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대 계몽기 신문에 나타난 어문교육의 양상* 

1. 머리말 

으킹서 •• 
ι.!.C L..! 

본고는 근대 계몽기 신문에 나타난 어문교육1)의 양상올 살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당대의 어문교육의 실체를 살펴 보려면， 크게 세 방향 

에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첫째는 학교교원관공립 교육/사교육)， 

둘째는 기독교의 교회교육， 셋째는 잡지나 신문을 통한 교육 둥에서 어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근대 계몽기 어문교 

육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려면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 

진다. 

이 논문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일환으로서i'독립신문』， 『제국신 

문』， 『대한J;?l 일신보낸2) 둥 신문에 나타난 어문교육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 이 논문온 :ro2년도 한국학솔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옴{KRF -:r02-<J73-
뻐nα~).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 본고에서 언급한 ‘어문’은 ‘국어’와 ‘국문’을 말합이다. 
2) 연구 대상 신문은 『독립신문'J ， W예국신문~，대한'11일신보J(국문판)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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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학교교육이나 교회교육파는 달리 신문교육온 매책교육이다. 또한 

교육 대상도 학교나 교회가 특정인을 향한 교육이라면 신문은 불특정 다 

수를 향한 교육이다. 매체를 통한 교육이라는 점에서는 당대의 잡지도 신 

문과 같은 교육적 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대상을 고 

려하면 차이를 보인다. 당대의 주요 잡지가 주로 학회를 중심으로 한 전 

문적이고 학술성올 띤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충은 신문보다 한정적이다. 

요컨대 신문은 일반인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자충이 광범위 

할 뽕만 아니라 대중적이다. 본고에서는 이렇듯 학교나 교회， 잡지와 다 

른 신문 매체만의 특성올 고려하면서 계몽기 신문에 나타난 어문교육의 

양상을살피파한다. 

2. 근대 계몽기의 신문과 어문교육 

여기에서는 먼저 신문들의 교육적인 측면올 검토해 보고， 구체적으로 

어문교육 관련기사를 살핍으로써 그 양상올 고찰할 것이다. 특히 어문교 

육 관련기사는 1) 논설에 나타난 어문교육의 논의와 2) 일반기사를 통한 

어문교육의 실제들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주로 신문에 게재된 어문 

관련 논설들은 주로 어문교육의 당위론을 논하고 있으며， 기서나 잡.li!， 

광고1 시사평론 둥에 실린 관련 기사들은 어문교육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기사들이 당대 

이률 신푼온 순국문으로 쓰여졌다. 어분교육 이전애 이미 국분 쓰기률 통하여 견범 

올 보이고 었다는 정， 그리고 한문 내지는 국한푼 신문보다 대중성을 획특하고 었 
다는 점융 주시하였다. 본고가 신문이라는 매체의 욕수성， 즉 불특정 다수률 격냥 

한 신문의 성격과 이률 통한 어문교육의 측면을 드러내려는 데 옥척을 두고 있기에 

이들 신푼으로 연구의 범위률 좁혀 고활함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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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교육에 어떠한 영향력올 끼쳤는지를 주시하며 고찰할 것이다. 더불 

어 연구 대상 신문들이 어떠한 상뺑l서 제작되었으며， 그 제작자들은 누 

구이며 독자에게 끼친 효과나 기능은 무엇이었는가에 주목하면서 기사들 

을 예의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 신문들의 어문교육에 대한 기사들 

도 서로 비교해 볼 기회가 될 것이다. 

1) 근대 체몽기의 신문 교육 

근대 계몽기는 일본의 경제적 잠식으로 국권은 기울고 나라는 존재의 

위기에 처하였으며， 밀려드는 서구의 문물은 전통사회롤 동요시키고 있 

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일부 개화 선각자들은 국권회복올 위하여서나 부 

국강병을 위하여서나 국민의 계몽을 통한 교육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종전의 교육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근대 교육사상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국민전체를 신분과 성별의 관계없이 교육시켜야 한 

다는 대중교육 사상과 실생활에 유용할 수 있는 학문올 가르쳐야 한다는 

실용학문 사상으로 정립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근대 교육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신문에 대 

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신문이 근대교육 사상의 

계몽이나 문자의 보급 또 정셰의 판단으로 국민의 단합을 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매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의하여 『독립신 

문』， 『제국신문』， 『皇城新聞』， 『대한빅일신보냉 r매일신보냉 둥이 차례로 

창간되어， 각각 나름대로의 특정올 지니고 민중 계몽에 이바지하였다. 특 

히 순국문 신문들온 중류계충 이하의 하층민까지를 상대로 한 폭넓은 독 

자충올 가지꾀 민중계몽이라는 측면에서 한글의 발전과 문맹 퇴치라는 

측면에서 그 사명을 다하였다-.3) 

먼저 연구 대상 신문들의 발간 당시 상황과 그 재작에 참여했던 인물 



326 국어교육연구 쩨11집 

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먼저 『독립신문』은 건양 원년(1íl췄)에 독 

립협회가 배경이 되어 서재필， 유길준， 윤치호 둥의 주로 미국과 일본에 

서 유학한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다. 우리 나라 최초의 일간신문 

이자 민간신문으로서 국문과 영문으로 간행되었고， 서구의 영향올 보다 

직접적으로 수용한 세력들이 발행했기 때문에 서구지향의 적극 개화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간에 의한 첫 신문이며 어느 신문 못지 않게 우리나 

라 개화기에 많은 영향올 미쳤고， 최초로 가판제륭 실시， 신문의 대중성 

을 강조한 신문이기도 하다. 서구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수용한 민간 

세력이 발행했지만 전적으로 정부의 보조에 의폰했기 때문에 전술한 정 

파지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4) 그러나 1쨌년 12월 독립협회가 해산 

된 뒤부터 1쨌년 12월 4일 『독립신문』이 폐간될 때까지후 주필이 아펜 

첼러， 엠벌리로 바뀌면서 비판보다는 교육， 계몽에 치중5)하게 된다. 

이어서 『제국신문』은 1쨌년에 민중계몽올 위한 국민교육에 관심을 둔 

이종일을 비롯한 다수 선각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발간되었다. 동시기에 

출현한 『皇城新聞』이 독립협회 중에서 유교의 혁신파라 할 수 있는 세력 

들에 의해 창간되어 한문 해독이 가능한 지식충으로 중류 이상 사회계충 

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반면Ii'제국신문』은 『독립신문』 이후 당시 유일한 

한글전용 신문이었고， 한문을 모르는 대다수의 일반 대중과 부녀자들이 

접촉할 수 있는8) 유일의 신문이었다. 그밖에도 새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3) 김양원홉韓末 례국신문에 나타난 敎育思想뽑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앉~ffi쪽. 

4) 이상철 r신문의 역써， 커뮤니케이션북스 I잃 318쪽， 
5) 이상철(l때)， 앞 책， 짧쪽. 

6) “일견에 일본 군뎌에셔 정지식한 례국신문은 쳐홈브터 숭국푼으로 훌깐률닫 고로 

부~l툴화 하훈 모로눈 사훌틈이 모다 보기훌 표화롤야 '11'쩌셋예 그 효협이 격 

좌요많H 근일 정보된 후로는 그 신문 보던 부인들과 한문 모로는 사륨돌이 미우 
각겁송}고 Q]닮히 녁이다더라，"(r대한J<!]일신보내， l00iIO.18. “일견에 일본 군뎌에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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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충， 성장하는 농민층， 새로이 대두하는 노동자충， 해방된 천민충 둥도 

『제국신문』의 독자였으리라 짐작된다.，7) 

『대한~l일신보』는 앞선 두 신문파 달리 외국인에 의해 발간되었는데， 

1없년 영국인 배셜(排設: Emest Thorms 뼈뻐1)에 의해 창간되었다. 외 

국인 발간의 신문이기에 치외법권의 보호를 받아 일본의 탄압올 피할 수 

있어서 총무 양기탁을 비롯하여 박은식， 신채호 둥의 논객이 강력한 항일 

논조를 펼 수 있었다，8) IT'대한미일신보내가 강력한 반일적인 논조로 나오 

는데도 일본 당국이 이를 제재하지 못하자 한국인 독자가 늘어나 당시 신 

문 가운데 최고의 부수(1만 3;αm부)를 기록했다，.9) 그만큼 일반국민에 대 

한 영향력이 컸음을 시사한다. 

각각의 신문들은 그 창간사를 통해 신문사가 추구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독립신문』의 창간사를 원문에서 발혜하면， 

1. 첫칙 편벽 되지 아니혼고로 무슴당에도 상관이 엽고 양하귀천올 달니 

뎌첩아니흉고 모도죠션 사륨으로만 알고 죠션만 위흉며공평이 인민의게 

말 훌터인뎌 2. 우리가 셔울 벅썽만 위훌게 아니라 죠션 천국인민을 위흉여 

무승일이든지 뎌언좋여 주랴홈 정부에셔 창시는일율 벅성의게 천훌터이요 

벅성의 정셰올 정부에 천훌터이니 만일 벅성이 정부일을 자세이알고 정부 

에셔 벅성에 일올 자셰이 아시면 피흔에 유익혼 일만히 잇슬터이요 a 언문 
으로쓰기는 남녀 상하귀천이모도보게홈이요포귀철올쩨여 쓰기는 알어 

보기 쉽도록 홈이라 4. 외국 사청도 죠션 인민을 위캉여 간간이 피록훌터이 

니 그걸 인연흥여 외국은 가지 못캉드릭도 죠션인민이 외국 사정도 알터이 

용 5. 영문으로 기록흉기는 외국인민이 죠션 싼정올 자셰이몰은즉 혹 편벽 

7) 김양원홉韓末 례국신문에 나타난 數育思想陽究J ，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 7-8쪽 참조 

8) 최기영 r대한제국시 신문 연구J ， 일조각， 1001, ::Ð)-281쪽 참조 
9) 정진석한국언론사~， 나남; 1때ZJ)쪽. 



328 국어교육연구 제11집 

된 말만 듯고 죠션을 잘못 생각훌짜 보아 실상 끼5청을 알재창고져창여 영 

문으로 조곰 피록홈 6. 우리신문올 보면 죠션인민이 소견과 지혜가 진보흥 

올 잇노라l이 

인용문을 통해 보면 1에서는 독자충올 상하귀천 없는 모든 인민으로 

셜정하고 있음올， 2에서는 정부와 백성의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로서의 기 

능을， 3에서는 국문으로 기사률 쓴 이유를， 5에서는 영문 기사 작성 이유 

률， 6에서는 신문의 교육적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신문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1쨌년 4월 9일자 논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기사 내용 

을 보면，1. 인민의 목숨과 권리를 보장해 주고 약하고 가난하고 궁하고 

힘없는 사람올 보호해주며， 2. 조금도 사심이 없이 공평하게 보도하고， 3 

나라의 둥불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신문이니 인민의 선생이라고도 했 

다)1) 

『재국신문』의 창간사도 원문에서 발혜해 보면， 

1, 본사에셔 엿엿 유지혼 친구를 모아 회샤를 죠직흥여 가지고 시로 신 

푼올 발간훌샤 일홈을 예국신문이라 흉야 슐국문으로 날마다 출판훌 터이 

니 깐방청군흔는 만히 쥬의 들창여 보시오 2. 대황예 빼하의 당당혼 대한국 

벅성의게 속혼 신문이라 흥이니 풋시 !f:.혼 중대흥도다 본려 우리 대한이 

τ1국혼지 끼5천여년 동안에 혹 능의게 죠공도 흥고 추쥬도 융엿스나 실노 

대한국이 되고 대황폐 존호를 맛으시기는 하놀 1.흐신 우리 황상혜하 꾀오 

셔 처음으로 창업창신 피효라 우리 일천이벅만 동포가 이 X치 경싼로은 

피회롤 져옴창여 나셔 당당혼 대한 례국 벅성이 되엿스니 동양 반도국 싼 

천여년 ξ피에 처옴 되는 경싼라 우리가 이X치 경축향는 풋슬 천츄에 피 

렴흉기률 위흥야 특별혀 며l국 두 글흔로 신문 채목을 슴아 a 론설과 관보 

10) r독립신문J， læ>.4.7. <논썰〉 “우리가 독닙신문을 오놀 처용으로”에서 원문발혜. 
U) r독립신문J， llm4.12. <논셀〉 “우리 독립 신문이 생긴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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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잡보와 외국 통신과 연보와 광고둥 여러가지률 니어 학문양에 유죠훌만 

