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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抄錄>

日帝强占期(1920년대) ‘歷史童話’의 擡頭와 偉人 再發見

本考는 일제강점기(1920년대)에 아동잡지의 ‘歷史童話’를 중심으로

전개된 위인교육의 추이를 검토하였다. 특히 역사동화가 대두하게

된 배경과 역사동화 작가의 활동, 내용상의 특징 및 서술방식에 주

안을 두고 이를 집중 분석하였다.

1905년 이후 통감부는 조선의 민족교육을 차단하려는 교육침략정

책을 추진하며 보통학교에서 역사교육을 전면 배제하였다. 제1차 조

선교육령기에 일제는 명목상 國語讀本 시간에 역사를 교수한다고 하

였으나, 독본 교과서에 한국의 역사나 위인관련 내용을 전혀 싣지

않았다. 제2차 조선교육령기에 들어서도 일제는 한국사와 관련한 내

용을 일본사의 일환으로 왜곡하여 전달하였다.

이 시기 조선의 식자층 및 학생들은 이처럼 조선사교육이 부재한

상황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이들은 조선사 위주의 교과

서 구성과 朝鮮人․朝鮮文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교습의 시행을 요구

하였다.

한편, 메이지기 일본 아동교육계의 동화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아

동문학 및 아동교육 관련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910년대

이후 일본 유학이나 서적 등을 통해 외국의 아동문화를 접한 바 있

는 식자층은 조선에 새로운 아동물을 소개하였다. 이들은 동화가 지

닌 지식 전달과 정서함양의 측면을 주목하며, 교육적 측면에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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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기대하였다.

역사동화는 이와 같이 조선사 교육에 대한 각계의 요청이 제기되

고, 동화 장르가 아동교육의 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본격

적으로 대두되었다. 당시 아동잡지를 통해 역사동화를 활발하게 게

재한 이들은 주로 문화주의운동 계열에 속했다. 당시 아동문학계는

문화주의운동 계열과 계급주의운동 계열로 양분되었는데, 영웅관의

측면에서는 각 계열별로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문화주의운동 계열

에서는 문화운동의 측면에서 민족적 영웅을 부각시켰던 반면, 계급

주의운동 계열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영웅의 이야기를 최대한 배제하

면서 민중의 삶을 그렸다.

문화주의운동 계열의 잡지 중 가장 많은 수의 역사동화를 게재한

어린이의 경우, 작가들의 활동분포가 종교, 언론, 교육 분야에 두

루 걸쳐 있었다. 주로 천도교에서 학술과 교리 전파에 중추적인 역

할을 하며 소년운동을 이끌었던 이들이 대다수였다. 당시의 식자층

으로서 역사동화 작가들은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들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교훈적․민족적 측면의 동화를 저술하는 데에 역점

을 두었다.

역사동화의 소재가 된 인물들은 주로 민족의 위기 속에서 용기와

기지를 발휘한 愛國英雄들이었다. 이는 애국계몽기 역사전기물의 재

발견으로, 아동들에게 국권 회복에 대한 당위성과 자신감을 고취시

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개인의 성공 및 입신양명의 가치들을

주입한 1910년대의 위인전과는 구분되는 행보였다. 이러한 역사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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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동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제의 주요

한 검열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 동화극, 동화구연의 중심에 있었던 어린이의 집필진들은 역

사동화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의 동화구연체

를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역사동화의 서술문체는 在來의 전통적으

로 이어져 내려온 野談․史話의 이야기체의 연장이기도 했다. 더욱

이 이들은 기존의 ‘傳’의 방식을 벗어나 일화만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가하면, 학교수업을 진행하듯 역사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이처럼 역사동화는 신문화운동의 조류 속에서 민족의 고유한 역사

를 ‘童話’라고 하는 근대적 문예양식을 통해 담아낸 것이었다. 역사

동화는 아동으로 하여금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이해 및 정체성을

제고하게끔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대중

매체를 통한 아동용 역사교육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역사동화, 역사교육, 아동잡지, 애국영웅, 위인전

학 번 : 2010-2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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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言

‘歷史童話’라는 용어는 1920년대에 들어 아동잡지 상에 처음 등장하

기 시작했다. 특히 이는 어린이에서 창간 9개월 이후부터 위인이

야기를 처음 게재하기 시작하면서 사용되었다. 역사동화는 우리나라

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일차적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른 창

작동화와는 구분되었다. 또한 ‘동화’라는 명칭을 띄었음에도 불구하

고 허구성이 최대한 배제된 채 문헌에 입각한 사실에 충실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즉, 이는 ‘역사’에 ‘동화’라는 용어가 접합되어 만들어

진 일종의 新造語라는 측면에서, 당시의 시대적 의미와 요청이 반영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어린이에서 위인이야기를 처음

게재해나가기 시작했던 시점에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1)

역사동화의 게재는 일제 강점기 조선사 교육이 거의 불모 상태인

가운데 전개된 것이었다. 1905년 이후 통감부는 조선의 민족교육을

차단하려는 교육침략정책을 추진하며 보통학교에서 역사교육을 전면

배제하였다.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 일제는 명목상 국어독본 시간에

역사를 교수한다고는 하였으나, 讀本 교과서에 한국의 역사나 위인

1) 역사동화는 용례 상 당시 전래동화나 口傳童話, 傳說童話와는 구분되었다. 예컨대

동아일보에서는 학령기에 접어든 소년층(11∼18세)에게 口傳童話, 歷史的傳說童話와

는 구별하여 ‘歷史童話’를 읽힐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 기사에서는, 영아기 말기

(3세)에는 ‘단편적인 구전동화’를, 유년기(4세∼10세)에는 ‘역사적 전설동화’를, 그리

고 소년기(11세∼18세)에는 위인의 이야기인 ‘역사동화’를 읽힐 것을 권장하고 있었

다. 또한 아이생활에 1927년 1월에 게재된 崔致遠氏이야기 및 별나라에 1929

년 10월에 실린 백제시조온조왕 에서도 마찬가지로 歷史童話라는 명칭을 내걸고

있었다.金完東, 新童話運動을 위한 童話의 敎育的 考察 (五) , 東亞日報, 19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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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을 전혀 싣지 않았다. 제2차 조선교육령기에 편성한 普通
學校國史에도 일본사의 일환으로 조선사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였

을 뿐이었고, 그마저도 철저하게 사실을 왜곡하였다.

이 시기 조선의 식자층 및 학생들은 이처럼 조선사 교육이 부재한

상황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식자층은 신문 사설을 통해

조선사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의 개혁 및 朝鮮人․朝鮮文으로 이루어

진 역사교습의 시행을 요구하였다. 학생들 또한 직접 나서서 동맹휴

학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인 본위의 역사교육이 단절되고 이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이 절박한 가운데 역사동화가 아동잡지에 게재되기 시작했다.

특히 동시대의 다른 아동잡지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역

사동화를 게재한 어린이는 조선 문화에 대한 강조와 함께 애국영

웅들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이 구성되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근

대계몽기의 국사교과서나 傳에서 위인교육의 주된 소재로 다루어졌

으나 국권침탈 이후 거의 자취를 감춘바 있다. 따라서 근대개혁기의

위인교육은 1910년을 전후하여 단절되었다고 통상 여겨졌는데, 실상

은 문화통치로의 전환과 함께 학교 밖의 공간에서 역사동화라는 형

태로 계승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교과서 및 독본의 위인

들, 傳의 영웅들이 점차 근대 문학작품 속으로 재편되어 갔다. 아동

을 대상으로 한 계몽서사로서의 역사동화는 조선사 교육이 부재했던

일제강점기하의 현실에서 역사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였다.

지금까지 역사동화는 역사학계와 국문학계 양측 모두에서 크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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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하지 않았다. 역사학계에서는 일제하의 역사 교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차원의 검토가 주를 이루어, 학제와 교과 편성, 교과서의 내

용 등을 파악하기에 용이했다.2) 이 부류의 연구는 대체로 일제강점

기 학교 교과 내에서 조선사 내용을 다룬 역사교육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문화정치기에 들어서며 근대 매체를 통해 아동

들에게 조선사 지식을 전수하고자 했던 당대의 식자층의 교육적 시

도들은 거의 조명되지 못하였다.

한편 국문학계에서는 영웅의 개념사 연구나 민족 국가 담론 속에서

의 근대 위인전기의 탄생을 다룬 연구들이 있었는데,3) 주로 근대개

혁기 및 일제강점기 하의 1910년대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었고 번역

전기물에 치중하고 있었다. 문학 교육사적 관점에서 일제강점기의

독본이나 1910년대 아동잡지의 역사서사물을 다룬 연구도 있었으

나,4) 서사교육의 관점에서 역사물의 목록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역사동화는 ‘童話’라는 명칭을 취한다는 점에서 문학과 맞닿아 있었

지만, 역사적 事實을 그 배경과 줄거리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

2) 김흥수, 韓末 歷史敎育 및 敎科書에 관한 硏究 , 역사교육29, 1981.
_____ , 韓國歷史敎育史, 대한교과서, 1992.
이원식, 日帝의 敎育政策과 歷史敎育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박현옥, 일제 하 역사교과서와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 : 보통학교국사와 초등
국사를 중심으로 , 中央大學校 敎育大學院, 2007.

3) 이헌미, 한국의 영웅론 수용과 전개 (1985-1910)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찬기, 근대계몽기 역사위인전 연구 : 양식과 서술특성을 중심으로 , 국제어문
30, 2004.

이원석, 애국계몽기 영웅론 연구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윤영실, 최남선의 수신담론과 근대 위인전기의 탄생 : 소년, 청춘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42, 2008.
김성연, 식민지 시기 번역 위인전기 연구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4) 박삼서, 개화기 교과서에 나타난 문학교육 연구 , 고전문학교육1, 1999.
박영기, 한국근대 아동문학 교육사, 한국문화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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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문학의 연구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기왕의 연구 성과 및 한계 위에서 다음

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첫째, 제도권 내에서의

국사 교육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 증대

및 동화장르의 수용과 맞물려 역사동화가 대두하게 된 사정을 검토

할 것이다. 둘째, 작가들의 계통과 주요 활동 내력을 살펴봄으로써

역사동화에 담긴 그들의 사상을 파악해볼 것이다. 끝으로, 국권 피탈

이전의 역사영웅전 및 국사교육과 그 이후의 역사 위인전들을 연계

하여 인물선정, 강조한 가치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양상을 규명할

것이다.

역사동화는 아동으로 하여금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이해 및 정

체성을 제고하게끔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일제강점

기 대중매체를 통한 아동용 역사교육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 아동잡지 상에서 이루어진 역사교육의 일

면을 파악하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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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兒童用 歷史敎育의 요구 증대 및 歷史童話의 대두

1920년대에 들어서며 3.1운동을 기점으로 일제는 기존의 지배정책

을 전면 수정하여 ‘문화정치’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제한적인 범

위 내에서 언론․집회․결사가 허용됨으로써 조선의 식자층은 보다

확장된 사회운동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이러한 비

정치적 공간 내에서 ‘문화운동’을 통해 민족적 각성과 단결을 강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救國과 교육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식자층은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소년교육에 특히 고심하였다. 이 때

제도권 교육 밖의 잡지나 도서들은 소년들에게 朝鮮史․朝鮮文化의

교육 및 전수를 위한 새로운 매체로 주목되었다. 특히 1920년대에

아동잡지의 폭증 속에서 ‘역사동화’라고 하는 일종의 위인담이 게재

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사 교육이 부재한 상황과, 이

에 대한 각계의 비판 및 조선사 수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

다.

우선 당시 아동잡지가 조선사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

었던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라고 하는 공적 영역에

서 조선사를 교수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기인한다. 조선에서 이루어

진 일제의 교육정책은 그들의 통치목적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

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일본의 충량한 신민으로 훈육하기

위하여 조선의 교육을 전면적으로 포획해나갔다. 그리고 이는 조선

인의 민족의식 말살과 노예화의 교육 방침으로 이어졌다. 이 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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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련을 겪게 된 것이 역사 과목이었다. 일제는 통감부 시기의 교

육정책을 승계하여 조선 교육의 전반을 식민 체제로 재편해가면서

국권 침탈과 함께 학생들의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

는 조선사 교육을 전면 금지하거나 왜곡하였다. 이들은 조선교육령

을 비롯한 수많은 교육 관계 법령을 제정하며 그 속에 속속 관철시

켜 갔다.

제1차 조선교육령기(1911-1922)에 일제는 한국의 문화를 파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통학교의 역사교육을 차단하였다. 그나마 국어독본

시간에 역사 지리를 교수한다고는 하였으나, 이는 거의 일본의 역사

와 지리에 국한되는 것이었다. 일제는 근대 개혁기에 만들어진 국어

과 독본에 실려 있던 한국의 역사인물이야기들5)을 전부 배제하고,

이를 일본의 인물들로 채워나갔다. 더욱이 이들이 普通學校 朝鮮語

及漢文讀本6) 및 普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에 새로 추가한 인물들

5) 을사늑약으로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편찬된 初等小學에는 아동들에게

진취적 기상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던 측면이 잘 드러나 있었다. 을지문덕

을 비롯하여 강감찬, 양만춘, 고주몽, 곽재우, 송상현 등의 한국 역사인물들은 대부

분 전쟁에서 공을 세운 무관으로서 나라가 외세의 침입을 당하여 위급할 때 목숨을

걸고 항거하였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조선교육령 제정 이후 일제가 새롭게 편찬

한 조선어독본이나 국어독본에는 한국의 위인이야기가 단 한 편도 실려 있지 않았

다.

