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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독교는 개화기의 한국 사회에 여러 면으로 큰 향을 끼쳤다. 그 중의 

한 가지로는 사상에 있어서 근대성의 발생을 꼽을 수 있다. 사상의 근대성

은 독립사상, 평등과 자유사상, 혼인 자주사상, 미신타파사상 등 개화사상을 

가리킨다. 휴머니즘 색깔이 짙은 이러한 개화사상의 발생은 기독교로 거슬

러 올라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화기에 기독교의 전래는 한국사상에서 

근대성의 발생과 어느 정도 접맥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개화사상이 기독교사상과 완전히 동등했다고 할 수 

없다. 그들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그 출발점에 있었다. 전자는 인간을 중심

으로 삼고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데 인간성, 현세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반

면에 후자는 신을 중심으로 삼고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데 神性, 내세의 입

장에서 출발했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人本主義인 반면에 후자는 神本主義

의 범주에 속해 있었다. 개화기의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기독교를 세우기 위

해 개화사상과 기독교사상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공통점을 확대하며 문화정

합의 작업을 했다. 여기서 한국기독교의 독특성이 산출되었다. 

이 논문은 한국 개화기의 선교소설 高永規傳에 나타난 결혼관을 중심

으로 해서 한국에서 기독교와 개화사상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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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된 것이다. 高永規傳은 미국인 선교사 裵緯良 夫人1)이 창작한 순 한

글 소설이다. <高永規傳>과 <부부의 모본>이란 두 편의 단편소설로 구성된 

이 책은 1911년에 출판되었으며 현재 한국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두 편의 작품은 모두 혼인·가정에 관한다. <高永規傳>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 고 규는 조실부모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

났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을 허송하고 싶어하지 않고 우주만물의 섭리와 

인생의 의미, 내세의 삶 등 철학적인 문제를 궁극적으로 탐구해 온다. 그는 

장성한 후 할머니의 뜻에 순종하여 길보배와 결혼한다. 부지런하고 현숙한 

길보배는 예쁘지 않기 때문에 고 규의 사랑을 얻지 못한다. 그는 아내가 

딸만 낳는다고 집을 떠나고 만다. 가출한 고 규는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옥에 갇히게 된다. 그러다가 우연히 선교사의 선도를 들은 후 깨닫고 전의 

행동을 뉘우치기 시작한다. 다른 한편 길보배도 이웃집의 여인을 통해서 예

수님을 알게 된다. 고 규가 귀가한 후에 아내에게 사죄하고 두 사람이 복

음을 전파하면서 금슬 좋게 지내기 시작한다. 

<부부의 모본>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젊은 부부의 이야기다. 남자주

인공 박명실은 결혼을 대단히 중요한 인생사로 간주하고 성경책을 통해서 

부부의 도리를 스스로 배운다. 여자주인공 양진주도 성경책에서 아내의 직

분을 습득한다. 두 사람은 비록 부모의 뜻에 의하여 결혼했지만 금슬 좋게 

1) 裵緯良 夫人(1864~1916)의 본명은 Annie Laurie Adams이며 본관은 미국 인디애나

주 디캐이터 카운티(Decatur County)이다. 1891년에 남편 裵緯良(1862~1931, 

William. M. Baird)과 같이 한국에 건너가 한국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가 됐다. 

1916년 별세까지의 26년 동안에 그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았다. 그녀는 한국의 

현실에 입각해 자립, 자치, 자족에 기초한 선교 정책을 펼쳤고 문서선교를 하는 

동시에 개화기 한국의 교육, 기술, 문학 등 여러 분야에 큰 향을 끼쳐 한국의 

개화 사업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녀가 번역한 찬송가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

고 곤하여>, <예수사랑하심은(찬송가 411장)>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 별젼(Story 

of Sait Pyel)(1905), 쟝자로인론(The Story of Old Chang)(1906), 한국의 새

벽: 극동에서의 한 회심에 대한 이야기(Daybreak in Korea: A Tale of 

Transformation in the Far East)(1909), 우유쟝의 딸이라(1911), 고 규젼

(Two Short Stories by Mrs. W. M. Baird)(1911), 선교 생활의 내면의 모습

(Inside Views of Mission Life)(1913) 등 소설을 창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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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고 있다. 그러나 박명실의 어머니는 행복한 신혼부부를 시기해 두 사람

을 이간시키려고 한다. 박명실은 성경책을 인용해서 어머니에게 부부의 도

리의 소중함을 설명해 드린다. 어느 날에 어머니는 이웃집 부부의 싸움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 그 이후 갈등이 해소되고 온 집안이 더욱 

화목해진다. 

高永規傳은 소재 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그 이후 소재 은 다시 

김경완과 같이 해제차원에서 이 작품의 지은이와 작중인물, 주제를 소개했

다. 이길연은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진전된 작품론을 시도했다. 전성욱은 등

장인물들이 회심하는 과정을 정리하며 그 당시 기독교의 선교와 수용이 어

떻게 소설을 통해서 표현되는 지를 밝혔다. 오지석은 작품에 나타난 한국 

교회의 초기 결혼관을 고찰했다. 이인성은 배위량 부인의 일생을 밝히면서 

그녀의 작품에 있는 미국인 선교사의 독특한 시각을 조명했다.2) 이 논문은 

高永規傳에 나타난 결혼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와 한국사상의 근대성 

사이의 공통점, 차이점과 정합양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Ⅱ. 高永規傳에 나타난 근대적 결혼관

 

조혼을 폐지하고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대적 결

혼관의 중요한 내용이었다. 조혼 누습은 한국에서 정착된 지 오래되었다. 

성종 시기에 편성된 經國大典에서 남성은 15세이며 여성은 14세로 결혼 

적령기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혼은 일반적인 풍속으로 정착됐다. 특히 

2) 소재 , ｢기독교의 전래와 한국문학｣, 기독교와 한국문학, 대한기독교서회, 1990

년.

   이길연, 한국 근·현대 기독교문학연구, 국학자료원, 2001년.

