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육 학교100년사





목  차

발간사  ·······················································································································     
축  사  ·······················································································································     
축  시  ·······················································································································     
축  화  ·······················································································································     
총  론  ·······················································································································     

제1편 프롤로그: 
삼육교육이념의 역사와 의의

제1장 서언  ············································································································     14
제2장 삼육교육이념의 역사적 이해  ····································································     16
  1. 근 적 교육철학의 배경  ··············································································     16
  2. 삼육교육이념의 등장  ···················································································     19
제3장 삼육교육의 의의  ························································································     21
  1. 삼육교육의 목적과 의의  ··············································································     21
  2. 한국에서의 삼육교육의 시작과 그 의의  ····················································     22
     재림교회의 전래 / 삼육교육의 시작과 의의

제2편 근 교육의 개척
(1906~1931, 의명학교 시 )

제1장 근 교육의 태동  ························································································     32
  1. 근 교육의 특징  ··························································································     32
  2. 삼육 학교와 근 교육  ···············································································     34
제2장 교육사업의 여명기(1904~1906)  ·······························································     36
  1. 광염학교  ·······································································································     36
  2. 주흥리교회에서 운영한 사숙  ······································································     36
  3. 순안사숙  ······································································································     37
  4. 여명기 교육사업의 의의  ·············································································     38
제3장 의명학교의 설립(1907~1916)  ···································································     40
  1. 청소년 양성학교의 설립(1907)  ···································································     40
     첫 선교사 스미스 목사 / 순안에 대하여 / 양성학교 설립

  2. 청소년 양성학교에서 의명학교로  ·······························································     46
  3. 여학교의 이전(1911)  ····················································································     49
  4. 의명학교 체계 구축(1910~1916)  ································································     49
     하워드 리와 의명학교의 발전 / 기숙사제도와 남녀학교 운영 / 실업교육

     제1회 졸업식 / 교사신축 / 의명학교의 위상 확립

제4장 신학교육의 실시(1917)  ·············································································     58



  1. 한국 선교사업의 발전  ·················································································     58
  2. 신학교 설치(1917)  ·······················································································     60
제5장 의명학교의 발전(1918~1930)  ···································································     63
  1. 발전을 위한 노력들  ·····················································································     63
  2. 3ㆍ1운동과 재림교회  ··················································································     64
  3. 조선합회와 교육사업의 발전  ······································································     66
  4. 의명학교의 변화와 발전(1920~1928)  ························································     71
     교장의 교체 / 사범과 설치 및 발전전략 추진 / 신학교 운영상황 / 동맹휴학 발생

     개교20주년 기념식 / 실업교육의 발전

제6장 의명학교의 운영(1931~1937)  ···································································     85
  1. 의명학교의 현황(1930)  ················································································     85
     고등과 재적학생 일람 / 학년별 교과과정 및 시수표 / 교직원과 교과목 일람표

     의명학교 생도모집 요강 / 학생들의 각종 활동 / 졸업자 현황

  2. 신학교의 분리(1931)  ···················································································     92
      선교의 중심, 순안에서 서울로 / 신학교의 서울 이전

  3. 의명학교의 운명(1932~1937)  ·····································································     96
     의명학교의 전문성 확대와 발전 / 의명학교와 산사참배 논쟁 / 의명학교의 양도

제3편 수난 속에 뿌리내린 삼육교육
(1931~1949, 조선합회신학교 시 )

제1장 조선합회신학교(1931~1932)  ···································································     106
  1. 한국의 신학교들  ························································································     106
     감리교회 신학교 / 장로교회 신학교 / 성결교회 신학교 / 침레교회 신학교

  2. 조선합회신학교  ··························································································     113
     조선합회신학교 운영 / 전도실습 / 신학교 제7회 졸업식

제2장 통신학교 시 (1932~1936)  ·····································································     119
  1. 통신학교 사업의 추진  ················································································     119
  2. 시 적인 상황  ····························································································     121
  3. 통신학교사업과 통신신학  ·········································································     124
     통신학교 사업의 시작과 의의 / 통신신학의 시작 / 통신학교 사업 전개

     역문과정의 시작과 결과

제3장 조선합회사역자양성소(1937~1942)  ························································     136
  1. 고등교육의 재개(1937)  ··············································································     136
  2. 경성삼육원의 설립91938)  ·········································································     139
  3. 조선합회사역자양성소 운영(1937~1942)  ·················································     141
     사역자영성소의 조직 및 체제 / 사역자양성소의 운영

  4. 일제의 교육정책과 사역자양성소의 폐교  ················································     143
     일제의 교육정책 / 사역자양성소의 폐교

제4장 교회의해산  ·······························································································     148
  1. 재림교회의 형편  ························································································     149
  2. 일제의 탄압과 재림교회  ···········································································     150



     화강리사건 / 정기간행물 폐간 / 신앙정신의 말살

  3. 교회의 해산(1943)  ·····················································································     156
     일제말기의 기독교 정책 / 지도자들 검거와 순교 / 재림교회 해산

  4. 해산 후 교회 활동(1944~1945)  ·······························································     163
제5장 교회와 교육사업의 재건(1945~1947)  ····················································     168
  1. 8ㆍ15 해방(1945)  ·······················································································     168
  2. 교회의 재건  ·······························································································     169
     교회재산 회수 / 신도대회 개최 / 지방교회들의 재건 / 선교사들의 재입국

  3. 교육사업의 재건(1947)  ··············································································     176
     국가 교육정책의 변화 / 초등학교의 재건 / 중등학교의 재건 / 신학교의 재건

제6장 삼육동시  개척(1948~1949)  ·································································     186
  1. 학부지 구입(1948)  ··················································································     187
  2. 학교 건설(1948~1949)  ··············································································     189
  3. 학교 이전 및 개교(1949)  ··········································································     191
  4. 학교의 이모저모  ························································································     193

제4편 학의 체제구축 및 정체성확립
(1950~1966, 삼육신학원/삼육신학 학 시 )

제1장 한국전쟁과 삼육교육(1950~1954)  ·························································     200
  1. 한국전쟁과 재림교회  ·················································································     200
  2. 전쟁초기 삼육동의 상황  ···········································································     203
  3. 북한군 치하의 삼육동  ···············································································     205
  4. 서울수복과 1ㆍ4후퇴  ················································································     206
  5. 제주도 정착과 교육사업 추진  ··································································     208
  6. 교단복구와 교육사업의 재개  ····································································     213
     기관들의 복구와 조직 재정비 / 신학교 제13회, 제14회 졸업식

