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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독교서회는 1890년에 문서선교를 위한 교단연합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작년
에 창립 130주년을 맞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기념행사들을 연기하였고, 올해 그
가운데 하나로 학술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특집은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2021년 10월 5일 오후 3시, 구세군 정동1928 아트센터)의 발
표 원고를 담아 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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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조선예수교서회의
교양·문학 도서
허경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한글’은 ‘한자’의 대립어이다. 한글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우리나라 공
용어가 되었으니, 조선성교서회가 설립된 1890년은 공식적으로 한자 시
대였다. 갑오개혁 때 국문(한글)을 공용어로 선포했지만, 국가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쓴다는 뜻이지 국민들에게 모두 한글을 사용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고종실록』 31년(1894) 8월 28일에는 군국기무처에서 교과서를 국문
으로 편찬하자는 의안을 올려 윤허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본국 군졸들은 교양(敎養)을 받지 못하여 체조와 총을 메는 것이 직분
인 줄만 알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알
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기율이 엄하지 못하고 담력이 굳세지 못하니, 군
무아문(軍務衙門)에서 ‘군졸 교과서’를 국문으로 편찬하여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가르쳐 주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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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에서 말한 교양은 한문교육을 가리키니, 교양이 없는 군졸
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국문으로 교과서를 편찬하여 가르치
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국가에서 한글 교과서의 효
용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그해 11월 21일에는 고종이 칙령 제1호로 공문식제(公文式制)를 반포하
였는데, 공문식(公文式) 제14조에 “법률·칙령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
로 하고, 한문(漢文)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한
다.”라고 하였다. 한문을 공용어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언해(諺解)
를 덧붙이던 문자생활이 대전환을 이룬 것이다.
이후 1896년에 창간한 「독립신문」은 한글 전용이고, 1898년에 창간한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이었다. 이 시기에 조선성교서회에서 간행한
책들도 필요에 따라, 또는 독자층에 따라 한글 전용을 하거나 국한문
혼용을 하였다.
영국 Religious Track Society (성교서회)의 설립자 조지 버더가 주일학
교에서 글을 배워 읽기 시작한 독자들이 어려운 내용의 성서보다는 저
질 서적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성경보다 쉽고 명
쾌한 언어로 쓰인 데다가 삽화도 들어간, 재미난 기독교 서적을 보급할
필요”1 를 주장했는데, 예수교서회의 교양서적이 바로 그러한 책이다.
이번에 선정한 소주제 가운데서는 문학이 교양에 가장 가깝다. 일제
강점기에 일반 독자들이 전공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가장 손쉽게 구해
읽었던 서적이 바로 문학서적이었다. 문학서적과 교양서적 중심으로 조
선성교서회와 조선예수교서회 시기의 출판이 한문 독자로부터 한글 독
자로 옮겨오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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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독자에게 읽히기 위해 한글을 선택하였다

조선시대 독자들은 계급에 따라 쓰는 문자가 달랐다. 양반을 비롯한 지
식인들은 한자를 배워서 일상적인 문자생활을 했는데, 5세 전후에 서당
에 가서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사서삼경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면무식이나 하려는 일반인들은 『천자문』이나 『소학』 정도 읽으면 더 이
상 배울 필요가 없었다. 생업 때문에 오랜 세월을 한자 공부에만 매달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시험 외에는 일상생활에
서 한문 능력을 크게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한글을 아는 독자들은 무엇이든 읽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읽을 책
이 없었다. 조선시대의 출판 주체는 국가, 불교 사찰, 문중 이렇게 셋이
었는데, 국가에서는 한글 독자를 위한 책을 거의 출판하지 않았으며, 유
교 경전의 언해본도 경전을 공부하는 지침이었다. 사찰에서는 불경을
한글과 한문으로 둘 다 출판했지만, 일정한 독자층이 더 확대되지 않았
다. 문중에서 간행하는 책은 대부분 한문으로 된 문집이나 족보였다. 19
세기에 방각본(坊刻本)이나 세책(貰冊) 같은 한글 상업출판이 시작되었지
만, 방각본은 서울이나 전주 같이 제한된 지역에서 소량의 목판본을 찍
었으며, 서울에만 있던 세책은 필사본이었기에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널
리 유통될 가능성이 없었다.
게일의 조선 체험담 『전환기의 조선』(Korea in Transition)은 한글 읽을
거리가 없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의 제5장 제목이 “특별한 은총”
인데, 19세기 말 한국이 선교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뜻이다. 그는
제5장의 서문 대신에 존스의 글을 인용해놓았다.

선교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기여한 두 번째의 요인은 그들이 활약한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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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찾을 수 있다. … 이곳에는 기독교에 견줄 만한 것이 없으며, 이러
한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독점적인 영역을 제공해 왔다. …
지식인들과 더불어 백성들의 지적 생활을 놓고 다투려는 종교적 소란을
담은 언론이나 문필도 아직 조선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다. 단지
新文學과 지극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정기간행물이 기독교를 자료로 하
여 발간되고 있다. 정치적 변화와 사회 질서의 동요는 한국인들을 교회로
2

쏠리게 하는데 가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

이 글에서 기독교를 예수교서회로 바꿔 놓아도 뜻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갑오개혁마저 실패하여 국민들이 기대할 곳이 없게 되었고, 읽
을거리가 없던 한국인들에게 서회의 출판물들은 좋은 읽을거리였다. 좋
은 책만 출판한다면 얼마든지 문서선교도 성공하고 상업출판도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당시에 가장 많이 팔리던 신문학(新
文學)도 기독교에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선교사들이 선교에 적합하다고 감탄한 문자가 바로 한글이다. 한글
이 배우기 쉽고 읽기 쉬운 것을 알게 된 게일은 너무 감격하여, 한글이
기독교 선교를 위해 400년이나 기다려왔다고까지 말하였다.

한글은 정말로 이 세계에서 제일 간단하다. A.D. 1445년에 발명되어 조
용히 먼지투성이의 시대로 자기의 세월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누가
그것을 알아주었겠는가? … 여자들조차도 한글을 한 달 또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배울 수 있었으니, 그렇게 값싼 글자를 무엇에다 쓸 것인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의해 그것은 신약성서와 다른 기독교 서적을
위해 준비된 채 자기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
중국이나 인도에서 아마 천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데 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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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조선에서의 읽기는 거의 보편적이다.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한 달 남짓으로 언문을 「깨우쳐서」 성경을 가지게 된다. 또 다른 섭리는
그들이 과거의 모든 변화를 통하면서도 글을 좋아하는 국민으로 남아 있
었다는 점이다.

당시 한글은 정부에서 간행한 일부 언해 서적 외에는 여성들의 편지,
가사와 소설 시장에서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교육은 서당과 향교,
서원의 한문교육밖에 없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문맹률이 높은 중국
이나 인도와 달리, 한국의 문맹률은 교육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하였다.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던 여성이나 일반인들도 한글은 집
에서 배울 수 있고, 그들이 책을 좋아하여 성서나 기독교 서적을 받으면
열심히 읽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
나지 않은 1890년에 조선성교서회를 조직한 이유는 한글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전도서를 만들어 팔 수 있고 선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확신
했기 때문이다.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쓰는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 28자
를 알면 누구나 읽고 쓸 수 있었다.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고도 저절로
배워지다보니 철자나 문법을 가르치고 배울 기회가 따로 없었다. 같은
책을 철자가 다르게 베끼더라도 읽고 뜻이 통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배우던 초기까지도 통일된 철자법이 없었으며, 선교사들은 그
런 상태에서 한국어를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한글은 갑오개혁 때에 비로소 국문(國文)이라는 이름을 얻고 공식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학부(學部)에 국문연구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글 연구를 해본 학자나 관리들이 없었기 때문에, 언더우
드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송기용(송순용), 스크랜턴에게 한국어를 가
한글과 조선예수교서회의 교양·문학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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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쳤던 주시경 등이 국문연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나마 이들이 선교
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토론과 시행착오 끝에 나름대로 한국어를
표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해왔던 것이다.
국문연구위원들이 1909년 12월 28일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듬해
에 국권이 상실되면서 『국문연구의정안』(國文硏究議定案)이 국정에 제대
로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아래아(․) 자를 그대로 쓰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이 의정안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체계와 맞춤
법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 당시로서는 앞서간 정책을 제안
한 셈이다.3 결국 역설적으로 선교사들이 입국하면서 한국어 문법과 철
자법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선교사와 한국인이 함께 번역하다

