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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계몽기 ‘역사·전기소설’의 ‘문학사적’ 위치
신소설, 창가와 함께 근대계몽기의 대표적 ‘문학’ 양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역사·전기소설’은
아직까지도 그 명칭과 개념, 범주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역사·전기소설’을 둘
러싸고 거듭되는 논쟁과 혼란은 ‘역사·전기소설’이 사실/허구, 역사/문학, 창작/번안/번역의 애매
한 변경(邊境)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역사·전기소설’을 문학사 위에 자리매김할 때
이러한 난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오늘날 ‘역사·전기소설’로 통칭되는 부류의 작품들은 안확과
임화의 문학사 서술에서 각기 ‘역사소설’과 ‘정치소설’로 범주화되지만, 계통적으로 자리매김 되지
못한 채 “일시 환영을 受한”1)후1)사라진 문학사의 돌연변이처럼 취급된다.2)2)한편 근대 ‘문학’의 완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1) 안확이 ‘역사소설’의 사례로 들고 있는 작품들은 ｢법란서신사｣, ｢보법전기｣, ｢서사건국지｣, ｢월남망국사｣
등이다. 안자산, 1922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30면.
2) 한편 안확이 신채호의 ｢이태리건국삼걸전｣, ｢을지문덕｣, ｢최도통전｣, ｢讀史新論｣을 통틀어 “근래 歷史의
新見地를 開”했다고 평가할 때나, 임화가 ｢서사건국지｣는 ‘소설체’를 띠고 있으나 의대리독립사는 ‘通俗
史記’에 가까운 것으로 구분할 때, 문학사 기술 자체가 ‘역사’와 ‘문학’의 엄밀한 구분 위에서 행해지고 있
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안자산, 위의 책, 131면; 임화, 개설 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 12. 13(임규
찬·한진일 편, 신문학사, 한길사, 143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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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향한 진화적 과정으로 기술된 백철과 조연현의 문학사에서, ‘역사·전기소설’은 근대문학의
과도기적 양식으로조차 인정되지 못한 채, 철저히 배제되었다. 고전소설→신소설→근대소설로 발
전해가는 문학사의 구도는 이미 ‘허구성’을 ‘소설’의 요건으로 삼고 있기에, ‘사실’(事實 혹은 史實)
을 소재로 한 ‘역사·전기소설’은 ‘소설’의 역사 속에 낄 자리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허구의 경계는 이후의 소설사에서도 침범할 수 없는 불문율이었다. 그렇기에 70년대에
이루어진 ‘역사·전기소설’의 복권 또한 근본적으로 이 구도를 탈피한 것은 아니었다. ‘역사·전
기소설’은 오로지 그 ‘허구성’을 증명하는 한에서만 ‘문학사’ 안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역사소설은 역사적 사실(事實)의 기록이라는 <역사>와는 구별된다. 역사소설은 사실적인 증거에
만 근거할 수 없다. 역사소설은 사실적(史實的)인 요소를 작자나 시대의 산물인 시대정신이나 시대
의식에 의해서 재구되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1900년대에 출간된 역사류 작품은 분명히 역사소설일
수 있을뿐더러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역사소설의 전단계로 간주하는 일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
3)3)

라고 생각된다.

인용문에서 이재선은 ‘허구’로서의 ‘역사소설’을 ‘사실’로서의 ‘역사’와 구분하고, 다음으로 근대
계몽기의 ‘역사·전기소설’을 ‘역사소설’의 일환이나 적어도 ‘역사소설’을 향해가는 전단계로 자리
매김한다. 이러한 전략은 강영주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마침내 근대 이전의 군담소설이나 ‘傳’이
근대계몽기의 ‘역사·전기소설’로 계승되고 이것이 1930년대의 역사소설로 만개(滿開)했다는 문학
4)

사적 연결고리가 완성되기에 이른다. 4)‘역사·전기소설’은 좀 더 분명한 허구성을 띠고 있는 ‘역
사소설’의 전사(前史)가 됨으로써, ‘근대문학’의 영역에, 혹은 ‘근대문학’을 향한 목적론적 도정 위
에 안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김영민도 지적한 바 있듯이, 근대계몽기의 ‘역사·전기소설’과
5)

1930년대 역사소설의 ‘거리’는 시기상으로도, 양식상으로도 그리 가까워 보이지 않는다. 5)근대
‘문학’을 자명한 실체로 전제한 채 미분화된 서사 양식인 ‘역사·전기소설’을 ‘문학’ 범주 안에 밀
어 넣고자 하는 한, 이러한 논리적 무리가 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실/허구, 문학/비문학(역사), 혹은 창작/번역이라는 구분을 잠시 내려놓고, 순수하게 형식에
주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드러난다. (1) 근대계몽기의 ‘역사·전기’류는 양식상 ‘서사’와 ‘논
설’이 다양한 비율로 결합되어 있으나6)6)‘논설’ 역시 서사의 한 요소인 ‘서술자의 논평’으로 취급될
3) 이재선, 1975 애국부인전/을지문덕/서사건국지, 한국일보사, 180면.
4) 강영주, 1985 ｢애국계몽기의 전기문학｣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임형택·최원식 편), 창작과비평사,
196면.
5) 김영민, 2005 ｢‘역사·전기소설’의 형성과 전개｣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출판, 46면.
6) ‘서사’와 ‘논설’ 양식의 상호작용은 ‘역사·전기류’에 한정되지 않는 근대계몽기의 일반적 현상이었다. 특
히 김영민은 근대계몽기의 단형서사를 ‘서사’와 ‘논설’ 양식의 결합양태에 따라 ‘서사적 논설’과 ‘논설적 서
사’로 구분하기도 한다. 정선태, 1999 개화기 신문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 김영민 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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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서사’로 포괄된다. 따라서 본고는 이미 ‘허구로서의 문학’을 전제
로 깔고 있는 ‘역사·전기 소설’이라는 명칭보다는 ‘역사·전기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2) 근대계몽기의 ‘역사·전기서사’는 역사적 사건들의 시간적 전개를 주로 한 ‘역사적 서사’(월
남망국사, 파란말년사 등)와 특정 인물의 일대기나 행적에 초점을 맞춘 ‘전기적 서사’(라란부
인젼, 이순신젼 등)로 분류할 수 있다. ‘史’와 ‘傳’이 붙은 제목들에서도 알 수 있듯 이러한 분
류는 당대의 작가들에게도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었다. (3) 대개 번역/번안물이었던 ‘역사적 서
사’는 구래의 ‘史’의 전통보다는 서구의 근대적 ‘역사기술’(historiography)에 더 많이 근접해 있었
고, 이후에도 근대 ‘문학’의 영역이 아닌 근대적 ‘역사기술’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전기
7)

적 서사’는 많은 연구자들의 지적처럼 과거 ‘傳’의 양식적 특질을 계승하고 있으며, 7)특히 영웅적
8)8)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웅서사’, ‘영웅 전기서사’ 등으로도 불릴 수 있다.

이렇게 서사 일반으로 확장된 틀 위에서 근대계몽기 ‘영웅 전기서사’를 고찰하면 그것이 1930
년대 ‘역사소설’보다 근대의 ‘위인전기서사’와 훨씬 근접함을 볼 수 있다. ‘역사소설’이 반드시 실
존인물만을 그리지는 않으며, 또 반드시 대상 인물의 위대함을 부각시키지도 않는 반면, 근대계
몽기의 ‘영웅전기서사’와 근대의 ‘위인전기서사’는 역사적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그 ‘위대함’을 부각
시킴으로써, 독자에게 ‘사표(師表)’를 제공한다는 특성을 공유한다. 더욱이 1910년을 전후하여 ‘단
절’되었다고 여겨졌던 근대계몽기의 ‘영웅 전기서사’는, 사실 한 번도 단절되지 않은 채 1910년대
에도 지속적으로 생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근대계몽기의 ‘영웅’은 점차 근대적 ‘위인’으로 변모해
갔을 뿐이다. 이러한 이행의 연속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텍스트가 바로 소년과 청춘지에
실린 최남선의 ‘영웅전기서사’와 ‘위인전기서사’들이다.

