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에 나타난 어문교육* 

윤금선” 

1 머리말 

본고는 근대 계몽기를 대표종}는 〈독립신문〉과 〈대한민일신보〉 양 신 

문올 통해， 당대의 어문교육의 실태를 살피는데 목적을 두었다. 

〈독립신문〉과 〈대한미일선보〉는 우리나라 신문사상 특이하게 창간기 

에는 한 • 영 두 나라 말로 발행된 신문이었다. 이 두 신문은 창간으로부 

터 폐간에 이르기까지 기간은 짧았으나 격동의 한말의 시기처렴 파란과 

우여콕절이 많았다.<독립신문〉과 〈대한믹일신보〉는 한 • 영 양국어로 

발행되었다는 점과 함께 순한글 신문을 발간하였다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특히 독립신문의 띄어쓰기 및 한글 전용은 훈민정음 창제 이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1쨌년에 발간된 <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해 쓰여진 논문임.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 崔埈兩國語新聞에 관하여 -특히 독립신문 및 대한미일신보의 경우J，인문학연 

구.~ 4, 1인7. zrj-ZI)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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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순보〉나 1쨌년에 나온 〈한성주보〉는 순한문 내지는 국한 혼용 문 

체였다. 그 후 많은 신문들이 혼용체로 나오고 있었으나，<독립신문〉의 

정신올 이어받아 순한글로 발간된 신문 또한 적지 않았다~2) 

본고는 먼저 순한글로 민족 계몽의 선두로서 앞장섰던 양 신문 기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된 어문교육의 실상올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당 

대 신문의 역할과 순국문 기사를 통한 대중성 확보의 문제를 간략히 정리 

해 볼 것이다. 나아가 교육과 관계될 수 있는 기사를 통해 대중성과 국어 

교육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 이에서 어문교육의 이념이나 목표를 재구해 

냄을 목적으로 한다，3) 

2. 대중교육 매체로서의 신문 

선진 문물의 도입을 통하여 국민의 민지를 개발하자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는 여러 형태의 문화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교 이 

는 개화기 전반의 사회 구조 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올 미치게 되었다. 

또한 당시의 교육 목표는 소수의 인재에 대한 특별한 고둥 교육이 아 

닌 보통인에 대한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였다. 

‘方今世界列國의 情形을 彼開明富彈혼 國民은 皆愛國熱心。1 有흉야 

國家事룰 自己事로 擔훌창야 活撥進取흉기로 짧主홈Q1 若期自國의 權力

이 他國의 對좋야 ·步라도 退讓융게 되면 全國)、民이 義務를 승"="니 此

2) 金文昌 f國語文字表記論~. 문학세계샤 lffi4, 00면. 
3) f독립신문」의 교육기사는 총 76건이고 『대한미일신꾀는 총 %건이었다. 이에서 

륙별히 본고의 목표와 부합되는 기사들율 중심으로 인용하면서 논의롤 전개하고자 
한다. 



신문에 나타난 어문교육 • 윤금션 67 

는 無tß라 知識이 開明캉야 園家榮屬이 곳 엽記榮륨됨을 認知융는 緣故

라，， 4) 

夫敎育의 效力은 專히 特別A才롤 교육홈에 不在흥고 普通A民올 敎

育홉에 在혼지라 蓋令之時代는 雖韓白의 將暑과 嚴奏의 辯才와 管훌의 

政뽕이 有혼지라도 小數人 능력으로만 決코 世界를 左右흥고 大勢를 휩 

族키 不能훌지라 必也全國人民이 皆普通知識올 具有향야 忠君愛國의 思

想과 國民義務의 屬行과 公益事業의 主意와 團體精神의 結合이 鋼柱의 

堅과 如흉며 熱火의 益과 如흥여야 國體를 완고케 창고 國力올 發展융는 

效力이 有흥지니…향라. 5) 

인용 기사들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당시는 보통인에 대한 보편적 교 

육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온 국민이 보통의 지식을 갖출 경우， 국권 수호 

를 위해 국민으로서의 애국심， 의무 수행 능력， 공익 사업에 대한 자각， 

단체 정신이 배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6) 

따라서 정부와 민간에서는 민지 개발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교육 운 

동올 전개하였다.， 1&\3년 배재학당과 1쨌년 이화학당이 셜립되면서 개화 

기 교육사업은 본격화되었다. 특히 원산학사는 원산의 상인들과 덕원의 

유지들이 일본으로부터 민족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각에서 기금을 

모아 설립한 민간학교였다. 당시의 교육사업은 정부에 비해 민간에서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7) 국민의 계몽을 목표로 삼았던 사립학교들은 교육 

을 통해 점차 외세의 침략 야욕에 맞서 대항하는 민족의 저항세력이 되었 

4) r홉籍이 鳥開發民智之指南J. 대한1:11 일신보~. 100)년 10월 12일. 

5) r敎育學이 當옳 普通lVf究J. 황성신문~. 1뼈년 8월 33일. 

6) 김봉회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R). 19-a)연. 
7) w독립신문』의 ro의 열심교육J. 대한1:11일신보내의 r。의 열심」이라는 잡보의 기사 

는 모두 민간인으로서 교육에 열심인 사람들에 대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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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각종 학회와 교육 단체 역시 교육 문화 운동 

올 전개하며 학회지를 비롯한 각종 기관지， 교과서를 발행해 냄으로서 민 

지 개발과 국민 계몽에 기여하였다. 

정부에서도 기존의 계층에 따른 편파적 교육 방침올 포기하고 온 국민 

에 대한 교육 확대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는 1쨌년도 학부의 교육계획에 

서도잘드러나 있다. 

(상략) 학부에셔 금년에는 (一) 부니 관원을 합력 식히여 편즙과 번력을 

부지런히 융야 셔칙을 만히 렴가로 경향 민간에 반포 좋고 (二) 경성과 오 

강에 쇼학교를 만허 셰셜 창야 동몽을 향로 맛비 τ1화 셔최를 올 @ 치고 

(三) 五셔 니에 녀아 女兒 쇼학교를 벼셜 흉야 계집 q 회들도 긴요혼 문장 

를 굴 q치고 (四) 각 어학교와 쇼학교 학도들의게 군뎌 죠련으로 혜죠를 굴 

q 쳐 무예를 숭양 한는 풍욕을 권장 향고 (五) 각 학교에 토론회를 빅셜 중 

야 학문 지식에 유익혼 토론과 연셜을 사습 향게 한고 (六) 롱공양 農I商

학교를 비썰 창야 롱싼 흉는 법과 손 칙죠와 장÷ 창는 도리를 흔흔 굴 q치 

고 (七) 셔격관 書籍館를 혼 곳에 쩔시 흉야 대한 유명혼 셔칙과 각국 셔격 

을 모하 사룹의 지식딛 열뿐 아니라 이후 박물과 피효를 만들고 (j\) 각도 

각군에 三년 한 흥고 각씩 신문올 관비로 션파 창야 벅성의 이목을 열게 

흉고 (九) 총명 주례 (불구 문벌 사정 창고 ) 를 二三十인 뽑아 셔양 각군에 

파송 흉야 유용혼 기업 技業올 한 十년 창고 얻l호게 좋엿스면 국가에 대헝 

이켓도다 8) 

인용 기사에는 교육 대상이 일반 국민 특히 여성들에게까지 확대될 것 

임이 언급되어 있다.9) 그 방식에서도 소학교， 여학교와 같은 일반 학교는 

8) r교육예산J，독립 신문J(4권 9호)， 1뼈년 1월 14일. 

9) 여자교육에 관한 기사는 유난히 많이 볼 수 있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융과 같다.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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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셰양에 불양혼 인성은" (1쨌년 4월 21일) 늘 억압받고 있는 여지들을 교육 
2. “정부에셔 학교를 지여 " ü쨌년 5월 12일) 정부 차원의 공고육의 필요성， 남녀 
동둥교육 

3. “죠션에 학교에 흔니는 사룹들이" (1쨌년 9월 5일) 미래를 위한 자녀교육， 여자 
교육강조 

4. “일본 교혹가 나루셰씨가" (1없7년 3월 1)일) 외국통신， 일본의 여자교육 
5. “지나간 십이월 삼십일일에" (1쨌년 1월 4일) 남녀동둥한 교육의 필요성 
6 “녀인 교육" (1얹용년 9훨 13일) 여자교육의 중요성， 아동교육과 학교증설의 문제 
7. “부인 τl회" (1쨌년 9월 ~일) 여학교 설립올 위한 의론 
8. “교육예산" (læl년 1월 14일) 여아 소학교 설립 
9. “무슴 교육" (læl년 2월 2)일) 여학교 셜립 계획 무산 
10. “녀주 교육" (1쨌년 3월 l일) 숭동찬양회 부인들의 여자교육 
11. “남녀 유별" (1잃년 3월 4일) 여자교육은 여교사가 해야 함 
12. “세가지 우믹한 일" (1æl년 6월 27일) 남녀동둥한 교육， 여자교육의 중요성 
13. “요긴 혼일" (1뻐년 6월 27일) 여자교육 권면 
14. “녀학교 사건” 띤(læl년 10월 4일) 학부의 여학교 설립 계획 무산 
『대한~1일신보』 

