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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동농 이해조 문학 연구
- 전대(前代) 소설 전통의 계승과 

신소설 창작의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

이해조는 그 생애나 사상적인 지향에 있어서 절충적인 작가로 규정될 
수 있다. 왕족의 방계이자 한학적인 전통 내에서 성장한 그의 면모를 살
펴보게 되면 그가 몇 가지 이념적인 지향을 날카롭게 벼리고 나아간 것
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순되고 충돌되는 지점들이 결합과 중첩하는 방식
으로 삶과 창작적 지향성을 형성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
서 이해조라는 작가의 전모를 밝히고자 하는 작가론적인 접근에 있어서 
한, 두 가지 방법론에 기반한 접근 방식은 필연적으로 그 한계를 보도록 
되어 있다. 특히 생애에 대한 부분만 하더라도 그의 삶은 개화기 지식인
으로서 주로 <자유종>에서 설파했던 계몽적인 이념의 나열로 갈음되지 
않는다. 하마터면 폐할 뻔했던 왕족의 후예로서, 혹은 근대학교의 설립
과 운영에 관여했던 교육자로서, 신문에 소설을 끊임없이 연재했던 소설
가로서, 개화기 협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정치가로서 면모들이 
중첩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해조가 소설을 
창작하게 된 계기에 대한 해명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그의 문학사적인 위치를 재고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본고의 2장에서는 이해조가 개화기 소설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 
제국신문에 소설을 연재하기 전 그의 생애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해명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이해조에 관한 작가론적인 접근에
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이해조의 1907년 이전의 생애에 대해 주목
하여, 그가 고향인 포천에서부터 서울로 이주해와 관직을 경험하고, 근



대 교육에 대한 신념을 통해 점차 당대 지식인 사회에 편입되어 가는 과
정을 통해, 그가 언론, 출판,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경험을 통해 소설이
라는 글쓰기 양식을 택하게 되기까지의 계기와 그가 견지했던 사상적 배
경에 대해 해명해보고자 하였다.

이후 3장에서는 한문단편 <잠상태>로부터 시작된 그의 창작적 이력
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한국에서 
비교문학의 초창기에, 그리고 최근에 다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이해
조의 소설과 명대화본소설(백화체 한문단편) 사이의 관련성을 종합적으
로 살펴보았다. 특히 지금까지 몇몇 사례로만 알려졌던 이해조의 소설과 
명대 백화한문단편 소설집인 금고기관에 실린 단편들 사이의 관련성이 
실제로는 이해조 소설 전반에 이를 만큼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비교문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확인해보았다. 이를 통해 이해
조가 일본의 정치소설 혹은 서구의 소설의 영향을 받아 소설을 창작한 
이인직과는 달리, 중국의 한문단편소설을 고전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가 소설 서사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원
리가, 전대의 소설의 이야기적인 전형을 차용한 뒤, 여기에 새로움을 더
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다시쓰기의 서사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
을 살펴보았다.

4장과 5장에서는 바로 이해조의 다시쓰기의 서사적인 전략 중 첫 번
째로 이해조 소설에서 전대의 소설에 담긴 이야기적 전통에 계몽적인 주
제의식을 접합하는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서 4장에서
는 이해조가 당시 <자유종>이라는 소설을 통해 연설이라는 언술양식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 <자유종>이라는 연
설체 소설의 기원이 동시대의 사상가이자 연설가였던 안국선과 이해조의 
인간적인 교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해보았다. 이 연설이라는 언술 양
식은 초반부 이해조의 소설 작품에 주제의식을 확립하는 역할로 차용되
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5장에서는 이해조가 역시 낡
은 이야기 전형 속에 어떠한 새로운 이념을 담아내고자 했었는가 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로 그가 1908년 무렵, 번역을 하다가 중단한 ｢
윤리학｣이라는 글에 주목하였다. 이 ｢윤리학｣이라는 글은 이해조가 당대 
일본의 심리학자의 저서를 번역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고에서는 동시
대 일본에서 윤리학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바를 살펴봄으
로써 이를 통해 이해조가 윤리학의 정립을 통해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소설 속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6장에서는 앞서 제시했던 다시쓰기의 서사적인 전략 중 두 번째로 이
해조가 자신의 소설에서 근대적인 문물을 묘사하고 자신의 시대와 그리 
멀지 않은 시공간을 배경으로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묘사적 태도를 확립
하고 동시대적인 시공간 감각을 강화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보았다. 이
러한 이해조의 글쓰기 방식이 그가 연재하고 있던 매일신보의 신문 기
사 글쓰기 관습의 변모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가 하는 사실을 통해 그가 
소설을 통해 구축한 소설적 실감이 신문 사회면의 글쓰기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 신소설, 이해조, 다시쓰기, 윤리학, 사실성, 계몽성
학  번 : 2002-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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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기존 연구의 검토와 문제제기

지금까지 개화기에 등장한 ‘신소설’이라는 양식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주로 한국에서 전근대적인 문학적 전통으로부터 탈피하여 근대적인 문학
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어서 그러한 이행의 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해명의 차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조선
의 정치적인 통치 이념이자 개개인들의 생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었던 유교적인 윤리의식이 와해되고, 조선이래로 내려왔던 제반의 제도
들이 대한제국의 성립 이후 일신되는 과정 속에서 근대적인 문학 양식들
이 어떠한 배경에서 출현하였고 어떠한 시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겠
는가 하는 바를 해명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이미 주지
의 사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한문 중심적인 
문자 독점의 경향과 폐쇄적인 친밀성을 바탕으로 ‘문(文)’이라는 관념으
로 대표되는 완고한 글쓰기적인 전통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
한 글쓰기적 전통이 와해되고 서구로부터 경험된 계몽성, 자율성, 흥미
성 등의 새로운 글쓰기의 이념들이 얽혀 혼재되고 있던 양상이 바로 개
화기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 무렵 등장했던 여러 가지 글쓰기 양식들 
중에서도 ‘신소설’이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내용적으로는 조
선시대의 저류를 흐르고 있던 방각본과 같은 구소설의 전통을 직접적으
로 계승하는 것이면서, 그 서사구조 속에 계몽성과 같은 새로운 글쓰기
적인 이념들을 표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소설’은 바로 개화기의 글
쓰기적인 현실 속에서 익숙함과 생경함을 동시에 내포하면서, 매체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근대적인 미디어인 신문과 출판 인쇄물을 통
해 다수의 일반 독자 대중들에게 읽히게 되면서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파급력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신소설’은 그 명칭에서부터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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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문학적인 양식과는 단절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담고자 하
여 구(舊)와 신(新)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시대적인 관념을 상징적으로 
표방하고자 했던 양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로운 문학 양식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대 이행기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전대 소설의 잔
재로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 소설에는 미만한 과도기적인 양식으로 간주
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신소설’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의의를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의 경향은 
대체로 김태준과 임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 
김태준은 ‘신소설’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그것이 표방했던 구
(舊)/신(新) 사이의 이항대립으로 파악하여 전대의 한문소설로부터 구미 
일본 문예를 모방하여 새로운 문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본다.1) 그는 
신소설의 문예사적인 성취를 대략 언문일치의 문체나 서사와 묘사적 기
법의 확립 등으로 파악하면서 이를 자발적인 것으로 보기 보다는 모방적
인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 신소설의 새로움을 전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된 
문예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의 시초를 이루고 있다. 임화는 이러한 김태
준의 견해를 더욱 강화하여 이를 단지 문예사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념과 문학의 역할 문제로 환치하여, 신소설이라는 양식의 
문제를 근대 문학, 즉 근대적인 정신과 근대적인 형식의 충족과 같은 시
대적인 수준의 문제로 간주하였다.2) 김태준과 마찬가지로 한국 근대 문
학의 형성과정을 서구 문예에 대한 모방과 이식으로 보았던 그가 ‘신소
1) 김태준, 조선소설사, 淸進書館, 1933, 177면, “中國式의章回小說만으로도 滿足

할수없으니 說話의趣味를 좀더 豊富하게하며 言文一致의文體로서 어떤한개事件
을 取扱하야 그事件의推移를딸아 瞬間瞬間의行動과對話가지그대로 쓰는것이엿다. 
이는自發的이래기보담은 歐米日本文藝의模倣이엿다. 그리하야 古代小說 (舊小說) 
에對하야 新小說이라고불럿다.”

2) 임화는 김태준의 신소설에 대한 인식을 더욱 구체화 하여 근대 문학 자체를 근
대적인 정신과 근대적인 형식을 갖춘 질적으로 새로운 문학으로 규정하였다(임
화, ｢개설조선신문학사｣, 김외곤 편, 임화전집 2, 박이정 출판사, 2001, 81면). 
임화는 이러한 관점 하에, 신소설로부터 근대소설로 이어지는 명료한 발전 도식
을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인직이 신소설 작가 중에서 구소설적 양
식적 영향을 떠나서 객관 소설의 신기원을 개척하고 권선징악 설화가 아닌 신소
설을 쓴 유일한 작가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위의책,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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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라는 양식을 모방과 이식의 과정을 통하여 모더니티의 중심으로 나
아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정신(신분계급의 타파)이라든가 근대
적인 형식(언어, 기법)의 충족에 있어서 근대소설에는 미치지 못하는 과
도기적인 문학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노정했던 것은 어느 정
도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서구의 문예이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연한 결절들과 착종들을 통해 새롭게 구축될 수 
있었던 다방향적인 근대적 이념들의 가능성을 논외로 하고, 이를 서구적
인 근대를 중심으로 재편된 일방향성의 시간성에 고착시켰다는 비판이나 
이후 한국에서 한참동안 이어진 ‘서구’와 ‘근대’에 긴박된 문학담론의 중
심에 놓여 있었다는 비판 역시 면하기 어려운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화의 문학사적인 인식이 서구 중심의 모더니티적
인 체제의 구축과 그 속에서 근대 문학의 존립 문제라고 하는 시대적인 
요청에 대해 예민하게 지적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
다.

또한 이인직, 이해조, 최찬식 등 개화기 신소설을 창작하였던 개별적인 
작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비교 작업을 통해 이후 해방 이후 본격
적으로 이루어진 신소설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한 것 역시 중요하게 언급
해둘 필요가 있다. 그는 개설조선신문학사에서 이인직이 순수한 의미
의 현대 작가라면, 최찬식은 대중 작가이고, 이해조의 경우, <자유종>
이라는 정치적 소설 1편을 제외하고는 전통적 작가라고 규정하면서 대
표적인 신소설 작가들의 성격에 대해 규정하였던 것이다.3) 그는 구체적
으로 이해조가 경성어의 구사에 있어서는 능숙하고 정교하였으나 권선징
악의 낡은 소설적 방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작가로 이인직에 필적하기 어
렵다고 결론지었다.4) 물론 그의 문학사적 평가가 언어적 형식에 있어서 
서구 소설의 이념적 형태에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가 하는 바와, 작품 속
에서 정치적인 의식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기준에 의거하는 것

3) 위의책, 215면.
4) 위의책,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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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음을 감안한다면5) 그가 근대 문학에 가장 가까운 창작을 행했던 작
가로 이인직을 들고 있다는 것과 이해조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못한 사실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의 관점에서 본다면 작가로서의 
이해조는 소설 형식상으로는 ｢혈의누를 통해 예민한 근대적 소설 형식
의 실천을 보여주었던 이인직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정치적인 의식으로 
보아도 이인직과 최찬식의 사이에 끼인 존재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

해방 이후, 국문학계에 있어서 신소설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성은 앞선 
김태준, 임화가 설정해두었던 서구 근대 문학의 이념적 지향성에 긴박된 
문학사적 인식의 연장선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로 규정
될 수 있다. 특히 전광용의 경우, 신소설 작가의 생애에 관심을 가지고 
작가 연구를 시작하였던 한편, 신소설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했던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앞서 임화가 구체적인 
텍스트 보다는 근대 문학에 대한 이념적 지향성을 통해 예단한 바 있었
던 신소설에 대한 평가를 실제적인 작가론6)과 작품론7)이라는 문학 연
구 방법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이인직이나 이
해조, 최찬식의 생애를 통해 작가적인 사실에 접근하면서, 실제적인 작
품 텍스트들의 구조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행하였다.8) 이러한 전광용의 
연구는 신소설을 창작했던 작가들의 생애와 작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
구에 천착했다는 점에서 이후 신소설에 대한 작가론적인 연구의 전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전 시대 임화가 구체적인 텍스트 보
다는 근대 문학의 정신과 형식에 근거하여 평가했던 도식적인 문학사적
5) 위의책, 214면.
6) 전광용, ｢李人稙硏究｣, 논문집 6, 서울대학교, 1957, 157~254면(전광용, ｢이

인직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56).
   ______, ｢新小說과 崔瓚植｣, 국어국문학 22, 국어국문학회, 1960, 35~37면.
7) 전광용, ｢新小說 昭陽亭 攷｣, 국어국문학 10, 국어국문학회, 1954, 6~9면.
   ______, ｢鴈의聲 攷｣, 국어국문학 25, 국어국문학회, 1962, 165~178면.
   ______, ｢<枯木花>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71, 국어국문학회, 1976, 

137~151면.
8) 전광용, ｢신소설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3.



- 5 -

인 이해의 간극을 작가의 생애와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분석으로 채우고
자 했던 시도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개화기의 작가들의 경우, 작
가적인 생애나 작품들에 있어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생애나 작품 목록
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에 초석을 놓았
던 전광용의 연구의 위치는 더욱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 이루어진 송민호의 연구9)의 경우, 이인직의 ｢혈의
누｣ 이전 신문에 연재된 소설을 일별하면서 고전 소설들과 신소설 사이
의 경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연
구는 기존에는 그다지 언급된 바 없었던 신소설의 출현 이전 주로 번역
되어 신문에 연재되었던 한문소설들에 주목하면서 신소설 출현의 기원에 
대해 시각을 확장하도록 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확장된 시각에 비해, 그의 연구는 신소설의 구체적인 작품 텍스트를 분
석하는 데 있어서는 구소설적인 요소와 신소설적인 요소를 구분하고 ‘신
소설’의 독자적인 위치를 규정하고자 시도함으로써, 근대 이행기에 있어
서 내재적으로 연속적인 관점 보다는 단절적이고 발전론적인 관점을 택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신소설이 갖는 문학사적 성격을 전대의 고전소설의 주제 요소들
의 계승과 극복 과정으로 보았던 조동일의 연구10) 역시 비슷한 시기의 
연구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신소설 속에 담긴 주제라든가 
그것이 구현하고 있는 삽화, 구성 등이 전대의 귀족적 영웅소설의 그것
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대의 문학사 
논의에서 결국 넘어서기 어려웠던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의 단절적인 인
식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11) 특히 신소설이라는 문학 

9) 송민호, 한국 개화기 소설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5.
10) 조동일, 新小說의 文學史的 性格-前代小說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7(개정판 1998), 40~127면.
11) 조동일은 신소설이 전대의 판소리계 소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향유하는 계층

의 분화로 인해 표면적인 주제와 이면적인 주제가 단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만 그 내용은 아주 다르다고 판단한다. 즉 신소설은 개화사상을 전하는 소설이면
서 흥미본위의 상업적 소설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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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이 근대의 정치사회적인 변모와 함께 이질적인 요소로 구축된 것만
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대의 소설 요소들로부터 폭넓게 영향을 받아 형성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그의 일련의 작업은 이후 신소설과 전
대의 소설들 사이의 주제적인 관련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에 시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거론한 바와 같이, 1970년대 무렵 이루어진 신소설에 대한 
초창기적인 연구들의 경우, 이전 세대에 의해 과도기적인 문학으로 폄하
되었던 신소설의 문학적 실체를 발견하고 고전문학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문학사적인 위치를 발견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 신소설에 대해 이어진 연구들의 경우, 이러한 초창기적인 연구들의 
계승적 관점 혹은 경향들의 혼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그 의미
가 규정될 수 있다. 우선 김윤식의 경우, 신소설의 성격을 일본 정치소
설의 결여적인 형식으로 규정하면서 이인직의 ｢혈의누｣가 개화기 한국에
서 존재하지 않았던 ‘정치소설’에 미달하는 소설 양식이었던 것으로 파
악한다.12) 이는 이전 임화의 문학사적인 인식, 즉 서구와 일본 문예 이
론의 이식과 수용 과정으로 신소설의 문학적 양식을 규정하고자 했던 시
도의 구체화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는 특히 개화기 현실에서 이인직이 
취했던 정치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신소설이 갖는 근대 문학적인 면모
를 다름 아니라 정치성의 실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개화기 당시 
신소설이 사회진화론의 수용 등을 통해 담지하고 있던 현실 인식의 태도
와 계몽주의적인 관점이 무리하게나마 일본 정치소설의 정치성으로 환원
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관
점만으로 이인직의 ｢혈의누｣ 외의 신소설의 위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
가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

한편, 개화기 신소설의 일본을 경유한 서구 문예의 이식 및 수용으로 
른다면 신소설은 어느 것이나 개화사상을 주제로 하는 교술적인 소설이며, 금수
회의록이나 자유종은 그러한 교술적인 기능이 강조된 것으로 이해된다(위의 
책, 144~147면).

12) 김윤식,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로서의 신소설｣, 한국학보 31집,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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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관점이 주로 텍스트로 삼았던 작품이 이인직의 그것일 수밖에 없었
던 것에 비해,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이해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것 역시 거론해둘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개별 작가로서의 이해조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자생적인 근대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의 실천적인 양상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원식
과 이용남의 경우, 앞선 전광용의 연구 흐름을 확장하는 관점에서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이해조에 대한 새로운 작가적인 사실을 밝히고 작품 텍
스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작가로서의 이해조의 면모를 총체적으
로 밝히는 데 주력한다. 이용남의 경우, 이해조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
여 그의 작가적인 생애의 다양한 면모를 밝히고 그 소설 서사적인 면모
를 중심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13) 최원식의 경우, 이해조가 한학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전대 조선의 소설들을 양식적으로 참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국계몽적인 주제의식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
다.14) 특히 최원식은 그동안 이인직과 대비되어 ‘전통주의’로 폄하되던 
이해조 소설의 사상적인 배경을 전대의 전통과의 연결적인 관점에서 새
롭게 규정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는 신소설의 위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일본을 매개로 한 서구와의 관
련성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연구 경향으로부터 탈피하여, 기존 조선에 존
재해온 소설적 전통과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진작부터 중국의 영향을 통
해 형성된 한문소설의 전통과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번안 양상을 살피고
자 했던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한 비교문학적인 흐름15)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16) 나아가 최원식은 신소설 이해에 있어서 친일과 애국이라는 
13) 이용남, 이해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82.
    ______, 신소설의 갈등양상 연구-이해조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1986.
14) 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과 비평사, 1986.
15) 서대석, ｢신소설 <명월정>의 번안양상｣, 국어국문학72, 국어국문학회, 1976, 

327~331면.
이혜순, ｢신소설 <행락도> 연구｣, 국어국문학 84, 국어국문학회, 1980, 

102~119면.
16) 신소설의 고전소설 번안 양상을 연구한 최근의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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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준을 끌어들여 작가로서의 이해조의 위상에 대해 기존의 평가
와는 대비되는 새로운 평가를 시도한다. 요컨대 이 시기 무렵 이해조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은 한편으로는 신소설의 실질적인 위치를 구명하고자 
하는 전대의 연구 경향의 연속적인 관점에서 이인직으로 대표되는 일본
을 매개로 한 서구 문예의 이식과 수용 경향에 대한 반발과 비판으로 이
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원식이 이해조 문학뿐만 아니라 신
소설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확립한 ‘애국계몽성’이라는 기준은 임화의 
근대/반근대라는 시대적인 이해의 틀을 일신하기보다는 민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성으로 환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식민지의 기억과 경험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의 구축과 강화는 어느 정도 필연적인 면이 없지 않다고 할 때, 
이인직에 대비하여 이해조에 대한 평가가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이를 친일과 애국이라는 새로운 정치성으로 환원하는 태도에는 
결국 한계가 뒤따르기 마련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들의 한계는 신소설에 있어서 여전히 작가 중심
의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신소설 작가들 개개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이 많다는 점은 각각의 작가들의 사상적 배경과 창작된 소설 텍스트 사
이의 관련성을 파악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의미가 되고 있기 때문이
다.17) 그런 의미에서 이인직과 이해조, 안국선에 대하여 그동안 밝혀진 

    손병국, ｢<벽부용>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8, 
153~181면.

    ______, ｢<쳥텬일>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4,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 
81~105면.

    ______, ｢<원앙도>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253~278면.

    서혜은, ｢이해조의 <昭陽亭>과 고전소설의 교섭 양상 연구｣, 고소설 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41~74면.

17) 다지리 히로유키(田尻浩幸), ｢이인직의 도신문사 견습 시절｣, 어문논집, 안암
어문학회, 1993, 317~343면.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인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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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실들을 중심으로 생애의 다층적인 면모와 텍스트 창작의 제반
적인 조건들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조남현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
다.18) 문학 작품의 평가 기준을 외부의 정치적인 이념으로부터 차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생애와 창작한 작품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연
구를 통해 그 다층적인 면모를 밝혀낸 다음, 개별 작가와 작품들 연결하
고 종합하는 논리를 발견하여 새로운 평가의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개화
기 신소설의 작가 연구의 나아갈 바임을 제시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다.

한편, 이러한 작가 중심의 연구의 다른 한편에 개화기 형성된 근대 개
화 담론을 중심으로 신소설의 양식적인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는 시도들
이 존재한다. 특히 계몽 담론을 직접적인 언어로 투영하는 토론체 서사
에 대한 관심은 김중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되는데,19) 이는 신소설
의 양식적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의 하나로서 그것이 담고 있는 
계몽성을 연설과 토론의 양식적 특징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면서 이후 연
구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20) 또
한 개화기 당대의 국한문의 언어적인 구분에 주목하여 그러한 언어적 구
분이 개화담론의 배치와 형성에 기여했음을 드러내고자 했던 권영민의 
연구는 신소설이라는 장르적인 양식을 넘어 당대에 생산된 서사 양식들
이 국한문의 글쓰기가 혼재된 양상 속에서 개화담론의 표상과 전달을 담

18) 조남현은 이인직과 이해조, 안국선을 대상으로 그동안 축적된 다층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이인직의 경우, 부국담론의 언론인이자 합방론의 행동주의자로, 이해조
의 경우, 애국계몽운동가이자 작가, 유교주의자, 안국선은 정경지식인으로 규정하
고 있다(조남현, 한국현대작가의 시야, 문학수첩, 2005, 43~115면).

19) 김중하, ｢개화기 토론체소설의 연구｣, 관악어문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
학과, 1978.

20) 김주현, ｢개화기 토론체 양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김영민, ｢근대전환기 <논설적 서사> 연구｣, 동방학지 94, 연세대학교 국학연

구원, 1996, 169~203면.
    ______, ｢한국 근대 소설 발생 과정 연구｣, 국어국문학 127, 국어국문학회, 

2000, 313~334면.
    배정상, ｢근대계몽기 토론체 서사의 특질과 그 위상｣, 현대소설연구 28, 한국

현대소설학회, 2005, 7~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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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 있는 배경을 드러내는 방식으로21) 이후의 연구 경향의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권영민의 연구는 근대의 계몽적인 
담론이 매체와 언어 등의 조건들을 통하여 당대 서사 양식의 형성에 영
향을 주고 있는 방식에 대해 주목하면서 신소설의 장르적인 양식 규정 
보다는 개화기 서사 양식 전반이 담지하고 있는 계몽적인 담론을 생생하
게 드러내고 있다. 이후 계몽담론과 신소설의 서사가 결합되는 방식에 
주목하면서 신소설의 대중적인 성격을 논했던 김석봉의 연구22)나 개화
기 육체에 대한 근대적인 담론의 형성을 바탕으로 이를 신소설이 담지하
고 있는 계몽적인 담론과 맥락짓고자 시도했던 이영아의 연구23) 등은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면서 개화기 근대 계
몽적인 담론 내부에서 신소설이 배태되기 위한 역사적인 조건들을 재구
성하기 위한 시도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1) 권영민,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______, 국문글쓰기의 재탄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22) 김석봉, ｢신소설의 대중적 성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23) 이영아,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 인식과 형상화 방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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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각

지금까지 살펴본 개화기 신소설에 대한 연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적인 
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한국에 있어서 개화기라는 격변
의 시기에 신소설의 작가가 시대적인 현실과 대면하면서 창작한 작품들
의 가치를 근대성이나 친일/애국의 이념적인 기준에 의해 재단하지 않으
면서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개화기 문학 연구의 한 과제라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고, 그렇다면 작가가 처했던 시공간적인 다층성을 이
해하고 이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신소설에 대한 작가 중심의 연구가 여
전히 필요하고 또 유효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
가 중심의 연구는 단지 작가의 생애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만
을 발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각기 주어진 시공간적인 
환경 속에서 작가들이 창작적인 실천을 통해서 시대와 대면하면서 작품 
세계를 구축해나갔는가 하는 바를 총체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갖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문학사 내부에서 새로운 문학 평
가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인 작업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 개화기 신소설 작가들 중에서도 이해조에 대한 작가 연구에 
주목하고자 하는 까닭은 일차적으로는 동시대의 작가들 중에서 이해조의 
경우 이인직과 비교할 때, 아직 작가론적인 연구가 미진하여 그 생애에 
대한 연구와 평가 작업이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
이다. 이해조의 경우, 이인직을 제외하고는 여타의 개화기 작가들에 비
해서는 비교적 여러 번 작가론적인 연구의 대상이 된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 고리는 아직 결락되어 있는 바
가 많다. 대표적으로 비록 방계이나 왕족의 후예이자 한학적인 전통 내
부에서 성장한 이해조가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개화사상을 접하게 되었
고 그러한 계몽성을 담아내는 소설을 쓰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라든가 애
국계몽적인 지식인으로 활동하였던 그가 일제강점이후에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나 다름없었던 매일신보에 소설을 연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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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아직 해명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작가론적인 
접근이 이해조에 대한 작가적인 실체를 밝히는 작업에 도달하기 어려웠
다는 사실은 당연하게도 작가 이해조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유보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앞서 거론한 작가론에 입
각한 연구 중 최원식의 경우, 이해조의 작가적인 활동의 과정을 세밀하
게 추적하여 전반부 애국계몽활동과 후반부 친일에 가까운 활동으로 규
정하여, 애국으로부터 친일이라는 극적인 부침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
다.24)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이해조가 1907년 이후 활발하게 대외적인 
정치 활동으로서 협회 가입과 참여의 경험을 갖고 있었으나 일제 강점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의 매일신보에 소설을 연재했다는 불충분한 사실
적 구명으로부터 비롯된다. 이해조가 단지 1907년 무렵에만 정치적인 
활동에 매진한 것이 아니라 1901년 이후, 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 설
립과 국민교육회, 대한협회 등의 협회 활동에 매진해왔다는 사실을 추가
할 경우, 당시의 이해조의 활동을 단지 정치적인 부침의 과정으로 평가
할 여지가 다소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오히려 제국신문에 
연재된 소설들의 연재 순서라든가 변모 양상을 살필 경우, 이해조의 소
설 창작의 편력을 초기 계몽적인 관점에서부터 소설의 미적자율성이나 
새로운 윤리성에 대한 탐색으로 읽어낼 여지 역시 확보될 수 있는 것이
다. 또한 이용남의 연구의 경우, 이해조의 작가적인 면모를 신소설 작가, 
언론, 출판인, 애국지사, 교육자로 규정하고자 시도하면서 그의 개화기 
애국계몽적인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해조의 사상성에 대한 검토는 본고에서 이해조의 저작이 아닌 번역으로 
밝히고 있는 ｢윤리학｣의 내용에 대한 고찰로 일관하여 객관성을 잃고 있
다는 문제가 있다.25)

이상의 사례는 특히 개화기에 있어서 작가의 생애에 접근하여 작가의 
실체를 밝히는 연구가 시급하고도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

24) 최원식, ｢이해조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8~162면.
25) 이용남, 앞의글, 1982, 17~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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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선례가 된다. 어느 시대에나 작가와 작품의 문학사적인 평가를 위
해서는 작가 자신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의 확보가 우선시 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개
화기에 있어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문학사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작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애를 확인하고 이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꿰뚫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지금까지 이해조
에 대한 작가론적인 연구의 성과들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이해조의 1907년 이전의 행적을 중심으로 확인해보고자 한
다. 특히 포천에서 성장한 이해조가 서울로 옮겨 오게 되는 과정이 주로 
지리나 측량을 다루었던 대한제국 학부 주관의 양지아문의 직원이 되면
서부터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한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 이해조가 지
리학과 같은 근대적인 학문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다름 아니라 이 때문
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기존에는 1907년 광무사 활동
을 통하여 개화기 지식인 사회의 전면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이해조의 
행적을 보완하여 그가 1904년 이래로 낙연의숙(보광학교), 신야의숙, 돈
명의숙, 기호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교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한 바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의 견지하고 있던 계몽적인 의식
의 본령이 바로 근대적인 지식과 교육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보고자 하
였다. 이외에 이해조가 당시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조직이었던 국민교
육회의 일원이자 국민교육회가 설립된 배경이 되는 제임스 게일의 연동
예배당의 신자였다는 사실을 통해 그가 개화기 교육에 대한 투신과 관심
을 통해 협회 중심의 정치 활동으로 나아가게 된 배경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작가론적인 연구는 작가 이해조의 생애에 있어서 
그동안 결여되었던 부분을 밝히는 의미를 가진 것이면서, 이해조 소설의 
사상적인 배경이 되는 계몽적인 의식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는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그가 소설을 한창 쓰기 시작했던 1907년 무렵 그
의 주요한 신분이 제국신문의 기자가 아니라 돈명의숙의 숙감이었다는 
사실은 초반부 그의 소설이 내포하고 있는 계몽적인 의식이 교육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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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의 위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
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개화기 문학에서 작가 연구가 갖는 여전한 가
능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해조의 작가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이
를 그가 견지했던 사상적 배경과 작품에 대한 평가로 확장하는 작업을 
통해 그에 대한 새로운 문학사적인 평가를 기대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이해조의 작가적인 생애와 사상적 배경의 파악이 본고의 
일차적인 목표라면 이차적인 목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이해조의 창작적
인 방법론에 대한 해명이 된다. 이해조는 진작부터 ‘소설’이라는 장르적
인 양식을 민감하게 자각하여 그 가능성을 간파하고 있던 작가로 규정될 
수 있으므로 그가 상정하고 있던 ‘소설’이라는 관념이 어떠한 것이었는
가 하는 바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즉 개화기에 작품 창작 활동과 더
불어 신문사 경영, 극단 운영 등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행하여 전업적
인 작가의 면모는 분명하지 않았던 이인직에 비해, 이해조는 신문에 꾸
준하게 신소설을 창작하고 있었고 다양한 기회를 빌려 구소설과 신소설
의 체제상의 차이라든가 자신의 소설의 내용이나 기법 등 소설관에 대해
서 밝힌 바26) 있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해조가 서구의 근대소설
이나 일본의 정치소설을 의식하기 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었던 명청대의 백화소설의 전형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신소설의 형성 과정에서 전대 소설의 전형이 
일종의 보편적인 형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개화기 이후 문학의 제도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 이를 서구
의 ‘literature’의 번역으로 간주하면서, 일본을 경유한 서구 문예의 충격
으로부터 규정하고자 했던 최근의 여러 가지 시도들과 다소 거리를 두고
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중화(中華)의 영향 하에 놓여 있던 조선
이 국민국가의 이념적 지향을 통해 대한제국을 표방하면서 나아가는 과
정에서 전통적인 소설의 관념이 단절되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

26) 권영민, ｢이해조의 소설관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
학과, 1978, 69~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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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남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근대 이전의 
조선에 있어서도 ‘소설’이라는 양식이 움직일 수 없는 실체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27) 오히려 개화기라는 전근대가 얽혀 있는 
이행기에 있어서 보편적인 소설의 개념은 여전히 중국의 그것과 그것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국한문의 고전소설일 여지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개화기에 외부적인 충격으로 드러난 서구적인 근대만
을 새로운 보편으로 간주하고 전대의 소설적 전통으로부터 신소설이 계
승하고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민족적 근대’나 ‘자생적 근대’
로 국한하려는 태도는 소설사에 있어서 신소설이 참조하고 있는 전대 소
설이 갖고 있던 보편성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에 민족주의적인 혐의를 씌
우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본고에서 이해조의 창작적인 방법론을 문제 삼으면서 바로 그가 견지
하고 있던 소설에 대한 관념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
로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부터 비롯하고 있다. 이해조가 참고하였던 명
대백화단편소설들은 이미 조선시대에 쓰인 전기소설류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이 일본의 18세기 중엽 요미혼(讀
本)에 있어서도 막대했던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개화
기 신소설 창작에 참여한 작가들 중에서 이해조에게 만큼은 그의 소설에
서 전대 소설의 계승의 문제는 그가 정전(canon)으로 간주했던 중국 백
화체 단편 소설이 갖고 있던 소설적 보편성에 대한 참조로 드러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인 계승의 문제를 간과하고 이
를 한, 중, 일의 동시대적인 비교로 갈음하는 태도28)는 이미 중세적인 
보편주의의 지체 및 잔여의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 될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본고는 이해조가 스스로 ‘신소설’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정했던 ‘소설’의 범주나 관념은 어떤 것이

27)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96(초판11쇄), 137~270면.
28)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2(초판 3쇄), 2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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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명에서부터 출발하여 그가 명대의 백화소
설이 표방하고 있는 일종의 보편적인 ‘소설’의 개념을 전범화하여 서사
적으로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는 서구나 일본의 
소설에 대한 번안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이해조와 여타의 신소설 작가들
의 내면에 ‘소설’이라는 개념의 보편적인 원형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
는 물음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신소설의 작가들이 전적으로 근대소설의 
개념의 수용을 통해 창작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대 소설의 양식적 전범
을 중심으로 출발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공통과 보편에의 참여’에 기반
한 ‘다시쓰기’(revisionary writing)의 방법을 통하여 신소설의 텍스트적
인 특징을 직조해나갔다는 가능성의 확인과 관련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소설 작가들이 전대의 소설적 전통의 보편성을 계승하여 
새로운 신소설 전형을 만들어나갔다는 가능성29)은 이미 제기된 바 있으
며, 이해조 소설 역시 일부분의 사례들, 특히 <고목화>라든가 <원앙
도>, <명월정> 등이 전대의 소설들 중에서도 명, 청대의 한문단편소설
들의 번안(飜案)30) 혹은 화소의 차용31)에 해당한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이는 이해조가 견지하고 있던 소설에 대한 관념에 대한 해
명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단지 일회적인 사건이나 소설 연재에 있어서 부
족한 내용을 채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된 것이 일반적
인 경향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해조의 소설에서 구축된 서사와 금고
기관(今古奇觀) 등 중국의 명·청대에 생산되어 정선된 한문단편소설집
(화본소설집)에 실린 작품들 사이의 관련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추적해본

29) 방민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또는 합방 전후의 소설적 거리｣, 한국현대문학
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6, 한국현대문학회, 2010.

30) 서대석, 앞의글, 1976 ; 손병국, 앞의글, 2006 ; 서혜은, 앞의글.
31) 최원식은 이해조가 개화기 무렵 최초로 국문으로 연재했던 신소설인 고목화

에 등장하는 화소들이 이른 시대의 한문단편인 ｢洪吉童 以後｣, ｢宣川 金進士｣, ｢
聲東擊西｣ 등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두목을 잃은 보은 명화적패
가 법당에 머리 없는 새를 그려놓고서 기다리다가 우연히 새머리를 채워넣은 권
진사를 새로운 두령으로 모시는 화소의 경우, 명말(明末)의 단편집 今古奇觀
중 ｢李汧公窮途遇俠客｣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최원식, 앞의책, 64~6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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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일회적이나 임시적인 계기를 넘어서는 폭넓은 관련성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이언어
적인 환경에서 생산된 소설들의 수평적인 관련성이 강조되는 ‘번역’이나 
‘번안’의 문제로 해명되기보다는 이해조가 견지하고 있던 ‘소설’이라는 
개념의 원형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
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국의 한문단편소설이 진작부터 조선
에 들어와 읽히고 있었고 고전소설과의 관련성 역시 적지 않았던 바 있
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해조가 의식하고 전제하고 있던 소설 
개념의 원형이란 일본의 정치소설 혹은 일본을 매개로 하여 수입된 서구 
소설에 그것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중국의 한문단편소설에 두고 있을 가
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언어적이고 이문화적인 수평적
인 국가 사이에서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변환과 토착화의 문제인 번역, 
번안의 과정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구축된 정전(canon)에 대한 의식과 
그의 영향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나름의 창작적 실천을 행했던 다시쓰기
(revisionary writing)의 과정으로 파악될 여지가 크다. 이해조는 이인직 
등 여타의 신소설 작가와는 달리, 앞선 시대의 소설적 전통을 충분히 이
해하고 그 속에 근대의 계몽적인 정신이나 새로운 소설의 체제에 대한 
창작 방법론을 담아내고자 하였던 작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유학
을 통해 정치소설이나 서구 문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소설을 창작
했던 이인직에 비해, 오히려 전대의 소설의 영향 관계로부터 완전히 단
절되지 않으면서 그러한 소설적 전통 내부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꾀했던 
이해조의 둔중한 자세가 근대문학적 실천의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
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 우선 해명해야할 문제는 
우선 이해조가 전대의 소설적 전통을 얼마나 충실하게 자각하고 이를 다
시쓰기의 방법적 수단을 통해 창작적 실천을 꾀하였는가 하는 바가 된
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과 더불어 이해조의 여타의 소설들과 중국의 한
문단편소설 사이의 서사적 관련성을 광범위하게 살피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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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업이 수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가 이러한 전대의 소설에 대
한 다시쓰기의 방법 속에 새롭게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피고자 하였는데, 그 하나는 이해조가 자신의 소설
에 새로움을 주는 방식으로 개화기 당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계몽적인 사상과 그 전달 방식인 연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
었으며 이를 자신의 소설 속에 차용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해조가 신소설 속에 담아내고자 했던 계몽적인 사상을 추적하기 위해 
이해조가 1908년 ｢윤리학｣이라는 글을 번역한 바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
게 거론해보고자 한다. 당시 ‘윤리학’이라는 학문은 개별적인 분과학문으
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기보다는 정치학과 심리학을 아우르는 독특한 
학문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리학’은 ‘수신’의 영역과
는 구분되어 동양의 예의범절과 같은 전통이나 국민국가에서 국민을 호
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내재된 선악의 판단 기준에 
대한 관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조는 이 ｢윤리학｣의 번역을 
통해, 국민국가의 정치학으로 대표되는 이인직에 대비되는 윤리학적인 
지평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이해조의 사상적 지평이 신소설의 창작에 어떠한 영향
을 주었는가 하는 바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해조가 견
지한 계몽적인 사상의 소설적 실천은 형식적으로 본다면 ‘연설’이라는 
언술 양식의 소설적 차용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해조는 당대의 연설가이
자 연설법방(演說法方)의 저자였던 안국선과 개인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었으며, <자유종>과 같이 거의 연설하는 목소리를 속기와 같은 방식
으로 정리한 대본과 같은 작품뿐만 아니라 여타의 작품에서도 연설하는 
목소리와 형식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본고에서는 이해조가 전대의 한문단편소설에서 차용된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창작된 소설을 새롭게 전유하기 위한 ‘다시쓰기’의 
다른 방식으로 당대 개화기의 시공간에 대해 묘사하는 태도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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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살핀다. 나아가 이러한 이해조의 글쓰기 방식이 그가 연재하고 
있던 매일신보의 신문 기사 글쓰기 관습의 변모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
가 하는 사실을 통해 그가 소설을 통해 구축한 소설적 실감이 신문 사회
면의 글쓰기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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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농 이해조의 생애와 작가 정체성 확립의 계기

(1) 근대적인 지식체계와의 대면과 교육적 실천의 양상

  1) 대한제국 관직 경험과 시대적인 감각의 형성

지금까지 신소설 작가로서 이해조의 생애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이명
자, 이용남, 최원식, 최기영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중 이명자는 이해
조의 작가적 생애를 조사할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그의 후손들과 
접촉하여 이해조가 조선왕조 인평대군의 10대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학적인 배경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과 
집필 태도 등에 있어서도 귀중한 언급을 남겼다.32) 물론 그의 생애 조
사는 후손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의 필요성을 
남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후 이해조에 대한 작가론적 접근을 가능하도
록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이용남은 이러
한 이명자의 생애 조사를 바탕으로 그의 작가적 생애 전반을 관통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진작부터 제기하였는데, 그 역시 별도의 조사 작업을 
통해 이해조의 외모, 성격, 교유관계 등에 대해 귀중한 언급을 남겼
다.33) 그는 특히 이러한 기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는 신소설작가, 
언론·출판인, 애국지사, 교육자 등으로 이해조의 행적과 면모를 다각적으
로 추적하면서 이해조의 생애의 재구성을 통해 그의 소설에 나타는 사상
적 배경을 해명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최원식은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 이어, 이해조의 조부인 이재만이, 대원
군의 아들 이재선 왕위 옹립 기도에, 대원군파로 몰려 1883년 처형당했
던 사실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이해조의 조부인 이재만이 역적으로 처형
32) 이명자, ｢새로 밝혀낸 李海朝의 얼굴과 생애｣, 문학사상 92호, 1980.7, 

59~61쪽.
33) 이용남, 이해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82, 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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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갑오개혁(1894)을 즈음하여 복권되었던 전후 사정을 통해 이해조
의 집안이 시대적 격변기에 어떤 부침을 겪었는가 하는 역사를 드러냄으
로써 이해조의 성장배경을 가늠할만한 중요한 연구를 시도한다. 그는 특
히 그동안 그 존재만 알려져 있던, 운양 김윤식과 이철용 사이에 오고 
간 서찰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교유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이해조가 한학
적인 교육환경에서 성장했으리라는 기존의 추정을 확증하고 있다. 또한 
그는 몇 가지 구체적인 자료 확인을 통해 1906년 이후, 이해조의 협회
활동과 언론활동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해조의 
편력을 소설 작품에 대한 해석과 겹쳐 놓으면서 이해조의 사상적인 궤적
을 보여주고 있다.34)

비록 엄격한 의미의 문학 연구는 아니지만, 최기영은 개화기의 언론 
전반을 살피는 연구에서 帝國新聞과 이해조의 관계를 살펴나가다가 조
창용의 白農實記 속에 이해조와 관련된 중요한 언급이 남겨 있는 것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조창용은 이해조의 아버지인 이철용이 교감으로 
있었던 일성학교의 교원이었는데 이해조는 1905년에 기독교에 입교한 
기독교신자일 뿐만 아니라 일성학교의 학생이었다는 것이다.35) 이는 교
육과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해조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도록 하는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될 수 있다. 최원식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더욱 진
전하여 이해조가 1906년 그의 부친이 설립한 ‘신야의숙(莘野義塾)’에서 
근무하였던 배경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 이해조가 1907년 협회활동 
이전에 교육활동에 종사한 바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6) 

앞선 연구 성과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해조는 조선의 왕족인 전주 
이씨(李氏)의 방계 인평대군의 10대손이다. 그의 아버지인 이철용은 
1845년생으로 자는 ‘明叔’이고 고종10년인 1873년 29세가 되어서야 생
원진사시에 진사 3등으로 합격하였다. 이해조의 생년이 1869년이었으니 

34) 최원식, 이해조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86, 8~21쪽.
35) 최기영, 大韓帝國時期 新聞硏究, 일조각, 1991, 42~43쪽.
36) 최원식,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166~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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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용은 아들 이해조를 낳고 나서 퍽 늦은 시기에야 진사시에 합격한 
셈이다. 하지만 1829년생인 이해조의 조부 이재만이 44세인 고종8년
(1871년)에 알성시(謁聖試)에 장원급제한 것을 감안하면 이해조의 집안
이 주로 만학(晩學)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리 늦은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37) 기록에 따르면 이철용은 과거에 합격한 지 20년이 지난 
1895년에야 ‘사직서참봉(社稷署參奉)’, 광릉을 지키는 참봉으로 임명되
었으나 몇 달 지나지 않아 파면되었고38) 약 5개월이 지난 뒤 ‘후릉참봉
(厚陵參奉)’이 되었다가 며칠 만에 ‘의원면본관(依願免本官)’ 즉 스스로 
희망하여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39) 과거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던 
이철용이 과거에 합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궁내부에 의해 광릉을 
지키는 참봉벼슬이나마 얻게 된 것은 대원군의 서장자(庶長子)인 이재선 
왕위옹립기도에 휘말려 1883년에 처형된 이해조의 조부 이재만이 1894
년에야 복권된40) 과정에서의 보상 차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는 몰락해가는 조선의 왕족에 대한 최소
한의 배려 내지는 아비인 이재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
는, 조선 왕조의 가장 전근대적인 감각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 속에서 
쓸모없어진 명분에 대한 차가운 대우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해조
가 이 무렵 이미 28세의 성인이었으니 이러한 정황 정도는 자신의 눈으
로 똑똑히 확인하고 자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어린 시절
을 통해 내내 과거시험에 매달렸던 아버지를 두었을 테니 이해조가 한학
37) 조부 이재만(李載晩)은 성균관 유생 응제와 시사에서 이미 충분한 검증을 걸치

고 비정기시험인 회시(알성시)의 시험을 치를 자격을 얻은 것이므로 일반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38) 大韓帝國官報 250호(1896.2.17, 이하 ‘官報’로 칭함)와 일성록
1895.12.27(음력)자 기록에는 각각 이철용을 光陵參奉, 社稷署參奉으로 임명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이는 실제로는 양음력의 차이를 감안하면 같은 것이다. 또한 
官報 258호(1896.4.24)와 일성록 1896.3.10(음력)의 기록에는 이철용을 ‘免
本官’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39) 이철용이 ‘후릉참봉’에 임용되었다는 기록은 官報 440호(1896.9.28)에, 依願
免本官되었다는 기록은 官報 442호(1896.9.30)에 남아있다.

40) 최원식은 이와 같은 근거를 황현의 매천야록에서 찾고 있다(최원식, 이해조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8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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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시하는 학문적 배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
실일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한학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입신과 출세는 불
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그의 아버지가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고 이후 이해
조의 행적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학계에서 거론된 바 없었지만, 이해조가 대한제국에서 
관직에 처음으로 진출한 것은 1901년이다. 다름이 아니라 고종 38년
(1901년) 기록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다음과 같은 임명 소식
이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갑오개혁이후인 1898년에 설치된 ‘양지
아문(量地衙門)’의 양무위원으로 김재형 등을 임명한다는 기록이며, 여
기에 이해조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41) ‘양지아문’이라는 부서
가 토지의 측량 등을 담당했던 의정부 직속의 전문부서였다는 것과 당시 
20여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위원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해조의 직위가 
겨우 9품 정도에 해당하는 말단직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임명에 그가 왕
족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이는 대한제국의 官報(제1701호, 1900.10.11)에서 ‘부령 양지아문령 
제1호(部令 量地衙門令 第一號)’로 고시한 ‘양무위원임명규칙(量務委員
任命規則)’,42) 중 지방 각 부군(府君)에서 유능한 학원(學員)을 뽑아 양
무위원으로 추천했던 규칙이 실현된 결과로 보인다.
41) 1901년 당시 이해조와 함께 임명된 양지아문의 양무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在珩, 金潤夏, 姜星熙, 朴準煥, 金漢杓, 李邦寧, 朴基敦, 李海朝, 沈榮澤, 朴溶

桓, 高禎奎, 林炳敎, 李潤相, 鄭載謙, 閔平鎬, 鄭雲好, 嚴台燮, 趙彰奎, 崔在煥, 張
德鎭, 李行善”

   이는 官報 2064호(1901.12.9)와 皇城新聞 1901년 12월 9일자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42) 이해조는 양지아문 양무위원의 일반 추천 규정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부령이 
시행된 지 1년이 좀 넘은 뒤 양지아문에 채용되었다. 이를 통한 등원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부령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量地衙門令第一號 量務委員任命規則 地方各府郡에 量役告竣을 隨야 該學員中
의 文筭效勞가 最著者로 各該監理가 委員을 薦報호 其分等定額은 左와 如 
事 一等府郡四人、二等郡三人、 三等郡二人、四五等郡 一人 光武四年十月八日”(
皇城新聞, 1900.10.11, 1면, 이하 신문 기사의 내용 인용 부분은 읽기의 편의를 
위해 띄어쓰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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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바로 1년 무렵이 지난 뒤, 같은 승정원일기
고종 39년 12월 24일자(양력 1903년 1월 22일) 기록에 따르면 이해조
의 중추원 의관 임용 소식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다.43) 기록에 따르면 
이때 종2품 조한정과 정3품 윤호, 9품 표경순, 이해조, 이직상은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敍奏任官六等)’에 임용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영
전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시 고종 39년 12월 26일자(양력 1903년 1월 
24일)의 기록44)을 보면 분명해지는데, 이때 중추원 의관으로 임용된 이
들은, 다른 여러 명의 중추원 의관, 상공학교 교관, 경기관찰부 주사들과 
함께 이날 의원면직(依願免職)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대한제국에
서 이해조에게 고작 2일 동안 중추원 의관 벼슬을 내린 것은 전적으로 
면직을 전제로 한 영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양지아문은 1902
년에 지계아문으로 통폐합되었는데 이해조와 함께 근무하던 다른 양무위
원들의 경우, 지계아문의 양무위원으로 편입된 사례가 있어45) 이해조는 
지계아문으로 옮기지 보다는 중추원 의관으로 면직되는 것을 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록의 전후는 이해조가 ‘중추원 찬의(贊議)’로서 
일제강점기에 주요한 관직을 얻어 협력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불분명
한 소문에 종지부를 찍을 만한 의미를 가진다. 당시 중추원의 ‘의관(議
官)’이라는 직책은 퍽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조가 
의관을 지냈다면 반드시 1910년 이후였을 것이고 그것이 일제 강점 이
후, 그가 매일신보의 기자로 지낸 개인적인 이력과 관련되어 있을 것
이라는 당연한 추측을 통해46) 이해조가 1905년 이후, ‘의관(議官)’의 바
뀐 명칭인 ‘찬의(贊議)’을 지내며 친일행적을 보여 왔을 것이라는 막연
한 소문의 진원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해조는 비록 이틀에 

43) 이는 官報 2419호(1903.1.26)와 皇城新聞 1903년 1월 27일자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44) 이는 官報 2420호(1903.1.2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5) 이해조와 함께 양지아문의 양무위원이 된 이들 중 金潤夏, 姜星熙, 林炳敎 외 

몇몇은 지계아문의 양무위원으로 옮긴 기록이 남아 있다.(官報 2219호
(1902.6.6))

46) 이용남, 앞의 논문, 1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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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할망정, 실제로 중추원의 ‘의관(議官)’을 지낸 셈이며, 이는 1902년, 
즉 일제강점기가 아닌 대한제국기였던 것이다.

