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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일제강점기한국유교의현실에대한연구는구한말유교를개혁함으로써현실

의난관을타개해나가고자했던유교개혁론자들의활동에초점이맞추어져왔다.

금장태는이당시의유교개혁론을네가지유형―①도학을배경으로하는유교개

혁론(이승희, 송기식 등) ②애국계몽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유교개혁론(신채호,

장지연, 유인식등)③양명학을배경으로하는유교개혁론(박은식)④금문경학을

배경으로하는유교개혁론(이병헌)―으로구분한바있다.1) 구체적인인물이나

* 이논문은2017년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산하종교문제연구소동삼운해유교연구기금으

로부터 지원 받았음.

** 서울대학교 교수

1) 금장태, 유교개혁사상과 이병헌(서울: 예문서원, 2003), 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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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을통해볼때이유형론에는다소중첩되는양상들이나타나긴하지만2),

이에따르면해창송기식(宋基植: 1878-1949)은 도학적유교개혁론자로분류

되는데, 그이유는도학전통에대한비판적태도를지니지않으면서유교조직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3)

구한말과 그 이후에 전개된 유교개혁론에 대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체로유교개혁의사상을전개했던인물들을개별적으로,혹은몇몇인물을비교

하는식으로다루거나, 지역별ㆍ학파별ㆍ시기별로다루는방식이주를이루었다.

송기식이라는인물과그사상에대하여는지금까지그리많은연구가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중요한성과를보자면다음과같다.먼저, 금장태는송기식의유교개

혁론을이해하는데에핵심적인자료인 유교유신론을상세히소개한후, 송기식
이도학전통의폐단을알면서도도학적기반을유교개혁론의토대로지켜나가고자

했던것은당시에현실적토대를견고하게할수있는조건이기도했지만, 바로

그때문에, 다시말하면도학적수양론에입각하여유교의개혁을주장했기때문에

사회개혁의 의지가 약했고, 현실에서의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

다.4) 박원재는후기정재학파에속하는동산유인식(柳寅植: 1865-1938)ㆍ석주

이상룡(李相龍: 1858-1932)과함께해창송기식의유교개혁론을다루면서, 송

기식의유교개혁론이가지는특징은유교의종교화이며, 유교를종교로거듭나게

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경(敬)’에 주목했다는 사실을 밝혔다.5) 아울러,

2) ②애국계몽사상을기반으로하는유교개혁론은여타유형들에대하여배타적인유형이

아니므로,완고한도학적전통으로부터거리가있다는사실을제외한다면나머지③과

④와중첩된다.예컨대장지연과박은식의경우는②와③에모두해당된다.또한④이병헌

의유교개혁론과①이승희, 송기식의유교개혁론은각각금문경학적인성격이나도학적인

성격이특별히드러나지않으며, 오히려이들모두캉유웨이의공교론의영향을받은

점이두드러진다. 송기식의유교개혁론을고찰하는과정에서이분류의기준이나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대목이 드러날 것이다.

3) 금장태, 송기식의유교개혁사상 , 퇴계학보 112 (퇴계학연구원, 2002), 196-197.
4) 금장태, 송기식의 유교개혁사상 , 231.

5) 박원재, 후기정재학파의유교개혁론 , 국학연구 10 (한국국학진흥원, 2007), 424
/ 43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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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몽운동으로부터노동운동에이르기까지사회적실천을폭넓게전개해갔던

동산유인식이나국외로망명하여무장투쟁을전개했던석주이상룡등을비롯하여

당시안동의일부유림들이유교적현실대응책의한계를자각하면서사회주의자로

전향하기까지했던것에비하면, 송기식은유교의부흥을자신의소임으로삼으면

서도오히려유교자체에대한철저한성찰을결여하였다고평가하였다.6) 황영례

는 한계 이승희와 송기식의 공교운동을 비교하면서, 이승희가 종교로서 공교를

수용한것이아니라유교정신의확산과실천을도모하고자종교적방법만을활용

하려했던것에비하여, 송기식은공자를절대자로수용하는일반적인종교관으로

공교운동을시도했다고말했다.7) 나아가송기식은유교가민족정신을결집할수

있도록 하는 ‘호국유교’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면서, 각 계파와 학파를 중심으로

학맥을이어오던방식에서탈피하여서구의종교처럼회당을만들고공자를종교의

교주로서숭상할것을주장함으로써유교의종교화를꾀하였다고지적하였다.8)

위의연구들은공통적으로 유교유신론을주된자료로하여송기식의사회개
혁의지가약했고, 그의유교개혁사상은현실화되는데에한계가있었다고지적하

고있다.9) 또한송기식의유교개혁 ‘사상’에 집중하면서, 그가 살았던구체적인

시대적상황및그상황에서그의유교개혁사상이가지는의미를조명하는데에는

상대적으로다소소홀했다고생각된다. 일제강점기에유교개혁을시도했던송기

6) 박원재, 후기 정재학파의 유교개혁론 , 444.

7) 황영례, 한계이승희와해창송기식의공교운동의상이성 , 유교사상문화연구 39
(한국유교학회, 2010), 90.

8) 황영례, 한계 이승희와 해창 송기식의 공교 운동의 상이성 , 109. 이 연구는 앞의

두연구와는달리, 유교유신론을통하여송기식의유교개혁론이나종교화의방침을
설명하는것에서그치지않고,안순환이전국유교총본부로창립한조선유교회유교종교화

사업에초빙받고송기식이그에동참하고자시흥녹동서원에서3년간교수로활동했던

상황을 鹿洞日記를 통하여 밝혀주었다.
9) 예외적으로, 한관일( 송기식의 유교유신론에관한연구 , 한국사상과문화 41 (한국
사상문화학회, 2008)과김순석( 일제강점기유교의종교화운동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은송기식이녹동서원에서교수로활동하면서유교종
교화라는개혁을실천하였다고평가하였으며, 특별히실천적인면의취약점을지적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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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일련의움직임은당시의현실적조건으로부터결코자유롭지못하고, 국내ㆍ

외의복잡한국제정세및일제의문화적, 종교적정책의영향을받을수밖에없

다. 따라서본연구는가능한한이시기유자들이처했던상황을배경으로하여

당시사상계의중요한관심과주제들을염두에두고송기식의유교개혁론을이해

하고자한다.10) 그렇게하기위하여먼저그의생애를간략히정리한다음, 유교
유신론에나타나는 ‘종교’ㆍ‘유교’ 그리고 ‘대동’이라는개념을중심으로그의유교
개혁론을재구성해보고자한다. 구한말-일제강점기의일부유교개혁론자들처럼

송기식역시 ‘유교’를 ‘종교’라고주장하면서 ‘종교로서의유교’를확립해가고자했

으며, 본질적으로모든종교전통들가운데가장탁월하다고여겼던유교를유신

(維新)함으로써전세계에영원한평화를가져다줄유교의 ‘대동’에이르고자하였

다. 본고에서는가능한한송기식이이러한사상을구축해갔던역사적상황과사

상적 조류 안에서 그의 유교개혁론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해창 송기식의 생애

송기식의생애에대한자료는 유교유신론에실린 해창송기식선생연보 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명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그밖에 안병걸의 송천동(松川

洞)의 인물과 사상 에서 안동 송천동 태생의 두 인물―석문 정영방(鄭榮邦:

1577-1650)과해창송기식―을소개하면서송기식의생애와저작등을비교적

상세히소개하였다.11) 따라서여기에서는특히송기식의유교개혁론및그실천

10) 한심사위원께서안동유림, 나아가영남퇴계학파의사상적동양과그들의현실대응방식

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고지적해주신것에대하여감사드린다.필자도전반적인배경으로

이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고생각하지만, 해창송기식선생연보 를통하여짐작할

때석주이상룡선생으로부터큰영향을받았고,안동의유림들과상호영향을주고받거나

함께교육활동을전개했던등의내용외에는더알수있는바가없었다. 앞으로송기식

선생의 문집이나 주변 자료들을 통하여 보충해나가고자 한다.

11) 박원재의위논문에 ‘송기식의생애와현실인식’이라는절에도간명하게잘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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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비교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목에 초점을 맞추어 볼 것이다.

