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대 야후 국어과 교재 개발에 대한 샤적 검토* 

김혜정** 

1. 머리말 

본 연구는 근대 계몽기 이후 혐대까지의 ‘국어파 교재 개발샤와 판련 

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각 시대별로 수집한 자료들에 대한 서 

지학적 고찰올 토대후 각 시기별 교재의 폭정과 성격을 개괄적으로 기술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률 위해 본 연구는 교재 개발 시기를 잠정 

적으로 4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은 갑오경장 이후 제1차 관제 공포 

로 인해 근대적 교육이 시작된 1細년 기점의 近代밟驚期， 1910년 정치적 

사건을 기점으로 교육 및 문화적 제도의 훌이 일시에 전도된 日帝觀퍼期， 

1945년 해방 이후의 미군정기 정부수립기 한국 전챙기 퉁 세 기간윷 아 

우르논 建國期， 그리고 1됐년 8월， 1차 교육과정 공포 이후의 現代로 구 

분한다. 

* 이 논문은 없@년도 한국학슐진흥재단의 지원애 의하여 연구되었옴{과채번호: KRF
:m2개73-AMlα~).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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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파교육이라고 

불리는 근대적 공교 

육은‘國語’라는교과 

의 성립을전제로，국 

가적 수준의 교육과 

정 이론의 수립과그 

실행 계획 아래 이루 

어진다. 따라서 본고 

가 주로 논의하려는 

국어 교재의 범위는 

위와갈이， 공교육하 

에 쓰였던 교과서에 

한정하되， 시대적 여 

건상 교과교육의 실현이 어려웠던 시기에 사용되었던 국어교육 관련 부 

교재틀도 함쩨 살펴봄으로써 당시 국어교육의 전체 모습을 재구하려 한다. 

근대적 교육제도의 최초의 성립 과정은 무에서부터 생성된 것이라 해 

도 과언。l 아니다. 전근대적인 유교적 학문 풍토에서 한문 교육이 주가 

되던 시기에서 서구적 교과 분화에 의해 경계지어진 신학문이 교육의 내 

용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西道西器식 교육의 주창으로 교과는 분 

화되었지만， 그러한 형식에 담을만한 근대적 내용을 합의해내는 데는 오 

랜 세월이 필요했다. 그러던 것이 일제에 의해 數育權이 넘어가면서 쿄육 

주권을 상실하게 이르렀고， 서서히 1앓년부터 교수용어를 일어로 쓰게 

함으로써， 또 1쨌년 조선어 교과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우리말과 우리글 

은 교육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억눌립은 해방을 맞아 가히 폭발적 

으로 분출된다. 각종 국어과 교재의 발간과 톡히 수많은 문법서의 편찬， 

그리고 우리 문학에 대한 반추와 정리 작업 둥은 개화기의 혼돈과 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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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봐 촉에셔도 우리 언어에 대한 각생파 끊암없는 연구가 훌멀으로 촉척 

되고 있었옴울 보여주는 단척인 얘이다. 재도권에서눈 미군정에 의해 ‘교 

수요뭘1946)’이 공포되었고 이흘 바탕으로、 미국의 진보주의 경험충심 교 

육과정이 도입되면서 1차 교육과정이 껄채되었다. 

이렇듯 근대 교육의 형성용 보면 비혹 외적 동인에 의혜 변화가 주도 

된 것 같지만， 그 형식파 내용울 구성하고 발천시키기 위한 주체적인 노 

력은 매 시기마다 국어교육의 륙정올 결정하며 구체척인 교채 개발의 모 

습으로 구혐되고 있옴을 갑지활 수 있다. 

본고는 국어교육사 기술을 위환 기초 연구로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자 

료 수집 작업울 총괄하였다)l 따라서 각 시기마다 교째 편찬 사정올 설명 

하는 데 주력하고 이의 이해률 돕기 위해 교재의 구성 및 성격이 당대 교 

육과정 및 어문교육 청책파 어떤 유기적 판련성을 지니는지 교쩨 편찬올 

중심으로 개팔쩍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II. 홈운 

1. 근다|체용기 

(1) 근대적 교육과정의 수립과 교과 분화 

근대계몽기는 교육과정 문서가 존재하지 않었기 때문에 이 시기률 ‘유 

1) 이채까지 수뺑된 연구 쩔파로셔 근대째몽기부터 미군쟁기짜지의 유"^t.교육과갱 형 
성 논의와 환련된 것(줄고 따JZ211-2싫 창쪼)， 근대계용기 교과서 내용 분척한 것 
(웠Xla:æ3-짧 창조)， 일채강첨기 조션어파 교육과 환련된 것(:!破;갱1-짧ì)， 해방 직 
후 국어 인식 빛 교파 행성 과쟁에 대한 것(3:않:1장lffl)， 최초의 근대객 핵스트의 
구조 및 사회문화척 합의 분석에 판한 것(3:뼈:때-짧) 풍율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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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類似) 교육과정기’라 한다먼 교육과정의 개념올 담고 있는 최초의 문 

헌척 근거로 고종의 ‘敎育立國음짐書(læ5，찌’률 들 수 있다. 이는 구교육에 

서 신교육으로의 교육 내용(αm뼈ts)의 변화 방향을 지적하교 교육의 최 

상위 목적으로 교육을 통한 救園운동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상 

현재 교육과정 ‘총론’에 해당하는 형태를 갖추었다고 펑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방향에 대한 천명으로 인해 그 세부 각론이 발전하기 시 

작하는데， 최초의 교육과정의 각론에 해당하는 문서로는 小學校敎則大網

(1쨌.7)2)을 들 수 있다. 전문 제3조가 ‘讀書， 作文’， 제4조가 ‘習字’로 규정 

하고 있는데， 학년 구분이나 학년별 내용 배당이 없고， 각 교과에 따른 교 

육 내용 및 방법을 간략히 소개동}는 정도로 기술되어 있다. 

이 문건을 통해 국어 교과에 대한 당시의 이해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첫째， ‘園語’가 아니라， 독립된 언어활용션따ts)이 교과명으로 설정되었고， 

제3조(‘讀書， 作文’)와 제4조(‘習字’)의 규정에서 외관상 교과 혹은 과목은 

있지만; 각 하위 교육 내용이 기술되지 않은， 그래서 교과에 따른 교재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근대계몽기에 출판된 국어 교재의 대부 

분이 ‘讀本’ 중심이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교과 중에서도 주로 ‘讀書’에 해 

당되는 내용만이 중시되고 수업되었다는 것을 빙중한다. 

2) 일제 강점기 이전의 학교령은 소학교령기(1없)-100))와 보통학교령기(1!nì-191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둘은 교과 편채나 교육 내용 기술애서 거의 차이가 없으나， 단 
외국어 중 하나로서 ‘-科 또는 數科를 加할 수’ 있는 정도였던 일어가 필수과목으 

로 지정되고 점차 시수가 늘어나면서 ‘국어’를 위협해간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 
다. 따라서 위에서는 소학교령 규칙만 인용한다. 천문 E조가 교육과정에 해당하며， 

이 중에 ‘재봉(제11죄수의과목)’이 독립 교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서양 복식에 

대한 교과적 이해가 요구되었옴율 알 수 있는 흥미로운 부본이다. 

또한 당시 소학교 학채는 5년제로， 심상파와 고둥과의 학년 구분이 모호하다. 뿐 
만 아니라， 박봉배(1없7)올 참고하면， 이 당시에는 정식 학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학력 수준에 따라 고둥과나 중학교로 바로 입혁이 가능하다. 즉 학제의 호환이 지유 
로웠다. 이는 교육체도가 그만큼 비체계적이었옴올 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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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렴애도 불구하고 다른 교과와 비li해 불 때， 상대적으로 그 교 

육 내용이 체계적이고 활동지향적이었으며， 시수변에셔도 비중있게 다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계적인 면올 보면 재3조에서 톱서와 작문의 

교수학습 원리(‘近으로 由허·여 遠에 就함1파 ‘間으로 由혀여 緊에 就힘') 

률 제시하고 각 언어 사용 영역별 목표로， 폭서에는 ‘일상적 수준의 언어 

단위(文字， 文句， 文法)를옳 읽는 방법(讀方)과 그 의미 혜석〈意義)’올， 그 

리고 작뺀l는 ‘단어와 문구롤 이용하여 정확한 표현력 배행適뽑혼 언어 

와 文句롤 用창야 正確히 思想을 表꿇항는 能)’올 정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언어 활동을 통해 상위의 ‘덕육(‘智德 뺨發’)’올 달성하도록 했다. 

또한 활동지향적인 부분은 독서나 작문의 설정 그 자체 외에도 습자에서 

문자 쓰기의 기능화에 주혁한 모습으로 알 수 있다. 여기서 ‘문자는 한글 

과 한자 쓰기롤 모두 포함하는데， 특히 한자의 서체， 태도 및 습자 기법 

(‘자행은 整正하며， 운필온 힘써 速 케함)에 대해 자셰히 언급하고 있다 

는 점은 기초적인 언어 능력으로서 읽기와 쓰기를 중시함율 뭇한다. 

셋째， ‘독서’ • ‘작문’ 규정에서 교과내용으로 다룰 만한 제재롤 ‘修身， 地

理， 歷史， 理科， 其他 日常生活에 必要한 것’툴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 

만， 당시 교재의 내용을 보면3)， 유교 경전올 일부 발혜 혹은 요약 제시한 

小學讀本(1æ:i.8)을 채외하고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두 가지 주제， 즉 ‘근 

대척 문물(서양의 과학파 사회) 소개와 자주 의식 함양으로 대별되는 제 

재를 싣고 있다. 당시 교파서가 교칙내용을 반영할 만큼 li과 의삭이 있 

었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근대성과 Z뮤성을 함양할 수 있도 

록 의도적으로 선정된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채강점기에 접 

3) 이에 대해서는 졸고(JXßa:Jß-.짧) 참조 단원 기술 방식은 대개 객관척인 설명푼으 
로 채시되어 있으나， 이면객인 주째는 외국 문물의 소개나 우리의 위인 전기(傳記) 

훌 소개함으로써 근대척 자주훔렵의 성취라논 교육의 상위척 의의애 도달하기 위한 
셜득적 성격의 셜명폼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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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면서 그나마 민족적 자팍심파 긍지로 가득쳤던 에피소드(얄화)들이 

모두 무의미한 일상올 셜명하고 묘사하는 정도의 그야말로 신변잡기적인 

글들로 대체된다는 것은 대조적이라 할만하다. 

그 와에도， 교과 내용에는 단순 기능의 숙달뿔만 아니라， 학습 방법의 

학습， 텍스트 유형에 따른 실제 연습， 교수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홍미 

와 동기 고려와 같은 근대적 교육학의 이론들이 반영되었다는 것과， 나름 

대로 심상파와 고동파로 나누어 2개 정도의 학력 수준올 설정하고 그 내 

용올 구분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조직 및 배열에 대한 체계화 노력이 보인 

다는점퉁을틀수있다. 

