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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1. 머리말

식민지기 유림에 한 연구는 시 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세력에 한 무의

미한 연구로 간주되기 쉽다. 그런데,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몇 가지 이

유가 있다. 일본과 총독부의 시각에서, 유림은 ‘ 간층’의 기능일 뿐 아니라 유림

이 리하는 향교의 재산과 수익은 지방 교육시설 확충과 사회교화사업 운 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더욱이 유림이 시하는 삼강오륜은 식민질서 안정

* 국가보훈처 학 연구사, 건국 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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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주의 확산 억제를 바라는 총독부에 유익한 도구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제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 한 안정 인 운 을 해

조선의 유교와 유림을 히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문제는 총독부의 유림에 한 심과 연동하여 유림의 총독부에 한 력이 

언제, 어떤 계기로 본격화되었는가 하는 이다. 단순하게 추정하면 1931년 시

체제의 개시가 유림을 굴 과 력으로 이끌었다고 하겠지만, 시체제가 유림

을 변형시킨 유일한 요인이었는지에 해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구체 으로 악하기 해 1930년   유림의 집단행동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분노하고, 규모 집회를 열었으며, 

세력화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시체제기 유림에 한 연구는 2000년 에 본격화되었다. 기 연구자들이 

경학원-향교 체제를 통한 총독부의 유교정책에 주목했다면,1)1)이후 조선유교회․

조선유도연합회 등과 같이 경성에 설립된 유림단체로 연구 상이 확 되었고,2)2) 

최근에는 앙 유림단체의 지방 지회나 지방 유림단체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3)3) 

이런 가운데 1990년 부터 신민지 사건을 언 하는 연구가 간헐 으로 발표되

었다. 먼 , 신민지 사건 당시 유교계가 격렬히 반발했음을 지 한 연구가 있었

고,4)4)신민지 사건을 동아시아 공자비 론[批孔論]의 에서 소개한 연구가 있

1) 류미나, 2005 ｢식민지 권력에의 ‘ 력’과 좌 -경학원과 향교  문묘와의 계를 심으

로｣ �한국문화� 36; 정욱재, 2009 �한말․일제하 유림 연구-일제 력유림을 심으로�, 

한국학 앙연구원 한국사학 공 박사학 논문; 김명우, 2007 �일제식민지시기 향교 연구�, 

앙  사학과 박사학 논문.

2) 류미나, 2007 ｢ 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역사와 실� 63; 정욱재, 2009 ｢조선

유도연합회의 결성과 ‘皇道儒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황 례, 2004 �安淳煥의 儒敎 

宗敎化 運動과 鹿洞書院�, 남  철학과 박사학 논문. 

3) 임숙정, 2015 ｢조선유도연합회 순천군지부 회원의 황과 특징｣ �한국근 사연구� 73; 

한길로, 2017 ｢ 시체제기 유림 잡지 소재 한시의 성격과 그 실상-조선유도연합회의 �유

도�를 심으로-｣ �인문학연구� 53; 박태일, 2018 ｢홍성의 유교 잡지 �인도� 문 면｣ �비

평문학� 69; 변은진, 2020 ｢일제강 기 유교 단체 기 지의 황과 성격｣ �역사와 담론� 93. 

이와 련해, 최근 주  고 학연구소 HK+ 연구단이 식민지기 유교단체 기 지 기사목록, 

라남도 유도창명회 �창명� 등에 한 사료집을 연속 으로 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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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5)5)최근에는 개별 연구도 진행되어 신민지 사건 당시 유림의 집단행동에 

한 신지식인층의 비  시각을 분석했다.6)6) 

기존 연구는 신민지 사건에 한 학계의 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을 인식

시켜 주었다. 신민지 사건은 1920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가명인두상에 일 ｣에 

비견되어 1920-30년  유교계의 표 인 사건으로 소개되었다. 다만, 이런 심

이 시론  근에 그치고, 당시 신지식인층의 유림 비 의 내용을 단순히 정리

하는 수 에 머물거나 당시 유림의 주장에 한 구체 인 분석이 결여된 은 

아쉬운 부분이다. 신민지 사건에 한 유림의 반응이 개 통문의 형식으로 표

되었지만, 다수의 통문이 분석되지 않은 도 단 으로 지 된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와 문제의식을 토 로, 필자는 신민지 사건으로 래된 사

회  장을 좀 더 구체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유교가 기시되던 시 에 유

림은 어떻게 생명력을 유지하 을까?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유림이 이인

의 에 얼마나 과격한 반응을 보 고, 왜 그 게 분노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응했는가 하는 이다. 신민지 사건은 시체제기 개시와 조선유교회라는 거  

유교단체의 설립을 앞에 둔 시 에 발생하여 1930-40년  유교계 변동의 사회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것으로 기 된다.

이를 해 본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우선, 논란이 된 ｢신법률만평｣의 주

요 내용을 확인하고, 유림이 공동 응방안을 모색하기 해 개최한 全鮮儒林大

7)의7)경과와 결과를 살펴본다. 이어, 1931년 유림이 이인을 성토하기 해 발

4) 崔英成, 1997 �韓國儒學思想史� Ⅴ(近․現代篇), 아세아문화사, 82-83면; 류미나, 2007 앞

의 논문, 314면.

5) 장태, 2002 ｢李炳憲의 批孔論에 한 반박과 민족주의  역사인식｣ �宗敎學硏究� 21, 

9-10면( 장태, 2003 �유교개 사상과 이병헌�, 문서원, 149-150면 재수록).  

6) 권희 , 2010 ｢일제시기 조선의 유학담론-공자명 훼손사건을 심으로-｣ �한국민족운동

사연구� 63.

7) 필자는 회의 명칭을 ‘ 선유림 회’로 통일했다. 원래 이 회는 ‘全鮮儒林大 ’와 ‘全朝

鮮儒林大 ’로 불렸는데, 회 참석자들이 회 종료 후 설치한 단체인 유교총본부가 간행

한 회의록을 보면, 주로 선유림 회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경학원과 언론매체도  부

분 선유림 회로 명명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선유림 회를 표제어로, 조선 유  

림 회를 동의어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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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 통문의 내용을 분석한다. 주된 분석 상은 �경학원잡지� 제33호(1931.12)에 

실린 경학원 수 통문 목록(총 185건)과 함양향교에 소장된 통문 원문(20건)이

다. 마지막으로, 신민지 사건으로 래된 사회  장을 유교권력과 식민권력이

라는 에서 살펴본다. 

2. 신민지 사건의 발단과 선유림 회의 개최

1) 이인의 ｢신법률만평｣

1931년 식민지 조선의 유교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신민지 

사건’이었다. 민족 변호사로 잘 알려진 李仁(1896-1979, 호 愛山)이 �新民� 1931

년 1월호에 ｢新法律漫評｣라는 을 기고했다. 그는 兢人 허헌, 街人 김병로와 함

께 ‘3인’으로 불리는 명망가 다. 이 은 새해에 총독부가 시행할 법률을 논평

하는 이었다. 

그런데, 이인은 이 에서 ‘孔夫子’를 ‘孔腐子’, 孔丘를 ‘孔仇’로 표기해 물의를 

빚었다.8)8)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낯설거나 이상한 표 이 아니었지만, 공자를 신

성시하는 유림으로서는  향력이 강한 명망가의 공개  조롱이 인내하기 

힘든 것이었다. 이 사건은 10여 년  ‘가짜 명나라 사람(=유림)의 머리를 몽둥

이로 때리고 싶다’고 했던 권덕규의 충격 인 (｢假明人頭上에 一棒｣)을 연상

시켰다.9)9)

이인은 어떻게 도발했을까? 단순히 공자의 성명과 존칭만 조롱했을까? 논란이 

된 ｢신법률만평｣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10)10)

 8) 신민지 사건의 경과는, �經學院雜誌� 33(1931년 12월호)의 ‘聲討顚末’에 자세히 실려 있

다[｢院中紀事｣ �經學院雜誌� 33(昭和6.12.25), 26-38면].

 9) 吳震泳, �石農集� 권16, ｢誅討李覺鍾李仁文｣(1988, 驪江出版社 인본 下, 51면).

10) ｢신법률만평｣의 주요 내용에 해서는, 권희 , 앞의 논문, 133-1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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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婿養子 制度

… 형식만 崇奉하고 내용과 실질의 空虛됨을 깨닫지 못한 孔腐子(孔子)의 살인  

餘毒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고 독소에 감염된 長袖輩의 長竹타령도 한심한 노릇이

다. …

2. 同姓婚姻의 可否

生理的 유 과 건강 체질에 하등 계없는 혼인은 시 의 요구일 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 가장 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에 맞지 않는 慣과 孔仇(丘)의 偏見狹

思로 案出된 禮法綱倫을 본받은 사회가 유포되었음을 생각할 때 그 죄악이 함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율치 않을 수 없다. …11) ( 어역-역자)11)

즉, 이인은 조선사회의 婿養子 통과 동성혼인 지가 공자의 사상에서 비롯

되었다고 지 했다. 그에 따르면, 공자는 성인이 아닐 뿐더러 형식에 매몰되어 

실질을 외면하고 신체에 해 무지한 인간에 불과했다. 이런 비 은 非유교인인 

이인이 순간 인 감정에 치우쳐 지른 실수가 아닐까? 물론, 그가 일본 유학생 

출신의 신지식인층인 것은 맞지만, 그 역시 유교 인 가풍에서 자란 인물로, 유

교경 은 물론 양계 의 �음빙실 집�을 읽을 정도로 한학에 능했다. 따라서, 그

는 유교에 무지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인과 �신민�의 사회  상은 그의 발언을 ‘실수’로 간주하기 어렵게 만들었

다. 이인은 의열단 사건(1923), 6.10만세운동(1926), 주학생운동(1929)에 참여

한 민족운동가들의 변호를 자처해 조선인 사회의 신뢰가 매우 두터웠다. 그런 

그가 공자의 호칭(부자)과 이름을 조롱하는데 그치지 않고 ‘살인  여독’이니 

‘편 한 견해와 소한 생각’이니 ‘죄악’ 등과 같은 용어로 공자를 비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이었다. 더욱이 ｢신법률만평｣이 게재된 �신민�은 당시 총독부의 

허가를 받고 발행되는 유일한 잡지 다. 그만큼 �신민�이 지닌 사회  향력은 

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유림은 이런 모욕을 참기 힘들었다.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공자의 호칭

과 이름을 세간의 웃음거리로 만든 것도 참기 힘들었지만, 서양자 제도와 동성

혼인 지는 엄 히 따지면 공자의 시 에 있지 않았거나 공자의 사상과 무 한 

것이었다.12)12)유림은 이런 모욕이 부당하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단했다. 

