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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朴殷植은 근대개혁기 일제강점기에 언론인이자 역사학자, 양명학자일뿐만 아니

라 독립운동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의 본격적인 사회 활동은 한성사범학

교 교관직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을사늑약 직전 사직 이후에도 언론인으로, 계몽

운동가로 활동하는 가운데 민립사범학교를 설립 운영하였으며 교사로서 교재를

편찬하여 가르치거나 각종 논설을 통해 국민들을 계몽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1911

년 5월 망명 이후에도 이어져 그는 만주 환인현 동창학교 등에서 역사교사이자

한문교사로서 일련의 고대사 교재를 편찬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사범교육 활동과 교재 편찬은 師範學校가 群學의 根基라는 점

을 전제한 가운데 교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두루 갖춘 사범의 양

성에 주력할뿐더러 학생들이 자국의 歷史와 地理, 文字 등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학

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박은식이 편찬한 각종 교재는 國性論과 國魂論에

근간하여 자주적 국민으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과 인생관을 담고 있을뿐더러 자국과

주변 세계를 주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점에서 國魂論에 기반하여 1915년에 편찬 출간된 韓國痛史는 박
은식 자신의 짧지 않은 교육 활동과 학문적 연마에서 비롯된 총결산이라 하겠다.

오늘날 사범대학에서 역사 교사를 양성함에 歷史學과 歷史敎學이 상호 분리되

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계되면서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敎學體系의 구성 인자로

발전 계승되어야 하는 이유를 박은식의 사범교육 활동과 교재 편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역사학이 학문의 목표를 역사교학과 달리하면서도 교육현장의 고

민을 염두에 두고 학문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 역시 박은식의 지향과 활동

을 검토하는 가운데 자명해졌다. 法古創新의 정신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핵심어】사범양성, 민립사범학교, 한성사범학교, 서우사범학교, 동창학교, 교재편찬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에서 개최한 학술대회(2014.10.31)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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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言

박은식은 대한제국기에 언론인이자 역사학자, 양명학자였으며 국망 이후에는 독

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1) 그러나 그는 본격적인 사회활

동을 한성사범학교 교관을 계기로 시작하였으며 이 때 한문, 윤리, 역사 교과 교사

로 활동하였다. 이후 한성사범학교 교관을 그만두고 서우사범학교 등 민립 사범학

교를 설립·운영하면서도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다.

한편, 그는 한문, 윤리, 역사 교사로서 봉직하면서 많은 교재를 저술하였다. 그가

1912년 망명 이전에는 주로 한문과 역사를 가르치는 가운데 신문이나 학회지에

역사교육 관련 글을 발표하였으며 고등 한문 교재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1911년

망명 이후에도 만주 환인현 동창학교 등에서 역사와 한문을 가르치면서 여러 권

의 교재를 편찬하였다. 그의 이러한 교육활동은 후학들에게 國魂을 불어넣고 사범

으로서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게 함으로써 그들 후학이 장차 근대적 독립국가

를 세울 인재들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박은식의 계몽 활동과 사상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주

로 역사가, 양명학자,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구명하려 한 나머지 본격적인 독립운

동에 앞서 오랫동안 몸 담았던 교육계에서 그가 벌였던 사범교육 활동과 교재편

찬을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접근 자세는 박은식의 활동과 사상을 온전하게 이

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 근대개혁기 박은식의 계몽 운동은 그가 몸담

고 활동했던 교육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졌으며 학문 연구 역시 이러

한 교육 활동과 연동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 자신도 미관말직이지만 여러 관

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호적표 등 그와 관련된 증빙문기 직업란에 한성사범학

교 ‘前敎官’을 늘 기재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

이처럼 그는 한성사범학교 교관 역임 이래 교육계를 떠난 적이 없을뿐더러 늘

역사교육, 한문교육, 윤리교육을 주된 책무로 삼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따라서 그

의 사범교육 활동과 교재편찬에 관한 검토는 우리나라 근대개혁기 사범교육의 방

향과 이념, 그리고 교과교육의 실제를 해명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본고

는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근대개혁기·일제강점 초기 박은식의 사범교육 활동과

교재편찬을 시론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1) 박은식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愼鏞廈, 朴殷植의 社會思想硏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2.

   노관범, ｢대한제국기 朴殷植과 張志淵의 自强思想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2) 朴殷植 戶籍表(1906).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白巖朴殷植全集(이하 전집으로 

줄임) 5, 동방미디어, 2002에 所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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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범교육 활동

2.1 한성사범학교 교관 재직 시기

박은식은 1859년 황해도 황주군 남면 바닷가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은 박용

호, 모친은 노씨이며 본관은 밀양이다. 호는 白巖 또는 謙谷이라 하였다. 1910년

국망 이후에는 太白狂奴, 無恥生, 白痴, 鷄林冷血生 등 자학적인 호를 사용하였

다.3)

그의 생김새와 성격은 宋相燾의 騎驢隨筆에 따르면 중키에 광대뼈가 튀어 나

왔으며, 늘 미소 짓는 얼굴에 넉넉하고 소탈한 성품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재주가 뛰어나 인근 신천군에 거주하였던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과 더불어 ‘황해

도의 양 신동’으로 알려져 일찍부터 촉망을 받았으며 한때 경기도 광주 斗陵에 가

서 申耆永과 丁觀燮에게서 古文學을 배우고, 茶山學에 심취하여 정약용의 정치·경

제 등 제 분야 저술을 섭렵하였다. 비록 이 기간이 짧았지만 후일 주자학에 경사

되지 않고 실학을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880년대 외세의 간섭과 정국의 잦은 변동에 늘 관심을 가졌으며 갑신

정변 시기에는 갑신정변의 귀추에 촉각을 세우기도 하였다. 곧이어 서북 지방의

대표적인 주자학자 朴文一 형제의 가르침을 받으며 정통 주자학자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진로의 모색은 1894년 농민전쟁과 갑오개혁에 이르는 시기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1898년 경 세계의 여러 학설들에 접하면서 다시 상경하여 서구 문물을 적

극적으로 인식하여 독립협회에도 관여하였고 황성신문에 주필로 참여하기도 하

였다. 그러나 그는 文明開化論에 매몰되지 않는 가운데 지리하고 번거로운 주자학

의 세계에서 간결하고 명료한 양명학을 탐구하면서 유교의 실천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이 점에서 이 시기에 그는 정통 朱子學者에서 陽明學者로, 衛正斥邪派에

서 東道西器派로 전환하였다고 하겠다.

