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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종교공동체와 미디어의 관계 및 양자의 상호작용을 한국 초기 개
신교 신문을 자료로 삼아 탐구했다. 먼저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이 자리 잡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밝히고, 해당 신문들이 독자들과 어떤 과정을 거쳐 상호
작용을 했는지 에 대한 사례연구를 거친 후, 해당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했다. 대상 자료는 19세기 말 발행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신문이자

종교계

신문인

죠선(대한)크리스도인회보(The

Christian Advocate) 와 그리스도신문(The Christian News) 이었다.
19세기 말 한국의 개신교 공동체는 북미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라는 외부 세
력에 의해 주간 신문을 비롯한 인쇄 매체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당대 한
국 사회에서, 전국적 단위의 주간 정기간행물은 소개된 지 채 10여년밖에 되
지 않은 신생 매체였다. 개신교 공동체는 이러한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공동체의 결속과 고유의 상징체계를 다져 나갔다. 초기 한국 개신교
공동체가 이용한 신문 매체는 단순 정보의 전달 통로를 넘어, 정기적으로 신
문을 읽고 여기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종교적 상징체계 유지 및 강
화에 기여하는 종교적 실천의 장이기도 했다. 이 명제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
기 위한 틀로써, 버거(Peter Berger) 등이 종교를 상징체계의 망으로 보았던
관점과, 커뮤니케이션이 단지 정보의 전파가 아니라 의례적 측면 역시 지님을
주장했던 캐리(James Carey)의 의견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하여, 본 논문은 어떠한 배경과 경로를 거쳐 초기 개신
교 신문이 한국 초기 개신교 공동체의 종교적 실천의 장으로서 역할을 했는
지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 초기 개신교 공동체의 생활상과 사상을 ‘반영한다’
고만 해석되어온 자료를, 미디어 수용 및 종교적 실천이라는 견지에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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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작업을 위해서 먼저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의 발행 배경 및 기획 의도,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탐구했다
(Ⅱ장). 이 과정에서,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은 18세기 이후 영미권의 개신교
의 문서선교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한국에 파견된 북미 선교사들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영미권의 개신교 문서선교에
서 7일 주기의 정기간행물은 안식일 주기와 겹쳐지고, 종교적 상징체계를 강
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요소였다. 이러한 7일 단위의
개신교 정기간행물이 한국에서 등장했을 때, 한국의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변
수들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당대 한국은 불안정한 지배 권력과 외세의 침탈
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며, 국권을 보호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엘리트 계층의 개화사상이 성행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 때 서양인 선교
사들은 개신교를 선진국의 개화된 종교로서 홍보하고, 한국인들을 ‘계몽’하기
위해 순 한글로 된 개신교 주간신문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한편 한국인들은
서양인 선교사들의 신문 발행과 선교 활동에 대해서 다양하고 능동적인 반응
을 보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배포된 초기 개신교 신문은 정기적으로 공동체의 상징체
계를 유지 및 강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 따라서 역사적 배경에 대한 개괄 후,
본 논문에서는 공동체가 신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상징체계를 공유하고
유지해 나갔는지 정리하였다(Ⅲ장). 한국의 초기 개신교 신문 지면에서는 개신
교적 교리 및 행위양식 규정을 통해 한국의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상징체계
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한국 초기 개
신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개신교의 기본적인 교리부터 구체적인 행동 양식,
그리고 모범적인 개신교 공동체의 예를 신문을 통해 접했다. 그 가운데 죽음
과 영혼에 대한 인식, 금주 및 금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한편 타 공동
체와 개신교 공동체의 관계를 서술한 내러티브들이 신문에 실려 읽는 이들에
게 개신교 공동체의 외연과 내연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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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재료로서 제시되기도 했다. 커뮤니케이션이 단지 정보를 전파하는 기능
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해 주고 공동
체의 결속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능을 한다는 의례적 측면을 통해서 위 내용
들을 분석할 수 있다. 즉, 반복적으로 초기 개신교 신문의 내용들이 개신교
공동체에게 개신교적 가치관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앞서 집중적으로 밝힌 개신교 신문의 역할을 염두에 두면
서, 신문을 이용한 독자들의 참여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커뮤니케이션의 의례
적 측면이 공동체의 상징체계를 구성원들에게 확인시키고 유지한다는 것이
기존의 논의를 충실히 따른 분석이었다면, 본 논문에서는 더 나아가 신문의
유통과 독서가 신문이라는 의사소통의 장에 참여하고자 동기화된 참여 주체
역시 생산하게 된다는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신문을 읽은 독자들은 신문
의 공동체의 상징체계는 물론 미디어 체계를 이해하고 습득하여 참여 가능성
을 지닌 주체가 된다. 물론 신문을 읽은 모든 독자가 신문 체계에 다시 참여
가능한 주체로서 탈바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독자들의 투고 및 모금
행위가 신문지면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개신교
신문과 관련된 독자들의 실천은 신문을 읽는 행동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신문에 대한 직접적 참여도 포함한다.
개신교 신문을 이용한 독자들의 실천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
째는 신문을 집단적으로 독서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 독서’이며, 둘
째는 독자들의 흔적이 직접적으로 신문 속에서 드러나는 모금운동 혹은 독자
투고를 통해 일어나는 ‘직접적 참여’이다. ‘공공 독서’는 주기적 신문 읽기 자
체에 의미를 둔 실천으로, 개인의 묵독 혹은 집단적인 독서를 통해 이루어졌
다. 캐리의 커뮤니케이션의 의례 모델은 바로 이 ‘공공 독서’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한편 독자들의 ‘직접적 참여’는 ‘공공 독서’를 통해 충분히 미디어
체계의 작동 방식을 습득한 이들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이 때는 신문과 독자
사이의 순환과정이 성립하는데, 특히 독자 투고 현상의 경우 신문에서 드러난

iii

상징체계를 내면화하고 다시 문자매체를 통해 신문에 투고하여 수록함으로써
같은 상징체계 구성 및 유지에 참여하는 순환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Ⅲ장에서 예시로 든 개신교 공동체의 상징체계를 보여 주는 기사들 상당수가
독자의 투고(投稿)문 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에서는 ‘공공 독서’와 독자 투고로 대표되는 ‘직접적 참여’ 현상이
관찰된다.
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는 효과적인 종교적 상징체계 전파의 도구였던 동시
에, 개신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종교적 실천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초기 개신교 신문 속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종교적 실천들의 흔적을 종교학적 견지에서 분석함으로써, 미디어를 이용한
실천을 통해 종교적인 상징체계를 강화 및 유지하는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
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근대적 매체의 초기단계인 신문과 개신교 공동체 사이
의 상호작용에 대해 본 논문이 제시한 기본적 구도는, 1910년대 이후 한국에
서 적극적으로 전개된 다양한 종교공동체의 미디어 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참고적인 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특히 본 구도는 미디어
와 종교공동체의 상호작용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종교적 실천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신교계 신
문이라는 자료가 단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수많은 내용들의 나열이 아니라,
당대 개신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천의 일부로서 기능했던 물질적 매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주요어: 19세기 한국 개신교, 종교 신문, 선교사, 인쇄매체,
독자참여, 한국종교.
학번: 2012-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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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본 논문은 종교공동체와 미디어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한국 초기 개신교 신
문을 자료로 삼아 탐구한다. 버거(Peter Berger)는 종교가 사람들에게 세계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그들의 존재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체계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고 보았다.1)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적 기관(institution) 으로서의 기독
교 교회 및 종교 공동체는, 이와 같은 의미부여 행위 및 상징의 장으로서 역
할을 하기도 했다.2) 즉, 일상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구체
적으로 종교라는 상징체계를 통해 나타났고, 기독교 교회 등의 종교공동체는
이 상징체계가 형성 및 유지되는 장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의 관심 역시 위
통찰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종교 공동체가 스스로의 상징체계와 세계
관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대한 버거의 전제를 공유하면서, 교회 등의
종교공동체가 미디어를 이용하여 종교적 상징체계를 전파하고 유지하는 양상
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초기 개신교 신문이 당대 한국 개신교
공동체의 상징체계를 유지 및 강화하는 데 기여했고,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들
에게 종교적 실천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을 핵심 논지로 삼을 것이다. 이 때
신문 미디어는 종교공동체의 공유된 상징체계를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
당 종교 공동체가 신문을 통한 실천을 수행함으로서 종교적 실천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그들의 종교적 실천을 돕
는 구체적인 물질적 미디어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사례연구 및
이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대상 자료는 한국 최초의 개신교 발행 신문인
회보(The Christian)

3)

와

죠선(대한)크리스도인

그리스도신문(The Christian News) 이다. 두 주

1) Peter Berger,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New York: Anchor Books, 1967), 100.
2) Berger, The Sacred Canopy,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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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문은 모두 1897년부터 서울에서 발행되었다. 이들은 1896년 창간된

독

립신문 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발간된 순한글 신문이며, 1900년경까지
지속되었다. 정기간행물 또는 신문이라는 매체가 처음으로 등장한 구한말 조
선에서, 두 신문은 미국인 선교사들의 인쇄기술 및 미국의 신문발행 형식이
19세기 말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두 신문
에 대해 근대 한국어 서사문학의 원형이나 언론의 초기형태를 찾는 선행연구
들이 있었다. 또한 위 자료들은 종교사적 연구들에서 초기 개신교 공동체의
실천을 관찰하도록 해 주는 자료로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신문들이
당대 개신교 공동체에서 어떤 종교적 역할을 했고, 독자들이 신문을 어떻게
이용하는 동시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두 신문이 초기 한국 개
신교 공동체의 실천을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해 왔지만,
신문 자체와 이를 통한 실천에 대한 관심은 적었던 것이다. 신문에 기록된 초
기 개신교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들을 종교적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자료들이 담긴 초기 개신교 신문의 독서 및 이에 대한 참여 역시 해당 공동
체의 종교적 실천으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종교 공동체
의 의미 구성 행위에서 해당 신문들이 어떤 중요성을 가졌는지에 초점을 맞
추고, 공동체가 신문을 어떻게 그들의 종교적 실천(practice)의 일부로서 이
용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고는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의 의미 구
성 과정에 주목하지만, 미시적 차원에서는 19세기 말 한국에서의 개신교 공동
체를 둘러싼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맥락 역시 고려한다.4) 이러한 이중적인 고
3) 1897년 8월부터 조선의 국명(國名)이 “대한제국”으로 개칭되면서, 신문의 제호도 45호부터
‘조선’에서 ‘대한’크리스도인 회보로 바꾸어 기재되었다.
4) 역사에 대한 엘리아데의 근본적인 통찰에서 이러한 이중적 고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
다.
우리는 항상 역사와의 관련 속에서 그 (종교)현상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
는 모든 히에로파니는 또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 모든 성의 표명은 항상 어떤 역사적 상황
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미르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 이은봉 역(한길사, 2002[194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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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사회적 실재를 구성하는 인간의 활동이 그를 둘러싼 물적 환경과 필연
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통찰과도 관련이 깊다.5) 19세기 한국 개신교 신문은
북미 선교사들에 의해 기획되었지만, 동시에 구한말 조선의 혼란스러운 정치·
외교적 상황 속에서 개화를 통한 부국강병의 수단으로서 조선 왕실에 의해
이용되기도 했다. 한편 종교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들은 해당 신문을 정기적으
로 공유하여 수록된 특정 교리와 사고방식 및 의례적 규칙을 반복 학습하는
동시에, 신문에 스스로의 의견과 경험을 투고하여 상호작용의 주체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초기 한국 개신교 신문에는 북미 선교사, 조선인 개신교도, 조
선의 국가권력 등의 다양한 행위자와 물적 조건이 개입했다. 여기서는 이러한
역사적 조건들이 신문을 둘러싼 공동체의 종교적 실천과 어떤 관계 맺고 있
었는지도 논의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다룬다.
위와 같은 환경 속에서 공동체의 신문 미디어 이용은 두 가지 유형의
실천을 유도하였다. 첫째 유형은 신문의 주기적 독서행위를 통한 상징체계의
전파 및 공유이며, 둘째 유형은 앞서 공유한 상징체계 및 신문의 유통 체계를
습득한 독자가 직접 신문 지면에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공동체가 그 사
회적 현실을 구성하고 상징적 기제를 통해 이를 유지하는 과정을 탐구한 버
거6)와, 문화적 매체 및 장(場)속에서 서로 다른 상징체계들이 성스러움의 지
위를

획득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구도를

설명한

치데스터(David

Chidester)등의 종교학적 통찰은 이 중 첫째 과정과 관련이 깊다.7) 그리고
5) 이 관점은 토머스 트위드(Thomas Tweed)가 종교와 물질의 관계를 연구할 때 "유기체적 한
계들(신경생리학적, 정감적, 인식적)과 문화적 매개들(언어적, 비유적, 의례적, 물질적)로부터
유래한 유기-문화적인 흐름(organic-cultural flow)" 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로부터
실마리를 얻었다. 다시 말해, 신문이라는 매체는 문화적 매개에 속하며, 초기 개신교 공동체
가 직면한 유기체적 한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하게 해 주는 기술이었다. 나아가 이 때
초기 개신교 공동체가 직면한 유기체적 한계란, 인간의 물리적 육체가 지역이라는 특정 공
간에 뿌리박혀 있고, 그로 인해 인식적인 틀 및 신앙행위가 크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상
황을 의미한다. (Thomas Tweed, Crossing and Dwelling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65.)
6) Berger, The Sacred Canopy, 1-28; Peter Berger and Thomas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Anchor Books, 1966), 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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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유통을 통한 공동체의 집단적 상징 전유 과정을 일종의 의례 실천
(ritual practice)으로 본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캐리(James Carey)의 주장은
위와 같은 종교학적 전제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 초기 개신교
공동체의 신문 공유 및 독서 행위를 분석하는 틀로서 기능할 수 있다.8) 한편
두 번째 유형인 종교공동체 구성원들의 독자투고 및 연보를 통한 직접적인
참여는, 신문 독서와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맺고 있다. 주기적으로 특정 종교
의 상징체계가 수록된 신문 읽기를 통해 상징체계의 내용을 학습하고 신문의
유통 체계를 습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신문 체계에 참여하고자 동기화(動機
化)된 독자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처럼 신문독서를 거쳐 동기
화된 독자 참여가 초기 한국 개신교 공동체에서 종교적 의미 역시 부여받았
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들의 신문 독서 및 참여 행위가 종교적 의미를 지니
며, 공동체에게 가치 있다는 인식이 대상 자료들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따
라서 신문을 읽고 신문에서 권장하는 종교적 상징체계를 습득한 독자가, 그러
한 상징체계의 강화 및 유지에 또다시 기여할 수 있는 독자 투고를 신문에
싣기 위해 제출하는 순환 구조는 두 가지 종교적 실천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자체로도 종교적 상징체계의 전파 및 유지 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동체의 사회적 실재의 유지 및 정당화 과정을 설
명한 버거의 종교사회학적 통찰을 기반으로 하여, 19세기 말 한국이라는 구체
7) “상징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문화적 과정에 대해 논의한 문예이론가 케네스 버크
[Kenneth Burke, Attitudes Toward History (Boston, MA: Beacon Press, 1961[1937]),
p.328]의 통찰을 빌리면, 우리는 종교, 미디어, 그리고 문화가 성스러운 상징을 두고 벌이는
계속되는 경쟁 구도의 경제(economy)로 진입할 수 있다. 성스러운 상징은 단지 해석을 통
해서 의미 있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전유(appropriation)행위를 통해 강력해진다. 그
러나 그 어떠한 전유도 경쟁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 미디어, 그리고 문화는
경쟁의 영역이자, 성스러운 상징의 소유권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의견들이 주장되고, 판결
받고, 그리고 또다시 재(再)주장되는 분쟁의 장이다.” David Chidester, “Economy,”
Chap. 6 in David Morgan ed. Key Words in Religion, Media and Culture (New
York: Routledge, 2008), 94-95(번역은 인용자).
8) 캐리는 그의 커뮤니케이션 의례 개념을 뒤르케임(Emile Durkheim)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 연원을 찾고, 기어츠(Clifford Geertz) 및 터너(Victor Turner)를 전거로 그 의례적 특
성을 지적하고 있다. James W. Carey, Communication as Culture: Essays on Media
and Society (London: Routledge, 1992[198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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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활동하는 공동체원들의 활동을 확인하게 된다. 나아
가 이러한 종교학적 연구를 물질문화, 특히 신문이라는 미디어가 공동체에 의
해 종교적 실천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과정과 연결시킴으로써 초기 한국 개신
교 공동체의 실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대상 자료 및 연구사 검토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과 개신교 공동체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자료를 살펴본다.

죠선(대한)크리스도인회보 (이하

회보 )는 미국 북감

리회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에 의해, 그리스도신문
(이하

신문 )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에 의해

모두 삼문출판사(三文出版社)에서 1897년부터 발행되었다. 이 둘은 순 한글로
된 민영 신문이었고,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치한 인쇄소에서 발행되어 전
국단위로 배포되었다.9) 따라서 대상 자료인

회보 와

신문 은 순 한글로 발

행된 최초의 종교계 정기간행물에 속하는 동시에, 당대의 유일한 종교계 신문
이다.10) 각 신문들은 적게는 6면에서 많게는 12면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면
별로 논설과 성경강론, 교회 통신은 물론 국내외 소식란 등으로 구성되어 종
합지의 성격을 갖추었다. (Ⅱ장의 <표2> 참조) 각 신문의 발행 기간은 상이하
다. 먼저

회보 는 1897년 2월 2일부터 1900년 8월 28일까지 발행되었고,

9) 발행 부수는 본문 <표2>를 참고할 것.
10) 불교계신문, 유교계 신문, 대종교계 신문은 190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불교계 최초
의 정기간행물은 1912년 2월 발행된 조선불교월보 이며, 천도교계는 1910년 8월 발행된
천도교회월보 가 최초로 보인다. 그리고 유교와 유림 측에서 발행된 최초의 정기간행물은
경학원잡지 로, 1913년 12월에 발행되었다. 개신교계 이외에서 주간 단위로 나온 정기간행
물은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을 참고할 것.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김
미수, 『日帝强占期 『經學院雜誌』 硏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요섭, ｢천도
교의 잡지간행에 관한 연구 : 개벽 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유석환,
｢개벽사의 출판활동과 근대잡지｣,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상일, 「근대 불교지
성과 불교잡지: 석전 박한영과 만해 한용운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구 동악어문논
집)』 52 (2009):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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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은 1897년 4월 1일부터 1905년 5월 24일까지 발행되었다. 이후 두 신
문은 1906년부터 감리교와 장로교 합동으로

그리스도 신문 으로 발행되었

다. 여기서는 통합 이전의 두 신문을 대상으로 하되, 자료가 남아 있는
전호(총 185호)와, 1897년부터 1898년까지의

회보

신문 (총 92호)을 대상 자료

로 삼는다.11)
한국의 신문은 그 여명기부터 서양인 개신교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한 인쇄 기술 및 정기간행물 형식과 깊은 관련을 맺었다.12) 관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한문으로 정부 기관에서 발행되던

한성순보 와

한성주보 가

1880년대부터 존재했지만, 짧은 발행 기간과 불분명한 발행 부수 때문에 본
격적인 한국의 근대 신문으로서 보기는 힘들다.13) 최초의 순(純)한글 신문인
독립신문 이 감리교 배재학당의 삼문출판사에서 서재필 및 미국인 선교사들
을 통해 1896년 발행되기 시작했다.14) 대상 자료인

회보 와

신문 은

독립

11) 1900년 이후의 신문 을 대상 자료에서 제하는 이유는, 먼저 1898년과 1900년도의 신문
은 결호이며, 1901년 이후의 신문 은이 교단 내 갈등에 의해 초기 기획자 언더우드의
손을 떠나 장로교 차원의 신문으로 성격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1901년부터 감리교단과
의 연합 전인 1905년까지 신문 은 선교사 게일(Gale)이 편집을 맡았다.(김경일, ｢편집자로
서의 언더우드｣, 93‘ 출판학연구 (1993): 126) 언더우드의 신문 운영방침과 이를 둘러
싼 장로교단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는 아래 Ⅱ-2절에서 다시 다루겠다.
12) 이 지점은 한국의 초기 언론 역사 서술부터 지속된 인식이다. 일찍이 차상찬은 매일신문
, 독립신문 , 협성회회보 로 대표되는 초기 한국의 신문이 모두 배재학당의 삼문출판사
에서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발행되었으며, 미국의 독립 및 자유평등사상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한글전용으로 한글보급에 도움을 주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상찬, ｢조선신문발달사
｣, 조광 2/11(1936): 40-52. 안종묵, ｢한국 근대신문·잡지의 발달 시기에 선교사들의 언
론활동에 관한 연구｣, 韓國言論學報 48/2(2004): 7에서 재인용.)
13) 갑신정변으로 인한 어지러운 조선 왕실의 정치적 상황과, 신문 발행소인 박문국의 갑작스
러운 폐쇄 등의 정황 때문에 두 신문의 폐간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또한 당시에
는 우편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세금 수입을 통한 발행부수 추산도 불가능하다. 김민환, 한
국언론사 , 사회비평사, 1996, 105-114.
14) 삼문출판사, 혹은 Trilingual Press는 1889년에 감리교 교단에 의해 정동 배재학당 내에
설립되었다. 1889년 1월 올링거(F. Ohlinger) 목사가 상해에서 32면을 찍을 수 있는 인쇄
기를 구입하고 일본에서 한글과 영문 활자 주조기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영문, 한문, 한글
을 모두 찍을 수 있는 출판사가 탄생한 것이다. 안종묵에 의하면, 당시 삼문출판사는 정부
의 박문국 인쇄시설과 최초의 민간 인쇄소인 광인사를 제외하면 유일한 인쇄소였다. 또, 개
신교 선교 초기에는 감리교 출판사임에도 불구하고 문서선교를 위해 초교파적인 운영을 했
다. (안종묵, ｢한국 근대신문·잡지의 발달 시기에 선교사들의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9-10)
삼문출판사에서는 따라서 일반 단행본과 교과서, 기독교계 정기간행물, 기독교 선교문서를
주로 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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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과 같은 시기 발행된 초기 한국어 정기간행물이었다. 따라서 19세기 말
부터 20세기 초, 또는 '개화기'15) 혹은 ‘근대계몽기’16) 라고 불리는 시기에
발행된 초기 개신교 신문에 대한 연구는 국문학·언론학·교회사학 등의 다양한
분과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들은 본 논문이 기초하고 있는 중요한 사적(史
的) 자료들을 발굴하고 각 학문 분과의 입장에서 설명해 왔다.
첫째로는 한국 교회사 혹은 종교사 연구의 입장에서 해당 신문들을
다루는 연구들이 있다. 개신교 선교사의 활동과 교세 확장 현황을 파악하며
문서선교 성과의 일환으로 신문을 이해하거나, 당대 개신교의 문명개화 사상
및 교리를 엿보기 위해 신문의 내용에 주목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한국 언론
역사 서술의 맥락에서, 초기 개신교 신문들이

독립신문 및

협성회회보 등과

함께 한국 신문사(新聞史)의 초입(初入)에 있음을 지적한다.17) 마지막으로, 국
15) 국립국어원의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에서는 “1879년 강화도 조약 이후 서구 문물을
수용하고 근대화가 개시된 시기“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개화 사상 연구가인 이광린
은 개화기라는 특정 용어를 정의하기보다는 1880년대 이후 만국공법 , 역어 , 그리고 서구
문물 등의 영향을 받은 엘리트 계층이 부국강병을 위해 ”개화자강“의 수사를 사용한 데서
개화라는 단어의 연원을 찾는다. 자세한 사항은 이광린, 韓國開化史硏究 (일조각, 1970),
19-45쪽 참고.
16) 국문학 분과의 연구들에서도 “1894년 ‘갑오개혁’에서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는, 통상
개화기 또는 근대계몽기라 불리는 시기 한국사회” 및“ 1876년 일본의 강압에 의한 개항 이
후”를 근대계몽기로 명명하고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근대계
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 소명출판, 2006, 3.
17) 최초의 포괄적인 한국 신문 통사(通史)를 저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준의 한국신문사 역
시 초기 개신교 신문들이 기술(技術)적인 측면과 신문 운영 면에서 당대 한국 신문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며(최준, 한국신문사 , 일조각, 1960, 93-98), 1980년대 이후 대
표적인 언론사(史)인 한국언론사 를 저술한 정진석도 미국 선교사들의 인쇄 및 출판사업이 한국
언론의 발달에 공헌했다고 보고, 초기 개신교 신문 역시 함께 언급한다. 그는 특히 “선교사들이
운영했던 삼문출판사와 일인경영 신문들은 한국의 인쇄소와 신문사, 잡지사에도 기술전수 또는 기
술인력을 공급” 했고, 독립신문 의 발간에도 도움을 주었으며, 한글 전용 출판물을 보급하여 다른
한국어 언론들에게 자신감을 주었을 것이라는 등의 언급도 하고 있다(정진석, 한국언론사 , 나남,
1990, 154). 또한 정진석은 다른 연구에서 초기 개신교 신문들이 1898년 전후 한국 내 언론발행
주체의 다양화 경향에 일조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정진석, ｢한국 언론 100년, 그 역사적 성
격｣, 한국근대언론의 재조명 , 민음사, 1996, 25). 이처럼 많은 신문사(新聞史) 서지에서 초기 기
독교 신문에 대한 언급 밑 간단한 소개가 등장하지만, 대부분 종교계 신문으로 이들을 분류하여
본격 민족지(民族紙) 혹은 정론지(政論紙)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원영, 韓國新聞全
史 , 푸른사상, 2008; 조맹기, 한국언론사의 이해 ,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2005]; 김민남 외 지
음, 새로 쓰는 한국언론사 , 아침, 2004[1993], 129; 차배근 외 지음, 우리 신문 100년 , 현암
사, 2001, 30-57).
한편 단순 통사(通史) 이외의 초기 개신교 신문과 관련된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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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국문학적 관점에서는 초기 개신교 신문들에 실려 있는 "서사적 논설" 장르
가 이후 신소설 등에서 등장하는 한국의 근대적 서사 구조의 초기 형태를 보
여주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초기 국어 문체 발달이나 정서법(正書法) 보급에
기여했다고 본다.18)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신문의 내용과 물리적 조건에 대
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밝히는 데 치중했을 뿐, 신문과 이를 이용한 종교공동
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 연
먼저 김철영은 개화기 선교사들의 출판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논문에서 위 신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김철영, ｢개화기 한국 기독교 출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그리고
안종묵은 개화기 선교사들의 언론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국의 언론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서양 선교사들의 문서선교 활동이 선교사들의 순 한글 사용
과 한국인들의 개신교에 대한 긍정적 입장, 즉 문명개화와 개신교를 동일시하는 성향 덕분에 힘을
입었고, 한국의 근대 언론의 발달로 결실을 맺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보
와 신문 이 동시대의 매일신문 및 독립신문 과 가지는 연관성을 판형과 편집인, 인쇄주체의
측면에서 자세히 분석하여 밝혀내고 있다. 그 결과 개화기 개신교계 신문의 한글 사용은 일반 신
문들의 한글 사용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일반 신문들의 발행주체가 되는 조선인들이 그 인적 구성
에서 개신교계 신문과 상당히 겹친다는 점을 증명했다(안종묵, ｢한국 근대신문·잡지의 발달 시기에
선교사들의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韓國言論學報 48/2(2004), 5-27). 한편 김경일은 그리스도
신문 의 편집자였던 언더우드에 주목하여 그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였다(김경일,
「편집자로서의 초기 선교사 언더우드」, 113-134). 이들 가운데 안종묵의 연구가 초기 개신교 신문
의 의의에 주목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주목할 만 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안
종묵 이외의 경우 초기 개신교 신문 속에서 드러나는 공동체의 참여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집중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대체로 해당 신문에서 드러나는 언론활동의 행위자를 서양 선교
사로 상정하고, 그들의 활동이 ‘한국 언론’으로 불리는 독립 신문 과 같은 민영 신문에 끼친 영향
에 집중하고 있다. 초기 개신교 신문을 주류 민영신문의 주변부로 설정하여 분류한 후, 양자의 영
향관계를 피상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8) 민현식, ｢國語文化에 나타난 宗敎文化의 요소｣, 한국언어문화학 1/2(2004): 89-118. 여
기서 저자는 국어 문체 발달과 정서법, 문법 연구에 기독교가 기여한 바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함태영은 회보 에 집중한 연구에서 단형서사 자체의 성격 및 단형서사의 작가를 밝히
고 있다. 함태영은 또한 회보 의 서사가 개화기 개인의 계몽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문제
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지적한다(함태영, 「 조선(대한) 크리스토인 회보 단형서사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3(2004): 125-162; 함태영은 신문의 제호를 '크리스토인'으로
잘못 적고 있다). 나아가 김영민은 회보 뿐만 아니라 신문 까지 포함한 연구에서 두 신
문의 서지사항을 상세히 밝힌 후, 이들이 근대계몽기 최초로 단형 서사문학을 포함하거나
논설에 서사를 포함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아가 '인물기사'를 포함하고 있어 이후 독립신문
은 물론 신소설 등 한국의 근대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 신
문의 선교 및 계몽이라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새로운 글쓰기 방식인
서사적 논설 및 인물기사가 이전의 조선 야담과 연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면모를 보이
며, 문학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김영민, 「근대계몽기 기독교 신
문과 한국 근대 서사문학- 죠선크리스도인 회보 와 그리스도 신문 을 중심으로」, 『東方學
志』 127(2004): 245-286). 또한 함돈균은 초기 개신교 신문들이 개화사상을 전달하기 위해
취하는 서사적 전략에 주목하면서, 우화와 문답식 서술방식으로 이들의 특징을 정리한다(함
돈균,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에 나타난 서사전략 연구 : 기독교 계열 신문과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 연구 제 3장, 소명출판, 2005, 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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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관심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종교사 연구들을 중심으로 연구사를 검
토하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회보 와

신문 은 일차적으로 서양 선교사들의 문서사업

(literary work) 결과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19) 성경, 소책자 및 단행본 등
과 같이 완결된 형식을 지닌 간행물 이외에, 각 교회의 주보(週報) 혹은 소식
지 역할을 하는 정기간행물의 인쇄 및 배포 역시 문서사업의 영역 가운데 하
나였다.20) 이미 만주 등지에서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 선교사 로스(John
Ross)에 의해 1870년대 후반 성서번역 및 개신교 소책자 집필 및 출판이 이
루어지고 있었지만,21) 안정적인 자본금, 인쇄시설, 필진 및 편집자를 필요로
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은 한국 개신교 공동체의 형성이 진행된 이후인 1890
년대 후반에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교파별
교인 수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장로교와 감리교 교파가 압도적으로 큰 규
모를 보였기 때문에,

회보 와

신문 은 당대 한국 개신교 공동체에 대한 일

정한 대표성을 지닌다.22)
개신교의 신문 및 잡지, 특히

회보 와

신문 에 대해 가장 많은 정

19) 즉, 교파 조직을 기반으로 한국에 선교사업을 펼칠 때, 선교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인을
모집하는 동시에, 성서를 번역하고 기독교 문서를 인쇄하여 전파하는 권서(勸書)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캐나다 출신으로 한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게일(James Gale)의 언
급에서도 문서선교가 선교의 첫 단계였음이 확인된다. “[선교〕 사업의 첫 단계와 함께하는
것은 출판(the press)이다. 서양식 인쇄술을 극동에 심는 일의 고통, 노력, 그리고 고역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Korea in Transition, 173, 번역은 인용자.) 또한 북장로회 선
교사 로즈(Harry A. Rhodes)도 문서사업을 개신교 선교의 7가지 기본 사업 가운데 하나로
본다. 해리 로즈,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 1884-1934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 최재건 역,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243-276.
20) 이는 “책의 민족(people of the Book)”이자 “말씀(the word)”의 힘을 중시하는 개신교 전
통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선교 방식이다.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전개한 영국 및 북미 선교사들
은 특히 소책자(tract) 및 정기간행물을 보급하는 영미 개신교 교회의 전통에 익숙한 이들이
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의 Ⅱ절에서 자세히 상술한다. 또한, 19세기 후반 한국의 출판물
을 정리한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의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eenne) 에서도
각 종교별 출판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모리스 꾸랑, 한국서지 , 이희재 역, 일조각,
1994[1894], 848-865.
21)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1』, 기독교문사, 2011, 101-106. 이수정 역시
로스보다 조금 후에 일본에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22) 이진구, ｢한국 개신교 지형의 형성과 교파정체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2(2012): 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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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각 신문을 발행한 주체인 미국 북감리회와 장로교 선
교사들의 연례 보고서이다. 특히

회보 의 발행인인 아펜젤러와

신문 의 발

행인인 언더우드의 서신 및 개인 보고서 속에서 가장 직접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각 교파의 선교사(宣敎史) 혹은 교회사 서술 속에서
간단한 서지 사항과 발행 배경을 밝히는 연구들이 있다.23) 그러나 개신교의
신문 및 잡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에 등장했다. 이들이 다루는 1차 자료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개신교 문서
및 정기간행물의 역사를 따로 모아 시대 순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이 그룹에는 김봉희, 이만열, 윤춘병, 한영제24) 등이 속하는데, 각각
개신교 정기간행물을 한국 근대 서지사(書誌史)의 맥락,25) 한국 기독교의 문
화운동사(文化運動史) 의 일부26), 혹은 한국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시초27)
로서의 개신교 신문 및 잡지를 위치 짓는다. 다음 쪽의 <표1>은 이들의 연구
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한 1905년 이전까지의 한국 개신교 신문의 연표이다.

23) 호래스 그랜트 언더우드, 韓國改新敎受用史 , 이광린 역, 일조각, 1989, 95-96;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 연세대학교출판부, 1985[1973], 355-356; 민경배, 한국기독
교회사 ,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281-282.
24) 한영제, 한국 기독교 문서운동 100년 , 기독교문사, 1987. 여기서 한영제는 기독교 문서
운동의 역사를 가톨릭의 17세기 활동에서 시작해 개화기와 일제시대를 거쳐 1980년대까지
망라하고 있다.
25) 김봉희, 한국기독교문서간행사연구 (1882~1945)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7, 27-28.
26) 이만열은 위 두 신문이 매일신문 과 독립신문 과 같은 인쇄소인 삼문출판사에서 발간된
점, 순한글로 발행되어 "한국인의 계몽과 자주성의 고취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들어 한
국 근대 신문의 효시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이만열, 韓國基督敎文化運動史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363-368).
27) 윤춘병, 韓國基督敎 新聞·雜誌 百年史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22-24. 이러한 관점에
서 있는 최근의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황우선, ｢｢기독신보｣ 1915-1937: 초창기 한국교회
신문연구｣,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한편 초기 개신교 신문을 비롯한 조선 말 서양
선교사들의 출판활동의 상업적 측면과 출판의 유통에 대해 주목한 연구로는 위에서 언급한
마이클 김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 10 -

연대

1880년대
한성순보 (1883.10.31.~1884.12.4.)
한문, 갑신정변으로 폐간

1890년대

1896

1897

1898

1899

1900

독닙신문 → 독립신문 (1896.4.7.-1899. 12.4)

-

1896.5.2.~

조선그리스도인회보 → 대한그리스도인 회보

한성주보 (1886.12.5.~1888. 6. 6.)

1897.12.8~

국한문혼용

(1897.2.2.~1900.8.28.)

