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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지 시기 기독교계 학교 의
위기와 그들의 선택

이 명 실 (숙명여자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메이지 시기 일본 정부가 기독교계 학교를 단속하기 위해 공포했던
사립학교령과 문부성 훈령 12호의 실체와 이에 대해 각 교파의 기독교계 학교가 취했던 대
응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의 전파와 이를 수용했던 계
층의 특성, 일본 기독교계 학교의 특징, 그리고 일본 정부의 사립학교령과 문부성 훈령12
호의 공포와 그에 대한 기독교계 학교의 대응 양상 등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일본 기독교 및 기독교계 학교의 특징을 파악하고 일본 교육정책
의 성격을 규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불어 근대 이후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기독교
계 학교의 성립과 전개 과정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1910년 이후 일본 정부가
조선총독부를 통해 시행했던 식민지 교육정책, 특히 종교교육정책을 더욱 깊이 구명하기
위한 기반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주제어】 기독교계 학교, 사립학교령, 훈령 12호, 메이지 시기, 선교사

1) ‘기독교계 학교’는 기독교도 또는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유지가 설립, 운영하며 그 활동 및 사
상의 근본을 기독교 정신에서 찾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기독교계 학교는 개신교
의 각 교파가 세운 학교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기독교주의 학교’라는 용
어를 사용하기도 한다.(平塚益德, 「일본기독교교육사의 연구」, 『平塚益德저작집 Ⅰ』, 교육
개발연구소, 1985, 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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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국 근대교육의 발전 과정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영향을 실로 지대하다. 1880년대 개
신교 선교사들의 내한으로 한국은 서구식 근대교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에 접하게 된다.
1884년 선교사 알렌과 매클레이 부처,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목사의 내한으로 교육과 의
료를 통한 미국인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이 진행되었다. 배재학당(1885년), 이화학당(1886년), 경
신학교의 전신인 고아원(1886년), 정동여학당(1887년) 등은 이들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로 한국
에 서구식 신교육제도와 신학문, 신문화를 소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우리나라 근대
적 신교육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면서 한국보다 먼저 서구와 접했고 기독교를 일찍부터
받아들였던 일본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기독교 선교 과정에서 기독교계 학교의 존립형태는 어
떠했는가? 일본에서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교육정책은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확립
과정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과연 기독교 정신과 만세일계의 천황 통치는 양립될 수 있는
것이었나? 이러한 막연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일본 메이지 시기 기독교계 학교가
처했던 위기상황의 실체와 그들의 대응과 선택의 양상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
하였다.
이러한 연구 주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신교의 보급 과
정에 주목한다. 개신교가 미국이나 영국 등에 선교 본부를 두고 동양 선교 사업을 전개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어떤 차별성 혹은 동질성을 가지고 선교 사업을 전개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다. 그런데 한국의 개신교 보급 과정이나 전도에 관해
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항 이후 일본에 들어온 각 교파의 상황과 그들이 일본에 정착하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이는 일본 기독교계 학교의 성격과 그 학교의 존립 양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
2) 국내에서 일본 기독교계 학교에 관한 관심은 미미한 편이다. 현재 그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
로는 일본 내에서 출간되어 번역된 『일본기독교사』(도히 아키오, 김수진 역) 가운데 일부 내
용과 국내 박사학위논문으로 「근대 일본 사립대학의 성립에 관한 연구」(한용진)에 수록된
‘기독교계 사학의 건학정신’이 전부이다. 그런데 선교 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아시아라는
같은 관할 구역에 있었고, 일본 내에서 시행되었던 종교교육정책이 식민지화 이후 조선총독부
의 교육정책으로 전이되는 징후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기독교계 학교에 관한
연구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수립 및 진행 과정을 파악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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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내용이다.
다음으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계층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계층에 대해 알아
본다.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행했던 선교사들의 모국은 모두 일본에 개항을 강요했던 나라들이
었다. 따라서 선교사의 선교활동에 대해 일본정부와 일본정부로부터 배제된 계층, 그리고 민중
들의 수용 태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또한 기독교의 수용과 보급, 그리고 일본
기독교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기독교 수용에 대한 각 집
단 및 계층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본 메이지 시기 기독교계 학교가 직면했던 위기상황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이
에 대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관해 살펴본다. 일본에 기독교가 보급되면서부터 패전
이후까지의 상황을 각 교파의 성립, 기독교인의 사상과 행동, 그리고 한국과의 관련 등으로 나
누어 서술한 『일본 기독교사』(도히 아키오, 1991)에는 기독교계 학교의 위기상황과 그들의
대응방식이 설명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수주의적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890년대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890년대 일본 정부의 국내외적 상황, 정부 관료의 불안감,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 과정 등을 고려하면서, 기독교계 학교가 처했던
위기상황을 보다 세밀히 검토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 및 자료를 활용하였
다.3) 첫째, 일본의 기독교 및 개신교의 보급에 관한 연구들이다. 도히 아키오의 『일본 기독교
사』나 일본 기독교단 출판국 편의 『아시아․기독교의 역사』는 일본 기독교의 보급과 수용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특히 전자는 일본 기독교 및 기독교계 학
교에 관한 정보가 거의 불모지인 한국 상황 속에서 번역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가진다.
둘째, 기독교계 학교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아베(阿部)의 『일본 기독교계 학교
교육의 현상』과 히라쓰카(平塚)의 『일본 기독교 교육사 연구』가 있다. 아베의 연구는 1960