1. “남녀동등" (1007년 7월 2일) 여자교육과 남녀동둥한 권리 
2. “녀흔실업" (1007년 7월 6일) 여자교육회 실업이 우수 
3. “남녀동둥" (1007년 7월 9일) 여자교육의 훨요성 
4. “의뢰하는 습관은" (1007년 7월 9일) 여자교육 확장 강조 
5 “의뢰동}는 습관은(속) (1007년 7월 10일) 태서 각국의 부강은 남녀동둥한 교육에 
서옴 

6. “학버금 하사하섬" (1007년 7월 10일) 평양에 진명여학교 지교 설립 
7. “거누구타령(속)" (1007년 7월 14일) 여자교육， 학교설립 
& “아직 이르다고" (1007년 7월 17일) 여자교육회의 복장 고칠 사건 
9. “녀촌교육회 시찰" (1007년 7월 18열) 평양의 여자교육을 시찰 
10. “인종보존의 계책을" (1뼈년 8월 1일) 남녀동둥한 교육의 필요성 
11. “감축만만"wm년 8월 æ일) 여자교육올 일신확장 
12. “녀자의 선심" (19:η년 8월 3)일) 여자교육회이 활동 
13. “남녀교육" (19:η년 9월 5일) 민간인의 남녀교육의 열심 
14. “나라의 흥함이 녀온교육" (1007년 9월 7일) 여자교육의 중요성 
15. “녀온교육회" 0007년 10월 1일) 여자교육회의 불미한 사건 
16. “한국에 녀온교육의 펼요" (1007년 12월 10일) 여자교육의 중요성 
17. “한국에 녀주교육의 필요(속)"0007년 12월 11일) 여자교육의 중요성， 조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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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농상공 학교와 같은 전문 학교 둥도 셜립하여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계획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규학교 교육 외에 서적관， 신문 발간， 

토론 • 연설회 개최 둥 다각화된 사회 교육 방안올 마련하여 일반 국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과 하였다1이 

그런데 개화기 국민의 계몽과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추진된 사업 중 하나는 신문의 발간이다. 근대적 신문의 본격적인 발간은 

1細년 4월 서재필이 〈독립신문〉올 창간하면서부터이다. 논설， 잡북 관 

보「 외국 통신란을 두었으며 순국문과 영문으로 통시에 발행함으로써 일 

반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정을 알 

리도록 하였다)0 1æ3년 4월 7일부터 1~꺼년 12월 5일까지 43개월 간 간 

행되었던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기관지 구실올 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자주 독립 의식을 일깨워 주고 자주 민권 사상을 북돋워 주었다. 또한 서 

18, “녀학교 확장" (1ro:l년 2월 12일) 여학교 양규의숙의 확장 
19, “녀학교 창설" (1ro:l년 2훨 29일) 여학교 창설과 여자교육 
3), “부인계에 권고함" (1없년 3월 19일) 부인의 각성 

21. “녀온교육의 시급론" (t쨌년 4월 4일) 남녀동퉁 교육， 여자교육의 시급성 
22, “녀주운동" (1ro:l년 4월 22일) 조선부인회에서 춘기 대운동회 계획 
z3 “녀학교설립방침" (1ro:l년 5월 29일) 학부에서 한성관립여학교 설립 계획 
24. “한국 부인계의 새끼§쟁’ (1뼈년 8월 1일) 남녀동둥한 권리， 여자교육 권면 
2), “녀흔교육" (1쨌년 8월 11일) 여자교육이 교육의 근본 

a:;, “녀주와 로동샤회의 지식올"m뼈년 12월 29일) 여자와 노동자률 위한 교육계 

의 관심 

'l7, “녀자와 로동샤회의 지식을" ü뼈년 12월 II일) 주체성있는 여자와 노동자 교 
육 

æ, “지덕토론" (1뼈년 1월 5일) 여자교육에 대한 토론 
29, “녀주의 교육은 즉 ÷범"O!Ul년 2월 21일) 여자교육온 가정교육의 근본인 사범 
교육 기타 노동자교육， 숭려 교육， 농아맹교육， 벙어리와 판수 교육에 관한 기사 

들도눈에 띈다. 

10) 김봉회， 앞 책. 21면. 

11) 최준， 앞 책.00-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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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신문물올 소개하는 둥 국민 계몽올 위해 노력함으로써 개화의 대중 

적 기반올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2) 

1004년 영국인 베텔(E， T. &:겠떼1)이 발행한 〈대한미일신보:>는 한국이 

일본에 합병당한 1910년 8월 æ일까지 약 6년 간 발행되었던 개화기의 대 

표적인 신문의 하나이다. 이 신문은 국민의 문명 지식올 개발하고 서양의 

진보한 문물올 소개했으며 일제의 침략 야욕에 대항하여 민족의 지·주 의 

식올 고취시키는 데 앞장섰다. 우리나라 사랑들에 의해 발행된 다른 신문 

들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 정책올 비판하였다. 

당시 통감부는 영일동맹 관계로 영국인이 운영동}는 이 신문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간섭할 수가 없었으므로 강경한 항일 논조를 펼 수 있었던 것이 

다13) 

양 신문은 일반 대중을 위한 신문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여러 번 강 

조하고 있다. 

(상략) 지금 인민에 위성올 위 창야 더옵게 부는 남풍이라 이 남풍은 곳 

신문지들이니 ~l일 신문 예국 신뭉 황성 신문은 금년 브터 시작 혼것이고 

그리스도 신문은 작년브터 시작 융야 롱리와 공장의 지식이 인민의게 공효 

가 낫는지 알지 못 좋거니와 건양 원년 대한 문명 피효에 난 신문은 독립 

신문이라 신문이라 ~는것이 정부률 대 캉야 정치를 엇덧케 흥라고 올으최 

눈 교샤느 아니로뎌 금으고 옹휴것옹 반 사륙의 I껴휴에 듬어 셔게 좋고 작 

간 보고 문견과 지석이 나닫것은 ~1문이라 (…죽략 ... ) 밤흡 r치 어툰 통포 

들의게 문껴과 지석옴 영러 τ]t쩌~ 나라 사륙듬이 되기를 궈변 좋녀 월 q 

눈바!'<' 국츄에 -:-1문지들이 분볍후 나라 쳐험 만히 써겨 시비 혹벅옴 만민 

12) 서정우 외 r신문학이론.~. 박영샤 때'1. η변. 

13) 자주 독립의 사상을 기반으로 개혁을 주장하는 신문으로는 r협성회회회보4， 『빅일 

신보내 r경성신문.~.황성신문』， 『폐국신문」 둥율 롤 수 있다. (김분창， 앞 책.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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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쩍록에 듬어 녀여 못된 임이 엽도록 기를 열 q 노라{와)14) 

신문은 교사는 아니로되 만사람에게 문견과 지식을 전달하고 따라서 

밤중같이 어두운 동포들을 개명시키고 문명을 일깨운다는 내용이다. 또 

한 다음 기사에서도 신문이 학문을 가일층 발달시키는 데 막대한 공을 끼 

쳤다고보고 있다. 

(상략) 대뎌사륨이셰양에나믹교육이업쓰면지식을널니기어렵고학문이업 

쓰면문견이업깐올지라춤군Q1국흥는마음도학문에셔나고슈신제가창는법도 

학문에셔나니일노말믹암아말훌진뎌천만잔가모도학문에셔난즉학문이업스 

면결단코되기어려온지라우리대한은주고로여간학문올숨양창야음풍영월에 

부허혼학문올힘쓸뿐아니라그러혼학문이나마공부혼사롬이열애향나히못되 

니 엇지기탄치아니 창리오갑오격작이후로τl역에의÷가조곡영녀여간대쇼학 

교를셜시흉야통셔양학문음대깎학습흐사륙도τl멋이라τl화라문벽부각이라 

고도망향며혹춤군이국향랴닫의싼도옛산듯흉니임노봄친디엄마큼그챈에컷 

짝이작야건곤으로지녀든셋각창벽나휴듯흉나오남납젠지도켠국인민이다아 

지못혹으로올올훈마음음비치못창 g더니 귀선문샤염시이리로교육샤품이촉 

히우리이쳐반톱포로흉여곡문r쩍심언삭지보혹에대탄유조좋은지라심섬감격 

창오며셰월은여류좋고꺼국'?l 빈의문역심엽은피하억시지지와와창기로깎회 

격밤혹음이피지못좋야두어마다어리션유회포를양포창오니용념~언론옴바 

리지마시고혹 귀선문삿에게칙 중여주심 ?악축흉노라-15) 

인용 기사에서는 갑오경장 이후로 학문이 육성한 듯 하나 아직도 미비 

한데 신문의 교육상론은 이천만 동포가 문명실업상으로 진보하는데 일조 

하였다고쓰여 있다. 

14) r유지각혼 친구의 글{천션호 련속)J ， W독립신문~(3권 144호)，18:꼈년 9월 21일. 