그리스도신문 (1897.4.1.~1905.5.24.)
협성회회보 (1898.1.1.~)→ 매일신문

신문

(1898.4.9.~1899.4.30.)
경성신문
1898.3.2.~

( 대한황성신문 )
1898.4~

장지연

--→
이종일

--→

황성신문 → 한성신문
1903~

(1898.9.5.~1910.9.14)
뎨국신문 → 제국신문

(1898.8.10.~1910.3.31.)
*경성신문은 황성신문 과 뎨국신문 으로 분리됨
< 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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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소재 및 서지사항이 불분명한

교회 와, 같은 시기 일본인들에 의해

발행된

선교사들의

지역지들,

영어로

발행된

The

Korean

회보 와

신문 은

잡지인

Repository는 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1>에 따르면

처음으로 발행된 종교계 신문에 속한다. 이 신문들은 교파적 배경을 가지고
각각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 발행되었다. 그러나

회보 는 아펜젤러

의 안식년이 시작된 1900년 발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1902년 발행인
아펜젤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발행이 무기한 중단되었다.28)

신문

만이 장로교 측에서 1905년까지 발행되다가, 장·감 연합운동의 일환으로
리스도 신문 (1905-1907) 혹은
었다. 따라서

회보 와

그

예수교신보 (1907-1910)로 통합되어 발행되

신문 은 연합운동 이전, 감리교와 장로교회에서 발행

된 최초의 개신교계 신문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회보 와

신문 을

“초기 개신교 신문” 이라고 명명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대상 자료의
시기를 1897년부터 1900년 사이로 한정한 것도 이러한 두 신문의 특징을 고
려하기 위한 것이다.29)
앞서 언급한 연구들이 개신교 출판문서를 비롯한 방대한 자료들의 서
지목록을 작성하고 사실관계를 명료히 밝혔지만, 개신교 문서운동에 대해 문
화적 관점을 강조한 이만열의 관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30) 이만열은
개신교가 교회 조직이나 물질적인 신문물 등의 가시적 요소 외에도, “기독교
28)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이만열과 윤춘병의 저술에서 회보 의 발간연대가 1905년까지로 잘못
제시되어 있다.
29) 또한, 신문 의 경우 1905년까지 발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902년부터 1905년 사
이의 신문이 현재 영인본 등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1902년부터 1905년 사이의
자료를 발굴하고 나서야 신문 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0) 그는 韓國基督敎文化運動史 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사실 기독교는, 한국의 사회변화와 민족운동에 깊이 관여하기에 앞서서, 기독교적 가치
관과 서구의 기독교적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였다. 그러한 문화가 단순히 한국에 이식되
었다기보다는 한국의 개화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한국에서 새로 일어나고 있던 자생적
근대 요인과 접맥하여 사회의 변화에 기능하고 있었다. 기독교의 교육과 의료, 성서 번
역의 출판 및 한글문화 등 제반 요소가 그러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인의 세계관과 인생
관이 확대되고,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변화되어 갔다. (이만열, 韓國基督敎文化運動史 ,
6. 여기서 “기독교”란 개신교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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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관과 서구의 기독교적 문화를 소개” 하였다고 본다. 이는 개신교가 한
국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를 도입하였음을 확인하는 언술이다. 나아
가 그는 그러한 문화와 가치관이 그대로 이식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생적
근대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실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세계
관과 인생관이 확대되고,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변화” 했다는 것이다. 이만열
이 “문화”라는 개념의 정의 혹은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는
인간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관련된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이러한 교회사학 분
과의 관점31)을 참고하는 동시에 차별점을 두면서, 이 논문은 당대 개신교 공
동체의 종교적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전파 및 유지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그
때 관여한 물질적 매개나 조건은 무엇이었는지를 탐구한다.32)
31) 이만열은 소위 제3세대 실증주의적 개신교회사학의 흐름에 속하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연구경향을 대표하는 연구자이다. 반면, 한국 개신교사에 접근하는 다른 관점들로는 1세대
선교사관의 백낙준, 2세대 민족사관의 민경배, 그리고 민족사관의 엘리트중심적 접근을 비
판하며 등장한 민중사관 등이 있다. 2000년대 초반 소위 “복음주의적 사관”으로 한국 개신
교사에 접근하는 박용규의 관점도 등장하였다. 이들은 모두 개신교회 내부의 입장에서 한국
개신교회사에 접근하지만, 한국인과 선교본부 교회 및 서양인 선교사의 관계, 사료 이용 방
법, 교회 내 엘리트와 평신도의 관계, 역사서술에 대한 신학적 입장 등에 대해 시각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이 논문이 주목하는 신문 미디어와 공동체의 관계에 직접적
으로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
교의 역사1 , 6-19; 이만열, ｢한국기독교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국기독교와 역사
12(2000): 7-42;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1 , 생명의말씀사, 2004, 13-69.
32) 한말의 한국 개신교사를 파악하는 입장들 가운데 이러한 관점을 취한 연구는 드물었다. 기존의 연구
에서는 구한말 한국의 개신교 공동체를 토착적 신앙공동체, 민족주의적 공동체, 근대적 공동체, 그리
고 구분되는 실천양식을 지닌 종교공동체로 파악하는 관점들이 있었다.
(1)초기 한국 개신교 공동체가 토착적 신앙의 기틀을 잡고 있었던 시기라거나(이덕주, ｢초기 한국
토착교회 형성과 종교문화｣, 신학과 세계 50(2004): 168-193; 이덕주, 『한국 초기 기독교사 연구』,
35-38; 서정민, ｢한국교회 ‘토착화’와 ‘토착화 신학’에 대한 역사적 이해｣, 한국기독교와 역사
18(2003): 149-169), (2)개신교를 통해 반봉건·반외세 의식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민족의식을 ‘동태화
(動態化)’ 시키고 있던 시기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 때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일관된 합의가 이루어진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신교 등의 종교와 한국의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서지로는 웰즈(Kenneth M. Wells)의 정리가 있다.(Kenneth M. Wells, New God, New Nation
(Sydney: Allen & Unwin, 1990), 1-2) 또한, 앤더슨(Benedict Anderson) 역시 민족주의에 개념에
큰 영향력을 끼친 주장을 펼쳤다. 그의 의하면 민족이란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제한된 것으로, 주권을
가진 것으로, 공동체로 상상되고 특정한 국가에 연결된다(베네딕트 앤더슨 ,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
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 윤형숙 역, 나남, 2002, 25-27).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의 민족주의적
개신교에 대한 연구들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動態化 과정｣,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 257-291; 윤경로, ｢한국 근대 민족주의의 유형과 기독교｣, 한국 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 역민사, 1992, 387-399. 한편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양적연구 방법론으로 기독교
사료를 분석한 연구로는 신기영, 한국 기독교의 민족주의, 1885-1945 , (동혁, 1995)를 참고; 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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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문 자체에 대한 연구 외에도

회보 와

신문 을 자료로 삼아

초기 개신교의 문명개화적인 사상에 주목하는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은 개신교 출판물 자체보다는 그 속의 내용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들은 해당 자료를 발굴하고 당대 개신교의 실천에 대해서 밝혀내었다.
초기 교회사를 다루는 논저들에서 산발적으로 두 신문에 대해 언급하거나 인
용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두 신문의 내용에 주목하여 분석한 것으로는 박효
생의 논문이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다.33) 그러나 이 글은 초기 개신교 신문의
내용을 통해 “개화사상의 내적 논리가 기독교 정신에 근거하여 전개되었음을
고찰”34) 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 개신교회 내부의 시각으로 서술되어 있
다.35)
이후 한국의 근대와 개신교의 관계를 고찰할 때, 초기 개신교 신문을
자료로 활용하는 연구들이 등장한다.36) 이들은 신학적인 시각을 탈피하여 개
신교회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교회사 연구와는 구분되는 측
면이 있다.37)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
배의 교회와 민족 ,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및 강돈구의 ｢한국 근대 개신교 민족주의의 재이해｣
역시 필수적인 참고문헌 중 하나이다. (3)또한 초기 개신교 공동체가 한국의 초기 근대적 결사체 가운
데 하나라고 보는 시각(송호근, ｢지식국가의 분화와 근대의 여명: 조선의 말안장시대｣, 개념과 소통
10(2012); 송호근, 시민의 탄생 , 민음사, 2013; 차성환, 「새로운 집단 형성 원리의 등장Ⅰ-초기 한
국 카톨릭 교회 공동체의 사회학적 의의」, 『연세사회학』 10,11합본호(1990): 219-244; 박형민, ｢초기
개신교 종교공동체의 성격과 사회적 실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4)당대 개
신교 공동체의 의례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종교공동체로서의 특성에 주목해본 시각이 존재했다는 것
이다. 이 마지막 관점은 본고의 연구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석 38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3) 박효생, ｢韓國의 開化와 基督敎-<죠선크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의 내용을 중심으
로-｣,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 보성, 1986, 75-105.
34) 박효생, ｢韓國의 開化와 基督敎｣, 75.
35) 유사한 관점에서 박효생의 글과 같은 단행본에 수록된 이만열의 ｢韓末 기독교인의 민족의
식 형성과정｣에서도 두 신문이 한국 개신교인들의 민족의식을 반영하는 자료로서 간주되고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 11-73). 다음 글도 같은 맥락에서 참고할
것.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動態化 과정｣,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 지식산업
사, 2000, 257-291.
36) 이 연구주제에 대한 개괄 및 주요 참고자료는 다음을 참고. 조현범, ｢‘종교와 근대성’연구
의 성과와 과제｣, 종교문화연구 6(2004): 121-150. 여기서 제 연구들이 내포하고 있는 근
대성의 정의가 서구 계몽주의의 기획과 관련이 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계몽주의 사
상가들에게 근대성의 기획이란 ‘객관적 과학, 보편적 도덕률, 자율적 예술들이 본연의 논리
를 따라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 구사한 독특한 지적 노력” 이었다.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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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38)
지금까지 살펴 본

회보 와

신문 을 자료로서 이용한 연구들은 공통

적으로 신문들의 유통과 개신교 공동체의 신문 이용 행위에는 큰 방점을 두
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 개신교 문서선교 역사의 일부로
서 신문들을 위치 짓거나, 혹은 신문의 내용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아내어
주장에 대한 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문들의 서지 사항을 정리
할 때 신문의 발행인과 편집주체를 서양인 선교사들로 일관되게 상정하고 있
는 점이나, 신문의 내용적 측면에 주목할 때 논설란을 중심으로 독해하고 있
다는 점 역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신문의 최초 기획인과 논설의 작성자들은
서양인 선교사들이었지만, 교회통신과 잡보, 선교사가 작성하지 않은 논설에
서는 조선인들의 참여가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이전 대부분의 연구와는 달
리 논설란 이외의 ‘교회통신’ 란 역시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다. 초기 개신교
신문들은 앞부분의 '논설'란에서는 분명 문명개화와 충군애국적 내용을 다루
지만, ‘교회통신’ 란에서는 당대 개신교 공동체의 실천과 활동상을 담은 다양
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더불어 이러한 ‘교회통신’란은
신문이라는 정기간행물의 매체적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하여 신문 편집국과 피
드백을 주고받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것이다. 본 연구의
관심은 초기 개신교 신문의 기획자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때때로 신문의 논설

37) 강돈구, ｢한국 근대 개신교 민족주의의 재이해｣, 종교문화연구 1(1999), 63-79. 여기서
강돈구는 앞서 진행된 개신교의 문명개화적·민족의식적 기여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부분 호교
론적인 입장에서 진행되었음을 비판한다. 그 역시 앞선 연구들을 재고하는 과정에서 신문
을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38) 대표적인 예들로는 이진구, 류대영, 조현범 등의 연구가 있다. 먼저 류대영은 두 신문에 드
러난 개신교 선교사들의 문명개화론과 근대국가론을 구체적으로 조명하였다. 조현범 역시
개신교의 '문명화 담론'에 대해 논하면서, 주요 전거들을 위 신문들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
들 연구는 두 신문을 자료로 활용한 연구 가운데 한국의 근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체계적으
로 조명한 연구에 해당한다. 이들은 신문의 ‘논설’ 란과 주요 기사들을 중심으로 논거를 탐
색하였다. 다음 글들을 참고: 류대영, ｢한말 기독교 신문의 근대국가론: 인민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29(2008): 5-33; 류대영, 「한말 기독교 신문의 문명개화론」, 『한국기
독교와 역사』 22(2005): 5-43; 조현범, 「개신교의 문명화 담론에 관한 연구」, 『종교문화비
평』 1(2002): 12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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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사를 집필하고, 이를 함께 읽고, 편지를 보내어 의견을 공유했던 개신교
공동체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있기 때문이다.

3. 연구 방법과 글의 구성
이 글의 연구 대상은 초기 개신교 신문과 그 신문을 이용한 공동체이다. 그러
나 초기 개신교 신문과 공동체를 다룬 이전의 연구들은 양자를 따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즉, 초기 개신교 신문과 공동체가 상호작용하는 양상에 주목
한 선례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초기 개신교 신문의 내용이 개
화기 개신교 공동체의 사상을 담고 있어, 신문을 통해 당시 공동체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신문의 유통
과 독서 행위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사소통 행위 자체가 종교적 실천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본 논문
에서는 초기 개신교 신문과 공동체의 종교적 실천, 즉 의례적 신문 이용 양상
에 주목한다. 나아가 초기 개신교 신문이 공동체의 종교적인 실천을 돕는 도
구이자 그 실천 자체가 이루어지는 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상호
작용에 주목하는 일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절에서는
종교와 미디어의 관계에서 어떻게 종교공동체의 실천을 관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연구 방법을 탐구한다. 즉, 초기 개신교 신문을 읽고
공유했던 당대 개신교 공동체의 행위가 어떤 면에서 그들의 종교적 실천에
속하는지, 그 실천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모색하고자 한다.39) 먼
39) 앞선 주석 31에서 살펴본 1890년대 한국 개신교 공동체의 성격이, 민족주의 혹은 근대성이라는 해
석의 틀로 이해될 경우 외부에서 해당 종교 공동체의 실천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큰 이론의 일부
로 설명해 버릴 위험이 있다. 또한 토착적 신앙의 실천이라는 관점은 반대로 지나치게 해당 종교 공
동체 내부의 관점을 취할 위험을 지닌다. 따라서 공동체의 실천 자체에 주목하면서도,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관점을 통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대안적 관점을 취해 1890년대 한국의 개신교 공동체의 실천을 파악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은
개신교 의례의 실천을 정리한 후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들은 종교의 교리나
사상을 중심으로 대상 종교 공동체를 파악하기보다는, 그들의 구체적인 실천과 행위가 드러난 자료들
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 때 그 실천들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자 하거나, 의례 자체를 독
립된 하나의 구성물로 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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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버거의 상징체계를 통한 종교공동체의 의미 구성 과정을 약술한 후, 캐리
가 버거 등의 논의에 기초해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체계
가 유지 및 강화되는 과정을 설명해낸 이론적 틀을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이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조망하며 Ⅰ장을 마무리하겠다.

1) 이론적 배경
종교와 신문 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영미 종교학 분과에서 크게 “종교와 미디
어” 라는 주제 아래 속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때 “종교와 미디어”는 상당히
좁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는

1970-80년대

“TV

복음주의

(Tele-evangelism)”등의 등장 및 종교의 시장상황과 관련되어 형성된 연구
분과로서, 종교와 미디어 연구는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의 매체를 중심으로 대
중적이고 동시대적인 주제를 탐구하기도 했다. 예컨대 텔레비전의 보급이 교
회 출석률에 영향을 주고 세속화를 촉진한다는 관찰, 현대 자본주의가 미디어

차은정은 감리교와 장로교의 전반적인 의례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초기 개신교 공동체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실천되었는지는 초기 개신교 신문 자료를 통해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개신교 의례와 한
국의 전통의례가 만나는 과정의 갈등과 접합 또한 설명해냈다. 그 결과 “전래 초기 개신교 의례의 장
은 전통의례와의 갈등, 근대화를 추구하던 당대의 시대적 분위기, 미국 청교도의 태도를 전수받은 개
신교 자체의 분위기라는 세 가지 축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었다는 틀을 제시하고 각 요소가 현재의
한국 개신교 의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평가하고 있다(차은정, ｢한국 개신교 의례의 정착과 문화적
갈등｣, 한국 기독교와 역사 , 10(1999): 135). 한편 박상언은 감리교 주일예배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
보면서, 1887년부터 1930년대의 정착 초기와 외국 선교부로부터 한국교회의 독립 이후 1980년대까지
의 시기에 차이를 두고 분석하고 있다(박상언, ｢개신교 주일예배의 변용과 특성-감리교회를 중심으로
｣, 종교문화비평 14(2008): 250-352). 한편 윤용복은 비슷한 시기의 같은 자료를 통해 개신교와 천
주교의 죽음의례가 한국 사회에서 가지게 된 함의를 해석하려고 하였다(윤용복, ｢한국 기독교 죽음의
례의 변화양상｣, 종교문화비평 16(2009): 93-122).
한편 한국 개신교의 의례적 실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론적 틀을 적용해본 사례로는 유요한의 연
구가 있다. 차은정과 박상언, 윤용복은 일부 의례이론의 통찰을 조금씩 빌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주
로 의례들의 변화양상을 통시적으로 서술하는 데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유요한의
경우 초기 개신교 공동체에서부터 실천되어 온 사경회(査經會)에 주목하여, 이 현상의 역사성을 간략
히 파악한 후, 오스틴(J.L. Austin) 및 라파포트(Roy Rappaport)의 견해를 참고하여 경전을 발화하는
의례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실천을 분석하고 있다. 그의 관심은 한국 개신교 사경회라는 의례적 실천
의 역사적 변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례실천의 구조에 있다.(유요한, ｢한국 개신교전통의
경전읽기에 나타난 수행적 발화｣, 인문논총 59(2008): 1-31).
위와 같은 시도들이 취하는 종교 공동체의 실천에 자체에 대한 관심은, 1890년대의 초
기 개신교 신문이라는 사료를 다룰 때 참고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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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결합하어 종교조직의 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관점 등이 여기에 속
한다.40) 한국의 경우에도 ‘종교와 미디어’ 라는 주제는 이와 비슷하게 받아들
여진 예가 있다.41) 한편 치데스터 등은 종교학적 관점에서 현대문화비평을 수
행하며, 미국의 대중문화 속에서 성스러운 상징들의 각축과 그 종교적 함의를
읽어낸 연구들을 했다.42) 치데스터는 미국의 야구, 코카 콜라, 록 음악과 같
은 대중문화 속의 대상들이 종교적인 상징을 취하고, 이를 통해 소비되고 인
식되고 있는 과정을 추적한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타일러(E. B. Tylor)와 뒤
르켐의 고전적 정의들을 재검토하면서, 이러한 정의들로 설명될 수 있는 수사
(修辭)와 구조가 대중문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43)
위 두 가지 입장과 이 글의 관점은 구분된다. 물론 신문 미디어의 기
능과 역할, 그리고 상징들이 성스러움을 획득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장으로
서의 신문 매체에 대한 관심에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신문
미디어를 공유한 종교적 인간의 행동과 공동체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다. 즉,
초기 개신교 신문에서는 해당 신문을 공유한 공동체의 종교적 상징체계가 전
파되고, 유지되며, 강화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문이라
는 구체적인 문화현상 속에서 공동체의 상징체계를 읽어내는 방법론은 20세
기의 문화분석(Cultural analysis)44)이라는 경향과도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40) R. Laurence Moore, Selling God: American Religion in the Marketplace
of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혹은 다음 책의
“Jounalism,” “Newspapers”항목을 참고할 것. Daniel Stout ed., Encyclopedia of
Religion, Communication, and Media (New York: Routledge, 2004).
41) 박진규, ｢미디어, 종교, 그리고 문화: 미디어와 종교의 교차점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
법｣, 『韓國言論學報』 53/6(2009): 309-329.
42) David Chidester, “The Church of Baseball, the Fetish of Coca-Cola, and the
Potlatch of Rock ‘n’ Roll: Theoretical Models for the Study of Religion in
American Popular Cultur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64/4(1996): 743-765.
43) Chidester, "Economy," 758-761.
44) 이 조류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인 정리를 해낸 것은 우트너우(Robert Wuthnow)이다. 그는
잠정적으로 문화를 인간 생활의 상징적·표현적 측면으로 정의하고 나서, 문화분석의 네 가
지 조류를 버거의 현상학적 경향, 더글러스(Mary Duglas)의 문화인류학, 푸코(Michel
Foucault)의 구조주의, 마지막으로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비판이론으로 나눈다.
여기서는 버거의 주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Robert Wuthnow et. al.,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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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제로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유명한 버거의 3분 변증법의 전제들이
다.45)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외재화
(externalization)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구성물들이 사회세계를 구성한다는
마르크스의 의견에서 착상하연, 인간이 사회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세계를 구성하며, 이를 만들어가는 행위(world-making activity)와 이로 인
해 구성된 사회 및 사람들의 일상적 실재(實在)를 분석하고자 한다.46) 이 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를 지탱해 주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이다. 인간은 주관적 의미를 자연에 주입하면서 세계를 만들어 나
가는데,47) 버거는 그 결과 구성되는 것은 문화라고 본다. 이 문화는 태생적으
로 불안정한 인간의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며, “인간
산물의 총체성을 구성한다.”48) 사회는 이러한 문화의 측면 가운데 하나인데,
인간의 사회적 본성이 문화 속에서 사회를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49)
이 때, 버거는 “실재의 영역을 의미화하여 연결하는 어떠한 주제도
상징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본다.50) 종교와 예술, 철학과 같은 상징체계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이러한 추
상적이고 초월적인 상징체계들은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제이다. 왜냐하면, 종교 등의 상징체계는 사람들이 그 체
계를 ‘일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bringing back)’ 자신의 일상 속에서 세
계를 이해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51) 종교는
analysis : the work of Peter L. Berger, Mary Douglas, Michel Foucault, and
Jürgen Habermas (Bost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4).
45) Berger, The Sacred Canopy, Chapter 1에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삼분 변증법에 대한
상술이 등장한다. 한국어로 된 버거의 사회심리학적 변증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 김
종서, 종교사회학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2004], 66-71.
46) Berger and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31-48.
47) Berger, The Sacred Canopy, 100.
48) Berger, The Sacred Canopy, 6-10.
49) Berger, The Sacred Canopy, 7. 이어서 구성된 실재의 객관화와 내재화 과정이 이어진
다.
50) Berger and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55.
51) Berger and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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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재를 일상생활 속에서 유지시켜 준다. 동시에
버거는 종교의 정당화하는 힘(legitimating power)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일상의 실재가 위협받는 한계 상황을 이해 가능한 질서(nomos)안으로 통합시
켜주는 힘이다.52) 따라서 종교는 일상생활의 실재를 유지하고, 위기상황에서
그 상황을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상징체
계다.53)
이 때, 버거가 말하는 종교라는 상징체계의 일반적인 특성을 어떻게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과 그 공동체라는 특정한 대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까? 실마리는 역시 버거가 강조하는 언어의 힘에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언어는 ‘지금 여기(here and now)’를 초월하는 능력 때문에 일상생활
의 실재 안에 상이한 영역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며, 그 영역들을
의미 있는 전체로 통합시킨다. ...(중략)... 나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영역과 다른 이가 조정할 수 있는 영역 사이의 간격을 초월할 수 있
다. 나는 나의 개인적 일생의 시간 순서를 그의 것과 일치시킬 수 있
다.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현재 면대면 교섭을 하고 있지 않은 개인
과 집단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초월의 결과로 언어
는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대상들을 ‘현존하게 해줄(making present)’ 수 있다.

54)

52) Berger, The Sacred Canopy, 42.
53) 종교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의 과제 중 하나를 “종교의 핵심을 구성하는 상징에 구현되어
있는 의미체계의 분석”(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1973), 123-125.)으로 보고, 종교의 정의를 상징체계를 통해 시도한 기어츠
도 상징체계로서의 종교를 상정하고 있다(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90-91). 물론, 이러한 상징체계로서의 종교정의에 대한 첨예한 비판들이 있었다. [Talal
Asad, Genealogies of religion: Discipline and Reasons of Power in Christianity
and Islam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여기서는 이러한 비판
점을 염두에 두면서, 상징체계로서의 종교적 현상에 대한 정의들을 구체적인 물질적 매체와
역사적 맥락을 통해 보완하여 참고하고자 한다.
54) Berger and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54. 하홍규의 번역을 인
용하였다.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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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교는 언어적 의미화가 이루어지는 상징의 장(場)이다. 더 구체적으
로, 당대 종교 공동체가 공유했던 신문 미디어는 이러한 언어의 상징적 초월
성을 극대화시켜 공동체로 하여금 면대면 교섭을 하고 있지 않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대화할 수 있게끔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55) 물론, 버거가
신문 매체를 언급한 적은 없다. 그는 스스로의 거대한 이론적 틀을 통해 설명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자주 언급하지는 않는다. 기독교사와 세속화 과정
의 서술을 통해 스스로의 상징체계 이론을 풀어 쓰기는 하지만, 이것은 예외
적인 것이다.56) 이 부분이 바로 버거가 기초적인 이론적 틀은 세웠을망정, 검
55) 이처럼 언어의 매개적 면을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발전시킨 예로는 톰슨(John B.
Thompson) 및 앤더슨의 예가 있다.
먼저 앤더슨은 지역 공통어로 된 인쇄 텍스트, 특히 신문 등의 정기간행물을 대면 접촉이 불가능한
지역에 걸쳐 있는 개인들이 동시에 읽는 현상을 분석한다. 이것은 개인들이 자신과 직접 교류한 바
없는 익명의 독자들과 함께, 같은 인쇄물을 읽는 상상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한다. 나아가 이 정기적인 집단 독서 행위는 일종이 의례(ritual)를 구성하며, 지역 공동체가 민족이라
고 불리는 상상의 공동체로 호명되는 근대적 상황을 창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2006[1983]). 43-46).
그러나 톰슨은 이러한 앤더슨의 주장은 인쇄매체와 정기간행물이 근대의 공동체에 끼친 영향력에
주목한 공이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인쇄매체가 전통적 공동체의 양상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본다. 톰슨이 보기에 앤더슨이 설정한 민족이라는 근대적 범주와, 인쇄 커
뮤니케이션 수단 사이에는 단지 느슨한 연결고리만 있을 뿐이다. 그는 논의를 더 발전시켜 미디어 생
산물이 개인에 의해 이용되는 방식,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의해 가능해진 행위와 상호행위
방식의 변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전이 전통의 본질 및 전통과 개인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식
에 대해서 연구를 이어 나간다.
일단 톰슨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사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호행위 상황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
눈다. 첫째는 ‘대면접촉 방식의 상호행위’, 둘째는 ‘매개된 상호행위’ 그리고 셋째는 ‘매개된 유사-상
호행위’이다. ‘대면접촉 방식의 상호행위’은 한 공간에 청자와 화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상호 커뮤니케
이션이 음성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역동적인 대화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매개된 상호행위’
는 개인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편지쓰기나 전화통화를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마지
막으로 ‘매개된 유사-상호행위’는 서적이나 신문 등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상
호관계이며, 이 경우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특정 미디어를 통해서 배포된다. 이
때 발화 내용의 상징형식은 불특정한 잠재적 수용자들을 위해 생산되고, 정해진 청자가 없기 때문에
화자는 독백체로 말하게 된다. 이 ‘매개된 유사-상호행위’는 “어떤 개인들이 물리적으로 공존하지 않
는 특정 개인들을 위한 상징 형식을 원칙적으로 생산하는 구조화된 상황”(John B. Thompson, The
Media and Modernity: A Social Theory of the Med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81-87.)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개화기 조선에서 신문을 접하는 개신
교 공동체원들은 이 구조화된 상황에 직면하였다. 세 가지 유형은 절대적 구분이 아니며, ‘매개된 유
사-상호행위’의 경우에도 출판물을 거리에서 낭독하여 그 내용을 공유한다든가 하는 형식을 통해 ‘대
면접촉 방식의 상호행위’와 중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앤더슨과 톰슨의 논의를 한국의 미디어
사(史) 연구에 적용해본 것으로는 김영희의 연구가 있다. 김영희, 『한국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
용:1880~1980』,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0, 14-45.
56) Carey, “A Cultural Approach to Communication” in Communication as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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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가능한 구체적인 가설과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부족하다고 비판받는 이유
이다.57) 버거는 그가 설정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구체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
의 통찰을 확장시키고 적용시키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취약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거와 유사한 전제를 공유하고 그의 상징체계 이
론을 본 연구의 관심인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에 적용시킨 캐리의 견해가
도움이 된다.58) 캐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의례적 모델(ritualistic view)을 제시
한 논문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화적 접근(A Cultural Approach to
Communication)”에서, 그는 자신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상징체계 이론을
직접적으로 명시한다. 그는 이 연구가 속해 있는 지적 경향이 베버, 뒤르켐은
물론 비교적 최근의 기어츠(Clifford Geertz), 버거 등과 유사함을 밝힌다. 그
리고 이들의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이란 "실재가 생산되고, 유지되고, 보수되
고, 변화하는 상징적 과정이다."59) 커뮤니케이션이란 너무 흔한 현상이며, 너
무 일상적이라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조차 어렵지만, 언어를 이용한 다른 상징
적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존재의 환경을 만들어낸다. 이는 실재가 먼저
굳건히 존재하고, 그 후에야 그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다는 과학적 실재주의와
는 다른 입장이다. 캐리는 ｢요한복음｣을 인용하며,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라는 말이 있듯, "단어들은 사물들의 이름이 아니라, 사물들이야말로 단어들의
기호“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인식하는 실재는 언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
는 커뮤니케이션의 상징적 과정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60) 사람들이 스스로의
Essays on Media and Society (New York : Routledge, 1989), 64.
57) Carey, “A Cultural Approach to Communication,” 82.
58) 캐리의 이론을 이용한 종교학 분과 연구의 예로는 다음이 있다. David Morgan,
“Introduction" in David Morgan ed. Key Words in Religion, Media and Culture
(New York: Routledge, 2008), 1-19; Candy G. Brown, The Word in the World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4), 167-189; Stewart Hoover,
Religion in the Media Age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6), Chapter 2.; 캐리
의 모델을 전폭적으로 발전시켜 커뮤니케이션의 의례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
고. Eric W. Rothenbuhler, Ritual Communication (London: Sage, 1997), 123-128.
59) Carey, “A Cultural Approach to Communicatio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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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낸 의미, 질서 등의 상징체계들이 세계를 구성한다
는 말이다. 여기까지 캐리의 실재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설명을 보았을 때,
인간의 세계 구성 행위에 수반되는 상징화 과정에 대해 버거의 견해와 유사
한 전제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1)
나아가 캐리는, 버거의 큰 그림을 신문 미디어라는 특정한 매체와 구
체적으로 엮어 생각하고 있다. 캐리는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존재했다고 본다. 하나는 전파적 관점(transmission view)이고,
다른 하나는 의례적 관점(ritualistic view)이다. 전파적 관점은 커뮤니케이션
이란 사람들 사이의 거리(distance)를 통제하는 기술적 과정으로, 메시지가
공간적으로 전달되고 배포되는 데 주목한다. 이는 기독교적인 뿌리를 지닌 관
점으로,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새로운 장소를 창출하고 싶은 욕망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유럽의 경계를 넘어 영역을 확장하는 청교도들의 이주가
전파 모델로 설명된다. 이 때 이주는 무엇보다도 구세계를 신세계와 교환하려
는 시도이며, 동시에 공간의 이동 자체가 구원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깊은 믿
음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곳으로 옮겨 가 "이교도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느님의 왕국을 설립하고 확장한다는 생각을
했다. 따라서 이 때의 커뮤니케이션은 선교를 위한 수단이자 공간과 인적자원
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일컫는다. 물론 20세기에
들어 그 종교적 색채가 옅어지고, 기술 자체에 더 집중하게 됐지만, 여전히
지식, 사상, 정보를 더 멀리, 더 빨리 전달하여 인적자원과 공간을 지배하려
는 충동은 많은 곳에서 관찰된다.62) 이 때 19세기 말 한국의 초기 개신교 신
문을 구상한 미국인 선교사들의 생각 또한 캐리가 설명하는 전파 모델에 치
60) Carey, “A Cultural Approach to Communication,” 25. 하지만 언어가 세계를 창조한
다는 의미는 아니고, 언어와 같은 상징 형태를 통해서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는 뜻이다.
61) 또한 이 글의 주석 7번에서 캐리는 버거와 마찬가지로 슈츠(Alfred Schutz)의 실재 형성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힌다.
62) Carey, “A Cultural Approach to Communication,” 17. 번역은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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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쳐 있음을 Ⅲ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캐리의 의례적 모델 역
시 고려한다면, 당대의 초기 개신교 신문이 선교사 기획자들이 의도한 전파
모델의 기능 이외의 공동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한편 의례적 관점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연합(association), 공동체
됨(fellowship), 공통의 믿음을 소유하는 과정에 관심이 있다. 이 관점은 공간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하여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의 확산이 아니라, 공유된 믿음의 재현이다.63) 커
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인간 행위를 통제하고 규범 짓는, 질서 지어져 있고 의
미 있는 문화적 세계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다. 뒤르켐의 사회 개념과,
버거의 상징체계 개념에서 영감을 받아, 캐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동체 이상의 투사(projection)와 그 이상(ideal)이 물질적 형태로 실
현된 대상들은, 인공적인 동시에 실재적인 상징적 질서를 형성한다.
이 상징적 질서(커뮤니케이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
신을 제공하고,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기저에
있는 질서를 보여주고, 기능을 수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며
섬세한 사회적 과정을 나타내려는 것이다.64)
63) 여기서 캐리는 기어츠도 활용하고 있는 상징의 두 가지 측면을 참고한다. 즉, 상징이 한편
으로 벌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비행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실재에 대한 모델
(model for) 혹은 직접적 재현이라는 것이 첫 번째 측면이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특징적으
로 관찰되는 또다른 상징의 양상은, 상징을 통해 실재를 전달하거나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체계를 통해 또 다른 상징체계를 재현하거나 암시하기 위한 종류의 것
이다. 이것은 실재의 모델(model of)을 상징이 드러내는 측면이다(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93-95). 언어 상징은 실재에 대한 묘사 및 정보를 제공할 수
도 있지만, 상징적 실재의 모델을 제공하여 그 상징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
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캐리가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전파적 측면은 “Model for”
의 측면, 의례적 측면은 “Model of”의 측면을 발전시킨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초기 개신
교 신문 및 여기 수록된 언어적 상징은, 당대 개신교 공동체에 대한(for)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개신교 공동체의(of) 상(象)까지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바
람직한 실재의 모델을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어츠와
캐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언어를 실재의 재현으로만 보기보다는, 실재가 어떤 방식
으로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한 표상까지 나타낸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64) Carey, “A Cultural Approach to Communication,”16. 여기서 뒤르켐의 의례 개념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뒤르켐은 그의 The Elementary Fo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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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신문이라는 미디어 현상을 분석할 때, 전파적 관점은 신문을 정보
확산의 도구로 본다. 이 때 독자와 신문의 관계는 일방적이다. 독자는 신문으
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신문이 독자를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례 적 관점에서는 정보의 확산 자
체가 관심의 대상은 아니다. 여기서는 신문 읽기를 일종의 예배 참여이며, 특
정한 세계관이 묘사되고 확인되는 활동이라고 본다. 뉴스 읽기와 쓰기는 의례
적 행위인 동시에 극적인 행위다. 독자 앞에 제시되는 것은 순수한 정보가 아
니라 세계 속에서 대립하는 세력들에 대한 묘사이다. 게다가, 독자가 신문을
읽어 나감에 따라, 그들은 역할의 지속적인 변화 또는 극적 초점의 변화를 겪
게 된다.65) 이 관점은 신문 매체에서 정보 획득의 측면이 아니라, 독자가 하
나의 연극 관람자로서 상충하는 세력들이 교차하는 세계에 참여하는 극적 행
위의 측면을 본다.66) 메시지의 기능이나 효과가 아니라, 독자의 시간과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 신문의 제시하는 바와, 신문 읽기에 대한 참여가 수행하는
역할을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은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보다는 세계가
뿌리내리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스러운 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67)
물론, 커뮤니케이션의 의례 모델과 전파 모델이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두 측면은 하나의 미디어에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캐리는 커뮤니케
Religious Life에서 컬트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 중에 의례의 매개하는 힘을 강조한다. 의례
는 공동체에 의해 동시에 공통의 믿음과 이상이 만들어지고, 경험되고, 실재(real)로서 확인
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례는 개인의 지각(perception)과 행동이 사회적으로 전
유되고, 조건 지어지는 수단이다. 벨(Catherine Bell)은 이러한 뒤르켐의 입장을 의례에 대
한 세 유형의 이론들 가운데 두 번째의 것, 즉 행위와 사고, 의례와 믿음과 같은 개념적 이
분법의 양측을 변증법적으로 조화시키는 기제(mechanism)로 의례를 정의하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뒤르켐의 의견과 벨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Catherine Bell,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19-21.)
65) Bell,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18-19.
66) 이 부분에서 캐리는 터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터너로부터 받은 영
향을 언급하기도 하며, “A Cultural Approach to Communication”의 주석 4에서 커뮤니
케이션의 의례적 측면과 극적 행위의 도구로서의 언어가 가지는 측면을 지적한다.
67) 이 때 캐리는 기어츠가 문화의 해석 에서 제시한 발리의 닭싸움과 신문 읽기 행위를 병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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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이라는 하나의 유기체적 체계 속에서 순환하는 공유된 정보가, 우리에게
결속력을 주고, 사회적 상징체계와 실재가 유지되도록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68) 캐리가 강조하는 이러한 의례적 모델은, 버거가 앞서 “언어는 ‘지
금 여기’를 초월하는 능력 때문에 일상생활의 실재 안에 상이한 영역들 사이
에서 교량 역할을 하며, 그 영역들을 의미 있는 전체로 통합시킨다“고 언급했
던 지점과 상통한다. 커뮤니케이션도 필연적으로 버거가 중시한 언어의 능력
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의례적인 측면을
통해 공동체는 결속하고, 그들의 상징체계를 강화하며 세계에서 자신들의 존
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
위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의례적 측면을 19세기 말 한국의 초기 개
신교 신문에서 관찰할 수 있다. 또한 1890년대 한국 개신교 공동체의 종교적
실천의 일부로서 초기 개신교 신문의 공유 및 독서, 그리고 신문으로의 직접
적 참여행위가 포함되며, 나아가 현재 관찰 가능한 가장 중요한 실천 중 하나
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초기 개신교 신문은 문서선교의 일부, 근
대성이나 민족주의와 같은 사상을 담은 용기(容器), 혹은 국문학의 근대 초기
자료로서만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종교 공동체의 실천을 구성한
중요한 물질적 매체로서 평가받아야 한다.

2) 글의 구성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로, 한국의 초기 개신교 신문이 지닌
역사적 맥락을 두 측면에서 관찰한다. 하나는 북미 개신교 선교사들이 직접적
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17세기 이후 영미권의 문서선교 전통이며, 또 다른
측면은 이러한 서구 문서선교 전통을 바탕으로 개화기 한국에서 진행된 신문
발행 사업이다(Ⅱ장). 이 때 한국의 초기 개신교 신문이

68) Carey, “A Cultural Approach to Communicatio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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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초기 개신교 신문이 어떤 방식으로 당대 개신교 공동체의 상
징체계 전파와 유지에 기여했는지 정리한다. 초기 개신교 신문을 공유한 이들
은 신문을 통해 개화사상과 통일된 교리 및 예배 형식을 전국 단위로 학습했
다. 또한, 해당 종교 공동체의 정체성 확인이 다양한 서사적 장치를 통해 드
러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버거의 상징체계 이론의 틀 위에, 캐리가 말한
전파 모델과 의례 모델이 교차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개신교적 상징체계
를 전파하고 학습시키려는 커뮤니케이션의 전파 모델에 의해 신문이 기획되
었지만, 신문의 제작 및 공유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의 활동과 신문
전유 행위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의 의례적 측면이 드러난다. 이 때, 신문을 통
한 종교적 실천이란 신문의 공공 독서와 직접적 참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역시 보일 것이다. 공공 독서는 캐리의 의례 모델과 더불어 설명이 가능
하지만, 독자 주체들의 참여는 의례 모델을 통해서 동기화된 참여자들이 형성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설명지점이다(Ⅲ장).
셋째로, 앞선 장에서 드러난 의례 모델에 집중하여 당대 개신교 신문
의 공공 독서와 직접 참여를 분석한다. 이 분석에서는 신문의 독서 및 공유
행위에 대한 전거들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직접 참여에 속하는 모금
운동 관련 기사들과 독자 투고에 집중한다.69) 이 때 강조되는 것은 신문을 공
69) 이 때 어떻게 각 신문 기사에서 독자의 참여 여부 및 편집자의 개입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가 문제가 된다. 초기 신문은 현재의 신문과는 달리 기자나 투고자의 이름을 명확히 표기하
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사들의 출처 역시 모호하게 드러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
에 대해 독립신문 및 대한매일신보 의 독자투고를 연구한 선행연구 에서 연구 대상을 오
직 독자의 편지라고 신문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한 사례가 있다.(채백, 「 독립신문 독자투고
의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3(1994): 35-66) 이 글에서도 유사하게 자료
의 범위를 설정하지만, 두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 여기서 다루는
초기 개신교 신문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교회 통신"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려한다. 편
집자와 투고자, 기자의 분업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초기 개신교 신문 및 개화기
신문 전반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 전국 단위의 교회 소식을 다양하게 다루는 "교회 통신"의
내용들은 편집자들이 직접 수집 또는 취재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인들의 제보나 서신을 통해
수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배정상의 독립신문 의 기사수집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를 뒷받
침한다.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했던 19세기 말 조선에서는 신문의 기사 수집이 상당 부분 독
자 투고의 도움을 받았다. 독립신문 의 경우에는 신문에 편지가 실리는 일이 권위 있는 공
적 영역에 참여하는 일인 것처럼 여겨졌고, 관아에 송사하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있
었다. 그 결과 독자의 편지가 쇄도했는데, 때로는 독자투고를 통한 기사가 전체 기사의 절

- 27 -

유했던 개신교 공동체의 개별 참여자들이며, 더불어 그들이 신문을 읽고 여기
에 참여하는 과정에 종교적 의미가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것이다(Ⅳ
장).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공동체의 상징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
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공동체의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종교적 실천을 구성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정리하며 마무리한다(Ⅴ장).
이 과정에서 본문에 인용되는

회보 와

신문

자료들은 가독성을 위

해 19세기 한국어에서 현대어로 바꾸어 기재하였으며, 옛한글로 된 원문 표기
는 <부록2>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주석에서 인용한 옛한글 기
사들은 옛한글 그대로 실었다.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배정상, 「 독립신문 의 '독
자투고'와 '서사적 논설'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5(2005): 331-336. 본고의 Ⅳ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원고의 출처가 등장한 것만 독자투고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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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의 기획과 탄생
이 장에서는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의 역사적 맥락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
한다. 첫째로는 신문을 한국에 소개한 북미 개신교 선교사들이 본보기로 삼은
영미의 개신교 문서선교 전통과, 이를 계승한 한국의 북미 선교사들의 활동이
다. 17세기 이후 영국 및 미국에서 인쇄물과 정기간행물을 통해 개신교적 가
치관과 교회공동체를 강화하려 했던 성공적인 예들이 있었다. 한국에서 전개
된 문서선교와 개신교 신문의 발행은 이러한 예들을 본보기로 삼아 북미 선
교사들에 의해 기획되었다. 따라서 본 장의 첫 번째 절은 북미 선교사들이 한
국 초기 개신교 신문을 발행한 배경과 관련된 내용에 할애된다. 한국 초기 개
시교 신문의 배경을 숙지하고 나서, 본 장의 두 번째 절에서는 개신교 신문이
19세기 말 한국의 역사적·지리적 환경 속에서 성립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본다. 언더우드와 아펜절러 등의 개신교 선교사 개인과 선교본부는 자본
과 인력을 투입하여 한국 최초의 개신교 신문을 탄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조
선 왕실, 한국인들, 선교부의 개인들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신문 속
에 교차하고 있으며, 선교사들의 기획이 이상 그대로 실현된 것이 아니라 한
국의 역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기도 했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대상 자료
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서, 커리의 전파적 커뮤니케이션과 의례적 커뮤니
케이션 형태가 초기 개신교 신문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도 설명하
겠다.

