 사슴이 물을 거울 

음이라 
4-23 鹿の水鏡 (사슴의 水鏡) 

2-32 生覺 일이라 4-13 考へ物(수수께끼) 

3-1 萬壽聖節이라 4-29 神武天皇

3-2 호기 勸이라 4-3 学のすすめ (학문 권유)

3-3 塙保已의 話라 3-11 塙保己の話 (塙保己 이야기) 

3-4 소경이라 3-10 めくら (소경)

3-6 虎와 狐의 話라 3-28 虎と狐との話 (호랑이와 여우 이야기) 

3-9 孝鼠의 이야기라 4-18 子鼠とおや鼠 (새끼 쥐와 어미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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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보면 <신정>에서는 7권으로 이루어진 [文尋] 중 권 1-4의 단원을 

주로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관립소학교의 심상과가 3년제였다는 점을 고

려할 때, 4년제 과정을 위한 [文尋]의 뒷부분은 다소 어려워 활용이 쉽지 않았

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의 표에 제시된 35개 단원들 중 24개 

단원(1-17, 1-20, 2-12, 2-15, 2-17, 2-19, 2-20, 2-22, 2-23, 2-25, 

2-29, 2-30, 2-31, 3-1, 3-3, 3-6, 3-9, 3-14, 3-15, 3-16, 3-18, 

3-19, 3-23, 3-31)은 삽화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한편, 

<신정>의 1-28(我國)이나 3-1(萬壽聖節이라), 3-15(紀元節이라)와 같은 경

우는 제재의 측면에서 일본의 것을 참조했을 것으로 짐작되나, 조선과 일본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30)

  <신정>의 단원 중에는 [文尋] 이외의 교과서들과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먼저 <신정> 1-1(學校)의 경우, 구자황(2013)에

서는 [文尋]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번안한 것으로 보았으나 사실 내용상의 유사

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신정> 1-1(學校)에서 참고한 것으

로 생각되는 저본으로는 1889년에 3년제 간이과용 교과서로 문부성에서 간행

30) 구자황(2013)에서는 이들 단원에 대해 [文尋]을 참조한 것으로 보았으나 甲斐雄一郎·李賢珍

(2018)에서는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3-12 宿瘤의 話라 3-24 桑つみ女 (뽕 따는 여자)

3-14 菊花라 4-16 菊 

3-15 紀元節이라 
4-29 紀元節の歌, 4-30 紀元節の歌 續き (기

원절 노래) 

3-16 鷰 3-29 燕 

3-17 雀이 鷰의 巢 奪 

話라 

3-30 燕の巢をうばひ雀の話 (제비 집 뺏는 

참새 이야기) 

3-18 書冊을 讀 法이라 4-14 書物の讀み方 (책 읽는 법) 

3-19 繪와 圖라 4-25 繪と圖 (繪와 圖) 

3-20 日本 居留地의 地圖라 4-26 公園の地圖 (공원 지도) 

3-23 狡猾 馬라 
3-16 ほねをしみせし馬の話 (게으름 피우는 

말 이야기) 

3-28 정성이다 3-2 まこと (정성·진심)

3-31 順明의 鳩라
3-22 作太郞の鳩(作太郞의 비둘기)

3-23 作太郞の手紙(作太郞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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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小學讀本』([文小])의 1-24(學校) 단원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에서 그 

내용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나)에서 제시한 [文小]의 현대어역은 필자에 의

한 것이며 일본어 원문은 각주에 제시한다. (다)에는 구자황(2013)에서 제시한 

[文尋]의 현대어역을 참고로 함께 살피기로 한다. 

(3) 가. <신정> 1-1(學校) 

        學校 사을 敎育야 成就 데니 譬컨 各樣 모종을 기르 모

판이요  學校 사의 마음을 아답게  데니 譬컨 各色 물드

리 집이오 生徒 모인가 쟝 조흔 도 픠며 조흔 열도 열니

이다 

       生徒 白絲인가 쟝 조흔 빗스로 染色 되이다

   나. [文小] 1-24(學校)31)

       학교는 모판인가. 사람의 모가 자라난다. 학교는 물들이는 집인가. 사람

의 마음에 물을 들여 아름답게 한다. 생도는 묘목인가. 아름다운 꽃을 피

우고 좋은 열매도 됩니다. 생도는 흰 실인가, 어떤 아름다운 색으로도 염

색됩니다. 

   다. [文尋] 2-1(學校)

       우리들은 작년 봄부터 학교에 입학하였다.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가 

공부하여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을 배운다. 우리들의 학교에는 넓은 운

동장이 있고 그 안에 목마와 그네가 있다. 날씨가 좋은 날에 운동장에 

나가서 목마를 뛰어넘고 그네를 타는 것은 매우 재미있다. 때때로 우리

들은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놀이를 할 때가 있다. 그 놀이는 줄다리기로 

많은 친구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하나의 줄을 서로 당기는 것이다. 우리

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학교를 매우 재미있는 곳으로 생각한다. 

  

31) [文小] 1-24(學校)의 일본어 원문은 아래와 같다. 

    学校は、なへどこ（苗床）か、人の苗がそだつ。学校は、そめものやか、人のこころに色をつけてう

つくしくする。生徒は、苗木か、どのやうなよい花をさき、よいみもなります。生徒は、白きいとか、

どのやうなうつくしい色にでもそま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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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은 학교를 모판이나 염색하는 곳으로 비유하고 학생을 모나 흰 실로 비

유한 경우이다.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내용의 유사성은 물론이고 표현이

나 어말 어미의 사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부분이 많음을 살필 수 있다. 다만, 

(나)의 [文小]에는 삽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구자황(2013:523)에서는 <신

정>과 [文尋]의 삽화 구도가 동일하며, 교사와 학생의 복장을 조선식으로 바꾸

고 일본 중심의 세계지도를 창문으로 대체하는 번안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삽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좌) <신정> 1-1(學校), (우)[文尋] 2-1(學校) 

이렇게 볼 때 <신정> 1-1(학교) 단원은 [文尋]보다 내용에 있어서 보다 쉽고 

비유 표현을 사용한 [文小]의 내용을 취하되, 삽화는 [文尋]의 것을 차용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文尋]과 내용은 일치하지 않으나 삽화만 

차용한 경우로는 <신정>1-4(東西南北이라) 단원을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신정> 2-13(익킬 習이란 字라) 단원은 구자황(2013)에서 [文

尋] 1-31의 창가와 비교한 바 있으나 사실 <신정>과 [文尋]은 다루고 있는 

제재만 같을 뿐 내용상의 유사성을 찾기는 어렵다. 이 단원 역시 [文小] 1-27 

단원과 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그 내용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나)에서 제시한 [文小]의 현대어역은 필자에 의한 것이며 (다)에

는 구자황(2013)에서 제시한 [文尋]의 현대어역을 참고로 함께 제시해 둔다. 

(5) 가. <신정> 2-13(익킬 習이란 字라)

       우리들이 이믜 익킬 習이란 글 왓거니와 그러나 엇지야 이 글

가 깃 우와 흰 로 合야 되얏잇가 서로 生覺야 보옵시다. 

그 은 가 어릴  大槪 그 깃이 희고  잘 날지 못나 자조 날

기 熟工면 自然히 잘 날게 될 터이니 그런 故로 그 글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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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가 보외다. 우리들도 에 比 則 아직 깃시 흰 라 아모 일이라도 

남처럼 못니 故로 이 홀 만 算術과 讀書와 習字 專心으로 

工夫면 得力야 道通치 못 일이 업다.

   나. [文小] 1-27(習)32)

      우리들은 이미 이 習이라는 글자를 읽고 썼습니다. 이제 왜 이 글자가 

羽와 白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새가 아직 어릴 때

는 대개 깃털이 하얗고 그 때는 잘 날지 못하지만 계속 나는 연습을 하면 

언젠가 잘 날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렇게 글자를 만든 것이겠죠. 우

리들도 새로 말하자면 아직 깃털이 하얀 때로 아무것도 남들만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사람이 배울 만한 습자나 산술 등을 계

속 배워야만 합니다.

  다. [文尋] 1-31(習)

      배워라 배워라 힘써서 배워라

      익혀라 익혀라 꾸준히 익혀라

      배움의 길을 끊임없이 익혀라

      읽기도 쓰기도 배운 대로 

      읽는 문장도 쓰는 글자도 재미있는 첫 학습

      배워라 배워라 힘써서 배워라 

      이 노래는 재미있는 노래이다. 그 중 ‘끊임없이 배워라’는 한결같이 애써

서 배우라는 것이고 ‘첫 학습’이라는 것은 처음 배우는 것을 뜻한다. 

  

(가)와 (나), 그리고 (다)를 비교해 보면 (가)는 내용이나 구성, 표현에 있어서 

(나)와 거의 일치함을 살필 수 있다. 이 단원의 경우, 삽화는 제시되지 않았으

나 사람을 새에 비유하는 비유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자황(2013)

32) [文小] 1-27(習)의 일본어 원문은 아래와 같다.

    われらは、もはや、この習といふじを読みたり、書きたりしました。いまなぜ、このじが羽と白から

できえゐるか、かんがへて見ませう。これは、鳥の、まだ小さいうちは、多くは、羽が白いもので、そ

のころは、よくとばれませぬけれど、しきりにとぶこと習ひますれば、いつかよくとばるる様になりま

す。それゆゑ、かやうに、字をつくりたので有りませう。われらも、鳥にすれば、まだ羽の白い時で、

なにも人なみにできませぬ。それゆゑ、われらは、人の習ふべき、習字や算術などをしきりに習はねば

なりますま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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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甲斐雄一郎·李賢珍(2018)에서 [文尋]을 참조한 것으로 제시된 <신정>의 

단원 중 [文小]와 더 일치하는 것으로는 1-2(勉勵), 1-6(時), 1-7(馬와 牛

라), 1-19(正直 兒孩), 2-5(누에라)를 들 수 있다.

  아래 표에 <신정>에서 [文小]를 참조했을 것으로 보이는 단원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6) <신정>과 [文小]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단원들

<신정> 권-과 제목  [文小] 권-과 제목
1-1 學校 [文小] 1-24　學校 (학교)

1-2 勉勵 [文小] 2-1　勉強 (힘씀)

1-6 時 [文小] 1-14 時 (때)

1-7 馬와 牛라 [文小] 1-28　うま牛 (마소)

1-8 農工商 [文小] 1-25　農工商 (농상공)

1-9 曉 [文小] 1-7 あけかた (새벽)

1-10 虹 [文小] 1-17 にじ (무지개)

1-11 苦 樂의 種이라 [文小] 2-4　苦は樂の種 (苦는 樂의 種)

1-14 金志學 [文小] 1-30　時三のはたらき (時三의 일하기)

1-19 正直 兒孩 [文小] 1-45　正直な子ども (정직한 아이)

1-21 和睦 家眷一 [文小] 2-15　睦じき家内 一 (화목한 집안)

1-22 和睦 家眷二 [文小] 2-16　睦じき家内 二 (화목한 집안)

1-24 손가락 이라 [文小] 1-38　ゆびのさき (손가락 끝)

1-25 淸潔게 라 [文小] 1-39　清くせよ (깨끗이 하라)

1-30 葡萄田一 [文小] 2-8　葡萄山 一 (포도 동산) 

1-31 葡萄田一 [文小] 2-9　葡萄山 二 (포도 동산)

2-3 智成의 智慧라 [文小] 1-41　太一がちえ (太一의 지혜)

2-5 누에라 [文小] 3-26　蠶 (누에)

2-7 木理라 [文小] 1-9　木のきり口　(나무 밑동)

2-8 기이라 [文小] 3-19　油蝋 (기름, 밀납)

2-9 禮와 信과 仁이라 [文小] 3-16　禮信仁 (예신의)

2-11 소곰이라 [文小] 3-17　鹽 (소금)

2-13 익킬 習이란 字라 [文小]　1-27　習 (습)

2-14 숫이라 [文小] 3-20　炭焼き (숯 굽기)

2-24 職業에 貴賤이 업

 것시라

[文小] 3-1　 職業に貴賤無し (직업에 귀천 없

음)

2-26 無職한 이라 一 [文小] 3-5　愚なる男 一 (어리석은 남자)

2-27 無職한 이라 二 [文小] 3-6　愚なる男 二 (어리석은 남자)

2-28 老人이라 [文小] 3-13　老 (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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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면 <신정>에서는 권3보다는 주로 권1, 권2에서 [文小]를 상당

히 참조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의 표 중 <신정> 1-6, 1-7, 

1-10, 1-30~31, 2-3, 2-5, 2-7, 2-11, 2-14의 단원에서 쓰인 9개의 삽화

는 [文小]의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신정> 1-19, 1-24 

단원에서는 삽화가 쓰였으나 <신정>이 내용상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文小]에

는 삽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앞서 살폈듯이 [文小]는 일반적인 4년제 심상소학교에 다니기 곤란한 학생들

을 위한 3년제 ‘簡易科’용 교과서로, 실용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며 교훈적 성격

을 띠는 인물의 전기나 우화 등을 삽입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3년제용 교재

인 [文小]는 4년제용 [文尋]과 비교해 볼 때 3년제 관립소학교용 교재를 편찬

함에 있어 참조하기 적당한 교재로 선택되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신정> 3-25(四節이라) 단원은 구자황(2013)에서 [文尋] 3-20(四

季) 단원과 비교하여 제시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1894년에 普及舍에서 간행된 

『尋常小學讀書敎本』([讀書])의 4-23(四季) 단원과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이다. 다음에서 <신정>과 [讀書]의 내용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7) 가. <신정> 3-25(四節이라) 

       一年을 十二로 分니 一月 二月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이오 다시 此 箇月을 春과 夏와 秋와 冬의 時로 分

야 이것슬 四節이라 稱이다 四節의 景色은 다 一樣이 아니라 春은 

야 도 픠고 도 울며 夏 더웁고 草木이 繁茂며 秋 서늘

고 穀食이 結實며 冬은 치웁고 눈이 오며 물이 成冰이다

   나. [讀書] 4-23(四季)33)

33) [讀書] 4-23 (四季)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年をに分ちて、一月、二月、三月、四月、五月、六月、七月、八月、九月、十月、十一月、十二月と

なし、更に此の十二か月を、春、夏、秋、冬の四つとす。{春とは、三月より五月までをいひ、夏と

は、六月より八月までをいひ、秋とは、九月より十一月までをいひ、冬とは、十二月より翌年の二月ま

でをいふ。} 此の春、夏、秋、冬を季と名づく。季のけしきは、皆やうならず、春は、あたたかにし

3-5 警察이라 [文小] 4-36　警察 (경찰)

3-8 心의 秤이라 [文小] 4-6 心の天平 (마음의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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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년을 열둘로 나누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로 하며, 다시 이 열두 달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넷으로 나눈

다. {봄이란 3월부터 5월까지를 말하고 여름은 6월부터 8월까지를 말하

며 가을은 9월부터 11월까지를 말하고 겨울은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

지를 말한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계라고 한다. 사계의 경치는 다 

한 모양이 아니라 봄은 따뜻하여 꽃이 피고 새가 울며 여름은 덥고 초목

이 무성하며 가을은 서늘하고 열매를 맺으며 겨울은 춥고 눈이 내리며 

물이 언다.

    다. (좌) <신정> 3-25(四節이라), (우) [讀書] 4-23(四季)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讀書]의 {}로 표시된 부분이 생략되었을 뿐 나머

지 부분은 거의 직역에 가까우며 삽화 역시 유사한 삽화가 사용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정>에서 [讀書]를 참조했을 것으로 보이는 단원들

을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신정>과 [讀書]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단원들

て花咲き、鳥うたひ、夏は暑くして草木生ひしげり、秋は、すずしくしてこく物みのり、冬は、寒くし

て、雪ふり、水こほるなり。

<신정> [讀書] 
1-4 東西南北이라 [讀書] 3-1　あさ日 (아침 해), 3-2　四方 (사방)

3-13 鳥됨을 願 

問答이라

[讀書] 4-8 鳥につきての問答 (가마귀에 대한 

문답)
3-25 四節이라 [讀書] 4-23 四季 (사계) 

3-27 人의 生이라 [讀書] 4-24 人の一生 (사람의 일생)
3-30 養生이라 [讀書] 6-16　養生 (양생)

3-32 船이라 [讀書] 4-22　船 (배)

3-33 武器라 [讀書] 4-17　武器 (무기)
3-34 軍士라 [讀書] 6-17　軍人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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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볼 때, [讀書]는 주로 <신정>의 권3에서 참조한 것으로 보이며 

[讀書] 중에서도 권4의 단원이 많음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신정>의 3-13, 

3-25, 3-32, 3-33, 3-34 단원에서 쓰인 삽화는 [讀書]에서 사용된 삽화와 

매우 유사하다. 1-4 단원의 경우, 내용은 [讀書]를 참조하였으나 삽화는 [文

尋]의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신정> 1-3(蟻) 단원은 구자황(2013)에서 [文尋] 7-14(蟻)와 

비교하여 살핀 바 있으나 이들은 제재가 같을 뿐 내용상으로는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신정> 1-3(蟻) 단원과 유사한 것으로는 1888년에 文學社에서 간행

된 『新日本讀本』([新日])의 2-17 단원을 찾아볼 수 있다.

(9) 가. <신정> 1-3(蟻)

        개아미 여름 이에 一年 먹을 것 쟝만다 니 이 되야 儲

蓄이 업 者 버러지만 못오이다

     나. [新日] 2-17(蟻)34)

        개미는 여름 사이에 겨울 내 먹을 만큼 식량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당

신은 개미의 탑을 보았습니까?

     다. (좌) <신정> 1-3(蟻), (우) [新日] 2-17(蟻)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앞부분은 거의 유사하나 밑줄 친 뒷부분의 경우, 

<신정>에서는 사람도 개미처럼 저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바뀐 것을 살필 수 있다. 삽화는 동일한 삽화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신정>의 3-26(一年의 月日이라) 단원 역시 甲斐雄一郎·李賢珍(2018)에서 

34) [新日] 2-17(蟻)의 일본어 원문은 아래와 같다.

  

     ありは、なつのうちにふゆいっぱいたべるだけしょくもつのよういをします。 あなたはありのたう

をみました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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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尋] 4-22(月の日数) 단원과의 유사성이 언급된 경우인데, 그 내용을 검토

해 보면 [新日] 4-22(一年の月日) 단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 <신정>에서 [新日]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단원들을 제시한다. 

(10) <신정>과 [新日]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단원들

위의 표에서 볼 때, [新日]은 권3, 4의 단원이 많이 쓰였으며 <신정>의 1-3, 

1-15, 1-26, 2-6, 2-16, 2-21, 3-22, 3-24 단원에서 쓰인 삽화는 [新日]

의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에 비해 1-12, 1-27, 1-29 단원에 

쓰인 삽화는 [新日]의 삽화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앞에서 <신정>이 일본 검정 시기 독본 교과서들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경

우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각 권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총 단원 수

에 대한 비율을 각각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저본으로 

추정되는 교과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미상으로 남겨 두기로 한다.35)

35) 미상으로 남겨 둔 단원들 중 1-5(四大門과 밋 四小門이라), 2-4(張維의 이기라), 1-28(我

國), 3-10(英祖朝게오서 褥 還給신 이기라 ), 3-11(李時白이 을 밧치지 아니 이기

라)의 단원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본 독본 교과서의 내용을 참조하지 않

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고유한 내용의 단원을 제외하면 <신정>의 전체 97개 단원 중 

<신정>  [新日] 

1-3 蟻 [新日] 2-17 (제목 없음)

1-12 雀 [新日] 3-14 (제목 없음)

1-15 부엉이가 비둘기의게 

우슴을 보앗더라

[新日] 4-13　 梟鳩に笑はる (부엉이 비둘기

에게 비웃음을 당하다)

1-18 들 되 者의 道理라 [新日] 4-19 をしへのことば (가르침 말)

1-26 蠅과 飛蛾의 이기라 [新日] 3-12 (제목 없음)

1-27 조고마 羊이라 [新日] 4-20　小羊の話 (작은 양 이야기)

1-29 가마귀와 여호의 이

기라

[新日] 4-9 烏ト狐トノ話 (가마귀와 여우 이

야기)

2-2 運動이라 [新日] 3-24 (제목 없음)

2-6 여호라 [新日] 3-5 (제목 없음)

2-16 雪이라 [新日] 4-15　雪 (눈)

2-21 回水라 [新日] 3-8 (제목 없음)

3-22 蜜蜂이라 [新日] 5-18 みちばち (벌꿀)

3-24 地球의 回轉이라 [新日] 5-17 地球の回轉 (지구의 회전)

3-26 一年의 月日이라 [新日] 4-22　一年の月日 (일년의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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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정>이 일본의 독본 교과서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단원 수 

총 단원 수 [文尋] [文小] [讀書] [新日] 미상

권1 31 5(16%) 16(52%) 1(3%) 7(23%) 2(6%)

권2 32 13(41%) 12(38%) 0 4(13%) 3(9%)

권3 34 17(50%) 2(6%) 7(21%) 3(9%) 5(15%)

합계 97 35(36%) 30(31%) 8(8%) 14(14%) 10(10%)

위의 표에서 볼 때, <신정>에서 가장 많이 참조한 일본 교과서는 역시 문부성

에서 편찬한 [文尋]이라 할 수 있다. 당시 학교 교육이라는 제도 자체가 일본

을 모델로 하였다는 점에서 교과서 역시 일본의 교과서, 그 중에서도 文部省에

서 표준 모델로 간행한 [文尋]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의 2.1.1.1서 언급한 바 있으나, 만일 <신정>이 ‘新

訂’이라는 말 그대로 새로이 편찬된 것이며, 그 이전 버전이 존재했다고 한다

면, 아마도 그 이전 버전은 지금의 <신정>보다 훨씬 더 [文尋]과 유사한 모습

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文尋] 다음으로 <신정>에서 많이 참조한 것은 문부성에서 편찬한 [文小]이

다. 앞서 (2)의 표에서 <신정>이 7권으로 이루어진 [文尋] 중 권 1-4의 단원

을 주로 참조했음을 살핀 바 있다. 4년제 과정을 상정한 [文尋]의 뒷부분은 3

년제 과정인 관립 소학교 심상과에서 사용할 교과서의 단원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며 처음부터 3년 이하의 간이과용 교과서로 만들어진 [文小]는 3년

제 심상과용 <신정>에서 참조하기 적절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讀書]와 [新日]은 2.2에서 제시한 특징을 살펴볼 때, 아동의 생활에

서 제재를 취하며 아동에게 흥미를 줄 수 있도록 동화나 이야기를 편성하였다

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文小], [讀書], [新日]의 경우, 비유나 삽화가 

쓰인 제재가 상당수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11)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신정> 권1의 경우, 권2, 3과 비교할 때 [심상]보다 [文小], [독서], [일본] 

등 다른 교과서를 참조한 비율이 높은데, 이는 처음의 입문 단계에서는 삽화나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에서 저본을 확인하지 못한 단원은 1-23(貪慾은 그 몸을 亡이라), 

2-18(司馬溫公), 3-7(華盛頓), 3-21(山과 河라), 3-29(獸의 王)의 5개에 불과하다. 이들 제재는 

일본의 메이지 시대 교과서에서 종종 다루어지는 것들인데, 구성이나 표현에 있어 <신정>의 저본

으로 볼 만한 것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53 -

비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크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3.2. 보통학교령 이후의 독본 교과서 

3.2.1. 『초등소학』의 경우

  1906년에 간행된 국민교육회의 『초등소학』(<초등>)은 최초의 민간 교과

서로 알려져 있는데, <초등>에 대한 선행 연구는 강진호(2015), 장영미

(2016) 정도로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강진호(2015)에서는 <초등>에 대하

여 '통감부의 교육 침략이 본격화되고 그로 인해 민족 교육이 크게 억압받는 상

황에서 새롭게 국어 교과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경주한 것'이라고 평가

하고, 일제의 본격적인 개입으로 만들어진 학부 간행의 『보통학교용 국어독

본』과는 달리 민족주의와 애국의 열정으로 채워져 있다고 언급하였다. 장영미

(2016) 역시 '국권 회복과 자주 독립을 호소한 텍스트라는 점에서 시대의 요청

에 부합한 교과서'라고 평가한 바 있다. <초등>이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 왔기 때문일지 모르겠으나 <초등>과 일본 독본 교과서

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초등>이 간행된 1906년의 경우, 일본에서는 1904년에 제1기 국정 교과서

가 나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초등>의 편찬자는 

제1기 국정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검정 시기에 사용되던 교과서들도 참

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원문을 검토한 일본 명치 시대 검정 교과서와 

제1기 국정 교과서 독본 교재 중, <초등>이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1887년 문부성에서 간행된 [文尋], 1900년에 金港堂에서 간행된 『尋常小學讀

本』([金尋]),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상급 교재로 역시 金港堂에서 간행된 

『高等小學讀本』([金高]), 또 1904년의 제1기 국정 교과서 『尋常小學讀本』

([國尋])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文尋]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의 7-13(簷水의 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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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2) 가. <초등> 7-13(簷水의 穿石)

       一日은 貞吉이 書室에 獨坐야 讀本을 復習 冊의 葉數가 多 故

로 支離을 堪치 못야 厭症이 生지라 書案을 退고 窓을 半開

고 門閾에 倚야 遠景을 眺니 時 夏節에 霖雨가 來야 遠山의 色은 

雲烟을 帶고 前溪의 水 流聲이 潺潺야 人의 心神을 怡悅케 지

라 貞吉이 四面을 眺다가 簷水가 層階에 落을 視니 簷水의 連落

 階石에 手指 可容 一小穴이 有지라 貞吉이 此 見고 甚히 奇

異히 녁여 思되 簷水의 落은 極小 水鈴이오 階石은 堅固 物質이

어 長年의 落水가 一處에 連落을 因야 自然히 穴을 成이라 彼石

의 堅固을 水가 能히 穿얏스니 萬一 忍耐 心과 積累 功으로 

事 行면 무슨 難事가 有리오 我가 將次 是로써 我의 戒 作리라 

고 因야 貞吉이 衣襟을 다시 整齊히 고 書案의 前에 就야 書 

讀니라 是後로붓허 貞吉이 簷水穿石의 一句 恒常 心中에 思고 萬一 

困苦 事 當면 반다시 스사로 戒責니라

   나. [文尋] 6-4　(あまだれ石を突つ: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36)

      때는 한창 장마 때인데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정원 풍경도 쓸쓸했다. 기

요는 혼자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페이지 수가 많아 싫증이 나

서 밖을 보려고 창문을 열었다. 기요는 여기저기 바라보던 중에 문득 처마 

36) [文尋] 6-4(あまだれ石を突つ)의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時は、梅雨のなかばにて、さみだれ長くふりつづき、庭の景色も寂しかりき。お清は、ひとり机によ

り、書物をよみて居たりしが、其紙数の多かりければ、読みあぐみて、外の方をながめんと、窓の障子

を開きたり。お清は、あちこちとながむる中に、ふと軒下の石に水の溜れるに心付き、猶よく其石を見

るに、丁度あまだれのあたる所に、指のはひる程の穴ありしかば、{曾て聞き居たる「あまだれ、石を

穿く」と云へる諺を思ひ出せり。} 此時、お清の考ふるに、僅数滴の水が、石の上におつればとて、

何の跡をも留め得べきものにはあらざるに、今あまだれのかく石を穿ちたるは、何故ぞや。こは長き年

月の間、常に水の一所におちて、石をうち、目にも見えぬ程の小を積みて、遂にここに至りたるものな

らん。ああ、小を積みて怠らざるの力は、かくまで大なるものかなと、深く心に感じたり。よりて、再

び前の書物に向ひ、{「あまだれ石を穿つ、われ、いかでか、此書を読み終わらざるべき」とて、} ま

た読みはじめ、つひに巻を終へたりけり。これより後、お清は何かむづかしきことを為して、あきの来

る毎に、あまだれの石を穿てることを思ひ出で、己が心を取り直して勉め励みて、常に其事をしとげた

りと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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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돌에 있는 물웅덩이를 보았다. 그 돌을 자세히 보니 빗물이 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있었는데 {예전에 들

었던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속담이 떠올랐다.} 이 때, 기요가 생각하

기를 겨우 몇 방울의 물이 돌 위에 떨어져도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데 지

금 빗물이 이렇게 돌을 뚫은 것은 어째서인가. 이것은 오랜 세월 항상 물

이 같은 곳에 떨어져 돌에 부딪히고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것

이 쌓여서 결국에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아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작

은 것을 쌓는 힘은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하고 깊이 감명을 받았다. 그

래서 다시 읽던 책으로 돌아와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나도 어떻게든 

이 책을 끝내야겠다' 하고} 다시 읽기 시작하여 마침내 책을 끝냈다. 이후

로 기요는 무언가 어려운 것을 하면서 싫증이 날 때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노력하여 항상 그 일을 완수했

다고 한다. 

　　　다. (좌) <초등> 7-13(簷水의 穿石), (우) [文尋] 6-4(あまだれ石を突つ)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순서가 조금 바뀌거나 표현이 달라지기도 하나 내

용은 대동소이하며, 삽화 역시 배경이나 옷이 달라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

다. 이와 같이 <초등>이 [文尋]을 참조한 것으로 생각되는 단원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초등>과 [文尋]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단원들

<초등> [文尋] 

5-28 雷擊 5-1 學問の利益 (학문의 이익)

6-7 腐柿 5-6 腐りたる柿 (썩은 감)

6-28  狡猾한 驢 3-16 ほねをしみせし馬 (몸을 사린 말)

7-13 簷水의 穿石 6-4 あまだれ石を突つ (낙숫물이 돌이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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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6-7, 6-28 단원에는 삽화가 사용되었으나, [文尋]의 삽화와는 다

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음의 예는 <초등> 편찬에 있어 1900년에 간행된 [金尋]을 참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이다.

(14) 가. <초등> 2-3(기럭이)

      옛젹에 여러 기럭이가 압거니 뒤거니 차례로 날아가더니. 홀연히 슈

플 속에셔 슈리가 나와셔 뒤에 잇 기럭이 웅켯소. 다른 기럭이 한 마

리가 이것을 보고 그 동모 불상히 녁여 급히 날아 오이다. 보면 져 날

긤생도 저의 동모 사랑오.

   나. [金尋] 2-7(たろーのはなし:타로의 이야기)37)

      어느 날 많은 기러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날아갔습니다. 그 때 

수풀에 숨어 있던 수리가 가장 뒤에 있는 기러기를 채어 그 목을 졸랐습

니다. 한 마리 기러기가 친구를 구하려고 뒤로 돌아와서 수리와 싸웠습니

다. 

    다. (좌) <초등> 2-3(기럭이), (우) [金尋] 2-7(たろーのはなし)

        

(가)는 (나)와 비교해 볼 때 마지막 부분에 편자의 의견이 들어가는 등 내용이

나 표현이 다소 달라지기는 했으나 <초등>이 [金尋]을 참조한 것으로 보아 무

리가 없을 듯하다. 삽화 역시 동일한 그림을 배치만 달리 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초등>의 경우, 이처럼 [金尋]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단원들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7) [金尋] 2-7(たろーのはなし)의 일본어 원문을 아래에 제시한다.

