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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은식에서 개혁론의 과제 

금 장 태* 

박은식(白嚴·議용 朴股植， 1859-1925)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 조 

선왕조 말기의 극심한 흔란 속에 격동하던 시기와 일제침략으로 국 

가가 멸망하고 식민지배를 받는 역사적 파국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 

이다， 이처럼 급격한 변동의 시대에서 그는 사회개혁의 방향을 제 

시하고 사회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대중계몽운동을 전개하였던 애국 

계봉사상가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조선사회의 전통적 가치질서인 

유교이념의 기반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시대적 변혁요구에 대응하 

기 위해 유교이념의 혁신을 추구하였던 중심적 인물의 한 사람이다. 

당시 애국계몽사상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상재(李商在) .윤치호(尹 

致昊) 처럼 처음부터 유교전동을 벗어나 기독교신앙에 가반을 두었 

*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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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경우도 있고， 유교적 기반을 버린 것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유교이념을 개혁의 중심과제로 표방하지 않았던 인물도 다수 있다. 

그려나 박은식은 유교이념의 개혁을 자신의 계몽운동에서 중심과제 

의 하나로 삼았던 경우로 주목할 펼요가 있다. 

박은식은 장년기까지 도학→주자학의 전통을 수호하였지만， 40세때 

(1898)부터 시대변화의 대세를 감지하고 유교개혁의 당위성을 인식 

하면서 애국계몽사상가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그의 유교개혁룬은 

그 개혁의 기반을 점겸해보면， 먼저 밖으로 시대적 현실상황에 따라 

새롭게 밀려들어오는 서양의 학문체계 곧 신학(新學)을 어떻게 수용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조선사회에서 발생한 유교적 생활관습과 

의식의 폐단이나 문제점을 어떻게 각성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더불어 안으로 유교이념의 자기인식에 따라 조선사회를 이끌어 

왔먼 도학전통에 대한 재평가와 새로운 유교이념의 가능으로서 성학 

-양명학에 대한 적극적 이해태도가 주목된다. 

또한 박은식의 유교개혁론은 시대현실 속에서 활발하게 살아원직 

이는 유교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요， 그 개혁의 기본조건과 방향은 

유교의 종교적 의미와 기능을 재인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교의 

종교적 각성은 당시 서양의 종교가 지닌 엄청난 활력에 충격을 받고 

유교의 사회적 기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유교에서 종교적 산 

념과 열정을 살려내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유 

교의 종교적 인식에 따른 유교조직을 재정립하기 위한 종교운똥이 

바로 대동교(大同敎)의 설립이었다. 

당시 개화자강론 내져 애국계몽사싱은 안으로 전통의 낡은 체제를 

개혁하고 밖으로 새로운 선진문물을 수용함으로써， 국가와 민생의 

부강을 씨루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자 하는 것이 공통의 과제았 

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통사회의 모순과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유교전통의 형식과 제도를 고치면서 유교이념의 가치는 수호하겠다 

는 것이 이른바 동도서기론(東進西器論)의 점진적 개혁대책이라면， 

대세는 유교를 벗어나 전면적으로 새로운 서구적 질서를 수용하겠다 

는 급진적 개혁대책으로 옮겨가는 것이 당시 개혁론의 추세였던 것 

이다. 중국의 근대화과정에서 양무(洋務)운동의 경우도 증국번(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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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灌).장지동(張之洞) 등 중국문화를 근본으로 하는 중처l 서용론(中 

體西用論)에서 오여륜(吳펴論) 등 서양문화를 전반적으로 수용할 것 

을 요구하는 전반서화론(全般西化論)으로 진행되어갔다. 이어서 강 

유위(康有행) .양계초(梁뺨超) 등 유교전통의 개혁을 통한 개혁을 추 

구하는 변법(變法)운동이 일어났으나， 손문(孫文)의 민주혁명이 성 

공하면서 실제로 근대적 개혁은 유교전통을 이탈하는 과정으로 전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은식의 유교개혁론에 기반하는 애국계몽운동은 중국의 끈대화 

과정에서 보면 강유위 등의 변법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그것은 유교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유교정신의 

개혁을 통해 밖으로 서구적 근대문물과 조화를 이루는 근대적 개혁 

의 수행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교개혁론은 실제로 이 시대 

에 성공하지도 못하였고， 다음 시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 

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전통이라는 역사적 주체와 신문물 

의 수용이라는 현실적 합리성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에 대해， 우리에게 근원적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박은식의 

유교개혁론을 통해 시대적 변혁의 과제와 문화전통의 주체적 인식의 

과제가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 

2. 생애와 활동 

박은식은 1859년 황해도 황주(黃州)출생하였다. 그의 생애를 3시 

기로 구분해보면. 39세때 (1897)까지는 도학전통을 지키던 시기 곧 

‘도학수호기 1라 할 수 있고. 40세에서 52세때까지 (1898-191이는 국 

내에서 애국계몽운동활동을 하였던 시기 곧 ‘애국계몽운동기’요. 53 
세에서 67세로 세상을 마칠때까지 (1 911-1925)는 중국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던 시기 곧 ‘독립운동기’라 할 수 있다. 

(1) 도학수호기 (道學守護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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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년시 절 주자학 교육을 받았다. 22세 때 (1880) 정 약용의 
고향 마재(현 남양주시 烏安面 陸內면)로 정약용의 후학인 신기영 

( 申활永)과 정 관섭 (T觀燮)을 찾아가 정 익:용의 저 술을 읽 으면서 실 

학적 사회개혁사상에 갚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도학전통의 학풍에 머불어 있었으며， 26세때(1884)는 

당시 평북 태천(泰)1 1 ) 에서 활동하던 도학자인 빅-문일(雲뚫 朴文一)

문하에 나가 정자·주자의 성리학을 수학하였다 박문일은 19세기후 

반에 위정척사론(衛正투쩌論)을 주도하던 이항로(筆西 李띤老)의 문 

인이었으니， 청년시절의 박은식은 도학전통에 대한 보수적 신념을 

확고하게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자의 영정을 걸어두고 

아침마다 첨배(廳拜)할 만큼 주자를 독실하게 존숭하였으며， 그 자 

신 “나는 글을 받아 배우면서부터 주자의 글을 외우고 읽었으며 주 

자의 학설을 독실하게 지켰으니， 예로부터 여러 유학자들 가운데 오 

직 주자가 내려주신 것을 받음이 가장 많았다"j)고 말할 만큼 주자학 

에 심취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주자학의 이론에 관한 

해석이나 도학파의 위정척사론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저술 

이 거의 남아있자 않은 사실로 보면 도학 주자학의 이론적 연구를 

심화하거나 이념적 실천에 나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도학전통에 머물고 있던 시기에 이미 조선사회는 전 

통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하고 개화(開化)정국으로 들애서는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가 8세때 (1866) 프랑스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하는 병인양요(며寅洋擾)가 일어났고， 18세때(1876) 일본과 수 

호조약(因子修好條約)을 체결하면서 문호를 개방하자， 쇄국정책을 

포기하고 잇달아 미국·영국·러시아 등 서양 여러나라들에 문호를 열 

게 펴었다. 당시 진보적 지식인들은 도학전통으로 새로운 시대변화 

에 적응할 수 없다는 시대인식에 따라 자강론(自彈論) 내지 개화론 

(開化論)의 정책을 주창하였고， 김옥균(쉰玉均) .박영효(朴泳孝) 등 

개화당은 일본세력을 배경으로 1884년 정변(甲申政變)을 일으켜 혁 

신정부를 수럽하였으나 청나라의 간섭으로 실패하는 사건이 일아나 

1) 찌、F股맨￡휩 1) ~ ~.‘ 펀I폐λ출판부， 1975(이하 ‘『朴소~-下’로 줄임)， 47, ‘댐敎求 
샘f폐’. 인용문은 오늘의 어법에 맞추어 고쳤음(이하 같음). 



박은식(朴밟植)의 유교개혁사상 5 

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개화의 추세는 더욱 확산되어 그가 36 

세때(1894) 동학혁명이 발생하면서 이에따라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조선정부는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근대적 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 

렀다. 이듬해 (895) 민비(閔姐)가 시해당하고 개화정책으로 단발령 

(斷髮令)이 시행되면서 보수적 유럼들의 의병운동이 사방에서 일어 

나 전국이 소요상태에 빠졌으며 . 1897년에는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였다， 

도학수호기에서 박은식은 30세때 (1888) 벽계(첼逢: 지명 末詳)에 

살기 시작했고. 32세에서 36세까지 (1890-1894) 關西에서 숭인전(쏠 

仁戰· 평양에 있던 箕子解) 참봉과 동명왕릉(東明王陸: 황해도 中和

那 소재) 참봉을 지냈다. 어떤 사정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36세 

때 (1894) 겨울에 죄를 입어 강원도 원주(原州)에 유배되었다가 이듬 

해 여름에 풀려나자 여주(廳州)에서 은거하였으며. 38세때 (1896) 다 

시 벽계로 돌아와 이행루(=좀樓)를 세우고 독서하였다고 한다 2) 

이러한 정국의 급변과 근대적 개혁과정의 격동 속에서 그는 뚜렷한 

활동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으나， 시대변화의 대세를 감지하고 

도학전통이 지닌 한계를 각성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애국계몽운동기(愛國뺨豪運動期) : 

그가 애국계몽운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서울에 올라와 머물던 

40세때(1898) 당시 새롭게 조직된 독립협회(獨立協會)에 가입하고 

만민공동회 (萬民共同會)에 참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그는 장지연(뚫황 張志淵) 등과 더불어 황성신문(皇城新聞)의 주필 

로서 활동하고. 42세때(1900) 경학원(經學院)의 강사로 활동하고 관 

립 한성사범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그 해에 그는 『학규신론~ (學規

新論. 1904刊)을 저술하여 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한 의식개혁과 사회 

2) r朴全r대" 453-454, ‘느첨樓記’ í연보J (r朴全r下. 297)에는 30세때(1888) 

閔泳關(泳徵로 개명)의 추천으로 령仁顧 참봉에 나갔고， 34세때(1892) 閔쩍奭의 

추천으로 東明王俊 참봉이 되었으며， 36서1 때(1894)는 강원도 原州 酒없(원주에 
는 法폈이 있고， 酒없은 영월군 있는 곳이니， 法없의 착오로 보인다)에 은거하였 
다고 하였으니二싼樓핍」에 보이는 박은식 자신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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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는 이 저술을 통해 애국계몽문동 

의 실현은 무엿보다 먼저 교육의 개혁을 통해 추진되어야할 것이라 

는 인식윤 밝히고 있다. 

