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大學校 師大論蕭 第67集 (2003. 12. 31)

우러나라 興學과 氣觀패育의 推移

李 景 植*

1. 序 즘

2. 朝蘇時期 興學의 立論과 士大夫

3. 朝蘇의 士氣培養과 그 規範

4. 朝解後期 興學의 變線와 士의 底邊據大

5. 近代改華期 士氣의 國民氣擺化와 現今에 廢類

6. 結 語

序 一
)

=
디

문물의 융성은 교육에서 기약하고 교육의 중추는 學校에 있다. 학교는 학엽의 권장을

통해 人間의 培養하는 곳으로서 목표와 정책으로 골격이 수립된다. 그 입지와 방향은

시대마다 λ}회 및 가정이 추구하는 가치의 보존과 생성에서 마련되며 국가는 이를 조직

화하고 이념화하여 제시하고 관철시킨다. 가족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각 시대마다 해

당 시대를 주도하는 사회세력이 있어 이들에 의해 집약되고 일반형태로 대변되면서 이

세력의 변화에 따라 진전하고 변모한다. 교육목표 및 학교정책의 제 형태나 문제 그라

고 그 변화도 여기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는 그저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주도세력

자체 가정·사회 그리고 국가=통일적 권력체·공동체 자체는 不變이듯이 학교교육 자체는

불변이다. 변화 속에는 이를 관통하는 不變의 요소=원리·원칙이 지속하고 있다. 실제 변

화는 안팎의 환경이 작동하지만 근본은 이에 의하여 그리고 이 조건의 형태변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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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상적인 국가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는 교육의 목표와 인간적

定型을 항시 시대 조건내에서 이 불변의 원리에 근거하여 설정하고 양성하며 또 빈언에

게 족구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점에서 뚜렷하고 철저한 傳統을 지녔다. 그것은 학엽창달 학교진작

즉 興學과 도리체득 호연함양 곧 氣簡의 함육이다. 고대·중세·근대개혁기에 걸쳐 융성하

였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남북분단의 와중인 現代에 이르러서는 절박한 사회적 요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이 文物上 학교제도로서 전국 규모로 완비되고 이념과 윤리로서

절대성을 갖추는 때는 600여년전 조선왕조로 들어서면서였다고 하겠다. 홍학의 기운，

학교의 기백은 조선에서 융흥하였다. 유학은 광범히 보급되고 忠·孝·貞은 사회의 덕목으

로 굳건히 자리잠아 道理 [天理] 로서 절대성을 구가하였다. 이를 주도한 층은 兩班 士

大夫였고 따라서 이는 조선의 土風으로 정착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선의 士風은 계통상

고대국가 형성이래 士風이 여러 형상으로 변천히고 새롭게 전개되는 가운데 時空上 여

러 단계와 분화·융합을 거치면서 조성된 것으로， 仙家·郞家·士로 이어져온 전통이 조선에

와서는 文士를 중심으로 하여 우주·인간의 도리로 집결되어 구현된 것이다. 바로 선비의

기상 즉 士氣이다.

해방 후 한국 교육의 전개과정과 그 결함 곧 학교교육의 異狀과 被行 및 그 原初的

素地를 구명하려면， 우리는 우리나라 교육목표의 人文的 전통과 일제 강점기와 남북 분

단기에 맞게 되는 그 단절을 변화와 지속의 體系性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러자면 위와 같은 士風·士氣의 실제와 그 推移를 학교교육의 목표 속에서 이해하지 않

으면 안된다. 이는 바로 교육문제를 역사적 체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목적에서 이 문제를 조선왕조이래 있어 온 興學의 論據와 그 人的 基盤을 검토하고 氣

戰의 함육을 그 구조 및 전개에서 파악하고 이어서 이것이 近·現代 신 학교제도 하에

서 관철되고 근자에 폐몰되는 사정을 개관함으로써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2. 朝蘇時期 興學의 立論과 士大夫

조선시기에 흥학은 f需學을 학교교육의 기간으로 삼는 위에서 추진하고 권장하였다.

물론 유학만을 교육의 전부로 간주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전체로는 兵學 律學 字學

譯學 醫學 算學 등 六學을 설치하여 大小兩班의 子룹弟뚫들이 鏡習하도록 하였다 1 ) 다

만 중섭이 유학이었고 관심과 지원이 각별하였다. 학교의 흥흉은 국가시책의 기축이었

고 이 시책은 중앙 벚 지방 군현을 단위로 전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설시되었다. ‘학교진

흥[興學校]’은 국초부터 고을 사또의 중요임무로서 七事 가운데 하나였다. 고려 말 까지

1) 李純樓， <뱀J펙前흉Jf需學敎育制度의 'Ii↑쯤) (學끼미論輩) 3, 建國大太學院， 1979, pp.164~165.



우리나라 興핑과 氣擺~I써育의 }it移 173

도 수령의 임무는 五事였고 아직 이 務事는 없었다 2)

흥학의 목표는 선비의 양성이었다. 학교는 이를 위한 기구였다. 학교의 근본은 선비

가 진실로 뛰어난 재질이 있어도 길러서 성취하는 것은 위에 있다는 것， 위에서 이 재

질을 길러내고 아래에서 스스로 길러 그 몸을 소중히 하는 것에 있었다 3) 기르는 곳과

스스로 기르는 곳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곳이 학교였다. 그러므로 이를 조성하는 책무

는 나라에 있었다. 이러한 흥학관에는 선비가 重하여야 道가 중하고 도가 중하면 나라

가 이로써 중하여 君면·父子의 윤리가 밝고 禮樂， 페政， 屬文， 度數의 명분이 나타난다4)

는 선념과 의지가 자리하였다. 그러므로 文物이 홍성하는 것 즉 人才가 풍성하게 나오

도록 하는 것5)이 홍학의 목적이었다. 인재의 양성은 문물을 개발하고 이용후생하며 사

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의 精密로 이어지는 것이었다.6 ) 홍학의 이러한 목직은 궁극

에 인간생활의 安챔에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학교는 풍속·교화의 근원이었다.7 ) 조선에서

敎化는 나라를 다스리는 道의 으뜸으로 여겼다s)

홍학의 주체는 국가 따라서 상징으로는 국왕이었다. 官學이나 私學이나 모두 마찬가

지였다. 집권왕조국가에서 王士아님이 없고 王民아님이 없었다. 世祖代에 향교의 육성과

그 중요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예조에서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일이라고 한 것9)， 국왕이 각도의 관찰사에게 홍학에 힘쓰도록 권려하면서 자신이 친히

成均館에 거동하고 四學의 유생을 아울러 모아 재주를 시험하여 권장하고 격려하였다고

한 것 10)은 官學과 관련한 예이고， 明宗 5년(1550) 李混이 풍기군수였던 周世매탬이 安給

의 옛 집터 [뿔基의 속현 Ji떠興]에 세운 白雲뽑院에 陽銀할 것을 조정에 요청하면서 교육

은 위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하면 반드시 뒤에 무너져 폐지될 것11)이라고 한 주장이나，

宣祖朝 중반 李짧가 서원 설립을 일러 국가에서 한 것 1 2)이라고 하는 발언은 모두 私學

2) 李範樓， <때따前期 댐탱敎育과 쩨校의 機能> (歷史敎育> 20, 1976, pp.16~23.

3) (增補文鳳倫考> 202, 學校考1， 序

4) 同上.

5) (增補文鳳빼考) 206, 탤校考5， 與랜， 明宗 11년 7월 .

6) (增補文敵뼈考> 209, 핑校考8， ~CI學， 各딩3校， :If.따 3년.

7) (增補文鳳備考> 206 , 씬校考5， 興學， 文宗.

8) (增補文鳳備앙> 209, 평校링 8， 찌 3學 ， h\i:宗 7년.

9) 同上， i뀐r祖 6년.

10) 同上， 世祖 7년

11) (增補文敵뼈考> 210 , 學校考9， ifr벼院純‘論， 序.

12) 同 f:::, 宣祖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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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정의 지원과 우위를 원칙에서 한 말이며， 明宗 9년(1554) 이황이 鄭夢周의

서원을 장건하고 扁願， 書冊， f£又牌， 田結을 紹修뿔院의 예에 따라 내려주도록 건의하는

가운데 국가에서 어진 사람 얻는 것이 저 ‘학교’[官學]보다 우수허다고 한 것 13)은 이에

관한 구체 사례이다. 관학과 사학 모두가 이와 같아서

교화를 높이고 인재를 기르는 근본은 오직 임금에게 달려있다 14)

고 하였다. 후에 서원의 난립과 남설이 큰 폐해로 물의를 빚어 정비가 논의되고 실제

철폐도 수시로 거행되는더]15) 이럴 수 있는 근거도 여기서 당당하였다.

국왕은 師父였다. 英祖는 즉위 40년(1764)에 직접 倒製를 써서 大學의 학생에게 보

였는데， 그 속에서 즉위한 지 40년에 능히 ‘스승의 도리 [師道]’를 다하지 못하여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선비를 대하니 마음부터 부끄럽다16)고 겸사하였다. 임금이 홍학과 교

화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君師의 처지였다. 高宗 6년(1869) 의정부에서 작성한 太學別單

에선 우리 전하는 ‘君師’의 자리에 있으면서 선대 임금의 사엽을 계승하여 f需術을 숭상

하고 장려하고 人才를 길러냈다1 7)고 하였고， 동왕 32년(1895) 2월 국왕은 정부에 신칙

하여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면서 그 취지를 밝히는 중에 자신이 ‘君師’의 자

리에 있으면서 교육의 책임을 스스로 담당한다1 8)고 천명하였다.

흥학의 대상， 인재의 원천은 士였다. 조선시기에 士의 大宗은 文士였다. 조선의 列聖

은 文으로써 다스림을 삼고 가르침을 학교에서 이루어 선비를 기르는 도리를 다하였다

하였다 19) 선비를 기르는 文은 偏學이었고， 이 학문은 근본을 힘쓰는 것이 귀하다고 여

긴다 20) 선비는 근본을 힘쓰는 業을 하는 사람이었다. 근본은 忠·孝였다. 선비를 기르는

이는 師로서 이것을 몸소 실천하고 가르키는 이였다. 그리고 百行의 근본인 孝가 그 父

에서 나오고 이것이 君에 이르러선 忠、이 되므로 君師父는 션비의 ‘三事’ 곧 세가지 섬김

이었다. 선바는 흥학의 대상이고 인재의 원천이고 학문의 주제였다. 여기에는 士大夫의

가치성 그 天命意識이 작동하고 있었다.

13) 同 j- , 明宗 9년.

14) {明宗贊錄} 13, 明宗 7년 3월 己멘， 20책 ， p.80.

15) 鄭萬祚， {朝m대時代 書院E다究} ， 集文堂， 1997.

16) {增補文敵備考} 206, 學校考5， 興學， 英~[l 40년.

17) {高宗實셨} 6, 高宗 6년 9월 29일 ， J-_冊， p.322.

