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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편  태 동 기 (1876～1907) 

                       제 1 장  개화기와 신교육의 시작

   1. 개화기의 양상

  우리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근 화의 기 에 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하나는 

17․8세기의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 정 시 (英正時代)설이고,  하나는 19세기 후엽 서

구화를 추구한 개화기(開化期) 설이다. 자는 조선조 후기에 서서히 양반 지배체제의 와해 상

이 나타나고 상업과 수공업의 발  등 민 경제의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세  신분질서의 붕

괴 상이 나타났고, 실학사상이 주장되었으며, 소리계 소설과 사설시조  소리와 같은 민

문화의 성행 등이 나타나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은 자생 이고 민족 자주 인 근 화가 출범하

다는 주장이다.1)

  특히 정다산(丁茶山), 박연암(朴燕岩), 박제가(朴齊家), 유형원(柳馨遠) 등이 청나라에서 도입하

여 주창한 실학사상(實學思想)은 조선조 후기의 역사  모순을 정확하게 악하고 이를 개선하

려고 한 탈성리학 이고 근  지향 인 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실학의 연구 범 는 매우 

범하고 백과사 인 학문 분야를 다루고 있어 한계성이나 제약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민족주

의  성격을 지녔고 근 지향 인 특성을 보 으며 한 민 사회의 이익을 변하려 했다는 

에서 그 역사  의의를 찾는다. 그리고 그들은 실사구시(實事求是)와 이용후생(利用厚生), 경세치

용(經世致用) 등을 지향하고 있어 분명 새로운 개 사상이요 실용주의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진보 이요 자율 인 근 성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각 인 사상

은 일부 양반층의 주장에 그쳤고 역사 으로 단 되어 계승 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 화의 

맹아로 보되, 본격 인 근 화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세 의존 이고 보수 이며 타율 인 결함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후엽의 개

화기를 본격 인 근 성의 출발로 보아야 한다는 이론이 일반 인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서양 

문물을 받아드리려는 개화사상은 원군의 쇄국주의가 물러난 후 병자 수호조약(1876)에 따라서  

부산, 원산, 제물포(인천) 등 세 곳을 개항한 이래 물 듯이 성행하여 이른바 개화기를 맞이하게 

된다. 문호를 개방한 후 조선정부는 차 으로 개화정책을 채택하는데, 근  제 개 을 실

시하고 일본과 청국에 신사유람단을 견하여 서양 문물을 도입하기도 하 으나, 한편으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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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유림들의 척사 정(斥邪衛政)이라는 개화 반 론에 부딪히기도 하 다. 이와 같이 개화사상

이 리 편만해 가는 에 특히 김옥균(金玉均), 홍 식(洪英植), 서 범(徐光範), 유길 (兪吉濬) 

등 은 양반계  지식인들이 개화 의 심인물이 되고, 그들은 민씨 일 의 청국에 의존하는 

수구정책에 반 하며 일본의 힘을 빌어서 개화정책을 도모하려고 갑신정변(1884)을 일으켰으나 

삼일천하로 실패하고 망명의 길을 떠난다. 

  그러나 역사의 진로는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려는 개화편에 있었으므로 10년 후 고종 31년에는 

드디어 갑오경장(1894)이 선포되고 우리 역사에 획기 인 개 정책이 실 되기에 이른다. 갑오경

장은 호남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인 동학 명을 진압하는데 출병했던 청국과 일본의 각축에서 승

리한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유리한 치를 얻기 한 방책으로 조선 정부로 하여  실시하게 한 

개 안으로서 외세 의존 인 감이 없지 않으나, 선포된 개 안 자체는 청나라에 한 굴종  

계를 청산하고 자주국가임을 선양하고 건주의 철폐와 근 화를 추구하는 매우 획기 인 내용

으로 되어있다. 본래 동학은 1860년에 최제우(崔濟愚)에 의하여 서학에 반 하여 창설되고 최시

형(崔時亨)에 의해 교세가 확장된 교단으로서 인내천(人乃天)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사람을 한울

로 공경하라는 민족 이고 민 인 종교인 바, 라도 고부에서 조병갑이라는 탐 오리를 징치

하기 해 (全琫準)에 의하여 기한 민란이 확 되어 호남을 휩쓰는 농민 명으로 발

하 고, 비록 실패하기는 했으나 이 일이 계기가 되어 갑오경장을 선포하기에 이르 으니 동학

명이 우리 근 사에 끼친 공 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갑오개 의 직  배경은 안으로는 동학 농민군의 개  요구에 있었고, 밖으로는 한

반도에서의 이익을 선 하려는 일본의 강요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입법권을 가진 국가기 인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새로 두어 실시한 갑오경장의 내용은 여러가지로서, 먼  정치 인 면

에서는 제군주제를 약화시키고 내각이 나라의 실권을 갖게 하며「홍범십사조」(洪範十四條)가 

제정되어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시켰고, 국가의 재정도 정부가 갖도록 하 고, 경제 인 면

에서는 화폐제도를 은본 제로 하고 새 화폐를 유통시켰으며, 지세(地稅)의 납제를 제도화하고 

도량형을 통일한 일 등이다.2) 그러나 갑오경장에서 가장 요하고 두드러진 것은 건주의를 철

폐하고 근 화를 추구한 사회면의 개 이다.

  1. 종  이후로 국내외의 공사 문첩에는 개국기원을 사용할 것

  2. 문벌과 양반, 상민 등의 계 을 타 하며 귀천에 불구하고 인재를 선용할 것

  3. 문무 존비의 구별을 철폐하고 다만 품계에 따라 상견의를 규정할 것

  4. 죄인 자신 이외의 일체 연좌율(緣坐律)을 폐할 것

  5. 실과 첩에 모두 무자일 경우에 한하여 양자함을 허할 것



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 4 -

  6. 남녀의 조혼을 엄 하여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라야 비로소 결혼을 허할 것

  7.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길 것

  8. 공사 노비지 (奴婢之典)을 하고 인신의 매를 할 것

  9. 비록 평민이라 하더라도 이국 편민(利國 便民)할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기무처에 상서토록 하여 부  

   의  할 것 ( 10～14 생략 )

 15. 장리(贓吏 : 공  횡령한 리)에 한 징계를 엄 히 하되, 원장 (原贓 : 횡령공 )을 변상 납입  할  

   것

 16. 조 (朝官) 품계의 정 · 종(正從)의 구별을 없이 하고 각 아문이 마음 로 체포, 시형(施刑)함을 할  

   것

 17. 역인(驛人) 창우(倡優)와 피공(皮工) 등의 천민 우를 폐지할 것.3)

 체 21조항으로 된 이 개 안을 보면, 양반․상민의 계 타 와 연좌제 폐지, 조혼 지, 과부

재혼, 노 제 폐지, 천민 우 폐지 등 건주의를 탈피하고 근 화를 추구하는 획기 인 내용으

로 되어있다. 물론 이런 사회개 이 당장에 실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큰 사회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큰 역사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 일본이라는 외세에 의존하여 제정된 규정

이기는 하지만, 내용 그 자체는 매우 획기 인 근 화의 추구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세기 후엽에 개항으로부터 시작하여 갑오경장에서 크게 성장한 개화사조는 그 뒤 

20세기의 10년  반까지 이어지고, 불행하게도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역사와 병행하 으나 이 

나라의 근 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여기에 동학 명을 통한 민 의 자각과 신교육의 실시, 기독

교의 향, 신생활 운동의 개, 국어운동의 강화, 신문․잡지의 발간  신문학운동의 출범 등

이 이루어져 우리의 근 화를 더욱 구하 다.4)

 다시 말하여 이 나라의 개화 즉 근 화를 구한 원인은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으니, 첫째는 

앞에서 살펴본 갑오경장과 같은 사회제도의 개 을 들 수 있고, 둘째는 동학 명을 통한 민 의 

자각이다. 동학 명은 양반층 특권계 의 부패와 학정에 한 민 의 타 , 신운동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근 화를 진하는 그 역사  의미가 크다. 비록 수구․ 건 인 정부와 외세의 힘에 

의하여 실패하 으나 의를 앞세워 기한 동학은 “창생을 도탄 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에 

두며, 안으로는 탐학한 리를 척결하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 의 무리를 구축코자” 하 던 것으

로서 양반과 부호 앞에 고통받는 민 의 근  자각을 일으킨 것이다. 

  셋째는 신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속도로 이 나라의 근 화를 진하게 되고, 넷째는 기독교가 

래되어서 성경 보 과 찬미가를 통하여 문맹퇴치에 앞장서는 등 문서 선교의 성과를 높 고, 

의료선교와 교육선교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다섯째는 신생활운동의 개로서 서양 의술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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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종두법의 시행(1896)등의 근 과학과 국민생활의 개량, 양력사용  단발령(1896)의 실천 등

을 들 수 있다. 서양 문물을 추구하는 개화의 물결이 유행하자 안경은 개화경, 지팽이는 개화장, 

양복은 개화복이라 리 생활화하기에 이른다.

  여섯째는 국어운동의 개인데, 우리의 말과 을 아끼고 다듬으며 애용하 다는 사실이다. 갑

오경장 이후 공문서에 국한문 혼용을 하게 되고 학부 발간의 교과서가 국한 혼용의 로 되었으

며, 심지어 독립신문(1896)은 한  용을 하고 있어 그야말로 획기 이었음을 볼 수 있다. 국어

에 한 연구도 활발해져 지석 (池錫永)의「신정국문」(1905), 주시경(周時經)의「국어문 음학

」(1908), 국어 문법 (1910), 유길 의「 한문 」(1909) 등이 발간되었다. 유길 의「서유견문」

(西遊見聞)은 국한문 혼용의 처음 서로, 서양의 문물과 사상 등을 백과사  식으로 소개하고 

있어 매우 특출하다. 일곱째는 근  신문, 잡지의 발간을 들 수 있다. 1883년「한성순보」라는 

보식의 신문이 나온 것이 처음이지만, 본격 인 근  신문은 1896년 독립 회에서 발간한 

「독립신문」이다. 순 한 로 된 이 신문은 민족의 근  계몽에 크게 이바지하 다. 이어서 

1898년에「황성신문」,「제국신문」,「매일신문」이 발간되고 1903년에「한성신보」, 1905년에「

만세보」,「 한매일신보」등이 간행됨으로써 이 나라의 근 화에 이바지한다.

  끝으로 신문학운동이 시작되는데,「독립신문」에 주로 창가가 발표되었고, 이는 개 애국가류

와 신 교육사상  서양문명 동경 등 계몽  시가로 되어있고,「 한매일신보」에는 “사조”와 

“사회등”이라는 고정란이 있어 실비 과 항일 항 인 개화기 가사를 무수히 발표하고 있다. 

한편「만세보」에는 최 의 신소설로 알려진 이인직의「 의 」가 연재되었고, 이인직은 이어

서「귀의 성」,「치악산」등을 발표한다. 이해조의「자유종」, 최찬식의「추월색」, 안국선의「

수회의록」등이 유명하며, 이와는 달리 박은식의「서사건국지」, 신채호의「을지문덕」,「이순신

」, 장지연의「애국부인 」등은 역사 기소설로서 민족  주체성을 내세우고 극 인 사회

계몽을 시도하 다.

  요컨  서양문물을 추구하는 개화사조를 바탕으로 이른바 개화기에 우리의 근 화가 개되었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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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교육의 시작

   (1) 구교육의 상황

  개화기에 우리의 근 교육이 시작되기 에는 오랜 세월동안 이어온 구교육이 있었다. 고려조

를 거쳐 조선조 말까지 래되어온 우리의 구교육은 서당(書 )이 등교육을 담당하고, 향교(鄕

校)와 사학(四學)  서원(書院)이 등교육에 해당되며, 성균 (成均館)이 고등교육을 담당하

다.5) 물론 이들은 등, 등, 학처럼 계단식 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된 교

육기 으로 존재하 다. 그리고 이들은 경 면으로 볼 때 세 유형으로 나 어지는데, 성균 과 

사학은 국가( 조)가 설립, 유지, 경 하 고, 향교는 지방 청( 방)이 경  책임을 담당하 으

며, 서당과 서원은 사인(민간인)에 의하여 운 되었다. 이제 이들 구 교육기 에 하여 부연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등교육 상황

  구 교육제도에는 공비에 의한 등교육 기 이 없는 신에 사학에 해당되는 서당이 이를 

맡았다. 서당은 으로 민간에 의한 등학교로서, 모든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국민교육의 

기 라 하겠다. 서당은 옛날 고려조 때부터 조선조 말엽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왔는데, 서당이 곳

곳에 세워져서 백성들의 보 인 교육기능을 담당했다는 에서 그 역사  의의가 크다. 물론 

서당은 국민의 기 교육을 담당해온 교육기 이지만 학교라고 하기에는 무나 미약했다.

  그리고 서당은 훈장 한 사람과 방 한 칸만 있으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구나 뜻 있는 사람

이면 설치와 폐쇄를 마음 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 다음 네 가지의 서당 경  형태를 보

게 된다. 첫째는 훈장 자신이 자기의 생계를 하거나 사업이나 취미로 서당을 경 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부유한 마을의 유지가 자기의 자제와 친지의 자제를 가르치기 하여 서당을 세우

는 경우요, 셋째는 동네의 유지들이 함께 훈장을 청하여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경우가 있고, 끝

으로 마을 체가 합심하여 공동으로 서당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한 서당에 오는 학생들도 각양이어서 7,8세의 아동으로부터 15,6세의 소년이 일반이요 20  

( 學) 청년들도 있었다. 서당에서 배우는 학과목은 천자문(千字文), 동몽선습(童蒙先習), 통감(通

鑑), 소학, 사서삼경(四書三經), 사기(史記), 당송문(唐宋文)  당률(唐律)에 이르 다. 보통은 처

음 3,4권으로 끝맺었는데, 서당에서는 책의 강독과 함께 제술과 습자가 부과되었다. 이와같이 민

간에 의하여 설치 운 된 서당은 증등 과정인 향교에 들어갈 비도 시켰으나, 지방의 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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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문의 독해력을 길러 주고 유교문화에 한 기 지식을 보 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

다.

