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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민족운동과�종교

Nationalistic� Movement� and� Religion� Under� Japanese� Rule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종교”라는� 주제로� 일제강점기� 민족운

동선상에서�각�종교의�역할과�한계를�조명해보고,� 지금의�시대과제와�종교의�역할･지향에�대
해�함께�고민해�보고자�한다.

This� session� commemorate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under� the� theme� “Nationalistic� Movement� and� Religion� Under� Japanese�

Rule”,� the� session� reviews� roles� and� limits� of� each� religion� in� the� context� of� the�

nationalistic� movement� under� Japanese� rule.� The� session� is� also� designed� to� discuss�

roles� and� directions� of� religion� as� well� as� tasks� of� ou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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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 �적 한국

소� � � �속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직� � � �함 관장

연구분야 한국독립운동사� /�감옥사

이�메�일 jobada@empal.com

학� � � �력
충남대학교�대학원�문학박사

충남대학교�대학원�문학석사

경력사항

서대문형무소역사관�관장(2004~�현재)

백범김구기념관�연구위원(2012~현재)

한국근현대사학회�연구이사,�홍보이사(2004~현재)

 ∙∙∙ Moderator

Kyung� Mok� Park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Affiliation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Current� Position Director

Area� of�

Expertise

History� of� Korean� Independence�Movement� /�

Prison�History

Email jobada@empal.com

Education
Ph.D.� in� Literature� at� Chungnam�National� University

M.A.� in� Literature� at� Chungnam�National� University

Work

Experience

Director,� Seodaemun� Prison�History� Hall� (2004~present)

Researcher,� Kim� Koo�Museum�&� Library� (2012~present)

Research� &� PR� Director,� The� Association� for�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2004~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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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북대학교�대학원�사학과�석사,�박사과정,�문학박사� /�경북대학교�문리대�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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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4�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 Chair

Heegon� Kim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Affiliation Gyeongsangbuk-do� Independence�Movement�Memorial

Current�

Position
Director

Area� of�

Expertise

Korean�Modern� History� /� History� of� Korean�
Independence�Movement

Email heegkim@andong.ac.kr

Education
Ph.D.� &�M.A.,� Kyungpook�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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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1� Director,� Association� for� Korean�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2005~2011� Chairman� of� the� Committee� on� the� Compilation� of� Provisional�

Government� Data� in� Korea
2004~2004�Director,�Korea� Independent�Movement� Institute,� Independence�Hall�of�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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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조발표자

이만열

국� � � �적 한국

소� � � �속 숙명여자대학교

직� � � �함 명예교수

연구분야 한국사

이�메�일 mahnyol@hanmail.net

학� � � �력

1986�서울대�대학원�박사과정� (문학박사)

1968�서울대�대학원�석사과정� (문학석사)

1963�서울대�문리대�사학과� � (문학사)

1957�마산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2018-현재� �학교법인�상지학원�이사장� � � �

2014-2018�김교신선생기념사업회�회장

2003-2006�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1990-2003�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장�겸�이사장

1970-2003�숙명여자대학교�조교수

발표제목 일제�강점기�민족운동과�종교

요약문

한국의�종교들은�저�고대에서부터�어떤�종교를�불문하고�나라를�지키고�나라�내부를�결속

시키는�데에�크게�기여했다.� 신라와�고려�조선조에�외침이�있을�때�불교의�승군들과�유교

의�의병들의�활동은�바로�그것을�의미한다.�

일제�강점기�한국의�여러�종교들은�민족의�독립을�위해�각�방면에서�노력했다.� 이� 글에서

는�대종교와�불교� 천도교�기독교의�민족운동에�관해서만�언급했다.� 각� 종교인들은�독립운

동의� 각� 분야에서� 활동했다.� 3.1운동을� 비롯해서� 그� 뒤의� 임시정부� 운동,� 무장투쟁,� 외교

운동�문화운동�그리고�무실역행(務實⼒⾏)운동�등에서다.�

해방� 후� 민주적인�사회와�국가로�발전하고,� 민족문화를�발전시킨�데는� 일제하에서도�민족

운동에�앞장섰던�종교의�힘이� 컸다.� 그러나�근대민족운동에서�종교의�역할이�제대로�평가

받은�것은�아니다.�이번�기회를�통해�종교의�민족운동사적�역할이�제대로�평가받는�기회가�

되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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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Affiliation Sookmyung�Women's� University

Current� Position Professor� Emiritus

Area� of� Expertise� Korean�History

Email mahnyol@hanmail.net

Education

1986� � Ph.� D.� Seoul� National� University,�Graduate� School� of� literature

1968� �M.A.� Seoul� National� University,�Graduate� School� of� literature

1963� � B.A.�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iterature

1957� �Masan�High� school� Graduate

Work

Experience

2018~present� � Director,� Sangji� Academy� � � �

2014~2018� � � � Chairman,� Kim� Kyo� Shin�Memorial� Association

2003~2006� � � � Chairman,�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1990~2003� � � � Director,� The� Institute�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1970~2003� � � � Assistant� Professor,� Sookmyung�Women’s� University

Presentation�

Title
Independence�movement� and� relig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Content

Ever� since� ancient� Korea,� religions,� regardless� of� which� one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tecting� the� country� and� strengthening� solidarity� among� its�

people.� The� combined� efforts� of� the� Buddhist� monks’� army� and� the� righteous�
army� of� Confucianism� to� fight� against� foreign� invasions� during� the� Silla,� Goryeo�

and� early� Joseon� Dynasty� is� an� example� of� thi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various� religions� of� Korea� fought� for� the� country’s� independence�
from� different� fronts.� This� paper� only� goes� into� nationalistic� movements� led� by�

religions� of� Daejonggyo,� Buddhism,� Cheondogyo,� and� Christianity.� Followers� of�

each� religion� played� their� parts� during� the� independence�movement,� namely� the�

March� 1st� Movemen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Movement,� righteous�

armies,� diplomatic� efforts,� armed� struggles,� and� other� efforts.

Even� after� lib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democracy,� the� religions� that�

stood� at� the� forefron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played� a� big� role� in�

developing� Korea’s� nationalist� culture.� However,� religion� is� not� getting� the�
proper� recognition� in� its� role� in� nationalistic� movements� in� modern� times.�

Through� this� opportunity,� I� hope� to� give� religion� proper� recognition� for� its�

historic� role� in� the� nationalistic�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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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민족운동과� 종교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만열

1.� 종교인과�민족운동

한국에는 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경우가 많이 보인다. 말하자면 종교인들의 사회참여라 

할 것이다. 삼국시대를 보더라도 신라에서는 화랑도의 세속오계를 만들어 가르친 분이 불교계의 

원광(圓光)이었다. 그는 화랑들이 국가와 부모, 교우간의 윤리를 바로 하고 살신성인의 기풍을 진

작하도록 세속오계를 만들어 젊은이들의 새로운 사기를 일으키려고 했다. 화랑도 안에는 불자(佛
者)들이 많았고 또 불승(佛僧)들이 화랑도를 지도하고 있었다. 신라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불국토

(佛國土)를 이뤄가려고 했다.   

이런 불교적 전통은 고려시대에도 나타났다. 나라가 위급할 때에 불승(佛僧)들의 활약이 두드러

졌다. 몽골의 침략 때에 처인성(處仁城) 전투를 지휘한 김윤후(金允侯)는 고종(高宗) 때의 승장으

로 몽골의 침략자 살리타이(撒禮塔)을 전사시켰다. 그 뒤 그는 충주성(忠州城) 전투에서도 크게 승

리하여 몽골의 남진을 막는 데에 공헌했다. 국난 극복에 앞장 섰던 불승들은 이 때 이미 호법(護
法)과 호국(護國)을 분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조선조 때에도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 휴정(休靜)은 불승으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고 

제자들을 양성, 승군과 승장들을 많이 배출했다. 임진왜란 때에 그의 지도를 받은 사명대사 유정

(惟政)은 금강산에서, 처영(處英)은 지리산에서 승군을 모아 왜군과 싸웠다. 조선 후기 이동인(李
東仁)은 개화에 앞장 선 불승으로서 조선의 개국에 힘을 썼던 분이다. 

유학이 학문과 사상의 대종을 이루었던 조선조에는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에 유생들의 활동이 컸

다. 몇 몇 지도자들만 들더라도 함경도의 정문부(鄭文孚), 경상도의 곽재우(郭再祐)·정인홍(鄭仁
弘), 경기도의 김천일(金千鎰), 충청도의 조헌(趙憲), 전라도의 고경명(高敬命)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전통은 정묘호란·병자호란 때도 있었다. 의병의 전통은 한말에 이르러 항일의병활동으로 확대

되었다. 한말 의병활동의 지휘부에는 유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 역사에는 전 근대 시기에 이미 불교와 유교의 선진(先進)들이 나라의 위난을 맞아 자신을 

헌신한 사례들이 많다. 한국사에서 왕조와 종교가 결부되었던 시기는 조선조까지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종교가 민족형성 및 민족주의와 연관을 맺으면서 많은 종교인들이 민족운동에 나섰던 

것을 볼 수 있다. 흔히 종교와 근대민족주의와의 관계를 논하면서, 민족주의의 등장을 종교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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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치하는 역사적 변화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새로운 시각에서는 종교가 서구근대사회의 

민족주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근대’ 민족주의의 특성에 종교적 요소가 강하게 투영

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된 바도 있다.(박종일) 

민족종교가 근대에 부활하면서 신종교로 발전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 주장에 의하면 민족종교와 

신종교는 일종의 상관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동학(東學) 이전에 한국에는 민족종교가 존재하

고 있었고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선생은 동경대전(東經大全)에서 동학이 그의 직계선조 최고

운(崔高雲)의 풍류도에 무관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기에 동학은 민족종교의 부활이며 계승

의 자원으로 해독이 가능하다다는 주장도 있다.(김용환)  

근대에 들어 종교는 민족형성과도 많은 관련을 가지며 발전했다. 학자들은 근대민족 형성이나 

민족운동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종교였음을 지적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 17세기의 영국

의 퓨리턴 혁명[청교도혁명]이나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 현대 근본주의 이슬람 혁명 등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특별히 식민국가의 민족형성에서 종교가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다. 영국 식민 

하에서 버마는 불교에 의해 민족운동이 주도되었고, 화란[네덜란드] 지배하의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슬람교가 민족운동의 주축이 되었다. 중국도 19세기 후반부터 유럽 열강들의 반식민지가 되면서 

외국인 배척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유교였고, 대만(포모사)에서는 도교(道敎) 수도사들이 

항일운동을 벌였다. 스페인 식민지 하의 필리핀에서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반사제주의(反司祭主
義)가 그 식민열강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의 한 종교적 표현으로 형성되었다.(신기영)  

2.� 한국�종교의�민족운동적�사례

한국이 종교 및 사상적 입지와 관련하여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시킨 사례는 드물지 않게 엿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종교에서 그런 점이 발견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제 강점 이전에 나

타난 한말 민족주의 운동의 흐름에서도 그런 점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한말 민족주의 운동의 세 

흐름은 위정척사(衛正斥邪)운동과 개화(開化)운동 그리고 민중(民衆)운동으로 편리상 구분하고 있

다. 위정척사운동이 성리학 중심의 인맥과 논리를 갖고 있다면, 개화운동은 서양 사상과 문물을 수

용하여 자강 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이들이 주로 양반 세력에 의한 것이라면 민중

운동은 19세기에 들어서서 성장하기 시작한 농민세력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뒷날 동학(東學)과 결

합함으로써 광범한 민중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동학과 결부되기 전에도 이들 민중들은 19세기

에 미륵신앙(彌勒信仰)을 받아들여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신앙적인 토대를 갖고 있었다. 이 세 

흐름은 위정척사 운동 같이 자신들의 사상적 배경 위에서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지만, 운동을 전

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종교적 신념과 결합하는 경향성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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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종교”의 관계와 관련, 여기서는 대종교(大倧敎), 불교, 천도교 및 기독

교에 한해서 간단하게 거론하려고 한다. 

2-1 대종교(大倧敎)계의 민족운동：대종교의 출발은 한말 나철(羅喆)과 관련이 깊다. 그는 한

말 격동기에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 모의했으나 실패하고, 유형 10년을 선고받았다. 특별사면으

로 유배생활을 끝낸 그는 네 차례에 걸쳐 도일, 국권회복을 꾀했다. 네번째 도일에서 그는 두일백

(杜一白)을 만나 그를 통해 단군신앙 관련 서책들과 영계(靈戒)를 받아 귀국했다. 나철은 1909년 

1월 오기호·정훈모·김윤식 등과 함께 <단군교포명서>를 선포하고 단군신앙을 다시 일으켰다. 대종

교의 중광(重光)이다.

대종교가 중광되자 많은 지식인들이 호응, 민족의 정체성을 고수하고 식민정책에 반기를 들게 

되었다. 일제는 대종교에 감시와 탄압을 가했다. 국내 포교활동이 어렵게 된 나철은 1914년 5월 

만주 화룡현 청파호 근처로 대종교 본부를 옮겼다. 단군 신앙의 성지라 할 백두산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이에 앞서 대종교는 북만 지역에 시교소(施敎所)를 설치하고 포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어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4개 교구와 해외지역을 다스리는 교구도 설치했다. 뒷날 이

런 교구는 곧 독립운동 기지로 활용되었다.

1916년 나철이 순교하자 그 이듬해 김교헌(金敎獻)이 그를 이어 포교활동에 힘써 신도수 30만

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 때 서일(徐一)은 대종교총본사 전강으로서 포교활동에 힘쓰는 한편 독립운

동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제 3대 교주로 활동한 윤세복(尹世復)은 교리서를 정리하는 한편 교육

과 실업에 힘썼고 안희제(安熙濟) 등과 발해농장 건설에도 힘을 쏟았다. 

대종교의 독립운동은 무장투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 중심 인물이 백포(白圃) 서일이다. 

그는 1911년 의병의 잔류병력을 규합하여 중광단(重光團)을 조직, 그 단장에 취임했다. 그는 여준·

유동열·김동삼·김좌진 등과 무오독립선언(戊午獨立宣言)을 발표했고, 김좌진 등과 군정부를 설치하

고 이어서 북로군정서로 개편, 그 총재에 취임했다. 그의 휘하에는 1500여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1920년 청산리전투에서 승리했다. 그 뒤 밀산현으로 이동,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그 

총재가 되었다. 그러나 흑하사변으로 무장해제에 들어가자 자결했다.  

대종교의 독립운동은 무장투쟁 외에 문화민족주의를 실현하는 데에도 크게 공헌했다. 개천절 제

정에 결정적으로 공헌했고, 한글 연구에 노력하였다. 주시경(周時經)과 그를 이은 김두봉(金杜奉)·

이극로(李克魯) 등이 대종교인으로서 국어연구에 크게 공헌했으며, 최현배 등도 대종교의 정신적인 

토대 위에 서 있었다. 국사연구에서도 대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언급할 수 있다. 박은식(朴殷植)·신

채호(申采浩)·정인보·안재홍 등도 대종교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았다. 신채호의 <조선상고문화사>

나 <동국고대선교고> 등은 대종교적인 역사의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우리 역사에서 단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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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이 확장되고 단군민족주의가 형성된 것은 대종교의 공헌이 매우 크다.  