그는 46세때(1904) 대한매일신보(夫韓每日新報)가 창간되자 주필 

로 활동하면서 ,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일제의 국권침 략 

을 신딸따게 비판하는 논설을 발표했다.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픽

J (是 B 也放聲大哭)의 사설을 실었던 일로 황성신문이 정간되었다가， 

1906년 복간되자 그는 다시 황성신문댁 주필로 옮겨가서 1910년 폐 

간될때까지 황성신문을 지켰다. 48세때(1906) 이후 그는 애국계몽 

운동의 조직에 참여하여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해에 깎지 

연·윤치호(尹致昊) 등이 대한자강회(大韓멈彈會)를 조직할 때 깜여 

하여 『대한자강회윌보』에 논설을 발표하거나， 동지들과 서우학회 (西

友學會)를 조직하여 기관지인 『서우~(西友)의 주필로서 애국계똥사 

상외 논설을 썼다 49세때(1907) 그는 지석영(池錫永) 등이 조끽한 

국문연구회 (國文昭究會)에 참여하고， 양기탁(梁起繹).얄창호(安昌浩) 

등이 비띨결사로 조직한 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新民會)에 참여하였 

으며， 서우학회와 한북흥학회(漢北興學會)를 통합한 서북학회(뼈北 

學會.)의 조직하였으며， 기관지 『서북학회월보』의 주필로 활동하였 

다. 또한 서북학회의 산하기관으로 서북협성학교(西北協成學校)를 

설립하는 등에 종사하였으며， 서북협성학교는 서울과 평안남북도·함 

경남북도·황해도에 63개의 支校가 수립되어 교육을 통한 구국운똥으 

로 발전하였다 4) 

박은식은 51세때(1909) 장지연 등파 유교개혁을 위한 유교의 종 

교조직으로서 대몽교(大同敎)를 창립하여 종교부장으로 활동하였다 

이때 그는 유교개혁사상의 기반을 양명학으로 확립하였고~왕암명 

설가~ (王陽明實記)를 저술하였다 또한 그는 52세때 (191이 유근(柳 

理).최남선(崔南善) 등과 광문회(光文會)를 설립하여 민족고전의 간 

3) r學規新論』은 1904년 대한제국의 고문으로 와 있던 川j魔뱀%의 후원으로 博X

社에서 간행되었는데， 李ìJT'金澤榮의 서문과 李값貞의 발문이 붙어있다. 이 시 
가의 저술로 『課삼文樞』도 그의 개화사상 내지 애국계몽사상을 제시한 글들을 

위주토 모아놓은 것이다. 

4) 신용하 r박은식의 사회사상연구~ , 서울대출판부， 1982, 1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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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보급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그의 애국계몽운동은 자신이 주펼 

로 활동하던 신문과 잡지에 많은 논설을 발표하여 언론을 통한 대중 

계몽이었으며， 그 방법의 근본과제는 신학문을 수용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자강(엽행)을 추구하는 교육운동이요， 동시에 유교개혁을 

통한 종교운동으로 집약시켜 볼 수 있다. 

(3) 독립운동가 (獨立運動期) : 

1910년 일제의 침략으로 대학제국이 멸망하자 그는 이듬해 53세 

때(1911) 5월 국경을 넘어 망명길에 나섰다. 만주 환인현(桓仁縣 

興道川) 윤세복(尹世復)의 집에 머물면서 우리 역사에 관한 저술에 

몰두하였다 5) 윤세복은 뒤에 대종교(大佳敎) 제 3대 교주가 되었던 

인물로， 박은식은 이때 민족정신은 국조(國祖· 펌君)를 기준으로 삼 

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대종교의 신도가 되었으며， 수양의 기반은 양 

명학에 두었다는 지적이 있다 6) 1911년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 

나 중화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이듬해 54세때 (1912) 북경으로 옮겨 
갔고， 다시 상해로 가서 신규식(申圭植: 申煙).홍명희(洪命熙) 등과 

동포들의 상조단체로 동제사(同齊社)를 조직하여 총재로 추대되었으 

며， 동포들의 자제를 교육하는 박달학원(博達學院)을 설립하였다. 

56세때 (1914) 중국 친우들의 요청으로 홍콩에 가서 『香江』잡지를 
주간하였으나 원세개(表世웹)의 전체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설렸다가 

정간당하자， 다시 상해로 돌아와 「안중근전 J (安重根傳)을 짓고， 일제 

의 침략사를 서술한 『한국통사~ (韓國痛史. 1915刊)의 집필을 마치 

고 r이순신전 J (李짧g傳)을 저술하였다. 이때 강유위(康有돼)의 요 

청으로 국시일보(國是日報)의 주간이 되었으나， 이 신문도 곧 폐간 

되고 말았다. 57세때(1915) 이상설(李相禹) .신규신·유동열(柳東況) 

등과 독립전쟁을 추진하기 위해 신한혁명단(新韓華命團)을 조직하여 

감독(藍督)에 선임되고， 그후 신규식과 함께 대동보국단(大同輔國 

5) 박은식은 桓仁縣에 머물 때 『東明王환꿈JJ願따太祖建國誌J(失傳). r夢兄金太祖J'

『바j臨答夫1평lJ (失傳). r淵蓋蘇文傳J.r大束古代맛論J(失f휩)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r 

朴全r F, 299 , ‘年짧’) 
6) r朴全r下， 280. ‘哭白돼朴夫子’(1925.l1. 5.동아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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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을 조직하여 단장으로 추대되었다. 

60세때 (1918) 러시아 연해주(治海州)지역의 동포들로부터 요첨을 

받고 니코리스크(현 우수리스크. 宋王領·雙城子)에 가서 한족꽁보 

(韓族公報)의 주간을 맡았으나， 이 신문의 발행도 곧 중단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동포들의 서숙(붉:펄)을 찾아다니며 우리 역사를 강띤 

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는데 힘썼다. 이듬해 그는 블라디보스톡(海 

쫓威)에서 3.1운동을 맞자， 독립운동단체로 대한국민노인동맹단(太 

韓國民老A同盟團 老八團)을 조직하였다. 그해에 상해로 돌아와 

대한민국임시정부(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엄정사료펀 

찬회(臨政史料編뚫會)에 참여했으며~한국독립운동지혈사~ (韓國獨

立運動之血史， 1920刊)를 집필했다. 62세때 (192이는 구국일보(救 

國티報)와 사민보(四民報)의 주필을 맡았고， 신한청년당(新韓묶年 

黨)의 기관지 신한청년(新韓좁年)의 주간으로 활동하였다. 이뜸해 

그는 ‘국민대표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 갤국 실패로 돌아가고 딸았 

지만 여려 독립운동단체의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진력하였다 

또한 그는 66세때(1924) 엄시정부띄 기관지인 독립신문사 사상으 

로 취임했고， 임시정부 국무총리 겸 때통령대리로 추대되었으며， 이 

듬해(1925) 3월 임시정부 저112대 대통령에 피선되었다. 그는 엄사정 

부의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國移領)을 종심 

으로 하는 내각책임제로 바꾸고， 그해 7월 이상룡(李相龍)을 국무령 

으로 선출한 다음 대통령에서 물러났다 그리고나서 그해 11월 1일 

67세를 일기로 망명지 상해에서 세상을 마쳤다 그는 독립운동기에 

역사서술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 

며， 언론활동과 교육을 중시하는 것은 애국계몽운동이서나 민족똑립 

운동에서 일관하게 중시해갔던 것을 볼 수 있다. 

3 유교개혁론의 가반 

1) 신학의 수용과 구습의 개 혁 

애국계몽사상가로서 박은식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낡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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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과 관념의 굴레를 벗겨내고 새롭고 유용한 학문을 받아들이는 것 

이었다. 그가 40세때 (1898) 애국계몽사상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먼저 저술한 것은 『학규신론~ (學規新論， 1900著， 1904 
刊)이다 w학규신론』의 첫머리 두 장에서는 학문의 요령으로 ‘활법’ 

(活法)과 ‘손지’(避志)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천지의 기운이 활동하여 만물이 생성되는데， 사람은 

가장 신령하여， 그(천지의) 활동의 밝음을 얻어서 마음(心知)이 되고 

그 활동하는 힘을 얻어서 신체가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활동함은 

천지의 기운과 더불어 두루 유통하여 중단됨이 없되니， 이에 순응하 

여 그 밝음을 개발하고 그 힘을 배양하는 것이 교육이다"7)라고 밝혔 

다‘ 그것은 천지의 기운을 본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인간의 마음과 선체가 바로 활동의 밝음이요 힘이라 인식하며， 교육 

이란 바로 이 활동의 밝읍과 힘을 개발하고 배양하는 것이라 하여， 

활동을 소홀히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의 현실에 어긋나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당시 세상 일에 어두운 

유학자들(표偏)이 눈을 감고 단정히 앉아 성정(性情)을 함양하는 것 

을 철두철미한 공부로 삼는 고요함(靜)을 위주로 하는 수양방법이 

유교의 본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하고， “활법에 나아갈 것 

이요， 다만 옛 것에 얽매이는 일을 하지 말 것 "8)을 강조함으로써， 

고요함에 빠져 정체된 유교전통의 폐단을 극복하고 어디에서나 활발 

하게 유통하는 새로운 학문을 추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서경~ (說命下)의 “배움이란 뜻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다"(堆學遊志)라는 말을 끌어 들여 , 뜻을 겸 손하게 한 다음에 라야 남 

의 좋은 점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고루함을 스스로 옳다 

고 여겨， 남에게 배우기를 부끄러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요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9)라 하여， 자기만족에 빠져서 남에게서 새 

7) ~朴全~-中’， 6, ‘學規채論‘ 論學要!꿈法’， “天地之氣， 活動[띠物生폼， 人最寫靈， 得其

活動之明， 而馬心솟D， 得其活動之力， 대];f，굉身體， 故人之活動， 與天地之氣， 周流無

間， 順是而開發其明， J흠養其力者， 敎育是lli."

