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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교과서 속의 세계와 역사: 

만국지리(萬國地理)와 만국사(萬國史)를 중심으로

1)

김영훈*

1. 머리말

최근 학계에서는 우리의 현재를 잉태한 기원의 시공간으로서 개화

기1)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가속화된 한국 근대성의 기원에 관한 연구들은 근대적 사회제도는 물론 

현재의 일상생활, 취향의 근원을 찾아보기 위해 개화기를 주목하고 있

다(김진송 1999; 신명직 2003; 홍선표 외 2006; 강영심 외 2008). 이들

에게 개화기는 지난 100여 년간의 문화변동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매

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세동점의 기운 속에서 20세기 전후 한반도에 근대적 지식의 등장

은 기존의 정신세계는 물론 삶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었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부교수

 1) 개화기의 시기설정은 연구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근대 개

혁의 출발점인 1894년 갑오개혁부터 1910년 한일 합방 전까지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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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역사를 

모색해야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이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개화기 지

식인들에게 신지식의 보급은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되었으며 신식 

교과서의 저술과 보급은 신문, 잡지, 신서적 발행과 함께 그 핵심을 이루

는 것이었다. 1897년 8월 29일 독립협회가 주관한 제1회 토론주제가 

<조선의 급선무는 교육>이었던 것처럼 학교설립과 교과서의 발행은 가

장 시급한 것이었다.2) 개화기는 애국계몽운동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신

교육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신문화운동의 시기였던 것이다.

이 연구의 출발점은 1908년 11월 1일자 소년3)의 한 기사와 연관

되어 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최남선 자신을 대변하는 주인공 소년의 

마음에 나타난 세계여행의 욕망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말로만 

배우고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 강당

에서 지리 시간에 막대 드신 선생이 지도를 가리키시며 설명하실 때에 

어떠니 어떠니 하는 논설을’ 듣기 시작하면서 생긴 새로운 세계로의 갈

망을 의미한다.4) 이와 같은 소년의 기사를 읽으며 100여 년 전의 만

국지리 시간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떠오른 질문은 단순한 것이었다. 과

연 당시의 지리시간에는 무엇을 배웠으며 교과서와 당시 지도란 어떤 

내용과 모습을 가진 것인가 하는 것들이었다. 

개화기는 인종과 문명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물론 우승열패, 약육강

 2) 한국사 45 - 신문화운동 I, 국사편찬위원회(2000: 68).

 3) 최남선에 의해 1908년 발행된 한국 최초의 잡지인 소년의 내용 중에 ‘산술교실’,

‘역사 지리 교실’ 등을 살펴보면 일종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고 실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김봉희(1999) 참조.

 4) 나는 말로만 배우고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염량하는 것을 낫게 

아는 성미인 고로 … (중간 생략) 우리들이 학교 강당에서 지리 시간에 막대 드신 

선생이 지도를 가리키시켜 설명하실 때에 어떠니 어떠니 하는 논설을 듣지 아니하였

소. 또 사람 잡아먹는 사람은 어디 있으며 발가케 벗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으며 숯

검점 같게 검은 인종은 어디 있으며 구릿빛 같게 붉은 인종은 어디 있으며 런던은 

그 은성이 어떠하고 뉴욕은 그 굉장이 어떠하다 함은 우리가 그림으로 눈이 시도록 

본 것이 아니오이까 ｢쾌소년세계주유시보(快少年世界周遊時報)｣, 소년, 1권 1호. 

1908. 11. 1. 73쪽(홍선표 외 2006: 57, 부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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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라는 당시의 세계관이 도입되기 시작한 공간이었고 한국인에게 낯

선 곳, 낯선 시간에 관한 인류학적 지식이 최초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없었던 당시의 독자들의 머릿속엔 세계를 그려보는 일종의 심상지리

(mental geography)5)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개화기 초, 

중등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세계와 그 역사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 것인가? 

2. 연구목적 

근대의 핵심은 자본과 사람 그리고 지식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

는 확산6)이다. 이러한 면에서 세계와 그 역사에 관한 근대적 지식이 

전파되기 시작한 개화기에서 교과서의 역할과 그 영향력은 각별한 것이

다. 서양을 포함한 세계전체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기원은 18세기 서학

의 등장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지만 이러한 지식이 일반 대중에

게 광범위하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개화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세기 중반까지 조선에 알려진 서양지식은 주로 

한문으로 번역된 마테오 리치의 저작들이었다.7) 서양에서 도입되기 시

작한 근대적 지식의 확산은 근대적 매체와 근대교육제도의 등장으로 본

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근대의 출발점으로서 개화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운 

지식의 확산을 가능케 한 제도적, 물적 토대를 밝혀내는 것이다. 전근대

 5) 개인적 상상력을 넘어 일종의 집합적 표상체계(collective representation)가 등장하고 

상상력의 공유가 이루어진다. Terry Cochran(2001) 참조.

 6) Lee and LiPuma(2002) 참조할 것.

