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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春을 통해 본 최남선의 세계인식과 文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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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견된 民意와 그 가능성의 의미
해방 이후 다수의 역사기술에서 3·1운동은 실패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이후의 시대

는 좌절한 지식인들의 암중모색의 시기로 평가되곤 하 다. 조선의 독립이라는 결과만 놓고 볼 
때, 분명 이 운동은 실패 다. 그러나 독립선언서 작성의 기초를 맡았던 최남선은 이 운동에 대
해 조선의 “민시(民是)”를 발견한 경험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3·1운동 관련자로 복역을 마치고 
새로 창간한 주간지 동명(東明)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최남선은 그 동안 파묻혀 있던 민족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자기의 처지에 눈을 뜬 조선인은 무서운 형세로 자기 옹호를 운동하기 시작하얏습니다. 미상
불 무서운 형세로써 분기하얏고 노력하얏습니다. 압헤 노힌 희생 우에 자기를 덧 희생으로 올리
기를 사양하지 아니하얏습니다. (…) 그러케 공축침폐(恭縮沈廢)하얏든 사회의식도 이 일건사(一
件事)를 인하야 붓적붓적 소사낫스며 그러케 지리멸렬하든 민족행위도 일단사(一段事)를 위하야 
차직차직 뭉키엇습니다. 가르치는 이 업시 민족적 자각이 골고로 생기고 니끄는 이 업시 민족적 
일치가 저절로 니루엇습니다. 닥치는 것이 간험(艱險)할수록 그대로 이 자각과 이 일치가 줄기차
지고 덥지르는 것이 흉악할스록 그대로 이 자각과 이 일치가 긔숭스러워젓습니다. 이때까지 무
룡[無用]한 듯 하기는 실상 오늘날을 위하야 정력을 양축하자고 그리된 것이오 오늘날 와서 이만
한 탄발력을 낼 수 잇기는 실상 두고두고 싸핫든 것을 한꺼번에 내어씀인 줄을 사실의 우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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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습니다.”1)1)
독립운동을 준비할 당시 운동의 효과나 성적 따위는 최남선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저 “조선

인으로서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2)는2)생각에 준비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동을 직
접 겪고 난 후에 내린 평가를 보면, 운동 당시 느꼈던 흥분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 흡족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3·1운동이 조선인에게 창조가 없
는 것은 일부 계급에서만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임을 보여주기 위해 민중 자신이 벌인 회복 운동
이라고 여겼다. 그것은 조선이 처음으로 민족적 규모로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최남선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일은 나라 일을 한다는 계급이나 권력을 농단하는 
계급의 사람들의 타락과 신용 없음이 폭로되자마자, 민중 자신이 자조적 활동을 통해 그 싹을 
잘라내려 한 것이다. 조선 민중 스스로가 지금까지의 현상이 자신의 본질과는 무관한 것임을 증
명한 것이다.”

합병 이후 조선 민족은 드러내놓고 정치적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오래도록 비참한 지
경에 놓여있었지만, 시인, 역사가, 철학가, 교육가가 조선인의 결함을 절감하고 노래하거나, 분석
하고, 훈련하고, 가르친 적이 없었다. 서구와의 만남 이후, 조선인은 줄곧 “기골 없고 능력 없고 
염치없고 생명의 창조가 없”는 이들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다수의 민중이 
한 순간에 ‘펑!’하고 터질 수 있었던가? 최남선이 감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비록 3·1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다고는 하지만, 최남선 또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어떤 정치적
인 글도 제출한 바 없다. 육당 자신의 표현을 따르자면 다만 사실을 “보여주기만” 했을 뿐이라
고 한다.

1919년에 이르기까지 최남선의 활동은 주로 소년(少年)(1908~1911), 청춘(복春)(1914~1918) 
등의 잡지 발간과 조선광문회를 통한 고전 복간, 신문관을 통한 각종 문화 서적의 출간 등이었
다. 지금까지 최남선의 이러한 출판 활동에 대해서는 주로 총독부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근대 학
문의 형성 혹은 근대 제도의 성립과 관련하여 평한 경우가 많았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총독
부의 언론 통제로 인해 일체의 정치적 발언이 불가능하여 우회적 표현을 찾았다거나, 근대 주체
의 성립을 가능케 하는 근대 제도가 봉쇄되어 문학과 같은 정신적 추상의 세계에 집중하여 근대 
주체의 성립을 이루고자 했다는 논의,3)3)유럽에서 형성된 계몽주의적 역사 패러다임의 수용4)4)등
이 대표적이다. 이들 논의에서는 일본을 통해 받아들인 서구적 근대가 최남선이 구축한 조선의 

1) ｢摸索에서 發見까지〓朝鮮民是論 (1)｣, 東明창간호, 1922.9.3.
2) 三·一 獨立宣言 關聯者 訊問調書(京城地方法院) 가운데 崔南善 訊問調書
3) 한기형, 2004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소년, 청춘의 문학사적 역할과 위상｣ 

대동문화연구45집.
4) 김현주, 2007 ｢문학사의 이념과 서사전략 ― 1900~20년대 최남선의 문화사 담론 연구｣ 대동문화연구

5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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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에 일방적으로 향을 미쳤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지식을 동시대적으
로 구현한5)5)그의 작업을 표면적으로 드러난 근대성의 측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는 다른 이들과 달리 독특한 모습을 띠는 최남선의 행보를 충분히 설명하
지 못한다.

