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셔룡 

근현대 국어교육 연구 천개양양(2)* 

- 신문과 단행본옳 흥싱으로 -

윤금선** 

이 연구는 근대 계몽기부터 현대까지의 신문 기사와 단행본틀을 중심 

으로 한 국어교육 연구물들올 살펴 보고， 이률 통해 국어교육 연구에 대 

한 전체적인 흐름올 파악하여 그 전개양~올 밝히려는 데 있다. 논의의 

성격상 그 내용적인 측면의 성파나 한계에 관한 논의롤 치양한다. 자료들 

을 경향상 나누고v 그 특정을 밝히려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근현대 국어교육 연구 천개 양%딸 고찰하기 위해 일종의 

양적 연구 방법론1)율 적용하였다. 양적 연구란 연구 관련 자료룰 수집하 

* 이 논분온 :IDZ년도 한국학슐진흥재딴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힘KRF-:IDZ애73-
AM1뼈，).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 한국교육학회 교육행가연구회(l~됐)가 펴낸 r교육 • 촉갱 • 평가 • 연구 • 홍계 용어 
사전』얘 의하면 양척연구는 다옴파 갈이 쟁외되어 있다. “양쩍 연귀때떠tative 
reser냥}): 실증주의척 접근 방식에 근거훌 두고 연구자료의 수집뺨터 철파환석까지률 

수량적으로 표현하는 연구 방법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판섬올 가지고 았논 연 



혐O 국어교육연구 제13집 

고 이를 수량화혀여 자료률 통계척으로 증명확는 방벌이다:2) 본고의 양 

적 연구 방법은 다름아닌 국어교육의 장 속에서 진행되며， 이를 토대로 

국어교육 연구 전개 양상에 대한 올바른 의미매검을 도출하:Jl^r 한다. 

지난 세기 동안 국어교육 연구 분야는 연구 주제， 학술 논문， 학술지 동 

에서 많은 성과가 집적되었으며 연구자 수도 많이 중가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어교육 연구 분야의 성과물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비판적 

인 반성과 함께 앞으로 나。r7싹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펼요하다고 본 

다. 본고는 국어교육 연구 분야의 학문적 정립을 위해 지금까지 국어교육 

연구의 동향을 분석해 보고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론이라 

하겠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연구 대상 자료는 근현대 국어교육 관련 신문 기사와 단행본이다. 신문 

은 근대 계몽기에는 『독립신문Ji(1짧-1뼈)， u'예국신문.JJ(1æ7-1001)， u'대 

한민일신보.，n wm -1910) 둥 한글 전용 신문을 중심으로 살폈다}) 이들 신 

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펼요한 자료들을 객판척인 방법에 의해서 수량화 될 수 있 

는 형태로 수집한 다옴 통계척인 방법율 적용하여 얻어진 자료롤 환석하고 분석 결 

과에 근거해 결론을 내린다” 

2) 이 방법은 관련 자료들의 수집， 처리， 해석이 객관적이며， 자료률 수량화할 수 있고 
수량화한 자료를 가공하기가 쉬우며， 자료롤 흉채척으로 중명하며 이를 통해 여러 
가지로 해석과 추론올 해 볼 수 있다 (천경륙국어교육 연구에세 양쩍 연구 훈석J ， 

『국어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회， :lXl1, 18쪽 창조) 
3) 근대 계몽기의 국어교육의 모습올 째구해내기 위한 입장에서 기사툴율 선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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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국분 쓰기롤 통허여 한굴 사용의 실제를 보여 주고 었올 뽀 아나라， 

창간사부터 국어 교육의 펼요성윷 주장하고 있다4)는 첨에셔 우선적인 선 

정 대~이 와었다'，5) 그리고 한문 내지는 국한문 신문보다 대중성을 획득 

하고 었다는 점올 주시하였다'，6) 일제 강점기에는 『東亞日報.11 (1때~ 

1쨌)， rr朝蘇日報.11(1때-1앓) 둥 함글훈동과 국어교육의 확산에 앞장셨 

던 양지를 중심으로 살폈고， 당대 체계적인 국어교육의 %탱올 드러내고 

있는 해외 신문 『新韓民保.D (1007 -1945)를 살피기도 했다. 특히 일제 강 
점기에서는 당대 전체 사설의 흐름， 조선어 관련 기사들용 따로이 살펴 

다양한 기사를 통해 국어교육 전개 양상을 고찰하도찌 했다. 건국기0945-

볼 때， 이러한 제한된 대상 선정은 현협한 결론올 낼 위험생이 있다. 당시에 쓰여졌 

던 국한푼 혼용 신문 기사의 검토도 펼요하고 여타 한글전용 신문의 검토도 펼요하 
다. 이러한 문채점올 안고도 본고의 연구 대상 기간이 근 • 혐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선정 자료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차후 보다 심도있는 
고찰올 요하는 후분이다. 

4) 특히 독립신문의 띄어쓰기 및 한글 전용은 훈민정옴 창제 이래 가장 획기척인 사건 
의 하나로 명가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1없3년에 발간된 『한성순보』나 l細년에 나온 
『한성주보a는 순한문 내지는 국한 혼용 푼혜였다. 그 후 많은 신문들이 혼용체로 나 

오고 있었으나 r독립신문』의 갱신융 이어받아 순한글로 발간된 신문 또한 적지 않 

았다: (金文昌團語文字表記亂， 폼학째계샤 1뺑，!'Ð쪽 참조) 
5) 엄밀히 말하면 근대 계봉기는 국어교육 연구라는 측면에서 기사률 다루는 것은 무 
리가 있다. 실채 기사훌 살펴 보면 국문교육의 휠요성， 용이생， 우수성 둥올 논하는 
기사들로서 민중 계도의 측면에서 지식 습득에 용이한 국문자 교육을 강조히는 측 

면이 강하다 그러므로 혐대에 들어서 정립된 국어교육 연구의 개념피는 많은 치이 

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국어교육 연구의 양상올 재구해내기 위해 시대적인 혹수 

성올 감혐↑면서 팡의로서의 국어교육 연구로 다루고자 한다. 
6) 대중일반울 독자로 상정하는 신문윤 인쇄매혜의 신뢰성과 권위성울 지니기 때문에 
어느 매체보다도 사회 계도성과 지도성이 강하다. 이는 신문이 기존의 가치판이나 

태도의 변화톨 유도하거나 새로운 내용융 창출해 낼 수 있옴율 의미한다. 여기에서 
신문에 나타난 국어교육 관련의 기사들은 당대 국어교육의 。생이나 그 실채률 살 

며 보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한글전용 신문온 보다 넓은 충의 묵자 
롤 상정할 수 있는 신문으로 본다: (朱京和新뼈媒體의 버혔j記훌 報道 • 編輯 경 

향에 판한 없究」， 『버뽕j文化없究~， 제효， 出判文化學會報， 1잃 æ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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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됐)와 이후 현대까지는 그 기사의 방대함으로 인해 신문 전체룰 대상으 

로 한 사설만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현대에서는 일종의 국어교육을 

표방한다고 볼 수 있는 『讀書新聞』에 대해서도 따로이 살폈다. 

단행본은 신문과 같은 시기를 기준하여 각각의 시기에 출판된 국어교 

육 연구 관련 단행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신문과 같이 각 시기별 경향 

올살펴보았다. 

2.2. 연구과정 

연구 과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1. 대상 자료 수집과 DB 작엽， 

2. 분석자료의 분류 기준 설정이다. 

2.2.1. 자료 수집과 DB작업 

먼저 국어교육 관련 신문기사 목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 검색과 

도서관 소장의 신문이나 영인본 둥을 통해 수집되었다. 특히 검색어를 통 

한 자료 수집은 국문， 국어， 국어교육， 조선어， 우리말， 우리글， 한글. 한자 

어(한문)(이 경우는 국문과 비교하는 기사를 중심으로 션택)， 작문 둥 다 

양한 검색어를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국어교육이라는 개념이 전무했던 

근대 계몽기에는 이러한 검색어로 찾을 수 있는 자료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검색어를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이 시기 

에는 잡지에서 드러나는 바이지만， 국어교육을 표방하자 않는 지면에서 

도 부분적으로 국어교육의 일단을 시사하는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일제 

7) 일혜로 『독립신문』 광무3년 1월 14일자 “교육얘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교육예 
산의 문제 쁜 아니라 토론과 연설， 읽기 교육의 단서를 드러내는 내용이 있고、 또 다 

른 광무 3년 3월 1일자 “여자교육”에서도 읽기， 쓰기 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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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얘는 톡히 조선어 우리말 우리률 한률 동의 검색어로 다수의 자 

료룰 수집할 수 있었다. 현대 또한 다양한 검색어롤 통해 기사률을 찾아 

낼 수 었었으나 그 수가 너무 많아 사설올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8) 

국어교육 연구 판련 단행본 수집에서도 첫 번째 해철과체는 목록 파악 

이었다. 먼저 각 대학파 기관의 도서관 사이트를 통해 자료들을 검색해 

보았고 직접 도서관을 통해 자료들을 찾아 보았다. 검색어로 자료 수집을 

할 경우의 문제점은 검색어에 따라 드러나는 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 

다는 점이다. 이는 일제 강점기 신문에서 우리말， 우리글， 조선어， 한글 동 

의 검색어에 따라 드러나는 목록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특히 1945년대에 

서 1쨌년대 같이 그 시기가 앞선 자료들의 경우는 그 펀차가 더하다. 그 

래서 특히 이 시기는 학회지의 각주나 참고 문헌 둥에 나타난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저자명으로 다시 찾아 보았다. 이 경우는 저자의 전체 저서 

가 드러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자료틀을 찾아낼 수 있었다. 저자가 기관 

이나 단체인 경우는 벌뺑처로 하·여， 혹은 저자나 발행처가 불분명한 경우 

는 출판사명으로 다양하게 적용하여 검색해 보았다. 이 과정 중 의외의 

저자나 단행본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검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찾 

기 위해 직접 도서관이나 기관에 가 보기도 했다. 폐가가 아닌 경우에도 

드러나지 않았던 자료들을 찾을 수도 있었다. 

다음으로 자료들을 수집하여 DB 작업을 하였다. 먼저 신문은 국어 교 

육 관련 기사를 살펴 보고v 실제 신문 기사둘올 복사뼈 자료률 선집하 

였다Ir독립신문.JJ 1권Ir뎌l국신문.! 1권Ir대한믹일신보.JJ 5권Ir皇城新聞』 

1권Ii'東亞 日 報.!I 3권Ir朝蘇 日 報.! 4권Ir新韓民保.!I 3권Ir일제강점기 신 

8) 이 시기의 국어교육 판련 기사 선쟁에는 여러가지 어려융이 있었다. 먼저 매일의 신 

문 기시량율 다품다는 데서 오는 양적인 문채와， 국어교육이라는 잣대로 기사를 찾 
아내기 어려운 시기상의 문제였다. 그래서 자료 수집의 양이 제한적이다. 이는 양적 
연구리는 방법론에셔 본고가 지닌 한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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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절 선집.il 1권If'讀書新聞.il 7권If'현대신분 사설 선집.il 1권 둥 낌권의 

교육기사집을 구축하였다. 주요 기사들은 한글작업 및 엑셀로 정리하였 

고 홈패이지에 올렸다 엑셀 작업시 항목은 신문명/권수/호쉬게재멘기 

사제목/기사유형/문체/범주/내용소징썩부셰고란 등 11항목으로 나누었 

다 

신문 엑셀 구축 자료수는 다음과 같다，9) 

단행본은 최대한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 우선시되었다. 앞서 밝힌 바 

와 같이 자료 수집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목록을 수집하였고 엑셀 적k겹 

도 하였다. 최근 단행본들은 1차년도부터 주요 저서틀을 중심으로 구입하 

기도 했으며， 1945-1떼년대 둥 앞 시기의 희귀 단행본률은 구할 수 있는 

대로 직접 복사하거나， 대출하여 제본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희소성을 

9) w皇城新聞』과 『讀書新聞』은 원본 복사로 자료집만올 현재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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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책들은 (표 2)와 같이 책의 표지 사첸파 요약본을 수룩한 데이터베 

이스룰 구촉하였다. 단행본들의 목록온 저지?채목/출판년월웰출판사f소 

장처/법주/기타 사황 퉁으로 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엑셀 작업하였다 

(표 2) 단행본 이미지 

2.22 분석 자료의 분휴 기준 

먼저 신훈파 단행본의 1차적인 분류는 연도별 환휴였다. 근대 계용기 

(1쨌-1910)， 일제 강점기(1910-1945)， 건국기(1945-11됐1)， 현대(1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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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둥 4시기로 나누었고 시대에 따륜 주경향을 살펴 보았다.1이 

2차 분류는 신문파 단행본을 아우률 수 있는 범주 설정이었다)1) 이를 

위해 자료의 실질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하되 현채 확립되어 가고 있는 

국어교육학의 하위 분과 체계를 활용하였다. 그래서 교육일반， 교수혁습， 

교과서 • 교재， 국어교육샤 국어교육론， 국어지식교육， 쓰기교육， 읽기교 

육， 말하'71. 듣기교육， 문학교육(고젠현대)， 매체교육 퉁 국어교육 범주 

로 다시 나누어 보았다. 이것은 근대 계몽기부터 현대까지의 연구물들을 

통해 국어교육학 전반의 구도를 그려내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런데 2차 분류시 신문의 경우， 문제가 되는 시기는 근대 계몽기와 일 

제 강점기였다. 현대에 이르러 정립된 국어교육이라는 잣대로 자료를 분 

류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자료들의 분석은 

먼저 주제 분류를 통한 개괄적인 설명과 2차 분류의 범주로 보았을 때 드 

러나는 지배적인 경향들을 보이는 식으로 논의가 전개되었음을 밝힌다. 

3. 근현대 국어교육 연구 전개양상 

3.1. 신문의 국어교육론 

1) 근대 계몽기: ‘읽기와 쓰기’교육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자료들을 어문 교육 연구라는 관점에서 공시 

10) 시기별 분류일 경우 그 건수에 따른 형평성 때문에 건국기와 현대를 묶어 해방 이 

후로 시기를 표시하고 그 안에서 시기를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1)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 지웬의 ‘근현대 민족 어문교육 기초연구’ 사업 파정울 밝히 

는 내용이기도 하다. ‘어문교육연구’ 분야에서 다룬 것은 학술지， 논문， 신문， 단행본 

으로서， 본고의 내용은 그 중 신문과 단행본에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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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통시적으로 정리해내는 것이 척종척인 파쩨이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 현대에 와서야 정립된 국어교육의 개념으로 자료폴 수집 • 분류하는데 

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럽에도 당대의 국어교육 연구의 양뽑 재구해 내 

려는 목적에서 먼저 나열된 자료들에서 공통척인 경향은 무엇인지， 각각 

의 신문에서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특정률은 무엇인지， 시대에 띠라 어떻 

게 변화되고 있는지 둥을 살피파 했다. 