이후 공포된 中學校官制(l뻐.4)는 개략적으로 기술되어 있고1 普適學

敎令(1~.8)의 ‘普通學數令施行規則’(1없9)용 위의 소학교 규정과 내용 

및 체계에서 비슷한 수준이다4). 단지 다른 점은 ‘讀書 • 作文(3조)， 習字(4

조)’의 교과목명이 ‘國語’로 통합되고， ‘독서， 작문， 습자’의 활동 속에서 제 

재로만 다루어진 ‘漢文’이 하나의 단일 교과목으로 독립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과로서의 ‘국어’의 내용이 그 이전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럽， 전대의 국어 교과{독서 • 작문， 습자)는 기초적 문식생 획 

득이 목표였는데， ‘習字’의 교육 내용(‘양階行書’ 습자)에서 짐작할 수 있 

듯이， 문식성의 대상은 한글뽑만 아니라， 한자가 중요한 부분율 차지했다. 

즉 소학교령 당시， 국어에 대한 개념은 우리말의 표기 수단으로서 한글과 

한자 두 가지률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다가 보통학교령의 시행 

규칙에서는 ‘국어’ 교과의 내용에서 ‘한자가 분리된다 이는 한글을 중심 

으로 한 ‘국어’ 개념이 .Jì.과 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 

제로 이 시기에 발간된 국어 교재의 내용에서는 한자가 더 많은 비중으로 

둥장한다. 

4) 이때후터 일제의 정치척 • 외교적 압봐이 본격화된다. 일채와 같은 보홍학교채로 바 
꾸면셔 4년제로 축소한 것 동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있옴율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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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홍학교령기의 數科課程에서， 언어활동(혜컨대， ‘홉홉， 作文， 習字’)이 

아닌 언어명(얘컨대， ‘圍語’)올 외국어 펴묵과 동둥하게 교과명으로 설정 

하고 ‘독서， 작문， 습자’와 같은 언어활동들올 교과의 내용으로 하위애 포 

괄한 것은 소학교령기의 교칙대강에 비해 다소 발전된 양성L이나， 교육과 

쟁의 구성이나 교재 개발변에서는 대동소이하며， 교육 내용의 상채화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했다고 할 수 있다. 

(2) 보편적 문식성(literay) 획득옳 뀌한 근대적 교재의 동장 

1쨌년올 기점으로 한 근대계몽기 교과서 개발에 대한 요구는 신교육 

체채롤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우선적인 과제였다. 당시 개화 사업의 

중추 기관이었던 군국기무처가 학특R學部/學務衝門)로 허여금 소학교 교 

과서를 개발토록 지시하였던 것(1뺑)5)은 교파서 개발의 시급성올 인지한 

중거이다. 그러나 신학문에 대한 개념과 기초가 정립되지 않은 당시에 교 

과서， 그것도 교과 파정 개념을 상정한 교파서를 개발한다는 것은 당황스 

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학부가 교파서 개발의 책임을 맡고 최초로 착 

수한 일은 외국 교과서의 수집이다. 군국기무처에서 교과서 개발 결정이 

이뤄진 다옴해인 1觀년 外部에서는 훌日 공사판fl 각종 일본 교과서를 

구입하도록 훈령한다:6) 이는 교과서 개발에 참고하기 위해 학뷔학부아 

문)가 외부에 외국 교과서의 구입을 요청한 예이다. 이로써 같은 해인 

1細년 최초의 근대적 교파서 ‘國民小學讀本’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때는 

전반적인 교육행갱융 관장하기 위해 학부 관제가 공포(1잃 .. 3)된 지 약 5 

5) 구한국판보{의안 제찌호 ... 7월 28'일) : 草記 71국오백삼년 청월 이십팔일 

一. IJ훌홉 훌k科흉 홉令 學務衝門 先行編훌훌 
6) 구한국 외교문서(嚴 앓年 5月 1 日 西紀 18B年 5月 :?A日) : 일사범학교풍의 교과 
서 및 교사창고서의 구송훈령( 日 l뼈廳짧校等의 훌k科홈 및 훌k師훌考홈의 명*꿇젊11令) 

(뽑'34冊)， (發) 外部大톰 金允植， (受) 훌 日公便館훌務代辦 韓永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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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후이고， 이 책이 교파서로서 처음 사용될 소학교에 관한 설치령 

(1細.7)이 공포된 지 약 l개월 후라는 점에서 급조된 교과서임올 쉽게 짐 

작할수있다. 

이후 학부 편집국에서는 1910년 국권침탈 이전까지 국정 개념의 국어 

과 교과서 총 5종을 발간하는데7)， 園民小學讀本(1細.7，)， 小學讀本

(1쨌.8，)， 국國문文정正리理(1없7. 1.)， 新訂尋常小學(1æ7.2') ， 普通學敎學

徒用國語讀本Wm.2.-3')이다. 그 외 개화기 당시， ‘국어과’ 교재 중， 그 존 

재를 피악할 수 있는 것은 불과 28종 남짓하다{표1 참조).8) 

7) 이 중에서 ‘국훈청리o잃7)’는 문법교과서로서 현저자가 학부면집국인 디론 책둘과 

달리 ‘리봉훈’ 단독 저자이면서 학부가 발행권올 가진 책이다. 

8) 신간 광고를 통해 알 수 있는 국어과 판련 교재에 대해서는 강윤호0975: 124)률 참조 

할 수 있다. 약 16권 정도의 이 책둘용 혐존하지 않고 다만 발행 여부만올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옴 표의 자료들은 현존하거나 내용까지도 확언된 자료들이다. 

이외에 강윤호는 ‘신찬국문 가명간독{연대미상)’ ‘國文句解 新훌R빼(연대미상)’ 등 
을 소개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또 漢字 f뽕書는 무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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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 근대계용기 교재 편찬〉 
서명 편저자 발행권자 권책수 사용푼자 학교굽 벌행연월일 판형 

l 國民d、쩡讀本 별部면집국 쩔ffll 단권 國漢古짚文 조둥 l앉fi7. 
한지/ 
국판 

2 4、웰讀4;: 켈l염E 편집국 정3部 단권 關漢허’套文 초풍 læ:i.8. 국판 

3 
국國문x경正 

리용운 옐!部 단권 國x 초·중동 1æ7.1. 
한지/ 

리理 국판 

4 新D 尋챔’IJ、쩔 젠~iIIl 편집국 캉3없i 3권 3책 국한문 초풍 1æ7.2.‘ 국판 
5 국문톡본 조원시 마이미교회 단권 마상 um. 
6 μl양小J}l9l 

대한국민교육 김뺑싹유생 
8권 4책 국한문 초둥 1!rn.l2.æ. 국판 회 주한영 

7 VJ等IH￥ 미상 옥호서립 미상 마상 초둥 lOOl. 
8 初等小젤 보성관 옥호셔립 미상 미상 초둥 미상 
9 初等小양l 홉成館 양成館 미상 국문 조풍 미상 국판 

10 fJJ住必a없 玄:~ 玄:~10l 4권 1책 국한문 초동 1007.5.5. 국판 
11 初等女갱JJW本 추iJl(~ i훌續中 1권 국한문 초동 100l.3.10. 국판 
12 웅장E몇必해훌 최재학 미상 국문 초둥 국판 

13 勞動夜원4趙本 유길준 유길준 미상 국한운 닝효둥/초보 100l.7.l3. 국판 
14 縣救必:'Æn 정판수 안태영 2권 1책 국문 랴보/초동 1쨌~6.때. 국환 

15 t않썼必知 
정곤수κf궁 

광덕서관 미상 국문+한문 댁빌초동 1잊x3. 
억 교열 

16 훌훌新 1m흥小學 鄭jíilìt 정인호 4권 2책 국한문 초둥 1뻐00l.7.æ. 국판 

18 新IHJJ等小學 현채 혐채 6권 6책 국한문 초둥 l앉B.9.-1O. 국판 

19 
ggi없영i敎떻徒 

f캄iIIl 캠部 8권 8책 국한문 초둥 1007.2. -3. 국판 
쩌 國語a't4>:

æ 녀주독본 장지연 김상만 2권 2책 국문 lOOl.4.5. 국판 
21 %홉k'Jðl해썩 강화석 이준구 2권 1책 국문 l앉'i3.7. 국판 

z 국문초학 주시갱 박문서관 단권 국문 초퉁 100l.2.15. 국판 

g 國8암*용‘r æ훨jl4{ 한승곤 
평양 

단권 국문 l앉'i3.12. 국판 
광명서관 

24 人韓文典(全) 최광옥 ’'ié ffi엉덩1짧 단권 국한문 초·중둥 100l.1. 국판 

25 돼等 小[~\JR* 微文義짧 嚴文i흉홉흙 2권 2책 국한문 중풍 
l뻐앉:6.11.3J. 

국판 
1007.1.æ. 

æ fJJ강F必히홉 ￥￥養 현채 혐채 2권 2책 국한문 교사용 1007.6.-7. 국판 
27 初等fF 文法 원영의 이종정암원싱 국한문 l00l.10. 국판 
g AJ앓Jtl빼 유길준 유길중 단권 국한문 초·중둥 1fm.3‘ 국판 
g 初等 &혜응암語典 김희상 김희상 3권 국한문 초뭉 1앉B.3 국판 
3J !!f4:î딘文lt }혀時經 박문서관 단권 국문 초·중둥 1910.4.15. 국판 

31 ~-f"x ì1ll錫永
광학고포 

단권 국문 (문법) 1007. 
(廣쩡告;ffl) 

32 i뼈짧文典tT앵3 펴時*찜→ 
박문서관 

단권 국문 (문법) I앉'i3. 
(博X홉館) 

33 우순소리 }t致풍 올치호 단권 미상 1~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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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급조된 교과서는 첫 발간 이후 10년이 경과한 1005년경에 이르 

러，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도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기 

에 이른다)0 그것은 개화기의 신교육 이념이 실용적인 기술의 연마에 있 

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과정 내용이나 교과서의 내용이 일상생활 

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렇게 학부에 의해 발간된 초기의 여러 교과 

9) 근대초기 국어과 독본류 이름 중에 지주 동장하는 제목이 ‘初等小學’인데， 이는 아세 
이출판사 영인본 외에도、 대한국민교육회本(Hlli)과 옥호서림 발행本(1뼈 지은이 

미상)과 보성관 저작本(연대， 지은이 미상)동 2권이 더 존재했옴올 알 수 있다 이외 

‘最新’이 덧붙은 ‘최신초둥소학은 정인호 본(1앵)과 현채 본(1때)과 신찬초퉁소학 

(현채， 1!m)본이 더 있다. 
10) 교과서 제작자 중에 특기할 만한 이름은 玄똥(1쨌-lgzj)이다. 그는 국어교과 교재 

3권， 유년필독(l!m)， 유년필독석의(l!m)， 신찬초둥소학(l!m)， 최신초동소학ü!m) 둥 

4권 외에도1 역사과 교재 2권， 보통교과동국역새1쨌l， 중둥교과동국사혜1%) 둥을 
더 지었다. 즉 그는 1뻐년부터 1와0년에 국어와 역사 교재 편찬에 있어 활발한 활 

동올 한 국문학Z에자 역A까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중에 특히 유년필독(l!m)은 
국어 교재로 분류되었지만， 그 내용은 역사적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역사와 국문 독 

본의 중간 형태를 취한다. 유년필독석의(1!m)도 내용상 마찬가지 현채의 집필 성 

홍t올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은 ‘관보판매규정’ - 인쇄국 1!m년 12월 내각고시 2il 
%조에 따른 규정， ‘울릉도 조사 보고’ 관보 제 4겸3호 1910.7.18.의 기록에 1!m년 
학부에서 압수한 서적명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현채의 월남망국사， 뼈年必홉 

(권일， 권이)， 助年必讀釋議 (上下)， 中等數科 東國史略 둥 그가 집필한 책 전부가 

1!m년 5월 7일자로 발매반포금지 당한다. 역사 교재 외에도 그가 집필한 국어교재 

가 금서가 되었디논 것은 그의 책이 얼마나 민족적 역사적 내용을 집중적으로 싣 

고 있는지롤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뿔만 아니라， 鄭寅뾰(?-?)， 1!m년 당시 교과용도 
서 발매장소 중 하나였던， ‘욱호서림’의 발행자)도 국어교채인 최신초둥소햄1쨌)과 

역사교재인 初等大韓歷史(1뼈)를 같이 펴냈다. 崔在學의 훌學必讀(미상)도 이와 

같은 계열인데， 교재 내용 변에서 수신올 중심으로 한 아동교육 전반올 논의하고 

있어， 특별히 ‘국어적’이라 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옷하다. 