3) 이 연구에 직접적 도움을 준 선행연구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阿部義宗 編, 『일본 기독교계 학교 교육의 현상』, 동경:기독교학교교육연맹, 1961.
平塚益德, 「일본 기독교 교육사 연구」, 『平塚益德著作集』, 동경:교육개발연구소, 1985.
土肥昭夫(김수진 역), 『일본기독교사』, 기독교문사, 1991.
일본기독교단출판국 편, 『아시아 기독교의 역사』, 일본기독교단출판국, 1991.
明治学院 編, 『메이지학원백년사』, 1977.
立教学院百年史編纂委員會 編, 『릿쿄학원백년사』, 1974.
青山学院 編, 『아오야마학원 100년사』,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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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일본의 기독교학교교육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기독교계 학교에 관한 연혁을 역사편과
현세편으로 나누어, 그들 학교의 실태를 기술하였다. 특히 메이지 시기의 기독교계 학교의 성
립과정을 창업시대와 수난시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기독교가 타협
적 경향을 갖게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점 형성에 도움을 준다.
셋째, 기독교계 학교의 성립과 보급, 그리고 메이지 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한 각 학교의 대응
양상을 파악하는데 『메이지(明治)학원 백년사』, 『릿쿄(立教)학원 백년사』,『아오야마(青
山)학원 100년사』를 참고로 하였다. 이러한 기독교계 학교의 학교사에는 각 학교가 성립하면
서부터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본 기독교의 유입에서부터 각 학교가 위기에 처했던 당시의 정치
ㆍ사회적 상황,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따른 각 학교의 대응에 관한 기록이 자세히 담겨있다. 더
불어 이들 세 학원은 각각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가 학교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이들 학
교사를 통해 각 교파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교파가 다른 여러 기독교계 학교의 특성
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더불어 신문, 잡지, 일기 등의 자료로부터는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 기독교계 학교가 처했던 위기상황에 대한 선교 본부의 입장,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독교계 학교의 선교사, 운영진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 과정에서 품었던 물음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일본 기독교 및 기
독교계 학교의 특징을 파악하고 일본 교육정책의 성격을 규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불어
근대 이후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기독교계 학교의 성립과 전개 과정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1910년 이후 일본 정부가 조선총독부를 통해 시행했던 식민지 교육
정책, 특히 사립학교 정책을 더욱 깊이 구명하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이 연구는 결국 일본의
식민지 교육정책,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이해하는데 조선 내부의 일국사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관계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비교사적 관점에서 당시 교육의 모습을 재구성
해 보기 위한 기반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Ⅱ. 기독교계 학교의 성립
1. 기독교의 보급과 각 계층의 인식
일본 정부가 기독교 포교를 허용한 것은 1873년 2월의 일이었다. 그 이전까지 메이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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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정책은 “일본 신을 모독하고 풍속을 문란시켜 부모 형제간에 불화를 야기시킨다는
것”4)을 이유로 도쿠카와(徳川) 정부가 유지하던 금교정책을 답습하고 있었다. 즉 기독교는 신
도국교화 정책에 위배되는 사교(邪敎)로서 배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일본의 기
독교 금지정책을 구실로 조약 개정 교섭을 거부하자, 적극적 개화정책을 취하고 있던 메이지
정부는 기독교 금지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일찍이 1850년대 말부터 서구의 장로교파, 개혁파, 조합교회 선교사들이 잇달아 들어와 각지
에 지부(station)와 지점(out-station)을 설립해 선교활동을 벌여 1872년 3월에는 요코하마에 일
본인이 참여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설립되기도 했지만, 1873년 메이지 정부의 정책 변
경은 서구의 선교사들이 대거 몰려오는 계기가 되었다.5) 특히 감리교회, 보급복음신교 전도회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선교가 가장 활발히 전개되었다.6)
하지만, 기독교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신교(信敎)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
니었다. 조약개정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기독교의 전파
력이 갖는 위험성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다음 글은 1874년 창간된 기독교주의 잡지인
『칠일잡보(七一雜報)』에 실린 ‘기도교도의 책임’이라는 논설의 일부이다.
우리 정부 인민이 외교(外敎)를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도에 대한 조치는 아주 문명국
정부나 인민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기독교도는 하루도 국가의 은의(恩義)를
잊지 말아야 한다. (중략) 정당에 가입해 민권자유를 외치는데 정치와 종교를 혼동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된다.7)

이 글은 기독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유연한 정책을 피력하면서 기독교 내부에서 자체적 단

4)『일본외교문서』제5권, 592쪽.(서정민, 『일본기독교의 한국인식』한울 아카데미, 2000, 70쪽
재인용).
5) 일본의 기독교 전파는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구미 개신교의 해외선교 사업에
힘입은 바 크다. 일본 선교는 서구 기독교 해외 선교사들의 염원이었고, 특히 중국에서 활동
했던 선교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개국 사실을 알게 된 구미 여러 교회는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하고 외국인 거류지에서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는 기
독교 선교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선교활동을 드러내 놓고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따
라서 직접적 선교활동 보다는 일본어 연구, 교서의 배포, 의료 및 교육사업, 번역 및 저술 등
에 전력하는 경향을 보였다(도히 아키오, 전게서, 15-17쪽 참조).
6) <부록 1> 참조. 1896년 현재 일본에 들어와 있던 서구 교파의 상황을 나타낸 것임.
7) 『七一雜報』408호, 1883년 12월(平塚益,德, 55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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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칠일잡보』가 기독교주의 잡지를 표방하고 있기는 했지
만 기독교도나 선교사의 입장보다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지도자
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 인식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
다음은 메이지 정부의 핵심적인 관료이자 정책 입안자였던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8)가
『교도직 폐지 의견서』(1884)에서 말한 내용이다.
국가의 통제에서 종교의 교의내용은 그렇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통치자는 국민의 다수가 믿
고 있는 종교를 경중(敬重), 농락해야 한다. 그리고 그 종교를 치안의 기구, 치국 즉 국내통치
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 또 동시에 그것을 공략의 기계, 공전의 기계 즉 외국 침략의 무
기로 이용해야 한다.9)

이는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종교관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으로, 종교의 교리에 관계없이
국민 대다수가 믿고 있는 종교를 내적 통치와 대외적 침략의 무기로 이용한다는 논리였다. 즉
종교를 통치의 대상, 또는 통제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는 서구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는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성립한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즉 신정부는 왕정복고를 부르짖으며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기구
를 확립해 나가면서도 부국강병과 식산흥업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적극적인 문명개화정책을
추진해 갔다.
1872년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사이에 전신이 개통되었고 신바시(新橋)와 요코하마(横浜)
사이에는 철도가 개통되었다. 긴자(金座) 부근에는 가스등이 휘황했고, 빨간 벽돌로 만들어
진 2층 양옥 점포가 즐비했으며, 좀마게 머리 대신에 개화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10)

이는 모두 ‘위로부터’ 이식된 문명개화의 상징이었는데, 문명개화 정책은 일반 민중이 서구사
상을 수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였고, 서구의 종교였던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대
한 거부감을 크게 완화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11)
8) 이노우에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함께 대일본제국헌법, 황실전범, 교육칙어, 군인칙유
등을 만드는데 참가하여 중앙집권국가 확립에 기여한 인물이다.
9) 이진구, 「일제의 종교/교육 정책과 종교자유의 문제-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종교연
구』Vol38, 2005, 208.
10) 鈴木博雄, 『원전ㆍ해설 일본교육사』, 도서문화, 1985,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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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각지의 전도가 유행처럼 번져 교회당은 청중으로 가득찼고, 1883년 도쿄에서 열린 제3
회 일본기독교신도 대친목회가 성황을 이루어 ‘우리나라가 기독교국이 되는 것은 앞으로 15
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신도들 사이에서 번졌던 것도 당시로 보아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12)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 지식인과 기독교 선교사들, 그리고 기독교계 교육가들은 자신의
사설 학원을 만들어 일본인을 교육하였고, 이곳에서 학생들은 영어와 서양학문을 배우며 기독
교의 교리 및 사상을 흡수할 수 있었다. <표 1>은 일본 메이지 시기 개신교 신도수의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그 추이는 1880년대에 들어 급격한 증가를 보이다가 주춤하지만 1900년에 들어
가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자유화 경향을 띠는가,
보수화 경향을 띠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한편, 기독교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계층 가운데에는 메이지 유신에 의해 사회ㆍ경제적 지위
를 상실하거나 번벌(藩閥) 출신자들과 같이 장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
었다.13)
시험 삼아 새로운 신앙을 고백했던 당시의 청년들을 보라. 우에무라 마사히쿠(植村正久)는
막인의 자녀가 아니냐, 그는 막인 전체가 받았던 패전자로서의 고통을 받았다. 혼다 요이쓰
(本多庸一)는 진경인의 자녀가 아니냐, 유신시대에 있어서의 진경의 지위와 그 고심을 알고
도 모르는 자가 득의한다는 경우의 사람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냐, 이부카 가지노스케(井深梶
之助)는 회진인의 자녀로서 그는 스스로 나라가 파괴되는 역경을 경험한 사람이며 오시카와
마사요시(押川方義)는 이에 마쓰아먀 가문의 자녀인바 마쓰야마도 역시 좌막당으로 지금은
몰락한 지경에 있다. 새로운 신앙을 고백해서 천하와 싸우기로 결심한 청년이 모이고 모여서