2-2. 불교계의 민족운동：1911년 개정된 사찰령은 한국 불교의 인사권·재산권·운영권 등을 조

선총독부가 장악했다. 조선 중기 이래 정치적 사회적인 압박을 받아왔던 불교는 일제가 도성출입 

해제, 일본 유학, 일본불교와의 결연 자청 등으로 일제에 대한 투철한 대결의식을 갖지 못했다. 그

러나 사찰령 체제는 친일적인 주지층 지원 육성을 강화했고, 주지들은 일제의 식민지불교체제를 

인정, 안주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찰령 체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자주적인 불교를 지향하는 움직임

이 한용운(韓龍雲)에 의해 일어났다. 임제종(臨濟宗)운동이다. 이는 해인사의 이회광(李晦光)에 의

해 추진된 ‘조동종(曹洞宗)맹약’(1910.10)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된다.(김광식) 

1911년 1월 송광사에서 임제종을 출범시킨 한용운·박한영·진진응 등은 범어사 해인사 등의 동조

를 얻게 되었고, 1912년 5월에 서울 인사동에 임제종 포교당을 창건하게 되었지만 일제의 탄압으

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민족불교를 지향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 운동에서 고양된 

민족의식이 3.1운동의 참여로까지 진전되게 되었다. 

1918년 10월, 제주도 중문에서 승려 불교신자 농민 등 700여명이 연합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한 

법정사(法井寺) 항쟁은 3.1운동 당시 불교계의 민족의식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에 앞서 

1907-08년에 범어사·건봉사·유점사·용주사·해인사·표충사 승려들은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고 항일

의병운동에도 일정하게 참여했다. 이는 3.1운동 이전의 불교계의 한 동향이었다. 

불교계의 3.1운동 참여는 한용운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용운은 1908년 6개월간 일본

유학에 나섰는데 그곳에서 최린을 만나게 되었다. 10여 년 후 1918년 한용운은 ‘유심’지를 간행했

다. 이 잡지 간행을 계기로 세계정세의 움직임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잡지를 통해 알렸다. 1919년 

1월 한용운은 최린을 찾아가 독립의 기회로 포착할 것을 제안, 그러지 않아도 천도교 측에서 준비

하고 있던 3.1운동 거사에 종교인 연합의 형태로 참여하게 되었고, 3.1운동의 지도부에 편입되었다. 

한용운은 유교를 3.1운동에 동참토록 하기 위해 곽종석(郭鍾錫)을 찾아갔으나 운동의 긴박성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3.1독립선언과 관련, 공약삼장을 한용운이 추가했다는 설이 있다. 

한용운은 3.1운동 전날 밤 중앙학림 청년승려들을 자기의 거처 유심사(종로 계동)로 불러 민족

적 거사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서산대사 사명대사의 법손임을 기억하라고 당

부하면서 독립선언서 3천매를 수교했다. 한용운과 백용성은 3월 1일 당일 종료의 명월관 지점인 

태화관으로 가서 독립선언식에 참여했다. 중앙학원의 승려들은 오전에는 서울 시내에서 선언서를 

배포하고 오후에는 탑골공원의 선언식에 참여, 서울 시내 시위에 참가했다. 3.1운동에 참여한 사찰

들은 범어사·해인사·봉선사(김성숙)·신륵사·표충사·통도사·동화사·청암사·도리사·김룡사 대흥사·화엄

사·법주사·성왕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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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 옥중에서 1919년 7월 10일에 재판정에 <조선독립의 서>를 제출했다. <조선독립의 서>

는, 그러지 않아도 자신이 독립선언서를 쓰려고 했던 한용운에게는, 말하자면 일종의 한용운의 ‘독

립선언문’이다. <조선독립의 서>는 그 뒤 불교 청년 김상호에 의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

달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간행한 <독립신문> 25호(1919년 11.4)에 <조선독립 감상의 대

요>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3.1운동 이후의 항일불교의 모습은 임시정부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된 소식을 듣고 신상완·백성욱·김대용·김법린 4인이 상해 불조계 하비로에 있는 임정을 찾아갔

다. 이들은 귀국하여 당시 불교계 독립운동의 중심역할을 한 백초월(白初月)과 연관되었다. 백초월

은 중앙학림 안에 한국민단본부를 설치, 임정에도 신상완 등 6명을 파견했다. 뿐만 아니라 월정사

의 이종욱은, 명진학교 출신으로 매국 5적을 처단하려는 27결사대원이며, 구암사 출신의 강백인·박

한영과 함께 한성임시정부에 참여했다. 불교계 인사 중 김법린은 임정에서 독립운동 사료집 간행

에도 참여했고 혁신공보도 간행했다. 일제 강점하 불교계에서는 범어사 통도사 화엄사 등이 중심

이 되어 독립자금을 지원했고, 의용승군제를 추진하기도 했다. 사회주의 계열에서 활동한 승려로 

봉선사 출신의 김성숙은 뒷날 중경 임정에 야당 인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하의 불교계는 만주독립군에도 참여했다. 1919년 4-5월경에 항일승려들이 신흥무관학

교에 입학한 적이 있고, 청산리전투에 참가했다. 그들은 또 군자금을 모집하는 데에도 힘썼다. 그

들 일부의 승려들(박달준·신상완·김장윤·김봉윤)의 활동은 동아일보와 독립신문 등에 게재되기도 했다.  

2-3. 천도교계의 민족운동：천도교(天道敎)의 뿌리는 동학이다. 1898년 2대 교주 최시형(崔時
亨)이 처형됨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손병희(孫秉熙)가 1900년에 교권을 장악하고 문명개화

운동으로 노선을 전환했다. 1905년 12월 동학의 명칭을 천도교로 바꾸고 그 이듬해 이용구 송병

준 등을 축출했다. 천도교는 1906년 <천도교대헌(大憲)>을 발표하고 <만세보>를 간행, 교단을 근

대화하고 국민계몽에 힘썼다. 교세도 확장되어 1910년에 27,760호가 입교했고 1916년에는 시천교

(侍天敎)계가 대거 입교, 교인수가 100만이 넘게 되었다. 교육사업에 힘써 1910년대에 보성학교와 

동덕여학교 등의 많은 학교를 설립,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런 종교적 힘을 바탕으로 1919

년 3.1운동의 주동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모색되자 손병희는 한국독립운동의 방편으로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1919년 1월부터 독립운동을 모색했다. 그 

해 1월 5일부터 49일간 특별기도회를 통해 내적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한편 1월 하순부터는 

다른 세력과의 제휴를 모색했다. 독립운동의 전면에 대한제국의 관료였던 윤치호·김윤식·한규설을 

앞세우기 위해 접촉하였으나 실패했다. 그 대신 2.8독립운동에 참여한 젊은이들과 기독교계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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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접근하면서 독립운동을 모색했다. 2월 하순경 천도교측 대표 권동진·오세창·최린 등은 기독교측

의 이승훈·함태영과 만나 거사에 합의했고, 최린은 불교계의 한용운과도 합의에 이르렀다. 

천도교는 3.1만세운동을 주도하면서, 독립선언서의 초안과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는 열국대표들

에게 보내는 건의서 초안 등을 작성, 기독교측과 검토하고 이를 신문관에서 조판, 21,000여 장을 인

쇄토록 하여 배포했다. 독립선언서의 배포는 천도교와 기독교측의 전국적 조직이 크게 활용되었다. 

3월 1일 독립선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중 29명이 12시경부터 명월관 지점 태화관에 모이기 

시작, 오후 2시에 독립을 선언했다. 기독교측 4명이 참석하지 못했으나 천도교측(15명)과 불교측(2

명)은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독립 선언을 한 후 모두 일경에 체포·수감되었고, 최고 3년형의 옥고

를 치르게 되었다. 한편 천도교측에서는 3월 25일까지 독립만세운동 기간 중 <조선독립신문>을 9

호까지 간행했다. 

지방의 만세운동도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이 주도했다. 천도교는 전국적인 조직망이 구비되어 있

었을 뿐아니라 교구에 비치된 인쇄기로 독립선언서를 제작 배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천도

교세가 강한 평북과 평남 및 황해도 등과 전국 각지에서 천도교인들의 만세운동 참여가 적극적이

었다. 국내 뿐만 아니라 만주에서도 집안·장백·화룡·훈춘 등지에서 천도교인들의 활약상이 컸다. 

3.1운동 이후 천도교는 지도부와 교인들 상당수가 수감되었고 일제 당국에 의한 금융제재도 받

았으며, 부동산의 통제도 받았다. 현실참여보다는 종교적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교화활동에 역점

을 두게 되었다. <천도교회월보>와 <개벽> 그리고 각종 서적이 간행되었다. 천도교청년회(청년당)

이 중심이 되어 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조선농민>을 비롯하여 <부인>·<신여성>·<농민>·<어린이>·

<학생>·<별건곤> 등도 간행하게 되었다. 이 무렵 종교를 주(主)로 하고 정치를 종(從)으로 하는 교

주정종(敎主政從)의 천도교청우당도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에서 천도교는 국내적으로는 <6.10만세운동> 민족협동저선인 <신간회>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운동(최동오), 고려혁명당(최동희), 만주의 조국광복회와 연해주

의 항일운동 및 국외의 민족운동과도 관련성을 맺게 되었다. 

2-4. 기독교계의 민족운동：노일전쟁 무렵부터 기독교인의 항일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을

사늑약 후 정순만·전덕기 등이 그 철폐를 위한 기도회를 상동교회에서 개최했는데 이 때 연일 수

천명이 모였고, 순종 황제 서순(西巡) 때에도 ‘나라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을사조약’이 늑약되자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감리교회의 엡웟청년회(懿法靑年會)는 상소운동을 벌였다. 진남포 엡웟청년

회 총무였던 김구도 이 철폐운동에 참가했다. 일제의 침략에 울분했던 기독교인 정재홍과 고종의 

양위소식을 들었던 예수교인 홍태순은 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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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렵 기독교인들의 항일운동은 무력행사로도 나타났다. 안중근과 뜻을 같이했던 우연준, 스티

븐스를 제거한 장인환, 을사늑약 후 을사오적을 처단하려 한 전덕기가 있다. 이재명과 그의 동지들은 

이완용과 이용구를 처단하려 했으며 그들 행동대원 중에는 이학필이라는 23살 난 젊은 목사도 있었

다. 한말 기독교인의 의열투쟁은 일제 강점기 강우규·김상옥·편강열 등의 의열투쟁으로 이어졌다. 

일제는 강점 후 기독교인에 대해 ‘105인사건’을 일으켰고, ‘사립학교법’과 ‘포교규칙’을 실시하여 

타격을 가했다. 3.1운동에 대한 일제측 통계는, 1919년 3∼4월 1,214회에 110만 명, 1919년 3∼5

월 1,542회에 202만 명, 전국 218개 군 가운데 212개 군 참여했고, 사망자 7,509명, 부상자 

45,562명, 피검된 자 46,948명, 가옥 소실(燒失) 724채, 교회당 소실 59채, 학교 소실 2개라고 했

다.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인은 16명, 6월 30일까지 투옥자 9,458명 중 기독교인이 2,087명으로 

22%였고, 12월 말까지 복역자 19,525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3,373명으로 17%이며, 천도교인은 

2,297명으로 11%였다. 이 때 한국 인구는 약 1,600만 명, 1918년의 장로회 감리회의 교인은 21만

명이어서 한국 인구의 1.5% 내외를 차지하였다. 거기에 비해 3.1운동에서 수감된 기독교인은 17∼

22%였다. 1.5% 내외의 기독교인이 3.1운동에서 20% 이상의 운동량을 보인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민족운동은 임시정부 참여에도 적극적이었다. 1919년 4월 10일 구성된 임시의정

원 29명 중 기독교인이 가장 많았다. 임정에 참여한 지도자 중 이승만·이동휘·안창호·김구·김규식·

손정도·현순·송병조·김병조·김인전 등은 기독교인이었다. 무장투쟁에도 기독교도들의 활약이 있었는

데, 강우규·편강열·김상옥 열사를 비롯하여, 청산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대한독립군이 기독

교도로 조직된 부대였다. 국내 국산품애용운동을 포함한 무실역행운동에는 조만식 등이 앞장섰고 

추진과정에서도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적극적이었다. 일제하 농촌운동이나 사회운동에서도 기독

교의 활동은 뚜렷했다. 1915년 한인사회당을 창건하고 뒤이어 고려공산당으로 발전시킨 이동휘는 

한 때 기독교 전도사였다. 김일성의 가계가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 그의 젊은 시절의 활

동에서 손정도 목사와의 관련을 시사한 대목은 한국의 초기공산주의운동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보

여준다.    

1930년대 후반부터 기독교계의 저항은 주로 신사참배거부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일제 말기에 

2천여 명의 기독교인이 신사참배반대에 나섰으며, 신사참배반대로 2백여 교회가 폐쇄되었고, 50여 

명이 순교당했다고 전한다. 신사참배반대자들은 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처분되었는데, 이는 신사참

배반대투쟁이 국기(國基)를 문란케 한 사건으로 보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독교도들에 의한 신사

참배반대투쟁은 국내에서 이뤄진 마지막 항일민족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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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족운동과�종교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에는 3.1운동이나 6.10만세 운동 그리고 광주학생독립운동 등의 거족적인 

운동이 있는데 이런 거족적인 민족운동은 한마디로 그 성격을 정의하기가 힘들다. 다면적이고 복

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동은 그 내용이 복합적인 듯하지만 외형적

으로는 단일적인 성격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다. 임시정부 운동이라든지 무장투쟁, 의열투쟁, 외교

운동, 실력양성운동 그리고 각종 문화운동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이런 운동들을 각 종교의 민

족운동과 결부시켜 보면 복잡한 방정식이 도출될 것이다.

종교가 사후세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차세(此世)에서 그들이 지향하는 교리와 실천이 있다. 불교

의 경우, 이 땅에 불국토(佛國土)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하는 것이 불

국토를 이루는 첫 관문이었을 것이다. 천도교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에 기반하여 ‘천인합일(天人
合一)’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천지를 개벽(開闢)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

제의 질곡하에서 독립하는 것이 가장 먼저 수행할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기독교도 하나님

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땅’이 목적이었다면 이 또한 일제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이 그 첫단계였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들의 민족운동은 바로 각 종교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대종교는 단군을 추앙하는 신앙형태로서 단군이 가르친 ‘이화(理化)세계’의 교훈을 실현하는 것

이다. 그런데 그들의 민족운동은 단순히 단군의 교설을 설파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만 국한되

지 않았다. 대종교가 민족운동은 국수주의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고 그 분야는 국학의 진흥이었고, 

따라서 대종교가 국학진흥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대종교는 단군숭

배의 신앙을 인문적 활동에 머문 것은 아니다. 그들은 가장 강력한 무장투쟁에 나섰다. 대종교의 

큰 책임을 맡고 있던 서일(徐一)이 그 무단활동의 총재로서 활동했고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했다. 

기독교의 경우를 보자. 서세동점의 추세에서 수용된 기독교는 서양 문화의 이식 등에 크게 기여

하였고, 성경 번역을 통해 한글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인간 평등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초기에는 한국 사회의 반봉건적 개혁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다가 항일민족운동에 

나서면서 기독 청년들은 일제 침략의 앞잡이들을 응징하고자 했다. 김구·우연준·장인환·이재명·강우

규·김상옥·편강열 등은 그들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는 달리 매국원흉들을 무력으로 응징하는 

데에 앞장 섰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민족운동에 나섰던 종교들은 그들의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한 방편으로 

조선 민족을 이민족 겸제(箝制)에서 풀어주기 위해 무력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조선민족의 해방은 

곧 그들이 실현하려는 종교적 이상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들에게는 민족 해방이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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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목적을 수행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들의 경전에 더러 보이

는 종교적 모험주의는 자기 민족을 해방하려는 민족적 모험주의로 상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역사에 보이는 종교인들의 대외투쟁의 전통은 일제 하에서도 부활 계승 발전되고 있었다. 삼국

시대와 고려시대의 종교인들의 대외항쟁이 일제하에서도 재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 대외투쟁이 침략자들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경우는 있었지만, 서양의 십자군 운동에서 보여

주었던 것과 같은 대외정복전쟁으로 비화하지는 않았다.