이렇듯 내용면에서 ‘국어적’인 것보디는 역샤 수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은， 근대계몽기 당시 국어교재의 내용면애서 아직까지 교파전문적인 성격을 

설정하지 못했옴을 뱅증하는 것이다. 
11) 大韓每 日 申報， 자료집 제2권， 서울:한국신문연구소 1976:1때 , 新韓民報(1916. 9.21) 



근대 이후 국어과 교재 개발혜 대한 사척 검토 413 

서 가운데 국어 독본류 교파서논 여타 교과의 기본이 되었다는 점에셔 그 

의의가 있다. 재화기에 이휘진 교파교육에서 ‘교과서’는 훨요충분조건이 

아니었다. 즉 다른 교과교육에서는 교과서가 없어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여 가르치는， 이른바 구수{口授)와 필기로 수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었기 때문이다. 학부에서 만률어진 교과서 채작은 단 

연 국어 교과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외에 몇 가지 지적활 만한 것은， 소학교용 발깐올 중심으로 했기 때 

문에， 중둥학교굽 교파서가 후속적으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설사 비슷한 

이롬으로 발간된 교과서12)라 할지라도 내적 형식면에서 연계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하나의 질(軟)로 보기는 어렵다-13)는 것과， 중둥학교 이 

상의 교파서들은 주로 몇몇 사럽의숙과 기독교계 학교 민간 교육단체에 

속환 개인들의 저술에 의존했으며， 교채 표기면애서도 국자 • 국문 전용 

올 지향하다가 말기에 와서 반개혁적인 성향으로 롤아서게 왼다는 점 둥 

이 그것이다. 

2. 잃혜강점기 

(1) 조선어 교과의 성격 

일제의 公數育은 지배 초기에는 표면상 일본어 교육과 함께 조선어 교 

12) 국민소확톡훤않15)이 소학교용이라연， 고풍소학톡본mrn-l007)이 중둥학교용 정도 

라할수었다. 
13) 구한말 교과셔의 사갱용 국가가 채작 공급하기얘 앞서 민간에서 계인 또는 사학기 
관이 자체로 생산해서 사용환 일이 허다하며， 갑오개혁 이후 학부얘서 거핵의 치관 
올 들여와 상당량의 교채률 공급했으나 천체훌 충당하지 못하고 거의가 개인 저술 

의 공인채 또는 검인정식 교과셔로 연찬되기에 이르른다. 이보다는 민간 단혜나 각 

급 학교 자체가 면찬 발뺑하는 준공인재 방식의 출판 공급상율 보여주고 있다{박붕 

배， 1~: a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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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올 실시할 것을 ‘朝蘇敎育令(1911년-)’에 成文化하고 있지만， 결국 ‘閒

課14)’로 이어지는， 조선어에 대한 일본어의 ‘훌食’ 파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007년 학부에서 ‘普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을 펀찬할 때 일본인 

三土忠造가 參與官으로 참가했고〉15) 교과서의 인쇄도 ‘大 日本圖書珠式

會社’에서 하였으며， 1쨌년부터 ‘교과용 도서 검정 규정(1월)’ 및 ‘학부 편 

찬 교과용 도서 발매 규정(9월)’ 둥을 공포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검열하 

고16)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개화기의 국어 교파서로 쓰이고 

있었던， 1쨌년 鄭寅現가 편찬 • 발행한 『最新初等小學』과 微文義聲 編

輯部에서 편찬한 『初等小學讀本.Jl，l7) Ii'女子國文讀本』은 민족주의 성향 

을 지닌 제재라는 이유로 1910년 한일합방파 동시에 총독부에 전권 압수 

당하고 소각된다)8) 

일제에 의해 공립학교에서 실시된 ‘조선어 교육’은 종국에는 조선어 폐 

지로 이어지는 중간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독립된 교과적 가치를 지니 

지 못했다. 그 중거로， 첫째， 二元制에 기반한 언어 교육 목표 기술을 보 

면， 日 語에 대해 總對的인 價植를 부여함을 알 수 있다. 식민지배의 언어 

관에 따라 ‘언어 移植’은 식민 통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 인식되 

14) 1쨌년 3월 3일자 勳令 第1ffi號로 第三次 朝$￥敎育令이 공포되교 중둥학교에서 
‘朝蘇語’ 파목은 폐지되었고 초동학교에서는 隨意科目이 되었다. 

15) 정명규(1쨌 : 13) 참조 
16) 1뼈년 9월 1일， 일제는 勳令 第없號로 私立學홉令， 公私立學校 짧定規程 및 敢科
用 圖書 檢定規程과 學校令을 발표했으며 재1차 조선교육령(1910 이후에는 普通

學校規程 第61條에 ‘보통학교의 교과서는 조선총독부에서 훤찬한 것올 사용해야 

하고 또는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피상 일어 원푼 : 박붕배 
(1937:쨌) 번역 재인용〕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파 함째 『普通學校學徒用

國語홈本」과 같이 기존에 이미 나온 학부의 교과서는 1007년부터 1910년까지 내용 

을 매년 수정하여 재언쇄함으로써 일본의 구미에 맞는 쪽으로 수정되었다. 
17) 개화기에 편찬된 교재 중 중둥까지 사용된 교재는 『고둥소학독본』외에국國문文 
챙正리理~，大韓文典~，大韓文典J，國語文法』 둥의 국문법서툴이다. 

18) 압수 서적에 대해서는 김만곤W172: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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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당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서플올 보면 ‘園語(日語)’의 보 

급은 단순히 ‘團語科’라는 하위 ‘교과 목표’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다" 1차 

朝蘇數育令혜써는 ‘網領” 부환어} 기술된 것으로 보아 교육의 최상위 목 

표였으며， 4차 조션교육령에서는 普通學校 교육의 최상위 목표로 기술된 

다. ‘國語(日語) 습득’이라는 목표는 매 차시 교육령에서 항상 ‘普通學校

規程’에 나타나며， 중동학교 및 기타 상굽화교 규정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제1차 조선교육령 이후 ‘朝蘇語及漢文’ 교과서를 제외하고 모든 

교파서는 日語로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보통학교 즉 초둥교육 

의 최상위 목표가 일어롤 상용화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 교과 목표 

가 아니었다는 것올 상정한다. 즉 중풍교육 이상의 단계에서 ‘日語 熟達’

은 이미 초퉁교육 수준에서 완성되어야 할 기능이며， 상급학교 진학을 가 

능하게 하는 필수 요건임을 짐작할 수 었다. 이로써 이미 學校社會에서 

‘公式語’로서의 주도권을 일어에게 념겨준 ‘朝解語’에 대한 교육은 名 텀 

뿔이며， 교육상 고려될 만한 의미 있는 敎科가 아니었음어 드러난다. 

둘째， 조선어 교육의 목표 기술에서 드러난다. 조선어 교육은 일어 교 

육파 동퉁한 지위가 아니라 오하려 국어의 권위률 차지한 일어의 ‘下位

目標’로서 가치 절하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선어롤 교육하는 데 있어 항 

상 일본어와 聯絡을 갖도록 한다는 표현은 재1차와 2차 조선교육령에서 

‘科텀及校則’에 항상 둥장하는 부분이다. 제1차교육령의 11조와 2차교육 

령의 11조에서 동일하게， ‘聯絡올 保한다는 표현이 퉁징녕}는데， 이는 조 

선어 교육어 일본어 교육의 영향빼 놓여 있옴올 시사한다. 또한 11조에 

서 독서하는 방법， 철자법， 글쓰기 방법 둥은 關語( 日 本語)에 준히여 가 

르치며 朝蘇語는 外國語 쓰는 방법에 병행하여 쓰기를 시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조션어롤 단지 하나의 外關語로 취급하고 있음올 보여준 

다. 일제 사회에서 제도적 교육을 원하는 학습자에게 필수로 요구되는 것 

은 日語이고， 이러한 日語를 잘하기 위해서 ‘方便’으로 펼요한 것이 外國



416 국어교육연구 제13집 

語인 朝蘇語라는 논리다. 

朝蘇總‘督府의 철저한 통제하에 실시된 학교 제도 교웹以下 ‘公敎育’)

은 단지 조선인울 일본인의 하수인으로서의 일본인화(皇園庫民化)하기 

위한 공적 수단이었으며 그 선두에 언어교육이 위치해 있었다. 

결론적으로， ‘조선어 교육’은 近代的 知識總에 찬 학습지에거l 日 本語

로 된 근대적 지식 문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中間 地帶라 

고할수있다. 

公數育에서 조선어 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數授-學習의 媒介語

로서 그 중요성을 역설하는 신문 사설19)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일본어가 

전체 敎育用語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일 뽕이었다. 이 

후{l91l)， ‘朝蘇語及漢文’ 과목만을 제외하고 모든 교파서는 日語로 편찬 

되었고， 곧 敎授用語도 일어만을 사용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朝蘇語’는 그 교과의 명칭과 교과 내용에서만 보더라도 

‘외국어’ 교과목의 하나로 그 지위가 격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교육 

령 1차에서， 조선어는 ‘國語에 準하여 敎授하며， 外國語로서 쓰는 방법을 

站行히·여’ 가르친다고 하여， 자국어로서의 위상을 넘겨준， 제2언어secor떠 

lan맹age， 外國語로서 취굽된다~O). 또한 2차 교육령기에는 일어가 거의 4 

19) 대표적으로 1때년 4월 11일 연 3일에 걸쳐 상 · 중 · 하로 〈동아일보〉에 ‘朝蘇人의 
敎育用語롤 日本語로 彈制함올 廢止하라’， 1gJJ년 8훨 11일자 〈동아일보〉에 ‘數育

에 대하여 七’이라는 論짧이 발표됐다'.lffi1년 3월 æ일자 〈동아일보〉 사설， 신경재 

의 ‘敎科書問題의 核心’ 퉁이 그것이다. 

