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민속·현대문화 ● 제8편 현대문화

1. 서천 유학의 정신과 배경
한국의 전통문화 형성에 있어서 유교의 역할은 어느 종교나 사상보다 강한 것
이었다. 17·18세기 이후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사조로 인하여 한국의 전통 문화
와 가치관이 커다란 변화를 겪었지만, 효와 충을 생활의 기본 덕목으로 삼아 온
선비정신은 오늘날에도 존숭되어 서천인의 삶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서천에는 고려말의 대학자 이곡( 穀)과 이색( 穡, 1328~1396), 조선초에 절
의를 지키다 살해된 이종학( 鍾學, 1361~1392), 세조 때의 사육신(死六臣)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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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었던 이개( 塏, 1417~1456), 임진왜란 때 전주부윤으로서 의병 1,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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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병하여 왜적의 호남진격을 막았던 신담(申湛, 1519~1594), 임진왜란 때 군
량미 조달과 대기근을 수습하던 중 과로로 순직한 이산보( 山甫, 1539~1594),
청렴한 관리생활의 모범을 보인 신광수(申光洙, 1712~1775) 등의 학자 문신 들
을 배출한 곳이다.
그들의 학문과 절의 정신은 중세 봉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느 한 시대의
특수한 이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참다운 삶을 추구하는 보편적
인간주의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인도정신에 입각하여 서천의 유학자들은 구한말
이후 근대의 격변기 속에서 후진을 교육하여 참다운 인도주의를 계승하는 노력
을 활발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유교전통에 입각하여 근대기와 광복 이후 등 서
천지역 유교계의 상황과 시대적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근대기와 일제 강점기의 서천 유교
구한말은 국가와 민족이 존망의 기로에 선 시기였다. 특히 일본은 운양호사건
을 고의적으로 일으키고 조선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 병자수호조약(1876)이라는
불평등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조선은 일본을 위시한 세계 열강의 침략에 노출되
었다. 이후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고, 드디어 1910년 기
만적인 한일합방을 강요했다. 유림은 한일합방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일반 대중
을 교화하고 선도하여 항일운동의 선두에 나섰다. 이 때문에, 일제는 식민통치의
전시기에 걸쳐서 유림의 저항의식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강력한 탄압정책과
회유책, 그리고 친일화 정책을 겸하여 유림 세력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변질시켜 어용화 하고자 했다. 일제의 유교정책은 초기에는 유교 약화 내지는 말
살정책을 시행하다가, 점차 친일 어용화 정책으로 전환하여 후기에 이르러 황도
화(皇道化)로 왜곡 변질시킨 유교를 진흥시키는 과정을 겪었다.
일제시기에 도학자들의 일제 침략과 탄압에 대한 저항운동은 세 시기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시기는 단발령과 을사늑약 이후 3·1운동 이전까지의 시기로
서, 이 시기에 도학자들은 자결하거나 의병을 확대시키기도 하고, 입산 은둔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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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망명하기도 했다. 구한말, 주화매국(主和賣國)의 기치 아래 척왜를 주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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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 항일의지를 촉구하고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에 무력으로 항거하던 유림
들은 한일합병의 국치를 당하여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절하거나, 의병활
동을 강화하여 독립군을 조직하고 항전하는 한편, 해외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이때, 많은 의사가 나와 매국노와 일제침략자를 사
살하여 경종을 울렸으며, 독립의거를 일으켜 인도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以身殉道) 충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에, 일제는 1911년 총독부령 제73호‘경학원규정(經學院規定)’
을 반포하여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격하하고 그 역할을 축소하여 어용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한편, 1917년 모든 종교에 간섭과 통제를 구체화한‘종교령’
을 반포하여 유교를
종교의 범주에서 아예 제외시켜 유림의 조직적인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회유책으로는 소위‘상치은사금(尙齒恩賜 )’
이 대표적인 것으로, 일제는 궁핍한
유생들을 물질적으로 회유하고자 합병에 불만을 품은 60세 이상의 유림 9,700명
을 선발하여 15원에서 120원까지 수여하고, 문묘에 종사된 동국18현의 제향비 명
목으로 100원씩을 각 후손과 관계 대표자에게 강제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목적은 각 지방을 대표하는 명문가를 회유하고 유교의 도덕 관념인 경노사상을