11) 물론 일반 민중들 가운데에는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 태도 및 경계심을 드러내는 자도 있었
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예수교회의 신자가 되었답시고 일본의 주체를 잊어버리는 놈들”,
“예수를 믿는답시고 가업을 태만히 하는 놈들”, “하나님을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믿는 놈들”,
“‘예수를 믿는답시고 조상을 숭배하지 않는 놈들”, “예수를 믿는답시고 처자식을 배척하는 놈
들”, “예수의 서적을 차에 싣고 시장에서 장사하며 다니는 놈들”, “예수의 등을 들고 다니면
서 전도하는 놈들”(기독교 전도자에 대한 비난), “예수의 신도가 되는 일요일에는 안식일이
라면서 헌금하는 놈들”(기독교인의 생활을 두고 비아냥거림) 등이다.(도히 아키오, 전게서, 41
쪽). 이는 새로운 것에 대한 경계심인 동시에 기독교가 전통적 가족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인식한 데에서 오는 반응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2) 平塚益德, 전게서, 55쪽.
13) 도히 아키오, 전게서,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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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당시 역사를 논할 수 있는 일이 주목되기도 한다. 이들은 또 세상의
영향에 포부와 희망을 두지 않았다. 또한 이들에게는 세속에서 좋은 자리를 얻으려는 희망이
적었다.14)

이 글에 제시된 우에무라, 혼다, 이부카, 오시카와 등15)이 기독교를 적극 수용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메이지 유신으로 몰락한 자신의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
때문이었다. 즉 이들은 기존의 체제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 선교사가 운영하는 사설 학원에 들어가 영어와 서양 학문에 전념하였다. 이들이
처해있던 정치적 배경은 기독교를 자신들의 생활 진보와 발전을 가속시키는데 어울리는 자유
<표 1> 일본 개신교 신도 변화의 추이
년도
1865
1866
1868
1869
1873
1875
1877
1882
1888
1891
1897
1901
1907

신도수
1
4
7
11
59
307
836
5,092
23,026
31,361
36,207
50,785
71,813

인구대비
비율

세례자수

교회

교회수
전도소

1
2

1
0.0022
0.061
0.077
0.085
0.114
0.172

44
95
4,730
1,940
3,581
5,811
9,384

297
*
378
461
408

716
1,137
911

阿部義宗 編, 『일본 기독교 학교 교육의 현상』, 기독교학교교육동맹, 1961, 5-19쪽을 바탕으로 재
정리.
* 은 1896년 통계임.
14) 山路愛山, 「현대일본교회사론」『기독교평론ㆍ일본인민사』, 이와나미 문고, 1906, 25쪽.
15) 우에무라는 일본의 사상가, 기독교 전도사, 목사, 신학자로 이름을 남겼다. 혼다는 메이지 시
기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 감리교회 초대 감독과 아오야마학원 2대 학장을 지낸 인
물로 알려졌다. 오시카와는 종교가이며 교육자로 일본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인 일본기독
공회를 조직한 인물이 되었다. 이 가운데 우에무라와 이부카는 메이지학원을 창설하는데 심
혈을 기울여 일본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명성을 남겼다. 이들 모두는 새로운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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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고 진보적인 종교로 받아들이도록 했으며, 이들을 기독교계의 독보적 존재로 만드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기독교계 학교의 성립과 그 특징
당시 정치 지도자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했으나, 일본의 개화 분위기와 새로운 시
대를 지향하는 계층의 존재는 기독교가 수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에 충분했다.
일본에서 기독교 선교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학교의 설립과 교육이었다. 이는 영국과 미국의
개신교 전도방법의 하나였는데, 일본에서도 선교회와 일본인 신도들이 이를 모방하여 학교를
세워 운영하였다. 기독교 유입 초창기 기독교계 학교 수를 보면 <표 2>과 같다.
일본에서 기독교계 학교는 1863년 요코하마에 헵번숙16)에 세워진 이래 1890년까지 약 70여
개가 있었다. 기독교 유입 초창기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기독교 포교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었
으므로, 선교사들은 외국인 거류지나 그 주변, 또는 각지의 선교 지부(station)를 중심으로 영
어와 서양학을 가르쳤다.17)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배운 일본인 교인들은 각지로 퍼져나가 선

<표 2> 초창기 기독교계 학교 수
설립연도
1863
1870-1875
1876-1880
1881-1885
1886-1890
1891-1895

학교 수(여학교 수)
1
13(8)
14(9)
13(7)
36(24)
8(4)

( )은 전체 학교 수 가운데 여학교 수.
阿部義宗編, 전게서, 65-67/119-122쪽 재정리.