20) 조션어를 가르철 때는 ‘항시 국어와 연락올 취하도록 히논’ 것을 명시한다. ‘聯絡’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훌授 用語上 또는 數育의 方法과 內容上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準據로서 ‘國語(일어) 敎育’을 참고하거나 또는 이를 

통해 조선어 교육올 감시하기 위험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근대 계몽 

기에 數科目으로 독자적으로 존채했던 ‘國史(韓國史)’와 ‘地理(韓園地理)’가 l~t 조 

선교육령(1911) 이후 갑자기 敎科目에서 사라지고 ‘朝鷹語讀本’의 數材 內容에서 
도 완전히 사라졌는데， 근대 의식 형성에 중요하게 간주되어 온 ‘修身科’ 및 ‘歷史，

地理， 世界史’와 같은 과목의 내용틀이 학교 교육， 특히 ‘朝蘇語 授業’에서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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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에 이르는 조선어의 授業 時數의 축소도 마찬가지 혐성이다. 

(2) ‘조선어똑본’ 교과서의 교육 내용 

교재 內容 변에서 가장 큰 특정운 단훨 題材풀이 거의 ‘日常生活’의 談

話로 선택되었다는 점이다. 근대 계용기 국어 교과서의 내용률올 근대적 

園民惠識이나 民族훌훌홉의 형성에 기여할 홈在的 意圖로 편성되었기 때 

문에 ‘園家’ 構念을 나따내는 素材률올 많이 싣고 있었지딴， 이는 개편시 

모두 삭제된다'，21) 

동시에 교과서 단원 題材는 日色化되었는데 문회률 소개하눈 단원은 

대부분 ‘日本的인 것’으로 代替되었다. 이후11'普通學校學徒用 朝解語짧 

本』에 새롭게 추가된 단훤 제재는 일본적인 것들이며， 이로써 우리 민족 

에게 일본 문화의 優越性을 학습하고 잠재적으로 일본에 同化될 수 있도 

록 계획되었다. 또한 교육 내용 水準의 低下도 확연하게 드러나느데， ‘朝

蘇語科’ 교육에서 이미 ‘園豪’와 ‘民族’， ‘歷史’， ‘文化’적인 것이 排除되었 

고， 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常識 수준의 파학 이야기거나 이송 우화를 

변역한 萬話와 笑話 위주로만 구성된 점이 그것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朝蘇語’가 외국어 교파로 轉짧함에 따라 교과서도 그야말로 말하고 

지는 것올 藍視할 수 있는 名目이 필요했울 것이기 때문이다. 

21) 얘훌 들어 r園語휩本J(l없7)에서 ‘우리나라 흩雄는(1)， 園文擬字(1)， 英組大王t德
(3), 竹홈生長(3)， 짧뼈話(3)， 關園紀元節(3)， 韓團地理(4)， 韓뭘홈뿜(4)， 文德大職(4)，

漢陽(4)， 金빼命의 1흉흉~(4)， 古代朝훌(5)， 三韓(5)， 政治의 뺏훌빼(히， 프團의 始起(히， 

支那의 뼈係(5)， 明君의 英斷(6)， 三園과 日本(6)， 篇數와 佛數(6)， 隨庸의 來優(이， 

雨흩(6)， 百濟홈句뭘의 훌L:(6)， 美術工훌의 發連(8)， 學術의 盛훌(에， 高훌가亡홈 

(8)(以上 괄호 변호는 단원 所在 卷號)’과 같은 단원률은， 이 책과 거의 똑같이 만툴 

었다는 『普通學校學徒用 朝4￥語及漢文홈本~(19l1)에서는 위 단원률이 전부 빼지 

거나 대폭 수정되었다. 위의 단원들이 國家爛民 意識율 고취하는 내용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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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읽고 쓰는 機能的 눔력 그 중에서도 얽고 쓰기 위주의 文講性올 획 

득하는 정도의 목표만 달성하도록 내용이 平易하게 구성되었다. 텍스트 

內容의 水準뿐만 아니라 텍스트 表現 方式에 있어서도 돼스트 구조적으 

로 복합적인 것은 가급적 배제하고 單純 構造를 띤 說明文 樣式 위주로 

설려 있다는 점도 이를 佛證한다. 따라서 조선어 교육에셔 펑가나 교수 

방법의 開發은 전연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나 기록이 보 

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선어 교육은 명목상 교과로 존재할 뿔 

이지 연구와 개발이 뒤따르지 않는 無實한 교파이자 타 교파{일어)의 학 

습을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道具 敎科였던 것이다. 

교재의 형식면에서는 일본어 교과서의 영향을 받아 발전적인 면을 보 

여주나， 그 내용은 일본적인 것， 황국선민의식을 고행}는 것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시기 교재들을 개팔하면 다옵과 같대표2 참조)， 

〈표2: 일제강접기 교재〉 

시기 서명 편찬자 발행자 사용문자 학교굽 발행년도 

普i힘學敎l해解語及漢文讀，.t 朝蘇總협!H 朝勳總샘!H k혀漢混배文 조둥 1915-1918 

I펴等朝J解댐及漢文遭本 朝財總햄ifJ 휩~!\￥總협ifJ 國漢混用文 중고둥 1913 

普通學敎朝薦E염p寶本 합j勳總햄에→ 朝蘇總督府 國漢混m 文; 초둥 192:1-1없4 

열 
빼編高等朝鷹語及漢文홉本 횡9蘇總혐씨 朝蘇總협府 순한뭔近) 중고둥 IgùH않}j 

제 女 frf~뽕朝@￥，;염a홉本 朝뺑1 總‘샘ifJ 때뺑V總협}께 國}횟混IIJ Î( 걷 ~Jl-õ 19aì-19'Æ 

강 rfl等힘]勳"판i'r-x. 朝漢X敎tl曾 이광종(강우) l빼漢混I/J文 -그eζ~J1.% 19'Æ 
점 中等敎科朝蘇옮文典 뼈蘇읍암꿈{究會 이원응 國漢뾰사J x. 중고둥 19Æ 
기 

朝j뺑;흠닮영本 朝蘇總‘督IfJ 朝훌￥總督ffj 國j윷i싫사J$( 3ó.깅rr l뼈 H않 

냐i等散育朝빽語&漢文讀本; 홈8解總督ff1 朝훌￥*뽕督ff{ 순한문(近) 중고등 I!ßH없I 

中等學校朝解語文典 섭의련 朝훌￥i흠lV!究會 뼈漢混f텀$( 중고둥 1!lli 

flJ等朝蘇語讀本; 朝解總督IH 朝蘇總‘督ff.j τ한글 초동 19:경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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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국기 

(1) 교수요목과 효띨전용의 상짐적 의미 

해방 직후， 교육 훈야를 보면 취학 인구의 급증파 교육열의 고조에 비 

하여， 교육 시설 및 교원이 태부족(박봉배， lffi7:512-513)하고 미군정에 의 

해 주도된 교육 정책은 일제식 교육을 그대로 계숭한 상태로2'2) 민족 교 

육의 정통성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처럽 보였다. 그나마 정 

부 수립 이후 추진된 교육 정책도 곧 이은 한국전쟁으로 체계적이고 계속 

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기운데서도 새로훈 교육 움 

직임이 계획되고 추진되었는데 민간이 먼저 이를 주도하다가 정부가 수 

립되던 해(1948.8.15)를 기점으로 점차 정부 주도로 바뀌었다. 당시， 미군정 

은 교육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23)， 다만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연구 결과물틀을 교재로 홉수.24)했으며， 초기 국어교육의 연 

구와 실천은 주로 각종 학술단체(조선어학회， 신홍국어연구회， 朝解兒童

文普及學會) 둥의 주도하에 이뤄지게 되었다. 

22) 일제시 부일 또는 친일했먼 교육관료돌。l 미군정파 일치된 입장융 취함으호써， 교 
육계를 주도쨌고(한성진， 1931). 이률온 외국 유학올 바탕으로 미군정올 지원했고 

더욱이 친일했댄 교육판계 인사들{兪憶暴， 金性洙， 玄相允， 白樂뼈)이 재퉁장 하여 

교육채쩨 형성애 참여함으로서 결국 이 시기 식민지 잔재의 권위주의척 판료적 생 
척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중적 성격이 그대로 남게 된대박혜인，19.껴:00). 

23) 최초로 미군정청 학무국은 1짧，.9.22.에， ‘국민학교 개교 수업 시수， 6개 학과목 규 
정’ 둥의 내용융 담온 ‘敎育方針’올 결정 발표한다. 

24) 예률 들연， ‘한글 첫걸옴(19<fill)， 초둥 국어교훤1땅5-100)， 중퉁 국어교흰100-
1947), 한글교수지침 1집(1짧12)， 2집(1946)’은 모두 ‘조선어학회’에서 편찬된 것으로， 
발간과 거의 동시에 미군정청 학문국이 발행권올 이양하여，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에서 인쇄하고 보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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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근대계몽기-미군정기 학저|표〉 

교육과정 
입학기준 관련법령 

초등교육 중동교육 여자교웹중동) 

(교육령)\학제 교영 연한 교명 연한 교병 연한 

성(3상-4파) 중학교(-령/ 6-5 

소학교령기 
누구나 

소학교령 
소학교 

본과 
없음 없음 

Uæï.7) 교칙대강 고둥(2)파 한성사범학교 속 ((26생년월괴 ( 규칙11æï.4) 

4 
고동학교 

4-5 고둥여학교(고 
보통학교령기 보통학교령 ( 령11roì.8) 3 

(l!lli8) 
누구나 

시행규칙 
보통학교 

사범학교 
등4겨학교령/시 

3 
4 

( 령11roì.8) 
3•,pl l 행규칙1!m4)25J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학교 4 중학교 4 고둥여학교 3 

l차교육령(구교 고둥보통학교 4 여^t.:ï뚱보통학교 3 
육령11911.8.23) 조션인 조선교육령 보통학교 4 관럽고둥보홍 판럽여자고퉁보 

학교사범과:nl 통학교사범과 

국어(엘어) 
조선교육령 소학교 6 중학교 5 고등여학교 a 

2차교육령(신교 상용자 

육령/l않깅 2.4) 국어 
조선교육령 보통학교 6-(4) 고둥보통학교 5 여^l코동보통획쿄 5-4 

비상용자 

3차교육령(개정 
통합 조션교육령 행常小j형~ 6(4) 중학교 5 고둥여학교 5(4) 

교육령11afl.3.3) 

개정교육령 
통합 교육령개정 국민학교 θ2) 중학교 고둥여학교 

(1941.2.28) 

닝r~;교통육합령교(육194령33) 통합 교육령개정 국민학교 4 륨파댐둥]학)교(중학파쇠， 고둥여학파21. 실엽혁 

전시교육령(1945 
전시 교육령 (학교 교육， 군복무로 대체) 

5.21) 

미군정기-현대 

1945- 1앉ïX6-6제) 
중둥학교j중학교 

초라.3] 고콰3]) 
교수요뭔1뼈) 홍합 교수요목 국민학교 6 

중퉁학파31. 
1!l없l-l!ffi(6--3-3제) 

고동학파헤 

1차교육과정 
국민학교 6 상동 

(1955-) 