1. 개신교 선교의 인쇄 미디어 전통
개신교와 인쇄 매체의 밀접한 관계는 종교개혁기에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 시
기에 가톨릭에 대한 비판적 소책자와 인쇄물들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통
해 대량으로 발행되어 배포되고, 성서의 번역과 보급은 가톨릭 사제들의 절대
적인 권위를 뒤흔들었다. 이 일련의 현상을 뒷받침한 것은 인쇄 미디어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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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었다. 또한 "만인 사제론(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과 "오직 성
서뿐sola scripura"이라는 개혁기의 표어들은 인쇄술과 성경의 대량 배포 없
이는 공허했을 것이며, 인쇄 미디어를 통한 종교 문헌의 배포는 종교개혁 이
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이다.70) 노드(David Paul Nord)
는 이 현상에서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매체의 변화를 읽어내기도 한다. 종교
개혁 이전에는 사제가 신과 평신도 사이의 매개체로서 성경에 독점적인 접촉
및 해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종교개혁기 이후 신과 평신도 사이를 이어 주
는 매개 역할은 이제 각국어로 번역되고 인쇄된 성경이 맡아 수행하게 된다.
나아가 개신교 공동체에서는 신과 더 가까운 존재인 사제 대신, 평신도의 교
육과 성경 독해를 돕는 식자층으로서의 사제가 부각된다.71) 또한 종교개혁은
종교공동체 지도자들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출판활동을 촉진시켰을 뿐
만아니라, '말씀'에 직접 다가가려는 독자 및 평신도층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
에 없었다. 즉, 인쇄매체가 확산되고 문자 해독률이 높아지면서, 평신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는 일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청교도들의 공동체가 정착된 이후
대각성 운동 전후 시기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노드는 특히 뉴잉글랜드 지방의
개신교 공동체에서 인쇄된 출판물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위치 지었
다. 그는 앞서 살펴본 "만인사제론"과 "오직 성서뿐"이라는 교리와 더불어 칼
뱅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은총에의 예비(preparation for grace)"와 "신성
화(sanctification)"에 대한 교리가 더해져 평신도가 인쇄물을 직접 독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 신도들은 성스러운 말씀을 수
시로 읽으며 신의 은혜에 대비해야 했으며, 이 활동을 통해 일상에 성스러움
이 스며들어 성화된다고 여긴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휴대 가능한 인쇄물의
70) Manfred Schneider, "Luther with McLuhan" in ed. Hent de Vries and Samuel
Weber, Religion and Media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198-215;
Elizabeth L. Eisenstein, The Printing Revolution in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Canto, 2000[1983]), 148-186.
71) David Paul Nord, Faith in Read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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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 보급, 독서가 필요했다.72)
노드는 또한 이 시기 미국의 개신교 공동체에서 수행되었던 독서 실
태를 정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 개신교 공동체의 독서는 가족 단
위로 문자 교육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부분이다. 모범적인 개신교도 가족은 매
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동시에, 교회에 가지 않는 평일 저녁에는 벽
난로 주변에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했다. 특히 자녀들은 성경 독서를 통
해 문자를 습득하였으며, 남녀 자녀 모두 부모의 가정 교육을 받았다. 개신교
도라면 무릇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
다.
개신교 가정의 모델은 공동체 내부에서 장려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
연히 개신교 선교사들이 선교정책을 정할 때 기준이 되었다. 특히 직접 '성스
러운 말씀'을 읽는 평신도의 이상은 개신교 선교의 초기, 엘리엇(John Eliot)
의 실패한 아메리카 원주민 선교 예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그는 대각성 한
세대 이전의 영국인 청교도로, 개신교를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전하고자 했다.
존 엘리엇은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언어로 성경
을 번역하여 보급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교롭게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게는 문자언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구
술언어를 문자화하는 방대한 작업까지 떠맡아 성경 번역을 이루어 내고 만다.
그러나 이 선교 사업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소요와 냉정한 거부로 인해 실
패로 귀결되었다.73) 엘리엇의 아메리카 원주민 선교 사업은 비록 실패했지만,
"기독교도는 반드시 읽는 이가 되어야 한다(Christians must be readers)"는
그의 표어와, 성경을 각국 토착어(vernacular)로 번역하여 신도 개인에게 읽
혀야 한다는 선교 원칙은 이후에도 굳게 지켜진다. 여기에 성경 이외 기독교
소책자를 보급하는 전통은 박스터(Richard Baxter)에 의해서 일반적인 것이
72) Nord, Faith in Reading, 17-20.
73) Nord, Faith in Reading,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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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74) 박스터가 가졌던 읽기에 대한 생각은 이후 선교사들에게 문서선
교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박스터는 "우리는 가톨릭 사제들과는 달리, 우리
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으로 보게끔 가르치지 않고 단지 그들 스스로의 눈
을 맑게 해 줄 뿐"75) 이라고 썼다. 나아가 노드는 당대 미국의 청교도들에게,
읽기란 은총의 수단이 아니라 은총 자체였다고 본다. 텍스트의 의미는 읽기를
통해 잘 준비된 심성들에 곧바로 주입되고 채워질 것이었다.
정리하면, (1)평신도 개인과 인쇄 매체의 직접적 관계가 중요했기 때
문에, (2)가족 단위의 독서를 통한 문자 교육을 통해서, (3)각 지역어로 번역
된 성경과 소책자들을 신도 개인이 직접 읽어 은총에 도달하는 일이 강조되
었다. 이는 개신교가 인쇄 매체 전반을 인식하고 전유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
을 제공하는 요소들이며, 언어 상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개신교적 상징체
계를 퍼트리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전파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특
히 개신교 문서를 인쇄하고 배포하는 주체인 교회와 선교부는 커뮤니케이션
의 전파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제 개신교 인쇄 매체 가운데 정기간행물의 위상에 대해서 특별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종교적 인쇄물과는 달리, 정기간행물의 배포와
전유 과정에는 전파적 측면 이외에 커뮤니케이션의 의례적 측면이 개입할 여
지가 많다. 여기에는 브라운(Candy G. Brown)과 노드의 연구가 특히 유용하
다. 먼저 브라운은 개신교 정기간행물의 의례적 측면과 주간 정기간행물의 발
행

주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세기

북미

감리교

주간신문인

Christian Advocate를 분석하면서, 신문의 칼럼에 참여하고 신문을 소비하는
독자층이 지역적 제약을 넘어 신문 지면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위의 의례적
측면을 조명한다.76) 그 역시 캐리의 생각을 참고하여, 하나의 해석적 공동체
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유된 믿음의 재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때 같은
74) Nord, Faith in Reading, 22.
75) Nord, Faith in Reading, 23.
76) Brown, The Word in the World, 16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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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텍스트를 비슷한 시간대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기간행물은, 반드시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
다. 공동체에서의 정기간행물은 한 공동체 참여자들에 의해 이미 승인되고 인
정받은 특정한 세계관을 반복해서 묘사하고 확인시켜주는 의례적 기능 역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운이 보기에 개신교 정기간행물의 주된 기능이
바로 이것이다. 저자, 편집자, 독자들은 모두 하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
으며, 정기간행물의 공유를 통해 결속을 강화한다.
브라운의 논지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정기간행물의 발행 주기와
관련된 분석이다. 19세기 북아메리카에서는 이미 다양한 발행주기의 정기간행
물이 유통되고 있었다. 이 때 계간, 월간, 주간, 일간 정기간행물은 각기 다른
독자 군을 주 소비층으로 했다. 계간 및 월간 간행물은 개신교 엘리트들과 교
회 지도층에게 관심을 끌었다. 충분한 주기를 두고 국내의 교회 동향과 통계,
기고문, 회의록 자료 등이 실려 있어 교회 운영과 선교를 위한 실용적인 목적
에 걸맞았기 때문이다. 반면 일간지는 세속적인 소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인식되었다. 매일 배포되는 짧은 분량의 일간지에 실린 소식들은 같은 날 일
어난 사건이라는 점 이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무작위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안식일 주기에 맞추어 발행되는 주간신문은 평신도들의 생활에 파고들
었으며,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브라운은 7일의 시간
주기는 세속적 시간주기와 구분되는 성스러운 시간 주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19세기 미국의 개신교 정기간행물 가운데 주간신문이 가장 널리 배
포될 수 있었던 사상적 배경으로 이를 설정한다.77) 브라운의 주장은 추가적인
논거를 통해 조금 더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7일 주기가 개신교도들에게 각
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일요일을 기준
77) Brown, The Word in the World, 174-176. 한편 종교사 일반에서 성스러운 시간 주기
에 관한 언급으로는 다음을 참고. Mircea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tr.
by Rosemary Sheed (Nebraska: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6[1958]),
392-394; Eviatar Zerubavel, The Seven Day Circle: The History and Meaning of
the Week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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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신교도들의 공동체적 체험의 강도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일요일이 개
신교도들이 교회 공동체와의 결속을 가장 강렬하게 체험하는 시간이라면, 다
음 일요일까지 그들은 각자의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면서 교회공동체와 잠
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적 격차를 메워 줄 수 있는 것은 주간
신문이다.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간 후 신도들이 성경 내용과 교회 공동체의
소식이 담긴 주간 신문을 각자의 가정에서 읽음으로써 다시금 공동체와의 결
속을 상기하고 안식일의 영향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그
들이 교회로 돌아가는 다음 일요일에는, 그 날의 영향력을 새롭게 지속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간행물을 획득한다. 이처럼 7일에 걸친 개신교도의 생활주기
와 일치하는 주간 신문들은,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실제적인 영향
을 끼치는 정기간행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브라운이 정기간행물의 독서 방식과 발행 주기에 주목했다면, 노드는
여기에 인쇄되는 뉴스의 구성과 개신교 공동체 사이의 연관점을 찾았다. 그는
미국 저널리즘의 종교적 기원을 17세기 개신교 정기간행물에서 찾는다. 17세
기 뉴잉글랜드 청교도 공동체는 북아메리카 최초로 인쇄 정기간행물이 융성
했던 지역이었다. 여기서도 주간 뉴스가 개신교 공동체에 의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았다.

특히

인쇄물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성스러운

은총(divine

providence)"에 의해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으로, 기록하는 행동 자체만으로
도 성스러운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여졌다.78) 여기에 개신교 공동체 지도자들
의 편집 의도가 개입하는데, 보도되는 모든 사건들은 모두 신의 뜻이나 메시
지로 해석되었다. 예컨대 1637년 10월 17일에 있었던 다이어(Mary Dyer)라
는 여성의 기형아 사산은 당대 타락했던 공동체에 대한 신의 경고로, 이에 대
해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공적 설교와 뉴스 인쇄물을 통해 사건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했다.79) 동시대의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도 비슷한 논조로 보도되
78) David Paul Nord, Communities of Journalism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1), 46.
79) 당대 청교도 공동체에서 정치적 지도자들은 종교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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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80) 나아가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들도 이러한 해석을 공
유하고 전유하면서, 공동체의 질서 유지 및 정치적 목적에 뉴스와 정기간행물
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뉴스에 보도된 사건들
은 설교에서 예시로 이용되었다. 노드는 이러한 패턴을 가진 간행물을 "목적
론적 인쇄물(teleological literature)" 이라고 명명하면서, 그 특성을 세 가지
로 정리한다. 먼저 (1) 역사(歷史) 속에서, 신의 작업(work)의 거시적 패턴에
맞아떨어지는 유형의 사건들이 반복된다. 이 사건은 교회의 정기간행물 속에
서 목적론적 해설과 함께 보도된다. 그리고 나서,

(2)정부의 구체적인 선언을

통해 최근의 사건이 해석되고, 마지막으로 각 공동체의 교회에서 이 내용을
(3) 공적 설교를 통해 반복한다.81) 이렇게 공적인 권위에 의해 해석된 승인된
가치관과 사건에 대한 평가들은,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이 의미 있다고 여겨야
하는 생각의 방향을 정해 준다. 이러한 경로로 목적론적 인쇄물들은 공동체의
공유된 상징체계 구성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드는 자칫 무작위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개신교 정기간
행물의 구성 패턴을 파악했다. 즉, 개신교 정기간행물들은 개신교 지도자들과
편집자들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고, 따라서 뉴스는 세속적이고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며 그들의 의미 있는 세계의 일부로 편입된다. 개신교 정기간행물의
지면들은, 하나의 일정한 역사적 내러티브에 의존해, 편집자들에 의해 배열되
고 구성되어 가는 것이다.82) 여기서 다시 강조해야 하는 지점은, 독자 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편집자들에 의해 선택되어 그 내러티브의 일부를 구성하
게 된다는 사실이다.83) 나아가 이 개신교 공동체에서의 정기간행물이 이용하
권위와 크게 구분되지 않았다.
80) Nord, Communities of Journalism, 31
81) Nord, Communities of Journalism, 47.
82) 물론 편집자들이 의도한 바와 독자들이 정기간행물을 전유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불일치가
있다. 노드의 작업은 거기까지 고려하고 있다. Faith in Reading 7장 참조.
83) 브라운의 자료를 보면, 노드가 연구한 시기에서 약 100년 이후 감리교 독자들의 참여에서
그들이 이미 성스러운 은총의 교리에 익숙하며, 신문의 투고 내용에 있어 이러한 은총의 내
러티브에 부합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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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러티브들은, 인쇄 정기간행물들에 의해 창출된 언어적 매개의 장이, 단
지 세속적인 공적 영역을 창출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개신교
공동체는 정기간행물, 특히 종교공동체의 생활주기 및 성스러운 시간주기와
겹쳐지는 주간 신문과 '목적론적 인쇄물'을 통해서 종교적 의미를 가지는 공
공 영역을 구성했다. 인쇄물들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개신교적 교리 및 상징체
계 속에서 자리를 얻음으로써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 때, 교회의 권위자들
이 신도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종교적 내용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같은 신문을 공유하는 집단의 공동 독서 행위, 혹은 의례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 없는 그러한 정당화하는 힘을 잃고 말 것이다. 이 때 정기간행물을 공동
체의 공유된 상징체계가 의미 있음을 확인시키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해당
상징체계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동체
의 상징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의례적 측면도 전파적 측면 못
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초기 한국 개신교 신문의 발행
1) 발행 배경
앞 절에서 개신교에서의 인쇄매체와 정기간행물이 어떤 의미를 부여받고, 어
떻게 전유되며, 어떤 패턴을 통해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대각성운동 전후의 미
국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19세기 말 조선의 선교사들이 발행한 초기 개
신교 정기간행물 발행 배경은 미국의 선례를 참고한 것이 분명하지만, 실제
발행된 개화기 조선의 개신교 신문은 북미의 신문과 시공간적 조건에 따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미국과 다른 한국의 역사적 상황
을 이해하며 초기 한국 개신교 신문의 구성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한국 개신교 공동체의 신문 발행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간략히 파악하고 나
서, 실제로 발행된 신문이 북미의 선례와 지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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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겠다. 이 작업을 통해 초기 한국 개신교 신문의 성격에 자세히 접근해
나갈 것이다.
일반적으로 1890년대는 한국 교회사 연구에서 개신교 교파들이 자리
잡아 나가는 시기로 평가된다. 1882년 서구에 대한 한국의 개항 이후 본격적
으로 입국하여 선교를 시작한 개신교 교파들은,84) 18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기반을 다지고 교회를 확충해 나가게 된다. 특히 초기 개신교 신문의 발행 주
체 교파인 미국의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은 의료 및 교육사업을 통해 한
국 정부 및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85) 특히 을미사
변등의 사건이 일어나며 외세의 간섭과 침략이 거세어지던 당시 한국에서, 미
국 국적의 선교사들은 특정한 외교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어 왕
실의 각별한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86)
한편 민중들의 개신교회에 대한 인식도 이와 유사했다는 증거들이 있
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가 편집한 『한국기독교의 역사1』 에 따르면, 당시 한
국에서의 개신교는 급격한 성장기에 있었다. 교인의 수가 1894년에서 1896년
에 걸쳐 급증하였는데, 특히 장로교에서는 세례교인이 1895년 180명에서
1896년 2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87) 이 시기 교회는 입구에 성조기나
십자기를 게양했으며, 이것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서구 세력의 보호를 받을 수
84) 개신교파의 유입 수십 년 전부터 천주교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기해교난과 신유
교난 등을 겪으며 그 세력이 약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장로교의 알렌이 1884년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백낙준, 위의 책, p.108.) 개(個) 교파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한국의 문호개방
에 힘입어 입국하게 된다. 한편 성공회는 1890년 트롤로프 주교(Mark Napier Trollope)가
최초로 한국에 들어왔다. 각 교파별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1』, 135-144;한국 선교에 나섰던 19세기 미국 개신교 교파들의 선교 열
풍과 선교사들의 성향에 대해서는 Sydney E. 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857-866을 보라.
85) 특히 왕실의 외척인 민영익의 중상을 선교차 한국에 거류하던 의사 알렌이 치료해 준 일을
계기로 개신교 선교사들은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조지 히버 존스, 한국 교회
형성사 , 옥성득 역, 홍성사, 2013, 35-36.
86)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한국민족교회 형성 과정사- ,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2007],
223-230. 그러나 그 기대는 헛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다음을 참고. 류대영, 개화기 조선
과 미국 선교사 : 제국주의 침략, 개화자강, 그리고 미국 선교사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87)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1』,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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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했다. 동학농민전쟁의 혼란기에 교회는 민중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던 것이다. 또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한 후에 성조기가 게
양된 교회는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개신교는 강대국
인 미국과 영국의 종교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민중계층뿐만 아니라
유식계층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유식계층은 주로 개신교를 중심으로 개혁운
동을 벌이려는 목적으로 관심을 표시했는데, 특히 독립협회의 주요 구성원들
은 개신교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독립협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단체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정도로, 당대 개화 지식인들과 개신교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이 정설이다.88)
개신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던 선교사들에게도 1890년대는 본격적
인 교회 확장의 시기였다.89)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도 직접 초기 선교의 시
기를 5년 단위로 나누어 1885년부터 1890년까지를 “넓게 씨 뿌리는(wide
seed-sowing)”단계, 둘째로 1890년부터 1895년까지를 확장(expansion)단계,
1895년부터 1900년까지를 뿌린 씨를 성대하게 거둬들이는 단계로 회고하고
있다.90) 실제로 북장로교와 북감리회 연회록의 통계를 살펴 보아도 교회가 괄
88) 류대영 ｢개신교에 대한 개화기 지식인들의 태도와 근대성 문제｣, 종교문화비평 4
(2003): 33-70; 이광린, ｢구한말 옥중에서의 개신교 신앙｣,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제 10
장, 일조각, 1986, 217-238.
89)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은 이 시기를 한국 교회의 팽창기이자, 한국에 소위 ‘하느님의 나라’
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 과정’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
고: Charles Allen Clark,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30), 236; 아더 J. 브라운, 韓·中·日 宣敎史 , 김인수 역,
쿰란출판사, 2003, 87-89; 올리버 R. 애비슨, 구한말 40여년의 풍경 , 황용수 역, 대구대
학교출판부, 2006, 509-511. 선교사들의 ‘소명(the call)’ 개념 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로는
Elizabeth Underwood, Challenged Identities: North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1884-1934 (Seoul: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2003), 25-57쪽을 보
라. 한편 그레이슨(James Huntely Grayson)의 연구는 ‘이식(emplant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신교와 불교의 유입을 파악하며, 이식에는 3가지 국면, 즉 접촉-침투-확장의 모델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레이슨은 초기 한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주로 서술하면서 이 시
기를 묘사한다. 그러나 한국인 개신교 공동체 자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
이다. James Huntly Grayson, Early Buddhism and Christianity in Korea: A Study
in the Emplantation of Religion (Leiden: Brill, 1985), 101-140 참조. 그레이슨의 이론
에 대한 평가로서는 김종서, 서양인의 한국종교 연구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49-52쪽
을 보라.
90) Horace Grant Underwood,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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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할 만 한 팽창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91)
교회의 팽창과 더불어 교회 관련 문서의 수요도 급증하였다.92) 이와
관련하여 당대 개신교 공동체의 문서 유통 및 독서행동에 대해서도 역시 선
교사들의 기록, 출판물의 판매실적을 기록한 통계자료와 당대 매서인(賣書人)
들의 활동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선교사 게일은 선교 초기의 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국에 이미 방대한 일군의 독자들(vast army of
readers)를 소유한 나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책과 학문을
매우 좋아한다고 파악하여 한국에 이미 다수의 독자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
장하고 있다.93) 또한 그는 개신교 내에서 “지난 20년 간 (개신교)인쇄물들의
수요 증가를 따라잡으려는 분투가 계속되어 왔다”94)고 1908년 기록하기도 했
는데, 이는 당대 개신교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인쇄물이 이용되고 유통되어 왔
음을 암시한다.95) 더 구체적으로 조선기독교서회의 판매실적에 관한 연구를
Company, 1908), 134-146; 또한 곽안련(Charles Allen Clark)은 한국 내 장로교 조직의
구성 변화를 기준으로 초기(1884-1893), 공의회시기(1983-1901), 연합공의회시기
(1901-1906), 한국장로교시기(1907-1911), 총회시기(1912-1921)로 시대를 나누기도 한다.
Charles Allen Clark, The Korea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 7-9.
91) 이러한 일시적인 팽창현상은 동아시아 개신교 선교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나, 한국의 경우
개신교 교회가 지속적으로 팽창을 지속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Donald Clark이
Christianity in Modern Korea (Lanham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6)에서 일
제의 식민지배가 한국인들의 적을 기독교 세력과 동일시된 서구 열강이 아닌 일제를 적대시
하게 되어 개신교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슷한 논지를
최근 케인(Danielle Kane)이 반복하고 있다. Danielle Kane and Jung mee Park, “The
Puzzle of Korean Christianity: Geopolitical Networks and Religious Conversion in
Early Twentieth-Century East Asia,”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5/2 (2009):
365-404.
92)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2: 번역, 반포와 권서사업 , 대한성서공회,
1994, 224-244.
93) James Scarth Gale,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Missionary Education
Mov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12), 140-141.
94) Gale, Korea in Transition, 174.
95) 이 시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네비어스 선교정책(Nevius Mission Method)이었다. 이
정책은 1890년 내한한 중국 선교사 네비어스(John L. Nevius)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토착
전도인을 앞세워 전도하되 거기에 드는 비용을 토착교회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적 자립
을 도모하게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덕주는 여기서 논하는 자립이란 단지
선교사들의 감독과 교리 교육 내에서 가능한 제한적 자유였으며, 많은 부작용이 수반되었다
는 점 역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네비우스 방법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는 로즈의 미국 북
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 87-102, 그리고 가장 완전한 설명으로는 Charles Allen Cl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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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면 인쇄물의 활발한 유통 상황을 알 수 있다. 마이클 김의 연구에 따르
면 조선기독교서회는 1930년대에 이르러 세계 5위 수준의 성경판매량을 달성
했고, 특히 1891년 48달러였던 서적 매출이 1896년에 이르러 403.93 달러로
증가했다는 통계자료를 보면 당대 선교 서적 수요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96)
이러한 상황에서

회보 와

신문 의 편집 및 운영자였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뿐만아니라, 한국 선교에 나섰던 일군의 미국 선교사들은 개신교 문
서선교의 이상을 신문 발행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기록 및 신문의 내용에서, 앞 절에서 살펴 본 미국 개신교 정기간행물
의 발행 의도와 유사한 사고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97)
1896년, 한국 선교사들의 월간지인 The Korean Repository에 한
국어 인쇄물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The Literary Needs of Korea"98) 라는
기고문이 실린다. 이 글은 한국어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선교사 켄뮤어
(Alexander Kenmure)와 대한성서공회 창립에 참여하기도 한 빈튼(Charles
Cadwallader Vinton) 이 기고하였다. 여기서 저자들은 1895년 11월 서울에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를 참고할 것. 초기 개신교 신문이 순한글로
발행된 것은 네비우스 정책의 영향이었다.
96) 마이클 김, 「서양선교사 출판운동으로 본 조선후기와 일제초기의 상업출판과 언문의 위
상」, 『열상고전연구』 31(2010): 14-15. 물론 마이클 김이 토대로 삼고 있는 자료가 선교지
부 및 성서공회사의 연례보고서, 그리고 Korean Mission Field와 같은 선교 잡지이기 때
문에 숫자가 다소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서적
구매력이 다른 곳보다 유독 강했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등은 이 연구의 아쉬
운 점으로 남는다.
97)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신학적 경향을 교파별로 정리한 이덕주의 연구로 『한국 토착교
회 형성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55-7)가 있다. 그러나 문서선교의 실무에
있어서 신학적 성향으로 인해 큰 차이가 보이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아래에서도 언급할 것
이지만 신문의 지면 구성에 있어서 선교사 개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이덕주의 연구에서 대체적으로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신학적 경향을 청교도
신앙(Puritanism), 경건주의 신앙(Pietism), 복음주의(Evangelicalism)로 요약한 점은 앞서
살펴본 19세기 미국의 상황과 상통하는 면으로서 추가적 이해에 도움을 준다. 한편 선교사
들의 신학적 경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글은 다음을 참고. 안상진, ｢19세기 북
미의 기독교 사상과 한국 선교｣, 종교와 문화 8(2002): 135-162.
98) C.C. Vinton and Rev Alex Kenmure, “The Literary Needs of Korea," The Korean
Repository 4/2(1897): 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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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열린 선교협의회에서 한국의 독자들(reading public)에게 기독교 인쇄물을
보급하려는 계획을 제시하며, 한국어로 된 인쇄물의 현황과 필요성을 이미 역
설한 바 있다고 적는다. 또 저자들이 이러한 글을 The Korean Repository
에 기고하는 이유는, 한국 문서선교의 추가적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들은 한국어로 된 기독교 인쇄물의 보급은 "한
국의 기독교인 일꾼들의 공동체에 있어 큰 가치를 가지며, 뿐만 아니라 한국
을 계몽된 나라들의 형제애 속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과 협력하는 이들에게
도 마찬가지"99)라고 언급한다. 그리고 "기독교 인쇄물(Christian Literature)"
을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나 신
학적 저서들, 다수의 '소책자들'과 기도서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을 미신으로부터 해방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신이 세계에 부여한 최고 권능의 행사와 이에 대한 완전한 지식
을 향해" 다가가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쇄물들을 말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근대 서양 과학에 대한 책이나, 구약 성서를 요약한 책, 또는 불교, 유교, 로
마 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 뛰어난 개신교인의 일대
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종류의 책들은 한국 선교의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
의 서신을 통해 추천된 것인데, 그 가운데에는 한국에 가정 단위의 독서 그룹
을 장려하자는 의견도 보인다. 빈튼과 켄뮤어는 기고문에서 몇몇 편지를 소개
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나는 가정의 독서를 위한 재료를 재공하려는 시도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가정 생활과 여성에 대한 존중, 가정 구
성원들 사이의 상호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00) 저
99) “… cannot fail to be of value to the community of Christian workers in Korea;
and not to them alone, but to those as well who are working handin hand with
them in the affort to elevate Korea in the sisterhood of enlightened nations.”이하
The Korean Repository 및 영문 문헌 번역은 따로 한국어 출처 표기가 없는 경우 인용자
가 번역하였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100) “I do think that some attempt ought to be made to supply food for the home
reading, to elevate the family life, respect for women, and mutual fellowship
between the members of the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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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이 편지를 예로 들어 한국에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가정에서
읽힐 수 있는 유익한 정기간행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한 가정
독서를 위한 내용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저자들은 다음
과 같이 쓴다.
그것들[인쇄물들] 안에서, 사회적 단위인 가정은 칭송받아야 하며, 그
생각에 대해서 모아진 모든 것들은, 그들[가정]을 예비시키는 그분
[신]의 이상을 상징해야 한다.
그리고 저자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한국어 간행물의 종류를 나열한 후, 다음
과 같이 글을 마무리한다.
지금 사람들은 요청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진리에 치명적일
것이다.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정신의 영양을 채워주도록 하는 마음의
양식이 즉시 그리고 풍부하게 갖추어지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는 물질
적 측면에서의 한국의 발전과, 그들을 과거로부터 지켜보아 왔고 그들
의 미래 또한 아시는 그분에 대한 헌신이 두렵지 않다.
이 기사에서는 먼저 한국 선교에 있어서 문서사업이 성경 및 종교적 인쇄물
은 물론 계몽적인 간행물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진행될 계획이며, 이 계획 가
운데 가정 단위의 독서를 장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마지막 저자들의 언술에서 역사를 주재하는 신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목적론적 인쇄물'의 경우와 유사하다. 또한 독서를 마음의
양식으로 비유하거나 가정을 독서는 물론 사회의 단위로 설정하는 모습 역시
보인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문서사업은 모두 한국어, 즉 한국의 지역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역시 확인할 수 있다.101) 앞서 살펴본 가정 단위의
101) 감리교 연례회의록에서 스크랜튼 역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Scranton의 1894년
서, “우리는 토착 언어로 된 성경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 그 동안 이렇게 잘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Methodist Episcopal Church: Korea mission 1884-194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총서 16집』, 200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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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해온
the
자료

독서 강조, 목적론적 서술, 그리고 교인들이 직접 성스러운 텍스트를 읽을 수
있게끔 그들의 자국어로 텍스트를 번역하고자 하는 경향이 모두 나타나고 있
다.
위와 같은 선교사들의 문서사업은 일찍이 매서인과 그들의 소책자 및
쪽성경 보급에서 활발하게 드러난 바 있다.102) 그러나 위 기사가 기재된
1896년까지만 해도 한국에 한국어로 작성되어 평신도들을 위해 발행된 개신
교 정기간행물은 없었다.103) 현재 확인 가능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정기간행
물인

회보 는 1897년에야 아펜젤러에 의해 감리교 출판사에서 발행된다.

회보 의 발행은 일찍이 정기간행물을 비롯한 인쇄물의 제작에 힘썼던 감리교
선교본부의 성과 중 하나였다. 감리교 연례보고서에는 1887년부터 매서인
(colporteurs)을 파견104) 했다는 내용이 등장하며, 올링거가 정동 배재학당에
102) 이만열, 「초기 매서인의 역할과 문서선교 100년」, 『기독교사상』 378(1990): 6-56. 이만
열, 옥성득 외 지음, 대한성서공회사 2: 번역, 반포와 권서사업 , 319-680.
103) 정기간행물 교회 의 존재를 주장하는 글들이 있으나,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교
회 의 존재에 대한 가장 이른 글은 김근수의 韓國雜誌史 , 청록출판사, 1980이다. 윤춘병
이 이를 인용하여 그의 , 韓國基督敎 新聞·雜誌 百年史 에서 교회 를 한국 개신교 최초의
정기간행물로 기록했다. 그러나 김호운은 그리스도 신문 영인본 해제인 ｢한국교회 초기
문서선교와 교파연합운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초기 한국교회신문들｣에서 교회 의 실체가 아
직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잡지인 The Korean
Repository에서도 회보 를 한국의 첫 번째 종교 정기간행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조선크리스도인 회보 -감리교 문서사업회와 주일학교조합의 후원 하에 발행되는
주간지-는 한국에서 출판된 첫 번째 종교 신문이다. 이것은 본래 주일학교의 수요를
맞추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의 지면 절반은 일반적 주제와 교회 소식에 할애
된다. 그리스도 신문 은 가족을 위한 신문을 목적으로 하여 기획되었는데, 환영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 a weekly pu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Methodist Tract Society and Sunday School Union - is the
first religious paper published in Korea. It is intended primarily to meet the
wants of the Sunday School, the half of it devoted to the discussion of general
topics and to Church News. The Christian News aims to be a paper for the
family and we bid it welcome and God-speed. The Korean Repository
4/4(1897): 152. 강조는 인용자.)
이는 앞서 소개한 빈튼과 켄뮤어의 기고문이 실린 두 달 후의 기사이다. 그들의 구상이 일
정 부분 진전을 보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104)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Korea mission 1884-194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자료총서 16집』, 200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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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립한 삼문출판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보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삼문출판사에서는 죠선(대한)크리스도인 회보 및

독립신문 , 앞서 등장한

The Korean Repository, 성경, 각종 소책자 등을 발간하고 있었고, 재정 기
록을 보면 거의 자립해서 운영할 만큼의 수익을 낼 정도로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105) 이러한 배경에서 1897년에는

죠선(대한)크리스도인 회보 의 발행

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해 북감리교 연례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등장한다.
이것은 우리 감리교도들의 연결을 위한 연합체이자 광범위한 교육을
위한 준비된 매개가 될 것이다. 아펜젤러 형제가 이 운동의 설립자이
며 책임 편집자이다.

106)

발행인인 아펜젤러 본인도 1898년의 편지에서 이 신문을 언급한다.
1898.10.17 서울. 편지 ; "아주 작은 서점입니다만 책 사업은 호경기
의 한 해를 기록했고, 제가 편집하고 있는

죠선(대한)크리스도인 회

보 는 4페이지에서 6페이지로 증면되었으며 매주 발간됩니다."107)
그리고 약 2년 후 1900년, 아펜젤러는 또다른 보고서에서 언급하기를,
우리 교회의 조그만 신문은 발행 4년째에 들어섰고, 구독자는 지금보
다 많았던 때가 없었다. 현재 초기 발기인들이 예상했던 부족에 봉착
하고 있으며, 교인들 간의 영향력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음에 틀림없
다.
위 세 가지 언급에서 감리교계 신문

죠선(대한)크리스도인 회보 가 교인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05) Annual Report, 450, “Financially the Press has held its ground successfully in
spite of its embarrassments, and thr proceeds have been sufficient to cover all
the expenses excepting the cost of matrices.”
106) Annual Report, 453.
107) 아펜젤러, 『아펜젤러』, 이만열 편역,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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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이 이전의 개신교 정기간행물과 공유하는 목적론적 경향은 창간호의
1면에 실린 사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국 선교사들과 조선 교우들이 전세계를 동포로 보고 전국인민을
하나로 여겨 진리대도의 근원과 당서소문의 기이한 것을 기록하여 이
름을 조선크리스도인 회보라 하나니 이뜻은 조선에 있는 교회에서 긴
요한 사적과 특이한 소문을 각인에게 전한다는 말이라 이 회보를 칠
일동안에 한 번씩 출판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 지식과 학문을 넓게 하
나니 슬프다 우리동포 형제들아 공양사적만 좋다 하지 말고 선대의
하시던 일만을 탓하지 말고 동양의 역사를 볼지라도 하나라는 충성을
숭상하고 은나라는 공경을 숭상하고 주나라는 문체를 숭상하였으니
차차 변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오 사람의 힘으로는 능히
못할 바라 지금 만국이 교제하는 때가 되어 동양사람은 동양글만 읽
고 동양도만 존숭하고 동양소문만 듣고자 하지 말고 우리 회보를 보
시면 세계의 유익한 소문과 각국의 재미있는 사적을 자연히 통달할
것이니 우리가 이 회보를 파는 것이 이익을 취함이 아니로 사람의 혼
암한 마음을 광명테 함이니 누구든지 개념에 진보코자 하거든 이 회
보를 차례로 사서 보시기를 바라오108)
이 사설에서는 조선인들이 익숙하게 여기는 중국의 고대 왕조들의 고사를 언
급하며, 이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한다. 역사
에 신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특기할 만한 것은 조선인들의 견문
을 세계 각국으로 넓히고 개명과 진보를 위해서도 이 신문이 발간된다는 진
술이다. 앞서 살펴본 미국 개신교 정기간행물의 전형적인 특성에서 개화와 진
보에 대한 지향이 가미되었다. 이는 당대 조선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보 , 1897년 2월 2일, 1면. 이하 본문에 삽입된 신문 기사들은 가독성을 위해 현대 한
국어로 윤문하여 기재하겠다. 원문은 <부록3>에서 참고할 수 있다.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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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발행되기 시작한 장로교 계열의 주간 신문

신문 의 발행인

인 언더우드의 개인 연례 보고서에서도 역시 신문의 유사한 발행 목적이 드
러난다.
기도와 숙고를 거친 후 빈튼 의사와 저는 선교회가 관리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서 신문을 창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방식으로 선교사와 선
교사 관할 하의 선교지회들, 그리고 이 나라의 여러 다른 지역의 그리
스도인 사이에 정기적인 문서 매개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고, 동시에
한국 백성들 앞에 그리스도의 진리와 기독교 선교의 목적을 적절히
제시하는 신문을 한국에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신문
을 그리스도인과 이교도 모두에게 매력적이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기독교 가정 신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그
것을 '그리스도'신문으로 명명함으로써 판매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고 반대했지만, 우리는 판매량이 적어도 기독교 색깔을 분명히 하고
나가는 것이 판매량은 많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나가는
것보다 더 좋다고 보았습니다.109)

[강조는 인용자]

위 두 자료에서 먼저 (1)개신교 공동체 내부의 문서 매개체로서의 목적 (2)한
국인들에게 진리와 선교 목적의 전달을 두 가지를 목적으로 신문이 기획되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신교 공동체 내부의 결속을 위한 목적과 공동체 외
부에 대한 고려가 중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고려는 두 번째 인
용문에서도 두드러진다. 먼저 그리스도 신문 의 목적으로 "기독교 가정 신문"
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 적시되었지만, 이 때 언더우드는 어떤 이유에선가

109) 언더우드, “1897 년 개인 연례 보고서,” 『언더우드 자료집 Ⅱ』, 이만열, 옥성득 편역, 연

세대학교 출판부, 2005,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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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의 제호를 '그리스도' 신문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대에 직면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18세기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개화기 조선 사회에서 개신교,
혹은 '야소(耶蘇)교'는 이질적인 요소였고, 종교적 목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일이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판매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우려 때
문이었다. 여기서 한국인들의 문명개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지역
적 상황에 대한 고려와, 개신교 정기간행물 본래의 종교적 목적이 다소 상충
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110)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한국어로 발행된 신
문의 첫 호 첫 논설에서는 교회 신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인들 및 조선 왕
실을 위한다는 서술이 혼재한다.
그리스도 신문을 제 일호로 오늘 내는데 이 신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를 말 하나니 이 신문은 그리스도 교회 신문이니 그리스도 교회가 만
민에게 복된 소식과 착한 일을 전하려 하매 이 신문에 있는 말은 조
선 나라와 백성을 위함이오 이 교회가 임금을 섬기기를 극진히 충성
하라 하는 것이니 이 신문은 대군주 폐하를 극진히 충성으로 섬김이
오 백성을 도우려 함이오 착하고 참된 것만 하려 함이니 일이 참되고
바른 것만 기록함이오…(후략)111)
신문

의 창간호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진술은, 개신교 교회 공동체 내부의

신문이자, 한국인 일반에게도 읽힐 수 있는 신문을 실현하려는 이중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112)
110) 그러나 언더우드가 직면한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언더우드가 활동하는 서울 선교부
의 입장과 평양 선교부의 신문에 대한 입장은 상충했다. 언더우드는 신문을 개신교 공동체
내부뿐만아니라 한국인들에게 전반적인 개화 지식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발행하였다. 반면
평양 선교부의 입장은 신문을 철저히 개신교회 내부의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갈등이 비화되어 결국 1900년 언더우드가 신문 의 편집장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언더우드 자료집 Ⅲ , 3-8.
111) 신문 , 1897년 4월 1일, 4면.
112) 유사한 맥락에서 윤춘병의 韓國基督敎 新聞·雜誌 百年史 에서도 이 시기의 정기간행물
을 1885년부터 1919년까지의 ‘선교사 시대’ 로 규정하고, 발간 목적을 첫째, 선교용이며,
둘째, 서구문화 소개, 셋째로 세계 시사전달이라고 본다(48-49).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특
징에 더하여 한국인들의 참여 또한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데 주목한

- 47 -

지금까지 이 글의 일차 자료인 죠선(대한)크리스도인회보 와

그리스

도 신문 의 배경과 기획에 대해서 알아보았다.이 신문들은 미국 개신교 선교
사들의 조선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감리교와 장로교에서 각각 발행되었다. 각
신문의 발행인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였는데, 이들의 보고서와 개인 서신, 동
시대 선교사들의 문서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면 초기 개신교 신문을 기
획한 선교사들의 발행의도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 개신교 문서사업의 배경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정 단위로
한국의 지역어인 한국어(한글)로 기독교 목적론에 부합하는 독서 자료를 제공
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신도들 간의 유대를 촉진하려는 교회 공동체 중심
의 측면이 있다. 그리고 둘째, 당대 조선의 상황을 고려, 계몽과 개화 및 부
국강병에 대한 조선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입교를 유도하며,
개신교 공동체가 이 조선의 세속 권력과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조선에 정
착하도록 하려는 현실적 고려 역시 드러난다.
위 둘은 물론 완전히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측면은 아니다. 개신교 선
교와 공동체의 결속은 원론적으로는 함께 추구되는 목표였기 때문이다. 개화
된 지식을 전하는 것 역시 '신의 진리'가 임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신
학적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113)

그러나 공동체 결속의 측면

과 개화 지식 전파의 측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
란이 있었다. 그래서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언더우드는 신문의 제목에서 ‘그
리스도’를 빼야 한다는 의견이나, 반대로 신문을 철저히 개신교 교회 내부의
것으로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충돌해야 했다. 언더우드가 추구한 신문은
양자, 즉 개신교 공동체 내부와 외부가 모두 읽을 수 있는 정기간행물이었다.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신의 섭리와 개신교 공동체의 신앙심을 장려
하는 종교적 내용만을 신문에 싣게 되면, 개신교 공동체 내부의 논리는 충족
다.
113) Horace Grant Underwood,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pp. 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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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이질적인 개신교 교리가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신문의 편집 방향이 지니는 이중적
측면은 이 시기 개신교 신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실제로 발행된 신문의 구성을 살펴보면서 이 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면혹은 둘째 면까지는 사설로 개화에 유익한 내용이나 최신 소
식, 황실의 대소사를 싣고, 성경강론 및 기도회 내용은 3-4면에 이후 등장했
다. 그리고 5-6면의 경우 각지 교회에서 보내온 소식이나, 국내외의 사건들을
실었고, 마지막 면에는 광고들이 등장했다. 특히 언더우드가 편집했던

그리

스도 신문 은 매 호의 2, 3면은 「농리편설」과 「공리편설」면으로 서양의 농사
기술과 공업기술 및 생활정보를 실었다.114) 실제로 당대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다수 조선인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내용은 이 부분이었을 것이다. 또한 언
더우드는 신문이 일반인들과 왕실 고관들, 그리고 왕에게까지 관심의 대상이
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처음부터 신문은 일반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 정기 독자에 이 나
라의 많은 고관들이 들어 있습니다 매주 2부에서 10부 정도를 정부의
10개 부처에서 가져 가며, 13도의 관찰사들이 한국의 370개 지방 관
청에 주기 위해서 충분한 부수를 주문했습니다. 신문이 창간된 지 약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
다.
매주 신문은 왕궁에 들어가며, 한번 이상 왕은 특별히 신문을 언급했
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신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

114) “매주 일반 주제에 대한 사설이 실리고, 한페이지는 농장과 농사법에 할애하며, 다른 한
페이지는 가정, 공예, 과학 기사를 싣고, 관보의 번역, 국내와 해외 소식, 중요한 외국 전보,
주석을 단 주일 학교(성경강론회)공과, 교회 통신, 해외 선교 소식, 주간 기도회 주제와 주
석 등을 싣습니다. 각 분야의 글은 서울 선교지부의 여러 회원들이 맡는데, 본토인 한국인
들, 일부 감리교 형제들, 그리고 외부인도 담당합니다.” (언더우드, 『언더우드 자료집 Ⅱ』,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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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는 왕과 왕실의 여러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그 신문을 정독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그리스도신문
사에 당신의 어진을 부록으로 인쇄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왕의 사진이
본토인들을 위해서 인쇄된 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적지
않은 총애의 표시입니다.115)
이 기록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에서

그리스도 신문 을 구입하여 각 관

청에 배포했다는 내용과, 신문이 왕의 사진을 인쇄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했다
는 사실이다.116) 먼저 각 관청에 신문을 사서 배포한 일에 대해서는 장로교
연간 보고서에도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등장한다. 정부가

그리스도 신문

467부를 사서 전국 367군과 정부 10부처에 각각 한 부씩 배부하였다는 것이
다.117) 이는 정부가 특별히 개신교적 가치에 동조해서가 아니라, 신문에 실려
있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118) 위에서
살펴 본 신문 기획자들의 현실적 고려가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다. 또한 왕의 사진을 인쇄하여 그리스도 신문 을 정기 구독하
115) 언더우드, 『언더우드 자료집 Ⅱ』, 201.
116) 한편, 왕이 신문 구입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읽었다는 언급도 The Korean
Repository에 등장한다. “우리는 폐하께서 신문 한 부를 받아 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편집자와 폐하 모두에게 축하드린다. (We hear that His Majesty has accepted a copy
of the paper and reads it. Our congratulations to both King and Editor.”[The
Korean Repository, 4/4(1897): 152.])
117)

이것[ 그리스도 신문 ]은 왕궁에도 들어가며, 많은 수의 비신자들의 집에도
배달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방 관아 등을 위해 신문 467부를 주문했습니다.
신문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기독교 선교의 목적을 상당히 부각시키고 있기 때
문에, 신문이 어디를 가든 기독교에 호의적인 영향을 보장합니다. 이미 신문
을 읽고 나서 바로 개종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It enters the palace
of the king, and homes of a large number of non-Christians. The Korean
government itself ordered 467 copies of the paper for its magistrates and
others. As it gives much prominence to the truth of Christ and the aims of
Christian missions, it promises to exert a honorable influence for Christianity
wherever it goes. Already conversions to faith in Christ are reported directly
from reading of the paper. [Sixty-first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ew York:
Presbyterian Building, 156 Fifth Avenue, 1898), 161.])