   전성욱,｢근대계몽기 기독교 서사문학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년.

   오지석, ｢한국교회 초기 혼인관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12집, 2006년 

12월.

   이인성, ｢애니 베어드의 선교 문학의 세계｣, 문학과 종교 제13권 2호,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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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 이후 ‘부계적 가족주의’의 질서가 강력한 가부장제로 확립되면서 

조혼은 사대부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수용됐으며, 조선 후기 피

폐된 경제 상황 등으로 말미암아 개화기에는 더욱 만연된 혼속으로 자리 잡

고 있었다.3) 이는 근본적으로 대가족제도 그 자체에 배태하고 있는데, 그것

이 고려에 있어서의 對元貢女의 정책과 조선에 있어서의 왕가간택의 官制라

고 하는 특수사정에 기인한 것 외에, 그밖에 혼인관계의 범위와 기간의 속

박에 의하여 촉진되었다.4) 1900년대 초반, 조혼제도의 부당함과 조혼금지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계몽활동은 활발히 전개됐다.5) 윤치호는 大韓自强會

의 연설에서 조혼의 위해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① 자손을 일찍 얻으나 과반수 요절, ② 頭腦束縛이 支那女人의 纏足보다 尤爲

蠻俗이고, ③ 성혼날 남녀운동의 自歸禁止하여 신체발달 방해, ④ 酒草의 악용의 

조습, ⑤ 교육상의 大害, ⑥ 도덕상의 大害, ⑦ 경제상의 大害6)

 

황성신문도 조혼의 일곱 가지 폐단을 나열했다.

 

  ① 人種의 減少, ② 人才의 缺乏, ③ 敎育의 墜落, ④ 産業의 凋殘, ⑤ 志氣의 

薄弱, ⑥ 家庭의 乖和, ⑦ 責望의 過重7)

 

개화 지식인 이인직은 그의 신소설 <혈의 누>에서 주인공 구완서의 입을 

빌리어 조혼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에 우리 부모가 내 나이 열두서너 살부터 장가를 들이

려 하는 것을 내가 마다하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혼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

라. 나는 언제든지 공부하여 학문 지식이 넉넉한 후에 아내도 학문 있는 사람을 

3) 전미경, ｢개화기 가족윤리의식의 변화와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 신문과 신소설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년.

4)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년, pp. 445-468 참조.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함.

5) 전미경,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생산프로젝트, 소명 출판, 2005년, pp. 54.

6) <大韓自强會演說-早婚의 利害>, 황성신문, 1906년 7월 23일.

7) <早婚의 弊害를 痛論>, 황성신문, 1909년 9월 3일,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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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여 장가들겠다.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입에서 젖내가 모랑모랑 나는 것을 

장가들이면 짐승의 자웅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음양배합의 낙만 알 것이라. 그런고

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짐승같이 제 몸이나 알고 제 계집 제 새끼나 알고 나라를 

위하기는 고사하고 나라 재물을 도적질하여 먹으려고 눈이 벌겋게 뒤집혀서 돌아

다니는 것이 다 어려서 학문을 배우지 못한 연고라.8)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의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열두서너 살”이란 극히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 구완서는 조혼이 결혼의 정신적 의미를 무시하고 사

람으로 하여금 육체적인 향락에 빠지게 한다고 지적한다. 조혼은 특히 공부

를 방해하여 전민족의 소양에 악 향을 끼친다. 구완서가 “조혼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작가 이인직의 조혼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순종은 남자 만 17세, 여자 만 15세 이상이어야 

嫁娶할 수 있다는 법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조혼금지 조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사회에는 조혼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9)

한국의 조혼 반대 행렬에는 기독교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1910년 7월 20일의 황성신문에 “今에 平安北

道 耶蘇敎會에셔 早婚禁止의 方法을 實行야 男子 十八歲以上 女子 十六歲

以上으로 婚期를 制定하얏다더라”라는 기사10)가 실려 있었다. 그 이외 이광

수도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란 글에서 조혼을 반대하는 데 기독교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只今은法律로도婚齡을定하야形式上早婚을禁하거니와以前에는早婚을嚴禁하고實

行한것은耶蘇敎會이엇소.11) 

 

 8) 이인직 지음, 권 민 책임 편집, 혈의 누: 이인직 소설선, 문학과지성사, 2007

년, pp. 60.

 9) 전미경,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생산프로젝트, 소명 출판, 2005년, pp. 54- 

55.

10) <敎會의 禁早婚>, 황성신문, 1910년 7월 20일.

11) 이광수,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 靑春 제9호, 19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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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선교사 배위량 부인도 그녀의 선교소설 高永規傳에서 조혼을 

반대하는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부부의 모본>의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

은 각각 20살, 16살의 나이에 결혼한다는 것은 위에서 인용한 황성신문의 

기사와 일치하다.

 

  (a) 그 부모가 밋규례를 라 이아이 이십세 난후에야 쟝가 보내기로 작뎡

엿더니12)  

  (b) 그 뎡혼 쳐녀는 양진쥬라  이팔 청츈에13)

 

저자가 “밋규례”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녀가 조혼 현상에 대해 명확

한 문제의식과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高永規傳>

에서는 비록 고 규가 결혼한 나이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으나 처음 등장

할 때의 고 규는 13살쯤이고 그 후에 여러 해가 지나서 비로소 결혼하게 

된다는 서술을 통해서 그리 이르지 않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규가 이쳐럼여러 를 지내더니 그혈긔와 육톄가 쟝셩로 신령
슬 더각지아니고 이셰샹에 잇것만 탐스럽게 녁이더라 그 할마니가 졈졈

늙어 쇠약야 동와 바느질을 잘못게되여가매 샹 규의게 말이 너는 

웨쟝가가셔 안 려오지안냐 더니 로는 그 할마니가 사돈집에 가셔 사

돈과 소경의게 일거슬 다의론고 도라와셔 잔를 예비더라14)

 

배위량 부인은 高永規傳에서 조혼 비판 의식을 밝힐 뿐 아니라 기독교

사상에서 비롯한 근대적 부부윤리관을 내놓기도 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夫

爲妻綱사상과 달리 기독교는 부부 간의 사랑과 믿음을 강조한다. 혼인을 신

이 정해 주는 성스러운 관계로 규정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

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부의 모본>은 성경의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12) 소재 ·김경완 엮음, 개화기 소설,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년, pp. 249.

