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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은 �신정심상소학�(1896)의 다층  의미를 밝히는 데 그 목 이 있다. �신정심상

소학�에 드러난 교과서의 규범화(내용, 구성, 체제, 문체 등) 문제를 ‘갑오 교육개 ’의 

배경과 련하여 분석하고, 한일 교과서의 생산과 흐름 속에서 차용과 번안의 산물로 

정착되는 과정을 실증하 다.

조선의 학부가 세 번째 교과서로 개발한 �신정심상소학�(1896)은 본이 된 일본의 

�심상소학독본�(1887)을 그 로 이식하거나 직역한 것만은 아니다. 근  교육의 토 가 

미흡했던 상황에서 본의 체제와 내용을 조선의 학제에 맞게 압축․변용하 으며, 조선

의 실에 맞게 규범화하고자 하 다. 그 결과 단원의 체계  권별 구성의 짜임새는 

덜하지만 단원의 난이도, 문장의 길이, 제재의 분포 등을 고려한 새로운 교과서를 생산하

기에 이르 다. 교과서 앞에 붙은 ‘신정(新訂)’이란 용어는 차용과 번안의 의미를 부각시

킨 것으로 조선 학부가 만들어낸 고유의 명명이었다. 차용과 번안의 구체  양상은 주요 

단원의 내용  삽화를 비교하여 3장에서 실증하 다.

 * 숙명여자 학교 리더십교양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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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생산(개발)과 흐름(유통)은 미디어와 기타 언론의 성장을 발함으로써 근  

교육  공론의 장을 확장시켰다. 특히 조선어 교원의 우리말 의식을 높이고 교수학습 

지식을 공고히 하는 데 매 역할을 했다. 그런 에서 �신정심상소학�은 비록 그것의 

체제와 구성, 제재 등에서 일본의 교과서를 차용하 지만 상징에서 실제로, 선언에서 

구체로 옮겨간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신정심상소학�은 근  교육을 한 조선의 

학부, 특히 온건개 의 산물이었으며, 공립보통학교 체제가 성립되는 1905년까지 갑오 

교육개 의 이상을 장에서 구 한 근  계몽기 국어과 교과서의 원형이었다.

주제어:근대 교과서, 규범화, 독본, 번안, 삽화, 심상소학독본(1887), 신정심상소학(1896), 

차용

Ⅰ. 문제제기  연구사 검토

이 은 근  계몽기 ‘갑오 교육개 ’을 배경으로 등장한 �신정심상소학�

(1896)에 한 연구이다.1) 주지하다시피 근  계몽기 최 의 교과서는 �국

민소학독본�(1895)이다. 이어서 �소학독본�(1895)과 �신정심상소학�(1896) 

이 차례로 개발되었다. 갑오 교육개 의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3종의 근

 교과서는 조선 정부의 교육 기조를 반 하고 있으며, 향후 국어 교과서

로 분화되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내용, 구성, 체제, 문체 

면에서 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신정심상소학�은 갑오 교육

개 기 교육 장에서 일정기간 실제로 사용되었고, 이후 다른 국어 교과서

에도 많은 향을 주었다. 이 의 목 은 �신정심상소학�을 심으로 이 

시기 교과서의 다층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1) ‘갑오 교육개 ’에 한 명명과 시기 구분은 교육사학계의 논의를 참조하 다. 한용

진․정미량, ｢개화기 국가 수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1945년 이  국가수  교육과

정�, 한국교육사학회, 2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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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  교과서의 구체상이 다각도로 조명되면서 자료와 연구가 축

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텍스트와 달리 교과서라는 텍스트의 특수성을 분

석하기엔 여 히 정교함이 부족한 실정이다.  역사  배경과 문화사  

지평도 아직 소한 편이다. 교과서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궤 을 구체

으로 확인하는 일도 그 필요성만 제기해왔지 실질 으로 진행된 사례가 

거의 없다. 체로 이 시기 교과서가 ‘일본 교과서를 참조하여 서술하 다’

는 막연한 견해에 둘러싸여있을 뿐이었다. 구체 으로 어떤 것이 있었고, 

얼마만큼 향을 주었는지, 본(底本)의 실체와 그 향 계에 한 실증

은 부족한 편이었다. �신정심상소학�은 이러한 논란의 심에 서있는 표

인 교과서이다.

이 은 �신정심상소학�에 한 기존의 시각과 그 바탕에 깔린 지배/

항의 구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 텍스트가 가진 교과서 규범화(내용, 구성, 

체제, 문체 등) 문제를 ‘갑오 교육개 ’의 배경과 련하여 분석하고, 한일 

교과서의 생산(개발)과 흐름(유통) 속에서 차용과 번안의 산물로 정착되는 

과정을 실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민소학독본� 이후 교과서의 역

동  개와 실상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근  계몽기 교과서의 

정 화  일제 강 기 교과서와 련성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어 혹은 문학 교과서의 기원에 한 탐색도 여기서 비롯될 것이다.

�신정심상소학�이 연구의 상으로 본격 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  말이다. 그러나 논의 시작과 동시에 과 평가가 고착되었다. 

이러한 정향(定向)은 자료의 해제에서 비롯되었다.

한 가지 여기에 留意할 것은 � 常 學� 一卷의 序를 보면 學部에서 새로

운 敎科書 編纂을 하여 日人을 고용한 事實과 이들이 直接 編纂에 參 하

고 있는 事實이 밝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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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訂 常 學�이 編制上 새로운 技術的 面을 개척한 點은 좋으나 敎科

書 內容의 삽화가 純日本式을 그 로 도입 使用한 이나 日人의 風俗 衣服

이 그 로 使用되고 심지어 日人의 記事가 單元의 一部로 編纂되어진 點은 

日本의 政治的 침략  잠식이 이미 이러한 敎科書에까지 미치기 시작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좋은 標本이 된다.2)(  강조-인용자)

말하자면, 교과서의 편제나 면모가 근 인 것은 인정하지만 일본인이 

교과서 편집에 참여했고, 게다가 내용과 삽화가 일본식이어서 일제의 학정

(學政) 잠식을 보여주는 텍스트라는 게 요지이다. 이러한 과 평가는 

연구의 (零點)을 제공하면서 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큰 틀에서 거

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최 섭은 �신정심상소학�을 친

일화 과정의 맥락에서 분석했으며,3) 박붕배는 학제와 학교 을 고려해서 

개발한 교과서의 체제 구성, 제재의 다양성을 들어 국어교육사  의미를 

부여하 고,4) 이종국은 교과용 도서의 성립과정에서부터 교과서와 련된 

고까지 살펴 출 문화사  의미를 폭넓게 짚었으나 애 의 평가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5)

최근 논의는 이러한 연구를 보완하거나 보충한 것이다. �국어교육 100

년사�에서는 등장인물의 제시 방식과 기문의 쓰임새가 당  인 과 

본질 으로 다르다는 을 들었다. 인을 통하는 거창한 주제나 민족의

식이 아니라 일화 부분을 발췌하는 등 학습자의 동일시를 노린 교훈 의장

(擬裝)의 교육  효과를 주목하 는데, 이야기의 등장과 제재의 다양화를 

들어 기능  측면에서 의미를 평가했다.6) 이밖에 구자황은 �신정심상소학�

 2)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 개화기 교과서 총서�1, 아세아문화사, 1977, p.9.

 3) 최 섭, ｢개화기 학부 발행 국어교과서의 편찬의도: 친일화 과정을 심으로｣, �논문

집�, 경인교 , 1985.

 4) 박붕배, �한국국어교육 사�상, 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5)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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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종성이라는 특징과 국민을 호명하는 데 기여하는 교과서의 기능을,7) 

송명진은 수신과 도덕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편집 주체에서 

비롯된 내용의 편향성을 지 한 바 있다.8)

인  학문 분야에서 제출된 연구 성과도 있다. 홍선표,9) 김종 10), 김용

의11)의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교과서 안에 수록된 삽화,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를 상으로 일본 교과서와 비교하고 있다. 문화  침략 혹은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동원된 흔 을 찾는다는 에서 기존의 평가 방

식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여 교과서의 생산과 

흐름을 비교하고, 본이 된 일본 교과서를 상화한 은 진 된 면이 아

닐 수 없다.

기존 연구사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김병철, 김태 의 논의는 참

조할 부분이 있다. 김병철은 �신정심상소학�이 일본 문부성에서 펴낸 �심

상소학독본�(1887)과 비교해 볼 때, 내용이나 권  표기 등에서 베껴 온 

것이 10%를 넘어 개화기 구두  표기가 일본 문체의 향을 강하게 받았

음을 최 로 밝혔다.12) 김태 의 연구는 �신정심상소학�의 뚜렷한 특징 가

운데 하나인 이솝 우화를 본 조와 수용과정에 을 맞춰 실증하

다. 그에 의하면, 일본의 이솝 우화 수용이 교과서에 반 될 무렵, 이솝 우

화를 획기 으로 많이 수록하기 시작한 조선의 교과서가 바로 �신정심상

 6) 윤여탁 외, �국어교육 100년사�, 서울 학교출 부, 2006.8.

 7) 구자황, ｢교과서의 발견과 국민․민족의 재배치｣, �어문연구�70호, 2011.12.

