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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교육수단으로서의
국문 및 국한문혼용 정착에 관한 연구
전 민 호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개화기에 교육수단으로서 국문 및 국한문혼용이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화기를 신교육의 태동기(1881.5～1894.7), 관제기(1894.7～
1906.8), 학교령기(1906.8～1911.8)로 나누어 국문 및 국한문혼용에 대한 조선정부․조선의 개화사상
가․일본의 학자․종교계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신교육의 태동기에 정부와 개화사상가들은 부국강
병을 위한 교육수단으로 국문 및 국한문혼용을 강조하였고, 후쿠자와나 이노우에와 같은 일본학자
들은 청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이라는 목적과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자존을 위해 조선에서 신문발행
을 도우며 개인적 차원에서 국한문혼용을 시도하였다. 관제기와 학교령기에는 개화사상가 뿐만 아
니라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신지식인들 역시 실용의 입장에서 국문 및 국한문혼용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 일본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국한문혼용을 시도하였는데, 조선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던 대부분의 학자나 관료들은 후쿠자와의 국권론적 입장과 같은 인식의 틀 안에 있었다.
서민층을 주요 포교 대상으로 하였던 동학과 선교계는 포교사업에 국문을 사용하면서 개화기 내내
국문사용의 보편화에 공헌하였다. 결국 개화기 국문 및 국한문혼용의 보편화는 조선의 근대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교육수단으로서 여러 요인들이 중층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정착되었다.
【주제어】 국문, 국한문 혼용, 신교육의 태동기, 관제기, 학교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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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며
개화기에 조선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문서양식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것은 모든
문서를 포함한 규정은 아니었지만 어문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갑오개혁기인
1894년 12월 17일에 “율법과 칙령은 모두 국문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번역을 붙이거나 국한문을
혼용한다” 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통감부기인 1908년 2월 6일에 “각 관청의 공문서류는 모두
국한문을 혼용하고, 순한문이나 이두나 각국문자의 혼용을 불허한다” 는 것으로 정부문서에 대
해 국한문혼용을 공식화한 것이었다. 공문서의 문자채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갑오개혁기의
‘국문 기본’에서 통감부기의 ‘국한문혼용’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대적인 교육행정을 위해 1894년 7월 30일에 발족한 학무아문에서는 산하기구로 편집
국을 두어 ‘국문의 철자와 각 국문의 번역 그리고 교과서의 편집 등의 일을 관장’ 하게 하였다.
1895년 4월 19일에 학부로 개편된 뒤 편집국에서는 ‘① 교과용도서의 번역에 관 사항 ② 교과
용도서의 편찬에 관 사항 ③ 교과용도서의 검정에 관 사항 ④ 도서의 구입․보존․관리에
관 사항 ⑤ 도서의 인쇄에 관 사항’ 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런데 1895년부터 1897년까지 편
집국에서 출판된 교과용도서 중에서 공법회통․조선역사․조선지지․만국지지․소학독본 등 대
부분의 교과서는 국한문혼용이었다. 그리고 국문졍리(리봉운 저, 1897)와 같이 국어과 교과서
가 국문으로 제작된 것을 제외하면 1910년까지 교과용 도서는 대부분 국한문혼용을 사용하였다.
민간에서는 갑오개혁기 이후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등의 언론매체에서 국문이
1)

2)

3)

4)

5)

6)

7)

韓末近代法資料集Ⅰ, 1970, 120쪽: 公文式 第一公式文 第十四條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
混用國漢文
2) 관보, 1908년 2월 6일자(제3990호), 휘보, 관청사항: 從來公文書類에 使用 文字 國漢文을 交用치
아니고 或 純漢文으로 調製며 吏讀 混用이 己違規例이고 且外國人으로 本國官吏된 者가 或
其國文을 專用며 一般釋上에 疑誤 慮가 有더러 規式에 違反되겟기 左開條件을 另定施行
事로 閣議에 決定야 內閣總理大臣이 各部에 照會를 發홈
一 各官廳의 公文書類 一切히 國漢文을 交用고 純漢文이나 吏讀나 外國文字의 混用을 不得홈
一 外國官廳으로 接受 公文에 關야만 原本으로 正式處辨을 經되 譯本을 添付야 存檔케홈
(띄어쓰기-필자)
3) 개화기(1881. 5～1911. 8)에는 주로 ‘한글’이라는 용어 대신 ‘언문’, ‘국문’, ‘조선문자(The Korean alphabet)’
등으로 사용하였다. ‘한글’이라는 용어는 1910년 10월～12월 무렵부터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는 원문에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4) 1894년 6월부터 1910년 8월까지 발행된 관보의 경우 처음부터 국한문혼용으로 발행되었다.
5) 韓末近代法資料集Ⅰ, 1970, 81쪽.
6) 법규류편 원, 내각기록국, 1896, 94-98.
7)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 근대 교과용 도서의 성립과 발전 -, 한국교과서주식회사, 1991, 125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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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한문혼용을 사용하였고, 통감부기에는 서우학회․대한자강회․서북학회․호남학회를 비롯
한 대부분의 학회에서 발행한 학회지 역시 국한문혼용을 사용하였다. 결국 개화기의 교육수단
으로서의 문자는 한자위주에서 국문 또는 국한문혼용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개화기에 시도되었던 국문이나 국한문혼용의 사용은 정부나 개화사
상가들에 의해 주도된 교육을 통한 부국강병과 자주독립을 위한 수단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하
지만 정부의 주도에 의해 국한문혼용이 시도된 한성주보가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郞)라
는 일본인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 두 차례의 정부문서에 대한 규정이 일본의 정치 간섭기에
이루어졌다는 것, 동학혁명기에 쓰여진 격문이 국한문혼용이었다는 것, 선교계는 개화기 내내
포교사업에서 채용한 문자가 국문이었다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국문 및 국한문혼용 정착에 관
한 좀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화기에 교육수단으로서 국문
및 국한문혼용이 정착되기까지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조선정부․조선의 개화사상가․일본
의 학자․종교계의 입장에서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교육수단으로서의 문자채용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정착과정은 어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화기를 세 시기 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8)

9)

10)

