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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1910년 전후와 1920년 전후에 한국 유교 지식인들이 제기

한 유교 종교화론의 대표 저작을 유교 지식인들의 내적 논리를 중심으로

하여 통시적으로 검토했다.

유교 종교화론은 일군의 유교 지식인이 익숙한 가치인 유교를 보전하

면서도, 근대라는 시대적 전환기에 적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기되었

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다양한 종교가 대중에 대한 영향

력을 넓혀가는 상황 속에서 근대적인 ‘종교’ 개념이 유입되자, ‘유교’는

점차 종교성을 지닌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1900년대 중후반 신구학

논쟁 이후 유교는 학문의 영역에서 분리되어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종교의 영역에서 이해되었다.

1910년을 전후로 한 대표적인 유교 종교화론 저작인 박은식의「유교

구신론」(1909)과 이승희의「공교교과론」·「공교진행론」(1914)은 공통

적으로 유교의 보전과 사회적 확산의 기제로 ‘종교’에 주목했다. 이들은

유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근대 사회에 적합한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했다. 따라서 근대적인 종교에 착목하면서도 ‘도덕’의 측면에서

근대 사회에서의 유교의 역할을 찾았다. 박은식은 ‘내면의 도덕’을, 이승

희는 ‘일상의 도덕’을 강조하면서 유교가 도덕에서는 시의성을 지니고 있

음을 강조하여 근대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한편, 1910년대에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유교가 사회적 효용성을

의심받았으며, 더 나아가 조선총독부라는 식민권력이 등장하면서 정책과

제도적으로도 통제 받게 되었다. 조선총독부가 1915년 발포한「포교규

칙」은 유교가 ‘종교’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교를 제도권

종교에서 제외했다. 유교는 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었던

것과 더불어 종교 제도에서 배제되는 이중의 고충에 처하게 되었다. 그

런가하면 192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는 ‘개조론’의 사조가 유입되어 정신

적이고 내면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종교’에 주목하는 지식인들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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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에 따라 ‘종교적 사회개조’의 지향이 유행하면서 유교를 포함한

불교, 천도교 등의 종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920년 전후의 대표적인 유교 종교화론인 이병헌의「유교복원론」

(1919)과 송기식의《유교유신론》(1921)은 유교를 종교로 상정하되 종교

로서의 조직과 형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기독교를 모델

로 삼아 유교에 적용하고자 했다. 특히 이병헌은「포교규칙」으로 유교

가 종교에서 배제된 상황과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였

으며, 송기식이「포교규칙」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역시 유교가 제도적 구체성을 갖추지 못함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교단, 경전, 교사 양성이라는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과 더불어 1920년

전후의 유교 종교화론은 당시의 ‘종교적 사회개조’의 영향을 받아 종교,

철학, 과학을 포괄하는 유교의 모습을 강조하여 유교의 시의성을 드러내

고자 하였다.

1910년 전후, 1920년 전후의 유교 종교화론은 ‘근대’와 조우하면서 근

대 ‘종교’로서의 유교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두 시기의 담론은 모두

유교의 시의성을 입증하고자 하면서 사회적 확산을 논했다는 점에서 공

통점을 지닌다. 그렇지만「포교규칙」이 발포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차

이점을 보였다. 이는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 유교 종교화론이 계기

적으로 전개 양상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유교의 종교화, 유교, 종교화, 근대 유교, 박은식, 이승희, 이

병헌, 송기식

학 번 : 2016-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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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근대 전환기에 지식인 사회를 이루

는 대부분의 구성원은 유교를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근대 전환기에 유입된 서구 물질문명에 대한 인식·수용 방식에 따라 유

교를 보전하거나 배척하는 등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들은 일

반적으로 각각 위정척사파와 개화파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위치한 일부 유교 지식인들은 유교를 그대로 보전

하거나 배척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교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실적으로 우위에 있는 서구 근대적인 물질문명에 적응하려

는 노력을 ‘종교’라는 매개를 통해서 구현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다

시 말해, 이전 시기인 조선 사회를 이끌어간 지배 질서로서의 유교를 있

는 그대로 보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면서 유교가 근

대 사회에서 유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기에 위정척사파와는 지향점

이 달랐다. 이러한 지식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근대 전환기를 살아간 다

양한 지식인 군상 중 하나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사에

도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이 제기한 논의를 ‘유교개혁론’, 더 나아가 ‘유교

종교화론’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교개혁론 및 유교 종교화론을 다룬 연

구들은 민족주의나 민족운동, 또는 근대화라는 기준에서 유교 종교화론

을 바라보고 있다. 금장태는 유교개혁론을 유교 사상의 개혁을 통해 새

로운 시대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논의라고 파악하고, 유교개혁론이 서

구 문명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1) 박찬승은

근대 실력양성론 중에서도 계몽운동의 한 유형으로 유교개혁론을 제시하

기도 했다.2) 한편, 일찍이 유교 지식인의 유교 종교화론을 일제가 종교

1) 금장태, 1999《韓國近代의 儒學思想》서울대학교출판부; 금장태, 2003《유교개혁사
상과 이병헌》예문서원 등.

2) 박찬승, 1992《한국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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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친일화하려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 ‘민족종교운동’으로 명명한

경우도 있다.3) 이후 ‘종교’라는 측면에 주목한 연구들이 꾸준히 제기되

었는데, 김도형은 근대국가와 근대사회에 대한 구상 차이에 따라 당대

지식인들이 유교에 대해 취한 태도를 유형 분류한 뒤, 변법개혁론의 하

나로 유교 종교화 구상을 제시하였다.4) 그런가하면 민족운동사적 관점

에서 유교 지식인들의 담론과 실천을 민족해방운동에서도 종교운동의 일

환으로 파악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내재적 발전 가능성의 토대를 제공했

다고 바라본 연구도 있었다.5)

이외에도 ‘유교개혁론’이나 ‘유교 종교화론’을 제기한 인물, 학파, 단체

를 중심으로 한 개별 사례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렇지만 해당

연구들 역시 민족주의와 근대화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박원재는 후

기 정재학파의 유교개혁론을 다루면서 궁극적인 지향점은 민족의 보존과

국가의 근대화에 있었으며, 유교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근대화를 시도했다고 보았다.6) 김종석은 한주학파의 유교 종

교화론이 나라를 위한 시무책 차원에서 등장하였다고 여겼으며,7) 황영

례는 이승희와 송기식이 제기한 유교 종교화론의 성격을 민족운동의 일

환인 ‘호국 유교’에서 찾았다.8) 김순석은 저항과 타협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유교계의 ‘제3의 흐름’으로 유교 종교화 운동을 바라보

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식민지 지배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평가

하였다.9)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들을 포함한 기존 연구들은10) 유교가 민족 구성

3) 이광린, 신용하, 1984《(史料로 본)韓國文化史: 近代篇》, 일지사.
4) 김도형, 1994《大韓帝國期의 政治思想硏究》, 지식산업사; , 2014《근대 한국의
문명전환과 개혁론 –유교 비판과 변통-》, 지식산업사.

5) 유준기, 1999《증보판 한국 근대 유교개혁운동사》아세아문화사.
6) 박원재, 2007〈후기 정재학파의 유교개혁론 연구 -海窓 宋基植의『유교유신론』을
중심으로〉《국학연구》10.

7) 김종석, 2008〈근대 안동지역 유학자들의 공자교 수용 양상〉《안동학》7.
8) 황영례, 2010〈韓溪 李承熙와 海窓 宋基植의 孔敎運動의 相異性〉《유교사상문화연
구》 39.

9) 김순석, 2013〈일제강점기 유교의 종교화운동-眞庵 李炳憲과 海窓 宋基植을 중심으
로-〉《한국민족운동사연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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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단결력을 고취시켜 민족해방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는지, ‘근

대적인’ 사상으로 변모했는지를 규명하여 담론을 제기한 유교 지식인들

과 그들의 논의가 근대 시기에 수행한 역할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그렇지만 해당 연구들은 유교 종교화론을 당위적인 ‘민족’이나

‘근대’의 틀에서 바라보아 실제 담론이 지닌 내적인 논리나 지향은 상대

적으로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박은식의 유교개혁론을 하나의

‘사건사’로 파악하고, 구체적 키워드를 통해 박은식의 유교개혁론이 지닌

문제의식의 흐름과 실질적인 메시지를 짚어낸 노관범의 연구11)는 ‘민족’

이나 ‘근대’라는 관점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기존 연구는 유교개혁론이나 유교 종교화론을 제기한 대표적인

유교 지식인이나 학파, 단체 등에 대한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박은식, 이승희, 이병헌, 송기식과 같은 유교 지식인, 영남 지역의 한주학

파와 후기 정재학파 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이들의 담론과 실천을

상세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개별 사례 연구는 전체

유교 종교화론의 진행 속에서 각각이 지닌 위치나 특성은 살피지 못했으

며, 유교 종교화론이 제기되는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생긴 식민

지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첫째, 근대 유교 지식인이 유교적 가치를 지키

면서도 ‘종교’라는 매개를 통해 근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제기한 논의

를 ‘유교 종교화론’으로 파악할 것이다. 기존 연구는 ‘유교개혁론’ 또는

‘유교 종교화론’이라는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

10) 신귀현, 1998〈韓末嶺南 儒學界의 유교 宗敎化 운동〉《韓末嶺南 儒學界의 동향》
영남대학교출판부; 김순석, 2004〈박은식의 대동교 설립운동〉《국학연구》4; 황영
례, 2004〈安淳煥의 儒敎 宗敎化 運動과 鹿洞書院〉영남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
문; 김종석, 2008〈근대 안동지역 유학자들의 공자교 수용 양상〉《안동학》7; 한관
일, 2008〈송기식의 『유교유신론』에 관한 연구〉《韓國思想과 文化》41; 김순석,
2013〈일제강점기 유교의 종교화운동-眞庵 李炳憲과 海窓 宋基植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77; 서동일, 2016〈일제 초기 동삼성한인공교회의 설립과 활
동〉《역사와 현실》99; 彭春凌, 2016〈康有为、李炳宪交往和思想关系论考〉《近代
史硏究》3; 이연승, 2018 〈해창 송기식의 유교개혁론에 대한 소고〉《종교와 문
화》34 등.

11) 노관범, 2019〈대한제국기 박은식 유교개혁론의 새로운 이해〉《한국사상사학》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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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유교개혁론’은 유교 사상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응

하고자 하는 논의이며12), ‘유교 종교화론’은 ‘유교개혁론’ 내에서도 서양

에서의 기독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앙체계가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보

고 유교를 종교로 상정하는 논의 전반을 일컫는다.13) 본고에서는 ‘유교

개혁론’이라는 용어에 후대의 관점에서 이른바 ‘근대적’이라는 것을 드러

내기 위한 가치 평가가 수반되었다고 보고, 객관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용어로서 ‘유교 종교화론’을 사용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가 지닌 ‘민족’과 ‘근대’의 관점에서 벗어나, 담론 자체

가 지닌 내적 동기와 논리를 중심으로 유교 종교화론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미 사회적으로 기반을 갖추고 있던 유교라는 친숙한 가치를 보전

하겠다는 내적 동기와 더불어, 변화한 근대 사회와의 조화를 위한 방안

으로 ‘종교’에 주목하면서 유교를 종교로 상정하는 논리를 텍스트 속에

서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교 종교화론을 파악하면 담론과,

담론을 제기한 유교 지식인들의 사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어 이들에 대

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유교 종교화론을 담은 대표적인 저작인 박은식(朴殷植)의「유교

구신론(儒敎求新論)」(1909), 이승희(李承熙)의「공교교과론(孔敎敎科

論)」·「공교진행론(孔敎進行論)」(1914), 이병헌(李炳憲)의「유교복원론

(儒敎復原論)」(1919), 송기식(宋基植)의《유교유신론(儒敎維新論)》

(1921)을 함께 검토하여 전체적인 상을 제시하되, 통시적으로 파악하여

그 내부적인 차이도 파악할 것이다. 이 저작들은 1910년 전후, 그리고

1920년 전후의 유교 종교화론으로, 잡지의 기사나 단행본의 형태로 출

판되어 반향을 일으켰다. 이들을 집단적으로, 또 통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동일한 지향을 지닌 유교 지식인들이 한국의 식민지화 이후 1915

년 제정된 종교 정책인「포교규칙」을 전후로 하여 상이한 해법을 제시

하고 있음을 대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12) 금장태, 2002〈宋基植의 유교개혁사상〉《退溪學報》112.
13) 김종석, 2006〈한주학파 유교종교화론의 본질과 공자교운동〉《哲學論叢》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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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장에서는 1910년 전후의 유교 종교화론을 박은식, 이승희의 저작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우선 유교라는 용어에 근대적인 ‘종교’ 개념이 개입

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박은식의「유교구신론」과 이승희의「공교교과

론」·「공교진행론」을 분석하여 세 텍스트에서 유교가 근대 시기에서

시의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종교’를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

할 것이다. 二장에서는 1920년 전후의 유교 종교화론을 이병헌, 송기식

의 저작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식민지화 이후 통제가 강화되면서 유교가

정책적으로 종교에서 배제된 상황과, 종교적 사회개조의 원리가 유행하

던 배경을 살펴본 다음, 이병헌의「유교복원론」과 송기식의《유교유신

론》이 식민지화 이후 시대적 배경에 주목하며 근대적 종교 제도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자 했음을 검토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주요 자료로는 우선 유교 종교화론의 대표 논자인

박은식, 이승희, 이병헌, 송기식의 전집 및 문집 자료가 있다. 박은식의

《朴殷植全書》에서 1900년대 초기 저작을 이용하였으며, 이승희의《大

溪集》을 저본으로 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사료총서《韓溪

遺稿》를 함께 검토하고 논설, 서간문, 필담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 이

병헌의 경우《李炳憲全集》에서「유교복원론」과 조선총독부에 보낸 청

원서를 이용하였다. 송기식의《海窓先生文集》과《유교유신론》을 활용

하면서는, 기존 연구에서 참고하지 않은 서간문을 함께 검토하였다. 전

집 및 문집 자료에는 각 저자의 대표적인 유교 종교화론 저작 외에도 종

교에 관한 글이 수록되어 저자의 생각을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皇城新聞》,《大韓每日申報》,《共立新報》,《獨立新聞》,

《每日新報》등 신문 자료와《大東學會月報》,《大韓興學報》,《西友》,

《西北學會月報》,《學之光》등 근대 잡지 자료에서 유교와 종교에 관련

한 논설을 주로 참고하였다. 또, 중국 공교회의《孔敎會雜誌》에서 이승

희의「공교교과론」·「공교진행론」과, 유교의 종교 여부에 관한 논설을

이용하였다. 이 외에도 조선총독부의《朝鮮總督府官報》를 통해 식민지

종교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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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1910년 전후 유교 종교화론의 형성

1. 근대 ‘종교’로서의 유교

유교는 각 시대의 정치·경제·사회·윤리·종교 등의 측면 등에 영향력을

발휘한14) 포괄적인 체계로, 문학·역사·예술·실용 등은 물론이고 군사나

자연과학적 지식까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총체적 삶을 아우

르고 있었다.15) 특히 조선 후기 영·정조대에는 유교적 규범을 民人들이

익히게 함으로써 제반 사회질서를 손쉽게 유지하고자 했다. 조선 전기까

지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유교적 지식을 民人에게까지 보급하고자 한

노력은16) 유교가 시대 전반의 의식 구조를 지탱하는 기반이었음을 보여

주는 한 단면이다.

개항 이후 근대 전환기에도 유교는 사회 전반의 준거로서 엘리트 지식

인들이 탐구하는 학문이자 수양법이자 국가 통치의 이념이었다. 그렇지

만 이러한 체계는 ‘서학’, 즉 천주교와 개신교 등 서양 종교의 유입으로

인해 점차 균열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고, 더 나아가 ‘유교’라는 용어에는

서구 근대적인 ‘종교’ 개념이 삽입되었다.

총체적 체계로서의 유교가 균열을 보이는 양상은 그 용어 사용의 변화

에서도 포착할 수 있다. 儒學, 儒敎, 儒道, 儒術, 道學, 斯文 등 ‘유교’를

의미하는 기표는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출현한다. 근대에 접어든

이후에도 유교를 의미하는 기표 역시 儒學, 儒敎, 道學, 斯文, 舊學 등으

로 여전히 다양했지만 점차 유교에는 근대 ‘종교’ 개념, 즉 ‘Religion’을

의식한 의미가 삽입되었다. 이 절에서는 ‘유교가 종교’라는 근대 지식인

들의 인식이 형성되었던 과정을 통해 유교 종교화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14) 윤사순, 2012《한국유학사-한국유학의 특수성 탐구》지식산업사, 34～35쪽.
15) 최영진, 2002《유교사상의 본질과 현재성》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22쪽; 윤사순,
2012 위 책, 28～29쪽.