송기식의선대는조선중기까지벼슬하면서서울인근의양주(楊州)에서세거

(世居)하다가 5대조인송서린(宋瑞麟) 대에안동에정착한이래,때로빈민구제

에일조할만큼경제적으로도비교적윤택하였고, 송기식이후에증조부ㆍ조부ㆍ

부친의저술을엮어 송천세고(松川世稿) 를만들었다고하니, 문학을애호하던

가풍을이어갔음을짐작할수있다.12) 송기식은고종15년(1878)에태어나어

려서부터 유가적 소양을 쌓아나갔으며, 1896년 안동에서 바로 전 해에 있었던

민비시해를규탄하여의병이일어났을때그는 19세의나이로당시의병장이었

던 척암 김도화(金道和: 1825-1912)의 막하에서 문서를 관장하는 일을 맡아

능력을발휘하였다.13) 20세(1897)에정재유치명(柳致明: 1777-1861)의제

자이자학봉김성일(金誠一)의종손이었던서산김흥락(金興洛: 1827-1899)의

문인이 되었으나 두 해만에 스승이 작고하였고, 1902년에는 김도화의 문하에,

다시 1905년에는 향산 이만도(李萬燾: 1842-1910)의 문하에 입문하였으

니,14) 이러한사승관계로본다면그는영남퇴계의도학학통을정통으로이은

유자다. 10-20대의송기식에게직ㆍ간접으로영향을미쳤으리라생각되는중요

한사건들을생각해보자면, 1894년부터 1896년사이에지속되었던갑오경장과

그사이에벌어졌던청ㆍ일전쟁, 일본에의하여자행된명성황후시해라는국제

적범죄인을미사변(1895),곧이어김홍집내각에의하여추진되었던단발령등

이있다. 유교적세계관이지배하는조선에서살아가던유자들에게단발령은큰

충격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는데, 안동 의병 역시

단발령을계기로1895년 12월에시작되었다.15) 유교유신론에실린송기식의
사진을보면, 그는여전히갓을쓰고도포를입었으니단발령에응하지않았음을

12) 안병걸, 송천동의 인물과 사상 , 안동문화 9 (안동문화연구소, 1988), 18.
13) 안병걸, 송천동의 인물과 사상 , 18.

14) 송기식, 유교유신론 (대구: 신흥인쇄소, 1998), 12-13.
15) 김희곤, 西山金興洛(1827-1899)의의병항쟁 , 한국근현대사연구 15 (한국근현대
사학회, 2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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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있으나, 10대 후반에겪은단발령은송기식에게조선유교의무기력함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었을 것이다.16)

송기식이20세였던1897년대한제국이성립되었고, 1905년(28세) 을사늑약

에즈음하여국권침탈의위기를맞았으며, 1910년(33세)에경술국치를겪었다.

1911년그는식음을전폐하기도하였으나, 조고(祖考)의권유로훗날을도모하

면서그가택했던방향은교육의길이었던것으로보인다. 물론그이전부터송기

식은교육활동을시작하였는데, 예컨대 31세(1908년)에이상희(李象羲)ㆍ유인

식(柳寅植)ㆍ김형칠(金衡七) 등이세운협동(協同) 학교의건립을도왔을뿐아

니라, 그 자신도 집안의 사재를 털어 봉양서숙(鳳陽書塾)이라는 근대식 학교를

건립하여청년교육에전념하였다.17) 그가 42세되던 1919년서울로부터 3.1

운동이시작되자, 송기식은김형칠과김형국(金衡國) 및협동ㆍ동화(東華)ㆍ보

문(寶文) 등의학교인사들과 3월 17일로회집날짜를정하고, 권중호(權中鎬)

등봉양서숙의제자들과일부친지들을이끌고만세의선두에섰다가일경에체포

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으며, 2년형을 받고 대구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1920년

영친왕의가례로감형되어귀향하였다.18) 그후에는주로저술에몰두하였으며,

그의유교개혁론을전적으로서술한 유교유신론은그가 44세가되던 1921년
에저술한것이었다. 그이후지속되는그의강연과교육활동은대체로 유교유신
론에실려있는내용을현실속에구현하기위한노력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
다. 그는 1925년(48세) 안동의남선면(南先面) 인곡(隣谷)에인곡서숙(隣谷書

塾)을건립하였고, 같은해 5월에는단양에설립된명륜학원의교수로부임하여

활동하였다고 하나, 이 기사는 확인할 길이 없다.19)

16) 1895년의 단발령은 전 국민에게 요구되었던 것이지만, 조선인들의 강력한 반발과

아관파천으로인하여친일내각이붕괴되기도하였고, 비록1902년광무개혁때또다시

강력하게단발령을시행하였으나그대상이군인ㆍ경찰ㆍ관원등제한적이었기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17) 송기식, 유교유신론, 14-17.
18) 송기식, 유교유신론, 16.
19) 송기식, 유교유신론, 17. 명륜학원은조선총독부가성균관을대체하도록했던經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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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유교회는 송기식이 56세(1932년) 되던 해에 그를 교사로 초빙하였는

데,20) 이단체는1932년에안순환(1871-1942)이창립한것으로, 1920년대에

결성된각종유림단체들이조선총독부의지원하에일제협력유림과식민지관료

들에의해주도되었던것과는달리, 일제협력유림들도참여하였으나반일의식이

강한 유림들도 참여하였다. 더구나 조선총독부의 지원이 아니라 안순환 자신의

사재에의하여운영되었기때문에, 조선유교회의성격에대하여혹자는친일단체

로,혹자는민족주의적인성격이강한단체로보는등, 견해가엇갈리고있다.21)

조선유교회의종도원(宗道院) 교정(敎正)이자조선유교회의기관지 일월시보
의대표자인안순환은 일월시보의제1호 ‘창간에제(際)하여’라는글을통하여
“유교회는공자의학생들이모인단체이니, 공자의가르침을체험하며실행하여

도덕문명을천하에선전하여다같이정신적생활의만족을얻게하고자하는단

체”라고밝힌바있다.22) “도덕문명, 인류평화”를조선유교회의목적으로표방하

고있음에도불구하고, 동시에약육강식을비롯하여우승열패와자연도태의현실

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신적 생활의 만족’이나 ‘도덕문명’․‘인류평화’ 등이

얼마나공허한것인지를말해준다.23) 이는조선총독부의기관지였던 매일신보

에마련한부설교육기관으로1930년에비로소설치되었다. 따라서 1925년에는다른

이름이었다가후에명륜학원이라고불리게된것이아닐까추측한다. 해창송기식선생

연보에는단양군수김경배(金莖培, 1885- ?)의초청으로교수를맡았다고되어있는데,

그는경찰출신의일제강점기관료로, 2009년11월에민족문제연구소가발간한친일인명

사전 수록자 명단에 보인다.

20) ‘경성유교회’초청이라고되어있는데, 조선유교회가맞을것이고,명교강습소는녹동서원

의 명교학원을 말한다. 송기식, 유교유신론, 18.
21) 정욱재, 한말ㆍ일제하유림연구―일제협력유림을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
학위논문, 2008), 133.

22) 창간에際하여 , 일월시보 1, 1935년 2월, 7. 김원열, 일제강점기황도유림의
사회윤리에대한계보학적연구 , 시대와철학 21/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102-103 재인용.

23) “모든사물은외로우면약하고떼지으면강하며, 강하면살고약하면죽는것입니다.

현대의사회적진화는이러한이론에합류하여그적자가되는곳에생활이있고번영이

있는것이며, 그렇지못한곳에열패가있고사멸이따르는것입니다.”( 창간에際하여 ,

일월시보 1, 7.) 김원열, 일제강점기황도유림의사회윤리에대한계보학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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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10년대에집중적으로실었던 ‘유교(儒敎)’ 관련기사들의성격을분석해볼

때, 1910년강제병합이후유교에대해부정적이던것이1911년경학원개설과

더불어친유교적으로변하며, 주로윤리도덕과실천에관한내용을실었던것24)

과맥을같이한다. 조선유교회와 일월시보는조선총독부의적극적지원이없이
는성립하기어려웠고, 무엇보다 일월시보에조선총독부관리와일본인학자들
의글이여러편실려있는것을볼때, 이 단체가조선총독부와밀접한관련이

있었음은부정하기어렵다.25) 송기식은바로이조선유교회의근간이되었던녹

동서원에서그의유교개혁에대한이상과포부를가르치다가3년만에귀향하였

다.26) 고향에유교회의지부를세우고자안동향교에서유림들에게그취지를전

하고도산서원과도 논의했으나 결국유림들의 반대에 부딪쳐뜻을 이루지 못했

다.27) 그시기그의출중한제자였던중산박장현은문화서원을건립하여명교학

원에서 배웠던 유교개혁론을 실천에 옮기며 유교 재건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3. 선한 가치로서의 ‘종교’ 관념

: 송기식 유교개혁론의 이론적 배경

유교유신론에는 ‘종교’라는용어가여러차례등장하는데, 1920년대에이르
103.

24) 일제통치기간 매일신보의유교관련기사는총 359건인데, 1910년대에만184건으로
52%를차지하며, 특히이 184건중에 ‘유교’ 자체를다룬기사가 159건으로 86%에

달하는데, 이는 1920년대이후 174건중, ‘유교’ 기사는겨우3건에불과하고대부분

유림단체활동에국한된것과비교할때, 1910년대에는유교이론자체에대한관심이

고조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고한다. 김현우, 1910년대 매일신보에 비친 유교의
모습 , 유교문화연구 20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2), 237-238.