이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일차척으로는 교육 기써}는 넓은 범주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롤 다시 ‘국문’ 판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 

국어교육， 당대 민중 계도의 측면에서 다수 게재되었던 여자교육과 신문 

교육， 교육일반으로 세분하였고1 신문의 특색에 따라 이동교육을 범주로 

셜정하가도 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r독립신문」 기사분류 (표 4) r떼국신문」 기A뽑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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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계몽기의 『독립신문』 『례국신문』 『대한마일신보』 둥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3)-(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일반; 국어(국문)교육， 

여자교육， 신문교육， 아동교육， 교육령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 신문 다 교육일반이 최다 비율이며， 그 외 기사 비율은 『독립신문』 

(76건)에서 여자교웹13%) > 국어교웹7%) > 신문교쇄5%)， 이동교육 

(5~이 순이며Ii'폐국신문.!l (82건)은 국어교육(13%) > 여자교웹100/0) > 신 
문교육(2<'/0) 순이국 『대한믹일신보.!l(f{D건)는 여자교웰?O/O) > 국어교육 
(6%) > 신문교웹4%) > 교육령(3%) 순이다)2) 보다샤팩 째 신문은 국어 

교육의 기사 비율은 비교적 높지 않다. 또한 모두 교육일반과 함께 여자 

교육， 신문교육이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이사항은 『독립신문』 

에는 이동교육의 기사가 『대한믹일신보』에는 ‘국민교육회 규칙의 대요’， 

12) 민지개발이 중시되던 시기여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던 시기이다. 교육 분。버1 

서 어떤 것이 강조되었는가를 통해 당대의 교육이념이나 그 실제 둥을 파악할 수 

있올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국어교육 연구 전개 OJ상에 초점을 둔 연구이므로 이 

는 차후 연구 과제로 미루고， 국어교육적 측면에서 자료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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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확교령’， ‘학회령’ 풍의 교육령 기사가 게째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대 계몽기는 션전 문물의 도입울 똥하여 국민의 민지롤 개별하지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형태의 문화 사회적 변화가 

나타냐고， 이는 개화기 천반의 사회 구조 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올 미치게 

되었다. 정꽉와 민간에서는 민지 개발을 위한 최션의 방안으로 교육 훈똥 

을 전재하였다. 당시 교육 목표는 소수의 인재에 대한 특별한 고동 교육 

이 아닌 보통인에 대한 보편적 교육올 지향하였다. 정부에서도 기존의 계 

충에 따른 편파적 교육 방침을 포기하고 옹 국민에 대한 교육 확대애 주 

력하게 되었다. 교육 대싱이 일반 국민， 특히 여성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학교에서의 직접적인 교육파 저널13)올 통한 간접적인 교육이 병행되었던 

시기이다. 도표에서 드러나논 바와 같이 교육일반의 기사가 우세하다는 

것에서 당대의 교육열올 가늠활 수 있으며， 여자교육과 아동교육 둥의 기 

사는 교육 수혜자의 확산올 시사하고 있다)4) 어와 관련되어 국어교육은 

교육올 용이하게 하는 일종의 도구적인 입장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대부분이다. 

다옴 일제 강점기에는 전체 신문을 대상으로 주요 사결률을 살펴 보았 

다. 국어교육 관련 기사는 크게 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논설에 나타난 

국어교육 논의15)이고、 둘째는 일반기사에 나타난 국어교육의 실채틀이다. 

13) 신문은 정규학교 교육의 범위륭 확대시킨 사회 교육의 한 환。￥이며， 사회교육 중에 

서도 가장 법주가 넓온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김봉희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J ， 이화여자대학교출뺀， l'쨌'， 16쭉 창조) 
14) 근대 계몽기 교육 판련 신문 기사에 판한 논의는 졸고 r신문애 나타난 어문교육」 

(W국어교육연구JlO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m2)에셔 자재히 다루었다. 
15) 논셜은신문사의 견빼홉드러내는지연으로서， 그신문사의 현집방향이 뚜렷이 나 

타나게 된다. 그런데 근대 계몽기 신문률온 논설 신문이라 합만륨 논젤얘 역점옳 
두었는데， 논설율 홍한 국문 판련 기사률온 어푼교육에 대한 인식을 꽁고히 하고 

썰득하며， 톱자들의 심리척 콩감대률 유도하고 있다. 또한 논셜은 신문 발행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된만큼 그 신문사가 지향하는 어문애 대한 인식울 살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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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 관련 논설에서는 주로 국어교육의 당위롤올 논하고 있으며， 기 

서나 잡보 광고 시시평론 둥 일반기사에서는 국어교육이 실제로 사회에 

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연구 대상 신문툴은 의도적으로 순국문체를 쓰고 있는 신문들이라 대 

개 창간사부터 국문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6) 기사 내용 

을 보면， 자쾌를 알。}야 국7}가 부강해지며， 국문과 국어를 배우는 것 

은 바로 민족정신을 보존하는 길이라는 주체성과 연관시켜 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로 한자와의 대비를 통해 

논하고 있는데， 국문은 한문에 비해 십념}귀천이 배우기 쉽고 ‘읽기 쓰기 

에 용이’ 하다는 점을 들어 국어교육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어교육 방법 

론도 제시하고 있다)7) 뿐만 아니라 표옴문자로서 국문의 원리를 자세히 

들면서 국문의 효율성을 논하거나18) 실제로 국문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문법책이나 옥편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구체적인 혜들을 통해 어 

떻게 국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를 보이기도 했다)9) 

문법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때)하거나， 국문 교과서 편찬의 필요성을 논하 

기도20 하며， 옴성 언어의 중요성껑)을 강조하기도 했다. 각국마다 문자가 

있게한다. 

16) ~독립신문.~ 1æJ년 4월 7일 「논셜j “우리가 독닙신문을 오늘 처옴으로>> W례국신문」 

1쨌년 8월 10일 「례국신문을 내는 뭇대한믹일신보.~ 1~맨 5월 z3일 r국문신보 

발간」 둥. 
17) w예국신문.~ 19)7년 6월 8일 「첫인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는 한자 중시， 국문 경시 

풍조를 없얘고 국문 사용을 일반화시키려면 6， 7세의 어린 이·이 때부터 국문 교육 

을 먼저 시키고 그 후에 한문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마. 
18) w독립신문.~ 1명7년 9월 2)일 r쥬상호씨가 국문 론올 지여」 
19) w독립신문.~ 1æ7년 9월 28일 r쥬상호씨 국문 론(전호 연욕)J 
20) W대한마일신보.~ 1뼈년 11월 7일 「론셜」 “문법올 맛당히 통일 홍일” 
21) 예를 들어대한믹일신보J 1ffi)년 2월 II일자 r론셜」 “녀주와 로동샤회의 지식을 

보급케훌도리”에서는 노동지를 위한 국문 교과서의 필요성을 논하는 기새l며， 같 

은 신문 1ffi)년 6월 II일자 「오늘날 교육의 정신」에서는 일본 교과서를 사용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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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홈에 따론 옴의 차이률 인식하면서 번역의 문제정윷 지척잃)하여 국문 

에 대한 어학척인 접근도 보이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이 현리하 

다없)는 서법의 측면까지 논의되어 있으며 당대 토론환화의 활성화와 연 

결시켜 국어교육올 권장한 기사들이 쓰여지기도 했다.정) 

기서나 잡북 시사평론， 외보， 광고 둥 논설 외의 기사문에서는 논설들 

이 주장한 바와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독자의 의견이나，잃) 설채 사회에서 

국윈국어교육이 어떻케 이루어지고 있는가잉)를 보여주는 기사률이다. 

어문 교육의 실제를 알려주는 기사들은 논설에서 주창한 어문교육의 당 

위론올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설득력과 심리척 공감대롤 유도해내는 기능 

올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짖L에 대한 실채를 흉해 어문교육의 일반 

화 현상올 보여주고 었고 이를 더더욱 확산시키는 기능올 담당하였다'，28) 

근대 계봉기 국어교육 관련 기사들은 주로 국어(국문)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로써 민족 정신 보전과 문명 개화의 도구로서 국어교육을 

권장한 기사틀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국어교육의 필요성이나 우수성을 

학교 교육의 빼해톨 들연서 국문교육의 필요성율 논하고 있는 기시이다. 
22} 예국신문.~ 1뼈년 5훨 II일 r론셜」 “물웃 사륨이 말승으로” 
23} w독립신문J 1엄7년 9웰 æ일 r쥬상호씨 국문 혼{천호 연속}J 
24} ~독립신문'J 1없7년 9월 2j일 r쥬상호써가 국품 론옳 지여」 
25} w독립신문.~ 1쨌년 1월 14일 r교육예산j 

26} 일례로 『대한l일선보』의 1뼈년 1월 19얼자 r피셔J “혹은 우리나라 국문율"， 1없 

년 8엘 II일자 “피셔” ‘국어와 국문의 독립론’ 1쨌년 3월 2일자 r어학의의론」 둥용 
한자 중시， 외국어 중시 풍조롤 비난하면서 국문쓰기롤 강조하며， 그 방법론을 보 

이는기사들아다. 
'[7) 주로 ‘국문연구회’나 야학교의 국어교육 활동을 얄리는 잡보(W대한민일신보.~ 100:1년 

8월 2일 r국문발달연구J， 1쨌년 5월 w일 r화산의숙성황J) ‘교육훨보’와 같은 순국 

문 잡지 광고(f대한"'1일신보.J 100:1년 8월 II일 r數育月報J) 둥에서 국어교육의 실 

상둥율살훨수었다. 
28} 근대 계몽기 국어교육 기사에 관한 논의는 졸고 r근대 계용기 신문에 나타난 어문 

교육의 양상J(W국어교육연구』 채11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an3}에서 자재히 다 

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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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할 때， 주로 ‘읽기 쉽고 쓰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주 

목된다. 즉 ‘읽기와 쓰기’ 교육이 중시되고 있다. 이것은 얼차적으로는 문 

맹타파의 목적에서， 다음으로는 지식전달의 언어매체라는 문식성의 도구 

로서 국어가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교육도 읽거 쓰기에 중점올 

두었음이 기사문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한자와 대비된 국문 논의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주로 상대성 독이 

성(n왜a뻐ity)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다，.29) 한자는 일반 대중의 지식 

습득에 있어서 내용 이해애 가장 큰 곤란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 

는 견해들로서 교육의 효과와 상관된다. 여기에서 한자와 대비된 국어(국 

문)교육 논의도 ‘읽기교육’파 연판된다고 본다. 실제로 순국문으로 된 신 

문들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원을 수 있게’ 제작된 것이기도 하다. 

3.2.2. 일제강점기: 국어교육의 다양화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국권 상실과 일제의 억압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전대보다는 언론으로서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회유 

책인 문화정치 이후 다시금 언로의 길이 트이면서 국어교육과 관련된 기 

시들을 디수 볼 수 있는데 이때의 국어교육은 국권수호와 연결되어 우리 

말과 우리글 보전이 곧 민족의 보전이라는 보다 투철한 의식 하에서 논의 

된 것틀이다. 그리고 근대 계몽기에 비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대상 신문은 당대 국어운동의 주축을 이루었던 『東亞日報』와 

『朝蘇日報』 퉁의 국내 신문과 미국에서 해외 교민의 국어운동을 담당했 

던 『新韓民報』 등 국외 신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東亞日報』

와 『朝蘇日報」 국어교육 관련 기사는 사설을 중심으로 살폈다. 근대 계 

29) 金基中가로쓰기와 리더벌리티 판계에 대한 序짧的 小考/金基中 읽기 연구 현황J ， 

『出判文化冊究~， 제효， 1937, 出判文化學會報， 정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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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기에는 기사의 희소성으로 인혜 표육일반 속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된 

기사률도 취했지만， 양지는 그 기사의 방대함으로 인해 국어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를 펼천 사쩔률만올 중심으로 살폈다. 이를 주제별로 분류 

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에 드러난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 신문의 추요 사젤(71건)융 주 

제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그 빈도에 따라 한글정려(27건) > 일본어와 조 
선어의 문제(17건)> 한자 외국어와 조선어 문체(12건)> 한블운동<6건) 

> 해외 국어교웹5건) 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 

일채 강점기는 민족의 위기와 함째 국어의 위기가 보다 챙떤 때빡. 우 

선적으로는 일어로 인한 조선어의 위기， 둘째로는 전대로부터 뼈리깊게 지리 

잡았던 한푼중시 국문경시 사상으로부터 빚어진 조선어떼)의 위기， 씻째로는 

서구 문물의 유입과 이에 따론 여타 외국어로부터 우리글t말)의 위기였다 

(표 6) 잃제 강접기 국어교육 관련 신문시설 

~) 확히 시기척 확수성으로 인혜 논란이 거듭되었헌 조선어 판련의 기사률온 『朝蘇日

報a， 『果亞 日報』 양지훌 중심으로 액첼작업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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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어/조선어 판련 기사는 대개 교육용어의 일어화 문제툴 다루 

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사 내용에서는 교육적 효율성，31) 자국어와 민족 

의 불가분 관계32) 국어의 존재 의미와 그 보존의 당위성잃) 풍을 틀어 교 

육햄의 일어 λ냉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일본어에 대한 우리글 

우리말 보존울 주장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기써l서는 일제의 

단계적인 日語의 ‘國語’ 교육화 강화， 조선어말살정책에 대한 비난파 그 

대처안 둥을 제시하고 있다. 

한지?조선어의 문제를 다룬 기사를 보면， 환자 중시 사승에 국문 경시 

사상올 낳고 이것이 국문 사용의 저해 요소로 작용함을 지적하면서 조선 

문의 우수성을 논하거나，%) 국문의 용이성， 자국 문화와 언어와의 관계를 

들어 조선어 사용의 당위성율 역설하거나，￡) 국문 사용의 방법론을 여러 

가지로 들면서36) 한자 폐지 한자 제한을 주장하고 국문 사용을 촉구하기 

도 했다~37) 한자 반대를 들면서 국어교육의 필요성을 논한 기사들은 근대 

계몽기와 마찬가지로 독이성(뼈없뻐ity)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민족 주체성의 문제가 보다 강조 

되고있다. 