6) 강제병합이후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용 교재로 1907년 학부에서 편찬한 普通學校
學徒用國語讀本(총8권)에 ‘교수 상의 주의 및 자구 정정표’를 만들고 임시로 자구

수정을 반영한 형태로 1911년 朝鮮語讀本을 출판했다. 시기적으로는 이 교과서가

1차 조선교육령 제정 이후 최초의 조선어 독본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통감부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교과서에 자구정정만 한 것이어서 식민통치 하의 교과서라고 간주

하기는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조선의 교육을 식민교육 체제

로 전면 선언한 조선교육령(1911)에 근거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주체가 되어 편

찬한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1915∼1918)을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하의 최초

의 조선어 교과서로 간주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혜련, 제1차 조선교육령

기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수록 제재 연구 : 흥부전 을 중심으로 , 돈암어문
학23,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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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幕府의 인재를 비롯하여 전쟁 중에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 귀감이

된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7)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사상을 대변하

는 것이었다. 즉, ‘讀本을 통한 역사교육’이라는 것은 단지 조선에 대

한 지배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전쟁에서의 희생을 미화하기

위한 일본의 정치적 기획물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후 제 2차 조선교육령기(1922-1938)에 접어들면서 일제는 문화정

책의 일환으로 조선민족을 일제의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책

을 전개해나갔다. 이에 따라 6년제 보통학교에 한해 역사를 교수하

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철저하게 일본사를 위주로 교수 내용을 편

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제는 조선사의 내용도 교과서에 일부

포함시켰으나 그 내용을 왜곡시켰다.8) 당시 식자층은 보통학교의 교

재로 사용된 普通學校國史를 두고, 일본사 중심의 왜곡된 역사 내

용 속에 조선사를 기계적으로 배열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9)

7) 예컨대 普通學校 朝鮮語及漢文讀本의 瓜生岩(우리우이와) (제3권 37과)는 어려운

이를 도와주고, 전쟁 중에 애국적 행동을 하였던 여성 瓜生岩에 관한 이야기이다.

瓜生岩는 명치 27년 전쟁이 일어나 軍士가 滿洲의 추위에 고초를 겪는다는 이야기

를 듣고 각처에서 돈을 모아서 雪中에 신발을 수만 켤레를 지어 恤兵部에 헌납하였

다. 또한 旗를 만들어서 황태후가 친히 지은 노래를 박아서 전사한 자의 가족들에

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나이진-루 (제5권 12과)는 영국인으로 크리미아 전쟁에

참여하여 헌신적인 희생을 하였던 간호사 나이팅게일의 博愛精神을 기리는 이야기

이다.

8)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해, 三知院, 2001, 275∼276쪽.
9) 예컨대 普校敎育內容 (二) , 東亞日報, 1927.2.9. 이 기사를 통해 당시 보통학교에

서 역사교육이 이루어진 실상을 참고하자면, 당시의 普通學校의 역사교과서인 普
通學校國史는 上下 2권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며 5학년부터 배우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동아일보에서는 “보통학교의 역사라는 것이 朝鮮的 교재를 몇이나 취하였으

며 몇 과나 편성배치 하였는가, 一課도 없다. 간판 때움으로 일본교재 중에 조금씩

섞어 넣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상의 역사까지 尤甚하게 차별하였다”, “아전인수

적으로 자기네들만을 옹호하고 他를 짓밟아 놓은 것이다. 그중에도 우리의 중요 歷

史事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헌이나 전설에도 없음은 물론, 꿈에도 듣지

못한 허무맹랑한 것이 많다”라고 신랄히 비판하고 있었다. 예컨대 신공황후의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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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역사동화의 대두는 조선사 교육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식자

층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직접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하에 자국의 역사를 교육할 수 없는 상황은, 조선인에게 國

亡의 현실을 반영하는 상징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이를 직시한 당대

의 식자층은 조선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과 그 문제점을 신

랄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당시 東亞日報는 조선사 교육의 시급함

에 대한 연재논설 및 역사교육에 관한 글을 연달아 발표하며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들은 현재의 역사교과서가 조선민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日文으로 편찬되어 있고, 조

선인과 습관․풍속․심리상태가 전혀 다른 日人이 지도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과서를 시대에 맞도록 개혁

할 것, 역사․전설․설화 등을 조선 민족의 것으로 할 것, 역사 수업

에서 敎授와 문자를 朝鮮人․朝鮮文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

다.10)

이와 더불어 식자층은 제도권 내에서의 개혁과 동시에 학교 밖의

저술활동을 통한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歷史敎育은 학교에서만 行할바 아니라 一般히 社會的으로 行하여야할

것이니 願컨대 總督府當局은 朝鮮歷史의 各樣著述에 對하야 寬容할뿐

정복 기사를 두고 “이런 허무(虛無)한 기록은 조선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

고, 정반대의 기록은 있다. 또 일본문헌에서도 세인(世人)이 공인할만한 기록과 유

적이 없다”고 하며 모두 삭제하지 않으면 강력히 항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

었다.

10) 朝鮮敎育에 대하야(一∼三) , 東亞日報, 1920.4.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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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一層獎勵하야써 鬱然한 文運을 招致할지어다.11)

이 논설에서는 학교에서 조선사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

았던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절실함을 역설하고 있

었다. 더욱이 조선사 저술에 대한 총독부의 관용을 호소하고 있었는

데, 이는 그만큼 조선사 저술 활동에 대한 총독부의 검열 및 감시가

혹독했음을 방증한다.

교과서 외의 서적 및 잡지 등을 통한 조선사 교육의 필요성은 이미

통감부의 교육 침략이 시작되면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였다. 특히

황성신문은 교육 침략에 반대하는 식자층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었

다. 이들은 일제가 역사교육을 축소 내지 폐지시키고 역사교과서를

자의적으로 편찬하였던 현실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역사 교과서와는

별도로 본국사의 연구와 함께 왕성한 저술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었다.12) 근대개혁기부터 제기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었고, 제도권 밖의 역사물 저

술의 필요성은 한층 더해져 갔다.

더욱이 조선사 관련 受業이나 글의 보급에 대하여 식자층 뿐 아니

라 학생들의 요구도 있었다. 잡지 어린이는 창간 초기에 비정기적

으로 역사동화를 게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해 독자담화실 에

는 어린이들의 감상평 및 역사동화의 지속적인 연재를 요청하는 투

고글이 이어졌다.

11) 歷史敎育에 對하여(續) , 東亞日報, 1921.3.2.
12) 김흥수, 韓國歷史敎育史, 대한교과서, 1992, 7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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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잡지가 잘 되어나감은 우리 됴선 소년들의 큰 자랑임니다. 바

라옵건대 력사동화나  우리 소년들이 보고 실지로 행할만한 무엇을

가르쳐 주십시오.13)

신년호 모두 재미잇난 중에 손선생 이약이(필자주: 손진태의 姜將軍이

약이 , 제3권 5호를 지칭)가 제일 유익하고 재미잇난데 조선력사도 내여

쥬십시오.14)

이를 통해 아동 독자들은 삶의 지침으로 삼고자, 혹은 유익과 재미

를 얻고자 역사동화를 요청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사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투쟁도 있

었다. 전라남도의 보통학교 5∼6학년생도들이 朝鮮語唱歌를 敎授치

아니하는 것, 조선역사를 교수치 아니하는 것, 敎授上의 설명을 이해

하기 어려운 것 등을 이유로 동맹휴학을 단행하기도 하였다.15) 학생

들의 투쟁에 대하여 식자층들도 동조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

었다.

조선역사보다도 일본역사를 먼저 가르치고 또한 조선역사를 교수한다

할지라도 일본역사의 일부분으로서 극히 그 대략을 교수함이 사실이라.

이럼으로 조선소년은 一面에 있어 그 고유한 조선어를 망각하게 되고

13) 독자담화실 , 어린이, 제1권 3호, 1923.3.
14) 독자담화실 , 어린이, 제3권 6호, 1925.6.
15) 朝鮮歷史를 敎授하라고 , 東亞日報, 19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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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面에 있어 선조의 공적을 不知하게 된다.16)

이와 같이 조선사 교육의 독립적인 敎授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지던 시기와 맞물려 아동잡지 상에 역사동화가 주

기적으로 게재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는 일종의 제도권 교육의 밖

에서 이루어진, 근대매체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역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역사동화는 1920년대 근대적 동화 장르의 수용․정착이 이루

어지고, 동화가 아동교육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대두하

게 된 것이다. 메이지기 일본 아동교육계가 지니고 있던 동화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아동문학 및 아동교육 관련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

쳤다. 1910년대 이후 일본 유학과 서적 등을 통해 외국의 아동문화를

접한 바 있는 식자층들은 조선에 새로운 아동물을 소개하기 시작했

다. 당시 일본은 이미 서구의 번역물 소개와 더불어 이미 자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던 시기였다. 이 때 우리나라의 근

대 아동문학작가들이나 아동운동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이와야 사자나미(嚴谷小波)가 있었다. 그는 일찍이 신진 출판사인 하

쿠분칸(博文館, 1887)을 중심으로 근대 아동문학의 시원을 열면서 少
年文學 叢書나 少年世界 잡지 등의 간행을 기획하였다. 사자나미

를 비롯한 저자들은 대부분이 독일 등지의 유럽으로 나가 유학을 했

거나 서양의 문물을 접했던 인물들로, 서구의 아동문학을 추구했던

16) 朝鮮語唱歌와 朝鮮歷史의 敎授 , 東亞日報, 19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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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잡지와 총서의 발간 목적으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글을 쓰며 일본의 기초가 될 소년을 양성할 것을 표방하고

있었다.17) 따라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서양 작품의 번안물 뿐 아니라

일본의 신화와 전설, 위인전, 역사의 일화를 주요한 소재로 하여 계몽

적인 측면에서 동화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총서 및 잡지에서 아동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상당수의 위인 관련 글들을 비중 있게 싣고 있었다는 점이다. 총서

의 목록을 보면, 유신삼걸, 니노미야손토쿠옹, 오우미 성인 나

가에 도쥬,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을 비롯한 위인전기가 목차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18) 주로 武將 출신으로 대외적인

전란에서 공을 세운 이들이 대다수였고, 그 외의 정치가, 유학자, 승

려를 비롯하여 상인, 발명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의 위인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방면에서 서구의 것을 적극 수용하고 있었던 메

이지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문학은 이와 같이 여전히 일본 고유

의 역사 인물들을 주요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었다.

나아가 방정환을 비롯한 아동문학가들이 일본에 머물던 시기에, 다

17) 1891(明治24)년 하쿠분칸은 사나나미를 비롯한 겐유사 동인들을 내세워 幼年雜誌
라는 소학생 대상의 잡지와, 少年文學이라고 하는 총서의 간행을 동시에 기획했

다. 또한 정규 학교교육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었는데, “엄격한 교사가

심한 훈령으로만 교육하면 嚴霜烈日 혹은 상처받고 시들게 되며, 오히려 溫風微雨

쪽이 낫다”는 말로 자신들의 문학 활동을 溫風微雨와 같은 교육으로 비유하고 있었

다. 하쿠분칸 출판사는 학습과 이야기를 적절하게 조화하여 아동용으로 변환시키고

있었다. 과학상식, 시사정보, 작문법, 국내외의 민담과 신화 등을 포함한 각종 창작

물과 번안물을 아우르며 아동대상 종합잡지 및 총서로 입지를 굳혔다. 大竹聖美(오

오타케 키요미), 두 사람의 소파(小波) -이와야 사자나미(嚴谷小波)와 方定煥- , 
아동문학평론26, 2001.

18) 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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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쇼(大正1912∼1925) 자유교육과 동심주의 문학의 사조가 일본을

풍미하고 있었다. 특히 당시 빨간새(赤い鳥)(1918∼1929, 1931∼36)
라는 아동잡지는 동심주의 문학의 선두에 있었다. 빨간새의 동인

들은 계몽의 대상으로서의 아동관을 거부하고, 어린이를 어른의 理

想으로 삼아 예술로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동화 및 동요 운동을 제

창하였다.19)

메이지기 일본 아동교육계가 지니고 있던 아동관 및 동화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아동문학 관련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910

∼20년대 일본에 유학을 갔던 이들은 이와야 사자나미의 아동문학

사조가 지배적이었던 시기에 아동문학을 전공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던 이들이었다. 1910년대 최남선이 그 첫 세대로 일본 유학을

통해 일본의 아동문학을 접하였던 경험은 소년 간행의 바탕이 되

었다.20) 소년은 동시, 이솝우화, 번안동화, 설화, 고전소설, 창가,

서양 위인담, 칼럼 등의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었다. 즉, 최남선

은 사자나미식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다방면의 지식들을 아우

르며 시대를 짊어질 신대한의 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대지식

의 총합’을 제공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21)

1920년대의 아동문학가들이 유학할 당시에도 사자나미는 이미 메이

지 아동문학계의 대부로 인정을 받아서 아동과 관련한 모든 문학과

문화 활동에 고문의 자격으로 추대를 받고 있었다.22) 따라서 이들은

19) 원종찬, 韓日 아동문학의 기원과 성격 비교 , 한국학연구11, 2000.
20)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 소년, 청춘의 문학사

적 역할과 위상 , 대동문화연구45, 2004.
21) 문성환, 최남선의 글쓰기와 근대기획 연구 ,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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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나미나 최남선 시대의 계몽주의적 이상과 빨간새의 낭만주의

적 이상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 아동문학가들이 일본 유학 직후에

기획한 어린이는 사자나미가 기획했던 少年世界를 비롯한 博文

館의 소년문학 서적들과 내용상․편제상 일정부분 연계성을 띠고 있

었다. 어린이는 초반부터 각종 지식과 관련한 교양물들을 다수 게

재하고, 옛날이야기나 전설․설화․민담 등에 걸친 다양한 이야기들

을 잡지 내에 포괄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천사동심주의의 밝고 낙

천적인 아동관을 바탕으로 창작동화나 번안동화 등을 게재해 나가며

윤리와 수신과목을 모두 지양하고 ‘동화’와 ‘동요’ 그리고 ‘아동극’을

통한 예술교육을 제시하였다.

당시 아동교육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던 식자층들도 동화를 통한 예

술 교육이 새 문화 건설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으며,23) 동화가 가

진 교육적 효용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어린이만이 가지고 있는 특

성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며,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세상의 용어를 배우고 그 세상 식으로 꾸며야 한다는 등 그들을 위

한 전혀 새로운 방식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

22) 특히 사자나미의 활약상이 방정환의 신념과 목표를 고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여러 연구자들의 주장이 있다. 시기적으로 일본아동문학과 사자나미

를 알게 된 직후에 ‘小波’라는 필명을 사용하면서 왕성한 활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방정환과 사자나미와의 영향관계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방정환은

1920년 번역시 어린이노래 와 1922년 최초의 번안동화 사랑의 선물 두 작품 모

두 도쿄 유학시절에 발표했다는 것과 외국 아동작품의 번역과 번안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일본 유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아동문학활동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재우, 이와야사자나미 연구 -방정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23) 방정환, 동화를 쓰기 전에 어린애를 기르는 부형과 교사에게 , 天道敎會月報
126, 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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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

童話는 實로 智識增長 情操涵養 意志鼓勵의 모든 效能을 가지는 同時에

又一面에 잇서서는 三者의 統合的 訓練에 對하야 唯一最高한 司命이 되

는 것이니 童話의 敎育的效果 社會的使命 文化的價値가 한 上料以上

으로 重且大하다.25)

당대의 식자층들은 이처럼 동화가 지닌 지식 전달과 정서함양의 측

면을 고루 주목하고 있었다.26) 이에 따라 이들은 동화의 교육적․사

회적․문화적 측면에서의 역할을 기대하였다. 역사동화는 교육적 측

면에서 아동들에게 조선사 지식과 문화를 전달하며 정서적으로 그들

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동화의

교육적 효과를 충족시키는 글쓰기였다.