2. ‘영웅전기서사’의 해체, ‘영웅’에서 ‘애국적 국민’으로
육당 최남선이 유학생 시절에 발표한 논설들에는 이미 전형적인 ‘영웅’관으로부터의 이탈 조짐
이 엿보인다. 현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물은 소수의 ‘영웅’, ‘재자(才子)’가 아니라 “성실 의지로
9)

써 범사를 담당야 각각 궐직(厥職)을 극진(克盡)” 다수의 ‘국사(國士)’,9)‘범인(凡人)’ 이라거
10)

나, 나파륜의 영웅으로서의 진가는 “흉중에 포지(抱持) 일념을 종시 불투(不渝)얏” 다는 데
10)

2003 근대계몽기 단형서사 문학 자료전집상·하, 소명출판.
7) 김교봉·설성경, 1991 근대전환기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84-86면.
8) ‘전기적 서사’를 따로 범주화하여 ‘영웅서사’로 지칭한 논고로는 노연숙, 2005 한국 개화기 영웅서사 연
구, 서울대 국문과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9) 최남선, ｢현시대의 요구하는 인물｣ 대한유학생회학보1호(1907. 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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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언급은, 위업의 달성 여부가 아닌 초지일관 변치 않는 성실한 노력의 과정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전통적인 영웅서사가 영웅의 ‘고귀한 혈통’, ‘신이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비
해, ‘노력’의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1900년대 후반 영웅전기서사에서 그리 드물지 않은 경향이었
다. ‘노력하는 영웅상’의 제시는 누구나 노력하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
써, ‘영웅’담론이 ‘국민’의 주체화라는 문제로 이행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도 했다.11)

11)

그러나 그 이행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채호에게 국민일반은 여전히
‘영웅을 존숭하는 심정’을 가짐으로써 영웅을 뒷받침하는 존재에 머물렀으며, 그의 영웅전기 서사
들은 “이십셰긔 태평양에 둘재 리순신을 기리”12)는 식의 영웅대망을 분명한 목적으로 내걸고
12)

있었다. 당대의 논설들에서 엿보이는 ‘무명의 영웅’론 또한 ‘유명의’ “영웅이 세계에 秀出도 세
13)

계의 무수 영웅을 늘야 秀出” 한다는 식의 논리를 구사하고 있었다. 예컨대, “을지문덕은
13)

西道人士의 合力이 無면 何以退隨이며 李忠武는 三南의 水軍과 土民의 合心이 아니면 何以敗
14)

日” 이라는 식으로, ‘무명의 영웅’들은 ‘영웅’을 돕는 조력자인 한에서 의의를 부여받았던 것이다.
14)

최남선 역시 소년 발간 초기에는 여전히 개혁적 입헌군주나 국가 지도자 등의 ‘영웅’에 초
점을 맞추고 있었다. 육당 초기의 ‘영웅’ 중심적인 역사관은 ｢페터대제전｣(소년 1호―4호 연재,
1908.11―1909.2)에서 ‘영웅’의 일대기라는 영웅전기서사의 전형적 형식으로 구현된다. 같은 시기
신채호의 영웅전기서사(｢이순신젼｣ 을지문덕)가 군주나 전통적인 지배계층(양반)이 배제된 구
국영웅―백성의 이원구조로 되어있는 반면,15) 육당은 ｢페터대제전｣에서 러시아를 중흥시킨 공덕을
15)

16)

“일흠난 임군과 어딘 정승” 에게 돌린다. 근대화=유럽화라는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페
16)

터대제의 카리스마는 늙은 부모나 딸을 예사로 죽여버리는 러시아 백성들의 ‘야만몽매’함과 대비
됨으로써 더욱 정당화되기까지 한다.17) 하지만 ｢페터대제전｣은 영웅에 대한 웅혼·예찬적인 어
17)

18)

조를 탈피하여 소설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굽어보는 듯한 태도 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18)

의 영웅전기 서사와 선을 긋기도 한다. 페터대제에게 본받을 것은 그의 행적일 뿐, 인물 자체가
10) ｢열심의 성의｣ 대한유학생회학보2호(1907.4), 8면.
11) 노연숙, 앞의 논문, 56-68면. 단 영웅서사의 공시적인 유형 분류에 치중하고 있는 노연숙의 논문에서는
‘영웅’에서 ‘국민’으로의 이행과정이 섬세하게 분석되지는 않는다.
12) ｢이순신전｣ 대한매일신보 1908. 10. 24.
13) ｢유명 영웅과 무명 영웅｣ 대한매일신보 1910. 7. 24.
14) 農窩生 鄭濟原, ｢無名의 英雄｣ 태극학보18호(1908. 2), 1면.
15) 신채호의 영웅전기서사에 나타난 ‘노력하는 영웅상’에 대해서는 장두영, ｢신채호의 영웅전기에 나타난
‘기억’의 수사｣, 한국학 연구를 위한 대학원생 국제 교환프로그램(2007. 12), 참조.
16) ｢페터대제 實記｣ 소년2호(1908. 12), 49면.
17) 무지몽매한 백성과 개혁군주의 대비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도 선명히 드러난다. “頑固한 國民들도 비
로소 그 君主의 勇武神文함을 認服하고 ... 크게 帝의 革新事業이 自由롭게 되니 우습다 이 素見업난
百姓들의 炎凉을 보아라!”(｢페터대제 實記｣(2) 소년3호(1909. 1), 72면.)
18) “그러나 우리 페터는 안ㅅ방 아루묵에 궁둥이를 이디 못하난 바눌 豆腐살도 아니오”(소년2호, 4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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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배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서술자는 페터대제가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했
던 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온갖 죄가 다 국가인민을 위하난 생각으로 인하야 지은 닭”19)에 그
19)

를 ‘영웅’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나폴네온대제전｣(소년 2호―3권 6호, 1908.12―1910.6) 역시 애초에는 ‘나폴네온’을 중심으
로 한 영웅전기서사로 기획되었다. 연재가 시작되었던 소년 2호의 권두사진으로 나폴레옹의
초상이 실리는가 하면, 소년 3호 연재분에는 본문과는 무관하게, 나폴레옹이 루이 16세의 주
20)20)

검을 내려다보는 삽화가 2면 전체를 장식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이미지는 범람하는

반면, 서사 자체는 나폴레옹이 등장도 하지 않은 채 끝나고 만다. 애초에 ‘영웅전기서사’로 기획
되었으나 ‘역사전기서사’의 형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소년의 폐간이 서사 자체를 미완
으로 끝맺게 한 점도 있지만, 작가가 애초의 기획대로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에 초점을 맞춰야겠
다고 생각했다면 3년에 걸친 연재기간 동안 얼마든지 나폴레옹의 등장을 앞당길 수도 있었을 것
이다. 그러나 작가는 분명 나폴레옹의 등장을 고대했을 독자의 기대를 배반한 채,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프랑스 혁명의 사회문화사에 천착한다.
영웅전기서사와 사회문화사(역사적 서사)는 단순한 형식의 차이를 넘어 ‘역사’를 바라보는 관
점의 차이를 반영한다. 영웅전기서사는 대개 역사란 영웅들에 의해 주도되고 이끌어진다는 관념
을 바탕으로 한다. 반면 사회문화사의 관점에서 역사에 접근할 경우 ‘영웅’의 역할이란 훨씬 축
소될 수밖에 없다.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일흠난 임군과 어딘 정승”이 국가의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표명한 ｢페터대제전｣과는 달리, ｢나폴네온대제전｣에서는 무능한 왕은 물론이
요, 육당이 꽤 높이 평가하고 있는 네케루나 미라보 같은 이들조차 한갓 역사의 조연으로 혁명
의 격동 속에 휩쓸려가는 것으로 그려진다.21) 그 과정에서 육당의 정치의식에도 변화의 기미가
21)

엿보인다. 입헌왕정제를 선호하고 루이 16세에게 비교적 동정적이던 초기의 입장은 뒤로 갈수록
22)22)

무능한 왕에 대한 환멸로, 나아가 입헌왕정제는 이미 대세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변해간다.

