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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 개념의 도입과 ‘유교’ 재편의 과제

19세기후반서구의충격으로서구적근대체계에강제로편입하게된동아시아

사회에서는영어 religion의번역어로서 ‘종교(宗敎)’라는근대적조어가탄생하

여확산하게되었다. 주지하다시피근대전환기중국사회에종교라는용어를가장

빨리 도입하고 확산시킨 캉유웨이(康有爲, 1858-1927)와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가 유교(儒敎)의 종교성을둘러싼논쟁을전개하였다. 캉유웨이는

유교를종교화시켜공자를교주로신격화시킨 ‘공교(孔敎)’로 재편한반면, 량치

차오는서구계몽주의입장에서종교를문명발전의장애로인식하고비이성적인

종교의범주에서유교를배제시켰다. 이처럼유교의종교성을둘러싼논쟁이동아

* 이논문은2017년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산하종교문제연구소동삼운해유교연구기금으

로부터 지원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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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근대의전환기에발생하였으며, 종교와유교의관계는여전히풀리지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부강한서구적근대문명의위협속에서우리나라의유학자들은국가와유교의

보전(保全)이라는시대적과제를다양한종교적개혁운동의방식으로대응하였

다.1) 본논문에서는근대격변기에양명학(陽明學)에기초한유교개혁을통해근

대적인국민국가를건설하고자했던백암박은식(白巖朴殷植, 1858~1927)의

종교담론을분석하고자한다. 중국과마찬가지로유교중심의국가체제를유지하

던조선이개항(開港) 이후근대적인국민국가로전환되는과정에서구의 ‘종교’

개념이한국사회에도입되었다. 그결과종교가한국사회에보편적인범주로정착

하는과정에서기존의유교전통과충돌혹은조율의과정을거칠수밖에없었다.

특히백암은유교개혁을통해국가의보전과문명의건설을추구하였으니, 그의

종교 담론은 이러한 조율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本記者도 亦嘗屈膝於諸先生之門며 周旋於僉章甫之後야 討論性命며

講行飮射時에以守舊爲義理고詆開化爲邪說며以自靖爲法門고認

通達爲妄想야…及其來留京師始에도猶是宿志不變고新學厭聞

主義러니乃東西各國의新書籍이偶然接目天下의大勢와時局의情形

을觀測이有야今日時宜가不得不變通更新여야吾國을可保고吾民을

可活인거을覺知지라2)

본래조선시대정통이념인주자학(朱子學)에몰두하던시절박은식은 ‘수구(守

1) 20세기초반유교의근대적종교개혁운동은3유형으로구분된다.곧박은식이양명학의

이념에기초하여제시한대동교(大同敎), 이승희(李承熙, 1847~1916)가도학(道學)

의이념에기초해추진한 ‘동삼성한인공교회(東三省韓人孔敎會)’의공교(孔敎)운동, 이병

헌(李炳憲, 1870~1940)이캉유웨이의직접적인영향속에서공양학(公洋學)과금문경

학(今文經學)에기초해추진한공교운동이다. 금장태(琴章泰), 한국유학의탐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9), 239-246 참조.

2)白巖朴殷植全集5권, 賀吾同門諸友 (西北學會月報제1권제1호,1908.6),
392-394. 본 논문에서는白巖朴殷植先生全集編纂委員會에서편집해발간한 白巖
朴殷植全集1-5권 (서울: 동방미디어, 2002)을 저본으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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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를 의리로 여기고 ‘개화(開化)’를 사설(邪說)로 여겨 서구의 문물과 학문을

거부하는폐쇄주의에빠져있었다. 그는주자학에심취했던어린시절을회고하면

서 “余도幼時부터오즉朱學을講習하고尊信하야晦庵의影幀을書室에私奉하

고每朝에瞻拜한事實도잇섯다.”고말해종교적경건함으로주자학에몰두했던

사실을고백하였다.3) 하지만서울에올라와동서양의각종신지식이담긴서적을

접하고백암은천하의대세와시국의정형(情形)을새롭게관측하게되었다. 그

결과그는당시의시의(時宜)가 “변통갱신(變通更新)”하여국가를보존하고인민

(人民)을살리는것임을자각하고1898년이후황성신문(皇城新聞) 등의언론을

통해 다양한 계몽(啓蒙) 활동을 전개하였다.

박은식이구상한변통갱신의범위속에는종교개념과유교전통을연계시켜

근대적인국가로전환시키는과제가포함되었다. 종교를문명발달의원동력으로

이해한그는유교라는주류종교를개혁함으로써국가를보전하고자했기때문이

다. 가령 1901년백암은근대적언어로도입된 ‘종교’에대해논한 종교설(宗敎

說) 을저술하여종교를 ‘도덕의학문과가르침’으로정의하였고, 1909년에는양

명학(陽明學)에기초해서유교의종교개혁방안을제시한 유교구신론(儒敎求新

論) 을발표하였으며, 또한대동사상(大同思想)에 근거하여유교계열의종교단

체인 ‘대동교(大同敎)’ 창설을주도하였다.4) 그리고중국으로망명하여독립운동

3) 朴殷植全書下, 學의眞相은疑로차求하라 (서울:단국대동양학연구소편, 1975),

197. 원래 1925년 4월 3일자 東亞日報에실린이글은 白巖朴殷植全集에빠져
있다. 백암은40세이후세계학설과언론자유로인해사상이변동하여선배들이엄금한

제자백가의학설이나,불교,기독교의교리를보게되었다고술회하고있다. “四十歲以後에

世界學說이輸入되고言論自由의時期를만나매余도一家學說에膠泥되엿든思想이

저윽이變動됨으로우리先輩의嚴禁하든老莊楊墨申韓의學說이며佛敎와基督의敎理를

모다 縱寬케되엿다”

4) 조광은전통유학의근대종교화운동의양상을분석하면서대동교등의종교운동이

전개된배경으로세 가지를들었으니, 곧①척사위정(斥邪衛正) 계열이 무력투쟁을

주도한의병운동의한계,②개항이후급속도로확산된기독교의도전으로야기된유학의

대항의식, ③국가의흥망성쇠에종교가중요하다는판단아래유교를국가의정신적

기초로삼으려했던당시의사상적경향이다. 조광, 개항이후유학계의변화와근대적응

노력 , 국학연구 5 (한국국학진흥원, 2004), 92-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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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전개하던 1910년이후에는종교를 ‘국혼(國魂)’의 영역으로설정하여종교의

민족성을 강조하였다.

유교전통에서근대적인체계로전환하는과정에서다양한사상의궤적을보여

준박은식의종교담론을전체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우선, 근대적세계에서

새롭게 획득한 유교의 종교적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주지하다시피

유교전통과서구적 종교 개념사이에는 갈등과 대립의역사가존재하고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유교는 종교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암의유교적종교담론은양자사이의갈등과대립을넘어서새로운융합의가

능성을보여준다. 둘째, 박은식의 ‘종교’ 관념은 ‘문명(文明)’, ‘과학(科學)’, ‘사회

(社會)’, ‘진화(進化)’, ‘철학(哲學)’ 등 다양한서구적근대의개념들과연계되어

도입되었다. 따라서그의종교담론은근대적개념의의미망속에서유교가어떻

게 규정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박은식의자강운동과독립운동, 양명학과대동사상을다룬학계의연구성과는

역사학이나철학등각분야에서호한(浩澣)하게축적되어있다. 하지만그의 ‘종

교’ 관념에주목한기존의연구는적은편이며대략 3가지로분류할수있다. 곧

① 종교의 정의가 도덕의 학문이며 종교가 교화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연

구5),②기독교와불교등개별종교중심으로박은식의종교전반에대한인식을

다룬연구6), ③박은식의생애를시기별로구분하여종교관과교육관을고찰한

5) 신용하는박은식의종교관을 ‘宗敎는道德의學이다’, ‘종교는교화의수단이다’라고하는

두 가지관점으로정리해서제시하였고, 박은식이종교의중요성을강조하고儒敎와

儒林의大改革을주장한것은국권회복이라는문제의식과직접관련된것이라고해석하였

다.愼鏞廈, 朴殷植의儒敎求新論・陽明學論・大同思想 , 역사학보제73집 (역사학
회, 1977), 42-50참조.이종란역시박은식의종교이해를이두가지관점으로정리하였

고, 박은식이유교구신을제창한배경으로근대화된서양제국의종교가기독교라는점,

양계초등의중국학자들의 종교에대한태도, 그리고西歐化主義의時弊를비판하고

동양적도덕성제고를주장했던일본양명학회운동을거론하였다. 이종란, 朴殷植의

儒敎求新論과 孔子觀 , 공자학3 (한국공자학회, 1998), 227-230 참조.
6) 김순석은박은식이종교의역할을국민정신의결집해서부국강병한국가를건설하는

데서 찾았다고진단하고 기독교와불교, 노장사상에대한 그의인식을 정리하였다.

특히 유교의 종교화를 구분하여 1901년 종교설 의 단계는 수동적인 유교 국교화



박은식의 ‘종교’ 담론 71

연구7)가바로그것이다. 그런데과문(寡聞)한지모르지만기존의연구에서는백

암이말하는종교의존재론적근거가무엇인지, 근대언어인 ‘종교’와 ‘철학’이어떻

게연결되는지등의문제에대한해답을분명하게제시하지않았다. 이러한문제

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선행 연구의 성과를 참조하면서도 박은식의 종교

담론이 보여주는 근대적인 개념 지도를 개략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종교의 도덕적 공공성

1) 종교의 정의와 정치적 위상

- 도덕의 학문과 가르침, 국가의 기강 

서구의근대언어인 ‘religion’이한자 ‘종교(宗敎)’로번역되어한국사회에도입

된개항기는유교중심의조선왕조가근대적인국민국가로전환되도록강제되었

던 격변기였다. 종교라는 용어 자체가 ‘종교의 자유’나 ‘정교분리(政敎分離)’ 등

서구적인근대체제의기본원칙을배경으로도입되었다. 따라서종교개념은조선

왕조시절사실상국교(國敎)의지위를누렸던유교전통과조율의과정을거쳐서

수용되었으니, 특히 종교가 정치의 원천으로 인식되었다. 가령 1895년에 고종

(高宗)의왕비였던민비(閔妃)가일제(日帝)의낭인(浪人)들에의해살해되는소

위을미사변(乙未事變)이발생하였는데, 1897년 근대적인대한제국(大韓帝國)

운동이었는데 1909년대동교단계는보편주의적세계종교화운동으로성격이바뀌

었다고 해석하였다. 김순석, 박은식의종교관 , 한국민족운동사연구제41집 (한
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124-147 참조.