개화기에 잡지를 비롯한 언론매체가 국한문체를 지향하고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이 국문체로 정착된 것
에 대해 고영근은 독자층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고영근, 개화기 한국 어문운동: 국
한문혼용론과 한글전용론을 중심으로 , 관악어문연구 제25집, 2000, 13쪽).
9) 이와 관련된 연구로
신용하, 주시경의 애국계몽사상 , 한국사회학연구 제1집, 1977, 13～58쪽.
이광호, 개화기의 어문정책 , 동양학 제32집, 2002, 239～255쪽.
강영신, 개화기 국어․국문운동의 향상과 특징 , 영주어문 제13집, 2007, 35～52쪽.
이병철, 근대 담론 형성과 국문운동 연구 , 한국사상과 문화 제58집, 2011, 99～125쪽.
등이 있다.
한편, 김슬옹은 그의 연구에서 국한문혼용의 사용은 일제침략의 산물이며, 한글말살정책이었다고 주장
한다(김슬옹, 조선일보의 한자혼용론을 비판한다 2: 국한문혼용은 일제 침략의 산물이다 , 사회평론
길 제95권 제1호, 1995).
10) 본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는 개화기(1881. 5～1911. 8)를 다시 세 시기(①신교육의 태동기: 1881. 5～
1894. 7 ②관제기: 1894. 7～1906. 8 ③학교령기: 1906. 8～1911. 8)로 나누고, 시기별로 국문사용에 대해
어떠한 주장들이 제기되었는지를 살펴본다(전민호, “개화기 학교교육개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2, 10～11쪽참조). 관제기와 학교령기에 공포된 교육관련 법규는 관제․학교령․규칙 등
다양하지만 그 시기에 주로 공포된 법규를 중심으로 시기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문사용론에 관한 동
일한 인물의 주장이 두 시기 이상 걸쳐 있을 경우 그 주장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날짜의 표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음력의 경우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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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교육의 태동기(1881. 5～1894. 7)의 국문 및 국한문혼용
문호개방 이후 조선 정부는 왕권강화 및 근대화의 일환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례로
1880년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어 조선책략과 이언을 가지고 왔다. 이 때 정
부는 이 책들을 전국 유생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이언의 경우 언문으로 번역하여 전국에 배포
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의 유생들은 상소하였고, 대부분의
소두들은 체포되어 유배형이나 능지처참형을 받는 등 엄벌에 처해졌다. 유생들의 반발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대처는 개화정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개화사상이 담긴 서적을 언문으로 간행한 것은 당시 양반과 서민의 대부분이 언문을 알고 있었
으며, 정부는 짧은 시일 내에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문자로 언문을 사용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정부의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수단으로 언문을 사용하였듯이, 김옥균․박영
효․유길준과 같은 개화사상가들도 전 국민의 계몽을 위한 교육방법의 일환으로 국문 및 국한
문혼용을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먼저 김옥균은 1882년 11월(음력)무렵 임오군란 수습 차 수
신사절의 전권부사 겸 수신부사로 일본에 함께 갔던 김만식(金晩植)으로부터 치도 규식의 대체
와 조목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조선으로 귀국하지 않고 청나라의 푸저우(福州)에 체
류하며 ‘치도략칙(治道略則)’을 저술하였다. 치도와 관련하여 그가 제안 한 내용에는 ‘순검이 관
할하는 경계마다 판간[게시판]을 설치하여 규칙을 한문과 언문으로 작성하여 백성들이 볼 수 있
게 한다면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조례를 첨삭하고 이것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반포해서 백
성들이 이익과 손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즉 정부의 정책이나
규칙을 홍보하기 위한 문자로 언문을 사용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11)

12)

13)

만인소에 나타난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 6가지는 다음과 같다(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
물관 편, (만 사람의 뜻은 천하의 뜻)만인소,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7)
1. 淸과는 蕃邦으로서 2백년이 넘도록 信義交孚해 왔기 때문에 一朝에 皇이니 朕이니 하는 칭호로보내
온 일본의 國書를 容留한다면 淸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2. 일본은 朝鮮의 無備를 보고 豕突을 恣行하면 이를 制止할 길이 없다.
3. 미국은 우리의 虛를 窺硯하고 弱點을 侮視하여 어려운 請을 强要하거나 繼續될 수 없는 經費를 떠
맡길 수 있다.
4. 俄夷는 우리와 嫌疑가 없던 나라이기 때문에 遠交에 기대어 近隣에 挑戰하는 것이 되어 來侵할 수
있다.
5. 俄․美․日은 모두 같은 夷虜로서 어느 나라에 厚薄을 두기가 어렵다.
6. 耶蘇敎에 대해 傳敎無害說을 末尾에 붙인 것은 邪敎를 朝鮮에 流布시키려는 心算에 불과하다.
12) 박정규, 조보와 한성순보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사회과학논총 제10집, 1991, 189～193쪽.
13) 한성순보(제26호), 1884년 7월 3일자, 국내사보 , ‘治道略則’.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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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효는 1882년 8월(음력)부터 그해 11월(음력)까지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수신사절을 이
끌고 일본을 다녀오면서 사화기략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대부분 한문으로 저술되어 있지만,
1882년 10월 3일(음력)에 외국 공사관들과의 연회자리에서 읽었던 축사와 1882년 11월 9일(음력)
조선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 일본 국왕에게 하직하는 자리에서 읽었던 송사는 국한문혼용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일본에서 신문의 유익함을 목격하고 돌아오는 길에 신문발행을 위
해 유학 중이던 유길준 을 데려왔으며,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도움으로 일본인 기술자
를 초빙하기도 하였다. 박영효의 신문발행을 위한 노력은 보수 세력에 의해 늦어졌지만, 순한문
의 한성순보에 이어서 1886년 1월부터 발행된 한성주보는 국한문혼용이 시도되었다. 한
14)

15)

16)

17)

사화기략, 1882년 10월 3일자: 朝鮮이亞細亞洲에잇셔 各國을 通한일이 없더니 當今世界盛運이 大開
하年前에日本으로더부러로온條約을 다시定하고또米國․英國․德國을 레로괴여意外에 本國
亂變이있기 不幸일이나 우리 主上聖德으로 卽時亂盟을掃除야 萬年和約이 굳게되였으니 各國이慶
賀일이요……
사화기략, 1882년 11월 9일자: 使臣이 이번에 我大朝鮮國大王께옵셰 부리신명을 밧자와 오온後로 大
日本大皇帝陛下聖念으로特別이 款接하심을입사옵고 속속히批准이되와 兩國에 和睦이 더욱깁사온일을
使臣이 歸朝와 我主上께 奏達오면 聖心이 嘉悅심 응당자별시려니와 이후도 兩國이 交際가 漸
漸日新하기를 바라오며  洋槍一隊敎鍊올거슬 보신다난말삼을 外務卿樣의게 드렀사옵니이다……
15) 당시 유길준은 1881년 6월부터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경영하는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에서 유
학하고 있었다.
16) 수신사일행과 함께 입국한 일본인으로는 신문편집 스태프로 우시바 다쿠죠(牛場卓蔵)․다카하시 마사
노부(高橋正信)가 있었고, 인쇄기술자로 미와 고죠(三輪広蔵)․마사다 겐죠(真田謙蔵)가 있었다. 이 외에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郞), 武芸家 출신의 마쓰오 미요타로(松尾三代太郎)와 하라다 하지메(原田一),
목수인 혼다 세타로(本多清太郎)와 御夫佐伯의 직위에 있던 인물도 있었다. 이들은 1883년 1월 6일 조선
에 도착하였다. 그 중에 우시바․마사노부․이노우에는 게이오 기주쿠 출신이었다. 신문발행이 보수세
력에 의해 지연되자 이노우에를 제외한 우시바․마사노부 등 함께 왔던 일본인들은 돌아갔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선에 온 이노우에는 돌아가지 않고 보수파 김윤식(金允植)과 접촉하였다. 이노우에는
게이오 기주쿠에 1879년 2월에 입학한 후, 후쿠자와 자제의 가정교사와 고토 쇼지로(後藤象次郎/後藤象
二郎)의 비서로도 있었다. 그리고 게이오 기주쿠를 1882년 2월 졸업하였다. 조선 입국 후에는 1883년 외
아문의 고문으로 임명되었고,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발행에 직접 관여하였다(稲葉継雄, 井上角五
郞と 漢城旬報 漢城周報-ハングル採用問題を中心に , 文藝言語研究 12권, 1987, 209～214쪽; 李相
哲, 朝鮮における日本人經營新聞の歷史(1881～1945), 株式會社角川学芸出版, 2009, 24쪽).
17) 개화기에 사용된 국한문혼용의 예를 신교육의 태동기의 한성주보, 관제기의 황성신문, 학교령기의
서우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성주보(제1호), 1886년 1월 25일자, 국내기사 : 勅諭恭錄 同月二十八日 傳敎松營은곳保
障重地요畿海要衝이라陰雨之備를더욱少緩길업니守臣으로여곰兵丁을抄募여技藝를督勵고餉需
措辦之節은總理大臣의게의논야從長 稟處라시다.
황성신문(제1호), 1898년 9월 5일자, 논설 : 夫政府의用人은匠氏의用材과同야各其用處에適宜
을取니何者오匠氏가舍屋을經營몬져繩墨과準尺을持고材木의大小와曲直을分揀야棟梁에用
者棟梁에用고椽樞에用者椽樞에用고
서우(제1호), 1906년 12월 1일자, 본회취지서 : 凡物이孤면危고群면强며合면成고離면敗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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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보(제3호) 1886년 2월 15일자 사의 란에 ‘論學政 第三’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기사에는
국문사용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원컨대 要職에 있는 諸公들께서는 정부차원에서 의논하여 특별히 번역하는 기관을 설치, 각종
학과의 기술을 모두 언문으로 하게 해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번역된 것을 책자로 만들어 국내에
頒布하여 士民들로 하여금 이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학비
를 보조하여 격려 권장한다면 학문이 멀지 않아서 대대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西語에 이런 말이
있다. “朝鮮에 그 나라 글자가 있는데 동양 각 국의 글자 가운데 더욱 간편하다. 만약 조선의 士
民들이 그 나라의 글자를 이용하여 모두 그 편의함을 체득한다면 정치와 學政이 틀림없이 동양에
서 으뜸이 될 것이다.”
18)