13) 위의 책, pp. 250.

14) 위의 책, p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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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명실이 사의 말보다 하님의 말이 나흘줄 아고로 셩경을 가져 에베

소 오쟝을펴보니 거긔 닐넛스 지아비 된쟈들아 지어미 랑기를 그리스도
셔 교회를 랑샤 위야 몸을 리심치 라  맛당히 이와치 지아비 

된이는 지어미 랑기를 제몸과 치지니 지어미를 랑거시 곳 제몸을 

랑거시라 본 제몸을 뮈워 쟈가 나도 업고 이에 양육야 보호
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봉양것니 우리는 곳 그몸에 지톄라 이러으로 

사이 그부모를 나 그 지어미와 합야 둘이 육톄가 되니라 셧고  
골노삼새쟝 십구졀에 남편된쟈들아 안를 량며 괴롭게 말나15)

 

  (b)  고린도젼셔 칠쟝 졀에 사이 번 쟝가 간후에 남편이 그 안의몸

을 쥬장 아니오 안도 그 남편의 몸을 쥬쟝터이라 16)

 

  (c) 진쥬가 을 가지고 볼 지어미 된쟈여 지아비 슌복기를 쥬 순복
듯라 대개 지아비가 지어미의 머리된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니 친히 몸의 구쥬시니라 교회가 그리스도 슌복 치 지어미들도 범에 지

아비 슌복지니라 셧더라17)

 

(a), (b), (c)는 성경을 직접 인용하면서 기독교의 부부윤리관을 설명한

다. (a)는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취해야 할 태

도를 논술하는 부분을 인용한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가 교

회에 대한 사랑에 비유하면서 남편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부부가 하나 돼야 한다는 관점을 내놓는다. (b)

는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인용하면서 부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밝힌다. 

아내가 남편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c)는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를 설명한다. (a)와 같이 여기서 또다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를 비유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관 아래에 있

듯이 아내가 또한 남편에게 순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부부윤리관을 제기한 후 소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부부의 모

본”을 그려 준다. <高永規傳>에서 회심한 고 규도 아내를 ‘참보배’로 간주

하고 화목한 가정의 건립을 위해서 노력한다. 한국의 집집마다 금슬지락으

15) 위의 책, pp. 249-250.

16) 위의 책, pp. 250.

17) 위의 책, pp.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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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우기를 바란다는 저자의 취지18)는 개화 지식인들이 가정을 국가의 기

본적 단위로 간주하며 부부윤리를 국가의 발전에 큰 향을 끼친 중요한 인

간관계로 여기는 주장과 일맥상통했다.

이인직과 더불어 대표적인 신소설 작가이며 개화 지식인인 이해조는 <윤

리학>19) 제9장 ‘가족윤리 혼인론’에서 부부윤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술하

고 있다.

 

  女子가 生에 有家을 願고 男子 生에 有室을 願은 此 人의 大倫

이라 故로 夫婦 結婚 而後에 곳 親屬의 關係가 親生야 內로 家族親族과 外로 

國家社會에 新生 義務가 亦有니라. … 世가 文明에 進에 及야 여자의 地

位가 漸高즉 男女가 其天性의 所適을 各隨야 職分을 定니 小則一家의 整理

와 大則 國家의 進步에 相助야 利益될 勢가 皆有니라. … 婚姻은 人生의 最大

 禮儀라 大不堪의 事가 아니면 決코 經離은 不可니…20)

 

부부의 도리를 인간의 큰 윤리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계승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개화기의 새로운 근대적 내용을 주입하면서 논의한다. 다

시 말하면 부부윤리를 “국가”, “사회”란 근대적 개념과 연관지어 “國家의 

進步”란 정치적 차원에서 혼인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화목한 가정을 긍정하는 점은 이 논의의 근대적 특

색이고 개화 지식인들의 부부윤리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화 지식인들은 남편과 아내의 마땅한 자

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남편과 안란 거슨 평에 쓰고 단 거슬  견고 만를 서로 의론야 

집안 일을 며 서로 밋고 서로 공경고 서로 랑야 안 남편이 무 일

을 지 알고 남편은 안가 무 일을 지 알아 서로 돕고 서로 훈슈야 

셰샹에 뎨일 죠흔 친구치 지내야  터인…이런고로 사나희가 언제든지 긔

의 안를 랑고 위고 밋고 도와주고 녀편네가 긔의 남편을 랑고 공

경고 밋고 의지거니와…21)

18) 위의 책, pp. 256.

19) 기호흥학회월보, 5호-12호, 1908년 12월 25일~1909년 7월 25일.

20) 이해조, <윤리학>, 기호흥학회월보, 1909년 11호, pp. 27-29.



　 기독교와 한국사상의 근대성 229

“서로 밋고 서로 공경고 서로 랑”는 대등한 의무와 “평에 쓰고 

단 거슬  견고 만를 서로 의론야 집안 일을 ”는 일체감은 위

에서 배위량 부인이 내놓은 부부윤리관과 대단히 일치했다. 한국사상의 근

대성과 기독교의 이러한 일치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사상에 있어서 

근대성의 발생은 기독교의 전래와 접히 관계되어 있었다. 유교사상을 국

가 이념으로 섬겨 왔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수용은 단순한 종교 운동의 

성격을 넘어서서 봉건적 사회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근대 문화의 지평을 

열어 가는 과정의 일환22)이었기 때문이다.  