 8) 송명진, ｢‘국가’와 ‘수신’, 1890년  독본의 두 가지 양상: �국민소학독본�과 �신정심

상소학｣을 심으로｣, �한국언어문화�,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9) 홍선표, �한국 근 미술사�, 시공아트, 2009.

10) 김종 , �한국 도깨비 연구�, 국학자료원, 1994.

11) 김용의, �혹부리 감과 내선일체�, 남 학교출 부, 2011.

12) 김병철, ｢한국 구두  기원고｣, �한국학보�9, 일지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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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이다.13) 이와 같은 연구는 기존의 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 바탕 에서 세부 논의(구두  혹은 이

솝 우화)를 심화시켰다는 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의의를 지닌다.

결국 교과서의 생산(개발)과 흐름(유통)을 지배/ 항의 이분법  구도

를 넘어 한일 교과서의 교섭 측면에서 실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 근  

교과서의 다양한 시도와 목소리가 혼종성을 띨 수밖에 없었던 역사  배

경, 나아가 이를 문화사  지평에서 조망하는 시야가 요청되고 있다. 이 

이야말로 이 이 감안하고, 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Ⅱ. 논 의 확 :교과서 안  혹은 후

논 을 확 해보자. �신정심상소학�(1896)이라는 교과서 텍스트를 둘러

싸고 있는 역사  배경, 즉 당시 제도와 정책, 교과서 주체(개발자, 교수자, 

학습자)로 시야를 확장함으로써 근  교육개 의 역동성과 교과서의 혼종

성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근  계몽기 교육개   교과서 변천

교육 개 조선 교과서 비고(역사) 비고(일본 교과서)

①

갑오개

시기

(1894-1896)

국민소학독본

(학부, 1895) 청일 쟁 종료(1895.4)

소학교령(1895.9)

을미사변(1895.10)

단발령(1895.11)
소학독본

(학부, 1895)

소학독본(田中義廉, 1873)

소학독본(榊原芳野, 1874)

소학독본(若林虎三郞, 1884)

신정심상소학

(학부, 1896)
아 천(1896.2)

심상소학독본

(문부성, 1887, 권7)

13) 김태 , ｢이솝우화의 수용과 개화기 교과서｣, �한국학보�24, 일지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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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오개

시기

(1894-1896)

국민소학독본

(학부,1895) 청일 쟁 종료(1895.4)

소학교령(1895.9)

을미사변(1895.10)

단발령(1895.11)
소학독본

(학부,1895)

소학독본(田中義廉, 1873)

소학독본(榊原芳野,1874)

소학독본(若林虎三郞 , 

1884)

신정심상소학

(학부,1896)
아 천(1896.2)

심상소학독본

(문부성, 1887, 권7)

②

무개

시기

(1897-1904) 한제국(1897.10)

고등소학독본(문부성 , 

1888)

심상소학독본(湯本武比

古, 1889)

심상소학독본(1904, 권

8)**국정 1기

고등소학독본(1904)**국

정 1기

③

통감부

시기

학부학정

참여 에 의한

교육간섭기

(1905.2-1906.7)

* 등소학

( 한국민

교육회, 1906)

러일 쟁 종료(1905)

보통학교령(1905)

제1차학교령

시행기

(1906.8-1909.3)

*고등소학독본

(휘문의숙, 

1906)
을사늑약(1907)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학부, 1907)

제2차학교령

시행기

(1909.4-1911.7)

*신찬 등소학

( 채, 1909)

심상소학국어독본(1910) 

**국정 2기

*는 민간 발행 교과서임.

기존 연구에서는 근  계몽기 교육개  가운데 후기, 즉 ③통감부 시기

의 퇴행  교육 개 을 지나치게 의식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격하

고 역동 인 정치사를 부각시킨 채 사실상 같은 뿌리로 진행된 기 교육

개 (①갑오 개 시기, ② 무 개 시기)에 해서는 의미를 축소하거나 

구체  실상을 본격 으로 고찰하지 못했다. 오히려 일제에 의해 학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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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식되고 말았다는 해석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사용되기도 하 다. 따라서 

조선 학부의 교육개 을 배경에서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온

건 개 ’를 심으로 추진된 기 교육개 의 역동성과 혼종성,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다양한 사실과 함의를 재고해야한다.

조선의 근  교육개 은 김옥균, 박 효, 서 범을 심으로 한 ‘ 진 개

화 ’(=變法개화 )가 정 하 다. 그러나 개  주체로 실무를 추진한 것

은 김홍집, 유길 , 김윤식 등 이른바 ‘온건 개화 ’(=時務개화 )이다. 근

 문명  기술의 도입뿐만 아니라 법과 정치체제를 개 하려는 진 개

화 와 달리 법과 정치체제는 주자학의 근간에 두면서도 당  필요 부분을 

개 하려는 이른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의 온건 개화 는 진 개화

의 격한 쇠퇴 속에서 근  교육개 을 꾸 히 지속한 주체들이었다.14) 

�신정심상소학�이 출간될 당시로 좁  보더라도, 박정효․박 효 내각

이 구성된 가운데 박 효가 일본으로 망명(1895.7.7)하고 박정양․유길  

내각으로 체되던 시기이다. 즉 일본의 향력이 쇠퇴하고 ‘민비시해’라는 

극단 인 사건이 벌어지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갑오 교육개 의 자장 안에

서 개발된 3종의 교과서 모두 실은 홍보 부족과 인식 부족에 직면해 있었

고, 심지어는 반감의 상이 되기 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식을 

심으로 한 온건 개 의 교육개 은 꾸 히 진행되었다. 오히려 학제, 교

과서 등 교섭의 경로가 1차 으로는 일본이었지만 미국을 포함한 국제 정

세와 외국 문물에 한 폭넓은 심이 교과서에 반 되었다.15) 아울러 

14) 한철호, �친미개화 연구�, 국학자료원, 1998 참조.

15) 이상재(李商在)는 학부 참서 으로 갑오 교육개 에 여한 핵심 인물이다. 이상재

는 학부의 일환으로 당시 외국어 학교 설립에 여하 는바, 일본의 반 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1895년 인천에 설립된 日語학교 외에도 法語학교, 漢語학교(1897 설립), 

德語학교(1898)를 계속 으로 설립했다. 이 시기 외국어 학교 입학 지원자수가 제일 

많았던 과도 日語部가 아닌 漢語部와 德語部 다. 이러한 상은 1905년 이후 日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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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한 단  인식은 확고했지만 통 인 교육   학문  성과를 

근  교육과 목시키려는 노력이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 학부는 근  교

육개 의 요한 거 이었으며, 교과서는 이들의 개 이 구 되는 실천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민소학독본�(1895)의 편찬으로 상징되는 근

 교육개 과 이로부터 발된 교과서 개발은 일방 이거나 단일하지 않

다는 , 다양한 실험과 목소리, 문명의 근 지가 수렴되는 구조 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국민소학독본�만 보더라도, 여기에는 자주국 표방과 세계 

인식, 특히 미국을 비롯한 외국문물의 심을 통해 ‘교육입국조서’(1894.2) 

등 기본 으로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교육 제도, 정책의 수용 속에서도  

하나의 근  역할 모델이 구상되고 있었음을 보여 다.16) 물론 그것이 

국민 창출을 목 으로 존왕애국( 王愛國)의 담론 안에서 기획된 것임을 

감안해야한다.

조선 학부가 두 번째로 발간한 �소학독본�(1895) 역시 근  성격의 

교과서로 치부할만한 텍스트는 아니다. 온건 개화 가 견지한 주자학  

통과 근  지식에 한 필요가 국가  차원의 교과서 텍스트로 구 된 것

인바, 특히 이러한 통교육에 한 개   신지식 목은 당시 범 한 

서당 교육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하나의 개  모델이었다. 실제로 �소학

독본�(1895)은 통 인 수신서의 체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근  교육개

部 지원자가 격히 늘면서 바 다. 1905년 이후 조선에서 일본어 교육이 본격화되었

으며, 이는 공립보통학교 체제가 성립된 이후의 일이다.

16) 강진호는 최근 연구에서 �국민소학독본�의 본을 밝히는 한편, 한일 교과서 텍스트

의 연 성과 편집주체의 성향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에 해 고찰한 바 있다.(강진호, 

｢‘국어’ 교과서의 탄생과 근  민족주의- �국민소학독본�(1895)을 심으로｣, �상허학

보�36, 2012.10; 강진호, ｢국어과 교과서와 근  주체의 형성-�국민소학독본�(1895)

을 심으로｣, �국제어문학회 학술 회 자료집�, 2012.1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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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념, 즉 변하는 세계에 맞서는 통과 신의 주체 양성을 지향하

고 있다. �소학독본�은 민족의 통에 입각한 연속성을 강조하는 한편, 충

효를 면에 내세우며 자주 인 근 국가의 공통감각을 배양하고자 했던 

것이다.17) 근  교육개 의 기조에서 보면, �소학독본�은 단기 인 반동 

혹은 회귀의 텍스트라고 할 수도 있다.18) 그러나 이러한 단기  반동은 역

사 으로 늘 있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상은 일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문부성이 모범교과서로 편찬한 근  국어 교과서 �심

상소학독본�(1887)이 나오기 바로 1년 , 飯田直丞이 발행한 �심상소학

독본�(1886)은 교과서의 근  체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마토 

민족 심의 통  풍속과 인물 일색으로 구성되어있다.19)

�신정심상소학�(1896) 역시 일본식 교과서 체제 이면에 녹아있는 차용과 

번안의 맥락을 살펴야한다. 단순히 일제에 의한 학정 잠식이나 이식으로 

그 의미를 제한해서는 곤란하다. 이 교과서는 1895년 학부가 발행한 �소학

독본�을 염두에 두고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책의 성격과 체제는 

�소학독본�과 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같은 책을 새로 고쳐 썼다거나 학부

17) 유임하, ｢해설: 개화기 교육 이념과 신민 육성의 과제｣, �한국 개화기 국어교과서�2,

경진, 2012.

