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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이 논문은 1920년대의 잡지 『개벽』에 나타난 신칸트주의의
수용 양상을 다룬 글이다. 서양 사상 수용에 대한 『개벽』 필진들의 의욕
이 당시 식민지 조선의 사상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기 위한 試
論으로 본 논문에서는 『개벽』의 신칸트주의 수용 양상과 ‘
문화주의의
’ 관
계를 다루었다. 주지하다시피 신칸트주의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양 철학은
일본을 경유해 식민지 조선에 유입되었는데, 기왕의 논의들에서는 일본의
문화주의가 독일 신칸트철학과 맺은 특수한 관계를 식민지 조선의 사정에
그대로 대입시킴으로써, 독일 신칸트학파의 사상이 수용 주체로서의 천도교
잡지 『개벽』의 특수성과 어떻게 조화 및 충돌했는지 간과해 왔다. 본 논문
에서는 『개벽』 필진들의 ‘
이상주의적
’ 경향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신칸
트학파의 수용으로 형성된 일본의 문화주의가 『개벽』의 문화주의에 미친
영향, 그리고 『개벽』의 문화주의가 개인적 인격 수양으로 수렴되는 일본
문화주의와 어떤 차별성을 띤 채 전개되었는지 밝혔다. 일본의 문화주의는
인격 창조, 수양, 심성 개조와 같은개인적차원의문제와결부되어있었던
반면, 『개벽』의 문화주의에서 강조된 인격의 가치는 사람들 간의 ‘
평등’
이라는 사회적 의미망을 형성해 나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사상
으로서의 ‘
문화주의와실천으로서의
’
‘
문화운동의
’ 관계를 다루면서, 청년회
운동, 교 육 진 흥 운 동,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 등을 가리키는 ‘
문화운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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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칸트주의의 영향 아래 형성된 ‘
문화주의가
’ 아닌, 니체의 ‘
역만능주의’
‘
강력주의라는
’
사조에 힘입어 형성되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
문화주
의’
는‘
문화운동의
’ 한 지류라는 견해나 ‘
문화운동의
’ 주도 이념을 ‘
문화주의’
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I. 서 론
1920년 6월에 창간된 종합지 『개벽』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천도교 출판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그동안 『개벽』은 종교학,
국문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관심을 받아왔는데 그것은
『개벽』이라는 잡지가 아우르고 있는 주제 및 사상의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기 때문이다. 특히 『개벽』 창간호에 실린 권두언격의 글
인 「세계를 알라」라는 글의 제목이 암시하듯 『개벽』은 출간 초
기부터 범세계적인 시각을 갖춘 잡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에
따라 창간호에부터 小春 김기전의 「力萬能主義의 急先鋒 푸리드리
히 니체선생을 소개함」이라는 글이 실렸고 妙香山人이라는 필명으
로 역시 김기전이 쓴 속편 「新 人生標의 수립자 푸리드리취니체
?
선
생을 소개함」이 제2호(1920. 7)에 수록되었다.
『개벽』은 이처럼 니체를 위시한 칸트, 오이켄 등의 독일철학과
베르그송과 같은 프랑스 철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서양철학자들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데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개벽』 5호
(1920. 11)에 실린 蒼海居士(이돈화)의 「외래사상의 흡수와 소화
력」, 그리고 역시 이돈화가 쓴 「大食主義를 논하노라」( 『개벽』 7
호(1921. 1)) 등에서 사용된 ‘
大食主義’
라는 표현에는 서구철학 수용
에 대한 『개벽』 필진들의 의욕이 집약되어 있다. 여기서 이돈화는
외래사상이란 그것을 소화하는 주체의 능력에 따라 득이나 실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조선요리든 支那요리든 일본요리든 서양요리

『개벽』의 신칸트주의 수용 양상 연구

83

든 닥치는 대로 먹고 기회 있는 대로 흡수하여 잘 소화시킨 후 그것
을 자기의 살과 뼈와 빛(光)으로 만들자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의 신문명 건설에 필요한 철학과 사상에 목말
라 한 『개벽』 필진들이 보인 이러한 의욕적인 태도가 당시 사상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명하기 위한 試論으로 『개벽』의 신
칸트주의 수용 양상을 다루고자 한다.
『개벽』의 ‘
문화주의가
’ 독일 신칸트주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
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
인격
주의를
’ 강조한 일본의 문화주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2)
1910년대에 시작된 일본의 아카데믹한 철학연구에서 중심이 된 것
은 바로 19세기 말 독일의 신칸트학파 철학이었다. 일본에 있어 칸
트 철학과 신칸트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은 쿠와키
겐요쿠(桑木嚴翼, 1874~1946) 인데, 그는 세계개조의 기초가 ‘
문화’
즉 ‘
자아의 자유로운 향상 발전’
에 있으며 진선미라는 ‘
문화가치를
’
3)
실현하는 것을 인격적 생활의 理想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서양철학 및 사상이 일본을 경유해 식민지 조선에 유입
된 사정은 독일 신칸트학파의 철학이 일본에 정착하면서 생겨난 문
화주의가 『개벽』의 문화주의에 미친 영향관계를 논할 경우에도 예

2) 박찬승에 의하면 백두산인이돈화
(
) 의 「문화주의와 인격상 평등」(『개벽』
6호(1920. 6)) 및 현철의「문화사업의 급선무로 민중극을 제창하노라」
(『개벽』 10호(1921. 4)) 는 1919년 5월 일본잡지 『개조』 2호에 실린
쿠와키 겐요쿠(桑木嚴翼, 1874~1946)의 「세계개조의 철학적 기초」라는
글을 요약, 발췌 및 인용한 글이다박찬승
(
, 『한국근대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2, 181면). 최수일(「1920년대 문학과 『개벽』의 위
상」, 성균관대 박사, 2002)과 박현수( 「동일시와 차별화의 지식체계」,
『상허학보』 12집, 2004)의 논의 역시 ‘
인격에
’ 초점을 맞춘 개벽의 문화
주의가 신칸트주의의 일본적 변용인 인격주의를 그 모델로 하고 있음을 전
제한 것이다.
3) 박찬승, 위의 책, 182면.
미야카와 토루아라카와
?
이쿠오 엮음, 이수정 옮김, 『일본근대철학사』, 생
각의 나무, 2001, 150~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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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개벽』의 문화주의를 다루는 기왕의 논
의들에서는 신칸트철학과 일본 문화주의가 맺은 특수한 관계를 가감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독일 신칸트학파의 사상이 수용 주체로서의 천
도교 잡지 『개벽』의 특수성과 어떻게 조화되고 충돌했는지의 문제
를 간과해 왔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개벽』의 신칸트주의 수
용 양상을 일본의 문화주의와 식민지 조선의 문화주의의 상관성이라
는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만 다루는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확장된 맥락 안에서 재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II. 『개벽』에 나타난 칸트 및 신칸트주의의 영향