몇

몇 지도자들의 위로부터의 개혁도, ‘깨우치지 못한 인민들’의 아래로부터의 혁명도 신뢰할 수 없
19) ｢페터대제 實記｣ 소년4호(1909. 2), 50-51면.
20) 제복 입은 나폴레옹의 이미지들이 발휘하는 권력의 효과와 주체화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은 문성환의 다
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문성환, 2007 ｢얼굴과 신체의 정치학―소년과 청춘에 새겨진 문명의 얼
굴, 권력의 신체｣ ‘소년’과 ‘청춘’의 창, 이화여대출판부.
21) 특히 네케루와 미라보가 주도했던 온건한 입헌왕정제의 구축이 네케루의 파면과 미라보의 죽음으로 좌
절되는 부분을 보라. ｢나폴레온 대제전｣<10> 소년 3년 2호(1910. 2).
22) “이 입헌왕정당으로 말하면 입법 의회중에서 이미 그 세력이 실추하고, 원외에 잇서서도 激民이 脅迫
을 당하야 당세가 매우 쇠약하얏거늘 정국 관찰하기를 어둡게 하난 왕이 이위 쇠약한 정당을 의뢰하
야 강성한 民黨을 대항하려하다가 스스로 亡滅을 速하게 만드니 그 昏愚함이야 참 가련하도다.”(소년
3권 6호(1910. 6), 60면) 한편 프랑스혁명을 다룬 법국혁신전사의 ｢序｣는 폭군이 아니었던 루이 16세
를 주살한 ‘法國臣民’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 王이 本來 夏王桀과 英王察士의
虐政惡德이 無 則 匹夫 誅다 掩護 一句語로 法國臣民의 罪 可免치 못리로다.”(1979 ｢法
國革新戰史｣ 역사·전기소설 권4, 아세아출판사, 7면.)

114·한국문화 42

게 된 지점, ‘국민의 주체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이탈늬를 통일식힌 리발｣(소년 6―12호, 1909. 4―11)에서도 ‘영웅’ 가리발디는 서사
전체에서 단 2줄 등장하는 데 그친다. 이는 국가의 ‘독립’이나 ‘통일’ 같은 위대한 과업이 한, 두
명 ‘영웅’의 몫이 아닐뿐더러, 1, 20년, 심지어 1, 20대에 이뤄지지도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23) 독립의 위업은 “내가 못 이루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이루면 손자가  하”는
23)

애국적 국민들의 축적된 노력을 통해서만 달성된다. 이러한 역사적 구도 속에 ‘영웅’이 설 자리
는 더 이상 없다. ‘애국적 국민’은 단순히 ‘영웅’의 조력자에 그치지 않고 ‘영웅’을 대체하기 시작
한다.
이는 무엇보다 영웅의 행적에 초점을 맞춘 ‘전기적 서사’의 형식 자체가 와해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영웅의 행적이 삭제된 자리는 ‘애국적 국민’의 자세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들로 채워진
다. “벼록한머리 잡을만한 힘과 긔도 준비치 아니하면서 공연히 주야장천에 울고 부난중 앗가
24)

운 세월과 기회를 허비하고 마난 자” 는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다. 충절을 지킨다고 산천에 은거
24)

하는 것은 “비겁하게 협소하게 움크리고 숨”는 것에 불과하며, 민충정공처럼 자결하는 것조차
“소동된 민심을 거듭거듭 경악케 할 ”이다.25) 진정한 애국자는 오로지 “오기 전에 잇서는 이
25)

다음 쓸 실력을 양성하기에 가 지도록 하고, 온뒤에는 양성하얏던 실력을 운용하기에 몸
이 부서지도록 하난 자”이어야 한다.
영웅보다는 국민을, 위업의 달성보다는 지난한 준비의 과정을 중시하는 영웅전기서사의 패러
다임 전환은 ‘하늘’의 전통적인 역할을 변경시킨다. 과거의 영웅전기서사에서 ‘하늘’은 신이한 기
적을 통해 역사에 직접 개입했다. 근대계몽기의 영웅전기서사에서도 ‘하늘’은 위기에 빠진 국가
를 구하기 위해 때맞춰 영웅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조력자, 구원자의 역할을 지속했다. “우리 조
상 단군의 신령이 쳥구강산에 사이 업 거슬 비탄샤 큰 뎍국을 뎍 간셩지쟝을 려보
26)

내시니..” 라든가, “於是에 國勢가 更히 긔退야 殆滅亡에 至엿더니 上天이 露國을 猶不捨
26)

샤 一千六百七十年頃에 前古에 無比 大豪傑 彼得大帝 降샤”27) 같은 표현들은, 근대계몽기
27)

영웅전기서사에서 거의 상투어처럼 반복되곤 했다.
그러나 국권 상실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하늘이 때맞춰 영웅을 보내 주리라는 안일한 역사
인식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육당은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의 사적을 돌아보면
23) ｢이탈늬를 통일식힌 리발｣<3> 소년 9호(1909. 8), 58면.
24) ｢이탈늬를 統一식힌 리발｣<4> 소년 12호(1909. 11), 70면.
25) 육당은 소년 3호에서 ｢민충정공 小傳｣을 통해 민영환의 충의를 높이 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비분강
개나 자결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아참에는 문某가 죽엇다 저녁에는 崔某가 죽
엇다 하야 갓득이나 騷動된 민심을 거듭거듭 驚愕케 할 이 아니오닛가...”(｢쾌소년 세계주유시보―3보｣
<4> 소년 2권 2호(1909. 2), 19면)
26) ｢이순신전｣ 대한매일신보 1908. 6. 13.
27) 1908 ｢聖彼得大帝傳｣, 광학서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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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라가 기운 후 충신, 영웅이 나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한탄한다. 나아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賢臣을 내지안코 멸망할 임시하야 忠臣節臣이란 것을 내이”는 “하날을 의심”28)하기에 이른
28)

다. 이런 의심은 ｢이탈늬를 통일식힌 리발｣에 가서야 논리적 해결을 본다. 이탈리아 통일의
위업이 좌절을 겪을 때마다 서술자는 그 시련 뒤에 숨은 하늘의 뜻을 이렇게 해석한다. “그만콤
애쓴 것으로는 하날이 아직도 대업을 완성하난 영예를 주지 아니하려”하신다는 것, “하날은 반다
29)

시 크게 수고식힌 뒤에 조흔 보수를 주시며 어렵게 시험하신 뒤에 만흔 상을 나리” 신다는 것
29)

이다. 때 맞춰 영웅을 보내주던 조력자로서의 하늘은 이제 충분히 ‘애쓰고’ ‘노력’할 때까지 일의
성취를 지연시키는 자로 기능한다. ‘하늘’은 오로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도우며, ‘국민’이 自立할
수 있도록 단련시킬 뿐이다. 육당의 ‘영웅전기서사’의 해체에는 이처럼 준비론 사상과 결부된 ‘自
助’의 논리와 근대적 ‘修身’담론이 깊게 스며있었다.

3. ‘충효(忠孝)’와 ‘근로역작(勤勞力作)’, 제국의 수신(修身)과
식민지의 수신(修身): 소년지를 중심으로
소년에서 영웅전기서사가 해체되는 것과 맞물려 수신담론의 분량은 점차 증대해가며,30) 그
30)

과정에서 도산의 준비론 사상의 흔적은 어렵지 않게 감지된다. 소년지에서 육당과 도산의 관
계가 처음으로 표면화된 것은 소년 6호, 곧 1909년 4월호에 도산의 ｢목단봉가｣를 게재하면서
부터다. 그런데 이보다 한 달 앞선 소년 5호(1909. 3)에는 이미 도산의 영향을 드러내는 몇
가지 단서가 보인다. ｢이런 말삼을 드러보게｣라는 글에서 육당은 ‘구설적(口舌的) 애국주의’를 맹
렬히 비판하면서 “신대한소년의 애국은 斥洋도 아니오 排日도 아니오 오즉 自勵 自新 自成 自
守”31)라고 주장한다. 도산 안창호가 말보다는 실천(무실역행)을 강조하며 스스로의 각성과 노력,
31)

32)32)

‘自新’을 내세운 것과 비슷한 대목이다.

