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의 특성* 
-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를 중심으로 -

조회정 •• 

1. 서론 

본 논문은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1)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 

으로삼는다. 

물론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는 본격적인 학적 체계 속에 놓여 있 

지 않았다. 근대적 형태의 제도적 어문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막 시작되 

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학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이유로 해서 근대 계몽기 

* 이 논문은 aXJ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따W -axJ2--<J73-
AMl(46). 
이 논문은 없B년 4월 æ일 중간학술발표회 원고률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 

아 주신 박수자 선생님째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 어문교육 연구의 개엽 및 범주 쩔정에 대한 자셰한 논의는 졸고 r근대 계몽기 어 
문교육 연구의 개념 빛 범주 -<서우(西友)>를 중심으로J(r선청어문』 제3l집， 서울 

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없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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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교육 연구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다소간 자료의 단훤적인 소개2)에 

그치거나 혹은 국어(문) 연구， 혹은 국문학 연구로 대체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 

그러나 어문교육 연구가 학적 체계를 이루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어문 

교육과 판련된 연구물이 전무(全無)하였다는 사실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바 근대적 형태의 제도 교육의 태동과 함께 근대적 모습의 어문교육 연 

구에 대한 단초들이 둥장하였다고 가정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따라 

서 좀더 거시적 시각에서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의 전체상을 구상해 

볼 펼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을 선 

도하려는 지식인들의 개입이 여러 종의 학술 잡지를 통해 드러나고 있었 

다는 점에서 어문교육 연구의 성과물로 분류할 만한 단서를 찾아볼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의 성과에 

접근하는 한 통로로 일본 유학생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했던 근대 계 

몽기 학술잡지를 설정한다. 

대상 자료를 근대 계몽기 학솔잡지로 삼는 만큼 먼저 논의에 앞서 접 

근올 위한 몇 가지 전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는 근대 학문의 수용에 토대률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은 전통적인 어문교육의 방식을 계 

숭하고 있다기보다는 채반 근대 학문과 동일하게 서구에서 수입되는 양 

상을 드러내고 있다.3) 따라서 근대적 어문교육의 시행은 외국 이론의 수 

입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바 이로 인해 근대 계몽기 학술잡 

지를 통해 논의되는 어문교육 연구는 외국 이론의 소개 차원에 머물러 있 

2) 박붕배 r한국국어교육전싸， 대한교파서주식회사 100. 
3) 졸고근대 계몽기 ‘어문’ 교과의 형성에 판한 시론 -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률 중 
심으로J{<근 • 현대 민족 어문교육 기초 자료 연구 제2차 집담회 자료집>， 서올대 

국어교육 연구소， 었E)에서는 근대 어문 교과의 형성 과정에서 전홍적인 문해력 교 

육이 해체되고 새로운 어문 교과가 성립되는 양상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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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심지어 외국 사례를 그대로 번역하여 싣기4)도 한다 

이와 같은 서구 교육 이론의 수입5)은 ‘일정한 주의’에 의거하여 한국 교 

육계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現今我韓敎育界는 如何

혼 主義에 居흉앗는지 lL觸地를 明言키 難좋거니와염)는 김영기(金永基)의 

발언은 서구 교육사조에 의거하여 한국 교육계를 개념화하려는 욕망을 드 

러내고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정한 교육 사조적 징후를 발 

견하기 어렵다는 한탄은 곧 당시의 어문교육이 서구의 이론에 의해 일방 

적으로 견인되었다기보다는 전통적인 어문교육의 잔재， 다양한 교육 이론 

의 수입 둥으로 인해 하나의 흐름으로 포착되기 어려웠음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첫 번째 특성은 곧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가 실제 ‘국문’ 

으로 표기된 어문에 한정된 논의 나아7r ‘국문’ 표기의 특성을 고려하는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올 시사한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국문’ 표기에 대한 자각은 어문교육 연구를 견인하는 핵심 축이었다. 따 

라서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에서 국문론에 대한 관심과 연구7)는 쉽게 확 

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문 습득에 대한 논의8)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곧 ‘국문 독서법’이나 ‘국문 작문법’에 대한 논의로 이어 

질 만한 학적 토대는 불충분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근대 계몽기 어 

4) 논문이 번역 소개된 대표적인 논객들온 중국의 리앙치츠아 . .2.[梁행超]와 일본의 후 

쿠자오 유키치[福훌옳吉l이다. 자세한 내용은 졸고， 위의 논문， 2-3쪽 참조 
5) 김성핸1뼈)은 이 시기률 ‘번역교육학’의 시대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이 시기에 

는 일본을 통해 독일의 교육학， 그 중에서도 혜르바르트 학파의 규범적 교육학이 

다수 번역 소개되었대r서구 교육학 도입과정 연구(1æ5-1945)J ， 연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72-fJ1쪽) 

6) 없앓 r敎育의 新漸J，대한흥학보』 빼호， 대한흥학회， 1!m 
7) 池鋼永大韓園文說」， 『大韓덤 훨會月 報」 채11， 13호， 대한자강회， 1007.5‘징7.25외 
다수. 

8) “園文의 便利는 其字#의 結揚가 精寶융고 字母合音외 훌化가 詳簡캉며 規模가 
確1(흥고 意味가 뽑亂치아님으로 學쩔키 甚혀 容易융。F’(떡어쓰기는 인용자). 姜

흥國文便利及홉文聲훔의 說J，太極學報』 저116후 태극학보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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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육 연구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들은 대체로 언어 일반의 특성 

에 대한 논의， 혹은 독서법 일반， 작문법 일반의 논의라는 특성율 보인다. 

어문교육 연구에서 불충분했던 토대는 실제 어문교육 내에서 국어 교 

과와 한문 교과의 연대라는 방식으로 극복이 시도되었다. 교과 과정 내에 

서 국어과와 한문과가 연대9)하거나 전통적 교육 기관이었던 서당에서 국 

어 교육올 유도하는 모습.10)은 그러한 특성을 잘 드러낸다. 이론상으로 국 

어과는 ‘言語科’l1)， ‘語學’12)， ‘文法學校’13)라는 보다 큰 상위 범주로 통 

합·분류되었다. 

이처럼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에 드러나는 어분교육 연구는 당시 학교 

현장의 보풍 교육의 실제에 대한 발언이며， 어떻게든 그것과 관련올 맺고 

있올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당시 학술 잡지를 발간했던 학회들이 사립학교 

의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14)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대 계몽 

기 학술 잡지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작문이 수록된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근대 계몽기 학술 잡 

지를 통해 당시 어문교육 연구를 고찰하려는 시도는 이론적 논의뿐만 아 

니라 실제적 결과물 역시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근대 계몽기 학술지에 실린 어문교육 연구와 관련된 글들은 대체로 세 

9) r私立學校規則J(f農湖興學會月報」 제7후 기호홈학회， 1!m2.25)에 제시된 학교 교 

과 과정에서는 3학년 한문 교과의 교재로 r文章指南』올， 1학년 작문 교과 교재로 

r實地應用作文法』올 제시하고 있다. 최재학이 현찬한 두 교재는 자매편융 표방하 

며 둥장한 당시의 대표적인 작문 교재이다. 

10) r學調11令」 第三號西北學홈月報』 제뚫， 서북학회， 1댔 w大東學會月報J， 대동 

학회， 1!m 

11) 張庸震數授와 敬科에 對~OFJ ， r太極學報」 제퍼호， 태극학회， 1007. 
12) 柳뿔 譯述數育뽑厭理」， r大韓自햄홉月報」 쩌%호， 대환자강회， l00J. 
13) 홈重뼈數育의制度」， r峰南數育홉雜誌」 제1권 제3→호， 교남교육회， 1쨌. 

14) r西友』 재U호에는 서우학교(西友學校) 설립올 위한 학원모집광고(學員幕集廣告) 

가 실려 있다. 또한 『大東學會月報』률 발간한 대동학회는 대동전문학교률 병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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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성격의 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논술 분야의 논문， 둘째， 법령， 셋 

째， 실제 교육에 대한 보고문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특 

성에 의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의 실상에 대해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근대 계몽기 실제 현장에서 어문교육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었 

는지를 예상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어문교육 연구의 토대가 되었던 당 

대 어문교육 현실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어문교육 연구를 

포괄하는 상위 범주로서 ‘사범학’이 대두하였음을 살펴본다. ‘교육학’이라 

는 명명과는 달리 ‘사범학’이라는 범주률 통해 새롭게 발견된 측면， 주목 

받았던 국면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셋째， 어문교육 연구의 각론올 독서 

교육과 작문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독서와 작문은 학교에서 

의 어문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교육 내용이다)5) 실제 학교 현 

장의 교육과 관련하여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었던 만큼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를 대표하는 각론으로 자세히 살 

펴볼 만한 의의를 지난다. 

본 논문이 고찰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대조선독립협회회보(大朝解獨 

立協會會報)』16)， 『대한자강회월보(大韓自彈會月報)』17)， 『서우(西友)』18)， 

15) 졸고근대 계몽기 ‘어문’ 교과의 형성에 관한 시론 - 곤대 계몽기 학술 잡지률 중 
심으로J(<근 · 현대 민족 어문교육 기초 자료 연구 제2차 집담회 자료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없13)에서는 근대 계몽기 구어 교육은 학교 내 어문 교과의 내용이 

아니라 유아 교육이나 성인들의 처세술파 관련하여 제기되었용을 검토하였다. 

16) 1쨌년 7월 발족한 독립협회의 공식기관지적 성격을 지닌 학회지.1쨌년 11월 창간 

되어 매달 15일파 말일 정기적으로 발행되었다. 18호까지 발견되었으나 몇 호까지 
발행되었는지률 알 수 있는 종간호률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데， 만 l년을 넘 

기지 못하고 3)호 미만으로 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홍수 r<대조선독립협회 

회보〉 해제」， r韓園 開化期 學術誌J 12， 韓國學文빼~lVf究所 編， 서울， 아세아문화 
샤 1978). 