역이용하여 젊은 유생들의 적개심과 저항 의식을 둔화시키기 위함이었다.
둘째 시기는 3·1운동에서 만주사변 이전까지의 시기로, 3·1운동에서 자극받
아 영남 호서의 도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국평화회의에 한국 독립을 청원하여
유림의 결집된 의사를 전달한 파리장서사건(유림단사건)이 있었다. 파리장서사
건 이후 일제는 유교계에 대한 정책을 전환하여 유림의 친일화 공작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였다. 일제는 유교계를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장악하고자, 경학원 산하
에 각종 친일 어용유교단체를 조직하여 유교계를 분열시키고 친일화 정책을 강
화했으며, 전국 13도에 친일학자를 강사로 파견하고 유교경전 문구를 아전인수
로 왜곡 선전하여 일본에 충성하도록 강요했다.
셋째 시기는 만주사변 이후 광복 이전까지의 시기로서,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
으키고 태평양전쟁으로 확산하면서 조선에 강경 탄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
통 유림 조직을 파괴하고 친일 유림단체를 조직하여 유학을‘황국유학’
의 이데올
로기로 왜곡시키던 시기였다. 1937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후, 일제는‘국민정신
총동원령’
을 내리고 국민정신 개조를 위해 유교도덕을 악이용하여‘유교는 황
도’
라는 이데올로기로 전락시켰으며, 유교의 황도화와 아울러 친일 유림 세력을
동원하여 조선유림연합회를 조직하였다가, 조선유도연합회로 확대 개편하여 유
교 단체의 친일화 정책을 보다 강화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으로 인하여 일제
운동은 개별화하게 되었다.
이로서 유림 활동은 조직적 운동이 붕괴되어 개인 활동에 의존하였으나, 이 시
기에도 유림들은 일제의 동화정책을 거부하고 역사서술 등의 활동으로 민족정기
를 고취하는 노력을 지속했다. 유림들은 일제 초기에 은사금을‘원수가 주는 돈
(讐賜 )’
이라고 거부하여 회유정책에 저항하였듯이, 일제 후반기에는 창씨개명
에 반대하는 등 식민통치에 직간접으로 항거했다. 이 시기의 일제 시대 유림들은
일제 식민지정부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거나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상투를
자르기보다는 목숨을 버린다는 의지로 일제의 제도적 문화적 동화정책에 저항했
다. 도학자들은 일제의 강압적인‘조선어 말살정책’속에서도 일본말을 입에 올
리지 않았으며, 1940년 소위‘황민화’목표 아래 시행되어 7개월만에 전국민의
80% 가량이 창씨 개명을 행한 상황에서도 탄압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거부하는 등 비타협 불복종의 저항을 계속했다.
구한말 이후 일제시기에 걸쳐 일제의 탄압이나 회유에 대하여 저항한 서천의
유림으로는 구봉섭(1847~1909), 나문호(1879~1943), 구은서(1871~1949), 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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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에 이르러 정통 유림의 조직적인 활동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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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861~1928), 구경회(1904~1984) 등이 있다. 이들은 특히 후학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나문호(羅文鎬)는 어려서 부친이 돌아가신 후 가세가 빈한하여 주경야독하였
으며, 후에 서천군 한산면 구동리에서 국사(菊史) 박용희(朴 熙) 문하에서 수학
하였다. 가난하게 공부했을 때를 생각하여 그는 제자들을 무료로 가르쳤다. 이에
90여명의 제자들이 위사계(爲師契)를 조직하여 서천군 문산면 금덕리에 위사답
(爲師畓)을 마련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학행은 당내에 널리 알려졌으며, 민병
한(閔丙漢)·정인욱(鄭寅昱) 등이 그 사실을『삼별재기(三別齋記)』
에 기록하여 전
하고 있다.
구경회(具璟會)는 1910년 전후로 가숙(家塾)에서 글을 배우다가, 일본이 신학
교를 세우고 학생을 모집하면서, 구경회가 공부하던 가숙에 일본인들이 와서 신
학교에 입학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그는 원수의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다짐하
고『소학』
과 사서를 읽었다. 후에는 지산(志山) 김복한(金福漢)에게 나가 수학하
였다. 이때 행해(杏海) 김노동(金魯東), 정재(貞齋) 신해철(申海澈)과 돈독한 관계
를 맺었다. 광복 이후에는 서림시사(西林詩社)를 결성하여 시작(詩作) 활동을 하
였다. 그리고 충효와 예양( 讓)을 진작시키기 위해 이항규( 伉珪)와 함께 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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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의하여 문헌서원을 중건하였다. 아울러 서원에 가목학원(稼牧學院)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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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3. 광복 이후의 서천 유교
1) 유교 기구와 활동 현황
광복 이후 유교계를 대표하는 조직은 성균관–향교–유도회로 구성되었다. 제
도적 기구로서 지방 유교계는 향교-유도회로 구성되어 있다. 광복 이후 유교계
는 친일단체를 제거하는 한편, 난립하던 유교 단체를 통합하여 일제가 격하시킨
경학원을 성균관으로 환원시키고, 성균관의 교화사업 추진기구인 유도회를 결성
하였다. 유자들의 총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도회는 중앙에 총본부, 지방에는 향
교 조직을 기반으로 한 지부·지회를 결성하고 있다.
조선조의 지방교육기관이었던 향교는 민간의 풍속을 순화하고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지방관청의 관할 아래 있었던 관학이었으며, 제향과 교육의 양대 기능

