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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측(朱賢則)의 생애와 활동

홍정완*, 박형우**

머리말

  한국에서 서양 근 의학의 수용은 구한말을 

후하여 도입된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수용 

주체의 특정한 사회  배경과 조건 속에서 이루

어진 것이었고, 이후 그것의 기능과 역할 한 

마찬가지 다. 한국근 사의 격동하는 사회  

조건 속에서 살아간 창기 의사들이 근 인 

의료, 교육활동을 넘어서 다양한 민족운동, 사회

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도 거기에

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말 이후 

한국의 서양 근 의학 수용과 이후 그것의 사회

 기능에 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의료와 

계된 기 , 제도, 의사단체 등을 상으로 제

도 , 조직  차원에서 근되어 왔기 때문에 

수용 주체들의 다양한 사회  조건과 맞물려 나

타난 서양 근 의학 수용의 특성에 해서는 상

으로 연구의 진 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

런데 최근 들어 수용 주체들의 사회경제  배경

과 실인식, 나아가 다양한 사회운동, 민족운동 

등과 연계되는 경로에 주목한 연구들이 진 되

면서 이에 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1)

  와 같은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제 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이었던 주 측(朱賢則)2)의 생애를 통

해 한말 이후 서양 근 의학이 수용되는 경로와 

이후 각종 운동 흐름들과 맥되는 양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말-일제시기 주 측의 활동에 

해서는 그 일부가 밝 져 정부에 의해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되어 있지만, 그 생애 반에 한 

실증 인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3) 본고에서는 

* 연세 학교 의과 학 의사학과

** (교신 자) 연세 학교 의과 학 동은의학박물 ․해부학교실

1) 서양 근 의학 수용과정에서 창기 의사들의 사회  배경이나 실인식 등에 주목한 비교  최근의 연구로는 이

방원, 박 에스더(1877-1910)의 생애와 의료선교활동, 의사학 16-2, 2007; 박윤재, 김창세 생애와 공 생 활동, 의

사학 15-2, 2006; 박형우․홍정완, 박서양(朴瑞陽)의 생애와 독립운동, 의사학 15-2, 2006; 신 ․윤효정, 보건운

동가로서 춘곡 양 근(春谷 楊奉根, 1897-1982)의 생애, 의사학 14-1, 2005; 박형우․이태훈, 한말․일제하 유병필

의 생애와 의료문제인식, 연세의사학 4-2, 2000; 김 경․박형우․노재훈, 제 원의학당 입학생의 신분과 사회진

출, 의사학 10-1, 2001; 황상익, 의사로서의 상허 유석창(常虛 劉錫昶), 의사학 9-1, 2000 등을 들 수 있다.

2) 朱賢則에 한 기존의 술이나 일부 자료에서는 朱賢則을 주 칙으로 표기하 으나 본고에서는 그의 후손 등의 

증언에 의거하여 주 측으로 표기한다.

3) 주 측의 생애를 다루었던 기존 문헌으로는 연세 학교 의과 학 의학백년 편찬 원회, 의학백년. 연세 학교 출

부, 1986; 박형우, 세 란스의학교 1회 졸업생의 활동, 연세의사학 2-2, 1998; 유승흠,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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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를 참고로 하면서도 특히 주 측이 의료 

활동과 함께 다양한 사회운동, 민족운동을 개할 

수 있었던 종교 , 경제 , 지역  기반에 주목하

여 그의 활동이 갖는 역사  의미를 밝 보고자 

한다. 주요 자료로는 최근 근이 쉬워진 일제 

헌에 의해 생산된 각종 문헌과 독립운동 련 자

료들을 토 로 하고, 한말․일제하 기독교 련 

자료와 일제시기 지방지 등을 활용하 다.

1. 선천(宣川)과 주 측

  주 측(朱賢則, 1883-1942)은 1883년 7월 7일4) 

아버지 주백 (朱伯英)과 어머니 강득 (姜得

英)5) 사이의 큰 아들로 평안북도 삭주군(朔州郡) 

구곡면(九曲面) 성근리(城根里) 신안동(新安洞)에

서 출생했다.6) 주 측의 개명  이름은 형 (炯

鳳)이었다. 주 측은 강형제(康炯濟)와 결혼해 4

명의 아들을 두었다.7) 주 측은 유년시  평안

북도 삭주에서 한문을 익히고,8) 10  후반이 되

던 1901년 그 인근에 있던 선천군(宣川郡) 읍내

로 이주하 다.9)

  서양 근 의학의 습득을 비롯한 그의 생애와 

활동을 악하기 해서는 그가 성장했으며 사

회  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지역의 특성과 집안

의 종교 ․경제  배경 등을 이해하는 것이 긴

요하다. 그가 성장했던 평안도 지역은 주지하듯

이 조선왕조 이래 양반사족을 심으로 한 성리

학  사회질서의 향력이 크지 않았을 뿐 아니

라 청 무역( 淸 貿易) 등을 통한 신흥 상공층

의 성장이 남달랐던 지역으로서 기독교를 비롯

한 서구 근 문명의 수용 한 일 부터 비교  

용이하게 개된 곳이었다.10) 그 에서 특히 선

천(宣川)은 장로회 평안북도 노회가 설치된 곳으

로서 일제시기 ‘한국의 루살렘’이라 불릴 정도

로 기독교 선교활동이 활발한 곳이었으며,11) 그

에 따라 발달한 교회 조직과 신성학교(信聖學校)

를 비롯한 기독교 계통 교육기  등을 축으로 

하여 평안남도의 평양과 함께 한말-일제하 기독

교민족주의 운동의 주요 거 이었다.12)

  주 측 집안이 선천(宣川)으로 이주하게 된 

한국의학원, 2007 등을 들 수 있다.

4) 연세 학교 의과 학 학 부; 士團 第一百六十八 團友 朱賢則 履歷書, 1922. 그러나 독립운동 련 자료에는 

1882년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 칙. 독립운동가 자료, 국가보훈처(http://e-gonghun.mpva.go.kr); 주 칙. 한국 역

 인물 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 앙연구원(http://people.aks.ac.kr) 참조. 아래에 인용되는 주 측의 독립운동에 

한 자료의 다수는 국사편찬 원회(http://210.125.185.205/)와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에

서 확인할 수 있다.