18) 당시 ‘신기선 사건’과의 련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1896년6월 학부 신에 취임한 

신기선(申箕善)은 성균 을 비롯한 유학 부흥을 시도하는 등 일련의 복고주의  조치

를 단행하 다가 그해 10월에 해임되었다.

19) 飯田直丞이 펴낸 �심상소학독본�( 6권, 1886)은 문부성이 발행한 �심상소학독본�

( 7권, 1887)  다른 교과서다. 飯田直丞이 펴낸 교과서는 민간에서 발행한 것인

데, 문부성 발행본에 비해 1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삽화가 거의 매 단원 들어있고, 

삽화 의존도가 매우 높다.( 를 들면, 단원의 시작이 “이 지도를 보면～”, “이 그림을 

보면～”하는 식이다.) 삽화는 물론 제재도 일본의 통  모습이 많고, 개 통 복식 

 가옥, 통 공 품, 음식, 과자, 무사, 장(醬)류 등의 설명이 주를 이룬다. 문체도 

언문일치와는 거리가 멀지만 학교, 양생(건강법), 소야도풍, 지구, 인종, 동물원, 물, 

병사 등 근  이후에 등장하는 교과서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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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학독본�을 본으로 삼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신정심상소

학�의 본문 뒤에 나온 학부 발행 도서 목록을 보면, 학부에서 발행한 총 

17권 가운데 ‘소학’을 표방한 것은 �국민소학독본�과 �소학독본� 뿐이다. 이

는 통  의미의 ‘大學’과 구별되는 것이자 근  교육개 의 맥락으로 보면, 

소학교의 ‘ 學’, 즉 학제  학령을 염두에 둔 학습자를 명명하고 있는 것이

다. �신정심상소학� 역시 이러한 학부 교과서의 규범화, 즉 교수자-학습자

를 명시하는 통을 이어받고 있다. 게다가 일본의 학제이긴 하지만 통교

육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해 ‘심상’이라는 의미를 달아 이를 세분화 하

는데, 이것은 실제로 개발되지는 못했으나 ‘고등소학’을 제로 나온 책명이 

아닐 수 없다. 이 게 볼 때, �신정심상소학�은 1895년 학부가 발행 �소학독

본�과 같은 학습자를 상으로  새로운 모습과 내용으로 고쳐 쓴 교과서

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완 히 달라진 모습을 부각하기 한 ‘신정’의 

의미를 내세웠던 바, 책 이름 앞에 작은 씨로 ‘신정(新訂)’이라 기재하기에 

이른 것이다.20) ‘신정’이란 이름은 조선 학부의 교과서 규범화(내용, 구성, 

체제, 문체) 외에도 차용과 번안의 변증법을 표상하고 있다.

한편 �신정심상소학�은 이  학부 교과서에 비해 상 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한 당시 교육 장에서 실제로 사용된 텍스트이기도하다. 

1897년 학부가 발행한 �태서신사람요(泰西新史覽要)�(1897.6)의 책 뒤 도

서목록 고에 따르면, 학부는 1896년 당시 17종에서 7종 늘어난 24종을 

발간하 다. 이 가운데 국어과 교과서로 분류되는 것은 기존의 3종 이외에 

20) 물론 ‘심상’은 당시 일본의 소학교 편제에서 따온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동시에 

�신정심상소학�(1896)의 본이 된 일본의 �심상소학독본�(1887)에서 사용했던 이름

이다. 그러나 그동안 ‘심상’의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주목할 

지 은 ‘신정’의 명명 과정과 의미이다. 당시 일본에서 새로 고쳐내는 교과서에 ‘신찬’

을 붙이는 행은 있었지만 ‘신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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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추가된 것이 없다. 1905년까지도 학부 간행물, 특히 교과서를 개발

한 흔 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정심상소학�은 략 10여년동안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1)

�신정심상소학�은 가격도 싼 편이어서 이 교과서의 개발 목 이 보 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22) 실제로 �신정심상소학�의 권말 고에는 학부 당

국에서 하는 다음과 같은 이 실려 있다.

本局發售諸冊非要利益無圖廣 玆於原定價中又減幾鈔望僉君子諒焉

(우리 편집국에서 발매하는 모든 책은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리 보

하는 데 힘 니다. 이에 본 정가 에서 한 얼마간 빼어 감했으니, 여러분

은 양해하기 바랍니다.)( 어 번역-인용자.)

따라서 당시 막 개교하기 시작한 소학교에서 학부 교과서인 �신정심상

소학�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1895년 한성부에 이미 

개교한 장동, 정동, 계동, 조동 소학교는 물론 1896년 추가로 개교한 동

(1896.8), 안동(1896.9) 립 소학교에서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95년 9월 공포한 소학교령 제15조에 의하면, “소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학부에서 편집한 것 외에도 혹 학부 신의 검정을 거친 것을 사용함”이라 

하여 교과서 편찬․발행 사업을 국가가 직  담당했는데, 립 소학교야말

로 국가가 장하는 교육 장이었기 때문이다.

21) 활자 연구에 의하면, �신정심상소학�은 조선 철종 시기에 주조한 ‘재주정리자(再鑄

整理字) 병용 한 자’로 1898년(고종 35년)에 새로 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박병천 외, �한  꼴 용어사 �, 세종 왕기념사업회, 2000.12, 참조.

22) 참고로 당시 물가를 비교해 보면, 달걀 100개에 0.80원, 닭 2마리는 0.40원이었는데, 

최 의 학부 교과서인 �국민소학독본�은 20 이었으므로 닭 1마리 값이었고, �신정심

상소학�의 경우 3권을 합해서 26 이었으므로 닭 1마리 값을 조  넘는 셈이었다. 

통계청, �통계로 본 개화기의 경제사회상�, 통계청, 1994,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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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정심상소학�이 일본 색채가 강하다는 것도 단견에 지나지 않는

다. 특히 빈번하게 제기되는 편집 주체의 문제도 내용의 독자성을 좌우할

만한 것이었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1895년 학부는 근  교육을 해 

한성사범학교에 일본인 교  다카미 카메[高見龜]와 아사카와 마츠지로

[麻川松次郞]를 채용하 고, 이 둘은 한성 공립소학교에서 교사를 겸직하

는 한편 학부의 명으로 사범학교 ‘속성과’ 교육에 쓰일 교과서를 번역하

다. 이들은 학부에서 출간된 �심상소학�외에도 � 學萬國地誌�를 편역하

고, 아 천 이후 새로운 외국인 교 으로서 헐버트(H.B.Hulber)가 부

임할 때까지 한성사범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 다. 이 가운데 아사카와 

마츠지로[麻川松次郞]는 학부 고빙(雇聘) 이  경성 일본인 거류민 소학

교의 교원(교장 직무 리)으로 종사한 바 있으며, 1896년 학부와 맺은 고

용 계속 계약에 의하면 1898년 3월까지 학부에 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른 한 명의 일본인 참여자 다카미 카메[高見龜]는 조선 사정에 밝은 직 

기자 출신이었는데, 1897년 6월에 학부를 그만 두었기 때문에 실제 활동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참여를 확  해석할 필요는 없

다.23) 통감부 설치 후 학정 참여 으로 조선 교육계에 발을 디디는 시데

23) 기록에 의하면, 다카미 카메는 �時事新報�(1882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이 창

간한 신문)에 아산에 진주한 청나라 군 의 움직임을 보도하는 기사(1894.7.8.)와 동학

명의 지도자 5인에 한 재 을 방청한 기사(1895.5.7.)를 쓴 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時事新報�의 서울 특 원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그 후, 다카미는 고빙(雇聘, 

주임  우) 자격으로 학부에 여하는데, 1896년 7월 계속 학부와 맺은 계속 고용 

계약서에 의하면, “사범학교 속성과 교육 휴가 때는, 교과서 번역도 도울 것”이라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다카미의 주된 임무는 한성사범학교 속성과에서의 교육이었고, 

학부에서의 교과서 번역은 부수 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사카와 마츠지로의 

계약서에도 사범학교 사무와 교과서 번역의 임무에 한 비슷한 조항이 있다. 이나바 

츠기오[稻葉繼雄], 홍 기 옮김, �구한말 교육과 일본인�, 온 리, 2006, pp.23-24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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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타이라[幣原坦], 미쓰이 주조[三土忠造]와는 성격과 상이  다

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 학부의 교육개  기조는 1905년 을사늑약과 통감부의 본격

인 교육 여가 시작되면서 격히 바 다. 1906년 8월 보통학교령에 의

해 근  교육개 이 입안한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환된다.24) 그리하여 더 

이상 �신정심상소학�이 사용되지 못하고, 통감부와 거리를 두면서 민간에

서 독자 으로 발행한 � 등소학�( 한국민교육회,1906)의 방향과 통감부

의 여로 개발된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학부,1907)의 방향으로 양

분되는데, 두 교과서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신정심상소학�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결과 으로 보면, 근  교육개 의 구체  결과물이었던 학부의 교과서

는 홍보 부족, 민비시해, 단발령 등으로 정부 불신이 커지면서 실효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을 일련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요하다. 개별 교과서마다 확연한 편차까지 존재하지만 오늘날 교육과정

에 하는 교과서 개발 시스템과는 달리 다양한 개발과 모색의 테두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본질 으로는 존왕애국을 기반으로 근  지식의 습득과 

부국강병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25) 아울러 조선 정부가 구

24) 1895년 7월 공포된 소학교령에 의해 공립 소학교가 설립된 이래, 한제국 정부까

지도 소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물론 일본에서도 소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 다. 