제2장 삼육신학원 시 (1954~1960)  ································································     220
  1. 삼육신학원의 초기상황  ·············································································     220
  2. 신학원장의 교체와 삼육신학원 인가  ·······················································     223
  3. 도널드 리 원장과 교육체계 구축  ·····························································     226
  4. 삼육동의 건설  ···························································································     230
     기숙사와 식당 건축 / 강당 건축 / 남교사, 북교사 건축 / 본관 건축 / 목장 건축

     과학관 건축 / 기타 건물들

  5. 주목받는 삼육신학원  ················································································     236
  6. 각종 교내잡지의 발간  ···············································································     239
     개혁 / 목자 / 절제 / 탁마와 삼육 / 삼육주보 / 돌단

  7. 학생들의 활동  ···························································································     242
  8. 신학생들의 신앙양심  ················································································     248
  9. 삼육신학원 시절의 졸업식  ·······································································     249
 10. “학원안내” 발간  ·························································································     251
 11. 삼육신학원의 변화들  ·················································································     255



     교수진의 변화 / 행정관 건축 / 삼육신학원장의 교체

제3장 삼육신학 학의 인가 및 재인가  ····························································     260
  1. 삼육신학 학 인가(1961)  ···········································································     261
     삼육대학 운영의 꿈 / 삼육고등학교 인가 / 삼육신학대학 인가

     삼육신학대학의 초기상황

  2. 학생 자치기구의 조직(1961)  ·····································································     269
  3. 학 표어, 교가, 배지 등의 제정  ····························································     271
  4. 다양한 행사들  ···························································································     272
     연합회 강당 준공 및 음악회 / 하기신학 / 개교55주년 기념행사

     삼육신학원의 마지막 졸업식 / 각종 건물들의 낙성식 / 신학생들의 선교활동

  5. 실업부의 발전  ···························································································     280
     목공장과 철공장 / 농장 / 목장 / 그 외의 실업부 시설들 / 실업교육과 노동현황

  6. 학 명칭변경 및 재인가(1962~1964)  ····················································     288
  7. 재단법인의 변천  ························································································     290
제4장 삼육실업초급 학의 시작(1962~1966)  ··················································     292
  1. 삼육실업초급 학의 인가(1962)  ·······························································     292
  2. 교과과정  ····································································································     293
  3. 교수요원의 보강  ························································································     295
  4. 삼육실업초급 학의 졸업식  ······································································     296
  5. 삼육실업초급 학 폐지(1966)  ··································································     297
제5장 삼육신학 학 시 (1964~1966)  ·····························································     299
  1. 신학 학 인가의 의의  ···············································································     299
  2. 첫 신학사들의 배출(1965)  ········································································     301
  3. 제2  클라임스 학장 취임(1965)  ·····························································     302
  4. 활발한 내외적 활동  ··············································································     303
     학생들의 활동 / 다양한 초청강연회 개최 / 전국신학대학협의회 가입

     일본삼육학원과의 자매결연 / 교수들의 해외유학 및 연구활동

  5. 학교부지 소송사건(1961~1969)  ·······························································     309
  6. 삼육신학 학의 변화와 발전  ·····································································     311
     대학기구의 개편 / 학교 시설의 보강 / 개교60주년 기념식

  7. 학과 증설 및 교명 변경(1966)  ·································································     318
제5편 확장 및 발전의 시

(1966~1991, 삼육 학 시 )
제1장 삼육 학 초기시 (1966~1969)  ·····························································     322
  1. 1960년  후반의 교회상황  ·······································································     323
  2. 삼육 학 초기의 상황  ···············································································     325
  3. 연구소 및 부속기관들의 신설  ··································································     327
     대학 내 연구소 개설 / 고등기술학교 신설 / 송산삼육농공학원 개원

  4. 영어영문학과의 증설  ················································································     329
  5. 동문회 활동의 활성화  ···············································································     330



     동문회 임원들 / 동문회 회보 발간 / 동문회 주요 사업들

  6. 학발전을 위한 노력들  ···········································································     335
     대학 배지 변경 / “대학의 날” 제정 / 베네트 합창단 연주회 사건

제2장 자립기반의 마련(1969~1973)  ································································     339
  1. 제3  김종화 학장 취임(1969)  ·································································     339
  2. 예비고사 제도와 학생모집  ········································································     341
  3. 본관(엘리야관) 신축(1971)  ·······································································     342
  4. 학 기반시설 및 자립환경 구축  ····························································     344
     가정교육과 생활관 건립 / 도서관의 도서 확충 /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충

     연구 및 조사활동의 강화 / 장학제도의 확충

  5. 학생활동의 강화  ························································································     352
  6. 제4  송권 학장 취임 및 교직원 동정  ···················································     354
     제4대 학장 송권 목사 취임 / 교수인사 및 동정

  7. 새로운 시도 및 변화들  ·············································································     357
     교육과정 개선 및 실험대학 선정 / 기술전문학교의 설립 추진 

     간호학과 증설 및 간전과의 연계 / 실업교육부의 발전 / 신학특과 신설

제3장 삼육기술전문학교의 설립 및 발전(1973~1991)  ····································     364
  1. 삼육기술전문학교의 설립(1973)  ·······························································     364
  2. 삼육기술전문학교의 상황(1974)  ·······························································     365
  3. 명칭 변경과 제1회 졸업식(1975)  ·····························································     367
  4. 학과 증설과 전문 학 체제 구축  ····························································     368
  5. 삼육농업전문 학 학생들의 활동  ·····························································     370
제4장 삼육교육의 재정립(1974~1978)  ·····························································     372
  1. 삼육교육 100주년행사(1972)  ····································································     373
  2. 학생군사훈련 문제와 위기(1974)  ·····························································     375
  3. 학교회와 교목실 운영  ···········································································     378
  4. 제5  이기돈 학장 취임 및 제도 발전(1975)  ·········································     382
     제5대 학장 이기돈 박사 취임 / 조직 및 보직의 변경 / 위생간호전문학교와의 통합

     학사행정의 개편 / 교원봉급제도 확립

  5. 하기 학의 체계적 운영  ···········································································     388
  6. 제6  김종화 학장 취임(1977)  ································································     390
  7. 학개발 노력과 사무엘관 건축(1978)  ····················································     391
제5장 학 확장의 시기(1979~1986)  ·······························································     394
  1. 학과 신설과 학원의 신설  ······································································     395
     경영학과 신설 / 약학과 신설 / 영양학과, 화학과, 음악교육과 신설