7) 이재일은박은식의생애를①주자학에머물러종교와교육을구분하지않던주자학

수학기(1859~1897), ②종교와교육을교화에초점을두고이해하고유교적도덕

학과실용적과학기술의병진을주장한동도서기론기(1898~1905), ③국권회복을

위해 양명학을 내세우고 교육으로 인재양성과 지혜계발을 추구한 자강론기

(1906~1910), ④국혼과 역사교육을 중시한 독립운동기(1911~1925)라는 4시

기로구분하였다. 이재일, 박은식의종교관과교육관 , 인격교육제6권제2호 (한
국인격교육학회, 2012), 5-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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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황제가된고종은1899년국가의 ‘종교’가밝혀지지않아서이러한변고가발

생하였다고진단하였다. 곧세계각국이인심(人心)을깨끗하게만들고치도(治

道)를 내기 위한 방도로 종교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인 공자의

도리를제대로배우지않았기때문에명교(名敎)와예방(禮防), 이륜(彛倫)이무

너지고변괴(變怪)와난역(亂逆)이속출하여결국을미사변에이르게되었다는

것이다.8) 고종은 종교를 정치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유교라는 종교의 부진으로

변괴가 발생했다고 여겼던 것이다.

고종과마찬가지로박은식도 “국가에종교가없다면국가를어떻게다스리겠는

가?”라고반문하면서국가의기강[國紀]이되는종교의유지(維持)를핵심과제

로 제시하였다. 백암에 따르면, 세계의 각국이 자기의 종교에 복종하여 지극히

숭신(崇信)하는데비해한국의종교인공자의도리와국가의기강인삼강오륜(三

綱五倫)을 제대로숭신하지않아서종교의명목만존재하고국가의원기(元氣),

곧유림(儒林)이 위축되었다. 따라서종교의유지는당시시급한국가적과제였

다.9) 이와비슷한논조로그는서구각국이종교의유지를국맥(國脈) 보전(保

全)의길로삼는데비해그당시우리나라는공자의학문을유지하지않아오직

이익만을다툴정도로세도(世道)와인심(人心)이한심해졌다고진단하였다.10)

이와같이백암은종교가국가의생명력을좌우한다는판단아래종교의유지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8) 高宗實錄 39권, 고종 36년 4월 27일[1899년대한광무(光武) 3년], 양력 2번째
기사.

9) 白巖朴殷植全集제3권, 학규신론(學規新論) , 480-481. 박은식처럼 종교를 정
치의원천으로제시한글은그당시신문에도보인다. 가령 1909년 11월20일에실

린황성신문(皇城新聞)의 宗敎와政治의關係 라는글에서는 “余가世界列國의進

化歷史를溯攷건其政治의改良이必其宗敎의改良으로由얏니何則故政治

의宰制人의體魄에在고宗敎의宰制人의心魂에在야其事實이若不相蒙

나 宗敎政治의 母라”라고 하였다. 이는 사람의심혼(心魂)을 주재하는 종교가

사람의체백(體魄)을주재하는정치의어머니가되므로종교의개량(改良)에 연유해

서 정치의 개량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10) 白巖朴殷植全集제3권, 흥학설(興學說) , 35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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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일가운데느슨해보이지만실제로는급하고멀어보이지만실제로는

절실한것이지금의종교이다.…근래서양각국을살펴보면,위로는임금으로부

터아래로는서민에이르기까지종교를숭신(崇信)하는것이저와같이지극하

다. 그런데우리동아시아여러나라에서공자를숭신하는것이서양에미치지

못하는것은이루말할수없을정도로많다.…공자의도리는대중(大中)하고

지정(至正)하니만약세상의운수가더욱밝아지고사람의지혜가더욱열린다면

저화복(禍福)으로대중을유혹하고위협하는종교는장차한쪽으로물러나고

우리공자의도리가세계에크게신장할것이다.…어찌하여세상의등급이떨어

져서사기(士氣)가날로풀어지고도의(道義)가닦여지지않아허위(虛僞)가날

로불어나서마침내전국의인민이무턱대고서양종교[西敎]에들어가지않으면

동학(東學)에 들어가게되었다. …이것이시급하고절실한까닭이다.11)

백암은국가의기강을확립하고문명을건설하는데급하고절실한과제로종교

를제시하였다. 서양의부강한근대문명의근본원인을기독교라는종교에서찾

았기때문이다. 당시계몽적지식인들과마찬가지로백암도서구역사에서기독교

의종교개혁[Reformation]이근대문명의원인이되었다는역사적사실을알고

있었다.12) 그는서양각국이모두기독교라는종교를충실하게숭신한바탕위에

정치개혁과실용적인과학기술로부강한근대문명을창출했다고판단하였다.

20세기초반에정부나계몽지식인들이서양의우월한과학지식과기술을도입하

여문명건설을추구하였는데, 박은식은서구문명의근원을 ‘종교’에서찾고우리

나라의 종교 곧 ‘유교’의 숭신을 절실한 과제로 강조하였다.

서구의종교,곧기독교에대해서박은식은양면적인태도를보였다. 기독교가

11) 白巖朴殷植全集제3권, 종교설(宗敎說) , 366-370.
12) 가령 1909년 2월 13일황성신문(皇城新聞)에실린 舊學改良이是第一着手處 에는

“盖宗敎問題가於各種科學과諸般時務에關係가不切듯나世界各國의維新歷史를

溯考건宗敎改革事가卽偉人志士의第一着手處라盖道德의爲物은窮天地亘萬古而

不變者나其方法의變遷과制度의損益은隨時變易也以合天道것이라泰西諸國의

歷史를觀지라도其文明發達의本源이皆宗敎改革으로由얏고”라고적혀있다.노관범

은 황성신문과 西北學會月報에게재된저작목록을비교하여 白巖朴殷植全集에
수록되지않은이논설의저자가박은식이라고추정하였다.노관범, 대한제국기朴殷植과

張志淵의 自强思想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44-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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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적근대문명의원동력이라는점은긍정하면서도문화적정통성차원에서는

기독교를비판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백암의기독교비판은원래유학자였다가

기독교목사로전향한탁사최병헌(濯斯崔炳憲, 1858~1927)과비교된다. 최

병헌은 1906년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연설한 종교와정치의관계[宗敎與政治

之關係] 라는유명한글을남겼다. 그는우선 ‘종교와정체(政體)의본원’에서지

성지고(至聖至高)한종교진리와인류의지식이미칠수없는전지전능한유일신

을강조하고국가주권을집행하는정치조직인정체로군주정체, 입헌정체, 민주

정체를제시하였다.13) 또 ‘종교와정치의관계’에 대해탁사는서양의기독교가

아니라병기(兵器)와기계(機械), 전화(電話)와어학(語學)을배우는것은말단

에힘쓰는것이라고비판하였다. 그에게종교[敎道]는국가의명맥(命脈)이자진

화(進化)의원천으로서외면을주관하는정치와표리(表裏)・종시(終始)의관계
를형성하기때문이다.14) 박은식역시종교를국가의명맥이자문명진화의원천

이라고생각하였다. 하지만기독교의유일신신앙에귀의한최병헌과달리백암은

유교개혁을 통해 국가의 명맥을 보전하고 문명의 진화를 성취하고자 하였다.

박은식은근대전환기중국의캉유웨이처럼공자를신격화시켜숭배하라고주

장하지는않았다. 캉유웨이는유교를근대적인종교로재편한 ‘공교(孔敎)’를 제

시하고공자를 ‘중국의교주(敎主)’로 신격화시켰는데, 이러한공자숭배의핵심

요소는 상제(上帝)-공자(孔子)-조상(祖上)-인민(人民)으로 이어지는 제사(祭

13)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국한문], 1906년 10월 5일. “宗敎眞理至聖至高야

爲萬物之祖宗이오天地之主宰라人類智識의不及處와人之氣力의不能事를全知全

能신神이能히制御도고能히成就케다하야獨○無二之神을崇信거슨

謂之惟神敎라고…政體國家主權을執行고政治組織을謂이니그政體가各異

也 有君主政體焉有立憲政體焉며 有民主政體焉니”

14)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국한문], 1906년 10월 7일. “政體與敎理가相爲表裏니

譬如車輪之相補와脣齒之相依라…敎道가實爲國家命脈○라敎與政이相爲表裏也

無論某國고欲求維新文明인先將敎道變起也得其道之眞則人心이自歸於一定고

外治之事도亦隨就緖矣리니敎道가實爲國家命脈…敎與政이實爲終始也道衰則政亦

隨而壞矣니라…敎道가實爲立國之本이오進化之原이라惟我韓國이儒道가寢靡을

奮興치도아니고耶蘇敎理目以西學而不取고但取西人之兵긔與機械也設電話

與語學니 此不務其本而取其末이라 豈可成就文明哉아”



박은식의 ‘종교’ 담론 75

祀)의구조였다.15) 하지만박은식은공자에대한제사형식의숭배보다는성인

공자가 전한 가르침의 ‘말씀’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천하의 대중(大中)과

정리(正理)를 다한공자의도가담긴말씀은 ‘이교(異敎)’인 기독교처럼세상을

놀라게하고사람을두렵게만들거나화복(禍福)으로대중을유혹하고협박하지

않는다. 이런맥락에서백암은당시유교라는주류종교가흔들리고전국의인민

이서교(西敎) 아니면동학(東學)에들어가는사회현상을국가차원의재앙으로

인식하고 경계하였다.