 7) 1774년 직접 중국을 방문해 서양지식을 접촉해 천문학과 수학을 배운 이승훈의 경

우도 있지만 서교와 서학의 탄압으로 그 지식이 확대될 수 없었다. 개국전의 서양인

식에 관해서는 강재언(1984)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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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와 질적으로 차별되는 근대적 인식론의 충돌은 단순히 개념으로

만 환원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새로운 건축과 

거리구조, 백화점과 광고판, 도시를 배회하는 모던 걸들이 등장하는 과

정은 물적 변화일 뿐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도시소비자와 일반대

중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봉건적 질서 속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과 욕망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등장8)인 것이다. 그

렇다면 이런 대중의 등장을 가능케 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근대

의 등장에 절대적인 의미를 차지하는 것이다. 

새로운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 미디어는 단연 신문이었다. 구

한말 개화파들에게 근대는 곧 신문이었다. 앤더슨(Benedict Anderson)

의 연구로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근대국가를 상상하는데 있어 신문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강화도 조약 후 근대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

로 파견된 박영효가 귀국 후 출판과 신문의 중요성을 고종에게 강조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9)이다. 같은 목적으로 먼저 일본을 보고 돌아온 

김기수 같은 이들의 경우 신문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입장10)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고종은 1883년 한성순보와 주보(1883~1888)를 

탄생시킨다.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 소수의 엘리트에 의

해 독점되던 정보가 이제 모든 이들에게 점차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엄

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정보의 내용도 질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실

제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기사를 살펴보면 국내기사보다 오히려 외국

기사가 더 많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11) 조선 내부는 물론 세계로 열린 

정보의 등장과 그 확장은 신문독자로 하여금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와 연결되어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의식하게 되는 근대적 인식의 첫 

 8) Kim(2004) 참조.

 9) 조맹기(1997) 참조.

10) 김기수, 일동기유, 국사편찬위원회 역(1958: 66).

11) 한성순보의 경우 각국관련 기사가 전체의 63.7%, 한성주보의 경우 외신이 44.73%에 

달해 41.57%를 차지한 국내기사보다 많았다. 국사편찬원회, 한국사 46 - 신문화운

동 II. 23쪽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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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개화기는 새로운 정보의 시대였고 

그 정보는 단순한 사실들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불러

일으킨 계기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근대적 인쇄매체인 잡지, 교과서 등도 개화기 

근대적 지평을 소개하고 확장시킨 매체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

문과 잡지에 비교해 볼 때 교과서는 매우 다른 매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텍스트를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신문과 잡지의 경우 독자에 의해 텍스트의 의미

가 저자의 의도와 달리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12) 비대면적 관계에서 

텍스트는 독자의 관심과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비교하여 교과서의 경우 교사와 학생간의 대면적 관계에

서 이루어지는 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그 자체의 목적을 생각해볼 때 매우 공식적이며 

표준적인 해석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본

다면 개화기 교과서는 신문과 잡지 등 그 밖의 신서적에 비해 근대적 

지식의 확산에 있어 구별되는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이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우선 당시의 만국

사, 만국지리 수업에서 무엇을 읽었고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실체적으로 재구성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저자들과 교

과서들은 무엇이었는가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둘째, 개화기 교과서의 저자들과 그들이 제시했던 역사관, 지리관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관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지식의 등

장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를 갖게 하는데 개화기 

교과서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끝으로, 세계에 관한 시각적 이미지가 점차 확대되기 전 유일한 문

12) Fish(19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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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보였던 만국지리, 만국사들이 이후 근대적 상상력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외부의 시각이미지들이 보급되기 전 

낯선 것에 대한 탐미, 세계여행의 상상력을 유발시킨 서술체계와 기술

방식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13) 근대적 출판의 한 가지 특징은 그 내용에

서 뿐 아니라 그 형식에서도 찾아지는데 이는 읽는 책에서 보는 책으로

의 전환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문중심의 기술이 점차 국

한문 혼용단계로 변화하면서 드러나는 문자, 문체의 변이가 과연 근대

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하는 점도 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이다.

 

3. 분석대상

실제 개화기 교과서의 종류와 수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없

다. 기존의 연구자료14)에 따르면 이 시기에 발간된 교과서의 종류와 그 

전체 규모는 대략 700에서 1,000여 종으로 추정하고 있고 실재 현존하

는 교과서는 대략 120여 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파악할 수 있는 만국지리, 만국사 관련 교과서 

중 지리 3종, 만국사 2종 등 모두 5종의 교과서를 중심15)으로 살펴보고

13) 최근 1920년대의 서구기행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다. 예를 들면 김진량

(2004), “근대 일본 유학생의 공간체험과 표상: 유학생 기행문을 중심으로”, 우리말

글 32호; 서영채(2004), “최남선과 이광수의 금강산 기행문에 대하여”, 민족문학사

연구 24호; 차혜영(2004), “1920년대 해외 기행문을 통하여 본 식민지 근대의 내명 

형성 경로”, 국어국문학 137호 등이 있다. 이 기행문들의 저자들이 세계일주, 서구 

기행에 관한 욕망이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는 이미 그 이전으로 시대적으로 좀 더 

앞선 개화기 시기의 텍스트들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4) 김봉희(1999) 참조

15) 이 연구에서 분석된 교과서가 전체 교과서와 갖는 대표성의 문제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남아 있는 사료가 부분적이고 대개의 경우 교과서명으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개화기의 모든 교과서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석된 교과서의 발간주체와 집필자의 성격, 활동범위,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조심스

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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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개념 옆에 동그라미로 

강조표시를 하고 있다.

