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화기 1894-1910 
한글 고문헌

사회학 전공 

준철



잡지류



친목회회보(1896)

1. ‘대조선일본유학생친목회’가 일본에서 창간한 계간지 

2. 학술과 문예, 시사 등을 다룸 

3. 통권 6호까지 발행 

4. 1건1식(6책) 

5. 개화사상, 독립사상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6. 선진문물과 과학기술을 전파하는데 기여 

7. 한국어로 발행된 최초의 잡지 

관련 링크: 문화재청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79,05110000,11 

제목

특징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79,05110000,11


친목회회보(1896) 소장처: 연세대학교



죠션회보(1897)

1.  아펜셀라 / 경성 정동 / 감리교 선교부  

2. 1897년 2월 2일부터 죠션 크리스도인 회보(KOREAN 
CHRISTIAN ADVOCATE)를 창간 

3. 1897년 12월 8일자 5호부터 국호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
뀌자 대한크리스도인회보로 바뀜 

4. 순국문 

5. 2쪽 2단제의 신문 

6. 첫 페이지에는 사설젹인 총설(總說)을 실었으며, 다음 페이지
에는 내보(內報)로서 정치, 사회에 관한 일반 기사

관련 링크:

제목

특징



죠션회보 (1897) 출처: 한국잡지백년



신학월보(1900)

1. 신학월보, 神學月報, A BIBLICAL AND CHURCH 
MONTHLY 

2. 존스(趙元時) 發行 

3. 크기: 22.4×14.7CM 

4. 신학월보 한국 감리교회에서 발행 

5. 최초의 한글신학잡지 

6. 미감리회 선교사 존스가 1900년 12월 창간,1910년 폐간 

7. 초기 한국교회의 신학 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 

8. 1901년 최병헌(崔炳憲)이 한국인 최초의 신학논문을 게재 

관련 링크: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HTTP://GOO.GL/CWC8QL  

제목

특징

http://goo.gl/CWC8Ql


신학월보 (1907) 소장처: 연세대학교



기타 



소장처: 연세대학교독습일어잡지



가뎡잡지 소장처: 한국잡지백년



신문류



독닙신문(1896)

1. <독닙신문>의 전개  
제1기 창간(1896. 4. 7) - 1896. 7. 2 
   서재필 주도, 정부에 협조적, 국민계몽에 주력 
제2기1896. 7. 4  - 1898. 5. 11 
   독립협회 창립, 친러수구파 정부 비판 심화 
제3기1898. 5. 12 - 1898. 12. 30 
   서재필 추방으로 윤치호가 인계, 기관지의 성격 
제4기1899. 1. 1 - 폐간(1899. 12. 4) 
   독립협회 해산, 이후 내용 온건화, 국민계몽에 주력 

2. 1면에 독립신문의 광고와 논설, 2면에 관보, 외국통신, 잡보를 
실었으며, 3면에는 물가, 우편시간표, 제물포 輪船 출입시간표 
등을 실었고, 4면은 영자판 THE INDEPENDENT

관련 링크: 

제목

특징



독닙신문(1897/2/11)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ClibPDF - www.fastio.com
독닙신문



독닙신문
ClibPDF - www.fastio.com



독닙신문
ClibPDF - www.fastio.com



독닙신문
ClibPDF - www.fastio.com



성경류



예수셩교누가복음젼셔(1882)

1. 이응찬(李應贊)·백홍준(白鴻俊)·서상륜(徐相倫)·로스·매킨타이
어 共譯 

2. 1878년 서상륜에 의해 처음 번역된 이래 몇번의 수정을 거쳐 
1882년 발간 

3. 51페이지 

4. 크기: 19.0×11.6CM 

5. 장과 절 표시가 없고 띄어쓰기가 생략 

6. '예수' 앞에서 띄어쓰기를 하는 대두법(擡頭法)*을 사용 

7. 신의 명칭을 ‘하나님’으로 표기 

* 임금의 이름이 나올 때 한 칸 띄어쓰기를 했던 한서(漢書)의 전통, 즉 대두법(擡頭法)

관련 링크: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H T T P : / / W W W . S S U . A C . K R / W E B / M U S E U M / E X H I B I T _ B ?
P_P_ID=EXT_MUSEUM&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MUSEUM_STRUTS_ACTION=%2FEXT%2FMUSEUM%2FVIEW&_EXT_MUSEUM_VPAGE=REL
IC&_EXT_MUSEUM_ORDERSELECTION=TITLE_KR&_EXT_MUSEUM_SUBJECTID1=13&_EXT_MUSEUM_SUBJECTID2=133&_EXT_MUSEUM_RELICID=562 

제목

특징

http://www.ssu.ac.kr/web/museum/exhibit_b?p_p_id=EXT_MUSEUM&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MUSEUM_struts_action=/ext/museum/view&_EXT_MUSEUM_vPage=relic&_EXT_MUSEUM_orderSelection=TITLE_KR&_EXT_MUSEUM_subjectId1=13&_EXT_MUSEUM_subjectId2=133&_EXT_MUSEUM_relicId=562
http://www.ssu.ac.kr/web/museum/exhibit_b?p_p_id=EXT_MUSEUM&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MUSEUM_struts_action=/ext/museum/view&_EXT_MUSEUM_vPage=relic&_EXT_MUSEUM_orderSelection=TITLE_KR&_EXT_MUSEUM_subjectId1=13&_EXT_MUSEUM_subjectId2=133&_EXT_MUSEUM_relicId=562


누가복음(1882) 소장: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예수셩교요안내복음젼셔(1882)

1. 이응찬·백홍준·서상륜·로스·매킨타이어 共譯 

2. 크기: 19.3×11.7CM 

3. 누가복음에 이어 간행된 두 번째 한글 복음서 

4. 평안도 사투리 

5. 본문은 대두법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한 칸씩 띄어쓰기 

6. 본문 뒷편에 '밥팀례'(세례), '사밧일'(안식일)과 같은 단어 설명
을 붙임. 

7. 1895년 서울에서 성서번역위원회역 4복음과 사도행전이 나올 
때까지 사용되었다.