생의 전반기에 독립선언서의 작성을 자임하 으나, 훗날 자신의 말처럼 “조선사편수위원, 중추
원 참의, 건국대학 교수 후 이것저것 구중중한 옷을 열 번 갈아입”6)었던6)최남선은 일련의 ‘잘못
된’ 선택으로 인해 친일 ‘변절자’로 심판을 받는다. ‘변절자’라는 질책은 사후에도 유령처럼 최남
선을 따라다녔다. 그러나 지속되는 친일과 반일의 이원구도 안에서, 최남선의 태도 전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일은 흔하
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향 전환을 통해 그가 표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에 있을 것이다. 
반민족 행위자로 공판을 받게 되었을 때, 최남선은 자신의 ｢不咸文化論｣이 내선일체를 보강하는 
재료로 받아들이는 시각에 불만을 표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옷을 열 번 갈아입”는 동안 최남선에게서 변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최남선의 행동을 옹호하거나, 최남선이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이 글의 목표가 
아니다. 다만, 최남선의 이 시기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그의 이후 활동뿐 아니라, 식민지 이후의 
역사를 조금은 더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는 품고 있다. 그렇다면, 1910년대
에 최남선이 보여준 것, 혹은 보여주었다고 생각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이 소박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합병 이후 언론 출판이 엄격하게 통제되던 시기에 꽤 오랜 기간에 걸쳐 간
행된 잡지, 담고 있는 내용과 편집의 방향이 비정치적이었기에 출판이 가능했다는 잡지 청춘
을 통해 이 질문을 풀어보고자 한다.

2. 우주 만물과 인류의 계보학
1900년대 말, 소년에서 이미 보여준 바 있었던 신선한 편집은 청춘에서도 계속되었다. 

다채로운 볼거리에 못지않게 실린 글의 범주도 대단히 폭이 넓다. 새로운 과학 지식에서부터 역
사, 세계문학, 시조, 한시, 소화(笑話), 잡다한 해외토픽에 이르기까지 그야 말로 온갖 글들을 총
5) 최남선의 잡지발간과 외국 매체와의 동시대성에 대해서는 권보드래, ｢총론: 소년·청춘과 근대 초기

의 일상성｣, 권보드래 외, 2007 소년과 청춘의 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9~19면 참고. 최남선
의 작업에서 ‘보편성의 독자적 실현’이라는 한국학의 이념을 살펴본 글로는 류준필, 2005 ｢1910~20년대 
초 한국에서 자국학 이념의 형성과정 - 최남선과 안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52집, 참조. 

6) 崔南善, 反民者 大公判記 ｢마포형무소 유치장에서｣, 1949.2.12. (｢自列書｣, 自由新聞 194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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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라한다. 오늘날의 학문 지식 분류에 익숙한 독자들로서는 이 잡지를 “종합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저런 잡다한 글들로 인해 최남선은 오래도록 특정 학문 분야의 연구대상에서 
다루기 애매한 존재로 남아있었다. 근래 들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는 글들을 추려내어 최남
선의 과학관, 역사관, 문학관을 고찰하는 시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 학문 분과의 접
근 방식으로는 청춘의 글들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먼저 청춘의 목차를 훑어보면, 매호 일정하게 반복되는 분야의 글을 싣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화보(畵報)에서는 ｢세계대도회 화보｣가 그렇고, 과학 지식에서는｢세계의 창조｣라는 글이 1호
에서 4호까지 계속된다. 매호 첫 머리에는 시를 한 편 싣고는 여기에 곡을 붙여 노래를 실었으
며, 세계 각국의 사정과 여러 인종을 살피는 글들이 몇 회에 걸쳐 실린다. ｢동물기담(動物奇談)｣
에서는 오늘날의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동물의 왕국｣에서나 등장할 법한 세계의 각종 동물의 
진기한 행동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 지역 사람들의 풍습을 살피는 글도 연재된다. ｢명물수휘
(名物數彙)｣에서는 물목을 세는 단위를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서 싣고 있으며, ｢세계문학개관｣에
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한 문학 작품을 짤막한 작가소개와 더불어 싣고 있다. ｢소천소지(笑
天笑地)｣는 우스운 이야기를 모은 꽁트집에 가깝고, ｢다반향초(茶半香初)｣는 옛날이야기 모음이
며, ｢백학명해(百學名解)｣는 당시 새롭게 접하게 된 서구식 학(學)의 갈래를 소개하는 란이다.

｢섭렵소초(涉獵小抄)｣에서는 박지원, 허난설헌 등 옛 사람들의 글을 싣고, ｢한시(漢詩)｣에서는 
말 그대로 한시를 싣는다. 또 한글로 씌어진 시조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망리한초(忙裏閒抄)｣와 
같은 이색적인 꼭지도 눈에 띈다. ｢태서소림(泰西笑林)｣에서는 서구의 우스운 이야기를 모아놓고 
있다. 2호부터는 소성 현상윤과 춘원 이광수가 소설을 맡았는데, 이광수는 해외 리포트를 서신
으로 부쳐오기도 했다. 미국, 일본의 교육계를 돌아본 뒤에는 조선 내 학교 방문기를 연재했으
며, ｢냉매열평(冷罵熱評)｣에서는 신세대들의 세태에 대한 날카로운 단평을 실었다. 각종 위인들
의 전기와 더불어 ｢언행요록(言行要錄)｣ 등 수양을 위한 격언도 빼놓지 않았다. 7호 말미에서부
터는 독자 현상문예를 모집한다고 공지하더니, 과연 10호부터는 당선작들을 매호 게재하 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청춘에 꼬박꼬박 실린 글을 분류해보면, 
이렇듯 근대 초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박람회의 도록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사정이 이러하니 
청춘의 일부 글만을 대상으로 최남선이 보여주려고 한 바를 짚어내려 하면, 백과사전의 일부 
항목을 떼어내서 백과사전을 편찬한 이의 심중을 헤아려야 할 때처럼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다. 근대학문 분류에 따르자면, 이 글들은 천문학, 물리학, 문학, 역사학, 윤리학, 생물학, 인류학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900년대 후반에 발간된 몇몇 학회지 등에서는 이 시기 서
구와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근대 학제의 향을 받아 이에 따라 글을 싣기도 했다. 가령, 기호
흥학회월보(畿湖興學會月報)를 보면, 먼저 흥학강구(興學講究), 학해집성(學海集成), 예원수록(藝
苑隨錄), 잡조(雜爼), 학계휘문(學界彙聞), 회중기사(會中記事) 등의 큰 항목으로 글을 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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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학계의 지식을 모은 학해집성은 다시 생리학, 정치학, 식물학, 동물학, 교육학, 경제
학, 광물학 등으로 세분화시켰다.7)7)그러나 최남선은 소년은 물론 청춘에서도 이와 같은 명
명법을 취하지 않았다. 