자 한다. 개화기 기간 발행된 만국지리와 만국사관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한계 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자료를 중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16) 교과서의 내용과 서술의 특성을 종합적으

로 논의하기에 앞서 연구대상으로 선택된 교과서들의 기본적 서지정보

와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자.  

1) 초등지리교과서(初等地理敎科書)

1907년(광무 11년)에 발행된 지

리교과서로 국민교육회17)가 저자로 

되어있다. 지리학이란 학문적 성격을 

정의하고 크게 천문, 자연, 인문지리

학 3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다. 인문지

리학에서 총 6편의 구성을 통해 세계 

각 지역을 총론과 함께 소개하고 있

다. 1편 총론을 시작으로 2편 아세아

에서부터 6편 남아메리카 지역까지 

설명하고 있다. 전체길이는 186면으

로 되어있고 구라파 지역과 북아메리

카 지역이 같은 제5편으로 설정되어 

있어 편집상의 오류로 보인다. 서술

은 국한문체이고 주요 용어 옆에 동그라미로 강조한 표시가 있어 흥미

16) 개화기 교과서를 수장하고 있는 이화여대 박물관 고서 자료 중에서 관련 교과서를 

선별하였고 필요에 따라 다른 주제의 교과서와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았다(만국사물

기원역사, 초등소학, 고등소학독본, 국어독본 등).

17) 1904년 설립되어 활동하다가 1907년 흥사단으로 흡수된 것으로 알려진 단체로 신교

육을 위한 애국계몽을 위해 조직되었다. 학교설립과 신교육에 필요한 서적을 편찬, 

번역하였으며 국한문 혼용체의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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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다. 

사회진화의 정도를 4등급(야만, 미개 반개, 문명)으로 소개하고 기본

적으로 각 나라의 문명정도를 가늠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외국의 지명

은 기존의 한문표기에서 벗어나 발음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본문의 내용 중에 국내의 외교기관과 통신기관이 외

국인에 의해 관리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독서하는 유년들아 이를 념(念)

하고 이를 사(思)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다.  애국계몽적 입장에서 쓰여

진 지리교과서이다. 

2) 초등만국지리대요(初等萬國地理大要)

1908년(융희 2년) 안종화18)가 쓰고 휘문관19)에서 발행하였다. 저자

의 서문은 순한문으로 되었고 본문은 국한문체로 되어있다. 일반 지리

교과서의 요점만을 간략히 모아 쓴 책으로 총 56면으로 간략하다. 전체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별 소개가 시작되는 3장에 앞서 지리 총론을 

개괄하였다. 다른 지리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문명등급을 4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남자는 아편을 好하고 한족 부녀는 전족을 하는” 청

국에 대해 부정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띤다. 

3) 중등만국지지(中等萬國地誌)

일본인 朱津昌永이 저술한 만국지지를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영한, 노재연이 나누어 번역하고 현채20)가 교정한 것으로 1902년 학

18) 1894년 마지막 과거를 치룬 세대로 전통적인 성리학을 교육받았지만 이후 근대적 

역사관으로 이행하는 중간고리의 역할을 한 인물이다. 휘문의숙 교원으로 수신, 지지 

등을 가르치고 후에 교장을 역임하였다.

19) 1904년 개교한 휘문의숙과 연관된 인쇄소로 사립학교용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20) 개화기에 활동한 지식인 중에서 가장 활발한 저술, 출판활동을 벌인 인물이다.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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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외국 지명들이 중국어와 일본어 

발음으로 뒤섞여 표기되어 오다 

영문이 괄호 안에 표기되기 시

작한 교과서이다.

부가 초간을 발행 인쇄하였다. 

1908년 재간되었다. 초간 구성은 

2권 2책, 재간은 3권 3책이다. 1

권에서는 아세아 지역을 2권에

서는 구주지역을 총괄하고 있다. 