한말 일제하의 종교계의 민족운동은 근대민족 형성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천주

교와 기독교, 천도교의 한글운동은 언어와 문자의 통일을 통한 민족형성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대종교의 단군숭배의 신앙은 단군 후예로서의 민족의식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천도교와 기독교의 

민중의식의 발전은 민중 중심의 민족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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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일제강점기�기독교와�민족운동

요약문

일제강점기에�기독교는�한말�이래�민족운동에�참여하는�사람들이�많았기�때문에�일제의�극

심한�탄압을�받았다.� 1911년� 10월� 일제가� 105인� 사건을�조작하여�일으킨�것도� 서북지역

의� 기독교� 민족지도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선교사들의� 폭로로�

거짓된�것임이�드러났고,� 여기에�연루되어�고문을�당하고,� 옥고를�치른�사람들은�민족의식

이�더�확고해져�3.1운동과�임시정부�수립의�주역들이�되었다.�

3.1운동에서�기독교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이었고,� 국내외를�막론하고�

초기� 조직화�단계의�거의� 모든� 흐름에�기독교인들이�직·간접으로�관여하였으며,� 운동이�전

국적으로� 확산되던� 민중운동화� 단계에서도� 교회는� 전국의� 조직과� 지도자를� 제공하였다.�

3.1운동�이후�기독교인�중에는�강우규,� 김상옥�의사와�같이� 의열투쟁에�뛰어든�사람들도�있

었다.�

1930년대에� 강요한� 신사참배에� 맞서� 일어난� 거부운동은�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하였으며,�당시�일제의�억압과�회유에�굴복하여�변질된�제도권�교회의�변질을�경고하고�이

에�맞서�투쟁하였다는�점에서�교회사적으로�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뿐만�아니라� ‘천황

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일본적� 체제를� 부정하고,� 일제의� 이른바� ‘황민화정책’� 내지�

민족말살정책에�대한�저항적�성격을�지녔다는�점에서�민족사적�의의도�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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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

Title
Christianity� and� National�Movement�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Content

Christianity� in� Korea� came� under� severe� oppression� by� the� colonial� Japanese�

government� for� its� broad� involvement� in� the� national� movement� since� the�

latter� years� of� the� Joseon� Dynasty.� The� crackdown� on� 105� liberation� activists�

on� trumped-up� charges� in� October,� 1911,� was� aimed� at� eliminating� Christians�

leading� the� national� movement� in� the� norther-we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alsified� charges� were� exposed� by� western� missionaries.� Those�

arrested� and� imprisoned� or� tortured� at� that� time� came� out� with� a� stronger�

sense� of� national� identity.� They� led�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March� 1,�

1919� and� became� core�member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exile�which�was�

formed� later.�

Christianity� was� a� major� driving� force� behind� the�March� 1�Movement� as� 16� of�

the� 33� activists� who� led� the� movement� were� Christians.� Christians� at� home�

and� abroad� were� involved� directly� or� indirectly� in� all� stages� of� organizing� the�

movement.� When� the� movement� gained� momentum� and� spread� across� the�

nation� as� a� grassroots� � � campaign,� Christian� churches� supplied� logistics� and�

local� leaders.� In� the� wake� of� the� Movement,� some� Christian� leaders� such� as�

Kang� Woo-kyoo� and� Kim� Sang-ok� transformed� themselves� into� liberation�

fighters.�

Christians� led� another� nation-wide� campaign� against� Shinto� shrine� worship� in�

the� 1930s.� The� movement� marks�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history� of�

Korean� Christian� churches� as� it� was� a� fight� to� preserve� the� purity� of� Christian�

faith� and� a� warning� against� contaminated� faith� among� those� churches� which�

succumbed� to� oppression� and� cajoling� by� the� Japanese� colonialists.� The�

movement� also� carries� significance� in� national� history� as� it� rejected� the�

imposition� of� a� Japanesegovernance� centered� on� the� Japanese� emperor� system.�

and� resisted� Japan’s� attempts� to� obliterate� Korean� national� identity� under� a�

Japanization�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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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기독교와� 민족운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김승태

1. 머리말

2. 105인 사건과 기독교

3. 3.1운동과 기독교

4. 신사참배 거부항쟁과 기독교

5. 맺음말

1.� 머리말

흔히 기독교는 외래종교이고, 세계종교이기 때문에 민족주의 또는 민족운동과는 거의 상관이 없

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기독교 경전인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바울 같은 지도자들도 매우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사해동포주의적 종교이기

는 하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책임을 결코 등한시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19세기 중엽부터 우리나

라에 전래 수용되는데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도 애국심이 너무 강하여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본부에서 걱정할 정도였다. 1897년 8월 미북장로회 해외선교부 총무 로버트 스피어(Robert E. 

Speer)가 한국을 내방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교회의 문제

들과 위험성들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의 첫째 항목에서 그는 “한국교회의 가장 흥미있는 특징들 중

의 하나는 교회의 애국심이다.”라고 전제하고 북부 지역을 여행할 때 교회들이 주일마다 한국 국

기를 게양하던 일, 서울에 독립협회가 조직되고, 독립공원,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일을 정한 일 등

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애국적 시위는 기독교인들이 하였

다.”고 하면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독립일을 기념하지 않고 있었지만, 평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독립일에 큰 소풍을 가고, 국왕의 생일날에는 교회에 태극기로 장식하고 애국적 설교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들은 기독교인들의 애국적 연설을 기독교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많은 점에서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기독교가 정치화될지 모르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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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

이렇게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 첫 시기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써 민족의식이 고양되었고, 

민족운동에 자발적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한말 국권회복운동과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한 지

도자들 가운데 윤치호, 안창호, 전덕기, 이준, 이동휘, 이승훈, 우덕순 같은 쟁쟁한 기독교인들이 

많았다. 

2.� 105인�사건과�기독교

강제병합 이듬해인 1911년 10월 평북 선천의 기독교계 신성학교 교사와 학생 수십 명을 검거함

으로써 시작된 ‘105인 사건’은 당시 식민지 치안을 맡았던 총독부 경무총감부에서 서북지역의 기

독교계 민족지도자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조작한 관제 허위사건이다. 일제는 이 사건으로 400여 명

을 입건하여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만을 증거로 그 가운데 

123명을 기소하여, 1912년 9월 10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일제 헌병경찰이 기독

교계 민족주의 세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조작된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에 20여 명의 선교사들까지 

연루시켜 선교사들을 궁지에 몰아넣었고, 선교사들이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선교사

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미국의 선교본부와 친지들에게 알리는 일이었다. 

다음으로 구속자들을 면회하고, 총독부 관리들을 찾아가 구속자들을 변호하였다. 그리고 일제 경찰

의 예비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고문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항의와 조사를 요구하였다. 

내한 선교사들은 선교본부와 연락하면서 피고들의 변호사 선임에도 관여하였고, 1912년 6월 경

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자 방청객으로 들어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재판 

상황을 선교본부에 편지와 전보로 알렸다. 105인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선교부는 미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외에도 미북감리회 선교부, 미남감리회 선교부, YMCA, 에딘버러 세계선교대

회 계속위원회, 영국 선교연합회 등이었다. 북장로회 총무 브라운은 처음 얼마동안은 사태를 파악

하기 위해서 관망했지만, 이 사건이 일제 경찰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부터는 

일본대사관과 직접 교섭하거나 여러 선교부들과 연합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

였다. 그리하여 재판 직전에 이 사건 관련 편지와 공문들을 언론에 공개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도

록 압력을 가했다. 1심 재판에서 105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선교부 연합으로 비밀회의를 갖고, 

그 회의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1912년 11월 출판‧공개하였다. 에

1) Robert E. Speer, Report on the Mission in Korea of the Presbyterian Board of Foreign Missions,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1897,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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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버러 세계선교대회 계속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각국 위

원들을 통해서 해당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압력을 행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영국 선

교연합회에서도 영국 주재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러한 

국제 여론의 압력을 받은 일제의 경성복심법원의 재판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졌고, 1913년 3월 1

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05인 가운데 99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치호‧양기탁‧이승훈 등 6명에

게만 유죄를 선고했다. 총독부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었다. 판결 이유가 법리적‧논리

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결국 최종 기각되어 윤치호 등 6명에 대한 형은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이들도 형기를 다 채우기 전인 1915년 2월 일본 천황의 특사 형식으로 석방

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족의식이 더 확고해

져 이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주역이 되었다.

3.� 3.1운동과�기독교

3.1운동은 기독교·천도교·불교 등 종교인과 학생들이 주동하여 일으킨 우리 민족사에서 최대의 

민족운동이자 독립운동이다. 우리 민족은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근대적 민족으로서 

거듭났다. 3.1운동에서 기독교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을 배출하였고, 여타 어느 종교보다도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초기 조직화 단계의 거의 모든 흐름에 기독교인들이 직·

간접으로 관여하였으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민중운동화 단계에서도 교회는 전국의 조직

과 지도자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기독교의 조직이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더라면, 3.1운동이 그처

럼 신속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평안남북도를 비롯하

여 황해도·경상남북도·함경남북도·전라남북도 등 거의 모든 지역의 최초의 독립선언식과 시위는 대

부분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기독교는 평신도들을 포함한 목사, 장로, 

전도사, 교사 등 교역자들까지도 3.1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동하였으므로, 일제의 주목을 받아 그 

핍박과 피해도 매우 컸다. 일제 헌병대가 조사한 1919년말까지 3.1운동 관계 피검자 종교별 상황

에 따르면, 종교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가장 많아 3,426명으로 비종교인까지 포함한 총피검자 

19,525명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직업적 종교인, 즉 목사를 포함한 교역자는 244명

으로 천도교나 불교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여성 피검자의 수는 총 471명 중 309명이 기독

교인으로 65.5%나 차지한다. 구한말부터 여성해방과 지도자 양성에 힘써오던 기독교의 영향이 3.1

운동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총인구의 1.5%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기독교인이 3.1

운동과 관련된 피검자의 17.6%를 차지하고 이들이 대부분 과격행위자이기보다는 시위주동자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운동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피해의 정도를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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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들은 교회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하

여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기독교인들이 민족운동에 가담하는 것을 막았다. 그래서 기독교인

들이 현실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적인 행위가 아닌 것으로 잘 못 생각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기

독교인들이 그 시대의 역사적 민족적 과제 해결에 무관심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사실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신앙적인 결단에 의해서 참여하

였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이승훈 장로와 신석구 목사의 예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운동 이후 현순, 이승만, 안창호, 손정도, 이규갑, 김병조, 도인권 등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에 참여한 기독교인들도 많으며, 의열투쟁을 벌인 강우규, 박치의, 김익상, 김상옥 등도 기독교인이

다.

4.� 신사참배�거부항쟁과�기독교

신사(神社)는 일본의 고유 민간종교인 신도(神道)의 사원(寺院)이요, 참배(參拜)는 거기에 찾아

가 절하는 행위이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국민통합을 위하여 각지에 신사를 건립하고, 거기에 

‘천황’ 및 천황의 선조를 모시고, 살아있는 ‘천황’도 신격화하여 자국 국민의 정신적 지배는 물론, 

군국주의적 침략정책 및 식민지지배에도 이용하였다. 신사는 1910년 한국 병탄 전에는 일본거류민

들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건립과 유지를 주도하였지만, 병탄 후에는 조선총독부의 보호와 육성 아

래 신사의 관·공립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문화침략 내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인에게까지 신사

참배와 신사신앙을 강요하였다. 1910년대에는 관공립학교에서, 1920년대 초반부터는 사립학교에까

지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으나, 1925년 조선신궁 진좌제(鎭座祭)를 고비로 언론과 기독교계 사립학

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일단 강제로 신사에 참배시키는 정책의 시행은 보류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 대륙침략을 재개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사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기

독교계 사립학교에까지 다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기독교계는 신

앙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총독부의 양해를 구하였으나, 총독부가 1935년 11월 평양 기독교계 

사립학교장 신사참배 거부사건을 계기로 신사에 참배하든가 폐교하게 하는 강경책으로 나오자 기

독교계의 의견이 분열되었고, 1937년부터 기독교계 학교의 일부는 폐교하고 일부는 ‘순응’하게 되

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이른바 ‘황민화운동’의 고조와 함께 교육계에서의 신사참배 문

제가 그들의 의도대로 일단락 되어가자, 이제 그 강요의 마수를 일반인들은 물론 교회에까지 뻗치

게 되었다. 일제 경찰은 1938년 2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을 세워 일반 신도들의 신사참배를 

지도·강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력을 동원하여 개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노회·총회 등 

교단적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실행하도록 강제하였다. 결국 기독교계도 이러한 강압을 이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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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1938년 9월 장로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를 고비로 굴복하여 급격히 변질되고 말았다. 

일제의 강압으로 1938년 이후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굴복하자, 이에 반대하는 교역자와 신도

(信徒)들은 서로 연대 맺고 조직적·집단적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

제 당국과, 이를 결의·실행하는 제도권 교회를 비판하면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사참배 거부를 권

유하고 거부자들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운동을 폈다. 그 중심 인물은 평남의 주기철, 평북의 이기

선, 경남의 한상동·이주원·주남선, 전남의 손양원, 함남의 이계실 등으로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

었으며, 만주지역에서도 박의흠·김형락·김윤섭 등이 활약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0여명의 순

교자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 운동은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하였으

며, 당시 일제의 억압에 굴복하여 변질된 제도권 교회의 변질을 경고하고 이에 맞서 투쟁하였다는 

점에서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일본적 체제를 부정하고, 일제의 이른바 ‘황민화정책’ 내지 민족말살정책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지

녔다는 점에서 민족사적 의의도 크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일제는 이들을 모두 민족주의자로 규정

하여 치안유지법, 보안법, 불경죄 등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5.� 맺음말

일제강점기에 한국 기독교는 한말 이래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제의 극

심한 탄압을 받았다. 1911년 10월부터 검거에 착수한 105인 사건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

러나 여기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른 사람들 대부분은 민족의식이 더 확고해져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주역들이 되었다. 

3.1운동에서 기독교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을 배출했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초기 조직화 

단계의 거의 모든 흐름에 기독교인들이 직·간접으로 관여하였으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민

중운동화 단계에서도 교회는 전국의 조직과 지도자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기독교인 

중에는 의열투쟁에 뛰어든 사람들도 있었다. 

1930년대에 강요한 신사참배에 맞서 일어난 거부운동은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하였

고, 변질된 제도권 교회의 변질을 경고하고 이에 맞서 투쟁하였다는 점에서 교회사적으로 중요

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일본적 체제를 부정하고, 

일제의 이른바 ‘황민화정책’ 내지 민족말살정책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민족사적으

로도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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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불교와�민족운동� -� 3.1운동을�중심으로

요약문

한국불교는�근대기의�민족운동에�참여하였다.�보편성을�갖고�있는�불교가�이와�같은�민족운

동(자립,� 자주,� 저항,� 투쟁�등)에�참여한�것에�대해서는�지금껏�적지�않은�탐구가�있어�왔

다.�이�글에서는�불교�민족운동의�이념,� 3.1운동기의�활동,�영향,�논란�등에�대해서�중점적

으로�살핀다.