  이 ‘開化時代’란 말할 것도 없이 先進한 구미의 근대정치와 문명의 제도를 새로 

받아들이는 데 의해서 낡은 것과 새 것을 바꿔가는 시기인데 이 외래의 새 것 중

에서 기독교가 그 새 것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 것이다.23)

1876년에 일본의 위협을 받고 개항했을 때부터 한국은 날로 열강들의 각

축장으로 전락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 사람들은 대내적으로 

민중을 계몽시키고 대외적으로 침략을 반항하기 위하여 민중 단체의 조직, 

신문 잡지의 발행, 학교의 창립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열강과 함께 들

어간 기독교도 선교에 목적을 두면서 거의 똑같은 사업 즉 교육, 의료, 신

문 발간, 건축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개화·계몽운동

은 자연히 기독교와 동맹관계를 이루었고 협력을 많이 했다. 

  개화는 민중의 각성에서 비롯되고, 그 당시 민중을 각성시킬 만한 조직적인 집

단은 교회밖에 없었으므로 교회는 개화의 유일한 심볼이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

격은 개화의 성격을 확립시켰고 기독교 정신은 자주독립과 애국의 사상으로 표현

되었다. 개화운동의 온상으로 한국교회는 애국 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했고 한국 민

족주의와 합류되 다.24) 

21) 독립신문, 1896년 6월 6일.

22) 김병학, 한국 개화기 문학과 기독교, 도서출판 역락, 2004년, pp. 24.

23) 白鐵, 한국문학의 이론, 정음사, 1964년, pp. 93.

24) 남대문교회사 편찬위원회, 남대문교회사, 1979년, p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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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896년에 창립된 독립협회는 바로 기독자들이 결성한 단체

다. 독립협회는 시종일관하게 교회와 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 이외에 

1895년에 창립된 협성회, 1903년에 창립된 황성기독교청년회,25) 1905년의 

대규모 성서 연토회, 1909년의 백만구령운동도 모두 기독자들이 결성한 

것이며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개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촉진시켰다. 결국 한

국에 있어서 기독교의 전래는 종교의 범주에만 그쳐지지 않았다. 새로운 사

상,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새로운 과학·의학·문화·예술 등 …… 그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갔었다. 그 뒤는 모든 개화의 뿌리가 되었다.26)  

한국사상의 근대성은 기독교의 내용과 일치한 부분이 많았다. 전자는 구

체적으로 자아의 각성과 개성의 발견, 계급의 분쇄, 미신의 타파, 남존여비

사상의 극복 등 휴머니즘사상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휴머니즘사상의 

뿌리는 기독교에 있었다.

  (a) 서구의 근대의식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인간 중심의 휴머니

즘, 즉 인간의 존엄성·인권·자유·평등 등이 그 핵심이 되어 있는 만큼 개화기의 

구조를 이루는 시대 의식도 자연히 여기에 귀착될 수밖에 없는 동시에, 그 기초 

작업이 되는 계몽성 또한 필연적으로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다.27)

  (b) 그 기독교적인 휴머니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것이더냐 할 때에 그

것은 박애적인 인류 평등사상이며 따라서 지배층에 대한 平民權度의 사상, 강대한 

壓迫國에 대한 약소 민족의 입장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모든 현실적인 桎梏에 대

한 휴머니티의 웅호의 정신이며 그것과 관련하여 자기희생의 정신, 사랑의 의미 등

이 여러 가지의 형색으로서 반 을 보 던 것이다.28)

(a)에서는 근대의식과 휴머니즘의 연관성, (b)에서는 그것과 기독교의 연

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화 지식인들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일부분은 완전한 기독자 다. 개화의 선각자인 이광

25) YMCA라고도 불린다.

26) 崔奭祐, ｢한국의 개화와 그리스도교｣, 김석목 책임편집, 思想과 批評(現代의 論

壇) 10, 三星文化社, 1985年, pp. 95-96.

27) 全光鏞, 新小說硏究, 새문사, 1986년, pp. 19-20.

28) 白鐵, 한국문학의 이론, 정음사, 1964년, p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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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일본 유학 시기부터 기독교를 접하기 시작했다. 그가 다녔던 메이지학

원중학교는 장로교 계통의 학교 다. 학교의 기독교 분위기에 향을 받아 

이광수는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고 레프톨스토이의 기독교사상이 담겨 있

는 예술론에 심취하여 자신의 작품에서 기독교정신을 구현하려 했다.29) 그

는 기독교를 한국의 은인이라고 평가하면서 기독교가 한국에 준 여덟 가지 

은혜를 나열했다.

  耶蘇敎會는實로暗黑하던朝鮮에新文明의曙光을傳하여준最初의恩人이며兼하여最大

의恩人이오…아모러나朝鮮에新文明의曙光을준者가耶蘇敎會라함은否認치못할事實이

외다.

 

  耶蘇敎가朝鮮에준第一利益은朝鮮人에게西洋事情을알님이외다.…第二는道德의振興

이외다.…第三은敎育의普及이외다.…第三은女子의地位를놉힘이외다.…第四는早婚의

弊를矯正함이오.…第五는諺文의普及이오.…第六은思想의刺激이외다.…第七個性의自

覺﹑又는個人意識의自覺이외다.30)

최남선도 기독교의 다섯 가지 공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는 미신의 타파니… 둘째는 국어와 국문의 발달입니다.…셋째는 근대문화의 

세례입니다.…넷째로 부녀의 해방이니 예배 기타의 집회에 있는 남녀회동은 우선 

부녀의 폐쇄적인 생활을 타파한 것이요, 남녀평등의 사상과 축첩제도를 폐지하는 

교칙은 부녀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요, 여학교의 설립과 보급은 부녀에게 교육상 기

회균등을 준 것입니다. 다섯째 의례의 간소화이니 조선인은 본래 형식을 좋아하는 

천성이 있는데다 유교의 예의숭상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른바 四禮를 그대로 좇는 

인생 활동상의 큰 질곡을 이루고 인습에 얽매여서 그 폐단을 벗지 못하든가 기독

교의 신앙에서 비로소 까다로운 규칙과 예절에서 벗어나는 길을 얻고 기독교적 혼

례와 장례의 간단하고 장중함은 드디어 일반사회의 환 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31)

교육가·사회사업가로서 근대의 무대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쳤던 윤치호는 

29)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93510.