16) 정호훈, 2008〈조선 후기『小學』간행의 추이와 그 성격〉《한국사학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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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략적으로나마 탐구해 보고자 한다.

근대 전환기에 접어 들어 儒敎 용어에 근대적 ‘종교’ 개념이 삽입되었

음을 알아보기 위해 이전 시기인 조선 시대의 儒敎 용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儒敎’는 총 31건이 검출된다.17) 儒敎는 대부

분 유교를 “천명”하거나 “흥행”시키거나 “발양”해야 한다는 당위를 논하

는 경우에 사용되었으며,18) 이는 유교가 “부진”하거나 “없어지는” 현상

에 대한 경계이기도 했다. 유교의 부진을 걱정하고 유교의 진흥을 강조

하는 이유는 바로 유교가 선비를 양성하고 인재를 기르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백성들을 교화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유

교가 일어나지 않으면 “선비는 본받을 곳이 없고 인심이 날로 떨어져 풍

속이 혼탁해지”기 마련이었다.19) 또한, 유교는 같은 기사에서 儒道나 儒

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20)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유학

은 이론적이고 사색적인 학문 연구를 위주로 하며, 유교는 실천 윤리 및

교화를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21)

儒敎라는 기표에 윤리와 교화의 의미가 있었던 한편으로, 유교가 지니

고 있던 전통적인 요소 중에서 근대 ‘종교’ 개념과 결합할 수 있는 지점

도 존재했다. 유교는 三敎 중 하나로서, 불교, 도교와 함께 병칭되었던

데서 그러한 지점을 찾을 수 있다. 고려말의 문인 元天錫은「三敎一理」

라는 시에서 “삼교는 하나의 이치”라고 하면서 “세 성인의 설교가 모두

17)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 ‘儒敎’를 검색하면 원문 기준 32건이 검색된다. 그중 첫
번째 기사《세조실록》16권 세조 5년 6월 16일 丙寅에서 검색된 ‘유교’는 “重儒敎養
之意”, 즉 “儒生을 소중히 여겨 교육하는 뜻”이므로 건수에서 제외했다. (마지막 검색
일: 2019년 12월 21일)

18)《선조실록》221권 宣祖大王 哀冊文 “首闡儒敎”; 《인조실록》 9권 인조 3년 8월 7
일 癸未 “先王朝儒敎興行”; 《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7월 13일 乙未 “鋪敭儒敎”.

19)《정조실록》 15권 정조 7년 2월 26일 丁亥 “噫! 儒敎不興, 士無矜式之所, 人心日下,
俗有淆漓之歎。”

20)《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 12월 15일 癸卯; 《영조실록》 70권 영조 25년 8
월 7일 癸未. 한편,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유도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원문을 기준
으로 46건이, 유학은 116건이 검색되어 유교보다 유학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21) 이병도, 1987《韓國儒學史》아세아문화사,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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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을 다루고 있”으며, 그 방법에서의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보았

다.22) 그러나 조선 후기의 학자 安鼎福은 천주교의 교리를 분석하며 비

판한「天學問答」에서 三敎 중에서도 유교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그는

“성인의 도는 하나일 뿐인데 어찌 세 가지 교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하

면서 불교, 도교는 인륜과 현세를 벗어났기에 유교와 함께 논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주교가 ‘천’이라는 말을 쓴 것은 우월성을 드러내

려는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유교야말로 “성인이 하늘의

뜻을 이어” “하늘을 대신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23) 다

른 종교에 견주어 유교가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했다. 더 나아가 내재적

이고 초월적인 하늘[天]과 上帝 개념은 유교가 본래 종교성을 지니고 있

음을 보여준다.24)

그렇다면 근대에는 유학, 유교와 같은 용어는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

었을까? 이는 먼저 서구 근대적인 ‘종교’ 개념과 유교가 결합되는 지점으

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80년대 ‘종교’ 개념이 한국에 유입된 것

은25) 서구 열강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본격화하면서 시작된다. 실록에서

는 1895년에 처음으로 ‘宗敎’가 등장하는데,26) 조선의 체제를 근대적으

로 재편하고자 했던 갑오개혁의 과정에서 성균관이 학부에서 제외된 데

22) 元天錫《耘谷行錄》권3「三敎一理」. “要其極處。未始不一。由此觀之。三聖人之設
敎。專以治性。所謂盡之鍊之見之之道雖有小異。歸其至極廓然瑩澈之處。皆同一性。”

23) 安鼎福《順菴集》권17「天學問答」. “聖人之道一而已。豈有三敎乎。… 吾儒之敎則
聖人繼天而立。代天工而治天下。叙秩命討。莫不由天。則是皆天命之流行也。”

24) 줄리아 칭 지음, 변선환 옮김, 1994《儒敎와 基督敎》분도출판사, 32～37쪽. 줄리
아 칭은 유교가 하늘과 공자와 같은 신격화된 인물에 대한 공식적 제의를 지니고 있
으며, 교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종교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더 나아가 유교
가 사회라는 공간에서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회 제도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 종교라고 보기도 했다.

25) 장석만은 한국에서 ‘종교’ 개념이《漢城旬報》1883년 11월 10일자에 처음 나타난
뒤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하여 한국에서 종교 개념의 첫 출현 기점을 제시하였다. 장
석만, 1992〈開港期 韓國社會의 “宗敎” 槪念 形成에 관한 硏究〉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9쪽.

26)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 ‘宗敎’를 검색하면 원문 기준 60건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
나 이는 “太宗敎曰”과 같이 諡號가 宗으로 끝나는 왕이 전교하는 말을 했던 것을 전
달하는 문장이 대부분이며, 그렇지 않으면 인명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마지막 검색
일: 2019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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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하여 고종에게 올린 상소에서 보인다. 이 상소문에서는 “세상 각 나

라는 모두 이른바 ‘종교’라는 것이 있는데, …각기 그 가르침[敎]을 종교

[敎]로 삼는다”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斯文”, 즉 유교를 관건으로 삼아

야 한다고 주장했다.27) 이처럼 성균관의 부침을 두고 유교 지식인들은

정부에 수차례의 상소와 건의를 전달했다.28)

고종은 유교 지식인들의 상소에 응답하여 1899년「尊聖綸音」을 발표

했다.「尊聖綸音」은 ‘유교’를 서구 근대 ‘종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파

악한 첫 공식 선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서학’의 유입과 ‘서

교’의 유행, 그에 따른 종교 개념의 출현은 유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고종은 “우리나라의 종교는 우리 孔夫子의 道

가 아니겠는가?”라고29) 반문하며 세계 각국이 종교를 숭상하듯이 한국의

국교로 유교를 상정하였다. 고종이 한국의 종교를 ‘공자의 도’라고 해설

한 것은, ‘道’ 개념이 ‘宗敎’와 호환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이는 ‘유교’라

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출현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어 고종은 유교가 국교로서 자리할 수 있는 역사적 정통성을 천명하

였는데, 箕子가 가르침을 전한 이래로 “箕子의 교화로 나라의 종교가 터

를 잡았”으며, 조선왕조가 주자의 학통을 실질적으로 계승했다고 주장했

다. 그렇지만 근래 일어난 정치적 문제, 예를 들어 을미사변과 같은 일은

“종교가 밝지 않아 일어난 화”라고 하면서 앞으로 “짐과 동궁이 한 나라

유교의 종주가 되어 공자의 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30) 여기서 다시

종교=유교=공자의 도는 서로 호환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尊聖綸音」은 한국에서 진행된 유교 종교화론의 발단을 보여

주고, 유교 종교화론의 시발은 고종을 일종의 ‘교주’로 삼아 국가가 주체

가 되었던 것이었음 또한 알 수 있다.

27)《고종실록》33권 고종32년 6월 10일 己卯. “宇內各邦, 皆有所謂宗敎者, 臣所不知何
敎, 而各敎其敎, 不相侵禁, 亦不害乎自主自强之業。”

28) 금장태, 1999 앞 책, 172쪽.
29)《승정원일기》고종 36년 3월 18일 乙丑. “我國之宗教其非吾孔夫子之道乎。”
30)《승정원일기》고종 36년 3월 18일 乙丑. “朕與東宮將為一國儒教之宗主, 闡箕孔之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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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尊聖綸音」이 발표된 이후 같은 해 12월, 궁내부 특진관 이유인은

상소를 올려「尊聖綸音」을 내린 것을 칭송하였다. 아울러 그는 自强을

하기 위한 15개 조항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宗主로 삼는

敎를 확립할 것, 즉 종교의 확립을 요청하였다. 그는 이미 유교가 일상적

으로 행해진 지 오래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어떻게 새로이 교를 세우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세계의 다양한 종교가 그들의 ‘學’을 전파시켜서 “백성들이 우

리의 교를 버리고 저들의 교로 빠져들어 끼치는 해독”이 매우 크다고 지

적하였다.31) 여기서는 ‘學’과 ‘敎’가 호환되는 양상이 보이는데, 이는

‘學’, ‘道’, ‘敎’, ‘術’, ‘法’ 등의 전통적인 개념이 종교 개념과 유사한 점

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32) 따라서 유학, 유도, 유교 등은 같은 의미

로 혼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유교를 대한제국의 국교로 선언한 이후, ‘종교’나 ‘유교’라는 용어는 언

론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었다. 종교의 기능을 “사람의 善德을 기르고,

사람의 才智를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유교가 지니고 있던 교화의

측면과 동일시하는가 하면,33) 한국의 종교는 “堯舜禹湯의 心法을” 箕子

가 전수한 것이라고 하며 유교와 종교를 등치하였다. 또한, 1899년 9월

13일《황성신문》의 논설에서 사용된 유교는 학술적 영역을 의미하고

있었기에34)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 및 교화와 연

동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점차 ‘유교’라는 용어는 종교로서 언급될 때 사

31)《승정원일기》고종 36년 12월 7일 庚辰. “國家政治, 民生彝倫, 凡於日用之間, 何莫
非斯敎所存, 則常行已久, 今豈曰創新立宗爲哉? 然而有不得不申闡者焉, 挽近世敎多門,
各以其學, 播傳中外, 以我彝性之民, 駸駸然捨此入彼, 熾蔓之害, 甚於洪水, 正敎之宗,
將見晦塞。”

32) 장석만, 1992 앞 논문, 32～37쪽.
33)《황성신문》1898년 9월 6일 논설. “乃至天文、地理、宗敎、文學、農工、商賈、格
致、算術、醫藥礦產、化學、重學、光學、以及乎稗官、野乘、謳歌、謠諑、靡不包羅、
皆足以長人善德、增人才智者也、”

34)《황성신문》1899년 9월 13일 논설. “大蓋我國이 一族之人으로 合야 爲國얏고…
羅麗以上의 學術은 印度의 佛敎에 全藉얏고 羅麗以後로 支那의 儒敎를 始行얏
스나 그 學術의 性質은 美善호 그 敎育의 實施를 不力으로 敎化의 發達을 不得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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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것으로 보인다. “텬쥬교 혹 예수교 혹 유교 혹 불교 무교에 드럿

던지”35), “동양에 신교와 불교와 부라멘교와 유교와 션교가 잇스

나”36)의 경우와 같이 ‘유교’라는 용어는 특히 여타 종교와 함께 나열하

거나 비교할 때 언급되고 있다.

무릇 종교라고 일컫는 것은 각 나라에서 높이고 숭상하는 가르침이니,《宗鏡

錄》이라는 불교 서적에서 ‘종교’라는 단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그 나라가 존경하고 숭배하는 가르침[敎]을 ‘종교’라고 일컬으니,

이른바 ‘종교’라는 것은 각 나라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 우리 儒敎는 단

지 대한 사천년 동안 국민이 존경하고 숭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祖

宗들이 천명한 것이어늘 …37)

위의 인용문 역시 한국의 종교를 언급할 때 유교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유교와 함께 사용되던 儒學이나 儒道와 같은 용

어가 종교를 논할 때 사용된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38)

이상과 같이 유교는 1900년대 초중반, 이상과 같이 서양의 천주교나

기독교에 해당하는 한국의 종교로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었다. 1899년

고종의「尊聖綸音」발표는 국왕이 공식적으로 유교를 종교로 규정한 선

언이었고, 유교 지식인들 대부분은 여기에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유교를 종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발은 찾아보기 어

려웠기 때문이다. 1902년 중국의 梁啓超가 유교가 종교에 해당한다고

하는 스승 康有爲의 의견에 반대하여「保敎非所以尊孔論」을 저술하였지

만,39) 아직 한국에서는 유교의 종교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35)《독립신문》1897년 3월 4일「매관  누습이 아직도 잇고로」.
36)《독립신문》1899년 8월 19일「교회론」.
37)《황성신문》1902년 8월 12일「東西洋各國宗敎源流」. “夫宗敎云者 各其國所宗尙

之敎也니 其說이 出於佛書宗鏡錄融會宗敎之言야 現今世界各國이 以其國所尊崇之敎
로 謂之宗敎라니 其所謂宗敎者 國各異趣야…至於吾儒之敎야 非但我大韓四
千年國民之所尊崇者라 抑我列祖列宗之所闡明者也어”

38) 이미 ‘宗敎’라는 용어 자체에 ‘敎’라는 단어가 들어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39) 캉유웨이와 량치차오의 종교를 둘러싼 논쟁은 임부연, 2015〈중국의 ‘종교’와 ‘유
교’ 논쟁 – 캉유웨이와 량치차오를 중심으로〉《퇴계학보》137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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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서구 열강의 부강함, 그들의 문명이 기독교 등

종교로부터 연유한 것이라는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태도40)가 일반적이었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05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일본의 식민지화 시도가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지식인들 사이에서 ‘自强’이 요청되었고, 이에 유교는

新舊學 論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新學問에 대비되는 舊學問의 표상이 되

어 버린다.41) 단, 1907년을 전후로 일어난 신구학 논쟁은 신학수용론자

의 구학비판론이 아닌, 신학문 수용을 긍정하는 유교 지식인과 보수적인

유교 지식인 사이의 논쟁이었다.42) 신구학 논쟁이 일어난 기간, 유교는

이른바 ‘舊學’이나 ‘舊習’으로 지칭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유교 그 자체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차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

학문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구학문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의 논의였

거나, 신학수용론자가 구학을 고집하는 보수 유림을 비판하는 논의였기

때문이다.43)

신학문과 구학문의 사이를 저울질하는 신구학 논쟁은 말 그대로 ‘학문’

의 영역을 두고 일어난 논쟁이다. 전통적으로 유교는 삶을 관장하는 총

체적 체계였기 때문에 학문의 영역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신구학 논쟁 과정에서 ‘학문’ 또는 ‘학’의 개념은 신학문의 분과 학문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시 말해,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연결망과 덕

성을 중시하던 전통 학문의 자리는 학문의 세속화, 실용화, 분과화를 진

행한 서구 근대 학문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44)

신구학 논쟁의 결과, ‘학문’의 개념이 분리된 유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

40) 김현우, 2013〈박은식의 양계초 수용에 관한 연구 –박은식의 유교구신과 근대성을
중심으로-〉《개념과 소통》11, 38쪽.

41) 이행훈, 2016〈학문 개념의 근대적 변환〉《학문의 고고학》소명출판, 60쪽.
42) 백동현, 2002〈대한제국기 新舊學論爭의 전개와 그 의의〉《韓國思想史學》19,
584～585쪽.

43) 백동현, 2002 위 논문, 589쪽; 이행훈, 2016 앞 책, 65쪽.
44) 이행훈은 전통 학문 개념인 ‘격치’와 ‘궁리’가 내포하는 의미의 변화를 추적하여 학
문 개념의 변용과 전이를 살펴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이행훈, 2016 앞 책, 66～8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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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고 있었는가? 신구학 논쟁이 유교의 실용성과 사회적 효용성을 의심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에, 유교를 지속하고자 했던 유교 지식인

들은 어떤 식으로든 유교가 시의성, 효용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해야

했다. “우리나라는 유교가 수입된 이래로 군신·상하·남녀·노소가 유교를

오로지 숭상하여 國性을 打成한지라”45)라는 말에서 보이듯 유교는 나라

의 바탕이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에 따라 유교는 ‘도덕’

이나 ‘정신’과 같이 근본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

고, 그러한 영역은 바로 ‘종교’였다.

사실 1905년 이후 종교 창설을 모색하는 주체들이 여러 계통에서 등

장했다. 그 중 일부는 ‘근대 종교’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이기

도 했다.46) 특히 동학은 1905년 12월 1일, 孫秉熙 명의로 동학이 천도

교로 개칭되었음을 알리는 광고를《제국신문》에 게시하였다.47) 이는 단

순히 개칭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근대 종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기존의 道와 學의 개념이 종교로 대체되고 있었던 것이다.48)

이른바 ‘학(문)’에서 ‘(종)교’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다.