17) 한말애 발간된 유일무이의 정치잡지이다. 대한자강회는 19lì년 3월 장지연(張志淵)， 
윤효정(尹孝定)， 심의성(沈宜性)， 임진수{林珍洙)， 김상범(金相廳) 둥의 발기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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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학회월보(西~b學홈月報)』19)， 『태극학보(太極學報)꽤)， 『대한유학생 

회학보(大韓留學生會學輪』2l)， 『대동학회월보(大東學會月報).!I껑)， 『대한학 

회월보(大韓學會月報).!I껑)， 『호남학보(湖南學報).!I24) i'기호홍학회월보(鍵湖 

직된 구국단쩨이다" <대한자강희훨보〉는 대한자강회에서 발간한 기관지인 동시에 

정치잡지의 성격올 띠었으며 문화계몽적 언론지의 성격융 지닌다~ 1003년 7월 제1 
호로 출발. 통권 13호인 1007년 7월 꼭 1년 1개월만에 종간되었대빽순재， r<대한자 

강회월보〉 혜제」， r韓國 開化期 學術誌J 1, 韓團學文없짧究所 編， 서울， 아세아문 

화샤 1976), 

18) f서우{西友)J는 서우학회의 기관지이다. 서우학회는 한말의 학회 중에서 가장 먼저 

조직된 것으로 서도인 중심의 친목과 교육사업에 뜻올 두고 조직되었다" lOO3년 E 
월 1일자로 창간호롤 발간하여 매월 월간으로 간행되었으며 1뼈년 1월 제14호로 

마감하였다{백순재 r<서우〉 해제J，韓國 開化期 學術誌J 5, 韓國學文ltlif究所

編， 서울， 아쩨아문화사， 1976) 
19) 서북학회(西北學會)는 1쨌년 1월 서우학회(西友學홈)를 기반으로 목척취지가 통 
일한 한북학회(韓北學會)가 합동된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서우학회의 취지와 목적 

이 크게 다를 바 없다 r서북학회월보(西北學會月報)J는 1뼈년 6월 1일자로 새로 

흉권 1호로 시작되어 g호까지 갔으나 æ.호 이후부터는 압수당하는 비운올 맞아 통 

권 æ호까지로 끝인 것 같다{백순재 r<서북학회월보〉 해제」， 『韓園 開化期 學術

誌.J 7, 韓園學文ltlif究所 編， 서울， 아세아문화샤 1976), 

20) r태극학보(太極짧報)J는 1003년 8월 æ일 창캔創刊)되어 1003년 12월 24일 통권 제 

'l1호로 종간{終刊)되었으며， 재1호부터 뻐호까지는 장용진(張聊震)이， 채19호부터 

종간호까지는 김낙영(金洛永)이 편집 겸 발행인의 명의로 간행하였다. 발행소는 관 

서지방(關西地方) 유학생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일본 풍경의 태극학회 사무실이다 

(백순재 r<태극학보〉 해제J，韓題 開化期 學術誌J 13, 韓園學文鳳짧究所 編， 서 
울， 아세아문화새 1976), 

21) 1007년 3월 창간되어 동년 5월 æ일 제3호까지 발간되었다가 그쳤다. 당시 일본에 

유화 가 있번 학생들이 제작한 학회지이며 문화 계용지이다. 발행인은 유숭홈， 편 

집인은 최남선， 발행소는 일본 동경의 대한유학생회이디{빽순재 r<대한유학생회학 

보〉 해제」， 『韓團 開化期 學術誌J 19, 훌훌園學文厭없究所 編， 서울， 아세아문화샤 

1m), 

22) 대동학회는 1댔년 2월 학회사무소(한성서서학현) 안에 대동전문학교률 병설하고 
1쨌년 2월 〈대통학회월보〉 제1호를 발간하였다. 따라서 다른 학회지에 비해 학술 

논문집의 성격올 강하게 띤다{안춘근 r<대통학회월보〉 해제」， 『韓園 開化期 學術

誌.J ， 韓園學文lJ:1if究所 編， 서울， 아세아문화샤 1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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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學會月報)J1엉)， r대한협회회보(大韓協會홈報)J1:~j) r대한홍학보(大韓興學 

報).!l낌)， 『교남교육회잡지(騙南數育會雜誌).128) 둥 13종잃)의 학술지이다. 

23) l!lE년 2월 2)일에 창간하여 동년 11월 2)일 재9호로 종간되었다. 당시 일본 유학생 

회의 분열올 지양하고 하나의 홍일된 총체척 단체로서 출발한 것이 곧 대한학회(大 

韓學홉)로 편집 및 발행인은 김기환〈金밟홉)이며 발행소는 일본 동경 내 대한학회 
사무소이다{백순재 f<대한학회월보〉 해제」， r韓國 開化期 學術誌J 18, 韓園學文

l細究所 編， 서울， 아세아문화샤 1W6). 
24) 뻐했 6월 æ일 창간되어 1!UJ년 3월 2)일 제9호까지 발간되고 종간되었다.8호와 

9호간의 1회의 격월간을 제외하고는 얘훨 1회씩 정기적으로 간행되었다. 편집 겸 발 

행인온 이기(李빠)， 인쇄소는 보성소， 발행소는 셔울 호남학회관이다{액순재 f<호남 

학보〉 해체」， 『韓園 開化期 學術훌훌、~17， 韓國學文없짧究所 編，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8). 

25) 기호흥학회(짧湖興學會)는 서우학회， 호남학회의 뛰률 이어 l!lE년 1월 정영택(훌 
永澤)， 이우규{李禹珪)， 이광종꺼李光鍾) 퉁이 중심이 되어 조칙된 지역 중심의 학회 

이다기호흥학회월보(繼湖興學會月報)J는 기호흥학회에서 발깐한 기관지로 l !lE 
년 8월 창간되어 월간으로 계속 간행되다가 학회가 재정난에 빠지면서 경비절감올 

이유로 1쨌년 7월 m호로 종간되었대백순재 r<기호흥학회월보〉 해제J，韓園 開

化期 學術誌~10， 韓國學文없lJf究所 編， 서울， 아쩨아문화사， 1W6). 
26) 1007년 8월 한말의 유일한 정치 단체이며 독립단체이던 대한자강회(大尊g弼會)가 

일재에 의하여 강제해산 당한 뒤 일본인 대환장부(大桓文夫)가 표면에 나셔 통감 

(統藍)인 이둥(伊慶)에게 간챙하여 조직된 것이 대한협회(大韓協會)이다. 철두철미 

의 항일단체였고 독립단체였던 대한자강회와는 달려 대한협회는 그 성격이나 취지 

가 모호하며 활동 자체도 소극성올 못 벗어나서 일제의 침략과 통치롤 긍정하고 합 

리화하는 데까지 변모했다대한협회회보내 1!XB년 4월 2)일 창간하여 1때년 3월 

2)일자 통권 제U호로 종간하였다{백순재 f<대한협회회보〉 해제」， 『韓園 開化期

學術誌~ 3, 韓園學文빼細究所 編， 서울， 아째아문화샤 1뼈，). 
27) 1뼈년 3월 æ일 창간되어 1910년 5월 3)일 제13호로 종간되었다. 발행인은 고원훈， 

편집인은 조용단， 일본 동경의 대학흥학회 명의로 발간. 인쇄 • 편집되었다. 대한흥 
학회 창셜은 그동안 일본유생들간의 분파적 학회조직을 지양하고 병합적 대단체롤 

조성하였다는 데 그 첫째의 의의룡 둘 수 었다{빽순재 f<대한홍학보〉 해재」， 『韓

園 開化期 앓術誌J :Ð， 韓國學文&tlJf究所 짧 서울， 아째아문화샤 1뼈:). 
28) 교남교육회는 1쨌년 3뭘 M일 발기인 박정동{朴옮東)， 상호(尙훌) 퉁이 중심이 되 

어 조직한 단체이다. 설립된 지 1년 l개월 후인 1뼈년 4월 2)일 〈교남교육회잡지〉 

를 창간하여 1910년 5월 2)일 채12호까지 발간 후 종간되었다{조항래 f<교남교육 

회잡지〉 해제j， 『韓園 開化期 學術誌J ， 韓園學文&tl1F究所 編， 셔율， 아세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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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문교육의 실제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에는 r사립학교령J(칙령 처l없호)이 종종 실려 있 

다030) 이는 앞서 거론하였다시피 학술 잡지를 발간한 학회에서 학교롤 운 

영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의 실제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사립학교령」 및 관련 법령30에 대한 숙 

지가 필수 사항이었올 것이다. 

그런데 r사립학교령」은 학교 운영의 대체적 틀올 제시하는 법령인 만 

큼 적용 시에는 법령의 구체화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r사립학교령」 제 

3조에서는 다음을 명시함으로써 구체적 발현태로서 r사립학교규칙」올 마 

련하도록유도하였다. 

[자료1] 私立學校令 第三條

•, 修業年限及學年에 關혼 事項

-, 學科目及其程度와 每週數授時數에 關혼 事項

이러한 규칙에 부합하는 r사립학교규칙」앓)을 『難湖興學會月報』 제7 

샤 1쨌). 

29) w친목회회보~(l，쨌2.15-1짧4) 통권 6호는 고찰 대상에서 빠져 있다. 
30) r기호흥학회」 제2호(l~년 9월); r서북학회월보』 제5호(1'쨌년 lfr월); r대한협회회 

보」 제8호(1없년 11월); r교남교육회잡지』 제1호(1!ffi년 4월). 
31) r私立學校令J올 보충하는 「學部힘11令」 第二號(f大東學會月報』 제10후 대동학회， 

1쨌년 11월西北學會月報』 제5호， 서북학회， 1~년 10월)이나 r敎科用圖홈檢定 

規程J(r西北學會月報』 제5호， 서북학회， 1쨌년 10월)을 싣기도 한다. 
32) 또 다른 사립학교규칙올 r西北學會月報』 제5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수 

록된 “普適學校 程度와 高等學校 程度의 學科課程”은 학회령에 의거하지 않은 학 

과 과정의 일례로， 수업 시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繼湖興學會月報』에 비하 

여 좀더 다양한 학과목이 제시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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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1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률 통해 당시의 교과목， 각 교과의 

하위 교육 내용， 수업 시수 그리고 사용된 교과서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심상과 각흐벤 교과과정읍 매주 교수시수 

깅훨쫓 時 第一學年
時

第二學年
時

第三學年
時

第四學年
l'i l'i l'i 數

修身
修身書

소上 오上 소t - 學部編輯

國語
讀本

송上 소上 송t 
學部編輯 -

漢文 ...L.. 速成漢子課本 ...L.. 송上 ...L.. 
오上 ...L.. 

오上 /、

微文館버版 
/、 /、 /、

歷史 本國 소上 소上 소上 
地誌 本國 소t - 소上 오上 

等術 ...L.. 計法書法適 L 

소上 
...L.. 