8) ~朴:'Í.':r中’， 7-8, ‘學規新論‘ 論學要活法’， “今之뜰偶， 以脫目端坐·뼈養性情寫微頭 

澈尾之工 ... 籍願深思其故， 而就{꿈}去，flJ:徒1ft.舊之폈也" 

9) ~朴全』 中’， 9, ‘學規新論 論특감홍콩~ι’， “若덤是其固때， 而~li:學於人， 則是自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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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지식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보수적 유학자들의 태도에 대해 자 

신을 속이고 해치는 어려석음이라 비판하고 있다. 

“슬프다. 한국의 선비들은 발자국이 대문과 마당을 벗어나지 못 

하고 눈낄이 바다 바깥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제 여섯 대륙이 서로 

통하고 열강이 패권을 다투는 날을 만나서도 좁은 식견을 굳게 지키 

면서 자신이 현명하고 자신이 옳다고 여낀다 옛 책이나 파고있을 

뿐 현설에 적합함을 밝히지 못하면서， 공해하게 의리를 논하지만 실 

지로 나과를 경영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일에는 어두우며， 여러 나라 

의 온갖 이롭게 쓰이고 민생을 향상시키는 새 학문과 새 방법에 대 

해서는 웬수처럼 보고 배척하여 물리치니 r 드디어 온 나라의 인민을 

모르는 사이에 가두어 놓고， 움직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을 

스스로 편안하게 여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온 나라의 

동포를 낚의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이것이 누구의 죄인가. 설로 우 

리나라 사람이 고질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현명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남에게 배우기를 부끄테워하는 죄이다 "10) 

그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대부분 시대에 낙후하여 고루한 식 

견에 사라잡혀 온 세계가 하나로 소통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실과， 

옛 글에서 관념적 지식만 탐색할 뿐 현실에 적응력을 상설하였을 뿐 

만 아나라， 실용적인 새로운 학문을 배척하는 폐쇄성에 사로잡혀 있 

는 사실을 비판하였다 그만큼 도학 주자학의 정통주의에 따른 배 

타적 폐쇄성은 온 나라를 맹목화시키고， 마침내 나라를 멸망에로 끌 

고 들어가면서도 자만에 빠져 남에게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가 이 시대 학문의 잘못된 근본원인이라 진단하고 있는 것 

이다. 

딩戰며” 

10) 같은 곳， “嗚韓之士， 足帥不離乎門鷹， EI 力不저〔乎海外， il훤~六써相通， 列彈鏡雄

之日 , 뿔守局見， 팀賢입是， 鍵{판古紙， 不究時宜， 空談義理， 實味經濟， 一切各國

利用탤生之￥fr學;f[r法， {)L視而橫fF之， 途용검 앞國人民於不識不知之中， 不動不變， 自

以寫安， 至手今티， 竟使全園l同뼈， 將至f[:7_;댔於人， 是誰之罪， 實흠東人士， 結習댐 

性， êJ 賢덤是， &lI:~칩於人之罪ti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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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규신론』의 서문에서 이기 (海碼 李빠)는 “유학의 폐단은 오래되 

었다. 이미 폐단이 있으면 고쳐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임금의 긴급 

한 일이다"1 1)라고 하여， 조선시대를 이끌어왔던 전통유학의 폐단을 

각성하면서， 그 폐단이 바로 현실에 적합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학문 

을 외면하는 폐쇄성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시대적 적합성으로서 ‘시 

의’(時宜)와 현실의 당면문제로서 ‘시무’(時務)가 학문의 시급한 당면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택영(蒼江 金澤榮)도 사마휘(司馬徵: 

짧漢)가 유학자를 시무(時務)를 모르는 유생 ( f需生) .속사(倚士)와 시 

무를 아는 준결(俊傑)의 두가지 부류로 나누었던 사실을 소개하면서 

시무에 어두운 구유(抱偏)와 시무에 밝은 통유(通偏)를 구별하고 있 

다 12) 이러한 견해들도 당시 도학파의 보수적 유학자들을 시무에 

어둡고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유로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 

고 있는 것이다. 

박은식은 교육이 나라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인식하여 교육의 개 

혁을 당연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강조하면서， “나라는 사람으로 말미 

암아 수립되고， 사람은 학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 학문이란 

천하의 이치를 다하는 것이요 천하의 사무를 이루는 것이다"13)라고 

하여， 학문을 계발함으로써 인재를 배양하여야 나라를 일으킬 수 있 

음을 지적하고， 동시에 학문의 범위가 천하의 이치와 천하의 사무에 

로 넓혀져야 하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국가의 흥망성쇠에 학문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가를 소개하 

면서 각국에 학생들을 널리 파견하고 외국에서 교사를 초빙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신학(新學)을 진흥하고자 하면 먼저 외국에서 배 

우지 않을 수 없다"14)고 하여 , 유학생의 해외파견과 외국교사의 초 

빙을 통해 서양의 선진문물과 신학을 받아들일 것을 역설하였다. 

11) 李퍼學規新論序J (r朴全r中， 3), “홈學之쩔久롯， æt製而更， 時王之急r1J tf1. 
12) 金澤菜 r學規新論序J (r朴全~-냐" 6) , “可馬德操之言， 日偏生f감士， 뿔識時務， 識

時%者， a乎俊傑， 夫f힘之名 .tfJ" 而味時fft:Ji흙狗댐， 明W]' fjJ者f꽉週(띔" 

13) 야1、소r며’， 396, ‘誠용文精. 興學說’， “陸l由人而立， 人由學而成 ... 學也者， 所以

盡天 F之理，成天 F之%者也”

14) r朴꼴r며， 408 , ‘課삼X저히: 興學說’， “廣派學徒f各國， 핑顆敎grp手外國， 夫學

必有師， 今欲振興ffi學! 不可不先學f外[lí1:]t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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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그는 유교전통의 구학(휩學)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계 각국으 

로부터 새로운 선진문물을 배우는 ‘신학’(新學)의 진흥을 당면의 개 

혁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보수적 도학자들은 여전히 서양의 학문을 사학(~ß學)으로 배 

척 하고 서 양 침 략세 력 애 저 항하여 옛 전통을 수호하는 수구(守舊)를 

의리의 근본강령으로 삼고 있는 현실에서 그는 ‘신학’의 도입을 똥한 

자강(自彈)을 현실의 긴급한 과제로 확인하며， 전통유교의 폐단에 

대한 철저한 성찰을 함으로써 ‘신학’을 수용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 

였다. 곧 그는 당시 사회의 여론에서 보수적 도학파의 유교인으로 

서 이른바 유림파(↑需林派)에 대한 인식을 네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오늘의 우리 한국사회에서 일반여론은 모두 말하가를， 완고따고 

혼미하며 고루하여 옛 습관을 굳게 지켜기만 하고 현실의 합당함(時 

宜)에 어두운 자가 유림파요 은둔하는 것을 스스로 달게 여기며 자 

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만을 숭상하고 백성과 나라를 잊어버리는 

자가 유림파요， 평생동안 부지런히 옛 잭만 연구하고 새로운 이치를 

탐구하지 않는 자가 유램파요， 거만하게 자선을 중하게 여기며 꽁허 

하게 의퍼를 담론하고 경제를 강구하지 않는 자가 유림파라고 하여， 

개멍한 시대에 한가지 큰 장애물이 되는 줄로 생각한다 "15) 

이미 유교전통의 도학자들은 당시의 일반여론에서도 시대착오적 

보수주의자요， 현실도피적 은둔주의자요， 새로운 지식을 외면한 낙 

오자요， 자기도취에 빠진 관념주의자→로 규정되고 있으며， 역사적 진 

보에 역행하는 장애물로 배척당하고 있음을 절설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박은식 자신은 진보적 개혁을 추구하는 유교지식띤으 

로서 유교의 본링과 종지가 이러한 보수적 도학자의 견해와 상반되 

는 것임을 확인하면서， “오늘날 시대에 마땅함(時宜)이란 부득이 변 

통하고 갱신하여야 우리 나라를 보존할 수 있고 우리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다"16) 라고 하여， ‘변몽’과 ‘갱 

15) r朴 f， 31-32, ‘원람同門謂友’(西北땅會月짧， 제 1권 제 1호). 