관련 링크: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H T T P : / / W W W . S S U . A C . K R / W E B / M U S E U M / E X H I B I T _ B ?
P_P_ID=EXT_MUSEUM&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MUSEUM_STRUTS_ACTION=%2
FEXT%2FMUSEUM%2FVIEW&_EXT_MUSEUM_VPAGE=RELIC&_EXT_MUSEUM_ORDERSELECTION=TITLE_KR&_EXT_MUSEUM_SUBJECTID1=13&_EXT_MUSEUM_SUBJECTID2
=133&_EXT_MUSEUM_RELICID=309 

제목

특징

http://www.ssu.ac.kr/web/museum/exhibit_b?p_p_id=EXT_MUSEUM&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MUSEUM_struts_action=/ext/museum/view&_EXT_MUSEUM_vPage=relic&_EXT_MUSEUM_orderSelection=TITLE_KR&_EXT_MUSEUM_subjectId1=13&_EXT_MUSEUM_subjectId2=133&_EXT_MUSEUM_relicId=309
http://www.ssu.ac.kr/web/museum/exhibit_b?p_p_id=EXT_MUSEUM&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MUSEUM_struts_action=/ext/museum/view&_EXT_MUSEUM_vPage=relic&_EXT_MUSEUM_orderSelection=TITLE_KR&_EXT_MUSEUM_subjectId1=13&_EXT_MUSEUM_subjectId2=133&_EXT_MUSEUM_relicId=309


요한복음 (1882) 소장: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예수셩교셩셔누가복음뎨자행젹(1883)

1. 이응찬·백홍준·서상륜·로스·매킨타이어 共譯 

2. 크기:19.5×12.3CM 

3. 세번째로 발행된 한글성서 

4. 《누가복음》을 수정 후 《사도행전》과 함께 묶은 합본성서 

5. '예수' 앞에서 띄어쓰는 대두법을 사용  

6. 신(神)의 명칭을 '하나님'으로 표기 

7. 장·절 표시가 없음 

8. 지명이나 인명을 원문 그대로 표기 시도 

관련 링크: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H T T P : / / W W W . S S U . A C . K R / W E B / M U S E U M / E X H I B I T _ B ?
P_P_ID=EXT_MUSEUM&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MUSEUM_STRUTS_ACTION=%2
FEXT%2FMUSEUM%2FVIEW&_EXT_MUSEUM_VPAGE=RELIC&_EXT_MUSEUM_ORDERSELECTION=TITLE_KR&_EXT_MUSEUM_SUBJECTID1=13&_EXT_MUSEUM_SUBJECTID2
=133&_EXT_MUSEUM_RELICID=310  

제목

특징

http://www.ssu.ac.kr/web/museum/exhibit_b?p_p_id=EXT_MUSEUM&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MUSEUM_struts_action=%2Fext%2Fmuseum%2Fview&_EXT_MUSEUM_vPage=relic&_EXT_MUSEUM_orderSelection=TITLE_KR&_EXT_MUSEUM_subjectId1=13&_EXT_MUSEUM_subjectId2=133&_EXT_MUSEUM_relicId=310
http://www.ssu.ac.kr/web/museum/exhibit_b?p_p_id=EXT_MUSEUM&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MUSEUM_struts_action=%2Fext%2Fmuseum%2Fview&_EXT_MUSEUM_vPage=relic&_EXT_MUSEUM_orderSelection=TITLE_KR&_EXT_MUSEUM_subjectId1=13&_EXT_MUSEUM_subjectId2=133&_EXT_MUSEUM_relicId=310


뎨자행적 (1883) 소장: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예수셩교젼셔(1887)

1. 이응찬·백홍준·서상륜·로스·메킨타이어 共譯 

2. 크기: 21.1×13.0CM 

3. 만주 봉천(奉天)에서 출판 

4.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 

5. 번역 주관자가 J.ROSS라서, 일명 '로스역성경'(ROSS VERSION) 

6. 중국어 음역표기에서 벗어나 서구식에 가깝게 정리되어 용어사적
인 공로가 큼 

7. 절 표시가 되어 있으나, 대두법 표기는 없어졌음 

8. 신의 명칭은 '하나님'으로 표기 

9. 짙은 평안도 사투리가 많은 특징 

관련 링크: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H T T P : / / W W W . S S U . A C . K R / W E B / M U S E U M / E X H I B I T _ B ?
P_P_ID=EXT_MUSEUM&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MUSEUM_STRUTS_ACTION=%2
FEXT%2FMUSEUM%2FVIEW&_EXT_MUSEUM_VPAGE=RELIC&_EXT_MUSEUM_ORDERSELECTION=TITLE_KR&_EXT_MUSEUM_SUBJECTID1=13&_EXT_MUSEUM_SUBJECTID2
=133&_EXT_MUSEUM_RELICID=311 

제목

특징

http://www.ssu.ac.kr/web/museum/exhibit_b?p_p_id=EXT_MUSEUM&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MUSEUM_struts_action=/ext/museum/view&_EXT_MUSEUM_vPage=relic&_EXT_MUSEUM_orderSelection=TITLE_KR&_EXT_MUSEUM_subjectId1=13&_EXT_MUSEUM_subjectId2=133&_EXT_MUSEUM_relicId=311
http://www.ssu.ac.kr/web/museum/exhibit_b?p_p_id=EXT_MUSEUM&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MUSEUM_struts_action=/ext/museum/view&_EXT_MUSEUM_vPage=relic&_EXT_MUSEUM_orderSelection=TITLE_KR&_EXT_MUSEUM_subjectId1=13&_EXT_MUSEUM_subjectId2=133&_EXT_MUSEUM_relicId=311


예수셩경젼셔 (1887) 소장: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성경직해(1892)

1. 1892년에서 1896년까지 5년에 걸쳐 전 9책의 활판본(活版本)이 간행 

2. 간행된 한글본 ≪성경직해≫는 한문본 ≪성경직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
님. 