1. 원대한 理想으로서의 ‘
개조’
1) ‘
개벽정신과
’
‘
도덕승리의
’ 세계
3.1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천도교는 1920년 3월 ‘
천도교
청년회’
로 改名한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
후천개벽’
사상에 입각한 신
문화 창달을 위해 개벽사를 설립, 마침내 1920년 6월 25일 잡지
『개벽』을 창간한다.4) 『개벽』은 창간호에서부터 ‘
위대한 理想의
포부를
’ 가져야 함을 역설하면서 이 세계가 어떠한 문화, 어떠한 발
전향상진화를
? ?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지력과 이성, 즉 ‘
세계
적 지식을
’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정의인
도, 자유평등의 새 정신으로 무장하였으며 이를 가리켜 ‘
개조, 여명,
서광, 개벽’
이라 칭한다는 것이다. “(개조란) 과거 여러가지 모순이며
여러가지 불합리 불공평 불철저 부적당한 기계를 수선하야 원만한
활동을 엇고저 노력”5)하는 것이니 세계인류전체를 하나의 道義체계
4) 천도교의 조직운동과 『개벽』의 출판 및 유통관계에 대해서는 최수일, 앞
의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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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 노동문제, 부인문제, 인종문제,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창간호 권두언의 요지이다.
이처럼 『개벽』은 천도교의 ‘
후천개벽’
사상을 제 1차 세계대전 이
후 전 세계에 밀어닥친 ‘
개조’
의 정신6)에 접합시킴으로써, 대전 이후
理想的 신사회건설이라는 인류사적 과제의 완수가 신문명을 수립해
야 할 식민지 조선의 경우에도 예외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환기시켰다. 창간호 첫 페이지에 실린 시 「開闢」의 전문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 風雲! 아— 霹靂!
모래가 날리며 ? 이 닷도다
나무가 부러지며 풀이 修羅場이로다
天의 惡이냐? 世의 罪이냐?
아니 이것이 混沌이 아닌가?
아— 銃創! 아— 殺倒!!
머리가 떨어지며 다리가 끈허지도다
이놈도 거꿀어지고 저놈도 잣바지도다
아— 와텔루로다 垓下野로다
生을 위함이냐? 死를 위함이냐?
아니 이것이 飜覆이 아닌가?
새바람이 일도다 한 빛이 빛이도다
왼世界는 燦爛한 光의 世界로다
平和의 소리가 높도다 改造를 부르짖도다
왼 人類는 新鮮한 自由의 人類로다
5) 「세계를 알라」, 『개벽』 창간호(1920. 6), 6면.
6) “
1918년 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전후해서는 침략주의군국주의에
?
대한 전
인류적 비판의 소리가 고조되고 또 약소민족의 격렬한 민족운동이 세계 각
처에서 일어나면서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세계지배체제에 대한 비판으로서
‘
세계개조의
’ 소리가 광범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로
인하여 심지어 제국주의 열강의 일부 정치적 지도자들까지도 그러한 ‘
세계
개조라는
’
용어를 사용하면서, 표면적으로나마 대전 후의 세계질서를 ‘
理想
主義’
의 입장에서 개편할 것을 표방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윌슨이 ‘
정의
인도를
’ 내세우면서 ‘
민족자결주의’
를 제창한 것은 그 단적인 예였다.”(박찬
승, 앞의 책,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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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이 來이냐? 時가 到함이냐?
아니 이것이 開闢이로다.7) ( 강조- 인용자)

위의 시에 나타나는 ‘
떨어진 머리’
나 ‘
끊어진 다리’
는 戰場의 상황
을 환기하는 이미지로서 1차 세계대전이 빚어낸 참혹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들이다. 이 전쟁이 끝나고 인류에게 비친 새로운 불빛
을 가리켜 ‘
개조라
’ 칭한 시인은 동시에 이것을 또한 ‘
개벽이라
’
부름
으로써 세계개조의 사상과 개벽정신을 은연중에 교통시키고 있다.
『개벽』의 논자들은 당시 전 세계적인 유행어가 된 ‘
개조에는
’
크
게 물적 개조와 심적 개조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였는데, 창간호를
비롯한 초기 글들에서는 정의인도, 평등자유를 理想으로 하는 ‘
심적
개조에
’ 많은 비중을 두었다. 특히 『개벽』의 초기 사설류에서는
“금후의 세계는 반드시 도덕승리의 세계가 되리라”는 낙관적 관점이
우세했으며 노동문제나 인종문제와 같은 당면 현안은 모두 ‘
도덕과
’
관련된 문제로 간주되었다. “
노동자일지라도 인격상 표준의 下에서
모든 것의 자유와 쾌락을 향유”8)해야 한다는 말에서 드러나듯 이돈
화를 비롯한 초창기 『개벽』의 주요 필진들은 인류가 당면한 제반
문제를 ‘
도덕의
’ 차원에 결부시켜 사유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른바 ‘
국제연맹이라하며
’
‘
노동문제라하며
’
‘
부인문제’‘
인종문제’
라 함은 다가티 도덕을 표상하고 일어난 것이며 이른바 ‘
데모크라시’
라하며 ‘
인도정의라하며
’
‘
자유평등이라함은
’
다가티 도덕을 방편으로
하고 나타난 것이라.9) (강조- 인용자)