물론 이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가 1년여 넘게 근무하던 곳이 주로 
토지측량을 담당하는 양지아문, 즉 근대적인 제도와 지식을 다루는 기관
이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양지아문은 견습생의 규칙을 두고 있었는데 양
지아문의 견습생은 ‘品行이 端正고 才藝가 聰敏 人員을 遴選야 量
地事務를 見習케호 算術 或 外國語에 嫺熟 者 必要 事’47)이라
고 규정되어 있다. 비록 이해조는 양지아문의 견습생 출신은 아니었지
만48) 적어도 양지아문의 양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산술’과 ‘외국어’에
는 능통해야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조의 임용에 다른 요인
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남기는 것이
다.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한학적인 배경 하에서 성장해온 이해조가 동
시에 ‘산술’과 ‘외국어’라는 근대적인 학문에도 밝았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해조의 가정환경을 고려해보거나 그가 근
대적인 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이는 다소 비
약적인 추론이 될 여지가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해조가 타의에 의해 주어진 양무위원 추천 기회
를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해조가 자신이 속했던 부군
(府君)에서 추천을 받아 양무위원이 된 것이라면 이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양지아문이라는 근대적인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가진 
인사와 각 부군에서 추천하는 능력 있는 인사와의 거리는 얼마든지 예상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해조에게 어느 정도 근대적 학문에 
대한 의지가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그의 양지아문 양
무위원 임명은 그러한 근대적 학문과 지식을 습득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
려 그것을 접하게 된 계기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본다

47) 官報 1243호(1899. 4. 24), “量地衙門令第一號”
48) 양지아문의 견습생은 1899년에 12월 18일에 딱 한번만 뽑은 것으로 되어 있으

며(皇城新聞, 1899.12.22, 1면) 이후에는 뽑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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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양지아문의 견습생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학문에 어두웠던 이해
조가 양지아문의 일을 오래도록 하지 못하고 1년 만에 순순히 ‘의원면
직’을 받아들인 심리적 배경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철저하
게 한학적인 배경 하에서 교육되었던 이해조는 근대적인 지식과 학문의 
제도 속으로 편입되면서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경험하였을 것이며 이를 
통해 격변해가는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해조의 이러한 대한제국에서의 관직 경험은 따라서 단순한 입신의 
문제만이 아닌 향후의 근대적인 교육과 협회중심의 정치활동에 투신하게 
되는 필연적 방향성을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그
가 관직을 통해 다루었을 토지 측량과 같은 지문학(地文學)과 같은 근대
적인 지식과의 대면이 그에게 주었을 일종의 자극과 관련된 문제이다. 
아마도 그는 이 일 년 남짓한 관직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습득해
온 한학적인 지식이 격변하는 현실 속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갖기 어
렵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당시는 갑오개혁(1894)이
후, 성립된 대한제국에서 전근대와 근대의 사상적 이념들이 어지럽게 얽
히고 있었던 시기이고 많은 이들이 일본 유학을 통해 들어와 새로운 보
다 실용적인 학문의 이념을 제시하면서 기존 조선왕조로부터 유지되어오
던 한학적인 전통과 새로운 근대적인 지식들이 병존하던 시기였기 때문
에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그에게 있어 경기도 포천의 본가에서 늦은 나
이에 분가하여 서울로 상경하게 된 계기가 된 이 대한제국의 말단 관직
의 경험은 이후 이해조에게 있어 근대적인 지식의 추구와 근대적인 교육
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이는 이후 그의 소설의 중요한 초기적인 주제의식 중 하나인 시대적 
변모와 신구 세대의 가치 충돌의 문제가 어떤 경험 속에서 구체화되어 
드러났는가 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시사점을 갖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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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해조의 근대학교 관련 이력과 교육의지의 표출 양상

이해조가 1901년 근대적 토지 측량기관인 양지아문의 위원이 되고 난 
뒤, 1903년 중추원 의관(議官)으로 의원면본관(依願免本官)한 이후의 
행적을 살피는 데 있어, 특히 그가 근대적인 교육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이어왔는가 하는 바를 중심으로 확인해보고자 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되
는 것은 그가 ‘낙연의숙(洛淵義塾)’의 학원으로 종사한 바 있었다는 당
시의 신문기사이다. 다름 아니라 황성신문(皇城新聞) 1904년 6월 15
일 ｢義塾興旺｣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前主事 李膺鍾 議官 李海朝 主事 
徐丙吉 敎官 朴挺東 諸氏가 私立 洛淵義塾의 學員으로 敎育 事務에 熱心
監督으로 學徒가 日集하야”49) 라고 주로 당시 대한제국에서 관직과 
교육직에 종사하고 있다가 퇴직한 인물들인 이응종(李膺鍾)50), 이해조
(李海朝), 서병길(徐丙吉)51), 박정동(朴晶東)52)이 낙연의숙의 학원53)으
49) 皇城新聞, 1904.6.15, 2면.
     “義塾興旺 前主事 李膺鍾 議官 李海朝 主事 徐丙吉 敎官 朴挺東 諸氏가 私立 

洛淵義塾의 學員으로 敎育事務에 熱心監督으로 學徒가 日集하야 校舍가 難容
 故로 前樂?學校로 移接하얏스나 該敎場도 尙且狹隘한 患이 有하다니 其 學員
의 興盛함을 可知할지라 該敎師난 兪鎭明 李範益 金瓊植 三氏라더라”

50) 이응종(李膺鍾, 1874~?)은 1891년 증광시에 진사가 되었고 1898년에는 성균
관 박사가 되자마자(大韓帝國 官報 993호, 1898.7.5, 이하 官報로 통일함) 
의원면직하였고(官報 996호, 1898.7.8), 1901년에는 내부주사가 되자마자(官
報 1962호, 1901.8.10), 의원면직하였다(官報 1965호, 1901.8.14). 그 뒤, 이
해조와 마찬가지로 낙연의숙에 종사하다가 1904년에는 안성군수가 되었고(官報
 2850호, 1904.6.11) 1908년부터 기호흥학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51) 서병길(徐丙吉, 1873~?)은 1894년 식년시에 진사가 되었고 1895년 일본으로 
유학하고 돌아와 1901년에 법부주사가 되었으나(官報 1986호, 1901.9.7) 바
로 의원면직하였고(官報 1989호, 1901.9.11), 1902년에는 내부주사가 되었으
나 역시 바로 의원면직하였다(官報 2211호, 1902.5.27). 1904년에는 이인직과 
함께 國民新聞의 발기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후 1908년에는 농상공부 기수, 
주사에 이어 임명되었다. 이후 서광세(徐光世)로 개명하였고 1908년부터 기호흥
학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52) 기사 내에서는 ‘朴挺東’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전 ‘교관’이라는 설명이나 전후 상
황을 볼 때, 1897년 관립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관립소학교와 관립한성사립학
교의 교원으로 활동한 박정동(朴晶東)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후 상세히 후술할 
예정이나 이 박정동은 이후 이인직, 이해조와 함께 帝國新聞의 기자로 활동하
였을 정도로 이해조와 여러 모로 관련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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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낙연의숙은 1899년 
8월 소립동(小笠洞) 김봉기씨집[金鳳基氏家]에서 일본인 교사를 두고 
일본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였고54) 1905년 이후로는 보광학
교(普光學校)라고 명칭을 바꾸어 일본어 과목만이 아니라  ‘산술(筭術)’ 
‘역사(歷史)’ ‘지지(地誌)’ 등의 일반 과목들을 다루게 되어55) 기존의 일
본어 야학의 면모를 벗어나게 된 학교였다. 물론 여기에서 흥미로운 바
는 이해조가 언제부터 이 낙연의숙에서 근무하였는가 하는 것과 낙연의
숙의 이후의 변모 과정에 관여하였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해조가 근대적인 교육에 대해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바와 
그의 근대적인 교육관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어 갔는가 하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해조와 낙연의숙 사이의 관련성을 확증할만한 자료가 더 발견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03년 무렵부터 둘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 성
급한 단정은 무리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여러 가지 주변 사실을 살
펴볼 때 이해조는 1903년 1월말 중추원의관으로 면직한 뒤, 일찍부터 
낙연의숙과 관련을 맺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해조의 나이 어린 
동생이었던 이해동(李海東)의 개인적인 이력을 살펴보게 되면 어느 정도 

53) 당시 신문기사에서 학원(學員)이라는 용어는 학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이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해당학교의 학생을 지칭하기도 하는 등 두루 쓰였으나 적어도 
여기에서는 학생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해조를 제외하고 이름이 거론된 
인물들 대부분이 이미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학교를 운영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학원(學員)’을 
쓰고 있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용어로 ‘교사(敎師)’라는 단어를 쓰고 있
다.

54) 皇城新聞, 1899.8.8, 3면, 기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洛淵義塾) 小笠洞 金鳳基氏家에셔 洛淵義塾을 設고 日語를 敎習 學徒

 漸增고 其 敎師 日本人 尾田滿氏 風雨를 不避고 敎務上에 우 誠勤
다더라”

55) 皇城新聞, 1905.8.22, 4면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내어 개명사실을 전하고 
학원모집 광고를 싣고 있었다.

    “洛淵義塾을 普光學校로 改名고 陽曆 九月一日노 開學오니 僉學員은 來臨
시고 新學員도 募集

     課程 日語 筭術 歷史 地誌 私立普光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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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는 바가 있는데, 그는 1903년 9월 1일에 16세의 나이로 낙연의숙
에 입학하여 일어 야학을 다녔고 1906년 7월 11일에 ‘보광학교’를 졸업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56) 당시 이해동은 보광학교를 다니고 있
던 1905년 6월 26일 ‘度支部 量地課 製圖 見習生’으로 피선되었고 1906
년 7월 31일에는 ‘度支部 技手’가 되었는데, 이 탁지부의 양지과(量地
課)는 다름 아니라 이해조가 1901년부터 약 2년간 근무하던 토지 측량 
기관인 양지아문(量地衙門)의 후신이 되는 것이다. 이해조는 이 양지아
문의 위원이 되면서 경기도 포천에 있던 자신의 본가에서 분가하여 한성
(漢城)으로 이사하였고 1903년 무렵 16세가 된 동생 이해동은 바로 형
이 거주하고 있던 한성으로 옮겨와 낙연의숙 야학에서 일본어를 공부하
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해동이 적어도 1907년 무렵까지는 이해조와 함
께 거주하면서 한성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은 조창용이 1907년 백
농실기(白農實記)에 기록하고 있는 연동예배당의 신자 목록에 두 사람
이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으면서 같은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57)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두 사람의 입교일을 비교해보
면, 이해조가 1905년 7월에 입교하였고 이해동은 1905년 11월에 입교
하였는데 이를 보면 이해조가 먼저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하였고 이후 이
해동은 형을 따라서 함께 다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이해동이 낙연의숙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나 이후 지지과정(地
5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제국관원이력서, 탐구당, 1972, 29면, 이해동은 스스로 

‘私立普光學校’에 1903년 9월 1일에 입학하여 1906년 7월 11일에 졸업한 것으
로 기재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보광학교’는 1905년에 ‘낙연의숙’을 개
명하여 이전한 학교이므로 그는 1903년 ‘낙연의숙’ 일어과에 입학하여 1906년에 
‘보광학교’를 졸업한 것이 맞다.

57) 趙昌容, 白農實記, 한국독림운동사자료총서 제7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
사연구소, 1993, 39~41면(이는 조창용이 1914년에 기록한 것이며, 표기된 면수
는 영인된 자료에 명기된 것이다).

    “光武十一年 三月日에 皇城蓮洞禮拜堂査察委員을 被任와 巡行査察時 統率人員
及區域名錄이라(중략)

     李海朝 / 年三十八 / 入敎 光武九年七月日 / 職業 議官 / 北署廣化坊苑洞九統十
一戶 (중략)

     李海東 / 年十九 / 入敎 光武九年十一月日 / 職業 主事 / 北署廣化坊苑洞九統十
一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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誌課程), 즉 측량과 제도를 공부하여 탁지부의 기수가 되었던 배경에 거
의 20살가량 터울인 형이었던 이해조의 영향이 지대하였음을 짐작하기
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러한 전후 정황을 살펴볼 때, 이해조가 이해동
이 낙연의숙에 입학했던 1903년 무렵 이전부터 이후 보광학교로 바뀐 
이후까지 근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의 확인
이 중요한 까닭은 대한제국 탁지부의 ‘양지아문’에서 오래 근무하지 못
하고 의원면직하면서 관직생활을 마친 이해조가 이후 자신이 나아가야할 
삶의 지향을 근대적인 학교 제도의 설립과 운영에서 찾았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며 이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나 이해조가 평생을 걸쳐 보
여주었던 근대 교육에 대한 의지가 바로 여기에서 기원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이해조는 그의 부친인 이철용(李哲鎔)이 1906년 2월, 포천군에 
설립한 ‘신야의숙(莘野義塾)’58)에서 주로 ‘간사원(幹事員)’으로, 이후에
는 ‘의숙감(義塾監)’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즈음 이해조가 특히 근대적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1905
년 10월 9일자 황성신문(皇城新聞)에 각 소학교가 교원의 월급을 줄 
수 없어 후원회를 모집하고 보조금을 모집할 때 이해조가 당시로서는 제
법 많은 돈이었던 4원의 보조금을 모금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59) 그렇게 본다면 이철용이 포천에 근대적 학교인 ‘신야의
숙’을 설립했던 것도 이철용 스스로의 의지라기보다는 당시 근대적 교육
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해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설립한 것이라 볼 여
지도 없지 않다.60)

58) 이 ‘莘野義塾’의 설립 기록은 다음과 같은 당시의 신문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
다.

   “抱川郡에 有志人士 李哲鎔 趙龜植 李虁永 李命應 諸氏가 捐金出義야 莘野義塾
을 設立고 尋常 高等 兩科로 熱心敎育으로 該郡人士가 李趙諸氏의 開明에 
注意을 贊頌더라”(皇城新聞, 1906.2.28, 3면)

59) “日昨에 各小學校學員 等이 敎員의 減俸一事를 由야 悉皆廢業고 校洞高等
小學校內에 會同評議 時에 各人의 補助金이 如左니”(皇城新聞, 1905.10.9, 
3면)

60) 신야의숙(莘野義塾)과 그 안에서 이해조가 벌였던 교육 운동에 관련해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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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07년이 되면 이해조는 그간의 경력들을 바탕으로 좀 더 폭넓
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러 장을 얻게 된다. 물론 1906년 말부터 소
년한반도(少年韓半島)에 한문소설을 연재하게 된 것도 그 하나가 될 것
이며, 1907년 2월, ‘철도상환(鐵道償還)’을 목적으로 조직된 ‘광무사(光
武社)’의 발기인이 되어 대외적인 정치 영향력을 넓힌 것도61) 역시 그 
하나이며, 이인직, 박정동과 함께 제국신문(帝國新聞)의 기자가 되어 
소설을 연재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물론 중요한 활동의 장이 된다. 여기
에 그가 1907년 무렵 돈명의숙(敦明義塾)의 숙감(塾監)으로 재직하였던 
사실을 추가할 수 있겠는데, 이는 이해조가 1907~8년 제국신문(帝國新
聞)에 소설을 연재하던 무렵에도 근대 학교 운영과 교육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황성신
문(皇城新聞) 1907년 3월 30일자에 ‘계동돈명의숙의손금(桂洞敦明義塾
義損金)’이라는 제하로 학교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내역을 기록해
두고 있는 기사에 ‘塾長 李載克’ 아래로 ‘塾監 李海朝’으로 이름을 올리
고 있는 것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돈명의숙은 1906년에 계동 이기
용가(李琦鎔家)에 설립된 학교로 정치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3년제
의 교육기관이었다.62) 이해조가 돈명의숙의 숙감이 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가 이전에 몸담고 있던 보광학교가 중등교육기관인데 비해63) 돈명의
숙은 전문학교로 고등교육기관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가 그간의 교
육 관련 경력을 인정받아 초빙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자연스러우
나, 당시 돈명의숙을 세운 숙주(塾主)인 이기용(李埼鎔)이 계동궁(桂洞
宮)의 주인이었던 완림군(完林君) 이재원(李載元)의 아들로 계동궁을 물
려받은 종친 출신임을 감안한다면 겨우 20세의 어린 나이로 근대 학교
를 경영하면서 스스로 학생이기도 했던 이기용이 경험 많은 이해조에게 

음 절에서 상세히 다룬다.
61) 대한자강회월보, 1907.3, 56면.
62) 김영우, ｢韓末의 私立學校에 關한 硏究<II>｣, 교육연구, 공주대학교 교육연

구소, 1986, 58면.
63) 위의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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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였고 조선 왕족의 후예였던 이해조가 이에 응답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64)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원래 돈명의숙은 야학과로 운영되었으나 영
선군(永宣君) 이준용(李埈鎔)이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주야학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규모가 커진 만큼 경비가 부족하게 되어 교
사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65) 4~5개월 교사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다보니 교사들은 사퇴하였고 학생들을 귀가 조치하는 일이 
잦아졌다. 당시 이해조는 숙감으로서 학교 폐쇄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과 
학교 경영진인 종친 사이에서 중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는데, 숙주
(塾主)인 이기용은 학부로부터 적립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계속 학생들의 등교를 미루다가 자신의 재산을 얼마
간 내놓는 것으로 해결책을 내놓았으나 이로는 학교 경비로는 턱없이 부
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퇴학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66) 당시 황
성신문(皇城新聞)의 논설을 쓴 기자는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이기용의 
책임 있는 노력은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영선군 이준용과 당시 내부대
신이었던 이지용(李址鎔), 숙장이었던 이재극(李載克) 등, 주로 종친 출
신으로서 친일행위의 전력을 보이고 있던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
64) “桂宮設學 桂洞宮主人 李琦鎔氏가 年今 二十인 新進事業에 注意야 該宮內

에 夜學科를 設始고 來月一日붓터 開學기로고 諸般經費 該宮에셔 專擔
기로 얏다더라”(皇城新聞, 1906.10.18, 2면)

65) 皇城新聞, 1908.3.28, 1면.
66) 아래 밑줄로 강조된 내용을 보면 당시 이해조가 숙주인 이기용과 학생들 사이

에서 어떤 중재의 노력을 펼쳤는가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塾長 李載克氏와 슉監 李海朝氏가 請願야 슉無主管이라 슉主 李埼鎔氏가 諸

學生을 對야 曰 今此學部令에 對야 積立金의 方針이 無니 一週日間退俟
라 學生等이 再次 退歸얏다가 同九月二十一日 開學限에 又爲齊進則 슉主
가 學生을對야 曰 旣往이니 二週日만 更俟면 學部規則을 承認表示고 完全
上學케리라으로 學生等이 슉主을 對야 二週日後에 丁寧無違기로 相約
고 退歸얏다가 及期■進즉 슉主가 出席야 李海朝氏로 야곰 說明 曰 
三百石 秋收 土地를 本슉에 寄付다 지라 學生等 曰 本슉의 一朔 經費
가 至爲數百餘圜이니 三百石 秋收로 幾月을 支用치 못진즉 本슉의 門을 旋
開還閉 在前 事인즉 不如早退라 本學生等의 退學이 實是自意에 出이 아
니오 乃不得已 事이타 더라”(｢敦明義塾과學徒解散｣, 皇城新聞, 1908.10.6, 
2면, 밑줄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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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들이 약속한 경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폐교에 이르게 되
었다는 것이다. 이후 돈명의숙은 순종이 특별 기부금을 내리고 별궁 뒤 
예전 덕어학교(德語學校) 자리를 제공하여67) 다시 개교하게 되는 듯 보
였으나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결국 폐교하고 만다.68)

이후 이해조는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1908년 말부터 기호흥학회의 
월보 편집위원을 하면서 1909년에는 기호학교의 겸임교감을 맡게 된
다.69) 흥미로운 것은 이해조가 기호학교의 교감이 되고 난 뒤, 원래 기
호학교의 교실로 빌려 쓰고 있던 전육군위생원(前陸軍衛生院)이 제실도
서관(帝室圖書館)으로 바뀌게 되어 당시 도서과장이었던 黑崎美智雄이 
기호학교를 옮기라는 통지를 하였는데, 기호학회에서 안동(安洞)에 있던 
예전 덕어학교 자리를 빌려달라고 탁지부에 청원한 바 있었다는 사실이
다.70) 이 예전 덕어학교 자리가 앞서 순종이 돈명의숙에 내린 바 있던 
것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청원의 주체가 돈명의숙감을 지내면서 저간
의 사정을 알고 있는 이해조였던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돈
명의숙이 해당 학교 부지를 쓰지 않고 폐교한 것을 알고 있던 그는 이 
부지를 기호학교에 빌려달라고 탁지부에 청원하였던 것이고 궁내부에 교
섭하여 학교 이전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이다. 겉으로는 이해

67) “皇恩如天 敦明義塾이 廢止됨 太皇帝陛下셔 軫念오사 畓五百石落을 下賜
심은 前報에 揭載얏거니와 ?히 別宮後에 在 前德語學校를 下賜심으로 
昨日붓터 開學얏다더라”(皇城新聞, 1908.10.20, 2면)

68)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순종으로부터 특별 전답을 
하사받은 돈명의숙이 왜 결국 폐교하게 되었는가 하는 바를 분명히 알기 어려우
나 정황상 이미 많은 학생들이 퇴학한 상태였고 당시 어지러웠던 대한제국말기
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 전답을 빼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69) 畿湖興學會月報 9, 1909.4, 48면(최원식, 앞의논문, 19면에서 재인용).
70) “畿湖其無校乎 畿湖學校에셔 敎室로 借用 前陸軍衛生院을 帝室圖書舘으로 

使用게된 事實은 前報에 已記얏거니와 近聞즉 圖書課長 黑崎美智雄氏가 
該校에 公函기를 去五月末日지 限야 他處로 移接라으로 畿湖學會에셔 
安洞前德語學校를 借與라고 度支部에 請願고 更히 宮內府에 交涉야 學校
移接 期限을 來七月十三日지 寬限야 多數學徒를 姑爲敎授고 度支部 許
可를 方在 姑待中인 萬一 度支部에셔 該學校를 許借치아니면 二百餘名 學徒
가 棲屑道路를 未免야 該學校가 自然廢止되기로 畿湖學會及學校의 一般任員
이 大段憂慮다니(후략)”(皇城新聞, 1909.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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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였던 기호학교의 이 청원에는 실제로 이해
조의 그간의 교육적 경력과 왕족의 후예로서 맺어두었던 인맥이 작용하
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이 기호학교의 이전 문제는 중추원의장이었던 
김윤식과 여러 명망 있는 인사들이 다달이 의연금을 내어 새롭게 기호학
교 교사(校舍)를 건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근대학교의 운영을 
위해서라면 정치적인 입장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자 했던 
이해조의 면모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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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화기 지식인 사회로의 편입 양상과 신소설 창작의 계기

  1) 구시대 봉건 교육 세력과의 대립과 협회 중심 정치 참여의 경험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이해조가 개화기 근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에 투신해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그가 자신의 고향인 포천에서 자신의 아버
지인 이철용이 중심이 되어 세웠던 학교인 신야의숙(莘野義塾)을 위해 
벌인 교육 운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을 할애하여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이해조가 벌였던 교육 운동은 개화기 전근대/근대의 
구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근대적인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지지하는 정치
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해조가 국민교육회와의 관
련 속에서 개화기 협회 중심의 정치적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향
후 소설 창작과 관련된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당시의 기록에 따
른다면, 이해조는 자신의 아버지인 이철용이 경영하던 신야의숙(莘野義
塾)의 간사원으로 주로 부족한 의숙의 경비를 충당하고자 향교에서 소유
하여 경작하던 전답을 전용하여 학교의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학부(學部)’에 건의하고 ‘내부(內部)’에 청원하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71) 아마도 1901년 양지아문 양무위원으로 피촉될 무렵부터 분가
하여 서울에서 생활하였을 이해조는 이 무렵 아버지의 학교 경영을 돕기 
위해 잠시 포천에 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앞 절에서 살폈듯이 
이후 곧 신야의숙의 경영이 안정되자 당시 서울에 있던 돈명의숙(敦明義
塾)의 숙감으로 옮긴 것으로 생각된다.
71) “學部에셔 抱川郡에 訓令기를 頃接 貴 郡守 報告書와 莘野義塾 幹事員 李海

朝와 儒生 李種稷等의 請願書則 鄕校所屬田畓를 移付莘野義塾事로 相互煩訴於部
府타가 自儒林으로 竟至嘯聚作擾之境니 此土所屬이 本非自來之物이온卽 不過
近年權屬之土인則以權附之土로 補用於敎育之費가 何所不可야 爲士林者가 若
是?擧리요 此必是幾個雜類輩가 揮動士林야 至此境인바 爲念敎育에 不勝慨歎이
기 査實歸正次로 視學官 李晩奎를 泒送訓令니 啇確質定야 ?無紛挐케라 
얏더라”(皇城新聞, 1906.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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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해조가 벌였던 청원, 즉 향교에 소속된 땅을 몰수하여 새로운 
근대 학교의 운영비용으로 쓰고자 했던 일종의 근대적 학교 운동은 특히 
근대 교육의 관점에서 구시대의 봉건 교육과 근대 교육이 충돌하는 지점
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는데, 이러한 이해조의 움직임은 당연
하게도 유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회적인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
다.72) 이해조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개화지식인
들을 모아 공론화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면서 효과적
인 움직임으로 생각되는데, 그는 당시 서울의 국민교육회 내 사무소를 
빌려 자신의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 찬성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73) 이 찬성회에는 윤치호(尹致昊), 장지연(張志
淵), 양재건(梁在健), 지석영(池錫永) 등 당대의 명망 있는 개화지식인
을 중심으로 약 30여명의 찬성원(贊成員)들이74) 참여하였다. 실제로 이
때의 이해조의 활동은 그 효과를 발휘하여 ‘학부(學部)’에서는 포천에 
시학관(視學官)을 파견하였고 향교의 전답을 일정 부분 전용하여 쓸 수 
있게 하는 성과가 있었다. 당시 황성신문(皇城新聞)는 이례적으로 서

72) 당시 유생이었던 이종직은 이러한 움직임에 극렬하게 반발하여 다음과 같은 기
사를 신문에 광고하기도 했다.

    “抱川郡 新野私塾長 李哲鎔氏가 欲奪校土之計로 誣告上部니 校宮學校 認許 
四五年이오 新野私塾은 不過 數月 則輕重先後逈別니 此土를 見奪私塾 則校宮
享祀와 學校經費가 萬無計策야 多士가 請願學部고 各新聞을 接見 則該塾設
始人의 家舍를 毁破얏다고 許多訛言으로 煽動京鄕케니 僉君子는照亮시 
李鍾稷 告白”(皇城新聞, 1906.6.12, 4면) 여기에서 이종직은 일부러 학교의 명
칭을 ‘신야사숙(新野私塾)’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

73) “三昨日下午八時에 抱川莘野義塾監 李海朝氏가 京城內各紳士들을 贊成員으로請
야 國民敎育會內事務所에 集會야 贊成會를 開고 該郡校土를 移屬該校事
로 該郡士林들에 反抗을 被 眞末을 朗讀고 學部에 質問고 內部에請願
기로 決定얏 內部叅書官 石鎭衡氏가 該校土를 莘野義塾에 期於移付기
로 該郡士林들을어지든지 抗拒기로 一場演說이 滿場一致에 拍手相應
 氣像이 畢境大開仗을 將觀리라더라”(皇城新聞, 1906.8.21, 3면)

74) “莘塾贊成會 抱川郡 莘野義塾을 該郡 儒生等의 ?攢으로 敎育의 妨害가 不少
으로 該슉 贊成員이 今日 下午 八點에 國民敎育會館으로 贊成會를 開하얏 
贊成員은 柳正秀 尹致昊 閔丙斗 兪承兼 李胤鍾 張志淵 柳瑾季? 梁在謇 金相範 
南宮薰 李源競 박勝봉 池錫永 諸氏 等인 合三十人이더라”(大韓매일신보, 
1906.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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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내에 있는 학교도 아닌, 포천의 작은 학교에서 벌이고 있는 신구 대
립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있는데, 이는 이 문제가 특히 교육
의 분야에 있어서 유교적인 질서가 가장 강력하게 남아 있는 말단의 조
직인 향교의 이권을 근대적인 학교 제도로 옮겨오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육계 전반 나아가서 
조선 사회 전반의 근대화와 관련된 첨예한 시대적인 갈등의 국면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후에도 향교의 토지를 빼앗긴 유생들
이 추수된 곡식을 탈취하는 등 이른바 신구의 교육을 담당한 계층 사이
의 갈등은 1908년까지도 끊이지 않았다.75) 어쨌거나 무엇보다도 지방의 
말단 조직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마련인 전근대적 유교질서
를 상징하는 향교의 이권에 도전하면서 근대 교육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학부, 내부 청원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여론을 일으켜 정부
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방법을 택하였던 이때의 
이해조의 행보는 여러모로 인상적이다. 이 사건은 그가 향후에 전개하게 
되는 협회활동, 언론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의 방향성과 그 배경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퍽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전후는 이해조가 이후 유죵으로 대표되는 소설을 통해서 보
여주었던 유교적인 질서의 타파, 신식 근대교육에 대한 신념, ‘찬성회’ 
혹은 ‘연설회’와 같은 여론 형성 및 언론 제도의 활용에 대한 감각이 바
로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흥미로운 사실은 이해조가 1906년 8월에 국민교육회 사무소에
서 열었던 ‘찬성회’에 주로 참석한 국민교육회 인사들을 소개하고 모임
을 주선한 것이 바로 이 백농(白濃) 조창용(趙昌容)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창용이 1914년 묶어낸 개인 문집인 백농실기(白農實記)에 
남겨진 개인 기록과 전기적 이력에 따르면 조창용은 ‘국민교육회(國民敎
育會)’에서 개교한 ‘사립국민사범학교(私立國民師範學校)’를 1906년 7월
에 1회로 졸업하였는데76) 그는 졸업과 동시에 바로 양주에 있는 동흥학
75) 皇城新聞, 1906.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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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東興學校)의 교원으로 오게 되었다.77) 이 동흥학교는 예전 청도군수
였다가 사직하고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인호(鄭寅琥)가 
교장78)이었는데, 조창용의 기록에 따르면 자신이 처음에 이 학교에 부
임하였으나 교장 정인호가 약속한 월급을 지불하지 않고 전횡을 일삼아 
이를 안타깝게 여긴 교감 이철용이 새로이 발기인이 되어 일성학교를 설
립했다는 것이다.79) 하지만 당시의 신문에 이 일성학교에 대한 관련기
76) 조창용 본인은 스스로는 광무9년(1905) 10월에 입학하여 광무11년(1907) 7월

에 국민사범학교의 수료증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는 1906년 7월
의 착오이다.

77) “東興校況 楊洲郡 東興校에셔 本月三日에 上下道 兩面 四十洞 執繝과 有志謵
員이 會同야 開학禮式을 設行얏 校長 鄭寅琥氏 詔勳을 恭독 後에 
懇切히 勸勉演說고 評議長 李喆鎔氏와 敎師 趙昌容氏가 祝辭로 勸勉고 都執
繝 李東燮 兪鎭珏 兩氏와 贊成員 具能書 姜秀遠 兩氏가 次第로 出席연說 학
員은 來賓을 向하야 答辭을 陳 後에 敎育歌를 唱며 大韓帝國萬歲를 三呼
니 天摩山 黑洞즁이 便作文明世界라 觀光者가 無不興感이라더라(大韓매일신보
1906.9.13, 2면)

78) 동흥학교의 교장인 정인호(鄭寅琥)는 군수 직책을 버리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로부터 징역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독립운동가 명단에 올라 있으나 그의 행
적에는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 당시 독립신문은 정인호가 청도군수
로 임용될 때부터 청도군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려고 하지 않았다거나(｢정씨욕
심｣, 1899.2.25, 2면) 그가 공전(公錢)을 빼돌렸다거나(｢공전먹은군슈｣, 
1899.8.23, 4면) 하는 악행을 폭로하는 글을 여러 편을 쓰고 있다. 그가 어떤 이
유 때문에 군수를 사직하였는지(파면되었는지) 하는 바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
후 정인호는 황귀비전하(명성황후)의 공덕비를 세우자는 논지의 주장이 담긴 편
지를 皇城新聞에 보냈다가 (皇城新聞, 1902.12.24) 자신이 이를 보내지 않
았다고 번복하기도 하다가 (皇城新聞, 1902.12.25) 경무청에 체포되고 복역한
다. 이후 정인호는 학교를 세우는 일과 玉虎書林이라는 출판사를 설립하여(김봉
희,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9, 71쪽) (初等)
大韓歷史(1908), 初等植物學(1908), (最新初等)大韓地誌(1909) 등 몇 편
의 교과서를 역술하고 편찬하는 사업에 관여하기도 하고 이후에는 모자를 만들
어 파는 사업에 관여하기도 한다.

79) 여기에 대해서는 조창용 자신이 1906년 8월 무렵 大韓매일신보의 기사 내용
이라고 필사해두고 있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기
사가 大韓매일신보에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大韓매일신보에 揭載 通告(丙午 八月日)
    一成學校 發起人 李喆鎔氏가 敎育에 全力기 爲야 校長 閔泳徽氏로 公薦

고 同志 姜秀遠, 具能書 等으로 議定 創設홈. / 憑校挾雜 楊州郡 下道面 墨洞 居 
鄭寅琥가 設校 거슨 前號의 已揭엿거니와, 該氏가 本無校費辦出之力이 敎師 
三朔 月給을 自爲負擔 故로 李喆鎔氏가 敎育義務에 不可晏視 故로 本校 校長
의 名에 入參이러니, 及其敎師月給 支撥之際에 無一分出給고 該敎師를 見逐
오니, 至於趙昌容氏야는 敎務의 一無懈惰이고 新敎師下來前四日에 鄭氏之父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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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다만 황성신문(皇城新聞) 1906년 10월 17
일자 기사에는 당시 양주군수였던 홍태윤을 교장으로, 민형식을 찬성장
으로 하는 ‘왕흥학교(旺興學校)’의 설립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는 조창
용이 남긴 기록과 일정 부분 부합하는 바가 있다.80) 이를 보면 비록 조
창용은 ‘일성학교’의 창설에 의욕을 보였지만81) 이 일성학교는 각 임원
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 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조창용은 1906년 7월 이후 양주에서 머무르며 
이해조와 교유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는 백농실기(白農實記) 속에 
남긴 학생록에 이해조의 이름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최기영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이해조가 일성학교를 다녔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조
창용이 남긴 일성학교 규칙에는 입학연령이 15~20세였고, 일성학교 자
체가 실제로 실현된 학교였을 것인가 하는 것 자체가 의문인 상황에 이
러한 추정은 다소 무리한 것이 되기 쉽다고 생각된다. 그보다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해조가 학교의 사무원으로서 자신보다 6살이나 
어렸지만 국민사범학교를 1회로 졸업했던 교원 조창용과 교유하면서 그
의 교육관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
된다.82)

京時 書中에 三朔月給은 義務로 締約엿시니 更勿他慮라 엿고” (조창용, 앞
의책, 45~46쪽)

80) “광무 11년(1907) 7월에 경기동흥학교(京畿東興學校) 양주군(楊州郡) 묵동(墨
洞) 정인호(鄭寅琥)의 집으로 그 사람이 나를 초청하기에 학교에 갔더니, 그 사
람은 학교를 빙자하여 협잡을 부리고 있었다. 그래서 당일로 통문을 내서 향원
(鄕員)을 모이게 하여, 본 군수(郡守) 홍태윤(洪泰潤)으로 교장을 선정하고 교실
은 녹동(鹿洞) 이철용(李喆鎔)의 집으로 옮기고 민영휘(閔泳徽) 씨로 찬성장(贊
成長)을 추천하여 뽑게 하고 유지할 방침을 의논하여 정하게 하니 학교의 형세
가 더욱 확장되었다.”(조창용, 앞의책, 43~44쪽) 여기에서 광무11년이라는 연도
는 광무10년(1906년)의 착오이며, ‘민영휘(閔泳徽)’는 휘문의숙의 창설자이므로 
역시 ‘민형식(閔衡植)’의 착오이다.

81) 白農實記 속에는 당시 조창용이 만든 일성학교의 교칙이라든가 회의 문서, 
심지어 교가도 남아 있다.

82) 조창용의 백부인 석농 조병희와 이해조의 조부였던 이재만이 가까웠던 사이였
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承政院日記에는 조병희와 이재만이 함께 함
께 성균관에서 공부하면서 고종이 연 시사에서 함께 입상했던 기록이 전하고 있
기 때문이다.(承政院日記, 고종7년(1870), 7.21) 조창용이 어릴 적부터 백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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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 서간을 두 차례 읽으니 슬프면서도 위로가 됩니다. 삼가 받들
어 살피되, 날씨가 조화롭지 않으니, 객지로 떠나오신 몸을 편안히 하
시기를 우러러 안심하고 또 바랍니다. 저는 의지할 바를 찾았으나 목이 
아파 지금까지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만 어찌하겠습니까? 전에 내리신 
교시 중에 양잠소(養蠶所)나 열겠다고 하셨는데, 교육 받는 것과 양잠 
하는 것을 비긴다면, 즉 교육과 양잠 중 어느 것이 더 귀중하옵니까? 
저(生)는 분명 교육이 더 귀중합니다. 교사(敎師)님은 양잠이 더 귀중
하옵니까? 일전에 중부(仲父)께서 내리신 교시에는 이미 교사님을 만
류하셨다고 하였는데 지금 받든 교사님의 편지는 이처럼 심히 야속한 
것입니까? 저와 교사님은 비록 성은 다르나 가까운 친척이나 다름없음
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님의 편지를 읽으니 마음이 귀중한 물
건을 잃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행구(行具, 行裝)는 옮겨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부님의 하교가 없더라도, 이제 교사님을 잃게 되면 저도 
이름을 파내어 학교를 나가겠습니다. 이를 해량(海諒)하시기를 천만 바
라옵니다. 세상에 어찌 교사가 없겠습니까마는 자기를 알아주는 이를 
얻기는 어려우며,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얻기는 어렵지 않다고 해도 박
식한 이를 얻기는 어려운 까닭입니다. 오직 교사님께서 선처하시어 이 
학교의 사람이 학업을 이룬 뒤에 환향하시고 천만 다시 헤아리시어 내
일 저의 당숙과 함께 이곳으로 오셔서 교사님과 전별하고 마중함을 함
께 할 수 있도록 천만 우러러 바라옵니다.83)

조병희로 부터 가르침을 받은 바 크며 그를 극진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
자면 그를 양주로 오도록 주선한 것은 조병희를 매개로 한 이철용의 부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동흥학교에서 조창용이 핍박을 받을 때, 이철용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전후 사정이 대강 해명된다.

83) “學生李海朝書(丙午 六月 三十日 自楊州出發時)
     惠疏兩次奉讀 哀慰萬萬. 謹承審 日候不調 旅體節連護萬安 仰慰且祝. 罪弟省依 

而身以咽喉 于今辛苦. 自畓奈何. 第敎示中 養蠶所啓駕云, 以敎授譬於養蠶 則於敎
於養 何者最爲重乎. 生必以敎爲重, 敎師以養蠶爲重乎. 日前 仲父下書中 敎師則已
挽執云矣, 今承惠敎 如是野俗之甚也. 生與敎師 姓雖異 無異於至親 當今知之矣. 奉
讀惠敎 心意如失貴重之物也. 然則 行具不可運呈 無仲父下敎 今失敎師 則生當割名
出校矣. 以此海諒 千萬千萬. 世上豈無敎師 知人爲難 知人非難 博識之人 難得之故
也. 惟伏望敎師 此校之人 成業後의 還鄕시고 千萬爲料시와 明日與生之堂叔으
로 同伴向此 以爲其與敎師同一餞迓 千萬仰望耳.”(조창용, 앞의책, 74~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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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용은 이 편지를 ‘學生李海朝書(丙午 六月 三十日 自楊州出發時)’라
는 제목으로 필사해두어 ‘1906년 6월 30일 양주를 떠나면서’ 이해조로
부터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조창용이 
정인호의 문제로 곤란을 겪으며 교원 퇴직을 마음먹고 있을 때 받은 것
으로 생각된다.84) 이 편지에서 이해조는 자신을 ‘生’, 즉 학생으로 지칭
하고 있고 조창용을 ‘敎師’라 지칭하고 있는데, ‘敎師’라는 단어는 조선시
대이래로 한문편지투에 있어서 스승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었다는 점에
서 이해조가 조창용의 학생이었는가 하는 바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대목
이 된다. 또한 이 편지를 보면 이해조와 조창용의 교유가 단 기간에 형
성된 것이 아니라 퍽 오래 전 부터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이해조가 조창용에 대한 절실한 친분을 드러내는 대목을 보
거나 구체적으로는 ‘罪弟省依(저는 의지할 바를 찾았으나)’ 부분을 보면 
그렇다. 이는 이해조가 포천의 집, 즉 자신의 부친 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조창용은 여전히 고향을 떠나 돌아다니는 몸이고 
자신은 집에 의지하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것이다. 이 대목을 이해조의 
전후 사정과 함께 살펴보면 둘의 사이가 이미 경성에서 형성되어 이때까
지 이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 편지에서 중요
하게 눈여겨보아야 하는 대목은 당시 정인호와의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던 조창용이 이전 편지에서 차라리 양잠소나 열어 양잠이나 치면서 살
겠다고 말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해조가 자신은 

84) 조창용은 스스로 이 편지를 1907년 6월 양주를 떠나기 전에 받았던 것이라 착
각한 것 같다. 이 편지 이후에 다음과 같이 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本校監丈 
因爲繕給伯父傳書고 八月 三十日에 赴校야 九月 一日에 開學기로 言之
고 小俟地方騷擾浪息之日야 下去云云. 余則不聽고 因出發向야 上皇城야 
翊日에 乘鐵道다.(본교 교감 어른(이철용)이 이 때문에 백부님(조병희)께 전할 
편지를 작성하셨고 8월 30일에 학교를 닫았다가 9월 1일에 개학한다고 말씀하시
면서 지방의 소요가 줄어들어들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내려가라고 하셨다. 나
는 이를 듣지 않고 출발하여 황성(皇城)으로 올라가 다음날 철도에 올랐다)(조
창용, 앞의 책, 75면)” 하지만 1907년 6월 말은 이미 이해조가 帝國新聞의 기
자로 활동할 시기이므로 이 편지의 전후 사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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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생각한다고 강변하는 부분이다. 이는 대단
히 인상적인 대목인데, 지금까지 특별히 교육가로서의 면모가 드러나지 
않았던 이해조에게 근대적 교육의 신념이 내면에 깊게 형성되어 있었음
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조창용 역시 이러한 이해조의 
교육에 대한 열의에 부응하고자 당시 ‘신야의숙’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이해조를 위해 국민교육회 인사를 소개한 것이다. 그는 국민교육회 간사
원이었던 유진형(兪鎭衡)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유진형에게 보낸 편지(국민교육회 간사원, 1906.8.15)
(중략) 정인호(鄭寅琥)의 행위는 가히 말할 것도 못됩니다. 또 말하는 
중에 동반하여 상경해서 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설명은 무슨 
설명이 있겠습니까. 쫓겨난 사람에게 무슨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또한 이해조(李海朝)씨의 구전(口傳)에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등학
생입니다. 상세히 물어보시면 능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입회
하고자 한다니, 그 처지를 잘 돌보아주시기를 엎드려 비옵니다.(후
략)85)

이 편지는 1906년 8월 15일에 보낸 것이다. 이해조가 국민교육회 사
무소에서 ‘신야의숙’과 관련된 찬성회를 연 날이 1906년 8월 20일이었
으니 그 바로 며칠 전이다. 이 편지에서 조창용은 유진형에게 양주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중요한 대목은 이에 
대한 자세한 전후 사정을 이해조가 알고 있으며 그가 이 사정을 직접 입

85) 이 편지의 원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與兪鎭衡書 國民敎育會 幹事員 丙午八月 十五日
    敬誦. 比天仕體事 萬旺耳. 弟客狀姑依然. 此中學校事 萬萬付笑者耳. 以弟之遐鄕

孤踪 一無扶護之人, 鄭寅琥之見敗 何可形喩. 向於鄕會時 一一公佈旋卽退校 則諸
學生 亦同時退學. 一鄕人 一不從於鄭言, 鄭反於弟 弊校罰金懲出云 是何怪變也. 鄭
之所爲 不可言也, 又其言內 同伴上京 說明于本會云, 說明有何說明也, 見逐之人 有
何說明也. 此亦李海朝氏口傳 盡在. 此人 優等學生也, 詳探之則可知矣. 又欲入會云 
善爲愛護之地 伏望. 所報金 六円付送 壽領如何. 零餘四円 趁時報 上計耳. 餘不備 
伏惟.”(조창용, 앞의책, 46~47면, 밑줄은 위의 인용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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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할[口傳] 것이라는 부분이다. 또한 그는 이해조가 국민교육회에 
가입하기 원하니 잘 돌보아 달라고 그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이 편지로 
전후 상황을 짐작해보건대, 당시 ‘신야의숙’ 문제로 고민하던 이해조에게 
국민교육회의 간사원인 유진형을 소개하고 ‘찬성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는 방안을 알려준 것이 바로 조창용이었다고 판단해 보아도 무
리가 없는 것이다. 당시의 이해조는 전직 중추원 의관이었다는 이름뿐인 
경력만 있을 뿐, 포천의 학교의 사무원으로서 개화지식인들의 협회 활동
에 가담할만한 명망도, 인맥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
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해조에게 있어서 바로 이 조창용과의 만남과 
교유의 장면이 그의 삶에 있어서 확연한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국민교육회 사무소에서 열린 
‘찬성회’가, 부친이 세운 지방의 학교에서 사무를 보고 있던 이해조에게 
당시 경성 중심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개화 지식인들의 협회 중심적 정치
활동이 빚어내는 여론의 매커니즘과 위력을 실감하도록 했던 최초의 계
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연동예배당 입교 경험을 통한 계몽적 사상의 축적

이해조 1905년 7월에 입교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 연동예배당(蓮
洞禮拜堂) 혹은 연동야소교회(蓮洞耶蘇敎會)는 1894년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선교사 모삼열(牟三悅, Samuel F. Moore, 1860～1906)에 의해 
시초가 되어 연지동(蓮池洞)에 설립된 교회로 1900년에 ‘기일(奇一)’이
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던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1863~1937)
이 초대 목사로 부임하여 포교에 힘써 1907년에는 매주 1천 2백 여 명
의 교인이 출석할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특히 연동예배당은 당시로
서는 보기 드물게 중인출신들 위주로 된 교회였고86) 기독교 포교에 중
86) 교회의 기록에 따르면 1900년대 초에 제임스 게일이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 44 -

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준(李儁, 1859~1907), 유성준(兪星濬, 
1860~1935), 이상재(李商在, 1850~1927) 등 당시 조선사회에서 내로
라하는 개화 성향의 지식인들이 교회에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
들의 인적, 사상적 연결망 구실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이 교회는 여성과 어린이 교육에 특히 신경 쓰고 있었는데, 1898년부터 
연동소학교를 열어 1899년부터 여학생을 모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06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연동소학교를 남녀 구분하여 현재 정신학교
의 전신인 연동여소학교를 설치하기도 했고, 1907년 5월부터 ‘소아회(小
兒會)’라는 주일학교를 열고 있었다.87)

이해조가 1905년 당시 돈화문 밖에 있던 낙연의숙(보광학교)에서 학
원(學員)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광화방 원동(廣化坊 苑洞, 현 종로구 원
서동)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 연동예배당에 드나
들 처지가 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될 수 있지만, 이후 그리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의 면모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해조가 어떠한 계기로 
이 연동예배당의 신자가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
렵다. 다만, 이해조의 입교 시점인 1905년 7월 당시 연동예배당에서는 
대한제국의 국세(國勢)가 기울어 가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독립을 위
한 위국기도문(爲國祈禱文) 1만장을 찍어 배포한 바 있었는데 대한제국
의 의관출신으로서 의숙의 학원이었던 이해조가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여 
입교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당시 皇城新聞
은 다음과 같이 위국기도문의 내용을 싣고 있다.88) 당시 대한매일신보

장로를 선출하는데 양반들은 갖바치 출신의 고찬익(1857~1908)이 장로로 선출
된 것에 반발하여 종묘 옆 봉익동으로 옮겨 1910년에 묘동교회를 설립한 일이 
있었을 만큼, 본 교회의 중심은 양반계층보다는 중인 아래의 주변계층에 있었다
(고춘섭 편, 사진으로 보는 연동교회 11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2004).