혼 말이며 시국에 진적혼 소문올 드러 둥칙향려는바 본샤 쥬의12) 

인용문의 1에서는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순국문 일간지임을 

밝히고 있다.2에서는 『제국신문』이라는 신문 제목을 설명하면서 군주에 

대한 충성심을 암암리에 드러내며 3에서는 신문의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대한미일신보a는 1005년 혁신호를 발간하면서 “大韓有志A士 의 文

明知識올 밟薰하고 홈環球有園의 見物을합동창기 위항야 重刊發行흉는 

바’13)라 하며 신문의 사명관을 국민의 문명지식올 계뺑}고 세계 각국의 

진보된 풍물을 도입하기 위함이라 밝힌 바 있다'.1007년의 국운신문도 이 

러한 계몽성에 바탕을 두고 국민들을 교육 • 계발해서 실력을 양성하여 

‘국권회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두고 있다)4) 1007년 5월 z3일자 국문전 

용판 창간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져 삼천리강토와 이천만인구로 흔쥬독립 흥지못훌걱정이업거놀 무슴 

연고로 오놀날에나라권셰롤온천히일코 사륨의 권리가 천혀엽서져 무궁히 

비참혼경우애 빠첫는뇨 그원인올 의론컨다 (……) 대져국문의 공부로도 그 

사륨이현량흉고 그나라이 부강흉앗스면 그사륨온 현철혼 사륨이 되고 그 

나라혼옷듬 나라이 될지니엇지구구히 한문의능불능올 말흥리오 폐일언흉 

고 한국은 국문이발달되야 사룹의지혜가 열리고 나라힘이 흉실훌지라15) 

12) 떼국신문'J ， 1흩&10. <론셜〉 “본사얘셔 엿엿 유지혼 친구률”애서 원문 발혜. 
13) r大웰每日 申報J， 1!ffi8.1l. 짧說〉 
14) 톰훌1f， r大韓每日 申報 창간 당시의 民族運動가 時代的 狀況」， r구국언론 대한믹 

일신보냉， 대한마일신보샤 .1~ J!17쭉 참조 
15) r대환~1일신뭘， l!U7.5.23. “국문신보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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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서 나타난 바 자주독립올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한데， 어렵고 

힘든 한문이 아닌 쉽고 용이한 국문으로 학문에 힘올 쏟아 나라의 힘올 

키우자고 한다. 순국문판 『대한믹일선보내의 발행은 즉각 일반 국민 독자 

를 확보하여 발행부수가 급증했으며，16) 당대의 모든 신문의 부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부수를 발행했다)7) 

이상 세 신문의 창간사를 보면， 자주독립과 개화라는 시대사명에 입각 

하여， 신문올 근대교육 사상의 계몽이나 문자의 보급 또는 국가의 정세를 

알려 국민의 단합을 꾀하는 동의 수단으로 삼았음올 볼 수 었다. 이것은 

자강개화 또는 자강독립을 위한 민족세력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것을 의미하며， 신문 외에 다른 대중매체가 드물었던 당대의 상황에서， 

개화나 문물의 소개의 장으로서 교육적 기능올 담당코자 했음올 의미한 

다. 

그러면 민족 계몽과 그 교사로서 자처한 신문사의 교육일반론올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들을 살펴 보자. 우선 『독립신문』의 교육 일반론의 기 

사들을 검토해 보면 먼저 조선인은 교육이 없어 규칙과 법률을 지킬 줄 

모르고 무슨 일올 당해도 말로만 앞서고 실제로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고 했다. 따라서 조선에서 모든 폐단올 없애는 유일한 길은 인민올 교육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국 각지에 학교를 세워 젊은 남녀를 교육시키도 

록 권고했다)8) 또한 교육이 나라의 근본임을 강조하면서 개인이 잘살고 

나라를 부강케 하여 외국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이든지 배 

워 자기 손으로 살 도리를 강구하도록 권했다)9) 

16) 이전의 4，<ro부 정도로부터 약 1만 여부로 급증했으며， 1~뼈년 5월 7일 당시의 발행 

부수는 국한문혼용판이 8，1웹부(서울 웠뿜， 지방 쩍4부)， 순국문판이 4뻐뿜(서울 

2댔부， 지방 2，070부)， 영문판이 &부(서울 1때부， 지방 g부， 외국 63부) 둥 총계 

1만 3짧부에 달하게 되었대정진석(1뼈')， 앞의 책， 웠쪽). 
17) 이상철언론발달사~， 일지샤 1앉J2， 100-101쪽. 
18) w독립신문'J ， 1없7.l.Z3. <논셜〉 “근일에 풍셜이 여항간에 잇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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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강국이 못 된 것올 교육의 부족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조선인 

은 일본 사람의 개화하려는 마옴도 있고 청인의 누그러진 성품도 었기 때 

문에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적어도 동양에서 제일이 될 수 있다고 했 

다. 그리고 교육을 위한 책과 선생의 부족올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학교률 

시작했으나 가르철 책이 없음은 물론이고 출판사조차 없옴올 한탄했다. 

또한 번역의 중요성올 강조하면서 서양 책올 번역하여 내면 이 책들올 보 

고 농사하는 사랍들은 농법율 배우고 장사하는 이들은 상법을 배우고 의 

원들은 의술을 배우게 된다는 실용교육론도 폈다.때) 나아가 조선인들의 

교육열 부족도 탓했고，2l) 조선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것은 교육의 부재 

탓이라고 하면서 조선은 인구가 1때만으로 세계에서 적온 나라가 아니 

고 토지와 기후도 좋고 인종도 우수한데 세계에서 제일 약하고 제일 가난 

하고 제일 천대를 받는 것온 무엿보다도 학문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 

다.껑) Ii'독립신문』은 이렇듯 교육의 필요성올 여러가지로 제시하면서， 여 

성교획남녀통둥 교육)， 아동교육(자녀교육)， 노동자교육 둥 다양한 계층 

의 교육론을 펼치기도 했다. 

『제국신문』의 교육 일반론 기사들도 살펴보면， 남의 나라에 침식당하 

고 있는 상황은 교육이 없기 때문이며，껑) 법률가나 정치가가 그 직책을 

충실히 해도 아래 백성들이 학문과 지식을 쌓아 법률이나 정치에 참여하 

면 그 모두가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여 국민들이 교육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갱) 또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교육의 유무에 달렸다 하며 교육 

올 통해 지식보급과 문견올 넓혀야 함올 지적하고 있으며，껑) 우리나라 교 

19) w독립신문~， 1없7.4.W. <논셜〉 “농간흉는 사람이” 

20) r독립신문~， liJ웠.6.2. <논셜〉 “죠션 사람마다 경영창기를” 

21) W독립신문~， 1쨌.없.<논셜〉 “죠션 사람들이 남의나라 사랍파 같이” 
22) W독립신문J ， 1없7.2.23. <논셜〉 “죠션이 셰계에 격온 나라이 아니요” 
23) W례국신문J ， 1004.10.5. <론쩔〉 “남의다÷림을 ~휘 난나라” 
24) W 폐국신문.~， 1ffi4.l0.5. <론쩔〉 “벅생의 힘쓸 요긴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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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수준올 선진외국 교육의 근대성에 비교하면서 근대교육의 필요성올 

주장하였는데， 외국의 각 직업별 구분없는 교육열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교육에 관심율 가질 것을 강조하고 농사에 종사한다 해도 농사에 

편리한 기계발명을 위해서도 근대학문은 필요한 것이라는 실용 교육론을 

펼치기도 했다，?ß) 또한 나라의 주인인 청년들의 교육， 여성교육， 아동교육 

(자녀교육)의 필요성올 논하기도 했다. 

그런데 f제국신문』의 교육 일반론은 『독립신문』의 교육론에 비해 보다 

셜득력있게 논의되고 있다. 

교육이란 것은 사람의 성애에 지남렬과 갓혼 것이라 고로 무룻 사륨이 

련디간에 생장흥야 ?장 신령좋고 ?장 귀혼갑슐 표흥야 내고저 훌진대 반 

튼시 표혼 교육올 맛지아니융면 되지아니훌지라 그런즉 교육이주의 풋이 

무엇이뇨 곳 즙기며 숨은것올 이진으러내는 풋이라 ( ...... ) 흥양 이량지와 

량능올 절차탁마향야 그광획을 발달흥지 아니창면 되지아니 훌것이오 만 

일 사륨이 련부혼 칙표를 발달흉기를 힘쓰지 아니창고 각각 주피의 창고저 

흉는 마g대로 빗겨두면 무엇으로써 련하 깐물의 도리 룰 알며 인간 교계양 

의 직분올 판단 창리오 ( ...... ) 야만 벅성을 착좋고 묘혼 교육을 ?클처 량 

지량능올 발달흥야 문명혼 사룹의게 비교융면 얼마콤 차둥잇송은 피필코 

볼지리킹) 

인용 기사문에는 교육은 잠재된 능력율 이끌어내는 것이며， 양지와 양 

능올 내재하고 있는 인간을 절차탁마의 훈련으로 가꾸어 내는 것이라 쓰 

여 있다. 교육으로 야만도 문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논 

의는 교육원론적인 면에서 『독립신문』보다 구체적이고 셜득력 있는 것으 

25) r예국신문~. 1앉l4.12.æ. <론셜〉 “대한의 예일 힘쓸 것” 
26) r예국신문J. 1005.6.14. <론셜〉 “간농공상이 업는나라” 
27) r예국신문~. 1:쨌~5.8. <론셜〉 “교육이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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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인다. 

또한 이 신문에는 교육방법론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틀치며 비호는대 당캉야 서는 확실혼 목댁올 세우며 력당혼 방법을 

론란치 아니치 못흘리라 ( ...... ) 예일은 년셰의 어그러짐을 물1;!]암아 그방 

법을 다르게 흉고 (례이는)빅호는 공부의 어그러 짐올 물미암아 그방법을 

다르게 훌지니 ( ...... ) 정치 법륨학에 열심흉는 자를 계조공잭製造工作)흉 

는 것올 가딛치며 롱 공 상업에 풋잇는 자를 련문 정치둥 학과를 비호게 창 

면 비록 천벅년 흉야노 필경 그목역올 통달 홉이 농치 못훌거시니 이것이 

그비호는 공부의 피흔 서로 어그러 짐을 짜라 그교육흥는 방법도 다르게 

흉는연고라 대뎌 우츄간에 십오억만 인구가 잇스나 그 성쟁의 다른것은 그 

얼골이 서로 갓지 아니 합과 홉깐하니 이것올 엇지 일정한 교육 법으로 써 

그본성올 익그러 내리오28) 

인용 기사는 ‘보통교육’을 위한 교육 방법론올 언급한 기사이다. 여기에 

서는 그 방법론올 두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나이의 다름에 따라 

교육의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요 둘째는 배우는 자의 경영하는 바에 

따라 교육의 방법올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나이와 적성에 맞는 

교육이라는 교육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셰호는 공부의 피흔 

서로 어그러 점올 짜라 그교육흥는 방법도 다르게 흉는연고라 ( ...... ) 이 

것올 엇지 일정한 교육 법으로 써 그본성올 익그러 내리오”라는 구절은 

과목에 따른 적절한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는 ‘교과’애 대한 인식올 드러 

냉이기도하다. 

교육방법론에 대한 기사는 연속호로 다옴 날08;꼈년 5월 9일자)에도 실 

렸는데， 이 기사에서도 천성의 같음과 다름올 주시하며 그에 맞는 적절한 

28) r예국신문'J ， læJ1i9. <론셜〉 ‘교육의 실양 효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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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올 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즉 천지간 만물올 보면 반드시 다르고 같 

음이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천성의 같고 다름이 었다는 것이다. 