유교의 경우에도 동학의 천도교로의 전환과 같은 의미 변화를 포착할

수 있을까? 이미 ‘유교’라는 용어가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었지만 유교에

서 학문의 영역이 분리되면서 도덕성이나 종교성이 강조되고 있었던 측

면은 종교로의 전환을 유의미하게 시사할 수 있다고 본다.

45)《서북학회월보》제19호, 1910년 1월 1일「開化守舊兩派의 胥失」松南. “我國은 儒
敎가 輸入된 以來로 君臣上下男婦老幼가 儒敎를 專尙하야 國性을 打成한지라”

46) 김정인은 이 시기 일어난 종교 창설의 경향을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이며, 민족문제·
사회문제 해결에는 정신교화의 측면을 담당하는 종교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을 지니고 있었다고 파악했다. 김정인, 2002〈日帝强占期 天道敎團의 民族運動 연
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6쪽.

47) 임형진, 2008〈천도교의 성립과 동학의 근대화〉《동학학보》16, 94쪽.
48) 허수, 2011《이돈화 연구》역사비평사, 4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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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한국은 유교의 나라이다. 오늘날 한국의 쇠약함이 여기에 이른 것은

유교를 신앙했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다. 어찌 그러하며 어찌 그러한가? 유

교를 신앙했기에 쇠약함이 아니오, 유교를 신앙하는 데 적합한 道를 얻지 못

핬기 때문에 쇠약이 여기에 이르렀다. … 또한 한두 명의 철인과 군자가 있

어 진심으로 유교를 숭봉하며, 유교를 신앙할지라도 이 또한 그 안목이 大同

에 미치지 않고 단지 구구한 작은 예절에 미칠 뿐이다. 따라서 도덕이 파괴

되고 民智가 부패하여 오늘날에 마침내 이르렀으니, 그래서 나는 “유교를 신

앙하는 데 적합한 道를 얻지 못했음으로 인해 쇠약함이 여기에 이르렀다”고

말한다.49)

이 논설에서는 유교 그 자체를 비판하는 유교망국론의 입장에 대해 시

대적으로 유교를 실행할 道, 즉 적합한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 데서 문제

가 생겼음을 역설하고 있다. 유교는 ‘신앙’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종교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유교는 더

이상 학문으로서 탐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숭봉’과 ‘신앙’해야 할 대상이

었다. 그에 따라 신앙의 대상인 유교는 유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며,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만큼은 유의미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해당 논설 외에도 종교계를 논할 때에 유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

하고 있었다. “지금 한국 종교계에 있어서 … 유교는 한인에게 부여한

감화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좋은 법으로서 발휘하여 현 세계 국민

종교의 지위를 얻도록 하며”50)라거나,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논하는 논

설에서도 “우리 한국은 유교국”이라고 언급하였다.51) 이는 1900년대 후

49)《대한매일신보》1909년 2월 28일 논설「儒敎界에 對 一論」. “嗚乎라 韓國은 儒
敎國이라 今日 韓國의 衰弱이 此에 至은 其惟儒敎를 信仰 所以가 아닌가 曰否라
奚其然이며 奚其然이리오 儒敎 信仰으로 衰弱이 아니오 儒敎의 信仰이 其道
不得 故로 衰弱이 此에 至니라 … 抑又壹二哲人君子가 有하야 眞心으로 儒敎
崇奉며 儒敎 信仰지라도 此亦其眼光이 太同에 不及고 只是小節에 區區 
이라 於是乎 道德이 破壞고 民智가 腐敗야 今日에 遂至얏스니 故로 余 曰儒
敎의 信仰이 其道를 不得으로 衰弱이 此에 至얏다 노라”

50)《대한매일신보》1910년 3월 3일 논설「20世紀 新國民」. “只今韓國宗敎界에 在
야… 儒敎 韓人에게 敷與바 感化力이 甚大지라 故로 此를 良法으로 發揮야
現世界國民的宗敎의 地位를 得케며…”

51)《황성신문》1909년 11월 20일 논설「宗敎와 政治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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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종교계에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종교가 다수 출현했던 상황을 반영하

고 있다. 1909년《대한매일신보》에서는 “반도의 강산을 돌아보니 종교

세계가 되었구나. 각종 종교가 허다한데, 유교 창도하는 것이 잠잠하더

니, 일시에 앞다투어 창명하는구나”라고 하면서 孔子敎, 太極敎, 大同敎,

大成敎 등 여러 유교 종교 단체를 언급하였다.52) 같은 시기《황성신문》

논설「學論의 變遷」이라는 기사에서는 ‘學’으로서의 유교의 역사를 짚고

있기 때문에 ‘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53)과 대비하면, ‘유

교’ 용어는 종교와 연관되어 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교’는 조선 시대에는 儒學, 儒道, 儒術 등

여러 용어들과 병용되면서 학문, 종교, 교육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

었다. 그러나 서구 근대적인 ‘종교’ 개념이 유입된 이후, ‘敎’ 자체에 종교

의 의미가 점차 삽입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4) 유교는 신구학 논쟁

을 거치면서 학문의 영역을 신학문에 넘겨주게 되며 사회적 효용성을 입

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고, 그 이후 본질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근대의 영역은 바로

‘종교’였고, 유교는 점차 종교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52)《대한매일신보》1909년 11월 17일「社會燈」. “半島江山 도라보니 宗敎世界되엿고
나 各種宗敎許多 儒敎唱導寥寥더니 一時爭唱 소 曲調曲調 다르고나 孔子敎
니 太極敎니 大同敎니 大成敎니 形形色色各립다”

53)《황성신문》1909년 4월 25일 논설「學論의 變遷」. 이 기사에서는 유교라는 표현
을 쓰지 않고, ‘儒家’라고 표현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유교’ 용어는 이 시기
종교로서의 유교를 표현하는 단어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다시 추측할 수 있다.

54) 물론 유교를 종교로 인식하고, ‘교’에서 종교의 의미를 찾아낸 유교 지식인들이 서
구 근대의 천주교, 개신교의 종교를 온전히 이해하고 철저히 내면화하고 있었는지는
더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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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 사회에서의 시의성 확보

191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제기된 유교 종교화론의 대표적인 저작인

박은식의「유교구신론」과 이승희의「공교교과론」·「공교진행론」은 공

통적으로 유교를 보전하면서도 근대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

니고 서술되었다. 박은식과 이승희가 유교에 주목한 것은 유교가 한국에

서 오랜 기간 전승되어왔으므로 지식인은 물론이고 대중에게도 익숙하였

기에 쉽게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더 나아가 당시 ‘종

교’가 유행하던 상황에 주목하여 전략적으로 ‘종교’라는 매개를 선택하여

근대 사회에서도 ‘일상의 도덕’이라는 측면에서 시의성이 있음을 드러내

고자 했다. 이상의 경향성을 중심으로 아래에서는 각 텍스트를 저자의

행적, 시대적 배경 등을 고려하며 이상의 경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은식(1859～1925)은 황해도 황주 출신으로, 19세기 경화학계의 주

자학을 바탕으로 학문적인 단초를 쌓는 한편으로 관서지방의 박문일(朴

文一)·박문오(朴文五) 형제로부터는 실천성을 겸비한 주자학을 수학하였

다.55) 19세기 경화학계는 박학을 추구하는 학문적 경향을 띠었는데, 이

러한 경향성은 의도와는 무관하게 유학을 상대화하여 주자학적 해석을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56) 유의할 필요가 있

다. 박은식은 1890년대 말 상경하여, 중국 상해 등지에서 활동하는 선교

사 李提摩太의《泰西新史》등 중국에서 출판된 신서적을 탐독하였는

데,57) 이처럼 신학문에 배타적이지 않은 모습에서 변화를 수용할 수 있

는 자세를 읽어낼 수 있다.

1900년대 초중반 박은식은《謙谷文稿》58)와《學規新論》(1904)을 저술

55) 노관범, 2007〈대한제국기 朴殷植과 張志淵의 自强思想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4～169쪽.

56) 강명관, 1996〈조선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18·19세기 경화세족 문
화의 한 단면〉《민족문학사연구》9호.

57) 노관범, 2007 앞 논문, 134～169쪽.
58)《겸곡문고》는 간행되지 않은 원고본으로, 1901년 이후에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하, 1982 앞 책,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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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여기서 종교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에 앞

서 박은식이 종교 문제에 관심을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의

출신지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19세기 말～20세기 초, 천주교

와 개신교의 교세가 황해도에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이다.59)

박은식이 당시의 상황을 논하기를 “교화가 침체되고 인민이 우매”60)하여

동학의 무리에 미혹되거나, 서구 종교와 같은 “이교도의 설에 빠지는”61)

국가적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언급한 데서, 이른바 ‘異敎’가 횡행하는 상

황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박은식은 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謙谷文稿》의「興

學說」,「宗敎說」과《學規新論》의「論維持宗敎」62)에서 그는 종교를

“성인이 하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세워 만민을 깨우치는 것”63)이라고 정

의했다. 세 글은 공통적으로 종교를 통한 인민 교화와 계몽을 주장하였

는데, 종교와 교화의 연결은 이처럼 박은식이 정의한 종교 개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박은식은 한국의 종교인 ‘夫子之敎’를 확립

하고 유지하여 인민을 교화하는 것으로 이교의 횡행을 막고 더 나아가서

는 국력 신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때 ‘夫子之敎’는 나라의 기강인 “삼강오륜”으로 표현되거나, “종교는

도덕의 학문”이라 논해지기도 했는데, 諸科-과학, 즉 신학문과 구분하여

유교를 종교-도덕에 위치시켰다.64) 유교는 점차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59) 황해도의 천주교 신자는 1896년 600명이었던 것이 1902년에는 7,000명에 달하는
정도로 급격한 교세 확장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신광철, 1996〈초기 한국 카톨릭
과 개신교의 상호관계 및 이해에 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0쪽.

60)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編, 1975《朴殷植全書》〈謙谷文稿〉「興學說」. “往者東
匪之妖言不足惑衆, 而能使擧國靡然從之者, 豈非敎化陵夷, 人民愚昧之故耶。”

61) 박은식,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編, 1975《朴殷植全書》〈謙谷文稿〉「宗敎說」;
〈學規新論〉「論維持宗敎」. “世級寢降, 士氣日淪, 其流也華而不實, 遂致失教之民胥
溺于異說, 蔓延之勢浩無津涯, 至於宗教, 僅存名目, 國之元氣, 亦由是而萎焉。”

62)《겸곡문고》의「宗敎說」과《학규신론》의「論維持宗敎」는 사실상 거의 같은 내용
으로,「宗敎說」을 바탕으로 하여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체계화한 것이「論維持宗敎」
로 보인다.

63) 박은식,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編, 1975,《朴殷植全書》〈謙谷文稿〉「宗敎說」.
“觀夫近日泰西名國, 上自帝后, 下至氓黎, 崇信宗教。”, “盖教者, 聖人代天立言以牖萬民
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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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영역에서 벗어나 도덕을 담당하는 종교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

다. 이와 같은 종교의 확립과 유지는 국가의 교육제도 개편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되었다.65) 국가가 교육제도 개편을 통해 종교 제도를 확립해

야 한다고 보고66) 전국의 교육 기관에서 경서를 통해 공자의 道를 강론

함으로써 ‘국교’인 유교를 바로 세우려 했다. 이와 같이 1900년대 초중

반 박은식의 유교 종교화론은 고종의「尊聖綸音」과 같은 맥락에서 국가

가 주체가 되는 ‘국가의 종교’를 지향하고 있었다.

1900년대 중반 이후, 일제가 단체 결성을 지원하여 “신구 학문의 조

화”를 기치로 내건 大東學會가 출범하고, 判書 및 학부대신 등을 역임한

유력자인 신기선(申箕善)이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특히 신기선은「道學

源流」라는 글을 연재하여 조선에서는 송학, 즉 주자 성리학의 폐해가

극심하다고 비판하면서 유림을 포섭하고자 했다.67) 이에 박은식을 비롯

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에서는 수차례 비판을 가하며68) 유교

지식인들에게 각성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박은식이 1907년 발표한

「舊習改良論」은 ‘구습’을 비판하면서 ‘유림파’로 지칭되는 일군의 유교

지식인들을 겨냥하기도 했다. 시대에 조응하는 유림과 유교가 되어야 한

다는 주장은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 1909년 초부터 연달아 발표한「舊

64) 박은식,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編, 1975,《朴殷植全書》〈謙谷文稿〉「宗敎說」.
“然則宗教者, 道德之學也。諸科、學校者, 經濟之術也。二者固當並行, 而國家于道德之
教, 尤當致敬而盡力焉。”

65) 노관범, 2007 앞 논문, 249쪽.
66) 그는 學部에 소속된 성균관에게 종교인 유교를 관장하는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성균관 관장으로부터 각군 향교의 교수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직함 및 임금을 제공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식,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編, 1975, 위 글.

67)《大東學會月報》제1호, 1908년 2월 25일「道學源流」 신기선.「도학원류」는 신학
으로부터 지탄받는 구학, 즉 유교를 수호하기 위한 글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유교
망국론과 결을 같이 하는 글이기도 했다. 특히 1908년 3월에 발표한 두 번째 글은
조선에서의 송학이 지닌 폐단이 송나라 유학자들이 지닌 폐단의 배는 된다고 강력하
게 비판하였다.

68) 대동학회는 “신구사상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그 배경에는 통감
이토 히로부미 등 일본의 지원이 있었기에 여론의 비판이 거셌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3일,「大東總會」;《공립신보》1908년 4월 29일「돈견만갓지 못한 대
동학회」;《대한매일신보》1909년 6월 16일,「儒敎擴張에 對한 論」등은 대동학회를
비판한 대표적인 기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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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改良의 意見」,「舊學改良이是第一着手處」등의 논설 역시 시대에 적

합한 유교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후 박은식은「舊學改良의 意見」을 확대하여 유교를 ‘개량구신’하는

방법을 제시한「유교구신론」을《서북학회월보》에 발표했다.69) 이 글에

서는 유교의 3대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 방안을 3가지로 제시하였다.

각각은 ①유교파의 정신이 오로지 제왕 측에만 있으므로, 인민을 중심으

로 하는 유교의 정신을 인민사회에 보급할 것, ②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

아다니며 천하를 개혁하려 한 것을 본받아 유림이 인민사회에 유교를 적

극적으로 전파할 것, ③지리멸렬한 주자학 대신 간단하고 쉬운 양명학으

로 전환할 것이었다.70) 그렇지만「유교구신론」에서 본질적으로 전달하

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특히 본론의 구성으로 볼 때 이 글은 유교를 인민사회에 전파하여 그

것을 보전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선 1900년대 초중반의

「宗敎說」등과 비교하면 국가가 주체가 되는 유교의 모습은 사라지고

‘인민의 종교’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포착된다. 박은식은 가장

먼저 “공자·맹자의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의 정신을 인민사회에 보

급”71)해야 함을 논한 다음, 두 번째로 “구세주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인

민사회에 유교를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마지막에 그

방법론으로서 ‘양명학’을 제시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서 ‘구학’이나 ‘구습’으로 비판받았던 유교는 왜 다시금 보전되어

야 할 가치로 선택되었는가? 바로 유교가 지식인은 물론, 대중에게도 익

69) 노관범, 2019 앞 논문.
70)「유교구신론」을 다룬 기존 연구 대부분은 ③양명학으로의 전환을 주자학과 양명학
의 대결 구도라는 하나의 사상적 분기점으로 파악하고, 이를 ‘유교개혁’의 양상으로
파악했다. 조선 후기 이래로 주자 성리학이 교조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주
자학 이외의 해석이 이단시되고 있던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양명학으로의 전환은 파
격적인 주장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양명학 역시 성리학의 바탕에서 성립하였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양명학이 성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주장은 류승국, 2009
《한국유학사》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47～249쪽 참조.

71)《서북학회월보》제10호, 1909년 3월 1일「儒敎求新論」박은식. “孟子의 學을 推廣
야 人民社會에 普及을 懋圖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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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한 사상 또는 가치였기 때문이다. 박은식은 유교가 “동양 수천년 敎化

界에 여러 성현이 전수한”72) 것이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전해진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미「宗敎說」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

다. 유교가 “우리나라[東土]에 행해진 지 오래되었”으며, “한국 인민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우리 부자가 성인임을 알고 있으니, 이로써 인

민을 이끈다면 어찌 쉽지 않겠는가?”73)라고 하면서 유교가 오랜 기간

한국의 뿌리가 되었으며 인민들에게 익숙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유교구신론」에서는 인민들에게 이미 친숙한 유교를 보급할 매개로

‘종교’를 선택했다. 글의 첫머리에서 유교가 “인도의 석가교와 서양의 기

독교와 같이” 세계에서 크게 발달하지 못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유교

가 부진하게 되었다는 언급은 이미 유교를 한국의 종교로 상정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글의 제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서는 이전까지 박은식이 ‘부자지교’나 ‘구학’, ‘구습’으로도 호명했던 유교

를 명확하게 ‘유교’라고 지칭하고 있다. ‘유교’라는 용어는 기존 유학을

분명하게 ‘종교’로 인식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정치·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준거가 되었던 유교를

굳이 ‘종교’로 상정하여 보급하고자 한 이 글의 ‘종교’ 인식은 어떠한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글의 첫머리에서는 불교, 기독교와 같은 다른 종

교와 비교하며 유교를 종교의 범주에 넣고 있었다.74) 당대의 유교 지식

인들과 마찬가지로 저자 박은식 역시 종교를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

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75) 종교의 확산을 “교화의 보급”으로 논하거

72)《서북학회월보》제10호, 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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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群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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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박은식,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編, 1975《朴殷植全書》〈謙谷文稿〉「宗敎說」.
“夫子之教行于東土久矣。我韓人民堕地之日已知吾夫子之為聖人, 以此導之, 豈不易易
乎?”