3. 한문본 ≪성경직해≫에서 일부, 1740년 북경에서 간행된 ≪성경광익≫(聖經廣
益)에서 일부를 취해 하나로 편집 

4. 크기: 가로 13.6CM 세로 22CM 두께 2.3CM 

5. 주로 복음성서의 해설을 위주 

6. 교회력에 따른 주일(主日)과 축일(祝日)의 복음성서를 한문(漢文)으로 번역하고 
주해(註解)를 붙임 

7. 주일과 축일은 각각 한 장(章)을 이룸 

8. 각 장은 해당 주일이나 축일의 성서구절을 풀이한 부분인 `성경`(聖經)부분과 
그날의 성서구절을 읽은 후 묵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분인 `잠`(箴)부분으로 구
성 

관련 링크:  
네이버 E뮤지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66491&CID=51293&CATEGORYID=5129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5427&CID=46646&CATEGORYID=46646 
한국글꼴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84591&CID=41828&CATEGORYID=41828 

제목

특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66491&cid=51293&categoryId=5129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5427&cid=46646&categoryId=4664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84591&cid=41828&categoryId=41828


성경직해 (1892) 소장: 가톨릭대학교 전례박물관



성경직해 (1892) 소장:



성경직해 (1892) 소장: 가톨릭대학교 전례박물관



성경직해 (1892)

소장: 한국교회사연구소

『셩경직해』에 사용된 
글꼴 구성으로는 최지혁
체 2호 글꼴이 본문 전체
에 사용되고 있고, 목차
와 각 장의 머리글에 큰
한글활자가 사용되었다. 

- 박지훈, 2012: 727-730



조만민광(1894)

1. 1894년(고종 31) 낙동 영국성공회에서 간행한 성공회 발췌 성
경 

2. 불분권 1책 전체 58장 

3. 권수에 목록 1장, 서(序) 3장 

4. 본문은 주요 교리를 주제로 한 별개의 12절 

5. 활자는 신식 활자를 사용  

6. 본문의 체재에서 행을 바꾸는 외에는 특별히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 

7. ‘텬쥬, 쥬, 예수, 셩신’ 등의 단어가 나올 때에는 반드시 한 칸 
띄어쓰기 

관련 링크:  
한글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TOTAL_LIST.JSP?D_CODE=00145&G_CLASS=09 

제목

특징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total_List.jsp?d_code=00145&g_class=09


조만민광(1894)

1. 또한 성공회 교리서인 만큼 서양의 인명과 지명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에 
대하여 다른 단어와 구분되게 글자의 오른쪽에 직선과 물결선을 각각 그어 표
시하였다.  

2. 표기법은 개화기 무렵의 다른 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한글전용을 하고 있
는 점이 특기할 만함  

3. 다소 의고적(擬古的)인 특징을 보인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4. 주격조사로 ‘가’보다 ‘ㅣ’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바ㅣ(1A), 쥬ㅣ(1A)], 치음 
뒤에서 이중모음이 단모음화하기 전 단계를 반영하고 있고[셔, 쇼, 슈, 죠, 쥬 
등] 구개음화와 두음법칙에 대해서도 그 전 단계를 반영하고 있다. ‘됴흐니
(23A), 뎨일(39B)’ 등에서는 구개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형태를 볼 수 있으며 ‘녯
사?(1B), 닐??(1B), 녀인(4B), 례물(11B)’ 등에서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
은 ‘ㄴ’이나 ‘ㄹ’을 볼 수 있다.  

음절 경계 표기에서는 대체로 분철을 하고 있으나 혼철도 많이 보이며[깁히(2b), 압희(2b) 등] 특히 받침 표기에서 ‘ㄷ’을 제외한 7종성만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당시의 일반적인 표기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밋어(42b), 밧아(4a), 엇
으리라(55b)’에서 모음과 분철된 받침 ‘ㅅ’은 실제 음가로는 ‘ㄷ’이었던 것이다. 어중의 ‘ㄹㄹ’의 표기가 모두 ‘ㄹㄴ’으로 되어 있음도 당시 표기의 관행을 보여 준다[만물노써(1a), 닐너(23a), 두려워 말나(23b), 살녀 주쇼셔(27a)].  
된소리 표기에는 철저하게 각자병서를 사용하고 있는데[때(1a), 땅(1a), 또?(8b), 불꼿치(49b) 등], 협주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용병서를 사용하고 있다[?(6a), ?(17a), ??(22a), 불?츼(49b) 등]. 개화기 교과서류들에는 각자병서
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각자병서의 사용은 매우 특징적이며 본문과 협주의 작성자가 다른 사람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근거가 된다.  
전체적으로 오자나 탈자 등이 종종 눈에 띄나 국어학 분야에서는 개화기 국어의 실상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되며 개화기의 성공회 교리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김정남)  

5.

관련 링크:  
한글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TOTAL_LIST.JSP?D_CODE=00145&G_CLASS=09 

제목

특징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total_List.jsp?d_code=00145&g_class=09


조만민광(1894)

1. 음절 경계 표기에서는 대체로 분철을 하고 있으나 혼철도 많이 보이며
[깁히(2B), 압희(2B) 등] 특히 받침 표기에서 ‘ㄷ’을 제외한 7종성만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당시의 일반적인 표기법과 크게 다르지 않음  

2. ‘밋어(42B), 밧아(4A), 엇으리라(55B)’에서 모음과 분철된 받침 ‘ㅅ’은 
실제 음가로는 ‘ㄷ’이었던 것 

3.  어중의 ‘ㄹㄹ’의 표기가 모두 ‘ㄹㄴ’으로 되어 있음도 당시 표기의 관행
을 보여 줌[만물노써(1A), 닐너(23A), 두려워 말나(23B), 살녀 주쇼셔
(27A)].  

4. 된소리 표기에는 철저하게 각자병서를 사용하고 있는데[때(1A), 땅
(1A), 또?(8B), 불꼿치(49B) 등], 협주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용병서를 사
용하고 있다. 개화기 교과서류들에는 각자병서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각자병서의 사용은 매우 특징적이며 본문과 협주
의 작성자가 다른 사람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근거가 된다.  