예수교서회 시기에 기독교 외부에서는 필자가 많았지만 서양서적 번역
자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 내부에서는 필자가 적고 서양서적 번
역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예수교서회 이사 클라크는 “당신은 왜 번역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라는 글을 써서 선교사들에게 번역을 권장하였
다.4 그러나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배웠다고 해서 다들 훌륭한 번역자는
아니었다. 그들의 한국어 능력이 자유롭지 않아서, 한국인들이 자연스
럽게 읽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번역자는 몇 사람 되지 않았다.
한성감옥서에서 수인들이 가장 많이 빌려갔다는 6권은 모두 서회에
서 간행한 선교사들의 번역본인데, 한국어를 배운지 10년 안팎의 선교
사들이 번역자로 이름을 올린 이면에는 한국어 교사나 조사들의 도움
이 있었다. 베어드가 1919년 선교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한국인과의
공동 번역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그의 문서팀 번역작업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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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5 먼저 조수에게는 영어판을 받아 적게 하고, 번역 보조자들
에게 일본어, 중국어, 영어판을 토대로 번역하도록 하면서 자신은 그들
이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을 설명해주는 일을 했다. 일단 초벌 번역이 끝
난 후 베어드는 함께 단어를 검토하며 보조 번역자에게 관용어법에 맞
게 번역문을 다듬게 한다. 이후 필경사에게 번역문을 베끼게 한 후 오역
이나 오탈자가 없는지 번역 보조자가 검토한다. 번역 작업 중에 경찰의
감시와 급습을 받기도 했다.
게일의 경우에는 공동번역자를 교열자(校閱者)로 판권에 올리다가 나
중에는 공동번역자로 올렸는데, 베어드의 경우는 베어드 자신이 오히려
교열자로 이름을 올려야 할 정도였다. 한국어를 가장 빠르게 배워서 한
국어 발음의 로마자 표기법을 최초로 정리한 베어드의 체험담을 보면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한국인과 함께 번역했을 텐데, 그들의 이름은 대
부분 감추어져 있다. 베어드의 책에 한국인 공동번역자의 이름을 표지
나 판권에 밝힌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예수교서회에서 1931년에 간행한
『긔독청년의실 활』 “셔언”에서 “본셔역슐에 쟝신묵 리셩락 량션 의
만흔도움을 밧앗노라”고 밝힌 것이 보인다. 장신묵이나 이성락이 그 뒤
에 낸 책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성교서회 시기에는 중국에서 간행된 기독교 서적을 많이 번역 출
판하였다. 어차피 번역 출판할 것이라면 선교사들이 왜 영어 원서를 직
접 번역하지 않았을까? 중국에 파견된 서양 선교사들이 이미 유교를 바
탕으로 저술한 책이 한국인 정서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 점도 있지만,
한국인 조력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한문서적을 번역했을 가능성이 크
다. 게일이 『천로역정』을 번역하면서 영어 원본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은 것도 결국은 한국인 공동번역자의 역할을 기
대했기 때문이다.
한글과 조선예수교서회의 교양·문학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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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공동번역자의 이름을 가장 일찍 밝힌 선교사는 게일( James
Scarth Gale)이다. 그는 조선에 도착한 이듬해인 1889년 황해도 소래에

한국어를 배우러 가서 평생의 동역자가 된 한학자 이창직(李昌稙)을 만
났다. 그는 1904년 예수교서회에서 간행한 『유몽천자』 서문을 “大美國
敎人奇一著 韓國士人李昌植述”6이라는 이름으로 썼는데, 1908년 간행한
ㅣ교긔략』 서문은 이창직이 쓰고 판권에 “교열쟈 성경번역회위원
『루터ㄱ
ᆞ

리챵직”이라고 밝혔다. 참여 비중에 따라 이름을 쓰는 방법이 달라졌다.
이창직은 1926년에 『유년구약니야기』라는 책을 단독으로 번역하
여 조선예수교서회에서 출판했는데, “제1장 이름다운 동산(창세기 1:1–
3:24)”부터 “제26장 금송아지를 만드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절함”

까지 구약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책이다. 이 책의 표지에는
“BIBLE STORIES. Mr. Yi Chang Jik 이창직 역술”이라고 번역자를 밝혀,
이창직이 한국어 교사, 교열자, 공동번역자, 서문 필자를 거쳐 단독 역술
자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7
1923년에 서회에 정식으로 편집국을 설치하고 클락에게 김필수와 오
천경, 게일에게 이원모와 이창직, 하디에게 최상현과 김태원을 한국인
조사로 배정하여, 한국인 직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번역 출판하
게 되었다. 숨어 있는 한국인 번역자의 저작권을 서회에서 인정하게 되
자, 게일, 이원모, 이창직의 공동번역 책들이 여러 권 간행되었다.

한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필요한 책들을 출판하였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출판사는 1884년에 『농정신편』을 간행한 광인사(廣
印社)인데, 이 책은 조사시찰단의 서양문물 시찰 보고서였지만 순한문

으로 출판하였다. 전국 각 지방과 학교에 배부하려고 독자를 지식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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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성교서회는 헌장 제1장 제2조에 “本
會는朝鮮文으로基督敎書籍과傳道紙類와定期刊行의雜誌類를發行하야全國
에普及함으로目的함”이라고 설립 목적을 밝혔는데, 여기서 말한 ‘朝鮮文’
은 당시 지식인들이 사용하던 한문이 아니라 한글이었다. 한자가 아니
라 한글이 국문임을 1894년 고종의 공문식(公文式)보다 먼저 인정한 것
이다.
한글로 서적을 발행하려면 한글을 체계화하는 작업, 즉 한글과 한국
어를 배우는 책과 사전부터 필요하다. 초기에는 한국어 교재가 없어서
철자법이나 발음을 한국어 교사의 개인적인 언어생활에 의존하였다. 언
더우드는 『한영ㅈ
ᆞ뎐』(1890) 서문에서 “이 작업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
은 한글 철자법에 규범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글 철자는 순전히 발음에
의존하는데, 모두가 자기 철자 법칙이 맞다고 우기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 법칙이 상황에 따라 서로 달라져서 동일한 철자 규범을 가진 두 사람
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8라고 밝혔다.
최세진의 『훈몽자회』(訓蒙字會)나 유희의 『언문지』(諺文志) 외에는 한
국인이 한국어 교육이나 연구에 관해 저술한 책이 없었으니, 로스의
『한국어입문 Corean Primer』(1877), 리델의 『한국어문법 Grammaire
Coréenne』(1881), 스콧의 『언문말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1893) 등이 출판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
는 교재도 유통되었다. 그러나 국내에 한글과 영어, 프랑스어를 함께 조
판할 출판사가 없었으므로 모두 외국에서 간행되었다.
언더우드의 『한영문법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은 1890년 일본에서 출판되었는데, 한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기
술하기보다는 학습자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언더우드는 임브리의 『영일어원』을 한국어 학습에 적용하였다.
한글과 조선예수교서회의 교양·문학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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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자와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언더우드는 더 좋은 문법서가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1914년에 개정판 『션영문법』을 예
수교서회에서 출판했다. 개정판은 초판보다 50쪽이 늘어난 475쪽 분량
인데, 개정판 서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아들 원한경과 브라운대학 백상
규 박사가 수정을 도와주었다고 썼다. 음성학, 특수표기, 한글 편지형식
을 소개하는 세 가지 부록과 영어 색인 및 한국어 색인이 늘어나, 예수
교서회가 475쪽이나 되는 전문서를 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의 한국어 사전은 독자적으로 편집된 것이 아니라, 선교사
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찾아보기 위한 이중
어 사전으로 만들어졌다. 한국인보다 선교사들이 먼저 사전을 편찬
한 것이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간행된 사전은 스콧의 English Corean
Dictionar y (1891), 게일의 『三千字典』(1924), 언더우드의 『英韓字典』
(1925), 게일의 『韓英大字典』(1931) 등이며, 성공회출판사에서 간행한 스