74) 이 글에서 논하는 종교가 확연히 근대적 의미에서의 ‘종교’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유교를 ‘종교’ 개념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 자체도 충분히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
다.

75) 김현우, 2013〈구한말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의 변통론적 근대 인식〉《인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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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民智’와 연관시키는 모습으로부터 서구 근대 종교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왜 박은식이 익숙한 가치인 유교를 ‘종교’로 상

정하고 보급하려고 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가 ‘종교’라는 형태로 유교를

전환한 것은 바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전에 그가 종교를 도덕의 학문이라고 한 바 있듯이, 인민사회가 ‘내면

의 도덕’을 함양하게 만드는 역할을 ‘종교’가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도덕의 바탕을 닦는 것은 익숙한 가치인 유교가 적합하다는 생각

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내면의 도덕’을 함양하게 하는 측면에서만큼

은 유교가 현실성과 시의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박은식은 시대적 요구를 “오늘날은 民智가 개발되고 民權이 신장하는

시대”라거나, “세계의 문호가 넓어지고 인류가 경쟁하는 시대”라고 파악

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교가 이러한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인민사회에

다가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 “타인에게 점령”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76)

이처럼 이미 변화하고 있는 근대라는 시대에서 유교를 유효하게 만들

기 위해 그가 취한 방편은, 유교가 ‘내면의 도덕’을 담당하는 ‘종교’의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실마리는 “현 시대의 학문은 각종

과학이 곧 格物窮理의 공부니 智育의 일이오, 심리학은 德育의 일”77)이

라고 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박은식이 1900년대 초중반에 작성했던 글

에서 과학과 종교를 구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유교는 ‘德育’,

즉 내면의 도덕과 윤리의 측면에서 과학과 대비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날의 학자가 “각종 과학 외에 本領學問을 구하고자” 한다면 유교를 공부

하는 방법론 중 비교적 용이한 양명학에 종사해야 할 것이었다.78) 이와

24, 111쪽.
76)《서북학회월보》제10호, 1909년 3월 1일「儒敎求新論」박은식. “現今은 民智가 將
次 開發되고 民權이 從而伸張 時代라”, “現今은 世界의 門戶가 廣開고 人類가 競
爭 時代라”, “皆 他人의 所占을 被지니 何處에 往야 吾道를 傅授가”

77)《서북학회월보》제10호, 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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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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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학과 종교, 신학문과 유교의 대비는 각각이 근대 사회에서 고유

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종교에 해당하는 유교는

곧 도덕을 함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 유효하다는 생각이

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내면의 도덕’을 강조하는 모습은「유교구신론」의 목적

이 유교의 보전과 전파였음을 상기할 때 다소 역설적이기도 하다. 유교

를 인민사회에 전파하고 확산하는 목표를 실행할 방안으로 제시된 도덕

은 개인의 내면으로 수렴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전의 측면에

서는 쉬운 방법을 통한 도덕의 함양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

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처럼 사회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인 유교

를 그리는 모습은 1900년대 초중반 박은식이 종교를 통해, 다시 말해 ‘국

교’를 통해 인민을 교화하고 국가를 自强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

었던 것과 결을 달리한다.79)「유교구신론」에서 박은식은 바로 ‘인민’을

향하는 종교를 상정하였으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언급한 것80) 역시

그러한 의도에서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박은식은「유교구신론」을 통해 익숙한 가치체

계인 유교를 ‘종교’로 상정하고, 근대 사회에서 신학문의 ‘과학’과 대비되

어 도덕을 함양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는 유교가 근대 시기에 시의

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유교를 종교로 상정하는

것은 “유교의 본면목을 회복”81)하기 위함이기에 유교의 보전이라는 목표

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78) 노관범은 양명학과 덕육의 강조가 양계초의《덕육감》으로부터 연유한다는 것을 규
명했다. 노관범, 2019 앞 논문.

79) 노관범, 2007 앞 논문에서는 박은식의 자강사상을 단계적으로 파악하였는데, 전기
자강사상은 문명개화론에 가까웠지만 후기로 갈수록 ‘사회’와 신도덕의 수립에 관심
을 두고 있었음을 규명하였다. 박은식의 종교에 대한 관심의 변화도 자강사상의 변화
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80)《서북학회월보》제10호, 앞 글. “萬一 馬丁路得의 大膽과 熱血로 改良求新이 無
얏스며 歐洲 日月이 至今지 黑闇中에 在야도 可지라.”

81)《서북학회월보》제10호, 앞 글. “他求를 不待고 特其末流의 失을 救야 本面目을
回復코저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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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구신론」이 발표된 이후, 유림계에서는 반응이 석연찮았다.82)

「유교구신론」이 게재된《서북학회월보》에 일본 유학생 韓光鎬가「儒

敎求新論에 對야 儒林界에 贊否 望」이라는 글을 투고한 것이 가

장 적극적인 반응으로 보인다. 한광호가 “유교구신이 공자의 참뜻을 버

리고 새로운 의미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공자의 도가

소멸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 언설에서「유교구신론」의 독자인 유

교 지식인들이 이 글의 목적의 하나로 유교의 지속을 들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언론에서「유교구신론」을 둘러싼 논박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1909년 8월 31일, 박은식을 필두로 한 유림 50여 명이 大同敎를 발기하

여83) 유교가 실제적인 종교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대동교 창설은

유교를 종교로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했지만, 일제가 유림계를 친일화하

기 위해 1907년 대동학회를 창설한 것에 대항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기

도 했다.84) 대동교는 孔夫子誕降記念日 강연 등을 펼치며 적극적인 활동

에 나섰으나, 1910년 국권 상실 이후 일제의 감시 등으로 인해 해산된

것으로 추측된다.85)

그렇지만 1910년 국망 이후에도 유교 종교화론이 제기되었다. 경상북

도 성주 출신으로 한주학파의 주자학자인 이승희(1847～1916)가 저술

한86)「공교교과론」과「공교진행론」이 이에 해당한다. 이승희 역시 익

숙한 가치인 유교를 보전하면서도 근대 시기에 유효함을 보여주는 방편

으로 ‘종교’를 선택했다. 그는 전술한 박은식과 마찬가지로 1900년 전후

로 유교를 종교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영국인 알렉산더 윌리엄슨(韋廉臣)

82) 노관범, 2007 앞 논문, 249쪽.
83)《대한매일신보》1909년 9월 2일「宗敎會發起」 .
84) 김순석, 2004 앞 논문, 192쪽.
85) 신용하, 1982 앞 책, 80～81쪽.
86) 이승희는 그의 아버지 寒洲 李震相(1818～1886)의 심즉리설을 이어 한주학파의 계
보를 이어 나갔다. 한주학파의 성리설은 퇴계의 정통을 주장하는 안동의 定齋학파를
비롯한 주변의 학자들로부터 비판받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퇴계 학설의 핵심을 이
어 받았다고 확신하였다. 한주학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원식, 2006〈한주 이진상
의 성리설과 그 계승〉《退溪學과 儒敎文化》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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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교의 무신관을 비판하자87) ‘理=上帝=太極=心’이라는 도식을 도출

해내어88) 主理論을 바탕으로 理 자체의 주재성을 강조하는 종교관을 드

러냈다.89)

이승희는 주자 성리학자로서 학문에 힘쓰는 한편으로, 시대적 현실 문

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90) 그 중에서도 특히 1905년에 작성한 상소문

「擬陳時事疏」(1905)은 현실 문제의 해법으로 종교를 제시했다는 점에

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擬陳時事疏」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 맞은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방

침을 정리하여 제시한 글로,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방침은 바로

“明人倫以立宗敎”91), 즉 종교의 확립이었다. 해당 부분에서 이승희가 정

리한 종교로서의 유교의 내용은 本末論에 입각하여 五倫, 五德, 五行92)라

는 本과 예악, 형정, 농상, 공상이라는 末에 해당하는 요소가 고루 갖추

어진 것이었다. 본말을 모두 갖춘 유교가 곧 “우리의 만세토록 오래 가

는 종교이며, 천지는 변할 수 있지만 이 敎는 변할 수 없다”고 이승희는

87) 홍원식, 1999〈한주학파의 공자교운동〉《한국학논집》26, 8쪽.
88) 이승희,《大溪集》「韋君上帝非太極論辨」.“此理之能主宰萬物萬事者, 而謂之上帝。”
“此主宰之上帝, 非天地萬物之太極耶。”

89) 금장태는 이승희가 道學의 근원적이고 체험적인 종교성의 세계를 제시하면서 上帝
에 인격신을 내포하였다고 분석하였으나, 김종석은 이에 대해 이승희가 생각한 상제
는 기독교적인 상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승희가 기독교와 유교가 상제라는
말을 같이 쓰게 된 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지적했음을 밝혔다. (금장태, 1999 앞의
책, 133～135쪽; 김종석, 2006 앞 논문, 56～57쪽) 필자도 이승희가 표현한 상제는
오히려 主理論을 바탕으로 理자체의 주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제라는 개념 또는
표현을 가져온 것이지, 특별히 인격성을 드러내기 위해 끌어온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

90) 1881년 영남만인소 참여, 1905년 을사조약에 대응하는 上疏 활동, 1907년 국채보
상운동 및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유생 상소운동 조직 등의 활동에 참여한 것은 時事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의 성향을 보여주는 일단이다. 김기승, 2007〈한계 이승희
의 독립운동과 대동사회 건설 구상 –유교적 반전평화론에 기초한 독립운동 사례-〉
《한국민족운동사연구》50, 43쪽; 王元周, 2007〈1910년대 전반기 韓溪 李承熙의
中華사상과 民族인식〉《歷史敎育》103, 214쪽.

91) 이승희,《大溪集》권4「擬陳時事䟽」.
92) 五倫은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이며, 五德은 仁義禮智信,
五行은 孝忠友烈任恤이라고 밝혔다. 이승희,《大溪集》권4「擬陳時事䟽」. “天地文明,
首發於中華之地, 有羲軒堯舜氏作, 原天地之正性, 立人生之大倫, 曰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其德曰仁義禮智信, 其行曰孝忠友烈任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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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93) 초월적이지 않은, 세속적 가치인 인륜을 절대화하여 종교의

궁극적 가치 또는 목표로 삼은 것이다.94) 또한, 이승희는 시대 문제에 관

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교의 강상 윤리라는 원리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모든 부문에서 관철하고자 하는 입장을 이 시기

전후로 유지했다.95)

1907년 만국평화회의에 대한 외교 활동이 무산되고 일제의 탄압이 심

해지면서 이승희는 1908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였다.96) 그는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면서부터 유교가 한인에게 친숙한 것이었음을 강

조했다. “지금 한국 인민 중 동삼성에 유입하는 자들은, 대개 마음으로

중화를 흠모하고” 있다고 하면서,97) 중화 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98)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어려움을 겪던 이승희는 중

국에서 유교를 종교로 천명하고 활동하는 孔敎會의 설립 소식을 접하고

서 유교를 종교 조직으로 하는 ‘東三省韓人孔敎會’를 설립하였다.99) 그

가 이때 작성한「東三省韓人孔敎會趣旨書」에서는 “우리 동쪽의 중화[東

華] 한 구역 또한 모두 우리 공자의 후학”이라고 말하며 한인 역시 유교

적 전통을 이어받았음을 강조하며 동삼성한인공교회 설립의 정당성을 밝

히기도 했다. 더 나아가 유교를 “國魂”으로 여기기까지 했다.100)

한편, 이승희가 동삼성한인공교회를 설립한 것은 바로 유교를 종교로

상정하고 종교 조직을 통해 만주 한인 사회에 유교를 보전하고자 한 것

93) 이승희,《大溪集》권4「擬陳時事䟽」. “此吾萬世宗敎也, 天地可變而此敎不可易也。”
94) 김종석, 2006〈한주학파 유교종교화론의 본질과 공자교운동〉《철학논총》46, 54～
55쪽.

95) 김기승, 2007 앞 논문, 49쪽. 김기승에 따르면 내정개혁안, 국채보상운동 모두 강상
윤리를 언급하였다고 한다.

96) 이승희의 망명 직후의 자세한 활동에 대해서는 김기승, 2007 앞 논문; 왕원주,
2007 앞 논문 참조.

97) 이승희,《大溪集》「東三省新附韓民事宜私議」.
98) 김기승, 2007 앞 논문, 60쪽.
99) 서동일은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조사하여 이들이 영남의 이황학파와 기호의 이이학
파 출신임을 밝혀내었다. 영남과 기호의 유교 지식인이 단일한 공동체에 속하고 있다
는 것은 한국유교운동사에서 특기할 만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서동일, 2016〈일제 초
기 동삼성한인공교회의 설립과 활동〉《역사와 현실》99, 243～247쪽.

100) 이승희,《大溪集》「金子順筆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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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유교 보전의 매개로 ‘종교’가 선택된 것이다. 이승희는 “시운이

평탄치 못하여 성왕이 일어나지 않고, 공리가 멋대로 행해져 천하의 풍

조가 한 번 변하니 우리 부자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행해질 수 없게 되

었다”고 하며 신해혁명 이후 중국에서조차 유교가 부진하고 있음을 지적

했다.101) 이처럼 침체되어 있는 유교를 진흥시키기 위해 동삼성한인공교

회의 취지를 “‘공자의 敎’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學舍 설립, 서

적 간행, 후진 양성, 신지식 개발 등을 주장하였다. 종교 조직을 통해 유

교 원리를 보전하고, 또 유교를 인민에게 교육하려는 그의 의도를 여기

서 읽어낼 수 있다.102)

당시 중국에서 유교를 종교로 천명한 중국 孔敎會는 신해혁명의 信敎

自由의 원칙이 법적으로 천명되면서 유교를 국교로 확립하고, 공식적인

교육의 영역에 재편입하려는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103) 때마침 동삼성한

인공교회를 공교회 지부로 승인받기 위해 1913년 12월 경 北京에 방문한

이승희에게 중국 공교회 간사 陳煥章이 유교 교육에 관한 연구를 부탁했

다. 이에 이승희는 1914년 1월 2일「공교교과론」을 집필한 후, 같은

달에「공교진행론」도 집필하였다.104)

「공교교과론」과「공교진행론」은 이승희가 유교를 사회적으로 확산

할 매개로 종교에 주목한 다음, 종교 조직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통해

유교를 보전하는 방침을 세운 글이라고 할 수 있다.105) 그 내용을 간단

101) 당시 이승희의 활동 무대가 중국 경내에 있었던 만큼, 또한 중국이 中華 문명의 종
주국이었던 만큼 중국의 정세와 신해혁명의 추이는 이승희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그
는 신해혁명 이후 공화제가 도입된 것은 중화가 멸망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여, 중화민
국 총통 袁世凱, 부총통 黎元洪, 그리고 孫文에게 서간문을 보내 “중화를 보존하고
공자의 가르침을 크게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서간들이 도착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승희,《대계집》권26「與袁總統」;「與孫逸仙」.

102) 한편 서동일은 동삼성한인공교회의 활동은 표면적으로는 사상운동 또는 문화·교육
운동이었으나, 만주 한인이 처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인의 정치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정치운동의 속성도 강하다고 보았다. 서동일, 2016〈일제 초기 동삼성한
인공교회의 설립과 활동〉《역사와 현실》99, 249쪽.