이러한�불교의�민족운동�혹은�독립운동에�대한�이념�및�활동에�대해서는�대승불교,�호국불

교,� 민족� 불교로� 불리웠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불교의� 이념은� ⼤乘佛敎로� 칭한다.�

대승불교의�이념은�일반적으로�上求菩提,� 下化衆⽣으로�설명한다.� 즉� 우선적으로는�진리를�

배워� 체득하고,� 그� 연후에는�중생을� 교화� 및� 구제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근대기� 민족운

동에� 참여한� 이념을� 護國佛敎로� 칭하였다.� 중생의� 생명과� 중생이� 사는� 공동체(국가)가� 위

험시�하게�되면�마땅히�중생과�공동체를�수호해야�한다는�것이다.� 일제하�그�당시에는�국

권을�강탈당하였다.�즉�국가(조선,�대한제국)가�부재하였기에,�일제하의�민족�생존�및�유지�

등이� 급선무이었다.� 국권의� 회복,� 민족의� 보존,� 민족� 공동체의� 회복� 등에� 관련한� 불교� 활

동을�民族佛敎라�칭하였다.�

3.1운동의�배경을�몇가지로�나누어�살피고,� 3.1운동의�산물을�민족운동�차원과�불교�내부

의�차원으로�대별하여�살핀다.

그래서� 대중들과� 함게� 고민할� 주제로� 이� 글에서는� 한국불교가� 일본� 불교에� 영향을� 받은�

불교� 근대화의� 평가,� 식민통치의�자발성,� 강제성에� 나타난�친일� 문제를� 토의� 문제로� 상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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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

Title
Buddhism� and� National�Movement� �with� Focus� on�March� 1�Movement

Content

Korean� Buddhism�was� an� active� player� in� Korea’s� modern� national� movement.� A�

great� amount� of� research� has� looked� into� this� role� Korean� Buddhism� played�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movement� (which� pivoted� on� assert�

self-reliance,� self-governance,� resistance� and� liberation� struggle).� Among� its� many�

aspects,�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ideals� behind� Buddhism’s�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movement,� its� role� and� influence� in� the� March� 1� Movement� and�

some� contested� facts.�

The� ideals� that� drove� Buddhism’s�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or� liberation�

movement� have� been� referred� to� in� terms� of� Mahayana� Buddhism,� Patriotic�

Buddhism� and� National� Buddhism.� Mahayana� Buddhism� constitutes� the�

overriding� ideal� behind� Buddhism� in� Korea� and� the� rest� of� East� Asia.� The� ideal�

is� summarized� as� 上求菩提,� 下化衆⽣,� which� says� ‘One� should� pursue� and�

incorporate� the� truth� first� before� setting� out� to� educate� and� save� the� other�

mortals.� Patriotic� Buddhism,� which� blossomed� in� support� of� the� national�

movement,� prescribed� that� one� is� obligated� to� protect� the� mortals� and� their�

community� when� they� are� in� jeopardy.� National� Buddhism� rose� up� to� the� call� of�

safeguarding� and� maintaining� national� identity� during� Japanese� occupation,�

which� stripped� the� nation� of� its� sovereignty� and� supported� a� range� of� activities�

geared� toward� recovering� national� sovereignty,� preserving� national� identity� and�

restoring� the� dismantled� national� community.� �

With� this� in� mind,� the� current� paper� looks� at� some� key� factors� forming� the�

background� of� the� March� 1� Movement� and� discusses� the� Movement’s�

consequences� for� the� overall� national� movement� and� for� Korean� Buddhism.�

Along� these� lines,� the� paper� suggests� as� topics� for� public� debates� the�

modernization� of� Korean� Buddhism�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Buddhism�

and� the� issue� of� pro-Japanese� collaborators� in� connection� with� the� forced� and�

voluntary� aspects� of� Japanese� coloni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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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와� 민족운동
-� 3.1운동을� 중심으로� -

동국대 교수  김광식

1.� 이념의�문제

한국불교는 근대기의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보편성을 갖고 있는 불교가 이와 같은 민족운동(자

립, 자주, 저항, 투쟁 등)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껏 적지 않은 탐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불교의 민족운동 혹은 독립운동에 대한 이념 및 활동에 대해서는 대승불교, 호국불교, 민

족불교로 불리웠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불교의 이념은 大乘佛敎로 칭한다. 대승불교의 이

념은 일반적으로 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 설명한다. 즉 우선적으로는 진리를 배워 체득하고, 그 

연후에는 중생을 교화 및 구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생이 고통을 받고, 외적의 침략에 의해서 

생존이 위험시 되고, 중생의 터전이 빼앗기게 되면 당연히 중생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론이 대승불교의 구현이었다.

다음으로 근대기 민족운동에 참여한 이념을 護國佛敎로 칭하였다. 중생의 생명과 중생이 사는 

공동체(국가)가 위험시 하게 되면 마땅히 중생과 공동체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신라, 

고려시대에는 호국불교의 전성기이었는데 이 때에는 국가불교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런 유풍은 그 

이후에도 전승되어 임진왜란 당시에는 승병들이 구국의 대열 참여가 강렬하였다. 서산대사, 사명당

에 의한 그 활동이 대표적이었다.

그런데 일제하 그 당시에는 국권을 강탈당하였다. 즉 국가(조선, 대한제국)가 부재하였기에, 일제

하의 민족 생존 및 유지 등이 급선무이었다. 국권의 회복, 민족의 보존, 민족 공동체의 회복 등에 

관련한 불교 활동을 民族佛敎라 칭하였다. 

이와 같은 불교 민족운동의 이념은 중국 상해에서 대한승려연합회(12명 승려 대표)의 이름으로 

제작 배포(1919.11)된 승려선언서에 단적으로 나온다.

       선언서(宣言書)

한토(韓土)의 수천 승려(數千 僧侶)는 이천만(二千萬) 동포(同胞) 급(及) 세계(世界)에 대(對)하

야 절대(絶對)로 한토(韓土)에 재(在)한 일본(日本)의 통치(統治)를 배척(排斥)하고 대한민국(大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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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國)의 독립(獨立)을 주장(主張)함을 자(玆)에 선언(宣言)하노라.

평등(平等)과 자비(慈悲)는 불법(不法)의 종지(宗旨)니 무릇 차(此)에 위반(違反)하는 자(者)는 

불법(佛法)의 적(敵)이라. 그러하거늘 일본(日本)은 표면(表面) 불법(佛法)을 숭(崇)한다 칭(稱)하

면서 전세기(前世紀)의 유물(遺物)인 침략주의(侵略主義) 군국주의(軍國主義)에 탐닉(耽溺)하야 

자조 무명(無名)의 사(師)를 기(起)하야 인류(人類)의 평화(平和)를 소란(騷亂)하며 한갓 그 강폭

(强暴)함만 시(恃)하고 교화(敎化)의 은(恩)을 수(受)한 린국(隣國)을 침(侵)하야 그 국(國)을 멸

(滅)하며 그 자유(自由)를 탈(奪)하며 그 민(民)을 학(虐)하야 이천만(二千萬) 생령(生靈)의 원성

(冤聲)이 오오(嗷嗷)하며 특(特)히 금년(今年) 삼월 일일(三月 一日) 이래(以來)로 대한민족(大韓
民族)은 극(極)히 평화(平和)로운 수단(手段)으로 극(極)히 정당(正當)한 요구(要求)를 규호(叫號)

할새 일본(日本)은 도로혀 더욱 폭학(暴虐)을 사행(肆行)하야  수만(數萬)의 무고(無辜)한  남녀

(男女)를 학살(虐殺)하니 일본(日本)의 죄악(罪惡)이 사(斯)에 극(極)한지라 아등(我等)은 이믜 더 

침묵(沈黙)하고 더 방관(傍觀)할 수 업도다. 

일즉 전민족(全民族) 대표(代表) 삼십삼인(三十三人)이 독립선언(獨立宣言)을 발표(發表)할세 

아 불도(我 佛徒) 중(中)에서도 한용운(韓龍雲) 백용성(白龍城) 양(兩) 승려(僧侶) - 차(此)에 참

가(參加)하였고 그 후(後)에도 아(我) 불도(佛徒) 중(中)에서 신(身)과 재(財)를 헌(獻)하야 독립운

동(獨立運動)에 분주(奔走)한 자(者) - 다(多)하거니와 일본(日本)은  일향(一向) 전과(前過)를 참

회(懺悔)하는 양(樣)이 무(無)할 뿐더러 혹(或)은 경관(警官)을 증가(增加)하고 군대(軍隊)를 증파

(增派)하야 더욱 억압정책(抑壓政策)을 취(取)하고 일변(一邊) 부정(不正)한 수단(手段)으로 적자

배(賊子輩)를 구사(驅使)하야 일일(一日)이라도 그 악(惡)과 이천만(二千萬) 생령(生靈)의 고뇌(苦
惱)를 더 깊게 하려 하니 이제 아등(我等)은 더 인견(忍見)할 수 없도다. 불의(不義)가 의(義)를 

염(厭)하고 칭생(蒼生)이 도탄(塗炭)에 고(苦)할 때에 검(劍)을 장(仗)하고 기(起)함은 아(我) 역대

(歷代) 고조(古祖) 제덕(諸德)의 유풍(遺風)이라. 하물며 신(身)이 대한(大韓)의 국민(國民)으로 생

(生)한 아등(我等)이리오.

원(願)컨대 불법(佛法)이 한토(韓土)에 입(入)한지 우금(于今) 이천년(二千年)에 이조(李朝)에 

지(至)하여 다소(多少)의 압박(壓迫)을 수(受)함이 유(有)하였다 하더라도 기타(其他)의 역대(歷代) 

국가(國家)는 모다 차(此)를 휴호(擁護)하야 그 발달(發達)의 융성(隆盛)함이 세계불교사상(世界佛
敎史上)에 관절(冠絶)하였나니 피(彼) 일본인(日本人)을 불타(佛陀)의 자비(慈悲) 중(中)에 인도

(引導)한 자(者)도 실(實)로 아(我) 대한불교(大韓佛敎)라. 임진왜란(壬辰倭亂) 기타(其他) 위급(危
急)의 시(時)에 여러 조사(祖師)와 불도(佛徒)가 신(身)을 희생(犧牲)하야 국가(國家)를 옹호(擁護)

함은 역사(歷史)에 소상(昭詳)한 바이어니와 이는 다만 국민(國民)으로 국가(國家)에 대(對)한 의

무(義務)를 진(盡)할 뿐이라. 국가(國家)와 불교(佛敎)의 깊고 오랜 인연(因緣)을 인(因)함이니라. 

일본(日本)이 강포(强暴)하고 그 궤휼( 詭譎)한 수단(手段)으로써 한국(韓國)을 합병(合倂)한 이래

(以來)로 한국(韓國)의 역사(歷史)와 민족적(民族的) 전통(傳統) 급(及) 문화(文化)를 전혀 무시

(無視)하고 각(各) 방면(方面)에 대(對)하야 일본화(日本化) 정책(政策) 급(及) 압박정책(壓迫政策)

으로써 한족(韓族)을 전멸(全滅)하려할세 아(我) 불도(佛徒)도 그 독수(毒手)의 희생(犧牲)이 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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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强制)의 일본화(日本化)와 가혹(苛酷)한 법령(法令)의 속박(束縛) 하(下)에 이천년래(二千年
來) 한토(韓土)의 국가(國家)의 보호(保護)로 누리던 자유(自由)를 실(失)하고 미기(未幾)에 특유

(特有)한 아(我) 역대(歷代) 조사(祖師)의 유풍(遺風)이 인멸(湮滅)하야 영광(榮光)잇던 대한불교

(大韓佛敎)는 멸절(滅絶)의 참경(慘境)에 함(陷)하려 하도다.

이에 아등(我等)은 기(起)하엿노라. 대한(大韓)의 국민(國民)으로서 대한국가(大韓國家)의 자유

(自由)와 독립(獨立)을 완성(完成)하기 위(爲)하야 이천년래(二千年來) 영광(榮光)스러운 역사(歷
史)를 가진 대한불교(大韓佛敎)를 일본화(日本化)와 멸절(滅絶)에 구(救)하기 위(爲)하야 아(我) 

칠천(七千)의 대한승니(大韓 僧尼)는 결속(結束)하고 기(起)하였노니 시사보국(矢死報國)의 이 발

원(發願)과 중의경생(重義輕生)의 이 의기(意氣)를 뉘 막으며 무엇이 막으리오. 한번 결속(結束)하

고 분기(奮起)한 아등(我等)은 대원(大願)을 성취(成就)하기까지 오직 전진(前進)하고 혈전(血戰)

할뿐인뎌.

    대한민국(大韓民國) 원년(元年) 십일월(十一月) 십오일(十五日)

                           대한승려연합회(大韓僧侶聯合會)

                           대표자(代表者) 오만광(吳卍光) 이법인(李法印) 김축산(金鷲山) 

                                         강풍담(姜楓潭) 최경파(崔鯨波) 박법림(朴法林)

                                         안호산(安湖山) 오동일(吳東一) 지경산(池擎山) 

                                         정운봉(鄭雲峯) 배상우(輩相祐) 김동호(金東昊)

2.� 사례에�나타난�민족불교

1) 불교의 3·1운동 ; 직접 투쟁

불교의 민족운동 참가는 다양한 시점, 노선, 대열에서 이루어졌다. 서산대사와 사명당의 계승의

식이 강렬한 가운데  나타난 주요 활동을 3·1운동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불교도 3.1운동

(중앙, 지방 등)에 대거 참여하였다. 파고다 공원 선언식 참가 및 서울 만세 시위, 해인사 ·통도사·

표충사·범어사·신륵사·봉선사·동화사·김룡사 등의 만세 시위가 있었다. 그런데 불교의 3.1운동은 우

연적 참여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첫째, 항일의병에 불교가 관련되었다. 의병진에 승려가 참여하였고, 의병전쟁에서 사찰과 승려들

은 적지 않은 피해(방화, 침탈)를 입었다. 그래서 승려들은 일제의 침략상, 잔학상, 반인류적인 행

태를 목격하였는데 이런 인식이 3·1운동 동참의 요인이 되었다.

둘째, 한말 국채보상운동(1907~1908)에 불교계가 동참한 현실인식이 3.1운동 참가의 요인이 되

었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47개 사찰에서 1,184명이 그 운동에 참여하여 의연금을 냈다. 이는 자발

적 민족의식 발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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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불교의 보존 운동인 臨濟宗運動(1911~1912)의 정신이 3·1운동 참가로 이어졌다. 일

본 불교 조동종과의 맹약으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을 때 불교청년들은 한국불교의 보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움직임이 민족불교의 지향이었는데, 운동에서 고양된 민족의

식이 3·1운동의 참여로 나타났다.

넷째, 불교 근대화의 일환으로 설립된 불교 학교에서 배운 불교청년들의 성장이 3·1운동의 기반

이 되었다. 1906년 서울 명진학교(동국대 전신)를 시작으로, 보통학교가 30여개 처의 사찰에 설립

되었다. 이처럼 근대적 학교에서 배운 불교청년층은 근대화를 지향하면서 민족적 자각을 하였다. 