교육과정(1955-) 
2차교육과정 

국민학교 6 
앉%년 : 인문계(문교부령1견호)， 설엽계(운 

(1웠→) 교부령 175호) 고둥학교 환리 규정 

6차교육과정 
초둥학교 6 상동 

(1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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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져， 이 당시률 륙정짓는 사건으로써， 현대적 국어교육의 지표가 된 

‘교수요목(數授要目， l뼈\9)’의 공포는 교과 의식의 맹。k蘭흉)롤 보여주 

는 중요한 문건이다. 이 시기를 일러 교육의 정뽕성이 단절된 시기라는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국어파는 다른 교파 생성과는 다른， 주체적인 자 

각파 요구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일상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국어’ 

회복어 다른 학문 본야의 교과햄數科化)보다 훨씬 절실했올 것이기 때 

문이다잃). 정치적 해방괴는 별개로， 35년간 사고와 의식의 표현 도구를 억 

압랩k던 언어생활의 해방이라는 촉변에서 ‘차국어’에 대한 남다른 애정 

파 인식이 배태된 것이다. 요컨대， 교수요목의 공포는 민간이 중심이 된 

국어 운동이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판의 영향을 받아 형식적으로 체계화 

되는 과정올 보여준다. 교수요목과 함께 눈길을 끄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 

은 한글전용법 꽁포 및 시행(1뼈， 미군정 명령6호， -1뼈)이다. 이는 아래 

로부터의 국어에 대한 자각파 열망이 실제로 위에서의 구체적인 정책 결 

정을 유도한 철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이 현대척 관점으로 채계화된 점이 

다. 여기서 현대적이라 함은 일제 강점기의 ‘조선교육령’과 비교할 때， 미 

국식을 의미한다. 당시 미국이 자유 진영의 중심예 있었던 점을 떠율리먼 

25) 입학시험에서 남자 고둥학교와는 달리， 국어와 산술만 치연됨， 경우에 따라서는 ‘국 
어’만 쳐도 무방t학부령， 짜뼈호/1!D3.4. 7) 

26) ‘사범학교령(l쨌없 칙령 41호)’에 본과3년 훌科， 속성과， 강습과률 각 1년으로 개 
정. 칙령 갱호로 ‘고둥학교령’에 본과4년 예과 및 補習科는 1년으로 정함. 

'[7) 관렵고둥보통학교에는 사범과 혹온 교원속성파를 두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 

(고동보뽕학교 졸업생)훌 1년 더 공뿌하여 교원 자격을 주도룩 했다. 
28) 허재영(뼈)에 의하면， t떼년대 ‘새교육’ 잡지에는 ‘웅3-3째로의 학채 개편에 판한 

논의’가 나타나지만， 박용배(1앓8)에 의하면， ‘I잃년 10월 2}일 “1웠학년도n 초중 
고퉁학교 국정 교과셔훌 꽁포환다’고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l짧년올 기점으 

로함. 
29) 1%년 9월， 미군갱 ‘교육방첩’온 園民뺑校활 개교하고 그 학과목을 ‘園語， 公民， 地

理， 흉術， 理科， 홉樂’의 6개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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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는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파정론의 도입파 둥식이 된다.뻐) 특히 미 

국과 일본의 유학파들에 의해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에 유행 

하고 있던， 듀이식 생활 중심 교육이론이 적용되어 교육의 형식적 틀이 

마련되었으며， 여기에 한국적인 내용이 주체적으로 가미되었다. 예를 들 

어， ‘교수 사항’은 오늘날의 교육내용의 영역 구분에 해당하는데， ‘말하 

기 • 듣기 • 읽71. 쓰기’와 같은 오늘날 사혐}는 용어가 처음으로 동장하 

며， 언어활동 중심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아동， 즉 학습자 중심의 교육 

용어를 사용하여， ‘소학교령 교칙대강’에서 ‘독서 작문， 습자가 현대적 변 

용을 통해 상세화되고1 또 목적 중심적으로 기술되며， ‘읽기， 말하기， 듣기， 

짓기， 쓰기’가 아동중심 교육과 경험으로서의 학습 내용 설정이라는 진보 

주의 교육의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다. 중둥학교의 경우도 읽기， 말하기， 

짓기， 쓰기， 문법， 국문학사의 여섯 영역이 기능 영역과 지식 영역으로 나 

뒤어 있다. 문자 그대로 ‘要目’에 불과하지만 국어교과에 언어수행을 중 

시하고， 언어 수행에 기반이 되는 지식 내용틀을 따로 설정하고 있는 점 

동은 차기 교육과정에 강한 영향올 미치는 요소가 된다. 특히 ‘문법’과 ‘국 

문학사 영역 구분의 툴은 5차 교육과정까지의 뼈대를 이룬다다.퍼3퍼l 

또 하나의 특정은 이데올로기 교육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난 점이다. 교 

수요목 전반에 ‘국가주의적 성격’이나，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의 

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이념성이 당시 국내의 정치 상황에서 중요 

한 교육 내용으로 흡수되어야 할 당위성을 짐작할 수 있다. 단순히 정부 

30) ‘교수요목’은 다시 ‘교수 요지’， ‘교수 방침’， ‘교수 사향， ‘교수 주의’의 4부분， 즉 국어 
과 교육에 대한 재판， 국어과 교육의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나누어져 있 
어서 현대적 교육과정의 툴에 근사한 형태이다. 

31) 얘를 들어， ‘문법’ 교수 사항은 ‘음운 • 형태 • 통사론의 교육， 표준어 교육， 국어의 역 
사 및 특질 이해 교육’과 관련되는데， 이는 오늘날 ‘국어지식’ 영역의 주요 내용에다. 
뿔만 아니라， ‘문학’ 영역의 ‘국문학사 개요’는 4차까지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 내용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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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이천이었기 때품에 국가환 형생이 교육 내용으로 훨요했옳 수도 있 

저만， 미국의 군사 점령이 어떤 성격여었논가와 판련된 최근 정치사회척 

논의32)툴 참조하띤 이러한 국가주의 이념은 ‘공산주의와의 대렵’올 의도 

하는 제한된 ‘국가관’이었음올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된 도리와 

책임을 째닫t초둥요지)， 국민정신 기르(초중둥요지)， 국어와 국민성과 국 

민의 폼격율 위하여(초퉁방침)， 국민 정신융 기르고、 중견 국민의 사명올 

깨닫게(중둥 방침)， 국가 관념， 국민 도덕(초둥사항)， 국가의식 고취， 국민 

자질 기르기， 국민특성을 기르 ... (중둥사항)’ 둥에 구체적으로 둥챙}는 

‘국깨를 보면， ‘교수주의’에도 명기되어 있돗이， 국어 교육올 홍해서 ‘국민 

정신 기르기(5번째 문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교과 

서의 단원 구성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시에 발행된 교과서， 일명 운 

끄라 교과서잃)의 내용은 반공 이데올로기 일색으로， 전시 상활의 이념 대 

립올극명히 보여준다. 

이와 함째， 1행년 2월 21일， 미군정청 학무국은 조선교육심의회에서 

‘敎育의 中心 指標를 學童들에게 “民族寬識올 高吹하다”로 결정’(박봉배， 

1ffi7:517, 재인용)하였다. 이 당시 국어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이 

념 교육임을 짐작하게 동}는 내용이다. 국어를 교육하고Oæn뼈g 빼뼈ge)， 

국어에 대해 교육함으로써(learning of 1때맹age) ‘국어’ 교과가 민족의식 

고취의 적절한 수단이 되었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수요목에 기술 

되어 있는 ‘국가관’도 민족의식 고취와 상당히 관련깊다 할만하다. 

32) 김천기(1앓)는 해방 후 미군쟁의 군사척 점령 통치는 일본의 구째국주의와 미국의 
새로운 지배와의 가교 역할율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미국의 강력한 홍제의 영향 

은 실로 지대하여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후문까지 지속적으로 깊이 스며툴었으며， 

결정적으로 친미 지배 구조가 이때후터 형성되었다고 본다. 
33) 운끄라 교과서(전시 교과서:국제연합한국재건 위원단 UNKRA라는 표식이 인쇄됩) 

: 속표지에 당시 문교후 장판 백낙준의 운끄라에 대한 감사의 글과 합째 서명율 표 
시하고 있옴. 운끄라는 교파서 용지를 공급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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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중둥학교까지 짓기(작문)와 쓰기(글씨쓰기)훌 구분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하다. 이룰 보면， 굴씨효가가 상당히 중요한 교육내용이었옴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당나라 때 이후로 관리 뚱용의 형가 기준이 되었 

던 신언서판(身言홈判)의 사고관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 

중한다. 그러나 그러한 ‘글쓰기’는 일제 강점기 이전의 것과 상당히 달라 

졌음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의 ‘쓰기’ 즉 ‘습자에 대한 

항목에서 ‘해서와 행서. 초서’가 바른 자세와 함께 교육 내용으로 설쟁되 

어 ‘서예법’올 전제한 한자 쓰기가 중시되었다. 그러나 교수요목의 ‘쓰기’ 

는 한자 교육에 대한 전제가 배제되었으며 순수하게 ‘한글1 자체(字體)의 

미적 고려에 신경쓰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는 초 • 중둥 교육에서 한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는 문식성 교육어 상당히 중시되었옴올 보여주는 예이 

다. 이것은 미군정이 학교 교육을 통해 문맹퇴치라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형 

성된 국어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과 요구가 반영된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 

다 

(2) 새로운 국어 교과서의 모색 : 효띨 전용 ‘교본’ 

해방 직후 풍장한 교과서의 외형적 특징은 미군정기에 제작된 거의 모 

든 교과서가 ‘한글l 표기 위주로 제작되었다34)는 점이다. 이것은 ‘한글 전 

용{19빼.10)’ 공포 이전부터 나타나는데， ‘한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즉 앞 

서 논의한 국어에 대한 자킥이 국어 교과와 교과서 제작에 구체적으로 반 

영되었음을 벙중한다. 즉， 국어 교과서는 한글로 인쇄되어야만 했고1 그 

내용도 국문학적인 것으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34) 이에 대해서는 부록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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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교과서 채작과 관련된 혹칭으로셔 첫째는 이전쐐논 없었던 ‘교 

본’이 풍햄재 된다는 점이다ß5) 미군정청이 ‘교본반포식36)’율 거행할 만 

큼 특정 명청이 된 ‘교흰數本)’은 그 채목얘서 짐작활 수 있듯이， 교수요 

목이 교육과정으로서 마F당히 역활옳 하지 못하던 서기37))， 교과셔가 교과 

교육의 근본이 되는 지첨서라는 의미로 해석훨 수 있다. 