얼굴이 다르고 그 각각의 타고난 성격이나 자질도 다르다. 그러나 명예나 

세력을 좋아하고 만사 만물올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일신의 편안함 

과 복록을 구하고자 하는 것 둥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천성 가운데 같은 천성도 었다는 것이 

다. “그런고로 사룹의 본뎌 아는것과 본뎌 능혼것을 흔례로 발달케 향야 

그일반보통의 X혼 천성을 잇잔러 내는 것”이 ‘보통교육’의 방법이라 언 

급하고 있다.잃) 

또한 구학문과 신학문올 바라보는 시선도 편파적이지 않다. 

다문박식흉기룰 위흉야 유랍혼 사룹은 바휘아래셔 공부흥던 글이 엇더 

혼지 보지도안코 혼갓 그사롬돈려 완고라 칭흉고 슈분슈조 흉기률 위흉야 

공부혼 사륨은 외국에셔 유탐흘던말이 엿더혼지 듯지도안코 포혼 그사률 

돈려 환장흉엿다 칭흉야 셔로 시비흉고 셔로 의윗창니 (……) 와렵요록갱 

학품이 엽스면 1훌글의 혼춤 흙허기 어협고 1률글이 언스변 셰학푼의 협 

위를 규쩌흉기 어려유고로 ( ...••• ) 우리 쩌zt에~ 세학푼이 l훌글용 폐흉 

랴단갯이 아니오 l킹금이 셰화푼용 막으랴고 앤닫거시 아년줌노 야노니 

학문엔닫 사릅체리 셔로 그좋슴 혐흥고 법위윷 칙혀30) 

구학문올 ‘완고’라 하여 소훌히 하교 신학문올 ‘환장’이라고 하며 배척 

하는 것은 둘 다 올바른 학문의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신학문이 없으면 

옛글의 돗을 밝히기 어렵고 옛글이 없으면 신학문의 행위를 규정키 어려 

우니 서로 그 뭇올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1) 이는 『독립신문』의 

29) w례국신문OJ ， 1잃'.5.10. <론쩔〉 “그러핸 교육하는 법올” 

30) r예국신문OJ ， l뼈'.4.9. <론셜〉 “대뎌 학문이란 것은” 

31) r제국신문』은 ‘道’는 동양의 것올 보존하고 ‘器’만을 서양에셔 수용하려는 이른바 



근대 계몽기 신문에 나타난 어문교육의 양상 명5 

맹신적인 서구지향적 성향괴는 차이롤 보인다. 

다음으로 『대한l;!]일신보내의 교육 일반론을 살펴 보면， 이 신문에서도 

앞선 두 신문과 마찬가지로 여자교육， 아동교육， 남녀동퉁 교육， 신문교육 

둥에 관한 기사가 다수 실려 있다. 일례로 “가명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 

서는 자녀교육올 어떻게 할 것인가률 제시해 주고 있는데， 입학의 적정 

나이， 신문 잡지를 통한 교육， 국문 통용， 신학문올 공부할 것 둥 앞선 신 

문들의 교육론을 총괄한 듯한 내용의 기사잃)가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신문사는 신민회가 셜립된 1007년 직후부터 교육 구국 운동을 표방， 인재 

양성에 보다 더 역점올 두게 되었는데 계몽기의 여타 신문과 같이 교육 

에 힘쓰는 것이 국권회복의 길이라면서 ‘의무교육’의 필요성올 논하기도 

하며，잃) 이 의무교육의 확장이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것잃)이라고 역셜하 

고 있기도하다. 

또한 지 • 덕 • 체의 교육론도 펼치고 있음이 눈에 띈다. 

끽왈 교육의 셰가쳐 휴류가포 옛다흘니 무엇시뇨 쥬<<?l활 지육 덕육.1Il 

렐융얀란-지육으로말흉면 인류의 ?장 신령홈으로 학슐의 정미홈을 감동 

융야 지혜의 신묘흔거슬 나타내1:니 사륨의신랭홉이 아니면 학슐의 정미 

홉올 발명치 못훌거시오 학슐의 정미흥이 아니면 지혜의 신묘흥올 통달치 

못훌지라 ( ...... ) 덕육은 맛당히 엇더케창는뇨 쥬인왈 하놀리치률 슐흉흉야 

τ1과천션창고 인의로 만민을 감동케 창며 덕화로 만국올 명화케흥'"니 이 

는 종교의 쥬의니35) ( ... …) 례육은 맛당히 엇더케흉늑뇨 쥬인왈 신례를 활 

동향야 피운올 강장케좋며 기예를 연습좋야 군법을 버호'"니 (……) 의효 

‘東道西器’적 성향을 보이고 있읍을 볼 수 있다{김민환， “『독립신분』의 民族主義

『커뮤니케이션과학Ji 4, 고려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 lffil, 7쪽 참조). 
32) r대한미일신보내， l'앉:8.3.13. “가명두의(촉)" 

33) r대한미일신.!i!..n， lffi7.10‘22. “의무교육올 힘쓰는것이 필요홉” 
34) r대한미일신보내， 1!m3.1. <피셔〉 “학업온 국가의 피효라” 
35) r대한미일신보내， 1!m3.10. <시슨명론〉 “셔호문답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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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든교육이 입쳐흩계 방합되여야 기위환켠훈교육이되나니라36) 

“학슐의 정미홈이 아니면 지혜의 신묘홈을 통달캐 하는” ‘지’， “하놀리 

치롤 슐흉흉야 τl과천션흥고 인의로 만민올 감동케흉”는 ‘덕’， “신례를 활 

동흥야 피운을 강장케흥”는 ‘체’ 둥， 지 • 덕 • 체의 교육론을 강조하면서 

이 셰가지 교육이 일치하여야 완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올 강조하 

고 있다. 이는 공교육 내에서의 교육론을 그대로 반영함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독립신문』， 『제국신문』， 『대한민일신보냉 둥 세 신문올 살펴 

보았다. 이 신문들은 순국문 기사로써 교육의 필요성올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즉 나라의 흥망성쇠가 교육의 유무에 달렸다 하며 교육을 

통해 지식보급과 문견을 넓혀야 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근대교육의 필요 

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실용교육， 청년교육， 여성교동원남녀동둥 교 

육)， 아동교육(자녀교육)， 노동자 교육 둥 다양한 계충의 교육론올 펼치고 

있다. 

그런데 『독립신문』의 논의는 서구의 영향을 보다 칙접적으로 수용한 

세력들이 발행했기 때문에 서구지향의 적극 개화론에 바탕올 두고 있음 

이 특징적이며 r제국신문』은 『독립신문』의 서구 지향적 교육론과 달리 

민족주의적 교육론올 펼치고 있으며， 교육론에 대한 보다 원론적인 접근 

과 구체적인 교육 방법론을 보이기도 한다Ii'대한믹일신보』는 앞선 두 신 

문에 비해 검열에 자유로운 신문이기에 자주독립의 기초로서 교육의 필 

요성올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논설과 잡보는 물론 광고나 독자투고(기 

서)까지 가용한 지면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기사를 실었는데， 이에 따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발적으로 신식학교 껄립붐이 일었다고도 한다'.1910 

년대부터 따로이 ‘학계’라는 지면올 만들어 그전에 잡보에서 다루던 교육 

36) r대한미얼신보JI ， 1!m3.12. <샤사명론〉 “서호푼답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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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따로이 디룰 정도로 교육에 대한 기사를 중시한 신문이다. 

이상 살폈듯이 근대 계몽기의 세 신문은 자주독립과 개화라는 시대 사 

명에 입각하여 민족 계몽의 교육적 기능올 담당하고 있음올 볼 수 있다. 

교육이야말로 국가의 독립을 가져오는 근본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이 교 

육엄을 다양한 측면에서 역셜하고 있다. 또한 한글 전용으로 인한 한글 

보급에 이바지한 점 둥올 비추어 볼 때 연구 대상 신문들은 우리나라 교 

육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하겠다. 

2) 논설룰 통한 어문교육의 당위론 

논설은 신문사의 견해를 드러내는 지면으로서 그 신문사의 편집방향 

이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근대 계몽기 신문들은 논설 신문이라 

할만큼 논셜에 역점을 두었는데 논설올 통한 국문 관련 기사들은 어문교 

육에 대한 인식올 공고히 하고 설득하며 독자들의 심리적 공감대를 유도 

하고 있다. 또한 논설은 신문 발행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된만큼 그 신 

문사가 지행}는 어문에 대한 인식올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연구 대상의 신문들은 의도적으로 순국문 기사를 쓰고 있는 신문들이 

라 대개 창간사부터 국문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독립신문』은 최초로 한글 전용을 실시하여 그 후 여러 민간 신문이 한글 

올 사용핸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신문켠)으로서 독자 편지도 한문 

편지는 받지 않는다고38) 할만큼 한글 전용에 철저한 신문이었다. 

'J7) 이상철(1團1)， 앞의 책， 짧쪽. 

38) “누구든지 무러볼 말이 잇든지 셰양 사륨의게 창고스분말잇깐면 이신문샤로 간단 

융게 귀절쩨여셔 편지흥면 뎌답훌만혼말이든지 신문에 낼만혼 말이면 뎌답훌터이 

요 내기도 훌터이옴 한문으로혼 편지는 당초에 양관아니홈"(r독립신문~， 1쨌;.4.11.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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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의 창간사를 보면， 

모도 연푼 으로 쓰기한 낚녀 야하귀혀이모도 보게홈이요 쪼 귀컬용 

빼여 쓰기닫 왈어 보기 협도록 홉이라 ( ...... ) 이신문울 인연흉여 니외 남 

녀 협} 귀천이 모도 죠션일을 서로알터이옴 우리가 포 외국 사정도 죠션 

인민올 위흥여 간간이 피록훌터이니 그걸 인연흥여 외국은 가지 못창드허 

도 죠션인민이 외국 사정도 알터이옴 오날은 처음인 고로 대강 우리 쥬의 

만 셰양에 고흥고 우리시푼용 보면 죠션엔민이 소견과 지혜가 친보홉옴 

맨노라 논청걷치기검에 우리가 대균츄 헤하찍 총덕흥고 만세옴 부르닫 

봐탤9) 

『독립신문』의 창간사로서 국문으로 기사를 쓴 이유를 “남녀 양하귀천 

이모도 보게홈이요 또 귀철을 쩨여 쓰기는 알어 보기 쉽도록 홈이라”라 

밝히고 었다. 또한 그러한 신문올 얽으면 조선 인민의 소견과 지혜가 진 

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읽기 용이’한 국문을 사용 

함으로써 상빼천이 없는 대다수 독자들올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 

며，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우리 글로 신문올 제작하여 한글올 일상적인 

문자로 정착시키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제국신문』도 한글을 전용함으로써 한글 문자 보급에 커다란 역할을 

한 신문이다. 이 신문도 창간사에서 한글 전용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그통안에 국층에 신푼이 여러혀 헛기여 혹 남마다 방깐도 톨며 혹 간 

일 흉여 니이기도 융며 흑 일쥬일 동안에 혼두번식 니이기도 하는뎌나히오 

일어로 석거 니이는 것도 잇스되 그홉에 국문으로 년이닫 거시 예헬 기요 

훈 률노 멧는 고로 우리도 쪼훈 순국푼으로 박옐 터얀다 론청콰 환보화 

39) w독립신문~. 1쨌.4.7. <논셜〉 “우리가 독닙신문을 오놀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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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보와 외국 통캔파 면1강화 확고톱 여러가지률 년어 학품양에 유죠훌만 

효괄의보 시국에 진격혼 소문을 드러 둥칙향려는바 본샤 쥬의인즉 신문을 

아모묘록 널니 전파흥여 국가 지명에 만분시 일이라도 도음이 될가흥이뼈) 

인용 기사에서는 가장 긴요한 문자가 국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순국문 

기사의 유익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문상의 유익한 것을 

습득하고 개명하자고 권고한다. 이 신문도 『독립신문』과 마찬가지로 긴 

요한 국문 사용의 장점을 들면서， 쉽고 용이한 국문 기사를 통해 학문을 

습득하고 개명할 것을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대한믹일신보』도 국문신보를 발간하면서 국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국한문 혼용에서 국문신문을 새롭게 발간하는 것이라 다른 신문 