     정원조정과 학생수의 증가 / 대학원 신설

  2. 주요시설들의 건축  ····················································································     401
     선교70주년기념관 건축 / 도서관 건축 / 유가공실습장 건축 / 대학 2차 건축공사

  3. 학생들의 활동영역 확장  ···········································································     408
     학생자치기구의 부활 / 동아리 활동의 강화 / 학생 도보 국토순례
      버스노선 확대 운동

  4. “삼육동소식” 창간  ·····················································································     413



  5. 교수들의 질적 향상  ··················································································     414
  6. 학 내 영적 프로그램 강화  ····································································     416
  7. 개교80주년 기념행사(1986)  ······································································     419
제6장 삼육 학 발전기(1987~1991)  ·································································     422
  1. 학 확장공사의 마무리(1987)  ·································································     423
     행정관 준공 / 남녀 기숙사 준공

  2. 정원 조정 및 학과증설  ·············································································     425
     정원 조정 / 생물학과, 원예학과 신설 / 대학원의 학과 증설 / 신학대학원 신설

     박사과정 개설

  3. 학식품사업 발전  ····················································································     429
  4. 전국 삼육교육자 회(1989)  ····································································     430
  5. 제7  김홍량 학장 취임(1990)  ································································     433
  6. 학생활동의 발전과 이념적 갈등 도래  ·····················································     436
     해외선교봉사활동의 추진 / 대학합창경연대회 수상 / 학생 자치활동의 다양화
      학생 자치활동과 이념적 갈등

  7. 이념교육과정의 재정립과 교내복음화  ·····················································     447
     채플 정상화를 위한 노력 / 오얏봉의 정비 / 연합선교찬양단 활동

  8. 전문 학들의 발전  ····················································································     451
     삼육농업전문대학 / 삼육간호전문대학

  9.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1991)  ···································································     454
     조경 및 환경미화 사업 / 토플시험센터와 예언의 신 연구소 설립 

     선교90주년기념관 기공 / 재활치료학과, 낙농자원학과 증설

제6편 미래를 위한 도약
(1992년~현재, 삼육 학교 시 )

제1장 삼육 학교 시  전개(1992~1996) ··························································     462
  1. 삼육 학교 시  개막(1992)  ····································································     462
  2. 러시아삼육 학 개교(1992) 및 전개  ·······················································     464
     러시아선교와 한글학교 개교 / 사할린 북방선교대학 설립 / 러시아삼육대학 인가 취득

     러시아삼육대학의 운영 전개

  3. 평생교육원 개원(1993)  ··············································································     471
  4. 학식품 독립운영(1993)  ··········································································     473
  5. 교육지원시설의 확충  ················································································     475
     취업보도실, 매경스카우트 개설 / 시청각 및 음악자료실 개관 / 언어교육원 개설

     전산교육원 개설

  6. 제8  총장 박해종 박사 취임(1994)  ·······················································     480
  7. 학종합평가 체제 돌입  ···········································································     481
     대학평가제도의 역사 / 대학순위 평가 결과 / 대학종합평가 준비

     대학종합평가 진행 및 결과 / 학과평가 및 대총회 평가

  8. 학과증설 및 의과 학 설립 무산  ····························································     490
     삼육대학교 학과증설 / 의과대학 설립 추진



제2장 개교90주년 기념 및 역사 정립(1996)  ···················································     494
  1. 총ㆍ학장 이취임식(1996)  ··········································································     495
     제9대 총장 신계훈 박사 / 제6대 학장 정순영 박사 / 교직원 인사이동

  2. 개교90주년 기념사업  ················································································     498
     대학주변 환경개선 / 켐퍼스 공원화 추진 / “삼육동 이야기” 출간

     “삼육대학교90년사” 편찬

  3. 개교90주년 행사(1996. 10)  ······································································     503
     개교90주년 기념식 / 천보축전 / 삼육대학교 90년 사진전

     최태현목사기념도서관 명명식

  4. 터전마련 50주년 기념사업(1997)  ·····························································     507
     오얏봉의 성역화 / 옛 시계종 복원 / 기타 역사물 안내판 설치 / 삼육교육표어비 건립

제3장 갈 길과 살 길의 모색(1996~2000)  ························································     511
  1. 학발전기금 조성사업 추진  ·····································································     511
  2. 비전100주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514
  3. 부설연구소 및 각종기구 설치  ··································································     516
     부설여구소 통폐합 / 삼육물류센터 / 재활치료학과 HELMAS 설치 / 보건진료소 설치

     인터넷센터 개원 / 공동실험실 운영 / 학생서비스센터 신설 / 한일은행 출장소 개점

     단연클리닉 개원

  4. 학과증설 및 교육제도 발전  ·····································································     524
     간호학과 학사학위 특별과정 신설 / 학과의 증설 / 비영리조직경영대학원 설치

     학부제 도입과 운영 / 최소전공인정학점제 실시 / 동부지역 6개대학 학점 교류

     교수평가제 시행

  5. 병설전문 학의 발전  ················································································     532
     병설전문대학의 행정독립 / 의명대학으로 명칭 변경 / 학과의 증설 / 각종연구소 설립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 독자적 발전체제 구축

  6. 건축을 통한 시설ㆍ설비 확장  ··································································     541
     바울관 / 제1, 제2 실습관 / 제2과학관 / 신학관 / 체육관 / 기타 건축 및 시설공사

  7. 이념교육 프로그램 강화  ···········································································     546
     삼육대학교회 운영 / 채플제도의 개선 / 소그룹 수련회 / 선지자학교

     교양성경 신앙수련회

제4장 새로운 학 이미지 창출(2000~2004)  ·················································     553
  1. 제10  총장 남 극 박사 취임(2000)  ·····················································     554
  2. 21C 비위원회 활동  ··················································································     556
  3. 학발전기금 조성사업 추진  ····································································     557
  4. 신앙교육 강화방안 모색  ···········································································     559
     “안티삼육대학교” 논쟁 / 기도주일의 새로운 기획들 / 안식일출석 자율화 정책

     채플제도의 지속적인 변화 / 금연, 금주교육 강화

  5. 신앙양심의 자유를 위한 노력  ··································································     570
  6. 학사 및 학생지도의 변화  ·········································································     573
     상대평가제도 도입 / 삼육엘리트인증제 도입 / 스터디클럽 제도 실시

     5대 덕목 강화 캠페인 / 교수학습개발센터 설립 / 새로운 학부제 도입

  7. 제2캠퍼스 사업 추진  ·················································································     581



  8. 교육시설의 확충  ························································································     584
     학생회관 증축 / 온실 준공 / 남녀생활교육관 및 식당 / 동물사육관 준공