한편, 그는 계몽운동에 적극 관여하면서도 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1900년

經學院 강사에 임명되었으며 곧이어 3월 31일 漢城師範學校 敎官으로 취임하였

다.4) 그의 이러한 관직 취임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스승 박문일이 민씨 일족과 가

깝기도 하거니와 그의 학문적 명성이 서북지방은 물론 중앙에도 일찍부터 알려졌

기 때문이다.5)

3) 박은식의 연보에 관한 최근 기술은 다음과 같다.

   김영호, ｢박은식 선생 해적이｣, 나라사랑 8, 1972.

   졸저, 역해 한국통사, ‘해제’, 아카넷, 2012.

   김순석, 불멸의 민족혼 되살려 낸 역사가 박은식, ‘박은식의 삶과 자취’, 역사공간, 2013. 

4) 日省錄, 1900년 3월 31일(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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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의 사범학교 교관 시절은 자료 부족으로 말미암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그에게서 수학하였던 김창제의 회고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교장은 당시 학무국장으로 잇든 金珏鉉 씨가 대리로 잇다가 후에 학부편집과장으로 잇

든 李鍾泰씨가 정식으로 교장으로 임명되여 부임하엿고 교관으로는 창립시부터 鎭川 게

신 有數한 漢學者 鄭雲慶 씨가 한문 及 純한문작문을 담임하고 후에 鄭씨 代로 皇城新

聞의 주필노 유명하든 平安道 출신인 漢學者로 朴殷植이가 부임하엿스며, 金亨湜씨, 물

리교관으로는 朴晶東씨가 담임하엿고 米國人으로 조선어에 조예가 깁고 조선문으로 여

러 가지 저서를 낸 헐벗씨가 지리와 수학을 교수하엿다.6)

이를 통해 박은식이 한학자 정운경의 후임으로 교관에 취임하였고 한문과 작문

을 담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교관 취임 당시 황성신문 주필로
명성을 날리고 있음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박은식은 김형식, 박정동, 헐버트 등

과 더불어 활동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의 재직 종료 시점은 분명치 않

지만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세를 굳히고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이 나올 즈음

인 1905년 8월 경에 한성사범학교 교관을 사직하고 대한매일신보에 입사한 것

으로 보인다.7)

그는 한성사범학교 교관 시절에 교과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으로만 머물지 않았

다. 그는 취임한 지 얼마 안되어 1901년 여름 ‘興學說’을 발표하였다.8) 여기서 전

통적인 흥학론을 이어받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널리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특

히 良師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고의 연수프로그램 개설을 역설하였다. 여기서 良

師란 일정한 분야에서 그 학문에 정통하고 도덕을 겸비하여 인재를 훈육하고 도

의를 강론할 수 있는 사범을 가리켰다.9) 예컨대 매년 방학 때마다 학부에서 교사

들을 사범학교에 모이게 해서 국내 최우수한 저명자로 하여금 강의케 하여 교사

들을 매년 재훈련시키는 것이었다. 나아가 사범양성을 위하여 해외로 유학생을 파

견한 뒤 이들이 돌아오면 교사로 임명하여 후학을 가르치고 부강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외국 유학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재의 보급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물리, 농학, 지리, 법률, 재배, 양잠 등 신학문 서적들을

국한문으로 번역하여 교재로 적극 활용할 것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공리공담의 이

념교육에서 벗어나 실용적 교과교육으로 확대할 것을 설파했다고 하겠다.

5) 신용하, 앞 책, pp.7-8.

6) 金昶濟, ｢漢城師範學校와 恩師｣, 三千里 4-1, 1932.

7) 李炳憲, 李炳憲全書, ｢哭朴白巖殷植｣. 이와 관련하여 노관범, ｢大韓帝國期 朴殷植 著作目錄

의 재검토｣, 韓國文化 30, 2002, p.286 참조.

8) 兼谷文稿, ‘興學說’ ; 朴殷植, ｢祝義務敎育實施｣, 西友 7, 1907년 6월 1일.

9) 전통적인 사범에 관해서는 이경식, ｢한국교육의 전통과 師範｣, 교학의 세월(박효종 외), 지

식과교양, 2013, p.2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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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그는 ‘흥학설’을 발전시켜 1904년 學規新編을 박문사에서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교육과 종교에 관한 현안 문제를 13항목으로 나누어 논술한 것

으로 유교개혁과 신교육사상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李沂·

金澤榮이 서문을 쓰고, 훗날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그의 제자 洪淳五가 교정을 보

았다. 여기서 그는 ‘흥학설’의 단계를 넘어서서 전국에 중학교를 설립하고 서울에

는 대학을 설립하여 학교교육의 계열화를 추구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한성사범학교에 교관으로 재직하면서 경험했던 바를 성찰

하면서 내린 결론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지향은 한성사범학교 교관을 그만둔

뒤에도 이어져 계몽운동기 사범교육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2.2 민립사범학교 교장 재임 시기

1905년 이후 한성사범학교가 일제에 의해 관립사범학교로 바뀌면서 일본식 교

육의 중심으로 부각되자 계몽운동가들은 자주적 교육을 통해 신지식과 민족의식

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권 수호의 중요한 방책이라 여기고 사범양성에

힘을 기울였다.10) 박은식 역시 이러한 사범을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박은식이 관여한 西友學會는 사범 양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학

교 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인재 양성이 실현될 수 없으며 국권 회복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하여 사범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11) 이에 1906년 11월 특별통상회에

서 학교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고 즉석에서 제1회 통상회 때 갹출하였던 기금

660원으로 서우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교장과 교감, 교사 등은 각각 박은식, 김달

하, 주시경 등이 임명되었다.12) 당시 서우사범야학교는 25세 이상 40세 이하의 사

람들을 모집하여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산술지지, 역사, 법률, 물리학, 교육학, 영

어, 일어작문 등을 가르쳤다. 이후 1907년 11월 서우학교로 바뀌었지만 사범 양성

의 목적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 학교는 관서 지방의 민립학교에 졸업생을 배치하

려 했던 것이다.

