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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근대계몽기의 어문 문제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접근보다는 민간 차원 

의 접근이 활발하였다. 그 까닭은 개항 이후 혼란스런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봉배(1잃7)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어 • 국문의 보급이나 어문통일 문제 둥은 많은 민간인 학자들이 관심 

을 기울인 바 있으나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어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대계몽기 국가 차원의 어문 정책은 1앓년 군국기무처의 셜립과 때 

를 같이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어문 문제 가운데 중요 

한 것은 언문일치에 따른 국어 • 국자의 보급 문제였다. 아울러 외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외국어교육에 따른 국어 문제， 교육 관제의 정비 

* 이 논문은 한국학숨진흥재단 :ID2년도 기초학문육성지원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중 한국근현대연귀KRF-:ID2맨검-AM1뼈)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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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어문 교육 문제 교과서 문제 둥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1)로 둥장 

한다. 

이 글에서는 근대계몽기의 어문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 

하여 구한국에서 발행한 『관보 . .D 2 )를 중심으로 어문 정책 관련 기관과 어 

문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2. 어문정책 관련 기관 

1) 어문정책 수립 기관 

근대 계몽기는 어문 정책만을 전문적으로 수립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은 조선 초기의 어문 정책 수립이 집현전이나 언문청， 정음 

1) 근대계몽기 어문 정책과 관련된 앞선 연구 경향은 1) 이웅호0g]5)와 같이 어문 운 
동의 연장선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경향， 2) 강신항(004)， 고영근O~) 둥과 같이 국 

어학 연구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자 하는 경향:， 3) 이해명(1001)과 같이 국어교육의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제별로 개화사상가들의 언어관이나 교 

육관을 다룬 논문， 국문 사용이 늘어난 과정을 문체면므로 접근하고자 한 논문 둥 

이 다양하게 발견된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문 정책 수립 및 실행， 연구 과 

정을 연구한 앞선 논문은 이웅호(1않)와 같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2) w구한국관보내는 의정부 기록국 관보의 기관지로 당시의 정부 칙령이나 각종 법령 

을 반포하고 이를 보도했던 정부 신문이라고 볼 수 있다 1쨌년(고종 31년 개국 % 
년 갑오) 6월 21일부터 1910년 8월 21일에 이르기까지 16년 2개월여에 걸쳐서 발행 

약 I있ro변에 탈하는 방대한 분량으로1 호수없이 발행된 1앓년 6월 21일자부터 

1æJ년 3월 21일까지가 1，100여변， 호수를 붙여 발행한 1æJ년 4월 1일자 제1호부터 

1910년 8월 21일자 제4768호까지가 18，뼈여면이다. 이 자료의 특정은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올 홍보하는 자료이므로， 공신력이 높다는 데 있다. 다만 정 

책 집행보다는 수립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으므로? 보도된 칙령과 법령이 그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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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둥의 연구 기관3)을 토대로 국왕의 조칙을 받아 수행하던 것과 유사하 

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근대 계몽기의 어문 정책 수립은 정부 조직올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갑오개혁 당시의 정부 관제4) 가운데 어문 정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기관은 의정부 산하의 전고국과 관보국， 편사국， 외무 

이문 산하의 번역국，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학무아문 둥 

이다. 이들 기관이 맡은 바 업무는 다음과 같이 진술되어 있다. 

(1) 어문 정책 관련 기관의 업무 

1 전고국 : 옳考局掌考準官更廣歷及薦書實學 

L 관보국 : 官報局掌碩布政令憲法及各官府一切公判成案

C , 편사국 : 掌編輯本國歷史

근. 외무아문 번역국 : *짧繹局掌績繹外國公文公觸 

(2) 학무아문의 업무 

1 , 學務衝門管理國內敎育學務等政

L , 總務局掌未及設置之各局딴務 

드. 成均館及}후校뿔院事務局掌保守先聖先賢패蘭及經籍等事務 

근.專門學務局掌中學校大學校技藝學校外國語學校及專門學校 

디. 普通學務I파掌小學校師範學校 

님.編輯局掌園文績字各國文觸繹及敎科書編輯等事 

人. 會計I꾀掌本簡門出納財繹 

(1)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대 계몽기의 어문 정책 수립은 독자 

3) 이근수(1979 : 1(J2-1낌)을 참조 
4) 갑오개혁 당시에는 최고 통수기관의 명칭올 ‘군국기무처’라 하고1 그 산하에 의정부 

이하 각 아문올 두고 각 아문의 관제를 갑오 6월 28일자로 공포하였다구한국관 

보』 초기， 갑오 6월 28일자. 아세아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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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안건으로 상정된 경우는 보이지 않으나， 전고국 조례나 판보국의 업 

무， 편사국과 외무이문의 번역국 둥에서 어문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안(議案)이나 조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 어문 정책 관련 의안 및 조례 

-, 개국짧년 7월 초8일 의안 

一 文官通政以上無實職A... 

-- 各府衝王事總銀中三分一數擇現앓更몹中暴動有文賽A經옳 

考局試驗後團任事

• 凡國內外公私文字遇有外國國名地名人名之當用 歐文者 없以 

國文觸繹 施行事

• 凡太小罪A힘非司法官載判明定flJ:得勳加罪뽑事 

L. 개국SX3년 7월 12일 옳考局條例 

• 옳考局掌考試各府衝所送選畢人其試驗有二法 

-普適試驗

-- 特別試驗

•• 普通試驗

國文 漢文 寫字 算術 內國政略 外國事情 內政 外事 없發策 

→特別試驗

準該人所帶選狀內所註明適用才器單壘發題

一 普通試驗後許합特別試驗不中選者옳考局具文通知子該A選 

學之府或衝中選者成給옳짧狀以寫該大fEY愚考 

i 凡持有옳試狀者-該局課內陸差則不必更要짧驗又退任者復tt 

I티j局課則不要試驗 

(3，)의 의안올 통하여 국내외 공사문자와 외국 국명 • 인명이 합치하 

는 것은 마땅히 그것올 ;..1-용하며， 구문(歐文)의 것은 국문으로 번역5)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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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할 일을 논의한 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3L)에서는 전고국에서 

각부 아문의 인재를 선발하여 보내는 시험을 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음 

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보통시험 과목으로 국문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다. 

이 시기의 ‘국문’은 순우리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른바 ‘언문일치(言文 

一致)’가 중요한 과제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의 칙령이 

잘드러내 준다. 

(4) 칙령 제1호 공문식WÐ4년 11월 21일) 

第 →條 法律動令以 上論公布之

第十四條 法律勳令總以國文寫本 漢文附譯或混用國漢文

(5) 칙령 제%호6) 개국 밍4년(1쨌년) 5월 8일 『관월 제l)호 개국ffi4년 5 

5) 이 의안에 언급된 국내외 문자와 합치하는 외국 인명 • 지명 표기 및 구문의 것 표 

기 방법은 오늘날의 외국 인명 • 지명 표기 문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안 
대로라면 기존의 외국 인명과 지명은 통상대로 표기될 수 있으며， 번역하여 사용하 

는 것은 현지음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활 수 있다. 따라서 현지음 표기 원칙 

을 지킨 외국인명 표기가 『구한국 관보』에 실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참고로 제 

12i호 개국 뼈년 7월 22일자에 게재된 영국 신임 내각명 소개 동을 들 수 있다J 
6) 이 칙령은 모두 3장과 부칙의 18조로 구성되어 있다. 칙령 제1호가 장의 구분 없이 

한문으로 반포된 데 비하여 칙령 제없호는 3장으로 세분화되면서 국한문혼용으로 

반포되었다. 이 정에서 국가의 어문 정책이 한문에서 국한문혼용문을 중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칙령 제9조에서 ‘국문을 본’으로 삼는다고 하였지만 실제의 

국어 정책에서는 국한문혼용이 중심이 된 생이다. 그렇지만 제10조의 포고 규정을 
참고할 때 관보에는 국한문혼용으로 반포하였을지라도 각부령올 적당한 처소에 게 

시할 경우에는 순국문으로 게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적당 

한 처소에 게시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에게 알릴 목적올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 

며， 그렇다면 순국문으로 게시하였을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근거는 조선 후 

기 평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문서(서적) 등에서 순국문을 사용한 사례가 있기 때 

문이다.(그 예로 순국문 윤음 반포 사폐가 었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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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일 

股이 公文式의 改正올 載可후야 領布케 흉노라 

公文式 第一章뼈布式 

第→條 法律勳令은 上論로뻐 領布홈 

第九條 法律命令은 다 國文으로 뼈 本올 삼고 漢譯올 附좋며 혹 國

漢文올混用함 

第二章 布告

第十條 凡法律命令은 官報로뻐 領布창니 其領布日로붓터 滿三日

올 經過창는 時는 遭守흥미 可혼 者로 홈 

各部大펌의 發흥는 部令은 官報로뻐 碩布좋면셔 同時에 舊

慣을 從흉야 適當혼 處所에 獨示융미 亦可홈 

(4)에 드러난 바와 같이 ‘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올 근본으로 하고 한 

문이나 국한문으로 번역하여 덧붙임’을 밝힌 바와 같이 ‘국문’， ‘한문’， ‘국 

한문’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입장을 

지켜 개국 댔년 12월 12일의 ‘종묘서고문’7)은 세 종의 문체로 반포된 바 

있다. 그렇지만 국문， 국한문， 한문을 구분하여 사용하교 국문을 근본으 

로 했다고 해서 정부의 어문 정책이 순국문 정책을 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이 시기 정부의 각 문서는 한문이나 국한문혼용으로 

반포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홍보지인 『관보냐에서도 순국 

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종묘서고문’과 이 서고문에 따른 윤음의 두 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국한문혼용은 개국댔년(1004년) 12월 12일자 칙령8) 

7) 종묘서고문은 순국문， 국한문혼용， 한문의 세 종으로 발표되었다구한국관보』에 

서도 이 순서대로 게재되었다.(이 내용은 ‘h뼈://er.뻐때없n때 자료실 어문정책과 어 

문연구’를 참고할 것) 

8) 이 칙령은 ‘순검정별예’와 관련된 칙령으로 『관보4에서는 처음 나타나는 국한문혼 
용체이다구한국관보』는 구한국 정부에서 l잃4년(고종 31년 개국 댔년 갑오) 6월 

21일부터 1910년 8월 29일에 이르기까지 16년 2개월여에 걸쳐서 발행한 것으로， 1: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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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그 영역올 넓혀 갔다. 이러한 경향은 (5)의 

칙령 제%호에서도 확인된다. 이 칙령은 (4)를 개정한 것으로 칙령 제1호 

가 한문으로 반포된 데 비하여 칙령 제%호는 국한문혼용으로 반포되었 

다. 