청춘 어디에서도 최남선은 잡지 편집 방침이나, 글의 선별 기준을 선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잡지 전체의 구조를 읽어내는 방법론은 의외의 글 속에서 발견된다. 청춘 창간호에 실린 ｢인
종(人種)｣이라는 글은 인종 우열에 대한 최남선의 태도를 다루려 한 기존의 논자들 외에는 그다
지 주목하지 않았던 글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분류”의 방식 가운데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분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청춘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이끌어 준다. 이 글
에서 최남선은 인종을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든지 분류한 바 인류의 한 무리”8)라고 정의한 뒤, 
분류의 여러 가지 방법을 열거한다. 분류의 방법에는 크게 편의분류와 자연분류가 있다. 편의분
류는 다시 상식분류와 인위분류로 나뉜다. 나무와 풀처럼 상식에 의해 분류하면 상식분류가 되
나, 이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대상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인위 분류는 여러 성질 가
운데 하나를 기초로 삼아 분류하는 것이다. 아시아 인종, 유로파 인종, 조선인종, 지나인종 등 
지역에 따라 인종을 분류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서, 조선인종, 지나인종 등이 어느 때에는 같은 인종이 되었다가, 어느 때에는 아니기도 
하는 폐단이 생긴다. 최남선은 상식분류와 인위분류가 느낌과 임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결같지 않고 한정이 없다고 지적한다.

임의로 정한 기준으로 인해 생기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천연·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를 
밝히는 분류를 자연분류라 한다. 이 분류는 어떤 물건의 성질을 널리 관찰하여 전체에 관한 지
식을 가져야 할 수 있다. 자연분류는 다시 성질이 유사한 것을 한 데 모으는 분합(유취적 자연
분류)과 본원(本源)이 어떻게 작은 지파(支派)로 나뉘는지를 보이는 배치(계보적 자연분류)로 나
눌 수 있는데, 최남선은 유취적(類聚的) 자연분류 또한 표준이 확정되지 않아 몇 가지로 나뉘게 
된다고 하 다. 결국 누가 분류를 하든 옳은 방법으로는 계보적 자연분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다. 최남선은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다양한 갈래가 나오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누
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는 계보적 자연분류를 통해 하나의 올바른 계통을 확립하고자 하 다. 

청춘에 실린 글들에 이와 같은 계보적 자연분류의 방식을 적용해서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은 부챗살 구조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畿湖興學會月報의 ‘학해집성’란이 포괄하는 이러한 학문 분류는 1호를 제외한 2호부터 적용된다. 각 호
마다 적용되는 학문 분과는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다르다. 

8) ｢人種｣, 복春1호, 1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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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9)9) 

생물
인류 인간의 특징 및 세계 각국의 특징, 인물에 관한 글

(｢人種｣, ｢사람의 正義｣ 등과 세계 각국, 위인 관련 글)
동물 동물의 특징에 관한 글

(｢動物奇談｣, ｢朝鮮의 鳥類｣ 시리즈 등)
식물 식물의 특징에 관한 글

(｢웨, 녀름이 되면 草木이 茂盛하는가｣)

무생물
문명 발명품에 대한 글

(라듐, F광선, 비행기, 전기 등)
문화

학술, 종교, 한시, 시조, 시, 노래, 소설, 세계문학, 소화 등
(｢百學名解｣, ｢世界文學槪꽤｣, ｢笑天笑地｣, ｢漢詩｣, ｢茶半香初｣, 

｢泰西笑林｣ 시리즈 등)
<그림 1> 청춘의 편집 구조

청춘에 실린 글들의 목차는 세계 → 생물/무생물 → 인류/동물/식물로 분화되는 세계의 구
조를 드러낸다. 잡지는 한 호 내에서 앞부분에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세계의 창조｣를 
싣고, 뒤로 가면서 인류(사람)와 동물의 특징을 논하는 글들로 분화되고,10)10)인류는 다시 세계 각
국의 사람들로 분화된다. 무생물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각종 도구와 발견한 지식, 지어낸 이야기
들을 포함한다. 각각의 분류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모여 청춘은 만물이 모여 구성하는 세계
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이로써 유지(有志)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던질 만하다는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11)라는11)물음에 대해 자기만의 답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인류
와 여타 만물이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생성되니, 이들의 이치는 본디 다르지 않다.

최남선은 최신 과학이론으로 들어온 진화론에서 우주와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를 찾았다. 
지구상에 생활하는 모든 동식물은 진화하며, 진화론은 이러한 진화의 법칙이 생물계가 무생물계
와 다를 바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진화론에 입각하여 문명과 진보가 거스
를 수 없는 인류의 법칙임을 수긍하 다. 최남선이 씨름한 것은 진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생명
이란 어떠한 것인지의 문제 다. “동식물은 변화하여온 것이오 또 이후에도 변화하여 갈 것이며 
혹 동식물이 원래 하등의 물(物)로서 점점 고등의 물(物)로 발달하여온 것은 금일에 지(至)하여 
확실무의(確實無疑)한 사실이니 이것은 진화론이 금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이나 그 변화가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래(來)한 것인지 또 차(此) 동식물의 특유한 생명이라 하는 것은 여하(如

 9) 여기에는 ｢世界의 創造｣, ｢進化論｣ 등과 계절의 변화에 관한 글 등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은 
글이 포함된다.