18) {增補文鳳備考} 209, 學校考8， IJ.EI學， 績各學校， 高宗 32년 2월 ，

19) {增補文澈뼈考} 202, 學校考1， 序.

20) {增補文敵備考} 206, 學校考5， 興學， 明宗 1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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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祖 원년(1 623) 趙鐘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이런 점을 명확히 피력하고 있다. 조익

은 太댈에서 諸生을 깨우쳐 타이르는 글에서

대저 天地의 빼어난 기운을 얻어 사람이 되었으니 그 性의 착합은 뚫짧과 다름없다 그

런데 또 다행히 땀民이 아니고 士大夫의 족속이 되었으며 또 다행히 다른 業을 하지

아니하고 글을 배워 f需士가 되었으니， 만약 능히 聖人을 바라고 賢人을 바라먼 모두 성

인·현인이 될 수 있는 데 어찌 가히 범용한 사람만 되고 말겠는가? 비록 성현의 지위에

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知識이 있고 行義가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 성현이 성현으로 된 것은 반드시 모두 태어나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두 배뭄

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에 있다. 이제 또한 성현의 배운 바를 배우고 노력하기를 성현과

같이 하면 어찌 성현이 이른 지위에 이르지 못하겠는가?2 1)

이에 의하면 大學生은 크게 네가지 점에서 큰 행운을 갖춘 이들이었다. 우선 天地間

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 둘째 그것도 일반 서민이 아니고 土大夫의 족속이 된 것， 세째

그 중에서도 글을 매우는 業을 하는 까됨r士가 된 것， 네째 그러므로 배움으로 말미암아

聖賢도 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라한 지적은 선비의 尊貴함과 그 임무의 高灌함을

드라낸 것으로서， 션비의 중심 곧 학문의 담당과 흥학의 책무는 士大夫 兩班에 있는 현

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조익은 뒤이어 선비는 世追를 회복하고 知行을

겸비하여 사람의 일생의 큰 사업인 성현에 이른 지위에 이르도록 학문에 정진하여야 한

다고 요구하고 있다 22)

흥학과 교화에서 차지하는 선비의 위치가 이러하므로 선비를 일러

로서 元氣가 머물러 있는 곳’23)이라고 하였다. 실제 조선의 土大夫는 그 독특한 처지에

서 이 시기의 사회를 신분계급적으로 주도하고 정치경제적으로 중추를 구성하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권력형태 따라서 학교제도가 운용되고 이념이 정립되며 公論이 형성되

었다. 이 독특한 처지는 조선의 양반 사대부가， 傳來의 내력에서 이어져 오는 위치 곧

국가권력에서 독립하고 자유스러울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즉 自得하는 세력임에서 말미

암는다. 양반 사대부는 자선과 국왕 사이의 君많關係는 양자간에 義理가 정립되어 있어

야만 결성된다는 점을 大名分으로 하고 이 범위에서만 그 절대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바로 사대부 양반 자신의 절대성이고 大義인 것으로 이 선상에서 스스로 존재의 우위성

특권성 지배성을 부지시켜 나갔다. 집권왕조의 권릭 또한 여기서 정통성 정당성 도덕성

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士大夫의 처지는 自他가 ‘封建’으로 비견하고 간주하였

21) (增補、文敵얘考:.~ 206, 투킴校考5 ， 與學， 仁祖 원년

22) 同上‘

23) (增補文敵備考~ 209, ))힘校考8 ， ~.믹學， 明宗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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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의 양반 사대부가 원래 上古期 封國建候하던 封建制下의 諸候는 물론 아니었으

나 이 제도가 갖는 기능과 정신 즉 分풍昨士와 王室灌햄의 원리상에서 같다는 의미에서

봉건이라는 것이다. 양반 사대부는 실제 봉건으로 처신힐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일반적

으로 治者身分으로서 在地士豪이면서 地主階級염이 그것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士大

夫로서 그 家業을 대대로 전수하고 名分을 가장 중시함에서 중국의 士大夫와 다르다고

인식하였다. 조션의 양반 사대부는 국왕·국가의 존속과 통치에 대해 스스로 連帶하여 참

여하고 협조하는 만큼의 대우를 과거·조세·신분·정치·벼슬 등 각 부면에서 당연스럽게 요

구하고 또 관철시키고 있었다. 왕조국가에 대해 자기 처신의 독자성을 유지한 채 국가

권력에 참가하고 민안을 통치하고 獅村을 주도하는 그러한 봉건이었다. 守슴을 諸候에

비기고 地士·土主로 불렀는데 이 역시 실상이 이라한 데서 연유한다. 물론 양반 사대부

하나하나는 封建으로 처신하고 활동하는 역할과 범위에는 여러 차이가 있었다. 왕실이

나 세가 등 門關士族에서부터 寒士·負士 등 小農·賞農에 이르기까지 그 층이 다양하였던

것만큼 다기하였다 24)

사대부는 정치·사회의 주축인 양반이고 학문·교화의 주체인 선비로서 封建의 위치에

있으므로서， 스스로 경모하는 孔子와 그 高弟들을 높여 성균관·4학의 학제속에서 각기

王과 諸候에 비견하였다. 힘家의 大聖·賢弟를 封建의 체계로서 엮어 존숭하고 있었다.

이 기원 또한 오랜 것이었다. 태종조(1 401 - 1 4 1 8)에 이미 성균관 유생들이 매년 종이에

써서 ‘關’[임금이 거처하는 곳]字를 만들고는 孔子를 높여서 王으로 삼아 받들고， 4학을

四聖 즉 頻子， 曾子， 子思， 굶子의 封國으로 삼아 諸候가 天子를 우러러 보는 것처럼 하

며， 성균관안 上舍 下舍의 사람을 百官의 직에 注擬하고 또 領軟와 使멀을 보내는 禮

등을 행하고 있었다. 당시 유생이 참람하다는 비난이 있었으나 태종은 성균관안의 古例

로서 유래가 오래되어 자신이 居顆할 때도 변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대로 묵인하였다 25)

孔子와 그 弟子를 封國建候식으로 비견한 것은 중국에서는 庸나라 玄宗(7 1 3-741)때

로서 이 당시 처음으로 孔子의 시호를 文宣王이라 하고 頻子이하는 차례로 公·候·伯이라

고 하였다 한다 26) 조선시기 성균관 유생의 저러한 관습은 중국의 이런 사례와 상관은

있겠으나， 그 본체는 우리 고래로부터 있은 士의 봉건성과 기풍으로서 이것이 이러한

懷式을 일찍부터 갖추게 하였던 듯하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明나라 嘉靖( 1 522- 1 566)년

간에 문성왕의 칭호를 고쳐 至聖先師 孔子의 位라 하고 頻子이하도 罷名을 없애고 關願

도 大成股이라고 하였던 것을 先聖關라고 고쳤지만， 우리는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고수

하여 시행하였다 27) 孔子는 天理이고 上帝였다 28) 士大夫의 홍학의 절대성은 天理로서

24) 쐐鎬， <朝健前期 兩班封建論과 士地所有> {朝廳前期土地制度댐究} (II), 지식산엽사， 1998.

25) {增補文鳳備考} 208, 學校考7， 雜考， 朝蘇太宗，

26) {增補文敵備考} 203, 學校考2， 太學2， 宣祖 7년， 趙憲奉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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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上帝의 의지로서 관철되는 바였다.

조선시기의 선비， 士는 士大夫 양반의 정치적 경제적 이념으로서의 封建으로 지지되

면서 아울러 文士의 사상적 정신적 이념으로서의 封建으로 존속하는 층이었다. 그러므

로 집권봉건왕조 조선국가에서는 흥학의 권장으로 국왕이 유생에게 초하루·보름 講論하

기도 하고， 수시로 술과 음식을 내려 독려하고 역대 임금마다 늘 윤음과 어제로서 R용5兪

하며29)， 교수·훈도 등을 師範으로 양성하고30)， 종종 문묘에 調聖하고 명륜당에 나아가

학생틀과 經義問答{橫經問難] 3 1)을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독려하였다. 그리하여 中宗朝

(1506~1544)에 와서는 趙光祖의 f需學f昌明으로 인재가 극성하게 일어났다는 평도 얻기

에 이르렀다 32) 국왕을 위시한 조정의 홍학 독려는 모두 士風의 친작과 보급을 위함이

였다. 世道를 생성하고 그 타락을 방비하며， 정성과 공경 곧 人倫을 학문의 道로 창달하

면서 추구하였고33)， 그리하여 후대에 가면 일반 百姓도 小學에 입학하고 大學에 들어가

는 데까지 도달하였다 34) 士風의 보급은 士氣의 培養에 달린 문제였다. 이는 여러가지

規範을 갖추어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선비의 모습 그리하여 스승·학생의 像은 여기서 그

典範을 갖추고 휩面을 정립한다.

3. 朝蘇의 士氣培養과 그 規範

조선왕조의 士氣의 배양과 존숭은 역사상 교육방침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손꼽을 수

있다. 조선에서 사기는 나라의 元氣로 인식하였다. ‘士氣가 꺾이면 國服이 시든다’35 ) 하

였다. 국가는 正鴻을 파악하고 있었다. 사기는 선바로서의 기백이고 본질이었다. 조선의

역대 왕조는 선비의 기풍이 성하고 쇠하는 것은 실로 世道의 성쇠와 상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육성하는 政事를 펴왔다 36) 英祖 원년(1725) 태학생 鄭樹가

27) 同上.

28) (增補文鳳備考) 208, 學校考7， 雄考， '-1"宗 14년.

29) (增補文鳳備考) 206, 댐校考5， 興學.

30) (增補文默備考) 207, 學校考 6， 學官

31) (增補文鳳備考) 205, 웰校考4， 프F學.

32) (增補文敵備考) 206, f젤4交考5 ， 興學， 't'宗 14년 4월 .

33) (增補文鳳備考) 206, 學校考5， 興學.

34) 同上， 高宗 23년.

35) (中宗實錄) 37, 中宗 14년 11월 內午， 15冊， p.851.

36) 주 17과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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切直한 언사로 조정 중신들을 죄로 성토하여 임금이 불러 엄히 꾸짖었으나 정은 항의하

고 굽히지 않고 奏對함이 한층 적절하였다. 왕은 노여움을 풀고

지척의 엄한 위엄에도 조긍도 굽히지 아니하니 3백년 培養한 보람을 볼 수 있다 37)

고하였다.

