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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庚戌國恥 前後의 社會와 敎育
-儒林의 사회와 교육을 중심으로-

한 상 규(동주대)

Ⅰ. 머리말
본고는 한국 역대 전환기 사회와 교육 중에서 1910년 경술국치 전후의 사회와 교육에
대한 발제 중에서 이 시기의 유림의 의 사회적, 교육적 동향에 관하여 일면을 살펴보고
저 한다. 경술국치 전후는 역대 어는 전환기와는 달리 한국 민족의 국권 과 자존심이 여
지없이 외세에 의해서 말살되면서 끝내는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합방되어 독립국가로서
의 존재를 강탈당한 뼈아픈 역사적 사건을 갖고 있다. 이 이전에는 국가 통치 기반은 다
리해도 민족을 통합했던 삼국통일과 고려, 조선개국이 큰 역사적 전환기를 가져왔고, 국
내적으로는 중국의 질서가 개편될 때마다 굴욕적인 외교 간섭으로 민족의 자존을 잃은
적이 있었으니, 몽고난과 병자호란, 임진왜란등의 고난도 자주적으로 극복하였다. 이러는
과정을 거칠 때마다 우리의 지도층은 충.효를 근간으로 하는 국난극복의 정신을 발휘하
였으니 그 정신의 기저는 불교와 유교의 교육사상이 변함없이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은 소수 지
성인이 이끈 봉건 체제하에서 겪어야 하는 한계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한 시대를 맞이할
때마다 역사는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려는 지성인이 나타나지만 그들의 사고가 변하는 것
이지 민족의 사상이 완전히 외면 당한 것은 아니다. 하나의 사상적 전환은 이전의 사상
을 탈피하려는 것으로 봐야한다. 개화기로 전적인 인환하려는 움직임에서도 주도적인 역
할을 한 이사와 수구적인 인사 모두가 민족적 유교주의자다. 다만 개화파는 유교적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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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탈피하려고 외세의 근대화된 문화를 빠른 속도로 변시키려고 했고, 수구 세력은 외세
에 의해서 국가가 근대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주적 민족유교주의를 고수 한 것에 차이
점이 있다. 사실 유학만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은 없는데 일부 계층에서 유학이 사
변론적 흐름으로 정치적 갈등과 사회의 경직성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조선시대 일부 주자학 신봉자의 아집에서 오는 비타협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
다. 여기서 한말 유림이 국난을 당하여 어떤 정신 자세로 사회를 이끌어 갔으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의병활동과 교육 계몽운동이 교육사상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있는지를
밝히고져 한다. 그런 의도에서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설치된 근대적 교육행정제도가
일제의 어떤 의도에서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한 유림의 지도자는 어떤 사고와 자세로 민
족 교육운동을 하였는지를 고찰한다.
개화기에 거센 저항, 특히 항일운동을 전개한 유림은 이나 사회단체에서 다소간에 친
일사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유자들은 외세에 대한 저항으로 의병, 망명, 자정으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였다. 근대화에 앞선 개화파나 수구파 모두가 유학을 습득한 지성
인이므로 실용사상에 관심이 많다. 유학은 공리공론하는 철학적 학문이 전부가 아니라
원래 유학은 만민을 위해 바른 정치와 사회구조를 세우기 위해 고민하는 자들의 학문이
다. 이것은 조선후기 구한말 이 개화의 본질을 이라 했고 실학자들과 柳吉濬도 유학의
오륜바탕에서 개화를 정의 내린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유자들은 개화를 부정하거나 저지
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 강압적인 개화와 근대화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은 일본이 삼국시대부터 좋은 이웃으로 지내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유학사상의 핵심은 敬과 義인데 어찌 가만 보고 있겠는가. 국권을 수호하고 국왕과 민
을 보호하겠다는 의의 실천을 죽음보다 소중하게 여긴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제의 대한국민의 교육 정책과 유림 정책을 고찰하고 항일운동과 유학교
육 선현의 문집을 출판하는 유림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다만 여기서 유림의 교육
활동을 전 지역에 걸쳐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지역별 인물을 조사
연구하지 못하고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서술한다. 그 개요는 1894년울 기점으로 교육제
도 개혁이 서정개혁과 함께 단행하여 1895년 고종이 홍범 14조를 선언하면서 교육의 근
대 기본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 시점을 전후하여 교육사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민족
교육, 식민지교육, 서구식 근대학교 교육과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다루어 왔었
다. 그렇지만 교육의 근대화 과정에서 유림사회의 동향과 교육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드
물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고찰하는 것이 다소나마 그 필요성을 느껴 주제로 정하여,
유림의 사회적 동향과 일제의 유림 정책을 살피고 경술국치 전후의 시대적 고난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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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서 유림의 사회적 성향과 일제의 유림정책에 대한 반응을 구국운동과 민족적
유교교육운동에 대하여 소략 하나마 정리하고 저 한다. 유림에 대한 이 분야의 연구는
광범위하여 아직 조사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교육사에서 세분화하여 다루어
야 하므로 그 과제는 차후로 미룬다.