콧의 사전 외에는 모두 예수교서회에서 간행하였다.
게일이 한국어 교사 이창직과 함께 일본 요코하마 후쿠인출판사에 가
서 1년 넘게 『한영ㅈ
ᆞ뎐』의 교정을 보고 출판을 마치자, 1897년 4월 24일
자 「독닙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죠션 사들이 이 을 가졋스면 죠션 말들을 히 홀터이요 죠션글
를 엇더케 쓰지도 알터이니 엇지 죠션에 큰 업이 아니리요 죠션 사
은 몃 쳔년을 살면셔 긔 나라 말도 규모 잇게 호지 못 엿 이
미국 교샤가 이을 드럿슨즉 엇지 고맙지 아니 리요

1,170쪽이나 되는 분량도 방대하거니와, 서양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
한 한영사전으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한국인들에게도 자국어의 어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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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배우고 아울러 영어와 한문까지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저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선 사람은 몇천 년을 살면서 자기 나라 말도 규모
있게 배우지 못하였”다는 구절은 뼈아픈 지적이다.
게일은 궤도에 오른 조선예수교서회에서 1911년에 『韓英字典 A
Korean-English Dictionary』 개정판을 냈는데, 어휘부 첫 쪽에 ‘An
Unabridged Korean-English Dictionary’, 즉 대사전임을 밝혔다. 표제어
를 4만 8,623개로 늘렸기 때문이다.9 게일이 서문에서 ‘새로 출판된 서적
을 통해 신어를 많이 추가했다.’고 밝힌 것처럼, 십여 년 동안 한국 사회
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한국어도 빠르게 변화하고 정착한 결과이기도
하다.
1931년판 『韓英大字典 한영대ㅈ
ᆞ뎐』은 8만 2,000항목으로 늘어났다. 예
수교서회 시기에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책이 『성경사전』(1927)과
『한영대자전』(1931)인데,10 서회의 기본 도서이자 판매 전망도 밝은 『성
경사전』과 달리 『한영대자전』에 막대한 제작비를 들인 것은 한글을 체
계화시키려는 서회의 결단이다.

한문 독자도 대상으로 삼아 교과서를 간행하였다

모펫은 1891년 2월부터 원두우 고아학당의 책임자가 되었는데, 그가
1893년 1월 20일에 제출한 “1892-93 장로회 연례회의 남학교 보고”에
의하면 “나이 많은 소년 2명이 『맹자』 3-5권을 읽고 유교의 삼경(三經)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며, 다른 많은 소년들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한
문으로 읽었다.”라고 하였다.
권서들이 일반인들에게 파는 전도서는 혼자서도 읽을 수 있게 한글로
만들었지만, 학교에서는 한문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한문 성서를 읽으면
한글과 조선예수교서회의 교양·문학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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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독교의 진리에 접근하게 하였다. 중국에서 이미 한자나 중국어로
많은 기독교 서적이 저술되거나 번역된 상황이어서, 한국의 지식층에게
는 한문으로 접근할 방법도 모색했던 것이다. 지식층이 기독교를 받아
들이면 그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이다.

1) 천자문의 교육 효과를 활용한 게일의 『유몽천자』

게일은 한국어 교사 이창직을 통해 한국어에는 한글뿐만 아니라 한자
도 있으며 독자층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 『전환기의 조선』에서 동
네마다 설치된 서당의 『천자문』 교육을 이렇게 소개했다.

선비는 천자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여 五倫을 다룬 『童蒙先習』을 읽
는다. 그 다음 몇 권의 중국 역사를 읽으며 학생은 그의 나라에 관한 것
은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고 오직 중국 것만 배우는데 『孟子』, 『論語』,
『中庸』, 『詩傳』, 『周易』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논조
11

로 되어 있다. … 한국인들은 굉장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과거시험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서당은 많은 어린이들이 지식을 배우
는 공간이었고, 첫 번째 교과서가 여전히 『천자문』이었다. 게일은 서당
의 교육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교육열이 높아서 무엇이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천자문』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며, 중국 지식만 배우던 『천
자문』에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한자들을 편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였다.
『유몽천자』(牖蒙千字)는 게일이 이창직과 함께 1901년부터 1904년까
지 편찬한 중등학교용 학습서이다. 아마도 한학자 이창직이 중요한 한
자 천 자를 선정하면 게일이 그 글자가 들어가는 신문물 어휘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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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문을 집필하고, 이창직이 문장을 교열했으리라 짐작된다. 서문에
서 “태셔 사 의

교육 식히는 규례를 의방ㅎ
ᆞ야 지은

”이라고 했는

데, 캐나다 “The Ontario Public School”의 교재를 참고하여 편찬하였다.
게일이 1901년에 설립한 예수교중학교(지금의 경신고교)와 연동여학
교(정신여학교)에서 이창직이 한문을 가르쳤기에, 이 학교들부터 교재
로 사용하였다. 각권 목차에 제1과, 제2과라 하고 영문 목차에 LessonⅠ,
LessonⅡ라고 번호를 붙였으니, 수업시간에 사용하던 교과서임이 분명
하다. 국립한글박물관에는 “연동여중학당”이라는 첨지가 붙은 실물과
“私立光東普通學校章”이라는 도장이 찍힌 실물이 소장되어 있어, 여러 학
교에서 교재로 사용했음이 확인된다.
‘유’(牖)는 “열다. 인도하다”라는 뜻이고, ‘몽’(蒙)은 『동몽선습』(童蒙先習)
에서 보듯이 어린아이라는 뜻이니, 『유몽쳔ㅈ
ᆞ』(牖蒙千字)라는 책 이름은
‘어린이를 가르치는 천자문’ 이라는 뜻이다. 외국어가 들어오면서 다양
한 천자문들이 나왔는데, 이 책은 ‘천 자의 한자’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
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제1권 서문에서 밝혔다. 교과서임
을 의식하여 띄어쓰기를 철저하게 하였다.
이 책은 학년에 따라 4단계로 사용하게 편집하였는데, 제1권 서문에
서 체재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ᄋᆞᄅᆞᆯ ᄀᆞᄅᆞ치ᄂᆞᆫ 법은 쉬운셔 브터 시작ᄒᆞ야 슬긔로온 말노써 그 ᄆᆞᄋᆞᆷ
을 여러 히고 그 지식을 널녀 주ᄂᆞᆫ거시 ᄀᆞ장 요긴ᄒᆞᆫ 고로 몬져 용
ᄒᆞᄂᆞᆫ 한문 글ᄌᆞ 일쳔을 가지고 국문과 혼합 ᄒᆞ야 ᄒᆞᆫ권 을 져슐ᄒᆞ엿ᄂᆞᆫ
 무ᄅᆞᆺ 이십오 과졍 이라

제1과정 “地球의 論略”을 예로 들면 41개 어휘의 한자 한글 표기를 먼
한글과 조선예수교서회의 교양·문학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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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제시하고, 이 어휘들을 모두 사용하여 국한문 혼용체 문장으로 주제
를 설명하였다. 수업시간에 한자와 어휘부터 가르치고, 본문을 가르치
는 형식이다.
이 책은 모두 4권으로 되어 있는데, 1-3권에서는 천문학, 세계사, 보
건, 근대 사상, 영미 문학, 생활 교훈 등의 내용을 담았고, 『유몽속편』이
라는 제목으로 간행된 제4권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나 『동문
선』(東文選) 등에서 발췌한 우리나라의 한문학 작품을 소개하였다. 중국
유교 지식만 가르친 『천자문』 대신에 새로운 세상과 한국 고전을 가르
치려고 만든 것이다.
ᆫㅅ ㅈ ㅈ
제2권의 서문에 “초권에 업ᆞ
ᆫᆞ
ㅣ글ᆞ 쳔ᆞ를 더 류취ㅎ
ᆞ엿스니 심히 어
ᆫ
ㅣ를 가ㄹ
려온 바는 아니오 다만 어린 아ㅎ
ᆫ 법에 계뎨를 좆차 졈졈 놉
ᆞ
ᆞ치ᆞ
ᇂ
흔 등급에 오ㄹ
ᆷ이로다”라고 하였으니, 각 권별로
ᆞ난 차셔를 일치 안케 ᆞ
또 하나의 『천자문』을 통해 더 높은 단계의 지식과 한자, 한문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제4권 한문편에는 기자(箕子) 홍범(洪範)을 소개한 제1과와
제2과만 국한문 혼용이고, 제3과부터는 구두점만 찍은 한문을 독자들
이 강독해볼 수 있게 편집하였다.
책 뒤에는 이 책에 실린 한자들을 한글 발음 순서에 따라 검색하는 자
전(字典)이 실려 있는데, 가나다 순이 아니라 ‘ㅎ, ㄱ, ㅁ, ㄴ, ㅂ, ㅍ, ㄹ, ㅅ,
ㄷ, ㅌ, ㅈ, ㅊ(ㅌ)’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이 순서는 영어 알파벳 순서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시기 대부분의 이중어 사전들이 이 순서로 표제
어를 배열하였다. 그래야 서양인들이 찾아보기 편했다.
『유몽천자』 제1권의 초판은 1903년 조선성교서회에서 간행되고, 2판
은 1907년 조선예수교서회에서 간행되었는데, 광학서포에서 수정해서
1909년에 3판이 간행되었다. 1907년 5월 7일 자 「대한매일신보」 사립소
학교 연합대운동회 기사에 “高裕相 空冊十部 牖蒙千字十部”라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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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렸다. 고유상은 서회 책들을 팔던 회동서관 주인이니 홍보 차원에서
기부하였겠지만, 이 시기에 『유몽천자』가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는 인식
이 보편적이었다.
「황성신문」에 1909년 3월부터 4월까지 “此書가近間에欠絕이되와本書
舖에셔續刋하엿사오니學界僉彥은速速購覽ㅎ시옵”이라는