실제로 역사동화는 1920년대 이후 아동잡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

하는 주요한 소재였다. 어린이는 1923년에서 3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에 총 50여 편 이상에 달하는 역사동화를 게재하였다.27) 부록으

24) 방정환, 天道敎와 幼少年 問題 , 신인간, 1928. 신년호.
25) 童話와 文化 -안더센을 懷함 , 동아일보, 1925.8.12.
26) 방정환, 童話作法 , 동아일보, 1925.1.1. 이 논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동화의 효과에

대하여 논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아동들이 잘 알 수 있는 소재를 통해 이해를 돕는

것, 둘째는 아동에게 愉悅을 주는 것, 셋째는 교육적 지식을 줄 수 있는 것을 언급

하고 있었다.

27) 이정석, 어린이誌에 나타난 아동문학 양상 연구 , 아동문학평론18, 1993.
“어린이는 1923년 3월 제1권 1호 창간호를 시작으로 1934년 7월까지 제12권 7호

(통권 122호)를 끝으로 일단 停刊되었다가, 해방 뒤 1948년 5월에 복간되어 1949년

12월에 통권 135호로 자진 終刊되었다. 그런데 해방 뒤에 복간된 어린이는 이전

의 것과는 달리 내용이나 체재가 현대적인 면이 강하고 또한 발간된 시대가 광복으

로 새 조국 건설 등 새 물결이 일어난 때였으므로 총독부의 심한 검열과 탄압 속에

서 겨우겨우 발행하던 일제시대의 어린이와 연장선상에서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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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펴낸 어린이독본(1927)에서도 역사동화를 실었다는 점을 감안

하면, 여타의 아동잡지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역사동화를 게

재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신소년도
총 10여 편 이상의 역사물을 게재하였다. 그 밖의 별나라나 아이
생활과 같은 1920년대의 대표적인 아동잡지들에서도 역사동화가 다

루어졌으나 매우 소수에 그쳤다.28)

또한 역사동화는 당시 아동들을 위한 유익한 읽을거리로 언급되고

있었다. 식자층들은 조선사 및 조선 문화의 전달을 위한 방편으로 아

동들에게 역사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역사 이야기를 당시 아동들에게 반드시 읽혀야 할 동화의 주

요한 소재로 언급하고 있었다. 특히 역사 소재의 취택은 아동문학의

건전성과 유익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가. 適合한 童話

ㄱ)歷史談 : 피가 끝코 주먹이 부딩켜지는 이 童話를 어린이들에게 잘

들리워주자. 團結의 偉大한 힘을 알리워주자. 그 속에 나타나는 偉人과

英雄으로 거울을 삼아 正義와 仁道의 主人公이 되게 하며 大我의 浩闊

한 心性을 가지게 하자. 그들로 하여금 結合力이 부족하고 阿諂이 濃厚

하며 道德이 쇠퇴한 우리 社會의 革新主가 되게 할 것이 卽 이 童話

다.29)

같은 성격으로 해석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28) 1920년대 아동잡지 상에 전개된 역사동화에 관해서는 표4～8참조.

29) 現朝鮮童話(4) , 東亞日報, 193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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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와 력사에 관한 것으로 세계 일주긔 위대한전긔 같은 것으로 깁흔

고비에 접촉시킬 긔회를 맨들어 줄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어릴 때에

바든 감격은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30)

이와 같이 언론은 역사 이야기를 아동들에게 읽히길 권유하면서,

“피가 끓고 주먹이 쥐어지게” 만드는 동화를 읽힘으로써 그 속에서

위대한 단결의 힘을 알게 하자고 다소 선동적인 어조로 주장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실린 논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인의 이야기는 아동

의 일생을 좌우할 만한 정도의 힘을 지녔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그

리고 여기서 나아가 조선의 역사와 문화의 교수는, 아동문예의 존립

의의를 설명하는 주된 근거로까지 언급되고 있었다.

문예작품을 읽을 때에는 자기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활동하게 되

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린이의 문예는 어떠하여야 하겠는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조선대업의 ‘해냄’을 가르쳐줄만한 문예로 어린이에게 있어

서는 그 초석을 밟게 하여야 할 것이다. 문예로서 그네들이 배울 수 없

는 사상을 알게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역사를 배워주어야 할 것이고, 그

지리에 눈뜨게 하여야 할 것이고, 더욱이 ‘말’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다.31)

이 글에서는 아동에게 동화를 각자의 흥미에 따라 읽어나가도록

하되, 그 속에서 조선 고유의 사상․역사․지리․언어를 발견할 수

30) 어린아이 읽는 책은 반드시 택해줄 일(一∼二) , 東亞日報, 1930.10.27∼28.
31) 유봉조(劉鳳朝), 소년문예운동 방지론을 읽고(3∼4) , 중외일보, 192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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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끔 북돋아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의 식자층

들이 조선 문화의 전달과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한 방편으로 동화와

같은 문예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조선의 식자층들은 일제강점기 國亡이라고 하는 국가의 현실을 극복

하기 위하여 국수보전의 측면에서 조선사․조선문화와 관련한 내용

을 담은 아동문학을 장려한 것이었다.

한편, 역사동화는 국내의 위인을 대상으로 한 人物史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는 공적인 영역에서 조선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일제강점기의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실제로

역사 개관글은 검열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

잡지에서 설령 연재를 시도한다고 해도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웠고,

도중에 아무런 언급 없이 삭제되거나 중단되었다. 예컨대 신소년
에서 시도한 歷史工夫 가 7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것이 그나마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경우였고, 이후 신소년의 필진이 색동회와의 합

작으로 시도한 아희들의 조선역사 나 혹은 별나라의 朝鮮史槪觀

은 2∼3회의 짧은 연재를 끝으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잡지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바 있었다. 즉, 일제강점기 공적 영역에서 조선사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매우 조심스럽게

전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32)

32) 실제로 일제는 각종 출판물에 대하여 혹독한 검열 과정을 거쳤으며, 아동잡지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일본과 관련한 내용은 주요한 검열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鄭夢周, 李栗谷, 宣祖, 李忠武公 , 어린이, 제7권 3호, 1929.2.7.내용이 전문
삭제되었는데, “李栗谷의 十萬良兵說이 수용되었다면 壬辰倭亂의 慘禍를 면했을 것

이라고 기술”했기 때문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 不許可 差

押 및 削除 出版物 記事要旨 ,朝鮮出版警察月報 참조. 일제의 검열과 관련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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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역사’와 ‘동화’ 양자에 다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던 당대의

아동작가들은 허구성을 배제한 조선사 내용, 그 중에서도 人物을 중

심으로 한 이야기에, 동화 장르를 접목시켜 역사동화를 창작하고 있

었다. 즉, 역사동화는 1920년대에 ‘아동독물’을 지칭하는 ‘동화’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동화의 소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읽혀

야 할 유익한 읽을거리로 주목된 것이었다.

로는, 정근식, 일제하 검열기구와 검열관의 변동 , 대동문화연구51, 2005, 한기형,
문화정치기 검열체계와 식민지 미디어 , 대동문화연구51, 2005, 이승희, 식민지
조선 흥행시장의 병리학과 검열체제 , 상허학보35, 2012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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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歷史童話 작가들의 系統과 學的 背景

1923년에 어린이가 창간된 이래로, 1920년대에서 30년대 초반까지

약 40여 종의 아동잡지가 발간되며 봇물을 이루었다.33) 그러나 대부

분의 잡지들은 재정적 어려움이나 검열로 인하여 장기간 지속될 수

없었다. 그중에서도 10년 안팎에 걸쳐 비교적 오랜 기간 발간되었던

것으로는 어린이(1923-1934)를 비롯하여 신소년(1923-1934), 少
年世界(1925-1932), 새벗(1925-1933), 아이생활(1926-1944), 영
데이(1926-1934), 별나라(1926-1935) 등이 있었다. 이러한 아동잡

지들은 대개 민족운동의 일환에서 아동의 계몽과 교육을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잡지들마다 세계관이나 현실인

식 면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크게 어린이, 아이생
활, 새벗 등을 포함한 문화주의운동 계열의 동심주의 사조와, 신
소년, 별나라로 대표되는 계급주의운동 계열의 현실주의 사조로

양분되어 있었다.34)

이 중 일제강점기 아동문학계를 선도하고 있던 계열은 방정환의 
어린이를 필두로 한 이들이었다. 애초에 계급주의 아동문학계열은

33) 1920년대 이후에 간행된 아동잡지들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1923-1945), 신소년
(1923-1934),半島少年(1924-1925),新進少年(1925-1926),少年世界(1925-1932),
少年時代(1925),새벗(1925-1933),아희생활(1926-1944),소년계(1926-1929),영
데이(1926-1934),별나라(1926-1935),學窓(1927),아동낙원(1927),노동야학
(1927),장미(1927),少年朝鮮(1928-1929),學生(1929-1930) 등이 연이어 발간되었

다. 이재철, 日帝 强占期 時代의 兒童文學 -그 活動樣相과 文學史的 意味 , 아동
문학평론30, 2005.에서 참조.

34) 이재철, 日帝强占期 時代의 兒童文學, 아동문학평론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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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나 아이생활이 지닌 현실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나온

것이었다. 특히 별나라는 창간 초기부터 어린이, 아이생활을
극복 혹은 배제의 대상으로 삼고 대립각을 세웠다.

그전에는 달콤한 문예품이나 덥허놋코 재미만 잇는 옛날 이야기나 우리

들과 관게업는 욕심쟁이인 영웅전기가튼 것도 석거 실어왓지만 지금부

터는 우리들의 살님살이와 또는 잘 살어보자는 운동과 관계가 업는 것

이며는 절대로 실치를 아니하기로 하엿다.35)

별나라의 필진들은 그간의 아동잡지들이 단순히 재미에만 치중

한 옛날이야기나 현실과 괴리된 영웅전기 등을 게재하였다며 비판하

였다. 그리고 ‘우리들의 살림살이’와 관계된 것만을 싣겠다고 표방한

바와 같이, 그들은 無産兒童이나 勤勞少年들과 관련한 문제들을 작

품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다. 실제로 별나라에는 조선의 영웅이야기

가 거의 배제되어 있었다.36) 그나마도 민족의 자주성을 대변하는 인

물들인 대원군과 온조왕을 게재한 것이 전부였다.37) 이처럼 계급주

의운동 계열의 아동잡지들은 리얼리즘을 표방하며 민족의 고난을 주

요한 작품 소재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동화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반면 문화주의운동 계열은 역사동화의 저술을 先導하였다. 특히

35) 별나라, 1926.6. 3쪽.
36) 표7 참조.
37) 신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계급적 성격을 덜 드러냈던 잡지 창간

초반에는 상당수의 역사동화를 게재한 바 있다. 표6 참조.



- 22 -

1920년대 문화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天道敎 계열은 어린이의 지면

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인격완성은 민족의 정신과도 맞

닿아 있는 것이며, 민족의 전통․역사․언어 등을 이해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문화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일이라고 믿었다. 민족

의 역사, 위인담을 중시하고 게재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였다.38)

이에 따라 종교인․언론인․교육자․학자 등 각 계의 지성인들로 구

성된 문화운동 주도세력은, 민족적인 감정에 호소하고 자신의 분야

에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일종의 ‘문화투쟁’을 전개하였

다.39) 특히 어린이의 작가들은 대부분 소년운동을 주도하였던 이

들로, 아동들에게 민족적 정서 및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역사동화를 저술하였다.

어린이 작가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가장 많은 글을 쓴 車相瓚

을 비롯하여, 孫晉泰, 金起田, 金振九, 申瑩澈, 方定煥, 趙奎洙, 延星

欽, 朴達成, 高漢承, 黃義敦, 金玉斌, 李敦化 등이 있었다. 대부분 어
린이의 창간동인이자 편집인, 주요 집필진들이었다. 최소한 십 여

편 이상을 게재한 차상찬을 제외하고는, 불규칙하게 번갈아가며 평

균적으로 2∼3편의 글을 싣고 있었다. 특히 역사동화의 게재 추이는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어린이에서 손진태, 고한승, 정병기, 마

38)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2007, 188∼212쪽. 문화운동은 개인의 인격

의 自由發達을 그 기조로 삼고 있었고, 이는 서구의 문화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했다. 이것은 1910년대 일본에서 전개된 인격본위의 실천주의의 사조로

구현되었는데, 3.1운동 이후에는 조선총독부가 每日申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

조론을 소개하며 이와 연결되었다. 이 때 주창된 개조론은 사회진화론에 토대를 두

고, 인격주의에 기초하여 자유․평등의 문명을 수립할 것을 지향하였다.

39) 김창수, 문화운동연구의 현단계와 과제 , 한민족독립운동사12,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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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송 등의 색동회 회원들이 대거 물러나고 그들을 대신한 연성흠,

신영철 등의 인물이 등장한 것과도 맞물려 있었다.40) 이와 같은 어
린이의 작가교체실태를 반영하듯 손진태가 게재한 역사동화는 거의

초반에 네 편정도가 연달아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어린이 상에
등장한 역사동화의 시초가 되고 있다.

나아가 역사동화 작가들의 경향성과 추구하였던 바를 보다 면밀하

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출신 및 이력, 주요 작품들과 관련하

여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41)

역사동화 작가들의 주요 활동 이력의 대체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일본에서 유학하거나 근대적인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인물

들이 대다수였다. 그 가운데에서 일본 유학생의 비중이 높았다. 방정

환과 박달성은 東洋大 철학과 및 문과에서 수학하였고, 손진태는 와

세다대 사학과를 졸업하였다. 고한승과 김진구도 일본에서 유학하였

으며, 이돈화는 비록 일본에서 유학한 것은 아니었지만 평양의 일어

학교를 수학하였다. 또한 천도교회에서 운영한 고등교육기관인 보성

전문학교 출신이 많았는데, 특히 천도교 문화운동의 주역들이 다수

였다. 김기전, 차상찬, 방정환, 박달성 등이 대표적이다. 김옥빈과 신

영철도 天道敎會月報 등에 근대적인 학술에 관한 내용을 많이 게

재하였던 것으로 보아 일본 혹은 국내에서 근대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들은 천도교 내에서 주요 간부의 위치에 있던 이들이었다.