Ⅱ. 庚戌國恥 前後 儒林의社會的 動向
1. 開化運動
고종 19년 壬午軍亂(1882) 사건으로 淸․日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大院君의 쇄
국정책에 반대하고 민비는 청국에 의존하는 보수 세력과 개화 세력의 두 파로 나눠지면
서 정국은 불안해진다. 이때 보수세력의 대표적 인물은 閔泳翊, 閔昇鎬, 金弘集, 金允植,
魚允中 등으로 이들을 事大黨이라 부른다. 한편 민비 일파를 반대 하면서 일본의 明治
維新과 같은 개혁을 지향하는 金玉均, 朴泳孝, 洪英植, 徐光範, 徐載弼, 尹雄烈등의 인
사를 開化黨으로 부른다.
여기서 이 무렵 일대 변혁을 시도한 개화당은 1884년(고종21) 일본 공사 竹添(다께소
에)와 협의하여 일본 주둔 병력을 동원하여 우정국 개국 축하 연회를 틈타(12.4) 사대당
의 요인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게 되자,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은 창덕궁의 고종에
게 가서 사대당과 淸兵이 난을 일으켰다고 거짓 고변 하고는 왕을 경복궁으로 옮겨 모
시고는 日兵으로 궁을 호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서 궁에 들어오는 閔泳穆, 閔台
鎬, 趙寧夏등의 사대당 요인을 죽였다. 다음날 12월5일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온 개화당
은 각국 공사 영사에게 신정부 수립을 통고하고 새 내각을 구성했다. 그러나 청의 袁世
凱는 군사 2천을 동원하여 궁중으로 들어가 12월6일 일군과 전투하였다. 그 결과 개화파
의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갑오개혁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19세기 말 민족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개화 세력은 비판을 받게된
다. 그러나 외세에 의한 국가 발전보다는 자국민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교육의 수용으로 서구식의 신지식을 습득하고 아울
러 자국의 역사와 구어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움
직임이 있었다.
이는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 본위의 교육을 강조하였던 한 시대의 특징이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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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강조된 국사와 국어 교육의 필요성도 근대국가로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시대적 합법
칙성을 의미한다.1) 김옥균이 일본에 망명하고 잇던 1866년 6월 본국에서는 그를 살해하
기 위해 파견된 運永의 행적이 폭로되자 이에 대하여 고종에게 항의하는 상소문이 작성
되었다. 김옥균은 이 상소문에서 ‘ 문벌을 폐하고 인재를 선발하여 중앙집권의 기초를 확
립하며 인민의 신용을 거두고 널리 학교를 세워서 人智를 개발하고 외국의 종교를 유입
하여 교화에 이바지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2) 이 상소문의 <敎育通白書>의 ’敎民才德文
藝以治本‘에서 소 중학교 설치 성인에 대한 근대교육, 국어교육, 외국어 교사 초빙, 인쇄
국 설치, 박물관 설치, 대중계몽운동, 외국어 교육, 신문사 설치, 종교의 자유 등을 제안
하였다. 김옥균은 이런 면에서 유학사상을 토대로 개화 사상을 소화 섭취하였고 주체적
인 입장에 서서 국학을 장려하였다.3) 여기서 개화라는 말은 주역의 「開物成化」에서
나왔듯이 물질적으로 근대화되고 정신적으로 자주화 되어야한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어느 계층보다도 심각하게 인식했던 지성인이 衛正斥邪論者이다. 외세에 의한 교육 개
화 사상이 서구인에 의해서 근대학교가 보급되고 있으나4) 그 이전에 실학사상에서 근대
의식이 발아되었다고 보는 견해가5) 있는 것은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의 출신 바탕이 유학
자라는 데 있다. 조선에 서양 사상이 유입되었다는 것은 서학의 유입으로 비릇 되었으니
芝峰 李晬光(1563-1628)의『芝峰類說』(1614)이후 柳夢寅(1559-1623), 星湖 李瀷(16811763), 洪大容(1731-1783), 朴趾源(1737-1805), 丁若鏞(1762-1836) 등을 통해서 수용되었다.
그리고 1860년대와 1870년대에는 주로 朴珪壽, 吳慶錫이 중국을 매개로 서양의 근대 문
명을 수용하였고 김옥균, 박영효, 류길준 등은 다시 이들의 영향을 받고 일본의 대표적인
개화사상가 福澤諭吉(유키치,1835-1901)과 접촉하였다.6)개화에 대하여 柳吉濬(1854-1914)
은 『西遊見聞』에서 유학의 오륜에 바탕을 두면서 학술 정치 법률, 물질의 개화를 의미
하였다(김흥수, 한국사의 이해, 신서원). 또한 개화의 수용에 대하여 유학자 黃玹
(1855-1910)은 『言事疏』에서 개화의 본질은 `開物化民’ 이라고 하면서 정신과 물질의
병행을 말하였다.7)
1)
2)
3)
4)
5)

강재언, 한국개화사상, 비봉출판사,1981, p. 318.
김흥수, 19세기말 한국인의 서양에 대한 인식,『한국사의 이해』, 신서원 1997. 참조.
정순목, 한국개화사상의 이상과 전개, 『한국교육연구』, 제1집, 정문연, 1980, p. 102.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의 유형 보급과 실제, 『한국교육연구』 제1집, 1980 참조.
박종홍 『한국사상사 논고』, 서문당, 1977, pp. 358-360.
한상규, 이익의 근대지향적 교육론, 온원정재 철박사화갑기념, 『교육학논총』 1991, 참조
6) 박종홍, 서양사상도입 비판과 섭취, 실학사상탐구, 현암사, 1974.
박준건,해방전 일본을 통한 서양사회 사상의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한국민족문화, 16집, 2000, 부산대민
족문화연구소. 유홍렬, 한국천주교회사, 카톨릭출판사,1962. 최소자,동서문화교류,삼영사,1987. 참조
7) 黃玹, 『梅泉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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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급진 개화파로 분류되는 지성인들은 유학을 공부한 관료 계층으로 甲申政變
후 새 정부 수립과 동시에 단행할 개혁정치 14 개조의 정강을 발표한 내용에서 이들의
의지를 나타냈다. 급진 개화파가 단행한 정강은 ①대원군을 조속히 귀국시키고 청에 대
한 조공 허례를 폐지 할 것, ② 문벌을 폐지하고 백성의 평등권을 제정하여 재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할 것, ③전국의 地租法을 奸吏를 근절하며 빈민을 구제하고 국가 재정을 충
실히 할 것, ④내시부를 폐지하고 재능 있는 자 만을 등용할 것, ⑤전후 奸吏와 탐관오
리 가운데 현저한 자를 처벌할 것, ⑥ 각도의 還上米는 영구히 면제할 것, ⑦규장각을
폐지할 것, ⑧시급히 순사를 설치하여 도적을 막을 것, ⑨惠商公局을 폐지할 것, ⑩전후
의 시기에 유배 또는 금고된 죄인을 다시 조사하여 석방시킬 것, ⑪4영을 합하여 1영을
하고 영 가운데서 장정을 뽑아 근위대를 급히 설치할 것, ⑫일체의 국가 재정은 호조에
서 관할하고 그 밖의 재정 관청은 금지할 것, ⑬대신과 참찬은 날을 정하여 의정부에서
회의를 하고 정령을 의정 집행할 것, ⑭정부 6조 외에 불필요한 관청을 폐지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이것을 심의 처리하도록 할 것 등이다.
이러한 정강을 주도한 박영효는 교육의 중요성을 먼저 내세우면서 말하기를, 교육은
자석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大洋이나 사막 가운데 있어 남북을 판별 할 수 없을 지라도
자석이 있으면 그를 판별할 수 있으므로 자석은 곧 사방을 통하여 문명을 일으키는 중요
한 도구이다. 사람이 태어나서는 무지한 것인데 이는 지식을 가르치는 이유이다. 지식이
태어나면 부모가 먼저 그를 가르쳐 이끌고 지식을 열어주며 자라면 학교에 들어가 학문
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니 학교를 세우는 것이 천하의 급무이며 중요한 일이다. 고 하여
근대화의 과제로 교육을 삼았다.