25) 김원열, 일제강점기 황도 유림의 사회 윤리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 , 105.

26) 송기식, 유교유신론, 18. 구체적인 내용은 주 19번을 참조할 것.
27) 안동선비정신의미학⑦: 유교유신론저술하고퇴계학맥이은해창송기식 , 월간중
앙, 2016년 9월 17일.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3291 (마
지막 검색일: 2018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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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종교’라는용어는완전히 ‘religion’의번역어도아니고, 그렇다고전통적

인 ‘교(敎: 가르침)’나 ‘도(道:궁극적진리)’ 등과등치되는것도아닌채, 사용하

는이들에따라여러가지함의를가진신종용어로서사용되었던것으로보인다.

장석만은 19세기말한국에서 ‘종교’라는보편개념이사용되기시작한이래, 그

개념은 ‘문명화의 달성’이라는 지향과 우리 민족의 ‘집단적 정체성 유지’라는 또

다른지향을두축으로하여전개되었다고지적하면서, 이두축을어떻게설정하

는가에 따라 종교에 대한 담론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지적하였

다.28) 이어서그입장을네가지로분류하여설명하였는데,첫째는종교가문명화

와양립은가능하되집단정체성의유지와는무관하다고여겨종교를사적영역에

만배당하는입장이고, 둘째는종교가문명화와는배치되는것으로보는일종의

종교무용론으로서집단정체성의유지에무용하든유용하든종교자체에별관심

이 없는 입장이며, 셋째는 종교가 문명화와 집단 정체성 유지를 동시에 선도할

수있다는주장으로19세기말에서20세기초한국에서개신교를문명의상징으

로여겼던경우가이에해당되고, 넷째는종교가문명화보다는집단정체성유지

라는측면에서큰역할을담당한다고여기고나라마다종교가있어야국민을제대

로통치할수있다고보는입장으로서, 구한말유교를종교화하여민족의위기를

극복하고자했던경우가이에해당된다고하였다.29) 이유형론은송기식을포함

한구한말유교개혁론자들을살펴봄에있어그들사이에존재하는차이뿐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유용함을 제공해준다.

구한말의유교개혁론들이대체로넷째유형에속하는것은사실이며, 대부분의

유교개혁론자들에게민족의정체성유지는유교수호보다우선순위였을것이다.

그런데그들은서양세력에대항해야할뿐아니라일본의지배로부터조선의민

족과국가를지켜야하는상황에놓여있었기때문에, 보다복잡한양상을보여준

다. 일례로, 박은식의경우는전형적인넷째유형에속했던인물로, 한일병합을

겪은 후에는 아예 유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났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대종교로

28) 장석만, 한국 근대종교란 무엇인가?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7), 73-74.
29) 장석만, 한국 근대종교란 무엇인가?,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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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하였다. 이글에서다루는송기식을비롯한일부유자들의경우는넷째유형

에 속해 있으면서도 셋째 유형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인다.30)

존성윤음(1899)에서 고종은 유교를 다시 진작시키기만 하면 나라의 부강을

회복하리라는 강력한 신념에입각하여 고종이 동궁과 함께 유교의 종주가 되어

기자와공자의도를밝히고거룩한성조의뜻을이어나가리라고선언하였다.31)

이는국가의정신적기초로서종교적요소를강조했던당시의사상적경향및유

교를국가의정신적기초로삼으려던노력들과32) 맥을같이한다. 고종은우리나

라가기자(箕子) 이래로 간혹위기를거치기는 하였으나 조선에 이르러 주자의

도통을이으며태평하고융성한역사를이루었는데, 당시에이르러예법이무너지

고특히을미년(1895)에는국가의변란이극에달했으니, 이는모두종교가밝지

못한데로부터온환란이라고여겼고, 따라서이제라도유교라는종교의실질―이

는인심을맑게해주고정치의도리를산출시켜준다는것이다―이올바로드러나

도록 우리의 국교인 유교를 극진히 존숭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다.33) 장석만의유형론에서볼때이존성윤음은전형적인넷째유형에속하는

것으로, 후발주자의입장에서서구의기독교에해당되는우리의국교로서유교를

발견하고, 여기에일말의기대를걸어보려는의도를보여준다. 그러나송기식은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교야말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영원한태평을가져다줄가장탁월한종교라는주장을전개하고있다.34)

30) 진암이병헌이나중산박장현의유교개혁론역시넷째와셋째유형에걸쳐있는것으로

보인다.

31) “耿耿此心,惟在於維持宗敎.慨然思有以廻瀾障川,而皇太子令聞夙彰,睿學日就,從玆以

往,朕與東宮,將爲一國儒敎宗主,闡箕ㆍ孔之道,紹聖祖之志.”허칙ㆍ이리화, 대동정로
제5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5), 383-384.

32) 조광, 개항이후유학계의변화와근대적응노력 , 국학연구 5 (한국국학진흥원,
2004), 95.

33) “世界萬國之尊尙宗敎靡不用極,皆所以淑人心而出治道也.我國之於宗敎,何其泛尊而無

其實也.我國之宗敎,其非吾孔夫子之道乎.”허칙ㆍ이리화, 대동정로제5권, 381-382.
34) 세계의모든종교전통들가운데가장탁월한유교의다양한측면에대한그의주장은

본고의 4장과 5장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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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우리민족과전통에대한그의신념이유교에대한강력한긍정으로표출되

면서셋째유형에서기독교에대하여가졌던관념을유교에그대로덧씌웠기때문

이었다. 따라서참된의미의문명화를세계적인범위에서성취할수있다고하는

유교에대한새로운이론화를시도하고있기때문에, 송기식의경우셋째유형에

도걸쳐있다고판단했던것이다. 이로인하여 “유교는종교”임이자연스럽게표현

되기도하고당연하게전제되기도하였으며, 송기식에게종교는재고의여지없이

선(善)이자, 긍정적이고도 지고한 가치로 인정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기식은종교자체를본격적으로논의하지는않았다. 예컨대그는종교에대한

정의를내리지도않았고, 종교에대한평가를적극적으로드러내지도않았다. 그

러나 행간을 살펴보면 그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 그 자체의 지선한 가치를

긍정한다는것을파악할수있다.먼저, 종교의근원에대한그의이해를살펴보자.

하늘이하나이므로도가쓰이는곳이만갈래로다를지라도,그대원칙의이치

는하나일뿐이다.그러므로동서고금에다수의종교가들이여러종파로분립하

고,철학가들의수많은학설이점차생기게되었으나,그원리를탐구하면모든

선(善)의대원칙이되는천리(天理)에기인한다.원만한눈으로,또공정한마음

으로세계를살펴본다면, 종교적,혹은철학적으로세계를좌우할정도의최고

경지에이른대부분의각사상들을창도하는것에혹우열은있을지라도,대개는

상제(上帝)의 집안일가운데하나에불과하다고할것이다.35)

이문장에서송기식이직접종교의근원을논한것은아니지만, 기본적으로모

든종교와철학이결국은천리(天理)라는하나의근원에서기인하는것이며, 따라

서 지향하는 바가 같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제’란

동서고금을막론하고모든위대한종교와사상을배태한공동의근원에대한호칭

으로서, 모든종교전통에서궁극적인실재라고여기는그무엇을의미하는용어

다.36) 송기식은종교들사이의차이에주목하기보다는공통점에주목하였으며,

35) 송기식, 유교유신론, 246-247.
36) 송기식은 유교유신론에서유교전통의맥락에서의궁극적실재를서술할때 ‘태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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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맥락에서모든종교들이천리라고하는선의대원칙에서기인한다고말한다.

송기식에게있어서동서고금의중요한종교적,철학적사상에비록우열이있기는

하지만, 결국은모두천리의발현인선한영역에속한다는사실이중요했던것이

다. 그외에도, 유교유신론의제5장에는 “상지(上知)와 하우(下愚)는 바꿀수
없다”는 논어의말을모방한듯이, 송기식이사람들을세부류로나누어당시
조선에서대다수를차지하는중간부류를교화의대상이라고하면서당시조선에

서유교가행해지지못하게된고질적인원인을지적하는대목이있다. 이때눈에

띄는두가지사실이 있는데, 첫째, ‘상지’에 해당하는 사람에대하여어떤종교

전통이 되었든 각자 자신의 종교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궁극적으로는

보편의진리를받드는공통점을가진다고말하는점이다.37) 다시말하면, ‘상지’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적인 지혜와 실천력을 갖춘 자라고 규정되며, 이 때

종교는그자체로선한가치를대변하고있다.둘째, ‘상지’와더불어,오로지입에

풀칠하는것만을좇는 ‘하우’에해당되는자들은어차피교화가미치지않으므로

논외로 하고, 송기식은 그나머지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보통의 무종교인”이라

부르면서, 이들의성향을7가지로분류, 서술하였다.38) 그가지적하는 ‘무종교인’

이란부정과불선에물들어있으며, 교화가필요한자들이니, 이를통해서도송기

식에게종교와무종교는선악의대립으로인식되고있음을미루어짐작할수있다.