이 즈음에 박은식은 사범양성이 매우 급박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今日 敎育方針에 對야 最先 急務는 師範養成이 是라. 蓋 學生은 國家의 基礎오 蒙學

은 學生의 基礎라. 蒙學이 無하면 完全 學生이 無 것이오 完全 學生이 無면 엇

10) 김효정, ｢한말 민립 사범학교의 설립과 교육구국운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7-8.

11) 서우학교는 1906년 10월 황해도와 평안도 서북지방 출신 인사들이 ‘人才養成과 衆智開發을 

통한 국권 회복과 인권 신장’을 목표로 조직한 단체로서 가장 주력한 운동이 신교육구국운

동이었다. 西友 1, ‘본회취지서’, 1906년 12월 1일). 

12) 김효정, 앞 논문, p.29.



62 교육연구와 실천 제81권 (2015. 7. 31)

지 完全 國家가 有리오. 惟是 完全 蒙學을 建立코져 진 必先 完全 師範을

培養지라.13)

요컨대 완전한 사범을 배양하지 못하면 완전한 몽학을 키우지 못하여 국가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서 사범학교의 설립

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是以로 世界各國의 敎育史를 觀컨 皆其師範學校로써 群學의 根基를 삼앗고 最近

日本의 敎育史를 證지라도 明治八年에 비로소 國中에 大學校를 普設얏난 三年을

先期야 師範學校를 設備야 小學校로 더부러 幷立니 小學校의 敎師 卽 師範學校

의 生徒라 數年 以後에 小學의 生徒가 升야 中學大學의 生徒가 되고 小學의 敎師가

升야 中學大學의 敎師가 되얏스니 故로 曰 師範學校는 群學의 根基라.14)

여기서 師範學校가 왜 群學의 根基인가를 구미와 일본의 교육 상황을 소개하면

서 설명하고 있다. 고등교육 기관과 중등교육 기관을 설치하기에 앞서 사범학교를

설치하여 사범을 양성함으로써 단계별 초중고등 교육기관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

는 기초를 닦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범학교는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과 판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目今 我韓學界는 尙且 舊日의 浮虛不實고 固陋未開 風氣中에 自在니 所謂蒙學塾

師의 學問은 千字文과 童蒙先習과 史略通鑑等書에 不過하고 其 高焉者도 亦只是小學과

孟子數種書而巳라 世界 各國의 歷史도 不講며 日用事物의 緊切 算術도 不解며 五

洲의 名稱도 不知며 八星의 位置도 不辨 者라.15)

이에 따르면 기존의 교재인 천자문, 동몽선습, 사략, 통감, 소학, 맹자 등의 학습

에서 벗어나 각국의 역사, 실용사물, 산술, 지리, 천문 등 신학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범의 양성에 주안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시 박은식은 이러한 사범이 양성

되어 있지 않음을 통탄하고 있다.

…… 現今 各地方有志人士가 時務의 適宜를 觀念며 文明前塗에 注意야 捐資設校가

接踵而興니 良庸攢賀不巳어니와 但 敎師材料의 素具 者가 空乏 故로 地方各校에

셔 往往히 京師를 向야 敎師를 延聘코져 나 平日養成者가 亦 無幾人이라 以此觀之

면 我韓現狀은 비록 全國人士가 一齊興起야 無處不設校고 無人不願學이라도 師範

의 缺乏으로 以야 人才의 作成과 文化의 發達 實效 決無可望이니 今日 敎育의

急務가 孰有先於此者哉아.16)

13) 朴殷植, ｢師範養成의 急務｣, 西友 5, 1907년 4월 1일.    

14) 위와 같음.

15) 위와 같음.

16)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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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국 곳곳에 많은 학교가 세워졌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종래의

몽학숙사의 학문으로는 인재 양성과 문화발달을 가져올 수 없으므로 교육 방침의

급무는 교사 양성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박은식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교육계에 신교육을 담당할 만한 교원이 거의 없

었고, 구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교원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던 실정을 말

해준다. 그리하여 부형들에게 고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당시 훈장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今 公等이 其所愛子弟를 爲야 本國의 歷史도 不知고 世界 各國의 名稱도 不知

村學究의 屈膝受業케 니 設使其子弟가 勤勉做業지라도 其 聞見과 知識이 村學究에

不過지니 如彼敎育으로 社會에 立身면 能히 辭氣를 吐出고 事業을 做得가

此其不善敦導의 一이오.17)

즉 자제들이 본국과 외국의 역사를 모르는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村學究에

그칠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학회의 조직, 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사범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學會組織은 公等子弟의 聯合親睦을 爲이오 月報刊行은 公等子弟의 知識增長을 爲홈이

오 師範養成은 公等子弟의 敎育成就를 爲홈이오 家屋建築은 公等子弟의 居處遊息을 爲

홈이니 此를 他人의 事라 謂가 自己의 事라 謂가 嗚呼其念之어다.18)

사범양성은 국민 자제의 교육 성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었다. 또한 언

론과 학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신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

원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박은식은 교육의 바탕을 師範學에서 구하였다. 다음 구절은 최광옥이 譯述

한 敎育學의 서문을 쓰면서도 사범학이 사범을 양성하는 데 매우 긴요한 학문

임을 역설한 내용이다.

교육학이란 무엇인가, 사범의 학이다. 어찌하여 사범의 학이라 하는가. 교육에 바탕이 되

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사범의 학이 족히 교육에 바탕이 되지 못한다면 비록 公私

學塾이 많이 설립되고 나라 안의 자제들이 모두 취학한다고 해도 족히 인재를 파괴하고

民智를 막을 뿐이니 어찌 교육의 실효가 있으리요. 이런 까닭에 세상의 時宜를 알고, 사

무를 말하는 자로 교육을 말하지 않음이 없지만 교육은 사범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급

히 힘쓸 일이다. … 다시 교육학 중 사범에게 切要한 것을 취해 한 책으로 묶어 세상에

印刊하여 (사범) 강습의 바탕으로 삼으니 그 뜻이 더욱 근실하다. … 19)

17) 박은식, ｢告爲人父兄者｣, 西北學會月報 4, 1908년 9월 1일.    