40) 류석환, 개벽사의 출판활동과 근대잡지 ,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41) 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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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전은 청년당의 당두(1926∼30)를 역임하였고, 이돈화도 천도교총

부대령 등 중책을 맡고 있었다. 특히 청년회․청년당을 연계하여 임

원직을 맡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방정환, 차상찬, 박달성, 이돈

화, 김옥빈도 청년회 간무원을 역임한 후, 청년당의 청년부 및 유소

년부의 임원직을 맡았다.

셋째 이들은 개벽사의 창립 동인이자 언론계 종사자였다. 개벽사는

천도교에서 설립한 출판사로, 천도교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던 이

들은 개벽사의 창립 동인이자 주요 사원으로 연결되었다. 개벽사의

창립 초기 김기전은 이미 1910년대에 매일신보 평양지국장 등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편집국장의 직위에 선임되었다. 또한 차상

찬은 정경부주임, 박달성은 사회부주임, 방정환은 일본주재 특파원의

직책을 맡았고, 이돈화, 신영철, 김옥빈 등도 사원으로 근무하였다.42)

그 밖에 고한승, 황의돈, 연성흠도 개벽, 신여성 등의 주필로 활

동하였다. 어린이의 주필이었던 이들 중에서 개벽사 이외의 출판

사나 신문사 등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였던 이들로 조규수, 연성흠 등

이 있었다. 조규수는 1919년 조선일보 정치부장을 역임한 후, 시대
일보 기자 생활을 하며 화요회나 신사상연구회 등의 정치․사회활

동을 하였다. 또한 연성흠은 1920년대 사회주의 계열의 아동잡지인

신소년의 주필로도 있었고, 30년대에 들어서는 야담의 주필로

활동하며 다수의 야담글을 게재하였다.

넷째 전문 아동문학가․아동운동가이거나 교직에 종사했던 이들이

42) 개벽7, 1921.1, 개벽31, 1923.1.에 게재된 편집후기에 실린 명단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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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였다. 방정환은 일본 유학 당시 손진태, 고한승 등 아동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을 모아 색동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색동회원

및 천도교소년회, 그 밖의 소년운동 단체들을 결집하여 조선소년총

연맹을 조직하며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였다. 조선소년총연맹에는

위에서 언급한 천도교의 청년당에 속한 임원진들이 대부분 속해 있

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아동교육에 다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벽
등에 관련 논설을 수차례 게재하고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소년운동

의 주축이 되었다.

또한 전문 아동문학작가로 활동했던 이들로 연성흠, 고한승이 있었

다. 특히 고한승은 일본 유학 당시 극예술협회를 조직하며 아동극

분야에서도 활동한 바 있으며, 귀국 후 각종 동화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직접 교육현장에서 활동했던 이들도 있었

다. 차상찬과 손진태는 모교인 보성전문 등에서 교사로 활동한 바

있고, 황의돈은 1909년 명동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이래로 대성학교,

보성고보, 휘문고보 등에서 재직하였고 1938년에 조선일보 기자가

되기 직전까지 교원으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국사를 가르쳤다.

요컨대 어린이에 역사동화를 게재하였던 인물들은 일본에 유학하

거나 국내의 근대적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근대지식과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근대학문의 수학 경험을 바탕

으로, 이들의 활동분포는 종교, 언론, 교육 분야에 두루 걸쳐 있었다.

또한 어린이가 천도교 소속의 개벽사에서 나온 잡지이니만큼,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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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천도교리와 학술․사상을 선전하던

이들이 대다수였다. 특히 이들은 천도교 청년당 소속의 청년부 및

유소년부에 속하여 소년운동을 이끌며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다. 여기에 전문아동작가들인 색동회원들이 합

류하며, 어린이는 이들의 아동관과 사상을 반영한 근대아동잡지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어린이를 통해 아동들에

게 조선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한 글을 빈번하게 소개하고 있었다.

이들이 당시 역사동화를 쓰며 지향했던 바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게재한 각종 문학작품이나 논설의 경향성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이들이 주력했던 글의 성격을 개별해보면 첫째가 조선의 역사 및

문화, 사적에 관한 것이었다. 역사동화의 필진들은 대체적으로 대중

을 대상으로 한 역사 글쓰기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이들의

글은 주로 신문과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전개되었다. 예컨대 
어린이에 독보적으로 많은 역사동화를 남긴 차상찬의 경우 개벽사

에서 발행한 개벽과 별건곤 상에도 이미 다수의 역사 글을 남긴

바 있었다. 특히 그는 별건곤에 약 120여 편에 달하는 역사 관련

글들을 게재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사

상의 왕이나 장군 또는 각 시대 名人, 奇人 등을 소개하는 글이었

다.43)

뿐만 아니라 손진태는 어린이의 창간초기 역사동화의 시초를 마

련한 이로,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 하였다. 비록 당시 자유로이 역사

43) 박길수, 차상찬평전, 모시는 사람들, 2012, 410∼425쪽의 ‘차상찬 작품 연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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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연구를 할 수 없는 시대적 제약으로 인하여 민속학으로 전향하였

으나, 그의 관심은 줄곧 역사를 향해 있었고 우리 민족문화의 본질

을 파악하는 것에 있었다.44) 또한 황의돈은 학교 현장에서 근 30년

을 역사교육에 매진해 오던 이로, 中等朝鮮歷史(1927)를 비롯하여

각종 역사 서적 및 전기를 발간하였다. 김진구도 비록 30년대 이후

에는 내선일체론의 논리로 빠지게 되었지만, 애초에 1920년대 문화

운동․민족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조선의 독립을 염

원하며 野談․史話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즉, 애국계몽기에

신채호, 박은식, 장지연 등 주로 역사학자들에 국한하여 전기물을 비

롯한 역사물들을 서술했던데 반해, 192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역사

물의 필자들이 잡지의 문인들, 편집인, 교육자, 종교인, 역사학자 등

으로 확대가 된 양상을 보였다.

둘째는 천도교리나 시대사상에 관한 글이었다. 천도교는 국권이 상

실되기 이전부터 이미 교육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포교소마다 강

습소나 야학을 설립하며 교리강습은 물론 근대적 학문과 생활 상식

의 보급에 앞장섰던 종교단체였다. 이러한 기반 하에 천도교 청년당

을 주축으로 한 청년단체들의 강연회는 대다수 민중들이 최신의 국

내외 정세와 사회 경제 상황을 접할 수 있는 교육의 유일한 통로가

되고 있었다. 김기전, 이돈화, 방정환 등의 경우에는 천도교청년교리

강연부 시절부터 천도교청년회, 청년당으로 전개되기까지 줄곧 교리

강습 및 청년교육에 매진해왔던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글에

44) 손진태, 손진태선생전집1, 大學社, 1981. 해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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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사회․신문화의 건설 및 문화주의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고, 청

년․소년층을 계몽시키고 선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셋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창작동화 및 번안동화 작품들이었다.

색동회 출신이었던 방정환, 손진태, 고한승을 비롯하여 전문적으로

아동문학에 임했던 연성흠, 조규수 등은 각종 잡지에 다수의 동화를

게재하거나 동화집을 발간하던 이들이었다. 일제강점기 하의 동화는

아동의 감정 및 정신의 정화 및 계몽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

이었으며, 기본적으로 교훈주의 · 민족주의․감상주의적 속성을 내재

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의 아동문단은 크게 천사적 동심주의 계열과

투쟁적 계급주의 계열의 양자로 정립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문학사

조는 방정환을 필두로 하여 주로 순수아동문화운동 계열의 천사적

동심주의에 속했다. 따라서 이 계열의 동화는 천사와 같이 맑고 순

수한 아동들에게 교훈을 전달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며, 민족정신을

북돋아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요컨대, 역사동화 작가들은 각종 논설 및 문학 글을 통하여 대중들

에게 조선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신지식과 새

로운 사조를 보급하여 그들을 계몽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당시의 식

자층으로서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들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교훈적․민족적 측면의 동화를 저술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즉, 이

들의 글쓰기는 ‘역사’, ‘교육’, ‘동화’의 세 분야로 집약되는 것이었고,

이는 어린이에서 그토록 많은 양의 역사동화가 게재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이 때 역사동화에서 작가들의 역사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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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에는 이들이 역사동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들은 역사동화를 통해 개별 역사사실의 전달 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가치관을

투영시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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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偉人의 再發見과 敍述方式의 特徵

일제 강점기 역사동화는 서술주체의 의도와 사상을 반영하고 있었

다. 이는 역사동화의 소재로 선정된 위인 및 내용, 서술방식을 면밀

히 살펴봄으로써 해명할 수 있다. 우선 역사동화의 소재가 된 위인

들을 보면 대략 두 갈래의 계열로 나눌 수 있다. 문무를 겸한 장군

과 학자관료가 대표적이다. 학자관료의 계열에는 전통적인 성리학적

입장에서 당시의 政治家이자 學者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었다.

황희, 이율곡, 정몽주 등의 인물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주로 文人적

인물들로 전형적인 ‘영웅’과는 구분되는 인물들이었다. 이러한 부류

의 위인을 다룬 작품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고, 소수의 인물에

국한되어 반복되는 양상이었다.

역사동화의 주요 소재는 근대개혁기부터 당대의 지식인들이 중요시

다루었던 장군들의 이야기였다. 예컨대 강감찬, 을지문덕, 양만춘, 이

순신, 임경업 등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
는 ‘朝鮮자랑호’나 ‘朝鮮戰爭三大자랑’, ‘朝鮮第一痛快實話 朝鮮第一

壯快人物’, ‘偉人의 어릴 ’ 등의 특집코너를 통해 이러한 인물들을

반복하여 재현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고대의 인물들로 애국의

식을 부추기는 일종의 영웅적 존재들이었다.

이처럼 어린이는 文武를 아우르는 위인들을 역사동화의 소재로

삼는 와중에도, 고대의 武人에 보다 주력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이 때 선정된 애국영웅들은 주로 중국과의 관계에 관련된 인물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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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었다. 이는 물론 아동들에게 광활한 영토를 지닌 중국과 맞선

선조들의 기상을 보여줌으로써 애국심을 진작시키려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겠지만, 일제의 검열로 인한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아동들에게 조선사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는 武人계

층의 勝戰에 관한 이야기는 민족의식의 고취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일제의 주요한 검열 대상이 되었을 것임이 자명하다.45)

실제로 어린이의 목차에는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全文削除

'라는 문구와 함께 빠져 있거나, 혹은 아무런 언급도 없이 내용이 삭

제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했다.46) 이는 일제의 사전검열을 받은 경우

라고 볼 수 있다. 특히 ‘朝鮮戰爭三大자랑’47)으로 기획된 文德將軍

의 薩水大勝 , 楊萬春將軍의 安市大勝 , 李忠武公의 閑山大戰과 梁

鳴大捷 중에서 유일하게 이충무공의 임진왜란 이야기만이 빠져있었

다는 것은 일본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검열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이에 따라 어린이의 역사동화 작

가들은 검열에서 삭제당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인물과 관련한 어릴

적 이야기라든지 거북선을 만든 일화 등을 소개하며 우회적으로 인

물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곤 했다. 이처럼 역사동화는 단순히 아동

의 흥미나 재미만을 위하여 쓰인 다른 창작물들과는 달리 일제의 삼

45) 당시 독자담화실 에서 많은 역사물을 실어달라는 아동 독자들의 요청에 “력사동

화가 좃키는 하지만 만히 넛키는 주의됨니다. 다만 실지로 행할만한 것은 추려 자

조 내이지요”라고 답변을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검열로 인한 역사동화 게재

의 어려움을 추측할 수 있다. 독자담화실 , 어린이, 제2권 2호, 1924.2.
46) 예컨대 김진구, 조선사람의 남다른 膽力! , 어린이, 제5권 8호, 1927.8. 중에서

이순신편, 황의돈, 洪景來 이약이 , 어린이, 제7권 1호, 1929.1, 신영철, 李忠武公

의 閑山大勝 , 어린이, 제7권 3호, 1929.3.의 경우 전면 삭제됨.

47) 어린이, 제7권 3호, 1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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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 감시 하에 악전고투하며 전개된 것이었던 만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전달하고자하는 바가 분명했다.

역사동화 작가들은 직접 작품에 개입하여 아동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직접적인 어휘들을 통해 나열하거나 일화를 제시하며

전달하고 있었다. 역사동화에서 인물에 관해 묘사한 단어나 문구들

중 가장 많이 나온 순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勇氣․勇猛․勇

敢’, ‘씩씩함․활발함’, ‘智慧․聰明․英特․재주 있음’, ‘글(文)을 잘

함’, ‘非凡․天才․神童’, ‘꾀가 많음․장난꾼’이 그것이었다.48) 역사동

화에서는 특히 將軍을 다루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들의 勇氣있고

씩씩한 氣像을 표현하는 어휘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

물들의 지혜로움과 꾀, 장난꾼의 모습을 담은 어린 시절 일화들을

유독 많이 게재하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은

대부분 한 인물에 혼재되어 있었다. 작가들은 외세와 맞선 인물의

용감함을 강조하면서도, 글공부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거나 지

혜가 남달랐다는 전형적인 문구나 일화들을 삽입함으로써 새로운 시

대가 요구하는 知的 가치들을 인물에게 주입시키고 있었다.49) 즉, 필

자들은 ‘文武를 兼備한 위인’의 像을 만들어내는 데에 주력하였던 것

이다.

48) 표4의 ‘강조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조할 것.