103) 韓華, 2007《民初孔敎會與國敎運動硏究》北京圖書館出版社, 23～24쪽.
104) 서동일, 2016 앞 논문, 255～256쪽.
105) 당시 공교회가 공식 교육에서 유교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정책을 중국 국회에
제안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던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韓華, 2007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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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살펴보자면,「공교진행론」은 공교회의 전반적인 교육제도를 구상한

글로, 유교의 전통적인 교육제도에 기반을 두되 근대적인 학교 제도를

참고하여 ①學宮, ②學員, ③敎科書, ④敎規의 네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

하였다. 각 항목에서 공립학교 설립, 의무교육 실시, 입학 연령, 교과 과

정, 학교 규칙 등을 비교적 상술하였다.106)「공교교과론」은「공교진행

론」의 세 번째 항목 교과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상술하여 교과 내용을

제안하였다.《周禮》,《書經》등 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①五德, ②五

倫, ③六藝, ④四科로 교과목을 분류한 다음, 이에 해당하는 내용과 교과

서를 각기 제시하였다.107)

각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보다 주목할 점은 저자 이승희가 유교의 보전

과 확산을 ‘종교’ 조직에서 유교의 내용을 교육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고

자 했다는 점이다. 그 방침은 형이상과 형이하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제

시되었다. 즉, 유교적 가치를 담은 ‘인륜’과, 시대에 알맞은 실용적인 부

분을 병행하여 시의성을 확보하려고 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앞서서

박은식이 ‘내면의 도덕’이라는 도덕 윤리의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시의성

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해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

다.

이승희가 ‘종교’를 정의하거나, 유교가 왜 종교가 되어야 하는지를 서

술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미 유교를 종교로 상정하고 있었다. 이때 종

교는 유교의 보전과 확산을 위한 기제로 선택되었다. 이는 다른 종교가

사회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는 지금

“서구의 기독교, 인도의 불교가 자기 일파를 지키고” 있으며,108) 여러 종

91～92쪽.
106) 이승희,《大溪集》권29「孔敎進行論」. ①學宮에서는 삼황오제부터의 학교의 역사
를 개관한 후, 오늘날은 기존에 있는 공자묘를 바탕으로 마을마다 공교를 교육하는
공립학교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學員 항목은 인간의 性은 균등하기 때문에
8세～15세까지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③敎科書는 교과 과정과 수준
에 맞는 유교 경전을 교과서로 채택해야 함을 주장했다. 마지막 ④敎規는 하·은·주에
서 시행한 학교의 법규가 남아있지 않아 서양 학교의 규칙을 참작하여 공교의 교육제
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107) 이승희,《大溪集》권29「孔敎敎科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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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각자 세운 “神堂에서 교과 과정을 설치”109)하여 사람들에게 교육

하였기 때문에 각 종교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교도 종

교 조직을 갖춘 다음 교육을 시행하여 사람들이 “人道가 敎旨가 됨을

알”게 하면 공교를 존숭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110) 또한, “천하의 배

우는 자들이 모두 진심으로 그 가르침에 감복하게 한 후에야 참된 孔敎

가 될 수 있다”고 하며111) 대중에게 유교를 전파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실상 유교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희는

유교가 근대라는 시기에 유효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실용의 측면을 겸비

하여 시의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해혁명 이후 중국이

공화제를 채택하여 풍조가 바뀌자 “공교가 무익하다고 하고, 심하게는

유해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112)하며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유교에

대한 비판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옛 도에서 벗어나지 않되

시의에 적절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세웠다.113)

앞서 말했듯이, 이승희가 추구하는 시의성은 形而上에 해당하는 윤리

의 측면과, 形而下에 해당하는 실용의 측면을 겸비하는 데 있었다. 먼저,

「공교교과론」에서 제안한 유교의 교과목 중 ①五德, ②五倫에 해당하

는 내용은 주로 윤리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부분은 특히 일상

의 윤리에 방점을 두고서 ①五德은 개인이 지닌 “人性의 고유한” 것으로

인성을 기르는 지침을 전하는 경전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②五倫

에서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미암는 도덕적인 지침을 배

워야 한다고 말했다.114) 특히 이와 같은 ‘일상의 도덕’은 결국 “오늘날

108) 이승희,《大溪集》권29「孔敎敎科論」. “雖今歐印耶佛之各守一派者”
109) 이승희,《大溪集》권29「孔敎進行論」. “道佛耶回蒙回藏之各宗其敎者, 亦各因其所

立之神堂, 以次設課, 庶幾不費而事集, 並行而不悖矣。”
110) 이승희,《大溪集》권29「孔敎敎科論」. “雖今歐印耶佛之各守一派者, 旣漸知人道之
爲敎旨, 則自不得不以孔敎爲宗。”

111) 이승희,《大溪集》권29 위 글. “必講求實行孔敎之方, 使天下學者, 皆眞服其敎然後,
爲眞孔敎矣。”

112) 이승희,《大溪集》권29「孔敎進行論」. “共和建國, 風潮一蕩, 乃肆然曰孔敎無益, 甚
則曰有害”

113) 이승희,《大溪集》권29 위 글. “或純用古經, 或叅述新義, 務要不畔古道而切於時義,
庶風俗可正, 人材可鑄。”



- 29 -

서구에서 운운하는 종교의 대강의 뜻 역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115)

고 하며 서구 근대적인 종교가 행하는 윤리적인 기능을 유교도 할 수 있

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박은식이 ‘내면의 도덕’을 강조한 것과

도 일맥상통한다.

그렇지만 이승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유교가 지닌 실용성을 강조하였

다. ③六藝, ④四科의 교과목은 유교 경전의 내용을 참작하되 근대에 실

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 비슷한 요소들을 끌어다 맞추도록 했다. 구

체적으로 ③六藝의 禮·樂·射·御·書·數를 實業으로 삼아, 현시대에 맞게

“대포나 총을 병기로 다루고, 차를 모는 것을 각각 射와 御로 해야 한

다”116)고 주장한 바 있다. 또, ④四科에서도 政事는 “정치, 법률, 물리 등

이 해당한다”거나, 言語는 국가 간의 외교부터 서로 다른 언어를 번역하

는 것까지 해당한다고도117) 말했다. 이는 모두 유교가 전하는 가르침이

오늘날에 무용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였다.118)

이처럼 이승희는「공교진행론」과「공교교과론」을 통해 孔敎라는 유

교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확립하여 유교적 가치의 확산을 도

모하고자 했다. 그리고 교과 과정을 확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유교의

정신, 곧 ‘일상의 도덕’과 실용적인 부분을 동시에 갖추어 근대에 적합한

형태로 거듭나고자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박은식이 1909년 작성한

「유교구신론」단계에서는 유교가 근대에 적합하다는 주장을 내면의 도

덕을 통해 강조하기 위해 ‘종교’의 외피를 차용했다면, 1914년의 이승희

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도덕과 실용적 측면을 모두 갖

추고자 했다는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박은식의「유교구신론」과 이승희의「공교진행론」·「공교교

114) 이승희,《大溪集》권29「孔敎敎科論」.
115) 이승희,《大溪集》권29 위 글. “雖今西歐所云諸宗敎大旨, 亦不能外此而伸其說。”
116) 이승희,《大溪集》권29 위 글. “孔子之世, 禦侮致遠之具, 惟弓矢車駟, 所以能爲用
使, 其在今日, 亦當炮鎗以兵, 電火以駛, 是亦射御也。”

117) 이승희,《大溪集》권29 위 글. “大而邦國朝聘會同盟約之命, 以至衆胥殊詭之譯, 皆
是也。”

118) 이승희,《大溪集》권29 위 글. “或者謂今世快創利炮火車電輪, 震蕩區宇, 弓矢爲無
用, 五御亦不足施, 是誠不知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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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론」은 공통적으로 한국 인민들에게 익숙하다고 믿는 유교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으며, 사회적 확산의

기제는 바로 종교였다. 이때의 ‘종교’는 기독교로 대표되는 근대적 종교

개념이 그대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유교가 근대 종교 개념에서 취할 수

있는 ‘도덕’의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교의 시의성, 현실성과 결부된 문제였다. 다시 말해, 유교

와 ‘종교’의 결합은 근대라는 시대에서 유교가 하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표현으로, 일종의 ‘시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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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1920년 전후 유교 종교화론의 제도적 접근

1. 식민지 종교 정책과 ‘종교적 사회개조’의 지향

1910년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을 합병하여 식민지로 삼았다. 조선

총독부는 ‘문명화’를 기치로 내걸고 경제적 안정, 산업의 발달, 치안의 안

정을 문명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조선의 ‘악정’을 개혁하고 ‘문명’을 도입

하고자 했다.119) 이때 유교는 ‘문명’을 방해하고 조선의 ‘악정’을 대표하

는 사상 체계로 여겨졌다. 그러나 1911년 8월 기존의 성균관을 폐지하

고 經學院을 설치한 이후, 일제의 유교에 대한 태도는 변화했다. 유교의

윤리 도덕적 측면이 통치 질서 유지에 부합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

다.120) 또한, 일제는 유림이 조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간 지배세력임을

파악하고 이들을 회유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121)

조선총독부는 유교 지식인들을 회유하는 한편으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이용하였다. 1910년「鄕校財産管理規程」을 제정

하고, 1911년에 성균관을 재편하여 經學院을 설치한 것은 향교와 경학

원을 총독의 직접 감독하에 두고 식민지 통치 기관으로 만들고자 한 조

처였다.122)

먼저 1910년 공포한「鄕校財産管理規程」으로 인해 향교 자체에서 관

리하고 있던 향교 재산은 지방관의 관리 감독 하에서 보통학교 경비로

전용되었다.123) 본래 향교의 재정 수입은 해당 향교 유림들이 자율적으

119) 권태억, 2014《일제의 한국 식민지화와 문명화(1904～1919)》서울대학교출판문화
원, 75～83쪽

120) 김현우, 2012〈1910년대『매일신보』에 비친 유교의 모습〉《유교문화연구》20.
121) 총독부에서는 유력한 유림 12,115명에게 임시은사금을 지급하였으며, 조선귀족 76
명에게는 작위를 수여한 바 있다. 이는 구지배층이 반일적 태도를 포기하고 일제에
협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찬승, 1992, 앞 책; 이명화, 1993〈朝鮮總督
府의 儒敎政策〉《한국독립운동사연구》7, 88～89쪽; 배민재, 2009〈1910年代 朝鮮
總督府 臨時恩賜金事業의 운영방향과 그 실제〉《한국사론》55.

122) 이명화, 1993 위 논문, 89쪽.
123) 김정인, 2006〈일제강점기 향교 변동 추이-향교 재산 관련 공문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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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하면서 享祀를 진행하는 비용 등에 쓰였다. 그러나 1910년의 새

규정은 향교에 대한 지역 유교 지식인들의 자율성과 주도권을 박탈하고

官에 의해 통제 받는 기관으로 전락시켰다. 1911년 10월 신설한「地方文

廟職員에 對한 規程」도 역시 향교를 통제하기 위해 친일적인 성향의 유

림을 향교의 직원으로 임명하되, 직원의 임명과 사직은 부윤, 군수 등의

신청에 의해 도장관이 시행하도록 했다.124) 1918년의「書堂規則」역시

사설 서당을 지방관의 통제 하에 놓으려는 의도로 시행되었다.125) 이와

같은 1910년대 초반의 향교에 대한 통제책은 유교 지식인으로부터 향촌

에 대한 자체적 사회 교화 기능을 박탈하고, 교육과 교화의 기능을 보통

학교에 넘겨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향교에 대한 통제책으로 지방 유림 전반에 대한 제한 조처가 시행되었

다면, 1911년 6월 성균관이 經學院으로 재편된 것은 전국 유교계를 중앙

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經學院規程」

에서는 경학원을 “조선총독부의 감독에 속하여 경학을 강구하며 문묘를

제사하며 풍교덕화를 裨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126) 다시

말해 경학원의 역할로 ①經學 연구, ②문묘 제사, ③풍속 교화를 제시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학원 운영의 실상으로 미루어 보면 조선총독

부의 의도는 ③풍속 교화와 더불어 유교 지식인들에 대한 통제에 방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학원으로의 재편 과정에서 성균관이 지니고 있

던 인재 교육의 기능은 사라졌으며, 문묘 석전제의 경우에도 조선총독부

의 통제 하에서 시행 시간이나 집전자가 정해지고, 석전제를 전후로 총

독부의 시정을 반영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본래 취지는 퇴색되었기 때

문이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자신들의 사회교화 정책 사업 및 총독부의

정치를 경학원을 이용해 선전한 것이었다.127)

《한국민족운동사연구》47, 88～95쪽.
124) 김정인, 2006 위 논문, 47쪽.
125) 김승태, 2017〈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한국 종교계의 동향〉《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47쪽.

126) 국가기록원, CJA0004756《경학원잡서류철》「經學院에 關한 訓令」.
127) 이명화, 1993 앞 논문,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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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조선총독부의 유교를 겨냥한 통제책이 시행되었던 상황과

더불어, 1915년 8월 조선총독부령 제83호로 발포된「布敎規則」역시 특

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128) 포교규칙은 식민지 조선의 종교를 통제하고

자 하는 정책으로, 제1조에서 “神道, 佛道, 基督敎를 종교라고 이른다”고

명시하였다.129) 또한 종교인으로 종사하려면 총독에게 신고해야 했고, 포

교는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며, 포교당 설립·변경 시에도 총독의 허

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앞서 제시한 신도, 불도, 기독교 외에 “종교 유

사 단체”에도 해당 규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결국「布敎規則」은 모

든 종교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었던 것이다.130)

「布敎規則」이 종교 전반을 통제하려는 성격을 지녔던 것과 함께 유

의해야 할 점은 바로 유교가 이른바 ‘근대적인’ ‘공인종교’에서 제외되었

다는 것이다.131) 그렇지만 유교가 ‘유사종교’로 분류되지는 않았는데, 이

는 통치체제 유지에 유교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결과 ‘유사종교’의 범주

에 넣어 감시하고 탄압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132) 조선총

독부는 유교를 종교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식민 통치를 강고하게 하기 위

한 윤리 도덕으로 인식하면서, 체제 유지와 사회 교화에 활용하였다.133)

그리하여 유교는 정책적으로는 경학원이라는 식민 기관에 갇히게 되고

말았다.

128) 김순석은 유교 종교화 운동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포교규칙」에 주목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포교규칙」을 일제강점기 유교 종교화 운동의 배경 중 하나로 제시
하였다. 김순석, 2013 앞 논문, 232쪽.

129)《朝鮮總督府官報》1915년 8월 16일, 154쪽.
130) 김승태, 2017〈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한국 종교계의 동향〉《한국
기독교와 역사》, 34쪽.

131) 장병길은 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을 두고 “헌병경찰력으로 유·불교를
쓸어버리는 그야말로 종교를 탄압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장병길, 1985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 정신문화연구〉8권 2호, 55쪽.

132) 유교 자체가 ‘유사종교’로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유교계 유사종교’라는 분류는 존
재했다. 村山智順의《朝鮮の類似宗敎》(1934)에서는 다양한 계열의 유사종교를 개관
하고 있는데, ‘유교계 유사 종교 단체’는 太極敎, 大聖院, 慕聖院, 孔子敎, 大成敎會,
大宗敎, 性道敎 등 7개 종교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33) 정욱재, 2007〈1910～1920年代 경학원의 인적 구성과 역할 –사성과 강사를 중심
으로-〉《정신문과연구》30, 221～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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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의 사회적 효용성을 인정하면서 유교를 종교로 보고 있던 지식인

들은 특히「布敎規則」에 주목하고 있었다. 1910년대 이른바 ‘무단통치’

기간에는 단체 결성 및 활동에 큰 제약이 가해졌고 어떤 주체든지 운신

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유교가 일정한 사회

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종교’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과 같이 유교가 ‘공인종교’에서 제외된 것은 결과

적으로 유교 종교 조직의 결성에 제약을 가하는 제도적 제한 조처였다.

따라서 후술하겠지만, 이병헌과 같이 유교 종교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부 유교 지식인들은 유교가 ‘공인종교’에서 배제된 이유에 관심을 지닐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청원서를 발송하는 등 총독부의 종교 정책에 대

응하면서 자신들의 논지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식민권력에 의해 정책적으로 배제당하는 한편으로, 사회적으로도 유교

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었다. 유교망국론은 1910년대～1920년대에도 꾸준

히 제기되었고, 근대 지식인들에 의해 유교는 ‘타파의 대상’이었다. “신시

대에는 신생활을 요구하고 신생활은 신사상에 배태”되기에 ‘근대적’ 사상

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상개혁론이 언론을 장식하면서134) 유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던 것이다.《동아일보》의 논설「假明人頭上에 一棒」은

도학을 고수하는 유교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유교 그 자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135)

이처럼 유교는 1910년대에도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효용성을

의심받았으며, 더 나아가 조선총독부라는 식민권력이 등장하면서 정책과

제도적으로도 통제받게 되었다. 요컨대 1900년대에는 유교가 서양 종교

에 대응되는 한국의 ‘종교’로 인식되는 한편으로 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면, 1910년대 이후에는 이에 더해 식민 통치체제 내로 강

제 편입되면서 제도적으로 종교에서 배제당하게 되는 이중의 고충에 처

하게 되었다.