18) 위와 같음.

19)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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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박은식이 지칭하는 교육학은 교육에 바탕이 되고 사범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師範學이되 독립된 학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반드시 각종

학문과목에서 조금씩 빌려서 합성하는 것이다.20) 그 점에서 이러한 사범학은 근대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체계화하여 정리한 이론으로서의 오늘날 교

육학과는 상이하다. 즉 사범학은 신학문을 근간으로 하되 주체적인 자세에서 가르

칠 수 있는 專門性과 道德性을 갖추는 데 주안을 두었다. 그리하여 張志淵은 1909

년에 간행한 萬國事物紀原歷史에서 ‘師範學校’를 항목으로 뽑아 설명하는 가운

데 사범학의 연원이 신라 國學에까지 소급되며 전문학교로서는 한성사범학교가

최초임을 밝히고 있다.21)

또한 박은식은 일제의 침략 속에서 언론 구국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사범 양성

을 통한 교육구국운동에도 매진하였다. 1909년 五星學校로 개명한 西北協成學校의

교장이 되어 사범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나아가 여기

서 배출한 교사들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각지에 소재한 서북협성학교 支校에

배치하고자 하였다.22) 그는 1909년 당시 서북협성학교와 가까운 한성북부 교동 28

통 7호에 거주하고 있었다.23)

3. 교재편찬

3.1 1911년 망명 이전 시기

박은식은 한성사범학교 교관에 취임한 이래 줄곧 한문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

학교 교관을 그만둔 뒤에도 한문 교습에 힘을 기울였다. 1907년 서북협성학교에서

교장 직무를 담당하면서도 한문 교과 시간에 德育을 위한 論語를 권면하며 학

생들이 논어를 배워 도덕의 기초를 세운 위에 다른 과목을 학습함으로써 국가

의 이익과 민족의 행복을 주는 인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24) 이 점에서 한문

교과 수업은 한문의 文理를 터득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으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

식을 함양하는 윤리 수업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여타 교과교육 담당교사들

도 마찬가지였다. 국어교사였던 주시경은 ‘남의 나라를 빼앗는 자는 말과 글을 없

20) 이경식, 앞 글, p.236.

21) 張志淵, 萬國事物紀原歷史, 皇城新聞社, 1909, pp.57-58.

22) 신용하, 앞 책, pp.18-20.

    김효정, 앞 논문, p.29.

23) 박은식이 편찬한 高等漢文讀本(新文館, 1910년 9월) 판본에 박은식의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다. 

24) 皇城新聞, 1908년 8월 30일, ‘勸讀論語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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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고 제 말과 제 글을 가르치려 하므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자는 제 말과 제

글을 유지하고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5)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을 예상

하며 이를 대비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또 이 학교의 체조 교사는 대한

제국 군대 해산시 일본군 공격에 가담하여 부상을 당한 대한제국 전직 군인으로

서 이 곳에서 학생들에게 조국애와 민족애를 역설하였다.

그런데 박은식은 이러한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무엇보다 교재가 매우 필요했음

을 절감했다. 그가 중화군 배영학교에서 보낸 서신에 대한 답변에서 우수한 교사

의 선발과 함께 우수한 교재 즉 善本의 편찬을 역설하였다.26) 아울러 그 역시 좋

은 교재를 편찬 간행하여 여러 교사들이 활용하기를 바랬다. 이에 그는 한문 교과

서 高等漢文讀本을 편저하여 1910년에 9월 新文館에서 간행하였다.27) 총 56과로

구성된 교과서 형식의 단행본으로 일반 단행본의 체제와 비교할 때 구성 방식이

판이하였다. 학생들을 교습 대상으로 삼아 편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 수

록된 작품들의 원작자 중에서 이이, 이황 등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인의

비중보다 높다는 점에서 그는 중국 작품 위주의 교습 방식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한문학 교습을 상정하고 이 책을 편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성리학자 이

이와 더불어 中體西用論者이자 陽明學者였던 중국 曾國藩의 작품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 박은식의 독특한 자강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자강을

목표로 신지식의 계발과 신학문의 발달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양명학에 근간하여

신도덕을 수립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작품 중에 국망과 관련된 문

장이 많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이들 작품을 통해 국망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

복할 수 있도록 북돋고자 했음을 추론할 수 있겠다. 예컨대 국망의 원인으로 지식

인의 ‘浮華’와 지배층의 ‘宴安’을 논한 남송 시대 사학으로 유명한 呂祖謙의 글과

선조의 가업을 파괴하는 ‘금수’같은 후손을 경계하는 李珥의 글을 수록하였다. 아

울러 박은식은 양명학 사상과 자강 사상을 피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교재를

인물사교재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즉 이 교재에는 기자, 백이 숙제, 제갈량, 최치

원, 정몽주 등의 작품을 수록하여 학생들이 국망 위기 의식을 갖고 이들 충신을

본받도록 하는 한편 고구려의 온달, 고려의 이숭인, 청말 중국번이 논한 ‘인재’를

들어 학생들이 이들 인물과 같이 구국의 주체로 성장하기를 바랬다. 끝으로 이들

작품에 양명학의 良志, 萬物一體 정신을 담는다거나 수양론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인생관을 정립하고 수양하도록 이끌고자 하였다.

25) 주시경, ｢국어와 국문의 필요｣, 서우 2, 1907년 1월 1일.

26) 박은식, ｢答中和郡培英學校來函｣, 서우 6, 1907년 5월 1일.

27) 박은식의 高等漢文讀本의 체제와 구성, 성격에 대한 연구는 노관범, ｢대한제국 말기 동아

시아 전통 한문의 근대적 轉有｣, 한국문화 64, 2004 참조. 이하 고등한문독본 관련 서

술은 주로 이 논문에 근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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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고등한문독본은 사범학교 학생들이 단지 한문의 문리를 터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의 시대적 과제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구국의 주체로서 지녀야

할 인생관과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박은식의 이러한 편찬 의도

는 1911년 망명 이후에도 학생들의 주체적 역사의식과 예리한 현실인식을 배양하

는 데 목표를 두고 편찬된 역사교재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편, 이 시기에 박은식이 학교에서 역사 교과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대중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의 대중화에 힘을 기울였다.