을 담당했다. 그러나 교육기능은 17세기 이후 서원의 발전 증가에 따라 쇠퇴하였
고, 1894년(고종 31년)에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문묘에 향사하는 석전(釋奠)만을
행하고 있다.
현재 서천지역의 유교 기구는 향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향교는 서천향
교, 한산향교, 비인향교 등 3개소가 있다. 서천에 소재하는 향교는 다음과 같다.
<표 1> 서천의 향교 현황
향교명

소재지

창건연도

석존봉향일

서천향교

서천읍 군사리

태종7년(1407)

음력 3월, 8월첫째 丁日

비인향교

비인면 성내리

태종7년(1407)

상동

한산향교

한산면 지현리

태조7년(1407)

상동

유림의 실질적인 활동 공간이며 재산의 바탕이 되는 향교 재산 관리와 운용의
법적 근거는 1962년 1월 10일 법률 958호「향교재산법」
이며, 현재는 1979년 문
공부의 향교재산관리계획이 행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향교의
재산과 그 운용 상황은 다른 종교단체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며, 사실상
거의 자체적인 수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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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명

건축물
총 3동

서천향교

총

명륜당 1동 20.5㎡

대지

기타 1동

임야 2,500㎡

55.6㎡
247.5㎡

총

360㎡

전, 답 10,422.4㎡

명륜당 1동 66.0㎡

대지 2,658.8㎡

기타 1동

임야

536㎡

대성전 1동

102㎡

명륜당 1동

66㎡

기타 4동

368㎡

총

도지정 기념물 제130호

51,196.2㎡

대성전 1동 75.9㎡

105.6㎡

문화재지정

12,482㎡

전, 답 9,622㎡

총 6동
한산향교

97.6㎡

대성전 1동 21.5㎡

총 5동
비인향교

토지

도지정 기념물 제129호

38,115㎡
130,292㎡

전, 답 15,493㎡
대지

1,455㎡

임야 48,198㎡
기타 65,146㎡

도지정 기념물 제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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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9년 현재 서천지역 향교의 재산현황