소上 ...L.. 
소t /、

常加減乘除
/、 /、 /、

日語 四
會話及口語文의 

四 소上 四 소上 四 소t 
讀法書法作法

理科
뼈明物理數科 -- 書崔在學譯述 -

體操 新式體操 소t 소上 • 송t 

n昌歌 單音唱歌 소上 소上 소上 
• 

O O -

〈표 1>은 “尋常科 各學年 敎科課程及 每週 홍k授時數”이다. 여기서 

제시된 십상과 교과목은 “修身， 國語， 地誌， 歷史， 漢文， 日 語， 等術， 理科，

體操， 唱歌”잃)이다. 특히 전체 학년 내내 국어 교과의 시수가 세 시간엄 

33) r西北學會月報」 제5호 r사립학교규칙」에 재시된 〈普遇學校 程度 數科目〉은 다 

음과 같다. 修身， 園語(日常須知의 文字及 普通文의 홈法 홉法， *-젊法)， 漢文(近易

혼 훌字훌文l 日 語(會話及口語文의 讀法， 홉法， 짧法)， 算術， 地理歷史， 理科， 圖

畵， 體操， 手훌， 唱歌， 手I， 農業， 商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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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한문 교과의 시수는 여섯 시간， 일어 교과의 시수는 네 시간이 

고수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국어 교과의 교재로는 학부 편찬 

의 독본이 채돼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심상과 수준에서는 주로 ‘얽기 교 

육’에 목표를 두고 있었음올 알 수 있다. 이것은 고둥과 수준에서 명시적 

인 국어 교과가 사라지고 작문 교과가 동장한다는 점과 비교할 때， 그 특 

성이 명확해진다， 

〈표 2> 고등과 각학년 교과과정급 매주 교수시수 

깅싫펀 時Jk 第-學年 時數 第二學年 時Jk 第三學年

隆身
l륙等小學修身 - 소上 - 오t 
홉數文館出版 

漢文 論굶 송t 
文章指南

- 崔在學編述

作文 - .地應用作文 - f上 - f上-
日語 / →4、-

會話及口語文 --'- 오t --'- 숫上 
의讀法홈法作法 

/、 /、

3훌術 --'- 齊等Jk짜지 --'- 開立開平짜지 --'- 代Jk짜지 /、 /、 /、

地誌 - 本國及外國地誌 - 外園地誌 소t 
의大要 - -

歷史 - 本國及外國 - 外園歷史 송上 - 歷史의太要 

體操 兵式 - 소上 소上 - -
唱歌 - 單훌n옵歌 - 소上 훗上 - -

二五 二五 二죠 

〈표 2> “高等科 各學年 敎科課程及 每週 數授時數”에서 제시된 교파 

는 “修身， 漢文， 作文， 日語， 等術， 地誌， 歷史， 體操， 唱歌"34)이다. 심상과 

34) r西北뿔흩月報」 제5호 r사립학교규칙」어l 채시된 〈훔等學校 程度 數科目〉은 다 

옴파 같다. 樓身， 園語와 漢文(홈홈， 文法， 作文， 習字)， 日語(홈法， 解훌， 會話， 홈 
取， 習字/作文，1M훌훌， 文法)， 歷史， 地理.Jk學， 뺑物， 物理化學， 法制經흙， 圖홈， 音

樂， 體操， 農業， 商業， 工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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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고둥과 수준으로 바뀌면서 이과{理科)와 국어 교과가 사라지고 

작문 교과가 동장했다. 심상파 국어 교과의 하위 내용으로 독서가 다루어 

진 후， 고둥과에서는 작문이 명시적 교과로 제시된다는 것은 읽기 교육과 

쓰기 교육 사이에 일정한 교육적 위계를 상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계화 

는 『西北學會月報』 제5호에 제시된 r사립학교규칙」을 통해서도 확인 가 

능하다If'西北學會月報』 제5호에서는 읽기교육 • 쓰기교육의 일직선적 

인 단계보다 좀더 세분화시켜 원기교육을 “讀法 • 講讀" 쓰기교육올 

“書法， ~젊法 • 作文， 習字”로 제시하고 있다. 

수업 시수의 변화 역시 주목올 요한다. 세 시간이던 국어 교과가 두 시 

간의 작문 교파로 축소된 대신 일어 교과가 여섯 시간으로 늘어났으며， 

여섯 시간이던 한문 교과 역시 두 시간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곧 심상과 

에서는 주력 교과로 다루어졌던 국어 과목이 다른 여타의 교과와 비슷한 

중요도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국어 교과에 대한 기대치를 되 

짚어 봄으로써 그 변화의 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자료2] 二， 書堂에셔 課흉는 學科가 漢文으로 寫主한 園語의 處世上

必要흥은 決코 漢文의 不讓훌지라 故로 書堂中 其事情의 抱隔됩이 無훌 

者에게 對흉야는 國語룰 加設홈올 歡雙홈이 可홈(띄어쓰기는 인용자).35) 

국어가 담당하는 역할 중 “處世上 必要”는 서당에서 주로 가르치는 

‘한문’ 교과에 넘길 수 없다는 내용이다. 처세상 필요는 실제 생활을 영위 

하기 위한 국어의 소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곧 국어 교과가 담당했던 

역할이 성인 문해력(빼ùt literacy)의 습득과 관련되었음을 의미한다. 학교 

어문 교과에서 주로 읽고 쓰는 데 주목하였던 것 역시 이러한 성인 문해 

35) r學部힘JI令J 제3호大東웰會月 報~ 10후 대통학회， 1003; r西北學會月報」 채5호， 

서북학회， 19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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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습득파 관련된다. 톡별히 교육받지 않아도 우리말로 말하고 들을 수 

있었던 반면， 우리말올 읽고 쓰는 데는 전체 성인의 상당 수가 문맹 상태 

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대 계몽기의 한 사회에서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요청되 

었던 운해력， 즉 성인 문해력의 습득은 근대 들어 부각된 언어 민족주의 

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근대 계몽기 자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 

는 언어 민족주의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비롯한다. 

[자료3] 今日홉通훌育흘 홉흥는 뽑홉에셔 程度외 如何롤 不問흥고 

一ø:自뿜훌로 中心율 잠는 거슨 世界各圖이 →般이라 古普A道主義가 

復興훌 時代에는 古語를 없究흉야 古λ‘의 遺書를 理解홈으로뼈 推務흥고 

外國語를 自國語보다 도리혀 尊重히 혼 행$端이 有창엿스나{我國의 從來

敎育이 我國國文은 5월購창다 흉야 排ff;不用창고 漢文만 專尙흉엿스며 漢

文에도 포 古字養字와 훌륭陣혼 文字等올 多數探究융야 古書를 多解홈으 

로뼈 學識의 尊뽑를 比較흥과 如흥) 此等讓見은 過去時代에 B屬흉고 各

國이 다 l 그 自國語로뼈 敎育의 中心올삼나니 此는 郞國民으로 융여금 

各自의 義務롤 盡케코져창면 일즉히 國家名義에 同情을 表창야 愛國의 

情올 煥起케훌 거시오 포 없훌홈는 其뿜民의 짧*훌훌훌情융 表出흉는거시때 

同뼈률 結合홉에 最有力혼 方便이라 如此히 國民學校程度에셔는 다못 

自國語로뼈 國民現時의 狀況을 了解홈으로뼈 澈足훌거시나 萬--層올 

更進흉야此맑究理解의 力올深遠케코져흥면 其由來의 핍華올 明察창고 

他國의 開化를 比較창며 他國民의 思想感情을 探究훌 必要가 有흉도다 

(강조 및 띄어쓰기 인용자)，36) 

물론 이는 언어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과 표리를 이루는 것이다.킹) 특히 

36) 꿇聊톨敎授와 敎科에 對~O~J ， r太極學報」 제13혹 태극학회， 1007， 6-7쪽. 

37) 베네틱트 앤더슨， 윤형숙 역상상의 공통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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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본 제국주의와의 관계률 고려한다면 국어률 통한 민족적 단결올 

의도하는 언어민족주의의 둥장을 이해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균질한 존재 

로서 국민이 상상되고 그를 위한 ‘국어’로 한글이 주목되면서 국민이 되 

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국어의 운용 능력 즉 성인 문해력의 습득이 부 

상하게 되는 것이다，38) 

그러나 지금까지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에 접근하는 다수의 시각 

은 ‘언어 민족주의’라는 툴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당시 번역문의 형태로 전해졌던 어문교육 연구물이 지녔던 속성올 곧 

바로 국어 교육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문제점올 지니고 있다. 언어 민족주 

의는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를 규정짓는 중요한 틀이겠지만 그와 동 

시에 어문교육이 성인들의 사회 생활올 위한 성인 문해력으로 요청되었 

던 사실 역시 간과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성인 문해력의 습득에 대한 강조는 자국어 교육뿔만 아니라 외 

국어 교육에서도 중요한 목표로 간주되었다. 

[자료.4] 十名의 支那語學鼎究生과 東京에 在혼 大使館에 六名의 日本

語學聊究生올 置흉기로 決議창고 흩%其人員올 派遺융야 圖훌의 jf홉에 

專心從훌케좋야써 將來外交官， 領事官 될 人物올 養成훌 準備를 흉는 同

時에 又民間에도 大學其他學校에 日淸兩國의 語學講座를 設융야 盛히 

東洋賢易의 發達에 可資훌 A、物의 養成에 努흉니 其理由는 無他라 支뼈 

日本에셔 外交賢옳의 發훌훌올 期코져~면 몬져 '"圖의 없語률 jf究흥 

고 其園훌률 훌훌쩔~야 홉훌홉議~며 jt홉홉~냐 三佳뼈융 備치 안이 

찰~， 나남출판，없2 
38) 尹孝定의 r園民의政治思想、」에서는 국민이 되기 위한 요소로 “•, 國籍올 同히 훌 

事， 二， 同一主權의 下에 在훌 事， 三， 츄~土를 同히 훌 事， 四， 言語를 同히 훌 事，
五， 人種올 同히 훌 훌， 六， 宗敎률 同히 할 事， 七， 習慣율 同히 훌 事”률 제시하고 

있다大韓自뼈會月報」 져삐호 l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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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면 亞JI!훈의 外交f훌훌이 훌훌훌 수 윷홉훌 톨知홈으로 因홈이니라 

(*인용자 주 : 국어는 일어와 중국어를 가리킨다. 강조 및 역어쓰기는 인 

용^t).웠) 

[자료4]에서 주목올 요하는 면은 일본어와 중국어와 같은 외국어 교육 

이 ‘성인 문해력(빼ùt liter따r}’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支那日本에셔 外交質易의 發展올 期코져창면”이라 하여 산업과 어문교 

육의 상관성이 일찌감치 주목되었고1 그로부터 성인 문해력의 습득이 중 

요한 목표로 자리매김 되었다. 

외국어 교육이 성인 문해력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은 그 하위 

내용이 읽고[能護]， 말하과能談]， 쓰는 것[能書]이 ‘세 가지 기뭘三皮偏]’ 

으로 개념화되고 있음과 연결된다. 기램技{兩)은 ‘기술상의 재주’를 의미 

하는 것으로 비록 외국어 교육 범주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읽고， 말 

하고 쓰는 것이 일종의 기술적 차원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자료5] 第二 語學

훌훌이란 훌논 本I훌훌와 外톰훌률 不훌흩흥고 其要가 知훌율 交훌륭 

는 媒介오 品性율 빼治흉는 賣혐라 其敎科中에 在흥야 짧히 倫理로 더 

부러 혐히 各科의 基훌가 되는니 注意홈이 最宜흉니라{강조 및 역어쓰기 

는 인용자).40) 

이는 자국어와 외국어률 막론하고 기초 교파로서 어학이 지닌 성질에 

주목흩}는 것이다 이때 기초 교과하는 것은 ‘지식을 교환}는 매개’이자 
‘품성올 도0함f는 기본 자료’를 의미한다. “新學의 書”가 其大網과 細目

39) r훌子統-홉開設에 關한 意見西友」 채13호， 서우학회， 1007. 
40) 柳훌 홉述數育學原理」， r大韓自團會月報』 재6호， 대한자강회， 1!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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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莫非天A事物의 理와 日用需用의 方과園家와 A民올維持發達흉는 

諸具"40로 칸주되었던 만큼 문자에 대한 해독력과 관련된 어학이 ‘지식올 

교환하는 매개’로 간주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입장이다. 