2. 儒敎 民族主義 運動
甲午改革의 발단이 되던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으로 의병이 처음 일어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 2차 동학농민 봉기가 되었다. 이 당시 의병의 주축세력은 儒
林으로 오랫동안 주자학에 체질화된 보수 지성인은 단발령이 도화선이 되었다.8)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전남 유림의 지도자 松沙 奇宇萬(1846-1916)은,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
라 없으니, 머리를 깎고 보존하는 것 보다 차라리 머리를 깎고 망하는 것이 나으며, 사람
치고 죽지 않는 사람 없으니 머리를 깎고 사는 것 보다 차라리 머리를 보존하고 죽는 것
이 낳다.” 고 하였다.9)송사의 문인 柳健永 또한 일제의 침략에 대하여 ‘乙巳之僞約 庚戌
8)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황현, 『매천야록』, 2권, 국사편찬위원회, 1995, pp. 191-192와 김상기, 『한말
갑오 의병의 항일전쟁』, 일조각,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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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合邦 戊午之大血’ 의 을사늑약, 일제의 강점, 고종의 승하로 인하여 수모를 당하자 義
를 행함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연한 자세를 보였다.10)
유림의 이 같은 개화의 급변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급기야는 의병으로 확대되
었다.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전기 의병의 주요 봉기 지역과 구성원의 특징을 볼 때11) 전
국 각 지역의 유림에서 일제히 일어났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안동의 徐相轍, 경
기 지평의 李弼熙, 제천의 柳麟錫, 춘천 鄭寅會, 李昭應, 강릉의 閔龍鎬 등이다. 이들의
학맥은 華西 李恒老(1792-1868)의 문인으로 한말 도학파의 척사사상을 지닌 유학자들로
외세의 침입에 대하여 전통적 문화 의식과 정치제의도를 계승하면서 서구 열강의 도전을
제국주의적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2)
화서는 우암 송시열(1607-1608)의 학통을 이어받아서 그의 위정 척사사상은 전통문화
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珍山사건(1791), 黃嗣永의 帛書사건(1801)에 이어 한말의 위기상
황에 대한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정도를 고수 한 것이다. 이런 정신은 勉菴 崔益鉉
(1883-1906)과 유인석에게 구체화되었다. 면암은 1876년 병자조약에 담긴 일본의 침략적
의도를 간파하고 일본과의 강화는 국가가 망하는 난을 초래 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일
본의 협박에 의하여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의 침략상을 만방에 알리고 토죄 할 것을
주장하였다. 유인석 또한 을미사변(1895)과 단발령이 내리자 국난을 당하여 선비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擧義, 去守, 自靖의 세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1895년부터 1915년까지 지속
된 항일 의병정신은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유림의 자정은 1866년(고종3)
丙寅洋擾 때 강화도가 함락되자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李是遠, 李止遠 형제가 최초의
사건이다.13)유인석은 국내에서 활동에 제약을 받자1908년 불라스보스톡에 망명하여 의병
을 모집하고 군사훈련을 시켰다. 이어서 1910년 李範稷, 李相卨, 李南基 등의 추대로 13
道義軍都總裁를 맡았으며, 의병 규칙을 제정하여 군기를 확립하고 1914년 만주로 옮겨가
국권회복 투쟁을 계속하다가 이듬해 그곳에서 순절했다(오석원, 위의책. 66). 호남 유림에
서는 蘆思學派로 장성향교를 본거지로 이곳의 巨儒 奇正鎭(1798-1879)의 손자 奇宇萬과
노사의 문인 다수가 활략해서 한때 장성 인근의 13읍을 장악했다. 南塘學派인 李契, 金
福漢이 홍성에서, 定齋學派로 金道和, 李晩燾, 徐相烈, 權世潤 등이 안동에서, 勉菴의
9) 奇宇萬, 『松沙集』, 독립운동사 자료집, 3, 1971, pp. 25-27.
10) 柳健永, 『石田遺稿』, 「行狀」, 한국역대문집총서, 경인문화사, 237-238. 석전의 항일운동에 대해서
田中隆二(다나까), 일제 말기 지방유생 유건영의 항일운동, 동주대 논문집, 23집, 2001. 참조. 다나까는
본 연구자의 직장 동료로서 일본의 對韓國 침략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으로 연구하고있다.
11) 홍영기, 前期義兵과 衛正斥邪思想, 단국대학술발표, 1999.
12) 오석원, 華西學派의 義理思想,『華西學派의 學脈과 民族運動』,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9, p. 44.
13) 남부희, 『유림의 독립운동사 연구』, 범조사, 1994,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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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맥을 이은 盧應奎는 1896년 2월 1천명에 이른 의병을 진주, 김해 지역서 지휘하여 인
근의 함안, 마산, 진해에 이병을 일으키게 하는 영향을 주었다. 황해도는 해주를 중심으
로, 평안도에는 광부들이 중심이 되어 7백명의 의병을 조직하는 등 전국적으로 항일 운
동이 유림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확산되었다.14) 일제는 당시 은사금 3천만원의 公債를 모
집 그 돈으로 친일파 3559명, 일반유생 9811명, 효자, 절부 3200명, 과부 홀아비70092명에
게 공수표를 남발하여 마치 현금으로 거액의 은사금을 주는 것처럼 속였는데 이 공채의
최종 담세자는 조선인이였다(남부희, 55). 경술국치를 당하여 순국한 유생은 李萬燾가
1910년 7월 27일, 李儁이 1898년 독립협회에 가입하고 11월 만민공동회에서 계몽연설을
하였으며 1902년 李商在, 閔泳煥, 李相卨, 李東輝, 梁起鐸 등과 비밀결사인 개혁당을 만
들어 독립운동을 전개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참여 1907년 6월 25일 헤이그 특사로
도착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호소했고 때마침 고종이 양위서를 발표하
자 민심이 극도로 혼란하여 시위와 폭력이 난무 한 가운데 신협약을 체결하고 내정 간섭
에 들어갔다.
이러한 운동은 유교 민족주의를 표방 한 것으로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대응하여 서울
의 유림이 長書를 발송할 논의를 한바 3.1운동이 일어나자 成泰英의 통기를 받고 이미
서울에 올라와 있던 金昌淑이 金丁鎬, 李中業, 柳濬根, 兪鎭泰, 尹中洙와 협의하여 추진
한 파리강화회의에 유림대표 명의로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는 공한 발송을 추진한 것을
巴里長書이다, 그후 김창숙이 자신의 스승인 郭鍾錫을 대표 명의로 작성한 영남 유림의
장서를 휴대학 3월 중순에 중국을 경유, 파리를 향해 출발했으나 중도에 서울 李德委 집
에서 林敬鎬를 만나, 충청도에서도 같은 일을 추진하여 임경호의 스승 金福漢을 대표
명의로 장사를 발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양자를 통합 하게 된 것이다. 장
서는 영남본으로 하고 연명자는 곽종석. 김복한을 비릇한 137인으로 하였다.15)
이와 같이 전국 각지의 유림이 중심이 되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본의 내정 간섭에
대하여 거센 저항을 하였다. 이른바 1895년 명성황후시해사건(10.7)과 단발령(12.30),1896
년 의관제도의 개정(1.11)과 아관파천(2.11)을 전후하여 제1차 의병의 봉기가 이루어졌다.
제2차 의병봉기는 1904년 한일의정서(2.23)과 한일협약(8.22), 1905년 을사늑약(11.8)등과
같은 일제의 침탈에 저항하였다. 제3차 의병은 1907년 일제는 고종의 강제 퇴위(7.19)와
한일신협약(7.24), 한국군 해산(8.1)등으로 한국의 주권이 유린당하자 격렬한 투쟁을 하여
일군과 교전한 의병은 14만명이며 만여명이 일제의 총칼에 살육 당했다.16) 이러한 일련