서천 지역 향교의 이러한 재정 상황으로는 활발한 조직 활동과 교육 활동이 어
렵다. 이에 따라 타종교 교직자가 교직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비해, 유교 교
직자는 실질적인 보수가 없으므로 유교교육이나 교직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형
편이다. 오늘날 정기적인 모임은 1년에 제향일 2차례가 고작이다. 따라서 각 향
교는 재정을 확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유교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 서원과 사우
서원과 사우는 제도권 유학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유교계의 큰 부분을 이
루고 있다.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각 지방에 설치된 민간 설치 기관으로서, 상덕
(尙德)의 사묘(祠廟)와 돈학(敦學)의 원우(院宇)로 구성되어, 인재를 양성하는‘교
육의 역할’
과 선현 선사(先賢先師)와 선열 의사를 제향하는‘봉사(奉祀)의 역할’
을 담당했다. 즉, 교육을 통하여 학문에 힘쓰도록 하며 제사를 통하여 덕을 숭상
하도록 하는 교육 기관으로서, 선비를 양성하고 삼강 오륜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
484

의 본산으로서의 구실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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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와 더불어 서원은 본래 원생을 교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현을 본받아 스
스로 도를 자임하고 학문을 지향하여 독서와 강학으로 의리를 밝히고, 어버이와
스승을 섬기는 도리를 다하며, 언어를 삼가하고 마음을 바로 잡아 충성과 신의,
효도와 우애, 강직 방정한 선비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
기관이었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 향교와 마찬가지로 인재 양성의 실질적인 교육
기능을 상실하고 선현 선사와 국란시 희생된 충신과 의사들을 봉사하여 존현숭
덕의 정신을 발양하는 향사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조선시대 지방 유교문화의 중심지였던 서원·사우의 건립현황을 보면, 충청도
에는 모두 118개소이며, 이 가운데 사액서원은 39개소나 되었다. 서천은 사액서
원이 2개소였으며, 비사액 서원·사우는 3곳이었다. 서천에 소재하는 서원 가운
데, 이곡, 이색 등을 주향한 기산면의 문헌서원이 가장 대표할 만한 곳이다. 서천
지역의 서원은 모두 흥선 대원군이 서원 훼철할 당시 그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그 후에 다시 중건한 것이다. 현재의 서천지역 서원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서천 지역 서원·사우의 창건 연대와 배향 인물
명칭

소재지

창건연대

배향인물

배향일

문헌서원

기산면
영모리

선조 27(1594)

이곡, 이색, 이종학,
이종덕, 이개

春享 : 3월 中丁日
秋享 : 8월 中丁日

건암서원지

문산면
지원리

현종 3(1662)

이산보, 조헌,
조수륜, 조속

春享 : 3월 中丁日
秋享 : 8월 中丁日

검산사

비인면
구복리

현종 10(1844)

구황

春享 : 2월 中丁日
秋享 : 8월 中丁日

율리사

비인면
율@ 리

1900년

신숭겸, 신현, 신혼,
신연, 신기, 신철, 신오

春享 : 3월 中丁日
秋享 : 8월 中丁日

청절사

비인면
남당리

숙종 36(1710년)

유기창, 유여림, 유홍,
유황, 유계

春享 : 3월 中丁日
秋享 : 8월 中丁日

<표 4> 서천 지역 서원·사우의 유래 및 주요 특징
명칭

유래 및 주요 특징

비고

한산이씨 명조 선형 6위 제향
문헌서원

처음 이름은 효정사, 정유재란으로 소실
사액 : 광해군 3년(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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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군의 서원 훼철령(1871년)에 따라 훼철
건암서원

사액 : 영조 9년 (1733)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에 따라 훼철

터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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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의병장 구황 배향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에 따라 훼철
1918년 중건
임진왜란 의병장 구황 배향
율리사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1871년)에 따라 훼철
1892년 다시 설단 배향 시작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303호