지역 총론에서는 위치, 지형, 범

해, 기후, 우량, 풍, 천산물, 국체

와 정체 등의 항목으로 설명하고 

개별국가의 서술은 주민, 인정, 

습속, 종교, 면적, 지세, 기후, 무

역, 정치, 병제, 교통 등의 항목들

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

세아 총론에서는 지나(중국)제국

을 시작으로 13개 국가 및 지역

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구주

의 경우 15개 국가 및 지역으로 

서술하고 있다. 권1, 2를 합쳐 총 400면으로 상당한 양이다. 지리 교과

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등급을 소개하고 있는데 미개, 반개, 개명의 

3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상황은 사회 진화론적 

시각에서 서술되고 있다. 식민지로 전락한 나라들이 반복적으로 기술되

고 있지만 주권을 강제적으로 강탈한 제국에 대한 어떤 비판적 기술도 

찾아볼 수 없다. ‘미개국의 가련한 상태는 결국 그 나라 주민의 몽매함

에 기인한’ 것으로 강국에 의한 점령은 필연적이라는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개별국가에 대한 기술 중에서 일본제국에 대한 설

명이 77면에 이를 만큼 가장 길며 특히 제국군함 등 군사항목, 제국 

아들 현공염과 함께 ‘玄采家’ 혹은 ‘玄公廉’의 이름으로 … 모두 318종에 이른다.” 

김봉희(1999: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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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쪽 테두리 밖에 주제어들이 인쇄되어 있다. 

효과적인 읽기를 위해 문자와 문체뿐 아니

라 새로운 시각적 디자인이 도입되기 시작

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등에 소개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의 맹주였

던 중국의 경우도 불과 39면, 당시 최강으로 인식되었던 영국의 경우도 

23면 정도가 할애 된 것을 보더라도 일본인이 쓴 일본 중심의 만국지지

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세계 여러 지역과 고유명사들을 표기할 때 

영문을 괄호 안에 병기한 것이 특징이다.

4) 정선만국사(精選萬國史)

전체 180면으로 1906년(광무 10년)에 발행되었다. 일본 유학파인 

김상인21)에 의해 번역 편집된 것으로 ‘고금(古今) 사리(事理)를 탐구하

여 경세술(經世術)을 얻는 것이 사학의 주요 임무라’는 정의와 함께 고

대, 중세, 근세의 역사가 3편으로 망라되어 있다. 동양의 상황을 소개하

는 동양제국경황이라는 마지막 장에서는 서구세력의 확장에 위태로운 

동양의 운명을 지적하고 있는데 ‘봉건을 폐하고 대정을 실시한’ 일본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기

술된다. 기본적으로 

서구 중심적 역사기술

로 동양은 ‘보수의 기

상이 다(多하)고 영구

히 전제하에서 신음하

는’ 것으로 매우 부정

적으로 서술되어 있

다. 교과서답게 본문

의 상하 여백란에 소

주제어들을 인쇄한 것

21) 일본 早稻田대학 출신으로 여러 학교의 교원으로도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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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목된다.  

5) 중등만국사(中等萬國史)

1907년 광무 11년 발행된 서양사 교과서이다. 일본유학 경험이 있

는 유승겸22)이 쓴 것으로 유일서관이 발행하였다. 총 245면으로 1편 

고대사, 2편 중세사, 3편 근세사, 4편 최근세사로 구성되어있다. 편마다 

부, 장, 절로 나누어 세부항목을 설명하고 있는데 김상인의 정선만국사

와 비교해 볼 때 최근세사를 따로 떼어 논의한 것이 특징적이다. 서문 

맨 첫 줄에서부터 사회진화의 법칙을 언급할 만큼 우승열패의 문명관을 

반영하고 있다. 영국의 인도 병합을 비롯한 서세의 동점(11장), 최근열

강의 형세(12장)를 설명하면서 서양의 정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조명되

어 있다. 제13장 문명에서는 증기기관, 기선, 기관차, 전화기 등 4대 발

명과 함께 각국의 유명 인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진화론을 제시한 다

윈은 물론 문학, 조각, 회화,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

다. 

4. 신교육과 개화기 교과서

개화기 만국역사, 만국지리 교과서의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개화기 교과서가 등장한 시대적 배경과 신교육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지적한 대로 1894년부터 1910년에 이르는 개화기는 매우 특별

한 전환이 이루어졌던 시기로 볼 수 있다. 19세기 중후반 한반도를 둘러

22) 유길준의 친척동생으로 현채와 함께 개화기의 대표적 저술가 중의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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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제국 열강의 간섭과 압력이 점차 강화되고 이렇게 시작된 내부불안

은 갑신정변, 동학운동과 청일전쟁 등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이

어지고 있었다. 결국 조선 정부는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대

로의 전환을 기획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지식의 보급은 

나라의 존망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었다. 조선을 뒷받침

했던 과거제가 폐지되고 교육입국 조칙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학제가 

정비되고 신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실제 근대적 학교의 시작은 교육입국 조칙23) 발표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83년 서양과의 조약체결, 교섭에 필요한 통역을 가

르치기 위해 설립된 동문학을 필두로 배재학당(1885), 경신학교(1885), 

이화학당(1886) 등이 설립되었고 정부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신식학교

로 잘 알려진 육영공원이 세워진 것이 1886년이다. 그러나 초기의 신식

학교들은 동문학, 육영공원과 같이 관립형 학교였고 입학생들의 신분도 

양반과 관료의 자제로 제한 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새로운 교육조칙이

후 설립된 신식학교들은 주로 사립형 학교들로 민족선각자들과 선교사

들이 세운 것들이다. “총독부의 통계에 의하면 1908년 전국의 학교 수

는 서울 시내 100여 개를 비롯하여 총수 5,000여 교에 달했으며 학생 

수는 20만에 이르렀다(국사편찬위원회 2000: 85).” 특히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학교가 설립(국사편찬위원회 2000: 86)되었

는데 일본인 사이에서 “세 사람만 모이면 학교를 세운다”는 빈정거림이 

있을 정도로 사립학교의 증가는 폭발적인 것이었다.