즉 정부에서 번역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여러 학과와 관련된 도서를 언문으로 번역할
것과 이 도서를 사람들에게 배포하여 언문의 편리함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언문을 사용하여 교육한다면 정치와 학정이 동양에서 으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기
사에서 언문을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럽의 대학․중학․소학에서는 모두 본국의 문자와 언어로 가르치는데 사물에 대해 모르는 것
이 없다고 한다. 그들의 글자는 26자인데 자모가 相連되어 단어를 만들고, 分合에 따라 소리가 달
리 생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諺文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 글자로 初學者들을 교습시켜 2～3개월
만 되면 즉시 책도 읽고 글도 지을 수 있으며, 이 글자로 모든 서적을 기술하기 때문에 당초에 通
讀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義理를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다.
19)

유럽에서 사용하는 영어에 26개의 알파벳이 있듯이 우리의 언문에도 자음과 모음이 있기 때
문에 언문으로 초학자들을 교육시키면 얼마 되지 않아 책을 읽을 수 있고 글도 지을 수 있으며,
언문으로 된 책은 한자와 달리 통독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의리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성주보는 정치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언문 사용의 중요함을 언급한 점은 주목
할 필요가 있다.
3차 수신사절로 일본에서 신문의 유용함을 인식하고 돌아온 박영효․유길준이 한성순보의
발행을 준비한 궁극적인 목적은 언론을 통한 근대화 내지는 국가의 발전이었다. 하지만 한성순
은固然之理라矧今世界에生存競爭은天演이오優勝劣敗公例라謂故로社會의團體成否로써文野를別
며存亡을判니今日吾人이如此히劇烈風潮를撞着야大而國家와小而身家의自保自全之策을講究
면我同胞靑年의敎育을開導勉勵야人才를養成며衆智를啓發이卽是國權을恢復고人權을伸張基
礎라
18) 한성주보(제3호), 1886년 2월 15일자, 私議 , ‘論學政 第三’.
19) 한성주보(제3호), 1886년 2월 15일자, 私議 , ‘論學政 第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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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한성주보의 발행에 후쿠자와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은 이노우에가 관여하고 있었다. 우시바 다쿠죠(牛場卓蔵)․다카하시 마사노부(高橋正信)․미와
고죠(三輪広蔵) 등이 수신사[조선정부]에 의해 초빙된 인물이라면 이노우에는 재야에서 교육사업
에 전념하던 후쿠자와와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국권론자인 고토 쇼지로(後藤象次郎/後藤象二郎)
에게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받아 활동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노우에는 신문발행 과정에서 국한
문혼용의 채용을 위해 김윤식과 접촉하는 등 그의 역량을 아끼지 않았다. 조선 입국 당시 우시
바․다카하시 등이 한문활자만을 가지고 왔었지만, 후쿠자와의 경우 한성순보 발행 이전에 이미
일본에서 조선언문의 활자를 발주해 놓고 있었다. 후쿠자와는 1881년 지지고겐(時事小言)의
저술과 1882년 지지신포(時事新報)의 발행을 통해 서구 열강에 침식되어가는 청국과 사대주의
를 버리지 못하는 조선에 관심을 기울이던 시기였다. 이노우에 역시 조선이 근대화를 통해 청
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언론을 통한 개화였으며, 언론에서 채용할 문
자로 국한문혼용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후쿠자와와 이노우에는 신문의 발행과 함께 국한문혼용
을 채용하는 것은 서민의 개화에 유용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었고,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성순보에서는 국한문혼용을 실행하지 못했지만 한성주보에서 그 뜻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
다.
신교육의 태동기에 조선정부의 경우 신문발행에서 국한문혼용의 사용은 개화의 대상을 서민
층까지 확대하여 근대화와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의도였다면, 후쿠자와와 이노우에의 경우 국한
문혼용을 시도한 목적은 개화를 통해 조선이 청으로부터의 독립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
선 독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 신문발행이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었다면 후자의 경우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침략을 공식화하기 이전 상
황 하에서 국가적 정책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에 체류 중이던 박영효는 건백서 (1888년)에서 다음과 같이 언문에 대
해 언급하고 있다.
20)

21)

장년교를 세워 한문이나 언문으로 정치․재정․내외법률․역사․지리․산술․이화학․대의 등
의 책을 번역하여 관인 중에서 젊고 의기가 왕성한 사람들을 교육하거나(이것은 호당의 옛 일과
유사하며 그 이익은 반드시 클 것입니다) 혹은 팔도로부터 장년의 선비를 모집하여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학업을 이루어 내기를 기다려 과거의 법으로 그들을 시험하여 문관으로 택하여 등용하는
것입니다.
20) 稲葉継雄, 앞 논문, 209～223쪽 참조.
21) 이 무렵 후쿠자와는 일본의 독립과 안전을 위해 조선을 문명으로 유도하여 독립국이 되도록 원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福澤諭吉, 時事小言, 東京: 賣捌書林, 1881, 1～40쪽).
22) 건백서 : 一 設壯年校 以漢文或以諺文 譯政治財政內外法律歷史地理 及算術理化學大意等書 敎官人 之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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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이나 언문으로 정치․재정․내외법률․역사․지리․산술․이화학․대의 등의 책을 번역
하여 젊은 관료들을 교육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선비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문
관으로 등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문 사용이 주류를 이루었던 상황에서 서구학문에 대한 서적
을 언문으로도 번역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수단으로서 한문뿐만 아니라 언문의 중요
함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문소양을 많이 쌓은 장년의 선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언문
으로 된 서적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 유길준은 소학 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국문전용대신 국한문혼용으로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학 교과서의 편찬은 국문을 전주로 함이 가한가? 그렇다고 말한다. 그런즉 한자는 사용하지
않음이 옳은가? 아니라고 말한다. 한자를 어찌 폐지하리오. 한문은 폐지하되 한자는 가히 폐지하
지 못하는 것이다. 이른바 한자를 사용하면 이내 곧 한문이니 한자의 전폐라 하는 말은 우리가 아
직 해결하지 못하는 바이다. 이른바 한자를 연철하여 구독을 이른 이후에 비로소 가히 문이라고
이르니 글자와 글자를 따로 쓰는 것이 어찌 한문이리오. 또 우리의 한자를 차용함이 이미 오래되
어 그 동화한 습관이 국어의 일부가 되었으니 진실로 그 훈독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그 모양은 비
록 한자이나 결국 우리 국문의 부속품이며 보조물이다. 영국 사람이 로마자를 취하여 국어로 쓰는
것과 같으니 한자를 취용한 이유로 어떤 사람이 엄격히 대한의 국어를 가리켜 한문이라 할 것인
가? 영문 중에 희랍어를 수입 동화한 것이 있으므로 영문을 희랍어라 부르는 것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런즉 소학 교과의 서적은 국한자를 교용하여 훈독하는 방법을 취하면 될 것이며 ……
23)