118)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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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에게 증정하였는데,119) 왕의 사진 배포는 왕실과 기독교 세력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구독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었
음이 틀림없다.120) 요컨대, 초기 기독교 신문들은 고유의 기독교 교리와 신앙
을 강화하는 목적의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조선에서 신규
공동체에 속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진보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현지 정부
권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
다.121)
이제 두 신문 발행의 전반적인 배경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회보 와

신문 의 서지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119) 신문 , 1897년 4월 22일, 1면.
120) 왕의 사진 이외에도 이후 장로교측의 신문 은 서양의 유명한 그림들은 인쇄하여 경품으
로 제공하기도 했다.(“유명한 그림 론” 1897년 12월 16일, 1면.) 당대 조선에 그림 인쇄물
이 희귀했던 상황에서 취한 일종의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쇄한 이미지의 종류와
이를 설명하는 논리 역시 이후 관심을 기울여볼 대상이다. 한편 고종이 감리교 선교사들로
부터 성경을 전해 받았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대군쥬 셩경을 드린일
작년 가을게 대왕후 계실에 궐에 잔를 셜고 셔국 부인들을 부르
샤 연향 실 졍동 보구녀관 병원에 잇 녀인 교우 히 셔국 부인과 
 입시 엿더니 능히 셔국 말을 통으로 왕후서 우 랑 시고 좌우의
잇 궁녀들도 서로 친 사이 잇지라 금년 대군쥬 페하 만슈 성절을 당하
야 그 녀교우가 금노흔 신약 일권을 친엿던 궁녀의게 주어 공슌히 대군쥬
 드리라 엿더니 페하셔 바다 보시고 깃버샤 좌우에뫼신 신하의게 주시
며 공부라 시니 하닙의 빗치 대궐에 빗최임을 볼너라 ( 회보 ,광무원년
9월1일, 4면.)
121) 실제로 개신교 선교사 일부와 고종의 관계는 1895년경 매우 친밀했다. 을미사변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이 고종의 침실 앞에서 권총을 들고 불침번을 서는가 하면, 춘생문 사건
등을 통해 조선 왕실을 도우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는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 63-80; 288-350 참고.) 이후 미국 정부와 선교부의 정치적 중립
방침 때문에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개입은 제재당하게 되지만, 미국인 선교사에 대한
일부 특별대우는 계속되었다. 신문 에 어진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나,
신문 배달에 매겨지는 우편세 감면 혜택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받게 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점을 잘 알 수 있다. 대한제국기 신문 에 대한 우편세 감면에 대한 자료는 다음을
참고. “槪 郵稅不平事 當改章無弊,” 각사등록 , 光武二年六月八日 (1898년 06월 08일,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mk_029_006_000_0140, accessed
201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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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선(대한)크리스도인회보 *

그리스도 신문

창간일
발행주체 및

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1897년 2월 2일
감리교, 아펜젤러

The Christian News
1897년 4월 1일
장로교, 언더우드

발행처
발행주기
발행기간

정동 삼문출판사
7일
1897.2.2.~1900.8.28.

부수

약 800부 (1900년 통계)122)

정동 삼문출판사
7일
1897.4.1.~1905.5.24.
기록 부재(최소 전국 320개 관청에

지면구성

배포)
8면 → 10면으로 증면

4면 → 6면→ 8면으로 점차 변형

성탄절 및 부활절에는 12면 발간

1,2면 사설 및 기사

1면 사설

3,4,5면 성경강론, 주일공과

2,3면 「농리편설」과 「공리편설」

6면 이후 교회통신 및 내보, 외보 수

4-5면 논설, 관보

록

6,7면 성경 강론 및 기도회

부활절, 성탄절 전후 특집호로 지면

8면 이후 교회 통신, 내보 ,외보,

대폭 변형 하여 발간

광고
1898년 이후에는 전국 물산 목록

발행언어

수록

순한글

순한글

<표2>

* 죠선크리스도인 회보 에서 대한제국으로 국호 변경 후

대한크리스도인 회

보 로 제호 변경
순한글로 되어 있는 두 신문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는 주 편집인

122) “신문은 아래 지역에 배부되고 있다. 서울 340, 인천 90, 수원 6, 용인 5, 리천 8, 강화

36, 교동1, 과천6, 양쥬3, 쥭산6, 연안11, 백천2, 협곡3, 통쳔1, 평양73, 상화 46, 동강5,
양덕1, 원산40, 안면9, 충쥬1. 도별로 보면 경긔도가 500부로서 수도에 340부, 시골에 160,
황해도 18, 평안도 113, 함경도 19, 강원도 4, 충쳥도 1 등이다. 남감리교 선교부에 142부
를 보내주고 있으며 약간의 교환도 있다. 이번 주에 인쇄된 총부수는 810부에 달한다.” (아
펜젤러, 『아펜젤러』, 41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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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 아래에서 발행되기 시작했다. 일단 확인할 수 있는

회보 의 발행부

수인 약 800부는 동시대 서울에서 발행된 신문 전체 부수가 2,500부 이하였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양임을 짐작할 수 있다.123) 또한 구체적인
지역명과 해당 지역에의 배포 부수도 기록되어 있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반
도 전역에 신문의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신문 역
시 전국 관아에서 주문한 467부 이외 각처 교회 배부량까지 합치면 상당한
부수로 추산할 수 있다. 또, 당시 신문 읽기가 1부를 100명에서 200명까지
돌려 읽으면서 이루어졌다는 기록까지 고려하면 구한말의 정기간행물 독서
양태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124)
123) “ 독립신문 의 발행부수를 알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창간된 지 2년 4개월

이 지난 1898년 7월 26일자 논설에서 당시 서울에서 발행되는 4가지 신문의 발행부수가
통틀어 2,500부라고 보도한 것으로 보아 이 가운데 독립신문 의 발행부수는 2,000여 부
미만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적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신
문이 창간된 다음해에 발행된 영어 잡지 The Korean Repository에 따르면 어떤 마을에서
는 독립신문 1부를 가지고 적어도 85명이 돌려가며 읽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신문의
독자들은 당시의 정치와 사회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료들과 지식인, 그리고 활동적인
개화파들이었다. 따라서 이 신문의 영향력은 단순한 발행부수로서가 아니라 독자들의 사회
적 비중이 높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브리태니커, “독립신문의
체제와
발행,”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5d0826a002,
accessed 2014. 04. 24.)
124) 캐나다의 언론인이었던 메켄지는 다음에서 독립신문 의 소비 양태에 대한 중요한 관찰
을 남겼다. 이러한 기술을 출발점으로 삼아 대상 자료인 신문 과 회보 를 포함한 당대
정기간행물의 유통 상황과 독서 환경을 어림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각 정기간행물의
정확한 독서 양태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작은 신문은 수도와 그 부근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왕국 전체의 머나먼
구석까지도 간다. 딱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신문이 구독자에 의해서 읽혀진 다음에,
그의 이웃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 신문은 최소한 200명에 의해서 읽
힌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을 구입하기에는 너무 가난
했을 뿐더러, 당시 적절한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이 구독자에게 도착하기도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다. (This little sheet was not only circulated in the capital
and immediate vicinity, but went to the remote corners of the entire Kingdom. A
pathetic but interesting fact is that it was read by a subscriber, and when he
had finished reading it, turned it over his neighbours, and in this way each copy
was read by at least 200 people.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most of the
people were too poor to buy the paper, and it was also hard to get it to the
subscribers, owing to the lack of proper transportation facilities at that time.”
Frederick Arthur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2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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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 개신교 신문들은 개화의 물결이 거세지던 1890년대 말
조선에서,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주의 깊은 조율 끝에, 전국적인 규모로 등
장하였다. 선교사들은 신문의 기획에 있어서 개신교 공동체의 결속이라는 측
면과 일반 한국인들에 대한 계몽 및 선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시도
했다. 개화 지식 및 개신교의 전파는 선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신문 발행 목적
이었다. 한편 이를 읽고 공유하고 반응하는 독자들의 존재는 신문이 개신교
공동체에게 종교적 실천의 도구로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간
과할 수 없게 한다. 이 두 측면은 각각 커뮤니케이션의 전파적 측면과 의례적
측면을 떠올리게 한다. 선교사들은 신문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확산 및 전파하려고 시도했다. 이 때 한국에 개신교의 새로운 상징체
계를 구축하려는 선교사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 상징체계를 수용하고, 스스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
며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독자들
은 그 정보의 피수용자인 동시에, 신문의 내용에 의미를 부여하며 상징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주체이기도 했다. 이러한 의미 부여 행위는 개인적 차원에서
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집단적 차원에서 신문 공유 및 참여 행위를
통해 강화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측면이 종교적 실천 혹은 의례적 측면과 연
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집단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
로 신문에 참여한 한국인들의 활동으로 초점을 옮겨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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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과 공동체의 관계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17-19세기 미국 개신교 공동
체의 정기간행물 전통부터, 한국의 개신교 신문을 기획한 북미 선교사 편집자
들의 활동까지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한국인 편집자와 독자들의 참여를 살펴
볼 차례이다. 이들의 흔적이 공동체의 종교적 실천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문들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
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선교사들의 기획 이외에도 다른 행
위주체들의 영향 역시 염두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장은 이렇게 구성된다.
먼저 1절에서 초기 개신교 신문에 참여한 한국인 편집자들과 독자 참여자들
에 대해 알아보며 초기 개신교 신문을 둘러싼 ‘등장인물’의 소개를 완료한다.
2절에서는 이 등장인물들이 개신교 공동체의 상징체계 전파와 유지를 위해
어떤 내용을 신문에 실었는지 유형별로 알아본다. 이 때 2절에서 살펴볼 유형
들은 개신교 교리 및 사상의 반복, 특정 유형의 행위 규정, 그리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 확인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어
떤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전파적 측면과 의례적 측면을 지니고 있는지도
중요한 설명 지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공유
및 전파를 통해 공동체의 상징체계가 강화 및 유지되는 양상을 정리하고, 나
아가 이 공유행위가 어떤 종교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
히 서술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의 독서와 독자 참여가 서로
연결되면서도 구분되는 유형의 실천임을 제시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로
일컫는 집단은 당대 장로교 및 감리교 교단 소속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특정
집단이라는 점 역시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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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개신교 신문의 한국인 참여자들
초기 개신교 신문의 기사들은 누가 작성했을까? 편집자인 선교사의 영향력이
신문의 모든 지면에서 반영되었을까?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선교사 편집자들
이 신문을 기획하고 실현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순한글로 발행된 주간신문의
지면 전체를 선교사들이 전적으로 도맡기에는 언어 면에서나 업무량의 측면
에서나 모두 부담이 컸다. 따라서 한국인 신도들이 편집자로서 신문의 실질적
인 제작을 맡아야만 했다. 신문들의 내용에서도 이러한 한국인 편집자들의 존
재가 드러나고 있다. 먼저 함태영의 연구로부터 《회보》의 필진을 파악할 수
있다. 함태영은 동시대 문헌 및 신문 기사에 대한 연구통계를 통해서 이 신문
의 주 편집진이 최병헌, 송기용, 노병선이라는 점을 밝혔다.125) 물론 아펜젤
러가 신문의 발행을 주도한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어가 비교적 서툴렀던 아펜
젤러가 매주 신문의 논설을 작성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함태영은 아펜
젤러의 신문 발행 시기 행적을 추적하여 평양, 블라디보스톡, 원산, 인천 등
에 그가 머무른 시기가 길고, 서울에서 발행된 신문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
했을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회보》의 실무는
대부분 신문의 발행처인 감리교계열의 정동 배재학당의 학생들인 한국인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126)
한편 《신문》은 매 호마다 저술인으로 언더우드를 명시하고 있는
데,127) 이처럼 그는 편집자 이름을 매 호 밝힘으로써 신문의 발행에 책임을
지고 공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언더우드는 이미 영어
로 한국어 문법책을 저술한 경력이 있고,128) 한국어에 비교적 능통했으므로
매주 신문의 내용에 개입하는 일이 아펜젤러보다 수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조선 파견 선교사들이 문서사업과 신문의 발행에만 매달린 것은 아니
125)
126)
127)
128)

함태영, 「《조선(대한) 크리스토인 회보》단형서사 연구」, 141.
함태영, 「《조선(대한) 크리스토인 회보》단형서사 연구」, 140-141.
“죠선 서울셔 닐헤 마다 한번식 박난대 원목사난 져슐하고 빈의원은 사무를 보나니라”
이만열, 『韓國基督敎文化運動史』,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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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대부분 여타 격무에 시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문》의 발행 역시 많
은 부분 식자층 한국인 신도들의 힘을 빌렸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추측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그리스도 신문》의 다음 논설이다.
신문을 저술하시는 이가 일본으로 가셨는데, 떠나가실 때 날더러 말
하시기를 다녀올 동안에 신문의 논설을 써 달라 하시기에 [나의] 말
이 잘 되지 못 하였사오나 몇 마디씩 기재하나이다·…(중략)…신문 내
는 일이 마치 객점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지라…(중략)…본
국 사람이 본국 사람을 대접하기에도 어렵다 하거든 하물며 외국 객
점 주인이 각국 음식을 변화시켜 조선 사람의 식성을 맞추려면 어찌
더욱 어렵지 아니하리오129)
언더우드가 일본으로 출장을 떠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필자가 대신 논설을
쓰게 되었다는 것인데, 신문 발행인을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객점 주인에
비유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 신문의 발행에 관여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
사는 빈튼과 언더우드였고, 이따금 헐버트와 스크랜튼이 기고할 때마다 한국
어로 저자를 밝혔다. 그러나 이 논설에는 저자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
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인이 저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더우드 부재
시 한국어로 논설 및 기사를 저술할 한국인 인력이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초기 개신교 신문의 경우 모두 한국인 교인이 신
문의 편집 및 저술에 참여했는데, 이는 초기 한국인 개신교 공동체 구성원이
직접 신문의 발행에 참여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들의 한국어 기사 및 교회 통신 편집 방식을 통해 초기 개
신교 신문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인 개신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
해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130) 특히, 다음 <표3>을 통해 회보 와 신
129) 신문 , 1897년 4월 27일.
130) 함태영은 최병헌, 송기용, 노병선 외에 한국인 저자들의 이름으로 김창식, 정문국, 조명헌
등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동시대 독립신문 등과는 달리 기고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는 것
역시
회보 의 특징이었다. (함태영, 「《조선(대한) 크리스토인 회보》단형서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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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에 등장하는 한국인 저자들의 이름과 투고 회수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대한)크리스도인 회보

그리스도 신문

1897.4.1.-1898.12.29.

1897.2.2. - 1900.8.28

문경호 4회

량홍묵 1회

리영언(평양) 10회 이상

김시연(배오개) 1회

리은승 5회

함종 정문국 1회

도졍희(행주) 1회

장자영 1회

최병헌 10회 이상

오해두 1회

양전백(구성) 5회

삭주 교회 1회

송기용 3회

원산 교회 1회

안현구(송천) 1회

김기범 3회

안석훈 1회

최봉쥰(향산동) 4회

노병선 10회 이상

안긔덕(삼화 교우)

익명 2회

됴명운 3회

1회

쥬공삼(평양) 2회

김익진 1회

과천 교회 1회

박영백(원산항) 1회

김챵식 3회

삼화 교회 1회

의쥬교회 1회

김락선 2회

룡강 림치뎡 1회

김상열(봉산 은파회당) 1

달성회당 녀교우 1회

룡강 림형쥬 1회

회

윤셩근 3회

최재학 1회

행주 교회 2회

리군선 1회

최재호 3회

독립협회 1회

리죵응 1회

한석진 1회

서울 교회 2회

달성회당 1회

이영언 1회

홍문셔골 회당 1회

박씨인이(동대문안) 1회

익명 1회

안거광(평양) 1회

뭇지 교회 1회

김연근 1회

유진률 1회

노씨쑤슨(평양) 1회

리경직 1회

김원여 2회

오셕형 1회

최원국 1회

강언걸 1회

평양 보통문안 회당 2회

평양 교우 3회

뎡윤죠(평양) 1회

뉸치호 1회

리규인(강원 김화) 1회

이영동 1회

허원근 1회

쟝원근(제물포회당) 1회

새문안교회 1회

제물포 교회 3회

평안도 션쳔교회 2회

황해도 연안교회 1회

장석두(안악대동) 1회

쟝경화 1회

민영찬 1회

려병현 2회

<표3>

위 경우들에서 노병선, 최병헌, 이영언 등 10회 이상 투고한 열정적 투고자들
의 모습은 물론,131) 각 회당의 이름으로 보낸 편지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대
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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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자신의 소속 지역교회를 밝히고 있으나, 그렇지 않고 글쓴이의 이름만
표기된 경우들도 있다. 위 모든 경우 “편지” 혹은 누군가의 “말”이라고 명시
하며 서술주체를 밝히고 있어, 신문 편집자나 선교사 등과 구분되는 글쓴이들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 공동체의 상징체계와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참여자들이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의 구성에 참여
하고 있는지 밝혔다. 그렇다면 다시 버거의 통찰을 염두에 두고, 당대 신문이
공동체의 사상과 행위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주려고 시도했는지 살펴보겠
다. 이 절에서는 초기 개신교 신문이 공동체에게 개신교 교리와 가치관을 학
습시키고, 알맞은 행위규범 및 예배 형식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사상과 행위를 규정하는 부분은 선교사 및 선교 본부의 전파적 의도
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부분이며, 공동체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상징체계의 전범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인 참여자
들의 개입과 가치평가가 드러나는 부분도 함께 살펴본다. 교회통신 및 잡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개신교 공동체의 해당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공동
체의 내연과 외연을 구분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나타
나는 내러티브들은 개신교적 가치관과 행위방식을 반영하며 전개된다.

1) 개신교 교리 및 사상 학습
초기 개신교 신문이 소개했던 개화 사상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각 신문에 매
131) 특히 노병선은 일본 유람기 및 러시아 여행기를 회보 에 연재하기도 하고, 1898년 이후
회보 에 생긴 앱웟청년회 소식란을 거의 도맡아 작성했다. 이 때 그의 이름이 회보 에 매
번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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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어김없이 수록되었던 성경강론과 기도회에 대해 주목한 예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가장 높은 빈도로 개신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다가갔을 성경강론과
기도회는 공동체에 대한 종교 교리 교육의 기능을 수행한 것은 물론 해당 주
간 신문이 단순한 소식지가 아닌 성스러운 내용을 담은 매체로 여겨지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132) 주간 정기간행물인 각 신문들은 또한 당시 전국
적 단위의 주보로서도 기능하였다. 각 교회별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공
지글과,133) 매주 수록되는 성경 공부134) 들이 신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개신교 신문이기 때문에 으레 등장하는 일상적인
내용들로 여겨져 왔으나, 이러한 ‘당연한 내용들’은 매번 같은 형식으로 신문
에 수록되고 공동체에게 전국 단위로 공유되면서 그 파급효과를 확대했다.
회보 의 경우에는 ｢례일공과｣라는 제목과 함께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된 성경 강론 내용이 수록되었고, 성경 내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주석
이 달린 후, ｢뭇말｣ 이라는 제목으로 그 주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시험하는
질문들이 수록되었다. 매 주 일요일 교회에서 전도인들 및 선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종의 학습활동이었던 셈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다.
132) 이러한 개신교 주간 신문만의 특성에 대한 자부심이 신문 기사에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난
다. 아래 기사에서 신문의 편집자들은 본 신문이 세속적인 소식뿐만 아니라 유익한 도 역시
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착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매체임을 내세우고 있다.
○대한에 신문지를 츌한 곳시 만치도 안커니와 만히 잇더도 다만 셰샹 소문만
긔고 신문을 보이도 셰샹 소문 듯기를 도학 리치보담 더 됴화되 각여 볼
진대 그럿치 아닌거시 사이 도학의 리치를 아지 못즉 문한이 유여 션라도 언
어가 맛시없고 심지를 지를 기 쉬운지라 그린고로 우리 회보에 도학샹에 유
죠한 공부화 교회즁에 긴요 신보를 긔록여 사으로 여곰 착길노 나아가게
고 이후브터 간혹 외국 소문고 농샹의 리치를 조곰식 긔야 보 사의 이목
을 새롭게 터이나 엇지 심샹 셰샹 소문만 긔 다른신문에 비리오 라건
 우리교즁 형뎨 아니라 교외 친구들도 만히 사셔 보시( 회보 , 1898년 1월 5
일, 4면.)
한편

회보 의 1898년 2월 16일자에서는 중국의 개신교 주간 신문인

화미보 를 언급하며 주

간 개신교 신문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133) 신문 에는 거의 매 주 ｢각쳐례졀｣가 실려 새문안교회를 비롯해 달성회당, 홍문서골,
정동, 연못골 예배당의 예배 절차 및 시간, 인도자 안내가 이루어졌다.
134) 신문 과 회보 의 날짜별 성경강론 내용은 <부록1>에 정리했다.

- 60 -

예배일 공과 15번 5월 23일 다윗의 인자한 일
사무엘기 하권 구장 일절에서 십삼절 까지라
(중략: 성경 내용 발췌가 수록됨)
묻는 말
一 다윗이 누구를 눌렀는가 二누구를 위하여 사울의 자손을 찾았는가
三다윗과 요나단이 그 동안 만난 일을 말씀하시오 四다윗이 요나단과
무슨 맹세를 하였는가 사무엘기 상권 이십장 사십이절을 보라…(후
략)…135)

이러한 개신교 교리 공부는 신문을 매 주 순차적으로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너를 매 주 수록했다.

회보 와 비슷한 형태로

신문 에서도 ｢성경강론회｣ 코

회보 의 “뭇말“ 은 없지만, 성경 내용과 그 뒤에 이

어지는 ”주셕“ 의 형식은 같다. 이러한 경전 학습 및 주석의 주기적인 학습은
해당 공동체에게 경전에 대한 통일된 이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신문의 편집자가 성경 공부의 의미와 방향을 직접적으로 짚어
주기도 했다. 다음은 구약을 6개월 간 연재한 후 신약 공부를 시작하며 독자
들에게 당부하는 신문 편집자의 언급이다.
｢공부를 신약에서 시작함이라｣
우리게 예배일 공부를 여섯 달 동안 구약에서 하였는데, 유대국 임금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사적을 공부하였으나 공부를 다 한 것은 아
니지만 구약만 오래 보면 신약의 말씀을 잊기가 쉽고 또한 신구약을
합하여 번갈아 공부하는 것이 좋은고로 우리가 지금은 다시 신약공부
135) 회보 , 1897년 5월 12일,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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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하여 보시는 형제들에게 성경 이치를 알게 함이라○신약 중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고로 요지를 대강 말하노니 마태는 예수의 제
자가 되기 전에 세금을 걷어 로마에 드리는 사람이어서 유대 사람들
의 미움을 받았고 그 때의 이름은 레위였는데 그 후에 고쳐 마태라
한지라 예수 승천하신 후에 마태가 온 유대 백성에게 전도하는고로
유대 사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지었으니 …136)
지난 6달간 구약 공부를 했으나, 신약 공부도 균형있게 해 나가야 하므로 구
약 공부를 일단락하고 신약 공부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나서 간략
한 ｢마태복음｣의 소개도 덧붙이고 있다. 위 언급과 <부록1>의 성경 공부 진
도를 참고하면 평신도 교육 커리큘럼의 얼개를 알 수 있다. 한편, 평신도 이
외의 권사 및 전도인의 교육 커리큘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권사와 본토 전도인의 공부할 것이라
년환회는 매 년에 한 번씩 교회의 각 사무와 전도 소임을 정하는 회
의 이름이라 금년은 감독 조이스씨가 오월에 오셔서 년환회를 열었는
데 교회의 권사들과 본토 전토인들이 일 년 동안에 공부할 것을 정한
고로 아래에 기록하노라○이 다음 년환회에 공부할 것을 각 사람에게
강의 받을 것인데 권사는 이 아래 기록한 책을 공부할 것이고 강의할
책은 구약의 성경도설과 신약의 사대복음과 감리교회 문답과 강례와
종례와 기도라○권사가 공부하여 외울 것은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시
편 1편, 23편, 51편과 이사야 53장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
지와 고린도전서 13장이오 읽을 것은 구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신
양사복음과 사도행전과 천로역정이니라…… 본토 전도인에게 강의 받
을 것은 구약 사무엘기 상하와 신약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감리교
136) 회보 , 1897년 7월 21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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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강례와 산학과 지도요 외울 것은 구약 시편 8편, 15편, 19편, 이사
야 40장과 마태복음 5,6,7장이오 읽는 것은 천도소원과 덕혜입문과
요한 웨슬리의 행적이니라137)
일 년간 권사가 외우거나 전도인으로부터 수업 받아야 할 책들의 목록이 구
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권사들은 십계명, 사도신경, 시편의 일부 등을 외워
야 하고, 전도인으로부터 구약과 신학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산학 및 지도 읽
기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은 북감리회 연례 회의에서 정
한 사항으로, 공개적으로 신문에 실렸다.
위와 같이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교리 교육과 더불어, 개신교적인 사
상이 신문의 논설들에서 반복되고, 확인되기도 한다. 특히, 죽음과 영혼, 죄
개념에 대한 논설들은 단순한 교리 교육을 넘어 추상적 차원에서 공동체의
상징 체계 전파 및 강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버거 역시 사회
속의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한계상황(marginal situation)이 바로 죽
음이라고 보았다. 죽음과 같은 한계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사회적 상황과 상징
체계가 허물어질 위기에 처한다. 이 때,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당화하여
사회적 세계의 실재를 유지하는 일은 어떤 사회에서든 필수적이다. 그리고 버
거는, 종교야말로 죽음과 같은 한계 상황을 정당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힘을
지니므로 중요성을 지닌다고 보았다.138)

신문 에 실린 다음 기사에서, 가족

의 죽음을 대하는 개신교 공동체의 태도는 이러한 견지에서 주목할 만 하다.
곤당골 회당 집사로 있던 김성보씨가 우연히 병을 얻어 14년을 고통
받다가 양력 4월 7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각 회당 교우들이 모여서 교
회의 상여를 가지고 가서 시체를 메고 장사까지 잘 지냈으니 이렇게
하기는 주의 교훈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의리이니 누가 칭찬하지 아
니하리오 이러한 일을 교회 밖 사람들도 탄복하더라 김성보씨가 이
137) 회보 , 1897년 8월 11일, 1면에서 4면으로 이어짐.
138) Berger, The Sacred Canopy,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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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누추한 풍속을 버리고 영혼이 복지로 가서 영락을 받을 터이
니 어찌 조금이라도 슬픈 마음이 있으리오 이 김씨가 생전에 교회 일
을 힘써 하느라고 교회 밖 사람에게 핍박을 많이 받고 여러 곳에 다
니며 어려운 일을 보아도 조금도 어려운 기색이 없이…(중략)… 또 들
은즉 그 모친과 그 형과 아내가 슬픈 마음을 억제하고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은 김씨가 아주 죽은 것이 아니라 이후에 반갑게 만나 볼줄을
확실히 아는고로 도리어 기뻐하니 이 일을 교회 밖 사람들은 믿지 아
니하나 예수를 믿고 주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를 본지라
분명히 천당으로 갈 것을 단단히 믿는고로 …(후략)…139)
곤당골 회당의 교인 김성보가 병으로 죽자, 같은 교회 사람들이 장사 지내며
함께 추모하는 내용이다. 그는 생전 교회 일에 충실했고, 교회 외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도 좋
은 곳으로 갔을 것이며, 나중에 다른 교인들을 그곳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고인의 가족들이 슬퍼했다는 언
급이 등장하지만, 죽음 앞에서 공동체가 보이는 감정은 주로 슬픔보다는 기쁨
혹은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다. 여기 서술된 내러티브의 진실성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서술 및 공유한 개신교 공동체의 행위
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버거는 모든 인간 사회란, 결국 죽음 앞에 모여 선
인간의 집단이라고 했다. 이 때 종교는 필멸을 향해 걸어가는 인간에게,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재는 의미가 있다는 확신을 부여함으로써 힘을 가진
다.140)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에서도, 죽음이라는 한계상황을 정당화하는 개
신교적 상징체계를 내러티브 속에 녹여내어 소개하고 전파하려는 시도가 드
러나고 있다.141)
139) 신문 , 1898년 5월 26일, 9면.
140) Berger, The Sacred Canopy, 51.
141) 이외 죽음관에 관련된 대표적인 기사들은 1897년 4월 22일 13호 ｢텬당지옥론｣, 1897년
3월 24일 4면, 1898년 1월 26일 5면, 1898년 10월 13일 7면, 1898년 11월 30일 2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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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죽음에 대한 정당화는 개신교적 영혼 관념과 죄 개념을 기반
으로 하여 가능했다. 다음은 영혼에 대한 회보 의 논설이다.
｢영혼론｣
…사람이 말 하기를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따라 소멸한다 하되 어리석
다 이 말씀이여 집이 무너지면 집 주인은 마땅히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지라 어찌 함께 죽어 없어지리오 사람의 손에 만져지고 눈
에 보이는 형체 있는 물건은 썩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
도 하려니와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허렁불매한
사람의 혼이야 천만년인들 어찌 없어지리오 슬프다 육신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느뇨 인간 칠십이 고희라 설사 칠십 년을 살지라도 비유하
면 풀 끝의 이슬과 같아 얼마 동안이 되지 않거든 하물며 사람의 수
명을 알 수가 없는즉 오늘은 살았거니와 내일 일은 어찌 알리오 사람
이 매양 이 세상에 잠시 있는 육신의 고락만 생각하고 사후에 무수한
쾌락을 누리는 것은 도무지 모르니…(중략)…육신이 세상 정욕을 생각
지 않고 아무쪼록 선을 행 하는 것은 이후 영혼의 길을 예비함이라…
(후략)142)
여기서는 육신과 달리 불멸하는 영혼의 개념을 설명하고, 육신이 소멸한 후
영혼의 복지를 위해 현재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바로 전
호의 ｢텬당지옥론｣에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알리는 논설과도 상통하는 내
용이다.
이러한 상징체계의 내용들이 정기간행물을 통해 공동체에게 공유되었
있다. 이 가운데 1898년 10워 13일 평안북도 철산 교인 량전백의 편지가 돋보인다. 교인
방원태가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죽기 직전 지인들을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내가 이 셰샹을 나셔 즐거온 곳으로 가니 깃분지라…사의  임의 작뎡이 된일
이니 내가 업다고 셥셥 게 녁이지 말고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를 밋으 내 잇보
다 더 조심 야 어긤이 업시 고…일후 텬당에셔 만나 깃부게 보시다…(후략)

142) 회보 , 1897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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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공유 행위가 해당 공동체의 종교적 실천에 해당한다. 또한 방금 살펴
본 교리적인 내용들의 공유는 특정 상징체계의 내용이 초기 개신교 신문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공유되었다는 증거가 된다.143)

2) 예배 및 공동체 구성원의 행위 규정
초기 개신교 신문은 공동체의 사상적인 측면에서 상징체계의 전파 및 유지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기도 했다. 행위를 규정하
는 것은 추상적인 교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예배와 기도의 순서와 방식을 규정하고, 술과 담배를 금하는 등
바람직한 공동체 구성원의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체의 상징체계를 몸짓으
로 확인하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신문 지면에서
는 바람직한 공동체원이 지켜야 할 행위의 기준과 규칙들이 공개적으로 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초기 개신교 신문이 종교공동체 내부 구성
원들에게 권위를 지니고 있는 지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는 점 또
한 방증한다.
가장 먼저, 동시대 개신교적 행위 방식이 전국 구석구석까지 퍼져나
가지 못했음을 전하는 다음 기사를 보자.
우리가 경향간에 다니며 전도한 곳이 많지는 못 하거니와 한 시골에
이르러 도를 전하고 교우를 권면할 때 그 곳 사람들이 성경문답은 보
았으나 주일에 기도하는 법과 찬미와 논설하는 규칙은 처음 보는지

143) 개신교 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실존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의 이해를 살펴본 논문으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초기 개신교 신문에서 나타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영혼과
육신의 이분법, 천당과 지옥, 죄와 구원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유동식, ｢초
기 한국 전도인들의 복음 이해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1(1991):
68-83. 종교학적 관점에서 한국 개신교 죄 개념에 대해 고찰한 연구로는 이유나의 ｢초기
한국 개신교의 죄 개념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가 있는데, 여기서는 개신교
적 죄 개념이 선교사들을 통해 소개되고 한국에서 이해되어가는 과정 및 죄 개념이 한국의
근대적 윤리와 맺는 연관성을 탐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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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144)
시골의 교우를 권면하는 과정에서, 성경문답까지는 보았지만 일요일에 기도하
는 법, 찬송 등의 예배 규칙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 및 지방의 주요 교회가 아닌 중소 교회 혹은 개신교 공동체들에는 구체
적인 예배 규칙들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145) 물론 동시대에 미이
미교회 강례 나

찬미가 등의 책자가 발행되고 있었지만, 아직 권서나 선교사

들을 통해 책자들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
개신교 신문에서는 각종 예배 절차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배포
하고자 했다. 먼저 감리교계

회보 에서는 구체적인 예배 순서를 규정한 기사

가 등장한다.
오늘 이 회보에 내는 감리교회 예배예식은 여러 교인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예배예식과 이 예식 출처를 이 아래 기록 하옵니다 세례문답
17장에 보면 감리교회의 열 가지 특별한 법이란 말이 있고 그 아래
제 7조에 보면 5가지 공회 중에 4년 총의회란 말이 있나이다 감리교
회는 미국에만 있을 뿐 아니라 거의 만국에 다 퍼졌으며 이같이 큰
교회가 반드시 일심 되기를 위하여 다스리는 곳 하나가 있어야 좋은
지라 그런고로 미국에 4년마다 모이는 회의가 있으니 이것이 총의회
144) 회보 , 1897년 11월 3일, 1면. 이 기사의 뒷부분에는 시골의 교우들과 삼위일체, 안식일
에 대한 구체적인 문답을 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답을 공개적으로 신문에
실어 배포함으로써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교우들을 학습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흥미로
운 것은, 농번기에 단 하루라도 쉬면 종자를 뿌릴 시기를 놓쳐 한 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힘들다는 한 교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동시대 천주교 교회에서는 이
런 경우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노동하기를 허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문 기사 속
의 화자는 완고하게 그런 경우에도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단언한다. 이에 대해 교
우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듯 사람들은 다 믁믁히 말이 업더라”
145) 따라서 서울의 교회가 행하는 예배를 자세히 기록해서 공유하기도 했다.
졔물포교회 됴원시 목도 오시고 새문안회당 원두우 목도 참례 신지라 셔울앗 교
우들은  모혓거니와 시골 각쳐에 잇 형뎨들은 참셕지 못엿신즉 여러날 동안에
바 잇을 이아래 긔져노니 우리 시골 교회가 날노 흥왕하기를 셩심으로 긔도거
시오 각쳐에 앗 형뎨들은  셔울 교회를 위여 열심히 긔도 시기를 라노라 (

회보 , 1897년 12월 29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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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회원들은 모든 감독과 여러 장로와 교인들이니 그 수효는 오백
여명 가량이요 사무인즉 우리 온 교회 관계되는 일이라 그런 고로 미
국에서 재작년에 총회할 때에 모든 일 중에 또한 이 예배예식을 작정
하여 각국 감리교회에 베푼 것이니 그런고로 이 예식을 각국 교회가
각기 방언대로 번역하여 지키는지라 이렇게 하여 각국이 비록 방언은
다르나 예식인즉 한 가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식만 따라함이 충
분한 줄 알 것이 아니로되 각 교회가 이 예식대로 따르면 성신의 도
와주심을 입어 이일 정함이 대한 교회에게도 유익할 줄을 아옵나이다
예배예식
우리 감리교회중에 주일 예배하는 것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기록하는 아침 예배예식을 열심히 권하노라
一 풍류소리 二찬미함 회중이 서서 찬미가 책으로 三사도신경을 외움
四기도함 목사와 회중이 다 꿇어 엎드려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을 외
움 五성가함 六구약 몇 구절을 읽음 만일 시편을 읽거든 회중과 함께
화답하는 것이 가능 七영광경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계시도다
태초와 이제와 영원할 세상까지 무궁히 계시도다 아멘
八신약 몇 구절을 읽음 九헌금과 광고 十찬미함 회중이 서서 찬미가
책으로 十一전도함 十二 기도함 전도함이 회중에게 유익되기를 위하
여 간단하게 十三 찬미함 찬미한 후에 찬미 하느님 복근원으로 끝맺
음 十四사도축문146)
인용문에서는 먼저 국제적인 감리교 연회의에서 예배 순서를 정했음을 설명
한 후, 총 14개의 순서로 된 예배 규정을 제시한다. 차은정은 이러한 예배 양
식이 현재까지도 일반적인 개신교의 예배 양식인 “예배의 부름과 말씀 선포,
146) 회보 , 1898년 1월 12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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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의 세 단계 혹은 파송을 덧붙인 네 단계“와 같은 형식임을 지적한다.147)
이와 같이 공적으로 예배의 형태를 규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기
적으로 신문 지면을 통해 의례의 형식이나 방향을 정해 주는 신문의 기능은
신문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의 상징체계 강화 및 유지에 기여하기 때문에 더
욱 더 중요하다. 신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국에서 동일한 의례 형식과 기
도 제목을 매 주 공유하게 된 것이다. 신문 에서는 매 주 일요일마다 기도할
내용을 수록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기도 모임을 해
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었다.
공부할 때 인도하는 사람이 할 일
이 여러 가지 말을 진심으로 가르쳐 줄 것이니 우리들 이 죄 사함을
얻으려면 주 앞에 저를 대죄인으로 알고 제 힘이 쓸 데 없는 줄을 알
아야 하느니라
공부할 때에 방이 너무 덥고 어두우면 공부에 요긴치 못하니라 사람
들이 소리를 마구 내고 걸음을 마구 걸으면서 혼잡하게 드나드는 것
을 일절 금단할 것이니라
모르는 사람이 오거든 인사하고 다시 오라 하는 것이 옳으니라148)
인도하는 사람이 볼 것이라
이 공부에 성경을 보라고 써 있으면 다 찾아서 조심하여 볼 것이오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성경 뜻을 밝혀 말할 것이오 글 보는 사람에게
성경을 다 찾아보라 할 것이니라149)
성경공부 및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은, 진심을 다해 성경에 충실해야 했다. 공
147) 차은정, ｢한국 개신교 의례의 정착과 문화적 갈등｣, 107.
148) 신문 , 1897년 4월 8일, 5면.
149) 신문 , 1897년 4월 15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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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중에는 목소리와 발걸음도 조심해야 했다. 한편 성경공부 중에는 반드시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들은 얼핏 보기에 별 것 아
닌 사소한 지침이지만, 성경과 기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요
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50)
한편 기도 제목은 매 주 달라졌는데, 일 주일마다 한 번 실리는 ｢긔
도회｣는 신문 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1897년 4월 1일 : 회개의 뜻이라 양력은 4월 7일 음력은 3월 6일 누
가복음 15장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뇨 첫째는 죄를 생각하고 분히 여길 것이오 주
의 지극히 깨끗하시고 착하신 마음과 우리 마음을 비교하면 제 마음
이 더러운 줄을 스스로 알 것이오 …(후략)
1897년 4월 8일 :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하느님 아버지와 같이 계셔 영화로운 것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
에 내려오시매 우리들을 천당에 올라가기를 위하여 세상 고난을 많이
받으셨느니라…(후략)
1897년 4월 22일 : 예수 부활하신 일 양력은 4월 21일 음력은 3월
20일 마태복음 28장
칠 일 전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말을 하였으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
시지 않았더라면 예수가 주의 아들이 되시는 줄도 모르고 또 십자가
150) 평신도 개인의 성경공부 방법 또한 신문 에서 다루었다.
셩경 공부 법
누구던지 셩경을 공부에 처음에 셩경즁에 엇던 이던지 그  권을 다 잘 닑
은후에 쟝마다 다 잘 공부고 그후에 졀마다 다 잘 공부고 그후에 말마다 엇더
케 거 다 잘 공부 여야 그 을 셰히 알수잇니 이거슨 맛치 과실 나모를 흔
드러 그 과실을 것과 야 …(후략)( 신문 , 1898년 4월 7일,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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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섯 시간 동안 매달리신 후 돌아가셨으니…(후략)
기도회의 내용은 성경강론과는 달리 설교조로 성경 속 이야기와 교리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모두 ｢성경강론회｣와 같은 면 혹은 마주 보는 면(5면 혹은 6
면)에 실려 일 주일 동안의 공부를 구성하고 있었다.151)
기도회나 예배 순서 규정 이외에, 개신교 공동체 구성원의 행동을 규
정하는 또 다른 측면의 담론이 있었다. 금주와 금연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극
적으로 두 신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계주론｣
평양 교우가 계주론을 지어 보내었기로 기록하노라…만일 끝까지 회개
치 못하고 술만 먹다가 죽으면 영혼이 지옥에 갈 터이니 이것이 참
무서운 일이라 우리 주 예수를 믿던 사람은 만일 수화에 몸은 죽더라
도 영혼은 하느님께로 갈 수 있고 호랑이나 사자에게 죽더라도 그 영
151) 한편 새 해 일 주일 동안 매일 다른 제목으로 신년기도를 올려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에 서로 다른 기도주제를 제시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아래 표는
1898년 새해 기도 제목을 제목을 비교한 것이다.
회보 (감리교) 1897년 12월 29일 7-8면.
만국이 통공야  쥬일 동안 긔도 졔목
각국 교우들이 년 졍월 첫 쥬일 브터 쥬일동안을
긔도 터힌대 켠하 만국에 잇 그리스도고인들이 통
공야 열심히 긔도 터이니 대한에잇 교우들도 텬
하 만국과 치 긔도 거시니라  긔도 졔목을 이
아래 긔 엿시니 셰히 보시기를 라노라