49) 예컨대 손진태, 姜將軍이약이 , 제3권 5호, 1925.5.를 보면, 강감찬의 어릴 적 이야

기를 다루며 "날마다 병정노름을 하엿슴니다. 그럿타가도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책상 압헤 머리를 숙이고 열심히 공부를 하엿슴니다.…노는대든지 공부하는대든지

자긔의 할 일은 모다 자긔 손으로 다 하엿슴으로 부모의 나무램을 들을 까닭이 업

섯슴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武人임에도 어릴 적부터 글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위인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당시의 전형적인 서술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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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 같이 ‘知慧’와 ‘勇氣’를 강조했던 것과 맞물려, 그간 주목

받지 못했던 인물들이 역사동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어린이의 김삿갓, 朴文秀, 鄭忠信, 申崇謙, 沙法名, 李恒福 등을 비

롯하여, 어린이독본의 尹淮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어린 시절의

꾀, 영리함, 용감함 등을 보여주기에 좋은 소재거리였다는 유사성을

지닌다. 예컨대 林慶業 將軍 에서는 관가 행차에도 굴복하지 않고

용감하게 자신의 주장을 한 이야기, 연못가의 뱀에게서 寶劍을 받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또한 尹淮 에서도 진주도둑으로 오인

을 받았다가 지혜를 발휘하여 거위로부터 진주를 찾아낸 일화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이처럼 어린이의 작가들은

재기발랄한 재치를 지니거나, 민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용감

함을 보여준 인물들을 주목하여 역사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

다.

이는 1920년대 어린이 운동을 주도해나갔던 천도교 계열의 사상 및

아동관과도 관련이 있었다. 당시 문화운동을 적극 이끌어나갔던 천

도교 계열은, 과거의 國粹적 문화를 새로운 문화주의 시대에 강자가

되기 위한 근거로서 재현하고 있었다. 이들은 國土․國粹를 보전하

여 민족의 주체성을 되살리되, ‘문화민족’으로서의 문화가치를 발휘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었다. 우리의 國土를 수호한 武人계층을 주목

하되, 문화주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을 더해나가고 있었던 것

이다.

이들은 문화주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관을 아동들에게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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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었다. 아동들의 능력 신장과 발달을 도모하되, 이는 민족의

앞날을 위한 인물로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어린이에서는 아동들에

게 늘 씩씩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50) 항상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

다”라는 표어를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내걸었다. 즉, 역사동화 작가

들이 작품 속에서 강조한 ‘勇氣’와 ‘知慧’는 결국은 일제강점기의 현

실을 극복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가치들이었다.

한편, 1920년대의 역사동화는 애국계몽기의 ‘역사전기물’을 계승하

였다. 역사동화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인물들인 강감찬, 양만춘, 이

순신 등의 무인들은 이미 애국계몽기에 한 차례 국난극복을 위한 모

범이 되는 영웅들로 크게 주목을 받은 바 있었다.51) 이들에 대한 관

50) 방정환, 조선의 학생 기질은 무엇인가 , 학생1-3, 1929.5. “우리 조선 학생기질

은 먼저 내어 뻗치는 원기가 있어 씩씩하다는 점에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것은 씩

씩한 원기에서 나옵니다. 초간삼간이 마저 쓰러진다 하여도 그 집 젊은이에게 남달

리 뛰는 원기만이 있다면 이보다 몇 배 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 일어나는 학

생군에게 씩씩한 원기가 넘쳐 뻗치는 바 있다면 무엇이 슬픈 일이겠습니까 원기외

다! 원기외다! 당신은 조선의 학생이외다. 조선의 아들이외다.”라고 언급하고 있었

다. 또한 방정환, 少年 進軍號를 내면서 , 어린이8권 1호, 1930년대 신년 특대호.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악물고라도 이 고생스러운 중에서 씩씩하게 꺾어지지 말

고 구부리지 말고 자라자”와 같은 말로 여전히 씩씩한 면모를 강조하고 있었다. 그

리고 방정환이 이러한 주장을 한 데에는 천도교의 생명운동과도 연결되는 바가 있

었다. 全宇宙를 상징하는 ‘한울’은 동태적인 개념으로서 만유의 성장을 의미했다. 한

울의 무궁성인 ‘至氣’라고 하는 것은 元氣, 活力, 靈氣 등을 뜻했다. 방정환, 작가로

서의 포부 , 東亞日報, 1922.1.6.에서도 아동작가는 “무궁성의 생명활동의 필연과

절대의 진실의 발로”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피력했던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51) 이와 같은 국내 위인의 작품군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박은식, 을지문덕전 , 서우2, 1907.1.
______, 김유신전 , 서우4-8, 1907.3∼7.
신채호, 을지문덕 , 광학서포, 1908.5.
______, 수군제일위인이순신 , 대한매일신보, 1908.5.2.∼8.18.
장지연, 민충정공소전 , 대한자강회월보8, 1907.2.
우기선․현공렴, 강감찬전 , 1908.7.

애국계몽기에 위와 같은 영웅들의 전기를 간행하였던 것은 망국의 위기 속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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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일종의 애국계몽사상의 표출로써, 민인대중들에게 일제의 침략

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國權回復運動의

당위성을 설파하고자 한 의도였다.52) 더욱이 신채호는 초반에 사회

진화론의 관점에서 優勝劣敗의 논리로써 국가의 발생․발전과정을

强權의 변화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애국영웅들의 이야기를 통

해 서로 다른 이민족들 사이의 경쟁을 재현하며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신채호, 박은식 등의 정통개혁론자들은 이러한

영웅들의 행적과 自强思想을 제시함으로써, 또 다른 미래의 영웅이

도래하기를 기대하였다. 예컨대 신채호는 을지문덕의 서론에서, 나

라의 운명을 타개할 수 있는 영웅을 찾아 그의 행적을 올바로 기록

하여야 한다는 언급53)을 하였다. 역사동화에서도 이 같은 애국영웅

에 대한 苦待가 되풀이되고 있었다.

다만 1920년대의 역사동화는 하늘이 부여한 신성한 능력이나 타고

난 재능을 지닌 영웅보다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마하는 위인을 묘

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10년대 이후 서구의 자본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개인의 노력의 강

조와도 맞물려 있었다. 1910년대의 대표적인 아동잡지인 소년에서

행된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과제의 일환이었다. 또한 당시에는 외세의 침략이 본

격화되는 속에서 국가의 보존과 국민의 형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상정하고 있었

고, 이에 따라 민족주의 영웅의 표본이자 국가자강사상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귀감

이 될 만한 국외의 위인들을 아울러 소개하고 있었다. 이는 주로 정치적 근대화를

먼저 이룩했던 서양의 위인들의 전기를 간행하는 작업이었다. 워싱턴, 알렉산더대

왕, 비스마르크, 마치니, 가리발디, 나폴레옹 등의 전기가 잡지 등을 통해 활발하게

게재되었다. 이들은 주로 국가의 팽창 및 自强을 이루어냈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52) 김태웅, 日帝 强占期 金玉均 推仰과 偉人敎育 , 역사교육74, 2000.
53) 을지문덕/이순신전/최도통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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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선은 기존의 영웅관으로부터 분명하게 이탈한 행보를 보이며,

현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물은 소수의 영웅이 아니라 성실한 의지를

지닌 다수의 노력하는 자라고 선도하였다.54) 이는 이전의 역사전기

물과는 다른 전략적 위치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이른바 시

대가 낳은 ‘자기계발서’ 내지는 ‘수양서’류의 위인물로 볼 수 있는 것

이었다.55)

또한 근대개혁기의 영웅전이나 1920년대의 역사동화가 주로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에서 애국계몽의 목적을 띠고 국내의 구국영웅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면, 1910년대의 주인공들은 종교, 사상, 예술, 발

명, 실업, 과학, 정치, 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로 구성되었

고, 주로 서양의 위인에 집중되었다. 이들에게 부여한 가치도 더 이

54) 최남선, 현시대의 요구하는 인물 , 대한유학생회학보1, 1907.3, 3∼4쪽. 뿐만 아

니라 최남선은 소년에도 자신의 위인관을 피력하는 글을 종종 게재하였다. “偉人

이란것은 至善에 努力者라하고 偉業이란것은 努力의 集成이라하고자 하노라 …중간

생략… 읏더한 偉人, 읏더한 偉業을 觀察하던지 그 根柢는 努力인 것은 事實이라

…중간생략… 歷史의 一面 -차라리 거의 全體는 人類가 至善- 宇宙의 大法에 向하

야 前進한 記錄이라할지니 그런즉 어늬 의미상으론 歷史는 努力의 繼續이라 함도

無妨”할지로다.” 최남선, 偉人이란 무엇? , 소년, 제3년 2권. 더욱이 최남선의 위

인관은 소년의 위인 관련 글들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다. 그가 유일하게 게재

한 국내 위인 이순신과 민영환의 글을 제외하고는 전부 서양 위인에 관한 글들로

채워져 있었다. ‘努力의 集成’을 특히 강조하였던 최남선은 소년의 후반부로 갈수

록 구국영웅이나 국가지도자보다는, 프랭클린, 에머슨, 루즈벨트, 카부르, 헬렌켈러,

에디슨 등의 서양의 발명가나 사회사업가․학자 등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입신양명을 이뤘을 뿐 아니라, 부단한 노력을 통해 사

회에 이바지할만한 업적을 세운 인물들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는 서구

중심의 근대적 가치관 하에 개인의 성공을 통한 민족의 부흥이라고 하는 문명적 국

수보존의 연장선상에서 偉人觀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55) 이와 같이 1910년대 이후 형성되어 1920년대에 정착한 ‘자기계발서’로서의 위인전

기들은 문화운동의 결과물이었다. 당시 문화적 실력양성론의 계열에서는 사회진화

론의 기반 위에서 서구의 자본주의처럼 개인의 발전과 경쟁을 지향해야 하며, 민족

의 힘은 결국 개인의 힘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재래의 민족문화를 통해 國粹를 보존함으로써 문명화를 통한 문화적 실력양성을 지

향하고 있었다.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2007, 109∼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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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국가’나 ‘민족’의 이름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의 성공과 입신양명

을 향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1920년대의 漢城圖書로 이어져, 어린이의 역사동

화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開闢社 만큼이나 당시 최고의 자본력을

자랑했던 한성도서주식회사는 일본 하쿠분칸의 세계역사담총서를
번안한 위인전기총서를 간행하고, 잡지 학생계를 통해 외국의 위

인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었다.56) 개인의 노력을 통해 궁극적

으로는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영웅적 주체를 지향했던 어린이의
역사동화와는 달리, 동시대의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잡지 및

총서에는 개인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개별 개체의 노력을 인정하

는 엘리트의식이 기저를 이루고 있었다.

1920년대 어린이 상에 게재된 역사동화는 이와 같이 1910년대 이

후의 위인물과는 달리 아동들에게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노력

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조선사 지식들을 전달함과 동시에 민족

공동체를 위한 용기 및 지혜 등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에

서 전개되었다. 어린이는 조선 소년들의 민족적 각성을 위한 소년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조선의 역사와 현실의

56) 김성연, 식민지 시기 번역 위인전기 연구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특히

총서의 인물구성을 보면, 1910년대 이전 전기물의 단골 소재가 되었던 나폴레옹, 피

터대제, 비스마르크, 워싱턴 등이 빠져 있고, 대신 당시 민족 자결주의로 새롭게 주

목 받은 윌슨이나 문학가 톨스토이, 철학 사상가 루소 등이 추가되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위인 이야기에서는 논설의 필자들이 지향하는 대로, 위인들이 지식을 섭취

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인격 도야에 애쓴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즉, ‘修養’을

골자로 하여 지식의 섭취와 품성의 도야를 강조하며, 여전히 ‘인격주의’의 연장선상

에서 위인론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 때 ‘근대적 지식을 섭취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목적이 반드시 ‘민족’으로 수렴되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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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위에 놓여 있었다. 어린이의 필진들은 아동들에게 조선 민족

이 처한 어려움을 일깨워주고 그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다질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잡지 전반에 걸쳐 이를 강조하고 있었다.

조선 사람은 남에게 뒤떨어진 것이 많고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제일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조선 사람이라면 아무 하잘 것 없는 아

무 값없는 몸뚱이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섭섭하

고 이처럼 손해되는 일은 또 없습니다. 조선 사람이라고 결코 못생긴

사람뿐만이 아니요 조선 사람이라고 남에게 뒤떨어지기만 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마는

그와 꼭 같이 우리들의 자랑, 우리 조선의 자랑을 알고 있어야 합니

다.57)

이와 같이 방정환이 어린이들에게 조선을 알고 조선의 자랑거리를

잘 알도록 힘쓰라고 했던 것은, 뒤떨어진 현실 속에서도 이들을 조

선을 위한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함이었다. 즉, 어린이에서 역사동

화를 게재하였던 것은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 하에 놓여 있는 아동들

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조선을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데에 목표를 두었던 것이다.

한편, 역사동화 작가들은 이와 같은 뜻을 관철시기 위하여 아동 독

자들을 동화에 몰입시키는 방법을 고심하였다. 이들은 아동들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주입하려는 태도보다는 어린이들이 동화를 통하여

57) 방정환, 편집을 마치고 , 어린이, 1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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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태도를

중시하였다.58) 그리고 이는 아동 독자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그들에

게 적합한 이야기 구성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9) 즉,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역사동화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차별성을 가

지고, 아동들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글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야기’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이야기 형태의 서사 양식이 주는

흥미로움이 아동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자칫 지루하게 느

껴질 수 있는 교훈 위주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은 1920년대 아동 문

학을 특징짓는 중요한 서술 구조였다. 어린이의 작가들 또한 ‘이야

기를 들려주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히는’ 것보다 아동의 이해에 훨

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공유하며60)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그리고

58) 방정환, 소년의 지도에 관하여 , 天道敎會月報150, 1923.3. “결코 우리는 이것이

옳은 것이니 받으라고 무리도 강제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주고 저희에게서 싹트는 것을 북돋아 줄 뿐이고 보호해 줄 뿐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 그네에게 대하는 태도는 이러하여야 할 것입니다"

59) 이는 그들의 교리를 전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로서 제일 급한

것은 교리와 교회사의 ‘童話化’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리를 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포교를 하려면, 그 나라말을 배우고 그 나라 말을 번역해 가지고 가야 할 것

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의 세상의 용어를 배우고 그 세상 식으로 꾸며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방정환, 天道敎와 幼少年 問題 ,新人間, 1928, 신년호. 이 글에서도

어린이 세상의 용어를 배우는 것을, 마치 다른 나라에 가서 포교를 하기 위해 그

나라의 말을 배우는 것에 비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때 어린이들의 용어로 바꾸

는 것을 ‘童話化'라고 명명하고 있었다.