반면 ‘품성 도야를 위한 기본 자료’라는 것은 다분히 낯셜다. 특히 앞서 

거론한 성인 문해력과의 관련 하에서 ‘말하고’， ‘읽고’， ‘쓰는’ 것을 기량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 모든 교과의 최 

상위 교과로 수신과가 강조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言語修

養과 心的關治는 密接혼 關係를 有혼 거시니 普通數育上에 言語의 修

養은 最必要혼(장웅진)"42)라 하여 수신과의 목표 중 하나인 심적 도야를 

위해서는 언어 수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매개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자국어에서 ‘품성올 도뺑}는 자료로서의 언어’라는 부분이 충 

분히 해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주로 전통적인 문어， 즉 

한문이 담당하는 역할로 간주되었던바 한문을 통해 습득 가능하다는 인 

식이 존속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문과 한문의 동시 학습올 주장하는 

글들이 반복적으로 둥장한다.갱) 

『體湖興學會月報』에서도 기호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r蠻湖興學 

會月報』 제3호(1뼈)에서는 기호학교 교사의 담임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독서와 작문 과정올 담임한 교사는 정만조(鄭萬朝)이다. 정만조는 일제 

강점기 당대 얼류의 한문학자로 평가받았던 인물로 경성제국대학 조선어 

문학과에서 한문학올 담당하기도 하였다，.44) 독서와 작문 교과의 담당 교 

41) 金有濟老不可不學J，짧湖興學홉月報』 채갤， 기호흥학회， l앉R 
42) 張톰홈敎授와 敎科에 對~oÞJ ， r太極學報』 재13호 태극학회， 1007, 6-7쪽. 
43) 李琮夏新훌學問이同乎아異乎아J，大東뿔홉月報J 1-2후 대동학회， 1앉8 r新學 

과훌뚫의關係」， f大東學會月報J 2혹 대동학회， 1003; 鄭홈훌文과園文외辦別J ， 
『大東學會月報J 4후 대동학회， l없 

44) 류준펼형성기 국문학연구의 전개양상과 특성-조융제 • 김태준 • 이병기롤 중심으 
로'J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짧 땅fJl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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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지닌 이러한 특징올 고려하건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진행된 독서와 

작문 수업이 상당 부분 한문 교과와의 연계 속에서 진행되었올 것으로 보 

인다. 

이로부터 학교의 위계를 ‘始作흉는 學校’， ‘文法學校’， ‘高等學校’， ‘大學

校’로 설정하고 ‘시작흉는 학교’에서 어학의 기초인 “文字의 홉u數로붓터 

調音흘는 聲題”을， ‘文法學校’에서 “自 B本國에 言語行用창는 法과 X其 

言語로 文章構成항는 體格"45)올 가르치려는 구도가 도출될 수 있다. 즉， 

어문교과의 기본적인 목표를 일차적으로 다른 교과의 학습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일정한 학습을 토대로 하여 언어 운 

용의 실제를 학습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학교 현장의 심상과 수준에서는 각 교과의 기초로서 ‘국 

어’가 인정되면서 교육이 강조되었고， 심상괴를 마치고 나면 기초적인 수 

준에서의 목표가 성취되었다고 기대되었기 때문에 국어 교과의 수업 시 

수와 과목의 변화가 시도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 계몽기 시행된 어문교육은 서구에서 유입된 신교육 프로젝트 안 

에서 그 구체성올 띠어갔다. 어문교육이 진행되는 실제 상황에 대해 지식 

인들은 신학문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여 이론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개 

입하며 교육의 새로운 흐륨을 만들고자 시도하였다. 이제 근대 계몽기 어 

문교육 연구의 구체적인 실상을 진단해 보기로 하자. 

3. ‘사법학’의 등장 

근대적인 형태의 어문교육 연구는 근대 학문으로서의 교육학의 동장과 

45) 樓重뼈數育의制度」， 『爛南數育會雜誌』 채1권 제3-4후 교남교육회， 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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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할 수 없다. 근대 학문으로서의 교육학의 둥장은 곧 근대적 지식인의 

탄생과 맞물리는 것이다. 

[자료.6] 學界特色 眼鷹震民는 曾往米國에 留學융엿고 또 日本에 留學

흥야 今年三月에 高等師範學校에셔 후業흉엿는뎌 該民의 外國에 留連혼 

지 首尾十二年이 되는다 觸富혼 學識파 高尙혼 志操는 實노 폼A의 敬愛

흉는 바이요 포 日本에 留學生이 有혼 以來로 師훌후훌生은 該a.로써 

톰失률 作흩갯더라(강조 및 띄어쓰기는 인용자)째) 

일본에서 신학문을 배운 유학생들 중 최초의 사범학교 졸업생은 장옹 

진(張鷹露)이다. 장웅진은 1뼈년 일본 동경고둥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47) 

이처럼 장옹진을 사범학교 졸업생의 효시로서 간주하는 것은 곧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근대적 형태의 교육의 기원을 가정히는 행위인데， 이는 전 

통적인 형태의 교육과 근대 교육 사이에 일정한 단절올 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원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기존에 존재해왔 

던 전통 교육 형태에 대한 일정한 망각올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蓋古今

天下에 $口何혼 學問을 꺼論흉고 師範이 無융고 可得훌 者 l 無흥도다”뼈) 
라는 발언이 동장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도 

래하였다는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 %써1서 전통적인 어문교육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어문교육 연구가 둥장할 만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최초의 사범졸업생 효시로 간주된 장웅진은 한국 내 근대 교육의 정착 

과정에서 많은 역할올 담당하였다'，49) 그런데 장웅진에 대한 당대의 언급 

속에서 ‘사범학’이라는 용어가 동장하여 주목을 요한다. 

46) r훌報」， 『大韓興學報』 제2집， 대한흥학회， 11뼈. 
47) 김성학{I앉:6)， 앞의 논문， 00쪽. 

48) 秋醒子師*I!養成외必要J，太極學報」 제￡호， 1003. 
49) 자세한 내용은 김성학(1뼈1)， 앞의 논문， 'l7-'Æ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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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7] 同志相뻐數育의 업的으로聊훌훌훌 if뿜흘는 짧民는 今짧張 

鷹震民의 후業올祝寶흉기 鍵융야 日前에 神田區짧河臺寶훔에셔 午響올 

同卓창고 因흉야 紀念으로 一同이 擬影창엿더라{강조 및 띄어쓰기는 인용 

자)，50) 

‘사범학’의 풍장이 곧 ‘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음올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률이 신교육에 힘써야 함올 강조하는 둥 ‘교육’이라는 

용어 역시 당시 즐겨 사용되던 용어이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용어의 일 

반적인 사용과는 달리 장웅진으로 대표되는 신학문으로서의 -교육학을 

‘사범학이라는 용어로 규정짓고 있다는 점이 주목올 요한다. 이는 현대 

‘교육학’이라고 명명되는 학문 범주를 지칭하는 것인데， 교육학과는 다른 

명명으로부터 사범학이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의미 범주를 확인할 수 있 

다 

첫째， ‘사범학’이라는 용어는 당시 교육학이 무엇보다도 교사의 교육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50 장웅진은 국민교육의 진흥책으로 “(一)

一般國民에게 義務數育制度를 施行훌 事 (二) 校院의 制를 廢창고 新

式의 學校를 廣設훌 事 (三) 師範學校를 廣設좋고 善良혼 數師를 養成

훌 事 (四) 外國語學校플 合뺨統一훌 事’많)를 제안하는데， 중요한 요소 

로 사범학교 설립과 교사 양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數育事務의 主腦”많)로 간주되었던 만큼 교육에서 일정한 성과 

를 얻기 위해서는 교사 교육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형태의 사도(師道)와 연계되기도 하는데， 교사가 담당해 

야 할 책임， 의무 둥이 강조되면서 모범적 인물로서의 교사상이 상정되는 

50) r훌報」， 『大韓興學報』 채2집， 대한홍학회， l!Ul, 
51) 秋醒子師範養成의必要 r太極學報』 제æ.후 태극학회， l!m 

52) 張庸農我園國民敎育의 振興策J，太흩뿔報」 재3혹 l!m 
53) 張聊農我國園民敎育의 振興策」， r太極學報』 재3호， 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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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빡. 따라서 바람직한 교사상 둥이 제시되기도 하였다.않) 

그러나 그보다도 당시 교사 교육이 강조되었던 이유는 새로운 근대 학 

문의 교육과 맞물려 있다. 가르치는 사랍이 근대 학문에 대한 일정한 소 

양을 지녀야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신학문 

에 대한 지식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관점이 어문교육 연구로 확대된다면 전통적인 어문교육과는 달리 새롭게 

둥장하는 어문교육에서는 교수를 위한 일정한 학습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즉， 읽고 쓰는 것올 가르치는 데에도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방법론의 필요는 동시에 일정한 기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제 더 이상 가르친다는 것이 덕성의 함양， 모범 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가르치기 위해 하나의 기술적 차원이 요청되었으니또) 이로부터 

‘교쉬敎授)’가 교A까 익혀야 할 필수 항목으로 부각된다. 장웅진(張鷹慶 

이 근대 사범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토대로 r敎授와 훌뺨에 對좋야}i6l를 

연재하였다는 사실은 근대 사범학에서 ‘교수’와 ‘교과’가 어떻게 개념적으 

로 포착되어 구성되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범학이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특성올 염두에 두고 이제 

어문교육 연구의 각론올 살펴볼 것이다. 사범학이라는 개념이 포착되었 

다고 해서 당시 어문교육 연구가 일사분란하게 사범학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수(敎授)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출 

현이라는 점에서 어문교육 연구에 접근할 수 있다. 근대 계몽기 독서와 

작문에 대한 논의들은 독서와 작문올 위한 방법론올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기 때문이다. 

54) 一笑生쩨수다롯지 빼 r대한홈학보(大輯興뽑報)"， 재효， 대한흥학회， 1뼈. 
55) 렷드 박싸 r正짧한敎育法」에서는 교수법의 필요성이 재기된다{~西友』 제5호， 서 

우학회， 1007). 

56) r太흩學報』 제13호-재1뚫， 태극학회，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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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문교육 연구의 각론 

1) 독서 교육 

(1) 근대적인 독서 개념 둥장 

독서법을 표방하는 논문이 『鍵湖興學會月報』 제11호와 12호에 연재되 

고 있다. 이 글은 ‘讀書의 利益’， ‘讀書의 快樂’， ‘讀書의 定則’， ‘讀書法의 

해華’이라는 하위 내용으로 구성되어 었다. 제목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처 

럼 ‘읽기 교육’이라기보다는 ‘독서 교육’에 가까운 내용올 선보이고 있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독서가 우려에게 선사하는 이익과 즐거움이 무엇 

인가 하는 점들올 역설하는 데 힘올 기울인다. “書籍이 無혼즉 精神이 關

융며 正義가 體흉며 科學進步가 塞흉야 哲學은 破흉고 文學은 뿔흉야 

萬物이 暗黑한 中에 永永理沒홈올 將見중리라”라고 하여 서적의 효용 

및 중요성올 셜파하게 된다. 서적에 대한 효용만올 강조하는 것은 책을 

읽는다는 행위， 즉 독서 그 자체에 대한 예찬으로 이어질 가능성올 내포 

한다. 그런데 서적이 제공되고， 그것올 읽는 것만으로 예찬받을 수 었다 

면 그 과정에서 특별한 교육적 처치가 개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러나 이 글의 독서에 대한 예찬은 독서 행위에 대한 예찬올 넘어서 좀더 

제대로 된 독서를 위해 일정한 방법론의 필요성올 인정하는 입장으로 연 

결된다. 