박은식은기독교나동학의유행을유교의도의가부재하고허위가증가한결과

로인식했기때문에이교의확산을방지하는대책역시유교의진흥에서찾았다.

그는유구한역사동안실행된공자의가르침을국내에서진흥시켜인심에널리

퍼지게하면국가의공고한기초가확립된다고보았다.또한동서양의학문[文學]

을 논의할 때 각국의 정서와 형편[情形], 그리고 풍속과 규범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비교를 통해 장점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6) 이런 관점에서 박은식은

서구근대의우월한실용지식이나기술의도입에대해서는적극적인수용의자세

를 취하는 한편 소학과사서(四書)를 한글로번역하여 서민들이도리를알게
하면이교(異敎)에저절로들어가지않을것이라고판단하였다.17) 곧유교라는

주류 ‘종교’를국가차원에서 ‘교육’하면인민이도리를알게되는 ‘교화’가이뤄져서

‘이교’에 빠지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종교란 ‘도덕의학문[道德之學]’이다.학교의여러분과학문은경제

(經濟)의학술이다.두가지는본디병행해야하지만국가는 ‘도덕의가르침[道

德之敎]’에 대해서더욱공경을다하고힘을다해야한다.18)

15) 임부연, 중국의 ‘종교’와 ‘유교’ 논쟁–캉유웨이康有爲와량치차오梁啓超를중심으

로 , 퇴계학보137 (퇴계학연구원, 2015), 298-302 참조.
16) 白巖朴殷植全集제3권, 흥학설(興學說) , 357쪽.
17) 白巖朴殷植全集제3권, 종교설(宗敎說) , 372쪽.
18) 白巖朴殷植全集제3권, 종교설(宗敎說)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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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은종교를 ‘도덕(道德)’의학문과가르침으로정의하고서구의근대과학

에기초한실용지식이나기술을가르치는 ‘경제(經濟)’보다중시하였다. 백암은

최병헌과마찬가지로근대문명의건설에서종교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고여겼

다. 당시국가차원에서다양한경제분야의산업발전을뒷받침하는이용후생(利

用厚生)의학문이절실하게필요하였다. 하지만원칙상외면적인실용을책임지

는경제보다내면의정신을주관하는종교의영역이우선되었다. 유교의본말론

(本末論) 도식에따라도덕의가르침인종교가근본이고경제의실용은말단이었

기때문이다. 특히그는인간의지식이미칠수없는초이성적인신앙이아니라

현실의 인간사회에 필요한 ‘도덕’을 종교의 본질로 보았다.

夫我東洋數千年敎化界에中正純粹고廣大精微야列聖이傳授고羣賢

이講明儒敎가終是印度의釋迦敎와西洋의基督敎와如히世界에大發展

을不得은何故이며近世에至야寢微不振이極度에達야殆히來復의望

이無것은又何故이뇨余는大韓儒敎界에一分子라我의朝鮮과我의平生이

孔子의恩賜를受홈이莫大現今孔子의敎가日就黯淡고日益凜綴景

况을對야匪直懍然而懼라實惕然發汗이有故로其原因을溯考며末流

을推測니儒敎界에三大問題가有지라該三大問題에就야改良求新을不

爲면我儒敎不惟不能興旺이라究竟滅絶을不免지니天이斯文을喪코져

아니실진此問題에對야改良求新豪傑之士가出지나我大韓世界에

在야儒林의現况을觀察하건此를改良求新識見과魅力이有者를姑

未得見이로다…所謂三大問題는何也오一은儒敎派의精神이專히帝王側에

在고人民社會에普及精神이不足홈이오一은轍環列國야思易天下의主

義를不講고匪我求童蒙이라童蒙이求我라主義를是守홈이오一은我韓儒

家에서簡易直切法門을不要고支離汗漫工夫를專常이라.19)

종교를문명발전의원천으로생각한박은식은유교개혁의구체적인청사진을

제시하였으니, 유교구신론(儒敎求新論) 이란글이바로그것이다.20) “대한유교

19) 白巖朴殷植全集제5권, 儒敎求新論 (西北學會月報제1권제10호, 1909. 3),
4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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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大韓儒敎界)에일분자(一分子)”라는강한유교적자의식을가진백암은세계

종교로 발전한 불교와기독교와 달리유교가 부진한 원인을 탐구하여개량구신

(改良求新)의대책을주장하였다. 유구한역사와전통을가지고인심에깊이뿌리

를내린유교전통이당시새로운시대에적응하지못하고침체하여명맥이유지되

기어려운상황이었다. 이런상황에서고등(高等)한지위를차지하는유림사회와

오래된구학(舊學)인유교를개량구신하지않으면국민의사상을계몽하여지식

과 능력을 증진하는데장애가최대(最大)하다는 여론이 대두되었다.21) 박은식

역시 유교구신론 의개혁안을통해유림을시대의변천에부응하는도덕주체로

거듭나게하고자노력하였다. 유림이시대의변천과필요에부응하는실용적자세

를 가지면서 동시에 도덕성을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만유교가부활할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과거제왕에치우친유교의정신을첫번째문제로지적하고인민(人民)

을향하는정신으로전환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대한제국의국권이상실되었을

뿐만아니라세계의정치체제가전제군주제→입헌군주제→민주공화제로진전되

는시대의흐름에인민을향하는정신이더적합하기때문이다.둘째, 천하를바꾸

기위해열국(列國)을돌아다닌공자와달리어린이가찾아오기만을기다리는소

극적인교화가문제로지적되고구세(救世)의열정으로가득한적극적인교화가

20) 1909년이글이지어질당시에는일제의통감정치가차츰안정되는데비해자강(自强)

운동은후퇴하여국민의동의를유지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 이러한상황에서박은식은

유교구신론(儒敎求新論) 을지어기존지배층을위한고등유교가아니라중등이하의

일반국민을대상으로간결하고실천적인양명학을통해국가에대한애국적자각이나

각성을촉구하였던것이다.김현우, 박은식의양계초수용에관한연구 , 개념과소통제
11호 (한림과학원, 2013), 21-24 참조.

21) 황성신문, 1909년2월 13일, 舊學改良이是第一着手處 . “我韓國民의習尙과信仰으로

論면本來儒敎를敦尙하고倫常을尊重也傳授가已久고薰染이最深者라

雖於近日에各新敎派가普通人民의多部分을占有얏스나至今지儒林社會가高等地

位에居也各新敎를對也牢拒不從主義가有니萬一儒家에셔改良求新

進步가未有면國民의思想을轉移也識力을增進에障碍가最大지라…然則由來

舊學에對也改良求新의方法을講行치아니면數千年傳來던儒敎一脈은其將滅絶

乃已오 國民의 思想을 啓蒙也 知識과 能力을 增進에 障碍가 最大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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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되었다. 세계의 문호가 열리고 경쟁하는 시대에 유교가 살아남으려면 미래

세대를향한적극적인포교가절실하기때문이다. 셋째, 지리(支離)한주자학만

공부하는문제가지적되고주자학대신간이직절(簡易直切)한양명학을통해공

맹(孔孟)의도를전승해야한다고주장되었다.각종학술과사업이복잡한시대에

는마음이라는본령을다스리는공부로양명학이더적합하기때문이다. 이처럼

박은식은 유림이 인민속으로다가가고 구세의 열정으로 헌신하는 도덕 주체가

되는 유교의 종교개혁을 통해 국가와 문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2) 종교의 민족적 성격과 도덕의 진화

- 국혼(國魂)과 공덕(公德)

1910년일제(日帝)에의해국권을강탈당하고식민지가된이후중국으로망

명하여만주등지에서독립운동과민족사연구에매진했던박은식은 1915년국

권상실의과정을기록한 한국통사(韓國痛史)를저술하였다. 당시 ‘국가’라는형
체가훼손되었지만 ‘역사’라는정신을보존하여국가의형체도미래에부활하기를

바라는마음에서 한국통사가저술되었다. 이러한국가부활의희망을가진백암
은예루살렘을상실한뒤에전세계에떠돌아다닌이산(離散) 유대인곧디아스포

라diaspora의사례를모델로삼았다. 유대인들은비록국가를상실했지만그조

상의종교를보존해서 다른민족에동화되지않고유대인의칭호를 2천년동안

유지했기 때문이다.22)

한국통사에서는역사를국혼(國魂)과 국백(國魄)으로나누고국혼속에국
교(國敎), 국학(國學), 국어(國語), 국문(國文), 국사(國史) 등을 넣어 국교를

머리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국혼은 현대용어로 번역하면 ‘민족문화(民族文化)’

라고볼수있으며, 국교는민족문화구성요소중의가장중요한요소의하나로

생각된것이다.23) 여기서국교는정교일치(政敎一致)에따라국가에의해독점

22) 白巖朴殷植全集제1권, 韓國痛史 ,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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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권력을행사하는종교라기보다국가내부에서주류종교의지위를행사했던

역사상의종교들을뜻한다. 이러한국가의종교들은종교의민족성이라는요소에

의해 규정되었다.

종교[敎]란천하의공덕(公德)이요천명(天命)의정칙(定則)이다.어떠한종

교를막론하고교주는모두세계를범위에두고서중생을두루구제하는일을종

지로삼으니, 어찌하나의국가나하나의민족이라는구역에갇혀있겠는가?다

만동해와북해에균등하게성인(聖人)이출현하여이마음과이치가같더라도

그지방과풍속으로인해각각교문(敎門)을세울때그국성(國性)과족성(族

性)이되는점이있다.우리나라의종교로논의하자면,우리의땅에서창설된종

교도있고다른지역에서도래한종교도있지만종교를믿는자유는예로부터이

미있었다.그러므로각종교의역사가이미유구하고신앙의힘도모두깊으니,

우리나라의국혼(國魂)이그종교들에의탁한다는점은동일하다.24)  

박은식은 종교를 ‘천하의 공덕’이라고 규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하의 공

(公)’이란 하나의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종교의

교주는특정한국가나민족에제한되지않고세계전체의중생구제를종지로삼

는다. 또한천명의정칙으로서의종교란문화의창조자인성인이인간의마음과

이치의동일성에기초해서제시한일정한삶의원칙이라는의미를갖는다. 이처럼

종교란국가와민족의경계를초월해서세계의중생전체를구제하고본성차원에

서 제시되는 삶의 지침이기 때문에 보편적 세계성을 갖는다.