11) 李仁, ｢新法律漫評-强盜防止法 其他｣ �新民� 64(1931.1), 新民社, 39-40면.

12) ｢院中紀事-聲討顚末｣ �經學院雜誌� 33(昭和6.1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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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교계의 반발과 선유림 회 개최

이인의 에 유림은 즉각 반발했다.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인 것은 주향교

다. 直員 鄭來和 등 35인이 국 향교 등에 통문을 발송했다. 이후 국 각지에

서 이인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떤 곳은 단순히 구두로 이인을 비난

했고, 어떤 곳은 주향교처럼 통문을 발송했으며, 어떤 이는 이인과 이각종에 

한 법  고소를 비했다. 

유교계의 분 기가 심상치 않자 경학원도 성토의 열에 합류했다.13)13)경학원

은 춘계 석 (3.23) 나흘 뒤인 3월 27일 경학원 직원과 강사, 명륜학원 강사와 

평의원 명의로 ｢聲討決議文｣을 발표했다. 한, 4월 20일 정만조 등 33인 명의로 

사이토 총독에게 ｢建議書｣를 제출했다.14)14) 

하지만, 유림은 경학원도 비 했다. 총독부 산하 유교기구인 경학원이 사태가 

이 게 될 때까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5월 

11일 선유림 회 직후 설립된 조선유림연합회와 유교총본부는 모두 경학원 

제학 이하 직원들의 총사퇴를 구했다.15)15) 

경학원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5월 22일 경학원 제학은 ｢全鮮儒林大  상

황에 한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국 향교에 발송했다.16)16)10여 일  개최

된 선유림 회의 경과를 상세히 하는 내용이었다. 이 공문에는 회의 경과

와 더불어 참석자들의 결의사항(5개 항), 회 참석자들이 화 종료 직후 설치

한 조선유림연합회의 임원 명단, 全鮮 各 道郡 儒林團體 代表 權益相 외 73명이 

경학원에 보낸 ｢권고서｣(1931.5), 권익상 외 76명이 총독에게 보낸 ｢진정서｣

(1931.5), 권익상 외 76명이 변호사회에 보낸 ｢권고서｣(1931.5), 경학원 제학 

정만조가 보낸 답장(1931.5.18) 등이 실렸다.17)17)

한, 경학원은 기  잡지인 �경학원잡지� 제33호에 특별히 ‘성토 말’이라는 

13) 권희 , 앞의 논문, 135면.

14) ｢院中紀事-日誌大要｣ �經學院雜誌� 33, 24-25면.

15) ｢院中紀事-聲討顚末-經學院宛勸告書｣ �經學院雜誌� 33, 33면.

16) �(통문철)�, 經 제201호 ｢全鮮儒林大  狀況에 關한 件｣(經學院 大提學 鄭萬朝, 昭和

6.5.22), 함양향교 문서.

17) 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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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두어,18)18)신민지 사건의 경과를 13면에 걸쳐 소개하 다. �경학원잡지� 제

33호의 체 지면이 57면이니 체 지면의 4분의 1을 할애한 것이었다. 여기에

는, ｢신법률만평｣ 내용에 한 분석, 경학원이 발표한 ｢성토결의문｣과 경학원이 

총독에게 제출한 ｢건의서｣, 조선유림연합회가 총독에게 보낸 ｢진정서｣와 연합회

가 경학원에 보낸 ｢권고서｣ 원문과 경학원에 도착한 성토 통문의 목록인 ｢各地聲

討文一覽｣ 등이 수록되었다.19)19)

한편, 경성 견지동에 사는 安承龜는 4월 24일 文 書院(황해 연백) 원장의 명

의로 이인․이각종  총독부 도서과 검열계 담당자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명 훼손죄로 고소했다.20)20)고소 사유는, 이인의 경우 공자를 모욕하는 을 기고

했고, 이각종은 잡지 게재를 허용했으며, 총독부 검열계원은 이런 불온한 잡지의 

출 을 허가하여 공자의 명 를 훼손시켰다는 것이었다.21)21) 

시간이 지나면서 유림 사이에서는 유교계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는 여론이 

두했다. 충남 홍성에 근거를 둔 儒敎扶植 는 국 유림과 향교에 통문을 보

내 1931년 5월 11일 경기도 수원군 오산역 부근 闕里祠(  경기도 오산시 궐동)

에서 선유림 회를 개최하겠다고 고했다.22)22)이제 언론도 심을 보 다.23)23) 

5월 11일 회 장소인 궐리사는 지방에서 올라온 표자들로 붐볐다. 참석자

는 총 306명이었다.24)24)참석자 에는 孟輔淳(용인 심곡서원), 高錫龍(궐리사), 

정래화( 주향교 직원), 朴炳益( 주향교 별유사), 徐泳錫(월간 잡지 인도사 

18) 崔英成, 앞의 책, 83면.

19) ｢院中紀事-聲討顚末｣ �經學院雜誌� 33, 26-38면.

20) 안승구의 고소 내용에 해서는, 권희 , 앞의 논문, 136-141면.

21) �東亞日報� 1931년 4월 26일, ｢孔子侮辱事件, 儒林側에서 提訴, ‘鳴鼓’ 신 訴狀 爭訴, 

味 끄는 事件 進行｣, 2면; ｢院中紀事-聲討顚末｣ �經學院雜誌� 33, 33면.

22) 儒敎總本部 編, ｢全朝鮮儒林大 (附到記)(이하, ‘회록’으로 임)｣[孔子2482.5.11.(음

력 4.24)], 1면, 장서각 소장문서 MF006296.

23) �朝鮮日報� 1931년 4월 30일, ｢全朝鮮儒林大 , 수원군 오산역 에서｣, 4면.

24) ‘회록’에는 참석자의 성명․직 ․주소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총 306명으

로 확인된다[｢회록｣, ‘全鮮儒林大 出席人員氏名(無 )’, 1-8면]. 이에 반해, �경학원잡지�

에는 인원수만 340-350명으로 있다[｢院中紀事-聲討顚末｣ �經學院雜誌� 33(昭和

6.12.25), 32면].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자의 수치를 따랐다. 



214·한국문화 91

표), 崔中軾(홍성향교), 金龜漢(결성문묘), 金智貞(보령 集成 ), 金殷東(홍성 유

교부식회), 安學洙( 양), 李基澈(성주향교), 李裕岦(삭주), 田德龍(평양) 등도 

보 다. 식민지기에 유교계의 ‘ 표자’ 수백 명이 한 곳에 모인 것은 드문 일이

었다. 

참석자들은 우선 회의를 운 할 주체를 선출했다. 우선, 형 원에 김구한․

김은동․박병익 등 3명이 선출되었다. 이어, 회의를 진행할 의장(金殷東), 부의

장(安承龜), 서기(朴炳益․李桓珪), 司察(徐泳錫․李炳翊․田溶彧․金明東) 등이 

차례로 선출되었다. 토의 안건은, 이인에 한 성토, �신민� 잡지 거 , 회에 

불참한 유림단체에 한 처리, 성인을 보호하고 儒道를 보 할 방안의 마련 등

에 한 것이었다. 이틀간 격렬한 토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분노의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25)25)한 참석자가 이인을 명 훼

손죄로 고소하자고 제안하자 다른 참석자들이 차 발언 수 를 높 다. 安學洙

( 양)는 이인을 ‘칼로 찔러 죽이자’고 선동했고, 뒤이어 ‘그자와 따져 시다’, 

‘당장에 쳐죽입시다’, ‘ 교로는 부족하니 반드시 죽입시다’, ‘이인을 외국으로 放

逐하게 합시다’ 등 과격한 발언이 이어졌다. 

하지만, 참석자들이 모두 분노의 감정에 매몰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회 의

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던 김명동(홍성)은 격앙된 분 기를 한순간에 가라앉히는 

발언을 하 다.

 

夫子 당시에 亂賊의 부류가 많아서 종종의 환란을 당하신 일이 있으나 子路 같은 

義勇으로도 일일이 誅討치 아니한 것은 필경 夫子의 뜻을 承 한 것인즉 지  우리

들도 그 무리를 聲討나 하고 장래 책이나 강구하게 하십시다. …

소수의 교도를 가진 천도교나 기독교는 일 이 모욕을 받은 일이 없는 터인데 어

 다수의 교도를 가진 우리 儒敎로서는 왕왕 치욕을 받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우

리로서 한번 깊이 자성할 바입니다.26) ( 어역-역자)26)

즉, 김명동은 신민지 사건에 해 감정 으로 응할 것이 아니라 실  가능

25) �(통문철)�, 經 제201호 ｢全鮮儒林大  狀況에 關한 件｣(經學院 大提學 鄭萬朝, 昭和

6.5.22), 함양향교 문서.

26) ｢회록｣,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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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주목되는 것은, 소수의 교인을 가진 천도교

나 기독교도 당하지 않은 모욕을 다수의 교인을 가진 유교가 당한 이유를 반성

해 보자고 지 한 이다. 매우 의미 있는 지 이었지만 논의는 더 이상 진 되

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김명동의 말이 옳다고 여겼다. 김구한(홍성)은 성토나 충분히 하

자고 했고, 앞서 이인을 죽이자고 발언했던 안학수는 이인과 이각종에게 교를 

선언해 정신 으로 매장하고 �신민�의 구독을 거 하며 경학원 간부의 총사직을 

권고하자고 제안했다. 李鍾勳(경성)은 각 지방 향교로 하여  성토문을 발송  

하자고 했고, 박병익( 주)은 이번에는 ‘有始有終한 ’, 즉 제 로 된 유림단체

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27)27)

이틀간의 격렬한 토의 끝에 두 가지 입장이 정리되었다. 첫째, 각 도에 1인씩 

표를 선정해 성토를 담하게 했다. 그 결과 북 박병익, 충북 朴潤夏, 평남 

田德龍, 남 朴鳳圭, 강원 金時一, 함남 李秀永, 경북 羅鎭盛, 경기 孟輔淳, 함북 

張云浩, 경남 安學洙, 황해 安承龜, 충남 김구한, 평북 李裕岦 등이 13도 표에 

선출되었다. 