     기타 건축 및 시설 확충

  9. U.I. 선포식(2002)  ····················································································     589
 10.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전략  ·······························································     591
     ‘2003~2010 중장기 발전계획’ / 특성화전략 추진 / 교육개혁 ‘우수대학’ 선정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11. 각종 학평가와 그 결과  ··········································································     597
     학문분야평가 / 장애학생교육복지 지원평가 / 각종 언론들의 평가

     2주기 대학종합평가

 12. 삼육의명 학의 역량강화  ·········································································     603
     학과의 조정을 통한 경쟁력강화 / 산학협동 협약 / 특성화프로그램 선정

     유아교육과 평가 ‘최우수’ 선정 /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 제7대 박동승 학장 취임

 13. 학원의 발전(2003)  ·················································································     611
제5장 학통합과 발전전력 수립(2005~2006)  ················································     613
  1. 제11  총장 서광수 박사 취임(2005)  ······················································     614
  2. 주목받는 삼육 학교  ·················································································     615
     각종 평가들 / 대학 내 문화시설 확충 /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3. 특성화사업 재선정과 그 결과(2005)  ·······················································     619
  4. 통합삼육 학교의 출범(2006)  ··································································     620
     통합논의의 배경 / 통합추진 및 승인 과정 / 통합대학의 내용들 / 통합대학의 발전 전망

  5. 제2건학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2006)  ·····················································     626
제6장 개교100주년과 학의 미래(2006)  ························································     629
  1.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정  ······························································     630
  2.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의 내용  ··································································     632
  3. 역사 및 정체성 사업  ················································································     634
     춘계기도주일 / 수락산예배소 창립예배 / 해외봉사단 파견 / D-100일 기도회

     추계기도주일 / 역사사료전시회 / 개교100주년 감사예배 / 운산로 명명식

     개척분교 초청예배 / 성경사본, 역본 전시회 / 삼육대학교100년사 편찬

  4. 문화 이벤트사업  ·······················································································     640
     각종 음악행사 / 각종 스포츠행사 / 기타 문화행사

  5. 각종 학술포럼 및 세미나  ·········································································     644
     세계재림교회 대학 총(학)장 포럼 / 창조과학 국제학술대회 / 보건복지 국제세미나

     국제신학포럼

  6. 비전선포식 및 기념식 행사  ······································································     647
     비전선포식 / 개교100주년 기념식

  7. 기념건축물 건립  ························································································     650
     백주년기념관 / 선교100주년기념관(음악관) / 박물관 건립계획

  8. 어론의 평가와 삼육 학교의 미래  ···························································     654
제7편 에필로그:

삼육교육 제2세기를 전망하며



  1. 삼육교육 제2세기의 시작  ·········································································     658
  2. 컨설팅을 통한 발전계획 수립(2008)  ·······················································     660
  3. 삼육교육의 미래 전망  ···············································································     664
부    록  ···················································································································     
연    혁  ···················································································································     
참고문헌  ···················································································································     





13

제1편 
프롤로그: 삼육교육이념의 역사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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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언
사회적인 격변으로 요동치던 20세기 초에 근 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우리 민족의 

역사에 동참한 삼육 학교가 어느 덧 한 세기를 내달아 희망과 기 의 새천년을 향해 
웅비(雄飛)하고 있다. 일관된 교육이념과 깨끗한 주변 환경, 그리고 안정된 교육기반
을 갖춘 오늘의 학은 미래 교육에 한 희망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규모를 갖추었
다. 100년 전, 이 땅에 삼육교육의 씨앗을 뿌렸던 선배들의 비전으로도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발전이 한 세기만에 실현된 것이다.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삼육교육
의 주체들은 물론이고 국내외 교육 종사자들이 감동과 찬사를 보내는 것은 어쩌면 자
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삼육 학교는 지금 그 기적의 한 세기를 의미 있게 회고하
면서 새로운 세기를 향해 또 다른 항해를 시작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오늘의 결실이 
있기까지 학의 역사적 노정이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100년의 역사 속에서 
삼육교육이 걸어 온 길은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달려온 의지의 길이었다. 그것은 마
치 이 민족이 걸어온 현 사와도 같은 길이었다.

미약했던 시작과 국난의 풍파에도 견디며 한민국 교육사(敎育史)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채우면서 오늘에 이른 삼육 학교의 역사는 보는 이로 하여금 우리민족의 
역사와 닮아 있음을 느끼게 해 준다. 수천 년 역사의 터널을 뚫고 나와 새로운 세계
질서에 당당히 편승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리 민족은 세계열강 앞에 놓인 한 미미
한 국가로서 또 다른 수난을 경험해야 했다. 그러나 그 험난한 역사의 질곡을 뚫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국가로 성장했다. 삼육 학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구한말 평양 
근교에서 미미하게 시작된 교육사업은 식민시 와 한국전쟁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많
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 때마다 꺼지지 않는 의지로 백년 계를 실현하여 오늘에 이르
렀다. 무엇이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해 주었는가?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이 검약, 투자, 근면, 
교육, 인내심 등을 하나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적 요인 덕분이었다고 평가하였다.1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관이 국가 발전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삼육 학교의 발전 요인 역시 그 정신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 근 교육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 학은 매우 분명한 교육이념과 목
적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추진하여왔다. 그리고 10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러
한 교육철학은 변함없이 추구되어 왔다. 이런 일관된 교육정신에 기초해 학의 존재
의 의미를 구현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삼육 학교의 성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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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발전을 위해 문화적 가치관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삼육 학
교를 이끌어 온 교육철학과 정신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삼육교육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기반이 되었다. 삼육 학교의 100년의 역사는 이러한 교육이념
과 정신을 구현해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100년을 맞이한 삼육 학
교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교육적 성과를 가능케 했던 삼육교육이
념의 역사와 그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육교육이념에 한 역사적 이해를 통
해서 우리는 삼육 학교가 추구해온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의 
기초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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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삼육교육이념의 역사적 이해
삼육 학교 발전의 궁극적 요인인 삼육교육이념은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진 

발달”을 위한 전인교육적 패러다임에 기초해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교육” 및 “학
문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구현함으로써 인류사회에 필요한 합리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1 이러한 교육이념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는 
성경적 교육이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교육적 이상과 고  
기독교사회에서 추구하던 교육의 이상은 모두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삼육교육이념은 성경시 로부터 이미 그 근본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육교육이념을 제도화된 교육이론으
로 발전시킨 것은 계몽주의 시  들어서면서부터였다.2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전인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철학을 강조하였고 이런 근 적 교육철학에 기독교적 
교육이상을 접목시키면서 삼육교육이념이 확립되었다.3