16) r에、全r下， 33“윗몸곡떠1門諸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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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개혁이 이 시대현실에 마땅한 과제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구습개량론J (舊習改良論)에서， “지금 20세기는 세계각국의 

소문난 문물이 전 지구에 걸쳐 새로운 세계를 이루는 시대이다.…우 

리 한국도 이렇게 개벽(改關)하는 시대를 만나 열지 않을 이치가 없 

고， 이렇게 격렬한 풍조를 접촉하여 변하지 않을 형세가 없으니， 마 

침내 열고 변하는 날이 있을 터이다"17) 라고 하여， 당시 온 세상이 

열려 세로운 세계를 이루는 시대에 우리사회가 열고 변하지 않을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급하게 설현해야할 변혁 

의 요구에 상반하는 우리사회의 낡은 관습과 낡은 사고방식이 장애 

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혁신해야할 낡은 관습의 세력으로서 유림 

가( f需林家) , 행세가(行世家)， 잡술가(雜術家)， 학구가(學究家)의 4유 

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그는 보수적 유교인들의 관습과 의식의 

개혁을 위해 ‘유림가’의 폐단으로 분렬적 폐단， 수구적 폐단， 개인고 

립적 폐단을 성찰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곧 그는 먼저 유림가들이 말 한마디만 달라도 분렬하여 당파나 학 

파로 갈라져 대립하는 현상은 도덕상의 본래 취지를 크게 잃은 것임 

을 지적하고， 이러한 분련현상은 인민이 따라야할 일상적 가르침(普 

通之敎)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유림가들이 옛 폐 

습을 독실이 지키기만 하고 현실의 적합성(時宜)에 따라 새로운 것 

을 찾지 않으며， 공허하게 예법과 의리를 담론하고， 경제를 강구하 

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그는 공자가 노자에게 예법을 

물었던 것 처럼 오늘에 나셨다면 서양인의 이용후생하는 제조품과 

새 법률 및 신학문의 좋은 점을 현실에 따라 마땅하게 하며(因時制 

宜) 장점을 취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당시 유학자들이 옛 것을 묵 

수하고 새로운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역경~ (緊蘇下)에서 

“궁색하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통하게 된다" (第則變， 變則通)는 경전 

정선에 어긋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그는 홀로 선하게 하 

는(獨善) 개 인적 수양만 중요시 하고 아울러 선하게 하는(棄善) 사회 

적 책임을 외면함으로써， 국가의 존망이나 인민의 기쁨과 근심에 대 

해서는 문을 닫고 관여하지 않으며 급급히 구제하려 나서지 않는 현 

17) r朴全rf， 8 ， ‘舊習改良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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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지적하고， 이처럼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한 것은 성현이 정성을 

다하여 세상을 구제하려는 어질고 의로운 마음에 배치할 뿐 아니라 

자기 가쟁이나 자기 한 몸도 옹전하게 지키는 방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18) 

이처럼 그는 당시 보수적 유교인의 폐단을 인식함으로써， 유교인 

이 유교의 본래 정신을 각성하여 다양한 견해를 포용하는 통합을 이 

루고， 새로운 서양학문(신학)을 수용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변혁하 

며， 국가와 인민을 보전하는 책임의식을 각성하도록 촉하고 있는 것 

이다. 

2) 양명학으로 전환 

20세기초의 유교개혁사상가들 가운데 양명학에 호의적인 태또를 

지닌 인물들은 다수 있지만 박은식이 가장 뚜렷하게 신념의 전환태 

도를 밝히고 심학-양명학을 표방하였떤 것이 사실이다 19) 그는 40 

세때(1898) 도학자에서 애국계몽사상가 전환애후 도학전통의 폐딘

을 성찰하면서 유교이념을 개혁의식과 개방적 현실인식으로 새좁게 

해석하기 위해 탐색해왔먼 것으로 보띤다. 그는 1909년 일본양병혁 

회 주간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침 몇년전에 질병으로 문을 닫고 한 

가롭게 누워있을 때 왕양명의 학설을 얻어보니， 그 곧바로 마음 속 

깊이 은미한 곳을 따라 공부하는 것이 정말하고 절실함을 극진히 깨 

달은 것이었다"20)고 언급하였다. 정확한 시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가 양병학을 유교개혁의 이론적 기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47세때(1905) 이후라 할 수 있다. 1909년 일본양명학회에서는 서 

북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그에게 학보(學報， 학보의 정확한 명쟁은 

미상) 1:~호를 보내왔고， 이를 계기로 그는 일본양명학회 주간에게 

18) r朴全r下， 9-10. ‘舊習改良論’.
19) 20세기 전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동적인 양명학자로서 박은식은 도학-주 

자학에서 심학-양명학으로 전환하였다면， 정인보(篇堂 鄭寅普， 1893-7)는 강화 
(江華)학파의 학맥을 계승한 이건방(蘭유 李建芳)의 문하에서 양명학을 계숭하 
였던 경우로 차이를 보인다， 

20) r朴全』 下， 236, I땀與 日 本哲學 t陽明學會主幹東敬治書J. “偶於年前I!ì微~I폈 

門閒보A之際， t당텃원挑江學說， 其I단從心隨隱微處下工者， f뽑覺精→切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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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양명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명확 

하게 밝히고 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주자학을 존숭하다가 사우 

(士友)들의 진노와 괴이하게 여김을 돌아보지 않고 하루 아침에 양 

명 학을 주창하게 된 네 가지 소감(四種感覺)을 제 시 하고 있다. 

첫째， 왕양명의 간단하고 직접적인 간이직절(簡易直載)한 학풍이 

시대현실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세계의 진화는 날로 새 

로워기를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사무는 극심하게 번거로움이 날로 섬 

해지고， 학술이 복잡하고 더욱 많아지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와 역 

량은 유한하여 백년의 세월이 한계이다. 이러한 시대를 만나서 철 

학에 종사하고 인도(人道)의 근본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간이직절 

한 가르침이 있으니， 실로 (번거로운 주자학에) 힘을 기울일 겨를이 

없다’낌)라고 밝혔다. 그것은 급변하는 사회와 지식이 폭증하는 시 

대에서 주자학의 번거로운 지식체계에 빠져있으면 시대변화에 적응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문제점의 인식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명 

학의 간결한 가르침이 시대적 적합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실을 보 

여준다 

둘째， 주자학으로 침체된 우리나라 학풍에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근래에 이르러서는 혹 입 

과 귀로 옳고 말하기를 부지런히 하여 조금 스스로 터득한 견해가 

있거나， 혹 변함없이 간직하여 지키며 거두어들여 선칙하기도 하지 

만 활발한 생각이 결핍되어 점차 사기(士氣)가 번장하지 못함을 드 

러내고 인문(A文)이 떨치지 못하니， 이는 조금변화시켜 새롭해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2)라고 언급하여， 당시 유교사상의 현실 

은 조선시대를 이끌어갔던 도학-주자학의 학풍이 활기를 앓고 말았 

지만， 양명학으로 변혁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는 확신을 밝히고 있다. 

21) r朴全r 下， 237, ‘日木陽明學會主幹에게(公j젠한 傳:Y:)’， “方今世界之進化， 日新

不已， 人事之緊劇B 甚， 學術之複雜愈多， 而흠人智JJ有限， 0年之光陰有표， 當此

時代， 欲從事於哲學， 樹人편之根本者， 有햄i易直載之i去門， Jl IJ實無H잃致力토者" 

22) r朴公rf， 238, ‘티木陽明學會主幹에게’” “至f近日， 或fli~於口耳論說， 而少며 
得之兒， 或斷뿜f於持J 、F劍節， 而zi펴혐底意， 漸見士氣不텀， 人文不振， 是不可不稍、

變f띠新之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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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째，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시대에 대중을 통합하고 사회기강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의 풍속과 교화가 어지러워진지 이미 오래되었고 기강이 쩌약 

하게 가라앉으면서 갖가지 이설(異說)이 틈을 타고 분출하여 높이 

타쏘르고 의기양양하며 서로 경쟁하여 유인하니， 일반 백성들은 저 

쪽에 가입하기도 하고 이쪽을 탈출하기도 하여 마침내 정해진 방향 

이 없으니， 대중의 지향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며， 풍 

속과 기강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정돈할 것인가. 이러한 시대에 특 

별히 양명학을 주창하여 교육계에 하나의 붉은 깃발을 세운다면 그 

밝게 빛냐고 뜻이 큰 정신은 곧 무너지고 빠져든 인심을 거의 구제 

할 수 있을 것이다"23)라고 밝혔다. 도학정통이 사회적 혼란으로 무 

너지자 때중의 정신적 동요와 혼돈이 극심한 상황에서 양명학을 통 

해 교육의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대중의 폼합과 사회적 질서를 꽉립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메째，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댄서 도덕이 퇴락하는 현실께서 

양병학의 ‘양지’(良知)기-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는 “도덕을 

밝히고 강상을 유지하여 백성에게 행복을 주고자 한다면， ‘양지’의 

학설은 또한 어두은 거리의 불빛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드러내어 

밝히지 않을 수 없다"24)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그는 당시 학술의 

진보와 물질문명의 경쟁적 발달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으로서 도댁의 

학문과 평화의 근본이 쇠퇴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의 방법 

으로서 양명학의 ‘양지’개념을 표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박은식은 그 자신의 입장을 양명학으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닐본 

양병학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두 번째 일 

본양명학회 주간에게 보낸 펀지에서 “양명은 공자와 맹자를 활용하 

는 학자요， 귀국(일본)의 여러분은 또한 양명을 활용한 학자이다. 