해방과 함께 교육 수요는 국가가 감땅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 그러나 

당시 정식 정부 형태가 아닌 미군정은 잠정적 행쟁 기관에 불과했으므로 

그틀이 실채 교과서률 만툴 학문적 행정적 구성력올 져니지 못했다. 이 

당시 교본 제작의 핵심 필자였던 조선어학회 ‘敎材編톨委員짧’의 집필 

위원올 보면， 놀랄 만하다. ‘이희송， 이숭녕， 정인승， 장지앵， 윤재천， 이호 

성， 많닿현， 이태종， 윤복영， 율성용’이 집필자이며， 심의위원은 ‘조윤제， 최 

혐배， 이극로 김윤경， 김병제， 이은상， 이세정， 양주동， 주재중， 조병희’ 둥 

(박붕배， 1æ7:짧)으로1 당시 국어학계률 이끈 학지·률 및 지식인틀이 총망 

라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재건의 토대로서 ‘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자 

각했올 것이며， 또한 국어 교파서 제작은 그러한 토대의 마련이라는 점에 

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큰 사명이 되었을 것이다~38) 

당시는 학무국 산송에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부서가 없는 상뺨11서， 조 

선어학회의 ‘교재편찬위훤회(1945.9)’에서 만든 교재를 심의 • 인정한 후에 

35) 혜방 직후의 교과서는 ‘초퉁국어교흰l짧11)’， ‘중동국어교본(lSti9)’， 끼뽑둥작문교 

본(19월1)’ 둥 ‘교본’이리는 채목이 동장한다. 이들은 학년 체제에 맞춰 l학년에 1권 
또는 전후 학기에 맞춰 두 권올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었다는 점에서 학년과 수준용 

고려한 체계적인 구성하에 째작되었다. 

36) 1946년 11월 æ일 ‘한글 첫절옴’과 ‘중퉁 국어교훤상)’이 인쇄현 후， 미군정청 학무국 
제1회의실에셔는 ‘군쟁장관’과 당시 현수국장 ‘최현때’ 판계화자 ‘조윤재 둥 40여명 
이 참석하여 ‘園語數本뼈布式’이 거행된다. 

r7l 1945년 9훨 3)일용 초안에 해당하며 1946년 11훨 16일이 되어서야 교수요목의 내용 
이 1차로완결된다. 

38) <조선어학회원 중에 개인적으로 교재를 편찬한 책 목욕 : 미군정기~정부수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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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로 채택하고 있었다. 띠라서 정뿌의 ‘교수요목’ 내용이 민간단체에 

서 만든 교과서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은 학 

무국에서 상당수의 국어 교체를 발간하는 1947년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이 당시 ‘교본’을 중심으로 한 국어 교재는 ‘교수요목’의 ‘교수 사향， 즉 교 

육 내용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독본 형태들이다. 특히 밸까 · 듣 

기 • 읽기 • 쓰기와 같은 언어활동 내용들이 교재나 혁습 활동에 전혀 고 

려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내용면에 있어서는， 일제강점기와 근대 계몽기에 비해 ‘현대적’이 

라 할 만하다. 제재측면을 보면 우리의 고전 문학 작품과 우리 위인들의 

전기를 섣고 있는 것은 해방 이전의 교재에서와 같지만; 1910년대부터의 

현대시들이 다량 수록되고 ‘안창호’， ‘김구’와 같은 독립운동가의 글t연설 

문)， ‘에디슨’파 ‘발명가 스티븐슨’과 같은 미국 과학자들의 일화와 ‘민주주 

의’나 ‘사회 질서’와 관련된 근대 사회 및 지식을 소개하는 설명문 둥이 새 

λ171 서명 편찬자 발행자 사용운자 학교굽 발행년도 

군정 한글첫걸음 조선어학회 군정청학무국 국문 초i중둥 1945.11 

군정 초등국어교본 조선어학회 군정청학무국 국문 초둥 1945.12 

군정 중등국어교본 조선어학회 군정청학무국 국문 종고퉁 1946.9 

군정 한날교수지침( 집) 조선어학회 군정청학무국 국운+한F문 초d중둥 1945.12 

군정 한글교수지침(→집) 조선어학회 군정청학무국 국문 초i중동 1946.1 

군정 歷fl:朝뺑 z뿌精華( f! l) 이희승 박문출판사 국문+한문 걷 z「cfi- 1947.7 

군정 가려뽑은옛글* 장지영 정옴사 국문*한문 전문대 1947.8 

군정 소학문예한글똑본 정인승 조선어학회 국문 초동 1947.4 

군정 작문독본 윤성용 동지사 국문 3:%。 1946.9 

군정 중둥조선말본 최현배 정음사 국문 τ ;ι% 1946. 

군정 중둥국어j(남자) 이극로정인숭 정음사 국문 '5-τE 1948.3 

정부 文P힘끊4:* 방종현김현규 서울·조문사 국문 ] Ii~Efr l앉j)(?) 

정부 신정문학독본 방종혐 김형규 조문사 二~~- 」• 1L]Er 1~없8 

정부 한끌독본 정인승 서울·정음사 국문 소등 1948(?) 

정부 신펀중둥국어 김병제 검병제 한달 종둥 1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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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발견되눈 것은 변화된 점이라 할 만하다. 

(3) 문법서 및 다양한 묵본휴로의 변화 

개화기나 일제 강점기때는 ‘푼법서’가 주된 발죠탤어었다면， 이후 독본 

(調本)류가 유행한대이러한 푼학 독본류에 대해서는 〈표3> 참조). 먼저 

문법셔의 출판은 해방 이후 우리말과 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일기 

시작한 연구열의 자연스러운 결과라 활 수 었다. 수많은 종류의 문법서가 

둥징하기 시작종}는데， 혹히 최현배의 경우는 1댔년부터 1쨌년까.?:] ‘中等

敎育朝蘇語휩l!ffi)， 중풍조선말흰1뼈1)， 조선말훤1뼈>， 중동말흰1댔H짧)， 

고둥말본(1잃)， 고둥말본 속판Oæ6)， 새판 중퉁말흰1없)， 새로운 중학말 

본(1937-1쨌)’까지 십여종에 이르는 문법서를 발간했으며， 그 중에 ‘중둥 

교본’은 ‘채￡판’까지 출판될 정도로 당대의 베스트첼러였옴올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법서의 둥장은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2차와 3차 교육 

과정의 검인정 과목 시기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종류의 문법서의 동장써l 

까지 이야진다. 해방 직후 문법서의 내용 기술에 있어 혹정적인 면은 단 

순히 문법만율 제시하지 않고， 폭본 형식옳 취했다는 점이다. 즉， 읽기 제 

재를 본문에 제시하교 읽기 활동올 통해 자연스럽게 문법 지식을 익허도 

록 의도하거내최현배， 1ffi>--1003)웠)， 고전 제재를 통해 중세 국어 문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장지영1948， 김근수1947， 아숭녕1~잃 1ffi4 동) 둥 

문법 지식을 교육적으로 재구성하고 활용한 혼적올 엿불 수 있다. 

‘독본’이라는 명청은 해방 이전에는 주로 ‘교과서명’으로 사용되었다. 그 

러나 이후에눈 수업 교재만이 아닌， 일반 교양서로서 성인용 또는 고풍학 

생용 ‘읽기 자료’로서 주로 발간된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고전 문학과 

39) 중둥말흰1없}-)의 ‘일러두기’ 내용을 보면 ‘말하기와 읽기률 말본과 서로 잇맺도록 

하여’라는 부분이 았다. 이는 문법서도 독본 성격융 띠고 었홈율 보여주는 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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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문학의 정수(精顧) 중에서 교육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 가치있는 텍 

스트들을 선별하여 시대순으로 싣고 있는 것이 많다.얘) 

근대 계몽기(1쨌년대-1910)와 일제강점기(1910-1945)의 국어 자료 중에 

는 이렇듯 다%ε한 장르에서 많은 양의 고전 작품들을 선별하여 묶은 책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올 고려한다면， 이 당시의 특정이라 할 만하다. 어떤 

통기에서건 ‘국가， ‘국어’， 구체적으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서구적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흐닥열만큼이나 그 반대 국면에서는 ‘우리 

의 것’에 대한 자각과 애정이 싹트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교육계에 

서도 주로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1 국어국문학자들이 이러한 민족주의적 

자각의 선두에 섰던 것을 보아 우리의 고전과 우리의 현대문， 그리고， 우 

리 ‘국문학샤에 대한 반성적 고챙l 션행되었을 것이고、 이 결과 다양한 

읽기 자료집들이 동장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이 국어교육에서 중 

요한 이유는 검사엽의 중동신생국어교왼19뼈)의 ‘머릿말에 밝힌 바와 같 

이， ‘文敎部發行本과 供用하면 可할까한다는 취지로 사용되었올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본류는 국어국문학의 고전 작품들과 당시의 새로운 문학 형 

식올 비평적 기준에서 선편(選編)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순수하게 텍 

스트를 읽고 감상하기 위한 ‘작품 감상집’이다. 이러한 텍스트 원기의 유 

행이 우리의 고전과 현대문의 전형화， 이른바 ‘정전 택스트’의 행성에 기 

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독본류에 실린 작품들 중에 전후(戰後) 월북 

작가를 제외하면， 대개 2차에서 혐h 특히 챈}와 4차 국어과 교육과정(학 

문 중심 교육과정)시기에 단원 제재로 선정되었옴을 보고 놀라지 않올 수 

없다 .. o}마도 우리의 스키마에 ‘고젠정전(때F뼈t)’이라는 개념이 확립된 

것도 이로부터 연원하는 것 같다. 

40) 예를 률어， 김사엽의 ‘신생국어독본’이나， 장지영의 ‘가려뽑은 뺏글(단기423l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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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 건국기의 다양한 혹혼류〉 
시기 셔명 펌환자 웰뺑자 사용문자 학교굽 발뺑년도 

군쟁 한글첫절옴 조션어학회 군정챙학우국 국문 초i총동 19<fill 

군정 호둥국어.iL본 조션어학회 군갱청학무국 국푼 초풍 19<fi12 

군정 중동국어교본 조션어화회 군정청학무국 국문 충고동 19fi9 I 
군정 초둥쾌 군쩡챙 연수국 군정청학무국 국문 초동 1때'2 I 
군갱 한글문얘독「본 정열모 신흉쇄연구회 순국푼 충풍 l뼈2 I 

군정 
한끓교수지침( →집) 

조션어학회 군정청학무국 싹환한휩국문 휠중둥 19<fi12- I 
끼二집) 19fil 

군정 종동국어독본 정태진 김원표 한글사 국문 중풍 1~.10 

궁갱 국문독본 김호규 조선아동문보급학회 국문 초동 1~.5 

군갱 }JM\:國文뺑精뼈* 이하융 중영출판용화협회 국문안한문 중둥 1~.9 

군정 
歷11:朝鷹文F용精A힐 

이희승 박문출판사 국문+한문 중퉁 1947.7 
(JIf) 

군정 가려뽑은 옛달* 장지영 쟁옴사 국문+한문 전문대 1땅7.8 

군정 소학문에한글독본 쟁인숭 조션어학회 국문 초둥 194τ4 I 
군정 I덩j級빼語 정학모손낙뱅 서울사대국문학회 국+한문 대학용 1947.8 

군정 국품신선 신영철 소。챔솔연구회 국문 τ ""τ% 1948.1 

군정 新園文때$ 박병연 학생사 국문+한문 풍고퉁 1%10 

군정 신환고둥국문독본* 정열모 동.'t，f문화사 국문 대학용 1947.9 

군정 작문독본 윤성용 동지사 국문 초동 1뼈.9 I 
군정 새중풍작문교본 윤태영 상충당 국문 "5-/.Jl% 1948.1 

군정 중풍조선말본 최현배 정옴사 국문 τ "5-% 1~. I 
군정 신현고둥국문법 정열모 한글문화사 국문 .Jl경% 1~.10 

군정 ii.解A國語:îl:ìt 유재혐 국학사 국문+한품 고둥 1947.7 

군정 쉬운조선말본 박창해 계봉사 Jl% 1~.1l 

군정 한글통일朝鷹語文ìt 신태지 상문사 국문+한문 고둥 19<fi9 

군정 중학국문법 검근수 훈교사 국문+한문 중둥 1없7.8 

군정 총둥국어!(남자) 이극로갱인송 정옴사 국문 중퉁 1!}엉3 

군정 중둥국어1 문교j휴 문교부 국문 충둥 19fi5 

군정 고둥쾌 김근수 박진규 국문+한문 중풍 1948.3 

정부 現ft文뭘L新업'* 박태융 교문사 국한혼용채 Jl% 1948.9 

정부 中양文範* 박태원 셔울·챙옴사 국문<411 중동 미생? 