    

     あるとき、おほくのがんが、あとになり、さきになって、とんでゆきました。そのとき、もりにかく

れてゐたたかが、いちばんあとのがんにとびかかって、そののどをしめました。一はのがんが、ともだ

ちをたすけようとおもって、あとへもどってきて、たかとたたかひ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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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초등>과 [金尋]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단원들

이 중에는 다소 일부 내용이 생략되거나 더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내

용을 직역에 가깝게 그대로 옮긴 경우도 적지 않다. 혹은 5-25(蝙蝠), 6-4(軍

艦), 8-1(鹽及砂糖), 8-3(人體), 8-9(燐火), 8-19(郵便과 電信)의 단원과 같

이 내용 중 일부만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또, <초등>에 쓰인 삽화 

중에는 [金尋]의 삽화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혹은 [金尋]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

는 것이 상당수 확인되는데, 2-1, 2-2, 2-3, 2-8, 5-22, 5-25, 6-4, 

6-23, 7-7, 8-3, 8-9, 8-25의 단원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 밖에 간단한 단어나 문장을 제시하는 <초등>의 권1에서도 역시 [金尋] 

권1의 삽화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초등> 권-과 제목 [金尋] 권-과 제목

2-1, 2-2 아참 一, 二 2-1, 2-2 アサ (아침) 

2-3 기럭이 2-7 たろーのはなし (타로의 이야기)

2-8 졍희와 난희 2-9 おはなのあそび (하나의 놀이)

5-19 人의 一生 6-18 人の一生 (사람의 일생)

5-22 材木 6-7 材木 (재목)

5-25 蝙蝠 5-4 カウモリ (박쥐)

5-27 蟻와 蟋蟀 4-4 アリトキリギリス (개미와 베짱이) 

6-4 軍艦 5-17 軍艦 (군함)

6-15 商業 5-10 商業 (상업)

6-23 養蠶 7-5 養蠶 (양잠)

7-2 草木의 生長 及 蕃殖 7-18 草木ノ成長及ビ蕃殖 (초목의 성장과 번식)

7-7 電氣 7-20 電氣 (전기)

7-9 肥料 7-19 肥料 (비료)

7-18 石炭과 石油 8-14 石炭・石油 (석탄, 석유)

8-1 鹽及砂糖 5-8 砂糖　(설탕)

8-2 衛生 6-14 養生 (양생)

8-3 人體 8-15 人體 (인체)

8-9 燐火 5-23 火ノ玉 (도깨비불) 

8-17 外國人과 交際 8-12 外国人に対する心得 (외국인에 대한 자세)

8-18 世界의 一周 8-8 世界一周 (세계일주)

8-19 郵便과 電信 7-21　郵便・電信 (우편, 전신)

8-25 公共의 利益 7-24  公共の利益 (공공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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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좌) <초등> ‘책을 책상 압헤 차례로 노앗소’ (1-32ㄴ) 

     (우) [金尋] ‘책, 먹, 책, 글씨 본(ツクエ、スミ、ホン、テホン)’ 

      

왼쪽에 제시한 <초등>의 삽화는 [金尋]의 삽화를 대각선 방향으로 뒤집고 책

상 부분에 나뭇결 무늬를 더한 것으로 보이는데, 함께 제시되어 있는 ‘책을 책

상 앞에 차례로 놓았다’라는 예문과는 부합하지 않는 삽화라 할 수 있다. 이 밖

에도 <초등>  ‘소반, 목판, 차관, 남비, 사긔합, 달임이 셰간사리의 긴요 

그릇이오’ (1-28ㄴ)라는 부분은 [金尋] 권1 ‘소반, 밥상, 냄비, 질주전자(ボ

ン、ゼン、ナベ、ドビン)’의 그림에 다리미 그림을 추가한 것이고, <초등> ‘우

산은 비 올  쓰 것이오’ (1-30ㄴ) 부분은 [金尋]의 권1 ‘나막신, 우산(ゲ

タ、アマガサ)’ 그림과 동일한데 각도를 약간 달리했을 뿐이다. 또한, <초등>

의 ‘붓, 벼로, 먹, 연적, 쥬판은 다 공부  긴요오’ (1-26ㄴ) 부분에 쓰

인 삽화는 [金尋] 권1의 ‘붓, 벼루, 연적, 주판(フデ、スズリ、ミヅイレ、ソロバ

ン)’ 부분에 쓰인 삽화와 동일하며, <초등> ‘쳘필, 연필은 학도가 글시 쓰 것

이오’ (1-33ㄱ)의 삽화 역시 [金尋] 권1 ‘펜촉, 연필, 펜대, 나팔(ペンサキ、エ

ンピツ、ペンヂク、ラッパ)’ 부분의 삽화와 일치한다. 한 페이지에 단어 몇 개

나 짧은 문장을 제시하는 <초등> 권1의 방식 자체도 다른 일본 독본 교과서들

보다는 [金尋]의 방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金港堂에서는 1900년에 [金尋]과 함께 그 다음 단계 교재로 『高等小

學讀本』([金高])을 함께 간행하였는데, <초등>의 8-24(貨幣) 단원은 이것을 

참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에 그 예를 제시해 둔다.

(17) 가. <초등> 8-2(貨幣)

        上古時代에 貨幣라 云 者가 無 故로 物과 物로 互相交易야 

米와 布로 物價 計며 或 牛羊으로 物價 計얏니라.

        此等物品은 運搬에 不便  아니라 久히 保存이 不能으로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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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銅鐵의 貨幣가 生얏스니 此金屬貨幣 米布牛羊과 異야 僅少 

容積에 多 價値가 有며 永久히 保全기 可고 又 細微히 分柝

며 彫刻에 容易고使用에 甚히 便利니라. 然나 世運이 漸次 進步

을 從야 紙幣가 更出니 此 金銀銅鐵은 重量이 多야 携帶기 

便利치 못으로 此 製造야 金銀銅鐵을 代이니라. 

        紙幣 卽 金銀貨보다 輕便고 此와 同等의 價値가 有 者니 其理 

明言건 此 政府 又 銀行에셔 幾何의 金銀實貨 預備하고 此와相

當 金額으로 紙幣 發行니 紙幣 卽 此實貨의 代表라. 若必實貨 

用코저  時 相當 節次에 依면 何時던지 實貨 得니 然 

則 紙幣 實로 魚驗과 同니라.

        然나 政府 又 銀行에셔 其發行 紙幣가 相當 金銀貨가 無면 其

發行 紙幣 임의 代表 바 物이 無 故로 其價가 반다시 大落야 

無用의 紙片이 되니라.

   나.  [金高] 3-10(貨幣·紙幣)38)

      상고시대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화폐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물건과 물건

으로 교역을 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은 쌀 몇 속, 어떤 물건은 비단 몇 필 

이렇게 쌀이나 비단으로 물건의 가치를 매겼다. 또 외국에서는 어떤 물건

은 소 한 마리, 어떤 물건은 소 두 마리, 이렇게 소로 물건의 가치를 매기

38)  [金高] 3-10(貨幣·紙幣)의 일본어 원문을 아래에 제시해 둔다. 

　　   上古世ノ開ケザリシ時ニハ、貨幣ト云フモノナカリシ故、物ト物トヲ以テ交易シタリキ。サレバ何品

ハ稲何束、何品ハ絹幾匹ト、稲ト絹ニテ物ノ価ヲ計リシナリ。又外国ニテハ、何品ハ牛一匹、何品ハ牛

二匹ト、牛ニテ物ノ価ヲ計リシコトモアリキ。

     然ルニ此等ノ物品ハ、運搬ノ不便ナルノミナラズ、久シク保存スルコト能ハザルガ故ニ、漸く世ノ開

クルニ従ヒ、金銀又ハ銅貨幣等出デ来レリ。金属ハ、稲・牛ナドト違ヒ、僅ノ嵩ニテ、多クノ価アリ、

且何時マデモ保存スベク、又細ニ分ツベク、又価ノ印ヲ付クベクシテ、甚ダ便利ヲ極ム。然ルニ世ノ開

クルニ従ヒ、更ニ紙幣ト云フモノ出デ来レリ。(中略)

     紙幣ハ、即チ金銀貨ヨリモ軽便ニシテ、而カモ之ト同等ノ価アルモノナリ。其ノ理如何ニト云フニ、

是、政府又ハ銀行ニ於テ、若干ノ金銀貨ヲ積置キ、而シテ之ニ相当スル金高ヲ、紙幣トシテ発行シタル

モノニシテ、紙幣ハ、即チ此ノ金銀貨ヲ代表スルモノナレバナリ。若シ必要アリテ、金銀貨ヲ得ント欲

セバ、相当ノ手続ニヨリ、何時ニテモ其ノ望ミヲ遂グルコトヲ得ベシ。サレバ、紙幣ハ実ニ預リ手形、

預リ証文トモ云フベキモノナリ。

     然レドモ若シ政府又は銀行ニ於テ、其ノ発行シタル紙幣ニ相当セル金銀貨ヲ蔵セザル時ハ、其ノ発行

セル紙幣ハ、既に代表セル所ノ物ナキガ故ニ、其ノ価必ズ大ニ下落シ其ノ極終ニ廢紙ト均シキニ至ルコ

トアルベ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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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물품은 운반이 불편할 뿐 아니라 오래 보존할 수 없는데 

점점 세상이 좋아지면서 금, 은, 혹은 동 화폐 등이 생겼다. 금속은 벼나 

소 등과는 달리 부피가 작은데 가치가 높고 또 영구히 보존할 수 있으며 

또 잘게 나눌 수 있고 가치를 표시하기도 좋아서 매우 편리하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지면서 지폐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 [중략] 지폐는 금화 은화

보다 가볍고 금은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 

혹은 은행에서 약간의 금화 은화를 쌓아 놓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폐

로서 발행한 것으로 지폐는 곧 이 금화, 은화를 대표하는 것이 된다. 만일 

필요해서 금화, 은화를 얻으려고 한다면 적절한 절차로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폐는 어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정부 혹은 은행에서 그 발행한 지폐에 상응하는 금화, 은화

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그 발행한 지폐는 이미 대신할 만한 물건이 없으

므로 그 가치는 반드시 크게 하락하며 결국에는 폐지와 다름없을 것이다.

       

(가)와 (나)를 비교할 때, [金高]의 일부 내용이 <초등>에서 생략되기는 했으

나 나머지 부분은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8-11(政府), 8-20

(家畜) 단원도 [金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8-20(家畜) 단원은 삽

화도 일치한다. 7-22(鯨) 단원 역시 내용 일부가 [金高]와 유사하고 삽화도 

거의 동일한 삽화가 쓰였다. 이와 같이 <초등>과 [金高]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단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초등>과 [金高]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단원들

위의 단원들 중 7-22, 8-20 단원에서 쓰인 삽화는 [金高]의 것을 참조한 것

으로 생각된다. 

<초등> [金高] 

7-22 鯨 1-19 鯨 (고래)

8-11 政府 2-24 政府 (정부)
8-20 家畜 1-15 家畜 (가축)

8-24 貨幣 3-10 貨幣·紙幣 (화폐·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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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904년에 간행된 국정 1기 교과서와 <초등> 사이에 관련성이 보이는 

경우를 살피기로 한다. 

(19) 가. <초등> 6-16(停車場)

         停車場은 滊車 停止고 乘客과 貨物을 載며 下 處所니 鐵路

線을 沿야 處處에 置되 其間距離 或 遠며 或 近오이다　

　　　　　　 　 此處 鐵道의 停車場이니 衆多 人은 九時의 滊車 乘랴고 來

야 待오 滊車 一定 時間이 되면 곳 나고 一分도 기다리지 아니

오 

　　　　　　　 停車場內에 乘客들이 車票 買데 先來 人과 後來 人이 次

第로 立야 票 買오 乘客들은 乘塲으로 出니 驛夫들은 乘客의 

票 檢査하오 暫時 지남 滊車 滊笛의 소래가 나며 來니 其 前

에 烟氣 피우 것은 機關車니 機關車 蒸氣의 力으로 後車 引

오 機關車에 次야 連續 車들은 客車와 貨車니 客車 人이 乘 

것이오 貨車 貨物을 載 것이오이다 

　　　　　　　 {乘客은 道의 遠近을 依야 貰金을 出고 貨物은 輕重을 因야 貰

金을 出이다} 

　　　　　　  滊車가 발셔 來着니 客車에 在든 人들은 나리고 乘塲에 셔든 人들

은  드러가오  貨車內에 在 貨物은 나리고 다시 載이다 

　　　　　　　 乘客들은 客車에 乘고 驛夫들은 貨物을 載야 九時가 되니 滊車 

 滊笛의 소래 내면셔 出發오 

　　　나. [國尋] 7-14(停車場)39)

39) [國尋] 7-14(停車場)의 일본어 원문을 아래에 제시한다.

    人がおほぜい停車場の方へ行きます。あれは八時の汽車に乗るのでせう。汽車はきまった時間が来る

とすぐ出ます。一分でもまつことはありません。停車場の中では、人が切符を買っています。後から来

た人はさきに来た人の後について、じゅんじゅんに買っています。{また荷物をあづけている人もいま

す。あれは、えんぽーへ行く人でせう。}

     駅夫がべるをならしました。人が切符をきってもらって乗場に出ました。汽車が見えてきました。

まっさきに煙をはいて来るのは、機関車です。機関車は蒸気の力で後の車をひくものです。機関車の次

にたくさんついているのは、客車です。客車は、人を乗せるものです。客車の後についているのは、貨

車です。貨車は荷物を乗せるものです。

     汽車が着きました。客車から人がおります。おりてからほかの人が乗ります。（わかいものがとしよ

りや子どものせわをして乗せています）貨車から荷物をおろします。あれは今おりた人のでせう。お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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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정거장으로 갑니다. 여덟 시 기차를 타려는 것이죠. 기

차는 정해진 시간에 와서 곧 떠납니다. 일 분도 기다리는 일은 없습니다. 

정거장 안에는 사람들이 표를 사고 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 뒤에 서서 순서대로 표를 삽니다. {그리고 짐을 부치는 사람도 있

습니다. 멀리 가는 사람일 겁니다.}

        역무원이 벨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검표를 하고 승강장으로 나갔습

니다. 기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 연기를 뿜으며 오는 것은 

기관차입니다. 기관차는 증기의 힘으로 뒤의 차를 끄는 것입니다. 기관

차 다음에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객차입니다. 객차 뒤에 있는 것은 

화차입니다. 화차는 물건을 싣는 것입니다.

         기차가 왔습니다. 객차에서 사람들이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다른 사

람이 탑니다. {젊은 사람이 어르신과 아이들을 도와 기차에 태웁니다.} 

화차에서 짐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내린 사람일 것입니다. 짐을 

내린 다음에 다른 짐을 싣습니다. 저 사람은 아까 짐을 맡긴 사람일 것

입니다. 사람들은 객차에 탔습니다. 역무원은 짐을 실었습니다. 이윽고 

여덟 시가 되었습니다. 역장이 신호를 줍니다. ‘삐-’하고 기적을 울리며 

기차가 떠났습니다.      

   다. (좌) <초등> 6-16(停車場), (우) [國尋] 7-14(停車場)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순서나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곳이 있기는 하나 내

용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삽화 역시 의복 등이 조금 바뀌

었을 뿐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國尋]과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원들은 다음과 같다.

してからほかの荷物をのせます。あれはさきにあづけた人のでせう。人は客車に乗りました。駅夫は荷

物をのせました。まもなく八時になりました。駅長があひずをしました。汽笛がぴーとなって汽車が出

て行き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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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초등>과 [國尋]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단원들

  

지금까지 <초등>과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들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초등>과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일본 독본 교과서는 모두 4종이 

확인된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초등>이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文尋] [金尋] [金高] [國尋] 합계
4 22 4 7 37

위에서 볼 수 있듯이 1906년에 간행된 <초등>은 일본 문부성에서 편찬한 [文

尋](1887)과 [國尋](1904)을 참조하였으며, 가장 많은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1900년에 간행된 [金尋]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소학용 교재 중에는 金港堂에

서 나온 [金高]만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3.2.2.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의 경우

  1907년에 학부에서 편찬된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보통>)의 경우, 

石松慶子(2003), 강진호(2011), 김혜련(2013) 등의 연구에서 1904년에 간행

된 일본 문부성의 제1기 국정 교과서([國尋])와의 관련성이 언급된 바 있다. 

이 중 石松慶子(2003), 김혜련(2013)에서는 <보통>과 [國尋]의 공통 단원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는 단지 소재가 유사할 뿐 내용은 전혀 다른 내

<초등> [國尋] 

3-29 雁 4-8 がん (기러기)
4-7 편지 4-16, 17 てがみ (편지) 

4-28 織物 6-2 織物 (직물)
5-3 乞人 7-3 なまけもの (게으름뱅이)

6-16 停車場 7-14 停車場 (정거장)
6-25 工業 8-5 工業 (공업)

6-27 貿易 7-15 貿易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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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거나, 구성이나 표현 등을 고려할 때 [國尋]과의 관련성을 살피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40) 다음에 <보통>과 [國尋] 사이에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

는 단원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22) <보통>과 [國尋]의 관련성을 살필 수 있는 단원

<보통> [國尋] 

2-6, 7(懶者一, 二) 7-3 なまけもの (게으른 사람)

2-12 말 2-22 (제목 없음)

2-21 水 5-3~4 水ノタビ (물의 여행)

3-11 蝙蝠 5-14 コウモリ (박쥐)

3-12 蝙蝠話 5-14 コウモリ (박쥐)

3-22 洪水 5-22 大水 (홍수)

3-23 洪水寒喧 5-22 大水 (홍수)

4-19 石炭과 石油 6-6 石炭と石油 (석탄과 석유)

4-21 玉姬의 慈善 8-3 おふみの慈善 (후미의 자선)

5-14 驟雨 5-15 夕立 (소나기)

5-19 時計 3-20 とけい (시계)

이 중에서 3-11, 4-21 단원은 [國尋]의 삽화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4-19(石炭과 石油)의 경우는 내용 중 일부만 유사하며 사용된 삽화도 다

르다. 

  한편, 김혜련(2013)에서 [國尋]과 관련있는 것으로 제시된 단원 중 2-20(山

上眺望), 2-25(獵夫와 원숭이), 6-13, 6-14(鐵의 談話)의 경우, [國尋]보다

는 坪内雄蔵(쓰보우치 유조)의『國語讀本 尋常小學校用』([坪尋])을 참조한 것

으로 보인다. 2-20, 2-25 단원은 삽화 역시 매우 유사하다. 다음에 2-25(獵

夫와 원숭이)의 예를 살피기로 한다. 

(23) 가. <보통> 2-25(獵夫와 원숭이)

40) 김혜련(2013:75)에서는 <보통>과 [國尋]의 공통 단원을 제시하면서 제재와 내용은 유사하지만 

서술 분량을 축소하거나 확장하여 변화를 준 경우(①)와 제재는 유사하지만 서술 관점을 다르게 한 

경우(②)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②로 표시된 단원들을 살펴본 결과, 단지 소재가 유사할 뿐,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경우가 많다. ①로 표시된 것들 중에서도 구성이나 표현 등을 고려할 때 [國尋]

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石松慶子(2003)에서 제시한 공통 단원 

역시 제재나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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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날에  獵夫가 山에 올나 세 머리 원숭이 보앗도다  머리 

어이 원숭이오 두 머리 삿기 원숭이리라. 獵夫가 卽時 銃을 노흐려 

즉 어이 원숭이가 자기의 危急을 不顧고 삿기 원숭이 逃避케 

 사이에 彈丸이 亂下야 被殺 바ㅣ 되얏더라  

        獵夫가 잡은 원숭이 가져다가 家中에 달아 두엇더니 그 밤에 원숭이

가 門前에 와셔 문을 긁으면셔 슯흔 소로 우지라 문을 열고 본즉 

낫에 보던 두 머리 삿기 원숭이러라. 獵夫가 삿기 원숭이 銃으로 견우

면셔 소 지르나 逃亡치 아니고 어이 원숭이의 屍體 向야 그것

을 出給야지라  것 지라 

        獵夫도 可矜히 녁여 그 屍體 投與즉 삿기 원숭이가 그것을 背負

고 울면셔 어 곳으로 도라가더라

    나. [坪尋] 4-2(かりうどとさる:사냥꾼과 원숭이)41)

       어느 날 사냥꾼이 산 속에서 원숭이 세 마리를 발견하고 총을 겨누었습

니다. 두 마리는 도망갔는데 어미 원숭이 한 마리는 아이들을 보호하여 

도망치게 하는 사이에 총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냥꾼은 그 시체를 가지

고 와서 집 안에 달아 두었습니다. 

       밤이 되자 문 앞에서 원숭이 우는 소리가 나고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

습니다. 문을 열어 보니 낮에 봤던 새끼 원숭이 두 마리가 슬픈 듯이 울

고 있습니다. 총을 겨누어도 도망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미 원숭이의 

시체를 가리키며 ‘제발 돌려주세요’ 하는 듯 울고 있습니다. 

       사냥꾼은 불쌍해서 시체를 던져 주었습니다. 새끼 원숭이 둘이서 시체

를 메고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다. (좌) <보통> 2-25(獵夫와 원숭이), (우) [坪尋] 4-2(かりうどとさる)

41) [坪尋] 4-2(かりうどとさる)의 일본어 원문은 아래와 같다.

     あるかりうどが、山おくで、三ひきの猿を見つけて、てっぽーでねらひました。二ひきは、にげてし

まひましたが、おや猿らしい一ひきは、子ざるどもをかばって、にがすうちに、たまにあたって、しに

ました。かりうどは、そのしがいをもちかへって、家の中につるしておきました。

     夜中になって、表口に、猿のなくこゑがしまして、雨戸をかきむしる音がきこえます。雨戸をあけて

見ますと、ひる見た子猿が、二ひきゐて、かなしさうにないて居ます。てっぽーをむけても、にげよう

ともしませぬ。おや猿のしがいにゆびさしして、どうぞ、かへして下され、といふかのよーにないて居

ます。かりうどは、あはれがって、しがいをなげてやりました。子猿は、二ひきして、しがいをかつ

ぎ、なくなく、かえって行き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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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내용이나 삽화의 유사성으로 볼 때 <보통>의 편찬

에 있어 [坪尋]을 참조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보통>과 [坪尋]의 관련

성을 살필 수 있는 단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24) <보통>과 [坪尋]의 관련성을 살필 수 있는 단원

위의 단원들 중 앞에서 언급한 2-20, 2-25 이외에도 3-8, 5-2에 쓰인 삽화 

역시 [坪尋]의 삽화를 참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통>이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 독본 교과서로 [金尋]을 들 

수 있다. 다음에 그 예를 들어 둔다. 

(25) 가. <보통> 8-12(善友)

        물은 담 그릇의 빗을 라셔

        이리도 변며 뎌리도 변고

<보통> 권-과 제목 [坪尋] 권-과 제목
2-8 家 4-1 家 (집)

2-19 太陽曆 4-23 日ノメグミ (태양의 은총)

2-20 山上眺望 6-3 山上のながめ (산 위의 전망)

2-25 獵夫와 원숭이 4-2 かりうどとさる (사냥꾼과 원숭이)

3-1 草木生長 5-5 草木ノ生長 (초목의 생장)

3-5 鳥類 5-2 鳥 (새)

3-8 練習功効 7-14 修練の功 (수련의 공)

3-9 順序 7-7 何事も順序 (무슨 일이든 순서)

4-12 植物의 功效 6-9　有用なる植物 (유용한 식물)

4-17 新鮮한 空氣 7-8 空氣 (공기)

5－2　象의 重量 6-11　象の目方 (코끼리의 무게)

6-13, 4 鐵의 談話 一, 二 6-14, 5 銅と鉄 (동과 철)

6-23 雨 3-8 あめあめこさめ (비야 비야 가랑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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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 사괴 친구 라셔

        善게도 되며 惡게도 되오

        날보담 몃나 優勝 朋友

        擇고 求야 相從고

        過失을 고치고 善行을 본밧아

        이 몸도 賢人君子되고지고

     나. [金尋] 3-19(友をえらべ:친구를 가려 사귀어라)42)

        물은 그릇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다양해진다. 

        사람은 사귀는 친구에 따라 

        좋고 나쁨이 옮는다. 

        나보다 나은 좋은 친구를 

        선택하고 구하여 함께 

        마음의 빈틈에 채찍질하여 

        배움의 길로 나아가자 

        {이 노래는 지금 황후께서 읊으신 노래이다. 우리들은 이 노래처럼 좋

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 학문을 열심히 해야 한다.}

위의 예는 [金尋]에 쓰인 창가 형식을 그대로 따랐으며 그 내용 역시 매우 유사

하다. 마지막 부분만 우리 노래에 쓰일 법한 표현으로 바꾼 것이라 할 수 있다.

42)  [金尋] 3-19(友をえらべ)의 일본어 원문을 다음에 제시한다.

     水はうつはにしたがひて

     そのさまざまになりぬなり

     人は交る友により

     よきにあしきにうつるなり

     おのれにまさる、よき友を

     えらみもとめて、もろともに

     心のこまに　むちうちて

     まなびのみちにすすめかし。

    

    {此のうたは、今の皇后さまのおよみなされた、おうたであります。私どもは、此のおうたのとほり、

よい人を友として、がくもんをはげまねばなりませ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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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보통>의 편찬에 있어서는 문부성에서 간행한 [國尋]의 상급 교재인 

국정 1기 『高等小學讀本』([國高])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그 예

를 살피기로 한다. 

(26) 가. <보통> 5-13(蜜蜂)

       蜜蜂은 數千或數萬이 羣集야 一巢内에 棲息도다 其中에 女王 雄

蜂 働蜂의 三種이 잇스니 女王은 一羣中에 다만 一個가 잇슬 이라

       常時巢中에 居야 產卵으로써 為務고 雄蜂은 二三百個가 잇스니 

體形은 稍大나 勞働은 아니고 一羣中에 最多 者 働蜂이라 女王

과 치 雌蜂이나 그러나 產卵지 못고 勞働으로써 專務 삼지라 

巢 造며 食物을 聚集며 幼蟲을 飼養 等事에 終日토록 勞勞役

役야 休息이 殆無도다 百花 遍尋야 山野의 間에 飛去飛來 

者 다 働蜂이라 働蜂은 花粉과 蜜液을 持歸야 他蜂을 飼養고 所餘

 巢中에 貯蓄야 深冬無花 의 食料 預備니라 秋風이 始起

야 山野에 花卉가 稀少에 이르면 働蜂은 雄蜂과 치 無用 者 

飼養치 안코져 야 働蜂이 成羣야 雄蜂을 爭殺도다

       幼蟲이 長成즉 女王은 其中新女王에게 讓位 後 部下 引率고 他

處로 移居야 別巢 經營니 이것을 分封이라 稱니라 分封 

時期 大槩 五六月頃이라 其時에 蜂桶을 適當 곳에 設置면 分去

 一羣이 其中에 入居야 다시 造巢니 蜜蜂을 飼養 者 如斯

히 蜂桶의 數 漸增니라

       我等의 食物에 添味 淸蜜은 蜜蜂의 貯蓄 바 蜜液을 精製 者이

라 蜂巢에셔 黃蠟 膏藥等을 取니 蜜蜂은 我等에게 緊要 蟲類ㅣ로다 

我國東北地方에셔 養蠶 것과 치 養蜂으로써 一種生業을 삼 者

ㅣ不少도다

   나. [國高] 3-3(蜜蜂)43)

43) [國高] 3-3(蜜蜂)의 일본어 원문은 아래와 같다. 

     蜜蜂ハ、群ヲナシテ、野山ノ木ノウロナドニ、巣ヲツクルモノナレドモ、マタ、人ノ家ニ飼ハレテ、

箱、樽ナドノ中ニモ、巣ヲ造ル。　　　蜜蜂ハ、一群ノ数ハ、数千ヨリ数萬マデモアリテ、タガヒニ、

チカラヲアハセテ、共同生活ヲイトナム。　　群ノ中ニハ雌蜂、雄蜂、働蜂ノ三種アリ。　　　

     雌蜂ハ、マタ、女王トモイヒテ、一群ノ中ニ、タダ、一匹アルノミ。{體長クシテ、ハネ短ク}、ツ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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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벌은 무리를 이루어 야산의 나무 구멍 등에 집을 지으며 또 인가에서 

꿀벌을 키우면 상자나 나무 통 안에도 집을 짓는다. 꿀벌은 한 무리의 수

가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며 서로 힘을 합쳐 공동생활을 한다. 무리 중에는 

암벌, 수벌, 일벌 세 종류가 있다. 

      암벌은 또 여왕벌이라고도 하는데 한 무리 중에 단 한 마리만 있다. 몸

이 길고 날개가 짧으며 항상 벌집 안에 있어 알을 낳는 일을 한다. 수벌은 

이삼백 마리 있다. 몸이 쓸데없이 크기만 하고 조금도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가을이 되면 일벌들을 위해 죽는다. 일벌은 몸이 작지만 일을 잘 

하는데, 집을 만들고 먹을 것을 모으며 유충을 키우는 일 등을 한다. 

      [중략] 일벌은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꽃 밑의 꿀을 빨아들이고 입 안 주

머니에 넣어서 가져간다. 꿀을 빨아들이는 동안 저절로 머리, 수염, 눈 등

에 화분이 묻는데 일벌은 또 이것을 앞발로 쓸어서 뒷발의 가는 털에 모

아 가져간다. 이렇게 가져간 꿀은 다시 뱉고, 화분은 침을 섞어서 덩어리

를 만들어 유충과 다른 벌의 식량으로 하며, 남은 것은 집 안에 모아둔다. 

일벌은 봄에서 가을까지 꽃이 있는 동안은 이렇게 일을 하고 저장하면서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므로, 꽃이 하나도 없는 겨울이 되어도 결코 

굶어 죽지 않는다. 꿀벌의 꿀은 정제하여 벌꿀이라는 것을 얻는다. 벌꿀은 

식용에도 쓰이고 약으로도 쓰인다.

