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t빠져I몽기 이후 폴맹퇴치 및 져}몽 훈풍‘외 효홈*

허째영**

1. 머리말

1.1. 연구롤쩍
근대계몽기 이후로 어문정책에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문맹퇴치

와 국민 계몽의 문제였다. 문맹퇴치란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틀에
게 문자를 보급함으로써 글을 읽올 수 있게 하는 것올 말하며， 계몽운동
이란 문맹퇴치와 함께 국민들의 의식올 높여 나가는 운동을 말한다. 이러
한 문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식인들이나 종

교 단체 동을 통허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근대와는 달리 근대계몽기에 이르러 문맹퇴치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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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온 때년도 한국학술진흥계람의 칙원(KRF-:IDZ맨73-A뻐()cVj)에 의하여 연구

되얼으며，:1뼈년 4월 2A일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주최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
되었던 내용융 일부 수정한 것이다. 당시 논문융 얽고 토론융 딸아 주었던 석주연 선

생님째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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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절실하고도 긴밥환 문제로 대두되었는대， 그 까닭윤 기옳어 가는
국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는 전근대 우리의 문자 생활어 지식인의
경우 한문 중심이었고， 일반 민중은 문자를 해득할 수 있는 사람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의 대중화가 힘든 상황이었으므로1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서라도 ‘국문’의 보급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통일된 국문을
보급하기도 전에 식민 강점기를 맞이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말과 글의

침탈이 시작되었다 더욱이 일제강점기 어문정책은 식민 지배자들의 의
도에 띠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국어보급과 문맹퇴치 문제가 주
로 계몽운동을 선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전통은 광복 이후에도 공교육뿐만 아니라 지식인이나 선교 단체로 이어
지면서 많은 성괴를 거두게 되었다.
이 글은 근대계몽기 이후의 문맹퇴치(문자보급) 및 계몽운동의 흐름을

각 시대별로 정리하고 그 시기에 사용되었던 교재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작업은 각 시대별 계몽운동의 과제가 무엇이었는
지，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밝히는 데 도옴을 줄 수
있을것이다.

1.2. 연구 방법

문맹퇴치나 계몽운동과 관련된 연구는 여러 가지로 어려옴을 겪을 수

있다. 그 까닭은 연구 범위를 어떻게 한정해야 하는가에 있다. 넓은 의미
에서의 문자보급은 국어연구 및 국문통일 과정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1 대

/끓 한정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어연구나 국문통일 정책
은 어문정책 연구의 독립된 연구 환야가 될 수 있으므로1 이 글에서는 다

루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용어의 사용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왜
냐하면 ‘문맹퇴치’， ‘계몽운동’， ‘문자보급 등의 용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구

근대계몽기 이후 문맹퇴치 및 채용 훈동의 효륨

579

분이 쉽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문자보굽어란 문자훌 핵홉하지 못하
는 사람들을 위뼈 문자를 널리 알리는 것이며， 문맹퇴치는 문자 해득력
이 없는 사람에게 문자훌 해득하는 능력을 가르침으로써 운맹 상태를 벗
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두 가지 용어는 구분 실익이 없는 셈이다

그렇지만 문맹퇴치 운동의 흐름을 고려할 때， ‘문자보급 훈동’윤 일제강점
기 언론사률 중심으로 진행된 문맹퇴치 운동율 따로 일걷기도 한다. 이는

일제강점기 계몽운동이 갖는 성격을 반영하는 용어인 셈인데， 문자보급
이 식민 지배정책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정책이 아님올 강조하기 위해 사
용한 용어처럼 보인다. 또한 ‘문맹퇴치’와 ‘계몽운동’이라는 용어 사이에도
명확한 경계 설정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문맹퇴치는 결국 계몽운동의 가
장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맹퇴치’가 문자 해득력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면 ‘계몽운동’은 그 이상의 과제를 담고 있는 용어이므로1
이에 대한 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입징에서 이 글은 문맹퇴

치와 계몽운동을 구분하여 사용활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문맹퇴치인가 아니면 계몽운동인가를 구분하여 논

의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근대계몽
기 이후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랍들에게 문자률 해득하는 능력율 길
러주려는 어떠한 노력 -국7타F원의 정책과 민간 차원의 운동을 포함하여
-이 있었는가를 실중적으로 고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특정 시대의 특정 사조률 분석 대상으로 삼기보다， 문맹퇴치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
맹퇴치’와 ‘계몽운동’울 하나의 주제로 묶고 각 시대별 주요 정책과 자료
를 설명하는 방식1)으로 글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
1) 문맹퇴치 및 계몽용동과 판련된 자료는 전문적인 연구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료의 보존。l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거 때문애 자료 고충} 먼저 。l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얘서 이 논문의 주된 흐톰은 자료 고중에 있옴올 밝힌다.

580

국어교육연구 쩨13집

2. 근대째몽기와 얼재강점기
2.1 근대계몽기
근대계몽기의 주요 어문 문제는 언문일치 국문통일， 지식보급 퉁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지식보급 문제는 전근대의 ‘필지(必知)’류의 전

통.2)을 이어받아 지식을 일반 대중에게 보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근대계몽기 계몽운동은 언론사나 각종 계몽단체(학회)를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문신문의 발간 각종 강연회 등은 계몽의 수단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이외에도 ‘야학회’를 조직하고 이를 위한 교재를
개뺑}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훈데 하나가 유길준의 ‘노
동야학회’이다. 이 야학회의 성격이나 조직， 활동 내역 동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유길준이 저술한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권일(卷
一)이 전해옴으로써 그 모습의 일부가 드러난다.
이 책은 유걸준이 편찬한 국어교과서이다. 이 책의 편찬 취지는 일면의
삽화에 잘 나타나 었다. 이 삽화는 유길준이 노동자와 악수하는 그렴이며，
노동야학회 고문으로 있었음을 밝히고 었다. 이 장변에서 유길준은 ‘니라
위히여 일하고 사람은 또한 배워야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의
계몽운동의 성격을 잘 드러내 주는 셈이다.