23) 같은 곳， “l社會之風化久已휩雅7G氣寢以虛弱， 各種異說， 乘P맹而響， 層《섭단氣， 

歸fEJ i흙引 .. _-般f\!;族， 入彼出此 Jξ無定떠]， 則架忘何Ebffiî→乎， 風紀何由而整乎，

手斯時lli ， 特f텀王學， 立→i}f;職於敎育界， 셔IJ其光明증김落之精神， [만 -'IJ以救P섭極之人 

心者"

24) 같은 곳， “欲明其道德， 維持人極， 以없生民之幸福， 則良知之學， 亦합魔之爛If[l ， 

是不可不特람}융tH而텀明之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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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유신(維新: 명치유신)의 호걸들은 다수가 양명학파이니， 

그 실제 효용을 발전시킨 것은 중국보다 훨씬 뛰어났다. 하물며 오 

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귀회(일본양명학회)가 더욱 밝혀갔으니 

정신교육에 보탬이 됨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귀국은 이미 서 

양의 물질로 국력을 크게 떨치게 하고， 또한 동아시아의 철학으로 

백성의 도덕을 배양하여， 문명사업의 완전하게 도모할 수 있었으니， 

이것은 과연 어떤 역량인가"25)라고 밝혔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계 

몽운동과 사회개혁의 과제에서 양명학을 기반으로 삼고자 하면서 일 

본을 하나의 모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그는 양명학의 정신이 타인의 학설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 

의 몽과 마음에서 찾아 스스로 터득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서양학 

문인 물리학을 예로 들어 서양인이 물질을 발명하는 탁월한 능력은 

타인의 학설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에 나아가 연구하여 스스로 터득 

는 것이라 하여， 양명학의 정신이 서양과학의 방법과 소통하는 것임 

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바로 이러한 양명학의 정신은 『대학』에 

서 말하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母自歡)와 『중용』에서 말하는 “자신 

에 돌아켜 참되게 하라" (反身而誠)는 구절에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박은식은 자신의 유교적 신념으로서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인식하 

기 위해 「왕양명실기~ (王陽明實記. 1910)를 저술하고서， 장지연에게 

서문을 부탁하는 펀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왕양명실기』가 일본학자 

타카세 타케지로오(高懶武次郞)의 『신양명연보~ (新陽明年語). w양명 

상전~ (陽明詳傳)을 비롯하여 왕양명의 『전습록~ (傳習錄)과 황종희 

(黃宗義)의 『명유학안~ (明偏學案) 등을 참조하여 저술한 것임을 밝 

혔다. 여기서 그는 왕양명을 도학가·군략가·정치가·기절가(氣節家) . 

문장가의 다양한 역량을 발휘한 인물로 높이 평가하고， 일본의 명치 

유신에서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양명학파였으며， 중국의 학자에도 

25) r朴全r下. 236. ‘再與日本哲學士陽明學會主幹東敬治뿔’， “옮陽明足댐用孔굶之 
學者tf1. 貴國諸賢. Y.ì판用陽明之學者ill. 故維新豪傑， 多是挑江學派， 其實效之發
展，優於支那者遠甚，況至今터繼以貴會之益加昌明，則其有陣子댐神敎育者，何可 

量며， 貴國많以西洋物質大振탱l力.Y.以東亞哲學培養民德、， 文明事業， 克圖完全，
是果何等力훌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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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양명학을 종지로 삼는 자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특히 양 

명학의 지행합일론(知行合-論)이 시꾀(時宜)에 적합함을 강조하며， 

나아가 서양의 철학자인 소크라에스나 칸트 및 버컬리의 학셜은 왕 

양명의 지행합일설과 부합하는 점이 있음을 주목하였다 26) 이처럼 

그는 일본과 중국의 개혁사상가들이 양명학을 종지로 삼는 인물탈이 

많다는 사실과， 양명학의 ‘지행합일론’이 서양철학과과 상통하는 공 

통성을 강조함으로써， 양명학이 그 시대현실에 적합성이 있다는 사 

실을 입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는 왕양명이 맹자의 ‘양지’개념을 계승하여 치양지’(致良知)의 

이론을 제시한 가운데서 특히 ‘양지’개념을 중시하여， ‘양지’의 개념적 

성격을 자연의 밝은 지각의 밟(自然明覺之-知)이요， 순수하고 한결같 

으며 거짓됨이 없는 앓(純一無땀之知)요， 두루 행하여 중단됨이 없 

는 앓(流行不息之知)요， 널리 대응하고 막힘 이 없는 앓(껄應不뿜之 

知)요， 성 인과 우민의 사이 에 틈이 없는 밟(聖愚無間之知)요， 하닫과 

사람이 하나로 합치되는 앓(天A合〕之知)의 여섯가지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하늘의 이치 (天理)를 본체로 하는 ‘양지’ 

와 공허하고 적믹-함(空寂)을 본체로 삼는 선(輝)불교의 ‘정지’(ì爭智) 

개념 사이의 차애를 확인함으로써， 잉:명학을 선불교와 유사한 것으 

로 보려는 비판적 시각에 대응하며， 나아까 인간에 ‘양지’가 있는 것 

을 하늘에 태양이 있는 것에 비유하여 ‘양지’의 중요성을 극진하게 

강조하였다 27) 

또한 그는 깨 달음에 이 르는 3가지 땅법 (入惜三種敎法)을 제 시 하면 

서 언어상에서 얻는 지식적 깨달음알 해오(解惜)와， 의식 내변에서 

대상이 있는 깨달음인 증오(證↑펌) , 및 삶꾀 현실에서 일을 통해 연 

마하어 얻는 것으로 언어적 개념이나 관념적 대상이 없는 깨달읍인 

철오(微댐)를 구별한다. 여기서 그는 득히 구체적 일에서 연마하는 

사상마련(事上醒練)의 철오에서는 아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요(郞 

知郞行) , 활동함이 곧 고요함이며 (맴動없靜) , 본체가 곧 공부요 공부 

26) ~朴全」 下， 246, ‘與찮華書’， “至 f今티， 此텔大릅手世， R 本推新豪傑， 多是:E學

派， 支那學家， 亦多宗王學， 以其솟D行合→論뒀適於時효ill ， 至於西洋哲學家， 俊格

拉底·康德·比圭찢之學說， 亦與知行合→之탑. ~톰댐당合， 則更何疑於王學乎"

27) r朴全』 中， 48-49, ‘王陽明實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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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곧 본체(本體밍工夫， 工夫없本體)가 되니， 관념(空)이나 대상(物) 

에 사로잡히지 않는 주재자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라 본다 28) 

이처럼 그는 양명학의 방법을 통해 현실의 사무와 실천에서 유리된 

관념적 지식을 극복하고 현실과 실천에 입각하여 철저한 인식을 이 

루는 ‘철오’를 확립하고자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53세때 (1911) 중국으로 망명간 이후에는 독립운동에 전념하 

면서 양명학에 기반한 유교개혁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였던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해석에 

서 사물에서 이치를 궁구하는 주자학의 즉물궁리(웹物第理)와 ‘양지’ 

를 이루는 양명학의 치양지(致良知)의 쟁점에 대해 오랫동안 가슴 

속에 의문을 가져오다가 67세때(1925) 임시정부 제 2대 대통령에 선 

출되기 며칠 전인 3월 16일 새벽 꿈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 독자적인 

해석을 하게 되었던 사실을 밝혀고 있다 29) 그만큼 양병학에 대한 

관섬은 항상 그의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깨달은 ‘양지’의 뜻을 밝혀， “양지의 본능으로써 

주재를 삼는 것이 근본에서의 요령이다. 양지의 본능은 영명(靈明) 

이요， 영명의 본바탕(原質)은 정결(탱灌)이다. 일체의 인생에 누가 

양지가 없으리오마는 욕심의 장애(欲障)와 습관의 장애(習障)과 물 

질의 장애(物障)으로 인하여 본래 밝음을 잃기 때문에 항상 털어내 

고 씻어내는 공부로서 그 정결한 것을 보존하여야 광명이 자재(自 

在)한다. 그러므로 정결은 정정(定靜)으로써 얻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여러해 의문점이 해석되어 양지의 뜻을 의거하게 되었다"30)고 

언명하였다.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양지’개념이란 마음을 고요히 

하여 깨끗하게 함으로써 욕심과 습관과 물질의 장애에서 벗어나 본 

래 주어진 ‘양지’의 밝음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깨달읍의 

내용이 특별하게 새롭다는 것보다는 그가 만년에 까지 마음 속에 ‘양 

지’의 이해와 실천방법에 고심했다는 사실에서 그의 유교개혁사상이 

양명학으로 끝까지 관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8) r사全』 中， 138-139, ‘王陽明寶퍼’. 

29) r朴全r下， 196, ‘탤의 쉴理는 疑로 쫓아 求하라’. 
30) r朴全』 下， 199, ‘學의 힐理는 疑로 쫓아 求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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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교개혁론의 이론과 활동 

1) 유교개혁론과 종교개념의 인식 

박은식은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의 심화와 유교개혁론을 추구하였 

으벼， 그 개혁방법의 체계를 42세때(1900)의 저술인 『학규신론』에 

서 확인첼 수 있다. 그는 『학규신론』에서 교육개혁의 과제를 열거 

하면서 그 끝에서 ‘종교의 유지’(維持宗敎)를 들고 있다. 여기서 그 

는 먼저 “우리나라의 종교는 공자의 도여다”라고 선언한다 또한 “우 

리나라가 공자를 종사(宗師)로 받들며， 삼강오륜을 국가의 기강으로 

삼고， 육경사서(六經四書)로 도통을 밝히며， 예법과 의리를 닦고 밝 

혀서 풍속의 교화를 유지하고 배양해온지 오래되었다"31) 라 하여， 우 

리역사 속에서 남긴 유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후 

세에 와서 유교가 쇠퇴하게 된 현실상황을 진단하면서 , “종교에 이르 

면 겨우 명목만 남았으니 국가의 원기도 이로 말미암아 위축되었다” 

라 하여， 특히 종교와 연관시켜서 유교의 종교적 죄퇴가 바로 국가 

의 쇠퇴와 상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여기서 그는 “국가에 종교가 

없으면 어떻게 국가가 될 수 있겠는가 "32)라고 반문하면서 , 일반과목 

의 학교를 확장시키는 과제와 함께 특히 종교의 유지가 국가의 존립 

에 더욱 시급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흥학설 J (興學說)의 끝에서 교육개혁의 과제를 다섯조목으로 

열거하면서 그 첫조목에서 ‘종교의 유지 (維持宗敎)를 들고 있다. 여 

겨서 그는 “유럽 각국의 풍속은 종교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라의 명 

맥을 보전하는 도리로 삼고 았는데， 우리 아시아는 공자의 학문을 

하는 사람이 홀로 유지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33) 라고 언급 

하여， 유교의 종교적 각성과 유지가 국가띄 명맥을 보전하는 방법이 

되는 섯임을 유럽의 경우에서 확인하썼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유교 

31) r朴컨r며， 29-30, ‘學規新論， 論維}훈宗敎’， “韓之宗敎， 夫子之道ili.... 唯我韓宗
êjjî夫子， 三網 fi.폐촬낌國紀， 六땀四書遠紹道統， 修明禮義， i夫植風1t， 其來久옷" 