ニ、巣ノ中ニ、アリテ、卵ヲ産ムヲツトメトス。雄蜂ハ二三百匹アリ。體、イタヅラニ、大ナルノミニ

テ、少シモ、労働ヲナサズ。サレバ、秋ノハジメニイタレバ、コトゴトク、働蜂ノタメニ、サシコロサ

ル。働蜂ハ體小サケレドモ、ヨク、労働シテ、巣ヲ造り、食物ヲ集メ、幼虫ヲ養フ事ナドヲツトメト

ス。

     （中略）働蜂ハ、花間ヲトビマハリテ、花ノ底ノ蜜ヲ吸ヒ、口ノ奥ノ嚢ニ入レテ、持チ帰ル。シカシ

テ、蜜ヲ吸フ間ニハ、オノヅカラ、頭、鬚、目ナドニ、花粉ノツクモノナレバ、働蜂ハ、マタ、コレヲ

前肢ニテ、ハキ、後肢ノ細毛ニ、集メテ、持チ帰ル。カクテ、持チ帰リタル蜜ハ、フタタビ、ハキ出

シ、花粉ハ、ツバヲマゼテ、塊トシテ、幼虫ト他ノ蜂ノ食料ニアテ、残レルモノハ、コレヲ、巣ノ中

ニ、貯フ。　働蜂ハ、春ヨリ秋マデ、花ノアル間ハ、カク、働キ、カク、貯ヘツツ、スコシモ、怠ラザ

レバ、花、一ツナキ冬トナリテモ、ケッシテ、餓死スルガゴトキコトナシ。蜜蜂ノ蜜ハ、コレヲ精製シ

テ、蜂蜜トイフモノヲトル。蜂蜜ハ、食用ニモ、薬用ニモセラル。

     蜜蜂ハ、五六月ゴロニイタレバ、ソノ群ノ中ヨリ、ソノ一部ノ分ルルコトアリ。コレヲ分封トイフ。

分封ハ、働蜂、雄蜂、アラタニ、生レ、マタ、女王、スナハチ、雌蜂ノ生レタル時ニ、オコルモノニシ

テ、モトヨリノ女王ハ新シキ女王ニ位ヲユヅリ、ミヅカラ、一部ヲヒキヰテ、退去スルナリ。コノ時、

新シキ箱、マタハ、樽ヲ、適当ナル所ニ、設ケ置ケバ、退去シタル一群ハ、カナラズ、ソノ中ニ入ル。

サレバ、飼フモノ、少シク、注意スレバ、シダイニ、蜂ノ巣ノ数ヲ増サシメテ、マスマス、多ク、蜂蜜

ト蜜蠟トヲトルコトヲウルナ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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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벌은 5, 6월이 되면 그 무리에서 일부가 나뉘기도 한다. 이것을 분봉이

라 한다. 분봉은 일벌, 수벌이 새로 태어나고 또 여왕벌이 태어났을 때 일

어나는 일로, 원래 여왕은 새 여왕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스스로 일부를 

이끌고 떠난다. 이 때 새로운 상자나 나무통을 적당한 곳에 설치하면 떠나

간 무리는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간다. 기르는 사람이 조금 주의하면 점차 

벌집의 수를 늘리게 되어 점점 더 많은 꿀벌과 벌꿀을 얻을 수 있다. 

   다. (좌) <보통> 5-13(蜜蜂), (중)·(우) [國高] 3-3(蜜蜂)

               

(가)는 (나)의 내용 중 일부가 생략되기는 했으나 거의 내용 그대로 옮겨온 것

으로 보아 무방하다. (다)의 삽화 역시 [國高]에 제시된 두 가지 삽화를 합쳐 

놓았을 뿐 동일한 삽화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보통>이 [坪尋]의 상급 교재로 편찬된 『國語讀本 高等小學校用』

([坪高])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이다. 

(27) 가. <보통> 5-21(廢物利用)

        糞尿 장 汚穢 物件이나 그러나 이것을 肥料로 쓰면 糓類 菜蔬 

果實等을 培養며 牛馬의 骨節은 卑賤히 녁이 바이로 이것을 利用

면 櫛笄가 되야 貴婦人의 首飾物이 되며 襤褸 一見에 所用이 업 

듯나 書籍과 新聞紙에 쓰 洋紙 襤褸로써 製造 者이 만흐며 床

下의 塵芥 濕氣가 잇고 惡臭가 發야 不潔 것이로되 可驚 爆發

力이 잇 火藥의 原料 이 塵芥에셔 나도다 空中에 彩花 飛揚케 

 烟火 火藥의 힘인 火藥은 如此히 不潔 床下의 塵芥가 그 原

料됨을 알지니라

        一見에 所用이 업 듯 諸物을 研究야 有用 <國語讀本五55>物

로  것을 廢物利用이라 니 大凡 天地間에 無用 物은 업도

다 廢物로 알고 抛棄은 다만 人智에 不及이라 古昔에 廢物로 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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擲얏던 者도 人智의 開發을 라 緊用을 發明 者ㅣ甚多니라

    나. [坪高] 1-12(廢物利用)44)

         폐물 이용이란 한때 쓸모가 있었으나 더 이상 그대로는 사용이 어려

운 물건, 또는 보통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물건을 잘 궁리하여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언뜻 생각하면 넝마 같은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처럼 보이

지만 사실 서양 종이의 원료는 넝마이며 예쁜 융단도 모직물 넝마로 만

들어진다. 또 가스 회사에서 석탄을 찌면 기름 같은 검은 즙이 흘러나

온다. 이것도 언뜻 보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 같으나 이를 이용

하면 여러 가지 약품이나 염료를 얻을 수 있다. 

         소와 말의 뼈는 천한 것의 비유로도 쓰이지만 이것을 이용하면 빗, 

이쑤시개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벌집으로는 밀랍을 만들 

수 있고 서까래 밑의 오래된 흙으로는 화약 원료를 얻을 수 있다. 요컨

대 약품, 설탕, 염료, 비료 등은 폐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무릇 천지간 물건 중에 아무 쓸모없는 물건은 없다. 폐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쓸모가 있는 것이다. 

하물며 현재 쓸모가 있는 물건은 결코 남용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된다.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일부 내용이 생략되고 문장 구성의 순서가 달라지

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내용이나 표현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 [坪高] 1-12(廢物利用) 단원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廃物利用とは、一旦用に立てて、其のままにては、もはや用ひ難き品、又は、通例は、使ひ途なしと

見なさるる物をば、工夫して、用に立つるをいふ。

     ふと考ふれば、ぼろなどは、何の用にも立たぬよーに見ゆれど、其の實、西洋紙などの原料も、ぼろ

なれば、美しき絨毯も、まま、毛織物のぼろより作らる。又、瓦斯会社にて石炭を蒸せば、油の如き黒

き汁流れ出づ。これも、ふと見れば、何の用にも立たぬよーなれど、それを利用すれば、種々の薬品、

又は染料などを得べし。

     牛馬の骨といへば、卑しきものの譬にも引けど、之を利用すれば、櫛、楊枝などを作るべし。其の

他、蜂の巣よりは、蠟を製すべく、椽の下の古土よりは、火薬の原料を得べし。要するに、薬品、砂

糖、染料、肥料等のうちには、廃物より採れるもの少なからず。

     凡そ、天地間の物に、全くの無用物はあるべからず。廃物と見ゆるものも、其の實は、人智の及ばざ

る邊に、用あるべし。まして、現に使ひ途のある品は、決して、濫用し、浪費すべから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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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보통>은 [金尋]의 상급 교과서인 [金高] 역시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그 예를 살피기로 한다. 

(28) 가. <보통> 7-18, 19(제너) 

        種痘의 妙術을 發明 者 제너라  英人이라 제너 距今一百六

十五年 前에 英國에 生長야 少年時代부터 某醫師의 弟子ㅣ 되니라

        一日은 엇더 女子가 그 醫師의게 診脈을 請지라 醫師가 診察 

後에 「痘瘡이라」말즉 그 女人이 對答되「나 牛乳  것으로 

生業 者ㅣ라 往年에 牛痘 얏슨즉 痘瘡이 發生 理致가 업다」

더라 當時에 牛痘 격근 者 痘瘡이 업다  傳說이 牛乳 搾取

 者 中에 流布 故로 그 女人이 如此히 對答이러라 

        제너가 在傍얏다가 그 女人의 所答을 傾聽고 牛痘 移種야 痘

瘡을 豫防 神術을 硏究기로 決心다 朋輩中에 無益 일을 硏究

다 고 嘲笑 者ㅣ 잇스나 제너 一心으로 硏究기 마지 안

터라 數十餘年을 積功야  牛痘의 膿液을 移種야 痘瘡을 豫防

 줄로 確信고 爲先 自己의 幼子의게 試種다. 其後에 實驗 結果

로써 牛痘 移種 者의게 痘瘡이 不侵다 書冊을 著述얏스니 이

것이 硏究 始作지 二十三年後이러라

        제너 如此히 苦心야 種痘術을 發明얏스나 世人이 不信고 同業

者 中에도 제너의 所言을 信聽 者ㅣ 업더라

        當時의 世人은 제너의 所言을 信聽치 아니  아이라 「제너 妖術

로써 欺人 者ㅣ라」詰責 者ㅣ 잇고 或은 牛痘 移種면 「小

兒의 體形은 漸漸 牛體로 變成야 終當은 牛聲을 發다」며 或은 

「頭上에 牛角이 난다」며 或은 人類가 牛로 變化 兆朕이라 야 

諸般評論이 잇더라

        제너 如此히 世人의 誹謗과 嘲笑 밧을지라도 素志 堅執야 더

옥 精密히 硏究즉 其說을 信從 者ㅣ 日加月增야 貴人中에도 子

女의게 牛痘 移施 者ㅣ 잇셔셔 제너의 말을 尊尙게 되니라

        今日에 世界文明國에 種痘術을 行치 아니 者ㅣ업도다 昔時에 

痘瘡으로 因야 死亡 者도 許多고 容貌 變換 者도 不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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얏스나 此術이 廣布된 後로 此等 弊端이 永絶얏스니 제너가 人世에 

친 바 功績은 多大타 지로다

     나. [金高] 4-19(種痘ノ発明者:종두 발명자)45)

        지금으로부터 약 백 년 전에 (일본 寬政시대 무렵) 영국에 제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 외과 의사의 제자가 되었을 때 한 마을 여자가 

의사 집에 와서 병을 진찰해 달라고 하였다. 의사가 ‘이것은 천연두요.’

라고 하자 그 여자는 ‘제가 전에 우두를 앓은 적이 있으니 종두일 리가 

없어요.’라고 말하였다. 

        제너가 이것을 듣고 혼자 ‘우두를 이용하면 종두를 막을 수도 있겠다.’

고 생각하여 이것을 연구하기로 하였는데, 하루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

니 매우 비웃음을 받았고 이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료들 사이에

서 쫓겨날 것이라고 협박을 당했다. 그러나 제너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후에 런던에 가서 해부학자 존 헌터의 제자가 되었는데, 우두 이야기를 

45) [金高] 4-19(種痘ノ発明者)의 원문을 다음에 제시해 둔다.

   

     今ヨリ凡そ百年前、吾ガ寛政ノコロ、英国ニじぇんなート云ヘル人アリ、初メ或ル外科医ノ弟子トナ

レル時、一ノ村女アリ、師ノ家ニ来リテ、疾ヲ診察センコトヲ求ム。師「是ハ、疱瘡ナリ」ト云ヒケル

ニ、其ノ女「妾曾テ牛痘ニ感ゼシコトアレバ、此ノ疾ヲ得ベキハズナシ。」ト云ヘリ。

     じぇんなー之ヲ聞キテ、心竊ニ思フヨー「サテハ此ノ牛痘ヲ用ヒナバ、疱瘡ノ防ギトモナリヌベ

シ。」ト因テ此ノ事ヲ研究セント思立チ、一日之ヲ其ノ朋友ニ語リケルニ、大ニ其ノ嘲リヲ受ケ、且以

後此ノ如キ説ヲ唱ヘンニハ、社中ヨリ放逐スベシト嚇サレタリ。然レドモじぇんなーハ、其ノ志毫モ屈

セズ、後ニ倫敦ニ至り、解剖家じょん、はんたーノ弟子トナルコトヲ得テ、牛痘ノ事ヲ語リ出デタル

ニ、はんたー「汝徒ラニ思フコトナクシテ、実際ニ之ヲ試ミヨ、且ツ久シキニ耐フベック、又精細ナラ

ンヲ要ス。」トゾ答ヘケル。じぇんなー之ニヨリテ益々勇気ヲ鼓シ、遂に師ノ許ヲ得テ、郷里ニ帰リ、

二十年ノ間、思ヲ凝ラシ、実験ヲ累ネケルガ、終ニ牛痘ヲ種ウルノ大利益アルコトヲ信ジ、先ヅ之ヲ己

ガ児ニ試ミテ、良結果ヲ得シカバ、遂に書ヲ著シテ、牛痘ヲ種エタルモノハ、天然痘流行ノ際、其ノ伝

染ヲ免ルベエシ、ト云フ二十三案ヲ世ニ公ニセリ。正ニ是西暦一千七百九十八年ノ事ナリケリ。

     然レドモ当時ノ人、此ノ発明ヲ鄙シミシノミナラズ、果テハ讐敵ノ如ク思ヒタリ、サレバ、じぇん

なー倫敦ニ赴キテ、種痘ノ法ヲ伝ヘントシケルニ、一人ノ医者モ、之ニ取合フモノナカリシカバ。憾ヲ

呑ミテ、空シク其ノ郷ニ帰リヌ。此ノ頃世ノ人皆云フ、「じぇんなー斯カル事ヲ創メ、人類ヲシテ牛ノ

乳袋ノ病質ヲ受ケシメ、終ニハ人獣ノ別ナキニ至ラシメントス。」ト。又「種痘シタル小児ハ、漸ク牛

ノ面ニ似ルニ至ルベシ。」「種痘ノ瘡ハ、牛角ヲ生ズルシルシナリ。種痘シタル小児ノ聲ハ、牛ノ吼ユ

ル聲ニ似タリ。」ナド説クモノ甚ダ多ク、加之學校ノ教師スラ「種痘ハ妖術ナリ。」ト云フニ至リヌ。

     斯ク衆口、實ヲ誣フルガ中ニモ、次第に種痘ノ利ヲ信ズルモノ出来リ、或ル富豪ノ婦人だしー及ビ伯

爵夫人ばあくりート云フモノ、共ニ其ノ小児ニ種痘ヲ受ケシメタリ。是ニ於いテ、其ノ法漸ク盛ンニ世

ニ行ハルベク見エケレバ、狡猾ナル医師ノ中ニハ、じぇんなーノ功ヲ奪ハントテ、「自身コソ其ノ発明

者ナレ。」ト唱フルモノアリキ。サレドじぇんなー遂に名誉ノ勝利ヲ得テ、其ノ遺法、永ク世界ニ尊重

セラルルコトトハナレエ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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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내니 헌터는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시험해 보아라. 오래 견

뎌야 하며 또 치밀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제너는 이에 더욱 용기를 

얻었고 스승의 허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 이십년 간 계속 생각과 실

험을 거듭하였다. 마침내 우두를 접종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

을 믿게 되면서 먼저 자기 아이에게 실험을 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고 

책을 쓰기에 이르렀다. 우두를 접종한 사람은 천연두가 유행할 때에 그 

전염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23안을 공표하였으니 이는 서력 1798년의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발명을 천하다고 봤을 뿐 아니라 심지어 

원수같이 여겼다. 제너가 런던에 가서 종두법을 알리려고 했으나 어느 

의사 하나 상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눈물을 삼키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 무렵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제너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 인

류에게 소 유방의 병을 옮기고 사람과 짐승의 구별이 없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하며 또 ‘종두를 맞은 어린 아이는 점점 소 얼굴과 비슷해진

다.’, ‘종두 부스럼은 소뿔이 나게 한다. 종두를 맞은 어린 아이의 목소리

가 소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

았고 심지어 학교 선생조차도 ‘종두는 요물스러운 기술이다.’라고 말하기

에 이르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와 다른 왜곡된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점점 

종두의 이점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어떤 부호의 부인인 다시와 백작

부인 앙크리트라는 사람이 모두 자기 아이에게 종두를 맞게 했다. 종두

법이 점점 널리 알려지게 되니 교활한 의사 중에는 제너의 공을 빼앗으

려고 ‘내가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제너는 마침내 명예로운 승리를 얻었고 그의 종두법은 오래오래 세계에

서 존중을 받았다.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내용 중 일부 생략되는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인 구

성이나 표현, 대화문 사용 등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통>과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들을 비교하여 살펴보았

다. 현재까지 <보통>과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일본 독본 교과서는 모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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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9) <보통>과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일본 독본 교과서

[國尋] [坪尋] [金尋] [國高] [坪高] [金高] 합계

11 13 1 1 1 1 28

1906년에 편찬된 <보통>의 경우, 문부성의 국정 1기 심상소학독본([國尋])과

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國尋]뿐만 아니라 [坪尋]과 

[金尋], 그리고 각각에 대한 고등소학용 교재인 [國高], [坪高], [金高]까지도 

모두 참조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國尋]보다는 오히려 [坪尋]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 

3.2.3. 『신찬초등소학』의 경우 

『신찬초등소학』(<신찬>)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일본 독본 교과서와의 

관련성이 언급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단원의 경우, 일본 독본 교과

서와 유사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신찬>은 <신정>이나 <초등>, <보

통> 등 이전의 교과서들과 같은 내용의 단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단원들 

중 일본 독본 교과서와 관련성이 보이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30) 가. <신찬> 4-32(鴈)

        大吉이가 그 父親을 모시고 마당에 셧더니 此時 秋夜라 月은 명랑

고 風은 셔늘데 럭 소가 나지라

        大吉이가 天을 쳐다보니 새가 만히 버려셔셔 날라오거

       大吉 아버지 져것이 무슨 새오닛가 차례잇게 참 잘 날어오이다   

       父親 져 새의 일홈은 기러기다 기러기 恒常 져럿케 차례 잇게 날어가

니라

       大吉 기러기 엇던 새오닛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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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父親 기러기 물가에 잇 새니 그 羽 오 힘이 잇셔 잘 날어다니

고 그 足趾 한데 붓터셔 水中에 잘 헤염니라

       大吉 기러기 至今 어셔 오닛가

       父親 大吉아 至今쳐럼 日氣가 셔늘면 北에셔 南으로 오고 日氣가 

듯면 南에셔 北으로 가니라

     나. <초등> 3-29(雁)

         一夜 졍길이 그 父親을 뫼시고 마당에 셧소 이  秋가 되야 月

은 훨젹 밝고 風은 셔늘오 이 에 하날가에셔 럭 럭  소래

가 들니오 

         졍길이 곳 天을 처다보니 새가 만히 버러셔 날어 오지라

        (졍길) 아바지 져 새 무슨 새오니잇가 차례 잇게 참 잘 날어오이다

        (아바지) 저 새 기럭이라 다 기럭이 항상 져럿케 차례잇게 날어 

가니라

        (졍길) 기럭이 엇던 새오니잇가

        (아바지) 기럭이 물가에 잇 새니 그 羽 매우 힘이 잇셔 잘 날어

단이고  그 발가락은 한 대 붓허셔 水中에 잘 헤임을 

니라

        (정길) 기럭이 지금 어셔 오니잇가

        (아바지) 졍길아 지금처름 日氣가 서늘면 北에셔 南으로 오고 日氣

가 야 鷰이 올  기럭이가 南에셔 北으로 간다

     다. [國尋] 4-8(がん:기러기)46)

46) [國尋] 4-8(がん)의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ある月夜のことでございました。こたるーが、おとうさんと、よそから、かへってきますと、らの

ほーで、がー！がー！と、なくこゑがきこえました。

    こたろーが、すぐ空をみますと、とりが、たくさん、ならんで、とんでいくのがみえました。

  こたろー 「おとうさん。あのとりはなんといふとりですか。たいそーよくならんでとんでいきますね。」

  おとうさん 「あれはがんといふとりです。がんは、いつもあのよーにぎょーぎよくならんで、とんでい

きます。」

  こたろー   「がんといふとりは、どんなとりですか。」

  おとうさん 「がんはあひるににてゐるとりです。しかし、あひるは、およぐだけで、とぶことはできま

せんが、がんは、羽がつよいから、あのよーによくとびます。そして、また、あひるのよー

にあしに、みづかきといふものがありますから、池などにおりると、よくおよぎます。」

    おとうさんは、かういって、また、つぎのよーにいひ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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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달밤의 일이었습니다. 고타로가 아버지와 밖에서 돌아오니 하늘

에서 ‘끼룩 끼룩’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타로가 곧 하늘을 쳐다보니 새들이 많이 줄지어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

니다.

       고타로 ‘아버지, 저 새는 무슨 새예요? 아주 질서 있게 잘 날아가네요.’ 

       아버지 ‘저건 기러기라는 새예요. 기러기는 언제나 저렇게 질서 있게 줄

지어 날아가요.’ 

       고타로 ‘기러기는 어떤 새예요?’

       아버지 ‘기러기는 오리하고 비슷한 새예요. 오리는 헤엄을 잘 치고 날지 

못하지만 기러기는 날개가 좋아서 저렇게 잘 날아요. 그리고 또 

오리처럼 발에 물갈퀴라는 게 있어서 연못 같은 데에서 헤엄을 

잘 쳐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새는 따뜻한 곳하고 아주 추운 곳을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처럼 서

늘해지면 아주 추운 다른 곳에서 여기로 와요. 그리고 따뜻해져서 제비

가 올 때면 다시 다른 서늘한 곳으로 가 버려요.’ 

(가)의 <신찬>과 (나)의 <초등>은 모두 (다)의 [國尋]과 관련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나 (가)의 <신찬>은 (다)의 [國尋]보다 (나)의 <초등>과 더 일치

하는 양상을 보인다. [國尋]의 내용 중 기러기와 오리를 비교한 부분(밑줄로 

표시)은 <신찬>과 <초등>에서 모두 빠져 있으며 <신찬>과 <초등>에서 첫 

부분의 표현이나 마지막 부분(밑줄로 표시)의 구성을 보아도 <신찬>은 (나)의 

<초등>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신찬>이 일본 독본 교과서를 직접 참조

했다기보다는 <신정>, <초등>, <보통>과 같은 이전의 교과서들을 참조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찬>과 관련성을 살필 수 있는 일본 독본 교과서로는 먼저 1904년에 간

행된 [國尋]을 들 수 있다. 

  「このとりは、あたたかなところと、たいそーさむいところとがきらひです。それですから、このごろ

のよーに、すずしくなると、よそのたいそーさむいところからきます。そして、あたたかくなって、つ

ばめがくるよーになると、また、よそのすずしいところへ、いってしま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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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 <신찬> 3-18(蟬)

         壽得이가 樹下에셔 한 異常 것을 엇어 가지고 저의 父親 뭇 말

삼이 

         아바지 이것 보시오 몸은 큰 벌만 고 足은 六이오 속은 비고 등은 

갈나 졋스니  이것이 무엇이오닛가 

        그 父親이 답되 그것은 蟬의 질이라 蟬은 굼벙이가 化야 된 

것이니 夏日에 土中으로셔 出야 그 질을 蛻 後에 날기도 며  

울기도 니라 

        壽得이가 父親의 말삼을 듯고 그졔야 蟬의 질인 쥴을 알앗소 

        그 에  蟬나가 樹枝에셔 매암매암 울고 날아 갓소이다

     나. [國尋] 3-15(せみ:매미)47)

       지로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에게 보이고

        ‘아버지, 이것은 뭐예요? 몸은 큰 벌 같은데 다리가 여섯 개 있어요. 

그리고 속이 비어있고 등이 둘로 갈라졌어요.’　

        아버지는 웃으시고 ‘그건 매미 껍질이에요. 매미는 처음에 흙 속에서 

크는데 더워지면 흙 속에서 나와서 겉옷을 입어요. 벗을 때는 등이 갈라

져서 거기로 빠져나와요. 사람들은 이 옷을 매미껍질이라고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로는 재미있어 하면서 매미 껍질을 봤습니다. 

        그 때, 매미가 매화나무 가지에서 맴맴 하고 울었습니다. 

47) [國尋] 3-15(せみ)의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じろーは、うめの木のしたで、おもしろいものをみつけました。それをおとうさんにみせて

    「おとうさん。これはなんでございますか。からだは大きなはちのよーで、あしが六ぽんあります。

また、中はからで、せが二つにわれてゐます。」とききました。

     おとうさんは、わらって、「それはせみぬけがらです。せみは、はじめ、土の中で、大きくなりま

す。そして、 あつくなると、土の中から、でてきて、上のきものをぬぎます。ぬぐときには、せがわ

れて、そこから、ぬけてでます。人はこのきものをせみのぬけがらといひます。」といって、をしへて

やりました。

     じろーは、おもしろがって、せみのぬけがらをみてゐました。

     そのとき、せみがうめの木のえだで、みんみんと、なき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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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좌) <신찬> 3-18(蟬), (우) [國尋] 3-15(せみ)

       

(가)는 아버지와의 대화라는 장면 설정이나 대화 내용과 구성 등에 있어 (나)를 

상당히 참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삽화 역시 의상과 배경만 바뀌었을 뿐이다.

  한편, 坪内雄蔵(쓰보우치 유조)의 [坪尋]에서도 <신찬>과 관련성을 지니는 

단원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신찬> 3-25(海底) 단원은 [坪尋]

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이다. 1902년에 國光社에서 나온 『小

學読本 尋常小學校用』([國光]으로 표시)에도 유사한 단원이 보이는데, 이 역

시 함께 살피기로 한다.

(32) 가. <신찬> 3-25(海底)  

        바다를 外面으로 보면 平平나 그 底面에 山도 잇고 谷도 잇고 野

도 잇스며 植物도 잇고 動物도 잇니 動物에 鯨이 잇고  此外에 

鯛魚(도미) 秀魚 等의 魚類와 全鰒 大蛤 等의 貝類가 잇고  四足이 

잇 것도 잇스며 植物에 毘布 海衣 甘藿 靑苔 等이 잇고  樹木 갓

흔 것도  잇니 잠역질  사이 水中으로 도라 다니면서 구경면 

奇異 것과 美麗 것과 恐怕 것이 만사오이다

     나. [坪尋] 5-25 海の底(바다 밑)48)

      바다의 표면은 평평하여 {마치 거울 같지만} 바닥에는 산이나 골짜기 같

48) [坪尋] 5-25 海の底(해저)의 일본어 원문을 아래에 제시한다.

      海の面は、平かにして、{たとえば鏡の如くなれど}、底には山や谷の如き處、あまたありて、{高

低一様ならず}。かつ、種々の動物すみ、種々の植物生ず。草に似たるは、こんぶ、ひじき、あらめ、

わかめ、のりど。木に似たるは、さんご、みるなど。{又あはび、かき、さざえ、はまぐり、帆立貝な

ど、小石の如く、又、落花の如く、そこここにちりしく。} 

     昔話の浦島太郎のよ-に、亀のせなどに乗りて、海の底を行かばいかに。たひ、かれひ、鰹、さば、

いわし、たこ、いかなどは、我等の目の前をおよぎまはり、海綿、うに、くらげなどは、我等が額、手

足にふれん。龍宮城にいたり着くまでに、如何にあまたのめづらしき物、面白き物、おそろしき物に出

あふべき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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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이 많이 있{어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 또한 여러 종류의 동물이 살

고 여러 종류의 식물이 난다. 풀과 비슷한 것은 다시마, 대황(바닷말), 미

역 등이다. 나무와 비슷한 것은 산호, 청각채 등이다. {또 전복, 굴, 소라, 

대합, 가리비 등이 작은 돌처럼, 또 떨어진 꽃잎처럼 여기저기 깔려 있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우라시마 타로처럼 거북이 둥을 타고 바다 밑에 

가면 어떨까. {도미, 가자비, 가다랑어, 고등어, 정어리, 문어, 오징어 등

이 우리들 눈앞에서 헤엄쳐 다니고 해면, 성게, 해파리 등은 우리들 이마

나 손발에 닿을 것이다. 용궁에 닿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신기한 것, 흥

미로운 것, 무서운 것을 만날 것인가.

    다. [國光] 7-21(海のそこ:바다 밑)49)

       바다의 표면은 평평하여 {마치 거울 같지만} 바닥에는 산이나 골짜기, 

들판 같은 곳이 이어져 있{고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동물이 살고 여러 가지 식물이 사는데, 마치 육상의 산과 들에 동물

이나 식물이 생존하는 것과 같다. 

       다시마, 미역, 김 등은 바다의 풀과 같은 것이고 해면, 바다꽈리 등은 

바다의 이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산호, 흑산호 등은 나무와 같은 것이며, 

대합, 굴, 전복 등이 깔려 있는 것은 강가의 모래밭과 같다. 도미, 복어, 

농어, 대구 같은 것이나 고래, 해달, 물개 등은 이 사이를 헤엄친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끝도 없이 있어 실

로 보기 드문 공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라. (좌) <신찬> 3-25(海底), (중) [坪尋] 5-25(海の底), (우) [國光] 

7-21(海のそこ)

49) [國光] 7-21 海のそこ(바다 밑)의 일본어 원문은 아래와 같다.

     海の面は、たひらかであって、丁度かがみのよーに見ゆれど、其のそこには山や谷、原のよーな所が

つづいてあって、{高低が一様でない}。此の間に、いろいろの動物がすみ、さまざまのの植物が生え

て、｛恰も陸上の山野に、動物や、植物の生存するさまと、同じである。｝

　    こんぶ、わかめ、のりなどは、海の草のよーなもので、海綿、うみほほづきなどは、海の苔のよーな

ものである。また、さんご、うみまつなどは、木のよーなもので、はまぐり、かき、あはびなどのちり

しくさまは、河原のよーである。たい、ふぐ、すずき、たらなどや、くじら、らっこ、おっとせーなど

は、この間に泳ぎます。

　    其の外、いろいろの面白いものや、美しい物が限りなくあって、實にめづらしい公園ともいふべきで

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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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나), (다)와 비교해 볼 때 일부 생략되거나 순서가 다른 부분도 있으

나 전반적으로 (나)와 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나)의 밑줄 친 부분은 '우라

시마 타로'라는 사람이 거북이 등을 타고 바다 속 용궁에 다녀오는 일본의 옛날

이야기에 대한 부분인데 (가)에서는 ‘잠수하는 사람’ 정도로 바꾸어 표현하였

다. 삽화의 경우, <신찬>에 쓰인 삽화는 (다)의 삽화와 더 비슷한데, 이와 관

련하여 (나)의 삽화가 일본 옛날이야기 ‘우라시마 타로’에 관한 삽화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신찬>과 [坪尋]의 상급 교과서인 [坪高] 사이에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는 경우이다.

(33) 가. <신찬> 5-38, 39(五帶의 寒暖과 生物 一, 二)

        世界上에 氣候가 各各 不同니 地球 中心의 週 赤道라 日光이 直射

 故로 氣候가 極히 熱 자라 稱야 曰 熱帶오 熱帶의 北은 曰 北

溫帶오 其南은 曰 南溫帶니 日光이 斜히 照야 氣候가 溫和고 北溫

帶의 北은 曰 北寒帶오 南溫帶의 南은 曰 南寒帶니 日光이 더욱 斜照

야 氣候가 極히 冷니 이 五帶의 相異 곳이오이다 

        熱帶의 地 終年토록 炎熱이 特甚고 寒帶의 地 終年토록 冬과 如

야 氷雪이 消치 아니며 我國은 北溫帶에 處야 甚寒과 甚熱이 

업이다  

         世界에 生物이 氣候를 라 異니 氣候가 熱면 生物이 더욱 多

고 冷면 生物이 더욱 少니 이 生物의 發生과 成長이 다 熱을 賴

이오이다

         熱帶의 植物은 奇卉와 大樹가 多고 其葉이 冬, 夏에 常히 靑고 

棕櫚와 芭蕉와 咖啡의 類가 더욱 茂盛고 其動物은 軆格이 偉大고 

羽毛가 美麗고 虎와 豹와 獅와 象과 毒蛇와 大鳥가 産고 溫帶의 植

物은 穀食과 果物이 富고 樹木에 松杉이 가쟝 盛고 動物은 牛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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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와 羊과 豕와 鳴禽의 類가 多고 寒帶 天氣가 漸冷사록 生物이 

漸少야 僅히 樺와 楊과 苔蘚과 海狗와 白熊의 屬이오 南極과 北極下에

 生物의 影跡이 업이다

     나. [坪高] 6-17(五帯と生物:다섯 가지 기후대와 생물)50)

         지구 표면은 태양열을 받는 강약에 따라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적도

의 남북 23도 반 사이는 태양의 광선이 직사하기 때문에 뜨겁다. 이것

을 열대라고 한다. 그보다 남북으로 43도 사이는 태양이 약간 비스듬히 

비추기 때문에 기후가 온화하다. 이 곳을 온대라고 부른다. 남북으로 맨 

끝이 되는 곳은 광선이 가장 비스듬히 비추기 때문에 춥다. 이 지방을 

한대라고 한다. 온대, 한대, 남북 합쳐서 4대가 있고, 여기에 열대를 합

쳐서 5대라고 한다. 