지향하며 초기 선교사들의 사숙에 들어가 영어와 기독교 사상을 배웠다.(フリー百科事典
『ウィキベディア(Wikipedia)』, http://ja.wikipedia.org).
16) 헵번숙은 메이지학원(明治学院)의 원류라고 얘기되지만, 초기에는 거류지의 의료소에서 독립
적인 교사(校舍)도 없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형태로 출발하였다. 말 그대로
사숙(私塾)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메이지학원 백년사』, 1977, 12쪽 참조). 이처럼 기독교계
학교 가운데에는 선교사의 집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다가 학교로 발전하는 경
우가 많다.
17) 기독교 포교가 허용되지 않았던 1866년의 시점에서도 선교사들의 교육활동은 비교적 자유롭
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브라운숙을 운영했던 브라운의 편지 일부인데, 선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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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동을 펼쳤고 교회의 협력 아래 자신들이 배운 내용을 교육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점차 학
교라는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점차 다른 지방이나 도시로 확대되어 갔다.18) 메이지 유신
이래 기독교 및 선교사에 대한 정치 지도자 및 일부 민중들의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기
독교계 학교의 설립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들 기독교계 학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계 학교의 조직 및 운영 주체에 따라 여러 유형의 기독교계 학교가 존재했다는 것
이다. <표 3>은 1896년 현재 존재했던 기독교계 학교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 유형화해 보면, 각
교파의 선교회가 세운 학교, 선교회나 교회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원조의 형태로 운영되는 학교,
선교회나 교회와 아무 관계없이 기독교 주의에 근거해 운영되는 학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많은 수가 각 교파의 선교회가 세운 학교에 속했다. <표 3>에 제시된 70개 학교
가운데 59개 학교가 여기에 속했는데, 선교 교파를 중심으로 보면 감리교회파가 13개 학교를
세웠고, 미국장로교해외선교회가 9개 학교를, 미국개혁교회가 7개 학교를 세워 교육을 통한 일
본인 선교에 앞장섰다. 이들 가운데에는 선교 초기부터 사숙과 같이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자연발생적 형태의 학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 연구에서 각 선교 교파가 세운 학교
에 주목하는 이유는 각 교파의 학교 설립 목적이 기독교계 학교가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
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선교회나 교회의 원조로 이루어진 학교 가운데에 미국해외선교회(AB)의 원조로 5
개 학교가, 미국장로교해외선교회(PU)의 원조로 1개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경우의 대부분은
선교사와 거의 동격의 지위에 있는 일본인이 외국인의 도움을 얻어 운영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 교육활동을 비롯해 학생들의 기독교 인식 변화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요코하마의 학교
는 50명을 넘는 학생이 있어 과거 2년 이상에 걸쳐 3명 또는 4명의 선교사가 매일 1-2시간
영어를 가르쳤다. 이를 위해 미국 학교의 교과서를 수입했다. 교사들은 교수법이나 교수내용
에 대해 어떤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들 외국 교과서를 통해 거의 매일 기독교 진리가 조금
씩이라도 학생의 마음을 움직였고, 교실에서도 자유로이 설명과 해설이 이루어졌다.……4년
전 학생들은 『기독교 독본』이라는 책을 선교사를 통해 구입했고, 구입하면 다른 사람의 눈
에 띄어 곤란한 일을 당할까봐 『기독교』라는 글자를 지워버렸다. 지금은 수업을 듣는 학생
들이 직접 성서를 구입하며, 교실이나 집에서도 기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
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작은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브라운 서간집』
171-173쪽. 『메이지학원 백년사』1977, 25-26쪽 재인용)
18) 도히 아키오, 전게서, 82-87쪽 참조. 기독교 선교의 과정에서 초창기 소규모 모임 수준으로
시작했던 읽기, 쓰기 교육이 점차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과정은 한국의 선교에
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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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선교회나 교회와 관계없이 기독교주의를 표방하여 설립된 기독교계 학교가 있었
다. 이런 학교들은 일본적 교육을 충분히 고려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대부분이 교파를 초월
해 기독교의 정신 아래 자유로운 분위기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시하려 하였다.19) 학교 경영은
주로 일본인 교장이 맡아 하였다.
특히 선교회나 교회의 원조로 이루어진 학교와 선교회나 교회와 관계없이 기독교주의를 표
방한 학교는 일본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 및 교육정책의 변화로 기독교계 학교가 위기에 처
해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해야 했을 때 기독교주의 교육을 사수하기보다는 학교의 존립을 우선

<표 3> 초창기 기독교계 학교의 운영 주체별 학교 수
경영선교회
MEC(감리교회)
PU(미국 장로교 해외선교회)
RCA(미국[독일] 개혁교회)
선교회와 무관
AB의 원조
MC(캐나다 감리교 선교회)
PE(미국성공회 국내외 선교회)
AB(미국해외선교회)
MP(감리 개신교회)
CMS(영국 성공회 선교회)
MES(남감리교회)
PU, RCA
RCU(미국[독일] 개혁교회)
WU(미국 여성연합 선교회)
PU의 원조
PU, RCA, UP(스코트랜드 연합 장로교회)
CP(영국 컴벌랜드 장로교회)
ABM(미국침례교 연맹)
SPG(해외복음선도협회)
SF(필라델피아 기독친우회)
PS(미국 장로교)
( )은 전체 학교 수 가운데 여학교 수.
* 은 교파가 세운 학교가 모두 여학교임을 표시한 것.
<부록 1>의 일람표를 바탕으로 재구성.

19) 阿部義宗 編, 전게서, 39-40쪽.

학교 수(여학교 수)
13(7)
9(5)
7(1)
7(7)*
5(1)
4(4)*
3(2)
3(2)
2
2(1)
2(1)
2
2
1
1(1)*
1
1(1)*
1(1)*
1(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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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방침으로 일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학교가 조직 및 운영 면에서
선교회나 교회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기독교주의를 일관되게 강조했던 선
교 본국의 간섭과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여학교 설립 약진이다. <표 2>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은 여학교 수가 전체 학교
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 관공립의 여자교육기관20)이 설립되기
는 했지만 그 수는 미미한 상태였다. 1899년 문부성 연보의 통계에는 관공립 여학교의 상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지방의 고등여학교는 도치기(栃木),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도쿠시마(徳島), 고치(高知) 등
의 부현에 각 1개교, 야마구치현(山口県)에 공립사립 각 1개교, 도쿄부(東京府)에 사립 8개교,
니가타(新潟), 미에(三重)에 각 1개교 있고, 교원 66명, 학생 1,465명, 졸업생 31명21)

즉, 지방에 공사립 여학교 17교, 교원과 학생이 각각 66명, 1,465명이었던 것에 비해, 기독교계
는 요코하마에만 12교였고, 교원이 157명, 학생이 1,541명이었다.22)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
으로 전체와 비교해 보면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즉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미비했
을 때, 이들 기독교계 여학교의 존재는 일본 여자교육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으며, 여
성이 역사의 표면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셋째, 당시 기독교계 학교에 학생이 몰렸던 것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적 수
준의 교육 시스템 정비가 아직 미비한 상태 속에서 이들 학교가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과 자연
스러운 학교 분위기, 그리고 서양식 생활 등은 문명개화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
한 과정이었을 것이다. 다음은 메이지학원의 분위기를 설명한 글이다.