하지만 마음과 이치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풍속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실의종교는국가와민족의특정한성격을가지니, 이것이바로국혼(國魂)이

의탁하는 종교의 민족성이다. 그 결과 ‘단군의 신교[檀君之神敎]’에서 시작하여

‘기자의예교[箕子之禮敎]’를 거쳐삼국시대와고려왕조, 그리고조선왕조의 ‘유불

이교[儒佛二敎]’, 마지막으로 ‘서양의가톨릭과개신교가발달한시기[西洋新舊敎

23) 신용하, 朴殷植의儒敎求新論・陽明學論・大同思想 , 역사학보제73집 (역사학
회, 1977), 49.

24) 白巖朴殷植全集제1권, 韓國痛史 , 4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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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達之時期]’로 이뤄진간략한한국종교사가기술되고있다.25) 백암은 한국통
사에서종교의보편적인종지[=세계성] 보다는국혼의민족주의성격[=민족
성]을 더 강조하여 우리나라 종교의 역사를 기술하였던 것이다.

박은식이특수한지방과풍속에따라형성되는종교의민족성을강조한배경에

는주체적인민족의식이놓여있다. 대종교(大倧敎) 신도인윤세복(尹世復)의영

향으로대종교에심취하기도했던백암은 1911년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라
는저술에서조선유생(儒生)의노예정신과존화양이(尊華攘夷)의중화주의(中

華主義)를 비판하였다.26) 이 책에서 그는 “대저 도덕의 범위로 말하면 타고난

천부의 성(性)은 세계가 모두 일반이고 그 정치 교화의 뜻도 대략 서로 같으나

지리와풍속의관계에따라이곳에적합한것이저곳에는적합하지않은것이있

으며저곳에적합한것이이곳에는적합하지않은것이있는법이다.”라고말하였

다.27) 곧천부의본성차원에서는인간이모두동일하고정치와교화의취지도

대략같지만특수한지리와풍속에따라적합성이달라진다고주장되었다. 따라서

종교의 교화 역시 우리나라의지리와풍속에 적합한지를 따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종교의민족성과주체적인민족의식을강조한연장선에서백암은국가

와 민족을 위하는 공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릇도덕은공덕(公德)과사덕(私德)의구별이있고사업은공익(公益)과사

익(私益)의구별이있는것인데도덕과사업의정도도시대의진화를쫓아증진

하게되는것이니,옛날에는이웃나라가서로마주바라보고개나닭의울음소리

가서로들려도왕래하지않던시대인지라사람들은저마다사덕(私德)을닦아

25) 白巖朴殷植全集제1권, 韓國痛史 , 423-433.
26) 몽배금태조는조선의망국민무치생(無恥生)이단군이강림한음력10월 3일꿈에서
금나라태조를만나조선의망국과독립을주제로나눈가상의대화를서술한작품이다.

몽배(夢拜)의대상으로금나라태조를삼은것은조선시대주자학의사상문화적모델이

되는송나라를철저히비판할수있는최적의존재로금나라를선택한다는문명비판론적

발상이작용한측면이있다.노관범, 문헌해제:박은식의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 ,
개념과소통제13호 (한림과학원, 2014), 180-183 참조.

27) 白巖朴殷植全集제4권, 夢拜金太祖 (장석홍 직해본),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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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홀로선하게하고사덕을도모하여집을홀로화목하게하여도나라간의편

안함이충분하였다.그런데오늘날은세계인류의생존경쟁이지극히거세고치

열하여마치큰바다에서용솟음치는파도와같으며,또큰산에서내뿜는분화와

같으니이지구상에국가나민족이라는이름을가진것은서로힘을합하지않으

면생존할수없게되었다.그러므로공덕(公德)이없으면사덕(私德)도없는것

이고,공익(公益)이없으면사익(私益)도없는것이다.소위조선의학자라는자

들은이처럼도덕이진화하는정도를깨닫지못하고아직도오로지한몸만을닦

으며한가정만을다스리는것을더없는도덕으로인식하고국가와민족에대한

공덕심(公德心)과공익심(公益心)이전혀없는까닭에이러한결과로오늘날이

지경에이르고야만것이아니냐?28)

박은식이도덕을공덕과사덕으로분류한방식은량치차오(梁啓超)의 신민설
(新民說)에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량치차오는 사회[人羣]와국가의성립

근거로집단을선하게하는공덕을제시하고자신만홀로선하게하는사덕과대

비시켰다. 그가보기에서양의신윤리(新倫理)는가족윤리・사회윤리・국가윤리
로분류하여공덕을중시하는데비해중국의구윤리(舊倫理)는군신(君臣)・부자
(父子)・형제(兄弟)・부부(夫婦)・붕우(朋友)로 분류하여 사인(私人) 사이의

사덕만 편중하였다. 따라서 량치차오는 국가의 원천인 공덕을 알아야만 신도덕

(新道德)과 신민(新民)이 나온다고 역설하였다.29) 민족주의를 신봉한 신채호

(申采浩, 1880~1936) 역시기존의유가(儒家) 도덕에서는공사(公私)가전도

(顚倒)되어중대(重大)한공덕보다경소(輕小)한사덕만중시되었다고비판하였

28) 白巖朴殷植全集제4권, 夢拜金太祖 (장석홍 직해본), 194.

29) 梁啓超, 飮氷室專集第三冊, 新民說 (臺北:臺灣中華書局,民國61[1972]), 12-15.

“我國民所最缺者,公德其一端也.公德者何?人羣之所以爲羣,國家之所以爲國,賴此德焉

以成立者也.…道德之本體一而已.但其發表於外,則公私之名立焉.人人獨善其身者謂之

私德,人人相善其羣者謂之公德.…吾中國道德之發達,不可謂不早,雖然偏於私德,而公

德殆闕如.…今試以中國舊倫理與泰西新倫理相比較,舊倫理之分類曰君臣,曰父子,曰兄

弟, 曰夫婦, 曰朋友, 新倫理之分類, 曰家族倫理, 曰社會【卽人羣】倫理, 曰國家倫理.

舊倫理所重者, 則一私人對於一私人之事也. 新倫理所重者, 則一私人對於一團體之事也

…公德者,諸國之源也.有益於羣者爲善,無益於羣者爲惡.…知有公德而新道德出焉矣,

而新民出焉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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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 백암도민족의독립을쟁취하기위해서는자신의한몸만닦고한가정만

다스리는 사덕 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공덕이 더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은식은특히도덕의진화라는관점에서사덕보다공덕이필요하다는점을

주장하였다. 곧과거에서로왕래가적은시대에는사덕만으로도집안의화목과

나라의 평안이 가능했지만 국가와 민족의 단위로 생존경쟁을벌이는당시에는

도덕에서사덕보다는공덕이더절실하다는것이다. 만일국가와민족을위하는

공덕과 공익이 결여되어 국가와 민족이 경쟁에서 패하고 멸망하게 되면 개인의

사덕과사익도불가능하기때문이다. 따라서국가와민족을위하는공덕과공익을

통해사덕과사익도유지될수있다는관점에서공덕과공익의중요성이주장되었

다. 특히망국(亡國)의상황에서당시국민들역시 “비루(鄙陋)”의결과로나라를

팔고동족에게화를미치는사악한행동을하거나사의(私意)와사견(私見)으로

시기하고쟁투하며분열한다고비판되었다.31) 국권을상실하고독립운동을전개

하는상황에서백암은사덕을비판할뿐만아니라국가와민족을배신하고사의와

사견으로분열하는비루한기풍을비난함으로써국가와민족을위하여헌신하고

희생하는 공덕을 최고의 가치로 제시했던 것이다.

30) 신채호,단재신채호전집7, ‘道德’ (천안: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627-628. “公私의顚倒니무릇個人이個人에게대한道德은私德이오,個人이社會나

國家에대한道德은公德이라. 만일兩德의大小輕重을말하자면勿論公德이重하고

私德이輕하며公德이大하고私德이小하거늘自來儒家의道德은이를顚倒하여항상

君臣의義와夫子의恩과夫婦의禮와朋友의信을말하니이는모다個人個人의서로

관계되는私德뿐이라.國家에대하연엇더케하며社會에대하연엇더케하라는論述은

업도다.”

31) 白巖朴殷植全集제4권, 夢拜金太祖 (장석홍 직해본),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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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의 도덕적 세계주의와 존재론적 근거

1) 종교의 교통(交通)과 도덕적 세계주의

- 대동의 가르침[大同敎]과 만물일체의 인(仁)

박은식은종교를문명의원천으로여기고기독교가서구근대문명의원동력이

라고보았다. 그런데당시우리나라에서기독교는서양종교로인식되었기때문에

전면적 서구화가 아니라면 기독교를통해 국가의 보전과 문명의 성취를 추구할

수는 없었다.32) 따라서 백암은 우리나라의 주류 종교였던 유교의 개혁을 통해

국권의보존과회복을도모하였다. 그러나이미종교의자유가근대국가의기본

원칙으로확립된상황에서다른종교와사상을 ‘이단’으로배척하고공격하는도학

-성리학의 배타주의는수정할필요가있었다. 백암이 1901년 종교설 을 지을

때만해도기독교등 ‘이교(異敎)’의확산에위기감을느끼고배타적인자세를유

지했는데, 1924년에지은 운인선생(雲人先生) 에서는학설과문화의발전에서

타자와의 교류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고금의학설은모두한지역또는한시대의수요에적응해서발생한다.그러

므로시대가바뀌면학술또한그에따라바뀔수밖에없다. …세계의문화는

교통으로인해증진된다.만약우리나라근대의유자(儒者)처럼관문을닫아스

스로지키고외교(外交)를거절하는것을제일의주의(主義)로삼는다면,이로

부터는정주(程朱)의학문또한얻을수없었을것이다.…다만송유(宋儒)가

종교를논의할때는이단을물리치는‘벽이(闢異)’를위주로삼고국가관계를논

32) 일본의경우천황중심의국가체제가확립되고전면적서구화에대한반감이확산되면서

기독교의사회적위상이약화되었다.곧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탈아입구(脫亞入歐)를