   ② 등교육 상황

 옛날에 서당이 등교육 기 의 기능을 다하 음에 비하여 향교와 사학(四學)은 등교육 기

의 역할을 담당하 다. 먼  사학은 성균 보다 낮은 정도로 국비로 운 된 학교로서 서울에 

네 개가 있었으니, 동학, 서학, 남학  학이라 하 는데 성균 의 부속학교와 같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학은 규모가 작고 그 수학 정도가 낮았으나 교육 방법은 성균 과 비슷하 다. 사학은 

각 학교에 교수 2인과 훈도 2인을 두어 가르치게 하고 학생은 각기 100명으로 삼았다. 조에서 

장하여 우수한 인재를 고사하여 생원과 진사 시험에 응하게 하 다. 그러나 조선조 말엽에는 

사학은 학풍이 타락하고 수학태도가 해이해져서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 다.

  등교육 기 으로 앙에 사학이 있었음에 반하여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다. 향교는 공립학교

의 성격을 지닌 등 정도의 교육기 으로서, 고려시 에 시작하여 조선조에 걸쳐 번창하 는데 

개 고을마다 하나씩 있어 크게 이바지하 다. 원래 향교는 지방재정에 의해 설립되고 기본 재

산의 수익으로 운 되었으며 감사가 감독 책임을 지었다.

 향교는 앙의 성 에 선성(先聖)의 패를 안치하고 그 당하 양편에 선 (先賢)의 패를 

두었으며, 문묘 앞에 명륜당이 있어 교실로 썼고 그 좌우에 동제(東齊) 서제(西齊)를 마련하여 

기숙사로 썼다. 향교는 성균 과 같이 한편으로는 선성, 선 을 제향하는 임무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지방의 유생(儒生)을 모아 강학하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 다. 향교의 직원은 교

수와 훈도  학장이 있었으나 학교의 소에 따라 차등이 있었고, 학생수도 30명에서 90명까지 

차이가 있었다. 향교의 교재로는 소학, 사서, 오경 등이 심이었고, 근사록(近思 ), 제사(諸史), 

삼강행실(三綱行實)등이 쓰 고, 농업과 잠업 등 약간의 실업교육도 행해졌다.

 향교의 교수방법은 성균 이나 사학과 같이 강론을 통해 학습하 는데, 감사가 주재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성균 의 복시에 응하게 함으로써 진사나 생원이 되게 하 다. 향교는 와 같은 

선 의 제형과 교육을 담당하는 것 외에 향토문화의 향상과 향풍(鄕風)을 순화시키는 사회 교육

 임무도 담당하 다.

 한편 사학이나 향교 외에 서원(書院)은 민간에 의해 설치 운 된 사학 기 으로서 역시 등

교육 기 에 해당되었다. 본래 서원의 목 은 이름난 선비와 공신의 유덕을 추모하는 동시에 청

년 자제들을 모아 학문과 덕성을 연마하는 일종의 수도장이다. 향교가 시 에 있음에 비하여 서

원은 한 한 산야에 있어, 자유스러운 풍토 속에서 면학할 수 있다는데 장 이 있었다. 그러나 



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8

선  존경과 후진 장학이라는 좋은 뜻으로 출발한 서원이 뒤에는 벌을 조성하고 당쟁을 격화

하는 폐단을 가져오기도 하 기 때문에 원군은 군소 679개소나 되는 서원을 정리하여 47개소

만 남게 하 다.

   ③ 고등교육 상황

 구 교육제도에 있어서 학에 해당되는 기 은 성균 (成均館)이다. 성균 은 국비로 설치 운

되는 최고의 교육 기 으로서 조선조의 태조 7년, 즉 1398년에 창설되었다. 성균  설립의 목

은 두 가지로서 공자를 비롯한 성 을 추모하고 제사 지내는 것이 하나요, 둘째는 우수한 유

생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묘(文廟)에 성 과 동서 양무(兩廡)를 두어 공자 등 4

성(聖)과 10철 (哲大賢)의 패를 모시고 후자는 공자의 70제자와 문교에 공이 있는 학자의 

패를 모셨으며, 명륜당에서는 학문을 강하고 좌우의 동서 양제(兩齊)는 유생들의 기숙사로 되

었다. 한 성균 에서는 지사, 동지사, 사성, 제주, 사성, 사 , 사업, 직강, 겸직강, , 박사, 

학정, 학록  학유 등 38명의 원이 있어 이를 운 하 고, 정원은 200명으로서 주로 진사와 

생원의 자격을 가진 유생을 수용하 다. 학과목은 국의 고 으로 학, 용, 논어, 맹자, 시

(詩傳), 서 (書傳), 춘추(春秋), 주역(周易)  기(禮記)가 심이 되었다. 교육방법은 반에 

한 교수의 강의보다 학생의 개별  지도에 힘썼고, 자학에 의한 지식을 문답식 고사로 평가하

다.

 성균 은 한 독서에 의한 강학과 병행하여 제술(製述), 즉 작문을 요시하 다. 즉 각종 논

술을 통하여 독서를 통해 배운 바를 활용  하고 문장의 수련에 힘쓰며, 사상의 정확한 표  발

표에 한 능력을 연마시켰다. 한편 성균 의 교육은 학문의 수련에만 그치지 않고 인재를 양성

하여 국가의 리를 만들고자 하 고, 유교가 요구하는 선 을 따르는 선비를 양성하는데 목

이 있었기 때문에 훈육면에 세심한 주의를 가하 다. 즉 법을 존 하여 스승과 학우간에 의

를 지키고, 규율과 언행의 법도를 높이며, 진퇴에 근신하고 사생활을 깨끗이 하며, 노(老)․장

(莊)․불(佛)과 잡류서 을 엄 하여 유교의 본도를 지키는 이상  선비의 양성에 힘썼다. 그러

나 조선조 엽 이후 당쟁이 심화되자 성균 에도 이런 폐풍이 반 되어 본래의 강직한 모습이 

차 퇴색되어졌다. 

 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구 교육은 문(文)을 숭상하고 선비를 높이는 데 뜻이 있었으므로 실과 

즉 직업교육은 소홀하 다. 그러나 구 교육에서도 실과를 잡과(雜科)라 하여 역학(외국어), 율학

(법률), 의학, 천문학, 지문학, 명과학(운명과 길흉에 한 학문), 산학, 화학(미술), 악생(음악), 도

류(도학)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기술 교육은 각각 그 소  청의 책임 하에 실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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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과 교육에 응하는 사람은 인 계 의 자제들 뿐으로 양반층 자제는  무 하 다. 

  끝으로 조선조의 구 교육은 그 내용과 형식이 국 , 유교 이었는데, 유교 교육의 목 이 개

인 수양을 통한 선비와 군자의 양성에 있고 수기치인(修己治人)하는 나라의 리를 육성하는데 

있었던만큼 많은 공헌도 하 으나 한 많은 폐해도 있었다고 오천석은 다음과 같이 논평하

다. “당시의 제도로 보아 교육의 궁극  목 이 일신상의 달에 있었기 때문에, 이조 교육은 개

인주의, 상명(尙名)주의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 의존의 문화요 교육이었던 만큼 사

사상(事大思想)을 길 으며, 이것이 존고( 古) , 회고  교육이었던 만큼 보수주의를 장려한 셈

이 되었고 유교철학 가운데서도 이론을 주하는 정주학(程朱學)의 성리론(性理論)을 숭상하는 

것이었던 만큼 공리공론으로 타락한 형식주의, 숭문(崇文)주의를 고취하는 구실을 하게 되었는

데, 이것은 우리의 문화를 하여서나 우리 국가와 민족을 하여서나 불행한 일이라 하겠다”6)

   (2) 신교육의 발단

 1876년의 개항 이후 이 나라에 개화사상이 번지면서 신교육에 한 열의가 일기 시작하 는

데, 1881년에 조 (趙準永), 박정양(朴定陽) 등 62명의 신사 유람단을 일본에 보내어 신문물을 

견문  하고, 한 김윤식(金允植)이 인솔하는 38명으로는 된 선사(領選使)를 청국에 송하여 

새로운 문물을 하게 하 다. 이어서 1882년에는 박 효(朴泳孝), 김옥균(金玉均), 서 범(徐洸 

範) 등이 일본에 가서 그곳에 도입된 서구 문화를 살폈는데, 그 때 처음으로 태극기를 만들어 

숙소에 게양하 다. 이때 김옥균은 조야의 명사를 방문하여 국책을 탐지하기도 하고 일본의 선

각자인 후꾸사와(福澤諭吉) 등과 친교를 맺기도 하고 감리교 선교사 R. S. MacClay 목사에게 한

국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우리 정부는 1882년 한 · 미 수호조약을 맺고 이어서 국(83), 독일

(83), 이태리(84), 러시아 (84), 랑스(86), 오스트리아(92) 등과도 수호통상조약이 이루어져 서양 

문화를 하게 된다.

  이때 우리 나라는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도 에 응하기 해서 근 화를 이룩하고 이를 추

진할 인재양성이 실하 던 바 이 신지식의 교육을 담당할 기 으로서 새로운 학교가 나타났

다. 이 시기에 신교육을 가르치기 하여 설립된 학교로 원산(元山)학교, 동문학(同文學), 육 공

원(育英公院)이 있다.7)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에 의하여 개항한 부산, 원산, 인천 등에는 일본인 거류지가 세워지고 그

들 상인들이 거 진출하 기 때문에 민족의 권익을 수호해야 할 형편이었다. 특히 원산항에 진

출한 일본 상인들의 침투에 응하기 하여 덕원부(德源府)의 향민들은 온건 개화 인 정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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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顯奭)부사에게 기 을 모을 터이니 향 의 자녀들에게 신지식을 교육할 근 학교를 설치하여 

 것을 간청하 다. 정 석은 당시에 서북 경략사이던 어윤 (魚允中)과 원산항의 통상 담당인 

통리기무아문의 주사 정헌시(鄭憲時)의 지원을 받아, 1883년에 덕원 향민들의 요청에 의해 원산

학교를 설립하 다. 따라서 원산학교는 외국의 도 에 응하기 해 국민이 자발 으로 성 을 

모아 세웠다는 과 외국인과  주도가 아닌 민간인의 근 화 의욕으로 설립되었다는 역사  

의미가 크다.

  이 때에 정부에서도 근 인 학을 설립하 는데, 이것이 바로 동문학 즉 통상아문의 부속

기 으로 어를 가르치는 통변학교(1883) 고,  하나는 육 공원(1886)인데 이는 옛날의 통

과 특권을 갖고 새 시 에 응성이 없는 양반, 고 의 자제들만 입학시켰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① 미션학교의 설립

  그러나 에서 말한 몇 개의 학원은 잠시 세워졌을 뿐으로 항구  교육기 으로 후 에까지 

계승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교육의 사라 할 수 있고, 본격 인 신 교육기 은 세 란스 병

원이나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등 미션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 북장로교 의료선교사인 알 (H. N.

Allen)이 1884년 9월 22일 서울에 도착하 는데, 그는 미국 공사 의 공의로 있으면서 선교의 길

을 찾았다. 그러던  그해 12월 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 때 칼에 찔려 생명이 독하게 된 수구

의 민 익 감을 치료하여 구출한 공로가 인정되어 최 의 근  병원이 설립되었으니, 그

것이 1885년 4월 10일에 시작된 혜원(廣惠院, 뒤에 제 원)이다. 그런데 혜원은 의료뿐만 아

니라 의학실습 교육으로 1886년 3월에 학생 16명을 뽑아서 서양의학을 학습하게 하 으니, 이것

이 세 란스 의학 문학교의 모체이며, 이로부터 연세 학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8)

 한편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Appenzeller)는 1885년 6월 21일 인천에 상륙하여 7월 19일 서

울에 들어왔는데, 한 달 에 온 스크랜턴(Scranton) 의사의 집 한 채를 사서 들고, 조그마한 교

실을 만들어 그해 8월 3일에 두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배제학당으로서 다음해 6

월 8일에 고종으로부터 정식 학교 허가를 받아 배재학당(培材學 )이 되었으며, 처음 학생은 6명

이었다.

 한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는 1885년 4월 5일에 입국하여 혜원에서 가르치

다가 1886년 정동의 자기 집에서 고아원 형식의 학교를 설립하니, 이것이 경신학교의 신이다. 

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1915년 3월에 미국 북장로교, 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 연합 원

회의 리로 서울 YMCA를 빌어서 경신학교 학부를 설립하 으니, 이것이 연희 문학교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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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이다.

 한편, 1885년 6월에 입국한 감리교 여 선교사 스크랜턴(M. F. Scranton) 부인은 1886년 5월 31

일에 여학생 셋으로 학교를 시작하 으니, 이것이 우리 나라 여성교육의 요람인 이화학당이다. 

그 뒤에 이어서 경향 각처에 미션 학교가 세워져서 이 나라의 근 교육을 출발시켰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화기에 설립된 주요 미션 학교는 다음과 같다. 