20) 학제가 반포된 1872년 도쿄에 관립도쿄여학교(竹橋여학교)와 開拓使여학교가 창설되었고, 교
토에 부립 新英학교와 女紅場이 설립되었다. 이후 栃木、静岡、群島、愛知、山梨、岐阜등의
현에도 공립여학교가 설치되었다. 여자 사범학교가 처음 설립되었던 것은 1875년 도쿄였으
며, 다음해 千葉、青森、高知、山梨、島根、鹿児島、徳島、岐阜、秋田등의 현에 공립 여자사
범학교가 설립되었다(鈴木博雄, 전게서, 214-215쪽).
21) 문부성, 『제15년보』, 1889.
22) 平塚益德, 전게서,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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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뱅주의 신학과 교회관을 근간으로 해서 종교교육을 행하는 것과 함께 영문학에 의한 문학
적 정신과 사조를 함양하고……그러나 단지 미션학교로서만이 아닌 학교 분위기 중에 영문
학을 통해 낭만주의의 냄새를 풍기는 학교였다. 또한 아름다운 환경, 서양식 건물, 선교사들
의 가정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고, 선교사들의 자녀들에게서 풍기는 이국정서 등으로 말
미암아 여기서 공부한 청년들은 서구적인 기독교 문화의 빛을 감명 깊게 받았으며 어느 사
이 그러한 포부를 갖게 되었다23)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종교와 교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해 갔지만, 당시 기독교계 학교가 가
졌던 조건들을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목적이 기독교주의를 목적으
로서가 아니라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능성은 일본 정
부의 제재로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 주어지는 특권이 상실되자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운영
의 위기까지 초래했던 사실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기독교계 학교가 존폐 여부를 결정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기독교주의를 강건하게 고집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Ⅲ. 메이지 정부와 기독교계 학교의 갈등
1. 메이지 정부의 교육정책
메이지 정부는 1872년 12월 학제를 발포하고 서양 모델의 근대적인 국민교육제도를 발족시
켰다.24) 학문과 교육이 입신의 근본이라는 주장은 근대학교를 위로부터 강력하게 보급, 정착시
키려는 메이지 정부의 교육정책이기는 했지만, 아래로부터의 민중의 교육요구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발휘하였다. 187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운동, 즉 자유민권운동은
국회개설, 지조경감, 불평등조약 철폐, 헌법제정, 지방자치를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23) 『메이지학원백년사』, 1977, 86-87. 도히 아키오, 전게서, 82쪽 재인용.
24) 학제의 내용은 ‘대중소학구에 관한 것, 학교에 관한 것, 교원에 관한 것, 학생 시험에 관한
것, 해외 유학생에 관한 것, 학비에 관한 것’의 6편 109장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방침은 ‘국민
개학(國民皆學), 실학주의, 교육비 수익자 부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교육받아
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학문과 교육이 입신의 근본이라는 생각을 뿌리내리게 하는 근거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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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학습열의 고조는 학습운동과 문화운동으로까지 발전하였고, 전국 각지에 다수의 학습
결사가 조직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메이지 정부 및 문부성의 교육정책은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은 자유민
권운동을 단속하는 것으로 일관했다.25) 1881년 4월 발포된 ‘집회조례’를 통해 민권운동에 참가
하고 있던 교원, 학생들을 법률적으로 규제하여, 이들을 민권운동에서 격리하려는 의도를 분명
히 드러냈다.
메이지 정부 및 문부성의 교육정책은 서구의 과학기술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을 지향함과 동시에 유교를 중심으로 한 도덕ㆍ규범을 교육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이중
의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즉 ‘위로부터의 근대화’가 지향하는 부국강병이나 식산흥업은 대
외적으로 서구 문물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근대
화’가 내포하고 있었던 민중의 평등과 자유는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었
다. 따라서 천황 중심의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사상이나 운동은 국가의 요구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1880년대 후반부터 1890년대에 걸쳐 메이지 정부는 천황제 절대주의를 체계적으로 확립해
가기 시작한다. 1889년 2월 ‘대일본제국 헌법’ 공포와 1890년 ‘교육칙어’의 발포는 자유민권운동
을 통해 고양된 민중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공식적 표명이었다. 헌법의 근본정
신은 헌법의 초안 기초자이며 추밀원 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추밀원 헌법의장
개회에 즈음해 한 설명에서 단적으로 표명된다.
일본에서 기축이 되어야 할 것은 오직 황실뿐, 이 헌법 초안에서는 오직 의미를 여기에 두고
군권을 존중해야 하고 이것을 속박시키지 않는 일에 힘쓰도록 할 것26)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교육칙어’였다. 교육칙어는 헌법으로 확립된 천
황제 절대주의를 국민의 윤리ㆍ도덕의 면에서 지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교육칙어
발포에 따라 1892년에 제정된 ‘소학교 축일 대제일 예식 규정’은 천황의 사진에 경례를 하고 칙
어 봉독을 예식의 중심에 둠으로써 천황예배의식을 전국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커다란 효과를

25) 메이지 정부의 탄압과 운동 내부의 약점으로 자유민권운동을 쇠퇴했지만, 이 운동 가운데에
서 나왔던 교육론, 교육활동의 교육사적 의의, 특히 민주적 교육가치는 근대 일본의 역사에서
귀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鈴木博雄, 전게서, 142-143쪽).
26) 상게서,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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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였다. 교육칙어는 국민의 내면적 도덕성까지 천황의 규제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고, 이것
을 위반하는 자는 이단으로 간주되어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1891년 1월에 일어난 우치무라 간
죠(内村鑑三)의 ‘불경사건’은 당시 제일고등중학교 촉탁교원이었던 우치무라가 ‘교육칙어’ 봉배
식에서 최경례로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27)는 이유로 세인의 혹독한 비난을 받고 결국은 직장도
잃게 된 사건을 말한다. 이는 ‘교육과 종교의 충돌’ 논쟁28)으로 이어졌고, 천황제와 기독교가 공
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비화되었다.29)
이러한 논쟁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 및 경계심을 고양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기독교계 학
교를 단속해야할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학제발포 이후 추진된 교육체제의 정비 작업이
1880년대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단선형 학교 제도도
확립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그때까지 일본의 근대교육 보급에 커다란 역할을 해 왔던 기독교
계 학교가 이제는 단속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단속은 1894년 고등학교령 발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이다. 이는 제국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고등학교 설치를 규정한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심상중학교 졸업생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30) 기독교계 학교는 문부성으로부터 심

27) 우치무라가 칙어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상세하다. “‘그들 앞에
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결심했을 때 그의 차례가 왔다. 그는 성큼성큼 단 위
로 올라가 칙어 앞으로 가서 그대로 한바퀴 단 위를 돌아 내려왔다. 단상에 섰을 때 조금 머
리를 숙인 것처럼 보이기는 했으나 그것은 결코 보통의 경우 행하는 경례도 아니었을 뿐만 아
니라, 물론 최경례는 더더욱 아니었다.”(政池仁, 『内村鑑三』, 동경:三一書店, 1953. 95-96쪽).
28) 당시 정치 지도자나 지식인 가운데에는 우치무라의 행동을 한 개인의 신앙적 행동이 아닌
기독교 자체가 천황제 국가에 대해 갖는 반역적 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동경제국
대학 교수였던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는 잡지 『교육시론』의 지면에서 행한 “종교
와 교육의 관계에 대한 이노우에 데쓰지로씨와의 담화”라는 좌담에서 우치무라 사건을 들어
“교육칙어와 기독교는 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며, 일본의 국가적 목표 수행을 위해
기독교 제거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즉 일본의 교육주의는 1890년의 교육칙어에
기초하며, 교육칙어는 국가주의인 동시에 애국주의이지만, 기독교는 세계주의로 국가주의가
아니며, 군부(君父) 위에 천부(天父)있고, 기독교 있다고 말함은 충효주의에 반(反)하는 것이
며, 그러므로 기독교와 교육은 충돌한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서정민, 전게서, 56쪽)
29) 우치무라 불경사건 이외에도 1890년대에 들어 외국인 살상사건(라지 사건, 산마 사건, 인브리
사건 등)이 빈발했으며, 1892년에는 제2의 우치무라 사건이라 할 수 있는 熊本英학교 사건.
山鹿고등소학교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외국인 특히 기독교 선교사
및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낼 정도로 불안한 상태였음을 말해준다.
30) 문부성편, 『학제백년사』, 1972,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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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독교계 남학교 추이
학교 수
학생 수
1882
8
280
1885
8
529
1888
14
2,072
1891
17
1,899
1894
18
1,630
1897
16
1,585
『릿쿄학원백년사』, 229쪽.