조선인의 민족성을 ‘
선심(善心)주의로
’ 규정, ‘
선이란
’
종교적으로
는 박애정신을, 도덕적으로는 인도정의와 자유평등을 의미한다고 하
면서, 이돈화는 선이란 퇴굴이 아닌 활동이자 박약이 아닌 자강이며
7) 「開闢」, 『개벽』 창간호(1920. 6), 1면.
8) 「인도정의 발전사로 관( 觀)한 금일이후의 모든 문제」, 『개벽』 4호
(1920. 9), 7면.
9) 이돈화, 「조선인의 민족성을 논하노라」, 『개벽』 5호(1920. 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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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이란 곧 자기의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용진불식(勇進不
息)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돈화는 종전 후 정의인도의 化身으로 여겨졌던 미국과 국제평화
의 理想的 모델로 제시된 국제연맹에 대한 기대가 실망과 회의로 변
화할 무렵인 1921년 후반 이후에도 비교적 꾸준히 理想的 세계관을
피력한다. 이돈화가 보기에 理想이란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
이 허위조작의 影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수리, 논리, 도덕, 종교와
같은 추상적 진리”와 같은 理想은 “경험의 세계를 통일조화하는 점
에서 절대의 가치를 둔 것”10)이므로 자연주의자들이 생각하듯 理想
과 현실은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理想은 현실의 先
行이며 현실은 理想의 표현”
이므로 “理想이 업시는 현실을 정돈치
못할 것이오 현실이 업시는 理想의 위력이 先行하지 못”11)한다는 것
이 이돈화의 생각이었다.
2) 국제연맹이라는 ‘
理想’- 칸트의 영구평화론
이러한 맥락에서 새봄이라는 필명의 필자가 쓴 「‘
칸트’
의 영원평
화론을 讀함」이라는 글은 주목을 요한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소개
하고 있는 이 글은 “讀하야 一頁二頁에 至함에 솟아나는 늑김이 頁
12)라는 인상적인 감상
數와 더불어 濃하야 참아 券을 釋치 못하도다”
으로 시작된다. 본문에는 칸트가 제시한 국가간 영원평화를 위한
<예비적 조항>과 <결정적 조항>이 제시되어 있는데, 새봄이라는 필
자는 이들 조항에 담긴 칸트의 사상을 ‘
도덕과 정치의 조화’
로 보고
있다.
국가간의 영원평화를 위한 6개의 <예비적 조항> 제2조에 의하면
“국가는 일개의 재산이 안이오 확실한 사람의 단체이니 此에 명령하

10) 이돈화, 「공론의 人으로 초월하여 理想의 人, 主義의 人이 되라」, 『개
벽』 23호(1922. 5), 7면.
11) 위의 글, 8면.
12) 새봄, 「‘
칸트의
’ 영원평화론을 讀함」, 『개벽』 4 호(1920. 9), 7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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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此를 좌우하기 可得할 자는 오즉 국가자신이 有할 ? ”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此를 ? 木하듯이 타국가에 병합코저 함은 실로 그의
도덕적 인격으로의 존재를 파괴하고 일개의 물품으로 취급코저
13)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에게도 ‘
함”
도덕적 인격’
을 부여한 칸
트는 “여차한 식민정책을 확실한 非道라 하야”14) 타국의 동포 또한
하나의 사람으로 대할 것을 강조했다고 이 글은 소개하고 있다.
국가간의 영원평화를 위한 3개의 <결정적 조항> 제 2조에는 다음
과 같은 구절이 들어 있다.
吾人의 最高異性은 各國互相의 自家見地로부터 釀出하는 전쟁을
一에서 百? 지 합법적 행위로 肯認치 안이하고 평화를 직접의 의무라
명하나니 [⋯] 一種 特殊의 동맹 즉 평화적 동맹을 필요로 하는 바이
라.15) ( 강조- 인용자)

다시 말해 국제연맹과 같은 초국가적 단체를 통해 인류는 ‘
이성이
명하는 의무로서의
’
평화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영원
평화론의 요지라는 것이다. 이어 필자는 “
세계개조의 新産品되는 국
제연맹”을 정의인도라는 理想의 실현으로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글을 맺는다.
구주대전의 終局과 共히 세계의 민중은 각자의 ○생활標를 改造?
造하야 정의인도의 큰 旗幅下에 집중코자 하는 금일이리요. 於戱라
영원평화의 서광은 ○一方에 빗나기를 始하얏도다. 18세기에 在하야
외로히 평화론을 草하던 ‘
칸트’그이로 하여금 자기의 理想이 착착 사
실로 출현되는 금일을 見한다 하면 그 늑김이 과연 엇더할가.16)

19 세기 후반 유럽을 지배하던 유물론과 실증주의에 반기를 든 독

13) 위의
14) 위의
15) 위의
16) 위의

글,
글,
글,
글,

78면.
80면.
79면.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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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관념론자 루돌프 오이켄(1846~1926) 이 『개벽』에서 새삼 주목
받은 사정 역시 『개벽』이 표방한 理想主義와 관련될 것이다.
“아침에는 ‘
오이켄의
’ 생각을 ? 고 저녁에는 ‘
톨스토이’
에게 쏠리며
심지어 ‘
? 푸링식
’ 골계적 ‘
노릇바치’
에게 쏠리는”17) 현하의 조선 사
상계를 비판한 권덕규의 글에 나타나듯 오이켄의 사상은 당시 지식
인들 사이에 꽤 널리 퍼졌던 것으로 보인다. 생활 개조를 위해서는
肉的 개조와 靈的 개조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황의돈의 글
에도 “‘
오이켄’
의 주장함과 가티 자연생활우에서 정신생활을 건설치
아니하야서는 안되겟”18)다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오이켄
을 典據로 삼아 정신적 개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필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한국에 수용된 오이켄 철학 역시 일본의 사상계를 거
쳐 유입된 흔적을 보이는데 “이글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
오이켄’
박사가 자기나라 사정을 들어 일본 某紙에 기고한 것을 其中으로 대
강을 抄略하야써 신문명을 동경하는 우리 독자제씨에게 드림”19)이라
는 편집자의 말로 시작하는 「오이켄 박사의 독일자랑」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필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이 글은 오이켄 박사가 (일본)
독자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오이켄은
특히 傳襲의 세계관을 전복한 칸트의 비판적 정신을 존경한다면서
독일의 문화와 학문이 아메리카에서 아무리 미움을 받더라도 “‘
루터’
와 ‘
라이프니쓰’
와 ‘
칸트와
’ ‘
시라-’
와 ‘
? 터’
의 인격과 그 사업을
20)이라는 견해를 밝혔
인류의 기억으로 이(離)케 하기는 불능( 不能)”
다고 이 글은 소개하고 있다.