둘째, 통일  유림단체를 설립해 장기 , 체계 으로 ‘聖人을 보호하고 儒道를 

보 ’하기로 했다. 단체의 명칭은 3가지 방안(유교총본부, 유림연합회, 유림동맹

회)이 논의되었는데, 그  ‘유교총본부’(이하, ‘총본부’로 임)라는 명칭으로 결

정 다.28)28)아마도 참석자들은 1922년 유림총(본)부를 설치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서 느슨한 연합체보다는 통일 , 일원 , 앙집권  단체를 설립하기를 희망했

던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총본부가 유교계의 진정한 지도기 으로 기능하기를 기 했다. 각

지의 문묘, 서원, 공자교, 공교회, 유림단체를 통일하는 단체를 만들자고 한 박병

익의 발언이 이를 반 한다. 경성과 지방의 모든 유림조직을 총 하는 상  단

체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다만, 단체 설립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상

되었다. 회 기간 내내 단체 설립의 실무를 맡은 김구한이 회 기간 내에 단

27) ｢회록｣, 5면.

28) ｢회록｣,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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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완결까지 약 1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

하다고 보고했다.29)29) 

이밖에, 참석자들은 몇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이인․이각종에게 물질 으로나 

정신 으로 완 히 교를 선언하고, �신민�의 구독을 거 하며, 경학원 제학 

이하 간부․직원의 총사직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 이번 회에 불참한 단체들

에 해서는 불참 이유를 듣는 것으로 종결짓기로 했다. 다른 사회․종교단체처

럼 유교계도 신문․잡지 등 언론기 을 설치해 유림의 상호 연락과 외 선 을 

원활히 하자는 제안이 있어 주의 �東光新聞�이 기 지로 거론되었다. 회가 

종료되자 13도 표들은 회의를 갖고 이후의 일은 상무집행 원 4인(정래화․김

은동․박병익․안학수)에게 맡기기로 했다.30)30)

참석자들의 결의사항은 총 5개 항으로 정리되어 �경학원잡지� 제33호(1931. 

12.25)에 소개되었다. 첫째, 이인․이각종에 하여 사회  교류를 거 하고, 둘

째, 경학원 직원 일동에 해 총사직을 권고하며, 셋째, 조선총독부  앙정부

에 진정서를 제출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總代를 선출해 극 으로 교섭을 행하

고, 넷째, �신민�의 구매를 거 하는 한편 그 폐간을 요구하며, 다섯째, 유림 ‘中

央所’에서 활동하는 이외에 각지 ‘儒所’에서 각기 행동을 취하여 극 으로 성

토 는 진정을 한다는 것이었다.31)31) 

이 회는 어떤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을까? 회의 운 과 토의를 주도한 것

은 역시 이인 등을 성토하는 통문을 가장 먼  발송한 주향교와 회의 개최

를 구하는 통문을 발송한 유교부식회 다. 정래화와 박병익 등은 상설단체 설

립과 언론기 (신문사) 설치와 련해 극 인 입장을 피력했고, 유교부식회는 

김복한의 세 아들(김은동․김명동․김노동)과 吳錫禹․李禹稙․成元慶․田溶彧 

등 유교부식회 발기인32)
32) 원이 참석하고 김명동이 회 의장이 선출될 정도 다. 

29) ｢회록｣, 5-10면.

30) ｢회록｣, 5-6, 8, 10면.

31) ｢院中紀事-聲討顚末｣ �經學院雜誌� 33, 32면.

32) 유교부식회는 1927년 충남 홍성에서 김복한의 장남 金殷東, 차남 金魯東, 문인 吳錫禹․

李禹稙․成元慶․田溶彧 등 6인의 발기로 설립되었다(金祥起, 2004 ｢한말 일제하 洪城지

역 儒林의 형성과 항일민족운동｣ �한국근 사연구� 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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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민지 사건의 확 와 유교계의 성토 열풍

1) 경학원 수 통문 목록에 나타난 국 상황

�경학원잡지� 제33호에 실린 회 결의사항  마지막 항은 경성의 ‘中央所’ 

즉, 조만간 설립될 앙 유림단체인 총본부는 총본부 로, 각지의 ‘儒所’ 즉 지방

의 유림조직은 지방의 유림조직 로 성토를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실제로 

이행되었을까? 체로 그 로 이행되었다. 회 참석자들이 국 각지, 각 조직

을 표해 참석한 까닭에 회 결과 종료 후 결의사항은 각지에 신속히 되

었을 것이다. 더욱이 참석자들은 향교의 직원․장의나 서원의 도유사 등 유림조

직의 간부여서 앙 유림단체의 권유가 아니더라도 조직을 동원해 자발 으로 

성토 활동을 진행했을 것이다. 

성토는 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을까? 통문을 발송하는 것이었다. 그 다

면, 국 으로 통문은 어느 정도 작성/발송되었을까? 정확한 숫자는 악하기 

어렵지만, 략 인 숫자는 �경학원잡지� 제33호(1931년 12월호)에 실려 있는 

통문 목록을 통해 악할 수 있다. 목록에 수록된 통문은 총 185건이다. 

통문 목록을 보면, 우선, 목록의 각 행은 통문 발송주체의 소재지( 는 거주

지), 발송주체( 는 서명자 표 성명), 서명자 수 등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

다. 를 들어, 목록에 가장 먼  등장한 주향교는 ‘ 주향교/정래화[문묘 직

원]/35’로 기재되었다. 주향교가 발송한 통문은 향교 직원 정래화가 서명자 

표이고, 총 35명이 서명자로 기재되었음을 의미한다. 목록에서 주향교가 가장 

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목록에 기재된 통문의 순서는 아마도 통문이 도착된 

순서일 것이다. 

�경학원잡지� 제33호에 실린 통문 목록은 국 으로 발표된 통문의 체로 

보아도 좋을까? 그 게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경학원 수 통문 목록과 <표 

3>의 함양향교 수 통문 목록을 비교하면, 경학원 수 통문 목록에 보이지 않

는 통문들이 함양향교에서 다수 발견되기 때문이다. 회 참석자 306명은 개 

지역과 단체를 표해 자발 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조직과 지역으로 가서 성토 활동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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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문 목록의 내용을 발송주체의 지역(道)과 유형(조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과 같다. 

지역 경성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남 북 경남 경북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계

건수 4 15 12 26 7 25 22 19 13 6 4 15 9 8 185

비율 2% 8% 7% 14% 4% 14% 12% 10% 7% 3% 2% 8% 5% 4% 100%

<표 1> �경학원잡지� 제33호에 수록된 이인․이각종 성토 통문의 발송주체(지역별)

유형 향교 서원 유림단체 집단 개인 계

건수 132 1 4 35 13 185

비율 71% 1% 2% 19% 7% 100%

<표 2> �경학원잡지� 제33호에 수록된 이인․이각종 성토 통문의 발송주체(조직유형별)

<표 1>에 따르면, 통문은 지역 (道)으로 몇 개의 道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성  국 13개 도에서 모두 발송되었다. 다시 말해, 이인과 이각종을 성토하

는 활동은 몇 개 지역에서 국지 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국 으로 나타난 

보편  상이었다. 이는 선유림 회의 결의사항, 즉 앙소는 앙소 로 각

지 유소는 유소 로 행동을 취한다고 했던 결의가 그 로 이행되었음을 보여 다. 

13개 도 가운데 통문을 가장 많이 발송한 곳은 충남(26건-14%)이었다. 소  

三南의 다른 지역과 비해서도 많았다. 북(22건)도 비슷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

까? 아마도 회의 개최와 운 을 주도한 세력의 근거지 기 때문일 것이다. 충

남은 회 개최를 제안한 유교부식회가 있는 지역이고, 북은 성토 통문을 가

장 먼  발송한 주향교가 있는 지역이다. 

통문 발송을 주도한 조직은 게 향교 다.33)33)<표 2>에 따르면, 발송주체는 향

교(132건-71%)가 압도 으로 많았다. 식민지기에도 향교가 지역 유림의 공론을 

수렴하고 공표하는 매체로 기능했음을 보여 다. 물론 향교를 경유하지 않고 개

인이나 지역 유림이 독자 으로 통문을 발송한 사례도 48건(개인 13, 단체 35)

33) 류미나, 2007 앞의 논문,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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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되었다. 반면, 서원의 참여는 매우 조했다. 경성에서 발송된 통문은 

성원․유도진흥회․ 동사문회․유림총본부 등 경성에 본부를 둔 유림단체가 

발송한 것이었다. 단체의 성격과 계없이 부분의 앙 유림단체가 통문을 

발송했다.

통문의 서명자는 개 20-60여 명 수 이었다. 서명자가 가장 많은 곳은 북 

옥구향교(133명)와 충남 노성향교(논산, 131건) 고, 개인이 단독으로 통문을 발

송한 것도 10건이나 발견된다. 

2) 함양향교 소장문서에 나타난 지역 상황

지역 상황은 어땠을까? 경남 함양의 사례를 살펴보자. 함양향교에는 1931년 

발송된 통문들이 다수 보 되어 있는데, 모두 이인과 이각종을 성토하는 내용의 

통문이다. 통문의 상태가 매우 양호해 신민지 사건에 한 지역  반응을 악

하는 데 큰 도움을 다. �경학원잡지� 제33호에 실린 통문 목록과 달리 통문의 

실물을 열람하여 구체 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아래의 <표 3>은 경남 함양향교에 소장된 ‘신민지 사건’ 련 통문 황을 정

리한 것이다. 