1905년에 埃及近世史의 序를 지었으며 이어서 대중을 대상으로 1907년 3월부터

7월까지 ‘金庾信傳’을 서우에 연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본격적인 역

사교재 편찬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1907년 8월 중국 廣東人 鄭哲貫이 실러의 원작

을 번역한 瑞士建國誌를 국한문혼용체로 번역하여 대한매일신보사에서 간행하

기도 하였다.28) 이 책이 비록 정치소설이지만 열강에 싸인 스위스가 빌헬름 텔을

중심으로 어려운 난국을 뚫고 독립국가로 우뚝 서는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국민들

에게 “저 스위스같이 吃然히 열강 사이에서 標置하여 독립자주를 견고히” 할 것을

주문하였던 것이다. 즉 “國性을 培養하고 民智를 開導”하기 위해 이 책을 번역하

였다. 또한 그는 신문이나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역사의 효용과 역사교육의 목

적을 종종 설파하면서 역사 저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선 역사의 효용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夫歷史者 國民의 龜鑑이라 世界의 情形과 時代의 變遷과 國家의 治亂과 世道의 汚隆

과 個人의 善惡과 事業의 興替가 皆於此乎該備지라 人으로야곰 可模可範며 可懲

可戒 者가 莫要於此 故로 人智를 增長며 國性을 培養은 史學에 在다지로

다.29)

그는 역사라는 것을 국민이 본받아야 할 龜鑑으로 정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역

사는 세계의 정형, 시대의 변천, 국가의 치란, 세도의 오융, 개인의 선악, 사업의

흥폐 등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역사를 모범으로 때로는

경계로 삼으면 인지가 더욱 성장하고 國性이 더욱 배양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

다.

그러나 당시 우리 역사 저술 편찬과 발행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냉철하게 비

판하였다.

盖甞世界上文明列國의 歷史를 觀건 史家의 種類가 許多고 史筆의 特權이 固有

야 世間一切에 對야 過去史와 現在史가 日出而不窮고 甚至於未來史의 著述지 發

現거 我韓은 由來에 史學이 甚略고 史權이 全墜야 檀箕二千年間은 尙矣어니와

28) 朴殷植 譯述, 瑞士建國誌 序, 1907, 대한매일신보사.

29) 皇城新聞, 1908년 5월 5일, ‘歷史著述이 爲今日必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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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三國時代로 歷史의 著述이 有얏스나 其發行于世者 過去史에 不過고 現在史

皆名山石室에 藏置야 其事實如何와 軆製如何를 一般國人이 莫之敢知라 於是乎史家著

述이 便成國禁야 曰史記者 國家의 鼎革을 經過치아니면 發行을 不得이라니 此何

說也며 此何例也오 萬若此規模와 如진 日本과 如히 萬世一系로 一姓相傳야 鼎革

이 未有면 歷史가 初無리로다30)

즉 우리 역사 저술 현황과 다른 나라의 역사 저술 현황을 비교해 보면, 다른 나

라의 경우, 역사가의 전공 분야가 다양하고 역사 서술 방법이 나름대로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근대사 저술 및 근현대사 저술이 많은 데 반해 우리의 경우, 그

러하지 못할뿐더러 근현대 기록은 史庫에 깊이 보관되어 있어 국민들이 사실 여

하와 體制 여하를 알지 못하며 심지어는 역사가의 저술마저 제대로 간행되지 못

해 역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그 결과 국민들이 다음과 같이 자국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중국의 역사

만 아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噫라 我韓國民이 國家에 對야 紀念 思想이 全滅니 此 歷史의 學이 發達치못

 故가아닌가 盖初學科程에 自國歷史를 不讀고 彼支那의 史略通鑑等書를 習讀은

一般國民으로야곰 他國을 知고 自國을 不知케이니 此 亡國의 機關이라 謂야

도 未爲不可도다31)

이러한 현상은 그의 지적대로 망국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그는 역사 저술의 이러한 빈곤을 가져온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집권자가 역

사를 통제하고 지배층이 상쟁하면서 公論을 억제한 데서 찾았다.

盖歷史의 著述이 禁錮를 被야 文人學士가 不敢下筆 原因은 權奸이 當路用事고

貴族이 分泒競爭으로 由야 事實을 隱諱며 公論을 禁制 手段으로 從生지라

是以로 吊義帝文一篇으로 禍及泉壤에 士林이 魚肉고 宮柳靑靑鶯亂啼一句로 竄謫幽死

의 奇禍를 取얏스니 如此時代에엇지 現在史의 著述이 敢有리오32)

이에 따르면 역사가들이 吊義帝文 사건과 같은 史禍를 의식하여 자신의 시대와

가까운 역사를 저술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박은식은 국민들이 다음과 같이 자국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중

국의 역사만 아는 꼴이 되었음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식자층들이 국사 저술에

진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然이나 現今에 至야 如彼謬規를 墨守야 國史의 筆權을 發達치 못면 國性을 無

以培養이오 人智를 無以增長지니 此其關係가 果何如哉아 西人이 云되 宗敎와 歷史

30) 위와 같음.

31) 위와 같음.

32)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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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不亡면 其國이 不亡이라니 迨此之時야 文人學士 國史著述에 對야 着眼注

意지어다33)

그의 말대로 종교와 역사가 발달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뒤의 깨달음이었다.

그런데 박은식이 이처럼 역사의 효용과 역사 저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國魂을 발견하고 이러한 국혼을 배양하는 데 자국의 宗敎, 자국의 地

誌, 자국의 歷史와 자국의 文字가 재료임을 확신하였다.