134)《學之光》5호, 1915년 5월 2일「思想改革論」宋鎭禹.
135)《동아일보》1920년 5월 8일, 5월 9일「假明人頭上에 一棒」桓民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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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1920년 전후의 사회적·시대적 분위기는 ‘개조론’이 유행하

며 지식인 사회에서 생산하는 담론의 중심적인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개조론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 새로운 대

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사상이다. 1919년 4월 일본에서 잡지

《改造》가 발간되며 개조론이 급속히 파급되어 한국 지식인들에게도 전

달되었는데, ‘개조’ 담론은 전후 세계체제의 재편 속에서 자본주의와 제

국주의를 비판하며 ‘세계개조’, ‘사회개조’를 지향하고 있었다.136) 개조의

방향은 물질문명을 반성하고 문화주의와 내적 개조, 즉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는 데로 나아갔다.137)

한국에 개조론이 미친 영향의 결과로, 1920년 천도교계 잡지《開闢》

이 발간되었다.《開闢》이 창간된 배경에는 세계개조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 사회를 개조한다는 목적이 있었고, 특히 ‘종교적 사회개조’라는 지

향을 내포하고 있었다.138) 종교적 사회개조는 말 그대로 종교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원리였다.《開闢》은 기본적으로 천도교라는 종교

단체에서 발간한 잡지이지만 1926년 폐간 때까지 거의 매월 평균 2만부

정도가 안정적으로 발행되었으며, 종교·학술·문화·정치 등 사회 제반 분

야를 다루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139) 이 잡지가 지식인 사회에

미쳤을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1900년대 일본에서 철학서적을 간행한 쿠로이와 루이코의

최후종교론이나,140) 일본의 철학자 이노우에 테쓰지로의 저서《철학과

136) 김형국, 1999〈1919～1921년 한국 지식인들의 ‘改造論’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대
하여〉《충남사학》11, 119～125쪽.

137) 허수, 2009〈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한국근현대
사연구》50, 48～49쪽.

138) 허수, 2011《이돈화연구》역사비평사, 90쪽.
139) 정용서, 2015〈개벽사의 잡지 발행과 편집진의 역할〉《한국민족운동사연구》83,
148, 157쪽.

140) 최후종교론은 1906년 일본에서 간행된 쿠로이와의 저서『人生問題』에 나오는 내
용으로, 사람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神과 實在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
용이다. 이돈화, 조소앙 등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 저서를 접하였으며, 이돈화
가 천도교의 신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후종교론의 영향이 드러난다. 허수, 2011
앞 책, 59～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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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1915)를 통한 현상즉실재론과 같은 일본 ‘근대 철학’은 천도교 이

론가 이돈화를 통해《開闢》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종교철

학 이론은 각기 神과 實在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종교·철

학·과학의 3구분법을 제시하였다.141) 이상의 이론은 종교가 사회개조의

한 원리가 될 수 있다는 바탕을 만들어 주었다. 이돈화는 이러한 내용을

흡수하여 사회개조는 종교를 통해서 해야 하며, 종교 중에서도 ‘사상적

포괄성’을 갖춘 천도교를 적임자로 꼽기도 했다.142)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주장이 다른 종교에서도 보인다는 점이다. 불교

의 경우에도 만해 한용운이 일찍이《朝鮮佛敎維新論》(1913)을 저술하여

유사한 주장을 한 바 있다. 한용운은 불교는 신앙의 대상이 충분히 되는

종교이며, 이성적 요구에 부합하는 철학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는 불교가 타 종교에 비해 종교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에서 지닌 우수성

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서양 철학자들의 이론은 불교의 이론으로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하며 불교의 사상적 포괄성을 보여주기도 했

다.143) 한용운은 이돈화가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이자 철학인

불교는 미래의 도덕문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144) 이는 다시 말하자

면 불교가 ‘최후의 종교’가 될 것이라 예견한 것이다.

이처럼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한 후, 1900년대를 풍미했던 약

육강식의 사회진화론이 쇠퇴하고 정의와 인도를 내세운 세계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145) 종교적 사회개조의 분위

기는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었고, 천도교와 불교에서는

141) 최후종교론과 현상즉실재론에 대한 내용 및 이상의 이론이 이돈화와 개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허수, 2011 앞 책; , 2015〈『개벽』의 종교적 사
회운동론과 일본의 “종교철학”〉《인문논총》72 참조.

142) 허수, 2015 앞 논문, 329쪽.
143) 후술하겠지만, 송기식은《유교유신론》12장 現今各宗敎와 及歐西各學說의 考證比
例에서 유사한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송기식은 각 종교와 서양 철학의 이론이 모두
이미 유교 경전과 성현이 주장했던 내용임을 일일이 비교하여 나열하였다.

144) 이상 한용운의《朝鮮佛敎維新論》의 내용은 정천구, 2011〈만해 한용운의 개혁적
불교사상에 관한 연구〉《민족사상》5를 참조하여 서술하였음.

145) 허수, 2009〈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한국근현대
사연구》50, 48～49쪽.



- 37 -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논설이나 저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적 경향은 유교 지식인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안동의 東山 柳寅植(1865～1928)은 영남의 정통 학맥에 있는 유

학자였다. 후술할《유교유신론》의 저자 송기식과는 같은 스승 아래에서

공부하였다. 유인식은 1919년「學範」이라는 글을 지어 청년에게 학문을

위한 방법과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마지막 항목으로 ‘종교사상’을

서술하였다. 그는 한국은 유학자에서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孔敎를

자부하며, 대종교와 천도교는 孔敎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

다. 또한, 관습을 파괴하고 신사조를 섭취하며, 정신을 발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146)

정리하자면, 192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유교는 조선총독부의 종교정

책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공인종교’에서 배제당하는 상황에 직면하였

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구사상’이나 ‘구관습’으로 불리면서 극복

의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개조론의 유입과 ‘종교적 사회개

조’의 지향은 지식인들이 종교에 주목하도록 만들었고, 천도교와 불교계

의 지식인들이 이러한 지향에 공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교 지

식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1920년을 전후로 하여 유

교 종교화론을 주장했던 이병헌과 송기식은 부지불식간에라도 이러한 영

향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146) 그렇지만 유인식은 유교를 ‘國粹’로 파악하고 종교의 힘으로 나라를 유지하고 회복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인민교화적 종교개념’과도 유사해 보인다. 동
산 유인식의「學範」의 자세한 내용은 금장태, 1999 앞 책, 191～19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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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 ‘종교’로의 제도적 구체화

1910년 전후에 제기된 유교 종교화론은 박은식이 1911년 중국으로 망

명하고, 이승희가 1916년 타계하면서 1910년 중반 이후 단절되는 듯했

으나, 이병헌이 중국 공교회와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그 명맥을 이었다.

1919년 이병헌이 저술한「유교복원론」과 1921년 송기식이 편찬한《유

교유신론》은 1920년을 전후로 한 시기의 유교 종교화론을 대표하는 저

작이다. 두 편의 글은 앞서 살펴보았던 개조론의 사조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1910년대 전후의 유교 종교화론에 비하여 제도적인 구

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식민지라는 상황 하에서

‘종교’라는 담론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대 종교적인 제도와 형식

을 갖출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이병헌(1870～1940)은 1910년대 초중반 중국 일대에서 공교운

동에 참여한 이승희와 같은 한주학파의 일원으로,147) 곽종석(郭鍾錫)의

제자이다. 그는 1914년부터 1925년까지 5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공교론

을 펼친 캉유웨이를 직접 방문하여 제자가 되었다.148) 이 과정에서 캉유

웨이를 필두로 한 공교회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며 주자 성리학적 관점을

타자화하게 되면서 유교 종교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천착하였다. 특히

1914년 2월 말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유교의 종교 여부에 대한 논박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던 상황에서149)《孔敎會雜誌》에 실린 관련 글

들150)을 열람하고 나서 지은《종교철학합일론(宗敎哲學合一論)》은 서구

종교와 유교를 비교하며 유교의 종교적인 성격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중

147) 한주학파는 時弊에 민감하고 시무에 시무론적 의식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김종석,
2008〈성와 이인재의 유교개혁사상〉《퇴계학과 한국문화》43; 임종진, 2013〈성와
이인재의 성리사상 -『고대희랍철학고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퇴계학과 한
국문화》53.

148) 금장태, 2003 앞 책, 33～100쪽.
149) 韓華, 2007 앞 책, 222～223쪽. 당시 공교회는 유교 국교화 운동을 펼치고 있었
는데, 유교가 국교가 되려면 유교가 종교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중화민국 초기 사상계에서는 첨예한 대립의 장이 형성되었다.

150)《孔敎會雜誌》제1권 제12호,「論說: 國敎名義問答」;「論說: 定孔敎爲國敎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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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151)

《종교철학합일론》에서 그는 “서구에서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철학이

흥하자 두 개가 되었고, 동방에서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철학이 흥하자

하나로 합하였다. 그것이 나뉜 까닭을 살펴보면, 그것은 眞知와 미신의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즉, 서구의 종교는 ‘미신’의 영역에,

철학은 ‘眞知’의 영역에 각각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와 철학이 나

뉜다고 파악했지만 유교는 양자가 합한 형태임을 먼저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병헌은 儒家는 서구 종교의 개념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고 하

면서 ‘五倫’이라는 유교의 핵심 가치를 종교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서구

종교의 초월적인 神道와는 다소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이다.152)

이병헌은 홍콩에서 캉유웨이를 만나면서 종교로서의 유교에 대한 신념

을 더욱 굳건히 했다.153) 1916년 중국을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는 캉유

웨이로부터 공교 운동의 기반이 된 금문경학을 배우고, 공교회 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종교 조직의 경험을 쌓은 뒤 다시 귀국하였다.154) 1914년,

1916년 두 차례에 걸친 중국 방문에서 캉유웨이를 비롯한 공교회 인사들

과의 만남은 이병헌이 유교 종교화 문제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방향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이 때의 경험은 후일 이병헌이

저술한「유교복원론」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처럼 유교와 종교 문제에 천착하게 된 이병헌은「포교규칙」이나 유

교와 관련한 조선총독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미 중국에서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논쟁이 오고갔던 것을 보며 유교

가 종교임을 논증한 바 있었던 그는 유교가 ‘공인종교’에서 제외된 상황

에 기민하게 반응했다. 그리하여 1918년 5월, 하세가와[長谷川] 총독에게

유교를 종교에 포함하는 문제,「향교재산관리규칙」개정 등의 내용이 포

151) 한국학문헌연구소, 1989《李炳憲全集》上「魯越日記」, 461쪽.
152) 이러한 내용은 이후에 저술한「儒敎爲宗敎哲學集中論」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학
문헌연구소, 1989《李炳憲全集》上「儒敎爲宗敎哲學集中論」,

153) 캉유웨이와의 만남에 박은식도 동행하였는데, 이 무렵 박은식은 독립운동가로서 활
동하면서 유교 종교 문제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54) 금장태, 2003 앞 책, 37～47쪽.



- 40 -

함된 일종의 청원서를 발송하였다.155)

이병헌은 청원서에서 유교를 종교에 포함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

하면서 유교가 한국 인민에게 익숙한 가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종교’는

인민의 정신을 붙드는 표본”인데, “조선 인민의 정신이 유교에 매인 것

이 오래되었”지만 최근 유교가 종교에서 빠졌기에 인민이 귀의할 곳이

없다고 호소하였다. 또, “오늘날은 종교시대”인데 종교가 없어져서 인민

이 異敎에 빠졌으니 “유교를 종교로 인정하고 상하의 民志를 유지함에

주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처럼 이병헌은 조선총독부의 종교 정책, 유

림의 거취와 관련한 정책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청원 활

동을 펼쳤다. 그는 이 외에도 10차례에 걸쳐 청원 활동을 했는데,156) 유

교를 종교로 상정하여 ‘敎’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총독부의 정책 노선을

수용하면서 피력하였다.157)

유교를 ‘공인종교’의 반열에 올리고자 하는 청원활동을 하는 한편으로,

이병헌은 1919년에「종교철학합일론」과「유교위종교집중론(儒敎爲宗敎

集中論)」을 확장한「유교복원론」을 저술하였다.「유교복원론」에서는

유교의 종교 여부, 유교가 변화해야 할 방향, 유교의 미래 등 다양한 주

제로 글이 전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교가 제도적, 또는 형

식적으로 체계적인 종교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강조

점은 글의 전반적인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155) 국가기록원, CJA0004756《경학원잡서류철》「이병헌의견서」.
156) 한국학문헌연구소, 1989《李炳憲全集》上『山房叢書』, 121～125쪽.『山房叢書』
에는 11차례에 걸친 청원서가 수록되어 있다. 확인 가능한 년도는 1918～1920년까
지이며, 하세가와 총독, 하라 다카시 일본 수상, 사이토 마코토 총독 등에게 발송되었
다. 청원서들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157) 서동일, 2013〈1910년대 韓中儒林의 교류와 孔敎運動〉《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174쪽. 서동일은 이병헌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크게 비판적인 의식을 보이지
않았으며, 때로는 일본의 아시아주의에 경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보았
다. 한편, 이러한 이력으로 인해 이병헌은 1920년 상해를 방문했을 때 임시정부를 정
탐하는 부일 세력으로 의심 받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독립신문》1920년 5월 27
일,「孔子를 尊尙키 爲하야는 敵의 奴隸를 甘作하는 儒敎中毒者 李炳憲의 行」; 오병
한, 2016〈1910년대「중화유기」와 李炳憲(1870～1940)의 현실 인식〉《숭실사
학》37집,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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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교복원론」의 목차 구성 및 각 장 분량

장 제목 쪽 분량 백분율(%) 장 제목 쪽 분량 백분율(%)
서언 1 1.42 6장 儒敎 沿革 8.5 12.14
1장 儒敎 名義 5 7.14 7장 儒敎 傳布 12 17.14
2장 儒敎 性質 4 5.71 8장 儒敎 交際 5 7.14
3장 儒敎 宗旨 5 7.14 9장 儒敎 希望 6 8.57
4장 儒敎 倫理 7.5 10.71 10장 儒敎 結果 7 10.0
5장 儒敎 範圍 7.5 10.71 결론 1.5 2.14

*쪽 분량은 판심을 기준으로 한 판을 두 쪽으로 보았다.

「유교복원론」의 전반적인 목차 구성과 각 장의 분량을 이상과 같이

정리해 보면, 4장부터 7장까지의 분량이 50.7%로 전체 내용의 절반 정도

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儒敎 傳布를 논하는 7장이 17.14%로 3분의 1

가량에 달한다. 분량의 많고 적음이 내용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척도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7장의 내용이 이 글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기도 하며「유교복원론」저술 이후의 저자의 행적과도 연관된다.158)

체계적 종교 제도를 갖출 것을 주장한 7장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이병헌은 유교가 종교라는 전제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에 유의해야

한다.「유교복원론」에서 이병헌은 끊임없이 기독교와의 비교를 통해 유

교가 종교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 시기에는 유교의 종교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었을뿐더러 총독부에 의해 정책적으로도 유교가 종교에서 배제

되었기 때문에 이병헌은 유교가 종교라는 것을 처음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이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여159), 공자를 교주로 설정하고 유교가 종교성을 갖추고 있

음을 주장한다. 이때 이병헌은 서구 종교와 유교의 취지 자체는 동일하

다고 보았는데, 그 취지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뜻”160)이었다.

158) 후술하겠지만, 이병헌은「유교복원론」을 실천하고자 경남 산청에 배산서원을 건립
하였다.

159) 한국학문헌연구소, 1989《李炳憲全集》上「儒敎復原論」, 177쪽. “第一章…問: 儒
敎者何敎也? 答: 儒敎者, 孔子之敎也。”

160) 한국학문헌연구소, 1989《李炳憲全集》上 위 글, 179쪽. “救世之意則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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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교는 이미 종교성을 갖추고 있지만 체계적인 제도를 갖추어

인민사회에 전파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이병헌은 판단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 시급한 문제였다. “기독교

나 불교는 모두 교당이 있고, 각각 전 세계와 아시아에서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지만 유독 유교는 천하에 전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유아시대”라고 비판하였다. 유교의 발전이 더딘 이유로 그는 ①교

조 숭배 관념의 부재, ②공공의식이 서양인에 비해 부족, ③교통이 서구

에 비해 발달하지 못함을 지목하였다.161) 그간 종교로서의 역할에 충실

하지 못했던 유교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있어 서구와의 비교는 곧 기독교

와의 비교였으며, 이로부터 ‘종교’로서의 유교를 이끌어 나갈 힌트를 기

독교에서 얻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독교가 기준이 된 이유는 바

로「포교규칙」에서 유교가 종교에서 배제되었던 이유와 연관된다. 조선

총독부가 ‘유교에는 인격적 절대신, 기도나 예배 같은 종교의례가 약하

다’라는 명목을 내세워162)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병헌은 기독교 모델을 기준으로 한 종교 담론이 일반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교를 ‘종교’로서 보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형식을

모델로 삼아 근대 종교 제도의 구색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

한 제도적 변모를 통해 인민사회에서 유교적 가치를 보전하고 전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하여 유교를 전포하는 방법으로 ①교당을 건립할

것, ②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성경으로 삼고 전포할 것, ③교사를 정하

여 경전을 설명할 것이 제시되었다. 교당, 경전, 교사는 각기 기독교의

예배당, 성경, 선교사 또는 목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근대 종교 제

도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는 한국 유교의 전통에서 사당

을 세워 공자를 존숭하는 것을 “망령”되다고 하는 비판이 있기에, 교당

을 세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바로 “이러한 태도로 인해 유

161) 한국학문헌연구소, 1989《李炳憲全集》上「儒敎復原論」. ‘7장 유교전포’ 187～
189쪽.