한편 주목되는 것은 근대 계몽기와 다르게 일제의 조선어 말살의 교묘 

30 w東亞日報J 1때년 4월 11일 r朝뺨A의 교육用語를 日本語로 훨制함올 廢止하라」 

(1), 같은 신문 l않년 8월 24일자 r홈遭學校用홈훌 朝解語로 훌랜h 
32) w東亞日報J l'때년 4월 12일 r朝뺨A의 교육用짧촬 日本짧로 훨制함을 廢止빠」 

(2), W朝蘇日觸 1때년 5월 19일자 r홉育用 日本體에 對하여(뺀)J 
33) W東亞日龜 1때년 4월 13영 3회 연흉 제재훤 r~購A의 li-육用語훌 日本語로 끓 

制함융 魔止훌봐J(잉朝蘇日報』 關년 5월 11웰 r敎합柳 園語問題」같은 신문 
1쨌연 10훨 3웰 r행離語隨훌科 MMJ 

34) w東亞日報.! 19J)년 9월 aJ일 r朝蘇文化普及의 一方法J(l:)
35) ~東亞日報~ 19J)년 9월 21일 r朝뺨文化普及의 〕方法J(中)

36) W東亞日報~ 19J)년 9월 22일 r朝蘇文化普及의 一方法J(下)

37) r朝鷹 日報~ 19Æ년 5월 ~일r朝蘇A과 國語問題(裡)J ， 같은 신문 1않년 3월 27일 
r朝解語의 地位와 生命東亞日報~ 1m1년 1월 æ일 r漢字制限과 語흡表記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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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과 연판되어， 오히려 우리말화한 한차 뼈지액 대한 반론의 기사률 

도 보인다는 점이다. 조선어급한문과의 빼지와 우리말 축소의 문채에 대 

한 반론38)들은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논 한가닥 남은 조선어 보존의 

자구책에서 비룻되었옴율 알 수 있다 

이외 외국어 선호와 주체성의 문채39) 조선어의 어법 통일파 외국어 습 

득의 문제때)를 다룬 기서들도 볼 수 있다. 신문 사설에서는 이렇듯 티국 

어로 인한 자국어의 존폐 위기롤 환기시키면서 자국어 보존율 촉구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올 재시하였다. 

한글운동에 관한 기사는 !9J>년대 후반부터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 

가 펼쳤던 문자 보급 운동 및 농촌 계몽 운동에 관한 기사들이다. 양 산문 

사의 조직적인 한글 보급 용동이 문맹타파와 국어 보급에 큰 역할을 담당 

했옴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글운동에 관한 기사헤는 한글운동의 정치적 

의의41)， 민중 교양 또는 문맹타파 도구로서의 역할과 그 필요성 풍을 논 

하는 내용들이다'，42) 또한 한글 자체를 통일하고 개선하여 배우기 쉽고 읽 

기 쉽게 만들자는 주장을 펴고 강습소나 야학훈동의 추진 퉁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 한글운동， ‘한글’， ‘정음’이라는 용어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하다집) 한글의 정리， 한글의 횡서화， 한자포기와 

순한글 사용 둥의 문제롤 논하기도 했는데 44) 문맹타파 운풍의 도구로서 

38) r朝뺨B報~ 1뼈년 8월 31일r朝짧語 漢文科 廢止J ， 갈은 신문 1없7년 10훨 6일 r漢

文科廢止와그先後簽」 
39) r朝활日報J 1!ß)년 5월 25일 r朝옳A과 外語癡」， 『빼業新聞J 1912년 10월 'l1일 r외 
국말 배우는 이에게 고함」 

40) r朝解日짧J 19:경년 7훨 21일 r朝傳語와 世界語」

41) r東亞日報J 1(127년 10월 'l1일 「한글훌動의 .훌훌와 使옮」 
42) r東亞H報J ， 19'Æ년 3월 28'일 r文좁파 經홈生活」， 『朝廣日 1報J 1!B4년 6월 10'일 r文

字普及運動J ， 같은 신문 1잃4년 6월 10일 r文字홉及運II.JJ 둥. 
43) r東亞日報J 1(127년 10훨 'l1일 r한굴훌動의 意義와 使옮」 
44) r東亞日報J 1(127년 10월 28일 r환굴運動의 意훌훌와 使뼈(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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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기 쉬운 글’의 필요성은 바로 ‘한글 整理運動’ 문채률 야기케 한 원 

인으로작용한것이다. 

(표 6)올 보면 한글 정리뼈)에 관한 건수가 가장 많은데， 이는 분류률 달 

리 하였으나 앞서 보았듯이 한글운동과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 

다'，46) 한글 정리 기사의 빈도 수를 보아서도 짐작하지만， 이 시기에는 한 

글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글 정리의 논의들도 활발하게 일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저에는 한골정리는 국어의 통일된 국어 규범을 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민족 정신까지도 정돈되고 그에 따라 민족 문화도 향 

상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옴을 알 수 있다.때) 주로 내용에서는 

사전편찬의 의의얘)， 철자법 통일， 띄어쓰기， 횡서화{橫書化)의 문저뼈)， 맞 

45) ‘한글 정리’란 당대 기사푼의 용어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사전편찬 어법의 통 

일， 문법의 통일， 철자법 통일， 띄어쓰기， 횡서햄橫書化)의 운제， 맞춤법， 표환} 문 

제 퉁국어 체계의 통일을의미한다-.(W朝蘇日報~ 19Æ년 5월 8일 r한글整理는어떻 

게 할가J，朝鷹 日劃 19Æ년 6월 15일， 1때년 6월 aJ일， 19Æ년 7월 ~일 r한글整理 

는 어떻게 할가」 “斯界專門家의 意見” 전3회 참고) 
46) 본고의 통계는 일반 기사가 아닌 주장의 글인 ‘사셜’연만을 검토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 일반기사에서는 한글 운통의 현장과 그 효과롤 보도하는 기사 

가다수를차지한다. 

47) 일례로 『東亞日報』의 「朝蘇語昭究會JW121년 12월 4일)에서는 조선인의 문화발전 
은 그 문볍과 언어의 발전을 기초로 함을 들면서 ‘조선어연구회’ 결성에 찬사를 보 

내고 있다朝蘇 日 報~ 19Æ년 5월 ~일자 r朝蘇語짧字法 改正(裡)J 에서도 언어의 

발달 여부와 민족문화의 상관성을 논하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의 표현방 

식을 정리해1를 촉구하고 있으며， 동지 1댔년 1월 6일자 r한글 標準語統一問題」

에서는 ‘速히 整理의 必要’라는 부제로 “樓準語률 定하는 것은 국민생활 내지 민족 

생활에 있어서 불가결한 문제니 만일 한 민족 내에서 방언이 잡다하여 통일되지 

못하면 마옴을 통할 수 없을 것”이라 보며 갈온 신문 1됐년 8월 4일자 r한글 運動

의 훌u期的收樓」에서는 ‘樣準語훌定第三議會完7’라는 부제를 달고 조선어학회의 

저떠차 사정의회를 통해 어문통일의 완성울 가져올 뽑 아니라， 우리의 민족문화의 

진보를 이룰 것이라 하면서， 이들의 직엽에 사회적 호웅에 필요함을 촉구하고 있다. 
48) 일찍이 『大韓民報~ 1910년 1월 16일 「짧典鼎究說」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으며東亞 日報~ 19'Z7년 6월 9일 r朝뺨語事典編윷의 計훌IJ ， 같은 신문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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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법， 표준어 문저뼈) 동애 대해서 논의흩:}:고 있다. 이것은 비로소 우리외 

국어 채째가 확립되고 있용올 의미하며， 국어지석 교육이 활발한 시기였 

음을 시사하는 바여다:50 

이 시기애 이르러 문학이 국어교육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도 주 

시할 사행l다'. 1때년대는 일제의 문화 정치 표방으로 언로가 트이고 문 

인과 작가들이 글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이 생겼으며， 이로써 근대 문학 

교육의 초석이 마련된 시기이다.잃) 톡히 『東亞日報』와 『朝鷹日報』의 발 

간으로 국민적 문화품동이 보다 활성화되었으며， 작홈 발표가 왕성해지 

고1 문화쩍 정보 교환과 상호 계몽파 동인의 규합과 집회 활동이 빈번해 

졌으며， 그 종류나 %얘}이 다종다양해져 갔다. 게다가 문화 생활올 위한 

계몽 활동올 내세워 문맹퇴치률 중심으로 한 하계 및 동계 강습과 야학당 

의 국어운동은 문학훈동과 문학교육 운동울 활발케 하였다.잃) 기사 중에 

년 7월 13일 r朝蘇語 홈$典의 버來」 퉁올 빼로 툴 수 있다. 

49) w朝健日報~ 19'，;정년 5월 28웰 r朝健홉홈훌字홉 改正(뼈)J 
50) 그 예가 되는 기사로는 『東亞日報~ l'잃1년 12월 4일 r朝鷹語lif究홉」얘서부터， 같 
은 신문 1!I짧 11훨 6일 r한글 討輪會」 “整理의 統一윷 期하라." r朝뺨日報~ 1!ffi 
년 1훨 6일 r한글 樓準語統-問題」 ‘遭히 整理의 必要’， 같온 신품 19:웠년 8월 4일 

r한글 運動의 훌l期的收樓」 “樓핵훌語훌定第三훌會完了”와 l짧년 삐월 28일 r한굴 

標準語 發表J 동을 들 수 있다. 
51) 사설 중에는 조선어(조선문)， 국어(국문)， 우리글(우리말) 둥 다양하게 불리웠던 어 

문의 명칭 중에서도 한글 명청의 타당성올 논하는 기사도 있는데朝앓日報』의 

1!1J>년 11월 12일자 r紀愈이냐 톨行이냐J에서는 ‘7l가날예 환글問題’라는 주채로 

가가날의 의미릅 밝히고1 우리글울 ‘한글’이라는 명칭으로 씀이 타당합올 주장하며， 
쉽고 용이한 우리글의 우수성 동을 드러내고 있다. 

52) 융정훤(1쨌)의 r한국 근대 갱기간행물에 판한 서지학척 연구J(f셔지확연구J ， 서지 

학회， 1쨌)얘서는 l뼈-19<5년까지 활뺑왼 챙기 간행률이 총 1，575건인데， 이중 
1때년푸터 1됐년 Ato}얘 발행된 정기 간행물온 1.001종으로 대후환융 차지하고 있 

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채별로 보았올 때 문학 부문도 전대얘 비하여 비율이 높아 

졌옴율보이고있다. 
53) 朴뼈培 r韓園훌홉語훌k育全史J(上)， 1æ7， 왜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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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문학교육의 의의를 논하기도 했는데， 초동교육의 정서교육율 중시 

하여， 예술적 정조와 심미적 능력을 키우려는 것을 교육악 목적으호 삼고 

있으며， 그것은 좋은 문학 작품을 독서하는 데서 얻어질 수 있다고 보았 

다'，54) 또한 초둥학교의 r글」파 r말」은 학문의 기초이기 때문에 고상한 문 

학작품들을 정선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국어 보존파 발햄l 가장 유력 

한 것이 문학임을 강조하기도 했다.닮) 

이상 살폈듯이 일제 강점기 신문에서는 일본의 조선어말살 정책에 대 

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민족보전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어교육의 

필요성이 주장된 때이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전대와 다르게 국어지식 교 

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뿔만 아니라 근대 계몽기에 보이지 않던 문학교육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다'，56) 이는 국어 • 국문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고， 한글훈동을 통한 자국 

어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논의들이라 할 수 있다:57) 

그런데 이 시기 신문 검토 중 수확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신문 

보다 해외 신문인 『新韓民報』에서 국어교육의 구체적인 OJ-상을 읽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아래 (표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신문은 당대 국 

내 신문에 비하여 국어교육 관련 기사의 비융이 높다" (표8)에서는 국어교 

육 관련 기사만을 범주별로 다시 분류하였다. 

54) r朝蘇日報J 1쨌년 1월 12일 r朝蘇語 敎科書의 剛新」

55) r東亞日報J 19'Æ년 11월 5일 r園之語音J(裡)

56) 당대는 국어교육 중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기초를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新文

章建立運動’이었다. 이에서 文語文에서 言文-致化룰 촉진시켰으며， 우리말 우리 

글을 쓰도록 하는 국어교육의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 즉 신문학운동과 문장훈동은 

언문일치와 우리말， 우리글올 전제조건으로 하여 출발되었옴올 알 수 있다'，(朴願培 

(lffi'7), 앞 책， 235쪽 참조) 
57) 일제 강점기 신문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 「일제강점기 신문에 나타난 국문론j 

(r한국언어문화』제2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m3)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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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 드러난 바와 같이Ii'新韓民報.n (191건)는 교육일반울 제외한 

그 빈도에 따라 국어교웹ffi%) > 신문교웹4%) > 이동교동f(~/O)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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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앞선 (표 3)-(표 밍와 비교해 볼 때 당시 미국에서 발간된 『

新韓民報~58)는 국내 세 신문과 달리 국어교육 기사 비울이 월동히 높다 

는 점이 주시된다. 뿐만 아니라 여자교육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 

이 사헝이며， 국내와 같이 아동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국어교육 일반론을 제외하고 범주별 빈도를 나타낸 (표 8)을 살펴 보면， 

쓰기교육(13건) > 문학교웹11건)> 국어지식교웹9건)> 말하기 · 듣기 

교웹2건)， 읽기교육(2건) 둥 다양한 국어교육 논의를 살필 수 있다. 먼저 

(표 8)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쓰기교육 기사를 살펴 보면， 국문 가로쓰기 

를 주장하면서 국문의 교묘한 조직을 설명하고 실제 가로쓰기의 예를 보 

이거나，%) “서언(토론법)을 줄글로 쓰는 법 “피사법" “글임법 “설명법” 

둥을 설명하거나，%) 가정에서의 국어교육을 강조하면서 글과 편지를 통 

한 쓰기교육을 권변동}는 기새1) 둥이 대표적이다. 또한 단순히 쓰기가 아 

닌 작문교육도 언급되어 있는데 일례로 현상 모집 원고 규정인 “글의 조 

직법”에서는 주제와 맞게 글 쓰는 법62)이 제시되어 있고， 노래(시) 짓는 

법(운)을 제시하고 순국문 창가를 모집하는 기사도 주목되며，없) 수사법 

58) 재미교포단체인 共立協會가 그 기관지로서 l!Ui년 2월 3}일 창간한 신문 r共立新
報」는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하던 rrJl한매일신보」의 국외 자매지같은 구설을 하 

였다 이후 공립협회는 1왜년 2월에 하외에애 교민단채인 한인합성협회와 캘리포 
니아의 다른 교민단체인 ‘대동보국회’훌 흉협혀여 1뼈년 2월 l일에 「國民會」

(Kn뼈1 Natiα뻐 Associ빼00)로 발챈 개현되었다. 이에 따라 공립협회의 기관지였던 
「共立新報」도 국헨회의 기판지로 개훨되어 1!XIJ년 2월 1일부터 「新韓民報J(η￡

Natiα1aI Association)로 改題하게 되었다. 엄격히 보면 이 신문은 근대 계몽기부터 
국어교육을 위한 주장이나 그 방법론 둥에서 선구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시 
기 재미 한인의 국어교육에 관한 기사는 졸고 r19세기 초 재미 한인의 국어교육」 

(W국어교육û1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axJ4)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59) ~新韓民報~ 1916년 6월 22일 r국문가루쓰는법」 
60) ~新韓民報~ 1914년 11월 19일 「북미군민총회디방회셰도를개량훌일?J(토론법 련속) 
61) W新韓民報~ 1913년 12월 Jì일 「在美韓人子弟의 數育方針(욕)J 
62) w新韓民報~ 1917'년 8월 z3일 r정문규명」 
63) w新韓民報~ 1918년 8월 1일， 8일 r노래를말홉J2회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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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애 대한 쩔명64)도 보인다. 