32) r朴全rCP ， 30 , ‘學規新論; 論維持宗敎’， “至於宗敎， l'뿔存名덤， 國之元氣， 亦æ是
而쫓ι띈， 可勝q몇~. g담呼댐l無宗敎， 何以J!&댐" 

33) r朴全r中， 406, ‘課삽文樞; 興學說’， “歐써各國之洛， 以維持宗敎寫保全國Ijlft之

道， 我亞洲之寫孔子之學者， 獨不思維持LJJ'F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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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행하였다가 근세에 들어 학풍이 쇠퇴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하 

물며 지금은 다른 종교(外敎)가 날로 치열하여 전국의 인민이 모두 

빠져들어 돌이킬줄 모르는 형세이니， 종교를 유지하는 것은 본래 지 

닌 원기를 회복하기를 도모하는 것이며， 또 어진 군자가 부지런히 

힘써야 할 곳이다"34) 라고 밝혔다. 서양종교가 급격히 전파되고 동 

학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교들이 대중 속에 파고드는 상 

황에서 유교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의 

과제로서 유교를 종교로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자신의 초기저작인 『겸곡문고~ (議삼文鎬， 1901 ??)에 

수록한 「종교셜 J (宗敎說)에서 자신의 종교관을 밝히고 있다. 이 글 

은 『학규신론』의 ‘론유지종교’편과 내용이 상당부분 동일하다. 그는 

“천하의 일이란 느슨한 것 같지만 설지는 긴급하고 오활한 것 같지 

만 실지는 절실한 것이 있으니， 지금의 종교가 바로 이것일 뿐이다” 

라고 하여， 당시 사회의 당면과제 가운데서 종교문제를 실제로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과제로 주목하였다， 여기서 그는 종교로서의 ‘교’ 

(敎)를 정의하여， “성인이 하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정립하여 만민을 

깨우쳐주는 것이다"35)라고 언급하여， 유교적 종교개념으로서 하늘의 

명령을 전달하는 성인의 말씀을 매개로 삼아 위로 하늘의 명령과 아 

래로 인간에 대한 교화를 일관시키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유교의 종교적 근거를 마음의 일치에 정립시켜， 

“천지와 만물은 한 근원에서 함께 나오니， 동해와 북해 사이로 떨어 

져 있어도 마음이 같고 이치가 같다. 성인은 내 마음이 같이 하는 

바를 먼저 얻은 자이니， 그러므로 그 같이 하는 바를 미루어 가르침 

을 삼는다"36)고 밝혔다. 마음의 일치 를 통해 성 인과 나의 일치 하 

늘과 성인의 일치를 확인함으로써 보편적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입장 

은 바로， 마음을 중심으로 하여 우주의 통일된 질서를 제시하는 심 

34) ~朴l:~-며， 407, ‘課삼文橋， 興學論’， “셈|今外왔티熾， 全國人民有탑펴不反之勢” 

維持宗敎， 圖回固有之Jë氣，7.仁人침子냈냈用JJ處lli. " 
35) ~朴全~-中， 414, ‘課삼文橋; 宗敎說’， “天下之事， 有似般而實急， 似潤而實切者，

若今之宗敎是耳. 옮敎者聖人代天立言， 以偏萬民者t끄" 

36) 같은 곳， “天地萬物， 同出一原， 東海北海， 心同理同， 뿐人先得我心之所同然者， 
故推其所f텍然者， 띠쩍之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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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양명학적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마뜸이 

같고 이치가 같다’(心同理同)고 인식하는 그의 마음 개념에서는 개인 

의 마음이 우주와 일체를 얘루고， 동시에 모든 인간 사이에서 서로 

일치한다. 이처램 모든 개체 사이에 서로 같은 보편적인 마음의 획 

인은 바보 육상산(象山 l뚫九淵， 1139-1193)의 마음개념을 끌어뜰이 

고 있는 것이다 37) 

그는 서양 각국에서 종교를 존숭하여 선봉함이 동양의 몇 나라에 

서 공자에 대한 존숭하여 신봉하는 것 보다 휠씬 지극함을 인쩡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하의 지극한 중용(大中)을 극진하게 

하고 천하의 바른 이치(正理)를 다 벨휘함은 공자의 기-르침 보다 니

은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38) 이처럼 그는 유교가 신앙적 열성에서 

는 서양종교에 휠씬 못미치지만 진리에서는 서양종교보다 우월하다 

는 확신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공자의 말씀은 세상에 

전해잔지 오래되었지만 공자의 도는 아직 천하에 널리 행하지 끗하 

였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공자의 도는 지극한 중용이요 바른 

이치아니 만약 세상운 운행이 더욱 밝아지고 인간의 자혜가 더욱 열 

린다면 저들이 확-복(祝福)으로 대증을 유혹하고 위협히-던 것은 상차 

쇠퇴할 것이지만， 공자의 도는 세계에 크게 펼쳐질 것이다"39) 따고 

선언히얘， 대중을 현혹시키는 다른 향교뜰과는 달러 유교의 진섭함 

이 앞으로 크게 펼쳐질 때가 올 것이라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제 

시하고 있다. 

박은식은 유교적 종교개념으로서， 종교를 도덕의 학문이라 따고 

일반 학푼(諸科學校)을 경제의 방법이라 대비시키면서， 양자(종교와 

일반학문)을 병행시키면서도 국가에서는 도덕의 가르침인 종교를 더 

욱 공경하고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4이 이처럼 그는 일반핵분 

37) r象山全集~ , ‘年讀’(13세條)， “宇庫便是콤{，'， 흠J心덩9是宇얄í ， 東海有聖人:u뭘， 此

心|可m， 此理同며， 西海有聖人出烏， 此心同m， 此理同也， 南海北海有聖人::1:\폰， 

此心同m. 此J! iC1J m."
38) r朴全r대， 415, ‘議씀文橋， 宗敎說’， “觀夫近 H 泰西各國， 上自帝텀， 下至{뾰짧” 

몇信宗敎， 如彼其至也， 我東洲數國， 몇f즘}L子， 而不及於彼者， 不햄萬萬띔. 夫極
天下之大中， 盡天下之正理， 횡l有尙於夫子之敎하" 

39) r朴全』 中. 416-417, ‘課유文혜， 宗敎說’， “夫子之道， 大中至LE ， 若世運愈明，
人칩l愈開， t!iJ彼μ빼福譯쩔大짧者i ， 將退聽 -邊， 而 검夫子之道， 大f벼於世界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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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경제의 계발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도덕의 종교로서 유교 

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을 근본으로 

하고 경제를 도구로 보는 덕본재말(德本財末)의 유교적 사유방법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그는 유교를 종교적으로 진작시 

키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3조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곧 종교의 사 

무를 정비하여 밝히기 위해서는 태학(太學， 成t섣館)의 관장과 교수 

가 학부(學部， 오늘의 교육부)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리하 

게 할 것과， 지방에서도 사림(士林)들이 실행과 실학이 있는 선비를 

추천하여 향교의 교수를 맏게 하여 학도를 교육하게 할 것 , 및 『소 

학』과 『사서』를 국문으로 번역 간행하여 평민과 부녀자도 모두 송독 

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유교개혁론은 교육을 중 

섬으로 유교조직을 지탱하고자 하는 전통적 방법을 계승하는 것이 

며， 그 구체적 조목으로 정부의 관리로 부터 분리시켜 유림에 의한 

자율적 관리를 강조하고， 동시에 지식층이 독점하는 학풍에서 벗어 

나 대중 속으로의 확산시켜갈 것을 추구하는 두가지 과재를 제시하 

고 있는 것이다. 

박은식은 「유교구신론J (f需敎求新論)에서 유교개혁론의 핵심적 기 

본과제를 3조목으로 집약되여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유교가 

개 혁 (改良求新)하지 않으면 융성 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결국은 멸 

망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차라리 여려 선배에게 죄를 받고 유림파에 

노여움을 얻을지언정， 차마 공자의 도가 끝내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을 참을 수 없을 뿐이다"41)라고 하여 , 당시의 보수적 유림과 맞서 

서 유교를 살려내기 위해 유교개혁을 추구하겠다는 존망의 위기에 

놓인 유교를 구출하기 위한 자신의 신념을 밝혔다. 그가 제시한 「

유교구신론」의 3대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림파의 정신이 오로지 임금에로 지향하고 인민사회에 널 

리 미치려는 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공자가 제 

시한 대동(大同)의 의리와 맹자가 제시한 중민(重民)의 이론이 인민 

40) r朴全r며， 418, ‘課삼 k橋， 宗敎說’， “宗敎者， 道德之學lli ， 諸科學校者， 經濟

之術lli ， 二者댐1當ii行， 而탱l家子j던德之敎， 尤랩致敬rírî盡力J띔" 

41) r朴全J-下， 44 , ‘힘敎求新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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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널리 미치려는 정신이 있음을 획안하면서 그 실천을 요구하였 

다 42) 

둘째 , 공자가 천하를 두루 돌며 천하를 바꾸고자 하던 신념 (主義)

을 강구하지 않고” “내가 아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나를 찾는 

다"(훔체求童豪， 童豪求채. <周易; 豪환)l라는 신념을 지킨다는 비활 

동적이고 소극적 애도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그는 조헌(重 

뿔 趙憲)이 율곡의 『격몽요갤~ (擊豪要訊)을 가지고 여행길의 숙소에 

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독서를 권하며 설명하였던 것 처럼 헐성 

(血誠)과 활법(活法)에 의해 적극적으보 전파할 것을 강조하였다. 