                              구한말 미션 학교

     

 연      교         명  교    설립장소

 1885

 1885

 1886

 1886

 1894

 1894

 1894

 1895

 1895

 1896

 1896

 1897

 1897

 1897

 1898

 廣惠院(연세  醫大 신)

 培材學

 梨花學

 新學校

 光成學校

 崇德學校

 正義女學校

 貞信女學校

 一新女學校

 正進學校

 功玉學校

 崇實學校

 信軍學校

 永化女學校

 培花女學校

 감리회

 감리회

 장로회

 감리회

 감리회

 감리회

 장로회

 장로회

 감리회

 감리회

 장로회

 감리회

 감리회

 감리회

 서 울 

 서 울 

 서 울

 서 울

 평 양

 평 양

 평 양

 서 울

 동 래

 평 양

 서 울

 평 양

 서 울

 인 천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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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교          명   교   설립장소

 1898

 1898

 1900

 1901

 1902

 1902

 1903

 1903

 1903

 1903

 1904

 1904

 1904

 1904

 1905

 1906

 1906

 1906

 1906

 1906

 1906

 1907

 1907

 1907

 1908

 1908

 1908

 1909

 盲啞學校

 明信學校

 平壤神學校

 新 學校

 紀全女學校

 永明學校

 崇義女學校

 樓氏女學校

 貞明女學校

 永 學校

 德明學校

 好壽敦女學校

 進誠女學校

 懿昌學校

 永明學校

 啓聖學校

 信聖學校

 保聖女學校

 義明學校

 韓英書院

 美理欽學校

 藥峴學校

 信明女學校

 永生學校

 皮亞女學校

 崇一學校

 昌信學校

 懿貞學校

 감리회

 장로회

 장로회

 장로회

 장로회

 장로회

 장로회

 감리회

 장로회

 장로회

 감리회

 감리회

 장로회

 감리회

 감리회

 장로회

 장로회

 장로회

 안식교

 감리회

 감리회

 천주교

 장로회

 장로회

 장로회

 장로회

 장로회

 감리회

 평    양

 재    령

 평    양 

     주

     주

 군    산

 평    양

 원    산

 목    포

 목    포

 원    산

 개    성

 원    산

 해    주

 공    주

     구

 선    천

 선    천

 순    안

 개    성

 개    성

 서    울

     구

 함    흥

     주

     주

 마    산

 해    주

  이와 같이 선교사들이 세운 많은 미션 학교는 이 나라의 청소년을 지도하는 근  교육기

으로서 크게 이바지하 다. 더욱이 1906년에는 숭실 학교에 학부가 설립되고, 1910년에는 이화

학당에 학부가 세워져서 고등교육의 임무도 담당하 다. 1910년 2월까지 설립된 미션 학교의 

종 별 통계를 보면 장로회가 501교, 감리교가 158교, 성공회 4교, 안식교 2교, 종 미상 84교, 

교 합동 1교, 천주교 46교로서 총 769교에 이르 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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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학제 제정과 학의 설립

  우리 나라가 제도 으로 신학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1894년 갑오경장 때부터이다. 과거에 

학사를 장하던 조를 폐지하고 교육문제를 담하는 학무아문(뒤에는 학부)을 두면서 과거제

도를 폐지하 다. 학무아문은 그 해 7월에 다음과 같은 고시를 발표하 다.10) 

  “돌아보건  시국은 크게 바 었다. 모든 제도가 다 함께 새로워야 하지마는 재의 교육은 무엇

보다 시 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라에서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세워 먼  서울에 행하려 하니, 로 

공경 부(公卿大夫)의 아들로부터 아래로 서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다 이 학교에 들어와 배워 아침

에 외우고 녁에 익히라. 그리하여 장차 힘을 길러 시 를 구하고 내수(內修)와 외교에 각각 크게 

쓰고자 하나니 진실로 좋은 기회이다. 앞으로 학교와 문학교도 차례로 세우려 한다. 무릇 뜻 있

는 자는 일심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성세(聖世)를 이루려는 지(大志)를 버리지 말라.”

   1885년 1월 7일에는 고종황제가 한국 최 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홍범십사조」(洪範十四

條)를 선언하 는데, 이는 국왕이 독립을 서고(誓告, 맹세하여 고함)한 것으로서 그 역사  의미

가 매우 크다.

  첫째는 청국에 부치는 생각을 끊어 버리고, 확실히 자주 독립하는 기업을 세우는 일.

  둘째는 왕실 범을 작정하여 통(大統)의 계승과 종실이며 척신의 분의(分義)를 밝히는 일.

  셋째는 군주가 정 에 어거하고 일을 보아, 정사를 친히 각 신에게 물어, 마로자이고 결단할 새, 왕  

    후와 비빈과 종실과 척신이 간 함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일.

  넷째는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모르미 나 어, 서로 섞지 아니하는 일. 

  다섯째는 의정부와 각 아문 직무권리의 한정을 밝히 작정하는 일

  여섯째는 인민이 부세(賦稅)를 나임은 다 법령으로 정하고, 망령되이 명목을 더하여 범람히 거두지 아   

    니하는 일

  일곱째는 부세를 작정함과 거두기며  경비를 하함은 다 탁지아문을 말미암아 행하는 일.

  여덟째는 왕실의 쓰는 재물을 먼  조 하야, 써 각 아문과 지방 의 법이 되게 하는 일.

  아홉째는 왕실의 쓰는 재물과 각 부의 쓰는 재물을, 미리 일년 회계를 작정하여 재물정사 근본을 돈  

    정하는 일

  열째는 지방  제도를 속히 고쳐 정하여, 지방 리의 직권을 한정하는 일

  열한째는 국 의 총명한 자제를 리 외국에 견하여, 학술과 기 를 습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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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둘째는 장 ( 官)을 가르치고 군사 뽑는 법을 정하여 군제의 근본을 확정하는 일.

  열셋째는 민법과 형법을 엄명하게 작정하고, 범람히 사람을 가두거나 벌하지 말아서, 써 인민의 목숨과  

    재산을 보 하는 일.

  열넷째는 사람을 쓰기에 문벌을 거리끼지 말고, 선비를 구하매 두루 조야에 미쳐, 써 인재 등 용하는    

    길을 넓히는 일.11)

  특히 의 서고문이나 다음날 윤음(倫音)을 반표함에는 종래의 순수한 문체와 함께 순국문체

와 국한문 혼용체의 세 가지로 발표하 으니 그 뜻이 크고, 그 십일조에 “국 의 총명한 자제를 

리 외국에 견하여 학술과 기 를 습시키는 일”을 정함으로써 근 교육을 받아들 음을 선

언하고 있다. 

 다시 고종은 1895년 2월 2일에 조칙으로써 교육입국의 방침을 천명하 다.

 “세계의 형세를 두루 살펴보건 , 부강하여 독립하고 웅시(雄視)하는 모든 나라는 다 인민의 지식

이 개명하 다. 이 지식의 개명은 교육의 선미(善美)로 된 것이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짐이 군사(君師)의 자리에 있어 교사의 책임을 스스로 맡노라.  교육은 그 길

이 있는 것이니, 헛된 이름과 실용을 먼  분별하여야 할 것이다. 독서나 습자에 있어서 옛사람의 

꺼기를 주워 모아 시세의 국에 어둔 자는 그 문장이 비록 고 을 능가할지라도 무용의 한 서생

에 지나지않는다. 이제 짐이 교육의 강령을 보이니, 헛 이름은 물리치고 실용을 취하도록 하라 …….  

짐은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며, 그 들 신민의 학식으로써 국가 흥의 

공을 양성  하련다. 그러니 그 들 신민은 충군하고 애국하는 심성으로 그 의 덕과 체와 지를 

기를 지어다.”12) 

 의 교육입국 조서에서는 래  교육을 탈피하여 실용 인 근 교육을 강조하고 교육입국의 

이상을 천명하 으며, 교육목표의 강령으로 덕육. 체육. 지육을 내세워 인  인간상를 강조하

다. 당시의 언론기 도 교육의 요성을 강조하 으니, 특히 독립신문(1896. 5. 12)은 다음과 같

이 싣고 있다.

 “정부에서 학교를 지어 인민을 교육하는 것이 정부의 제일 소 한 직무요, 다른 일은 아직 못하더

라도 정부에서 인민교육은 하여야 할 것이다. 나라가 지 은 약하고 백성이 어두워 만사가 남의 나

라만 못하고, 남의 나라에 업수히 여김을 받으나, 조선도 인민을 교육만 하면 외국과 같이 될지라…

….  지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 곧 에 씨뿌리는 것이니, 추수하고 싶은 부모는 자식을 교육시키

기를 에 씨뿌리는 로 생각하기를 바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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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교육 입국의 정신에 따라서 1895년 4월에 먼   교사양성을 목 으로 한 한성사범학교 

제를 공포하 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 의 근  학교법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계속하여 다

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학교 제와 규칙을 발표하 다.

  
                             제  규칙                  연  도

  
   한성사범학교 제(官制)        1895년 4월 16일

   외국어학교 제               1895년 5월 10일

   성균 제                   1895년 7월  2일

   소학교령                     1895년 7월 19일

   한성사범학교규칙             1895년 7월 23일

   성균 경학과규칙             1895년 8월  9일

   소학교규칙 강(大綱)          1895년 8월 12일

   보조공립소학교규칙           1895년 8월 20일

   의학교(醫學校) 제           1896년 2월 24일

   학교 제                   1899년 4월  4일

   상공학교 제                 1899년 6월 24일

   외국어학교규칙               1900년 6월 27일

   농공학교 제                 1904년 6월  8일

  
  이제 당시에 발표된 각  학교 법규 에서 몇 가지를 살피고자 한다.

  ◇ 소학교령의 강

제 1 조  소학교는 아동 신체의 발달함에 감하여 국민교육의 기 와 그 생활상 필요한 보통 지  

       식과 기능을 수(授)함으로써 본지로 함.

제 2 조  소학교를 분하여 립소학교, 공립소학교  사립소학교의 삼종으로 함.

       립소학교는 정부의 설립이요 공립소학교는 부 혹은 군의 설립이요 사립소학교는 사인  

       (私人)의 설립에 계(係)하는 자를 말함.

제 4 조  사립소학교는 각 해당 찰사의 인가를 경하여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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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사립소학교 경비는 지방 이재(理財) 혹 국고에서 보조함을 득함.

제 6 조  소학교를 분하여 심상, 고등 이과로 함.

제 7 조  소학교 수업연한은 심상과는 3개년, 고등과는 2개년, 3개년으로 함.

제 8 조  소학교의 심상과 교과목은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로 함. 

       시의에 의하여 체조를 제하며  본국지리, 본국역사, 도화, 외국어의 일과 혹 수과를 가  

       하고, 여아를 하여 재 을 가함을 득함.

제 9 조  소학교 고등과의 교과목은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본국지리, 본국역사, 외국지리,  

       외국역사, 이과, 도화, 체조로 하고 , 여아를 하여 재 을 가함. 시의에 의하여 외국어   

       1과를 가하며,  외국지리, 외국역사, 도화 1과 혹 수과를 제함을 득함.

제 15 조  소학교의 교과용서는 학부의 편집한 외에도 혹 학부 신의 검정을 경한 자를 용함 

제 16 조  아동은 만 7세로 만 15세까지 8개년으로 학령을 정함.

제 17 조  각 부. 군에는 그 내에 학령아동의 취학할 공립소학교를 설치함.

제 21 조  소학교 교원은 소학교 교원의 면허장이 유한 자로서 함.

제 22 조  소학교 교원의 면허장을 여할 시에는 검정에 합격함을 요함.

제 23 조  립소학교 교원은 학부 신, 공립소학교 교원은 각 해 찰사가 임용함.

  ◇ 학교 제의 강

제 1 조  학교는 실업에 취코자하는 인민에게 정덕(正德), 이용(利用), 후생(厚生)하는 학교  

       육을 보통으로 교수하는 처(處)로 정함이라.

제 2 조  학교에 심상과와 고등과를 분하여 치함이라.

제 3 조  학교에 수업 연한은 7년으로 정하야  4년은 심상과에 졸업하고, 후 3년은 고등과  

       에 졸업함이라.

제 5 조  학교에 좌개한 직원을 치함이라. 

       학교장 1인 주임(奏任),  교  7인 이하 주임 혹 임,  서기 1인 임.

제 12 조  지방 정황에 의하여 학교를 지방에도 설립할 시는 심상과만 선치(先置)함이라.

제 16 조  지방에 공립학교와 사립 학교 설치함도 종의(從宜)하야 허함이라.13)

    ※ 학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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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심상과의 학과는 윤리, 독서, 작문, ,역사, 지지, 산술, 경제, 박물, 화학, 

                          물리, 도화, 외국어, 체조.

  2. 학교 고등과의 학과는 독서, 산술, 경제, 박물, 물리, 화학, 법률, 정치, 공업, 

                          농업, 상학, 의학, 측량, 체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는 1895년에 한성사범학교를 비롯하여 외국어학교, 법 양성소, 

1899년에 경성의학교, 1900년에 한성 학교(  경기고), 1904년에 농상공학교 등 립학교를 설

립하 다. 

  그런데 갑오경장 이후 청나라 세력을 물리치고 조선의 자주 국가임을 앞세우던 일본은 한반도

에 한 침략을 강화하 는데, 1904년 노일 쟁의 승리로 더욱 본격화하여 한일의정서를 성립시

켰으며, 드디어 1905년 11월 17일에 강제로 을사보호 조약을 맺음으로써 조선을 그들의 보호국

으로 만들고 말았다. 

  외부 신 박재순(朴齊純)과 일본 공사 하야시(林權助) 사이에 조약된「을사오조약」내용은 다

음과 같다.

  “일본국 정부와 한국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 한국 부강의 실

(實)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르기까지 차 목 을 하여 좌의 차 을 약정함.”

제 1 조  일본국 정부는 재 동경(東京) 외무성을 경유하여 후 한국의 외국에 하는 계  사무를 감  

      리, 지휘할 것이요, 일본국 외교 표자  사는 외국에 있어서의 한국의 신민  이익을 보호할   

      것임.

제 2 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과의 간에 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에 당하고, 한국 정  

      부는 후 일본 정부의 개를 경유치 않고서 국제  성질을 가진 하등의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를 상약함.

제 3 조 일본국 정부는 그 표자로 하여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일명의 통감을 치(置)하되, 통감은    

       외교에 한 사항을 리하기 하여 경성(京城)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의 황제폐하에게 내알  

      하는 권리를 유함.

       일본국 정부는 한 한국의 각 개항장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   

    을 설치하는 권리를 유하되, 이사 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의 주재 한국 일본 사에게 속하   

    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약 조 을 완 히 실행하기 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 사무  

    를 장리할 것임.

제 4 조 일본국과 한국과의 간에 존하는 조약  약속은 본 약에 되지 않는한 모두 다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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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계속하는 것임.

제 5 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기를 보증함.” 

       

  이상은 완 히 강제로 이루어진 불평등조약으로서 이에 의하여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토(伊藤

博文)가  통감이 되어 한국 정부에 간섭하게 된다.

  이리하여 새로 설치된 통감부는 식민지 정책을 수립하기 하여 여러 가지 교육법령을 제정 

공포하 으니 다음과 같다. 