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대 계몽기의 어문 문제는 각 아문의 인 

재 선용과 관련된 시험， 국왕의 칙령이나 공문서 반포 외국 문서 번역과 

같은 외교상의 문제， 교육과 관련된 문제 둥에서 ‘언문일치’가 중요한 과 

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국기무처의 의안을 통하여 큰 

방향이 설정되면， 전고국， 관보국， 편사국， 외무아문의 번역국， 학무아문의 

각 국(局) 둥이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어문 정책 싫행 기관 

근대 계몽기의 국가 기관 가운데 어문 정책만을 전답하여 수립한 부서 

가 없었음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다만 어문 문제가 군국기무처의 의안 

이나 각 부서별 조례에서 다루어지고， 이에 따라 ‘국문 교육’이 실행되고 

실제 국가 공문서 작성이나 어문 생활에서 ‘국한문’ 중심의 어문 정책이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당시 각 부서별 ‘처무 규정’ 

과 각 부서별 ‘분과 규정’올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칙령 제1호 별지 ‘각부 처무 규정 통칙’ r관보4 제1호 개국많4년(1細 

년) 4월 1일 

년 4월 1일자 이전에는 호수가 없이 ‘초기’나 ‘의안’， ‘칙령’ 일자만을 기록하여 발행 

하였다. ‘순검징벌예’ 칙령 이전에는 순한문으로 기록되었으며， 이 칙령 이후로는 

순한문과 국한문혼용이 비슷한 정도로 사용되다가 후대에는 국왕의 조서나 사직상 

소와 같은 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가 국한문혼용으로 쓰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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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章 文書掌理

第七條 本部에 到達흥는 文書는 凡大百官房[又 部中 一局] 文書課

[課名은 各部 分課 規程에셔 定창는 바에 依창니 以下는 

此룰 做홈]에셔 接受 開封창야 接受좋는 年月 日子롤 該文

書上에 註記흉고 件名 井 짧號룰 構冊에 體錄흥미 可홈 ... 

第十六條 凡辦理많굶혼 文書는 其審案과 其事에 關係혼 往復書와 

其附屬書가지 →切 整願한야 記錄課에 送付흉미 可흉나 

其機密에 屬흥는 文書는 書 長이 保管흉미 可홈 

第十七條 此規程은 되도록 內關所屬 職員에게도 適用풍미 可홈 

(6)은 내각 각 부서의 문서장리에 관한 것이다. 이 규정은 관리의 직책 

과 위계 서열 및 임무 규정과 함께 문서를 다루는 구체적인 방안이 드러 

나 었다. 이 규정과 함께 내각 소속 직원 분과 규정올 두어 각 과별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였는데， 내각 분과 가운데 참서관실의 문서과， 기록국의 

관보과와 사적과는 국가 정책의 홍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서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은 다음 자료에 나타난다. 

(7) 내각 소속 직원 분과 규정~관보냉 제14후 개국밍4년(1쨌년) 4월 13 

일 

第三條 文書課에셔는 左開흉는 事務룰 掌홈 

一 公文書類 及 成案文書의 接受發送에 關흉는 事項

二 듭g動及 法律命令의 發布에 關향는 事項

三 官印의 官守에 關창는 事項

四 各官暑則奏任官의 f훌歷의 編훌保存에 關항는 事項

五 各官暑則奏任官의 R훌歷審흉에 關창는 事項

六 上奏書짧寫에 關향는 事項

第六條 記짧局에셔는 左開흉는 三과룰 置창야 其事務흘 分掌케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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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훌훌課 官報課 史籍課

第七條 編錄課에셔는 左開좋는 事務룰 掌홈 

一 內圍記鍵의 編幕保存에 關창는 事項

二 짧勳及 法律動令의 原本과 其他公文의 保存에 關흉는 事項

第八條 r당報課에셔는 左開흉는 事務룰 掌홈 

- 官報 及 職員錄의 編훌주Ij行發賣 及 配送에 關흥는 事項

二 官報 及 職員錄의 諸收入 # 其納上에 關융는 事項
第九條 史籍課에셔는 左開좋는 事務흘 掌홈 

一 國史編養에 關흥는 事項

二 統計材料의 集魔 # 諸般統計表의 編훌훌 及 交換에 關흥는 

事項

三 內關所管圖書의 購買類別 保存出納 # 其目錄調製에 關흥 
는 事項

四 內關所用圖홈의 出板에 關흥는 事項

(7)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참서관실의 문서과는 공문서류의 접수 발송， 

조칙 명령의 발포 동을 맡기 때문에 국가 정책을 기록 보존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기록국의 편록과는 공문서의 보존하는 역할을 맡고 관보과는 

관보를 통하여 국가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사적과에 

서는 국사면찬 • 내각소관도서의 구매류별 보존출납과 그 목록올 만드는 

일 · 내각에 필요한 도서를 출판하는 일 둥올 맡는다. 

이와 같은 분과 규정은 외교업무를 맡는 외부(外部)의 경우에도 적용 

된다. 외부에는 대신관방에 비서괴{秘書課) • 문서과(文書課) . 번역과(編 

繹課) . 회계과{會計課)의 네 개 분과가 있으며， 교섭국(제1과， 제2과)， 통 

/햄(제1과， 제2과)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가운데 대신관방 산하의 번역 

과는 외교 문서의 번역올 맡는 분과이므로 어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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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外部分課規程 『관보』 제15호 개국많4년(1쨌년) 4월 16일 

第三條 文書課에셔는 左開향는 事務룰 掌홈 

一 條約書 批V흩書 諸國書 及 外交文書의 保管에 關흉는 事項

二 公文書類 及 成案文書의 接受發送에 關~는 事項

三 統랍報告의 調훌에 關항는 事項

四 公文書類의 編훌保存에 關창는 事項

五 圖書의 保管 及 刊行에 關흉는 事項

六 國王에 在흉는 外國公使館 麗A給牌에 關흉는 事項

七 電報의 起草와 接受發送에 關창는 事項

第四條 績繹課에셔는 左開흥는 事務룰 掌홈 

i 諸外國文書의 國語購譯에 關창는 事項

二 國語文書의 外國語觀譯에 關향는 事項

(8)의 외부 대신관방 번역과에서는 외국문서의 국어 번역과 국어9) 문 

서의 외국어 번역을 맡는 부서이다. 외교 문서의 특성상 국어와 외국어의 

관계 문제는 비단 이 시기뿐만 아니라 근대 이전부터도 중요한 문제였음 

에 틀림없다. 이러한 점은 조선조 역학정책10)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런데 

근대 계몽기의 정부 관제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를 맡는 부서를 명확히 규 

정하고 있디는 점에서 외교 • 통상 문제에서의 국어의 존재를 뚜렷이 인 

식하고1 이를 교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9) 이 부서 규정에서 ‘국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다. 근대 계몽기의 어문 문제에 대 

한 인식은 대체로 문자언어에 치중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문， 한문， 국한문 사 
용 문제가 주요 관섬사였는데， lrol년대에 이르면서 옴성언어(입말)로서의 ‘어(語)’ 

와 문자언어로서의 ‘문’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주시경 

m.m), ‘국어와 국문의 필요’，<서우〉 제2호). 따라서 이 문서에 ‘국어’라는 말이 사 

용되었다고 해서， 어와 문을 구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올 것이다. 이 점은 국어 

교육에서 ‘어교육’과 ‘문교육’올 구분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올 수 있는가라는 문제 

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 

10) 조선조 역학정책은 이근수(l암7)올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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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별 분과 규정 가운데 ‘학부 분과 규정’은 어문 정책의 실행이라 

는 측면에서 좀더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한다. 왜냐 하면 국가의 어문 정 

책은 교육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학부 관 

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9) 학부 관제( w고종실록J고종.32년 3월 2)일)11l 

第四條 學部에 左開좋는 二局올 둠 

學務局 編輯局

第五條 學務局은 二等局， 編輯局은 三等局이라 

第六條 學務局에셔는 左開창는 事務룰 掌홈 

• i 小學校 及 學顧兒童의 就學에 關흥는 事項

二 師範學校에 關흉는 事項

三 中學校에 關흉는 事項

四 外國語學校 專門學校 及 技훌學校에 關흉는 事項

五 外國 派遺흥는 留學生에 關좋는 事項

第七條 編輯局에셔는 敎科圖書의 編輯 觸譯 及 檢定에 關창는 事

務룰 掌홈 

第九條 敎科圖書의 編輯檢定올 짧항야 或 委員올 特置흥야 學部大

보에게 轉屬흉는 事가 有홈 ... 

(9)의 관제를 통하여 근대 계몽기의 학제에서는 전통 유학 교육과는 달 

리 국가 통제하의 학령 아동 취화과 사범화교 • 중학교 • 외국어학교 • 전 

문학교의 교육 정책이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교과서 편집 

이나 발행에 국가가 간여함으로써 교육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과 도서의 편집 검정 제 

11) 이 규정은 칙령 제46호로 반포되었으며， 관보에 게재된 것은 개국g껴년WRi년) 4월 

21일자이다. 여기에 옮긴 것은 박지태(1쨌 : 4)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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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어문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며， 이 점에서 이 시기 학부 발 

행 교과서는 국가의 어문 정책을 이해하는 잣대가 될 수 있올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학부 관제는 『관보』에 보도된 ‘학부 분과 규정’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점에서 학부 분과 규정을 함께 살펴 보자. 

(10) 학부 분과 규정 F관보』 제19호 뼈밍4년(1뼈년) 4월 21일 

第一條 大ê官房에 左開창는 三課룰 置좋야 事務률 分掌케 홈 

秘書課 文書課 會計課

第二條 秘、書課에셔 左開향는 事務로 掌홈 

- 機密에 關향는 事項

官更의 進退身分에 關흉는 事項

三 大昆官印의 官守에 關흉는 事項

[Ig 公立學校 職員의 進退身分에 關향는 事項

第츠條 文書課에셔는 左開흉는 事務룰 掌홈 

- 公文書類 及 成案文書의 接受發送에 關흉는 事項

二 統計報告의 調흉에 關융는 事項

三 公文書類의 編幕保存에 關한는 事項

第四條 會計課에셔는 左開흉는 事務룰 掌홈 

一 本部所管經費 及 諸收入의 據算決算 # 會計에 關좋는 事項
二 本部所管有財塵 及 物品 # 其帳傳調製에 關창는 事項
第五條 學務局에셔는 左開향는 事務룰 掌홈 

- 小學校 及 學敵兒童의 就學에 關흉는 事項

二 師範學校에 關흉는 事項

三 中學校에 關졸는 事項

四 外國語學校 專門學校 技藝學校에 關흥는 事項

五 外國留學生에 關좋는 事項

第六條 編輯局에셔는 左開흉는 事務롤 掌홈 

•• 敎科用圖書의 홉홈譯에 關창는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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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敎科用圖書의 編훌에 關흥는 事項

三 敎科用圖書의 檢定에 關창는 事項

四 圖書의 購入保存管理에 關~는 事項

五 圖書의 印剛에 關양는 事項

(10)의 학부 관제에 따라 개국ffi4년(1쨌년) 4월 16일 칙령 제79호에서 

는 한성사범화교 관제가 반포되었으며， 이 칙령에 따라 1æ5년 5월 1일 한 

성사범학교 개교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좀더 살펴 보자. 

(11) 칙령 제깨호 한성사범학교 관제 개국5)4년 4월 16일 『관보」 제16호 

개국많4년 4월 19일 

第→條 漢城師範學校는 敎官올 養成창는 處로 홈 

第二條 漢城師範學校에 本科와 速成科의 二科훌 置홈 

第죠條 漢城師範學校에 附屬小學을 置좋야 兒童올 數育케 홈 

附屬小學을 尋常科와 高等科 二科로 흥니 每科룰 三年으 

로뻐 후業期로 홈 

(11)올 살펴볼 때 한성사범학교는 교관(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교 

관이나 부교관은 생도를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교원은 부속 소학교 

의 아동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범학원 권부 광고를 참고하면， 이 

시기의 국어 교육의 향방을 다소나마 짐작할 수 있다. 당시의 광고는 다 

음과같다. 