10) 식물의 경우에는 少年 제2년 5호에서 특집호로 편성해서 한 호 전체를 내어 세상의 온갖 꽃에 대해 
다룬 바 있기에 복春에서는 굳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 다룰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1) ｢世界의 創造 (上)｣, 복春1호, 1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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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한 것인지 어떻게 하여 생활력이 현출하 나뇨 하는 등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는 아직 아무것
도 아는 것이 없도다.”12)12)

청춘에서는 ｢동물기담｣을 거의 매회 연재하여 각종 동물의 특이한 성격에 주목하 다. 동
물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동물의 명(命)은 얼마나 긴지 등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이 잘 모르
는 동물에 대한 지식을 소개한다. 학술이 진보할수록 여러 가지 동물을 발견하게 되고, 현미경
이 발명된 이후 별안간 생물의 수가 늘어나 인간이 동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했던 
까닭이다.13)13)흥미로운 사실은 인간과 다른 만물 사이의 구별을 없애고 만물을 향해 감각이 열리
자, 인류의 독자적 성격이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생명과 진화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동물에 
대한 지식을 넓히자, 인간이 과연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화하는지, 모든 인류가 과연 
똑같은 방식으로 진화하는지와 같은 궁금증이 뒤따랐다. 하나의 생성원리로부터 만물과의 일체
성을 확인하고 여타 생물의 특성을 궁구하는 데로 나아갔던 청춘의 논의는 자연스레 인류(사
람)의 특성으로 귀착한다.

인류를 분류하는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를 논한 글인 ｢널리 人類를 보라｣에서 최남선
은 기존의 사람들이 종족을 분류할 때 썼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 다. 그리고 피부색, 미추(美
醜), 얼굴 각도, 머리털 길이, 수염, 키 등 여러 종족의 체질을 둘러싼 각종 선입견들을 지리학
적 지식을 바탕으로 반박한다. 예컨대, 피부색은 기후에 따라 정해진다 말하나 세계 여러 사람
들을 둘러보면 꼭 그렇지 않고, 문명과 야만이 저절로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나 어여쁘고 보기 
싫다 하는 것은 감정에 따른 말일 뿐이지 어긋나는 사례가 많으며, 얼굴 각도가 개화나 지력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측량한 결과를 보면 종족의 우열과 상관이 없다. 또, 
큰 키가 지력(智力)의 우월함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듯도 하나, 키는 지력의 우열과 아무 관계
가 없다.14)14)

일련의 반증을 토대로 최남선은 이렇게 정리하 다. 우리 일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서 표준을 
찾는 건 옳지만, 우리의 사실이나 유럽의 사실을 갖고 세계의 인류가 이렇다 저렇다 함은 이치
에 어긋난다. “진실로 인류에 대하여 논(論)코자 하는 이는 (…) 무엇에 관한 것이든지 두루 인
류 전체를 둘러보아야 할 것이라.” 이런 맥락에서 인류 전체를 돌아보는 세계일주가 등장하 다.

12) ｢進化論｣, 복春2호, 1914.11.
13) ｢動物奇談｣, 복春1호, 1914.10.
14) 반증의 예로 에스키모, 남양폴리네시아 토인, 북아메리카 동부의 토인, 남아메리카 파다고니아 토인 등

을 들고 있다. 자세한 예는 ｢널리 人類를 보라｣, 복春8호, 191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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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 문명의 실천 원리가 되는 “勞動力作”
청춘 창간호에는 세계 각 지역의 특징을 7·5조의 형식에 맞춰 부르게끔 지은 노래인 ｢세

계일주가(世界一周歌)｣가 부록으로 붙어있다. 한양(漢陽)을 출발하여 평양을 거쳐 압록강을 넘어 
중국 땅으로 들어서면서 장장 63쪽에 걸친 세계일주가 시작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각 지역을 거
쳐, 유럽의 여러 나라로 들어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태평양을 건너 일본에 
이른다. 일본의 여러 도시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건너와, 한양 남대문으로 
되돌아오게 되면 마침내 긴긴 세계일주의 여정이 막을 내린다.15)15)지도를 펼쳐 노래에 나온 장소
에 표식을 해보면, <그림2>와 같은 모습이 된다.