14) 홍영기, 전기의병과 위정척사 사상, 일제의침략과 한국 독립운동, 하, 신한국문화,1997, pp. 23-28.
15) 김창숙, 『심산유고』, 한국사료총서, 제18집, 국사편찬위원회, 1973, pp. 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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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항 정신과 투쟁은 전국 지방의 유림의 지도자의 공감체가 형성되어 자발적으로 거
의 동시에 이루어 진 것으로 의병, 自靖, 去守의 망명의 방법으로 이후 독립운동을 모색
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성격을 본고에서는 한말유교민족주의로 규정하고 유교의 폐단으
로 한국의 근대 개화가 장애를 받았으나 외세의 강압적인 침탈에 대해서 앞장선 유림의
정신은 義를 중시하고 실천하려는 유학의 교육이념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Ⅲ. 庚戌國恥 前後 儒林의 敎育運動
1. 近代敎育의 摸索
1894년 갑오개혁이 친일파인 金弘集, 金允植 등이 주장한 혁신론이 軍國機務處를 통
하여 문벌과 계급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등 근대적 교육을 지향하는 정책을 시도
했다. 이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교육행정기구로 學務衙門을 발족 시켰다. 여기서
다루는 업무는 선현의 祠廟와 經籍을 관리 보수하고 성균관, 향교 서원 사무국, 중학교,
技藝학교, 외국어학교, 전문학교를 관장하는 전문학무국,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관장하는
보통학무국, 국문의 철자와 번역 교과서 편성을 관장하는 편집국 재무출납과 서무를 담
당하는 회계국과 총무국 등 6개 전담국으로 구성하였다. 그 뒤 1895년 3월 학무아문은 學
部로 개칭하고 1907년 12월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하였다. 이렇게 근대적 중앙교육행정기
구의 발족. 개편과 더불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교육근대화는 과거 봉건적 신분제도의 철
폐와 관리임용제도의 개혁을 바탕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뒷받
침 할 수 있는 근대적 학교제도의 신설을 구체화하였다. 갑오개혁을 주도한 군국기무처
에서 가장 먼저 문벌 양반의 계급을 타파하고 文武尊卑의 차별을 폐지하도록 한 것은,
비록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봉건적 신분질서와 인간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동시에
근대적 학교 교육의 기능을 창출 해 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문벌타파와 차별철폐는 역
사 발전의 법칙을 인지한 일부 봉건 지배층이 봉건적 위기구조와 외적인 민족적 위기상
황을 극복하고 아울러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온존시키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역량을 결
집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그것은 최소한 민중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 할 수 있고,

16) 한말 의병에 관한 자료는 기우만 송사집. 오원석, 화서하파의 사상과 민족운동. 김상기 ,갑오의병의 전
개와 성격. 권영배,격문류를 통해본 구한말 의병 전쟁의 성격, 경북대 박사논문, 1995. 홍영기, 전게서
등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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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지금까지 일부 특권계층에 국한되었던 정치. 경
제. 사회. 문화적 자원의 독점을 지양하여 전체 사회구성원들에게 합리적이고 제도화된
통로를 통해 배분하려는 근대적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바탕이었다.17)
1) 模範論的 敎育 同和政策
1906년 통감부 설치 이후 일본의 교육침략은 본격화되었다. 學政參與官과 學部次官의
형태로 幣原坦달(시데하라 히로시). 俵孫(다와라 마고이치)등 일본인을 중앙교육행정기구
의 하부에 직접 참여시켜 학제개정, 일본어 도입, 교과서 편찬 등이 교육개혁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교육침략을 통한 완전병합을 시도하였다. 일본의 교육침략의 본질은 ‘문명개화
된 일본’ 과 아직 ‘미개한 조선’ 이라는 기본적 인식에 기초하여 식민적 지배를 통해 조
선인의 일본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한국사, 14, 215).
교육식민화의 본질로서 초기의 同和교육은 ‘일본=문명’과 ‘조선=미개’ 라는 차별을 전
제로 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미의 동화가 아니라 일본에 의한 최소한의
‘모범교육’의 형태를 띤 선별적 동화였다. 즉 조선의 식민화를 위해 필요한 근대교육을
적극적으로 확산하기보다는 미개한 조선을 침략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을 본보
기로 하는 교육의 모범을 통해 식민지지배의 분위기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였
던 것이다.
모범론적 동화의 본질은 식민지지배의 관철이라는 대 전제 아래, 교육의 확산은 통한
일본화가 아니라 최소한의 교화 및 억압과 폭력을 통한 침략에 있었다.
모범교육을 통한 선별적 동화정책은 일본이 아직 산업혁명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주의 자체가 미성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조사 등 식민지 편입을 위해 필요한 경
제적 개편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는 교육침략의 귀결이
었다. 또한 통감부의 모범적인 동화정책의 기본노선은 3.1운동이 일어난 1910년대 말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즉 1911년 8월 조선총독부는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교육은 “교육에 관한 勅語
에 터하여 忠良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 (제2조)이라는 동화교육의 목적을 천명하는 한편,
“교육은 時勢와 民度에 적합”(제3조)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차별을 도모하였다.18)
군국기무처는 봉건적 신분질서의 타파에 그치지 않고 1894년 7월 유교체제 아래 관직
선발의 근간을 이루어온 과거제와 蔭德제도 등을 폐지하고, ‘選擧條例’. ‘銓考局條例’. ‘文