의 창간사와 달리 한문에 대해서는 더 비판적으로1 국문 사용은 보다 더 

당위론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빅호기 쉽고 쓰기 편혼 국문은성 리고 버호기어렵고 쓰기불편혼 한문올 

괴로히 공부홈으로 청춤브터 장올 치고 벅슈가되도록 경셔를궁리용되 혜 

두가더옥 막혀가고 실효가 더욱엽서져셔 (……) 계나라국문온 천히넉이며 

경히녁이고 남의나라 한문은귀히녁이며 중히녁이는고로 제나라를 제가업 

수히보고 남의나라를 쳐다보는 노예의 성픔올 양생흥고 독립의 명의는도 

모지 아지도못창니 엇지독립ξ상이 잇ξ리오 ( ...... ) 폐일언좋고 한국은 국 

문이발달되야 사룹의지혜가 열리고 나라힘이 흉실훌지라 이러흠으로 본샤 

에셔 국문신보 일부를 다시발간창야，ul 

생략된 인용문의 앞부분에서는 나라 권세를 잃고 사람의 권리가 없어 

진 시대라 전제한 다음 자기의 국문과 국어로서 자국민의 정신올 완전케 

40) r예국신문~， 1a졌8.10. “예국신문율 내는 뭇” 

41) r대한'Ç!]일신보내’ 1ffi7.5Z3. “국문신보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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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초률 채우는 데 타국의 환문만올 숭상하여 가지고 자국의 정신올 

어찌 보전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한다. 이어 인용문에서는 한문은 습득하 

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시일이 오래 걸리며 실효가 적은 것이라고 논하 

고， 제나라 말을 천히 여기는데 어찌 독립사상이 있겠느냐며 국문을 천히 

여기는 폐풍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러면서 국문이 발달하여야 사람의 

지혜가 열리고 국가의 힘이 충실해진다면서 국문신문 발간의 이유를 들 

고 있다. 이렇듯 『대한미일신보냉의 창간사에서도 순국문 기사의 장점， 즉 

배우기 쉽고 그래서 대디수 인민에게 학문상으로나 개명하는 데 있어서 

나 유익하다는 점을 들어 국문 사용의 당위성올 논하고 있다. 남의 글인 

한문이 아닌 우리 글인 국문의 사용올 민족 주체성의 근거로 파악하고 있 

는논의라 할수 있다. 

『대한믹일신보』 창간사에서도 보이지만 국문의 중요성은 대개 한문과 

의 비교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먼저 『독립신문』의 기사를 보면， 

자고로 한문을 공부혼 사륨이 무슴 리치를 숨양 창야 셰계에 뛰여난 일 

혼것이 창나도 업고 한문 욕에셔 지금 창는 일이 축도록 공부 창야도 시면 

셔연 론어 빙자 권이나 낡고 시부나 지으면 유식다 융나 그 흉는 일올 상고 

흉여 보면 서로 한문욕에셔 정치 학문과 부국 슐법은 창나도 엽고 헛되히 

청츰격 셰월을 보녀여 넷척 사피나 피록 훌 짜름이니 ( ...... ) 무론 어느 나 

라 언어를 벼호던지 죠혼것몬 취 흉야 본올 바들것이어놀 언어 버호는 나 

라본 자셰 융면 내 나라에 무슴 이로옴이잇스리오42) 

위 글에서도 한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 봤자 과거의 사기(史記)나 

기록하는데 그치고， 정치나 학문을 익히지 못하고1 부국강병의 방법도 배 

우지 못한 채 그저 청춘만 헛되이 보내게 된다고 한다. 또한 다른 나라 말 

42) w독립신문'J ， læi9.l9. <논쩔〉 “유지각혼 친구의 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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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배우고 그 나라말이 좋다고 하나 내 나라에 무슨 유익이 되느냐고 반 

문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내 나라 언어를 익히고 내 나라률 사랑하자는 

논리이다. 

한문과의 비교 속에서 국문사용의 당위성올 논하는 것은 다음 논셜에 

서도마찬가지다. 

냐라마다 쓰닫 글이라 률닫 것유 ~눈 망31). 7~ 뭘어 틀니거드연 말 

흉~컷31). 명반이어늘 죠션온 화푼으로 칙훌 F 듬.ï1. 문격용 F드러 념으 

니 글화 밭이 다른지라 그리 훈즉 맘공부 ~로 흥고 글풍부 ~로 ~여야 

훌터이요 청렷 글공부향 사릅이라도 당이칙 념는 것옴 동고닫 무슴 발 

언지를 모롱지라 ( ...... ) 지금 죠션에 예일 급션 무는 교혹인뎌 교홉올 식 

히랴면 남의 나라 글과 말올 벼혼 후에 학문올 ?클치랴 흉거드면 교혹 훌 

사륨이 엿이 못 될지라 그런 고로 각씩 학문 칙을 국문으로 번력 흉여 ?딛 

쳐야 남녀와 빈부가 다 조곰식이라도 학문올 버호지 한문 얻1화 ?지고 한 

문으로 다른 학문올 빅호려 용거드면 국중에 이십여년 그노릇본 훌 사륨이 

엿이 못 될지라 국푼으로 최용 번력 ~흔거드면 두?지 엄올 -.:1임 몬져 

흉여야 흥터이라 천~1는 국문으로 욕휘옴 R드러 글측쓰한 벌용 챙혀 

농코 그다로 ?닫쳐 ( ••. …) 툴~1닫 국푼용 씀 빼에 독립샌푼 모향으로 

망틴다 칙어 쓰거드변 척거 보고 낡기에 불I혜훈 염이 엽송터이요 사홉 

이 무속 맏이던지 보거드면 그 망좋옴 곳 암지라43) 

인용 기사문에서는 말과 글은 같아야 함으로 우리말은 우리글로 써야 

한다는 당위론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조선에 제일 급선무는 교육인데， 

그 방법으로서 문명 개화가 이미된 선진국의 교육올 전범으로 삼는 것야 

좋다. 그러려면 그 나라의 각색 학문 책을 우리나라 말과 글로 번역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을 위해선 국문의 표준화를 기해야 하는데 이를 

43) r독립신문'~， 1없7.8.5. <론셜〉 “나라이 독립이 되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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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첫째， 국문 ‘옥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률 통해 말 쓰는 규칙 

과 문법올 정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인용문에서는 생략했지만 원문 

에서는 ‘옥편’의 쓰임새를 예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둘째로는 

『독립신문』과 같이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글의 후 

반부에서는 국문만으로도 문자생활을 능히 할 수 있음을 예를 보이며 설 

명하고 있다. 

『제국신문』의 논설에서도 한문과의 비교 속에서 국문 사용의 당위론올 

논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논거률 들어 주장하고 있다. 

세상에 글이란 거시 별거시 아니라 이견 지나간 일올 피록흥고 헝좋는 

일올 치부 흥야 잇져바리지 말게좋며 내일올 남의게 피별도 흉며 남의 일 

을 알기도 흉며 지각잇고 학문 잇는 사륨들이 세상 천만간를 미리 짐작 하 

야 피록 흉엿다가 후세 사륨이 보고 알고 버호는거신즉 통이 론지 향게드 

면 금이라거시 피록융톤대 쓸 짜릅이라 ( ...••• ) 당초얘 글만들던 환의를 

궁구 흥게드면 지금 우리 한국에셔 쓰닫 국푼이 틴고 찍에 화문보다 대 

단이 휘리 흉고 ( .•.... ) 하푼용 숭하 흥지말고 국문반 풍부 흉고 협쓰라 

거슨 아니로다 국문용 튜하이 녁이고 협쓰지 아남거시 야니기로44) 

인용 기사에서는 글이란 것이 지나간 일을 기록하고 행한 일을 치부하 

여 잊어버리지 않게 하며 앞으로의 일을 남에게 알리고 또 남의 일도 알 

며， 또 세상 천만사를 미리 짐작하여 기록하였다가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 

여 배우게 하려는 데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는 문자 기능의 우선을 ‘기 

록성’에 둠을 의미한다. 위 글에선 그러한 기능면에서 우리의 국문은 한 

문보다 앞서는데 이를 천시한다고 개탄하기도 한다. 또한 국문학 연구를 

통해 더더욱 알기 쉽도록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한다. 더불어 글의 

44) f 례국신문~， l!Ul.l.lO. <론셜〉 “세상에 글이란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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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에서는 국문의 편리함을 들어 국문올 통한 학문의 습득으로 부국 

강병올 이룰 것올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문올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한문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문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보다 

포용력있는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또 다른 논설 “국문올 경하게 여기는 까닭에 국세가 부패한 이유”라는 

글에서도 한문과의 비교 속에서 국문 사용의 훨요성을 논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는 여자들이나 쓰는 글로 국문올 언문이라 경시하고 한문만 글 

로 아는 세태를 비판하고 었다. 또한 각각의 나라는 서로 말이 다름에 따 

라 글도 다른데， 이는 말을 따라 글이 만들어짐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는 남의 나라 글인 한문을 숭상하여 자기 나라 글에는 소훌하여 글자의 

음까지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한 소치요 

그래서 사람마다 독립사상이 없고 남에게 의뢰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비 

난하고 있다.뼈) 

이어서 그 다옴 호0007년 9월 18일)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글 

이라는 것이 말을 적는 것인데， 쓰는 말(국어)과 숭상하는 글(한문)이 다 

른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기록하여 남긴다는 것이 글의 원래 목적인 

데， 한문은 오히려 세월이 가면서 글자가 더욱 정교해져 복잡해져버혔다. 

어떤 글로 쓰여 있든지 원래의 글자의 목적이 성취되면 그만인데， 왜 한 

자만 고집하느냐， 오히려 글자의 목적으로 보면 국문만큼 우수한 것이 없 

디46)는 논지를 펴고 있다. 

『대한믹일신보냉 1~년 3월 ?2일자 “국한문의경중{욕)"이라는 제목의 

논셜에서도 국한문을 비교하면서 한문올 중시하고 국문올 천시하는 세태 

를 비판하고 있는데， 오히려 과거 삼국시대 이전에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유전케 하더니， 오히려 삼국 이후로 한문 중시 풍조에 빠져버렸다고 세태 

45) ~며l국신문~， 1007.9.17. “국문올 경하게 여기는 까닭에 국세가 부때한 이유” 
46) r예국신문~， 1007.9.18. “국문올 경하게 여기는 까닭에 국세가 부패한 이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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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비난하며， 한자를 공부하고 외국 풍속에 빠져 혼백올 잃어버렸다고 한 

탄한다~47) 19웠년 3월 24일 논젤에서도 “국한문의경중(욕)"이라는 같은 제 

목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써 자기 나라 문자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교육해야만 애국심올 가질 것인데， 한문올 중시하다 

보니 우리의 사적은 다 잊어버리고 남의 나라인 중국의 역사만 숭상한다 

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문이 늦게 난 까닭으로 그 세력을 한문에 

빼앗김으로서 일반 인민들이 한분으로써 국문을 대용하며， 타국 역사로 

서 본국 역사를 대용하여 국가사상이 박멸케 됨을 얘석해했다. 그러나 오 

늘날에는 국문이 있으되 여전히 한문을 숭상하고 국문을 경시하니 이를 

안타까와 한다고 쓰여 있다쩌 

한문보다 국문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국문의 중요성올 논한 또 다른 논 

셜wro년 1월 17일)이 있는테， 그 이유가 특정적이다. 