162) 박미라, 2004〈이병헌의 孔敎운동에 나타난 神道論 연구〉《동양철학연구》38,
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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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멸망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이

병헌은 이러한 형식을 두고 ‘교회식 유교’라고 명명하기도 했다.163)

이처럼 기독교를 모델로 한 종교 제도와 형식을 갖춘 결과로 이병헌은

‘최후의 종교’가 될 유교를 상상하며 유교가 근대에도 유효함을 입증하여

시대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유교가 “앞으로의 세계에서

마지막에 우승하는 종교가 될 것”164)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유교

에 종교, 철학, 과학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大同의 이상을 지향”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당대 지식인과 다른 종교에서도 유행했던 ‘최후종교론’

적인 사고가 엿보이는 부분으로, 저자가 시대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

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타종교가 후세의 문제에 천착하는 데 비해 유교

는 현세의 문제에도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은165) 유교 자체가 지닌

시의성을 피력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요컨대, 이병헌의「유교복원론」은 저자 자신이 “공자의 원상 原狀을

회복하여 ‘大同’의 시대”로 나아가야함을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

로 이른바 ‘근대 종교’의 제도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 글은 이전 시기

163) ‘교회식 유교’는 新派라 불렀으며,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자 성리학적 해석에 입각
한 ‘향교식 유교’를 舊派라고 명명했다.

[표 2] 교회식 유교와 향교식 유교 비교

*한국학문헌연구소, 1989《李炳憲全集》上「辯訂錄」의 내용. 금장태, 2003 앞 책, 177
쪽 일부 참고함.

교회식 유교(신파) 향교식 유교(구파)

배향 대상 공자만을 높이고 상제에 배향
선현을 함께 받들어 공자에 배

향
공자 종교가 여부 공자는 종교가임 공자는 종교가가 아님
대동주의 공자는 대동주의 공자는 대동주의가 아님
춘추에 대한 평가 춘추는 三世進化 춘추는 尊君專制

중국/중화주의 중국은 一人, 천하는 一家

중국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

며, 유교를 지키고 이단을 물리

침
금고문 관련 입장 維新하여 今文經學을 천명 守舊하여 古文經說을 받듦
기원 공자 탄생이 기원(孔紀) 제왕의 연대가 기원
중국의 대표인물 康有爲·陳煥章 夏震武 등

164) 한국학문헌연구소, 1989《李炳憲全集》「儒敎爲宗敎哲學集中論」上 214쪽. “殆將
爲世界最後優勝之敎也夫。”

165) 한국학문헌연구소, 1989《李炳憲全集》上「儒敎復原論」. ‘10장 유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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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라진 식민지라는 상황으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권력이 유교를 정책

적으로 ‘공인종교’에서 배제했던 상황과, 시대적으로 종교적 사회개조의

물결이 일었던 것의 영향 속에 있었다. 이러한 영향 아래에서 이병헌은

유교가 기독교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한 ‘근대 종교’의 구성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구성 요건은 교당, 경전, 교사의 세 가지였고,

이는 인민대중에 유교의 가치를 전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병헌은 자신이 제시한 방법론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경남 山淸에

培山書院을 설치하였다. 한국 최초의 ‘민립문묘’166)이기도 한 배산서원은

공자의 影幀을 직접 봉안하고 이병헌 자신의 조상을 명현의 위치에 놓았

다는 점에서 종교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배산서원 설립은 원론

적이고 보수적인 유교 지식인들로부터 공분을 샀고, 이병헌을 성토하는

유림들의 글이 난무했다.167) 이병헌은 기독교의 루터, 불교의 紅鸞과는

선을 긋고 ‘正名’을 주장했지만 근대 종교로 거듭나려는 모습은 주자 성

리학을 고수하는 이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병헌의 유교 종교화론과 그 활동은 근대적인 ‘종교’로의 전환을 통해

유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하여 유교의 본원을 지속하고자 한 유의미

한 시도였다.

한편, 이병헌이「유교복원론」을 저술하고 2년 뒤인 1921년, 안동의

유교 지식인 송기식(1878～1949)은《유교유신론》을 저술하여 유교 종

교화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안동에서 정통 퇴계학파를 계승한 定齋 柳致

明의 제자인 西山 金興洛, 拓庵 金道和 등에게서 수학했지만,168) 鳳陽義

塾을 세워 유교와 신학문을 함께 가르치며 후진을 양성하기도 했다.169)

166) 금장태, 2003 앞 책, 127～129쪽.
167) 鄭在璟,《學岡遺稿》권2「討李炳憲文」.
168) 박원재는 송기식과 같이 유치명의 제자에게서 수학한 인물들을 ‘후기 정재학파’라
고 명명하였다. 후기 정재학파 그룹은 당시로서는 보수적인 주자학자에서부터 진보적
인 사회주의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상적 스펙트럼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박
원재, 2007 앞 논문) 송기식의 생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송기식,《海窓先生文集》2
권9「行狀」참조.

169) 송기식,《海窓先生文集》2 권9「行狀」, 328～329쪽. 송기식은 시세 참여적인 유
형이었는데, 을미의병에 참여하거나 을사조약에 대해 동료와 의견을 나누며 국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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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의숙을 운영하면서 송기식은 끊임없이 후진 양성과 신구학문의 충돌

에 대해 고민했다. 특히 그는 유교의 보수적 자기 유지 태도를 비판하였

는데, 紹修書院에서 일어난 유교 부흥의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후학들

에게 옛것만 고집”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 데서 그러한 모습이 엿보인

다.170)

이 시기부터 송기식이 이미 ‘종교’로서의 유교를 염두에 두면서 ‘과학’

과 ‘종교’를 구분하고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과학

교육은 종교교육을 많이 하는 것보다 못하다”171)고 하여 신구학문의 조

화를 도모하면서도 ‘종교’, 즉 구학으로 대표되는 유교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이처럼 교육과 종교에 관심을 두고 있던 송기식은 시대적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보였다. 그는 1919년 3.1운동 당시, 운영하던 서숙의 학

생들을 이끌고 안동 읍내 장터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72) 재판에서 송기식은 “세계의 공리인 인도, 정의, 생존, 존영 이

4가지는 천연적으로 조선 민족에 적합한 것”173)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는

데, 이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약육강식을 내세운 사회진화론이 쇠퇴

하고 정의와 인도를 내세운 세계가 도래할 것을 기대한 시대적 분위기를

탈에 대해 고민(송기식,《海窓先生文集》권3「答一夢齋金丈(乙巳)」)하며 대한협회 안
동지회 활동을 한 바 있다.

170) 송기식,《海窓先生文集》권3「上貞山金丈(己酉)」. 한편, 그는 서숙 운영을 하며
1911년 경 천도교 측 孫秉熙의 후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해지는데, 이 내용은 후손
들이 따로 단행본으로 출간한《유교유신론》의 연보에 실려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1912년에 송기식이 이상룡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작년부터 천
도교와 서로 왕래하였는데, 손(병희), 박, 오(세창), 권(동진), 최(린)씨 모두 동시대의
준걸이니 혹독한 겨울에 서로 의지하기를 기약함이 있을 것”이라고 한 데서 왕래가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송기식,《海窓先生文集》권3「上貞山金丈(己酉)」.

171) 송기식,《海窓先生文集》권3「答石洲李丈(壬子)」. “科學教育，不如宗教教育之多
眾。”

172) 송기식,《海窓先生文集》2 권9「行狀」;『동아일보』1986년 3월 1일「안동 만세
의거 아직도 생생」. 흥미로운 점은 당시 만세시위에 참여한 李仁洪 씨는 송기식을
천도교 계열의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기식이 1911년 손병희에게서 의숙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인한 것인지, 그 후로도 교류를 이어나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천도교 인사들과의 관련성이 1919년까지도 드러난다.

173)「유동붕 외 14인 판결문」(1919. 5. 2., 대구복심법원)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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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다.174)

재판 이후 수감 생활에서의 경험은 송기식이 종교에 대해 관심을 지니

게 된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이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공자묘의 모습이 낙후하여 중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

고, 근래 대도가 황폐하고 인심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여 세상에 진정한

유림이 없다”고 한탄하였다.175) 이후 대구 감옥으로 이감되었을 때 이곳

에서 곽종석과 晦堂 張錫英을 만났다.176) 3평 남짓한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감옥에서 전도를 하는 기독교인을 보고,《中庸》을 외우고 강론하

며 사람들에게 유교를 이른바 ‘전도’하였다.177) 특히《中庸》은 유교적

신념의 지속적 실천 의지를 강조한 책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178) 이

시기 송기식이 종교에 대해 지닌 태도를 알 수 있는 글이 남아있지는 않

다. 그렇지만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유교의 宗旨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는 결심과 행동을 한 것은 송기식의 유교 종교화

론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79)

1920년 석방된 이후, 송기식은 일제의 요시찰 인물이 되어 이전처럼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석방 이후에는 저술

활동을 주로 했는데,《유교유신론》도 이 무렵인 1921년에 출간되었

다.180)《유교유신론》은 교육과 종교에 대한 관심, 종교계가 큰 역할을

174) 허수, 2009 앞 논문, 48～49쪽.
175) 송기식,《海窓先生文集》권1「夢與諸生講學於孔子廟廟貌頹落余有聖廟重修之意覺之
不勝曠世之感」, 101쪽.

176) 송기식,《海窓先生文集》권1「大邱獄中見郭俛宇郭鍾錫張晦堂錫英兩公」, 101～102
쪽.

177) 서동일, 2011〈조선총독부의 파리장서운동 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 수감자
의 대응〉《한국민족운동사연구》68, 64쪽.

178) 송기식,《海窓先生文集》2 권9「行狀」, 329쪽.
179) 기존 연구에서는 송기식이 3.1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생애사에서의 한 사건 정도로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 금장태, 2002 앞 논문; 한관일, 2008 앞 논문; 황영례, 2010
앞 논문; 김순석, 2013 앞 논문; 이연승, 2018 앞 논문 등.

180) 당시 실제로 출간되었는지 알 수 있는 기사나 자료는 보이지 않지만,《유교유신
론》원문에 조선총독부 도서과에서 검열할 때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삭제’ 도장이 몇
군데서 발견되어 출간을 준비한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유교유신론》이 나온 해에
국문사서도 함께 집필했다는 기록이 송기식의 행장에 있다. 국문사서는 1927년 8월
에 출판허가를 받았는데, 그렇다면《유교유신론》도 이 때 함께 허가를 신청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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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1운동의 경험, 그리고 1919년 이후의 개조론의 영향 속에서 저술되

었다.

《유교유신론》은 서론에서 經緯와 體用의 논리를 이용하여 먼저 변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어 유교를 유신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

하고자 했다. 이어 2～6장에서는 계급 차별, 한문 숭상 등의 문제점을 짚

어가며 유교가 쇠퇴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저술할 당시가

유교를 ‘부흥’할 적기라고 판단하면서 유교를 지지하는 세력과 물적 기반

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9장에서는 유교를 ‘反正’하는 구체적인

방법 11가지를 제시하였으며, 10장과 11장에서는 수양론과 실천론을 상

세히 서술하였다. 12장에서는 타 종교 및 서양 철학과 유교를 비교하여

모두 유교의 범위 내에 있음을 논하며 유교의 우월성을 강조한 뒤 13～

14장에서는 유교가 종교, 철학, 과학을 모두 포함한 大同의 종교가 될 것

이라 주장하였다. 이상 대강의 목차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능성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매일신보》1927년 8월 13일,「今日의出版許可」;
송기식,《海窓先生文集》권3「與東山柳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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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교유신론》의 목차 구성 및 각 장 분량

장 제목 주제
쪽

분량

백분율

(%)

주제별

백분율

(%)

1장 不易의 道體와 變易의 時中
유교 유신의

정당성 부여
7 6.19 6.19

2장 近世 儒敎 衰敗의 原因

유교 쇠퇴

원인 분석

7 6.19

30.97

3장 儒者 自棄의 弊와 鄕原自守의

害
10 8.85

4장 儒敎包圍主義가 近古狹隘主義

된 原因
3.5 3.10

5장 儒敎의 不行함으로 因하야 朝

鮮人各種性質의 痼疾을 成하다
10 8.85

6장 各社會에셔 儒敎에 對한 壓迫

의 原因
4.5 3.98

7장 今日은 儒敎復興의 時機 유교 종교화의

기반 조건

파악

5 4.42

6.648장 朝鮮人儒敎腦髓와 及隱然한 勢

力宏大
2.5 2.21

9장 儒敎反正의 方法 종교인 유교의

실천론

및 수양론

15 13.27

32.7410장 養本原의 方法 16 14.16

11장 應實用의 方法 6 5.31

12장 現今各宗敎와 及歐西各學說의

考證比例

타종교 및 서

양철학과 비교

→우월성 제시

16.5 14.60 14.60

13장 儒敎는 統一의 主義
‘종교’인 유교

의 전망 제시

6 5.31

8.8514장 世界는 儒敎範圍內에 永遠한

太平의 將來
4 3.54

*쪽 분량은 판심을 기준으로 한 판을 두 쪽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유교유신론》에서 32.74%로 가장 많은 분량

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9장부터 11장까지 ‘종교로서의 유교의 실천론

및 수양론’을 제시한 부분이다. ‘유교가 쇠퇴한 원인’을 분석한 2장부터 6

장까지가 30.97% 가량으로 두 번째로 많은 분량이 할애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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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의 쇠퇴 원인 분석’ 부분은 총 5장으로, 각 장의 분량으로 따지면

다른 장의 분량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에, ‘유교의 실천론 및 수양론’

을 제시한 부분은 총 3장으로, 각 장의 분량 자체가 다른 장에 비하여

많다고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따져 보아도 저자는 9장～11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장 “儒敎反正의 方法”은 ‘종교’로서의 유교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총 11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지침을 보여주고 있

다. 여기서는 특히「유교복원론」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식 모델을 참고하

여 종교 제도로서의 모습을 갖추고자 했다.181) 이는 ‘공인종교’에서 제외

된 유교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른바 근대적인 ‘종교’의 기준이 기독

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9장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항목까지는 유교의 종교성 및 조직 구성과

유지에 관해 논했다. 먼저 모든 사람이 직접 공자를 교주로 삼되, 후세

학자의 주석을 통하지 않고 “성인 공자께 직접 계승”해야 함을 강조하였

다. 입교 예식을 통해 소속감을 부여하고, 서당과 향교라는 기존의 물적

기반을 이용한 본교회-군교회-도교회-국교회의 중앙집중적 교단을 확립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182) 이상은 인민 대중을 상대로 체계적인 조직

력을 갖춘 교단을 갖추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며, 대중을 상대로 한 조직

구성은 그 기저에 사회적 확산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방법은 구체적인 종교 활동의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유교유신론》의 특징점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네 번째 방법으로 제시한 ‘復日 講演’은 매주 일요일마다 강연

회를 통해 경전의 뜻을 배우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말한다. 특히 復日

은 주역 復卦의 ‘七日來復’에서 그 뜻을 취했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主

日, 천도교의 侍日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복일’이라는 명칭을 유교

181) 송기식, 1998 앞 책, 201～216쪽.
182) 송기식, 1998 앞 책, 197～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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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으로부터 차용하여 오면서도 근대 ‘종교’의 용어와 형식을 갖춤으로

써 제도적인 보완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經義講

習所를 설립하고 강사 양성을 제안하였으며, 여섯 번째로는 경서를 한글

로 번역하여 작은 골목의 사람들까지도 교인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매주 종교 행사일과 그 명칭을 정하고, 강사 양성과 경

서 번역을 주장한 것은 모두 기존 유교 지식인의 범위를 벗어난 인민 대

중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이병헌이 유교

가 교당, 경전, 교사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도 상당히 유사한데,

이병헌과 송기식 모두 이상과 같은 점에서는 기독교적 형식을 의식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늘리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종교 활동 지침으로 제시한 방법들은 저자 송기식이 실제로 직접

실천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송기식의

한계로 방법론의 제시만 있을 뿐, 실천성을 결여하였다고 지적하였

다.183) 그러나 실제로는 송기식이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

지 자신이 제시한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복일

강연과 강습소 설립은《유교유신론》을 작성한 이듬해인 1922년, 안동

의 陶山書院에 서간을 보내 도산서원에서 시행할 것을 촉구한 적이 있으

나,184)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 내용은 1930년대 초반에 설립된

朝鮮儒敎會 산하 明敎學院에서 송기식이 초대 강사로 활동하면서 시행된

적 있다.185) 또한, 四書를 한글로 번역하여 1927년에 송기식 본인의 이

름으로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로부터 출판허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

었다.186)

일곱 번째부터 마지막 열한 번째까지는 현재 유교의 문제점과 개량 방

183) 금장태, 2002 앞 논문; 박원재, 2007 앞 논문. 한편, 황영례는 자신의 박사논문
《안순환의 유교 종교화 운동과 녹동서원》에서 조선유교회 산하 녹동서원을 다루면
서 송기식이 녹동서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제시한 유교 종교화 방안을 실천하
였음을 일부 규명하였다.