87) 앞의책, 205면, ‘자세히 새로 쓴 교회연혁(연동교회110년사)’을 참고할 것.
88) “敎會祈禱文 蓮洞 耶蘇敎會에셔 現今 國勢의 岌嶪을 爲야 爲國祈禱文 一萬

張을 刊佈얏다 其全文이 如左니 / 今我大韓苦難萬狀凡我同胞所共知也就
中信耶蘇者或有不覺罪孽之自作埋怨他人或謂我?靈魂自在天國肉身世國無甚相關或
謂當此苦難豈宜恬然坐視不忍血氣欲爲急進是皆未之思而槪不合於上帝之旨耳 / 若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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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설진 중 한 명인 양기탁이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논조
가 기독교에 우호적이었던 것에 비해,89) 皇城新聞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1905년 8월초의 皇城新聞의 ｢論說｣에서
는 바로 이 연동예배당의 위국기도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
가하고 있다. 물론 명백히 황제인 순종을 두고서 ‘상제(上帝)’ 즉 기독교
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명분과 국가의 독립과 인민의 생명을 위
하여 기도하는 것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소 미심쩍은 시선을 보이면서도, 
‘道德을 崇信 眞心으로 至神至明하신 上帝 國家을 爲하야 祈禱하
며 二千萬 同胞를 爲하야 祈禱하니 其主義의 正大’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비록 유교의 가르침으로 그것을 따를지라도 충분히 용인가능하
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90) 이 논설의 입장은 당시 유교의 영향 하에 

受苦受難之罪曷由乎爾則亶在乎不信天不求福大抵我邦人唯事耶神偶像行惡作僞 / 上
帝所賜沃土礦産以及日用萬物不知感領而適用亦不祈求 /上帝嗚乎惟我信徒溯思舊約
先知耶利未以士喇但以理爲猶太國以色烈祈禱得救故事我韓亦願得救而祈禱于天

     祈禱文 / 萬王之王萬有之主歟我韓國多罪惡入沈淪惟天外無所禱也我等虔誠一時祈
禱天可憐見韓國願如耶利未以士喇但以利爲國祈禱而賜救我韓亦垂拯救俾全國人民悔
改自罪悉爲上帝選民此國永遠受天保護確爲地毬上獨立國但靠救主耶蘇基督名祈禱亞
孟 / 祈禱時間每日下午三時至四時”(皇城新聞, 1907.7.25, 3면)

89) 김권정, ｢愛國啓蒙派의 기독교 인식에 관한 연구-大韓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숭실사학 17집, 숭실사학회, 2004, 72~73면 ; 노연숙, ｢대한매일신보에 나
타난 기독교적 상상력｣, 민족문학사연구 31집, 민족문학사학회, 2006, 
230~231면.

90) “日昨에 蓮洞耶蘇敎會에셔 我大韓이 受天保護야 地球上獨立國이 確實히됨을 
願하야 爲國祈禱文 一萬張을 印布國中하고 每日下午三時로브터 四時지 祈禱
다 은 本報에 已爲揭載하얏거니와 吾儕가 同一 國民으로 其爲國祈天하 虔
誠에 對하야 實로 感歎攢賀 더러 凡世人의 善擧를 讚之揚之하야 諷勸天下 
亦記者의 所不能已者라 方欲執筆以述 客有譏之者하야 曰 國家의 興替와 人
民의 休戚이 一은 人事로 由이오 一은 氣數에 關이라 今에 國家의 獨立과 人
民의 生命을 爲하야 上帝 祈禱다 은 吾斯之未信이로다 余曰 天下之事를 
何可以一槪論哉리오 彼以惑世之私意妖言으로 謟瀆鬼神은 所謂 淫祀無福이어니와 
至若敎會하야 道德을 崇信 眞心으로 至神至明하신 上帝 國家을 爲하야 
祈禱하며 二千萬 同胞를 爲하야 祈禱하니 其主義의 正大이 天理에 適合지라 
況其祈禱文에 曰 全國人民이 悔改自罪하면 上帝셔 拯救을 垂하신다 은 其理
明確지라 今以儒敎中聖訓으로 推之라도 曰 上帝 不常하사 作善이면 降之百
祥하시고 作不善이면 降之百殃이라 하니 人의 作善作惡으로 由하야 天의 降福降
灾가 形聲에 影響과 如지라 盖禍福之機가 間不容髮이니 善與不善而已라 一念
之善과 一念之惡에 景星卿雲과 妖孛怪厲가 以類而應하 故로 吾人의 改過遷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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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중도 개화주의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심리적 경향이 어떠했는가 하
는 바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한학을 배우며 성장했
던 이해조가 기독교에 입교하게 된 배경 역시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해조가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최원식이 <枯木花>(帝國新聞, 1907.6.5~10.4)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활빈당에 의해 흩어진 인물들을 결합시키는 구원자의 
역할을 맡은 인물인 조박사가 바로 기독교 신자로 표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민출신으로 미국 화성돈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 그가 공
부한 성경의 내용대로 조선 인민을 위해 자선사업을 하고 있던 그가 주
인공인 권진사를 조력하며 권진사를 괴롭히던 오도령과 괴산댁까지 기독
교의 복음으로 회개하도록 하는 대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枯木
花>에서 이해조는 기독교를 봉건적인 계급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일종
의 국민적인 통합원리로서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최원식의 판단91)
은 당시 이해조의 입교기록을 감안하면 더욱 설득력이 생긴다. 이와 더
불어 이 ‘조박사’라는 인물의 모델은 아마도 훗날인 1909년 최병헌의 기
독교 관련 토론 소설인 성산명경의 교열을 맡았던 바 있던 조원시(趙
元時, G. H. Jones, 1867~1919)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자연스러운데, 
이 선교사이며 철학박사인 조원시는 1892년 아펜젤러의 후임으로 인천 
내리교회의 목사가 되어 선교활동을 펼쳤고 배재학당 등에서 교사로 활
약한 바 있었던 것이다.92) 그는 1903년 무렵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之日이 卽是轉灾爲福之時니 可不信哉리오 且夫 疾痛之極에 天을 呼하며 父母을 
呼은 人之常情이니 今我大韓人民의 遭値 木石不付의 情勢가 甚於疾痛인 
環顧四方에 但見豺狼이오”(皇城新聞, 1907.8.2, 2면, 밑줄 인용자)

91) 최원식, ｢이해조의 문학세계｣,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과 비평사, 1986, 
69~71면.

92) 최병헌의 성산명경에 관련된 사항과 최병헌과 조원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원식, 한국계몽주의 문학사론, 소명출판, 237~249면을 참고할 것, 다만 최원
식은 조원시가 최병헌의 성산명경(貞洞皇華書齋, 1909)의 교열을 맡게 된 정
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는데 최병헌은 그가 정동교회 담임목
사로 근무할 때, 본국으로 귀국했다가 1906년 한국으로 돌아온 조원시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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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7월 경 상항(桑港)을 통해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93) 1908년 5
월 다시 미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정동제일회당총리(貞洞第一會堂總理)’
를 역임하면서 종로청년회관 등지에서 ‘지식개발(知識開發)’, ‘제국독립
(帝國獨立)’ 등을 주제로 수차례 연설하였고, 의사였던 에비슨(魚丕信, 
Oliver R. Avison, 1860~1956)과 함께 자선행사를 열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94) 물론 <枯木花>의 등장인물인 조박사가 외국인이 아닌 한
국인이었다는 점에서 양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나 조박사가 자선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으면서 기독교적인 교리를 
말로 설파하여 주인공에 해당하는 권진사, 나아가 악인까지도 회개하도
록 하는 면모를 보거나, 1906~7년 무렵 조원시 선교사가 한성 남서(南
署) 정동(貞洞) 내에서 자주 연설 활동과 자선 활동을 하였던 점을 본다
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
아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비슷한 시기 연동예배당에 드나들며 근대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해조가 실제로 조원시의 연설을 들었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문보도 혹은 소문을 통
해서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조원시를 모델로 하여 새로운 소설적 
인물을 창작해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목화>이후의 소설에서 이해조는 기독교와의 관련성을 철
저하게 배제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그의 기독교에 대한 확신은 당시 일
반 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개화지식인들의 수준을 넘지 않았던 것으
로 생각된다. 오히려 이후 ｢유죵｣에서 유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유교
의 가장 큰 문제가 종교와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
리고 ‘제사’라는 객체적 형식에만 치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95) 유교의 

성산명경의 교열을 부탁했던 것으로 보인다.
93) 공립신보, 1906.7.14.
94) 皇城新聞, 1907.8.3, 2면.
95) “교육을 쥬장고로 향교와 셔원을 당초에 셜시얏고 종교를 귀즁고로 

대셩인과 명현을 뫼셧고 셩현을 뫼신고로 졔례를니 교육과 죵교 쥬톄가
되고 졔 톄가되거 근 쥬톄 업셔지고 톄만 슝상니 엇지 렬셩
조의 셜시신 본의라 리오”(이해조, <토론소셜 유죵>, 광학서포, 19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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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거리거리 연설하고 누구나 쉽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간편화해야함을 주장96)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가 유
교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참조 모델이 바로 개화시대 기독교의 
활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그의 태도는 일방
적 투신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활동의 나아갈 바를 본떠 유교를 개혁하
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97) 가령 배재학당처럼 교육과 종교가 
일치되어 사회를 이끄는 모습이라든가 각종 기독교 단체를 결성하여 연
설·토론하는 모습을 유교계에서 기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유
죵｣에서 이해조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었는 것이 바로 자국정신(自國情
神)의 자각임을 상기한다면 어느 정도는 당연하게 다가오는 바이며, 따
라서 기독교에 관한 이해조의 관심은 믿음과 종교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철저하게 개화기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제반 활동들, 즉 근대
학교의 설립, 연설토론회 개최, 반상구분의 폐지,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 
미신타파 등의 계몽적인 의도와 관련된 것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정황은 그가 자신의 소설에서 주제 형상화에 있어서 이른바 다가치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 배경, 즉 보수와 개화의 의지가 공존하는 태도라든
가, 비록 허울에 불과했다고 하더라도 왕족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주
변계층에 대한 관심을 폭넓게 보여준 태도, 그리고 유교적인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성장했으면서도 여성의 교육을 강조하는 태도를 동시에 자

면)
96) “종교에야 엇지귀쳔과 남녀가 다르겟소 지금이라도 종교를위랴면 성경현전을 

알아보기쉽도록 국문으로 번역야 거리거리 연설고 성묘와 셔원에 무희 롱
용며 가령 졔로말지라도 귀인은 귀인례복으로 참고 쳔인은 쳔인의관
으로 참고 녀 녀의복으로 참야 너도 공님 뎨 나도 공님 뎨
되기 일반이라면 종교범위도 널고 사회단톄도 굿으리다”(이해조, 위의책, 
18~19면)

97) 최원식은 유죵의 공자교 구상의 모델이 기독교였음을 지적한다. 물론 
유죵에 나타난 유교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공자교에 대한 구상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단지 기독교의 사례를 바탕에 둔 유교 개혁론으로 보아야할 것인가 하는 
데에는 좀 더 고찰의 여지가 있을 것이나, 적어도 이해조가 피력하는 유교개혁의
지의 모델이 당시 기독교의 사회적 활동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최원식, 앞의책,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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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소설 속에서 공존하도록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바를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는 그가 근대학교와 지속적
으로 관련을 맺었다고 하는 이력과 더불어 연동예배당을 드나들면서 당
시 그 안에 형성되어 있던 개화기 근대 지식인 사회와 교유하면서, 그 
속에서 기독교의 중심 활동 중 하나였던 연설, 토론 등 개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 근대 지식인 사회 속으로의 편입과 근대 교육 출판의 경험

한편, 앞서의 논의를 통하여 이해조가 1905년 7월 연동예배당의 신자
로 입교하였고 기독교의 영향 하에서 여성 교육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고 
연설과 토론의 방식에 대해서도 개명하게 되었던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이해조가 백농 조창용과의 교유를 통하여 국민교육회
에 입회하게 된 전후의 정황에 대해서도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되는데, 국민교육회는 1904년 8월 24일 바로 연동예배당(蓮洞禮
拜堂)의 담임목사였던 제임스 게일(J. S. Gale)의 집에서 창립된 단체였
기 때문이다.98) 비록 국민교육회는 자체적으로 회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활동 기록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로 개화 근대기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서를 찍어내고 보급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개화기 당시 교육의 일선에 있었던 협회
였으므로, 이해조가 국민교육회에 가입하기를 원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
던 것이다. 

당시 이해조에게 있어서 바로 이 국민교육회에 가입하게 된 것은 그가 
소설 창작 및 제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98) 최기영, ｢한말 국민교육회의 설립에 관한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1, 한국근
현대사학회, 1994, 30~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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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가 소년한반도(少年韓半島)에 찬술원(撰述員)으로서 참여하게 
된 배경 역시 이 연동예배당과 국민교육회의 관계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다. 1906년 8월 20일 이해조가 국민교육회에서 열었던 신야의숙 관련 
찬성회에 참석한 인물 중 하나인 양재건(梁在謇)은 조창용이 기록한 연
동예배당 신자 목록99)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물이면서 국민교육회원
이었는데,100)그가 바로 소년한반도의 사장이었기 때문이다. 양재건은 
1852년생의 외국어학교 교관이자 1904년에 입교한 기독교인으로서 
1906년에는 강서(江西) 우산학교(牛山學校)의 교장을 역임하기도 했는
데, 당시 ‘찬성회’에 참여했다 근대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진 이해조를 
소개받고, 이후 소년한반도를 창간할 때 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
다.

당시 소년한반도는 양재건을 사장으로, 조진태(趙鎭泰)를 총무로 하
고 있었고, 원영의(元泳義), 박정동(朴晶東), 이인직(李人稙), 이해조, 정
교(鄭喬) 등을 찬술원(撰述員)으로 두었다. 이 소년한반도가 국민교육
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은 이 잡지가 국민교육회에서 1905년 
8월에 돈화문 앞에 보통학교 과정으로 설립한 보광학교 내에 임시사무
소를 두고 발간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잡지 안에 당시 국민교육회에서 
발간하던 교과서들에 대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싣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조진태가 총무였던 것을 보면 아마도 발간에 필요한 재정
적인 재원은 그가 댔을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이 잡지는 국민교육회와 
주변의 인사들 다수의 지적 자산을 활용하여 만든 잡지였던 것이다. 당
시 이 잡지 내에는 ‘물리학’, ‘사회학’, ‘국제공법’, ‘경제학’, ‘지문학’, ‘공

99) 조창용은 양재건의 인적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고 있다.
   “梁在謇 年五十五 入敎光武八年三月廾日 職業外國語學校敎官 北署廣化坊觀象洞二

十統十二戶”(조창용, 앞의책, 40면)
100) 국민교육회는 회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어떤 사람들이 국민교육회원이었는

가 하는 바를 특정해내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국민교육회의 규모나 당시의 위상
을 감안하면 대단히 다수의 인물들이 국민교육회에 가입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최기영은 연동교회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양재건을 국민교육회의 일원
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최기영, 위의글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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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수학’ 등과 같은 근대적 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기사들이 실리
곤 했는데 각 찬술원들은 각기 자기 관심 분야별로 주로 번역한 기사를 
싣고 있었다. 이 기사들이 대부분 번역(역술)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
는 것은 각 찬술원들의 이력이 대부분 외국어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인데 일본어학교를 다니고 일본어 교관을 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었고101) 나머지는 사범학교 교원 출신이거나 한학적인 배경을 갖
춘 이로 중국을 통해 들여오는 자료들을 번역할 수 있는 이들이 대부분
이었다. 특히 저술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해조가 관계해 있었던 ‘낙연의
숙’(보광학교)의 교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102) 이 소년한반도는 주로 
근대학교에 입학해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에게 다양한 방면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실제로 여기에 실린 기사들은 일정한 분량의 내용이 
묶이면 바로 교과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격의 기사들이었기 때문에 
소년한반도는 순수하게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읽을거리를 제공할 목적
으로 창간되었다기보다는 국민교육회를 통해 개화기 학교에 필요한 교재
를 만들고자 했던 지식인들이 바로 단행본으로 내기 전에 내용들을 평가

101) 당시 少年韓半島 찬술원들 중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사람은 최재익, 유제달, 
이범익, 김경식 등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관립 한성일어학교를 다녔고 한성일어
학교의 교관으로 활동하거나 국민교육회에서 설립한 보광학교의 교원을 하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중 이인직은 예외적인 경우로 일본에서 정치학을 전
공했던 배경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이 잡지에는 ｢사회학｣이라는 기사를 지속
적으로 실었다.

102) 당시 보광학교에 학원(學員)과 교사(敎師) 누구누구가 근무했었는가 하는 바
는 확실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앞서 거론된 인물을 제외하고는 少年韓半島
찬술원 중 류제달(柳濟達)이 1906년 9월부터 보광학교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대
한제국관원이력서(312면)에서 확인된다. 또한 한익교(韓翼敎)의 경우, 당시 은
행에 근무하여 조진태와 관련 있는 인물임이 확인되는데, 낙연의숙을 1905년에 
졸업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1906년 11월에 발간
된 少年韓半島 창간호 48면에 기록된 찬술원들의 목록과 비교하여 아래에 인
용하여 본다면 찬술원 중 상당수가 보광학교 학원 및 교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社長〉 梁在謇 〈總務〉 趙鎭泰 〈撰述員〉 梁在謇 元泳義 鄭喬 趙重應 朴晶
東 李人稙 李膺鍾 李海朝 徐相浩 金瓊植 柳錫泰 徐丙吉 李範益 韓翼敎 柳濟達 崔
在翊”(강조된 인물들은 보광학교(낙연의숙)와 관련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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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검증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생각된다. 즉 이 시대를 1899년 무렵 
최초로 만들어진 대한 제국의 교과서들이,103) 특히 ‘국민교육회’를 중심
으로 새롭게 다시 발간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면 이 소년
한반도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타고 주로 당시 학교의 ‘교
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근대적인 교육경험이 많지 않았던 이해조가 새로운 시대
의 외국어 전공자들처럼 근대적인 신학문의 번역물이나 철저한 한학적 
소양을 가진 정교(鄭喬)104) 같은 인물처럼 한문으로 된 논설을 쓴 것이 
아니라 ｢岑上苔｣라는 제목의 한문 소설을 연재한 것은 어쩌면 분명 불가
피한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만큼 이해조는 한편으로는 한학적인 
배경에 침윤되어 신학문에는 그리 밝은 것이 아니면서 근대교육에 대한 
신념과 의지는 누구보다 높았던, 말하자면 전근대와 근대 사이에 끼어 
있는 문제적 개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한반도 내에서 물리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등 제각기 ‘전공’이라는 지식 분야를 드러내고 있
는 와중에 ‘소설’, 게다가 한문으로 된 소설이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선
택을 한 이해조의 당시의 상황은 이후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 활동을 
하던 1908년경에야 비로소 ｢윤리학(倫理學)｣이라는 글을 쓸 수 있게 되
는 상황과 함께 살펴보아야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가 
고른 텍스트가 왜 소설이었는가 하는 문제 역시 그의 초기 소설관의 형
성의 문제를 교육에의 의지와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해조의 이러한 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소년한반도 6호로 
종간된 1907년 4월 이후, 그간의 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소설 창작을 위
한 밑바탕이 생겼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우선 하나는 그가 1907년 5
103) 대한제국의 교과서들은 주로 학부편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편집자 및 저술자는 현채로 그는 大韓地誌(廣文社, 1899)나 (普通敎材)東國
歷史(大韓帝國學部, 1899) 등을 찍어내었다.

104) 少年韓半島에 실린 대부분의 기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대부분 국한문혼
용의 표기법을 쓰고 있으나 유독 정교(鄭喬)의 ｢國際公法｣(1~3호)이나 ｢史說｣
(1~3호) 만은 한문전용으로 쓰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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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박정동, 이인직과 함께 제국신문(帝國新聞)의 기자가 되었다는 것
이다. 이 들은 모두 소년한반도의 찬술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박정동은 국민교육회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으니 이해조는 그간의 국민교
육회 활동과 소년한반도 경험을 통해 제국신문에 자리를 얻었을 것
임을 짐작할 수 있다. 1907년 5월 17일의 사고(社告)를105) 보면 정운
복(鄭雲復)이 편집을 맡고, 물리학과 소설의 저술은 박정동, 이인직, 이
해조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정동은 1898년부터 사범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며 소년한반도에 ｢물리학(物理學)｣, ｢지문학(地文學)｣ 
등의 기사를 연재하였으니 당연히 물리학을 담당하게 되었을 것이며, 소
설은 이인직과 이해조의 담당이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
스럽게 ‘소설’ 쪽의 무게 중심은 이미 만세보에 <血의淚>와 <鬼의
聲> 등을 연재한 바 있었던 이인직에게 쏠릴 수밖에 없음이 당연해 보
인다. 이후 바로 이인직은 제국신문에 <血의淚> 하편을 연재하기 시
작했다는 사실이 바로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무렵 이
해조가 제국신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지
만, 그만큼 아직 이해조의 위상은 소설가로서도 교육자로서도 불분명했
던 까닭이다. 하지만 이인직은 1907년 6월 1일 ｢血의淚｣ 하편을 몇 호 
지나지 않아 연재를 그만두게 된다. 대외적으로 이는 이인직이 이후 대
한신문(大韓新聞)의 사장을 맡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는 하
지만 대한신문의 발간을 학부에 승인받고자 청원한 것이 1907년 7월 
15일의 일이며, 그 창간이 같은 해 7월 18일의 일이니 연재를 그만두던 
시점과는 시간적 거리가 꽤 크다. 이는 보다 꼼꼼히 재구해 보아야할 문
제이다. 어쨌거나 이해조로서는 갑작스레 연재를 그만둔 이인직으로 인
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이인직 대신에 1907년 6월 5일부터 

105) “본샤 편집원은 정운복씨로 츄션되야 금일부터 일반 편즙무를 담임사무오
며 물리학과 소셜은 박졍동·리인직·리해죠 삼씨가 뎌슐하 이상 졔씨 본신
문이 우리 한국 명긔관에 요점됨을 각야 보슈의 다소를 구치 안코 다 
원 근무오니 일반동포 죠량시기 바라오.”(帝國新聞, 1907.5.17, 社告, 최
기영, 大韓帝國時期 新聞硏究, 일조각, 1991, 42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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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고목화(枯木花)>를 제국신문에 연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다. 이로부터 이해조는 제국신문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8편 혹은 그 
이상의106) 소설을 연속으로 연재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신소설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해조의 소년한반도 활동은 그로 하여금 당시 교과
서를 통해 확대된 출판계와 관련된 다양한 양상을 경험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소년한반도의 찬술원 중 하
나였던 원영의는 이해조가 1908년 3월에 번역 출판했던 <화성돈전(華
盛頓傳)>의 교열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는 1895년 한성사범학교를 졸
업하고 관립소학교원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다가107) 1905년에 ‘의원면본
관(依願免本官)’하고108) 교과서 저술 사업 및 교열 사업에 전념한 인물
이었던 것이다.109) 정황상 이해조가 역술한 화성돈전은 조지 워싱턴의 
전기로 그가 이를 번역한 계기는 바로 ‘국민교육회’의 저술 방향과 관련
되어 있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국민교육회는 당시 근대적 학교
에 필요한 교과서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
고 있었고 그 회칙 중 제3조 3항에는 ‘본국긔와 디지와 고금명인 젼젹

106)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제국신문은 1909년 초까지이지만 그 이후에도 일제강
점으로 인한 국권상실 때까지 이 신문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후, 단행본으로 출판된 <자유종> 등의 작품들은 제국신문에 연재되었을 가
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제국신문이 발견되어야 해명
될 수 있는 문제로 

107) 大韓帝國官員履歷書, 韓國史料叢書 17권, 國史編纂委員會, 1972, 23책, 617
쪽.

108) 官報 3277호, 1905.10.23.
109) 원영의는 1895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관립소학교 교원, 한성사범학교 교

원 등을 지냈으며 1906년부터는 주로 교과서를 편찬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는 
柳瑾과 함께 신정동국역사(新訂東國歷史)(徽文義塾, 1906)를 찬집(纂輯)하였
고, 안종화(安鍾和)가 역술한 초등위생교과서(初等衛生敎科書)(光學書鋪, 
1907)의 교열을 맡기도 했다. 이후 소학한문독본(小學漢文讀本)(普成社, 
1908), 몽학한문초계(蒙學漢文初階)(中央書館, 1908)을 찬집하였는가 하면, 
이후 이해조의 화성돈전(華盛頓傳)(회동서관, 1908)과 안종화가 쓴 초등만국
지리대요(初等萬國地理大要)(徽文館, 1909)의 교열을 맡거나 국조사(國朝史)
(1910)를 구술하고 조선산수도경(朝鮮山水圖經)(1911)를 저술, 손자실기(孫
子實紀)(1912), 근고문선(近古文選)(東美書市, 1918) 등을 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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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집야 광포야 국민의 국심을 고동고 원긔를 양 ’110)
이라고 하며 ‘본국사기’, ‘지지(地誌)’, ‘고금명인 전적’[傳記]을 주요 출
판 대상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화성돈전>은 바로 여기
에 해당하는 ‘전기’로서 번역된 것이고111) 교재 편찬에 경험이 많았던 
원영의의 교열 하에 출판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국민교육회의 출판 방식은 서적 발간비를 일단 회비로 지출하고 
발매, 납본한 뒤에 이익금의 3분의 2는 편집원에게, 3분의 1은 회비로 
보충하는 방식이었다. 국민교육회는 대단히 많은 부수의 교과서를 찍었
고 거의 매진이 되었는데112) 실제로 운영은 거의 회원들의 의손금에 의
존했던 것을 보면 교과서를 판매하는 데 주력하기 보다는 교사를 양성하
고 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력하고 교재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경우도 많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교육회의 출판 활동이 당시 폭
발적으로 증가하던 근대교육기관과 맞물려 출판시장 자체를 활성화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국민교육회 자체는 비
교적 적은 6종정도의 교과서만을 출간하였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
나마 1907년 12월에 ‘흥사단’에 흡수되었지만113) 국민교육회의 활동으
로 인해 학교의 설립과 교과서의 보급의 장이 확대되어 애초에는 이러한 
교과서들의 분매소(分賣所) 역할만을 하던 김상만 서포(광학서포), 고유
상서포(회동서관), 중앙서관, 대동서시 등이 점차 스스로 책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근대적인 출판사로 발돋움하게 되면서 국민교육회를 구성
하고 있던 다양한 인물들의 책을 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이해조 역시 

110) ｢대한일신보｣, 1904.9.9, 2면.
111) 최원식은 이해조가 번역한 화성돈전(華盛頓傳)의 저본이 중역본(中譯 혹은 

일역본의 重譯으로서)임을 밝히고 있다(최원식,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
판, 2002, 170~171면).

112) 국민교육회에서는 1906년에는 대동역사략(大東歷史略), 신찬소물리학(新
撰小物理學), 1907년에는 초등소학(初等小學), 초등지리교과서(初等地理敎科
書), 신찬소박물학(新撰小博物學) 등을 출간하였으며 특히 신찬소물리학은 
1만부를 인쇄하였고 초등소학은 2천부를 찍어 곧 매진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
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기영의 앞의글, 35면, 45면을 참고할 수 있다.

113) 大韓매일신보, 1907.12.17, ｢敎育會引繼｣(최기영, 앞의글, 5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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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맺은 인적 관계들을 바탕으로 하여, 역술한 화성돈전을 회동서관
을 통하여 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고유상의 증언에 따르면, 이 화
성돈전은 당시 일반적인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약 3천부 정도가 발행
되었고 꽤 호응이 있었다고 하는데,114) 이는 딱지본 신소설이 본격적으
로 출판되기 전, 아직은 학생들이 국문으로 된 읽을거리가 부족했던 시
대에 교육계몽적인 성격과 소설의 이야기적 흥미성 등을 적절히 포함할 
수 있었던 때문이 아닐까 판단해볼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신채호의 을
지문덕전과 마찬가지로 협회나 의숙 등에서 다량으로 구입하여 학생에
게 배포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1907년 이래로 이해
조가 제국신문에 신소설을 연재하면서 동시에 국민교육회를 통해 일찍
부터 출판계를 경험한 바가 있다는 사실은 그가 이인직과 함께, 신문에 
연재했던 소설들을 묶어 일정량에 이르면 바로 바로 단행본으로 인쇄하
여 찍어낸다고 하는 신소설의 출판 관행을 새롭게 확립한 작가였다는 사
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해조로서는 최초의 단행본 출판에 해당하는 이 
화성돈전의 출판에 이어, 그는 자신의 연재소설들을 당시의 서포나 서
관 등에서 출판하면서 자신을 ‘저작자’로서 분명히 밝히면서 근대적인 
저작관념에도 밝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114) 이종국, ｢개화기 출판 활동의 한 징험-회동서관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중심
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9, 한국출판학회, 2005.12.15, 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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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대 소설 전통의 계승과 다시쓰기의 서사적 전략들

(1) 전대 소설의 이야기적 전통의 계승과 서사 차용의 양상
 
  1) 한문단편소설 <잠상태>의 창작과 이해조 소설 관념의 원천

지금까지 앞선 논의를 통하여, 이해조가 대한제국에서 말단 관직이나
마 근대 지식을 다루는 관직을 얻게 되어 격변하는 시대적인 현실 속에
서 근대적인 지식체계를 경험하고 당시 개화 지식인들의 공론장 속에 뛰
어들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확인해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그가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제국신문에 소설을 창작, 연재하게 되는 데 이
르게 되었는가 하는 이른바 소설 창작의 계기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중
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중에서 특히 그가 학
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교육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교과서
의 편찬을 주요 업무로 삼았던 국민교육회의 활동에 관여하고, 기독교 
포교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당시 개화기 지식인들이 모이고 정
보를 교환하던 중심적인 장이었던 연동예배당에 나가게 되었던 사실이 
이해조에게 있어서 소설 창작의 내용적인 배경으로서 계몽사상의 축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본고의 3장에서는, 이해조가 신소설 창작 과정에 있어서 특히 소
설 내의 서사의 구축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위하여 그
가 서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전대의 고소설의 이야기적 전형을 소설 창
작을 위한 화소(話素)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바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문학사적인 의미가 전무하여 이해조 소설에서 별개의 
작품으로 취급되었던 한문소설 <잠상태>와 이후의 창작을 관련짓기 위
한 하나의 시도로, 그가 최초에 창작하고자 했던 소설이 바로 백화체로 
된 한문단편, 내지는 화본 소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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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가 소년한반도라는 근대적인 매체에 ‘소설(小說)’이라는 양식으로 
연재했던 소설의 원형이 바로 주로 명대의 백화 한문단편이었다는 사실
은 그가 갖고 있던 ‘소설’이라는 양식이나 개념이 근대적인 그것이 아니
라, 전대로부터 내려온 그것일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
한 가정 아래, 이해조가 창작한 <고목화>, <빈상설> 등, 제국신문, 
대한민보, 그리고 일제강점이후, 매일신보 등의 신문에 연재했던 소
설들의 서사와 중국 명대의 풍몽룡(馮夢龍, 1574~1646)이 주로 편집·
교정하여 펴내었던 의화본(擬話本) 소설집인 ‘삼언(三言)’, 즉 유세명언
(喩世明言),  경세통언(警世通言), 성세항언(醒世恒言)과 역시 비
슷한 시기 능몽초(凌濛初, ?~1644)가 펴낸 ‘이박(二拍)’, 즉 초각박안
경기(初刻拍案驚奇), 이각박안경기(二刻拍案驚奇)에서 중국 강소성 
소주의 포옹노인이라는 무명의 작가가 40편을 골라내어 펴낸 금고기관
(今古奇觀)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실제로 이해조의 소설에서 지금까지 번안이라고 알려진 작품 외
에 대부분의 소설들에서 금고기관에 실린 단편들의 화소들이 차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이해조의 소설론
의 추이와 연관지어 이해조가 어떻게 전대의 소설의 화소를 차용하여 다
시쓰기 하는 서사적 전략을 구축했는가 하는 바를 해명해보고자 한다.

이해조는 소설 창작 초기에서부터 순한글이 아닌 한문현토(漢文懸吐) 
소설의 창작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가 최초로 선택했던 창작 소설의 
유형은 잡지 소년한반도(少年韓半島)에 1906년 11월부터 1907년 4월
까지 연재했던 <잠상태(岑上苔)>가 그러하듯 바로 백화체가 우세한 한
문소설이었던 것이다.115) 이는 그가 철저하게 한학적인 전통 내에서 성
장한 지식인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해조의 삶에서 대한제국 
관직 경험을 통해 근대적인 지식을 대면했던 과정에 존재하고 그것이 그
의 이후의 삶에서 더욱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해조는 어린 시절부터 한학을 공부하면서 자라났으며 그러한 전통에 익
115) 송민호(宋敏鎬), 한국 개화기 소설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5, 9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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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가 한문소설을 창작하게 된 동기나 배
경은 당연하게 이해될 수 있다. 

게다가 1900년대 초 신문에 연재된 한문소설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송민호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한문소설들은 오히려 순한글소설보다 더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인천에서 발간된 대한일
보(大韓日報)에 연재되었던 <관정뎨호록(灌頂醍醐錄)>(대한일보, 
1904.12.10~?)같은 소설의 경우, 처음에는 순한글으로 연재되었다가 3
회에 이르러서야 한문현토로 바뀌어 연재되고 있고 이후에도 일학산인
(一鶴散人)의 <一捻紅>(1906. 1.23~2.18)이나 금화산인(金華山人)의 
<龍含玉>(1906.2.23 ~4.3), 백운산인(白雲山人)의 <女英雄>(1906. 
4.5~8.29) 등의 한문현토로 표기된 소설들이 꾸준히 창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116) 송민호는 이러한 현상을 한문소설과 한
글 소설의 융합 과정에서 당대 독자의 기호에 맞추고 작가에게 편리함을 
주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117) 이러한 상황은 개화기의 대표적인 
신문인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정환국은 황성신문에 실린 <신단공안(神斷
公案)>(1906.5.19~12.31)의 경우는 한문현토로 연재되었으나 이후에 
실린 <몽조(夢潮)>(1907.8.12~9.17)은 순한글로 연재되는 등 표기를 
바꾸었고, 반대로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쇼경과 안즘방이 문
답>(1905. 11.17~12.13) 이나 <車거夫부誤오解>(1906~2.20~3.7)
는 순한글로 표기되었으나 <수군제일위인이순신(水軍第一偉人李舜
臣)>(1908.5.2~8.11)이나 <동국거걸최도통(東國巨傑崔都統)> 등은 오
히려 한문현토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118) 물
론 <수군제일위인이순신>이라든가 <동국거걸최도통>은 작자가 단재 
신채호였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변수로 놓여야 할 것이나, 
116) 위의책, 44~52면.
117) 위의책, 50면.
118) 정환국, ｢애국계몽기 한문현토소설의 존재방식｣,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

문학회, 2003, 189~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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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위의 연구결과들은 1906년 무렵, 이해조가 처음 선택한 소설의 
양식이 바로 백화체의 형식을 띤 한문현토의 소설이었다는 사실이 시대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는 사
실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잠상태>는 전대의 한문소설인 <영영전
(英英傳)>을 본떠 재창작한 작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119), 최원
식은 이 작품이 단지 <영영전>의 축자적인 재현이 아니라 <춘향전>을 
경유한 재창조의 과정임을 서두에 등장하는 ‘廣寒之奇緣’이라는 구절120)
과 주인공이 표현하는 운영이 춘향과 마찬가지로 신분상승의 의욕을 드
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121) 즉 이해조는 한문소설의 
고전적인 텍스트를 원본 삼아 이를 원용하여 재창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해조가 백화문으로 된 회장체 소설을 한문
현토로 잡지에 연재하려는 의도는 <잠상태>가 연재되었던 소년한반도
라는 잡지의 매체적인 성격과는 다소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
는 판단이 가능하다. 앞 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잡지에 주로 
실렸던 기사들이 대부분 사회학, 물리학, 정치학 등 근대적인 지식을 수
용했던 이들이 외국의 서적이나 잡지 기사 내용의 번역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백화체의 한문현토의 소설 형식을 취했던 이해조의 선택은 
그가 추구했던 소설 창작의 원래적인 원형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가늠
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시대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고 생각되나, 수록된 잡지의 성격에는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岑上苔 第一回
寒食節佳人祭亡母 天然洞公子餞貴客

119) 이형연, ｢이해조의 신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20면(최원식, 앞의책, 34면에서 재인용)

120) 이해조, <잠상태>, 소년한반도 1, 1906. 11, 39면.
121) 최원식, 앞의책, 36~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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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은是無情的이오磁은是無知的이라鐵與磁-有甚相知며磁與鐵이有甚同情
이리오마는一着에不得離 以其氣味不相異也ㄹ라况天帝地尊과嶽靈瀆神
이團團和不惜秀麗淸淑之原素야鍾不多佳人호有靈覺性며有風有性
며有情痴性乎아所以蒲東之艶詞와廣寒之奇緣의其相逢相別相思相夢이
非磁鐵止也라又有一件好春辭야要供普天下多情的노라122)

이러한 사실은 소년한반도에서 매회 연재분의 변모 양상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인용된 부분은 <잠상태>의 제1회로 맨 앞
부분에 제목과 장회가 표시되어 있고 전체의 내용을 표현하는 시구절이 
입화(入話)로 제시되어 있다. 이 <잠상태>에서는 내용 앞에 하나의 입
화가 더 들어 있는데, 이는 철과 자석이 갖는 물질적 속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 소설을 통틀어 이 작품이 소년한반도라는 잡지의 성격과 
맞는 부분은 바로 이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즉 철과 자석의 성질이 다르
지만, 서로 끌어들인다는 과학적인 사실을 앞세우고  그것을 인유하여 
실제 인간 세계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 철은 정(情)이 없고 자석은 앎[知]이 없어 서로 알거나[相知] 동정
(同情)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으나 실제로는 서로 다르지 않으며, 인간 
세계의 인연이 바로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백화체 한문소설에서는 
음양(陰陽)이나 인연(因緣) 같은 동양철학적인 원리로 설명되곤 하던 것
을 과학적인 원리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철과 자석이 서로를 끌어
들인다고 하는 과학적 사실이 학리(學理)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와 같
은 논리가 〈잠상태〉의 주인공인 한성(漢城)의 동쪽 산봉우리 아래 사
는 김생(金生)과 운영이 서로 맺게 되는 인연을 해명하는 데 쓰이고 있
는 것은 바로 응용(應用)의 차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초기에 있어서 이해조는 과학적 사실이 내포하는 논리와 
그것이 인간세계에 적용됨으로써 발견되는 교훈이라는 내용을 중국 한문
소설의 유산인, 언어적으로는 백화체(白話體), 소설 형식적으로는 회장

122) 앞의책,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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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回章體)의 영향 속에서 담아내고자 하였던 것이지만, 그것이 별로 성
공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철이 자석을 끌어들인다는 과학적 사실이 너
무 소박하고, 이것이 복잡한 인간 세계에 응용되기에는 필연적으로 한계
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인용한 바와 같이 이해조는 소년한반도 1호(1906.11)에 연재
된 <잠상태> 1회의 첫 부분에서는 ‘제일회(第一回)’라고 명명하고 제목
을 ‘寒食節佳人祭亡母 天然洞公子餞貴客’(한식절에 아름다운 사람이 돌
아가신 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천연동에서 공자는 귀객을 보낸다)라고 
달아 회장체(回章體)의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만, 다음호부터는 회를 명기하지 않고 ‘속(續)’이라고만 표기하고 1~4호
까지 같은 제목을 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5호에는 다른 제목인 ‘眞因
緣愛做假因緣 異氣味相合一氣味’(진정한 인연은 사랑을 만들어 인연을 
꾸미고, 다른 기미(氣味)가 서로 합쳐 하나가 된다)을 달아 회가 바뀌었
음을 알려주고 있지만 6호에서는 그나마 회장 제목 역시 삭제하고 본문
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123) 즉 이 <잠상태>는 소년한반도의 호
가 거듭될수록 회장체 소설로서의 원형이 약화되고 연속성이 강조된 형
태로 변모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이러한 회장체의 소설은 여
러 회로 분재되어야만 하는 길이였기 때문에, 월간(月刊)으로 발매되는 
잡지에 연재되기에는 적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이 소설 
<잠상태>는 6회로 제대로 서사도 전개하지 못하고 소년한반도의 폐
간과 함께 연재 종결되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 소설 <잠상태>에 대한 평가는 이 소설이 미완으로 연재
가 중단되었고, 개화기 신문에 연재된 여타의 한문현토로 쓰인 백화체가 
가미된 한문소설과 변별적인 차이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
어질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 소설을 본격적으로 거론했던 송민호의 
경우, 이 소설이 백화체가 우세한 문체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로 인해, 이를 이해조의 근대적인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
123) 이해조, <잠상태>,  소년한반도 5~6, 1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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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124) 과연 그가 문장의 근대화를 의도하고 백화체를 도입하였
겠는가 하는 점은 판단을 유보해야만 하는 면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최원식은 이 소설이 이해조가 한문소설의 전통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소설이 갖고 있는 가치는 
오히려 이해조의 앞으로의 소설 편력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가 신소설 창작에 앞서 <잠상태>라는 한문
소설을 창작했다는 사실은 그가 이후 신소설 창작에 있어서 서사적인 참
고로 삼았던 이야기가 바로 한문소설에 그 원형이 있을 개연성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해조는 이후 신문에 소설을 연재할 때도, 
‘삼언(三言)’, ‘이박(二拍)’ 혹은 금고기관(今古奇觀) 등의 중국 한문소
설의 영향을 받아 이야기의 구도를 설정하거나 화소를 차용하는 등 다양
하게 응용하여 소설을 써나갔고 여기에 당대 개화 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소설의 주제의식을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2) 이해조 초기 소설에 드러난 전대 소설의 서사적 차용 양상

이해조가 소설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전해온 
한문소설의 전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소설에 담겨 있는 
설정이라든가, 화소(話素) 등을 일종의 전고(典故)로 빈번하게 차용한 
바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학계에서 빈번하게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사실로 확정된 바 있다. 대표적으
로 최원식은 이해조가 한글로 쓴 첫 소설인 <고목화>의 전반부에서 충
북 보은에 출몰한 명화적(明火賊)이 주인공인 권진사를 납치하여 이미 
죽은 자신들의 두목을 대신하여 새로운 두목으로 옹립한다는 화소에 주
목하여 이 화소가 명말의 단편집인 금고기관(今古奇觀)에 속한 한문 
단편인 <이견공궁도우협객(李汧公窮途遇俠客)>125)(이하 <이견공>으
124) 송민호, 앞의책,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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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기함)에서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고,126) 한기형은 이
해조의 <박정화>와 황성신문에 1910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연재
된 <소시종투신향(少侍從偸新香) 노참령읍구연(老參領泣舊緣)>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핀 바 있다.127) 또한 이해조가 쓴 <원앙도>에 대해
서 이 소설이 금고기관의 제2권인 <양현령경의혼고녀(兩縣令競義婚孤
女)>의 번안임을 밝힌 연구자도 있다.128)

물론 이러한 개별적인 연구 성과들에 앞서 이른바 명대 백화체로 된 
한문단편 소설들의 정선(精選)이라고 볼 수 있는 금고기관 내지는 그 
원본으로서의 ‘삼언(三言)’, ‘이박(二拍)’에 실려 있는 단편들이 한국의 
고전소설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
은 이미 김태준에 의해 폭넓게 지적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129) 이후 많
은 고전소설이 명대 단편소설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전개된 바 
있다.130) 이해조 외의 신소설들과 명대 단편소설들 사이의 상관성에 대
해서는 비교문학의 초창기부터 연구 성과가 쌓여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131) 따라서 소설 창작의 초창기 <잠상태>라는 전형적
125) 이 작품은 금고기관(今古奇觀)의 16권으로 되어 있고, 금고기관에 앞서서

는 醒世恒言의 30권에 수록되어 있었다.
126) 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과 비평사, 1986, 64~65면.
127) 한기형, ｢한문단편의 서사전통과 신소설｣,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

판, 1999, 157~191면.
128) 손병국, ｢원앙도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253~278면.
129) 김태준, 조선소설사, 청진서관, 1933, 161~167면.
130) 신동일, ｢한국고전소설에 미친 명대단편소설의 영향-혼사장애구조를 중

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1985.
손병국, ｢한국고전소설에 미친 명대화본소설의 영향-특히 ‘삼언’과 ‘이박’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1989.
유연환, ｢한국고전번안소설의 연구-<삼국연의>, <서유기>, <고금기관>과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1990.
131) 서대석, ｢신소설 <明月亭>의 번안 양상｣, 비교문학 1, 한국비교문학회, 

1977, 45~64면.
     최숙인, ｢한국 개화기 번안소설연구-<명월정>, <두견성>, <해왕성>을 중

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77.
     이혜순, ｢신소설 ｢행락도(行樂圖)｣ 연구｣, 국어국문학 84, 국어국문학회, 

1980.10, 102~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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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백화체의 한문단편을 창작했던 이해조가 다음으로 연재한 작품인 
<고목화(枯木花)>(제국신문, 1907.6.5 ~10.4)의 앞부분에서 금고기
관에 실려 있던 명대의 단편소설의 화소를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
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은 아니어서 상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권진가 붓을밧아들더니 먹을흠 어이리뎌리 다듬어 가지고 그졀 
셔편뒤벽에 강이아를 그리니 그 강이만 잇슬것 갓흐나 그
런것이 안이라 본 그벽에다 엇더 사이 한마리를 그리엿 
온갖몸덩이 갓초 잇셔도 다만 강이가 업으로 권진 각에 
이상야 이리보고 저리보다가 즁도이폐을 앗갑게녁여 그몸에 
와서 그린것인 권진가 붓을막 노코 (중략)
여긔 마중군이라 사이 쥬장이되여 온갓지휘를 다 다는데 괴산집
이 그 사의 소실로잇셧드니 칠월즁날 안셩장을 치러갓다가윤영렬
이라는량반이그고을군슈인데 엇져면 그러케 명관이든지셰상업는도 
겁을안이든 마즁군을 고만 잡아죽인으로 그원슈 을갑고자나 
쥬장이업서 여럿시 공론을고
이곳도 보은이라 합듸다만은 보은속리 졀에다가 다이업를 
그리고 그것을 와 그리사이면 쥬장을삼는다고132)

(전략) 문득 뒤돌아보니 벽에 한마리의 새 그림이 그리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읍니다. 깃도 날개도 다리도 꽁지도 다 있는데 머리만이 그리
어 있지 않았읍니다. / 이 세상에는 별 사람도 다 있죠. 자기가 굶주려 
떨고 있는 판국에, 더구나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황하면서, 무엇이라고 
건방지게 그림의 새가 어떻구 저떻구, 평한단 말일까요.
｢새를 그리는 데는 머리를 먼저 그리는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 

     손병국, ｢碧芙蓉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8, 
153~181면.

     손병국, ｢쳥텬백일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4,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8, 81~105면.

132) 이해조, <枯木花(고목화)>, 동양서원, 1912, 115~117면, 밑줄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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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방법은 왜 이리 뜰리는 것이랴. 그 위에 전부 그리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이랴.｣
하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서도 점점 그 새의 그림이 마음에 걸려 
왔기 때문에,
｢나는 그림은 모르지만, 새의 머리쯤은 그리 어려울 것 없겠지, 그려버
릴까……｣
하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화상(和尙)에게서 붓을 빌어 담뿍 하나 그득 
먹을 묻혀 가지고 새의 머리를 그리어 넣었읍니다.
｢(중략) 아까의 운화사(雲華寺)의 벽에 그렸던 새는 우리들 형제가 하
늘에 기원하고 그려놓았던 것으로서 날개는 있는데 머리가 없다는 뜻
입니다. 만일 때를 잘 만난다면 하늘은 훌륭한 인물을 보내어 그 새를 
마저 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분을 맞이하여 우리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었읍니다. 여러날을 기다렷으나 그 사람은 오지않았읍니
다. 그런데 고맙게도 하늘은 우리들의 원망(願望)을 들어주시어 오늘 
당신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로 당당하신 풍모로서 필시 지용(智勇)을 
겸비하여 두목되기 충분하신 어른입니다. 우리들 형제는 이제부터는 당
신의 지도를 받아 일생 무사히 즐겁게 해 가려고 합니다만 어떠실는지
요.｣133)

금고기관의 제16권, <이견공>에서 방덕(房德)은 돈을 벌어오라는 
부인 패씨의 성화에 못 이겨 집을 나가 법당에서 비를 피하고 있다가 법
당 벽 안쪽에 머리 없는 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머리를 채워 
넣었다가 강도 형제들에게 잡혀가서 그들의 두목이 되어 달라는 협박을 
받는다. 방덕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뜻을 같이 하다가 관리인 이면(李
勉)을 만나 그의 도움을 받아 강도 형제들로부터 벗어난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고목화>에 있어서 명대한문단편인 <이견공>의 영향은 단
지 모티프의 차용을 넘어서서 서사적인 줄거리의 차용에까지 이르러 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강도의 실체가 한문단편에서는 고작 두 

133) 조영암 역, 금고기관, 정음사, 1963, 173~174면, 밑줄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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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목화 금고기관 16권
이견공궁도우협객(李汧公窮途遇俠客) 비고
방덕은 돈을 벌어오라는 부인 
패씨의 성화에 못 이겨 집을 

나섬.
권진사는 갑동과 함께 

절에 갔다가 머리 없는 새를 
발견하여 그 머리를 

그려넣음.