관련 링크:  
한글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TOTAL_LIST.JSP?D_CODE=00145&G_CLASS=09 

제목

특징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total_List.jsp?d_code=00145&g_class=09


조만민광 (1894)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강대학교 도서관; 한국교회사연구소;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성경직해 (1892) 소장:



성경직해 (1892) 소장:



성경직해 (1892) 소장: 가톨릭대학교 전례박물관



성경직해 (1892)

소장: 한국교회사연구소



ㄴ성경직해 (1892)

소장: 한국교회사연구소



가곡집류



찬양가(1894)

1. 언더우드(H.G. UNDERWOOD)가 편찬 

2. 1894년 ‘예수셩교회당’에서 간행한 찬송가집 

3. 모두 117편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고, 이 중 88곡은 악보가 함
께 실려 있음 

4. 찬양가는 1894년 초판 발행 이후 1895년(재판), 1896년(삼판) 
등 중판을 거듭함 

5. 우리나라 최초의 오선 악보집이면서 악보있는 개신교 찬송가
집 

6. 초기 개신교 음악에 기여하였으며, 창가, 애국창가의 선율로도 
활용

관련 링크:  
문화재청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79,04780000,11&REF=NAVERDIC 

제목

특징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79,04780000,11&ref=naverdic


찬양가 (1894)
소장처: 연세대학교 



찬양가 (1894)
소장처: 연세대학교 



찬양가 (1894)
소장처: 연세대학교 



찬양가 (1894)
소장처: 연세대학교 



찬양가 (1894)
소장처: 연세대학교 



보통교육창가집(1910)

1. 학부에서 발간 

2. 그러나 1872년 일본에서 발간된 <소학창가집>의 곡 전재한 것 

3. <보통교육창가집> 이후, <신편창가집>(조선총독부, 1914-
1920), <보통학교 보충창가집>(조선총독부, 1926), <우타노혼 
1학년용>(조선총독부, 1942-1945), <초등음학 6학년용>(조선
총독부, 1944) 등이 발간되었다.  

관련 링크:  
문화콘텐츠닷컴  
H T T P : / / W W W . C U L T U R E C O N T E N T . C O M / C O N T E N T / C O N T E N T V I E W . D O ?

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8&CP_CODE=CP0443&INDEX_ID=CP04430189&CONTENT_ID=CP044301890001&SEARCH_LEFT_MENU=3 

제목

특징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8&cp_code=cp0443&index_id=cp04430189&content_id=cp044301890001&search_left_menu=3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8&cp_code=cp0443&index_id=cp04430189&content_id=cp044301890001&search_left_menu=3


보통교육창가집 (1900)
소장처:  



보통교육창가집 (1910) 소장:



보통교육창가집 (1910) 소장:



보통교육창가집 (1910) 소장:



보통교육창가집 (1910) 소장:



보통교육창가집 (1910) 소장:



보통교육창가집 (1910) 소장:



도교관계  
문헌자료



공과신격(1905)

1. 내용 1  

2. 내용 2 

관련 링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4230 

제목

특징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4230


공과신격 (1905)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공과신격 (1905)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공과신격언해(1906)

1. 내용 1  

2. 내용 2 

관련 링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4231 

제목

특징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4231


공과신격 언해(1906)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공과신격 언해(1906)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국어 독본 관계 
문헌자료



국민소학독본(1895)

1. 학부에서 편찬한(관찬한) 국어 교과서  

2. 1895년 7월(음) 학부신설이후 가장 먼저 출간된 수신교과서로 실제 저
자는 두 명 이상으로 추정 

3. 근대적 교재제작을 위해 일본의 수신교과를 참고하여 편찬 

4. 국권이 상실되는 위기 아래에서 국권수호를 위한 애국적 인재양성의 교
육취지가 적극 반영되었으며 조선정부가 서구의 근대문명을 국민교육
의 지침으로 삼아 새로운 국민상을 만들려한 교재로 편찬함 

5. 1책(144면 10행 20자). 한장본(漢裝本, 21.7×14.4㎝) 

6. 국한문혼용체  

7. 주는 두 줄로 되어 있으며, 목활자 학부인서체자로 인쇄 

8. 저본으로 일본의『고등소학독본』 단원을 삼았음. 80% 이상이 동일하
다는 것이 한계. 일본의 교재가 주로 유럽을 다룬 반면, 조선의 경우는 
미국의 문화와 생활에 비중을 두고 있음.

관련 링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306 

제목

특징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306


국민소학독본(1895)

1. 총 41과로 구성되었음 

2. 이 중 10개과가 미국 관련한 단원이며, 이는 학부대신 박정양
의 『미속습유』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3. 1910년 11월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발매 금지 당하였음 

4.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편찬된 본격적인 근대
의 수신교과서  

5. 내용 중 1/3이 역사와 관련되었고, ‘소학’이란 이름을 붙였음에
도 ‘근대 지식과 생활내용’으로 구성 

6. 게다가 앞서 나온 일본의 교재를 수용하고, ‘미국’과 같은 국가
의 예를 든 점은 일종의 근대적 국민 만들기의 일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관련 링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306 

제목

특징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306


국민소학독본 (1895)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신정심상소학(1896)

1. 3권 3책. 인쇄본. 국한문 혼용체 

2. ‘신정(新訂)’이란 말은 1895년에 편찬, 간행한 바 있는 ≪심상
소학≫을 개편한 것이라 붙은 것이라 추정 

3. 1895년에 공포된 ＜소학교령＞에 따라 편찬된 교과용 도서로
서, ≪국민소학독본≫·≪소학독본≫ 등과 함께 초기 개화기 교
과서의 하나  

4. 간행 목적이 아동들에게 국문 사용의 필요성 및 각국의 형세를 
깨우치게 하는 데 있음이라 서문에서 밝힘  

5. 일본인 보좌원의 참여하에 편찬되었음

관련 링크:  
한글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TOTAL_LIST.JSP?D_CODE=00138&G_CLASS=09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3810 

제목

특징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total_List.jsp?d_code=00138&g_class=09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3810


신정심상소학(1896)

1. [권1]은 아동들이 지녀야 할 가치덕목과 행위지침 등 교훈적인 
내용 
- 근면·정직·청결·효도 등 일상의 생활규범을 우화에 비유 
- 이 우화 중 상당수가 이솝우화 등 서구적인 것에서 채택 