결국 소학 교과서의 편찬은 국문을 위주로 하되 한자의 전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문만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자 차용이 오래 되
었고 한자가 이미 국어의 일부분처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자를 훈독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한자가 오히려 국어의 보조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이 로마자를 활용하
여 국어로 사용하는 것과 같으며, 영문에도 희랍어를 차용하였으나 이것을 희랍어라고 하지 않
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결국 소학 교육을 위한 교과서는 국한자를 혼용하여 훈독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서유견문 서(序) 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여기서 한자보다는 국문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少壯者(此似湖堂古事 而其益必大也) 或徵壯年之士于八道 以敎之 得其成業 以科擧之法試 之 而擇用於文
官事
23) 유길준전서Ⅱ, 1971,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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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문은 우리 선왕조가 창조하신 인문이요, 한자는 중국과 통용하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우리글을 순용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한다. 외국 사람과의 교류를 이미 허함에 나라 안의 사람이 상
하 귀천이나 부인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그들의 정형을 알지 않음이 불가하므로 서툴고 어려운 문
자로 어지러운 설명을 만들어 사실의 어긋남이 있기에 창달한 사지(詞旨)와 천근(淺近)한 어의에
의거하여 진경(眞境)의 상황을 무현(務現)함이 옳으니……
24)

즉 우리의 글은 세종 때 창제되었고, 한자는 오히려 중국과 통용하는 것이기에 우리글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882년부터 미국․영국․독일 등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과 국교를
맺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상대의 나라에 대해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서툴고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시키기 보다는 표현이 자유롭고 쉬운 우리글을 사용하여
진실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 개화사상가들은 동도서기적 입장에서 서구의 발달된
과학문명을 배워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국문 의 유용함이 주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제우에 의해 시작된 동학은 포교활동에서 국문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용담유사에 실린 9
편의 가사가 국문으로 되어있다. 또한 동학혁명 당시의 격문은 국한문혼용을 사용하였고, 한자
에는 국문으로 독음이 부기되어있었다. 민중에게 동학의 사상을 알리기에는 당시 보편적 생활
언어인 국문이 용이하였던 것이다.
선교계가 포교를 위한 문자로 국문을 사용한 것은 동학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기
독교 선교사들의 입국 이후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의 주관 아래 게일(James. S. Gale)과 헐
버트(Homer B. Hulbert)의 참여로 한영문법(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English과 한어
사전(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1890년)을 발행하는 등 선교계에서는 각종 기독
교 서적을 국문으로 발행하였다. 포교사업을 위해 채용한 문자가 국문이었다는 것은 기독교적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포교의 대상이 주로 서민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선교사 자신들의 입장에
서도 한자보다는 국문이 배우기에 더 편리하였을 것이다. 선교의 대상과 국문사용에 대해서는
1893년 1월에 채택된 장로교 선교부공의회의 다음과 같은 선교정책을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으
로 알 수 있다.
25)

26)

27)

전도의 목표를 상류층보다 근로계급의 귀도에 두는 것이 더 낫다.
2. 모성은 후대의 양육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관계상 부녀자의 귀도와 청소년의 교육을 특수
1.

유길준전서Ⅰ, 1971, 8쪽.
전민호, 앞 논문, 2012, 27쪽 참조.
26) 유길준이 주장하는 국문 또는 우리글은 국한문혼용을 가리킨다(13쪽 인용문 참조).
27) 구인모, 국문운동과 언문일치 , 국어국문학논문집 제18집, 1998, 69～70쪽참조.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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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3. 군소재지에 초등학교를 설치함으로써 기독교교육에 성과가 많을 터이니 선교부소관학교에
재학한 남학생들을 교사로 양성하여 각 지방으로 파송한다.
4. 교육받은 교역자를 배출하는 희망도 우리 교육기관에서 실현될 것이니, 이 점에 항상 관심을
두어야 한다.
5. 사람의 힘이 다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회개시키니 모든 힘을 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한 말로 성경을 번역하여 세상에 내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6. 모든 문서사업에는 한자의 구속을 벗어나고 순한글을 사용함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
28)

선교의 대상을 소수의 특권계층 보다는 다수의 서민층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교적
전통교육에서 형식적 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부녀자에 대해서도 교육의 주요 대상으로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사업에서도 포교의 주요 대상인 서민에게 가장 적합
한 국문을 채용했던 것이다.
1886년 9월부터 1891년 12월까지 약 5년간 육영공원 교사로 근무하였던 헐버트는 육영공원
재직 당시 학원들이 세계의 역사와 지리에 관심을 보이자 국문으로 민필지라는 세계 사
회․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기도 하였다. 헐버트는 1897년 6월부터 1902년 5월까지 한성
사범학교에 재직하면서 민필지를 교과서로 사용하였고, 사민필지 한문이라는 교과서는
1896년에 한문으로 학부편집국에서 출판하였다. 선교계의 국문사용을 통한 포교사업은 개화기
내내 계속되었고 국문사용의 정착에 공헌하였다.
29)

30)

Ⅲ. 관제기(1894. 7～1906. 8)의 국문 및 국한문혼용
관제기에 주장된 교육수단으로서의 국문 및 국한문혼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894년
8월에는 군국기무처에서 군졸들을 위한 교과서를 국문으로 편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의안으로
올리고 있다.