 

     

   법    령  공포년  법령구분

師範學校令

高等學校令

外國語學校令

普通學校令

高等女學校令

私立學校令

私立學校補助規定

公立私立學校認定規程

敎科用圖書檢定規程

實業學校令

實業學校令施行規則

高等女學校令施行規則

師範學校令施行規則

高等學校令施行規則

外國語學校令施行規則

普通學校令施行規則

 1906 년

 1906 년

 1906 년

 1906 년

 1908 년

 1908 년

 1908 년

 1908 년

 1908 년

 1909 년

 1909 년

 1909 년

 1909 년

 1909 년

 1909 년

 1909 년

 칙  령 41호

 칙  령 42호

 칙  령 43호

 칙  령 44호

 칙  령 22호

 칙  령 62호

 학부령 14호

 학부령 15호

 학부령 16호

 칙  령 56호

 학부령  1호

 학부령  2호

 학부령  3호

 학부령  4호

 학부령  5호

 학부령  6호

  통감부는 학제개정에서 종래의 소학교를 보통학교라 개칭하고 수업연한도 6년에서 4년으로 단

축하 으며, 심상과 고등과를 하나로 통일하 다. 교과목은 종 과 같으나 학년부터 일본어

가 추가한 것이 주목된다. 한 통감부는 진  동화정책의 방법으로 ․공립 보통학교를 확

장하 다. 학제 개정 후, 등교육에 나타난 특징은 종래의 학교를 고등학교로 개칭한 이다. 

통감부는 고등학교를 한국인 최고의 교육기 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의 한성 학

교를 립 한성고등학교(  경기고)로 하고 평양일어학교를 개편하여 립 평양고등학교(3년제)

를 설립했고, 최 의 립 여자 기 인 한성고등여학교(  경기여고)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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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는 1909년 실업학교령이 공포되자 통감부는 인천일어학교를 개편하여 립 인천실업학

교를 세우고, 부산개성학교를 인수하여 공립 부산실업학교로,  평북에는 정주실업학교를 세웠

다. 1910년 4월말 당시의 ․공립 고등 정도의 학교상황은 아래와 같다.14)

   

      학교명       수업연수   학생수

官立  成均館

官立  法學校

官立  漢城師範學校

官立  漢城高等學校

官立  平壤高等學校

官立  漢城外國語學校

官立  仁川實業學校

官立  漢城高等女學校

公立  釜山實業學校

公立  大邱農林學校

公立  全州農林學校

公立  晋州實業學校

公立  光州農林學校

公立  春川實業學校

公立  群山實業學校

公立  定州實業學校

公立  濟州農林學校

道立  平壤農學校

道立  咸 農業學校

      3

 본과 3, 과 1

 본과 3, 속성과 1

      4

      3

      3, 日語속성과 1

      3

 본과 3, 과 2

      3

 본과 2, 속성과 1

      2

      3

 본과 3, 속성과 1

      2

      2  

      2

      3

 본과 2, 속성과 1

      2

    30

   154

   302

   232

   134

   538

   160

   224

    87

    81

    50

    ?

    ?

    27

    40

    ?

    ?

    81

    ?

   ③ 민간인 사립학교의 설립

  개화 사조의 팽창과 함께 신교육에 한 요구가 강해지고 근  교육기 으로 선교사들에 의

해 미션학교가 세워지고 한 정부에 의해 ․공립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교육 독지가에 의한 

민간 학교도 경향 각지에 많이 세워졌다. 기 민간인 사학으로 처음 세워진 것은 앞에서 말한 

1883년의 원산학교일 것이다. 다음에는 특명 권공사로 미국과 유럽, 러시아를 순방하고 돌아온 

민 환이 외국 선진기술을 가르치기 하여 설립한 흥화학교(1895)가 있다. 민족의 지도자 안창

호는 1899년 평안도에 진학교를 세웠고, 군부 이었던 엄주익이 일본을 시찰한 후 190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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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의숙(  양정 고)을 설립하 으며, 이용익은 1905년에 교육구국의 인재 양성을 하여 보성

학교(고려  신)를 세웠다. 기호흥학회에서 세운 기호학교(1908)와 유길 , 오세창이 세운 융희

학교(1909)가 합동하여 1910년에 앙학교( 앙 고 신)가 되었는데, 유길 은 1895년에 최

의 국한문혼용으로 된 서양문물에 한 소개서인 ｢서유견문｣을 발간하 고, 국어문법을 처음으

로 연구한 ｢ 한문 ｣을 발간하 다. 

  을사보호조약 이후에 민간인이 세운 학교로는 민 휘가 사재를 털어 세운 1906년의 휘문의숙

(휘문고 신), 이용익이 세운 1906년의 보성 학(  보성 ․고), 신규식이 세운 동학교(  

동 ․고), 안창호가 1907년 평양에 설립한 성학교, 이승훈이 정주에 세운 오산학교 등이 있다. 

여학교로는 1897년 민간인 여성 김(호양당)씨에 의해 세워진 정성여학교를 비롯하여 1906년 경

선궁과 친왕궁에서 희사한 땅 200만평이 기 가 된 진명여학교가 있고, 같은 해 역시 친왕

궁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기 하여 숙명여학교가 세워졌다. 1907년에는 명진여학교, 1908년에는 

동원여자의숙(동덕여 ․고 신), 보명여학교, 승동여학교. 양정여학교, 양원여학교 등이 세워졌

다. 정부는 1908년에 고등여학교령을 공포하 는데, 고등여학교의 설립 목 을 ‘여자에게 필수한 

고등보통교육  기 를 수함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구한말에 설립된 요 민간 사립학교는 아래와 같다.15)

                     구한말 민간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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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학 교 명  설 립 자  소 재 지

 1883

 1895

 1895

 1896

 1897

 1898

 1898

 1899

 1899

 1901

 1901

 1902

 1904

 1905

 1905

 1905

 1905

 1905

 1906

 1906

 1906

 1906

 1906

 1906

 1906

 元山學校

 化學校

 漢城義塾(뒤에 樂英義塾)

 中橋義塾

 貞善女學校

 成女學校

 光 學校

 漸進學校

 時務學校

 文東學院

 洛淵義塾( 뒤 普光學校)

 牛山學校

 靑年學院

 瑞甸義塾

 養正義塾

 光成實業學校

 漢城法學校

 普城學校(뒤 普城 門學校)

 徽文義塾

 進明女學校

 淑明女學校

 愛國學校

 普成中學校

 中東學校

 峴山學校

 德源有志

 閔 泳 煥

 사회유지

 閔 泳 綺

 金 養 

 讚 揚 

 朴 禮 秉

 安 昌 浩

 閔 泳 綺

 申 圭 植

 徐 光 世

 梁 在 賽

 全 德 基

 李 相 卨

 嚴 桂 益

 前 論派

 사회유지

 李 容 翊

 閔 泳 徽

 嚴 貴 妃

 嚴 貴 妃

 사회유지

 李 容 翊

 申 圭 植

 南 宮 檍

 원  산

 서  울

 서  울

 서  울

 서  울

 서  울

 서  울

 江  西

 서  울

 淸  原

 서  울

 서  울

 서  울

 龍  井

 서  울

 서  울

 서  울

 서  울

 서  울

 서  울

 서  울

 평  양

 서  울

 서  울

 양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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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학 교 명  설 립 자  소 재 지

 1906

 1906

 1906

 1906

 1906

 1906

 1907

 1907

 1907

 1907

 1907

 1907

 1907

 1907

 1907

 1907

 1907

 1907

 1907

 1907

 1907

 1907

 1907

 1907

 1907

 1907

 1907

 1908

 1908

 1908

 1908

 1908

 1908

 養閨義塾

 華野義塾

 淸湖學校

 安 學校

 仁明學校

 日新學校 

 廣明學校

 壽昌學校

 樂一學校

 明達新塾

 明新學校

 新日學校

 新學院

 西友師範學校

 同寅學校

 大成學校

 講明義塾

 五山學校

 普昌學校

 鳳鳴學校

 西北協成學校

 精理

 鏡城中學校

 養實學院

 楊山 學校

 保强學校

 長薰學校

 東媛女子義塾(뒤 同德女子義塾)

 畿湖學校

 養源女學校

 新明學

 協東學校

 明東學校

 여자교육회

 李哲鎔

 閔泳殷

 사회유지

 金明洙

 사회유지

 金鍾呂

 徐光均

 사회유지

 李喜徹

 金東旭

 金鎭根

 여자교육회

 西友學

 大韓同寅

 安昌浩

 李昇薰

 李昇薰

 李東輝

 李鳳來

 西北學

 柳一宣

 李鍾浩

 사회유지

 金鴻亮․金九

 金九

 사회유지

 趙東植

 畿湖 學

 尹高羅

 金洪植

 金東三

 金學淵

 서  울

 포  천 

 淸  州

 安  州

 沃  川

   天

 해  주

   구

 청  송

 南  陽

 德  山

 평  양

 서  울

 서  울

 서  울

 평  양

 정  주

 정  주

 강  화

 서  울

 서  울

 서  울

 鏡  城

 의  주

 안  악

 재  령

 서  울

 서  울

 서  울

 서  울

 金  堤

 안  동

 明  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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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학 교 명  설 립 자  소 재 지

 1908

 1908

 1908

 1908

 1908

 1908

 1908

 1908

 1908

 1908

 1908

 1908

 1908

 1908

 1908

 1908

 1908

 1908

 1908

 1909

 1909

 1909

 1909

 1909

 1909

 1910

 1910

 1910

 星明學校

 普明女學校

 養貞女學校

 大東 修學校

 大東學校

 進龍學校

 正內學校

 和成學校

 彰西學校

 宣城學校

 啓東學校

 咸化學校

 養成學校

 開城商業學校

 又新學校

 永明學校

 悅新學校

 輔仁學校

 昭 學校 (뒤 東星商業學校)

 隆熙學校

 楊山中學校

 華山學校

 義明學校

 貞德女學校

 芝山學校

 明德學校

 忠南中學校

 龍山女學校

 金昌淑

 普 明 女 子 敎 育    

崔誠卿 

 大東學

 金敬圭

 李奎夏

 韓炯履

 柳相夏

 金仁鉉

 柳德八

 朴采營

 이소종

 金麟昊

 崔文鉉

 金希洙

 柳東秀

 朴斗善

 輔仁學

 張志暎

 兪吉濬

 金鴻亮

 閔泳祚

 鄭泰均

 姜賢秀

 姜泳求

 金道渟

 南延哲

 李鈺卿

 星  州

 서  울

 서  울

 서  울

   의

 양  근

 해  주

 화  순

 永  柔

 交  河

 삼  척

 咸  安

 함  흥

 개  성

 고  령

 풍  덕

 함  양

 서  울

 사  울

 서  울

 안  악

 高山(全北)

 안  악

 利  原

 白  川

 江  西

 공  주

 서  울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근  학교의 설립과정을 보면 사학이 학보다 먼  

세워졌고, 사학 에서도 본격 으로 일반교육을 목 으로 한 근 교육의 설립을 미션 학교가 

선도하 음을 보게 된다. 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사학도 상당수 있었

으나, 학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 수는 1910년 5월까지 종교계 학교 823교, 각종 학교 1,402교, 보

통학교 16교, 고등학교 2교, 실업학교 7교 등으로 2,250교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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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기독교의 래

  16세기 무렵부터 외국인들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복음을 하기 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우

리나라의 외국 문물에 한 강한 배척과 핍박으로 어느 선교사도 입국하지 못했다. 그러나 외국

을 드나들던 우리나라 청년들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직  이 땅에 뿌려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 의 교회는 천주교나 기독교(개신교)나 모두 외국 선교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의 손으로 설립되었다.

  천주교는 1784년에 이승훈(李承薰) 등에 의하여 천주교 조선교회(朝鮮敎 )가 설립된 것이 그 

효시요, 기독교는 역시 한국 청년 서상륜(徐相崙) 등이 1884년에 세운 황해도 솔내교회(松川敎

)가 한국 최 의 기독교 교회인 것이다.

  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최 의 한국 교회가 외국 선교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국인 스스로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세계 기독교 선교사상(宣敎史上)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으며 한국 

민족의 지라 할 수 있다.

   1. 가톨릭의 래

  병자호란 시에 청나라에 볼모로 잡 간 소 세자가 독일인 수회 신부 아담샬(Adam Schall)

과 친교를 맺으며, 천주교에 한 서책과 천주상을 가지고 귀국했으나 곧 별세했기 때문에 서학

의 래가 실패한 일이 있다.

  임진왜란을 후하여 여러 차례 명나라 사신으로 왕래한 이수 (李晬光)은 그의 서「지 유

설」(芝峰類說)에 천주교를 소개한 일이 있고, 같은 시 의 허 균(許筠)도 1610년 베이징(北京)에

서 돌아올 때 열두 가지 기도문인 십이단(十二端)을 가지고 온 우리 나라 최 의 천주교 신자라

고 볼 수 있다.16) 

  조선조는 건국 기부터 숭유억불책(崇儒抑佛策)을 써 왔기 때문에 주자학(朱子學)이 성행하여 

쓸데없는 공론으로 당  싸움만 일삼게 되었다. 따라서 이수 과 같은 일부 학자들은 이에 반발

하여 실학(實學)을 주장하게 되었고 실학은 천주교와 결부되게 된 것이다. 그 후 실학은 오랫동

안 연구되었고 1700년 에 이르러 천주교를 신 (信奉)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권철신(權

哲身)과 그의 동생 일신(日身), 그리고 정약 (丁若詮), 약종(若鍾), 약용(若鏞) 삼형제 등이 교리

연구회(敎理硏究 )를 만들어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권철신의 매부 이 벽(李 檗)과 정약

의 매부 이승훈(李承薰)도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승훈은 1783년 동지사(冬至使)와 동행하여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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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징에 가서 교리를 배우고 그라몽(梁棟材, Louis de Grammont) 신부에게 1784년 2월에 세(領

洗)를 받았으니 이는 최 의 한국인 세 신자가 된 것이다. 한국교회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뜻

에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1784년 2월에 귀국하여 권철신, 일신 형제와, 정약 의 세 형제와, 이 벽, 김범우(金範禹), 

최인길(崔仁吉) 등에게 세(代洗)를 행하 다. 이들이 1784년 겨울에 국어 통역 이던 김범우 

집 청에서 주일행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최 의 천주교 조선 교회가 된 것이다. 이는 

외국인 선교사의 도를 받지 않고 자발 으로 교회를 설립한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조선교회는 출발과 함께 고난이 시작되었으니, 1785년 형조에서는 배처소를 습하

여 모두를 체포한 뒤 양반들은 견책 훈방하 고 인인 김범우는 하옥하여 고 를 당하다가 정

배지에서 죽었으니, 한국교회 최 의 순교자가 되었다. 조선의 카톨릭 교회는 인조 이후 싹을 내

고 조 때에는 민간에 크게 보 되었는데, 라도 진산의 윤지충(尹持忠)과 권상연(權尙然)이 

신앙을 해 조상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사르는 사건이 일어나 크게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들

은 패륜외도요 혹세무민의 죄목으로 참형되었으니 이것이 신해교난(1791)이다.