60) 방정환, 동화를 쓰기 전에 어린애를 기르는 부형과 교사에게 , 天道敎會月報,
1923.3. “언문 아는 애에게는 바로 읽히는 것도 좋지마는 되도록 부모가 읽어 말로

들려주는 게 유익할 듯 생각된다. 누님이나 어머니는 밤저녁에 바느질하면서, 선생

님은 교수하는 시간에 그 외에, 또 교중 청년회 일로 시일날 예식 시간 외에 잠깐

잠깐 이야기해주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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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래의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전통과 ‘童話’라는 근대적 문예

양식의 수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우리의 역사서술의 전통에서 이야기체는 정사체의 역사서술 외의

野史나 野談의 기록에 널리 활용되어 온 바 있다. 야담은 한문으로

만 기록되었을 뿐 실상은 우리의 일상언어를 그대로 적어 놓은 것과

같은 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이야기꾼들이 구연과정에서 청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유용했다. 실제로 역사동화의 작가들 중에는 대중

역사에 식견이 있는 이들이 많았다. 차상찬이나 김진구의 경우에는

야담의 전파에 공이 큰 인물들이었고, 손진태 또한 민속학자로서 조

선의 설화와 민담, 민요를 수집 · 정리하였다. 특히 그는 조선의 언

론출판이 강화되는 속에서 민요를 부르는 아이들의 씩씩한 기상을

예찬한 바 있다. 더불어 그는 아동의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로 이러

한 율동성과 노래하거나 이야기하길 좋아하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

다.61) 대중역사서술에 대한 작가들의 관심은 역사동화의 서술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으며, 이는 兒童性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

었다. 따라서 역사동화는 이러한 재래의 야담과 야사의 이야기체가

지닌 서술방식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역사동화의 이야기체는 동화구연과 같은 근대적 문예양식의

일환이기도 했다. 동화구연체는 일본에서 이와야 사자나미를 통해

확산된 구연동화 운동 이래 그의 여러 차례에 걸친 국외 구연활동과

일본 유학을 경험한 아동문학가들을 통해 조선에 정착하였다. 그리

61) 손진태, 朝鮮의 童謠와 兒童性 , 新民22, 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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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1운동 이후 본격화된 신문화운동의 영향 아래 ‘童話劇’, ‘童話大

會’, ‘童話會’ 등으로 이름을 건 동화구연 활동이 유행처럼 번졌다.62)

그리고 당시 방정환을 비롯한 색동회원들, 어린이의 집필진들은

이러한 동화극․동화구연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방정환은 사자나미

의 영향을 많이 받아 동화구연을 아동문학의 일환으로 적극 끌어들

였다. 실제로 1920년대에 동화구연은 아동 및 여성들에게 굉장한 인

기를 끌었고,63) 방정환이 그간의 강연회의 일들을 회고하며 쓴 글에

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화구연을 할 때의 주의사항을 일러둔

바 있었다.

단상에서 동화를 구연(口演)할 때는 속된 말로 가장 능청스럽게 하여,

우스운 동화를 할 때는 어린 청중을 배가 아프게 웃기고, 슬픈 이야기

를 할 때는 몇 백 명 청중을 울려야 동화를 들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다. 무슨 사건 보고하듯이 이야기 줄거리만 죽죽 이야기하여서는 아니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화 구연이란 굉장히 힘이 드는 것

이다.64)

방정환은 아동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

히 이야기를 나열하는 데에서 벗어나 능청스러운 말투로 감정에 호

62) 남해선, 한·중 ‘童話’ 개념의 정착 및 변화과정 연구 ,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63) 만원이라는 이유로 못 들어갔다는 한 청중의 한탄에 “二千餘名씩모여오닛가 엇더

케할수가없서서 千名만 드리려고 入場券을千枚맨들어분배하엿”다고 할 만큼 큰 호

응을 받았다. 독자담화실 , 어린이, 제3권 3호, 1925.3.
64) 방정환, 演壇珍話 , 별건곤, 1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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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화 전달에 대한

신념과 동화회에서의 경험들이, 역사동화를 포함한 어린이의 문예

작품들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대화체의 서술

방식65)이나 극적인 인물묘사 방식66)을 적극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

처럼 역사동화 작가들은 재래의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전통에 더하

여, ‘동화’라는 근대적 형식의 문예양식을 수용하였다. 이들은 역사동

화를 보다 극적인 형태로 재구성함으로써 역사 속의 위인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동화 작가들은 역사 내용을 아동의

수준에 맞추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었고, 마치 야담극이나 학교 역

사수업을 진행하듯 이끌고 있었다. 우선 작가들은 도입부를 역사 내

용의 배경지식이나 그 밖에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설파하기 위

한 매개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들은 도입부에 직접 개입하여 이전의

65)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꼭 아버지가 보고 싶어 못살겠습니

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하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오냐

너의 아버지는 멀리 계시단다. 너도 너희 아버지만 있으면 다른 아이들보다 더 귀

엽게 자랄 터인데!” 하면서 지나간 슬픔을 다시금 자아내는 것 같이 대답하였습니

다. 류리는 너무 기뻐서 앙앙하고 울었습니다. 울다가 “어머니 그럼 아버지 있는 곳

을 가르쳐 주시오. 하루라도 아버지를 만나 보아야 하겠습니다.” 류리(類利)이약이

, 어린이, 제1권 10호.

66) “곽지라는 것은 무슨 호랑이라든지 사자같은 무서운 짐승도 아니요, 도깨비나 야차

(夜叉)같은 무서운 귀신도 아니올시다. 옛날 선조대왕 때에 곽씨 중에 달아날 자 행

렬로 이름을 지은 곽준(郭䞭)과 곽월(郭越)이라하는 이들이 어찌나 인물이 무섭게

잘났던지 그 때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하여 그들이 어디를 가면 “이크 곽쥐온다”하

고 벌벌 떨었습니다.” 天降紅衣將軍 , 어린이, 제7권 9호.

“곰보장군 강감찬이라면 우리 조선사람으로서는 누구든지 다 아는 이올시다. …중

간생략… 그는 용맹도 있고 꾀도 많았습니다마는, 그에게 한 가지 우스운 것은 그

가 손님(마마)을 어찌 몹시 하였던지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아주 곰보딱지였던 것

입니다. 그 꼴에다 더구나 키까지 겨우 난쟁이를 면할만하였다고 합니다.” (진한 표

시는 필자에 의한 것) 名將姜邯贊 어린이, 제3권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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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동화의 내용을 상기시키거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

을 숙지시키고 있었다.

됴선력사중에 뎨일 유쾌하고 신나는 폐지 고구려 을지문덕(乙支文德)

장군이 살수에서 중국 수ㅅ나라 큰 병사(大軍)을 뭇질러츤 이약이를

여러분은 요전번 어린이九月호에서 닑으섯스닛가 아즉 니저버러지안

으섯슬것임니다.67)

이 이약이는 지난달 十月호에 양만춘(楊萬春) 장군의 이약이를 하다가

양만춘 장군의 안시싸홈과 을지문덕(乙支文德) 장군의 살수싸홈과 백제

(百濟)의 진평싸홈은 우리 력사상에 세가지 큰 싸홈이라 한 그 가운대

의 하나인 진평(晋平)싸홈의 주인공 사법(沙法) 명장군의 이약이임니

다.68)

이와 같이 역사동화의 도입부는 마치 학교 역사책과 유사한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지난 호에 실린 을지문덕 내용을 다시금 확

인시키거나, 사법명 장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선 역사상 세 가지

의 큰 전쟁들을 짚어주며 배경지식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해당 위인

이나 사건 등에 대한 배경지식의 전달은 당시의 역사동화들이 공유

하고 있는 특성이었다.69)

67) 楊萬春將軍 , 어린이, 제3권 10호.
68) 沙法名將軍 , 어린이, 제3권 11호.
69) 예컨대 신소년에서도 을지문덕 이야기를 서술하며, 배경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싣고 있었다. “고구려라하면 만주벌판에서 무서운 범노릇을 하던 나라인줄은 여러분

도 다 아실줄 생각합니다. 근처에 조고만 나라들은 의례히 조공(朝貢)을 드리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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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가들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이나 사건에 관해서는 반

복적으로 아동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었다. “이 인물은 조선 사람이

라고 하면 다 안다”, “모른다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구절을 일종의

상용구처럼 반복하고 있었다.70) 이러한 수식어구가 붙은 위인들은

대부분 주로 개화기 교과서에서도 큰 비중으로 실렸던 이들로, 역사

동화 필진들의 ‘선택’에 의해 다시금 아동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주요한 위인으로 재탄생된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생애 전반을

다루는 전통적인 傳의 양식이 일부 유지되었고, 더불어 작가에 의해

선택된 일화중심의 구성방식이 보편화되었다. 혹은 전의 양식과 일

화 중심의 구성방식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수 있었다.

예컨대 작가들은 글의 전반부에 인물의 호, 출생지, 집안 등과 관련

한 약력을 소개한 후, 그 이후의 구성은 부각시키고자 하는 인물의

면모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특정 일화들만을 취해 의도에 맞게 자유

자재로 변용을 하였다.71)

구려를 임검나라로 섬겻슴니다. 그 에 큰 나라라고 내던 지나도 항상 고구려에

게는 성가심을 당햇습니다.” 신명균, 신소년, 제4권 6호.
신소년김유신 장군 이야기에서도 배경지식으로 “는 고구려(高句麗)가 지나(支

邦)의 수라(隋)와 당나라(唐)을 이긴 뒤에 범갓치 무서운 위염을 가지고 서으로는

지나를 넘어다보고 남으로는 백제(百濟)로 더부러 신라(新羅)를 삼키러 드는 판이라

신라는 나라의 흥망이 조석(朝夕)에 달린 엿습니다.” 신명균, 김유신장군이약이 ,

제4권 3호.

70) 예컨대 “이 인물은 조선사람이라고 하면 다 암니다 모르시는 분이 잇다면 그야말

로 우리의 붓그런 일임니다. 그 어룬이 조선은 그만두고 세계에도 일음이 놉흐신

조선어룬 리충무공(李忠武公)이신데 우리 조선사람으로 그런 어룬을 모른대서야 말

이됨닛가?” 李忠武公의 어릴 때 , 어린이, 제7권 3호.

71) 당시의 역사동화에서는 전반부에서 인물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 한 후, 일화만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이 만연하였다. 예컨대 金起田, 세살브터 글을지은 栗谷先

生이약이 , 어린이 제3권 6호, 1926.3.에 보면, “리률곡(李栗谷)선생이라 하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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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역사동화 작가들은 해당 위인의 어린 시절 일화를 빈번하게

활용하였다. 이는 아동독자와 같은 또래 시절의 위인 이야기로써 보

다 직접적인 감화와 더불어 교훈과 흥미를 동시에 전달해 줄 수 있

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서술방식이 되었을 것이다. 예컨대 역사동

화 김유신장군 72)은 김유신이 15세에 기생집으로 이끈 말의 머리를

벤 이야기, 17세에 삼국통일을 품고 기도를 하던 차에 신령한 노인

에게서 신검(神劍)과 병서(兵書) 한 권을 받은 이야기만을 가지고 전

체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었다. 대신에 작가는 작중 인물의 대사를

빌어 직접 글에 개입하여 위인의 업적을 전달하면서 그의 훌륭한 인

품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처럼 192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역사동화는 新文化運動의 조류

속에서 ‘민족의 고유한 역사’를 童話라고 하는 ‘근대적 문예양식’을

통해 담아낸 것이었다. 이전의 申采浩와 朴殷植이 국민들의 민족의

식을 각성시키고 국권회복운동의 당위성을 설파하기 위해 역사전기

물을 집필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역사적 제재를 배경과 줄거리

학교 사학년과뎡만 공부한 이는 누구나 잘 알 것임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가티

선생은 우리나라에 훌륭한 명현(名賢)인 동시에 제일가는 정치가(政治家)엿스며, 더

욱이 세 살브터 글을 짓고 열 다섯살브터 문쟝(文章)되야, 온 세상의 어룬네를 놀

내게 함과 가튼 것은 우리어린사람으로서 특히 긔억(記憶)할 일임니다.…선생의 셩

은 리(李)가오, 일홈은 이(珥)요, 률곡(栗谷)은 그 별호(別號)인대, 금년으로브터 三

百八十年前丙申十六日 새벽(李朝中宗三十年), 강원도강능(江陵)에서 나섯슴니다.

그의 어머니는, 우리 됴선에서 여자치고도 글 잘하기로 유명한 사임당신씨(思姙堂申

氏)이엿는대, 선생이 어려서브터 엇지나 재조가 만핫던지, 말하기 시쟉하쟈 곳 글을

배와서, 세 살 에는 벌서 글짓기를 하엿는대, 자긔의 할머니 등에 업혀서, 그 할머

니가 주시는 석류(石榴)를 들고, ‘石榴皮, 裏碎紅珠’라는 시(詩)를 지엇스며, (중간

생략) 열 세 살에 진사초시(進仕初試)를 맛치고, 열다섯살에 아조 일등문쟝이 되엿

슴니다. 과연 얼마나 훌륭한 어린이임니.”라고 하며 전반부에서 이율곡 선생의 약

력을 간단히 소개한 이후, ‘나도밤나무’에 얽힌 일화를 장황하게 소개하였다.

72) 신명균, 김유신장군 , 신소년, 제4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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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아 歷史의 文學化를 꾀했던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에서 역사동화 작가들은 과거의 인물을 재현하며 객관적 사실의 전

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서사의 맥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고 있었다. 이들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야기 구조를 재구성하

며 위인의 외양과 내면의 묘사 등을 통해 은연중에 집필 의도를 드

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아동은 역사동화에서 재현하는 과거 위인의 삶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에 同化되며 작가가 강조한 가치들을 습득

해나갔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동화를 통한 조선의 문화․역사에

대한 이해는, 아동으로 하여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제고하게끔 하

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계몽서사로서의 역사동화

는 1920년대 조선사 교육의 주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역사동화의 서술은 아동의 역사적 자각을 위한 근대의 문화기획

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는 ‘아동잡지’라고 하는 대중매체를 통한 ‘兒

童用 歷史敎育’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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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結語

일제강점기(1920) 역사동화가 대두하게 된 배경과 주요세력 그리고

내용상의 특징과 서술방식을 규명하면 이상과 같다. 이제 그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해보고자 한다.