“지브랄타 천험(天險)도 못 살펴보고/ 아프리카 탐검(探檢)도 겨를 못하”는 등 해당되는 나라
가 북반구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노래의 가사에서 제시된 장소를 따라서 이동하면 흡사 세
계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본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각 지역은 유명 도시, 건축, 항구, 산업, 학
교, 공원, 인물, 자연물 등을 중심으로 설명되는데, 지역들 간에 차등은 없다. 모두가 “문명”이라
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간다는 전제 하에 각각의 발전상을 전할 따름이다. 수많은 사원, 대문호 
톨스토이, 선진 서구 문명을 배우는 데 적극적이었던 페터 대제가 러시아의 번 을 이끌었다면, 
독일에서는 전 세계 학문의 연수(淵藪)가 되는 대학, 완전하게 정비된 하수도, 융성한 서적 출판, 
부지런한 국민이 신흥국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식이다. ｢세계일주가｣를 따라 부르다 보면, 이들 
지역을 유력(遊歷)하는 것만으로도 곳곳의 사람들이 줄곧 힘써 빛낸 것들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
게 만들고 세계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15) 구체적인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각 지역(북경, 천진, 상해, 대련, 하얼빈, 장춘)을 노래한 뒤, 
러시아(시베리아,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독일(베를린, 함부르크, 라이프치히, 뮌헨), 오스트리아(빈), 
헝가리(부다페스트),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들(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루마니
아, 불가리아,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베네치아, 나폴리, 폼페이, 카프리 섬, 로마, 피렌체, 제노바, 
라노), 스위스(제네바), 프랑스(리옹, 마르세유, 코르시카 섬), 스페인(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포르투갈, 
프랑스(보르도, 낭트, 오를레앙, 파리, 릴), 벨기에(브뤼셀, 워털루), 네덜란드(암스테르담), 국(런던, 옥
스퍼드, 캠브리지, 버밍엄, 리즈, 맨체스터, 셰필드, 뉴캐슬, 요크셔, 랭커셔, 리버풀, 스태퍼드, 스코틀랜
드(글래스고, 에든버러), 아일랜드(더블린)) 등을 차례로 유럽을 돌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간
다. 미국의 여러 도시(뉴욕, 워싱턴, 보스턴, 시카고, 솔트레이크,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태평양을 건너
며 지나는 하와이까지 경유한 뒤, 일본에 이른다. 일본에서는 다시 요코하마, 도쿄, 나고야, 교토, 나라, 
나고야, 오사카, 고베를 거쳐 마지막으로 시모노세키 항에 도착한다.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건너오
고, 한양 남대문에 되돌아오게 되면 마침내 긴긴 세계일주의 여정이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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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계일주가｣에 나온 장소 

세계를 한 바퀴 돌아보고 나자, 외모와 같은 기존의 설명방식으로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제
대로 설명할 수 없음이 밝혀진다. 최남선이 보기에, 인류 전체의 부단한 진보와 끊임없는 변화는 
오히려 “노동역작(노력/노동)”에서 비롯한다. 물질이나 제도, 신체적 조건과 같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제각각이라 인류 전체를 조화롭게 설명해내지 못하며, 혼란만을 가져온다. 세계의 모든 
인류가 힘써 행하는 노동이야 말로 문명,16)16)진보,17)17)수련, 독립, 자유, 실력, 함(활동),18)공헌,18) 조
화에 대한 찬양19)19)등의 사람의 특징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류를 진화시켜온 원동력이라 할 수 있
다. 소년에서부터 강조해온 “노동역작(勞動力作)”이 인류 생명의 신비를 드러내는 지표로 청
춘 전체를 관통하고, 세계와 인류는 이 새로운 표준에 의해 재편될 여지가 마련된다. 

아울러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인류 전체가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조선의 독자적 성격이 마
련된다는 점이다. 앞서 우주 만물과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인류 이외의 만물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록 인류의 특성이 드러난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타 지역의 특성을 살피는 가운데 단
지 출발점과 도착점으로만 기입되었을 뿐인 조선의 지리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세계 지
리 역사상 요긴한 지식을 득하며 (…) 조선의 세계 교통상 추요(樞要)한 부분임을 인식케 할 주
지로20)배차(排次)”20)하 다는｢세계일주가｣의 루트는 실제로 여행을 할 때처럼 동선을 고려하 다. 
이 루트를 따라서 소개한 곳들을 방문하려면 조선이라는 길목을 지나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6) ｢人種과 文明｣, 복春4호, 1915.1. 
17) ｢녯 사람으로 새 사람에｣, 복春6호, 1915.3.
18) ｢修養의 三階段｣, 복春8호, 1917.6. 
19) ｢사람의 자랑｣, 복春8호, 1917.6.
20) ｢世界一周歌｣, 복春1호, 1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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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띠의 중간에 조선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만 
함으로써, 인류의 삶을 지탱하는 데 조선이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환기되는21)것이다.21)

세계의 다양한 문명을 일궈내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제2호에서부터 점차 세분화, 심층화된
다. 독일과 미국이 오늘날 흥성하게 된 원인, 오스트리아가 과거에 번성했던 원인, 헝가리가 비
록 속국으로 있으나 당당한 원인 등 주로 인류 전체의 문명에 기여한 바가 큰 이들이라고 생각
되는 지역을 가려 집중적으로 다룬다. 논의의 대상 지역이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까닭은 아마도 
당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1차 대전의 향이 컸을 것이다. 지금까지 서구의 다른 열강들에 
비해 열등한 국가로 인식되었다가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동시에 막강한 실력을 드러낸 독일에
서부터 시작하여, 차츰차츰 그 주변으로 시선이 옮겨간다.(창간호~12호) 그리고 이어서 문명에 
기여하는 국가들은 도시들로 분화된다.22)22)제2~7호에서는 베를린, 비엔나, 부다페스트, 브뤼셀, 로
마, 뉴욕 등 서구의 도시들이, 제7~8호에서는 동양으로 이동하여 중국의 각 도시와 일본의 동경
이 논의된다. 그러다가 제9~10호에서는 경성, 진주, 양, 송도, 경주 등이 시야에 들어온다. 세
계 속에서 사고된 적이 없는 조선의 여러 도시가 세계와 긴 한 관련성을 띤 채 배치된 것이다.