30) 이광수,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 靑春 제9호, 1917년 7월. 원문에 ‘第三’이 

두 번 나왔는데 오기이리라 짐작된다.

31) 최남선 지음, 최상진 해제, 조선의 상식, 두리미디어, 2007년, pp. 24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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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기독자 다. 기독교는 윤치호 일생의 활동과 사상의 근저를 이루었

다. 그는 기독교의 개화 효용을 인식했고 기독교야말로 한국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獨一無二한 神의 感化가 아니면 罪惡의 腐敗한 心志를 淸潔케 하기는 지난하

니…聖神의 感化를 받고 心里에 悔改를 얻은 후가 아니면 人의 心理의 改造를 못

할 것이올시다.32)

이처럼 그 당시의 대표적인 개화 지식인들은 모두 기독교를 개화의 선행

자로 간주하고 기독교를 한국을 개화, 부강의 길로 끌어올릴 수 있을 유일

한 희망으로 여기고 있었다. 선교사의 선교에는 한국사상의 근대성을 내포

하고 있었던 사실은 高永規傳이란 선교소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Ⅲ. 기독교와 근대적 결혼관의 대립

 

기독교의 결혼관은 근대적 결혼관과 달리 여성의 순복, 인내, 희생을 일

방적으로 강조하는 면이 있다. <부부의 모본>에서 양진주의 어머니가 딸에

게 아내의 의무를 설명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남편은 엇더케 던지 너는 에 혐의를 두지말고 용셔야 답지말고 양

슌 위로 권면 여야 될거시오  올은 안가되고 져면 싀집간 날브터 

스로몸을 기지말고 남편이 즐겨워것 밧긔 치말나고 이에 그 탁 우

헤걸닌 활을가지고  이거슬보라 남녀 필이란거슨 이와 흐니 남편은 활

등과 고 안는 활줄과 야 줄이 능히 그등을휘일수는 잇스나 그등을라 

슈복 거시라 33)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남편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면서 살라고 딸을 

교육시키고 있다. 남편과 아내를 활등과 활줄에 비유하는 것은 위에서 인용

32) 윤치호, 百牧講演, 博文書館, 1920년, pp. 164-165.

33) 소재 ·김경완 엮음, 개화기 소설,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년, pp. 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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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주종관계를 내포하고 있

다. 그 이외에 배위량 부인은 ‘큰나무’와 ‘멀구너츨’, ‘왕’과 ‘나라’ 등으로 

부부를 비유하기도 한다. 

  (a) 로는 명실이 산에 올나가셔 놀 거긔 큰나무에 멀구너츨이 덥허잇거슬

보고 에 각 이나무는  리치대로  외를 침이로다 뎌크

고 힘만흔 나무는 지아비와 치 연약고 희느러지는 넉을 밧치것 되고 뎌 

연약고 감기 너츌은 지어미와 치 그 나무를 의지야 흠잇거슬 가리우

고 븍풍한셜을 막쟝식이 되거시라 더라34)

  (b) 그 신랑이 밧긔셔 어졍어졍 며 에 각기는 내가 이후로는 왕과 

치되고 내 나라흔이 단졍고 량슌 처녀이니 나엇더케 여야 학졍은 리고 

션졍을 수 잇슬가 부 내가 이 혈긔로써 연약고 수업 나라 안
를 압제치 아니야 인졍을 나타냄으로 그 을 엇은후에야 내 원대로 리

니35)

(a)에서 여성을 남편을 의지해야 하는 독립되지 못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

다. 기독교의 독신자로서의 주인공은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는 부부윤리를 

“ 리치”라고 간주한다. (b)에서 남편을 주도권을 장악하는 “왕”에 비유하

면서 아내를 “연약고 수업” 정복의 대상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대목

은 기독교의 부부관이 근본적으로 남성본위의 부부관이란 점을 설명한다. 

<高永規傳>에서 배위량 부인은 찬미의 말투로 길보배의 희생정신을 서술하

고 있다. 남편의 소박과 시할머니의 냉대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무아

름다온 실을 뵈여36)’려고만 한다. 남편이 가출한 후에도 ‘기를 릴수

도업고 나히만흔 할마니를 도라볼수 밧긔업서’37) 혼자서 농사를 짓고 집안

일을 하면서 남편의 귀가를 빈다. 남편을 감옥에서 구출하기 위해 밭까지 

팔고 돈을 부쳐 준다. 아울러 돌아온 남편에게 ‘죽도록 슈죵여도 어려온

줄 모로겟소38)’라고 하면서 결심을 표한다. 가출이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34) 위의 책, pp. 250.

35) 위의 책, pp. 253.

36) 위의 책, pp. 237.

37) 위의 책, p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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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에 출판된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의 여자주인공 노라를 떠올리

게 한다. 순종한 길보배는 대표적인 개화 여성상인 노라와 정반대한 형상이

다. 노라는 자신의 “인형”과 같은 지위를 깨달은 후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

고 집을 나선다. 이러한 개화 여성상과 달리 길보배는 기독교계통의 희생적 

여성상에 더 가까운 게 분명하다. 

성경은 부부 간의 주종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보다 많은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비교적 수동

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a)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

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

고39)

 

  (b)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

니40)

 

  (c)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41)

선교소설 高永規傳의 부부윤리관은 이러한 기독교적 입장에서 출발한 

게 분명하다. 반대로 개화 지식인들은 여성도 능력을 개발하여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고취했다. 그들은 여성이 남성을 의지하는 부부윤리보다 평

등을 기초로 한 관계를 주장했다.

 

  (a) 하늘을 체 받은 게 남자라 남자가 되고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남자의 명색

이 없을 것은 정한 이치요 땅을 체 받은 게 여자라 여자가 되고 남자 없으면 여자

의 이름이 없을 것은 또한 정한 이치인 즉 누가 남자만 유독 유용하고 여자만 유

독 무용하다 말하리오 하늘과 땅이 음기와 양기는 비록 다르나 그 인격은 동등이

38) 위의 책, pp. 242.