발송시기 발송주체(서명자 수) 제목

1 1931.-3 함북 鏡城향교(106) 聲討文

2 〃 남 양향교(28) 〃

3 〃 경남 하동향교(27) 〃

4 〃 함북 회령향교(54) 〃

5 1931.-4 평남 평양향교(평남유림 표)(46) 〃

6 1931.5.22 경학원 全鮮儒林大  狀況에 關한 件

7 1931.-5 평북 용천유림(38) 聲討文

8 〃 유교총본부 상무 원 通知書

9 1931.-6 북 산 三聖廟(1) (없음)

10 〃 평북 정주향교(40) 聲討文

11 1931 평북 창성유림(65) 聲討李覺鍾李仁文

12 〃 남 진도유림(77) 聲討文

13 〃 평북 희천향교(64) 〃

<표 3> 함양향교 소장 이인․이각종 성토 통문  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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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따르면, 지역 으로 평북(6건)이 가장 많았고 국 으로 고르게 분

포되었다. 강원, 황해, 충남․북 등 4개 도에서 발송된 통문은 발견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악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경학원 수 통문 목록에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했던 지역인 충남은 함양향교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남(3건)

은 경학원 통문 목록과 마찬가지로 많은 편이었다. 

함양향교에 발송된 통문들은 함양향교와 다른 지역 유림의 지속 인 소통에 

도움을 주었을까? 다소간 도움을 주었겠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

인다. 1931년에는 평소 교류가 드문 이북지역에서 발송한 통문이 체 통문의 

반을 차지했지만(총 10통, 평북 5+평남 3+함북 2), 1931년 이후에는 이들 지역

에서 발송된 문건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한편, 발송주체는 역시 향교가 거의 반(11건)을 차지할 정도로 비 이 높았다. 

국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향교가 성토 활동을 주도한 조직임을 다시 한 

번 보여 다. 다만, 국 통계에 비해 발송주체가 다양했다. 사당[廟], 문 이 발

송한 문건․통문도 발견된다.

발송시기는 특정 시기에 편 되지 않고 음력 3-10월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었

다. 통문발송은 시기상 유림의 연  최  행사인 석 이 열리는 음력 2월과 9월 

무렵에 집 되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특정 시기에 집 되지 않았다. 통문 발

송이 지역과 단체의 사정에 따라 탄력 으로 이루어졌고, 늦어도 가을 석  때

까지는 의견 수렴이 끝나 통문이 발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토 열기는 어떻게 이처럼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나는 국  성토 열에 자신들만 빠질 수 없다는 

14 1931.-8 북 진안향교(68) 〃

15 〃 경기 양평 고령박씨 종  (38) 〃

16 1931.-10 평북 의주향교(32) 討李覺鍾李仁文

17 1931 남 여수유림(61) 聲討文

18 〃 평북 변향교(49) 〃

19 〃 경북 상주 흥암서원(56) 聲討二賊文

20 (1931) 경북 구향교(55) 討李仁李覺鍾文

* 비고 : 발송시기의 ‘-’는 음력을 의미
* 함양지역에서 발송한 통문은 목록에 반 하지 않고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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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심리가 은연 에 작용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 직후 설립된 앙 유

림단체(총본부와 연합회)의 독려가 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제, 통문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자. 통문의 형식을 보면, 제목은 개 ‘聲討

文’ 는 ‘討李仁李覺鍾文’이었다. 이어, 성토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발송주체  서명자 명단이 첨부되었다. 서명자 명단은 향교의 경우 향교 直員, 

掌議, 일반 유림 순으로 기재되었다. 서명자 수는 개 30-60명이었다. 가장 많

은 곳은 함북 鏡城향교(106명)가 발송한 통문이었다. 본문의 분량은 개 10행 

내외로 짧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통문 내용에 일정한 투식이 생기고, 내용의 

구성보다 신속한 발송과 서명자 수합이 심사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 다음과 같은 투식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공자

의 함을 칭송하는 내용을 서두에 배치했다. 이어, 공자를 모욕한 이인의 죄

가 얼마나 막심한지를 지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 등과 같은 인물이 다시 등장

하는 것을 막기 해 자신들이 궐기했다는 을 밝히며, 유림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통문에서 공자는 어떻게 묘사되었을까? 공자는 태극, 하늘, 해와 달에 비유되

는 인류 역사상 가장 한 스승으로 묘사되었다. 우주에 비유하면 만물의 근

원인 ‘태극’과 같고,34)34)자연에 비유하면 “天地처럼 크고 해․달처럼 밝은” 존재

다.35)35)맹자의 입을 빌리자면 “사람이 생긴 이래 선생보다 성 한 이 없다”

고 하 다.36)36)특히 공자는 인간질서인 ‘삼강오륜을 밝힌 성인’이고,37)37)“과거와 

재의 세계를 통틀어 성인”이며,38) “만세의 큰 스승”으로 평가되었다.39)39) 

반면, 이인과 이각종은 어떻게 묘사되었을까? 惡의 시 에 출 한 요망한 존

재로 묘사되었다. 그는 시 가 역행하고 있음을 알아채 교묘히 행동하는 ‘반역의 

34) ｢聲討文｣(全南 珍島郡 儒林代表, 辛未 7月), 함양향교 문서.

35) ｢聲討文｣(鏡城鄕校 儒林, 辛未 3月), 함양향교 문서.

36) ｢聲討文｣(鏡城鄕校 儒林, 辛未 3月), 함양향교 문서; ｢聲討文｣(全南 珍島郡 儒林代表, 辛

未 7月), 함양향교 문서.

37) �(통문철)�, ｢聲討文｣(光陽鄕校 儒林, 辛未 3月), 함양향교 문서.

38) ｢聲討文｣(平北 熙川郡 鄕校 儒林代表, 辛未 7月), 함양향교 문서.

39) ｢討李覺鍾李仁文｣(平安北道 義州郡 義州邑 鄕校, 辛未 10月), 함양향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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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류’이고,40)40)아버지와 임 도 모르는 ‘요망한 서자[妖孼]’로 평가되었다.41)41)다시 

말해 ‘스스로 하늘과 계를 끊은 자’로서,42)42)주자의 표 을 빌리자면 “세상을 

어지럽히고 거스르며 사악하고 생각이 치우친 도 [亂 邪詖之賊]”43)이고,43)한마

디로 유교문화권에서 가장 사악한 존재로 간주되는 ‘난신 자’의 상징이었다.44)44) 

그는 “신성한 민족을 다 짐승의 역으로 몰아가는” 인물45)이자45)세상에 태어나

서는 안 될 ‘요물’로 묘사되었다.46)46) 

유림은 유교가 차 쇠퇴하면서 이단이 성행하고 공자를 능멸하는 부류가 출

한 은 있지만 잠시 소란을 피우는 수 이었고, 이처럼 불경한 말과 을 사

방에 리 퍼뜨린 사례는 없었다고 우려하 다.47)47)그래서 ‘천지의 귀신도 노여워

하여 은 히 주살’하려고 할 것이며 ‘그들의 신체를 찢고 그들의 육신을 먹고 싶

은 심정’이라며 분노했다.48)48) 

그 다면, 이인과 이각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유림은 총독부의 법  제

재 조치가 없음을 의아하게 여기면서 �춘추�의 ‘난신 자는 사람마다 주살할 수 

있으며 군사를 기다리지 않는다[亂臣賊子, 人人得以誅之, 不待士師]’는 정신에 

따라 직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9)49)이런 변란을 보고도 성토하지 않으면 

세상에 비슷한 자들이 속출해 인류가 ‘짐승[禽獸]’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

문이다.50)50)일각에서는 구체 인 실행방법도 제시했다. 두 인물과 교제를 끊고, 

신민지를 배척하며, 다수가 서명한 진정서를 ‘당국’ 즉 총독부에 제출하고, 이런 

40) �(통문철)�, ｢聲討文｣(全南 麗水郡 儒林), 함양향교 문서.

41) �(통문철)�, ｢聲討文｣(平壤鄕校 內 平南儒林代表, 辛未 4月), 함양향교 문서.

42) �(통문철)�, ｢聲討文｣(光陽鄕校 儒林, 辛未 3月), 함양향교 문서. 

43) ｢聲討文｣( 寧郡 鄕校 儒林代表, 辛未 3月), 함양향교 문서; ｢聲討二賊文｣(慶北 尙州 

巖書院 儒林, 辛未), 함양향교 문서.

44) �(통문철)�, ｢聲討文｣(平壤鄕校內 平南儒林代表, 辛未 4月), 함양향교 문서.

45) ｢聲討文｣(全南 珍島郡 儒林代表, 辛未 7月), 함양향교 문서.

46) ｢聲討文｣(平北 熙川郡 鄕校 儒林代表, 辛未 7月), 함양향교 문서.

47) ｢討李覺鍾李仁文｣(平安北道 義州郡 義州邑 鄕校, 辛未 10月), 함양향교 문서. 

48) ｢聲討文｣( 寧郡 鄕校 儒林代表, 辛未 3月), 함양향교 문서.

49) ｢討李覺鍾李仁文｣(平安北道 義州郡 義州邑 鄕校, 辛未 10月), 함양향교 문서. 

50) ｢聲討文｣( 寧郡 鄕校 儒林代表, 辛未 3月), 함양향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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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실행하지 않는 자를 배척하자는 것이었다.51)51) 

그런데, 와 같은 논조를 유지하면서도 조  이채로운 내용을 덧붙인 통문이 

있다. 아래는 1931년 음력 7월 평북 창성의 유림이 발송한 통문이다. 

… 지  천하의 인류에게 공자가 없는 것이 가능합니까? … 두 도 (이인과 이각

종-이하 호안 역자)과 함께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면, 東洋 三國은 오히

려 공자에 제사를 올리는 學館․校宮을 부 철거해야 하고, 泰西 여러 나라 사람들

은 폭넓게 연구하는 공자의 책을 부 버려야 하며, 萬國公 는 공자를 東洋 敎宗인 

자로 인정하는데 그 서 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 동양과 서양 정부, 인민․학생․

군인․농부․販婦를 막론하고 결코 인류 사이에서 하루도 그가 숨을 헐딱이는 것을 

유지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 

각기 처지에 따라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동양에 해 말하자면, 정치

는 교육에서 나오니 교육은 곧 정치의 근원입니다. 治案 妨害는 오히려 엄격한 律이 

있습니다. 도 이 정치의 근원에 해독을 끼치면 어  법률로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설령 일 이 련 조항이 없어도 담당자가 의당 時形과 遠勢를 살펴 執政에게 알리

면 집정은 주변 사람들과 논의해 上奏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 서양에 해 말하자

면, 역시 같이 敎宗임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고,  일례로 釐般 學士는 교육의 장

래를 측하며 유럽이 장차 孔夫子의 땅에 귀의할 것이라고 하 습니다. …52)52)

즉,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까지 아우르는  인류가 공자를 숭배하는 상황에서 

이인 등의 무리를 그 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유림의 통문에 

이런 이채로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배경을 생각할 수 있다. 이 

통문은 비교  후기에 발송되었다. 따라서, 다른 곳의 통문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서명자  한자강회  한 회 창성지회 회원 

출신이 지 않게 발견된다. 통문의 발송주체는 계몽사상을 수용한 개신유림으

로 보이며, 구미사회의 사례를 언 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보다 보편 인 차원에

서 인정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여 건의 통문이 도착한 함양의 성토 상황은 어떠했을까? 우선, 함양향

교도 통문을 발송했다. 경학원 수 통문 목록에는 24번째에 함양향교 명의로 

51) �(통문철)�, ｢聲討文｣(平壤鄕校 內 平南儒林代表, 辛未 4月), 함양향교 문서.