각각의 도시는 다시 그 도시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노력과 참여에 의해 완성된다. 마틴 루터(7
호), 베르나르 팔리시(8호), 조시아 메이슨(9호) 등 청춘에서는 틈틈이 세계 각 지역의 위인들
을 소개하는데, 제10호에서는 아예 세계 각지의 위인들의 일화를 모아 특집으로 편성한다.23)23)그
러자 조선과 조선의 여러 도시들이 세계를 잇는 띠의 빈칸을 메웠듯, 이 자리에 들어갈 조선의 
인물들 또한 자연스레 요청된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장소와 개인을 따라가다 보면, 이들이 하
나의 체계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우주가 생물과 무생물, 생물이 다시 인류
와 동식물 등으로 분화되어 나갔듯, 인류는 국가, 도시 등의 보다 작은 단위의 사회로 갈라지고, 
사회는 다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로 세분화된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들을 동시다발적
으로 세계의 문명을 고 나가는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진보의 역사를 그려낸다. 
그것은 인류 전체가 무엇보다 “동등한 인류로 생의 권의(權義)를 균향(均享)”24)하는24)것을 의미한다.

청춘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독특한 편집방식은 당시 새롭게 소개된 물리학과 화학, 천문학, 
21) 세계 교통의 측면에서 조선이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조선 반도를 “세계문화의 대중심” 

역할을 할 장소로서 자리매김했던 少年의 논의에서 이미 전개된 바 있다. 少年에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한 ｢해상대한사(海上大韓史)｣에서 “海발文化의 融和와 밋 集大成者”, “海발文化의 傳播와 밋 紹介
者”(少年, 2년 6~10권)로서 조선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복春에서는 조선 자체의 특징은 드러나지 
않고, 조선이 연결시켜주는 나머지 나라들의 특징만 강조함으로써 조선의 역할이 중요함을 환기시켜준
다는 차이가 있다. 

22) 문명국을 논하는 글을 실은 각 호의 권두(卷頭)에 ｢세계대도회 화보｣를 실어, 어떤 국가의 발전을 이끈 
도시를 함께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3) 10호에서 특집 편성한 ｢10대 奮鬪的 偉人｣에서는 링컨, 패러데이, 메소니에, 무디, 피보디, 록펠러, 에디
슨, 카네기, 피어리, 모차르트의 일화를 실었다.

24) ｢勇氣論｣, 복春11호, 19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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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등 근대과학 내부에서 이뤄진 물질에 대한 인식에 의해 뒷받침되었다.25)25)｢세계의 창조｣에
서도, 근대 과학의 발달을 통해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단위인 원소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작
은 단위인 분자, 원자, 미진자(微塵子) 등으로 쪼개진다는 사실이 소개된 바 있다.26)26)원자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작은 원자의 모형은 태양계의 모습과 흡사하여 원자 내에서 다시 태양계가 반복
된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환호하 다 한다. 이 같은 사실의 발견은 우주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궁극적인 자연법칙의 완성을 의미했기 때문이다.27)27)최남선 역시 학술의 진
보에서 얻어낸 이러한 과학의 법칙이 우주 전체의 법칙임을 믿어 의심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 역시 큰 차원에서부터 아주 작은 차원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노동”이라는 
하나의 분석틀 속에서 구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무질서하게 퍼져있는 것들 속에서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는 수학의 언어처럼, 인류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편적 원리로 정립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수학적 지식은 일찍이 
소년의 ｢소년 수자유희｣ 등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숫자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도출해내는 
법 등으로 소개된 바 있다.28)28)한 자리 숫자가 두 자리 숫자로, 다시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
리 등으로 확산될 때 일정한 틀이 존재한다는 수(數)의 확장 원리를 익힘으로써, 현실의 다양한 
현상이 퍼져나가는 규칙을 추론하는 힘 또한 주어진다. 발견된 법칙에 의해서 숫자를 조합하여 
보면, 하나의 규칙에 의해 숫자라는 게 얼마나 무한히 증대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제각기 서로 다른 모습으로 활동하지만, 이들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청춘에서는 인류가 행한 
노동의 성과들을 개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하 다. 앞서 2장에서 살
핀 바, 청춘 한 호의 편집이 세계 속에서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여준다면, 호(號)를 
거듭하면서는 인류에서 보다 작은 집단과 개인으로 쪼개지는 모든 요소들이 문명이라는 하나의 
중심을 두고 다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전자가 우주와 자연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라면, 후자는 인류가 그 원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구조화시켜 보여준다.

최남선은 청춘에서 당대의 최신 지식들을 단순 정보 전달처럼 실어 나르면서, 만물을 분해
하고 다시 통합시키는 기획을 선보인다.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를 밝히고 인류의 질서가 우주의 
질서에 상응함을 드러냄으로써, 인류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생명의 원리에 대해 나름의 답
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과 독일이 부상하고 있는 까닭 역시 노는 이 없
이 모두가 분주하게 일하는 데서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이 일궈낸 기술 문명과 물질적 부(富)는 
25) 소년과 청춘에 실린 과학지식의 유형과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한 주, ｢계몽·경이·효용 ― 

소년과 청춘에 나타난 근대 자연과학의 삼면상｣, 권보드래 외, 앞의 책, 137-158면 참고. 
26) ｢世界의 創造 (下一)｣, 복春3호, 1914.12.
27) David Z. Albert(차동우 역), 2004 양자역학과 경험, 한길사, 12면
28) ｢少年 數字遊戱｣, 少年2년 3권, 1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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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노력이 발현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남선은 약자들의 소멸을 강자들의 약진(躍進)에 의
한 희생의 결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문명사적 발달로 보면 세운(世運)에 적응한 집
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을 타파한 것”29)이라고29)일축하면서 적자생존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당연시
하 다. 