추구하였지만1890년교육칙어(敎育勅語)를발표하여충군애국(忠君愛國)의국민도덕

(國民道德)이국가주의(國家主義) 사상이됨으로써자유와평등을주로말하는구화주의

(歐化主義)와기독교세력이위축되었다. 이러한흐름속에이노우에데츠지로[井上哲次

郞]가 교육과종교의충돌 을발표하여천황중심의교육과기독교가갈등할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 황성신문, 1906년 5월 12일, 日本維新三十年史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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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때는중화를높이고오랑캐를배척하는‘존양(尊攘)’을의리로삼는것은단지

옛날의폐쇄시대에적합하고오늘날의대동시대에는적합하지않다.…내가중

국의학문[文學]을보니불교경전의조화를얻어서범위가더욱커지고광채가

더욱좋아졌으니그것이공교(孔敎)에보익(補益)이되었다고말할수는있어도

공교에방해가되었다고말할수는없다.33)

백암은학설의발생과변천의원인을시대의수요와변화에서찾았다.곧적자

생존의원칙처럼학설도한지역과시대의수요에적응하기위해발생했다가시대

가변하면학술도그에따라서변하게된다는것이다. 그에게세계각종교의연혁

사(沿革史)는마치천지(天地)와일월(日月)이장구하지만날로새로워지는힘으

로쉬지않고만물을생성시키는것처럼자연스러운이치였다. 특히박은식은도

(道)의작용에신구(新舊)의구별이없고오직시대에적응할뿐이라고하여유교

의역사를불변의진리와시대의변화상으로구분하였다.곧공자가시성(時聖)이

되고 역경(易經)의 “수시변역(隨時變易)”, 예운(禮運)의 “대동(大同)”과 “소
강(小康)”, 춘추(春秋)의 “삼세(三世)” 등은불변의진리에속하지만, 한당(漢
唐)의경의(經義)→송원명(宋元明)의이학(理學)→청(淸)의고증(攷證)은각시

대에따라폐단을구제한사상으로구분되었다.34) 이와같은논리로백암은유교

가 불변의 진리를 유지하면서도 근대에 적합한 새로운변화를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은식은세계의문화가 “교통(交通)”, 곧외부의타자와교류하고소통하면서

증진한다는관점을제시하였다. 문화는외부의타자와교통하는가운데상호비교

의시선으로장점을취사선택해서새로운융합과발전을거듭하기때문이다. 중국

의유교[孔敎] 역시불교라는종교적타자의수용과융합을통해커다란발전을

성취하였으니, 송유(宋儒)의 정주학(程朱學)도 불교와의 교통을 거부하였다면

성립될수없었을것이다. 하지만송유들은종교관계에서는불교를이단으로규정

33) 白巖朴殷植全集제5권, 雲人先生(鑒) (1924. 1.10) 160-162.
34) 白巖朴殷植全集제5권, 培山書院之緣起說 (檀紀 4256. 9)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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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배척하는 “벽이단(闢異端)”을위주로하고, 국제관계에서는중화(中華)를존

숭하고이적(夷狄)을물리치는 “존화양이(尊華攘夷)”를의리로삼았다. 백암이보

기에과거의폐쇄시대에유용하던정주학의배타주의는시대적적합성을상실하

였다. 당시 세계가 지구촌으로 통합되는 대동시대에 진입하여 배타주의로는 더

이상 유교의 명맥이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은식은지구촌의대동시대에적합한새로운비전을1909년대동교(大同敎)

라는종교단체를창설했을때이미발표하였다. 대동(大同) 사상을전파했던캉유

웨이와량치차오의영향을받은백암은당시일제가유림계를친일화(親日化)시

키려는시도에대항해 ‘대동교’ 결성을주도하고종교부장(宗敎部長)의직책을맡

았다.35) 백암은당시일제(日帝)에게국권을거의상실해가는상황에서사회의

자발적인 종교단체로 대동교를 조직함으로써 국가의 보전(保全)을 모색하였다.

이때박은식은만물일체(萬物一體)의인(仁)에근거해서 “태평(太平)의복락(福

樂)”을 공향(共享)하는 “대동(大同)”의 이상을 제시하였다.

最近東洋學界에一二豪傑志士가出야吾孔敎의大同學을表而出之이有

니自今으로世界의進化가日趍高度면必然코大同敎가大行干世야天下

爲公의至治를覩可줄노思惟옵이다.大同敎의宗旨惟何오聖人의心

은以天地萬物로爲一體니此其意想推度으로由이아니오卽仁의本體가

原是如此라何則고天地의氣가卽吾의氣오萬物所受의氣가卽吾所受의氣라

同此一氣어니其所賦의理가엇지同處가無리오…天地萬物一體의仁은人

皆有之언만은但衆人은形體의私와物慾의蔽로間隔이되야物我의計較가必

生니於是乎利害相攻고忿怒相激境遇이면天良을全失야戕賊物類

35) 일제는당시상층계급을이루면서고루하지만강대한세력을가지고있던유림계를

친일화하기위하여자금을지원하고申箕善등을내세워서 1908년 1월소위 ‘大同學

會’라는것을만들었다. 이대동학회는표면으로 ‘儒敎擴張’이라는구호를내걸고 大

東學會報 까지 발간하면서 유림들을 끌어들여 친일화시켰으므로 수많은 유림들이

친일분자가되거나적어도국권회복운동에냉담하게되었다. 박은식등은이것을유

교계의대위기로간주하고이에반대하는적극적투쟁을전개한것이다. 신용하, 朴

殷植의 儒敎求新論・陽明學論・大同思想 , 역사학보제73집 (역사학회, 1977),
76-78 참조.



86 종교와 문화

고毒害人類를無所不爲더러甚者同族爲仇고骨肉相殘야天彝를

滅絶니天下의亂이何時可己乎아是以로聖人이憂之사推其天地萬物一軆

之仁야立敎於天下사人人所固有本心의明을因야開之導之야其

形軆의私와物慾의蔽를克治야其心軆의同然者를回復면天下之人이同

歸于仁야太平의福樂을共享之니此大同敎의宗旨로소이다36)

박은식은만물일체의인(仁)에기초해서공자가가르친대동교의종지를제시

하였다. 우선기일원론(氣一元論)에따라천지와나의기운이동일하며그부여받

은이치또한동일하다는논리가제시되었고, 인(仁)이우주만물의본체가된다

고주장되었다. 백암에따르면, 성인(聖人)은만물의본체인인을완전히실현하

여만물을일체로여기지만보통사람은비록신체의사사로움[私]과외물에대한

욕망의 가림으로 인해 타자와 자신을 계산하고 비교하게 된다. 그 결과 이해와

분노로서로공격하고격동시켜타고난양심을상실하는비도덕(非道德)의상태

에 빠진다. 공자는 이러한 폐단을 근심하고 만물일체의 인을 추론하여 ‘대동의

가르침[=大同敎]’을 세우되, 사람들의 본심에 근거해 깨우치고 이끌어 신체의

사사로움과외물에대한욕망의가림을다스리고심체(心體)의동일성을회복시

켜천하사람들이 “태평의복락”을공동으로향유하게되었다. 이것이바로백암이

생각한 대동교의 종지였다.

공자가양심을상실하고천륜을해치는중생을구제하기위해제시한 ‘종교(宗

敎)’ 곧 ‘대동교’에따르면, 온갖비도덕의행태는만물일체의인이라는본체로부

터단절되어발생한다. 따라서이만물일체의인이라는본체를회복하는것이비

도덕의사태를방지하는근본대책이된다. 천하가공유되고태평의복락을공향

하는대동의이상은 “태평”이라는용어가암시하듯이 ‘평등’과 ‘평화’의가치를함축

하고있다. 그리고만물일체의인이라는본체로부터도출되는평등과평화는모든

불평등과 폭력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백암이 제시한

태평에는 폭력과 무력을 통해다른 국가와 민족을 소멸시키는제국주의 침탈에

36) 白巖朴殷植全集제5권, 孔夫子誕辰紀念會講演 (西北學會月報제1권제17호,
1909.11), 4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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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판의식이수반된다. 국가와민족단위로독립과자유를유지하기위해경

쟁할수밖에없지만경쟁에서낙오된민족이나국가를비정하게침탈하여피정복

민의 고통을 야기하는 제국주의 행태까지 긍정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황제가말하였다. “지난날열국간의전쟁이그칠날이없게되자묵자(墨子)의

비공론(非攻論)이나타났고,또교황의압제가심하게되자마르틴루터의자유

설(自由說)이주창되었으며,군주(君主)의전제가극에달하게되자루소의민

약론(民約論)이나타났으며열국의압력이더욱심해지자워싱턴의자유주의가

떨쳐일어났던것이다. 이것이일변하여다윈이강권론(强權論)을제창함으로

써이후소위제국주의가세계에서둘도없는기치가되어남의나라를멸망하고

그종족을멸하는것을당연한공례(公例)로삼았다. 이에따라세계가전쟁의

도가니속으로빠져들면서그화로말미암아극도로비참하게되었으니진화(進

化)라는관점에서추론해보더라도평등주의가부활될시기가멀지않았다.그런

즉오늘날은강권주의와평등주의가바뀌는시기이다.따라서이때를맞이하여

그것이극도로된상황에서극심한압력을받는것이우리대동민족이며,또압력

에대한감정이가장극렬한것도우리대동민족이다.그러한이유로장래에평화

주의의기치를높이들고세계를호령할자가바로우리대동민족이아니고그

누구이겠는가?… ”37)