백낙준,『한국개신교사; 1832～1910』, 연세대학교출판부, 1973, 212쪽 참조.
29)『민필지』는 출간되기 이전인 1889년 육영공원과 배재학당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다. 1891년 순한글판
으로 편찬된 이 책은 자연현상,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지리, 정치 제도 등을 소개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좀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처음으로 미국 하와이에 이민
단이 갔을 때에도 이 책이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http://www.hulbert.or.kr/에서 2012년 4
월 2일 인출). 이 책은 1906년 국한문혼용본으로도 출판되었다(전민호, 헐버트(H. B. Hulbert)의 활동과
교육사상 고찰, 한국교육학연구 제16권 제1호, 9쪽).
30) 이종국, 앞의 책, 125쪽 참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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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군졸들은 교양을 받지 못하여 체조와 총을 메는 것이 직분인 줄만 알고 나라를 지키고 백
성을 보호한다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기율이 이 때문에 엄하지 못하고 담력이 이
때문에 굳세지 못하니, 군무아문에서 ‘군졸 교과서’를 국문으로 편찬하여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가르쳐 주는 사안입니다.
31)

교양을 받지 못한 군졸들에게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해
주기 위해 국문으로 교과서를 편찬하여 가르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시기 통용되던 문자 중에
국문이 교육수단으로서 가장 용이하였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891년 7월 7일 일본학자들에 의해 창립된 동방협회(東邦協會)는 1894년 8월 22일에 조선국
민교육신안(朝鮮國民新案)에 대한 상담회 를 개최하였는데, 조선의 관립일어학교에서 약 2년간
교관을 지낸 경험이 있었던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郞)는 연설에서 ‘소학교’, ‘국문’, ‘여자
의 교육’, ‘중학의 교과’ 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의제 중의 하나
가 ‘조선국에 있어서 교육상 채용할 문자 및 문장은 어떠하여야 하는가?’였다. 일본 학자들 사
이에서도 학회차원에서 조선 교육 중 교육수단으로서 어떠한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견해가 갑오개혁기에 조선의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
다.
후쿠자와는 1895년 1월부터 자신이 경영하는 게이오 기주쿠 안에서 조선어를 연구하기 위해
1년 과정의 조선어 학교를 설립하여 언문․철자강의(綴字講義)․단어․연어(連語)․번역․실지연
습(實地演習) 등을 가르쳤다. 1895년 2월에 고종이 교육입국조서 를 발표하자 후쿠자와는 지
지신포(時事新報)를 통해 조칙의 본문은 언문혼교(諺文混交)로 되어 있으며, 조선국의 독립부강
을 기대한다고 논평한 후 교육조서 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독립자존
을 위해 조선이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1880년 초반 국제정세에 대한 후쿠자와의 상황
인식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895년 9월 무렵 학부에서 소학교령 과 소학교 규칙대강 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응익(李應
翼)이 실무를 담당했고, 내각 심의 과정을 통해 각부 대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학부에는 일본인 고문관 다카미 가메(高見龜)와 노노무라 킨고로(野野村金五郞)가
고용되어 법령 마련에 참여하였고, 각의안 단계에서는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의 검토를 거쳤
32)

33)

34)

고종실록, 1894년(고종 31년) 8월 28일자: 一 本國軍卒 未有敎養 但知體操 擔銃之爲職分 而不知衛國
護民之爲何事 紀律以之未嚴 心膽以之未固 由軍務衙門 以國文編纂 軍卒敎科書 每日限時間敎授事
32) 한용진, 명치기 일본의 한국교육 인식 변천(1) , 한국교육사학 제25권 제1호, 2004, 112～115쪽 참조.
33) 敎育時論(제349호), 1894년 12월 25일자, 朝鮮語の 硏究 .
34) 時事新報의 기사를 敎育時論이 재인용하였다(敎育時論(제357호), 1895년 3월 15일자, 朝鮮國王
の 敎育に 關する 詔勅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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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일본의 영향이 상당히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러일전쟁 발발 후 1904년 6월 3일자 
敎育界의 韓國の 敎育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이듯 일본의 많은 학자들은 후쿠자와의 국
권론적 입장과 같은 인식의 틀에서 청나라 대신 한반도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러시아를 물리
치기 위해, 그리고 사대정신을 타파하고 독립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조선에서 교육의 역할을 강
조하였다. 조선의 교육을 비롯하여 내정에 관한 일본의 관심과 간섭은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이후 더욱 그 강도가 세어진다. 신교육의 태동기에는 후쿠자와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선
의 근대화를 시도하였다면, 관제기 이후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학자들 사이에서도 조선의 교육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일본학자들의 조선교육에 대한 인식 역시 후쿠자와의 인식의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있
지 않았다.
한편, 1898년 9월 5일자 황성신문 제1호의 사설 에는 본 신문이 국한문혼용으로 발행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35)

36)

先王의 創造신 文字로 並行코져샤 公私文牒을 國漢文으로 混用라신 勅敎 下시니 百
揆가 職을 率야 奔走奉行니 近日에 관보와 各府郡의 訓令指令과 各郡에 請願書報告書가 是라
現今에 本社에셔도 新聞을 擴張몬져 國漢文을 交用거 尃혀 大皇帝陛下의 聖勅을 式
遵 本意오 其次 古文과 今文을 幷傳코져이오 其次 僉君子의 供覽시 便易을 取
이로라
37)

즉 국한문 혼용의 이유가 첫째, 칙교에 따라 관보와 훈령 등이 국한문혼용을 사용하고 있기에
본사의 신문도 이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칙교란 1894년 12월의 ‘공문식’을 말한다. 둘째
는 옛 문자와 현재의 문자를 모두 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시 일상생활에서 국문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셋째는 독자들이 공감하는데 편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국한문혼
용이 한자보다 담론형성에 더 편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박은식은 1904년에 간행된 학규신론(學規新論)의 론국문지교(論國文之敎) 에서 국문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나라의 문명은 반드시 교화에 말미암는다. 교화가 널리 미치고 날로 융성하게 하려면 반드시
온 나라의 인민이 한 사람도 배우지 않은 자가 없는 뒤에라야 될 수 있다. 온 나라 인민으로 하여
금 모두 학문에 통달하게 하려면 국문의 가르침보다 더 편리한 것이 없다. 대체적으로 학문은 저
김경미, 갑오개혁기 초등교육개혁의 전개 과정 , 한국교육사학 제22권 제1호, 2000, 31쪽 참조.
36) 敎育界, 1904년 6월 3일자, 韓國の 敎育 .
37) 황성신문, 1898년 9월 5일자, 사설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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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국문은 남자나 부녀자를 막론하고 모두 배울 수 있는 것이다.
…… 대체로 인간의 윤리를 밝히는 것이라든지 이용후생에 유익한 글들을 모두 국문으로 번역하
여 책으로 만들어서 널리 나라 안에 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루 읽게 한다면 교화의 융흥은 멀지
않은 앞날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8)

당시 제국신문이 모든 계층에서 읽혀지고, 조선 중기에 김정국(金正國, 1485～1541)이 간행
한 구결소학(口訣小學)․ 언해삼강이륜행실도․ 언해정속(諺解正俗)․ 언해향약․ 언해농
서․잠서(蠶書)․언해창진방(諺解瘡疹方)․벽온방(辟瘟方) 등의 서적이 널리 읽힌 예를 들
면서 교화를 위해서는 국문이 편리하며, 윤리를 위한 글이나 이용후생에 유익한 글을 모두 국문
으로 번역하여 읽게 하면 교화의 융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교육의 수단으로서 한자보다는
국문을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시기 김옥균․박영효․유길준 등의 개화사상가뿐만 아
니라 박은식․장지연․유근 등의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신지식인들도 국문 사용의 중요함을 인
식하고 있었다.
1886년 7월 육영공원 교사로 조선에 왔던 헐버트 역시 그의 주요한 관심 분야는 조선의 역
사․문화와 함께 국문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1901. 1.～1906.
12.)의 발행을 통해 조선의 문화․역사․풍습․언어 등을 소개하였는데, 그중에서 1904년 10월부
터 그해 12월까지 3회에 걸쳐 게재한 조선에서 교육의 필요(The Educational Needs of Korea) 라는
제목의 글에는 조선교육에 대한 그의 견해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는 국문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39)