(12) 사범학원 권부 광고 『관보』 제17호 개국%년(1æ)년) 4월 19일 

勳令으로領布되는 漢城師範學校가五月 ←→日로붓터 設始흉니 本

科 學生[二簡年 후業] →百名파 速成科 學生[六簡月 후業] 六十名

올 歡합창니 入學흉기 願흉는 者는 本月 二十五 日 內 本部에 훌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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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고 二十七 日 에 本部로 進향야 入學試驗올 受흉미 可홈 

開國 五百四年 四月 十九 日 學部

(13) 사범학원 시험 규목 『관보내 제17호 개국많4년(1쨌년) 4월 19일 

‘ 本科 入學者의 年觀은 二十歲 以上 二十죠歲 以下로 定홈 

二 本科生의 入學試驗은 左와 如홈 

國文의 讀書와 作文 漢文의 讀書와 作文

三 速成科 入學者의 年敵은 二十二歲 以上 三十五歲 以下로 定홈 

四 速成科生의 入學試驗은 左와 如홈 

國文의 讀書作文 漢文의 讀書作文 朝離地理 朝購歷史

五 入學試驗에 應코져 좋는 者는 書式을 依창야 훌請狀올 具멸창 

미 可홈 ... 

(12)-(13)의 한성사범학교 관제와 입학시험 규목을 통하여 근대 계몽기 

의 국가 어문 정책에서 국문의 독서와 작문이 중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시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정규 교과목과 어떤 연 

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한성사범학교 관련 법령은 1æ5년 7월 23일 다시 학부령으로 

제정 공시되었는데， 이 규정에서는 구체적인 수업 연한과 학과목이 명시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나타난 국문 교육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14) 한성사범학교 규칙 1쨌년 7월 z3일 

第二款學校及程度

第三條 漢城師範學校 本科學員의 課훌 學科g은 修身 敎育 國文

漢文 歷史 地理 數學 物理 化學 博物 習學 作文 體操로 

홈 ... 

第五條 漢城師範學校 速成科는 小學校 敎員의 給需에 應홈이니 

其學科目은 修身 敎育 國文 漢文 歷史 地理 數學 理科 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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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作文體操로홈 

但 時宜에 依졸야 科目을 減홈 

第六條 速成科學員의 受業年限은 六簡月로 홈 

第十--條 漢城師範學校 本科에 課훌 敎科目의 程度는 左갓치 定

홈 

修身 : 人倫道德、의 要릅 及 基督敎法

國文:講讀 漢文:講讀

作文 : B用書類 記事文 及 論說文

第十二條 漢城師範學校 速成科 學員의 課흉는 敎科目의 程度는 

左갓치定홈 

修身 :Á.倫道德의 要릅 及 其敎授法

國文:講讀 漢文:講讀

習字 : 階行草의 三體 及 其敎授法

作文 : B用書類 記事文 及 論說文

(15) 한성사범학교 부속 소학교 규정 1짧년 7월 19일 『관보』 개국5.l4년 

7월 24일 

第二條 附屬小學校는 動令 第百四十五條 小學校令中 小學校의 

本읍 敎科目에 修業年限과敎則 敎授時間의 制限과敎科 

用書 休業H 等에 關혼 規程에 準擺홈이 可홈 

但 敎科目의 加除 等에 關흉야는 漢城師範學校長이 定흉 

야 學部大품의 許可룰 受홈 

이와 같은 규칙과 규정에 따라 사범학교에서의 교육 내용과 정도를 짐 

작할 수 있는데， 국문과 한문은 모두 ‘강독’을 주로 하였으며， 내용상 국문 

은 국한문 혼용올 의미한 것으로 짐작12)된다. 

12) 이러한 추정은 당시 학부 발간 교과서인 『소학독본』파 『국민소학독본」둥이 국문 

독본을 위한 교과서인데 국한문으로 발행된 것올 고려하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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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문연구 기판 

국가의 어문 정책이 수립 •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문 문제를 전담하여 

연구하는 연구 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이 점에서 근대 계몽기 어문 문제 

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기관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대계몽기의 어문 통일의 필요성에 따라 어문 연구 기관이 요구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어문 연구 기관은 1007년 국문연구소의 설립에서 

비롯되지만， 그 이전에도 어문 정비에 관한 노력이 보인다. 예를 들어 의 

학교 교장이었던 지석영은 상소를 통하여 국문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1005년 7월 9일) 이는 『관보』 제3JX)호(광무9년 7월 2)일자)에 

실려 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6) 지석영의 선정국문 실시에 대한 상소 

議政府 參政大멀 E흐 沈相薰 學部大몸 陸軍副將 動一等 몸 閔泳

喆 護f*奏~Dtk見醫學校長 몸 池錫永流批下自 則統陳誠짧敎育齊 

民之要 iffrt홉￥令學部商確施行事 命下훗自百部穩其整備取考所著之 

書則參互古今允合施宜該 新訂國文寶施件 護 月 開錄f*奏 聖載

光武九年七月 九日 奉

(의정부 참정대신 신 심상훈 학부대신 육군부장 훈 일동 신 민영철 

이 삼가 아휩니다. 의학교장 신 지석영의 소에 대한 비지를 엎드려 

보건대 진한 바가 진실로 교육 제민하는 요체가 되니 상소의 글을 

학부로 하여금 상확하여 시행하라는 명이 내렸는 바 신부에서 그것 

을 정비하기 위하여 그가 지은 책올 취고한 즉 고금의 서로 참고하 

여 시의에 윤합함으로 해 ‘신정국문’ 실시건을 개록올 갖추어 엎드 

려 성재를 기다립니다. 광무9년 7월 19일 봉지) 

(17) 신정국문의 주요 내용 

'. 新訂國文五音象形辦 L. 新訂國文初中終三聲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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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新訂國文合字辦 o 新訂國文i훨低辦 

l:l, 新訂國文륨音뼈正辦 人. 新訂國文重聲寶正辦

(16)-(η)의 상소 이전에 국어 정서법 통일의 필요성은 민간 차원에서 

강위(1뼈)의 ‘의정국문자모분해(擬定國文子母分解)’， 권정선의 ‘정음종훈 

(표제는 음경)’ 둥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지석영의 신정국문은 

국가 기관이 인정한 최초의 정서법 관련 법령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항목 가운데 두드러진 특정은 1):;:.자를 쓰자고 한 것， 2) 님된소리를 

쓰지 않도록 한 것， 3) 방점을 일점과 무점으로 통일한 것 퉁이다. 이와 같 

은 제안과 법령은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학부 

내의 국문연구소의 펼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음의 자료는 이러한 논란 

과관련된 자료이다. 

(18) 이용호(1없)에서 밝힌 이능화의 상소문 

관립 한성법어학교 교장언 이능화가 ‘국문일정법 의견서’를 100)년 6 

월 1일에 고종께 상소하였다. 이 상소문의 내용은 “문어보다 구어를 

많이 쓰기에 이른 이 때에 국문철자법의 일정한 법올 세우는 한편， 

국어 사전의 편찬 사업올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능화의 

상소건도 정부가 ‘국문연구소’를 설치하는 데에 직접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9) 국문연구소를 설치하고 위원을 영채링差)하는 건 

內뿜總理太民勳二等텀i 李完用 學部大昆勳三等 李載昆護奏 本年

七月八日 以學部大民 李載昆請議 設實國文鼎究所 용差委員事 

已經會議 標題可否 뀔具結附 #묻原案 1'*候聖載

光武 十 ·年 七H i\ 日奉 답制日可 

(내각총리대신 훈2둥 신 이완용， 학부대신 훈3둥 신 이재곤이 삼가 

아휩니다. “본년 7월 8일에 학부대신 신 이재곤이 주정한 국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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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젤치하고 위원을 영차하는 일로 이미 회의를 거쳐 표제의 가 

부률 영구(명具)히 점부{點附)하고 아울러 원안올 올리니 엎드려 성 

재를 바랍니다J 

국문연구소는 ‘신정국문’이 반포된 지 2년 후인 1007년(광무11년) 7월 8 

일 당시 학부대신이었던 이재곤의 주청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학무국 

장은 윤치호로 어윤적， 이능화， 권보상， 이억， 윤돈구， 주시경， 현은， 송기 

용， 장헌식， 이종일， 유필근， 이민웅， 지석영， 우에무리(上村IE己) 둥이 위 

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서법 확립올 주목적으로 삼았다. 국문연구소는 

1~년(융회3년) 12월 27일까지 존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문연구의정 

안’이라는 통일된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이 때 토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 

과같다. 

(:1)) 국문연구의정안 

" 국문의 연원과 자체 급 발음의 연혁 

L , 초중성 6 õ À 0 '5 영 용 뽕 8자의 복용당뷔當否) 

c 초성의 11 rc tlJl 샤 x 옳 6자 병서의 서법 일정( 一定)

근. 중성 중 · 자 폐지 =자 창제(柳製)의 당뷔當否) 

口. 종성의 E 人 이자용법 급 ̂ *격E효효 6자도 종성에 통용 당부 

(當否)

님. 자모의 7음과 청탁의 구별 여하 

人. 사성표의 용부 급 국어음의 고저법 

。. 자모의 음독 일정(-定) 

χ. 자순 행순의 일정( →定)

격 철자법 

이와 같은 정서법에 관한 의제가 주률 이루었으며 이 안은 국내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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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곧 공포 실행되지는 못하였으나 그 원안은 대체로 지켜져서 조선어 

학회에서 1m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할 때까지 반영되었다13). 

3. 어문정책의 내용 

1) 언문잃치와 외국어교육 

근대 계몽기의 어문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언문일치와 외국어 

교육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언문일치는 당시의 국가 공용 문자언어가 한 

문이었던 관계로 국가 정책 수행에서 어려웅을 겪을 뿐만 아니라 언어생 

활 자체에서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시급한 문제로 대두 

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 정책상 어문 문제를 해결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개항 이 

후 외국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기존의 중국어 교육만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외국어 교육 문제14)도 시급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1잃4년 갑신정변을 전후하여 여 

러 개화사상가들에게 공통된 고민거리로 둥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의 자료를살펴 보자‘ 

(21) 김옥균 『치도약론~(1m년 12월)에서의 교육 문제15) 

13) 이와 관련된 내용은 강신항(l잃 :1맑)울 참고하였옴. 
14) 근대계몽기의 외국어교육 문제는 조선시대의 국어에 대한 견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국어’라는 개념은 ‘외국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 

악되는 경향이 있었으며(이근수 lm5). 실학시대나 근대계몽기에도 ‘국어’의 개념은 
‘외국어’와 대립되는 용어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외부 번역과 규 

정에서 사용된 ‘국어’라는 표현올 통해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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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 H之先務者 必日用A才也 節財用也 柳著修也 #훌開海禁而善憐 

쪼也 此固關一而不可然區區愚見 以寫莫若寶事求是 郞一二要端

急見施行 HJ:令期張遠大之策 徒空言而E

(오늘의 급선무는 반드시 인재률 둥용하며， 국가재정을 절약해 쓰며， 

부화하고 사치한 것을 억제하며， 문호를 개방하고 이웃나라들과 친 

선올 잘 도모하는 데 있는 바 이 가운데서 하나가 빠져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구구한 의견보다 실사구시로 해야 한다. 즉 한두가 

지라도 긴급한 것을 시행해야 하며， 현실올 떠난 대책올 말하는 빈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J 