근웰@훌 하품에 유억 흩다는 깐홉의 협위률 훌훌갯 7흐면 ~플 싹예 걷에 

혀 폼~lt고 의리에 버셔냐닫 힐이 만혀 연스니 ( ...... ) 흔연이 슨물양애 

몽J<!l훌수 맛게업고 사륨마다 한눈 공부 흥때에 넷적 성현의 말승올 본맛어 

언헝과 동정을 아모묘록 충의로 힘쓰자는 사룹은 벗치 못되고 혼이 성각흉 

기를 궁벽훈 문주와 이상흔 ξ적올 흉중에 만히 간직 흥앗다가 친구간에 

나편지 허왕 창는뎌와 용풋 액월흥체 글귀를 ~다가 허문반 슛약 "Q"톤컷 

으로 기양용 삭용 ~륨이요 엔의 혜지와 오륜 싹깎에 성싸으로 불어 협 

흥 띤유혼 츄호도 연시니 ( .••.•. ) 휴나라와 쩌나라 빼로 암흥지라도 누구 

는 념군흘 위융야 나라임에 렵쩔 흔의 륭고 누구한 폴피지섬홀 먹어 넙 

군용 뺀반 좋고 나라를 빼륭께 흥명다~ 발반 인스니49) 

47) r대한1;1]일신보내’ 1!ffi3.?2. “국한문의경중{욕)" 
48) r대한1;1]일신보J1， 1!ffi3.24. “국한푼의경중(욕)" 
49) r례국신문OJl， 1잊XH.l7. <론셜〉 “우리 대한 국푼의 편리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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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올 중시하는 사랍들의 행위를 보면 사물상에 몽매하고 의리에 벗 

어나는 일이 많다. 성현의 말씀올 배웠어도 그 언행과 통정을 충의로 하 

는 자가 없으며， 음풍농월에 허문만 숭상한다는 것이다. 즉 한문을 부정 

하는 이유를 한문 배우는 자들이 몽매하고 의리에 벗어나는 일이 많다는 

점올 들어 밝히고 있다. 또 하나는 정치가 문란하고 민심이 분열된 청국 

의 글로서， 결국 청국의 글인 한문올 배우면 그 나라의 잘못된 사기(史記) 

롤 읽게 되는데 배울 바가 없다는 점올 들어 한문보다 국문올 더 써야 한 

다는 논리를 펴고 었다. 이들 논의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국문 사용의 당 

위론을 펼치는 예라고 하겠다. 

그런데 국문과 한문의 비교 속에서 국문의 우수성이나 편리함올 논하 

는 기사 중에서， 독특하게 학교에서 부르는 노래가사도 국문으로 써야 한 

다는내용이 있다. 

이예 근암 확교에셔 쓰는 노래풀 혈람흩컨다 엄마롬 만촉지 못후 깎 

쟁이 옛도다 ( ••• …) 이노래흥 부르는 허다훈 쇼학교확통틀도 반든시 그 

망이 무갈 말이지 할쳐 못흉고 다반 야모방엽시 안닦예셔 주고방용~릅 

이나 슴흐다 ( ...... ) 대뎌노래라흉는거슨 사륨의 감정올 건드려셔 의피를 

고동흥야 홍피융고 분발케흉는 거신즉 그말은 간단흉야 알기쉽게흉기로 

쥬장을융며 그뜻은 Z철창고 쾌할케흉기로 힘올 써셔 노래를 !라셔 그피 

운이 감발케 훌거시어놀 이제 혼이 한문으로지어 국문으로 토만 달어셔 풍 

욕의 말은지워텅리고문흔만중히 녁이미 펼경은그풋이 아조어두운뎌천 

지 니딛니 이는 슐히지 못홉이 심창도띠8)l 

학교에서 쓰는 노래률 보건대 내용도 알 수 없는 어려운 한문 가사를 

담온 노래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노래라는 것은 사랍의 감정을 건드려서 

50) r대한미일신보.J， 1~7.11. “학교에 쓰는 노래롤 의론홉” 



와6 국어교육연구 제11집 

의기를 고동케 하고 홍기를 분발케 하는 것인데， 어린 소학교 학생들이 

뭇도 모르는 노래롤 부르면서 다나니 한심하다는 것이다. 결국 한문으로 

된 가사의 노래는 노래의 기능을 담당키 어렵다는 이야기다. 일상 부르는 

노래의 가사까지도 내용올 알 수 없는 한문으로 쓰여진 세태를 비판하면 

서 국문 가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로서， 국문교육의 필요성 

을 다방면으로 제시하고 있음올 보게 한다. 

이렇듯 세 신문에서는 국한문의 비교 속얘서 국문 사용의 당위론올 펼 

치고 있는데， 당위론만 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국문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의 방법론도 제시하고 있다. 

대뎌 우리 나라는 넷척브터 한문만 숨상흥고 국문올 천흉게 녀겨셔 한 

문은 진셔라 칭창고 국문은 언문이니 반철이니창는 천혼 일홈으로 칭호훌 

뿐안이라 ( ...... ) 우리 동포는 야당 훌옴 나아셔 륙청셰 되거든 몬져 하답 

댐 짜디훌 가라쳐지 밥고 기욕나온음 가라쳐 국푼으로빼 원갓 말과 영 

훌 피록훌만호 연후에 하푼올 가라치게 ~쇼쳐 만일 그러지 안코 구투룰 

버리지봇창야 한문으로 주인올 삼고 국문으로 칙을 삼으면 주칙의 디위가 

맛고여 국민의 나라ξ랑흥는 마gol 성기지못훌 짜름이 안이오 문명혼 시 

뎌에 허다흔 한문을 닥글겨를이 업슬가 두려워 흉노리..51) 

인용문은 『제국신문』의 1007년 6월 8일자 기사로서， “첫인샤’라는 제목 

의 논셜이다. 여기에서는 한문만 숭상하고 국문올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 

려면 6， 7세의 어린 아이 때부터 국문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런 연후에 

한문올 가르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래야만 국문이 주인이 되고 한문 

이 객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소박한 국문교육의 방법론이긴 하나 실 

제적이며 국문만이 아닌 한문 교육의 필요성도 암암리에 언급하고 있어， 

51) W폐국신문~， 1007.6.8. “첫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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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실제적인 어문교육의 태도라 하겠다. 

한문과 국문의 비교를 통한 국문의 우수성을 논한 논설 외에 국문론과 

문법론의 논설들도 보이는데， 이는 국문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으로 독자 

들에게 국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고， 나아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케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보인다. 

먼저 『독립신문』에는 주상호(주시경)의 투고인 “국문론”이 실려 있다. 

쪼 이 두 ?지 글흔들 륭에 빅호기와 쓰기에 어렵고 쉬은거슬 비교 흉야 

말 흥면 음을 죠차 쓰게 몬드는 글주는 주모 (모음이흔거슨 쇼허가 나가는 

거시오 흔음 이른거슨 쇼려는 아니 나가되 모옴올 합창면 모음의 도음올 

인 좋야분간이 잇게 쇼허가나가는거시라) 음에 분간되는것몬 각각표창 

야 몬드러 노흐면 그 후에는 말을 흉는 음이 도라 가는뎌로 짜라 모하 쓰나 

니 얼 홈으로 주연히 글주 슈가 격고 문리가 잇서 벼호기가 쉬으며 글추가 

엿시 못 되는 고로 획수를 척게 본드러 쓰기도 쉬으니 이러케 글흔들올 몬 

드러 쓰는거슨 참 의싼와 규모와 학문이 잇는 일이요52) 

위 기사에서는 표읍문자로서의 국문의 원리를 자세히 들면서， 익히기 

어려운 한자에 비해 우리의 국문이 훨씬 효율적임을 조리있게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일자(1없7년 9월 25일자) 신문에도 주시경의 국문의 효율성 

에 대한 기사가 연속해서 실려 있는데 어린아이라도 하루 동안만 공부하 

면 넉녁히 익힐 수 있는 국문이 있는데도， 반절이라 천시하며 익히기 어 

려운 한문을 배우는데 세월만 보냄을 한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문명개화가 시급한 처지이니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국문으로 학문올 익 

혀야 한다고 역설않)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문올 어떻게 써야 옳은 것 

52) r독립신문.~， 1없7.4.22. “비칙 학당학원 쥬상호씨가n 

53) r독립신문J ， 1æ7.9.2i “쥬상호씨가 국문 론을 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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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대한 방법론까지도 제시하고 었다. 

지금은 국문을 가지고 엇더체 써야 올올것을 말흥노니 엇던 사륨이먼지 

남이 지여노은 글을 보거나 내가 글올 지으랴 창거나 그 사륨이 문법올 몰 

으면 남이 지여 노은 글올 볼지라도 그말 풋에 올코 글은 것올 능히 판단치 

못 창는 법이요 내가 글을 지을지라도 능히 문리와 경계를 올케 쓰지 못 흉 

는 법이니 엇던 사륨이던지 몬져 말의 법식을 셰화야 훌지라 ( ...... ) 줄짚 

말노 문볍 최용 챙멜 ~게 틴드어셔 냥녀 ('t에 금용 불 빼얘도 그 글의 

중홀 분명이 얄아 보고 글옴 지올 예에도 번식에 g고 낙이 암아 보기얘 

협고 푼리와 끼혜계가 뭘게 갯도록 ~~쳐야 흉캔고 쪼~ 홉가훌훌 국문으 

로 옥휘폴 븐드러랴 훌지라않) 

인용 기사에서는 그 방법론의 제시로 문법책올 만들어야 함올 들고 있 

다. 스스로 글올 짓든지， 혹은 남의 글올 읽든지 문법올 모르면 능히 판단 

하거나 문리와 경계를 올바로 쓰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말 

로 문법책을 만들어 국문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제 

시한 1없7년 8월 5일자 논설처럼 국문으로 옥편올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 

고 있다. 지면상 인용되지 않은 부분들에서는 옥편을 어떻재 만들어야 하 

는지를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도 있다. 

그리고 1없7년 9월 ~일 논설에서는 일종의 한글 서법에 관하여도 언급 

하고 있다. 즉 글씨를 쓸 때에는 왼편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가야 한 

다. 왜냐하면 오른쪽에서 왼편으로 써 나갈 것 같으면 글씨를 쓰는 손에 

먹도 묻올 뿐 아니라 먼저 쓴 글이 손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써 내려가는 글줄이 삐뚜러지고 먼저 쓴 글줄들의 뜻을 생각하며 

쓸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나가는 것이 편리 

54) r독립신문~. læ3.9.2i “쥬상호씨가 국문 론을 지여” 



근대 계몽기 신문에 나타난 어문교육의 양상 349 

하다는 것이다.똥) 주상호의 글은 같은 해 9월 28일에도 실려 있는데 각국 

의 문자마다 음이 다름에서 생긴 번역의 문제도 논하고 있다. 우리말의 

원리를 셀명하면서 그 원인올 밝히고 있으며， 실제 예를 들어가며 올바른 

쓰기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서도 문제의 해결올 위해서는 문법 

을 익혀야 함올 강조하고 있다)i6J 

『대한믹일신보』에서도 문법론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이 논의는 한 

문과 국한문， 국문이 혼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문법 통일이 시급함올 드러 

내고 있는기사이다. 

그러나 그 문법올 볼진뎌 혹 한문 글쓰는법애 국문으로 토안 돈자도 잇 

스며 혹 국문문셰로 는려가다가 별안깐 한문문법을 쓰는자도잇고 한문문 

법으로 ""려가다가 별안간 국문문법을 쓰는차도 잇셔서 X혼6실과 X혼 

구젤을 쓰는뎌 다섯사룹으로흥여곰 글노 쓰라흉면 다섯사륨이다 다르며 

열사름으로 쓰라좋여도 열사륨이다 다르게쓰니 문법의 이상홈이 형용키 

어렵도다 ( ...... ) 그런고로 오놀납 푼볍얀 뚱입흩는거시 aε，. 훈가지 시 

급훈임이라 이거슴 홉힐흥여야 화씩의 챔~l용 홈엄흩며 국민의 지삭홀 

균임케 낀방 흥지어놓 지금에 어X치 규모업고 표리업는 글노 교과서를 

편즙흉여 국민흔례를 교슈흉며 셔척은 져슐흉여 동포인ξ에게 보게흉니 

이거시 엇지가흉리오 고로피자는 이문법통일이라는 말을 들어 각학교의 

문학과를 셜립창는 제군흔에게 겁히 권면융는바-로디57) 

내용인즉， 근일의 글을 보면 한문의 글 쓰는 법에 국문 토를 단 경우가 

있고， 국문 문법대로 쓰다가 한문 문법으로 쓰거나 반대로 한문 문법대로 

쓰다가 국문 문법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같은 사실과 같은 구절올 쓰는 

55) r독립신문~， 111졌.9.~ “쥬상호씨가 국문 론을 지여” 

56) r독립신문~， 1H졌.9.잃 “쥬상호씨 국문 론 (전호 연욕)" 

57) r대한믹일신보냉， 1[XE.l1.7. <론셜〉 “문법을 맛당히 홍일 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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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도 사랍마다 각양각색으로 쓰니 혼란스렵다는것이다. 그러면서 규모없 

고 도리없는 글로 교과서률 편집하여 학생들의 배움이 혼돈됨을 들면서， 

문법의 통일이 시급하다고 역셜하고 있다. 그리고 문법의 통일이 곧 국민 

의 지식올 균일케 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문법론은 국문 사용의 

효용성만올 위한 문법론이 아닌 국문과 한문， 국한분이 동시에 쓰여짐에 

서 오는 혼란올 막기 위한 분법 통일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런데 논셜 중 국문{國文)만이 아닌 국어(國語)， 즉 음성 언어(말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기사도 있다. 