이들은 박한영, 한용운이 펴낸 불교 잡지를 읽으면서 민족의식을 키워 갔다.

다섯째, 1911년부터 시행된 사찰령의 모순을 인식한 불교 대중이 증가하였다. 사찰령은 일제가 

한국 불교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악법이었다. 그를 비판하는 청년층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는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불교 대중이 나타났음을 말하는데, 이는 불교 3·1운동의 기반이 견고함

을 뜻한다.

3.1운동에 불교에서는 민족대표로 한용운과 백용성이 참여했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용운

이 서대문형무소 수감시에 독립운동의 논리를 의연하게 쓴 선언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제에 

제출되고, 비밀리에 유출되어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25호(1919.11.4.)에 ｢조선독립 감상의 대요｣
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그 개요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론

          2. 조선 독립선언의 동기

            (1) 조선민족의 실력

            (2) 세계대세의 변천

            (3) 민족자결 조건

          3. 조선 독립선언의 이유

            (1) 민족 자존성

            (2) 조국사상

            (3) 자유주의

          4. 대 세계의 의무

          5. 조선독립의 자신

이 선언서는 불교의 민족운동이 이념, 논리에서 나온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 선언서는 국

내외 독립운동가들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불교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만 끝나지 않았다. 불교계는 그 이후의 독립운동에 참가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참가하였다. 여기에서는 그 흐름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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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919년 3~4월 인천 만국공원에서 열린 국민대표자대회에 전북대표 박한영(구암사), 강원 

대표인 이종욱(월정사)이 참가하였다. 여기에서 한성임시정부의 출범이 결정되었다. 한성임정은 대

한민국 임정(상해)의 법통의 연원인데, 이런 결정에 승려가 동참하였음은 그 의의가 간단치 않다.

둘째, 1919년 4월, 서울의 중앙학림(동국대)를 거점으로 전국불교도독립운동 본부의 역할을 한 

민단본부가 출범하였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백초월(영원사)인데 그는 진관사를 근거처로 활용하면

서 중앙학림 학인들을 이끌고 다양한 독립운동을 하였다. 즉 임시정부의 후원, 전국 사찰에 학인을 

파견해 군자금 모금, 만주 독립군에 청년승려의 파견, 비밀 신문인 ｢혁신공보｣ 제작 · 배포 활동을 

하였다.

셋째, 상해 임정에 승려들이 망명을 하고, 임정을 배경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다. 신상완, 이종욱, 

송세호, 김법린, 백성욱, 박민오 등은 임정을 배경으로 지속적인 독립항쟁을 하였다. 그들은 국내 

불교와 임정의 연결, 사찰의 후원금을 임정에 제공, 특파원 활동, 의용승군제 기획 및 승려선언서 

배포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하였다. 

넷째, 만주지역의 독립운동 단체에 승려들이 가담하였다. 3·1운동 직후 해인사, 범어사, 대흥사, 

직지사 출신 학인 10여명은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관학교에 입교 혹은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하였

다. 이들은 일제와의 전투에 참가하고, 혹은 국내 사찰을 배경으로 모금한 재원을 전달하였다.

불교 3·1운동은 불교의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3·1운동의 참가로 인하

여 불교인들은 불교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즉 불교의 자주화 운동을 추진

할 수 있는 현실인식이 나타났다. 이런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청년운동이 조직화 되었다. 3·1운동 이전부터 성장한 청년층은 불교 3·1운동을 주도하

였다. 이런 기반하에서 그들은 조선불교청년회, 조선불교유신회를 출범시켰다. 여기에서 그들은 전

국적인 조직을 가동하고, 불교의 문제를 민족의식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둘째, 종단건설 운동을 추진하였다. 일제 사찰령 체제로 인해 자주적, 자생적인 종단이 부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런 구도에서 사찰령 철폐운동, 재단법인 교무원, 조계종 출범 등이 

나왔다.

셋째, 한국불교의 근원을 禪으로 이해하고, 수좌들의 거점인 禪學院이 창건되었다. 선학원에서는 

수좌들의 조직체인 선우공제회가 등장하여, 불교의 진로를 고민하였다. 이런 행보는 일불불교에 반

대, 식민지 불교 정책에 반발, 민족불교 노선을 말한다.

넷째, 불교 3·1운동은 불교의 문화적 능력을 고양하였다. 3·1운동 참가로 인한 자부심, 자각심은 

불교의 포교, 역경 및 출판, 잡지 발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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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교의 자주화 ; 간접 투쟁

일제는 한국을 강탈하고 철저한 식민통치를 하였다. 그러면서 식민지 경영의 영속성을 위해다방

면에서 철저한 식민지 정책을 구사하였다. 일제는 한국의 민족을 없애기 위해 민족문화(정신, 혼 

등)를 말살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식민지 동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족문화의 핵심인 언어, 정신, 

역사, 문화, 종교를 통제하고 관리하였다. 이에 저항한 움직임도 정신적인 독립운동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불교는 한국 민족문화의 핵심이었기에 당연히 통제되었다. 일제의 불교정책은 사

찰령으로 관철되었다. 사찰령 및 사찰령 시행세칙에 의해서 불교의 모든 것을 통제하였다. 인사권, 

재산권, 운영권 등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불교와 승려는 정치, 시사 문제에 관여치 못하게 

하였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불교는 일반 백성들의 정신적 치유 및 시국 

협조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교의 종단 활동을 억압하였다. 그래서 종단(총무원, 

종정, 총무원장, 종회 등)을 만들지 못하게 하였다. 단지 연락 사무소만 두었다. 그러면서 은연중 

일본불교의 관습, 신앙 등을 주입 및 장려하였다. 이런 방법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피식민지국에 관

철하였던 일반 속성이었다. 일본불교의 대표적인 상징은 帶妻食肉으로 지칭된 승려결혼이었다.

이런 문제(사찰령, 종단, 대처식육)에 대하여 당시 한국불교는 강력히 저항, 반발, 극복의 길로 

나갔다. 우선 사찰령 문제를 살피자. 사찰령은 1911년에 제정되어 8·15 해방될 때까지 관철되었다. 

사찰령은 기존의 전통, 관습을 배제하는 성격이 강하였다. 특히 주지권한이 강화되고, 본사의 위세

가 고양되었으며, 세속화의 급증, 명리 추구의 고양, 수행풍토가 파탄이 되었다. 10년간 사찰령이 

시행되자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그러자 3·1운동 직후에 출범한 불교청년회에서 이 문제를 집

중 부각하였다. 그리하여 1922년에는 총독부에 사찰령 철폐운동을 요구하는 건백서를 제출하였다. 

2284명, 즉 과반수 승려가 서명하였으나 일제는 전혀 반응치 않았다. 사찰령 구도에서 정산 그 당

시 본산(본사)은 30처이었다. 본사에 누락된 화엄사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마지못해 1925년 무렵

에 본사로 승격시켜 주었다. 그러나 금산사(위봉사), 불국사(기림사)는 본사 승격이 되지 않았다.

다음, 종단건설 문제를 살피겠다.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는 30본산연락사무소만 있었다. 그러

나 3.1운동 직후 민족의식에 자극을 받은 불교청년 단체가 종단 건설운동을 시작하였다. 종단은 

중앙에 두고, 불교 통일운동의 성격을 갖기에 통일운동, 종단건설 운동으로 불리웠다. 1922년에 중

앙에 총무원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보수적이고, 일제에 조종을 받은 사찰(승려)들은 교무원이라는 

대응기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총무원과 교무원은 시비를 하고, 간판 투쟁을 하고, 재판을 하면서 

정통성 다툼을 하였다. 1924년에 가서는 양 단체가 교무원으로 합류되었다. 교무원은 종단이 아닌 

불교의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체이었다. 그러다가 1928년 불교청년운동이 재기하는 가운데, 1929년 

1월 현 조계사에서 승려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를 주도한 주체들은 한국불교의 통일적 기강인 宗
憲, 宗法을 만들었다. 당시 전 지역의 사찰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제정한 종헌에 의해서 종회, 교



50

무원, 종정, 종단 간부 등이 성립되었다. 이로써 종단의 자주적 출범이 성사되었다. 이 종헌체제는 

한용운도 높은 평가를 하였다. 이런 성사 배경에는 卍黨이라는 결사체의 운동이 작용되었다. 만당

은 만해의 불교사상, 민족정신을 실천하는 단체이다. 이 당은 정교분립, 교정확립, 불교대중화를 내

세웠다. 일제의 식민지 불교정책을 비판하고, 불교 자주화를 추진한 흐름에서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 종헌체제는 3년 뒤에 붕괴되었다. 그는 주지층의 나약한 자주의식, 일제에 기대려는 속성이 작

용한 것이다. 종단건설은 1941년 4월, 이른바 조선불교 조계종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체제는 일제

의 전쟁 총동원체제의 필요성과 한국불교의 종단건설 원력이 결합되어 가능했다. 그렇다 보니 일

제 도움을 일부 받았고, 출범 후 일제의 통제 및 협조 구도에 긴박되었다. 이 체제 자체가 사찰령 

구도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는 대처식육의 문제를 살피자. 한국불교는 부처의 계율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실행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일본불교의 모방, 견학, 유학을 하면서 불교 근대

화를 추진하였다. 이런 구도하에서 승려의 대처식육 풍조가 파급되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기 

이전에도 계율 이행의 문란, 승려 결혼은 일부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일제하에서는 그것을 당연하

게 여기었다. 거기에는 승려 인권, 불교 근대화 등의 명분이 작용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가 1925년 

무렵에 뜨거운 감자와 같은 문제로 떠올랐다. 즉 일본유학을 다녀온 청년 승려가 본사 주지에 취

임하려고 하였다. 대처를 하면 승려(비구승)의 자격이 박탈되고, 사찰 밖으로 구축되는 것이 당연

한 관행이었다. 그러나 유학을 다녀와서 결혼한 그 승려는 승려 자격을 담은 寺法을 개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개정은 일제 총독이 허락해야만 되었다. 그러나 그때 교무원에서 사법 개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에 3.1운동 민족대표를 역임한 백용성은 그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대처식육

의 반대 건백서를 1926년 5월에 일제에 제출했다. 그때 이를 지지한 승려 127명이 서명하였다. 그

러나 일제는 이에 대꾸하지 않았다. 백용성은 그해 9월, 건백서를 재차 올렸다. 이때에는 타협안

(비구승과 대처승의 분리, 별도 사찰 제공)까지 제시했으나 일제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결

혼한 승려가 주지가 되는 것이 허용되었고, 일제 말기에는 승려(남성)의 대부분이 결혼을 하였다.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을 帶妻僧이라 불렀다. 백용성이 이런 반대 운동을 할 즈음, 禪學院 계

열 승려들은 수좌대회(1935), 고승 유교법회(1941)를 열고 청정불교, 계율불교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계열 승려(100여명)들은 전통을 지키면서 활약하였지만 한계도 많았다. 행사를 일제에 보고했

고, 창씨개명 협조, 위문금 납부 등을 하였다. 

3.� 논란,� 검토�사항

여기에서는 불교 민족운동의 논란 사항으로 불교 근대화와 식민통치 협조 문제를 거론한다. 한

국불교가 일본불교에 영향을 받아 근대화를 기하기 위해 자극을 받아 견학, 유학을 한 것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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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런데 불교 근대화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승려결혼’의 문제는 양면적(자율성, 묵인 및 장

려) 성격이 투영된 대상이다. 만해는 결혼을 한 당사자이고, 그를 적극 주장한 인물이다. 승려 결

혼은 근대화를 위해 단행하였지만, 실제 불교 현장에서는 승려 결혼으로 인해 많은 문제(사찰경제 

망실, 명리추구, 갈등, 세속화 등)가 노정되었다. 만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았다. 

1950년대 불교계에서 대처승을 왜색승,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는 불교정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대처승은 식민지 불교의 잔재인가, 근대화의 부산물인가?

다음으로 생각할 측면은 식민통치의 자발성, 강제성이다. 일제에 불교, 승려는 협조, 협력한 사례

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씨개명의 시행에 협조를 하였다. 그리고 군국주의 전쟁에 위문금과 

다양한 물품을 냈다. 불교 행사에서 일본 궁성요배, 전몰장병 위령법요 등을 하였다. 이는 일제의 

강요에 의해 한 것이다. 일제말기 이를 어기면 행사, 법회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독립운동가로 

지정되었다가 위의 협조 문제로 포상이 취소된 대상은 이종욱(월정사), 박영희(대흥사), 허영호(종

정 비서), 차상명(범어사) 등이 있다. 선항일, 후친일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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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천주교와�민족운동

요약문

한국천주교회는�한말�황무지개간�반대�기도회,� 서상돈과�«경향신문»을�통한�국채보상운

동,� 경상도지역� 김상태의� 의병항쟁,� 안중근의� 활동과� 의거,� 안명근의� 무관학교� 설립운동,�

이기당의�병학교�설립운동,�신자들의� 3․1운동�참여,�윤예원�신부와�신자들의�대한민국임시
정부�지원,� 간도지역�신자들의�협동조합운동과�교육운동,� 그리고�의민단의�무장활동�등을�

통하여�민족운동에�참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이� 한국천주교회�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에,� 민족운

동과� 관련한� 한국천주교회의� 인식과� 태도는� 민족사적․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교회는� 하느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에,�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교육운동․사회운동을�포함하여�안중근의거부터�의민단�활동까지�신자들이�전개
한�민족운동은�한국천주교회의�민족운동으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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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

Title
Catholic� Church� and�National� � �Movement

Content

The� Korean� Catholic� Church� played� a� role� in� the� National� Movement� during�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by� initiating� or� supporting� the� following� activities�

among� others� -� a� prayer� movement� against� wasteland� development� in� the�

latter� years� of� the� Choseon� Dynasty,� a� campaign� for� repaying� national� debts�

under� the� leadership� of� Seo� Sang-don� and� the� Kyeonghyang� Daily� Newspaper,�

an� armed� liberation� struggle� under� Kim� Sang-Tae’s� command� in� the�

Kyeongsang� Provinces,� Freedom� Fighter� Ahn� Joong-keun’s� activities� and�

gunning� down� of� Japanese� Resident-General� Hirobumi� Ito,� the� establishment� of�

an� army� officer� cadet� school� by� Ahn�Myeong-keun,� the� formation� of� a� military�

school� by� Lee� Ki-Tang,� Catholic� followers’ participation� in� the� March� 1�

Movement,� assistance� by� Priest� Yoon� Ye-Won� and� his� parishioners� to� the�

interim� Korean� government� in� exile,� co-op� and� education� campaigns� by�

Catholic� followers� in� Jiandao,� and� the� armed� struggles� by� the� Catholic�

Liberation� Fighters� Corps.�

Catholic� involvement� in� these� activities�were� left� to� individual� parishes,� with� the�

Korean� Catholic� Church� as� a� whole� failing� to� provide� leadership.� This� has�

raised� questions� about� the� Church’s� standing� and� perspectives� on� the� national�

movement� from� the� viewpoints� of� national� history� and� theology.� Nevertheless,�

this� paper� argues� that� Catholic� followers’�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movement� including� a� series� of� education� and� social� campaigns,� and� the�

supporting� of� Free� Fighter� Ahn� Joong-� keun� and� the� Catholic� Liberation�

Fighters� Corps� be� regarded� as� a� national�movement� led� by� the� Korean� Catholic�

Church� because� the� Church� is� a� collective� community� formed� by� individual�

followers� sharing� faith� in�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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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와�민족운동

전남대 사학과 교수  윤선자

1.�

1897년 천주교 세례를 받은 안중근(1879~1910)은 돈의학교와 삼흥학교를 통한 교육운동, 삼합

회를 통한 식산진흥운동, 천주교신자 서상돈이 발의한 국채보상운동 등을 통하여 국권수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더욱 강화되고, 프랑스인 선교사들이 천주교회 안에서의 국권수

호활동을 금지하였기에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오직 천주교 선교만을 위해 한국에 온 프랑스인 선

교사들은 한국인들의 국권수호운동을 정치적인 활동으로 보았고, 선교에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였

다. 그들은 정교분리, 정치불간섭을 주장하며 한국인들의 국권수호활동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한국

인 안중근에게 교회와, 위기불안상태인 국가/민족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안중근에게 교회와 대한제국/한민족은 하나였고,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프랑스인 선교

사들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대한제국 침략의 선두주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를 처단하였다. 그리고 그 해 11월 14일 뤼순[旅顺]감옥에서의 2차 신문에서, 이토가 죽었다는 말

을 듣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십자성호 그은 사실을 시인하였다. 12월 22일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천주교에서도 죄악이 아닌가 라는 일제 질문에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죄악이므로 나는 그 죄악을 제거한 것뿐”이라고 대답하였다. 안중근

은 그의 이토 처단이 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정당한 것이며, 천주교 신앙의 측면에서도 옳다고 확

신하였다. 