선비의 기백을 육성하고 이를 士氣·土風으로 배양하는 시책은 正學을 숭상하는 것에

근거하였다. 조정은 이 立論이 나라에서 제일 우선 하여야할 바로 간주하였다. 元氣의

배양은 진실로 오로지 여기서 말미암는다는 판단이었다.38 ) 正學은 학문적으로는 f需學이

고 정치상 왕조의 世道이고 도리상 인간의 人倫이며 실천상으로는 선비의 聖賢으로서

전체로서는 조선의 典範이고 理性이었다. 그러므로

f需를 숭상하고 道를 존중함은 우리 列聖이 전하는 法이며 人才를 양성하는 것은

묵정밭[짧田 j 에 재목을 심는 일39)

이었다. 사기배양의 전통은 修久하였고 이는 황무지에 먼 훗날 나라의 陳傑이 될 나무

를 기대하며 植樹하는 자세로 인재를 양성하여 오는 가운데서 지속되어왔다. 세종이 일

찍이 병환으로 둡게되자 內冒[왕비의 명령]라고 일컷고 한 무당이 성균관에서 기도하

매， 유생들이 그 무당을 쫓았다. 세종이 듣고 부축해 일어나 앉아서 자신이 항상 선비를

능히 기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였는데 이제 그 기백이 이와 같으니 무엇을 근심하겠는

가， 이 말을 들으니 병이 나은 것 같다고 하였다는 고사， 그리고 성종조에 국왕이 文宣

王漸를 배알하고 돌아와 편찮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大如가 근심하여 宮人에 명하여 성

균관 뽕松亨에서 기도하게 하였는데 태학생 李f침이 폈生을 이끌고 무당을 매질하여 내

쫓았을 때 임금이 듣고 베개를 밀치고 별떡 일어나 내가 일찍이 士氣를 배양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였는데 이제 태학생이 능히 이와 같음을 들으니 병이 나은 것 같다하고는

유생을 거느리고 들어오게 하여 動政顧에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일화는 기록에 남아 두

고두고 역대로 회자하였다 40)

국왕·국가는 세도·유학·도리 등 正道에 입각하여 판단할 때 f需生의 정당한 행위는 자유

롭게 보장하였다. 임금이나 관아에서 하는 일이라도 성현을 존경하는 일， 도리를 지키는

일， 윤리를 밝히고 풍속을 교정하는 일， 혹은 人f士에 관한 일로 정치에 실패가 되거나

풍속에 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는 上流하여 規5명하고 탄핵할 良識의 자유가 허여되어 있

37) <增補文敵備考} 206 , 學校考5， 興學， 附培養， 英祖원년 6월 .

38) 同上， 高宗 6년.

39) 同上， 高宗 23년.

40) <增補文鳳備考} 206, 學校考5， 興學， 附培養， 成宗朝， 英祖원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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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4 11 이를 備流라고 하였다. 유소는 국초부터 국땅 스스로 권장하고 열어놓아 관례

로 되었다. 국왕은 f돼야L를 함부로 去pf 하지 않았다. 상소가 용납되지 않았을 경우 학생

들은 자기의 옳은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여러 수단을 결행하였다. 우선 드물지만 상소를

하고 이어 關內에 들어가 關門에서 통곡하며 뜻을 전하는 방식이 았다. 중종 14년

(15 19) 11월， 조광조 일파가 歡에 갇힌 사건으로 조야가 시끄러울 때 성균관 유생 李

若水 등 150여 언이 關下에서 상소하고 이어 궐문을 밀고 關入하여 탬門 밖에서 통곡한

일이 그 예이다. 42) 그러나 이런 행위는 아주 심한 경우이다. 대체로 식당에 들어가지

않거나 空폈하여 기숙사에서 나오는게 일반이고， 사건이 증대하여 사세가 커지면 大成

般 밖으로 나와 拜禮하고 성균관을 퇴거한다. 空館[據堂]으로서 동맹휴학하는 것이다.

유생이 空館하면 상가는 문을 닫고 시장은 철파하여 온 서울이 시끄러웠다. 이때 왕은

우두머리 [젊L頭] 에 대한 벌책을 거두고 성균관 관원과 측근의 선료를 보내어 회유에 온

힘을 쏟아 복귀시켰다 43) 여기에도 절차와 예법이 있었다 44)

대학생에게 정치·교화에 관한 사안을 토의하고 연구하는 思想의 자유， 학원내의 自治

의 기풍을 배양하여 행동의 자유까지 보장하였다. 政敎의 상정으로서 선비의 자존심， 학

문의 표상으로서 유학의 존귀성이 사방에 드높여졌다. 조선왕조에서 空館이 갖논 이러

한 기능과 의의는 다음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孝宗 원년(1650) 5윌 태학생 李弘相이

李現와 成揮을 모욕한 영남 선비 柳樓을 f需뽑 [유생이 행하는 뽑則]한 데 대해 국왕이

별을 풀도록 명령하였다. 폈에 기숙하던 유생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엄금이 震

짧하였으나 학생들은 여전히 따르지 않고 이번에는 空館으로 맞섰다. 이 문제가 다시

터져 7월에 또 空館하게 되자 임금은 마침내 명령을 거두고 大많을 보내어 論示를 전

하며 도로 돌아오게 하므로써 사태를 매듭졌다45) 그 후 뽑宗 원년(1675) 국왕이 성균

관에 명하여 朝官에 付黃{누런 종이에 성명을 써서 북[鼓]에 붙여 두드리며 시가를 돌

며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벌]한 유생의 f需탬을 풀게 하자 쨌生이 명을 받들지 않아 두

掌議을 停學[과거에 응시못하게 하는 형별]시켰다. 이때 南九萬이 임금을 만류하면서

효종조의 위 사실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았다.

효종께서 천둥벼락같은 위엄으로써 어찌 한두 유생을 쩍어 누르지 못하겠습니까만，

41) (增補文鳳備考) 206, 댐校考5， 興學， 附培→養·關異.

42) 주 35와 同.

43) 李萬랴， (朝廳敎育史}J-.， 1947.0988, 거름版， p.22)
李義權， <빽J빡前期의 空館꺼究) ()t탱%究) 28, 1978.

44) (增補文鳳備考) 208, 學校考7， 雜考， 空館.

45) <增補文鳳備考} 208, 學校考7， 雜考， 空館"， 孝宗，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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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先賢에 관계되어 그 헐뜯고 속이는 데 맡길 수 없으며， 士氣를 더욱 사라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임금의 위엄을 굽혀서 [z1:;夫의 기운을 펴게 하여， 어린

곡식을 애호하는 바와 같이 감히 손상하지 아니하고 가을에 수확이 있기를 기다리

는 것만 못합니다. 이제 전하께서 太學의 續生어|게 특별한 벌을 가하고 엄한 명령

을 베풀어서 구속하고 채찍질하기를 마소와 같이 하기 때문에， 선비가 된 자도 감

히 효종조의 諸生과 같이 스스로 대접하지 아니합니다.46 )

조선은 사기배양을 으뜸으로 삼아 홍학시책을 운영하여 유생의 자유스러운 토론과 행

위를 상당히 보장하고 있는 만큼 뻐뽑의 사용은 매우 선중히 하였다. 성종조에 태학생

李쩔이 영의정 尹弼商의 죄를 배척하였는데 언사가 지극히 불손하여 임금이 죄주려하

자， 李克培가 고정시키면서 祖宗이래 유교의 학술을 숭상 장려하여 유생이 일을 말하다

가 일찍이 죄를 받은 자가 없었는데 이제 만약 죄준다면 言路에 방해가 될까 두렵다고

하였다.47 ) 不責은 오랜 관례였다. 중종 14년(1519) 조광조의 微事가 무고하다고 하여

유생들이 궐문을 밀고 들어와 大內에 들리도록 통곡하며 옥에 함께 가겠다고 하였으나

임금은 유생이 事體를 모른다 하고 죄를 가하지 않았다.48 )

나라의 元氣가 선비의 기개에 있다는 믿음은 공고하였다. 이러한 신뢰는 임금이 국가

의 원기가 선비에 있으므로 설사 조정의 신하는 죄줄 수 있으나 蘭生의 기개는 쩍을 수

없다49)는 자세를 갖추게 하였다. 선조 22년(1589) 전라도 유생 T嚴壽 등이 상소하여

鄭밟立의 3굶事와 연관하여 대선 李山海·柳成龍을 죄가 있다하여 배척하므로 국왕이 유

생을 가두도록 명하였다. 이에 館學f需生 崔起南 등이 상소하여 구제하고자 하자 임금은

자신이 20여년 왕위에 있으면서 유생을 대우하고 일찍이 악한 말로 이들에 가한 적이

없었는데 하불며 義禁府에 가두어 유생의 冠을 쓴 선비를 微更와 서로 대하게 하려고

하겠느냐 하고 스스로 지나쳤다고 물러서며 석방을 명하였다. 光海君때는 태학 掌議 金

협 등이 鄭仁弘을 f需籍에서 삭제할 때 임금이 크게 노여워는 하였으나 죄를 가하지 아

니하였고， 李衛쩨이 인목대비 ~閒상소를 주창함에 四館[성균관， 예문관， 승문원， 교서

관]에서 停學하였으나 역시 강제로 해산하지 않았다. 후에 송시열은 이 두 사례를 들어

列聖朝부터 士氣를 배양하였기 때문에 비록 홉朝에서도 힘으로 저l 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50)

46) (增補文敵備考) 208, 學校考7， 雜考， 偏룹U ， 댐j宗 원년.

47) (增補文願備考) 206, 學校考5， 興學， 附培養， 成宗.

48) 주 35와 同.

49) (增補文敵備考) 206 , 學校考5， 興學， 附培養， 宣祖 16년.

50) 同J~.， 宣祖 22년， 光海君.

《宣祖寶錄} 23, 宣祖 22년 12월 TK，21冊， pp. 46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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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氣의 배양은 人倫의 정립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학문상 교육상 도리의

깨우침을 으뜸으로 하였다. 聖賢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이를 본받음이 선비의 길이라고

함도 여기서 나오는 바였다. 홍학에서는 詞章을 일삼는 것을 경계하고 도리에 힘쓰도록

늘 강조하였다. 도리의 學이므로 ‘實學’이라 하였다. 春宗 원년(1 463) 국왕은 근래 유생

이 오직 浮文만 일삼고 實學을 힘쓰지 않는다 하여 動觀한 절목을 지어 四學에 반포시

키기 까지 하였고51)， 宣祖 19년(1586) 각도에 提督官을 두고 여러 유생을 가르쳤는데，

당시 公州提督官 趙憲을 封事에서 말하여 일찍이 李頂가 石澤書室에서는 科文妙集을 지

니지 못하게 하고， 오직 《小學>， <近思錄》 을 먼저 권장해 가르치고 다음으로 四書·五經

에 미치며， 經學에 밝지 못하고 文理가 통달하지 못한 자는 과거응시를 허락하지 않았

다고 하고 었學， 生員·進士， 館學入學生에게 모두 이와 같이 할 것을 주장히였다 52)

조선시기， 학생을 교육하고 선비를 양육하는 정책은 방향과 목표가 명확하였다. 교육

과 학교가 국가의 大系이고 大#임을 실제 구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士氣를 배양함에

있어 유생의 言行을 권려함과 더불어 엄격한 規範이 學令과 自律로 작정되어 있었고 이

의 준행 또한 철저하였다. 이를 벗어나거나 위반하면 偏탬이 가해졌다. 偏뽑은 유자들이

과실은 서로 경계한다[過失相規]한다는 뜻에서 작성한 것으로 點座[세속에서 이르는 握

徒 : 패륜 곧 오륜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사람을 그 지방에서 내쫓음J.付黃을 위시한 여

러 벌이 있었다 53)

학령은 학교에서 학생을 장려하고 징계하는 기준으로서 성균관 成典에 설려 있으

며 54) 祖宗朝가 국초에 정한 法式이었다 55) 흥학과 배양은 이 학령에 의거하여 권변하

고 징계하도록 법문화되어 있었다 56) 학령의 대략은 文園 四拜禮， 댐生 사이의 예절，

講과 討論， 學習書， 製述， 講經， 태1弟사이 의 예법， 일상의 言解·行實·據操 등등에 관한 법

도와 責뽑로 구성되어 있다 57) 그리고 이와 함께 그때 그때 각종 節目， 條件， 規式을

제정하여 보완하며 운영하였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항상 士氣培養에 있었다. 그

내용을 要目으로 정리하면 1)勳學의 重/면， 2)學官(敎授·敎官) 및 學生의 대우， 3)선비의

자세 ， 4)f需生의 관리， 5)學生의 評價 등이다. 이 가운데 4)와 5)는 조선후기에서 말기에

이르면서 빈번히 그리고 상세하게 되풀이 되어 제정되었다. 후술하듯이 (4장) 당시 신분

51) (增補文歡備考) 209 , 學;校考8， ~다學， 容宗 원년.