유길준은 lffi7년 8월 일본 망명에서 돌아왔는데， 이때 대한제국은 이미

롱감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lffi7년 10월 ‘사직납품소’에 첨부한 ‘명
2) ‘필지(必知)’는 말 그대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의미한다유서필지(關뽑必知)~

와 같은 책은 서리로서 얄어야 할 지식올 의미하며 『끼F웬훨져(士民必知)~는 사휴

(士類)나 백성들이 반드시 알이야 할 지식을 의미한다. 근대계용기애 이르러 이러한
‘필지’류의 책이 만들어진 것은 지식 보급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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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극복책’이라는 글애서 얼본의 보호국화의 진의는 ‘형화’빼 었고， 흉참
정치는 일본에 의한 한국 외교의 대변， 내정의 지도라고 인식하였다. 따
라서 그는 한국도 이러한 평화쩨 웅하면셔 뺨장올 I빠빼야 한다교 하였는
데， 당시 의병운동이나 혜이그 밀사 사건에 따룡 급진쩍 뱅합론자씌 득세
률 염려하여 이와 같운 발언올 하였다고 한다~3) 이처럽 우리의 설정이 채

국주의 침략에 쉽게 대용하기 어렵다는 점옳 인식한 유길준으효서는 민

중 계용에 더 많온 관심옳 기올일 수밖애 없었해， ‘노동야학회’의 조직
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전 갯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노동야학회가
어떤 조칙이며，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
다. 다만 이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유길준의 의도대로 지주적
으로 활발하게 계몽 운동율 전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
분에 활동 영역은 미미했올 가능성이 높다.
이 책온 권일(卷-)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여러 권이 더 발간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인활 방법은 없다. 국한문 혼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몽 자료의 성격상 한자 옆에 한글로 움이나 돗올 딸아 놓였다는 점이

특정이다.
유길준 이외에도 이 시기에 야학을 롱한 농민 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전
개되었을 가농성은 높다. 왜냐하면 이 시기 각종 신문에는 여러 종류의
강습회나 ‘국문권학(園文鐵學)’ 동의 기사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l쨌년 언더우드(HG. UTl앓W<XXi)률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션성교생회’의
전통도 션교활동과 국문보굽율 병행함으로써 후대에까지 영향올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 이물의 문맹퇴치 및 계몽운동 교재는

3) 청용빼때껴)애서는 이 시기 유길훈의 행쩍율 잭환쩍인 입장얘서 파악히려고 노력하

였다. 일본얘서 귀국한 유길훈의 업찌뻐 당시씌 룹격환 억병항쩡율 천면척으로 찬
동하고 나셔기는 어려웠기 때문애 차선책으로 ‘일본의 평화 정책’을 수긍하고 계몽

웅동에 줌더 힘쓴 것으로 보고 있논 생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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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지 않는다.

2.2. 일제강점기의 문맹퇴치 운동
일제강점기의 문맹퇴치 및 계몽운동은 다·소 복잡한 양1r을 띤다. 왜냐

하면 당시 식민 지배정부의 어문정책이 일본어(당시의 국어) 보급과 조선
어 억제를 주된 방향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910년대의 계
몽운동은 주로 일본어 보급에 초점이 맞￥1 져 있었먼 것으로 보이며， 국
문보급을 통한 계몽운동은 그다지 많은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

는다.
그러나

3.1

독립운동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듯하다. 이는 식민

정책이 표면상으로는 ‘문화정치’를 표똥L하였기 때문에， 총독부의 시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닐 경우 어느 정도 계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몽운동과는 달
리 총독부의 어문정책은 학교교육에서의 조선어 억제와 일본어(국어) 보
급-4)이 계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졌고) 1됐년 ‘개정교육령’ 이후에는 공교
육에서 조선어교육울 없였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대륙침략
과정에서 나타난 산미증산(塵米增塵) 정책이나 농민들의 저향을 약화시

키기 위한 차원에서 ‘자력갱생운동(自力更生運動)’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부인강습회나 휘보류는 순한글로 발간되었으
므로1 이 시기의 문맹퇴처 운동을 단순히 애국계몽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는 매우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19'J)-l)년대의 계몽운동 자료를 정리해
볼필요가있다.
먼저 19'J)년대 계몽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로 ‘조선농민샤롤 들 수 있다.

4) 이에 대해서는 검규창(l細)， 박봉배(t훌)， 허재영(:ml， aXJμ ，)율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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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1짧년 10훨 æ일에 창렵되었으며 같은 해 12훨 13일X뿌터 기
관지 『조션농민(朝雅農民).1올 발행한다. 이 기판지는 1때년 6훨 1일 째
권 져U호까지 나왔으며， lID년 5월 8일애는 발행주최자 납}뀌어 『농민(農

民)JI으로 제호률 바꾸었다. 이 『농민』은 1짧년 12훨호(통권42호)까지 발
행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농민순보(農民句報)JI 라는 신문형 순보롤 발행

하였으나， 현재 이 신문올 발견되지 않는다'，5) 이 농민잡지는 농촌 계몽운
동 차원에서 발행된 것이며， 천도교청년당의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김
기전(金起典， 짜벽사 주간)， 조기걸(趙基樂， 천도교 청년당 대표)， 박사직
(朴思植， 천도교 동경 종리원장) 퉁의 발의로 조직되었으며， 김병준(金秉
홈)， 이돈화{李數化)， 박달성(朴達成) 풍의 천도교측 인사와 한건위(韓健
偉)， 홍명희(洪命홉)， 이봉수{李風洙) 둥의 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1짧년 10월 두 차례의 회합에서 이들은 다옴과 같은 활동 방향올 정하였
다.
(1) 조선농민사의 훨동 방했)
첫째 농민 계몽훈통 즉 문맹회치 운통으로 진출할 것
둘쩨， 천도교청년당이 그 산파역올 다하고 또 이것올 진작시킴에 이
르러는 천도교청년딩-0] 직접 간접으로 그 보모역에 서야 할 것

셋째， 천도교청년당에서는 이 일올 가장 생의있고도 가장 충실하고
또 이 방면에 지식올 가진 인물로 하여 이를 담당케 할 것

이와 같은 활동 방침에 띠라 조선농민사는 농민 계몽운동에 가장 적극

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농민 계몽을 위한 여러 가지 교재가
5) 이에 대해셔는 이핑순(977) 조선농민지의 내력 r조선놓민J( 영인본， 한국학자료훨)
올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김일대(lffi2)， 창사7주년 기념 r농민Jlffi2-1율 창고하면 될
듯하다.