39) 구약·창세기 3장 16절.

40) 신약·베드로전서 3장 1절.

41) 신약·에베소서 5장 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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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42)

 

  (b) 부부의 몸은 하나이고 음양의 권은 동등이라 어리석고 무식한 사나이는 여

인만 못한이가 많고 재주있고 현숙한 부녀는 남자보다 나은이가 있으니43)

  (c) 남자에게 의탁을 아니하려면 학문이 있어야 할 터인 즉 물론 귀천하고 자녀

를 학교에 보내어 교육하여야……44)

(a)에서는 전통적인 음양설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발전시켜 “땅――음기―

―여자”를 “하늘――양기――남자”와 대등한 위치에 설정하여 논술하고 있

다. 여성은 남성의 “타자”로서 남성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남성

이 여성의 “타자”로서 여성을 규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한다. (b)에서

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함을 강조하면서 “재주”와 “품성”을 사람을 평가하는 

통일한 표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c)에서는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파기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밝힌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화기소설은 흔히 집을 나서서 적극적

으로 사회적 사무에 투신하는 여성을 형상화한다.

  

  옥련이는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 부인의 지식을 넓혀서 남자에

게 압제받지 말고 남자와 동등 권리를 찾게 하며, 또 부인도 나라에 유익한 백성

이 되고 사회상에 명예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마음이라.45)

 

이처럼 근대사상에서 여성을 근본적으로 남성과 대등한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점은 기독교와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이외에 혼인의 실

현 방식과 혼인의 성질, 인생에서의 위치에 있어서 근대사상도 기독교와 차

이점을 보이고 있다.

혼인의 실현 방식에 있어서 근대사상은 당사자의 자유의지를 보다 더 강

42) 女子指南 창간호, 1908년, pp. 19-23.

43) 독립신문, 1899년 9월 21일.

44) 독립신문, 1897년 5월 18일.

45) 이인직 지음, 권 민 책임 편집, 혈의 누: 이인직 소설선, 문학과지성사, 2007

년, p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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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기독교에서 알렉산데르 3세46) 시기부터 상대방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는가 란 질문을 결혼식의 일부분으로 정해 왔으면서도 

부모의 뜻을 중요시하고 있다.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

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

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 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 하는 것이니라47)

 

童貞을 논의하는 대목이지만 자녀의 혼인에 대한 부모의 절대적 권리를 

엿볼 수 있다. 개화기에 부모가 자녀의 뜻을 문의하지 않은 채 배필을 정해 

주는 현상은 기독교 교의에 어긋나지 않았다. 따라서 高永規傳에서 배위

량 부인은 이러한 혼인 실현 방식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 배경사건

으로 처리하고 있다. 할머니의 뜻에 따라 결혼하게 된 고 규와 길보배는 

처음에 행복하지 못하지만 기독교에 귀의한 후 화목한 부부가 된다. 박명실

과 양진주의 혼인은 비록 자주적이지 못하지만 공동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

기 때문에 성공한다. 배위량 부인의 관심사는 자주적이지 못한 혼인을 비판

하기보다 기독교로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데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개화 지식인들은 당사자의 뜻을 보다 더 중요시했

다. <혈의 누>에 구완서가 옥련의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옥련과 직접 혼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있다.

 

  우리가 입으로 조선말은 하더라도 마음에는 서양 문명한 풍속이 젖었으니, 우리

는 혼인을 하여도 서양 사람과 같이 부모의 명령을 좇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로 부부 될 마음이 있으면 서로 직접 하여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48)

46) Alexander III(?~1181), 제170대 교황(재위 1159. 9. 7~1181. 8. 30)이다.

47) 신약·고린도전서 7장 36-38절.

48) 이인직 지음, 권 민 책임 편집, 혈의 누: 이인직 소설선, 문학과지성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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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옥련의 아버지 김관일은 ‘딸의 혼인 언론을 하다가 구씨가 서양 풍

속으로 직접 언론하자 하는 서슬에 옥련의 혼인 언약에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이 가만히 앉았더라’.49) 새로운 자주적인 결혼관 앞에서 봉건적 부권의 

패배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기독교는 혼인을 신에 의하여 맺어진 성스러운 관계로 규정한다. 결혼의 

사회성보다 그 종교적 의미를 보다 더 강조해 왔다. 2세기의 로마 법학자 

모데스티누스50)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하나로 되어 신권과 인권

을 공동으로 향유한다’라고 하면서 결혼의 정의를 내렸다.51) 로마의 에스크

리네 언덕52)에서 발굴된 세군도와 포로젤타53)의 장신구 상자 위에 ‘그리스

도 안에서 살기’라는 글자가 있다.54) 이처럼 기독교는 혼인의 성스러움을 

강조한다. 따라서 결혼 후의 신앙생활을 삶의 중심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식은 高永規傳에 잘 드러나 있다. 

 

(a) 그 방에드러갈 그 쳐녀를 인야 그 방이엄졍매 구약 셩경에 대졔쟝이 

셩소에 드러가것 줄 알고55)

 

(b) 아과 져녁에 안를 인도야  하님 긔도더니56)

                                               ―― <부부의 모본> 

    황혼밤에  업여 하님 긔도고 예수를 라가기로 작뎡더

라57)

년, pp. 69.

49) 위와 같음.

50) Herennias Modestinus(?~244AD경).

51) [法]克羅德·列維·斯特勞斯, 袁樹仁 等 譯, 家庭史(1), 北京三聯書店, 1998年, 

pp. 434.

52) Esquiline Hill, 1793년에 여기서 수많은 보물을 발견한 후 The Esquiline 

Treasure로 불린다.

53) Turcius Secundus와 Projecta Turcii, 379~383년 사이에 결혼했다.

54) [法]克羅德·列維·斯特勞斯, 袁樹仁 等 譯, 家庭史(1), 北京三聯書店, 1998年, 

pp. 436.

55) 소재 ·김경완 엮음, 개화기 소설,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년, pp. 253.

56) 위의 책, pp. 254.