世界歷史에 何國을 勿論고 其國民腦髓中에 國魂이 完全堅實면 其國이 强고 其族

이 盛것이오 國魂이 消鑠磨滅면 其國이 亡고 其族이 滅니 個人의 性命으로

言지라도 魂의 存否로 其生死를 判지라. …

雖然이나 我邦의 神聖種族이 豈其終迷不復이리오 於是乎敎育界에 本國地誌와 本國歷史

의 課程이 有야 幼年子弟의 先入之學을 作니 此其國魂이 還歸 根基오 國文報紙

와 國文學校가 漸次擴張니 此其國魂이 發揚 光線이오 著述家小說傳記에 乙支文德

傳、金廋信傳이 次苐發行니 此其國魂이 普通貫注 機關이라 此로 由야 我二千萬

民族이 個個其國魂을 保有完實케면 他族을 崇拜 謬習이 自然刋落고 自强自立의

基礎가 漸次鞏固리니 魂兮歸來乎아 魂兮歸來乎아 我其懽呼며 我其歡迎노라34)

여기서 박은식은 민립사범학교와 각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본국지지와 본국

역사, 본국문자를 학습하여 쇠미했던 국혼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타족을 숭배하는

나쁜 관습이 사라지고 자강독립의 기초가 견고해지리라 전망하였다. 나아가 이러

한 國魂論은 후일 韓國痛史의 宗旨가 되었다. 그는 이미 당대의 역사라 할 한
국통사를 집필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한 터였기 때문이다.35) 따라서 박은식

이 시도하였거나 장차 추진하려 했던 일련의 교재 편찬 작업은 본인의 사범교육

활동과 오랜 학문적 연마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3.2 1911년 망명 이후 시기

1910년 8월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하고 애국계몽운동을 극심하게 탄압하자 박

은식은 망명을 모색하며 국외 탈출 기회를 엿보았다. 다만 병든 아내가 있어 간병

33) 위와 같음.

34) 황성신문, 1908년 3월 20일, ‘朝鮮魂이 稍稍還來乎’.

    이 논설에 대해서 필자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國魂’이 국학과 연계되어 언급되고 있다는 

점, 박은식이 1908년 4월경에 대한매일신보사에서 황성신문사로 이직하였다는 점에서 이 

논설은 박은식의 글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박은식의 이직에 관해서는 노관범, 앞 논문, 

2002, p.286 참조.

35) 한국통사 집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사정에 대해서는 졸저, 앞 책, ‘해제’, 

아카넷,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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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던 차에 1911년 4월 부인 연안 車씨가 병사하자 5월 국경을 탈출하여 만주

西間島에 도착하였다. 그는 桓仁縣 興道川에 소재한 大倧敎 施敎師 尹世復의 東昌

學校에 머무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역사를 강의하였다.

당시 동창학교는 1911년 만주 桓仁縣 城內에 이주한 대종교인 尹世茸·尹世復 형

제가 동지를 규합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911년 음력 5월에 설립한 민

족학교였다.36) 교장은 李元植, 교사에는 朴殷植, 李克魯, 金永肅, 金奎煥, 李時說,

金鎭浩, 金錫鉉, 申采浩가 있었다. 그 밖에 주시경의 제자로 조선어연구에 관한 많

은 참고 서적을 가지고 있었던 金永肅도 여기서 교편을 잡고 활동하면서 훗날 이

극로의 한글연구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37) 학생은 100여 명으로 대부분 이주 동포

의 자제들이었다. 그리고 주교재는 본국에서 일제에 의해 압수된 교재이거나38) 민

족자주성을 은연 중에 담고 있는 교재였다. 역사의 경우, 흥사단 편집장이었던 박

정동의 초등대동역사였다.39)
박은식은 동창학교 교사 시절에 역사를 강의하기 위해 틈틈이 東明聖王實記,

渤海太祖建國誌, 夢拜金太祖, 明臨答夫傳, 泉蓋蘇文傳, 大東古代史論, 
檀祖事攷 등을 저술하고 등사 판본을 만들어 이 학교에서 국사교육의 교재로 사

용하였다.40) 당시 이러한 사정은 박은식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드러난

다.

… 5월에 강을 건너 서간도에 8개월 머물며 6, 7종의 책자를 저술했습니다. 이를 등사판

으로 인쇄하여 교육의 보조로 활용해 왔습니다.41)

여기서 교육보조로 활용했다는 “6, 7종의 책자”란 단군과 기자를 다룬 檀祖事
攷, 大東古代史論, 고구려를 다룬 東明聖王實記, 明臨答夫傳, 泉蓋蘇文傳,
渤海太祖建國誌, 夢拜金太祖를 지칭하였다.

이 때 등사일을 도왔던 인물이 훗날 한글학자로 성장한 이극로였다. 그는 당시

동창학교 교내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면서 박은식이 역사책을 편찬하여 교재

로 활용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다.

36) 조준희, ｢단애 윤세복의 국학운동-동창학교(환인교당) 설치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0, 

2005, pp.19-25.

37) 위 논문, p.34.

38) 위 논문, p.28.

39) 위 논문, p.37.

40) 金度亨, ｢1910년대 朴殷植의 사상 변화와 歷史認識-새로 발굴된 자료를 중심으로-｣, 東方

學志 114, 2001.

    조준희, ｢박은식의 서간도 망명기 저술 소고｣, 仙道文化 14, 2013.

41)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도산안창호전집 2, 2000,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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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식씨는 나를 보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내가 교장으로 있는 동창학교가 있는데 거기

에 漢語 강습이 있으니 한어도 공부하고 또 역사가요 한학자인 박은식선생이 계시어 좋

은 역사책을 많이 지으시는 그것을 등사하는 일을 좀 도와주고 또 교편도 잡아보는 것

이 어떠하겠느냐’ 하기에 나는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사

양하지 아니하겠다’고 대답하였다.”42)

당시 학생들에게 배부한 교재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등사 작업이 필요했으며 여

기에 소요될 인력 역시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이극로가 자발적으로 등사 작업에 참

여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창학교 교사들의 이러한 교재 편찬 작업은 곧 얼마안되어 일제 헌병

에게 탐지되었다. 다음은 1912년 9월에 일제 밀정이 조선주차군 사령부에 보고된

내용이다.