그런즉 발슴으로 써 지식용 방활케 't"!'<-것이 칙흔로 빼 가라치는것 

보탐 셰가지 냐후 것이 잇스니(예얼온)말슴으로 써 다른 사륨파 이익기 흘 

째는 다른 사륨의게 깎통과 지zt용 주고 방눈것이 푼흔로 써 하한것 보 

탑 대탄혀 혐리훈 것이 ( ...... ) (예이는)말승으로 슈작올 들올 때는 그말 

소허가 귀에 감동흥는 것이 태양 빗치 눈올 감동흉는 것보담 더 강향고 심 

흉야 듯는 사륙으로 흩여홈 츄이 "t!'<-컷이 더욱 겁허 빽혀게 향는지라 

( ...... ) (례삼은)사륨이라 융는 것은 현생이 표체 융기롤 표허 너기고 홉노 

금되기를 표허녀나지 아니흥닫 고로 사룹의 총류를 줄 q 디 샤회동물(社 

會動物) 이라 흉딛·니 사룹의 교제를 죠아흉는 것은 가히 피치 못훌 련성 

( ...... ) 그러혼고로 사륨마다 흔가지 능혼것은 다잇시니 공연히 허담괴껄노 

셰월올 보니지말고 사륨마다 유익훈 믿}슬으로 이윷가지 뉴j줄것용 방당 

흘야 각각 학문옴 념넘지어다58) 

언어로서 지식올 전하는 것은 1. 감동과 지각을 주고 받는 것이 문자로 

써 전하는 것보다 용이하고 2. 주의를 기울이게 하며， 3. 사랍은 글읽는 

것보다 교제하며 말하기를 즐기니 그 천성에 맞는 교육이라는 것이다. 이 

58) r예국신문~， 1關1.5.31 <론셜〉 “물웃 사륨이 말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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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언어란 바로 국어률 의미함이니 여기서는 넓게 쓰기 만이 아닌 말하기 

(토론)와도 연관된 어문교육의 측면올 엿볼 수 있겠다. 

이외에도 교과서를 국문으로 만들어야 함을 논한 기사문도 보인다. 

교콰셔닫 국푼으로 지욕이 가홉대뎌 국푼화 국어한 Ql국적외 근훤이 

될챔야니라 !ε"!~l~~고 암기가 쉬훈#←라 그권고로 교화쳐률 순국푼 

으로 지어쳐 녀흔샤회와 로통샤회의 지씩용 염니채홉이 ?량 기요훈 합 

법이될지어늘 져금에닫 이런 교파셔가 억스니 가혀 ~￥}혹입이로다 그 

유히 듯건뎌 뎌 각군 로동학교에셔 흔히 교육월보샤에셔 발헝하는 교육월 

보룰 교과셔로 쓴다흉니 그 월보는 원려 력간와 디지를 각과로 는호와 정 

당흉게 편찬훈것인즉 이거시 녀흔샤회와 로동샤회의 교육계에 표흔 교과 

셔가 될지니 포혼 가히 하례훌만흉거니와우리는 더욱 국문교과셔가만히 

나기를얻라노라59) 

배우기 어려운 외국말과 외국글을 통해 어느 세월에 핵문올 얻겠느냐 

며， 여자사회와 노동사회의 지식을 열기 위해서는 국문 교과서가 필요하 

다고 주장하는 기사이다. 그러면서 순국문으로 번역된 『교육월보』를 좋 

온 교과서로 들고 었다. 다른 논껄 “소학교 교과서는 맛당히 정긴흉게 지 

올 일”에서도 아동들올 가르칠만한 국어 교과서가 겨우 한두 가지밖에 안 

됨60)올 한탄한 기사와도 비교된다. 

1~년 7월 18일 논껄 “아직늦지안타”라는 기사에서는 합성협회 지회가 

‘학교를 쩔립하고 학도를 모집하여 야혁을 열심으로 교육하는데’ 학생들 

의 나이가 삼사십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문올 열심히 공부한다는 내용으 

로60 국문교육의 실상올 보여 주기도 한다. 

59) w대한마일신보내’ 19B.2.31 <론셜〉 “녀흔와 로동샤회의 지식을 보급케훌도리” 
60) w대한미일신보냉， 1003.11.12. “쇼학교 교과서는 맛당히 정긴융게 지을일” 
61) W대한미일신보내， 1003.7.18. <론썰〉 “아직늦지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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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채 강점기로 나ψ}는 1때년대의 어문판련 논설에서는 일어 

교육으로 인한 어문교육의 위기를 논하는 기사들이 보이는 게 특징적이 

다. 일례로 다음의 『대한~l일신보4기사에는 일어로 인한 국어의 위기를 

드러내면서 나라정신을 보전하려면 우리말과 우리글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올하고 있다. 

대뎌 초국의 쩌~1용 보천~는~도 그 나라의발과 글이오 독협향고 

스÷로 출흩혀"f닫 덕협의쩌폭용 확홈케흉한컷도 그나라의망과 금이며 

외국용 딘후 ~짜용 훌&발케 캉닫갯도 그냐라의 발과 글이오 톰용 방쳐 

셔 나라룰 위륭닫 피운용 방탕케~~자도 그나라의밥과 글이라 ( ...... ) 

근일 한국에는 례일흔 쇼학교에셔 일어를 교슈흉며 예이흔 각쳐학교에셔 

일어혼과정은 반튼시 ?닫치게흉더니 지금에 니클러셔는 돌연히 츄양X혼 

파령으로 허다혼교과에 쓰는 셔칙을 압슈흉며 인좋여 그 묘표츄츄흉는 월 

푼으로지혼 셔칙옴 각학교에셔 쓰게융니 ( ...... ) 나라의맘옴 보천흩야 

칙회며 냐량급홀 확짜향여 나랑껴신용 부어주제 혹이로니 알지못게라 

이런뎌 류의좋는자←잇는가62) 

자국의 말과 글을 씀으로써 조국의 정신올 보전하고 덕행의 성품을 확 

충케 할 수 있는데， 일전에는 소학교 어린이에게 일어를 가르치더니， 이 

제는 일문으로 된 서적으로 교육하니 이는 국가 보전의 위기를 의미한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말올 보전하여 지키며 우리 말을 확장하고 

나라정신올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m년 3월 12일자 “소위 교육가”라는 제목의 논설에서도 사립학 

교에서 일본 교과서를 쓰고 있음을 통탄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 이는 한 

국 교육가들이 나라를 스스로 훼멸하는 처사라 비난하면서， 대한제국의 

62) r대한믹일신보냉， lIDl.6.3J. <론셜〉 “오놀날 교육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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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으로 교파서률 만들어 학도의 정신을 고동시켜 실력을 양성하라고 

역설하고 었다.없) 이러한 기사들은 전대에 한문교육을 중시하고 국문(국 

어)교육을 경시하는 현상을 비판한 기사와 비교된다. 다시 말해 시대적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제 국문{국어)의 위기가 한문만이 아닌 일어에 의 

해서도 조성되고 있음올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독립신문』， r채국신문』， 『대한마일신보」 둥 세 신문의 어문 

관련의 논셜들을 살펴 보았다. 먼저 『독립신문』은 창간호부터 국문의 용 

이함을 들어 국문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국어률 알아야 국 

가가 부강해진다는 주체성을 돌어가면서 그 당위론을 펼치기도 했다. 또 

한 실제로 국문올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법책이나 옥편이 필요합 

올 역설하파 구체적인 예들올 통해 어떻게 국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 

는지에 대한 실제률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각국마다 문자가 다름에 따른 

음의 차이률 인식하면서 번역의 문채점을 지적하고 있어， 국문에 대한 어 

학적인 접근이 눈에 띄며， 왼쪽에서 오론쪽으로 쓰는 것이 편리하다는 서 

법의 측면까지 논의되어 있다. 

『제국신문』도 일반 평민올 독자로 하고 그들율 계몽시킨다는 목적으로 

발간된 순국문 신문이다. 같은 시기의 『皇城新聞』이 식자충올 대상으로 

한 국한분 혼용 신문과 대조되는 데， 이 신문은 일반인올 대상으로 한 국 

어교육이 두드러진다. 앞서 살폈듯이 한문과의 비교 속에서 국문의 중요 

성을 논하고 있는데， 국문의 편리합이나， 민족 주체성의 측면에서 그 당 

위론을 펼치고 있으며， 나름대로 그 방법론까지 채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선 『독립신문』과 비교해 볼 때， 일반 교육론얘 었어서는 보다 심충적인 

논의들이 오고 가나 오히려 국문 사용의 당위론은 일반론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제국신문』은 사회 모든 계충의 사람들을 독자 대상으로 삼아 

뼈 『대한l!l일신보 ..... 10013.12. <론셜〉 “소위 교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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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올 널리 보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문맹자를 없애는 데 주도적인 역 

할올담당하였다ß4) 

『대한미일신보』는 근대 계몽기 신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간되었 

고1 또 가장 많이 얽힌 신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영향력이 컸음 

은 당연하다. 이 신문에서도 앞서 살핀 『독립신문』， 『제국신문』 둥에서 

보인 바처럼 국한문의 비교 속에서 국문의 중요성올 논하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기사 내용으로 국문 사용의 당위성올 보여주고 있옴을 볼 수 있 

다. 특히 문법 통일에 관한 논설은 국한문파 국문， 한문이 혼용되어 쓰이 

고 그에 따라 교과서의 문법도 각양각색임을 지적하며， 문법 통일의 필요 

성올 논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여성과 노동자 사회 교육올 위하여 국문 

교과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교육의 실제론도 보이며， 노래 가사도 국어로 

써야 한다는 국문 쓰기의 철저함올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다가오는 시기에는 일본어의 침투와 우리말 말살 정책에 의한 위기감으 

로 국문(국어) 보전과 그 중요성올 다시금 인식하는 기사들이 쓰여지기도 

했다. 

이렇듯 『독립신문』， 『쩨국신문』， 『대한1:11 일신보』 둥 세 신문은 각각 차 

이점올 보이면서도， 근대 계봉기에 순국푼 기사로 국문의 실제 쓰기롤 보 

여주고1 어문교육의 당위론올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예를 통해 논하고 

있다. 셜득력 있는 논조로 당대 독자들에게 국문(국어)룰 써야만 한다는 

어문교육의 당위론올 충분히 인지시켰올 것으로 보인다. 

3) 기사톨 통한 어문교육의 잃번확 

논셜은 그때 그때의 정세나 주요한 문제에 대한 계몽적 내용으로서 주 

필이 집필하였다. 그러므로 신문발행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 

64) 김양원(19)4)， 앞의 책，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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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앞서의 교육론이나 국문에 관한 논의에서 보았돗이 각 신문사의 견해 

들이 논리를 가지고 뚜렷이 제시되어 있음올 볼 수 있다. 