(22) 박영효의 개화상소문{l잃4년 2월 24일)에서의 교육 문제 

六日 敎民才德文藝以治本

敎者續磁石也 人在大洋或沙漢之中 雖不能辦南北 然有磁石郞可

辦之 故磁石엽n通四方就文明之要具也 A生而無知其所以知者敎育

也 子生흩O父母先敎之而導之 開其知讓 而次入學校以成其學 故設

校之事 天下之急務也 要務也

(교육이란 것은 자석과 같은 젓이니 사랍이 대양이나 혹 사막 가운 

데 있거나 비록 남북올 변별하지 못할지라도 자석이 있은 연후라면 

가히 그것을 구분할 수 었다. 그러므로 자석은 곧 사방올 통하게 하 

고 문명의 중요한 곳으로 나。까게 하는 도구이다. 사랍이 나서 그 

무지한 바를 알게 하는 것은 교육이니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는 먼 

저 그를 가르쳐 이끌어 앓올 열어주며 다음으로 학교에 다님으로써 

15) 혜도약론』은 1짧년 김옥균이 일본올 방분한 뒤 작성한 것으로， 순한문의 서론과 
본문인 치도약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약칙은 n개 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계 정세 

의 변화와 교육 문제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 었다. 김흥수(1!m)에서는 이 글에 드러 

나는 교육 문제률 ‘새로운 기술과 업무에 쩍합한 인재’일 것으로 추정하고 이률 위 

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또한 외국과의 문호 개방과 외교 관계를 구축하기 위혜 외 

국어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문제들올 추진하는 데 실사구시가 필요함을 강조 

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근대 계몽기의 어문 문채는 언문일 

치와 함께 외국어 교육 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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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학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 학교를 세우는 일은 천하의 시급한 일 

이요 힘써야 할 일이다J 

一 꿇止史뿔훨 使男女六歲以上 皆就校受學事

• 設lH:年學校 以漢t 或以證文 譯政治 財政 內外法律 歷史地理

及 /算術 理化學大意等書 數官人之少밤者(此似湖堂古事而其益 

必大也) 或徵밤年之士手八道以敎之 待其成業 以科擊之法試之

以擇用於文官事

一 先敎A民 以國뽀 及 國語國文事(不敎本國之歷史 文章而 但敎

淸國之歷史 文章 故人民以淸本而重之 至有不知自國之典故者

此可謂橋本就末也)

一 屬外國A 훌'zA民以않律 財政 政펌 톨흩術 g혹f單 "& 응홉才훌흉事 

• 驚活字 造紙 以多設印板所 以緊富書籍事(A欲學而無書籍 則

不能學 故文明之國 書籍股富보之 所大뚫於日本者 紙價購 而

活字多印剛便 ITff書籍股富 學校多 而學生果也)

• 設博物館 以廣A民之見識事

• 許A民 或使有識者 時時聚왔 演說世事 以開固에휩事 

一 盛興東西洋諸m之語學 以便훗親事 

• • 定規則 許人民設新聞局 而印賣事(新聞者 評議朝廷之事 及 公

告官命 官更進退 市街風說外國形勢 學藝盛훌 ~作豊~ 物價

高低 交易盛養 民間苦樂 死生存t 異事珍談 凡A耳目之所新

者 逢←→記載 或附圖畵 無不解明 其他AA賴之 廣告凡百之事

太짧便利 故雖閒居←뿔 不見戶外 或居萬里珠城 不得鄭信 而

-→見新聞 則願然之世間之情 ↑合如現接其事物 故使A民博聞見

明事情者莫過 於此 是以方今歐美諸짧 以新聞局之多少 較國之

文明與否~)

• 꺼論其敎 或可默許不問 任民自由 然始不可許建藥堂宇 以意

起網亂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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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의 김옥균 『치도약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언문일치나 외국어 교육 

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사정과 그의 삶올 고려한다면 실사구시의 교 

육의 성격을 ‘언문일치와 외국어 교육 중시’ 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 

이 (2'2)의 박영효 상소문에 제시된 6항의 107~ 세부 항목은 근대 계몽기의 

어문 정책과 교육 정책의 향방을 알게 해 준다. 이 107~ 항목 내용은 1) 

소 • 중학교의 설립과 의무교육 실시， 2) 고등교육 실시， 3) 국사와 국문의 

교육， 4) 외국인을 고빙하여 신학문을 교육할 것， 5) 서적 출판" 6) 박물관 

셜치， 7) 계몽 강연회 개최， 8) 외국어의 학습과 교류， 9) 신문의 발행， 10) 

신교의 자유로 정리된다. 그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은 장년 교육에서는 ‘한 

문’이나 혹은 ‘언문’으로 ‘정치， 재정， 내외법률， 역사지리， 산술， 이학 • 화 

학’ 둥을 번역하고 교육할 것올 제안하였는데 세 번째 항목의 ‘국사 및 국 

어국문’ 교육 제안을 고려할 때， 어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를 추측하게 한다. 이 상소에서 박영효는 ‘언문’은 우리글인 ‘훈민정음’을 

일컬고 있음이 툴림없다. 다만 ‘국어국문’이라는 표현은 ‘한문’과 대비되는 

표현이므로 어떤 언어를 말하는지 구체화되지 않지만 ‘국한문혼용’일 가 

능성16)이 높다. 또한 넷째와 여닮 번째의 항목은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제안으로1 개화의 성격상 이 문제가 중시되는 것은 당연한 일 

16) 국한문혼용은 1쨌년 11월 『한성순보내에 나타난다. 이 문체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 

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대체로 후쿠자와 유키지(福澤論吉)의 제자로 알 

려진 이노우에(井上角五郞)가 조선유학자인 강위(姜環)와 함께 만든 것으로 알려 

져 있다.(이노우에는 1쨌년에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신문사에서 발간한 『조선통치 

의 회고와 비판』이란 책에서 스스로 후쿠자와 선생의 뜻올 받들어 일본글과 유사 

한 조선글을 만들었다고 회고한 바도 있다.J 근대계몽기의 개화사상가들이 ‘한문’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국어국문’올 언급할 경우에는 언문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 

태에서 ‘언문’도 아니고 ‘한문’도 아닌 어문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시기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국한문혼용’올 일걷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체는 언해본에서 한자 옆에 붙인 훈민정음 독음올 제거한 상태， 

또는 개화사장가들이 접해본 일본글과 유사한 상태로 보아도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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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진다. 

그러나 김옥균과 박영효의 정책 제안은 갑신정변의 실패와 함께 구체 

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신식학교의 설립과 외국인 고빙， 일어학 

당의 설립 등은 이 시기의 개화사상가들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된 당시의 주요 역사적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3) 신식학교 설립 및 외국인 고용 

1 ， 1쨌년 12월 배재학당 설립 : 아팬첼러에 의해 셜립된 것으로 중 

학 과정의 최초 신식학교로 볼 수 있으며， 교과목은 한문(경서， 사 

기)， 영어， 천문， 지리， 생리， 수학， 수공， 성서였음， (‘국어’과는 없었 

음) 

L ， 1;쨌년 6월 육영공원 설립 : 이 학교는 미국 학교의 교사률 초빙하 

여 영어교습올 목적으로 세워진 것으로1 한국 최초의 국립학교로 

볼수있읍. 

C， 1쨌년 경신학교 설립 :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 

2， 1잃7년 7월 경학원 발족 : 이 학교는 재래의 성균관과는 닿리 발족 

한 학교로 형신은 신식학교체제이교 교육 내용은 옛 교육 그대로 

였다 

口， 1쨌년 이화학당 셜립 : 이 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교육기관 

임 

닙， 1없1년 6월 일어학당이 한성부에 개셜되어 일본 바랍이 일기 시작 

하였다. 

이와 함께 국한문을 흔용함으로써 언문일치에 가깝게 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4) 곤대 계몽기의 언문일치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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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환국(典團局)， 기기권機器局)， 박문국(博文局) 설치 

L， l짧년 10월 〈한성순보〉 간행 

c， l짧년 11월 국 • 한 혼용체 문장이 처음으로 〈한성순보〉에 둥장 

근， 1쨌년 1월 2)일 〈한성주보〉 창간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은 1æ4년 갑오개혁올 전후하여 국가 차원의 정 

책으로 계숭되었는데， 이 시기의 정책에서도 언문일치와 외국어교육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먼저 언문일치와 관련된 정책적 노력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칙령 

제1호 공문식(1앓년 11월 21일)의 제14조와 이를 개정한 칙령 제%호(개 

국 짧년 5월 8일 『관보』 제3)호) 제9조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러한 언 

문일치 정책은 ‘국문이 본’이며 ‘한문’이나 ‘국한문’은 보충적인 역할을 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에서는 ‘국한문’의 영역을 넓혀가는 정책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문’이 순우리글을 의미함을 인식하고는 있 

었지만 당시의 어문 생활에 견주어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한문’ 대신 ‘국 

한문’ 사용의 폭을 넓히는 것17)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어교육과 관련된 정책이다. 외국어교육은 세계 여러 나 

라의 사정을 알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 

에서 김옥균， 박영효의 사상은 유길준， 서재필과 같은 개화사상가들에게 

17) 이러한 점은 근대계몽기 순국문을 주로 하는 언어 생활과는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훈민정음 창제 이후 17-18세기에 이르러 순국문의 언어 

생활 폭이 점차 넓어져 가고 있음올 나타내는 증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언 

간과 같은 편지글， 문학 작품류， 국왕의 윤음올 언해하거나 언문으로 윤음을 반포 

하는 것 둥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문건들은 15-16세기의 언해본에서 한자를 

제시하고 훈민정음으로 독음을 다는 방식과는 달리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들도 많다. 이러한 점올 고려할 때 근대계봉기의 문자 생활은 정부 및 지배총의 한 

문 중심의 문자 생활과 피지배총의 훈민정음 중심의 문자 생활로 이원화되어 있었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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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 이러한 사상은 시대적인 흐름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거스를 

수 없었으며， 한성부의 일어학당 개설을 거쳐 1쨌년에는 외국어학교에 

대한 관제를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 보자. 

(25) 칙령 제æ호 외국어학교 관제 꺾밍4년(1쨌년) 5월 10일 『관보」 제 

æ호 개국 밍4년 5월 æ일자 

第--條 外國語學校는 生徒룰 廣幕흉야 諸外國의 語學올 數授흉 

는處로홈 ... 

第十←→條 敎官 及 副數官은 或 外國)、올 屬用융야 充창을 得창니 

其 員數는 學部大몸이 必須에 應흉야 從宜좋야 定홈 

但 塵外國人의 待遇는 敎官은 奏任， 副敎官은 判任으로 

定홈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어학교는 여러 나라의 외국어를 가르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어교육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개화가 외국과의 교류로 인식되는 시대적 조류， 갑오개혁 당시의 일본의 

영향력 둥과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 

학교 교육에서도 외국어가 중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자료는 

그러한 단변을 보여준다. 

t~)) 소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 

., 칙령 제1얘호 소학교령 1쨌년 7월 19일 f관보내뼈년 7월 22일 

第八條 小學校의 尋常科 敎科目은 修身 讀書 作文 習字 算術 體

操로홈 

時宜에 依흉야 體操룰 除캉며 또 本國地理 本國歷史 圖

畵 外國등홈의 一科 혹은 數科룰 加흉고 女兒룰 f풍흥야 載

緣올加흉블得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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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條 小學校 高等科의 敎科덤은 修身 讀書 作文 習字 算術 本

國地理 本國歷史 外國地理 外國歷史 理科 圖畵 體操로 

흥고 女兒룰 f홉흉야 載鍵올 Jm홈 

時담’로 外國듬홈 →→科룰 加흥며 또 外國地理 外國歷史 圖

畵 r→課 或 數科룰 除창블 得홈 

L. 한성내의 네 개 소학교를 두는 령 『관보』 제1m호 개국ro1년 8월 

1일 

勳令 第一百四十四號을 依창야 小學校룰 漢城內에 官立흉고 훌 

通各科와 外國語룰 훌u용흥 터이니 學徒願ÆJ:좋는 者의 /\歲 以上

十五歲 以下A은 그父兄이 太同창고八月初五六日間에 本部에 

와셔 票告한야 許入狀올 受홈이 可홈 

小學校의 置흉는 區域과 開學日期는 左와 如홈 

i!f:洞 八月 A 日 貞洞 A月 九日

桂洞 八月 十二日 細洞 八月 十三日

(3)ï)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학교에서의 외국어교육은 시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L)을 확인한다면 실제로는 

외국어교육이 보통각과 못지 않게 중시되었음올 알 수 있다. 