1979년 중건
기계 유씨 5위 배향
청절사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1871년)에 따라 훼철
1892년 다시 설단 제향 시작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399호

1975년 중건

앞으로, 서원은 향교와 더불어 향사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원과
향교 설립의 양대 목적의 하나인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여, 현대의 인
간 주체성 상실과 인간소외시대에 새로운 인간 사회의 활로를 열어가야 할 것이
다. 그러한 국가와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의 정규 교육 과정을 보
완하는 정신교육장으로서 국민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기관으로 거듭
나는 노력을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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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사

3) 유림 조직
조선 후기에 서원의 성장과 과거의 폐지에 따라 쇠퇴한 향교는 더우기 일제의
유교 탄압과 친일화 정책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역할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
으나, 광복 이후 전국 유림 단체인 유도회로 재통합되었으며, 점차 지역사회의
정신적 가치 회복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서천시에는 각 향교별로 유림회가 조직되어 있다. 서천지역의 유림회는
유림전통의 이념에서 서천시 관내 3향교가 단합하고 돈목하여, 존성모현 사업에
상호협력하고, 후진을 계도하며, 한국의 미풍양속과 윤리도덕을 선양하여, 사회
정화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서천에 소재하는 향교와 유도회는 다
음과 같다.
<표 5> 향교와 유도회
향교명

전교명

서천향교

나승복

953-7020

연락처

유도회 회장
권효식

비인향교

신상준

953-3092

나석홍

한산향교

김종규

951-6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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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천지역의 향교 가운데, 한산향교가 1984년 이후 충효교실을 운영하여
인간 윤리와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켜 충효사상 앙양에 노력하기도 하
며, 효자·효부를 선발 표창하여 경노·효친 사상을 회복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
력하는 등 유도교육과 풍속교정의 역할을 다하고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재정이
빈약하고 그 활용성이 미약하여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과 체제변화
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밖에 서천지역 유림활동 상황으로는 3개 향교 및 5개 서원의 사우를 수호관
리하고, 춘추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근자에 선현과 조상을 높이며 유교 경전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열의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그러한 유교
역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서
천 유교계는 지방의 향토 문화로 머물지 말고, 보다 현대화하여 유교의 대중화
저변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유교 조직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유교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교의 인본정신 전통을 계승하면서 젊은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공맹의 유교사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대사회에 알맞
게 적용 발전시켜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행하지 않으면 노령화된
사조직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4. 서천 유교의 역할과 과제
조선 후기의 유학은 예학을 발전시키고 대의를 강조하여 한국 유학 발전의 중
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문화전통이 일제의 폭압에 굴하지 않은 한국인
의 주체성을 고양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한말 이후 서양식 근
대 교육제도가 일반화되고 전통교육제도가 합법적으로 지속되지 못하여 전국적
인 유교조직의 붕괴는 가속화하였으며, 서천지역의 유교계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전수하고 시행하는 현실 유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부국강병을 제일 목표로 추구하던 구한말의 개화사상 이래로, 산업화와 민주
화를 통하여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교는 구시
대의 유물로 간주되었지만, 유교의 본질을 되살리는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필요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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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배–복종관계를 규정하고 유지하였던 낡은 논리라고 비판되어졌지만, 충과
효는 하나의 윤리규범이기 이전에 자기의 주체성을 다하는 성심이며, 대타적인
윤리규범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도심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오는 근면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성실
함은 근·현대화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요소들이다.
유교의 본질이 그러한 것인 이상,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
다고 할지라도 유교는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이유와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한국의 유교 상황 전반이 그러하듯이 서천 지역의 유교가 시대적 역할을 충분하
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지만, 앞으로 후세를 교육하여 산업화 속
에서 상실되어 가는 인간의 고귀한 주체성을 재건하고 평안한 가정과 국가 사회
를 건설하는 데에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집 필 : 김 문 준(건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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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사회에서는 충과 효라는 도덕관념은 과거 가부장적 봉건 사회에서 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