5) 연세  의 에서 발행한 의학백년에는 주 측의 어머니가 기(官妓) 던 이경문이라고 되어 있으나, 주 측 자

신은 강득 이라 고 있다. 연세 학교 의과 학 의학백년 편찬 원회, 의학백년. 연세 학교 출 부, 1986 60-61

쪽; 第一百六十八 團友 朱賢則 履歷書, 1922.

6) 연세 학교 의과 학 의학백년 편찬 원회, 의학백년. 연세 학교 출 부, 1986, 60-61쪽; 韓民族 獨立運動史 資料

集 1 (105人事件 公判始末書 I), 第1回 公判始末書, 1912년 11월 26일 작성.

7) 그의 둘째 아들 성균(聖均)은 1937년 세 란스의학 문학교를, 넷째 아들 정균(鼎均)은 서울 학교 의과 학을 졸

업하 다.

8) 京鍾警高秘 제7735호 士團(동우회)사건 검거에 한 건. 1937년 10월 28일 鐘路警察署長 발송, 계 각 警察署

長 수신.

9) 第一百六十八 團友 朱賢則 履歷書, 1922.

10) 한말․일제하 평안도 지역  특성에 해서는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혜안, 2001, 29-41쪽 참조.

11) 宣川紹介版-平北文化의 策源地 宣川의 今昔, 東亞日報 1928년 6월 13일; 최석승 편, 평북노회사. 기독교문사, 

1979,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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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와 같은 지역  특성과 깊이 연 된 것

으로 보인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정확한 시

기를 알 수 없으나, 1897년 선천에 최 로 세워

졌던 선천북교회에서 20  반의 은 나이에

도 불구하고 1907년 그의 아버지 주백 , 김석창

(金錫昌, 1876-1950), 백시찬(白時瓚, 1878-1941), 

장규명(張奎明) 등과 함께  장로가 되었던 

것이다.13) 이것은 한말 이래 나타난 서 기독

교세력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기독교로

의 개종이라는 의미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장로가 되던 당시 선천북교회의 목사이

자 평북 기독교세력의 핵심 인물이었던 양 백

(梁甸伯, 1869-1933)14)을 비롯한 기독교 민족운

동 세력과 연계됨을 의미했을 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그러한 흐름의 주도세력이 될 수 있

는 치에 놓임을 의미했다.

  한편 주 측 집안의 신분  배경은 자료에 

따라 달라 명확히 악할 수 없으나15) 경제

으로는 선천 지역의 부유한 지주가 음이 확인

된다. 일제시기의 자료이기 하지만 1932년에 발

행된 宣川要覽의 ｢資産家一覽表｣에 따르면 
그의 부친 주백 은 직업이 농업으로 선천읍에 

거주하고 있던 3만원 이상의 자산가 다.16) 기

존 연구의 계산에 따르면 1930년  반기 3만

원의 자산을 농지 면 으로 환산하면 약 43정

보 이상의 규모로 이는 지주에 해당한다.17)

  와 같은 선천 지역의 특성과 자신의 종교

, 경제  배경 속에서 그는 평안북도 최 의 

선교의료기 이었던 선천 미동병원(美東病院, 

In His Name Hospital)을 통해 서양 근 의학

을 하게 되었다. 1901년 미국 북장로회 의료

선교사 셔록스(A. M. Sharrocks, 謝藥秀)가 설

립하여 운 하고 있던 선교의료기 으로서 주

측은 미동병원의 설립 직후 병원에 들어가 4

년 동안 의술을 배웠다.18) 그리고 이후 보다 

체계 인 의학교육을 받기 해 기독교 선교사

12)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일지사, 1990, 27쪽; 장규식, 앞의 책. 144쪽.

13) 朝鮮 수敎長  總 , 朝鮮 수敎 長 史記(上). 朝鮮基督敎彰文社, 1928, 197-198쪽.

14) 梁甸伯은 26세에 기독교에 입교하여 1897년 수교장로회 도사가 되었고, 1907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여, 선천

북교회에서 성직자 생활을 하 다. 선천에서 신성 학교와 보성여학교를 설립하 고, 1911년에는 ‘105인사건’에 연

루되어 2년간 복역하 다. 1919년 3월 1일 손병희 등과 함께 민족 표로서 참석하여 출동한 일본경찰에 붙잡  2

년간의 옥고를 치 다.(한국학 앙연구원, 역 인물정보통합시스템 참조) 이후 신간회 선천지회에도 간부로 참여

하 다. 외일보 1927년 5월 16일 4면, 6월 1일 4면; 동아일보 1927년 6월 2일 4면, 12월 12일 2면 등을 참조.

15) ‘105인 사건’ 심문조서에는 신분이 “양반”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수양동우회 사건’ 련 기록에서는 “상민”으로 

악되어 있다. 韓民族 獨立運動史資料集 4 (105人事件 訊問調書 Ⅱ). 意見書․朱賢則訊問調書, 國史編纂委員 , 

1987; 京鍾警高秘 제7735호 士團(同友 )事件 檢擧에 한 件. 1937년 10월 28일 鐘路警察署長 발송, 계 각 

警察署長 수신.

16) 朱 翰, 宣川要覽. 大英書院, 1932, 121쪽.

17) 김성보의 연구에 따르면 1930년 시 에 西鮮地域 反當 中等畓 매매가격은 103원, 中等田은 36원(朝鮮總督府 農

林局 編, 朝鮮農地年報 1. 1940, 156-157쪽)이었으므로 답 평균은 69.5원이고, 3만원이면 43.2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해서는 김성보, 지방사례를 통해 본 해방 후 북한사회의 갈등과 변동 - 평안북도 선천군, 동방학지 125. 

2004, 175쪽 각주 16번의 내용을 참고.