방덕은 법당에서 비를 
피하다가 법당 안쪽에 머리 없는 
새 그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머리를 그려넣음. 차용된 
부분권진사는 화적들에게 

잡혀가 그들의 두령이 될 
것을 요구받음.

방덕은 강도 형제에게 잡혀가 
자신들의 두목이 되어 함께 
강도짓을 할 것을 요구받음.

권진사는 산에서 만난 
청주집의 도움을 받아 

화적단으로부터 탈출함.

방덕은 강도 형제와 함께 
도적질을 하다가 이면에게 

잡히지만 이면은 관리의 길을 
묻는 그를 기특하게 여겨 살짝 

탈출하게 도와줌.
권진사는 서울로 

올라오지만 홧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함. 
갑동은 권진사를 찾아 

서울로 왔다가 조박사를 
만나게 됨.

방덕은 부인 채씨의 꼬임에 
넘어가 이면을 함정에 빠뜨림.

명의 형제인데 반해, <고목화>에서는 당시 실재했던 명화적이었다거나 
<고목화>에서는 한문단편에 존재하지 않는 괴산댁, 청주댁이 있어, 청
주댁의 도움을 받아 권진사가 탈출하고 조박사를 만나 복수심을 정화하
는 구원을 얻었다든다 하는 세부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벽에 그려진 머리 없는 새의 그림을 완성하고 도적의 두목이 
된 사람이 조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는다는 큰 줄거리의 흐름은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해조는 <고목화> 앞부분의 이야기 전개를 
명대한문단편소설에서 차용하면서 그 시공간적인 배경을 개화기 당대의 
시공간으로 바꾸고 세부적인 서사 전개 등을 변형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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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박사는 권진사를 만나 
의술로 그를 낫게 하고 

기독교의 정신을 알려 그를 
정신적으로도 치료함.

이면은 또 다른 의사의 도움을 
받아 함정에서 벗어난다.

이와 같이 이해조가 소설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전래의 한문단편소설
의 서사를 폭넓게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설 <고목화>의 전체 구성
에서 전후반부의 서사 구성상의 단절을 해명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 역
시 될 수 있다. 이 소설이 초반부와 후반부 사이에서 시공간적인 배경으
로 보나 그것이 담고 있는 주제의식으로 보나 커다란 단절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다. 즉, 이 소설의 
초반부는 충북 보은이라는 공간적인 배경 속에서 화적들의 음모에 빠져 
납치를 당한 권진사의 탈출의 여정을 담고 있고, 소설의 중후반부는 권
진사가 탈출하고 그의 서동인 갑동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벌이
는 사건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단지 공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닌데, 충북 보은에서의 사건이 명화적들 사이의 음모와 복수로 일관된 
것이라면, 서울에서의 사건은 갑동이 조박사를 만나 그의 도움을 받아 
권진사와 재회하면서 조박사의 기독교적인 신앙에 감화되는 내용이 중심
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소설의 초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이렇게 
상호 단절적이고 비대칭적이었던 것은 초반부의 서사가 철저하게 한문단
편의 서사적인 구조를 차용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바로 이해조가 소설의 후반부
의 서사 전개를 한문단편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는 이해조는 이 소설의 후반부에서 한편으로
는 근대 기차라든가 훈련원운동회 등 근대 문물에 대한 묘사를 전면화하
면서 소설의 배경을 당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
진사를 돕는 조박사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화해의 원리를 표상하도록 하
여 권진사에게 가르침을 주는 인물로 바꾸는, 두 가지 중요한 창작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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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꾀하고 있다. 이 중에서 묘사의 문제는 본고에서 따로 장을 할애하
여 살필 터이나 기독교적인 화해의 원리를 통해 복수심에 홧병을 얻은 
권진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대목은 이 부분에서 거론해둘 필요가 있
다. 한문단편 <이견공>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면(李勉)이 방덕에게 가
르침을 주는 대목이 있으나 이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의리나 신
뢰 같은 유교적인 윤리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략)이면(李勉)은 가르칠 신분은 아니었읍니다만, 안록산이 모반의뜻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방적이 그
에게서 관직을 얻었음을 알고는, 장래 반역자의 일당이 될 것이 두려웠
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겠다고 한 그의 말을 다행으로 여기어, 교훈의 
말을 하였읍니다.
｢관리의 길은 그리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다만 위로는 국정을 배반치 
않고, 아래로는 백성을 괴롭히지 않으며, 죽느냐 사느냐 하는 백척간두
에 선다 하더라도 그의 앞에는 정확(鼎鑊)이 놓여있고 뒤에는 부질(斧
鑕)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든지 본심을 빼앗기지 않고 절개를 굽히
는 것과 같은 일은 결단코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 때
는 잘돼도 결국은 후세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 
결심을 확실히 세우신다면 이 곳의 현령은 말할 것도 없고 재상이라도 
넉넉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134)

위 인용된 부분은 <이견공>에서 산적에게 잡혀가 두령이 된 방덕이 
이면을 만나 관리가 되는 길을 묻는 장면이다. <고목화>에서 이해조는 
바로 <이견공>의 위 인용된 부분에서 이면(李勉)이 가르침 주는 부분
을 조박사의 기독교 윤리에 기반한 감화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견공>에서 방덕은 이면의 가르침과는 달리, 이면을 배신하고 음모에 
빠뜨려 최후를 맞고 있어 두 작품 사이의 결말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인용된 <이견공>의 이면의 가르침이 필연적으로 방덕의 배신을 
134) 앞의책,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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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하면서 소설에서 일종의 복선 구실을 하고 있음에 비해, <고목화>
에서는 기독교적인 화해와 용서를 행한 뒤에 더 이상 서사 전개의 동력
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목화> 내에서 초반부의 서사 차
용으로 인해 초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현격한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
실을 소설 내에서 볼거리 구축을 위한 일종의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인
가135) 하는 판단은 다소 유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단절은 
분명 작가인 이해조가 이 소설의 창작을 시작할 당시의 초반의 의도와 
후반부의 지향이 서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속
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조가 <고목화>를 쓸 당시 초반부의 의도는 
<잠상태>와 같이 백화체의 한문단편 소설로부터 영향을 받은 소설을 
순국문으로 바꾸어 창작하고자 했던 것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하지만 후반부는 그러한 의도에서 벗어나 기독교적인 윤리 의식, 용서와 
화해를 문제 해결의 원리로 하는 서사에 대한 지향으로 옮겨가게 된 것
이다. 이러한 변모는 물론 당연하게도 이 소설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짜임새를 가지고 창작된 것이 아니라 신문에 한 회, 한 회 연재된 소설
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능하다. 이해조는 소설을 연재해 가는 도중에 점
차 소설에 대한 관점을 수정해갔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다. 즉 이해조는 소설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라든가 화소를 전대의 고소설 특히 한문단편으로부터 차용해
오는 것을 당연한 관행으로 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소설의 이
야기적 전형을 차용하여 이야기의 뼈대를 구성하고 여기에서부터 개화기 
당대의 시공간적인 현실에 대한 묘사라든가 개화 담론에 바탕을 둔 주제
의식을 구현하는 등의 기본적으로는 명대한문단편이라는 고전의 서사구
조를 최대한 원용하면서 다시쓰기에 기반한 창작적 실천을 행하면서 새

135) 한기형, 한국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 58~62면, 한기형은 <고
목화>에 나타난 이러한 단절을 지적하면서 이를 상업적 출판, 유통의 구조 속에
서 신소설이 빠지기 쉬운 분량과 구성상의 부조화로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앞부분의 내용을 주제의식과는 상관없이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의도적
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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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소설적 전형을 창출하였던 것이다.
<고목화>의 다음으로 연재한 <빈상설>(제국신문, 1907.10.5~ 

1908.2.12)에서 이해조는 소설 서사의 후반부에서 다시 금고기관 제
28권에 들어 있는 <교태수란점원앙보(喬太守亂點鴛鴦譜)>(이후 <교태
수>로 표기함) 속의 서사를 차용하고 있다. <빈상설>에서 서정길의 부
인 화개동 이씨부인은 서정길과 그의 정부인 평양집의 음모로 인해 황창
련(황은률)이라는 인물에게 팔려가게 되는데, 이씨부인(란옥)의 쌍동이 
동생인 이승학은 꾀를 내어 누이의 옷을 입고 여자로 변장하여 누이 대
신 팔려 가게 된다. 황창련은 이승학의 설득에 넘어가 그에게 수일 말미
를 주고 옥희와 같은 방에서 자도록 하고 이승학은 옥희를 범한 뒤, 나
중에 그와 혼인한다. <빈상설>에서 이 부분의 서사 내용은 <교태수> 
속에 등장하는 유가와 손가 두 집안의 이야기와 흡사하다. 의사인 유병
의의 아들 유박(劉璞)은 손과부의 딸인 주이(珠姨)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손과부는 딸이 고생을 할까봐 아들인 옥랑(玉郞)을 여장을 하
여 누이를 대신하여 시집을 가도록 한다. 하지만 유박의 병 때문에 합방
할 수 없게 되자 유씨의 부인은 여장을 한 옥랑을 딸인 혜랑과 함께 자
도록 하고 옥랑은 혜랑을 범하여 집안들 사이에 혼인 소송이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교태수(喬太守)는 이 송사를 해결하여 유박을 주이와, 혜
랑을 옥랑과 결혼하도록 하는 것이다.
  

(승) 부라량반이 도지각이업스닛가 그런 변이 업스리라슈도업
고 그러나뎌려나 누의님고이 뎜々더실모양이요 / 년만신 아바
지얼골을 젼에번 뵈와야안이오 / 누의님옷슬버셔 나를쥬시고 
옷슬누의님이 입으시고셔 이밤으로쥐도괴도몰으게 나타고온인마에 졔
쥬로려가 아바지뫼시고 계시면 나예셔누의님노릇을다 형편을
보아가며 죠흘도리로 죠쳐것이니 (중략)
본 부인과 승학이가 쌍동이남로 얼골이 윳갈나 노은듯야 복
으로 분간을엿지 얼골만보고 부모라도 몰나보든터이라(중략)
(쥬) 절무신네가 나갓치늙으니야 됴화나 우리아기다려나 함와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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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옥희야 이령감나가시거든 네가이라건너와셔 져고 갓치자거
라 본사괸친구잇늬 (중략)
이날밤에옥희 뭇말도 기실코 갓가히잇기도 실쥭야 아모 
자미업시 누엇다가 언으결에잠이깁히들엇 / 가삼이답답며 놀나
니 난업 남나히 겻헤누엇지라 일신이벌벌이며 간이슬듯시 
겁이나셔 소를지르니 목구멍에셔 나오지도 아니거니와 뎨일남
이붓그럽고 한갓쥭고십은 마암이라136) (중략)
그날리승지집 상하식구가 너나것업시 그리던말 반가온말을 다만한마
듸 식이라도 다며우 / 두렷시 나셔지도못고 시원게뭇지도못
고 골방규셕으로 졈졈드러가 나오눈물을억지로참사은 하로를
삼츄갓치 승학을기다리던 옥희더라 / 리승지가 그아달다려 옥희가 리동
지집에와잇 실을이르고 불복일로 셩례를 식이137)

<빈상설>에서 이씨부인 대신 승학이 옷을 바꿔 입고 가서 그 집의 
새로운 여인인 옥희와 같이 잠을 자다가 그를 범하게 되고 결국 그와 결
혼한다는 서사 전개가 바로 <교태수>로부터 차용된 것이라는 사실은 
확연하다. 물론 <교태수>에서는 신랑의 건강이 위험하다는 소문 때문에 
이를 걱정한 손과부가 아들을 대신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들은 이
에 동의하지 않는 설정으로 나오고 있어, 해당 화소가 <빈상설>의 이야
기 구조 속에 삽입되면서 일련의 변형이 가해진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
지만, <빈상설>의 후반부 서사 전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명
대한문단편으로부터 차용되어 새롭게 재창조된 것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136) 이해조, <빈상설>, 동양서원, 1911, 67~88면, 밑줄 인용자.
137) 위의책, 153~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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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상설 금고기관 28권
교태수란점원앙보(喬太守亂點鴛鴦譜) 비고

이씨부인이 남편 
서정길로부터 핍박을 

받다가 남편의 정부(情婦)인 
평양집의 음모로 

황은률에게 팔려가게 됨

유병의의 아들 유박(劉璞)은 
손과부의 딸인 주이(珠姨)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손과부는 딸이 고생을 할까봐 
걱정함

이씨부인의 동생인 승학이 
이씨부인과 옷을 바꿔 입고 

누이대신 
황창련(황은률)에게 감

손과부는 아들인 옥랑(玉郞)을 
여장을 하여 누이를 대신하여 

시집을 가도록 함.
차용된 
부분

승학은 주위의 이목을 
핑계로 동침을 거절하고 
황씨의 부인은 승학과 

옥희를 함께 자도록 함.

유박의 병 때문에 옥랑은 
유병의의 딸인 혜랑과 함께 

잠을 자게 됨
승학은 옥희를 범하고 

정체가 드러남
옥랑은 혜랑을 범하고 정체가 

드러남
이씨부인의 아버지가 

옥고에서 풀려나 집안을 
일으키고 서정길은 도망침. 
옥희는 집을 떠나 살다가 

승학을 만나 결혼하고 
풍랑을 만나 죽은 줄 

알았던 이씨부인은 집으로 
돌아옴.  

혼인소송이 발생하고 교태수는 
유박은 주이와, 옥랑은 혜랑과 
결혼하게 하여 소송을 해결함

이해조의 초기 신소설의 주요한 서사 구조가 명대 백화 한문단편소설
로부터 차용된 것이라는 판단은 기존에 번안으로 거론된 바 있었던 <원
앙도(鴛鴦圖)>(제국신문, 1908.2.13 ~4.24)에서도 완연하게 확인된
다. 이미 손병국은 이 소설이 금고기관의 제2권인 <양현령경의혼고녀
(兩縣令競義婚孤女)>(이후 <양현령>으로 표기함)의 번안임을 밝힌 바 
있다.138) <원앙도>의 후반부는 조판서가 개혁세력에 가담하여 역모죄

138) 손병국, ｢원앙도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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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죽자 그의 딸인 금쥐가 자신의 몸종 이월과 함께 안경지에게 몸을 의
탁하는데 안경지의 부인이 금쥐를 미워하여 안경지가 집을 비운 사이, 
금쥐를 윤판관에게 교전비로 팔아넘기고 금쥐의 정체를 알게 된 윤판관
이 금쥐를 자신의 딸로 삼고 자신의 친딸 효순의 결혼을 미뤄가면서 금
쥐를 먼저 성혼시키고자 하다가 둘이 함께 혼인을 한다는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다. <양현령>에서는 덕화현(德化縣)의 현령인 석벽(石璧)이 자
신의 어린 딸과 월향(月香)과 그 몸종인 양낭(養娘)과 함께 살다가 관아
의 창고 관리를 잘못하여 관량이 몽땅 타버려서 홧병으로 죽는다. 월향
은 몸종 양낭과 함께 석벽에게 빚을 진 고창(高昌)이라는 장사꾼에게 몸
을 의탁하는데 고창은 그 둘을 극진히 돌보나 고창의 부인은 둘을 괴롭
히다가 매파로 하여금 고을의 현령인 종리의(鍾離義)에게 종으로 팔아버
린다. 종리의는 월향의 정체를 알고 자신의 친딸의 혼인을 미루려고 하
다가 원래 혼처였던 고원의 첫째, 둘째 아들에게 둘을 동시에 시집보내
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 두 작품은 실제로 거의 같은 이야기 전
개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원앙도>에서는 앞부분에 금쥐와 말불 사이
의 물고 물리는 머리 싸움을 배치하고 나중에 두 사람을 인연으로 엮도
록 하여 전체적으로 소설에 묘사된 인간관계의 완결성을 더 추구하고자 
했지만, <양현령>에서는 월향의 뛰어남을 수수께끼 풀이로 드러내고 나
중에 종리의가 월향의 정체를 알아내는 계기로 활용하였다는 차이를 보
이고 있다.

253~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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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앙도 금고기관 2권
양현령경의혼고녀(兩縣令競義婚孤女) 비고

조판서의 딸 금쥐와 
양덕군의 민군수의 아들 

말불은 각각의 아버지들을 
위해 머리싸움을 펼친다. 
조판서와 민군수는 화해를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조판서는 개혁세력과 역모를 
꾀하였다는 죄로 죽게 됨.

덕화현(德化縣)의 현령인 
석벽(石璧)이 자신의 어린 딸과 

월향(月香)과 그 몸종인 
양낭(養娘)과 함께 살다가 

관아의 창고 관리를 잘못하여 
관량이 몽땅 타버려서 홧병으로 

죽게 됨.
금쥐는 자신의 몸종 이월과 

함께 조판서에게 신세를 
졌던 안경지에게 몸을 

의탁함.

월향은 몸종 양낭과 함께 
석벽에게 빚을 진 

고창(高昌)이라는 장사꾼에게 
몸을 의탁함.

차용된 
부분

안경지의 부인은 금쥐를 
미워하여 안경지가 집을 

비운 사이, 금쥐를 
윤판관에게 교전비로 

팔아버림.

고창은 그 둘을 극진히 돌보나 
고창의 부인은 둘을 괴롭히다가 
매파로 하여금 고을의 현령인 
종리의(鍾離義)에게 종으로 

팔아버림.
윤판관은 금쥐의 정체를 
알게 되고 자신의 첫딸의 
혼인을 미루고자 하다가 

상대방과 상의하여 첫딸의 
혼사날에 함께 금쥐와 

말불의 혼사를 함께 치름.

종리의는 월향의 정체를 알고 
자신의 친딸의 혼인을 미루려고 
하다가 원래 혼처였던 고원의 

첫째, 둘째 아들에게 둘을 
동시에 시집보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함,
금쥐와 말불은 공부를 하기 

위해 해외로 유학을 감.

이러한 작품들 외에 거의 번안에 이를 정도로 서사 차용이 이루어진 
또 다른 작품으로 <만월>(제국신문, 1908.9.18~12.3)를 들 수 있
다. 이 소설은 딱지본으로 출판되면서 ‘륜리소셜’이라는 표제를 달고 출
판되었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해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왕감역이라는 사람이 아들 세 형제인 ‘갑록’, ‘뎡록’, ‘신록’
을 두었다. 아버지인 왕감역이 세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죽고 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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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인 신록도 고목나무에서 떨어져 죽게 되자, ‘갑록’과 ‘뎡록’은 ‘신록’
의 부인인 라씨에게는 재가를 종용하고 ‘신록’의 아들인 ‘남’과 ‘즁남’
을 속여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내쫓는다. 소설은 그들이 쫓겨난 상황
에서도 왕감역이 아끼던 하인인 류첨지만은 충직하게 그들을 지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만월>의 전반적인 내용은 금고기관의 
25권 <서로부의분성가(徐老仆義憤成家)>(이후 <서로부>로 표기함)라
는 단편의 서사구조와 거의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 단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나라 가정(嘉靖) 때 절강성(浙江省)의 순안현(淳安縣)의 서
씨(徐氏)가 삼형제를 두고 있었는데 서씨는 삼형제에게 우애 있게 살라
는 유언과 아기(阿寄)라는 나이 육십이 넘은 충실한 하인을 남기고 죽는
다. 그러던 중에 형제 중 막내인 서철(徐哲)이 상한병(傷寒病, 열병)에 
걸려 죽자 두 형은 서철의 처와 자식들에게 아기(阿寄)를 주고 집에서 
쫓아내는데, 아기(阿寄)는 서철의 처와 자식들을 위해 장사를 시작하고 
거부가 되어 서철의 자식들을 끝까지 도와주고 죽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작품 사이의 서사구조를 비교해보면, <만월>의 서사는 막내인 ‘신
록’이 열병이 아니라 고목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사인(死
因)만을 제외하고는 이 <서로부>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다
만, <만월>에는 류첨지가 글을 읽지 못해서 왕감역이 남긴 편지를 모
르다가 나중에 글을 알게 되어 전후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식으로 문
자의 독해력 여부를 통해 서사에 기여하는 장면이 존재하는 데, 이는 한
문단편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해조의 창작적인 부분으로 그가 앞선 <고
목화>나 다른 작품에서도 빈번하게 사용하여 극적긴장감이나 개연성의 
확보를 통해 흥미성을 높이고139) 교육을 통한 문자독해력을 강조했던 
방식으로 우선 거론해둘 만하다.

139) 서형범, ｢이해조 신소설의 ‘흥미 요소’에 관한 시론｣, 한국학보 28, 일지사, 
2002, 167~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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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월 금고기관 25권
서로부의분성가(徐老仆義憤成家) 비고

왕감역은 ‘갑록’, ‘뎡록’, 
‘신록’의 세 형제를 두었는데 
왕감역은 재산과 류첨지를 

남기고 죽음.

명나라 가정(嘉靖) 때 
절강성(浙江省)의 

순안현(淳安縣)의 서씨(徐氏)가 
삼형제를 두고 있었는데 서씨는 
삼형제에게 우애 있게 살라는 
유언과 아기(阿寄)라는 나이 
육십이 넘은 충실한 하인을 

남기고 죽음. 차용된 
부분 막내인 신록이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나자 ‘갑록’과 
‘뎡록’이 ‘신록’의 아들인 
‘남’과 ‘즁남’을 속여 

재산을 가로채고 쫓아냄.

형제 중 막내인 서철(徐哲)이 
상한병(傷寒病, 열병)에 걸려 
죽자 두 형은 서철의 처와 

자식들에게 아기(阿寄)를 주고 
집에서 쫓아냄.

하인인 류첨지는 장사를 
시작해 충직하게 그들을 

지켜냄.

아기(阿寄)는 서철의 처와 
자식들을 위해 장사를 시작하고 
거부가 되어 서철의 자식들을 

끝까지 도와주고 죽음.

이외에 이해조가 일제 강점 이전에 창작한 소설 속에 드러난 명대 백
화 한문단편 소설의 영향은 비록 서사의 차용이라 볼 만큼 뚜렷하지는 
않으나 <모란병(牧丹屛)>(제국신문, 1909.2.13~?)의 앞 부분과 금
고기관 제26권 <채소저인욕보수(蔡小姐忍辱報讐)>(이후 <채소저>로 
표기함)와의 상관성을 들 수 있다. <모란병>에서 금선은 선혜청에서 근
무하다가 몰락한 현고직의 딸로 아버지의 친구인 변선달의 꼬임에 넘어
가 기생집에 팔아넘겨지고 금선은 이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기도하고 
기생집 주인인 최가는 금선을 다시 들병이로 팔아넘긴다. 금선은 또 다
시 자살을 하려다가 순검에게 잡혀오지만 금선을 욕심내는 감리 때문에 
순검은 금선을 빼돌려 황지사에게 맡기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이다. 한편 
<채소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만류하던 
딸 채서홍은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고 가다가 해적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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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병 금고기관 25권
채소저인욕보수(蔡小姐忍辱報讐) 비고

관리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만류하던 딸 채서홍은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고 
가다가 해적을 만나 온 가족을 
잃고 죽을 뻔하다가 변씨에게 

구원을 받는다.
선혜청에서 근무하다가 
몰락한 현고지기의 딸인 
금선은 아버지의 친구인 
변선달의 꼬임에 넘어가 

기생집에 팔리게 됨

변씨는 자신의 부인을 
두려워하여 채서홍을 창기로 

팔아넘김.
차용된 
부분금선은 처지를 비관하여 

손님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기생집 주인인 최가는 
금선을 다시 들병이로 

팔아넘긴다. 

채서홍은 창기로서 손님을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호열의 도움을 
받지만, 그 역시 다시 서홍을 

팔아넘긴다.

온 가족을 잃고 해적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을 뻔하지만 변씨에게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변씨는 자신의 부인이 두려워서 서홍을 팔아넘기고 서홍
은 창기로 팔려간다. 서홍은 창가에서 손님을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호
열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만 호열의 상황이 곤궁해져 다시 서홍을 팔
아넘기게 된다. 서홍은 그렇게 계속해서 팔려다니다가 마침내 주원이라
는 사람을 만나 자신의 복수를 하게 된다. 위와 같이 이 두 작품의 내용
을 살펴보면, <모란병>의 주인공인 금선과 <채소저>의 주인공인 서홍
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팔려가
는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다. 두 사람의 운명은 결국 구원자의 손에 달
려 있지만 그 양상은 매우 다르다. 구원자를 통해 금선은 개화기 근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서홍은 자신의 가족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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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선은 또 다시 자살을 
하려다가 순검에게 

잡혀오지만 금선을 욕심내는 
감리 때문에 순검은 금선을 
빼돌려 황지사에게 맡김.

서홍은 마침내 주원이라는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됨.

금선은 황지사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고 

모란병을 발견하여 아버지와 
재회하게 됨.

서홍은 주원의 도움을 받아 
복수를 하게 됨.

(2) 이해조 소설들의 다시쓰기의 서사 전략과 소설론 사이의 상관성

  1) 정전차용과 번안 : 이해조 소설의 서사 구축 원리의 변모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이해조가 일제 강점 이전에 창작한 소설의 상
당수가 명대백화 한문단편 소설집인 금고기관에 실려 있는 한문단편들
의 화소(話素)라든가 서사를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전반부 이해조 소설의 상당 부분이 전래의 소설들의 서사
적 차용을 통해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독창성의 영역에 대해 의문
을 제기하도록 하기 보다는, 이해조가 전대의 소설적 전통과 그 영향에 
얼마나 침윤되어 있는가 하는 바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
절하다. 이해조 소설에서 서사 차용의 양상이 이해조가 견지했던 소설관
과 어떤 영향 관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 항에서 보다 상세
하게 살필 것이거니와, 이 항에서는 앞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해조 소
설의 후반부의 서사적 차용 양상을 보충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자 한다.

이해조는 일제 강점 이후, 주로 매일신보를 통해 다수의 소설을 연
재하였다. 서사적인 차용 양상만으로 본다면 여전히 중국 명대의 백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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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소설에 실려 있는 화소와 이야기를 차용하여 소설을 창작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이해조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
하고 있는데, 하나는 <소양정>이나 <탄금대>처럼 금고기관에 속해
있는 단편들만이 아닌 다른 고전 소설들의 차용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인물의 설정이나 화소(話素) 등 서사의 차용을 단편화하
여 원래 한문단편의 맥락으로부터 완전하게 탈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이 때문에 실제로 전대의 소설의 화소들이 차용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이전의 방식처럼 서사적인 맥락 전체가 함께 차용되어 있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해조가 일제 강점 
이전의 소설에서 전대의 소설 서사를 차용하면서 그 속에 계몽적인 주제
의식을 담아내고자 하면서 그러한 주제의식에 긴박된 창작적 태도를 보
이고 있다면, 일제 강점 이후의 소설에서는 그러한 경향성이 약화되어 
이른바 통속화 하고 있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항에서는 바로 이전의 연구의 연장선에서 일제 강점 이후의 이해조 소설
에서 금고기관과의 연관성을 보이는 부분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일제 
강점 이전과 이후 이해조 소설에서 서사적 차용 양상의 변화가 갖는 의
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우선 <화의혈(花의血)>(1911.4.6~6.21)은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최호
방의 딸인 선초에 관한 이야기이다. 선초는 동학란을 토벌하는 명분으로 
어사가 되어 지방으로 내려간 이시찰은 선초의 아버지를 협박하여 선초
와 하룻밤을 보내는데 그 전에 종이에 혼약서를 쓴다. 하지만 이시찰은 
선초를 속여 혼약서를 가져가고 다른 고장으로 떠나 버리고, 선초는 이
시찰을 믿고 기다리지만 이시찰은 나중에 돈 십원과 절연장을 보내고 선
초는 충격을 받아 자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바로 
금고기관의 제35권 <왕교란백년장한(王嬌鸞百年長恨)>(이후 <왕교
란>으로 표기함)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에서 왕충
(王忠)의 딸 왕교란(王嬌鸞)이 부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주정장
(周廷章)이 떨어뜨린 손수건을 주워 그와 사랑을 맺지만 주정장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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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혈 금고기관 35권
왕교란백년장한(王嬌鸞百年長恨) 비고

선초는 동학란을 토벌하는 
명분으로 어사가 되어 

지방으로 내려간 이시찰은 
선초의 아버지를 협박하여 

선초와 하룻밤을 보냄. 

중국 명나라에서 왕충(王忠)의 
딸 왕교란(王嬌鸞)이 부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주정장(周廷章)이 떨어뜨린 
손수건을 주워 그와 사랑을 

맺음.
선초는 이시찰과 하루밤을 

보내기 전에 종이에 
혼약서를 쓰게하지만 
이시찰은 선초를 속여 
혼약서를 가지고 다른 
고장으로 떠나 버림. 

주정장이 다른 고장으로 
떠나면서 혼인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여인과 정혼함. 차용된 
부분

선초는 이시찰을 믿고 
기다리지만 이시찰은 나중에 
돈 십원과 절연장을 보냄.

주정장은 나중에 손수건과 
혼약서를 왕교란에게 돌려보냄.

고장으로 떠나면서 혼인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여인과 정혼하는 내용
으로 되어 있다. 주정장은 나중에 손수건과 혼약서를 왕교란에게 돌려보
내고, 그녀는 절명시와 혼약서를 관부에 보내 연인에게 복수하고 자신은 
손수건으로 목을 매어 자결한다. 이 두 작품은 여주인공이 애정의 징표
를 받고 상대의 사랑을 허락하지만 결국 남자는 그 사랑과 약속을 잊고 
절연하는 것에 대해서 여주인공이 죽음을 통해 복수하는 같은 서사로 되
어 있는 것이다. 물론 <화의혈>에서는 선초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함
인지, 이시찰의 악행을 보다 강조한 측면이 적지 않고, 이후 선초의 동
생인 모란으로 하여금 복수를 하도록 하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흥미롭
게도 뒤의 이야기는 <왕교란>의 앞부분에 융합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에피소드인 귀신의 애정 복수담을 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이야
기에서는 귀신이 이전의 애정을 배신한 이를 찾아와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화의혈>에서는 선초와 꼭 닮은 모란을 등장
시켜 이시찰을 놀라게 하는 등, 변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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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교란은 절명시와 혼약서를 
관부에 보내 연인에게 복수함.

선초는 충격을 받아 자살함. 왕교란은 손수건으로 목을 매어 
자결함.

차용된 
부분

선초의 죽음이후,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고 

선초를 닮은 모란은 이시찰 
앞에 나타나 복수함.

한편,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 강점 이후의 소설 창작에 있어서 
원래의 맥락이 아니라 그 차용이 단편화되어 인물의 설정이나 사건의 발
생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목화>의 앞부분에서 머리 없
는 새를 그려 도적의 두목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금고기관의 제16권 
<이견공궁도우협객(李汧公窮途遇俠客)>에서 차용된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전 항에서 살펴본 바 있거니와 일제 강점 이후, 연재된 <월하가
인>(1911), <우중행인>(1913) 등의 소설들 속에서도 선비가 화적단
(동학군)에 끌려가 두목이 되어줄 것을 요구받는 등 인물의 전사(前史)
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되어 눈길을 끈다. 

그남 별사이안이라 츙쳥북도 츙쥬목게셔살던 심진인 심진
가 비록년쇼법도범졀이 소탈고 지조가 단졍야 츙주일군에명하
로 유명터인 갑오년 동학란을당야 부랑잡류들이 아모됴록 심
진어내여 압쟝을 세우고 도당을 쇼집랴고 입도기를 여러번 
권다가 죵시 듯지안이닛가 도로혀 함협을고모야무지간에 셩군돌
입야 심진를잡아간다 그집에 불을놋다야 불의에 란리당
즁140)

(그쟈)우리가본, 팔도각々사사들노, 토호의악과, 관리의포학을
인야, 산을탕고, 활도리가업셔, 한아식들식모혀, 이곳으로

140) <新小說 月下佳人> 1회, 매일신보, 1911.1.18, 1면, 밑줄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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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거졉얏, 달니버리를방이업셔타가겁(打家刦舍)기를, 
시작얏슴니다
연동료가, 여명에, 이르럿스나악던, 말삼과치, 무쟝지졸이되
야, 도쳐랑도적지안이야, 대쟝으로슈하를, 어기만, 격을면
구다가, 맛화쟝를, 갓다가, 하이도으샤, 령감두분을이러케뫼서
왓슴니다
한사이나안즈며
이왕우리가, 대쟝으로, 뫼시던듀공이, 용과위풍이, 당쟈-업다고
도, 과지안이오나, 다만식자가넉넉지못와, 오날령감을, 이러케
뫼시러왓슴니다, 뫼셔올에실례온일은, 특별히통촉셔용셔실일
이, 령감흐신, 좌디시나, 명예시나 가지, 한가지에, 엇의로각
던지, 져의흔, 무리에령슈되시기를, 즐기사, 슌리로실리가, 만
무기로, 실례에거즈를얏오니, 져의들졍을통촉셔 조곰도, 
의말으시고됴흔획으로, 져의들을, 인도야쥬소셔141)

이는 명화적패의 주장이 없어 누군가를 납치해와 그를 주장으로 삼고
자 한다는 <고목화 >에 차용된 화소가 변이되어 다시 활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물론 머리 없는 새와 같은 구체적으로 차용을 지시하는 요소
는 삭제된 채로 옮겨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종의 클리셰처럼 변이 양
상을 보이면서 활용되어 전반적으로 인물의 설정이나 사건의 설정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차용된 양상은 주로 인물에 얽힌 일종의 
전사(前史)를 해명하거나 서사의 공백지점에서 자주 등장한다. 즉 <고
목화>에서는 가장 고전적인 이야기의 맥락 그대로, 즉 목 없는 새를 그
려서 화적의 우두머리가 된 이야기에 충실한 화소 차용을 보여주었다면, 
<월하가인>에서는 서울로 오지 않을 수 없었던 심진사의 배경을 설명
하기 위해서 화소의 대강만을 간략하게 설명해두고 있는 것이며 <우중
행인>에서는 서사적인 문면 밖으로 사라진 주인공의 행방을 후술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의 화소를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중행인>에서는 

141) <雨中行人> 42~43회, 매일신보, 1913.4.16~17, 각4면, 밑줄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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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문연재

(연재시기)
중국 백화체 
한문단편소설 차용된 서사 내용 작품 내 

위치
<고목화>
(1907.6.5
~10.4)

금고기관 제16권
이견공궁도우협객
(李汧公窮途遇俠客)

머리 없는 새의 그림을 완성하여 
도적떼의 두목이 됨

전반부의 
서사

<빈상설>
(1907.10.5
~1908.2.1

2

금고기관 제28권
교태수란점원앙보
(喬太守亂點鴛鴦譜)

누이 대신 남동생이 누이의 옷을 
입고 혼인하러 가서 다른 여자를 
범하고 후에 그 여자와 결혼함

후반부의 
서사

<원앙도>
(1908.2.13

~4.24)

금고기관 제2권
양현령경의혼고녀
(兩縣令競義婚孤女)

아버지를 잃은 딸이 다른 집에 
의탁하다가 그 집 부인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리고 그를 알아본 
주인이 딸로 삼아 자신의 딸의 
혼사를 미루고 함께 혼인시킴

후반부의 
서사

<만월>
(1908.9.18

~12.3)

금고기관 제25권
서로부의분성가
(徐老仆義憤成家)

죽은 아버지가 삼형제에게 
유산을 남기나 첫째와 둘째는 
셋째가 죽자 재산을 가로채고 

셋째의 부인과 아들을 내쫓지만 
늙은 하인은 곁을 지키면서 

장사로 집안을 일으켜 그들을 
도움. 

전체 서사
(번안)

이외에 더욱 흥미로운 양상도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금고기관
속 한문 단편의 서사가 아닌 <고목화>의 고유한 서사를 다시 차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목화>에서는 화적들에게 잡혀온 
‘괴산집’, ‘청주집’이라는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괴산집’은 화적떼
와 밀통을 하고 있으며, ‘청주집’은 잡혀온 권진사를 동정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설정은 <우중행인>에서는 ‘북옥’, ‘남옥’이라는 두 여인으로 
변주되어 있으며 그들의 성향적인 차이까지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 이전 이해조의 소설의 대부분은 
그 서사 구성에 있어서 중국 명대의 백화체 한문단편 소설의 서사를 차
용하여 이루어져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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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병>
(1909.2.13

~?)

금고기관 제26권 
채소저인욕보수
(蔡小姐忍辱報讐)

어려운 상황이 놓인 여성이 
남성들에 의해 계속해서 

팔려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구원자를 만나게 됨

전반부의 
서사 전개

<월하가인>
(1911.1.18

~4.5)

금고기관 제16권
이견공궁도우협객
(李汧公窮途遇俠客)

도적떼들이 주인공을 납치하여 
두목을 삼는 내용 전사(前史)

<화의혈>
(1911.4.6
~6.21)

금고기관 제35권
왕교란백년장한
(王嬌鸞百年長恨)

전반부의 
서사

<우중행인>
(1913.2.25

~5.12)

금고기관 제16권
이견공궁도우협객
(李汧公窮途遇俠客)

도적떼들이 주인공을 납치하여 
두목을 삼는 내용 전사(前史)

위와 같은 표로 정리해보면, 이해조의 창작 소설들 중 상당수가 금고
기관에 수록된 백화체 한문단편소설의 서사를 일부 혹은 전부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해조의 창작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비록 본고에서는 확인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여기에서 거론되지 않은 
소설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한문단편소설로부터 서사가 차용되고 있을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폭넓게 연
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우선 결론을 지어 본다면, 이해조는 소설 
창작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익숙하게 읽고 있었던 명대의 백화
단편을 기본 스토리로 삼아 근대적인 문물에 대한 묘사를 바탕으로 시공
간적인 배경을 당대적인 것으로 바꾸거나 개화담론에 바탕을 둔 계몽적
인 주제의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소설을 창작하는 관행을 형성하고 있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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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시쓰기의 서사 전략들과 이해조의 소설론 사이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이해조가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바
로 금고기관(今古奇觀)으로 대표되는 중국 명대의 백화한문단편의 정
선(精選)속에 담겨 있는 화소라든가 맥락들을 참조하여, 자신의 서사 구
성 원리로 삼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의 논의는 당
연하게도 이해조가 전대의 한문단편소설을 자신의 ‘소설’ 개념의 원형으
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구시대적인 한학적인 전통 내에서 자라나고 교육된 이해조가 그러한 관
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되는 바 있다. 
따라서 당시가 시대적인 격변기임을 감안한다고 바로 이러한 그의 전통
적인 소설관념이 단일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단절
과 이율배반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의 소설에 대한 
관념이 이전 시대의 그것과 이후 시대의 그것 사이에서 혼돈되고 교차된 
양상 속에서 변모해왔음을 알려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절에서
는 이해조가 견지하고 있었던 소설에 대한 관념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해명하여 보고자 한다.

이해조는 개화기 여타의 작가들에 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
로 소설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던 작가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사실 
때문에 작가에 대한 일관적인 이해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유죵>에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다.

셩들은 쥿드른한문만슝상고 국문은 바려주어스니 보것은 다만
츈향젼 홍길동젼등물이라 춘향젼을보면 뎡치를알겟소 심쳥젼을보고 
법률을알겟소 홍길동젼을보아 도덕을알겟소 말진 츈향젼은 음탕교
과셔오 심쳥젼은 쳐량교과셔오 홍길동젼은 허황교과셔라 것이니 국
민을 음탕교과로 가치면 엇지풍속이 아다오며 쳐량교과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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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엇지장진지앙이잇스며 허황교과로 가치면 엇지졍대긔상이잇스
릿가 우리나라 란봉남와 음탕녀자의 졔반악징이 다이에셔나니 그
영향이 엇더오(중략)
그을 나도여간보앗거니와 됴흔죠희에 쥬옥갓 글시로 셰셰셩문야 
혹이권 혹슈십여권되것이만코 권외되것도잇스니 그본은젹
으며 그셰월은 얼마나 허비얏겟소 무리 그을 갑을 쥬고사며 
셰를쥬고 엇더보니 그돈은 헛돈이안이요 국문폐단은 그러지마는 지
금 금운씨의 말과 갓치 한문을 젼폐고 국문만쓸진 츈향젼 심쳥젼 
길동젼이되겟소 괴악망측 소셜이 졔가가되겟소142)

위에 인용된 부분이 물론 <유죵>에 등장하는 한 인물인 ‘국란’의 
입을 빌어 표현된 것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환기될 필요가 있다는 점
은 분명하나, 위의 언급은 이해조가 소설, 특히 ‘국문’으로 된 소설에 대
해서 퍽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논의되어 왔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그의 ‘소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개화기 당시 
여느 지식인들처럼 그 역시 견지하고 있었던 계몽주의적인 경향성을 반
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순적인 지점은 당시 신
문에 연재되고 있었던 그의 소설이 바로 자신이 ‘국문’ 소설을 비판했던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게다가 나아가 일제 
강점 이후에는 ‘춘향전’이나 ‘심청전’ 등 자신이 대표적으로 비판했던 소
설들로 만들어진 판소리를 기록하고 정리했던 이해조의 작업을 어떻게 
하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져, 결국 일제 강점 이전과 이후 사이의 이해조의 소설에 대한 태도
에 있어서 일종의 전향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생각된
다. 하지만 앞선 분석을 통하여 일제강점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이해조
가 참조하고 있었던 소설의 원형이라는 것이 바로 명대의 화본소설, 즉 
구체적으로는 백화체로 된 한문단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이 

142) 이해조, <유죵>, 광학서포, 1910.7.30,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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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다소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해조가 제시했던 소설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니
와 그 시작은 지금까지 그리 거론되지 않았던 바, <만월>의 단행본 
뒤쪽에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다.

기쟈왈사의실에뎨일읏듬은츙효뎨라인군에게츙셩고부모에게효도
고동긔에게우애연후에야금슈보다낫다지라만일그러치안이면엇
지츙셩잇이와효잇감아귀와우애잇쳑령가붓그럽지안이
리오(중략)거울아징계야본긔쟈의둔바를져바리지말(후략)143)

이해조가 1908년에 연재했던 이 소설에서 그는 이 소설에 ‘륜리소설’
이라는 표제를 단 것과 무관하지 않게 소설의 내용이 끝난 뒤에 위와 같
은 해설을 달고 있다. 여기에서 작가 이해조는 자신을 기자(記者)로 칭
하면서 독자에게 이 작품을 통해 독자가 얻어야만 하는 교훈을 직접적으
로 설명하는 편집자적인 논평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편집자적인 
논평은 이전에 연재된 소설에서는 한 번도 행한 바 없었던 방식이거니와 
소설의 구성에 있어서 일종의 자기 완결성을 깨는 최초의 행위로 생각된
다. 이는 물론 이 <만월>라는 작품이 전체적으로 한문단편의 번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데, 이 작품 이전에 연재된 소설들, 즉 
<고목화>나 <빈상설>. <원앙도>, <구마검>, <홍도화>에서는 이해
조가 작품 속의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 한문단편의 화소를 최대한 차
용하면서도 서사 내에서 근대적인 개화 담론을 표방한 주제의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내어 최대한 조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면, 
이 작품에서는 원본이 되는 이야기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편집자로서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신소설에 있어서 전근대성으
로 지적받던 텍스트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화자로서의 작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여기에서 그가 소설이 담보해야만 하는 교훈으로 

143) 이해조, <륜리소셜 만월>, 연세대 소장본, 출판년도 미상,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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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충효(忠孝)라는 가장 전근대적인 유교적인 윤
리 감각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이해조에게 있어서 소설은 바로 두 가지 계
몽적인 방향성을 갖는 것인데, 하나는 바로 근대적인 교육이 표방하는 
근대성의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전근대적인 윤리 감각이었던 것이
다. 이러한 <만월> 속의 언급과 <유죵>의 앞선 언급을 함께 살펴
보면, 이해조가 갖고 있는 소설에 대한 관념의 일단이 파악되는데, 즉 
그는 소설을 일종의 계몽의 도구로서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독자에게 교훈을 전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른바 문학적 자율
성은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앞선 국문소설이나 세책으로 읽혔던 소
설들처럼 단순하게 흥미만을 위하여 읽히고 있는 소설은 소설로서의 가
치를 갖지 못한다는 주장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이해조의 소설 창작 초반부에 표현되고 있던 계몽성 우위의 소
설적인 관념은 일제 강점 이후에 있어서는 일련의 변모 양상을 겪게 된
다. 이해조는 1911년에 매일신보에 몇 개의 중요한 소설에 대한 관점
을 담은 글을 싣고 있는데, 주로 신문연재소설의 전, 후기의 형식으로 
쓰이고 있는 이러한 글 속에는 ‘소설’에 대한 관념에 대한 미묘한 변화
의 양상이 감지되고 있다.

무릇쇼셜은 테가 여러 가지라 한가지 젼례 들어 말수 업스니 혹 
졍치 언론쟈도잇고 혹 졍탐을 긔록쟈도잇고 혹 샤회 비평쟈
도잇고 혹 가졍을 경계쟈도잇스며 기타 륜리 과학교제등 인의 쳔
만즁 관계 안이되쟈이업니 샹쾌고 악챡고슯흐고 즐겁고 
위고 우슌것이 모도다 됴흔 료가되야 긔쟈의 붓을 라 미
가진々쇼셜이되나 그러나 그 료가 양녯사의 지나간쟈최어나 
가탁의 형질업는것이 열이면 팔구되되 근일에 져슐 박졍화 화셰계 
月下佳人등 수삼죵 쇼셜은 모다 현금에있사의 실디적이라 독쟈
제군의 신긔히 녁이 고평을 임의 만히엇엇거니와 이졔 그와 흔 
현금사의 실젹으로  花의血(花의血)이라쇼셜을 로져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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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랑셜은 한구졀도 긔록지안이고 뎡녕히잇 일동 일셩을 일호 차착
업시 편즙노니 긔쟈의 됴가 민텹지못으로 문쟝의광황홀치못
지언뎡 실은 적확야 눈으로 그 샤을보고 귀로 그 정을 듯
듯하야 션악간 죡히 밝은거울이 될만가노라144)

긔쟈왈 쇼셜이라 것은 양 빙공착영(憑空捉影)으로 인졍에 맛도
록 편즙야 풍쇽을 교졍고 샤회 경셩것이 뎨일 목뎍인즁 그
와 방불 사과 방불 실이 잇고보면 독시 렬위부인,신사의 
진々미가 일층 더길것이오 그 이 회고 그실을 경계
 됴흔영향도 업지안이지라 고로 본긔쟈 이 쇼셜을 긔록이 
스々로 그 미와 그영향이엿슴을 바고 바노라145)

인용된 <花의血>의 서문과 후기는 기존 신소설의 양식적인 특질을 
규명하고자 했던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폭넓게 인용되었던 글이다. 여기
에서 이해조는 당시의 소설계의 경향에 대해 논하면서 소설의 체제는 여
러 가지가 될 수 있으나 많은 소설들이 주로 옛 사람의 지나간 자취를 
따르거나 가탁하지 않는 경향을 띠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소설이 '현금에있사의 실디적'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
허언랑셜'은 한 구절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양녯사의 
지나간쟈최’가 분명 전대의 소설로부터 받은 계승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는 바로 그 변형으로서 당대의 실제 현실에 대한 묘사적인 
측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 그는 여타의 다른 소설들과 
자신의 소설 사이를 가르는 기준으로서 다시쓰기를 통해 현실적인 요소
를 드러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스스로 창작한 신소
설이 앞서의 구소설과 어느 정도 차별점을 드러내어야 하는 입장에서 허
황된,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구소설의 이야기와는 달리 자신이 창작한 
신소설이 실제의 사실을 다루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144) <花의血> 서문, 매일신보, 1911. 4. 6-밑줄 인용자
145) <花의血> 후기, 매일신보, 1911. 6. 21-밑줄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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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서 다루어지는 사실이 허구가 아니라 사회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는 신채호 이후 개화기 지식인들의 대략적으로 공통
적인 견해임을 감안한다면,146) 이해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있
었던 '사실'로부터 재료를 얻어 작가의 창작을 펼치는 창작의 영역은 인
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편즙'(편집)이라는 용어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다.