본격적인 독서의 방법이 제시되는 부분은 ‘讀書의 定則’이다. 

[자료.8] 吉明民X日 ... 蓋짧홉는 홈A巧力의 不足혼 바를 補充홈이나 

然이나 훌홉의 用이 훌홉에 不在흥고 짧홉에 在흩니 其思툴 善코져창면 

不得不定法올 훌握흘야 其心올 一點에 聚흥여야 光明혼 境에 易至어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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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學生의 홈書흉는 狀顧올 考觀창건뎌 新奇롤 徒觀흥며 多훌융 且훌 

훌야 規훌~1f논 全然혀 不훌훌!:니 其善훌쳐 뭇홉율 因1"야 홉의 -

得홉도 氣혼때 훌至흉야 其心은 反級융고 其身온 益홉창니 엇지 可盛훌 

者 l 안이리오 A의 홉力이 有限흘야 훌훌置記훌 不뿜률!:니 多多혼 
見閒올 없훌훌흉랴면 一똥의 홉則으로 훌홈1"고 貴$1"야 其記홉율 톨흩 

케혼 然홉에야 뽑흙훌져니 故로 規律~~序는 可훌쳐 뭇훌 바이라. 

(강조 및 띄어쓰기는 인용자)，57) 

독서의 쓰임이 ‘讀’ 있지 않고 ‘思’에 있다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원는 

다는 행위가 무엇을 위한 것인캐 따라서 ‘읽는다는 행위의 상위 목표로 

무엇을 설정할 수 있는개에 대한 고민이 둥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읽기 

는 사고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정되는 것인데， 이로부터 독서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과 ‘차서’가 펼요하다는 방법에 대한 자각이 이어진다. 즉， 

독서의 방법에 대한 자각은 방법 그 자체에 함몰하고 있다기보다는 무엇 

을 위한 방법인가를 자각하고 있디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또한 [자료8]에서 흥미로운 점은 탐식과도 같은 다독에 대한 비판이다. 

이것 역시 방법에 대한 자각과 맞몰려 있는 것이다. 독서 그 자체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유효성올 지니고 있올지라도 세 

상의 모든 책을 다 원을 수 없다면 무슨 책을 읽올 것인가라는 선태의 문 

제가 독서법의 일차적 단계라는 것이다. 쁨만 아니라 이렇게 선태된 책올 

읽을 때에도 규율과 차서률 무시하고 무조건 읽기만 해서는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은 곧 독서 과정의 규율과 차서의 필요 

성올 역설하는 말이다. 

이는 전통적 형태의 독해 방법에 대한 대타적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독서법에서는 읽어야 하는 경전 목록이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57) 李春世협홉法J(鷹)， r옳湖興學會月報』 제12호， 기호흥학회， l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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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올 어떻게 얽올 것인가가 독서와 판련된 논의 사항이었다.않) 

반면 근대 서구의 지식이 다량 유입되면서 독서량이 중가한 만큼 제시 

된 목서 목록의 무조건적인 공유는 불가능해졌다. 다량의 지식이 인쇄물 

올 통해 보급되는 현실 속에서 책의 선돼이 독서를 위한 일차적 요소로 

부각되는 것이다. “A의 腦力이 有限흉야 隨讀隨記률 不能흉는니 多多

혼 見聞올 밥藏흉랴면” 일정한 법칙이 요청되었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많은 견문 속에서 무엇을 얽올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독서가 시 

작되는 것이며， 과다하게 쏟아지는 정보를 취λ}션태하여 저장동}는 데에 

일정한 규칙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이제 제시된 도서 목록을 공유하고 그 

것을 반복적으로 읽어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태된 도서를 일정한 방법 

에 따라 읽는 것이 제안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당의 한문교수에서도 일정한 교수방법 개량이 요청되기 시작 

하였다. 

[자료g] 三， 漢文敎授와 實況올 觀혼즉 숍讀에만 努力창고 其意議룰 解

得케흥는 事가 無혼者가 居多흉니 如斯흥면 知識양發파 德、性빼養에 資

흥이 無흉야 修習多年이라도 所得이 甚少훌지니 自今以後는 智德開進上

에 留흉흉야 훌tlf方옳올 改良케홉올 要홈(강조 및 띄어쓰기는 인용자)，59) 

기존의 한문교수는 음독에만 노력하고 그 의의률 해득하지 못했다고 

규정된다. 이제 한문교수률 위해서도 일정한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필요한 교수방법은 지(햄)와 덕(德)이 나아가는 방향에 유의하여 셜 

정되어야 한다. 읽기는 지육(智育)과 덕육(德育)의 발달， 나아가 정육{情 

58) 졸고、 r전통적인 글원기의 성격과 과정J，문학교육화」 제2후 한국문학교육학회， 

태학사， 1!Æ 

59) r學部訓令」 재효 r大東學會月報~ 10후 대동학회， 1앉ll; r西北學會月報』 쩨호， 

서북학회，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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育)과 밀접한 관련올 맺고 있다60)고 가정되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자면 근대 계몽기 독서법은 서적의 중요 

성올 강조하면서 독서에 대한 예찬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독 

서를 위한 방법론의 자각이 동장하였다. 이는 서구에서 유입된 신학문이 

언쇄 자본주의에 힘입어 보다 대중적으로 유포될 기반을 형성하게 됨으 

로써 신지식의 취사 선택 방법 그리고 이해를 위한 방법적 차원에서 구 

체적인 내용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때 독서의 농법 

[자료.8]에서 제시된 ‘讀書의 定則’의 후속분으로는 영국의 철학자 로크 

(I따얻 John 1632-1704, 陸克)의 독서법올 번역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춘세(李春世)의 r讀書法」은 다양한 외국 이론들의 짜겁기적 특성을 담 

고 있어61) 당시 어문교육 연구가 번역물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물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곧 

바로 당시 어문교육 연구물로 치환되기는 어려울 터이지만， 외국의 자료 

중 하필이변 바로 그 자료가 번역 소개되고 있다는 점올 고려한다면， 이 

자료가 당시 독서교육 연구에서 취하고자 한 관점을 대변동}는 글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1이 英國哲學家 陸克民가 諸大家의 說올 홈採흉야 讀書者의 詳細한 

法則올 定향야스니 今에 其最著혼 者 諸條률 左에 행훌흥건뎌 

一， 有益혼 書籍올 精選융야 專攻홈올 務훌 事

60) r敎育學原理」， r大韓自햄會月報」 제10후 대한자강회， 1007. 
61) ‘홈홉의 定則 부분도 “吉明民日 .. “英園文學家 熱弼而約輪森民日 .. “英園哲

學家陸克民 …” 퉁의 논의가 인용 • 수록되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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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C)， 著者의 文詞에 抱抱치말고 其意義률 願解키롤 力求훌 事

三， 其論議의 有無빠錫률 玩味훌 事

四， 其讀書能力(郞理解力， 思巧力， 註意力， 記憶力)올 培養훌 事

五， 疑惠處가 或有융거든 識者에게 立質훌 事

六， 序， 없， 凡例는 其書의 內容올 發明혼 者이니 當先細讀훌 事

七， 題目과 論說中 適要의 思想파 關係의 思想과 關係의(하c) 輕重을 

區別흉야 何如혼 依握가 有홈을 推究훌 事

j \, 諸科의 書籍올 井讀훌진뎌 其連絡혼 意義가 有혼 者에 當就융야 

先後의 次序를 以옳훌 事

九， 力의 能홉훌 者라도 多讀홈을 當뺑훌 事

十， 心氣가 平和흉고 精神이 健爽훌 時에 當讀훌 事

右는 一般으로 常히 有意훌 事項올 略示홈이오 其詳別은 次童下에 發

明흥노니 蓋讀書의 法則을 讀者效力의 一定方法올 指示홉에 不外향니라 

(띄어쓰기는 인용자)，62) 

이 자료는 독서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들올 드러내고 있다. 

첫째， 독서가 하나의 ‘능력’ 차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서를 잘 하기 위 

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이해력， 공교로움을 생각하는 능력， 배경 지식 

운용 능력， 기억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서 능력을 비교적 구체적 

인 항목들로 다시 세분화함으로써 독서 능력의 발달에 체계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독서를 능력 차원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독서 과정 중 이해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이는 읽기 과정에 

서 인간의 인지 영역에서 드러나는 양~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만한 가 

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독서 능력에 대한 관심이 읽기 과정에 대한 인 

지적 접근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후대를 기약해야 한다. 

또한 의의(意義)의 이해가 읽기 교육에서 1차적 중요성올 띠게 된다. 

62) 李春世讀훌훌法J(柳)， r幾湖興學會月報』 제12호， 기호흥학회， 1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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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意義)는 “著者의 文詞”와 대률 이루어 제시되는 만큼 이것은 저자 

의 수사법에 현혹되지 말고 그 본 뜻올 이해하는 것이 독서에서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그러나 당시 작문 교육의 핵심적인 교육 내 

용 중 하나가 수사법의 습득이라는 점없)과 비교할 때， 다소간 모순이 느 

껴진다. 작문에서는 수사법을 강조하면서 독서법에서는 수사법에 현혹되 

지 말라는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사법올 일종의 과 

장， 속엄 둥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저자가 사용 

한 수사법 즉 ‘문사{文詞)에 대한 이해’야말로 의의(意義) 이해의 필수 요 

소라는 논의가 동장할 여지는 적어 보인다. 

이러한 특성 이외에도 독서를 할 때， 그야말로 기술적 차원에서 유의해 

야 할 사항들이 독서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서 선택의 문제， 전문가에 

게 질문하면서 읽올 것， 서 • 발문을 반드시 읽올 것 둥의 독서를 위한 구 

체적인 방법이 독서법의 하나로 제시된다. 독서법에 대한 논의가 읽기 전， 

읽는 과정에서의 독서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독서 후 활동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원기의 과정이 

끝나는 순간올 독서 활동의 끝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독서법의 실제 

근대 계몽기의 학술 잡지에서는 독서법의 실제에 해당하는 글을 찾아 

볼 수 있다. 실제 비평을 통하여 독서에 대한 이론올 제시함은 물론 실제 

독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讀，-J이라는 제목의 글탈4)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 구체적 사례로 띠 

63) 崔在學Wffi)， 멜地應用作文$J， 微文館(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64) r릎高句麗永樂大王훌뽑鷹本」가 『西北學寶月 報」 제9호에 실려 있는데， 이것은 근 

대에 나타난 고대사의 복원 ~}원(이성시 저， 박경회 역 r만들어진 고대 - 근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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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讀少年雜誌J ， 밍 r讀美國女傑批茶小史J ， 댐 r讀華盛願座右銘」률 들 

수 있다. 이 세 편의 글은 대상 텍스트에 대한 일종의 사회 비명적 성격올 

지니고 었다. 책의 장점과 함께 그 책이 당시 사회에서 지닌 사회적 의의 

를 거론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그 책올 얽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료11] 