18) 1903년 당시 선천 미동병원에서 셔록스는 6명의 의료조수를 교육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아카넷, 2003, 186쪽. 미동병원에서 의학수업을 시작한 시기에 해 주 측은 명치 35년 경(1902년)이라고 진술(韓

民族 獨立運動史資料集 1-105人事件 公判始末書 I, 第15回 公判始末書, 1912년 12월 12일 작성)하기도 했고, 의학
백년에는 1900년부터라고 서술(연세 학교 의과 학 의학백년편찬 원회, 의학백년. 연세 학교 출 부, 1986, 

60-61쪽)되어 있으나 그의 흥사단 단우 이력서에 1901년이라 기술하 다. 미동병원의 설립년도가 1901년이었다는 

, 그가 1905년 1월 제 원의학교에 입학했고, 그 이  4년간 셔록스에게 배웠다는 진술은 공통되기 때문에 1901

년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한 김 수(金永秀)의 제자가 되어 몇 년 동안 의술을 익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



醫史學 제17권 제1호(통권 제32호) 87-98, 2008년 6월

- 90 -

들이 주도하고 있던 제 원의학교에 입학했

다.19) 그는 1905년 1월 10일 입학하여 1908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 다.20)

2. 선천에서 개업과 신민회(新民 ) 활동

  1908년 6월 제 원의학교를 졸업한 주 측은 

졸업생 7명  유일하게 학교에 남지 않고 귀향

하 다. 이것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그가 선

천에 가지고 있던 지역  기반과 연 되어 있음

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 1909년 음력 1월부

터 선천 읍내의 심지에 인제의원(仁濟醫院)을 

개설하 다.21) 당시 그의 병원은 선천에서 상당

한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05인 사건’ 

당시 주 측에 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매일 20

명에서 많으면 50-60명 정도의 외래환자를 맞았

고, 6-7명에서 많으면 10명 정도의 입원환자를 

수용하고 있었으며, 4-5명의 조수를 고용하면서 

매월 수입은 200원 정도 음을 밝히고 있다.22)

  그는 선천에서 병원을 운 하는 가운데 신민

회(新民 )에 가입하여 주로 평안북도 지회에서 

활동하 다. 주지하듯이 신민회는 다양한 계열

의 민족운동세력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안창

호․이승훈 등 평안도지역 신지식층, 자산가층

으로 이루어진 기독교민족주의 세력이 하나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일제는 신민회 세

력의 탄압을 해 1911년 9월 이른바 ‘105인 사

건’을 일으키는데, 사건에 직․간 으로 연루

된 총 389명  선천지역 출신이 불기소 99명, 

기소자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평양

(불기소자 84명, 기소자 27명)출신으로 평안도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23) 주 측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1912년 3월 50-60명의 사람

들과 함께 선천에서 체포되었다.24) 그는 취조과

정에서 신민회의 가입 여부와 데라우치 총독 암

살계획에 해 집 으로 추궁을 받았지만, 재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고

문에 의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 답하 다.25)

  그는 1912년 9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열

린 1심 재 에서 김동원(金東元), 홍성익(洪成

益) 등 38명과 함께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26) 

이후 1912년 11월 26일부터 1913년 2월 25일까

지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51회에 걸

친 2심 재 의 공 을 거쳐, 1913년 3월 20일 

과 미동병원과의 계는 확실하지 않다. 第一百六十八 團友 朱賢則 履歷書, 1922; 京鍾警高秘 제7735호 士團

(同友 )事件 檢擧에 한 건. 1937년 10월 28일 鐘路警察署長 발송, 계 각 警察署長 수신.

19) 셔록스 한 1899년 에비슨이 안식년으로 귀국하자 9월 이후 제 원에 근무하기도 하 다. 당시 셔록스는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 통역과 함께 진료하 다. The Sixty-third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ission House, New York, 1899, 168쪽.

20) 연세 학교 의과 학 학 부; 잡보 개업장수여. 皇城新聞 1908년 6월 7일 1면.

21) 개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1,700-1,800원을 부모에게 빌렸다는 그의 진술에서도 당시 주 측 집안의 경제  기반

을 확인할 수 있다. 韓民族 獨立運動史資料集 4 (105人事件訊問調書 Ⅱ). 朱賢則 訊問調書, 1912년 4월 1일 작성; 

韓民族 獨立運動史資料集 1 (105人事件 公判始末書 I). 第15回 公判始末書, 1912년 12월 12일 작성.

22) 韓民族 獨立運動史資料集 4 (105人事件訊問調書 Ⅱ). 朱賢則 訊問調書, 1912년 4월 1일 작성; 韓民族 獨立運動史

資料集 1 (105人事件 公判始末書 I), 第15回 公判始末書, 1912년 12월 12일 작성.

23)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일지사, 1990, 26-27쪽.

24) 당시 주소는 선천군 읍내면(邑內面) 교서리(橋西里) 염수동(鹽水洞) 7통 8호 다. 韓民族 獨立運動史資料集 1 

(105人事件 公判始末書 I), 第1回 公判始末書, 1912년 11월 26일 작성; 韓民族 獨立運動史資料集 1 (105人事件 公

判始末書 I), 第15回 公判始末書, 1912년 12월 12일 작성.

25) 韓民族 獨立運動史資料集 1 (105人事件 公判始末書 I). 第15回 公判始末書, 1912년 12월 12일 작성; 韓民族 獨立

運動史資料集 4 (105人事件訊問調書 Ⅱ). 意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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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호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련자들에 

해 무죄 결이 내려 석방되었다. 그러나 실질

으로 일제에 의해 1910년 말부터 2년에 가까

운 기간에 걸쳐 옥고를 치른 것이었다.27) 석방

된 주 측은 다시 선천으로 돌아와 병원을 열

어 환자를 진료하 다.28) 주 측은 서지역 

기독교민족주의세력이 주축을 이루었던 신민회 

활동과 105인 사건을 겪으면서 그들과 보다 직

으로 연계되었고, 3․1운동 이후 본격 으

로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후에도 그들과 지속

으로 연계되어 활동하 다.

3. 3․1운동 이후 국에서의 독립운동

  주 측은 선천에서 3․1운동을 맞았다. 선천

에서 3․1만세 시 는 그 직  양 백, 김석창 

등 교회의 지도층과 신성학교 등 기독교계 학

교의 교원이 주동이 되어 회의한 결과 지휘를 

정상인(鄭尙仁)이 맡고, 통신은 홍성익(洪性益), 

백시찬(白時瓚), 계시항(桂時恒), 재무는 주 측

(朱現則)이 담당하기로 조직한 후 양 백은 다

음 날에 상경하고, 3월 1일 신성학교(信聖學校)

의 일례(日例) 기도회에서 홍성익 등의 연설이 

있은 다음 읍내로 나아가 선언서를 하고, 

만세 시 를 개하 다고 한다.29)

  이후 1919년 4월 상해 한민국임시정부로부

터 재무부 참사로서의 활동을 의뢰받은 주 측

은 이를 승낙하고,30) 선천의 기독교계를 토

로 독립운동 자 모집에 나섰다.31) 머지않아 

국내에서의 활동이 여의치 않게 되자 신민회 

시 부터 함께 활동했던 선우 (鮮于 ), 홍성

익(洪成益) 등과 함께 압록강 岸의 滿洲 安

東( 재 丹東)을 심으로 독립운동을 개하

다.32) 그들은 安東에서 大韓民國新報라는 
신문을 제작하여, 신의주를 비롯한 평안도지역

에 배포하는 등 국내 독립운동의 확산에 노력

하 고, 1919년 4월에는 안병찬, 조재건, 장자

일, 박춘근 등 평안도에서 건 온 여러 독립운

동가들과 함께 한독립청년단을 조직하고 활

동하 다.33)

  1919년 8월 9일자 안병찬, 선우 , 주 측 등 

한독립청년단 21명의 서명으로 배포한 ｢中華

民國 官商報學界 諸君에게 告함｣34)이라는 선언

문을 살펴보면 주 측을 포함하여 당시 안동에

26) 결문번호 미기재(19120928, 윤치호), 윤치호 등 判決文, 1912년 9월 28일 경성지방법원; 殺 未遂 事件의 判決 

寫 付의 件, 1912년 10월 10일.