는용어는단한번도사용하지않았지만 ‘상제’혹은 ‘천제(天帝)’라는용어는여러차례

사용하고있다. 이점에서볼때, 이승희와이병헌에게있어서 ‘상제’가곧 ‘태극’이었던

것과는큰차이가있다.졸고, 이병헌의유교론: “비미신적인신묘한종교” (종교문화비
평 27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5)에 이에 관한 논의가 다루어져 있다.

37) “오늘날 정세를 깊이 살펴보니,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믿는

종교에희생하고자하는사람은모두 (그신앙심이) 제2의천성으로변화하여보편적인

진리에머리를숙이니, 다시말할필요가없다.” 여기에서밑줄친구절은 유교유신론에
실린 현대문 풀이에 따른 것이다. 송기식, 유교유신론, 173.

38) 자신의명예만추구하고이름나지않는일은피하는호명파(好名派)ㆍ오직자기이익만을

좆는탐리파ㆍ금전만능주의사상을가진금전파ㆍ진취적이지못하고소시민적으로체면

지키기에안주하는의뢰파ㆍ주역이나그밖의문자에미혹되어길함을쫓고흉함을
피하려는참위파ㆍ항심이없이부귀한자들에게아첨하는곤궁파ㆍ도박과주색을일삼는

부랑파가 그것이다. 송기식, 유교유신론, 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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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仙敎) 불교 예수교 천도교 대종교 유교

연성(鍊性) 참선 기도 송주(誦呪) 제천(祭天) 경(敬)

지치(至治) 대승(전반적구제) 심판 광제(廣濟) 대동(大同)

인과(因果) 사죄(赦罪) 복선화악(福善禍惡)

유아독존 독생자 인내천 삼신(三神)
경즉천인위일

(敬則天人爲一)

자비 박애 인(仁)

연년(延年) 극락(極樂) 천당 입명후세(立名後世)

법(法) 계명(誡命) 예(禮)

4. ‘유교’의 유신

: 송기식 유교개혁론의 이론적 토대와 실천방법

송기식은그가보고들었던다양한종교들이왜 ‘종교’라는범주에속하는지에

대한숙고는하지않고 ‘종교’라는범주를당연한것으로여기면서, 당시 ‘종교’라고

일컬어지던예수교ㆍ불교ㆍ천도교등과더불어유교를그안에속한다고간주했

던것으로보인다. 예컨대, 그는각종교교리를살펴본다고하면서불교의참선ㆍ

예수교의기도ㆍ천도교의송주(誦呪)를모두유교의경(敬) 공부에해당하는것

으로설명하고있는데,39) 아마도이세종교가당시많은신도를가진대표적인

종교였을것이라생각된다. 유교유신론의제12장 현금각종교와서구각학

설의고증비교 에서송기식은선교(仙敎)ㆍ불교ㆍ예수교ㆍ천도교ㆍ대종교를유

교와 더불어 나열하면서 각각에 해당되는 사항을 병렬적으로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을 도표화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40)

39) 송기식, 유교유신론, 227-231.
40) 송기식, 유교유신론, 2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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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아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깨닫기 위한

교법으로는

근기의 차이에

따라

참선(參禪)ㆍ강

경(講經)ㆍ

염불(念佛)이

있다.

또한 선종과

교종으로

나뉜다.

“믿으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세 가지

방법에는

신도(信道)

ㆍ전도(傳道

)ㆍ강도(講

道)가 있다.

“잘 모셔라.

너에게

천(天)이

있다.”

수도(修道)

와

포덕(布德)

으로

공덕계급이

올라간다.

“배우라. 배우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사람마다

오성(五性:

인의예지신)이

있고

오륜정칙(五倫定

則)이 있으나

기질에 따라

곤지(困知)ㆍ학지(

學知)ㆍ생지

(生知)가 있고,

곤행(困行)ㆍ이행(

利行)ㆍ안행

(安行)이 있다.

송기식은그당시에가장성행하는종교만살펴본것이고, 종교의명칭은달라

도주지(主旨)가같은것은하나만들어서설명했다고하였다. 그런데과연당시

에 선교가 성행했던 것인지는 의심스럽고, 위의 표에 나열되어 있는 각 항목이

무엇에관한것인지대체로짐작되긴하지만, 어떤경우에는적절한표제어를붙

이기 어렵고 내용 서술도 균형감이 떨어진다. 그는 이어서 서양의 철학에 관한

학설들을두루언급하면서그내용의본질은불교의교리나유교경전의지식들,

나아가공자의가르침등과다르지않음을서술하였다.41) 그가접했던각종교들

과 서양 철학의 내용을 나열한 다음 송기식은 이렇게 했던 의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41) 탈레스ㆍ아낙시만드로스ㆍ아낙시메네스ㆍ소크라테스ㆍ플라톤ㆍ아리스토텔레스 등

의고대그리스철학자로부터시작하여, 토마스홉스ㆍ스피노자ㆍ루소ㆍ베이컨ㆍ데카르

트ㆍ칸트ㆍ다윈ㆍ스펜서ㆍ몽테스키외ㆍ벤담ㆍ허버트스펜서등의사상을열거하였다.

송기식의서양철학에대한지식의근원이무엇이었는지는알수없으나,밑줄친스펜서와

허버트스펜서가다른사람이라고여겼을만큼정보는제한되어있었던것같다. 송기식,

유교유신론, 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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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양의제학설을지금고증한바에의하면우리유교의제학설과조금도

차이가없을뿐아니라유교경서의순수한취지는우월한점이있는데, 지금상

태는서양은저렇게우수하고동양은이렇게열등하니어째서인가?그까닭을

통절히살펴야한다. 저들은학설을실제에적용하여발전시켰고, 우리는헛된

말뿐이고실제에시행함이없었기때문이지,유교교리와학설이부족함은절대

로아니다.성인의지극히크고끝없는범위를지금에이르러좁고쓸쓸한지위로

추락하게하였음은우리유교후생들의책임이아닌가!42)

송기식은유교가다른종교들이나서구의철학에비하여본질적으로부족하지

않을뿐아니라, 나아가가장포괄적이고우월하다고주장하였다. 제13장 유교

는통일주의 에서그는유교가본래갖추고있는통일에의지향에는네가지―시

중(時中)주의ㆍ집대성(集大成)주의ㆍ일용사물당연(日用事物當然)주의ㆍ지어

지선(至於至善)주의―가있는데, 이로써유교는동서고금의종교계ㆍ철학계ㆍ과

학계의사상을모두포괄하고있다고볼수있으며, 장래유교가세계의종교계를

통일할원리는미리정해져있다고말한다.43) 유교는 “종교와철학과제반과학을

함께포함하고있다”44)는주장이반복되는것을보면, 이세가지가당시에강력

하게새로이인식된중요한개념들이었던것으로보인다. 물론송기식은이를누

구나수긍할수있을만큼충분한논거를가지고논증하고있는것은아니다. 그러

나그는유교에본질적으로이미이러한요소들이구비되어있었다고믿었고, 따

라서유교야말로궁극적으로참된문명화를이끌수있는위대한종교라는믿음을

전하고자했던것이다. 본질적으로유교는세계에서가장탁월한종교임에도불구

하고당시의상황은 “지식계급에속한사람이눈을크게떠서종교계의시대흐름

을 살핀다면 어두운 밤 침상에서 눈물을 금치 못할” 지경으로 쇠락한 상태라고

진단하였다.45) 따라서 ‘불역’의 도를회복하기위하여 ‘변역’의방법을사용하여

42) 송기식, 유교유신론, 260-261.
43) 송기식, 유교유신론, 271-272. 유교에대한이같은이해는송기식이한번도만난
적없고언급한바도없지만, 이병헌이1919년에출간했던 유교복원론에나타난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

44) 송기식, 유교유신론,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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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의반정을이루어야하는데, 이것이바로그가목표로하는유교의유신(維

新)이다. 송기식은불역(不易)과변역(變易)의체용구조를제시함으로써변통론

의이론적근거를마련하였으며,46) 제9장 유교반정의방법 에서는변역의범

위에속하는유신해야할내용과그각각의반정방법을11가지로나열하였다.47)

첫째, 종교는그근원으로서종주가있어야하는데, 유교의경우에는성인이신

공자를 ‘종주’48)로서받들어야한다는것이다. 송기식의유교개혁론에서공자는

결정적인의미를가지는데, 유교로하여금종교로서의자격을갖추게하는종주일

뿐아니라 ‘대동세계’라고하는유교의미래에대한청사진을제시한성인이기때

문이다. 둘째,입교의례를갖춤으로써유교조직의파악과유지에도도움이되게

하자는 것으로, 의례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한 유교도로서의 소속감을

진작시키고자하는것에서그의통찰력을엿볼수있다.셋째,각지방마다규칙을

정하여 교인이 수십 호가 되면 유교 회당을 건립하여 매월 약간의 재화를 내게

하고, 반은본회당이사용하고나머지반은군(郡)의교회로보내며, 군교회도

마찬가지로재정수입의반은다시나라의교회로보내어큰사회조직을만들자

는것이다. 이는마치가톨릭의교회체제와같은것으로서, 국교로서의유교의

조직을전국적으로구축하자는제안이다. 여기까지는사회공동체로서의유교조

직의 구축과 유지에 주안점이 있는 조항들이다.