세째， 우리나라 유교가 간단하고 쉬우며 직접적이고 절실한(簡易 

直載) 가르침 을 요구하지 않고， 흩어 지 고 방만한(支離규漫) 공부를 

오로지 숭상함으로써 학풍과 학문방법이 어긋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그는 주자학의 방만하게 흩어진 방법을 벗어나서 양명학의 

간단하고 절설한 요점의 방법을 개혁꾀 윈리로 삼도록 요구하고 있 

는 것이다 43) 

「유교구선론」에셔 제시한 유교개학의 3대문제를 요약해보면 첫째， 

군주중심을 벗어나 인민중섬에로의 전환이요， 둘째， 소극적 폐쇄성 

을 벗어나 적극적 전파활동을 추구함이요， 셋째， 산만한 주자학의 

학풍을 벗어나 간단하고 절실한 양명한의 학풍을 기준으로 삼을 것 

을 밝힌 것이다 다시말하면 민주적 사회의식， 행동적 선교활동， 및 

주체적 신념의 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박은식은 「유 

교구신론 j에서 유교개혁의 이론적 기반을 한마디로 심학-양명학의 

42) ‘시텍’개념은 『禮5d』 ‘禮運’편에서 ‘ IJ、康’과 상대시켜 제시하고 있으며， ‘重닮’개 

념은 『’굶子』 ‘盡心下’편에서 “백성이 귀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요， 임금은 가 

볍다"(民寫貴， ~rtf쩡次之， 君10經)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43) r朴全』 下， 46, ‘店敎求新論’. 여기서 그는 簡易直鼓한 방법을 제시한 유교의 

가르침으로서 r주역』이1서 “쉽고 간단하나 천하의 이치를 얻는다"(易簡， 띠j天下 

之理得젖.<계사상>)하고， 공자가 “하나로 꿰뚫는다"(→以몹之〈里人>)하고， 맹 
자가 “대체(人8웬를 먼저 세운다"(先立乎大者〈萬章上>)하고， 정자(程-f)가 “지 
키는 바가 간략하지 않으면 넘쳐흘러 공효가 없다"(所守不約， ì.凡j藍無功)하고， 

범조우(힘祖禹)의 “학자는 반드시 요령을 아는데 힘써야 하니， 요령을 알면 녁 
넉히 넓 게 함을 다할 수 있다"(텔者必移차1要， ~D要則足以盡博)고 하는 언급틀 

을 들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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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위에 정립하고 있는 것이며， 그만큼 섬학적 유교개혁론의 영역 

을 개척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은식 은 20세 기 초에 살면서 세 계사적 위 상을 통찰하고는 “과거 

19세기와 현재 20세기는 서양문명이 크게 발달한 시기요， 장래 

2 1. 22세기는 동양문명 이 크게 발달할 시기니 , 우리 공자의 도가 어 

찌 끝내 땅에 떨어지고 말리오‘ 장차 전세계에 그 빛을 크게 드러 

낼 시기가 있을 것이다"44)라고 하여， 우리나라 유림이 이러한 시대 

적 정황을 밝은 눈으로 통찰하고 분발하고 투신하여 유교의 새로운 

발전을 담당할 것을 격려하였다. 이처럼 그는 유교가 비록 현재에 

쇠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래에 융성하게 일어날 것에 대한 

강렬한 희망적 확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교의 미래에 대한 그의 희망적 확신을 뒷받침해주는 근 

거로서 그는 마틴 루터가 로마구교(舊敎: 천주교)를 개혁(改良求新) 

함으로써 유럽의 암흑시대를 벗어나게 하였다는 서양의 사건을 들고 

있다. 곧 그가 양명학을 기반으로 유교를 개혁하는 ‘유교구신론’은 

그 자신 루터의 종교개혁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렇지 만 그는 자신이 말하는 ‘유교구신’(偏敎求新)에 

서의 ‘신’(新)은 서양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유교의 고유한 빛이라 지 

적 한다 45) 그의 유교개 혁 론은 서 양문명 과 서 양종교의 영 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스스로 유교개혁의 가능근거가 유교에 내재하 

는 것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밖으로부터 개혁이 아니라 안으로부 

터 개혁의 입장을 확립하고자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2) 유교개혁운동과 대동교 

박은식은 자신이 양명학적 신념을 확립하였던 시기에 뒤이어， 

1909년 9월 11일 이범규(李範圭)의 집에서 총회를 열고 장지연 등 

44) r朴全r下， 48, ‘居敎求新論’.
45) 같은 곳， 그는 ‘求짜’의 ‘新’이란 공자익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溫故而 

知제)라 하고， 장횡거가 “낡은 견해를 씻어내어 새로운 의식을 부른다"(짧去舊 

見， 以來新意)라고 하는 ‘新’으로서， “도덕은 날모 새로워침으로서 빛나고， 국가 

의 명맥은 새롭게 함으로서 길어진다"(道德以日新而輝光， 해命以維新而t曾長)는 
익미모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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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동교(大同敎)라는 명칭의 종교단체블 조직하였다‘46) 같은 해 

10월 10일 (음력 8월 27일 ) 대 동교의 종교부 장인 박은식 은 공부자탄신 

기념회에 강연을 하면서 대동교의 연원과 종지 및 발전방법을 제시 

하였다. 

먼저 그는 대동교의 연원과 방향을 밝혀 “공자 문하에서 대동교는 

그 말이 ’예운J (W禮記』 禮運)편에 실례았고， 그 의리는 『춘추』에 깃 

들아 있으니， 성인의 세상을 경륜하는 뜻이 대동의 다스림(大同之 

治)에 있는 것은 해와 별처럼 환하다 ... 최근 동양의 학계에 한두명 

호걸스런 선비가 나와서 우리 공교(孔敎)의 대동학(大同學)을 표출 

함이 썼으니， 지금부터 세계의 진화가 나날이 고도로 달려가면 반드 

시 때동교가 천하에 행하여 천하가 공공힘이 되는 지극한 정치를 볼 

수 있을줄로 생각한다"47) 라고 언급혀였다. 곧 ‘대동’의 의미는 『예 

기~ r 여l 운」편에서 말하는 ‘대동 소강’(서司·小康)의 사회질서와 『춘추 

공양전』에서 말하는 ‘거란세 승평세 태평세’(據정L世·升平世·太平世)의 

역사변천의 개념을 중심으로 청말(淸末)에 공양학파 내지 금문학파 

를 이끌어갔던 유교재혁사상가인 강유위(康有寫)의 대통사상을 수용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힌 그는 대동교의 종지를 밝히면서， “성인의 마음은 천지와 만 

물로 일체를 삼는 것이나 ... 천지 ·만불을 띨체로 삼는 어진 덕 (仁)을 

미루어 첸하에 가르침을 세우되， 사람마다 고유한 본심의 밝음에 근 

거하여 떨어주고 이끌어주어 그 신체(形뽑)의 사사로움과 물욕의 은 

폐를 다스려서 그 섬체(心體)의 같음을 회복하면 천하의 사람이 어 

진 덕에 함께 돌아가서 태평의 복락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48) 라고 

제시한다. 또한 그는 “정심(正心)공부는 정좌수렴(靜坐收敏)함에도 

있고， 응사접물(應事接物)함에도 있다"49)고 하여 , 고요함을 좋아하 

46) 大同敎의 임원은 회장에 李容植， i셈‘事;에 李範圭·李J~L鍾， 종교부장에 朴股植， 교 
유부장에 元泳魔， 편집부장에 張志淵， 掌財부장에 李秉喆， 典禮부장에 j행玩九， 
議事부장에 태夏1성로 구성되었다. 신용하~박은식의 사회사상연구~， 202쪽 
차조 

47) ~朴全j-f ， 59, ‘.JL)(子誠辰紀念會講演’.

48) W朴全~-下， 59-60, ‘孔夫子誠辰紀念쩔游쉰’시 
49) ~朴암r下， 60, ‘孔夫F파辰紀念會講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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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활동힘 을 싫어 함(홉靜厭動)이 습관이 되 어 인간의 감정 과 일의 

변화에서 연마함이 없는 도학자들의 주정적(主靜的) 학풍을 비판하 

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양명학에서 제시한 ‘치양지’(致良知)의 개 

념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는 ‘양지’를 인간의 감정과 일의 변화(人 

情事變) 속에서 연마하는 이른바 왕양병의 사상마련(事上廳練) 공부 

를 강조하며， 실용과 실천과 실습을 요구한다. 동시에 밟을 앞세우 

고 실행을 뒤로 하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의 도학적 입장을 거부하 

고， 앓과 행위가 일치하는 지행합일(知行合-)의 원리를 유일의 가 

르침 (不二法門)으로 강조하였다. 