27) 大正 元年 형공 제42호 윤치호 등 105인 判決文, 1913년 3월 20일 경성복심법원; 寺內總督 暗殺陰 事件. 매일신

보 1913년 3월 21일자.

28) Catalogu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Seoul, Korea, 1917, 4-5, 30쪽.

29) 독립운동사편찬 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6집-3․1운동사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기 운용 원회, 1973, 48쪽. 3․

1운동으로 투옥된 양 백(梁甸伯)의 심문조서에서도 상경하면서 선천의 상황을 주 측과 백시찬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하 다. 國史編纂委員  編, 韓民族 獨立運動史資料集 27. 1996, 梁甸伯 訊問調書, 1919년 4월 25일 작성.

30) 京鍾警高秘 제7735호 士團(同友 )事件 檢擧에 한 件. 1937년 10월 28일 鐘路警察署長 발송, 계 각 警察署

長 수신.

31) 密 제102호 其722, 高警 제2751호 上海假政府員 檢擧의 件. 1920년 2월 14일 陸軍省 발송, 原敬(內閣總理大臣) 외 수신.

32) 關參諜 제582호 普通報 제6호, 1919년 10월 27일 關東軍參 部 발송, 1919년 11월 3일 外務大臣 內田康哉 수신 

속의 “5. 不逞鮮人의 行動” 참조.

33) 安東에서 조직된 한독립청년단에 해서는 국사편찬 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 4, 1988, 46쪽; 密 제102호 其

417, 高警 제25578호 不逞鮮人 檢擧의 件. 1919년 9월 5일 陸軍省 발송, 齋藤實(朝鮮總督) 외 수신 참조. 주 측

의 흥사단 단우 이력서에 보이는 “안동청년단”은 한독립청년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34) 密 第102號 其417, 高警 제25578호 不逞鮮人 檢擧의 件. 1919년 9월 5일 陸軍省 발송, 齋藤實(朝鮮總督) 외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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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세력들의 지향을 읽

을 수 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선언문은 ‘脣

亡齒寒’의 계로서 국과 한국의 계를 강조

하면서 일본의 침략에 항하여 국인들에게 

“동맹 력”할 것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런

데 선언문의 구체 인 내용을 보면 일제가 식

민통치를 통해 집회, 결사, 언론, 출 의 자유 

등을 억압하고 있는 것과 함께 “信敎, 業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에서 당시 평안도 민족주의 세력의 지향이 담

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5) 한 “공화국임

시정부”의 표로 리강화회의에 견된 김규

식 등의 외교활동에 해 기 하면서도 외교활

동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독립

쟁을 선포”하고 최후까지 항할 것임을 밝  

비타  투쟁노선을 천명하고 있었다.

  3․1운동 직후 그가 安東에서 개한 주된 

임무는 당시 상해 임시정부 교통차장 겸 안동

지부장을 맞고 있던 선우 과 함께 수집된 독

립운동 자 을 상해임시정부에 보내고, 임시정

부와 국내 사이의 각종 업무를 연락하는 것이

었다.36) 1919년 8월 주 측(朱賢則)은 한국 내

에서 모은 군자 (軍資金) 1천 2백여원을 조선

독립운동에 우호 이었던 국인 기업가 조지 

엘 쇼(George L. Shaw)37)의 도움으로 송 할 

수 있었다.38) 한 1920년  임시정부 임시 

안동  교통국장 홍성익 등이 검거된 직후 일

제 헌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1919년 주

측이 평안북도에서 모집한 자  3천엔을 포함

하여 도합 7천엔이 선우 에게 달되었다고 

한다.39) 안동에서 그들은 국인 기업가 쇼가 

경 하던 무역회사 ｢이륭양행(怡隆洋行)｣을 근

거지로 활용하고 있었지만, 곧 그들의 활동이 

일제 헌에 포착되어 1919년 10월  가까스

로 피검을 면하고 10월 15일 일행 25명과 함께 

안동에서 상해로 떠났다.40)

  상해에 도착한 이후 주 측은 국내로부터 독

립운동 자 을 수집하는 활동이 어렵게 되자 11

월 7일자로 임시정부 재무부 참사의 직을 사퇴

하 다.41) 망명한 1919년 후반부터 국을 떠나 

귀국하게 되는 1925년 반까지 그는 다양한 조

직에 참여하면서 독립운동을 개하 다. 당시 

그는 선우 , 여운형 등과 함께 신한청년당원으

로 활동하고 있었다.42) 결성 기부터 지속 으

로 활동했던 신한청년당원 에는 평안도출신 

기독교 신자이자 신민회 성원이었던 인물이 많

의 첨부문건. 문건의 국역문은 당시 선언에 참여했던 尹昌萬의 憂國詩集(이인송 역, 월 윤창만선생추모기념회, 

1987)의 27-30쪽 참조.

35) 1910년  평안도지역 자산가층의 활동과 독립운동 사이의 계에 해서는 오미일, 한국근 자본가연구. 한울아

카데미, 2002, 4장과 5장을 참조.

36) 高警 第29300號 國外情報-(1919년) 10월 10일 安昌浩의 通信要旨(平北知事 報告要旨). 1919년 10월 15일 朝鮮總

督府 警務局長 발송, 1919년 10월 18일 埴原正直(외무차 ) 수신. 이 문서에 수록된 당시 상해 임시정부 노동국

총 이었던 안창호가 주 측에게 보낸 서신 내용 참조.