안중근의 세례신부인 빌렘 신부가 뤼순감옥을 찾은 것은 안중근의 이토 처단을 정당하다고 이해

해서가 아니라, 사형 직전 신자의 성사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성직자로서의 종교적 신념 때문

이었다. 한국천주교회의 최고 통치권자였던 뮈텔 주교는 안중근의거를 살인행위로 인식하였고, 안

중근이 이토를 오해하여 처단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뮈텔 주교의 그와 같은 인식은 한국천주

교회의 외국인 선교사들과 한국인 신부들에게 투영되어, 천주교신앙과 민족운동을 조화시킨 안중

근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안중근의거는 국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안중근 가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안중근 가문은 안중근의 두 동생 안정근과 안공근, 사촌동생 안명근과 안경근, 조카들 안원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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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 안우생, 안낙생, 안민생 등을 통하여 천주교신앙을 간직하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

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2.�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한국천주교회는 45명의 프랑스인 선교사, 23명의 한국인 신부, 88,000

여 명의 한국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3월 5일 저녁, 대구 성유스티노신학교의 신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에 모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리고 교사 홍순일 통해 대구에서 전개될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3월 9일의 만세행렬에 참여하기 위

해 <독립선언문>과 유인물, 태극기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교장신부가 태극기 등을 압수하고, 대구

교구장 드망즈 주교가 학교 폐쇄로 위협하자 만세시위 참가는 무산되었다. 4월 3일 신학생들은 다

시 한 번 만세시위 참여를 계획하였는데 이번에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3월 23일 밤에는 경성 

용산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신학교 문을 나와 만세시위군중에 합류하였다. 그러자 경성교구장 뮈텔 

주교는 그 해의 서품식을 연기하였고, 만세시위 주동 신학생들을 퇴학시켰다. 한국인 신학생들은 

신부가 되려면 만세운동을 포기해야 했고, 만세시위에 참가하려면 신학교를 떠나야 했다.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성직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였다.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국 감옥에 수감된 사람은 9,059명이었는데 그 중 종교신

자가 3,573명이었고, 그중 천주교신자는 53명이었다.(《每日申報》 1919.6.17.) 다른 자료(《朝鮮
彙報》 1919년 9월 /《朝鮮の宗敎》 1921년)에 의하면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일제가 체포장을 

발하여 수감한 사람은 8,886명(기결 2,247명)인데 그 중 천주교신자는 기결은 없고 미결이 57명

(남 49, 여 8)이었다. 이 중 만세시위에 참여한 천주교신자의 이름과 만세시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3월 5일 경성의 만세운동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강평국․최정숙이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

고, 3월 8일 서문시장 장날 시작된 대구의 만세운동에 김찬수와 천주교학교인 해성학교의 교사 김

하정이 <독립선언문> 배포 등의 역할을 하였고 약 20명의 천주교신자들과 해성학교 졸업생이 체

포되었다. 인천의 만세운동으로 인천본당의 천주교신자학생 2명이 체포되었고, 3월 10일 황해도 

해주의 만세운동에는 각 종교색을 떠나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신교․
불교․천도교 신자들과 천주교 신자들이 협력하였다. 3월 18일 강화군 부내면 만세시위에 신태몽․신
태윤․이윤문이 참여하였고, 3월 21일 천주교회원이 고양군 송포면장에게 3월 27일 만세 부르라는 

‘경통’(敬通)을 보냈다. 3월 27일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김교영이 만세시위를 이끌었고, 3월 29일 

용인군 내사면 김운식․한영규가 100여 명 마을사람들의 선두에서 만세운동을 하였다. 4월 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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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군 장안면․우정면 만세시위에 이순모와 김삼만·김선문·김여춘·안경덕·최경팔 등이 참여하였다.  

이상을 보면 3․1운동에 참여한 신자들은 대부분 신부가 상주하는 본당이 아니라 공소의 신자들

이었다. 그것은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한국인 신부들의 제재가 본

당신자들에게보다는 공소신자들에게 약했기에 공소신자들의 만세시위 참여가 더 많았다는 것을 말

해준다. 

3․1운동에 한국천주교회는 전체 교회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았고, 두 명의 주교를 포함하여 프랑

스인 선교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며, 주교의 명령에 따라야 했던 한국인 신부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인 신자들의 참여도 매우 낮았다. 당시 한국천주교회는 일제식민지하라는 민족적 모

순, 일제의 한국침략에 침묵한 교회적 모순이라는 이중 모순 아래 놓여 있었다. 특히 주교를 정점

으로 조직된 천주교회의 구조, 같은 민족감정을 갖기 어려운 외국인 주교의 통치, 외국인 선교사들

이 강요한 성속이원론 등의 교회적 모순이 천주교회의 3․1운동 참여를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1919년 10월 15일 <천주교 동포여>라는 제목의 대한민국임시정부 포고는 한국인 신부

와 신자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독려하였다. ‘천주교신자들도 한민족이니 민족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

해 2천만 동포와 행동을 같이 해주기’를 호소하면서 ‘주교는 프랑스인으로 한국인의 일에 관여하면 

그 화가 모국 프랑스에 미칠 것을 염려하여 침묵하니 한국인 신자들은 프랑스인 주교를 종교지도

자로 인식하지만, 민족적인 면에서는 한국인들과 형제자매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고였다. 

임정을 지원하기 위해 윤예원 신부는 적십자운동에 적극 협력하였고, 최익형은 군자금을 모금하였

으며, 장규섭은 의용단을 조직하였다. 이 때문에 윤예원 신부는 뮈텔 주교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국외인 간도에서 한국인 천주교신자들은 국내보다 활발하게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간도천주교

회는 1897년 한국인 천주교신자들로 설립되었다. 간도의 신자들은 협동조합운동과 교육운동을 전

개하였는데 역사․지리․한국어 등 교과목이 민족의식․독립사상 고취와 깊은 관련이 있었으므로 교육

운동은 곧 민족운동이었다. 간도지역의 프랑스인 선교사들도 국내보다는 덜 하였지만 한국인 신자

들의 독립운동에 부정적이었는데, 신자들은 의민단·국민회·신민단 등의 독립운동단체에 적극 참여

하여 무장독립투쟁을 펼쳤다.   

3.�

한국천주교회는 한말 황무지개간 반대 기도회, 서상돈과 《경향신문》을 통한 국채보상운동, 경

상도지역 김상태의 의병항쟁, 안중근의 활동과 의거, 안명근의 무관학교 설립운동, 이기당의 병학

교 설립운동, 신자들의 3․1운동 참여, 윤예원 신부와 신자들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원, 간도지역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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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협동조합운동과 교육운동, 그리고 의민단의 무장활동 등을 통하여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이 한국천주교회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에, 민족운동과 관

련한 한국천주교회의 인식과 태도는 민족사적․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교회는 하

느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에,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교육운동․사회운

동을 포함하여 안중근의거부터 의민단 활동까지 신자들이 전개한 민족운동은 한국천주교회의 민족

운동으로 평가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3․1운동 정신의 완성은 평화>라는 제목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담화를 

발표하여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저버린 잘못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찰하고 반성”하였

다. 일본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 회장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라는 담화에서 “일본천주교회는 

신자들이 일본의 침략전쟁에 협력하도록 촉구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고백하였다. 이러한 반성은 

교회가 시대의 표징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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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와� 민족운동
-�韓末 三南 儒林의� 사례를� 중심으로� -

충북대 교수  박걸순

Ⅰ.� 글머리

유교는 중국에서 전래되었으나, 삼국 이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위치에서 사회적 규범

으로 작용한 사상 체계였다. 유림은 유교를 신봉하며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존경받는 존재였다. 

그들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존재 가치가 달랐고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었다. 때로는 전통적 가

치를 고집해야 했으나, 때로는 시대적 격랑에 맞서 스스로 변화를 모색해야 했다. 한말의 지성을 

대표하는 유림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에 따라 삶의 향방도 달리 나타났다. 

유림들은 외세와 개화세력에 의해 전통적 가치와 질서가 와해되는 위기를 맞이하여 대응논리를 

찾고 실천에 나섰다. 그것은 한말의 다양한 형태의 민족운동으로 나타났다. 국권회복운동으로는 의

병과 계몽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를 주도한 것은 양반 유림계층이었다. 의병의 경우는 중기 이래 민

중이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고 참여 주체가 되나, 계몽운동의 이념과 주력은 유생층이 중심이 되었

다. 이처럼 다수가 참여하는 민족운동 외에, 개인적 차원의 투쟁인 자결 순국과 의열투쟁이 새로운 

방략으로 대두되었다. 이는 유림들의 절의정신을 실천한 것으로써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으로 계승 

발전되었다.

본고는 망국으로 치닫는 한말을 격정적으로 살았던 유림들의 절의정신에 토대한 시대인식과 그 

실천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례는 학맥·지역·방략 등을 감안하여 먼저 華西
學派의 處變三事를 논의하고, 湖西의 洪範植·湖南의 黃玹·嶺南의 柳寅植의 고뇌와 활동을 중심으

로 유림들의 민족운동을  논의하기로 한다.1)

1) 박걸순, ｢한말 선비들의 절의정신과 실천｣, 선비, 인을 품고 의를 걷다,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철학총서 40, 
2016, 325～3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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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림들의�위기의식과� ‘處變三事’

1894년의 甲午倭亂은 유림들에게 변란과 망국으로 인식되었다. 柳麟錫은 격문에서 갑오변란으

로 말미암아 ‘조선 삼천리강토가 없어졌노라’라고 개탄하였다.2) 진주에서 거의한 盧應奎도 갑오왜

란을 ‘6월의 변’이라고 하며 거의의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홍주의병을 주도했던 金福漢과 李偰 역

시 갑오왜란에 충격을 받고 벼슬을 버리고 의병을 주도하게 되었다.3) 

양반 유림들은 갑오경장의 일환으로 단행된 개화정책을 망국정책으로 단정하고 대응책을 모색하

였다. 특히 甲申變服令은 전국의 유림들을 분노케 하였다. 유림들은 선왕의 법복을 훼손하는 것은 

오랑캐가 되는 첩경으로 인식하였다. 류인석의 스승 柳重敎는 한 가지의 일에라도 오랑캐의 제도

가 있으면 곧 오랑캐가 되는 것이라고 하며, 법복 개정으로 ‘華夏一脈’이 단절되었다고 통탄하였

다.4) 이는 화서학파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류인석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 류인석은 4천년 

華夏正脈과 2천년 孔孟大道와 5백년 조선의 禮樂典型이 단절된 것이라고 하며, ‘성토하다 죽고, 

거의하다 죽고, 선왕의 도를 수호하다 죽는 것’이 선비의 의리라고 강조하였다.5)

화서학파의 도맥을 계승한 류인석은 제자들에게 鄕飮禮를 거행할 것을 명하였다. 류인석이 주관

하는 향음례는 5월 2일(윤) 제천 장담서사에서 150～160명의 문생들이 모인 가운데 진지하고 엄

숙한 분위기에서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화서학파 문인들의 결속을 다지고 향후 대응책이 모

색되었다. 

1895년 8월 발발한 명성황후 시해사건은 ‘國讐報復論’을 불러일으켰고, 이 또한 의병 봉기의 주

요 동인이 되었다. 을미사변이 일어난 지 불과 3개월만인 11월 흉흉한 소문으로 나돌던 斷髮令이 

공표되었다. 류인식은 복식과 상투의 존재를 성리학적 가치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위기의식

을 지닌 류인식은 제천 장담으로 문인들을 소집하여 국가의 변란에 대처하는 處變三事를 제시하

였다. 이는 당시 선비들의 현실과 위기인식을 잘 보여준다. 처변삼사는 첫째, 의병을 일으켜 왜적

을 쓸어버릴 것(擧義掃淸), 둘째, 떠나서 옛 것을 지킬 것(去之守舊), 셋째, 목숨을 바쳐 뜻을 지킬 

것(致命守志)이다.6) 

류인석은 이 세 가지 방안이 모두 성리학적 의리에 합당하니 자기 뜻대로 택해도 무방하다고 하

였다. 그러나 ‘自靖’은 도를 위해 죽는 것으로 깨끗해 보이지만 모두 자결하면 道脈이 끊기고, ‘擧

2) 柳麟錫, ｢檄告八道列邑｣, 昭義新編 卷一.

3) 김상기, 한말 전기의병(한국독립운동의 역사 09),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
구소, 2009, 15～23쪽.

4) 柳重敎, ｢甲申變服令後示書社諸子｣, 省齋集 卷三四.

5) 柳麟錫, ｢乙未毁服時立言｣, 昭義新編 卷四.

6) 柳麟錫, ｢雜錄八條｣, 昭義新編 卷二. 處變三事는 擧義․蹈海․自靖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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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는 국가의 원수를 갚고 백성을 보전하며 도를 받드는 것이므로 마음이 상쾌하지만 큰 역량이 

없으면 목적이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며, 자신은 ‘蹈海’를 선택하였다. 즉, 요순의 땅인 중국으로 들

어가 복식과 상투를 지키고 중화의 맥을 잇고자 한 것이다. 

處變三事는 춘추대의에 입각한 충군애국이라는 성리학적 의리사상을 생명의 근간으로 인식한 

유림의 의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말 수구파 지식인들의 기본적인 행동강령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Ⅲ.� 湖西�儒林�洪範植� � 國破君亡�不死何爲7)

홍범식(1871～1910)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경술국치에 발분하여 최초로 자결 순국을 결행함으

로써 일제 강점기 항일투쟁의 표상이 된 인물이다. 그는 노론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조부와 부친에 

이어 과거에 급제하여 望族의 영예를 이어갔다. 그는 1888년 무자 식년시의 진사시에 급제 후 내

부 주사, 혜민원 참서관을 거쳐 1907년 전북 태인 군수에 임명되었고, 경술국치 당시에는 금산군

수로 재임하고 있었다.