따라서 일본의 학제를 그 로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명칭만 가지고는 이식과 간섭

을 논단할 수 없다.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1906년 보통학교로 환한다는 인데, 

이것은 조선의 학제를 등  고등이 억제된 등 교육으로 종결하려는 식민지 교육 

정책의 본질이 학제 으로 노골화된다는 이고, 다른 하나는, 1895년 소학교령만 하

더라도 산이 없어 실행을 못했다 뿐이지 소학교- 학교의 체제는 유지하고 있었다

는 이다. 오성철, �식민지 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pp.19-21.

25) 이 과 련해서는 역사학계의 의견을 존 할 필요가 있다. 갑오경장기간 동안 추진

되었던 제도개 들 가운데 교육개 만큼은 소  ‘정동 ’(=온건 개화 )가 일본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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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근  교육개 은 통교육을 면 부정하거나 폐기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방식으로 통감부 이 까지 독자 인 교육 모형과 교과서 개발을 진

행했다. 특히 역동 인 갑오 교육개 시기에 상 으로 긴 시간동안 사용

된 �신정심상소학�은 근  교과서의 ‘원형체험’을 제공한 텍스트라는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Ⅲ. 논 의 심화:차용과 번안의 변증법

근  학제 발포 직후, 일본 문부성에서는 서양문학자 다나카 요시가토

(田中義廉)가 펴낸 �소학독본�(1873)과 국어학자 榊原芳野가 펴낸 �소학

독본�(1874) 2종을 국 으로 사용하게 하 다. 이 가운데 다나카 요시가

토(田中義廉)가 편집한 �소학독본�(1873)은 미국의 �Wilson Reader�를 

번역․활용한 것이다.26) 일본의 근  국어 교과서는 이 책을 토 로 체제

와 문형을 갖춰나가는데, 특히 아동의 생활용어가 소학교 교과서에 들어오

고, 동시에 번역문이 성립되는 계기를 마련하 다.

한편 1886년 일본 문부성은 교과용 도서에 한 검정 조례를 제정하고, 

소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기 을 제시할 목 으로 모범교과서를 편

집하 다. 유모토 다 이고(湯本武比古)가 편집․간행한 획기 인 입문서

섭을 최 한 배제시킨 여건 속에서 서구식 교육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 다. 이는 

‘아 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한다. 한철호, �친미 개화  연구�, 국학자료원, 

1998, p.85, p.119 참조.

26) �Wilson Reader�는 1860년 Marcius Wilson이 편찬한 “The Reader of the school 

and Family Series”(뉴욕, Harper&Brother) 이다. 일본 근  기 부분 으로 활용되

다가 1885년(메이지 18) 4월 동경에서 번각되어 어교과서로 사용되었다. 田近洵一․

井上尙美 編, �國語敎育指 用語辭典�(제3 ), 교육출 , 1984/2007, p.3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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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로 �讀書入門�이다. 가다카나를 먼  익히고, 읽고 쓰기를 동시에 학

습하는 방법은 물론, 아동의 언어 발달의 단계에 부합하도록 쉬운 것에서

부터 어려운 것에 이르기까지 지도의 방침을 확립했다. 이후 문부성은 이 

입문편의 속편으로 모범교과서를 계속해서 펴냈는데, 1887년 4년제 심상

과용으로 만든 �심상소학독본�( 7권), 1888～1889년에 걸쳐 만든 �고등

소학독본�( 8권)이 그것이다.

�심상소학독본�(1887)27)은 �독서입문�(1886)에서 시작해 �고등소학독

본�(1888)으로 나아가는 계통을 감안해서 만들었고, 소학교령  검정제도

의 실시에 따라 표 이 되는 독본을 제시할 목 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민간 교과서 간행에도 향을 주었다.  이 시기의 언문일치운동, 

표 어 논의 등 국어 성립과 국어 교육에 큰 향을  근  국어 교과서

다.28) 그러나 한편으로 간과하지 말아야할 사실은 1890년 <교육에 한 

칙어>를 발포하고, 소학교령을 개정하면서 본격 인 학제를 마련하기 이

의 교과서라는 이다. 동시에 일본 교과서 제도의 변천과정에서 검정교

과서 시 (1886～1903)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 통제와 교과서 정

형화를 표방한다는 이다.29)

27) �심상소학독본�(1887)은 일본 문부성 산하 교육박물 에 소장된 것을 김효미 선생의 

도움으로 찾아 분석하 다. 인용된 주요 단원의 어 번역 역시 김효미 선생이 다듬

어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자료 발굴과 번역을 도와  선생님께 감사의 말을 한다. 

28) 田近洵一․井上尙美 編, �國語敎育指 用語辭典�(제3 ), 교육출 , 1984/2007, 

p.327 참조.

29) 일본 근  학교교육과 교과서 시  구분은 개 ①자유발행제도 하의 ‘번역교과서시

’(1872～1879), ②사 인가제도 하의 ‘유교주의 복고교과서시 ’(1880～1885), ③내

각 제도 성립 이후 학교교육제도 기 가 다져지고, 본격 으로 교과서 정신이 만들어

지면서 국가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검정제도 하의 ‘검정교과서시 ’(1886～1903), ④

교과서 의혹사건(1902)을 계기로 국정 1종 교과서를 표방하면서 교과서에 성을 

부여한 ‘국정교과서 시 ’(1904～1945)로 구분된다. 국정교과서 시  다시 5기로 세분

되기도 한다. 池俊夫(解題․解說), �圖說 敎科書の 歷史�, 日本圖書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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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소학독본�(1887)은 1권부터 담화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옛날이야

기(민담, 설화)나 우화가 많이 실려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어체에 가

까운 특징을 보인다. 아래 서문을 보면, 이 교과서가 ‘국민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아동의 심정에 당하고, 난이도가 학년에 따라 올라가고, 

재미있게 지식을 배우면서 품성을 함양하고 기르는 데” 목 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심상소학독본(1887) 서언>

-. 이 책은 앞서 본국에서 편집된 �독서입문�에 이어서 심상소학교 제1학

년 반(半)부터 제4학년 말(末)에 이르는 동안에 아동에게 독서를 가르치기 

해 도움을 주고자 편찬된 것으로서 부 합쳐 7권이다.

-. 이 책에 선택된 교재는 아동의 심정(心情)에 알맞게 이해하기 쉽고 배우

기 쉽고 좋은 내용들로서, 로 그 품성을 갈고 닦는 데에 합하다고 생각

되는 것을 취하 다.

-. 이 책의 문체는 처음에 담화체를 써서 차로 나아가면서 문장체로 옮겨

가, 그로 인해 목하(目下) 보통의 한자혼용체를 이해하기에 이르게 한다. 한자

는 그 쓰임이 가장 넓은 것 에서 무릇 2,000자를 택하여 그것을 부 내용 

에 편입시키고, 가능한 한 획이 은 것부터  획이 많은 것에 이르게 

하 다.

-. 이 책 제1권은 아동의 유희 는 옛날이야기 등과 같이 뜻을 이해하기 

쉽고 취미로 배우기 쉬운 것을 택하고 가능한 한 일정지역의 방언과 비야(鄙

野)에 계된 것을 제외하여 담화체의 언사( 辭)로 기록하 다. 한 한자는 

가능한 한 자획(字畫)을 이고 그 쓰임이 보통인 것을 사용하고, 한, 그 

기억을 견고히 하기 하여 앞 과(課)에 쓰인 한자는 반드시 뒷 과(課)에 다시 

나오게 하여 그 연습에 도움이 되게 하 다.

-. 제2권, 제3권에는 간단 평이한 문장체로 기록하고 한자도 한 차 그 

1996.5 3～4면  부록(주요 교과서 일람표: 국어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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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늘렸으나, 그 문자의 연습은 다소 긴요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그것을 뒷 

과에 반복해서 나오게 하지 않고, 다만 기술의 사항을 선택하여 유희의 이야

기에 섞었는데, 속담, 생각해 볼만한 것, 여러 가지 사물의 이야기, 그 밖에 

양기(養氣)에 도움이 될 만한 고인(古人)의 행실 등이 그러하며, 제4권, 제5권

에 이르러서는 문장도 다소 긴 것을 실어 지리․역사의 사실을 보태고, 제6권, 

제7권에 이르러서는 학술상의 사항에서부터 농공상의 직업에 한 사항까지 

더하 다. 다만, 매권 모두 새롭게 가르치는 한자는 매 과의 끝에 서(摘書)

하여 교수의 도움이 되게 하 다.