17) 권덕규, 「자아를 개벽하라」, 『개벽』 창간호(1920. 6), 52면.
18) 황의돈, 「문화발전을 촉진하라」, 『개벽』 6호(1920. 12), 34면.
19) 「오이켄 박사의 독일자랑」, 『개벽』 3호(1920. 8), 62면.
20) 위의 글,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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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칸트주의와 ‘
인격의
’ 문제
1) 『개벽』의 문화주의와 ‘
인격’
의 두 층위
식민지 시기 조선의 독일철학 수용은 일본의 사상적 흐름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 서양 철학서를 원서로 직접 읽는 수고를 하지 않고
도 일역본이나 일본 학자의 해설을 접할 수 있었기에 서양 철학을
빠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반면 일본적 변용이 무반성적으로
수용되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21)
일반적으로 신칸트학파는 빈델반트(Wilelm Windelband; 1848~
1915), 리케르트(Heinrich Rickert; 1863~1936)로 대표되는 서
남학파와, 코헨(Hermann Cohen; 1842~1918), 나토르프(Paul
Natorp; 1854~ 1924) 로 대표되는 마르부르크학파로 대별된다. 서
남학파의 경우에는 문화 및 문화이론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이었고
마르부르크학파는 개념주의논리주의적
?
경향이 강했다는 점이 두 학
파간의 차이점으로 지적된다.22) 그러나 이들 학파 간에 존재하는 상
이성에 앞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독일철학사에서 신칸트학파가
차지하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각각 어떤 굴
절을 겪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19 세기 말 20세기 초 독일은 급속한 공업화의 진전으로 인해 많
은 사회적 모순을 떠안게 되었으며, 과학기술과 산업의 놀라운 발전
은 실증주의와 유물론적 사상을 고무하는 데 일조했다. 이에 신칸트
학파는 당시 독일에 산재한 각종 모순들을 물질문명에 기인한 것으
로 보고 ‘
정신’
과 ‘
문화의
’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이
다.23)

21) 백종현, 『독일철학과 20세기 한국의 철학』, 철학과현실사, 2000, 41면.
22) Heinrich Rickert, 『문화과학과 자연과학』, 이상엽 옮김, 책세상, 2004,
249면.
23) 미야카와 토루아라카와
?
이쿠오 엮음, 앞의 책, 153~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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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에는 명치 30년대를 통해 칸트, 피히테 등의 독일 관
념론이 소개되고 진화론적 철학에 대항하는 윤리적 理想主義로서 신
칸트학파의 사상이 수용되었다.24) 특히 독일 신칸트학파의 문화철학
을 일본 문화주의로 정착시킨 쿠와키 겐요쿠는 타락한 물질의 대타
적 개념으로 ‘
문화를
’ 상정하고 ‘
인격이란
’
이러한 문화의 생산창조
?
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중요성과 가치를 찾는 데서 비로소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하였다.25)
이처럼 신칸트학파의 수용으로 형성된 일본 문화주의의 핵심에는
바로 ‘
인격’
의 문제가 놓여 있었으니 이는 『개벽』의 문화주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제까지 『개벽』의 문화주의와 인격의 문제는 ‘
인격 본위
의 실천주의라든가
’
‘
창조적인 자기실현과
’ 관련된 개인적 수양을 중
시한 일본 문화주의 전통 속에서 이해되어 온 것이 보통이다.26) 이
런 관점에서 볼 때 『개벽』에서 ‘
인격’
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수
양론에 결부시킨 글들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박사직은 수
양의
회의
독일
적은

본질이 개인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을 조화하는 데 있으니 “사
조직 本素되는 각자의 인격적 수양”27)에 힘쓰라고 강조했다.
유학 출신 최두선28) 역시 졸업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수양의 목
인격의 완성과 발휘에 있으므로 “(수양은) 반드시 학교라야 능

24) 위의 책, 141면.
25) 박찬승, 앞의 책, 181~183면 및 박현수, 앞의 논문, 233면.
26) 최수일, 앞의 논문, 97면, 및 박현수, 앞의 논문, 233면.
27) 박사직, 「조선사회의 수양문제」, 『개벽』 2호(1920. 7), 46면.
28) 1912년 일본 와세다대학 고등예과에 입학, 1917년 철학과를 졸업한 최두
선(1894~1974) 은 정규 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최초의 한국인이다. 그는
와세다대학 졸업 후 일단 귀국하여 중앙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철학 공부
를 계속하기 위해 1922년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으로 떠난다. 1923년 겨
울 학기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 학교 정교수로 취임함으로써 최두선은 그의
강의를 수강했는데, 하이데거가 그의 주저인 『존재와 시간』, 『칸트와 형
이상학의 문제』 등을 저술한 것은 모두 이 대학에서였다( 이광래, 『한국
의 서양사상 수용사』, 열린책들, 2003, 251~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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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실사회 實業物에서 덕성을 연마하고 주조하
야 인격을 완성할 기회를 만히 어드”29)라고 당부했다. 신식도 자기
의 수양과 인격 확립을 강조하면서 “신문명이란 새로운 개인아의 자
30)을 의미하는
립, 새로운 사회아의 확립, 새로운 단체정신의 수립”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처럼 문화주의에서 내세워지는 정신적 가치로서의 문화와 그 문
화에 참여하는 데서 의의를 획득하는 인격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인
격창조나 수양, 심성 개조와 같은 ‘
개인’
적 차원의 문제와 결부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 볼 이돈화의 경우에서처럼 『개벽』의
문화주의에서 강조된 인격의 가치는 또 다른 차원, 즉 人人의 ‘
평등’
과 같은 사회적 의미망을 형성해 나갔음에 주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격을 개성의 ‘
사회화로
’ 정의한 배성룡의 논의는 주
목을 요한다. 배성룡에 의하면 인격이란 개성을 ‘
사회화’
할 때 획득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 자유 생활에는 반드시 책임 관념이 내포
되어 있다. 즉 “
자치생활은 책임관념의 전제를 置한 생활이오 자유생
활은 理想의 지도를 밧는 생활”31)이라는 것인데, 이는 선험적 자유
라는 이념을 이성의 명령이라는 생각과 결합시킨 칸트의 도덕철학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각자는 자신의 인격을 개인적으로 수양하고 갈
고닦아야 하는 동시에 타인의 인격을 대우하고 존경해야 하는 의무
를 지녔다는 뜻일 것이다.
쿠와키 겐요쿠의 「세계개조의 철학적 기초」라는 글을 발췌 혹은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32) 백두산인(이돈화)의 「문화주의와 인격상
평등」이라는 글은 이돈화가 ‘
문화’
와‘
인격이라는
’
개념을 통해 무엇
29) 최두선, 「신필업생(新畢業生) 에게- 일언을 기하노라」, 『개벽』 10호
(1921. 4), 80면.
30) 신식, 「문화의 발전 及 그 운동과 신문명」, 『개벽』 14호(1921. 8),
28면.
31) 배성룡, 「인격발전의 도정에 대한 私見」, 『개벽』 24호(1922. 6). 43
면.
32) 주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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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고자 하는지 선명히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 글은 ‘
문화와
’
‘
자연’
을 구별하는 리케르트의 방법론을 차용하면서 두 개의 개념을
구별한다. 리케르트에 의하면 자연은 저절로 발생한 것, 스스로의 고
유한 성장에 맡겨진 것들의 총체를 뜻하는 반면, 문화는 가치 있는
목적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이 직접 생산한 것, 혹은 그 생산물에 담
겨 있는 가치 때문에 의식적으로 가꾸어 보존한 것을 뜻한다.33) “
문
화라 云하는 語를 해석함에 當하야는 제일로 대립할 만한 者는 자연
이라는 그것이다. [⋯] 원래 문화의 의미에는 가치라 云하는 者를
포용한 語”34)라 서술함으로써 ‘
가치의
’ 유무로 자연과 문화를 구별
했다는 점에서 이 글은 리케르트의 사상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리케르트에 의하면 가치로 가득 찬 현실인 문화를 대상으로
삼는 ‘
문화과학은
’ 각 사건(현상들을
)
특수하고 개성적인 것으로 여
35)
긴다 는 점에서, 개별 현상들을 보편의 한 사례로 취급하는 ‘
자연
과학과
’ 구분된다. 따라서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과학에서 중
요한 것은 바로 ‘
가치’즉 ‘
평가행위에
’ 있다. 이돈화의 글에도 “
是等
의 정신현상에서 어? 한 표준을 見出하야 어? 한 정신작용이 何故로
他의 정신작용보다 우수한 의미를 가젓슬가 云하는 입장으로부터 연
구함에서 玆에는 스스로 자연과학이라하는 領分을 ? 나 가치적 사고
로써 種種의 현상을 연구”36)하는 것을 문화과학이라 정의한 구절이
발견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리케르트의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돈화가 공들여 설명하는 대목은 이러한 개념 정의
가 아니라 과연 ‘
문화와
’ ‘
평등이라는
’
관념이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
가 하는 점이었다.