6) 이팡순{I'암7) 앞의 글 w농민，， 1!rn.5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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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輪 그 중의 흩딴 이성훤1喝)의 『농민독본 생農民讀本 上)J1
1
의 발행야와. 이 효채는 현째 발견되지 않는빼Ii'조션농만.!l 1짧년
12월호

부터 I!m년 2훨호까지 상권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æ년 4월， 10월， 11 월
호에 중권이 일부 소개되어 있다. 이 글율 통해 볼 때 이 책은 농민계몽올
위한 강의 내용， 강의 방법 둥으로 구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강의 방법을

소개한 점윤 문자보굽 방법의 차원에셔 의미있는 일로 보인다.
다움으로 1쨌년대 각종 연론샤의 훈자보급 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시
기 조션일보서{朝雄 日報社)와 동아일보사{東亞 日報社)에서는 민중 계몽
의 차원에서 용차보굽 교째화 환굴맞훌법 교째률 제작 배포하였다. 이 때

만롤어진 교재억 목륙은 다읍과 같다.

(2)

언론사의 문차보급 교~ß7)

『한글원본』 조션일보샤 1뼈.7.10.

『문자보급교재』 조선일보샤 1잃4.6.22.
『묻자보급교재』 조선옐보샤 l뼈1.12.11

『한글공부JI ò] 윤채， 동아일보사 I쨌.7. 1.
『일용째수법4 백남급， 동아일보사 1짧.6.æ.
『신철자현람」 통아얼보사 1앓.4.1.

『한꿀마춤법통일한』 동아일보샤 lffi3.10.~.

이려한 교채는 언론싸가 중쌓l 돼어 문자를 보급하고 민중을 계몽하

고자 하는 의도얘서 딴둘어진 것이며， 수로 자모의 명칭， 낱자 익히기， 문
장 익히기， 계수법 둥으훌 쭈형화얘 였다. 이러한 내용 구성은 당시 총톡
부의 시책애 어굿아지 않흐뺀써 문행화쳐 용롤율 함째 전개해야 하는 시
대척 상황과 밀접한 환현에 있훌 것흐로 보인다.

7) 이에 대혜서는 정진적 (1뽕)， W문자보률융룡..a짜(l..G빼재당)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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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액락애서 이 시대 농만이나 노동짜훌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읽기
자료가 만들어졌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장지영(張志映， 1쨌)의 『노
농독본(勞훌讀本)J1이나 신명균(申明행， 1짧)의 『노동독본{勞動讀本)J1이
다. 이러한 독본온 현재 제대로 보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여나
특성울 알아보기 어렵다. 다만 신명균(1짧)는 셋째뀐이 발견되어 그 일부
를 확인할수 었다.

이와 함째 기독교에서도 농촌 계몽활동올 꾸준히 전개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자료 발굴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어} 있다.
그 가운데 ‘조션성교서회’의 전풍을 이어받은 ‘조션기독...iiL서회’에서는

1915년 『피독신보』를 발행하였으며 기독교 장로총회에서는 1M)년 6월 :?A
일부터『농민생활』을 발행하였다，8)

2.3, 조션흩륙뿌외 채용 정책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À}들의 어문정책은 일본어 보급에 초점이 맞해
져 있다. 그러나 1쨌년대 농촌 경제 파탄， 전시 하에서의 농민 단체 통제
동을 목적으로 한 ‘자력갱생 운동’이나 각종 강습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인 문맹자나 여성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글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자력갱생운동은 1잃4년 조선총독부의 시책에 따라 이루어진 계몽
정책이었옵이 확언된다. 이 운동의 활발점파 전개 。짧용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조선총독부애서는 훨간으로 『자력갱생휘보(自力更生훌報).!1를 발
8) r농민생활』은 기독교의 진리훌 천랄하는 논셀파 수펼뻗만 아니라 농민에게 펼요한

과학적 농사법， 품종 7>>량 둥의 내용에 많이 설려 있었다고 한다. 이 잡지는 1잃4년
숭실전문학교로 발행권이 이판되었으며， 1942년 얼제에 의해 추방된 조웅천(趙聊天)
이 『개로(皆勞)J 리는 제호로 바꾸어 간행하였다가 1!li1년 6웰 복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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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하였다. 이 휘보는 1잃4(소화7년) 5월 1일 조선총독부에서 처옴 발행하

였는데， 통권 몇 호까지 발행되었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금
까지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잡지는 몇 호에 지나지 않는다: 1뼈
년 5월 2일자로 통권 끊호가 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도 더 발행되었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 ffi호는 편집 겸 발행자가 최용일
(崔勇一)이었으며， 발행소는 조선총독부이다.
통권 ffi호는 부록이 덧붙어 있었는데， 그 부륙은 순한글 또는 한자를

괄호에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가운데 경기도 촉탁 김추돼金
秋짧)의 ‘농촌진흥운동과 농촌부인의 힘’이라는 글에 따르면 농촌진흥훈
동이 1%년부터 시작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
과같다.
(3) 김추국(1940)， 농촌진홍운동과 농혼부인의 힘 r자력갱생휘보』통권

ffi

호부록

‘

농촌진홍은 엇재시작하엿나?
이상과 갓치 빈궁에 싸저잇는 불상한 농가를 구제해서 갱생케 하

기위하야 시작한 것이 농촌진홍 운동입니다. 다시말하면 각농가를

속히 걱정업는 생활을 식히려고 여러 가지로 지도하는것입니다. 그
리고 이운동의 근본방침은 자력갱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력갱생

이란 무슨풋이냐하면 자피의힘으로 ^t7]를 소생시켜서 λ따가자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자피의 힘이잇고 할일이잇고 할틈이 잇서도

일을아니하고 부지련치안코 놀고먹기를 조와한까빨” 빈궁혜진 것
이니까 이제부터는 내집은 나의힘 나의손으호 갱생해야 켓다는 자

각과 분발올내7께고 활동을해서 생활을 안정해 가자는 것입니다.
『농촌진흥 자력갱생훈통』이란맘이 즉 그뜻입니다. 그리고 조희조각

에 써서둔게 잇는것인데 그것은 농사와 살님올 이리이리해서 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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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풀나자는 게획표입니다. 다시짤하떤 농사는 엇더케 재량빼서 얼

마콤 추수률 놓니고 뿌업온 무엇율 엇더체해서 수입옳 늘니고 지고
잇틀빗온 엇더체 가파가자는 것을 써두어가지고 그대로 쪽실행하도
록할것입니다.