당시는 의병이 전국적으로 봉기하였고, 특히 전북의 의병 활동이 왕성하였다. 이에 군수로 서임

된 사람들이 임지 부임을 기피하여 지방관이 결원이 된 이른바 ‘曠窠’, ‘窠闕’ 현상이 심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선비로서 나라가 어려울 때 회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목민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자, 그는 자결을 결심하고 미리 유서를 준비해 두

었다. 8월 29일, 망국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자결을 결행하였다. 자결 직전 객사 벽에 ‘國破君亡 
不死何爲’라는 여덟 자의 유서를 남겼다.8) 홍범식의 품안에 지니고 있던 유서는 일제에 압수당하

였으나, 일제는 김지섭에게 부탁한 유서의 존재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유서는 할머니와 부모로부

터 부인과 자제, 며느리와 딸, 손자에게 이르기까지 십여 통이나 되었다.9)

그의 자결 순국 소식이 알려지자 온 나라 사람이 깜짝 놀랐다. 사람들은 홍범식은 나라가 망하

자 최초로 순국한 사람이며, 앞으로 그의 뒤를 따라 많은 관리와 신민들이 죽을 것이라고 칭송하

였다.10) 일제는 10일이 지난 9월 8일자 ≪朝鮮總督府官報≫에 그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지 않고 

단순하게 보도하였다.11) 일제는 그의 순국이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그의 자결 원인을 비열하게 왜

7) 박걸순, ｢一阮 洪範植의 자결 순국과 그 遺訓｣, ≪軍史≫ 제79호, 2011.

8) 朴殷植, 韓國痛史, 大同編譯局, 1915, p.171(白巖朴殷植全集 제1권, 415쪽).

9) 洪起文, ｢故園紀行｣(｢洪起文朝鮮文化論選集｣, 380쪽).

10) 金澤榮, ｢洪範植傳｣, 韶濩堂文集 卷十.

11)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9월 8일자 ｢彙報｣의 官吏死去. 일제는 순국일자도 의도적으로 하루 늦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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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하였다.12) 

그러나 그의 자결 순국 소식은 순식간에 국내외로 전해지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新韓民
報≫는 그의 자결 순국 사실을 신속하게 미주 동포사회에 보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보

도하며 칭송하였다.13) ≪獨立新聞≫과 한국국민당 기관지 ≪韓民≫ 등도 그의 순국을 기리는 기

사를 보도하였다.

홍범식의 순국은 아들 홍명희와 손자 홍기문, 동생 홍용식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이 독립운동에 

나서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金祉燮·宋哲·趙鏞夏 등이 독립운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3․1
운동 때에는 충북 지역민들이 과거 홍범식의 자결 순국 사실을 기억하고 칭송하며 만세시위에 나

섰다.14) 따라서 홍범식의 자결 순국은 그 자신의 죽음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이 격화

하게 한 요인으로 평가하여 마땅하다.

Ⅳ.� 湖南�儒林�⿈玹� -� 難作⼈間識字⼈15)

황현(1855～1910)은 전라도 광양 출신으로 호남 선비의 절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의 이념과 

사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성리학적 가치였다. 그러나 그는 위정척사적 사고의 틀 속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開化之本’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가 상정한 개화는 개화파 인사들이 추구한 

서양화나 문명화가 아니라, 유교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 군주 중심의 중세적 통치 질서 강화책으로

서 그의 화이관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논의이다.

그가 저술한 梅泉野錄은 망국사와 민족운동사에 관한 당대 최고의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

닐 정도로 다양한 민족운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그런데 매천이 한말의 국권회복운동을 어

떻게 평가하고, 어느 방법론을 주류로 인식하였는가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한말의 국권회복운동은 개인적 의열투쟁, 계몽운동, 의병항쟁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그는 개인적 의열투쟁인 자결의 방법을 택하였다. 매천처럼 비평정신이 투철한 인사가 을사늑약 

후 계몽운동과 의병투쟁이 격동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무런 행동도 없이 梅泉野錄만 쓰면서 칩

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16) 그러나 그는 계몽운동과 의병투쟁을 긍정적으로 

표하였다.

12) ≪新韓民報≫, 1910년 10월 12일자. 일제는 이미 이한응의 순국 때에도 원인을 왜곡한 바 있다. 

13) ≪新韓民報≫, 1910년 9월 21일자.

14) 朝鮮憲兵隊司令部. 1919, 朝鮮騷擾事件狀況(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1973, 
472～474쪽).

15) 박걸순, ｢매천 황현의 당대사 인식을 둘러싼 논의｣,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5집, 2010.

16) 愼鏞廈, ｢黃玹全集 解題｣, 黃玹全集 上, 아세아문화사, 1978,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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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였음은 물론 일정하게 연계하고 있었고, 끝내 자결 순국의 의열투쟁을 선택함으로서 결국 

민족운동에 합류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황현은 ｢絶命詩｣에서 자신의 자결 행위를 ‘仁을 이룸이요 忠은 아니다’라고 자평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단지 尹穀을 따르는데 그치고 陳東을 따르지 못함이 부끄럽다’고 하였다. 곧 그는 자결의 

방법이 적극적 민족운동은 아닌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가 ｢遺子弟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이 

반드시 죽어 義를 지켜야 할 까닭이 없음에도 자결한 것은 ‘識字人’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이한응의 순국을 비롯하여 관료나 양반은 물론 평민과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자결 순국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전명운 장인환 의거와 안중근 의거 등 개인의 의열투쟁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梅泉野錄은 의열투쟁 기록의 寶庫로서, 본서가 아니면 세상에 

묻힐 내용도 많다. 

결국 매천은 자신이 택한 자결 순국의 의열투쟁을 다른 방법론에 비해 적극적 투쟁이 아닌 소극

적 항쟁으로 여기면서도, 의열투쟁에 관한 매우 상세한 기록을 통해 이를 당당한 민족운동의 한 

갈래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황현은 1907년 이후 일제의 침략이 더욱 격화되며 일제에 직접 맞서는 의병투쟁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의병과 일정한 교분을 갖는 한편, 실력양성과 계몽운동에도 직접 참여하였던 것이다. 그것

은 두 운동 계열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방법론만으로는 국권을 회

복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특정 이념이나 방법론에 매몰되지 않고 국

권회복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고 그 해결에 진력하였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나 끝내 망국에 처하자, 자신의 의지만으로 실천이 가능한 자결 순국의 의열투쟁을 결행함으

로써 ‘識字人’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Ⅴ.� 嶺南�儒林�柳寅植� � 隨時變易17)

류인식(1865～1928)은 경북 안동시 예안면 주진리 삼산마을에서 태어나, 일생을 격정적인 민족

운동으로 일관한 인물이다. 그는 민족운동의 첫출발인 을미의병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과감히 개화

사상으로 전회하여 ‘혁신 유림’으로서 고난의 역정을 걸어 나갔다. 그 어느 곳보다도 보수적 성격

이 강한 안동에서, 衛正斥邪가 아닌 사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척사 유림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는 

17) 박걸순, ｢東山 柳寅植의 歷史認識｣, ≪韓國史學史學報≫ 2, 한국사학사학회, 2000; 시대의 선각자 혁신
유림 류인식, 지식산업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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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당당하게 계몽운동을 펼쳤다. 부친 柳必永으로부터는 의절을, 스승 金道和
로부터는 파문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혁신 유림의 길을 걸었다.

류인식의 현실인식과 계몽사상은 스승 金道和에게 보낸 ｢上金拓菴先生｣에 잘 나타나 있다. 여

기에서 그는 자신이 처해 있던 당시를 ‘불행하게도 新舊交替의 시기’라고 보았다. 그리고 당시의 

세계정세를 ‘弱肉强食 優勝劣敗의 大變局’으로 진단하였다.18) 그는 자신의 思想 轉回의 논리를 

고전에서 찾았다. 그는 스승에게조차 지금은 신구가 교체하는 시기라고 하고, 周易에 나오는 ‘시

대에 따라 변하고 바뀌어라(隨時變易)’는 구절을 거론하며 유신할 것을 건의하였다. 마침내 그는 

시세에 합당한 것은 유신을 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신학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믿고 이를 실천하

였다. 

1903년 이후 류인식은 개화사상을 지니고 계몽운동에 진력하여 1907년 李相龍·金東三 등과 협

심하여 協東學校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19) 이와 함께 1900년대에 류인식이 전개한 민족운동으로 

大韓協會의 발기와 안동지회의 설립(1907), 嶠南敎育會의 조직(1908)도 특기할만하다. 그러나 류인

식은 1910년 의병들이 협동학교를 습격하여 교사를 살해하는 참상을 겪는 비운도 겪었다.20) 

1910년 나라가 망하자, 그는 발해의 옛 땅이 우리들이 돌아갈 곳이라고 판단하고 만주로 망명할 

것을 결심하였다. 만주로의 망명 계획은 그 자신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건

설 계획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상룡․김대락․김동삼 등 안동의 동지들과 협의하여 진행한 것이

었다. 1910년 말, 이상룡이 문중을 인솔하여 먼저 출발하고, 이어 이듬해 1월 김동삼을 비롯한 내

앞 문중들도 떠났다. 안동 유림들의 만주 망명은 척족 인맥을 중심으로 실행된 점에서 한국독립운

동사에서 특이한 사례로 평가된다.

류인식은 경학사 교무부장에 임명되었다. 이는 협동학교를 건립하고 운영한 경험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는 1912년 일시 귀국하였다가 일제에 피체되어 다시는 만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그의 

현실인식과 역사인식은 大東史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1912년부터 1917년경까지 안동에서 집

필한 大東史는 단군이래 경술국치까지의 통사를 편년체의 순한문으로 정리한 사서이다. 본서는 

3권 11책으로 구성되었으며, ｢檀氏朝鮮紀｣-｢南北朝紀｣-｢高麗紀｣-｢朝鮮紀｣ 순으로 정리하였다. 

본서는 종족과 영토 중심의 역사서술, 단군에 대해 적극적 해석, 독특한 南北朝史觀 등 1910년대

의 민족주의사학을 대표하는 사서로 평가된다.

18) ｢上金拓菴先生｣, 東山文稿, 9쪽. 한편 그는 ｢與鄭可範｣, 東山文稿, 13쪽에서도 優勝劣敗 弱肉强食의 
시대를 당하여 革新만이 국가와 민족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 協東學校에 대하여는 趙東杰, ｢安東儒林의 渡滿經緯와 獨立運動上의 性向｣ 및 金喜坤, ｢安東 協東學校
의 독립운동｣, 于松趙東杰敎授停年紀念論叢Ⅱ 韓國民族運動史硏究, 나남출판, 1997 참조.

20) 《皇城新聞》1910년 7월 23일자 ｢弔協東學校｣ 및 ｢略歷｣, 東山文稿,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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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식은 을미의병 참여를 시작으로,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인 1927년 신간회 안동지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될 때까지 30여 년을 오로지 국권회복과 민족의 독립을 모색하는 데에만 힘을 쏟았

다. 그가 활동한 지역은 안동을 중심으로 하되, 중앙과 국외에까지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민

족운동사의 방법론에서는 혁신성과 다양성을, 공간적으로는 전국적 대표성을, 시간적으로는 한 순

간도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지구성을 지니고 투쟁한 한국독립운동사의 대표

적 지도자의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Ⅵ.� 마무리

본고는 한말 유림들의 현실인식과 절의정신의 실천을 몇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한말

은 봉건적 요소의 척결과 외세의 배격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된 격동기였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관과 질서가 위협 당하였고, 당대의 지성인 선비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

였다.

류인석이 중심된 화서학파는 국가의 변란에 대처하기 위한 ‘처변삼사’로 擧義掃淸·去之守舊·致
命守志를 제시하였다. 이는 춘추대의에 입각한 충군애국이라는 성리학적 의리사상을 생명의 근간

으로 인식한 조선 선비의 의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말 수구파 지식인들의 기본적인 행동강령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호서 유림 홍범식은 군수라는 고위 관인으로서 일제의 침략에 비분강개하다가 경술국치를 당하

여 최초로 자결 순국한 인물이다. 그는 군수로서 선정을 베풀고, 특히 의병이 치성한 호남에서 군

수로 재임하며 의병을 보호하기에 힘썼다. 그러나 경술국치 당일 ‘나라가 파멸하고 임금이 망하니 

죽지 않고 어찌 하리(國破君亡 不死何爲)’라는 말을 남기고 자결함으로써 관인 유림의 처세를 가

장 선연히 보여준다. 

호남 유림 황현은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적 가치를 존숭하였지만, 위정척사적 사고에만 매몰되지 

않고 개화에도 유연한 인식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러나 망국에 이르자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구실하기 힘들구나(難作人間識字人)’라고 고뇌하다가 끝내 ‘나라가 망하는 날에 한 사람도 국난에 

죽는 자가 없다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國亡之日. 無一人死難者. 寧不痛哉)’라며 자결 순

국하였다.

영남 유림 류인식은 을미의병 참여를 시작으로 30여 년을 오로지 국권회복과 민족의 독립을 

모색하는 데에만 힘을 쏟은 인물이다. 그는 사상을 전회하여 부친과 스승으로부터 의절과 파문을 

당하는 곤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때에 따라 변하여라(隨時變易)’라는 고전을 신봉하며 유림의 개

혁과 국권회복에 나섰다. 그는 망국과 식민치하에 영남 유림의 절의를 실천한 대표적 혁신유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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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한말의 유림들은 성리학적 가치관의 수호를 기본 이념으로 하되, 때로는 사상을 전회하

면서까지 다양한 민족운동에 나섰다. 한말 유림의 절의정신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으로 계승되며 

실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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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 � �함 소장

연구분야 대종교,�북한�지역�독립운동가,�일제하�유럽유학생의�민족운동

이�메�일 intuitio@hanmail.net

학� � � �력 연세대학교�졸업

경력사항

[저서]

‘대종교원전자료집-백봉전집’(2018�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

‘만주�무장투쟁의�맹장-김승학’,�

‘이극로�전집’�외�다수.�

[성과]

서울시�개천절터�표석�설치(2015)�및�광주MBC�창사특집� ｢홍암�나철,�백년의�유산｣(2016)�
대표�감수.

국학인물연구소�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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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운동사학회�섭외이사�역임

조현균�애국지사�현손

발표제목 대종교와�민족운동

요약문

‘대종교(⼤倧敎)’는� 1909년�음력� 1월� 15일�전남�벌교�출신�우국지사�나철이�국조�단군을�교

조(敎祖)로�받들고�한민족�구심점으로서의�기치를�내걸고서�일제에�극렬히�저항했던�민족�종

교다.�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배달(倍達) 민족’� 용어� 창안,� 백두산� 성지화,� 국내외� 개천절� 행사� 개

최,�대일항전�포명� ｢대한독립선언서｣ 반포,�서일�총재의�청산리�대첩�승전,�신규식의�대한민
국�임시정부�수립�초석,�김교헌․박은식․신채호의�민족사서�저술,�이극로의�조선어학회�민족어�
수호운동�등�한국근대사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했던�종단이었다.�

광복�이후� 개천절�국경일�제정,� 민족� 교육(홍익대�설립),� 안호상� 문교부장관의�홍익인간�교

육이념�제정�기여,�김두종의�의사학�등�사회에도�공헌한�바�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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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Yonsei� University� graduate

Work

Experience

[Publications]

Original� Works� of� Daejonggyo� � Complete� Works� of� Baek� Bong� (2018� Best�

Academic� Publication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Manchurian� Armed� Conflict� -� Kim� Seung-hak,� Complete� Works� of� Lee�

Geuk-ro,� etc.