         지구상의 생물은 그 서식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

면 적도 지방의 식물은 대개 성장이 빠르며 종려, 파초, 야자수 등이 무

성하다. 동물은 체격이 크고 털빛이 선명하고 고우며 또 맹수가 많다. 

온대 지방에 들어가면 식물은 너도밤나무, 졸참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삼나무 류가 많고 동물은 쥐, 족제비, 여우, 늑대, 곰 류가 많으며 새는 

곱게 우는 새가 많다. 한대로 들어가면 식물에는 자작나무, 전나무, 회

양목, 버드나무 류가 많고 점점 북으로 감에 따라 이끼류만 남고 동물

은 백곰, 물개 류가 산다. 마지막으로 남극, 북극에 이르면 모든 동식물

의 자취가 사라지게 된다. 

50) [坪高] 6-17(五帯と生物)의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地球の表面は、太陽熱を受くる度の強弱に基きて、五部に分かたる。赤道の南北、二十三度半の間

は、太陽の光線直射するが故に熱し。これを、熱帯と名づく。それより南北ともに、四十三度の間は、

太陽、やや斜めに照らすが故に、気候温和なり。この處を、温帯と名づく。南北共に、極端となれる處

は、光線、最も斜に照らすが故に寒冷なり。この地方を寒帯と云ふ。温帯、寒帯、南北合わせて四帯あ

り。之に熱帯を加へて、五帯と称す。

     地球上の生物は、其の棲息地とともに異なるを例とす。例へば、赤道地方の植物は、概ね成長盛んに

して、棕櫚、芭蕉、椰子樹等繁茂せり。動物は、体格偉大、被毛鮮麗にして、又猛烈なるが多し。温帯

地方に入れば、植物は、ぶな、なら、樺、松、杉の類多く、動物は、鼠、鼬、狐、狼、熊の類多く、鳥

類には、鳴禽多し。さて、寒帯に入れば、植物には、樺、樅、黄楊、柳の類多く、漸く北するに随ひ、

蘚苔類のみとなり、動物は、白熊、膃肭獣類などの類住し、いよいよ、極に達すれば、全く動植物の影

絶つに至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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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좌) <신찬> 5-38(五帶의 寒暖과 生物), (우) [坪高]6-17(五帯と生物)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전체 구성이나 표현 등에 있어 매우 유사한 양상

을 보이며 삽화 역시 동일한 삽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신찬>과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들을 비교하여 살펴보았

다. 현재까지 <신찬>과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일본 독본 교과서는 모두 3

종으로,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4) <신찬>이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國尋] [坪尋] [坪高] 합계

1 1 1 3

<신찬>의 경우,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들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단

원은 3개 정도 확인되었다. 다만, <신찬>은 <신정>이나 <초등>, <보통> 등 

다른 개화기 독본 교과서들의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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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의 수용과 변용 

  개화기 독본 교과서들은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를 상당히 참조한 것

으로 보인다. 특히 개화 초기의 독본 교과서들은 보통학교령 이후의 교과서들

에 비해 일본의 독본 교과서를 저본으로 한 단원의 비율이 매우 높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개화기 교과서가 일본의 것을 참조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개화기 교과서들이 일본의 독본 교과서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다. 일본의 많은 독본 교과서 중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제재를 선

택하고 내용을 구성하여 배열하는 작업은 나름의 독자적인 기준에 입각한 것이

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 독본 교과서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단원들을 살

펴보면, 저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기는 경우도 있으나 ① 일부를 생략하거

나 ②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며 때로는 ③ 일부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떤 내용을 생략할지, 혹은 추가하거나 변경할지는 편찬자의 판단

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예들을 살피기로 한다.

  

  ① 생략

  다음의 예는 저본이 된 일본 독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생략된 경우이다. 

(35) 가. <국민> 25(時間 恪守)

          米國 大統領 지 華盛頓은 精密히 時間을 직히 者ㅣ라 [중략] 華

盛頓이 양 國會에 臨  어긔지 아니야 上午 十二 点이면 

議事堂으로 갈 로 定고  下午 四點이면 晩餐 로 定며 請 

客이 잇셔 그 에 오지 아니면 제 혼쟈 食堂으로 드러가 暫時도 기

다리지 아니고 或 客이 더 緣由 發明면 答야 일오 나 

다만 時間을 직흴 이라 더라 

        한 貴人이 一日은 길 가더니 한 卑陋 이 불너 오 [후략] 

     나. [文高] 5-34(時間ヲ守ルベシ:시간을 지킬 것)51)

51) [文高] 5-34(時間ヲ守ルベシ) 해당 부분의 일본어 원문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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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정밀히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다. [중

략] 또 워싱턴은 국회에 출석함에도 시간을 어기는 일 없이 열두 시 시

계가 침과 동시에 늘 의사당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오후 

네 시를 식사 시간으로 정했는데 초대한 손님이 시간을 어기면 혼자 식

사를 마쳤다. 그 손님이 늦게 온 변명을 할 때는 ‘나는 단지 시간을 지

킬 뿐이오’라고 대답하였다. 

         어느 날 워싱턴은 말을 사려고 한 일이 있는데, 말을 파는 사람에게 

아침 다섯 시에 말을 끌고 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약속 시

간에 말을 끌고 오지 않고 십오 분 늦자 워싱턴은 ‘약속 시간에 네가 오

지 않아서 다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외출하였다.’고 하였고 그 사람은 

결국 말을 팔지 못했다고 한다.

         한 귀인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느 卑陋한 남자가 불러 세우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 남자가 귀인에게 말하기를 [후략]   

(가)의 <국민> 25(時間 恪守) 단원은 (나)의 [文高] 5-34 단원을 참조한 것

으로 보이는데, 워싱턴의 일화 중 말을 사려고 했던 일화가 생략되었다. 이 밖

에도 저본으로 삼은 일본 독본 교과서의 내용이 생략되는 경우로는 <국민> 

15(倫敦 二)와 <국민> 18(蜂房), <신정> 1-12(雀), <신정> 1-30~31(葡

萄山 一, 二), <초등> 8-20(家畜), <초등> 8-24(貨幣), <보통> 7-17(제

너) 등을 들 수 있다. <국민> 15(倫敦 二) 단원에서는 [文高] 6-8(倫敦) 중 

     人ハ貴賤ヲ問ハズ、一ノ職業ニ従事シテ是ヲ成ｼ遂ゲンニハ時間ヲ守ルノ習慣ヲ得ザル可ラズ。[중략] 

亞米利加ノ大統領タリシ華盛頓(Washington)ハ精密ニ時間ヲ守ル人ナリ。嘗テ、大藏大臣ノハミルト

ン(Hamilton)ガ、約束ノ時間ヨリ五分後レタリシニ、時計ノ後レタルヲ以テ口實トセシカバ、華盛頓、

是ヲ聞キ、君、更ニ精良ノ時計ヲ求ム可シ、然ラザレバ、予ハ、更に大臣ヲ新任スベシト云ハレタリ。

     又華盛頓ハ、國會ニ出席スルニモ、時ヲ違ヘタル事ナク、十二時ノ時計ヲ打ツト同時ニ、常ニ議事堂

ニ入ルヲ例トセリ。又午後四時ヲ食事ノ時間ト定メタリシガ、招待セシ客、此時ヲ違ヘシヿアレバ、己

レ一人ニテ、食事ヲ爲シ終レリ。若シ其來客、遅参ノ言譯ヲナストキハ、華盛頓、是ニ向ヒ、予ハ、只

時間ヲ守レリトノミ答ヘタリゾ。

     或ル時、華盛頓ハ、馬ヲ買ヒ入レントセシ事アリシガ、其馬ヲ賣ル人ニ向ヒテ、朝五時ニ馬ヲ引キ來

レト約シタリ。然ルニ、其朝ニ至リ、約束ノ時間ニ馬ヲ引キ來ラズシテ、十五分間後レタリシカバ、華

盛頓、是ニ云ハシムルヤウ、約束ノ時間ニ、汝、來ラザリシニ由リ、他ノ約束ヲ果サンタメ、他出セリ

ト、是ガ爲ニ、其人ハ、遂ニ馬ヲ賣ルヿ能ハザリシト云ヘリ。

     又一ノ貴人、或ル日、街道ニテ 卑陋ノ男子ニ呼ビ止メラレ、金ヲ借ラン事ヲ望マレタリ、其男子、

貴人ニ向ヒテ、[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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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 대한 바이런의 시 부분이 빠졌고, <국민> 18(蜂房) 단원에서는 [文高] 

5-14(蜂房)의 일벌에 대한 설명 중 벌집 만드는 부분이 생략되었다. 그리고 

<신정> 1-12(雀) 단원은 [新日] 3-14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이어

지는 [新日] 3-15에 나오는 참새에 대한 옛날이야기(다친 참새를 돌봐 주었더

니 박씨를 물어다 줬다는 이야기)는 취하지 않았다. <신정> 1-30~31(葡萄田 

一, 二) 단원은 저본으로 삼은 [文小] 2-8~9(葡萄山 一, 二)의 마지막에 나오

는 짧은 노래 부분(풀과 나무에 힘을 쏟으면 모두 금은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생략되었다. <초등> 8-20(家畜) 단원의 경우, [金高] 1-15(家畜)의 일본

어 원문에는 소나 말을 무자비하게 다루면 병이 날 수 있으니 소와 말이 편안

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초등>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빠졌다. <초등> 8-24(貨幣)의 경우, 저본으로 삼은 [金尋] 3-10에서 금, 은, 

동으로 만든 화폐가 휴대하기 불편하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취하지 않았다. <보통> 7-17(제너)에서는 제너가 런던에 가서 해부학자의 제

자가 된 일화가 생략되었다.

  ② 추가 

  먼저, 일본어 원문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관련 상황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

는 경우를 보기로 한다.

(36) 가. <초등> 8-17(外國人과 交際)

         我國의 外가 되 國을 緫히 外國이라 云고 外國의 人을 或外人이

라 云니라 我國이 東洋의 偏隅에 在야 古來로 外國과 交通이 

少고 오직 支那와 日本을 交通기에 過치 아니더니 挽近三十年來

로 世途의 進步 因야 歐羅巴洲와 亞米利加洲에 在 諸國과 交通

니 今日에 我國에 來往 外國人은 支那 日本 英國 法國 德國 俄

國 米國等이니라 

      나. [金尋] 8-12(外国人に対する心得:外国人을 대하는 마음가짐)52)

52) [金尋] 8-12(外国人に対する心得) 해당 부분의 일본어 원문은 아래와 같다. 

   

     我が国の外なる国を、総べて外国と云ひ、外国の人を外国人と云ふ。今日我が国に来り住める外国人



- 87 -

         우리나라 밖의 나라를 통틀어 외국이라고 하고, 외국 사람을 외국인

이라고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외국인은 중국, 조선,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의 사람들이다. 

(가)의 밑줄 친 부분은 저본으로 삼은 (나)의 일본어 원문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은 단원의 앞부분에 기본 지식이나 배경 설명이 추가된 경우이다.

(37) 가. <신정> 2-12(小野道風의 이기라)

           小野道風이라  은 日本國에서 일홈난 筆家ㅣ라  이거슨 道

風이 雨中에 서셔 구리 보 그림이오이다

     나. [文尋] 1-40(小野道風)53)

           이 사람은 오노노토후입니다. 토후는 비가 내리는 중에 서서 개구

리를 보고 있습니다. 　　　　　　

(38) 가. <초등> 6-16(停車場) 

          停車場은 滊車 停止고 乘客과 貨物을 載며 下 處所니 鐵

路線을 沿야 處處에 置되 其間距離 或 遠며 或 近오이다 此

處 鐵道의 停車場이니 衆多 人은 九時의 滊車 乘랴고 來야 

待오 

     나. [國尋] 7-14(停車場)54)

         사람들이 많이 정거장 쪽으로 갑니다. 8시 기차를 타는 것이겠죠. 

(39) 가. <초등> 2-8(졍희와 난희)

         오날은 토요일인 고로 졍희가 학교에서 일즉 집에 왓소. 졍희가 그 

동모 난희 쳥야 갓치 노나이다 두 아해가 지금 主人이 손님 대졉

は、支那・朝鮮・イギリス・フランス・ドイツ・ロシヤ・アメリカなどの人々なり。

53) [文尋] 1-40(小野道風) 해당 부분의 일본어 원문을 제시해 둔다. 

     此人は、小野のたうふうで有ります。たうふうは、雨の降る中に立ちて、かはづを見ています。

54) [國尋] 7-14(停車場) 해당 부분의 일본어 원문은 아래와 같다. 

   人がおほぜい停車場の方へ行きます。あれは八時の汽車に乗るのでせ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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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으로 노 졍희 主人이 되고 난희 손님이 되얏소

     나. [金尋] 2-16(オハナ　ノ　ハナシ:하나의 이야기)55)

        하나는 친구인 하루와 손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손님이 되

었습니다. 

(37가)에서 ‘小野道風’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유명한 서예가라는 정보는 일본

어 원문에는 없으나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정보이기에 추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8), (39)의 경우, (나)의 일본어 원문에서는 곧바로 정거장 풍경

과 아이들이 손님놀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가)에서는 그 앞부분에 정거

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나 장면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 밖

에도 <초등> 8-3(人體) 단원은 [金尋] 8-15(人體)를 저본으로 하였는데, 일

본어 원문이 머리, 가슴, 배, 심장, 폐, 위, 대장 등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데에 

비해, <초등>에서는 앞부분에 사람이 동물과 달리 지혜가 있음을 기술하며 피

부, 근육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한편, 일본어 원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새

로 추가되기도 한다. 

(40) 가. <신정> 3-31(順明의 鳩라) 

          近時에 와서 文明 諸國에서 軍事 上의 通信  비들기 使

喚다  말이 잇이다 

      나. <초등> 7-9(肥料)

          是故로 現時에 文明國에 農業大學校 設고 此에 關 諸般事業

을 硏究야 其原理 透觧야 實地에 應用니 汝等의 靑年들은 

農業을 輕忽히 말며 農夫 卑타 말지니라 

      다. <보통> 3-11(蝙蝠)

          近年 我國에 流行 洋傘을 蝙蝠傘이라 은 그 와 치 細小 

살이 잇서셔 蝙蝠의 와  이니라 

55) [金尋] 2-16(オハナ　ノ　ハナシ) 해당 부분의 일본어 원문을 제시해 둔다. 

    おはなは、ともだちのおはるときゃくあそびをしてゐます。おはるは、おきゃくになってゐ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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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가. <국민> 24(老農夕話)

        그 老農의 말을 仔細히 각야 보니 幸福은 사마다 스로 求 

거시라 王侯將相이나 汝等이나 勤勞 아니고 幸福을 어들 슈 업기 

一般이라 나라의 富强은 國民의 勤勞에 잇다 니 汝等의 勤勞  

나라에 富强의 幸福이니 學校에 잇슬 와 卒業 後에도 一生 勤勞 

잇지 말지어다 

     나. <신정> 2-19(여호와 괴의 이기)

        여러분도 自己 일만 힘고 남을 웃지 마시오

     다. <신정> 2-27(無職 이라)

        자 여러분은 이 無職 의 苦狀 거슬 보고  본번 定 職業

은 아모리 어려울지라도 고 아 中途에 變치 말고 始終을 힘 것

시 올오이다 

     라. <신정> 3-9(孝鼠의 이기라)

         嗚呼ㅣ라 짐이라도 其 親을 奉養과 保護기에　用心기 이갓치 

니 믈며　 되 者ㅣ 孝心이 업슨즉 엇지 리요 

     마. <초등> 5-27(蟻와 蟋蟀) 

         人도 계으르게 日을 度고 事 爲치 아니면 반닷히 飢寒에 至

리니 後日에 後悔들 무슨 利益이 잇스리오 蟋蟀을 경계이 可 듯

오 

     바. <초등> 6-23(養蠶)

         養蠶 法은 먼져 桑을 植이 可니 此 乃 國家의 一大富源이라 

其 利益이 禾麥을 作 것보다 少치 아니니 國家의 富盛을 全望

 者 엇지 力을 致치 아니리오 

     사. <보통> 3-9(順序)

         成事은 順序가 잇고 物件을 製作은 手功을 要니 無論 무엇이

던지 이와 니라 

(40)의 예들에는 모두 ‘近時’, ‘現時’, ‘近年’과 같은 표현이 쓰였는데, 제재와 관

련되는 최신의 정보를 추가하였다. (41)의 예들은 마지막 부분에 편자의 의견

을 제시하거나, 금지나 당위 표현 혹은 수사의문문 등을 사용하여 격려와 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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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구하는 교훈적 메시지를 덧붙이는 경우이다. 

  이 밖에도 저본의 일본어 원문에는 없는 상세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경우를 살필 수 있다.

(42) 가. <초등> 6-27(貿易)

        貿易이 盛면 其 國이 富고 貿易이 盛치 못면 其 國이 貧니 

現今時代에 英國과 日本을 見지어다 我國은 外國 貿易이 盛치 못야 

다만 外國의 物品만 入고 內國의 物品은 出치 못니 我國의 國民된 

者 各其 家産을 勤勉히 야 多量의 産物을 作出야 貿易을 盛케 

이 可니라 

     나. [國尋] 4-15(貿易)56)

         무역이 성하면 그 나라가 부유하고, 무역이 쇠하면 그 나라도 가난하

다. 그렇다면 국민은 각자 가업을 힘써 산물을 많이 산출하고 무역이 

더 번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43) 가. <보통> 7-17(제너)

         一日은 엇더 女子가 그 醫師의게 診脈을 請지라 醫師가 診察 

後에 「痘瘡이라」말즉 그 女人이 對答되「나 牛乳  것으로 

生業 者ㅣ라 往年에 牛痘 얏슨즉 痘瘡이 發生 理致가 업

다」더라 當時에 牛痘 격근 者 痘瘡이 업다  傳說이 牛乳 

搾取 者 中에 流布 故로 그 女人이 如此히 對答이러라 제너가 

在傍얏다가 그 女人의 所答을 傾聽고 [후략] 

    나. [金高] 4-19(種痘ノ発明者:종두 발명한 사람)57)

         한 시골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 집에 와서 병을 진찰해 줄 것을 청했

다. 의사가 ‘이것은 포창이다’ 하고 말하자, 그 여자는 ‘제가 예전에 우

두에 걸린 적이 있어서 그 병에 걸릴 리가 없다’고 답하였다. 제너가 

이것을 듣고 [후략] 

56) [國尋] 4-15(貿易)의 해당 부분 일본어 원문은 아래와 같다. 

      貿易盛ナレバ、ソノ国富ミ、貿易オトロフレバ、ソノ国貧シ。サレバ、国民タルモノハ、オノオノ

家業ヲハゲミテ、多クノ産物ヲ出シ、マスマス貿易ヲ盛ナラシメンコトヲツトムベシ。

57) [金高] 4-19(種痘ノ発明者) 해당 부분의 일본어 원문을 아래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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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는 무역이 번성한 나라의 예를 드는 한편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언급을 

추가하였다. (43)은 이미 우두를 앓았으므로 두창이 발생했을 리가 없다는 여

자의 발언에 대해 보충 설명을 덧붙인 경우이다. 이 밖에도 <초등> 8-2(衛

生)의 경우, 저본으로 삼은 [金尋] 6-14(衛生)에서는 위생을 위한 방법으로 

음식 조심과 운동, 휴식, 몸의 청결을 다루었는데 <초등>에서는 그 밖에 거처

의 청결이나 맑은 공기, 의복의 청결과 같은 내용을 덧붙였다. <보통> 4-19

(石炭과 石油)는 [國尋] 6-6(石炭·石油) 단원을 저본으로 하는데, 석탄으로 인

한 검은 연기에 대한 기술에 이어 공장이 많은 곳은 그러한 검은 연기가 많으

나 사람들은 부유하다는 내용, 그리고 석탄은 옛날에 나무가 땅에 묻혀 생긴 

것이라는 설명을 더하였다. 

  ③ 교체 및 변경 

  먼저, 일본의 상황과 관련된 부분을 그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정보로 교체

한 경우이다. 

(44) 가. <초등> 7-18(石炭과 石油) 

        世間에 石炭의 産出 地方이 極多니 我國에도  産出야 平

壤의 石炭  者 烟煤가 無야 品質이 良好니 此等 石炭鑛에 

大 機噐 設置야 盛게 採掘니라 [중략] 石油 其初의 土中

으로붓허 汲出 時 鳶色이오 又 濁 物이나 此 精製면 極히 淸

淨야 燃料에 供니라 現今 我國에 아즉 石油의 産出地 發見

이 無으로 我國의 用品은 悉皆 外國에셔 輸入니라  

     나. [金尋] 8-14(石炭・石油)58)

      一ノ村女アリ、師ノ家ニ来リテ、疾ヲ診察センコトヲ求ム。師「是ハ、疱瘡ナリ」ト云ヒケルニ、

其ノ女「妾曾テ牛痘ニ感ゼシコトアレバ、此ノ疾ヲ得ベキハズナシ。」ト云ヘリ。じぇんなー之ヲ聞キ

テ、[후략]

58) [金尋] 8-14 (石炭・石油) 해당 부분의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石炭は、日本にては、北海道・九州・台湾などに多し。是等石炭のある地方にては、大きなる機械を

すゑ付けて、盛に之をほり出せり。[중략] 石油は、始め土中よりくみとりたる時は、とび色に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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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은 일본에서는 북해도, 규슈, 타이완 등에 많다. 석탄이 많은 이

들 지방에서는 큰 기계를 설치하여 왕성히 석탄을 캐낸다. [중략] 석유

는 처음에 땅 속에서 퍼 올릴 때는 솔개색이고 탁하지만 정제하여 등유

로 쓴다. 에치고는 유명한 석유 산지로 거기에 큰 기계 장치를 설치하

여 많이 퍼 올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석유 산출이 대체적으로 적으므

로 현재 외국 수입에 많이 의존한다. 

(44)는 석탄이나 석유의 산출과 관련하여 일본의 지역적 정보 대신에 그에 상

응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교체한 경우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는 <초

등> 5-22(材木), <초등> 8-20(家畜), <보통> 3-5(鳥類) 등을 들 수 있다. 

<초등> 5-22(材木)에서는 저본으로 삼은 [金尋] 6-7(材木)의 내용 중 삼나

무에 대한 부분은 빠지고 밤나무, 상수리나무에 대한 기술이 추가되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정보로 교체되었다. <초등> 8-20(家畜)의 경우, [金高] 1-15

(家畜)의 내용 중 말과 소의 산지로 유명한 일본 지역에 대한 정보를 그에 상

응하는 우리나라 지역으로 대체하였다. <보통> 3-5(鳥類)의 경우, [坪尋] 

5-2(鳥)에서 다룬 鴬. 두견, 뜸부기, 駒鳥에 대한 기술을 빼고 제비와 매, 닭, 

솔개에 대한 내용으로 교체하였다. 

  다음으로는 일본어 원문의 내용 중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다른 내

용으로 변경한 경우를 살피기로 한다. 

(45) 가. <초등> 6-15(商業)

        大 市街에 客主 又 會社의 巨大 商店이 有야 各色 物品을 都

賣며 又 小商人은 此處에셔 物品을 貿去야 各人에게 放賣고 各人

은 其 物品을 買用니라 大抵 都賣 巨大 資本을 要고 小賣 

略少 資本을 要니라 商業은 國家 富盛케  根本이라 萬若 

此가 發達치 못면 其國은 반닷히 衰敗니라

     나. [金尋] 5-10(商業)59)

にごれるものなれば、之を精製して、灯油に用ふるなり。越後は、有名なる石油の産地なるを以て、其

の場所に大なる仕掛けを設けて、盛にくみとれり。されど我が国には、石油の産出大体に於て少き故

に、今多く外国の輸入を仰げり。

59) [金尋] 5-10(商業)의 해당 부분 일본어 원문을 아래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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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마을에는 객주나 회사와 같은 큰 가게가 있고 직물이나 지류 등을 

도매하는 곳도 있다. 소상인은 대개 여기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우리들에

게 팔고 우리는 그 물건을 사서 쓴다. 

        일등 백미 다섯 섬을 내일 중으로 보내 주십시오.

(46) 가. <보통> 8-12(善友)

         날보담 몃나 優勝 朋友 / 擇고 求야 相從고

         過失을 고치고 善行을 본밧아 / 이몸도 賢人君子되고지고

     나. [金尋] 3-19(友をえらべ:친구를 가려 사귀어라)60)

         나보다 나은 좋은 친구를 / 고르고 찾아서 함께 

         마음의 작은 틈에 채찍질하여 / 배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 노래는 지금의 황후가 지은 노래입니다. 우리들은 이 노래처럼 좋

은 사람을 친구로 하여 학문에 힘써야 합니다. 

(45나)의 밑줄 친 부분은 서간문 형식의 예문을 제시한 것이며 (46나)의 밑줄 

친 부분은 일본의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본어 저본의 내

용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 적당한 내용으로 교체하였

다. (45나)와 같이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서간문 형식의 예문을 다른 내용으로 

바꾼 경우로는 <초등> 7-9(肥料)의 예가 있으며 (46나)와 같이 일본 문화 

관련 부분을 교체한 경우로는 <초등> 6-23(養蠶) 단원을 들 수 있다. 앞의 

(33)에 제시한 <신찬> 3-25(海底) 단원에서는 일본 옛날이야기인 ‘우라시마 

타로’ 부분을 덜어내고 ‘잠수하는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었는데 

이 역시 일본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교체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大きなる町には、問屋又は会社とて、広き店をかまへて、あるひは、織物、紙類などの卸売りをする

所あり。小商人は、大ていここより品物を仕入れて我等に売り、我等は、其の品を買ひて用を足すな

り。

     一等白米五俵、明日中に御おくり下されたく候。

60) [金尋] 3-19(友をえらべ)의 해당 부분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おのれにまさる、よき友を / えらみもとめて、もろともに

     心のこまに　むちうちて / まなびのみちにすすめかし。

     此のうたは、今の皇后さまのおよみなされた、おうたであります。私どもは、此のおうたのとほり、

よい人を友として、がくもんをはげまねばなりませ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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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본과 다른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조정한 경우이다.

(47) 가. <초등> 5-3(乞人) 

         二兒가 一日은 일즉 四街에셔 맛낫소 此處 學校에 往 路가 合

데오 

         (李童) 金君 엇더시오

         (金童) 녜 관계치 안쏘 긔운 엇더시오 日氣가 참 좃소이다

      나. [國尋] 7-3(なまけもの:게으른 사람)61)

         두 아이가 네거리 모퉁이에서 만났다. 학교에 가는 길과 들판으로 가

는 길이 만나는 네거리였다. 

          아키야마 ‘하루노, 안녕!’

          하루노 ‘아키야마, 안녕!’

(48) 가. <신정> 3-20(居留地의 地圖) 

         好慶이란 兒孩가 그 同生 好聞을 불너 日本 居留地에 가 노던 이야기

 고 [후략]

     나. [文尋] 4-26(公園の地図:공원의 지도)62)

         어느 일요일 밤, 타로는 할아버지에게 그 날 아무개와 함께 公園地에

서 논 이야기를 한다. 

(47)의 대화문은 일본어 원문의 아침 인사말을 우리나라에서 아침에 만나 나눌 

법한 표현으로 바꾸었다. (48)은 일본어 원문의 ‘公園’, ‘公園地’를 ‘居留地’로 

바꾸었는데, 이는 ‘공원’을 접할 수 없었던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61) [國尋] 7-3(なまけもの)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二人の子どもが通の四つかどでであった。それは、学校へ行く通と、野原へ行く通 との四つかどで

あった。

      秋山　「春野君。おはやう。」

      春野　「秋山君。おはやう。」

62) [文尋] 4-26(公園の地図)의 해당 부분을 아래에 제시한다.

     ある日曜の夜、太郎は、祖父に向ひて、其日某と共に公園地に遊びたる話をなし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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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저본의 일본어 원문을 수정한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다. 

(49) 가. <초등> 8-19(郵便과 電信)

         言語 互相間에 意思가 表示이오 文字 互相間에 言語 代行

 者라 吾人이 互相遠隔 時 書札을 傳送야 互相意思 表示

니 古代에 在야 恒常 人足을 依으로 其費用이 多고 時間이 

長야 甚히 便利치 못더니라 現時에 社會가 文明에 漸進야 

通信이 장 便利 法이 有니 此 郵便과 電信이니라 郵便은 政府

에셔 郵便局을 設고 郵票 製야 人民의게 賣야 書札을 互相傳

送케 니라

      나. [金尋] 7-21(郵便·電信)63)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 가

장 비용이 적고 편리한 것은 우편이다.

(가)의 저본이라 할 수 있는 (나)는 우편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되는데 

(가)에서는 통신 방법의 변화에 대해 보다 자세히 기술하면서 우편과 전신에 

대한 이야기를 도입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 밖에도 <초등> 8-25(公共의 利

益)의 경우, 저본이 된 [金尋] 7-24(公共の利益)에서는 마을에서 공공의 이익

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할 일로 전염병이나 해충을 들었는데 <초등>에서는 소학

교 경비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문제로 바뀌었으며 마지막 부분에는 국가의 일

을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는 교훈적 메시지가 추가되었다. <보통> 6-15

(鐡歌)는 철에 대한 노래로 [坪尋] 8-14(鐡の物語 下)를 저본으로 삼았다. 일

본어 원문의 마지막 부분은 철을 계속 쓰지 않으면 녹이 스니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보통>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놀지 

말고 학문을 힘써 닦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표현으로 바뀌었다. 