‘

농친진흥운동과 농촌부녀자의 관게
놓촌진흥운통이 이러난지는 별서 다섯혜가 지낫습니다. 그래서

총독부이하 도군변-학교긍융조합. 주재소퉁에서 열심히 지도하고

호갚멘선도 그 지도를 잘뱃써 실행하여온까닭애 해마다 갱생뼈
가는 농7까 느러가니 이 얼마나 반잡습닛가 그런데 이운동은 농촌
후인과는 쩌러질수업는 관게가 잇는것입니다. 그것은 엇재서 그러냐

하면 농촌부녀는 집안살립율 마타하는관게상 그 살님올잘하고 못하
는데서 농가의 갱생도 잘되고 못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운동으로혜

서 농촌뿌녀자도 자각이 만히되여서 전자에 아니하든 맛갓일도 만
히해서 농사에 조력도하고 부업도 잘들혜서 수입을 엇고 쪼는 절미
저축과 가튼 것올 실행하는 동시에 살님비를 절약해서 집안살님율
보태며 짜라서 갱생게획 실행도 잘되는집이 만습니다. 그런걸로 보

며는 농촌부녀자는 농촌진흥운동의 보조자가 아니라 당당한 관게자
라고볼수잇습니다.
그련의미로서 농촌후녀둘째서는 농촌진흥운동에대동}야 좀더 기
픈리해와 자각올 내서 일충환발 활통하서서 갱생의 목적 달성에 힘

쓰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3)올 통혜 알 수 있듯이 자력갱생(농촌진흥) 운동은 놓민이나 부녀자
들을 대상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롤 갖
고 었다. 그렇지만 이 운동은 궁극적으로 식민 수탈로 인하여 피빼해진

농촌 실정을 ‘농민의 게으륨이나 무농’ 탓으로 톨려고 이를 깨철 것올 촉

구하며， 아울러 식량 중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운동이었음
올 확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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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진 각종 강습회 가운데 우리글을

수단으로 삼은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예로 당진군에서 이루어진 『부인강습
회 강연록』을 틀 수 있다. 이 자료는 표지와 부록이 닥장이며， 강연록 목
차와 본문만 남아 있다. 본문 가운데 ‘나무절야과 불조심’에서 ‘우리 당진
에도 합덕면 순성면 신평면은 먼저 말한 바와 갓치 밝언산이 만이 잇슴니

다’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당진군의 부인강습회 강연록이었음을 확언할
수 있다. 순한글로만 이루어진 강습회 자료이다. 책의 발행 연도는 쉽게
추정할 수 없으나 강연록 첫회 ‘농촌부인의 심득’이라는 김군쉬당시 당진
군수였을 것으로 추정됨)의 글 속에 ‘먼저번에 7] 회사를 말삼할썩에 지금
극도로 곤궁하게 된 우리 조선 농촌을 검성식히고자 함에는 불가불 농촌

부인 여러분의 활동올 기다리야만 하켓다는 말삼과 이번에 이 부인강습
회를 열게된 취지를 덕강 말삼하앗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다시 농촌 부인

의 심득이라 하는 문례 다시 말삼하면 농촌부인이 알고 또한 쪽 실형하여
야 할 일 엿가지에 믹빠 말삼하고자 합니다.’라는 대목으로 보아 자력
갱생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한 계몽운동은 문자보급의 차원보다는 피

폐해진 농촌 경제에 대한 책임 회피， 농업 기술 향상을 통한 식량 조달，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 조달의 차원에서 계몽운동이 이루어졌음을 확
인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부녀자나 농민을
대상으로 한글 자료를 발행하였음을 확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기관은 조선총독부뿔만 아니라 각종 교육
기관， 금융조합， 주채소 둥이었음도 확인된다~9)

9) 이러한 사례로 웅세농도학원(應世農道學院)에셔 발행한농쩨농민톡본{應世훌民

회l本)J을 들 수 있다. 이 농민독본은 조선총독부 농림국장의 ‘수신제가라는 채자를

싣고 제1편 훈화， 제2펀 국어(일본어). 제3면 조선어， 재4편 소농의 경영방침， 쩨편
도작， 제6편 천수답， 제7핀 맥작， 제8편 조선의 잠사업 둥의 내용으로 구생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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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국가{마군쩡으료부펙 전후짜지}
3. 1. 미군정기로부터 정부 수랩기따|
광복 이후의 시굽한 어문 문채는 국어회복과 문맹퇴치였다. 특히 1쨌

년 이후 공교육에서 우리말과 글울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글 해
득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국민의 7할 정도가 문맹Z랜+는
보고가 있듯이， 국어회복파 문맹퇴치는 지식보급뿜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입징에서 당시의
계몽운동은 정부와 민간을 가렬 것 없이 한글 보밝W 나서지 않을 수 없
었다)0)

이 시기 우선적으로 눈에 뜨이는 것은 공교육에서의 한글 보급어다. 군

정청 학무국에서는 조선어학회의 주관으로 『한글 첫걸음.I (t뼈)을 펴내게

되었는데， 이는 초퉁이나 중동교육을 받기 전에 한글 교육을 먼저 받도록
하기 위힘어었다. 이 교재는 전통적인 문자 학습 방법을 탈피하여 최초로
‘자모식’ 학습을 하도록 한 점이 특정이었다. 이를 밝힌 부분이 ‘주의’ 부
분인데 그 내용은 다음파 같다.
(4) 11"한글 첫걸옴』의 ‘주의’

1. 이 책은 ‘초퉁 국어 중·하 또는 ‘중둥 국어 상·하’롤 가르치기
전에， 먼저 국어 공부의 터전올 닦아주도혹 가르치기 위하여 지은
것임.

2 이 책울 가르치는 교사는 ‘초둥 국어 한글 數授 指針’을 옳考 利
用할것으로 합.
는 놓먼톡본도 계몽 운동 주체애 따라 성격율 달리하고 있옴율 의미한다.
10) 이 시기의 국어과 교과서 개발에 대해서는 허재영(:!때니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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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글 字母의 이름용 아래와 같이 가르철 것으로 합.
1=기역

L=니은 亡=디곧 근=리올 디=미음 님=비읍 A=시옷

。=이웅 ;7';=지윷 동=치윷 격=키육 E=티을 표=피율 효=히융

}=아 þ=야 1=어 ~=여 J오 .lL=요 F우 π=유 -=으 1=이
그리고 거듭된 字母의 이륨은 아래와 같이 가르칠것으로 함
끼=짱기역

t.C=쌍디금

H=애

셔=얘

꺼=에

꺼11=웨

-n=위

-1=의

llll=쌍비읍

쾌=예

과=와

λλ=쌍시옷

패=왜

~=쌍지윷

괴=외

í~=워

(4)의 자모식 학습법은 이 시기에 나온 다른 『한글첫걸옴』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낱자 학습의 효울성을 높이는 데 초석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1)
예를 들어 국민개학운동(國民皆學運動)의 팝플릿이나 l!E4년 전후 대한
계명사업협회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첫걸음』 둥은 모두 자모식
낱자 학습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어회복의 차원에서 군정청 문교부