근대개혁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民族史의 특수성과

고유성에 기반을 둔 民族意識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1905년 이후 민족교육을 통제하는 통감부의 교육정책이 추진되며 조

선사 교육이 거의 절멸되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 일제는 한국의

문화를 파괴하기 위하여 보통학교의 역사교육을 차단하였다. 명목상

국어독본 시간에 역사를 교수한다고는 하였으나, 한국의 역사나 위

인의 내용은 전면 배제하였다. 제2차 조선교육령기에 들어서도 일제

는 철저하게 일본사를 위주로 교과서를 구성하였고, 조선사와 관련

한 내용은 일본사의 일환으로 왜곡하여 전달하였다.

천도교, 동아일보 세력 등을 포함한 문화주의운동 계열의 식자층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朝鮮人․朝鮮文 本位의 조선사 敎授를 요구

하였고, 교과서 외의 서적 및 잡지 등을 통한 조선사 교육의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 아동들 또한 재미와 유익함 뿐 아니라 삶의 지침을

얻을 수 있는 위인 이야기의 게재를 요구하였다.

또한 1920년대 근대적 동화 장르의 수용․정착이 이루어지며 동화

를 통한 아동교육이 주목되기 시작했다. 당시 주로 일본 유학생들을

통하여 메이지기 일본 아동교육계가 지니고 있던 아동관 및 동화가

수용되었는데, 이 때 하쿠분칸(博文館)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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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나미(嚴俗小波)의 영향이 다대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의 아동문

학가들은 동화가 지닌 지식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교육적 효용성

을 강조하며, 동화를 통한 아동교육의 像을 제시하였다.

‘歷史童話’라는 용어는 1920년대에 들어 아동잡지 상에 처음 등장하

기 시작했다. 역사동화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일차적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른 창작동화와는 구분되었다. 이는 ‘어

린이’를 대상독자로 하여 ‘역사적 위인담’을 ‘동화’라는 문학적 형식을

취해 전달하는 글쓰기를 지칭하였다. 당시 역사동화는 아동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적합한 동화의 소재로 적극 장려되었다.

당시 아동잡지를 통해 역사동화를 활발하게 게재한 이들은 주로

문화운동 계열에 속했다. 당시 아동문학계는 문화주의운동 계열과

계급주의운동 계열로 양분되었는데, 영웅관의 측면에서는 각 계열별

로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문화주의운동 계열에서는 문화운동의 측

면에서 민족적 영웅을 부각시켰던 반면, 계급주의운동 계열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영웅의 이야기를 최대한 배제하고 민중의 삶을 보여

주는 데 주력했다.

어린이에 가장 많은 수의 역사동화를 게재하였던 이는 車相瓚이

었으며, 그 수는 최소한 십 여 편에 달했다. 그리고 孫晉泰, 金起田,

金振九, 申瑩澈, 方定煥, 趙奎洙, 延星欽, 朴達成, 高漢承, 黃義敦, 金

玉斌 등이 불규칙하게 번갈아가며 역사동화를 게재하고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2∼3편의 글을 싣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에 유학하거나

국내에서 신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근대지식과 문화를 경험한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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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근대학문의 수학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들은 대체적으

로 종교, 언론, 교육 분야에 두루 걸쳐 있었다. 또한 이들의 주된 글

쓰기는 ‘역사’, ‘교육’, ‘동화’ 등의 분야로 집약되는 것이었고, 이는 
어린이에서 그토록 많은 양의 역사동화가 게재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우선 역사동화의 소재가 된 위인들을 보면 대략 두 갈래의 계열로

나눌 수 있다. 문무를 겸한 장군들과 학자관료가 대표적이다. 이 중

에서도 근대개혁기부터 당대의 지식인들이 중요시 다루었던 장군들

의 이야기는 역사동화의 주된 소재였다. 예컨대 강감찬, 을지문덕,

양만춘, 이순신, 임경업 등은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역사동화 작가들은 위인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용기와 지혜의 가치

들을 강조하고 있었다. 외세에 맞선 인물의 용감함을 강조하면서도,

글공부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거나 지혜가 남달랐다는 전형화

된 문구나 일화들을 삽입함으로써 文武를 兼備한 위인’의 像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의 성공 및 입신양명의 가치들을 주입

한 1910년대의 위인전과는 구분되는 행보였다. 역사동화는 아동들에

게 민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제의 주요한 검열 대상

이 되기도 하였다.

역사동화는 아동 독자들을 적극적으로 동화에 몰입시키고 아동들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1920년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글

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야기’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 고유의 역사서술 전통에 동화구연과 같은 근대적 문예양

식이 더해진 결과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동화 작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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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을 아동의 수준에 맞추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었고, 마치

학교 수업을 진행하듯 이끌고 있었다. 작가들은 도입부를 역사 내용

의 배경지식이나 그 밖에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설파하기 위한

매개로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작가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인물

이나 사건에 관해서는 반복적으로 작품을 게재하고 있었다. 역사동

화는 구성 면에서도 기존의 ‘傳’의 방식을 탈피하여 작가에 의해 선

택된 일화중심으로만 구성된 것들도 일반화되었다. 이 때 작가들은

아동들에게 감화시키는 바가 있도록 특히 위인의 어린 시절 일화를

적극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주의운동 계열에서 발간한 어린이에 실린 역

사동화에 집중하여, 19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초반의 시기를 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동화의 향방은 자세히 다루지 못

한 채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일제 강점기 계몽서사로서의 역

사동화는 동화 양식과의 결합을 통하여 역사교육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었다. 192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역사동화는 新文化運動의 조류

속에서 ‘민족의 고유한 역사’를 童話라고 하는 ‘근대적 문예양식’을

통해 담아낸 것이었다. 또한 일면으로는 在來의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野談․史話의 이야기체의 연장이기도 했다. 작가들은 아동들

에게 역사동화를 통해 조선의 문화․역사에 대한 소통을 이끌어냄으

로써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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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표1. 개화기교과서 주요인물 빈도수 분석

 서명 朝鮮歷史
朝鮮略史

十課

新丁東國

歷史

中等敎科

東國史略

初等本國

歷史

初等大韓

歷史

初等大東

歷史

初等大韓

略史

初等本國

歷史

新撰初等

歷史

빈도수

(%)

발행
년도
저자

(1852) (미상) (1906) (1906) (1908) (1908) (1909) (1909) (1909) (1910)

인명  學部 學部 元永義,柳瑾 玄采 柳瑾 鄭寅琥 朴晶東 朴晶東 安鍾和 柳瑾

100%  단군 O O O O O O O O O O
 위만 O O O O O O O O O O
 주몽 O O O O O O O O O O
 온조 O O O O O O O O O O
 을지문덕 O O O O O O O O O O
 김유신 O O O O O O O O O O
 궁예 O O O O O O O O O O
 왕건 O O O O O O O O O O
 강감찬 O O O O O O O O O O
 정몽주 O O O O O O O O O O
 이성계 O O O O O O O O O O
 이순신 O O O O O O O O O O
 세종 O O O O O O O O O O

90%~  준왕 O O O O O O O X O O
 70%  왕인 X X O O O O O O O O

 광개토왕 O X O O O O O X O O
 양만춘 X O O O O O O O O O
 지증왕 O O O O O O X X O O
 법흥왕 O O O O O O X X O O
 김춘추 O O O O O O X X O O
 성종 O X O O O X O O O O
 서희 O X O O O X O O O O
 김부식 O O O O X O O O X O
 윤관 O O O O O O X O O O
 정중부 O X O O O O O X O O
 이의민 O X O O O O O X O O
 최충헌 O X O O O O O X O O
 공민왕 O O O O O O O X O O
 최영 O O O O O O O X O O
 충렬왕 O O O O O X O O O O
 이제헌 O O O O O O O X O O
 태종 O O O O O O X O O O
 성종 O O O O O O X O O O
 김종서 O O O O O O X O O O
 이황 O O O O O O X O O O
 이이 O O O O O O X O O O
 성삼문 O O O O O O X O O O
 유성룡 O O O O O O X O O O
 조광조 O O O O O O X O O O
 송상현 O O O O O O X O O O
 권율 O O O O O O X O O O
 광해군 O X O O O O X X O O
 곽재우 X X O O O O O X O O
 조헌 X X O O O O X O O O
 고경명 O X O O O O X X O O
 이괄 O X O X O O X O O O
 송시열 O O O O X O X O O O
 홍경래 O X O O O O X O O O
 최명길 O X O O O O O O X O
 이재연 O X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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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1915년 1923년 일본청년문학

初等小學
국민교육회

普通學校
朝鮮語及漢文讀本
조선총독부,

普通學校 朝鮮語讀本
조선총독부

少年文學叢書, 博聞館,
1894.

을지문덕

강감찬

양만춘

英祖朝의 聖德

이시백

新羅太祖赫居世

高句麗史(고주몽이야기)

趙光祖

곽재우

宋象賢

百濟의 略史

華盛頓

三學士의 忠節

新井白石

(아라이하구세기)

瓜生岩(우리우이와)

瀧鶴臺(다기가구다이)의

妻

村市左衛門(모리무라이지

사에몬)翁

나이진루(나이팅게일)

率去

박혁거세

永才와 盜賊

畫工良秀

한석봉

安珦의 禁巫

서경덕

이퇴계와 이율곡

유신삼걸(維新三傑)

니노미야손토쿠

옹(二宮尊德翁)

오이시 요시오(大石良雄)

오우미 성인 나가에

도쥬(近江聖人)

가와무라

즈이켄(河村瑞軒)

도요토미

히데요시(太閤秀吉)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신타로 소장(新太郞小将)

라이산요(頼山陽)

우에스기 요잔(上杉鷹山)

니치렌 쇼닌(日蓮上人)

히라가 겐나이(平賀源內)

다카야마

히코구로(高山彦九郞)

가토 키요마사(加藤淸正)

普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
學部

英祖大王仁德

文德大王

金續命(김속명)의 탄식

明君의 英斷

60%  장수왕 O X O O O X X X O O
 연개소문 O X O O O X X X O O
 신문왕 O O O O X O X X X O
 최치원 O O O O X O X X X O
 광종 O X O O O O X X O X
 인종 O O O O X O X X X O
 정도전 O X O O X O O O X X
 임경업 O X O O X O O O X X
 이완 O X O X X O X O O O
흥선대원군 O X O O X O X O X O
 김옥균 O X O O X O X O X O
 박영효 O X O O X O X O X O
 홍영식 O X O O X O X O X O

출전 :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11∼20, 亞細亞文化社, 1977.

표2. 개화기교과서 역사서사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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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출생지 학력 천도교 청년회 

및청년당 주도여부 사회활동 및 이력 개벽사 소속여부 주요작품 역사동화 게재양상

차
상
찬

강원
(1884)

보성보고
1회
경성전문
법과(13)

天道敎會月報주필
청년회 간부원
청년당 청년부 및 
유소년부 임원

보성전문학교 교사(16)
조선 소년지도자회 
실행위원(23)
조선소년총동맹(24)
언론집회압박탄핵회
실행위원(24)
전조선 기자대회
집행위원(25)
야담에 야사 연재(37)

개벽사 창립 동인(19)
및 정경부 주임
개벽사 주필(20)
어린이 창간동인 
및 주필
신인간 창간동인
별건곤 편집인
신여성 주필
농민 주필
학생 주필

｢조선문화의 기본조사
｣개벽 (24)
｢상하반만년의 우리역
사
-반만년 縱으로 본 
조선의 자랑/백두산에
서 한라산까지-삼천
리 橫으로 본 조선의 
자랑｣별건곤(26)
朝鮮四千年秘史(33)

乙支文德 將軍
鄭忠信 이약이
丙子胡亂 이약이
鄭圃隱(정포은)과 李栗谷
文德將軍의 薩水大勝
天降紅衣將軍
林慶業將軍의 어릴 때
洪景來元帥의 어릴 때
李忠武公의 어릴 때
李适亂 이약이
弓裔王 이야기
崔潤德 將軍
金尙容先生의죽엄
李之蘭將軍
高麗勇將軍金慶孫
梧里 李政承

손
진
태

경남동래군
(1900)

일본 와세
다 대학 문
학부 사학

색동회 조직(23)
조선소년운동협회주최
(23)

조선神歌遺篇
조선민담집

고주몽 이약이
류리(類利)이약이
姜將軍 이약이

표3. 어린이 역사동화 작가들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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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7)

어린이초대편집인(23)
조선민속학회창설(32)
조선민속창간(33)
연희전문학교강사(33)
보성전문학교강사(34)

申崇謙 將軍

김
기
전

평 북 구 성
(1895)

한문  수학  

보성학교
중퇴(16)
보성 전문

청년회 편집부장
청년당 위원(23∼
25)및 
청년당 대표(26∼
30)

매일신보평양지국장(16)
매일신보근무(18∼20)
朝鮮事情硏究會(25)
   

개벽사 창립 동인(19)
개벽사 주필(20)

｢조선문화의 기본조사
｣개벽 (24)
｢천도교와조선｣별건
곤 (28)
｢조선근세사｣별건곤
(30)

栗谷先生 이약이
崔水雲 先生

방
정
환

서 울       
(1899)

보성소학교
매동ž미동보
교
선린상고
보성 
전문(18)
동양대 철학
과(20)

청년교리강연부 주
도
청년당 청년부 및 
유소년부 임원(25∼
30)

색동회 조직
어린이날 제정
조선소년총연맹

개벽사 창립 동인(19)
어린이창간 
개벽사 주필(23)
(일본주재특파원)
신여성주필
별건곤주필

사랑의 선물(22)
｢만년샤쓰｣어린이
｢어린이찬미｣어린이

李栗谷先生의 어릴 때

신
영
철

개벽사 주필(25)
어린이 주필(27)

조선史上三大戰捷니
약이
개벽(24)

李忠武公이약이
鄭夢周선생이약이
李忠武公의 
閑山大勝

박
달

평 북 태 천
(1895)

한문 7년
태천천도교 

교리강연부
청년회 간무원

강습소 서기(14)
월보사 기자(19)

개벽사 창립 동인(19)
개벽사 주필(20) 김삿갓 이약이



- 55 -

성

강습소(11)
보성중졸
보성보고
동양대문과 
중퇴(21)

청년당 청년부 및
유소년부 임원(23∼
30)

조선소년총연맹 사회부 주임(20)

고
한
승

경 기 개 성
(1902)

일 본 동 경 유
학

극예술협회조직(20)
색동회 조직(23)

개벽ž신여성 주필
어린이 주필(23)

까마귀와 공작새(26)
동화집 무지개(27)

朴文秀이약이
鄭圃隱(정포은) 
제1회∼5회

이
돈
화

함 남 고 원
(1884) 