  한 어린 순조의 섭정으로 들어 증조 비인 정순왕후가 서인의 힘을 업고 남인 에 선교를 

믿는 신서 (信西派) 채제공의 직을 사후 박탈하고 사학(邪學)을 박멸하라는 교시를 내렸는데, 

5가 작통법을 실시하여 혹독한 탄압을 가하 다. 이 때 이가환(李家煥), 권철신이 혹형으로 옥사

하고, 이승훈, 최필공, 정약종이 참수당했으며 정약용은 강진에 유배되었으며, 숨어서 포교하던 

청국인 신부 주문모(周文模)도 자수하여 국법으로 처형되었으니, 이것이 신유교난(1801)이다.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우들은 순교정신을 발휘하여 교세의 확장에 힘썼는데,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丁夏祥)은 1816년 북경에 가서 조선의 사정을 알리고 선교사 송을 청원

하 다. 이 일은 교황청에 알려지고 드디어 1831년 9월 9일에 북경교구에서 독립하여 조선교구

가 설치되고, 주교로 랑스인 뤼기에르(Bruguiere, ) 신부를 임명하 다. 그러나 그는 

조선에 입국하지 못한 채 국에서 죽고, 랑스인 모방(Maubant) 신부 등이 입국한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1839년 헌종 때에 기해교난을 일으켜 113명의 순교자를 생기게 하 고 앙베르 주교

와 두 랑스신부가 생남터에서 효수되어 순교의 피를 흘렸다. 

  이어서 마카오에 유학하여 한국인 최 의 신부가 된 김 건(金大建)이 1845년 9월 3  주교 

페 올(Ferreol, 高)신부가 강경을 거쳐 서울에 잠입하여 선교에 힘썼으나 1846년 9월에 체포되어

서 역시 순교의 피를 흘린다. 원군도 쇄국양이와 사교 압을 강행하여 1866년에 병인교난을 

일으키는데, 베르 (Berneux, 張)주교 등 5명의 선교사가 처형되었고 수많은 신도들이 학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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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수만 명이 희생되었다고도 하지만 어도 8천 여명이 이 때에 처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

다.17)

  이와 같이 조선에 있어서 카톨릭교회의 선교역사는 처 한 순교와 수난의 긴 역사 다. 그러

나 1882년에 한․미 수호조약이 체결되고 1883년에 국  독일과 수호조약을 맺고 1886년에 

한․불수호조약이 체결되면서 선교자유가 인정되어 카톨릭 지도 풀리고 개신교 래도 활발해

졌으니, 한국교회의 성장은 100여 년에 걸친 카톨릭의 박해와 순교의 터 에서 비롯되었던 것이

다. 

  이리하여 외국 선교사들의 도에 앞서 자생 으로 1784년에 설립된 조선교회는 많은 고난과 

탄압 속에서도 꾸 히 성장하 으니 1898년에 명동 성당 축성식이 있었고 1983년 재로 4개

의 교구를 포함해서 14개 교구로 발 하기에 이르 다.

  한편 주 지방에 천주교가 들어 온 것은 기독교(개신교)보다 조  늦었으나 공교롭게도 기독

교나 천주교나 목포를 통해 주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조선왕조 말에 이미 북 지방

에는 신부들이 있는 천주교 성당이 5～6개소나 있었으나 서울에서 거리가 먼 남 지방에는 천

주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1898년에야 북 순창군 치면 아천리 공소(公所)에 있던 랑스인 조(曹, Alberto) 신부가 

목포 주임신부로 임명되어 목포 본당을 지었고 1909년에는 나주군 노안면 양천리 성당이 설립되

는 등 많은 교회가 설립되었다.

  한 주에 천주교회가 서게 된 것은 1926년 12월 3일에 주에 사는 리와 상인 등 세 가

족 10여명이 나주 노안의 박재수(朴在秀) 주임신부를 청하여 정미소 한 켠에서 첫 미사를 올

렸고 이 자리에서 교회 설립 기 으로 8원이 헌 되었다.(『光州 史』제12권 p.412)

  이 게 노안면 양천리 성당이 하나의 공소로 시작하여 주의 천주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1930년 7월에 주읍 북동의 300평 부지에 주공소 건물을 짓고 노안의 박 신부가 돌보아오다

가 1933년에 주의  주임신부로 민정호(閔正鎬, 말구) 신부가 임명되었다. 1937년 4월 15일

부로 주교구가 설치되고  교구장에 임(林, McPolin) 신부가 임명되었으나 교구청은 목포

에 그 로 있다가 1956년에야 주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 지 은 윤공희 주교가 이끄는 교

구로 성장하 다.    

   2. 개신교의 래

오랫동안 우리 나라는 은둔의 나라 (Hermit Nation)로 여겨져 왔다. 나라의 문호를 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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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오랜 당  싸움과 빈번한 외침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마음 속에 외국인에 한 개심 같

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군과 민비의 싸움으로 쇄국 정책은 무 지고 1876년, 일본

과 수교 조약을 맺음과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서양 문물들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 다. 

특히 기독교(개신교)는 한국의 개화에 주도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천주교(가톨릭)는 신교보다 100년 에 들어 왔으나 많은 박해로 인하여 크게 성장하지 못했

다. 그러나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온 후에는 의료 사업과 교육 선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의식 

구조와 사회 풍조도 개선되고 교회와 학교 그리고 병원이 설립되고 신도의 수도 폭발 으로 증

가하게 되었다. 한국에 개신교가 래된 과정을 간단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먼  1832년 7월에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인 독일인 귀츨라 (Rev. 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f) 목사가 서해안 강 입구에 상륙하여 약 한 달간 도하 고 주기도문을 한 로 번역

하기까지 한 일이 있었다. 

귀츨라 (1803～1851)는 독일 출신인 네덜란드의 목사, 의사, 동양학자로 1826년 선교사로 동

양에 견되어 싱가포르, 태국 등지에서 도하 으며 1831년에는 국 텐진(天津)을 거쳐 마카

오로 들어갔다. 이듬해 국 사  W. P. 엠허스트와 함께 상선 로드 암허스트호(Lord Amherst)

를 타고 국 북해 안을 순항하던  충청남도 홍성군 고 도(古代島)에 상륙하여 교역과 해난

구조조약의 체결을 청하 으나 거 당하 다.

이 곳에서 한역성서(漢譯聖書)를 주민들에게 나 어 주며 그리스도교를 하려 하 으나 실

패하고 감자 심는 법과 포도 재배법을 가르쳐  뒤, 1개월만에 마카오로 돌아갔다. 그 뒤 아편

쟁 때 국과의 교섭에 활약하 다. 그는 한 신약 성서를 일본어, 태국어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 다.

 1866년 7월에 국인 토마스(Rev. Robert J. Thomas) 목사가 통역으로서 미국 상선「셔만호

」를 타고 동강에 들어와 평양성 에서 배가 소실되고 모두 몰살되었는데, 그가 한 한역성

경은 개신교 래의 계기가 되었고, 토마스 목사는 개신교 최 의 순교자가 되었다. 

그러나 선교회가 직  선교사를 한국에 송한 것은 1884년 2월 20일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가 견한 의료선교사 알 (Dr. Horace N. Allen, 安連) 의사로부터 시작한다. 알  의사는 국 

샹하이(上海)에서 활동하던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1884년 9월 20일에 제물포에 도착하 다. 

처음에는 선교사라는 신분을 밝힐 수 없었고 미국 사 의 공의(公醫) 명분으로 입국하 다. 

1884년 12월 4일에 있었던 갑신정변, 곧 우정국사건으로 부상한 민 익(閔泳翊) 신을 치료한 

인연으로 고종 임 과 민비의 총애를 받고 황실 시의로 임명되었다. 얼마 후 병원 개설의 허락

을 받아 1885년 4월 10일 한국 최 의 병원인 혜원(廣惠院, 후에 제 원으로 개명했다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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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스병원이 됨)을 설립하 고 의료 사업을 통해 도하기 시작하 다. 이로써 한국 조정(朝廷)과 

민 의 호감과 신뢰를 얻게 되었고 계속해서 입국한 선교사들의 복음 선교의 길을 터놓게 되었

다.

  그런데 민 익이 기독교 래와 계있음을 말하기도 한다. 그는 1883년 6월 조선의 권 사

로 미국에 갔는데, 열차 안에서 발티모어의 고우처 학 학장인 고우처(John F. Goucher) 박사를 

만나 담론하는  조선에 한 선교 가능성을 확신하게 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아펜젤라 목

사가 조선 선교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 동경 학의 동양학 교수 던 한국통인 그리피스(W. E.

Griffis)와도 뉴욕에서 회견하고 한국에서의 기독교 문제를 장시간 간담하 고, 캐나다 선교사 게

일(J. S. Gale)도 만나서 조선 선교를 논의하 다.18)

  미국 북장로교에서는 1884년 7월 26일에 언더우드 (Rev. Horace Grant Underwood) 목사를 목

사로는 첫 한국 선교사로 임명하 다. 그는 다음 해 정월에 일본에 들러 이수정(李樹廷)이 번역 

출 한 한  성경을 가지고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에 도착하 다. 그의 일행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 (Rev. Henry G. Appenzeller) 목사 부부 등이었다. 

  언더우드는 1859년 런던에서 태어난 국계 미국인으로서 뉴욕 학과 네덜랜드 개 교회 신학

교에서 문학과 신학을 연수하고 1884년 7월 28일에 북미장로교회의 외지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1885년 1월 일본에 도착한 언더우드는 그 곳에 가 있던 이수정(李수을 만나 한국어를 학습하고 

그가 번역한 성서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것이다. 언더우드 목사는 한국 선교에 심 을 기울

으며, 그 후 몇 에 걸쳐서 한국의 선교와 교육을 하여 공헌해 왔다. 

  아펜젤라는 랭클린-마샬 학과 드루신학교에서 수학한 분으로 언더우드와 함께 한국선교에 

크게 이바지하 으나 1902년 목포로 가던 배가 난 되어 불행하게도 일  별세하 다. 

  이후 계속해서 1885년 5월에 스크 튼(Scranton), 1886년에 엘러스(Annie Ellers) 양 등이 들어 

왔으나 기독교 선교가 지되어 있던 당시이므로 이들은 이미 들어와 있던 알 의 의료 선교와 

더불어 교육 사업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885년에 언더우드 목사가 경신학교의 

신인 수교학당을, 아펜젤라 목사는 배재학당을, 스크 튼 여사는 이화학당을, 그리고 1889년에

는 엘러스 여사가 정신여학교 신인 수교여학당을 시작하게 되었다.

  1887년 9월에 언더우드 목사는 그의 사랑방에서 14명의 신도를 모아 장로 두 사람을 선정하여 

첫 조직 교회인 새문안교회를 설립하 고, 그 이듬 해인 1888년에 아펜젤라 목사도 한국 최 의 

감리교회인 정동교회를 창립하 다.

  그 후 계속하여 여러 나라 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송하게 되어 선교사의 수도 부쩍 늘어나

게 되었다. 그래서 1893년 1월 28일에 한국 장로회 선교사 공의회가 조직되었고 이 모임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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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역을 네비우스 정책(Nevius methods 는 Plan)에 따라 각 나라의 선교회 별로 분할하게 되

었다.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는 서울과 평양을 심으로 평안도, 경기도, 경북지방을, 미국 남장로

회 선교회는 라도와 제주도를, 미국 감리교는 충청도 일부와 황해도 일부를, 호주 장로회는 경

남지방을, 캐나다 장로회는 함경도를, 미국 남감리회는 강원도 북부와 경기도 북부를 맡기로 하

다. 그리하여 1892년 미국 남장로회 선교회도 한국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최 의 7인 선

교사가 라도에 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최 의 교회는 외국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신자가 되어 

돌아온 한국인 청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일 기 한국 선교를 소원하던 국인 로스(Rev. John Ross) 목사와 그의 매부 매킨타이어(Rev.

John McIntyre) 목사는 강한 쇄국정책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국의 만주 지방에서 주

로 한국인 거류민들에게 도하고 있었다. 

  이때 신학문을 배우고 싶어하던 한국 청년 백홍 (白鴻俊), 이응찬(李應贊), 이성하(李成夏), 김

진기(金鎭基) 등 4명은 1874년에 만주로 가서 로스 목사를 만나게 되어 신자가 되었고 1876년에 

세례를 받았다. 이들이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는 최 의 개신교 신자가 된 것이다. 그들은 그 해

부터 로스목사와 함께 성서의 한  번역을 시작하 다. 

  그들과 같은 고향 사람 서상륜(徐相崙)도 1881년에 세례를 받고 동참하게 되었고 드디어 1882

년 가을에 국 천(지 의 심양)에서 한  복음서가 출 되었다.

  이어서 1887년에는 신약성서 부가 번역되어 “ 수셩교젼서”라는 이름으로 3,000부가 간행되

었다. 이 청년들이 험과 고난을 겪으며 이 한  성경책을 국내로 반입하여 도하 다. 서상

륜은 고향인 황해도 솔내로 돌아가서 동생 서경조(徐景祚)와 함께 열심히 도하여 1884년에 교

인들 자력으로 8칸 배당을 짓고 솔내교회(松川敎 )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 교회가 한국 개신

교 사상 최 의 정식 교회인 것이다.