(1946) IT'사정한 표준말 모음집』을 발간하며 학술용어를 정화하려는 노력
을 기울이기도 하였다)2)

이러한 문맹퇴치 노력과 함께 이 시기의 지식인들은 각종 한글맞춤법
해설서를 내놓게 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김병제(1946)， IT'한글
맞춤법 해설.!1(정음사)， 장하일(1뼈)， IT'한글맞춤법교본.!1(고려문화새， 이희

숭(1없8)， IT'한글맞춤법 통일안 강의.!1(동성사 59년도 신구문화새 둥이다.
이러한 교재는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글맞춤법 교재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보급과 교양 능력 향11-이라는 기치 아래 각종 한글독
본류가 발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인숭(1946)， IT'한글
11) 한글 낱자 교육은 자모식으로 쉬운 모음， 자옴， 겹자옴， 받침 둥의 순서로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사그D} 이 책으로부터 비롯된 셈이다.

12) 이에 대해서는 ‘건국기의 어문정책’이라는 제목의 다른 논문에서 발표할 빼정이다.
이 시기 발행된 각종 한글보급자료는 ht따://1빼때'ffil1.맹의 어문정책 자료실올 창
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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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본:.0 (정옴λ”이 있다. 야러한 폭본류는 당시 읽옳거려가 부족했던 상황
에서 계몽용 교채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뿔딴 아니라 이 시기 좌

익계의 문맹퇴치용 교재도 비교쩍 활발히 저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해방사편집뀌1뼈)， If문맹퇴치 인민독본』， 『농

민정치독본』， 『사회주의 경제약셜Jl(모두 혜방사 간행) 퉁이다. 이러한 자
료의 내용 구성은 저작자의 의도가 반영된다는 점이 특정。l 다. 예를 들어

해방사 간행물은 다분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3.2. 전후의 문맹퇴치 정책
정부 수립후 문자보급은 상당한 성과률 거두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
렇지만 전국민올 대상으로 한 문자보급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었
는데， 더욱이 학교 교육 시설의 부족과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13)은 문

맹퇴치 정책의 필요성올 더욱 높게 하였다.
이에 따라 문교부에서는 공교육이 아닌 사회 교육 기괜각종 공민학교)
및 군대 내의 문맹퇴치 정책올 실시하였다. 이 때 교체는 문교부에서 발
행하였는데If국문독본(국문교육반용).lI(HE4)， If성인독흰성인교육반용).lI

(1됐)， If새 살림 그림독본， 성인교육용 보충교재.lI(1됐) 둥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자료의 발간 목적은 책머리에 비교적 자채히 설명되어 있다. 그

내용올 살펴보면 다옴과 같다.

(5)

문교부 발행 문맹퇴치 정책 자료

「 r국문독본』파 『생언독본'.11

:

한달 첫걸옴， ‘지도하시는 분에게，

13) 학교 교육 시셜 후촉이나 문자보급 훈동과 판련흰 내용온 rx빠신문'J ，동아일보」
풍의 기사톨 용하여 엽재 확인할 수 있다. 동아일보;.1꿰서는 1뼈년대 이천까지 자
사 신문 기사쭉홈올 작성하였으므로、 이훌 흉하여 문맹회치 용똥이 어떻게 전개되
었는지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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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F한글 첫결융”은 그렴과 낱말파률 나란히보여 낱말올 학습
하게 한 다옴， 거기서 낱자를 따로 때 내어 “낱내 보기틀”로서

낱자 학습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히·여 일단 한글 낱자의 학습
이 끝난 후， 이를 자모별로 지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

글 첫걸음”은 종래의 “한글 첫걸음”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읍니
다. 받침의 학습을 확실히 하는 것은 맞춤법 공부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 종래의 “한글 첫걸음”에서는 비교적 등한히 한 것이었기
때문에 되도록 자세히 풀어보려고 하였옵니다. 지도하시는 분은

언어 학습의 가장 근본이 되는 방법이 글자를 자주 되풀이빼
눈에 익히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국 이 책에서 그러한 점이
모자라는 곳은 철판 또는 낱말 카아드를 이용하여 보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L

, ~새 살립 그립독본~(성인교육용 보충교재) ‘머리말
글을 보고 읽고 적을수 있는 r 글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만이

글을 배우는 목적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배운 글로써 좋은 서적을 통하여 어진 선배와 학자들의 높은

덕생과 훌륭한 인품을 본받고 인간 생활에 필요한 이치와 여러
가지 지식을 깨치어 인격을 더욱 높이여 일상 생활과 각자의 생
업올 편리하고도 효과있게 처리할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

。까서는 자기의 아는 바와 깨친 바를 다른 사햄l게도 가르치
고 깨우처서 가정인으로서나 사회인으로서 자기 구실올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지위를 높이며 행복되
게 하고 보람있고 빛나는 삶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 글을 배우는
참된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개명된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옛
날처럽 다스립을 받는 처지에서 억눌이어 명령에 복종만하고 지
내 오던 때와 탈라서 나라의 모든 주권을 국민이 가지게 되었고

또한사랍으로서의 동둥한 r 기본 권리」인 인권올온전히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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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스므로 일반 국민운 더욱더 지식훌 널리 구하고 옳바르
게 깨치어서 자기의 소중한 권리를 떳떳이 주장함파 동시애 자

기의 맡은바 임무애도 충실할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랍 한 사람이 저마다 제 구실올 옳바르게 감딩해

나가는 날에는 우리 나라와 사회의 민주 발전파 문화는 제대로
향상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8 '15 해방 이래 우리 정부가 서면서부터 문교꽉에

서는 국민 교육에 힘써 왔고 더욱이 r국문 보급」 이른바 문맹퇴
치 교육올 적극 추진히여 큰성과률 보였옴으로 이제는 우리 국

민가운데 우리 국문인 r 한글」옳 깨치지 옷하는 국민이 그다지

많지 않게된것입니다. 그러므로 문교부에서는 성인반과 국문 교
육반에서 우리 한글율 깨치게 된 많은 국민 남녀에 대하여 국문
해득의 실력 증진파 일상 생활의 개선 향상올 가저오게 하기 위