15) r피셔」， 『대한미일선보~(1권 79호)， 1004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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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양 신문은 신문의 유익성올 들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신문은 

대중 일반 모두에게 교육상의 이익올 가져오는 매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독립신문〉의 총 76건，<대한믹일신보〉의 002건의 교육기사 중에서 

신문교육과 관계된 기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1쨌년 4월 7일) 16) 

2. “사룹이 미려사를 미리 아는 것은" (1iÐ3년 1월 13일)17) 

3. “유지각혼 친구의 글(전전호 연속)" Wl용년 9월 21일) 18) 

4. “교육이 뎌l일 급무" oa꺼년 1월 6일) 19) 

5. “교육예산" (1뼈년 1월 14일) 20) 

6 “셰칙τ1 명" (1쨌년 8월 8일) 21) 

1 “학문의 득실"wm년 3월 1일) 22) 

8. “신문확장" (1a꺼년 9월 1일) 23) 

〈대한믹일신보〉 

1 “생이 우연히 통문외에" (1뼈년 10월 18일) 24) 

2. “국문신보발간.' (1007년 5월 23일) 25) 

3. “거누구타령(속)" (1007년 7월 14일) 26) 

4. “회죠신문춰지셔"mæ년 3월 10일) 27) 

16) 국문신문의 목적과 유익성， 
17) 연설과 신문올 통한 교육. 
18) 인민교육을 위한 신문교육. 
19) 신문， 연셜， 토론 교육. 
20) 여아 소학교 증설 펼요 토론과 연설， 신문교육. 
21) 외국통신， 일본은 감옥에서도 죄수들에게 신문올 원혀 교육함. 
22) 교회와 학교， 신문 교육의 훨요성. 
23) 신문의 교육적 효능. 
24) 학문올 넓히는 신문교육. 
25) 한문과의 비교 속에서 국문신문의 편리함과 중요성 역설. 
26) 여자교육， 신문교육， 학교설립율 권면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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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죠신문휘지셔" (1뼈년 3월 12일) 28) 

6 “경고동포" (l~년 3월 a)일) 29) 

1 “슐흐다 우리 동포여" (l~년 5월 18일) 30) 

a “교육이 예일 급션무" (1쨌년 5월 28일) 31) 

9. “신문구랍효혐" (lOCB년 1월 a)일) 32) 

10. “혹 신문 위업창난 제공에게"m뼈년 2월 2일) 33) 

11. “세?지 자유의 큰 공" (1OCB년 3월 10일) 34) 

3. 대중지향의 어문교육 

1) 대중성 확보로서의 국어교육 

앞서 살펴 보았듯이 사회 교육올 목표로 하는 양 신문은 일반 국민올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국문 혹은 국한문올 사용함으로써 전통적으로 

학교 교육의 수혜권에서 벗어나 있던 부녀자， 노동자 계급의 일반적인 지 

식의 연마에도 쉽게 이용될 수 있었다. 

양 신문의 순국문 문자표기는 일종의 대중올 확보하려는 시대~올 반 

영하고 있다. 이는 세종대왕의 신문자 창제가 지식의 대중화 • 문화의 서 

민화로서 일반대중의 실용성 • 편의성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35)과 맥올 

27) 신문교육의 유익성. 
28) 신문율 흉한 신교육. 
29) 신문과 잡지활 용한 교육. 

30) 신문교육의 중요성. 

31) 신문， 잡지， 신소설， 번역교과서 가르철 필요 
32) 신문율 읽고 자각하여 교육 열심인 김씨. 
33) 신문교육의 유익성. 
34) 3)세기 문명은 언론 • 저술 • 출판의 자유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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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독닙신문을 오놀 처음으로 출판향는뎌 조션속에 잇는 니외국 인 

민의게 우리 쥬의를 미리 말슴흥여 아시게 흉노라 우리는 첫찌 휘벽 되지 

아니#고로 무속닷에도 삿관이 언고 샤하귀쳐옴 당니뎌검아니좋고 모도죠 

션 사륙으로만 암고 죠셔반 위창며공팩이 '?l t;'l의게 맘 흥터인다 우리가 셔 

올 봐셔반 위흥게 아니라 죠션 검국'? 1 던1옹 위융여 무승일이든지 뎌언흉여 

주랴홈 정부에셔 창시는일을 벅성의게 션훌터이요 벅성의 정셰올 정부에 

천흥터이니 만일 벅성이 정부일올 자셰이알고 정부에셔 벅성에 일올 자세 

이 아시면 피흔에 유익흔 일만히 잇슬터이요 불평혼 틴 g과 의심흥는 생각 

이 엽서질 터이옴 우리가 이신문 출판 흉기는 취리융랴는게 아닌고로 갑슬 

헐허도록 좋엿고 모도 언문 으로 쓰기닫 낙녀 싸하귀쳐이모도 보게혹이요 

포 귀경옴 쩨여 쓰기늠 암어 보기 쉽도록 혹이라 (…중략…) 그리혼즉 이신 

문은 쪽 죠션만 위홈올 가히 알터이요 이신문올 인연흉여 니외 남녀 양하 

귀천이 모도 죠션일올 서로알터이옴 우리가 포 외국 사정도 죠션 인민올 

위흥여 간간이 피록훌터이니 그걸 인연향여 외국은 가지 못창드려도 죠션 

인민이 외국 사정도 알터이옴 오날은 처음인 고로 대강 우리 쥬의만 셰상 

에 고창고 우리신문올 보면 죠션인민이 소견과 지혜가 진보홈올 빗노라 36) 

인용 기사를 통해서 〈독립신문〉은 한글올 전용.37)하고 띄어쓰기를 실 

35) 김문창， 앞 책，!j)면. 

36) r우리가 독닙신문올 오놀 처음으로」， 『독닙신문~(l권 1호)， 1쨌년 4월 7일. 
37) 독립신문의 한글 쓰기는 초기에는 철저했으나 시기가 흐르면서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제1권에는 창간호부터 한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최초로 한자가 나타난 

것은 영문판 1쨌년 10월 17일자였다. 바로 일본 정부로부터 우송상의 특별취급을 

허가받았다는 r明治 二九年九月 十四日 遍信省認可」라는 표기이다. 그러다가 마 

첨내 한글판 1細년 마지막 호인 116.호02. 31.)의 광고에 世昌洋行이라는 표기가 3 
쪽에 보인다. 이는 이후의 광고에 계속 한자로 나온다. 본문기사에 한자가 처음으 
로 동장한 것은 제2권 없호o없7.6.10)이다.2쪽 관보란에 養구석이라는 표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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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누구나 읽기 쉽도록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 

한 우리 글로 신문을 제작하여 한글을 일상적인 공용문자로 격상시켰다. 

어려운 한문 기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에게도 알기 쉬운 선문을 만 

들려는 취지였던 것으로서 대중성 확보의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겠다.38) 

〈독립신문〉의 한글전용은 한말 신문 제작의 전형이 되었다. 뒤이어 창간 

된 〈죠선크리스도인회보>(1엄7년 2월 2일 창간)， <그리스도신문>(1없7년 

4월 1일 창간) 동의 기독교 계통 신문과 〈협성회회보>， <민일신문>(1쨌 

년 1월 1일)， <대한신보>(1쨌년 4월 10일) 등이 모두 한글 전용이었다.39) 

한말 대표적인 민족지였던 〈대한미일신보〉도 1004년 7월 창간 당시에 

는 영문과 함께 한글 전용 신문으로 발간되었으나; 1005년에 8월 영문판 

과 국문판을 분리하여 발행하면서부터 국문판은 한글과 한자를 혼용했다. 

것이다. 다읍 호(00호)의 논설에서 대죠션 져틴 예사 회샤를 팔호 속에 넣어서(大 

朝蘇 추麻 製絲 會社)라고 적었다. 이후 이런 식의 표기가 자주 나타났다.(김유원， 

WlOO년 뒤에 다시 읽는 독립신문~， 경인문화샤 1됐년， 73변 참조) 

38) 독립신문의 진보적 성향은 독립협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논할 수도 있겠다. 독립협 

회의 주도세력은 두 시기별로 차이가 난다. 신분상으로 볼 때， 계몽운동기에는 양 

반신분의 인물들이 수적으로 우월하여 중심을 이루었으니 개혁운동기에는 중인들 

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전 시기에 걸쳐 전 현직 관료들이 주도하 

였는데， 계몽운동기에는 대신， 현판급의 고위 관료의 비중이 높았으나 개혁운동으 

로 전환되면서 직급이 대부분 국장급 이하로 격하되었으며 신식학교 교사와 언론 

인들이 대거 진출하였다. 개혁운동기가 되면서 교육배경 면에서 신식학교 및 외국 

유학생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인 유학교육만올 받은 사 

람들이 다수였다 연령변에서는 전체적으로 II대 후반에서 40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활발한 행동력올 보이고 있었다. 결국 독립협회를 기점으로 종래 노론 양반 출신의 

개화파 주로에서 기술관론 및 신 지식인총으로 개혁운동의 주도권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립협회는 열강의 세력균형올 통해 독립올 유지하는 동안 자강개혁올 

통해 독립의 내실올 이룩해야 한다는 논리에 바탕올 두고 근대국가 건셜론올 제시 

하였다. 자주적인 입장에서， 현실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념 

적 기반이 되었다. (주진호， r19세기 후반 開化 改黃論의 構造와 展開 - 독립협회 

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논문. l!앉E，aE변 참조) 

39) 최준， 앞 책.ffi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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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007년 5월 z3일， 지금까지 발간해 오던 국한문판과 함께 한글판 

〈대한믹일신보〉를 새로 창간하면서 ‘국문신보발간’이란 사셜을 통해 한 

글을 사용해야 민족정신을 살릴 수 있다40)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상략) 대져 삼천리강토와 이천만인구로 흔쥬독립 흥지못훌걱정이업거 