정부 文g￥i1t** 방종현 김현규 서울·조문사 국문 중동 1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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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서영 면찬자 발뺑자 사용문자 학교급 발행년도 

정부 한글푼예독본* 정렬모 신홍싹}연구회 국문 중동 미생? 

정부 時調회JI;本* 김종식 교학사 한주국종채 중둥 1947.4 

쟁부 敎授新홉웅* 권혁풍 문화당 한주국종채 교시용 \948.2 

정부 朝$￥雅文*￥*홍* 권덕규 광문사장판 한주국종쩨 중동 1않B 

정부 
최선 국어표재의 연구 

검사엽 최영조 합진출판사 한주국종체 교시용 년도불명 
→신생국어톡본-* 

정부 신정문학독본 방종현김형규 조문사 국문 .Jl% 19<엉1.8 

정부 古語헤§本 정태진 한글사 국문+한문 l땅7.3 

정부 한글독본 정인숭 서울·정옴사 국문 미상? 

정부 초동국어(바둑이와 철수) 문교부 문교부 순한글 초퉁 뼈10월12 

정부 초둥글짓기 계몽사편집부 계몽사 순한글 초둥 \9<훨9 

정부 중둥국어 이병기 급동도서주식회사 국문+한문 중둥 19<없9 

정부 신연중둥국어 김명제 김병제 한글 중둥 1948.\0 

정부 중퉁국어 이병기 이병기 한글 중둥 19<앵1.9 1 

정부 중동국어[종류1](6권) 문교부 운교부 한달 중둥 1뾰l-Eι41 

정부 중둥국어[종류2](6권) 문교부 운교부 한글 중둥 l앉i:l 

정부 고동국어(3권) 문교부 문교부 한글 고둥 1~ I 
정부 국어(12권) 문교부 문교부 순한글 조풍 1앓-1(04 1 
정부 중둥국어(6권운끄라)* 문교부 문교부 ~~ 중둥 lffil-53 

정부 고둥국어(6권운끄라)* 문교부 문교부 순한달 ï!ι깅% lffil-53 

정부 고둥국어자습서* 문교부 문교부 국문 2% l앉~4 

(4) 국어교육의 ‘생존’ 증거 : 운끄èKUNKF빼 교과서 

일명 운끄라 교과서는 전시교파서로서， 초둥과 중동용 두 종류가 나왔 

다. 물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쟁이라는 열악한 상황n서도 교과서 편 

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종이 

의 질도 좋지 않지만， 운끄라 교과서의 초기본은 대부분 4x6판의 작은 사 

이즈로 출판되며， 전체 분량도 초둥은 %쪽 전후로 편찬되었다. 그리고 표 

41) 국훈은 한글 표기를 주로 하되， 한자는 괄호로 병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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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앞면 혹은 뒷면에 문교뿌 장괜당시 빽낙훈)의 서명이 그대로 들어간 

운끄라 표시 푼구훌 제시하고 있다. 톡히 1짧년도 초퉁 국어교재애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맹비판파 민주자유주의 국가 수립에 대한 열망 퉁이 구 

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러한 챙향은 1짧년 유장 운끄라 시기찌)로 접 

어들면서 정차 써}진다. 이외에도 1웠d짧년도에는 ‘군용 국어’가 발행 

되기도 했다'，43) 

4, 혐대 교육과정기 

(1) 교재의 내용 구성 변천 및 륙징 

19D년 이후 현대적 개념의 교육과정이 수립되기 시작했고1 이러한 교 

육과정의 내용울 반영하는 교재가 개발되기 셔작했다. 교재의 형식， 즉 

단원 구성은 1치에서 7차로 오면서 점차 체계화되고 각 jï!，재마다 시기별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하는 특색틀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표로 제시하 

면 다옴과 같다:44) <표7>은 각 시기별 발행된 교재의 종류 및 수량올 대 

략 제시함으로써 당시 교재에 대한 관심 분야 및 수요 교재 발간의 경향 

동을짐작할수있다. 

42)~'년 8월에 발행된 초동학교 책은 〈무상 운끄라〉지딴， l!E4년후터논 종이 지원이 

늦어 책값이 있던 〈유상 훈끄라〉 시기이다. 
43) 머리말의 내용{첫부분)올 보연 ‘군대내 꽁민교육의 몹척윤 각개연의 학력옳 향상시 
킴으로써 군전체의 능력울 중진시캠에 있옵니다 이 jl채논 jl육zt셔 쩨19호 

(4'21휩년g월zl일후)에 의거한 교재업니다 국민학교용 교과慢 그대로 복쩨한 것 
입니다….’로 보아， 휴전 중 군대의 꽁민교육율 위혜 발행한 것엄옳 알 수 있다 

44)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면찬 방향과 판련된 논의는 기존의 연구 결과률 참조하 
고， 본고는 각 차기별 교재의 형식척 륙정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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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단원 구성 채채표〉 

차 특징 표기방식 단원구성 방식 

초둥 
3학년까지 순국문 대단훤-소단훤(소단원명-본문) 문제(쩍 끝에， 대단원별로 3-4 
4-1부터 한자병기 문채제시) 

l차 국문까괄호한자병 

중둥 기 고유명사 밑 대단원→소단원(단원명-본문 익힘문제-주) 
줄표기 

전기(초판)’저학년 - 소단원(단원명-본문 공부할문제V고학년 
4-2부터 한자혼용 · 소단원(단원명-본문)-새로나온 한지‘학습문제(책끝에 단원별 

초둥 (직접 노출 한달 로모아서 제시) 

2차 
토씨) 후기(재판)‘대단원 소탄원(단원명-본문←공부할문제) 한자말 

찾기(색인) 

국문카괄호한자병 
낀'F걷I:; 기 고유명사 밑 국민교육헌장 대단원 소단원(단원명 본문 익힘문제 주) 

줄표기 

초퉁 순국문 국민교육헌장-대단원〈괄호 소단원(단원명-본문)-공부할문제〉 

3차 
국환괄호한자병 

국민교육헌장-대단원〈소단원(단원명-본문-익힘문제←주)> 부 
중동 기， 고유명사 밑 

록 (한자교육용 기초한자) 
줄표기 

초둥 순국문 
국민교육현장-(1!E7년부터 없어짐)-대단원-소단원(소단원명 본 
문←본문공부{말억히기，글짓기，글씨쓰기)) 

4차 국문f괄호한자병 
국민교육헌장-대단원〈소단원(단원명-‘제목없이’ 원려 설명-본 

중둥 기， 고유명사 밑 
문」공부합 문제) 문법/작문(대단원종결시)> 

줄표기 

조둥 순국문 분책(딛i하기 • 듣기， 읽기， 쓰기·국민교육헌장-소단원←문제 중심) 

5차 국문+한자괄호병 
국민교육현장 대단원〈단원의 걸잡이 소단원(소단원명-본문-

중둥 학습활동)-단원의 마무리(대단원 종결시)> .대단원 위에 영역 
기 

표시 

조동 순국문 분책(5-6학년은 말하기/듣기/쓰기， 임기) 

5차중둥과동일함 
*고등학교 국어 : 대단원→탄원의길잡이-준비학습 학습할 원리 

6차 국문+한자팔호병 
소단원(본문-학습활동-학습활동 도용말)→말하기 • 듣기/싼기 

τ"'-τc 학습활동-학습활동 도움말-단원의 마무리). 
기 

*차해와 대단원 위에 영역 표시 
*국어’ 교재의 내용 영역 : ‘읽기， 언어， 문학의 3분. 각 단원마 
다 하위 활동。l ‘말하71. 듣기 쓰기 활동’융 안배함. 

조퉁 순국문 분책(4-6학년은 말하기/듣기/쓰기， 읽기) 
6차 중퉁보다 발전(중학교용도 4엄배판， 처마와 날개 특정). 

7차 
'F←Ig:「

국문+한자팔호병 *고퉁학교 국어 : 대단웬〈이단원에서는-이활동올 통해-준비학 
기 습-소단원(소탄원명-본문-학습활동)-단원의 마무리>-점검하 

기-보충학습-심화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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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각 시기벌 교과서 내용상의 륙씩〉 

차수 톡정 

1) 1학년후터 6확년까지 내용 및 단훤 구생의 채체적 변화가 나타냥， 
l학년 : 단웬 쩨옥만 채시하고、 단웬 번호가 없옴.<새로 나온 말〉 챔부 
2화년 : 딴웬 채목 앞얘 딴훨 번호률 불임. 
3학년 :3학년후터는 대단훤의 뼈쩍뼈y가 있고、 그 하위얘 단웬 순번파 단원명이 기 

째됩.<학습문채〉가 나타나기 시작함. 대단원온 일련번호가 없지만， 주채별 
로 소단원융 훈류하여 재시쨌다는 점에서 쩨제적잉. 

4학년 : 주채별 대단원 분류，<책에 나온 한자〉가 새로 웅장함. 이와 함깨 〈학습문 
채〉훌 뒤에 재시항. 단， 수집한 교파서의 4-2학기는 대단원 구분이 사라지 
고、 다시 일련번호대로 단원율 제시하고 있어 전체 체계에서 어긋나는 부분염， 

〈학습문채〉의 폭정 

(1) 4학년까지의 〈학습문채〉률 보면， ‘알아옵시다’， ‘뜰어봅시다’， ‘더 읽어봅시다’， ‘연 
극으로 만울어 봅시대와 같이， 각 단원 내용파 판련되지만， 추상적이고 포괄적 
인 언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 
(2) 단원별로 학습문제훌 제시하는 것온 3학년파 갈으나， 4학년부터는 대단웬영 밀 
얘 전체 대단휠파 판련된 공용된 ‘문제’활 3-5개 정도 먼저 제시하고 각 소단원 

l차 의 ‘문채’흉 채시하고 있다 대단원 문재는 ‘-홉시다’와 같이 포팔쩍인 성격의 생 
각해볼 거리율율 제시하고 있다. 

5학년 : 전체 얘계는 4학년파 동일. 
〈학습문채〉의 내용이 달라짐. 
(1) 문제가 ‘-홉시다’와 갈은， 청유형 종결어미 일색애서 ‘무엇입니까?와 같은 ‘-업 
니까?’와 같윤 직접 의문형 종결 어미로 전환되었다. 