디〕 少年雜誌는 我園諸種雜훌훌中에 高尙혼 寶格과 特珠혼 價{直가 有혼 

者라 此률 愛짧흥논 少年훌홉君은 忠쫓훌훌理의 良心도 훌훌훌훌 것이오 世

界見閒의 知훌도 增進훌 것이오 冒R훌훌遭의 勇氣도 훌훌훌훌 것이니 一

般少年의 數科도 되고 抽珍도 되고 迷律올 樓흥는 寶俊도 되고 홉홈에 

導흥는 明爛도 될지니(강조와 띄어쓰기는 인용자).65) 

띠 編者日 批茶는 --個꿇女子로 十九世紀全美世界에 至不仁極樓醒혼 

黑如間題에 關흉야 太훌훌悲와 大훌力과 大筆力훌 훌한야 無數黑如의 永

좋bJ딘運올 흉出흉고 Å類zfi等의 公理률 發明좋앗거늘 陸乎라 今日我韓同

脫의 情況이 X何等苦海에 mtF움흉앗는가 명D-千萬女子社會는 莫論좋고 

一千萬男子社會에 果然此等大願力과 大筆力이 有혼7}(중략) 我韓社會의 

文學家로 自名흉는 諸君들온 批茶女史의 功德올 感念흥고 짧發흉야 世

界의 學理를 發明좋야 同뼈의 mtF옮올 救濟훌 方針에 對좋야 十分注力흉 

고 百部動精융야 世界各國)\으로 흉여곰 我半島江山에도 學問흥의 能力

이 有흔 것올 發表훌지어디{강조와 띄어쓰기는 인용자).66) 

많 大趣 阿美利加의 建國始祖華盛願은 勇itt혼 武將家오 偉大혼 政治

家오 質實혼 道德家라 蓋其自身올 律홈엔 極히 嚴明흉되 他A올 待홈엔 

민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A， 삼인， 때l 참조)의 시리즈월f西北學홈月報」 재9호에 

는 r高句홉永業太王훌陣文J，협홉句홈永樂大王훌陣홈本J，高句麗永樂大王훌 

陣發見혼훌.J， r홉句훌永樂大王훌陣경삐를J，廣開土王의 {~無t1i地史論J) 중 한 

편이다. 따라서 독서법의 실제률 고찰하기 위한 자료에서 제외한다. 
65) r훌少年雜誌」， r西北畢홉月報」 채l권 재m혹 서북학회 1!nl. 
(6) r훌쫓園女傑批茶小史」， r西北學會月報」 제1권 처1110후 서북학회 1!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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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原~며 處世의 法은 圓滿흉되 作事의 術은 護詳흉니 寶노 古今歷史의 

完全혼 A格이오 高尙혼 模範이라 其座右銘죠十七條는 ~p其日常生活의 

自廢自治혼 科律이라 其全文이 少年雜誌에 譯載홈이 有항나 此等緊要창 

고 貴重혼 文字는 衣食의 材料와 如흥야 其傳이 爛廣흥사록 其效가 愈多

좋깃기로 X此鷹載창야 社會혔彦과 學界諸君의 模範올 供給코져창노니 

其銘文이 如左흠(강조 및 띄어쓰기는 인용자).õn 

독서를 위한 서적 선태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자료1이에서 제시된 “諸科의 書籍을 井讀훌진뎌 其連絡혼 意義가 有흔 

者에 當就혹야 先後의 次序를 以寫훌 事” 항목에 해당할 것이다. 

선태된 글은 잡지， 소설가의 전기， 그리고 소설， 위인의 좌우명이며， 그 

선택의 기준으로는 1차적으로 저자의 명성에 의존하고 있는 바가 크다 

(최남선， 비쳐(Stowe， 뻐rriet Ðiza뼈1&짧1er)， 워싱턴). 저자는 대체로 

뛰어난 선각자 혹은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로 묘사되면서 저자의 특정이 

곧바로 글에 반영되어 있다는 관점 하에 그들의 서적이 권유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책의 선태에서 저자의 권위에 기대는 측면이 많음올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곧 모범적인 저자의 모범적인 글을 서적 선택의 기준으로 

선정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당시 사회에서 요구되었던 덕목들을 그 책올 통해 확인할 수 있 

다고 제시한다. 예컨대 “忠愛義理의 良心" “世界見聞의 知識" “冒險益

進’7‘大孫悲와 大願力과 大筆力”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r讀美國女傑批

茶小史」에서는 비쳐의 ‘大筆力’이 강조되면서 문학가{文學家)를 자처하 

는 사람틀이 모범으로 삼올 것은 제안한다. 이로부터 독서 과정에서 그 

글의 주제률 찾고 필력올 확인히는 작업이 독서법의 중요 요소로 간주됨 

을 확인할수 있다. 

67) r讀華盛願座右銘J，西北學會月報』 제1권 제11후 서북학회 l!m. 



438 국어교육연구 채11집 

그보다도 복서법의 실제라는 점에서 주목올 끄는 자료는 『大韓自彈會

月報』 제6호에 수록된 r會의 名義目的과 及月報의 讀法」으로 여기서는 

『대한자강회월보』를 읽는 몇 가지 독법올 제안하고 있다. 

[자료12] 

一 夫會之有報 l 續寫照而演神이니 欲知짧會之影響인다 可於月報에 
觀止훗라 諸名家之發出홈華훌 願普天下有志諸彦之커加注意흉노라 

] 凡愛讀月報者 l 宜深存數件事注意니 日大韓精神의 注意， 日自彈

能力의 注意， 日會之名義目的에 注意， 日月報讀法의 注意니 凡此數件注

意에 果能注意흉야 漫灌腦體휠則其於現世之趣向에 思 l 過半훗리라 
一 此報룰 宜急讀이니 急讀者는 恐其鍵不及事也라 現時形便이 可能

暫繼乎歲아 如沈챔之病에 1頁急下頂門之一針然後에 可以煥起精神이니 

精神稍振이라야 雙復올 漸可圖훗리라 

• 此報룰 宜鏡讀이니 鍵讀者는 짧其欲速則不達也라 現時形便이 可

能欲速乎했아 如沈福之病에 若便下承氣之埈빼뚫則適以脫盡元氣니 元

氣→脫이면 而睡復올 難乎望롯리라 

一 此報룰 宜漸漸讀이니 必徐觀其影響而講求時務之適要좋야 漸慶以

自彈主릅흉야 A皆漫潤於愛國思想흉연 則必有到達地古之日훗리라 

一 此報를 宜細細讀이니 凡經輪事業이 뿔훌體大奉의 無知훌作者 l 
所能擬議행아 必也實事求是흉고 立定田地흉야 博採而折表之흉며 密察

而修楊之然後에 可以立大本而應大用훗니 故로 做不到屋I夫면 行不得

宇雷事業이니라 

一 此報룰 宜時時讀이니 夫A也 l 不思則間斷이오 間斷則有t於不息
之功이라 大韓自彈四字 l 짧於前倚於衝흉야 造次必於是然後에 可니 今
此報也 l 乃煥迷醒생활之一훌훌鐘이라 如之何不時時鐘之흥야 以煥起鷹購톨f 

睡之多般人物也리오 

• 此報를 宜快快讀이니 名正則言順좋고 言順則事無不底於成좋나니 

폼何寫而不快快홉之也리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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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此報룰 煩多讀이니 多讀者는 欲其博採而昭究之也라 如前號에 有

何格論이며 後號에 有何新意오창야 홈必參ffi錯總이라야 而取舍 l 審훗 
리라 

一 此報훌 X不頂多讀이니 不i頁多讀者는 欲其握定要領也라 如此會之

目的이 日敎育日植뚫兩件事而B니 콤必握定其如l比면 則此報之千言萬

語 l 必不外於此兩件事而E오 又如此報卷面에 績以大韓與地흉고 而大
書特書日大韓自彈會月報라좋니 讀大韓自彈四字에 己無餘鏡훗라 字字精

切에 쫓以多寫리오 四千年來我韓을 果何以則能大之乎아 其推日엽彈而 

已니 看他自字좋라 自者는 無待於依賴之謂也니 果能以담字로 灌注於二

千萬A之腦觀흥면 則大韓精神이 日以振發좋야 뼈然莫之能獲也리니 又

何必元然坐讀千部萬部之文字以後에 可歲아 

一 l比報룰 正不必讀過니 如tk義之畵이 何홉有文字며 畵前之易이 何

홈有聲象이리오 只於獨處時， 果中時， 夜半時， 平明時， 行走時， 坐歐時， 凡

食息動止에 便存大韓自彈的意思흉야 常常홉灌창고 存存不息창면 則不

讀一字而可以自彈훗리라 雖然이나 此報는 正須多讀이오 X不須多讀이 

오 又不必讀過然後에 斯可謂之善讀也夫 J져(띄어쓰기는 인용자).68) 

이 자료는 텍스트가 사회적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독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 

다. 흔히 다른 장르의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독법이 활용된 

다는 가정 하에 독법의 변화가 셜정되는데 동일 텍스트 역시 읽는 목적 

에 따라 다른 독법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자강회월보내의 독법으로 애독(愛讀)， 급독(急讀)， 완독(繼讀)， 점 

점독(漸漸讀)， 세세독(細細讀)， 시시독(時時讀)， 쾌쾌독(快快讀)， 다독(多 

讀)， 불다독(不多讀)， 불필독과{不必讀過) 둥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 때 각 

독서 방법의 장단점， 필요성올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독법은 곧 

68) r會의名義덤的과及月報의讀法」， 『大韓g彈會月報』 제6혹 대한자강회， lr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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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강회월보』의 내용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법과 관련 

된다. 자칫 모순적으로 보이는 급독과 완독， 다독과 불다독 퉁이 동시적 

으로 제안될 수 있는 것은 『대한자강회월보』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읽 

올 것인개 읽은 후 무엇을 얻을 것인가의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되기 때 

문이다. 

2) 작문교육 

(1) 근대적인 작문 개념의 등장 

독서 교육 연구물처럼 작문 교육에 대한 논의 역시 대체로 외국의 번 

역물이다Ii'大韓自彈會月報』에 수록된 「敎育學原理J69)이나 『西北學會

月報』에 수록된 r學課의要說J 70)의 작문에 대한 언급들 역시 그러하다. 

이 중 유근(柳獲)이 번역한 r교육학원èlJ는 근대계몽기 학술 잡지 중 처 

음으로 ‘작문’ 교과를 명시한 논문이다. 

[자료1퍼 第三 作文

作文은 則己의 愚類올 表흉고 훨A의 1훌志률 解향야 빼 훌守률 培

훌흉야 他日에 出世홉빼률 삼냐니 蓋語學의 受動흉는 맛 者 l 發흉야 
能動융는 者 l 됨으로뻐 此科를 敎授흥Q] 맛당히 語學으로 더부러 表훌 

相應훌지니래강조 및 띄어쓰기는 인용자)，71) 

69) 일어의 번역서로 보이나， 원본의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다. 