63) [金尋] 7-21(郵便·電信)의 해당 부분의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遠ノ處ノ人ニ思フ事ヲ通ズル道ハ、種々アレドモ、最モ費用少クシテ便利ナルハ、郵便ナルベ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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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지금까지 개화기 독본 교과서 중 일본 교과서와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경우

는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일본 교과서를 받아들이고 변용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정>은 3년제인 관립소학교의 과정에 적합하도록 보다 쉽게, 그리고 아동

이 친근감을 갖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롭게 다시 편성한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일본의 민간 출판사에서 간행된 다양한 독본 교과

서들 중 이야기 제재가 많고 아동이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교과서를 선택하여 

참조한 것, 그리고 ‘간이과’의 폐지로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못한 [文小]를 

입수할 수 있었던 것은 서문에 언급된 日本人 補佐員 다카미 카메(高見龜), 아

사카와 마츠지로(麻川松次郞)가 편찬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라 하겠

다.64)

  개화기 초기의 독본 교과서 중 <국민>과 <신정>은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단원들이 일본의 독본 교과서를 참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국민>의 경우 41개 단원 중 저본인 [文高]를 참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는 것은 9개 단원인데, 같은 제재가 복수의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를 고려

하여 제재의 가짓수로 따지면 총 33 종류의 제재 중 [文高]를 참조하지 않은 

것은 5개이다. 이 중 ‘세종대왕’과 ‘을지문덕’과 같은 단원을 제외하면 31개 제

재 중 [文高]를 참조하지 않은 것은 ‘亞米利加 獨立’, ‘支那國’, ‘成吉思汗’의 3

개 제재65)에 불과하다. <신정>의 경우, 97개 단원 중 [文尋], [文小], [讀書], 

[新日]과 같은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와의 관련이 확인되지 않은 단원

은 10개 단원으로, 제재 수로 따지면 92개 제재 중 10개 정도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제재를 제외하면 88개 제재 중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와의 

64) 다카미 카메(高見龜), 아사카와 마츠지로(麻川松次郞)는 한성사범학교에 채용된 일본인 교관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나바 츠기오 지음·홍준기 옮김(2006:23-24)을 참조할 수 있다. 구자황

(2013:513)에서는 다카미 카메(高見龜)와 아사카와 마츠지로(麻川松次郞)가 학부에서 실제로 활동

한 것은 각각 1897년 6월과 1898년 3월까지로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신정> 

편찬에 이들이 참여한 것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65) 이 제재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국가적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주 독립의 

정신을 고취시키며 분발하게 하기 위해 일본 독본 교과서를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편찬했을 가

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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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司馬溫公’, ‘華盛頓’, ‘山과 河’, ‘獸의 王(사자)’ 

등 5개뿐이다. 이러한 단원들은 저본이라 할 만한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에서 같은 제재나 유사한 내용이 다루어지는 경

우를 찾아볼 수 있다. 

  개화기 초기의 독본 교과서 중 <국민>, <신정>과 함께 학부에서 편찬한 

『소학독본』(<소독>)의 경우, 일본 독본 교과서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소학독본』은 ‘독본’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 

개화기 독본 교과서로 취급되고 있으나 내용상 修身書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임상석(2016)에서는 『소학독본』의 1~3장 전반부는 경서

를, 그리고 4~5장의 후반부는 『채근담』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며, 정암 조광

조, 율곡 이이, 화담 서경덕 등의 발화가 사실은 『채근담』의 구절을 가져온 

것으로 의도적 차명이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국민>과 <신정>이 일본 검

정 시기에 문부성에서 편찬한 [文高]와 [文尋]을 저본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

면 <소독>이 참조했을 만한 것으로는 문부성에서 편찬한 『小學修身書』를 들 

수 있다. 『小學修身書』는 1883년에 初等科之部가 간행되고 이듬해인 1884년

에 中等科之部가 간행되었는데, 이 중 初等科之部의 권1은 논어, 맹자, 대학, 중

용, 시경, 효경 등 경서의 구절을 인용하고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 부분과 中等科之部에서는 주로 ‘大和小學, 大和俗訓, 家道訓’ 등 

일본의 문헌을 인용하였다. 이렇게 볼 때, <소독>의 기본적인 큰 틀은 역시 일

본 문부성의 修身 교과서를 참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소독>의 후반부에

서 『채근담』의 내용을 조선의 인물들의 발화인 것처럼 인용한 것 역시 일본 

문부성의 修身 교과서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보통학교령 이후에 편찬된 교과서들 중에서도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

를 참조한 경우가 있으나 <국민>, <신정>과 같은 개화 초기 교과서들에 비하

면 그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초등>의 경우, 문자와 단어를 다루는 입문 단

계의 권1을 제외한 권2~8까지의 191개 단원 중 [文尋]. [金尋], [金高], [國

尋] 등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를 저본으로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37개 정도를 찾을 수 있다. <보통>은 권2~8까지의 169개 단원 중 28개 단

원, <신찬>은 3개 단원 정도에서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화 초기의 <국민>이나 <신정>에 비해 보통학교령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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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과서들은 일본의 독본 교과서를 참조하기는 하였으나 일본 독본 교과서를 

거의 그대로 옮기는 단원의 수가 현저히 줄었으며 독자적인 내용 구성을 꾀하

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교과서에서 다룰 만한 근대적 지식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 근대 문명의 수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3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서 일본 메이지 시기 독본 교과서를 어떻게 

수용하고 또 변용하였는지 그 양상을 살피었다. 일본 메이지 시기 독본 교과서

를 저본으로 하더라도 일본 국내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그에 상응하는 우리나

라에 대한 것으로 교체하였으며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다른 내

용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저본이 되는 일본 독본 교과서에서는 다루

어지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거나 제재에 대한 기본적 

지식, 배경 설명, 최신 정보 등을 추가하고, 학습자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교훈적 메시지를 덧붙이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일본 독본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일본 독본 교과서에 없는 상세한 설명을 추가

적으로 보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제재가 동일하고 내용이 유사할 뿐 아니라 구성이나 표현 등에 

있어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경우들로 저본을 한정하였는데, 단지 내용이 유사

하거나 혹은 제재만 같은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일본 독본 교과서와 유사한 단

원은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들과 유사한 제

재와 내용이 쓰인 경우는 본고에서 다룬 <국민>, <신정>, <초등>, <보통>, 

<신찬>뿐 아니라 다른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澤田哲

(1988:106-7)에서는 휘문의숙에서 편찬한 『고등소학독본』을 검토하여 일본 

명치 시대의 독본 교과서들과 유사한 제재들이 상당수 실려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1-16(世界人種), 2-17(五大洋五大洲), 2-20(覔島奇功) 등

은 일본 명치시대 교과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단원들이고, 1-39(馬의 救童) 

단원은 일본의 일화를 소재로 한 것이며, 1-24(小鼠老蛙), 1-35(束木譬喩), 

2-7(自顧)의 단원은 일본 『伊蘇普物語』(이솝 우화)의 내용과 일치한다. 澤

田哲(1988:106-7)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도 <휘문>의 단원 중 1-38(玩弄有

悟), 2-9(孟母의 敎子), 2-21(燈搭) 단원은 각각 [坪高]의 3-17(望遠鏡の発

明), 3-11(孟子の母), 2-4(灯台 上) 단원과 내용상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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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2-4(灯台 上)의 예를 제시한다. 

(50) 가. <휘문> 2-21(燈搭)

       燈搭의 設은 或 海邊이나 或 海中礁石上에 在니 船隻이 暮夜에 往

來 時 或 礁石에 觸거나 或 沙淤에 陷가 慮야 是를 設이

니 若 燈搭의 光이 無면 海中 危險 處를 黑暗際에 明辨기 實 難

지라 譬컨 世 海와 如고 人은 船과 如고 書籍은 燈搭과 如

니 人이 世間에 在야 書籍으로써 智識을 啓發치 아니면 危險의 

虞를 難免리니 一般 靑年은 宜 書籍으로써 引筏 燈塔을 삼을지

니라

     나. [坪高] 2-4(灯台 上)66)

        등대는 해안이나 그 근방의 암초 위에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어두운 

밤에 해상을 지나가는 배가 잘못하여 얕은 여울이나 암초에 걸리는 일

이 없도록, 매일 밤 등불을 켜서 항해하는 사람에게 표시가 되어 주는 

것, 이것이 등대의 쓰임이다. [후략]

  한편, 개화기 독본 교과서의 단원들 중에는 修身 교과서에서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신정>에서 저본을 확인하지 못한 ‘司馬溫公’, 

‘華盛頓’과 같은 제재는 일본의 독본 교과서뿐만 아니라 修身 교과서에서도 자

주 쓰이는 것들이다. ‘華盛頓’의 제재는 1907년에 학부에서 편찬한 『普通學校 

學徒用 修身書』의 1-8, 1-9 단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초등> 5-2(三個의 棒), 5-17(約束) 단원은 각각 『普通學校 學徒用 

修身書』의 4-3, 2-13 단원에서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독본 교과서

와 修身 교과서는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며, 개화기 修身 교과서에서도 일본 교

과서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화기 수신 교과서에 대해

서는 별도의 기회를 마련하여 따로 살피기로 한다.

66) [坪高] 2-4(灯台 上)의 일본어 원문을 아래에 제시한다. 

     灯台は、海岸、又は其の近傍の岩礁の上に設くるを通例とする。闇の夜に、海上を通る船が、過っ

て、浅瀬、暗礁に乗り上げる様なことの無いために、毎晩、之れに、あかりをつけて、航海者に、目じ

るしを与へる、これが、灯台の用である。[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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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화기 독본 교과서의 어휘와 표현 

  개화기에는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어휘나 표현들도 함께 들어오

게 되었는데, 특히 신문물과 관련된 신생 한자어의 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새로운 어휘·표현은 신문, 잡지, 신소설 등에서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개화기 독

본 교과서 역시 새로운 어휘·표현이 유입되는 통로의 하나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제3장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들이 일본 메이지 시대 교과서 

중 어떠한 것들을 참조하였으며 그 체재와 내용을 어떻게 수용하고 변용했는지

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개화기에 활발히 유입된 신생 한자

어들이 어떤 것들인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개화기 독본 교과서

에 나타나는 한자어 어휘에 대해 일본어를 통한 수용과 변용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아울러 일본어 독본 교과서를 저본으로 한 번역 표현의 문제

도 함께 살피고자 한다. 

4.1. 개화기 신생 한자어

  개화기의 서구 문물 수입은 서양으로부터 직접 들여오기보다는 먼저 근대화

를 경험한 일본을 매개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화기 어휘에 대한 연구에 있

어서도 일본에서 들어온 신문명 어휘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주요한 것으로는 송민(1979, 1985, 1988, 1989, 1990, 1994, 1998, 1999ㄱ, 

1999ㄴ, 1999ㄷ, 1999ㄹ, 2000ㄱ, 2000ㄴ, 2000ㄷ, 2000ㄹ, 2000ㅁ, 2001ㄱ, 

2001ㄴ, 2001ㄷ, 2001ㄹ, 2001ㅁ, 2002ㄱ, 2002ㄴ, 2003, 2007, 2018)의 일

련의 연구와 최경옥(2000, 2003), 이한섭(2010, 2012, 2014) 등을 들 수 있

다. 이 중 이한섭(2014)은 1880년대 이후 현대어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들어

온 어휘 총 3,634단어를 망라한 사전으로 신소설이나 사전류, 신문, 잡지 등 다

양한 문헌에서 용례를 추출하였으며 교과서 중에서는 <국민>과 <신정>,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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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유독본』(<부유>)67)의 용례를 제시하였다. 그 밖의 다른 교과서들은 

용례로 활용하지 않은 듯하다. 

  개화기 독본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신생 한자어를 다룬 것으로는 박영섭

(1996), 최경옥(2000), 유미진(2004ㄱ, 2004ㄴ, 2005ㄱ, 2005ㄴ), 김창렬

(2009)의 연구가 있다. 먼저 박영섭(1996:29-57)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

에 나타나는 신어를 정치, 경제, 과학·문화 등 의미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한

자어를 대상으로 하여 그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 중 이한섭(2014)에 

등재되어 있는 것들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1) 가. 정치(政治) 

      結社 共和國 共和-政府 國權 國力 國是 國際 國籍 國會 國會-議員 內閣 

內政 大權 大統領 獨立國 文明國 民主國 副統領 副會員 比準 上下議員

選擧 先進國 聲明 首班 植民地 愛國歌 愛國心 領土 領海 外交 議員 議

政 任期 立法 立憲 自由 自由權 自主民 政權 政府 政治 條約 條約國 條

約書 中央政府 地方官廳 地方長官 締結 總理

     나. 경제(經濟)

      價値 建築費 建築業 雇用 供給 工業 工錢 交易 國庫 國債 機械-工業 農

商工 農産物 農作物 都買 都賣所 賣買 貿易 物價 物品 配當 報酬 保險-

證書 賦課 分配 事業 私債 産業 産出 商工 商工業 賞金 商社 商業 商人 

商店 商票 商品 賞品 商會 生産 小賣 小賣商 消費 手工 水産 收入 輸入

稅 輸出 輸出入 新聞-廣告 信用 失業 實業家 失業者 失職 營業 外債 豫

算 豫算表 月給 銀行 賃金 資本 資本金 雜費 雜貨 財務署 財物 財産 財

政 製造 製鐵業 酒稅 中賣 地價 推尋 出納 販賣 品質 貨物 會計 會計課

     다. 과학·문화

      家計 街路 間隔 間接 刊行 感覺 凱旋歌 健康 乾燥 揭載 格式 結婚式 競

爭 競爭心 經濟學 空氣 空氣-壓力 公共 公立 空想 公益 公轉 公衆-利

益 關係 觀測 光度 光澤 交涉 敎養 交替 構成 國文 軍事上 歸家 歸國 

軌道 筋肉 金屬 禁煙 機關 機械類 記念 記錄 寄生 技術 記述 氣體 基礎

67) <부유>의 경우 이한섭(2014)의 뒷부분에 실린 용례 추출 문헌 일람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실제

로는 <부유>의 용례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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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號 氣候 暖房 冷血動物 勞動 農業 能力 蛋白質 團體 團合 擔當 大氣

大腸 東經 動物 東半球 萬一 晩餐 面積 母音 目的 描寫 問議 文書 文學

文化 物件 物理 物質 物體 微生蟲 美術 反射 發達 發射 發展 方法 放射

白人種 變遷 保管 保護 服裝 婦人會 腐敗 北緯 噴水 分數 分水嶺 肥料

社交 私轉 社會 社會-團體 酸素 酸化 相議 上層 生物 生活 西半球 碩學 

選手 選擇 性質 性品 消防 消化 手段 水道 首席 收拾 循環 濕氣 市街 

視力 施行 食用 神經 新聞 新築 伸縮 實力 心臟 安全 壓力 野外 養分 

愛國歌 愛讀 愛玩 野蠻-時代 旅行 硏究 燃料 連續 演說 熱帶地方 熱量 

染色 汚物 溫帶地方 溫度 搖錘法 用品 優等 優勝 運動 原料 遠視 慰勞 

慰問 衛生 流失 意味 衣食住 應用 移植 移住 人口 忍耐力 人類 印刷 人

種 一般 資料 慈善事業 自愛心 自然 子音 自轉 自助 自主-思想 雜給 腸

窒扶斯 狙擊 接受 轉換 整理 精銳 精製 停止 題目 製造 條目 調査 造成 

組織 卒業 種類 從事 主管 主張 蒸氣 蒸氣力 證明 蒸發 地球 指導 脂肪

脂肪質 地層 直徑 職分 職業 直接 職責 振動 借用 天然 天然物 天體 哲

學 請求 靑春 體格 推薦 衝突 就業 趣旨書 測量 橢圓體 討論 爬蟲類 膨

脹 廢物 肺臟 爆發力 平民 平野 漂流 表面 表示 疲勞 皮膚 下層 寒冷 

恒星 海面 海上 害蟲驅除法 血液 虎列刺 花粉 化學 化合物 歡迎會 黃人

種 稀薄 黑人種 吸收 吸煙 會報 會社 繪畵 橫斷

    라. 교육(敎育)·교통(交通)·체신(遞信)

      開學 客車 高架鐵路 官費生 敎科書 敎師 敎授 敎員 校長 交通 歸航 機關

車 汽船 汽笛 汽車 內港 農業大學校 大學校 同窓 無線電報 發送 發信人

放學 普通學校 私費生 商船 船舶 船室 船長 船票 輸送 受信人 習字 乘

客 葉書 外港 郵便 郵便局 郵票 運動會 運送 運送船 運輸 運轉 運河 有

線電報 陸上交通 人力車 入港 電氣鐵道 電報 電線 電信 電信局 電信術 

電信柱 電車 轉學 電話 停車場 碇泊 中學校 蒸氣車 支線 直航 車票 鐵

甲船 鐵道 鐵路 鐵路線 體操 就學 測量學 通信 通學 學科 學校 學校-試

驗 學費 學生 學術 學業 學藝 學會 港口 港灣 航海 海里 海上交通 海運

航海術 貨車 休學

    마. 법률(法律)·행정(行政)

      看守 監事 監獄署 檢査 公文 公法 規則 權利 機密事項 起案 納稅 納稅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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務 代表 免許狀 文書課 發起 法官 變造 辯護士 兵役義務 俸給 分掌 祕

書課 司法 私立 私有 私有物 辭職 償金 上納 稅法 歲入 歲出 宣告 生命

權利 訴訟 訴狀 實效 審判 委任 委託 違憲 義務 移住民 印稅法 立法院 

財産權利 裁判官 裁判所 爭議 竊盜罪 條例 租稅法 懲戒 請願書 治安 判

決 行政 憲法 刑法 戶籍

    바. 군인(軍人)·경찰(警察)

      警官 警察 警察署 工兵 國民兵 軍部 軍艦 同盟軍 民兵 補充兵 師團 司令

官 巡檢 聯隊 陸軍 陸海軍 戰時 志願兵 徵兵 撤兵 哨所 親衛隊 砲兵 海

軍 海軍提督 海陸軍 現役兵  

    사. 종교(宗敎) 

      舊敎 救世軍 基督敎 新敎 傳道 天主敎

    아. 물명어(物名語)68)

      鋼鐵 鑛物 國旗 貴金屬 金剛石 氣球 記念碑 羅針盤 落葉樹 大理石 大砲 

燈油 帽子 毛織 武器 白墨 白砂糖 封套 盆栽 粉筆 繃帶 寫眞 砂糖 生絲 

石膏石 石腦油 石油 石油燈 石灰水 石灰石 船體 小銃 水筒 水蒸氣 時計　

新聞紙 深紅石 鰐魚 眼藥 煉瓦灰 鉛筆 鹽酸汁 洋料理 洋服 洋傘 洋靴 

牛乳 運動服 琉璃廠 硫黃 元素 椅子 二元素 印紙 自鳴鐘 掌匣 裝飾品 

電氣燈 電燈 紙券煙 指南針 鐵橋 鐵絲 銃 漆板 枕木 炭酸石灰 炭酸瓦斯

炭素 太極旗 胎葉 通行券 板子 捕鯨船 避雷針 河馬 玄米 顯微鏡 花崗石 

火器 火砲

    자. 직업(職業)·관직(官職)·인륜(人倫)

       看護婦 間諜 顧問官 公使 課長 觀覽者 管理人 觀光人 局長 技師 代理公

使 大使 洞長 同胞 飜譯官 事務官 書記官 巡檢 守錢虜 紳士 幼兒 醫師 

理事官 助敎授 主事 職工 次官 鐵工 哲學家 總巡 通譯官 行政官 化學者 

會社員 會員

    차. 시령(時令)·처소(處所)

      講習所 居留地 孤兒院 公使館 公園 工場 官廳 鑛山 校舍 極東 寄宿舍 南

極 南氷洋 大西洋 大洋州 待合室 圖書館 都會地 博物館 白沙場 繁華場 

68) 물명어 중 박영섭(1996:51)에서 ‘沈紅石’으로 제시한 것은 <휘문>의 원문을 확인하여 ‘深紅石’으

로 오자를 바로잡았다. ‘石腦油’와 ‘煉瓦灰’은 <국민>의 원문에 ‘石胸油’, ‘煉風灰’로 되어 있으며 

‘避雷針’은 <초등>의 원문에 ‘避電針’으로 쓰였으나, 모두 오자로 보아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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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極 北氷洋 分岐點 噴火口 氷山 商會館 西洋 歲暮 世上 時間 市場 實

驗室 眼鏡店 暗室 養鷄場 養蠶室 旅館 鹽田 領事館 五大洋 屋上 運動場

遊戱場 陸地 議事堂 邑內 印度洋 日氣 日曜日 一週日 赤十字社 田園 製

鐵所 週日 鑄字所 蒸造所 地中海 天氣 炭鑛 太平洋 土曜日 紅海 荒蕪地 

休假

위의 제시된 한자어 중에는 (다)의 ‘萬一’ 등 개화기 신어로 보기 어려운 예들

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다)의 ‘優勝’과 같은 경우는 개화기 독본 교과

서에서 ‘優勝劣敗’의 형태나 ‘더 낫다’라는 전통적 의미로 쓰이고 있어 현대어와 

같은 새로운 용법의 용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최경옥(2000)에서는 <신정>을 대상으로 하여 개화기 번역 한자어

를 조사하고 세 종류로 나누었는데 그 분류한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한섭(2014)에 등재되어 있는 것들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2) 가. 明治期에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한자어

      各般 個月 健康 公轉 國旗 軍歌 軍刀 放送 分間 說明 小銃 時間 甚强 壓

服 魚族 誤錯 飮料 前揭 傳染 週日 職責 表面

    나. 明治期에 만들어졌으나 고전에서 형태를 빌린 것으로 판단되는 한자어

       規則 文明 士官 産出 數字 運動 自然 學校 形迹 火輪(船) 

    다. 개화기 한국에서 만든 것으로 판단되는 한자어 

       私轉

위에 제시된 한자어 중 (가)의 ‘分間’이나 ‘壓服’, ‘誤錯’ 등은 『한불자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전통적 한자어라 할 수 있으며, ‘放送’ 역시 현대어와 같은 새로

운 용법이 아니라 전통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이다. 

  유미진(2004ㄱ, ㄴ)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물 및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일본 근대 번역 한자어와 인간 활동의 주체를 나타내는 한자어를 제

시하였으며, 이어서 유미진(2005ㄱ)에서는 인간 활동-정신 및 행위를 나타내

는 한자어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유미진(2005ㄴ)의 연구는 <국민>뿐 아니라 

<신정>, <소학>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물 및 도구를 나타내는 한자어를 제시



- 105 -

한 것이다. 다음에 유미진(2004ㄱ, 2004ㄴ, 2005ㄱ, 2005ㄴ)에서 제시된 한자

어들을 모아서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이한섭(2014)에 등재되어 있는 것들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3) 가. 중국의 漢譯 洋書나 英華字典에서 차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자어

       (자연) 金剛石 蛋白質 大理石 大西洋 宇宙 遺骸 地球 太平洋 血液

       (주체) 講習所 公使 敎師 國會 東洋 民兵 博士 兵卒 商會 西洋 領事官 

合衆國

       (인간) 建築 空想 交通 國債 權利 貿易 保險 事務 輸出 運動 遊牧 理學 

征服 化學

       (도구) 國旗 機械 噴水 所産 新聞紙 鉛筆 染料 議事堂 電氣燈 電線 鐵

路 火輪船 貨車

    나. 중국 고전 한자어를 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자어

       (주체) 監督 警察 機關 同盟 社會 世界 市民 次官 土人

       (인간) 規則 文明 文化 發見 發明 報酬 思想 事業 寫眞 選擧 演說 利益 

自在 轉學 條約 卒業 主義 注射 證書 地價 學科 學問 幸福

       (도구) 公園 線路 印紙

    다. 일본인이 독자적으로 創出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자어

       (자연) 空氣 鑛物 金屬 冷却 物質 放射 白墨 酸素 石灰石 消化 元素 肪

脂質 炭酸 炭素 稀薄

       (주체) 工場 共和國 鑛山 國會-議員 寄宿舍 大統領 大學校 蠻族 副統

領 蕃民 司令官 小學校 聯隊 將官 停車場 製作所 製鐵所 助敎授

中學校 職工 總理大臣

       (인간) 價格 激戰 工業 共和-政治 鑛業 斷念 圖式 文明開化 半島 商事 

商業 西洋曆 小錢 輸出入 占領 製鐵 搾取 學資

       (도구) 輕艇 軍艦 機關車 汽船 汽笛 汽車 羅針盤 農産物 農作物 短針 

無煙炭 肥料 産品 水筒 小銃 時計 燃料 遊園 運動場 人力車 飮料

電信柱 蒸氣車 支線 天産物 鐵道 銃丸 彈丸 捕鯨船 港灣 顯微鏡

    라. 기원이 불명확한 것 

       (자연) 氷塊 自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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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獨立國 同盟軍 條約國 化學者 

       (인간) 開化 建築費 建築業 冒險 愛國心 自由 條約書 築造

       (도구) 甲板 軍刀 軍港 短銃 賞品 船體 原料 彈雨  

(다)의 ‘小錢’은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서 용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위에 제시

된 어휘 중에는 개화기 신생 한자어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

를 들어 (나)의 ‘注射’와 같은 경우는 <국민> 16과(風)의 ‘日光이 放射 故

로 의 熱度가 各處에 不同고 그 地位 좃 受熱 差等이 잇고  

의 注射 熱量은 同호 地上 物質이 熱氣 吸收 分數 各各 다르니’

라는 문장에서 쓰인 것인데, 여기에서 ‘주사’는 전통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며 

신문명 어휘라 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김창렬(2009)의 연구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 전반에 걸쳐 일본 한

자어를 조사한 것이다.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서 쓰이는 한자어들 중 일본 한자

어들을 골라 교과서별로 각각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초등여자소학』과 『부

유독본』은 다루지 않았다. 김창렬(2009)에서 제시한 개화기 독본 교과서의 일

본 한자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도 이한섭(2014)에 등재

되어 있는 것들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4) ㄱ. 價値 間接 感覺 開國 開明 開發 開進 開化 客車 健全 揭載 經濟 警察

計算 啓示 鼓動 空間 空氣 公理 空想 工業 公園 公衆 共和 過度 科學

管理 管理人 官舍 官員 觀察 觀察府 觀察使 敎科書 交接 交通 國體 軍

刀 窮理 權利 軌道 貴重 規模 機關 機關車 氣像 技師 技術 氣質 奇特

    ㄴ. 內閣 勞動 奴隸

    ㄷ. 團體 大權 大元帥 大統領 大學 大學校 道德 圖書館 道義 獨立 獨立國 

東京 同權 動物 動作

    ㅁ. 馬車 萬國 萬歲 挽回 冒險 模型 紊亂 文明 文學 文化 物件 物理

    ㅂ. 博覽 博物館 半開 發達 發明 方面 方法 方向 白墨 白色 飜譯 保守 保

全 普通 分析  分子 比較 比重 飛行 飛行術

    ㅅ. 事故 士官 社交 思想 思惟 寫眞 社會 産業 商社 商標 生産 書生 書籍 

石油 石板 石筆 選擧 設備 成年 成分 世界 世帶 勢力 世襲 洗滌 消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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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通 消化 消化器 隊道 水夫 修身 受業 需要 巡査 崇拜 時間 新聞 新

聞紙 紳士 實業 實業家 實驗 實驗室

    ㅇ. 愛惜 野蠻 夜學 洋服 言論 言語 歷史 力學 演說 燃燒 演習 列國 熱帶 

熱度 劣敗 榮光 影響 外憂 要素 優勝 宇宙 郵便 郵便局 運動 運動場

運動會 運送 運輸 運用 運河 運行 元素 衛生 慰藉 維新 遊園 銀行 音

樂 義務 意思 議院 議員 理事官 理事廳 人間 人權 人道 人事 人生 一

般 一新 日曜日

    ㅈ. 資料 字母 自然 自由 自由權 子音 自主 自主權 雜居 裝飾 在留 裁縫

財政 爭議 專制 電話 占有 停車場 政黨 精神 停止 情況 朝飯 組成 組

織 措置 調和 存在 主管 主權 注射 主義 注意 中心 蒸氣 蒸氣力 知覺

地方 志士 地學 進步 秩序

    ㅊ. 着手 贊成 創造 鐵道 鐵路 哲學 體育 體質 總理 追及 治安 枕木

    ㅌ. 土人 通信

    ㅍ. 平等 平民 平和 標準 品性 品質 風化 避雷針

    ㅎ. 學士 寒暑 恒産 行爲 火輪車 火輪船 活字 活動 喧譁 會社 會議

위의 제시된 한자어 중에는 ‘開國, 開明’ 등 개화기 신생어로 보기 어려운 전통

적인 한자어도 상당수 섞여 있다. 김창렬(2009)에서는 ‘經濟, 産業69)’ 등 몇몇 

어휘에 대해 일본과 한국의 사전들을 참조하여 그 수용 시기를 추정하였는데, 

개화기에 새로 수용된 것으로 기술된 어휘들 중에도 실제 용례를 살펴보면 새

로운 의미가 아닌 전통적 의미로 쓰인 것들이 적지 않다. 일례로 ‘經濟’에 대한 

예문으로 제시된 ‘綱目과 史記 閱覽야 古今에 治亂과 得失을 살피며 當世에 

經濟 道理 思諒야 中宗 靖社신 後에 匡濟 事業이 多지라’의 문장에 

쓰이는 ‘經濟’는 근대적 의미의 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밖에도 ‘國家(국가)

 保守(보슈)옵시다’의 ‘保守’70)나 ‘幼兒가 업거 其名을 부르고 四面으로 

69) ‘經濟, 産業’과 같은 의미 개신을 겪는 한자어에 대해서는 송민(2000ㄱ)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송민(2000ㄱ:49)에 따르면 ‘산업’은 『한불자전』과 『한영자전』, 그리고 『조선어사전』 모두 ‘직

업이나 생업’이라는 전통적 의미로 기술되어 있으며 『한글학회 큰사전』에 이르러서야 전통적 의

미에서 분화된, 경제학 전문 용어로서의 의미가 새로 추가되게 된다. 

70) 이한섭(2014:377)에서는 ‘보수’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기

어 유지하려고 함’이라는 뜻풀이를 제시하며 ‘各其一家의 門戶 立야 平均 地位를 保守홈은 국

법의 公道로 人’의 權利 護홈이니‘라는 서유견문의 예를 들고 있으나 이 예는 전통적 의미 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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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나 影響이 업지라’의 ‘影響’ 역시 신생 한자어로서의 용법이라 하기는 어

렵다.