52) (增補文歡備考) 209 , 學校考8， 쩨j學 ， 효祖 19년.

53) (增補文敵備考) 208, 學앉考7， 雜考， 偏룹U .

54) (高宗實錄) 6, 高宗 6년 9월 J→西.

55) (增補文歡備考) 207 , 學校考6， 쩔令， 序.

56) (經國大빽) 3, 禮與.

57) (增補文歡備考) 207 , 學校考6， 學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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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붕괴를 위시한 사회변동의 추이에서 말미암는 사태였다.

歡學의 중점은 우선 독서의 원칙을 세움으로써 수립하였다. 먼저 義理를 밝히고 萬變

에 통달할 것이며 모름지기 章句에 빠져 文義에만 견제 당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 핵섬

이었다 58) 태종 7년(1407) 3월 f需學提調 權近은 勳學事目을 작성하여 올렸다 59) 이곳

에서 권근은 詞章을 답습하는 폐단을 억제하고 되도록 經書를 궁리한 ‘實學’의 선비를

얻는 것이 주종임을 밝히고， 그러나 文章을 짓는 것은 氣로서 주장을 삼고 氣를 기르는

것은 뜻[志]을 근본으로 삼으니 뜻이 넓으면 기가 웅대하여지고 뜻이 좁으면 기가 용렬

하여지는 것이니 文章을 전혀 배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小學은 인륜·세도에 매우

緊切하며 詩章을 唱和하는 것은 偏者의 末技이기는 하나， 또한 人材의 성쇄에 관계되니

펀벽되게 페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유자가 비록 경서에 통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장에 뛰어난 재주가 적고 詩道도 제법 잘하지 못하는 형세를 걱정하였다.

권근은 선비가 질학 곧 사물·인간의 義理=道理의 궁구 달통만을 쫓다가 氣가 쩍일까 근

심하고 詩章이 가진 효용성을 배려한 것이다.

學官은 경학에 밝고 행실이 잘 닦여 師表가 될만한 이를 예조 및 여러 관아에서 堂上

이 같이 의논하고 간택하여 冊에 기록하였다가 성균관과 4학에 결원이 었으면 품계에

따라 보충하여 보내고， 그 밖에 다른 관원으로서 {j:滿이 되지 아니한 자에게도 推移하

여 差授하며， 다른 시무를 제외히고 오직 敎讀만 하게 하였다 60) 모름지기 禮로 대접하

여 自重하는 선비로 하여금 그 직무에 편안하도록 하며 외방의 감사·수령은 항상 우대

하는 예를 가하며61)， 校生도 모름지기 대접하여 수령이 고을 일로 差f±하지 못하며 학

업에만 전심하도록 하였다.62) 조선에선 교수·교관·훈도 등을 學官내지 準官{좋로 그리고

校生도 準官際로서 대우한 것이다.

선비의 학업자세에 관해서는 선조 15년(1582) 大提學 李f耳가 왕명을 받아 三公과 더

불어 學校事目을 작성하면서 함께 學校模範을 지어 격식을 한층 정비하였다. 이로써 이

방변의 學令이 허술하던 것이 적절히 보완되었다. 총 167B항으로서 각각의 대강은 이러

하다. CD 立志 ; 天地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生民을 위하여 極[大中·至正의 도려]을

세우며 지나간 聖人을 위하여 끊어진 學을 계승하고 萬世를 위하여 태평시대를 열어주

는、것을 포석으로 삼는다.(2) 檢身 ; 성인에 뜻을 세웠으면 반드시 옛 습속은 씻어 버

리고 한결같이 向學에 뜻을 두어 몸과 행실을 檢束한다.(3) 讀書 ; f需行으로서 몸을 단

58) 同上.

59) <太宗實錄) 13, 太宗 7년 3월 찌寅， 쟁햇學事目， lflff, pp.388~389.

60) <成宗촬錄) 8, 成宗 원년 11월 王午， 學校節덤， 8冊， p.537.

61) <增補文鳳備考) 207, 學校考6， 學令， 宣祖 15년， 學校事텀

62) 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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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였으면 반드시 글을 읽고 학문을 강구하여 의리를 밝혀야 한다.® 鎭言 ; 모름지

기 他假를 신중히 해야 한다.(5) 감心 ; 배우는 이가 자기 폼을 닦고자 하면 반드시 안

으로 그 마음이 바르게 하여야 물질에 유혹되지 아니함을 이른다.(6) 事親 ; 백가지 행

실이 있되 孝弟가 근본이고 罪빼이 3천가지가 있지만 不孝가 가장 크다. W 事師 ; 배

우는 이가 성섬으로 道를 쫓으면 반드시 먼저 스승섬기는 도리를 숭상할 것이다. 백성

은 임금·스승·어버이 세분의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므로 섬기기를 똑같이 하여야 하니 마

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擇友 ; 도를 전하고 의혹을 풀어 주는 것은 비록 스승에

게 있을지라도 같이 학문을 강습하고 서로 도와 仁德、을 닦는 것은 실로 朋友에 힘엽는

것이다.(2) 居家 ; 집에 있을 때는 모름지기 인륜을 다하여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

해서 한몸같이 보며 남편은 온화하고 아내는 공손하여 예를 잃지 말며， 자식과 일가의

일이 마땅히 돌아가게 하여야 한다.@ 接人 ; 한결같이 어른， 어린이， 친족， 이웃에 공

경과 덕으로 행할 것.@ 應學 ; 志士가 급급해 할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한 近世에

는 入f士함이 공통의 규범이니， 道學을 오로지 하되 또 항상 立身行道하며 忠君報國하는

생각을 품어야 한다.@ 守義 ; 매우는 이는 義와 利를 분별하는 것보다 급한 게 없다.

@ 尙忠 ; 忠j享와 氣節은 서로 안팎이 되는 데 진실로 禮學이 밝혀져야 거짓과 교만의

습속이 없어지고 위 두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다.@l 第敬 ; 매우는 이는 덕을 힘쓰고

業을 닦는 것이 오직 공경함을 돈독히 함에 있다. 이것이 實學이다.@ 居學 ; 학궁에서

행실은 일체 學令에 의하여 독서하고 저술하며， 食後에는 잠시 산책하여 정선을 화창하

게 하고 돌아와서는 수엽한 바를 익힌다.@ 講法 ; 매월 초하루·보름 白團洞 敎條와 學

校模範을 한번 읽고 서로 講論하고 서로 實功에 힘쓴다 63) 이상 모든 조항의 근간은 道

와 義에 대한 第理로서 士氣의 근원이었다. 이듬 해 션조 16년(1583) 5월 大司成 金宇

願이 학교모범의 준수를 위한 學制條件을 작성해 내었다. 내용은 學令， 讀法， 紀行第의

설치， 師f需의 간택， 生徒의 선발， 윌士， 取士 등에 관한 것이다 64)

한편， f需生의 파악과 學習의 평가는 왜란·호란의 兩大亂을 거치면서 國家再造와 관련

하여 교화체계의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누누히 강조되고 또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나갔다. 주로 돼生의 考講과 內外生徒의 願數， 圖l펴法， 試驗의 운영과 방식 등

이 대상이었다 65) 두 차례의 대 전란 이후 조선은 인구의 엄청난 이산과 극심한 감축에

63) (增補文鳳備考) 207, 댈校考6， 學令， 宣祖 15년， 學校規範.

64) (宣祖實錄) 17, 효파1 16년 5월 內))G， 21冊， p.390.
(t曾補文않RiJflj考) 207, 學校考6， 學슴， 宣~tEl 16년 學制條件.

65) (增補文鳳剛考) 207, 텔셋考 6, 탱令， 仁祖朝， 論f需감I圓띄之規.

同上， 仁祖 7년， 進學校節 닙

同 1-:., 顯、宗 4년， 論學令 t之規.

同 1-:., 英祖 18년 ， J않定館덴f없-生制講節 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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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하였고 아울러 추진되는 군역·군비의 정비와 확충은 군액의 철저한 파악과 확보를

기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처지에 있었다. 더구나 군역제 운영 자체는 갈수록 불공정하고

과다하다는 물의가 증대하였다. 군역에서 면제되는 유생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학업평

가를 엄정히 하는 일은 교육자체를 위해서도 마땅히 필요한 바이지만 이런 점에도 매우

절실하였다. 이뿐이 아니었다. 전란으로 그간 양반 사대부 중심으로 짜여진 사회 기강이

크게 무너져 교화작엽을 재건하고 그에 기초한 사회질서를 다시 확립되어야 하는 문제

는 더욱 큰 이념적 과제였다 66)

4, 朝蘇後期 興學의 變鏡와 士의 底邊購大

조선은 왕조 전 시기에 걸쳐 흥학과 사기를 진작하므로써 국가·사회의 주축인 양반

사대부를 유교의 정치사상 및 통치술을 갖춘 관료로 양성하고 그 기반인 백성을 유교적

그리고 상하관계의 인간형으로 교화시키기 위한 지도층을 배양해 내었다. 왕조는 이를

위해 학교제도를 정비·보급하여 운영하였다. 정부는 중앙에는 성균관·4학을 지방에는 향

교를 설치하였고， 사대부 양반과 지방 유지들은 스스로 혹은 수령의 주도하에 書院·書堂

을 설립하였다 67) 敎學의 주도는 조선정부였고 그 주축은 사대부 양반이어서， 士風은

국가의 관리와 지침하에 사대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향촌 곳곳으로 보급되어갔다. 그러

나 항시 고정된 채 지속하지는 않았다‘ 그럴 수는 없었다. 兩짧L이후 시대의 진전， 사회

의 변화에 따라 학교마다 본래의 제도와 목표 그리고 구성에 변화를 동반하였다.