그런데 논설이 아닌 여타 기사유형에서 어문 관련 기사들은 독자에게 

어떤 효과롤 끼쳤을까. 여기에서는 기서나 잡혹 시사평론， 외보「 광고 둥 

의 논설 외의 기사문을 살피고자 한다. 이 기사들은 앞서 논셜들이 주장 

한 바와 일치된 의견올 보이는 독자의 글이거나， 실제 사회에서 국문{국 

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기 

사들은 어문교육의 실제를 드러냄으로써 어문교육의 일반회를 가져오는 

데 공을 끼쳤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서’는 독자들의 신문 접촉의 직접적인 행위라 할 수 있는 독자 

투고와 같은 지면이다. 기서는 가끔 논셜 대신 제1면에 게재되기도 하였 

는데 시국에 관한 견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신문사의 견해와 통일한 경 

우가 많다. 그래서 신문사의 주장에 일반 독자들도 호웅한다는 느낌을 주 

어 피력된 논의들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문 관련 기서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혹F 우리나라국푼용 극혀 반딘흘교 하푼만 슐4훌훌며 다른교회의 풋 

온 알지도못흥고 반뎌만흉는자도잇고 혹은 쥬석에 새셔 세월가는거슬 아 

지도못좋고 잇스니 옮흐다 엇지 Ql굶지아니흥리오 이는 다만 벅성의 실피 

가 발달치 못혼언고-니 누구를 원망흥며 누구를 혼탄창리오 이럼으로 우리 

가 문명에 나아가고져혼진뎌 반든시 넷거슬 얻리고 새거슬 힘써야흥켓로 

다65) 

F대한믹일신보』의 기서인데， 주로 투고자의 이륨이 밝혀져 있다. 인용 

기사는 조규형이라는 사람의 글이다. 인용문에서는 국문을 소훌히 하고 

65) w대한"\11 일신보냉， 1잊Rl.19. <피셔i “혹온 우리나라 국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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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품융 숭상하는 혜풍을 비난하고 있다. 위글의 후반부에서는 학식파 분 

명발달올 위해서는 옛것울 버리고 새것을 취하여야 한다고 쓰고 있다. 이 

때의 옛 것온 한분올 의미하며 새것은 바로 국문이다. 그러면서 한문 숭 

상과 국문 천시 현상이 국가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이니 국문을 사용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같은 신문에서 습두성이라는 사랍의 “국어와 국문의 독립론”이라는 제 

목의 기서는 국문과 한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필요성을 논하면서 국어와 

국문의 중요생을 논하고 있어서 특정적이다. 

이시다에 있셔서 외국글을 어는것온 두고 어닫거슨 폐흘리오라논 이를 

셰화가지고 국문을 경멸히 넉이라흥이아니라 국문을 보조찾라홈이오 이롤 

얻l화가지고 국문올 텅리라홉이 아니라 국문을 발달흥라홉이 어놀 만일 흔 

피빅혼바 외국글을가지고 본국글올 조롱흥고 경훌이 넉알진뎌 그 폐단이 

검첨 외국인올 놈히고 본국올 해롭게훌지니 ( ...... ) 현 금 우리 대한션국에 

양둥인물이라 흉는자는 태반이니 모다 한문에 병이 든자-아닌가 만일 한문 

을 텅터고 슐천히 국문만 쓰면 뎌회는 또혼번 보기도 슬혀융이 시국대셰는 

도모지 알지못융고 한문이나 굵고 공샌II셔 셰월을 보내려니 엇지 가석지 

아니리오 그련고로 오놀날 신문잡지에 국한문율 석거쓰는거슨 부득이혼일 

이라캉노라 66) 

이 기서에는 세계 대깨가 외교의 교섭올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 외국 

어를 배우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쓰여있다. 그런데 근대문명을 

이루기 위해선 외국어를 배워야 합이 당연하지만 이를 배워서 국문을 소 

훌히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국문 중시론올 

펼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의 필요성을 논하기도 하면서 자국어에 대한 

66) w대한~l일신보.J. lrol.8.lJ. <피셔〉 “국어와 국푼의 독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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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함을 일깨우는 논의이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국한문 혼용의 필요 

성도 기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주목된다. 즉 한문올 배운 자들이 순국 

문으로 쓰여진 신문 잡지를 읽지 않으니， 부득이 국한문 혼용을 써야 한 

다는것이다. 

한편 장우생의 “어학의의론”이라는 재목의 기서에서는 우리말보다 외 

국어 교육에 열심인 실정을 비난하고 있다. 

외국의 문명올 슈입흉고져흉여도 몬져 외곡의 어학올 벼혼연후에 재반 

문명의 학식올 홍흉기가 쉬울지니 이럽으로 지금에 엇던나라톨 물론흉고 

외국어학이 잇는바-니라 ( ...... ) 그러나 쇼학교예 앤셔셔는 흔피나라의망 

과 흔괴나라의글노 그 깐짜옴 양생훌며 그샘지 훌 빼약향여 국가쩌센l4 

민족츄의로 츄장옴 쇼어셔 ，.빼 망흩고 훈힌{ 통작~~ 다라도 이 볍위 

방피 버셔나지아니케흉여 그 섞지가 흔피나라풀 위향닫 껴진이 확갱허 

뇌슈예 굿혼연후에 각기 목빼의 연구훌거슴 ~라셔 어학홀 폐호한거시 

오늘남 화국협혐예닫 먹빨흥가률노라(7) 

내용인즉 동서교류가 잦은 지금， 무엇보다도 어학 교육{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어를 배움은 선진국의 문물올 받아들여 자국의 

문명을 발달시키고 국가의 이익올 확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외국의 

어학교육을 예로 들면서 바랍직한 어학교육의 방법론올 제시하고 있다. 

즉 소학교 교육에서는 먼저 자국어의 말파 글을 교육시켜 국가정신과 민 

족주의률 각인시킨 후에 외국어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관립과 공립 사립 각 학교가 일어부터 교육시키고 있으니 한 

국 학계가 심히 염려된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다. 

인용 ‘기서’를 살펴 보면， 대개가 논셜에서 논의한 내용들에 동조하는 

67) r대한믹일신보..11. 1!m.3.2. “어학의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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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견해돌이다. 이는 신문사의 논의(논껄)롤 뒷받침하여 그 당위론 

올 견고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쁜만 아니라 독자의 글이라는 데서 그 

것올 얽는 또 다른 독자에게도 심정적인 동조률 얻게 하여 어문교육의 일 

반화 현상을 불러 일으켰으리라 짐작된다.68) 

기서 외에 다양한 잡보를 통해서도 어문교육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다. 

1. 국문회의 학부에셔 작일양오십싣에 국퓨연구회롭 낀첼융고 위원 제 

씨가 회동흉여 ÷무를 란만히 의론창엿다더라æl 

2. 국문발달연구 직작일오견 십일시에 국푼여구회 회휠 체찌가 학부에 

모혀 국문합당훌밖챔올 각기 의견뎌로 협회창엿다:'/0) 

3 리씨열심 시홍셔면 소히리에 사는 리쥬간연철씨가 옴력 금년십월브터 

그 동종에 국문야학교률 쩔렵흉고 진학용칙흔륨 국푼으로 뺀역훌야 ~l 

민용 염섬으로 교육훌메 학도가 날노 느러셔 삼십여인이된지라 일군이 칭 

용흔다라11) 

4 북도에셔온 사룹의 말올 드른즉 경흥부융 김영진씨가 도입혼지 칠삭 

인다 교육에 열심융야 공립하교를 진력찬생창고 면면에 서5립학교를 셜시 

창야 야학으로 초동목슈를 모집중되 국푼으로 산슐용 ?를치며 포 녀학교 

를 쩔립창엿난뎌 학도가 철십여명이나 된다더라η) 

5 전라북도고산군 슨립화산의육은 육상 민영조씨와 ÷무원 오인이 청년 

68) 일례로 『대한마일신보내에서는 신민회가 셜립된 1007년 설립 직후부터 교육 구국 운 
동올 표방， 인재양성에 역점을 두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모든 지연올 통해 이를 부 

각시켜 기사화했다. 그리하여 이즈옴 신식학교의 붐이 일었고， 오산학교나 대성학 

교의 셜립 소식부터 교과과정， 운동회 소식 동올 소개할 뿐 아니라 학교설립의 필 

요성을 기사화시켜서 학교셀립올 위한 모금운동올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신문 기 

사의 위력을 나타내는 예가 될 것이대김삼웅(l뼈:)， 앞 책， 12A-1Z1쪽 참조). 

69) w대한믹일신빌， 1007.10.1. “국문회의” 
70) w대한믹일신보냉， 1roi8.2. “국문발달연구” 
71) r대한미일신보-.1， 1앉R1.9. “리써열심” 
72) w대한민일신보냉， 1roi5.1. “경홍부윤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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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률 교육하기위창야 창셜혼지가 불과수삭애 학도가 륙십여명에 달융고 

λ도 로동차들의 지식이 몽믹합올 개탄흥야 야학교륨 첼롤고 모튜화쩌용 

국문으효 번역흥야 영섞쿄슈홉으로 로동화도가 삼6십명에 달융엿다더 

라염) 

6. 홍ξ단 부장 유길윤씨가 쇼학교교육에 필요혼 의견 올 발간흉야 교육 

계의 유지혼 사룹들을 분급창엿는다 그풋인즉 대한 §회들의 조국깐양올 

양성흉기위융야 국문을 션쥬융는거시 합당흉다흉엿다더라.74) 

인용 기사들은 『대한미일신휩의 ‘잡보’에 속하는데 1. 2의 기사는 ‘국 

문연구회’ 소식을 통해 사회의 국문에 대한 관심도가 어떤 조직을 형성했 

으며， 실제로 국문발달 연구를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반영하고 

있다.3에서는 한 민간인의 교육열심올 보도한 기사로서 국문 야학교를 

셜립하여 교육하는데 신학문 책들올 국문으로 번역하여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4에서는 경홍부윤의 교육열을 보도한 것으로서 ‘국문으로 산슐을 

가르친다’라 하여 국문을 통한 산수 과목의 교육의 예를 보이면서 암암리 

에 국문이 여타 학문을 습득케 하는 데 필요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5 

는 전라남도의 ‘화산의숙’이라는 사립학교에서 야학교를 셜립하여 모든 

과정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열심히 교육한다는 내용의 기사이다'.6은 유길 

준의 의견서를 기사화한 것으로서 조국사상올 섬어주기 위해서 소학교 

교육에 국문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일종의 소견 논거로서， 권 

위있는 사랍의 견해를 들어 국문 교육의 필요성을 논함으로써 독자들의 

공감올 유도할 수 있는 기사로 보여진다. 

잡보를 통한 알립 기사를 통해서도 국문에 대한 인식올 일반화시키는 

예도 있다. 먼저 r독립신문』의 잡보에서 매번 토론회 광고를 싣고 있는데， 

73) r대한미일신보내， 1003.5.2l “화산의숙성황” 
74) r대한~l일신보내， 19116.10. “의견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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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는 “국운올 한문 보다 더 쓰는것이 례일 요긴 홈”이라는 주제 

로 독립관에서 토론회가 있을 것올 얘고하고 었다. 

요션 일요일 오후 셰시에 독립관에셔 토론회 예 오회률 열고 토론 좋는 

뎌 문체인즉 부녀를 고혹 흉는것이 의리 상과 경제 양에 뭇당 홈으로 결명 

홈 우의에 리흉구 김규희씨가 연셜 융고 좌의에 방한덕 김성진씨가 열셜 

혼 후에 기외 여러 회원들이 토론 흉야때때 자미 잇고유익 혼 의론이 만 

히 잇더라회원중에 공고에 참례흥야못온이가만히 잇고회에 참례 혼이 

도 포혼 만히 잇스며 기외 방청 흉는이가 여러 벅명이 와셔 사륨 틴다 자미 

잇고 길겁게 듣는 이가 만히 잇스며 새로 모로던걸 받1호는 일이 만묘 죠션 

인민의게 극진히 리익 혼거시 만터라 요 다옴 힐요임에 토론회 푼체~.:il. 