  한편, 송민(2018)에서는 중국어에 확산된 일본식 신생한자어를 다룬 劉正埮

[外][編](1984)의 연구를 활용하여 국어와 중국어에 공통되는 신생 한자어들

을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어에 수용된 일본식 신생한자어는 중국 고전에 

용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①중국 고전에 전거가 있는 번역용 신생어와 ②

일본에서 창안된 번역용 신생어, 그리고 ③기타 일본의 전통적 한자어나 근대

화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송민(2018)에서

는 각각에 대하여 해당되는 한자어들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개화기 독본 교과

서에서 쓰이는 것들을 뽑으면 다음과 같다. 역시 이한섭(2014)에 등재되어 있

는 것들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5) 가. 중국 고전에 전거가 있는 번역용 신생어

      綱領 講習 經費 經濟 階級 共和 課程 敎育 交際 交通 國體 軍需 規則 機

械 機關 氣質 內閣 勞動 勞動者 代表 圖書 文明 文學 文化 物理 博物 

博士 反對 發明 法律 辯護 保險 封建 封鎖 分配 分析 事務 事變 思想

社會 生命 生産 選擧 消化 輸入 神經 新聞 身分 信用 演說 演習 鉛筆

偶然 運動 運轉 衛生 流行 資本 自由 組織 天主 侵略 侵犯 判決 品位 

學士 憲法 革命 刑法 會計

    나. 일본에서 창안된 번역용 신생어

      看護婦 建築 警察 空間 工業 科學 關係 觀測 廣告 光線 敎科書 國庫 國

際 軍部 劇場 基督敎 汽船 氣體 農作物 能力 蛋白質 大氣 目的 物質 美

術 反射 放射 白旗 士官 社交 商業 成分 世紀 消防 消費 輸出 乘客 時間

時計 施行 實業 審判 業務 熱帶 領土 領海 溫度 瓦斯 要素 原理 元素 銀

行 義務 議員 議院 人權 資料 電報 傳染病 電車 電話 政黨 宗敎 終點 株

式會社 主義 支線 哲學 體育 體操 總理 派遣 平面 必要 寒帶 現役 化學 

會社

    다. 기타 일본의 전통적 한자어나 근대화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어 

      公立 權限 金額 記號 德育 方針 服務 私立 人力車 組成 學會

로 봐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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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에 제시한 어휘들 중 ‘도서’, ‘보험’은 각각 ‘도서관’, ‘보험 증서’라는 

형태로만 쓰였으며. ‘박물’의 경우는 ‘박물관’, ‘발명’은 ‘발명가’, ‘변호’는 ‘변호

사’의 용례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총리’는 ‘총리대신’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그리고 ‘화학’은 (다)의 일본에서 창안된 번역용 신생어로 제시되었

는데, 송민(2018:18)에서는 ‘화학’의 예를 들어 일견 일본식 신생어로 보일지라

도 중국 문헌에서 뒤늦게 용례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두가 일본에서 

창안된 것이라고 맹신해서는 안 됨을 언급한 바 있다. 이한섭(2014)에도 ‘화학’

은 실려 있지 않다.

  다음으로 송민(2018)에서는 Masini(1993)/黃河淸[역](1997)에서 제시한 신

생 한자어들 중에서 국어 단어로도 통용되는 사례를 일부 제시하였는데, 그 중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서 쓰이는 것들을 고르면 아래와 같다. 이한섭(2014)에 

등재되어 있는 것들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6) 가. 日語的 回歸借詞

       警察 敎育 規則 劇場 大學 文明 物理 博士 方法 普通 世界 營業 陸軍

意見 醫學 資本 自由 專制 政府 進步 判決 學校 刑法 會計

    나. 日語的 原語借詞

       改良 建築 檢査 經濟 工業 公園 工場 共和 課程 科學 軍事 技師 汽船

農學 團體 代表 圖書館 物理學 物質 美術 博覽會 博物館 辯護士 師範

司法 寫眞 社會 商業 世紀 消防 市場 歷史 瓦斯 衛生 留學生 銀行 義務

議員 電信 傳染病 電車 電話 政黨 宗敎 種族 主義 證券 地理學 職工

哲學 體操 學會 行政 憲法 會社 會員

(가)의 ‘日語的 回歸借詞’는 중국 고전에서 나온 어형이 일본에서 가공된 후 중

국어로 되돌아간 신생 한자어로 앞에서 제시한 (5가)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나)의 ‘日語的 原語借詞’는 순수 일본식 신생한자어로 (5나, 다)에 

해당한다. 그리고 (6)에 제시한 한자어들 중 이탤릭체로 표시한 것들은 앞에서 

중국 고전에 전거가 있는 번역용 신생어 (5가)의 예로 제시된 것이며 굵은 글

씨로 표시된 것은 앞에서 일본식 한자어 (5나, 다)의 예로 제시된 것이다. 그런



- 110 -

데 이들 중 일부는 앞에서 제시한 것과 그 처리 양상이 같지 않다. (6가)의 ‘경

찰, 극장’은 앞에서 (5나)의 일본식 한자어의 예로 제시되었으며 (6나)의 ‘공

화, 과정, 대표, 위생, 헌법’은 앞에서 중국 고전에 전거가 있는 (5가)의 예로 

제시되었던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고전에 전거가 있는 일본식 한자어로 

제시된 (5가)의 예 중 ‘교제, 문학, 법률, 보험, 소화, 신문’, 그리고 일본에서 

창안된 번역 신생어로 제시된 (5나)의 예 중 ‘전보, 총리, 화학’의 경우, 

Masini(1993)/黃河淸[역](1997)에서는 일본식 한자어가 아닌 다른 경우의 예

로 제시되어 있다. 또 Masini(1993)/黃河淸[역](1997)에서 일본식 한자어가 

아닌 경우로 제시된 한자어 중 ‘管理, 國債, 國會, 動物, 商會, 試驗, 植物, 紳士, 

委員, 自主, 電線, 政治, 帝國, 主權, 鐵道, 海軍, 顯微鏡’ 같은 경우는 이한섭

(2014)에서 일본 한자어로 취급하였다. 이와 같이 어떤 한자어가 개화기 신생 

한자어인지, 또 일본식 한자어인지 혹은 중국에서 기원한 한자어인지를 판단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화기 시기의 어휘들을 다룬 한중일의 사전과 문

헌들을 두루 살펴야 하며, 새로 용례가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한편, 송민(2001ㄱ, 2002ㄱ, 2007)에서는 1907년에 간행된 정운복의 『獨習

日語正則』을 대상으로 하여 개화기 신생 한자어를 검토한 바 있다. 송민(2001

ㄱ, 2002ㄱ, 2007)에서는『韓佛字典』이나『한영자전』과 같은 개화기 전후의 

국어사전, 그리고 일본 메이지 시대의 번역어나 새로운 단어 혹은 의미를 밝혀 

놓은 惣郷正明·飛田良文(1986)에 따라『독습일어정칙』의 일·한 대역문에 나타

나는 同形同義의 한자어가 신생어인지 판단하였다. 송민(2001ㄱ, 2002ㄱ, 

2007)에서 제시한 신생 한자어 중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이한섭(2014)에 등재되어 있는 것들은 밑줄로 표시

하였다.

(7) ㄱ. 價格 家券 間接 看護 監獄 開拓 開港 健康 建築 檢査 譴責 缺席 競爭

經濟 警察署 階級 告示 膏藥 供給 空氣 工兵 工事 公使 公園 工場 共和

國 官吏 官立 官報 官費 觀測 廣告 鑛物 鑛山 鑛業 敎科書 敎師 校舍

交涉 敎員 校長 交通 交換 國權 國旗 國力 國債 國會 軍隊 軍部 軍人 

軍艦 軍港 勸業 規則 機械 機關 紀念 騎兵 技師 汽船 紀元 汽車 氣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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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落成 內閣 勞動者 農學

     ㄷ. 團體 代表 大學校 圖書館 獨立國 動物

     ㅁ. 馬車 妄想 望遠鏡 賣買 免官 模範 募集 目的 問題 物産 

     ㅂ. 博士 反射 發見 發起 發達 發明 方法 方針 辯護 兵隊 病院 報告 步兵 

補佐 普通

     ㅅ. 事件 師團 師範 司法 事變 事業 寫眞 算術 商業 商店 商品 生徒 生産

生存競爭 石油 石炭 石灰 宣告 世界 歲入 消防 小說 訴訟 速成 鎖國

首犯 首府 輸入 輸出 收入 收穫 巡査 時間 時計 植物 殖産 新聞 紳士

信用 實力 實業 實地 實行 心臟

     ㅇ. 握手 洋服 漁業 旅行 硏究 演說 演習 鉛筆 聯合 熱帶 營業 外交 外套 

料理 曜日 郵船 優勝劣敗 郵便 運動 運轉 月給 衛生 委員 委任 留學

遊學 銀行 音樂 義務  議事 議員 醫學 人口 印刷 人身 一般 日曜日

入學

     ㅈ. 資格 資本 雜貨 將官 裁縫 裁判 電報 電線 電信 電車 戰鬪 電話 停車

場 政府 政治 政治家 帝國 製造 提出 條例 調査 租稅 條約 組織 照會 

卒業 宗敎 週間 株式會社 主義 蒸氣 地球 進步 診察 

     ㅊ. 鐵道 體操 逮捕 總理 出發 測量 

     ㅌ. 態度 土曜日 土地 通過 通商 通信 通學

     ㅍ. 派遣 砲兵

     ㅎ. 學校 學徒 學問 學友 學資 寒帶 合衆國 海關 行星 行政 顯微鏡 刑法

刑事 護送 貨物 貨幣 化學 活字 會社 會議

위에 제시된 한자어 중에는 개화기 신생 한자어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일례로 ‘告示’는 ‘告示 榜 부티다 <譯語上10a>’와 같은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 

전통적 한자어라 할 수 있다. ‘膏藥’, ‘官吏’, ‘戰鬪’ 등도 옛 문헌에서 용례가 보

이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근대 신생 한자어를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선행 연

구에서 제시된 것 중에는 개화기 신생 한자어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의미 

개신을 겪은 신생 한자어라도 그 용례를 살펴보면 전통적 의미로 쓰인 경우들

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들을 제외하고 (1)-(7)의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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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신생 한자어 중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 쓰이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밑줄 친 것은 이한섭(2014)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이며, (1)-(7)의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것들을 각각 번호로 표시하였다.

(8) ㄱ. 價格37 價値14 各般2 間接147 看護婦15 感覺14 講習所13 改良6 開港

7 開化34 居留地1 健康1267 健全4 建築357 建築費13 建築業13 檢査

167 缺席7 結婚式1 經濟學1 警官1 競爭17 警察13456 警察署17 階級

57 孤兒院1 空間45 空氣1347 公立15 工兵17 工事7 公使37 空想134

工業13456 公園13467 公益1 工場167 公轉12 公衆4 共和3456 共和

國137 課程56 科學456 關係15 管理4 管理人14 官立7 官報7 觀察4

觀測157 廣告157 光度1 鑛物37 鑛山137 光線5 鑛業37 敎科書1457

敎師37 校舍7 交涉17 敎養1 敎員17 校長17 交際5 交通3457 交換7

國庫15 國旗1237 國民兵1 局長1 國際15 國債137 國會137 軍歌2 軍

刀234 軍部7 軍艦137 軍港37 權限5 規則23567 極東1 劇場56 金剛

石13 金屬13 金額5 機械1357 機關13457 機關車34 基督敎15 技師

1467 汽船13567 技術14 起案1 紀元7 汽笛13 汽車137 氣體15 基礎1

記號15 氣候7

     ㄴ. 內閣147 勞動145 勞動者57 奴隸4 農産物13 農作物135 農學67

     ㄷ. 蛋白質135 團體1467 大氣15 大使1 大統領134 代表567 大學46 大學

校1347 待合室1 德育5 圖書館1467 獨立4 獨立國1347 同盟軍13 

     ㅁ. 妄想7 望遠鏡7 面積1 母音1 毛織1 募集7 模型4 目的157 文明23456

文明國1 問題7 文學145 文化1345 物理1456 物理學6 物産7 物質

1356 美術156  

     ㅂ. 博覽會6 博物館146 博士3567 反對5 半島3 反射157 發見37 發明

3457 發信人1 放射135 方針57 配當1 白墨34 法律5 辯護士16 兵隊7

病院7 報告7 普通467 保險35 服務5 封建5 封鎖5 婦人會1 副會員1 

分配15 分析45 盆栽1 繃帶1 肥料13 祕書課1 

     ㅅ. 士官245 社交145 師團17 司令官13 私立15 師範67 司法167 事變57

思想345 事業17 寫眞3467 社會13456 算術7 商社14 商業13567 商

店17 商標4 商品17 商會13 生産1457 生存競爭7 書記官1 石筆4 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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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說明2 成年4 成分45 世界3467 世紀56 小賣1 小賣商1 消防

1567 消費145 小說7 訴訟7 小學校3 消化1345 鎖國7 首班1 首府7 

受信人1 需要4 收入7 輸入157 輸入稅1 水蒸氣1 輸出1357 巡査47 乘

客15 時間12457 時計1357 市民3 市場16 植民地1 神經15 新聞1457

新聞紙1 身分5 紳士147 信用157 實業457 實業家14 實驗4 實驗室14 

審判15

     ㅇ. 壓力1 愛國心13 野蠻14 夜學4 洋服147 業務5 聯隊13 燃料13 演說

13457 燃燒4 演習457 鉛筆1357 熱帶1457 染料3 葉書1 營業167 領

土15 溫度15 瓦斯56 料理7 要素45 曜日7 優勝劣敗7 郵便147 郵便局

14 運動123457 運動服1 運動場134 運動會14 運轉157 原理5 元素

1345 衛生14567 委員7 維新4 流行5 銀行14567 飮料23 音樂47 義

務14567 意思4 議事堂13 議員134567 醫學67 人權45 人力車135 印

紙13 一般147 日曜日147 賃金1 任期1 入學7 立憲1

     ㅈ. 資料15 資本157 自由13456 自由權14 子音14 自轉1 自主14 自主權

14 在留4 財務署1 財政14 裁判7 裁判官1 裁判所1 電報157 電線

1367 戰時1 電信17 電信局1 電信術1 電信柱13 傳染病56 電車1567

電話14567 占有4 停車場1347 政黨456 政府167 政治17 政治家7 帝

國7 製鐵13 製鐵所1 製鐵業1 助敎授3 條約7 組織1457 卒業137 宗敎

567 終點5 種族6 週間7 主權4 株式會社57 主義34567 中心4 中學校

13 蒸氣147 蒸氣力14 蒸氣車13 蒸發1 證券6 證書3 知覺4 指導1 脂

肪1 肪脂質13 支線135 地層1 職工136 直接1 進步467 秩序4

     ㅊ. 次官13 創造4 鐵道1347 哲學1456 哲學家1 請願書1 體育45 體操

1567 總理1457 總理大臣3 出發7 就業1 趣旨書1 侵略5 枕木14 侵犯5

     ㅌ. 炭酸瓦斯1 炭素13 態度7 土曜日17 通過7

     ㅍ. 派遣57 判決156 砲兵17 爆發力1 品質14 避雷針14 必要5

     ㅎ. 學科13 學士45 學生16 學友7 學資37 學會156 寒帶57 合衆國7 港灣

13 恒星1 海里1 幸福3 行政167 憲法156 革命5 顯微鏡137 現役兵1 

血液13 刑法1567 刑事7 虎列刺1 花粉1 貨幣7 化學7 會計156 會計課

1 會社14567 會社員1 會員1 會議467 稀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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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한자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日本國語大辭典』이나 『漢語大辭典』

등에서 語誌 정보나 한문 문헌에서의 용례를 확인하였으며, 惣郷正明․飛田良文

(1986), 佐藤亨(1986), 佐藤亨(2007), 그리고 李漢燮(2010)에 제시된 근대 한

어에 대한 선행 연구 등도 참조하였다. 위에 제시한 한자어 중 ‘敎科書’, ‘電話’, 

‘停車場’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물이나 개념을 나타

내는 신문명 어휘이다. 그리고 ‘工業’과 같이 기존에 ‘수공업’의 의미로 쓰이던 

전통 한자어가 새로이 근대적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 역시 신생 한자어로 

할 수 있다. 또 전통 한자어 중 의미상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學校’

와 같이 전통적 한자어가 유사한 개념의 근대 문물에 대한 용어로 전용되는 경

우는 신생 한자어로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통 한문에서는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그다지 쓰이지 않았으나 근대화와 더불어 하나의 단어로 정착되거나 활

발히 쓰이게 되는 경우도 신생 한자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會議’는 『日

本國語大辭典』에 따르면 한문 문헌에 용례가 보이기는 하나 오늘날과 같은 하

나의 명사적 표현으로 쓰이지 않았던 것이 근대화를 겪으며 하나의 단어로 쓰

이게 되는 경우이다. 惣郷正明․飛田良文(1986:53-54)에 따르면 ‘會議’는 에도 

시대 蘭和辭典인 『譯鍵』(1810)에서 네덜란드어 ‘Gemeent, Raadvergadering’

에 대한 번역어로 쓰였으며 『英和對譯袖珍辭書』(1862)에서는 ‘convention’의 

번역어로 쓰이기도 하였다. 

   (8)에 제시한 한자어 중에는 일본 메이지 시대에 『英和対訳袖珍辞書』

(1862),『医語類聚』(1872), 『哲学字彙』(1881), 『仏和法律字彙』(1886), 

『工学字彙』(1886) 등의 문헌에서 서양 문물에 대한 번역어로 쓰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중 영어 번역어의 예를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價値(price) 間接(mediate)  奴隸(slave) 白墨(chalk) 報告(report) 士官

(officer) 選擧(election) 世紀(century) 小說(novel) 時間(time) 市民

(citizen) 市場(market) 新聞(newspaper) 紳士(gentleman) 信用(credit) 

實驗(experimenta) 演說(speech) 瓦斯(gas) 要素(factor) 銀行(bank) 音

樂(music) 義務(obligation) 意思(motive, idea) 一般(general, universal) 

資料(material) 資本(capital) 自由(liberty, freedom) 子音(consonants)  

電報(telegram) 停車場(station) 電話(telephone) 停車場(station) 宗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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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n) 組織(system organization) 種属(tribe) 主權(sovereignty) 主義

(principle, -ism) 蒸發(transpire) 知覚(perception) 指導(guidance) 脂肪

(adipose) 地層(stratum) 直接(immediate) 秩序(order) 創造(creation) 哲

学(philosophy) 體育( physical exercise) 體操(exercise, gymnastics) 枕

木(sleeper, tie) 態度(manner, attitude) 憲法(constitution) 革命

(revolution) 化學(chemistry) 會員(member) 會議(convention) 

위에 제시한 예들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문물과 개념을 나타내는 경

우가 대부분인데, 중국 문헌에 쓰이던 전통 한자어가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되

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日本國語大辭典』과 『漢語大辭典』, 惣郷正明․飛

田良文(1986), 佐藤亨(1986) 등에 따르면 ‘士官’은 중국에서 ‘재판관, 사법관

(掌刑獄之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던 것인데 일본에서 ‘officer’에 대한 번역

어로 쓰이게 되었다. 또 ‘社會’는 본래 近思錄의 ‘郷民為社会、為立科条、旌別善

悪、使有勧有恥’라는 구절에서 쓰인 어휘로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

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데 일본에서 ‘society’라는 개념에 대한 번역어로 사용

된 경우이다. 이와 같은 의미 개신을 겪은 한자어들은 번역어에 국한하지 않더

라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전통 한자어의 의미 개신에 대해서는 송민(2000ㄱ, 2001ㄱ)71)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송민(2000ㄱ, 2001ㄱ)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한자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한불자전』과 『한영자전』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다. 『한불자전』, 

『한영자전』에 등재되지 않거나 등재되어 있더라도 표기나 의미가 크게 다른 

경우는 일본어의 어형과 의미를 모두 차용한 신생 한자어로 보았으며, 전통 한

자어 중『한불자전』 (혹은 『한영자전』)에 실려 있는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

미 용법으로 쓰이게 된 것들은 일본어의 의미만을 차용한 신생 한자어로 파악

하였다. 송민(2000ㄱ, 2001ㄱ)에서 일본어의 의미만을 차용한 신생 한자어로 

다룬 한자어 중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 쓰이는 것으로는 ‘工業, 大學, 發明, 發

71) 송민(2000ㄱ)에서는 전통 한자어가 의미 개신을 겪은 경우로 ‘監察, 經濟, 工業, 大學, 馬力, 文科, 

文法, 文體, 分數, 軟骨, 學士, 文章, 發表, 發明, 發行, 放送, 社會, 産業, 生産, 新人, 料理, 運轉, 入

學, 朝會, 自然, 中心, 創業, 學生, 獻納, 犧牲’의 예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송민(2001ㄱ)에서 의미 

개신을 겪은 신생 한자어로 언급된 것은 ‘經濟, 經驗, 交通, 機關, 氣象, 發明, 生産, 世界, 運動, 惟

新, 一般, 進步, 處分, 處置, 態度’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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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 生産, 料理, 運動, 運轉, 一般, 入學, 中心, 態度, 學士, 學生’ 등이 있다.72)

이 밖에도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서는 『한불자전』에 등재된 의미와는 다른 새

로운 용법으로 쓰이는 한자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한 예들의『한불자

전』뜻풀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가. 관계다(關係) : 중요성, 세심한 주의│중요하다│중대하다│중요하다 

      나. 氣體 : 건강(경칭)│신체의 힘

      다. 事業 : 일│문제│사건│직무│고유의 일│작업

      라. 셜명다(說明) :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다│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분명히 말하다│자기변명을 하다│자신을 정당화하다

      마. 審判 : 심판 (4개의 마지막 결론 중 하나)

      바. 印紙 : 인감이 찍힌 종이│인지가 붙은 종이│그 위에 도장이 찍힌 

상자│도장 자국을 감추기 위한 종이

위에 제시한 예들은 모두 전통적 한자어들이 근대화와 함께 새로운 용법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이다. ‘氣體, 事業, 說明, 印紙’는 전통적 의미와는 다소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는데 그에 비해 ‘審判’과 같은 경우는 의미상 큰 차이가 

72) 『한불자전』에 실린 ‘工業, 大學, 發明, 發行, 生産, 料理, 運動, 運轉, 一般, 入學, 中心, 態度, 學

士, 學生’의 뜻풀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工業 : 수공업과 일│일

    大學 : 큰 학문│曾子가 저술한 중국 책 이름

    발명다(發明) : 변명하다│변명하다│자기변명을 하다│부인하다│상반하다│자기의 무죄를 증

명하다

    발다(發行) : 집을 떠나다│길을 나서다

    산다(生産) : 수태하다│임신하다│분만하다│아이를 낳다

    뇨리다(料理) : 계산하고 관리하다│이익을 산출하다│소득, 이익, 생계를 꾸리는 방법

    운동다(運動) : 움직이다, 흔들다, 이동시키다│감격하다, 감동시키다

    운뎐다(運轉) : 운반하다

    一般 : 똑같은 것이다, 결국 똑같은 것이 된다│비슷한

    입학다(入學) : 문자학습을 시작하다 

    中心 : 마음 속에, 마음 속,, 마음 가운데

    態度 : 방법│형식│예쁜 모습│아름다움

    學士 : 한문을 아주 잘 아는 학자│관직명

    學生 : 일찍이 벼슬한 적이 없는 양반의 사후 지칭. 故(한문을 아주 잘 아는 사람에게 사후에 부여

하는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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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기보다는 법률 관련 전문 용어로서 새로운 용법을 얻게 된 신생 한자어라 

할 수 있다. 『한불자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통적 한자어가 법률·정

치 관련 전문 용어로 쓰이는 경우로는 ‘規則, 獨立, 訴訟, 條約’ 등이 있으며 경

제 관련 전문 용어로 쓰이는 경우는 ‘配當, 分配, 勞動’, 철학 관련 전문 용어로 

쓰이는 경우로는 ‘思想, 分析73)’ 등을 들 수 있다. 

  의미 개신이 일어난 개화기 신생 한자어 중『한불자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옛 문헌에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內閣, 機關, 實業’ 등이 

있다.74) 그리고 한글 문헌에서 용례를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중국 전통 한문에

서 용례가 보이는 신생 한자어로는 (9)에서 언급한 ‘士官, 社會’ 이외에도 ‘空

氣, 敎師, 機械, 技術, 校舍, 文化, 發見, 保險,  司法, 寫眞, 算術, 成年, 成分, 夜

學, 營業, 終點’ 등을 들 수 있다.75)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 나타나는 신생 한자어 중에는 그 용례를 확인해 보면 

새로운 의미가 아니라 전통적 한문에서의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自然’과 같은 경우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서 ‘自然다’, ‘自然(히)’와 같은 전

통적 용법으로 쓰였으며 ‘nature’라는 의미의 근대적 용법으로 쓰이는 용례는 

찾기 어렵다.76) ‘監察, 文科, 文法, 放送, 産業, 創業’77) 역시 그러한 경우라 하

73) ‘分析’은 본래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다’의 의미를 나타내

는데 철학 용어로는 ‘복잡한 현상이나 대상 또는 개념을, 그것을 구성하는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 밖에도 화학 용어로서 ‘물질의 성분, 즉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 

단체, 원자, 분자의 조성과 함량 따위를 물리ㆍ화학적 방법을 써서 알아내는 일’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74) ‘內閣’은 『어제속자성편』과 유해류, ‘機關’은 『남명집언해』, ‘實業’은 『법화경언해』에서 용례

를 확인할 수 있다. 송민(2001ㄱ:43-44)에서는 ‘內閣’과 ‘機關’이『한불자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

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의미와 어형 모두 일본에서 차용한 신생 한자어로 다루었다. 『한불자전』

은 전통 한자어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나 전통적 한자어가 반드시 

『한불자전』에 실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75) 『日本國語大辭典』과 『漢語大辭典』, 惣郷正明․飛田良文(1986), 佐藤亨(1986) 등에 따르면 ‘空

氣’는 도교에서 ‘元氣，淸氣’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으며 ‘敎師’는 元曲이나 백화소설에서 주로 기술, 

무술을 가르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機械’는 ‘그릇, 도구’라는 의미로 쓰였고, ‘技術’은 ‘물

건은 다루거나 일처리하는 방법’을 나타냈으며 校舍는 ‘학교’라는 의미로 쓰이던 것이다. ‘文化’는 

전통 한문에서 ‘文治教化’의 의미를 나타냈으며 ‘發見’은 ‘발현’의 의미, ‘保險’은 ‘험한 곳을 지키다’

의 의미로 쓰였다. ‘司法’은 중국에서 천문을 살피는 관직명으로 쓰였던 것이며 ‘寫眞’은 ‘있는 그대

로 그려내다’의 의미를, ‘算術’은 ‘계산 방법’이라는 전통적 의미로 쓰였다. ‘成年’은 전통 한문에서 

‘풍년’의 의미로, ‘成分’은 ‘定分’의 의미로 쓰였으며 ‘夜學’은 ‘밤에 공부함’, ‘營業’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함(營謀生計)’, ‘終點’은 문자 그대로 ‘끝점’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76) 최경옥(2008)에 따르면 신소설, 신문, 잡지 등 개화기 문헌에서 쓰이는 ‘自然’은 모두 전통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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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그에 비해 ‘交通’의 경우는 ‘오고 가다, 소통하다’와 같은 전통적 용법으로 

쓰이는 것과 근대 신문명 어휘로서의 용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關係, 文學, 

物理, 發行, 師範, 衛生, 中心, 學士’78) 역시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서 전통적 의

미의 용례와 현대적 의미의 용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이다. 

4.2. 일본어를 통한 한자어의 수용과 변용 

4.2.1. 신문명과 신생 한자어의 유입

  개화기에는 서구 문물의 수입과 함께 새로운 어휘나 표현들이 유입되었으며, 

특히 신문명과 관련된 신생 한자어들이 다수 들어오게 되었다. 개화기 독본 교

과서의 경우, 저본으로 삼은 일본어 원문의 새로운 어휘가 어형 그대로 쓰이기

도 하지만, 새로운 어형에 대한 저항이 있거나 혹은 기존의 어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문과 다른 어형이 채택되기도 한다. 

4.2.1.1. 일본어 원문 어형 그대로 수용한 경우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서 신문명과 관련된 신생 한자어를 일본어 원문의 어형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는 ‘警察, 工場, 觀察, 廣告, 鑛物, 國會’ 등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다음에서 ‘總理’의 예를 살피기로 한다.

로 쓰였으며, 근대 번역어로서의 ‘自然’의 의미가 구별되는 것은 1930년대 후반인 것으로 확인된다. 

77) ‘監察’은 관직명으로 쓰이던 것이고, ‘文科’는 문관을 뽑던 과거제를 일컫는 말이었다. ‘文法’은 ‘문

장 구성의 규범, 작법’, ‘放送’은 ‘놓아주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産業’은 ‘생업, 가업, 재산’, ‘創業’은 

‘나라나 왕조를 처음으로 세우다’라는 의미로 쓰이던 말들이다. 

78) ‘關係’는 전통 한문에서 ‘영향을 미치다, 중요하다’의 의미로 쓰였으며 ‘文學’은 ‘학문’, ‘物理’은 ‘사

물의 이치’, ‘發行’은 ‘떠나다’의 의미를 나타내던 것들이다, ‘師範’은 ‘본받다’, ‘衛生’은 ‘養生’의 의미

를 나타내며, ‘中心’은 ‘마음 속’의 의미로 쓰였다. ‘學士’는 관직명으로 쓰이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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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新英倫地에 가셔 읠암스 大學校에 入니 그 大學에 總理 博士 허프긴스

라  이 그 篤志 感動야 學資 輔助니 <국민28>

    (新英倫ニ行キ、終ニヰルリアムス大学ニ入校セリ。時ニ、大学ノ緦理ドクト

ル、ホブキンスモ、亦ガーフイルドノ篤志ニ感ジ、補助費トシテ、学資ヲ與

ヘタリ。)

‘總理’는 ‘總理大臣’을 지칭하는 신생 한자어인데, (가)의 ‘總理’는 ‘대학교 총장’

의 의미로 쓰였다. ‘대학의 총리(大学ノ緦理)’로 표현되어 있는 일본어 원문의 

어형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日本國語大辭典』에 따르면 1881년 

동경대학 총장을 ‘總理’로 칭한 예가 있으며, ‘總理大臣’은 1885년 내각제도가 

시작되면서 정식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4.2.1.2. 일본어 원문과 다른 어형으로 변용한 경우

여기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서 서양의 새로운 문물과 관련된 신생 한자

어에 대하여 일본어 원문과 다른 어형을 사용한 경우를 살피기로 한다. 

(12) 南北戰爭이 긋치기 前에 흴드가 그 故鄕 오하요州의 國會議員에 選擇 

바ㅣ 되야 事務에 盡力며 비록 寸暇ㅣ 업셔도 講學은 依然히 不廢더라 

<국민28> 

     (南北戦争ノ、猶未ダ終ラザルニ際シ、ガーフイルド将軍ハ、其郷里ナルオ

ハヨー州ノ國會議員ニ選挙セラレ、時ノ大統領リンコルン氏モ、切ニ是ヲ請

ヒシカバ、ガーフイルド将軍ハ、是ヨリ、武官ヲ罷メテ、専ラ國會ノ事務ニ

力ヲ盡シ、寸隙ヲモ得ルヿ能ハザレドモ、尚舊ノ如クニ講学ヲ怠ルヿナカリ

キ。)

(13) 가. 웰街 股券 賣買 집이 聯續고 <국민21> 

        (ウヲール街(Wall Street)ハ、諸種ノ株式取引ヲ業トスル商店多く)

     나. 株式會社 쥬식회샤, 여러 사의 股금으로 셰운 會社 <부유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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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예에서 일본어 원문의 ‘選擧’는 ‘選擇’으로 번역되었다. ‘선거’라는 서양

의 새로운 제도를 나타내는 어휘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비교적 

유사한 의미의 기존 어형으로 변용을 꾀한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선거’는 

중국 고대에 국가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election’에 대한 번역어로 쓰이게 된 신생 한자어이다.79) (13가)에

서는 일본어 원문의 ‘株式’에 대해 ‘股券’이라는 대역어를 사용하였다. ‘股券’은 

『漢語大辭典』이나 『日本國語大辭典』, 『표준국어대사전』어느 쪽에도 등재

되어 있지 않으며 한글 문헌에서 용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일종의 임시어적 성

격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송민(2002ㄱ:72)에서는 『독습일어정

칙』(1907)에서 ‘株式’은 ‘株式’으로 번역되나 ‘株’는 ‘股’로, ‘株金’은 ‘股金’으로, 

‘株券’은 ‘株式券’으로 대역된다고 하면서 ‘株’, ‘株金’, ‘株券’은 당시의 국어 단

어로서 부자연스러운 존재였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 을 편찬

함에 있어서 ‘株式’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만한 어휘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개화기 독본 교과서 중에서 ‘株式’은 (13나)의 <부

유>에서 ‘株式會社’라는 형태로 실현된다.80)

  다음의 예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의 저본이 되는 일본어 원문의 신생 한자어

에 대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유사한 어형이 번역어로 쓰인 경우이다.