184) 송기식,《海窓先生文集》권3「上陶山書院」.
185) 황영례, 2004 앞 논문.
186)《매일신보》1927년 8월 13일,「今日의出版許可」; 송기식,《海窓先生文集》권3
「與東山柳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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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시한 것으로, 각각 유교 윤리의 제창, 계급 타파, 허례허식 지양,

부인 교육, 학교 교육을 통한 유교 및 현대 과학 지식 보급 등이 있다.

계급 타파의 경우, 유교가 보급되지 못한 이유로 “하류사회를 학대”했기

때문이라고 하여 공자가 그랬듯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종교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송기식이 자신의 서숙에서

백정의 자제를 교육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데, 백정에 대해 교육하고

차별하지 않았던 일로 동료 유교 지식인들과 갈등을 빚은 경우도 있었

다.187)

이와 같이《유교유신론》은 유교 종교화에 방점을 두고 있었으며,188)

전술한「유교복원론」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식 모델을 기본으로 삼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체계적인 근대 종교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자

하면서 대중적 영향력을 넓히는 방안을 시도한 것이다.

방법론적 측면을 제시한 것과 더불어《유교유신론》에서 또 주목할 부

분은 바로 각 종교와 서구 철학자들의 학설을 비교한 12장이다. 12장 자

체로만 전체에서 약 14%에 달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교는 종교와 철학과 제반 과학을 아울러 포함하

고 있다”고 하면서 유교에 대해「유교복원론」과 유사한 관점을 제시하

고 있다. 이 장에서는 仙敎, 불교, 예수교, 천도교, 대종교를 유교와 비교

하면서 각각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主旨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189) 더 나아가서는 서양의 철학자들과 이들의 학설을 열거하면서 모

두 유교 경전에 들어있거나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이 주장한 내용임

을 증명하고자 했다.190) 그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7) 송기식,《海窓先生文集》권3「答某人」. “但塾中學生, 有白丁子弟者, 門下有持難之
說, 不意門下有此言也。經曰, 罰不及嗣。假使彼輩有厥祖, 種惡之端, 歷幾百年, 尙不宥
其雲仍, 其於理果當乎。”

188) 이연승, 2018 앞 논문, 187쪽.
189) 송기식, 1998 앞 책, 246～247쪽.
190) 서양 철학자로 등장한 인물들은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소크라테스, 플라
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홉스, 스피노자, 루소,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다윈, 몽
테스키외, 벤담, 허버트 스펜서 등이다. 여기서 각 학자들의 주요 학설의 내용을 간략
하게나마 제시하고 있는데, 추측하건대 1900년대 중후반에 량치차오의 저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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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교유신론》12장의 서양 철학과 유교 내용 비교191)

결국 여기서 주장하고자 한 바는 “서양의 학설과 유교의 학설에 차이

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교의 학설이 오히려 우월한 점이 있”다는 것이

다. 더 나아가 공자가 말한 “遊於藝”에서 ‘예’는 지금의 과학과 같다고

하면서 여러 학과가 모두 ‘예’의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196) 이는 유

교의 우월성, 포용성 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서양 철학과의 비교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서양 철학 및 과학과

비교하여 종교로서의 유교를 철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상, 포괄

적 사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데서 이병헌과의 유사성, 또 당시의 사상적

조류에 따른 타 종교가들과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

다.197)

이처럼 포괄적인 유교는 결국 ‘반정’과 ‘유신’을 통해 ‘大同世’를 이룰

것이라고 송기식은 주장했다. 그는 “예기 예운편에서 孔子께서 子游에게

이러한 내용을 습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세밀한 검토가 필
요하다.

191) 송기식이 서양 철학과 유교의 내용을 비교한 것 중, 정확한 책의 이름과 명제를 제
시한 경우를 중심으로 표를 작성하였다.

192)《春秋公羊傳》의 삼세설과《禮記·禮運》의 大同·小康을 결합한 대동설을 의미한다.
193)《孟子·盡心 下》“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194)《大學》傳十章 釋治國平天下에 주희가 남긴 주석의 내용이다.
195)《孟子·萬章 下》“孔子之謂集大成.”
196) 여러 학과는 정치, 법률, 상학, 윤리, 사회, 심리, 역사, 문학, 천문, 지리, 의학, 물
리, 공업, 광학, 음악, 화학, 측량, 전기 등을 가리킨다고 했다.

197) 송기식의 이러한 주장은《海窓先生文集》권5「學說左右世界論」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 그는 ‘總原說’을 주장하면서 종교, 과학, 철학 등을 모두 합하여 절
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양 철학 유교
플라톤 《공화국》 공자 대동설192)

루소
《민약론》 맹자 民爲貴193)
천부인권 주자 上下四旁, 均齊方正, 而天下平矣194)

스펜서 《종합철학》 공자 集大成195)
몽테스

키외
《법의 정신》 퇴계 사물당연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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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대동세계설 또한 인류 세계의 장래를 기대하신 것”이며 이러한

대동세상은 미래에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하여198) 결국 대동세상에서 최

후에 남을 종교는 유교라고 보았다. ‘대동’은《유교유신론》전체에서 약

10회에 걸쳐 언급되는데, 적은 횟수이지만 결국 유교를 ‘유신’하고 ‘반정’

한 결과로서의 지향점으로 ‘대동 사회’를 제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

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대동사회’의 모습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대

동’은 현실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공자가 제시한 ‘당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오히려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199) 저자 송기식이 개조론의 사조에 주목하였는지는 파악할 수 없

지만, 그의 현실참여 의지와 사회에의 관심, 그리고 동서양을 가리지 않

고 학설을 섭렵하는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의 사조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1920년 전후의 유교 종교화론은 유교가 종교로서의 조직

구성력, 형식 등을 구체적 제도로 갖추지 못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가 돋보인다. 따라서「유교복원론」과《유교

유신론》은 공통적으로 기독교적인 형식을 참고하여 유교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각기 교단, 경

전, 교사를 갖추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 설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와 같은 제도적 보완은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제안에서 그쳤던 1910년 전

후의 유교 종교화론에 비해서 구체성을 지니며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

을 보여준다.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이들은 당시의 사조인 개조론 등의 영향을 받아

종교, 과학, 철학을 두루 갖춘 유교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유교의 현대적

가치를 입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1920년 전후의 유교

종교화론 역시 사회적 확장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198) 송기식, 1998 앞 책, 276쪽. “禮記禮運篇에 孔子ㅣ子游에게 語하신 大同의 說이
亦世界의 將來를 期待함이라 第七章에 譯述하엿슴으로 更히 煩讀치아니하노라.”

199) 이연승, 2018 앞 논문, 193～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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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전후의 유교 종교화론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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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본 논문은 1910년 전후와 1920년 전후에 한국의 유교 지식인들이 제

기한 유교 종교화론의 대표적인 저작들을 유교 지식인들의 내적 논리를

중심으로 하여 통시적으로 검토했다. 한국 근대에서 일군의 유교 지식인

들은 익숙한 가치인 유교를 보전하면서도 근대라는 변화한 시대에 적응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종교’에 주목하게 되었고, 따라서 유교 종교화론이 제기되었다.

유교 종교화론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다양한 종교들이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넓혀가던 시기에 유교의 부흥을 도모하는 차원에

서 등장했다. 이때 ‘유교’라는 용어는 근대적인 ‘종교’ 개념이 유입되면서

점차 종교성을 지닌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고종이 1899년 한국의 ‘종

교’를 유교로 상정한 이래로 유교 지식인들에게 ‘유교는 종교’라는 명제

는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후 1900년대 중후반 신구학

논쟁이 일어나자 학문의 영역은 서구의 신학문이 차지하게 되어, 유교는

본질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면서 더욱 종교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특히 ‘유교’라는 용어는 종교로서의 유교를

논할 때 사용되었다는 것을 당시 문헌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1910년을 전후로 한 대표적인 유교 종교화론인 박은식의「유교구신

론」과 이승희의「공교교과론」,「공교진행론」은 공통적으로 유교의 보

전과 사회적 확산의 기제로 ‘종교’에 주목했다. 박은식과 이승희에게 유

교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전수되어 왔기에 쉽게 인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유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근대 사회에 적합한

방식을 취해 적응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근대의 ‘종교’에 착목하게 되었

고, 그 안에서도 ‘도덕’의 측면에서 유교의 역할을 찾았다. 그리하여 박은

식은 ‘내면의 도덕’을, 이승희는 ‘일상의 도덕’을 강조했다. 이승희의「공

교교과론」과「공교진행론」은「유교구신론」에 비해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유교가 도덕적인 측면은 물론 실용성도 갖추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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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양자 모두 유교가 ‘도덕’의

측면에서 만큼은 시의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근대에서 유효하다

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한편, 1910년 이후 한국이 식민지가 되어 조선총독부의 통제 아래 놓

이게 된 상황은 유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1915년 식민권력은

「포교규칙」을 발포하여 이른바 유교가 ‘종교’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는 이유로 유교를 제도권 종교에서 배제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전

시기로부터 이어진 유교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더불어 유교의 운신 영역

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고, ‘공인종교’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그런데 1920년을 전후로 한 시기 한국에는 ‘개조론’이 유입되어 정신

적이고 내면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종교’에 주목하는 지식인들이 생겨

났다. 그에 따라 종교적 사회개조의 사조가 유행하기도 했다.

앞선 1910년 전후의 상황과 달리 한국이 식민지가 된 이후, 이병헌은

「유교복원론」을, 송기식은《유교유신론》을 저술하였다. 이들은 유교를

종교로 상정하되 종교로서의 조직과 형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초점

을 두고 기독교를 모델로 삼아 유교에 적용하고자 했다. 특히 전자는

「포교규칙」으로 유교가 종교에서 배제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적극 대응한 사실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유교유신론》을 저술한 송

기식이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파악이 어렵지만, 그 역시 유

교가 제도적인 구체성을 갖추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교단, 경전, 교사 양성이라는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과 더불어 1920년 전후의 유교

종교화론은 당시의 종교적 사회개조론의 영향을 받아 종교, 철학, 과학을

포괄하는 유교의 모습을 강조하여 유교의 시의성을 강조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910년 전후, 1920년 전후의 유교 종교화론은

‘근대’와 조우하면서 종교로서의 유교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두 시기

의 담론은 모두 유교의 시의성, 현실성을 입증하고자 노력하면서 사회적

확산을 논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다소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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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데, 1910년 전후의 단계는 유교 종교화론의 초기 단계로, 근대 시

기에 유교가 시의성을 지님을 입증하기 위해 종교인 유교의 역할 중에서

도 ‘도덕’을 강조하였다. 1920년 전후의 단계는 종교로서의 유교를 상정

하는 데 있어서의 현실적인 어려움, 즉 제도권 종교에서의 배제라는 상

황에 직면하면서 구체적인 종교 제도의 구성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을 반

영하였다.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 유교 종교화론의 계기적인 전개

양상을 이상과 같이 파악할 수 있었다.

본고는 1910년, 1920년 전후의 시점에 제기된 유교 종교화론을 검토하

여 통시적인 변화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교 종교화론

연구는 근대의 유교 지식인들에게는 여전히 현시성을 지닌 문제였으며,

따라서 각기 생각하는 핵심은 유지하면서도 시대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

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면은 오늘날의 유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근대사 또는 근대사상사에서 소외된 유교를 재고할 여지를

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나 식민권력과의 관계,

타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이에 대한 보완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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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course of ‘Confucian

Religionization’ and Confucian

Intellectuals in Modern Korea

Lee, Hyun Jung

Depar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adiachronic analysis of ‘religionizing Confucianism’ or

‘Confucianreligionization’ discourse in the 1910s and 1920s that

examines the embeddedlogic within the major works of Confucian

intellectuals who advocated suchdiscourse.

Confucian religionizationemerged in the modernizing context in

which Confucian intellectuals simultaneouslysought to adopt to the

changing times and preserve accustomed Confucian values.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religious influence over people

in various forms had expanded with the influxof modern

understanding of ‘religion’, and in turn, religious nature hadembedded

its place in the concept of ‘Confucianism’. Since the dispute

betweenthe Old and New School of Thought in mid-to-late 19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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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anism departedfrom the realms of philosophical learning and

leaned towards the realms ofreligion that emphasized spiritual

understanding.

Prior and subsequent to1910, Park Eun-sik’s Essay on Confucian

Reformation (1909), LeeSeung-hui’s writing on Teaching of Confucian

Learning and Progress of Confucian Learning (1914) focused on

‘religion’ as the mechanismfor Confucian preservation and social

dissemination. Park and Lee discernedthat preserving Confucianism

required appropriate measures in adopting tomodern society.

Therefore, Park and Lee found that Confucianism couldre-invent itself

as a modern religion and function as the moral parameter inmodern

society. Park emphasized the ‘inner virtue’ and Lee in ‘everydayvirtue’

to underscore the timeliness of Confucianism in the realm ofmorality

and to confirm its validity in the modern era.

On the other hand,questions of social utility and worth continued to

encircle Confucianism in the1910s as previously. Also, the entry of

colonial power in the 1910s addedpolitical and institutional pressure.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ssuedits expansive “Regulations

in Religious Propagation” in 1915, which excludedConfucianism from

the institutional religion for reasons that it lacked‘religious’ forms.

Vulnerable to social criticisms and institutional exclusion,Confucianism

was faced with doubled predicament. Leading into the 1920s,

intellectualsattentive to the spiritual and inner nature of ‘religion’

emerged along withthe arrival of Reconstructionist

(gyejo-ron)discourse. The subsequent trend of ‘religious social

reconstruction’ would theninfluence religions like Buddhism and

Chondoism, including Confucianism.

Lee Byung-hon’s Confucian Restoration Theory (1919) andSong

Ki-sik’s ConfucianRevitalization Theory (1921) were one of the



- 66 -

prominent Confucianreligionization discourses prior and subsequent to

1920. Lee and Song sought toapply the Christian model of religious

system and forms onto Confucianpractices in order to promote

Confucianism as religion. In particular, Leeunderstood why

Confucianism was excluded in the “Regulations in

ReligiousPropagation” and confronted the matter accordingly. Although

it is unclear thathe was cognizant of the Regulations, Song also

recognized that Confucianpractices lacked institutional qualifications.

Therefore, Lee and Songadvocated for specific guidelines such as the

establishing religious order,selecting sacred text, and training

instructors, accordingly. In addition,these intellectuals, influenced by

the ‘religious social reconstructionist’trend, emphasized comprehensive

nature of Confucianism, which encompassedreligion, philosophy and

science, as indicators to its timeliness.   

In 1910s and 1920s, Confucianreligionization was a discursive

means to imagine future for Confucianism as a ‘modernreligion’. The

religionization discourse displayed how Confucian intellectualssought

to redefine their place in the changing times by proving its

timelinessand by discussing its social dissemination. However, varying

reactions ofConfucian intellectuals to the “Regulations in Religious

Propagation” provedthat the trajectory of religionization discourse had

acclimated according tothe rapid changes in corresponding periods.  

keywords : Confucianreligionization, Confucianism, Religionization,

Modern Confucianism, ParkEun-sik, Lee Seung-hui, Lee Byung-hon,

Song Ki-sik

Student Number : 2016-20065


	머리말   
	一. 1910년 전후 유교 종교화론의 형성 
	1. 근대 ‘종교’로서의 유교 
	2. 근대 사회에서의 시의성 확보 

	二. 1920년 전후 유교 종교화론의 제도적 접근 
	1. 식민지 종교 정책과 ‘종교적 사회개조’의 지향 
	2. 근대 ‘종교’로의 제도적 구체화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8
머리말    1
一. 1910년 전후 유교 종교화론의 형성  6
 1. 근대 ‘종교’로서의 유교  6
 2. 근대 사회에서의 시의성 확보  16
二. 1920년 전후 유교 종교화론의 제도적 접근  31
 1. 식민지 종교 정책과 ‘종교적 사회개조’의 지향  31
 2. 근대 ‘종교’로의 제도적 구체화  38
맺음말  55
참고문헌  58
Abstract  64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