70) “現今我國의 敎育↑홉況이 稍稍興起혼다 :ïi;~나 地方各校의 內容올 觀察융건딘 不
完全不規則의 t點이 居多혼지라 此률 改良進步케홈이 實是急務인 故로 ~에 

先進빼에셔 制定혼 中훌홉훌훌表훌 꿇ljJC홈훌캉야 一般敎育家의 模範될 材料
를 供없흉노라!'(강조 및 띄어쓰기는 인용자). r學課의要說J，서북학회월보」 제9후 

서북학회， 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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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운 교육의 목표는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 단계로 셜정된 

‘어학’이 외래의 지식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수동적인 성격올 지난 

다면， 작문은 수용한 지식올 토대로 하여 자신의 사상을 펼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작문이 곧 자신의 사상 및 감정을 표현한다는 관점 역시 근대적 작문 

개념이다. 주지하다시피 근대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한 개인에게 ‘표현’할 

만한 개인의 ‘내면’ 세계가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고1 이로부터 개인의 내 

면올 고백한다는 작문 개념이 둥장'12)한다. 중세까지 글쓰기가 지배적인 

문해력에 대한 공유， 변형과 생성으로 간주되었다면염) 이제 글쓰기를 한 

개인의 창조물로서 간주되게 된 것이다'. [자료1페은 이러한 근대적 개념의 

작문관이 본격적으로 제시된 글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작문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심미의 감정 양육이 설정 

된다，74) [자료1쇠에서는 지육， 덕육， 정육 중 작문 교과는 정육과 특별한 

관련을 맺는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자료14] 審美의 感情의 數育은 其敎科 l 音樂唱歌手工圖畵習字作文
과 及담然物의 흉R究홉에 莫善호디 其中習字作文을 훌時에는 皆甚히 注

意치 아니중앗스니 然좋나 以향야 審美의 感、情올 養흥(띄어쓰기는 인용 

자)，75) 

71) 柳趣 譯述數育學康理」， r大韓自彈會月報」 처뻐후 대한자강회. 1m;. 
7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쩌타니 고진， 박유하 옮김<:t:쨌)， r일본 근대문학의 기 

원~. 민음사와 권보드래(:mJ). W한국 근대소설의 기원J. 소명을 참조할 수 있다. 
7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사회척 문해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 조선 
세종조 과거 시험을 중심으로J(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따)2)률 참조할 수 있다. 

74) 작문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표출은 한국의 근대 소얼의 형성과 관련된다. 자세한 
논의는 권보드래(없l)). 앞의 책 참조 

75) r數育學原理J. 大韓멈彈홉月報』 제m호， 대한자강회.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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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의 감정 교육올 위한 작문 교육에 대해 예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나 심미의 감정올 기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적 주의가 필요하 

다는 점올 지적하고 있다. 이는 근대 계몽기 들어 새롭게 작문 교육에 기 

대되었던 측면76)이라고 할 수 있다. 작문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자연스럽 

게 자국 문학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근대 계몽기 작문법은 근대적 작문 개념의 도입올 통해 특정 

장르에 대한 글쓰기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물론 근대 계몽기 작문법이 

특정 장르의 글쓰기에만 편중되었던 것은 아니다. “其材料는 現代著述家

의 平易흔 記事文職事文演짧讓話書聊及新#詩等”η)라 하여 작문에 

다룰만한 재료로 기사분， 서사문， 연셜문， 담화， 편지， 신체시 둥 다양한 

장르가 망라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일반의 방법이 구성법 

과 수사법 차원에서 제안되었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그 부분을 살펴보기 

로한다. 

(외 작문의 방법 

앞서 제시한 작문의 재료로 다양한 장르를 제시한 『서북학회월보내 제9 

호의 「學課의要說」도 번역문이지만 실제 작문 교과서에 수록된 글들 역 

시 대체로 위에서 제시된 장르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외국 번역서를 토 

대로 제시한 작문 이론이 작문 교과서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짐작하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앞서 거론하였다시피 작문은 독서 동의 단계를 지나 좀더 고둥의 단계 

에서 다룰 만한 교과 내용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始作흥는 學校”를 거친 

76) 작문에 대한 이러한 관쟁의 표출은 한국의 근대 소설의 형성과 관련된다. 자세한 
논의는 권보드래 r한국 근대소껄의 기원~(소명， :mJ) 참조 

77) r學課의要說J，서북학회월보』 째후 서북학회， 1!XB.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의 륙생 443 

“文法學校”의 교육 내용으로는 自己本國에 言語行用흉는 法과 又其言

語로 文章構成흥는 體格"78)이 제시된다. 즉 작문 교육에서 일차적으로 

강조된 것은 구성법에 대한 관심이다. 

작문은 한 개인의 내면 세계 속에서 진행되는 인지적 활동인 읽기와는 

달리 밖으로 표출되는 표현의 문제라는 점에서 독서법에 비하여 좀더 구 

체적인 방법론들이 제시된다. 작문 교과서에는 이러한 방법들이 단계적 

으로 제시되었다. 그 점을 살펴본다. 

[자료1되 構思는 三要件이 有창니 (一)은 題目올 定훌지오 (二)는 大體

의 結構를 諸훌지오 (三)은 輔張이 充實홉올 要훌지리{띄어쓰기는 인용 

자)깨) 

구성은 글 내용의 선후 문제이기에 앞서 “構思”의 단계， 즉 구상의 단 

계를 포함한다. 제목을 정하고 글의 큰 툴올 도모하며， 상세 내용올 채우 

는 것이 구상의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구성의 문제이다. 

[자료16] 今에 體段올 四에 分창니 起， 承， 輔， 結이 是라 起는 文頭를 

起홈이니 其趣冒明白하야 A의 頭面眉目과 如창고 承은 起句의 意를 承

흥이니 善히 威通흉야 A의 n困R候와 如홈이 貴융고 鐘는 承의 次에 其事를 

輝張홈~1 或其條理가 整齊흉며 或其빼〈絡이 維橫향야 A의 心뼈과 如흥 

이 貴창고 結은 ‘篇의 文올 收結홈이니 最히 緊快敏活흥야 A의 手足과 

如흠이 貴흉니 此는 作文의 四法이라 然향나 $혐의 後에 없， 過二法올 加

좋야 六段이라 굽흥도 有흉니라(띄어쓰기는 인용자).80) 

78) 樓重뼈敎育의制度J. 爛南數育會雜誌」 제l권 제3-4혹 교남교육회. l때. 

79) 崔在學(1뼈)， 『實地層用作文法~. 微文館(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80) 崔在學(1뼈). w實地應用作文法J. 數文館(국립중앙도서판 소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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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의 단계를 지나 ‘言語構成’에서는 기， 숭， 전， 결의 4단 구성이나 포， 

서률 포함한 6단 구성이 제안된다. 이러한 구성법이 전통적인 형태의 글 

쓰기에서 전무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삼 글쓰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적 관심이 등장하면서 글의 단계성， 논리성， 글의 조직 둥이 글쓰기 

의 핵심 사항으로 주목되는 것이다. 

구성법과 함께 작문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은 수사법이 

다.<실지웅용작문법〉에 제안된 수사법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1η 文法은 運用의 方法이나 四大法과 其他諸法이 有혼지라 四大

法은 醫輪法， 化成法， 布置法， 表出法이 是라. 

一) 警U옳法 警며용法은 本事本物을 明白히흉기 짧한야 他事物올 引흉야 

顯著케창며 原想原念올 明빼히흉기 용훌흥야 他情趣를 擊흉야 說明흠이라 

醫n옳法에 十四種이 有창니 1) 直뺨法， 2) 鷹鷹法， 3) 類P옳法， 4) 誌輸法， 5) 

對輪法. 6) 博P옳法 7) 簡戰法 8) 詳輸法 9) 引뺨法 10) 虛蘭法 11) 提뺨法 

12) 換뺨法 13) 調輸法 14) 聲輪法

二) 化成法 化成法은 變化를 由창야 成就흥이니 共히 四種이 有혼지라 

1) 擬A法 2) 願呼法 3) 現在法(歷史的 現在휩鍵言的 現在휩想像的 現

在、많諾張法) 

三) 布置法 布置法은 七種이 有흉니 1) 對偶法 2) 漸層法 3) 反覆法 4) 

倒裝法 5) 照應法 6) 轉折法 7) 柳揚法

四) 表出法 表出法은 表흥야 出흠이니 七法이 有혼지라 1) 홉句法 2) 

問答法 3) 設疑法 4) 味漢法 5) 反語法 6) 曲言法 7) 詳暑法(띄어쓰기는 언 

용째，81) 

실로 다양한 수사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중세와는 다른 새로운 수사법 

81) 崔在學(1!m)， 멜地應用作文法~， 微文館(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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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둥장이 눈길을 끈다. 새로운 수사법의 동장은 특히 하나의 사물올 다 

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법에 대한 강조에서 두드러진다. 비유법 

의 대표로 직유법과 은유법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 반면 중세 시학의 

핵심이었던 대우법(對偶法)은 포치법의 하위 단위로1 그리고 인용법은 거 

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로부터 수사법의 무게 중심이 대우법과 인용법 

에서 직유법과 은유법으로 넘어갔음올 확인할 수 있다. 인용법이 중시되 

었던 중세에는 독서인들이 공유하던 자료에 대한 환기(煥起)와 재해석이 

중시되었다면 사물올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과 은유법을 중시하는 단계 

에서는 세상의 사물올 남과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비유하는 독특함이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작문 교과서에서 강조된 구성법과 수사법을 통해 이를 숙지하고 자유 

롭게 운용하는 능력은 작문 능력의 중요 항목으로 간주되었음을 짐작할 

수있다. 

(3) 작문법의 실제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에는 실채 학생들의 작문이 실려 있다. 이를 통 

해 작문법의 실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없) 

82) r大東學會月報~ 4호와 5호(l뼈)에는 「學홉試士雜文」이 수록되어 있다. 지은이는 

부당노인(훗塊老Á)으로 학교 시험문제와 답으로 보이는데 학생의 글인지 판단하 
기 어려울뻗만 아니라 순한문체로 되어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五十有표而志子學論’， ‘文童活法論’， ‘漢文學對’， ‘今之學校課程與六
훌同異끓꼈論’ 퉁 :m자 내외의 짧은 글이 주종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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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때 수륙된 학생률의 굴 

글자수 

학생 이룡 논문채목 수록잡지 (띄어쓰기 비고 

제외) 

김규숭(金쫓承) r今日之좀務는 當何先고」 
r西北學會月報J

710자 
西友學校

제16.호(l!nl) 學員

최윤식(崔潤植) r今日之急務는 當何先고」 
r西北學홈月報」 

g자 
西友學校

제16호(1!nl) 學員

강진원(姜振遠) r困難者는 嚴正之敎師」
『西北學會月報』

l8자 
西友學校

제16호(1!nl) 學員

이병관{李炳觀) r困離者눈 옳正之敎師J 
r西北學賣月報』

374자 
西友學校

제16호(1잊E) 學員

박한영(朴漢榮) r新閒의 效力」
r西北學會月報」

7많자 
西友學校

제16호(1잊엉) 學員

박한영(朴漢榮) 「時世가造英雄」 
r西北學會月報」

gn자 
제l권2호(1댔) 

金川郵

유원팔(柳元J\) r홈人生路는 只在敎育」
r西北學會月報』

419자 
大明學校

제1권16호(1앉B) 尋常科

빼童生徒 

김순회(金順熙) r數育은獨立의準簡라」’ 
r大韓興學報』

양7자 
京城養源

제9호(910) 女學校學生

〈표 3> 대부분의 글은 한 시간 동안 작문한 것으로 $자 여부터 Çf!] 