신문 (장로교) 1898년 1월6일 9면.
만국이 통공야  쥬일 동안 긔도 졔목
각국 교우들이 년 졍월 첫 쥬일 브터 쥬일동안을
긔도 터힌대 켠하 만국에 잇 그리스도고인들이 통
공야 열심히 긔도 터이니 대한에잇 교우들도 텬
하 만국과 치 긔도 거시니라  긔도 졔목을 이
아래 긔 엿시니 셰히 보시기를 라노라

일요일: 이사야 2:5
월요일: 로마 6:1~14, 마태 25:14~30, 시편140, 고린도
전서 2:7~16

일요일: 로마 12:1~2
월요일: 마태 17:14~21, 시편 23장, 고린도전서 2:7~16
화요일: 고린도전서 3:1~9, 에베소 4:1~16

화요일: 에베소 4:1~16, 묵시록 1:12~16

수요일: 디모데전서 2:1~6, 이사야 11:1~9

수요일: 다니엘 12:1~4, 디모데 2:1~6
목요일: 요세아 24:13~22, 시편 133, 가라사 3:14~4:1
금요일: 시편 2장, 로마 10:6~21

목요일: 에베소 5:18, 6:10~20, 잠언 3:1~17
금요일: 마태 28:16~20, 로마 10:6~21
토요일: 누가 10:1~20, 로마 11:25~36

토요일: 사도행전 1:1~8, 묵시록 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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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 하느님께로 갈 수 있거니와 술 먹다가 죽으면 어찌 그 영혼이
하느님께 갈 수 있으리오…152)
｢계쥬론｣ ... 조선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술 금하는 글을 지어 동토 사
람 가운데 힘 서서 전파하자고 감리교회 12번째 연환회에서 결정하였
사오니 교우들은 이 작정한 조건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힘써 이것을
행하시기를 바라오153)
계주론이라는 제목 하에 다수의 글이 기재되었는데, 특히 일부는 독자의 투고
라는 점이 돋보인다.154) 그리고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교우들끼리 술을 금하
는 내용의 글을 써서 전파하자는 적극적인 제안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다. 금주와 금연 문제는 초기 기독교 절제운동이라는 주제로 교회사
의 연구주제가 되어왔다. 예컨대 윤은순은 내한 선교사들이 “청교도적, 경건
주의적, 복음주의적 신앙 전통 및 신학적 교리”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자신
들의 신학적 입장과 윤리를 피선교지 조선인들에게 그대로 투영시키고자 했
다”고 진단한다.155) 그러나 초기 개신교 공동체의 금주 및 금연 문제가 선교
사의 입장만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내용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술을 먹
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등의 매우 극단적인 금주론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면 금주금연론에 영향을 끼친 다른 요소들에 대한 보충연구가 필요해 보
인다. 물론 이 글에서는 선교사와 한국인들이 바람직한 공동체 구성원의 모델
을 신문 지면에 투영하여 반복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공동체원들에게 특정 행
152) 회보 , 1897년 9월 8일, 1면.
153) 회보 , 1897년 6월 23일, 4면.
154) ｢계쥬론｣, 회보 , 1897년 6월 23일, 1면.｢계쥬론｣; 회보 , 1897년 9월 8일, 1면; 문경
호, ｢교인은슐먹지못증거가셩경에분명｣, 회보 ,1900년 2월 28일, 1면; 문경호, ｢교회법
에도슐먹지못거시분명｣, 회보 , 1900년 3월 7일, 2면; ｢담의 해로옴이라｣, 회보 ,
1897년 6월 2일, 4면. 윤은순은 위 ｢교회법에도슐먹지못거시분명｣ 기사를 인용하며 존
스(조원시)의 서술로 표기하였다(윤은순, ｢초기 한국기독교의 금주금연 문제｣, 한국기독교
와 역사 32(2010): 10, 주석 20번) 그러나 실제 기사의 끝에 문경호라는 저자의 이름이 표
기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55) 윤은순, ｢초기 한국기독교의 금주금연 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32(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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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식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처럼 금주와 금연 이외에도 개신교인의 바람직한 행동은 글과 말로
써 교우들을 권면하는 것이었다. 다음 인용문을 통해서, 교회에 속한 교우의
역할이 직접적으로 명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우의 당연히 할 일
…회당에서 논설하는 이도 있고 책을 만들어 전파하는 이도 있고 책을
팔며 회보를 만들어 교우를 가르치는 이도 있어 여러 사람이 합심합
력한 후에 가히 교회가 흥왕할지라 우리 회보를 개설한지가 아홉 달
이 되었는데 회보 논설과 교중신문에 기재함을 최병헌씨로 하여금 찬
조하라 하였으나 이것은 한 사람의 지식으로 능히 할 바 아니라 어떤
교우가 무슨 좋은 말씀이 있어 여러 형제의 신심을 굳게 할는지 무슨
이상한 일이 있어 조선회보를 보는 사람으로 이목을 놀라게 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아무 형제든지 가히 교우를 권면할 말이 있거나
소문이 있거든 일일이 기록하여 우리 회보사로 보내어 회보에 기재하
게 하기를 바라오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 지혜를 넓게 하고
신심이 굳게 하는 것이 형제들의 사랑하는 근본인줄 우리는 믿노
라156)
위 글에서 신문의 편집자는 아무 형제든지 가히 교우를 권면할 말이 있거나
소문이 있거든 일일이 기록하여 신문사로 보내 회보에 실리게 하여야 한다고
권한다. 바로 이렇게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도 전하여 지혜를 넓게 하고 신심
을 굳게 하자는 것이다. 서술자는 신문을 독서하는 불특정다수의 독자에게 신
문 지면을 채워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신문이라는 문서 매개체의 속
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인다.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투고
내용이 신문 매체를 통해서 배포된다. 투고의 내용은 개신교 공동체가 “바람
156) 회보 , 1897년 9월 22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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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암묵적 합의를 거쳐서 실리게 되고, 개신교
공동체의 잠재적 수용자들을 향해 독백체로 말해진다. 앞서 언급한 이 때 발
화 내용의 상징형식은 불특정한 잠재적 수용자들을 위해 생산되고, 정해진 청
자가 없기 때문에 화자는 독백체로 말하게 된다. 이 구도는 “어떤 개인들이
물리적으로 공존하지 않는 특정 개인들을 위한 상징 형식을 원칙적으로 생산
하는 구조화된 상황”157)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제까지 살펴본 신문의 기사들을 통해서, 당대 모범적인 개신교인
의 행동 유형을 상상할 수 있다. 매 주 성경공부와 기도에 절차를 지켜 참여
하며, 예배 절차 및 성경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준수하고, 술과 담배를 멀리
하며, 안식일을 지킨다.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한 일을 위해 신문에 글을 지어
보내거나, 혹은 다른 교인들을 부지런히 권면한다. 이는 개신교인에게 요구되
는 기본적인 자질들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들이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점은 그러한 이상적 자질들이 개신교 신문을 통해 제시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심지어 신문 독자들이 신문 소비 등을 통해 내면화한 이러한
가치들을 반대로 신문 지면에 또다시 제시할 것을 권유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브라운의 북미 개신교 간행물에 관한 연구에서 정기간행물들이
사실의 상(像)을 그대로 전하는 전파적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인되고 인정받은 특정한 세계관을 반복해서 묘사하고 확인시켜주는
의례적 기능 역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교회와
선교사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은 바람직한 개신교인의 행위양식과 사고방식
일체는 당대 개신교 공동체에서 장려했던 종교적 상징체계와 세계관을 보여
준다. 이 세계관의 존재 자체는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이를 정기간행물을 통
해 반복해 제시하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바’를 공동체 내부의 독자들
이 확인하는 과정은 캐리가 말한 커뮤니케이션의 의례적 모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158)
157) 존 B. 톰슨, 미디어와 현대성 ,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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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리적인 측면과 공동체의 행위 규정의 측면에서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이 어떤 상징체계의 본보기를 제시했는지 간략히 살펴보았다. 교
리와 공적인 행위 규정은 교회와 선교사의 입장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진술들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기사
들을 살펴보겠다. 이 기사들은 앞선 두 유형과는 달리 때로는 공동체 구성원
의 목소리를 빌려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3)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 확인: 모범적 사례의 반복적 제시
초기 개신교 신문에는 교리와 행위 규정에 관한 당위적 진술 이외에도 공동
체 구성원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결속과 정체성을 확인
하는 기사들이 등장한다. 신문 속에서는 공동체 내부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모범적인 공동체상을 반복 제시하기도 하고, 타 공동체와 개신교 공동체의 갈
등이 드러나는 서사를 제시하여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다시 말
해 첫째 유형은 공동체원들이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며 공동의 생각과 생활상
을 확인하는 형태로 드러나며, 둘째는 개신교 공동체와 외부 공동체가 충돌했
을 때 개신교 공동체가 승리하는 이야기의 구조로 제시된다. 두 경우에서 모
두 개신교 공동체의 상징체계 유지 및 정당화에 유리한 모범적 사례들이 반
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동체 내부의 측면
다른 지역 교회의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전달받는 것은 초기 개신교 신문의 역
할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교회통신" 혹은 “회즁신문”이 이 역할을 주로 맡
았는데, 이러한 란들 모두 교인들의 편지나 전도인들이 지방에서 전해오는 소
158)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공동체 이상의 투사(projection)와 그 이상(ideal)이 물질적 형태로
실현된 대상들은, 인공적인 동시에 실재적인 상징적 질서를 형성한다. 이 상징적 질서(커뮤
니케이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제공” 한다는 캐리의 관점을 상기하면
이 지점을 더욱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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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들로 지면을 채워갔다.

신문

에서는 "교회통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

명하고 있다.
신문이라 하는 것은 천하 각국에서 크게 요긴하게 아는 것이로되 이
대한에서는 신문 뜻을 알지 못하는 고로 등한시하고 힘써 보지 아니
하니 재물을 취할려는 것이 아니오 이 신문에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을
말하여 만민에게 유익도록 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중략)…교회
통신이라 함은 교인들이 팔도 곳곳에 있어 서로 다 알지 못할 뿐더러
각 교회가 통하지 못하는 곳도 많은지라 신문에 기재한 것을 보고 알
게하는 것이매…(후략)159)
즉, 전국 팔도에 걸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교인들이 공간적 제약을 넘어 공
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집된 "교회통신"은 매 호
마다 각지 교회의 다양한 소식을 실었다. 교회통신에는 주로 특정 지역 교인
들의 추이, 다양한 계층 인물들의 회심 이야기, 교인들의 간증 편지, 특정 교
회의 생활 모습, 해외 교회의 동정 등이 등장한다. "교회통신"은 개신교 공동
체 구성원들이 이미 공유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과 행위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주된 장이 되었다. 이 부분에는 앞서 살펴본 교리와 행위의 측면보다 당
위적 성격과 새로운 정보의 양이 적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내적 논리를 확인
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사례들을 통해 교회통신
이 개신교 공동체 내부의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자.
회중신문
지난 달에 그리스도인 50명이 평양 감영 교당에 모여서 외국 목사에
게 한 20일 동안 성경을 공부하여서 그 교우들은 한 고을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평양 사람도 있고 다른 데서 온 이도 있고 의주
사람도 몇 분이 있다더라
159) 신문 , 1897년 12월 2일,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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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새문안 회당에 다니는 교우가 145명이오 요전부터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100명인데 지난 주일에 언더우드 목사가 남녀 합
하여 42명과 아이 8명 합하여 50명을 세례 주고 그 후에 여러 교우
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성만찬을 먹었다더라
강화 서사면 교항동에 4년 전부터 외국 목사 존스씨와 조선 교우 이
명숙씨가 비로소 하느님 도를 힘서 전파하여 작년에는 회당을 설립하
고 주일마다 예매하는 교우가 100여명인데 그 중에 세례받은 사람이
남녀노소 합하여 36명이요 학습인이 아이들까지 합하여 80여명이라
…
새문안 예배당에서 2월 7일 주일에 교회에 우리 주 예수께서 설립하
신 두 가지 거룩한 예를 행하였는데 입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데 세례받은 사람의 수는 여인이 21이요 남자가 20인이요 원입교인으
로 세운 사람이 32인이더라160)
첫 번째는 전형적인 “회즁신문”의 내용이다. 각 교당의 성경 학습인 수, 교우
수, 세례 희망자 수, 성찬식 소식 등을 옮기고 있다. 각 회당의 교인 수 현황
은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영문으로 매 달 공유되는 내용이기도
했는데, 한국어로 번역하여 신문에 싣고 공유하는 것은 선교사업상의 현황 파
악과는 분명히 다른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현황을 한국인 교인 공
동체에게 알리고 공유시키는 것이다. 공동체의 개별 성원들은 이렇게 전국 교
회의 현황을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접하게 된다. 교회의 현황 외에도, 평신도
의 적극적인 전도 행위에 대한 묘사도 “교회통신” 혹은 “회즁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의 이야기였다.
평안도 김준건의 전도활동
160) 회보 , 1897년 2월17일, 4면.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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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사는 양전백이라 하는 교우가 그리스도 신문사에 편지하였는데
위원군 촌에 사는 김준건이라 하는 사람이 작년 겨울부터 우리 주 그
리스도를 믿어 친구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만나면 부끄러운 마음이
없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혀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중략)…내 말을 듣
고 허황타 하여 믿지 아니하면 이후에 후회하나 유익함이 없으리니
믿어보라…(중략)…정성으로 권하매 그 사람들이 의론하되 이 사람이
무슨 징조를 보고 밝은 뜻이 있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극진히 권하니
우리도 그 사람의 말을 청하여 죄를 속하는 법을 자세히 듣고…(후
략)161)
안락교회 김응화, 이재언, 박학운의 전도
○또 안락 교회 교우의 김응화 이재언 박학운 셋은 독실히 교를 믿어
원근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여 믿는 사람이 많은고로 예배당으로 큰
집을 사고 주일마다 예배하는데 남녀 교우가 100여명이나 되니 그 곳
은 황해도에 가장 먼저 생긴 곳이라…(후략)162)
황주 남문밧 회당 김기황의 전도
봉산군 은파 회당 전도인 김상열씨가 정동 회당에 편지 하였는데 황
주 남문밧 회당을 주도하는 김기황씨가 예수를 진실히 믿는데 집안일
을 돌보지 아니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인근 읍에 다니며 열심히 도를
전하는데 교회 밖 사람의 핍박을 많이 받아도 상관치 아니하고 예수
의 공로로 구속함을 얻는 도리로만 권하니 인근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위와 간곡한 정성을 보고 회당에 들어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161) 신문 , 1897년 7월 15일, 7면.
162) 신문 , 1897년 8월 30일,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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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다 하니 우리는 김기황씨의 행동을 매우 앙모하오니 이 교회 통
신을 보시고 제형들은 이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열심히 일들을 하
시기를 바라오163)
위 세 사례들은 모두

신문 의 7면 “교회통신”란에 실렸다. 위 사례 외에도

교인의 모범적 전도 행위를 다룬 기사는 많은데, 이야기의 줄거리는 거의 비
슷하다.164) 어떤 지방의 평신도가 개신교의 기본적 교리에 대해 열심히 전도
하고 다니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거나 개신교의 진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유사한 이야기 구조 속에서 작은 차이들
역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김준건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성경강론에 등장
하는 예수의 희생 이야기를 강조하고, 두 번째 안락교회의 경우는 교인 수가
강조되며, 마지막 김기황의 전도 행위는 더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았다는 점이
부각된다. 그리고 김기황의 전도 행위를 제시한 후 교회 통신을 모범적인 사
례로 평가하는 논평이 덧붙여진다. 이처럼 편집자의 목소리가 섞여 들어가는
경우, “교회통신” 혹은 “회즁신문”의 편집자 역시 공동체의 모범적 상을 제시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면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63) 신문 , 1897년 11월 11일, 7면. 강조는 인용자.
164) 판수가 개종하여 전도를 열심히 하는 평신도가 되었다는 경우도 있다. 판수는 전도를 열
심히 하는 사람이 되었고, 지관은 평양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야기
구조는 다소 변형되었지만 개신교 공동체에게 모범적인 사례로서 제시되어 공유되기에 적절
한 사례들이다.
 안종찬이라  판슈가 잇 문슈도 잘고 셜경도 유명여 돈도 잘 버더니 예
수씨의 말을 듯고 헛된 일노 무수 사을 유혹케  죄 닷고 예수씨 밋어 지
금은 새 사이 되어  말이 눈은 판슈나 은 다 며 일홈을 곳쳐 빗헤 거 
엿다고 며 거광이라 고 날마나 젼도 며  풍슈디관이 경향간 유명니 셩명은
챠시현이라 디리로 사의 화복을 능히 판단 만켓다고 며 로약의 식구 다리고 심산
궁곡으로  단니며 감쟈 농나 여 도며 토약을 고 시기더니 지금은 예수씨
 밋고 이젼 내가 나의게 속아 죄 지은거 원통여 며 번 앙텬 대소 고 
말이 불가불 번화 디방으로 와서 질을 교육 야 쓰겟다 고 평양으로 솔권하여
왓다 더라 ( 회보 , 1897년 3월 10일, 4면.)

잔다리 회당 교우 윤도현, 고군보씨 아내가 열심히 전도했다는 소식도 전형적인 예
중 일부이다. ( 신문 , 1898년 5월 5일,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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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집단과의 구별
한편 공동체 내부만을 다루는 이야기 외에도, 당대 한국의 다른 집단과 개신
교 집단 사이의 관계상을 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교회 공동체 내부의
일만 기재한 것이 아닌 당대 공존하고 있던 조선의 다른 공동체와 개신교 공
동체가 상충하는 모습을 기록한 아래 투고 내용들은 개화 지식이나 교리의
전달이 목적이 아닌, 개신교 공동체의 유지 및 정체성 형성에 주된 목적을 두
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음 네 가지 사례에서는 개신교 공동체가 농촌공동체,
어촌공동체, 그리고 지역의 유교 공동체 혹은 공권력과 충돌을 겪지만 결국은
개신교 공동체의 승리로 끝맺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특히 무당 혹은 판수와
같은 민간신앙에 대해서는 개신교 공동체의 승리 내러티브가 다른 경우들보
다 강조되고 있다.
농촌공동체와 개신교 공동체
믿는 사람이 십여 명이 주일마다 한 곳에 모여 예배하고 교회 세우기
를 의논하며 그 중에 최덕홍이라 하는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이라 본
동 농군들이 매년 한 번씩 농사 잘 되기를 제사할 때가 되었는데 그
날에 참여치 아니한 고로 제사하는 수렴을 내지 아니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욕하며 구타하니 최덕홍이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조금도 노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사람들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니 그 악한 사람들도
최덕홍의 진실함을 보고 마음이 스스로 화하여 예수를 믿어 주께 영
광을 돌리니 이러한 일을 어찌 감사치 아니하리오165)
어촌공동체와 개신교 공동체
장연 송천 교회 집사 안현구씨가 정동 그리스도 신문사에 편지하였는
데…(중략)…또 해주 읍에 이상한 일이 있기로 기록하여 신문사에 올
165) 신문 , 1897년 7월 15일,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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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이다 본읍에 결애광 삼포라 하는 포구가 있는데 그 포구에 사는
박수문장 중칠씨는 여러 해를 여객주인 노릇을 하며 살다가 전도인에
게 주의 참 이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 포구에 우상
의 당집이 있는데 뱃사람들이 배의 장가 잘 되기를 바라며 집을 짓고
우상을 만들어 붙이고 해마다 봄이면 포구에 있는 사람과 배에 다니
는 사공들이 큰 소를 잡고 떡과 술을 많이 하여 정성을 들이는 규식
이 잇어 돈을 걷을 때에 중칠씨더러 우상 모실 돈을 내라 하니 중칠
씨가 나는 그 돈을 안 내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아니 낸다는 말을 듣
고 크게 놀라 묻기를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해마다 이 일에
먼저 나서시더니 금년에는 졸지에 아니 낸다고 하시니 되지 못할 말
씀이니 급히 내소서 하거늘 중칠씨가 대답하되 나는 하늘에 계신 참
신 주께만 정성을 들이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는 정성을 들
일 것이 없다 하니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이 주인이 정녕 해를 당하
리라 하고 다시는 아무 말도 아니하더라166)
국가권력(향교와 관아)와 개신교 공동체
경기 고양군 행주 교회에서 남녀 교우가 100여명이나 되어 예배당을
새로 짓지는 못하고 아직 여염집 하나를 이천 냥을 주고 사려 하고
또한 남녀 교우가 날과 달과 해로 점점 흥왕하여 그집의 자녀들을 다
성경으로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 입으로 다른 잡담은 아니하고 다만
찬미하는 소리가 각쳐에서 끊이지 아니하니 고양 행주 동리는 무려
천국일지라

군에서 향교에 제사하는 일로 각면에 전령을 보내 수렴

을 하는데 행주의 강사공에게는 전례가 되어 매 년 봄가을로 수렴하
더니 신장정이 난 후로 몇 해를 수렴하라는 말이 없더니 금년 봄에
166) 신문 , 1897년 7월 22일, 7면. 지면 분량상 후략하였다. 뒷부분에는 그 해 풍랑이 거세
었는데, 중칠씨의 배가 피해를 입지 않자 어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
복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종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 81 -

행주 사공에게 전령을 보내 돈을 바치라 하니 사공이 말하길 나는 상
주를 공경하는 고로 우상에게 제사하는 돈은 아니내노라 그대로 고하
라 하였더니 관가에서 그말을 듣고 분하여 사공을 잡아들였거늘 교회
에서 알고 이태영씨가 본군에 들어가서 잡힌 일을 물은즉 본 군수의
말이 백성이 되어 관령을 거역하니 도리에 옳은 일이냐 하니 이태영
씨가 대답하되 이전에는 전례대로 하였더니 신장정때는 없앤 것이오
또한 우리는 주님만 공경하고 사신을 위하지 아니하는데 사신 위하는
돈을 내라하기에 내지 아니했다고 하니 본 군수가 사례하며 난 알지
못하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였다167)
먼저 농촌공동체의 일원인 최덕홍은 개신교에 입교한 후로 풍년을 기원하는
지역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기여도 하지 않아서 지역 공동체 사람들에게 구
타를 당했다. 그리고 어촌공동체의 구성원인 중칠씨는 바다에 지내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향교의 제사에 들어갈 비용을 부담
하지 않아 관아에 끌려간 사공의 예가 있다. 이 소식들은 교인의 편지 혹은
전도인의 소식 전달을 통해 신문에 기재되었는데, 개신교 공동체가 한국의 토
착 공동체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세 가
지 이야기 모두 개신교 공동체의 승리로 귀결된다. 먼저 농촌공동체의 경우
최덕홍의 선행에 감명받아 그를 구타하던 이들이 개신교에 입교하고, 어촌공
동체의 경우 중칠씨의 사업이 번창하며, 마지막 향교의 경우에 군수와 개신교
평신도 지도자 한 사람이 독대하여 사과를 받아낸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개
신교 공동체의 행위는 다른 공동체와 구분되었고, 그로 인해 이따금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 때 현실 속의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자주 갈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신문의 기사들에서는 갈등이 효과적으로 극복되
는 모범적인 사례들이 등장한다. 이처럼 개신교 공동체의 고난과 최종적 성공

167)

신문 , 1897년 10월 7일,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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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끝맺는 이야기는 개신교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가지는 차별점을 강조
하는 동시에,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겪고 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공개적인
내러티브로 제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자아내고자 기획된 것으로 보
인다. 이 기사들을 통해 개신교 공동체 구성원들은 기존 공동체와 스스로를
분명히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었고, 승리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타 공동체로부
터 승인받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개신교 공동체의 공적 매체에 수록된 내러
티브를 통해 정당성을 확인의 장을 제공받았다.
다음 기사에서는 개신교 공동체가 지나가는 길에 무당과 판수의 기물
을 파손하고 개신교 교리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설파하며 그 권위를 과시하
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 내러티브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경우보다 더욱 더
직접적으로 공동체의 ‘영적인’ 정당성을 명시하여 공동체의 자기승인 기제가
극대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들은 소문이 있기에 대강 기록하노라 6월 30일은 장로교회 중
에 사랑하는 교우 오셔선씨의 대부인 장사한 날이라 이 날에 교회 여
러 형제들이 함께 모여 양주 연서라 하는 땅에 가서 회장하고 돌아오
는 길에 홍제원을 지나 무화현을 향하고 오더니 한 미륵집이 있고 장
님 수 인이 그 안에서 경문을 읽거늘 교우들이 그것을 보고 자비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미륵집에 들어가 그 장님을 보고 구세주의 도
를 전파하며 하느님을 숭배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말라 하니…… 이 때
에 교우들이 크게 성신이 감동하여 그 장님을 위하여 그 미륵을 한
번 치자 곧 땅에 엎어져 부서지거늘 그 벽 위에 붙인 그림과 부적을
떼어 불지르고 송경하던 북을 떼어 장님에게 주니 보는 자 다 이상히
여기더라 성신의 인도함을 입어 한 곳에 이르니 큰 당집 하나가 있는
데 그림 들보와 붉은 난간을 하였으며 석가세존과 귀두라찰의 화상을
그 앞에 버려 놓고 허다한 부녀들이 화려한 의복으로 취대를 수그리
며 육수를 합장하여 화상 앞에 절을 하고 무녀들은 장구를 치며 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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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쓰고 활못을 입고 방울들을 흔들며 이상한 모양으로 춤 추고 낭랑
한 소리로 마귀를 불러 사람의 이목을 현혹게 하는지라 교우가 들어
가며 전도하여 가로되 하느님의 나라에 가까우니 그대들은 회개하라
우리 나라 정부에서도 무당의 굿 하기를 금단하거니와 우리는 경무청
에서 오는 순검도 아니고 왕명을 받든 사람도 아니로되 오직 하느님
의 능력으로 만백성을 구원 하신 예수의 도를 믿어 사랑하는 마음으
로 지옥불에 빠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어두운 곳에 사는 자를 밝
은 데로 오게 하니 그대들도 쓸 데 없는 화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느
님을 존경하여 금생에 복을 받고 내상에 영혼을 구원케 하라…교우들
이 일시에 여러 가지 화상들을 일일이 떼어 불사르고…168)
이야기의 시작은 교우의 장례식이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우들
은 “쟝님”들이 미륵 앞에서 경을 외우는 사당을 발견한다. 교우들은 사당에
들어가 미륵상을 부수고 미신이 그려진 그림들을 불태운다. 그리고 경을 외우
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도를 전한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는 무당의 굿당을
마주하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우니 회개하라”면서 굿당 역시 파괴한다. 이
가운데 정부와 경무청이라는 국가권력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교우들은 그들이
이러한 공권력과는 관련이 없고 오직 “하님”의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명시한다. 이 기사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행한 바를 기록한, 객관적 진
실성을 지닌 순수한 정보로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 대신, 세계 속에서 대
립하고 있는 세력들 사이의 역학관계와, 그 대립 가운데 어떤 것이 승리하는
지를 보여줌으로써 특정한 세계관이 묘사되고 확인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
다.169)
지금까지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동체의 상징

168) 회보 , 건양 2년 7원 21일, 1면. ｢미력의이라｣. 강조는 인용자.
169) 직접적인 어조로 세계의 우상들을 나열하고 그를 타파할 것을 주장하는 논설도 발견된다.
여기에는 조선 왕실의 사직도 포함되어 있다. 회보 , 1898년 3월 23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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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전파, 유지 혹은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크게 (1)개신교 교리 및 사상
학습 (2)예배 및 공동체 구성원의 행위 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모범
적 사례를 통해서 (3)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하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논한 두 가지 경우에는 개신교 공동체의 교리 및 사상, 행
위 규정이 신문을 통해 반복 제시되면서, 개신교의 종교적 상징체계를 전달하
고 있다. 이 때 경전에 대한 학습의 방향과 해석을 규정하고, 나아가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교리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또한
예배와 행위의 기준을 문자매체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개신교 공동체
인 교회가 기반하고 있는 사상과 행위를 학습시키기 위한 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신문의 내용을 읽고 직접적으로 외우고 학
습하거나, 제시된 대로 행동하기를 요구받는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앞의
두 유형과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 공동체 내부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개신교
공동체와 외부 집단 사이의 관계가 드러난 서술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당대
한국 사회 내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위치지어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
고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 공동체의 현황, 열정적인 전도의 모범들, 개신교
공동체가 타 공동체와 맞서 정당성을 획득하는 내러티브들은 마땅히 모방해
야 할 전범을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개신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위
치한 자리를 짐작할 수 있게 하고, 공동체의 상징체계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확신을 제공한다.

3. 신문 공유가 공동체의 상징체계 강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커뮤니케이션의 의례(ritual) 모델과 그 보완
앞 절에서 제시한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과 당대 개신교 공동체의 관계양상
으로부터, 이론적 배경에서 구분했던 커뮤니케이션의 전파적 모델과 의례적
모델이 얽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교리 및 사상적 측면과, 공동체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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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규정에 관한 내용들은 신문이 지닌 전파적 힘에 크게 기대고 있다. 마찬
가지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모범적 사례로서 제시된 내러티브들 역시 신문
미디어의 전파적 측면을 무시하고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개신교 교리와
모범적 행위 양식들을 일종의 메시지로 본다면, 이것들이 공간 속에서 확장되
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초기 개신교 신문이 기획
된 것이다. 그러나 전파적 측면만으로 초기 개신교 신문을 전적으로 설명하기
는 힘들다. 초기 개신교 신문은 캐리의 지적대로 공통의 믿음을 소유하는 과
정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다른 교회의 소식을 신문을 통해
읽고, 타 공동체와 개신교 공동체의 갈등 이야기를 읽을 때, 공유하고 있는
“질서지어지고 의미 있는 문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얻는다.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의례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독자들의 삶 속에서, 초기 개
신교 신문은 그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자리에 대한 만족스러운 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치를 지닌다.
앞서 제시했듯이, 초기 개신교 신문은 이러한 의례적 모델을 통해서
당대 개신교인들의 종교적 실천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
해볼 점이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체계 속에서 특정한 상징체계에 의거한
정보가 공유되며, 순환하고, 구성원들에게 결속력을 주며, 해당 종교 공동체의
상징체계를 형성 및 유지시킨다는 캐리의 명제는 구성원들의 독서행위라는
내면적인 과정에 의존한다. 사회적 상징체계를 강화시킨다는 캐리의 “의례”는
전적으로 추상적인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캐리가 의례에 대한 기어츠와
터너의 정의에 크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기어츠와 터너의 의례 정의는 특
정 행위를 통한 사회적 상징체계의 강화, 여기 이어지는 공동체의 결속이라는
상징적 모델에 속한다.170) 이론적 배경에서 기술한 것처럼, 버거의 사회적 상
징체계 이론과 터너-기어츠의 의례 정의는 유사한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그
170) 이에 대해서는 캐서린 벨, 의례의 이해 , 류성민 역,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9[1997],
512-514; Catherine Bell,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30-32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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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오직 추상적이고 지적인 과정만을 묘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의례적 모
델만으로는 독자 투고를 ‘쓰는 독자’ 혹은 신문의 편집자에게 응답하는 독자
의 실천까지 설명하기 곤란하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의례적 측면은 오직 다
수 공동체 구성원들의 내면적 독서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관념적인 상징적 과
정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한국 개신교 신문이 당대 개신교 공동체의 종교적 삶에서 일련
의 실천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할 때, 그 실천이란 공동체의 추상적 상징과정
에 머무른다고 주장하는 데에서 그친다면 직면한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는 독
자들의 참여 양상과 그 행위자들의 능동성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의례 모델은 초기 개신교 신문 참여자들보
다는 개신교의 상징체계 및 편집자들이 생산한 문자매체를 공동체가 수동적
으로 독서하는 과정에서 그 상징체계가 강화되고 유지된다는 주장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171) 초기 개신교 신문에 드러나는 행위자들에게도 주목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의례적 모델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신문의 공공 독서가 지
니는 의례적 측면은 상징체계 이론에 기반한 캐리의 견해로 설명할 수 있지
만, 독자 투고 현상까지 이를 통해 이해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 살펴볼 독자들의 참여 현상은 신문 매체 환경과
독서 및 공유 행위를 통해서 의례화된(ritualized) 행위자들이 신문매체의 특
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의례
적 모델은 단지 공동체의 상징체계를 유지 및 강화하여 공동의 믿음을 굳건
히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이용하여 사회적 상
징체계 속에서 활동하는 의례화된 주체들을 생산한다. 앞서 독자의 의견과 제
보를 장려하는 신문 편집자의 반복적인 권유172)와, 신문 공유의 이점을 설파
171) 이러한 비판은 상징체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 종교를 설명하는 데 불만을 표시한 아사드
등이 제기한 것과도 상통한다. 아사드는 세계를 구성하는 실질적 행위보다는 마음의 상태에
만 우선성을 부여하는 경향을 비판했다. (Talal Asad, Genealogies of religion, 47).
172) 주석 198의 논설은 물론, 회보 에서는 매 호마다 독자의 투고를 장려하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실었다. “죠션교우나 셔국교우나 교즁소문에 드를만  것 잇거든 국문으로 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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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논설173)을 살펴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신문의 독서는 그들의 신문
을 통해 구성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효과적으로 전유할 수 있다는 자각을
지닌 참여 주체들을 탄생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참여 주체들은 신
문에의 참여가, 이 상징 세계 속에서 다른 행위들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것이
라는 인식 역시 지니게 된다.174)
정리하면, 초기 개신교 신문을 통한 종교적 실천은 (1)크게 공동체의
상징체계가 전파 및 확인되는 내용의 주기적이고 집단적인 읽기행동과, (2)공
동체 구성원들의 직접적 참여를 통한 신문 매체와의 상호작용의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캐리의 커뮤니케이션의 두 가지 모델
은 신문의 주기적 읽기가 상징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 독서행위
는 신문이 만들어낸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습득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의례화된 행위자들이 있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특정 상징체계의
전파와 공유를 가능하게 했던 신문 미디어는, 그 자체로 고정된 닫힌 체계가
아니라, 의례화된 주체를 생산하는 장으로서도 이해될 수 있다. 이제 Ⅳ장부

셔 졍동 아편셜라 교집으로 보내여 주시면 우리가 회보에 긔록여 회보 보이로 여곰
이목을 새롭게 겟소”
또한 다음과 같은 투고의 권장도 등장한다.
....근일에 우리 회보에 긔을 보건다만 졍동교회에셔 일이라 보시 교우들이
무슨 미가 잇스리오 원컨대 경향간 우리 교우들은 회즁 신문에 가히 드를만  일이 잇
거든 긔록여 보내시고 론셜을 짓던지 볼만 글을 져슐던지 각각 긔 일노알고 국문
으로 적어셔 본회 회보 샤쟝 아편셜라목 집으로 보내여 랑 으로 서로 도아
주시기를 바라노라( 회보 , 1898년 1월5일, 4면.)