성균관은 중앙 최고교육 기관 太學으로서 정원 200명 이 계속 감소하여 영조조에

100여 명으로 半뿐이었고， 성균관 유생들에게 부여하던 文科에 응시특혜가 없어져 꾀華

子弟의 입학 기피가 심하였으며 유생의 講學活動 또한 줄어들었다. 성균관은 유학을 연

구·보급하는 교학의 전당이고 여기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운영에 직접 관계하는 高官

大밟을 배출하는 기구였다. 본시 고관대작에 임용되는 첩경은 문과급제였으며 그러자면

同上， 正祖원년， 生進펄l띄節 目 , 申明Jc學月講之法.
同上， 純祖 26년， 節太學月講舊例

同上， 高宗 30년， 申明太學月課之式.

《高宗實錄> 6, 高宗 6년 9월 29일， 太學別單， r冊， p.322.

66) 宋贊植， <朝願後期 校院生考) <國民太論文集> , 1976.
鄭萬祚， <朝뺀後期 良彼變通論議에 대한 검토) <同德、女大論뚫> 7, 1977.
朴連鎬， <仁祖~需宗年間의 軍a과 校生考講) <정신문화연구> 28, 1986.
姜聲姬， 07세기 校生考講의 制度化와 그 連營) <歷史敎育> 73, 2000.

67) 李成행， <蘇初의 成均館船究) <歷51:學報) 35·36合， 1967
李範樓， 前챔 〈朝빡前期 {띔敎敎育制度의 性格〉

李佑成， <李朝後期 成均館의 變選과 改효율) <昭究報告書) 19(人文科學系5)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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館試 원점 300점 이상이면 그 응시 혜택을 부여하는 성균관 입학이 빠른 길이었다. 조

선후기에는 사회변동에 따라 이러한 혜택이 없어지고 경제변화 속에서 學田의 감축으로

재정이 위축되므로써 양반 사대부의 선분계급적 지위를 승인하고 운영되던 성균관의 모

습은 쇠퇴하여갔다. 그러므로 이시기 사회개혁에 관섬이 큰 학지→관료들은 太學의 기능

상실을 바판하고 과거제도의 쇄선 내지 폐지와 함께 새로운 학제를 궁리하고 시행할 것

을 제의하고 있었으며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방향은 모두 대상과 기회를 개방함에

서 일치하고 있어 사회변화의 추이를 승인하고 있었다 68)

학교의 변모는 지방에서 특히 더하였다. 獅校는 전란으로 건물이 상당히 파괴된 곳이

많았고 더구나 시간이 갈수록 사회변동이 광범히 야기되는 가운데 軍投을 피하려는 부

유한 常民層의 入校가 현격하게 늘어가고 양반층은 이를 피하는 경향이 증대하여 새로

운 교육기관으로서 書院이 급속히 보급되고 확산되었다 69) 향교는 본시 지방의 文햄이

며 官學으로서 성균관·4학과 함께 국가통치와 백성교화를 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치

한 기구였다 7이 조선후기에 들어와 향교교육은 양반 사대부층에게는 이전 시기 특히 조

선전기에 비하여 중요성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감축하였으며， 왕조말기에 이

르면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의 전환이 없는 한 중흥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미 향교는

점차 일반 민인들의 교육기관 내지 週投處 혹은 獅戰의 대상으로도 되고 있었으며 이

속에서 그들이 션비의 체모를 습득하고 또 그렇게 자처할 수 있는 소양을 제공받는 곳

으로 화하여 가고 있었던 것이다 7 1l

書院은 향교와 탈리 각 지방의 f需生 士林들이 그 지방 출신 또는 그 지방에 인연이

있는 大學者·政治家·官燈 가운데 본받을 만한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을 l位 혹은 數位씩

선정하여 펴堂에 배향하고 이를 중심으로 齊室융 지어 그들의 학문을 본받고 계승하는

가운데서 과거관료를 양성하고 이들을 유교 교양인으로 육성하는 私學이었다，72) 이러한

68) 金潤坤， <李朝後期에 成끽l館의 變끊과 改묶> <大東文化冊究} 6·7合輯， 成均館大， 1969, 1970.

69) 金龍德， <朝떼後빼 獅校댐究> {韓國制度낮:2.L →빼園， 1983
崔永浩， <행學學生·校生考> <歷밍學報} 101, 1984.
波部學， <近[받朝따敎育st~다究} , 1969.

, <朝따敎育史} , 1975.
尹熙、젠1 ， <朝願後期那校1vf究L -빽「껍， 1990

70) 李成皮， <朝따初期의 獅校> <李相玉博士回甲紀念論文集} , 1969.
李範樓， <朝빡테J期의 校生身分> <韓國史論} 3, 1976.

, <朝빡前期 偶學敎育과 獅校의 機能> <歷史敎育} 20, 1976

71) 주 69와 同

72) 찌l파烈， <朝따에서 書院의 成立> <품li學農} 29·30, 1937.
i度部學， <書院의 좋b興과 펄院의 變轉〉 전게 《近世朝빡敎람Jt댐究》

T淳陸， <韓國뿔院敎育制l흥닷~1jff究}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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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은 전술하였듯이 양란이후 향교의 퇴폐와 함께 급속히 증설되어 갔지만， 이 과정에

서는 전란 뒤의 사회개편， 국가재조 등의 당면 문제를 놓고 양반사회가 黨派로 계열화

되고 黨爭으로 정견이 대립하면서 敎學的 기구 보다는 짱享的 패宇도 빈번히 출현하였

으며， 또한 종전의 朱子學的 유학을 모범으로 한 보수적 개량적인 학풍·정치사상노선과

는 다른 反朱子學的 유학에 선 혁신적 개혁적 학풍과 정치사상의 노선을 취하는 그리하

여 농민적 사유와 요구 및 그 이해관계를 흡수하고 대변하는 학자·학풍이 대두하여 성

장하였고73) 이 계통의 서원도 함께 성립하고 있었다 74)

書堂은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이것이 본격 보급·확대되는 것 자체가 조선후기였다. 서당

은 고을 수령이 주도하여 향촌에 건립하고 訓長을 임명하여 교육시키도록 운영하는 것

도 있으며， 성과가 클 경우 훈장을 포싱(하고 轉職시키기도 하고 서당을 향교로 승격시

키기도 하였고， 혹은 향촌민 자율로 향촌내의 里나 혹은 4·5개 마을마다 서당을 세우고

훈장도 향촌민이 스스로 선임하여 자기 동네의 童총을 교육하도록 하는 것도 있었다.

전자는 주로 양반 지배층의 자제를 官學체계 속에서 과거를 목표로 초등교육을 하려는

게 목적이었고， 후자는 대개 몰락 양반이나 서민대중의 자제를 관학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초등교육을 함으로써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

이 목표였다 .75)

조선후기， 학교의 변동은 敎學上 여러 가지 변화를 동반하였다. 우선 학업자가 현저

히 증대하여 조선왕조는 3년마다 거행하는 式年의 정기과거 외에도 각종 특별 과거를

수시로 시행하여야 했고 그에 따라 각지에서 生·進科의 급제자가 현저히 증가하여갔

다.76) 또한 향교의 변모， 서원의 변질은 새로운 敎學機構의 마련을 절실히 필요하게 하

였다. 국가， 향촌사족， 그리고 서민층이 각기 利害는 달라도 이들을 하나로 엮는 교학기

관을 구상하지 않고는 향촌교학체계의 동요는 구폐할 방도가 없었다. 그러므로 학교의

변화와 학엽자의 증가， 학습요구층의 일반화와 관련해서는 고을 守令을 주축으로 하는

鄭萬祚， {朝蘇時代 書院%究> , 집문당， 1997.

73) 金魔錫， <朝解後期 國家再造論의 擾頭와 그 展開> , 延世大 大學院， 1991.
, <朝떼後期의 黨爭과 王權論의 推移> <朝뺀後期 黨爭의 琮合的 檢討} , 1992.

具萬玉， <朝빡後期 朱子學的 宇굶r論의 變動>， 延世大 大學院， 2001.
鄭豪薰， <1 7세기 北人系 南人學者의 政治思想> , 延世大 大學院， 2001.

74) 鄭萬祚， <朝蘇朝 書院의 政治社會的 投좀~> , 前獨뿔.
李海灌， <17~18세기 書院의 黨派的 性格> <쉽海 朴秉國敎授停年紀念史學論護} , 1994.

75) ~표部學， 前揚 《近世朝따敎育史昭究》

丁淳佑， <I 8세기 등불r띤쟁}究} , 韓國精神文↑tWf究院， 1985.
金武鎭， <조선후기 서당의 사회적 성격> <역사와 현실} 18, 1995.

76) 宋俊浩， <朝뺑後期의 科學制度> <國밍館論뽑} 63, 1995.
趙成ζ，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서얼차대> <敎育史學댐究} 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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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獅村敎學振興策이 수다하게 논의되고 또 시행되어 갔다 77) 이라현 양상은 유교

교육 따라서 유교의 정치사상 그 윤리사상이 왕조국가의 백성층 저변에까지도 널리 확

산되므로써 나타나는 것이었다.

유교사상의 저변확대는 피지배층， 서민대중， 농민층에게까지도 유교가 지향하는 본질

곧 土의 정치， 義의 사회， 士氣의 이념을 학습시켜 이들의 처지에서 그 원리를 깨닫게

하는 바가 되므로써， 그리고 스스로 士의 기질과 풍모의 員碼를 체득하게 됨으로써， 유

교사상은 국가가 종전처럼 왕조 차원에서 바라던 바가 아년 또 사대부 양반층이 지배신

분계급으로서 추구하던 바와는 다르게 현실적 모순과 불합리를 광범히 노출하는 가운데

현실의 정치·사회를 비판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 그러한 유학·유교

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 모두는 시간이 갈수록 드세어지는 토지개혁론， 국가개혁론 그리

고 이를 주장하는 일부의 그러나 공감대는 광범한 유학 지식인들의 사상동향78)과 체제

상 하나의 조류였다. 조선후기의 ‘實學’은 이러한 배경 이라한 계열에서 등장하고 발달

하고 있는 것이었다- 조선말기， 西學에 이해가 갚던 f需者들 대부분이 로마 교황청에서

야기한 典禮問題와 이로 말미입은 珍山쫓祝廢棄事件 그리고 辛西寂事 및 黃關永범書事

件을 거치면서 西學에서 西敎를 명확히 구분하여 천주교리에 맹신하는 풍조를 비판하고

멈書件을 ;띤敗으로 척결하던 자세도 士의 이런 전통에서 연유한다. 나라와 겨례를 西洋

化하려는 행위와는 반대로 서학을 東學化하려는 자세가 이러한 분간을 자연히 갖게 한

것이다，79)

유학의 보급과 그에 따른 대상의 일반화 보편화는 土를 양반 사대부층의 신분계급의

범주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士 자체는 士를 위시하여 農·I·商에 이르기까지 곧 萬人

이 추구하는 인간적 가치가 되고 있었다. 18세기 말엽， 淸譯 李重煥이 :::f二와 農·그[.商 일

반 민인과의 관계를 士를 중심으로 피력한 ‘四民總論’의 }→節은 좋은 예이다.