2. [권2]와 [권3]의 서술 체제나 내용도 권1과 유사 

3. 다만 일본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적이나 일본의 풍속을 
소개하는 삽화가 간간이 수록 
- 예컨대 [권1] 제12과의 오노(小野道風) 이야기 
- [권3] 제20과의 일본인 거류지에 관한 자세한 소개

관련 링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3810 

제목

특징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3810


신정심상소학(1896)

1. ‘사대문’·‘사소문’·‘아국(我國)’ 등의 제목 아래 우리 나라의 정
통성과 역사를 소개 

2.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할 것을 당부 

3. 지구의 자전 및 사시(四時：사계절)의 운행 등 주위 사물과 자
연현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 

4. 책 끝에 학부의 교과서 목록이 실려 있다 
- “학부 편집국 개간서적 정가표”에는 ≪만국지지 萬國地誌
≫ 외 16종의 제목과 가격을 적었음 
- 역사·지리·언어·산수 등 기초교과에 해당하는 교과서들

관련 링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3810 

제목

특징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3810


신정심상소학 권2 (1896)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신정심상소학 (1896)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신정심상소학 (1896)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신정심상소학 (1896)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신정심상소학 (1896)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신정심상소학 (1896)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신정심상소학 (1896)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신정심상소학 (1896)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신정심상소학 (1896)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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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신정심상소학 (1896)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신정심상소학 (1896)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유년필독 (1907)

1. 4권 2책. 휘문관(徽文館)에서 발행 

2. 국한문 혼용체이며, 한자에는 한글토.  

3. 총 132과(課)로 구성. 

4. 책머리의 범례는 애국사상의 고취를 위주 

5. 역사·지리교육을 통하여 민족의 전통적 주체성을 확립시키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세계사정을 익혀 국제경쟁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국민을 교육하고자 함

관련 링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1321 

제목

특징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1321


유년필독 (1907)

1. 내용은 우리 나라의 역사·지리와 세계 사정을 개괄, 설명, 소개한 글 

2. 유년용 교과서로서 그 대상이 아동에 한한 것이 아니라 장년과 노년층까지를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였음 

3. 역사에 나타난 을지문덕·계백·성충·양만춘·이원익·임경업·정충신·정약용·김덕
령·정기룡·이순신 등의 행적을 보여주면서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함 

4. 나라를 보전하는 데 힘쓸 것을 전하고, 임진왜란·병자호란 등의 외침과 이괄
의 난·홍경래의 난·임오군란·갑신정변·갑오경장 및 을사조약 등의 불행한 역사
적 경험에 비추어 민족의 잘못을 회개할 것 주장 

5. ＜독립가＞·＜혈죽가＞ 등의 노래를 실어 애국에 관한 강한 정서와 정열을 유
발하고자 함 

6. 지침서가 되는 교사용의 ≪유년필독석의 幼年必讀釋義≫를 개발 

7. 자주·독립·애국사상의 고취를 목적으로 간행된 반일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교과
서라는 이유로 1909년 5월에 일제로부터 발매금지 당함 

관련 링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1321 

제목

특징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1321


유년필독 (1907)
소장처: 장서각 



유년필독 석의(1907)

1. 현채(玄采)가 편술, 간행한 『유년필독(幼年必讀)』을 풀이한 교사용 교과서 

2. 4권 2책. 인쇄본. 국한문 혼용체.  

3. 교사들이 『유년필독』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참고사항 수록 

4. 이 책의 서문에서 종래 외국 위주의 사상교육이 조선의 패망을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통탄하고, 애국심과 자주·자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민족주의교
육의 실시를 주장 

5. 상권에는 본 교과서인 『유년필독』 권3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하권에
는 본 교과서 권4의 내용이 수록 

6. 주안점을 우리나라 역사·지리 등에 두고, 민족주체성의 확립과 애국애족사상
의 고취에 역점을 두고 있음 

7. 지식층을 대상으로 편술되었으므로 한말 사상계에 많은 영향을 준 외래사상
에 관한 논저와 문헌을 대폭 수록 

8. 이 책은 『유년필독』과 더불어 서술내용의 특징 때문에 1909년 학부에 의하
여 치안법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용금지 처분을받음.

관련 링크:  
한 글 박 물 관 H T T P : / / W W W . H A N G E U L M U S E U M . O R G / S U B / I N F O R M A T I O N / B O O K D A T A / B O O K _ V I E W _ T E S T . J S P ?
FILENAME=01115AAA001AA000A&D_CODE=01115&G_CLASS=09&PG=0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1322 

제목

특징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book_view_test.jsp?fileName=01115aaa001aa000a&d_code=01115&g_class=09&pg=0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book_view_test.jsp?fileName=01115aaa001aa000a&d_code=01115&g_class=09&pg=0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book_view_test.jsp?fileName=01115aaa001aa000a&d_code=01115&g_class=09&pg=0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1322


유년필독 석의 (1907)
소장처: 연세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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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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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유년필독 석의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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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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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유년필독 석의 (1907)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유년필독 석의 (1907)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문법 연구서



대한국어문법(1906)

1. 상동청년학교(尙洞靑年學校)의 국어강습소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교재로 한두장씩 나누어준 것을 모아 묶은 책 

2. 대한국어문법은 내제(內題)이고, 표제는 ‘국문강의(國文講義)’
로, 그리고 판심서명(版心書名)은 ‘국문(國文)’ 

3. 애초에 국어문법 전반을 서술하려 하였다가 국문강의 부분만
을 우선 묶게 되었기 때문 

4. 문답식으로 엮어진 이 책의 체재는 약례(略例), 말과 글, 소리, 
사람의 말소리, 국문을 만들심, 자모음의 분별 성질, 그리고 발
문으로 되어 있음 

5. 내용은 문자론과 음학 및 맞춤법을 삼위일체로 서술

관련 링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4943 

제목

특징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4943


대한국어문법(1906)

1. 주시경의 독특한 음학이론과 분석방법이 제시 

2. 이의 수정·정리가 국문연구소의 ‘국문연구안’(주시경 안)이며, 
이것은 『국어문전음학(國語文典音學)』으로 1908년에 출판
되었다. 