57) 위의 책, p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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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永規傳>    

    외가 서로다졍히안져 밤도록 셩경보고 긔도며 그혜여진 동안에서로 맛

낫던일을 다고고 피복야 용서며 서로웃고 우니 일락원에 금실지

락을 일우엇더라58)

                                                  ―― <高永規傳>

 

(a)에서 신방을 성소에 비유하는 것은 결혼의 성스러움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스러움을 착안하면 부부는 속세생활 속의 동반자이란 의미를 넘어 

적인 동반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b)의 3 대목은 선교사 배위량 부

인의 이상적인 혼인생활을 그려주고 있다. 여기서 신앙생활이 대단히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녀는 기독교에서 부부 간의 갈등

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다.

 

  부부간에 이쳐럼 서로 랑고 귀이히 녁이 즁에 불합가 업것 아니

라 만일 이 서로 불합에는 피 위 디경에 지기 쉬운줄 알고 곳 

하님 긔도야 힘밧대로 그 분노 을 졔어고 혹 잠시급 으

로 잘못다가도 곳 뉘웃치 을 밧아 서로 복고 용셔여 나죵에 더옥 

평안히 지내더라59)

 

근본적으로 배위량 부인은 결혼을 신앙생활에서 독립시켜 고찰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서 결혼의 근본적 의미가 신앙에 있고 

결혼의 최종적 목표는 신앙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보가 그낫츨남편의 품에 가리우며  이에셔 더됴흔복이 어잇뇨 
 규가 답 아니라 이거슨 비록얼마나귀고 거륵거시라도 우리가 
번육신을 벗고 예수와 련합거세 비교면 오직 안와 그림라 더라60)

 

볼 수 있듯이 기독교는 결혼생활을 포함한 속세생활을 “안와 그림”
와 같은 허무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결혼의 

58) 위의 책, pp. 242.

59) 위의 책, pp. 254.

60) 위의 책, pp. 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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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대적 결혼관은 혼인의 사회성, 

인간성을 보다 더 강조했다. 위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개화 지식인들은 결혼

을 사회의 발전과 연관지어 고찰했다. 그들은 공동의 취미와 지향을 기초로 

한 결혼을 주장하고 있었다.

 

  져 안라  것은 몸을  거신즉 그 품과 학식과 릉이 나와 

갓흔 쟈 구 거슨 인졍에 당연 일이라. 만일 남가 신셰계의 신학문을 

죨업 당당 일표 인물이오. 그 부인되 녀가 젼셰상에 구학문으로 다만 
고 다듬이고 물깃고 밥짓고 바누질 일에만 죨업엿거나 혹 연지 
고 분바르고 머리 곱게 빗고 셰슈 졍이  일에만 죨업고 소위 가졍학문이나 

샤회지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야 녀의 교육과 가산의 졍리와 외국인의 교졔

와 국민남녀의 의무 등에 람되야 당연이 알 일을 하나도 알지 못 지경이면 

그 남편된 의게  유감과 년 원슈 면치 못 터이니 엇지 일가의 화평

을 보젼리오.61)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대등한 “품과 학식과 릉”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휴머니즘적 가치

관에서 비롯되어 신을 중심으로 한 결혼관과 정반대 다. 인간을 중심으로 

삼는 개화 지식인들은 결혼 이외에도 소중한 인생사가 많다고 주장했다. 사

적인 가정생활보다 그들의 관심사는 나라의 발전, 민족의 독립 등 비교적 

높은 차원에 있었다.

 

  우리가 이 같은 문명한 세상에 나서 나라에 유익하고 사회에 명예 있는 큰 사업

을 하자 하는 목적으로 만리타국에 와서 쇠공이를 갈아 바늘 만드는 성력을 가지

고 공부하여 남과 같은 학문과 남과 같은 지식이 나날이 달라가는 이때에 장가를 

들어서 색계상에 정신을 허비하면 유지한 대장부가 아니라.62)

 

개화 지식인들의 주장을 명확하게 밝힌 대목이다. 즉 포부가 있는 “대장

부”는 “나라에 유익하고 사회에 명예있는 큰 사업”에 투신해야 한다고 주장

61) <부인 샤회에셔 잠간 각 일>, 제국신문, 1906년 11월 16일.

62) 이인직 지음, 권 민 책임 편집, 혈의 누: 이인직 소설선, 문학과지성사, 2007

년, p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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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결혼을 이와 대립된 “정신을 허비하”는 부정적인 일로 간주했다. 주

목할 만한 것은 高永規傳에서 배위량 부인은 개화 지식인들의 이러한 주

장에 대해 은근히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

 

  혹이 닐 안의 말은 듯지말나고  만일 안를 갓가히 자는 조고

마 일밧긔는 못다 나 명실이 사의 말보다 하님의 말이 나흘줄 아
고로63)

 

  명실이 에 베르기를 이 말이 비록 녯젹 문쟝과 소위 호걸의 말과는 판이 

지라도 나는 하님의 말을 좃츠리라 더니64)

 

‘사의 말’, ‘호걸의 말’은 개화 지식인의 의견을 가리키리라 짐작된다. 

배위량 부인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개화 지식인들이 속세의 사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부부의 모본>의 논찬에서 그녀가 ‘사
이 일즁에 혼인거시 뎨일즁대거시니’65)라고 하듯이 기독교는 

결혼을 제일 중대한 인생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혼인을 신이 정해 주는 

관계로 간주하는 사상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된다. 

볼 수 있듯이 기독교는 조선사회에 개화사상을 불어넣어 새로운 도덕의식

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66)하 으나 근대적 사상과 완

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근대적 사상은 인간을 중심으로 삼고 모든 문

제를 처리하는 데 인간성, 현세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신을 

중심으로 삼고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데 신성, 내세의 입장에서 출발했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人本主義인 반면에 후자는 神本主義의 범주에 속해 있

었다. 개화의 중심 과제가 된 인본주의는 그 어원이 라틴어의 humanus(인

간적)과 humanistas(인간성) 다. 즉 인본주의의 중심에 인간이란 개념이 위

치하고 있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고 인간의 가치는 인

정을 받았다. ‘인간’이나 ‘인간성’에 대한 강조는 근본적으로 고대 희랍과 

63) 소재 ·김경완 엮음, 개화기 소설,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년, pp. 249.