인류 또한 자연의 일부이므로 적자생존의 원리를 피하기는 불가능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
구나 적자(適者), 강자(强者)가 되어야 한다. 소위 문명국이라는 국가에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
라는 자연의 원칙을 재현하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던 이들과 달리, 최남선은 ‘강자들은 왜 약
자를 괴롭히는가?’라고 묻지 않는다. 도리어 세계 진운(進運)에 순응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연 소멸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한다.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하고, 자신을 둘러싼 열강들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는 일만이 유일무이한 과제인 양 여겼던 현실에서 최남선의 발언은 퍽 이질적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지금 조선이 침체된 원인은 이 도리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나 힘써 
다 하지 못한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남선은 천하의 사물의 귀함이 그 쓰임에 의해 정해지는 만큼, 
사람의 귀천 또한 공익(公益)과 세운(世運)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30)30)공익의 
강조는 사욕(私慾)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된다. 청춘의 각 학교 방문기에서는 당시 조선에서 
신지식을 배운다는 학생들이 겉모습만 따라 배우며 “신사(紳士)”인 체 할 뿐이니,31)31)화류병, 사치, 
허 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질책하 다.32)32)재물(財物)의 사용 또한 마찬가지다. 사람이 부(富)를 좇
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지만, 경제력이 사회 주축이 된 현대사회에서 
재화만을 좇으면 인성이 나빠지고 격이 없어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 최남선은 “금전을 사랑하는 
게 비루한 게 아니지만, 금전을 사랑하여 본의를 잃어버리게 되면 과연 어리석은33)이”33)라면서, 
재화를 잘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잘 사용하여야 진정한 문명국임을 역설하 다.

여기서 문명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최남선은 문명을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낸 가치로 보지 않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과 관
련지어 이해하 다. 천지만물을 살펴보았을 때, 여타 생물과 마찬가지로 진화를 거듭하지만, 여
타 생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는 있는 “노동역작”이라는 특성이 표출된 결과가 곧 문명인 까닭이
다. 반면, 허 과 사치는 인간 고유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행위이다. 이런 방향에서 볼 
때, 최남선이 사욕을 경계하고 회복하고자 한 본의(本意)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간이라고 생
29) ｢勇氣論｣, 복春11호, 1917.11.
30) ｢뉘賤論｣, 복春12호, 1918.3.
31) ｢冷罵熱評｣, 복春6호, 1915.3.
32) ｢中學校訪問記 : 徽文義塾｣, 복春4호, 1915.1.; ｢學校訪問記｣, 복春6호, 1915.3. 등. 청춘에 실린 

겉멋 든 학생 비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권보드래, ｢‘소년’·‘청춘’의 힘과 일상의 재편｣, 권보드래 
외, 앞의 책, 178-182면 참고. 

33) ｢財物論｣, 복春8호, 1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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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고유자재(固有自在)한 것을 깨닫고 이를 연마하고 발휘함으로써 ‘인간됨’
을 실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듯 문명과 진보를 향한 인류의 다양한 활동상을 인간 존재의 실현 과정으로 이해할 때 
떠오르는 것은 자기 내부에 있는 가치이다. 흔히 과학의 발달과 진보적 정신의 표출을 근대 문
명이라 하는데, 조선에게는 이와 같은 경험과 정신이 없다는 말인가? 이의립, 김백온, 정다산, 
최혜강 등등 일찍이 조선에도 독창적인 발명을 한 이들이 많지 않았던가? 山海經 등 타인의 
눈으로 바라본 기록을 보더라도, 조선인의 강용(强勇)은 타인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대단
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인은 오늘날 이러한 문명의 조류와 때를 같이 
하지 못하는가? 鄕藥集成, 種畜會通, 玆山魚譜 등 오늘날의 학술 발전에 기여할만한 저술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이름조차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재능 없는 이라도 근면하면 
상당한 경지에까지 이르는데, 하물며 이만한 실력을 지닌 우리는 어째서 쇠퇴하게 되었는가? 

당면한 현실의 상황으로부터 최남선이 던진 일련의 질문들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선이 세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향하고 있다. 최남선에게 있어서 “문학(문)”의 자리는 
인류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러한 바람 속에서 발견된 것이다.

4. 公理의 독자적 실현방식으로서의 文學
여타 생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특성 가운데에서, 최남선은 특히 인류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

로 ‘조화에 대한 찬양’을 꼽았다. 뭇 생물의 삶을 들여다보자, 오직 인간만이 우주의 조화 원리를 
스스로 깨닫고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사람의 자랑｣
은 인간의 이러한 특징을 노래한 시이다.

모든것이다들어 이天地의
整然한秩序를 이루엇스며
모든것이다함 이世界의 
壯大한美꽤을 만드지마는
오즉造化의功을 叅贊하야
榮光을더하고 나타내기는
우리들사람만이 能한바오
사람만가진바 特權이로다
萬物우에님검된 우리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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宇宙의임자인 우리사람은
地位도놉거냐 소임크다
아아치지 아닐보냐
하늘도우리들의 손을비샤
거룩한배포를 이루시나니
사람이란自覺과 自任으로
宇宙에큰체함 막으리업네34)34)

만물이 세상 질서와 미관을 함께 만들지만, 모든 것이 만들어낸 장대한 미관 자체에 감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조화의 공(功)을 드러내서 광을 더하는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바
로 이러한 천지의 정연한 질서와 우주 조화의 공을 알기에 사람은 만물의 임금이 된다. 그리하
여 최남선은 사람된 이로서 천지의 신비를 모조리 찾아, 조화의 신비를 말끔 깨침으로써 어마어
마한 우리의 독창력을 세계적으로 발휘하자고 노래한다.35)35)남이 못하는 것, 내가 아니면 못하는 
자신의 특장(特長)을 지니고 행함으로써 조화에 공헌한다면, “작게는 자기의 자격을 이루고 크게
는 천지의 진운(進運)을 협찬”36)할36)수 있다. 