52) �(통문철)�, ｢聲討李覺鍾李仁文｣(昌城士林, 辛未 7月), 함양향교 문서.



224·한국문화 91

姜泰熙 등 17명이 서명한 통문을 발송한 것이 확인된다.53)53) 체 통문 185건  

24번째라면 매우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 함양향교가 이인 성토에 극 으로 나

섰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해당통문이 함양향교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아 그 구체

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함양 유림의 극 인 태도는 면 단  성토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재 함양

향교에는 수곡면과 병곡면에서 작성한 통문 안이 남아있다. 이들 통문의 개요

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지역 제목 용지 분량 발송자 발송일 수신자 서명자

병곡면 聲討文 괘지 17행
병곡면 

유림 표
1931.-6 鄕校․儒林

36(실행 원 2인 

포함)

수곡면
聲討李仁李覺

鍾兩賊文
9행

수동면 

성토실행사무소
1931.-6.13 儒林聯合  

133(성토집행 원 

2인 포함)

<표 4> 함양군 병곡면․수곡면 발송 통문( 안) 개요  

<표 4>를 보면 <표 1>의 경학원 수 통문 목록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面 

단  통문이 실물로 확인된다. 경학원 수 통문 목록에 의하면, 통문의 발송주

체가 지역일 경우 개 郡 단 고, 면 단 인 경우는 1건(제주 大靜面)에 불

과했는데, <표 4>에서는 면 단  통문도 발견되어 이인 등에 한 성토가 郡 단

뿐 아니라 面 단  이하 지역에서도 동시다발 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 다.

통문 비는 조직 으로 이루어졌다. 수곡면의 경우가 그런 사례를 보여 다. 

수곡면에서는 牛鳴里의 龜南精 에 성토실행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를 담할 

성토집행 원 2인을 선임했다. 그 결과 8개 리에서 각기 12-20명 내외가 고르게 

서명해 서명자 수가 총 133명에 이르 고, 완성된 통문은 연합회에 발송되었다. 

수곡면의 8개 리가 모두 참여했고, 里마다 서명자 수가 일정했으며, 앙(경성) 

유림단체(연합회)와 연결도 시도했다. 

병곡면의 상황은 이와 조  달랐다. 무엇보다 체 7개 리  3개 리만 서명

에 참여했다. 체 서명자 수가 수곡면(133)에 비해 1/3에 불과할 뿐 아니라 3

53) ｢院中紀事-聲討顚末-各地聲討文一覽｣ �經學院雜誌� 3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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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리의 서명자 수도 각각 26․6․2명으로 균일하지 않았다. 신 본문 분량(괘

지 17행)은 수곡면(괘지 9행)에 비해 두 배 다. 수곡면과 마찬가지로 사무 

담 인원 2명을 실행 원으로 배치했다. 수신자는 수곡면과 달리 ‘향교와 유림’이

었다. 함양 군내의 2개 面이 통문의 제목, 본문 내용, 발송자 명의, 수신자, 사무 

담자의 호칭을 완 히 달리했다. 이와 같이 성토 활동은 발송주체별로 독자

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비난의 상은 이인에서 이각종으로 환되었다. 이인

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을 작성한 당사자 기 때문에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각종의 경우 단순히 이인의 을 실린 잡지의 사장이라는 이유만으

로 비난을 받는다면 억울한 일이었다. 

유림은 왜 이각종도 신랄히 비난했을까? 이를 이해하기 해서는 �경학원잡지�

제33호에 실린 유림을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필자(간행자의 오기-이하 호안 역자)인 그(이각종)는 다년 총독부에 직하여 

신임을 얻은 자이고, 재 내무국의 탁으로서 사회지도의 책임을 가지고  조선 

향교재산을 감독하는 부서에서 교화사업의 지도․감독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

며, 언론기 인 新民社의 주간으로서 는 감독 청의 직자로서 향교재산 리자

에게 결탁하여 향교재산으로써 그 잡지를 구입  하여 이를 (향교의) 直員․掌議 등

에게 읽게 하고 있는 자이다. 그 다면 鄕校儒林은 그 잡지사의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그 敎祖에 한 모욕을 자행하는 것과 같음은 업자의 商策으로도 모순된 것이고 직

무상의 의무로도 배가 되는 것이다.54) ( 어역 -역자) 54)

즉, 유림이 이각종을 비 한 것은 단순히 그가 잡지사의 사장이기 때문이 아

니었다. 두 가지 이유가 지 되었다. 하나는 유림이 신민지의 주요 고객임에도 

공자를 모욕하여 상업 인 측면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각종이 총독부에서 향교재산 리를 총 하는 부서(내무국 사회과)의 ‘교화사업’ 

담당자( 탁)로, 유교를 모욕하는 일에 앞장선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 이었다. 

유림은 이각종이 ‘(유림에 련된-역자) 직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자’로서 ‘해

서는 안 될 행 ’를 했다고 보았다.55)55)1920-30년  유림의 숙원은 향교재산 환수

54) ｢院中紀事-聲討顚末｣ �經學院雜誌� 3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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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사이토 총독은 향교재산의 소유권을 그 로 군수에게 두되 구체 인 

운 은 장의회에 맡긴다는 회유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향교재산의 소유권은 여

히 총독부(군청)에 있었고, 유림은 장의회 의장인 군수를 돕는 ‘거수기’ 역할

에 불과했다. 유림은 향교재산 환수를 둘러싸고 총독에게 우롱을 당한 상황에서 

향교재산의 재정 지원을 받는 신민사가 유교를 비하하는 일에 앞장서자 더욱 분

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유림의 유교권력과 식민권력 인식

1) 유교계 지도기  설립 시도

신민지 사건은 유교계에 잖은 장을 일으켰다. 우선, 경성에 새로운 유림단

체가 설립되었다. 1920년 동아일보에 실린 ｢가명인두상에 일 ｣이 유림총부의 

설립을 래했다면, 이번에는 이인의 ｢신법률만평｣이 그런 역할을 했다. 물론 이

에 앞서 1930년 6월 국의 국공내  기간 曲阜의 공자사당이 괴된 것도  

조선의 유림을 하나로 단결시킨 요인  하나 다.56)56)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선유림 회 참석자들은 경성에 총본부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실제로 회 종료 약 1개월 뒤인 음력 5월경 총본부가 설립되었다. 총

본부는 상무 원 명의로 국 유림단체에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는 

회 결의에 따라 총본부가 설치되고, 임시사무소는 종로2정목 14번지에 마련했

55) ｢院中紀事-聲討顚末｣ �經學院雜誌� 33, 28면.

56) 1930년 국의 내  과정에서 공자 사당이 괴되었다는 소식이 국내에 달되자 경성의 

유림단체 표자들은 녹동서원에 모여 책을 의하고 곡부에 문사 을 견하기로 

했다. 이후 지지단체 277개, 표자 504명이 확정되고, 朴淵祚와 안승구가 견 표로 선

정되었다. 박연조와 안승구는 1930년 12월 22일 조선을 출발해 국 곡부 등에서 문 

활동을 펼친 후 다음해 1월 9일 귀국했다. 귀국 로회에는 동사문회, 大成院, 慕聖

道院, 大成文友  표와 경학원 사성이 참석해 축사를 낭독했다. 이후 박연조와 안승구

는 견 말을 담은 �曲阜慰安使實記�를 집필 간행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黃英禮, 

2003 �安淳煥의 儒敎 宗敎化 運動과 鹿洞書院�, 남  철학과 박사학 논문, 50-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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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본부는 어떤 세력이 주도했을까? 총본부 명의의 첫 번째 공문은 상무 원 

명의로 발송되었지만, 상무 원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발송된 

문건을 보면 4명의 성명이 확인된다. 이들 4명  김은동은 선유림 회의 개

최와 운 을 주도한 유교부식회, 박병익․정래화는 성토 통문을 최 로 발송한 

주향교 소속이었다.

그 다면, 총본부는 어떤 활동에 역 을 두었을까? 이 단체는 각지의 유림이 

회의 결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권유하는 일에 역 을 두었다. 음력 5월 

총본부가 발송한 통문에는 다음의 권고사항이 기재되었다. 

1. 귀 지역에서 다시 이인, 이각종의 聲討大 를 개최하고 양 도 의 악행을 성토

하여 후폐가 없게 하며  도 들의 언론 잡지  기타 일 을 배척하되, 단 를 

반하는 자는  도 과 동일하게 성토할 것을 결의하고 곧 본부에 보고할 것.

2. 각 道․郡․島, 각 面, 각 里에 성토사무소를 설치할 것. 단, 성토사무소는 ‘某

郡․面․里 성토사무소’라는 간 을 걸고 각 里의 有志 諸氏로 집행 원을 선정하여 

성토 사무를 집행하게 하되,  어느 나라 사람을 막론하고 성토 동지인의 성명을 

책으로 만들어 귀 향교에서 수집한 후 곧 본부에 발송할 것.