173) 주석 132 참고.
174) 이러한 의례화된 주체에 대한 생각은 벨의 견해에서 영향을 받았다. 벨은 터너와 기어츠
를 포함한 기존의 의례이론이 전제로 하는 행위·사고의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심지어 의례
를 연구하는 학문의 장까지도 이 이분법 및 이분법의 양극을 변증법적으로 조화시키는 의례
의 역할이라는 담론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밝힌다. 따라서 그는 의례에 대한 고정적 정의보
다는 과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의례화(ritualization)’라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의례화란 궁
극적으로 어떤 실천들이 다른 것들과 구분되고 이것이 생산하는 연합(association)들이 특
별하다는 지각(perception)을 촉진하기 위해 행위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례화를
통해서 행위자들은 세계를 위계화하거나 통합하는 체계를 생산하는 능력, 혹은 실용적인 지
식(practical knowledge)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체계들을 재배치하고, 조작하
여 그들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가공하게 된다. Bell,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220-2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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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이러한 이론적 보완에 대해서 상술하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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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을 통한 종교적 실천
1. 실천의 유형
앞선 장들에서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은 어떤 참여자들에 의해 구성되었고,
그들이 공유한 상징체계는 개신교 신문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공유되었는
지 살폈다. 이러한 초기 개신교 신문은 공동체에게 상징체계 전파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일차적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
들에게 신문을 주기적으로 읽도록 하는 것은 개신교 공동체의 세계관과 이에
따른 행위규정을 구성원들에게 전파하고 학습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기획된
것이었다. 이 때 공동체가 중시하는 가치와 모범적인 행동들은 내러티브 형식
으로 공동체에게 반복 제시되기도 했다. 특히 신문에 드러난 한국 개신교 공
동체가 당대의 다른 종교공동체 혹은 집단과 마주했을 때의 내러티브들을 읽
으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고 정당화하는 기회를 얻
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신문의 지면들이 선교사나 중앙의 편
집자가 아닌 일반 독자의 참여로도 꾸려졌다는 면을 고려하면, 개신교 공동체
의 일원들의 신문을 통한 실천이 오직 읽기만을 통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신문을 통해 형성된 환경 혹은 정보의 전달체계를
인식하고, 이 체계 속에 참여함으로써 종교적 실천을 수행하게 된다.175) 일차
적으로 신문 읽기를 통해 신문이 구성하는 체계를 습득하고 나서, 신문의 직
접적인 참여자가 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신문이라는 매체는 도구로서
175) 이 때의 ‘실천(practice)’ 이라는 말은 벨이 인간 행위의 네 가지 측면을 조명하면서 폭넓
게 정의한 것으로 그 의미를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벨은 실천이란 상황적이고, 전략적
이며, 행위자가 행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권
력의 질서에 대한 전망을 재생산 혹은 재생성할 수 있는 인간 활동의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
라고 보았다. 벨은 이러한 측면을 포괄하는 인간 활동을 전반적으로 ‘실천’이라고 본 것이다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81). 이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실천 이론(Theory
of Practice)’을 전개한 부르디외(Pierre Bourdieu) 등과는 차이가 있다. 부르디외의 실천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Bell,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78; Pierre
Bourdieu,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tr. by Richard Nice (Cambridge: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197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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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개신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처한 물적 환경을 변
화시켜 초기 개신교 신문에 직접 글을 써서 투고하는 등의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 여기서 매체로 인해 행위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종교적 실천 방식 또한 변화하게 되는 매체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신문 매체가 조성하는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여기에 동참하는
데 의미를 부여한 당대 한국의 개신교 공동체 구성원들을 일종의 의례화된
행위자들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을 통한 종교적 실천양상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신문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며 읽는 독서행동이다. 둘
째는 독서 행동을 통해서 신문 미디어의 환경을 습득한 공동체 구성원이 신
문에 투고문과 의견, 연보 등의 직접적인 참여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
는 위 두 유형의 의의 및 예시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공공 독서
신문의 공공 독서는 주기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은 내용의 신문을 읽으
면서 이루어졌다. 같은 시간 주기로 같은 내용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앤더슨
이 말했던 읽기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 그는 지역 공통어로 된 인쇄 텍스
트, 특히 신문 등의 정기간행물을 대면 접촉이 불가능한 지역에 걸쳐 있는 개
인들이 동시에 읽는 현상을 분석한다. 이것은 개인들이 자신과 직접 교류한
바 없는 익명의 독자들과 함께, 같은 인쇄물을 읽는 상상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한다. 나아가 이 정기적인 집단 독서 행위는 일종의
의례(ritual)를 구성하며, 지역 공동체가 민족이라고 불리는 상상의 공동체로
호명되는 근대적 상황을 창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176) 그의 통찰은 남아시아
의 “민족” 개념 형성사 분석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캐리의

176)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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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의 의례 모델과 연관해서 본다면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동체에게 공동의 믿음을 확인 및 공유시키는 기능을 인쇄매체, 그 가운데
특히 정기간행물이 수행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서 브라운의 19세기 북미의 개신교 정기간행물 분석과 더불어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의 상징체계 구성에 대한 분석까지 참고한다면, 정기간행물의 공
유 및 독서라는 의례적 과정을 통해 개신교 공동체의 상징체계가 유지 및 강
화된다는 주장이 상당 부분 뒷받침된다.
앞선 Ⅲ장에서 개신교 공동체가 공유한 상징체계의 내용은 상당 부분
설명되었다. 한국의 초기 개신교 신문에서는 개신교 공동체의 세계관을 구성
하는 교리, 행위방식, 모범적 실천의 예들이 반복적으로 확산되며 공동체 구
성원에게 영향을 주었다. 앞서 언급한 신문의 발행 부수, 1890년대의 신문 읽
기 행위에 대한 관찰 등을 고려하면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은 활판인쇄로 제
작된 정기간행물로서 상징체계의 확산 및 보급에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초기 개신교 신문 이전에도 목판인쇄물과 필사본 등의 유통이
조선 사회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다.177)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 신
문을 읽을 수 있는 문해독자(literate public)들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준
다.178) 그러나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이 이전과 구분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순한글 전용과 띄어쓰기, 그리고 대한제국기 우체규칙 시행 및 과세를 통한
신문 배달의 전국적 유통망에 있다.179) 이제 관심의 대상은 이렇게 광범위하
게 배포된 대한제국기 초기 개신교 신문의 독자들의 읽기행동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배포된 신문의 구체적인 독서 행동에 대한 자료는
드물다. 앞서 제시한 메켄지의 증언, 즉

독립신문 을 100명에서 200명이 돌

177) 부길만,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 연구: 한국 현대 출판의 뿌리를 찾아서 , 서울출판미디어,
2003; 이민희, ｢조선후기 京板 坊刻小說 板本의 형태물리적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1;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학술자료집
조선시대 인쇄출판 정책과 역사 발전 , 淸州古印刷博物館, 2007.
178) 송호근, ｢지식국가의 분화와 근대의 여명｣, 35.
179) 앞서 살펴본 신문 의 우체 과세에 대한 자료는 신문 이 전국적인 우체 제도를 경유하
여 배포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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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읽었다는 목격담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때 독자들이 어떻게 읽었을지,
특히 대상 자료인 초기 개신교 신문 독자들의 독서행동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 역시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개신교 신문의 기사들 중에서 당시
개신교인 독자의 형성과정을 엿볼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있다. 이 때 한 인
물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직접 글을 읽고 깨쳐서 “신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읽는 독자로 변화한다.
평양 보통문안에 사는 이영언씨는 평양 교회의 영수라 그리스도 신문
국에 편지하였는데 중화군에 사는 김태로라 하는 사람이 본래 무식하
고 방탕한지라 흘미년 사원문에 이영언씨가 그 고을에 갔다가 태로의
부친을 만나 성경 말씀을 대강 전하고 언문책 두 권을 주고 왔더니
김태로의 부친이 아들이 행패부리는 것을 염려하여 악한 버릇을 내버
려둘 수 없어 항상 걱정만 하다가 마침 좋은 책을 얻은지라 그 아들
을 주며 권하되 사람의 전도하는 말을 들은즉 지극히 선한 말씀이라
너는 무식하고 우둔하나 이 책을 보라 하고 주거늘 그 아들이 언문도
알지 못하니 어찌 책을 보겠습니까 하며 책을 받아 가지고 마음이 답
답하여 근심하다가 즉시 언문을 배워 문답책을 보더니 스스로 마음이
깨달아 하는 말이 예수께서 나같이 죽을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며 또 슬프지 아니하리오 이는
사람을 구하려 세상에 강림하셨으니 참 생명이신줄을 믿을지라 하고
이전 악한 행동을 다 버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며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의 말씀을 전하되…(후략)180)

180) 신문 , 1897년 9월 2일, 7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신문 1897년 4월 15일자 11면에 등장한다.
황도 곡산에 사  사이 잇서 팔구년 전에 셔울에 올나와 두루 니며 구경
매…하로 우연이 예수교장에 드러가매  젼도인이 잇서 젼도 말을 드니…후에
신구약 두과 다 여러 가지 을 가지고 본향에 도라왓시나 …(책을) 가지고 가셔 진
심으로 보매 셩령의 인도심을 닙어  명과  리치의 도인 줄을 알고…(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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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은 평양에서 이영언이 보낸 편지 내용으로, 김태로라는 사람의 회심 이
야기를 다룬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신문의 개신교인 독자가 평양에서 서울 정동으로 편지를 보내어 이것이
신문에 실리게 되었다. 편지 속에는 김태로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서술되엉 있
다. 이야기 속 김태로에게 언문으로 된 문답서가 주어졌는데, 그는 본래 문맹
이었으나 이를 계기로 한글을 배워 스스로 책을 읽고 회심하게 되었다. 이는
개신교 문서 선교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인쇄물을 통해
'현지어'인 한글을 문맹이자 신을 모르던 이가 깨우쳐 개신교 '진리'에 '눈뜨
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앞서 언급한 개화와 개신교 진리 전달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내러티브이다. 그러나 인쇄매체를 통한 독자의 독서행동의 측면에서
본 사례를 분석할 수도 있다. 개신교인 독자는 남이 읽어 주는 글이 아닌 스
스로 읽는 글, 즉 개인적 독서행위를 통해서 변화를 겪었다. 또한 주인공이
이미 문해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고, 한글(언문)조차 새로 배워야 했던 평민
계층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181) 양반이 아닌 평민 김태로가 구술이 아닌
인쇄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는 진술은 당대 개신
교인들에게 요구되었던 독서행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물론, 초기 한국 개신교의 종교적인 실천은 사경회 등의 구술적인 행
위를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대적 인쇄매체의 도입과 배포 이후,
한국의 개신교인들에게는 근대 이후 서구 개신교 전통에서 강조해온 개인적
독서행위 역시 요구되었고, 그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부분이 본 논문의
초점이다. 기독교 전통과 묵독을 통한 개인적 독서 및 개인적 자아의 개념이
지지는 연관성에 대한 서구의 연구들은 많지만182),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181) 이미 천주교를 통해 개인적 신앙고백을 해냈던 이들의 대부분과, 1880년대에 일본에서
개신교로 개종해 신앙고백을 남긴 이수정은 모두 한문 및 언문에 대한 뛰어난 문해력을 지
닌 엘리트 양반 계층이었다. 다음을 참고. 오미영, 한일 초기번역성서의 어학적 연구 , 제
이앤씨, 2011;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천주교회사 2 , 한국 교회사연구소, 2009), 1-3장.
182) 이와 관련해서 샌저(Paul Saenger)는 띄어쓰기와 구두점의 고안으로부터 시작하여 묵독
(silent reading)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다. 그는 소리
내어 읽는 구술문화적 독서전통과 조용히 독자가 혼자 읽는 독서행동의 전통 사이를 매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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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독자들과 그들의 독서행동에 관한 연구는 적다. 또한 여기서도 서구의
묵독 및 개인적 독서 전통이 현재의 연구 대상인 한국의 초기 개신교 공동체
에 이식되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기사를 비롯
한 신문의 많은 기사들에서 책을 구입하여 읽는 것을 권하거나 광고하는 대
목이 등장하기 때문에, 당대 개신교 공동체 구성원에게 독서행위가 적극적으
로 장려되었다는 사실 정도는 확인 가능하다.183) 지역 토착어인 한글로 평민
독자가 혼자서 책을 읽어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제시
되고. 책읽기가 적극적으로 독려되었다는 사실이 초기 개신교 신문의 독자에
게 제시된 읽기행위의 환경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환경에서 일어난 초기 개신교 신문 독자의 읽기행동은
수단이 15세기 등장한 인쇄술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비판한다. 샌저가 볼 때는, 개인적인 묵독
으로 특징지어지는 독서행동은 고대부터 존재했으며, 12세기 이후의 서구에서는 수도원을 중심
으로 더욱 더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인쇄술의 등장 이전과 이후 독서행동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인쇄술은 그 묵독을 더 빨리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월터 옹과 같은 학자들은 인쇄술 등장 이전의 필경문화는 문자문화에 속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구술성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었다고 본다. 중세의 필사는 상당한 구술문화를 지니고 있는 사고
의 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필사하기 위한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며 떠들썩하게 진행되었
다.
샌저도 고대와 중세의 지배적인 읽기와 쓰기 행동이 구술적인 것이었음을 인정한다. 필사본
에 띄어쓰기와 구두점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리
내어 읽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고를 쓰고 읽는 것은 따라서 엄청난 숙련도를
요구하는 일이 되었다. 읽기를 돕는 장치가 거의 없었고, 의미를 이해하며 읽는 것은 거의 전
적으로 개인의 학식과 경험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 변방의 아일랜드인들과
앵글로색슨족들에게 라틴어가 보급되면서, 로마의 중심부보다 상대적으로 원고를 해독할 수 있
는 능력이 뒤떨어졌던 이들을 위해 띄어쓰기가 시작되었다. 샌저는 여기서 구술적 읽기가 묵독
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보고 있다.
본격적인 묵독으로의 변화는 중세에 일어난다. 묵독은 7-9세기 사이 유럽 수도원의 필사실에
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2세기에 이르면 대학과 학문세계로 퍼져나간다. 묵독의
전통은 이어 평신도 귀족들로까지 확장되는데, 초기 인문주의 시대에 이르면 귀족들뿐만 아니
라 일부 부유한 평민과 상인계층도 묵독의 전통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묵독은 사람들이 더 많
은 양의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했을뿐만 아니라, 개인적 양심과 사고의 영역, 나아가 윤리의 영
역을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샌저는 종교개혁기의 혁신적인 종교적/정치적
사상들의 형성과 유럽의 상류계층이 양심에 기초한 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은
12 세기에 시작된 평신도들의 묵독 전통이었으며, 이는 인쇄술의 발명만큼이나 중요한 요인이
라고 주장한다(Paul Saenger, Space Between Words: The Origins of Silent Reading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Paul Saenger, “Silent Reading: Its
Impact on Late Medieval Script and Society,” Viator 13(1982): 367-414).
183) 회보 1897년 10월 20일, 4면. ｢죠션셩교서회론｣; 1897년 7월 28일, 4면 ｢셩경의번역된
일｣.

- 95 -

어떤 점에서 종교적 실천인지 또 다른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여기서 예시로 들 예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신문을 통해 공유된 종교경험이다. 한 명의 종교 경험은 신문에 실려 다른 사
람들의 읽는 행위를 통해 공유된다. 물론 이는 앞서 설명한 범례적 예 가운데
하나로도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지시한다기보다는 읽혀지기 위
한 내러티브로서 제시되었으며 독자를 인식한 편집자의 사실 확인이 수반된
다. 둘째는 신문에 기재된 설교 내용을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넘어 공유하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편지 내용이다. 이 때 신문의 내용을 공유하는 공동
체 구성원들은 신문의 설교 내용을 문자로 간직하여 읽는 행위 자체를 종교
적 실천으로 간주한다. 이 사례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신문의 공유 상황과
그 의의를 자각하고 있다.
먼저 최성규의 부인이 겪은 신비한 경험을 살펴보자.
황해도 문화군 용진면 화석동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남녀노소가 수
십명인데 그 중에 박성 쓰는 부인이 있는데 나이는 오십세요 전 남편
의 이름은 최성규라 이 부인이 금년 양력 4월 16일 밤 꿈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불러 가로되 최성규의 처야 하거늘 급히 대답하고 나가
본즉 그 사람의 머리털은 백설같이 희고 반만큼 길었는데 이상한 빛
이 두루 비추거늘 무서워 엎드리니 그 사람이 말하되 무서워 말라 나
의 금토시와 금지팡이 빛이라 하고 또 가로되 너 이 아래 동리에 사
는 배가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사람이 병이 들어 거의 위태한
데 제 아비가 그 아들을 위하여 삼신 제사를 하려 한다 하거늘 이 부
인이 즉시 그 배가를 찾아보고 이 말을 고하니 배가가 곧 삼신 제사
를 폐하였더니 불과 수일만에 그 사람의 병이 곧 나았고 또 17일 저
녁 비몽사몽간에 또 그가 불러 거로되 너는 내일 예배를 좀 일찍 보
라 하거늘 그 부인이 그 명대로 하고 예배하는 집에 앉았더니 과연
오후에 은은한 소리가 후원에서 나는 듯 하다가 지붕 위에서 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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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하더니 문득 그 집 문앞에 깃대를 세웠는데 그 위에서 완연히 최
성규의 처야 부르거늘 즉시 대답하고 나간즉 공중에서 불러 이르되
이 앞촌에 사는 김석권 권학윤 김낙조 이 세 사람을 불러오라 하거늘
즉시 사람을 보내어 부른즉 그 세 사람이 다 오지 아니하였더니 불과
수일만에 김석권이가 죽으니 언래 김석권 권학윤 두 사람은 병이 들
었던 사람이오 김낙조는 비방하는 사람이더라 이날 주일에 그 동리
사는 김태신이라 하는 사람의 아내가 그 예배하는 집 문 앞에 서운
깃대 위로 광채가 영롱한 무지개가 완연히 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증거하는 것은 그날 일기가 매우 청명한 연고라 이 일은 양력 4월 30
일 장연군 송천동 교회에서 세 사람이 문화군 사평동에 갔다가 이 소
문을 듣고 사평동에서는 화석동이 서북으로 40리가 되는고로 두 사람
은 화석동에 가서 양력 5월 2일 주일을 지내는데 남녀노소가 이삼십
명이 아직 모이고 또 그 부인을 찾아서 그 일을 자세히 묻고 증거하
는 사람들의 말도 들은즉 소문과 정녕 같더라184)
황해도 화석동의 개신교인인 최성규의 부인은 어느 날 꿈에서 금토시와 금지
팡이를 든 수염이 흰 노인의 부름을 받는다. 노인은 부인에게 아랫동네의 배
씨네 집에서 하고 있는 삼신제사를 그만두도록 하라고 지시한다. 부인이 그렇
게 하니 배씨의 아들이 가진 병이 나았다. 그리고 신비한 노인은 부인의 꿈에
다시 나타나, 이번에는 예배에 일찍 참석하도록 한다. 부인이 그대로 하니 노
인은 집 옆에 세워둔 깃대 위에 직접 목소리로서 나타나 부인에게 마을 사람
김석권, 권락윤, 김낙조의 이름을 거론한다. 그들을 부인이 찾으니 모두 병이
들어 죽었거나 개신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었다. 최성규의 부인이 겪은 신비
한 경험은 또다른 목격자에 의해서 확인된다. 최성규의 부인이 노인의 목소리
를 듣고 있던 때에, 마침 그 장소를 지나던 김태신의 아내가 그 현장에 날이

184) 신문 , 1897년 5월 27일,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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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깃대 위에서 광채가 영롱한 무지개를 보았다고
증언한 것이다. 신문 에서는 최초로 장연군에서 수집한 이 사건의 진위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서 화석동까지 찾아가 사실관계를 조사했는데, 모두 사실이
었음이 드러났다고 마지막에 덧붙이고 있다.
이 경험 내용에는 꿈 속에서 나타난 개신교의 신에 대한 토착적 표상
들과, 개신교에서 금지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 깃대 위에서 목소리로 나
타난 신비한 예언, 그리고 이를 수집하여 신문에 기재한 개신교인 편집자들의
활동이 드러난다. 먼저 신의 모습을 흰 수염을 한 노인이 금색 토시를 착용하
고 금지팡이를 든 것으로 표상했고, 이 신은 삼신제사를 금하게 한다. 꿈에서
두 번째로 나타난 노인은 꿈 밖에서 목소리로 등장한다. 이 때 주목할 것은
신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그는 세워 둔 깃대 위에서 목소리로 드러나는데, 이
깃대는 신과 지상을 연결하기 위해 무속신앙에서 굿당 부근에 세워두는 깃대
를 연상하게 한다.185) 깃대의 등장은 개신교 예배나 의례보다는 한국의 민속
종교의 실천에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이 경험은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기이
한 기상 현상을 목격한 다른 여성 신도에 의해서 확인되며, 신문에 실리기 전
까지 편집진의 또 다른 확인을 거쳤다. 이 경험은 공동체에 의해 공유될 만한
것으로 여겨져 신문에 상세히 실려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 또한 이 사건이
확인을 거듭 거쳐 신문에 실렸다는 사실이 경험의 진실성에 더욱 더 힘을 실
어주고 있다.
최성규의 부인이 겪은 종교경험이 "교회통신"란을 통해 공유되었을
때, 이 공유와 출판 행위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여 다른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전달
행위는 단순히 부인의 경험을 더 많은 이들에게 고스란히 가져다주지 않는다.
185) 한국의 민속신앙에서 "당기는 동제의 모든 절차에 걸쳐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지닌다. 동
제의 시공간을 선포하고, 특히 당 주변과 마을을 신역(神域)으로 확정지어서 모든 잡귀와 재
액의 범접을 차단하며, 당에 오르는 등의 각종 종교 행렬을 선도하는 종교적 역할을 한다."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편 1권』, 국립민속박물관, 2010, "당기(堂旗)"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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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되어 내러티브화된 기사는 사람들이 읽고 그것을 해석하게 만든다. 부인
이 경험한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는 문자언어로 표현되어 사람들에게 해독되
도록 주어졌다. 이 때 화자는 편집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독백체로 글을 써
서 익명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은 일
상적 대화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연설 등을 통해 화자의 직
접 발화 행위가 일어나고 있을 때와는 달리 화자를 볼 수 없다. 부인의 종교
경험, "교회 통신" 화자의 독백체 서술, 그리고 불특정 다수 독자의 독서 행위
는 시공간적으로 따로 떨어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
용자의 즉각적인 인지나, 이야기를 발화하는 화자와의 대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개인의 종교 경험을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
로 공유하게끔 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개인적 묵독을 통해 기사를 읽고 부
인의 종교경험을 나름대로 상상하게 되거나, 글을 혼자 읽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이의 이해가 곁들여진 구술을 접하게 된다. 종교 체험
을 문자매체를 이용해 공유하는 것은, 기존의 체험 이야기에 몇 겹의 해석이
덧붙여지도록 한다. 나아가, 독해 행위를 수행하는 일 역시 종교적 경험의 일
부로 볼 수 있다.186) 앞서 살펴본 박스터의 글에서, 그는 인쇄 매체를 읽는
일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독해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해석의 층위와187) 종교적 메시지 수용이 아닌, 읽기 행위 자체를 공동
186) 회보 , 1898년 2월 9일 1면에서는 기도와 성경 읽기가 병행되는 사례가 등장한다.
절긔도듯지아니심업소
… 이 에  교우가 이러나 누가 십이쟝 십 구졀과 마가 십일쟝 이십 삼졀과 야곱보셔
오장 십졀브터 십륙졀지 본후에 온교우들과 합심여 특별히 본회목 쳥여 긔도
…(중략)…이 각건 쥬셔 갓가히 계셔셔 우리의게 주실거 다 예비시고
우리 거동을 보시 인 가보더라…(중략)…각 사들에 이 죵디에 벼여 졍신이 명
랑고 깃붐이 가득며 부지즁에 방안에 열긔가 가득여  빗치 슐것고 완연이
즁화셰계에 안잔 것 지라 그런고로 이젼에 붓그러워 말줄 모로던 사과 어린 
들 지라도 다 입을 열어 각기 에 엇은간증을  오 미잇 말이 만흐며 각
사람의 과 온몸에 깃분 것 이엿시니 이거시 엇지 오슌졀과 다다 수 이며 (후
략)

187) 읽기 행위에 수반되는 독자의 다양한 해석 행위에 주목하는 연구들로는 다음이 도움이 된
다. Robert Darnton, The Kiss of Lamourette: Reflections in Cultural History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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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종교적 실천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188)
최성규 부인의 사례가 실린 기사가 개인의 종교경험이 공동체 구성원
들의 집단 읽기행동을 통해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다음 사례에서는 공
동체 구성원들이 신문에 실린 내용을 읽는 행위를 종교적 실천으로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사례는 최성규의 부인이 경험했던 일을
기록한 보도와 마찬가지로 특정 경험을 공유하는 정기간행물의 기사이지만,
이 간행물을 읽는 행위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898년
York: Norton, 1990); David D. Hall, Cultures of Print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1996) ;Roger Chartier, The Order of Books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188)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의 독서경험에 집중한 연구의 예로는 앰타워(Laurel Amtower)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매체기술은 그것을 읽는 독자들의 변화 없이는 그 영향력과 중요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읽기 행동의 변화가 종교 공동체, 특히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간략
히 살펴본다. 그는 먼저 책이라는 상징의 의미가 고대와 중세를 거치면서 변화했음에 주목한다. 중세
의 이콘 회화에서, 책은 평신도들로부터 동떨어진 신비화된 모습으로 표상된다. 예수는 로고스의 상징
인 펼쳐진 책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책은 언제나 높은 신성성과 영원한 진실을 대변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책의 로고스는, 신비롭고 불변하는 신의 계획을 상징했다. 여기에 대해서 교
회 내부의 교육을 받지 못한 평신도는 감히 도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앰타워는 중세 후기의 도상에서 급진적 변화를 관찰한다. 책을 읽는 사람이 도상으로 표현
되기 시작한 것이다. 오순절이나 만성절, 계시의 순간들을 묘사하는 그림들에 책을 읽는 사람들이 등
장하기 시작했다. 책 읽는 행위는 그 그림에서 묘사하는 영적인 순간들과 읽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역
할을 한다. 독자들은 계시의 순간을 ‘읽는’ 경험을 한다. 따라서 이 그림들에서 읽기 행위는 종교적
경험들을 사람들의 정신 속으로 연결하는 다리로서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
로고스의 상징으로서 인간과 분리되어 있던 책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게 되었는데, 앰타워는 중
세 후기 읽기 행동에 나타나는 변화가 여기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각 개인이
그들이 읽는 책을 통해서 규정되는 현상이 있다. 이것은 초서(Geoffrey Chaucer)로부터 그 가능성이
타진되어 켐프(Margery Kemp)가 스스로의 성인으로서의 정당성을 각종 도서 목록을 제시하며 확인
하려고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경향이다. 앰타워는 책이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 전수되듯이 한 사람
의 일생이나 자아 역시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유한성의 굴레를 벗고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관념
을 제공한다고 본다.
독자는 그들이 읽는 책의 종류를 통해서 스스로의 자아를 규정짓고, 나아가 독자는 동시에 스스로
의 내러티브를 서술하는 작가로서 자신의 몸을 책이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바꾸어 전달할 수 있는 것
이다. 여기에 성인전 성인전의 대열에 스스로를 편입시키려고 애썼던 켐프의 노정이 추가되면서, 남이
써주는 책, 즉 몸이 아닌 내가 읽고 쓰는 독자이자 작가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앰타워의
논지는 영문학의 일부 인물들, 특히 영국이라는 지역적 한계 내에서 서술되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길게 상술한 독자들의 자아는 근대 이후 강력한 ‘저자
(author)’ 및 ‘자아(self)’의 이미지를 예고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큰’ 자
아는 이후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구성하는 데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단위로서의 독자의 등장이 종교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추가적인 연구의 대상이다. Laurel Amtower,
Engaging Words: the Culture of Reading in the Later Middle Ages (New York: Palgrave,
2000), 18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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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국 선교 중이던 선교사 볼드윈(The Rev. S. I. Baldwin) 내외가 내한
했다.189) 볼드윈 목사의 부인은 1월 23일 일요일 오전에는 달성회당에서 설
교했고, 오후에는 정동회당에서 설교했다.

회보 에서는 1월 26일자 신문의

표제기사로 정동에서의 볼드윈 부인이 한 오후 설교내용을 다루었다. 이 때,
같은 호의 "교회신문"에서는 정동 회당의 설교 내용뿐만 아니라 부인이 달성
회당에서 오전에 설교한 내용도 다른 교인들이 공유해 주었으면 한다는 요청
역시 다음과 같이 기재했다.
교회신문
23일 오전 열 시에 볼드윈 목사의 부인이 달성 회당에서 전도하였다
하니 생각건대 응당 좋은 말씀이 많을 듯 하나 우리는 참여치 못 하
였으니 실로 섭섭한지라 그 때에 그 부인의 말씀을 들은 형제들은 혼
자만 배부르지 마시고 그 말씀을 후에 회보에 기재하여 여러 형제로
하여금 다 갈증을 면하게 하심이 좋을 듯190)
3주 후, 이 요청에 대하여 2월 16일자 『대한크리스도인 회보』에는 달성회당
에서 온 답신이 실렸다.
대한 회보 52호 6폭에 말씀하기를 볼드윈 목사의 부인이 달성회당에
서 전도한 좋은 말씀을 혼자만 배부르게 먹지 말라 하셨으니 과연 좋
189) 1898년 1월 27일자 독립신문 영문판에 다음과 같이 볼드윈 내외가 내한한 기사가 실렸
다. 아래 강조한 부분에서 볼드윈 부인이 같은 날 달성회당과 정동회당에서 두 번 설교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볼드윈 박사는 지난 목요일 달성 회당의 앱웟 청년회에서 연설했다. … 볼드윈 부인은 달
성 회당에서 회중에게 연설했다. 오후에 그녀는 정동 회중에게도 연설했고, 볼드윈 박사는
배재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외국인 회중들에게 강력하고 도움이 되며, 흥미로운 설교를 했
다. 이 방문자들은 월요일 아침에 제물포를 떠났다. (Dr. Baldwin addressed the Epworth
League at Talsung last Thursday … Mrs. Baldwin spoke to the congregation at
Talsung church at the same time. In the afternoon she addressed the Chongdong
congregation and the Reverend Doctor preached a forceful, helpful and interesting
sermon in Paichai chapel to the congregation of foreigners that worship there. The
visitors left the city last Monday morning for Chemulpo.)

190) 회보 , 1898년 1월 26일,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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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씀이오나 52호 2폭에 볼드윈 목사 부인의 전도한 말씀을 기재한
것을 본즉 음식은 똑같은 음식인데 우리 달성회당에서는 오전 열 시
에 먹고 정동 회당에서는 오후 두 시에 먹었으니 몸은 비록 동서편에
나뉘어 있고 먹은 시간은 비록 조금 다르나 한 날 한 입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식을 함께 먹었으니 감사하고 더욱 감사하기는 정동 회당에
서 회보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한 번 더 먹이셨으니 형님의 사랑하시
는 마음을 참 감사하오며 우리더러 함께 먹자 하셨으니 만일 똑같이
먹기를 원하시거든 52호 2폭에서 다시 한 번 더 잡수시기를 바라옵나
이다 달성회당191)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볼드윈 목사 부인의 설교 내용은 오전과 오후 모두 같
았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설교에 대해 달성회당의 글쓴이는 똑같이 선량
한 음식을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먹은 셈이라며 감사하다고 쓰는데, 설
교에 참여한 일을 음식을 먹는 일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편
지의 말미에서는 정동에서

회보 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한번 더

먹였음을 칭찬한다. 누구든 똑같이 그 말씀을 "먹고자" 한다면 이 신문의 52
호 6면을 보면 된다고도 덧붙인다.
위 기사들은 일차적으로는 단순히 볼드윈 목사 부인의 설교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달성회당과 정동회당 사이의 서신 교환이다. 그러나 이 때 편
지들은 일대일로 주고받는 편지가 아니라 신문 지면에 기재되는 공개적 서신
이다.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이 편지 내용이 신문에 기재될 것임을 인지
하고 있으며, 달성회당의 화자는 정동회당에게 말하고 있는 동시에 불특정 다
수의 신문 구독자들에게도 말하고 있다. 즉, 전국에 몇 백 부씩 배포되는 신
문 지면에서 독자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답변을 받는 상호작용이 드러났다.
나아가 이미 기재된 설교 내용 기사를 읽는 행위 자체가 유익한 양식을 먹는

191) 회보 , 1898년 2월 16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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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비유되고 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형제'들도 언제든 기사를 읽으면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192) 이 때의 상호작용과 읽기 행위에 대
한 인식은 앞서 살펴본 최성규 부인의 신비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인식을 보여 준다. 한 장소에서 '말씀'을 듣는 설교 현장에서의 경험
이, 인쇄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개신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 내용을 지
면을 통해 읽고 다른 방식으로 경험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변화했다. 신문에
투고된 편지의 화자는 이러한 경험에 대해 알고 있고, 신문의 발행과 배포가
해당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 역시 안다. 당대의 일부 개신교 공동체 구
성원들은 매개된 공공성을 통해, 즉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넘
어 보존되고 읽혀질 수 있는 인쇄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종교적 실천을 시작
하였다.
지금까지 초기 개신교 신문에 드러난 개신교 공동체 독자의 독서 행
동 환경, 그리고 이 독서 행동을 통해서 읽히고 확장된 개인의 종교경험, 그
리고 마지막으로 신문 매체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일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당대 공동체 내부자들의 언급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캐리가 언급한 커뮤
니케이션의 의례적 측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가치에 대한 확신을 제
공하는 신문의 역할을 바탕으로 성립할 수 있다. 초기 개신교 공동체의 상징
체계는, 초기 개신교 신문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
체원의 독서행위를 통해서 유지 및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초
기 개신교 신문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공유를 통한 독자의 독서행동은,

192) 종교적 텍스트를 읽는 일을 ‘양식을 먹는 일’에 비견하는 예는 또 있다.
평양사교우분이편지엿기로좌에긔노라
한문 셩경을 국문으로 번역 일은 엇지나 되엿지 답답 하옵이다 예수를 밋 사
의 량식은 셩경이온 한문을 모로 사은 남녀간에 국문으로 번역 셩경 나려 보내시
기를 곱흔쟈의 밥과 목마른쟈의 물과치 기다리오니 원컨 목옵셔 평양 경에
여러 동들을 지극히 랑샤 영원히 썩어지지 안 령혼의 량식을 어셔 속히 나려 보
내 주시여 여러 동들의  부르게 여 주옵시기를 쳔만 라옵이다 엿더라 ( 회
보 , 1898년 5월 4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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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내부 개인의 종교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였음은 물론(최성규 부
인의 예) 당대 종교 공동체에게 종교적 실천의 일부로서 인식(달성회당과 정
동회당의 예)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초기 개신교 신문에서의 종교적 실천은, 오직 독자
들의 독서행위 및 신문 공유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 지
금까지 예시로 살펴본 기사들의 상당수는 투고자의 이름이 밝혀진 편지글들
이었다. 이 때 일부 독자들은 신문을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문에 편지를
보내는 일종의 피드백 작용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의 독자군, 즉 한국의 초기 개신교 공동체는 신문 읽기와 더
불어 신문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실천을 수행했다. 다음 절부터 이 유형의
실천에 대해서 상술하겠다.

2) 독자들의 직접적 참여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 속에는 독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투고와 모금운동 등
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러한 직접적 참여들에서는 독자의 이름이나 소속이 드
러나며, 신문 속에서는 독자의 존재가 호명된다. 신문 속에서 드러난 독자의
참여는 단지 당대 개신교 공동체의 일화적 사건들을 보여주거나, 공동체 구성
원 일부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독자
의 직접적 참여들은 초기 개신교 신문이 조성했던 미디어 환경을 습득한 종
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종교적 의미를 지니는 실천을
수행했던 흔적으로 보고자 한다. 즉, 독자 투고 현상은 단순한 개인 의견의
표명을 넘어서, 1890년대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전국적 종교 정기간행물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공동체 참여자들의 실천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독자의 직접적 참여를 제도적 관점에서 파악한 예는 선행연구
에서 이미 살펴본 국문학적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193) 독자가 문자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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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정기간행물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까지의 과정에는 많은 요소들
이 개입한다. 먼저, 독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 환경을 인식해야 한다. 같은
공동체의 참여자들,

즉 초기 개신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기적으로 개신교

신문을 공유하며 읽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은 바로 앞 절에서 살펴본 신문의 읽기행위를 통해 가능하다. 신문을 읽으며
개신교 공동체의 상징체계를 습득하고, 이러한 읽기 과정 및 신문 공유가 종
교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인지하고 나서야, 개별 공동체원은 신문에 직접
참여할 준비가 된다. 앞서 살펴본 예들에서, 한국 초기 개신교 공동체 구성원
들은 그들의 신문이 지니는 종교적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종교적 정기 간행물의 독서행위를 통해서, 종교공동체의 일원
들은 스스로가 역시 간행물의 내용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 주체가 될 가능성
을 획득한다. 이 때 각 개인의 투고 및 참여 내용은, 개인의 개성을 적극적으
로 반영한다기보다는 초기 개신교 신문이 장려하는 특정 상징체계의 유지 및
강화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물론 앞서 살펴본 최성규의 부인 이야기
에서처럼 한국의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이 반영된 표상이 각 독자 참여에
반영되기도 한다. 그러나 초기 개신교 신문의 순환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독자
투고 및 참여는, 앞서 살펴본 개신교 신문이 장려하는 상징체계에서 크게 벗
193)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함태영과 채백의 연구 외에도, 정기간행물에 대한 독자의 참여를 근
대적 문학제도의 형성과 관련하여 파악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김영민, 문학제도 및 민
족어의 형성과 한국 근대문학(1890-1945) , 소명출판, 2012, 103-135; 물론 이 연구의 관
심은 근대적 문학의 형태가 한국에서 어떻게 시작 되었는지 이다. 따라서 그는 소설란이 없
는 개신교계 신문들, 즉 회보 와 신문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인다. 그러
나 김영민은 “근대계몽기 ‘서사적 논설’ 등 단형 서사문학 작품 수록은 조선크리스도인 회
보 및 그리스도 신문 등 기독교 계통 신문에서부터 시작된다” 고 언급하고 있다. 이 때
그는 양 신문이 “잡보 및 소설란은 두지 않았다” 고 하는데, 신문 에서 잡보란이 확인되므
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문학제도 및 민족어의 형성과 한국 근대문학
(1890-1945) , 26-27). 본고에서는 김영민, 채백, 함태영 등의 연구에서 근대적 신문 매체
가 형성한 제도적 환경에 대한 통찰을 참고하였다. 여기서 주된 관심은 근대 문학 제도의
형성이 아니라, 해당 제도를 인식하고 이용코자 한 종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천이다. 또한
이들의 행동은 일종의 의례화된 행동으로도 설명 가능하며, 따라서 신문의 참여자들은 여기
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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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않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에서 드러나는 독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하였다. 첫째는 1897년 봄부터 몇 달 간에 걸쳐
이루어진 모금운동이며, 둘째는 문자매체를 통한 독자 투고이다.

독자들의 직접적 참여 유형 1 : 모금운동
첫 번째 독자 참여 유형 중 1897년에서 1900년 사이

회보 와

신문 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 중 하나는 인도의 1897년 인도의 흉년에 대해 원조금을 보
내기 위해 전개한 모금운동이다. 인도의 흉년에 대해서는 1897년 4월 8일
신문 에서 최초로 언급된다.
인도국에 큰 흉년든일
지금 인도국에 큰 흉년이 들어 삼십천만 인구 중 팔천만명이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때를 당하여 온 지구상의 각국이 이 백성
을 구제치 아니하면 태반이 굶어 죽을지라 …(중략)… 한 흉년든 곳에
갔더니 굶어 그 부모 죽은 아이 셋이 있는데 저들의 아비는 며칠전에
죽고 어미는 그 전날 죽은지라…(중략)…이 불쌍항 백성들을 구제치
아니하면 죽을지라 그런 고로 그 정부에서 진휼하기는 하나 다 할 수
없고 또 이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도 힘을 다하여 구제하나 오히려 부
족하니 이 백성들을 조금 구제할 마음이 있는 이가 있거든 돈을 그리
스도 신문국으로 보내면 그 곳에 있는 선교사에게 보내어 구제하게
하겠노라 …194)
위 기사에서는 인도국에서 온 편지에서 묘사하는 흉년의 참상을 옮긴 후, 인
도 정부와 선교사들의 힘이 부족함을 전한다. 그리고 인도에서 기아에 시달리
는 사람들을 도우려면 신문국으로 돈을 보낼 것을 권유한다. 이 기사에 대한
194) 신문 , 1897년 4월 8일, 8면.

- 106 -

반응은 바로 다음 호부터 등장한다.
연못골 회당에서 지난 11일 주일에 인도국에 굶어죽게 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연보를 하였다 하고 또 잔다리 회당으로도 돈 2원을 보
내었다더라195)
그리고 일 주일 후부터는 구체적인 액수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위의 기사부터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이름이 아닌 각 지방 교회 단위로 연보 액수를 보도하
고 있다.
인도국 흉년
지난 주일에 새문안 예배당에서 연보한 돈이 13원 가량이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 신문국에 모인 돈을 다 합하며 거의 40원이 되니 다른
예배당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것을 알고 이와 같이 하면 좋으니 [이
돈으 인도에]아직 보내지 않고 두 주일을 더 기다린 후에 보내겠노
라196)
그리스도 신문국으로 각처에서 인도국 연보금 들어온 것을 다 받아
합한즉 모두 131원 13전인데 어제 이 돈을 다 인도국으로 보내었더
라 연보 들어온 곳은 연못골 회당에서 7원 70전이오 홍문서골 회당에
서 2원 78전이오…(중략)… 새문안 회당에서 7원 50전이오 나머지는
다 외국 선교사에게서 들어온 것이라197)

이처럼 4월 초순 언급된 인도에 대한 모금운동은 한 달 여 만에 131원 13전
을 모았다. 이후 인도에서 보내준 돈에 대한 감사편지가 도착하고,198) 장연

195)
196)
197)
198)

신문
신문
신문
신문

,
,
,
,

1897년
1897년
1897년
1897년

4월
4월
5월
5월

15일, 11면.
22일, 4면.
6일, 3면.
20일,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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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천군 교회에서도 성금이 도착한다. 마지막 장연 송천군 교회의 모금은 다른
모금 기사보다 더 자세한 사연이 소개된다. 장연 교회의 모금액은 56원 8전
이었는데, 이와 더불어 은반지 4개가 함께 왔다는 것이다. 이 은반지를 팔아
26원이 연금에 추가되었다. 이에 대해 ｢교회통신｣의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남녀 교우가 마음대로 연보를 하는데 돈이 없는 여교인 몇이 은가락
지를 빼어 연보를 하려고 가지고 왔다 하오니 수만리 타국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성령의 감화
하심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으리오…199)
모금운동에 분명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처럼 현
금이 없으면 끼고 있던 귀금속을 빼어 연보했다는 장로교 교인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모금운동의 종교적 의미는 이후
서 제시된다.200) 한편,

독립신문

6월 5일자에서도 사설로

신문 의 적극적인 모금운동은 감리교계

인도에 대한 모금운동을 진행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회보 에서도

회보 에서도 1897년 6

월 9일자부터 인도에 대한 모금운동을 시작한다.201)

199) 신문 , 1897년 5월 27일, 7면.
200) 독립신문 , 1897년 6월 5일 논설.
201) 회보 , 1897년 6월 9일 4면, ｢인도국흉년론｣.
..수쳔호 곳곳마다 들니니 곡셩이릇 이 그럼을 보 이 이 졍경을 각 면 누가 아
니 감동여 누가 아니 탄식랴 혹 말  인도 국에 흉년은 죠션에 샹관이 업다 나
 안은 다 형뎨요 사 랑 기를 긔 몸과 치 것시 우리 교회에  바
―라 셰 에 명 나라들은 원근과 친소를 불계고 각기 연금 여 이 셩을 구졔
며 죠션 잇 외국 인과 그리스도 신문샤에셔 각기 슈젼여 보조엿스니 우리 회보를
보이도 돈을 여 구졔 되 량 이면  사이 로를 죽지 안닐것시오 삼십 량이
면 달은 죽지 아닐터이라 …(중략)… 라건 여러 형뎨들은 다과를 혐의치 말고 형세
로 연금 여 졍동 아편셜라 목사 집으로 가져 오면 우리가 깃부게 슈합 여 죵속히
인도 국으로 보내겟고 이 다음 회보에 보조금을 거두로 어셔 얼마 내고 어서 얼
마 다고 히 고 겟이다

이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 성금이 모금되는데, 역시 다음과 같이 각 회당별 성금 액수가 기
록된다.
｢인도국긔민의게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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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도의 구호를 위한 모금운동은 그 해 여름까지
문

지상에서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해 9월 30일자에

회보 와

신

신문 에는 한

국의 성금에 대해 감사하는 인도 선교사의 편지가 실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인도에 대한 모금운동이 일단락되고,202)

회보 의 경우 8월 11일자까지만 인

도에 대한 성금이 언급된다. 한국 교인들의 모금을 받은 인도 선교사 및 교회
의 답장은 논설의 형태로 신문에 실리며,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두 경우 모두 1)성금에 대한 요청-2)각 회당에서의 연보-3)
신문에 각 회당 성금 액수 수록 및 성금 전달-4)인도에서의 감사 편지의 패
턴으로 모금운동이 진행된다. 각 교회 단위로 참여자들이 호명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음은 물론, 참여자들의 성금이 전달되고 답신을 받는 과정까지 신
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금전이 오가는 독자의 참여 유형은 직접적인 독자의 의견이
문자를 통해서 전달되지는 않지만, 독자의 직접적 참여의 순환이 드러나기 때
문에 특기할 필요가 있다. 처음 모금 사실을 신문을 통해 접한 독자들은, 인
도의 소식을 읽고 인도 난민을 돕는 일이 지니는 종교적 의미를 인지하고 동
기부여 된다. 이 때 개인 단위로 읽기행동이 일어나거나, 혹은 각 교회에서
집단적 독서 및 신문 공유 행위가 동시에 일어났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리고
나서 각 교회 단위로 모금을 통해 신문국으로 연금을 보내고, 또다시 신문을
통해 각 교회별로 모금한 액수가 공개된다. 모금에 참여한 이들은 신문을 읽

젼호에도 긔록 엿거니와 십구호와 이십호에 밧은거시 합이 구십 칠원 팔십 젼이오
 그 후에 밧은거슬 긔록 니 달셩교회에셔 십 이원 륙십전을 내고 협셩회에서 팔월
오십 오젼을 내고 동대문안 교회에셔 일원 팔십 젼을 내고 리화학당에셔 일원 팔십 이
젼을 내고 학당 교회에셔 이원 십이젼을 내니 합이 이십 륙원 구십삼젼이오 셔국 교
우와 죠션 교우가 연보 거시 도합이 일 이십 원 칠십 칠젼 이더라 ( 회보 , 1897
년 7월 7일, 4면.)