1909년 8월 청년학우회가 결성되고 9월부터 소년지

28) ｢쾌소년 세계주유시보-3보｣ 소년 2권 2호(1909. 2), 19면.
29) ｢이탈늬를 統一식힌 리발｣<4> 소년12호(1909. 11), 78면, 80면.
30) 소년4호(1909. 2)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육당의 영웅전기서사가 수신담론과 교차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소년4호에 이르러 후쿠자와 유키치(福澤有吉)의 ｢처세요령｣으로 시작되는 <현대소년의 신
호흡>(이후 <신시대청년의 신호흡>으로 개명)란이 신설되는 등, 수신(修身)관련 내용이 대폭 강화된다.
이전에 ｢소년훈｣, ｢여백이약｣을 통해 짤막한 격언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던 수신담론은 소년 4호를
기점으로 점점 늘어나, 소년 말기에는 지면의 1/3 이상을 채우고 있다. 육당의 ‘수신’에 대한 강조는
청춘까지 이어져 1918년에는 유명한 S. 스마일즈의 自助論 上권을 직접 번역, 출간하기에 이른다.
31) ｢이런 말삼을 드러보게｣ 소년 5호(1909. 3), 53면. 이 글은 자조론으로 유명한 스마일쓰의 서간문
을 번역한 것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지만 논조와 내용은 확실히 육당 자신이 쓴 것임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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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청년학우회보｣가 실리면서 도산과 청년학우회가 지향하는 ‘수신(修身)’의 내용은 한결 구체
화된다.
｢청년학우회 의정서｣는 청년학우회의 목적이 “대한의 무실역행으로 생명을 作하난 청년학우를
단합하여 情誼를 敦修하며 아울너 德, 體, 智 三育을 연구코  그 好美한 者를 踐履하야 건전
한 인격을 작성”33)하는 것임을 밝혀 청년학우회가 인격 수양 단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삼육’
33)

(三育)의 위계가 德―體―智로 설정되어 있음은 근대계몽기 이래 담론상의 중요한 변화지점을
34)

보여준다. ‘덕의(德義)’보다는 ‘지혜(智慧)’를 내세운 후쿠자와 유키치 에게 강한 영향을 받았던
34)

독립신문의 필자들은, 그들의 ‘문명개화’ 담론에서 智를 가장 앞세웠다. 한편 1900년대에 영웅
35)35)

전기서사와도 쉽게 접목되었던 ‘상무(尙武)’

담론은 ‘體’를 맨 앞자리에 내세웠다. 그에 비해 ‘德’

은 ‘삼육’(三育)의 하나로 빠지지 않고 거론되면서도, 그 자체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해왔던 터였
다. 어떤 의미에서 ‘德’은 유교적 ‘구습’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조차 했다.36)

36)

그런 의미에서 ‘德’이나 ‘德’의 함양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수신담론’은 한때 구시대의 것으로
비난받던 유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제국 일본에서 유교적 수신의 ‘근대
적’ 가치는 일찌감치 주목되었다. 특히 ‘忠’과 ‘孝’라는 유교의 중심덕목들은 천황을 정점으로 한
가국(家國)체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다. 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가 문
명개화 일변도의 기존 정책을 비판하며 교육과 정치에 유교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 <교학성지(敎
學聖旨)>가 발표된 것이 1879년이었고, 1890년에는 <교육칙어>를 통해 충효를 바탕으로 한 국가
주의 사상 교육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그에 따라 제도교육 내에서 ‘수신’ 과목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며, 수신교과서에 대한 검정제도에 이어 1904년에는 아예 국정교과서 제도가 채택되었
다. ‘수신’ 교육의 핵심 취지는 ‘만세일계 천양무궁(天壤無窮)의 국체관, 존왕애국 정신’을 배양하
37)37)

여 천황제 하의 ‘충량한 신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대한제국에서도 유교적 수신을 근대의 국가 관념과 결합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다. 1896년
학부 편찬 교과서로 제작된 숙혜기략(夙惠記略)이 개화기의 시대감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32) “아이 석일로부터 自新치 못하여 惡樹惡果를 금일에 收케 되었으나 今日 眞實로 능히 自新할진대 善樹
善果를 他日에 거둘지라. 오늘 爲國하는 길은 역시 自新일 뿐이니라.” 국사편찬위원회 편, 1965 한국
독립운동사 1권 자료편, 1026면.(신용하, 1993 ｢도산 안창호외 신민회의 창립｣ 안도산 전서 下-연구
논문편(도산사상연구회 편), 범양사, 58면에서 재인용)
33) ｢청년학우회 의정서｣ 소년 10호(1909. 9), 15면.
34) 福澤諭吉, 1989 문명론의 개략(정명환 역), 광일문화사, 133면.
35) 권보드래, 2002 한국근대소설의 기원, 소명, 38-53면.
36) 가령 최남선은 유교의 대표적 수신 지침인 ‘九用’을 소년들의 기상과 패기를 꺾어버리는 구습으로 비판
하고 있다. “버선해디고 옷더럽난은 理由로 써 댜라가난 氣運을 抑制하고 성가신 九容과 座右銘으로 써
强勒으로 펴가난마듸를 부려 안ㅅ방아루묵이 네天地오 벼루右便이 네世上이니 행여나 생각할나하
면서 닦달한사람이 댜란뒤에 무삼생각이 나오릿가” ｢쾌소년세계주유시보｣ 소년 1호(1908. 11), 75면.
37) 김순전 외, 2004 수신하는 제국, 제이앤씨, 12면.

최남선의 수신(修身)담론과 근대 위인전기의 탄생·117

38)38)

재래식 수신서를 답습하고 있었던 데 비해,

1906년 휘문의숙에서 편찬한 중등수신교과서는

‘국민’ 양성이라는 목표를 선명히 드러낸다. 2권 2부 <국가에 대 주의>와 4권 3부 <국가에
대 도> 전체가 국체(國體), 국가, 국민, 애국 등을 가르치는 데 할애되었으며, 이씨 황조의
39)39)

정통성에 기반을 둔 ‘국체’관을 고취하고자 했다.

이러한 기획은 물론 일본의 수신담론을 선례

로 한 것이다. “존왕애국하는 사기를 養”하고 “臣民으로써 국가에 대하는 책무”를 기르는 근대적
수신관이 처음으로 천명된 것은 1895년 학부령으로 발표된 ｢소학교교칙대강｣에서였으며, 대한자
40)40)

강회는 일본의 <교육칙어>를 본받아 충효를 바탕으로 국체를 정립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황실은 고사하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던 대한제국에서 충량한 신민(臣民)을 양성한
다는 근대적 수신담론의 기획은 별다른 소득 없이 좌절되었다. ‘존왕애국’하는 사기를 기르겠다
는 ｢소학교교칙대강｣의 취지는 일제의 영향력 아래 있던 학부 편찬 교과서(｢보통학교 학도용 수
신서｣, 1907 ; ｢초등수신｣, 1909. 4)에서 결코 실현될 수 없었다. 근대적 수신담론이 시도된 일
부 사학(私學) 교과서(｢중등수신교과서｣, 1906. 9나 ｢고등소학수신서｣, 1907. 8 등)들 역시 1908
년 <사립학교령>과 1910년 일제 강점을 거치면서 대부분 발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1909년 무렵 본격화된 청년학우회와 소년지의 ‘수신’담론은 독보적인 의미를
띤다. 그러나 국망(國亡)의식이 팽배하던 시기 청년학우회의 수신담론은 ‘충효’가 아닌 ‘무실역행
41)41)

(懋實力行)’을 주된 덕목으로 내세웠다.