2) 각급학교의 셜치와 국어 교육 

국어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곳은 교육기관이다. 이 점에서 근대 

계몽기의 교육 기관 및 교육 내용에 대한 고찰올 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해 

명Offil)에서는 갑오개혁 이후의 교육 제도18)를 디섯 가지 기준에 따라 

18) 이해명(1001 : 1ffi)에서는 갑오경장 이후부터 을사보호조약 이전까지의 10년간올 성 
숙되어 있던 개화사상이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던 시기로 규정한다. 따라서 제도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입안되었으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법령이 공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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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즉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1) 한성사범학교 및 부 

속소학교.， 2) 소학교， 3) 중학교) 4) 성균관.， 5) 특수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의 외국어학교 농 · 상 • 법률학교 퉁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당 

시의 교육 관제를 살펴봄으로써 어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 

볼필요가있다. 

첫째로 한성사범학교는 교괜교사)올 양성하는 곳으로 본과와 속성과 

두 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부속소학교는 심상과와 고둥과 두 과가 설치 

되었다{칙령 제79호). 본과와 속성과의 교과목은 학부령 제1호에 드러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 칙랭 제79호 한성사범학교 관제 개국s)4년 4월 16일 『관보」 제16호 

개국밍4년 4월 19일 

第一條 漢城師範學校는 敎官올 養成융눈 處로 홈 

第二條 漢城師範學校에 本科와 速成科의 二科룰 置홈 ... 

(28) 칙령 제00호 한성사범학교직원관둥봉급령 

第三條 漢城師範學校 職員의 任免은 其 奏任官은 內關總理大폼 

을 經흥야 學部大뭄이 奏請융고 判任官은 學部大톰이 專

行홈 

(잃) 학부령 제1호 한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 규칙 개국밍4년(1쨌년) 7월 

z3일~관보』 제121호 개국많4년 7월 24일 

第二款學校及程度

第르條 漢城師範學校 本科學員의 課훌 學科目은 修身 敎育 國文

漢文 歷史 地理 數學 物理 化學 博物 習學 作文 體操로 

홈 ... 

第五條 漢城師範學校 速成科는 小學校 數員의 給需에 應흠이니 

其學科目은 修身 敎育 國文 漢文 歷史 地理 數學 理科

었음올 바탕으로 교육 제도와 교육 목표의 상관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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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字作文體操로홈 

但 時宜에 依용야 科目을 減홈 

第十一條 漢城師範學校 本科에 課훌 敎科目의 程度는 左갓치 定

홈 

修身 :A.倫道德의 要冒 及 基督敎法-

國文:講讀 漢文:講讀

敎育 : 內外敎育의 治華 及 著名혼 敎育家의 傳記로부터 敎育

及 敎授의 原則올 授좋고 附屬小學校에 就흉야 寶地 授

業의 方法올練習홈 

歷史 : 本國 及 萬國歷史

地理 : 本國 及 萬國의 政治地理와 地文의 初步 ... 

第十二條 漢城師範學校 速成科 學員의 課흉는 敎科目의 程度는 

左갓치定홈 

修身 :A.倫道德의 要릅 及 其敎授法

敎育 : 內外敎育史 及 著名훈 敎育家의 傳記로부터 實地授業의 

方法올練習홈 

國文:講讀 漢文:講讀

歷史 : 本國 及 萬國歷史 大要 地理 : 本國 及 萬國地理 大要

習字 : 階行草의 三體 及 其數授法

作文 : B用홉類 記事文 及 論說文 ... 

第三款 漢城師範學校敎育 要릅 

第十三條 漢城師範學校敎育의 要冒는 左와 如홈 

一 精神올 數練흉며 德操룰 鷹園흥은 數員者에 重要혼 얻1라 故

로 學員으로 흥야곰 平素에 此에 用意홉올 要홉 

二 尊王愛國의 志氣에 富흥은 敎員者의 重要혼 얻l라 故로 學員

으로 흥야곰 平素에 忠孝의 大義에 命창며 國民의 志操룰 振

起홈올要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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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規律올 守융며 快序룰 保창고 師表될 威嚴룰 求흥은 數員者

의 重要혼 비라 故로 學員으로 창야곰 平素에 長1二의 命令과 

訓讀에 服從향며 起居와 言動의 正홈올 要홈 

四 身體의 健康홉은 成業의 基本이라 故로 學員으로 흉야곰 平

素에 衛生에 留意흉야 體操룰 動흉야 健康에 增進홈을 要홈 

五 敎授의 方法은 數員者의 適切혼 빅니 小學校 校則에 富케 홈 

올主릅로 

이상의 법령을 통하여 한성사범학교의 교파목 가운데 ‘국문’과 ‘한문’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다만 사범교육의 성격상 

(23)에 제시된 교과목들은 교원이 되는 데 필요한 국문과 한문 강독 능력 

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을 것19)으로 보인다. 

둘째로 소학교교육은 보통 의무교육의 성격20)올 띠고 있었으나 학교 

19) 한성사범학교는 당시의 사범교육(교과교육)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 

학교에서 사용한 교과서가 어떤 것인지， 구체척인 교육 내용이 어떠한지， 교수학 

습 방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구체 

적인 자료 발굴과 함께 꾸준히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 이와 같은 성격은 소학교령 제1조와 제2조에서도 확인되며， 아울러 학부고시 제4호 

(개국 %년9월 28일 r관보」 재175호 개국gμ년 9월 II일)에서도 확인된다. 이 고시 

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敎育은 開化의 本이라 愛國의 心과 富彈의 術이 皆學文으로붓터 生융ξ·니 推國

의 文明은 學校의 盛賽에 係혼지라 今에 二十프府에 學校롤 아즉 다 設始치 못흉 

엿거니와 옳先 京城內에 小學校풀 밤~폐과 貞洞파 蘭洞과 桂洞 四處에 設立융야 

兒童올 敎育융는뎌 貞洞뼈 外三處에 在혼 學校 屋子가 俠짧흉기로 밤洞은 梅洞

前觀象藍으로 蘭洞은 惠洞 前惠民暑로 桂洞은 齊洞으로 移設흥고 學徒룰 八歲

以上으로 十五歲?지 增集~야 其科程은 五倫行實로붓터 小學과 本國歷史와 地

志와 國文과 算術과 其他 外國歷史와 地志 等 時宜에 適用혼 홈冊올 一切 數授

흉야 虛文올 祐융고 實用을 尙흉야 敎育올 務盡케 흉노니 夫 外國學校에 規程을 

第念컨뎌 兒童이 學校에 入學치 아니융는 者는 其父兄올 節융는 例도 或 有혼지 

라 本國에는 此項規程올 아즉 設훌치 못창엿스" 兒童의 父兄되는 者논 其子弟

를 帶同융고 本部에 來융야 許入狀올 受혼 後 學校에 훌t융야 學業올 務修융되 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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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 상황올 고려하여 강제성올 부여할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칙령 제145호 소학교령으로 반포되었다. 다음 자료를 살펴 보자. 

(:J)) 칙령 제145호 소학교령 개국ffi4년 7월 19일 『관보』 제119호 개국뼈 

년 7월 22일 

第一章 小學校의 本탑와 種類 及 經費

第→條 小學校는 兒童身體의 發達홈에 塵(감)좋야 國民敎育의 基

魔와 其 生活上 必要혼 普通知識과 機能올 授창므로뻐 本

릅로홈 ... 

第二童 小學校의 編制 及 男女兒童의 就學

第六條 小學校룰 分흥야 尋常 高等 二科로 홈 

第七條 小學校 修業年限은 尋常科는 三簡年 휩等科는 二簡年 三

簡年으로홈 

第八條 小學校의 尋常科 敎科目은 修身 讀뿔 作文 習字 算術 體

操로홈 

時宜에 依흥야 體操룰 除창며 포 本國地理 本國歷史 圖畵

外國語의 ‘科 혹은 數科룰 加흉고 女兒훌 薦좋야 載鍵올 

加창블得홈 

第九條 小學校 高等科의 數科目은 修身 讀書 作文 習字 算術 本

國地理 本國歷史 外國地理 外國歷史 理科 圖畵 體操로 

창고 女兒룰 鳥흉야 載鍵을 加홈 

時宜로 外國語 一科룰 加중며 포 外國地理 外國歷史 圖畵

一課 或 數科룰 除흉블 得홈 ... 

第三章 小學校의 設置 及 藍督

第十七條 各府都에는 其 管內에 學郞 兒童의 就學훌 公立小學校

룰 設置홈 

V뺑f홉흥야間斷흥는 聲를無케 흥율望홈開國五百四年九月 二十八日 學部大톰 

徐光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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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A條 各府觀察使는 其 管內에 公立小學校룰 設置흉기 前은 