관련 링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4943 

제목

특징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4943


대한국어문법 (1906 )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국어문전음학(1908)

1. A5판. 단권. 국한문활자본.  

2. 1908년 박문서관(博文書館)에서 간행 

3. 1946년 정음사에서 간행된 『조선어문법(朝鮮語文法)』에는 
『조선어문전음학(朝鮮語文典音學)』이라는 명칭으로 수록 

4. 국어문전 가운데 음학(音學) 부분만을 다룸 

관련 링크:  
한 글 박 물 관 H T T P : / / W W W . H A N G E U L M U S E U M . O R G / S U B / I N F O R M A T I O N / B O O K D A T A / B O O K _ V I E W _ T E S T . J S P ?
FILENAME=00408A00000AA000A&D_CODE=00408&G_CLASS=10&PG=0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388 

제목

특징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book_view_test.jsp?fileName=00408a00000aa000a&d_code=00408&g_class=10&pg=0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book_view_test.jsp?fileName=00408a00000aa000a&d_code=00408&g_class=10&pg=0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book_view_test.jsp?fileName=00408a00000aa000a&d_code=00408&g_class=10&pg=0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388


국어문전음학(1908)

1. 이 책은 장(章)의 구별이 없음 

2. 간행동기를 쓴 박태환(朴兌桓)의 서(序)와 머리말에 해당되는 ‘제2
회 하기(夏期) 국어강습’, 국어와 국문이 숭상되고 연구되어야 할 필
요성을 논한 ‘자국언문(自國言文)’, 본론에 해당되는 ‘국문의 음학’, 
그리고 발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구성 

3. 국어의 음(音)에 대한 많은 문제를 취급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1906
년 6월에 유인(油印)된 『대한국어문법』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거의 없음. 또한, 1909년경 저자 미상으로 유인된 『고등국어
문전(高等國語文典)』과도 그 내용이 거의 일치. 『고등국어문전』
도 주시경의 저술로 추정.  

4. 이 책보다 1년 먼저 국문연구소(國文硏究所)에 제출된 「국문연구
안(國文硏究案)」과 비교해볼 때, 이 책의 본론인 ‘국문의 음학’ 부
분과 「국문연구안」의 ‘발음’ 부분이 순서와 내용에 있어 거의 일치.

관련 링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388 

제목

특징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388


국어문전음학(1908)

1.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등에 보이는 ‘ㅼ, ㅺ, ㅽ’ 등의 이
자병서(異字竝書)는 된소리의 표기이므로 그것들은 ‘ㄸ, ㄲ, 
ㅃ’ 등과 같이 동자병서(同字竝書)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과 
‘ㅅ, ㅈ, ㅍ’ 등 새로운 종성(終聲)을 예증한 것은 『국어문전음
학』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책이 가진 특징 

2. 이 책이 지닌 또 다른 특징은 끝부분에 기록된 저자의 국문연구
경력이다. 
: 1892년에 국문을 자음과 모음으로 분해하였고, 1893년에 ‘·’
가 ‘ㅣ, ㅡ’의 합음임을 깨달았으며, 1894년에 이에 대한 첫 번
째 증명을 했다는 것

관련 링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388 

제목

특징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388


국어문전음학(1908 )
소장처: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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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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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전음학(1908 )
소장처: 장서각



국어문전음학(1908 )
소장처: 장서각



국문초학(1908)

1. 각급 학교 교과용 도서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어린이들에게 한글
맞춤법의 기초를 해설하고, 이를 실제로 익히도록 하는 편찬취지에 
따라 지어졌음 

2. 모두 49공과(工課 : 단원)로 된 이 책은 각 공과마다 띄어쓰기 대신 
구두점을 가하여 표시함  

3. 49개 공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공과에서는 모음 11자에 관해서, 제2공과에서는 자음 14자에 
관해서, 제3∼16공과에서는 합자법(合字法)에 관해서, 제17∼21공
과에서는 단어표기 예에 관해서, 제22∼49공과에서는 문장표기 예
에 관하여 기술 

4. 맞춤법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고, 다만 예문만을 제시하여 독본형식 

5. 예문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일체의 조사 표기에 이른바 ‘아래아’자를 
사용하지 않음

관련 링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282  

제목

특징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282


국문초학 (1908)
소장처:  



국어문법(1910)

1. 박문서관 발행. 118면, 국판 반양장.  

2. 1911년과 1913년에 《조선어문법》이라 표제를 바꾸어 재판하기
도 함. 
: 《조선어문법》이 《국어문법》과 다른 점은 품사를 의미하는 용
어가 뒤의 책에서는 '기'인데, 앞의 책에서는 '씨'로 바뀐 점. 이들 《조
선어문법》은 '씨'라는 용어를 최초로 보여줌.  

3. 서(序), 국문(國文)의 소리, 기난갈, 짬듬갈, 기갈래의 난틀, 기몸박굼, 
기몸헴, 기뜻박굼, 이온글의 잡이 등으로 구성 
: ’서'에서는 말〔言語〕과 문자가 독립의 요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것을 정리할 필요성에서 《국어문법》을 짓게 되었다고 
말함  

4. '이온글의 잡이'에는 우리나라 말의 듦, 곧 국어 문장구성의 방식을 
구명하는 데 저술목적을 둠 

관련 링크: 
국어국문학자료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1196&CID=41708&CATEGORYID=41711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387 

제목

특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1196&cid=41708&categoryId=41711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387


( )
소장처:  



사전 및 한자/한문 
학습서



한영자전(1897)

1. 1897년요꼬하마(YOKOHAMA)의 KELLY＆WALSH 출판사,THE 
YOKOHAMA BUNSHA에서 인쇄 

2. B5판. 피혁양장이며 ⅤⅡ+ 1096+64면 

3. 내제 처음에 ‘한영자전’, 그 아래 ‘한영뎐’, 이어 고딕체의 ‘KOREAN-
ENGLISH DICTIONARY’ 

4. 초판은 2부. 
: 제1부는 한영사전(KOREAN-ENGLISH DICTIONARY)(PP.1∼836), 제2부
는 중영사전(CHINES-ENGLISH)(PP.837∼1096) 