무실역행의 사상은 최남선의 글에서도 ‘노력’, ‘근로역작

(勤勞力作)’, ‘견인역작(堅忍力作)’ 등의 용어로 변주되며 1910년대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년학우회가 “정치혁신․ 사회개량 등을 조곰도 표백”하지 않고, 다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무
42)

실역행’을 강조 하는 것은, 안창호의 준비론 사상과 수신담론을 무장독립투쟁 노선과 대비되는
42)

‘개량주의’로 평가하는 원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공립협회가 조선 안팎에서 가
장 일찍이 ‘독립전쟁론’을 내세웠던 집단이며, 대한 제국 말 최대의 지하 정치조직인 신민회 역
시 이런 노선에 따라 해외 독립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망명을 선택했음을 들어, 안창호의 준비
론이란 무엇보다 독립전쟁 준비론이었음을 밝히고 있다.43)

43)

38) ｢숙혜기략｣은 태어나서부터 20세 이후까지 기억할만한 고인들의 행적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으
며 그 내용 또한 “神農氏 生 能히 言고 五日에 能히 行고..”라는 식의 神異한 행적에 치우쳐
근대의 현실 감각을 결여하고 있었다. 1977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권9, 아세아출판사, 7면 참조.
39) 1908(재판) ｢중등수신교과서｣ 권 2, 휘문의숙, 27-30면.
40) 鄭雲復, 1906 ｢교육의 필요｣ 대한자강회월보 1호, 7, 28-29면. “漢儒 所謂 三綱五常의 本領은 孝로 爲
先고 忠이 次之엿시나 日本의 敎育 勅語 忠으로 爲先고 孝가 次之엿스니 其 國民之恒言에 曰
若不盡忠於國야 失其祖宗遣業이면 豈可 曰 孝乎리오 야 以此爲敎育之基礎가 殆近四十年에 若有外
侮之至면 國民上下가 一其心而爭死야 勇往直前故로 敗淸逐俄에 幷伍於歐亞最强之列니 是豈偶然哉
리오 實由於敎育基礎之如何외다”
41) ‘충효’의 배제는 신민회가 설립 당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입헌군주정이 아닌 공화정의 수립을 목표로 내
걸고 있었던 것과도 관련된다. 신용하, 1993 ｢도산 안창호와 신민회의 창립｣ 안도산 전서 下-연구논문
편(도산사상연구회 편), 범양사, 57면.
42) ｢청년학우회 의정서｣ 소년 10호(1909. 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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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가 수양을 강조한 것은 조선의 망국 원인이 무엇보다 ‘독립정신’의 부재에서 말미암았다
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었다. 공립신보의 한 논설은 ‘조선의 망국원인’은 국력의 강약 이전에
“국민의 자립 사상”의 부재, 곧 “노예셩질”에 있다고 성토한다. 따라서 국권회복의 방책으로 교
육 확장이나 상무(尙武), 군무 확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독립사상’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44) 1907년 이후 공립신보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었던 ‘한국혼’의 배양은 ‘독
44)

립정신’을 뜻함에 다름 아니었다. 1920년대의 <흥사단 입단문답>에서도 ‘망국’의 시대 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동일한 틀을 유지했다. 나라를 구하려면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 힘은 무엇보다
개개인의 ‘건전한 인격과 신성한 단결’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지력도 건전한 인
45)45)

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을사5적의 경우처럼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 쓰일 뿐이기 때문이다.

신민회의 외곽단체인 청년학우회, 안창호의 충실한 후계자였던 최남선, 청년학우회의 기관지
역할을 자임했던 소년의 수신담론이 이런 맥락에서 재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육당의 수신담
론이 ‘독립’이라는 확고한 목표와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은 소년 4호에 번역, 게재된 후쿠자와
46)

유키치의 ｢수신요령｣ 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 글은 ‘인문의 진보에 따라’ 도덕과 덕교(德敎)도
46)

변화하므로, 일신하는 사회에 발맞춰 금일에 맞는 ‘수신처세법’을 정해야 함을 주장한다. 금일의
수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상명제로 제시되는 것은 바로 ‘독립자존(獨立自存)’이다. ‘독립자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노동하고, 자신의 지덕과 신체를 완미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가족의 차원에서 일부일처제와 부모의 자녀 교육을 통해 一家의 독립을 이루는 것을 뜻
한다. “건전한 사회의 기초는 一人一家의 독립자존”에 있다는 점에서, 개인과 일가(一家)의 독립
은 곧 사회와 국가 독립의 기초가 된다. ‘독립자존’이 무엇보다 국가의 독립을 목표로 함은 문
명론의 개략에서 국가의 독립을 ‘문명개화’보다도 앞선 지상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47)47)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독립’론이 단순한 개인윤리에 그치지 않고 서구의 위협 앞에서 국가

와 인종이 절멸할 수도 있다는 메이지 초 일본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듯, 대한제국의 ‘국망’
을 앞둔 시점에서 최남선 강조한 ‘독립자존’ 역시 강한 정치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43)
44)
45)
46)

백동현, 2004 대한제국기 민족인식과 국가관념, 고려대 박사논문, 134면 이하.
｢론셜: 죠선의 망국원인｣ 공립신보(1907. 6. 7), 1면.
｢흥사단입단문답｣(이태복, 2006 도산 안창호 평전, 동녘, 228-232면에서 재인용)
최남선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처세요령｣을 번역, 게재함으로써 ｢현대청년의 신호흡｣이라는 수신란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를 염가의 단행본으로 발행하여 소년 지상을 통해 거의 매달 꾸준한 광고를 내보
냈다. “此書는 일본維新의 건설가를 양성한 대교육가 福澤有吉씨가 필생의 연구와 경험에 基하야 신시
대 士女의 준수할 신도덕을 구체적으로 논술한 것을 本官이 특히 感한 바ㅣ 有하야 是를 飜刊하야 實
費 三錢으로 반포함이니 人의 師傅나 長老가 된 이는 다수로 購去하야 자제 及 隣里에 廣播하심을 務
望하오.” 소년 8호(1909. 6), 65면.
47) 반면 후쿠자와 문명론의 강한 영향을 받았던 윤치호에게는 문명개화가 독립보다 앞서는 지상과제였다.
야만의 조선보다는 차라리 문명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 낫다는 식민화된 무의식은 그의 일기 곳곳에서
펼쳐진다. 졸고, 2003 ｢‘미국’과 식민지 근대주체 형성의 한 경로 - 윤치호일기를 중심으로｣ 우리 학
문 속의 미국,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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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자존이 수신의 목표라면 ‘무실역행’ 혹은 ‘노력’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노력’은 국권의 상실이라는 최대의 시련 속에 놓인 ‘국민’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이자, 실천의
방침이었다. 노력을 통한 실력양성과 준비는 비분강개로 헛된 힘을 낭비하는 ‘사이비 애국주의’
나 말로만 떠드는 ‘구설적 애국주의’를 넘어 진정한 독립으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도로 여겨졌
기에48) 육당은 거의 강박적일 만큼 되풀이하여 ‘노력’을 강조한다.
48)

독립자존과 노력을 중심으로 수신담론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육당은 동서고금의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대표적인 수신란인 ｢현대청년의 신호흡｣란에 후쿠자와 유키치에 뒤이어
워싱톤, 프랭클린, 톨스토이, 페스탈로치, 스마일스의 좌우명이나 수신론이 잇따라 소개되었고,
율곡 이이나 에픽테투스 같은 동서양 전통도 재조명되었다. 특히 최남선이 인류 “사상의 精髓”
49)

요, 그 자체로 “인류의 가장 고귀한 力作” 의 산물로 여겼던 격언은 수양을 위한 유용한 재료로
49)

이용되었다. ｢태서소년 일상훈｣, ｢격언 5칙｣ 등 다양한 란을 통해 격언을 소개하는가 하면, 특
집으로 ｢격언 육십삼집｣같은 란을 삽입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 독일, 덴마크, 스위스에서
조선, 일본, 지나에 이르기까지 수합 가능한 온갖 격언들이 골고루 수록되었으며, 예수교, 이슬
람교, 불경의 구절 또한 동일한 평면 위에서 나열되었다.
수신담론의 정립 과정에서 유교적 ‘전통’이 재발견되고 ‘문명’의 의미가 조정되고 있음은 주목
할 만하다. 비록 제국 일본처럼 유교의 忠孝사상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修身齊家治國
平天下’로 확장되는 유교적 수신 원리는 육당의 수신론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청년학우회가 三
育의 위계를 ‘德體智’로 설정하는 순간, 덕의 배양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는 유교와의 접목은 충
분히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다. 유교적 가치의 재발견은 근대계몽기 이래 물질적인 면에 치우쳤
던 ‘문명’의 의미를 ‘정신적 문명’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이기도 했다.50) 최남선이 번역, 출간한 격
50)