私立小學校로 代用좋블 得홈 … 

(퍼) 학부령 제3호 소학교 교칙 대강 개국ffi4년 8월 12일 『관보4 제1æ호 

개국gμ년 8월 15일 

本年 勳令 第一百四十五號 小學校令 第十條에 依좋야 小學校 數

則 大鋼을左갓치 定홈 

小學校敎則 大鋼

第一條 小學校는 小學校令 第--條의 톱趣룰 尊奉창야 兒童을 敎

育홈 

德性을 빼養하고 A道룰 實훌훌홈을 tIJ창는 거시 敎育上에 

第 • 主眼이 되는 故로 아모 數科덤이라도 此에 關聯향는 

事項은 別로 留意흉야 敎授홈을 要홈 

知識과 機能올 確實창야 實用에 適홈올 要흥는 故로 日常

生活에 必要흔 事項을 擇흉야 數授흉고 反復 練習향야 應

用이 엽在케 흥을 務홈이 可홈 

各 敎科덤의 敎授는 其 經響과 方法올 互相 聯絡~야 補

益흥올要홈 

第二條 修身은 敎育에 關흔 5집動의 릅趣에 基창고 兒童의 良心을 

닫#導흉야 其 德性을 뼈養좋며 A道룰 實鏡창는 方法을 授

홈올要답로홈 

尋常科에는 孝佛 友愛 禮敬 仁經 信實 義勇 짧險 等 實훌훌 

~는 方法을 授흥고 別로히 尊王愛國향는 士氣룰 養홈을 

務좋고 포 몸民으로뻐 國家에 對향는 責務의 大要룰 指示

한고 尊흉야 薦耶、의 重홈을 知케 창고 兒童올 護被흉야 風

洛과 品位의 純正에 趣홈을 注意흥이 可홈 

女學生은 別로히 貞淑혼 美德율 養케 홈이 可홈 

修身올 授창는 時에는 近易혼 理言과 嘉言과 善行 等올 

例證캉야 歡械룰 示흉고 敎員이 몸소 兒童의 模範이 되어 



128 국어교육연구 쩨10집 

兒童으로 흉야곰 漫潤薰榮케 홈올 要홈 

第프條 讀畵앞뾰요은 近으로 由흥야 遠에 及흉며 簡으로 由흉야 

緊에 就좋는 方法에 依좋고 몬져 普通의 言語와 日常須知

의 ý字 t句 文法음 讀方과 意義룰 知케 융고 適當흔 言

語와 字句를 用풍야 正確히 思想올 表影흉는 能올 養좋고 

暴흥야 知德올 탱發홈올 要톱로 홈 

尋常科에는 近易適切훈 事物에 就융며 平易캉게 談話흥 

고 其 言語룰 練習융야 國\[의 讀法 5흩書 짧字음 知케 흉 

고 次第로 國ý의 短文과 빠易# 漢y 훗흉!<-Y용 授좋 

고 漸進흉기 룰 從좋야 讀書 作文의 敎授時間을 分別흉는 

뎌 讀書는 國文과 近易혼 漢文 交흉는 文과 日用書類 等

을授홈이 可홈 

讀書와 作文을 授흉는 時에는 單語 短句 短文 等올 書取

케 흥고 或 改作흉야 國文使用法과 語句의 用法에 熟창게 

흥이 可홈 

讀本의 文法은 平易케 창야 普適國文의 模範됨을 要흉는 

故로 兒童이 理會흉기 易흉야 其 心情올 快活 純情케 홈 

을 採홈이 可융고 포 其 事項은 修身 地理 歷史 理科 其他

日用生活에 必要좋고 敎授에 趣味를 뚫흥미 可홈 

作文 讀書와 其他 敎科덤에 授혼 事項과 兒童의 日常 見

聞혼 事項과 及 處世에 必要혼 事項올 記述호뎌 行文이 

平易흉고 冒趣가 明購케 홉올 要홈 

言챔!<- ftþ，짧科텀의 훌u양에도 학삭 if意창야 練習케 혹옹 

훌훌 

第十二條 數科에 外國語룰 可흥은 將來 生活上에 其 知講의 緊要

룰 因홈이라 近易혼 單語 短句 談話 文法 作文올 授좋고 

外國語로뼈 簡易혼 會話 及 通信 等올 解케 홈이 可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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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語룰 授홉Q] 항양 其 發音과 文法에 注意흉고 正確흔 

國語룰 用좋야 義解케 흠을 要홈 

(1))은 소학교 교육령이며 (31)은 소학교령에 따른 교육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한 법령이다. (31)에 따르면 소학교 교육은 덕성올 중시하고 지식 

과 기능을 익혀 실용에 적합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제2조 이하 제12조까지는 각 교과목의 목적과 내용， 교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오늘날의 교과 교육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신은 윤리 교과후 독서와 작문은 기초 교과로 인식 

되어 다른 학과를 공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 

고 있었다. 아울러 독서와 작문에 언급되어 있는 ‘국문’의 개념은 당시 발 

행된 교과서를 살펴 본다면 ‘국한문혼용’의 문자 언어 생활과 읽기 중심 

의 음성 언어 생활을 고려하여 붙인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31)은 교과 교육의 기틀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교과 교육의 특성이 실 

제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한 예로 당시 만들어진 

학부의 교과서는 이 이념을 구현하고자 했지만 오늘날의 교과 목표， 교육 

내용 선정， 교육 평개 교수 학습 방법 둥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독본으로서의 기능만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다. 

셋째로 중학교 교육에 관한 법령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학교 교육 

정책은 소학교에 비해 상당히 늦은 시기인 1쨌년(광무3년)에 입안 공포 

되었다. 이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 칙령 제11호 중학교 관제 광무3년 4월 4일 『관보4 제1228호 광무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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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中學校官制

第←一條 中學校는 實業에 就코져 중는 )、民에게 正德利用탱牛중는 

中學校育을 普通으로 敎授흥는 處로 定홈이라 

第二條 中學校에 尋常科와 圖等科롤 分창야 置홈이라 

第三條 中學校에 修業年限은 七年으로 定창야 初四年은 尋常科

에 후業흥고 後三年은 j힘等科에 후業홉이라 ... 

이상의 규정올 통하여 중학교는 오늘날 중 • 고둥학교에 해당하는 교육 

기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중학 교육은 ‘실업 교육’이 중시 

되었으며， 나라 사정과 지방 사정에 따라 설립 과정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교과목은 19X>년(광무4년) 9월 3일자 학부령 제12호에 

제시되어 었다 

(잃) 화부령 제12호 중학교 규칙 광무4년wro년) 9월 3일 『관뭘 제1때 

호 광무3년 9월 7일 

第 →종k 總則

第二條 生徒에게 在學中 敎科書룰 借給중고 必要혼 紙筆題올 支

給홈이라 

第二款學科及程度

第 -條 中學校 尋常科의 學科는 倫理 讀書 作文 歷史地誌 算術

經濟 博物 物理 化學 圖畵 外國語 體操로 定홈이라 

第二條 中學校 高等科의 學科는 讀書 算術 經濟 博物 物理 化學

法律 政治 上業 農業 商業 醫學 測量 體操로 定홈이라 

但 時宣에 依향야 前項 第一條 第二條 各科 或 〕二科 目

올增減도 홈이라 

第四條 學科의 數授時間은 體操와 寶習 時間을 除창고 每H 五時

間으로 定항뎌 短흉룰 隨창야 推移改定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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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제에 따라 중학교 교육이 이루어졌올 것임올 짐작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학과에 어떤 교과서가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교 

수 내용과 평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21)이다. 

넷째로 성균관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근대계 

몽기에 이르러 전통적인 문묘를 보존하고 경학올 공부하도록 하는 제도 

로 성균관 관제가 반포되었다. 성균관 교육은 경학과 인격 함양에 중점을 

두고， 때로 시무를 익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어 교육이나 어문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한 법령을 살펴 보변 다음과 같다. 

(34) 칙령 제1]3호 성균관 관제 개국많4년 7월 2일 『관보내 제HE호 개국 

g)4년 7월 4일 

成均館 'g制

第 ·條 成均館은 學部大톰의 管理에 屬창야 文蘭룰 處奉좋고 經

學科룰 講習흉는 處로홈 

(35) 학부령 제2호 성균관 경학과 규칙 개국ffi4년 8월 9일 『관보』 제135 

호 개국ffi4년 8월 12일 

第 4款總則

第二款學課及程度

第二條 成均館 經學科 學生의 課훌 學科目은 三經 四書 及 其講

解網目[宋元明史 ;ff] 本國史 作文으로 흠 

第三款

21) 소학교령과 중학교령은 19Xì년 통감 시대 이후에는 보통학교령과 고등학교령으로 
대체된다. 이 시기는 국권 상실의 시기로 교육 문제에서도 일제의 간섭과 통제가 

심하였다. 특히 교과목과 수업 시수의 변화， 교과서 검인정 과정에서의 통감부의 

간섭 퉁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종국(1931)을 참고할 수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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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條 學科目의 程-度는 左갓치 홈 

三經 四書 誠解 : 講훌훌 網目[宋元明史 井]

作文 : 日用書類 記事 論說 輕義

歷史 : 本國 及 萬國 歷史地誌

地誌 : 本國 及 萬國地誌

算術 : 1Ju減乘除 比例差分

第fi.款

第十二條 入學生徒는 現居漢城륭야 根地分明혼 戶主로써 保證A

올홈이 可홈 

위의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균관의 교과목은 전통적인 삼경， 사 

서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강목 역사 지지 산술과 같은 시의에 적절한 과 

목도 국문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균관 교육에 

서도 ‘언해’를 교과목으로 한 것은 전통적인 교육에서 변모한 모습을 보 

여준다. 

다섯째로 전문 교육에 관한 법령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문 교육 기 

관은 무관학교 의학교 체신학교， 법관학교 둥의 각종 기관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교육 기관은 실사구시 원칙에 의해 갑오개혁 당시부터 끊임없 

이 증설되어 왔는데，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문 교육올 병행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Ii'관함 기록을 토대로 해당 학교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 

과같은 것들이 있다. 

(:~ì) 전문 교육 기관 

'. 법관양성소규정 : 1æ:i년 3월 2)일 칙령 제49호 

L. 무관학도 모집령 : 1쨌년 1월 15일 칙령 제34호 

t:. 상공학교 관제 : um년 6월 z4일 칙령 제æ호 

근. 의학교 규칙 : 1했년 7월 5일 학부령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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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광무학과 관제 : uro년 9월 4일 칙령 제31호 

님. 우무학도 규칙 : 1ffi)년 11월 1일 체선원령 제6호 

人. 전무학도 규칙 : 1ffi)년 11월 l일 체신원령 제7호 

。. 종언학교 관제 : 1ffi)년 12월 19일 칙령 제55호 

이와 같은 전문 학교는 전문적 기능의 훈련에 일차적인 목적올 두었다. 

따라서 교과목으로 ‘국문’을 따로 두지는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 

들 각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을 치러야 하며， 입학 시험 과 

목 가운데 ‘국문 독서와 작문’을 실시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법 

관양성소 규정’에 따른 입학 시험 과목을 살펴 볼 수 있다. 

(37) 법관 양성소 규정에서의 입학 시험 

第四條 凡本所의 生徒되는 者는 年都 二十歲 以上으로 入學試驗

에 及第창는 者 或 現在 官뿔에 奉職캉는 者로 限홈 

入學試驗科目이 左와 如홈 

漢文 作文 國文 作文 朝購歷史 及 地誌 大要

입학시험 과목으로 국문 작문을 둔 것은 칙령 제1호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문올 본으로 삼는다는 취지에 따라 법률 서식 

이나 기타 각종 문서 형식에서 국한문 서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도 확 

인된다. 다만 이와 같은 과목 규정은 1003년 이후에는 ‘국문’ 대신에 ‘국 

한문’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통감 시대의 교육 통제 과정에서 국문 대 

신에 국한문을 공식적인 교과목으로 설정하고자 동}는 시도껑)와 맥락을 

22) 통감 시대의 교과목명이나 시험 과목명에서 ‘국문’ 대신 ‘국한문’올 사용하는 것은 
실제 순우리글올 사용하던 입장에서 국한문올 사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대계몽기 정부의 어문 정책이 국문올 중심으로 했음에도 실제로는 국한 

문이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내용상 큰 변화를 보인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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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다. 

3) 교과서 발간 및 겁인정 제도 

근대 계몽기 교육 정책에 따라 교과용 도서 출판이 이루어졌다.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과용 도서의 출판은 1뼈년 4월 21일자의 학부 

분과 규정에 따라 학부 편집국 소관으로 이루어졌다. 교과서 발간은 1쨌 

년부터 1003년 사이에 공포된 각급 학교령이나 관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미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근대계몽기의 학제별 교과목은 다음과 같 

이 구성되었다. 