1. 근 적 교육철학의 배경

삼육교육(三育敎育)이란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진 발달”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
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전인교육의 구체화된 명칭이다. 이러한 교육개념 및 이상은 18
세기 계몽주의를 이끈 교육사상가들의 근 적 교육철학과 관련을 맺고 있다. 18세기 
서유럽의 사상가들은 당시 계몽주의가 추구했던 진보된 이상사회의 실현을 위해 합리
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들에 한 교육을 강조하였
다. 이런 일련의 교육적 움직임에 의해 공교육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이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들 중에서도 존 로크(John Locke)와 장 자크 루소
(Jean Jacques Rousseau)와 같은 사람들은 학문을 통한 정신적 교육을 넘어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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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기술과 같은 실용적인 교육을 접목시킨 근 적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루소는 자신의 교육이상을 에밀 )에 담아서 세상을 계몽하고자 하였는데, 여

기에서 그는 정신적인 교육과 더불어 신체적인 교육을 아울러 강조하였다. 특별히 소
년기인 12세에서 15세까지는 “이성 훈련과 지성을 가꾸는 시기”이므로 학문과 육체노
동을 병행한 교육, 즉 신체와 지성의 균형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
울러 청년기(15세~20세)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
기에는 특별히 영성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 이처럼 루소는 에밀을 
통해 계몽주의 사회에 걸맞는 합리적인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시기에 따라 신체
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전인교육의 
철학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루소와 더불어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역시 근 교육의 철학적 기초를 제
공해 주었다. 칸트는 루소의 주정적 사고로부터 주지적 사고로의 전환을 통해 합리주
의적 교육사상을 완성시켰다. 칸트는 인간을 도덕적, 실천적, 이성적 존재로 규정하여 
근  인간성을 확립하였다. 바로 이 근 적 인간, 즉 내재된 절 선의 가치가 계발된 
합리적인 인간을 양육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이성적 교
육철학의 핵심이다.2 칸트의 사상은 교육의 상인 인간에 한 낙관적 이해를 가능
하게 해 주었고, 그로 인해 근 교육철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 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계몽주의적 교육철학은 근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요한 페스탈로치
(Johann Pestalozzi)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페스탈로치는 루소의 자연주의
와 칸트의 이성주의를 혼합하여 합리적 인간양육을 목표로 한 전인교육 사상을 확립
하고 자신의 교육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하였다. 페스탈로치는 교육에 해 “내면적 제 
능력을 순수한 인간의 지혜에까지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인간의 본성을 동
물적, 사회적, 도덕적 3단계로 구분한 후 인간에게 필요한 지, 덕, 체의 조화로운 발
전을 위해 인간을 자연적 상태에서 사회적 상태로, 사회적 상태에서 도덕적 상태로 
변동시켜 인간이 신에게서 받은 천부적 소질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의 궁
극적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3 

이 페스탈로치의 교육사상에 우리 학의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진 발달”이라
는 삼육교육이념의 기초적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칸트를 비롯한 당시의 계몽주의 사
상가들의 사상에 기초해 페스탈로치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로 보았다. 인간
은 비록 사회적으로는 타락한 상태에 있지만 궁극적인 인간성 교육을 통하여 본질적



18

으로 내재된 도덕적 상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합리적 존재이다. 따라서 사회가 아무
리 악하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교육을 통해 그 사회의 구성원을 변화시키면 얼마든
지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보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과 교육에 한 계몽주의적 이
해를 토 로 페스탈로치는 지, 덕, 체의 삼육교육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있는 내면의 
힘, 즉 정신력, 심정력, 기술력을 길러주는 전인적 인격 교육인 “인간성 지향의 교
육”(Erziehung zur Menschlichkeit)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1

계몽주의 교육사상가들에 의해서 강조된 삼육교육은 근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바
꿔 놓았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목표를 단지 지성적 발달에만 국한하지 않고 신체와 
영성의 발달을 목표로 함으로써 교육의 현장이 단지 학습을 위한 교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육체노동을 위한 농장과 신앙 교육을 위한 채플(chapel, 예배당) 등으로 확장되
었다. 특별히 노동과 기술에 한 교육이 강조되면서 학교 내에 농장 등을 필요로 하
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학교의 위치도 도시보다는 시골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
나게 되었다. 유럽에서 출발한 이러한 일련의 근 주의 교육사상 및 교육환경은 미국
의 실용주의 교육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미국 내에서 육체노동을 포함한 근 주의 교육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18세
기 펜실베이니아에 정착한 모라비안 형제단들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기관 등에 의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보다 체계적인 운동이 전개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다. 1820
년  중반에 미국의 교육 개혁가들 중에는 신체와 정신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기 위
해 교육현장에서 노작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육체노동운동(American Manual 
Labor Movement)을 전개하였다.2 노예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분에 상관
없이 모든 학생들이 노동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이 운동은 당시로서
는 매우 근 적인 교육운동의 일환이었다. 1830년  중반에 이르러 이 운동은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앤도버 신학교(Andover Theological 
Seminary), 레인 신학교(Lane Seminary), 오벌린 학교(Oberlin College) 등과 같
은 진보주의 교육을 표방한 학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3 이러한 육체
노동운동과 더불어 미국에서도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진 발달”을 추구하는 전인
교육 정신이 교육 개혁의 주요 과제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처럼 전인교육과 실용주의
교육을 표방하는 근 주의 교육 철학으로 인해서 19세기 유럽사회에서 ‘삼육교육’(三
育敎育) 이념이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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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육교육이념의 등장

삼육 학교의 건학이념인 ‘삼육교육’이념은 유럽의 계몽주의 교육사상으로부터 미
국의 실용주의 교육철학에 이르기까지 근 적 교육정신을 앞세운 전인교육을 구현하
고자 했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Seventh-day Adventist Church, 이하 “재림교
회”로 칭함)에 의해서 19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다. 재림교회 내에서 최초의 교육이 시
작된 것은 1868년의 일이다. 그 당시 재림교회가 운영하던 리뷰 출판소 구내에 에드
슨 화잇과 J. H. 켈록 등 12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야간학교가 개설되었다. 이 
학교의 교사였던 벨(G. H. Bell)은 진보주의 교육을 표방한 근 교육의 산실인 오벌
린 학을 중퇴하고 여러 시골 공립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유능한 교사였다. 벨은 
건강상의 이유로 배틀크릭 요양원에 입원했다가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림교회가 본격적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1