ᆞ

광고가 나온 것

을 보면 여러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면서 판매망을 기독교 바깥으로
넓히느라고 출판사를 바꾼 듯하다. 그러나 1905년에 설치된 통감부가
학부에서 편찬하지 않은 교과서는 모두 검정(檢定)을 받게 하였다. 국어
교과서로 분류된 『유몽천자』는 1910년 7월 1일 학부불인가 교과용도서
목록에 올라 더 이상 교과서로는 사용되지 못하였다.

2) 성서를 석 자씩 요약하여 외우게 한 『진리편독삼자경』

중국 어린이들에게는 『천자문』보다 송나라 왕응린(王應麟)이 편찬했
다는 『삼자경』(三字經)이 더 많이 읽혔다. “人之初 性本善”으로 시작하여
“戒之哉, 宜勉力”까지 356구가 학습동기, 지식확충, 경전소개, 역사교육,
근학사례의 다섯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학적인 내용 중심으로 편
집하고 압운(押韻)하였으므로, 『천자문』이 4언시라면 『삼자경』은 3언시
이다.
중국 한커우(漢口)에서 선교하던 그리휘트(John Griffith)가 『삼자경』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1890년에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진리편독삼자
경』(眞理便讀三字經)을 간행하자, 곧바로 한국에 수입되어 1895년 야소교
서국에서 목활자본으로 번역 간행하였다. 1908년에 모펫이 번역하여 예
수교서회에서 연인본(鉛印本)으로 간행하였는데, 내용이 같은 것을 보면
1895년 초판도 모펫이 번역했을 것이다. 띄어쓰기가 달라졌을 뿐, 한두
글자 빼고는 철자도 그대로이다.
한글과 조선예수교서회의 교양·문학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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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독자들이 읽기 쉽게 세 글자씩 두 구가 한 줄에 편집되었으
며, 『천자문』 방식 그대로 훈과 음을 달았다. 차이점이라면 한 장(章)이
끝나는 부분에 언해를 붙였다는 점이다. ‘번역’이라 하지 않고 ‘언해’(諺
解)라고 한 것부터 전통적인 한문 독자를 위한 배려인데, 이러한 편집이

마지막 장까지 반복되어 교육 효과를 높였다. “독일상제”(獨一上帝)부터
“경성유동”(警醒幼童)까지 16장으로 나뉘어져,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의 교
리를 깨우치게 하는 내용이다.12
『진리편독삼자경』은 『유몽천자』와 달리 학교에서 사용할 교재 성격
은 아니고 전도서 성격이지만, 독자층이 한정되어서 더 이상 간행했다
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진리편독삼자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어 꾸준히 팔렸지만, 우리나라는 곧바로 한글 시대가 되어 독자층
이 확산되지 못했던 것이다. 1898-99년에 한글판 성경문답이 4,114부 팔
리고 재고가 없는데 비하여 한문판 성경문답은 3부 팔리고 재고가 670
부 남아 있다는 도표13를 보면 기독교 출판계의 대세가 한문 독자에서
한글 독자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었다. 예수교서회 1912-13년 보고서에
118종의 중국 서적이 있지만 판매가 거의 이루지지 않아 반값으로 할인
판매하겠다는 내용이 실렸으니, 서회에서 한글 독자를 주 대상으로 삼
은 것은 성공한 전략인 셈이다.

문학과 음악을 함께 편집한 찬송가가 가장 많이 팔리다

찬송가는 문학과 음악이 합해진 서적이다. 대한기독교서회에서 13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사랑받은 책은 찬송가일 것이다. 기독
교인의 필수품이 성서와 찬송가인데, 찬송가는 서회에서 저작권을 가지
고 시대에 맞게 새로운 번역본을 만들어냈다. 혼자 있을 때에 찬송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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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교인들이 많았으니, 가장 많이 외우는 책이 찬송가이기도 했다.
최초의 찬송가를 예수교서회에서 간행한 것은 아니지만, 1931년에 예수
교서회에서 『신뎡찬숑가』를 간행하면서 서문에서 한국 찬송가의 전통
을 이어받은 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죠선말노 찬미를 쓰기는 그리쉬운일이 아니엇ㄴ
ᆞ니 … 복음가가 죠선
에서 처음으로 기기는 一八九三년경에 원두우박ㅅ
ᆞ가 발

찬양가”라

고 하였는데, 예수셩교회당에서 간행한 1894년판 『찬양가』에는 목록부
터 “讚頌三一(1장), 稱揚父子聖靈(2장), 甘心頌恩(3장), 讚美主宰(4장)” 순으
로 중국어 찬송가 제목을 먼저 소개한 뒤에 “언문ㅊ
ᆞ례로

찬미뎨목”

이 실려 있었다. 언더우드는 서문에서 한글과 곡조의 문제를 이렇게 설
명하였다.

이즁에 뎨ᄉᆞ 뎨이십구 뎨삼십팔 뎨륙십일 뎨구십삼 뎨일십삼 뎨일십
오ᄂᆞᆫ 다 죠션사ᄅᆞᆷ이 지은 거시니 그러나 곡됴ᄅᆞᆯ 맛게ᄒᆞ랴ᄒᆞᆫ즉 글ᄌᆞ가 뎡
ᄒᆞᆫ 수가 잇고 ᄌᆞ음도 고하쳥탁이 잇서셔 언문ᄌᆞ 고뎌가 법대로 틀닌거시
14

잇ᄉᆞ니 아모라도 잘못된 거시 잇거든 말ᄉᆞᆷᄒᆞ야 곳치기ᄅᆞᆯ ᄇᆞ라오며

대부분 미국 찬송가에서 곡조와 가사를 가져다 선교사들이 번역했는
데, 한국인들의 4·4조 기본 운율에 맞는 곡조를 많이 채택하다 보니 번
역이 글자 수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언더우드는 한자음과 한국어
의 차이를 지적했는데, 한자는 고저청탁(高低淸濁)과 사성(四聲)의 규칙이
강해서 곡조에 맞춰 번역하기가 힘들었다는 뜻이다. 언더우드가 21장에
ᆯㅅ ㅎ
ㅅ일셰”라고 번역한 구절을 애니 베어
서 “예수나ᆞ
ᆯ ᆞ랑ᆞ오 / 셩경에말ᆞ
ᆷ
드가 8장에서 “예수ㅅ
ᆞ심은 / 거륵ㅎ
ᆞ신말일네”라고 번역한 것을 보면
ᆞ랑ㅎ
글자 수가 정해져 있다는 언더우드의 말이 자신의 번역 체험에서 나온
한글과 조선예수교서회의 교양·문학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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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알 수 있다. 잘못된 것을 말씀하여 고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처
럼, 찬송가 가사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대에 따라 고쳐졌다.
애니 베어드는 가사를 번역할 때에 가사의 율격과 곡조의 율격을 맞
추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리고 한국어 리듬에서는 강약격
(trochaic)이나 악센트가 있는 음절로 시작하는 것이 약강격(iambic)이

나 악센트가 없는 음절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사실을 알아내
고,15 교인들이 부르기 쉽게 번역하였다.
애니 베어드는 W. B. Bradbury(1862)의 작곡을 살려 일곱 개의 음표에
맞게 7음보 4구로 정확하고도 쉽게 번역하였다. 어린아이들도 이해하기
쉬웠다. 애니 베어드는 후렴도 5음보를 세 번 반복하게 번역했는데, 언
더우드는 7음보로 번역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곡조에 맞춰 부르기
힘들었다. 찬송가가 통합될 때마다 당연히 애니 베어드의 번역 가사가
실렸다.16
한국인이 지었다는 1894년판 찬송가의 제4장 가사는 이렇다.