문학교육 관련 기사에서는 희곡교육의 효과툴 다룬 것이 눈에 띄는데， 

문학으로서 뿔만 아니라 ‘보홍교육’에 연국이 보다 효과척이라 지적하고 

있다삐 또한 ‘글꼬는법’이라는 일종의 창작울· 위환 문학교육론00)올 훨치 

기도 했다. 당선 후 작폼들에 대한 비명문67)톨이 게재되기도 했는데， 당 

선작훌 예로 보이며 국문으로 어떻게 형상화시켜야 우수환 작품이 되는 

가를 보이기도 했다:68) 또환 문화의 쟁의， 문학의 기훤， 국문학사 풍의 문 

학론파 이에서 문학이 나。}-7봐 할 바를 논하기도 하며，%} 국문7}사의 의 

의와 효파를 제시하기도 했다.깨) 아 신문은 창간 초기부터 신문에 서적 

광고률 번번히 게재하고 일반 신문 구독자의 독서를 위한 안내룰 하고 있 

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1913년 이후부터는 서적 판매가 좀 더 조칙적 

으로 정돈되어 ‘소년서회’(少年寶會)라는 단체도 설립되고7l) 서적도 국문 

서적 국한문서척 풍 각종 서적올 널리 구비하여 연일 신문 광고를 했 

고껴) 서척 판매가 신문 판매와 제휴하여73)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뽑만 

아니라 광고술에 의혜서 책 내용을 홍미있게 상H함으로써 일독올 권 

장'74)하가도 했다. 

64) r新韓民報J 1918년 1월 24일 r대현양실업정문당션자벌표」 
65) w新韓民報J 1914년 9월 10일 r연극의희푼어촉7)량」 

(0) r新韓民報J 1914년 8월 6일 r국문용 풍월융 꼬니여」 
67) w新韓民報J 1914년 8월 6일 r국푼울 풍훨융 쪼니여」 
68) w新韓民報J 1914년 8월 6일 r당션~뀐흉훨」 
69) w新韓民報J 1916년 4월 6일 r표션의 훈학」 
70) r新韓民報~노래를말홈」여라는 기사로서 1918년 8월 l얼， 8일 2회얘 걸쳐 게체되 

었다. 
71) 李海뼈韓園新뼈itif究J， 성분각'. 1!171, 1업쭉. 
72) 광고훌 보면 “녀자써찬푼， 청구피당， 가냉학， 금슈회의혹， 신약견서， 절도핵화， 육종 

금낭， 구의산， 삼작샌’ 동의 수신셔， 생경， 신소셀류가 눈에 띄며， 각종 학술서 둥은 

그 책의 내용까지 셜명되어 있다: (f新算民劃 1916년 4월 13일 r각종셔척」 창조) 
73) w新韓民報~ 1915년 12월 z3일 rJ4척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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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지식 교육의 기사에서는 국어의 자모음에 대혜 상세히 껄명하고 

사상 전달로서의 언어의 기능을 논하거나75) “언어의 불규칙’'76)올 지적하 

고 “언어의 통일”π)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비슷한 논조로 “학문을 

발달식히랴면 몬져국문을 교정할일’깨)이며 “국어를 통일창며 국문은개 

량향겠다E깨 내용을 전개하는 기시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특이 사항 

은 이러한 주징에 새로운 식자기계의 발명과 상관된다는 점이다. 학문의 

발달은 출판부의 발전을 토대로 하며， 국문은 식자하기가 쉬운 문자로서 

식자기계의 발달과 활자 통일은 “국어국문의 발면”을 가져올 수 있게 한 

대0)는 것이다. 이외 가정에서 국어교육을 위한 읽기 교육의 펼요성올 논 

한 기새1)와 “토론법”에 관한 말하7]. 듣기 교육의 기樞) 둥을 볼 수도 

있다 

1910년 이후 일제치하의 국내에서는 1때년 『東亞日報』와 『朝蘇日報』

가 창간될 때까지 언론의 암흑시대였다. 그러나 해외에서나마 『新韓民報』

가 있어서 Àr유로운 입장에서 구체적。l고도 실제적인 국어교육어 논의된 

것이다. 범주별 기사 외에 국어교육 관련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재미 

한인을 위한 근대적 교육기관인 ‘학생%냉소’와 국어보급을 위한 상설기 

관인 ‘국어학교’의 활동을 얄리는 기사였다. 이를 통해 당대 재미 국어 교 

74) w新韓民報~ 1915년 12월 aJ일 「셔척광고」 
75) w新韓民報~ 1ffil년 4월 21일 r國文字母音略解j

76) w新韓民報~ 100ì년 9월 l)일 「언어의불규측j 
η) w新韓民報~ 100ì년 9월 l)일 「언어의 통일」 
78) w新韓民報~ 1914년 5월 7일 「학문을발달식히랴면몬져국문올교정훌일」 
79) r新韓民報J 1914년 11월 12일 r피계활주의 신발명」 

80) w新韓民報~ 1914년 11윌 12일 「피계활F의 선발명」 

81) W新韓民報~ 1913년 12월 m일 r在美韓A子弟의 敎育方針(육)J 

82) r본샤셔척 J (19171년 8월 23일)이라는 신한민보사의 책팡고애서 ‘웅변법녕빠는 책채 

목과 함께 책 소개가 실려 있다. “이최은 동서양사람의 연설하난덕 가히 취할것이 

만혼선닭으로혁명을웅변법이라 협이라”라 하여 토론법과 웅변법 둥 화법에 관한 
관심이 많았던 시대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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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실상을 살펴 불 수 있었는데， 이률 교육괜은 국내 언론의 활동이 

차단훤 시기에 국권용통과 함께 한글보급 훈동 및 국어 의식 힘뺑l 목적 

올 두고 어문교육율 꾸준히 전개하고 있었융율 알 수 있다. 실제 국어학 

교의 국어교육 방법론이나， 국어교육의 이념이나 목적을 밝히는 기사를 

통해 체채적인 국어교육어 이루어졌음도 확언할 수 있었다.없) If'新韓民報

』는 국내에서 공백기에 해당되던 이 시기애 해외에서나마 국어교육의 실 

상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활 쩨풍하고 있다고 하겠다.없) 

3.2.3. 해방 이후: 국어순화와 국어교육훌 

해방 이후의 기사들도 사설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이 시기는 크게 

1945년에서 1됐년까지의 ‘건국기’와 1됐년부터 1됐년까지의 ‘현대’로 나 

누어 살며 보았다. 이 시기는 그 기사의 방대함으로 인해 사설 중심으로 

자료률율 수집하였음율 밝힌다. 실제 각 신문의 천채 기사들을 대상으로 

자료들을 검토했을 경우 그 숫자는 상대적으로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으 

로보인다:85) 

83) w新韓民報J 19Z7년 1l월 ?A일 r상항국어학교에 대하여」 

84) r新韓民報4롤 통해 해외 교민의 국어교육이 의외로 체계척으로 이루어졌옴을 보 

고、 아시아 이주민의 국어교육은 어떻게 이추어졌는지 궁금쨌다: 1919년 3.1운동 
이후 l뼈년까지 상해에서 독립지사률이 발간한신문들도여릿 있는데， 이의 고찰 
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혜로 『獨立新聞a는 1919년 8월 21일 창간 당시의 제호는 ‘독 

립’이었으나 10월 2)일 처122호후터는 獨立新聞’으로 개채하여 19Jj년 11월 11일까 
지 모두 1ffi호가 발행되었다 상해판 독립신문은 국내에도 비멀리에 배포되었고 중 
국， 만주와 하외에까지 보급소를 두어 독립정신융 고취했다. 초대 사장 이광수와 

출환환장 주요한은 푼인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듯 톡히 푼인이 주판이 된 
신문같은 경우 국어표육 관련의 기사률도 의외로 찾올 수 있지 않올까 추정훤다. 

(차배근 외우리 신문 100년없， 현암샤 3:01, 121 -122쪽 창조) 
85) 일례로 『朝廳日報a만 볼 때， ‘국어교육’ 검색어만으로도 ffi건의 기사가 드러난다. 

각각의 신문올 상세히 검토하고 전채 신문애 나타난 국어교육의 기사에 판하여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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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와 같이 건국기에는 국어교육 우리말 우리글에 관한 사셜은 찾 

기 어려웠다 현대에 들어서 국어교육에 관한 사설틀을 찾아 볼 수 있었 

다. 전체 낌8건 중 건국기는 24건으로 소수에 불과하며 현대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특기 사항은 두 시기 모두 한자와 관련된 기사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때 한자 관련의 기사들은 국어와 관련되어 논의된 

것만 취했는데， 이를 보면 한자와 국어의 문채는 근대 계몽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지어 관련 기사 

의 수가 많고 이를 단순히 범주별로 처리하기엔 기사 내용이 복합적&ì)이 

라는 면에서 따로이 다루었다. 

건국기나 현대에 이르는 한자어와 국어 관련의 기사들은， 주로 한글전 

용론과 한자병용론(혼용론)의 문제들을 논하는 기사들이 디수를 차지한 

의하는 것은 차후 과제이다， 

86) 단순히 ‘쓰기’면서 ‘임기’와도 판련되며 때론 ’문학교육 과도 상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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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국기에는 한자전왜에 대한 사비론，없) 한자사용의 째한 문제에 대환 

찬반론88)， 한글전용혼파 교파서 문채89) 동의 기사를 대표척으로 툴 수 었 

다. 현대에 들어서도 ‘한률전용 오개년계획’ 발표 이후 “환자훌 년차척으 

로 줄이어 전폐하려는 것”에 대한 반대론90) 한글전용에 의한 한자문맹의 

혐실 비판，91) ‘대학졸업생의 한지능력 조샤에 따른 한자 푼맹현상의 심각 

성 강조92) 한자병용 주장없) 한글전용 주장환4) 둥의 기사들이 게재되어 

있다. 이에 관련하여 교과서 개정의 문제나 교육계의 문제점을 지적95)한 

기사들도보인다. 

‘한글’과 ‘한자의 문제는 근대 계몽기부터 뿌리깊게 이어져 온 논란거 

리이다. 비교적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의 국어말살정책에 띠른 국어 보존 

의 문제로 일어보다 논란이 덜 되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다시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주체적인 국가 성립을 위한 일단 

으로 한글전용론이 더욱 강조되고 그래서 한자전폐론도 나오고 있다. 이 

에 따른 제반 문제들이 또한 반론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에 

도 여전히 임기와 상관된 상대적 독이성의 문제로 한글과 한자가 대비되 

87) r朝훌 日報~ 1~년 3월 5일r漢字全廣是非」 
88) f 自由新聞J 1앵년 11월 8일 r園會의 漢字’ 採擇율 輪함」， 『朝훌￥g報J1ffil년 2월 

1일 r急進的 홈字屬止와 混亂J，東亞日報J 1뼈년 10월 3일漢字使用 휩j敵빠」 

τ. 

89) 뺑 由新聞J 19<엉년 5월 17일 r漢字휩j限파 數科흩改編」 
90) r 自由新聞J 1힘년 11월 æ일 r홉字全홈午年計훌l은 非現톨」 
91) r 自由新聞J 1쨌년 3월 æ일 r홉堂增加화 ‘明心훌훌’」 
92) r朝鷹8報J 1명F견 9월 10일 「漢字文홉」 
93) f서울신문"J t쨌년 2월 11일 r홉字병용 펼요하다"J，바랍칙한 홉字 병용」 둥. 
94) r한국일보"J 19>7년 10월 8일 r한굴전용파 환자」， 『新亞 H報J 19>7년 10월 9일 r漢字

보다 한글울 졸겨쓰라"J" 東亞日龜 1(Ø3년 10월 2B일 r훌字혐오」 둥. 
95) IF 自由新聞J t9<앵년 11훨 8일 r園會의 漢字’ 採홉율 짧함」， 『大輝日빼 1웠년 9월 

zi일 r中훨入試와 홈字問題 是非 大韓日報j 『朝홉日報J 1쨌년 8월 10일 r暴走

히는語文政策」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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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논의된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입장에서 한자 반대론을 펴기도 하는데， 

‘한글전용화’는 민족문화전통의 육성과 개발애 근본적으로 유해하다면서， 

그 예로 고전의 순한글화로 우리 문학 유산이 혜손당했다고 지적하는 기 

사00)는 주시할만 하다 .. 97) 

한자를 제외한 국어교육 관련 기사를 범주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 (표 

10)과 같다. 

96) w朝蘇日報~ l~년 8월 10일 「暴走하는 語文政策」 등. 
97) 특히 신문을 검토하는 것이라 신문의 한글 전용의 문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00년대에 와서 한글학회와 한글운동 단체들의 권유에 띠라 『서 

울신문』이 l됐년 한글날(510돌)을 맞아 순 한글로만 발행해 본 결과， 의외로 독자 

들의 반웅이 좋아 계속하여 한 달샌l쨌년 11월 9일까지) 시험삼아 한글만 쓴 데 

이어 1쨌년 11월 zl일(창간 23돌 맞애 을 기해 전면 한글전용을 단행한 일이 있다. 

당시의 제목을 보면 “한글전용 빠를수록 좋아 3분의 2가 박수， 여성과 젊은이 쪽이 

더 많아’라는 제목이 보이고 있다. 한글전용이 되면 결국 가로짜기(가로쓰기)를 해 

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하여 ‘제목’과 ‘활자 및 ‘체제’의 세 분야에 걸쳐 집중적 

으후 심도있게 다룬 것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당시 한글 전용을 문자생활의 
이상으로 삼은 박정희 정부가 70년 1월 1일을 기해 한글 전용올 위한 단계적 조치 

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년대 중반 이후 소위 문민시대의 둥장과 더 

불어 한겨레신문이 전면 가로짜기와 한글전용의 기치를 들고 우리 언론계에 새 바 

랍을 몰고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앙일보가 전면 가로찌기를 단행할 것을 필 

두로 하여 경 • 향의 각 일간지가 그 뒤를 잇고 있고 계속 이러한 추세가 이어졌다. 