조선은 영국에서 유행하던 대부분의 책들이 라틴어로만 출판되고 영어로 된 것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던 당시(14세기)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다. 조선인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로 현대 소설을 써
야한다고 누군가 제안할 때 웃는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다. 그러나
초서(Chaucer)가 과감하게 거대한 편견에 대항한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조선인들은 매력적인
이야기꾼들이다. 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조선인을 설득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 조선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애착을 가졌던 한자보다 국문이 훨씬 더 나은 사고의 매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40)

즉 예전에 영국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면서도 대부분의 책들이 라틴어로 출판되던 14세기
상황이 지금의 조선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영국의 초서가 그랬듯이 조선도 사고의 매체로 국문
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만열 편, 한국근대사상가선집 4, 한길사, 1980, 71～72쪽.
39) 그의 국문 연구와 관련된 글은 코리안 레포지터리와 코리아 리뷰에 모두 13편이 게재되어 있다.
40) The Korea Review, 1904, pp.447～44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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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버트는 국문 사용의 중요성과 함께 교육에서 국문으로 된 교과서의 사용이 중요함을 인식
하고 있었다. 1907년 7월 22일 헤이그 특사 활동 당시 뉴욕헤럴드에 을사늑약은 결코 체결되
지 않았음을 알림(Says the Corean-Japanese Treaty Never was Signed) 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에
도 “나는 최근 조선어(국문)로 된 교과서의 총서를 편찬하는데 15,000 달러를 사용하였고, 이것
이 조선의 언어를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라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그는 국문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41)

현존하는 사람들의 종교, 어느 정도 인식되는 숭배, 유교는 한자 안에 내포되어 있다. 한자는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의 커다란 장벽을 형성한다. 상류층은 그 장벽이 해체되는 것을 꺼렸을 것이
다. 장벽을 공격하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자신의 본연의 특성을 계승한 사람 중에 훌륭한 교양을

가진 서민에게 주어지며 그의 지위는 역전된다. 진정한 교육은 몇몇의 부분에서가 아니라 많은 부
분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탤릭체로 쓴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들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비록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국문으로 쓰여진 문헌들은 한자
로 쓰인 것보다 더 흥미롭고 활기차다는 것이다.
42)

실질적인 학습은 학생들이 현재 한문에 젖어있는 상태를 곧 벗어나게 할 것이고 방법은 한문을
완전히 끊어버림으로써 열리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편 흥미 있는 주제를 실은 교과서
는 순수한 국문으로 인쇄되어야 하고 학생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읽도록 하고 그 의
미를 발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43)

그는 오랜 기간 조선이 유교적 문화 안에서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장벽이 생겼으며,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민들에게 훌륭한 교양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학습은 한문을 완전히 버림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
다. 또한 국문이 한자보다 더 흥미롭고 활기차기 때문에 국문 교과서를 사용하여 교육하고 교양
을 쌓게 하자는 것이다.
이 시기 선교계에서 발행된 신문을 살펴보면, 먼저 아펜젤러(H. G. Appenzeller)에 의해 1897년
2월 창간된 죠션크리스도인회보의 발행 목적은 조선에 있는 교회에서 생긴 중요한 사건과 특
이한 소문을 교인에게 전하고, 독자들에게 세계의 유익한 소문과 각국의 사건을 알게 하여 개명
과 진보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언더우드에 의해 1897년 4월에 창간된 그리스도신문(1897.
4～1905. 6)의 발행 목적은 조선 백성들의 지식을 널리 펴는 것이었다. 개화기 조선에서 선교
44)

45)

년 7월 22일자, ‘Says the CoreanJapanese Treaty Never was Signed’
～

41) New York Herald, 1907

42) The Korea Review, 1904, pp.449 450.
43) The Korea Review, 1904, p.536.

죠션크리스도인회보(제1호), 1897년 2월 2일자, 죠션회보라   발명이라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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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은 기독교의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국민 전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교와 근대화의
목적달성을 위해 신문에서 채용한 문자는 국문이었다. 그리스도신문은 국문이 편리 말 이
라는 논설에서 한자는 실용적이지 못한 문자라고 비판하였다. 대한크리스도인회보도 한문
글와 국문 글에 관계 라는 제목의 기사를 2회로 나누어 게재하였는데, 한문만 숭상한 인물
은 나라에 쓸데없는 물건이고 경제상에 식충이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의 찌꺼기 학문만 고집하
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학문을 전국 인민에게 속히 교육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국문을 온전히
쓰는데 있고 결단코 한문을 쓰는데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선교계 역시 조선의 근대화와 포
교사업의 수단으로 한문보다는 국문이 실용적임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문사용에 대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관제기였다. 1894년 6월부터 발행
된 관보는 국한문 혼용으로 간행되었고, 같은 해 9월에는 ‘공문식’이 발표되었다. 1895년 1월
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홍범14조 를 포함하는 독립경고문 이
한문․국문․국한문혼용으로 종묘에 봉고(奉告)되었는데, 국문의 제목은 ‘대군쥬게서 종묘에 젼
알시고 셔야 고신 글월’이었다. 1895년 2월에 발표된 교육에 관한 조칙 역시 국한문
혼용으로 반포되었고, 그 후에 한성사범학교 관제 ․ 소학교령 ․ 외국어 학교 관제 를 비롯한
모든 법령은 국한문 혼용으로 반포되었다. 관제기에는 독립신문․협셩회회보․매일신문․
대한매일신보가 국문으로 간행되었고, 황성신문이 국한문혼용으로 간행되었다. 즉 박영효․
유길준 등 일본의 선진 문물을 경험하고 관료의 위치에 있던 지식인들은 국한문혼용을 지향하
였고, 학부에서 간행한 교과서의 대부분은 국한문혼용이었다. 서재필을 중심으로 하는 협성회
와 그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은 신문 발행에 있어서 국문을 시도하였고, 남궁억․유근(柳瑾)․
박은식․장지연 등의 유교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개화지식인들은 언론매체의 문자로 국한문혼용
을 사용하였다.
46)

47)

48)

49)

Ⅳ. 학교령기(1906. 8～1911. 8)의 국문 및 국한문혼용
이 시기 국문사용과 관련하여 주시경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신문(제1호), 1897년 4월 1일자.
46) 그리스도신문, 1897년 8월 19일자, 국문이 편리 말 .
47) 대한크리스도인회보(제155호), 1900년 1월 17일자, 한문 글와 국문 글에 관계 .
48) 대한크리스도인회보(제156호), 1900년 1월 24일자, 한문 글와 국문 글에 관계 .
49) 김종국, 앞의 책, 125쪽.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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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국 인민의 샹을 돌니며 지식을 다 널펴주랴면 불가불 국문으로 각학문을 져슐며 번역
여 무론 남녀고 다쉽게 알도록 쳐 주어야 될지라 영 미 법 덕 흔 나라들은 한문을 구
경도 못엿스되 뎌럿틋 부강을 보시오 우리동반도 쳔여년 젼브터 국 이쳔만즁 회에
날로로 통용 말을 입으로만 서로 젼던 것도 큰 흠졀이어 국문 난후 긔년에 뎐 
도 만달지 안코 한문만 슝샹 거시 엇지 붓그럽지 아니히오. 금이후로 우리 국어와 국문을
업수히 녁이지 말고 힘써 그 범과 리치를 궁구며 뎐과 문법과 독본들을 잘 만달어 더 죠코
더 편리 말과 글이 되게  아니라 우리 왼 나라 사이 다 국어와 국문을 우리나라 근본의
쥬쟝글노 슝샹고 사랑여 쓰기를 라노라.
50)