33) Heinrich
34) 백두산인,
35) Heinrich
36) 백두산인,

Rickert, 앞의 책, 55면.
「문화주의의 인격상 평등」, 『개벽』 6호(1920. 12), 10면.
Rickert, 앞의 책, 256~257면.
앞의 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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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人일지라도그가 인격이 잇는 以上은 동등의 가치를 有할만
한 者일지며 따라서 소위 인격이라 함은 人人이 문화에 대하여 참여
할 자격이다. [⋯] 데모크라시가 인격으로써 그 수평적 표준이라 하
면 此 정신으로 사회에 유행케 함은 곳 그 시대에 在한 고도의 문화
에 민중을 引上케 하는 의미의 평등주의라 云할지라. 37) ( 강조-인용
자)

이러한 ‘
문화에의 참여는
’ ‘
자주적 도덕 수립’
요청으로 변주되어 나
타나기도 한다. 조선 청년의 정신 개조를 당부하면서 도덕적 생활 개
조의 제일 조건으로 자주적 도덕을 수립하라고 주장한 이돈화는 자
주적 도덕의 핵심을 ‘
인격주의에
’ 두면서 과거와 같이 도덕을 타인의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
자기라 하는 개체의
인격을 主로하야 그 주체로부터 울어나오는 도덕”38)이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
자주주의의 도덕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입법자가
되며 사법자가 되며 행정가가 되어 자기의 事를 자기로 능히 處辨할
39)한다는 것이다.
만한 도덕의 주체가 되어야”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이돈화가 대표하는 『개벽』의 문
화주의의 理想은 누구나 문화 창조에 기여하고 저마다 자율적 도덕
을 수립함으로써 인격상 평등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사람들간의 사회적 차이로 인해 불평등과 不同權이 생긴다는 사회진
화상의 법칙 자체가 의심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
인격적 문제에
이르러서는 어? 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인격이 잇는 以上은 다가티
동등의 가치를 보존하며 ? 應與할 만한 것”이며 “
인격이란 人이면
누구나 문화에 대하야 참여할 만한 자격을 가르쳐 정한 것인고로 필
연으로 그 자격 그 자체에는 누구던지 하등의 차별이 업다”40)는 理
37) 위의 글, 13면.
38) 이돈화, 「생활의 조건을 본위로 한 조선의 개조사업」, 『개벽』 15호
(1921. 9), 11면.
39) 위의 글, 12면.
40) 이돈화, 「시대정신에 합일된 사람性주의」, 『개벽』 17호(1921. 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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想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다. 인격을 갖춘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
게 인류의 문화향상에 기여하는 것. 결국 이돈화로 대표되는『개벽』
의 문화주의는 인격상 ‘
평등’
과 문화 ‘
참여’
라는 두 개의 중심을 가진
타원을 그리고 있었다.
2) 『개벽』에 나타난 理想的 사회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벽』이 문제 삼고 있는 ‘
인격’
의 문제
는 개인과 사회라는 두 차원 사이에서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키기에 앞서 『개벽』에 실린 선우전의 다음과
같은 글을 인용해 보자.
17세기 이래 독일사회사상계에 根? 가 遠하고 根據가 深하던 칸트
철학의 유심주의와 낭만주의는 당시 유물론설이 세상에 唱導된 이후
거의 그 근거가 동요케 되어 칼 막스의 유물주의가 독보적으로 독일
의 사상계를 풍미하엿다. 사회현상을 심리적으로 이해코저하는 유심
주의와 물질적으로 이해코저하는 유물주의는 1820년대부터 同70년
대 반세기간 相容對立기 어려운 충돌을 經하야 19세기말 칸트의 純
正學派의 조화로 유심주의는 유물주의를 유물주의는 유심주의를 互相
加味하야 정신물질주의라할 만한 절충주의가 발현되엇는데 사회개량
주의는 此 절충주의의 태생물이다. 41) (강조- 인용자)
19세기 독일의 사상계를 풍미한 유물주의는 20세기 초엽 칸트의
유심주의에서 진화된 純正學派의 비판조화로 인하여 독일에서 발달진
보되어 사회개량주의로 化하는 동시에 [⋯ ] 불국와 이태리에서는 사
회혁명주의를 태동시켯다.42) ( 강조-인용자)