옛날에는 士大夫가 따로 없고 모두 백성[民]이었다. 백성은 넷이었는데， 士로서 현명하

고 덕이 있으면 임금이 벼슬을 시켰고 벼슬하지 않는 자는 농·공·상을 하였다 舞

임금은 흙 임금때 사대부였으나 농·공·상의 일을 하고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후세에는 무엇 때문에 꺼리는가. 혹 사대부라는 명호로써 농·공·상을 업신여기고 농·공·상

으로써 사대부를 부러워한다면 이것은 모두 근본을 모르는 자이다 비록 그리하나

후세에 와서는 사대부로서 혹 농·공·상을 할 수 있어도 농·공·상을 하던 자는 사대

77) 鄭萬祚， <朝때後期 쩨村敎學振興論에 대한 檢討> , 前獨書

78) 金容燮， {韓國近代農業9::Wf究} (I)(II) (ill), 지식산업사， 1984, 200 1.
崔潤n펌， <朝健後행1 士JI며所有權의 發達과 地主制> , 延世大 博士學位論文， 200 1.
金騎錫 주 73의 논고.

79) 崔益輪， {實學派와 T茶ILl } , 1955.0989년， 청년사刊， 서울)

李元淳， {朝應西學史땅f究} , 一志社，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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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일을 하지 못한다. 이에 부득이 사대부를 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것이 후세어1

자언스런 추세가 되었다 그러나 사대부의 명호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옛 성인의

법도를 준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士나 농공·상이나 막론하고 한결같이 사대부의 행

실을 닦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는 禮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예는 富하지 않으면 서

지 않는다. 까닭에 가정을 차리고 직업을 마련하여 따l禮 [冠·婚·喪·奈禮]로서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처자를 거느려 門戶를 유지할 계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므로 士大

夫가 살만한 곳을 만든다 80)

이중환의 이 논설은 상고기에는 경전을 읽어 뜻을 분별하는 業을 하는 士가 농·공·상

과 구별없이 함께 살았으나 그 후 士大夫가 世뻐·世代夫로서 오래도록 내려오면서 門戶

를 이루면서 농·공·상과 완전히 구별되었고 거주지도 탈리하였다는 관점에서 작성된 것

으로서， 요지는 이런 형세가 다시 조선후기 이 무렴에 오면 士大夫가 농·공·상의 일도

하게 되므로써 士나 농·공·상이나 모두 좋아하는 士大夫의 명호에 맞게 한결같이 士의

행실을 닦되 이는 禮로써 하여야 하고 그러자면 富를 그리고 門戶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8 1) 이중환은 士大夫의 계급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선분계

급성을 행실의 독자성에서 승인하여 上를 禮와 聖人의 學을 하는 이로서 정의하고， 이

는 현실적으로 농·공·상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써 특수와 보편， 개별과 일반

을 흔융시키는 속에 서였었다. 당시 유학의 저변화대와 서민으로의 확산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사유체계였다.

조선후기 사회변화에는 체제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체제의 변동은 士大夫의 성쇠를

동반하고 또 이 신분층의 전체적언 처지의 변화를 수반하여 전개되고 있었다. 양반 사

대부층의 이러한 변화는， 유학이 한편으로는 기존 기능이 사회신분계급과 마찰을 빚고

약화되면서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민인 전체로 더욱 더 보급되는 양상과 맞물려서，

士의 기준과 土氣의 범주로서 가해지던 신분성과 계급성이 붕괴되고 쇠약하여지는 사태

도 병행하였다. 이제 士는 양반 사대부로서의 지배 신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士氣

또한 저들만이 독점하고 있어야 하는 기백이 아니었다. 士는 가치상 전 민인이 지향하

고 있었다. 그리하여 근대개혁기에 들어가면서 士氣의 국민기개화가 이 선상에서 진행

되고 또 국가 차원에서 이 점을 기도한다.

5. 近代改章期 士氣의 國民氣擺化와 現今에 )發類

선비의 체모와 기풍은 조선말기에는 민인 일반의 인문적 가치의 지표로 되고 있었다.

80) 李重煥， <擇 E륨 ;t} , 四民總論.

81) 同上 및 同 h書의 序 및 %낀論，W:文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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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弟·많、信 그리고 仁·義·禮·智·信은 사회 구성원 공동의 가치로서 새롭게 그 의의를 살렸

다. 그리하여 國交據大 이후 사회문제에 겹쳐서 민족문제가 위급하여지는데 따라서는

민인 백성이 충실하게 갖추어야 할 먹목으로 자리집고 아울러 여기서 난국타개의 힘을

조직하고 기반을 구축함은 이런 션상의 연속이었다. 甲午·光武개혁기에 新式學制를 마련

하여 시행할 때， 교육목표 곧 人才像은 논란할 것 없이 여기서 찾았다.

高宗 32년(1895) 소학교는 ‘國民敎育의 기초와 그 생활상 필요한 보통의 지식과 기

능을 교수함’파 함께 ‘德性뼈養’과 ‘人道實錢’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修身 교과의 교수내

용에 의하면 孝弟·友愛·仁忽·信實·義勇·행險 등을 실천하는 방법을 매우고 별도로 尊王愛

國하는 士氣를 기르는데 힘쓰고 멀民으로서 국가에 대하는 責務의 大要를 지시하고 겸

하여 염치의 엄중함을 알게 하고 아동을 이끌어 풍속과 품위의 純正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었고， 國史 교과의 교수요지에 의하면 國體의 대요를 알게 하여 國民된 志操를 기

르는 것이었다 82) 근대 개혁기 제국주의 침략에 대응하고 종래의 집권봉건왕조를 국왕

을 정점으로 하는 국민국가로 전환하여가는 과정에서 士氣·志操의 국민적 함양과 진작

은 절실한 바였고， 여기에 덕성과 인도는 필수가 아닐 수 없었다.

갑오개혁이 조선정부가 중심이 되고 양반 관료층·지주층 위주로 진행된 것83)이어서

위와 같은 점이 더욱 강조됨은 물론이겠으나 이제 이들에 의해서 조차도 그 대상이 양

반 사대부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국민으로 표방하여야 할 그러한 시대단계 사회여건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갑오개혁이 있기 이전 柳吉溶은 사람은 五倫行實을 순독히 하여

道理를 아는 것인 즉 이는 行實의 開化이며 천하 萬國을 통하여 동일한 규모가 千萬年

의 장구함을 거쳐도 불변하는 것이라 하였고84)， 고종 32년(1895) 성균관의 기능강화를

주창하던 李載昆은 錯納章南가 신설학교 제도에서 五倫行實과 역대의 史學으로부터 시

작하므로 우리의 道가 땅에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심히 애석한 바

라고 하였다.85 )

이해 8월에 학부에서 편잔한 《小學讀本》 은 덕목의 내용을 수션을 다룬 立志·動誠·務

實·修德과 치세를 다룬 應世의 5장으로 구성하여 종전의 《小學》 이 立敎·明倫·敬身을 주

내용으로 하여 人倫을 知行하는데 중점을 둠과는 달랐다. 각각의 요체는 立志는 馬國濟

댔이고， 動誠은 천하와 국가를 위하는 君子의 훌念이며， 務實은 利用主心을 중시함이고

82) <小學校校則大網) , 學部令 제 3호， 1895년 8월 1일

위 내용에 대한 검토는 梁正鉉， <近代改휠期 歷史敎育의 展開와 歷史敎材의 構成) , 서울大 博士學

位論文(2001)을 참고할 것.

83) 金容燮 주 78의 논저.

84) 柳吉溶， {西遊見聞》 제 14편 ， 開化의 等級， 1895, pp.375~378.

85) {高宗實錄> 33, 高宗 32년 6월 10일 ， 中冊， p.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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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德과 應世는 士의 수양과 처세방안이었다. 그리고 각 항에 孔굶의 언사나 이황·이이

등의 실천사례를 예시하였다. 전체로 보면 志士的 의식의 고취이고 그런 연간의 육성이

었다. 종래 왕조국가의 民人이 이제는 국민국가의 國民으로 전화되고 따라서 국민이 士

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고종 33년(1896) 학부는 전국의 유교교육을 정비하고 새롭게 체계를 갖추려고 興學

條例를 반포하였으며， 동왕 36년(1899) 4월 光武개혁기로 들어가서는 국왕은 大韓帝國

의 國制整備와 더불어 교육의 큰지침으로 유교진흥에 대한 조서를 반포하고 대한제국의

宗敎는 힘敎임을 천명하였다. 종교는 세계 여러나라가 존숭하는데 그 까닭은 인심을 맑

게 하고 정치의 도리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86) 유학의 宗敎化는 유학

의 國定敎學化로서 유학을 국가·국민의 信{Cpjjll벼으로 삼음을 말함은 물론 아니었다. 宗敎

란 단순하고 협애한 신앙대상， 기독교식 유일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宗릅가 되

는 교육의 의미， 바꾸어 말히면 교육의 宗답가 종교였다. 당시 고종은 자신을 ‘f需敎宗

主’로 표현하였다 87) 君·師·父는 一體언 까닭이 었다.

이 무렵 朴股植은 f需者의 사회적 역할을 통감하면서 ‘士習’의 타락을 자성하고 광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국가체제의 수립과 조응하여 모든 民人이 ‘有敎之民’되는 곧 보통

교육을 똥해 士氣로 충일한 민인대중의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

고 하였다. 그는 교육은 유학에 기반한 ‘宗敎’ 교육과 신학제에 근거한 학교교육을 병행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국가가 더 중점을 둘 곳은 종교교육으로서 종교는 ‘道經之學’으

로서 ‘고유의 元氣’이며 ‘國服’을 유지시키는 것인 까닭이라 하였다 88)

민인 일반을 士氣를 발현하는 국민으로 육성한다는 생각은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문명

개화노선의 지배층， 혹은 박은식 등 정통 유학지식인층에게만 았던 관념이 아니었다. 피

지배층에서는 이미 스스로 그러한 자세와 자존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고 이들의 이러

한 사고와 행위는 널리 지지받았다. 고종 31년(1894) 東學협L의 지도자 全탤準이 동란

의 참가자를 말하여 당시 接主는 모두 동학교도였지만 그 나머지 참가인민은 ‘忠義之士

居多’하다 하여 忠義之士로 지칭한 것89)， 湖南f昌義所 ↑昌義文에서

世上어| 사람이 貴타함은 人倫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今日에 人닮된 者 圖1報를

恩치않고 한강 版位만 도적하여 총멍을 擁蘇할 뿐이라. 忠義之±를 妹言이라 이르고 正

直之人을 1후徒라 하여 만으로는 輔國의 材가 없고 밖으로는 펄民의 官이 많다 우

86) {휠城新聞} 1899년 1월 16일 .