G~) 교과목 범위 

I 소학교 

심상패3년) :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 한국지리， 역샤 

도화， 외국어 

고둥과{2년) :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본국지리， 본국역샤 외 

국지리， 외국역사 이과， 도화， 체조， 재봉(여아)， 외국 

어 

L 중학교 

심상패4년) : 윤리， 독서， 작문， 역샤 지리， 산술， 경제， 박물， 물리， 

화학， 도화， 외국어， 체조 

고둥과{3년) : 독서， 산술， 경제， 박물， 물리， 화학， 외국어， 법률， 정 

칭 변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국문’이라는 

명칭 속에는 비록 국한문이 널리 사용되더라도 언젠가는 국문올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율 탐고 있는 반면 ‘국한문’이라는 명칭 속에는 그러한 의미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통감부롤 비롯한 식민 지배 세력의 어문 정책이 한자 사용 정 

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이에 대해서는 김규창 1쨌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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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공업， 농업， 상엽， 의화， 측량， 체조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교재가 필요하며， 소학교 및 중학교와 같 

은 보통 교육에서는 그 존재가 더욱 절실하다. 그렇지만 근대계몽기에 교 

과서 개발 및 검인정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교과서 

개발은 체계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당시의 교과서 간행 양태를 

살펴볼필요가있다 

먼저 이종국(1001 : 123)에서는 학부 편집국에서 간행한 「태서신사요람 

」잃)의 서적 정가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학부에서 발간한 것 

(심상소학， 소학독본 동)도 있지만 개별 교육 기관에서 펼요에 의해 만들 

거나 외국에서 수입 • 번역하여 사용한 것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근대적 

교육 기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계몽기외 교과서는 학부에서 편집한 것， 

개인이 저술한 것， 편집한 것 둥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목록은 이종국(1001)에서 제시한 1없7년부터 1005년까지 개발된 교 

과서명이다. 이 목록 속에는 일본 사람이 지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당시 교육 기관에서 이러한 교과서도 수입 • 번역하여 사용한 경우가 있 

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 이 책은 학부편집국에서 간행한 것으로 원래 중국 광학회에서 간행되었다. 영국인 
馬憲西가 저작한 것올 역시 영국인 李提麻太의 한역으로 나왔다. 학부에 의해 중 

간된 것은 건양 2년 5월 한문본이며， 이 중간본을 번역한 것이 국문본(건양 2년 6 
월)이다. 이 책은 서양 근세사 중 정치， 경제， 사회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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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태서신사요람』에 나타난 서적 정가표 

교과 교과서명 책수 정가 
훌판 

장정 비고 
연도 

역사 태서신사람요 한문2책 !:il전 1æ7 韓裝 한문전용 

역사 태서신사랍요 국푼2책 !:il전 1æ7 韓裝 국문 

법률 공법회통 3책 일원 1쨌 韓裝 국한문혼용 

지리 대동지도 8전 1æì 韓裝 국한문혼용 

역사 조선역사 3책 40전 1æì 韓裝 국한문혼용 

역사 조선약사 8전 1æì 韓裝 국한문혼용 

지리 조선지지 aJ전 1細 韓裝 국한문혼용 

지리 여재촬요 40전 1æì 韓裝 국한문혼용 

지리 地쩡(지구)약론 8전 1æì 韓裝 국한문혼용 

지리 萬國地誌 24전 1æì 韓裝 국한문흔용 

역사 만국약사상하 2책 40전 1æì 韓裝 국한문혼용 

지리 사민필지 한문본 32전 1æì 韓裝 한문 

교육 숙혜기략 40전 1æ5 韓裝 국한문혼용 

한문 유몽휘편 8전 1æì 韓裝 국한문혼용 

국어 심상소학1-3 40/16/16 1æì 韓裝 국한문혼용 

국어 소학독본 10전 1æ5 韓裝 국한문혼용 

사회 서례수지 12전 læì 韓裝 국한문혼용 

산술 근이산술 00전 læì 韓裝 국한문혼용 

산술 간이사측산술 40전 læì 韓裝 국한문혼용 

지리 소지구도착색 5전 læì 韓裝 한문 

지리 국문소지구도착색 4전 læì 韓裝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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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lffi7년 -1005년 사이의 교과용 도서 일랍Q4)(수신， 국어， 문법， 한문， 

국λ~) 

교과 교과서명 편저자 발행자 
발행 

장정 
연도 

신편융리학교과서 井上哲次郞，高山林次郞 김항당 1~앵7 洋裝

수신 신찬교육학 木村知治 前川善兵衝 1없7 洋裝
중동수신교과서(5책) 井上哲次郞 김항당 1002 洋裝

국어 국문독본 조원시 미이미교회 1002 韓裝

문법 국문정리 리봉운 리봉운 1æ7 韓裝

한문 
유봉천온 奇一(G.S.G려e) 대한성공회 19:μ 韓裝

진명휘찬 김상천 김상천 1005 韓裝

대한역사(2책) 학부편집국 학부 11m 
대한역사돼2책) 학부편집국 학부 11m 

국사 
보통교과동국역사{2책) 현채 한성서화관 11m 모두 
동국집략(2책) 김태영 김핵영 1002 韓裝
역사집략(3책) 김택영 학부 1005 
대통역시~4책) 최경환 독립협회 1005 

(40)에서 당시의 어문 문제를 보여주는 자료는 ‘국문’이나 ‘독본’ 관련 

교과서25)이다. 이들 교과서는 정부의 어문 정책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학 

과의 정도(程度)를 보여주는 자료들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널리 사용 

되었던 『국민소학독본』， 『소학독본』， 『신정 심상소화』의 차례 가운데 일 

부를살펴 보자. 

24) 이 시기의 교과서로는 여기에 제시왼 것 이외에도 외국사 6종， 한국지리 2종， 외국 

지리 5종， 산술9종， 물리 4종， 화학 5종， 미술 3종， 체육 2종， 외국어 6종， 법롤 2종， 농 

업 3종， 상업 3종， 동물학 1종， 의약학 3종， 기타 6종이 더 발견된다. 
25) 근대계몽기 소학교용 국문이나 중학교용 독서 • 작문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올 행한다면 당시의 어문 정책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 
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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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민소학독본26) 

第1課 太朝蘇國 第2課 廣智識 第3課 漢陽 第4課 我家

第5課 世宗大王紀事 第6課 짧事及交易 第7課 植物變化

(42) 소화독본2:7) 

立志第 • 動誠第二 務寶第프 修德第四 廳世第五

(43) 선정심상소학Øl) 

권1 목록 

제1과學校 제2과動斷 제3과鐵 

제4과 四大門과 빗 四小門 제5과 東西南北이라 제6과時 

제7과馬와牛라 제8과 農工商 제9파曉 

제10과紅 제11과 苦는 樂의 種이라 제12과 覆

제13과 입은 혼아이라 제14과 金志學

제15과 부영이가비둘기 제16과 食物

제17과 쥐의 이익기 제18과 Q들되는 者의 道

제19과 正直혼 兒孩 제20과 홉心잇는개라 

제21과 和睡혼 家흉(---) 제22과 和睡혼 家흉(二) 

제23과 홉愈은 그톰올 亡홈이라 

제24과 손가락끗이라 제￡과 淸燦좋게융라 

제æ과 觸과 飛數의 이 익기라 

제27과 조고마혼 후이라 제잃과 我國

제29과 가마귀와 여호의 이익기라 

26) 이 교과서는 1쨌년 학부에서 발간한 최초의 신교육용 국어 독본이다. 국한문 혼용 
체를 사용했으며， 모두 31과로 면제되었다. 면수는 총 72장 144면 한 장본으로 아세 

아문화사에서 영인한 바 있다. 
27) 1쨌년 학부 편집국 신간의 한지 양장본의 교과서로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고 있 

다. 역시 아세아문확사에서 영인한 바 있다. 

28) 건양 원년(18!웠년) 학부 신간의 국어교과서로 3권 3책으로 편제되었다. 앞의 국민 

소학톡본에 비하여 매우 평이한 한자로 구성된 점이 특정이며 iLC 己 n 님 

人 。 과 같은 글자를 가르치는 옴절표를 게재한 점도 특정이다. 소학교용으로 편 

찬되었으며 국한문 혼용체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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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과 蘭홈田 •• 제31과蘭홈田 二

(41)-(43)과 같이 학부에서 간행한 초기의 교과서는 교육 내용이나 교 

과서 구성면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41)은 소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43)에 비하여 단어의 쓰임도 어렵고 한자 

도 어려운 한자가 많이 나온다. (42)는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전제한 것처 

럼 보이는데 난이도 구성은 (41)과 비슷하다. 이에 비해 (43)은 난이도나 

체계 변에서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단원도 자주 둥장하는데 ‘마와 우’， ‘무기’， ‘군샤와 관련된 단원이 이 

에 해당한다. 

이러한 교과서 개발 및 보급은 어문 문제에서 국한문 중섬의 언문일치 

정책을 실행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1細년 칙령 

제1호에서 공시한 ‘국문 본위’의 어문 정책이 정책적으로 수행되지 못했 

음을의미한다. 

이와 같은 교과서 제도는 1005년 이후로 급변한다~ 1005년 11월 7일 을 

사조약(통감부설치)과 더불어 그 자주적인 출판， 보급 활동이 단절당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미 학부 초기언 1쨌년에 조선 정부는 일본으 

로부터 교육행정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 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참 

여(학부대신의 보좌원 자격으로)케 한 바 있다.29). 이 무렵부터 일본인들 

은 일편 정부의 초빙 목적을 쫓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 경영 계획 

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그러한 조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례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44) 신정심상소학 서문 

日本人 補住員 高見龜와 麻川松次郞으로 더부러 小學의 敎科書

29) 정재철(1훌)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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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編輯홍석 天下萬國의 文法과 時務의 適用 ... 

(45) 학정참여관의 노골적인 간여 

r역사집략」의 경우 학부대신인 이재극이 序하고 시데하라 다이라카 

(慶原옐)가 서를 쓰면서 스스로 ‘한국학정참여관 일본문화박새라는 

직책과 학위를 밝히고 자신의 이름을 병기한 점 

이와 같이 학정참여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식민 교육의 집요한 목적 

추구에 있었고， 이를 위해 첫 번째 방법으로 태한 것이 교과용 도서에 대 

한 출판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외국어 = 일본어’라는 둥식을 
만옮으로써 r일본어독본」 편찬을 추진하고， 학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리， 역사， 산술， 이과， 수신 동의 교과서도 일본어로 편찬 출판하려는 작 

업에 착수하였다30). 이 시기 학부 본청에 근무하던 일본인은 다음과 같다. 

(뼈) 1005년 11월 17일 학부 본청에 근무하던 일본인 

시데하라 다이라키{학부학정 참여관) 

우에무라 마사키(학정참여관부 통역관) 

와타세 쓰네요시(학부 교과서편집 촉탁) 

다카하시 도루{학부 교과서편집 촉탁) 

이와 같은 입장에서 1007년 발간된 『국어독본』은 학부에서 직접 편찬 

발행한 교과서로서 편집만 여기서 하고 인쇄는 일본 대일본도서주식회사 

를 거쳐 발행되었다. 초판에는 〈국어독본〉으로 발행되었다가 lr03년 재 

판시에는 다소 내용이 정정되면서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으로 발행되 

었다. 모두 8권 8책으로 발행된 이 교과서의 특정은 제1과 앞쪽에 한글 자 

모를 익힐 수 있도록 ‘자모’를 두었으며， 제1권은 각 과의 제목은 없으나 

3이 이 부분은 이종국(1001)올 참고하였다. 



근대 계몽기의 어문 정책 • 허재명 141 

비교적 단계별로 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교과서에 사용된 단어 가운데는 일본에서 들어용 단어가 자연스럽게 기 

초 어휘로 들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은 이 교과서 제1권의 차례를 옮긴 

것이다. 