넷째,복일(復日: 주역 복괘(復卦)의 ‘칠일래복(七日來復)’의뜻을취하여일
요일을복일이라고설명함)에군교당이나각지방의교당에교인들이모여서식

견 높은 사람이 경전 해석이나 당시 상황에 맞는 사정을 참작하여 강연을 하고

45) 송기식, 유교유신론, 153.
46) 송기식, 유교유신론, 137-138.
47) 송기식, 유교유신론, 219-223.
48) 송기식은 ‘종주’와같은의미로 ‘교주’라는용어도사용한다. 유교유신론의 서언(緖言)

에서 “우리유교는옛날부터교주제가있었으니, 성인이살아계실때는성인이교주요,

대현이살아계실때는대현이교주”라고하였으며,또 “오늘날세계각종교는무교주제를

시행하는데가많으니” 굳이살아있는교주를추대할필요는없다고말한다. 송기식,

유교유신론,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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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토론회를갖자는것이고, 다섯째, 경의(經義) 강습소를설립하여경전

의뜻에통달하고시세에밝은인재를양성함으로써각지방의교회ㆍ향교ㆍ서원

의임원이되게하고그들을강사로활동하게하자는것이며, 여섯째, 경서에통달

한 학자들을 천거하여국문으로 번역함으로써 전국 어디에나교인 자격이 있게

하여경전을통달한자는강사가되게끔하자는것이다. 이세항목은모두종교로

서의유교가내실을다지기위한교리교육을해나갈수있는일종의 ‘사제계급의

양성프로그램’49)에해당되는조항이다. 특히넷째항목은교당에서교인들의의

례를 7일에한번씩개최함으로써정기적으로유자로서의정체성과소속감을확

인할뿐아니라한편으로는경전적지식을, 다른한편으로는시세에대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국문으로 경서를 번역하자는 것은

유교교육의대상을확대하고유교도의저변을확산시키는데에결정적인의미를

가지는 발상이다.

일곱째, 인륜기강에관한포상으로, 송기식은특히효행을대표로들어말하고

있지만그밖에열행(烈行)ㆍ우애ㆍ화목ㆍ인척간의친밀한관계유지나충실한업

무처리ㆍ불행한자에대한구제등다양한선행에대하여교회에서공적으로포

상을시행하자고하였다. 이는중국의한대로부터널리행해져왔던포상제도로서

전통조선사회에서도결코낯선것이아니었다. 다만이포상의주체는더이상

국가가아니었을테고, 이역시아래로부터, 즉각지역의교회단위로부터이루어

져야한다고여겼으리라짐작된다. 여덟째는계급타파로서, 유교가잘보급되지

않는이유는하층사회사람들을학대하기때문이니누구라도똑같은교회원으로

서진정으로서로공경해야한다는것인데, 이는여섯째조항에서언급하는경전

의국문번역및열번째조항에서언급하는여성교육과여성인재양성에대한

49) ‘사제계급의양성’이라고했지만, 유교의사제는경전적지식과지혜, 덕성과인품을

갖춘 스승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더이상 개인적으로 명망 높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아니라일종의제도화된과정을통해서양성하자는점이혁신적이다.학생은학덕과

인품을사모하여스승을구하고, 스승은어버이와같이제자를길러주는전통사회에서의

이상적인교육방식으로부터일정한과정을마치면교사자격증이발급되는신식학교

제도로의 이행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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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과맥을같이한다. 이는결국유교라는종교가더이상특정식자층의전유물

이어서는안되고,누구나접근할수있고이해할수있으며, 특히여성에게닫혀

져 있던 그 가능성을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는 만민 평등에의 지향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홉째는 유교도로서 일생동안 삶의 마디마디에서

치루는관혼상제각각의장단점을참작하여번잡함과허례허식을없애자는것으

로, 종교적실천에서중요한의미가있는의례에일정한격식을마련하고자하는

시도였다. 이세조항은각각유교라는종교의제도적인차원ㆍ정신적인차원ㆍ실

천적인 차원에서 하부로부터의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

열번째는앞서언급했듯이여성인재의양성에관한것이고,열한번째는학교

교육의중요성으로, 학부모들은모두유교교인이되고, 자제들은남녀를불문하

고학교에입학하여신교육을받되,복일강연회에참석하여도덕성을배양하도록

하자는것이다.50) 이두조항은송기식이일생을통하여가장심혈을기울였던

교육분야의개혁안으로, 그당시실현되기는거의불가능에가까웠겠으나이념적

으로는전국민의교육을꿈꾸는범국가적인기획이었다고할수있다. 이열한

가지 조항은 그 대강을 말한 것이라고 하면서, 송기식은 이를 실행하지 않고는

유교의유신이불가능하다고단언하였다. 제11장 실제응용의방법 에서송기식

은앞의넷째조항을부연하고있다. 즉, 공묘(孔廟)에교적(敎籍)을두고각지방

에 교회를 세우며 복일(復日)을 지켜야 하는데, 이 때 귀천을 막론하고 교회에

모이되, 남녀 좌석의 구별을 하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고

하였다.51) 송기식은만일이를괴이하다고여기는자가있다면시의에적절함을

모르기때문이라고하면서, 사실상예식이엄숙하지않으면유교의실질적인개혁

50) 송기식, 유교유신론, 201-215.
51) 복일예식에대하여그가구상했던 절차는 다음과같다: ①제1절차인정좌(靜坐):

바르게앉아정신을차리고천성(天性)을차츰길러내어상제를마주대한다는생각으로

자기마음에부끄러움이없도록 10-20분동안정좌한다. ②제2절차인강연: 일정한

순서에따라강연의제목에맞추어경전의뜻과그에관련된풍속을비유로들어설명한다.

③절차에따른모든순서를마칠때처음과같이정좌한후에폐회하면, 사람들로하여금

성스러운유교의진리를깨닫게할것이며, 인심의무형계를조직할것이다. 송기식,

유교유신론, 23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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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정의구체적인방법을나열한제9장과유교의본원이종교성에있다고주장

하는제10장, 그리고유교의본원을회복하기위한실제적응용의방법을설명하

는제11장의연결은송기식의유교개혁론이유교의종교화에있으며, 이때의종

교화란기독교의외형을모델로하고있음을뚜렷이드러내준다. 7일마다한번씩

모여서행하는의례에서유교경전을강연하고유교적인정좌를실천하는것임에

도불구하고그외형은다분히기독교적임을그자신도의식하고있었기때문에

당시유림들이수용하지못할것을미리염려하였고, 그럴경우시중(時中)을모

르기때문이라고지적했던것이다. 송기식은가정교육보다는사회교육의중요성

을특별히강조하면서 ‘공중교육’의 교화가보다효율적이라고하는한편, 대중교

화의책임을 개인에게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유교의일반인들이 모두 지식과

지혜를갖추고법도를실천해야하는시대인 ‘사회시대’가도래했다고말한다.52)

교육은송기식에게당면한가장시급한과제였을것이다. 유교유신론을저술한
지10여년지난시점에서송기식은일제와어떤식으로든관련을맺고있던조선

유교회의요청임에도불구하고녹동서원의명교학원에서교수로서학생들을가르

쳤는데, 이는더이상무력적인저항의방법을찾기어려웠던송기식으로서는그

가신뢰했던교육의역량을기대하면서유자로서그신념을실천할수있었던최

선의 방법이었으리라 생각된다.