-. 이 책은 본국에서 편찬하고 본 성(省)에 특별히 마련된 곳의 심사 원의 

심사에 부쳐 문부 신의 재정(裁定)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강조-인

용자)

서문에 밝힌 로 이 책의 2, 3권은 평이한 문장체로 사물․속담․생각해 

볼만한 것 등을 기술하고 있다. 4, 5권은 지리․역사 련 내용이 추가되고, 

민담  설화의 수용이 두드러진다.30) 그리고 6, 7권은 과학 지식은 물론, 

세계 문물, 특히 외국 인물  일화, 자국 웅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다면 이 책을 본으로 한 조선의 �신정심상소학�은 어떤 모습일

까? 체 단원 구성과 내용 반에 한 특징은 이미 일별한 이 있으므

로,31) 여기서는 한일 교과서의 생산(개발)과 흐름(유통)이라는 에서 

비교․ 조할만한 단원 심으로 선별해 보았다. 체 인 내용은 아래 표

와 같다.

30) 일본에서 소학교 교과서에 민담(동화)이 수록된 것은 1887년에 일본에서 발행된 �심

상소학독본�이 처음이다. �심상소학독본� 4권에는 ‘7과 혹떼기1’, ‘8과 혹떼기 2’가 수

록되었는데, 비록 조선의 �신정심상소학�에는 이 단원이 수록되지 않았지만 이후 교

과서에 ‘혹부리 감’류로 빈번하게 등장하 다. 교과서에 수록된 한일 설화와 그 교섭 

양상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 할 것. 김용의, �혹부리 감과 내선일체�, 남 학교출

부, 2011.

31) 구자황, ｢교과서의 발견과 국민․민족의 재배치｣, �어문연구�70호,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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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정심상소학�(학부,1896)과 �심상소학독본�(문부성,1887) 비교

단원
신정심상소학 권1 심상소학독본 비고

제목 주제  내용 련 단원

1 학교 학교의 요성 2권 1과 學校 삽화 번안. 내용 번안.

3 의(蟻) 개미, 축 강조 7권 14과 蟻
삽화 번안. 제재  내용번안

(노동→ 축)

5 동서남북이라 방 2권 25과 日出 삽화 차용. 내용 창작.

7 마(馬)와 우(牛)라 요긴한 쓰임새 5권 22 羊
삽화 창작. 제재  내용번안

(양→말과 소)

16 식물(食物) 오곡,과실 등 2권 15과 食物 
삽화 없음. 제재  내용 번안

(야채→곡식과 채소)

17 쥐의 이야기 조심과 경계 1권 16과 삽화 번안. 내용 차용.

20 탐심이 있는 개라 탐심(욕심) 경계
2권 19과 慾 ふ

かき犬の話

삽화 차용. 내용 차용. cf.渡邊溫,

�通俗伊 普物語�(1875) 1권 18, 

� 등소학�(1906) 5권 8과.

28 아국(我國) 군주-폐하 7권 1과 我國
삽화(지도) 번안. 내용 번안.

(일본→조선)

29 
가마귀와 여우의 이야

기라
어리석음 경계.

cf.渡邊溫 ,�通俗伊 普物語�

(1875) 3권 129.

30 포도 1 근면,깨달음
cf.福澤諭吉,�童蒙敎草�(1872)

1권 4장.

31 포도 2 근면,깨달음
cf.福澤諭吉,�童蒙敎草�(1872)

1권 4장.

소결 8/34

단원 신정심상소학 권2 심상소학독본 비고

1 병사라 병사, 군인 2권 20과 兵士 삽화 차용. 내용 번안.

5 에라 에고치, 옷감 3권 3과かひこ 삽화 창작. 내용 번안.(축약)

10 동무를 가리는 법이라 좋은 친구
4권 5과

友のぇらび 方
삽화 차용. 내용 번안.

12 소야도풍의 이야기라 인내심 1권 30과 삽화 차용. 내용 차용.

13 익힐 습이란 자라 권학 1권 31과 삽화 없음. 내용 번안.

17 훈련이라 창가 삽입 1권 5과 삽화 차용. 내용 번안.

19 여우와 개의 이야기라
흉보기 경계,

자기 충실
1권 9과 삽화 차용

20 달팽이라
달팽이의 모양

과 습성

2권 8과

かたつぶり
삽화 차용. 내용 차용.(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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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계를 보는 법이라1 2권 9과 時計1 삽화 차용. 내용 차용.

23 시계를 보는 법이라2 2권 10과 時計2 삽화 없음. 내용 차용.

25
가마귀가 조개를 먹는 

이야기

불굴의 의지와 

지혜로움 터득.

4권 12과

鳥蛤な食ふ話
삽화 차용. 내용 차용.

31
사슴이 물을 거울삼음

이라
자  경계.

4권 23과

鹿の 水鏡
삽화 차용. 내용 차용.

소결 12/32

단원 신정심상소학 권3 심상소학독본

1 만수성 이라
萬壽聖節 ,군주

폐하

4권 29과

神武天皇

삽화 번안. 내용 번안.

(일본→조선)

3 각보기일의 화라 맹인,일화
3권 11과

塙保己一 の話
삽화 차용. 내용 차용.

6 호(虎)와 호(狐)의 화라
호가호 . 기 

모면의 지혜
3권 28과 삽화 차용. 내용 차용.

9 효서의 이야기라
효. 자의 부모 

양

4권 18과

自鼠とおや鼠
삽화 번안. 내용 차용.

13 조됨을 원하는 문답이라

心志의 아름다

움. 한 교사와 세 

여학생의 문답.

cf.�심상소학독

본�(1904) 4권 8

과 鳥につきこ

の 問答

삽화 차용. 내용 차용.(축약)

14 국화라 식물배양, 교육 4권 16과 菊 삽화 차용. 내용 번안.(축약)

15 기원 이라 애국충군

4권 29과

紀元節の歌,

4권 30과

紀元節の歌 續き

삽화 번안. 내용 창작.

(일본→조선)

16 연이라 제비 3권 29과 燕 삽화 차용. 내용 차용.

17
작이 연의 쇄를 탈한 

화라

스스로의 노력. 

교활함의 경계.

3권 30과 燕の巢

をうばひ雀の 話
삽화 없음. 내용 차용.

18 서책을 독하는 법이라 책 읽는 방법
4권 14과

書物の讀み方
삽화 차용. 내용 차용.

19 회(繪)와 도(圖)라
그림의 종류와 

차이

4권 25

 繪と 圖
삽화 차용. 내용 차용(축약)

20 일본거류지의 지도라
일본 사 , 공

사  소개

4권 26과

公園の 地圖
삽화(지도) 참조. 내용 창작

23 교활한 마라 교활함 경계.
3권 16과 ほねを

くみせく馬の 話

삽화 차용. 내용 차용. cf.渡邊溫,

�通俗伊 普物語�(1875) 3권 116

25 사 이라 사계 3권 20과 四季 삽화 창작. 내용 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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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순명의 구(鳩)라
비둘기의 성품

과 재주 시험

3권 22과

作太郞の 鳩

3권 23과

作太郞の 手紙

삽화 차용. 내용 번안.(편지 삭제).

소결 15/34  

�신정심상소학�은 3권 100단원으로 구성된 책인데,  표에 의하면 

차용․번안에 해당하는 것은 35단원 정도이다.32) 략 각 권마다 30% 내

외의 제재를 본에서 뽑아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화의 차용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본인 �심상소학독본�이 최 로 이솝우화를 수용한 교과

서임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수신과 도덕의 요소를 수용하면

서 국어 교과서의 외연과 체제가 갖춰지는 과정을 조선의 �신정심상소학� 

역시 재빠르게 간취하고 있다. 그러나 차용의 방식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극 인 번안과 개변의 사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조선의 역사와 인물, 국토와 지리, 계 이나 의식주 련 풍습, 군사 련 

단원에서 격하게 나타난다.

조선 학부가 ‘소학’ 교과서에 한 새로운 모형을 일본 문부성의 �심상소

학독본�(1887)에서 찾은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조선 학

부가 당면한 교육의 무로 볼 때, 문부성 교과서는 서양의 문물과 지식은 

물론 학제를 고려한 짜임새 있는 최신 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의 

32) 사와다 사토시[澤田哲]는 �신정심상소학�(1896)의 총 97항목  34항목이 일본 문부

성의 �심상소학독본�(1887)을 그 로 번역한 것이라고 하 다.(澤田哲, ｢개화기의 교

과서 편차자로서의 玄采｣, �韓�통권109호, 동경 : 한국연구원, 1988.2, p.205, 이나바 

츠기오[稻葉繼雄], 홍 기 옮김, �구한말 교육과 일본인�, 온 리, 2006, p.23에서 재

인용.) 따라서 이 은 사와다의 견해와 반 되는 지 에 있으며, 사와다의 주장이 

교과서의 생산과 흐름을 피상 으로 악하고, 번역 이면의 구체  실상과 교육개

의 동력, 즉 차용과 번안의 변증법을 간과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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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는 �심상소학독본�을 그 로 이식하거나 직역한 것은 아니다. 앞의 표

에서 드러났듯이, 당시 학제상 소학교 3년의 심상과를 운 할 조선에서는 

4년 과정의 일본 교과서를 3년 과정으로 압축할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

도 근  교육의 토 가 미흡했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흥미로우면서

도 조선  실에 맞게 교과서를 규범화(내용, 체제, 구성, 문체)해야 할 

과제가 있었다. 그래서 본의 1, 2, 3, 4권이 주로 활용된 반면, 5, 6, 7권의 

내용은 상 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단원의 체계  권별 

구성의 짜임새는 덜하지만 단원의 난이도, 문장의 길이, 제재의 분포 등을 

고려한 ‘신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정(新訂)’은 차용과 

번안의 의미를 부각시킨 조선 학부의 용어 던 셈이다.