(金基中(1007) ， 앞 책， 뻐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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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빈도에 따라 나열해 보면， 말하71. 듣기교질션51건) > 국어교육론(49 

건) > 국어지식교웹때건) > 교수학습(6건) > 교과서 • 교재(3건) > 매 
체교웰2건) > 문학교뿌1건) 순요로 나태필 ‘국어교육사’와 ‘읽기교육’ 

관계 기사는 찾기 어려웠다. 

건국기에는 해방 직후라는 시기적 특성상 일본의 잔재률 청산하고잃)， 

국어교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99)， 한글과 한자 사용의 문제100)와 ‘한 

글간소화’에 따른 철자법 정리101) 둥에 관한 기사 동 국어교육론파 국어 

지식교육에 관허여 논해지고 있다. 그러나 건국기 이후부터는 범주별로 

98) r영남얼보J 19<1l년 1훨 13일 r 日本的殘棒와 삐T名問題J 
99) r新韓民報J 1앵년 6월 η일 r국어교수의 필요」 
1(0) W 自 由新聞~ 19쟁년 10월 13일 f一部 한글學者 文化獨善 不可」
1이) r국제신문'.B 1앓년 7월 6일， ‘한글1 홈素化와 그 협策」， r 自 由新聞~ l!E4년 7월 6일 

r續字法뼈素化훌의 是非」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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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 먼저 그 빈도가 채일 높은 ‘말하7]. 듣기’ 교육 

은 주로 국어순화의 문제와 관련된 논의들로서 m년대 중반에 특히 그 논 

의가 활발했다. 국어순화론은 첫째로 언어의 본질 문제를 다룬 것1없)을 

틀 수 있는데， 언어와 민족의 사상감정 및 문화전통 내지 그 독자정 • 존 

립성과의 관계를 논하거나103) 외래어 범람 이유를 제시하거나，1여) 외래 

어 홍수가 작용하고 있는 결과1(6)를 보여주는 기사들이다. 둘째로 언어 

사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언어 사용상의 일반적인 자세106)를 논하고 

있다. 셋째로 언어 생활의 실태1W)， 그 시정 방법108) 둥을 논한 것들이다. 

m년대 국어순회론은 해방 직후 일어 청산의 문제， 건국기와 전후의 외 

래어 문제， 뿌리깊은 한자어 등의 문제 둥과 연결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 

루어졌다. 그 파급력은 문법론 둥의 국어지식 교육， 표기법 동의 쓰기교 

육， 언어문제와 교사자질 측면의 교수학습， 방송 순화와 연결된 매체교육， 

국문학 발전을 위한 문학교육109) 둥으로 넓게 걸쳐 있음을 볼 수 있다: 70 

102) 김경한신문 사설이 보여주고 있는 국어순화 운동J，새국어교육』 채￡호， 1977, 
49-ffi 참조 

103) w서울신문~ 19]6년 4월 19일 r國語와 國民精神J，東亞 日報~ 1975년 10훨 9일우 

리말 우리글에 대한 사랑을J，경향신문~ 1976년 10월 9일 r한글과 국어순화」 둥. 
l여) w中央 日 報~ 1976년 4월 19일 r國語醒化의 문제점들J，東亞 日報~ 1976년 4짧 3)일 

r園語醒化의 絡對性J，부산일보.~ 1976년 4월 3)일 「國語 순화 ‘애社會운동」 둥. 

105) w東亞 日 報~ 1975년 2월 15일 r國語뺑化의 時急性J，中央 日報J 1977년 10훨 10일 
「國語의 醒化J，서울신문.~ 1978년 7월 19일 r우리글을 제대로 못쓴다」 동 

1(0) W新亞日報~ 1975년 10월 9일우리말 우리글 더욱 발굴 개발토록J，中央日報』 
19]6년 10월 8일 r國語醒化運動의 反省J，영남일보.~ 1976년 10월 9일 r국어사랑」 둥. 

107) W朝廳日報~， 1976년 4월 18일 r國語醒化의 문제점들J，광주일보~ 1976년 4년 3월 

「범국민 國語 醒化운동J，서울신문.~ 1978년 7월 19일 r우리글을 제대로 못쓴다」 둥， 
108) W서울신문~ 1976년 4월 6일 r園語의 醒化J，朝蘇日報~ 19]6년 5월 19일 「園語廳

化운동의 방향J，한국일보.~ 1뼈년 4월 22일 r國語醒化의 基本훌행j 둥. 
109여l상과 관계된 대표적인 기사로는 『中央日報J 19]6년 4월 19일 r園語醒化의 문 

채점들J，경향신문』 떠76년 6월 5일 「園語순화의 先後 繼急문제J，영남일보』 
1974년 4월 5일 r國語연구의 짧忽J. 新亞 日報J 1975년 10월 9일 r우리말 우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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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국어순화 운동에 관한 기사에 돼이어 %년대 초에는 국어지식 교육 

분야의 기사가 다수 실라고 있다. 그 내용은 국어 푼법체채의 문채점올 

지적하거나，110) 문볍홍일의 필요생을 촉구하거나，1ll) 문법홍일안올 얄리 

는 기사B2)틀어다. 

쓰기표육에 관한 기사는 우리말 바로 쓰기라는 일반쩍인 논의113)와 % 

년대 이후 문법통일론파 때롤 같이 하여 표기법 통일의 문제114) 둥이 논 

의되었다. 교파서 논의는 통일된 체계와 내용척 개선에 관한 내용이며，115) 

매체교육온 텔레비천과 國語116)샤용 放送 언어와 우리말 순화에 관한 

것，l17) 문학교육은 국어의 발전파 민족문화 육생으로서의 필요성118) 풍올 

논한것들이다. 

(표10)에서 다수롤 차지하는 국어교육론온 부실한 국어교육의 실태l19)， 

더육 발굴 개발토혹」， r東亞日報~ 1!174년 8훨 2일 r뭘語뺑化와 外來語表記」， r朝

蘇日報~ 1978년 10월 10'일 r文훌中興과 우리말·률」 둥. 
110) w中央日報J 1쨌년 5월 14일 r배우기 어려운 園語文法J，경향신문J 1잃년 5월 

14일 r混亂많은 園語文法 體系J，경향신문J 1했년 12훨 æ일 r우리말의 論理性

缺如j 퉁. 
111) r광주일보，~ 1앓년 3월 13일 r뿔홉홈文法의 홍일」， 『中央日劃 1!m년 10월 9일 r‘우 

리말을 가꾸재 r굉주일보，~ 1앵년 5월 14일 r高校국어 文法의統-J 둥. 

112) w中央日報J 1잃4년 12월 14일 r統- 園語文法의 確定」

113) r핑주일보'.1 1잃년 10월 9일 r우리글율 바르고 곱게 카꾸자」， F新亞日報.! 1맑3년 

10월 9일 r우리말 우리굴 바로쓰자'J，서율신문.! 1m년 7월 19일 r우리굴율 재대 
로못쏟다」 둥. 

114) r때일신문.! 1쨌년 l훨 14일 r園語 로마字 表記法의 統-J，광주일보냉 1없년 1 
월 M일 r園語의 로마字表記」 r中央日報J 1뼈년 1월 14일 r우리말의 로마字 表

記」 둥. 
115) r東亞日劃 1웠년 10월 æ일 r園語敬科홈얘 대한 꿇홉」， 『東亞 日報.! 19i3년 2월 

9일 r國語數科훌의 짧定是非」， 『中央日報.! 1!Øì년 10월 8얼 r‘국어’ 數科훌가 없 

다」 둥. 
116) w朝뺨 日報.! 100년 6월 æ일 r탤뼈비견과 園語」
117) r경향신문'.1 1!Ji~l년 11훨 24일 r放送 말과 우리말짧化」 
118) r매일신문'.1 1!ffi'년 )1월 z3일 r園文學界애 새로운 波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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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 개선의 필요성，l때) 한글과 국어교육의 관계，l2l) 해외 교민파 국 

어교육의 문제122) 둥을 다루는 내용들이며， ffi년대 중반부터는 남북한 국 

어교육의 문제1잃)가 논란거리로 대두된다는 점이 특정적이다. 

그런데 자료 수집 과정 중 ‘읽기교육’을 표방하는 『讀書新聞』이 발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신문은 일제 강점기에 발간된 『朝蘇出版新聞』을 

개제， 紙홉을 계숭히여， 1뼈년 11월 11일 제12호를 개제 1호로 하여 출발 

하였다. 타블로이드판으로서 4면으로 발행되었는데， 매월 1일， 11일， 21일 

에 발행되었다l껑) “改題發궤에 際하여” 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내 

용이 실려 있다. 

解放 祖園의 出版文化陽達율 위하여 언간 一年廳r朝解出版新聞」의 題

號로 被홈하게나마 發行하여온 本紙는 이제 우리나라 中央政府의 樹立을 

기회로 그 성격과 내용을 充實 增補하여 이땅 讀書君子들의 伴個를 目標

로 調書新聞이라 改題發行하게 되었다. 무릇 ‘讀書’에는 그 內容과 方式에 

있어서 여러가지 種類와 g的과 形顧가 있어 一律的으로 이것올 論之하 

기는 어려우나 ‘글(책)을 相對하는 根本原理에 있어서 一致共通하매 항시 

글벗 길동무가 必要하게 되어 때로는 案內者가 緊要하며 스숭올 찾게 되 

119) r부산일보~ 1mD년 3월 4일 r國語교육의 混亂J. 中央日 報~ 1978년 7월 II일 r不

.한 園語敎育J，경향신문'J 1인8년 8월 5일 r절름발이 國語교육」 둥. 
120) r朝廳日報~ 1됐년 9월 25일 「국어교육 개선강화의 펼요J，新亞日報~ 1mD년 10 

월 9일 r국어교육 강화하깨국제신문~ 1m년 1뼈 9일 r국어교육 재검토하새 둥. 

121) r朝解日 報~ 1쨌년 10월 9일 「한글과 園語行政J. 東亞 日報J 1972년 10월 9일 r한 

글과 국어교육J，경향신문~ 1m'년 8월 5일 r절름발이 國語교육」 둥. 
122) r新韓民報J 1!ffl년 7월 æ일 r교민생활과 국어교육J，영남일보.~ 1976년 9월 II일 

r在外 橋뼈와 園語교육J，新亞日報~ 1972년 9월 21일 r교포교육의 강화」 동 
1정) w중앙일보.~ 1ffi)년 3월 18일 r남북한 통일국어 시급하다」 

124) 사장은 최성원， 편집겸발행인 양미립， 인쇄인 김용해， 편집국장 정태영이고1 구독 

료는 1부 :Ii원， 월정 100원 광고료는 1행 밍원， 발행소는 서울시 중구 울지로 3가 
때으로 되어 있다~ (한국신문연구소편韓園新聞百年~， 韓園新聞맑究所，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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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훌훌’가 아칙도 -部 學者나 知敵R톨의 專.品이며 그렇지 않 

으면 一部 有閔層이나 꿇客들의 消日物로 아는 程度의 낮은 認識으로 되 

어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讀홉新聞의 發刊용 確實히 훌陽이 아니면 先

學적임이 아닐 수 없다)25) 

라고 쓰여 었다. ‘園民휩寶運鄭의 振興’의 기치를 든 동지는 출판계 소식， 

문학， 서명， 신간소개， 문예 둥으로 편집되었다}26) 그러나 12호로 정간되 

고 이후 현대에 이르러 1970년 11월 8일부터 발간되었는데， 학술 • 문화 • 

예술 • 출판정보 전문의 주간신문이다)27) 

m년대 판 창간호에는 창간사 “讀書는 開發의 原動力 文化앙양의 雄

手 자처”라는 제목으로 신문의 의의가 게재되었고， “讀書하는 國民”이라 

는 축하 메세지언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가 크게 사진으로 실려 있는가 하 

면， 이희숭 씨의 독서의 가치를 논하는 기씨잃) 둥이 실려 있다. 출판계에 

서 양서소개와 독서지도를 보다 신속히 전문적으로 전달할 매체의 펼요 

성을 절감하고 공동 지원을 뼈 『讀書新聞』이 나오게 되었다. 매주 일 

요일에 발행되었으며 독서인구의 개발， 독서광고의 일원화， 해외시장 개 

척 및 저작활동과의 관련문제 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신문이었다'.æ년부 

터는 전국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후감 현상모집올 하였으며 

'ð/년 1훨에는 ‘독서문화센터’를 창설해 국민독서지도 둥의 활동을 전개하 

기도 했다-，1잃)이 신문은 차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독서(읽 

125) r홈훌新聞냉， 1~월 11월 11일 r改題發刊에 際하여」 

126) 한국신문연구소 훤 r韓훌新뼈百科 史料集J， 뼈7， 한국신문연구소 
127) 이 신훈은 1970년 깅익활t옳益連)옳 초대사장으로 해 셔율욕벌시 종로구 세종로 

:m번지에서 창간되었다. 타불로이드판행으로 4썩 인혜되었고、 l)면 내외로 발행 
되었다: 1m년 11웰 창간호로 시작하여 1!B)년 8월 <Ðl호까지 발행되다가 정간되 

었고， 1æ2년 3월 많7호로 재창깐하였다. 후촉저록으로는 『주간독서』가 있는데， 492 
호(1'쨌년 9월)에셔 했호(1앓년 3월까지 발행되었다. 

128) r훌톨흩新閒~ 1970년 11월 8일 r冊體者는 父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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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교육의 구체적 양상-130)올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ra뺑본의 국어교육훌 

단행본은 다양한 목록을 조사하기 위히여 일차적으로는 저자별로 정리 

했다. 그것을 토대로 (표 11)과 같이 연도별로 재분류해 보았다. 특별히 

현대는 그 건수가 다수여서 교육과정기에 따라 다시 세분하여 나타냈다. 

보다시피 국어교육 관련 단행본이라는 측면에서 근대 계몽기의 책은 찾 

아 볼 수 없었다)30 그래서 일제강점기， 건국기， 현대 3시기로 구분하였 

다. 빈도상 일제강점기 4권 건국기 1)권 현대가 뼈7권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연도 불명(기타)13권이다. 그래서 총 목록수는 514건이다. 대부분의 

권수를 차지하는 현대는 1됐년부터 때B년에 이르는 시기로서 교육령기 

에 따라 다시 세분하였다'. (표 11)에 따르면， 그 빈도상 3차 교육과정기 

(116건) > 7차 교육과정기(~건)>6차 교육과정기(잃건) > 2차 교육과 

정기(않건)， 4차 교육과정기(많건)>5차 교육과정기(앵건) > 1차 교육과 
정기(31건) 순으로 나타났다. 