17) 한국사, 14 한길사, 1995, pp. 204-205.
18) 정재철, 모범교육론의 실체, 『논문집』, 중앙대 교육문제연구소, 1984,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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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受任式’ 등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관리임용제도를 확립하였다. 새로운 인사제도와 교
육제도의 개혁은 과거 신분질서에 근거한 선발에서 인물과 능력본위 선발방법으로 전환
한 것을 의미하며,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회구성원들의
능력과 지혜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한길
사. 14. 205).
조선사회의 근대화를 주도한 일부 지배층은 사회모순의 해결을 위해 일정 부분을 외
세에 의존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반 자주적인 식민성을 띨 수밖에 없었다.
근대적 학교교육의 기능적 특화로 말미암아 그것은 봉건적 지배층에게는 새로운 근대
적 직종으로의 전환이나 적응을 도모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일반 민중들에게는 과거의
폐쇄적인 신분사회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국가관리가 될 수 있
는 통로로 인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봉건적 지배층은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자본을 바탕
으로 비교적 쉽게 각종 근대적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음에 반해 일반 민중의 학교교육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어렵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근대적 학교교육의 역할은 발생 당시부터 시민사회의 성숙을
도모하는 민중 계몽적 기능에 우선하기보다는, 봉건적 지배층의 잔존과 민중의 제한적인
동참 속에서 국가관료와 같은 특정 통로로 통하는 사회적 지위획득을 위한 수단적인 의
미로 받아들여졌다. 한국사회의 근대화과정이 안고 있는 식민성에 기초한 이러한 학교교
육의 기능적 특화는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더욱 확대. 강화되어 나타났다(한국사. 1995.
209).
신교육운동은 자생적인 준비과정을 거친 역사의 결과 전체이지 일방적인 외세 영향의
산물만은 아니라는 견해가 가능하다.19) 19세기까지의 한국 교육의 역사적 배경을, 18세기
부터 한국역사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해 보려는 혁신적 사상이 근기지방의 실학자
들에 의해 시작하여 19세기 후반 1870년대부터 개화사상으로 연결되어 보다 실천적인 의
미를 갖고 역사의 표면에 나타났다.
특히 1876년 개항이후 10년경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기독교와 함께 서양 문물이 빠른
속도로 수용, 확산시키면서 충격적인 변화를 계속 일으켜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나름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조건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김인회:100).
그러나 교육근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은 학산 되었지만 현실화되고 실천되기에는
몇가지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점을 김인회는 첫째, 개화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전
문지식이나 기술 능력 등을 기초적으로 갖추지 못했고, 둘째, 유학교육에서 배울 양반계
19) 김인회, 『한국 교육의 역사와 문제』, 문음사, 1994,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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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우월감과 독선적 자세로 교육 근대화의 실천이 양반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추진되었
으니 育英公院(1881)의 설립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러다가 1895년 1월 공포된 洪範 14
조 속에서의 교육의지의 표현과 동년 2월 국왕의 교육조서, 4월 한성사범학교 관제의 공
포 등으로 국민 전체에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유용한 인재의 부족과 국가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을 들었다(김
인회, 위의책, 100-103)
2) 日帝의 儒林政策
강제 병합후 조선총독부는 유림에 대한 회유책을 썼다. 그 이유는 한국 침략 과정서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한국민의 모든 의식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특히 양
반 유림은 중앙과 지방의 정치와 향촌사회의 지배세력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
술 한바와 같이 유림들은 항일 의병으로 식민통치의 장애요인으로 일본의 對韓國 정책
방향에서 유림의 親日化를 서둘렀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친일 관료를
동원하여 1907년 3월에 大東學會를 조직하여 그들로 하여금 반일적 유림에 대하여 `公論
橫議‘ 와 `無爲徒食’하는 무리라고 매도하고 그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 부쳤다. 일제
는 반일 유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성균관을 폐지하고 1911년 6월 15일에 經學院 설립 규
정을 발표하였다. 총독부가 제정한 경학원 규정 제1조에 “경학원은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하야 경학을 講究하며 문묘를 제사하며 風敎德化를 裨補함을 목적으로 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후에는 大東斯文會, 儒道振興會, 人道公議所, 儒道大東會등 친일 유림 단
체와 일본의 東京斯文會와 협력하도록 하였다.20) 1915년 이후에 조선 총독부는 유교정책
의 전환으로 교육에 관한 勅語를 경학원에 두고 매 강연회마다 봉독케하고 강사의 순회
강연도 제정하여학원 잡(학제1238호, 19159.4, 경지 11,1916.6.25, 82쪽) 향교 군.면 사무소에
서 강연회를 개최 할 때마다 “칙어의 御趣旨를 奉體하야 皇恩의 優屋하심을 陳說하며
新政의 취지를 주지케 함이 務勉할 事” 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유림을 통제하였다(경학
원잡지 9호, 1915.12.25, 47-48). 일제는 경학원과 향교의 임원을 관리로 임명하여 일부 유
생들의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조선 민주의 사상통제에 앞섰다. 이 과정에서 향교의
임원은 유교적 소양과 관계없이 임명되어, 일제의 권력에 의탁하여 향촌에 군림하는 형
태를 보였다. 향교의 회계를 맡은 掌議들도 공노가 인정되면 면장에 추천되는 사례가 있
다. 장의의 첩지를 받으려는 자들이 유림회에 몰려들었다.21) 가장 활발한 친일 유림 단체
20). 조선총독부령, 경학원 잡지, 22호, 1921.3.10. 이명화, 조선총독부 유교정책(1910-192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1993, pp. 92-93. 참조.
21) 김영희, 일제말기 향촌유생의 일기에 반영된 현실 인식과 사회상, 『한국 근. 현대사 연구』, 제 1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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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一進會」는 宋秉畯이 1904년 8월 반민족적인 정치단체를 조직하였고, 대동학회는
1907년 12월 申箕善이 창립하여 儒道 체로 삼고 신문학을 用으로 삼는다는 취지를 밝히
면서 초대 통감 伊藤博文이 기부금을 내고 참석하여 강의까지 하였다. 대동학회는 1909
년 10월 孔子敎로 개칭하였다. 이러한 친일 유림 단체에 반대하여 朴殷植이 주도한 「大
同敎」는 1909년 8월 張志淵과 협의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유림 단체를 만들었다. 박
은식은 성리학적 틀에서 벗어나 다소 실용적인 陽明學에 관심을 두면서 「儒敎求新論」
을 주장하였다. 그는 양명학의 본질을 致良知에 두면서 개화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첫째, 세계가 진화하여 나날이 변하는 이 시대에 길어야 백년을 사는 인생에 있어서
支離에 순응하는 모습하고 汗漫한 주자학보다는 簡易直截한 양명학이 적합하다는 것 둘
째, 종래의 유학이 理學에 치우쳐 활기가 없고 인문이 부진하였지만 이제는 이를 변화시
켜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지금은 세계의 각종 학설이 난무하므로 이 점을
극복하며 인심을 구제하는 교육의 정립을 위하여 양명학이 중시된다는 점 넷째, 물질 문
명에 어지럽고 도덕이 문란한 사회에서 도덕을 밝히고 人道를 유지하여 백성에게 행복
을 주고자 하면 양명학에서의 致良知 정신이 요구된다는 점이다(한국민족문화,16:219.최
영성: 206-209. 참조) 고 하면서 일본 양명학과와의 교류도 희망하였다.
이외에 친일 유림단체로는 金鶴圭의 「儒道闡明會」, 1939년 尹悳榮의 「조선유도연
합회」로 이들은 한일합방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일제의 `內鮮一體'와 「皇
道儒道會」을 보였다.22)

3. 儒林의 敎育 運動
1) 日帝의 儒敎敎育 基本政策
일제의 학교교육 기본 정책은 1890년에 공포된 「敎育勅語」에서 비릇된다. 이는 일본
교육에서 하나의 헌장과 같은 성격으로 합방 이후의 한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각
급 학교의 필수 교과목인 ‘修身’ 교과 서두에 기재하여 교육 관련 행사시 낭독하게 했
다.23)일제는 1911년 8월 공포한 「朝鮮敎育令」(제23조)에서 교육에 관한 칙어에 따라
忠良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고 하여,
“ 수신은 교육에 관한 취지에 기하여 도덕상의 사상 및 情操를 양성하고 舊來의 良風