5. 제1부의 끝(PP.831-6)에는 ‘부록(ADDENDA)’을 두어 빠진 단어가 보충 

6. 제1부는 불란서선교사들의 ≪한불뎐≫(1880)과 언더우드(UNDERWOOD. 
H.G.) 및 스코트(SCOTT,J.)의 영한사전을 기초로 하여 편찬되었으며 제2부는 
자일스(GILES)의 중어사전(CHINESE DICTIONARY)으로부터 도움 받음  

7. 이 밖에 편자는 정동명(鄭東鳴), 양시영(梁時英), 이창직(李昌稙), 이득수(李得秀), 
이겸래(李謙來), 양의종(梁宜鍾), 조종갑(趙鍾甲), 신면휴(申冕休) 등의 한국인의 
도움을 받음

관련 링크:  
한글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BOOK_VIEW_TEST.JSP?D_CODE=00635&G_CLASS=07 

제목

특징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book_view_test.jsp?d_code=00635&g_class=07


한영자전(1897)

1. 책끝에 따로 매긴 페이지의 부록(PP.1∼64)이 붙어 있는데, 일본, 중국, 한국
의 역대왕조연표를 서기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으며, 시후(時候), 십간(十干), 십
이지(十二支), 십진법(十進法) 등도 있음  

2. 또 중한사전을 위하여는 획수에 따른 한자의 색인도 마련 

3. 편자는 사전편찬의 전통이 없는 한국어의 사전을 편찬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
운 점은 구어(口語)와 단어를 수집하여 그 뜻을 매기는 작업이라 말함 

4. 서울출신자의 문장을 비교하여 뜻을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말하고 구
어의 발음과 철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 또한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함 

5. 단어의 배열차례는 불란서선교사들의 ≪한불뎐≫의 “아A, 야YA, A” 등의 알
파벳 순서를 따랐다고 함 

6.  ＜들어가기 INTRODUCTION＞에서는 한국어의 언어적인 특성 등이 개관 
: 한국어는 일본어와 같이 구어(COLLOQUIAL), 문어(BOOK FORM), 한
자의 셋으로 구성되었다고 봄. 한국어의 형태적 특성은 교착적이며 일본어와 
비슷하나 그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함.

관련 링크:  
한글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BOOK_VIEW_TEST.JSP?D_CODE=00635&G_CLASS=07 

제목

특징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book_view_test.jsp?d_code=00635&g_class=07


한영자전(1897)

1. ＜구어＞란 기록되지 않은 말인데 지역에 따라 방언의 차이가 심하며, 구어문장의 
어순은 ＜수식어+주어+부사+동사＞의 형태를 취하는데 동사는 문장 종결의 기능
을 띠고 있다고 봄 

2. ＜문어＞는 한글로 쓰인 문장형태의 글인데 언해된 말. 편자는 이곳에서 자일스의 
언문관과 스코트의 한글기원론을 비판함 

3. ＜한자＞는 고대에 이미 유입되었으며 중국어의 평성은 한국어에 와서는 짧게, 상
성, 거성, 입성은 길게 발음된다고 말함. 구결은 일본의 가나문자와 같이 한자의 약
자도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전자(全字)구결 및 한글음과의 대조표도 보이고 있음 

4. 한자어에 대하여는 앞에 *표를 붙임으로써 고유어와의 구별을 시도  
: 한글 다음에 한자를 적고 괄호 안에 새김을 붙인 다음 영어로 뜻을 적음. 보기에
서 ℓ은 첫음절이 긴소리임을 표시, 짧은 소리일 때는 S를 사용하고 있다. 
예) * 가격 ℓ. 伽格(갑) (격식) VALUE : WORTH 

5. 이 밖에도 편자는 비슷한 말, 같은 단어의 다른 철자 형태, 방언형, 문어형, 지소사, 
공대어 및 비어 표시를 위한 여러 가지 약어를 제시. 중한사전에는 먼저 한자를 제
시하고 괄호 안에 새김을 붙인 다음 영어로 뜻을 달고 있음 
예) 至(니) TO GO ; TO REACH

관련 링크:  
한글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BOOK_VIEW_TEST.JSP?D_CODE=00635&G_CLASS=07 

제목

특징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book_view_test.jsp?d_code=00635&g_class=07


한영자전 (1897)
소장처:  한글박물관



한영자전 (1897)
소장처:  한글박물관



한영자전 (1897)
소장처:  한글박물관



한영자전 (1897)
소장처:  한글박물관



한영자전 (1897)
소장처:  한글박물관



한영자전 (1897)
소장처:  한글박물관



한영자전 (1897)
소장처:  한글박물관



한영자전 (1897)
소장처:  한글박물관



한영자전 (1897)
소장처:  한글박물관



부유독습(1908)

1. 상·하 1책. 인쇄본. 국한문혼용체 

2. 이준구(李駿求)가 발행  

3. 편제(編製)의 형식과 규격으로 보아 정규교과서가 아닌, 즉 가정에서 독학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편찬된 것 

4. 수록된 한자의 수는 전출자(前出字)를 합산하여 상권에 865자, 하권에 1,346자 등 모
두 2,211자 

5. 편제의 특징으로 상권은 주로 기초한자 하나하나에 훈음(訓音)을 표기하고 이것을 다
시 성어(成語)시킨 다음 한글로 풀이 

6. 하권은 좀더 정도를 높여 상단은 2자식(二字式)의 한자숙어를 사용하였으며, 하단은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여 역사·시사 등의 문제를 취급하는 색다른 편제를 취하였음. 
특히 하권 하단에 실려 있는 국한문혼용문은 가사체로 되어 있어서 일정한 운율이 있
음 

7. 그 내용은 애국애족과 국가의 자주독립에 관한 문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 또한 서양에 
있어서 부인의 권리와 직분 등을 소개하여 신여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그
밖에 신문화 도입의 필요성과 학교설립의 필요성 및 여성교육의 시대적 요청 등에 관
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실려 있음

관련 링크:  
E뮤지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20643&CID=51293&CATEGORYID=51293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7574&CID=46615&CATEGORYID=46615 

제목

특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20643&cid=51293&categoryId=5129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7574&cid=46615&categoryId=46615


부유독습 (1905)
소장처:  장서각,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부유독습 (1905)
소장처:  장서각,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초등여학독본(1908)