박은식이 윤세복과 공히 주거를 함께 하고 등사판을 비치, 여러 가지 인쇄물을 발행해

각 분교 사람에게 배포하고 있다.43)

당시 동창학교에서 등사한 교재는 일제의 탐지에 걸릴 정도로 분교에도 배포되

었던 것이다.44) 오늘날 발굴된 박은식 저술 중에서 동창학교 관련 저술들이 전부

등사본이라는 점에서 이들 저술이 동창학교나 관련 학교에서 등사한 교재임에 분

명하다.

또한 박은식이 역사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동창학교의 역사수업 시수는 제1급과

제2급의 경우, 1주일에 3시간이었다.45) 다만 幼年級에는 역사보다는 국어, 복습, 체

조, 산술, 수신, 습자, 창가 과목을 배치하였다. 역사 과목이 초등 저학년에게는 어

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은식은 이들 학생에게 역사를 가르칠 때 필요한 교재를 편찬함에 시

대순에 따라 집필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 고대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시대순으로 교습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해

야 했으므로 위인을 중심으로 당대 역사의 전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마감 교재로서 夢拜金太祖를 통해 민족의 터전인 만주를 무대로

국망의 원인을 성찰하면서 독립운동의 방략과 각종 학교의 설립을 중심으로 한민

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46) 이는 학생들에게 독립운동

의 당위성과 더불어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42) 李克魯, 苦鬪四十年, 乙酉文化社, 1946, p.8.

43) ｢不逞團體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2) 鴨綠江對岸狀況, 朝憲機 제186호, 朝鮮

駐箚憲兵隊司令部 1912. 9. 19 발송. 조준희, 앞 논문, 2005, p.32 재인용.

44) 동창학교 분교에 대해서는 조준희, 위 논문, 2005, pp.36-37 참조.

45) 조준희, 위 논문, p.37.

46) 윤세복이 이 책의 서문을 쓴 시점이 1912년 11월로 여타 교재보다 그 시점이 가장 늦다.



근대개혁기･일제강점 초기 白巖 朴殷植의 師範敎育 활동과 교재편찬 71

그리하여 그는 고대사 교재를 기획함에 단군 기자—고구려-발해-금나라의 역사

를 염두에 두고 시대순으로 집필하였으며 그 결과 檀祖事故 大東古代史論--
東明聖王實記-明臨答夫傳--泉蓋蘇文傳--渤海太祖建國誌--夢拜金太祖
순으로 8개월이라는 단시일에 완성하였다. 조준희의 추산에 따르면 그는 한달에

한 권의 저서를 완성해 낼 정도로 교재 집필에 온힘을 기울였다. 그것은 민족혼의

부활을 꿈꾸며 고대사를 체계화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했던 그의 열망에서 비

롯되었다.

그의 이러한 열망은 그 자신이 한성사범학교 시절 이래 文史哲을 아우르는 교

사로서 재직하면서 정립한 역사관에 근거하였다. 그는 대동고대사론 서문에서
역사와 민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민족이 있은 후에 역사가 있고, 역사가 없으면 역시 민족도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

라는 것은 민족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 만약 그 민족에게 역사의 정신이 없으면 애

국, 애족의 정신이 없고, 독립 자존의 정신이 없어서, 각 종족이 경쟁하는 것에서 자존할

수 없다. 다행이 남을 수 있어 노예 賤種으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종족에게 동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가 없으면 민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그

관계가 과연 어떠한가.47)

즉 민족의 역사를 저술하여 후손에게 남기지 않는다면 결국 타민족에게 동화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고는 당시 동창학교 학생들에게 절실하게 일러주

는 가르침이자 고국의 국민들에게 열렬하게 호소하는 외침으로서 금나라 태조의

말을 빌어 청년자제를 교육하여 ‘新國民’으로 양성하고자 하였던 의도와 일맥 상통

하였다.48)

그리하여 박은식은 무엇보다 우리 역사 안에 담겨 이어지고 있던 단군의 ‘神敎’

를 중시하고 학생들에게 늘 단군이 우리 역사의 출발점이고 근본임을 일깨웠다.

또한 그는 학생들을 인솔하여 광개토대왕비를 답사하면서 자주독립국가의 시대를

학생들과 함께 염원하고 다짐하였다.

나아가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련의 국사교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社會進化論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 운영 원리를 고대하였다.

오호라 道德 시대를 지나서 智力 시대에 이르니 인류사회에서 가장 극렬한 것은 국가경

쟁이다. 人世의 죄악으로 논하면 나라를 멸망한 죄악이 사람을 살해한 죄악보다 더욱 심

하고 극대하지만 나라와 나라간이 경쟁할 경우에는 비리의 탐욕과 불법의 악행이 조금

도 꺼릴 게 없으며 仁義로써 調製하지 못하고 법률로써 제한하지 못하여 우승열패와 약

육강식을 公例로 인정하여 행사하게까지 이르렀다.49)

47) 大東古代史論, 전집 4, p.362.

48) ｢夢拜金太祖｣, 전집 4, p.115.

49) 大東古代史論 서론, 전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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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는 優勝劣敗와 弱肉强食을 근간으로 한 社會進化論과 萬國公法觀의

한계에서 벗어나 제국주의의 침략을 비판하고 기존에 강조했던 國權과 병렬하여

仁義라 할 人權 및 平等을 주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물론 그 역시 여타 식자층과 마찬가지로 위인 위주의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있

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가 가르쳤던 대상이 초중등 청소년들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위인 위주의 서술 방식은 당시의 교육여건상 불가피하였다고 하겠다.

또한 그는 수업 시간에 가르친 국사 내용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들이 늘

민족의 역사를 되뇌이며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일련의 교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함축한 歷史歌 를 지었다. 이 가사는 등사본 발해태조건국지에 실려 있는데 4

4조의 율격을 유지하고 있는 창가로서 총 2절로 구성되어 있다.50) 따라서 학생들

은 자구에 맞추어 이 가사를 읆조리고 노래하면서 우리 고대사의 전개 과정과 위

인들의 공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화 우리 청년들아, 고국산천 이 땅이라

북부여의 단군자손, 2천여 년 享國일세

神祖 遺澤 무궁하여, 만세 만세 억만세라.