202) 신문 에서는 그 해 11월 4일에 평양 교회의 모금이 신문에 제대로 실리지 않았다는 불
만사항이 접수되어 그 내용이 실렸다. 즉, 평양 교회에서 은전 49전을 모금해 보낸 사실이
지난 가을과 여름 신문에 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편집자는 이에 대해서 사과한 후, 평양
교회의 모금이 늦게 도착한 연유로 신문에 싣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신문 , 1897년 11월
4일,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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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의 참여를 확인한다. 이는 현대 언론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모금운
동의 형태와 유사하며, 정기간행물을 통한 한국 최초의 전국적 규모의 모금운
동이라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또한, 신문의 독자들이 단지 읽기행위로 그들
의 실천을 끝내지 않고, 구체적인 금전 모금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실천을 행
했다는 점은 이 글의 논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신문을 통한 상호작용
은 다수 독자들에게 지역의 교회에서 전국의 교회로, 그리고 인도라는 먼 나
라에 대한 표상까지도 공간적 제약을 넘어 제공한다는 데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독자들의 직접적 참여 유형 2 : 문자매체를 통한 투고
전국의 교인들에게 금전의 형태로 성금을 모집하는 것 외에, 초기 개신교 신
문에서는 독자들의 글을 적극적으로 모집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문의 편
집자들은 신문에 수록할 기사 및 교회 소식을 독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지만,
교단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나 원고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 경우에 원고는 다
시 신문에 실리지는 않고, 선교본부의 의견조사나 교회의 다른 출판사업에 사
용되었다.203) 여기서는 독자의 의견이 신문에 실린 경우만을 다룬다. 앞서 언
급한 것처럼 독자의 읽기행동 이외의 실천이 개신교 신문들에서 관찰된다. 그
리고 읽기 이외의 직접적 참여행동은 바로 그 신문 읽기를 통해 준비되었다.
따라서 초기 개신교 신문의 체계 속에서, 해당 체계의 작동 방식과 거기에 참
여하는 의미를 습득한 독자가 또다시 직접적인 참여행위를 보이게 된다. 이러
한 참여 행위의 첫 번째 예는 앞서 살펴본 모금운동이었다. 이 때 순환한 것
은 메시지와 재화였다. 그러나 이번에 살펴볼 사례에서는 문자매체를 통한 편
지글, 즉 메시지가 순환한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앞선 Ⅲ장과 Ⅳ장 전반부에서 인용한
203) ｢글을지여외인을닷게 함｣, 회보 , 1898년 5월 4일, 1면; ｢찬미가를로뎡｣,
회보 , 1898년 7월 6일, 4면.

- 110 -

<그림 1>

초기 개신교 신문 기사 가운데 상당수가 독자 투고문이라는 사실이다. Ⅲ장에
서 초기 개신교 공동체의 상징체계를 반영하고 있는 신문의 내용은, 선교사
및 편집자의 글과 더불어 독자의 투고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초기
개신교 신문을 통한 공동체 구성원의 종교적 실천은 단지 수동적 읽기행동만
을 통한 것이 아니라, 신문에 대한 직접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때 종
교 공동체의 구성원 일부는 초기 개신교 공동체의 상징체계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초기 개신교 신문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독자 투고 행위는 신문
매체의 여명기에 이루어진 것인 만큼, 일제시대 이후의 신문 투고행위보다 활
발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표2>를 다시 관찰하면, 투고 행위는 특정 인물
혹은 교회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자의
일부만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독자 참여 행위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초기 개신교 신문의 독자 대부분 혹은 다수가 투고행위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펼칠 수는 없다. 다만, 공동체 구성원, 특히 평신도 개인의 이름과 소

- 111 -

속 지역 교회가 기재된 투고문이 신문에 반복적으로 실린 일은 한국에서 최
초로 관찰할 수 있는 종교계 신문의 피드백 과정이며, 이들 역시 종교적인 실
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위 <그림1>은 이러한 과정
을 도식화한 것이다.
다음 절부터는, 문자매체를 통한 독자투고의 유형과 각 유형별 특성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독자 투고를 통한 종교적 실천
1) 독자 투고의 유형
본 절은 <그림1>의 왼쪽 아래 화살표에 표시된 독자 투고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위 도식은 신문 및 언론 시스템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피드백
과정의 변형이다. 초기 개신교 신문에서의 위와 같은 상호작용이 일반적인 신
문에서의 상호작용과 구별되는 점은 이것이 특정 종교의 상징체계에 기반하
고 있으며, 신문에 대한 각종 참여 행위가 종교적 실천이자 의례적 측면을 지
닌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초기 개신교 신문의 독자 투고는 주로 종교적 신념에 대한 간증 및
확인, 교회 확장 및 교인 증가에 대한 현황, 혹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독자투고는 “~의 편지” 혹은 “~의 말”이라
는 명시와 함께 ｢교회통신｣ 혹은 ｢사설｣에 수록되었다. 주요 투고자군은 지방
에 파견된 선교사, 각 교회의 지도자, 혹은 평신도이다. ｢교회통신｣에서 “~의
편지” 혹은 “~의 말” 이라는 언급 없이 각 지역 교회의 소식을 바로 소개하
고 있는 경우는 지방 전도인들 혹은 각 회당의 편지를 통해 지면을 구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넓은 의미의 독자 참여에 속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절에서 대상
으로 하는 직접적 독자투고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기준으로

- 112 -

회보

혹은

신문 에 나타나는 독자투고의 유형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4>와 같

다.204)
전국 교회의 현황
교인 수, 세례인 수, 예배당 건
축, 교인들 사이의 자선행위 등

교리 설명 및 행동의 권유
1)개신교 교리 및 가치관 설명
2)특정 행동 권유(금주, 금연,
권면)

서사적 진술

1)종교 체험(회심, 신비한 경험)
2)모범적인 이야기(타 집단과의
갈등 해결, 모범적 전도인, 미신
및 우상 타파)

<표 4>

각 유형의 성격은 각기 다르다. 전국 교회 현황의 경우, 해당 지역 선교사나
전도사가 선교부에 선교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내오는 경우
가 많았다. 특히 입교인 수나 세례인 수, 지방 교회 건축 등의 정보들은 평신
도의 참여라기보다는 교회 지방 조직 차원의 참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
들은 선교사들이 본부로 보내는 보고서에 반영되곤 했다. 특정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 예컨대 교인들 사이의 자선행위 등도 교회 차원의 투고로, 주로
교회 명의로 기재되거나 혹은 교회의 지도자 이름으로 기재된다. 이 경우 기
재 형식은 정보전달을 위해 무미건조한 문장이 반복된다. 독자에게 직접적으
로 말을 걸거나 서술자를 드러내는 언급은 없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 예시에
서 각 교회의 교인 수를 언급할 때 잘 드러나 있다.
서울 새문안 회당에 다니는 교우가 145명이오 요전부터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100명인데 지난 주일에 언더우드 목사가 남녀 합
하여 42명과 아이 8명 합하여 50명을 세례 주고 그 후에 여러 교우
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성만찬을 먹었다더라 …205)
지난달 28일 주일에 현동 회당에서 예를 받교 교우가 된 사람이 남녀

204) 각 유형별 건수 정리는 <부록2>를 참고.
205) 회보 , 1897년 2월 17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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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16명이오 또 새문안 회당의 교우가 목사의 편지대로 연동 교
우 된 이가 둘이오 또 원입 교인된 사람이 14명이오 또 지나간 달 14
일 주일에 미동 회당에서 세례 받은 어린 아이가 넷이오 …206)
위와 같은 교인 수의 나열은 전국 교회의 규모를 숫자를 통해 짐작할 수 있
도록 하는 통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숫자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서 공간적 제약을 넘어 전국의 교회 및 교인의 존재를 확인해 주고,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
의 현황 수록은 간증 및 교리적 내용의 글과 서사적 진술의 경우보다는 글쓴
이 혹은 편집자의 논평적 개입이 적은 편이다.
단순 정보 전달보다는, 읽는 이를 염두에 두며 독자에게 말을 걸고,
특정한 교리적 내용 혹은 행동을 권유하거나, 모범적인 일화를 칭송하는 등의
서술방식이 다른 두 경우에서 등장한다. 먼저 두 번째 유형인 개신교 교리 또
는 가치관 설명이 투고된 사례를 살펴보겠다.
본회 교우가 편지
본회 교우 김연근씨가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하였으되 우리 도는
하느님 도라 도는 곳 참 이치요 이치는 곧 생명이라 도가 이나면 행
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거하지 못 하나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오 믿음이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
스도가 아니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중략)…내가
시골 가는 실에 민간의 풍속을 보니 우리 나라 개화의 근본이 만일
우리 하느님 도가 아니면 능히 못 할 것을 확실히 믿을지라 우리 나
라에 유도가 있으나 이 도는 귀천을 분명히 하고 명분을 정하여 평등
치 아니한지라 귀한자는 유식하여 더 교만하고 천한자는 무식하여 더
업수이 여지니 이는 귀한 사람은 더 귀하고 천한 사람은 더 천할 장
206) 회보 , 1897년 12월 2일, 7면.

- 114 -

본이라 이 천라고 무식한 사람은 누가 있어 광명한 도로 인도하여 그
영혼을 구원케 하리오 청컨대 형제들은 성신 감화함을 얻어 어두운
데 있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밝은 빛을 보게 하옵소서 이러하
면 이건 귀천과 명분이 차등이 없고 우리 나라가 장차 천상세계가 되
리니 이러하면 우리 교회만 다행일 뿐 아니라 일국이 다행함이니 어
찌 아름답니 아니하리오 하였더라207)
회보 에서 본회(정동 교회) 구성원인 김연근이 개신교 교리적인 내용을 진술
하고 있다. 그는 영혼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님”이 영혼을 주었으며, 개신
교가 영혼 구원의 길이니 이를 믿어야 한다는 당위적 진술을 한다. 이 때 “민
간의 풍속”을 배척하고 “유도”의 단점을 지적하며 개신교의 우월함을 강조한
다. 이 때 화자 김연근이 부르는 “우리”는 둘이다. 첫째는 “우리 하님 도,”
“우리 교회”로 등장하는 개신교 교회 공동체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
화”에서 드러나는 한국인 공동체이다. 따라서 본 신앙고백은 교회 공동체와
한국인의 공동체라는 글쓴이의 이중적인 소속을 드러내고 있는 동시에, 읽는
이들을 “우리”의 수사 속으로 초대한다. 한국어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지
닌 읽는 이들 가운데, 교인과 교인이 아닌 독자들은 모두 “우리”로 호명될 수
있다.
김연근이 부른 “우리”는 비단 그의 교회 공동체만을 일컫는 것은 아
닐 것이다. 그는 신문을 읽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 특히 스스로가 속한 특
정 지역 공동체를 넘어선 더 큰 단위의 공동체 구성원들까지도 하나의 집단
으로 묶어서 불렀다. 그가 신문사에 편지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전국적 규모
의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을 때, 그는 이미 공간적 제
약을 초월한 전국적 공동체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글이 신
문에 실려 그와는 일면식도 없으나 하나의 공동체 안에 속했으리라고 여겨지

207) 회보 , 1897년 4월 21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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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사람에게 읽힐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신교
교리적 내용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 게 읽혔을 때, 그들이 “유조한 양식”
을 먹는 것과 같은 좋은 영향, 혹은 종교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 역시
이 투고행동을 동기화했다.208) 따라서 김연근이라는 투고자의 문자매체를 통
한 투고와 그 안의 “우리” 라는 호명은, 개신교 신문이 공동체에게 공유되는
과정을 습득하고 그것이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주체의
종교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나의 글이 신문에 실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읽히며, 이것이 나와 그들
에게 모두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다’ 는 사고방식이 이러한 투고행동의 바탕이
되었다. 앞서 살펴본 계주론과 금연론(주석 152-154)등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위규정을 지시한 투고문 역시 유사하게 분석할 수 있다. 특정 행위에 대한
금지나 권유를 신문에 수록했을 때, 불특정 다수의 공동체원이 그것을 읽는
다. 이 때 각 행위 지침이 종교적 근거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독서행
위나 향후 기대되는 독자들의 행동 변화가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이 수반된다.
독자의 투고문은 신문 지면상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개신교적 상징체계
를 표현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투고문이 실리기 위해서는 투고한
독자의 직접적 참여라는 종교적 실천이 선행해야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림1>과 같은 개신교 신문의 순환체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투고문인 서사적 진술은 개신교 교리적 내용
을 바탕으로, 공동체 내의 타인들에게 1)모범적인 행위·사고방식을 제시하거
나 2)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Ⅲ장에서 이미 상
당 부분 살펴본 공동체의 상징체계 유지 및 강화 방식이지만, 여기서는 독자
들의 참여행동이라는 견지에서 다시 한 번 각 유형의 기사들을 분석할 필요
가 있다.
208) 이 점은 앞서 살펴본 정동 회당과 달성 회당의 교신에서 등장한 말씀을 읽는 것과 유익
한 양식을 먹는 것의 비유, 신문 등의 인쇄물을 읽으며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고 표현한 앞
의 예들을 볼 것. 주석 189, 190, 191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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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종교적 체험을 기술하여 투고한 경우를 살펴보겠다.
평양 보통문안에 사는 이영언씨는 평양 교회의 영수라 그리스도 신문
국에 편지하였는데 중화군에 사는 김태로라 하는 사람이 …높은 누각
에 홀로 누웠더니 비몽사몽간에 어떤 붉은 옷 입은 세 사람이 철퇴를
들어 치려 할 즈음에 또 어떤 흰옷 입은 노인이 집엇덧 막대를 들어
가로되 김태로를 치지말고 어서 가라(미완)209)
(전호련속)
하는 소리에 놀라 깨어 기도하니 우리 주께서 나를 마귀 손에서 벗겨
주신 줄 아나이나 기도를 마친 후로 믿는 마음이 더욱 견고하여 다른
사람을 인도하매…

210)

기고문은 신문의 「교회통신」란에 두 호에 걸쳐 기재되었다. 평양에서 이영언
이 보낸 편지 내용으로, 김태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다. 김태로는 높은
누각에서 잠들었다가, 꿈 속에서 "붉은 옷 입은 세 사람"이 철퇴로 김태로를
치려 할 때 "흰 옷 입은 노인"이 집었던 막대를 들어 그들이 김태로를 치지
못하게 막는 꿈을 꾼다. 꿈에서 깨어난 김태로는 그 노인이 하나님이며, 하나
님이 그를 마귀로부터 지켜 주었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더욱 굳어진다. 이 경
우 서술자는 김태로가 아니라 이영언이라는 투고자로, 김태로의 사례가 공유
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문에 투고하였다. 앞서 살펴본 최성규의 부인이
등장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여기에서는 개신교 공동체 구성원의 신비한 종교
적 체험이 등장하고 있는데, 서사적 진술을 통한 체험의 공유는 투고자의 분
명한 판단을 거쳐 선정되고, 글로 옮겨졌다. 특히 이영언은 앞서 독자 투고자
통계에서 10회 이상의 투고행동을 보인 열정적 참여자로서, 그가 전한 소식은
각 교회의 교인수 현황부터 신비한 종교적 경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
209) 신문 , 1897년 9월 2일, 7면.
210) 신문 , 1897년 9월 9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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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211)
한편 “부산에 사는 모씨”는 개신교로 개종 후 이전의 방탕한 생활습
관을 버리고 모범적인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편집자의 논평이 드러나고 있다.
부산에 사는 모씨가 서울 정동 회장에 보낸 통신에 말하기를 덕원 돌
고개 사는 한 분이 몇 년 전에 소실을 하나 두었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은 후에 그 소실은 내보내고 온 집 식솔이 다 일신하며 이 사
람이 참 구세주 예수를 진실히 믿는 마음으로…(중략)…이 사람의 생
업이 우점 물주를 하는데 가세는 넉넉지도 못하고 겨우 근근히 살아
가면서도 일꾼을 두고 일을 시키며 그 사람이 친히 일하지도 않더니
예수를 믿은 후로는 6일 동안을 친히 일을 부지런히 하고 주일에는
육신의 생애는 그치고 주일을 진실히 지키며 이 사람이 간혹 주를 위
하여 생업을 멈추고 원근간에 힘써 전도를 다닌다고 말하였으니 이
말이 참 일과 같을진대 매우 감축할 일이기에 우리가 등재하오니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형제들은 사람마다 다 이러하게 일을 할진
대…(후략)212)
부산의 덕원 돌고개에 사는 교인은 개신교를 믿은 후로 축첩을 그만두고, 직
접 안식일을 지키며 노동하는 동시에, 전도행위를 열심히 하여 모범적인 행동
을 보였다. 부산에 사는 투고자가 보낸 이 소식은 신문의 편집자에 의해 지면
에 실렸는데, “우 감츅 일” 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이다. 그리고 다
른 형제들도 이렇게 행동하기를 권유한다. 따라서 위 기사에는 개신교 공동체
구성원의 모범적 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관찰하고 투고문을 작성한 이의 행
동, 투고문을 받아 신문에 싣기로 판단한 편집자의 행동 및 독자들에 대한 권
면도 드러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린 기사는 또다시 개신교 공동체 구성
원들에게 배포되어 독서행동을 촉발한다. 이러한 독서행동은 공동체 구성원들
211) <부록2> 참조.
212) 신문 , 1898년 6월 9일, 8면.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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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신교의 상징체계에 참여하는 행위인 동시에, 그들에게 또 다른 실천을
준비시킨다. 이러한 새로운 실천은 개신교 공동체가 신문을 통해 제시 및 권
유했던 각종 행위양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독자의 투고
행위이다.
또한 개신교 공동체와 타 집단의 갈등, 모범적 전도인 및 교인들의
사례, 미신 및 우상을 타파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기재한 투고문들도 위와 유
사한 순환을 통해서 신문에 실렸다고 볼 수 있다. 이 순환은 아래와 같은 신
문의 적극적인 투고 권유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었다. 아래 두 언술에서는
신문에 유익한 글을 지어 보내거나 주변의 소식을 기록하여 보내는 일이 다
른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근본에서 비롯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무 형제든지 가히 교우를 권면할 말씀이 있거나 소문이 있거든 일
일이 기록하여 우리 회보사로 보내어 회보에 기재하기를 바라고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 지혜를 넓게 하고 신심이 굳게 하는 것이
형제들의 사랑하는 근본인 줄 우리는 믿노라213)
원컨대 경향간 우리 교우들은 회중신문에 가히 들을만한 일이 있거든
기록하여 보내시고 논서을 짓던지 볼만한 글을 저술하든지 각각 자기
일로 알고 국문으로 적어서 본회 회보 사장 아펜젤러 목사 집으로 보
내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시기를 바라노라214)
초기 개신교 신문을 자료로 하여 살펴본 결과, 여기에 글을 투고한 독자들의
동기는 단순한 사실 전달이나 소식 공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고 행위를
통해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을
개신교의 상징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려는 데에도 있다. 신
문의 투고행위에는 공동체가 장려하는 특정 가치 혹은 상징체계를 습득한 투

213) 회보 , 1897년 9월 22일, 4면. 강조는 인용자.
214) 회보 , 1898년 1월5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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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의 존재와, 여기에서 비롯한 그들의 직접적 실천이 함께 관찰되는 것이
다.

2) 종교적 실천으로서의 신문 읽기와 투고
지금까지 <그림1>의 순환과정을 독자투고의 유형 분석을 통해서 상술했다.
초기 개신교 신문에 대한 투고를 실천한 독자들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신문
미디어의 체계, 그 신문 속에서 장려되는 개신교의 상징체계, 그리고 이 두
가지 체계를 이용하는 전국적인 개신교 공동체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문에서 서술자가 반복적으로 제시한 읽기와 “양식”의 비유, 글을
공유하는 일이 바람직한 실천임을 언표하는 진술들이 당대 공동체의 매체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그들이 이 체계들을 이해하게 된 계기는 한글로 작
성된 인쇄물에 대한 문해력과 이를 통한 신문의 주기적 읽기행동이었다. 따라
서 독자의 읽기행동은 바로 그 독자 집단 일부의 신문 투고 행동을 유도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행동에 대해 모두 신문 속에서 반복적
으로 종교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종교 신문 읽기라는 실천은 같은 신문에
대한 독자 투고라는 또 다른 실천을 낳았고, 이 실천의 연쇄는 결과적으로 초
기 개신교 신문에 드러나는 종교적 상징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졌다.215)
그렇게 독자투고를 통해서 구성된 지면은 또다시 독자들에게 배포되어 읽기
행동의 대상이 됨으로써 <그림1>과 같은 초기 개신교 신문을 둘러싼 종교적
실천의 순환을 이룬다.216)
215) 또한 여기서 인식되는 전국적인, 혹은 인도에 대한 모금운동에서 엿볼 수 있는 세계적인
개신교 공동체에 대한 전망은 초기 개신교 신문이 이전에 한국에서 관찰되었던 종교적 간행
물 혹은 문학들과 구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216) 독자의 참여는 아니지만, 신문의 편집자들 또한 독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다음은
회보 의 편집자가 “통상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라는 제목으로 각지 교회에 특정 내용의
편지를 회람시키는 모습이 드러난다. 편지를 회람시키거나 중앙 교회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
는 것은 각 지방 교회의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편집국이 독자들에게 받은 편지를 언급하고 나서, 이번에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편지를
보낸다는 진술을 하며 독자와 신문 편집국 및 중앙 교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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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실천의 연쇄 및 순환작용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캐리의 커뮤
니케이션의 의례적 모델과, 이 의례적 측면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순환에
참여할 준비가 된 독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초기 개신교 신문을 접한 독
자들은 신문이 제시하는 개신교 공동체의 상징체계를 읽고 습득하게 된다. 이
때 정보의 전달 작용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같은 신문을 공유하며 독서하는
거대한 읽기 공동체와 개신교 공동체에 대한 전망 역시 이루어진다. 신문의
내용을 통해 개신교 교리적 내용과 실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동시에, 반복적
인 신문 읽기 행위를 통해 일종의 의례적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특정 행동들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 특정 행동들 가운데에는 모범적 개신교인의 삶의 방식을 엄수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또 하나 주목한 것은 신문에 대한 투고 행위이다.
신문 독자의 투고 행위가 읽기 실천에 이어 제2의 실천으로서 주목되
는 것은, 각 투고자들이 일종의 의례화 과정을 거쳐 투고행동에 도달하기 때
문이다. 앞선 Ⅲ-3절에서 벨의 의례화로부터 실마리를 얻어 이 과정을 간략히
설명했다. 다시 같은 내용을 위의 예시들과 엮어 설명한다면 어떤 견지에서
독자의 투고행동이 초기 개신교 신문의 미디어 환경 속 의례화의 결과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본 Ⅳ장에서 줄곧 독자의 투고 유형을 살펴보
면서, 신문을 읽고 투고하는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와는 구분되며 일정한 종교
적 의미를 가진다는 인식을 노출하는 예들을 살펴보았다. 벨은 의례화를 “어
떤 실천들이 다른 것들과 구분되고 이것이 생산하는 연합(association)들이
특별하다는 지각(perception)을 촉진하기 위해 행위하는 방식”217)이라고 느슨

우리 회보에 각처 교우의 편지를 여러번 긔하여

보시 형뎨들노 알게 하엿거니와 이

번이 통샹 교회의게  편지 감독과 여러 목들이  장로여 우리 형뎨와 들을 권
면 거시라 그즁에 경계신 말과 유리 귀졀이 만이잇셔 우리 교우들이 샹 볼록 유익
 아니라 감독셔 부탁 시기 이 편 모든 통샹 교회의게 보여 사람마다 반시
보게라 신고로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히 몇 백쟝을 더 간출하여 각처에 보내나니..(후략). (
회보 , 1898년 11월 2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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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정의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개신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투고 행위는 신문
읽기 및 투고 행위를 통한 개신교 상징체계 혹은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화된
다는 생각이 특별하며 일상과는 구분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벨은 나아가 “이러한 의례화를 통해서 행위자들은 세계를 위
계화하거나 통합하는 체계를 생산하는 능력, 혹은 실용적인 지식(practical
knowledge)를 얻게 된다”고 보았다. 게다가 벨은 이런 과정을 거친 행위자들
이 체계들을 재배치하고 조작하여 스스로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가공”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버거가 상징체계 이론에서 논했던 공동체의 공유된 상징체계
형성 및 유지 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218)
따라서 개신교 신문 읽기와 투고 행위는, 한국 초기 개신교 공동체에
서 최초로 등장한 종교적 실천 가운데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넓은 의
미에서의 의례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당대 개신교 공동체 행위자들의
구체적으로 실천한 바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 때 당면한 자료
를 조명하기 위해 도구로 버거와 캐리, 벨의 의견을 참고했지만, 이 세 경우
모두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위와 상징체계 유지 및 강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
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궁극적으로 초기 개신교
신문이라는 미디어와 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이용하는 개신교 공동체 구성
원들의 행동이 종교적 실천임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신문 미디어
라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가운데, 종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종교적 실천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했다는 사실은 종교공동체와 물
질적인 매체 사이의 상호작용 역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한국 초기
개신교 공동체가 이용했던 주간 신문들은 그들에게 새로운 종교적 실천의 도
217) Bell,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220-223.
218) 이러한 견지에서 벨은 스스로 비판했던 기어츠 및 터너가 주장한 의례의 상징적 정의와
크게 멀리 있지 않다. 벨은 의례의 상징적 정의에 실제 세계의 권력관계(power
relationship)를 반영하고 그 과정적 성격 및 행위자와 관찰자의 문제에 새롭게 초점을 맞
추었지만, 이 대목에서 의례의 상징적 측면 역시 그의 이론적 체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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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자, 새로운 실천의 양식을 틀 지은 조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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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전달의 매개를 넘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위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인쇄 미디어는 16세기 이후부터 개신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개신교의 행위양식과 상징체계의 일부로서 일정한 위상을 차
지해 왔다. 19세기 말 한국의 개신교 공동체는 북미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라
는 외부 세력에 의해 주간 신문을 비롯한 인쇄 매체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
다. 당대 한국 사회에서, 전국적 단위의 주간 정기간행물은 소개된 지 채 10
여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매체였다. 개신교 공동체는 이러한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공동체의 결속과 고유의 상징체계를 다져 나갔다. 초기
한국 개신교 공동체가 이용한 신문 매체는 단순 정보의 전달 통로를 넘어, 정
기적으로 신문을 읽고 여기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종교적 상징체계
유지 및 강화에 기여하는 종교적 실천이기도 했다. 이 명제를 설득력있게 설
명하기 위한 틀로써, 버거 등이 종교를 상징체계의 망으로 보았던 관점과, 커
뮤니케이션이 단지 정보의 전파가 아니라 의례적 측면 역시 지님을 주장했던
캐리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하여, 본 논문은 어떠한 배경과 경로를 거쳐
초기 개신교 신문이 한국 초기 개신교 공동체의 종교적 실천의 장으로서 역
할을 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지금까지 한국 초기 개신교 공동체
의 생활상과 사상을 ‘반영한다’고만 해석되어온 자료를, 미디어 수용 및 종교
적 실천이라는 견지에서 재조명한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작업을 위해서 먼저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의 발행 배경 및 기획 의도, 그
리고 역사적 맥락을 탐구했다(Ⅱ장). 이 과정에서,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은
18세기 이후 영미권의 개신교의 문서선교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한국에
파견된 북미 선교사들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영미권의 개신교 문서선교에서 7일 주기의 정기간행물은 안식일 주기와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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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종교적 상징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요소였다. 이러한 7일 단위의 개신교 정기간행물이 한국에서 등장했을 때, 한
국의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변수들에도 영향을 받았다. 당대 한국은 불안정한
지배 권력과 외세의 침탈 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며, 국권을 보호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엘리트 계층의 개화 사상이 성행하고 있던 시
기였다. 이 때 서양인 선교사들을 위시한 개신교는 선진국의 개화된 종교이자
한국인들을 ‘계몽’하기 위해 순한글로 된 개신교 주간신문을 적극적으로 이용
하고자 하였다. 이에 개신교 선교사들과 왕실의 우호적인 관계 역시 초기 개
신교 신문의 전국적인 출범을 도왔다. 그러나 지역 공동체, 타 종교 공동체
및 지방권력 등과 개신교 공동체가 언제나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은 아
니다. 당대 개신교 신문에서는 개신교 공동체와 충돌했던 다양한 외부 공동체
들에 대한 묘사들이 등장한다. 1890년대의 개신교 공동체는 조직적인 선교
활동에 의해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었지만, 아직 한국 내 신규 공동체로서 안
정적인 위상을 지니지는 못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배포된 초기 개신교 신문은 정기적으로 공동체의
상징체계를 유지 및 강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 본론의 두 번째 장에서는 공동
체가 신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상징체계를 공유하고 유지해 나갔는지 정
리하였다(Ⅲ장). 상당수의 한국인 편집자와 투고자들의 글을 통해 지면이 구성
된 초기 개신교 신문은, 북미 선교사들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창구 이상의 기
능을 하였다. 한국의 초기 개신교 신문 지면에서는 개신교적 교리 및 행위양
식 규정을 통해 한국의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상징체계를 반복적으로 제시하
며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한국 초기 개신교 공동체의 구성원
들은 개신교의 기본적인 교리부터 구제적인 행동 양식, 그리고 모범적인 개신
교 공동체의 예를 신문을 통해 접했다. 그 가운데 죽음과 영혼에 대한 인식,
금주 및 금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한편 타 공동체와 개신교 공동체의
관계를 서술한 내러티브들은 읽는 이들에게 개신교 공동체의 외연과 내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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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도록 하기 위한 재료로서 제시되기도 했다. 커뮤
니케이션이 단지 정보를 전파하는 기능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
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해 주고 공동체의 결속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능을
한다는 의례적 측면을 통해서 위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다. 즉, 반복적으로
초기 개신교 신문의 내용들이 개신교 공동체에게 개신교적 가치관에 대한 확
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의례 모델은 전적으로 개별 독자의 수동적인
신문 독서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그 효과를 설명하는 데 그친다. 초기 개신
교 신문 독자들의 신문 참여 행위인 투고 및 모금운동을 통한 실천을 설명하
려면 다른 방향의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의례적 측면이 공
동체의 상징체계를 구성원들에게 확인시키고 유지하는 동시에, 신문에 참여하
고자 동기화된 참여 주체 역시 생산하게 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신문
을 읽은 독자들은 신문의 공동체의 상징체계는 물론 미디어 체계를 이해하고
습득하여 참여 가능성을 지닌 주체가 된다. 물론 신문을 읽은 모든 독자가 신
문 체계에 다시 참여 가능한 주체로서 탈바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독
자들의 투고 및 모금행위가 신문지면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개신교 신문과 관련된 독자들의 실천은 신문을 읽는 행동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신문에 대한 직접적 참여도 포함된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앞서 밝힌 개신교 신문과 개신교 상징체계의 관계
를 바탕으로 하여, 초기 개신교 신문을 이용한 독자들의 두 가지 실천을 집중
적으로 분석했다. 이 실천은 신문을 집단적으로 독서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
는 ‘공공 독서’와, 독자들의 흔적이 직접적으로 신문 속에서 드러나는 모금운
동 혹은 독자 투고를 통해 일어나는 ‘직접적 참여’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먼
저 ‘공공 독서’는 주기적 신문 읽기 자체에 의미를 둔 실천으로, 개인의 묵독
혹은 집단적인 독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캐리의 커뮤니케이션의 의례 모델을
바로 이 ‘공공 독서’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한편 독자들의 ‘직접적 참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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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독서’를 통해 충분히 미디어 체계의 매커니즘을 습득한 이들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이 때는 신문과 독자 사이의 순환과정이 성립하는데, 특히 독자
투고 현상의 경우 신문에서 언표한 상징체계를 내면화하고 다시 문자매체를
통해 신문에 투고하여 수록함으로써 같은 상징체계 구성 및 유지에 참여하게
되는 순환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Ⅲ장에서 예시로 든 개신교 공동체
의 상징체계를 보여 주는 기사들 상당수가 독자의 투고문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초기 개신교 신문을 통해 ‘공공 독서’와 독자
투고로 대표되는 ‘직접적 참여’ 현상이 관찰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두 실
천들이 종교적 성격을 지니는 이유는 양자가 모두 개신교 공동체의 상징체계
및 가치 확인에 기여하고 있고, 나아가 신문에서 신문 읽기행동과 투고행위가
모두 공동체에게 종교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는 효과적인 종교적 상징체계 전파의 도구였
던 동시에, 개신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종교적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초기 개신교 신문 속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종교
적 실천들의 흔적을 종교학적 견지에서 분석함으로써, 미디어를 이용한 실천
을 통해 종교적인 상징체계를 강화 및 유지하는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근대적 매체의 초기단계인 신문과 개신교 공동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제시한 기본적 구도는, 1910년대 이후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된 다양한 종교공동체의 미디어 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참고적인 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특히 본 구도는 미디어와 종교공동체의
상호작용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종교적 실천에 지속적으로 주목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신교계 신문이라는 자료가
단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수많은 내용들의 나열이 아니라, 당대 개신교 공동
체 구성원들의 실천의 일부로서 기능했던 물질적 매체라는 점을 지적하는 관
점을 취해 새로운 “사유의 기회(occasion for thought)”로 삼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향후 남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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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커뮤니케이션의 ‘전파적 측면’과 ‘의례적 측면’을 한국 개신교 인쇄미디
어와 엮어 생각했을 때, 양자가 확연히 구분되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예컨대, 선교사들의 ‘개화 사상’ 및 교리의 전
파가 19세기 말 한국의 개신교 신문에서 나타났을 때, 특정 정보를 널리 전
파하려는 전파적 측면과 동시에 이러한 서구의 개화사상을 일종의 사회적 기
호로 전유하여 특정 공동체의 가치관을 확인하려는 의례적 측면 역시 동시에
드러난다. 이 복합적 과정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본고의 대상 시기 및 자
료의 특성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기서 제시한 개신교 공
동체와 신문의 순환 및 상호 피드백 과정에 대한 구도는, 공동체의 상징체계
구축에 미디어가 기여하는 순기능적인 면에만 주목하였다. 그러나 미디어를
이용하는 순환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효율적 측면 및 본고의 구도와 들어맞지
않는 행위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실시된다면, 대상 시기 행위자
들의 활동을 더욱 다층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주제로 다룬 한국의 개화기 신생 인쇄 미디어의 이용 양태를, 한
국 전통사회에서의 계층별 읽기행동 및 인쇄문화의 맥락과 비교하고 양자의
단절과 연속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읽기 및 인쇄물의 사적
(史的) 연구를 통해 본고의 주제가 종교문화사는 물론 한국의 인쇄문화사와
관련이 깊은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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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

26:12-25

<1899>
1. 4 : 창세기 27:1-29
1.11 : 〃 27:30-46
1.18 : 〃

28:10-22

1.25 : 〃

29:1-20

2. 1 : 〃

32:9-12, 32:24-32

2. 8 : 〃

33:1-16

2.15 : 〃

35:1-20

2.22 : 〃

3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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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

1:6-11

12.29:

〃

1:12-19

3. 1 : 〃

37:12-36

3. 8 : 〃

39:1-23

3.15 : 예배일공과***
3.22 :
3.29 :

창세기 41:9-36

4. 5 : 〃 41:37-49
4.12 : 〃 42:1-24
4.19 : 〃 43:1-17
4.26 : 〃 43:18-34
5. 3 : 〃 44:14-34
5.10 : 〃 45:1-15
5.17 : 〃 45:23-28. 46:1-6
5.24 : 〃 46:28-34, 47:1-10
5.30 : 〃 47:13-26
6. 7 : 〃 50:1-14
6.14 : 〃 50:15-26
6.23 : 로마서 1:1-17
6.28 : 〃 1:18-32
7. 5 : 〃 2:1-11
7.12 : 〃 2:12-29
7.19 : 〃 3:1-20
7.26 : 〃 3:21-30
8. 2 : 〃 3:31, 4:1-17
8. 9 : 〃 5:1-21
8.16 : 〃 6:1-23
8.23 : 〃 7:1-12
8.30 : 〃 7:13-25
9. 6 : 〃 8:1-17
9.13 : 〃 8:18-39
9.20 :

-

9.27 : 〃 9:14-33
10.4 : 〃 10:1-21
10,10: 〃 11:1-10
10.19: 〃 11:11-36
10.25: 〃 12:1-8
11. 2: 〃 12:9-21
11. 9: 〃 13:1-14
11.16: 〃 14:1-12
11.23: 〃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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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15:1-13
12. 6: 〃 15:14-33
12.13: 누가 2:1-20
12.22: 로마서16:1-16
12.27: 〃 16:17-27
<1900>
1, 3 :

-

1.10 :

-

1.17 :

-

1.24 :

-

2. 2 :

(만국주일공과)220) 누가 2:1-16

2. 7 :

누가 2:41-52

2.15 : 〃

3:1-17

2.22 :

마태 3:13-4:1

2.28 :

요한 1:35-46

3. 7 :

요한 3:1-18

3.14 : 〃
3.21 :

4:5-26

누가 4:16-30

3.28 : 4. 4 : 마가 16:1-8
4.11 : 마가 2:1-12
4.18 : 4.25 : 만국주일공과 도강221)
5. 2 : 마태 4:25-5:12
5. 9 : 5.16 : 마가 5:22-24
5.23 : 누가 7:1-10
5.30 : 누가 7:18-28
6. 6 : 마태 11:20-30
6.13 : 누가 7:36-50
6.20 : 마태 13:1-8
6.27 : 마태 13:24-33
7. 4 : 마태 9:35-10:8
7.11 : 마가 6:14-29
7.18 : 요한 6:5-14
7.25 : 8. 1 : 마태 10:22-33
8. 8 : 요한 6:22-40
8.15 : 마가 7:24-30

- 144 -

8.22 : 마태 16:13-26
8.29 : 누가 9:28-36

**례일공과(1898.6.15.~)
“우리가 일년 동안에 신약 마태복음을

부야 뎨이권 이십삼호에 맛쳤

다만 신약만 공부면 구약에 젹을 닛기가 쉬온고로 칠월 첫쥬일 브터
구약 챵셰긔를 공부코저야 여달 동안에 공부 졔목을 례로 긔노
니 교즁 형뎨와 들은 독실이 공부 시기를 라노라”
***례배일공과(1899.3.15.~)
“지금은 월 븥 공부 졔목을 이아래 미리 긔재야 알게 노니 교즁 형
뎨와 들은 셰히 보시고 힘꺼 궁구시기를 라노라”

219) 이 날부터는 일 주일 동안 공부할 ｢창세기｣를 미리 실었다. 6월 22일자 신문에는 7월 3
일에 공부할 ｢창세기｣ 가 수록된다. 따라서, 6월 29일에는 7월 10일에 공부할 내용, 7월 6
일에는 7월 17일에 공부할 내용이 미리 수록되었고, 이 패턴은 반 년 동안 계속된다.
220) 앞으로의 성경 공부 진도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며, 예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진도를 제
시한다.
221) 각 주제별 요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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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본문 기재 신문기사 옛한글 원문
주석 108
…셔국교들과 죠션교우들이 륙주셰계 동포로 보고 젼국인민을 일실노 녁
여 진리대도의 근원과 당서소문의 긔이 것 긔록여 일홈을 죠선크리스
도인 회보라 노니 이 죠션에잇교회에셔 긴요 젹과 특이 소문
을 각인의게 젼다 말이라 이회보 칠일동안에 번식 출판여 보쟈
로 여곰 지식과 학문을 녀르게 노니 슬푸다 우리동포형뎨들아 동양젹
만 됴타하지말고 션의 시던일만을 타지마로 동양긔랄 볼지라도 하나
라 츙셩을 슝샹고 은나라 공경을 슝샹고 쥬나라는 문를 슝샹엿
니  변것 하님셔 시난 일이오 사의 힘으로 능히 못
배라 지금만국이 교제하 당여 동양사은 동양글만닑고 동양도만 존
슝고 동양소문만 듯고져 지말고 우리회보 보시면 셰계샹에 유익 소
문과 각국에 미잇는 젹을 연히 통달거시니 우리가 이회보를 것
시 리를 취함이 아니오 사의 혼암 을 광명케 이니 누구던지 개
명에 진보코 거든 이회보를 례로 사셔보시기를 라오( 회보 , 1897년
2월 2일, 1면.)

주석 111
그리스도 신문을 뎨 일호로 오 내 이신문에 엇더케 거 말 니
이신문은 그리스도 교회 신문이니 그리스도 교회가 만민의게 복된 쇼식과 착
일을 젼 려 매 이신문에 잇 말은 죠션 나라와 셩을 위이오 이
교회가 님군을 셤기기 극진히 츙셩라 거시니 이신문은 대군쥬 폐하
 극진히 츙셩으로 셤김이오 셩을 도으려 이오 착고 된것만 려
이니 일이 되고 바것만 긔록 이오… ( 신문 , 1897년 4월 1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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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129
신문을 져슐시 이가 일본으로 가셧 나 가실 날려 말 시기
녀올 동안에 신문의 론셜을 써 달나기에 말이 잘 되지 못 엿 오나
몃 마식 긔 이다·…(중략)…신문 내 일이 마치 뎜쥬인이 손님을
졉것과 지라…(중략)…본국 사이 보국 사을 졉 기에도 어
렵다 거든 믈며 외국 뎜 쥬인이 각국 음식을 변야 죠선 사의 식셩
을 맛초게 려면 엇지 더욱 어렵지 아니리오 ( 신문 , 1897년 4월 27일.)