상중학교로 인가를 얻지 못한 각종학교였으므로, 기독교계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고등학교
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은 막히게 되는 셈이다. 입신출세라는 당시의 사회 풍조 속에서 상급학교
로의 진학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학생 수의 감소를 예고하는 것이었고, 이는 학교의 존립
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실제로,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1888년까지 급격한 증가를 보이던 학생 수가 1890년을 경
계로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다. 사립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기독교계 학교의 지원자가
감소했고, 중도 퇴학자도 증가하여 학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상급학교의 진학 기회가 없는 학교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었을 것
이다.
학교 운영 자체에 가해진 심각한 위기를 느꼈던 릿쿄 중학교, 도시샤, 아오야마학원, 메이지
학원 등은 학교의 운명을 만회하기 위해 문부성에 인가 신청을 했고, 인가를 받았다. 기독교계
학교가 마주했던 1차 위기는 이렇게 지나갔다. 이때에는 기독교주의 교육의 실시 여부가 기독
교계 학교의 존폐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계 학
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 했던 일본 정부의 의도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해석해도 무방
할 것이다.

2. 사립학교령과 문부성훈령 12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메이지 정부는 1899년 8월 3일 칙령 제359로 ‘사립학교령’을 공포하였다.
사립학교령의 공포 배경에는 불평등 조약 개정과 이에 따른 외국인의 거주 제한 해제, 그리고
외국인 거주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일본의 사회풍조가 문란해 질 것이라는 정계 및 재계, 그리
고 일반 서민들의 불안감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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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개정이 실시되면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생각할 것은 기독교
의 전래이다. 그것은 관민 협력으로 전력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헌법상 폐
쇄를 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회에 출입하는 자는 우부우부(愚夫愚婦)의 무리로
그 수는 걱정할 정도가 아니지만, 단지 청년 남녀가 교회에 출입하는 것은 국가의 전도에 영
향을 주는 일이다. 고로 외국인 학교가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법률로 설립을 금
지해야 한다.31)

이는 정부 당국자 및 보수 인사들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들은 1898년 10월
에 열린 제1회 고등교육회의에서 ‘교육에 관한 신조약 실시준비의 건’의 세 번째 항목으로 ‘외
국인이 설립하는 학교에 종교 교육에 관해 어떤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가’라는 내용의 제안을
하게 된다. 그 내용에는 외국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가의 여부, 외국인 학교 졸업생의 특
권, 외국인 학교의 종교교육, 외국인 교원의 자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사립학교령안’
으로 명명되어 제2회, 제3회 고등교육회의의 의제가 되어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17조의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립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외의 학교에
서는 종교적 의식 혹은 그와 같은 교육을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었다. 이에 대해 ‘소․중
학교의 교육은 국민정신의 함양을 제1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외국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32)는 의견에 대해 대부분의 참가자가 찬성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립학교령으로 발포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였다. 즉 ‘교육과 종교의 양립은 어려운 것이고 종교가
교육에 유해하다는 것을 국가가 정하는 것은 세계의 대세로 보아 극히 진부하고 또 유해하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칙령으로 정하는 것은 일본 천황폐하를 우습게 하는 꼴이 되며, 각국에 대
해 폐하의 명예에도 관련되는 것’33)이라고 하여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1899년 공포된 사립학교령은 고등교육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비교해 상
당부분이 수정된 상태였다. 특히 종교교육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
면 종교에 관한 조항, 학교설립자의 자격조항, 이미 설립된 학교장 자격의 예외적 조치, 학교의
자격 변경, 교과서에서 정담의 금지 등은 삭제된 채였다. 결국 사립학교령에는 사립학교가 원
칙적으로 부현지사의 감독에 속한다는 것(제1조), 설치할 때에는 지사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제2조), 공립학교를 대신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의무교육의 학령아동을 입학시킬 수
31) 平塚益德, 전게서, 94쪽.
32)『교육시론』지 사장 유모토(湯本)의 의견.(『메이지학원백년사』, 197쪽)
33) 江原素六의 회고 가운데에서.(平塚益德, 전게서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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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제8조), 법령 위반이라든가 풍속문란의 염려가 있을 때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것
(제10조) 등의 규정이 포함되었는데, 이로써 사립학교의 설치와 유지에 대한 관할 관청의 감독
이 법적으로 보장되게 되었다. 그러나 사립학교령에서 삭제되었던 내용은 같은 날 문부성 훈령
12호에 그대로 담겨 공포되었다.
일반 교육으로서의 종교 이외에 특별히 취급하는 것은 학교 행정상 필요에 의해 관공립학교
및 교과과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있는 학교에 있어서는 예외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종교교
육을 실시하거나 또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34)

훈령의 내용을 보면 종교교육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기독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시사신보』에서 훈령 12호가 ‘종교가(宗敎家)가 특히 곤란하
게 생각할 점’에 대해 말하며 ‘그러나 종교가(宗敎家) 중 불교가(佛敎家) 등은 냉담하며, 전혀 고
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쓴 정황35)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종교교육 및 종교의식의 금지
는 기독교에 한정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확할 것이다.
훈령에 의해 존폐의 위기를 맞이한 기독교주의 학교들은 고민에 휩싸였다. 훈령을 따르자니 기
독교주의 교육이나 의식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계속하자니 법령에 규정된 학교로서의 자격이
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형국 속에서,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택을 해야 했다. 다시 말하
면, 정부의 요구대로 기독교주의 교육이나 의식을 치르지 않는다면 선교 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
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기독교계 학교는 존립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기독교주의를 고집하자
니 학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딜레마에 기독교계 학교는 당면해 있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기독교계 학교는 문부성의 관리 아래 편입됨을 의미했다. 즉 기
독교주의를 고수한다면 학교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기독교주의를 포기한다면 학교에서의 기독
교주의 교육이나 의식을 실시할 수 없게 되니 기독교계 학교의 선택에 관계없이 문부성의 의도
는 관철되는 셈이다. 이 점이 기독교계 학교가 처한 위기의 실체이다.