하여 그립율 보고 글올 읽어 재미있고도 쉽게 내용올 깨칠 수
있는 r새 살립 그림 독본」올 펴내는 바이오니 이 책올 성인반에

서 배우고 또 각 가정에 차례로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
야기하며 우리의 생활을 좀더 문화적으로 빛나게 하고 니.or가서
는 글 읽는 습관올 들이어서 다른 좋은 책옳 힘서 읽어 너나할
것없이 스스로 교양에 힘쓰는 국민이 되기롤 바라면서 이 책올
마련해내는 바입니다. 단기 g휠년 6월 일 문교부장관

위의 세 종류 자료는 문맹퇴치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식을 보

굽하는 역할올 담고 있던 교재였다. 이 교재는 모두 무료로 배포되었다.
이와 함쩨 군대 내에서의 문맹퇴치 정책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군에
서의 문맹퇴치는 단순한 국문보급의 차원올 넘어 일정한 능력율 갖춘 군

언을 양성하는 것옳 목표로 삼았다. 빼를 들어『성인교육용 공민독본 일
(군용).ø U잃)， i'성인교육용 꽁민쭉본 이(군용)..'1 0잃)， Ii'한끌독본.!I(해병대

사뽑.， l'짧) 둥은 이러한 교재에 해당하는데 교채 개발은 모두 문교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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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았다. 그 가운대 『성인교육용 국문독본{군용)JJ 의 머리말을 살펴보면 다
음과같다.

(6) r성인교육용 공민독흰군용)JJ 일， 이권 머리말
군대내 공민교육의 목적은 각개인의 학력올 향상시킴으로써 군
전체의 능력을 중진시킴에 있읍니다. 오늘날과 같은 현대전에 있어

서는 일정한 학력이 없이 복잡한 과학무기와 기계에 대히여 그 학술
과 기능올 체득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군대내 공민교육은 군사교육에 도움이 되며 군 전체의 능

력을 중진시키며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위허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휴전 기간중을 이용하여 우리 군 사상 처옴 보는 강

력한 군대내 공민교육을 실시하게 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발행되는 것이 이 교재인 바 이 교재는 바로 교육

각서 제49호(4짧년 8월 'lJ일부)에 의거한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문교부에서 작성한 “성인교육용 공민독본”을 그대로
복제(複製)한 것입니다. 물론 이 교재만으로서는 군대내 교육서 충

분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우므로 교관 제위는 이 책 이외에 많은
다른 책을 참고로 뼈 주심을 바랍니다. 오직 이 책은 초둥기본교

육의 일개 표본교재로서 발행할 뿐입니다.
공민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공민교육의 중요생올 인식하여 항상
높은 창의성과 열성으로써 우리 육군 발전에 최대의 노력을 솔선 경
주하여야하겠옵니다.
4?æ年 9月 3)日

陸軍本部 政웹|藍

陸軍推將

朴

英

俊

이와 같이 각종 공민학교용 및 성인용， 군용 문맹퇴치 교재는 기본 단

계에서 한글첫걸옴올 두고 분자 혜득이 가능하게 되면 민주 시민으로서
갖혐야 할 지식이나 숫자 익히기 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 편제는 일제강점기 언론사의 문자보급 교재 및 각종 농민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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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독본류의 편제와 유사하다. 다만 구체척인 내용윤 저작자의 의도와
시대 상황이 반영퍼어 있는데， 예훌 률어 r새 살렴 그렴독본』에는 공산주

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3.3. 선교 훨톨과 문앵휩치 문동
문맹퇴치 운동의 중심 단체로 기독교를 빼놓율 수 없다. 기독교는 조선
성교서회나 기독교장로총회룰 비롯하여 많온 단체가 선jl 목적에서 한글
보급운동울 전개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척인 단채로 대한계명협회가 있
다. 이 단체의 성격은 잘 드러나 있지 않으나 1~월년부터 1!m년대까지는
안신영 목사가 회장올 지낸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 비교적 다수의 계몽

교재를 발행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디옴과 같은 것들이 있
다

(7) 대한계명협회의 계봉 자료
' . r 한글첫절옴』파 한글첫걸옴 패본(1웠년 추정)
L-.

r 한글독본J(여섯 권， 1웠년 추정)

C. r 얘수의 이야기，，(여섯 권， 1앉표æ년 사이 추정)
2. Ir사철의 노래i19끓11.3))

口. 소책자 일곱 권

r살길 찾은 동촌 마율』， 『살기 좋은 남주 마올Jl，

『누가 이기냐?Jl， Ir새 마올 사람툴』， r무엇옳 믿나』， 『편지는 이렇
게』， 『우리도 찰 살 수 있다'Jl(l됐년까지)
님 r 한글 맞춤법 비결Jj(안신영 저， 1뼈)

이러한 교재는 일뿌만 국립중앙도서판에 소장되어 있다. 그 가훈데

『사철의 노래』에는 다옴파 같은 ‘머릿말’이 실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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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철의 노래』 ‘머릿말1

우리는 오래 전부터 소년들올 위하여 책 하나를 내어놓으려고 계
획했었읍니다. 그런데 소년들이 책을 만들어달라고 졸라대어 이 책

을만들었습니다
「사철의 노래」이 책은 그야말로 소년독본입니다 소년들을 위해
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만들어 내는데 글로는 이광호 선생의 공이 제일 많고 크
고， 오소운 선생의 공도 적지 않으며， 아륨다운 그림은 모두 김영주
선생이 그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쩨 감사률 드립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년들이 이 책을 재미있게 읽고 배우는 것이
많기를 바랍니다.
1앉꿨년 11월 10일

안 신 영

4. 1960년대의 계몽 정책
4. 1. 재건운동과 계용 쩡책
191>년대의 계몽 정책은 ‘재건운통’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적 차원에

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계몽 정책이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운동
이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 및 국가 이데올로기에 따라 조직적으로 광범위
하게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최고 기관은

‘재건국민운동본부’라는 관변단체였다. 이 단체는 1~1년 6월 조직된 단체
로 5.16의 이념을 전국민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에서 만들어진 단체였다.