늘 무승연고로 오늘날에나라권셰를온천히일코 사룹의 행리가 션혀엽서져 

무궁히비참흔경우애 빠첫는뇨 그원인을 의론컨뎌 주려로하국인이 펴리흐 

군문은바리고 휘리치못후 후냄옴 숭삭한 폐막으로맘미악이 라흉노니 모 

든한문가 에셔는 혹 이말에뎌흉야 노여창며괴이히 녁이는자도 잇싼려니와 

이것슨 한국니에 큰마귀외 저회인즉일장셜명창야 벽과치아니치못훌지로다 

대져셰계렬국이 각기계나라 국문과 국어(나라박언)로 체나라척~l옹 와견 케 

할닫피 초릎삭깐 것이어늘오직 하국유제나라 국퓨용텅리고 타국의후냄옴 

숨삭후 폐막옴 대깎망창랴변 여러가지라41) 

첫째， 국문을 배우지 않고 한문만 배웠으므로 말과 글이 한결같지 않아 

서 공부하는 데 심히 어려우며 둘째는 쓰기 쉽고 배우기 면한 국문은 버 

리고 배우기 어려운 한문을 공부함으로써 청춘부터 백수가 되도록 경서 

를 궁리하되 제 집안의 경제도 어렵거든 어찌 부국강병할 능력이 있냐는 

것이다. 지식이 막히고 실엽이 쇠하고 염치가 없어진 것이 다 이에서 비 

롯되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1 제나라 국문은 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서 남의 나라 한문은 귀히 여기고 독립의 명의는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 

찌 독립 사상이 있겠느냐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한 

글판 〈대한미일신보〉를 발간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40) 한국교열기자회한국신문방송 말글백년사.J. 한국프레스센터. 1앉13. 24면. 

41) r국문신보발간J. 대한미일신보냉(1권 l호). 11잊η년 5월 z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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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일언창고 한국은 국문이밤탕되야 사를의지혜가 염리고 나라휘이 춤심 

흥지라 이러혹으로 붐샤에셔 국문선보 입부를 다시밤깐융야 국"91의 ;섹~1 

옴 에여니르키기로 쥬의혼지가 오래엿더니 지금셔야제반 마련이 다윤비되 

여 려월일 이부터발헝올 시작흥오니 한국진보의 피관은 우리국문신보의 

확장되는 정도로써 정험훌지니 청군온는 이쥬의와X치흉기를십분 Z철이 

텅라노라42) 

〈대한"121일신보〉는 1r03년 3월에도 ‘국한문의 경중’이라는 연속 논설을 

실어 남의 나라 글인 한문을 주인으로 여기고1 한글은 토다는 데나 쓰이 

는 종으로 알아서는 안된다고 역셜했다. 한글판 3월 21일부터 24일(제앓7 

호-2:굉호)까지 각각 3회에 걸쳐 연재된 이 논셜은 한글올 천시하는 풍조 

를 다음과 같이 개탄하고 있다. 

(상략) 섬훈자톤 국문유 노예로 암고 후냄유 삿더 으로 암아 국문으로 진 

하를 슴고 하무으로 엄군용 슬아 국무유 폐지좋고 후뿌만 슛야융랴논 의즈 

zl.및슨넌 아라싼 사룹이 파란국을 멸혼 후에 파란말을 금지흥고 외국말올 

윤흥계 창야 파란깐랍이 접첨 그 조국 깐양을 니저얻리게 향더니 오놀날 

한국인은 온피나라 국문융 스잔로 금지좋고 타국 것올 쓰고져창니 이것은 

본 피자가 평론훌 가치가 업는 국한문의 경중이라는 문례를 불가불 흔번 

명론치 아니치 못훌 경우에 쳐창엿도다… 

인용 기사는 한문만올 숭상하고 국어를 경시하는 세태를 경계하는 글 

이라 하겠다. 다음에 제시된 기사도 국어 경시 풍조를 비판한 글이다. 

(상략) 외국 역사에 국민의 정신이 믹몰좋며 외국 풍욕에 국가의 혼복올 

일허 심지어 말 훌 때도 송나라는 반븐시 대송이라 창고 당나라눈 반돈시 

42) r국문신보발간J，대한마일선보냉(1권 1호)， 1007년 5월 z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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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이라 창고 명나라난 반튼시 대청이라 융야 당당혼 대죠선온 불과 타국 

의 부용국으로 알아 노예의 성질이 복중에 흉만캉매 빠진 지가 임의 겁고 

임의 오딛거놀 오놀날에도 오히려 국문옴 후뽑보다 ;영융다 ~눈^Þ~ 엔스 

니 이 즈륙 포# 하국 ，?l~l 이라 칙홀가 

인용한 “국문신보발간”의 기사 내용은 국문과 한문의 비교 속에서 국 

문의 편리함올 이야기 하고 있을 뿔만 아니라 국문 존중이 민족 주체성의 

문제와 연관됩올 역설하고 있다. 이렇듯 국문과 한문의 비교 속에서 국문 

의 우수성이나 편리함을 논하는 기사는 여러 편 되는데， 심지어 학교에서 

부르는 노래가사를 국문으로 써야만 한다는 눈에 띄는 기사도 있다. 

이에 근일 학교에셔 쓰는 노래룰 열랍창건뎌 얼마콤 만혹지 못혼 감정 

이 잇도다 (…중략…) 노래λ 소려가 나면 일반시정과 려 항의 인민들도 귀 

률기우리고 흔셰히 듯지마는 한문으로지은(광무일월부강안태라혼)노래는 

도뎌히 ~1석융기 어려우니 소경이단청구경융는것과다륨이업고포듯는2뽑 

아니라 곳 이노래훌 부르는 허다혼 쇼학교학똥들도 반튼시 그말이 무솜 말 

인지 알지 옷흥고 다만 아모맛엽시 압뒤에셔 주고맛을샤륨이니 슐흐다 그 

속에는 비록 나라률 끼5랑창는풋이 잇슬지라도 풋이어려운 경셔롤젖녀나는 

입으로 념힘과X고 리치가 오묘혼철학을 어린 q 회의 귀에들님과 l.흐여 

그힘온 비록 부즈런캉나 그 성공온 피필키 어려우리니 이거시 무승리익이 

잇스리오 대뎌노래라융암거슨 사를의 깎첫율 꺼드려셔 의피롭 고통캉야 

휴피흥고 부방케흥~ 거~l측 그맘유 깐다흥야 암기쉽게캉기로 쥬작용융며 

그똥은 ?청흥고 쾌항케흉기로 힘용 써셔 노래릎 챈라셔 그피훈이 깎방케 

g거시어놓 이체 후이 후냄으로지어 국문으굳 토반 당어셔 푹욕의 맘유 지 

워얻리고문흔만줌히 녁이미 핍껴온그똥이 아조어두훈다친지 니딛니 이 

늠 숨히지 못혹이 섞융도다 (…중략…) 가석융도다 오놀날 학교에셔 쓰는 

노래의풋이 어두옴이여 이것도 불가불 급급히 낀량훌자」로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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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부르는 노래의 가사까지도 내용올 알 수 없는 한문으로 쓰여진 

세태를 비판하면서 국문 가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이다. 이 

에서 당대에 국문교육의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는지 미루어 짐작할만 하 

다. 

사회 교육을 목표로 하는 신문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국문 혹은 국한문올 사용함으로써 전통적으로 학교 교육의 수혜권에서 

벗어나 었던 부녀자， 노동자 계급의 일반적인 지식의 연마에도 쉽게 이용 

될 수 있었다.얘) 다음의 기사는 이를 반증한다. 

대뎌 국문과 국어는 익국심의 근원이될뿐아니라 포혼간편향고 알기가 

쉬운자←라 그런고로 교과셔를 슈국문으로 지어셔 녀흔샤회와 로통샤회의 

지석옴 염니게혹이 ?잣 킨요훈 박법이됨지어놓45) 

일션에 일본 군디에서 정지식한 례국신문은 처음브터 출국문으로 충깐 

한 고로 부인듬과 후}문 모로는 사륙들이 모다 보기를 표와한야 기벽삿에 

프훌휠이 적지 안터니 근일 정보된 후로는 그 신문 보던 부인을과 한문 모 

로는 사룹들이 미우 각갑하고 Q]닮히 녁인다더라 46) 

43) r학교에 쓰는 노래훌 의론홈」， 『대한미일신보.1 (2권 웠호)， 1003년 7월 11일. 

44) r제국신문J은 1&E년 8월 10일 창간되어 1910년 8월 J)일 정식으로 폐간될 때까지 

13년 동안 존속하여 대한제국시대에 가장 오랜 역사률 지닌 신문이다. 나라의 주인 

인 민중을 개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중매체인 신문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뒤 

떨어진 부녀자총올 상대로 하는 신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최초의 여성신문이 
만들어졌다. 부녀자충과 일반서민총올 위해서는 신문이 알기 쉽고 읽기 좋아야 하 

기 때문에 한글전용을 하였다. (김형철 w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학교출판부， 1!B7， 

19면 참조) 

45) r녀주와 로동샤회의 지식올 보급케훌도리」， 『대한믹일신보.n (2권 446호)， 1~년 2월 

3)일. 
46) r얼천에 일본 군디에셔J，대한민일신보내('i9호)， 1004년 m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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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사에서 보듯 국문으로 된 교과서와 국문 신문 둥은 교육 받지 

못한 부녀자나 노동자 둥에게 지식올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 

를 통해 볼 때， 국문은 쉽고 용이하다는 것으로 인해 대중성 확보의 수단 

으로서 인식되어졌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국어교육의 이념과 연결되어진 

듯하다. 