渾江 일대 도도하니, 동명성황 北來하여

고구려를 건설하니, 虎視 천하 宏壯하다.

丸都 古城 찾아보니, 광개토왕 비문이라.

南征北伐 所向處에, 동양 대륙 진동했네.

蓋世 영웅 蓋蘇文은, 山海關의 古墓로다.

龍泉府를 돌아보니 발해 태조 사업일세.

四十萬衆 一 號令에 海東盛國 일어났네.

우리 同族 金太祖는 白頭山에 터를 닦아

二千五百 精兵으로 橫行 天下 足足했네

우리 오늘 건너온 일, 上帝 명령 아니신가.

아무쪼록 정신 차려 祖上 歷史 繼述하세.

단군으로부터 금나라 태조에 이르기까지 한국고대사와 중세사를 빛낸 위인들의

공덕을 찬양하고 우리역사의 큰 줄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우리 조상의 역사를

계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후 박은식의 국혼 위주의 역사관과 고대사 인식은 서술 대상 시기가 다를지

50) 김도형 교수가 발굴하여 백암박은식전집에 수록한 발해태조건국지와 명림답부전의 

표지에  ‘興東學校之印’이라 찍힌 4각 朱印이 선명하다. 이 책 말미에 ‘歷史歌’가 실려 있

다. 흥동학교는 奉天 소재 東昌學校의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승려 龍夏(호 耘虛, 속명 李學

洙)가 봉천성 신빈현에 세운학교이다. 따라서 이들 책이 박은식이 재직하였던 동창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민족학교에도 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용하에 관해서는 국가보훈처, 대
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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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1915년에 간행된 한국통사의 집필 의도와 역사관에 고스란히 남았다. 물론

한국통사 이전의 교재와 한국통사는 체제와 성격이 전혀 달랐다. 전자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물사 위주의 역사교재인 반면에 후자는 한국근대사의 체

계를 수립하는 데 목표를 두되 한국인 전체를 독자로 상정하고 집필된 개설서이

다. 그러나 이후 그가 동창학교 등 민족학교의 교사를 그만두고 독립운동계 최일

선의 지도자로 전환했지만, 한국통사가 한성사범학교 교관 시절 이래 박은식이

벌인 사범교육 활동과 교재 편찬의 경험을 기반으로 편찬된 총결산임에는 분명하

다.

대개 國敎, 國學, 國語, 國文, 國史는 魂에 속하는 것이요, 錢穀, 軍隊, 城池, 船艦, 器械

등은 魄에 속하는 것으로 魂의 됨됨은 魄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

교와 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다. 오호라! 한국의 魄은 이

미 죽었으나, 이른바 魂이란 것은 남아 있는 것인가 없어진 것인가.51)

4. 結語

朴殷植은 근대개혁기 일제강점기에 언론인이자 역사학자, 양명학자일뿐만 아니

라 독립운동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의 본격적인 사회 활동은 한성사범학

교 교관직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을사늑약 직전 사직 이후에도 언론인으로, 계몽

운동가로 활동하는 가운데 민립사범학교를 설립 운영하였으며 교사로서 교재를

편찬하여 가르치거나 각종 논설을 통해 국민들을 계몽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1911

년 5월 망명 이후에도 이어져 그는 만주 환인현 동창학교 등에서 역사교사이자

한문교사로서 일련의 고대사 교재를 편찬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사범교육 활동과 교재 편찬은 師範學校가 群學의 根基라는

점을 전제한 가운데 교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두루 갖춘 사범

의 양성에 주력할뿐더러 학생들이 자국의 역사와 지리, 문자 등을 주체적으로 인

식하고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박은식이 편찬한 각종 교재는 國性論

과 國魂論에 근간하여 자주적 국민으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과 인생관을 담고

있을뿐더러 자국과 주변 세계를 주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점에서 國魂論에 기반하여 1915년에 편

찬 출간된 韓國痛史는 박은식 자신의 짧지 않은 교육 활동과 학문적 연마에서

비롯된 총결산이라 하겠다.

오늘날 사범대학에서 역사 교사를 양성함에 歷史學과 歷史敎學이 상호 분리되

51) 朴殷植, 韓國痛史, 結論, 大同編譯局,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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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계되면서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敎學體系의 구성 인자로

발전 계승되어야 하는 이유를 박은식의 사범교육 활동과 교재 편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역사학이 학문의 목표를 역사교학과 달리하면서도 교육현장의 고

민을 염두에 두고 학문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 역시 박은식의 지향과 활동

을 검토하는 가운데 자명해졌다. 法古創新의 정신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이

다.52)

52) 본 논문은 2015. 4. 17. 투고되었고, 2015. 6. 18일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015. 7. 13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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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mal Education Activities and Textbook Compilation of Park

Eun-sik, 1900-1915

KIM, Tae-Woong

Park Eun-sik was not just a journalist, historian, scholar of the Wang

Yangming schoo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but was also a leader of

the independence activists. His social acts gained traction after he was

appointed professor at Hansung Normal School. He kept his way as a

journalist and enlightenment activist even after his resignation right before the

Eulsa Treaty was signed. He also founded and ran several normal schools,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teaching students, and enlightening other people

as well by writing several articles. His acts continued even after his exile in

the May of 1911. He compiled a series of ancient history books as he worked

as a History and Chinese character teacher at Huwanren siyan Dongchang

School.

With the premise that teacher training was the root of several discipline and

of saving the nation, the goal of his establishment of several normal schools

and compilation of books was not only to concentrate on training teachers who

possess professionalism and morality but also to put emphasis on making

students gain independent awareness on Korean history, geography, language

and other studies. As a result, the teaching materials he has made shows

desirable sense of ethics and views of life as an independent nation based on

Kooksung Ron(國性論) and Kookhon Ron(國魂論) and are composed of

elements required for making students have historical consciousness that

recognizes Korea and the world independently. At this point, his work,

Hankooktongsa(韓國痛史) published in 1915, based on the Kookhon

Ron(國魂論), is a wrap up of his educational activities and his scholarly

attainments gained through endless research.




	3. 김태웅
	책갈피
	_GoB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