이 단체는 5.16 군사정부에서 내세운 혁명과업울 중추척으로 실천하고
자 조직되었는데， 그 기구로는 본부장 아래 차장을 두교 차장 아래 총무
부， 기획부， 운영부， 계몽국， 지도국， 훈련국을 두었으며， 차장의 직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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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부와 시군(구)혹젠회， 융면， 동리 촉진회， 재건국민반율 두었다. 이 때

각 도지부의 장은 도지사자 맙었으며， 시군촉진회는 시장파 군수， 옵연촉
진회는 옵연장어 담당하였다01 4 ) 이처렴 ‘훈동’올 표빙하였지만 실질적으
로는 관 주도의 단체였옴을 쉽게 획언할 수 었다. 이와 같은 성격은 초대
본부쟁l 었던 유달영의 신년사률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 가운데 일부룰

옮겨보면다옴과같다.
(9) 국민혁명(園民훌짧)으로의 전진(前進)15)
四월학생혁명 五월군사혁명융 거쳐서 다시 국민 혁명의 단계로
들어섰다. 오늘의 혁명의 주체는 벌써 군인들이 아니오 국민툴 자신

어야 환다. 아무리 학생툴과 군인률이 열성옳 다 한다 하더라도 민
충이 산송장 감이 스스로홈 구훤하는데 우기력 무감각하다면 혁명
윤 수포로 툴아가고 말 것이다

국민혁명올 담당한 동지 여러분은 결코 내 지신율 적게 평가하지
말 것이다. 시계속의 몹시 작운 냐사 한개가 째져도 그 시쩨는 제대
로 롤아가지 뭇할 것이다. 내가 농촌에서 땅파는 한 농민이요， 공장

에서 낫벼리는 직공이라 할지라도 내가 혁명에 무관심하다면 이 크

나큰 민족의 시계는 벌써 톨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올 인식한
다면 이 작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올 알게 될 것이다

(9)애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 군사정후의 주도세력인 군언들이 전국민

14)

재건국민운동 훈영부(1앓)， 재건국민운동기구 개편의 지침 r재건흉신」채1혹 재건

국민운동본부채건봉신』은 재건국민운동본부의 기판지로， 이 글에 따르면 1001년
6훨부터 1짧년까지 땅에 걸친 기구 개편이 있었으며， 3차 개편에서는 중앙위원회

률 두고 각부서롤 ‘실(室H次長)-과{課)’체째로 개훤하였으며， ‘시도지한옵연촉진

회’훌 확대개편하였다. 아율러 융변 단위마다 ‘쩨건청년회(再建홉年홉)’와 ‘뿌녀회
(햄女홈)’훌 두어 국가 전쩨훌 재건운동쪼직으로 뽕괄할 수 있깨 함으로빼 계몽운
동이 자발척이 아년 국가 주도의 갱책척 흉채률 받도혹 하였다는 떼 확정이 었다.

15)

휴달영 (002)， r 재건홍신』제1호 재건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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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천 운동올 전개함으로쩌 국가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롤 확립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셈이다. 이는 이 단체의 실천요강에도 충분히 드
러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국민운동 실천요강

1. 숭공 민주이념의 확립

3.

근면정신의 고취

5 국민도의의 앙양

2. 내핍생활의 여행
4.

생산 및 건설의식의 중진

6. 정서 관념의 순화

1 국민체위의 향상

(1이의 실천요강에서는 군사정부의 혁명이데올로기인 ‘반공’과 ‘경제건
설’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1떼년대의 계몽운동은 국가 주도로 광

범위하게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집권째력의 이데올로기를 충실하게
반영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이 반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계몽정책이었지만 재건국민운동
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비록 관 주도의 운동이
라 할지라도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키고 상당수의 문맹자들에게 글을 읽
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일깨움으로써 자발적 혼란 상태보다는 니은
상태로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6) 그렇기 때문에 재건운동을

통하여 상당수의 운맹자가 문맹퇴치 교육을 받았고 이 운동올 통하여 농
촌 재건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6) 5.16

이후의 경채발전과 새마율운동은 다양한 역사척 명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

글얘서는 이러한 명가롤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문맹퇴치 및 계몽쟁책의 사설 여부만

율 기솔하는 것율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명가률 배채하고 사실적으
로만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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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째건푼동뼈서의 훈맹자 교육
재건운동에서의 문맹자 교육윤 ‘푼맹자 완전 해소’라는 목표 아래 진행
되었다. 이는 건국기의 문교부， 국방뿌를 중심으로 한 문맹퇴치 정책율

통히여 문맹률올 상당히 낮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보인다. 참고로
이 시기 문맹퇴치 교육 대상자는 다옴과 같다.

(11) 분맹퇴치 대상자 총수(싫12년도)

만12셔l 이상 총인구수

|

남자

15,2liOO

이 시기 문맹자의 톡징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훨씬 많았다는 점인데，
이는 여생이 교육울 받올 기회가 적었다는 점， 남성의 경우 군대 내에서

의 문맹퇴치교육을 받올 수 있었던 점 퉁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문맹자는 불과 75만이나 여성은 3백만 명이 넘는다.

따라서 문맹자 완전 해소를 위해서는 부녀자 교육이 중요한 파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국민운동에서는 ‘부녀회’와 ‘청년회’의 활동
을 가장 중요한 파채로 삼고 있옴올 알 수 있다.
재건국민운동 차원에서 문맹자 교육온 단기간 집중척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1001년 12월부터 1앓년 4훨 Atol 에 실시된 문맹퇴치 교육은 군사
전략과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율 정리해 보면 다옴과
같다)7)

17) 재건국민운동본뿌{1001). 문맹자 교육 계획서재건생활」채10호 재건운동본J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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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맹자 교육 계획서

1. 목적 :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문맹자 교육을 실
시빼 문맹자률 완전 일소하므로서 국민생활의 향상을
기함에 있다

2.

방침

(개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본사업올 실시효뼈 문맹자를 일
소하여 국문해독과 기계기록 정리는 물론 사리판단의 능력

을배양한다.
(나) 본 사업은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주판하며 행정부처는 적극

후원한다.
(다) 본 사업의 일반 추진체는 재건국민운동 산학 리， 동 재건청
년회와 재건부녀회가 담당한다

(라) 본 사업의 세부 계획은 재건 국민운동 도(시)지부가 수립
시행한다.

3. 실시 기간
본 사업은 준비기간， 실시기간 및 펑가기간으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

(개 준비 기간 : 자 때4년 12월 1 일

지 쟁34년 12월 10일

본 기간에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필요한 제반 준비태세

를확립한다
(나) 실시 기간 : 본 기간에는 준비태세롤 통한 제반 문맹자 교

육운동에 전력을 경주하여 고도의 성과를 기한다.
자 4쟁년 12월 11일 지 4죠6년 4월 3)일
(다) 평가 기칸 : 본 기간에는 실시 결파를 종합 심사 분석하여
계속적인 문맹자 교육운동의 참고로 한다.