37) 아일랜드 출생이었던 Shaw의 조선독립운동에 한 우호  활동에 해서는 韓哲昊: 조지 엘 쇼(George L. 

Shaw)의 한국독립운동 지원활동과 그 의의: 체포․석방과정을 심으로, 한국근 사연구 18, 2006 참조.

38) 독립운동사편찬 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9집-임시정부사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기 운용 원회, 1975, 836쪽.

39) 密 제102호 其722, 高警 제2751호 上海假政府員 檢擧의 件. 1920년 2월 14일 陸軍省 발송, 原敬(內閣總理大臣) 외 수신.

40) 關參諜 제568호 普通報 제3호, 1919년 10월 18일 關東軍參 部 발송, 1919년 10월 24일 外務大臣 內田康哉 수신; 

朝鮮民族運動年鑑, 1919년 10월 15일자 참조.

41) 國務 議案, 1919년 11월, 雲南李承晩文書 6; 大韓民國臨時政府公報, 1919년 11월 17일; 獨立新聞 1919년 12월 25일.

42) 安昌浩日記, 1921년 2월 3일; 第一百六十八 團友 朱賢則 履歷書,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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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43)에서 그의 신한청년당 가입 배경을 추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는 평안도지역 기독

교세력을 표하고 있던 안창호 등과의 결속을 

심화하고 있었다.44) 1922년 1월 27-28일 흥사단 

제8회 원동 회(遠東大 )에 참석한 것을 시작

으로 1922년 2월 10일과 17일 비단우 문답을 

거쳐 2월 18일 안창호의 주례 하에 그는 장종삼

과 함께 흥사단에 입단하 다.45)

  1921년에 들어서면서 주 측은 상해에서 자

신의 활동기반을 더욱 확 해 나갔다. 먼  그

는 신한청년당을 주도하고 있던 선우 (執事), 

여운형(助事), 서병호(執事) 등과 더불어 장로

로서 한 수교진정회(大韓耶 敎陳情 )의 

간부로 활동하 다. 이 조직은 내외 각지의 기

독교세력과 연계하여 일제의 조선 교회에 한 

핍박 등을 리 선 하는 활동을 개하고 있

었다.46) 그리고 1921년  세 란스 후배인 신

창(1918년 졸업)과 함께 상해 랑스조계[法

界] 서신교(西新橋) 31리 8호에 삼일의원(三一

醫院)을 개원하 다.47) 이와 같이 차 상해에

서의 기반이 안정화됨에 따라 1921년 9월 19일 

여운형, 선우 , 안창호 등과 함께 그가 거주하

고 있던 상해 교민단의 의사원(議事員)으로 선

출되었고,48) 11월 29일 한 십자회 총회의 

임원 보결선거에서 김규식, 김구, 신 창 등과 

함께 상의원(常議員)에 당선되었다.49)

  그런데 1921년 반에 들어서면서 상해 임시

정부의 활동에 한 각 지역 독립운동 단체들의 

반발이 본격화되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정

에서 배태된 애한 지지 기반을 지 하는 가운

데 3․1운동 이후 이념 ․조직 으로 다양하게 

분화된 독립운동세력의 노선과 활동을 범 하

게 표하고 통일 으로 결집시켜야 한다는 요

구가 팽배하 다. 이러한 움직임은 ‘國民代表

議’ 소집 요구로 이어졌다.50) 상해지역에서도 안

창호의 주도하에 ‘國民代表 議’ 소집 운동이 

개되어 1921년 5월 19일 ‘국민 표회기성회(國民

代表 期成 )’가 조직되었다. 1921년 6월 6일 

제1회 총회에서는 원 10인을 증선했는데, 투

표결과 주 측은 박은식, 이동휘, 여운홍 등과 

43) 신한청년당 구성원에 해서는 金喜坤, 新韓靑年黨의 結成과 活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 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1986, 152-155쪽; 신용하, 韓國近代民族運動史硏究, 一潮閣, 1988, 2편 1장 참조.

44) 京鍾警高秘 제7735호 士團(同友 )事件 檢擧에 한 건. 1937년 10월 28일 鐘路警察署長 발송, 계 각 警察署

長 수신.

45) 1922년 2월 士團 2月中 遠東團友  重要 經過事 ; 士團 第八回(遠東)大  經過狀況.

46) 高警 제13250호 在上海 不逞鮮人의 宣傳計劃에 한 件. 1921년 4월 27일 발신, 內閣總理大臣 등 수신; 한 수

교진정회의 발 . 신한민보 1921년 5월 12일 2면 1단.

47) 독립신문 1921년 3월 26일 3면 6단; 1922년 1월 1일 독립신문 100호 기념호에는 주 측 단독으로 삼일병원 이름

의 恭賀新年 인사를 하고 있었다. 이후 신 창은 1922년 12월 해춘의원(海春醫院)에서 의료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신 철(申瑩澈) 흥사단원 건강진단서(1922.11) 참조.

48) 애국동지후원회편: 朝鮮獨立運動 第2卷 民族主義運動篇. 일제침략하 36년사 6권, 321쪽; 高警 28373호 在上海 不

逞鮮人의 動靜. 1921년 10월 19일 朝鮮總督府 警務局長 발송, 1921년 10월 24일 次官 수신. 당시 상해 조선인거

류민단에서 屆出한 명부에 따르면 本區에 372명, 東區에 45명, 西區에 66명, 北區에 24명, 無屆出 在留 가 60명

(총 567인) 정도인 것으로 악되었다. 機密 제110호 上海在留 朝鮮人 現在人名簿 調製에 한 件. 1921년 9월 

28일 山崎馨一(上海總領事) 발송, 1921년 10월 5일 內田康哉(外務大臣) 수신.

49) 赤十字社總  再開. 독립신문 1921년 12월 6일자 3면 3단.