몽요결의 광고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광고문은 “文明이란 何오”라는 질문에 답하며, 문명이란
“개인에 在하야던지 사회에 在하야던지 德, 體, 智 三件事가 평균하게 발달”하는 것이라고 규정
한다. 나아가 우매한 자들이 전선(電線)과 철궤(鐵軌) 같은 물질적인 것만을 문명이라고 여겨
논어, 맹자, 시경, 서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는 세태를 개탄한다. 최남선은 유교
적 ‘전통’은 德을 필두로 하는 정신적 문명을 건설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보감(寶鑑)’이며, 이야
말로 지금 새삼스럽게 이이의 격몽요결을 번간하는 이유라고 밝힌다.51)

51)

물론 최남선이 과거 그대로의 유교를 계승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모든 ‘전통’이 그러하듯,
48) ｢이런 말삼을 드러보게｣ 소년 5호(1909. 3), 51면, 53면.
49) ｢題辭-격언 육십삼집｣ 소년 19호(1910. 7), 13면.
50) 김현주, 2005 이광수와 문화의 기획, 태학사, 85-114면. 이 글에서 김현주는 주로 1910년대 이광수의
논설들을 중심으로 ‘정신적 문명’론의 기원을 재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1900년대 말 이래 최남선의 수신
담론에 주목할 때 정신적 문명론의 계보가 더욱 선명하게 그려지리라고 생각된다.
51) ｢격몽요결｣ 광고문, 소년(19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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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는 근대적인 가치를 띤 것으로서 재‘창조’된다. 육당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처세요령｣과 ‘태
서명인(泰西名人)’의 격언들을 격몽요결의 부록에 실음으로써, 격몽요결의 ‘근대적’ 독서를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로써 격몽요결의 ‘입지(立志)’, ‘혁구습(革舊習)’, ‘지신(持身)’, ‘독서’
등의 의미는 유교적 세계관의 맥락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자존’과 ‘노력’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 조
선에 유용한 가치들로 전유될 수 있는 것이다.
최남선은 한일병합 이후에 발행된 소년의 마지막 권 전체를 박은식의 ｢王陽明先生實記｣로
52)52)

채우며 ‘王學(양명학)’을 제창한다.

“道의 한 모씩을 여오기에는 모든 宗派가 다 일반”이지만

그 중에서도 ‘心卽理, 知卽行’를 근간으로 하는 왕학은 “시대의 인심을 가장 잘 주관”할 만하고
“사회를 가장 잘 導化할만한 道”로서 추천된다. 육당의 왕학 제창은 소년지의 폐간과 함께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제 막 식민지로 접어든 조선에서 육당이 ‘修身’을 얼마나 중요시했는
가를 잘 보여준다. “德義上 大缺받과 心靈的 大窮苦”에 빠진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53)53)

‘국가 없는 국민’의 주체화를 위한 修身의 道였던 것이다.

4. ‘노력’의 절대화와 근대 위인전기의 탄생: 청춘지를 중
심으로
1914년에 창간된 청춘은 식민지 무단정치 하의 강력한 검열 체계라는 외적 조건 및 대중적
‘교양’을 전파하는 근대 잡지’54)로서의 내적 조건에 따라, 소년과는 다른 성격과 논조를 띠고
54)

있었다. 더욱이 육당의 1인 잡지에 가까웠던 소년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필자를 갖춘 청춘
의 논조는 육당 최남선의 사상으로 온전히 환원될 수 없는 다양성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적
어도 육당의 ‘수신론’은 소년과 청춘에서 일정한 연속성을 띠고 지속되었다. 비록 소년지
에 비해 수신 관련 글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육당은 ｢我꽤｣이라는 권두 수필이나
일련의 장편 논설 등을 통해 ‘수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했다. 변화된 정세에 따라 청년
학우회의 직접적 표어인 ‘무실역행’은 ‘노력’이나 ‘견인역작’ 등의 좀 더 일반적인 용어들로 대체
되었지만, 노력의 목표는 여전히 ‘독립’에 맞춰져 있었다. 가령 ｢수양의 삼단계｣는 “사람됨의 조
52) 일본에서 양명학의 근대적 전용 양상에 대한 연구로는 吉田公平, 2004 일본양명학(정지욱 역), 청계,
2004. 한편 소년지에 나타난 양명학 관련 언설들을 분석한 예로는 최재목, 2006 ｢최남선 소년지에
나타난 양명학 및 근대일본 양명학｣ 일본어문학 33집, 일본어문학회.
53) ｢왕학제창에 대하야｣ 소년 4년 2권(1911. 2), 1-11면.
54) 근대의 일상성과 근대 저널리즘의 ‘잡종성’에 주목하여 청춘을 분석한 연구로는 권보드래 외, 2007 소
년과 청춘의 창 : 잡지를 통해 본 근대 초기의 일상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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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자기독립”이라는 후쿠자와의 전제를 반복하면서 시작한다. ‘자기독립’이란 사상, 신체, 생활,
언론, 사업의 독립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노력을 통한 실력양성으로만 달성될 수 있
다. “독립은 큰 노력을 요하는 것이오 노력이 크기 문에 쾌락이 한 큰 것”이다. 나아가 ‘각
55)55)

개의 독립’은 “완전한 사회적 실력”, 곧 사회적 독립의 기초로 의미화된다.

‘자기독립’의 궁극적

목표가 국가 독립에 있음은 ‘노력’이란 무엇보다 ‘민족적 노력’이어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간취된
다. ‘근세사의 일대특색’은 민족을 단위로 한 경쟁시대라는 점이다. 과거의 전쟁은 일개 군주나
위정가의 이해관계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은 “常時, 非常時, 정신, 물질 일체 경쟁”이 모두
“一민족 혹 一국민의 타민족 혹 타국민에 대한 공동이해와 공동적개로서 出來”한다. 그렇기에
‘민족’을 단위로 하여 “整齊한 질서와 통일한 규모로써 가장 합리적으로 경륜하고 가장 경제적으
56)56)

로 노력”할 때, 가장 우수하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애초에 국가의 ‘독립’이라는 지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부각되었던 ‘노력’은 청춘지의 수많은
글들을 통해 그 의미가 점차 확장되고 고양된다. 한때 ‘소년’의 진취적, 모험적 정신과 연결되었
57)

던 ‘탐험’이 탐험가의 ‘堅忍’과 ‘努力’ 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소년의 자유와 실재 탐구의 정신을
57)

표상했던 ‘여행’이 ‘단련과 수양’58)을 위한 장으로 그 의미가 조정된다. 최남선은 봄이 되어 움트
58)

는 나뭇가지의 새싹에서도, 제 몸뚱이보다 큰 먹이를 짊어지고 가는 개미에게서도 ‘生하려는 의
지와 노력’을 읽어낸다. “우주인생이 總히 此 의지의 표현이오 노력의 결집이라 生하려는 의지의
강하고 생하려는 노력의 大한 자는 존재하며 繁衍며 창대하고 약소한 자는 소멸하며 위축하며
59)59)

枯槁하는도다.”

노력은 또한 ‘문명 발달’의 원리이자 역사 운행의 원리이다. ‘근로한 자’가 복을

받고 나태한 자가 화를 입으며, 근면하게 문명을 향해 나아간 자가 즐거움을 누리고 나태하여
야만으로 떨어진 자가 괴로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60) 고구려, 발해, 신라의 흥망성쇠의
60)

역사는 물론이요, “난시대 난國民의 역사”가 어느 것 하나 “노력율의 엄정한 심판례”이자 “노력집
61)61)

행의 정확한 남錄” 아닌 것이 없다.