한문과의 비교 속에서 국문의 우수성 혹은 편리함올 내용으로 하는 기 

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독립신문〉 

1. “우리가 독닙신문올 오늘" (1쨌년 4월 7일꺼7) 

2. “나라이 독립이 되랴면" (1없7년 8월 5일)48) 

3. “요전 일요일 오후" (1001없7년 m월 2일꺼9) 

4 “유 지끽혼친구의 글" (l쨌년 9월 19일)50) 

〈대한믹일신보〉 

1. “국문신보발간" (1007년 7월 2일)51) 

2. “국문회의" (1007년 10월 1일)앓) 

3. “혹은 우리나라 국문올" (1r03년 1월 19일)53) 

4 “국한문의 경중" (1r03년 3월 22-갱일 3회)54) 
5 “대동회분과" (1뼈년 3월 1일)닮) 

47) 국문신문의 유익성， 환자와의 비교를 통한 국문의 우월성 강조 
48) 한자와의 비교를 통한 국문의 편리함과 중요성 강조 
49) 한문보다 국문을 쓰는 것이 요긴함. 
50) 한문 숭상하는 자들의 폐해 지적. 

51) 한문과 국문올 흉한 국문의 우수성. 
52) 학부에서 국문연구회를 개셜. 
53) 국문보다 한문올 숭챙f는 것을 비판. 

54) 남의 나라 글인 한문을 주언으로 여기고， 한글은 토 다는 데나 쓰이는 종으로 알아 

서는 안된다고 역설하면서 한글올 천대하고 한문만올 숭상하는 세태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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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에 쓰는 노래 훌 의론홈" (1003년 7월 11일뼈) 

이외에 국문과 관계된 내용들을 언급하는 기사들도 함께 제시하면 다 

음과같다. 

6 “셔호문답" (1댔년 3월 7일'þ7) 

7. “셔호문답n (1003년 3월 14일)58) 

8. “로동차교육" (1003년 4월 7일)댔) 

9. “국문학원모집광고" (1쨌년 5월 26일)60) 

10. “의견셔발간" (19:웠년 6월 10일삐) 

11. “아직 늦지 안타" (1뼈년 7월 18일'fJ2) 

12. “국문발달연구" (1쨌년 8월 2일)없) 

13. “여온와 로동샤회의 지식올 보급케훌도리"(19:꺼년 2월 l)일) 

13. “국어와 국문의 독립론" (1003년 8월 l)일)64) 

14. “국문야학." (1ffi)년 8월 :J))65) 

15. “문법올 맛당히 통일 훌일" (1뼈년 11월 7일)66) 

55) 대동회에서 교육부에 학무과， 편집과， 조선과를 둠. 
56) 학교에서의 국문가샤의 필요성. 

57) 가정의 국문교육 
58) 국문 익히기 권면. 

59) 노동야학회에서 산술과 국문 교육. 
60) 국문학원모집광고 본교에셔국문올정음으로가딛치기를위융야국문학교를셜립흥고 
학도를모집융오니첨군흔는주질간입학청원흥오시기률갱라곳도남녀간국문벼호기를 

청원흥시랴면와셔문의흥소셔 과정은 국문정리 국문작문 국문습흔 쥬산 륭부고둥 

교통이십삼통가십일호 국문천문화교 고벅 

61) 흉사단 유길준의 국문교육 강조. 
62) 만학도의 국문교육. 
63) 국문연구회가 국문발달올 위한 방침 협의 

64) 국문올 발달시킬 것， 국한문 혼용의 부득이함. 

65) 국문야학 설립과 국문교육. 

66) 문법 홍일의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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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학교 교파서는 맛당히 정긴할 일" (1댔년 11월 12일뻐7) 

2) 번역율 위한 국어교육 

신문 기사를 보면 교육제도의 전면적인 개혁， 즉 전국적인 교육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기사들을 여러 편 보게 된다. 교육제도를 언급 

하면서 이미 발달한 외국 서적이나 수학 역사 교과서 둥올 번역할 펼요 

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음은 그 예가 될 수 있는 기사 내용들이다. 

1. (상램오놀날 교육에 힘쓰시는 여러분 학원과 유지제군흔는 유명무실 

이란 원통한 말솜올 듯지마시고 각홍 신서적 신문잡지와 각종 신쇼셜과 핀 

육계에 유휴됨만하 교과셔름 각국에셔 슈임흥야 도덕양과 의무덕으로 국 

민의 혈셔올 다하야 주주 근근히 열심양생 흥시오68) 

2. (상략) 지금 죠션에 례일 급션 무는 교혹인터 교혹올 식히랴면 남의 

나라 글과 말올 셰혼 후에 학문올 ?딛치랴 풍거드면 교혹 훌 사륨이 벗이 

못 될지라 그런 고로 각씩 화문 척옴 국문으로 버력 흥여 ?딛쳐야 낚녀와 

빈부가 다 조곡식이라도 학문옴 빈호지 한문 얻1화 ?지고 한문으로 다른 

학문을 빅호려 창거드면 국중에 이십여년 그노릇몬 훌 사륨이 엿이 못 될 

지라 국문으혹 최올 번력 흥온거드면 두?지 일올 예일 몬져 창여야 훌터 

이라 첫직는 국문으로 옥편올 몬드러 글흔쓰는 법을 청회 돗코 69) 

3. 리씨열심 시흥셔면 소히리에 사는 리쥬싼연철씨가 옴력 금년십월브 

67) 소학교 국어 교과서의 재검토 
68) r교육이 례일 급션무」， r대한미일신보~(2권 g호)， 1없년 5월 æ일， 

69) r나라이 독립이 되랴면J，독립신문~(2권 m호)， 1없7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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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그 동중에 국문야학교률 셜립캉고 싼l학문칙흔률 국문으로 버역좋야 '? 1 

p1옹 영섞으로 교육중매 학도가 날노 느러셔 삼십여인된지라 일군이 칭흥 

혼다라 70) 

4 북도에셔온 사륨의 말올 드른즉 경흉부윤 김영진씨가 도입혼지 칠삭 

인뎌 교육에 열심융야 공립하교를 진력찬성 향고 면면에 싼립학교를 셜시 

흉야 야학으로 초동목슈률 모집흉되 국문으로 +탤옴 ?틀치며 쪼 녀학교 

를 셜립창엿난뎌 학도가 철십여명이나 된다더라 71) 

5 전라북도고산군 싼립화산의육은 육상 민영조씨와 깐무원 오인이 청년 

흔례를 교육하기위융야 창셜혼지가 불과수삭에 학도가 륙십여명에 달융고 

人도 로동자들의 지식이 몽1;!]함을 개탄융야 야학교를 쩔좋고 목듭곽접울 

국문으로 번역창야 염섬교슈휴으로 로동학도가 삼싼십명에 달융엿다더 

라η) 

6 일반동포의 남녀로쇼 유식무식올 물론융고 각기슨정과 년한에 구익되 

여 학교에입학지 못흥는이의게 보통학슐을 발달흉기 위향야 각총긴요혼 

학문올 순국문으로 쉰게버역흥야 교육월보를 방1찍흉오니 이거슬 사보시는 

동포는 다 유식혼학^Þ가 될터이니 본샤와 경향에 각셔포에와셔 사가시업 

경생풍부교통이십구통싼호 교육월보샤 1;!]월이십오일발 혼권명가십오천염) 

7. 외국 교과셔룰 쓰는거시 천천만만 불가흥은 다시 말훌바-업스니 이제 

70) r리씨열심J，대한믹일신보，，(2권 181호)， 1!lB년 1월 9일 

71) r경흉부윤권학'J，대한~1일신보~(2권 ZiU호)， 1!lB년 5월 1일. 
72) r화산의숙성황」， r대한~1일선보~(2권 잃호)， 1!lB년 5월 ~일. 
73) r敎育月級J，대한~l일신보냉(2권 371호)， 1!lB년 8월 3)일. 