한편, <화의혈>의 ‘후기’에서 이해조는 다시 소설이란 목적론적인 것
으로서 인정에 맞도록 편집하여 풍속을 교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
다. 이는 물론 <화의혈>이 전대의 한문단편의 번안에 이르고 있는 작품
일 뿐만 아니라 당대적인 현실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작품이었다는 사
실과 무관하지 않다. 즉 그는 소설이란 빙공착영(憑空捉影), 즉 기본적
으로는 허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단지 비슷한 사람과 비슷한 사실
이 있으면 더욱 진진한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소설이 
지금 있는 사람들의 실지사적이라는 과거의 견해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이
고 오히려 논란의 여지를 줄이면서 소설의 창작적 여지를 확보하는 견해
가 된다. 그는 그 대신에 다른 소설과의 차별적인 지점을 소설의 목적론
적인 관점에서 찾고 있다. 소설이란 기본적인 목적이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경성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본다면, 이해조의 소설에 대한 관념은 시기
에 따른 다소 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움직이지 않는 몇 가지 
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소설이란 결국 풍속을 교정하거나 사회를 
경성하는 계몽적인 목적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과 당대적인 현실을 다
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중국의 한문단편 소설로부터 

146) 권영민은 이해조 이전 신채호, 박은식 등 개화기 지식인들이 소유한 소설에 
대한 관념을 정리하면서 신채호의 소설에 대한 관심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하나는 소재의 사실성이며 다른 하나는 내용의 윤리성이다. 그는 신채호가 거론
하는 소재의 사실성은 묘사의 사실성이 아니라 성격과 행위의 사실성인 점이 매
우 특이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는 실제의 사적에서 그 내용을 구하여 백성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권영민, 앞의책, 
2006, 9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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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적인 전형을 차용하면서 서사를 구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새롭게 
현실적인 의미를 얻는 두 가지 방향성의 다시쓰기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니와 그 한 가지 방향성이란 바로 계몽
적인 주제의식을 소설의 서사에 결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근
대적인 현실에 대한 묘사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향성
에 대해서는 본고의 뒷부분에서 각각의 절을 할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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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설’과 ‘윤리학’을 통한 계몽적인 주제의식 투영의 양상

(1) 연설하는 목소리의 서사화와 초기 소설의 주제의식 구축 양상

  1) 번역(飜譯)과 연설속기(演說速記, stenography) 사이
    : 안국선(安國善)과의 교유와 연설체 소설 <유죵>의 자리

지금까지 이해조가 자신의 소설 서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
리로 삼았던 전대의 소설, 구체적으로는 명대의 화본소설 혹은 백화체 
단편소설의 참조와 차용으로 이루어진 계승적인 요소를 살펴보았거니와 
본고의 4장에서는 이해조가 이러한 고전적인 이야기 속에 어떻게 계몽
적인 주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는 앞서도 지적한 바 있듯, 이해조가 전대 소설의 다시쓰기 전략으로 
택했던 2가지 방향성, 즉 계몽적인 주제의식의 맥락화와 근대적인 현실
에 대한 묘사적인 태도 중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면서, 2장에서도 살핀 
것처럼 이해조의 생애에서 드러나는 바, 그가 개화기 현실 속에서 축적
하고 있었던 계몽적인 주제의식이 어떻게 소설이라는 글쓰기 양식으로 
표현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해조는 
소설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낡은 전대의 이야기적인 전형을 차용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일신하기 위한 방법들을 끊임없이 절충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절충이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가 하는 것
은 소설사의 내부에서 근대적인 이행의 과정에서 근대소설의 출현이 단
절적인 국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자기 기투(企投)의 과
정을 통해 획득된 것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를 살피기 위해 이해조가 당대의 연설가이자 연설법방
(演說法方)의 저자였던 안국선(安國善, 1879 ~1926)과 개화기의 공론
장 속에서 인간적인 교류와 영향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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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통해 유죵이라는 연설체 소설이 놓여 있는 자리에 대해 
구명해보고자 한다. 

이해조가 제국신문에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할 무렵이던 1907~8년
에 연설가로 활동하면서 연설법방(演說法方)(搭印社, 1907.11)을 썼
을 뿐만 아니라 금수(禽獸)들의 연설과 토론을 다룬 우화소설 혹은 토론
체소설인 <금수회의록(禽獸會議錄)>(皇城書籍業組合, 1908.2)을 번안
했던147) 안국선과의 인간적인 교류가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심
상한 사실로 생각되기 어려워 이후의 분석에 앞서 거론해둘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한제국 말기 안국선의 생애와 활동 양상에 대
해 먼저 일별해두어야만 한다. 안국선은 1895년에 안명선(安明善)이라
는 이름으로 관비 유학을 통해 게이오 의숙 보통과를 졸업하고 동경전문
학교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하고 귀국하였는데148) 그는 귀국하는 길에 
박영효와 관련된 역모 사건에 휘말려 투옥되었고149) 1904년부터 1907

147) 서재길은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 일본의 쓰루야 가이시(鶴谷外史, 본명 佐
藤欌太郞)가 쓴 금수회의인류공격(禽獸會議人類攻擊)(金港堂書籍, 1904)의 번
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총 44
석(席)으로 되어 있는 금수회의인류공격 중 8석을 발췌, 번안하여 몽유록의 전
통적 서사 내부로 편입시키고자 하였다는 것이다(서재길, ｢<금수회의록>의 번안
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157, 국어국문학회, 2011, 220~229면). 이러한 연
구 결과를 수용하게 되면, <금수회의록>이 연설법방에 이른 소설 창작적 실천
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그러한 의도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텍스트를 찾아 번안하
고자 했던 것이라는 정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48) 차배근, 개화기일본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동연구(1)-1884~1898, 達支韓國
言論史硏究叢書 5,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140면.

149) 안국선의 생애와 저작물에 대해서는 윤명구(1973), 권영민(1977), 최기영
(1991) 등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에 따른다면, 안국선은 
1899년 11월 경 유학생활을 마치고 함께 귀국했던 오성모(吳聖模)가 당시 일본
에 망명한 박영효가 국내의 지지세력을 규합하고자 정권장악에 필요한 자금을 
얻어오기로 했던 사건에 휘말려서 경무청에 투옥되었고 이후 미결수로 복역하다
가 1904년에 진도에 유배되었고 1907년에서야 서울로 돌아와 활발한 저술활동 
및 연설활동을 펼치게 되었다는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윤명구, 安國善 硏究 : 作家 意識 및 作品에 나타난 社會 意識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3, 10~27면.

     권영민, ｢안국선의 생애와 작품세계｣,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
학과, 1977, 123~131면.

     최기영, ｢安國善(1879-1926)의 生涯와 啓蒙思想 (上)｣, 한국학보 17,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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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이르기까지 진도에 유배되어 있다가 1907년 1월말 경에야150) 유
배에서 해제되어 당시 다양한 매체에 다수의 글을 기고하였다. 그는 비
교적 짧은 기간 동안 외교통의(外交通義) 上,下(普成館, 1907.5.15), 
비율빈전사(比率賓戰士)(普成館, 1907.7.22), 정치원론(政治原論)
(皇城新聞社, 1907.10), 연설법방(演說法方)(搭印社, 1907.11), <금
수회의록(禽獸會議錄)>(皇城書籍業組合, 1908.2) 등의 다수의 책을 번
역 및 저술하고151) 각지에서 연설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특히 한편으
로는 정치, 외교와 관련된 책들을 번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설’이라는 
언술 양식 그 자체에도 관심이 많아 연설을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는 방법과 함께 동서고금의 대표적인 연설 사례와 함께 자신의 실제적
인 연설 사례를 연설하는 목소리 그대로를 예문으로 수록한 연설법방
152)을 출판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153)

사, 1991, 125~160면.
150) 당시 대한제국 관보에 따르면 진도에 종신 유배된 죄인 안명선(安明善)은 

1907년 1월 27일에 법부대신 명으로 ‘赦典’을 받아 종신 유배에서 해제된 것으
로 되어 있다(｢彙報｣, 대한제국관보 제3724호, 1907.3.27). 이는 최기영
(1991)의 관련 논의에서 안국선이 1907년 3월에야 유배에서 해제되었다고 보아 
1907년 2월 무렵의 안국선의 서울에서의 활동을 설명하기 어려웠던 모순을 해결
하는 단서가 된다. 또한 1907년 4월 10일 皇城新聞 4면에는 “安明善의 明字를 
國字로 改定하얏사오니 知舊間 照諒하시 安國善 告白”이라는 광고가 실려 있어 
유배에 풀려난 안국선이 이때 안명선이라는 이름에서 안국선으로 개명하게 되었
다는 사실 역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이하 본문과 각주에서 국한문혼용으로 
된 인용문에 대해서 읽기의 편의를 위하여 띄어쓰기한다).

151) 최기영, ｢安國善(1879~1926)의 生涯와 啓蒙思想(上)｣, 韓國學報 63, 일지
사, 1991, 안국선이 당시에 기고하였던 논설들과 번역 및 저술하여 편찬한 단행
본 책들의 목록은 최기영의 본 논문, 145~146면, 151면에 제시된 목록을 따른
다.

152) 安國善, 演說法方, 搭印社, 1907.11, 안국선이 쓴 연설법방의 체제를 살펴
보면, ‘雄辯家의最初’, ‘雄辯家되法方’, ‘演說者의態度’, ‘演說家의博識’, ‘演說과感
情’, ‘演說의熟習’, ‘演說의終結’ 등으로 구성된 연설의 이론을 다루고 있는 부분과 
‘學術講習會’나 ‘靑年俱樂部’, ‘婦人會’ 등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연설의 실제 사
례를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153) 당시 황성신문(1907.12.17, 3면)에 실린 演說法方의 광고는 다음과 같다, 
“演說法方 著者 安國善 定價金 二十錢 今日은 言論時代라 能히 社會를 興起케 하
 効力이 有  아니라 人이 社會上에 立하야 目的을 達하랴면 自己의 意思 
十分 發表 必要가 有하거 語가 訥하고 辭가 短하야 公會席에셔 一言도 發치 
못하다가 不滿足 結果를 終見하고 平生을 他人의 後에 落在하니 此ㅣ 歐米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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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시 안국선의 번역저작물 중에서 일본의 정치가인 이치지마 켄
키치(市島謙吉, 1860~1944)가 쓴 동명의 저서를 번역한 정치원론의 
그 앞부분에는 돈명의숙(敦明義塾)의 숙주(塾主)였던 완림군(完林君) 
이재원(李載元)으로부터 계동궁(桂洞宮)을 물려받은 이기용(李埼鎔, 
1889~?)154)의 서문이 달려 있는데, 이 서문에서 이기용은 이 책이 당
시 본 의숙에서 안국선이 강의하던 강의록이었다고 쓰고 있어155) 안국
선이 당시 바로 이 돈명의숙에서 강사로서 정치학을 강의했었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56) 이렇게 안국선이 1907년 당시 돈명
의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면서 당시 정치원론를 교재로 번역했다는 사
실을 감안한다면157)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연설법방 역시 마찬가지로 

國人도 演說을 特別히 工夫하 所以라 文明에 有志 紳士와 將來에 有望 靑
年은 幸히 本書를 購讀하야 歷史上에 有名 天下名士의 演說記와 時務에 適切
 演說草本을 反覆熟鍊하시면 雄辯家되기 難치 아니하오리다”

154) 이기용(李埼鎔, 1889~?)은 당시 20세가 채 되지 않는 나이에 정치학 전문 의
숙인 ‘돈명의숙’을 설립하였으며 스스로 학생으로 정치학을 공부하였다. 이기용이 
돈명의숙을 설립한 정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신문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桂宮
設學｣, 皇城新聞, 1906.10.18, 2면, “桂洞宮主人 李琦鎔氏가 年今 二十인 新
進事業에 注意야 該宮內에 夜學科를 設始고 來月一日붓터 開學기로고 
諸般經費 該宮에셔 專擔기로 얏다더라”).

155) ｢政治原論 李埼鎔 序｣, 안국선 편술, 政治原論, 皇城新聞社, 1907.10, 3면, 
밑줄 인용자, “(전략)今我國權의 墮落은 人民이 國家負擔心이 無고 團體共合
力이 缺에 職由이오 斯學의 未曾發達에 亦由이니 國權興復 志가 苟有
진 其將舍斯學而何哉리오 此實不佞의 敦明義塾을 剏立 趣旨라 安君國善이 
隣邦에 早遊야 精透斯學일 邀爲本塾講師而是書 乃其編述바 講義錄이니 
上中下三編의 所論이 綜核原理야 政治學界의 可無치못 長物이 될지라 於是
에 安君과 謀야 剞劂氏에게 付노라”

156) 최기영은 안국선의 생애에 있어서 1906년의 행적이 다소 의문스럽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 특히 그가 돈명의숙(敦明義塾)의 강사였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
고 있다. 즉 그가 유배에서 풀려나기 전인 1906년에도 돈명의숙 강사로 활동하
고 있는 것으로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최기영, 
앞의 논문, 133~134면). 하지만, 돈명의숙이 1906년 11월경에 설립된 것은 분
명하나 안국선이 설립 초기부터 강사로 재직하고 있었는가 하는 여부는 다소 불
분명하다는 점에서 안국선이 돈명의숙에서 근무한 시점은 1907년 1월말 유배에
서 풀려난 이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157) 당시 황성신문(1907.11.2, 3면)에 실려 있던 政治原論의 광고는 다음과 
같다, “日本 早稻田大學校 政治卒業生 安國善 編述 政治原論 定價金 六十錢 郵料 
四錢 人類 政治的 動物이라 故로 政治思想은 人民이 國家를 搆成 要素니 國
民된 者ㅣ 政治를 不知이 可乎아 況今 政治를 刷新 時代에 더욱 斯學을 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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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숙의 교재로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
실을 감안한다면 바로 안국선이 연설이라는 매체와 정치, 경제, 외교 등
의 학문들의 매개를 통해서 계몽적인 실천을 꾀했을 것이라는 당시의 정
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국선이 1907년 무렵 돈명의숙에서 강사로 근무했다는 사실은 바로 
더욱 중요한 지점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다름 아니라 이 무렵 이해조 
역시 해당 의숙의 숙감(塾監)으로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앞
선 논의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듯이 이해조는 적어도 1907년 3월 이
후 부터는 돈명의숙의 숙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아마도 그의 역할이 
주로 학원(學員)으로서 학교의 초기 설립에 주요한 역할을 해온 바 있다
는 것을 감안한다면 1906년 10월 무렵 돈명의숙의 설립 당시부터 숙감
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본
다면, 이해조와 안국선은 이 돈명의숙에서 1907~8년에 걸쳐 각각 숙감
과 정치학 강사로서 관련을 맺고 있었던 셈이며, 적어도 두 사람의 관계
는 1908년 10월 해당 의숙의 경비가 부족해져서 교사들에게 월급을 주
지 못하게 되어 교사들이 사퇴하고 학도들을 해산하기까지158) 계속되어
온 셈이다. 이와 같이 개화기에 있어서 대표적인 연설가로서 <금수회의
록>의 번안자였던 안국선과 제국신문에 다수의 신소설을 발표하였고 
토론체 소설인 <자유종>을 창작했던 이해조의 삶의 궤적에 있어서 일

究 必要가 有고 各學校의 敎科書로 用기 適當니 僉君子 斯速 購覽
심을 爲要”

158) ｢敦明義塾과 學徒解散｣, 皇城新聞, 1908.10.6, 2면, 밑줄 인용자, “塾長 李載
克氏와 슉監 李海朝氏가 請願야 슉無主管이라 슉主 李埼鎔氏가 諸學生을 對
야 曰 今此學部令에 對야 積立金의 方針이 無니 一週日間退俟라 學生
等이 再次 退歸얏다가 同九月二十一日 開學限에 又爲齊進則 슉主가 學生을對
야 曰 旣往이니 二週日만 更俟면 學部規則을 承認表示고 完全上學케리
라으로 學生等이 슉主을 對야 二週日後에 丁寧無違기로 相約고 退歸
얏다가 及期㪅進즉 슉主가 出席야 李海朝氏로 야곰 說明 曰 三百石 秋
収 土地를 本슉에 寄付다 지라 學生等 曰 本슉의 一朔 經費가 至爲數
百餘圜이니 三百石 秋収로 幾月을 支用치 못진즉 本슉의 門을 旋開還閉 
在前 事인즉 不如早退라 本學生等의 退學이 實是自意에 出이 아니오 乃不
得已 事이타 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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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공통분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당
대 이해조가 안국선과의 인간적인 관계성을 매개로 하여 ‘연설’이라는 
언술 양식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 가능성은 이해조의 소설들 전반에서 확
인되는 바 있으나 이는 다음 절에서 상술하기로 하고 이 절에서는 이해
조의 소설에서 기존에 가장 높은 문학사적 의미를 부여받고 있으나 이해
조의 소설적 편력에 있어서는 실은 대단히 예외적인 소설이었던 <유
죵>의 존재에 우선 주목해 보도록 하자. 이 소설은 서사를 최대한 배제
하고 연설의 텍스트를 최대한 목소리 그대로 옮겨 실었다는 점에서 전대
의 서사를 차용한 소설 양식과 그에 맥락화된 교훈을 통해서는 전달되기 
어려운 이해조의 근대 계몽적인 이념을 가장 추상화된 형식으로 드러내
고 있다. 따라서 이 <유죵>은 또한 <유죵>은 이 소설이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1908년 무렵 <화성돈전>이나 <철세계> 등을 번역
하면서, 이해조가 계몽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최대화하고 있던 시기
에 생산된 작품으로 지금까지 이해조의 여타의 다른 소설에 형성되어 있
는 계몽적인 주제의식을 확인해볼 수 있는 텍스트가 되어 왔던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유죵>이 이해조의 저작 활동 
내에서 번역과 연설 속기 형식 사이에 있는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본 뒤, 이 계몽적인 주제의식이 초기 소설에서 주제 의식화
하여 드러나 있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해조의 초기 소설 
중, <구마검>이나 <홍도화>에서 연설이라는 언술 양식이 소설 속에 
차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시 연설법방(演說法方)이나 <금수
회의록> 등의 저작을 행했던 안국선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이해조와 안국선이 동시대 같은 공간에서 활동한 바 있다는 사실을 
통해 둘 사이의 영향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증하는 한편, 바로 그 시기 
이해조가 연재했던 소설 속에 연설의 형식이 차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
해 이해조 소설의 주제의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본다면 당연하게도 흥미로운 부분은 이해조가 자신의 창작 소
설 속에 연설이나 번역으로 특징되는 소설의 주제적인 이념을 어떻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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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면서 창작적인 실천을 하면서 작가적인 정체성을 확보해 나갔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근대적인 서사 양식을 ‘서사적 논설’과 ‘논
설적 서사’로 나누고 이 사이에서 서사성을 강조했던 신소설과 논설을 
중심으로 하는 신소설로 나누었던 경향159)으로부터 탈피하여 그 사이의 
공간을 발견하는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

일제강점 이전 이해조의 저작 활동을 크게 세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그 하나는 소설 창작으로 당시 제국신문, 대한민보 등의 신문 매체
에 <고목화>, <빈상설>, <홍도화> 등의 소설을 지속적으로 연재했던 
것을 꼽을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번역 활동으로 1908년 무렵 <화성돈
전(華盛頓傳)>160)(匯東書館, 1908.3)과 <과학소설(科學小說) 철세계
(鐵世界)>161)(匯東書館, 1908. 11.20)을 번역하여 출판했던 것을 들 

159) 김영민은 한국근대소설사에서 근대적인 서사 양식들이 어떻게 신소설이라는 
작품들로 응집되는가 하는 바를 살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대적 서사 양식
을 ‘서사적 논설’과 ‘논설적 서사’로 나누고 신소설 역시 서사 중심의 ‘신소설’로
서 <혈의누>, <모란봉>, <귀의성>, <은세계> 등 이인직의 작품들을 들고, 논
설 중심의 ‘신소설’로서 <금수회의록>, <경세종>, <자유종>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근대적인 언론 매체인 신문에 연재되었던 소설이 아니었던 
언술양식들을 신소설의 모태가 되는 서사적인 원형으로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
서 연속적인 관점과 의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인 서사 
구조를 갖는 신소설과 우화와 연설 소설 등 주제의식을 앞세운 신소설을 무리하
게 이분하여 그 사이의 전통적인 서사 구조를 원용하면서 주제의식을 추구하고
자 했던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오류를 범할 우려가 없다
고 보기 어렵다. 그가 이인직을 앞세우면서 이해조의 자리는 자유종을 제외하
고서는 논의의 영역에서 아예 삭제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다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 2003(개정판 1쇄), 123~293면).

160) 최원식, 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 2003(1판 2쇄), 162~188면, “제4장 
동아시아의 조지 워싱턴 수용-화성돈전을 중심으로”를 참고할 것, 최원식은 
이 책에서 이해조가 역술한 화성돈전의 대본이, 일본의 후쿠야마 요시하루(福
山義春)가 쓴 華聖頓(東京 : 博文館, 1900)을 중국의 띵 찐(丁錦)이 중역(重
譯)한 華聖頓(上海 : 文明書局, 1903)임을 밝히고 있다.

161) 김종욱은 쥘 베른 작품의 한국 번역 및 수용 양상을 다룬 연구에서 전광용의 
연구(신소설 연구, 새문사, 1993, 43면) 성과를 바탕으로, 이해조가 번역한 
鐵世界가 쥘 베른의 “인도 왕녀의 오억 프랑Les 500 Millions de la 
Begum”(1879)의 영역본 “The Begum's Fortune"(1880)을 일본에서 모리다 시
겐(三田思軒, 1861~1897)이 ‘佛曼二學士の譚’이라는 제목으로 郵便報知新聞
(1887.3~5)에 연재한 뒤, 鐵世界(集成社, 1887)라는 단행본으로 펴낸 것을 
다시 중국의 包天笑(1876~1973)가 중역(重譯)하여 1903년 6월 상해 문명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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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으며, 또 다른 하나는 이 두 가지 영역에 속하지 않은 채, 지금
까지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개화기 연설체(토론체) 소설’로 묶이곤 했
던 <유죵>(광학서포 ,1910. 7)이라는 독특한 소설 형식을 들 수 있
을 것이다. 당시 이해조의 이러한 저작 활동의 유형들은 그 저작의 목적
이라든가 의도에 있어서 일련의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 중 특히 위인(偉人)의 전기(傳記)를 다룬 <화성돈전>
의 번역이 당시 국민교육회의 교육사업의 일환으로서 전기(傳記) 출판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 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거
니와 쥘 베른(Verne, Jules Gabriel, 1828~1905)의 “인도 왕녀의 오억 
프랑Les 500 Millions de la Begum”(1879)을 번역한 <철세계> 역시 
창작 당시의 모험소설로서의 성격이 배제되고 주로 일본에서는 집단과 
집단 사이의 반목에 초점을 두어 민족주의적인 텍스트로 번역되었고 중
국에서는 오히여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텍스트로 번역되었다는 사실162)
을 감안하면 역시 그러한 계몽적인 목적과 의도에서 번역된 것이라고 판
단할 수 있다.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물론 이 두 번
역은 각각 전기와 모험소설(혹은 과학소설)이라는 점에서 꽤 적지 않은 
거리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나 당시 이해조가 제국신문에 연재
하던 창작 소설 외에 번역 혹은 역술이라는 작업에 대해 어느 정도 독립
된 자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해조의 당시 저작 활동의 한쪽 극단에 바로 그 의도와 목적에서부터 
계몽적인 교육활동과 떼어내기 어려웠던 번역 활동이 존재하고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바로 <고목화>, <빈상설>, <홍도화> 등의 초기 창작 
소설들은 고소설의 이야기적인 전형들을 일부 차용하면서 소설의 흥미성
을 꾀하는 한편, 계몽적인 이념들을 일정 부분 투영하고 있었던 소설 창
작 활동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양 극단 사이에 바로 서사적인 

(文明書局)에서 펴낸 鐵世界를 대본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김
종욱, ｢쥘 베른 소설의 한국 수용과정 연구｣, 한국문학논총49, 한국문학회, 
2008.8, 66~76면).

162) 김종욱, 위의글, 7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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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배제하고 연설과 토론이라는 다소 직접적인 언술 양식을 통해서 
계몽적인 목소리를 그대로 드러낸 다소 중간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는 
<자유종>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조의 초기 저작 활동들을 
1907년으로부터 1910년에 이르는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재조직해 본다
면, 번역 활동은 1908년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해조가 적
극적인 의지에서가 아니라 출판이나 계약 관계에 의해서 행해진 별도의 
작업으로 간주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고, 출판한 날짜로만 간주하면 
1907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창작 소설의 결산으로서 <자유종>
이 놓여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일제에 의해 강점되기 바
로 직전인 1910년 7월에 출판된 <자유종>은 여러모로 그 출판의 시점
이 미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 1908년이었다
는 사실163)을 감안하면 <자유종>이 쓰인 시기가 실제로는 1908년이었
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908년이라는 시기가 이해조가 번역활동
에 열중하던 때였으며 창작 소설의 내용을 보더라도 작품의 계몽적 주제
의식이 드높았던 시기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가정은 설득력이 
보다 높이지게 된다. 이장의 다음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필 터이지만 
1909년 제정된 출판법 이전에 직접적으로 경시청의 조사와 압수를 받는 
등 핍박을 받은 작가는 안국선이었으며 압수된 작품이 <금수회의록>이
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당시 이해조는 <자유종>을 써두고서도 안국선의 
사례를 보아 출판을 미뤘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판단이 충분히 가능
하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후속적인 자료 검토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명
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겠으나 두 가지 가정이 대단히 상이한 결론
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즉 
<자유종>이 그 출판 시점과 같이 1910년에 쓰인 것이라면 이는 이해조
가 자신의 소설 창작 전반부, 즉 주로 제국신문과 대한민보에 연재

163) 이해조, <유죵>, 광학서포, 1910, 34면, “[금운] 작일은 융희이년뎨일상원
이니 달도 그젼과갓치밝고 오곡밥도 그젼과갓치 달고 각쇼도 그젼과갓치 맛
나건마 우리심 웨이리불평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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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소설들을 통해서 담아내고자 했던 계몽적인 주제의식을 연설과 토
론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이념 표출의 언술 양식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1908년 무렵에 쓰인 것을 1910
년이 되어서야 출판한 것이라면 이는 번역 활동과 마찬가지로 그의 계몽
의지가 이 시기쯤 가장 드높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의 초기 
저작 활동이 결국 사상적인 계몽성과 이야기적 흥미성 사이에서 절충 과
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연하는 것이다. 제국신문에 실린 
이해조의 소설이 <홍도화>를 경계로 하여 급격하게 그 계몽적인 이념
성이 퇴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후자의 가정이 더욱 설득력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해조의 초기 저작 활동에 있어
서 <자유종>이 갖는 위치에 대한 물음은 우선 이 작품이 여타의 이해
조의 창작소설들과는 달리, 서사성을 배제한 채, 연설과 토론이라는 퍽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을 통하여 직접적인 계몽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해조가 그러한 양
식의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로 확장되며 나아가 이
러한 사상 표출의 방식이 그가 초기에 창작했던 <고목화>, <빈상설>, 
<홍도화> 등의 대표적인 소설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고소설적
인 이야기 전형에 중심을 두고 계몽적 주제의식을 드러내었던 방식과 어
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물음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물음은 본고의 
다음절에서 살피고자 하는 문제가 이해조의 초기 소설에 있어서 연설과 
그를 통한 감화가 중요한 문제해결의 원리로 등장하면서 주제의식의 형
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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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몽적인 담론의 틈입 양상과 차용된 ‘연설’의 기능적 변모 양상

우선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해조가 국문으로는 처음으로 제
국신문(帝國新聞)에 연재했던 <고목화(枯木花)>(1907.6.5~10.4)164)
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지금까지 서사 내부에 중요한 단절 
혹은 인과성의 결여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던 것이 일반적
이었다. 즉 <고목화>의 서사는 충북 보은에서 명화적패에 납치된 권진
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초반부의 내용과 이후 경성으로 배경을 옮겨 기
독교인이자 의사인 조박사를 중심으로 권진사가 조박사의 사상에 감화되
어 명화적의 수령을 용서한다는 후반부의 내용이 서로 어울리지 못한 
채, 얽혀 있고 그것은 바로 근대 소설로의 이전 과정에서 주제의식과 구
성상의 괴리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되었던 것이다.165) 하지만 이러한 
<고목화> 서사 내부의 인과성의 결여 및 부조화는 단지 전적으로 이해
조의 작가적인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소설의 이야기
적 전형으로부터 신소설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균열의 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고목화>의 앞부분이 명대
의 한문단편의 서사를 차용하여 창작되어, 납치와 이별, 그리고 복수가 
164) 이해조가 제국신문에 연재했던 소설들의 경우, 실제 신문의 지면은 확인하

기 어려워 출판된 단행본의 텍스트를 참고하였고 연재 날짜와 표제는 김주현의 
논의(김주현, 개화기 토론체 양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를 참
고하였다.

165) 한기형은 이해조의 ｢고목화｣가 드러내는 인과성의 결여를 지적하면서 이를 신
소설이 내포한 주제와 구성상의 괴리로 파악하고 있다. 즉 이해조가 소설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궁극적인 주제는 기독교로 표상되는 서구 문명의 당위성이었지
만 소설의 분량의 압박으로 인해 앞부분의 흥미로운 삽화적 이야기를 포함하였
던 것이고 ｢고목화｣의 인과성 결여를 내포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한기
형, 앞의책, 58~61면). 소영현은 이러한 한기형의 견해가 갖는 소설에 대한 주제 
중심성으로의 경사를 비판하고 있다. 즉 ｢고목화｣의 주제의식을 마지막 부분에야 
등장하는 조박사의 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로 무리하게 환원하기 보다는 최원식
(앞의 책, 1986, 63면)의 견해를 수용하여 권진사와 청주집의 결연을 중심으로 
의미를 평가하고 이후 조박사라는 조력자는 우연적인 요소로 파악하여 이러한 
서사 구성의 이완 현상이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의 해체를 낳았다고 보고자 했던 
것이다(소영현, ｢역동적 근대의 구체-이해조의 초기작 검토｣, 국제어문 25, 국
제어문학회, 2002, 296~3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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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되는 이야기 형식을 띠고 있다면,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문제 해
결의 원리로서 기독교적인 사상에 의거한 연설을 통해 복수심을 감화하
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죠박가 권진의 진을 더니 긔집에가 가즌약을 갓다쓰 죠
셕지 날나다 먹으며 잠시도 권진 쳐소를 나지 안이더라 / 죠박
 본 야박고 경솔기로 호하얏던 인 미국을 가셔 셩
경공부를 후로 독실 신가 되여 진리를 다름으로 젼에던 
실을 낫々치 회고 도덕군가된 사이라 날노 권진를 위야 
샹졔 긔도々고 죠흔말노 병를 인도々니 (중략) 죠박의 복음
젼 말을 로듯고 이틀 듯더니 보슈헐 악마이 졈々업셔지며 
괴산집과 오도령이 악져 나오지 못을 돌오혀 불상야 밝은곳
으로 인도야 영원 침륜을 면케 랑마이나셔 각되 원
슈를 랑라 거록말을 마지못고 다만 사나온 을 품은 곡
졀로 그사들도 나를 극진히 미워 것이라 이졔  병셰가 쾌히 소
복이되앗스니 죠박와 동야 그곳에 들어가 죄에 들어가여러 형
졔와 곤란즁에 잇 쳥쥬집을 구원리라166)

(전략)권진님이 죠박라 량반과 갓치 려오셔셔 차와 보시
기에 져의 미련 소견에 원슈를 외나무다리에셔 만낫다고 인져 뎌 
량반이 오셧스니 로도 지쳬못고 곳 쥭게 되엿다엿더니 놉고 
랑시 나님을 본밧으 죄악의 침륜한져의를 도로혀 블상히 넉
기 아모조록 회 도록 지시시고 지금청쥬원님이 갓치오신 죠
박 나으리의 아씨벌이되신다던지요 죠박 나으리가 원님게 간곡
히 말을 셔々 져의를 외로 방송야 갓흔 은덕을 닙엇지
오167)

166) 이해조, <고목화(枯木花)>, 동양서원, 1912, 115~117면, 밑줄 인용자, 앞으
로 해당 텍스트의 인용에 있어서 제목과 쪽수만을 명기한다.

167) <枯木花>, 137~138면, 밑줄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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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목화>에 있어서 위에 인용된 부분은 소설의 후반부에서 조박사로 
표상되는 외부적인 담론의 틈입이 소설의 서사 구조 전반의 완결성을 흔
들고 재구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고목화>의 후반부 문제가 
해결되는 이 부분은 앞선 시대의 소설의 이야기적 전형과는 거리가 먼 
일종의 변화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텍스트 내부에서 이루
어진 이러한 변모의 지점은 여러 번 숙고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조에 앞서 신소
설을 창작하였던 이인직이 오랜 유학 생활 경험을 통해 <血의淚>라는 
조선 전대의 소설 전통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소설을 한국의 소설적 
전통 내부로 가져왔던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이해조는 이인직에 비한다
면 유학 경험을 갖지 않아 이른바 ‘신문학’에 대한 감각을 보유하고 있
었다고 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소설 창작 이전에는 소년한반도(少
年韓半島)라는 잡지에 <잠상태(岑上苔)>(1906.11 ~1907.4)라는 한문 
단편 소설을 발표한 것 외에는 어떠한 소설 창작적 경험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해조가 전대의 고소설의 이야기적인 관습대로라면 
당연히 복수담의 결말로 끝났어야 할 <고목화>의 후반부에서, 조박사를 
등장시켜 기독교적인 용서와 화해의 논리를 ‘말’(연설 혹은 강론)을 통
해 전달하여 권진사의 복수심을 완화하고 나아가 오도령, 괴산댁 등 권
진사를 납치했던 악인들에 대한 용서와 감화로 주제적인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은 그가 고소설적인 이야기 전형에서 탈피하여 주제의식이
나 양식적인 측면에서 신소설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목화>의 전체 텍스트를 살펴보면, 일종의 단절로 
여겨질 만큼 후반부의 변모 양상이 처음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이행의 과정에 있어서 이해조의 
창작적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영향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
하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니라 당시 그가 어울리고 있던 동시대의 개화 
지식인들의 갖고 있던 개화 담론의 틈입 혹은 직접적 투영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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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렇게 이 소설의 중요한 변화의 지점에서 파악될 수 있는 중
요한 국면이란 2가지 방향성으로 설명된다. 그 하나는 조박사의 복음 전
하는 말 속에 화해와 용서라는 기독교적인 윤리의식이 담겨져 있다는 사
실이며, 또 다른 하나는 권진사에 대한 조박사의 ‘말’이 권진사의 내면의 
울림을 통해 감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 중에서 기독교적인 
윤리의식에 관한 문제는 일종의 내용적인 접근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이해조가 1905년부터 연동예배당을 다녔던 기독교 신자였다는 
사실로부터 그 개연성이 확인되는 바 있다. 다만 <고목화> 이후, 이해
조가 창작한 소설에서는 기독교적인 영향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화해와 용서라는 기독교적인 윤리의식이 철저한 종교적인 
신념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었으며 이후 이해조의 창작 활동에 있어서 중
심적인 창작 동기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168) 따라서 결
국 이해조의 소설에서 표상된 기독교적인 윤리의식이란 단지 외부에서 
도입된 배경적인 담론에 그쳐 있는 셈이며 이후의 소설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바로 연설이라는 언술 양식의 삽입을 
통해 나르고 있는 담론이란 그것이 기독교적인 윤리의식이 되었든, 근대
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화의 기능에 대한 신념이 되었든 이해조가 
견지하고 있는 개화 담론이 직접 투영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금분이 셔방 류거복이 졔어미가 거북이셰살젹붓터 셔판셔집 안
잠을자셔 셔판셔아달 졍길이와 거름발탄 이후로부자지를 맛쥬몰으며 
라낫 제몸은 비록쳔나 소견은졍길이 열쥬어밧구지 안이만
더라 / 셔판셔외가 작고기젼에 금분이를사셔 거북이와 혼인을식엿
 졍길이가 초립동이부터 난봉을 부리면 거북이가한고 말류
으로 하인일가 모로거니와 어려워도고 자랄지던 인졍업

168) 선악의 구분에 대한 윤리학적인 주제와 그 교정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
는 <빈상설>, <구마검> 등을 근대 교육의 역할론과 함께 살피게 될 때 더욱 
흥미로운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는 본고의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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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미워도더니 / 평양집을 쳐음으로 친야 글안이닑고 부모모르
게 밤을낫삼아 미쳐단기것을 거북이가민망이녁여
  (거)셔방님 대감게셔 공부시라고 걱졍을 각금시 공부힘을 

안이쓰시고 웨이리심닛가 지금셰상은 젼과달나 아모리량반이 됴흐셔
도 공부없으면 속졀업슴니다 / 상놈들도 부지런리 공부를셔 상등인
물이 모다되 더구나 셔방님게셔야 공부만잘시면 아모리화판
이라도 누가우누를 이잇겟슴닛가 / 평양집부용이가 텬하에갓가히 
못것이올시다 소인의륙촌이 평양궐역 장으로려가 잇셔
셔 부용이럭을 력력히알고 리약이를 제어미계화부터 부
놈삿갓도 만히쓰이고 관찰등마다 홀여 셩의피도 젹지안이게
글은계집이라고 와요 / 셔방님이 엇지날길에 눈졍으로 번갓가
히 셧지만 장구히 상관실것은업슴니다 오날부터라도 곳거졀시
고 공부에힘을쓰십시오

졍길이가 그부친에게 눌니여 이런일이 소문이날가 조심을터에 거
복이말은드르니 비위에 거슬니기하나 말인즉그르지 안이야무에라
고 망슈가업스되 요죠슉녀로 녁이 평양집 흉보것은 모다긔
졍을 히랴고 쥬작부언이거니 십고169)

<고목화>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 원리로서 제시되었던 화해와 용서에 
기반한 기독교적인 윤리 감각은 부정되고 <빈상설>에서는 드러나지 않
는다. 이는 비단 <빈상설> 만의 문제는 아닌데, <고목화> 이후의 이해
조의 대부분의 소설에 있어서 악인이 참회를 하고 용서를 받는 가능성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으로 부정되고 있
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인용된 <빈상설>의 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서정길의 종인 거복은 자신의 주인에게 
끊임없이 공부에 힘쓸 것을 권하고 있으며,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거
론하고 있다. 시대는 변화하여 반상의 신분 구조는 더 이상 의미를 갖기 
어렵고 비록 미천한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하면 ‘상등’ 인물이 될 
169) 이해조, <빈상설>, 동양서원, 1911, 제2판, 24면, 초판 발행날짜는 1908년 7

월임, 밑줄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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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다. 이 거복의 말 속에는 결국 사회진화론 등에 입각하여 
근대적인 교육의 가능성에 대해서 일종의 신념을 가지고 있던 작가의 발
화가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거복의 말에 대해 서정길은 내심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
는 부정하고 있다. 앞선 <고목화>에서 기독교적인 윤리감각에 기반한 
조박사의 말에 감화되어 일제히 교화되었던 다소 비현실적인 장면에 비
교한다면, 자신의 종인 거복의 충고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따르지 않으며 나아가 반감을 갖는 서정길의 태도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결국 서정길은 이러한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
여 이씨부인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파탄에도 불구하고 서정길은 일단 <빈상설>의 서사 밖으로 사라졌다가 
마지막에 상해에서 동아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일순간에 모든 
갈등을 해소한다.170)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결말은 비현실적인 이상주
의171)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는 터무니없는 이상주
의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근대적인 교육의 기능에 대한 이상주의로 이해
조는 서정길이 악인 행세를 하고 있던 까닭을 기존 질서에 안주하여 새
로운 교육을 등한시했기 때문으로 파악하면서 근대적인 교육을 통해서 
교화될 수 있다는 신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작가 이해조
가 <빈상설>에서 소설의 서사에서 벌어진 갈등을 교육, 특히 부정적인 
인물인 서정길의 갑작스러운 유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는 비록 
서정길 개인으로 본다면 자신의 개인적인 갈등으로부터의 현실도피적인 

170) “샹 동아학교 일년급도 셔졍길상 / 이라 얏거 급급히 여 두번셰번
을 보며 희이만면야 / 마님엿쥬어라 자근아씨불너라 / 더니 그편지를 례
로 돌녀뵈이닛가 평에 슈심이 쳡쳡야 쥬야쟝쳔 한숨으로 셰월을보며 됴흔
일이나 우슈은일이나 눈셥을펴지 안이던 셔집의얼골이 구름에잠겻든 가을달이 
벽공에소슴갓치 반가온빗을 웟더라”(이해조, 앞의책, 154면)

171) 최원식은 이를 이해조가 민족운동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 서정길과 같은 참회귀족에게 기대하는 작가의 아이디알리즘이 기본
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최원식, 앞의책, 1986,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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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갖는 것이 사실이나172) 중요한 것은 외국 유학이 아니라 서정길 
자신의 성격적 부정성이 본질적인 성정(性情)으로부터 연유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 교화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
해조 자신의 태도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른다면, 결국에는 <빈상
설> 텍스트의 대표적인 두 악인인 서정길과 평양집이 각각 드러내는 최
후의 차이, 즉 근대적인 교육을 통해 교화되고 구원받은 서정길과 재판
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간 평양집의 차이는 바로 본질적인 선악의 차이라
기보다는 교육을 통하여 교화 가능한 악함의 정도의 차이로 규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이해조 소설에서 드러나는 악인의 교화 불가능성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고소설의 권선징악적인 윤리로부터 탈피하지 못
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되어 온 것도 사실이나, 이미 <고목화>에서 악인
의 교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바 있었던 이해조에게 그러한 분석은 
그리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는 오히려 <고목화>에서는 다소 비
현실적인 면모를 보였던 기독교적인 화해와 용서의 논리라는 텍스트 밖 
담론의 자리가 근대적인 교육에 대한 신념으로 대체되면서 교화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제한적이고도 현실적인 판단으로 대체된 것이라고 이해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후 이해조의 소설 속에서 실제로 연설 텍스트 형식이 차용되는 것은 
이해조와 안국선이 실제로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시기인 1908년 
무렵에 연재되었던 <구마검>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이전의 소설인 
<고목화>와 <빈상설>에서 텍스트 밖의 외부 담론이 개입하는 방식과
는 확연하게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고목화>와 <빈상설>
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계몽적인 이념은 존재하였으되, 계몽적 언어의 
실제적인 내용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목화>에서 조박
사가 내포하고 있는 기독교 원리는 실질적인 ‘연설’과 같은 구체적인 언
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빈상설>에서도 근대 교육에 대한 강

172) 이용남, 신소설의 갈등양상 연구-이해조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86, 28~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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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막연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
다. 하지만 <구마검(驅魔劒)>(제국신문, 1908.4.25~ 7.23)에 이르
면, 이해조는 구체적인 목소리로서 실감을 갖는 연설이라는 담화 방식을 
자신의 소설 속에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사상적 담
론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그 연설이라는 양식이 갖는 청중에 대
한 감화에 기반한 계몽적 기능을 소설의 텍스트 내부로 편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구체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그편지의년월을맛쳐례례보아려가마다간졀고구구마다
곡진야목셕이라도감동만니최쵸에편지연에얏스되 / 무릇 나
라의 진보가 되지못은 풍속이 미혹에 기나니 슯흐다 우리 황인
죵의 지혜도 인죵만 못지안이 거날 엇지타 오날 이갓치 죠잔 멸
망디경에 이르럿나뇨 (중략) 그다음에 보편지에얏스되 / 슯흐다 
형장이시여 형쟝의 쳐디를 각시소셔 형쟝은 우리 일문즁 십여 
죵숀이시니 큰집에 동량이나 일반이라 그동량이 썩어지면 큰집이 문어
짐은 면치못 사셰라 형쟝의 미혹심은 젼일의 올닌바 글에 루루히 
말얏스니 다시 론난바 업거니와 날로 들니 소식이 더욱 놀납
고 원통와 이갓치 다시 말나니다173)

소설 <구마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신을 믿어 금방울이라는 무당
에게 속아 패가망신하게 된 주인공 함진해를 비판하기 위해 종친회의가 
열리고 종가의 대표들이 이러한 사태를 방관한 주인공의 친척인 함일청
에게 일부 책임을 묻자 다른 노인 한 명이 여기에 대해 함일청을 두둔하
면서 그가 함진해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이 편지의 
내용 중에서 특히 나라의 진보와 황인종의 운명에 대해 논하고 있는 부
분은 1906년 이후 일본에서 건너와 대한자강회, 대한협회의 고문 등을 
맡으며 연설을 행한 바 있던 대원장부의 황인종연합론으로부터 내용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해조 역시 대한협회의 회원이
173) 李海朝, <구마검(驅魔劒)>, 大韓書林, 1908, 61면, 밑줄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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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은 되지 못한
다. 하지만 그 보다 더욱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 소설 속에 삽입된 연
설의 내용이 전체 소설의 서사와 동떨어진 외부에서 마무리하는 장면에
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 삽입된 연설은 비록 외적으로는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되, 편지의 형식이 갖게 마련인 발신자와 수
신자 사이의 친밀성을 드러내는 부분과 함께 제3자 다수에게 발화하는 
계몽적 논설로서의 내용과 읽는 이를 감화하는 기능을 담보하는 연설 투
의 목소리가 흔적처럼 남겨져 있다는 점에서 이해조가 분명 의도성을 가
지고 연설이라는 형식을 텍스트 내에 삽입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하지만 <구마검>에 있어서 이러한 연설의 형식을 띤 텍스트는 적극
적인 문제해결의 원리로 기능하고 있기 보다는 서사와는 동 떨어져 외부
에서 이해조가 전체 소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사의 내용적 
측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외부적인 영역에 남겨져 겉돌고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마검>에 함일청의 편지 속 ‘연설’이 실제로 주
인공 함진해의 몰락을 막는 적극적인 기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잘못없음을 강변하는 신원(伸寃)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작위성을 벗어나지 못한 설정으로 생각된다. 이
는 소설의 주제의식을 추상적인 집약하여 연설이라는 담화 방식이 위치
하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서사 구성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설의 말미에 어떻게든 독자에게 작가의 생각을 담은 ‘연설’을 끼워 넣
고자 하는 의도로 함일청에 의한 편지를 누군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설정
을 꿰어 맞춘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174)

174) <구마검>에는 위 인용된 부분 말고도 더 많은 연설의 내용과 잠언의 형태로 
된 구체적인 실행의 지침이 존재한다. 과연 이 연설과 잠언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 구축된 것인가 아니면 이해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가 하는 바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일단 내용 확인을 위해 인용해 둔다면 
다음과 같다. 이해조, 구마검, 110~113면, “그헤열가지잠언(箴言)을긔록얏
스되 / 일, 쓸잇글을 만히읽고 무익일을 짓지말으소셔 / 이, 사 구원기
 의원만이 업고 셰상을 혹케기 무녀갓흔것이 업나이다 / 삼, 사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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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구마검>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연설, 혹은 
유사 연설의 형식과 그것이 띠고 있는 작위성은 훨씬 뒤에 연재된 <홍
도화>에 이르면 해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명료한 연설의 형식으
로 정돈되고 있다.

심상호가, 긔집으르도라와, 긔모친게, 말을고고, 인아죡당과, 
원근친구를, 모다쳥야, 례로좌셕을뎡케후단졍도로, 좌상에-
쎡나와셔며, 경례번을더니
  오날, 항렬이놉흐신, 죡쳑어룬이시나, 년덕이놉흐신, 친구어룬이시나, 
졔되사과, 손아되사이, 한자리에모혀오심은, 모다, 불용
렬상호를, 랑셔셔, 욕됨을도라보시지, 안이심이니그, 황송코감
샤은, 무슨-말으로, 엿줄지, 모로겟슴니다, 그런이갓치당돌
을, 무릅쓰고, 루디에오십시사은, 다름안이오라, 상호가, 편친시하에, 
이십셰, 즉, 항우도강이셔 (項羽渡江而西) 던년긔가되도록, 쟝가를, 
못드럿슴니다, 명나라로말면, 이셰상에나셔, 구구풍속을, 버셔
나지못야, 리에부젹당고, 인졍에최불명일을, 구로히, 야, 
년대계를, 그릇되게은, 비단졔몸하나의, 낭가안이라, 한사두사
으로, 젼국동포가, 모다한모양이면, 국가의낭가, 젹지안이법이올
시다 (중략) 미리말것이니, 여러어룬이나, 친구즁에, 구상으
로, 나의장가드러오, 리직각의을, 가여왓다고, 일호반졈이라도, 
낫비넉이어, 말마듸라도, 상소롭지안이케, 시랴거던, 죵금이후로, 
상호와, 영영격면을, 실것이오, 그러치안이시고, 초가녀와, 

괴 양증잇쟈를 취고 음증잇쟈를 취지마소셔 / , 광명 셰계에 다
만 실상만잇고 허황 디경은 업외다 / 오, 셰계에 신션이 잇스면 진시황과 한
무뎨가 가히 쥭지안이얏스리이다 / 륙, 사을 능히 셤기지못 거던 엇지능히 
귀신을 셤기며 산사도 모로며 엇지능히 쥭은쟈를 알니오 귀신과 쥭엄은 셩인
의 말치 안이바니 셩인이 안이신말을 가 지어면 셩인을 반이니다 
/ 칠, 굿고 경닑음을 긔 당연 노리마당으로 녁여도 지식잇사 보기에
 혼암세계로 아나이다 / 구, 산을 코 길기를 풍슈에 구애가 될지면 외국에
 텰토가 락역고 광산이 허다것만 엇지야 국셰가 뎌갓치 흥왕뇨 풍슈
가 엇지동양에 고 셔양에 치안이 오릿가 / 십, 사의 품은마음을 
가히 칙량키 어려워 얼골과 관계가 업거날 상을 보고 마암을 안다니 진실로 
슐의 사속이 말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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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곰도틀님업시, 우시랴거던, 불안오나, 손을들으셔, 가다시
소셔 / 좌즁이, 일졔히, 손을들며 / 가오, 가오175)

<홍도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심상호는 이미 혼인을 하고 남편을 잃
어 미망인이 된 태희와 결혼하고자 하는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종친회를 
열어 집안 어른들을 청중으로 두고 여성 재가(再嫁)의 정당성을 강변하
는 연설을 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심상호의 연설은 연설의 준비에서
부터 내용, 그리고 청중의 반응에 이르기까지 안국선이 연설법방에서 
제시한 바 있던 연설의 기본적인 형식적 요건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
다.176) <홍도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
장했던 연설은 <구마검>의 그것에 비한다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
사소통 지향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심상호
에 의해 행해진 이 연설의 내용은 이념의 표출과 목적에 대한 지향이 적
절하게 조화되어 서사 내부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소설 속에 등
장하는 연설과는 차별되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아버지인 이직각
의 뜻에 의해 원치 않은 시집을 가게 된 태희가 남편을 잃고 고생하면서 
음모에 빠져 납치되고, 다시 구출되는 <홍도화>의 중심 플롯은 여성 재
가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계몽적인 주제의식과는 여전히 별개의 영역에 
놓여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으나 <구마검>의 그것에 비한다면 심상호
의 마지막 부분의 연설로 구축되고 있는 <홍도화>의 당대의 개화 담론
을 반영하고 있는 계몽적인 주제의식은 소설 텍스트 내에서 비교적 적절
한 맥락이 고려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연한 변모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리해본다면, ｢홍도화｣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심상
호의 연설은 한편으로는 여성의 재가 정당성이라는, 작가 이해조가 독자
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외부적인 담론 차원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인공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적인 

175) <홍도화>, 68~72면, 밑줄 인용자.
176) 안국선, 연설법방(演說法方), 탑인사, 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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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 문제 해결의 원리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외
부로부터 형성된 계몽 담론이 비로소 서사 내의 주인공이 내뱉는 연설의 
목소리를 통해 맥락화된 진술로 구성되어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최
초의 장면으로 생각되거니와, 연설의 파급력이 소설 내부에서 서사화되
는 과정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2) 실천적 과학으로서 윤리학의 정립과 윤리학적 세계의 소설적 구축

  1) 미완된 번역 ｢윤리학｣과 실천적 과학으로서 윤리학에 대한 지향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이해조의 소설 창작에 있어서 전대의 소
설 서사를 차용하여 신소설의 서사를 구축하여, 이른바 낡은 형식 속에
서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했던 두 가지 다시쓰기 전략으로서 계몽적인 주
제의식의 맥락화의 첫 번째의 양상을 살폈다. 즉 이해조의 초기 소설에 
드러난 주제 의식이 외부로부터 틈입된 주제의식이 소설의 서사에 절충
적으로 틈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히 <유죵>으로 대표되는 연설체의 
계몽적인 양식과 초기 소설 사이의 관련성, 나아가 안국선과의 관계를 
통해 연설 양식의 서사화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된 바 있다는 점을 지적
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계몽적인 주제의식의 맥락화의 두 번째 양상으
로 이해조의 미완의 번역 속에 담겨진 윤리학에 대한 관심과 그러한 학
술적인 관심이 어떻게 소설적으로 반영되었는가 하는 바를 살핀다. 앞서 
초기 소설에 표현된 계몽적인 주제의식이 어설픈 기독교적인 화해의 윤
리라든가 개화기 근대 교육의 유무라는 다소 이해조가 견지하고 있던 계
몽적 이념에 긴박된 소설적 형상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윤리학에 대한 관심은 한편으로는 이해조의 계몽적인 이념이 최대치로 
확보되어 학술로 표현되는 높이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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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는 이해조가 윤리학이 표방하는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
나 개인의 선악적인 표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소설이 추구
해야 만하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소설적인 미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장에서는 이해조가 
당시 번역을 하다가 중단했던 ｢윤리학｣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이 텍스트
의 번역 저본이 윤리학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학술적인 경로 중에서 개
인의 정신과 심리의 해명에 중심을 심리학이라는 분과학문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해조가 당시 물리학과 같은 여타의 학문과 구분
되는 윤리학의 정립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소설로서 추
구될 수 있는 인간의 선악적인 표준의 문제를 통해 독자적인 소설의 위
치를 고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확인을 통하여, 
<홍도화>를 기점으로 비교적 계몽성이 상쇄되고 통속화하고 있다는 기
존의 평가가 우세했던 이해조의 소설적인 편력에 있어서 이후에 창작된 
<쌍옥적>이나 <모란병> 등의 텍스트에서 바로 이러한 인간의 선악에 
대한 탐구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 이해조의 초기
와 후기 소설들의 연결을 해명하는 단계로 삼아보고자 한다.