즉 남녀의 지식을 쉽게 넓혀주기 위해 국문으로 여러 학문을 저술하거나 번역해야하고, 한문
을 사용하지 않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었듯이 한문만 숭상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국어와 국문이 더 편리한 말과 글이 되게 해야 하며, 근본을
주장하는 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길준은 황성신문 1908년(융희 2년) 6월 10일에 小學敎育에 對 意見 이란 제목의 글
에서 소학교육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小學은 國民의 根本敎育이라 高尙 文學을 主이
아니오 人世의 普通知識을 幼年者의 腦中에 浸染야 習이 性으로더브 成야 將來善良 國
民이되게 이니”라 하여 소학교육의 목적을 보통지식교육을 통한 미래의 선량한 국민육성에
두었다. 소학교육의 방법으로는 세 가지 즉 ‘一, 國語로 以는 事․二, 國體에 協는 事․三,
普及을 圖는 事’를 주장하였다. 우선 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
술하고 있다.
盖其國語로 以는 所以는 見童의 講習의 便易케는 同時에 自國의 精神을 養成기 爲이라
故로 大韓國兒童의 敎科書籍은 大韓國語를 用이 可거날 近來行用는 小學書籍을 觀건
國漢字를 混用야시나 漢字를 主位에 寘야 音讀 法을 取고 國字 附屬이되야 小學用으
로 國文도아니며 漢文도아인 一種蝙蝠書籍을 成지라 是以로 滿堂 小兒가 敎師의 口를 隨
야 高聲蛙鳴고 或其文意를 叩 則茫然히 雲霧中에 坐야 其方向에 迷 者가 十의 八九에 是
居니 此 國中子女에게 鸚鵡敎育을 施이라 善美 效果를 豈得리오 故로 曰小學敎科書
國語를 專用치아님이 可치안타노라
51)

즉 국어로 교육해야 하는 이유는 아동의 학습에 편리하고 국가의 정신을 양성하기 위함이라
는 것이다. 당시 사용되던 교과서는 국한자 혼용이긴 하나 한자를 위주로 하여 음독하기 때문에
국어는 부속어에 불과하며, 국문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기 때문에 소학 교육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서우(제2호), 1907년 01월 01일, ‘국어와 국문의 필요’.
51) 황성신문, 1908년(융희 2년) 6월 10일자, 小學敎育에 對 意見 ; 유길준전서Ⅱ, 257～258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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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결국 아무리 교사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노력해도 교육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
며 그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체를 따르는 일이란 국가의 기초를
공고케 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보급을 도모하는 일이란 나라 안
의 자제로 하여금 배우지 않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육의 의무
를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유길준은 소학교육에서 국문전주와 한문전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新生未成 膓胃에 堅硬難消 食料를 與즉 身軆에 滋養되지못기 姑舍고 一生의 痼病
을 必成지니 此와 如야 複雜難觧 漢文으로 脆軟未熟 頭腦를 攪亂면 知識을 增長치못
아니라 精神을 耗損야 百年의 疾崇를 讓成지라 …… 然則小學敎科書의 編纂은 國文을 專主
이 可가 曰然다 然則漢字 不用이 可가 曰否라 漢字를 烏可廢리오 漢文은 廢호 漢
字 可廢치못나니라 曰漢字 用면 是乃漢文이니 子의 全廢라는 說은 吾人의 未觧는바
이로라 曰漢字 連綴야 句讀을 成 然後에 始可曰文이니 字字別用이 豈可曰漢文이리오 且
夫吾人이 漢字 借用이 已久야 其同化 習慣이 國語의 一部를 成야시니 苟其訓讀는 法
을 用 則其形이 雖曰漢字이나 即吾國文의 附屬品이며 補助物이라.
52)

즉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병을 얻게 되는 것처럼 복잡하고 난해
한 한문은 어린 학생들의 미성숙한 두뇌를 교란시켜 지식이 쌓이지 않고 오히려 정신을 해롭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국문을 사용하되 한문이 아닌 한자를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자를 별개로 사용함은 한문이 아니며, 한자의 차용이 오래되어 국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08년에 유길준은 노동야학독본이라는 국어용 교과서를 편찬하기도 하였
다.
학교령기는 통감부 설치기와 맞물려있다. 통감부 설치 이후 학부 조직 내에 일본인 관료가 중
요한 요직을 차지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은 확대되어 갔다. 1906년 8월에는
보통학교령 에 의해 기존의 관립소학교․공립소학교가 관립보통학교․갑종공립보통학교․을종
공립보통학교로 구분되었다. 수업연한은 소학교 6～7년에서 보통학교 4년으로 단축되었고, 국어
와 일어 과목이 주당 6시간씩 동일하게 배당되어 일어의 비중이 높아졌다. 일어의 비중이 높아
지자 일본어 교육을 위해 일본인 교사가 보통학교에 채용되었고, 이들은 일반교사가 아닌 학교
운영책임자인 교감의 직위에 있었다. 따라서 식민지 교육을 위한 준비작업 수행에 일본인 교
감의 역할은 상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령 에 의해 학교의 명칭이 중학교에서 고등학
53)

54)

황성신문, 1908년 6월 10일자.
53) 古川宣子, 日帝時代 普通學校體制의 形成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40～41쪽 참조.
54) 앞 논문, 55쪽 참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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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회지의 문자채용

학회지명
서사양식
발행처
대조선독립협회회보 국한문혼용/국문/한문 독립협회
대동학회월보
국한문혼용 및 한문
대동학회
기호흥학회월보
국한문혼용 및 한문 기호흥학회
대한유학생회학보
국한문혼용
대한유학생회
대한자강회월보
국한문혼용
대한자강회
대한학회월보
국한문혼용
대한학회
대한협회월보
국한문혼용
대한협회
대한흥학보
국한문혼용
대한흥학회
서북학회월보
국한문혼용
서북학회
서우
국한문혼용
서북학회
태극학보
국한문혼용
태극학회
호남학보
국한문혼용
호남학회

<표 2> 언론매체의 문자채용

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공립신보
해조신문

서사양식
국한문혼용
국문
국문
국문

발행처
독립협회
공립협회

발행기간
1896. 11 ～ 1897. 7
1908. 2 ～ 1909. 9
1908. 8 ～ 1909. 5
1907. 3 ～ 1907. 5
1906. 7 ～ 1907. 7
1908. 2 ～ 1908. 11
1908. 4 ～ 1909. 3
1909. 3 ～ 1910. 5
1908. 6 ～ 1910. 1
1906. 12 ～ 1908. 5
1906. 8 ～ 1908. 11
1908. 6 ～ 1909. 3