87) {高宗첼錄} 39, 光武 3년(高宗 36년) ， 4윌 27일， 下冊， p.96.

88) {朴股植全書} (중)， 興學校.

89) {全않準싸草L 初招·펴招問 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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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等이 비록 在野의 遺民이나 君士흘 먹고 君衣를 입고 사는 자라 어찌 참아 國家의 滅

亡을 앉아서 보겠느냐 이에 義鎭를 들어 뼈j짧갖民으로써 今日의 光;띔어| 놀라지 말

고 昇平聖化와 함께 들어가 살아보기를 바라노라

고 한 선언90)은 극명한 표현이다. 반봉건 반제국의 혁명전쟁을 지향하는 농민전쟁인 동

학란의 대의명분은 輔國安民이고， 추진주체는 忠義之士라고 당당히 표방할 만큼 士氣는

전국민의 자존이었다.

東學亂과 甲午改章은 서로 격돌하였다. 후자는 전자를 외세[日本]와 양반의 힘으로

겨우 진압한 뒤 동란이 제기한 사회개혁요구를 일본， 정부， 양반관료， 지주층의 처지에

서 부분 흡수하면서 추진하였다. 그라면서도 위에서 살핀 바처럼 甲午改章에서도 그리

고 뒤이어 일제침략의 요소를 배제한 光武改華에서는 물론 민인의 士氣， 士氣의 國人氣

戰化는 마찬가지로 절실히 필요한 바였다.

선비상과 유학의 이념이 국민의 心志로 자리잡음은 단순히 학교제도를 통한 유학의

서민대중으로의 보급과 정부측의 유교의 종교화로 인한 것은 아니였다. 이런 사정은 오

히려 결과이고 현상이었다. 이 배후에는 上下關係的 유학의 이념， 신분계급적인 사대부

의 위치가 변전하고 붕괴하면서 새로운 변동이 전개되는 사태가 있었다. 그것은 생산력

발달， 생산방식의 변화， 소유관계， 경영형태의 변화를 통반허는 경제변통에서 말마암은

사회변동 요컨대 체제익 변혁을 수반하는 조선후기 봉건사회의 해체과정에서 연유하는

사태였다. 핵심은 平民·때뼈層의 兩])1化와 그 지향， 노비농민의 항쟁으로 진행되는 신분

제의 해체와 붕괴였다.

조선후기에서 말기에 이므는 시기， 신분제의 해체는 불평등의 원리가 파쇄하고 상하

관계의 질서가 붕괴하는 과정이었다. 이는 일거에 양반， 상민， 천민의 신분을 폐지하는

가운데 모든 선분계급을 평등화하는 혁명적 빙볍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국가나 양

반 지배층이 하위 신분층이 경제변동을 배경으로 상위신분 양반신분으로 상승하려는 욕

구를 받아들여 합법적 [~펼良， ft又뼈從母法， 納棄免購， 內극툰@又陣解散， 빡擊許通， y!꿋擊의 {需

學許稱 등] 비합볍적 [冒屬， 텔稱， 逃亡 등] 방법을 통해 17세기 에서 19세기 에 이르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리고 선진지역을 중섬으로 부분적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위 신분층의 신분상승운동이 처음부터 당당한 양반층으로 진입을 기도하는 것은 아

니었다. 그런 이도 없지 않았지만 극히 한정된 일이고 대개는 우선 말단 지배층의 기층

선분인 業武·軍官職의 취득을 목표로 하고 다음에 이와 함께 양반층의 기층신분인 생學

身分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째 단계에서는 직접 챙學身分을 얻는 것을 목표로 히

고 있었다. 농민으로서 ψ學의 취득은 軍投을 면하며 양반층과의 사이에 평등성을 확보

90) 핏知永， {東學史} , p.108.



192 師 大 論 옳 (67)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호적상 생學身分의 소지자 즉

양반층은 현저히 늘어났으며 그 결과 지역에 따라서는 이들 행學·兩班層이 전 신분계급

구성에서 점하는 비율이 80~90%에까지 달하는 지방도 나타나고 있었다 9 1)

모든 사람이 양반선분이 된다는 것은 양반신분이 이미 身分秋序으로서 더 이상 존재

하지 않게 된다는 것， 그리고 평등의 원리 수평적 질서의 단서가 조성되기 시작하고 있

는 것과 다름이 없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분상승을 하게 된 이들은 세대가 교체됨에

따라 자세는 더욱 당당해지고 신분이 변동하고 買官買휩하여 벼슬이라도 하게되면 처선

은 양반의 생활태도 바로 그것이었다. 이러한 형세는 부세제도가 均等한 방향으로 조정

되어가고， 反朱子的언 즉 大同的 차원 속의 균등한 사회개혁 농엽개혁을 주장하는 학풍

이 확산되며， 獅權·獅村自治에 피지배층이 참여하는 것과 상관하여 체제적으로 형성하면

서 수평성을 지향하여 나갔다. 신분상승의 대열에 들지 못하고 있는 농민층， 하위신분층

은 자기의 처지에서 해체되는 신분제를 목도하면서 주관적으로 심정적으로 신분계급제

에 불복하였음은 물론이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그 기준은 士로서의 그리고 士를

공감때로 하는 속에서의 평등성이고 수평성이었다.

이허한 양반 신분층의 급격 현저한 숫적 증가와 민인의 평등성 추구욕구는 茶山 丁若

觸이 양반의 폐해를 논하고 산분제의 청산을 주장하는 가운데서 한 발언，

나는 온 나라가 앙반이 되고 있는 것을 걱정한다 그렇더라도 내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차라리 우리나라를 통털어 모두 앙반이 되는 것이다. 그런 족 온 나라에 앙반이

없어질 것이다. 어린이가 있기에 어른이 있으며 천인이 있기에 귀인이 있다. 진실로 모

두가 존귀하게 되면 존귀한 바가 없어지는 까닭이다 92)

에서 절감할 수 있다 살제 우리나라의 신분제는 조선 최말 甲午改華에서 문벌·양반제도

는 門關班常의 等級을 쩔←破하고 貴碼을 가리지 않고 人才를 쓴다고 하여 문별·반상의

차별없이 인재를 등용한다는 원칙에서 해결하고 노비제에 대해서는 公私폈뺑의 법을 일

체 草罷하고 人口의 판매를 금할 것이라는 조처를 통하여 폐지함으로써 93) 제도상 소멸

된다. 여기서 법적 조치를 통한 신분제 폐지정책은 노비제의 폐기 하나였다. 이것으로써

우리나라 신분제는 폐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근대개혁기 士氣의 고양은 國民된 志操의 진작과 연계되어 이념상 가치상 국민의 기

91) 金容燮， <증보판 朝應後期農業맞昭究} [I], 知識뚫業社， 1995.
鄭奭鍾， <朝빡後期社會變動冊究L →i朝開 ， 1983.

92) <增補 與銷堂全書》 詩文集 l집 14권， 歐顧亨林生員論， 1冊， p.296.C影印本-景仁文化社刊)

93) <軍國)機務處議案〉 甲午年 6월 28일 議案， pp.19~20.

開國 503년 7월 2일 議案， p.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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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천환하면서 학교제도를 통해 교육목표로서 제시되고 강조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것은 체제의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제국주의 침략이 위급하여짐에 따라 현실에서는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지고 그 대립 또한 심각하고 격렬하였다. 그란 사태는 이미 갑오개혁과

동학란의 격돌에서 경험한 바이지만 동학란 좌절이후 사정은 한층 심하였다‘

조선 士氣의 최고조는 抗日義兵戰爭이었다. 이는 愛國·忠義·節操의 표상이었다. 담당층

은 말할 것도 없이 士의 처지 혹은 그 명분과 기개에 입각한 이들이었다 94) 한편 의병

항쟁을 공박하고 그 진압마저 요구하며 문명계몽을 애국으로 주장하던 계열도 문명계몽

운동의 담당자는 士라고 하였다. 이 계열에서도 士는 식자층을 뜻하고 그리하여 이러한

士類、가 그 식견을 가지고 민심을 지도하여 바른 것에 귀의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의 진

보도 모두 土類의 기운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었다 95) 같은 士라도 그리고 士라고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계통과 입론과 지향은 각각이었다. 벌써 위 두계열만 하더라도 그러하

였다. 後者는 본시 封建으로서의 양반 사대부가 본래 지니고 있딘 지배층 위주 신분계

급상의 상하관계의 질서관을 조선말기의 사회변동 속에서 양반 지주층， 자산층， 관료층

가운데서 그대로 그라나 新式制度의 시행과 문명개화론， 기독교에 함몰， 제국주의의 용

납을 통해 형식은 새로 변화시키고 이 선상에서 西洋化를 추진하고 또 그렇게 하여 나

가려는 욕구를 투사하는 층에서 나오는 士였고， 前者는 농민층 및 그런 선상에 있는 유

학자， 그리고 체제개혁의 자주성·평등성 및 反제국주의에 투철한 층에서 조선 유학이 지

년 大同·均等의 원리에 입각하여 수립하는 士였다. 여기에는 물론 제국주의 침략과 그

일환으로 전락하는 문명개화주의에 반대하는 전통 유학자층이 함께 결합되어 있었다 96)

일제 강점기를 전후하여서는 전자 계열은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으로 후자 계열은 附日

追外派， 自治論으로 이어졌다. 후자의 노선에 있으면서 짐짓 전자에 편승하는 세력도 물

론 적지 않았다.

전자측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 의해 민족국가의 正道로서 존중되고 찬양되었으나

제국주의 및 그에 연계된 관료·지주·상인층으로 대변되는 정치·경제세력의 막대한 힘과

대결하기는 至難하였다. 후자는 사회성원의 公論으로서는 인정·찬성받지 못하였고 표면

적인 주장과는 랄리 士氣가 빠진 그리하여 자존·기개없는 기껏 ‘隱情’ ‘情理’가 仁德、으로

둔갑한 상태의 지주층·자산층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었다. 자산층으로서의 심지， 국가경

륜， 사회운영의 경험과 안목이 결여된 상태에서 과거 양반 사대부의 封建性을 근대주의

94) 朴成壽， {獨立週動st'.litI究} , 셉j作과批評社， 1980. pp.21-293
姜在彦， {朝빡近代밍冊究} , 日 木評論社， 1970. pp.205-339.
金度亨， {大韓帝國期의 政治思想쩌究} , 지식산업사， 1994, pp.311 - 370.

95) 金度亨， 同上書， pp.87-88.