Ⅳ. 기독교계 학교의 대응

34) 平塚益德, 전게서, 95쪽.
35)『시사신보』1900년 8월24일.(『메이지학원백년사』,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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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현재, 일본에 있던 기독교계 학교는 초등수준의 학교 105개교(학생 6,831명), 중학교
수준의 학교 15개교(학생 1,520명), 고등여학교 수준의 학교 47개교(학생 2,527명)였다.36) 이들
학교는 일본 정부의 공교육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던 시기에 일본 근대교육 보급에 커다란 역할
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립학교령과 문부성 훈령 12호가 공포됨에 따라 이들 학교는 존
폐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서게 된다.
여학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는 종교교육을 폐지
하든가 폐교를 하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했고37), 중학교는 각종학교로 종교교육을 계속하든가,
종교교육을 하지 않고 인가를 받든가, 아니면 폐교를 하든가 삼자택일을 해야 했다.38) 특히 중
학교의 경우는 인가가 취소될 경우, 고등학교 수험 자격이나 징병유예의 특전이 없어지므로,
학교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39) 따라서 기독교계 학교 및 선교 본부는 이러한 사태를 수
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먼저 사립학교령과 문부성 훈령 12호 공포에 대해 기독교계 학교는 크게 반발하고 반대운동
을 전개하였다. 관공립학교에서 종교 금지는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것을
사립학교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신교(信敎)의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 기독교계 학교의
기본 입장이었다.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아오마야 학원, 아자부 중학교, 도시샤, 메이지학원,
나고야에이와 학교의 대표자는 문부대신을 3번, 문부차관 및 참여관을 각 1번 방문40)하여 기독
교계 학교를 훈령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진정을 내었으나, 가바야마 스게노리(樺山資紀)
36)『교육시론』465호, 1898년3월, 8쪽.
37) 초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령 8조 ‘인가를 받지 않은 사립학교에 학령아동을 취학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면 종교교육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종교교육을
계속하면 인가를 받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학령아동이 입학하지 못하니 학교는 존립할 수
없게 된다.
38)『릿쿄학원백년사』, 1974, 236쪽.
39) 다음 표는 1895년 이후 메이지학원의 졸업생 수를 나타낸 것인데, 1899년을 경계로 졸업생
수가 없음을 볼 수 있다.(平塚益德, 전게서, 86쪽)
< 1895년 이후 메이지학원의 졸업생 수 >
1895년 1896년 1897년 1898년 1899년 1900년 1901년
고등과
0
0
6
2
0
0
1
졸업생
보통과
4
5
5
5
9
0
1
1895-96년에 졸업생 수가 없는 것은 1894년 고등학교령 발포의 영향으로 파악됨.
40)『릿쿄학원백년사』,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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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대신의 대답은 규정만을 되풀이하였다.
종교교육이 덕육 상에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승인하라고 관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
기는 하지만, 이 훈령의 실시에 따라 종교교육을 행하는 학교는 종교교육을 폐하든가, 학교
의 특전을 버리고 종교교육을 행하든가 양자택일을 하도록 함41)

당초 기독교계 학교의 기본 방침은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것
이었으나, 문부성이 방침을 변경할 가능성이 없음을 파악한 기독교계 학교는 반대운동의 방향
을 바꾸어 문부성과 절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즉 훈령 발효시기 유보를 요청하거나 새롭
게 설치한 보통학부에 상급학교 진학 자격과 징병유예의 특전을 부여받는 방식으로의 방향 전
환이다.42)
한편, 사립학교령과 문부성 훈령 12호의 공포는 미국 각 교파의 전도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1899년 10월 9일 뉴욕 장로파 외국전도국에서 이 문제에 관해 각 교파 전도국원이 회
의했는데, 미국해외선교회, 침례교회, 감독교회43), 감리교, 장로파, 개혁교회44)의 의원 10여명이
출석하였다.45) 이 회의에서 8월 16일 도쿄의 도요에이와(東洋英和)학교에서 개최되었던 기독
교계 여섯 학교 대표자 회의의 결의안이 지지되었는데, 이는 종교 교육을 계속 실시할 것이며
이를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선교 본국으로부터의 보조가 불가능해 질 것임을 다짐하는 것이
었다. 즉 선교 본부의 요구는 일본 기독교계 학교에게 모든 세속의 이익과 정부가 주는 특전을
희생하고서라도 기독교주의를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대립되는 선교 본부의 요구와 문부성의 방침 속에서 일본의 기독교계 학교의 선택은
다양했다. 즉 폐교원을 제출하고 일요학교의 형태로 교회학교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 신자인 학교설립자를 비기독교 신자로 명의를 양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극단적으
로 기독교주의를 포기하는 학교도 있었다.
아오야마학원은 …… 각종학교로 종교교육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도시샤, 메이지학원도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 때문에 심상중학부를 ‘중학과’로, 고등보통학부를 ‘고등과’로 개칭
41)『아오야마학원 100년사』, 30쪽.
42)『메이지학원백년사』, 207쪽.
43) 감독을 두어 교회 전반을 관리하는 교회로, 각국의 성공회와 감리교회, 그리고 유럽 여러 나
라의 루터파 교회가 여기에 속함.
44) 개신교의 한 종파로 칼뱅주의 신학에 입각하며 교회 조직은 장로주의를 채택.
45)『메이지학원백년사』,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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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 결과 퇴학자가 속출하고 한때 학교의 존립조차 위태로운 상태로 되었다.46)

이에 비해 기독교주의 교육을 포기하면서 문부성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학교도 있었다. 릿쿄
학원의 경우 ‘만약 정부의 교육방침대로 우리 학교를 없애게 된다면 우리는 명백한 의무를 방
치하는 것’이라는 방침 아래 학교 교육이 아닌 방식의 종교교육 실시를 모색한다.
만약 우리 학교가 폐쇄된다면 신자의 자제는 정부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 종교 특히 기독교를 냉소하듯이 가르치는 교사나 학자에 의해 시련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 학교를 폐쇄하면 일본의 신앙있는 젊은이들에게 교회의 문을 닫는 셈이
된다.47)

이처럼 각 학교들의 선택이 달랐던 것은 학교를 경영하는 선교회의 성격에 따른 것이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첫 번째 주요 과제를 “도달 가능한 영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세운 선
교회와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선교회는 그 방침이 당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릿쿄학원이 문부성의 인가를 받아 학교를 유
지하려 했던 것은 종교교육의 포기가 아니라는 학원 측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훈령의 검열 아래에서 과연 제대로 된 종교교육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가능했는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릿쿄학원이 갖는 기독교계 학교로서의 진정
성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기독교계 학교에 위기를 몰고 왔던 문부성 훈령 12호의 결말은 시작과는 달리 흐지부지 되
었다. 기독교계 학교가 사활을 걸고 얻으려했던 징병유예의 특전과 관공립의 상급학교 및 고등
학교 입학자격은 3-4년이 지나지 않아 회복되었고, 1904년부터는 기독교계 학교의 졸업생이 중
학교 졸업생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48)
훈령12호가 그 효력을 일찍 상실했던 데에는 기독교 학교 측의 집요하고 강경한 호소, 불평
등조약 개정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걱정이 기우였다는 정부의 인식 변화, 서구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 보수적인 야먀가타(山県)내각의 붕괴 등이 작용한 결과였다고 보는

46)『아오야마학원 100년사』, 30쪽.
47) J.J. Patton의 보고, 247쪽. 『릿쿄학원백년사』, 247쪽 재인용.
48) 1903년 5월 메이지학원과 아오야마학원은 고등학교수험 자격을 얻었고, 징병유예의 특전이
메이지학원에는 1904년 7월, 아오야마학원에는 1905년 5월 회복되었다.(『릿쿄학원백년사』,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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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반적이다.49)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은 공교육체제 확립과 사립학교의 관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 변화이다. 즉 일본 정부가 기독교계 학교의 정비에 엄격한 통제를 계속
하지 않았던 데에는 1900년 전후 이들 학교의 위력이 정부가 힘을 들여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크지 않았으며, 이 시기 일본 정부는 공교육을 통해 전체 교육체제를 통제, 관리할 수 있
을 정도의 자신감을 회복한 상태였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여하튼, 훈령12호의 관철 여부
와 관계없이 문부성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으며, 이후 기독교계 학교는 문부성의 방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Ⅴ. 맺음말 : 앞으로의 연구 과제
메이지 시기 기독교계 학교는 일본이 서구의 근대적 교육을 수용해 가는데 적지 않은 영향
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기독교계 학교의 기본 방침이 일본의 정체인 천황제에 위협적인 요소
를 내포하고 있다는 인식은 일본적 근대교육의 방향을 보수적 성격으로 이끄는데 일조하였다.
기독교주의와 천황제가 양립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기독교 수용 초기부터 일부 정치 지도자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영역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1890년대 불평등 조약 개정과 더불어서 였다. 외국인의 거주 제한 철폐와 이로 인한 불안이 기
독교계 학교의 사상단속과 연결되어 칙령과 훈령으로 공포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이 1899년
발포된 사립학교령과 문부성 훈령12호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과 이에 대해 각 교파의
기독교계 학교가 취했던 대응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메이지 정부의 사립학교령과 훈령 12호에 대한 기독교계 학교의 대응 양상은 기독교주의를
유지하면서 학교 인가를 받지 않든가, 혹은 기독교주의를 포기하고 인가를 얻는가하는 선택이
었다. 메이지학원과 아오야마학원이 전자를 선택했고, 릿쿄학원이 후자를 선택했다. 그러나 기
독교계 학교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기독교계 학교는 더 이상 문부성의 방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이지 정부의 사립학교 정책과 이에 대한 기독교계 학교의 반응은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사립학교 정책을 고찰할 때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된다. 즉 1908년 사립학교령, 1911년