이셰상을내신이ᄂᆞᆫ / 여호와ᄒᆞ나일셰
텬디만물내신후에 / 일남일녀시조냇네

가사는 모두 한글로 쓴 데다가 셰상, 텬디, 만물, 일남일녀, 시조 등의
한자어도 일상적인 용어여서 한글로만 써도 이해할 수가 있다. 전통적
인 가사를 쓰는 순서 그대로 세로쓰기를 하였는데, 1절은 위에 8자를 두
줄 배열하고 아래에도 8자를 두 줄 배열한 뒤에, 다시 위로 올라가 2절
을 같은 순서로 배열하였다. 천주가사를 읊조리던 순서 그대로이다.
1895년에 2판을 낼 때에는 곡조를 없애고 가사만 편집했는데, 교인들
이 서양 곡조를 모르는 데다가 4·4조 가사를 읊조리는 데 익숙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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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농촌 교회에서는 큰 글자가 더 좋았다.
초판 앞에 있던 중국어 찬송가 제목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한글 제목만
남겨 두었는데, 선교사들이 찾기에 편하도록 뒤에 영어 색인을 첨부하
였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따로 간행한 찬송가를 통일하는 작업이 이루어
져 1908년에 『찬숑가』를 간행하였다. “찬숑가 서문”에는 “두회의노래를
합ㅎ
ᆞ야

을 드러일홈을찬숑가라ㅎ
ᆞ엿”다는 ‘통일’의 의미만 강조하

였는데, 1931년에 간행한 『신뎡찬숑가』 “셔문”에서 이때 “말은 존경어로
구조가 명확ㅎ
ᆞ며 의ㅅ
ᆞ고 교리에뎍절
ᆞ가 정당ㅎ

것만 쓰기로” 했다는 편

집 기준을 밝혔다.
이 찬송가는 연합공의회가 주도하여 간행했지만, “예수교서회에셔 회
ᇂ ㅼ
즁성셔를 새로제 ᆞ
ᆷ을 ᆞ라 쇼형(小型)찬미를 합부ㅎ
ᆞ야 팔게ㅎ
ᆞ니라”는
설명처럼 실제로는 예수교서회에서 간행하고 구매자의 편의에 따라 다
양한 편집으로 판매하였다.
1918년에 발행은 예수교서회에 맡기고 판권만 연합공의회 찬미위원
회가 가지면서, 오랫동안 ‘철저한 개정의 필요성은 느꼈지만 실행은 더
디었다’고 하였다. 『신뎡찬숑가』가 나올 때까지 22년 동안 43회 간행에
중본찬미 부수가 69만 5천, 회중용 부수가 11만 1천, 곡조책 부수가 6만
8500이었으니, 곡조책이 가사책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풍금도 없
는 시골 교회에서는 찬송가라기보다 찬송시로 읊조렸던 것이다. 감리교
에서 1895년에 가사가 없는 『찬셩시』를 간행했던 전통이 일반 교인들
사이에 계속되었고, 예수교서회는 독자들의 수요에 따라 가사책을 더
많이 찍었다.
『신뎡찬숑가』 편찬에는 처음으로 한국인 김인식과 변성옥이 참여하
여 가사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기준을 정하고 논의하였다. 번역
한글과 조선예수교서회의 교양·문학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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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문의 뜻과 같은지, 번역이 아닌 것은 찬미로 쓸 만한지, 말이 음악
의 구절과 억양에 맞는지, 이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 기준이 가장 어려
웠다. 글자 수도 맞춰야 하지만 악보의 높낮이와 한자음의 고저청탁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구절과 억양을 중요ㅎ
ᆞ게 보앗으나 만일 그두가
ᆫ 것이나 뎌쵹이 잇ᆫ
ㄱㅣ지
지에 어ᆞ
ᆫ경우에는 음악의 억양에 ㅼ
ᆞ
ᅩᆞ
ᆞ라 말이 ᄶ
ᇂ
지안어야 ᆞ
ᆯ곳에 잇서셔는 젼쟈를 더즁요ㅎ
ᆞ게 보앗”다고 하였다. 4·4조
구절에 다섯 글자를 넣어서 쪼개지면 안 된다는 뜻이니, 구절과 억양을
함께 생각하며 번역해야만 했다. 그동안 낮은 주조음(主調音)으로 전조
(轉調)하였던 것도 교회음악이 향상함에 따라 원주조음(原主調音)을 회복

하여, 지금 우리가 쓰는 찬송가의 틀이 만들어졌다.
성서공회에서는 한글 성서와 국한문 성서를 함께 출판했는데, 찬송가
는 초기부터 항상 한글로만 출판하였다. 그러나 신사참배와 일본어 사
용이 강화되면서 결국 한글 찬송가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일본어로 찬송가를 읽고 부르게 하였으므로, 서회에서도 더 이상 출판
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국민총력인천련맹에서는 부내에잇는 각교회에대하여 압흐로는 찬송가
나 성서를읽을에도 모두국어로서읽게하고 … 성서나 찬송가는국어로
번역을하라고 하엿스나 단시일에 외우지못할터이므로오는七월一일부터
17

다음과가치 일자를정하여 각교회에서 국어강습회를열게되엿다

어린이와 교사들이 읽을거리를 활성화시켰다

서회는 다른 출판사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어린이 독서물 출판을 시작
하였다. 수많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잠정적인 독자였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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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교사는 현실적인 독자였다. 어린이들이 책을 사지 못하던 시
기에 교사들이 책을 구입하여 구연(口演)으로, 또는 설교라는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 전달하였다.
한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서양문학의 번역은 선교사들이 들여
온 이솝우화에서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신문」이나 「조선크리스도인회
보」의 논설에 인용되다가 윤치호의 『우순소리』(대한서림, 1908), 송헌석
의 『伊蘇普의空前格言』(보급서관, 1911), 베어드의 『이솝우언』(조선예수교
서회, 1921)이 번역 출판되었다. 윤치호의 『우순소리』는 영문판 이솝우화

를 축약하거나 번안한 작품과 크게 변형하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삽입
한 작품으로 이뤄져 있고,18 송헌석의 번역은 ‘이소보’(伊蘇普)라는 표기
만 보아도 일본판을 번역한 것인데, 영어판을 번역한 베어드의 『이솝우
언』은 쉬운 한글로 되어 있다.19
어린이들의 독서물은 방정환이 천도교의 지원을 받아 편집한 잡지
「어린이」(1923)에 한글 전용 창작동화가 본격적으로 실리기 시작하였
다. 그러나 작가층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어린이 독서시장은 곧바로
외국 동화를 편역한 동화집 시대로 접어들었다. 기존 연구에서 일제강
점기에 출판된 번역 동화집 12권을 소개하며 예수교서회에서 간행한 책
으로는 노톤부인의 『님군의 새 옷과 다른 이야기』(1925) 한 권만 소개하
며,20 일제강점기에 외국인이 번역하여 엮은 동화 앤솔러지로 유일한 작
품집21이라고 하였는데, 외국인이 가장 많은 번역 동화집을 낸 출판사가
바로 서회이다.
표지에 ‘쏘다지는ㅺ
ᆞㅣ송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유몽긔담』 제1권은
1924년에 초판, 1928년에 재판을 낼 정도로 많이 팔렸는데, 이 역시 노
톤부인과 최두현의 공동번역이다. 동화 14편이 실렸는데, “녯적에 엇던
곳에 곰 세 마리가 큰 수풀속에