처음 광고가 나온 날찌는 1!lB년 8월 23일이다. 이날 이후로 계속해서 4면에 광고 

가 실리는데 환자로 쓰여 었다. 그러나 8훨 3)일부터 순국문으로 표기하여 광고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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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게만 틀어 말훌지라도 청년흔례의 국가싼양올 쇼멸흉여 외국말올 본 

국의 말노 알며 외국글올 본국의 글노 빗어셔 점검 외국올본국으로 아는생 

각올 양성창ξ·니 이거시 그혼가지 올치못혼것이오 일어로 교과셔룰창여 

?딛치면 가슨 물리라흥는거슬 붐국맘노?딛칭추1뎌 곳 몹리로 암녀니와 

입어로 ?딛칭추1뎌 붓즈리라흉닫거슨 본국발노 불리라혹~l증음 얻1혹여후 

에야 비로소 물리 ~l중용 알지니 이러케 심력올 갑철이나 쓰게 향여 학도의 

학엽이 진보홈올 방해융며 포흔 융로애 버훌거슬 이틀에 빅호며 이틀에 버 

홀거슬 나훌에 버호게좋여 이러케 학도의 성춰가 뎌디게흉니 이거시 그두 

가지 올치못혼거시오 

8. (상략) 학부에셔 금년에암 (•) 부녀 관원옴 합력 식히여 펴즙과 번력 

옴 부지러히 향야 셔최옴 반히 협가로 겸향 민1 7，}-oß 반포 좋고 (二) 경성과 

오강에 쇼학교를 만허 벅쩔 흉야 동몽을 좋로 맛비 τ1화 셔칙를 올 q 치고 

(三) 五셔 녀에 녀아 女兒 쇼학교를 얻l철 흥야 계집 q 회들도 긴요혼 문씬 

를 올 Q 치고 껴) 

인용 기사를 보면 1은 독자 기고의 글로서 교육의 발달을 위해 필요한 

교과서를 각국에서 수입하자는 내용이다.， 2는 ‘나라가 독립이 되려면’이라 

는 주제 하에 쓰여진 논설로서 각종 학문 책올 국문으로 번역하여 가르쳐 

야 할 펼요성을 역셜하고 있다， 3은 한 민간인의 교육열심올 보도한 기사 

로서 국문 야학교를 설립하여 교육하는데 신학문 책들올 국문으로 번역 

하여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4는 경홍부윤의 교육열올 보도한 것으로서 

‘국문으로 산슐을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이는 외국에서 들여온 

산수책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가르친다는 말올 의미한다고 본다， 5는 전라 

남도의 ‘화산의숙’이라는 사립학교에서 야학교를 설립하여 모든 과정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열심히 교육한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6은 광고인데 <

74) r교육예산J，독립 신문J(4권 9호)， 1뼈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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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月報〉라는 잡지로서 순국문으로 번역되었다는 점올 강조하고 있다. 

7은 학부의 교육계획 방침으로서 첫째로 든 것이 번역의 문제다. 기사문 

을 통해 볼 때， 당대에 국어의 필요성은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 

국 서적들의 번역이 필요하다는 요구에서도 거론된 듯 하다. 당대 국어교 

육의 모습을 재구하는 데 있어서 국어교육의 목표가 번역의 문제와도 연 

관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측면이다，75) 

3) 토론문화와 국어교육 

근대 계몽기는 말 그대로 계몽시대이다. 글로 말로 국민을 계도해야 한 

다는 의식이 선각자들에게 팽배해 있었던 만큼 연셜이나 토론 동은 하나 

의문화가된듯하다. 

학부의 교육계획의 다섯 번째에도 ‘토론과 연설’올 사습케 해야 한다는 

방침이 었다. 

(상략) (五) 각 학교에 토휴회를 셰첼 융야 학문 지식에 유익훈 토론과 

여셜옴 사슈 좋게 융고 (六) 흥공양 農工商 학교를 비쩔 융야 롱싼 융는 법 

과 손 칙죠와 장ξ 흉는 도리를 흔흔 올 q치고 (七) 셔척관 書籍館를 혼 곳 

에 껄시 흉야 대한 유명훈 셔최과 각국 셔척올 모하 사름의 지식온 열쁨 아 

니라 이후 박물과 피효를 만들고 (i\) 각도 각군에 三년 한 흥고 각석 신문 

을 관비로 션파 흉야 벅성의 이목올 열게 흥고 (九) 총명 흔례 (불구 문벌 

사정 창고 ) 를 二三十인 뽑아 셔양 각군에 파송 흥야 유용혼 기업 技業을 

한 十년 창고 얻l호게 창엿스면 국가에 다헝이켓도다，76) 

75) 지석영온 세종 이후 국문 사용의 역사를 개관하고 국문 연구의 당위성을 누구보다 
도 조리있게 주장하였는데， 분벅용 알아야만 남의 글옴 장 이해합 수 었고 자신도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하여 번역과 국문연구의 필요성을 논한 바 있다"， (r국문론J ， 

『독립신문J(2권 tfl호)， 1없7년 4월 22일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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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는 공개 개방적인 언론의 둑이 신문의 동장으로 일단 터지자 활자 

문장으로부터 이번에는 직접적인 언론연설 둥으로 확대되는 양상올 나타 

내는 때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독립협회’의 활동을 틀 수 었다. 

læ7년 8월 29일부터 시작된 동협회의 정례적 회합인 통상회석상에서 토 

론회가 거행되었다. π) 

요션 일요일 오후 셰시에 독립관에셔 토론회 례 오회를 열고 토론 흉는 

다 문계인즉 부녀를 고혹 흉는것이 의리 양과 경제 양에 뭇당 홈으로 결탱 

홈 우의에 리흉구 김규회씨가 연쩔 창고 좌의에 방한덕 김성진씨가 열셜 

흔 후에 기외 여러 회원들이 토론 흉야때쩨 자미 잇고유익 혼 의론이 만 

히 잇더라 회원 중에 공고에 참례융야 못 온이가 만히 잇고 회에 참례 혼이 

도 포혼 만히 잇스며 기외 방청 흉는이가 여러 벅명이 와셔 사륨띤다 샤미 

잇고 길겁게 듣는 이가 만히 잇스며 새로 모로던걸 비호는 일이 만코 죠션 

인민의게 극진히 리익 혼거시 만터라 요 다음 일요일에 토론회 문제는 교 

홉올 생대케 융는다는 국문을 한문 보다 더 쓰는것이 례일 요긴 홈 우의에 

우향션 김썽진 좌의에 한창슈 조병건 샤회 양에 유죠혼 연쩔이 번번히 잇 

슬터이니 학문 상에 유의 하는이들은 다 와셔 참례 창고 방청들 흉시요 78) 

제1회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 (좌편) 백성기 • 이건호 (우편) 이 

경식·조병건 

제3회 “나라 부강케 하는 방책은 상무(商務)가 례일” 이계필 • 이병무/ 

현제복·이종하 

제5회 “부녀 교육은 이리와 경제상 마땅한 일” 방한덕·김성젠 

이충구·김규회 

제6회 “국문올 한문보다 많이 쓰는 것이 교육진흥되는 일” 한창수 • 조병 

76) r교육예산'J，독립 신문J(4권 9호)， 1關년 l월 14일. 
77) 崔埈韓國新聞史論댔J， 일조각" 1976, 6면. 
78) r요견 일요일 오후 3시에 독립관에셔J，독립신문~(2권 117호)， 1뻐년 10월 2일. 



88 국어교육연구 체10집 

젠우항생 • 김성진 79) 

〈독립신문〉에서는 토론회의 내용과 결과를 보도하고 다음 토론회의 

논제와 연사를 신문을 통해 알림으로써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했고1 현실 

의 문제들에 대한 비판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 

다. 연설이나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들도 여렷 찾을 수 있었다. 

1. (상략) 구미 각국들은 연셜 법이 잇서 관인이나 모군이나 지나 가는 

사륨이나 혼곳에 모혀 돗코 혼두시 동안에 엿 천명식을 ?걷치는니 멸혈 

볍이 심노 교훌 삿에 끼요훈 묘방이라 일벅 6십여년 견에 법국 벅성의 우 

미 흠이 죠션 보담 더 흉더니 유명혼 션버 라석이라 흉는 사륨이 나라가 흥 

왕 좋고 벅성이 편훌 리치로 글을 지여 집집 마다 ?딛치고 도생 큰김에셔 

늘마다 여셔 흉야 무식흐 빔셔천지 암게 ? 후에 빔셔이 둠여히 찌다라 능 

히 볍률도 틴틀며 문명에 친보가 되옛시니 우리 셋각에안 죠셔 과<;>1틈도 

지식으로 나라를 낀뱃코져 훌친뎌 공무 보는 여가와 일요일올 당 좋거던 

집에셔 즙자던지 친구를 츠자가 쓸다 업는 끽담으로 쇼일 훌것이 아니라 

무식혼 벅성들올 모와 도학으로 근본을 송고 지화 ~는 리치로 시셰를 훗 

차 연철 항여 ?딛치는것이 조훌듯 좋다고 창엿더라 80) 

2. 전국에 학교를 빅셜좋야 다몬 한당 즈피몬 받l훌분이 아니라 셰계 각 

국 ÷피를 올 q 쳐야 훌터이요 탕작에 되야 가느 임과 몰청은 ~1문지와 연 

챔노 교훌 흉야 81) 

3. 셔양 사륨 말에 십분 동안에 나무를 베히랴면 오분 동안은 독피를 갈 

79) r독립신문J 1엄7년 8월 31일， 9월 7일， 9월 16일， 9월 z3일， 10월 2일， 10월 z3일 신문 

참조 
80) r사륨이 학문이 업시연J，독립신문.~(l권 1<12호)， 1æ>년 11월 æ일. 