박은식은 몽배금태조에서금태조의말을빌려당시가강권주의(强權主義)에
서평등주의로전환되는시기라고진단한다음망국민(亡國民)인대동민족(大東

民族)이평화주의의주창자가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특히전쟁을막으려한

묵자의비공론(非攻論), 교황의압제에저항한마르틴루터의자유설, 전제군주

제에대항한루소의민약론, 제국의압력에저항한워싱턴의자유주의를열거되면

서인류의역사가전쟁과압제를벗어나평등과자유를향한분투의과정으로해

석되었다. 불의한정치적, 종교적압제에저항하여평등과자유의가치를실현하

는것이야말로노예가되지않는길이다. 백암은사회진화론을수용하여적자생존

과우열승패의원칙이작동하는현실에적응해야한다고생각하였다. 하지만그는

37) 白巖朴殷植全集제4권, 夢拜金太祖 (장석홍 직해본),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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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화론이제국주의침탈과식민체제를정당화시키는논리로변질되는것에

반대하였다. 사회의진화는도덕의진화와병행되고, 도덕의진화는궁극적으로

만물일체의 인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의 대동 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에맞서평등주의를제시한박은식은무력이아니라평화사상과인도

주의로써일제의군국주의를제거하여독립과자유를획득하는신기원(新紀元)을

열자고주장하였다. 1919년우리나라의전국민이평화로운방식으로독립을외

쳤던 3.1운동의정신을계승해서백암은당시인류의대다수가인도주의로군국

주의를제거하려는의향을가지고있기때문에인(仁)과정의로적의폭력과기만

을대적하면승리하리라는희망을가졌다.38) 특히광명순결(光明純潔)한행동으

로 독립선언의 취지를이행하여 우리대동민족이 도덕이 풍부한 정의와 인도의

선도자라는승인을받으면독립자주의완전한행복을얻을수있으리라고기대하

였다.39) 이러한박은식의관점은도덕을철저하게국가주의로환원시킨신채호

와대비된다. 신채호는국가를상실한망국민이만국의평화나박애(博愛)를주장

하는것을약육강식의냉엄한국제현실을전혀모르는 “치인치상(癡人癡想)”이라

고비판하였기때문이다.40) 곧민족주의에투철했던신채호가국가의이익을최

38) 1918년제1차세계대전이종전되고미국의윌슨(WoodrowWilson, 1856-1924)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 self-determination)”가제창된분위기속에서

박은식을비롯한대한민국의회(大韓民國議會)는당시 “인도정의주의와민족자결주의”라

는국제적평화주의에근거하여독립을쟁취하고자하였다. 박광수, 박은식의대동교(大

同敎) 운동에나타난공공성(公共性) ,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58 (원광대원불교사상
연구원, 2013), 194-195 참조.

39) 白巖朴殷植全集제5권, 敵을 全勝할 能力을 求하라 (獨立新聞, 1920. 6.
22), 483-484. 김기승은민족과세계, 경쟁과공생의관계에대한박은식의인식이

변하였다고분석하였다. 곧 1905-1910년의자강론시기에는사회진화론적경쟁의

원리와유교적도덕의논리가공존하였는데, 1919년 3.1운동이후에는인류보편의

인도주의와평화주의라는이념에따라한국의독립을민족자결주의라는천하의공리

에부합한다고여기는반면일제의제국주의침략은정의와인도에어긋난다고비판

하는도덕주의적관점을가졌다는것이다. 김기승, 박은식의민족과세계인식–경

쟁과 공생의 이중주 , 한국사학보39 (고려사학회, 2010), 199-216 참조.
40) 신채호, 단재신채호전집7, ‘道德’ (천안: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630-631. “이世界는弱肉强食하는拳權利의世界라. 입으로仁義를말하며손으로

砲劒을맨드는고로萬國平和會의內面에戰亂의고동이潛伏하엿스며東洋平和唱道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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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치로여기고도덕을수단으로간주한반면박은식은평화와인도의도덕에

기초해서 독립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백암이평화와인도에의한국가의독립을추구한배경에는공자의대동교에서

제시한만물일체의인이놓여있다. 만물일체의인은만물을일체로여겨서똑같

이 사랑하는 “일시동인(一視同仁)”과 연결되고 평등과 평화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때문이다. 따라서국가의독립은보편적인도덕원칙이국가단위에서실현

되는과정과다르지않고, 도덕의진화는만물일체의인이국가를넘어세계차원

에서실현되는대동에이르러완성된다. 이런의미에서박은식이만물일체의인에

근거해서제시한대동교의비전은국가주의를넘어서는도덕적세계주의라고평

가할 수 있다.

2) 종교의 존재론적 근거와 과학(科學)의 주재

- 신성한 주인의 발견과 도덕 주체의 확립

박은식이 만물일체의 인에 근거해 평화와 평등의 도덕적 세계주의를 제시할

수있었던학문적배경은심학(心學), 곧양명학이었다. 1910년일본양명학회의

주간(主幹)이던히가시케이지(東敬治, 1860~1935)에게보낸글에서그는양

명학을 제창하게 된 이유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곧 ①지리한만(支離汙漫)한

주자학보다간이직절(簡易直截)한 양명학이갖는시대적적합성, ②자득(自得)

의견해가적고활발한뜻이결핍된주자학[理學]의변신필요성, ③교육계에양

명학을기치로세워함익(陷溺)된인심(人心)을구제할필요성, 그리고마지막으

로④도덕을밝히고인극(人極)을유지하기위한양지학(良知學)의필요성이제

시되었다.41) 여기서특히양지학을인류평화의근본, 도덕의원천이란차원에서

背後에殺人의利器를가젓나니하물며우리의自國도保全치못한놈으로博愛를말하며

世界를돌아봄이엇지癡人癡想이안인가…이제우리의道德을이믜國家로限界한

以上에는國家를위하는일이면붓을잡음도道德이며칼을잡음도道德이며스파타갓히

竊賊을 조와함도 道德이며 古代 蒙古갓히 戰殺을 질김도 道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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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는관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물질발명에국한된각종학술의경쟁과진

보가인도(人道)를버리고공리(公理)를유린하는화를발생시켰기때문이다.곧

“양지(良知)”는 서구근대의이성적주체가추구한물질문명의경쟁과대비되어

인류 평화의 근본 또는 도덕의 원천으로 제시되었다.

今日은各種科學이日以複雜고人生事業이日趨靈捷時代라至於本領

學問에도簡單直切法門을不要고支離汗漫工夫에從事라면後進靑

年이皆苦其難而厭其煩야下手을不肯지니此는吾儒敎界에實로重要問

題라…且現時代學問은各種科學이卽格物窮理의工夫니智育의事오至於心理

學야德育의事니不可混作一串工夫라…今之儒者가各種科學外에本領學

問을求고져진陽明學에從事것이實노簡單切要法門이라蓋致

良知의學은直指本心야超凡入聖門路오知行合一은在於心術之微에省

察法이緊切고在於事物應用에果敢力이活潑니此陽明學派의氣節과事

業의特著功效가實多所以라…大抵朱學王學이其爲孔孟之徒一也라

何舍何擇이리오吾孔孟의道로여곰其傳을不失코져면不得不簡單直切

法門으로後進을指示이可도다…盖過去十九世紀와現今二十世紀西洋

文明이大發達時期오將來二十一二世紀東洋文明이大發達時期니吾孔

子의道가豈終墜地哉리오42)

박은식은물질의발명을위주로하는서구의근대문명이19~20세기에대발달

하여세계를주도했다면장래 21세기에는공자의도를위주로하는동양의문명

이대발달하리라고예언하였다. 이예언은학문을크게과학과본령학문으로분류

하는이분법에근거한것이니,곧현대학문의각종과학은이성적인지식을기르

는격물궁리(格物窮理)의 ‘지육(智育)’에배속되고마음공부를다루는본령학문

인심리학(心理學)43)은덕을기르는 ‘덕육(德育)’에배속된다.44) 이러한분류에

41) 白巖朴殷植全集제5권, 日本陽明學會主幹에게(公函全文) (西北學會月報
제1권 제20호, 1910.2), 124-125.

42) 白巖朴殷植全集제5권, 儒敎求新論 (西北學會月報제1권제10호, 1909. 3),
436-438.

43) 여기서 말하는 ‘심리학’은 마음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서구 근대 학문인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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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19~20세기에는과학에서우월한서양문명이융성하지만21세기에는

도덕적 인격을 추구하는 유교문명이 융성하리라고 예언한 것이다.

백암은서구가건설한물질문명의과학이우수하다고인정하면서도그병폐를

치유하기위해서는도덕적인격을기르는본령학문이과학을통제해야한다고보

았다.45) 과학은오직지식과기능의우열로생존경쟁하게만들고과학자는공공

의이해에는무관심하고사사로운생각에머물러병폐가발생하기때문이다. 이러

한과학의병폐를치유하는의미에서박은식은양지에기초한인의(仁義)의가르

침으로인욕(人欲)의뿌리를뽑고원천을막아야한다는발본색원론(拔本塞源論)

을제기하였다.46) 이처럼백암이제시한과학과본령학문, 지육과덕육의이분법

은두영역의자율성과함께본령학문과덕육중심의구도를정당화한다. 서구적

근대의과학이 ‘지식’의문제로한정되고마음을다스리는본령학문은 ‘도덕’의문

제로한정됨으로써두영역의상호충돌을방지하고도덕중심의공존가능성을

열기 때문이다.

본령학문또는덕육의영역에배속된양명학은각종과학이복잡하고인생사업

이번잡한시대에공맹(孔孟)의도를전수하는데주자학보다적합하다는평가를

받는다. “직지인심(直指人心)”과 “지행합일(知行合一)” 등간단직절(簡單直切)의

psychology이아니라 “마음이곧이치[心卽理]”라는관점에서마음공부를 통해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이치를 현실에서 실현하려는 양명학, 곧 심학(心學)을 의미한다.

44) 덕육이란표현에서알수있듯이박은식은량치차오가1905년에지은 덕육감(德育鑑)
에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메이지유신이후일본에서도이미 1880년대에지식인

사이에덕육의방법과기준에관해후쿠자와유키치[福澤諭吉], 가토히로유키[加藤弘之]

등의계몽사상가들이논쟁하였으며, 대부분국가주의적사고안에서도덕교육의문제에

접근하였다.이명실, 메이지전기일본의도덕교육논쟁에관한연구 , 교육사학연구26
집 (교육사학회, 2016), 83-95 참조.