(47) 국어독본 

普通學校 學徒用 國語讀本 卷一

字母

第一課 : 과명 없음{사물 그림파 한글 낱말) 무， 나무， 벼， 벼루， 비， 

비녀 

第二課 : 과명 없옴(사물 그림과 한글 낱말) 보， 보리， 소， 소라， 이， 

이마 

第三課 : 과명 없음(사물 그림과 한글 낱말) 가마 가지， 자 모자， 사 

모，바지 

第四課 : 과명 없음(사물 그림과 한글 낱말) 조， 조오리， 슈리， 다리， 

초，고초 

第五課 : 과명 없음{사물 그림과 한글 낱말) 마차.， 치마 코， 코기리， 

도마구루마 

第六課 : 과명 없음(사물 그림과 한글 낱말) 타구， 투구， 토슈， 져고 

리，파，파효 

第七課 : 과명 없음(사물 그림과 한글 낱말) 포도， 표자 혀， 호도， 여 

호，도야지 

第八課 : 과명 없음{그림 없이 합성어 제시) 날무， 혼비， 큰소 흰이， 

한자， 양초 새보， 움파 찰벼， 메조 

第九課 : 과명 없밑그림 없이 합성어 제시) 압문， 뒤창， 왼손， 바른 

팔， 긴옷， 작은신， 감나무， 솔가지， 돌다리， 쇠가마 

第十課 : 과명 없음(합성어와 수식 관계 제시) 봄보리， 은비녀， 풋고 

초， 겹바지， 농혼산， 겁혼물， 모진돌， 둥근달， 찬바랍， 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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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第十一課 : (10과와 유사) 검은지， 누른말， 가는실， 좁은길， 나즌언덕， 

앗흔우물， 무거운쇠， 가벼운털， 요혼사람， 착혼 q회 

第十二課 : 과명 없음{문장 제시) 하놀이눔다， 하늘이푸르다， 날이표 

타， 일피가표타， 바랍이분다 

第十三課 : (12과와 유사) 날이흐렷다， 비기온다， 눈이온다， 비가끼 

엿다， 눈이지엿다 

이와 같은 교과서 출판 및 검정은 학부령 제16호 ‘교과용도서 검정 규 

정’(1뼈년 8월 ~일)에 의해 더 심해져 갔다. 이 규정은 일제 당국이 학부 

를 움직여 제정 • 공포한 것으로， 교과서 행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통제 • 

장악하도찌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규정에서는 교과서 사용 조건 

올 “1) 학부 편찬 2) 학부 대신의 검정을 받을 것 3)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 대신의 인간를 받아 다른 도서를 쓸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과서 검정 및 인가 방침을 내부적으 

로 정하여 적용한 바 있는데31) 이 때 사용된 교과서 검정 및 인가 방침은 

(甲) 정치적 방면 (ζ) 사회적 방면 (며) 교육적 방변의 3대 심사 기준과 

이를 세분한 12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항목 가운데 다음 것들은 

식민 지배 세력의 학정 잠식 정도를 드러내 준다..32) ， 

31) 이종국(1001)에서는 다카하시 ‘조선교육사고J(경성， 제국지방행정학회， 조선본부， 

19'Z7)를 참고하여 이 규정의 성격올 ’식민 지배 세력의 학정 잠식과 통제‘라고 규정 

한바있다. 

32)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이종국(1001)에서는 일제에 의한 학정잠식기의 교과용 도서 

출판 기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1) 민족 교육 수단으로 출판된 학부 초기의 교과용 도서는 일제의 대한 학정 참여 

와 더불어 식민교육 매체로의 탈색 작업이 추진되었다. 

(2) 일제는 일본어 교재 확대를 추진 모든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일본어 체재로 바 

꾸도록 획책，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3) 일제는 학부를 움직여 민간인 출판사의 검정 심사 기준을 대폭 심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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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교과서 검정 및 인가 방첨 

」 我國과 日 本의 關係井兩園親交룰 ~ll擬창고 又는 非議흥이 無

혼지 

四 奇觸창고 誤讓흔 愛國心올 鼓吹흥난 事가 無흔지 

五 排日思想올 鼓吹창고 又는 特히 해l\으로 흥야곰 日 A及他國

A에 對창야 惡感情을 抱케 홉과 如흔 記事及語調가 無훈지 

교과서 검정 및 인정 제도를 비롯한 일제의 학정 잠식은 어문 정책에 

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각급학교의 교 

과목이나 입학시험 과목으로 존재했던 ‘국문’ 과목을 ‘국한문’으로 변경하 

였으며， 교수 시간의 변화， 일본어 중시 교육 둥이 진행되어 갔다. 

4. 맺음말 

이 글은 근대계몽기의 어문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 및 어문 정책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 글이다. 어문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의 어문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정책을 말하므로， 정책 수립 기관 • 실행 기관 • 연 

구 기관올 갖추게 되며， 당시의 어문 문제 가운데 시급한 것을 주로 하여 

(4) 일제는 교과용 도서 출판에 대한 통제 방침을 식민 교육의 기초 장치로 마련함 
으로써 정부에 의한 자주적 실현이 무력화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년-1m:J년까지 발행된 교과서로 수신 24종， 국어 g종， 문 

법 22종， 한문 42종， 국사 찌종， 외국사 28종， 한국지리 22종， 외국지리 14총， 산술 53 
종， 물리 24종， 화학 15종， 동식물 15종， 음악 3종， 미술 m종， 체육 4종， 외국어 32종， 

가정 3, 정치 14종， 법률 II종， 경제 12종， 농업 14종， 상업 11종， 생리 위생 13종， 기타 
&t종(기타에는 성경이나 신소껄류가 포함됨)이 더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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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정책이 입안 • 실행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 

과 같은 체계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는 어문 정책 관련 기관을 세 가지 기준에 의하여 알아 보았다. 그 

기준은다음과같다. 

(1) 어문 정책 수립 기관 : 근대계몽기 어문 정책만을 전문적으로 다루 

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안이나 관제 제정 및 개정을 통하 

여 공문식을 ‘국문을 본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난다" 1쨌년의 칙 

령 제1호는 이를 대변한다. 

(2) 어문 정책 실행 기관으로는 외부 번역과， 학부 둥을 들 수 있다. 이 

와 같은 기관도 전문적으로 어문 정책만을 실행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국문을 본’으로 하는 어문 정책(실제로는 국한문) 

실행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3) 어문 정책 연구 기관은 1~년 지석영의 ‘신정국문 실시건’과 관련 

된 상소로부터 시작되어， 1007년 학부에 ‘국문연구소’를 설치하는 건이 건 

의된 뒤부터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의 ‘국문연구의정안’은 일제 강점기의 

철자법 제정 운동과 1짧년 한글맞춤법 제정시까지 대체로 유지된 것으 

로평가된다. 

둘째로 당시의 어문 정책 과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접근해 보았다. 그 

내용은다음과같다. 

(1) 근대계몽기의 가장 시급한 어문 문제는 언문일치와 외국어교육이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김옥균의 『치도약론』이나 박 

영효의 상소문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칙령 제1호의 ‘국문 중시’ 사상이 확립되었으나 실제 어문 정책은 국한문 

이 국문을 대신하는 수준에 있었다. 외국어교육은 외국 문명을 수입 • 번 

역하고 외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깊은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일어학교가 세워지고， 아울러 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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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까지 외국어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근대계몽기의 교육 관련 법령을 통하여 어문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던가를 살펴 보았다. 이 시기의 교육을 1) 사범학교 2) 소학교 3) 

중학교 4) 성균관， 5) 전문학교로 나누어 살펴 보았으며， 그 가운데 1) -3) 

은 국문 교육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근대계몽기의 교과서 제도를 통하여 어문 문제의 향방올 살펴보고 

자 하였다. 특히 학부 편집국에서 교과서를 발행하고 검정한 이래로 근대 

식 교육에 맞는 여러 가지 교과서가 개발되기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시대적 상황과 일제의 학정 잠식에 따라 어문 문제도 점차로 왜곡되 

어 가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과정에서 이 글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는 사료 

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어문 정책과 관련된 당시의 문건들(의안 제정과 

관련된 논의 문건， 입학 시험 문제 둥을 포함하여)이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관보J와 같은 공식적인 문건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건이 더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깊이 있 

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기술상의 문제로， 어 

문 정책 전반에 걸친 기술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안-예를 들어 어문관의 

변천， 개화사상가들의 어문 연구 성과 둥-을 자세히 다룰 수 없었다는 점 

이다. 이 또한 앞으로의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보완하고자 한다. 셋째는 

1m>년 이후 학정잠식기 이후의 어문 정책은 일제 강점기 직전으로 1없 

4-1005년까지의 어문 정책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진다. 이 점 또한 이 글 

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와 같은 한계는 순차적으로 계속 

연구될 것임올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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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뼈 국어교육연구 재10집 

-1야>Stract 

The Korean Language Policy of the Enlightenment of 

Modem Recent Times 

- Focus on the wGwanbo(The Goverment's Newspaper)~-

H∞ Jae-γoung 

In this 때없" 1 }，αlked into the 뼈없n 1ar핑때ge IX>licy of 뼈 m:X:Hn recent 

마res. This 없i띠 없않g었 뼈 charac뼈'Îstiα;s of enlighterurent. so we called the 

peri띠 to "FJJli따1떠nrent of MX:Iem Recent Tures". 1 th뼈 l뻐guage IX>licy were 

I해g뼈 in Gov，얹rent Il1blic infonnati，αl so Ifocus어 on the W Gwanbo~ ， that was 

a goverrænt public new뼈JeI'. π1e res띠ts of this paper as follow; 

FII'St, 1 investig뼈 the organs of 뻐핑뻐ge IX>licy. 1 며vi뼈 the oragans into 

es빼U하nrent， exæution 때 reseaπhes. The res버ts as follows ; 

(1)The 때icy 때때Jg α-gans were not ti에며， but 1뻐밍age IX>licy 뼈ated in 뼈 

f어m of govl때rent[공문식] 빼 conf없JCe of 대bir빠[의안] 

(2) The 얹æcution of 때핑1맹e 며icy were Byonyl맹맹/a(the Mi띠S때y of 

F뼈gn Aff뻐s’s Transla뼈 밟t)[외부 번역과]， 뻐g뻐(뼈 찌띠S때y of 빼ation 

학부) etc. 

(3) In 1007, Goven뼈lt 웠 up The Research of National 때홈때어국문연구소]， 

that researcl뼈 the 떠e of 빼짧빼ly. 

sæor찌， 1 di띠뼈 the 뼈멍뼈ge IID뼈n to the 얹lighterurent of m:X:Hn r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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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æs into three tl뼈re. 

(1) The urgent Q1.앓，tions were unification of the wri따1 and strlren language. 

This rroblem were eJqreS뼈 in Kirn 않-맨빼김옥균] 뼈 밟k Young-hyo[박영 

효]. 뼈 까le Roy.머 따:ree Nol distribu때 in 1없 많 æcree contair빼 "Kor않1 

l앉ter is first, αψ1eSe writir핑[한문] and Mi뼈19 Style[혼용문] is second". The 

Mixing Style u뼈 뻐맹띠 at the sarre 마re 뻐tl1 αψ1eSe charac따s. 

(2) The laws of 어ucation α'Olems were con때I뼈 l뻐gu웰:e problems. so 1 

researd뼈 the laws of 빼cation. The en때nce 뼈nination， the course of stt때r 

were rela1:t:rl 삐tl1 Korean 1뻐guage probl없l 

(3) 까le 뼈mtrrent of 뻐뼈u 뻐ting[학부편집부] 뼈따었 양1OO1l:XXJks， and 

않xt1:XXJk 따얹때 sys따n[교과서 검정제도] were enforced. 

[색인어] 근대계몽기， 어문 정책， 정책 수립 기관， 정책 실행 기관， 어운 연구 

기관， 언문일치， 외국어교육， 국어교육， 교과서 발간， 검인정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