당시의 학제는 기본적으로 소학교(보통학교)와 중학교로 나뉘는데 

각기 심상과와 고등과가 있다. 소학교의 경우 심상과는 3년, 고등과는 

2~3년 과정인데 대부분 심상과 과정만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학제는 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23) 1895년 2월 2일 교육조서가 발표됨에 따라 신교육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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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신식 학교와 신식 학제가 시행되면서 새로운 과목들이 도입되

었다. 소학교에서는 수신, 독서, 산술, 체조 등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때에 따라 체조를 제하고 지리 또는 역사를 택했다고 한다. 1896년 

2월까지 학부가 발행한 교과서도 역사, 지리 수신 독서 산술로 나타나 

있다. 1904년 개교한 휘문의숙의 경우 어학(영어), 지리, 물리, 작문, 산

술 등을 교과목으로 하고 있는 학교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교육조

칙에 따라 새로운 학제와 교과내용이 제시되었긴 하였지만 엄밀한 표준

은 물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물적 토대는 매우 약해 학교와 지역에 따라 

상이한 교과과정들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점은 오히려 당연할 수밖에 없

었다.  

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 학제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

을 담은 교과서의 발행이었다. 당시 교과서는 교육의 원소로 불렸을 만

큼 중요한 것이었고24) 최초의 교과서 국민 소학독본이 1895년 구한

국 학부에 의해 발행된다. 그러나 신교육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1899년 

황성신문의 사설의 내용을 보더라도 새로운 교과서가 하루아침에 보급

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가장 시급히 필요한 만국지지와 만국역사에 

대한 교과서가 보급되지 않아 아직 우물 안의 개구리 형편이라는 걱정

과 자조적인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25)

이러한 어려움은 출판과 인쇄 시설의 보급과도 연결되어 있다. 최초

의 근대적 인쇄국인 박문국이 1883년 설치되지만 신서적이 원활이 보

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인쇄기술자의 수는 

물론 필요한 재정도 충분치 않았던 점 등이 원인이었다. 동시에 광범위

한 신지식을 습득하고 당시의 실정에 맞게 저술할 수 있는 지식층의 

수도 많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4) 황성신문(1906. 5. 30), “敎科書者는 卽敎育之元素也라.”

25) “… 시문이 부족하야 관인과 백성이 세계의 형편과 교제의 본지를 명달치 못하는 고

로 외인를 대함이 우물안의 개구리(井底蛙)를 면치 못하야 …”, 황성신문 기사(부

분) 해석 재인용, 홍선표 외(200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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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교과서의 종류를 발행주체로 보면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정부 곧 학부의 교과서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초기 발간된 교과서

의 수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류와 보급량이 적을 뿐 아니라 을사조약

이후 사실상 일본의 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의 발행주체는 소위 개화기 선각자들이라 볼 

수 있는데 그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활동은 정부의 교과

서 발행에 훨씬 앞서는 것이었다. 물론 개화기 선각자들 중에서도 각기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과 유형을 보이는데 일본의 교육식민화를 

저지하기 위해 활동한 광학사, 국민교육회가 적극적으로 교과서 발행에 

나섰고 사립학교들이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신지식의 보급을 개화의 제1관건으로 생각한 개화선각자들은 우선 

외국 서적을 번역하는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외국서적의 번역에서 가

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바로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마련하는 

것에 있었다. 특히 어학과 산술, 물리 등 실용학문 분야와 더불어 지리와 

역사에 관한 교과서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

과 서양문명에 대한 이해는 가장 먼저 다루어야할 과목으로 인식되었고 

실제 만국지리와 만국사의 경우 당시 학생들에게 가장 흥미를 끌었던 

과목(김봉희 2006: 84)들이었다. 

영토와 역사를 기반으로 한 근대국가의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

들에게 지리와 역사교육은 특별한 유기적 연관을 갖는 교과과정으로 인

식되었다. 국가가 상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토와 역사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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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국지리, 만국사 교과서의 특성과 의미

이제 다시 그 지리시간으로 돌아가 보자. 머리말에서 이 연구의 출

발점으로 언급했던 지리시간에 과연 어떤 책과 지도를 본 것인가? 당시 

지리시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문헌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최