나아가 그는 대동교의 발전방법으로서， 첫째 국민의 계몽(開導國 

民)과 둘째 세계에로의 선교(宣布世界)를 제시하였다. 국민의 계몽 

의 방법으로는 서민대중을 위해 경전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일반 남 

녀동포가 모두 이해하고 신앙할 수 있게 하여 대통의 교화를 이룰 

것을 강조하며， 세계에 선포하는 방법으로는 퇴계·율곡 등 우리 션 

현들의 저술과 대동교에서 간행하는 새 저술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중국과 일본에 전파하며 영어로 번역하여 대동교의 영향을 서양학계 

에 전파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 50) 그가 「유교구신론」에서 밝힌 

유교개혁의 방법이 바로 대동교의 종지와 발전방법에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박은식의 대동교운동은 양명학과 강유위의 대동사상을 당시 우리 

사회의 시대적 현실 속에서 유교개학사상의 모범으로 받아들여 전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1 ) 신용하는 박은식의 대동사상이 지닌 특정 

으로 공덕공리주의 (公德公利主義)가 주장되고， 구세주의 (救世主義)

의 대승법(大乘法)이 주장되고， 만물일체의 인(仁)이 강조되고， 존아 

국주의(尊我國主義)가 주창되고， 애국의 지행합일이 주창되고， 세계 

평화주의가 주창되었다고 여섯가지를 제시한다 52) 이러한 지적에 

50) r朴全r f , 61, ‘孔夫子誠辰紀念會講챔’ 

51) 신용하는 박은식이 율곡의 대통론과 양명학과 강유위의 대통사상의 영향을 받 
았다 하고， 또한 박은식이 왕양명·曾댐짧·강유위익 학설에서 영향을 크게 받았 
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f박은식의 사회사상연구~， 195쪽) 

52) 신용하 r박은식의 사회사상연구~， 197-200쪽. 여기서 그는 강유위와 박은식 
의 대통사상이 지닌 차이점으토 강유위의 경우는 ‘잘 조직화된 공상적 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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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드러나는 사실은 박은식의 대동사상이 ‘대동’의 보편적 이상을 추 

구하면서 동시에 민족주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박은식이 대동교를 조직하기에 앞서 1908년 1월 일제는 조선침략 

정책의 일환으로 이또오 히로부미(伊魔博文)가 자금을 지원하고 이 

완용(李完用) 등이 나서서 대동학회 (大東學會)라는 친일유림단체를 

조직하여 ‘유교확장’(偏敎據張)을 표방하딴서 유림의 친일화를 푸진 

하였다. 이 대동학회는 1909년 9월 대동교가 조직되자， 그해 10월 

공자교(孔子敎)로 병칭을 바꾸어 활팡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빅

은식이 대동교를 조직한 것은 단순히 ‘대똥’개념의 보편적 이상을 표 

방하는데 주력한 것아 아니라， 민족정신을 각성시키는 민족운동표로 

서의 성격을 지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53) 

태동교가 종교조직으로서 얼마나 성공적이고 지속적이었는저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박은식이 중심이 되어 양명학에 기반하는 유 

교개혁이론을 확립하고， 대동을 새로운 유교의 이상으로 표방하여 

대동교로 이름붙인 유교조직운동을 전개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조선 

시대 유교전동의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구히-던 변혁의 이 

념과 양상을 가장 특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의 하나라 할 수 있 

다 바로 이 점에서 강유위의 공교(孔敎)운동과 연관되면서도 딴주

지역애서 도학적 배경으로 공교운동에 참여한 이승희(韓逢 李承熙)

의 경우싹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1 또한 강유위의 금문경학을 기 

반으로 철저히 종교적 각성을 추구하였던 이병헌(를훨 李炳憲)의 정 

우와도. 양명학에 기반하는 박은식의 때동교 조직과 공통점을 지니띤 

서 차이셈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4) 

상’이라면， 박은식의 경우는 ‘서술적인 현실적 이상주의’라 지적하기도 한다. 
53) 太東텔會는 $箕휩을 회장으로 내서1웠고 孔子敎로 개칭하면서 大同敎 회장인 

李容뼈을 fL子-敎 회장으로 끌어갔으며， 李容땐이 學해]大멀이 되면서 金題鎭이 
孔子敎 회장이 되었다(신용하 r박은식의 사회사상연구~， 204쪽) 

54) 금장태 r한국근대의 유학사상~(서울대출판부， 1999), ‘제5장 한국근대의 유교 
개혁사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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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은식의 유교개혁사상이 지닌 성격 

박은식의 개혁론은 그의 시대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서구문명의 위력이 압도하는 현실 

에서 도학전통을 고수하는 이른바 한말위정척사론은 시대변화에 적 

응력을 상실하였다는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의 침략 

이 나날이 가중되면서 국가의 존립이 위기에 놓이게 된 현실에서 의 

리를 명분으로 저항하는 것 만으로 국권을 수호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밖으로부터 서양종교의 전 

파가 급속히 일어나고 안으로 동학의 민중종교가 확산되는 현실에서 

대중의 정신적 동요가 격심한 현실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사회적 격동과 위기의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그의 대 

응책은 서구문명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개화(開化)의 논리나， 국가 

체제를 수호하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자강’(딩彈)의 논리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각성되었다. 그는 ‘개화’와 ‘자강’ 

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정책이 갈등과 흔론 속에 표류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중의 각성과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인 

식하고， ‘계몽’운동에 뛰어들었던 것이며， 대중의 계몽은 민족의식의 

각성과 문명의 진보를 수용하는 방향에서 ‘애국계몽운동’으로 추진되 

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는 유학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일관하게 지켰다는 

점에서 서구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유교전통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의 

미에서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입장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그는 유교전통이 초래한 많은 폐단과 모순을 인식하면서， 유교 

이념의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유교개혁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 

의 유교개헥사상은 우리의 민족의식과 새로운 서구문물의 수용을 위 

한 개화사상을 조화시키고 있는 애국계몽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그는 양명학을 유교개혁사상의 새로운 기준으로 주창 

하였다는 점에서 양명학에 기반하는 유교개혁사상가로서의 위치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여러 방향에서 모색된 그의 개혁사상이 최종적 

으로 근거하는 기반은 시대현실에서의 적합성 곧 ‘시의’(時宜)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시의’에 맞지 않는 것 곧 현실성과 효용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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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허한 이론을 철저히 비판하고 국가와 사회의 당면문제를 해결 

하고 띠래를 전망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개혁론이라 하겠다. 

박은식의 유교개혁사상은 한마디로 양병학을 새로운 시대에 적응 

하는 주체적 능동성과 현실적 적합성파 보편적 통합성을 지닌 원리 

로 인식하는 양명학적 유교개혁사상이다. 그러나 그는 양명학을 기 

준으로 표방하면서， 한편으로 주자학띄 폐단에 대한 신랄한 비판적 

반성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주자학의 긍정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성리학적 전통이 지닌 가치를 적 

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전통에 대한 존중의식을 드러낸 

다. 그것은 도학-성리학 전통의 유폐(流離)를 극복해야 한다는 요 

구와 우리 사회의 유교전통에 기반한 유림의 광범한 세력을 포용하 

고 똥합하려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의 유교개혁사상이 지닌 세가지 핵심적 특정을 든다면， 양얻!학 

에 이론적 기반을 수립하고 있으며， 민족의식의 강화를 지향하고 있 

다는 사실과 더불어， 유교의 종교적 각성과 확립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유교의 종교적 각성을 통해 대중 속으로 확고한 신념 

의 뿌리를 내리고 세계 속에로 확장시켜가기를 추구하고 있다. 이 

러한 유교의 종교적 개혁론은 한편으효 서양종교에 상응하얘 유교적 

신념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민족정신의 독자성을 확립하겠다는 요구 

에 따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유교띄 보편적 진리에 대한 확신으 

로 문명의 발전에 유교의 본래적 가치관이 적합하다는 신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다음시대에는 서양의 압도적 영향력을 

극복하고 유교가 주도적 역할을 회복할 껏이라는 인류의 정신사에 

대한 전망의 확고한 신념을 밝혀주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는 

유교개헥사상가요 종교운동가로서의 자세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음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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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Confucian Reform뼈m of Park Eunsik 

Keum , Jang-Tae 

Park Eunsik (1859-1925) is one of the patriotic enlightenment 

thinkers in the end of Choson dynasty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e led the reformation movement of Confucianism in 

response to the need of transformation at his days. He is also 

noticed to reassess the neo• confucian tradition of Zhu Xi which 

led Choson dynasty and to approach positively to the teachings 

of Wang Yang-ming as a new alternative Confucianism. 

The confucian reformism of Park Eunsik is an effort to 

make Confucianism living actively in his changing days and 

a new understanding of the religious meaning and function 

of Confucianism as the basic means and direction of its 

reformation. The religious awakening of Confucianism is 

stimulated by the enormous activity of western religions 

and is connected with the idea that religious dimension 

must be reactivated in order for Confucianism to play its 

social function. The foundation of Daedonggyo(the 

teachings of Great üneness) is the religious movement to 

reestablish Confucian organization from that kind of 

religious recognition. 

The thought of nationalist civilization or patriotic 

enlightenment at that times has its task to make the 

country powerful and rich and to prevent it from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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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sion through the reformation of traditional outdated 

system and the acception of new western civilization. The 

moderate reformism. called Dongdaoxiqi (parallelism of the 

eastern mentality and the western technology). was to 

change the system and institution of the traditional 

Confucianism on the one hand and to defend the values 0 1' 

Confucianism on the other hand. The radical reformism. 

the main stream of the times. was to escape from 

Confucianism and to accept the new western civilization 

extensively. The process of Chinese modernization. as in 

the case of the Yangwu Yundong(Westernization 

Movement). changes from the dodrine of ZhongtiXiyong(to 

preserve the Chinese main body or the feudal traditional 

ru1e and to introduce the western instrument or 

techniques) which puts its base on Chinese culture to the 

doctrine of the general Westernization which calls for 

general acception of the Western culture. The Bianfa 

Yundong(Constitutional Reform and Modernization) for the 

reform through the reform of traditional Confucianism was 

followed after by Kang Youwei and Liang Qichao. but the 

chinese modern reform developed to the detachment from 

traditional Confucianism as democratic revolution wa딩 

succeeded by Sun Won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based on the 

Confucian reformism by Park Eunsik is correspond with the 

Bianfa Yundong of Kan Youwei in case we compare with 

Chinese modernization process. It aimed at the modern 

reform which did not stick to traditional Confucianism but 

reformed Confucian mentality inwards and harmonized with 

western modern civilization outwards. This Confucian 

reforrnism was not successful at that time and could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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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continual in f1 uence on the next times. However , it 

gave us a fundeamental question on how to keep our 

balance between the historical subject of cultural tradtions 

and the actual reasonableness of openness to the new 

western civilization. Thus it is very meaningful to clarify 

how to keep balance and harmony between the task of 

historical transformation and that of the independent 

interpretation of our cultural tradition through the 

Confucian reformism of Park Eunsi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