(14) 가. 무릇 警察은 市街ㅣ며 田野ㅣ며 森山林이며 或 水上이며 그 管轄 되

 데 巡視야 火災며 水難이며 盜難이며 其他 各樣으로 人民의 災

難을 豫防기도 며 或 救援하기도 이다 그 職分을 當 

은 總巡과 巡檢이라 <신정3-5> 

79) ‘선거’의 용례로는 1897년의 『대죠선독립협회회보』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米國의 新內閣에 대

한 내용으로 (11)의 예문과 유사한 문맥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選擧되다’라는 표현이 쓰였

다. 아래에 그 용례를 제시한다. 

   

    海軍長官 존 테롱크氏 멘州 人으로 大學을 卒業고 代言을 業다가 千八百七十五年에 마사지유

셰토州 議會 議員으로 選擧되얏다가 千八百七十九年에 同州 副觀察使가 되고 其 後 合衆國下議院 議

員으로 잇다가 辭職고 專히 代言을 業얏더라.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제10호 1897년 4월 15일>

80) ‘株式會社’는 1896년 독립신문에서도 용례가 확인된다. 아래에 그 예를 제시한다. 

    군부 대신이 쥬식 회샤에 뇌물 먹은 증거도 업시 뇌물 먹어다 거늘 <독립신문 제73호 1896년 

9월 21일 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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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凡そ、警察は、市街、田野、山林又は水上など、其受持の場所を視巡

り、火災、水難、盗難、其他、種々なる人民の災難を防ぎもし、救ひも

するものなり。而して、親しく是等の職に当る人は、警部と巡査となり)

     나.  外國人 居留地에 到니 成年되지 못 兒孩가 巡査의게 잡혓지

라 <신찬 5-10> 

         (かくて、一町ばかり、行きたるに交番所の前にて、ひとりの子供も巡

査にしかられゐたり。)

(15) 가. 아참에 일즉이 門外에 行步면 바이 조롬을 워셔 心界가 爽快 

것은 新鮮 空氣 呼吸 所以라 <보통4-17>

       (しののめの空白みて、うすぎり、野末を包む頃、戸外に出でて、散步す

れば、朝風、ねむけをさまして、心地さわやかなるべし。これ、新せんな

る空気を呼吸すればなり。)

     나. 郊外散步 勸誘 <보통8-20>

(14)의 ‘巡査’의 경우, (14가)의 <신정>에서는 ‘巡檢’으로 번역되었으나 (14

나)의 <신찬>에서는 ‘巡査’로 번역되었다. (15)의 ‘散步’의 경우, (15가)에서는 

일본어 원문의 ‘散步’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行步’로 번역하였다. ‘行步’는 

『한불자전』에 ‘걷다, 걸어서 가다’의 뜻풀이가 실려 있는 전통 한자어이다. 

『日本國語大辭典』에 따르면 ‘散步’는 전통 한문에서 ‘逍遙’와 같은 의미로 쓰

이는 용례가 보이기는 하지만 일본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는 것은 메이지 

시대 때부터이며 『和英語林集成』改正増補版(1886)에 ‘walking for exercise’

라 기술되어 있듯이 처음에는 운동의 일종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15가)와 같

은 문헌의 (15나)에서는 ‘散步’가 단원 제목으로 쓰였다.

4.2.1.3. 신생 한자어와 전통 한자어의 공존과 교체

  

  여기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서 유사한 의미의 신생 한자어와 전통 한자

어가 함께 쓰인 경우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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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 海軍이란 것슨 海戰 것슬 稱이니 <신정3-34>

        (海軍トハ、海ノ上ノ戦ニ備フル者ヲイヒ) 

      나. 海上에셔 戰 者가 잇스니 此 水軍이라 이다  <초등

4-23>

(17) 가. 軍艦에 敵兵과 戰鬪 者와 敵兵을 驅逐 者와 又 此外에 여

려 가지가 잇스니 다 大砲 船內에 置니라 <초등6-4>

        (軍艦には、てきと戦ふもの、又はにげゆく船をおひうちするものなど、

色々あれど、皆てつにて作り、大砲をそなへたり。)

      나. 法國이 大將 로산뷰로 야곰 兵船을 거려 救援더라 <국민34>

      다. 맛 남미의 아리격(阿里格)이 파셔(巴西)로 더브러 싸홀 가리파

ㅣ 몸을 쳐 아리격을 도와 파셔 병함(兵艦)을 얏스매 <여자29> 

(16가)의 ‘海軍’과 (17가)의 ‘軍艦’은 일본어 원문과 동일한 신생 한자어가 쓰

였으며, ‘海軍’과 ‘軍艦’에 대응되는 (16나)의 ‘水軍’과 (17나)의 ‘兵船’은 『한

불자전』에 등재되어 있는 전통 한자어이다. ‘軍艦’이나 ‘兵船’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17다)의 ‘兵艦’은 전통 한문 문헌에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의 예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들어온 신문명 어휘와 새로 유입된 신문명 

어휘가 함께 쓰이는 경우이다. 

(18) 가. 船의 種類 津船과 帆船과 火輪船이 잇스니 津船은 長竿竹이 或 

櫓으로 저어가게 며 帆船은 돗대 세워 돗슬 달고 風力을 라 進케 

며 火輪船은 蒸氣力으로 進케  것시오이다. <신정3-32> 

       (船のしゅるゐには、川船、帆前船、じゃうきせんなどあり。竿又は、ろ

にてこぎ、帆前船は、ほばしらを立て、之に帆をあげ、風のちからにてや

り、じゃうきせんは、じゃうきの力にて。すすむる者なり。)

    나. 倫敦은 다만 그 나라 首府될  아니오 世界 中 商業의 首府되야 萬國 

城鎭과 市港의 商務 聯絡으로 汽船과 帆船이 萬國에 往來고 鐵路

와 電線이 倫敦으로븟터 東西南北에 縱橫니라 <국민15>

        (抑モ倫敦ハ、世界万国ニ、アリトアル首府ト、商業ノ交際ヲスレバ、帆

船モ汽船モ、ココヨリ万国ヘ通ヒ、鉄道、電線モココノ正中ヨリ、東西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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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ヘ続ケタリ。)

(19) 가. 이 물이 얏고 좁은 고로 큰  來往(왕)키 어렵고 그 물이 流來

(류) 두 언덕가에 山色(산)이 甚(심)히 좃코 鷺梁(로량)에 

輪車(륜거) 다니 鐵橋(쳘교)가 잇이다 <유년3-7>

     나. 兩岸이 狹淺야 큰  來往키 어렵고 鷺梁에 汽車다니 鐵橋가 

잇이다 <신찬3-31>

(18가)는 일본어 원문의 ‘蒸氣船’을 ‘火輪船’으로 번역한 것이다. (18나)에서 

‘汽船’은 일본어 원문의 어형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鐵道’는 ‘鐵路’로 번역되

었다. (19)는 <신찬>이 <유년>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인데, <유년>에

서 ‘輪車’가 쓰이던 것이 <신찬>에서는 ‘汽車’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

불자전』이나 『한영자전』에는 이른 시기에 먼저 들어온 중국식 신문명 어휘

인 ‘火輪船’과 ‘鐵路’, ‘輪車’가 나타날 뿐 ‘蒸氣船’이나 ‘鐵道’, ‘汽車’는 보이지 

않는다. (18)에서 ‘蒸氣船’이나 ‘鐵道’를 일본어 원문과 다른 어형으로 번역한 

것은 먼저 들어온 ‘火輪船’과 ‘鐵路’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송

민(1989:7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蒸氣船’, ‘鐵路’, ‘輪車’는 일본을 통해 들어

온 ‘汽船’, ‘鐵道’, ‘汽車’라는 새로운 어형으로 정착하게 되고 ‘철로’와 ‘철도’는 

의미를 분담함으로써 공존의 길을 찾게 된다.

  다음의 예는 독본 교과서들의 유사 단원에서 신생 한자어와 전통 한자어가 

교체되는 경우이다. 

(20) 가. 우리 대한 物産(물산) 中(즁)에 外國(외국)에 出口(츌구)기 鑛物

(광물)에 金(금)과 銀(은)이오 植物(식물)에 白米(미)와 黃豆

(황두)오 此(차)<幼年必讀三37>外(외)에  人蔘(인)이 잇스니 

<유년3-22>

      나. 우리나라 物産 中에 外國에 輸出기 礦物에 金과 銀이오 植物

에 白米와 黃豆오 此外에  人蔘이 잇스니 <신찬5-35>

(21) 가. 每日 一合酒의 代金을 郵便局에 貯置얏더니 塵合泰山으로 拾圓이 

되얏다 <보통7-21> 

      나. 每日 담배갑 一錢式을 그날부터 郵便局에 貯金하더라. <1차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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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此後 職務에 勤勉야 他人의게 信用을 엇고  節用貯金 것

이 無上 快樂으로 알더니 <보통7-21> 

(20)은 <신찬>이 <유년>을 참조한 경우로, ‘出口’라는 전통적 어형이 신생 

한자어 ‘輸出’로 교체되었다. ‘輸出’은 ‘exportation’의 번역어로 쓰인 신생 한자

어이다. (21)은 <보통>과 1911년에 편찬된『조선어급한문독본』(<1차>)에서 

어형이 교체되는 경우이다. (21가)의 <보통>에서 쓰이던 ‘貯置’ 대신에 (21

나)의 <1차>에서는 ‘貯金’이 사용되었다. <보통>의 7-21단원에서는 (21가)

의 ‘貯置’와 (21다)의 ‘貯金’이 함께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貯金’은 ‘돈을 모

으다’라는 의미로 전통 한문에서 용례를 찾을 수 있으나 『漢語大詞典』에는 실

려 있지 않다. ‘貯金’은 佐藤亨(2007:615)에서 다루어진 바 있는데, 우체국이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돈을 예금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貯金’은 신생 한자어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다음은 ‘값’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전통적 한자어와 신생 한자어의 예이다. 

(22) 가. 鐵은 初에 價値가 不多나 鐵鍊을 經록 價格이 漸增니 

<휘문1-18>

     나. 이 葡萄田은 前에 업시 깁히 갈앗지라 故로 열가 만히 成熟야 

그 가을에 其價錢이 許多 金 銀이 되얏이다 <신찬3-9> 

     다. 紅蔘은 我國所用이 아니오 全혀 淸國으로 輸出 그 價額이 甚高

니라 <보통7-11>

(가)의 ‘價格’은 일본에서 ‘rate’, ‘value’에 대한 번역어로 쓰인 신생 한자어이

다. (나)의 ‘價錢’은 『漢語大詞典』에 실려 있으며 중국의 전통 한문 문헌이나 

『동문유해』, 『몽어유해』에서 용례를 찾을 수 있는 전통 한자어이다. 현대 

국어에서 ‘價錢’은 그다지 쓰이지 않는데, 전통적으로 ‘값’을 나타내던 ‘價錢’이 

신생 한자어 ‘價格’으로 교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에서 ‘價額’은 (나)의 

‘價格’과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현대어에서 ‘價額’은 ‘價格’과 비교해 볼 때 법률

이나 경제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 쓰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81) 아마

81)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價額’에 대해 ‘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이라는 뜻풀이와 함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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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미의 특수화를 겪으며 분화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본어에서도 

‘價額’은 ‘값’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법률용어로서의 용법을 지닌다. ‘價格’은 

『漢語大詞典』에 실려 있으나 전통 한문 문헌의 용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

며, ‘價額’은 『漢語大詞典』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다음의 (23)은 ‘옮기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유의어들이 다양한 어형으로 실

현되는 경우이다.

(23) 가. 船은 江海에 여 도 이며  物貨 輪運케  것시오이다 

<신정3-32>

        (船は、海、川などにうかべて、人をのせ、又は、荷物をはこぶに用ふる

者なり。)

     나. 이 나라에 海面이 만하 魚物이 흔고 져 나라 山岳이 만하 材木

이 饒足니 如此 則 이 에 남은 物貨 다란 에 輪送야 셔로 

不足을 補 거시 自然의 勢ㅣ라 이 곳 交易이 기 緣由ㅣ니라 

<국민6>

        (此國ニハ、海アルガ爲ニ魚類多ク、彼國ニハ、山アルガ爲ニ材木多キ等

ノ事アリ。是ヲ以テ、此地ニ餘アル者ハ、是ヲ他國ニ送ルハ、自然ノ勢ニ

シテ、即チ交易ノ起ル所以ナリ。) 

    다. 石을 모흐고 木手와 石手의 力으로 始作며 그 木石을 運來기 役

軍을 要고  <국민4> 

      (大工、石屋、材木屋等ニ、木石類ヲ注文シ、爰ニ始テ建築ニ着手スルナ

リ。而シテ其石ト材木トヲ運送スルニハ、多クノ人夫ヲ要シ、)

    라. 銜轡로 控御면　을 오고 千里에 馳騁며 物貨 運送믄　馬

의 良 力이 <국민13>

       (銜、轡ヲ以テ是ヲ控御スレバ、人ヲ乘セテ、千里ニ馳騁ス可ク、物ヲ負

ヒテ、遠地ニ運搬ス可シ。) 

    마. 內方은 하도손과 運河 지여 各地로 貨物을 運輸니 <국민21>

채권을 채권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했다.’라는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고려대 한국어사전』

에서는 ‘물품의 가치에 상당하는 값. 법률적으로는 특정된 물건이나,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

는 경우에 쓴다.’라는 뜻풀이를 제시하고 ‘정부는 주택의 면적과 가액, 보유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

하기로 하였다.’라는 예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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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內地ハ、ホドソン河ヨリ、運河ヲ經テ、各地ニ貨物ヲ運搬スベシ。)

    바. 此等物品은 運搬에 不便  아니라 久히 保存이 不能으로 金

銀銅鐵의 貨幣가 生얏스니 <초등8-24>

       (此等ノ物品ハ、運搬ノ不便ナルノミナラズ、久シク保存スルコト能ハザ

ルガ故ニ、漸く世ノ開クルニ従ヒ、金銀又ハ銅貨幣等出デ来レリ。)

(가)와 (나)는 ‘옮기다’라는 의미의 일본어에 대하여 전통적 어형인 ‘輸運’과 

‘輸送’이 쓰인 경우이다. (다)는 일본어 원문의 ‘運送’을 ‘運來’로 번역하였는데, 

‘運來’82)는 ‘옮겨 오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임시어적 성격을 띄는 것으

로 생각된다. ‘運搬’은 일본에서 ‘transportation’, ‘transference’에 대한 번역어

로 쓰인 신생 한자어인데, (라)와 (마)에서는 일본어 원문의 ‘運搬’에 대한 대

역어로 ‘運送’과 ‘運輸’가 쓰였으며 (바)에서는 일본어 원문의 ‘運搬’ 그대로 실

현되었다. 송민(2003:7)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독습일어정칙』에서는 ‘運搬’이 

‘移運’으로 대역되기도 한다. 일본어 원문의 ‘運搬’이 그대로 쓰이지 않고 ‘運送’, 

‘運輸’, ‘移運’ 등으로 실현되는 것은 새로 유입된 신생 한자어 ‘運搬’의 정착 과

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83)

  

82) 『국한회어』에 ‘運來’가 실려 있으나 ‘수가 낫다’라는 뜻풀이가 실려 있어 ‘옮기다’의 의미와는 무

관하다. 

83) ‘輸運’은 『한불자전』과 『한영자전』에 실려 있는데『日本國語大辭典』이나 『漢語大辭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輸送’과 ‘輸送’은 『日本國語大辭典』과 『漢語大辭典』에는 실려 있으나 『한

불자전』, 『한영자전』이나 개화기 이전의 한글 문헌에서의 용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표준

국어대사전』에서는 ‘輸運’, ‘輸送’, ‘運送’, ‘運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뜻풀이를 제시하고 있다. 

‘輸送’이나 ‘運送’이 중립적 의미를 나타낸다면 전통적 어형인 ‘輸運’과 신생 한자어 ‘運搬’은 약간의 

의미 특화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일본어의 ‘運搬’ 역시 ‘강물이나 바람이 흙, 

모래, 자갈 등을 옮김’이라는 용법으로 쓰인다. 

   輸運 : 운송이나 운반보다 큰 규모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물건을 실어 나름. =운수. 

   輸送 : 기차나 자동차, 배, 항공기 따위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옮김. 

   運送 : 사람을 태워 보내거나 물건 따위를 실어 보냄.

   運搬 : 1) 물건 따위를 옮겨 나름. ≒반운. 2) 『지구』 강물이나 바람이 흙, 모래, 자갈 따위를 옮

겨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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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여러 어형으로 실현되는 신문명 관련 한자어

  서양의 신문물과 관련한 신생 한자어의 유입에 있어 여러 어형이 공존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에 그 예를 살피기로 한다. 

(24) 가. 이처럼 晝夜ㅣ 分니 地球 一回轉 間이 곳 一日 二十四 時間이오 

이거 地球의 私轉이라 일으이다 <신정3-24>

         (一昼夜は二十四時間にして、即ち地球の一回転なり。これを地球の私

転と云ふ。)

      나. 地球 一日에 一回 自轉니 卽 其南極과 北極으로써 軸을 作

야 氷球의 回轉과 如니  <초등8-23>

(25) 가. 此處 滊車의 停車場이오 져 待客室內에 多 乘客은 발셔 와셔 車

票 사고 時間을 待오 <초등5-24> 

      나. 미리 와셔 汽車 기다리 사람을 爲야 待合室이 잇스며  停車

場 여러 곳에 됴희 붓치고 賃金과 시간을 告示니라 <보통2-17>

(26) 가. 雖然이나 吾人의 身分에 各各貴重 自由權利를 有은 信敎와 言論

과 著書와 集會와 結社와 財産等이니 <휘문1-2>

     나. 宗敎(종교)라 은 人理(인리)와 倫理(륜리) 밝히 것이라 <유년

31>

(24가)의 ‘私轉’은 (24나)의 ‘自轉’과 같은 의미의 어휘인데 저본의 일본어 어

형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私轉’은 <휘문>에서도 쓰였으며, <신정>

이 저본으로 삼은 [新日] 이외의 다른 일본 독본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당시 신문명 어휘로 유입된 ‘私轉’과 ‘自轉’이 경쟁하며 공존하다가 ‘自轉’이 

살아남고 임시어적으로 쓰이던 ‘私轉’은 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84) (25)의 ‘待

客室’과 ‘待合室’, 그리고 (26)의 ‘信敎’와 ‘宗敎’ 역시 유사한 경우라 하겠다.85)

84) 최경옥(2000:298)에서는 ‘私轉’을 개화기 한국에서 만든 한자어로 파악한 바 있는데, ‘私轉’은 

『日本國語大辭典』이나 『漢語大辭典』에 실려 있지 않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私轉’이 등재

되어 있으나 ‘저절로 돎’이라는 뜻풀이만 제시하였을 뿐 예문은 들지 않았다. 다른 개화기 문헌을 

비롯한 한글 문헌에서도 용례를 확인하기 어렵다. 

85) ‘待客室’은 『日本國語大辭典』이나『漢語大辭典』에 실려 있지 않으며, 박영섭(1996:13)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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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일본식 한자어의 차용

  

  개화기에는 일본을 통한 새로운 문물의 수입으로 새로운 어휘들이 많이 들어

왔는데, 이 때 유입된 어휘들 중에는 신문명 관련 신생 한자어뿐 아니라 본래 

일본에서 사용되던 일본식 한자어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일본식 한자어들은 

일본어의 신생 한자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으나 우리말에 있어서는 역시 

개화기에 들어온 신생 한자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개화기에 일본을 통해 

들어온 일본식 한자어의 차용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4.2.1.1. 일본어 원문 어형 그대로 수용한 경우

  다음은 개화기 교과서에서 일본어 원문의 어형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이다.

(27) 乘客들은 乘場으로 出니 驛夫들은 乘客의 票 檢査하오 <초등6-16>

     (人が切符をきってもらって乗場に出ました。)

‘乘場’은 ‘기차, 배 등을 타는 곳’이라는 의미의 일본어 ‘のりば’를 한자로 표기

한 것으로 메이지 시대 이전에도 용례를 찾을 수 있으며, 『漢語大詞典』에는 

실려 있지 않다. 위에서 ‘乘場’은 일본어 원문의 어형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우리말에서는 임시어적으로 쓰이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사라진 것으로 보인

다.86)  

수어휘(통시적으로 어휘가 변천하여 현대어로 대체된 어휘)’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待客室’의 

용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待客’은 ‘손님을 접대한다’는 의미로 『오륜전비언해』나 『인어대방』에

서 예를 찾을 수 있다. ‘信敎’는 『漢語大辭典』에는 보이지 않으나『日本國語大辭典』과 『표준국

어대사전』에는 ‘종교를 믿음. 또는 그 종교.’의 뜻풀이로 등재되어 있다. 한글 문헌에서의 용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86)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서 저본이 되는 일본어 원문의 어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이 밖에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交食’은 ‘교대로 번갈아 먹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일본어 

원문에 쓰인 한자를 가져와 한자어처럼 사용한 것이라 여겨진다. 전통 한문에서 ‘交食’은 ‘邀食(식

사대접하다)’, 혹은 ‘일식이나 월식’의 의미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交食’은 『日本國語大

辭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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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일본어 원문과 다른 어형으로 변용한 경우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에 대해 전통적 한자어를 번역어로 사용한 경우이다.

(28) 紙幣 卽 此實貨의 代表라 若必實貨 用코저  時 相當 節次에 

依면 何時던지 實貨 得니 <초등8-24>

     (紙幣ハ、即チ此ノ金銀貨ヲ代表スルモノナレバナリ。若シ必要アリテ、金

銀貨ヲ得ント欲セバ、相当ノ手續ニヨリ、何時ニテモ其ノ望ミヲ遂グルコト

ヲ得ベシ。) 

(29) 가. 食物 及 日用 物品을 貿入야 人에게 放賣 營業을 商業이라 謂

며 其人을 商人이라 謂니라 <초등6-15>

        (米・麦・砂糖等、何品にかぎらず、之を仕入れて人に賣渡す業を商業と

云ひ、其の人を商人と云ふ。)

     나. 都賣 多數 差人을 各處에 보셔 諸般物品을 極多히 貿入야 此

 小賣商에게 賣與 事니 <초등6-15>

       (卸売と云ふは、多くの元手を出して、国々の物産を仕入れ、之を小商人

に賣渡すことにて) 

(28)에서는 일본어 원문의 ‘手續’을 ‘節次’로 번역하였다. (29)는 같은 단원에서 

‘賣渡’에 대한 번역어로 ‘放賣’, 그리고 ‘賣與’가 쓰인 경우이다. ‘節次’와 ‘放賣’

는 『한불자전』에 실려 있는 전통 한자어이다. ‘手續’과 ‘賣渡’는 일본어에서 

훈독되는데 우리말에는 한자어로서 차용되었다.87) ‘手續’은『관보』(1895년), 

‘賣渡’는 황성신문(1899년) 등에서 용례를 찾을 수 있다. ‘手續’은 『漢語大詞

典』에 실려 있으나 전통 한문 문헌의 용례는 찾기 어려우며, ‘賣渡’는 『漢語大

詞典』에 ‘돈을 받고 배로 건너게 함’이라는 의미로 실려 있어 의미가 다르다.

    食物은 穀物과 肉種과 野菜等을 交食야 一種만 用치 말며 <초등8-2> 

    (食物は、穀物・肉類・野菜等を交へ食して、一方にかたよらぬよーにし、)

87) 송민(2002ㄱ, 2007)에서는 한자로 표기되는 일본어 특유의 단어가 마치 전통적 한자어처럼 국어

에 정착된 것으로 ‘毛織, 織物, 葉書’ 등의 예를 들면서 이들은 대역문을 통해 국어에 차용된 결과

이기 때문에 문자 차용에 속한다고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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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일본식 한자어와 전통 한자어의 공존과 교체

  여기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서 일본식 한자어와 전통 한자어가 함께 쓰

이는 경우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30) 가. 고런부스가 몸에 禮服을 입고 손에 西班牙 國旗 들고 泊船고 下

陸야 <국민32> 

          (コロンブスハ身ニ禮服ヲ着ケ、手ニ西班牙ノ國旗ヲ携ヘ艀舟ニ乗りて

第一に上陸シ)

      나. 將卒이 勇敢야 能히 防守야 十四萬大兵 中에 一人도 上陸함을 

不得더니 <보통7-23>  

(가)에서는 일본어 원문의 ‘上陸’을 ‘下陸’으로 번역하였다. ‘下陸’은 『한불자

전』에 등재되어 있는 전통 한자어인데, 『日本國語大辭典』이나 『漢語大辭

典』에는 실려 있지 않다. ‘上陸’은 일본식 한자어로 『漢語大辭典』에는 실려 

있지 않으며 『국한회어』, 『친목회회보』 등에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88)

  다음은 ‘工事’와 그에 상응하는 전통 한자어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31) 가. 그  흴드 十二 歲라 木手의 힘을 補助니 木手들이 그 役事에 

工巧홈을 보고 크게 稱贊더라 <국민27> 

       (此時、ガーフイルドハ、已十二歳ナリシガ、大ニ木工ドモノ助トナリテ

働キタルヲ、彼木工ドモハ、ガーフイルドノ、工事ニ巧ミナルヲ見テ、大

ニ感称セリ。)

     나. 近年에 이 地狹을 鑿斷야 南北亞米利加 分離케 고져  方

今 工役中에 잇지라 이 工役이 竣成되면 亞米利加도  二個의 陸

地가 될지니라 <보통8-22>

     다.  鴨綠江에 鐵橋 架設야 義州와 安東縣을 連絡 計畫이 잇지

라 이 工事가 竣成면 我國에셔 汽車로 歐羅巴諸國에 往來게 될지

로다 <보통8-4> 

88) 현대 중국어의 경우 ‘上陸’의 의미로 ‘登陸’, ‘上岸’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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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事’는 『漢語大辭典』에 실려 있으나, 전통 한문에서는 오늘날의 ‘토목, 건축’

과 같은 의미뿐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일 전반’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였

다.89) ‘工事’는 일본어의 신생 한자어를 다루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말의 경우, 송민(2002ㄱ:57, 2007:203)에서 일본어 간섭

에 따른 개화기 신생어로 취급하였으며 이한섭(2014)에도 실려 있다. (가)는 

일본어 원문의 ‘工事’를 ‘役事’로 번역한 경우이며 (나)에서는 ‘工事’와 같은 의

미로 ‘工役’이 쓰였다. ‘役事’는 『한불자전』에 실려 있으며 ‘工役’은 『여사서

언해』등의 문헌에 용례가 보이는 전통 한자어이다. 이러한 전통 한자어의 쓰

임이 약해진 데에는 ‘工事’의 세력 확대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은 개화기 독본 교과서의 유사 단원에서 한자어가 교체되는 경우이다.

(32) 가. 近時에  이 게 와서 돈을 맛기니 모르 이오  標 

못 바다 갓시니 그 돈을 바로  것스로 기 어려온 일이 아니로되 

<국민9>

        (近頃、人アリテ、我ニ若干ノ金ヲ托セリ。其人ハ、モト吾ガ知ル人ニモ

アラズ、且吾證券ヲモ取ラザリシユエ、是ヲ吾所有トナサンハ、誠ニ易

キコトナリ。) 

      나. 近時에 一人이 來야 予의게 金을 任置나 此 初面의 사이오 

 領收證도 收去치 아니얏스니 然則 其金을 子가 還給지 아니야

도 無妨지라 <신찬 6-25>

(32)는 <신찬>이 <국민>을 참조한 경우인데, 일본어 ‘證券90)’에 대한 대역어

로 쓰였던 ‘標’가 <신찬>에서 ‘領收證’으로 교체되었다. ‘領收證’의 경우, 『漢

語大詞典』에 실려 있지 않으며, 송민(2001ㄱ, 2002ㄱ, 2008, 2018)이나 이한

섭(2014), 혹은 惣郷正明․飛田良文(1986), 佐藤亨(2007), 李漢燮(2010), 荒川

89) 현대 중국어에서 ‘工事’와 같은 ‘토목, 건축’의 의미로는 ‘工程’이 쓰이며, ‘工事’는 ‘바리케이드·참

호·토치카 따위의 진지 구축물의 총칭’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90) 일본어의 ‘證券’은 佐藤亨(2007:446)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일본어에서 ‘證券’은 전통적 한자어로 

‘증서, 어음’과 같은 의미로 쓰여 왔는데 근대화를 거치면서 ‘법률상 효력을 지니는 권리 문서’라는 

현대적 의미의 용법으로 쓰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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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秀(2018) 등 한국이나 일본의 선행 연구에서 신생 한자어로 다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領收證’은 개화기에 일본을 통해 들어온 한자어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하다. 『한불자전』에 ‘領受’는 있으나 ‘領收證’

은 실려 있지 않은데, 총독부『조선어사전』에는 둘 다 등재되어 있다. ‘領收證’

은 독립신문에서 용례가 보이는데, ‘領收證’ 이외에 ‘領收票’의 용례도 찾아볼 

수 있다.91)

  다음으로는 ‘짐’이라는 의미의 일본식 한자어 ‘荷物’의 예를 보기로 한다.

(33) 가. 이것은 貨車라 니 짐을 싨 車니라 <보통2-16＞

        (客車の後についてゐるのは、貨車です。貨車は荷物を乗せるもので

す。)

     나. 貨車 貨物을 載 것이오이다 <초등6-16>

        (貨車は荷物を乗せるものです。)

     다. 船은 江海에 여 도 이며  物貨 輪運케  것시오이다 

<신정3-32>

        (船は、海、川などにうかべて、人をのせ、又は、荷物をはこぶに用ふる

者なり。)

     라. 今에 荷物이 輕기 姑舍고 毛가 水에 져질록 其 重이 益甚

거 <초등6-28>

        (今度の荷物は、水の為に、かへりて目方数倍まし、馬は汗をながして、

やうやく家に帰れりと云ふ。)

‘荷物’은 『漢語大辭典』에 실려 있지 않으며, 일본의 전통적 훈독 한자어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챙기거나 꾸려 놓은 물건. 