발행기간
1898. 9 ～ 1910. 9
1904. 8 ～ 1910. 8
1905. 11～ 1909. 1
1908. 2 ～ 1908. 5

비고
관제기
학교령기
학교령기
학교령기
학교령기
학교령기
학교령기
학교령기
학교령기
학교령기
학교령기
학교령기

비고
관제기～학교령기
관제기～학교령기
미국에서 발행
러시아에서 발행

교로 바뀌면서 수업연한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1908년 8월에는 교육구국운동의 영향으
로 전국적으로 학회와 사립학교들이 설립되자 학회령 과 사립학교령 에 의해 학회와 사립학
교의 확대를 억제하였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사용인가를 받은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
기도 하였다. 기존의 한성사범학교도 1906년 8월의 사범학교령과 사범학교령시행규칙에 이해 관
립한성사범학교로 개편되었다. 그런데 사범학교령 공포 이전부터 학부참여관 히데하라 다이치
(幣原坦)는 마스도 츠루키치(增戶鶴吉)․사이토 긴지(齊藤欽二) 등의 일본인을 관립한성사범학교
교관으로 초빙하였고, 이들은 1908년 1월 1일자로 관립한성사범학교의 정식 교관으로 발령을 받
았다. 이후 1910년까지 7명의 일본인이 이 학교의 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일본인 교관들은 관
립한성사범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된 보통학교 교원 하기 강습회에 강사로
참여하였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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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일본은 정책적으로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조선의 교육에 적극 간섭하였다. 가와무
라 다케사부로(河村竹三郞)는 교육시론에 ‘조선교육론’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의 부식(扶植)은 제
국의 의무이며, 동화주의와 식민주의를 위한 교육의 역할과 조선에서 일본어의 보급을 계획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교육보지(敎育報知), 교육공보(敎育公報), 교육계(敎育界)등
의 언론을 통해 일본의 학자들은 식민지 교육을 대비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학교령기에 정부에 의해 공포된 법령이나 학회에 의해 발행된 학회지가 대부분 국한문 혼용
으로 되어 있고(표 1), 이 시기에 사용한 교과서도 대부분 국한문혼용이었다. 언론매체에서는 
황성신문이 국한문혼용이었으며, 해외에서 발행된 공립신보․해조신문은 국문이었다(표 2).
이 시기에 국문 및 국한문혼용이 보편화 되었다.
56)

Ⅴ. 맺으며
신교육의 태동기에 조선정부가 왕권강화 및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개화 정책 중의 하나
는 이언과 같은 신서적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배포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은
전국 유생들의 반발에 부딪쳤고 위정척사의 물결이 더욱 거세지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박영효․
유길준 등 일본 선진문물의 영향을 받은 개화사상가들이 주도한 한성순보의 발행도 보수세력
의 반발로 순조롭지 않았다. 이 시기 김옥균과 박영효는 국민 계몽을 위한 교육수단으로 언문의
사용을 주장하였고, 유길준은 국한문혼용을 주장하였다. 물론 조선 정부와 개화사상가들이 국문
및 국한문혼용 사용을 주장한 궁극적인 목적은 조선의 부국강병과 근대화였다. 반면 후쿠자와와
이노우에가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발행을 도우며 국한문혼용을 시도한 의도는 일본의 독
립자존의 한 수단으로서 조선에 대해 사대주의 파타와 독립정신의 함양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
적 차원의 전략이었다. 동학은 포교 대상의 대부분이 서민층이었기 때문에 동학사상을 보급하는
수단으로 국문을 사용하였다. 선교계는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포교사업에서 국문을 채용하였으며
이것은 개화기 내내 계속되었다. 주요 포교대상이 서민층이었던 동학과 기독교는 포교 사업 과
정에서 국문을 사용함으로써 개화기 국문사용의 정착에 공헌하였다.
관제기에는 조선정부와 정치에 참여한 개화사상가들에 의해 국문 및 국한문혼용이 시도되었
다. 관료의 위치에 있던 유길준은 국한문혼용을 주장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부에서 간행한
교과서의 대부분이 국한문혼용이었다. 이 시기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선의 교육정책 및 문
김성학, 서구교육학 도입의 기원과 전개, 문음사, 1996, 73～75쪽 참조.
56) 敎育時論, 1906년 10월 15일․10월 25일․11월 5일자, ‘조선교육론 (상․중․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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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채용에 간섭하였다. 이 시기 대부분의 법령이 국한문 혼용으로 반포되었는데 이것은 조선정부
의 입장에서는 나라의 근대화 및 독립자존이었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근대화를 통
해 한반도에서 청나라와 러시아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국가적 전략으
로 교육정책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내정과 교육에 대한 일본의 간섭은 러일전쟁
이후 점차 확대되어 간다. 그리고 조선의 교육에 대한 일본학자들의 관심은 언론을 통해 공론화
되었는데 대부분의 기사는 후쿠자와의 국권론적 입장과 같은 인식의 틀 안에 있었다. 이 시기
언론매체에서도 국문 또는 국한문혼용을 사용하여 근대화의 필요와 교육의 중요함에 대한 기사
를 게재하였다. 그 결과 백성의 계몽과 함께 국문 및 국한문혼용의 정착에 공헌하였다. 선교계
역시 죠션크리스도인회보․그리스도신문등을 국문으로 발행하였으며, 선교의 주요 대상을
양반보다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문서사업에서 채용한 문자는 국문이었다.
학교령기에 정부는 공문서류에 대해 국한문혼용만을 인정하였다. 교과서 역시 국어과를 제외
하고 대부분 국한문혼용이었다. 학회에 의해 발행된 학회지가 대부분 국한문혼용이었으며, 언론
매체도 국문 또는 국한문혼용을 사용하였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본인 관료가 학부 내에서 요직
을 맡으면서 식민지 교육을 위한 기초작업이 시행되었다. 이 시기 주시경은 근본을 주장하는 글
이 국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유길준은 한자 차용이 오래되어 국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
에 국문전주보다는 국한문혼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그는 개화기 내내 국한문혼용
을 주장하였다. 공립신보․해조신문과 같이 해외에서 발행된 신문은 국문을 사용하였다. 결
국 국문 및 국한문혼용의 보편화는 조선의 근대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교육수단으로서 여러
요인들이 중층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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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Korean and Korean mixed
with Chinese characters' Establishment
as a means of education in the Enlightenment Period

Jeon, Min-ho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Korea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d the process Korean and Korean mixed with Chinese characters' Establishment as
a means of education in the Enlightenment Period. To understand whole outline of this, I divided the

～

whole enlightenment period into embryonic stage of new education(1881. 5 1894. 7), Kwanjegi(1894.

～
～
t․the progressive intellectuals of Joseon․the scholars of Japan․the pulpit about Korean and Korean and
7 1906. 8), and Hakkyoryongi(1906. 8 1911. 8) and investigated the position of the Joseon governmen

Chinese characters. The government and the progressive intellectuals of Joseon asserted Korean and Korean
mixed with Chinese characters' Establishment as a means of education for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福澤諭吉) and Inoue(井上角五郞)

power in the embryonic stage, and the scholars of Japan as Fukuzawa(

tried to use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on a personal level by helping publish a newspaper in the
embryonic stage of new education. The intellectuals based on the Confucian as well as the progressive
intellectuals emphasized Korean and Korean mixed with Chinese characters, but Japan’s government tried
to use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by policies in the Kwanjegi and Hakkyoryongi. Donghak and the
pulpit contributed to common of Korean through the using Korean in missionary work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In conclusion, Korean and Korean mixed with Chinese characters' Establishment was
achieved mixing influence of many factors as a means of education for Joseon's Modernization.
Key words : Korean, Korean mixed with Chinese characters, embryonic stage of new education, Kwanjegi,
Hakkyory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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