일단 이해조가 초기에 견지하고 있던 사상적 지향에 대한 해명이 필요
할 것인데, 일단 이해조가 초기 소설에서 보여준 사상적 지향은 바로 
‘윤리학’의 정립에 대한 관심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그가 1908~9년 
기호흥학회월보에 꽤 오래 연재했던 ｢倫理學｣177)이라는 글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다만 이 ｢倫理學｣이라는 글은 일본의 심리학자이
며 1890년 이후로 동경대학교 교수였던 모토라 유우지로(元良勇次郞, 
1858~1912)가 1900년 중등교육용으로 낸 倫理講話를 축약하여 문부
성 교과서 검정을 받기 위해 성미당(成美堂) 편집부에서 1902년에 편찬
한 中等敎育 元良氏倫理書 상권을 기본으로 하여 번역하고 내용을 덧
붙인 것이다. 이해조는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의 내용을 1장 ‘윤

177) 李海朝, ｢倫理學｣, 畿湖興學會月報 5~12, 1908.12~1909.7, 본문에 인용된 
내용에 대하여 읽기의 편의를 위하여 띄어쓰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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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의 범위와 정의(倫理學の範圍及’び定義)로부터, 2~5장 ‘자기의 관념
(自己の觀念) 1-4’, 6장 ‘덕성함양의 필요(德性涵養の必要)’, 7~9장 ‘가
족윤리(家族倫理)’, 10장 ‘사회윤리(社會倫理)’의 첫 부분까지를 번역하
고 있다. 원 책의 경우, 23장까지 ‘사회윤리’를 다루고 있고 나머지 28장
까지는 ‘국가윤리(國家倫理)’ 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해조는 이 책을 
번역하여 윤리학 교과서로 출판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완역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모토라 유우지로에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그는 1883년 미국에 유
학하여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와 함께 수학했고 독일의 철
학자이며 심리학자인 빌헬름 막시밀리안 분트(Wilhelm Maximilian 
Wundt, 1832~1920)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아 그가 행하고자 했던 심
리학적 기반을 통해 윤리학과 인류학을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을 따랐던 
학자이다.178) 흥미로운 바는 이해조가 이 모토라의 책을 직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뼈대는 원 책의 내용을 따르고 거기에 자신의 설
명을 덧붙이고 있다는 사실인데, 원 저자가 상세한 설명 없이 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
면 당시 이해조가 다양한 책들을 접하면서 스스로 윤리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는 바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倫理學은 人倫의 眞理를 究야 實行의 方法을 求 바이라. 物理學
과 倫理學으로 互相 比較야 其 差別을 試觀면 足히 其 眞理를 知
지로다 夫 物理學은 論理와 應用의 兩種을 分 者ㅣ니 論理라  
者 應用의 與否를 不求고 다만 學理를 硏究야 天則을 發明으
로 目的을 삼고 應用이라  者 虛理를 推야 實事에 施며 且
此를 因야 未知 法을 發明기로 爲主이니 倫理學을 論理와 應
用 兩科에 可分與否에 至야 異論이 雖多나 然이나 論理倫理學을 

178) 모토라 유우지로는 敎育新論(中近堂, 1884), 心理學(金港堂, 1890), 倫
理學(小野英之助 共著, 1893) 등의 책을 내면서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를 바탕
으로 교육, 윤리, 종교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괄했던 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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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張야 一科로 特分키 不能 者ㅣ니 何則고 倫理學의 性質은 實踐
을 貴히 야 論理 時에 間或 鉤深索隱이 有 然이나 其 目
的은 學理發明을 爲이 아니오 躬行實踐야 社會의 發達을 補助에 
在니 是 卽 倫理學이 實踐 科學이 되야 物理學 等으로 相異 
所以니라.179)

위 인용된 부분은 글의 첫 머리의 해당되는 부분이며 윤리학의 ‘석의
(釋義)’ 및 ‘범위(範圍)’를 설명하는 부분의 시작이다.180)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해조가 초반부 물리학과 윤리학의 구분에 퍽 많은 내용을 할애
하고 있는 대목이다. 원 책에서 모토라는 물리학은 ‘학리(學理)’의 연구
와 적용이 나뉘지만 윤리학은 학리의 발견만으로 존립할 수 없고 실행의 
방법을 발견해야 하며 윤리학이 실천의 과학인 것은 그 때문이라고 간단
히 넘어가고 있는데 비해, 이해조는 이 물리학과 윤리학의 구분을 좀 더 
세밀하게 드러내어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 인용된 부분에서 “倫
理學을 論理와 應用 兩科에 可分與否에 至야 異論이 雖多나”라는 대
목을 보면 윤리학이 논리와 응용이라는 양쪽 분야로 나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이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원 책
에는 없는 구절로 이해조가 이미 윤리학의 다양한 학문적인 입장들에 대
한 검토를 선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된다.181)

사실 모토라의 이러한 입장, 즉 윤리학이 여타의 자연과학과는 달리, 
학리와 실천성 사이의 불가분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통해 윤리학의 
학문적인 위치와 특징을 규정하려는 태도는 모토라의 독자적인 견해가 
179) 畿湖興學會月報 5, 1908.12, 21~22면, 본문 내 밑줄 및 띄어쓰기 인용자.
180)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위 인용된 번역 부분에 대하여 모토라 유우지로의 원 

책의 해당 부분을 다음에 제시한다. “倫理學は人倫道德の理を究め、且つ之を實行
すべき方法を硏究する學なり。物理學にては、專ら學理を硏究するものと、又其の
學理の應用を主として硏究するものとあり。されど倫理學は、其の性質實踐的のも
のにして時に深く學理の硏究に入ることなきにあらずと雖も其の目的は學理を發見
せんが爲めにあらずして、實行の方法を發見せんが爲めなり。故に倫理學は實踐の
科學にして、理論の科學とは異れり。”(成美堂編輯所編, 中等敎育 元良氏倫理書
上卷, 東京:成美堂, 1902, 1~2면)

181) 당대 윤리학에 대한 관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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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미 영국의 철학자인 존 헨리 뮤어헤드(John Henry Muirhead, 
1855~1940)의 1892년도 The Elements of Ethics에서 제기한 바 있던 
것이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이미 1897년에 쿠와키 겐요쿠(桑木嚴翼, 
1874~1946)에 의해 번역된 바 있는데,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윤리학의 
학문적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인간의 윤리 과학(science)적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여부를 살피고 있으며 여타의 자연과학과의 
차이를 밝히면서 결국 윤리학을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여타의 자연과
학과 구분되는 실천적 과학(practical science)로 규정하고 있다.182) 쿠
와키는 이 책을 번역할 때, 이 ‘practical science’라는 단어를 ‘실천적 과
학(實踐的 科學)’으로 번역하고 있었고183) 모토라는 이러한 번역어 및 
주요 논리를 받아들여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였던 것이다. 당시 이해조가 
쿠와키가 번역한 뮤어헤드의 원전을 보았는가 하는 여부는 여기에서 확
인하기 어려우나, 그가 윤리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와 윤리학이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과는 달리, 학리와 응용의 
불가분 관계를 갖는 실천성을 전제로 하는 학문이라는 설명에 매력을 느
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가 원전에 대한 축자적인 번역을 넘어 물리학
에 비해, 윤리학은 논리의 연구만으로는 존립할 수 없으며 실천을 귀하
게 여기는 학문임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것이다.

182) J. H. Muirhead, The Elements of Ethics, London : John Murray, 
Albemarie st., 1892, 특히 이 책의 10절 “In what sense ethics differs from 
the natural science”(pp.26~32)과 11절 “Ethics as a "practical" 
science”(pp.32~34)를 참고할 것.

183) ミユイアーヘツド, 桑木嚴翼 譯, 倫理學, 富山房, 1897, 38면, 제11절 “實踐的
科學としての倫理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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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신(修身)과 윤리학 사이
      : 국민국가의 정치학에 대응하는 윤리학적 전망

한편, 이해조가 비록 미완된 번역 작업을 통해서나마 자연과학에 대비
되는 실천적인 과학으로서 윤리학의 정립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
었다는 사실은 단지 그가 견지했던 사상적인 관심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
치기보다는 그의 소설적 실천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의미 있게 읽힐 여
지가 있다. 특히 이해조가 이미 당대 형성되어 있던 윤리학의 성격에 대
해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고 있었을 보여주는 언급을 한 바 있었다는 사
실을 감안한다면, 그가 번역하고자 했던 텍스트로서 다름 아니라 모토라 
유우지로의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리 심상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와 관련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대한제국말기 수신과 윤리
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바를 일별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한제국말기 신해영(申海永, 1865~1909)이 쓴 윤리학 
교재인 윤리학교과서(보성중학교, 1906)의 경우, 일본의 이노우에 테
츠지로(井上哲次郞, 1855~1944)와 타카야마 초규(高山樗牛, 1871~ 
1902)에 의해 쓰인 新編倫理敎科書를 원저본으로 하여 역술한 것이었
는데,184) 이는 비록 교재로 쓰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修身 道’로부
터 ‘家族의 本務’, ‘親知의 本務’를 거쳐 ‘社會’에 대한 ‘公義’와 ‘公德’, 나
아가 ‘國家’에 있어서 ‘國民의 本務’나 ‘愛國心’, ‘皇室에 對 本務’에 이
르는 과정으로 서술된 내용을 본다면,185)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수
184) 김소영, ｢한말 수신교과서 번역과 ‘국민’ 형성｣, 한국근현대사연구 59, 한국

근현대사학회, 2011.12, 16~21쪽, 이 연구에서 김소영은 신해영의 윤리학교과
서가 이노우에 테츠지로와 타카야마 초규의 신편윤리교과서의 번역된 텍스트
로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당시 한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
석하면서 당대 출판되었던 신해영의 윤리학교과서나 휘문의숙에서 출간된 중
등수신교과서, 고등수신교과서에서 다뤄지고 있는 군주와 ‘신민’의 관계가 일
본의 이른바 천황제의 국체론(國體論)과 관련성이 있으며 나아가 한말의 ‘국민’ 
형성의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185) 이 신해영의 윤리학교과서는 약간의 가감이나, 실제 내용에 있어 일본에 특
수한 일화 등을 한국의 일화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형식이나 체제가 거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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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통해 사회의 일원이자 국가 속의 국민으로 이른바 호명되는 일련의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보다 약간 앞서 대한제국의 학부 
주관으로 출간되었던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과 신정심상소학
(新訂尋常小學) 사이의 거리186)를 해소하면서, 국가의 국민과 수신하는 
개인 사이의 관계성을 정식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책의 목차는 학생이 수신하여야 하는 목적은 바로 사회의 
공덕(公德)을 실현하고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와 황실에 대한 본무(本
務)를 다하는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게이오의숙
(慶應義塾) 출신으로 교재를 편찬하던 당시 학부 편집국장으로 있었던 
신해영이 이러한 근대 국민국가적인 전망을 표현하고자 이러한 텍스트를 
취택하여 역술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감각으로 무리 없이 이해될 수 있
다. 하지만 신해영의 이러한 접근이 이른바 학(學, science)으로서의 ‘윤
리학’에 대한 접근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미 이 윤리학
교과서의 원저자인 이노우에 역시 1884년에 쓴 윤리신설의 머리말에
서 다음과 같이 윤리에 대한 접근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기 때
문이다.

모든 윤리를 가르치는 법이 2종이 있어, 제일은 윤리에 의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기율(紀律)로써 한정하여 그 근저를 논하는 것
이고, 제이는 윤리를 천지 간 일종의 현상으로 하여 그 근저의 유무 여
하를 논의하는 것이 된다. 이 책은 제이의 주의에 중심 삼아 무엇을 도
덕의 기지(基址)로 하여야 하는가를 논하고 도덕의 기지(基址)로는, 선
악의 표준을 말한다.187)

하고 있다. 두 텍스트 사이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위의책, 25~34면을 참고할 
수 있다.

186) 송명진, ｢‘국가’와 ‘수신’, 1890년대 독본의 두 가지 양상｣, 한국언어문화
39,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8, 송명진은 19세기말 대한제국 학부 주관으로 편찬
된 두 교재인 국민소학독본(1895)과 신정심상소학(1896)을 비교하면서 전
자를 ‘국가’를 위한 개인, 후자를 ‘수신’하는 개인의 이념을 담아내고 있다고 분석
하고 전자로부터 후자의 변화 속에 일본의 조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도를 전경
화하고자 했던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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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이노우에가 스스로 언급했던 구분에 따른다면, 그가 1884년에 
쓴 倫理新說은 윤리를 가르치는 2가지 법 중에서 후자에 해당하고, 
1897년에 쓴 新編倫理敎科書는 전자의 해당한다. 즉 후자의 방법이 
윤리 자체의 옳고 그름을 원칙적으로 다루는 학술적인 방법이라면, 전자
의 방법은 이미 확립된 기율(紀律)을 제시하고 이를 따를 것을 강조하는 
실용적이고 계몽적인 것이다. 그 때문인지 이노우에는 新編倫理敎科書
의 서문에서는 이 책이 학생을 위한 교재이므로 윤리의 학설을 논하기보
다는 실천적인 행위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쓰고 있는 것이
다.188) 이는 이른바 수신과 윤리학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당대 통용되는 예의적 규범이나 국가주의 이념에 충실히 답하는 방식으
로 학생에게 실용적으로 배워야할 윤리를 제시하는 수신(修身)의 영역
과, 개인의 인격이나 심리를 다루는 심리학이나 국가의 정체(政體)를 다
루는 정치학과 관련되어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 윤리학적 영역
이 구분된다고 본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 역시 분과학문으로서 윤리학적 
체계를 논했던 이노우에 엔료(井上圓了)의 입장189) 역시 이와 비슷했다

187) 이노우에 테츠지로(井上哲次郞), 倫理新說, 文盛堂, 1883, 서문, 번역 인용
자.

188) 이노우에 테츠지로(井上哲次郞), 타카야마 초규(高山林次郞), 新編倫理敎科書
 首卷, 金港堂, 1897, ｢緖言｣, 번역 인용자, “학문의 진보에 따라 제반의 물질적 
교육이 차제에 번잡을 더하는 데 이르렀다. 이때에 다다라 정신을 고상한 경계에 
이끌어, 인물의 어두컴컴한 이면에 성취[鎔鑄]하는 방침을 취하는 데 실패한다
면, 장래의 국민은 얼마나 비속하게 달려가고 야비함에 이르게 될 것을 예기(豫
期)할 수 있다. 이것이 윤리과(倫理科)가 교육상에서 특히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만약 단지 건조무미한 역사상의 설화를 서술할 따름이
어서는 아직 아동(兒童)의 정신을 분려(奮勵)함에 적절하지 않다. 아동은 그 지
식을 점차 개발함에 따라 다소 그 행위를 규정하는 이유를 알고자 한다. 그에 따
라 윤리의 학설을 거론하는 것에 이르지 않고서도 실천 상의 행위에 관한 바를 
논술하여, 어떠한 것이 그래서 윤리적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189) 이혜경은 이노우에 테츠지로의 倫理新說와 이노우에 엔료(井上圓了)의 倫
理通論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분과학문으로서 ‘윤리학’을 하나의 이
학(理學), 즉 사이언스로서의 학문으로 정립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윤
리학’은 이론이나 논리를 다루는 학문으로 이에 비한다면, 공맹(孔孟)의 유학으
로부터 영향을 받은 수신학(修身學)은 실천에 집중하는 학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122 -

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학문으로서의 윤리학과 실천적인 학문으로서
의 수신학을 가르고 차등화함으로써 동양의 공맹(孔孟)으로 대표되는 윤
리학적인 사상을 상대화하고 있는데, 즉 그에 따르면 공맹으로 대표되는 
동양의 유교적인 원리에는 학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인 학문
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190) 이는 당시 탈아(脫亞)의 이
념을 추구하고 세계적인 보편성에 이르고자 했던 일본에서 전형적인 제
국주의 서구담론에 침윤된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해조가 갖고 있던 윤리학적인 전망은 어떠한 것이었
을까. 우선 이해조가 번역했던 모토라 유우지로의 텍스트가 제국주의 내
의 국민국가의 정치학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학적인 
표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와 국가의 윤리에 이르는 경로
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191) 그의 윤리학이 이인직의 그것과 달리, 선
악의 문제와 같은 국가 같은 사회에 속해있는 개인의 심리에 주로 관심
을 두는 영역에 속해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바로 개개인의 실천
성을 강조하는 윤리학에 대한 강조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히
려 나아가 일본의 소설이론가였던 츠보우치 쇼요(坪内逍遥)가 통속윤리
담(通俗倫理談) 안에서 와세다 대학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모은 ｢윤리입
문강화(倫理入門講話)｣에서 선악(善惡)의 근원을 살피고 이를 인간의 본
연적인 성정(性情)이나 표준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하고자 했던 것과 궤
를 같이 하는 것이다.192) 즉 이해조가 윤리학의 정립이라는 문제에 있어

(이혜경, ｢근대 중국 윤리 개념의 번역과 변용-유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철
학사상 37, 2010, 97~101쪽). 그의 이러한 논의는 이노우에 엔료가 수신학과 
윤리학의 체계를 가르고 공맹(孔孟)의 유학을 수신학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90)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 倫理通論, 普及舍, 1887, “제14장 공맹의 수신학
은 가정(假定)·억상(臆想)에서 나온 것(孔孟ノ修身學ハ假定臆想ニ出ツルコト)”과 
“제15장 공맹의 수신학은 논리의 규칙에서 합격될 수 없는 것(孔孟ノ修身學ハ論
理ノ規則ニ合格セザルコト)”을 참고할 것.

191) 成美堂編輯所編, 中等敎育 元良氏倫理書 上卷, 東京:成美堂, 1902.
192) 츠보우치 쇼요(坪内逍遥), 通俗倫理談, 富山房, 1903, 츠보우치 쇼요는 이 

책의 한 장인 ｢孔子とソクラテス｣(39~77면)에서 공자를 소크라테스에 비교하면
서, 학리(學理) 보다는 실천성을 앞세운 학자로서 높게 평가하면서 앞선 이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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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학리(學理)의 측면 보다는 실천성을 강조했던 것은 그가 동양적인 
전통주의 내에서 소설의 창작을 통해 인간의 선악에 대한 심리학적 표준
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실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긔쟈왈사의실에뎨일읏듬은츙효뎨라인군에게츙셩고부모에게효도
고동긔에게우애연후에야금슈보다낫다지라193)

공님은 츔도츄시고 노도시고 풍류도시고 션도되시고 문장도
되시고 장슈가되셔도 가고 졍승이되셔도 가고 텬도 가이되실신
셩신 우리 공부님을 엇지야 속은컴컴고 외양만 번쥬그러 위
인들이 광슈만입고 러만안져 공님 도학이 이이라야 고담쥰론
을면셔 이럿케여야 집을보죤고 인군을 셤긴다야 긔 숀
안이라 남의뎨지 연골에버려 골원님이 되게니 그런쟈들은 죵
교에란젹이오 교육에공젹이라 공님게셔 대단히 욕보셧소 셜 공
님이 존셧슬지라도 오히려 북을울녀그쟈들을 벌셧스리다
그만도 못 승부이라 일이라 쟈 텬시도모로고 디리도모
로고 다만 의취업 강남풍월한다년이라 도모로난것은 원코형코라
야 국가의 슈용 인노릇을 엿스니 그럿코야 엇지 나라이 이디
경이 안이되겟소
대톄 글을무엇에 쓰자고읽소 리를 통랴고 읽것인 나라 디지
와 력를모로고셔 제갈량젼과비젼을 쳔번만번이나읽은들 현금비
참 디경을 면겟소 일본학교 교과셔를보시오 소학교교과것은 
당초에 대한이라 쳥국이라 말도업시 다만 국인물이 엇더고 국
디리가 엇디다야 국졍신이 구든후에 비로소 만국력와 만국디
지를 가치니 그런고로 무론 남녀고 국의 보통지식 업쟈이 업
셔 오날 뎌러 큰셰력을엇어 나라의 영광을 엿소194)

에 테츠지로나 이노우에 엔료와는 반대 입장에 놓여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바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倫理入門講話｣(292~377면)의 목차를 기록해본다
면 다음과 같다. “第1回 惡の根は何ぞ / 第2回 善惡の標準 / 第３回　絶對樂の分析　
/ 第４回　善根何 / 第５回　愛の分析幷に絶對善 / 第６回　性の單復を論ず / 第７回　
自衛性の作用に基く善德と惡德 / 第８回　社交性の作用に基く善德と惡德”

193) 이해조, <만월>, 연세대소장본, 발행처&연도 미상, 86면, 밑줄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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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조는 위에 인용된 <만월>의 후기에서 ‘기자(記者)’의 자격으로 
충효(忠孝)라는 가장 동양적인 유교윤리에 입각한 도덕을 독자에게 권하
고 있다. 이 소설이 ‘륜리소셜’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만큼, 이 소설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을 ‘윤리’의 확립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여기에서 제
시하고 있는 윤리란 충효라는 다소 낡은 동양적인 유교의 수신(修身)원
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물론 앞선 분석을 통하여 이 <만월>라는 
소설의 서사가 바로 명대의 화본소설, 즉 백화체 한문단편으로부터 차용
한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그 서사에 수반되는 이념성에 
따른 경향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만월>의 서사 자체가 형제에 대
한 사랑이나 자신의 주인에 대한 충직한 신의를 갖고 있는 하인의 이야
기이기 때문에, 그 서사에 상응되는 교훈이란 결국 유교적인 것일 수밖
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명대 화본소설의 주요한 서사를 차용하고 있는 
이해조에게 있어서 그 서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적인 이념은 결
국 동양의 윤리적인 기반을 넘어설 수 없는 근원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앞 장에서 살폈듯 이해조의 초기 소설의 주제의식이 
근대적인 교육이 표방하는 계몽적인 의식에 긴박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이념적인 현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인 노
력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해조가 소설을 창작하면서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모순이란 바로 중국의 유교윤리적인 전통 내
에서 생산된 서사들을 차용하여 어떻게 새로운 윤리적인 전망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유죵>에서 그는 공자(孔子)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단서를 제시한다. 그는 궁극적으로 공자의 사상이 갖는 유연성을 환기하
면서, 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자의 사상
이 문제인 것이라기보다는 ‘고담준론(高談峻論)’의 차원으로 환원하고 
있는 고루한 유학자들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의 윤리적인 전
통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바로 자국정신이라는 국민국가
194) 이해조, <유죵>, 광학서포, 1910, 8~9면, 밑줄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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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감각이 필수적인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화중심주의와 국민국
가의 전망이라는 상호 상충되는 지향성은 화해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이해조의 사상적 전개가 바로 공자교에 대한 구상으로 이
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쥬장고로 향교와 셔원을 당초에 셜시얏고 종교를 귀즁
고로 대셩인과 명현을 뫼셧고 셩현을 뫼신고로 졔례를 니 교
육과 종교 쥬톄가되고 졔 톄가되거 근 쥬톄 업셔지고 
톄만 슌상니 엇지 렬셩조의 셜시신 본의라리오 / 륙십여군
에 골골마다 향화를밧들닛가 뎌무식쟈들이 교육과 종교 버리고 졔
만 위즁다들 셩현의마이 엇지 편안시릿가 / 종교에야 엇지귀
쳔과 남녀가 다르겟소 지금이라도 종교를위랴면 셩경현젼을 알아보
기쉽도록 국문으로 번역야 거리거리 연셜고 셩묘와 셔원에 무회 
롱용며 가령 졔로말지라도 귀인은 귀인례복으로 참고 쳔인
은 쳔인의관으로 참고 녀 녀의복으로 참야 너도 공님 
뎨 나도 공님 뎨되기 일반이라면 종교범위도 널고 샤회단톄도 
굿으리다195)

위와 같은 이해조의 공자교(孔子敎) 구상이 실제의 운동과 연관되어있
는가 하는 것은 좀 더 천착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적어도 그
는 유교라는 종교적인 영역을 교육적인 영역과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파
악하고 있으며, 이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곧 제자백가의 텍스트를 국문으
로 번역하여 거리에서 연설하고 제사를 마치 기독교의 예배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즉 그는 
낡은 제자백가의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고 
일신하면, 새로운 시대의 이념적인 지향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았던 것
이다. 물론 이러한 그의 구상이 실현되기에는 불가능한 이상론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해조의 사상적인 지향성이 만
195) <유죵>, 18~19면, 밑줄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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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법의 세계질서 속에서 국민국가적인 정치학을 전면에 내세웠던 동시
대의 이인직과는 다른 좀 더 내재적인 접근 방식을 띠고 있다는 사실 만
큼은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 계몽적인 윤리의식으로부터 현실화된 목적의식으로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이해조가 중국의 유교적인 전통 내에서 생산된 
서사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윤리학에 대한 전망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개
개인의 인간이 나아가야할 윤리적인 전망을 획득하고자 노력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망 하에 이해조는 초기소설을 통해서 주제
의식 형성과 그 전달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뚜렷하고도 분명한 의식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해조는 중국 명대의 한문단편
소설 서사가 내포하고 있던 동양의 유교적인 전통의 원리 속에서 선악의 
윤리학적 구분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형성하는 결정화된 요소들을 찾아
내어 설명하는 한편, 인간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봉합하는 새로운 
윤리 의식을 발견하는 새로운 계몽적인 윤리의식을 찾아내는 데 고심하
였던 것이다. 그것이 <고목화>에서는 기독교적인 윤리로, <빈상설>과 
<홍도화>에서는 근대 교육을 통한 인간에의 감화로, <구마검>에서는 
미신을 타파하는 계몽의식의 확립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이러한 이해조의 고심은 조선이래로 지속되던 중화주의적인 유교윤리 
전통이 무너지고 그러한 전근대적인 가치가 각각의 민족국가의 전망과 
약육강식의 사회 진화론적 도식 속에서 재편되는 과정에서 다시 보편적
인 윤리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
기 위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는 조선의 경계를 넘어 일본으로, 미
국으로 넘어 새롭게 자기 정체성을 세울 수 있었던 ‘옥련’이라는 주인공
을 통해 변화하는 근대의 양상에 대한 섬뜩한 인식적 틈을 보여준 이인
직의 <血의淚>가 나아가 버린 거리의 속내를 도대체 무엇으로 메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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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이해조 나름의 대답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인직이 형상화한 근대적인 세계관의 변모가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전무했던 대한 제국 말기의 상황 속에서 과연 ‘옥련’이 조선으로 귀환하
는 서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본다면196) <血의淚>
의 경우 그것이 제시하고 있는 이상에 비해 실제 현실은 도외시되고 있
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인직에 비한다면, 이해조는 보
다 둔중한 움직임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의 소설 속에 일련의 
사상들을 담아내었던 것이다.

이후, 이해조에 있어서 초기 소설에 해당하는 帝國新聞 연재소설들 
중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이루고 있는 것은 <쌍옥적>과 <모란병> 등의 
작품들이다. 이 소설들은 이전의 소설이 담고 있는 메시지, 즉 작가가 
소설이라는 글쓰기 형식을 통해 담아내고자 했던 다양한 근대적인 이념
들이 작품 속에 접합되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면서 이해
조의 후기 소설들의 경향성을 예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즉 다
시 말해, 초기 소설의 주제의식이 다소 성급하게 기독교적인 윤리나 근
대 교육에의 의지 같은 이해조 자신의 사상적인 이념이 중심이 되어 윤
리학적 선악의 판단에 이르는 경향이 성급하고 무리한 근대적인 계몽 이
념에 경사된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향성은 <쌍옥적>과 
<모란병>같은 이후의 소설에 있어서 확연하게 소멸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있어서, 이해조의 이러한 일련의 변모 양상은 애국계몽적인 의
식의 쇠퇴로 파악되어 온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변모가 <쌍옥적>과 <모란병> 등이 연재되던 1908년과 1909년이라는 
196) 실제로 이인직은 연재하다가 중단된 ｢血의淚｣ 하편에서 옥련을 조선으로 귀환

하도록 하지 않고 김관일의 부인과 장인 등이 상항(桑港, San Francisco)을 거쳐 
화성돈(華盛頓, Washington)으로 가다가 기차에서 사고가 나는 서사를 구성한다. 
하지만 이 작품은 서사 구조가 치밀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배경의 제시 역시 허술
하기 짝이 없다. 이는 일본 유학의 경험밖에 없던 이인직의 인식적인 한계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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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판단을 유보하도록 하는 바가 
있다. 이 시기는 이해조가 대한협회, 기호학회, 정경방회, 국민대연설회 
등의 대외적인 협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그 정치적 의식을 최대
화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이해조의 작품상에서 드러
나는 일련의 변모 양상을 단지 일제 강점 이전과 이후라는 외부의 시대
적인 구분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
라서 이해조의 작가적 내면이 어떻게 내재적으로 변모하고 있는가 하는 
바를 살피는 작업은 기왕의 이해조 문학에 대한 연구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해조의 소설 편력을 일제 강점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소설 연재의 매
체를 帝國新聞으로부터 매일신보로 옮기면서 그 사이에서 중대한 변
모의 동력을 외부적인 현실에서 찾아 이를 일종의 친일로의 변모나 정신
적인 타락의 과정으로 간주했던 기존의 연구 태도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는 계몽적인 담론의 직접적 투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홍도화> 이후의 소설을 친일/반일이라는 구분 범주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애국주의의 포기라거나 그에 동반된 통속성으로의 변
모 과정이라는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적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의미
이며, 이는 이해조의 소설 내의 내재적인 변모 양상을 소설 속에 등장하
는 인물들의 목적 추동의 변모 양상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라주의아달 김주가 친교를듯고 륜션츌발시간을 맛아 인쳔으
로 려가륜션을 탑승고 목포로려가 긔부친과 당슉에게 결젼을 
령슈야 벽에되집어 나오니 그비밀 용을 알사은 도
도 업슬더라 김쥬가 인쳔항에셔 를려 경인쳘로막를타고 
남문밧 졍거장에를 당도야여러승이 분々히 려가 긔도
려가랴고 겻헤노엿던 가방을 지니 간곳이업지라 황망히 일어나 이
리져리 혀보다가 혹 함탓던 사의쟝에 헷잡혀 려갓나고 물
결치 허여져가 각사의 짐을아모리 뒤져보아도 긔의 장은간
곳이 업지라 그만흔 사이 하나둘다 허여져가고 밤은졈々깁허오니 
누구다려 물어볼슈도업고 아모리야도 할일업지라긔집으로들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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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곰곰각다
  그돈을 가지고 오것을 아사은 아모도업 이것이 웬일인고 
그돈이범연돈인가 우리집흥망이 거긔달닌것인
  요이 관보를 보닛가 쳔원이상 미납수령도 처교률을 쓴다 이돈
은이만오쳔원이나되니 큰일나지아니얏나 일얼쥴알앗드면 아바지셔 
쳥원을시고원이나 가지말으셧드면 에그 이노릇을엇더케나197)

1908년 말 신문에 연재된 <쌍옥적>(제국신문, 1908.12.4~ 
1909.2.12)에서 이해조는 이전의 소설과는 전반적인 체제와 양식을 일
신한 면모를 보여준다. 즉 주로 금고기관에 실려 있던 명대 백화 화본
소설의 서사적인 차용과 계몽적인 주제의식의 맥락화로 설명될 수 있는 
전반부의 소설과는 달리 <쌍옥적>은 사라진 돈의 행방을 두고 도적인 
쌍옥적과 탐정들이 벌이는 추격적인 핵심적인 서사로 되어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변화는 물론 <쌍옥적>이 연재되기 바로 전에 이해조가 역술
한 <과학소설 텰세계>(회동서관, 1908.11.20)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즉 이해조가 자신의 소설의 모델을 명대 백화 단편소설이 
아니라 서구의 모험소설로 바꾸었을 수 있다는 가정이다. 즉 <쌍옥적>
에 있어서는 서사적 차용의 대상이 명대 화본 소설에서 중국어로 번역된 
서구의 모험 소설로 바뀐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이 <쌍옥적>이 서구 소설의 번안인가 하는 여부는 확정된 바 없거니와 
가능성은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한 켠에 남겨
두고, <쌍옥적>이라는 작품을 살펴보면, 이해조의 소설편력에 있어서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의 초점에는 바로 등장인물의 행위에 담긴 
지향성의 변모 양상에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즉 
이전의 작품들에 있어서 주로 등장인물들의 행위를 추동하는 중요한 동
력이 근대 계몽에 대한 열망이었고, 이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에 의
한 것이 아니라 근대 계몽과 교육에 대한 이념성을 견지하고 있었던 작

197) <쌍옥적>,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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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해조의 다소 경직된 윤리적인 판단이었다면, <쌍옥적>에서는 훨씬 
자율적인 의도와 목적들이 행위를 추동하고 있다.

그녀인은 고소라 년긔가근삼십되엿 이웃집에셔라던지 친분잇
이 다만 신켜레 옷가지를 도젹마져도 고소가몃칠만 도라다
니며 졍탐을면령락읍시 알어내고로 그동리에셔 녀졍탐이라고 별호
를 지엿 그소문이면퍼져 김순금이알고 졍순금에게 통지것이라
(고) 엇던의게무슨말을 들으셧지 계집이무엇을안다고 이
러케말삼을심닛가
(졍) 녜말삼을 익히들엇슴니다 가이도젹을잡지못면 속이타셔 한명

에쥭지못겟스니 모리어려오려도 힘을좀써 주셔야 겟슴니다
(고) 좁은계집의 소견이라도 남량반의 춍명을 한두가지 도드리

일이쳔의번 잇기도오니 당신이 졍탐시던 소경녁을 말삼이나
십시오198)

(졍) 여보게 네도 어리셕은말 작작게 셰상에죽지아니는 이
어잇단말인가 그러죽은 이약이가낫스니말이지 고소죽인
놈은 어로슬 그놈의원수는 두눈에흙들어가기젼에는 잇지못
겟네

(김) 잇는것이 무엇인 우리 그놈으로셔 경무청에셔 그 고을
격고 는이지경으로 탐탁이살던 집안을 헤치고 돌아단니는일을 
각록 송곳니 방셕니되도록갈니네 그놈을맛기만면 
를갈으고 간을 여씹어도 시원치 아니겟네

(졍) 그야시 일을말인 그놈만어셔던지 잡앗스면 위션우리 셜치를
함것이오 그음에 고소의원슈도 갑흘아니라 김주의돈도 차
질것일셰

(김) 김주의 돈이야 그져남아잇겟 여복야 도젹놈인 그놈들은
범의반으로 만코젹고 도젹질만면 흔젼만젼이 써버리니199)

198) <쌍옥적>, 20~21면, 밑줄 인용자.
199) <쌍옥적>,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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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옥적>에 있어서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적인 욕망을 추구하여 사
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쌍옥적’의 악행이 놓여 있다면, 이 
맞은 편에서 두 별순검들이 범인을 찾아 움직이는 대상에는 사라진 정부
의 ‘돈’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 심층에는 그들의 ‘책
임감’이나 ‘정의’에 대한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두 별순검에게는 그간의 실패로 말미암아 겪은 고생을 통해서 
‘쌍옥적’을 쫓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인 복수심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러한 복수심은 소설 작품 속에서 두 별순검이 별순검의 지위까지 잃었음
에도 불구하고 쌍옥적의 흔적을 쫓는 동기가 되고 있다. 특히 <쌍옥적>
에서 두 별순검들과 그를 돕는 여성 탐정인 고소사가 사건을 맡고 범인
을 정탐하여 찾아내는 과정은 결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 증명적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정탐하거나 범인을 추적하는 일에 종사해왔으며 이들이 그러한 행
위를 지속하는 것은 자족적인 목적의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그들은 
사건을 겪으면서 ‘쌍옥적’에게 점차 고난을 겪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
럽게 복수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분명 전대의 유교적 
전통으로 설명되는 권선징악의 원리와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인간이 왜 선/악으로 나뉘게 되는가 하는 바를 그 근원에서 고찰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쌍옥적> 이후 이해조의 작품에 있어서 점차 
등장인물의 행위적인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일련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의 담론으로부터 틈입된 초월적인 목
소리가 추동하는 계몽적인 이념은 이후의 등장인물에게서는 점차 탈색되
고 있으며, 점차 등장인물들의 윤리적인 지향은 작품 속에서 서사 내적
으로 부여된 자기 목적 설정과 달성이라는 구조를 통하여 확보된다. 이
러한 일련의 변화는 작가 이해조가 동양의 수신(修身)의 윤리라든가 근
대적인 계몽주의 교육관으로부터 일정부분 벗어나 점차 선악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심리학적인 탐구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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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의 맥락은 이후에 연재된 <모란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
다. 이 항에서는 <홍도화>, <모란병>, 일제 강점 이후에 연재된 <춘
외춘> 등 여학생이 중심이 되어 서사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설들
을 비교하여 그 일련의 변모 양상을 확인해볼 수 있다.

<모란병>(제국신문, 1909.2.13~?)은 여학생을 주인공으로 등장시
키고 그의 수난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연재된 <홍도화>
와 전반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태희’(<홍도화>의 
여학생)와 ‘금선’(<모란병>의 여학생)이라는 인물의 행위를 이끄는 지
향적인 동력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다. <홍도화>의 ‘태희’는 여학교를 
다녀서 이른바 ‘지각’이 난 여성이고 근대 교육의 이념이라든가 여성 교
육의 필요성 같은 것에 몰각한 아버지 이직각에 의해 공부의 기회를 박
탈당한 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학교 공부를 다시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인물인데 비해, <모란병>의 ‘금선’은 아무런 근대 교육에 
대한 배경이 없이 단지 몰락한 가문에서 현실적인 문제인 가난 때문에 
이리저리 팔려 다니면서 자신의 의지나 의도와 관계없이, 현실이나 운명
에 의해 이리저리 떠다니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명의 
주인공에게 모두 주어진 현실이란 참혹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하더라
도, <홍도화>의 ‘태희’의 불행이 개화라는 시대적인 상황에 몰각한 아버
지의 무감각에서 발생한 것인데 반해, <모란병>의 ‘금선’의 불행은 가난
이라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서 남자들의 손에 의해 돈과 교
환되어 끊임없이 떠다닐 수밖에 없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가 얼마든지 근대적인 교육에 대한 의지와 그에 부합하는 운명에 의
해서 극복가능할 수 있는 것임에 비해, 후자는 결국 자신의 후견이 되어 
줄 수 있는 존재(<모란병>에서는 ‘황지사 부인’)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극복되지 않는다. ‘금선’은 스스로 분명한 교육에 대한 의지나 신념 없이 
단지 부인의 권유에 의해서 여학교에 다니게 되는 것이다. 두 작품이 똑
같이 여학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근대적인 여성 교육이 행위를 
이끄는 힘이 되는가 아니면 그러한 결과로 주어진 것인가 하는 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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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셈이다.

엇지면 몸이 어셔 밧비쥭어한시각이라도 욕을더보지 안이고 졔말
맛다나 날이면 사이모여드러 이목이 더 만을것이니 죵용이밤
내로 결말을여야 터인 그리자면 가 권도를 써셔 々 슌죵
모양을뵈여 뎌년의 마이 풀어져 마노코 누어자도록고 그
를타셔 몸을쳐 나리라
고 흐르 눈물을 억지로 금지며 강잉히 입을열어
  가 무엇이라기에 이러케 걱졍을오
  쳐엄으로 이광경을 당닛가 자연 마이 됴치못구려 나를위여 
이르말을엇지 아라듯지못니가잇소 걱졍을말고잇소
벽도가 그말을듯더니 입이버러지며
  (벽)비렁방이 진작그리지 졔속즁에 다잇스면셔도 남의속을 이
지 웟네그랴
  이 이리려오너라 오지안이야 밝겟다 어셔 누어자쟈
금션이가 몃마듸말로 벽도의 잠을 드려노코 슬몃이이러나 닷은문을 소
리업시 감아니열고 방향업시 썩나셔니 동인지 셔인지 죽자고 마먹은
터에 몃거름안이가면 그겻 무변가잇스니 눈만감고 한번풍덩
여 드러갓스면 최도 흔젹도업시 경각에 얼풋쉽게 잘쥭으련마 바
다가엇든것인지 엇의잇지 젼연히 모르닛가 한갓 면을 이리뎌리보
아 산잇만 바라보고
  올치 뎌긔가 산인가보니 사업 산속으로 드러가 큼직 나무에 
목이나여죽으리라200)

<모란병>에서 기생집으로 팔려갔다가 적응하지 못하여 다시 들병이
로 팔려가 몸을 팔게 된 나락으로 빠지게 된 ‘금선’은 그곳에서 옛 친구
인 ‘벽도’를 만나 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결심한다. 전근대의 조
선을 갓 벗어나 이제 겨우 개화의 시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스스로 자립
할만한 교육을 받지 못한 한 명의 가녀린 여성이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
200) <모란병>, 4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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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바가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나아갈 삶의 지향, 혹은 
이념적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을 결심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
면 궤를 벗어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귀결로 생각된다. 이에 비한다면, 오
히려 <홍도화>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방으로 시집을 온 태희가 
끊임없이 근대적인 교육에 대한 열망을 좇아 원래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작가의 근대 교육에 대한 이념이 타율적으
로 강요된 전개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즉 <홍도화>에 비한다면, <모란
병>에서 금선의 태도는 서사적인 맥락에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현실적인 
전개에 해당한다. 게다가 <모란병>에서 한 여인의 삶을 죽음에 이르기 
전에 해당하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몰고 갔다가 구원하는 방식은 이전 작
품들에 비한다면 훨씬 더 극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 작품의 
앞부분에서 금선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팔려 창가를 떠도는 이야기 
구성이 명대의 백화단편소설에서 차용된 것이라는 사실은 앞서도 밝힌 
바 있으나 앞선 소설에 비해 이 소설에서는 전대 소설의 다시쓰기 양상
이 더 당대 현실에 자연스럽게 부합하도록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인물의 행위를 추동하는 목적의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홍도화>로부터 <모란병>에 이르는 변모 양상은 분명 그리 긍
정적인 변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선 <홍도화>와 <모란
병>의 비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바, <홍도화>의 태희는 자
신이 갖고 있던 근대 교육에 대한 의지를 타율적인 힘(아버지 이직각의 
고루한 사상)에 의해 박탈당한 뒤, 어떻게든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모란병>의 금선은 자신의 운
명의 부정성을 스스로 극복할 만한 아무런 방법도 찾지 못한 채 깊은 절
망 속에 빠져 있다가 구원되어 여학교에 다니게 되는, 타율적인 의사와 
우연적인 힘의 결과로서 획득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는 바로 여성 주인공의 행위의 동력과 목적 
지향성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조건들-말하자면 화폐 경제 속의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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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에 의해 조건 지워지는 방향으로 변모하면서 보다 현실성을 지
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훨씬 더 극적인 전개를 취하는 방식
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모란병> 이후, 다시 여학생이 등장하여 서사를 이끌어가고 있
는 작품은 <춘외춘>(매일신보, 1912.1.1~3.14)이다. 물론 이 사이에 
여성 인물이 주인공이 중심이 되는 수난담을 다룬 <화세계>(매일신보
, 1910.10.12~1911.1.17)나 <화의혈>(매일신보, 1911.4.6 ~6.21)
이 창작된 바 있으나, 이 소설들에서 여성 주인공들인 수정(<화세계>)
이나 선초(<화의혈>)는 결국 근대 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다시 ‘절
개’나 ‘지조’ 같은 전근대적인 관념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정
도 다시 전대의 소설 서사를 그대로 차용하고 다시쓰기의 동력이 약화된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두 작품에 비해, <춘외춘>은 앞선 <홍도화>나 <모란병>과 같이 
여학생인 ‘영진’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는 다른 현
실 인식을 보여주는 바가 있어 거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춘외춘>의 
주인공 ‘영진’은 여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인데, 그의 계층적 신분은 그리 
높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서울 4대문 안에 있던 <모란병>의 이직각의 
집과는 달리, 영진의 집은 동대문 밖 빈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진’은 이렇게 어려운 집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상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 것을 막는 인물은 아버지 한씨의 
재취부인인 성씨이다. 성씨는 ‘영진’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영진’의 방에 불도 넣어주지 않아 병에 걸리는 것을 방조
하고 결국 ‘영진’을 후취자리로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러한 초반부의 설
정, 즉 여학생이 학교에 다니고자 하나 주위의 반대로 인해서 팔려가듯 
시집을 가게 된다는 설정은 <홍도화>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홍도화>에서 ‘태희’가 이직각의 반대라는 단일한 방해물에 의
해 자신의 의지가 좌절되고 있는데 반해, <춘외춘>에 있어서 ‘영진’의 
의지를 막는 것은 계모 성씨의 시기심과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가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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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는 아버지 한씨의 방관적인 태도이다.