81) r사륨이 미허 깐률 미리 아는 길은J，독립신문J(3권 5호)， 1rol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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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분 동안에 나무를 베히는것이 둔혼 독괴로 십분을 다 허비 흥는것 보 

다 낫다 중니 벅성을 지화 식히는것도 역연 혼지라 방금 셰계 형편을 보면 

대한이 하로 맛비 낀화 중여야 나라를 보존 훌터이라 그런 고로 사롬마다 

틴 g이 죠 흉야 기화 훌 방법올 성각 향야 화륜션 렬로 연보 광산 슨무를 

셜시 향랴 흉며 +1문과 연섬과 토론으로 지식옴 밤탈 중랴 좋며 82) 

1에서는 정부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널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나 경제 

적으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없으니 구미 각국처럼 연설로써 교육하는 것 

이 필요한데， 이에서 ‘연셜법’이 교육상에 긴요하다는 것이다~ 2에서는 당 

장의 돌아가는 일이나 물정은 신문과 연설로 교육하라는 교육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3에서는 교육이 제일 급한 일인데， 우선 신문과 연설과 

토론으로 지식을 발달케 하라는 내용이다. 토론과 연설은 다름아닌 우리 

말로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대에 국어교육의 목표가 토론교육잃)과 연 

관되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올 시사하는 바다.없) 

4. 맺음말 

본고는 근대 계몽기를 대표하는 〈독립신문〉과 〈대한미일신보〉 양대 

82) r교육이 예일 급무J，독립신문~(4권 2호)， 1잃년 1월 6일. 

83) 소학교를 암 빼우논 학교라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 “말 비호는 학교와 빗 쇼학교 
라 칭융여 온지 지금 네해라" (r안동 관립 쇼학교 교원 안영상씨의 편지J，독립신 

문~(2권 112호)， 1없7년 9월 21일) 

84) 독립신문이 사용한 문체의 특정도 관섬의 대상이다. 개화기 국문체에는 독립신문의 
논쩔처럼 껄득 계몽위주로 전개되는 강술체(講述體)와 고담 이야기에서처럼 사랑 

방 이야기를 옮긴 것처럼 전개되는 담화체(談話體)의 양대 흐름이 폰재하면서 각 

각 민족언어의 상충과 저충올 대표하고 있었다.(심재기개화기 문체 양상에 대한 

연구」， r한국문화.~ 13, 서울대한국학연구소 1앉12， lOO-l<J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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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나타난 국어교육의 실태를 살피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순한글을 통해 민족 계몽의 선두로서 앞장섰던 양대 신문 기사를 통해 

어문교육의 이념이나 목표를 재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당대의 신문의 지향점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국민 

계도를 목표로 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특히 여성이나 노동자 교육을 강조 

하는 기사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대중지향의 신문에서 어문교육과 관계된 기사를 통해서 국어교 

육의 목표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신문에 드러난 국어교육의 목표도 대 

중성 지향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중성 확보로서의 국어 

교육， 번역을 위한 국어교육， 토론문화의 토대로서 국어교육이라는 국어 

교육의 목표를 읽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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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독립신문〉 논문 관계자료 

번효 밟앵밑 연 기사쩨목 
기사 

문체 범주 내용 
유형 

건양원년 4월 7일 1연 우리가독립신문을 논설 국문체 국어교육 
신문외 유익생 한문보다 국문 

이우월 

2 건양원년 4월 21엘 1연 세상에 블쌍한인생 논생 국용혜 여자교육 여자교육외 필요생 

3 건양원년 5월 12힐 1연 갱부에서 학교용 논설 국푼체 교육일반 
납녀풍웅 교육， 용교육의 필요 

성 

4 건양왼년 9웠 5얼 l연 조션에 학교에 논얼 국훈쩨 자녀교육 
미래올 자녀교육 여자교육의 

명요성 

5 건양원년 11월 2ß일 l연 사랍이 학문이 논설 국훈체 교육일반 학푼의 명요성 

6 건없년 3웰3l일 2연 일본교육가 
외국 

국푼체 여자교육 
일본에서 부인융 위한 대학 셜 

홍신 렵 

7 건양년 8월 5힐 l연 나라이 독립이 논설 국문쩨 국어교육 
한자보다 국문의 중요성과 연 
리함강조 

8 광우웬년 9월 21엘 3연 안동관립 소학교 잡!;l. 국용째 교육입반 
소학교 졸업생융 위한 교과개 
성의 펼요 

9 팡우원년 10월 2일 3연 .ll.전 힐.ll.일 오후 잡'!;l. 국푼체 국어교육 한문보다 국푼 4λ는 것이 요긴 

10 광무훤년 11월 13엘 3연 요전얼요일 오후에 잡보 국훈체 교육엘반 
구학문과 신학문외 우옐 토론 

벙어리 판수교용 

11 광우2년 I월 4일 1연 지나간십이월삼십 논셜 국문체 여자교육 남녀동풍한교육이 필요 

12 광푸2년 1월 13영 1연 사람이 미래샤훌 논셜 국문쩨 교육일반 
학교설링 연설과 신문 교육의 

중요성 

13 팡무2년 9월 13일 l연 여인교육 잡보 국용얘 여자교육 
여자교육의 중요성 아풍교육 

과소학교중셜 

14 팡무2년 9월 19입 l연 유지각한친구의 글 장보 국문체 교육일반 
한문 숭상하는 자툴의 예해 외 
국어·학교교육 

15 광무2년 9월 21영 l연 유지각한친구의 글 잡보 국문쩨 교육일반 
외국어 교육 인민교육 신문교 

육의중요성 

16 광우2년 9월 2ß잉 4연 부인개회(전호연속) 잠보 국문셰 교육일반 여학교설립용위한의론 

17 광무안켠 1월 6연 l연 교육이 제일 급무 장보 국문셰 교육일반 학교훌 중셜. 남녀교육 권연 

18 팡무3년 1월 14일 I연 교육예산 잡보 국문제 교육일반 
소학교 여학교 섭립 토론·연 
셜·읽기 신문교육 

19 광우3년 2월 25일 3연 무슨교육 잡보 국문체 교육얼반 
상공학교， 여학교 설립계획 무 

산 

3J 팡우3년 3월 I일 I연 학푼의득실 논성 국문쩨 교육일반 
교회， 학파 신문 교육， 혁환외 
득실 

깅 광무3년 3월 l얼 3연 여자교육 장보 국문째 여자교육 
숭동부인회에셔 여자교육， 국 
문과 한품 글자 ... 기 

z 광우3년 3월 4일 3연 남녀유벌 잡보 국문쩨 여자교육 
여자교육온 여자교사가 혜야 

함 

g 광우3년 5월 31일 l연 세 가지 우얘한얼 논설 국문채 여자교육 
여자교육의 중요성， 남녀용둥 

교육펼요 

24 광우3년 6월 27일 l연 요긴한일 논껄 국문얘 교육일반 
다양한 교과외 교육 필요 여자 
교육 

g 팡우3년 8월 8일 4연 째혀 개정 
외국 

국문셰 교육얼반 
일본의 정우 감육애셔 교육하 

용신 고신푼융 얽깨함 

æ 팡푸3년 9월 l힐 1연 신문확장 논셜 국문셰 신운교육 신훈외 교육척 효능 

a 광무3년 10월 4일 3연 여학교사건 장보 국문얘 여자교육 
학부에셔 여학교 셜립융 하지 

않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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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벌첨2 <대한91일신보〉 논문 판계 자료 

번효 발행일 면 기사째목 
기사 

문뼈 범주 내용 
유형 

l 1!l17년 5월 zl얼 l연 국문신보방간 사셜 국문찌 국어교육 
한품보다 국문이 우수함， 국문신 

문창간갱위 

2 1!l17년 7월 2일 3연 남녀동동 기셔 국문째 여자교육 여자교용과 남녀풍동한 권려 

3 1!l17년 7월 6일 2연 여"t실업 잡보 국문쩌 여자교육 여자교육회의 실업의 우수 

4 1!l17년 7월 9일 3연 남녀동용 기셔 국문째 여자교육 여자교육외 필요생 

5 1!l17년 7월 9입 l연 의획하눈슐판온 기셔 국문새 교육일반 교육확장， 여자교육의 명요성 

6 1!l17년 7월 10얼 l연 외뢰하는숍판온 기셔 국훈얘 교육일반 학교성럽과 남녀교육 권연 

7 1!l17년 7월 10일 2연 학비금 하사하샘 장보 국문째 교육일반 명양 찬명여학교 져교셜럽 

8 1!l17년 7월 14일 3연 거누구타령 동요 국문혜 교육일반 
여자·신문교육， 학교생렵 권연용 

시로 ~ 

9 1!l17년 7월 17일 2연 아직 이르마고 잡보 국문체 교육얼반 
여자교육회의 욕장 고첩 사건 아 

혀유보 

10 1!l17년 7월 18일 3연 여자교육여 사찰 잡보 국문얘 교육일반 명양의 여자교육융시활 

11 1!l17년 8월 l임 l연 인총보존의 계책융 논껄 국문얘 교육일반 남녀흥동교육의 필요성 
g 1!l17년 8월 :Ð일 3연 갑축안안 장보 국문셰 여자교육 여자교육용 일신 확장 

13 1!l17년 8월 æ힐 2연 여자의 션성 합보 국문째 교육일반 여자교육회의 활동 

u 1!l17년 9월 5일 2연 남녀교육 장보 국문셰 교육일반 민간인의 교육옐심 

E 1!l17년 9월 7일 2연 놓온지취 잡보 국문체 교육일반 민간인외 교육옐싱 

16 1!l17년 9월 12일 3연 나라외 흉함이 기서 국문셰 여자교육 여자교육외충요생 

17 1!l17년 10월 l일 2연 국문회의 잡보 국문체 국어교육 학부얘셔 국푼연구희톨 개설 

18 1!l17년 10월 l일 2연 여자교육회 잡보 국문셰 교육일반 여자교육회의 부갱 

19 1!l17년 U월 10일 1연 한국의 여자교육의 논셜 국푼찌 여자교육 여자교육외 중요성 

:Ð I!Iη년 12월 11일 1면 한국외 여자교육의 논설 국문제 여자교육 여자교육외 중요성. 조혼 비판 

21 I!IE년 1월 9일 3면 이써영심 잡보 국문체 교육엄반 
신학문왜융 국문으로 번역하여 영 
성교육 

z l‘Il!년 l월 19일 3연 혹은우리나라국훈 기셔 국문껴 국어교육 국문외 충.a생， 교육권연. 