  한편 1881년에 해외문물을 시찰하기 하여 일본에 견된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따라간 윤

치호(尹致昊), 이수정(李樹廷) 등 은 리들이 일본에서 도 받고 신도가 되었다. 윤치호는 한

국 남감리교의 창설자  하나가 되었고, 신교육과 기독교 청년운동의 개척자가 되었다. 이수정

은 일본 동경에 머물면서 일본 주재 미국성서공회의 총무 루미스 목사(Rev. H. Loomis)의 요청

으로 성경의 한  번역에 착수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문 성서에 토를 단「 토한한신약젼셔

(懸吐韓漢新約全書)」를 간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복음서와 사도행 으로만 된 것이었다. 이미 

1883년 말에 4복음과 사도행 의 번역이 완료되었고, 1884년 에 마가복음을 번역하여「신약 

마가젼 복음셔」를 1,000부 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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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수정은 일본 주재 미국 장로회 선교부의 녹스(Rev. George W. Knox) 목사와 감리교 선

교사 매클 이(Rev. Robert S. McClay) 목사를 통해서 한국 선교를 미국에 강력히 호소하 다. 

뿐만 아니라 1883년 말부터 그는 미국 선교회 잡지인「The Missionary Review」에 한국에 선교

사를 보내 달라는 호소문을 써 보내었다. 한 2차에는 녹스 목사의 이름으로 “한국의 사정” 

(Conditions in Korea)이라는 제목으로 이 잡지를 통해 미국 교회에 호소하 다. 이 들을 미국 

신학생들이 읽고 많은 감명을 얻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을 읽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마음

에 뜨거움을 느끼고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오윤태,「한국기독교사」, 

1983, p.98)

  그 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교회의 형제자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진리와 

신앙의 힘에 의하여 내 주의 큰 축복을 받아 내 기쁨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배

려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으며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주께 

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일천만 동포는 아직까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하여도 알지 못하고 이교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들은 아직까지 구세

주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드디어 1885년 3월에 언더우드(Rev. Horace G. Underwood) 목사와 아펜젤러(Rev.

Henry G. Appenzeller) 목사가 한국으로 견되게 되었다. 그들이 한국에 오는 도  일본에 들러

서 이수정 등이 번역 출간한 한  성경을 가지고 온 것이다. 언더우드 목사는 이 성경을 1894년

에 서울에서 수정하여 출 하 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이 에 이미 한국인이 나라 밖에서 신자가 되어 한  성경을 들

고 들어와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설립한 일이나 선교사가 선교할 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미 번

역된 우리 나라말로 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선교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서 한국 교회의 자랑이며 지가 되는 것이다.

  이 자랑스런 이수정은 우리 고장 남 곡성 옥과 사람으로서 학식이 높고 양반인 아버지 이병

규(李秉奎)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머리가 특하고 학식을 쌓아 나라의 부름을 입어 앙의 

리가 되었다. 당시 정권의 유력자인 민 익과 교분이 두터웠고 특히 임오군란 때 명성황후를 

구출하여 그를 시골로 무사히 피신시키는 데 크게 공을 세웠다 하여 왕실로 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다. 

  당시 홍문  교리(弘文館校理)이던 그는 그런 연유로 고종황제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 18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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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신사유람단의 일원이 되어 일본으로 가게되었다. 일본에 가서 그는 당시 일본의 유명한 

농학계 지도자이며 기독교 신자인 쯔다 센 (津田 仙)을 만나 그의 조로 농사법과 법률 우편제

도 등의 새로운 지식에 하여 논의하는 일이 많았다.

  한편 이수정은 쯔다의 집에 걸려 있었던 한문 족자에 담겨있는 산상수훈에 한 이야기를 듣

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쯔다로부터 받은 한문 성서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 해, 1882년 12월 25일 성탄 에, 쯔다의 안내로 쓰꾸지교회(築地敎 )에 출석하기 

시작하 고, 이듬해 1883년 4월 29일 도꾜의 노월정교회 (露月町敎 )에서 녹스 목사 입회 아래 

야스가와 (安川 亨)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한 이수정은 동경 유학생으로 온 윤치호를 비롯하여, 김옥균, 박 효, 홍 식, 서재필, 서

범 등 7인에게 복음을 했고 그들과 더불어 최 로 동경 유학생 교회를 창설하기도 하 다.

  이 게 이수정은 일본에 가서 본래의 목 이 아닌 복음  사업의 기수로서 열심히 일하고 

1886년에 귀국하자마자 체포되어 처형되었으니,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吳允台,

「한국기독교사」, p.100) 

  결국, 서상륜은 북쪽에서, 그리고 이수정은 남쪽에서 각각 활동하여 한국 교회의 평신도로서 

선교역사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들이 된 것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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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라도 선교의 시작

   1. 라도 선교와 네비우스 정책

미국 남장로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United States)는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송하고 있

었으나 한국에 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던 북장로

회의 언더우드 목사가 안식년으로 일시 귀국하여 1891년 9월에 시카고의 맥코믹신학교

(McCormic Theological Seminary)에서 한국 선교 상황에 한 강연을 했는데 그 때 재학생이던 

테이트(L. B. Tate) 등이 큰 감명을 받고 한국 선교사로 나갈 것을 결심하게 되었고, 유니온 신학

교(Union Theological Seminary, Richmond) 학생 이놀즈(W. D. Reynolds)등 은이들도 한국 

선교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듬 해에 신학교를 졸업한 테이트 등 3명의 청년 목사들과 4명의 

여자 선교사 등 7명이  남장로회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송되었다.

그들 7명은 테이트(崔義德, 30세, Rev. Lewis Boyd Tate) 목사, 킨(全衛廉, 27세, Rev. William

McCleery Junkin) 목사, 이놀즈(李訥瑞, 25세, Rev. William Davis Reynolds) 목사와 그의 여동생 

테이트(崔馬太, Miss Mattie Samuel Tate) 양, 그리고 데이비스(Miss Linnie Fulkerson Davis, 1898

년에 하리슨 목사와 결혼, 河夫人) 양, 킨 목사 부인 이번(全夫人, Mrs. Mary Leyburn Junkin) 

여사, 이놀즈 목사 부인 볼링(李夫人, Mrs. Patsy Bolling Reynolds) 여사 등이다.

이들은 1892년 9월 7일에 한국을 향해 모두 함께 미국을 떠나기로 하 으나 킨 목사가 후

두염 치료를 계속해야 되었기 때문에 데이비스 양과 테이트 목사와 그의 여동생 등 세 사람만 

먼  떠나고 이놀즈 목사 부부는 남았다가 킨 부부와 함께 오기로 하 다.  

처음 떠난 일행은 오는 길에 일본에 기항했으나 데이비스 양은 일본에 내리지 않고 바로 한

국에 오게되어 1892년 10월 17일에 제물포 항에 도착하여 맨 먼  한국 땅을 밟은 남장로회 선

교사가 되었다. 그는 이튿날 바로 서울로 오게 되었다. 한편, 같이 오던 테이트 목사 남매는 일

본 요꼬하마에 머물다가 얼마 후 뒤따라온 킨 목사 일행과 함께 1892년 11월 3일에 제물포 항

에 도착하 다. 이들은 주로 군산 주를 심으로 선교활동을 하 고, 이어서 제 2진으로 1893

년 11월에 임명된 4명의 선교사, 벨(배유지,裵裕祉, Rev. Eugene Bell) 목사 부부와, 의사 드류(유

모, 柳大謨, Dr. A. Damer Drew) 부부가 한국에 나왔는데 드류 의사 부부는 군산으로 가고 벨 

목사 부부는 목포로 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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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도착한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서 문에 조선와가 한 채를 1천 5백 달러에 구입 개조하

여 살았는데, 신혼부부인 이놀즈(이 서) 목사 내외와 킨( 렴) 목사 내외 그리고 데이비

스 양이 거처하 고, 얼마 후엔 뜰 안에 집 한 채를 따로 지어 테이트(최의덕) 목사 남매가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이질 인 문화권에 들어온 이들은 먼  언어와 풍속을 익히는 훈련을 해

야 했고, 이곳의 기후와 풍토에 처하는 지혜를 가져야 했다. 그래서 1893년 이 서 목사는 어

학선생과 함께 강화도에 건 가 섬사람들에게 도지도 나 어 주고, 서툰 한국어 설교도 실습

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최의덕 목사는 모펫(마포삼열) 목사와 함께 평양까지 여행하여 경험을 쌓

기도 하 다. 서울에서는 데이비스 양과 테이트(최마태) 양이 부녀자 도활동을 활발히 개하

다. 특히 데이비스 양은 동리의 여인과 어린이들을 자기 집 안방에 청하여 구경시키기도 하

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 다. 매일 오후 3시에는 어린이들을 불러모아 이야기도 하여주고 찬송

과 노래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녀의 활동으로 1년간에 복음을 들은 자가 1,855명에 달하 고 심

방한 가정은 80여 처가 되었다.20)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입국한 다음 해인 1893년 1월 북장로교 선교사인 빈톤(Dr. Vinton) 집에

서 한국에 있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모여서 장로회 정치를 쓰는 미션 공의회」를 조직하 다. 

이 공의회의 목 은 한국에서 로테스탄트 성경과 장로회 정치를 쓰는 연합교회를 앞으로 설립

한다는 것이다. 이 서 목사가 이 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여기서 한국장로교회에 큰 향

을 미칠 두 안건이 채택된다. 

  첫째는 양 정(禮讓協定, Comity Arrangements)의 성립이다. 각 선교회가 사업의 복과 지

역의 이  거에서 오는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함이다. 남장로교 선교회는 아직 선교 으

로 미개척지인 라도와 충청도를 선교지역으로 배정을 받는다. 그리고 호주 장로교는 경상남도, 

캐나다 선교회는 함경도, 북장로교는 평안도와 황해도  경상북도를 분할 받는다. 

  둘째는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내한하기 에 이미 한국 선교정책의 기본원리로 채택한 네비우

스 방법을 근간으로 보다 구체 인 몇 가지 정책을 공식으로 채택한 이다. 

  그런데 1890년 국 지푸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존 네비우스(John Nevius) 목사를 빙하여 한

국 선교사들이 실천할 선교방법의 원칙을 제공받았는데, 이 원칙은 개 다음과 같다. 

  1) 선교사들 하나 하나의 복음 도와 범 한 순회 도를 한다.

  2) 자립 선교, 곧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서의 교사가 된다. 

  3) 자립 정치, 모든 신자들은 그들이 선택한 을 받지 않는 지도자 아래에서 도와 교회   

    경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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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립보 , 모든 교회 건물은 그 교회의 교인들만에 의해서 장만되고, 교회가 조직되자마자,  

    도인의 을 지 하기 시작한다. 

  5) 체계 인 성서연구와 모든 활동에서의 성서의 심성을 철한다. 성서연구는 반드시 여럿  

    이 한다. 

  6) 성서의 교훈에 따라서 엄격한 생활 훈련과 치리를 한다. 

  7) 다른 교회나 기 과 력  일치의 노력을 계속하며, 최소한도 다른 기 과는 지역을 피   

    차 뜻에 맞게 분할하여 도한다. 

  8) 지역과 로그램의 분할이후에는 피차  간섭을 하지 않는다. 

  9) 그러나 경제나 그 이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넓게 피차 돕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와 같은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1893년에 설립한「장로회 정치를 쓰는 미션 

공의회」에서 추가로 정한 선교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상류계 보다는 근로계 을 상 로 해서 도하는 것이 좋다. 

  2) 부녀자에게 도하고 크리스쳔 소녀들을 교육하는데 특별히 힘을 쓴다. 가정주부들 곧 여   

    성들이 후 의 교육에 요한 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3) 기독교 교육은 시골에서 등정도의 학교를 경 함으로써 크게 효력을 낼 수 있다. 그러    

    므로 이런 학교에서 은이들을 훈련하여 장차 교사로 보내도록 한다. 

  4) 장차 한국인 교역자도 결국 이런 곳에서 배출될 것이다. 이 을 유의하고 있어야 한다.

  5) 사람의 힘만이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 이 하신다. 따라서 될수록    

    빨리 안 하고도 명석한 성서(번역성서)를 이들에게 주도록 해야 한다. 

  6) 모든 종교서 은 외국 말을 조 도 쓰지 않고 순 한국 말로 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진취 인 교회는 자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수는 될수록  

    곧 이고, 자 하여 세상에 공헌하는 그러한 개인을 늘려야 한다. 

  8) 한국의 들은 동족의 도에 의해서 신앙하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를 우리 자신    

    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도자의 교육에 력해야 한다. 

  9) 의료 선교사들은 환자들과 오래 친숙하게 지냄으로써 가르칠 기회를 찾게 되고,  깊은    

    마음의 문제에 골몰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시약만 가지고서는 별 효과를 낼 수 없   

    다. 

 10)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고향 마을에 자주 왕래하게 해서 의료선교사들의 인애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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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간호의 경험을 본 받아 도의 문을 열도록 해야 한다.21) 

 

   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네비우스 방법의 확 정책은 유명한 자 , 자립, 그리고 자

립선교의 3  원칙으로 정리되는데, 한 상류가 아니고 근로계 과 하류층에 선교의 목표를 

두고 있고 여성에 한 심도가 높았다. 그리고 선교정책은 자연히 시민 인 책임과 도덕성 

 자기의식 형성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데 

뜻이 있다. 한국의 근  시민사회도 이러한 기독교의 큰 향아래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2. 지방 선교부의 설치 

   (1) 주 스테이션(선교부)의 개설

  1892년 크리스마스 뒤에 이놀즈(이 서) 목사는 마포삼열 목사와 함께 말을 타고 공주지방

을 답사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호남지방에 한 선교활동의 실질 인 시작은 양 정이 체결

된 이후의 일이다. 1893년 2월 호남지방을 선교 구역으로 할당받고 1개월이 지난 후에 남장로교 

선교회는 이 서 목사의 비서이며 신실한 신자인 정해원을 주에 보내어 선교사들을 한 지

를 구입하게 하 다. 그리고 그해 9월에는 최의덕 목사와 념 목사가 그것을 확인하기 해 

주에 내려와서 2주간 머물 다. 정해원은 주 성문 밖 언덕 은송리 마을에 아담한 가집 한 

채를 26달러에 구입하여 선교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 밖에 지를 구입한 것은 아직

까지 외국인들은 성내 거주가 허용되지 안했기 때문이다. 

  1894년 2월, 남장로교 선교회의 제2차 정기연례회는 최의덕 목사와 최마태 양을 주에 견

하여 선교하도록 하 고, 일이 잘 진행되면 가을에 상설 스테이션을 개설하기로 하 다. 따라서 

최의덕 목사 남매는 호남지방의 복음 선교를 한 선두자가 되었다. 당시의 교통수단은 말이나 

가마뿐이었으므로 이들의 여행은 단히 불편하 고, 서울에서 주까지는 6일씩이나 걸리는 지

루한 여행길이었다. 