(2) 이와 함째 질문 내용도 포괄적이고 용합적인 활동올 유도하는 요구에서， 단웬 
내용에 대한 ‘사실적 이해(헥스트에 제시된 정보흘 있는 그대로 희상하여 답하 
는 활동)’를 묻는 문채로 대폭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보다 구채척인 질문으로 변 
화됨. 

6학년 전체 채계는 4학년과 통일 〈학습문채〉 채시 방법에 있어， 3학년의 갱우와 
비교하연 3학년은 환 문항의 길이가 길꾀 하나의 문항에 질문이 2-37>>가 
채시되어 있으내 6학년으로 갈수복 한 운항의 길이가 짧고 간결해 짐. 

중둥 
각 단웬 끝에 〈익힘문제〉와 〈주〉가 훌어 있옴 대단원-소단원(대딴웬마다 일련번호 
따로불임) 

2차교육과정기의 초풍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몇 단원마다 〈콩부할 문채〉가 동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1-1의 경우， 매단원마다 〈풍부할 문채〉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1과θ파 뒤에 

초동 〈공pf-활 문채〉 한 번， 7과8파 뒤에 한 번， 9과10파 뤼에 한 번， 11파12과 뒤애 한 번， 

2차 
13과15과 뒤애 한 번씩으로 2개 혹온 그 이상의 단원마다 한 번썩 채시되어 었다 〈공 
I휴활 문채〉는 2 페이지 분량이며，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활동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 
으며， 간단한 어휘 학습 및 문장 때턴 연습이 포함되어 있다 

2차 시기에 출판왼 초퉁용 〈국어〉에서는 얘단훤별 〈공후할 문제〉가 있었으나， 중학교 
중동 용에서는 매단웬마다 〈억힘문제〉가 붙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주가 있기도 함. 또한 

이 시기의 욕징으로는 〈국민교육헌장〉이 삽입되어 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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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둥 
3차 시기의 륙정온 연녹색 표지， 푸궁화 그렴，<국민교육현장〉 삽엽，<공부할문제>， 뒷 

3차 표지에 판권 기록 퉁이 보인다는 정이다. 

중동 〈국민교육현장〉 삽업 〈한자교육용 기초한자〉 부록 

4차특정 

([) 매 소단원마다 〈본문 공부〉가 동장한다 매 소단원마다 〈본문 공부〉가 한번씩 

등장하는데， 2 페이지에서 6페이지 환량이며，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활동이 다양 
하.ï!，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언어 활동과 관련된 연습이 많다. 또한 단 
원 성격에 따라 본문 내용에 대한 〈내용 얄기〉만 제시된 경우와;<글짓기>， <말익 
히기>， <글씨쓰기〉 동 다양한 활동올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2) <본문 공부〉는 3강가지 범주로 구성되는데， φ (본문 학습) • 본문 내용파 관련된 
학습- 문제 a 말익히기 - 어휘 학습형태론， 파생법， 의미폰)@ 글짓기 - -3안윤 @ 
글씨쓰기 원고지 사용법 (문단 구분， 정서법， 원고지 띄어쓰기， 첼자법)가 그것이 

마 그 중에 ‘(J)본운 학습’은 〈빨리임기>-<내용알기>-<짧은 글짓기>-<더 생각해 
보기>-<말하기얘독하게연극하게외어보71/뜻구별하기>-<알아두기〉의 순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 ‘내용알기’와 ‘더 생각하기’， ‘알이두기’는 거의 모든 단원에 펼 
조등 수적으로등장한다. 

4차 
특히， ‘(4)글씨쓰기’란은 원고지 사용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문단 구분， 정서법， 

띄어쓰기， 철자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교 4-]부터는 칸 공책이 
아니라， 섣선 공책을 쓰는 연습을 시작하기 위해 원고지의 세로 션을 정선 o 로 바 
귀쩌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4←2부터는 이 세로선이 연하게 표시되고 5학년부터 
는 세로선이 없어지고、 가로션만 남옴으로써， 칸 구분이 없어도 띄어쓰기플 고려하 

여 글을 쓸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연습시킨다. 
(3) 위와 같이， 학습 문제의 양과 질 면애서도 3차에 비해 발전되었다 3차는 대단웬마 
다 배치하지만.， 4차는 소단원마다 배치하고 3차는 형식적인 수준의 문제가 많은 

반면， 4차는 학습의 발달 단계를 고려히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송1 이뤄션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였다. 

(4) ]차 4-1부터는 한자 병기를， 2차 4-2부터 한자 혼용을 하였으나; 3차와 4차의 경우， 
전체순국문표기로됩. 

특정 :<국민교육현장〉 삽입휩， 각종 부록 첨부 시기. 

중등 체제상 특정으로는.， <대단원 원리 설명→본문 공」부할 문제 문법/작윈대단원종결시)> 
의 순서로짜여진 시기， 

])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책으로 분책함. 

초동 
2) ]，2，3학년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4학년부터는 말하기/듣기는 서울대어학연구소 얽 
기는 서울교대， 쓰기는 인천교대에 위휩째 제작함 

5차 
3) 체계상의 차이를 보임. 
연구진 뿔만 아니라 집필진도 밝히던 시기 앞표지에 〈반절 풍경 사진〉이 실리던 시기， 

중둥 
체제의 특정으로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영역구분을 대단원 위에 
표시하고 내용상~<단원의 길잡이 본문-학습활동-단웬의 마무리(대단원 종결시)>으 
로찌여진 시기. 

연구진과 집펼진 표시.4얘배판으로 커점 

&% 체제의 특정으로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영역구분을 대단원 위에 
6차 표시하교 내용상.<단원의 길잡이-본문-학습활동 단원의 마무리(대단원 종결시)>으 

로짜여전 시기 

중둥 중학교는 기존의 형식 그대로 유지./고퉁학교 406배판.0 로 커점행H}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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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 각 시기벌 교과서 전체 목륙 대 현채 수집 묵륙 수〉 

번호 시기 수집 내용 
목록파악1총種數) 

/교과서연구재단본 비교(3차까지조사) 

근대계몽기 
17훤개화기 교과셔 

총æ권 : 봐용배/강용호본 25권+기타5권+미확인 3권 
총서 1-8권) 

환본포함징종총gj뀐 초동 4종 19권 

2 일제강점기 (독본교재보감류，문 중둥 7종z2권 

법서포함) 기타 (인가 총11종 + 급서 때종이상 포함) 

판본포함 <fl파'18권 
초둥학교 국어 5종 

3 미군정기 (교재， 큐독본류， 문법 
중화교 국어 2종， 문볍 3종 

셔，착문서) 고풍학교 
국어 3종(고급국어 포함， 출판사별)， 문학 

1종， 말본2종. 

판본포함$과자겨권 
초동학교 국어 4종 

4 정부수립기 중학교 국어 3종， 문법 2종 
(교과~i. 문법서 직푼세 

고동학교 국어 l종，문법 2종 

판본포함 4파 
초동학교 국어 3종 

5 전시기 중학교 국어 2종 문법 l종 
13권(교파서) 

고등학교 국어 l종{고동국어 포함J， 작문 1종 

초동학교 국어 1종 

z3과 æ권(교과서， 중학교 국어 l종， 작문 z3종， 문법8종 

6 1차교육과정기 교사용지도서，문법， 국어(6종: 훌환사별， 발행자별， 채목옐인 
작문) 고둥학교 문계，실엽계별)， 국문학새1종)， 작윈æ종)， 

고전독본(J종)， 말왼7종l， 문법(10종) 

2차 국어(3종 고려서적， 재외국민용) 

국어o종)， 초풍글씨본(2종)， 쓰기 

초동학교 본(l종)， 글씨본(2종)， 쓰기(2종)， 

2채z3과 ffi권)， 
3차 글원2종)， 글짓기/글짓는 생활{5 

종 : 문교부， 정민문화사; 문화교 
3채14과 42권)， 

육출판， 대한교육문화， 교학사)， 
7 

2차-7차 4채11과 æ권)， 
교육파정기 5채8파 m권)， 

중학교 
2차 국어(I종)， 작윈II종)， 문법('Jl종) 

6채21파 m권)， 3차 국어(I종)， 작푼(æ종)， 문볍(:lì종) 
7치-<<<)파%권) 

국어06종)， 국문학시-(13종)， 고천 
2차 

(58종1， 딸원10종1， 문법(51종) 
고퉁학교 

국어(9종1， 국문혁새3종J， 작문(않종'l， 
3차 

고전(강종')， 말흰2종)， 문법<æ종) 

비교 위의 숫자는 저자별， 출판사별， 발행자별， 채목 
합계 총æJ여권 별， 인문져V설업계별 각기 차이를 하나의 종으로 구분함 

2차부터 행}까지의 교재 수만 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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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뼈ract 

A않때rm암EDM파DHt d Ka-æn. Te}값xxi<s in 상r MX:Jem Tures 

}이따 벼'e-J내lQ 

The aim of this α뼈 is to investigate dev허야nHlt of I않없1 te았book 

accordir필 to cuniculums of Kor없1 때JgIl웰e 때lCa앙onnαn rre-rrodem t:.irres to 

now. 돼s study is 떠없00 to curriculum of Korean 뼈g펴ge 어ucatiαin 

α-e-m:x엎n 마TeS. Through this gereral 5따vey from the time of ffilightenrrent, 

얘:lOle asIXrts of 없없1 langu행e 없ucatioo in the predæessor of rrodem 뼈llbe 

recα15σUCtOO In tl동 tirne of enligh뼈1rnent， Korean textlxd‘s are ca뼈 ‘lliklxm', 
‘&뼈πm’， 빼chrr없1 ‘R빼ng’， ‘없없1’ or ‘Kor없11때uage’. Korean 않았tX:OI‘s 

양lOW trer fl얹따-es that ; corr따1잉 of subjects are m:x엎nistic， but its style is not 

m:xiem, c비nese 1，얹따쉰riven style, without con외æration of school lev머 or stt빼r 

level of lar쟁uage 뼈.teation. In this time, rnocro gools of Kor없1 lar핑때ge 

뼈.tcation 없 to learn 뼈 use 뼈없1 le없"S. ArX:I in time of US 찌뼈ry 

gOVemtm1t, ‘a syllabus of loctures’ !XUIlllliga뼈 by US military governrrent office 

is 따lCÍ뼈 i뼈15. 퍼S 마1용， ‘Gy이)00’ is rnaæ, w비ch contains 뼈 n뻐n teac.비ng 

따nts，JX.U1X엉es of kor없n I때gu행e 뼈lCatiα1， sp;ri때y a divisiα1 of contents. And 

so Korean textbooks have corrmmicative construction-며0C1며es. They have rnany 

subjocts 떠ative wiili 1뼈 U애，g. Aca:rding to this argurnent, kor얹n I때gu쩔e 

뼈lCatiα1 in rre-rrodem 미TeS COIre in pr뼈.lCtS of its 뻐ùwαk to 1'1'lrlnúzation. 

[Key wor버 Korean 1ì앉tlx빼s， cuniα뼈11， l'IlJC8피za따L ‘I)i{bon(F빼빼，g)’， 

‘&뼈lllI1(Kor않1)’ ‘Gyobon’ 


	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