45) 박은식은물질문명의발달에필요한각종과학과인격의본령을수립하는본령학문이

서로다른차원의문제라고보고, 근대서양의자연과학이객관세계의법칙을탐구하고

근대적자본주의발달의기초로활용되고있는현실에서도인격의본령을수립함으로써

과학문명의발달이나경쟁이올바름을잃지않으면서도그실용을증대시키는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정심, 박은식의 사상적 전환에 대한 고찰–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 ,

한국사상사학12 (한국사상사학회, 1999), 278-279 참조.
46) 박은식, 왕양명실기, 이종란 옮김 (서울: 한길사, 2010),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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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으로서공효가크고지리한만(支離汗漫)의주자학보다시대에적합하기때문

이다. 하지만박은식은주자학과양명학모두 “도학(道學)”의범주에포함시켜 “속

학(俗學)”과대비시킨다. 그에게도학이란천인합일의도로서인사(人事)와물질

에서 그 이치를 연구하는 각종 학문과 달리 ‘지성(知性)’과 ‘지천(知天)’의 근원

공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학의 핵심은 결국 천명(天命)의 본체를 회복하여

천하의대본(大本)을확립하는문제로귀결된다. 아무리넓은견문과지식을갖춘

과학이더라도영명(靈明)한마음에담긴천명의본체를회복하여천하의대본을

확립하지못하면 “속학”의지위를벗어날수없다.47) 여기서말하는천명의본체

가 바로 “신성(神聖)한 주인(主人)”이다.

道德은聖賢되기로目的이오事業은英雄되기로目的이라…盖聖賢의道德心

과英雄의事業心은非他라惟其至誠惻怛로天下之人의疾痛으로自己의疾痛으

로認야其生命을救濟目的이라今日我同胞의沉淪情况은但히疾痛에

不止지라此救濟者가誰오면他處에不在고惟是吾人腦髓中에在

神聖主人이是라此神聖主人은我生之初에天의明命으로賦予야至極

히尊重고至極히靈明니…蓋此神聖主人은帝舜所謂道心이오成湯所謂

上帝降衷이오孔子所謂仁이오孟子所謂良知오釋迦所謂話頭오耶蘇所謂靈魂이

라 此主人의精神이淸明고根基가鞏固면天下의是非善惡과公私邪正을

瞭然可判이오…惟我諸君은아모조록腦髓中에在神聖한主人의定力을得

야將次世界에充滿魔障과幻境을打破고眞實人格으로眞實事業

을做去기로惓惓不已오48)

박은식은성현을지향하는 ‘도덕’과영웅을지향하는 ‘사업’ 모두지성측달(至誠

惻怛)로천하사람들의아픔을자신의아픔으로인식하고그생명을구제한다는

목적으로 귀결시켰다. 도덕의 학문이자 가르침으로서 종교 역시 이러한 목적을

47) 白巖朴殷植全集제5권, 孔夫子誕辰紀念會講演 (西北學會月報제1권제17호,
1909. 11), 460.

48) 白巖朴殷植全集제5권, 告我學生諸君 (西北學會月報제1권제10호, 1909. 3),
42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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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지않으니, 그당시상황에서구체적으로는나라를잃고고난에처한동포의

고통을함께느끼며그들의생명을구제하는일이여기에해당된다. 백암은마장

(魔障)과환경(幻境)을타파하고진실한인격으로진실한사업을실천하여고통

받는 생명을 구제하는 내면의 “신성한 주인”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박은식이발견한신성한주인은인간이출생할때누구나천명으로부여받아

지극히존중하고영명한성격의내면본체이다. 유교전통에서 ‘도심(道心)’, ‘강충

(降衷)’, ‘인(仁)’, ‘양지’에해당되는이신성한주인은불교에서견성성불(見性成

佛)로이끄는 ‘화두’나 기독교에서영생을얻는 ‘영혼’과 상통한다. 이처럼박은식

의종교담론은유교전통을넘어종교의존재론적근거가신성한주인이라고분

명하게제시하였다. 곧사람이면누구나갖는종교적본성, 곧시비선악(是非善

惡)과공사사정(公私邪正)을판별하는선천적도덕본체가 ‘신성한주인’으로호

명된 것이다. 백암은 초월적 인격신 중심의 기독교도 ‘영혼’이라는 인간 내면의

영역으로환원하였으니, 내면의도덕본체에서인간의신성함을찾는심학의종교

담론이기 때문이다.

무릇종교[敎]란성인이하늘을대신해말씀을세워모든사람을가르친것이

다.천지의만물은다같이하나의근원에서나왔으니, 동쪽바다건북쪽바다건

마음이동일하고이치도동일하다.성인은우리마음이동일하게그러한점을깨

달았기때문에그동일하게그러한점을미루어서종교로삼은것이다.49)

박은식은우선서구적근대의배경속에도입된신조어(新造語) ‘종교’와유교

전통의 ‘교(敎)’를범주상엄밀하게구별하지않고유교의맥락에서통용하였다.

곧그에게 ‘종교’는성인(聖人)이 ‘하늘’을 대신해서모든사람을가르치는언어의

가르침[敎]이다. 여기서성인은유교전통의위대한인격뿐만아니라세계각지

역에서인간이되는가르침을펼친문화의창조자를뜻한다. 성인은우주만물의

근원또는초월적주재자인 ‘하늘’을 대신해보편적인이치를공유하는사람의마

49) 白巖朴殷植全集제3권, 종교설(宗敎說)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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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먼저깨달은선각자로서그것을추론해서종교를세웠다. 이런의미에서보

면, 유교의공자뿐만아니라불교의부처와기독교의예수역시 ‘성인’의범주에

속한다. 이와같이박은식은신성한주인과상통하는보편적인이치와마음에토

대를 두고 종교의 존재론적 근거와 발생을 설명하였다.

余年六十七歲乙丑陽三月十六日晨에偶然히夢寐의覺醒을인하여格物致知

의訓을實驗으로悟得함이有한바 …그런즉世間何物이果然眞我가되는가오

즉吾의意와知라意는人心의義理와情慾의發動機가되는者인데意도眞僞의

別이有한고로曰欲正其心者는先誠其意라하엿고意는知로부터生하는故로

曰欲誠其意者는先致其知라하엿는데知도見聞의知와本然의知가有하니見

聞의知는外面的事物의原理를硏究하야知識을開廣하는者이니此는遠取諸

物이오本然의知는虛靈의本覺으로써事物을照燭하는者이니此는近取諸身

이라…天下何物이此에서더高尙하고淨潔하고光明한者가有하리오실로造

化의精靈이오萬物의主宰라人이渺然一身으로써複雜하고變幻하는事物의

中에처하여能히引誘가되지않코使役이되지안하모든것을命令하고制裁하

자면良知의本能으로써主宰를삼는것이根本上要領이라50)

영명한도덕본체를기준으로도학과속학을분류하고도덕본체가신성한주인

으로호명될 때, 결국진정한 자아의문제가대두된다. 1925년 67세의 나이로

작고하기직전박은식은자신의학문적깨달음을정리한 學의眞相은疑로차

求하라 를발표하고진정한자아곧 ‘진아(眞我)’에대해논하였다. 그는일상생활

의감각이나부귀(富貴)의득실(得失) 등으로느끼는우락(憂樂)의감정은진아

가되지못한다고보았다. 이러한경험과감정은이기적인자아가외물의자극이

나이해관계에따라수동적으로발생하기때문이다. 백암에게진아는우리의 ‘뜻

[意]’와 ‘앎[知]’이다. 여기서 ‘뜻’은 마음에서 의리와 정욕이 발동하는 기틀로서

참과거짓의분별이있기때문에 대학에서는 “그마음을바로잡고자하면먼저
그뜻을성실되게한다.”고말하고, 뜻은앎에서발생하므로 대학에서는 “그뜻
50) 白巖朴殷植全集제5권, 學의眞相은疑로차求하라 (東亞日報, 1925. 4.
6), 57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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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성실되게하고자하면먼저그앎을다한다.”고말하였다. 따라서진정한자아

의 핵심은 ‘뜻’이 아니라 ‘앎’이 된다.

진정한자아의핵심이되는앎은다시두가지앎으로분류가되니, 곧외면적

사물의원리를연구하여지식을확장시키는 “견문지[見聞知]”와허령(虛靈)의본

각(本覺)으로써사물을비추는 “본연지[本然知]”가바로그것이다. 견문지와본연

지가운데양지에속하는것은본연지이다.51) 본연지는가장고상하고정결하며

광명한존재로서조화의정령이요만물의주재이기때문이다. 이양지의본능(本

能)인영명을주재로삼아야사람은복잡하고변환하는사물속에서도외물에유

인되거나부림을당하지않고모든것을명령하고제재할수있다. 이것이바로

근본상의 요령이고 박은식이 깨달은 양지의 가르침이다. 이처럼 본연지가 도덕

본체인양지와동일시되고이성적인과학지식을넓히는견문지와범주상구분된

다. 그결과양지의도덕본체에해당하는본연지가서구근대의과학지식을담당

하는 견문지를 주재하는 역학 관계가 성립하였다.