  주에 도착하자 이 둘은 이 에 구입해 둔 가집에 머무르면서 서서히 선교활동을 펴나가기 

시작하 다. 당시에는 척외(斥外) 사상이 팽배한 보수층들이 을 가하기도 하 으나 별다른 

불상사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최마태 양은 주에 거주하는 최 의 서양여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한국 여인들의 호기심의 상이 되었다. 그 덕분에 그녀는 성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구경하러 

찾아온 4～5백 명의 여인들과 할 수 있었고  도지를 나눠 으로써 간단한 도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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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최의덕 목사도 어학선생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 며 도하기 시

작했다. 마침내 주일 배에 5～8명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에 여섯 사람은 성서의 복음진리

를 확신한다고 고백하며 세례 받기를 요청하 다. 그러나 최목사는 얼마 후 선교부가 개설되면 

성례를 베풀기로 계획하 는데, 동학 명이 일어나서 연기될 수 밖에 없었다. 

  마침 남장로교 최 의 의료 선교사인 유 모(Dr. A. D. Drew) 의사가 내한하 으므로 남장로회 

미션회의 의장인 이 서 목사는 장차 호남선교를 한 구체 인 계획을 세우기 해서 유 모 

선교사와 함께 호남지방의 각처를 답사하 다. 여행 후 첫 주일을 주에서 보내게 된 이 서 

목사와 유 모 의사는 최의덕 목사 자택에서 열린 배에 참석하 는데, 그는 주가 선교의 

망이 매우 유망하다고 단하 다. 그러나 동학 명이 일어나서 미국공사의 보를 받고 최의덕 

목사 남매도 서울로 철수하 기 때문에, 모처럼 시작된 호남선교는 잠시 단되게 되었다. 

  그 뒤 1895년 2월 이 서 목사와 최의덕 목사가 주에 다시 돌아왔는데, 도시는 란으로 인

하여 삼분지 일 가량이 괴되고 1년  최의덕 목사의 도로 배에 참석하여 세례를 받고자 

신앙고백까지 하 던 6명의 신자들 모습도 찾을 수 없었다. 주 선교는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

해야 했다. 이들은 에 최목사 남매가 거주했던 완산 언덕에서 약간 높은 치에 있는 지와 

두 채의 가집을 매입하고 동년 9월에는 최 목사가 다시 주에 이주할 수 있도록 개수 작업을 

하 다. 

그러나 정식 선교활동은 그 해 12월 말경 최의덕 목사 남매가 주에 이사하여 상주하게 됨

으로써 가능해졌다. 당시 이 서 목사는 성서번역 원으로 선임되어 바빴고 부인의 건강이 안 

좋아서 서울에 머물 다. 따라서 주선교의 개척은 여 히 최의덕 목사 남매의 노고에 힘입었

다. 

 (1896)全州郡 西門外敎 가 成立하다. 先是에 宣敎師 崔義德이 當地에 來住하야 傳道한지 

수년에 信  三十여인을 自 에 集 禮拜할 새 金昶國 金乃允과 부인 三名이 先으로 洗

禮를 받고 그 후 宣敎師 全衛廉이 視務時에 瓦製 三十間 禮拜 을 新築하니라.22)  

의 기록에 의하면 주교회가 설립된 해가 1896년으로 되어 있는 데 그 게 보는 것은 잘

못이고, 1893년 이 서 목사의 비서인 정해원이 완산 은송리에 선교부 터를 마련하고 도하

으며 최의덕 목사와 렴 목사가 주에 와서 복음 도 시작한 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옳은 해석이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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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렴 목사는 1896년 11월에 이 서 목사는 1897년 6월에 주에 도착하여 선교활동에 가담

하 다. 비록 선교 속도가 느리기는 했지만 진 은 있었다. 1897년 7월 17일은 주의 토착교회

의 시작을 알리는 활기차고 역사 인 날이었으니, 다섯 명의 신도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동 세

례식에서는 이 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주 하 는데, 한 사람은 불참하고 김창국, 김내윤, 그리

고 부인 3명 등 5명으로서, 이들은 주 최 의 세례교인이 되었다. 

  이 가운데 김창국(金昶國)은 최의덕 목사의 사환이었는데 주일에는 하 렴 목사와 이 서 목

사의 부인이 경 하는 주일학교에 참석할 아이들을 불러모으는 사를 하 고, 선교사들이 세운 

소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장날에 선교사를 도와 도지를 나 어 주는 등 도 활동에 힘썼다. 

그는 뒤에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고, 제주도 선교사를 거쳐 오랜 세월 

주에서 목회하는 등 복음 도에 힘썼다. 

  그런데 최 목사의 사랑방은 무 좁았기 때문에 이를 개조하여 새로운 교회당을 마련하게 되

었다. 새 교회당을 짓기 하여 신도들은 정성을 다하여 헌 하 다. 이 교회당은 남자반과 여자

반이 나 어져 있고 앙에 커텐을 쳐서 서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든 ㄱ자형이었으므로 배를 인

도하는 목사만이 남녀반을 모두 보면서 설교할 수 있었다. 이 때부터 주일 낮 배 시에 연보를 

드리게 되었고 헌 리를 하는 회계를 선임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은 지극히 완만하여 1898

년에는 불과 2명이 세례를 받았고 1899년에는 1명이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다.24) 

  한편 주의 의료선교는 하 렴 목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미국에서 신학공부와 함께 의

학 인 훈련도 받았기 때문에 서문 밖에 약방을 건축하고 가벼운 환자들을 치료해 으로써 

도하는데 유익하 다. 그러나 의료선교와 복음선교를 겸하여 하기란 어려웠기 때문에 데이비스

양과 결혼하면서는 의료선교를 포기하 다. 바로 이 무렵에 주 의료선교의 공로자인 잉골드

(Mattie B. Ingold)가 내한하 다. 그녀는 주에 도착하자 작은 가에 여성들을 한 진료소를 

개설하여 많은 진료를 실시하 다. 재 수병원의 신이 되는 건물은 1902년 새 선교지 에 

하 렴 목사의 노고로 건립되었다. 

  처음 1897년에 이 서 목사와 최의덕 목사가 1,500달러를 들여 완산동에 두 채의 집을 마련하

여 세웠던 선교부는 주시의 요청에 의해 재 선교사들이 거주하는 화산동 지 로 환지하여 

이주하게 되는데 따라서 배처소도 자연히 서문 밖으로 옮길 수 밖에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서

문밖 교회의 실질 인 시작이라 볼 수 있다. 잉골드는 몇 년간 아주 열심히 의료 선교활동을 하

으니, 1903년 한 해 동안에도 잉골드가 치료한 건수는 1,500건을 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녀는 복음선교에도 열성을 다하여「유아 교리문답」을 한 로 번역 출 하기도 하 다. 아무튼 

1905년 최의덕 목사와 결혼하기까지 잉골드의 의료활동은 주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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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년에 이르자 주교회는 과거의 부진을 벗어나 성장단계에 이르는데 그해 가을 하 렴 목

사가 귀국하여 첫 배를 인도했을 때에는 113명이나 되는 교우들이 참석하 다. 하 렴 목사는 

닷새만에 열린 장날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장터 도를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 다. 

  1901년 주의 선교부는 기독교정신에 근거하는 학교를 세우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에 

의하여 1901년 7월 1일에는 해리슨(하 렴) 목사에 의하여 남자학교가 설립되었으니 그것이 신

흥학교로서 처음 8명으로 시작하 다. 다음 해인 1902년에는 테이트(최마태) 양에 의해서 기 여

학교가 12명의 학생으로 설립되었는데, 화산동 언덕의 테이트 양 집에서 다.

 

  한편 군산지방은 렴 목사와 유태모 의사에 의하여 선교활동이 개되었다. 1895년에 이들

은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강 하류에 있는 군산에 도착하여 복음을 함으로써 김 래와 송

도 등 결신자를 얻었다. 그러나 동학 명의 후유증으로 늦어져서 1896년 2월에 렴 목사 가

족이 오고, 두 달 후에는 유 모 의사 가족이 이주해 왔다. 이들은 겨우 1백 여 호의 가집으로 

된 어 이었던 이곳에서 그 해 4월에 선교의 수확을 얻었으니 이가 군산교회의 첫 시작이다. 복

음선교와 의료선교를 더불어서 하 기 때문에 그 성과가 매우 컸다. 1896년 7월 20일 김 도와 

송 도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호남지방 최 의 세례인이 되었고, 송 도의 딸은 10월 4일 유아세

례를 받았는데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군산교회는 그 뒤에 성장하여 1897년 5월에는 등록 교인이 40명을 헤아리게 된다. 그러나 

1899년 5월 1일 군산이 개항되어 일본인들이 격히 늘어나게 되자 렴 목사는 구암리(궁말)

선교기지에 자택을 이사하고 1899년 12월 21일부터는 그곳에서 주일 배를 인도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구암교회의 시작이다. 구암교회는 성장하여 1900년 에는 95명이 세례를 받는 큰 역사

가 일어났다. 이 무렵에 선교회는 뿔(W. F. Bull, 부 렴) 목사와 뒤에 그의 부인이 될 앨비

(Libby Alby) 양을 이곳에 증 하 는데, 부 렴 목사는 장차 40년간이나 군산지방 선교를 해 

몸바쳐 일한 잊을 수 없는 선교사가 된다.

  한 1902년에는 킨( 렴) 목사에 의하여 명학교가 설립되고 그의 부인인 킨 여사에 

의하여 멜볼딘 여학교가 시작되었다. 

   (2) 목포 스테이션(선교부)의 설치

1894년 주에 선교부(Missionary Station)를 설치한 미국 남장로회 한국 선교회는 1896년 연

회(年 )에서 나주에도 선교부를 개설하기로 결정하 다. 그 때까지는 라도의 행정 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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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나주이었기 때문이다. 1897년 이른 , 나주 선교부 개설 책임을 맡은 배유지(裵裕址, 

Eugene Bell) 목사는 주에 와 있던 하 렴(河衛廉, Rev. William Butler Harrison) 목사와 더불

어 지 나주에 와서 조그마한 가를 하나 사서 임시 거처로 사용하며 성 밖에 선교부 기지(基

地)로 쓸 땅을 사고 도를 시작하 다. 

그러나 나주는 고루한 양반 세력이 강하고 외국인에 한 배타심이 심한 곳이어서 음양으로 

선교사들에게 방해와 을 가했다. 청년들이 주민들과 작당하여 선교사들을 살해(殺害)하겠다

고 박 공갈을 일삼았다. 

할 수 없이 나주 스테이션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때마침 1897년 10월 1일에 목포가 

개항되고 외국인의 거주가 허용되었다. 그들은 나주의 땅을 되팔고 목포에 땅을 사려고 했지만 

좋은 땅은 이미 다 팔리고 그 해 겨울까지도 부지를 구하지 못했으나 이듬해, 1898년에는 양동

의 언덕 땅을 사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898년 가을에 서울에 있던 배유지 목사 가족들이 신도 변창연(邊昌淵)과 함께 목포로 이사 

오게 되었다. 한 곧 이어 11월 5일에 한국에 도착한 의사이며 목사인 오 웬(오 원, 吳 元, 

는 吳基冕, 吳基元, Rev. Clement Carrington Owen, M. D.)이 목포에 오게 되어 비로소 목포 스테

이션은 개설되고 본격 으로 선교 사업이 시작되었다.

배 목사와 변창연은 주변 마을의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열심으로 도하고 오 원 의사는 진료

소를 개설하여 환자들을 치료하며 도하 다. 10여명의 결신자를 얻어 배 목사의 주거지인 양

동 86번지(  정명여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집회소로 삼았다. 이것이 목포교회의 시작이다.

(1898) 木浦府 陽洞敎 가 成立하다. 先是에 宣敎師 裵裕祉와 賣書 邊昌淵이 當地에 來하

야 陽洞에 帳幕을 陳하고 宣敎를 시작하야 熱心 傳道함으로 魯學九, 金萬寶, 金顯洙, 任成

玉, 池源根, 馬瑞奎, 金致道, 등 二十余人이 信從하야 敎 가 築城되고 醫師 吳基元이 適來

하야 醫藥과 福音으로 수의 慈愛를 실 하니 信徒가 逐日 增加하더라.25)

이어서 1899년에 31세의 처녀 선교사 스트 퍼(Miss Fredrica Elizabeth Straeffer, 徐女史) 양이 

목포에 와서 주로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을 맡아 도하게 되었고, 1900년 12월에는 북장로회 소

속인 여자 의사 휘 (Miss Georgiana Whiting, M. D.) 양이 오 원 의사와 결혼하여 목포에 오게

되어 5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게 되었다. 목포 선교부를 설치한 1년 후에는 주일 배에 참석하는 

교인 수가 30여명이나 되었고 1900년 여름에는 세례 받기 원하는 30명의 신도  엄격한 기 에 

따라 6명이 합격하 다. 그 해 1900년에 양동 127번지에 14평 한옥으로 배당을 지었으나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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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나는 교인 때문에 다시 14평을 증축하기도 했다. 배 참석자도 크게 늘어 50～60명이나 되

었다.  

그러나 이 게 발  일로에 있던 목포교회에 큰 시련이 닥쳐오게 되었다. 1901년 4월 12일에 

배 목사 부인이 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일이다. 그 때 배 목사는 주에 가 있었고 

(急電)을 받고 즉시 서둘러 돌아 왔으나 당시의 교통 사정(군산을 거쳐 배 타고 옴) 때문에 부인

이 운명한지 나흘 후에야 도착하 다. 배 목사는 부인의 시신을 서울의 외국인 묘지에 묻고 어

린 두 자녀, 헨리와 샤로트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1년도 채 못 되

어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 오 원 의사 부부도 신병치료(身病治療)를 해서 본국으로 들어가

고 스트 퍼 양 혼자만 남게 되었다. 선교 본부에서는 여자 선교사를 홀로 남겨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스트 퍼마  귀국토록 하 으므로 목포 선교부는 일시 폐쇄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한국 선교본부에서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이 서(李訥瑞, Rev. Reynolds) 

목사를 목포에 보내 배 목사와 오 원 의사가 돌아 올 때까지 임시로 목포 선교부를 돌보게 하

다. 