남선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급하고 있는 당시 지리시간을 재구성

하기 위해서는 최남선의 전기적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기적 자

료에 의하면 최남선은 지금 명동지역에 자리했던 경성학당의 학생이었

다.26) 1904년 이후 두 차례 일본유학을 다녀오기 전 기초교육을 받았던 

곳이다. 경성학당은 당시 일본인들이 해외교육 지원을 위해 1898년 설

립한 것으로 한국인에게 일어는 물론 자체 교과과정을 통해 근대적 교

육을 받기 원했던 조선학생들을 유치하였다. 특히 경성학당 내에 설치

되었던 종람소는 근대 초기의 도서관으로서 최남선 자신이 각종 신문과 

잡지 등을 열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본다면 

실제 최남선이 읽고 보았던 교과서는 일본에서 직수입된 지리서와 지도

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에서 출판된 근대세계전도도 이미 들어

와 있었다. 실제 교과서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한자로 된 중국서적과 

일본어 서적들이 그대로 수입되어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일어

를 읽을 수 있었던 최남선과 달리 다른 학생과 독자들은 어떤 책을 읽었

을 것인가? 전체 개화기 교과서의 종류에서 외국지리 교과서의 종류는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3종을 포함 총 15종이다.27) 이렇게 보면 앞서 

소년에서 언급된 당시 소년이 교과서로 읽을 수 있었던 만국지리 교

과서는 3~4종 이내의 것으로 추정된다. 최남선이나 동년배들이 읽었던 

26) 류시현(2009) 참조.

27) 김봉희(1999) 214-215쪽 도표 참조. 외국역사의 경우는 총 35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별 국가의 역사를 제외한 종합적인 세계사 교과서는 4종에 그치고 있다. 김봉희, 

같은 책, 201-202쪽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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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사와 만국지리 교과서를 개별적으로 명백히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당시의 교과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제 이 연구에서 분석된 두 종, 다섯 권의 

교과서에 나타난 특징들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1) 서술체계와 역사인식

기본적으로 개화기 교과서는 그 내용에 있어 중세적 인식론과 구별

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서술체계도 새롭게 시도된 것이다. 다른 과목의 

교과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만국사와 만국지리의 경우는 중국 중심

의 사대교린에 근거한 세계관에서 탈피해야 했다. 기존의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만국사관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었으며 새

로운 역사관이란 바로 문명부강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다. 인륜과 의리,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했던 중국 중심의 유교적 해석에서 벗어나 새로

운 문명화의 기준을 통해 세계와 그 역사를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서술체계 역시 기존의 왕조중심의 역사서술에서 벗어나 편년체로 전환

되고 시대구분이 고대, 중세, 근현대로 나뉘어 설명된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모든 교과서에서 세계역사와 문화는 야만, 미개, 

반(미)개, 문명에 이르는 등급과 문명기준28)에 따라 일관적으로 적용된

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 중심의 문명관을 떠나 서구 중심의 문명관으

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개화기 만국지리, 

만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편찬방식과 역사인식은 계몽주의적이며 

사회진화론적인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의 중세적 

역사관과 구별된다는 측면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근대 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상황에서 근대적 역사관을 치밀하게 해석하고 소화해내

28) 유길준의 서유견문, 양계초 음빙실문집 등을 통해 사회 진화론적 시각은 19세 

말 당시 지식인들에게 이미 광범위하게 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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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월남망국사, 애급 근세사 등 대중들에게 인기

를 끌었던 외국사 관련 서적들은 기본적으로 애국계몽이라는 목적을 위

한 집필이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나폴레옹, 프리드리히 대왕 등 영웅들

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건의 기술이나 미국, 이태리 등의 독립전쟁에 

관한 역사서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에 쓰여 진 것

으로 엄밀한 역사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세계의 경계는 

새롭게 확장되었지만 매우 도식적 이해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만 기존의 왕조중심의 전통에서 벗어나 역사교육의 목적이 새롭게 정의

되고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문명관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근대적 역

사교육의 시작으로 평가될 수는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진화론적 시각29)에서 재해석된 세계 역사는 개인

보다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고 외세의 압력 속에

서 국가중심의 근대화가 지상목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약육강식의 세

계관에 기초한 문명화와 근대화가 최우선의 과제로 제시되면서 이를 위

해서는 일본의 지배마저도 정당화되는 모순을 드러내기도 한다. 힘은 

곧 정의였으며 피식민화의 과정에서도 제국주의를 선망하는 태도를 갖

게 되는 한계를 보인다.

2) 일본이 본 세계와 번역의 문제

이 논문에서 분석된 교과서의 저자와 발행주체들의 성격에는 하나

의 공통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저자들이 일본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란 

점이다. 중등 만국사를 편찬한 유승겸의 경우 일본 게이요 관비유학생

이었으며 정선 만국사를 집필한 김상인의 경우도 일본유학 경험을 가지

29) 19세기 후반 토마스 헉슬리의 Evolution & Ethics and Other Essays가 중국인 嚴復

에 의해 天演論으로 번역되어 사회진화론이 급격히 퍼지게 된다. 김봉희(1999)의 

연구에 따르면 1907~8년 사이에 세계진화론, 문명진화론 등 적어도 다섯 종의 

사회진화론 관련 서적이 국내에서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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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유승겸의 중등만국사의 경우는 일본책을 번역해 펴낸 것

으로 추정할 만큼 일본 역사학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지리교과서를 

발간한 국민교육회의 경우도 와세다에 유학한 회장 이준을 비롯해 일본 

유학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실 만

국사와 만국지리 뿐 아니라 다른 교과서들도 마찬가지여서 개화기 당시 

신지식의 창구는 일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만국지리 교과서 역할

을 한 소년을 창간한 최남선의 경우도 유학기간 자체는 길지 않았지

만 일본의 출판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근대지식의 수용 경로에 나타나듯이 중국에서 수입된 근대 서적들도 이

미 일본의 번역을 한역한 것으로 동아시아의 서양지식의 수입이 당시 

일본의 영향 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일본 유학경험이 있는 저자들에 

의해 발간된 교과서들이 일본의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점이다. 