그럼, 논 을 심화해보자. 이는 차용과 번안의 양상이 확연한 몇몇 단원

을 심으로 삽화와 내용의 궤 을 따라가는 일이 될 것이다.

[사례 1] ‘학교’ 단원 비교

1권 제1과 학교

학교는 사람을 교육하여 성취하는 곳이니, 비

유컨  각양각색의 모종을 기르는 모 입니다.

 학교는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곳이

니, 비유컨  각각의 색을 물들이는 집입니다.

학생은 모입니다. 장차 좋은 꽃도 피우며, 좋은 

열매도 열립니다.

학생은 하얀 실입니다. 장차 좋은 빛깔로 염색

됩니다.(이하 문의  강조-인용자)

2권 제1과 학교

우리들은 작년 부터 학교에 입학하 다. 매

일 아침 일  학교에 가 공부하여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을 배운다.

우리들의 학교에는 넓은 운동장이 있고 그 안

에 목마와 그네가 있다. 날씨가 좋은 날에 운동

장에 나가서 목마를 뛰어 넘고 그네를 타는 것

은 매우 재미있다.

때때로 우리들은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놀이

를 할 때가 있다. 그 놀이는 다리기로 많은 

친구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하나의 을 서로 

당기는 것이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학교를 매우 재

미있는 곳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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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신정심상소학� 1권 1과는 ‘학교’이다. 본인 일본 �심상소학독

본�의 2권 1과 역시 ‘학교’를 다루고 있다.33) 그런데 �신정심상소학�은 다

분히 비유 이다. 학교를 배우는 곳으로 명시하면서도 학교를 모 에, 그

리고 학생은 모종에 비유하고 있으며, 학생의 성취와 미래를 강조한다. 이

에 비해 �심상소학독본�은 학교가 배우는 곳이자 규칙이 있으면서도 재미

있게 생활하는 공간임을 부각시킨다. 성장과 수양을 강조하는 통  학문

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조선의 교과서와 생활을 강조하며 실용주의  교

육 이 드러난 일본의 교과서가 비되는 장면이다. 삽화의 번안은 내용의 

번안만큼 극 이진 않다. 삽화의 구도가 동일한 가운데, 교사와 학생의 

복장을 조선 으로 바꾸고, 일본 심의 세계지도도 창문으로 체했을 따

름이다.

33) 일반 으로 교과서 첫 권의 첫 과는 모종의 표성 혹은 상징  의미가 있다고 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일본 교과서 �심상소학독본�의 1권 1과는 제목이 

없으나, 주된 내용이 ‘사람은 크고 개는 작다’는 식의 생활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심상소학독본� 1권이 아동의 생활과 자 습득에 한 것이 많았던 을 고려

하면, 조선의 �신정심상소학�은 비 단계에 해당되는 일본 교과서의 1권을 건 뛴 

채 곧바로 학교 제도 하에서의 생활과 내용을 다룬 2권을 기 으로 삼아 소학교 교과

서 체제를 잡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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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익힐 습’ 단원 비교

2권 제13과 익힐 습이란 자라

우리들은 이미 익힐 習이란 자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 하여 이 자가 깃 

우자와 흰 백자로 합하여 졌는지 서로 

생각하여 시다.

그 뜻은 새가 어릴 때는 개 그 깃이 희고  

잘 날지 못하나, 자주 날개를 꾸 히 단련하면  

자연히 잘 날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 

자를 만든 것인가 니다.

우리들도 새에 비교해 보면, 아직 깃이 흰 

때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남처럼 잘 하진 

못합니다. 고로 사람이 배울만한 산술과 

독서와 습자를 한마음으로 공부하면, (마침내) 

깊이 깨달아 도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1권 제31과

배워라 배워라 힘써서 배워라

익 라 익 라 꾸 히 익 라

배움의 길을 끊임없이 익 라

읽기도 쓰기도 배운 로. 읽는 문장도 쓰는 

자도 재미있는 첫 학습.

배워라 배워라 힘써서 배워라 이 노래는 

재미있는 노래이다.

그  ‘끊임없이 배워라’는 한결같이 애써서 

배우라는 것이고 ‘첫 학습’이라는 것은 처음 

배우는 것을 뜻한다.

익힘, 배움을 제재로 한 단원도 흥미롭다. 두 교과서 모두 한결같은 마음

과 태도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조선의 교과서는 주

제 달을 해 자의 제자 원리를 설명하고, 비유 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교과서에서 볼 수 없었던 질문 제시법(～생각하여 

시다)을 도입하고 있는 것과 배움의 종류를 교과목(산술․독서․습자)으로

까지 구체 으로 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일본의 교과서는 본문 안

에 노래(창가)를 도입하고 있으며, 배움(혹은 첫 학습)의 즐거움을 강조하

고 있다.

�심상소학독본�(1887)이 보여  노래(창가) 수용 방식은 우화  옛이야

기(민담, 설화) 수록과 더불어 국어과 내용 구성에 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정심상소학�의 경우, 이 단원에서 곧바로 노래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몇몇 다른 단원에서는 조선의 창가를 체․삽입하거나, 일본의 창가

를 삭제하는 등 일정한 교과서 규범화 략을 확인할 수 있다.34) 이처럼 

34) 일제는 �보통학교 조선어 한문독본�(1915～1918)에서 ‘일본식 창가교육’을 강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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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계몽기 교과서에서 노래 수용과 창가 교육이 매우 요하고 효과 이었

음을 인식하고, �신정심상소학�은 이를 차용의 수 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체

 번안과 체를 통해 그것의 극  ‘ 유( 有)’의 가능성을 보여 다.

[사례 3] ‘ 野道風 이야기’ 단원 비교

2권 제11과 野道風의 이야기라

소야도풍이라 하는 사람은 일본국에서 이름난 

서 가입니다. 이것은 도풍이 빗속에 서서 개

구리를 보는 그림입니다. 이 개구리는 버드나

무가지에 붙고자 하다가 여러 번 떨어지지만 

더욱 힘써 멈추지 않더니, 마침내 그 가지에 

붙습니다.

도풍이 그것을 보고 감동하여 무슨 일이라도 

인내하여 힘을 쓴다면 못될 것이 없다하고, 그 

후에는  내린 아침에도 일  일어나고, 비내

리는 밤에도 늦도록 노력하여 씨를 배워, 드

디어 유명한 서 가가 되었나니 지 까지 사

람들이 단히 칭찬합니다.

1권 제30과

이 사람은 오노노 도후입니다. 도후는 비가 오

는 가운데 서서 개구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버들나무의 가지에 붙으려고 달려들

다 계속 떨어졌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서 결국

에는 성공했습니다.

도후는 이것을 보고 감동해서 어떤 일이라도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도후는 이 오는 아침에도 일  일어나

고 비 오는 밤에도 늦게까지 공부해서 자를 

익 서 결국 고명한 서 가가 되었습니다.

다. 이는 <조선교육령>에서 이 과 달리 창가 교과를 선택이 아닌 필수 교과로 정하

고, �신편 창가집�도 서둘러 편집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사립학교를 심으로 

조선 지식인들이 주도해서 퍼뜨리던 애국  내용의 창가를 지하고, 식민지 지배에 

순종하는 노래를 보 하겠다는 속셈이 갈려 있었다.(박 기, �한국근  아동문학 교육

사�, 한국문화사, 2009, p.101, p.142 참조.) 실제로, 당시 교과서 외에도 유행하던 읽을 

거리, 를 들어 �붉은 고리�(1913.1～1913.6), �아이들보이�(1913.9～1914.8)에는 

순우리말 창가가 수록되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보이�에서 옛이야기 ‘동화요’라는 새

로운 형식의 시가가 수록되어 순우리말 창가교육이 이루어졌다. 창가를 둘러싼 이러

한 길항 계는 �신정심상소학�이래 국어과 교과서의 규범화 략, 즉 우화(민담, 설

화 등)  옛이야기와 함께 노래를 수록함으로써 교과서의 외연을 확장한 것과 단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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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심상소학�의 2권 11과는 일본 3  서 가로 잘 알려진 ‘오노노 도

후’의( 野道風)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심상소학독본� 역시 같은 제재

를 다룬 바 있다. 그런데 삽화가 거의 일치할 정도이며, 이야기의 바탕이나 

개구조, 그리고 인내와 노력이라는 주제도 같아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35) �신정심상소학�의 차용 방식과 비 에서 볼 때, 가장 많은 것은 

우화 다. 하지만 이처럼 역사  인물의 일화를 바탕으로 교훈을 달하는 

서사 단원도 상당수 에 띈다. 다만 일본 서 가의 일화를 수록한 것이 

유니크한데, 실제 단원 체를 통틀어 보면, 이런 류의 역사  인물 일화는 

華盛 (워싱턴)같은 미국인, 司馬溫公․宿瘤 같은 국인, 그리고 李時

白․張維․英祖大王 같은 조선인의 일화까지 두루 활용하 다. 사실 이런 

역사 인물의 일화를 도입하는 주된 목 은 인물의 국 과 역사가 아니라 

그 일화 안의 덕목, 즉 교훈  내용일 것이다. 따라서 보다 요한 것은 

35) 이와 비슷한 방식의 단원 구성으로 ‘塙保己一’의 도 있다. �신정심상소학�(3권 3

과)과 �심상소학독본�(3권 11과)이 함께 다룬 하나와 호키이치(塙保己一) 이야기 역

시 내용과 삽화 모두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본문을 조해보면, 그가 펴낸 책의 종수

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는 에서 한일 교과서 생산과 흐름의 정교함마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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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의 일치 여부나 수록 인물의 국 이 아니라 인의 일화나 성공담 안

에 배치된 덕목이며, 이러한 ‘이야기’가 한일 국어 교과서에 자리잡아가는 

양상 혹은 과정일 것이다.