이렇게 시작된 재림교회 학교가 삼육교육이념에 입각한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도록 실제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바로 엘렌 화잇(Ellen G. White)이었다. 
재림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엘렌 화잇은 1872년 1월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이상(理
想)이 담긴 팸플릿인 증언 22(Testimony No. 22)를 발표하였다. 그 해 12월에 문서
화된 이 팸플릿의 내용을 통해서 그녀는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참된 교육은 어떤 연구 과목을 이수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생활을 준비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람의 생
활 전체에 관계를 가지며 또 그의 일평생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또 
지(智), 영(靈), 체(體)의 능력의 원만한 발달을 의미한다. 그것은 학생들로 하
여금 이 세상에서 봉사의 기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 더 많은 봉사
의 더 큰 기쁨을 누리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2

재림교회 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부모와 학교와 학생이 모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교육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이 진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능력의 원만한 발달”, 즉 삼육교육에 관한 것이다. 종교 및 사회개혁가로서 엘렌 화
잇은 이러한 삼육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실수업과 육체노동을 적절히 결합시킨 근 적 
교육과정과 아울러 영성 계발을 위한 기독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철학을 앞
세운 근 적 교육이 재림교회 안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재림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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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3월에 학교법인 “재림교회 교육협회”를 발족하고 배틀크릭 학을 위시해 헬
즈버그 학, 호주 애번데일 학 등 여러 학들을 단계적으로 설립하고 삼육이념을 
구현하는 교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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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삼육교육의 의의
삼육교육이념의 사상적이고 역사적인 의의는 이미 언급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함으

로써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삼육교육은 계몽주의가 표방한 
근 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이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삼육교육이 인간과 사회에 한 합리적인 이해와 교육에 

한 낙관적 희망에 기초해서 시 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속적인 교육의 가치를 보
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삼육 학교는 바로 이러한 가치에 입각해 100년의 교육 역사
를 이끌어왔다.

1. 삼육교육의 이념과 그 목적

삼육교육의 이념과 그 목적은 계몽주의 교육철학과 기독교교육사상이 결합된 형태
로 정립되었다.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변화시켜 인류 희망의 주체로 양육한다는 점
에서 계몽주의 이상과 맞닿아 있으며, 그 인간의 변화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의
미한다는 점에서 기독교교육 이상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계몽주의 교육사상가들은 
합리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회적 희망
론을 기초로 한 근 주의 교육을 주장하였다. 콩도르세는 공교육이 확립된 19세기야 
말로 그런 교육의 목적이 실현되어가고 있는 위 한 시 를 보여주고 있다고 선언하
기도 했다.1 물론 그 기 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에 한 지
나친 낙관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기독교교육의 이상은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선한 존재인 것은 틀림없지만 범죄로 말미암아 그 형
상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교육사상의 이해이다. 기독교
교육은 지나친 낙관론도 지나친 비관론도 배제된 채 부족하지만 가능성 있는 인간의 
본성에 한 균형진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삼육교육은 이러한 기독교교육 이상에 따
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양육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엘렌 화
잇은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은 매우 분명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다. “(참된 
교육은)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을 그 창조함을 받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여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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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진 발달”이라는 삼육교육의 이념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의 근본 목적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삼육교육
은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지고 조화로운 전인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구체적인 교육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삼육의 교육과정은 학
과수업과 육체노동과 성경교육을 적절하게 결합시킨 실용적인 기독교교육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교육을 통해 영적인 사람을 길러 내고, 매
일 일정한 시간의 노작교육을 통하여 노동과 기술을 익힌 유용한 사람을 길러낼 뿐만 
아니라 이론적 학문을 통해 시 가 요구하는 지성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는 것
이 삼육교육이 추구하는 전인교육의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삼육교육의 추구는 인류를 위한 봉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으로 
귀결된다. 전인교육을 통해 교육 상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으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저들을 통해 “진리와 사랑의 정신으로 온 세계의 평
화를 구현하는 최선의 봉사”를 실현시키고자 함이다.1 다시 말새서 삼육교육은 신체
와 지성과 영성의 전인적 발달을 통하여 세계의 평화와 희망 창출을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
적은 인간성의 변화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근 주의적 교육사상은 물론
이고, 인간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기독교 교육사상
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이 삼육교육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와 가치이다.

2. 한국에서의 삼육교육의 시작과 그 의의

삼육교육의 주체인 재림교회는 그 교육이념에 따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업
을 추진하는 곳에 교육사업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특별히 19세기 후반에 재림교회의 
복음사업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세계적인 교육사업 역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재림교회는 최초의 교회 학이었던 배틀크릭 학에 한 전반
적인 개혁과 더불어 삼육교육이념을 올바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게 되었
는데, 이러한 개혁과정과 더불어 교육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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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림교회에서 세운 세계의 교육기관들은 삼육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그것은 가급적 넓은 학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시골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노작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장학
금을 해결해 주고, 실업부를 세워 학교 재정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특별
히 재림교회의 삼육교육이념을 확립하고 교육의 개혁을 주도했던 엘렌 화잇은 애번데
일 학((1895년 설립) 및 매디슨 학(1901년 설립) 설립 과정에서 이러한 특징을 
강조해 삼육교육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특별히 매디슨 학은 성경, 역사, 과학, 문법 
등의 정규학기 과목들 이외에도 목공, 구두수선, 장일 등과 같은 기술 과목들을 단
기 코스로 이수했으며, 간호 및 수치료법 과정들도 가르쳤다. 학생들은 학비 신에 
학교의 낙농장, 농장, 양계장, 목공소 등에서 교사와 함께 하루 6시간 정도의 노동을 
했으며,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 영적인 교육도 매일 실시하였다.1 이러한 교육 
방침이 재림교회가 지향하던 삼육교육의 궁극적 이상이었지만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
에 모든 학들이 동일하게 따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동일한 이상을 가진 삼육교육 
기관들이 재림교회의 선교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세계 곳곳에 설립되었다. 19세기 말
의 통계에 따르면, 재림교회가 이런 교육이념에 따라 운영하던 교육기관이 1895년에
는 18개 정도에 불과했지만 5년 후인 1900년도에 이르면 그 숫자가 220개로 늘어나
게 된다.2 한국에서 삼육교육이 시작되게 된 것도 이런 세계적인 교육 분위기에 따
른 것이었다.