이처럼 ‘노력’의 가치가 거의 전방위적으로 절대화되면서, 식민지의 독립을 위해 도입되었던
‘수신’ 담론은 역설적으로 생존경쟁에 입각한 ‘문명론’에 점점 근접해갔다. 이처럼 문명론으로 확
장된 1910년대 최남선의 수신론은 1918년 자조론(Samuel Smiles, Self-Help)의 번역, 출간으로
55)
56)
57)
58)
59)
60)

｢아관 - 수양의 삼단계｣ 청춘 8호(1917. 6), 5~8면.
｢노력론｣ 청춘 9호(1917. 7), 29-30면.
｢북극도달의 양대쾌남아｣ 소년 18호(1910. 6), 64면.
｢수양과 여행｣ 청춘 9호(1917. 7), 5-9면.
｢노력론｣ 청춘 9호(1917. 7), 20면.
“勤勞한 者가 福을 受하고 懶散한 者ㅣ 禍를 被하며 文明으로 進進한 者ㅣ 樂을 享하고 野昧로 退退한
者ㅣ 苦를 喫하니 此는 天理의 常經이오 世道의 通義라” ｢문명의 발달은 우연이 아님｣ 청춘 10호
(1917. 8), 18면.
61) ｢노력론｣ 청춘 9호(1917. 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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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에 이른다. 최남선은 청춘의 ｢신문관 出判時報｣를 통해 몇 달 전부터 이 책의 출간을 예
고한 데 이어, 출간 직후인 1918년 4월에는 청춘에 장장 5면에 걸친 자조론 도서 광고뿐
아니라 ｢신문관출판시보｣와 ｢자조론 序｣을 싣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시기 최남선 ‘수신’론의 요
체가 담겨 있다. 그에 따르면, 세계와 우주의 근본 원리는 ‘自己’들간의 생존경쟁이며 오늘날은
국가/민족이라는 ‘自己’들이 ‘文明上進’을 목표로 경쟁하는 시대이다. ‘문명’의 핵심은 그 결과인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하는 문명적 정신에 있는데, 문명적 정신이란 생존경쟁의 장
62)62)

에서 ‘자기’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신, 곧 ‘自助’에 다름 아니다.

조선의 낙후함 역시 문명

적 정신의 미비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한 최남선이 ‘문명적 정신’을 배양하는 ‘修身’을 중요시한 것
은 당연한 결과였다. 최남선은 일본에서 “中村正直 박사의 넓한 西國立志篇, 곳 自助論이 명치
63)

이후의 정신상에 위대한 영향을 與한 것” 을 후쿠자와 유키치가 물질상 개화에 끼친 영향만큼
63)

이나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하면서, “文明上 落後人”인 조선인들에게 자조론이 “覺醒과 奮勵와
希望과 信念”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수신’의 강조점이 ‘독립’에서 ‘문명’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영웅’의 범주 또한 조정된다. 물론
‘영웅’의 의미 변화는 이미 ‘노력’을 근간으로 국가 없는 국민의 주체화를 꾀했던 소년지 시기
부터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영웅의 위대함이 ‘지력과 기예’, 혹은 ‘위업’의 달성 여부가 아닌 오로
지 ‘품행의 고결’함과 ‘견인’, ‘노력’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보는 ‘노력하는 영웅’론이 그것이다. 국
가적 위업의 달성보다는 ‘노력’의 과정을 강조함에 따라 ‘영웅’의 함의와 대상이 재조정되고, 마침
내 ‘영웅’보다는 ‘위인’이라는 보다 근대적인 명칭과 경쟁하게 된 것도 이미 소년지에서 발견되
는 모습이었다. 그 결과 ‘을지문덕, 이순신, 나폴네온, 와싱톤’ 같은 ‘국가적 영웅’이 아닌 ‘에듸손’
이 비로소 관심권에 들어오고,64) ‘위인’이 “지선의 노력자”65)로 재정의되었다. ‘헬넨 켈너’가 “수양
64)

65)

의 거울”로서 대표적인 ‘위인’의 반열에 들 수 있었던 것 역시 어떤 ‘위업’을 달성했기 때문이 아
66)66)

니라 시련의 극복이라는 ‘노력의 가치’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년지의 ‘노력하는 영웅’상은 여전히 국가의 독립이라는 지상 과제와 강하게 결부
되어 있었다. ｢이런 말삼을 드러보게｣(1909)라는 글은 ‘노력하는 영웅’상이 국가 없는 국민의 주
체화라는 문제 의식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뚜렷이 보여준다. 이 글에서 ‘영웅은 시련에 빠진
국가를 건져주는 자가 아니라, 시련에 빠진 국민들이 ‘堅忍力作’하도록 하는 “완전무결한 처세의
모범”이자 “국민이 다 각기 저를 만들 표준”으로 재발견된다. 영웅적인 개개인들이 시련을 통해
62) 광고 ｢자조론｣ 청춘 13호(1918. 4). “時下吾人의 千要萬求를 一言으로 蔽하면 文明上進에 在하니”,
“新文明의 물질적 결과는 전래한지 久하고 그 영향이 자못 심대한 자ㅣ 存하건마는 그 정신적 原由에
관하야는 아즉도 留眼과 用心이 아울러 幾無하야.”
63) ｢자조론 序｣ 청춘 13호(1918. 4), 46면.
64) ｢전기왕 에듸손의 소년시절｣ 소년 4호(1909. 2), 33면.
65) ｢소년시언-위인이란 무엇｣ 소년 3년 2권(1910. 2), 22면.
66) ｢수양의 거울: 헬넨 켈너 여사의 나의 장래｣ 소년 3년 5권(1910. 5), 2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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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련되듯, 국민도 시련과 연마를 통해 ‘순미(純美)’하고 ‘강장(强壯)’해진다. 시련이 영웅의 일생을
빛나게 하듯 “국민의 역사 중 가장 영화롭고 명예로운”때는 다름 아닌 ‘시련’의 시기이다. 하늘이
영웅을 시험하고 연마하기 위해 시련을 내리듯, 국가의 시련은 “하날이 우리 국민에게 自强할
능력의 잇고 업슴과 독립할 정성의 엿고 깁흠과 堅忍持久하난 힘의 오래고 름과 근면성실한
67)67)

의 크고 적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독립이라는 목표에 종속되어 있던 소년지에서 ‘노력’ 일반의 가치를 보여주는 실
례로서의 ‘위인’론은 아직 논설의 차원에서 제기되었을 뿐, ‘위인’의 일대기라는 전기적 서사의 형
식으로 구현되지 못했다. 앞서 살펴보았듯 ｢페터대제전｣에서 ｢나폴네온대제전｣을 거쳐 ｢리발
｣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집합적 노력’을 강조하는 역사관은 역사에서 ‘영웅’의 역할을 축소시켰
고, ‘영웅 전기 서사’는 ‘역사적 서사’로, 나아가 ‘논설’로 해체되어 버렸다. 이후 ‘지선의 노력자’로
서의 ‘위인’을 강조하면서 에디슨이나 헬렌 켈러 등이 그 실례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는 아직
논설이나 기사 형식의 글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되는 정도였을 뿐 본격적인 ‘위인전기’의 모습을
68)68)

띤 것은 아니었다.

소년지에서 이뤄진 ‘영웅’에서 ‘위인’으로의 범주 조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위인전기 형식
69)69)

의 ‘서사’로 구현된 것은 청춘지에 이르러서였다.