자까지 비교적 다양한 분량이다.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글의 주제 

는 당시 시대적으로 급박하게 요청되었던 과제가 제시되었고， 그 내용은 

대체로 ‘신교육의 홍기’를 다루고 있다. 학술 잡지에 취사 선택되어 수록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술 잡지 편집인들의 편집 방향에 부합하는 

글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학생 글의 내용을 결 

정지었던 것은 학술 잡지의 편집 방향과 관련될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글이 많은 학생들의 글 중에서 일정한 기준 하에서 선태된 글이라 

는 점이 주목올요한다. 

특히 이 중에서 김순회의 글은 여학생의 글이라는 점에서 특이성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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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뿐만 아니라 그 글올 잡지에 수록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어 자세한 

고찰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딩하다. 

[자료1에 本篇은 本會員金河球民의 紹介혼 바인뎌 文章의 構造와 趣릅 

의 穩健홈이 堂堂혼 論文의 體를 具흉야 女學界의 f휩貴혼 文字기로 特히 

揚載융야 內外國女子社會에 紹介魔動흉는 흉를 表흉노라 r但 本篇은 一

字의 뻐l빼이 無창고 依本文體載홈」 

蓋數育:Ä者는 一般흠A으로 變化氣質캉며 養成材能융야 心無依賴之

狀態 而至於自主之地오 行無都陣之動作而立於自由之地也니 獨立의 準

備가 훨過於數育之發達乎잇가 何以言之오 A皆被數育흉야 先達其德育

智育體育이면 學業界에 有模範的行動이오 實業界에 有動勞的行寫也라 

其行動也 l 寫人模範則心固自立之精神이오 其行옳也 l 짧己動勞則志固 
自王之思想、이라 然則觸立은 郞엽立也며 自主也라 社會上行動에 λ、皆無

依賴而自立則其社會之獨立은 不圖而自圖이오 國家的觀念에 民皆無依賴

而自主則其國之獨立은 不期而自期이라 唯라 屬敗者 l 誰오 我國Á-tß오 

依賴者 l 誰오 我國民也라 屬敗는 何以發生고 不被敎育之故也며 依賴는 
何以所生고 不受敎育之故也라 推我춤年男女諸君이여 훌不顧身흥야 직t 

陰올 是鏡창고 發慣忘食흥야 朝益幕習이면 行動也 自然立於自主之地리 

니 敎育二字가 果非獨立의 準備件耶이{띄어쓰기는 인용자).;없) 

김순회의 글올 잡지에 수록한 이유는 첫째， 문장의 구조와 취지가 온건 

하며 둘째， 당당한 논문의 체를 갖추었고 셋째， 여학생계에서 회귀한 사 

례이기 때문이다. 

첫째， 문장의 구조와 취지는 글의 형식과 내용올 구분하는 다소 이분법 

적인 관점올 반영하지만 이로부터 앞서 강조한 문장의 구성이 글의 선돼 

83} 金順熙(京城養源女學校學生)， r數育은짧立의準備라」， r대한흥학보(大韓興學報}J 

제9후 대학흥학회，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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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셜정되었음올 확인할 수 있다. 

글의 전반올 보면 교육의 효능은 독립적인 개인올 만드는 데 있으니 

독립올 위해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 일 개인을 독립적으로 

만들 수 었다면 사회와 국가의 독립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다는 논 

지로 이어지는데， 이는 곧 개인의 주체적 독립은 국가의 독립으로 확장된 

다는 입장이다. 이어 우리 나라 사람들의 부패함과 의지하는 심사는 곧 

교육받지 못함으로부터 비롯하니 청년 학생들이 모두 교육에 힘쓸 때만 

이 독립을 위한 준비가 가능함을 역설하며 글을 마치고 있다. 

이 글은 교육의 효능이 한 개인의 인격적 독립에 있음을 지적하고 그 

로부터 한 개인의 독립이 사회와 국가의 독립으로 확장되어간다는 논지 

를 통해 교육과 국가의 독립올 관련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 

한 적절한 대구법 및 셜의법올 활용하여 주제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올 환 

기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구성법과 수사법에 따룰 때 기

숭전-결의 4단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직유나 은유보다는 숭과 전 부분 

에서 전통적인 수사 방식인 대구와 설의의 방법올 취함으로써 글의 논지 

를 전개시키고 있다. 

당당한 논문의 체를 갖추었다는 것은 잡지에 수록되는 글들의 일반적 

인 문체가 김순회의 글에서 일정한 형태로 양식화되어 드러났음을 가리 

킨다. 이는 앞서 제시된 장르에 따른다면 기사문에 해당한다. 독자들에게 

신지식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설득하여 신지식올 실천에 옮기 

고자 의도한 것이 잡지 편찬의 의도라고 할 때， 김순회의 글에서는 셜명 

과 설득이 적절하게 조화되었다고 파악되었던 것이다. 설명으로 시작하 

여 논리를 확대하고 나아가 셜의법을 사용하고 반어적 의문의 형태로 글 

올 마무리지음으로써 독자들올 설득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글 전반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었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러한 김순회의 

글은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 일반에서 볼 수 있는 문체를 그대로 답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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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인데 학술 잡지에 수록된 일반적인 논문의 형태가 이 글에서 

재현된 것이 ‘당당한 논문의 체를 갖추었다’는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 

인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 13종을 대상 자료로 삼아 근대 

계몽기 어문 교육 연구의 실제를 고찰하였다.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는 

주로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집필 • 편찬된바 이들에 의해 소개된 근대 학 

문은 서구에서 수입되었으며 따라서 어문교육 연구에 대한 논의 역시 번 

역문이 주종올 이루었던 만큼 국어교육 연구라기보다는 어문교육 일반에 

대한 연구의 성격올 띠었다.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를 통해서 근대 계몽기 어문 교육의 교과목， 하 

위 교육 내용， 수업 시수， 그리고 사용된 교과서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었 

는데， 심상과에서의 국어 교파가 여섯 시간의 수업올 통해 강조되었다면 

고둥과로 나아가면서 국어 교과의 수업 시수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변 

화가 드러났다. 이는 어문 교과에 기대되었던 목표가 일차적으로 성인 문 

해력의 습득이었기에 심상과에서 집중적인 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 

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고둥과 수준에서는 작문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을 

발견할수 있었다. 

근대 계몽기 어문 교육 연구는 근대 학문으로서의 ‘사범학’의 출현과 

무관할 수 없는데， 사범학의 둥장올 통해 당시 교육이 특히 교사 교육에 

집중하고 있었음올 확인할 수 있다. 사범학의 둥장은 신학문올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일정한 교육적 소양과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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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근대 계몽기 어문 교육 연구의 각혼으로 독서 교육과 작문 

교육을 각각 고찰하였는데， 근대적인 ‘독서’와 ‘작문’의 개념이 대두하면서 

독서법과 작문법에 대한 일정한 방법론이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서법의 경우， 서구에서 유입된 다량의 지식에 대한 선태에서부터 독 

서가 시작된다고 가정하였기에 책의 선택이 독서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 또한 독서를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함으로써 독서를 위해 이해력， 

배경 지식 운용력， 기억력 동의 배양이 강조되었다.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에 제시된 독서법의 실제는 서적에 대한 사회 

비평의 형태로 드러났는데， 모범적인 저자의 모범문을 권장한다는 일반 

적 특성올 드러낸다. 또한 『대한자강회월보내 독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읽 

기의 방법들은 변화하는 사회 상황 속에서는 독서의 목적에 따라 통일한 

텍스트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독서법이 적용될 수 있음올 잘 보여주고 있 

다. 

작문법의 경우， 개언의 내면을 표현한다는 근대적인 작문 개념이 동장 

하면서 작문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심미의 감정 양육이 제안되었다. 작문 

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구성법과 수사법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였다. 이 

상의 이론에 근거하여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에 수록된 학생들의 글을 검 

토할 수 있는데， 대체로 시대적으로 요구되었던 주제， 신교육이나 신문명 

에 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글의 취지뿐만 아니라 수록올 위한 기 

준으로 문장의 구조가 중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논의는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를 

학술 잡지로 국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학술 잡지가 신학문， 

신교육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올 맺던 매체이므로 본 논문의 근대 계 

몽기 어문교육 연구에 대한 논의는 서구에서 수입된 신교육에 집중된 채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실제 교육에서 잔존하였올 중세적 형태의 

어문교육과 신교육의 화학 반웅을 충분히 고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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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근대 계몽기 어문 교육 연구에 대한 통합적 시각올 위해서는 대 

상 자료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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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떠ct 

The study on the charactersitic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α10， 벼e-jαp 

The αnπ>se of this 야~ is to investigate the 대arac따istcs of Korean 

뻐JgU맹e 뼈lca디α1 research in the 없i여 of Mxlern 압피gh따nænt 이r rreans of 

얹amining 뼈 lean뼈 journal in the rm여 of Mxlern Er피ght없rent Because the 

lean뼈 j에n때 was wri뼈1 by Kor많n stt뼈lts stt빼빼 inJ聊n， it 뻐d 야1e 

Mx뼈n Science ÏInj:X)rtf최 from Wes뼈lci찌lizatim so the translation of western 

rrxx훨n 었.ence got a rr때αity in Kor얹n lar땅uage 어ucation research in the 없i띠 

of Mxlern Er피밟1뼈nænt. 

Kor없n 1뻐gu떻e 어ucation research in the rmod of Mx뼈1 당피ghtenment was 

r버atro to 뾰 advent of the shIdy about 않:K:her 때ingir땅 as Mxlern Science. It 

ir뼈cates that the 어ucation re양m:h in the rmod of Mx뼈n Er피ght없rent was 

focus어 m 斷her 없m링ng， ruurely el하"ffi때y knowIege and ræthodoI맹Y 

oo:essary for 따:K:바Jg the new science. 

M없n 1없핑뻐ge 뼈Ication re않m:h’s details is the re엎'OCh of re<뼈ng 

어κation 히띠 there영æh of wri마Jg educatim The 때vent of rmdem concept 

하JOUt re<뼈ng 머1d w꺼ting brought about the ræthodol(쟁y of re<뼈I핑 m띠 wri마Jg. 

It was con허der벼 therre따xi of re<뼈ngirr聊tant 뼈::ause the 뼈뼈I떻 of 

reading s뼈뼈 hαnthedαæ arrα땅 rnud1 knowec않:e of rmdem scienæ. It was 

focused on rai왜Jg COI뼈하1eI1sion， 뼈Jg 빠gαu띠 knowe뼈e 뼈 rmnory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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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lity of m빼ng. 

It 때s con혀빼어 the 따la' de양iption 잃 the rm:양n αlOCEP1: of wri미19， so the 

g얘1 of wri바19 어ucation was IX머P뼈 to bring lφ the 웠바etic 뼈se. It 때reto 

the front the COl1lX>SÍtion and rl뼈αic in ræ야1여 of writing. 

[Key WI뼈l)Kor않1 1m핑U월e 어ucation resean:h in the txri여 of Mx:km 

E띠ightem뼈lt， A leamed joumal in the 없때 of Mod엠1 

&뼈1뼈1Iænt， study 뼈ut teacher 뼈뼈ng， re였æh of re뼈ng 

때lcation， r용;erach of writing 어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