1. 1908년 이원긍(李源兢)이 짓고 변영중(邊瑩中)이 발행 

2. 초등학교 1학년용 한문교과서 

3. 1권 1책. 인쇄본 

4. ≪여계 女戒≫·≪내훈 內訓≫ 등과 관련된 한문을 가려 뽑아 토를 달고 순국문
으로 풀이 

5. 서문에서 이원긍은 여성교육의 필요성과 남성과의 평등사상을 고취하였고, 덕
육·지육·체육의 긴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여권신장과 교육평등을 편찬의도로 
표방함. 그러나 그 수록내용은 봉건사회의 전통적인 부덕(婦德)을 강조하는데 
그침 

6. 명륜(明倫)·입교(立敎)·여행(女行)·전심(專心)·사부모(事父母)·사부(事夫)·사
구고(事舅姑)·화자매(和姉妹) 등 각 장으로 구분된 총 51과의 이 책은, 전편을 
통하여 가정내 여성의 역할과 순종을 강조 

7. 한편, 순국문으로 된 풀이는 띄어쓰기 대신 쉼표를 찍어 표시. 띄어쓰기 방법
이 오늘날 한글맞춤법과 거의 일치.

관련 링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6983 

제목

특징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6983


초등여학독본 (1908 )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문학  
: 신소설



혈의 누(1907)

1. 이인직.  

2. 1907년 3월에 광학서포에서 단행본으로 발행  

3. 1906년 7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50회에 걸쳐 『만세보』
에 연재한 이인직의 신소설 

4. 단행본의 내용은 『만세보』 연재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혈의 누」 하편은 1907년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11회
에 걸쳐 『제국신문』에 연재한 「혈의 누」 하편과 1913년 2
월 5일부터 6월 3일까지 65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한 
「모란봉」으로 보임 

관련 링크:  
네이버 TERMS.NAVER.COM/SEARCH.NHN?QUERY=혈의+누&SEARCHTYPE=IMAGE 

제목

특징

http://terms.naver.com/search.nhn?query=%ED%98%88%EC%9D%98+%EB%88%84&searchType=image


혈의 누(1907)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혈의 누(<만세보>, 1906/7/22)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문학  
: 번역소설



텬로력뎡(1894)

1. 조선 후기인 1895년 선교사 제임스 스카스 게일(JAMES 
SCARTH GALE)이 번역하고, 김준근(金俊根)이 판화를 그려 
상하 2책으로 원산에서 목판으로 간행 

2. 근대의 첫 번역소설 

3. 일부 판화에서는 원근법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등장인물들도 
한복과 갓을 쓰고 있으며, 천사의 모습은 한국 고전의 선녀를 
연상케 하는 등 유불선(儒佛仙)적인 분위기를 풍기기도 함

관련 링크:  
한글박물관  
1권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BOOK_VIEW_TEST.JSP?D_CODE=00406&G_CLASS=03 
2권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BOOK_VIEW_TEST.JSP?D_CODE=00407&G_CLASS=03  

제목

특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1774&ref=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3130&ref=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7215&ref=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7215&ref=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1084&ref=y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book_view_test.jsp?d_code=00406&g_class=03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book_view_test.jsp?d_code=00407&g_class=03


텬로력뎡(1894 )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텬로력뎡(1894 )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텬로력뎡(1894 )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텬로력뎡(1894 )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텬로력뎡(1894 )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텬로력뎡(1894 )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텬로력뎡(1894 )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텬로력뎡(1894 )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텬로력뎡(1894 )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텬로력뎡(1894 )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텬로력뎡(1894 )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텬로력뎡(1894 )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텬로력뎡(1894 )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역사 관계 
문헌자료



교과서명 간행 
시기

서술범위
편찬자 문체 교육 

대상
서술방법

시작 끝

1 조선역사 (朝鮮歷史) 1895 학부 국한문 초등 편년체(編年體)
2 조선역대사략 (朝鮮歷代史略) 1895 단군 본조 학부 한문 고등 편년체
3 조선약사십과 (朝鮮略史十課) 1895 단군 조선 학부 국한문 초등 신사체(新史體)에 근접
4 동국역대사략 (東國歷代史略) 1899 단군 고려 학부 한문 고등 편년체

5 대한역대사략 (大韓歷代史略) 1899 본조 한문 고등 편년체

6 보통교재 동국역사 (普通敎材 東國歷史) 1899 단군 고려 현채(玄采) 국한문 초등 편년체

7 대동역사 (大東歷史) 1905 단군 통일신라 최경환 (崔景煥), 정교(鄭喬) 한문 중등 편년체

8 역사집략 (歷史輯略) 1905.1 단군 고려 학부 한문 중등 편년체
9 대동역사략 (大東歷史略) 1906 단군 고려 대한국민교육회 국한문 초등 편년체

10 신정동국역사 (新訂東國歷史) 1906 단군 고려 원영의, 류근 국한문 초등 편년체
11 동국사략 (東國史略) 1906 태고 근세 현채(玄采) 국한문 중등 신사체(新史體)
12 대한력사 상 1908 단군 고려 Hulber Series 국문 초등 신사체(新史體)
13 초등본국역사 (初等本國歷史) 1908 상고 국조 국한문 초등 신사체(新史體)
14 초등대한력사 1908 상고 국조 조종만 국문 초등 신사체(新史體)
15 초등대한역사 (初等大韓歷史) 1908.7 단군 본조 정인호 국한문 초등 신사체(新史體)
16 초등대동역사(初等大東歷史) 1909.6 단군 금상 폐하 박정동 국한문 초등 신사체(新史體)
17 초등본국역사 (初等本國歷史) 1909 상고 국조 안종화 국한문 초등 신사체(新史體)
18 초등본국약사 (初等本國略史) 1909 단군 본조 흥사단 국한문 초등 신사체(新史體)
19 신찬초등역사 (新撰初等歷史) 1910 단군 본조 류근 국한문 초등 편년체

20 국조사 (國朝史) 1910
태조조 (太祖

朝)
대황제조 (大
皇帝朝)

원영의 국한문 초등 편년체

- 20개 개화기 국사 교과서 주요사항 정리(유영옥, 2011: 118 표 옮김)



역대 국사교과서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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