4.

문맹자 교육운동의 주무기관 및 협조처

(개 재건국민운동본부 및 재건국민운동 도(시)지부가 주판하여
재건청년회 및 재건부녀회가 추진체가 되어 재건학생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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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빵학율 이용혀여 본A랩에 척국 창여환다.

(나) 협조 부쳐인 푼Æ， 농립， 꽁보부는 협조 후훤환다.

... (이하 생략)

이와 같어 문맹퇴치 교육운동올 군사전략처럼 세울 수 있었던 배경은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군사 정권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

가재건최고회의의 박정희 의장은 ‘밀수와 탈세， 독직， 고리대금 일소’ 둥
의 사회 부정부패 문제， ‘실업， 전력부족， 교통 및 통신 시셜， 식량 생산 부
족’ 둥의 경채 문제의 해결올 구호로 내세우교 군사 정부의 혁명적 정통
성울 확보하는 데 모든 노력율 기울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문맹퇴치 교육
운동도 전략적으로 기획 실시되었는데， 표면상으로는 ‘문화국가와 민주국
가의 번영융 위한 토대’로서 ‘국민의 알 권리’흘 되찾는 운동이라는 점을

내써웠다. 이에 따라 만 1써 이상의 문맹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의무적으
로 문맹자 교육울 받게 되었는데 그 교육내용은 다옴과 같다.
(13) 문맹자 교육의 내용
과목

져도내용

1. 한달자모
국

2 한글자모

어

3. 한글맞춤법
4 읽기 쓰기

산

1ι‘-

1. 이라버아숫자

2
3

덧셈

탤생

1. 5.16군사혁명의 의의

2
3
4

혁명정#의 충요시책
혁명공약
기타훨요한교육

지도

소요

방법

시간

강의

4
4
12

,’

방법

캅고문헌

전지도기간올
흉하여

단계적으로

한글공부

’

m

실시한다.

”
’

2
4
4

’

생본교과서

3
3
2
2

’

공보환발간
책자

강의

강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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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1때년대 이후의 문맹퇴치 정책은 분자 해득력뿔만 아니

라 국민 계몽의 차원에서 전략적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
은 계몽 정책은 관 주도의 다른 사회 운동으로 이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공피{功過)를 남기기도 하였다.

5. 맺옴말
이 글은 근대계몽기 이후의 어문문제 가운데 하나인 문맹퇴치 및 계몽
운통의 흐름을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 목적을 갖고 있는 글이다.
근대계몽기 이후 문맹퇴치 및 계몽 운동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별 계몽 운동의 과제와 전개 양상 그러한 운동에 사용되었던 교재의
발굴 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글은 실중적 자료
발굴과 정리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계몽 운동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과
정리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따른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첫
째 자료의 보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는 자료
가 많을 쁜만 아니라 보존된 자료조차도 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모를

파믿L하기가 쉽지 않고 둘째 계몽 운동의 주최나 시대적 환경에 따라 계
몽 내용과 방법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
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문맹퇴치 및 계몽운동의 흐름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료의 발굴이 이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발굴

된 자료의 성격을 분석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어
각 자료마다 계몽 내용， 교수흑L습 방법 등이 시대별， 제작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뻐}른 시일 내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완해 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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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Otract

The Trends of Eradication of Illiteracy and Illumination
Policy from the Age of EMRT(Enlightenment of Modem
Recent Times) to the 1960’s.

뼈， J짧Y에ng

까1e α1qX)Se

of this r맏:ort is to investigate the trer띠S of 당뼈cation of llliteracy

and lliurnination Policy(or

can뼈ign) frαn

the age of EMRT to the

1앉~’ s

m

Korea 까le 띠icy of llli따때f 당없ication(or car뼈뺑) was incl따해 by the 뼈icy

of

lliurninatiα1.

eraφcati，α1，

disti맹버sh

lliurnination

reform of

mear때

consci이lSnesS

rrnny

~ can뼈ign，

and PR of

that is illiteracy

natiα1al IX>licy.

But 1 didn’t

from two IX>licies, because 뼈 spre;:회 of Ii따때rrr없lOO the 벼sic of

illurnination.
In the age of EMRT, Korean forennmers reaIiZed the imI:XrtanCe of unification

of the

wri뼈1ar떠 sIXJken lar핑uage. Spri때y，

evenir핑

Yu

αl-jun αg뼈때

the

앉JClI때

of

school to wor뼈'S(Rí따Jg-Y:매ak-Hoi :勞動夜學會)， and he wrote the

R뼈ir핑 T않tbool‘ to eveniIJg school to wiαkers[RIαb땅Yafr:ic-α없η1 : 勞動夜
學讀本l.

In the

며"icxl

of

~tion

by

J職없

ÌDl/HiaIisrn, 1 discovered two 때ys the

IX>licy of 피umination ; 까le spre;:회 of Iiteracy Movffiffit by Korean : 11몽y 때때lt

m 야~t

and WiOrXer. But the colonial governrrmt’ s

productivity.

so two ways 않xtIrok were differmt

The

없i여

of

esta뻐하IIreI1t

of a cαmtIy rreans the

er떠s

JXri여

were

incr얹뼈

of transition.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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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n:rovmrl national 때19I1웰 m피 æ:r없$최 tre
illi따쩌， rare. HalgeuJ-Or:!d-geol-un뼈1e first s뼈 to I\ocean) was JJ.뼈i하빼，
뼈 tre goverrurent 빼 mis혀ons 뼈-e interesta:l in illumination rmverænt. The
뼈띠st.ty of Nati뼈1 IÆfense lTClCtiα었 야뚱 illiteracy er뼈cation can뼈gn In
100)’ s, tre 뼈U때y goverrurent lTClCti뼈 so caJl ’Reconstruction of Na따1’. Thi s
illl뼈nationII며oct 때n;성 to ræched <fAí of illi뼈æy rare.
I 앞mChE회 f여 rnany textlx빼 of illumir빼on 뼈icies. But tOOSe materi외s 1빼
rnany-sió:최 φ旅s.So 뼈s r흘αtairr빼 to æscriberl various rnaterials.
파:res， 뻐m파l3tion 띠icies 때n;었

[Key 빼ù1 퍼m때1atÎon
illi뼈æy

(X>licies,

rare

illiteracy

erac회α뼈on， n:rovere:l r빼onallar훌1맹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