이 글에서 선우전은 현대의 사회운동을 사회개랑주의, 사회복고주
의, 현상유지주의, 사회방임주의, 사회혁명주의 등 다섯 가지로 분류
한 뒤 사회개량주의와 사회혁명주의가 가장 큰 세력으로 대두하고
41) SWJ生, 「사회운동의 역사적 관찰과 현대사회운동의 일대진전」, 『개벽』
12호(1921. 6), 26면.
42) 위의 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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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서술했다. 이 두 사상은 모두 19세기 말 독일에서 일어난 신
사회운동으로 칼 맑스의 유물사관을 그 토대로 하고 있는데, 필자 선
우전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개량주의이다. 여기서 맑
스의 유물사관과 칸트의 유심주의가 절충되어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
되는 독일의 사회개량주의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폭력혁명을 지
양하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점진적 변혁을 지향한 수정주의를
일컫는다. 그리고 이것에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 바로 선우전이
‘
칸트의 유심주의에서 진화된 純正學派’
라고 설명한 신칸트주의였다.
역사적으로 독일의 신칸트학파는 유물론과 실증주의에 맞서 독일
지식인들이 갈구한 ‘
문화가치’
의 희망을 짓밟아버린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 일로에 들어섰고 연이어 맑스주의가 칸트적 틀을 넘어선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그 수명을 다한 것으로 설명된다.43)
그러나 가라타니 고진에 의하면 신칸트학파의 헤르만 코헨은 칸트
철학에서의 ‘
인격’
의 가치를 사회주의적 맥락 안에서 부활시켜 칸트
야말로 독일 사회주의의 진정한 창시자라 칭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가라타니 고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칸트의 도덕론은 근본적으로 역사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의
인격 및 모든 타자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항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행위하라”는 도덕법칙이 역사적으
로 실현되어야 한다44) 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연사적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일찍이 신칸트학파의 헤르만
코헨이 주의한 것처럼 칸트가 여기에서 ‘
뿐만 아니라라고
’
말하고 있
는 것이 중요하다. 칸트는 생산과 생산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인격적 관계는 寺院이나 학생 기숙사
43) 미야카와 토루아라카와
?
이쿠오 엮음, 앞의 책, 154~155면.
44) 그러나 칸트 연구자들은 칸트의 격률을 ‘
인간성을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 번역한 가라타니 고진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인간성을 수단으로 “
뿐만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
인격을 “수단으로도”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칸트는 어떤 경우에라도 인간성은 결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
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칸트 연구자들의 기본적 시각임을 여기서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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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그들은 信者나 부모를 ‘
수단으
’
로 삼고 있다. 칸트적 윤리학이 경멸당하는 경향은 ‘
뿐만 아니라를
’
‘
가 아니라로읽어왔기때문이다
’
. ‘
목적의 왕국은물질적이고경제적
’
인 기반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곳의 ‘
인격주의’
는 단지승려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헤르만 코헨은 칸트
를 ‘
독일 사회주의의 진정한 창시자라고
’
불렀다. 실제로 코뮤니즘은
타자를 수단으로 하면서 또한 목적으로 대하는 사회가 아니면 안 된
다.45) ( 강조- 인용자)

독일의 사회개량주의는, 의회정치에 의해 점진적으로 사회개혁을
함으로써 사회주의를 실현하자는 영국의 페이비언주의와 칸트의 理
想主義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주의적 휴머
니즘이란 바로 타인의 인격을 수단으로 ‘
뿐만 아니라’목적으로 대하
라는 칸트의 격률을 의미하는데 이같은 칸트의 ‘
인격주의’
를 사회주
의 속에서 되살린 것이 바로 신칸트학파의 공적이라는 것이다.
선우전이 주목한 점도 바로 이 대목, 즉 칸트의 이상주의와 맑스
의 유물론의 절충조화였고 그가 사회개량주의라는 새로운 사조의 탄
생 배경과 철학적 특성을 공들여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돈화와 함께 『개벽』의 대표적 필진으로 손꼽히는 김기전 역시
당시의 사회운동을 사회개량주의와 사회혁명주의로 대별하는데 그
어느 것도 조선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음을 강하게 비판한다. 즉
“노동대회니 노동공제회니 혹은 사회개량주의니 사회혁명주의니 하
여 선전하는 말을 굉장하나 실제로는 소작인 문제 하나도 개선되지
못하얏스며 자유, 평등, 천부인권설은 사람사람이 보통으로 하는 말
이나 실제로는 가정가정의 자녀해방도 되지 못하얏스며 기타 무엇무
엇이니 하야도 사회의 실제 이면은 옛날 그대로 잇다”46)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신칸트학파가 되살린 칸트의 ‘
인격주의’
가 ‘
사회주의의
’
대의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예로 정규선의
글을 들 수 있다. 정규선은 소득분배의 공평만으로는 인류사회의 연
45) 가라타니 고진, 『윤리 21』, 송태욱 옮김, 사회평론, 2002, 216면.
46) 김기전, 「靑天白日下에서」, 『개벽』 14호(1921. 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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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신이 발휘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내부로부터 소득욕,
재산욕 등을 제어하고 “우선 인생 본성의 진리와 우주○○의 영묘를
각오케 하고 창조적으로 자기 인격의 향상을 도모”해 “
전인류 일반
으로 성별 계급별 인종별 등을 초월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문화적 창
조행위에 참여케”하는 “무계급적 민중주의” “인류 공동의 理想사
47)를 지향하자고 했다. 전인류를 동포시하는 근본정신이 아니라
회”
면 아무리 사회 제도의 외형을 고치고 경제생활의 자유를 얻는다 하
더라도 도저히 인류 공동의 理想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
히 필자는 맑스의 공산주의가 지닌 한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면서
무계급적 민중중심의 理想的 사회라는 모델을 제시한다.
‘
가-로 맑스가
’ < 공산당의 선언> 에 ‘
만국 노동자에 단결할지어다’
하고 절규하얏섯스나 此는 자본가의 專權亂暴이 太甚함에 대한 반발
적 대항으로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도전이엇다. 然이나 此를 광범
한 세계동포주의적 관념으로 논할진대 역시 계급적 徒黨的에 不外한
것이다. 사회주의는 즉 일반으로 초국가적 세계만국을 통하야 노동자
외에도 각 민중의 연대사회를 건설코자함에 노력할 것이다.48)

이상의 논의를 통해 신칸트학파의 磁場안에 놓인 『개벽』의 사상
적 흐름은 일본에 정착된 문화주의와 그들의 전통 속에서 무르익은
개인적 수양론에 한정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맑시즘의 거센 반격 속에서도 화석화된 칸트의 ‘
인격’개념에 숨을
불어넣어 폭력혁명에 맞서는 이상적 사회주의 건설론에 일조한 독일
의 신칸트주의는 『개벽』 필진들에게 사회개량주의 혹은 무계급적
민중중심의 이상적 사회라는 또 하나의 理想을 심어 주었던 것이다.