1902년 가을에 배 목사와 오 원 의사가 돌아오고 이듬 해에는 스톤(변요한, 邊要翰, Rev. 

John Fairman Preston) 목사 부부가 증 되어 목포 선교부는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 목포 교

회는 교인이 증함에 따라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 의 양옥 배당을 건립하 는데 경비

는 교인들이 그 5분의 4를 부담하 고 다소의 부채까지 지게 되었다. 배당은 공 되었다해도 

짊어진 부채를 완 히 청산한 후에 헌당하기로 결정하 는데 드디어 1903년 6월 마지막 주일, 

28일에 헌당 배를 드렸으니 부채 정리에 수 개월이 걸렸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교회당은 벽

돌과 기와 지붕의 아담한 건물이었고 내부는 높은 천정에 아름다운 등이 걸려 있고 신도들의 

긴 의자와 오르간도 비치되었다. 교인들은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2년 에 

애석하게 세상을 떠난 배 목사 부인을 기념하기 하여 배 부인 기념 교회당(Lottie Witherspoon 

Bell Memorial Church)이라고 명명하 다. 이 때 목포 교회에는 세례교인은 25명에 불과했고 교

인 부분은 한달 생활비 5냥도 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건축비 2,500냥을 헌

한 것이다. 당시 1냥은 미국 돈 약 1달러 정도 고 이것은 노동자의 하루 임 이었다. 1냥으로

는 보통 식당에서 서  끼니를 먹을 수 있는 밥값이 된다. 30냥은 일반 가정의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한 돈이었다. 혼자 200냥이나 바친 김윤수(金允洙, 후에 주 제일교회  장로) 집사 같

은 고 열성 인 교인들이 심이 되어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되었다. (미국 남장로회 선교본

부 ‘The Missionary’ 1903. 10. pp. 454～455) 

선교사들은 변창연(邊昌淵) 등 한국인 조사(助師)들과 부근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도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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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올렸다. 이 결과 목포 부근에 다섯 군데의 배 처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조사는 

선교사를 도와서 도사 역할을 한 분이었다.)

이들은 한 교회와 의료 선교와 더불어서 교육 선교도 병행하 다. 1903년 9월에 정명여학교

와 흥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인재와 교역자들을 배출하게 하 다. 오늘날 이 학교들은 크게 발

하여 학원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진료소도 오 원 의사가 주로 떠나간 후에 놀란(Dr. Joseph W. Nolan) 의사, 포사이드(보의사, 

Dr. Wiley H. Forsythe) 의사, 리딩햄(韓三悅, Dr. Roy Samuel Leadingham) 의사 등이 연이어서 

사하 고 호남동에 석조 병원을 지어 랜치병원(French Memorial Hospital)이라고 명명하여 

1930년  말, 선교사들이 철수할 때까지 복음 선교에 공헌하 다.26)

   (3) 주 스테이션(선교부)의 시작

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이는 배유지(裵裕祉 Eugene Bell, 1868～1925) 선교사와 오

원(吳元 는 吳基元 Clement C. Owen, 1867～1909) 의사로서 이들은 1904년 12월에 목포로부터 

주에 들어왔다. 1904년 에 열린 선교회 연회에서 주 선교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 고, 배

목사 부처와 오 목사 부처에게 책임을 맡겼기 때문이다. 이들은 목포에서 산포까지 조그만 배

를 타고 거슬러 올라온 뒤, 거기서부터는 육로로 교자를 타고 주에 들어왔는데, 목포에서 주

까지 이틀이 걸렸다고 한다.

주의 선교부는 양림리 동산에 세워졌으나 당시의 주 인구는 약 5,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양림리(효천면)는 남문에서도 멀리 떨어진 외딴 곳으로 묘지가 많고 인가도 드물어 후미진 곳이

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가 아니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다음해에 인가가 많은 주성 

안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 때 배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설립한 김윤수(金允洙, 별칭 金總巡) 장로의 부인 정 계(鄭錦

溪) 할머니 (1975년 당시, 93세)의 말을 들어보면, 1904년 4월 22세 때 배유지 목사보다 먼  자

기 가족이 주에 왔다고 한다. 올 때 산포까지의 뱃길에서 풍랑을 만나 심한 고생을 겪고 도

로 목포로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고 하 다.   

김윤수 장로는 먼  와서 선교회 집들을 지었고 그 뒤에 배유지 목사 부부와 쿡커인 서명규

씨가 와서 미처 완성되지도 못한 집에서 한동안 함께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배 목사의 첫 부인

은 1901년에  목포에서 세상을 떠났고, 주에는 둘째 부인과 함께 왔는데, 그분도 1919년에 교

통 사고로 수원아래 병 (餠店)에서 죽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감나무 에 평상 두 개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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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석을 깔아놓고 기도회를 가졌는데, 배유지 목사와 김윤수 장로가 말을 타고 시골로 도 여행

을 떠나면 강강술래 선소리를 잘했다는 김윤수 장로 부인이 인도하여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했

다고 한다. 특히 일어서서 손 을 치며 찬송가를 인도하는 부인을 보려고 구경꾼들이 모 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부인이 23세 되던 해(1905년)부터 김윤수 장로가 주 하여 배당 짓는 일을 

시작하 다고 한다. 집 지을 지의 마련과 재정 문제 등의 비로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듬해(1906년) 가을에 북문안에 배당이 완성되기까지는 양림리 선교부 동산에 시 하게 마

련된 배 목사의 사랑에서 배를 드린 것이다.

그런데 1904년 겨울에 배유지 목사 일행이 주에 이사온 것은 12월 20일이었다. 이들은 12상

자나 되는 많은 짐들을 짐꾼들에게 지워서 선교부에 도착한 것이다. 부명 (Dr. Brown, 夫明光)

목사는 그의 서「한국선교」(Mission to Korea)에서 그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

다.

  “ 주에서의 첫 번째 교회 배는 1904년  내리는 성탄 에 벨 목사의 임시 사택에서 열렸다. 

식탁은 한쪽 구석에 개어져 있고 의자는 침  에 높게 쌓여졌다. 배 고가 나붙여지고 가 나

타날지 모르면서 선교사들은 기 에 차서 기다렸다. 그러자,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작은 길로 올라오

는 긴 행렬의 한국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면서도 놀랬다. 그들은 선교사들이 가져온 큰 상자 속에 무

엇이 들어 있는지 보러 왔던 것이다. 아무튼, 그들이 오기는 온 것이다. 여자와 남자들이 서로 딴 방

에 들어오자 가운데 서있던 벨 선교사는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설교했다. 이 간단한 출발에서 

주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으니 불과 6년 안에 500명을 헤아리는 교인들이 모이게 되었다.”27) 

  이와같이 주의 기독교 선교는 1904년 12월 크리스마스날 주군 효천면 양림리에 세워진 배

유지 목사의 집에서 시작되었는데, 신도 수가 증가함으로 성안인 북문안에 교회를 건축하여 이

주하기까지 주교회는 그곳에서 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런데「 수교장로회 사기」에 나온 

기록 때문에 주 제일교회와 양림교회 사이에 교회사의 통문제로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1904년).....光州郡 楊林里 敎 가 成立하다. 初에 宣敎師 裵裕祉, 吳基元이 助師 邊昌淵과 

敎友 金允洙를 同伴하야 木浦로부터 本里에 到着하야 을 定하고 熱心 傳道한 結果로 

崔 琮, 裵景洙 等이 信從하야 自己 廓에서 禮拜하다가 信徒가 漸次 增加됨으로 北門內에 

瓦家로 禮拜 을 建築하고 後에 金允洙, 崔 琮 二人을 長 로 立하여 가 組織되얏고 

其後 南宮 , 李得珠, 洪祐鍾이 繼續 視務하니라. 

 



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43

그런데 양림리교회(楊林里敎 )는 재 주 역시 남구 양림동에 있는 양림교회를 말하는 것

은 아니다. 당시(1904년) 주교회의 시작을 양림리에서 출발 했다하여 양림리교회라고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교회사가 김수진 목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발표하고 있다.28)

  특히 선교사들은 양림리에서 자신들이 교회를 시작하 지만은 한번도 양림리교회라고 부른 일

도 없고 그 게 표기한 일도 없다. 선교사들의 기 보고서에는 주의 첫 교회를 주교회로 

표기하고 있음을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주 최 의 교회를 어로 이 게 표기해 주고 있다.

  1). The local church at Kwangju ( 주지방교회)

    (Reports to the Fifteenth Annual Meeting, P. 10 RSPM 1903～1906)     

  2). The local congregation at Kwangju ( 주지방당회) (ibid. p.26)

  3). The local congregation at Kwangju ( 주지방당회) 

    (E. Bell, Done by the Native Christians, June 1906, p.142, KMF)

  4). The Kwangju local Church ( 주지방교회)

    (R. T. Coit, <The Kwangju Field>, The Missionary, Dec. 1909, p.603

    ARECFM.)

  5). The Kwangju Church ( 주교회) (R. T. Coit, ibid, p.604)

  6). Kwangju Church ( 주교회)

    (Minuites of Eighteenth Annual Meeting, July 17～31, 1909, p.23 SRSPM)

  7). Kwangju local Church ( 주지방교회) (ibid, p.41)

  8). Kwangju Church ( 주교회) (G. T. Brown, Mission to Korea. p.62)

  그러기 때문에 주교회는 처음 양림리 배유지 목사 사택에서 출발하여 북문안에 배당을 건

축하여 북문안으로 옮기어 왔고 그때부터 주교회를 북문내교회 는 북문안교회라고 부르게 

되었다. (김수진,「 주 교회사 연구」, p.37)

  북문안교회에 한 한국의 자료를 살펴보면, 라노회록(全羅老 )과 라도 선교 25주년기

념록(全羅道宣敎25周年記念 )등 여러 자료에서 주교회가 북문안으로 옮기어 오면서 주교회

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당회(光州 ), 주부당회(光州府 ), 주읍당회(光州邑 )로 불

리우다가 주북문안교회라고 불리었다. 

  라노회록에 나타난  교회의 명칭을 보면;

  1). 주교회- “회쟝이 쥬교회에서 온 뎐보를 공포하니 그 사연은  셩신 츙만이라 하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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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기풍씨가 답사하는 편지는 셔기에게 맛겨셔 하기를 동의 하야 가로 결뎡하다.” ( 수교  

    쟝로회 죠션 젼라로회 뎨一회 회록, p.14)

  2). 주부당회-   (  동    뎨二회 회록, p.16)

  3). 주당회-     (  동    뎨三회 회록, p.20)

  4). 주읍당회-   (  동    p.25)                  

  5). 주북문안당회- 

             ( 동 뎨四회 회록, p.4, 뎨五회 회록, p.5, 18, 뎨六회 회의록, p.9, 14,)

     

  제4회 라노회는 1914년 8월 15일에 주 양림에 있는 숭일학교에서 개회하 고 8월 19일 하

오 5시 30분에 정회하 다가 당일 하오 8시에 속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때의 회의 장소는 주 

북문안 배당에서 라고 되어 있다.  

  “ 주북문안교회에서 이기풍 목사를 임 목사로 청원하는데 하여 허락하기로 하 사오며......” 

(1916년 8월 28일 제 6회 라노회록, p.29)

  노라복 목사의 보고에도 “ 주 북문안교회 형편은..... ”이라 되어 있고, 여기에 첨부된 총계표

에도 주지방 안에 “ 주 북문안교회”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의 첫 교회는 1904년 크리스마스에 주군 효천면 양림리 배유지 목사의 사랑방

에서 시작하여 배를 보다가 1906년에 성내로 이주하여 북문안교회가 된 것이다. 북문안 교회

는 재 충장로 3가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기역(ㄱ)자 집으로 된 목조와가로 가운데엔 포장이 쳐

져 있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볼 수 없도록 앙에 있는 강 상 좌우로 갈라 앉아 배를 드렸

다. 본래 그곳은 사창(司倉, 社倉) 마당이라는 곡식을 쌓아두던 터로서, 배유지 선교사가 구한말

에 무 황제의 허락을 받아 임 받은 땅인데, 1906년 가을에 목조가옥으로 50평 규모의 큰 교

회를 세운 것이다. 

  당시의 주는 주군 주면으로서 1896년이래 남의 도청소재지 지만, 인구는 5,000명에도 

이르지 못했다. 동서남북에 성문이 있어 성안 출입을 하 는데, 동문은 지 의 남여고 쪽에 있

었고, 서문은 불로동 네 거리에 있었으며 도청  충장로 입구에 남문이 있었고, 충장로 출소 

앞 네 거리에 바로 북문이 치하 고, 그 밖의 문동에는 문이 있었다. 

  북문안 교회는 그 뒤 이기풍(李基豊) 목사를 담임목사로 빙하고 크게 성장하여 교인 수가 

수 백명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오로지 선교사 배유지 목사와 오 원 의사의 복음 도가 씨앗

이 되어 그 열매를 맺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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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유지 목사와 함께 주선교부를 개설한 오 원 선교사는 목사이면서 한 의사 던 계로 

주에서는 복음선교외에도 의료선교가 일  시작되었다. 1904년 내한한 의료선교사 놀란(J. 

Nolan, 盧難)이 목포를 거쳐 1906년 주에 와서 양림리에 진료소를 개설한 것이 지 의 기독병

원인 주야소교병원의 첫 시작이다. 놀란이 떠난 후 잠시 폐쇄되었으나 1908년 슨(R. M. 

Wilson, 禹一善) 의사에 의해 재개되었는데, 1910년 한 해 동안 9,900명의 환자를 진료하 고 

175건의 수술을 담당할 정도 다. 1912년에는 독지가의 헌 으로 3층 식 건물을 마련하여 

그 이엄기념병원(Ella Lavine Graham Memorial Hospital)으로 새롭게 출발하 고, 1912년에는 

슨의 노력으로 주 나병원이 개설되어 식 의료 방법으로 나환자를 진료한 최 의 병원이 

되었다. 

  한편 주선교부에서는 교육선교에도 뜻을 두어 1907년 양림리의 배유지 목사 사랑방에서 최

윤옥, 김명은 등 어린이 3명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 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08년에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가 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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