한국근.현대사학회, 2000, 가을호, 한울, p. 122.
22) 조남욱. 조윤재, 일제시대 한국유교와 유교정책, 한국민족문화, 16, 2000,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p.
213. 정규훈, 일제기 한국유교 개혁의 동향, 정신문화연구, 정문연, 1995. 참조.
23) 정재철,『일제의 대 한국 식민지 교육 정책사』, 일지사, 1994. p.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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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俗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 실천궁행을 권장함을 요지로 한다. 수신은 嘉言 선행등에
微하여 생도의 日常行狀에 따라 도덕의 요령을 訓諭하고 특히 국가와 사회에 대하는 책
무를 알게 하며 국법을 준수하고 공익을 숭상하고 공덕에 진력하게 하는 기풍을 조성하
고 겸하여 보통의 예의작법을 교수한다(고등보통학교규칙,조선총독령, 제111호, 제12조).
이런 교육정책에 동조될만한 유교계를 교묘히 활용하고 근대적 교육현장 밖에 있는 일반
국민들을 친일화 할 수 잇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또한 통감부는 한국정
부의 학부에서 주관하는 교과서를 검열하여 엄격한 인가를 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교육
정책은 수신교과서를 통해서 한국 국민의 의식과 일상 생활 속에 한국적인 것과 일본적
인 것을 혼재시켜 한국민으로 하여금 정신적 혼미와 아울러 식민지적 제 요인을 당연한
것으로 체념하고 승인하는 식민지 인간이 되게 하는 데 있었다(정재철, 389).
2) 儒林의 書堂敎育
한국인에 대한 민족 말살의 교육정책은 전통적인 서당 교육에 대해서도 가해지고 있다.
근대 교육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점차 그 수효가 줄어가고 있는 서당에 대한 교육정책으
로 일제는 1918년 「서당규칙」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서당에 관한 훈령」을 시행하였
다. 여기서 일제는 서당은 구시대의 유물로서 신교육의 취지에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마땅하지만, 당시의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존치 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인바,
다만 그 수구성을 식민지통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른바 개량서당으로 전환하도록 하였
다. 통감부에 의한 개량서당은 한국민의 애국적 교육운동의 탄압인 동시에 한국에서의 근
대학교 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24) 일제는 서당의 교재로 『童蒙先
習』만을 금서로 하였는데 이는 이 책에 단군 조선부터 이씨조선까지의 민족적 역사의식
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감부는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었다(조남욱외: 223쪽). 조선민중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은 모범론적
동화정책에 대한 거부감과 결합하여 모범적 학교체제의 주변부에 위치한 또 다른 제도적
통로로 충족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배 초기에는 관. 공립학교가 관직을 비롯한 주요 직
종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로 완전히 정형화되지는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립학교.
야학. 강습회. 서당 등이 선택 가능한 또 하나의 제도적 통로가 될 수 있었다.
특히, 서당은 전근대적 학당인 동시에 조선어와 근대적 교과(보통교육) 및 反日的 교
재를 교육내용으로 삼았기 때문에 융합적 교육인식을 지닌 조선 민중이 선택할 수 있는

24) 정재철, 「일제의 하부 참여관 및 통감부의 대한국식민주의 교육 부식정책」, 『논문집』, 중앙대 한
국교육문제연구소, 창간호, 1984,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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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통로였다. 공립학교의 경우 조선인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궁핍한 가정의
자녀는 입학이 거의 불가능해짐에 따라 서당은 유일한 대체교육기관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유학을 통해 도덕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통적인 교육인식도 서당
을 선택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는 당시 많은 보통학교 입학자들이 입학 전
서당에서 수학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1910년대와 1920년대 초반
까지 보통학교 입학생 가운데 서당에서 수학하다가 입학한 비율은 70-80퍼센트에 이르렀
다. 이러한 경향은 서당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1920년 초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여 1928년에
는 약 36퍼센트 정도로 낮아졌다.
한편 일제의 입장에서도 서당은 모범론적 동화정책의 기조 아래 제한적인 정규학교교
육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교화기관으로 선택되었다. 일제는 모범론적 학교교육 이외
에도 식민지적 교화체계의 일환으로, 통치자에 대한 복종을 미덕으로 하는 삼강오륜의
유교도 덕과 이에 기초한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온존시켜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국
사.14.232).
改良書堂은 민족교육의 말살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적 아픔 속에서 많은 사학과 서당
은 그 형태와 내용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종래의 서당과는 다른 개량서당
이 초등교육과 민중교육의 중심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경기도내 재래서당
392개중 개량서당이 178개로 절반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동아일보 1935.1.24.).
여기서 철저한 성리학적 내용을 교육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개량서당 형태를 취하는 서
당으로밀양의小訥盧相稷(1856-1931)의『紫岩日錄』을기록한것중에

약

2년간(1899.3.1-

1900.12.31) 걸쳐서 자양서당의 교육일지를 소눌은 개화기와 격동하는 역사적 조류속에
전통적인 성리학자로서 인륜과 도의를 지키며 실천적 유학자로서 일관된 삶을 살아왔다.
당시 외세에 의한 근대화와 일본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아픔과 그에 따른 지성인으
로서 처신에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후세를 위한 교육만이 구국하는 길인 동시에
생을 뜻있게 보낸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그가 전통적인 서당교육을 굳건하게 운영한 것
은 조선 후기 이후 줄곧 주창되어온 실학을 계승한 조선의 마지막 학자이기 때문에 동시
대의 다른 지식인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
당시 전통적인 유교사상과 서구 근대화사상의 혼재 속에 어느 한 면에 서야하는 갈등
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25) 20세기초 조선을 대표하는 유교 지식인들은 성리학을 마
음속에 자리잡은 채 서구 문물을 수용하려고 하였으며, 박은식과 장지연은 종래의 주자
학으로는 근대 사상을 대처할 수 없으므로 양명학과 대동사상으로 개혁하려고 했는가 하
25) 이광린, 구한말 신학과 구학과의 논쟁, 『동방학지』, 23.24합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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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신채호는 민족전통을 재발견 하려했고, 퇴계학맥을 계승한 石洲 李相龍은 성리학의
일정부분을 비판하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나려는 사상적 전환을 모색하였다.26)
이런 가운데서 소눌은 끝까지 성리학의 이학중심에서 수기지학과 예학으로 근대화에
맞선 사상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삶이 서당교육활동에서 전통서당이나 서원
의 교육방법과는 다른 근대화된 개량서당의 모습을 자암일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
다.27)
소눌은 국운이 쇠하자 扶斯文斥異論)이라는 상소를 올려 조정이 일본의 간계에 빠지
지 말고 주체의식을 갖고 대처하기를 건의하였고, 1905년에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친구 鄭鏞에게 편지를 보내 “ 우리가 비록 초야에 묻혔으나 강구해온 것이 군신대의인데
사직이 이렇게 됨을 보고도 국가를 부흥시킬 방책을 어찌 진술하지도 못하는가” 고 비통
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그의 애국 충정은 나라가 일제의 통치하에 들어가자 57세
때인 1911년 그의 친형 大訥과 함께 망국의 설움을 달래며 중국으로 망명했다. 그러나
이듬해 아들 시용이 중국에서 죽고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각오로 다시 귀국하
여 향리서 교육으로 구국하는 길임을 결정하고 59세때 고향으로 돌아와 「紫岩書堂」을
신축하고 강학하면서 중국을 자주 왕래하였다. 63세에 李炳憙. 許埰등과 星湖文集을 간
행하고 곧이어 문인 黃洙建과 下廬文集을 간행하는 등 선인들의 유학사상 계승에 심혈
을 쏟았다. 65세 때는 郭鍾錫 등이 주관하는 巴里長書가 1911년 전국유림에서 추진될 때
1백 37명이 서명한 가운데 소눌은 물론 그의 문인 중에 배종순, 유진옥, 허평, 박상윤, 이
학규, 안종달, 손상형, 안효진, 강신혁, 이정후, 박정선, 노도용, 김시기, 이돈호등 14명이
참여하였으니 소눌의 애국사상과 그의 교육적 역량이 의기로 표출되었음을 증명한 것이
다. 1931년 마산 寓所에서 77세로 생을 마감한 뒤 그의 문인들은 강당과 影堂을 창녕 梨
房 菊洞에 짓고 영정을 모셨다. 소눌은 평생 많은 문적을 남겼는데 그의 사상과 업적을
알 수 있는 『小訥先生文集冊版』외 50종이 밀양시립 박물관(경남 유형문화재 176호)에
소장되고 있다.