1909년에 이르러 한국의 교과서는 철저히 일본의 관리와 통제하게 놓

이게 되지만 이 시기 저자들은 일본서적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시도, 

취사선택을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좋은 것은 

본받고 해로운 것은 본받지 말며 나에게 이로운 것은 취하고 이롭지 

못한 것은 버려서 좋고 아름다운 번역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30)는 

대한매일신보의 신문 논설에도 당시의 어려움이 잘 드러나 있다. 일

본인 하야시의 조선사를 역술한 것으로 알려진 현채의 경우처럼 일본의 

조선관을 그대로 답습해 친일의 의심을 받고 있지만 민족주의적 입장에

서 취사선택했다는 주장31)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근본적인 한

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대의 모순, 곧 적이자 동시에 갈망의 대상이었

던 일본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30) ｢글을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경고함｣, 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9일, 론설 - 

김봉희(2006: 122).

31) 김봉희(1999: 1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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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화기 교과서의 서술형식과 시각성

개화기 지식확산의 한 축이었던 교과서는 내용뿐 아니라 기술(記述) 

형식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준다.

첫째, 이들 개화기 교과서들은 순한문 체에서 벗어나 국한문 혼용체

로 기술된 것으로 당시 신문과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평이하

게 읽을 수 있도록 쓰인 것들이다. 기존의 한문체를 읽는 데는 몇 겹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었다. 수 천자의 한문을 외우고 실제 말과 

다른 문법구조를 익혀야 한다. 그 다음에도 페이지 레이아웃 자체가 읽

기 어렵다. 초기의 국한문 혼용체가 기본적으로 한문중심에 한글 토를 

단 정도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점차 교과서들은 국문의 사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교과서 디자인에서도 변화를 시도한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

해 띄어쓰기는 물론 강조표시는 물론 단락별 소 주제어를 본문 밖에 

인쇄함으로써 읽기 편할 뿐 아니라 보기 편한 형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말에 중국 글자를 써야 했던 모순을 인식하기 시작한 개화기 지식

인들의 문체변화는 단순히 가독성 뿐 아니라 엘리트와 일반인의 경계를 

허물어 민족주의의 발전과도 중요한 연관을 갖는 것이었다. 특히 전통

적 교육에서 배제되었던 여자들과 노동계층에게 국문의 확대는 곧 새로

운 민중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토대였으며 궁극적으로 민권운동, 민주

주의를 상상할 수 있는 기반의 하나였다. 

둘째로 개화기 교과서의 새로운 기술형식은 1920년대 이후 본격적

으로 등장하는 시각이미지들의 전사(前史)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각종 

이미지들이 실린 호화판으로 불린 최신세계지리가 나온 것이 1920년대

라면 그 이전 대부분의 독자에게 외국의 모습은 문자로 상상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물론 1899년 창간된 그리스도 신문이 가장 먼저 석판인쇄

를 이용하여 사진들을 제공하였지만 개화 초기 일반인들이 실제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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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1920년대 외국의 이미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면에는 

강력한 시각경험의 욕망이 이미 생성, 내재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유

추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교과서들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

면 최고, 최강, 최대의 수사학이 넘쳐난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는 물

론 가장 번화한 유럽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매우 시각적인 표현과 묘사

가 빈번히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서구 각국의 수도들이 열거되고 진귀

한 건축물과 화려한 도시 풍광이 언급될 때 독자의 상상력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근대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도시의 이미지였다. 개화기에 

외국기행의 욕망과 세계일주의 꿈은 이미 잉태되었고 1920년대 해외유

학생의 각종 기행문으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6. 맺음말

100년이 더 된 옛 교과서를 들춰보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한 

경험이다. 특히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직접 적어 넣은 메모나 낙서들을 

따라 가다보면 점차 새로운 호기심에 빠져들게 된다. 과연 당시 독자의 

머릿속에 그려진 세계는 무엇이었는가. 오늘날 우리의 세계인식과 어떤 

연관을 갖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독서체험은 사적

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을 내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대의 등장이란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주체의식이 탄생되고 이것이 공유되면서 새로운 사

회적 상상력을 갖는 근대 대중이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대로 개화기는 엄청난 변혁의 가능성을 내포한 시대였

으며 불과 20여 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매우 복합적이며 

급진적인 사회변혁의 논리가 제시되었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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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화기 교과서의 특성과 의미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근대지식