학교라 이왕 촌학구가관이나 모로쓰고 덱거리며 텬황씨 
이목덕으로 왕이니 이십삼년이라 초명진대부 위죠젹한건이나 소
리로 고々々질으며 규칙 업시 가치던 글과 지안이야셔 샹학 
시간이 가량 상오 아홉시면 그시간젼에 의례히 학교에 가야지 만일 
그시간이 오분만 지나도 샹학을 허락지안이고 츌셕부에 만진을달고 
하로만 츌셕을못도 흠뎜을 々달앗다가 학긔시험 근만뎜을 감
고로 남녀간 식을 학교에 보집에셔 벽이러나 아밥을 지
어 촉야 멕여 보고 교과셔 과졍이 변로 공 연필은 얼
마간 쓰로 소경의 월슈돈을 셔라도 군이 업도록 련 사쥬
고 시험 당면 육미 부치 아모ㅅ조록든々히 멕여가며 부즈러니 
복습을 식여 락뎨 안이도록야도 미거 식은 공부 셩실히 
못거던 영진이 입학이루 몃々를 아 한번 제에 엇어먹어 보
지못고 오 엇져녁에 져먹던 찬밥덩이 찬물에 々셔먹고 단
일 름이지 제법 남의집 들 모양으로 더운밥이라고 웃노라고 
한번구경도못야 보앗슬이외라 삼월 길고긴 에 뎜심한 슝늉 
한목음 못마셔보니 가 연 들피도 날터이오 교과셔가 갓츄잇나 
공연필이 남과갓치잇나 억넘어로 동모의 도보고 습독고 
헌 휴지 버린 연필동강을 엇어 가지고 열심으로 공부201)

<홍도화>의 ‘태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강조되었던 것이 
교육받고자 하는 의지와 신념이었고 학교와 관련된 제반 조건들, 특히 
물질적인 지원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데에 비한다면, <춘외춘>
의 ‘영진’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학교를 다니는 데 있
어서도 돈이 문제가 된다는 새삼스러운 사실이다. 아침저녁으로 식사를 
충분하게 마련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비나 학용품 등 학업에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는 <홍도화>가 발표된 1908년과 <춘외

201) <춘외춘>, 매일신보 5회, 1912.1.10, 4면, 밑줄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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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이 발표된 1912년 사이, 한편으로는 일제에 의한 강점이라는 정치적
인 상황이 놓여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화의식의 확립과 전파를 통
해 계몽의 기획을 달성하고자 했던 시대를 벗어나 학교가 법령에 의해 
제도화되는 변화의 과정이 놓여 있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개화의식
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신념을 가진 인물들에 의해서 국
가와 상관없이 사사로이 근대학교가 만들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던 시대
의 한 켠을 담당하고 있던 이가 이해조였음을 감안한다면, 그가 <홍도
화>로부터 <춘외춘>으로의 전이과정에서 근대여학교에 대해 소설 속에
서 형상화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특히 
여성이 교육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승인이 필요했던 
시대로부터 모든 여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시대로의 변
모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교육 자체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교육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가족과 사회의 뒷받침이기 때문이
다. 그렇게 본다면 ‘영진’에게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누구나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경제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며 따라서 
<춘외춘>의 ‘영진’에게 있어서 <홍도화>의 ‘태희’에 비해 스스로의 힘
으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만한 구체화된 신념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당
연하다. 이미 신념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로 이전해 버렸기 
때문이다. <홍도화>로부터 <춘외춘>에 이르는 일련의 변화과정 속에
는 개화의식의 고취로 충분했던 시대로부터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조건들
이 중시되는 시대로의 변화에 대한 이해조의 시대적인 인식의 변화가 게
재되어 있다.

그부인은 죠션에 여러 와잇셔셔 습관(習慣)을 깁히 아지라 조곰도 
의치안이고 다졍말소리로
  예 나 진녀학교교 하나다,하루 (花田春子) 올시다 (중략)
(하) 영진이병이 좀 낫슴닛가 오 학교에 츌석을못기로 궁금셔 
왓슴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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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다가 교육계 (敎育界) 의 츌신으로 션심이 츙만야 외디를 
분간업시 동포를 극히 랑안이라 긔의 뎨일랑 뎨 영진
이가 그치 병세가 침즁202)

(영)어셔온편지인무엇이곰다고심닛가
(오)우리에게셔온편지인학비가넉넉지못야려관에셔몸편히지

지를못고월셰집을얻어졔손으로밥을먹고공부를노라고々이
심다더니나다루라부인이자긔집에다려다두고친남쳐럼
지여인져고을안이격다얏스니그런곰아온사람이셰샹에엇의
잇겟냐

영진이가부인의말을듯고반을야
(영)나다루오에그졔가진학교에를단일에그가교로잇셔져를

즉이랑그가그알요
(오)올타그가진학교에단이엇다고얏다203)

<춘외춘>에서 자신의 운명에 의해 내몰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영
진’을 조력하는 인물들로 한편으로는 강참위의 부인인 오부인이 존재하
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 ‘하나다 하루코’라는 일본인 여선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영진’이 처해있는 두 가지 종류의 조력 즉, 자신을 해하려는 
무리로부터의 보호라는 측면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의 확보라는 측면으로 구분된 설정의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
다. 이는 <홍도화>에서는 전혀 구분될 필요가 없이 ‘심학도’라는 존재 
하나로, <모란병>에서는 ‘황지사’의 부인으로 충분히 담보될 수 있었던 
구원자의 표상이 학교의 제도화라는 조건을 따라 세밀하게 구분되고 있
는 것이다. 

즉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홍도화>로부터 <모란병>을 지나 <춘
외춘>에 이르는 변화는 바로 점차 현실화하여가는 물질적인 필요와 요

202) <춘외춘> 11회, 매일신보, 1912.1.17, 4면.
203) <춘외춘> 47회, 매일신보, 19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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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홍도화>에서는 근대 교육에 대한 의
지 외에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것만으로도 선과 악의 윤리적
인 차이가 확보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모란병>에서는 단지 의지의 
문제를 넘어서는 현실의 제반 물질적인 조건의 필요가 대두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주인공 영진을 돕는 조력자 혹은 구원자가 선의 표상으로 드
러나고 있다면, <춘외춘>에서는 이러한 물질적인 조건이 더욱 구체화하
여 드러나 교육 자체에도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지나친 
가난 때문에 교육조차 감당할 수 없는 영진의 부친의 무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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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대적인 현실에 대한 묘사적 태도와 신소설의 
글쓰기적 사실성의 구축

(1) 근대적인 시공간의 재구성과 묘사적 태도의 확립

  1) 근대적인 현실에 대한 묘사적인 태도의 확립

앞서 전대의 소설 서사를 차용하여 서사를 구축하고 그것을 새로운 작
품으로 재창조하는 이해조의 방식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다시쓰
기의 서사 전략의 두 가지 방향성은 바로 계몽적인 주제의식의 맥락화와 
근대적인 현실에 대한 묘사적 태도의 확립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4장과 5장의 작업이란 결국 전자인 계몽적인 주제의식의 맥락
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외적인 형식으로는 ‘연설’로 대표되는 
계몽적 주제의식이 어떻게 초기 소설의 주제의식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가 하는 바를 살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학적인 세계 인식이 작품 
속의 창작된 등장인물의 행위 지향적 변화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바
를 살펴본 셈이다.

이 장에서는 이해조가 전대의 소설적 형식과 계몽적인 주제의식을 바
탕으로 자신의 소설 속에 근대적인 속성을 부여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다
룬다. 특히 이해조가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리공간을 주제화에 활
용하면서 이를 통해 근대적인 현실에 대한 묘사적인 태도를 확립하고 나
아가 이렇게 확보된 글쓰기의 소설적 실감이 당대의 신문 기사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 절에서는 특히 동시대의 현실적인 요소를 작품에 드러내는 데 있어 
특히 시공간적인 배경의 설정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바를 살펴보고
자 한다. 여기에서는 이해조가 <고목화> 이후의 작품에서 서울이라는 
공간을 주된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해조의 작품 속에



- 141 -

서 서울 내부 공간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 하는 바에 초점을 둘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지적해두어야 할 점은 이해조가 당시 
서울이라는 공간을 단지 소설의 창작적인 배경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소설의 주제적인 측면까지 연결되는 의미심장한 공간 설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해조는 당시 서울(경성)이라는 공간
의 내부를 균질한 공간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신분적이고 계층적인 차이
를 반영한 공간적 구획을 띠고 있는 불균질한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빈상설>에서 주로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서정길의 집, 즉 
권문세족으로 대표되는 서정길의 아버지인 서판서의 집은 소안동, 즉 현
재 안국동 부근이고, 친정아버지인 이승지가 제주로 귀양을 가서 시집으
로부터 쫓겨난 이씨부인(이난옥, 화개동 아씨)이 초막을 짓고 사는 곳은 
화개동, 즉 삼청동 위 산골에 있는 동네이다. 이씨부인이 살고 있는 화
개동이 산기슭에 다다를 정도로 적막하고 닫힌 공간적 성격을 갖고 있다
면 소안동은 번화하고 개방적인 공간성을 갖는다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
는 것이다. <빈상설>에서 이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는 두 공간은 
<빈상설>의 초반부 중요한 갈등 구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 두 공간은 서로 양쪽을 오가면서 이씨부인에 대한 음모가 형성하는 
공간인 청석골(대안동 네거리에서 사동 병문을 지나 있는 곳, 현재 경복
궁의 오른쪽 부근), 화순집의 집을 중심으로 매개되고 있다.

(A) 장안만호 굴둑마다 져녁연긔가 안이나집이업셔 사산밋 나무허리
에 푸른를 듯 집집마다 사의 소가 화락 긔상이 가
득가득거늘 홀노 화동마르이 셔향문인 말치젹은 이
집은 착박기가 둘가라면 셜어만 것만 엇지그리 헹덩그러
며 집도덥도 안이 가을쳘에 어이그리 쓸쓸시러온지 적젹 
빈마루에 들낙날낙 니 기다린졔비 그림이오 불고쓴듯
 부엌에 즉즉거리니 귀둘암이 소인 그집 안방에 갓
치 졀문부인이 옥흔 흰손길로 턱을괴히고 뒤로난 동창문을 
향고안져 셔투른 담를 목음고 열번식 침을앗흐며 산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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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목이 스러질득키 긴숨을쉬고 쥰쥬흔 눈물이 잇다금 
러지니204)

(B) 졍길이가 그부친에게 눌니여 이런일이 소문이날가 죠심을터에 
거복이말은드르니 비위에 거슬니기하나 말인즉그르지 안이야
무에라고 망슈가업스되 요죠슉녀로 녁이평양집 흉보것은 
모다긔졍을 히랴고 쥬작부언이거니 십고

      졔놈이감히 나됴화 노릇을회방을 짓노십어 괘ㅅ심
각이 나지만 은못고 속치부만 단단히야 어름어름 답을
고지더니

    그부모가 작고후로 셔발막 것칠업시 활질을 마로치
 일변 평양집 치가를다 리씨부인 소박을다 평양집을 안
동큰집으로 다려온다 리씨부인을 화동옴막리로 다 북
촌가로 살든집안을뒤쥭박쥭을 드 누가마듸 간볼슈도
업고 가지 금볼슈도업더라205)

(C) 별궁모통이로 나려가더니 안동네거로 동병문을지나 아쳥셕
골로 들어가셔남향 평문집압에가 주춤셔더니

       이리오너라 이리오너라
     두어마듸를 불으닛가 안으로셔 녀인의 소로 답을 
     (녀)거게누가오셧나 엿쥭어보아라
     (셔)소안동계신 셔판셔 셔방님 오셧다고 엿쥬어라 
     그집쥬인은 장안에 유명 화슌집이니 졀머셔인물도 밉지안코 외

입도 만히얏 늙을고뷔가되닛가 장이로 나셔셔 남의집졀
문식을 거덜기와 유부녀유인기로 를삼 졍길이가 
평양집을 맛나기도 화슌집이 즁것이라206)

<빈상설>에서 공간적인 배경은 크게 소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촌 대
204) <빈상설>, 7~8면.
205) <빈상설>, 25면.
206) <빈상설>,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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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서정길의 집)과 화개동 산 중턱에 위치한 오막살이(이씨부인의 집)
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 구획은 단지 지리적인 위치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며, 신분적/계층적 차이의 상대적 위치를 참조하고 있는 것이면서 
나아가 그러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등장인물의 현재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서정길은 아버지인 서판서가 죽고 나자 북촌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안주인인 자신의 본처 이씨부인 대신 후처인 평양
집에게 안주인 역할을 맡기고 이씨부인을 화개동으로 내쫓아 버리는데, 
화개동 산 중턱의 오막살이는 바로 이씨부인의 현재적인 지위와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빈상설>의 초기 서사는 
바로 이러한 양분된 서울 공간을 중심으로 평양댁의 핍박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복단이라는 종을 중심으로 이를 통해 이씨부인을 아예 없애버리
려는 서정길과 평양댁의 음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정길의 비호 
아래 거칠 것 없이 행동하는 평양댁의 태도와, 시름에 빠진 채 하루하루
를 보내고 있는 이씨부인의 태도는 바로 그들이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공간적 차이, 즉 화개동(A)과 소안동(B)이 담고 있는 공간적인 함
의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두 가지 공간을 서
로 매개하고 있는 청석골이라는 공간(C)은 평대문으로 된 소박한 집으
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양쪽 공간을 이어주는 매개적인 공간으로 주요한 
음모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조의 초기 소설에서 당대 서울의 실제 공간이 담고 있는 
구획적 경계가 담고 있는 함의를 예민하게 파악하여 소설 작품에 등장하
는 인물들의 계층적, 신분적 차이와 상호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소설 
창작 방법은 비록 소박한 의미일지라도 이해조 소설에서 일종의 전형적
인 구조를 구축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령 소안동이라는 북촌 양반집에 살고 있는 서정길의 인물적인 
전형은 과거의 전형적인 양반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안경
을 쓴 근대적인 신사일 뿐만 아니라 성격상으로는 내실보다는 외면적인 
측면만을 신경 쓰는 속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화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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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폐소적인 공간에 갇힌 이씨부인의 성격은 그리 두드러지게 형상
화되어 있지 못한데, 이씨부인은 단지 슬픔에 잠긴 인물로만 그려져 있
으며 적극적인 묘사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개의 소설에서 
이해조는 여성인물에 대해서 그리 세밀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며 
새로운 인물적 전형을 창조하는데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둘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울는스로 양복을 말슉게 지어입고 다시에 불란셔졔조 살쥭경
을쓰고 흰가만 여송연을 반도  타지못것을희ㅅ덥게휙 버
리고 종녀단장을 오강공 노질듯 휘휘둘으며 가가압헤와 셔더
니207)
젼갓흐면 셰슈를랴면 시집가신부의 쳣단장듯 거울을압뒤에다놋
코 이리져리보며 직구도말으고 화로슈도어 나잘나 보터인 
무엇이그리급던지 검둥모욕감듯 코만겨오 훔쳑훔쳑씻고 갈나붓친
머리를 빗질도안이고 손으로 두어번 씨다듬던 양복을 허둥지둥입고 
문밧그로 나가며
  놈이 어듸갓느냐 우산들고 부지러니 라오너라
마듸를고셔 별궁모통이로 나려가더니208)

<빈상설>에서 이해조가 창조해낸 인물적 전형으로서 서정길은 전형
적인 양반 자제로서 개화(開化)의 분위기를 겉으로만 체득한 ‘얼개화꾼’
이다. 그러한 인물에 대한 묘사는 너무나 적실할 뿐만 아니라 세밀하여 
실제로 당시 소안동 어디쯤에서 직접 작가 자신이 보고서 묘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까지 가능할 정도이다. 이에 비해, 이씨부인에 대한 묘
사가 그리 상세하지 못하여 인물적 전형의 창조에 이르기 어렵다는 사실
은 이미 지적한 바 있거니와 이는 당대 여성 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후 개화기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여성이 처한 

207) <빈상설>, 1면.
208) <빈상설>, 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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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에 대해서 많은 소설을 창작했던 이해조에게 있어서는 퍽 이외의 일
로 생각되어 좀 더 면밀히 연구해 보아야할 문제일 터이다. 어쨌거나 중
요한 문제는 1901년 대한제국의 양지아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줄
곧 서울 생활을 해왔던 이해조는 서울 내부에서 양반가들이 주로 모여 
살던 지역과 빈민들이 모여 살던 지역의 계층적 차이가 어떻게 공간적 
분절을 이끄는가 하는 사실을 예민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소설 
속에서 이러한 분절을 형상화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러
한 경향은 역시 서울 중부 다방골의 부자인 함진해가 무당과 지관으로부
터 사기를 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구마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드
러나고 있는데, 소설의 초반부, 이해조는 함진해의 집을 묘사하면서 다
음과 같이 적고 있는 것이다.

즁부 다방골은 쟝안 한복판에 잇셔 로 부쟈 만히 살기로 유명 
곳이라 집집마다 밧갓 대문은 궤구멍만야 남산골님의 집갓하
야도 즁대문안을 썩 드러셔면 고루거각에 분벽사창이 죠요니, 이 
북촌 세력 잇 토호 상에게 물을 앗길 엄살 겸 흉 부리 계
교러라 / 그 즁에 함진라  집은 형셰가 남의밋헤 안이 들어 남노
비에 긔구잇게 지는 터인209)

<구마검>에서 중부 다방골에 살고 있는 부자들이란 전통적인 양반계
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을 갖게 된 신흥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다. 이해조는 그들의 집이 대부분 바깥 대문은 작지만 중대문을 들어서
면 퍽 넓은 건물이 펼쳐진다고 쓰고 있으며, 이는 북촌 전통적인 세력 
있는 양반 가문에게 재물을 빼앗길까봐 엄살을 부려서 그리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말하자면 당대 자본을 중심으로 성장한 신흥세력들
이 어떠한 전형을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이해조 나름의 해석이라 할 만
한 것이다. 즉 함진해의 집의 구조는 단지 당시 북촌의 재물 있는 중류

209) <구마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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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그것을 넘어 함진해라는 인간이 속해있는 계층적 인물 전형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바깥구멍은 개구멍만 해도 안쪽 공
간은 썩 넓은 집이란 의심이 많고 겉과 속이 퍽 다른 함진해의 성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임화가 <구마검>을 평가
하면서 이를 매우 높게 평가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계층적 전형성에 대
한 형성 과정이 퍽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무관할 수는 없을 것
이다. <구마검>의 전체 서사 속에서 초반부에 형성된 함진해의 성격, 
즉 남을 잘 믿지 않고, 실용적인 면모는210) 처음에는 자신의 후취 부인 
최씨가 금방울이라는 무당을 통해 미신에 몰두하는 것을 비웃다가, 자신
의 과거 행적을 줄줄이 읊는 금방울에 의해 자신도 미신에 빠지게 되어 
결국 집안이 파탄을 맞이하는 극적인 변화 과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함진해의 집에 비해 함진해를 속여 결국 전 재산을 탕진하도록 
하는 무당 금방울의 집은 중심가에서 멀어져 동대문 쪽으로 치우쳐 있는 
대묘골(종묘) 모퉁이의 평대문집이다. <빈상설>에서 이씨부인을 둘러싼 
음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뚜장이 화순집의 집 역시 서울 
청석골의 평대문집이었으니 적어도 초기 이해조 소설에 있어서 음모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적인 위치로 보나 지역적인 위치
로 보나 일종의 중간적인 인물들, 가령 뚜장이나 방물장수, 무당 등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가 어떠한 구도 아래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바를 짐
작할 수 있는 대목이 된다.211) 

210) <구마검>(1908), 27~28면, “함진가집안에셔거리것이듯기실여의관을
려입고친구집에가셔바둑이두다오랴고막-셔다가한멈이나아와큰마누라의혼
이드러와쳥다말을듯고속죵으로 / 이런 밋친 무당년도 잇나 녀인들을 속이다 
못야 나지 속여보랴고 / 관졀 그년의 거동을 구경이나 보아 졍 요시럽
거던 당쟝 야죳치리라 / 고로파뒤를라안으로드러오며 /우리 쥭은 마누라가 
어왓셔 응” 

211) 이해조의 초기 소설에서 권세 있는 집안을 오가면서 교섭하면서 소설의 중심
적인 서사를 구축하는 음모를 만들어내는 존재들은 대부분 권방에 있다가 그만
두었거나 시집으로부터 소박을 당하여 혼자 살고 있는 나이든 여인이 특별한 직
업 없이 ‘뚜장이’라는 명칭으로 행세하여 양쪽 사이를 오가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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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마검> 이후의 소설들, <홍도화>, <쌍옥적>, <모란병> 등
에 있어서 공간적인 배경은 서울이라는 공간적인 중심을 유지하고 있으
면서도 보다 외부적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방식으로 변주하고 
있다. <고목화>에서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던 지방(충북 보은) : 서울 
사이의 공간적 구획이 비역사와 역사, 전근대와 근대라는 이항대립을 표
현하는 것이었다면, 그 뒤에 발표된 <빈상설>과 <구마검>에서는 서울 
공간 내부에서 그러한 공간적 구획화를 표상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
이고, 이후 소설에서는 다시 원래의 서울/지방의 공간적 구획을 차용하
여 공간적 확장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고목화>에서의 지방/
서울이라는 공간적 구획의 의미와 <구마검>이후, <홍도화> 등의 소설
에서 등장하는 서울/지방이라는 공간적 구획의 의미가 결코 같은 것일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어느 정도 전체적인 구도는 일치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고목화>에서 ‘충북 보은-서울-송도’의 공간적인 
전이는 공간적 배경의 교체가 아니라 이야기적 영역에 있어서 과거적 공
간(전근대적 공간)으로부터 현재적 공간(근대적 공간)으로, 비역사적 공
간으로부터 역사적 공간으로의 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면, <빈상
설>과 <구마검>에서 도입된 서울이라는 공간 내의 공간적 개방성과 폐
쇄성 등의 새로운 범주적 기준은 이후의 소설에 영향을 주어 <홍도화>
나 <쌍옥적>, <모란병> 등의 소설은 <枯木花>와 마찬가지로 서울/지
방의 공간적 구획을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시간적으로는 균질한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서울과 지방이 갖는 공간 구획적 차이만을 재설정하고 
있다. 즉 그에 따르면 서울이 개화와 근대 교육에 의해 이성적인 지배를 
받는 공간이라면, 지방은 새로운 제도에 역행하는 이들에 의한 비합리적

‘뚜장이’에 대한 작가 이해조의 시선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데 비해, 집안의 안잠
자기라든가, 이 집 저 집을 오가며 방물장수를 하는 하층 계층의 인물들에 대한 
이해조의 시각은 보다 이중적이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여기저기 특별한 거처 없
이 집들을 오가면서 ‘뚜장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위기에 빠진 주인공을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해조 소설의 인물들의 서사 내
적인 기능과 인물의 성격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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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폭력이 지배하는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빈상설>과 <구마검>이 보여주었던 서울 내부의 공간적 구

획과 그러한 공간적 구획의 의미가 그 각각의 공간을 영위하는 인간들의 
인물 성격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의 문학론적인 관점에 있
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의 독자들에게는 다소 밋밋한 느낌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데, <고목화>의 전반부의 폭력과 지략이 얽혀 일종의 모험적 볼거리를 
만들어내던 이야기 공간이 <빈상설>에서는 삭제된 셈이기 때문이다. 
<빈상설>에서는 그 대신 후반부에 이씨부인과 쌍둥이인 이승학을 등장
시켜 초반부의 서울의 내부 공간적 구획을 해체하고 서사에 볼거리를 부
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구마검>에서는 미신타파
라는 주제의식이 너무나 뚜렷하여 그리 모험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있지 
않지만 함진해의 재산을 빼앗으려 여기 저기 지방으로 끌고 다니면서 사
기극을 펼치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다. 즉 이해조 소설에 있어서 서울에 
비해 지방은 보다 음모와 폭력이 난무하는 모험적 공간이며, 개화 혹은 
교육 사상 등 소설의 주제의식이 집약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이를 위협
하는 음험한 시도들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는 이해조가 <구마검> 다음에 연재한 <홍도화>에서도 마찬가지인
데, 태희의 친정인 이직각의 집은 경복궁 뒤쪽 양반가들이 주로 모여 살
았던 북장동인데 반해, 태희가 시집 간 곳은 영평, 즉 포천군 근방이다. 
비록 태희의 아버지인 이직각이 얼개화꾼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여학교
를 다니면서 생활했던 태희가 지방으로 시집을 와서 두 공간성의 차이에 
대해 독백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대목은 심상하게 보기 어렵다.

(D) 희가, 아모말도, 다시못고, 안졋다가, 어룬의걱졍이, 긋친뒤에, 
졔쳐소로물너와, 공부못게된일이, 지원극통야, 이리각, 뎌리
각다가, 학교에입학던날브터, 그동안지던, 소경력일이, 눈
귀에, 력々야, 혼자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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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문은텰로만든, 사리이좌우엽흐로, 번듯이졋쳐졋것다
      그문을드러셔면, 무실은, 이편에잇고, 교실은, 뎌편에잇고, 

나, 공부던교쟝은, 그압헤잇, 면에류리챵을여, 기도
심히더니

      황션님은, 가쳐쥬기도, 잘도시고, 박션님은, 우리를금직
이, 귀도시더니

      우리집에셔, 학교를가랴면, 대문밧쎡나셔셔, 우리단골반찬, 가가
모통이, 도라셔셔, 마쥬닌골목으로, 욱나아가면, 자슈궁다리
가 나셔것다, 그다리건너갈졔마당……

    더니, 고가졀로, 푹숙으러지며, 눈물이진쥬갓치, 치마헤셔, 
글글굴너러지며

      나를, 이왕싀집을보시랴거던, 그런학도에게나, 혼인을뎡스면, 
인물도, 날마다익숙히보앗고, 공부도갓치고, 넘오됴흘……

      하필, 시골구셕에, 눈도코도못보던, 사에게로, 보랴드시니, 
셰샹에, 이런긔막히고, 갑々일이, 어잇슬구‥‥212)

(E) 나, 챵이훤기에, 날이은줄알앗더니, 달빗좃, 나를업슈히녁
이네, 에그, 갓득이나, 심란시러온, 달은웨, 저러케몹시은구, 뎌
달은졍이업셔, 멀고갓갑고, 시골셔울분간업시, 일시에갓치비쥐
일터이지, 셰샹에난보람잇시자미잇락을, 모다사들은, 뎌
달을반가히보고, 흥치가도도련마는, 나갓치, 팔사오나온인도, 
이잇슬가, 됴흔것을보아도, 됴흔줄몰으고, 맛난것을먹어도, 맛
잇줄몰나, 오쟝에셔리고, 싸인것이, 슈심이지213)

(D)의 대목이 태희가 시집가기 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했던 독
백이라면, (E)는 영동으로 시집 온 뒤 서울 생활을 떠올리며 한탄하는 
대목에 해당한다. 태희에게 서울과 지방이 각각 표상하는 공간성의 차이
는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익숙한 생활세계의 공간적 중심성을 벗어나는 

212) <홍도화>(1908), 12~13면.
213) <홍도화>(19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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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분리적인 불안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이 다시 전근대적인 혼인제도 속으로 편입되는, 일종의 
퇴행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홍도화>에 있어서 서울과 
지방이라는 공간적 구획은 태희라는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여성의 운명
과 밀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왕에 살펴본 이해조 소설의 공간적 
형상화와 인물의 성격 사이의 연동하는 경향과 일치한다. 자신의 의사가 
아닌 아버지의 의사에 의해 서울로부터 떨어져 나와 포천 근방으로 시집
온 태희가 자신의 운명을 순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서울의 
공간 내부에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욕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 
교육의 힘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교육을 통해 비로소 스스로의 
욕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 전후의 사정과 관련된다. 다만 이 작품의 주
제 의식이 여성에 대한 교육의 강조를 통한 개화의식의 고취라면, 서울
은 그러한 새로운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서울이 아닌 지방은 그 실현을 막고 있는 공간으로 등장하는 것은 서울/
지방이라는 공간에 하나의 의미적 범주를 설정하여 단편적인 공간 인식
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지방에 유폐된 태희(이씨부인)가 자
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벗어나 소설의 주제의식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자신과 함께 학교에 다니던 심학도의 도움을 받아 그와 재가하는 결말에 
이르는 과정은 결국 서울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이 
심학도의 연설이라는 외부적인 담론의 직접적 투사의 방식으로 끝맺음되
고 있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판단을 강화하는 것인데, 작가인 
이해조가 소설의 주제의식의 실현이라는 서사의 중심적인 목적과 그것의 
실현 사이에 서울과 지방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가로지르도록 하여 일종
의 비균질적인 공간 위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서울
이 자신이 소유한 계몽적 의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지방은 그
것의 실현을 저해하는 공간임이 이미 은연중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당시 대한제국의 서울에서 개화 지식인들
에 의해 이미 실행되고 있는 연설과 토론 등을 통한 계몽성과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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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리성이 어느 정도 합의된 이념의 존재에 대한 나름의 확신임에 틀
림없다. 이에 비해 지방이 표상하고 있는 이성의 지배를 벗어나는 비합
리성과 구시대적인 인식, 폭력이라는 수단 등은 이러한 합리성의 주제 
실현을 방해하는 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힘이 서
울 밖의 공간에서 주요 등장인물의 운명에 대한 의지와 생명을 위협하며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졍부드러가길에, 오고가인이, 쳐어리친도, 지나가지안이
니, 부인의가삼에셔, 연, 두방망이질을며, 별죠심이, 다, 나온다, 
가어셔가, 어머니를, 뵈올쟉뎡으로, 이념뎌념, 다, 안이고, 편지
장만보고, 황겁지겁즁에, 교군을, 탓더니
면부지 모로하인과, 무인디경어두워, 오일셰에, 이가어인지, 
가지오지, 도모지모르겟스니
뎌것들이, 우리집에셔, 보하인곳안이면, 강원도나 함경도로, 어간
도, 두수업시, 알수업겟지
어머니편지에도, 당일로, 득달게오라고, 셧, 밤도록가드도, 
긔어히, 오로셔울을, 드러갓스면, 됴흐련마는, 휘휘고무셔워, 갈
슈업스니, 이쥬막에셔, 밤을자고날, 가일이올흔일이다214)

<홍도화>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집으로 가던 태희(이씨부인)는 
서울로 들어오는 입구가 되는 의정부쯤에서 날이 저물어 길에 아무도 없
고 길 조차 분간할 수 없어 주막에 머물러 가기로 결정한다. 태희를 서
울이라는 공간으로 이끄는 힘이 앞서도 확인한 바 있듯이 소설 전반에 
상정되어 있는 외부적인 담론으로서 사상화된 계몽의 이념이라고 한다
면, 그러한 이념이 결정화된 형태인 태희의 의지를 방해하고 지연하도록 
하는 힘은 자신을 강원도나 함경도 같은 더욱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공
간으로 납치해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두려움과 공포로부
터 나온다. 그러한 공포와 불안은 극중의 주인공인 태희 뿐만 아니라 이
214) <홍도화>, 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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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켜보는 독자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해
조 소설에 있어서 서울의 외부 공간을 차용해야할 필요는 그곳에서 나온
다. 즉 첫 신문연재소설인 <고목화>에 있어서 폭력이 난무하는 충북 보
은이라는 비역사적 공간으로부터 서울로 옮겨와야 할 필요가, 소설에 있
어서 근대적인 주제의식, 즉 계몽적 이념을 담고 있는 주제를 소설 속에 
담아내어야 할 필요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역으로 서울이라는 공간을 벗
어나 지방으로 소설 속 배경을 확장해야할 필요란 것은 당연하게도 그것
이 소설의 주제의식의 실현을 방해하고 불안과 공포에 빠뜨린다는 일종
의 지연적 코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
서 이해조 소설에 있어서 지방의 로컬리티(locality)란 단지 제도의 미
비, 개화적인 의식 혹은 교육의 부재라는 의미만을 내포하는 것일 수 없
으며 서사적인 요청에 의해 삽입된 비역사적인 공간이면서 개화적인 주
제의식의 실현을 방해하는 비이성적이고 폭력이 난무하는 공간임을 확인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쌍갈문이에셔, 부인을로략야, 가던놈은, 즉, 놉흔녀울사, 김만
보라놈이니, 무식야놈으로, 시가변쳔야, 문벌의졔한이, 업
셔졋다닛가, 뎨소견에, 셰상이나맛듯이, 젼일에, 소인소인고, 
상뎐졉던, 원근동량반을, 상토지, 넘겨다보고, 슈틀이면욕기
를, 두푼쥬고, 사먹듯, 흉악놈이라, (중략) 리씨부인이셔울로간
다, 소식을듯고, 져의동류칠팔인을, 작당야, 뒤를아르다가, 쌍
갈문이으슥곳에셔, 교군군을, 결박고, 부인의교군을, 보기좃케, 뎌
의리메고가, 가량뎨집으로, 가랴면, 도로다락원으로, 의졍부로, 
려갓스련마, 뎨고향이, 왕심리동리인, 영평으로가면, 소문이, 나
기쉬울야, 아모도, 모로왕심리, 뎨촌의집으로, 드러가랴고, 서
울길로, 올나오다가,215)

당시 의정부에서 <홍도화>의 중심인물인 이씨부인(태희)을 납치하고
215) <홍도화>, 65~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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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던 인물은 김만보인데 반상의 질서가 균열을 일으키자 그 서슬에 
양반에게 막 대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김만보라는 존재에 대한 위의 
묘사에서 어느 정도 작가의 이중적인 태도를 읽어낼 수 있는데, 기왕부
터 존재해오던 반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한편
에 있다면, 그러한 비이성적인 존재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한 공포를 인지
하고 역설적으로 그러한 힘을 통해 실현하는 활극적인 상황을 이야기적 
볼거리로 만드는 태도가 다른 한 편에 있다. <고목화>에 등장하는 ‘오
도령’이라는 인물로부터 기원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해조의 신소
설에 앞서 더욱 이전의 소설의 인물 유형과 맥을 함께 하고 있는 이 인
물 유형과 그가 연출하는 활극적인 볼거리란 초기 소설에서 이해조가 상
정하고 있는 뚜렷한 두 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두 가지 축이
란 다름 아니라 당대 개화 담론으로부터 형성된 주제의식을 표방하는 인
물의 행위와 이를 방해하는 힘으로서 폭력이 전제된 비이성적 존재의 행
위 사이의 갈등이다. <빈상설>에 있어서 다소 모호했던 소설의 주제의
식은 <구마검>을 거쳐 <홍도화>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
는데, 이는 바로 서울과 지방 사이의 공간적 대립을 통해 명확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2) 근대적인 현실에 대한 묘사적 태도의 확립

이 절에서는 바로 남겨진 문제인, 근대적인 현실에 대한 묘사적인 태
도를 다룬다. 이해조는 초기 소설에서부터 당대의 사실적인 요소들을 소
설 속에 반영하는 데 능했던 작가로 평가될 수 있다. 그의 소설 속에는 
신문 등 언론매체에 기사화되거나 소문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던 당대적
인 요소들이 형상화되어 있어 그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동시대적 감각
을 충족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시초는 백화체 한
문단편소설로 창작된 <잠상태>에서 실제 시공간적인 배경은 당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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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설정했던 것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전대로부터 계승된 
이야기 구조 속에, 당대적인 시공간 배경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동시대적
인 감각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소설을 통해서 동시대적
인 감각을 드러내었던 이해조의 시도는 그리 두드러져 보일 수 없었는
데, 그 이유는 바로 서사구성에 있어서나 서술태도에 있어서, 한문단편 
소설의 이야기적 전형을 차용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생각된다. 즉 이해조
는 소설 전체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그 속에 현실적인 요소들을 담아
내는 이른바 창작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대단히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
으나, 정작 그가 본뜨고자 했던 소설 규범의 전형은 퍽 낡은 것이었다는 
의미이다. 이를 창작적 이념성과 미적인 형식 사이의 부조화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해조는 전대의 소설로부터 영향을 받은 서사를 전고(典故)
로 활용하여 그 이야기적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아직 근대소설
에 대한 전망이나 미학적 정립이 부재했던 시대에 나름대로 그 현실성과 
사상성을 담아낼 형식을 끊임없이 고민했던 작가였던 것이다. 그러한 고
민의 결과가 끊임없는 소설 창작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후기에 이르러 나
름대로 소설에 대한 일련의 존재론적 접근을 행하고자 했던 소설론의 정
립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 시대의 일부로서 작가 이해조가 
결코 넘어설 수 없었던 시대적 한계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의 노력만큼은 폄훼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이 이해조가 낡은 소설 형식 속에 어떻게 동시대
적인 감각을 추구하였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절에서는 이해
조가 자신의 소설에서 근대적인 문물 묘사를 통하여 근대적인 현실을 재
구성하였는가 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1)항에서는 특히 
그가 동시대의 근대적인 문물, 철로라든가 운동회, 동물원 등을 어떻게 
작품 속에 끌어들여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바를 우선 살핀 뒤, 그 다음
으로 2)항에서는 이해조가 자신의 초기 소설에서 어떻게 당대 서울이라
는 공간을 시공간 배경으로 설정하여 소설의 주제의식과 관련짓고 있는
가 하는 바를 살핀다. 나아가 3)항에서는 이해조가 설정하고 있는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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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소설에 따라서 어떻게 확장되어 국외공간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
는 문제를 해명하고 이를 당대 모더니티에 대한 감각으로 해명한다. 

또한 (2)절에서는 앞에서 살핀 이해조의 묘사적인 태도가 당시 매일
신보의 신문기사 글쓰기와 어떻게 상관되는가 하는 바를 확인한다. 당
시 이해조의 소설 창작 태도는 사실성의 관점에 있어서 묘사적 현실, 즉 
대상에 대한 실감을 부각하는 방식은 신문 사회면에 영향을 주어 신문 
사회면의 기사쓰기 관습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모해나갔음을 밝혀보고
자 한다.

이해조의 <고목화>가 하나의 서사로 이루어진 단일한 구성이 아니라 
전, 후반부가 나뉘어 서사적 변이가 일어나는 구성을 취하고 있음은 이
미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명화적패에 납치된 권진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하고, 또 납치된 딸(청주집)을 구하고자 하는 박부장의 활약이 일종
의 모험 활극의 이야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명대 화본소설에서 차용된 
전반부의 주요한 서사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후반부의 서사를 
열어젖히는 중요한 계기, 즉 전근대적이고 비역사적인 이야기 공간으로
부터의 탈피는 바로 갑동이 근대철로를 타고 조치원 정거장에서 남대문 
정거장으로 이동하면서, 즉 소설의 서사적인 배경이 서울이라는 공간으
로 이전되는 과정을 통해 달성되고 있다. 후반부에서 이해조 소설의 공
간이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 특히 작가인 이해조가 실제로 살고 있던 북
촌 지역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까닭은 그러한 시공간적인 
변모의 양상이 단지 서사적 배경의 교체에 국한된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부의 서사가 끌어왔던 전대 소설 서사의 이야기적인 시
공간성, 즉 비역사적인 시공간성으로부터 탈피하여, 후반부의 서사는 보
다 근리한 역사성의 시공간으로 옮겨올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과
인한 지모와 용맹으로 영웅적인 면모를 행하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명
대 백화 한문단편의 이야기적인 전형으로부터 탈피하여 작가 자신이 직
접 보고 들은 당대적인 시공간 속에서 벌어진 사실들을 소설 속에서 다
룰 수 있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대상에 대한 묘사적인 태도를 확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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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소설의 독자들로 하여
금 공통의 실감을 통해 동시대적인 감각을 충족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로삼은집신에 들메를 날아갈듯시 단々게고 죠치원 졍거장으로나
간다 / 사이 구름치모혀 왁실々々며 비둘기장문갓튼 구멍압흐로 
닷토아 가지라 갑동이는 엇젼영문인지몰으고 걸상 한편머리에 우득
커니 안졋드니 그사들이 계각금 셕양갑 한편 죠각갓흔 발간죠희 한
아식을 손에다들고 나오것을 보고 갑동이각에 / 올치 뎌것이 텰로
타 표로구나 / 나도 한장 가져야 겟다 / 며 쥬머니를 부시
럭々々々 글으더니 지폐를야들고 그압흐로 들어가셔
(갑) 예셔 표파심잇가
(표파자) 오냐 어로 가표를 살터이냐
(갑) 예 셔올로 가슴니다
(표파자) 그러면 남문밧 졍거장지 가는구나 시골돈 열닷량만 
여라
(갑) 열닷량이 지폐로 얼마오닛가
(표파자) 지폐거든 이원을 이리고 오십젼만 거슬너쥴것이니
더니 표한장을 쥭져 구멍밧그로 여보니 갑동이가 밧아들고 화
륜거오기만 기다린다
오륙월 소락비에 쳔동갓치 우루々 소리가 졈々 갓가히들니며 디동
쳐렴 두이덜々니더니 연긔가 펄석々々나며 귀쳥이콱막히게 익
 한마듸에 방이 두쥬모양으로 긴것이 큰나큰 집갓흔 륜거 
여셧을 문이에고 슌식간에 들어와 셔니 이간뎌간에셔 혹 보이
도들고 혹 짐도메인사들이 역역 나온후 죠금잇드니 일본사
하나가 상여압헤셔치 요령갓흔것을 흔들며 무엇이라고 소를 질으
고 돌아단기닛가 표가지고 잇던 사들이 분쥬히올으 갑동이도 
갓치 탓더라216)

216) <고목화>, 9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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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목화>의 이 부분에서 이해조는 권진사의 서동(書童)인 ‘갑동’이 
청주집의 아버지인 박부장을 찾으러 조치원 정거장에서 경부철도를 타고 
남대문밖 정거장까지 가는 일련의 정황을 그야말로 실감나게 묘사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고목화>의 서사 전개에 있어서는 그
리 큰 도움을 주는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이 작품 속에서 시공간적인 
배경을 서울로 옮기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적절하지 않다. <고목화>가 
차용하고 있는 전대 소설의 이야기 구조대로라면 권진사가 천신만고 끝
에 화적패에 탈출하여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권진사가 절치부심하여 
화적패에 복수하고 자신의 탈출을 도와주었던 청주집을 구해낸다고 하는 
것은 주인공의 목표 설정과 그것의 달성으로 요약되는 전통적인 이야기
의 완결성 측면에 있어서 당연한 결말에 해당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해조는 이 부분에서 그러한 당연한 결말 보다는 소설적 공간 
배경을 경성으로 옮겨와 이야기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택한다. 따라서 
독자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일종의 단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하
며, 이러한 단절이 의도적인 것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소설의 전반
부의 주인공인 권진사가 갑자기 병이 들어 서사의 문면 밖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 게다가 갑동이 굳
이 경부철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로 간다고 하더라도 박부장이나 권진사를 만나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신 없이 어린 갑동이 기차에 오르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갑동이 우연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기차에 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고목화> 후반부에서 개
연성 없는 우연이 지배하는 세계의 열림이라는 변모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대 소설의 전통에서 필연성이 사라진 자리를 메우는 것은 바로 한편
으로는 이미 앞서 살폈던 문제해결의 원리로서 기독교적인 윤리의식이
며,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근대의 동시대적인 공간에 대한 묘사의 태도
이다. 특히 이해조가 서사의 전개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근대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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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경험을 그렇게 세밀하게 공들여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
인 것이다.

(A) 인쳔셔 화륜거가 나  건너 영등포로 와셔 경셩에 외국 빈
들을 슈례에 영졉 여 안치고 오젼 九시에 나 인쳔으로 향 
 화륜거 구 쇼 우뢰 갓야 텬디가 진동 고 긔관거
에 굴독 연긔 반공에 쇼 오르더라 / 수례를 각기 방 간식 
되게 드러 여러 수례를 철구로 련 야 수미 샹졉게 이엇 
수례 쇽은 샹 즁 하 三등으로 수쟝 야 그 안에 포 것과 그 
밧긔 치쟝 것은 이로 다 형언  수 업더라 / 수례 속에 안저 
영창으로 내다 보니 산쳔 초목이 모도 활동 야 것 고 나
 새도 밋쳐 르지 못 더라 / 대한 리수로 八十리 되 인쳔
을 슌식간에 당도 얏 그곳 졍거쟝에 포 범졀은 형형 
 황홀 찬란 야 진실노 대한 사의 눈을 놀더라217)

(B) 평에 신교밧탕도 한번 타보지못 갑동이가 쳐음으로 긔우에 
올나안즈니 콩길음시루갓치 사이々 익소가 다시나
더니 몸이 별안간에 홰々 둘녀 불아질이난다 / 긔차창문밧그로 
뵈이산과 나무들이 확々 달음질을 야 졍신이 엇득엇득고 긔
계간에셔 셕탄바결에 코를거슬너 비위가 뒤노으니 두손으
로걸상을 검쳐붓들고 아모리 진졍랴도 졈々견댈슈업스며 입으로 
열물을 울걱々々 토고 업엿 어를왓지 다시 요동을 안
이고 람의신발소가 우동우둥 드니218)

인용된 부분 중 (A)는 경인철로가 처음으로 개통되었을 때, 신문에 재
현된 기차 탑승의 경험이다. 당시 기자는 실제로 인천과 서울 사이를 오

217)  독립신문, 1899.9.19, 3~4면, 이 기사는 비록 경인철도의 개통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대한제국에서 최초로 기차를 탑승한 경험을 담고 있는 다음과 같
은 기사와 비교해 보면 이해조의 묘사가 얼마나 실감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18) <고목화>, 9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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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서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 속에는 구체적이
고 생생한 정보 보다는 외적 사실들의 제시로 일관되어 있다. 이에 비한
다면 이해조 소설에서 기차 탑승의 경험은 단지 사실적인 정보만으로 일
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실제로 경험하
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험적인 정보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다. 이 
소설 속에는 갑동이라는 어린 아이의 시선에서 돈을 내고 표를 사고 들
어가 기차를 첫 대면했을 때의 느낌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특히 아직까지 근대적인 기차의 현기증이 날만한 속도의 차이를 체감
한 적이 없었던 갑동이 기차를 타고 이를 경험하는 장면을 갑동의 입장
에서 감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대목을 검토해보면 이해조가 주관적
인 시점에 의거한 소설적 묘사에 얼마나 능했던 작가인가 하는 바를 확
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곧 이와 같은 일련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해조는 자신의 소설을 전대
의 소설 서사로부터 끌어내어 보다 근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하나의 방법
으로 근대적인 볼거리와 묘사적인 태도를 의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고목화>가 창작될 시점인 1907년 무렵 이해조를 제
외하고서는 동시대적인 근대적인 볼거리의 묘사에 많은 장을 치중했던 
다른 작가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찬식 등 뒤의 작가들
이 이해조의 이러한 근대적인 문물에 묘사적인 태도를 받아들여 창작적 
실천을 행하였다. 이는 이해조가 스스로 당대의 세태를 파악하고 소설의 
묘사를 통해 재현하는 묘사적 태도의 전형을 만들어낸 작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당연하게도 흥미로운 바는 과연 이해조 자신
이 이러한 근대적인 볼거리와 그것에 실제 체험에 근거한 묘사가 소설에
서 재현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겠으며, 그것이 중국이나 일본을 매개로 도입된 서구소설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판단도 가능하겠으나 이는 아직 답하기 조심스럽다. 다
만, 이해조가 지방으로부터 경성으로 소설적 배경을 옮기면서 근대 철로
라든가 운동회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근대적인 문물들을 볼거리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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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설에서 재현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며 그것이 소설에서 다뤄
야 할 내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부터 추동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
인하기 어렵다.

 (C) 광무 三년 四월 二十九일 토요 오후 시에 학부에셔 각 어학교 
학원의 대운동 회를 젼 훈련원에 다 련합 야 열엇 이에 
 풍일이 화챵 며 화쵸가 만발야 경치가  졀승 더
라 / 훈련원 대쳥 우희 대한 태극 국긔를 졍간에다 놉히 셰우
고 그 다음에 동 셔양 통샹 각국 국긔를 뎨로 셰웟스며 각 
교의을 졀 잇게 벌여 놋코 쳥인이 요리를 각으로 판 더
라 / 대쳥 아 젼면에 구름  챠일을 반공에 놉히 치고 각
 교의를  셔 잇게 벌엿스며 젼후 좌우로 울타리를 넓히 
야 계한을 뎡 고 오으로 든 작은 긔호들은 면 울타리 
가에다 형셰 잇게 셰우고 츌입  문에 태극 국긔 둘을 모양 
잇게 셰우고 쳥쳡을 샹고 야 손님들을 져 들이더라 (중략) 
학원들은 각기 학교 긔호 밋 계계히 모혀 각 슈건으로 각기 
학교를 표 야 혼잡지 아니 219)

 (D) 오날 훈련원에셔 공립소학교춘긔 운동을단다 (중략) 죠박
를 라 훈련원으로가니 가이시원게툭터진 벌판에 차일을 
구름갓치 치고 사이 두산모이듯 얏 펄々날니 긧발들
이 팟총들어 이듯고 긔밋 마다 머리고 시쓴 아들이 일
자로 를지어 느러셧스며 그밧근 말장을둘너박고 망얼기를 쳐셔
구경 사들이 겹々이 울셥 즌 모양이라 것흐로 돌아기다 
편으로가닛가 솔입으로 홍예문을 틀어셰우고 극그린긔를 엇
괴야  슌검헌병이 자우에 갈나셔々 잡인을 엄금니 구경
러온 그만은 사이 들어갈슈도 업고 들어갈 의도못드라220)

219) 독립신문, 1899.5.3, 1면, 이 기사는 각 어학교 대운동회에 관련된 것이며 
이후 며칠 뒤 관립소학교 운동회가 열렸고 제반 행사 절차는 이와 흡사하다고 되
어 있다.

220) <고목화>,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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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에서 갑동을 우연히 만나 도움을 준 조박사는 갑동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하면서 운동회 구경을 가도록 한다. 위 인용된 (C)는 당시 훈
련원에서 실제로 열렸던 1899년 각 어학교 대운동회에 관련된 독립신
문의 기사이고, (D)는 <고목화>에 등장하는 훈련원에서 열린 관공립
소학교 춘기 대운동회의 풍경에 대한 묘사이다. 이 둘은 행렬이나 차림
의 격식에 있어서 방불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당시 열렸던 운동회의 상
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앞서 근대철로의 사례처럼 
(C)가 일반적인 정보의 제시에 가깝다면 (D)는 직접 대운동회의 공간 
내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관찰자의 시선에 따른 내부 공간
들의 제시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관적인 인상에 근거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차이를 드러낸다. 이렇게 관찰자의 시선에 연동되는 볼거리에 대
한 묘사와 당대 공간적 배경의 형상화는 이해조의 소설에 있어서 당대의 
시공간적 모더니티가 개입되는 방식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고 볼 수 있다. 즉 <고목화>와 이후 소설에서 현실적인 공간 배경이 
등장하고 그러한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소설의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는 사실은 독자로 하여금 이해조의 소설을 통해 동시대적인 시공간성을 
느끼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고목화>와 같이 비교적 초기에 해당되는 이해조의 신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근대적 볼거리의 차용은 아직은 대중적인 흥미성이나 통
속성을 제고하고자 했던 의도로 폄하될 여지가 없지 않으며, 이러한 근
대적인 문물의 묘사가 실제로도 서사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보다는 단독적인 맥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럴 여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앞서 
<고목화>에서 초반부 마중군당에 잡혀 간 권진사의 서사가 일단락될 
무렵, 등장하기 시작하는 경부철도에 대한 묘사, 운동회에 대한 묘사 등
은 이미 권진사와는 상관없는 갑동의 서사와 관련되며, 소설의 전반적인 
무대를 충북 보은에서 서울로 옮겨오는 역할을 하는 의도성과 기능성이 
배려된 것이기 때문이다. 갑동이 자신을 받아준 박부장을 찾아 주소도 



- 162 -

모른 채 경부철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장면이나, 운동회 구경을 갔
다가 권진사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 등 이후 소설의 서사 내에서의 
사건의 급변은 이러한 근대적 볼거리의 묘사가 서사의 필연적 진행에 의
해 적절하게 배치된 것이 아니라 근대적인 볼거리가 먼저 배치된 뒤, 그
것에 의해 소설의 서사가 견인되고 있는 것이라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
다.