=짐.’이라는 뜻풀이로 등재되어 있다. (가)에서는 ‘荷物’에 대한 대역어로 ‘짐’이 

91) ‘領收證’과 ‘領收票’의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등긔 우톄물은 등긔 요가 잇스니 우톄요 외에 죵류와 즁양을 불게 고 일에 등긔요 서돈식 

더 밧으되 내 부치 사이 영슈 사의 영슈증을 요구  등긔요 외에 두돈식 더 밧

음이라 <독립신문 34호 1896년 3월 23일 논설>

   나. 누구시던지 금년은 샥 신문갑 이십 젼을 신문샤로 몬져 가지고 와셔 영슈표를 맛하 간 후

라야 신문을 보내줄 터이니 그리 아시오 <독립신문 1호 1896년 1월 5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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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였으며 (나)에서는 ‘貨物’이, (다)에서는 ‘物貨’가 쓰였다. (라)에서는 원문 그

대로 ‘荷物’의 어형이 실현되었다. (나)의 ‘貨物’과 (다)의 ‘物貨’는 모두 『漢語

大詞典』에 실려 있는 전통 한자어로, ‘物貨’의 경우 ‘貨物’로, ‘貨物’은 ‘購物’로 

뜻풀이가 되어 있다. ‘貨‘物’은 노걸대 문헌에서 용례가 보이며 ‘物貨’는 왜어유

해나 몽어유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物貨’는 『한불자전』에 ‘상품, 식료품, 무

역하는 물건’으로 기술되기도 하였다. (가)-(라)와 같이 여러 어형이 번역어로 

제시되는 것은 ‘荷物’이 우리말에 유입되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

상이라 할 수 있다.

4.2.1.4. 그 밖의 일본어 훈독 한자어

  다음의 예들은 저본으로 볼 만한 일본어 원문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본어에서 

훈독되는 한자어를 차용한 경우이다.

(34) 가. 午前 九時에 先生이 運動場 가온 놉흔 臺上에셔 呼角 一聲을 吹下

 故로  <보통4-7>

    나. 卽今은 學徒들이 高跳와 廣跳를 畢하고 旗取競走를 하난대 <초등

3-6> 

    다. 여긔 학교의 운동장이오. 학도들이 운동을 하 긔취 이다 

<최신3-6> 

    라. 旗取 旗 三個 三回 往復에 一個式 取 것이라 <보통4-8>

    마. 그 外에 旗取競爭·障碍物競走·投球競爭·引繩 等의 各項 運動을 豫定대로 

맛친 後에 <1차2-29>

    바. 徒步競走와 旗取競爭의 여러 가지 運動을 미스럽고 활발하게 하는대 

<3차 3-16>

(가)의 ‘吹下’는 ‘아래쪽으로 향하여 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漢語大詞

典』에는 실려 있지 않다. 일본어 원문은 확인되지 않으나 ‘吹き下ろす’라는 일

본어 표현에서 한자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나)의 ‘高跳’와 ‘廣跳’,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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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의 ‘旗取’는 모두 『漢語大辭典』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乘場’과 ‘旗

取’는『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으며 ‘高跳’는 ‘몸을 솟구쳐 높이 뜀’, 

‘廣跳’는 ‘멀리뛰기’의 의미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高跳’는 ‘몸

을 솟추어 높이 뛰어 넘는 것’이라는 뜻풀이로 문세영의『조선어사전』에도 등

재되어 있다.92) 이들 어휘는 근대화와 함께 들어와 쓰이다가 우리말에 정착하

지 못하고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2.3. 한자어의 의미 개신

  여기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 나타나는 한자어 중 의미 개신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 예는 일본어에서 일어난 한자어의 의미 개신에 영향을 받은 경우이다.

(35) 가. 衛生 法이 各種이 有나 飮과 食을 愼이 第一이라 <초등

8-2>

        (養生の仕方は、色々あれども、飲み食ひをつつしむを第一とす) 

     나. 衛生에 注意는 者 恒常 其身을 健强케 기 爲야 每日 運動을 

니 其方法은 一이 아니니라 <초등7-3>

     다. 거쳐 음식이 츄면 위에 해롭다 <보통1-32>

     라. 空氣에도 淸潔 空氣와 汚穢 空氣가 잇셔셔 淸潔 것은 衛生上에 

有益고 汚穢 것은 有害지라 <보통4-17>

        (空気にも、また、清きと、けがれたるとあり。清きは、健康に益あれ

ど、けがれたるは、有害なり。)

     마. 空氣에도 淸潔한 空氣와 汚穢한 空氣가 잇셔셔 淸潔한 것은 衛生上에 

有益하고 汚穢한 것은 有害한지라 <1차6-11>

     바. 空氣에도 淸潔한 空氣와 汚穢한 空氣가 잇셔셔 淸潔한 것은 衛生에 

有益하고 汚穢한 것은 有害하오 <3차5-18>

92) 총독부 편찬 『조선어사전』에도 ‘高跳’가 등재되어 있으나 ‘높이 날아오르는 것(高く飛び上がるこ

と）’이라는 뜻풀이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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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2001ㄱ:66)에서는 惣郷正明․飛田良文(1986)의 논의를 빌어 일본어에서 

‘衛生’이 명치 시대에 위생학의 보급에 따라 ‘몸을 養生한다’는 의미에서 ‘건강

을 지키거나 예방하는 의료’의 뜻으로 변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가)는 ‘衛生’

이 ‘養生’에 대한 번역어로 제시된 경우이며, (나)의 ‘衛生’ 역시 ‘養生’의 의미

로 파악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다)의 ‘衛生’은 ‘養生’과 같은 전통적 의미가 아

닌 새로운 의미로 볼 수 있다. (라)의 ‘衛生’은 ‘健康’에 대한 대역어로 제시된 

경우이다. 참고로 (라)의 경우, (마)의 <1차>에서는 아래아 표기가 사라진 것 

이외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동일하며 (바)의 <3차>에서는 ‘衛生上’의 ‘上’이 

생략되었다.

  다음에서는 ‘機械’와 ‘道具’의 예를 함께 살피기로 한다. 

(36) 가. 電氣 此外에 工場의 器械 動며 賤金屬의 上面에 貴金屬을 鍍

고 又 病을 治데 用니라 <초등7-7>

         (電気は、此の外、工場の機械を動かし、金物の上べに金銀を著せ、又

は病を治するにも用ひらる。) 

      나. 此等 石炭鑛에 大 機噐 設置야 盛게 採掘니라 <초등

7-18>

         (是等石炭のある地方にては、大きなる機械をすゑ付けて、盛に之をほ

り出せり。)

      다. 그 木石을 運來기 役軍을 要고  各色 機械 쓰기 鍛冶도 

要니라 <국민4>

         (而シテ其石ト材木トヲ運送スルニハ、多クノ人夫ヲ要シ、石ヲ切リ、

材木ヲ削ルニハ、種種ノ道具ヲ要ス。)

      라. 昔時에도 綿을 트데 씨아가 잇고 실을 잣데 물래가 잇셧스니 此

等 機具 使用에 巨大 人力과 時間을 消費나 物品은 良好치도 

못고 又 夥多치도 못얏스나 <초등6-25>

        (昔でも綿をくるには、綿繰轆轤をつかっていた。つむぐには、糸車をつ

かってゐた。しかし、こんな道具をつかってゐては、非常な手数と日数

とがかかって、そのうへに、よいものも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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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我等의 同類中에 各種器具가 된 者ㅣ許多나 至今은 消息을 莫通이

로라 <보통 6-13>

        (我等の同類中に、鍋、釜となりしもあり、種々の道具となりしもあれ

ど、今は、行くへ知れず」と云ふ。)

송민(1999ㄹ)에서는 일본에서 ‘machine, machinery’의 번역어로 처음에는 ‘器

械’를 쓰다가 신생어 ‘機械’와 혼용하였고 결국 ‘機械’를 택하게 되었는데, 이것

이 한국어에서도 수용되어 1880년대 전후에는 ‘器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것이 점차 ‘機械’를 더 포괄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93)을 밝힌 바 있다.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서는 ‘機械’와 ‘器械’ 모두 나타나며 <국민>이나 <보통>, <신

찬> 등 같은 문헌 내에서 ‘機械’와 ‘器械’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機械’는 

(가)에서는 ‘器械’로 번역되었으며 (나)에서는 ‘機噐’로 번역되었다. (다)에서는 

일본어 원문의 ‘道具’에 대한 대역어로 ‘機械’가 쓰였다. ‘機械’는 본래 ‘그릇, 도

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통 한자어로 근대화와 함께 의미 개신이 이루어진 경

우이다. ‘道具’는 (라)에서 ‘機具’로, (마)에서는 ‘器具’로 번역되었는데 여기에서

도 ‘機’와 ‘器’의 혼용 양상을 살필 수 있다. ‘道具’는 본래 불교 용어로 쓰이던 

것으로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개화기 이전의 문헌 중에는 

불교 용어로서의 용법 이외에 용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에서 

‘道具’는 불교 용어로서의 쓰임 외에도 전통적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일을 하는 

데에 쓰이는 각종 물건’,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 왔다. 우리말에서 ‘道具’가 불교 용어를 벗어나 현대어와 같은 의미로 쓰

이게 된 것은 일본어 ‘道具’의 쓰임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한편

으로는 ‘機械’의 의미 개신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94)

93) 이병기(2010)에서는 ‘器械’에서 ‘機械’로의 전환은 일본어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자연물이 아

닌 인공적인 기구와 효율이나 규모 면에서 질적 차이를 가지는 ‘機械’가 신문물로 소개되면서 이전

의 ‘器械’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민현식

(2005:62-66)에서는 『이언』에 쓰인 ‘긔긔(器機/機器)’와 ‘긔계(器械/機械)’에 대해 논의하면서 

동력용, 제조용 기계의 뜻으로는 ‘긔긔’와 ‘긔계’가 동의어로 통용되었고 단지 무기의 뜻으로는 ‘긔

계’만 쓰였다고 기술한 바 있다. 

94) 이한섭(2014:256)에서는 ‘道具’를 일본에서 들어온 말로 다루었으며 개화기 용례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가. 都會 大火事場 火事場이라 云은 物를 消燼 意味라 家와 道具도 無고 金錢도 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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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觀光’은 전통적 용법과는 크게 의미가 달라진 경우라 할 수 있다. 

(37) 가. 觀光 [텬하앳 션히 와 나라 셩 빗츨 봄이라] <小學諺解

6:15b>

     나. 岸邊에 數多 觀光者가 잇셔셔 우리 나려옴을 보고 아다은 瀑布라 

하도다 <보통2-21>

     다. 該地 鐵道延邊에 잇고  全國中央에 位置얏슴으로써 觀覽者 

聚集에 便利니라 <보통8-6>

(38) 가. 運動場 周圍에 會集 觀光人의 머리 春花가 滿開과 恰似더라 

<보통 4-7>

      나. 觀光者들이 서로 稱贊야 말호 學徒의 行動이 整齊 며 <보

통4-7>

      다. 觀覽者들이 各各 그 活潑한 氣象을 稱讚하는 고로, 우리들은 더욱 奮

發할 마음이 생기더라. <1차2-29>

      라. 쥬위에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구름갓치 모여서서 우리들의 運動하는 

貌樣을 보고 손바닥을 치며 칭찬하얏소. <3차3-16>

      마. 五六學年의 聯合體操가 제일 볼 만하얏다고 구경 온 사람들도 다 칭

찬하는 것을 들엇다. <4차4-15>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광’에 대해 ‘① 나라의 성덕(盛德)과 광휘(光輝)

를 봄. ②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

경함.’, 그리고 ‘『역사』 과거를 보러 감.’이라는 뜻풀이를 제시하고 있다. (37

가)는 『소학언해』에 나오는 ‘관광’에 대한 주석 부분으로, 본래 한문에서 ‘관

광’은 이렇게 ①과 같은 의미로 쓰이던 한자어였다. 佐藤武義(2003) 등 일본에

서 ‘관광’의 어원을 탐구한 연구에 따르면 ‘관광’이 오늘날과 같은 ‘유람’의 의미

로 쓰이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메이지 시대 후반부터라고 한다. 우리

但 殘存 者 丸裸의 人體이라 其故가 安在오 <대한흥학보 제5호 ‘농촌과 도회를 논홈’ 

1909년 7월 20일> 

    나. 사람은 여러 가지 科學知識에 의하야 生活합니다. 즉 器械道具를 가지고 生活합니다. 우리는 

食物을 取하기 위하야 혹은 기아를 避하기 위하야 여러 가지 道具를 맨들어 사용합니다 <개벽 

제42호 ‘유물사관과 유심사관’ 1923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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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경우, 『국한회어』나『완월회맹연』등에서 용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한

영자전』에는 ‘To see; to have a view of. To try an examination. See 과거

보다.’와 같은 풀이가 제시되어 있다. 개화기 독본 교과서 자료에서는 (37나), 

(38가, 나)에서 ‘觀光人’, ‘觀光者’이라는 어형이 나타나는데, 현대어 감각으로 

볼 때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 (38)에서 볼 수 있듯이 (38가, 나)의 <보통>

에서 ‘觀光人’, ‘觀光者’로 쓰였던 것이 (38다)의 <1차>에서는 ‘觀覽者’로 바뀌

었다. 그리고 (38라)의 <3차>부터는 ‘구경하는 사람, 구경온 사람’과 같은 표

현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관광’의 의미가 좀 더 좁은 의미로 한정

되게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親切’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39) 가. 신회와 광유(영셩위라)로 더브러 친졀야 조 서로 왕더이다 

<續明義錄1:30b>

      나. 모롬이 仔細히 體究호 [친졀히 구문란 말이라] <增修無寃錄

3:87b>

      다. 榮福이 아직 어린 兒孩라 時計 볼 줄을 아지 못거 그 兄이 時

計 보 法을 仔細히 가르쳣소 <신정2-22>

        (二郎は、いまだ時計の見やうを知らざるゆえに、時を知ることあたはざ

りき。故に、太郎は二郎にしんせつに教へたり。)

      라. 대개 셩인이 예수로 더브러 사굄이 지극히 친졀고 그 범졀에 쥬션

이 장 오랜 즉 그 언에 무비 공경 표와 졍결 덕이라 

<성경직해 96a>

      마. 져 량반은 언제든지 多情시럽게 구옵니다 <독습일어정칙71하단>

        (アノ御方ハ、何時モ親切ニシテ吳レマス)

(40) 가. 그 親切야 남을 속이지 아니 사은 조흔 동모요 우리 몸에 益

友ㅣ 될 거시니 우리 힘 서 그런 조흔 동모로 더부러 사귀 거시 

올소이다 <신정2-10> 

        (其深切にて、人を欺かざる者は、よき友にして、我が身の守となるもの

なれば、吾等は、つとめてよき友に交はるべし。)   

     나. 그 親切야 他人을 속이지 아니 사은 조흔 朋友니 우리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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益友가 될 것이라 그런 故로 우리 힘써서 그런 조흔 朋友를 사귀 

것이 올소이다 <신찬 3-37>

     다. 그 정직하야 남을 속이지 아니하며 학식이 만한 사람은 조흔 동모요 

내 몸에 유익한 벗이 될 거시니, 그런 고로 우리는 힘써서 그런 조흔 

동모로 더브러 사괴는 거시 올흐니 <국문10>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친절’은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로 기술되어 있으며, 이한섭(2014)에서는 ‘친절’을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어로 취급하였다. (39가)는 ‘절친하다’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으며 (39나)

에서는 ‘자세히’에 대한 주석으로 ‘친절히’가 쓰였다. (39다)는 일본어 원문의 

‘親切’을 ‘자세히’로 번역한 경우이다. (39라)는 ‘진실하다’ 정도의 의미로, (40

가, 나)의 교과서의 용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들은 모두 한문

의 전통적 용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어 ‘親切’의 경우, ‘자세하다’

와 같은 용법은 확인되지 않고, 발음이 같은 ‘深切’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深

切95)’은 ‘마음을 담다, 간절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日本國語大辭典』의 설

명에 따르면 일본어 ‘親切’이 현대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것은 중세

(12~16세기)쯤이라고 한다. 송민(2003:10)에서는 『한불자전』에 ‘親切’이 등

재되어 있는 만큼 전통적 한자어임에는 틀림없으나 ‘親切’을 ‘多情’으로 대역한 

(39마)의 예로 판단할 때 ‘親切’은 국어에서 그다지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었

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한영자전』에서는 ‘親切’에 대해 

‘To have affection for ; to love dearly; to be intimate with See 친근다’와 

같이 기술하고 있으며, 1902년에 편찬된 <국문>에서는 (40다)와 같이 ‘親切’

을 ‘정직’이라는 표현으로 교체하였다. 이는 ‘친절’의 의미 변화를 고려했기 때

문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95) 문세영의『조선어사전』에는 ‘深切’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의가 깊은 것. 인정이 많은 것’

이라는 뜻풀이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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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본어 번역 표현의 문제

  여기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서 일본어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살피기로 한다. 

  다음은 부정문의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경우이다. 

(41) 가. 름이 世上에 나와서 萬若 善良 으로 되얏스면 그 世上에 나

온 보이 어듸 잇슬잇가 <신정2-9> 

    나. 사람이 만일 좋은 사람이라 불리지 않는다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없

을 것이다. 

       (人もし善き人といはれずば、更に世に生れたるかひ無かるべし。[문소

3-16]

(42) 가. 大理石과 石灰石은 化合物의 的例 되니 窯에 드러 얼마 時間을 熱

면 크게 그 性質을 變니라 熱치 아니기 前에 그 質이 硬고　물

과 混合치 못되 한 번 窯에 드려 熱 후에 柔軟케 되여 물을 吸收

야 白壁에 徒塗기에 맛당며 煉風을 粘着케  煉風灰 지워 

기에 맛당지라 <국민39>

    나. 대리석 혹은 석회석은 화합물의 적절한 예이다. 이제 이것을 굴에 넣고 

약간의 시간 동안 열을 가하면 그 성질이 크게 변한다. 열을 가하기 전

에는 그 성질이 딱딱해서 물과 섞이지 않았으나 한 번 굴에 넣어 열을 

가한 뒤에는 좀 유연해져서 물을 흡수하므로 흰 벽 위에 바르기에 매우 

적당하다. 또한 벽돌을 붙이는 煉石灰을 만드는 데에도 가장 적합하다. 

        (大理石、或ハ、石灰石ハ、化合物ノ的例ナリ。今是ヲ窯ニ入レテ若干時

間熱スレバ、大ニ其ノ性質ヲ變ズベシ。是ヲ熱セザル以前ハ、其ノ質、硬

クシテ水ト混合スルコトナシト雖モ、一タビ、是ヲ窯ニテ熱シタル後ハ、

稍、柔軟トナリテ水ヲ吸收シ、白壁ノ上塗ニ殊ニ適当セリ。且煉瓦ヲ粘着

セシムル煉石灰ヲ作ルニモ、最モ適当ナリトス。[문고5-31]

    다.  距今 四百 有餘 年 前의 八月 三日이라 東天에 紅日이 오르기 前

에 數百 人民이 와셔 埠頭에 群集더라 <국민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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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 때는 8월 3일 아침으로, 아침 해가 아직 뜨기 전, 수백의 사람들이 

부둣가에 모였다.

    　　(其ノトキハ、八月三日ノ朝ニシテ、旭日未ダ上ガラザルニ先ダチ、数百ノ

人民、来リテ埠頭ニ 群集セリ。[문고4-12])

(41)의 예문은 일본어 원문의 이중 부정 표현을 번역하면서 오류가 생긴 것으

로 생각된다. (42가)의 ‘熱치 아니기 前’이라는 부분은 부정문의 형태를 취하

고 있으나 이야기 흐름상 ‘열을 가하기 전’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쓰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부정문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42나)의 ‘熱セザ

ル以前’이라는 일본어 원문을 직역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

어에서 ‘-기 전’이라는 표현은 부정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96) 이를 감안하

지 않고 직역하게 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2다) 역시 (42라)의 

일본어 원문에서 부정의 형태가 쓰였으나 (42다)에서는 문제없이 ‘해가 뜨기 

전’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다음의 예 역시 일본어 표현을 잘못 번역한 경우이다. 

(43) 가. 牛馬도 身軆의 不潔로붓허 病을 得은 故로 其身軆가 汚 時 此

 洗며  每日 毛 刷야 써 其皮膚 潤케 며  藉 藁도 

반다시 新케 야 乾凈 者 用야 恒常 怠치 아니게 淸潔과 健康

에 注意이 可니라 <초등8-20> 

    나. {사람이 신체가 불결하면 병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이다.} 소와 말도 같은 이치여서 그 신체가 더러울 때는 씻고 또 매일 

솔로 피부를 문질러줘야 한다. 또 까는 짚도 반드시 잘 말린 새 짚을 

써서 항상 청결과 건강에 주의하도록 힘써야 한다.  

        ({人ハ、身體ノ不潔ニッヨリテ疾ヲ得ルコトハ、誰モ皆知レル所ナラ

ン。} 牛馬ト雖モ、同ジ理ナレバ、其ノ身體ノ汚レタル時ニハ、之ヲ洗

ヒ、且、毎日刷毛ヲ以テ、其ノ皮膚ヲコスルベシ。又敷キ藁ハ必ズ新シク

シテ、ヨク乾ケルモノヲ用ヒ、常ニ怠ラズ清潔ト健康トニ注意スベシ。

96) 현대 일본어에서는 '-기 전'이라는 의미에 대해, '以前、前、先立ち'와 같은 표현이 쓰일 때에는 

부정의 형태를 취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うち'라는 표현의 경우에는 반드시 '~

しないうちに'와 같이 부정의 형태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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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1-15] 

(가)에서는 ‘刷毛ヲ以テ’라는 일본어 원문을 ‘털을 깎아서 (그것으로써)’라는 의

미로 번역하였다. ‘刷毛’를 ‘동사+목적어’ 구조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어

에서 ‘刷毛’는 ‘솔’이라는 하나의 명사로 쓰이며, ‘刷毛ヲ以テ’는 ‘솔로’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문맥을 고려하여도 ‘소의 털을 매일 깎아 피부를 윤택하게 한

다’는 것보다는 ‘매일 솔로 피부를 문질러줘야 한다’는 쪽이 의미상 자연스럽다. 

4.4. 소결

  지금까지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 나타나는 한자어 어휘와 표현에 대해 살펴보

았다. 먼저 4.1에서는 개화기 신생 한자어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한자

어들을 검토하여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 쓰이는 신생 한자어들을 정리하였다. 

4.2.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을 통해 들어온 한자어들을 살펴보았다. 개화

기의 신문물 수입은 주로 일본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본의 

신생 한자어뿐 아니라 본래 일본어에 존재하던 한자들까지 우리나라로 유입되

었다. 새로운 문물과 관련된 신생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를 대상으로 하여 각

각 일본어 원문의 어형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와, 다른 어형으로 변용한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는 한편 전통 한자어와 공존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고

찰하였다. 또한 신문명 관련 한자어가 여러 어형으로 실현되는 경우나 일본어 

훈독 한자어들의 양상도 함께 살피었다.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 쓰이는 한자어 

중에는 본래 전통 한문에서 쓰이던 한자어가 새로운 의미 용법으로 쓰이게 되

는 경우도 있는데, 4.2.3에서는 그러한 한자어들의 의미 개신 양상을 고찰하였

다. 한편, 일본의 독본 교과서를 저본으로 한 개화기 독본 교과서의 경우, 부정

문이나 일부 표현의 번역에 있어 오류가 생긴 경우도 찾아볼 수 있는데, 4.3에

서는 이러한 번역 표현의 문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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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개화기 독본 교과서들의 영향 관계를 살피고 개화기 독본 교과서

에 쓰인 한자어 어휘와 표현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와 일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의 기본적

인 특성을 개관하였다.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 대해서는 개화 초기와 보통학교

령 이후의 교과서로 나누어 각 시기의 학부 편찬 독본 교과서과 주요한 민간 

편찬 독본 교과서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 미처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보충하여 개화기 독본 교과서들 사이의 유사 단원들을 정리하였다. 일

본 메이지 시대 독본 교과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살피고 개화기 독본 

교과서들이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11종의 독본 교과서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개화 초기의 <국민>, <신정>, 그리고 보통학교령 이후의 <초

등>, <보통>, <신찬>에서 일본의 독본 교과서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들을 검토하였다. <국민>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일본 문부성에서 

편찬한 [文高]를 저본으로 하였으며 <신정>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검토한 문

부성 편찬의 [文尋] 이외에 [文小], [讀書], [新日]을 참조하였음을 확인하였

다. 현존하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 중 가장 먼저 간행된 것은 <국민>이지만, 

<국민>과 비슷한 시기에 <신정>의 이전 버전이 간행되었을 가능성과 개편의 

이유에 대해 고찰하였다. <초등>은 민족주의적 성격의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文尋]과 [金尋], 그리고 [國尋]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단원들을 찾을 수 있

었다. <보통>은 선행 연구에서 관련성을 검토한 바 있는 [國尋] 이외에도 [坪

尋]과 [金尋], 그리고 각각에 대한 고등소학교용 교재인 [國高], [坪高], [金

高]까지 두루 참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신찬>의 경우에는 [國尋], [坪尋], 

[坪高]에서 유사한 단원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개화 초기의 <국민>이나 <신

정>에 비해 보통학교령 이후의 교과서들은 일본 독본 교과서를 거의 그대로 

옮기는 단원의 수가 현저히 줄었으며 독자적인 내용 구성을 꾀하고자 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3.3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들이 일본의 독본 교과서를 참조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했는지 검토하였는데, 일본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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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 대한 것으로 교체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배경 설명이나 최신 

정보, 교훈적 메시지를 추가하는 등 어느 정도 변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 쓰이는 어휘와 표현을 살펴보았다. 먼저 

4.1에서는 개화기 신생 한자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개화기 독본 교

과서에 나타나는 신생 한자어가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였다. 4.2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에 나타나는 한자어 어휘에 대해 일본어를 통한 수용과 변용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교과서들의 비교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활용하여 일

본어 원문과 다른 어휘로 번역되는 경우나 교과서들 사이에서 어휘 교체가 일

어나는 경우를 검토하는 한편 전통적 한자어에서 의미 개신이 일어난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4.3에서는 일본 독본 교과서를 저본으로 한 경우에 일본

어 원문의 번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저본이 되는 일본의 독

본 교과서를 확인하고 한자어의 수용 양상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독본 교과서 이외에 修身 등 다른 교과의 교과서나 신문, 잡지 등 여러 자료에

서도 저본이 되는 일본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97) 이러한 자료들을 조사하여 개화기 신생 한자어와 전통적 한자어 및 관

련어들을 폭넓게 살피고자 한다. 그런데 개화기 신생 한자어에 대한 연구는 우

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사전이나 문헌들을 두루 살펴야 할 필요가 있

다. 앞으로 한·중·일을 아우르는 근대 한자어에 대한 비교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편으로는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다소 늦은 1902년에야 학제를 반포하고 1907

년에 학부 편찬 교과서를 출판하였다. 중국의 근대적 교과서는 민간의 신식 학

교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초기에는 일본 교과서의 번역본과 민간의 신식 학교

97)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나 임상석(2010, 2014)에서는 1913년에 간행된 『고등조선어급한문

독본』과 1924년에 간행된 『신편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의 단원 중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경우들

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修身 교과서의 경우, 澤田哲(1998:124)에서 申海永의 『倫理學敎科書』가 

井上哲次郎의 『新編倫理敎科書』를 번역한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역사 교과서 중에는 현채의 

『동국사략』(1908)이　하야시 다이스케의 『朝鮮史』(1892), 『朝鮮近世史』(1901)을 번역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伊藤知子(2012)에서는 한성순보에 실린 ‘나파륜전’ 역시 저본이 되는 일

본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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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만든 교과서가 경쟁하였으나 1903년부터 文明書局의 『蒙學敎科書』와 

商務印書館의 『最新敎科書』가 간행되면서 우세를 차지하게 되었다.98) 이 중 

商務印書館의 『最新敎科書』는 일본 金港堂과의 합병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 독본 교과서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은 것으로 보이며99) 우리나라 개화기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것과 동일한 제재가 쓰인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근대 교과서들을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동아시아의 근대

화와 지식의 교류에 대해 살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100)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98) 중국의 초창기 근대 교과서에 대해서는 강금설(2016:25-27)을 참조하였다. 

99) 商務印書館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樽本照雄(2002, 2004)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100) 보통학교령 이후의 교과서들은 개화 초기 교과서들에 비해 일본의 독본 교과서들을 참조한 단원

들의 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이는 그만큼 근대 지식의 수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 교과서 이외에 중국의 교과서를 참조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

을 듯하다. 일례로 『最新初等小學』의 삽화는 중국풍의 삽화가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면『最

新初等小學』의 ‘最新’이라는 부분은 중국 商務印書館의 『最新敎科書』를 의식한 것일지도 모를 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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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要旨＞

　

韓国開化期読本類教科書の韓国語学的硏究

李 安 九

　本稿は、韓国開化期読本類教科書と日本の明治期読本教科書との関連性を考察

し、韓国開化期の読本類教科書に使われた漢語や表現を検討する。

  まず第2章では、韓国開化期の読本類教科書と日本の明治期読本教科書の基本的

特性をまとめる。韓国開化期の読本類教科書に関しては、開化初期（1895～190

5）と普通学校令以降(1906～1910)に分けて、各時期の学部編纂教科書と民間編纂

教科書を検討し、韓国開化期の読本類教科書相互間の共通内容を整理した。日本

の明治期読本教科書に関しては、韓国開化期の読本類教科書が参照したと思われ

る明治検定期(1886～1902)の読本教科書9種と、それ以降の国定教科書(第1期)2種

について概観した。

　第3章では、韓国開化期の読本類教科書と日本の明治期読本教科書とを比較し、

その関連性を考察した。先行研究では、韓国開化期の読本類教科書のうち、主に

学部編纂教科書を対象として、日本の文部省編纂教科書との比較が行われたが、

本稿では韓国開化期の読本類教科書が参照したと思われる日本の明治期読本教科

書を幅広く調査し、その類似性を検討した。開化初期の読本教科書は、大半日本

の読本教科書を参照していたが、それに比べて普通学校令以降の教科書では、日

本の読本教科書を参照した割合や日本の読本教科書との類似度が減少している。

それは、教科書で扱われる近代知識を新たに再構成できるほど、近代文明の受容

が進んだためと考えられる。韓国開化期の読本類教科書は、日本の明治期読本教

科書を底本とするものの、日本の国内状況と関わる内容は、それに相応する韓国

のものに替わり、韓国の実情を考慮して一部の内容を調整し、また変更が行われ

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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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章では、韓国開化期の読本類教科書で使われている漢語や表現について考察

を行った。まず、開化期の新漢語に関する先行研究を検討し、韓国開化期の読本

類教科書で見られる新漢語を確認した。第2章や第3章で行った韓国開化期の読本

類教科書の相互間の内容比較や、韓国開化期の読本類教科書と日本の明治期読本

教科書との比較、この二つの作業を通して得られたデータを基にし、底本となっ

た明治期読本教科書の漢語がどのように翻訳されるか、また類義語の漢語がどの

ように共存し交替するか、この二点を考察した。新文明と関わる新漢語や日本漢

語を対象として、日本語を通した漢語の受容や変容について検討し、韓国開化期

の読本類教科書に見られる漢語の意味改新、そして日本の読本教科書を底本とす

る翻訳表現についても考察を行った。

主要語：韓国開化期読本類教科書, 日本明治期読本教科書, 開化期新漢語, 日本語

を通した漢語の受容, 漢語の共存や交替, 漢語の意味改新, 日本語翻訳

表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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