낌 I!IE년 2월 12일 3연 여학교확장 잡보 국문셰 여자교육 여학교양규의숙의 확장 

24 I!IE년 2월 ~일 2연 여학교창셜 잡보 국문셰 여자교육 여학교창썰과여자교육 

g I!IE년 3월 l얼 3연 대동회용파 잡보 국문찌 교육업반 
대홍희얘셔 쿄육후에 학무과， 연 
집과，조션과톨툼 

aì I!IE년 3월 7일 2연 셔호문답 
시사 

국문쩌 국어교육 
가갱교육{국문교육)， 학교교육 권 

명혼 연 

27 I!IE년 3월 10얼 l연 에조신용휘지셔 기셔 국문셰 신문교육 신문.:.1.육 

28 I!IE년 3월 12일 l연 빼조신푼춰지셔 기서 국문 .. 신문교육 신문융흉한신쿄육 

g I!IE년 3월 14얼 2연 서호문당 
시샤 

국운세 교육일반 교육권연， 국문 익혀기 강초 
평론 

æ I!IE년 3월 애일 l연 부언제얘 권고함 기셔 국푼체 여자교육 부인외각생 

31 I!IE년 3월 :Ð입 I연 경고똥!! 기서 국풍셰 교육일반 신문파잡지톨흉한교육 

32 I!IE년 3월 aì일 l연 노상당화의 일용 논셜 국문셰 교육일반 명용안 앞션 교육사업의 예혜 

33 I!IE년 4월 2일 1연 툴리 나아갔다가 논설 국용쩨 교육영반 지속척인 교육사업외 쟁요생 

34 I!IE년 4월 4엘 l연 여자교육외 시급흔 기셔 국문쩨 여자교육 
남녀풍둥의 교육. 여자교육의 시 

급생 

:E I!IE년 4월 7엠 2연 노동자교육 장보 국문셰 교육일반 
노용야학회에세 노동자률에게 산 
슐과국용교육 

36 I!IE년 4월 Z일 2연 여자운동 장보 국문세 여자교육 여자교육회와 여학교 연합 훌풍회 

'J/ l‘Il!년 5웰 l힐 3연 정흉부융권학 장보 국훈세 교육일반 
정흉부용이 사렵학교 설립， 국문 

」 으로산슐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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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nl년 5월 17일 3연 슐프다우리 동포여 기셔 국문째 신용교육 신톨교육외 충요성 

II 1!nl'년 5월 æ엄 3연 국푼학원모집팡고 광고 국훈째 국어교욕 국품전문학교외 팡고 

<<l 1!nl년 5월 æ입 I연 국혁의 양당핑이 교육 기셔 국문예 교육일반 국켠희혹융 위한 교육권면 

41 l!nl년 5월 æ일 3연 교육이 제일 급선무 기셔 국문체 교육일반 
신용·장지·신소설·번역교파서 
가E청 뭘요 

42 l잊ll'년 5월 21일 2연 여학교영업 방청 기셔 국훈체 여자교육 
한생판립여학교 설립항 학부의 계 

획과방챔 

43 1!nl년 5월 21일 3연 화산외축생황 압보 국문체 교육영반 
화산외숙에서 모든 과갱융 국문으 
로번역하여 교육 

44 l!nl년 6월 10일 2연 의견서 발간 장보 국문째 국어교육 흥사단 유길준씨가 국문교육 강조 

45 1!nl년 7월 11얼 I연 확교에 쓰는노래훌 논설 국문체 교육얼반 
빡쿄에서 부르는 노래외 효용성， 

국훈가샤의 필요성 

<Il 1!nl년 7월 18일 l연 아직 놓지 않다 논설 국문체 교육일반 만학도외 국문교육 

~ 1!nl년 8월 1일 1연 한국#인계에 새사상 기셔 국문체 여자교육 냥녀풍용의 권리 여자교육 권연 

48 1!nl년 8월 2일 2연 국훈방당연구 장보 국문채 국어교육 국훈연구회가 국문발달 방칭협의 
g l!nl년 8월 9얼 l연 농쭈학교 생립 잡보 국문째 교육일반 농푸교육융 위한 야학교 설립 

00 1!nl년 8월 11영 l연 여자교육 기서 국문체 여자교육 여자교육이 교육의 근본 

51 1!nl년 8월 g일 l연 이씨의 교육열심 잡보 국문체 교육일반 
대천군 이씨， 학회에 기부， 기호서 

확‘호남，교남학회 

52 1!nl년 8월 g얼 4연 교육월보 광고 한문체 교육얼반 
보홈학융융 발당케 하는 갑지(훌 

추) 

53 1!nl년 8월 ~얼 l연 신문지에 비치는맑용 논셜 국문얘 교육일반 교육권연 

54 1!nl년 8월 ;5일 4연 교육월보 팡고 국문셰 교육일반 보륭학슐융 방당채 하는 잡지 

ffi 1!nl년 8월 II업 1연 국어와국문외 톡립혼 기서 국문체 국어교육 
국문융 할닿시힐 것 국한문흥용 
의 j용확이함 

æ 1!nl년 8월 $영 3연 국문야학 장보 국문쩌 국어교육 
정성군 찌씨가 국문야학교 성링하 

여 혈싱교육 

s/ 1!nl년 8월 II일 4연 교육월보 광고 국문체 교육일반 
긴요한 학문융 순국문으로 번역 
(국훈) 

58 1!nl년 10월 7일 3연 맹녀학교취지셔 장보 국문쩨 교육입반 
셔국의사률이 명양에 맹녀학교 생 

립 

!Ð 1!nl년 10월 10입 2연 초당상간객온집에 
시사 

국훈체 교육일반 교욕외 어려융한탕 
명용 

00 1!nl년 11월 7일 1연 훈법융마땅히 흉일 논셜 국문쩌 국어교육 문업 용일외 시급성 

61 l!nl년 12월 21일 1연 여자와노풍사회의 논설 국문체 여자교육 
여자와 노동자률 위한 교육계의 
판싱 챙솜 

62 1!nl년 12월 II얼 l연 여자와노동사회의 논설 국문체 교육일반 주체생있는교육권연 

æ l잊8년 l월 5일 2연 지먹토혼 잡보 국문쩌 여자교육 여자교육에 대한토용회 

64 100l년 1월 aJ일 3연 신문구랑효험 잡보 국문체 신문교육 
신문용 얽고 자각하여 교육 열심 
인 김씨 

65 100l년 2월 2일 l연 각신문위업하는 논생 국품체 신문교육 신용교육외 유익성 

65 100l년 3월 2얼 1연 어학외의혼 기서 국문체 국어교육 
국가갱신융 항。&하71 위혜서는 어 
학용￥가영수 

R 100l년 3월 4영 1연 유학생 한인흥씨가 앨J;!. 국문예 교육일반 
한 유학생이 일본과 미국에 대한 
경계촉구 

g 100l년 3월 10입 1연 애가지 지유외 큰공 논영 국문쩨 교육일반 
aJ새기 문명온 언혼 • 저술 • 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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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Newspaper 

Yeun, Keαn Sun 

The IlJllX)Se of this re짧'Ch is to examin 뼈 f없s of ~α얹n 1뼈뻐ge 

뼈.tcation through 까:te 따뼈빼lCe Newspcq:er 뼈 까1e Koræ 뻐y Ne찌IS. 

π:teIr앉뼈앉're News~ is the first koπrulwri뼈1 news뼈~ in kor없n 

history. Fallowing it The Ko뼈 뻐y News is wri따1 ~α많nl뻐gu맹e. 뼈y took 

thel얹d oot 때]y a carr뼈ignenli따nrent but 려so korean 1때U앵e 어ucation at the 

tirre of flowerir핑.So 뼈y are TIæeSsarγ to study of korean 1뻐밍뻐ge 어ucation. 

m orer to a따없;h to the purπlse of this study, this 맹~ is focus뼈 news 

writ뼈1 kor않11뻐밍퍼ge 뼈lcation. 빼 carre to a 0α1Clusion 파￡ 뼈 follo뻐ngs. 

First, the two ne뼈맹~ 띠ayd an imxrtant 따t in p:뼈rrarity 

어ucation{e야없외ly woræn 때 labore's). secor때， the IlJllX)Se of kor얹n 1뻐맹ge 

없ucation in T:teW뼈:xn; was St.m1lllaI'i뼈 thræ facts, that is to say, klα얹n 

l뻐g뻐ge 어ucation for p:>ptrrarÌty 어ucation， 뼈rean 1뻐g뻐ge 어따ation for 

없nsla미19， korean 1뼈uage 밟ucatiα1Íor (批us페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