129) h때://daurr뼈U통합검젠독서신문.htm 참조 
130) 일례로 1m년 12월 6일자{제5호) 신푼율 보면 채 9연에 r월l훌휩導」란옳 두고 “能

率的인 讀홈法”에 대한 글이 실혀 있다. 그 다융 호인 1m년 12월 1얼재￦호)애 
서도 “速讀회11.法”올 재재하고 있기도 하다. 이행돗 독서지도롤 위한 기사들이 

연재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131) 오히려 일본인들이 쓴 ‘조선어 교육’ 관련의 단행본툴올 찾아 보면 그 수가 달라지 

리라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국어로 쓴 단행본 대상이기에 수집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실제로 국어교육 연구의 모습을 재구해내기 위혜선 이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점은 본고가 안고 있는 한계점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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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단행본 면도볕 그래프 

이률 다시 국어교육 범주별로 재분류홈얘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12) 

와 같다. 이것올 통해 범주별 권수를 보면 국어교웹154건) > 임기교육 
(빼건) > 문학교웹48건) > 교육일반\45건)> 국어지식교웹41건) > 말 
하기 • 듣기 교웹æ건) > 교과서 · 교재(32건) > 쓰기교웹l)건) > 교수 
학습l)) > 국어교육새9건) > 매체교웹6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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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권수가 많은 3차 교육과정기(1973-1ffil)와 7차 교육과정기 

mlli-현재) 두 시기는 범주별 경향으로 다시 비교뼈 보았다. 그 비교 

는 다옴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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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에 의하면 3차 교육과정기는 그 빈도에 따라 국어교육흰45건) 

> 읽기교옮z3건)> 교육일반G9건) > 교수학습(10건) > 교과서 • 교재 
(8건)> 쓰기교웹4건) > 국어교육새2건)， 국어지식교옮2건)， 말하기 • 

듣기교웹2건)> 문학교웹1건) > 매체교웰0건) 순으로 나타난다. 

7차 교육령기는 국어교육론(1)건) > 문학교웹15건) > 국어지식교육 
(12건)> 말하기 • 듣기교육(9건) > 읽기교웹7건) > 교수학습5건)> 

매체교획4건) > 교육일반(2건)> 교과서 • 교재(1건) > 국어교육새0건) 

순으로나타나고있다. 

이활 보면 3차 교육과정기가 양척인 면에서 전채적으로 앞서지만， 개별 

적인 국어지식교육과 문학교육에 있어서는 7차 표육파정기가 더 우세함 

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자들의 관심분야나 교육과정기의 목표 현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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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필요성， 기타 교육 • 연구 상황 둥에 따른 차이로 보이며， 다음에 살 

펴 볼 각 시기의 범주 분포의 차이도 이에 따른 결과라 할 것이다. 

2) 일제강점기와 건국기: 국어와 국어교육의 혼동 

일제강점기 국어교육 연구 관련 목록은 (훌J씨와 갈다. 교재인 일어 수 

험서(Futsu g봐ruko 빼1 -k허)， 조선어 철자법얘 환한 책(장지영)， 교육일 

반에 속하는 아동교육흰국어교육학회)파 조선교육 법퓨에 관한 책(조선 

총독부)둥 4권이다'.1앓) 끼 • r 

(표 14) 1910-1945(월채강절기) 단햄본 

저자 채목 연도 출판사 

Futsu g.와ru ko shu -뼈 
入뿌，jÂ驗짧備fi캉: 中랬校 I폴業學校 

1917 에 rt'宋影
t댄: 

I띠j校女렷校 

張志興 朝‘解語%였'f’法講F￥ l !ro 活文떠t 

國語數育學會편 g~童文化論 1941 岩波혈!힘 J 

朝解總督府學務局學務課 (現行)朝짧敎育法規 1942 朝짧h政學會 ) 

건국기에 해당하는 책은 3)권으로 주요 저서를 소개하면 다음 (표 15) 

와 같다. 이 시기에는 국어교육론이 15건으로 반올 차지하고 있다. 주로 

국어교육의 당면문제나{이상태， 이정학， 이희승， 조윤재， 정태진)， 국어교 

육의 이론과 실천， 국어교육의 내용에 관한 문제(김근수， 홍웅선， 신동훈 

둥)， 국어교육과 한차 문제(조윤제) 둥을 다루고 있다. 읽기교빽l 관한 

단행본은 독해력 문제를 다룬 것(최근학)이 있고， 교수학습에 관한 건으 

로는 국어과 교수학습에 관한 것， 학교외 국어 교육방침올 소개하는 것 

132) 이 시기는 일본인이 쓴 조선어 교육에 관한 내용도 수집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 
은 차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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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성， 윤째천)이 있으며， 쓰기교쐐 환한 건애서는 띄어쓰기와 서법， 

철학법 푼제(정경해， 정열모， 김충현) 둥율 디루고 있다. 그외 국어지식교 

육에 해당하는 저셔로는 옴생언어로서의 국어의 욕정(심의린)율 다룬 것 

이 있고， 교재에 관한 건은 국어교재 쩨계론， 시교재 목질(김근수， 이희복， 

홍웅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있다. 문학교육으로는 고전문학 • 현대문학 

(박노훈， 조융제， 신영철 둥)， 문햄시)교육흰한인현) 퉁이 있다. 이심빼서 

알 수 있듯이 건국기 단행본은 범주별로 다양하게 쓰여졌다. 그러나 국어 

과 교육와 국어교육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일례로 조윤제의 Il'(數育)

國文學史』는 일종의 (교육용) 국문학사로 기존 조윤제의 『國文學史』의 

요약본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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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1945-1955(건국기) 단행본 

저자 제목 연도 출판사 

't il즈정3 國語數育으의 當l떠問題 1947 朝얹￥J/H-}'會 

't熙昇 國語훌k育의 當面f펴題 l땅7 朝鷹敎育!iff究會

'f.1i식盛 民主 1:義 國語敎授法 講話 1947 文훌í(Jrri 

趙潤濟 國語훌k育의 當l회한 問題 l뼈 )(化’~

趙潤濟 國語敎育에 있어서의 漢'f:問題 1땅7 朝解敎育!iff究會

崔根원3 國5펌홍k 홈을 中心으로 讀解力 養成 1947 행j應敎育‘망f'1E會 

崔根學 民主主義國댐敎育 1947 ~龍圖i팩)'(具 

金根洙 (中等쩔校)國語數材 體系論 1948 國듭용敎'f{!iff究會 

金j양願 國文 글씨에 對하야 1948 國語敎育&와'1E會 

朴觀嚴 訓|民JIF낳뼈벚 1948 IJ 세호l착I，i; 

냐|東薰 (地方의 →→敎員이 본)國語敎합問題 이것저것l 1948 國Gh敎育!iff究會

얹다t憐 j폼聲납댐의 敎育 1948 k쩌認敎1flff究會 

JI{E 千 (우리학교)國語敎育의 方針 1948 양쩍語敎1i'lff究會 

李熙재옵 (國民學校) 國語數育의 理論과 實짧 1948 建文~1

;후熙福 (國民學校)國話敎材의 體系에 關허여 1948 國語敎育!iff究會

T泰鎭 國語敎育의 ;짧問題 1948 太朝띠I 

韓행鉉 童議 詩敎材의 特質과 指導 t의 有意點 1948 밟a쉰敎育Iff究會 

엉용雄善 國語敎育의 進路. 論說 !iff究 1948 國짧敎휩‘!iff究會 

서울시교 
國핍敎育. 敎育짧究特輯 1948 서울덕수공립국민학교 

육회 

趙潤濟 古fl:文훌 19)2 東國文化史

申漢澈 古文新釋 l!El *國文化넷Z 

추尙泰 國語敎育問題 l!El 서울신문시출판 

鄭隔海 國語講義·짧젠法改正原理 1앉)3 韓國太정4通t~敎fWI版nit 

趙潤濟 現代文;藍 l!El 東國文化잊 

張志奭 (가려뽑은)옛글 1!lJ4 1E홉nit 

趙潤濟 敎育)國文學史 1웠 東國xf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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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현대: 국어교쭉 확립기 

1) 1차 교육과정기(1댔5-1æ2) 

1차 교육과정기의 총체적 륙색은 민주시민옳 길러 내는 생활 중심 경 

험주의 교육 과정으로， 모든 교육을 민주 시민 생활에 초점올 맞추었기 

때문에 국어과도 시민 언어 생활율 위해 표준어 보급 교육파 문맹 퇴치 

교학R 역점을 두었다. 교과 학습의 내용은 @ 음운 @ 문자 @ 어휘 @ 

어법 @ 문학감상 둥 5대 요소로 구성되었고， φ 말하기 @ 듣기 @ 원기 

@ 쓰기라고 하는 행동 경험 체계(100개 항)로 학습하도록 하였다)33) 

이러한 국어파 상황 속에서 국어교육 관련 단행본들올 범주별로 보면， 

국어교육론(10건)> 문학교웹7건)> 국어지식교육(2건)， 쓰기교웹2건) 

> 교수학슐1건) 순으로 나타난다. 주요 단행본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 

(표 16)과 같다. 

133) *'홉培(1명7)， 앞 빽， 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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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1955-1962(1 차 교육과정기) 단행본 

저자 제목 연도 출판사 

朴홈春 古詩歌註解 1!ffi 三rf1‘한 

李相蘇 미국의 國語數育 1!ffi 한글학회 

洪雄善 古詩歌註解 1!ffi 근미l캘 

盧文千 敎育)國文學史整解 1웠 東國文化양 

R톨싼孝 文學敎育 l됐 園土wt

李相蘇 미국의 國語敎育(上) 1됐 한글학회 

金뽑(.i당 新國짧敎fi論 19)7 大韓敎科혈없;J\;會社 

朴泰潤 文學敎育8 1됐 朝장휩I힘 

熊澤龍 文學敎育 1쨌 敎I캘뼈害 

李勳짧: 國語의 ~究 1뼈 博友까t 

朴泰-潤 國語敎育指導論 l 00J 서울考짧學院 

吳大錫 敎育~'I、價 l 00J 大韓敎育時報普社

鄭寅承 (의문 • 해설)한글강화 l00J 新lÍ:文化)Jij:

國語敎育~究會 古典文의 정리 l 00J !I1Ilx,frt: 

崔鉉팎 한글바로적기공부 1~1 正I강mi: 

姜凡牛友 敎育을위한韓國 文學史 1932 韓國國5암敎fi'~究會 

趙演鉉 文章敎範·作法과 感휩’ 1932 正퓨Jfrl: 

(표 16)을 보면， 국어교육론은 일반 국어교육흰김성배) 외에 해외 국어 

교웹이상선)에 관한 책이 출판되었다. 문학교육으로는 일반 문학교육론 

(웅독효、 박태윤， 웅택룡)과 문학새노문천)， 고전문학t박노춘， 홍웅선， 국 

어교육연구회)에 관한 것들이 있다. 국어지식 교육으로는 국어연구와 한 

글 강회{이훈종， 정인숭)， 쓰기교육으로는 한글 바로 쓰가와 문장교범(최 

현배， 조연현)， 국어과 교수학습으로는 국어교육지도론(박태윤) 둥이 있다. 

이 시기 단행본의 특이 사항은 전대와 다르게 해외(미국) 국어교육에 관한 

건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1차 교육과정의 목표와 부합되는 국어지식 분 

ol=(음성언어)， 쓰기교육， 문학교육 분야의 저서가 우째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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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교육과정기 
2차 R육과쟁기 국어과의 내용은 1차 교육 과정기와 대흉소이하다: 1차 

교육과정의 미비， 푸쭉용 보완하고 불균형， 비체계훌 바로 잡는 1차의 완 

성 파정기라고 하겠다)앵) 또한 한글 전용의 실시에 따라 한자 교육올 폐 

지하고 학교 문법 통일안올 확정하여 실시한 기간어라는 특색올 지닌다. 

이 시기부터 단행본의 수가 양적으로 많아지는 추세라 전체 법주별 분포 

도에서 최다 범주 저서나 시기별 륙정을 나타내는 분야의 단행본들만 제 

시해 보기로 하겠다)35) 또한 컵} 교육과정기 외에 항상 국어교육론이 최 

다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교률 위하여 이를 제외한 범주에서 필요한 부분 

올예시해보이겠다. 

먼저 범주별로 보면 (표 17)파 같다. 

134) 朴뼈培(1없7)， 앞 책， 잃4쪽 참조 
135) 법주별 단행본에 관한 자채한 사항온 액셀로 착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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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을 보면， 국어교육흰z2건) > 교과서 • 교재(8건) > 쓰기교웹6 

건)， 교수학옮6건)， 말하기 • 듣기교웹5건) > 문학교웹3건) > 읽기교육 
(2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에는 국어교육론 외에 교과서 • 교 

재 건수가 우세하다. 여기에서 최다 비율을 차지하는 교파서 • 교재에 관 

한 저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8) 2차 교육과정기 교재·교과서류 

저자 제목 연도 출판사 

敎育資料배: 國民學校資料全集(1-14) 1~뼈 敎홉資料IlÎt 

경상북도교육연구소 國民學技 國語科 資料단원 100ì t검英I\ÍI→ 

敎人國語科敎材돼究會 l행語敎育 1ffi7 敎人國5홈H敎材!if究會 

徐納國 國a폼敎育資料흉흉홉 100) 螢렇111版!Id: 

敎λ國語科敎科!if究委員會 國;lli敎育 100) 었i fÍ:)(化~1:

서울특별시 敎育홈料分析1:國語 lt學 社會
l(뼈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科學英語編 교육연구회 

敎人國語科敎材!if究會 國語數育 1970 新티文{tlit. 

경기도교육연구원편 國語·學習不進學Ij::用 1972 경기도교육연구원 

(표 18)은 2차 교육과정기에 비율이 높은 교재 • 교과서류의 서명이다. 

저자가 주로 교육단체라는 점이 주목되며 국민학교(초둥학교)용 자료들 

과{교육자료샤 경상북도교육연구소 경기도교육연구원) 대학 국어 교재 

(교대국어과 교과연구위원회， 교대국어과 교째였구회)들이다. 학습부진아 

를 위한 교재도 주목된다. 

3) 3차 교육과정기 

3차 교육과정기는 학문중심 교육을 지향하던 시기로， 지식의 개념을 구 

조화히는 데 역점을 두고 발전과 지적 탐구방법을 중시하였다. 특히 국어 

과에서는 언어시용 기능 신징L이 특히 강조되던 시71 136)였다. 이러한 배경 



근현대 국어교육 연구 천개。빼때 483 

에서 단행본을 검토해 보면 다옴 (표 19)와 같다. 