대개精神上文明은哲學으로써求하고物質上文明은科學으로써求하는것인

데現金世界人類가物質文明으로써生活을要求하고優勝을競爭하는時代임으

로科學의硏究가우리學者界에가장時急하고緊要한工夫라할지로다그러나

人格의本領을樹立하여人心의陷溺을救濟코져하면哲學의眞理를發揮하는

것이한一大事件이라할지로다그眞理를求得하는方法은광부가많은사토

를배거하고진금을채득함과갓치반듯이無限한硏究와無限한經驗으로써實

地上自家의心得이有한후에야學理를可言한것이라대저宗敎의力은信으로

써得하고學問의力은疑로써得하나니…現金은科學의實用이人類의要求가

되는時代라一般靑年이맛당히此에用力할터인데人格의本領을修養코져하

51) 신유학전통에서는선험적도덕지식인덕성지(德性知)와일반적경험지식인견문지(見

聞知)를구별하였다. 덕성지는명덕(明德)혹은양지(良知)라고도불렸으며형이상(形而

上)의도덕론에속하는반면, 견문지는학문지(學問知)로불리며형이하(形而下)의지식

론에속한다. 몽배원(蒙培元), 성리학의개념들, 홍원식외옮김 (서울: 예문서원,
2008), 759-760참조. 박은식은이러한신유학의전통을계승하면서덕성지를본연지로

변경한것이다.곧왕양명의 전습록(傳習錄)에서양지를 ‘본연의양지[本然之良知]’라
고 표현하였는데, 백암은 이 ‘본연의 양지’를 축약해서 ‘본연지’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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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哲學을한廢할수업다52)

양지의도덕본체를통해견문지의과학을주재하는역학관계는박은식의문명

관을 전제한다. 곧 그는 문명을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으로 분류하고 정신문명은

철학을 통해 성취하고 물질문명은 과학을 통해 성취한다고 비교하였다. 그리고

정신문명에는철학과함께종교가배속되었다. 이러한문명의구조속에서사물의

객관적인지식을추구하여실용을증진시키는 ‘과학’은정신문명의지도를받아야

만병폐가발생하지않는다. 철학이대표하는정신문명은지식과기술의영역을

주재하는 도덕적 인격의 확립과 실현이라는 과제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박은식은의문으로철학을추구하고신앙으로종교는얻는다고비교하였다.53)

이러한비교에따르면,철학은합리적의문과사색의영역이되고종교는이성과

도덕을 초월한 신앙의 영역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신앙은

성인이중생을구제하기위해제시한종교곧도덕의가르침이갖는절대적권위

를신뢰하고존중한다는의미였다. 따라서철학과종교는도덕본체를매개로상

호연결되어있다. 다시말해인격의본령을수립하기위해의문을가지고스스로

도덕본체를체험하는철학의진리는도덕의실천행위를통해고통받는생명을

구제하는종교로이어진다. 비록 ‘의문’과 ‘신앙’이라는각도의차이는있지만, 철

학과종교모두도덕본체의주체적인자각과체험을통해진실한인격을확립하

고 도덕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제를 분담하기 때문이다.

52) 朴殷植全書下, 學의眞相은疑로차求하라 (서울: 단국대동양학연구소편,

1975), 196-197.

53) 량치차오도종교와철학의장단점을비교한 宗敎家與哲學家之長短得失 에서 “철학은

회의(懷疑)를 중시하고종교는신앙을중시한다.”고 비교하였다. 하지만그는종교의

공적인도덕을존중하면서도계몽주의종교담론의입장에서종교가미신(迷信)과연관된

문명발달의장애물이므로유교는종교에속하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 임부연, 중국의

‘종교’와 ‘유교’ 논쟁 -캉유웨이康有爲와량치차오梁啓超를중심으로 , 퇴계학보 137,
퇴계학연구원, 2015, 312-314쪽.



박은식의 ‘종교’ 담론 97

4. 근대 심학(心學)의 종교 담론

본 논문에서는 서구 근대의 새로운 언어로 한국사회에 도입된 ‘종교religion’

개념을 유교적인 맥락에서 해석하고 발전시킨 백암 박은식(白巖 朴殷植,

1858-1927)의 ‘종교’ 담론을 살펴보았다.

우선, 박은식은유교전통에따라종교의본질을 ‘도덕’으로보고종교를 ‘도덕의

학문’이자 ‘도덕의가르침’으로정의하였다. 기독교의종교개혁이서구근대문명의

원동력이라고생각한그는유교라는종교의개혁을통해국가를보전하고문명을

성취하는길을추구하였다. 국가차원에서보면, 종교는국가의명맥을유지하는

근원적생명력이기때문에정치영역의근본이된다. 백암에게유교는화복(禍福)

이아니라중정(中正)한이치에토대를둔다는점에서문화적정통성을가진종교

였다. 따라서유교라는 ‘종교’를통해인민을 ‘교육’함으로써도덕적인 ‘교화’를성

취하고단결된국민국가를건설할수있다고믿었다. 특히그는유림(儒林)이인

민 속으로 다가가고 구세(救世)의 열정으로헌신하는 도덕 주체가 되는 유교의

종교개혁을통해국가와문명의발전을도모하였다. 국권을상실하고독립운동을

전개한상황에서는 ‘국혼(國魂)’이 의탁하는종교의민족성을더중시하고, 도덕

의진화라는관점에서국가와민족을위해헌신하고희생하는공덕(公德)이최고

의 가치로 제시되었다.

둘째, 박은식은세계가지구촌으로통합되는대동시대에맞게문화사이의 “교

통(交通)”을 종교적 창조력의 원천으로 중시하였다. 그는 만물일체의 인(仁)에

기초해서공자(孔子)가양심을상실한중생을구제하기위해제시한종교곧 ‘대

동교(大同敎)’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태평(太平)의 복락(福樂)을 공향(共享)하

는대동의이상에함축된평등과평화의가치는제국주의와강권주의를비판하고

도덕적세계주의를지향하는근거가되었다. 양지(良知)를평화와도덕의원천으

로인식한백암은과학과본령학문, 지육(智育)과덕육(德育)을분류하고후자에

속하는양명학으로전자를통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특히백암은천명(天命)

의 도덕 본체를 기준으로 “도학(道學)”과 “속학(俗學)”을 분류하고 선천적 도덕



98 종교와 문화

본체인 “신성(神聖)한 주인(主人)”이 종교의 존재론적 근거가 된다고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과학으로 성취된 물질문명은 이 도덕 본체에 근거해 주재를 받고,

정신문명을이루는철학과종교는상호연결된다. 의문으로추구하는철학은도덕

본체의주체적인자각과체험을지향하고신앙으로얻는종교는도덕본체를실천

하여생명을구제하기때문이다. 이런의미에서철학과종교는진실한인격을확

립해서 도덕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제를 분담한다.

결론적으로백암의종교담론은문명의원천인종교를도덕의가르침으로정의

함으로써국가와민족차원에서는도덕의공공성을중시하였고, 신성한주인이라

는도덕본체를종교의존재론적근거로제시하였으며, 도덕의완전한실현을위

해철학과종교의상보적인관계를구상하였다. 이러한근대심학의종교담론은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와 정교분리(政敎分離)를

추구한계몽주의종교담론이헤게모니를장악하고유교가종교의영역에서배제

되는바람에거의망각되었다. 하지만박은식의종교담론은 ‘도덕’ 개념을중심으

로유교전통과서구적근대의언어들을창의적으로융합시켰다는점에서여전히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주제어 : 박은식(朴殷植), 종교담론, 문명(文明), 유교(儒敎), 도덕(道德), 국혼

(國魂), 공덕(公德), 대동(大同), 심학(心學), 양지(良知), 도덕 본체,

신성(神聖)한 주인(主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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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k Eun-sik’s discourse on religion

Lim, Boo-Yeon(Seoul National Univ.)

This paper seeks to illuminate BaekAm(白巖) Park Eun-sik(朴

殷植, 1858~1927)’s discourse on religion formed in the context of 

Confucian reformation during the modern transitional period, focusing 

on the status and features of ‘Confucianism’.

First of all, BaekAm saw the essence of religion as morality(K: 

dodeok 道德) and defined the religion as the learning of morality. 

Regarding the Christian Reformation as a major cause of western modern 

civilization, he pursued the protection of nation and achievement of  

civilization through the reformation of Confucianism. At the level of 

nation-state, religion as the national principia was the root of politics. 

He believed that Confucianism,  the main religion having the cultural 

legitimacy, would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 unified nation 

state based on the moral maturity of people with Confucian education. 

In particular, He insisted that forest of Confucianists(K: yurim 儒林) 

should be people-oriented moral practical subjects devoting themselves 

to the nation state with the enthusiasm of saving the world. 

Second, Park Eun-sik, in the situation of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emphasized the ethnicity of religion on which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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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K: gukhon 國魂)” had relied. From the viewpoint of the evolution 

of morality, he stressed the public virtues(K: gongdeok 公德) for the 

country and the people rather than the private virtues(K: sadeok 私德) 

only for oneself and one’s own family. 

Third, Park Eun-sik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with other religious cultures or thoughts as the source of religious 

creativity in an age of Great Unity(K: daedong 大同). He presented the 

Confucius’s teaching of Great Unity making the world shared publicly 

on the basis of humanity (K: In 仁) as the substance making all things 

one body. The bliss and pleasure of Great Peace (K: taepyeong 太平) 

in time of Great Unity, had the meaning of resistance and criticism 

against all inequalities and violence. BaekAm, in the position of moral 

cosmopolitanism, insisted on winning the national independence and 

freedom through pacifism and humanism against the Japanese Empire’s 

militarism. 

Fourth, Park Eun-sik, on the basis of study of mind-heart(K: simhak 

心學), posited that the fundamental core study dealing with the mind-heart 

practice should preside the rational science. Especially he, classifying the 

Dohak(道學, the study of Tao) and the Sokhak(俗學, ordinary study) 

by the standard of moral substance as the Heaven’s mandate, reduced 

the Dohak as the problem of innate knowledge of the good(K: yangji 

良知). And the inner sacred master as the moral substance was presented 

as the ontological foundation of all religions. The spiritual civilization 

based on philosophy should preside the material civilization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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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 science. He believed that philosophy and religion shared the 

common task of constructing moral community through the subjective 

awareness of moral substance and the practical actualization of it. 

In conclusion,  Park Eun-sik, defining religion as the learning 

of morality leading to modern civilization, stressed the religion’s public 

morality at the level of nation-state, and presented the sacred inner 

master as the ontological foundation of all religions. In particular he 

imagined the complementary relation between philosophy and religion 

for the complete realization of morality. In this sense, it can be said 

that Park Eun-sik’s discourse on religion, based on the modern study of mind-heart, 

creatively converged Confucian tradition and Western mod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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