50) ‘國民代表 議’에서 개된 구체 인 노선 립에 해서는 朴永錫, 大韓民國臨時政府와 國民代表 議, 韓國史論 

10. 1981; 金喜坤, 中國關內 韓國獨立運動團體硏究. 知識産業社, 1995, 제2장; 조철행, 국민 표회(1921-1923) 연구

-창조 ․개조 의 민족해방운동론을 심으로, 사총 44. 고 사학회, 1995; 박윤재, 1920年代 初 民族統一戰線運

動과 國民代表 議, 學林 17.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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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원에 선임되기도 하 다.51)

  그러나 주 측은 1922년 부터 국민 표회

의 소집운동과 련된 활동에서 한 걸음을 물

러나 흥사단 조직 확  등의 임무를 지니고 天

津으로 활동무 를 옮긴다. 天津에서 주 측은 

랑스조계[佛租界] 同義里 4호에 거주하면서 

병원[三一醫院]을 개설하고, 天津僑民 의 委員

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흥사단 天津支部의 조직

을 주도하여 총무 겸 재무를 담당하 다.52)

  1923년부터 귀국하게 되는 1925년까지 주

측은 국에서 진행된 흥사단 활동에 지속 으

로 참여하면서도 1923년부터는 활동무 를 다

시 국 산동으로 옮겼다. 구체 인 경 를 확

인하기 어려우나 선천지역 기독교계 등이 참여

하여 추진하고 있던 산동 선교활동에 합류했던 

것이다. 당시 산동선교활동은 1912년 조선기독

교장로회 창립총회에서 첫 해외선교지로서 산

동이 결정된 이후53) 1913년 3명의 목사가 송

되었으나 창기 어려움을 겪다가 1917년 방효

원54), 홍승한 목사 등이 견된 이후 차 안

정화되기 시작하여 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인 1957년 국 당국에 의해 추방될 때까지 지

속되었다.55)

  주 측이 선교활동에 합류하기 부터 1917

년 세 란스연합의학교를 졸업한 의사 김윤식

(金允湜)이 1918년 12월부터 山東省 萊陽縣에 

계림의원(鷄林醫院)을 열고 선교활동에 극 

력하고 있었다.56) 1923년 주 측은 萊陽縣에

서 선교활동을 돕다가 선교지역이 인근 卽墨縣

으로 차 확 되자 1924년 卽墨縣 阿南에 삼

일의원(三一醫院)을 세우고 선교활동에 참여하

다.57) 산동선교에서 의료 활동은 선교의 

51) 國民代表  期成  第一總 . 독립신문 1921년 8월 15일자 4면 4단; 신한민보 1921년 11월 3일. 그러나 증선된 

10명의 원  이동휘, 주 측, 백남  3인은 辭免하여 그 차 으로 차리석, 김승학, 이유필 3씨로 보결하 다.

52) 機密 제34호 不逞鮮人에 한 件 2, 1922년 3월 13일 八木元八(天津總領事代理) 발송, 1922년 3월 20일 內田康哉

(外務大臣) 수신; 機密 제53호 天津에서의 不逞鮮人 議에 한 件, 1922년 4월 25일 本野亨一(天津總領事代理 

領事官補) 발송, 1922년 5월 1일 內田康哉(外務大臣) 수신; 亞三機密 제27호 鮮人 安昌浩의 行動에 한 件, 1922

년 7월 12일 芳澤(亞細亞局長) 발송, 丸山(朝鮮 警務局長) 수신; 京鍾警高秘 제7735호 士團(同友 )事件 檢擧에 

한 건. 1937년 10월 28일 鐘路警察署長 발송, 계 각 警察署長 수신. 이러한 자료에서 일제 헌은 주 측이 

天津으로 이주한 것을 안창호의 ‘國民代表期成 ’ 확장 의도와 연결시켜 악하기도 하 다. 天津에 자리 잡은 

주 측의 집에서 안창호와 양기탁이 회하기도 하 다. 機密 제73호 不逞鮮人 梁起鐸의 動靜에 한 件, 1922년 

6월 17일 吉田茂(天津總領事) 발송, 1922년 6월 24일 內田康哉(外務大臣) 수신

53) 1912년 조선기독교장로회가 성립된 이후 첫 해외선교지로 국 산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해 백낙 은 지리

 근사성, 한국에서 정착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다수가 산동출신이라는 , 한국에 신교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선교사들의 한국내방이 산동을 경유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을 거론하고 있다. 백낙 , 한국장로교회의 

산동  해삼  선교, 백낙  집 4. 연세 학교출 부, 1995, 140-142쪽.

54) 방효원(方孝元, 1886-1953) 목사는 선천 신성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평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의 아들 방지일 목사가 1937년부터 산동에 선교사로 송되어 국당국으로부터 추방당하는 

1957년까지 선교를 담당하는 등 그 일가가 산동선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택부, 토박이신앙산맥 3. 

한기독교출 사, 1992, 187-188쪽.

55) 추방 후의 상황에 해서 산동선교사로 송되어 있었던 방지일 목사의 다음 을 참고할 것. 방지일, 국선

교의 마지막 추방, 기독교사상 1990년 2월호; 방지일, 임마 엘- 국선교를 회고하며. 선교문화사, 1996, 8-9편.

56) 김윤식은 1891년 평안남도 肅川에서 태어나 평양숭실 학교를 졸업하고, 1913년 세 란스연합의학교에 입학하여 

1917년 졸업하 다(연세 학교 의과 학 학 부). 김윤식이 계림의원을 설립하자 처음에는 환자가 매일 3, 4인에 

불과하 으나 차츰 1921년에는 1년 동안 환자가 6천여 명에 이르 고, 처음에는 1년 수입이 400원에 불과하더니 

1921년 수입이 2천여원이 되었다고 하 다. 山東宣敎3年間-朝鮮宣敎 醫師 金允湜氏의 感想談, 基督新報, 1922년 

1월 11일 3면.

57) Charls Alen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37(곽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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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역할을 하여 당시 송된 선교사가 김윤식

과 그의 병원을 선교기 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 으나,58) 기본 으로 선교사, 선교기 으로

부터 자립 인 형태의 조력 활동이었다.59)

4. 귀국 후의 활동

  산동지역에 머물면서 흥사단 조직과 의료선교

활동에 참여하던 주 측은 6년여의 망명생활을 

고, 1925년 5월 귀국하여60) 선천 읍내에 동제

의원(同濟醫院)을 개원했다. 병원 경 을 하면서 

그는 국에서의 흥사단 활동을 이어 흥사단의 

국내조직이라 할 수 있는 수양동우회(1929년 11

월부터 同友 로 개칭)의 간부로서 활발히 참여

하 고, 선천을 심으로 개되던 각종 종교운

동, 교육사업, 사회사업 등에도 극 이었다.61)

  귀국 이후 그는 과거와 같은 비타 인 투

쟁을 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그의 종교 , 경제

 기반을 토 로 선천에서 주로 개량  성격

의 교육운동, 계몽운동, 사회사업에 주력하 다. 