1) 한국재림교회의 전래
삼육 학교를 설립한 재림교회가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한 것은 노일전쟁이 한창 진

행 중이던 1904년이었다. 이 시기에 한반도에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서구열강에 
본부를 둔 각종 기독교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 우선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1884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 각각 선
교의 문을 열었으며, 1890년에는 성공회가 고요한(高요한, Charles John Corfe) 주교
에 의해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3 재림교회는 이들에 이어 네 번
째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개신교 단체가 되었다. 특별히 한국 재림교회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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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부터 내한한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닌 본방인에 의해 복음사업이 시작된 이례적
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초의 한국 재림교인은 이응현(李應顯)과 손흥조(孫興祚)였다. 이들은 아주 특별
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재림교인이 되었다. 1904년 5월에 이들은 하와이 사탕농장의 
노동자로 가기 위해 제물포 항에서 배를 타고 이민 길에 올랐다. 20세기의 여명이 밝
아오던 구한말에 우리 민족은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았다. 특별히 
1901년과 1902년에 관서지방에 가뭄과 홍수로 극심한 흉년이 닥치게 되자 한제국
정부는 이민정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주한미국공사로 있던 앨런(Horace N. 
Allen, 安連 1858-1932)1이 휴가를 마치고 미국에서 서울로 돌아오던 길에 샌프란
시스코에서 하와이 사탕수수 경작자협회의 이사인 어윈(William G. Irwin)을 만나 
화하던 중에 하와이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듣고 한국인들의 이민 계획을 협의하였다. 
앨런은 서울로 돌아와 흉년으로 고생하는 조선인들을 하와이로 보내서 척식사업과 신
문화를 도입하는 것이 현책(賢策)이라고 황제에게 건의하였고, 고종은 그 건의를 받
아들임으로써 하와이 이민자 모집은 본격화되었다. 한제국은 1902년 11월 16일에 
여권업무를 관장하는 수민부를 설치하여 황성신문에 이민모집 광고를 적으로 게
재하였으며, 하와이 당국에서도 데쉴러(David W. Deshler, 앨런 공사 친구의 아들)를 
파견하여 한국에 “동서개발회사”(The East-West Development Company)를 세우고 
서울,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 등 전국 주요 항도에 지부를 세워 하와이 이민 모집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1902년 12월 22일 최초의 조선인 121명이 제
물포를 떠나 하와이 이민의 장도에 올랐다. 이들은 우선 일본 고베(神戶)에 도착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후 하와이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 역사적인 첫 출항에서 그 중 20
명이 탈락되어 101명 만이 하와이로 떠나게 되었다. 저들이 하와이에 도착한 것은 
1903년 1월 12일 자정이었고, 13일 새벽 3시 30분에 호놀룰루 항구에 정박하였으며, 
배 위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안질이 있던 15명이 다시 상륙허가를 얻지 못해서 돌아
가고, 최종적으로 86명(남자 48명, 여자 16명, 어린이 22명)만이 호놀룰루에 상륙하
여 첫 하와이 이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2

이 역사적인 첫 이민 이후 1903년 2월에 제 2차 이민단 1,133명이 하와이 땅을 밟
았고, 다음해인 1904년에 3,434명, 1905년에는 2,659명이 이민 길에 올라 4년 동안 
총 7,327명이 하와이 이민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재림기별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한
인으로 기록된 이응현, 손흥조는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1904년 5월에 이민단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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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고베에 체류하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그곳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하와이로 
출항할 날을 기다리던 중에 당시 그 지역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던 쿠니야 히데(國谷
秀)로부터 재림기별을 듣고 출항 전날 침례를 받으므로 한국 최초의 재림교인이 되었
다. 침례를 받은 다음 날, 이응현은 예정 로 하와이로 출발했지만 손흥조는 신체검
사 불합격 등의 이유로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 일은 손흥조 개인에게는 안타까
운 일이었겠지만 한국 재림교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돌아오는 배편에
서 손흥조는 하와이에서 활동하다가 귀국 길에 오른 임형주(林衡柱)를 만나 재림교회
의 기별을 소개하였다. 임형주는 평안남도 용강군 선돌 감리교회를 설립한 기독교 지
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1903년 하와이에서 동포들을 위한 영적 지도를 목적
으로 조직된 신민회에서 활동할 만큼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때 배 안에서 손흥조로부터 재림기별을 듣고 한국에 재림교회를 세우는 핵심인물이 
된다.1

이들을 태운 배는 부산과 목포, 인천을 거쳐 진남포로 향했다. 이에 손흥조는 인천
에서 내려 해주를 들려 경상도로 내려갔고, 임형주는 진남포에서 내려 고향인 용강에
서 지내면서 손흥조로부터 전해들은 재림교회의 기별들을 연구한 후에 한국에 재림교
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이름을 기반(基盤,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
운다는 의미)으로 고치고 본격적인 재림교회 설립 활동을 추진하였다. 우선 임기반은 
재림교회의 기별을 정원걸, 김승호 등에게 전하였고, 이들과 의논하여 일본의 쿠니야 
전도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새로운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할 사람들
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용강군(만수골, 선돌, 용동), 중화군(요포) 등지에서 36명의 
동지들이 합세하였다.2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재림교회의 기별을 듣기로 뜻을 같이한 
이들은 강창오로 하여금 일본의 쿠니야 전도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 달라”는 편지
를 써서 보내게 하였다. 편지를 받은 쿠니야 전도사는 건강도 좋지 않은데다가 문화
도 생소하고 언어마저 통하지 않는 지역이기에 별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으로 거절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거듭된 요청이 있었고, 이에 쿠니야 전도사는 당시 
일본미션(Japan Mission)을 책임지고 있던 필드(F. W. Field) 목사와 상의 끝에 한국
의 형제들의 요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1904년 8월 10일에 진남포에 상륙하여 한
국인들에게 재림교회의 기별을 전하였다. 쿠니야 전도사는 한국에 재림교회 기별을 
듣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필드 목사에게 연락을 
취해 약 1개월 후인 9월 13일에 필드 목사도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 필드 목사는 쿠
니야 전도사와 함께 50일 동안 복음을 전하였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71명에게 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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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베푼 후 네 곳(강서군의 선돌, 강 모루, 중화군의 용동, 바매기)에 집회소를 세움
으로 한국 땅에 첫 재림교회를 설립하였다.1 