3. 성토회를 개최한 상황을 자세히 본부에 보고하여 본부 기 신문인 동 신문에 

게재  할 것.57) ( 어역-역자)57)

즉, 성토 회를 열어 이인 등의 죄를 성토하고, 각 군․면․리에 성토사무소를 

설치하며, 사무를 담할 집행 원을 두고, 지지자의 명부를 만들어 총본부에 보

고하며, 성토 회 상황은 총본부에 알려 기 지인 �동 신문�에 실도록 권유하

다. 말하자면 선유림 회의 결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총본부가 결성되기  이상한 기류가 흘 다. 이에 항하는 단체가 

설립된 것이다. 이들은 기민하게 움직 다. 선유림 회 이틀째인 5월 12일 

회가 종료되자 ‘성토사무집행 원’과 지방유림 등 80여 명이 상경해 경성 견지동 

57) �(통문철)�, ｢通知書｣(儒敎總本部 常任委員 一同→儒林 各 團體, 夫子誕降2482.5), 함양

향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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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承龜의 집에서 회의를 가졌다. 안승구는 선유림 회의 부의장이었다. 그리

고, 다음날인 5월 13일 훈동 동사문회 사무소에서 朝鮮儒林聯合 (이하, ‘연

합회’로 임)가 설립되었다.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참석자들은 “성

토 목 을 달성하기까지 철 으로, 지구 으로 분투하기로” 서약하고, 총재 金

昇圭, 회장 李喬永, 부회장 徐晩淳, 총무 宋之憲, 부총무 안승구 등 간부를 선출

했다. 연합회 설립 소식은 신문을 통해 외부에도 알려졌다.58)58) 

연합회는 유림의 변자를 자처하며 짐짓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심지어 경학

원과 총독에게도 불만을 터뜨렸다. 5월 13일 경학원에 제학 이하 직원의 총사

직을 요구하는 ｢勸告書｣를 발송했고, 총독에게 ｢진정서｣를, 변호사회에 ｢권고서｣

를 제출했다. 다음날인 5월 14일에는 회원 50여 명이 경학원을 찾아가 직원들과 

면담했는데, 5시간 동안 ‘성토의 불철  는 무성의함’ 등을 지 했다.59)59) 

그런데, 의심스러운 이 있었다. 고  간부  지 않은 인물이 친일 성향을 

지녔다. 이 단체는 표면 으로 ‘吾道 진흥’이라는 순수한 목표를 내세웠지만,60)60) 

<표 5>에서 보이는 것처럼, 회장 이교 , 총무 송지헌, 덕룡 등 간부는 친일 

유림으로 분류될 만한 인물들이었다.61)61)이후 이들이 조선유림연합회(1931)→조

선유교회(1932)→조선유도연합회(1939)에 연이어 참여한 사실이 주목된다. 조선

유림연합회의 설립과 임원 선출을 한 회의가 열린 곳도 친일유림단체인 동

사문회 사무실이었다. 

58) �(통문철)�, 經 제201호 ｢全鮮儒林大  狀況에 關한 件｣(經學院 大提學 鄭萬朝, 昭和6.5. 

22), 함양향교 문서; �朝鮮日報� 1931년 5월 14일, ｢孔子侮辱事件, 십팔일 정오에｣, 2면.

59) �(통문철)�, 經 제201호 ｢全鮮儒林大  狀況에 關한 件｣(經學院 大提學 鄭萬朝, 昭和6.5. 

22), 함양향교 문서.

60) �(통문철)�, ｢公函｣(朝鮮儒林聯合 長 宋之憲, 昭和6.10.20), 함양향교 문서.

61) ｢院中紀事｣ �經學院雜誌� 33(昭和6.12.25), 32면. 단 1931년 10월 20일 발송된 조선유림

연합 회 공함에 의하면, 회장 李喬永의 辭免, 부총재 安承龜의 사망, 부장 沈相喜․申豊

熙의 사면으로 인해, 회장에 송지헌이 임명되는 등 회장 이하 임원의 부분이 교체되었

다[�(통문철)�, ｢公函｣(朝鮮儒林聯合大 , 昭和6.10.20). 함양향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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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사문회 조선유교회 조선유도연합회 기타

李喬永

(회장)
32 法正 39 참여․이사

安承龜

(총무1)

31 曲阜 문사 단 표 견, 

사망

宋之憲

(총무2→회장)

19 발기인,  

20 상무이사, 

22 正

32 法正

19 동사문회 창립 주역(10-21 

추원 부찬의, 21-34사망 추원 

우 찬의, 26-34 同民  평의원)

沈相熙

(부장)

32 

贊正․贊議長
39 부회장

32 녹동서원, 32 조선유교회 창립 

주역, 35 일월시보사 서무부장

申豊熙

(부장)
32 學正

32 녹동서원(09 神宮奉敬  자선

과장)

高弼權

(고문→총무)
32 贊議士 32 녹동서원

田德龍

(고문→총무)

32 

議正(평남)
39 평의원

31 선유림 회 평남 표, 32 평

남유림연합회 회장, 35 평양 선

유림 회 의장, 40 평남유도연합

회 부회장(41 도회 의원, 42-45 

추원 참의)

高弼權

(이사→총무)

權寧浩

(이사→서무부장)

崔瑩國

(찬사→부찬)

<표 5> 조선유림연합회  지도부의 주요이력 

뿐만 아니라 연합회를 설립한 주체들이 여한 각종 문건들에는 權益相이란 

인물이 서명자 표로 등장하는데, 이 도 의심스럽다. 그는 ‘全鮮 各 道郡 儒

林團體 代表’(총 74인62))의62) 표자로 경학원에 ｢권고서｣를, 같은 명의(77인)의 

표자로 총독에게 ｢진정서｣를, 같은 명의(77인)의 표자로 변호사회에 ｢권고

62) 여기에 등장하는 74-77인 등 80여 명은, 앞서 언 한 로 5월 12일 선유림 회가 종료

되자마자 상경해 조선유림연합회를 결성했다고 한 ‘80여 명’과 비슷한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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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보낸 인물이다. 그는 1931년 10월 연합회가 간부진을 개편할 때 고문이 

되었다. 이후 1932년 조선유교회의  明理院 理正  贊議部 贊議長을 지내

고, 1939년 조선유도연합회 참여에 선임되었다.63)63)이런 에서 그는 이교 , 송

지헌, 덕룡과 마찬가지로 형 인 친일유림으로 분류된다. 

총독부 산하 유교기구인 경학원도 은근히 연합회에 은근히 힘을 실어주었다. 

경학원은 선유림 회 종료 후 새롭게 결성된 유림단체의 임원 명단을 공지했

는데, 이 단체는 회 참석자들의 총의로 설립된 총본부가 아니라 일부 참석자

가 별도로 조직된 연합회 다.64)64) 한, 연합회가 경학원에 직원 총사퇴를 권고하

는 ｢권고서｣를 발송하자 경학원이 이틀 만에 수용해 답장(｢回答文｣)을 보낸 

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연합회는 표면 으로 경학원 직원의 총사퇴를 요구했지만, 한편으로는 경학원

을 존 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비록 형식 인 표 이기는 하나, ｢권고서｣에는 

경학원을 ‘모범을 보이는 곳[首善之地]’이라고 한다든가 경학원 임원을 ‘宿德 重

望’이라고 표 하 는데,65)65)이는 경학원을 식민지 유교기구로 간주하여 배척한 

지방 유림의 인식과도 배치된다.

총본부와 연합회를 이끈 세력은 선유림 회 기간 갈등을 빚었을까? 어도 

총본부가 배포한 회의록에는 그런 흔 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회가 종료된 

5월 12일 당일 성토사무집행 원과 지방 유림 80여 명이 상경해 별도로 회의를 

열고 다음날 연합회가 설립되었다는 은 회 종료 후 유림단체의 성격과 차후 

활동노선을 놓고 상이한 시각이 존재했음을 보여 다. 

회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갈등의 조짐은 있었다. 단체 명칭에 해 세 가

지 의견이 제시된 이다. 이때 제안된 명칭은 유교총본부, 유림연합회, 유림동

63) �(통문철)�, 經 제201호 ｢全鮮儒林大  狀況에 關한 件｣(經學院 大提學 鄭萬朝, 昭和6.5. 

22), 함양향교 문서; �思想ニ關スル情報� 1, 京鐘警高秘 第12185號 ｢集 取締狀況報告

(通報)｣(京城 鐘路警察署長→京城地方法院 檢事正, 昭和6.10.5), 국사편찬 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朝鮮儒敎  總部, �朝鮮儒敎 刱立宣 書及憲章�(平和 , 昭和8), ｢朝鮮

儒敎  敎職 名 ｣, 26면; ｢朝鮮儒道聯合 員名簿｣ �經學院雜誌� 45(昭和15).

64) �(통문철)�, 經 제201호 ｢全鮮儒林大  狀況에 關한 件｣(經學院 大提學 鄭萬朝, 昭和

6.5.22), 함양향교 문서.

65) ｢院中紀事-聲討顚末-經學院宛勸告書｣ �經學院雜誌� 3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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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회 다. 이 가운데 연합회가 실제 단체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때 제안된 유

림연합회라는 명칭이 단순히 명칭 제안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이 명칭을 지지하

는 일군의 유림이 있었음을 보여 다.

두 단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차 조선의 ‘유교권력’을 자임했다. 헤게모니 장

악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난 것은 두 단체가 설립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1931년 7월 무렵이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경성 儒林總本部와 儒林聯合 가 각

기 표기 이라고 립하여 쟁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66)66)바로 이런 

상황을 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단체의 갈등은 오래가지 않았

다. 두 단체가 모두 단명했고, 1932년 9월 창립된 거  유림단체인 朝鮮儒敎 에 

융해되었기 때문이다. 

2) ‘당국’으로서의 총독부와 ‘ 수시 ’의 유림

유림이 신민지 사건을 계기로 실추된 유교권력의 정상화와 확보라는 목표로 

분주히 움직 다면, 식민권력에 해서는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었을까? 1930년

에 어들면 국내 유림의 총독부 유교정책에 한 우호 인 태도는 더욱 노골

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림은 직간 으로 일본을 ‘자국’으로, 조선인을 일본의 

‘국민’으로 간주하 다. 1910년 에 일본의 식민통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어도 

식민통치를 직  언 하는 것을 꺼리는 분 기가 강했다면, 1920년 를 거쳐 

1930년  시체제기에 이르면 일상에서 총독부를 ‘(행정)당국’으로 인정하는 사

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이런 실정은 신민지 사건 련 통문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유림은 일반론을 

말하는 듯한 뉘앙스로 은연 에 ‘국가’에 해 언 했다. 다음은 1931년 8월 

북 진안향교가 발송한 통문이다. 