집을 짓고 ᆞ
ᆺ
ᄀ치살앗다”라고 첫 문장을
한글과 조선예수교서회의 교양·문학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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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서술형으로 끝낸 것만 보더라도 어린이들이 혼자 읽을 수 있
는 문장이다. 표지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소년소녀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천연색 그림인 데다가 본문에도 한국 화가가 그린 삽화가 많
아서, 서점에 들어간 어린이들이 손에 잡을 만하였다. 1925년에는 브라
운리가 외국동화 13편을 번역 번안하여 『동화세계』 제1권을 출판했는
데, “셔언”에서는 가장 많이 도와준 한국인 정성룡 씨에게 감사한다 하
고, 판권에는 역술자로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올렸다. 판권 앞장에는
『이솝우언』, 『유몽긔담』, 뒷장에는 『소영웅』, 『동화집』, 『님군의새옷과
다른니야기』 등의 어린이 도서 10여 종의 제목과 책값을 광고하여, 서회
의 어린이 독서물이 많아졌음을 보여준다.
동화집은 아니지만, 게일과 이원모가 1924년에 『유락황도긔』, 1925
년에 대니얼 디포의 『그루소표류긔』를 번역 출판하였다. 요한 데이비
드 위스가 1812년에 쓴 Swiss Family Robinson는 디포의 『로빈슨 크루
소』를 모델로 한 소설인데, 오스트레일리아 포트잭슨만으로 가다가 동
인도 제도에서 난파된 스위스 가족의 이야기이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ᆫ
ㅎᆫ
출판하였겠지만 “이ㅅ
ᆞ쟈는 무쌍 흥미를 엇울줄아노라”
ᆞ젹을 렬람ᆞ
라는 “셔언”이라든가, 제1회 ‘파션’의 첫 줄을 “화셜”로 시작하는 장회식
(章回式) 소설체 형식이어서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하지는 못한 듯하다.

1920년대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의
이상한 사건』이 서회에서 두 차례 번역 출판되었다. 언더우드부인이 먼
저 1921년에 『ㅾㅔ클과 하이드』라는 제목으로 축약하여 출판했는데, 첫
줄과 마지막 줄은 다음과 같다.

변호ᄉᆞ 엇트손은 우슴ᄒᆞᆫ번 우지 안니ᄒᆞᆫ 슝ᄒᆞᆫ 얼골 가진 사ᄅᆞᆷ이다、 …
그가 단두에 죽을넌지、잡히기 전에 ᄌᆞ살ᄒᆞᆯ넌지 나는 모르나 오직 하ᄂ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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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아시리로다。이제 나는 붓를 던지고 이 긴 설명을 멈추노라。(죵)

언더우드부인의 문장은 간결하다. 한국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
어나 문장은 한국의 상황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의역하고, ‘파운드’를
‘원’으로 바꾸어, 가능하면 한국 독자들이 읽기 편하게 이야기 투로 번역
하였다. 서문에는 악의 불가항력을 경계하기 위해 이 책을 번역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에 상당수 동화책이 일본어 번역판을 가져다 중역했는
데, 언더우드부인은 이 책이 일본에서 출판되기 전에 영어 원본에서 직
접 번역하여, 완역이나 직역이 아니면서도 번역문학사에서 평가받을 만
한 번역본을 냈다.
언더우드부인의 번역본이 102쪽인데 비해서 1926년에 간행된 게일․이
원모 번역본 『일신량인긔』는 49쪽 분량이어서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언더우드부인과 마찬가지로 10장 형식이지만, 원문의 3분의 1이 안 되
게 축약하였다. 머리말에 “사람의 선악을 묘사하여 보는 자로 심령상에
무한한 감상이 자연히 일어남을 금치 못하게 한지라. … 역자의 손이 둔
하여 그 심오하고도 활현(活現)하는 맛을 철저히 나타내지 못함을 한할
뿐이로라.”라고 번역 동기를 밝혔다. 역자의 손이 둔하여 제대로 번역하
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왜 언더우드부인의 좋은 번역본을 두고 5
년 만에 다시 번역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원작이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
자 1923년에 번역국이 설치되면서 위원 게일이 조사 이원모와 야심차게
새로 번역했겠지만 더 나아진 점은 없다.
서회에서는 성서를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풀어쓰는 작업(rewriting)도
진행하였다. 게일의 공동번역자이던 이창직은 1926년에 『유년구약니야
기』라는 책을 조선예수교서회에서 단독 번역 출판했는데, 이 책의 표지
에 “BIBLE STORIES. Mr. Yi Chang Jik”라고 쓴 것을 보면 몇 권을 더 낼
한글과 조선예수교서회의 교양·문학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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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었던 듯하다. 한글 전용이지만 첫 문장이 140자나 되는 만연체이
어서 어린이들은 접근하지 않고, 교사들은 다양한 교과서가 있기 때문
에 이 책이 많이 읽히지 않았던 듯하다.
남궁혁이 1922년에 간행한 『최신유년주일학교교수법』은 “니야기쥰
ㅈㅣ료”, “니야기의진 ” 등의 목차
비”, “니야기를 완젼히 들 것”, “례화의ᆞ
에서 보듯 책에 쓴 이야기를 교사가 어린이들에게 구연하는 방법에 대
해 강조하였다. 어린이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책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사들이 먼저 읽어보고 구연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인데, 한글로 쓰고
필요한 용어에만 괄호 안에 한자를 적었다.
이원모가 1936년에 번역한 『아동강대』는 속표지에 ‘실물설교 아동강
대’라고 한 것처럼 시각설교의 예문 43편을 교사들에게 소개한 책이다.
제1장 “조개와 게” 밑에 작은 글자로 ‘제목 량심’, ‘실물=조개껍질’이라고
썼는데, 첫 단락 문장부터 교사가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말투로 번역
하였다.

어린 동모들아! 오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 하나 하겟다。그 제목으로
말하면 「상하지안은 량심」이란것이다。이 말을 너희가 알아듯기 어려
울 듯 하니까 내가 흔히 보는 물건을 가지고 설명해 주마。

당시 한국에서 보통학교 학예회 다음으로 어린이 연극을 많이 공연하
던 곳이 교회였는데, 「동아일보」에 주일학교 학예회 기사가 날 정도로
큰 구경거리였다. 동화 구연이 교사의 몫이라면, 극대본은 교사와 어린
이가 함께 읽고 외워야 하는 읽을거리였다. 서회에서 1932년에 간행한
아동극본집 『꿈에 본 仙女 Nine Christmas Play』 발문에서는 주일학교,
보통학교, 하기아동학교, 소년회, 사설야학강습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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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한다고 넓은 독서시장을 겨냥하였다.