초기 재림교회 교인들은 성공적으로 교회를 설립한 후 그해 9월 27일에 진남포에 
모여서 필드 목사와 쿠니야 전도사의 지도 아래 정식으로 교회를 조직하는 총회를 개
최하였다. 이 총회에서 임기반은 한국 재림교회 책임자로, 강창오는 서기 겸 회계로 
각각 선임되었으며, 한국교회는 일본미션의 선교지역(Mission Field)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총회가 마친 후 필드 목사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재림교회 세계본부인 
총회(General Conference)에 한국을 새로운 선교지역으로 보고하고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2 이처럼 초창기 한국 재림교회는 비록 쿠니야 전도사와 필드 
목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 시작부터 본방인들의 적극적인 선교의지에 의해서 교
회를 세웠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정식으로 선교사가 파송되
기 전까지 한국 지도자들에 의해 교회가 유지되었다.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다. 1905년 가을에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사역자와 일반신자들을 위한 수양회에 김승원과 김규혁 등이 참석하
여 성경진리와 인쇄기술 등 선교와 교회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배우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임기반, 강창오 외에도 이봉승, 이성일, 
김승원 등 교회 지도자들이 교역에 참여하여 한국 재림교회의 사업을 이끌었다.3 그
러나 나라의 상황이 어려웠던 구한말, 본방인들 만으로 신생 교단을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행히 재림교회 세계본부는 필드 목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에 미국
인 선교사를 파견할 것을 결의하고, 29세의 젊은 스미스(W. F. Smith) 목사를 첫 선
교사로 파송함으로써 한국 재림교회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었다.4

스미스 목사의 내한은 삼육 학교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그에 의해서 이 땅에 삼육교육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총회의 부름에 따
라 1905년 11월 17일에 가족과 함께 한국에 도착한 스미스 목사는 이듬해인 1906년 
봄에 서울에서부터 한국교회의 본부가 있던 진남포로 거처를 옮겨 본격적인 선교사업
을 지휘했다. 그러나 선교본부를 더 큰 도시근교에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스미스 
목사는 그 해 여름에 김두형의 권고로 본부를 진남포에서 순안으로 옮기면서 순안지
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 재림교회의 선교시 를 열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재림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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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된 이듬해인 1906년에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스미스 
목사의 지도 아래 순안을 거점으로 선교, 의료, 출판 및 교육사업을 통한 복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 삼육교육의 시작과 의의
스미스 목사와 본방인 지도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시작된 삼육교육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삼육교육이 시작하게 된 시 적인 배경과 그 의의를 살펴
보자. 삼육교육의 주체인 한국 재림교회의 전래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한반도에서
의 삼육교육은 재림교회의 선교적 목적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한국에 온 첫 번째 재
림교회 선교사로서 스미스 목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복음 사업을 
모색하던 중 선교 거점을 평양에 인접한 순안으로 옮기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
다. 특별히 효과적인 선교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양성학교(training 
school)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학교설립을 추진하였다. 당시 스미스 목사는 “한
국 교회의 장래가 나이 많은 지도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달
려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사역자양성학교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1 이런 교육기관 설립 의도는 교육사업이 선교, 출판, 의료사업과 더불어 재
림교회가 추구해 왔던 4  선교사업의 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것은 
20세기 초에 부분의 기독교단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추구하였던 ‘문명선교’ 전략
과 부합하는 것이다.2

재림교회 선교사업이 본격화되고 그로 인해 삼육교육사업이 시작되던 시기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때였다. 당시 세계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이 가
속화되어 아시아 부분의 지역이 식민지화되는 형편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세계적
인 상황을 틈타 제국주의를 꿈꾸고 있던 일본은 1876년에 강제적인 강화도조약을 시
작으로 구한말 조선의 강점(强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895년에 청일전쟁(淸日
戰爭)과 1905년에 노일전쟁(露日戰爭)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은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하고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이후 일본은 고종 
황제의 퇴위 및 순종의 즉위를 통해 일인 차관정치를 실시하고, 한국 군 를 해산시
켜 사법권을 박탈하는 등 강제지배를 가속화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에 강제적
인 한일합병(韓日合倂)을 통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였다. 이런 정치적인 격변으로 민
족의 삶은 급격하게 피폐해졌다. 정치권의 박탈로 식민지 백성의 설움을 감내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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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고 가뭄과 기근 등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생활고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와중
에서 근 적 지도자들은 1894년에 갑오경장(甲午更張)을 통해서 조국의 근 화를 추
구했지만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개혁의 의지를 실현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개혁의 의지마저도 일제강점에 의해 무산되면서 민족
의 운명은 점점 더 암울한 상황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러한 구한말 한제국 시 에 기독교의 문명선교는 백성들의 삶에 한 가닥 희망
의 불씨가 되었다. 특별히 앨런의 광혜원과 아펜젤러의 배재학당 등은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한민족에게 커다란 위안이자 희망이 되었다. 이들은 의
료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해 낙후된 한국의 ‘근 화’에 앞장섰다. 1885년에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언더우드는 서울에 새문안교회를 세우고 현재 120여 년의 역사
를 가진 연세 학의 전신인 연희전문을 세웠는데, 이는 구한말 당시 서유럽에서 전래
한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문명선교의 일환이었다.1 재림교회의 초  
선교사였던 스미스 목사 역시 이와 동일한 역사적 맥락에서 순안지역을 중심으로 의
료사업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사회가 절실하게 요청한 근 화에 일익을 담당하
였다. 이것이 이 땅에서 시작된 삼육교육의 역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재림교회는 
여타의 기독교단들과 마찬가지로 조국 근 화라는 보편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안
에 교육기관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목적과 더불어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독특하게 추구했던 또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순안에 학교를 세웠다. 그것은 바로 삼육교육이념의 구현이었
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19세기 말에 미국 재림교회 내에서 추구되었던 삼육교육의 
이상은 재림기별이 전파되는 모든 나라들로 확 되었다. 스미스 목사가 순안에 청소
년 양성학교를 세우고자 했던 배경에도 그러한 삼육교육의 이상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때 스미스 목사는 양성학교를 평양에 세워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도
시 근교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순안에 학교를 세움으로써 당시
에 미국의 재림교회 고등교육기관들이 추구했던 삼육교육철학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스미스 목사는 재림교회의 교육이념인 삼육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작교육 등을 위해 넓은 부지 확보가 가능한 시골지역에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당시
의 재림교회 교육자들의 이상과 부합하는 정신으로 교육기관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는 건학 초기에 매일 채플 운영, 남녀공학 실시, 오전 교실교육과 오후 노작교육을 
병행하는 교육과정 운영 등의 교육내용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재림교회의 고등교육기관은 전 세계 재림교회가 일관되게 추구하
고 있었던 삼육교육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하는 학교였다. 순안에 설립된 삼육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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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인 의명학교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게 된 것은 이 땅에 진정한 하
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참된 인간을 양육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온 세계의 평화를 구
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봉사를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이 궁극적인 교육이념과 목적
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삼육교육의 역
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