3. 문화주의와 문화운동의 관계
47) 정규선, 「개조문제에 관여하는 사회연대의 정신」, 『개벽』 27호(1922.
9), 33면.
48) 위의 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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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인도의 정신이 실현되어 마침내 도덕이 승리하는 세계가 도래
할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을 선도하는 理想으로 지속되기에는 객관적
정세가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했다.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문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문화주의의 대의는 1922년을 전후하여 일
본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
사회혁명주의에
’ 입각한 ‘
계
급운동’
의 열기 속에서 점차 빛을 잃기 시작했다. 또한 세계는 아직
정의인도의 원칙이 아닌 생존경쟁의 법칙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기에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
실력양성운동’즉 ‘
문화운동을
’ 통해 자본주의
문명을 수립하자는 쪽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역시 피할 수 없었
다.49)
여기서 우리는 사상으로서의 문화주의와 실천으로서의 문화운동이
‘
문화’
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혼란에 대해
잠깐 짚어보아야 한다. 현철의 글에도 나타나듯 『개벽』의 문화주의
에서 ‘
문화’
는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예술, 도덕, 법률 등 정신적 가
치로 가득 찬 ‘
현실과
’ , 그러한 가치 평가의 주체로서의 ‘
인격(혹은
정신)’
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문화주의의 본질을 영육일치에서 찾고
있는 현철의 글은 ‘
문화’
에 대한 개념 정립에서부터 시작한다. 현철
은 독일의 ‘
Kultur쿠르트르는
’ 희랍의 영육일치에서 발생한 개념으
로, 문화에는 개개의 인격이라는 요소와, 예술과학도덕종교
? ? ?
등 정신
50)
적 산물이라는 두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근에 제창하는 문화주의를 일부의 사회주의자와 가티 물질로만
보던 것도 오류인 동시에 ‘
오이켄’
과 가티 정신운동의 전부로 보는
것도 ? 한 오해”51)라고 하였다.
결국 『개벽』필진들이 이해하는 ‘
사상으로서의
’
문화주의는 분명
‘
인격’
이나 ‘
가치’‘
理想’
과 같은 ‘
정신적
’ 측면을 중시하는 철학의 한

49) 박찬승, 앞의 책, 203면.
50) 현철, 「문화사업의 급선무로 민중극을 제창하노라」, 『개벽』 10호
(1921. 4), 110면.
51) 위의 글,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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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었다. 따라서 ‘
문화운동’
과 ‘
문화주의에서
’
공통적으로 쓰이는
‘
문화’
라는 개념의 외연과 내포가 설령 동일하다 하더라도 ‘
문화’
라는
개념이 『개벽』의 ‘
사상적’측면에 관여했느냐 혹은 ‘
실천적’차원에
관련됐느냐에 따라 그 지향점은 전혀 달라지게 마련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년회 운동 , 교육진흥운동, 경제적 실력양성
운동으로서의 물산장려운동 등을 가리키는 이 시기의 ‘
문화운동은
’
칸트 및 신칸트주의의 영향 아래 형성된 ‘
문화주의(인격주의)’
보다는
니체의 ‘
力萬能主義’‘
강력주의’사조에 힘입은 바 크다. ‘
문화주의는
’
‘
문화운동의
’ 한 지류라는 견해52)나 ‘
문화운동’
의 주도이념을 ‘
문화주
53)
의’
로 평가 하기 힘든 것도 이 때문이다.
김기전의 「계명이기(鷄鳴而起)하야」라는 글에서는 理想으로서의
‘
문화주의와
’ 실천으로서의 ‘
문화운동’
의 개념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
다. 이 글에서 김기전은 약자인 우리는 오로지 자강불식해야 한다면
서 力과 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구주대전의 종결과 共히 평화의 暖流가 세간에 漲溢하고 정의인도
의 규호가 四處에 喧藉하며 문화주의와 선전이 繼하매 우리형제의 대
다수는그원인과결과, 혹은 표면과 이면의 여하한 것을 不究하고 但
曰 평화주의, 但曰 정의인도, 但曰 문화문화 하야 그 調子가 正히 이
제는 약육강식의 이십세기 원칙도 잇고 適者存不適者亡의 자연계 理
法도 잇고 自助者天助之의 금언도 생각지 못하는 것갓다. [⋯] 이민
족의 압박하에 신음하던 약자는 그동안 고초를 당한 대가로써 스스로
무슨 희망이 잇슬 것가티 사유하며 각국이 평화하고 도덕이 세행하는
금후의 세상에는 비록 부적자일지도 서로 번갈아 포옹하야주는 사람
속에서 돌이어 귀여움을 바들 것가티 공상하며 향후 지금은 문화제일
의 시대라 하야 물질문명의 폐를 濫說하며 [⋯] 성장하기도 전에 노
성인이 되고저 하는 섭섭한 경향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54) ( 강조인용자)