49)『릿쿄학원백년사』, 254-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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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규칙, 1915년 개정 사립학교규칙으로 이어지는 조선총독부의 사립학교 정책은 사립학
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계 학교의 사상을 단속하기 위한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
다는 점에서 메이지 정부의 사립학교 정책과 유사성을 가진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사립학교 정
책에 대한 기독교계 학교의 반응도 일본 내에서 전개된 기독교계 학교의 반응과 일맥상통하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자국 내에서 시행했던 정책과 식민지에서 시행했던 정
책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규명하는 작업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서는 조선총독부 식민지 교육정책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비교사 혹은 관계사 연구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식민지 지배국이었던 일본과 식민지였던 조선에 존재했던 기독교계 학
교의 존립 양태를 비교하면서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었는가가 이후의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
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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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 외국 선교회 일람표(1896년 현재)
외국교파 및 선교회(약칭, 전도개시년도)
- Domestic and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Protestant
Church in the USA(PE, 미국성공회국내외선교회, 1859)
- Church Missionary Society(CMS, 영국성공회선교회, 1869)
-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SPG, 해외복음전도
협회,1873)
-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PU, 미국장로교해외선교회,1859)
- Reformed Church in America[Dutch] (RCA, 미국[독일] 개혁교
회, 1859)
- Women's Union Missionary Society of America(WU, 미국 여
성연합 선교회, 1871)
-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Scotland (UP, 스코트랜드 연합
장로교회, 1874)
- Cumberland Presbyterian Church(CP, 영국 컴벌랜드 장로교
회, 1877)
- Reformed Church in the US[German] (RCU,미국 개혁교회,
1879)
-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PS, 미국 장로교, 1885)

지부
지점
선교사 station out-station
34

23

관계교파

195

89
21

일본성공회

55

9

21

30

8

47

5

2

-

4

1

-

15

5

12

11
28

1
7

28
60

-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AB,
미국해외선교회, 1869)

74

13

195

- American Baptist Free Mission Society(ABF, 미국 침례교 동
맹, 1860)
- American Baptist Missionary Union(ABM, 미국 침례교 연맹,
1873)
- Foreign Mission Board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 남침례교 해외선교회, 1889)

-

-

-

55

8

83

6

3

7

- Methodist Episcopal Church(MEC, 감리교회, 1873)
- Mission of Methodist Church of Canada(MC, 캐나다 감리교
선교회, 1873)
- Methodist Episcopal Church[South](MES, 남감리교회, 1886)

69
33

8
6

52

35

8

11

- Evangelical Association of North America(EA, 남미 복음교회,
1876)
- Methodist Protestant Church(MP,감리개신교회,1880)
- Church of Christ[Disciples](CC, 기독공회, 1883)
- Allgemeiner Evangelisch Protestantischer Missionsverein(AE,
보급복음신교전도회,1885)
- Mission Board of the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of
Philadelphia(SF,필라델피아 기독친우회, 1885)
- American Unitarian Association(AU, 미국 유니테리언 협회,
1887)
- Plymouth Brethren(PB, 기독 동신회, 1888)
- Universalist General Convention(UG,우주신교, 1890)
- CMS[Evangelical](자유감리교회, 1890)

4

1

14

일본복음교회

15
24
3

3
2
1

5
6
1

일본미보교회
기독교회
보급복음교회

6

1

3

기독우회

1

1

-

유니테리언협회

1
7
1

1
1
1

11
1

기독동신회
일본전도대성경교회
자유감리교회

9

6

27

일본동맹기독교협회

4

1

3

일본복음루터파교회

10
1

3
1

1
-

구세군
일본협동기독교회

1

1

-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

- Scandinavian Alliance Mission of North America (SAM,남미
스칸디나비아인동맹선교회,1891)
-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United Synod of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the South(UL,복음 루터파 교
회 해외선교회, 1892)
- Salvation Army(SA, 구세군, 1895)
-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Society(CMA, 협동기독교
회, 1895)
- Seventh Day Adventist(SD, 재림교, 1896)
도히 아키오, 전게서, 18쪽.

일본 기독교회

일본조합교회
일본침례교동맹
일본침례교연맹

일본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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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isis of mission schools and their countermove
in the Japanese Meiji period
Lee, Myung-Si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educational policy,
especially the policy of the nongovernmental schools. To accomplish this purpose, I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read of Christianity and the classes that accepted it. I also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mission schools and the contents and effects of the Imperial
command against nongovernmental schools and the Kunrei(訓令) twelfth number that the
Meiji-government proclaimed to control the mission schools. Finally, I demonstrated the crisis of
mission schools and their countermove against the policy of the Meiji-government.
On the analysis, the results appeared as follows: a) Meiji-government's approval to the
spread of Christianity was made not by choice but by necessity. Therefore, the political leaders
had negative perspectives of the Christianity. However, the elites and the messes had positive
understandings of the Christianity because of the free atmosphere, the chance of English
learning, and the western lifestyles; b) Although most mission schools were directly managed by
the missions, there were also some mission schools that introduced only Christian spirit.
Furthermore, more than half of the mission schools was the girl's mission schools.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mission schools was due to learn English and western lifestyles. As the
mission schools were faced with the crisis that forced them to choose the question of
maintenance or abolition, such characteristics of the mission schools had an effect on waives of
Christianity's claim;

c) Meiji-government proclaimed the Imperial

command against

nongovernmental schools and the Kunrei(訓令) twelfth number forbidden of religious educ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ission schools had to choose what they had to keep up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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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igious education or not. However, regardless of their choice, it was said the purpose of
the Meiji-government had accomplished because the mission schools could not be free from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asicall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educational policy through the analyses of the Japanese Christianity and Japanese mission
school's state. This study will help examin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ission
schools in the modern era of Korea and Japan. This study also will offer the key points to
examine the colonial educational policy of the government general in Joseon.

Key words : mission school, Imperial command against the nongovernmental school(私立學校
令), Kunrei(訓令) twelfth number, Meiji period, miss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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