특히 선천에서 기독교계를 주축으로 크게 성장

했던 사립학교에 해 그는 자부심이 컸고 이

를 더욱 확  발 시켜야 함을 역설하 다. 여

자교육에 한 기독교계의 공헌에 해 높게 

평가했는데,62) 1940년 그는 고등여학교 승격을 

비하고 있던 보성여학교(保聖女學校)에 자신

의 토지를 기부하기도 하 다.63) 한 선천북

교회 양 백 목사와 재미교포 이병 이 한말에 

설립되었다가 오랜 동안 폐원상태에 있던 동

고아원(大同孤兒院)이 1926년 반 다시 개원

하려고 하자 이에 력하여 고아원 설립 부지

(5천평)를 기부하 고,64) 이후 원장으로 고아원

의 운용을 담당하 다.65)

  이와 같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계

몽운동에 한 그의 심은 이미 국으로의 

망명 직 이었던 1919년 반 당시 선천북교회

의 목사 장규명(張奎明) 등과 함께 선천 기독

청년회(YMCA)의 창립에 참여했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66) 귀국 후 주 측은 1930년 

선천YMCA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박용구․김춘섭 옮김, 한국교회와 네비우스선교정책. 한기독교서회, 1994, 297쪽); 택부, 토박이신앙산맥 3. 

한기독교출 사, 1992, 189쪽. 그런데 ‘수양동우회 사건’ 련 기록에는 1922년(大正 十一年) 9월 山東省 卽墨縣에 

醫院을 개업했다고 되어 있다. 날짜는 오기로 보인다. 京鍾警高秘 제7735호 士團(同友 )事件 檢擧에 한 건. 

1937년 10월 28일 鐘路警察署長 발송, 계 각 警察署長 수신.

58) 方孝元, 中華民國山東萊陽宣敎消息, 神學指南 17. 1923, 355쪽.

59) Charls Alen Clark, 앞의 책. 297쪽; 민은아, 국 산동선교에 한 연구 - 1912-1957년 조선 수교장로회 산동

선교를 심으로. 감리교신학 학교 학원, 2007, 50쪽.

60) 同友  事件, 思想彙報 24.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1940, 226쪽.

61) 이외에도 그는 1930년 2월 조직된 朝鮮醫師協 에 1931년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 다. 朝鮮醫報 1권 2호, 

1931, 41쪽; 5권 2호(72쪽); 6권 1호(20쪽); 6권 3호(79쪽)

62) 주요도시순회좌담; 제12 선천편(一)-(六). 東亞日報 1930년 11월 23일-29일. 주 측은 좌담회에 宣川大同孤兒院長

의 직함으로 참가하 다.

63) 주 측은 자기소유 토지 2700여 평(시가 약 5천원)을 기부하 다. 保聖女校에 寄附, 宣川 朱賢則氏 美擧. 朝鮮日

報 1940년 4월 6일 석간 12면 8단.

64) 선천주 측씨땅오천평을 고아원에 긔부. 동아일보 1926년 2월 27일 3면 3단; 九千圓費用으로 大同孤兒院落成 孤

兒三十名을 收容한다고. 東亞日報 1927년 1월 9일 4면 6단.

65) 주요도시순회좌담; 제12 선천편(一)-(六). 동아일보 1930년 11월 23일; 五大學府 出의 人材 언, 렛드. 삼천리 4

권 2호, 1932, 13-24쪽. 消息欄. 세 란스교우회보 13: 42, 1930; 연세 학교 의과 학 의학백년 편찬 원회: 의학

백년. 연세 학교 출 부, 1986, 60-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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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까지 회장으로서 역임하면서 선천 기독

교계의 진으로 각종 계몽운동을 이끌었다.67)

  이와 함께 주 측은 표 인 서지역 기독

교세력의 결집체 던 수양동우회, 동우회의 선

천지역 간부로서 활동하 다. 1928년 11월 3일 

주 측 등 10명의 회원으로 발족한 선천지회는 

주 측, 노품민, 장리욱 3명의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장에 주 측, 상무이사에 신성학교 교장 장

리욱을 각각 선임하 다. 1929년에도 주 측은 

선천지회 이사로 선임되었으며,68) 1931년 동우

회의 지방회에 한 신규정이 제정되자 그에 

의거하여 1931년 6월 1일 정남인, 장리욱과 함

께 선천지방회 간사로 선출되었다.69)

  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수양동우회(동우

회)는 서지방의 기독교세력의 신지식층, 실업

가 등 상층엘리트의 모임으로서 일제에 비타

인 항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회원

들의 인격수양과 동맹수련 등을 내세우는 온건

한 성향의 단체 기 때문에 그 동안 식민당국에

서도 직 인 탄압을 가하지 않고 있었다. 그

러나 공황을 겪고 만주사변으로 륙침략을 

본격화한 일제는 억압  식민통치를 강화하 고, 

1937년 일 쟁을 일으키면서 이와 같은 통치

정책을 더욱 심화하 다. 이와 함께 ‘수양동우회 

사건’의 발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부 동우회 

인사들은 기독청년회, 면려회 등 여러 기독교조

직을 통해 사회운동, 계몽운동을 지속 으로 추

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당국은 그 동안 태도

를 바꾸어 동우회에 한 강경한 탄압을 감행하

다.70) 이른바 ‘수양동우회 사건’이었다. 일제는 

1937년 6월부터 1938년 3월까지 총 181명을 검

거하고, 이  41명이 기소되었다.

  주 측은 1937년 6월 16일 검거되어 이튿날 구

속되었고,71) 11월 11일부로 기소 심에 회부되었

다.72) 이 사건의 심은 1938년 8월 15일에 종료

되었는데, 일본 경찰은 많은 사람들을 보석으로 

출소시킨 후 같은 해 11월 3일 사상 향회의(思想

轉向 議)라는 것을 개최했다.73) 감독경찰 의 입

회하에 주 측을 포함하여 총 28명의 수양동우회 

사건 련자가 참석하여 진행된 이 회의에서 일제

에 한 충성 맹세가 강요되었고, 국방헌 의 납

부 등도 종용되었다.74)

66) 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범우사, 1994, 406쪽.

67) 이 돈을 基本事業을 擴大, 동아일보 1930년 2월 21일; 宣川基靑理事 , 외일보, 1930년 2월 27일 4면; 宣川基靑

定總, 조선 앙일보 1934년 3월 2일; 宣川基督敎靑年 總 , 조선 앙일보, 1935년 3월 3일 3면; 宣川基靑創紀. 