의 수용 과정과 한국 근대성의 기원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최근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근대성의 기원을 탐사하는 연구들을 수

행하면서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백화점, 철도여행, 패

션, 영화 등 근대적 일상문화를 탐사하면서 현재와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 대개 이러한 연구들은 1920년대 전후를 시작으로 관찰하고 있는

데 비해 이 연구는 그에 앞선 개화기에 주목해보고자 하였다. 근대가 

총체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한 1920년대의 전사로서 개화기를 살펴보고 

특히 근대지식이 불러일으킨 근대적 욕망의 기원을 개화기 교과서에 연

관시켜 고찰해보았다. 앞서 살핀 대로 외부를 새롭게 사유하기 시작한 

개화기에서 만국사와 만국지리에 대한 관심은 단지 흥미를 넘어 민족전

체의 존망과 연관된 시대적 요구였다. 중세적 세계이해는 근대적 시각

과 충돌하면서 새롭게 재편되었고 새로운 질서 속에 조선과 대한제국은 

새롭게 위치 지워졌다.

그러나 개화기 교과서가 지향한 근대적 지식과 관념은 현실과의 충

돌 속에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고 대한제국이 일제에 합병된 것은 역

사적 사실이다. 개화기 텍스트가 갖는 의미가 실제로 확장되기까지는 

현실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실제 신식학교의 보급도 늦어 1919년에 이

르기 까지 대다수의 학생들은 여전히 서당32)에 다니고 있었고 일본의 

개입으로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1910년 한일합방 백주년이 되는 2010년 한국의 국제공항과 주요 

관공서에는 세계 20대 주요국(G20) 정상회의 한국개최를 환영하는 간

판들이 걸려있다.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부심

32) “실제로 19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당에 재학 중인 학생이 27만 5천 명으로 전

체 취학아동 39만 명 가운데 70퍼센트를 넘는 수치를 보였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9년 도판 - 최병택․예지숙(2009: 4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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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대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두말 할 나위 없이 세계화의 흐름이 

한국사회를 지배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필요

성이 가속화 되고 있다. 사실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재삼 확인하여

야하는 정신적 강박은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치, 경제, 군사

력은 물론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순위를 따지는 담론들이 우리주

위에 넘쳐난다.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한국정부는 대통령 직속기

관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33)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1세기 지금에도 

우리가 살펴본 100여 년 전처럼 힘은 곧 정의이며 먹지 않으면 먹히는 

국가 간 경쟁이 상식화되어 있지 않은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화기에 

특별히 주목해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재와의 연관성 때문이다. 개화

기에 국한된 이 연구는 일제 강점기와 자발적 근대화, 이후 현재에 이르

는 변동과 세밀히 연관되어 비교될 필요가 있다. 시대별 교과서 연구를 

통해 근대 지식과 근대적 세계관의 수입경로, 그 변동양상을 보다 총체

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논문접수일: 2010년 4월 16일, 논문심사일: 2010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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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World and Its History in the Textbooks of 

Enlightment Movement Period: 

Focusing on World Geography and World History Textbooks 

    Kim, Young-Hoon*34)

The Enlightment Period has become a major focus among social 

scientists today in Korea. The significance of the period is 

increasingly discussed among scholars for it being the origin of 

Korean modernity. Expecially, beginning in the late 1990s, a gro 

Kng number of studies have focused on diverse aspects of early 

modernity at the turn of 19th century.

In this study, the Enlightment Period is considered to be critical 

because a new wav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others 

began to be introduced to Korean public for the first time. I take 

the period as the first ‘anthropological' knowledge started to be 

dispersed among Koreans. The question is then how the early 

students in the Enlightment Period understood the world and its 

history.

* Ewha Womans Universt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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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swer to this initial question, I selected the early textbooks 

of world history and world geography of the period and analyzed 

their characteristics both in contents and forms. The followings are 

three main findings found among the selected textbooks.

First, the textbooks of the period display a distinctive discontinuity 

compared to the previous age. By incorporating a modern historicity, 

the textbooks deny the previous China-centered worldviews and 

introduce new perspective to measure the progress of human 

civilization. World civilization was consistently defined by Social 

Evolutionism of the day.

Secondly, the textbooks of Enlightment Period were heavily 

influenced by Japanese counterparts. The authors of textbooks of the 

period were, in most cases, trained in Japan and consequently 

reiterated Japanese worldview without much reflections on the issue 

of positioning Korean history properly in the World history.

Finally, the Enlightment Period textbooks display several 

characteristics of modern printing culture. Instead of writing only in 

classical Chinese in the earlier period, Korean intellectuals began to 

use the kukhanmun style. The primary school textbooks between 

1896 until 1910 were nearly all published in kukhanmun, which 

established this style as the standard wirtten form of Korea. 

However, this change was rather gradual, its impact on educating 

the public was cannot be overemphasized. Kuhanmun and virtually 

Kungmun script along with visual designs increased the circulation 

of modern knowledge and are considered to contribute the very 

emergence of modern notions of mass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