52) 최수일, 앞의 논문, 96면.
53) 박찬승, 앞의 책, 180면.
54) 김기전, 「계명이기( 鷄鳴而起) 하야」, 『개벽』 7호(1921. 1),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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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 김기전은 인도정의와 같은 인류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
문화주의’
가 마치 실력이 없는 약자일지라도 저절로 행복
해지는 평화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 즉 정신적 가치가 제일이라 하여 아직 발전
단계에 있는 물질문명의 폐해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는 폐단에 대
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회사를 설립하고 신문잡지를 간
행하며 각종 단체를 결성하는 ‘
문화운동’
을 통해 ‘
力’
과 ‘
富’
를 키워
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운동에서의 부화뇌동이나 혹세무민을 경
계하면서 “오즉 부지런하며 대담하며 生生하야써 종교로나 산업으로
나 지덕에나 예술에나 내지 사상습관에 至하기? 지 인류최고의 文明
을 수득”55)하자고 강조한다.
정신적 가치에만 무게중심을 두어 편파적으로 이해된 문화 혹은
문화주의가 약소국에 끼칠 수 있는 폐단을 현실적 문화운동으로 극
복하자는 이같은 주장은 『개벽』의 여러 필진들이 내는 공통적인
목소리였다. 이는 “
추상적으로 말하면 정의인도의 발현이오 평등자유
의 목표라 하겟고 구체적으로는 强弱共存主義 病健相補主義”56)라 할
인류의 理想은 현실적 위력을 지닌 군국주의와 자본주의 앞에서 무
력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박달성의 「동서문화상에 현(現)하는 고금의 사상을 일별하고」는
정의인도평등의 化身이라 여겨졌던 국제연맹과 미국에 대한 실망감
을 감추지 못하는 글이다. 여기서 박달성은 “
인도니 정의니 先唱大揭
하던 미국으로서 국제연맹은 웨 탈퇴하얏스며 군비문제는 웨 가세가
되며 黑國의 민족은 웨 眼下로 視하고 잇는가”라면서 “인도주의—물
론 조타. 그러나 생존을 경쟁하는 인류사회 아니냐”반문한다. 그러
면서 평화니 인도니 함은 약자를 위한 위로에 불과하고 “强者善 弱
者惡은 만고의 불변”57)이라 서술했다. 이어 니체의 강력주의와 톨스
55) 위의 글, 8면.
56) 「세계를 알라」, 『개벽』 창간호(1920. 6), 7면.
57) 박달성, 「동서문화상에 현(現)하는 고금의 사상을 일별하고」, 『개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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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이의 인도박애주의를 각각 설명하면서 오늘날 세계는 결국 니체의
역만능주의가 승리한 듯하다고 진단했다.
현재를 모순시대에서 정의시대로 나아가는 과도기라 진단한 정창
선 역시 개조를 이루려는 현대인이 가장 주목할 것은 무엇보다도 현
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
理想的이니 주지적이니 ? 드는 것
보다도 우리에게 박두한 생활문제, 그의 근본적 동기인 사회문제, 處
世間法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58)
『개벽』에 미친 니체 사상의 영향력은 상론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强者善 弱者惡으로 이해된
‘
니체의 강력주의’
가 실력양상운동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 것만은
확실하다. 이러한 사실은 유학생들의 사상방면을 ‘
실력주의와
’ ‘
강력
59)
주의로
’ 요약한 박춘파의 글 에서도 확인된다.
앞서 언급했듯 문화운동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문명 수립을 목
표로 한 운동이기에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주체에게는 미국으로 대표
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모순된 심리가 존재했다. 부국의 상
징인 미국은 식민지 조선이 따라야 할 선배인 동시에 황금만능주의
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이다.
『개벽』의 理想主義를 대표하는 이돈화조차도 미국의 패권이 현
실화되는 자본주의적 세계질서를 이해하고 경제에 대한 인식을 갖추
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개인이나 민족을 물론하고 그 개인이나 그
민족이 장래 위대한 발달을 遂코저하면 四大 원동력의 本源을 待치
아니하면 불가하나니 四大원동력이라 함은 곧 體力 富力 知力 德
60)이라는 것이다. 지덕체라는 비교적 익숙한 가치에 ‘
力”
富’
라는 새
호(1921. 3), 25면.
58) 정창선, 「과도기에 입(立)한 여( 余)의 신운동」, 『개벽』 9호(1921. 3),
60면.
59) 박춘파, 「일본 동경에 유학하는 우리 형제의 현황을 들어써」, 『개벽』
9호(1921. 3), 83면.
60) 이돈화, 「생활상으로 觀한 경제관념의 기초」, 『개벽』 11호(1921. 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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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요소가 추가된 것이다.
在미국 박노영의 「미국의 富를 소개하야 본국동포의 각성을 촉
함」, 유두찬의 「우리의 白衣문제와 금후 반도의 염색공업을 논함」
이라는 글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두드러진다. 특히 “
현금 왼 사회에서
문화니 인도니 정의니 하고 굉장히 ? 들지만은 그것은 전혀 일시적
표어에 불과할지며 결국은 亞米利加의 황금만능주의에 귀결될 것가
티 생각된다”61)는 유두찬의 지적은 눈여겨 볼 만하다.

III. 결 론
이제까지 『개벽』에 미친 신칸트주의의 영향을 개조주의, 문화주
의, 인격주의, 사회주의 등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
신칸트주의= 문화주의=개인적 정신개조(수양)’
라는 일본 문화주의의
특수성을 식민지 조선의 사상계에 그대로 기입하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개벽』은 동시대 어느 잡지보다도 왕성하게 서양철학을 흡수, 소
화하는 데 전력을 다한 잡지라고 할 수 있다. 철학적사상적
?
방면에
있어서의 이러한 다양성이 일견 혼란과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
일 수는 있을지언정, 사상의 수용, 이해, 해석, 재창조를 위해 『개
벽』필진들이 벌였을 고투를 생각한다면 『개벽』의 서양철학 수용
양상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1) 유두찬, 「우리의 백의(白衣)문제와 금후 반도의 염색공업을 논함」, 『개
벽』 11호(1921. 5),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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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doption of Neo-Kantianism in
Kaebyeok
Son, You-Kyung

This study deals with the adoption of neo-Kantianism in
the journal, Kaebyeok, which can be characterized by its
active introduction of western philosophy and thought into
Korea in the 1920’
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how the relationship
of Japanese culturalism with German neo-Kantianism had
direct influence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culturalism. This study, on the other hand,
attempts to foreground the specificity of the social
historical context in which Kaebyeok independently
introduced Japanized western ideas, although most of
western
philosophy
including
neo-Kantianism
was
introduced into Korea via Japan at the colonial period.
I conclude that Korean culturalism in Kaebyeok is
distinguishable from Japanese culturalism; the former has
an implication for ‘
social’meaning of equality between
people while the latter is closely connected with
‘
individual’values such as in mental training or character
building.
Keywords:

Kaebyeok,

reconstruction/reconstructionism,

neo-Kantianism, reformism, culturalism, cultural movemen
t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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