사회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교육용 교양서적을 간행하였다

기독교의 각 교단마다 성격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이 시기에는 사회
적인 문제보다 선교와 교회발전에 치중한 교회와 교인들이 많았다. 그
러다 보니 춘원 이광수가 「靑春」 1917년 7월호에서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라는 제목으로 한국 기독교의 장점을 논하고, 11월호에서는 “今日
朝鮮耶蘇敎의 欠點”이라는 제목으로 단점을 비판하였다.
이광수는 한국 기독교의 흠점으로 계급적, 교회지상주의, 교역자의
무식함, 미신적이라는 네 가지를 들고, “敎會至上主義의 第四의 惡 結果는
宗敎的義務以外에 諸般義務를 疎忽히 함이외다. … 그러나 이 모든 義務를
除한 者를 國家와 社會에 有益한 一員이라 할요.”22라고 비꼬았다.
내세구원을 주로 강조하던 기독교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가
운데 하나가 금주․금연을 비롯한 절제운동이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선
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흥운동과 성결운동에 영향을 받아 선교사
를 자원했으므로, 한국 교인들에게 전통적인 폐습과 단절하라는 엄격
한 기독교적 윤리를 요구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주․금연을 설득
한 글은 신문이나 잡지에 많이 실렸지만, 서회에서도 1907년에 『계주
론』, 1923년에 『주초계언』을 냈다. 1936년에 출판한 이효덕의 『禁酒實話
集』은 강연회나 수양회 강사들을 독자로 상정한 책이어서 국한문 혼용
서적이다. 기독교에서 내세운 우상숭배라든가 제사 철폐 경우에는 종교
적인 차원에 머물렀지만, 금주․금연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절제운동으로
도 확산되었다.
기독교가 사회에 보인 관심 가운데 또 한 분야는 농촌이다. 1928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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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살렘 세계선교대회에서 농촌문제가 주요 주제가 되자, 1928년 제17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때에 농촌부를 설치하였으며, 서회에서도 이 시
기에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다. 서회 편집국 조사였던 오천영은 『朝鮮農
村敎會事業』(1930)의 서문에서 “敎會가 中堅이되여 直接 敎會發展과 한
社會奉仕”를 희망하여 이 책을 지었으며 “예수셔 親히 웨치시던 바 天
國建設問題의 全部이라고는 못하겟지만 一部解決이 되기를 希望한 것이
다”라고 하여 예수의 가르침을 농촌에서 실현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밝
혔다. 토씨 말고는 모두 한자를 사용하여,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둔 책이 분명하다. 부록에는 몇 페이지에 걸쳐 한글이 한 자도
보이지 않는 목록들이 나열될 정도였는데, 농민을 독자로 상정한 책이
아니라 당시에 유행하던 전도회, 수양회 참석자들에게 강연하던 교재였
다. YMCA와 장로회에 설치된 농촌부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오천영은 이듬해에 다시 『農村社會事業』(1931)을 출판했는데, 장로회
총회 농촌부장 정인과의 서언에 “한 一步를 更進하야 『農村社會事業』
이란 冊子를 著述하야 … 우리나라 農村에서 現在當하는 여러가지 어려
운問題를 解決할만한 열쇠를 주엇스니 卽 地主의奉仕가 그것”이라고 소
개하였다.
이환신이 번역한 륀글의 『聖經과社會問題』(1931) 서문에서 예수교서회
총무 하리영이 “聖經學院과 겨울査經會에 本書를 敎科書로 使用하기를 推
薦한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시기에 간행한 사회사업 시리즈의 책들은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적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세워진 성
경학원과 사경회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 출판하는 책이었으므로
국한문 혼용을 한 것이다. 그러나 1937년에 농촌부가 폐지되면서 이러
한 출판 양상이 지속되지는 않았다.
같은 시기에 피득이 번역 출판한 『西部戰線은조용ㅎ
ᆞ다』는 세계적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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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反戰) 분위기를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한 소설책이다.

성서 번역체를 벗어나지 못해 시대에 뒤떨어진 문체를 고수하기도 했다

여기서 성서 번역체란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처음 성서를 번역하
던 시기의 문체라는 뜻이다. 이 시기의 한국어는 대체적으로 국한문 혼
용이었고, 한문처럼 띄어쓰기도 거의 없었다. 30-40년이 지나면서 일반
사회의 문학서적은 대체로 독자들이 읽기 편하도록 한글 전용 시대가
되고 띄어쓰기를 하였다. 그러나 한글 사용에 앞서왔던 서회에서 간행
하는 책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1890년대 문체를 유지하는 현상이 보였
다. 오래전에 간행했던 책을 다시 찍는 경우와 젊었을 때에 한국어를 배
웠던 선교사들이 그 시기의 문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예로는 1895년 조선성교서회에서 목판본(1불)과 활자본(700
전)으로 『텬로력뎡』을 낸 뒤, 1910년에 2판(Presbyterian Mission, 1910),

1919년에 3판,23 1926년에 4판을 낸 게일의 『텬로력졍』을 들 수 있다. 서
회에는 스터디셀러들이 많아서 오랜 세월에 걸쳐 재판을 찍다 보니, 철
자법을 고치지 않고 찍어서 일반적인 독자들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생
겼다. 물론 조판비가 비싸고 작업도 힘들던 시절이라 재판을 찍을 때마
다 새로 조판할 수는 없지만, 30년 뒤에 찍은 4판의 철자법이 초판 그대
로이고, 띄어쓰기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다. 번역자나 서회에서 출판계
의 철자법 변화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듯하다. 아마도 출판시장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천로력정」을 「조선」말로 번역한지가 발서 三十여년 전이다。 … 『조
선』교회가 이 초역을 가지고 지금 까지 온것은 그 문헌 사업에 잇서서
한글과 조선예수교서회의 교양·문학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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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으나 유감이라고 아니할수 없다。그리하야 기독교서회에서 이것을 전
역하기로 결정한결과 본인이 그 사명을 받아서 약 一년반 동안에 제一권
을 마치서 출판에 부치게 되엿다。

편집국 조사 오천영이 40년도 더 지난 1939년에 이 책을 완역하면서,
서회에서도 그 문제점을 알았기에 다시 번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역’이라는 이유만 밝혔지만, “시가(詩歌)는 될수잇는대로 구절이 맞는
운문이 되기를 힘썻다.”고 하여 한국인이 읽기에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
들기 위해 다시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예로는 1930년에 피득(彼得 Alexander A. Pieters) 번역으로 간행
한 『西部戰線은조용ㅎ
ᆞ다』를 들 수 있다. 피득은 당시 서회에서 『한영대
자전』(1931)의 편집을 맡은 알렉산더 피터스인데, 러시아의 유대교 가정
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히브리어를 배웠고, 히브리어로 된 기도문과 시편
을 낭송하며 성장했다. 1891년 ABS 루미스 일본 총무가 권서로 채용하
여 1895년 5월 16일 한국에 왔으며, 빠른 시일에 한국어를 배워 1898년
에 한국 최초의 구약성서 번역인 『시편 촬요』를 The Trilingual Press에
서 간행했다. 중국어 성서를 저본으로 삼아 한글로 쉽게 번역한 이 책은
2,500부가 곧 매진될 정도로 당시에 인기가 있었다.
그는 30년 뒤에 『西部戰線은조용ㅎ
ᆞ다』 번역본을 내면서 서언(緖言)을
이렇게 썼다.

本書는 歐洲大戰當時 獨逸19歲志願兵레마륵의著作이다。… 本書를쓴目的
이무엇이냐 … 살ᄋᆞᆺ다ᄒᆞ여도 거위죽은者와一般이고 少年의게아니라 全
國에밋친 影響을보면 戰爭의害毒이 얼마나큰줄을알것이다。그런고로 그
壕塹의情形이며 廠舍의生活이며 野戰病院과休暇의形便이엇더ᄒᆞᆫ것을써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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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開ᄒᆞ기爲ᄒᆞᆷ이다。
本書가出版된지二年이채못되엿다。그러나世界各國에셔다토아繙譯ᄒᆞᆫᄃᆞᆰ
에 現在發賣高가 二百六十萬卷에達ᄒᆞ엿슨즉 近代出版界에新記錄이라 그價
値는말ᄒᆞ지아니ᄒᆞ여도 알것이다。特別히繙譯하야 朝鮮讀書界에供獻ᄒᆞᆫ다。
一千九百三十年十一月 日
譯者씀

이 서언은 소설답지 않게 국한문 혼용인 데다가, 띄어쓰기가 거의 되
어 있지 않다.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1933)이 제정되기 전이
긴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1912)에서 아래아자
를 폐기한 이래, 일반 사회는 물론 서회 책에서도 그런 철자가 서서히 줄
어들고 있었는데, 이 책은 표제 제목부터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아래아
자를 썼다.
피득이 이 책을 번역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언을 보면 반전적(反戰的)
인 사상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생각과 전 세계에서 260만 권이나 팔
렸으니 조선 독자들에게 공헌하려 했던 듯하다. 이 책이 과연 한국 사회
에 반전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켰을까?
이 책이 출판된 뒤에 「기독신보」 1931년 7월 8일 자 6면에 이 책을 소
개하는 기사가 실렸다.

이 책 한권을 닑는 것은 전쟁폐지의 첩경이 될 것이다. 이 책이 세계인류
의 각개마음에 늣김을 주는 그날에야 세계평화는 올 것이다. 참 평화는
올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을 출판되자 세계적으로 대대적 환영을
밧게된 것은 우연한 사실노 볼수 업는 것이다. … 조선 예수교서회에서
이책을 번역하야 일반 독서계에 제공하게 됨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한글과 조선예수교서회의 교양·문학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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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보다 서평 기사 문장이 더 읽기가 쉽다. 이 글에서 칭찬하는 것은
피득의 번역본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았던 레마르크의 원작이
다. 책을 번역 출판한 것을 고맙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책을 구입한 독
자들이 기대만큼 많지는 않았던 듯하다. 이 시기에 레마르크의 소설에
관한 기사가 많았지만, 대부분 일본어 번역본을 읽거나 영화를 본 경우
였다.
이 책보다 두 달 먼저 월간지 「삼천리」 1930년 9월호에 같은 소설이
『西部戰線 別탈업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실렸는데, 첫 단락을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프레멜」정거장의 뿌랏트폼에는 사람들로 어수선한 물걸을 치고 잇섯
다. 영광스러운 조국을 직히는 용사」라는 일홈 아래에 싸홈터로 향하여
가는 만흔 병정들과 또 그네들을 전별하는 부모 처자 형제들의 물결이다.
입마추는 소리가 콩복는 드시 들니엇다. 힌수건이 런해 날니엇다.