… 삼강오륜은 우주를 지탱하는 棟樑이고 인민[生民]을 안정시키는 柱石입니다. 

사람이 되어 이것이 없다면 사람이 될 수 없고 나라가 이것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 

66) �東亞日報� 1931년 7월 23일, ｢正體不明한 朝鮮儒林大 , 주최자도 업는 회를 열어, 十

九日 開城서 開催｣,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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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니[國而無此, 不得爲國],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군자께서는 각자  

두 도 (李仁과 李覺鍾-역자)의 죄를 경계하여 소리 내어 그들을 토벌하고, 믿을 만

한 문장으로 그들을 주살하여,  도깨비 무리로 하여  투신하는데 배반이 있게 하

고, 더불어 이 나라에서 하늘의 해를 함께 머리에 이지 않을 수 있다면 斯文에 큰 

다행일 것입니다. …67)67) 

즉, 삼강오륜이 없는 국가는 정상 인 국가가 아니라고 언 하 다. 여기에서 

유림은 식민지 상태를 연상시키는 용어나 상황을  언 하지 않았다. 다만, 

‘나라가 이것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원론 인 개념만 언

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총독부가 삼강오륜을 잘 보존하고 활용한다면 정상

인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로 귀착될 수 있었다. 

나아가, 유림은 총독부를 ‘당국’으로 불 다. 유림이 총독부에 제출하는 비공개 

청원서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지 않아도 이처럼 외부에 공개되는 통

문에 ‘당국’이라는 표 을 사용한 것은 유림의 총독부에 한 변화된 인식의 단

면을 보여 다. 신민지 사건의 통문에 제한된 것이기는 하나, 유림이 발송한 다

수의 통문에서 총독부를 공통 으로 ‘당국’이라고 호명한 이 주목된다. 다음은 

함양향교에 소장된 문서  총독부에 제출하려고 비했던 것으로 보이는 진정

서이다. 

… 仁(李仁-역자)과 覺鍾(李覺鍾-역자) 두 도 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 조 도 

기탄없이 夫子를 모욕하니 …  조선의 유림은 憤愾함을 이기지 못하고 한 목소리로 

우러러 當局에 알렸으나 별도로 통렬하게 징벌하어 엄하게 다스리는 법률이 없었습

니다.  도 들은 비록 사과문을 진술하 다 하나 말에 당돌함이 많고 무례하며 방

자하게 �新民� 잡지를 간행하는 것이 과 같으니, 당국은 어  두 도 은 아껴 보

호하고  조선의 유림의 논의는 가볍게 아득히 합니까? …68)68) 

즉, 유림은 이인과 이각종의 패륜 행 를 ‘당국’에 알렸지만 총독부가 한 

법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 했다. 상주 巖書院이 발송한 통문에도 

유사한 표 이 보인다. 이 통문에는 “당국의 두 도 (이인과 이각종-역자)에 

67) 全羅北道 鎭安鄕校, ｢聲討文｣(1931.8, 활자본), 함양향교 문서.

68) ｢總督統監府陳情書｣(작성자 미상, 연  미상), 함양향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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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치는 완 히 하고 이 흉악하고 추한 자들로 하여  偃然히 하늘과 땅 

사이에서 假息하게 하니 어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여 총독부

를 당국으로 호칭했다.69)69)

유림이 총독부 계자를 ‘당국자’라고 호명했다는 것은 총독부를 행정을 주

하고 사회구성원의 갈등을 조정하는 실존하는 국가 는 정부로 인식했음을 의

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질서를 해하는 세력을 규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당국이 이인 등을 방치한 것은 도 히 이해할 수 없다는 지 이었다.

유림은 ‘당국’을 좀 더 극 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연합회는 사이토 

총독에게 보낸 ｢진정서｣에서 “풍속의 괴란이 이 도 보다 심한 이 없고 치안

의 방해가 이 도 보다 심한 이 없”었다고 하면서,70)70)이인과 이각종을 ‘풍속 

괴란’과 ‘치안 방해’의 주범이라고 지 했다. 치안유지법 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식민통치는 물론 식민지 법령도 인정하 다. 

총독부의 어느 부서에 이인 등에 한 처벌을 요구할 것인가? 평북 희천향교

는 만일 ‘司法’이 있다면 성인을 헐뜯고 인을 훼손함에 한 법률이 있을 것이

라고 하면서 이인 등의 죄를 ‘당국’에 낱낱이 진술하자고 제안했다.71)71)평양향교

는 국 향교와 유림단체가 ‘당국’, 즉 총독, 경무국장,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게 

진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2)72) 

신민지 사건을 식민지 법령에 호소하여 해결하겠다는 입장은 안승구의 고소에

서 잘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험한 논리가 숨어 있었다. 당시 안승구가 이인을 

고소한 근거는 두 가지 다. 하나는 ‘孔夫子’를 ‘孔腐子’, ‘孔丘’를 ‘孔仇’로 의도

으로 폄하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風化를 문란  하고 일본의 皇道 

重主義에 기 한 법률의 神聖을 모독”하 다는 것이었다. 비 의 논거가 명  

훼손에 그치지 않고 ‘황도 존 주의의 배’라고 언 한 사실은 이들이 훗날 皇

道儒學의 지지자로 변신할 가능성을 지녔음을 보여 다.73)73)

69) ｢聲討二賊文｣(慶北 尙州 巖書院 儒林, 辛未), 함양향교 문서.

70) �(통문철)�, 經 제201호 ｢全鮮儒林大  狀況에 關한 件-朝鮮總督宛陳情書｣(經學院 大提

學 鄭萬朝, 昭和6.5.22), 함양향교 문서.

71) ｢聲討文｣(平北 熙川郡 鄕校 儒林代表, 辛未 7月), 함양향교 문서.

72) �(통문철)�, ｢聲討文｣(平壤鄕校內 平南儒林代表, 辛未 4月), 함양향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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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의 식민지배에 한 실  인정과 각종 안에 한 청원은 유교 진흥에 

한 일말의 기 에서 비롯되었다. 연합회는 사이토 총독의 유교정책은 매우 

정 으로 평가했다. 이런 내용은 사이토 총독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잘 나타나 

있다. 

각하께서 정사를 맡은 이래 儒術을 존 하여 숭상하고 삼강오륜을 부식하여 明倫

學院을 설치하고 儒家의 자제를 양성하니,  조선의 선비는 우리의 道가 다시 밝아

지겠다고 기 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 각하께서 용단을 내려서 서둘러 그(이

인과 이각종-역자)의 죄를 징벌함으로써 내외의 儒 의 마음을 로해 주신다면 진

정 매우 다행이겠습니다.74)74)

즉, 연합회는 명륜학원 설립을 사이토 총독의 요한 치  가운데 하나로 꼽

았다. 이 단체는 사이토 총독을 통해 조선의 유교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기 를 가지고 있었다. 

유교권력의 확보에 무 심하거나 계가 없어 보이던 지방 유림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았을까? 1931년 지방 유림은 어도 신민지 사건의 경과를 소상히 알

고 있었다. 를 들어 경북 천 맛질에 사는 박씨는 1931년 음력 3월 12일자 

일기에서 이 사건의 주인공이 구에 사는 이인과 이각종인데, 잡지에 공부자의 

‘夫’자를 腐자로 바꾸고 諱字를 ‘仇’자로 쓴 일에서 비롯되었으며, 충남 홍성 사

람이 각지에 통문을 보내 오는 음력 4월 24일(양 5.11) 궐리사에서 “두 놈을 성

토하고 나라 밖으로 내쫓”을 정이라고 하 다.75)75)

충남 의 최병채는 1931년 5월 21일자 일기에서 �매일신보�를 통해 소식

을 했다. 그는 각도 유림 표가 상경하여 사무소를 설치하 고 이인과 이각

종 ‘두 놈’에 해 성토문을 발표했다고 하면서, “분개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분노했다.76)76)

73) 권희 , 앞의 논문, 138면.

74) �(통문철)�, 經 제201호 ｢全鮮儒林大  狀況에 關한 件-朝鮮總督宛陳情書｣(經學院 大提

學 鄭萬朝, 昭和6.5.22), 함양향교 문서.

75) � 천 맛질 朴氏家 日記� 5, 辛未 三月 十二日(2007 韓國學中央硏究院, 300면).

76) �崔炳彩日記� 1, 辛未 四月 三日(2016 國史編纂委員 , 4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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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은 개인 으로 성토하는 을 작성해 지인들과 공유함으로써 신민지 사건

을 공  역에서 비 하고자 했다. 를 들어, 오진 은 ｢誅討李覺鍾李仁文｣을 

지었다. 그는 인류가 최고의 장류인 것은 수천 년 간 帝王, 公卿, 士農工商을 

막론하고 공자를 부모처럼 아끼고 神明처럼 공경했기 때문인데, 이인 등과 같이 

‘이제까지 존재한  없는 亂臣賊子’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 로 주살하고 성토

하는 것은 사림의 책무’이며 마치 1920년 假明人頭上一棒 사건이 발생하자  

유림이 궐기해 필자 권덕규와 동아일보 사장 박 효를 격렬히 성토했던 것처럼77)
77) 

이번에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자고 했다. 이밖에 권순명, 공학원 등도 격렬한 성

토문을 지었다.78)78)

충남 홍성의 林翰周도 자신의 일기에 신민지 사건을 언 했다. 홍성은 선유

림 회 개최를 구한 유교부식회의 본부가 자리잡은 곳이었다 한 임한주는 

김복한의 제자로 1896년 제1차 홍주의병에 참여하고 후일 홍주의병의 말을 기

록한 �홍양기사�를 집필했으며 리장서에 서명해 징역 6월 집행유  2년을 받

기까지 옥고를 치른 인물이었다.79)79)이런 이력을 지닌 임한주는 林文伯(성명 미

상)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다며 유교부식회 회장 李相達(李相珪의 오기) 등 10여 

명이 이인 등을 성토하는 통문을 국에 발송했고 음력 3월 24일(양 5.11) 노성 

궐리사에서 성토 회가 열릴 정이라고 하 다.80)80)

그는 경성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차 안에서 이순신의 후손(李若熙)을 만났

는데, 그가 이인을 ‘사문난 ’이라고 격렬히 비 하자 10여 년 의 일을 회상했

다. 다음은 임한주의 일기인 �雨暘漫 �의 1931년 음력 3월 부분이다.