[사례 4] ‘탐심이 있는 개’ 단원 비교

1권 제19과 탐심이 있는 개라

개 한 마리가 고기 한 덩이를 물고 다리를 건  

때 습니다. (개는) 그 다리 아래에도 자기와 

같이 고기를 문 개가 있는 것을 보고, 욕심이 

나서 마  뺏어먹고자 하여, 다리 아래를 향하

여 짖었습니다.

그러나 (개가) 짖으려고 입을 열 때, 물었던 고

기가 홀연 내에 떨어져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 

때 다리 아래 개의 입에 물었던 고기도 마찬가

지로 없어졌습니다. 아까 실제 개처럼 보 던 

것은 자기의 형상이 물에 비추어 그처럼 된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는 욕심만 내다가 자기가 물었

던 고기도 못 먹었던 것입니다.

2권 제19과 욕심 많은 개의 이야기

한 마리의 개가 한 덩어리의 고기를 물고 집으

로 돌아가려고 했다. 다리를 건  때 그 에 

 한 마리의 개가  하나의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것이 보 다.

그 때 그 욕심 깊은 개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 개는  한 마리의 개와 싸워서 그 고기 덩

어리까지 뺏으려고 개를 향해 짖었다.

하지만 입을 열자마자 물고 있던 고기는 개

울에 떨어져서 깊은 곳으로 잠겼고 아래에 

있는 개가 물고 있던 고기도 없어져 버렸다. 

이것은 아까는 진짜 개처럼 보 던 것이 실

은 자기의 형상이 물에 비친 것이었기 때문

이다. 그래서 욕심 많은 개는 결국 한 덩어리

도 못 먹게 되었다.

한일 교과서의 생산(개발)과 흐름(유통) 속에서 볼 때, 두 교과서의 주

된 특징이자 공통  가운데 하나는 우화의 활용과 그것의 교과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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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이다.

�신정심상소학�(1896)에는 학부의 이  두 교과서와 달리 우화가 많이 

수록되었다.

제1권 20과 탐심이 있는 개라, 29과 까마귀와 여우의 이야기라, 30과 포도

(葡萄田)1, 31과 포도 (葡萄田)2

제2권 19과 여호와 고양이의 이야기라, 25과 까마귀가 조개를 먹는 이야기

라, 31과 사슴이 물을 거울삼음이라

제3권 6과 호랑이와 여우의 이야기라, 23과 교활한 말이라

�신정심상소학�에 수록된 우화들은 본인 �심상소학독본�(1887) 외에

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童蒙敎草�(1872), 渡邊溫의 �通俗伊

普物語�(1875) 등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1593년 포르투갈 

수회의 선교사들에 의해 이솝 우화가 처음 출 되었고, 명치 기에 와서

는 크게 화되어 각종 교과서에 수록하게 된 것인데,36) 우리나라의 경

우, 다른 문헌들보다 교과서의 역을 통해 주로 수용되면서 교과서 안의 

교육정 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37)

우화는 주로 인간 이외의 자연물(동식물)을 작 인물로 하고, 이들 간에 

벌어지는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사회에 교훈을 주는 식으로 교과서에

서 활용된다. 그러므로 우화는 상당 부분 특정 자연물의 본능을 활용하여 

서사를 꾸민다. 그리하여 허구에서 출발한 우화는 허구성-계몽-문학의 축

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근  계몽의 항목들은 성실, 직분, 충실, 근면, 효, 

노동 등인데, 이는 도덕  환원구조에 다름 아니다. 특히 국민교육을 한 

정치  유의 결과물이라는 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36) 김태 , ｢이솝 우화의 수용과 개화기 교과서｣, �한국학보�, 1981, p.108.

37) 박 기, �한국근  아동문학 교육사�, 한국문화사, 2009,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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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교육 기의 독본류라든지 특히 교과서 가운데 순수하게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한 교과들이 우화 다는 사실은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상이다. 온 한 상상력에 바탕을 둔 허구  문학, 특히 우화 형식의 서사 

등장을 획기 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과서란 애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교육  필요에 의해 지속 으로 개발․변천된다

는 사실에서 보면, 당시 교육 목 을 해 우화 형식이나 서사 양식이 채택

되었다는 것이 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형식 혹은 양식의 표작들이 계

속해서 교육정 으로서의 지 를 갖게 된다는 이다.

[사례 5] ‘기원 ’ 단원 비교

3권 제15과 紀元節이라

기원 이란 것은 우리 태조 왕이 비로소 임

의 자리에 오르신 날이다.

당 에 왕이 고려조의 벼슬 문하시 이 되

었는데, 그때에 국정이 문란하여 여러 사람들

로부터 망을 받았습니다. 일 이 장수가 되

시어 때론 왜구를 막고, 때론 내란을 평정하여, 

큰 공을 세우시더니, 마침내 배극렴 등의 추

에 힘입어 에 오르니 억만년 종사의 업을 

만드시고 묶음을 베푸셨습니다. 그 날은 팔월

이십사일, 이 날을 기원 이라 정하며, 매년 

축하는 격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은 날을 맞으면 그 은택

이 깊은 을 생각하고, 더욱 애국 충군하는 

마음을 힘쓸 것입니다.

4권 29과 神武天皇

2월11일에는 일본 사람들은 모두 일을 쉬고 집 

앞에 일장기를 꽂아 축하한다. 이 날은 기원

이라고 해서 신무천황이 즉 하신 날이다.

 신무천황은 우리나라 제1  천황이시며 우리

나라에서 태어난 자는 모두 천황에 해 잘 알

지 않으면 안 된다. 천황은 우가야후기아에즈

존의 넷째 아들로서 일향(日向:휴가)국 다카치

호궁에서 천하를 통치하셨다. 그 때 서국은 일

이 천황을 따랐지만 지 의 기내(畿内）지

방에서는 천황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

 천황은 그들을 평정하고 화(大和:야마토)

국에 도읍을 정하여 많은 군를 데리고 일향국

을 떠났다. 그리하여 키비국에 와서 쟁 비

를 하여 배로 나니와에 상륙하여 야마토국으

로 향했다. 키비국이란 지 의 비젠, 빗 , 빈

고 등의 땅이고 나니와란 지 의 오사카이다. 

야마토국에는 ‘나가스네비코 야소타 루’ 등

이 황군에 맞섰으나 즉시 무 르고  ‘쓰치구

모’ 라는 강한 자들도 무찔러서 드디어 야마토

국을 평정하고 가시하라 궁에서 즉 하셨다. 

이로부터 로 천황이 그 뒤를 잇게 되어  

천황에 이르러서는 122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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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심상소학�은 ‘기원 (紀元節)’과 ‘만수성 (萬壽聖節)’에 한 단

원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각각 조선의 개국을 기념하거나 군주의 탄신을 

축하하는 경축일이어서, 학교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된다. 기원 을 최 로 

기념하기 시작한 것이 1895년 9월 4일이다. 갑오 교육개 의 주체 던 온건 

개화 가 주도해서 제정한 것인데, 이를 신속하게 교과서 안에 반 한 것을 

보면 학부의 인식과 극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목이 아닐 수 없다.

본문을 살펴보면, 기원  단원이 �심상소학독본�에 기 를 두고 있는 게 

확실하다. 그러나 조선 학부의 삽화  내용의 번안 한 매우 극 임을 

알 수 있다. �신정심상소학�의 삽화는 일장기 신 태극기를 선명하게 그

려 넣었다. 본문에는 국기에 한 언 을 찾을 수 없으나, 본이 된 �심상

소학독본�이 일장기와 기원 의 유래에 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번안의 과정에서 조선의 역사  사실과 표상이 두드러지게 표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는 태조의 ‘은택(恩澤)’과 애국 충군의 

마음을 표나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민소학독본� 이래 조선의 학부가 

견지해온 교육개 의 이념, 즉 근 지를 갖춘 보통 국민으로서의 주체 양

성을 각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교과서 학습자를 국민으로 호명하는 주

체가 바로 군주-폐하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기원  단원의 핵심인바, 

교과서  교육제도를 통해 국민․민족을 배치하는 근  국어 교과서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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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신정심상소학�은 보여주고 있다.