주석 135
례일공과 뎨십오 오월 이십삼일
빗의 인일
사무엘긔 하권 구쟝 일절노 십삼졀 지라
(중략: 성경 내용 발췌가 수록됨)
뭇말
一 빗이 누구를 누럿뇨 二누구를 위하여 사울노의 손을 차잣느뇨 三
빗과 요나단이 이왕 상죵 되는 것을 말 시오 四빗이 요나단으로 무
세를 엿뇨 사무엘긔 샹권 이십장 사십 이졀에 보라 ( 회보 , 1897년 5
월 12일, 2-3면.)

주석 136
｢공부를 신약에서 시작함이라｣
우리가 례날 공부 여달 동안에 구약에셔 엿 유태국 님군 사울노
와 빗과 소로문의 젹을 공부 엿시니 공부를 다 엿다 이 아니로
구약만 오 보면 신약에 말을 혹 잇기가 쉽고  신구약을 합 여 번
례로 공부 거시 됴흔고로 우리가 지금은 다시 신약 공부를 시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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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 형뎨들노 셩경 리치 알게 이라○신약 즁에 마태복음으로 브터 시
작 고로 종지를 대강 말 노니 마태 예수이 몸 뎨 되기젼에 셰젼을
밧아 로마국에 드리고로 유태국 사들이 뮈워 엿고 그 일홈은 릐비러
니 그후에 곳쳐 마태라 지라 예수 승텬신 후에 마태라 지라 예수 승텬
신 후에 마태가 온 유태 셩의게 젼도 하고로 유태 사을 위여 이
복음을 지엿니 희리니 글노 지은 듯 오 마태가 웨 이 복음을 지은고 
니 구약에 예언 바 메아로 뵈이신거시오 여러 복음 즁에 쳣 쓴거시라
쥬 강 후 예루살렘 멸망 기젼에 지엇니 예루살렘은 강후 칠십 년에
망 엿니라 ( 회보 , 1897년 7월 21일, 1면.)

주석137
권와 본토 젼도인의 공부 것시라
년화회 년에 번식 교즁에 각항 무와 젼도 소님을 작뎡  회명 이
라 금년은 감독 됴이씨가 오월에 오샤 년화회 셜 엿 교즁 권들
과 본토 젼도인 들이 일년 동안에 공부 것슬 작뎡 한고로 이 아래 긔록 
노라○이 다음 년화회에 공부들 것슬 각 사의게 강 밧을 터인 권
이 아래 긔록  을 공부 거시오 강  은 구약에 셩경도셜과 신약에
 복음과 미이미 교회 문답과 강례와 종례와 기도라○권의 공부 여 외
올거슨 십계와 도신경과 시편 일편 이십 삼편 오십 일편과 이 도신경과
이아 오십 삼쟝과 마태 복음 오쟝 일졀 브터 십이졀 지와 가림다 젼셔
십 삼쟝 이오 닑거 구약에 창셰긔와 츌애굽과 신양  복음과 도젼
과 텬로역뎡 이니라……  본토 젼도인의게 강 밧을거슨 구약 살모이긔 젼
후ㅏ 신약 로마셔와 가림다셔 젼후셔와 미이미 교회 강례와 산학과 디도요
외올거슨 구약 시편 팔편 십 오편 십 구편과 이아 십쟝과 마태 복음 오
륙칠쟝이오 닑거슨 텬도소원과 덕혜입문과 요한왜실네의 젹 이니라 ( 회
보 , 1897년 8월 11일, 1면에서 4면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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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39
곤당골 회당 집로 잇던 김셩보 씨가 우연 득병 야 삼년을 신고 다가
양력 월 초칠일에 셰샹을 떠낫데 각 회당 교우들이 모히여 교즁 상여를
가지고 가서 시톄를 메고 장디지 잘 지내엿시니 이러케 기 샹쥬의 교
훈을 밧아 서로 랑하 의리라 뉘가 아니 칭찬 지 아니 리오 이러
일을 외인들도 탄복 더라 김셩보씨가 이 셰계에 루츄한 풍속을 리고 령
혼이 복디로 가셔 영락을 밧을터이니 엇지 조곰이나 슬픈 이 잇리오
이 김씨가 젼에 교회 일을 힘써 노라고 외인의게 핍박을 만히 밧고 여러
곳에 니며 어려온 일을 보아도 조곰도 어려온 빗치 업시 …(중략)… 드
즉 그 모친과 그 형과 안가 슬픈 을 억제고 일변 깃븐 이 잇
거 김씨가 아조 죽은거시 아니라 이후에 반갑게 만나 볼줄을 확실이 아
고로 도로혀 깃버 니 이러한 일을 외인들은 밋지 아니 나 예수 밋고
샹쥬를 공경  은 젹실 증거 본지라 의심업시 텬당으로 갈줄을
이 밋는고로 ( 신문 , 1898년 5월 26일, 9면.)

주석 142
｢령혼론｣
…사이 말 기 육신이 죽으면 령혼도 라 쇼멸 다 되 어리셕다 이
말이여 집이 문허지면 집 쥬인은 맛당이 그 집을 나 다른 곳으로 갈지라
엇지 가지 죽어 업셔지리오 의 손에 지이고 눈에 뵈이 형용 잇
물건은 쎡기도 고 라지기도 고 업셔지기도 려니와 손에 지이도 안
코 눈에 뵈이지도 안 허렁 불  사의 혼이야 쳔만년 인들 엇지 업셔
지리오 슯흐다 육신이 이 셰샹에 몃나 잇뇨 인간 칠십이 고 희라 셜혹
칠십 년을 살라도 비유면 풀  이슬과 여 얼마 동안이 되지 안커
든 믈며 사의 슈요 알수가 업즉 오은 살앗거니와 일 일을 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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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니오 사이 양 이 셰샹에 잠시 잇 육신의 고락만 각고 후에 무
궁  쾌락을 누리 거 도모지 심샹이 아니 ..(중략)..육신이 셰샹 졍욕
을 각지 안코 아모쪼록 션을  거 일후 령혼의 길을 예비 이라
(후략) ( 회보 , 1897년 4월 22일.)

주석 144
우리가 경향간에 이며 젼도  곳이 만치 못

거니와 싀골에 니라러

도를 젼고 교우를 권면 그곳 사들이 셩경문답을 보앗스나 쥬일에 긔
도  법과 찬미와 론셜  규칙을 처음 보지라… ( 회보 , 1897년 11
월 3일, 1면.)

주석 146
오늘 이회보에 내 미이미 교회 례례식은 여러 교인의게 알게 기를 위
여 례례식과 이례식 츌쳐 이아래 긔록 이다 셰례문답 십칠쟝에
보면 미이미 교회의 열가지 특별 법이란 말이잇고 그아래 뎨칠됴에 보면
다가지 공회즁에 년춍의회란 말이 잇이다 미이미 교회 미국만 잇
 아니라 거의 만국에 다 퍼졋시며 이치 큰 교회가 반드시 일심되기를 위
여 다리 쳐소 나이 잇서야 됴흘지라 그런고로 미국에 년마다 모히
는 회가 잇니 이거시 곳 춍의회라 그 회원들은 모든 감독과 여러 쟝로와
교인들이니 그 수효는 오여 명가량이요 무인즉 우리 온교회 모든 관계되
 일이라 그런고로 미국에셔 작년에 총의회에 모든일 즁에  이
례례식을 작뎡여 각국 미이미 교회게 베픈거시니 그런고로 이 례씩을 각
국 교회가 각기 방언로 번역여 직히지라 이럼으로 각국이 비록 방언은
다나 례식인즉 가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 례식만 조참으로만 죡줄 알
거시 아니로 되 각 교회가 이 례식로 조차면 셩신 도아주심을 닙어 이일
뎡이 대한 교회의게도 유익 줄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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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례식
우리 미이미 교회즁에 쥬일 례 거 일뎡 기 위여 좌에 긔록
 아 례례식을 열심 으로 권하노라
一 풍류소리 二찬미흠 회즁이 셔셔 찬미가 으로 三도신경을 외옴 四긔도
 목와 회즁이 다 어 업여 긔도

후에 쥬의 긔도문을 외옴 五셩가

六구약 몃 긔졀을 닑으옴 만일 시편을 닑거든 회즁과  화답 이 가홈
七영광경 영광이 셩부와 셩와 셩신 계시도다 태초와 이제와 영원
셰샹지 무궁히 계시도다 아멘
八신약 몃귀졀을 닑으옴 九수젼과 고시 十찬미 회즁이 셔셔 찬미가 으
로 十一젼도 十二 긔도 젼도이 회즁의게 유릭되기를 위여 간단하게
十三 찬미 찬미 후에 찬미 하님 복근원으로 굿치 十四도츅문 ( 회
보 , 1898년 1월 12일, 2면.)

주석 148
공부 인도 사이 일
이 여러 가지 말을 진심으로 쳐 줄 거시니 우리들 이 죄를 샤야 줌을
엇으려 면 샹쥬 압헤 저 대죄인 으로 알고 제 힘이 쓸 업 줄을 알아
야 쓰니라
공부 에 방이 넘어 더웁고 어두오면 공부에 요긴치 못니라 사들이
소를 나고 함과 거을 마고 야 혼잡히 드나 드 거 일졀 금단 
거시니라
모 사이 오거든 인고 다시 오라 거시 올흐니라 ( 신문 , 1897
년 4월 8일, 5면.)

주석 149
인도 사의 볼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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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부에 셩경을 보라 말을 다 져 조심야 볼거시오 쳐 주 사
의게 셩경 을 히 말 거시오 글보 사의게 셩경을 다 차져 보라 
거시니라 ( 신문 , 1897년 4월 15일, 5면.)

본문 50쪽
1897년 4월 1일 : 회이라 양력은 월 초칠일 음력은 삼월 초륙일 루가
복음 십오쟝
회  거 무어시뇨 첫재 죄를 각고 분이 넉일거시오 샹쥬의 지
극히 긋시고 착신 과 우리 암을 비교면 제 이 더러온줄을
스로 알거시오 …(후략)
1897년 4월 8일 : 예수셔 고난을 밧이신일 요한 삼쟝 십륙절
예수一하이 아바지와 치계셔 영화로온 거 다 리시고 이 셰샹에 려
오시미 우리외딘 들을 텬당에 올나 가기로 위야 셰샹 고난을 만히 밧으셧
니라 …(후략)
1897년 4월 22일 : 예수一부활신일 양력은 월이십일일 음력은 삼월 이십
일 마태복음 이십팔쟝
칠일 젼에 예수께서 도라가신 말을 엿시나 예수셔 다시 살아 나시지 아
니셧 더면 예수가 대쥬의 아이 되시 줄도 모로고  십가에 여
시 동안을 니신 후 도라 가셧시니 …(후략)

주석 152
｢계쥬론｣
평양 교우가 계쥬론을 지어 보내엿기로 긔록 노라…만일 죵내 회개치 못
고 슐만 먹다가 죽으면 령혼이 디옥에 갈터이니 이거시  무셔온 일이라 우
리쥬 예수를 밋던사은 만일 수화에 몸은 죽더라도 령혼이 하님로 갈수
잇고 호랑이나 의게 죽더라도 그령혼이 하님 갈수 잇거니와 슐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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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죽으면 엇지 그 령혼이 하님 갈수 잇스리오 그런즉 슐이 호랑이보다
더 무셥고 수화보다 더 무셥도다… ( 회보 , 1897년 9월 8일, 1면.)

주석 153
｢계쥬론｣ ... 죠선 교우들의게 지금 브터 슐 금  글을 지어 동토 사 가
온 힘 써셔 젼파 자고 미이미 교회 열 둘 년환 회에 결뎡을 엿오
니 교우들은 이 작뎡 조건을 세히 닑어 보시고 힘써 이것  시기들을
 ( 회보 , 1897년 6월 23일, 4면.)

주석 156
교우의당연이일
...회당에셔 론셜  이도 잇고 을 라 젼파  이도 잇고 을 팔
며 회보 러 교우 치 이도 잇서 여러사이 합심합력 후에
가히 교회가 흥왕 지라 우리회보 셜 지가 우금 아홉달이 되엿
회보론셜과 교즁신문에 긔을 최형뎨 병헌씨로 여곰 찬죠라 엿시나
이거 사의 지식으로 능히 배 아니라 엇던 교우가 무슨 됴흔 말이
잇서 여러 형뎨의 신심을 굿게 넌지 무슨 이샹 일이 잇서 죠션회보 보
 사으로 이목을 놀내게 넌지 우리 알수 업시너 아모 형뎨던지 가히
교우 권면 말이 잇거나 소문이 잇거든 일일이 기록여 우리회보샤로
보내여 회보에 긔게 기를 라오 내가 아거슬 의게 쳐 지혜
널으게 고 신심이 굿게 거시 형뎨들의 랑 근본인줄 우리 밋노
라 ( 회보 , 1897년 9월 22일, 4면.)

주석 159
신문이라 거 텬하 각국에셔 크게 요긴게 아 거시로 이 대한에서
 신문 아지 못 고로 등한이 녁이고 힘써 보지아니 거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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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랴 거시 아니오 이 신문에 여러 가지 유익거 말야 만민의게
유익도록 거시 몃가지가 잇대…(중략)…교회 통신이라 은 교 사
들이 팔도에 곳곳이 잇서 서로 다 알지 못  더러 각 교히가 통치 못 
곳도 만흔지라 신문에 긔한거 보고 알게 거시매 ( 신문 , 1897년
12월 2일, 8면.)

주석 160
회즁신문
거월에 크리스도인 오십명이 평양감영 교당에 모혀서 셔국목의게 한 이십
일동안 셩경을 공부혀서 그교우들은  고을에셔만 온거시 아니라 그즁에
평양사도 잇고 다른셔 온이도 잇고 의쥬사도 몃분이 잇다더라
서울 새문안 회당에 니 교우가 일백오십명이요 요전브터 셰례받기
원 사이 근명인 지난쥬일에 원두우 목가 남녀병여 십이명과
팔명 합오십명을 셰례주고 그후에 여러 교우들이 다 깃분 으로 셩
만찬을 먹엇다더라
강화 셔면 교항동에 년젼브터 셔국목사 스와 죠션교우 리명슉씨가
비로소 *하님도 힘써 젼파야 작년에 회당을 셜립고 쥬일마다 례
 교우가 여명인 그 즁에 세례밧은 사이 남녀로쇼 병여 삼십륙명
이요 학습인이 지 합팔십여명이라 …
새문안 례당에셔 이월칠일 쥬일에 교회에 우리 쥬 예수셔 셜립신 두가
지 거륵례 엿 입교기 원 사이 만흔 세례밧은 사
수효 녀인이 이십일이요 남인이 이십인이요 원입교인으로 세운사이 삼십
이인이라더라 ( 회보 , 1897년 2월17일, 4면.)

주석 161
평안도 김준건의 전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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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셩사 사 량젼이라  교우가 그리스도 신문에 편지 엿 위
원군 촌에사 김쥰건이라  사이 작년 겨울브터 우리 주 그리스도
밋어 친구와 모로 사일지라도 맛나면 붓그러 이 업시 구쥬 예수
그리스도셔 우리 위야 십자가에셔 만흔 고난을 밧으시고 못 박히여 흘
니신 피로 우리 죄를 씻셔 …(중략)…내말을 듯고 허황타야 밋지 아니면
일후에 후회나 유익이 업리니 밋어보라…(중략)…졍셩으로 권매 그
사들이 의론 이 사이 무 징죠 보고 은이 잇기에 이러케 우
리의게 극진이 권니 우리도 그 사의 말을 쳥야 죄 쇽 법을 셰
히 듯고… ( 신문 , 1897년 7월 15일, 7면.)

주석162
안락교회 김응화, 리언, 박학운의 전도
○ 안락 교회 교우의 김응화 리언 박학운 씨 교 밋음이 독실야
원근에 잇 사의게 젼도야 밋 사이 만흔고로 례당을 큰 집을사고
쥬일마다 례 대 남녀 교우가 여명이 되니 그 곳은 황도에 뎨일 몬
져 셜시곳이라 … ( 신문 , 1897년 8월 30일, 7면.)

주석163
황주 남문밧 회당 김기황의 전도
봉산군 은파 회당 젼도인 김상열씨가 졍동 회당에 편지 엿대 황쥬 남문
밧 회당에 주쟝하 김긔황씨가 예수 진실이 밋대 불고가산 고 셩경을
공부며 린근읍에 니며 열심으로 도 젼대 외인의 핍박을 만히 밧어
도 샹관치 아니고 예수의 공로로 구쇽을 엇 도리로만 권하니 린리 사
들이 그 사의 위와 곡 졍셩을 보고 회당에 드러와 예수 밋 사
이 만히 긴다 니 우리 김긔황의  우 앙모오니 이 교회
통신을 보시고 졔형들은 이러 들을 다 가지고 열심히 일들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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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오 ( 신문 , 1897년 11월 11일, 7면. 강조는 인용자.)

주석 165
농촌공동체와 개신교 공동체
밋 사이 십여명이 쥬일마다 곳에 모히여 례하고 교회 셰우기 의론
며 그즁에 최덕홍이라  사은 농 사이라 본동 농군들이 년
일식 농 잘 되기 졔가 되어 그날에 참여치 아니고로 졔
슈렴을 내지아니 엿더니 그 사들 욕도며 구타니 최덕홍의 샹 됴흔
말만 고 조곰도 노 지 아니 며 도로혀 사을 위야 샹쥬 긔도니
그 악 사들도 최덕홍의 진실 을보고 이 스로 화야 예수 밋
어 샹쥬 영광을 돌니니 이러한 일을 엇지 감샤치 아니 하리오 ( 신문 ,
1897년 7월 15일, 7면.)

주석 166
어촌공동체와 개신교 공동체
쟝연 숑쳔 교회 집 안현구씨가 정동 그리스도 신문샤에 편지엿…(중
략)… 쥬 읍에 이샹 일이 잇기로 긔록야 신문샤에 올니니다 본읍에
결광 삼포라 포구가 잇 그 포구에 사 박슈문쟝 즁칠씨 여러
 려쥬인 노 야 이더니 젼도인의게 샹쥬의  리치말을 듯고
예수 밋 사이라 그 포구에 우샹의 당집이 잇 사들이 에 장
 잘 되기 위야 집을짓고 우샹을 라 붓치고 마다 봄이면 포구에
잇 사과 에 니 사공들이 큰 소잡고 과 술을 만히야 졍셩을
드리 규식이 잇서 돈을 거둘에 즁칠씨려 우샹위 돈을 나라니 즁칠
씨가 나 그 돈을 아니내노라 대 그들이 아니 낸가 말을 듯고 크
게놀나 닐 엇이야 이런 말을 니잇가 마다 이 일에 몬져 셜도
시더니 금년을 당 여 졸디에 아니낸다 시니잇가 되지못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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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급히내쇼서 하거늘 즁칠씨가 답 나 하에계신 신 샹쥬만 졍
셩을 드릐지 사의 손으로  우샹의게 졍셩을 드릴거시 업다니 그사
들이 서로 말 이 쥬인이 뎡녕 해 당 리라 고 다시 아모말도
아니더라 ( 신문 , 1897년 7월 22일, 7면.)

주석 167
국가권력(향교와 관아)와 개신교 공동체
경긔 고양군 쥬 교회에셔 남녀 교우가 여명이나 되어 례당을 새로 짓
지 못고 아직 려염 집 흘 이쳔량을 주고 사려고  남녀 교우가
날과 달과 로 졈졈 흥왕야 그 가온 녀들을 다 셩경으로 처음브터 교
휵을 식히여 로 다 잡담은 아니고 다만 찬미 소가 쳐쳐에셔 
히지 아니니 고양 쥬 동리 무려 텬국일너라 본군에셔 향교에 제
일노 각면에 젼령고 슈렴

데 쥬 강사공의게 전례가 되어 년에

츈츄로 슈렴 더니 신쟝졍이 난후로 몃 슈렴이라 말이 업더니 금년
봄에 쥬 사공의게 젼령고 돈을 밧치라니 사공에 말히 나 샹쥬랄 공
경고로 우샹의게 졔 돈은 아니 내노라 그대로 고라 엿더니 관
가에셔 그말을 듯고 분야 로 잡혓거 교즁에셔 알고 리태영씨가 본군
에 드러가서 잡힌 일을 무즉 본군슈의 말이 셩이 되어 관령을 거역니
도리에 올흔 일이냐니 리태영씨가 답 이젼에 졀례대로 엿더니
신쟝졍에 업시거시오  우리 샹쥬만 공경고 신은 위지 아니
데 신 위 돈을 내라 기로 내지 아니 이다 하니 본군슈가
사례며

아지 못하고 전령을 하엿노라 ( 신문 , 1897년 10월 7일, 7면.)

주석 168
우리 드른 소문이 잇기로 대강 긔록 노라 륙월 삼십 일은 쟝로교회즁에
랑 교우 오경션씨의 대부인 장든 날이라 이 날에 교즁 여러 형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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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함 모혀 양쥬 연셔라  에 가셔 회장고 도라오 길에 홍졔원
을 지나 무화현을 향고 오더니  미력집이 잇고 쟝님수인이 그 안에서 경
문을 닑거늘 교우들이 그거 보고 비 으로 불샹히 녁여 미력집에
드러가 그 쟝님을 보고 구셰쥬의 도 젼파며 하님을 슝 고 마귀의
죵로릇을 말나 니 …… 이에 교우들이 크게 셩신이 감동 여 그 쟝님을
위여 그 미력을 번 치매 곳 에 업더져 부셔지거 그 벽 우희 붓친 그
림과 부작을 여 불지르고 숑경든 북을 여 쟝님을 주니 보쟈 다 이샹
히 녁이더라 또 셩신의 인도을 닙어 곳에 니니 큰 당집 나히 잇
그림 들와 붉은 란간을 엿시며 셕가셰존과 귀두라찰의 화샹을 그 압희
버려노코 허다 부녀들이 화려 의복으로 취 수그리며 육슈 합쟝
여 화샹 압희 졀을 고 무녀들은 장구를 치며 화관을 씨고 활옷슬 닙고 방
울들을 흔들며 이샹한 모양으로 츔 츄고 낭낭한 쇼로 마귀 불너 사의
이목을 현황케 지라 교우가 드러 가며 젼도 여  하님의 나라
이 갓가오니 그들은 회 라 우리 나라 졍부에셔도 무당의 굿 기 금
단거니와 우리 경무텽에셔 오 슌검도 아니고 왕명을 밧든 사도 아니
로 오직 하님의 능력으로 만셩을 구원 신 예수씨의 도를 밋어 랑
 으로 디옥 불에 질 쟈 텬국을 인도고 어둔 곳에 사 쟈
은로 오게 노니 그들도 쓸업 화샹에게 졀을 말고 하님을 존경
여 금에 복을 밧고 에 령혼을 구원케 라…교우들이 일시에 여러
가지 화상들을 일일이 여 불르고… ( 회보 , 1897년 7원 21일, 1면.)

주석 180
평양 보통문안에 사 리영언씨 평양 교회의 령수라 그리스도 신문국에 편
지 엿대 즁화군에 사 김로라  사이 본 무식고 방탕쟈라
흘미년 원분에 평양교회 령수 리영언씨가 그 고을에 갓다가 로의 부친을
맛나 셩경 말을 강 젼고 언문 두권을 주고 왓거니 김로의 부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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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거 렴려야 말노만 악 버 들릴수럽서 샹 걱졍만 
다가 맛 됴흔을 엇은지라 그 아을 주며 권  사의 젼도 말을
드즉 지극히 션 말이라 너 무식고 우둔나 이 을 보라고 주
거 그 아이 언문도 아지 못니 엇지 을 보리닛가 며 을 밧아 가
지고 이 답답야 근심다가 즉시 언문을 화 문답을 보더니 스로
이 다라 말이 예수셔 나치 죽을되인을 신야 십가에 못
박혀 죽으셧시니 엇지 깃브지 아니며  슬프지 아니리오 이 사을
구려 세샹에 강림 셧시니  명이신줄을 밋을지라 고 이젼 악 
던거 다 리고 셩경에 말을 조차 하며 무론 엇더 사을 맛나던지
예수의 말을 젼… ( 신문 , 1897년 9월 2일, 7면.)

주석 184
황해도 문화군 용진면 화셕동에 그리스도를 밋 사 남녀 로유가 수십명인
 그즁에  박셩 쓰 부인이 잇니 나은 오십셰오 젼 쟝부의 셩명은 최
셩규라 이 부인이 금년 양력 월 십륙일 밤 에 이샹 사이 와셔 불너
 최셩규의 쳐야 거 급히 답고 나가본즉 그 사의 머리털은
셜 시 희고 반만치 헛는 이샹한 빗치 두로빛최거 무셔워 업니
그사이 말되 무셔워말나 나의 금토슈와 금지팡이 빗치라 고  
너 이아래 동리에 사 가의 아을 위야 긔도라 그사이 병이들어
거의 의 제 아비가 그 아을 위야 삼신 제 려다 거늘 이
부인이 즉시 그 가 져보고 이 말노 고 니 가가 곳 삼신 제 폐
엿더니 불과 수일에 그 사의 병이 곳 나핫고  십칠일 져녁 몽 비몽
간에  그가 불너  너 일 례 죰 일이 보라 거 그 부인
이 그 녕대로고 례 집에 안졋더니 과연 오후에 은은 소리가 후원
에셔 나 듯 다가 지붕 우헤셔  나 듯 더나 믄득 그집문압헤 긔대
를 셰웟 그 우헤셔 완연히 최셩규의 쳐야 부거 즉시 답고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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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즁에셔 불너 닐 이 압촌에 사 김셕권 권학윤 김낙조 이 셰사을
불너오라 거 즉시 사을 보내여 부즉 그 세사이 다 오지아니더니
불과 수일에 김셕권이가 죽으니 근본 김셕권 권학윤 량인은 병이 드럿든 사
이오 김낙조는 비방 사이더라 이날 쥬일에 그 동리사 김신이라
 사의 안가 그 례집 문압헤 셰운 긔대우흐로 광가 령릉
무지게가 완연히 신거슬 보고 이샹히 녁여 증거 거 그날 일긔가 오
쳥명 연고라 이 일은 양력 월 삼십일 쟝연군 숑쳔동 교회에셔 세 사이
문화군 샤평동에 갓다가 이 소문을 듯고 샤평동에 셔 화셕동이 셔북으로
십리가 되고로 두 사은 화셕동에 가셔 양력 오월 이일 쥬일을 지내
 남녀 로유가 이삼십명이 아직 모히고  그부인을 져서 그 일을 셰히
뭇고 증거 사들의 말도 드즉 소문과 뎡녕 더라 ( 신문 , 1897년 5
월 27일, 7면.)

주석 190
교회신문
이십삼일 오젼 십졈죵에 두웬 목의 부인이 달셩 회당에셔 젼도엿다 
니 각건대 응당 됴흔 말이 만흘 듯 나 우리 참예치 못 엿신즉 실
노 셥셥지라 그에 그부인의 말을 들은 형뎨들은 혼만 부르지 마시
고 그 말을 후에 회보에 긔케 여 여려 형뎨로 여곰 다 긔갈을 면케
심이 됴흘 듯 ( 회보 , 1898년 1월 26일, 8면.)

주석 191
대한 회보 오십이호 육폭에 말 기 주엔 목의 부인이 달셩회당에셔
젼도한 됴흔 말을 혼만 부게 먹지말나 셧시니 과연 됴흔 말이오
나 오십이호 이폭에 두엔목 부인의 젼도한 말을 긔 거슬 본즉 음
식은  음식인 우리 달셩회당에셔 샹오 십뎜 죵에 먹고 졍동 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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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셔는 하오 두 시에 먹엇시니 몸은 비록 동셔편에 난호여 잇고 먹은 시간은
비록 조만이 다르나 날 입에셔 나오난 신령 음식을 긔 먹엇시니 감
샤하고 더욱 감샤기 졍동 회당에서 회보에 긔록여 우리의게 번 더
먹이 셧시니 형님의 랑 시 을  감샤 오며 우리려  먹자
하셧시나 만일 갓치 먹기를 원시거든 오십이호 이폭에서 다시 번 더
잡시기를 라옵이다 달셩회당 ( 회보 , 1898년 2월 16일, 5면.)

주석 194
인도국에 큰 흉년든일
지금 인도국에 큰 흉년이 들어 삼십 쳔만 인구 즁에 팔쳔 만명 이나 긔 디
경에 니럿신즉 이  당야 온 디구샹 각국이 이 셩을 구졔치 아니
면 태반이나 굴머 죽을지라 인도국에 라바라  유식 부인 나히 
 젼에 쓴 편지에 말기 흉년든 곳에 갓더니 굴머 그 부모 죽은 
셋시 잇 뎌들의 아비 몃칠젼에 죽고 어미 곳 그 젼날 죽은지라…(중
략)…이 불샹 셩들을 구졔치 아니면 죽을지라 그런고로 그 졍부에셔 진
휼 기 나 다 수 업고  이 나라헤 잇 션교 교들도 힘을 다야
구져나 오히려 부죡즉 이 셩들을 조곰 구졔이 잇이가 잇거든
돈을 그리스도 신문국으로 보내면 그 곳에 잇 션교의게로 보내여 구졔케
겟노라… ( 신문 , 1897년 4월 8일, 8면.)

주석 195
련못골 회당에셔 지나간 십일일 쥬일에 인도국에 굴머 죽게된 백셩들을 불샹
히 녁여 연보를 엿다 하고  잔다리 회당으로도 돈 이원을 보내엿다더라
( 신문 , 1897년 4월 15일, 11면.)

주석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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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국 흉년
지쥬일에 새문안 례당 에셔 연보 돈이 십삼원 가량이 되엿시매 이제
그리스도 신문국에 모힌 돈을 다 합면 거의 십원이 되니 다 례당 이
나 다 사이나 이거 알고 아와치 면 됴흐니 아직 보내지 아니고
두 쥬일을 기려셔 보내겟더라 ( 신문 , 1897년 4월 22일, 4면.)

주석 197
그리스도 신문국으로 각쳐에셔 인도국 연조금 드러온거 다 밧아 합즉 모
도 일 삼십 일원 십삼젼인 어제 이 돈을 다 인도국으로 보내엿더라 연조
드러온 곳은 련못골 회당에셔 칠원 칠십젼이오 홍문셔골 회당에셔 이원 칠십
팔젼이오…(중략)…새문안 회당에셔 칠원 오십젼 이오 그아 다 외국 젼교
의게셔 드러온 거시라 ( 신문 , 1897년 5월 6일, 3면.)

주석 199
…남녀 교우가 대로 연보  돈이 업 녀교인 몃치 은가락지
혀 연보 엿기로 가지고 왓다 오니 수만리 타국에 번도 보지 못
사을 위야 이러케 거 예수 밋어 셩령의 감화 심으로 거 나
지 아니 사이면 엇지 이러일이 잇리오… ( 신문 , 1897년 5월 27일,
7면.)

주석 205
서울 새문안 회당에 니 교우가 일백오십명이요 요전브터 셰례받기
원 사이 근명인 지난쥬일에 원두우 목가 남녀병여 십이명과
팔명 합오십명을 셰례주고 그후에 여러 교우들이 다 깃분 으로 셩
만찬을 먹엇다더라 ( 회보 , 1897년 2월 17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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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6
지나간  이십 팔일 쥬일에 현동 회당에셔 례 밧고 교우가 된 사이 남
녀 병야 십륙명이요 또 새문안 회당의 교우가 목의 편지 대로 련동 교우
된이가 둘이오  원입 교인된 사이 열넷시오  지나간  십일 쥬일에
미동 회당에셔 셰례 밧은 어린 가 넷시오 ( 회보 , 1897년 12월 2일, 7
면.)

주석 207
본회 교우가 편지
본회 교우 김연근씨가 교즁 형뎨의게 편지를 엿스되 우리 도 하님 도
라 도 곳  리치오 리치 곳 명이라 도가 아니면 수 업고 밋음이
아니면 겨지 못 니 우리가 엇더케 여야 영을 엇으리오 밋음이 아니
면 그리스도의게 나아 가지 못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님의 나라에 드러
가지 못 니라 …(중략)… 내가 싀골 가 길에 민간에 풍쇽을 보니 우리
나라 화의 근본이 만일 우리 하님 도가 아니면 능히 못 거 확실히
밋을지라 우리 나에 유도가 잇스나 이 도 귀쳔을 분명고 명분을 뎡 
여 평등치 아니지라 귀쟈 유식 매 더 교만고 쳔쟈 무식 매
더 업수이 녁이니 이 귀 사은 더 귀고 쳔 사은 더 쳔 쟝본이
라 이 쳔고 무식 사은 누가 잇셔 광명 도로 인도 여 그 령혼을 구
원케 리오 쳥컨 형뎨들은 셩신 감화 을 엇어 어두온 잇 셩으로
여곰 하님의 은 빗츨 보게 쇼서 이러면 이젼 귀쳔과 명분이 차
등이 업고 우리 나라가 쟝 텬샹 세계가 되리니 이러면 우리 교회만 다
 아니라 일국이 다이니 엇지 아름답지 아니 리오 엿더라 ( 회보
, 1897년 4월 21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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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9
평양 보통문안에 사 리영언씨 평양 교회의 령슈라 그리스도 신문국에 편
지엿대 즁화군에 사 김로라  사이 …놉흔누각에 홀노 누엇더니
비몽몽간에 엇더한 붉은 옷 닙은 세 사이 텰퇴를 드러 치려즈음에 
엇던 흰옷 입은 로인이 집헛던 막 드러  김로를 치지말고 밧비
가라 (미완) ( 신문 , 1897년 9월 2일, 7면.)

주석 210
(전호련속)
하소리에 놀나 여 긔도 우리 쥬셔 나를 마귀 손에셔 벗겨주신줄로
아이다 긔도를 맛후로 밋 이 더욱 견고야 다 사을 인도매
… ( 신문 , 1897년 9월 9일, 6면.)

주석 212
부산에 사 모씨가 서울졍동 회당에 보낸 통신에 말기 덕원 돌고 사
 분이 년젼에 쇼실 나흘 두엇더니 예수의 말을 듯고 밋은후에 그 쇼
실은 내여보내고 온집 식솔이 다 일신며 이 사이  구쥬 예수 진실이
밋 으로 셩경 공부 남학당 션의 월급은 륙삭을 독 당 엿시며
이 사의 업이 우뎜 물쥬 대 가셰 넉넉지도 못고 겨우 근근이
지나가되 일군을 두고 일을 식히며 그 사이 친히 일지 아니 더니 예
수 밋은후로 륙일동안을 친히 일을 부런이 고 쥬일은 육신의 애
긋치고 쥬일을 진실이 직히며 이사이 간혹 쥬 위야 애 폐고 원
근간에 힘써 젼도 니다고 말 엿시니 이 말이  일과 흘진대 우
감츅 일이기로 우리가 등 노니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 밋 형뎨들은
사마다 다 이러게 일을 진대… ( 신문 , 1898년 6월 9일,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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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13
…아모 형뎨던지 가히 교우 권면 말이 잇거나 소문이 잇거든 일일이
기록여 우리회보샤로 보내여 회보에 긔게 기를 라오 내가 아거
슬 의게 쳐 지혜 널으게 고 신심이 굿게 거시 형뎨들의 랑
 근본인줄 우리 밋노라 ( 회보 , 1897년 9월 22일, 4면.)

주석 214
원컨대 경향간 우리 교우들은 회즁 신문에 가히 드를만  일이 잇거든 긔록
여 보내시고 론셜을 짓던지 볼만 글을 져슐던지 각각 긔 일노알고
국문으로 적어셔 본회 회보 샤쟝 아편셜라목 집으로 보내여 랑 
으로 서로 도아 주시기를 바라노라 ( 회보 , 1898년 1월5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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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자료의 독자투고 유형별 건수 정리222)
유형
전국 교회 현황
신앙고백 및 교리적 내용
금주
간증 및 교리적
특정 행동
권면,
내용의 글
개화사상 학습
권유

조선(대한) 크리스도인 회보

그리스도 신문

1897.2.2. - 1900.8.28
21
21
3

1897.4.1.-1898.12.29
8
6
-

9

1

10

2

1

3

-

2

2

5

4

9

9

11

20

19

5

24

11
100

2
40

13
140

합계
29
27
3

권유

종교 체험

회심
꿈 등의
신비한 경험
타 집단과
갈등 후 극복
모범적 전도

서사적 진술
모범적 서사

및 개종
미신 및 우상
타파, 개화
사상

기타
합계

222) 저자가 명확히 명시된 경우만 표본으로 삼았다. 예컨대 의주 교회 소식을 전하는 경우, 의주 교회에서 온 “기별,” “말,” 혹은 “편지”라는 명시 없이
바로 의주 교회 현황을 제시하는 경우 위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금연, 금주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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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Religious Newspapers and
Early Korean Protestant
Communities
-A Case Study of 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and The Christian News, 1897-1900.
Minjung Noh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interrelation between early Korean Protestant
community and their weekly religious newspapers in the late 19th-century.
I initiated the study by exploring historical backgrounds on which early
Korean religious newspapers, 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and The
Christian News, each published by Methodist and Presbyterian missionaries
from North America. Then, this thesis analyzed the role the newspapers
played in defining and developing the identity of the early Protestant
community in Korea. Along with the effect of the newspapers, the readers
also showed active participation, and I also covered this dimension by
closely examining reader's contributions and columns on the newspapers.
Finally, I argued that the interrelation of the newspapers and readers in
early

Korean

Protestant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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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o

be

understood

as

a

communication in a form of circulation cycle, reflecting the interaction of
the media and its users.
Protestant

missionaries

from

North

America

first

introduced

religious newspapers to the early Korean Protestant communities in the
late 19th-century in Korea. At that time, modern newspapers―nationwide
weekly

periodicals―were

the

newest

form

of

media.

Early

Korean

Protestant communities actively utilized the media and strengthened its
bond and symbolic systems. Hence, I argued that early Korean Protestant
newspapers should not be seen as a mere carrier of information, but be
understood as a field of religious practice conducted by the religious
readers who regularly read newspapers and participated in the circulation
and construction of them, eventually consolidating and maintaining the
religious symbolic system of the community. The idea of social construction
of Peter Berger and the ritualistic view on communication by James Carey
was utilized as a theoretical basis of my argument in Chapter Ⅰ.
From Chapter Ⅱ, I illuminat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newspapers.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I clarified that early Korean
Protestant

newspapers were the products

reflecting

literary business

tradition of North American Protestant denominations since 18th-century.
Moreover, in the context of North American Protestantism, weekly religious
newspapers contained particular religious meanings by corresponding with
the seven-day cycle of the Sabbath, and rectifying the particular symbolic
systems of Protestant Christianity to the adherents on a regular basis.
Simultaneously, when the missionaries tried to actualize the newspapers,
the influence of the local variants on the newspapers was also significant.
In the late 19th-century, Korea was experiencing the invasion of Western
Powers and the collapsing of the existing dynasty, thus some people in
Korea aspired to reform their country by Westernization. Missionaries from
North America tried to make best of this circumstance, emphasizing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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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antism from the West would be a catalyst for Westernization and
enlightenment of Korea. Therefore, the early Korean Protestant newspapers
represent

the

intention

of

the

missionaries,

and

they

were

deeply

influenced by the geopolitical settings of that time.
Keeping those historical contexts in view, Chapter Ⅲ examines how
the early Korean Protestant community shared and maintained their
symbolic system via religious newspapers by analyzing frequently repeated
type of contents in the newspapers. The newspapers regularly reiterated
protestant world-view, doctrines, and the mode of behavior to the readers.
They thus contributed to defining and educating the identity of subscribers
as a member of the religious community. The significant instances include
the concept of death and soul, and the strong highlight on temperance
described in the newspapers. Furthermore, the narratives which showed
the relation between early Korean Protestant groups and other groups in
Korea are also

a crucial contents of the newspapers. Those narratives

aided the readers to delineate the identity of themselves. In this respect, I
proposed that the communication through the newspapers not only
disseminated the information on the Protestant doctrine and practice, but
also played a social role by reconfirming the shared symbolic system,
allowing to strengthen the solidarity of the community. This aspect was
consistent to the ritualistic view of the communication mentioned above.
Lastly, Chapter Ⅳ investigated the participation of the readers
represented on the newspapers. I argued that in the identity-building and
confirmation of the religious symbolic system described in Chapter Ⅲ was
facilitated or even partly constructed by the contribution of readers. Since
the interpretation based on the ritualistic view of communication had a
possibility to mitigate the role of agents who read and circulated the
medium, I maintained that the very communication had been the heuristic
experience for the readers and thus produced the motivated agen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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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who acknowledged the field of media, expressed the
religious

symbolic

system

by

contributing

written

materials

to

the

newspapers, and finally completed the cycle of feedback in early Korean
Protestant newspapers. That is to say, if the appropriation and circulation
of the newspapers -whether by way of public reading or silent readingcan be explained as the indirect participation of the readers, their
contributions of written materials on the newspapers should be named as
direct participation, and need to be appreciated as a practice of the
religious people. To buttress my argument, I analyzed the columns and
literatures written and contributed by the readers and categorized them in
Chapter Ⅳ.
In conclusion, I argued that the newspapers provided the readers
with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 new form of religious practice and
participation. By investigating the trail of religious practices in early
Korean Protestant newspapers, I focused on the specific activities of
members in a religious community―the missionaries and readers of the
religious newspapers― who sought to establish its symbolic system via
new media. This study was based on the recognition for the importance of
material media in religious lives, especially print media in Christianity
tradition. In terms of the perspective of this thesis, I proposed that the
part

of

material

media

in

diverse

religious

traditions

would

be

reinterpreted in a similar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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