훌용 쩌대체 1"눈다!=::: 국문용 하품 보다 더 쓰~것이 예혈 요~1 홈 우의 

에 우향션 김성진 좌의에 한창슈 조병건 샤회 상에 유죠혼 연셜이 번번히 

잇슬터이니 학문 양에 유의 하는이들은 다 와셔 참례 좋고 방청들 좋시 

요}5) 

독립관에서 있올 토론 주제를 알리면서 와서 참여하라는 내용의 기사 

이다. 이러한 기사들은 논셜처럼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반 

인들의 국문에 대한 여론과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독자들에 

게도 하나의 이슈거리로 다가왔을 것이다. 실제로 토론회에 참석했을 경 

우， 국문의 요긴함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올 것이다. 

이외에도 국문 관련의 광고들도 볼 수 있다. 

1. 국문학원모집광고 본교얘셔국퓨용껴홉4로가걷쳐겨훌휘흩야국문학 

교률첼웹흥고확도롤모킬1"오니첩군흔눈흔질간입학청원흉오시기를텅라곳 

도남녀간국문예호기를청원융시랴연와셔문의향소셔 과정은 국문정리 국문 

75) r독립션문'J ， UF7.l0.2. “요션 일요일 오후 셰시애 독립판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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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 국문습흔 쥬산76) 

2 일반동포외 남녀로쇼 유식무식을 물론융고 각기ξ쟁과 년한에 구액되 

여 학교에입학지 못흥는이의게 보통화슐용 방탕융기 뷔할야 각룡{'1요훈 

학뿜훌 출국푼으로 쉽게배역흥야 교육월1옹률 방법칼오니 이거슬 사보시 

는동포는 다 유식 혼학자가 될터이니 본샤와 경향에 각셔포에와셔 사가시 

읍π) 

『대한미일신보내의 광고 기사로서 1은 ‘국문학원 모집’ 광고이며， 2는 

‘교육월보’라는 순국문 잡지 광고이다. 학원이나 잡지를 통한 어문교육의 

확산올 유도하는 기사라 하겠다. 

이렇듯 잡보의 기사나 광고는 독자로 하여금 어문교육에 대한 실제를 

통혜 그 당위론을 공고히 하교 그 교육의 기회를 접하게 하여 결과적으 

로 어문교육의 일반화 현상을 가져왔올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셔호문 

답”이라는 제목의 ‘시사평론’에서도 국문 관련의 언급을 통해 어문교육의 

일반화 현상을 드러내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한~l일신보4이 신문에 

서는 일제강점기가 가까와지는 1910년대에 즈음하여 ‘학계’라는 지면을 

만들어 그전에 잡보에서 부분적으로만 차지했던 교육기사를 전격적으로 

디루고 있다. 이는 다른 어느 때보다 국가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민족계도 

를 시급하게 여기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듯 한데， 학계를 통해서도 

야학교 소식이나 노동자 교육 여자교육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어문 

교육의 실제들올 보여주기도 한다. 

지금까지 논셜 외의 기서， 잡북 광고， 시사평론 둥 다양한 유형의 기사 

를 살펴 보았다. 이 기사들에는 어문 교육의 필요성올 주장t독자의 주장) 

하거나 혹은 실제률 알리거나 국문잡지， 국문학원 둥올 광고하는 내용들 

76) r대한미일신봐. l!D3.5.ai ‘국문학원모집광고” 
77) f대한믿1일신보.J. 1!m.8.31 “數育月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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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겨 있다. 이는 어문교육의 당위론올 주장하는 논껄올 뒷받첨하는 것 

으로서 껄득력과 심리적 공감대를 유도하고 었다. 나아가 주장에 대한 실 

제률 통해 어문교육의 일반화 현상올 보여주고 있을 뿔 아니라， 이를 더 

더욱 확산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3. 사회적 합의로서의 어·문교육-맺음말을 대신하여 

근대 계몽기의 신문들은 공리를 목적으로， 익명의 다수의 이질적 독자 

들을 대상으로 공적이고 공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한 경우이다. 

즉 이 시기의 신문은 상업주의보다는 공익을 앞세우고 ‘자주독립과 개화’ 

라는 시대사명에 입각하여 자강개화 또는 자강독립을 위한 민족세력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신문 외에 다른 대중매체 

가 드물었던 당대의 상황에서， 신문은 개화나 문물의 소개의 장으로서의 

교육적 기능이 지대하였다. 신문 매체는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자층이 광범위할 뿔만 아니라 대중적이다. 그러므로 그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로 교육에 관한 기사 내용들올 정리해 보면， 근대교육의 필요성으로 

사회의 혼란， 외국의 침략， 정부의 부실과 같은 모든 일들이 민중의 교육 

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이라 하여 교육올 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 역설하고 있다. 구교육의 비판을 통하여 실용학문의 필요 

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여성교육의 문제를 제기하여 근대교육의 필 

요성올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근대교육올 수용하는 방 

법론으로서 학교에 의한 교육， 신문 구독 둥 대중 전달 매체에 의한 교육， 

외국 학문의 도입， 외국 유학에 의한 교육， 학령아 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교육 둥올 들어 교육의 방법올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실행으로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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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선각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던 학교의 셜립， 교육회 셜치 둥 근대 

교육의 실행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생과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근대 계몽기 신문들의 교육적인 측면을 살피면 

서 어문교육의 양상올 고찰하는데 주안점올 두었다. 이률 위해 어문교육 

관련기사률 크게 둘로 나누어 살폈는데， 논셜에 나타난 어문교육의 논의 

와 논설 외의 일반기사에 나타난 어문교육의 실제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이는 신문이라는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어문교육의 양상올 드러내려 

함에서 비롯되었다. 

논설은 신문사의 견해를 드러내는 지면으로서， 그 신문사의 편집방향 

이 뚜렷이 나타나 었다. 그맨로 신문발행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며， 앞서의 교육론이나 국문에 관한 논의에서 보았듯이 각 신문사의 

견해들이 논리를 가지고 뚜렷이 제시되어 있옴올 볼 수 있다. 근대 계몽 

기 신문들은 논설 신문이라 할만큼 논셜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 지면을 

통한 국문 관련 기사들은 어문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올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독립신문』， 『제국신문』， 『대한믹일 

신보내 둥 세 신문의 논껄올 보면 세 신문의 논조나 기사는 각각 시기에 

따른 차이점을 보이면서도， 근대 계몽기에 순국문 기사로 국문의 실제 쓰 

기를 보여주고1 어문교육의 당위론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예를 통해 

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문과 국문의 비교 속에서 국문의 우수성이나 

필요성 퉁올 논하고 있으며 실제 국문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 

론， 문법론 둥올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다. 셜득력 있는 논조로 당대 독자 

들에게 국문(국어)교육， 즉 어문교육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지시켰올 것으 

로보인다. 

또한 논설이 아닌 여타 기사 유형의 어문 관련 기사들은 독자에게 어 

떤 효과를 끼쳤올까를 살폈다. 그 예로 기서나 잡북 광고， 시사평론 둥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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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 보았다. 이 기사들은 앞선 논셜들이 주장한 바와 일치된 의견을 보 

이는 독자의 글이거나， 실제 사회에서 어문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었다. 어문 교육의 실제를 알려주는 기사들은 

논설에서의 어문교육의 당위론올 뒷받첨하는 것으로서 셜득력과 심리적 

공갑대를 유도해내는 기능올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장에 대한 실 

제를 통해 어문교육의 일반화 현상올 보여주고 있고、 이롤 더더욱 확산시 

키는 기능올 담당하였다. 

근대 계몽기의 신문은 민중계몽파 민족의식 고취에 큰 역할올 수행함 

으로써 그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신문의 교육적 기능 속에서 어문 

교육에 대한 신문의 논의들은 매체적 특성상 그 영향력이 지대했올 것이 

다. 다시 말해 사회적 여론올 형성하고 이를 통해 어문교육의 타당성과 

실재 교육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익올 담당했다고 볼 수 었다. 이는 

신문을 통한 어문교육의 당위론이 사회적 합의로 여론화됨올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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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떠ct 

A Study on the appearanc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newspaper at the period of en1itement 

Yeun, Keαn Sun 

The \XlIlX>Se of this res없당1 is to 얹amin the 따~of Korean 벼땅파행e 

Education 띠 news~ at tì뚱 없i여 of enliterra1t In orer to 따뻐αièh to the 

\XlIlX>Se of this stt띠y， 1 investiga때 뼈'æ[l!없'S， The Ir퍼뼈짧x:e Newst빠Jer， 

Jæ-guk 해mron(new얄~) 뼈 The Korea 않ily Ne뼈. 

Those new뚱願'S are wri뼈1 Wα없n 때g뻐ge. tl빠r 뼈‘ thele<뼈 not orùy a 

때1뼈gn 없h따nrent but also korean 때맹l쟁e 뼈x:ation at the 파ne of t10w어ng. 

so 뼈y are necessary to s따iy of Korean 때핑U떻e 뼈lcation. 

F1rst, 1 stUt이ed 따XlUtthe 뼈x:atlα1al idea æ었ibl최 in thm The 양ci마멍 

cα념itions in iliat tirne was tl1at nati，α1al rights was 따파뼈 by J聊없 

ecorxmic외 eocrα앙nnent and the nation was COIre to a crisis and the tradition려 

soci범T was 에la뼈 by the t10뻐I핑 <h:iden때 civil때on. In this vor뼈， sorne 

d애ÌZl회 !Ì'α짧'S thought tl1at r빼or1al 어ucation throt때1 enli따1뼈nnent was a 

presψ19 need. for the rerovery of natiα1외 rights or for a we외iliy 따mtry and a 

Jl)W1빼II arrny. 까1e forrrer 뼈ntion， therefore, 밟arne 뼈 focus of criticism 뼈 

mXlEm 어uα뼈m머 idea was cor퍼nn최 as p:빼ar 뼈ntion외 idea in wlúch evδy 

citizen was to be 어uc없:ed r쩡하배ess of tl뼈rs떠tus. They therefore, carne to great 

concem 띠 news~뼈Jer as a rr없lS of 때1빼t this mx뼈n 때lCatiα때 idea hf없lse 

d윈7 때1외ær벼 I뚱ws뼈per as tìε rrost effective rr밟xx:l for nation외 unifi때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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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퍼양11:enrrent of mX:Iem 어ucatiα뻐 iàæ. 

많없j왜y 1 studied 없않1 때맹l앵e 어uc때αl “The~짧l::e NeWSJllIØ"", 

“Jæ-guk 와1IßX)I1"(new聊Jer) 뼈 ηbe 없-ea 않ily News., ha때Jg awideclass 

of reOOm; with low 때ss π빼e UOOer n뼈le， çeríam었 i잉 mis와이1 of the 

deveI따rentof “'Hangeul" 뼈 a σm짧 맹때1St illi때'aCY by 잉ælusive use of 

“f해핑없I" in the 잃(lrt of enlightenrrent of the p:빼e. Alx>ve all, 뾰 뼈뼈외 
빼des w뾰 in the 빼 in enli앙1tn없1t 뼈 없-ean Ianguæ 어ucations of the 

g훌lie. AOO ‘'JapOO’, ‘Gi-Su’, ‘AdveI건였rent’， ‘T머k of of current evmts’ 양lOwed 

the facts of Kor않11뼈uæ 어ucation. This 뼈JJer is ÍI따1s뼈 new와爾'S writtm 

뼈-ean 뼈JgU앵e 어ucation at the peri<Xl of er피뼈뾰1t. And 때ne to a αn::lusion 

파‘ethe αle foll빼ng. The three neWSJl3ll'!l'S 때ayd 뻐 i1llD때lt 때t in Jl)JXlI'arity 

어ucation 때 Kor-ean lar핑1맹e 어ucatiα1. 

[Key wα버 Kor-ean lar핑m펑:e 뼈.teation’ s s따iy， 뼈.tea디on of neWSI:짜Jer'， 때빠 

뼈.ICation， mXÈm 어α:ationa， an edi뼈i왜 artide, general desc:찌ìptive 

αlIl1jX)SÍbα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