(표.19)에 의하면 3차 교육과정기는 그 빈도에 따라 국어교육흰쟁건) 

> 원기교육(a5건) > 교수학습02건) > 교과서 • 교재00건) > 쓰기교육 
(6건) > 국어교육새4건) 국어지식교웹4건) 말하기 · 듣기교뿜4건) > 
문학교육(3건)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면， 실채로 3차 교육과정기에서 

표방송}는 언어 사용파 관련되는 저서(말하.71. 듣기교육)보다 읽기교육의 

건수가 우세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앞서 (표 12)에서도 보이지만， 이 시 

기는 가장 활발하게 단행본이 발간되었던 시기이고1 국어교육사가 출판 

되었다. 특별히 그 권수가 다수롤 차지하는 읽기 분야의 주요 단행본을 

제시하면 아래 표(a>)파 같다. 

136) r저13차 국어파 교육 과정 개정의 방향iCD 언어 사용 기능 신장과 가치판 교육의 조 

화@ 언어 사용 기능 신장 지도 사항의 정션과 체계화 @7t.치판 교육 함양율 위한 

체재 선쟁의 기준 설정 @ 저학년에서의 문형 교육과 언어 용법 교육의 강화 @ 
인격과 문화 발전올 위한 의도적인 언어 교육 중시 (朴홉培WÐ7)， 앞 쩍， 3쪽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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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이 3차 교육과정기 읽기교육 단행본 

저자 제목 연도 출판사 

추5成九 特珠國語敎f￥.언어치료， 속독지도 1973 한국교육공사 

αK따1 Fô때man 
"1'.의 혀홉iH劃 1!J75 JE[fllit 

/鄭厭和 譯

해훌능홉fÍ'Í導iiIt究會 a웰휩指導事典 1!J75 뒀t::x:i!:.tll 

-íÍ?뻐 7t 떠힘뿔와 讀E합指導 1976 寶林HlMillit

추京fin: 새로운讀열指導 1976 짜~ :X:'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國S암@렇化의 Jj찢과 寶짧資料 1976 IH: ìl(5I.:化~i

金炳7ê 機能讀，석 l따7 배영사 

朴關쇄 國語Hr협解f용!習 1m I힘5I.:to l: 

감?榮뼈 해i혈훌t育 1m 창덕여자중학교 

金炳7ê 굉§휩論.독서란 무엇인가 어떻게 얽옳 것연가 1978 !tL~nik 

金炳7t 제 중작학연생구톱:책서력숙 개도발훌프 중로생그으랩료 1978 
한국행동과학연 

구소 

孫正없Z 6홈볍指導치겁;論 1978 캉I 5I.:ßíI‘ 

양태진 해형별와選擇理論 1978 淵짧5I.:i!:.ifÍt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중학교용)국어낭독교본 1978 fI!‘運文化~t

金g-- 讀뽑感;댄51.:의 E￥論과 賞際 1979 5I.:;;!;:itl 

김병원 새시대의 讀협敎育 1979 배영사 

김숭환 중고둥학교를 중심으로 한 독서교육과 현장지도 1979 나라기획 

추京植 새로용 해경휩指導 1979 集j〔iE

金京 - J월띈敎育論 1!B) '1朝閒

-íÍ?'j검起 독서와독서감상문쓰기 1쨌 文덩‘敎育~ 

朴鍾和 讀숱월훌k本 1!B) 心lLi뼈文化tlt 

새론기획출판부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B) 새론기획출판부 

하재풍 우리 속독볍 1!ll1 씻별사 

A배er/ 빈병덕 역 J훌f혐의 技術 1!ll1 廣:x:;과뼈 

A며er/ 이복숙 역 어떻게 책을 읽을것인가 1!ll1 문경출판사 」

제시된 임기교육의 단행본들을 살펴 보면， 대부분 독서지도론과 독서 

교육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독서지도 연구회， 이경식， 최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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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손정표， 이경식， 김송환 동) 또한 읽기 대상의 문제(새론기획출판 

부)， 속독법(하채용)， 읽기일반론{양태진，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읽기방법 

론(G!뼈)fiF;빼뼈1， Adler), 읽기와 낭됨한국국어교육연구회)， 읽기와 독 

해력(박봉배)， 얽기와 쓰기를 연계시킨 독서와 독서감상문 쓰기(김완기}， 

특수국어교육으로서 언어치료의 문제(이생구) 둥 읽기에 대한 다양한 접 

근이 보인다. 또한 이 분。￥의 번역서가 여렷 소개되고 있으며， 언어치료 

에 대한 관심이 보인다는 점이 특정적이다. 

4) 4차 교육과정기 

4차 교육과정기높 ‘이網 핵과핵 홉짧 繼鋼다는 특정을 지닌 
다~ 1~1년에 공포환 4차ι옳輪정환 購$鐵購훼 효방한 7}~1관 중심 

교와il 대한 반성에서 출발뼈 기능 중심의 교육원리를 도입하되， 학문 

적 배경올 갖훈 교육과정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국어파의 목표를 ‘표현 • 

이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세 후환으로 나누고， 배경 

학문으로 수사학， 언어학， 문햄학)올 설정함으로써 언어 교과서로서 국어 

과의 성격올 분명히 하였다-)윈) 

137) 정리컨대 4차 교육 과정기얘 국어과 교육은 φ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 강화 @ 푼 

학교육의 강화 @ 언어 교육의 체계화 @ 작푼 교육의 강화 @ 가치환 교육의 내 

변화훌 지향하며， 영역별로는 CD 표현 • 이혜 @ 언어(국어에 판한 지식)@ 문학 
(문학에 판한 지식과 문학 작품의 이혜 및 감상)으로 나쉰다고 하겠다 (김중신， 
r국어교육 연구에서의 ‘이해’ 영역에 판한 연구」， r圍語數育學짧究』 채14집， am, 
~쭉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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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에서 보면， 읽기교웹17건)J > 국어교육흰12건) > 말하기 • 듣 
기교웹7건) > 교수학송4건) > 교과서 • 교재(3)， 쓰기교육(3건) > 문학 
교웹2건) > 국어교육새1건)， 매체교육(1건) 순으로 나타난다. 특정으로 

는 매 시기마다 국어교육론이 최다였는데 이 시기에는 읽기교육론이 가 

장 많이 발간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매체교육에 관한 저서가 발간되기 

시작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시기에도 최다 비율을 보이는 읽기교육 주 

요 단행본을 제시해 보면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의 읽기교육 단행본을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먼저 독서감상 

(김완게， 독서방법론(F.P.로빈슨)， 읽기와 쓰기를 접맥시킨 독서감상문 쓰 

기 방법론(심경석， 조대현. 박문희， 박운택， 김호재， 앉lOiche Wa때빠Je)， 원 

기일반론(황백헌， 김영모1 김영진)， 읽기지도론(박화엽， 김경일， 심경석， 손 

정표)， 독서대상의 문제(임태삼， 황백헌) 둥 앞서 3차 교육과정기에 이어 

다양한 읽기이론이 쓰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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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4차 교혹과청기 il기교육 딘행본 

tt삐훌錫 독서감상품어떻체쓰나 1002 훌~~뿔껴t 

林泰;三 圖훌훌훌뿔의理論 1002 學文껴t 

조대현 독서감상문어떻게 쓰나 1쨌 용~Ii몇i!: 

朴文熙、 독서감생푼이렇게 쓴다 1!H3 모옴사 

f융7t起 독서갑상교살 1얹~ 예렴당 

황백헌 왜 임어야하는가 1!E4 배옵터 

황백헌 독서상담- 그 실제와 이론 1!Ri 배웅터 

金英模 순간의 책 영원의 잭 1!ØJ 시인사 

金永鎭 책한테 길용훌씩 l!ØJ 現代文學社

김호재 찌찌1냥감상품쓰기 l!ØJ 경원각 

박훈택 독서교실:나도 독서감상푼 쓸 수 있다 l!ØJ 대일출판사 

박화엽 f훌훌용讀휩方法의 敎授法(속독개발) 1!ØJ 讀홉行動開發社 

Sl뼈.che Watar때Je 
知tr:J 생산의 技術 1!ØJ 합話堂 

/質話堂編輯部譯

검경일 엄n까 지도하는 독서교육 1937 셰문사 

심겸석 학교 학향”서 독서는 왜 필요한가 1937 금성출판사 

孫、正없2 해g뿔指導方~끊編 1937 學文ifit

F.P.로빈슨/김영채 역 독서방법론 1않7 i凡友社

5) 5차 교육과정기 

제 5차 교육과정은 활동중심 교육 과정으로셔 교수 학습의 주채를 교 

써} 아닌 학생으로 삼꾀 언어 사용의 결과보다 파정을 중시하는 과정 

중심의 교육관이 강조되던 시기이다. 

교수 학습의 내용의 실제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에 국어 

교육이 겪은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표현 교육의 강조이다. 그 이 

전까지 국어교육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표현 교육에 대해 실질 

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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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을 보면 이 시기에는 국어교육흰12) > 읽기교웹10건) > 말하 
기 • 듣기교윌8건) > 쓰기교웹5건) > 문학교육(4건)> 교수학숨2건)， 

교과서 · 교재(2건) > 매체교웹1건) 순으로 나타난다. 읽기교육은 계속해 

서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설제로 이 시기의 교육 목표와 비교해 볼 때， 표현과 관계된 말하기 

와 쓰기에 관한 저서들은 그 빈도상 앞 쪽에 차지하고는 있으나， 전대에 

비하여 그 수는 별 차이가 없다. 여기에서도 교육 목표와 연구는 실제로 

는 병행되지 못했음을 확언하게 된다. 

이 시기에도 국어교육론을 제외하고 읽기교육 분。t가 여전히 지배적임 

을 알 수 있다.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138) 최미숙표현교육 연구의 반성과 제언」， 『國語敎育學뽑究』 제14집，3:α년， 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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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읽기 분야 다옴율 주로 차지하는 말하기 • 돋기교육의 주요 단행본에 

대해서 살피겠다. 

(표 24) 5차 밟하기·률기교육 단행본 

저자 제목 연도 출판사 

전영우 대화의 에티햇 1~ 집문당 

金泰玉 談話 텍.À'E즙語I행 入門 1001 경훌英關 

김혜숙 현대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1001 태학사 

중:英雨 한국 근대 로홈의 사척 연구 1001 →·죠J社 

4l上俊 ;않형쩔훌홈$￥~ 1!B2 흥원 

f廳!，j 말올어빵체 활첫싼가 1!B2 現代文學

크리스찬이카데미 대화의 철학 1!B2 서광사 

위에서 드러나듯 말하기 • 듣기론은 대회론(전영우， 크리스찬아카데미)， 

근대 토론푼화 연구t전영우)， 담회혼{김돼육)， 방송언어론{김상준)， 화법론 

(이웅백) 둥의 주채가 다루어지고 있다. 

6) 6차 교육과정기 

6차 교육과정기는 실용중심 교육올 지향하던 시기로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과 활동 중심 교육 과정의 통합 절충을 통해 교육의 실용성을 감조하 

였다. 즉 판련 분야의 학문이 제공해 주는 지식 또는 개념올 구조화해서 

가르치는 교빽1 역점올 두는 한편 국어 사용 기능올 신장시켜 주는 교 

육을 강조하였다. 이에 맞휘 국어파 교육의 성격은， 언어 ̂ ~용 기능의 

개념올 확대 해석하고 예술 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을 언어교육과의 상 

호 관련성 및 보완성울 강조하는 방횡뼈l서 국어파 교육 속에 통합시켰으 

며 위계성올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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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어과 상뺨11서 쓰여진 단행본틀은 다옴과 같다" (표 ~)울 보 

면 읽기교웹21건) > 국어교육흰19건)> 문학교웹14건) > 말하기 • 듣 
기교웹11건) > 국어지식교웹6건)> 쓰기교웹5건) > 교수학습4건)> 

국어교육사{2건) 순으로 나타난다. 읽기교육 분야가 최다이며， 3차 이후 

계속해서 이 분야는 관심의 대상어 되고 있음을 확언할 수 있다. 또한 문 

학교육 분야가 전대에 비하여 우세하다는 특정도 볼 수 있다. 

6차 교육과정기에는 전대에 비하여 그 비융이 높아진 문학교육 분야의 

단행본을 제시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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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6차 문학교육 단행본 

저자 제목 연도 출판사 

g훌泰柱 園民學校詩文學흥k育 l !m 大數出版

우한용 소젤교육론 l앓 2Ji民社

검중신 소젤감상방법론연구 1!Ri 서울대학교출판뿌 

김창원 시교육과핵스트해석 1잃 셔율대학교출판부 

김상욱 소셜교육의 방법 연구 1않% 서울대학교출판부 

박인기 문학교육과정의 구조와 이론 1!Rì 서울대학교출판# 

윤여학 시교육론 1m; 太學社

김중신 文없數育의 理解 1聊 태학사 

우한용 문학교육파폼회폼 I않η 서울대학교출판부 

우한용 문학교육과정론 1007 :二知院

윤여탁 시교육론2방법론성찰과 전통의 문제 1뺑 서울대학교출판부 

이병기 (대학인을 위한)한국의 언어와 문학 1003 양서원 

이상우 소설 방법론율 통한 소설교육 1앉Ð 鎭文堂

차호얄 시연구와시교육 l잃 역락 

(표 3))올 보면， 시교육흰라태주， 김창원， 윤여탁， 차호일)， 소설교육론 

(우한용， 김중신 이상우)， 소설감상방법론(김중신)， 푼학교육과정론(박인 

기， 우한용)， 문학파 문화와의 관계(우한용) 둥 문학교육론은 전대와 다르 

게 대양한 측면에서 발간되었다. 

7) 7차교육과정기 

7차 교육과정기에는 φ 학좁자의 창의적 국어 사용 농력 배양옳 종시 

하는 교육 과정 @ 학습자의 의미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 과정 

@ 교육 내용의 사회적 • 개인적 • 학문적 적합성올 추구하는 교육 과정 

@ 국어 교육의 질 향싱빼 기여하는 교육 파정 퉁으로 구성되어 있다)39) 

139) 이영택국어교육학의 맥J， 형셜출판샤 :IDl, <<>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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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을 보면， 7차 교육과정기는 국어교육론(3)건) > 문학교웹15건) 

> 국어지식교육(12건)> 말하기 • 듣기교웹9건)> 읽기교웹7건) > 교 
수학습(5건) > 매체교웹6건) > 교과서 • 교재(1건)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는 문학교육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어 빼l 이어 문학교육 

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옴을 보게 된다. 또한 매체교육과 

관련된 단행본이 전 시기보다 많아졌음이 톡정적이다. 국어지식에 관한 

저서도 전대에 비해 중가했다. 