64) 위의 책, pp. 250.

65) 위의 책, pp. 256.

66) 독립신문, 1896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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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인본주의사상과 개인주의정신에서 비롯되어 개성의 해방, 평등과 자

유, 현세의 향락 등을 중심으로 삼았다. 반면에 기독교사상은 헤브라이의 신

권, 신성 등 개념에서 비롯된다. 그 본질은 인간 공동체와 단체성에 있고 

권위, 계급, 질서, 그리고 이들과 접히 관련되어 있는 이성, 순복, 금욕 등 

정신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적 사상과 기독교는 각각 인간의 두 가

지 측면――인간성과 사회성――과 연결되면서 서로 대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67) 

高永規傳에는 기독교와 근대적 사상의 이러한 갈등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선교사에 의하여 지어졌고 선교를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이 작품은 

기독교에 중심과 출발점을 설정하고 성경책을 보편적인 평가 기준으로 간주

하고 있다. 텍스트에 드러나 있는 기독교적 결혼관을 근대적 결혼관과 대조

해 보면 양자의 대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Ⅳ. 기독교와 근대적 결혼관의 결합

 

상술한 바와 같이 전래한 기독교는 근대적 사상과 일치하면서도 대립을 

보 다. 사회적 지위와 활동력을 지닌 개화 지식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선교사들은 타협의 자세를 취해 문화정합작업을 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는 토착적 문화와 타협하여 ‘기독교의 토착화’를 실현했다. 

  선교사들은 武力으로 이러한 대립을 없애 버릴 수 없을 때 자기를 조절하는 것

이 유일의 방법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인정

받을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68)

 

따져 보면 그 기독교적인 휴머니즘이 본시의 모양대로 순수하게 표현된 것이 아니

고 韓國 본래의 人情 義理의 世界와 人生, 運命觀 등과 병행 交錯되어 나타났지

67) 陳玉嗣, ｢從<亨利四世>看莎士比亞思想的基督敎和人文主義因素｣, 外國文學硏究, 

2006年第11期.

68) 戚務平, 日本早期耶蘇會史硏究, 商務印書館, 2003年, pp.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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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9)

문화정합의 결과로 토착적 문화와 기독교에 모두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

한 변화를 통해서 한국기독교의 독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에 결혼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합이 어떻게 高永規傳을 통해서 구현되는지를 고찰하

고자 한다. 결혼관에 있어서 근대적 사상과 기독교의 대립은 세속성과 신성

성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배위량 부인이 제기한 해결안은   

｢부부의 모본｣의 여자주인공 양명주의 말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진쥬가 쇠진 가온 말이 예수셔 내령혼을 구원시고 우리 남편이 내

몸을 구원다고70)

 

기독교에서 중요한 “구원”의 개념을 제기하는 데 여자주인공은 적 구원

과 속세의 구원을 구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기독교와 속세생활

의 대립이 없어지고 병행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신성과 인간성의 

갈등이 해소되고 ‘젼에 텬당길을 니다가 후에 원 복락을 
치누리’71)란 신성과 인간성을 겸비하는 이상적 결혼관이 제기된다.

이처럼 속세 생활과 적 생활을 잘 결합시키는 것은 한국 기독교의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기독교는 인간성의 색깔이 짙다. 기독교의 인간

성을 찾아낸 것은 14~17세기의 르네상스 시기부터 다. 르네상스시기에 사

람들은 기독교에 잠재해 있는 휴머니즘을 발굴해 중세기 종교의 절대적인 

권위를 반대했다. 사상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종교가 인간성과 대립을 보이

지만 실은 그리스·로마 문화의 제일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계승했으므로 근

본적으로 여전히 인간에 관심을 둔다고 주장했다.72) 르네상스 이후 기독교

는 개인과 理性을 강조하는 경향이 날로 강해졌고 휴머니즘과 긴 하게 결

69) 백철 공저,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9년, pp. 97.

70) 소재 ·김경완 엮음, 개화기 소설,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년, pp. 256.

71) 위의 책, pp. 242.

72) 陳玉嗣, ｢從<亨利四世>看莎士比亞思想的基督敎和人文主義因素｣, 外國文學硏究, 

2006年第1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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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했다. 20세기 전반, 기독교 내부에 휴머니즘으로 예수와 기독교를 설명하

는 신토마스주의가 생겼다. 신토마스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자크 마리탱73)은 

“신 중심의 휴머니즘”이란 이론을 내놓았다. 그에 의하면 신 중심의 휴머니

즘이야말로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것과 구적이고 신적인 것을 조화시키는 

‘완전한 휴머니즘’이라고 했다. 이를 기초로 해서 ｣휴머니즘 기독교’란 개념

도 산출됐다.74) 한국 기독교는 이러한 향을 받아 속세성과 신성을 잘 결

합시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세기 초의 선교소설 高永規傳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이러한 특징을 잘 볼 수 있다. 

Ⅴ. 결론

위에서 高永規傳에 나타난 결혼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전래와 한

국사상에서 근대성의 발생 간의 연관성을 살펴봤다. 한국에서 기독교와 근

대성의 발생은 갈라서 볼 수 없는 만큼 접한 관계에 있었다. 기독교는 근

대적 사상에 많은 향을 끼쳤고 근대적 사상의 전파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일치를 보이는 동시에 양자는 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독교는 근대적 사상과 타협하여 한국 기독교의 독특한 모

습을 형성했다. 여기서 한국 개화기의 특징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高永規傳은 결혼, 가정에 시각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

도 결혼관의 좁은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다 더 넓은 범위에 나

아가 기독교와 한국 근대성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73) Jacques Maritain(1882~1973), 프랑스의 철학자.

74) 陳樹林, ｢文化哲學視閾下的基督敎人本主義思想｣, 學術交流, 2005年第5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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