국가 독립의 수단이었던 ‘노력’의 가치가 그

자체로 절대화됨에 따라, ‘위인’의 삶은 ‘노력’의 가치를 보여주는 생생한 실례로서 서사의 중심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영웅전기서사’에서 ‘위인전기서사’로의 이행은 단지 호칭상의 변
화에 머물지 않았다. 청춘지가 제시하는 일련의 전기적 서사들은 근대 계몽기의 영웅전기서사
에 비해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이 훨씬 줄어들었으며, 서술시간(narrating time)과의 역사적 관련
성 또한 희미해졌다. 그 결과 ‘위인’의 일대기는 하나의 객관적 ‘지식’이나 보편적 ‘교양’의 형태로
전달되었다. 근대 계몽기의 영웅전기 서사들이 작가―(서술자)―독자가 당면한 현재의 국가적 위
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주제의식의 긴박성으로 떠받쳐져 있었다면, 청춘지의 위인전기 서
사들은 ‘노력’의 가치를 강조하고 예증하는 좀 더 보편적인 주제로 귀결되었다.
‘노력’의 함의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인’의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도 점차 넓
어졌다. ‘노력’을 통해 이룬 업적이기만 하다면 ‘로쓰촤일드의 富’든 ‘제임스 왓트’의 발명이든 모

67) ｢이런 말삼을 드러보게｣ 소년 4호(1909. 2), 39-42면.
68) 소년 13호(1910. 1)에는 본격적인 ‘위인전기’라고 할 수 있는 ｢린커언의 인물과 밋 그 사업｣이 실려
있지만, 최남선이 밝히고 있듯 이는 Joseph Choate의 “The Career and Character of Abram Lincoln”를
번역한 것이었다.
69) 청춘지의 위인전기서사들은 대개 필자가 밝혀져 있지 않거나 ‘挹淸生’이라는 필자에 의해 쓰여졌기에,
최남선의 사상을 탐구하는 데는 부적절한 텍스트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근대계몽기의 영웅전기서
사와는 달리 근대의 위인전기서사는 저자의 사상이나 역사의식을 표출하기보다 보편적 ‘지식’이나 ‘교양’
의 형태로 전달된다는 점에 주의한다면, 이러한 서사의 성격 변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서 최남선의
수신담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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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위대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노력’의 예증이 되기만 한다면 ‘역전의 공업가 메손’이
든 ‘근면의 독학자 파라듸’든 모두 ‘위인’의 목록에 포함될 수 있었다.70) 특히 수신담론의 강조점
70)

이 독립론에서 문명론으로 이동함에 따라 청춘에서는 근대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위인들이
부각되었다. 청춘 10호의 특집으로 기획된 ｢십대 분투적 위인｣은 ‘린컨, 파라듸, 메소니에, 무
듸, 피보듸, 럭펠러, 에듸손, 카네기, 피아리, 모차트’71)처럼 정치, 과학, 예술 등 각 방면에서 근
71)

대적 성취를 이룬 인물들을 대표적 위인으로 선정했다. “금일 문명의 선도자”인 “근세적 영웅의
실행적 교훈”을 폭넓고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자조론의 광고는, 이 책을
“무수한 傳記의 집합이오” “문명 발달과 인사 성패의 ‘파노라마’”라고 평가한다.72) ‘노력’이라는 보
72)

편률과 ‘문명’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기반한 청춘의 ‘위인전기서사’들은 이렇게 하여 오늘날 우
리가 여느 위인전집에서 볼 수 있는 것과 흡사한 ‘위인’들의 목록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 1920년대 최남선 수신담론의 향방
‘독립자존’의 ‘국민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기획되었던 소년지의 수신담론은 ‘무실역행’, ‘견인
역작’, ‘노력’을 일차적 덕목으로 삼음으로써 국가의 시련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청춘지에서는
‘노력’론이 생존경쟁에 기반한 ‘문명’론과 결합하는 양상을 띠기도 했지만, 육당에게 생존경쟁의
단위인 ‘自己’란 무엇보다 민족적 ‘자기’였다. 그런 점에서 소년에서 청춘까지 육당의 수신담
론은 일관하여 국가, 국민, 혹은 민족의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수신’의 방법으로서의 ‘노력’이 국가 ‘독립’의 목표와 분리되어 그 자체로 절대화될 때,
그 저항성은 거세되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 맹목성을 띠게 된다. 1920년대에
그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현실화되었다. 제국 일본에서 그러했던 것처럼73) 식민지 조선에서
73)

74)74)

자조론의 논리는 ‘국가’나 ‘민족’이 아닌 ‘개인’의 ‘입신출세’의 방편으로 전락해갔다.

제국의

지배담론에서조차 “근로와 직업에 충성스러운” 식민지인 양성을 위해 ‘노력’을 유용한 가치로 부
70) ｢로쓰촤일드의 富｣ 청춘 2호(1914. 11) ; ｢제임스 왓트｣ 청춘 6호 ; ｢역전의 공업가 메손｣ 청춘
9호 ; ｢근면의 독학자 파라듸｣ 청춘 10호 등.
71) ｢십대 분투적 위인｣ 청춘 10호(1917. 9).
72) 광고 ｢자조론｣ 청춘 13호(1918. 4).
73) 일본에서 러일전쟁 이후 양명학, 채근담, 자조론 등의 수신론이 개인의 입신출세주의나 교양, 정치
성이 거세된 ‘安心’을 위한 방편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吉田公平, 2004 일본양명학(정지욱 역), 청계
참조.
74) 1920년대 ‘자조’론 등의 수신담론이 개인의 입신출세주의로 변질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최희정, 2004 한
국 근대지식인과 ‘자조론’, 서강대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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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5)

각시키고 있었다.

청년학우회와 흥사단을 계승한다고 자처했던 ‘수양동우회’에서조차 ‘수양’ 혹은 ‘수신’은 애초의
정치성을 상실한 채 ‘개인’의 내적 평안을 도모하기 위한 ‘교양’의 하나로 전락해가고 있었다. 안
창호가 수신담론의 변질에 맞서 “흥사단은 평범한 수양주의”가 아닌 “조선 혁명을 중심으로 투사
의 자격을 양성코자 하는 혁명훈련단체”76)였음을 새삼 강조한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했다. 그
76)

러나 ‘수신’ 담론의 개량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안창호와 흥사단은 마침내 ‘수
양동우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은 ‘수양’이라는 두 글자를 떼어버리기로 결정한다.
1918년 자로론 상권의 출간으로 정점에 올랐던 육당 최남선의 수신담론이 1920년대 이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은 것, 심지어 육당이 3·1운동으로 수감되었던 옥중에서 자조론 하권을
번역하고도 끝내 출판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신’이 더 이상 저항의
주체가 아닌 식민지 근대주체 양성의 기제가 되어버린 현실을 목도했기 때문이었다.

주제어 : 최남선, 수신, 영웅, 위인, 노력(무실역행, 견인역작), 국민
투고일(2008. 4. 15), 심사시작일(2008. 4. 28), 심사종료일(2008. 6. 5)

75) 조선총독부의 수신담론에 대해서는 최근 번역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조선총독부 발행 초득학
교 수신교과서들을 참조할 수 있다.(김순전 외 역, 2007 (조선총독부) 초등학교수신서 1-5, 제이앤씨).
한편 조선총독부 발행 수신교과서들을 중심으로 ‘근면’한 식민지인 양성을 위한 식민담론을 분석한 연구
로 이병담, 2006 근대 일본과 조선총독부 수신교과서 비교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참조.
76) 안창호, 1929. 2. 9. ｢미주 단우들에게 보내는 편지｣(이태복, 2006 도산 안창호 평전, 동녘, 340-341
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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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oi Nam-sun’s ‘Moral Training(修身) Discourse’ and the Birth
of the Modern Biography
Youn Young-shil *
77)

Choi Namsun’s biographical narratives in Sonyun(少年) and Cheongchun(복春)
show us the continuous transition from the premodern ‘hero narratives’ to the
modern ‘great men narratives’, unlike the established hypothesis that the former
extinguished in the late 1900’s and was succeeded to by the historical novel’s 1930’s.
Confronting the loss of the national power of the Daehan Empire, Choi couldn’t
expect any more the appearance of national heroes who would rescue the country,
which dissolved the form of the hero narratives in Sonyun(少年). Instead, Choi
counted on the discourse of moral training of ‘the Youth Association(복年學友會)’ to
subjectify ‘the People’(國民) without the country and focused on the virtue of
‘endeavour’(務實力行 or 堅忍力作 or 努力). ‘Endeavour’ was first considered the only
way to the object, ‘the independence’ of the country but the value of the virtue was
later elevated to the foundational principle of the civilization, the universe and even
‘life’(生命) itself. In this course, ‘national heroes’ of the premodern narratives changed
‘great men’ of modern biographical narratives which could examplify the value of
endeavour. However, ‘endeavour’ which had been cut off from the object, the
independence of the country, could easily used as the instrument for the training
the diligently-working colonized or for the success of any ego-centric individuals in
the 1920‘s.

Key Words : Moral Training(修身), Hero, Great Men, Endeavour(努力), Choi Nam-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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