공은 수년  金 도 [金賊]의 일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盜跖은 불

과 한때의 도 이지만 孔某(공자)는 만세의 도 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인이란 

자를 그와 견 다면 이 도 (이인)은 곧 새 발의 피입니다.81)81)

77) �石農集� 권16, ｢誅討李覺鍾李仁文｣( 인본 下, 51면).

78) 琴章泰․高光稙, 1984 �儒學近百年�, 博英社, 358면.

79) ｢재소자신분카드(林翰周)｣(大邱監獄, 1919)

80) 林翰周, �雨暘漫 � 권7, 辛未 三月 六日, 13b-14a면. 

81) 의 책, 13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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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한주는 이인의 이 10여 년  김창제의 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고 했다. 김창제는 �東明� 제11호(1922.11.12)에 ｢儒敎와 現代｣라는 을 실었는

데, 국 �民國日報�를 인용해 “盜跖의 해독은 한때에 미치지만 盜丘(孔丘=공

자)의 재앙은 萬世에 끼친다”는 극단  공자비 론을 인용했다. 도척은 춘추시

 魯의 큰 도 으로 부하 9천여 명을 이끌며 갖은 악행을 질 던 인물인데, 

그보다 공자의 죄가 훨씬 크다고 지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유교가 사 와 독재

를 옹호해 민본주의(민주주의)의 시 와 맞지 않고 삼강오륜이 불평등한 윤리를 

조장한다는  때문이었다.82)82)  

그런데, 두 노인의 화에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는 두 노인의 

말이 正大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인의 말도 완 히 틀린 것은 아니라며 공자의 

도는 지  시 에 숭배하기에 부족하다고 지 했다. 임한주는 어떤 이 그런지 

물었다. 하지만, 청년이 머뭇거리는 사이 이약희가 나서서 청년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청년은 화에서 빠졌다. 

임한주는 의외로 청년의 비 을 순순히 받아들 다. 그 이유는 단순하 다.

 

내가 李氏(이약희-역자)에게 “공은 지  천하를 보면 무슨 시 입니까? 文物이 

침몰하여 상실되고 삼강오륜이 쇠퇴하 으니 ‘禽獸 시 ’입니다. 공자는 人道의 종주

이니 만일 ‘人道 시 ’라면 당연히 사람마다 숭배하겠지요. 하지만, 이미 ‘ 수 시 ’

이니 그가 수모와 모욕을 받는 것은 진정 당연합니다. …”라고 하 다.83)83) 

즉, 임한주는 당시 사회가 도덕과 윤리를 시하는 인도의 시 가 아니라 

수의 시 이므로 공자가 모욕과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다. 한때 유

교의 미래에 해 확신하던 임한주는 이제 유교의 실과 미래에 해 자조 인 

태도로 변하 다. 

마지막으로, 유림이 이인의 에 왜 이와 같이 과민한 반응을 보 는지에 

해서는 당시 유림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림은 유

교에 한 사회  비 이 임계 에 이르 다고 단했다. 한제국기의 유교 비

82) 장태, 앞의 책, 159-160면.

83) 林翰周, 앞의 책, 13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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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  담론의 생산에 그쳤지만, 식민지기에는 지  담론을 넘어 사회운동으

로 확장되어 유교를 ‘박멸’해야 한다는 분 기가 사회 곳곳에 만연하여 청년과 

사회운동 세력에 의한 괴  행동이 비일비재했다. 일종의 조선  批孔운동이

었다.

1920년  반기에는 3.1운동의 향 속에 개조운동(문화운동)과 사회주의 운

동이 유교 비 의 선 이 되었다. 이 움직임은 동아일보, 개벽사, 서울청년회 등

이 주도했다. 권덕규의 ‘가명인두상에 일 ’이라는 이 민족주의 세력의 유교 

비 을 이끌었다면, 김윤식 사회장 논란은 사회주의 세력의 유교 비 을 이끌었

고, 기야 서울청년회는 유림총부의 박멸 기도를 선언하기에 이르 다. 

1920년  후반부터 1930년  반까지는 생활개선운동이 유교 비 의 매개가 

되었다. 생활 속에서 유교 잔재를 청산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청년층과 신간회가 

주도했다. 치안유지법 공포 이후 총독부의 상투와 백의에 한 규제가 강화되었

고, 신문과 잡지에는 연일 유교문화를 비 하는 기사가 실렸다. 의식 개조가 물

질(생활)의 개조로 이어지며 유교와 유림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향교재산을 

유림에게 환수하겠다고 공언한 총독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유림의 긴장과 

불만은 고조되었다. 이런 민한 상태의 유림을 더욱 자극한 것이 바로 이인의 

이었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1931년 변호사 이인의 ｢신법률만평｣이라는 이 래한 사회  

장과 유교계의 내  변화를 살펴보았다. 일명 ‘신민지 사건’은 왜 발생했고, 어떻

게 일 만  확 되었으며, 유교계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유

교가 기시되던 시 에 기의 유림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을 찾는

데 도움을  것으로 기 된다. 

이인의 은 짧았지만 지식인층과 유교계에 미친 장은 컸다. �신민� 1931년 

신년호에 실린 이인의 ｢신법률만평｣은 공자의 성명인 孔丘를 孔仇로, 존칭인 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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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子를 孔腐子로 표 해 물의를 빚었다. 공자를 신성시해온 유림은 격렬하게 반

발했다. 같은 해 3월 국 유림의 궐기를 구하는 통문이 나돌았고, 5월 오산 

궐리사에서 국 유림 표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유림 회가 열렸

다. 회기간 이인을 ‘찔러 죽여야 한다’는 등 과격한 주장이 등장했고, 신민 잡

지 불매와 이인 성토 회 개최, 그리고 유림단체 설립에 한 결의사항이 채택

되었다.

여겨볼 은 이인을 성토하는 통문이 국 으로 물 터지듯 쏟아졌다는 

이다. 경학원에 수된 통문만 해도 190여 건에 달했다. 통문 발송은 개 향

교가 주도했는데, 당시 정황상 부분의 郡에서 발송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편, 경남 함양향교에는 통문 20건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통문에 따르면, 유림은 

공자를 인류 역사상 가장 한 스승으로, 그를 비하한 이인을 역사상 가장 추

악한 요물․난신 자․사문난 으로 묘사되었다. 따라서 유림은 이인과 같은 인

물이 인류를 수의 역으로 빠뜨리지 못하도록 이인을 철 히 사회 으로 매

장시키려고 했다. 

‘신민지 사건’은 유교계에 지 않은 장을 일으켰다. 우선, 조선의 유교권력

을 획득하려는 두 세력이 나타났다. 선유림 회가 종료된 뒤 독립운동세력(홍

성의 유교부식회 등)에 연원을 두고 다수 도 성향 지방유림이 참여한 유교총

본부와 총독부․경학원의 지원을 받는 조선유림연합회가 설립되었다. 두 단체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앙의 유교권력을 다시 획득하려는 지방유림 세력

(유교총본부)과 아래로부터의 친일 유림단체를 설립하려는 세력(조선유림연합

회)의 헤게모니 다툼이 포착된다. 다만, 두 세력은 단명하여 큰 갈등으로 이어지

지는 않았다. 이들 단체를 신한 것은 시체제기의 개시와 함께 등장한 조선

유교회 다.

한, 성토 통문은 국내 유림의 식민권력에 한 변화된 인식을 보여 다. 이

들은 총독부를 ‘당국’으로 표 하는데 주 하지 않았다. 이는 총독부 산하의 지

방 유교 기구인 향교가 성토 활동을 주도한 탓이기도 했지만, 통문 발송 주체들

은 총독부를 침략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인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총독, 정무총감, 검사 등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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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신민지 사건의 처리를 호소했다. 이는 식민권력에 한 유림의 변화된 

인식을 보여 다. 

유림은 왜 그토록 분노했을까? 그것은 복합 이었다. 앞서 사이토 총독은 향

교재산을 유림에게 돌려주겠다고 호언했고 유림은 총독의 '결단'에 환호했다. 하

지만, 향교재산의 소유권은 여 히 총독부(군수)에 귀속되었고, 유림은 단지 군

수의 결정을 지지하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 여기에 1920년   신지식인

층의 방 인 유교 비 이 담론을 넘어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유

림을 압박했다. 이런 민한 상태의 유림은 1930년   이인의 을 면하면

서 폭발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1930년 , 신민지 사건, 이인, 유교 비 , 유림의 조직화, 

         유교총본부, 조선유림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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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cident of Shinmin Magazine in the Early of 1930s and the 

Transformation of Confucian Intellectuals 

Group in Colonial Joseon Korea

84)

Seo, Dong-il *

In 1931, a group of Confucian intellectuals appeared in Gyeongseong, now Seoul, the 

capital of colonial Joseon Korea. They was very angry because of an article to insult 

Confucius who were regarded as a sole holy human. The article was written  by a 

famous nationalist lawyer Lee In, and published in new year issue of New 

People(Shinmin). The group of Confucian intellectuals went to Gyeong-hagwoen, a 

affiliated organization of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of Joseon Korea, and strongly 

protested why the organization didn’t respond to the incident quickly. 

Such a response of Confucian intellectuals symbolizes several things. It shows the 

Korean example of anti-Confucius campaigns which widely spread to East Asia in the 

early of twentieth century. A number of Confucian intellectuals participated in this issue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orientation such as collaborators, patriots, and centrists. So, 

we can find their thinking and awareness in the early of 1930s. On the other hand, 

their protests were related to several fundamental complaints that remain unsolved. What 

was it? 

For this purpose, most of all, the article of Lee In will be analyzed. And, the 

statistics and contents of the circular letters criticizing the Lee In’s article will be also 

analyzed to know why the intellectuals got angry and how they expressed their official 

opinions. Two Confucian organizations were established after a large conference of 

* Researcher,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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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an intellectuals.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s is also one of the things 

to be checked up. 

Key Words : 1930s, Incident of Shinmin magazine, Lee In, Criticism on 

Confucianism, organizing Confucian Intellectuals, Yugyo-chongbonbu 

(the Headquarter of Confucianism of Colonial Joseon Korea), 

Joseon-Yurim-Yeonhape(the Association of Confucian Intellectuals of 

Colonial Joseo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