나는어제交代돼셔 戰線에셔9기로米突後方에잇게되엿다。오ᄂᆞᆯ은牛肉과삶
은광이콩을실컷먹고 가잔불너셔매우滿足다。

「삼천리」에서 번역한 위의 문장은 독자들이 서점에서 사 보게 만들었
지만, 아래에 소개한 피득의 서회 번역본 첫 줄은 당시 독자들도 읽기가
쉽지 않았다.
이 소설이 유럽에서 유행하자 하타 토요키치(秦豊吉)가 『西部戰線異狀
なし』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도쿄 中央公論社에서 1929년에 곧바로 출
판하였으며,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일본어 번역본이 널리 읽혔
다. 김동환은 「삼천리」 1939년 1월호에 실린 “戰爭文學과 朝鮮作家” 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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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아마 가장 세계적으로 큰 센세-슌을 이르킨 작품으론 루마루
케의 「西部戰線 異狀없다」 일걸요.”라고 말하여 다른 번역본을 들고 있
다. 「삼천리」 1934년 9월호에 실린 “運命과 死生觀 좌담회”에서 이서구
는 “루마루케가 지은 「서부전선 별탈업다」”를 예로 들었다. 피득의 번역
본을 언급하는 평론가는 보이지 않는다.
「동광」 1931년 2월호에 “讀書室, 飜譯 두 가지 平和主義의 兩選手”라는
서평이 실렸는데, 주요한이 『宗敎란 무엇인가』(톨스토이 저, 정영진 역. 세
계서원, 정가 25전)와 『西部戰線 조용하다』(레말케 저, 피득 역, 예수교서회,
정가 80전)를 비교하였다. 이 서평의 첫 단락과 끝 단락은 이렇다.

平和主義의 챔피온인 톨스토이의 宗敎觀과 大戰후 많은 戰爭物語中에서
가장 人氣를 끄은 레말케의「西部戰線 조용하다」가 飜譯되엇다. 前者는
이미 古典化한 책이요. 後者는 全世界的으로 書籍市場을 휩쓸은 책이니 만
큼 朝鮮에서도 상당한 反響이 잇어야 할 것이나 과연 어떠할는지. …
譯文에 대해서는 톨스토이 것은 그래도 좀 나으나 레말케의 것은 朝鮮글
로서 틀이 잡히지를 안앗다. 더구나 綴字法을 耶蘇敎式 舊軆로 한 것은 너
무 뒤떠러진 일이다. 딴 말이지마는 耶蘇敎書會가 현재 발행하는 書籍까
지에도 「․」母音과「뎌」
「셔」등을 사용하는 舊綴字 法을 고집함은 무슨
까닭인지 묻고 싶다.(翰)

「동광」은 편집 방침의 하나가 “국문 용법의 통일”이었으므로, 편집인
주요한은 피득의 번역본의 문체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야소교식 구
체 철자법”이란 성서 번역체를 말하며, “耶蘇敎書會가 현재 발행하는 書
籍까지에도 … 구철자법을 고집”하는 까닭을 물은 것은 이미 오래전에
번역했던 책들을 그대로 찍어내는 현상은 참아주겠다는 뜻이다.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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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상당한 反響이 잇어야 할 것이나 과연 어떠할는지”라는 문장은
“과연 외국처럼 팔릴까?”라고 읽혀진다.
성서와 문학서적은 독자가 다르다. 기독교 신자는 번역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성서를 구입하여 읽지만, 문학 독자는 번역이 잘된 책을 골
라서 구입하여 읽는다. 당시의 웬만한 지식인들은 조선시대의 한문 독
자처럼 번역본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일본어 책을 읽었으며, 책을
읽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같은 제목의 영화를 보았다. 그래서 좌담회
나 신문기사에 보이는 이 책의 제목이 제각각 달랐는데, 아래아 자를 쓴
피득의 번역본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피득은 1890년대에 한국어를 배워 시편을 번역한 이래 변천하는 한국
어 철자법을 따라가지 않았다. 아마 다른 선교사들도 젊은 시절 배웠던
한국어 문체로 번역하다 보니 문학서적에서는 신문이나 잡지와 경쟁하
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배재학당 시절 제중원 선교사 화이팅에게 한국
어를 가르쳤던 이승만이 오랜 망명기간을 청산하고 귀국하여 대통령에
취임하자 “맞춤법이 어려우니 소리나는 대로 적자”고 하여 1954년 7월 2
일 국무회의에서 「한글 간소화 방안」을 통과시켰지만, 사회 학계의 반
발이 심하자 폐기하였다. 이승만의 문자생활은 젊은 시절 감옥에서 읽
었던 선교사들의 번역 성서 철자법에 멈추어 있었지만 세상은 이미 달
라졌던 것이다.

한글 서적에 진리를 담아 퍼뜨리다

서회의 가장 큰 업적은 조선시대 양반 지식인들에게 천대받던 한글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다양한 형태의 쉬운 한글 책으로 번
역 출판한 것이다. 선교사들이 예견했던 것처럼 한글로 제작된 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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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구에게나 읽혀졌고, 한글 출판물은 늘어나지만, 한문 출판물은 재
고가 쌓여갔다. 독자의 시대가 교체되면서 한문 독자는 점점 줄어든 것
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했지만 국가가 서적 출
판을 통제하여 한문으로 경전 중심의 유교 독서물만 출판하고, 백성들
에게 도덕을 권장하는 『삼강행실도』류의 책만 한글로 찍었으며, 그나
마 읽지 못할까 염려하여 삽화를 편집하였다. 서점이 없다 보니 국가, 불
교 사찰, 민간(종가와 서원)에서 간행하는 책은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이
기본이었으므로 투자금이 순환되지 않아 출판문화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구텐베르크가 독일어 성서를 출판하고 판매 대금을 재투자하
여 채색 그림이 들어간 화려한 책을 제작하게 된 것과 달랐다.
“성경보다 쉽고 명쾌한 언어로 쓰고 삽화도 들어간, 재미있는 기독교
서적을 보급하자”는 RTS(성교서회)의 설립자 조지 버더의 생각을 받아
들여, 서회에서는 쉬운 한글로 번역하고 그림을 넣어서 게일의 『텬로력
졍』, 베어드부인의 『동물학』, 『식물학』 등을 출판했는데, 이 그림들은
지금도 재미있고 유익한 볼거리이다.
서회는 영업을 기본으로 하는 출판사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병원, 학
교, 감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출판물을 비치하여 책과 거리가
멀었던 일반인들에게 독서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도 큰 몫을 했다. 1903
년 한성감옥서에 설치된 최초의 감옥 서적실에 서회가 기증한 책이 가
장 많았으며, 이 책들을 읽은 많은 개화파 지식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기독교인이 되었다.
서회는 한자의 효용성도 인정하여, 전도서라든가 어린이들의 독서물
은 한글 전용으로 편집하여 누구나 읽어볼 수 있게 하고, 강의나 강연
교재들은 국한문 혼용으로 편집하여 제한된 지면에 많은 정보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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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좋은 읽을거리나 출판사가 없던 19세기 말에는 어떤 책이든 제작하면
독자가 있고 판매가 되었지만, 좋은 기획을 세우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
했다. 서회와 같은 시기에 출발한 The Trilingual Press는 자체 인쇄기도
마련하여 좋은 책과 신문, 월간지, 전도지 등 다양한 형태로 출판시장의
선두가 되었지만, 경쟁자가 늘어나고 교단 연합을 이루어내지 못해 수
요가 줄게 되자 문을 닫고 말았다.
한글 전용의 큰 틀을 세우고 선교사와 한국인이 함께 번역하여 출판
시장을 넓혀간 서회는 기획과 필자 확보, 교단 연합과 지원, 편집과 판
매라는 출판사의 여러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모두 확충하면서 기독교
인이 아닌 독자들도 찾는 출판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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