작품명 소설 속에 등장하는 묘사된 근대적 문물
고목화 경부철로(조치원-남대문 정거장)

소학교 운동회(훈련원 터)

빈상설
등장인물 서정길의 옷차림

(양복, 다뽀시, 불란서 제조 살죽경, 여송연)
륜선(팔조호, 부산-제주)

구마검 법률전문학교, 연설
홍도화 여학교, 帝國新聞, 연설회
쌍옥적 륜선(일본 상고선 만월호)

경인철로(남대문 정거장-인천)
모란병 여학교
박정화

(산천초목) 연흥사(무대와 관객석의 풍경)
월하가인 륜선(인천항-묵서가)
구의산 유럽탐사선
춘외춘 여학교/일본인 여교사
소학령 륜선(부산-원산-청진-해삼위)

육혈포
비파성 창덕궁 안 동물원과 식물원

경부철로(부산-용산)
우중행인 신문 광고

연애편지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후 작품에서도 근대적 볼거리
의 묘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나, <고목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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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작품에서는 그 자체에 대한 묘사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부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거나 일제 강점 이후에 발표된 대표적인 신소설인 <화세
계>, < 花의血> 등에서는 아예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오
히려 전체 서사와 동떨어지게 근대적인 볼거리에 대한 묘사를 강조한 
<고목화>의 경우를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고목화> 이후의 작품들에서 이러한 근대적 볼거리들은 소설의 
시공간적 배경으로 기능하거나 서사 내로 통합되는 경향성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조의 <고목화> 등 초기 소설에 묘
사된 근대적인 볼거리들은 단지 흥미적이거나 통속적인 요소로만 이해되
어서는 안 되며 당대적인 현실을 포착하여 소설적으로 재현하고자 했던 
이해조의 전반적인 소설 창작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
러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해조의 소설 창작이 본격화되
어가면서 근대적인 문물의 묘사와 전체적인 플롯과의 상관성이 보다 높
아진다는 사실 때문인 것이다. 초반부 소설의 서사를 오히려 견인하는 
것처럼 보이던 근대적인 교통수단, 근대적 제도의 묘사 등은 소설 창작
이 거듭되면서 점차 서사 내의 사건들과 연계성이 높아지며 짜임새 있는 
서사의 구성을 이루게 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목화>이후의 이해조 초기 소설들에서 확연하게 등장하는 
근대적 볼거리에 의도적인 차용과 그에 대한 관찰자 중심적인 묘사는 이
인직과 차별되는 이해조만의 특징으로 제시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다. 이해조에 앞서 신소설을 창작했던 이인직에게 있어서 <혈
의누>로 대표되는 그의 소설이 조선이라는 언어적 공간을 넘어서서 일
본과 미국이라는 이언어적 공간에 대한 형상화의 측면에 있어서 철저한 
주제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나, 이인직이 당시 
대한제국의 서울에서 친밀하게 경험될 수 있는 당대적인 현실의 형상화 
보다는 대한제국, 일본, 미국에 이르는 전 세계적인 시간성 속에서 현현
되는 거대한 모더니티를 따라잡고 이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더욱 
힘썼다면, 이해조는 대한제국 내부에서 당대적 현실의 소설적 재현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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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라는 주제의식에 더욱 침잠해 들어갔다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
문이다.

(2) 소설적 실감의 사회적 전파와 이해조의 소설관

  1) 소설적 실감의 형성과 사회적 전파
    : 매일신보의 매체적인 변화와 글쓰기의 변모 양상

지금까지 앞절에서는 이해조 소설이 어떻게 당대 현실에 대한 묘사와 
당대 시공간적인 배경을 소설 속에 끌어들이면서 동시대적인 감각을 형
성하고 구축하였는가 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이해조의 이러한 당대 시공
간의 설정과 묘사적인 태도의 구축은 이후, 최찬식 등의 작가들의 글쓰
기적인 전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최찬식의 <추월색>이라든가 이
후 이름 없는 무명작가들의 신소설 역시 이해조 소설을 전범으로 삼아 
당대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써나갔다. 본 절에서는 이해조가 
일제 강점 이후, 주로 소설을 연재하였던 매일신보의 신문 기사 글쓰
기의 변모 양상과 이해조 소설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는 이해조가 매일신보에 1910년부터 꾸준히 소설을 연재하면서 이 신
문의 기사 글쓰기 방식의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으
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매일신보의 매체적인 성격에 대해서 언급해둘 필요가 있을 것
인데, 일제강점이전 매일신보의 전신은 대한매일신보로, 이 신문은 
1908년 이후, 황성신문이나 제국신문 등의 신문이 경쟁하는 와중에
도 판매부수가 만부 이상에 이르는 등 상당한 양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
었으나, 일제 강점 이후 조선총독부의 기관지가 되다시피 한221) 매일신
보는 여타의 다른 신문들이 모두 폐간되어 신문 매체를 독점하고 있던 

221)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66~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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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속에서도 판매부수가 겨우 만이천부에 이르는 등 그리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없었다.222) 이는 1면에 연재되었던 이해조의 신소설을 제외
하고서는 거의 ‘관보’나 다름없는 수준의 기사를 국한문혼용으로 싣고 
있었던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일제 강점에 대한 반
발로, 당시 매일신보사가 의무 구매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
하고 그다지 판매부수는 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이해조의 신소설은 그나마 독자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신문에서 이해조의 신소설만이 순
국문(순한글)으로 표기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223) 즉 대
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 각각 한문과 한글을 주로 사용
하는 계층에 따라 각각 다른 신문매체가 존재했던 일제 강점 이전의 상
황과 달리, 하나의 신문인 매일신보로 통합된 일제 강점 이후의 상황
에서 하나의 지면을 분할하여 순국문/국한문혼용이라는 글쓰기적인 차
이224)뿐만 아니라 지식 전달이나 여론 형성 등에 있어서 각각의 중심성
을 달리 하는 기사들이 주로 실리는 등 섹션의 구분이 이루어졌던 것이
다. 즉 당시 매일신보는 당대의 신문 미디어를 독점하면서, 한편으로

222) 한원영,  한국근대신문연재소설연구, 이화문화사, 1996, 68면.
223) 권영민,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48~51면, 권

영민은 개화시대의 국어국문운동과 국문체의 관계를 설명하며 국문체가 말하는 
것과 그것을 그대로 글로 쓰는 것이 일치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언문일치의 이상
을 실현한다고 보고 있다. 국문체는 이전의 한문에 비해 일상적인 감각이나 다양
한 정서를 구체적인 삶과 현실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국문체는 새로운 담론의 공간을 생산하고 창조하여 기존의 이념과 가치
를 전복하는 힘을 갖는다.

224) 권영민, 국문 글쓰기의 재탄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31면, “한문의 쇠
퇴와 국문 글쓰기의 발전, 그리고 국문 글쓰기에서 한자 혼용의 확대는 각각의 
문자 표기 체계를 담당하고 있던 사회 계층의 의식 변혁에 그대로 대응한다. 그
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곧 사회사상 체계의 변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국문 글쓰기의 한자 혼용은 개화계몽운동을 주도했던 지식층의 사상적 절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문 글쓰기의 한자 혼용은 통사적으로는 국문의 
어법적인 규범을 따르면서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어와 고유명사 등을 한자
로 표기한다는 문자 표기의 절충성에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이것은 문자로서
의 한자가 지니고 있는 표의성과 국문의 감응력을 결합시킨 새로운 기능성을 창
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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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 이념을 전파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행하여
야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분화되어 구분되
기 시작한 한문을 주로 사용했던 계층과 한글을 주로 사용했던 계층 양
쪽의 독자 모두를 만족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
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매일신보는 바로 하나의 신문지면 
속에서 언어적이고 내용적인 분화를 꾀하여 지면을 비균질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변모를 꾀한다. 즉 한편으로는 신문의 3, 4면에는 한글
만을 사용함으로써 매일신보 지면을 언어적 측면에서 비균질적인 공간
을 조성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문의 1, 2면에는 여전히 일제의 식민 
통치 이념을 담고 있는 조선총독부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세지를 담아
내는 정치, 시사의 기사를 싣고 3, 4면에는 성장하고 있는 한글소비계층
을 위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225) 요점은 매일신보의 
이러한 지면의 통합과 분리 정책이 기본적으로는 기존 이해조의 신소설
과 신문 내 다른 기사들의 갖고 있던 순국문/국한문혼용이라는 표기상의 
관례와 더불어, 내용적인 차이를 전면적으로 확장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매체의 변모에 어느 정도 이해조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존재하리
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남겨둔 채, 매일신보의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매일신보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시행된 것은 이해조의 
소설들 중 <춘외춘>이 연재되고 있던 시점인 1912년 3월 1일이다. 이
는 1911년 말 여러 차례의 광고를 통하여 쇄신안이 드디어 확정·실시된 
것이다.

유의본신보도이왕에비교면크게발젼고크게량얏다지라도샤
회의진보을러독쟈제군의지식이더욱발달오날의도뎌히만죡지

225) 정진석, 앞의책, 94면, 정진석은 매일신보가 국한문판과 한글판을 합쳐 1, 2
면에는 국한문 혼용으로 ‘경파기사(硬派記事)’인 정치와 경제 기사를 싣고 3, 4
면에는 한글로 ‘연파기사(軟派記事)’인 사회면(3면), 문화면(4면)을 쓰기 시작한 
방법은 이후 우리나라 신문제작의 일반적 패턴이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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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고로젼부샤원이대활동을시험야긔셰을쥬쟝되샤회의만
반위와셰계의일톄동졍을아도유류업시본보지면을크게확장고법령,
졍치,실업,교육,뎐보,외보,잡보,문예,위디방통신과밋기타의긔문진담을
게며샤진동판을일삽화로야독쟈졔군에게미를돕게동시
젼젼지면을오호로량간츌오니죠션의잇오호신문은본신보가쳐음이
라지오긔의항ㅅ수ㅅ수가이왕보다이샹의달것은을안이야
도아실터인즉가령시간에보시던것이두시간이샹에터이오며이왕의
한문네폐지와슌언문네폐지보심보다나으실지라그런고로슌언문신문을폐
지고삼면면에슌언문긔를게얏스되이왕보다언문긔가더욱
코한문긔도그러오며이왕에비면불과삼십젼에두가지신문을
보시게되얏슨즉독쟈졔군은이와갓흔리익이다시엄이다226)

위와 같은 쇄신안에 따라 매일신보의 사회면이었던 3면을 순한글로 
바꾸고 사회의 '긔문진담'을 다루게 되면서 특기할만한 다른 중요한 변화
는 사회면 기사가 이전의 사실적인 정보 제시를 중심으로 한 글쓰기가 
아니라 소설적 묘사에 상당하는 글쓰기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매일신보가 개혁을 단행한 당일인 1912년 3월 1일의 사회면 기사들의 
제목만 뽑아보아도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눈에 띄게 드러난다. ‘變裝大
賊縛捕(변장대적박포)'와 같은 도적 체포 기사가 상세히 쓰여 있는가 하
면 '野蠻父子犯罪(야만부자범죄)'와 같은 신의주에서 발생한 부자의 범죄
기사가 실려 있기도 하고 '密賣淫嚴懲協議(밀매음엄징협의)'라는 기사는 
밀매음을 하는 여성 몇몇이 모여서 경찰서에 잡혀간 얘기를 하며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하여 그 소문 때문에 징벌이 엄해졌다는 내용
이 실려 있다. 물론 이는 단순하게 소재적인 측면에 있어서만 그러한 것
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신문 기사의 글쓰기 양상에 있어서도 판
이한 변화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A) 밧을돈도못밧나
226) 매일신보, 1912. 3. 1, 3면, 밑줄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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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구문안에사 리슈운씨 일인즁촌에게 차즐돈이 칠환이 잇스
나 밧지못여 경셩뎨이헌병분에 호소엿다가 퇴각을 당엿다
더라

    졀도피착
    봉산군에 거 오오씨 졀도범으로 일젼에 경무총감부에 피

착엿다더라227)

(B) 密賣淫女의管外放逐 始興郡居張在明의妻趙姓女中部承洞居金容悳의
妻沈姓女가密賣淫女로  北部警察署에被捉얏該署에셔說諭
고各其八日以內에他處移去라고誓約書를受얏다더라228)

(C) 密賣淫嚴懲協議
    즁부동에셔슐장도며쟝이노릇도명부지김모의집에일

젼에밀음녀칠팔명이회집야슐을셔로권하며자미잇게노그즁에
한계집이야우리의밀음을경찰셔에셔잡아가면볼기를이
던지징역의나식힐중알고이왕에젹지안이근심을야샹을노치
못얏더니나일젼에경찰셔로잡혀간즉경찰셔에셔아모도업시
로밤을가두엇다가그잇흔날불너여겨오다른곳으로이가라셔약셔
인지밧고여보극히심심하더라(후략)229)
 

위의 기사들의 변화과정은 매일신보 사회면의 기사 내용이 어떤 방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A)
의 대한매일신보 시절 기사의 경우, 순한글로 쓰이긴 했지만 사건 사
고에 해당하는 기사를 육하원칙에 의거해 짤막하게 정보 전달만 하고 있
으며 사건 자체도 그다지 자극적인 것이 아니다. 매일신보의 변모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사회면 기사인 (B)의 경우, ‘밀매음’이라는 대단히 자
극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이를 국한문 혼용을 활용하여 단순 정

227) 大韓매일신보, 1910. 8. 26, 2면.
228) 매일신보, 1912. 2. 28, 3면.
229) 매일신보, 1912. 3. 1, 3면, 밑줄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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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C)의 기사이다. 이는 
(B)의 기사로부터 2일이 지난 뒤에 실린 기사이지만 안의 내용을 보면 
이 두 기사는 실제로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의 내용은 밀매
음을 하던 여성이 경찰서에 잡혀가 서약서를 쓰고 풀려났다는 단순한 것
이다. 하지만 (C)는 앞서의 기사에 비해서 여러모로 정보전달의 목적만
이 아닌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밀매음 
여성들이 모여 술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묘사가 퍽 상세하게 이
루어져 있으며 밑줄로 강조된 부분에 드러나듯 실제로 잡혀갔던 여성의 
실제 대화가 간접화법으로 실려 있다. 기사 쓰기와 관련된 정황상 이미 
이틀 전에 취재했던 사건을 다시 쓰는 과정에서 대사를 부기한 것이므로 
실제로 대사의 세부 디테일은 기자의 창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
다. 이렇게 (B)에서 (C)로의 변화과정은 단순하게 국한문혼용에서 순한
글로 바뀌는 표기법의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모종의 힘이 내부에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바가 있다. 기존에는 철저하게 정보
의 전달과 ‘사실’이라는 공론 영역을 자치하고 있었던 신문 기사의 글쓰
기가 며칠 사이에 마치 당시의 소설 양식에 육박하는 묘사를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는 분명 전례 없는 변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기
사쓰기의 지침이 새롭게 위로부터 내려왔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바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변화는 날짜가 지남에 따라 점차 뚜렷한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한다.

義兄弟銃殺-시험다죽여-
만쥬무슌포가둔에셔농업문셩학에게잇됴선박죵보나이삼십
이셰라지나간음력구일오젼팔시에문셩학의산양총을메고그집에잇문원
여와갓치산양러나스나(중략)산양총을엇더케쓰냐고무른즉박
가가졔총을들고이러케쓴다설명방아쇠에손이걸녀약얏던총귀에
방아쇠가러지며텰환이한가의 가슴을코가니한가 어-소지
르고걱구러 지지라(후략)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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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는 만주에서 의형제 사이에 벌어진 오발사고를 다루고 있는 
기사이다. 총기발사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건 자체는 그다지 자극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 기사는 ‘방아쇠가
러지며텰환이한가의 가슴을코가니한가 어-소지르고걱구
러’ 같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듯 보여주고 있다. 사고 당시의 정황은 
당사자들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철환’이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든가 ‘어’ 소리를 내면서 거꾸러졌다는 것은 기사
를 쓴 기자가 사실을 토대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상황을 재구성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묘사적인 문체는 분명 당시의 신소설특히 
이해조에게 있어서 이러한 감각적 묘사는 이미 수년전부터 써오던 수법
이었지만, 신문 기사에는 퍽 낯선 것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1912년 3월 초의 신문 사회면 기사 중, 당시 신소설과 단편소
설231)에서 자주 쓰이던 대사처리방식이 사용된 기사는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중요하여 언급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强盜取調顚末’(강도취
조전말)이라는 제목으로 쓰인 것인데, 이 기사에서 기자는 북부경찰서에
서 발생한 강도사건을 박경부라는 경찰이 취조하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
다.

    (박경부)너어사라
(계집) 예, 쇼녀경셩즁부관인방동오룽팔호에사유치셜(유치

설)씨의집랑하에잇샹민박근슈(박근수)의계집최셩녀올시
다

(박경부)나은몃살이야
(계집) 예, 삼십셰올시다
(박경부)어를가다가빈녀를앗겻셔
(계집) 오오후륙시경에쥬인마님을라즁부이궁안애거류쳥

230) 매일신보, 1912.3.5, 3면, 강조 원문.
231) 매일신보 1912년 3월 1일자 3면에는 菊初生(이인직)의 단편소설이 실려 당

시 3면인 사회면에는 신문 기사와 소설이 같은 지면을 차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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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의총놋경광을구경고동팔시삼십분경에집으로도
라가길에즁부교동오셩학교뒤문을지나동으로향야갈
남일명이뒤에셔돌츅냐졔목을붓잡고머리에진은빈
녀를아셔가지고동으로향야다라나고로 (중략)

(박경부)네가오날오후팔시반경에즁부교동오셩학교뒤문압흐로통
계집의목을두손으로잡고머리에진은빈녀를아셔가
지고도쥬일이잇냐

(젹한) 못된마이졸디에나셔아슨일이잇나이다
(박경부)빈녀를아셔가지고동으로향야도쥬다가길을다시변

경야오셩학교압흐로나셔셔교동으로도쥬다가경관에게
잡혓나냐(후략)232)

이 기사에서 기자는 한 여성이 강도를 만나 은비녀를 빼앗긴 사건을 
수사를 맡은 박경부라는 경찰과 피해자 여성과의 대화, 그리고 뒤이어 
피의자인 남성의 대화를 통해서 재구성하고 있다. 이 사건이 대단히 경
미한 사건이고 현장에서 범인이 체포된 사건임을 감안할 때, 정식재판도 
아닌 경찰서에서의 심리과정을 기자가 직접 참관하여 속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사건기록을 보고 기자가 현장에서 벌어진 
대화를 재구성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방식은 신소설 양식에서는 일반화된 방식이었지만 적
어도 사실을 다루는 신문기사에서는 대단히 낯선 방식이었다. 물론 당연
하게도 신문 기사에서 국한문을 혼용하던 관습 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기도 했다. 이는 분명 실제로 벌어졌을 만한 목소리의 재현이라는 실감
의 형성 문제와 관련된 것이며 표음문자로서 한글의 축음적 재현성과 뗄 
수 없는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후의 매일신보의 기
사에서 정확히 위와 같은 방식처럼 실제 상황을 대화로 재구성하는 기사
를 찾기는 어렵다.233)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매일신보 사회면의 글쓰기

232) 매일신보1912. 3. 5, 3면.
233) 이러한 대화체의 기사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는가 라는 점은 분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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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반적으로 단순히 사실 전달이라는 기존의 목적과 양상을 벗어나 점
차 역동화하는 변모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매일신보
 사회면의 기사쓰기의 변화는 사실과 허구의 명료한 분화234)가 아니라 
신문 기사의 글쓰기가 ‘사실’의 전달차원으로부터 독자에 의해 받아들여
지는 실감의 차원으로의 옮겨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러한 변화의 배경에 어떠한 힘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기사가 실린 이후인 1912년 3월
9일과 10일, 당시 한창 연재되고 있던 이해조의 신소설 <춘외춘>에서
는 이 문제를 풀어줄 만한 대단히 흥미로운 구절이 발견된다. 

(셔) 셩명이무엇이야
(한) 한뎡쥬올시다
(셔) 나이몃살이야
(한) 마흔살이올시다
(셔) 집은
(한) 동부호동일통일호올시다(중략)
셔쟝이소리를버럭질너

료가 남아 있지 않은 현재에는 추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이러한 
대화체가 기사에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笑話(우슴거리)'와 '소설'에는 꾸준히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어느 정도 사실과 허구의 경
계에 의해 영향 받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재구성된 기사는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의 일반화된 기사쓰기 방식으로 정착하기는 어려웠을 것임을 짐
작할 수 있다.

234) 이렇게 보면, 기존의 연구에서 이 무렵의 매일신보의 상황을 두고 신문 사
회면에 이른바 '소설적 실담'들이 나타나고 여기에 쓰인 '소설'이라는 단어의 사용
을 통해 소설의 허구성과 신문기사의 사실적인 글쓰기가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확립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견해(권보드래, 앞의책, 224면)에는 다소 물음표를 
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허구와 사실이라는 관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이해한 결과는 아닐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즉 허구와 실제의 문제
를 대상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의 차원, 즉 독자의 실감이라
는 새로운 차원을 고려하게 되면 허구와 사실의 구분, 소설과 신문 기사의 구분
은 그리 명료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끊임없이 서로 교섭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 오히려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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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며리를위집에다쥬엇냐말라잇가질다케무슨소리야
(한) 민며리보말을하닛가연그말이나옴니다그것의치료

식일걱졍을더니자-문밧슈관음근동에사사하나이
의슐이썩고명그것의병셰를듯고긔에게위임야보쥬
면병을치료식이여리를삼겟다기 보슴니다

(셔) 그의원의셩명은무엇이야
(한) 그의원의셩명은무식계집사의쇼로창황히보노라고밋

쳐알지못얏슴니다
(셔) 이게무슨어리셕은소리야식을민며리로보며사돈의셩이

무엇인지일홈이무엇인지몰낫셔
(한) 과연몰낫슴니다235)

앞선 ‘강도취조진말(强盜取調顚末)’이라는 기사와 위 인용된 결말로 치
닫고 있던 <춘외춘>의 한 대목은 그 형식상 확연하게 일치하고 있다. 
신문 기사가 3월 5일의 것이었고, 소설의 연재가 3월 9일이었으니 불과 
4~5일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다. 시기의 선후로만 본다면, 이해조의 
소설이 신문 기사 글쓰기의 양식을 차용해 온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앞선 신문기사가 신문 기사로서의 상례에 벗어난 것이고, 
소설의 대목은 얼마든지 이전에도 있었던 대사처리의 방식임을 감안한다
면, 오히려 그 영향 관계는 반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앞선 ‘강도취조진말’이라는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이해조의 영향이 어
느 정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해조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일신보의 사회면의 기사쓰기 변화의 
핵심적인 방향성에 당시 대중 독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신
소설 작가이자 매일신보의 기자였던 이해조의 존재가 놓여 있다는 사
실만큼은 분명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235) <춘외춘>, 매일신보, 1912.3.9~10, 각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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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해조 신소설의 글쓰기적 사실성의 구축과 소설관 사이의 상관성

이해조는 매일신보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1910년 10월 12일 <화세
계>의 연재부터 시작하여 매일신보의 연재소설란을 주도하였으며 이
는 <우중행인>이 마지막으로 연재된 1913년 5월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한 작품 당 약 3달 정도의 연재기간을 가지고 거의 결호 없이 계속 소
설을 연재해나갔다. 그 생산력도 생산력이거니와 그 정도로 꾸준히 연재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독자의 충분한 호응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용이나 기법적인 혁신성을 제
외하고 생각해본다면 이해조의 소설이 꾸준히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요
인은 당시 매일신보를 제외한 다른 매체들이 일제의 검열에 의해 정간
되거나 폐간되었던 저간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신문매체의 독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고 국문체의 신문 소설 연재 역시 점차 증가하는 와
중에 다른 신문들이 모두 폐간되고 매일신보만이 우리나라의 신문 매
체 시장을 독점하였으니 국문 독자들의 관심이 매일신보에서 유일하게 
순한글로 표기되던 이해조의 신소설에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독자의 호응을 바탕으로 이해조는 1911년에 매일신보에 몇 
개의 중요한 소설에 대한 관점을 담은 글을 싣는다. 주로 소설의 전, 후
기의 형식으로 쓰인 이 글들은 개화기 신소설에 대한 유용한 관점을 담
고 있어 많은 연구에서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조의 소설관
은 당시 매일신보 글쓰기에 나타난 일련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새롭게 읽혀질 여지를 얻는다.

무릇쇼셜은 테가 여러 가지라 한가지 젼례 들어 말수 업스니 혹 
졍치 언론쟈도잇고 혹 졍탐을 긔록쟈도잇고 혹 샤회 비평쟈
도잇고 혹 가졍을 경계쟈도잇스며 기타 륜리 과학교제등 인의 쳔
만즁 관계 안이되쟈이업니 샹쾌고 악챡고슯흐고 즐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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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 우슌것이 모도다 됴흔 료가되야 긔쟈의 붓을 라 미
가진々쇼셜이되나 그러나 그 료가 양녯사의 지나간쟈최어나 
가탁의 형질업는것이 열이면 팔구되되 근일에 져슐 박졍화 화셰계 
月下佳人등 수삼죵 쇼셜은 모다 현금에있사의 실디적이라 독쟈
제군의 신긔히 녁이 고평을 임의 만히엇엇거니와 이졔 그와 흔 
현금사의 실젹으로  花의血(花의血)이라쇼셜을 로져슐 허
언랑셜은 한구졀도 긔록지안이고 뎡녕히잇 일동 일셩을 일호 차착
업시 편즙노니 긔쟈의 됴가 민텹지못으로 문쟝의광황홀치못
지언뎡 실은 적확야 눈으로 그 샤을보고 귀로 그 정을 듯
듯하야 션악간 죡히 밝은거울이 될만가노라236)

긔쟈왈 쇼셜이라 것은 양 빙공착영(憑空捉影)으로 인졍에 
맛도록 편즙야 풍쇽을 교졍고 샤회 경셩것이 뎨일 목
뎍인즁 그와 방불 사과 방불 실이 잇고보면 독시 
렬위부인,신사의 진々미가 일층 더길것이오 그 이 회
고 그실을 경계 됴흔영향도 업지안이지라 고로 본
긔쟈 이 쇼셜을 긔록이 스々로 그 미와 그영향이엿슴을 
바고 바노라237)

<花의血>의 서문과 후기는 기존 신소설의 양식적인 특질을 규명하고
자 했던 연구자들에 의해 폭넓게 인용되었던 글이다. 하지만 약 2달의 
연재기간동안 이해조는 소설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서문에서 이해조는 자신의 소설에서 다루어진 '사실'에 
대해 강조하는 입장을 드러낸다. 자신의 소설이 '현금에있사의 실디
적'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허언랑셜'은 한 구절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창작한 신소설이 앞서의 구소설과 어느 
정도 차별점을 드러내어야 하는 입장에서 허황된,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236) <花의血> 서문, 매일신보, 1911. 4. 6-밑줄 인용자
237) <花의血> 후기, 매일신보, 1911. 6. 21-밑줄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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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설의 이야기와는 달리 자신이 창작한 신소설은 실제의 사실을 다루
고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소설에서 다루어지
는 사실이 허구가 아니라 사회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
는 신채호 이후 개화기 지식인들의 대략적으로 공통적인 견해이다.238) 
이해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있었던 '사실'로부터 재료를 얻어 
작가의 창작을 펼치는 창작의 영역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편즙'
(편집)이라는 용어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후기에 이르면 이해조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소설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 견해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이해조
는 여기에서 소설이란 빙공착영(憑空捉影), 즉 기본적으로는 허구를 바
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단지 비슷한 사람과 비슷한 사실이 있으면 더욱 
진진한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소설이 지금 있는 사람들
의 실지사적이라는 과거의 견해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이고 오히려 논란의 
여지를 줄이면서 소설의 창작적 여지를 확보하는 견해가 된다. 그는 그 
대신에 구소설과의 차별적인 지점을 소설의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찾고 
있다. 소설이란 기본적인 목적이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경성하는 것이
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정리해보자면 이해조는 <花의血>의 서문에서는 분명 
신소설을 고소설과 구분하기 위한 의도로 신소설은 실제 사적을 바탕으
로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후기에서는 이를 실제 사실이 아닌 
‘방불한 사실’ 즉 개연성의 차원이나 독자들의 감각에 의거하는 사실성, 
즉 ‘소설적 실감’의 차원으로 자신의 견해를 좀 더 발전시키고 있는 것
이다. 물론 그렇게 소설 속에 실감을 부여하는 문제가 단순히 소재의 취

238) 권영민은 이해조 이전 신채호, 박은식 등 개화기 지식인들이 소유한 소설에 
대한 관념을 정리하면서 신채호의 소설에 대한 관심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하나는 소재의 사실성이며 다른 하나는 내용의 윤리성이다. 그는 신채호가 거론
하는 소재의 사실성은 묘사의 사실성이 아니라 성격과 행위의 사실성인 점이 매
우 특이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는 실제의 사적에서 그 내용을 구하여 백성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권영민, 앞의책, 
2006, 9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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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문제만이 아니라 묘사적 문체라든가 대화체의 삽입 같은 소설체의 
글쓰기 차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지금의 연구적 관점에서
는 분명한 것이지만 당시의 이해조는 아직 그것에까지는 생각이 닿고 있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신문 기사의 글쓰기와 신소설의 글쓰기가 판이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해조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소설과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고소설이지 무미건조한 신문 기사는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해조는 
자신의 소설이 실제의 사적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혹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방불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만으
로 자신의 신소설의 가치를 변별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1912년 3월 이후, 신문 사회면의 기사들이 마치 신소설에 방불
하는 묘사체의 글쓰기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당시의 신문 기사들은 실제로 벌어진 ‘사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서 사실성의 영역을 온전하게 점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묘사의 수준에 
있어서도 신소설에 못지않게 변모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신문 기
사의 변모는 기존에 이해조가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과 허구, 그리고 소
설적 글쓰기에 대한 관념에 균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1912년 매일신보 사회면의 변화는 소재적인 측면에서 민간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패륜적인 범죄, 기이한 사건, 정탐 등의 자극적인 소재의 
도입과 신문 기사 글쓰기에서 신소설에 방불하는 묘사체의 도입으로 정
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잠시 동안 신문 사회면의 기사 글쓰기와 소설
의 글쓰기가 서로 구분되지 않고 공존해 있던 상황이 지속되어 갔던 것
이다.239) 따라서 이렇게 매일신보의 사회면 기사가 점점 더 소재적인 
면에서 대담해지고 사회의 풍속을 적나라한 필치로 묘사하게 되는 경향

239) 1912년 3월 14일, '소셜예고(小說豫告)'에서는 기존에 연재되던 이해조의 ｢春
外春｣을 연재 중단을 알리고 새로 ｢탄금대｣의 연재를 알리면서, ｢春外春｣의 연재 
중단 사유로 주인공인 강학수와 한영진 두 학생이 동경에서 유학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겠다고 한다. 이는 독자들에게 작중 현실과 실제 현실의 의도적인 혼
동을  일으키도록 하여 모종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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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일반화되면서 독자투고란인 '도청도설'에는 이렇게 적나라해지고 
있는 신문기사에 관한 중요한 언급이 실린다.

-요이신문을보닛가계집이셔방에게밋쳐셔본셔방죽이년도잇
고싀아비가며리다려엇지고엇지고랴다가말안이듯다고칼로
질너죽이놈도잇고기타에별々괴악망측변괴가허다니이셰샹
이엇더케되랴고그리뇨 ｢一問生｣

-허, 네가신문을잘못보앗네신문이라것은권션징악것이라
네가그런일만보엇나경향각쳐에셔부모에게효이극진쟈도잇
고남편에게졀을극진히쟈도잇슨즉그런괴악일은징계를
고이런됴흔일은본을밧으면차차문명셩이안이되겟나 ｢答辯子
｣240)

위에서 '一問生'이라는 독자는 신문을 보니 세상에 패륜적인 일들이 많
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경향을 걱정하고 있다. 그 뒤에 바로 
'答辯子'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데, 독자투고의 성격상 이 
기사가 나가게 된 후에야 독자들이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
면 이 답변은 분명 매일신보 내부에서 행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답변자는 독자가 신문을 잘못 보았다고 단정 지어 말한 
뒤, 신문은 권선징악하는 것이며, 패륜적인 범죄행위만큼이나 효행이나 
절행 역시 많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답변자는 질문의 초점을 의도
적으로 놓치고 있는 셈인데 여기에서 질문하고 있는 독자는 신문 기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자는 신문기사와 실제로 발생
한 사건을 분리하여 이해하지는 않고 있으며 신문에 갑자기 많은 사건 
기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나 답변자는 여기에 대해 신문의 기사는 권선징악하는 것이라는 동
문서답식의 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 약간 어긋나 있는 문답을 가만
240) 매일신보, 1912. 3. 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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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살펴보면 매일신보의 기자들이 사회면의 기사들이 점차 적나라해지
고 소설적인 사건 묘사로 바뀌는 양상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의식
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둘러 그 기사의 목적이 어디까
지나 사회의 악행들을 교화하는 것에 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고 있는 
태도에는 신문 기사가 점차 사회의 풍속을 저해하는 대담한 주제와 소설
에 육박하는 묘사에 이르고 있는 경향에 대한 합리화의 태도가 숨어 있
다.

이렇게 매일신보가 사회면의 변화를 통해 소설에 육박하는 주제선정
과 사실묘사를 보여주면서 사회의 퇴폐성과 선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가 들려오게 되면서 1912년 4월 29일에는 신문 기사의 글쓰기가 갖
는 위치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하나의 기사가 실린다. '新聞은社會의寫眞
(신문은샤회의샤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신문의 3면 기사가 가져야
만 하는 태도에 대한 중요한 주장이 담겨 있다.

신문의삼면(三面)은,긔쟈의,자유샹으로긔것이안이오,샤회의,만
반샹황을듯고보로,긔것이니,간단히말진,샤회현샹을,샤회
에보고바이로다 (중략) 
비유건신문은샤진경(寫眞鏡)과고,긔쟈는,샤진히사과도
다,샤진경은,신셩긔계오 샤진가(寫眞家),공평고졍직고,츙후
고,열심잇업가라,션미형용을히고자고,츄악모양을질겨셔,
은안이라,그런고로사의,샤진힐에몸을,엄연히가지라며,얼골을
텬연히들나야,를써셔도라단이며,권고것은,업의목뎍이어,만
일그권고를무심이듯고,혹눈을거리다가,판슈치되일도잇스며,고
를돌너셔,뒤를도라보다가,눈도업고코도업고,돌슈박덩어리에,털만
것칠괴물의,형샹이될일도잇스니,이것은샤진가의망이안인것이,분명
하도다241)

여기에는 신문의 3면, 즉 사회면 기사에 대한 매일신보의 입장이 담
241) 매일신보, 1912. 4. 29, 3면-밑줄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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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있다. 이 글의 요지는 3면의 기사는 기자가 자유롭게 쓰는 것이 아니
라 사회의 상황을 듣고 보는 대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
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의 글쓴이는 신문을 사진경, 즉 카메라의 눈에 비
유하고 있다. 신문의 기사는 단지 현실을 가감 없이 매개할 뿐이기 때문
에 신문기사에 나온 현실이 추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현실의 문
제이지 신문기사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신문의 글쓰기가 객관
성이라는 이념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는 태도의 표현이면서 기존의 ‘소
설’과 구분되는 신문기사의 사실성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해석이 담기지 
않은 투명한 매개로서의 실증성의 차원에서 찾고 있는 중요한 언급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곧바로 신문의 가치중립성과 객관성의 이념이 확립
되는 장면으로 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 내포에는 실제로는 다른 정
치적인 함의가 숨어있기 때문이다.242) 분명한 사실은, 소설을 모델로 하
여 그것의 실감적 글쓰기에 다다르는 것으로 변모해가던 신문 사회면의 
글쓰기가 객관적인 ‘사실’의 이념적인 차원을 끌어들이며 기존의 ‘소설’
과는 분명히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점점 독자의 흥미위
주로 바뀌어 가는 신문 사회면의 기사 쓰기 경향을 긍정적으로 합리화하
는 한편 ‘소설’, 특히 이해조의 신소설이 처해있는 위치를 위태롭게 하는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긔쟈의,져슐바,쇼셜이,미업지안이나,양허탄무거고,후분을다
말지안이,두가지결뎜이,잇다나,이결코,각지못,언론이라
노니,엇지야그러냐면,쇼셜의셩질이,눈에뵈이고귀에들니,실젹만
드러긔록면,미도업슬아니라,한긔에지나지못터인즉,쇼셜이라,
명칭것이업고,긔쟈의져슐쇼셜삼십여죵이,확실쇼력(小歷史)
가업쟈별로업스니 (중략) 수삭동안을일반제씨에게,비샹대환영을
밧던,탄금,임의긔를맛치고,호브터,蘇鶴嶺(巢鶴嶺)이라,탐

242) 신문 기사의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의 이념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것의 실질
적인 함의는 어떤 정치적인 맥락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접근 방식
을 요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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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쇼셜(探險小說)을,게코져노니,이긔쟈가,여러동안을보고듯던,
혜의실젹이라,필법의용록을용셔고,실의긔괴을챡미시오243)

이해조는 이보다 3일정도 뒤에 쓰인 ｢탄금대｣의 후기에서 ‘소설’이 신
문의 기사와 구별되는 특이점에 대해 설명한다. 1911년까지는 고소설과 
비교되는 신소설의 입장과 가치만을 강변하던 이해조가 자신의 소설과 
신문 기사를 비교하며 이를 변별해내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미 
소설의 글쓰기적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한 당시 매일신보의 신
문 기사 글쓰기가 ‘사실성’의 영역을 재편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에 방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그는 자신
의 소설에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점, 즉 ‘허탄무거하다’는 것과 ‘후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244) 그는 앞의 주장에 대해서는 ‘쇼
셜의셩질이,눈에뵈이고귀에들니,실젹만드러긔록면,미도업슬아니
라,한긔에지나지못터인즉’이라고 하며 소설은 신문기사와 달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실적만을 들어 기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
다. 이는 분명 앞선 4월 29일의 기사인 ｢신문은 사회의 사진｣의 내용, 
즉 신문은 사회의 현상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기록하는 것이
라는 견해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해조가 신문기사와 차별되는 자신의 소설의 독특한 독자성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신문 사회면의 기사들이 내용
적으로는 주제적인 다양성과 묘사적인 실감의 측면에서 이미 이해조의 
소설의 위치를 위협할 만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편으로 신문기
사는 사회현상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하는 사실성의 차원을 온전하게 점
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조는 이러한 신문기사와 차별되는 소설
의 미학적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변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 연재하는 소설인 ｢蘇鶴嶺｣을 소개하며, 그가 ‘실의긔괴을챡미’
243) 매일신보, 1912. 5. 1, 4면.
244) 이해조는 ‘후분’을 말하지 않는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뛰어난 소

설들 역시 후분을 역력히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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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주장으로 마무리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은 바로 그러한 이해조의 
한계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신문 사회면 기사에서 소설적 
실감이 일반화되는 경향 때문에 신소설의 흥미성이 더 이상 강변되기 어
려운 현실 속에서 소설의 창작성을 드러낼 만한 형식적인 미학을 마련하
지 못했던 이해조 소설의 문학사적인 몰락의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단지 이해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소설 전반의 양식적인 
한계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면서 소설의 양식적 미학의 완비를 통해 사
실성과 허구성의 경계를 재설정할 새로운 근대문학이 도래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국면을 예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6. 결론
이해조는 그 생애나 사상적인 지향에 있어서 절충적인 작가로 규정될 

수 있다. 왕족의 방계이자 한학적인 전통 내에서 성장한 그의 면모를 살
펴보게 되면 그가 몇 가지 이념적인 지향을 날카롭게 벼리고 나아간 것
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순되고 충돌되는 지점들이 결합과 중첩하는 방식
으로 삶과 창작적 지향성을 형성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
서 이해조라는 작가의 전모를 밝히고자 하는 작가론적인 접근에 있어서 
한, 두 가지 방법론에 기반한 접근 방식은 필연적으로 그 한계를 보도록 
되어 있다. 특히 생애에 대한 부분만 하더라도 그의 삶은 개화기 지식인
으로서 주로 <자유종>에서 설파했던 계몽적인 이념의 나열로 갈음되지 
않는다. 하마터면 폐할 뻔했던 왕족의 후예로서, 혹은 근대학교의 설립
과 운영에 관여했던 교육자로서, 신문에 소설을 끊임없이 연재했던 소설
가로서, 개화기 협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정치가로서 면모들이 
중첩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해조가 소설을 
창작하게 된 계기에 대한 해명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접근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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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의 문학사적인 위치를 재고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본고의 2장에서는 이해조가 개화기 소설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 

제국신문에 소설을 연재하기 전 그의 생애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해명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이해조에 관한 작가론적인 접근에
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이해조의 1907년 이전의 생애에 대해 주목
하여, 그가 고향인 포천에서부터 서울로 이주해와 관직을 경험하고, 근
대 교육에 대한 신념을 통해 점차 당대 지식인 사회에 편입되어 가는 과
정을 통해, 그가 언론, 출판,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경험을 통해 소설이
라는 글쓰기 양식을 택하게 되기까지의 계기와 그가 견지했던 사상적 배
경에 대해 해명해보고자 하였다.

이후 3장에서는 한문단편 <잠상태>로부터 시작된 그의 창작적 이력
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한국에서 
비교문학의 초창기에, 그리고 최근에 다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이해
조의 소설과 명대화본소설(백화체 한문단편) 사이의 관련성을 종합적으
로 살펴보았다. 특히 지금까지 몇몇 사례로만 알려졌던 이해조의 소설과 
명대 백화한문단편 소설집인 금고기관에 실린 단편들 사이의 관련성이 
실제로는 이해조 소설 전반에 이를 만큼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비교문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확인해보았다. 이를 통해 이해
조가 일본의 정치소설 혹은 서구의 소설의 영향을 받아 소설을 창작한 
이인직과는 달리, 중국의 한문단편소설을 고전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가 소설 서사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원
리가, 전대의 소설의 이야기적인 전형을 차용한 뒤, 여기에 새로움을 더
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다시쓰기의 서사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
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바로 이해조의 다시쓰기의 서사적인 전략 중 첫 번째로 이
해조 소설에서 전대의 소설에 담긴 이야기적 전통에 계몽적인 주제의식
을 접합하는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서 4장의 앞부분에
서는 이해조가 당시 <자유종>이라는 소설을 통해 연설이라는 언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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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 <자유종>이라는 
연설체 소설의 기원이 동시대의 사상가이자 연설가였던 안국선과 이해조
의 인간적인 교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해보았다. 이 연설이라는 언술 
양식은 초반부 이해조의 소설 작품에 주제의식을 확립하는 역할로 차용
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4의 후반부에서는 이해조가 
역시 낡은 이야기 전형 속에 어떠한 새로운 이념을 담아내고자 했었는가 
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로 그가 1908년 무렵, 번역을 하다가 중
단한 ｢윤리학｣이라는 글에 주목하였다. 이 ｢윤리학｣이라는 글은 이해조
가 당대 일본의 심리학자의 저서를 번역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고에서
는 동시대 일본에서 윤리학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바를 살
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이해조가 윤리학의 정립을 통해 어떠한 전망을 가
지고 있었으며 이를 소설 속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양상을 
확인해보았다.

5장에서는 앞서 제시했던 다시쓰기의 서사적인 전략 중 두 번째로 이
해조가 자신의 소설에서 근대적인 문물을 묘사하고 자신의 시대와 그리 
멀지 않은 시공간을 배경으로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묘사적 태도를 확립
하고 동시대적인 시공간 감각을 강화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보았다. 이
러한 이해조의 글쓰기 방식이 그가 연재하고 있던 매일신보의 신문 기
사 글쓰기 관습의 변모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가 하는 사실을 통해 그가 
소설을 통해 구축한 소설적 실감이 신문 사회면의 글쓰기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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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literature of Lee Haejo
- focused on the succession of novel tradition 

of previous generation and philosophical 
background of shinsosul(新小說) creation -

Song, Minho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Haejo is thought upon as a writer of eclectic attributes 
in view of his life or philosophical aim. Because of his background 
as a collateral line of Chosen royal family, and circumstance grown 
up in tradition of Confucianism, he couldn't certainly sharpen 
ideological aim and modern sense, but have formed the creative 
directivity in overlap of several contradictory and conflicting points. 
Therefore, several existing author centered study based on one or 
two aspect of him, inevitably would fail eventually to clarify the 
whole picture of him. Especially, although the part of his life, his 
life can't be determined from the list of enlightmental ideals 
preached in "Jayujong". He certainly has all of these aspects of a 
descendant of the royal family, an educator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odern school, a novelist 
serializing novels in the newspaper, and a politician playing a central 



- 194 -

role on Association in charge. This study aimed to reconsiderate his 
position in history of Literature through explaining the opportunity 
to write novel.

In chapter 2, I intended to reveal the background of his thought 
and novel creative power focusing on the undisclosed life before 
1906. It is newly discovered by this thesis that he was to enter the 
public office in Daehan Empire, not passing Gwageo (科擧), the 
premodern selection institution from the Chosun Dynasty downward, 
but to be recommended as a 9th grade(從9品) member of 
Yangjiamun(量地衙門, the official department of land surveying in 
Daehan Empire). This fact suggests his double-sidedness that he 
was a member of Chosun loyal blood and  also widely interested in 
modern knowledge at that time. He has continued to be concerned 
to the modern knowledge and institution(esp. of education) during 
his life. he quit the public services of Daehan empire. In fact, he 
has been having a part i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korea modern school, going through Nakyeon-uisuk, Shinya-uisuk, 
Donmyeong-uisuk and Kiho-school from 1904 to 1909 generally. 
This fact let me know that the belief to the modern education, 
expressed in early novels of his, for example, "Binsangseol", 
"Hongdohwa" and "Jayoujong" etc., is originated from not the general 
trend or the uncertain ideal, but the concrete and realistic 
experience in his career in the modern education.

In chapter 3, I try to look into how the creative development of 
Lee Haejo specifically started from chinese short story 
"Jamsangtae". Until now, in Korean literature academia, especially in  
comparative literature department, there are many attemp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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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 the relationship with chinese-oriented old novels and 
Shinsosul in Korean enlightenment era. As an extension of such 
attempt, I tried to examine that Lee haejo's shinsosuls were 
influenced from short novels of Ming and Ch'ing era in China. In 
this study, I examined that main story structure of Lee haejo's early 
shinsosul are almost similar with that of short novels from chinese 
novel anthology, "Kumkokikwon". Through this study process, I can 
clarify that Lee haejo, different from Lee injik who created novel in 
the influence of political novel of Japan or occidental novel, created 
his novel in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short novel in china. After 
he borrowed the content and format from the classic chinese novel 
and made the story structure of his novel, he took the narrative 
strategies to rewrite this story, adding novelty in two directions, 
form and matter.

In chapter 4, I described this Lee haejo's rewriting strategies, 
especially, paying attention to his own way to combine the 
Enlightenmental theme and traditional story structure. Especially he 
was interested in two topic 'speech' and 'ethics'. He tried to deliver  
subject matter to insert some text of 'speech' to his novel. His such 
interest to speech, were made in relationship with Anguksun, a 
well-known speaker and writer. In addition, Leehaejo showed the 
interest about the ethics translating article with "ethics". It is much 
different from politics of Anguksun or sociology of Lee injik.

Clearly this newspaper writing style changing aimed to literary one, 
Shinsoseol of Yi, hae-jo(李海朝) as the reporter of "Maeilshinbo(每日申
報)", most influencing novelist in while.

In chapter 5, I tried to examine modern depictive attitude of his 
novel. He created the novel by taking advantage of con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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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established depictive attitudes and emphasize reality. By 
the way, Yi, hae-jo himself became in anguish confronting with the media 
transformation of "Maeilshinbo(每日申報)" writing. He should distinguish the 
original value of his Shinsoseol against the newspaper writing with fictional 
realization. This study tried to look into Yi, hae-jo(李海朝)'s endeavor as 
such. In the conclusion, he couldn't help failing to distinguish the originality 
of Shinsoseol writing from the realistic writing of newspaper. His 
contradiction couldn't be solved, if the modern novel would not appeared 
with the aesthetic value passing over the level of the reality and fiction.

Understanding one trillion shown in Chapter 5 of the novel dealt 
with the attitude of modern descriptive. Jo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space by taking advantage of the novel to the stage 
and describe a novel manner by establishing creative emphasize was 
the fact. His writing style such as the Mall Shin Bo at the time of 
the writing style was influenced by the newspaper.

Keywords : Shinsosul, Lee Haejo, rewriting, Ethics, realism, enlightenment era
Student Number : 2002-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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