극 인 번안의 경향은 근 지나 문물에 한 것보다 조선의 역사 ․

정치  맥락이 개제되는 단원에서 두드러진다. 를 들어, 노래(창가)를 삽

입해 애국의식을 고취하고 있는 훈련 단원(훈련, 2권 17과), 구한말 경찰 

제도와 그 역할을 엿볼 수 있는 단원(경찰, 3권 5과), 근 식 화륜선과 군함

을 소개한 단원(선, 3권 32과), 쟁에 비하는 직무를 소개한 단원(군사, 

3권 33과)에서는 삽화 속 배 에 태극기를 그려 넣는다든지 경찰과 군인의 

역할을 ‘인민의 재난을 방지하는 자’, ‘국가와 임 을 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아이들의 놀이를 마치 군사 훈련처럼 묘사하

고, 실제로 군가를 삽입하고 있는 경우다.

제십칠과 훈련이라

여기 아이가 여섯이 있으니 큰 아이는 군도를 찬 장수가 되고, 세 아이는 

막 를 메고 군사가 되어 가지런히 늘어섰으며, 둘째 아이는 나팔을 불며, 셋

째 아이는 북을 칩니다.

이 군사들은 다 강하고 장수의 호령 로 행진하며, 이 아래 쓴 군가를 큰 

소리로 부릅니다.

朝鮮 國民되 (조선의 국민들은)

我軍 我國을 爲지라.(우리 임  우리 나라를 할지라)

膽氣勇略 奮發야(용기와 기운을 북돋아 분발하여)

敵兵 萬若 잇슬 때난(만약 병이 있을 때에는)

목숨살기 不顧고(목숨을 아끼지 말고)

一假忠義 힘써보세.(충과 의 한 가지에 힘써보세)

飛雨갓 彈丸中에(탄환이 빗발치는 속에서)

鬼神갓치 다니면서(귀신같이 다니면서)

鐵노맨든 城門을난(철로 만든 성문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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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聲砲響에 깨치고(한 방에 포탄소리로 깨치고)

구름갓치 뫼인 敵兵(구름같이 모인 병일랑)

바보듯 흣터보세.(바람처럼 흩어보세)

(띄어쓰기  어 번역-인용자)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원과 내용을 두고 군국주의의 이식 혹은 답

습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는 통감부 이후 일제 강 기 교

육 침탈을 제로 한 결과론  해석일 뿐이다. 오히려 당시 조선 학부의 

무와 교육 개 의 의지가 �신정심상소학�에 반 되었다는 을 감안한

다면, 이 단원의 어색함이야말로 조선의 부국강병을 표방한 조선  번안의 

사례에 가깝다. 특히 1895년 4월 청일 쟁이 종료되면서 일본의 군사 ․

국제  향력을 확인한 상태에서 개국기원 을 제정하여 교과서에 반

하고, 훈련 의 해산과 무장해제 등 일련의 반일 기조를 추진했던 온건 개

의 교육  유 방식을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 으로는 

근  문물과 우화  이야기를 통한 근 지의 습득을 교과서의 형태로 차

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와 삽화의 번안 가능성을 탐색하고, 애

국 충군의 이념 안에서 국민을 호명하는 교과서의 규범화를 제시하는 것이

야말로 �신정심상소학�의 본질이자 양가  의미인 것이다.

결국 논 의 심화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갑오 교육개 의 혼종성과 교

과서 주체의 규범화 략이다. 이 과정에서 그간 �신정심상소학�에 덧 워

졌던 오해와 편견은 차용과 번안의 변증법, 나아가 기 에 깔린 통  학

문 의 한 완강함과 부국강병에 한 의지를 들어 불식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교과서 바깥과 이후를 감안하면, 이 �신정심상소학�은 통감부 설치 

이후의 민간 교과서와 학부 개발 교과서에도 실질 인 향을 끼쳤다는 

이 요하다. 국어 교육  문학의 기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학제에 기반을 



근  계몽기 교과서의 생산과 흐름  533

둔 교육정책이 육체를 가지려면 교과서 텍스트의 성립이 우선되어야한다. 

그런 에서 볼 때, �신정심상소학�은 다양한 문체(담화체, 언문일치체)의 

시도를 통해 이  교과서와 변별되는 실험을 하 고, 근 지의 수용과 

달 과정에서 허구  이야기(우화 등)와 실제  이야기(인물의 일화 등)의 

수용가능성을 통해 국어 교과서의 규범과 외연을 획정해 갔던 것이다. 

Ⅳ. 결론을 신하여

애  이 이 확 하거나 심화하고자했던 문제의식은 이런 것이었다.

첫째, 지배와 항의 구도 하에 지배와 학정 간섭의 단순 논리를 재고해

보는 것. 이를 해 이 은 구체 인 교과서의 생산(개발)과 흐름(유통)을 

차용과 번안의 변증법이라는 맥락에서 �신정심상소학�을 통해 실증하

다. 둘째, 한일 교과서의 생산과 흐름을 통해 양국의 동상이몽이 교과서를 

통해 어떻게 구 되고 길항하는지를 살펴보자는 것. 이 은 �국민소학독

본�이 시스템 없이 상징성만 내세우고만 텍스트라면, �소학독본�은 통  

학문 체제로 교과서를 편제한 복고주의  실험의 텍스트임을, 그리고 �신

정심상소학�은 ‘신정(新訂)’의 의미를 구 하려는 의지가 완강했다는 과 

아울러 시스템과 내용을 연계한 당  교육 장의 ‘실질 ’ 교과서 모형임

을 입증하 다. 이 과정에서 단일 텍스트 내에서의 다성성(多聲性) 외에도 

3종의 조선 학부 발간 교과서 체에 내재된, 즉 근  계몽기 주체에 내재

된 다층  의미가 드러났다.

결국 언어  교과서의 규범화 자체(혹은 규범화 과정의 실증)는 요하

지만 더 요한 것은 규범화 내에서의 ‘동력’의 문제이다. 즉 생산과 흐름의 

경과를 복원하고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한 은 규범화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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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이면에 존재하는 정신과 사상의 문제일 것이다. 이 게 볼 때, 일제 

강 기 이후의 교과서 연구에서도 그 지만 근  계몽기 교육장에서도 교

과서의 생산과 흐름에서 주목할 것은 규범화의 실증과 그것을 실제로 추동

했던 동력의 분석이지 결과론  해석이 아니다. 즉 일제 강  이후 규범화의 

양상을 근거로 근  계몽기의 특정한 부면이나 요소를 의도, 략, 원인으로 

규정짓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뿐더러, 근  계몽기 교육 

개 의 내  동력을 단순화하고 역동성을 은폐하는 결과를 래한다.

교과서 생산과 흐름은 미디어와 기타 언론의 성장을 발함으로써 교육 

 공론의 장을 확장시켰다. 특히 조선어 교원의 의식과 지식을 공고히 하

는 매 역할을 했다. 그런 에서 �신정심상소학�은 비록 일본의 본을 

체제와 구성, 제재 등에서 차용하 지만 상징에서 실제로, 선언에서 구체

로 체 한 교과서이다. 특히 편찬 주체와 신원의 문제에 천착하는 것보다 

텍스트 생산과 후의 흐름을 놓고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신정심

상소학�은 근  국어교과서의 실제  원형이며(�국민소학독본�에서 나아

간 ), 근  등교육을 한 학부  온건개 의 산물이었고(�소학

독본�의 복고  흐름과 상반된다는 ), 공립보통학교 체제가 성립되는 

1905년까지 갑오 교육개 의 이상을 장에서 구 한 근  계몽기 국어과 

교과서의 원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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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duction and Flow of Textbooks during the Early 

Modern Enlightenment Period

- A case of Shinjeongshimsangsohak(1896) -

Gu, Ja-Hw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ultilateral meanings 

of Shinjeongshimsangsohak(1896). The study analyzed the issues of textbook 

standardization(content, organization, system, and writing style) in it in 

relation to the background of "Educational Reform of Gapo" and demonstrated 

that it settled as the product of borrowing and adaptation in the production 

and flow of Korean and Japanese textbooks.

The third textbook developed by the Joseon faculty, Shinjeongshimsang 

sohak(1896) did more than just transplanting and literally translating Simsang 

sohakdokbon(1887) of Japan, which was its original text. When the foundation 

for education was weak in early modern days, they compressed and 

transformed the system and content of the original text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of Joseon and tried to standardize it fit for the reality of 

Joseon. As a result, they were able to produce a new textbook that considered 

the difficulty level of a unit, the length of a sentence, and the distribution 

of materials in spite of poor unit system and book organization. The term 

"Shinjeong" before the title of the textbook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borrowing and translation. It was a unique term coined by the Joseon faculty. 

Chapter 3 demonstrated the specific patterns of borrowing and translation 

by comparing major units in content and illustration.

The production and flow of textbooks facilitated the growth of media and 

other press agencies, thus expanding the venues for early modern education 

and public debates. They especially served as the catalyst for the facul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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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on language to raise the public awareness of the mother tongue and 

solidify their teaching and learning knowledge. In that sense, Shinjeong 

shimsangsohak can be seen as a text that moved from symbolism to actuality 

and from declaration to specific practice even though it mimicked its Japanese 

counterpart in terms of system, organization and material. Shinjeongshim 

sangsohak was the product of the Joseon faculty for early modern education 

or especially the moderate reformists and the archetype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which realized the ideals of Educational Reform of Gapo in the 

field until 1905 when the public primary school system was in place, during 

the early modern enlightenment period

Key Word : early modern textbook, educational reform, standardization, 

translation, illustration, Simsangsohakdokbon(1887), Shinjeongshim 

-sangsohak(1896), bor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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