3. 유림의 출판문화 활동
일제시대 간행된 출판물.1920-1939.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28)문집 유고 시가 1187중
26) 김기승, 한말 유교 지식인의 사상 전환과 그 논리, 석주 이상용을 중신으로, 민족문화,4집, 한성대민족
문화연구소. 1989, p. 3.
27) 한상규, 「소눌 노상직의 서당교육론」,『문화전통논집』, 제9집, 경성대 한국학연구소, 2001.
28) 최정태,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의 지식 정보 정책과 간행물 분석연구」, 『한국민족문화』,17, 2001,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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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5종. 880종으로 상위랭크에 기록된 것은 한국인의 중문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집은 스승이나 조상들의 기록을 제자나 후손들이 역사를 남기기 위한 것이며,
족보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간접적인 항일의지로 생각되며, 그리고 시가가 의외로 많은
것은 정치적 불만에서 나온 호연지기의 발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난해하고, 발행 부수의 한
정으로 배포범위도 상당히 제한되었을 것이다. 사상. 교육. 종교 분야는 580종(3%), 773종,
724종으로 중위급이다. 식민지국가에서 종교나 사상교육은 민족의 지도자나 지식층 및
선각자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이다. 그러나 일제의 가혹한 검열과 통제 앞에
서 이 분야의 자료가 많이 생산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兒童讀物. 동화. 동요분야는 660종(3.4%), 223종, 137종으로 각각 기록된 것은 발행숫자
의 과다와 관계없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당시 어려운 식민지 생활에서 미래의 싹을
키우기 위한 아동도서의 발행은 우리가 희망을 가진 민족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1910년 전후하여 경남지방의 유림의 출판문화 활동도 주목된다. 許傳이 김해부사로 도
임한 후 몰려든 경남의 젊은 지성들에게 늘 성호의 저술이 백 수십년이 넘도록 이 세상
에 광포되지 못함을 기회 있을 때마다 문생들에게 한탄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생전에 그
의 저서인 『士儀』, 즉 선비들이 지켜 나가야 할 의례들을 집성한 것을 실용적으로 간
추린 『士儀節要』를 함안에서 1873년에 간행됨을 필두로 1931년 창원에서 인문지리서
인 『嶺地要選』을 간행할 때까지 약 50년 동안 성호계 실학자들의 저술이 성재의 문도
들에 의해 간행되었던 것이다. 1873년에는 함안 수동 趙性濂등의 허전 『사의절요』(4권
4책)간행을 필두로 1882년에는 허전의 권유에 따라 그의 제자인 許巑과 李洪錫에 의해
『經禮類簒』이 의령 慕義에서 간행되었다. 허전은 1866년에 김해부사로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후 20년을 지낸 뒤 1886년에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문집
간행은 그 이듬해인 1887년부터 시작했다. 이 간행의 일은 서울에 있는 문도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부경남을 중심한 문생들에 의해 발의 추진되었다. 이때 발의한 통문에 보
면 朴致馥을 필두로 32명이었다. 24개 고을의 鄕排와 208개 문중들이 참여하여 『성재선
생문집』을 간행하였다.
이렇게 성재선생문집 간행이 1891년에 끝나자 1894년과 1897년에 산청 山天齋(남명 조
식의 강학처)에서 趙淵, 李道樞, 姜炳周 등 관계 사림의 주동으로 『南冥先生文集』 및
『編年』을 간행하여 조선 중기의 남명학을 계승하였다.
1903년에는 밀양 蘆谷 「風雷亭」에서 盧想益, 盧相稷 형제와 李炳憙, 安和鎭, 梁在
八, 趙昺奎 등 밀양을 중심한 동부경남 사림들에 의해 『性齋先生文集續集』과 『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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錄』 6책을 간행하여 산청에서 간행한 원집을 보충하였다.
그럴 무렵 1904년에는 서부경남 진주지방의 사림이 중심이 되어 유학진흥을 위한 『朱
子語類大全』 140권 50책의 巨帙을 간행하였다. 이 간행의 중심 인물은 서부경남에 살던
곽종석, 정우교, 이도묵, 허준, 이현학 등이었고, 개인 60명과 8개 문중이 참여하였다. 이
책판은 현재 진양 사곡 光明齋에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진주지방 사림들이 힘을 모아
국가에서 간행하기도 힘드는 출판 사업을 막 끝낼 무렵, 의령에 사는 許巑(1850-1932)이
중심이 되어 허목의 『經禮類簒』2책을 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許穆의 문집인 『記
言』을 의령 문의에서 간행하였다.
진주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巨帙의 문집을 출판하다가 1910년 경술국치로
안팎으로 잠잠하더니만 1914-17년 사이에 유학진흥을 위해서 진주 硯山에 「道統詞」를
짓고 『孔子編年』, 『朱子年譜』, 『安子年譜』를 간행하였다. 이때 중심인물은 이도
묵, 박필총, 조호채, 정태현 등이지만, 『道統詞儒案』에 수록된 계원은 전국을 망라하여
2,242명이나 된다. 진주지방 인사들이 이같은 儒契를 만들고 결속을 다짐하고 있을 때,
동부경남지방 중심격인 밀양에서 당시 지방유림을 대표할 만한 性齋의 문인인 노상직,
이병덕, 안화진, 이병호, 허채 등이 밀양 退老의 「書皐精舍」에서 未刊인 『성호선생문
집』 간행을 계획하였다.
노상직은 下慮 黃德吉의 문집인 『放言』이 미간으로 있는 것을 한스러이 여겨 1917
년에 그것을 단독으로 간행하기 시작했다. 그 뒤 1918년 창원에 사는 하려의 방손인 황
수건과 창원 사림의 청으로 『放言』을 『下廬先生文集』으로 개명 출판하고 창원의
長福山 아래 「長山齋」란 사당을 짓고 春秋享祀를 올렸다. 이 때 하려의 저술인 『東
賢學則』도 함께 간행했던 것이다. 1920년에 노상직의 주선으로 星湖의 『李子粹語』 2
책이 청도 「紫溪書堂」에서 간행하였다.
이럴 무렵 노상직을 비롯, 창원 「觀海亭」 유림을 중심으로 『眉叟年譜』, 『寒岡先
生文集』 중간과 『星湖僿說』 간행의 논의가 일어났다. 그것이 확대되어 대구에서 道
會를 열고 간행을 시작하여, 『미수연보』는 완간 하였지만, 성호사설은 간행하지 못했
다. 그때 성호사설 간행을 시작했던 사실은 지금 밀양시립박물관에 그 책판 두어 장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증거로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조선동화정책이 한창 무르익어 갈 무렵 1931년에 창원에 사는 朴永琪가 영남
72주의 邑誌를 증보하여 71권 5책을 간행하고 창원 내동에 「大嶺精舍」 라는 장판각을
짓고 유계를 만들어 사림의 결속을 시도했는데, 이 『藏版閣記』는 노상직이 지었다.29)
29) 류탁일, 『성호 학맥의 문집간행 연구』, 부산대출판부, 2001, p.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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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도서 목록을 정리한 유탁일은 康允浩의