96) 崔誠桓， <朝빡後期 웰學ffl究와 국사 교과서의 實學像) <歷￡敎育의 方向과 歷史敎育} , 솔，

2001. pp.66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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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와 융합시켜 발휘할 뿐이었다. 이미 光武 9년(1905) ‘保護國’ 형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외국세력에 추수하여 개인의 출세나 속히 하자는 근성의 만연， 힘 안들이고

벼슬길 찾자는 풍조에서 극성하는 외국어계 학교， 자주와 자강의 志士的 양심과 기개를

고취하는 교과서의 사용금지와 폐기는 모두 후자의 세력확대에 거대한 지원군이었다 97)

일제 강점기 특히 1919년 3·1운동이후 신식학교의 신교육층이 사회 전반을 주도하면

서 形勢는 전자측에 극악한 여건이었으나 계통은 여전하였다. 하나는 조선 유학의 전통

과 기반을 實學的으로 정통으로 비판 계승하면서 사회개혁 민족운동에서 忘土다운 열의

와 풍모를 함육·배양하는 측이고， 다른 하나는 歐美나 日本의 문명주의와 그 신앙에 함

몰되고 이를 신식교양을 추구하고 그것으로써 士언양 하는 측이었다. 일제 패망과 해방

후 크게 부상하는 것은 노선상 전자였다 98) 이는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 그라고 이 선

상에서만 정당성을 갖는 신국가 건설의 정체성 수립과 관련하여 절대적 당위였다. 그러

나 실제 사태는 후자를 바탕으로 체제， 학문， 문화가 조직되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대

격돌과 혼란이 야기함은 당연한 일이었다.

6·25 전쟁과 분단 고착， 4·19 의거와 5·16 군사정변을 거치면서 그라고 한국의 자본

주의가 이 선상에서 발달하면서 이 후자계열은 세력이 급속히 강대하여지고 그리하여

사상·교육-학교제도를 정책상 좌우하고 여론화하여 스스로 유일의 절대의 노선으로 표방

할 지경에 이르렀고 전자의 세력은 급격히 퇴락하고 따라서 士氣의 진작 곧 국민된 지

조와 기개의 함육이라는 교육의 不變目땀는 무시되고 망각된 채 학교교육에샤 조차 폐

몰되어갔다. 이러한 사실은 그간 있어온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부터가 줄곧 그러하였

던 것， 기층사회의 붕괴가 파편적으로 일어나고 사회성원의 소비자형 재구성이 파괴적

으로 진행되면서 결국 기개없고 기강없는 요컨대 교육의 人文性， 人文目標가 결여된 채

학습방법론과 교습기술， 교과목만으로 운영하는 敎室만 양산하여 온 사실이 웅변하여준

다. 現今 학교 公敎育의 파멸， 학원 私敎育의 극성은 그 기원이 오래되고 원인은 구조적

이다. 저간의 한국 자산층과 식자층의 체제상 체질상 應報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근·현대 사회에서 기개와 자존은 상품속에 구현된다. 현대 한국에서는 그 생산자 보

급자인 자산층 식자층은 외국의 자본， 산엽， 정치， 사상， 종교， 교육， 관습에 세뇌하고

그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직접 간접으로 조달·제조하고 있어，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국민

적 기개를 둔화·망실시키고 외국의 가치와 풍습으로 취향을 대치하도록 갖은 공세들 펴

나왔다. 여기서 상품의 생산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상품 자체의 문화성을 저질화시키

고 판매 대상을 무차별하므로써 저급시장의 확장을 끊임없이 꾀하여 나가는 한편， 스스

로는 圭j建으로서의 상층문물을 외국고급상품， 수입고가상품으로써 고급시장을 형성하여

97) 李萬珪， {朝願敎릅몇> [II] , 거름(再刊)， 1991. pp.94~95. 및 pp.ll1~ 1l5.

98) 崔誠桓， 前揚論文， pp.67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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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므로써 존재한다. 계통상 국민적 사회경제·사상·정서와는 격리되어 있다.

해방후 한 동안 기층사회의 민인적 지사적 의식이 활동하고 유교식 전통과 가치가 작

동할 때까지 그리고 自立經濟 운운하며 외채 위주의 개발주도 경제를 추진하던 초기단

계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학교에서 운위하던 氣敵·浩然의 교육이 1980년을 넘어서면서

는 완전히 사라지고 국제화·세계화의 명의만이 유일이념으로 자리잡았다. 미국 일변도의

세계망라주의에 추수하는 상품생산과 소비속에서 자존·민족·조국은 자산층 식자층의 그

존재형태상 필요 불필요의 용도차원의 물건이고 때로는 오히려 障暗物일 뿐이다. 士氣

의 존중， 紀網의 정립은 있을 수 없다. 국가권력은 이들의 힘과 그 배후를 조정할 능력

이 있을 리 없고 이에 추종하는 선에서만 정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항상 개발주의 투자

주의 노선외에는 다른 길을 찾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민족 차원의 교육목표는 제시될

수 없고 사실상 목표의 폐기내지 不在가 목표로 된다. 해방후 특히 근자에 한국교육문

제가 체제문제로 대두되는 정치 경제적 사정과 학교교육의 파멸의 사회적 사상적 소지

는 여기에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최근 물의를 일으키는 외국학교의 국내설립， 자립

형 고등학교， 기부금 입학제의 방안 또한 난국타개의 한 방도로서가 아니라 저급 시장

과 고급 시장의 차별화·계층화를 학교제도에서까지 관철시키고 그렇게 하여 士氣不在

의 사회주도세력 양성을 조직화하고 제도화까지 하겠다는 발상의 소산일 수 밖에 없다.

5. 結 표
띠

역사상 각 시대는 그 시대를 끌어가는 주도세력이 있고 정치·경제·사상·문화·교육·

외교도 이들의 특정과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조직되고 전개된다. 그리고 시대변화와 관

련하여 각 시대의 주도세력은 일거에 급격히 뒤바뀌지 않고 그리하여 종래의 문물·제도

역시 일시에 모두 변전하지 않는다. 앞의 세력의 변모 쇠퇴 속에서 뒤의 세력이 배태

성장하고 앞의 문불제도가 변동 개편되는 과정에서 뒤의 문물제도가 배양 조성된다. 여

기에 변화와 불변， 개편과 지속이 있다.

우리나라의 興뚱\을 이끌어 오던 세력은 ‘士’였다. ‘士’는 그 형태가 古來로 시대에 따

라 형태는 달리하면서도 국가와 민족， 사회조직， 권력구조， 경제활동에서 갖는 주도성

정체성을 그대로 부지하고 근현대에 들어오}서는 이 성질을 잃지 않은 채 資옳層의 정

치·사회성과 연계되고 있었고 그리하여 선비로서 주도세력으로서 갖는 공통성 士氣 역

시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근현대에는 國民氣歡化의 지표로 이어져 시대변화에 따라 중

심축의 주체성을 발현하여 왔으나 이 모두가 現今에 와서 폐몰되었다. 士 즉 士氣의 국

민기개화는 선비적 위치와 같은 資뚫層이 국가·사회의 주도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自

尊과 心志가 정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근현대 국가·사회의 주도세력의 당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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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해방후 우리의 學制나 政體가 파행을 겪어오고 지금과 같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土氣와 관련하여서 보면 주도세력이 公的 自尊과 魔따를 결여하

므로써 그 존재성 정체성이 附外 뚫落한 것에 있다. 한국의 자산층 그리하여 권력층 식

자층은， 대부분 자신들 개인의 주관적 의도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시대의 우리 사회 곧

국7}-민족을 대변하는 자존과 기백이 없고 종래의 士氣와 연계가 없이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활동과 생존에 방해가 되어 경멸하고 배격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육성되었다. 정

치·언론·예술·종교·여성·시민·노동의 자유 평등도 실체는 저러한 現 자산층의 정치자세·존

재형태와 불가분이다. 현 한국 사회경제 속에서 언론·예술·종교 및 각종 人的 단체 등은

이미 거대한 資효율的 利益層을 구축히고 그 활동도 저급시장과 고급시장에서 제각각 정

치성 상품성으로 전개하고 있다. 자존과 염치가 폐몰된 사회에서 자유·평등은 따라서

개혁도 허울이며 그 본체는 정치적 상품적 자본적인 차원의 우위 점거이며 이익독점상

의 개혁인 것이다. 자유 평등은 시대성을 달리한지 벌써 오래이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

를 100여 년래 歐美의 과거 속 허상에 계속 가두어 놓고 살고 있다. 그리하여 자유·평

등은 상품의 홍수만큼 이념으로서 전 부변에서 그 절대성을 극도로 발휘하고 있으며 그

만큼 그 허구성으로 인한 폐단 또한 극심하다. 각종 대중매체， 획일단체를 조직하고 동

원하고 이를 통과하면서 외형으로는 기강과 도덕을 절대적으로 옹립할 명분인 사회의

질서성 국가의 公共性에 이해관계를 자유 평등의 이름으로 상위에 대치시켜 내세우변서

내면으로는 상품성의 利欲을 관철시키고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사회사정에서 최대 피해자 최악의 희생자는 교육대상이고 민인대중염은 물론

이다. 학교교육에서 조차 士氣의 國民氣擺化가 폐멸된지 오랜 現今， 자유 ·평등은 항시

각종 집단화한 개인 = 沒주체한 개인적 행위의 武器이며 親片이다. 각종 改童익 이름으

로 진행되는 구상 및 추진과 그 결과에서 항상 虛構이면서도 실재로 오인하고 또 그렇

게 믿도록 강제하는 迷信의 본체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집권국가， 민족사회의 운영방향

을 도리에 엽각하여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 발상과 토양이 이러한 까닭

이다. 민인의 오랜 역사전통인 교육열의를 바르게 조직하여 정상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책임의 소재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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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ends of Scholarship Development and
the Educational Aims in Korea

Lee, Kyoung-sik*

The literati used to have leading roles for the development of scholarship in Korea. Their

fonnal figures had been modified through periods but their roles had been maintained

essential in history. First of all their leadership had been identified in the nation state, the

social organization, the power politics and the εconomic activities. In rεcent period, their

position was maintained in relation with the political and social character of the propertiεd

class and their spirit of literati was also brou양It Up as the axis of hegemony, which became

the model of national spirituality. Nowadays these properties of literati are lost. After the

Indepεndence thε Korean curricula and constitution have bεen disrupted and without any

order.

πleI‘'e arε many reasons why our situation is now in despair. Especially concerning the

spirit of the literati, it is judged that the leading class lost the public confidencε and

conscience and is only dependent on the outer power without their own criteria. π1ε result

is that they lost their raison d’~tre and self-identity. The rich class, the leading groups and

the erudite of Korea have grown up by neglecting the national identity and the spirit of the

earlier literati. They do not have evεn any pride of their nationality and moreover estimate

it as a hindrance to their personal εarnings.

Now there is strong demand for liberty and equality in political sphere, mass media, arts,

religions, women, civil actions and labor movement. But if we look into the demand more

closely, it now helps shapε the corporatist interests and becomes a political commodity for

all sorts of markets. Because it is true that any trial for the liberty and equality is a vain

campaign and essentially a struggle for the capitalistic hegεmony or monopoly in the society

which has no self-confidence and conscience. Liberty and equality have long lost its

historical meaning.

Wε have special zeals for the education. But in our educational aims thεre’s no

orientation. In this essay it is εvident where the cause responsible for mislεading the

education of Korea is.

* Department of History,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