한문 수학
평양 일어학
교 
평양사범 
속성과

교리 강연부
청년회 간의원
천도교 총부대령 등
중책역임

월보사 사원
조선 소년지도자회 
실행위원(23)
조선소년총동맹(24)

개벽사 창립 동인(19)
개벽편집인(20)
부인지창간(22)
신인간창간(26)

조선지 위인 (22)
인내천,개벽1∼9호
(24)

丙寅洋擾 이약이
洪景來將軍 이약이

김
진
구

충 북 괴 산
(1896)

청 주 공 립 보
교
청주농학교
중퇴(14)
일본유학

조선야담사창립(27)
창명 여학교 학장

김옥균선생의 배노리,
조선사람의 남다른 膽力!
오성과 한음

김
옥
빈

교리강연부
청년회간무원
청년당 청년부 및
유소년부임원(23∼
30)

개벽사 주필(23)
어린이초대편집인
(23)

林慶業의 豪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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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성
흠

조선소년 연합회 
중앙상무 서기(27)
배영학원 성립 무상교
육
‘명진 소년회’ 결성
아동문학연구단체인 
‘별탑회’ 조직

어린이주필(27)
신소년주필(27)
야담주필(25)

가슴에 핀 홍목단
(25)
가엾은 바둑이(27)

張鵬翼의 勇猛

조
규
수

조선일보협회부장(19)
신사상연구회조직(23)
시대일보기자(25)

어린이주필(23∼26)
楊萬春 將軍
沙法名 將軍
楊萬春將軍의 安市大勝

황
의
돈

충 남 서 천
(1890)

한학 수학
(12년)
군산공립
보 통 학 교
(07)

명동학교 창설(09) 
à국사교육
대성학교에서 국사교육(11)
향리로 돌아와 국사교육
(13)
YMCA에서 국사교육(16)
보성고등보통학교
휘문고보 (20∼38)
조선일보기자(38)

개벽주필
별건곤주필

대동청사
조선신사
중등조선역사
안의사(중근)전
손의암(병희)전등 전
기다수

울기잘하던 평강공주

출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天道敎會月報249, 개벽(7호∼9호, 1921∼1923), 東亞日報, 왜정시대인물사료
3-77, 韓國現代兒童文學史 (李在徹, 一志社, 1978), 韓國兒童文學作家論 (李在徹, 開文社, 1983),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조규태, 국
학자료원, 2006), 차상찬평전(박길수, 모시는사람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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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수 발행
년도 제목 표기

명 작가 강조점* 어린시절
일화유무

제1권 
9호 1923.9. 고주몽 이약이 歷史

童話 孫晉泰 재주, 용맹 o

제1권 
10호 1923.10 류리(類利)이약이 歷史

童話 孫晉泰 재주, 지혜, 용맹 o

제3권 
2호 1925.2. 李忠武公이약이 歷史

偉人 申瑩澈 엄하고 고집, 마음이 
고움 o

제3권 
5호 1925.5. 姜將軍 이약이 歷史

童話 孫晉泰 글읽기를 좋아함, 용맹, 
꾀, 위엄 o

제3권 
6호 1925.6. 栗谷先生 이약이 史話 金起出(

起田)
名賢, 세 살부터 글을 

지음, 재주, o
제3권 
8호 1925.8. 김삿갓 이약이 史談 朴達成 인물도 잘나고 글도 

잘함, 장난 x

제3권 
9호 1925.9. 朴文秀이약이 童話 高漢承 영리, 도량, 意氣 x

제3권 
9호 1925.9. 乙支文德 將軍 史談 車靑吾 대담함, 용맹 x

제3권 
10호 1925.10 楊萬春 將軍 史談 趙奎洙 대담함, 용맹, 꾀, x
제3권 
11호 1925.11 沙法名 將軍 史談 趙奎洙 지혜, 용맹 x
제4권 
3호 1926.3. 鄭忠信 이약이 史談 車相讚 氣槪있음, 비범, 용맹, 

충성, 信義 o
제4권 
10호 1926.10 申崇謙 將軍 史話 孫晉泰 용감 x

제5권 
1호 1927.1. 울기잘하던 

평강공주 史談 黃義敦 o

제5권 
7호 1927.7. 鄭夢周선생

이약이 史談 申瑩澈 깨끗한 정신, 꿋꿋한 
절개, 학문, 충성 o

제5권 
8호 1927.8. 조선사람의 

남다른 膽力! 歷史 金振九

단군, 최치원, 
을지문덕, 양만춘
(이하 2페이지는 

삭제됨)
제6권 
5호 1928.5. 丙寅洋擾 이약이 歷史 李敦化

제6권 1928.7. 丙子胡亂 이약이 史話 車相讚 忠勇을 숭상하는 

표4. 어린이 역사동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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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조선의 君臣
제7권 
1호 1929.1. 洪景來 이약이 史話 黃義敦 삭제됨

제7권 
1호 1929.1. 오성과 한음 野談 金振九 호매함, 쾌활함, 

장난꾼, 자미스러움 o
제7권 
2호 1929.2. 鄭圃隱(정포은)과 

李栗谷 史話 車相讚 忠心, 忠誠, 義理, 
天才, 神童 o

제7권 
3호 1929.3. 文德將軍의 

薩水大勝 史話 車相讚 용맹, 지혜로움, 
글(文)도 잘함 x

제7권 
3호 1929.3 李忠武公의 

閑山大勝 史話 申瑩澈 삭제됨 x

제7권 
3호 1929.3. 楊萬春將軍의 

安市大勝 史話 趙奎洙 용맹, 忠勇 x
제7권 
9호 1929.9. 天降紅衣將軍 史話 車相讚 지혜로움, 학문을 

좋아함, 忠義 x
제8권 
1호 1930.1. 林慶業將軍의 

어릴 때
歷史
偉人 車相讚 큰뜻이 있음, 담력있음, 

大丈夫 o
제8권 
1호 1930.1. 洪景來元帥의 

어릴 때
歷史
偉人 靑吾生 文章이 능함, 재주, 

天下의 奇傑 o

제8권 
1호 1930.1. 李栗谷先生의 

어릴 때
歷史
偉人 桂山人 文章이 天下第一 o

제8권 
1호 1930.1. 姜邯贊將軍의 

어릴 때
歷史
偉人 宋先生 非凡함, 決斷있음 o

제8권 
1호 1930.1. 李忠武公의 

어릴 때
歷史
偉人 三山人

非凡함, 영특함, 
엄숙함, 글읽기를 

좋아함, 
o

제8권 
2호 1930.2. 李适亂 이약이 史話 車相讚 힘이 장사, 재주, 글에 

능함, 꾀, 담력있음, o

제8권 
3호 1930.3. 林慶業의 豪勇 史話 金玉斌 힘이 장사, 활발함, 

용맹함 o

제8권 
3호 1930.3. 張鵬翼의 勇猛 史話 延星欽 총명함, 용맹함, o

제8권 
5호 1930.5. 弓裔王 이야기 史話 車相讚 비범함,  o

제8권 
9호 1930.9. 崔潤德 將軍 史話 車相瓚 용감, 용맹 o

제8권 
9호 1930.9. 崔水雲 先生 史話 金起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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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수 발행년월 제목 작가 강조점*

제3권8호∼

10호, 12호, 

제4권 2호, 

4호.

1925.8,10,12

1926.2.
歷史工夫(1∼7회) 申明均

제3권 

11호∼12호

1925.11∼1

2

林慶業將軍

(1∼2회)
李尙大

씩씩한 氣象, 남자다운 

氣風

제4권 2호 1926.2. 崔瑩將軍 申明均
씩씩, 기개, 용맹, 

청백(淸白)

제4권 3호 1926.3. 金庾信將軍 申明均  

제9권 
12호 1931.12 洪景來將軍

이야기 史話 李敦化 씩씩하고 사내다움, 
장난꾼, 글도 잘함 o

제10권 
9호 1932.9. 金尙容先生의

죽엄 史話 靑吾 총명함, 글에 다능함 o

제11권 
5호 1933.5. 李之蘭將軍 歷史

講話 車相瓚 英傑, 용맹 o

제12권 
1호 1934.1. 高麗勇將軍

金慶孫 歷史 車相瓚 용맹, 담력이 큼, 
비범함 o

제12권 
2호 1934.2. 梧里 李政承 歷史 車相瓚 행동에 그릇됨이 없음 o

제목 작가 강조점*
어린 시절 

일화 유무

東明聖王의 少年時代 李重華 영웅스럽고 기이함 ㅇ

楊萬春將軍 延星欽 용기, 용감, x

成三問어른 申明均 굳은 뜻, 재주, 총명, 신의, 절개 ㅇ

尹淮어른 申明均 위엄, 따뜻한 인정, 너그러운 용서 ㅇ

출전: 어린이, 開闢社, 1923.10∼1934.5.
비고: *은 역사동화의 작가들이 해당 인물을 묘사하며 직접 언급한 단어들이다.

표5. 어린이독본 역사동화 목차

출전: 새벗社, 어린이독본, 경진문화, 2009.
비고: *은 역사동화의 작가들이 해당 인물을 묘사하며 직접 언급한 단어들

이다.

표6. 신소년 역사동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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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수 발행년월 제목 작가 강조점*

제2권 7호 1927.7 靈將 역사전설 雲波

제4권 6호 1929.6 成功 逸話集 大院君
작자

미상
용감, 나라를 사랑 

제4권 10호 1929.10 (歷史童話)백제시조온조왕 李重華

권호수 발행년월 제목 작가 강조점*

제1권 9호 1925.5 朝鮮史槪觀 鄭昞淳

제3권 1호 1927.1
(歷史童話)

崔致遠氏이야기
崔龍道 (까마귀로 변신한 일화)

제3권 5호 1927.5.
(이순신특집)

①조선을 구원한 

李光洙

金允經

용감한 인격성

剛直한 인격성

제4권 4호 1926.4. 黃喜政丞 申明均 도량이 넓음, 총명

제4권 6호 1926.6. 乙支文德將軍 申明均 지혜, 용맹

제4권 

7호∼10호

1926.7∼1

0

아희들의 조선역사

(1∼3회)

색동회

(孫晉泰)

제4권 8∼9호 

합호
1926.8∼9 호걸 홍순언님 申明均 쾌활함, 의협심,

제5권 1호 1927.1. 姜邯贊將軍 申明均

총명함, 지혜, 글공부를 

좋아함, 

豪氣있음.

제5권 3호 1927.3. 南怡(남이)將軍 申明均 용맹함, 장난꾼

제6권 4호 1928.4.  신라 지증왕 申明均 담력이 큼

제6권 5호 1928.5. 설씨처녀 申明均

제6권 

8∼9월호 

합호

1928.8∼9 端宗大王 申明均 어리고 가엾음

제8권 1호 1930.1. 박연어른 申明均 재주, 정성

제8권 3호 1930.3. 李恒福 어른 申明均 神童, 才談

출전: 신소년, 1923.10∼1934.5
비고: *은 역사동화의 작가들이 해당 인물을 묘사하며 직접 언급한 단어들이다.

표7. 별나라 역사동화 목차

출전: 별나라, 1926.6∼1935.2.
비고: *은 역사동화의 작가들이 해당 인물을 묘사하며 직접 언급한 단어들이다.

표8. 아이생활 역사동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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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무공

②리순신의 유적을 

차자서

③忠武公李舜臣의 人格

忠孝한 인격성

淸廉 高潔한 인격성

發明的 天才의 인격성

愛情많은 인격성

經濟的 社交的 具備한 인격성

한글독본-부여- 金允經

출전: 아이생활, 1925.3∼1944.4.
비고: *은 역사동화의 작가들이 해당 인물을 묘사하며 직접 언급한 단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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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port is an 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on historical figures, with historical tales in children's magazines

as the cent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of the 1920s.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background of its rise,

the driving force, characteristics of its contents, and form of

description.

After 1905, the Residency-General excluded historical education in

normal schools, in an attempt to prevent Chosun's nationalistic

educ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1st Educational Policy in

Chosun, the Japanese empire announced that it will include

historical contents in the curriculum, but there was nothing related

to the Korean History or historical figures in textbooks. The same

went for the period of the 2nd Educational Policy: the Japanese

thoroughly formed textbooks through their perspectives, and de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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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history only as a part of the Japanese history, distorted

from reality.

During these times, the highbrow readers, students and the

literate stratum of Chosun pointed out criticisms about the

situation. They demanded that the textbooks be reconstituted with

Chosun's history and that history be taught in Korean by

Koreans.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knowledge of tales and stories

and their awareness had a great effect on children's educators and

writers. The literate stratum, who have experienced the foreign

children's culture through studying abroad and reading books,

introduced new contents for children after 1910. They focused on

the educational function of stories and their use in emotional

developments of children, and expected their stories to be a great

educational impact.

Historical tales were written in such attention of the whole

society, making tales and stories one of the key methods of

children's education. The writers who actively engaged in

publishing tales and stories in magazines were mostly national

capitalists. The writers at the time were either socialists or

national capitalists, and whilst the national capitalists gave

prominence to heroic figures, the socialists excluded stories that

had gaps from reality.

In the case of 'Uhrini', the magazine that inserted the most

number of historical tales amongst the national capitalist

magazines, the activities of the writers ranged from relig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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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and education. Most of these were people who led

movements of the youth and scientific lectures and taught

Christian doctrines. The writers of historical tales were interested

in educating children, the future leaders of the country, and

focused on telling stories of heroic figures in order to teach

lessons to children.

The figures who were dealt as subject matter in the historical

tales, were national heroes who have showed courage and who

were equal to the occasion during crises. This was a rediscovery

of history and historical biographies during the national

enlightenment movement, and aimed to provide evidential support

and confidence of the greatness of Korea to the children, contrary

to the biographies of the 1910s, that gave out messages such as

the importance of personal success, fame and prestige. The stories

and tales were also subjected to censorship by the Japanese

government, because they were deemed ideologically dangerous to

the children.

The editors of ‘Uhrini", who were at the center of storytelling,

utilized a narrative method of telling a story. This was an

extension of the preexisting, traditional narrative form in telling

historical stories. The editors broke the standard story form of a

chronicle and wrote stories only with anecdotes, and unravelled

interesting tales in a light and easy manner, just like a live

lecture.

Historical tales, were native history of the people portrayed

through modern literature, in the current of the new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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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They became an opportunity for the children to

understand and think about the history of our nation and people.

This can be seen as the beginning of historical education for

children, through medi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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