이 시기에는 현대적인 의미의 국어교육롬이라 할 수 있는 매체교육에 

관한 건수를 제시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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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7차 매채교육 단행본 

저자 제목 연도 출판사 

찰스라이트/겁지훈역 매스커퓨셔체이션용론 læ7 나남 

李正春 커휴니체찌첼科짧 1쨌 나남 

박언기 국어교육화 u}다어 핵스토 없>> .. "-知院

서유쩡 인터뺏u1I4확 국어교육 었짧 역락 

이강엽 디지헐A]때획 국어과 수업5!;형 없@ 명민사 

우한용 씬푼의 현어훌확확 ut펴써교육 웠B 셔올대학교출판부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어， 매스커뮤니케이션론(찰스 라이트， 이정춘)， 

국어교육과 미디어론(박인기)， 국어교육과 인터넷(서휴경)， 디지털 시대의 

교수학힘이강엽)， 신문과 미디어교웹우한용) 퉁의 저서가 쓰여졌다. 

마지막으로 전체 교육과정기의 범주별 비교표를 제시해 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이를 보면 각 시기별 단행본률의 범주별 경향을 서로 비교해 

서살필수있다. 

(표29) 전채 교육과정 범주벌 비교표 

싫혀 교수 교과서 국어 국어 국어지 쓰기 얽기 
말하기 

문학 매채 
툴기교 

학습 교재 교육사 교육론 식교육 교육 교육 
육 

교육 교육 

1차교육과정기 0 0 10 2 2 0 0 7 0 

2차교육과정기 4 6 0 z 0 5 4 3 0 

3차표육과정기 10 11 2 45 0 4 z3 2 0 

4차교육과정기 3 2 12 3 17 7 2 0 

5차교육과정기 2 2 3 12 5 10 7 5 1 I 
6차교육과정기 4 0 2 m 6 5 ~ 11 10 o I 
7차교육과정기 5 0 3) 12 5 7 9 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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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지금까지 근현대 국어교육 관련 신문 기사와 단행본을 살펴 보고， 근현 

대 국어교육 전개 양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먼저 근대 계몽기 신문으로 

는 『독립신문'Jj(1:細-1，잃1)， Ii'뎌l국신문JiWB7-1001)， W대한l일신보，Jj(l'뼈~ 

1910) 둥 한글 전용의 신문율 중심으로 살폈다. 근대 계몽기 국어교육 관 

련 기사들은 주로 국어(국문)교육의 필요생을 강조하는 기사로써 한자와 

일어의 국어 잠식에 반한 민족 정신 보전과 문명 개화의 도구로서의 수 

단， 당대 토론문화의 활성화로 국어교육을 권장한 기사들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국어교육의 필요성이나 우수성을 언급할 때， 주로 ‘읽기 쉽고 쓰 

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읽기와 쓰기 교육이 중시되고 있다. 

이것은 일차적인 문맹타파와 지식전달의 언어매체라는 문식성의 도구로 

서 국어가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교육도 읽기 쓰기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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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용이 기사푼애서 드러나끼도 했다. 

한자와 한글에 대한 논의는 주로 상대성 독이성(re;:첼뼈1ity)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한자는 일반 대중의 지식 습득에 있어서 내용 이해에 

가장 큰 곤란올 주는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견해들로서 교육의 효과 

와 상판되고 있다. 여기에서 한자와 대비된 국어(국문)교육은 ‘읽기교육’ 

과 상판된다고 본다. 실제 순국문으로 된 신문들은 일반 대중들에계 쉽게 

얽히기 위한 목적에서 간행된 것이기도 하다 

일제 강점기에는 『東亞日報.0(1때-1쨌). Ii'朝雖日報.!I(1때-1쨌) 둥 

한글훈동파 국어교육의 확산에 앞장섰던 양지률 중심으로 살폈고 당대 

체계적인 국어교육의 양상올 드러내고 있는 해외 신문 『新韓民保.11(1007-

1945)를 살피기도 했다. 륙히 일제 강점기에서는 당대 전체 시절의 흐름， 

조션어 관련 기사들을 따로이 살펴 다양한 기사를 홍혜 국어교육 천개 양 

상을 고찰하였다. 일제 강점기 신문에서는 국어지식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전대에 없었던 문학 

교육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국어 • 국문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 

고， 한글훈동옳 통한 자국어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논의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 신문 검토 중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신문보다 해외 신문인 『新韓民報』에서 국어교육의 구체 

적인 양상을 읽어낼 수 있었디는 점이다. 

건국기(1945-1됐)와 이후 현대까지는 그 기사의 방대함으로 안해 선 

문 전체률 대상으로 한 사설만율 중점적으로 살폈다. 륙히 현대얘서는 일 

종의 국어교육올 표방한다고 볼 수 있는 『햄훌훌新聞』애 대해서도 따로이 

살폈다. 해방 이후의 기사 중 국어순화 운동에 관한 기사가 다수률 차지 

하는데， 이는 일어(日語) 청산， 국어와 한자의 문채， 외래어 범랍의 문제 

와 연관된 내용툴로서 말하기 • 튿기교육파 상판된다. 뒤이어 %년대 초에 

는 국어지식 교육 분。t의 기사가 다수 실리고 있다. 그 기사 내용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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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파 문법통일의 펼요성을 촉구하거 

나， 문볍통일얀올 알리는 기사들이다. 또한 자료 수집 과정 중 ‘읽기교육’ 

올 표방하는 『讀書新聞』의 내용도 살필 수 있었다. 

단행본온 신문과 같은 시기를 기준하여 각각의 시기에 출판된 국어교 

육 연구 관련 단행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신문과 같어 각 시기별 경향 

을 살회보았다. 일제강점기 국어교육 연구 관련 저서는 교재인 일어 수험 

서， 조션어 철자법에 관한 책， 교육일반에 속하는 아동교육론과 조선교육 

법규에 관한 책 둥이 있다. 

건국기에 해당하는 책은 국어교육론이 대부분율 차지하고 있으며， 주 

로 해방 직후 건국기를 맞아 국어교육의 당면문제나， 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천， 국어교육의 내용에 관한 문제， 국어교육과 한자 문제 퉁이 다루어 

졌다. 또한 읽기교육의 독해력 문제， 국어과 교수학습론， 쓰기교육인 띄어 

쓰기와 서법， 철학법 문제 동을 다룬 저서들도 쓰여졌다. 그 외 국어지식 

교육의 단행본으로는 음성언어로서의 국어의 특정을 다룬 것이 있고、 교 

재에 관한 건은 국어교재 체계론 시교재 특질올 내용으로 하는 것이 있 

다. 문학교육으로는 고전문학 • 현대문학 문학교육론이 었다. 보다시피 

건국기에는 단행본들이 범주별로 고루 퍼져 있는 편이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와 국어교육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현대는 그 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교육과정기 

에 띠라 다시 세분해 보았다. 먼저 1차 교육과정기를 보면， 국어교육론은 

일반 국어교육론 외얘 혜외 국어교육에 관한 책이 출판되었다 문학교육 

으로는 일반 문학교육혼파 문학사 고전문학에 관한 것들이 었다. 국어지 

식 교육으로는 국어연구와 한글 강화 쓰기교육으로는 한글 바로 쓰기와 

문장교범， 국어과 교수학습으로는 국어교육지도론 둥이 었다. 이 시기 단 

행본의 특여 사항은 전대와 다르게 해외(미국) 국어교육에 판한 건이 었 

다는 정이다. 그리고 1차 교육과정의 목표와 부합되는 국어지식 환01:(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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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언어)， 쓰기， 문학교육 분야의 저서가 우세함올 볼 수 었다. 

2차 교육과정기애는 국어교육론 외에 교파서 • 교채 건수가 우세하다. 

여기애서 최다 비율올 차지하는 교파서 • 교재에 관한 저서률 보면， 져자 

가 주로 교육단체라는 점이 주목되며， 국민학교(초동학교)용 교재툴파 대 

학 국어 교재， 그리고 학습부진아를 위한 교재도 보인다~3차 교육과정기 

에는 가장 활발하쩨 단행본이 발간되었던 시기이고， 국어교육사가 쓰여 

지기 시작했다. 특별히 전대에 그 수가 저조했던 읽기교육 분야의 단행본 

이 현저하게 증가했고 읽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보인다. 또한 이 분야 

의 번역서가 여렷 소개되고 있으며， 언어치료에 대한 관심이 보인다는 점 

도특정적이다. 

4차 교육과정기에는 읽기교육론이 가장 많이 발간되었다. 그리고 매채 

교학il 판한 저서가 발간되기 시확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가장 다수 

를 차지하는 읽기교육 단행본온 3차 교육과정기에 이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다'， 5차 교육과정기에서도 읽기교육은 계속해서 빈도가 높 

아지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옴을 볼 수 있다 

6차 교육과정기에는 읽기교육 분야가 최다이다'， 3차 이후 계속해셔 이 

분야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옴을 확인할 수 었다. 또한 문학교육 분야 

가 전대에 비하여 우세하다논 특정도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기에는 문 

학교육어 우위를 점유하고 있어 혐써 이어 문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 

속척으로 높아지고 있음율 보게 된다. 또한 매체교육과 판련된 단행본이 

전 시기보다 많아졌옴이 특정적이다. 국어지식에 관한 저서도 전대에 비 

해증가했다. 

지난 세기 동안 국어교육 연구 분야는 연구 주채， 학술 논문， 흑L술지 둥 

에서 많은 성과가 집척되었으며 연구자 수도 많이 중가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어교육 연구 분야의 성과물들윷 바탕으로 하여 비판적인 반 

성과 함께 앞으로 나。r7싸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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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rn and present age language education research 

unfolding aspect(2) 

-버fy'1r빙 stress on l1El\뼈B뼈r aro I.xxlk 

Yeun, Keum-Sun 

까1Ïs resea띠1 야없V어 l없밍age 어ucatioo unfo1뼈g a얄lOCt !a'끼r휠 stress 0Cl 

newspaper ar띠 book at 따æ that 1벼 at α'CSeI1t age in mxlem 월'e. At the jX!l'Í여 

of mxlem age enligh1:erl!æn 1 investig값ed <ir냥뼈빼lCe new짧:e->(l쨌-關)， 

<J<맹Jk-sinrrrun>(1없7-1ffiU 이밟때dvlail 앙100>(1004-1910) 밟‘ exclusive use 

d 뻐맹버 newspaper, Rep:rts 때10 mxlem age m뼈뼈uænt 따id 1히핑U쟁e 

어ucatiα1 rela뼈 stories m::때1쟁e 때땅뻐ge 없ucatiæ as 1lElI1S as a 뼈11 of clear 

m때 s때nt pre엎vation 빼 CI피lization αllnese C뼈rac따 빼 l때밍age 

encroachrænt of J.뼈nese as ræ따xis 때10 er빼뼈æ neces밍ty of lar핑뻐ge 

(national 없iα) 뼈lcation mai띠y are O1OSt At this tiræ, ‘Toread 뼈 to write' 

따ucation taking a ser10US 띠ew， 퍼S 1lElI1S as 다Iaracter diffusiαl ’ s tool that is 

mπaγ i피뼈æy br않때핑 and lan밍age rrmmn of knowl어ge 떠st rrαlth that a 

langu쟁:e is 앉1때lasized. 

α않ved la:꺼ng stress on αh1g -A lloo> (1!ID 1!rn), <1αlO-sun lloo> 

(1때 - 1!rn) two new와聊-s s야떠g빼회 m피 so 0Cl 없19U! rmtiαl 빼 麻j외α1 

of language 어ucation at the 뼈여S of J.때없 ∞11oriai， 때 for뺑1 countries 

news맹없 <Sin-뼈n 따noo> (100] • 1331) that is 않뼈ng asrn:t of systffilatic 

lan밍맹e 뼈lcallon pre없lt age, At this tiræ, interest aJ:xrut lar핑uagekno때g뺑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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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uc따iα1 rises, ar념 the discus혀m 빼SSIreé쩌 vig，α"ou녕y. Also, the irr:PJr때x:e of 

litera뼈e 뼈JCation discussa::l. There is contents 따xrut 띠와1 lar핑U짧e 1굶mrent 

때n뼈밍1 with new聊:Jer account 영nce 1번æse， ar엄 m 웰~땅 • lis빼1쟁 

어ucatiα1 err뼈lasize. ReJX>π of 때19I.I맹ekno때앵e 때.teation 뼈d is 1α뼈r핑 

n때α1ty early 008. Also, 아짧ved 이})k-seo sinmm> jXUVÎnce which jXUfess 
‘I빼뼈 없ucation’ of 없m:e 때lætiαIIIα:e8S. 

냐맹uage 뼈Iα떠on research 때'll1ætioo l:rol‘ that is Illbli양뼈 in 1:짜m-made 

colαlY 없10d is ck섰n때 때 rmst 1뼈uage 뼈.teatioo di없lssion. Spr빼 evenly to 

l때맑age 어ucatioo ca탱αy in est때li뼈rent of a country. 떠19I.I쟁:e kno떼어ge 

6머d (s뼈ren laIlgI.Iage) that a book of various ca맹αy was wri따1， but is 

coinci뼈 wi야1 뻐-get of srxrially the fi.rst tr빼ng courses in the 파8t tr하따핑 

courses 없100 in rresent age, to write, tx빼 of litmlture 어ucatiα1 뼈d is 

stπJeI1or. 

In the sa:뼈td 뼈ining 따lI'SeS I:Jeri따 a text tx빼V따I뼈19 Imteri외 IlUIllIH of 

i뼈1 is s따Jeriar. Also, is t:itre 뼈lttxα‘ carre 에t rmst vigorαlsly in 뼈 third 

course of stt빼r， 빼 ‘re뼈I휩 어ucatioo’ of tx빼 뼈tthe 미ck was inactive in all 

미reiocr없뼈 rerærka비y. In the 얘1 뼈비ng 때lI'SeS I:Jeri여， carre 에t rmst 뼈 

h뼈 뼈:>Ut: m해um 어ucatioo 야횡an to ~ out. In the 댐1 때비I앵 courses 며i여 

뼈.teation discussiα1 싫XlUtre뼈ng 때1 see continually that fr맹æncy 뼈S 앉ffi 

뼈ng， artd is distribut없 evenly by ~폈1 field ‘reading a:뼈:atiα1’ 6싫d is 뼈ng 

rmst m.trIH"OUS in the 빠1 없lTSe of stt빼r， artd this fi러d is gl빼I핑 into lirrelight 

con바1때lly since the 뼈rd Also, liter없.Jre 뼈JCation field is Sl뼈10r 뼈1 fonær 

generatiαIS， 뼈 k뼈 connec뼈 with medium 어uca디on becatre rmre than all 

tiIre. 

[Key w빼] Korean 뼈19l>>핑e 어α::atioη’ s s빼r， carr없gn for 뼈æn 때19I.I앵e， 

$없뼈g 'lis빼ng 뼈..teatioo， re빼r앵 어uca뼈1， wri마옐 어ucatioo， 

litmlture 뼈JCati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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