5. ‘대동’이라는 관념: 송기식 유교개혁론의 이상

구한말-일제강점기에활동했던유교개혁론자들은이글의서두에서언급했던

네가지유교개혁론중의어떤유형에속하든거의예외없이 ‘대동’ 혹은 ‘대동사

회’, ‘대동세계’ 등을주창하였다. 예컨대,③에속하는박은식과②에속하는장지

연이 공히 대동교를 창설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④금문경학을 배경으로

52) 송기식, 유교유신론, 2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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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개혁론을펼쳤던이병헌의경우는자연스럽게캉유웨이(康有爲)의대동사상

으로부터영향을받았을테지만,53) ①도학에기반을둔유교개혁론자들도예외

없이 ‘대동’을주창하였으니, 한계이승희는캉유웨이가제안한공교회활동에참

여했고, 대동사회의건설을궁극적목표로설정했으며,54) 송기식도예외가아니

어서 유교유신론에는 ‘대동’이라는 말이 통틀어 10번 가까이 등장한다. 다만
당시유림들이똑같은 ‘대동’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고해도그내용에는차

이가 있다.55) 본래 ‘대동’이라는 용어는 예기 예운 편에서 삼대(三代) 이전,
대도(大道)가행해지던시기였던요ㆍ순시대에천하가일가(一家)의것이아니

라공공의것이며, 세습이아니라현능한자를선발하는이상적인사회를묘사하

는 대목에서 등장한다.56) 이 문단은 자유(子游)의 질문을 받고 공자가 답하는

형식으로기록되어있기때문에, 사실여부와는무관하게공자가제시하는이상사

회로여겨져왔다. 그러나유가의경서들은대체로삼대이래의봉건체제를기반

으로하여형성된사유를담고있으며, 공자가꿈꾸던이상은주공이만든주나라

예악전장제도의회복이기때문에, 예운 편이온전히공자의사유인지의문이제

기되기도하였다.57) 그러나송기식에게이대목은일말의의심없이성인공자의

53) 이병헌의경우에도캉유웨이의금문경학을충분히숙지하고서 유교복원론을썼던
것은아니다.이에관해서는졸고, 이병헌의유교론: “비미신적인신묘한종교” 을참조할

것.

54) 김기승, 한계이승희의독립운동과대동사회건설구상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2007), 68.

55) 예컨대,함규진은박은식, 이상룡, 안인식의대동사상을비교ㆍ평가하기를, 박은식은

종교적이고새해동포적인대동사상을, 이상룡은정치이념적이고사회주의적인대동사상

을,안인식은황도유학에입문하여파시즘적,군국주의적의미의대동사상을전개했다고

하였다.함규진, 일제강점기전후의대동사상 , 유교사상문화연구 66 (한국유교학회,
2016), 196.

56) 유가경서에서 ‘대동’이오직 예기 예운편에만등장하는것은아니다. 서경 홍범편
에도모두의견해가일치되고심지어모든점의결과도일치되는것을대동이라고하면서,

정책을논의하는과정에서독단적이나강압적인방식이아니라군신이나서민들까지

공통의의견을갖게될때몸도강건하고자손들도길하게된다는내용이있고, 그밖에

주역에직접등장하지는않아도동인괘(同人卦)에대한역대의주해, 특히정이천의
역전(易傳)과주희의 주역본의에서는대동이라는용어를여러번사용하는데, 이는
예기 예운 편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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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이었으며,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송기식은제7장 오늘날은유교부흥의시기 와마지막제14장 세계는유교

범위내에영원한태평의장래 ―한글역주본에서는 “유교는세계의영원한태평

을이룰것이다”라는부제를붙였다―라는두장에서 ‘대동’의관념을비교적집중

적으로다루고있으나, 그렇다고대동사상이체계적으로전개되어있는것은아니

다.58) 제7장에서 송기식은 당시 유교를 논하던 이들이 조선 오백년을 ‘유교가

성행하던시기’라고하지만, 그자신은오히려 ‘유교가부흥할터전이배태된시기’

라고확언하였다.59) 그의도는유교의최전성기는이미지나간것이아니라앞으

로도래하리라고주장하려는것이었다. 아울러그는지금까지유교의이상사회는

단한번도실현된적이없으니, 장차 반드시실현되리라는확신을보여주었다.

이어서그는대동설을해석해보겠다고하면서 예운 편의대동에대한서술을그

대로 옮겨놓은 후에,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성인께서는이말씀(=대동)을전하시어후세에여기에도달할수있기를기

대하셨다.몇천년을서책안에남아있다가오늘날도덕주의를고취하니, 장래

에진실한본모습을드러내리라는것은분명하다.그러므로유교부흥의좋은시

기라고말하는것이다.일어날지어다.오늘날은전제(專制)의안개가걷혔으며,

자유의종소리가울린다.시기에민첩해야만드넓은우주간에백년의생활을60)

57) 예컨대 예운 편은선진제자의사회적이상을총괄적으로종합한것이므로당연히

유가적사유도포함되어있지만, 도가ㆍ묵가ㆍ농가ㆍ음양가등의사유가모두부분적으로

반영되어있다고도평가한다.陳正炎,林其錟저, 이성규역, 중국대동사상연구(서울:
지식산업사), 128-129.

58) 다른장에서등장하는경우―유교유신론의 서언 , 133;제5장, 182;제7장, 191;

제10장, 227;제12장, 247;제13장, 271―에는그저앞으로대동의시대가오기를

기대한다거나, 대동은 성인이 기대한 세상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표현이 대부분이다.

그밖에 제12장에는 본 논문 제4장의 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유교의 ‘대동’을 예수교의

‘심판’이나불교의‘대승’ 등과같다고하는대목에서또한번보인다.송기식, 유교유신론,
248.

59) 송기식, 유교유신론, 191-192.
60) 이구절은국한혼용문으로쓰인원문이며,후손들이주해를달아한글로번역한註譯本에

서는 “우주간에영원히영위하는大道의생명을”이라고풀이하였다. 이렇게의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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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無)의세계로돌아가지않게할것이며,만물을육성하는천지의큰덕이가득

한인류세계에만세의기초를대동세계의실현에두어야할것이다.61)

그는당시를 ‘도덕주의를고취하는시기’라고하였고,또 ‘전제의안개가걷혔으

며자유의종소리가울리는’ 시기라고말하고있다.또다른곳에서도그는 “20세

기에들어서종교의도덕주의와사회의문명풍조가날로진보한다”고말한바있

으니,62) 반어적인표현이라고볼수는없을것이다. 그렇다면이러한판단의배

경은무엇이었을까? 1919년 3.1운동및파리장서사건이후1920년대는친일유

림들이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ㆍ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ㆍ유도천명회(儒道闡

明會) 등의단체에서한일연합을합리화하거나내선동조론을강조하는전위적역

할을하였던시기였다.63) 이밖에3.1 운동이후지방의유림들에게직접적인영

향을미친총독부의정책으로1910년에시행했던 ‘향교재산관리규정’을 1920년

6월 ‘향교재산관리규칙’으로개정하여, 향교재산을담보로도지사와군수들의주

도하에친일유림단체의조직을정책적으로장려했던것을들수있는데, 이는한

편으로3.1 운동과같은독립운동을저지하고다른한편으로는향교재산을이용

하여조선인들을교화하려는것이었다.64) 1911년조선총독부가성균관을대체

하도록했던경학원에서는오로지석전(釋奠) 의례만이허락되었고, 의례가끝난

후에는근대식강연이시행되었다.65) 1920년에들어경학원에서는유교를매개

것이 의미상 맞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번역에 따르지 않고 원문을 옮겼다.

61) 이구절은非文으로생각되는데, 국한혼용문에서는 “元元한人類界에萬世의基礎를

大同世에置할지로다”라고되어있다. “천지의덕이가득한인류세계가앞으로만세를

이어갈토대는대동세계를실현하는것에있음을알아야한다.”는정도의의미로보인다.

62) 송기식, 유교유신론, 188.
63) 유준기, 1910년대일제의유림친일정책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 (한국민족운동사
연구회, 1993), 198.

64) 김순석, 일제강점기 ‘향교재산관리규칙’ 연구 , 태동고전연구 33 (한림대학교태동고
전연구소, 2014), 33.

65) 이 강연회는 지방의 향교에서도 개최되었는데, 대체로 일본인 학자나 총독부 관료

등이강연자였고목적은유림들을회유하거나협조하게만드는것이었다.강연자와강연의

제목ㆍ청강인의숫자까지총독부에보고하게하였으니일종의감시역할도담당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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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내선일체를강화하고, 교화의대상을유림으로부터조선인전반으로확대하여

유교는유림들만이아니라모든국민이마땅히갖추어야할도덕이라고선전하였

는데, 유교의윤리가운데에서도특히 ‘충효’를 일상의덕목으로강조하였다.66)

바로이러한시기에송기식은도덕주의와문명풍조가날로진보한다고진단하면

서 대동세계의 도래를 확신하고 있었으니, 그가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유자이긴

했지만 유교를 널리 숭상하게하고 도덕의식을 고취시켰던 당시의 교화 정책이

비록일제에의한것이라고해도이러한분위기를긍정적으로보았던것이아닐까

추측된다. 송기식이자신의역사관에입각하여유교의미래에대한전망을펼치고

있는 제14장에서는 캉유웨이가 펼쳤던 대동설의 영향이 뚜렷이 확인된다.