외일보 1930년 5월 4일 4면 9단; 택부, 의 책. 406-407쪽. 1936년에는 부회장에 선임되었다. 宣川基靑任員

改選, 동아일보 1936년 3월 19일 5면.

68) 修養同友  宣川支  [증거 101호]

69) 同友  公函(제1회-제5회, 제8회)[증거 제63호]

70) 1937년 6월 이른바 ‘수양동우회 사건’의 발단을 이룬 것은 다수의 장로교회에 조직되었던 기독청년면려회가 6월 

12-13일 제8회 조선면려회 주운동의 실시를 앞두고 각지의 지회에 발송한 ‘멸망에 함(陷)한 민족을 구출할 

기독인의 역할’이라는 문구가 담긴 단이었다. 면려회 운동에 이 , 정인과, 이용설, 주요한 등 수양동우회 인

사들이 다수 계되어 있다는 것을 일제 당국이 포착하고 검거에 착수했던 것이다.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 연구. 혜안, 2001, 149-150쪽.

71) 京高特秘 제1373호의 5 동우회 계자 검거에 한 건. 1937년 6월 19일 京畿道 警察部長 발송, 京城地方法院 檢

事正 수신.

72) 京鍾警高秘 제7735호의 4 동우회사건 처분  미체포자 일부 검거의 건. 1937년 11월 13일 鐘路警察署長 발송, 

京畿道 警察部長 등 수신.

73) 京鍾警高秘 제9815호의 3 [同友   士團事件 保釋被告一同의 時局에 한 思想轉向 議] 集 取締狀況報告, 

1938년 11월 4일 京城 鍾路警察署長 발송, 1938년 11월 5일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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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8일의 언도 공 에서 경성지방법원은 원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의 항소로 1940

년 8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용설 등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  3년을 선고받았다.75) 그러나 

1941년 11월 17일 경성고등법원 상고심에서는 증

거 불충분으로 원에게 무죄가 언도되어 ‘수양동

우회 사건’은 4년 5개월 만에 일단락되었다.76)

  1938년 보석으로 풀려난 주 측은 자신이 경

하던 동제의원(同濟醫院)을 다시 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이 확 되면서 진주만 공습과 선교

사 추방을 두고 일본이 미국과 크게 갈등을 빚는 

가운데 주 측은 1942년 미국 선교사를 통해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 을 송출한 사실이 탄로되어 검

거되었다.77) 선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혹독한 고문

을 당하여 기 하기까지 했던 주 측은 해방의 감

격을 리지 못하고 1942년 3월 25일 면했다.

맺음말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 측의 생애는 

평안도 지역 기독교민족주의 세력의 흐름과 긴

히 연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린 시  기

독교를 수용하고, 서양근 의학의 습득에 극

이었던 그는 자신이 기반하고 있던 지역의 

신지식인층과 함께 신민회에 참여하는 등 일

부터 제국주의 침략에 항하 다. 이후에도 

국으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 참여하기도 하

으나 1920년  반 이후 일제에 한 비타

 투쟁노선을 견지하기보다는 차 평안도지

역 기독교세력이 표방하고 있던 개량 인 민족

운동에 주력하 다.

  그의 생애 반을 통해 기독교를 비롯한 서구 

근 문명의 수용에 극 이었던 평안도 지역 

자산가층이 선교사들의 기독교 의료선교활동 등

을 매개로 서구 근 의학에 속되었던 형

인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서구 

근 의학 습득은 스스로의 명성과 사회  기반 

확보에 정  역할을 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평안도지역 기독교 민족운동세력의 방편으로 

맥되거나 식민지 조선의 기독교세력이 추진했던 

해외선교활동이나 다양한 형태의 종교운동, 계

몽운동으로 결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색인어 : 주 측, 제 원의학교, 신민회, 105인 

사건, 안창호, 흥사단, 수양동우회

74) 京高特秘 제2494호. 동우회사건 보석출소자의 사상 향회의 개최에 한 건, 1938년 10월 26일 경기도 경찰부장 

발신. 이러한 일제의 압력 속에서 주 측은 朱村賢則으로 창씨하 다. 同窓 名簿. 旭醫學 門學校 同窓 , 1943, 

19쪽.

75) 한민국 문교부 국사편찬 원회, 한국독립운동사 五. 탐구당, 1969, 21쪽.

76) 昭和 15年 형상 제102 내지 104호: 이 수 등 결문, 1941년 11월 17일, 고등법원

77) 연세 학교 의과 학 의학백년 편찬 원회, 의학백년. 연세 학교 출 부, 1986, 60-61쪽.

   투고일 2008. 6. 1.        심사일 2008. 6. 4.      심사완료일 200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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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Life and Activities of Chu Hyun Chik

HONG Jeong Wan* and PARK Hyoung Woo**, ***

  Chu Hyun Chik was one of those who graduated first from Jejungwon Medical School in 

1908, and had carried on an independence movement as well as religious, educational, and 

social movement both as a doctor and a Christian. He opened the Inje Hospital(仁濟醫院) in 

Sunch'ŏn(宣川), North Pyeongan Province in 1909, and was put in prison on charges of being 

involved in Incident of ‘105 People’ as he joined in Sinminhoe(新民 ) in which 

christians(Christians) from Gwanseo(關西) showed their initiative. With 3․1 Movement as a 

momentum, he started to raise funds for an independence movement mainly in North Pyongan 

Province, as a councilor of the Ministry of Finance of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After he moved into Andong(安東), Manchuria, he continued to support the spread of 

an independence movement by connecting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with the 

country. In October, 1919, he came to Sanghai as an exile and lead diverse activities as a 

member of Shin Han young man party(新韓靑年黨) and one of the leading men of Korean 

Christendom, especially related to An Chang Ho(安昌浩) and christians around him and joining 

in Hungsadan( 士團). In 1925 when he returned home, he opened the Dongje Hospital(同濟醫

院) and devoted himself to the developments of religious, educational, and social movement as 

a president of YMCA, Sunch'ŏn(宣川) and an executive of a branch of Suyang Donguhoe in 

Sunch'ŏn(宣川). By Incident of Suyang Donguhoe(修養同友 ) he was put in prison, resisting 

Japanese Imperialism and died in 1942.

Key Words : Chu Hyun Chik, Chejungwon Medical School, Sinminhoe, Incident of 105 

People, An Chang Ho, Hungsadan, Suyang Donguhoe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 
Department of Anatomy & 

*** 
Dong-Eun Medical Museum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52,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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