[Achievements]

installation� of� stone� monuments� at� the� site� of� the� National� Foundation� Day�

in� Seoul� Metropolitan� City� (2015),� Chief� Reviewer� for� the� Gwangju� MBC�

special� program� celebrating� the� foundation� day� of� Korea� � Hongam� Na�

Cheol,� a� Hundred-year� Legacy� (2016).�

-� (Current)� Director,� Institute� of� Koreanologist

-� Key� posts,� including� secretary� to� the� chief� leader� of� Daejonggyo

-� Scouting� Director,� Association� for� Historical� Studies� on� Korean� National�

� � Movement�

-� Great-great-grandson� of� patriot� Cho�Hyeong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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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

Title
Daejonggyo� and�National�Movement

Content

Daejonggyo� is� an� indigenous� Korean� religion� which� worships� Dangoon,� the�

legendary� founder� of� the� Korean� Nation.� It� was� started� by� Na� Cheol,� a�

renowned� patriot� from� Beolkyo,� the� Southern� Cheolla� Province,� on� January� 15,�

1909.�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the� religion� spearheaded� a� fierce�

campaign� against� the� occupants.� Apart� from� its� contribution� to� the� liberation�

movement,� Daejonggyo�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ation’s� modern� by�

supporting� important� activities� such� as� -� invention� of� the� term� ‘Bae-dal-min-jok’�

as� a� referent� to� the� Korean� people,� promotion� of� Mt.� Baekdoo� as� a� sacred�

place,� hosting� of� events� on� National� Foundation� Day,� promulgation� of� the�

Korean� Independence� Declaration� as� an� official� rejection�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Chonsan-ri� Big� Battle� won� by� General� Seo� Il,Sin� Kyoo-sik’s� efforts� that�

laid� the� foundation� for� the� interim� Korean� government� in� exile,� the� authoring�

of� national� history� books� by� Kim� Kyo-heon,� Park� Eun-sik� and� Shin� Chae-ho,�

and� the� Korean� National� Language� Society’s� campaign� to� protect� the� national�

language� under� Lee� Keu-ro’s� leadership.� After� national� liberation,� Daejonggyo�

continued� to�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Korean� society.� Among� them� are�

National� Foundation� Day� instituted� as� a� national� holiday,� the� establishment� of�

Hongik� University� as� the� vanguard� of� national� education,� Daejonggyo’s�

founding� ideal� of� ‘promoting� public� welfare’� proclaimed� by� former� Minister� of�

Education� Ahn� Ho-sang� as� an� idea� of� national� education� policy,� Kim�

Doo-jong’s� authoring� of� ‘History� of� Korean�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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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교의� 민족운동

국학인물연구소 소장  조준희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종교의 민족의식과 민족운동

    1. 대종교의 중광과 5대종지 반포

    2. 일제의 박해와 교단의 대응

Ⅲ. 나가는 말

Ⅰ.� 들어가는�말

‘대종교(大倧敎)’는 1909년 음력 1월 15일 국조 ‘단군’을 교조로 받들고 한민족 구심점으로서의 

기치를 내걸어 신규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초석, 김교헌·박은식·신채호의 민족사서 저술, 대

일항전 육탄혈전을 포명한 ｢대한독립선언서｣ 반포, 서일 총재를 수장으로 한 청산리전투 승전, 이

극로의 조선어학회 한글 운동으로 한국근대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종단이다. 

1922년 1월 24일 모스크바 크레믈궁 극동민족대회에서 대종교를 유럽에 최초로 소개한 김규식

(1881~1950)의 조선혁명운동(The Korean Revolutionary Movement) 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조선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섬기는 대종교 신자들은 그들의 위대한 신을 모시며, 조상의 잃어

버린 땅을 되찾으려는 결심을 굳게 한 애국적인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했던 대종교로 개종한 기독교계 주요 인사는 주시경을 위시해 안

재홍, 이동녕을 손꼽을 수 있으며, 기독교인으로서 대종교 사상에 공감한 이는 안창호, 이동휘 같

은 지사들이 있었다. 불교 고승 운허큰스님(이시열), 천도교 대구교구장 홍주일은 본래 대종교인

이었다. 



80

대종교인들은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배달(倍達)’겨레 용어 창안, 백두산 성지화, 광복 이후 개천

절 국경일 제정, 민족 교육(홍익대 설립), 안호상 문교부장관의 홍익인간 교육이념 제정기여 등 사

회에도 공헌한바 컸다.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대종교의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대종교의� 민족의식과� 민족운동

1.� 대종교의�중광과�초기�활동

구한말 국운이 기울면서 고양되던 단군 민족주의 사상을 거족적으로 통합하는 강력한 종교운동

의 필요성이 생겼다. 1909년 음력 1월 15일(양력 2.5) 전남 벌교 출신 우국지사 나철 등 10여 명

이 지금의 서울 가회동 14번지 6간 초가집 북벽에 단군 신위(｢大皇祖檀君聖神之位｣)를 모시고, 
단군교포명서를 공포함으로써 한민족 고유 종교의 부활을 선포하는 중광(重光)식을 거행했다. 

나철은 대한매일신보에 시가 ｢단단단｣을 발표해 “나라를 찾으려면 단군 후예들이 뭉쳐야 한

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백두산 돌아드니 단군 유업이 아닌가. 

잃은 강토 찾아내고 죽은 인민 살리려면,  

아마도 단군 후예로 일체 단단.  (*현대어로 옮김) 

연이어 ｢단군가｣를 발표했는데, 단군에 대한 곡진한 정성과 교인으로서의 각오가 드러나 있다. 

이 ｢단군가｣는 ‘단군 성조(聖祖)’의 극존칭 개념인‘대황조(大皇祖)’ 용어를 처음 언론매체에 공개했

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러시아에서는 1909년 8월 15일자 대동공보를 통해, 미국 하와이에서는 1909년 8월 17일자 
신한국보를 통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909년 8월 18일자 신한민보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단

군교 설립 기사가 보도되었다. 더 나아가 1909년 음력 10월 3일 개극절(開極節, 후의 개천절) 경

축행사를 개최해 서울에서부터 민족적 구심점을 태동시켰다. 그로부터 1년여 만에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18일자 논설에서 단군교는 천도교와 함께 국교(國敎)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1910년 7월 교인수가 6,000명에 달했고, 음력 6월 29일(양력 8.4) 21,539명(서울 2,748명, 지방 

18,791명), 1920년에 이르러 교세가 더욱 확장되어 40만 명으로 급증했다.

  



실천세션�4

일제강점기�민족운동과�종교

81

단군조선�강역-� ｢배달신국삼천단부도｣ 

2.� 5대종지�반포

1909년 음력 10월 3일, 단군교오대종지포명서가 

반포되었는데 5대종지는 ①경봉조신(敬奉祖神, 대황조

단군성신을 공경히 받들 것), ②감통영성(感通靈誠, 신

령함과 정성으로써 마음에 느껴 통할 것), ③애합족우

(愛合族友, 계레를 사랑으로 합할 것), ④안고기토(安
固基土, 터전을 안정되게 방비할 것), ⑤근무산업(勤務
産業, 산업에 부지런히 힘쓸 것)이다. 

특히 ‘애합족우’ 종지는 백두산 남북-만주 대륙과 한

반도의 총 7천만 단군 자손의 단결을 도모하라는 대륙

사관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며, 백두산 성지 수호 개

념인 ‘안고기토’ 종지 또한 고토회복의 명분인 고구려 

다물 정신과 일맥 하는 것으로 횡적(공간적)으로 대륙

사관과 통하는 종지임과 동시에, 종적(시간적)으로 민족 

고유의 단군 신교(神敎)와 밀접한 개념이다. 

단군 이래 한민족의 계보는 ｢대황조신손원류지도｣에 정리돼 있는데, 단군으로부터 이어진 같은 

동족을 ‘배달족’이라  칭했다. 

3.� 일제의�박해와�교단의�대응

대종교는 1909년 7월부터 공개적인 포교 활동을 개시했으나 경시청의 탐지와 조사를 받는 수난

이 시작되었다. 대종교에 대한 일제의 박해는 1911년 종교취체항으로 본격화되었고, 1915년 종교

통제령으로 가중되었다. 

그러나 대종교단에서는 일제에 대응해 1910년 10월 25일 북간도 삼도구에 지사를 설치했고, 

1914년 5월 만주 화룡현 청호에 총본사를 이전한 뒤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도본사와 중국․
유럽․미국의 외도교계를 설치해 조직을 정비했다. 각 교구 책임자는 동도본사에 서일, 서도본사에 

신규식과 이동녕, 북도본사에 이상설, 남도본사에 강우가 임명되었다.

1) 민족사관 정립 

대종교 역사관 정립 주체는 2대 도사교(교주) 김교헌(1868~19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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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헌은 명문거족 출신으로서 유근과 함께 ‘단군의 사적을 살핀다’는 뜻의 단군 기록 모음집-
단조사고(1911) 편찬을 주도했다. 계속해서 신단실기, 신단민사, 배달족역사를 저술해 민족

의식을 고취시켰다. 신단민사(1923)는 통사 체계의 구성을 목적으로 한 민족사서다. 혈통적으로 

한민족을 ‘신단 민족’이라는 단일 민족으로 체계화하고, 공간적으로 반도 역사 인식을 대륙으로 넓

혀 요․금․청나라까지 민족사의 범주에 포함하는 역사관을 정립했다. 배달족역사(1922)는 신단민

사를 간결하게 추린 책이다. 

2) 개천절 제정

개천절은 한국 국경일 중 하나로서 1949년 10월 1일 시행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

시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개천절의 초명은 개극절이었다. 이를 최초로 창안한 이는 백두산 도인 백봉이며 백봉의 도맥은 

나인영(나철)과 정훈모 양인에게 전달되었다. 그렇지만 1년 만에 의견 대립으로 각각 대종교와 단

군교로 교파가 분립되었다. 종교통제령이 공포되어도 개천절 예식 행사는 대종교 남도본사와 단군

교 총본부에서 각기 지속되었다. 다만 개천절은 축소되고 어천절 위주로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임시정부에서는 음력 10월 3일(양11.25)을 기해 대황조성탄절(개

천절) 축하식을 거행했다. 이듬해 1920년에도 개천절을 맞이해 국무총리 이동휘가 「개천절축사」

를 발표했다.

이승만은 1918년 강우의 고유식을 통해 대종교에 입교했고, 1921년 초 상하이 신원(申園)공원

에서 대종교 핵심 인물 신규식․박찬익과 의형제를 맺었다. 1920년 12월부터 1921년 5월까지 상하

이에서 짧은 집무기간 동안 한배님의 뜻을 계승하고 펴겠다는 간곡한 다짐의 찬송사를 어천절기념

식 석상에서 들려주었다.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 역시 개천절 송축사를 통해 단군 설교(設敎)의 민족적 의미를 예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3) 조선어학회의 민족어 수호 운동 

독일 유학파였던 이극로는 귀국 후 조선어학회를 이끌면서 한글맞춤법통일·표준어사정·외래어표

기법 제정·한글지 발간 등 적지 않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1942년에 조선어사전 초고가 완성되어 인쇄 준비를 하던 중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져 일

경에 사전 원고 전체를 압수당했고 학회 회원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그 중 2명이 옥사했다. 

이극로는 함흥재판소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함흥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45년 8월 광복 후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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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시교당과 조선국권회복단

종교취체하 국내에서는 남도본사 대구 지역 교인의 활동 규모가 컸다. 1911년 음력 1월 21일

(양력 2.19) 대구시교당이 대구 사이동(현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에 설치되었고 서병룡이 시교당 

전무에 임명되어 대구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이 개시되었다. 

1913년 1월 15일 경북 달성군 도성면 안일암에서 윤상태, 서상일, 이시영 등이 표면으로 시회를 

연다고 가장하고 비밀결사 조선국권회복단이 결성되었다. 서약서에서 “매년 1월 15일에 단군대황

조 영위 앞에 목적수행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음력 1월 15일은 대종교 4대 경절 중의 

하나인 중광절이다. 

조선국권회복단은 1915년 음력 7월 15일 풍기의 광복단 및 평안도․황해도 지역 지사들과 1910

년대 국내 최대 항일단체인 광복회로 통합되었다. 

5) 만주 항일투쟁

김교헌은 1916년 9월 제2대 도사교에 취임했다. 1917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총본사를 북간도 

화룡현으로 옮기고 교세확장을 통한 독립운동의 강화를 꾀하는 한편, 동포들의 민족정신 교육에 

전념했다. 1919년 음력 2월 무장항일투쟁 선언서인 ｢대한독립선언서｣ 반포에 앞장섰다, 

  김교헌 김규식 김동삼 김약연 김좌진 김학만 정재관 조용은 여  준 유동열 

  이  광 이대위 이동녕 이동휘 이범윤 이봉우 이상룡 이세영 이승만 이시영 

  이종탁 이  탁 문창범 박성태 박용만 박은식 박찬익 손일민 신  정 신채호 

  안정근 안창호 임  방 윤세복 조  욱 최병학 한  흥 허  혁 황상규 

39명 중 대종교인은 21명(밑줄, 53.8%)이 확인된다. 

만주·노령을 중심으로 당시 해외 저명인사들이 연대해 일본을 동아시아의 적, 국제법규의 악마로 

규정하고 상제 아래 단군대황조께서 우리의 기운을 명하고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도우니 

육탄혈전으로 무력 항전하자는 선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백포 서일(1881~1921)은 함북 경원 출신으로 북로군정서 총재, 대한독립군단 총재에 추대되며 

독립군 사이에서 지도자로서 신망이 높았다. 서일은 함경도의 대표 유학자 학음 김노규를 사사했

고, 대종교 초대 도사교 홍암 나철로부터 깊은 정신적 감화를 받아 ‘三一’철학이라는 민족 철학 체

계를 완성했다. 그의 유작들은 국내에서 제대로 조명된 적이 없다.    

훗날 서일을 추종한 독립군들도 대종교에 투신해 청산리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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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가는�말

백두산 성지 수호라는 ‘안고기토’ 종지와 나철이 주장한 ‘국망도존(國亡道存, 나라는 비록 망했

으나 도는 가히 존재한다)’의 민족정신으로써 일제에 극렬히 저항했던 대종교는 일제의 종교통제령

에도 굴하지 않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4도 교구를 설정하고 문·사·철 국학운동(민족혼 수호)과 항일

투쟁을 이어나갔다. 

서도본사에서는 시교사 신규식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계열을 관할했고, 윤세복은 민족학교 동

창학교와 백산학교를 설립하고 흥업단을 조직했고, 3대 교주로서 1942년 10명이 순교한 임오교변

을 당했다. 동도본사에서는 서일을 중심으로 북로군정서를 조직하고 1920년 청산리 전투 승전으로 

이어졌다. 남도본사에서는 대구시교당이 설립되면서 조선국권회복단 등 독립운동이 이어졌고, 서울

에서는 강우를 중심으로 개천절 행사가 2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이극로는 조선어학회를 이끌어 주

시경의 한글 사업을 완수했다. 

호남인들을 중심으로 출발했던 대종교는 거족적 지지와 동참으로 교세가 확장되었고 국내외에서 

전개했던 종교운동의 민족사적 가치와 의의가 필히 재조명되어야 한다, 대종교는 근대민족사와 한

국 내셔널리즘 이론 정립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대상으로서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해결책을 

내포하고 있다. 시민․학계의 관심과 성과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85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