공자께서 춘추를지어법을세우신본지에는세종류의세상이있으니,첫째
는거란세(據亂世)요,둘째는승평세(昇平世)요,셋째는태평세(太平世)다.성

인께서마음을다하여장래를기대하심이이와같으시니, 문명의진화가미래의

세상에반드시오리라고하셨다.67)

예운 편의 ‘대동’ 관념이일종의유토피아적사상으로서동아시아전역에서널

리공유되었던데에는캉유웨이의영향이지대하다.캉유웨이는하휴(何休)가제

시했던 ‘거란세(據亂世)→승평세(升平世)→태평세(太平世)’라는공양삼세설을

예운 편의 ‘대동-소강’이라는개념과결합시켰으며, 삼세설에서구근대문명의

성취를담았다.68) 이로인하여그내용은완전히탈바꿈되었으니, 기존의왕조시

대는모두소강의시기였고, 이제바야흐로대동이라는이상을향해정치ㆍ경제ㆍ

사회가모두변혁되어야만한다는신념을보여주었다.69) 그렇다면송기식의경

셈이다.류미나, 일본의 ‘조선신민화’정책과유림동원의실태 , 일본학 31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0), 15-18.

66) 류미나, 일본의 ‘조선 신민화’정책과 유림 동원의 실태 , 20-21.

67) 송기식, 유교유신론, p.275
68) 조병한, 강유위의초기유토피아관념과중서문화인식 , 동양사학연구 65 (동양사학
회, 1999),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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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어떠한가?

이와같은범위의끝없음과이러한규모의정밀함과이러한시중의무궁함과

이러한진화의장래가곧유일무이한유교이다.우리유교는안으로정신을수양

하며밖으로인륜을몸소실천하고,가까이는사회를지배하고멀리는만류를총

괄하며,작게는시사(時事)를편의에알맞게하고크게는천하후세를화평하게

한다.오늘날은우리유교의진면목을드러낼시기다.성인이기대하시던태평세

가오늘부터시작하여대동세상이장래에무궁할것이다.70)

송기식은 캉유웨이가 그의 금문경학에 기반을 두고 하휴 공양학의 삼세설과

예운 의 ‘대동-소강’설의결합시킨내용을모두공자의본지라고여겼고,태평세

가곧대동세계라고믿었으며, 인류의역사는진화하는것이므로장래에대동세계

가펼쳐져무궁하리라확신했다는점에서캉유웨이대동사상의큰틀을공유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장차 전 세계가 유교라는 종교의 범위로 귀속될 것이며, 그

미래는영원히태평하리라는뜻이라고주장한다.캉유웨이의대동세계란근대서

구문화를중국문화에도입하여구상해낸새로운형태의인류공동체였으며, 중국

의전통적질서를넘어세계의질서까지를염두에둔개혁의청사진이었다. 따라

서캉유웨이는멀지않은미래에도달하게될대동사회의구체적인내용을제시하

고있는데, 예를들면대동사회에서는국가도없고, 인종의차별이나남녀의차별

69) 대동서의서문에는캉유웨이가27세(1884년)에프랑스군대가羊城을격동시켜서
피신하고있으면서 대동서를지었다는말이있으나, 일반적으로학계에서는이책이
1902년즈음에거의완성되었고, 1935년에비로소출간되었다고여긴다. 禮運注라는
저작연도에대해서도1884년설, 1897년설등이있으나 강유위전집의편집과교정을
맡았던姜義華와張榮華는1901-1902년싱가포르와인도에피신해있던기간에썼을

것이라추측한다.康有爲撰,姜義華ㆍ張榮華編校, 康有爲全集第5集 (北京:中國人民
出版社, 2007), 552. ; 그러나조병한은아마도 1880년대후반이래로캉유웨이의

초기대동사상이형성되었을것이며, 본래고문학자였던캉유웨이가1890-1891년간

광주에서廖平을만나금문경학으로전향한후에다년간(1892-1897)에걸친집단작업을

통하여 孔子改制考을완성함으로써, 그의금문경학은변법운동의이데올로기를창출해
냈다고본다. 조병한, 강유위의초기유토피아관념과중서문화인식 , 109 / 117-123.

70) 송기식, 유교유신론, 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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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없으며, 가족관계도없는완전한평등사회일뿐아니라, 공립정부가양육ㆍ교

육ㆍ양로ㆍ휼빈등을담당하는하나의공동체를이룬다고말한다.71) 바로이때

문에구한말에서일제강점기의한국유교계는유교를종교화하는것에는관심을

보이면서도 캉유웨이에 대해서는 의혹을 거두지 않았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가족관계와군신관계를거부하는반인륜적인사상이라는것이었다.72) 예컨대이

승희는캉유웨이에게세가지―①자식양육과부모봉양을공산(公産)으로한다

면부자사이의도덕이사라지게된다.②가족제도가폐지되고남녀가평등하다면

부부사이에정렬(貞烈)의미덕이사라진다.③군신의구별을없애고국계(國界)

를폐지한다는것은정부를폐지하려는것인가? 아니면공화정치의총통제로한

다는것인가?―의반문을제기했고,73) 회당장석영(張錫英: 1851-1929) 역시

캉유웨이에게 직접 항의하는 편지를 보내고자 하였다고 한다.74)

캉유웨이의대동사상이정치체제변혁의목표로펼쳤던유토피아사상이었다

면, 송기식의대동사회란정치적맥락에서어느정도벗어나종교적신념의차원

에서논의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예컨대, 송기식이대동세계를언급한그어떤

대목에서도 ‘공자라는성인이기대하던것’이었기때문에틀림없이이루어질것이

라는표현이반복되고있을뿐, 어떠한구체적인실천방안에대한내용도언급한

71) 조병한은전통적대동사상으로부터개조된캉유웨이의대동사상에는인간간, 국가

간의평등과자주및인류의진보를주장하는근대서구의公理ㆍ公法관념이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한다. 조병한, 강유위의 초기 유토피아 관념과 중서문화 인식 ,

88; 대동서의乙部ㆍ丙部ㆍ戊部ㆍ己部에서두루이같은내용을다루고있다.캉유웨이,
대동서, 이성애 옮김(서울: 을유문화사, 2006)를 참조하였다.

72) 서동일, 1910년대韓中儒林의교류와孔敎運動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
운동사연구회, 2013), 149

73) “盛說父不必自養其子,子不必自養其父,并付公產養之, 如是則父子可永不相合,與他人

無別耶,或仍有父子之恩,喪之祭之耶.盛說男守其分, 女有特權,只有和約,不必有家界,

如是則不各夫其夫婦其婦而人盡夫耶,抑有夫有婦,有貞有烈耶.盛說無所謂君,無所謂臣,

不必別爲國界, 只講信修睦, 如是則擧政府而廢之否, 抑只如共和國總統之制耶, 右三節,

皆難精析, 幸賜辨示” 이승희, 別錄 , 韓溪遺稿 第5冊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7-1982), 313. ;김기승, 한계이승희의독립운동과대동사회건설구상 , 68.

재인용

74) 서동일, 1910년대 韓中 儒林의 교류와 孔敎運動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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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없다.또한유교가제대로행해지지않아서우리동포들의각종고질이생겼

다고하면서 “장래에변화하여대동이라는한곳으로돌아가면앞의죄과는사라

질 것이다”75)라고 한 대목에서도 송기식의 대동관념은 현실적이기보다는 주로

정신적이고 내면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처절한 일제 강점기의

현실속에서단지 ‘교화로나쁜습관을변화시키면’ 돌아갈수있다고했던대동의

세계는다분히관념적차원의이상향이라는성격에치우칠수밖에없었던것이라

추측된다.

6. 맺는 말

19세기말부터유교적소양을갖춘사람들사이에서일반적으로공유되어왔던

종교라는개념은한국가의정치, 문화적역량을담보해주는동시에그정체성을

공고히하는데에각별한힘을발휘하는것으로여겨졌다. 이러한 ‘종교’라는개념

은송기식이유교개혁론을구축하는데에있어서매우중요한이론적배경이되었

다. 그이유는송기식이유교를 ‘종교’라는범주에속하는하나의종교일뿐아니

라, 나아가 유교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종교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그의유교개혁론을전개하였기때문이다. 송기식은유교에는동서고금의모든종

교적전통의 특징들과철학적지혜뿐아니라 과학적인지식마저 두루포괄되어

있다고선언하면서도여전히유교의본원을종교성에두었으며, 변통론에입각하

여제시했던 11가지유교유신의방법의주지는결국종교로서의유교를제대로

구축, 유지하자는것이다. 즉, 의례적측면에서는입교의례를마련하고, 7일마다

한번씩유교신도들이모여서의례를개최하되의례의시작과끝을정좌로하자고

하였으며, 관혼상제각각의의례에서번잡함과허례허식을거두어내고이를규격

화하려하였다. 교리적측면에서는유교경전에통달한인재를양성하여사제와

같은임무를담당하게하는한편, 경서를한글로번역하여남녀를불문하고국민

75) 송기식, 유교유신론,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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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교육대상으로하되, 공중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공동체적인측면에

서는우선각지방에교회를세우고약간의재화를내도록함으로써재정적인기초

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전국적으로 조직, 유지하려고 하였는데,

이때에 누구나 평등한 교회원이라는 정신적 차원의 개혁도 동시에 요구하였다.