개화기 교과용도서(교육출판사.1973)와 부산대 국어교육과에서 전시한 목록(1974.5) 및 중
앙대 사대의 개화기교과서목록(1974.6)등을 종합하였다. 이 도서는 국어, 한문, 수신윤리,
산술, 역사, 교육심리, 예능, 외국어, 종교, 정법(정법), 상업, 경제, 농업, 천문. 생리.위생,
의학, 가정, 동.식물, 물리화학, 지질, 광물 등 19개 교과목이다.30)

Ⅳ. 맺는말
지금까지 1910년 경술국치 전후의 사회와 교육에 관하여 유림의 사상적 동향과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05년 일본과의 을사조약 체결로 교육의 주도권은 일본으로 넘어
갔고 교육관계 법령도 그들에 의해 개정 또는 제정되었다. 당시의 국가 위기 의식은 교
육구국사상으로 전개되어 전국적으로 애국지사 또는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사립학교
가 많이 나타났다. 신교육의 시기는 신교육의 誘導. 胎動期. 啓蒙期(1894-1905). 覺醒期
(1905-1910)로 구분한(이만규, 조선교육사, 하)것에 기준 하면, 본고에서는 신교육의 각성
이게 속한 시기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격동기를 겪고 있어서 1899년 전후로 해서
주요한 교육사적 전환기였다. 신교육의 출발은 1894년 서정혁신과 함께 교육제도 개혁을
단행하였으니 학정을 맡아하던 예조가 없어지고 과거제가 폐하고 관리 등용법을 새로 내
어 학정을 학무아문이 관장하였다. 이로부터 서울에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세워 경서. 자
전. 육예. 백가의 문을 배우며 아침에 외우고 저녁에 익히라고 명했다. 1895년 1월 7일에
는 고종이 홍범14조를 선언한 가운데 ‘나라안의 총명한 자제를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예를 전습시킨다’ 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공식적으로 근대서구교육을 받아들이기로 하
였다.
홍범14조. 「宗廟誓告文」은 1894년 고종이 종묘에 나아가 列聖祖에게 서고한 것이다.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이 일어난 결과 온건 개화파에 의해 갑오내정개혁이 실시된 1894(고
종31)년에 조선은 청국과의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근대화 작업의 제도화를 시도로 교육근
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로 인해 1895(고종32) 2월 2일에 내린 교육조서는 교육근대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30) 류탁일, 「개화기 교과용 도서목록」,『한국학논총』2집, 계명대학 한국학연구소, 1975, pp. 129-166.

1910년 庚戌國恥 前後의 社會와 敎育 55

천명한 것이다. 이때 근대화를 지향하는 교육의 기본 강령은 지. 덕. 체 양성에 두면서
실용성의 중요성을 알게 한 사상으로 이미 17세기 이후 실학자들 사상에 표출되기는 했
으나, 유학을 숭상하는 집권층과 사림에는 수용되지 못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조서
이후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들의 정규 관립학교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근대교육은 한
반도 주위의 열간이 이미 수용한 근대화에 자극 받아 국내정치 경제 사회 교육 개혁을
함과 동시에 열강의 침략에서 국권을 수호하면서 개화를 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유림은
주자학적 교육사상의 중심인 居敬窮理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기존의 교육방법에서 벗어
나 동시대의 신교육인 성경, 영어, 세계사, 지리, 물리, 화학, 음악, 체조 같은 학교교육과
는 달리 전통유학교육을 고수하였다.
개화기는 1884년에서 1894년까지 10년 동안 혹은 1880년에서 1920년까지 40년간으로
보는 시기. 開港(1870)부터 국권이 상실된 1905년까지로 보는 견해나, 1870년대부터 1910
년대까지 450년간을 개화기로 본다면31) 유림은 개화기라는 시대적 상황서 고뇌에 찬 국
권회복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의병, 망명, 자결의 세 가지 면에서 결단을 내
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개화가 국가 근대화에 이롭다해도 일본에 의한 침탈로 민족의 자
존과 국권을 상실 한 채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데서 유림의 동향이 거국적
인 항일운동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고종의 직위와 민비의 시해, 단발령의 강행은 전통적
인 주자학의 정신이 깊이 내재한 유림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함을 보게 되었으며,
어찌 침묵만을 지키겠는가.. 주지하다시피 유학은 충.효가 공자이래 인륜의 기본적 도로
체질화된 사상을 하루아침에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
황으로 늘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나라를 지탱해온 역
사를 갖고있는 조선이 정신적으로는 중국을 능가하는 불교. 유교의 학문과 사상을 꽃피
우면서 도의와 예절을 숭상하는 미덕으로 살아온 한민족의 자긍심은 살아있는 것이다.
개화니 근대화니 하는 것을 서구식 문물의 자극에 의해서 급변하게 개혁하려는 미음의
자세가 유학을 습득한 선비사회에서는 거부감이 있게 마련이다.
유학을 정치 이념화로 내세우면서 교육과 일치시키려는 봉건적 질서 속에 政敎一致의
갈등으로 부정적인 면이 있으나 유학의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말 유림의 동향을 볼 때 그 어느 계층보다도 애국적이고 계몽적인 자세도 국권회복
을 위해 힘썼다는 것은 성리학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씻어준다. 유학이 삼국시대가 전
개되면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다른 사상과 융합하여 왔으나 조선에 와서 유교만을 국

31) 이현희, 『한국개화백년사』, 을류문화사, 1997, p. 36.
조지훈, 「개화사상의 모티브와 그 본질」,『한국사상강좌』 6, 한국사상연구회, 1963,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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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책으로 삼으면서 주자학 이외의 학문은 비판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실학과 양명학으
로 근대화의 기틀을 발아시켜 개화의 정신적 배경이 된 것이다.
일제가 유림을 이용하여 친일적인 유림의 인사가 있었으나, 민족적 유교운동으로 생
명이 길지 못하였다. 일제는 근대학교제도를 법적으로 통제하고 검열하였고 민족적 유
림을 탄압하고 애국계몽의 온산이 서당을 규제하여 개량서당으로 만들었으나, 유림은
유학의 정신을 실천하였다. 또한 유림은 근대식 학교에 대하여 마찰 없이 지방 민중교
육을 담당하였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성호문집간행과 선현의 문집간행을 위한 교육문
화사업에 열성을 다하여 근대화로 사라질 뻔한 민족정신과 역사의식을 오늘날 우리에
게 남겨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