유교의유신을통하여그가궁극적으로지향하는것은유교의이상향인대동사

회였는데, 이는주로성인인동시에유교의종주(宗主)인 공자자신이기대하고

언급했기때문에의심의여지없이도래할것이라는종교적신념의차원에서언급

되고있다. 송기식이유교의종주라고선언했던성인공자는지극한고난에처한

군중들이열망하는일종의메시아(Messiah)를연상시킨다. “유교의대현은이미

태어나셨는가? 장래에탄생하시려는가? 나는밤낮으로귀를기울여기다리고있

다”76)고한뒤에, 도래할대동세계를예견했던지성대성(至聖大盛)의법성인(法

聖人) 공자를영원한유교의교주라고선언하는대목에서구원을가져다줄메시

아로서의공자의이미지는더욱분명하게드러난다. 유교경서에서보이는이상적

인성인은성왕(聖王)으로서, 내면적으로덕성을갖춘자가왕노릇을한다는정

치적인맥락이중요했으나, 송기식에게있어서유교의성인공자는19세기말에

서 20세기초에새로이설정되어갔던 ‘종교’의영역에서강력한의미를발휘했던

것으로보인다. 송기식에게 ‘민족’의 문제는적어도유교개혁론에한정지어볼때

그다지뚜렷하게나타나고있지는않다. 유교유신론의 서언 에서 “허물어져도

내집이고나약해도우리민족이니어떤일이있어도우리민족을부활시켜야한

다”77)는단한번의표현이있을뿐이며, 중국의성인공자와우리민족의시조

단군(檀君) 사이에서고민했던흔적은전혀보이지않는다.78) 이런점에서그는

왜조선인이중국의유교를신봉하고, 중국의성인공자를숭배해야하는가하는

76) 송기식, 유교유신론, 130.
77) 송기식, 유교유신론, 132.
78) 유교유신론을저술한후의일이지만, 송기식이교사로부임했던녹동서원안에는
檀君殿이건립되어있었으며,안순환은단군교와의유대관계를모색하였던것으로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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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고민하여, 때로단기(檀紀)를사용하거나본래공자는동이족이었다는주

장을불사하던이병헌과는차이가있다. 송기식에게는우리민족의고유성보다는

유교라는 종교의 보편성이 더 중요했던 것이었으리라 짐작한다.

이글을마무리하면서간단히지적하고싶은것은이글의서두에서언급했던

유교개혁론의분류라는문제다. 송기식은유교의종교성과철학성을나누어양자

를동과정, 내면과외면등으로대비하여서술하는과정에서경(敬) 공부의중요

성을설명하였다. 이것이도학에기반을둔요소라고말할수도있을테지만, 그의

유교개혁론전체에서보자면 ‘경공부’보다는 ‘유교는가장탁월한종교’라는주장

이나캉유웨이가새로이숨결을불어넣었던 ‘대동세계’라는유교의이상이차지하

는의미가훨씬더중요하다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다. 이런점에서볼때 ‘도학

에기반을둔유교개혁론’이라는평가를재고할여지가있으리라생각한다.79) 구

한말대부분의유교개혁론자들이이두개념에대하여몰두했던사실을상기한다

면, 그들각각이어떤통로로캉유웨이대동사상을접하고어떤점을흡수했는지

상세히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에게 공동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음은 분명하다.

주제어: 송기식, 유교유신론, 유교개혁론, 종교, 대동(大同)

원고접수일: 2018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2018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13일

79) 도학에기반을둔송기식의유교개혁론과금문경학에기반을둔이병헌의유교개혁론은

거의차이를보이지않으며, 도학이나금문경학이이들의유교개혁론에특별한성격을

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해창 송기식의 유교개혁론에 대한 소고 197

참고문헌

단행본

송기식. 유교유신론. 대구: 신흥인쇄소, 1998.
허칙ㆍ이리화. 대동정로 제5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5.
이승희. 韓溪遺稿 第5冊.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7-1982
금장태. 유교개혁사상과 이병헌. 서울: 예문서원, 2003.
유준기. 한국근대유교개혁운동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9.
장석만. 한국 근대종교란 무엇인가?.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7.
정욱재. 한말ㆍ일제하유림연구―일제협력유림을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

원 박사학위논문), 2008.

陳正炎, 林其錟. 중국대동사상연구. 이성규 역. 서울: 지식산업사, 1990.
康有爲. 대동서. 이성애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06.

논문

금장태. 송기식의 유교개혁사상 . 퇴계학보 112 (퇴계학연구원, 2002):
195-235

김기승. 한계이승희의독립운동과대동사회건설구상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39-80

김순석. 일제강점기유교의종교화운동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운
동사학회, 2013): 231-266

김순석. 일제강점기 ‘향교재산관리규칙’ 연구 . 태동고전연구 3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4): 33-57

김원열. 일제강점기황도유림의사회윤리에대한계보학적연구 . 시대와철학
21(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87-116

김현우. 1910년대 매일신보에비친유교의모습 . 유교문화연구 20 (성균관
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2): 237-269

김희곤. 西山金興洛(1827-1899)의의병항쟁 . 한국근현대사연구 15 (한국
근현대사연구회, 2000): 7-35

류미나. 일본의 ‘조선신민화’정책과유림동원의실태 . 일본학 31 (동국대학교



198 종교와 문화

일본학연구소, 2010): 7-42

박원재. 후기정재학파의유교개혁론 . 국학연구 10 (한국국학진흥원, 2007):
417-447

서동일. 1910년대 韓中 儒林의 교류와 孔敎運動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143-193

안병걸. 송천동의 인물과 사상 . 안동문화 9 (안동대학 안동문화연구소,

1988): 137-166

유준기. 1910년대일제의유림친일정책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 (한국민족운
동사학회, 1993): 57-91

이연승. 이병헌의유교론: “비미신적인신묘한종교” . 종교문화비평 27 (한국
종교문화연구소, 2015): 228-263

조광. 개항이후유학계의변화와근대적응노력 . 국학연구 5 (한국국학진흥원,
2004): 87-121

조병한. 강유위의 초기 유토피아 관념과 중서문화 인식 . 동양사학연구 65
(동양사학회, 1999): 85-141

한관일. 송기식의 유교유신론에관한연구 . 한국사상과문화 41 (한국사상문
화학회, 2008): 197-225

함규진. 일제강점기전후의대동사상 . 유교사상문화연구 66 (한국유교학회,
2016): 195-225

황영례. 한계이승희와해창송기식의공교운동의상이성 . 유교사상문화연구
39 (한국유교학회, 2010): 89-131

창간에 제(際)하여 . 일월시보 1. 1935년 2월.
http://rosetta-app.snu.ac.kr:1801/delivery/DeliveryManag

erServlet?dps_pid=IE838504

(마지막 검색일: 2018년 2월 15일)

안동선비정신의미학⑦: 유교유신론 저술하고퇴계학맥이은해창송기식 .
월간중앙. 2016년 9월 17일. https://jmagazine.joins.com/mo
nthly/view/313291 (마지막 검색일: 2018년 2월 15일)



해창 송기식의 유교개혁론에 대한 소고 199

Abstract

Song Gisik’s Confucian Reform Theory 

Lee, Younseung(Seoul National Univ.)

Song Gisik(1878-1948)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Confucians, who lived in the Late Chosun dynasty and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he developed the Confucian reform theory in his book, 

Theories on Confucian Revitalizing Reform(1921).

The concept of ‘religion’ was considered to have a special 

power to enhance the political capacity of the state and to solidify 

its cultural cohesion, and it had become an important background for 

Song Gisik to establish  Confucian reform theory of his own. Song 

Gisik considered Confucianism to belong to the category of ‘religion’, 

and further understood it as the most prominent religion of all religions. 

He asserted that Confucianism essentially consists of religious, 

philosophical, and modern scientific knowledge. 

His ultimate goal through the Confucian revitalizing reform 

was the Great Harmony(大同, Datong), the ideal of Confucianism, 

which Kang Youwei  reinterpretated and gave a new context of meaning. 

Song Gisik thought that Confucius was the founder and also 

the highest priest of Confucianism. Furthermore, he firmly believed 

that Great Harmonious World(大同世界) would soon be achiev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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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because he thought Confucius himself had predicted that 

it would come. 

  

Key Words: Song Gisik, Theories on Confucian Revitalizing Reform(유
교유신론), Confucian reform theory,  religion, Great 

Harmony(=Daedong, 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