청춘에서는 사람이 사람다운 이유를 어디까지나 바로 이러한 “우주를 품고, 역사를 잇는 
것”37)에서37)찾았다. 모름지기 “역사는 장장(張張)이 인간 노력의 비명(碑銘)이오 문자(文字)는 인간 
노력의 흔적”38)이니,38)우주를 품고 역사를 이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오랜 세월 문자를 통해 구현되
어 왔다고 해도 무방하다.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노는 이 없이 모두
가 분주하게 일할 뿐 아니라, 서적 출판이 활발하고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이를 접하는 풍토가 
있어 문명의 자취를 역사에 새겨 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선조의 업적을 힘써 계승
하는 후진이 없어서 세계진운(世界進運)과 동떨어진 패자가 되었으니,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39)39)

이와 같은 판단으로부터 최남선은 현실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자가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잉
여의 지대를 부조하여 세계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독특한 입장을 만들어낸다. 자기 자신을 돌아
보고 세계적 학술과 때를 같이 하여 숨은 사적이나 가치를 천명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
러한 글쓰기는 자신의 내부에 아름다운 장처(長處)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의미하게 사라
지는 데 대한 저항에서 비롯하며, 다른 한편으론 세계가 모두 과학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조선이 
홀로 멈추어 서서 이를 알지 못하고 퇴락하는 데 대한 분심(憤心)의 발로이기도 하다.40)40)이 과정
34) ｢사람의 자랑｣, 복春8호, 1917.6.
35) ｢하세 또 합세｣, 복春, 제12호, 1918.3.
36) ｢修養의 三階段｣, 복春8호, 1917.6. 
37) ｢修養의 三階段｣, 복春8호, 1917.6. 
38) ｢勞力論｣, 복春9호, 1917.7.
39) ｢勇氣論｣, 복春11호, 1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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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선은 “거인의 그림자”에 가려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 눈을 뜨게 된다.41)41)

1916년, 최남선은 ｢계고차존(稽古箚存)｣을 지어 조선의 역사를 다시 쓰는 모험을42)시도한다.42) 

이즈음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기존의 ‘문명’ 관념에 균열이 가면서 ‘문화’가 부상하기 시
작하자,43)43)이러한 세운(世運)에 맞춰 조선의 역사를 재정비하려 한 것이다. 고대 단군시절에서부
터 부여 말기에 이르는 2천여 년의 역사가 문화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일관되게 기술되고, 의
복·음식·주거·장례·법제·무역·물산·민성(民性)·신앙·언어·시(詩) 등 다양한 문화적 치
적(治績)과 발전상이 그 시대의 정치상황과 맥을 같이 하면서 민족의 활동상을 채웠다.44)44)당시 
변화된 관직체계에 맞춰 조선의 옛 인물들을 각 자리에 대입시킨45)｢기인비관(其人備官)｣45)이나, 
자신이 경 하던 신문관(新文館)에서 조선의 인물·언어·요리·시가·종교·지리 등에 관한 서
적 간행 사업을 추진한 것도 문화의 부흥이라는 이 시기의 전반적인 사조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46)46)

청춘에서 새로운 문학에 대한 구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 다. 그것은 사상의 교제 기
회를 만드는 동시에 “바야흐로 발흥하려는 신문단에 의미 있는 일파란(一波瀾)을 기여(寄與)코
저”47)47)마련한 현상문예공모로 가시화되었다.

40) 조선인에게 이러한 분(憤)이 결여되어, 자기 장처가 있으면서도 세계적 대발명, 대창작이 없는 민족이 
되었다는 지적은 ｢歷史를 통하여 본 朝鮮人｣(朝鮮歷史講話附錄, 1928.10.)에서도 언급된다. 최남선, 
1973 六堂 崔南善全集1:韓國史 I, 현암사, 86-91면 참조. 

41) 최남선이 여기에서 취하는 태도는 현실의 시세(時勢)의 강약을 살펴, 주변부에 있는 이가 더 큰 세계로 
들어가 자신을 끌어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내가 유로바에 만유(漫遊)한 동기(動機)｣
(복春4호, 1915.1.)에서 어빙이 취한 방식이기도 하다. 어빙은 이 글에서 유럽으로 들어가 관찰한 뒤 
마침내 미국의 국토와 위인들에 눈길을 돌리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최남선은 이 글의 제목에 “文
範”이라고 달아두었다.

42) ｢稽古箚存｣은 복春14호(1918.6.)에 부록으로 실렸으나, 머리말에서 최남선은 실제로 이 글을 쓴 것은 
1916년 동경에 머물던 때라고 밝히고 있다.

43) 이 시기 ‘문명’ 관념의 균열과 ‘문화’ 관념의 부상에 대해서는 류준필, 2001 ｢‘문명’·‘문화’ 관념의 형성과 
‘국문학’의 발생｣ 민족문학사연구18집 참고.

44) 과거를 살펴 드러나지 않은 유전적 요소를 발굴하려는 시도는 앞서 조선광문회를 통한 고전 발행 사업
에서부터 계속된 일이다. 조선광문회 출간 서적의 목록과 성격에 대해서는 오 섭, 2001 ｢朝鮮光文會 
硏究｣ 韓國史學史學報3 참고.

45) 복春14호, 1918.6.
46) 신문관 발행 서적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는 복春 곳곳에 실린 신문관 발행 서적 광고와 ｢新文館出

板時報｣ 참조. 
47) ｢每號懸賞文藝｣, 복春9호, 1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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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청춘의 상문  모집공고 축약본

매호 현상문예 쟁선(爭先) 응모하시오
一. 시조 (卽景卽興)
一. 한시 (卽景卽興)(七絶七律만)
一. 잡가 (長短及題 任意)
一. 신체시가 (調格隨意)
一. 보통문 (1행 23자 30행 이내, 순한문 不取)
一. 단편소설 (1행 22자 100행 내외, 한자 약간 섞은 時文體)

새로운 문(文)의 자격 요건에 에서 청춘의 편집진이 중시한 것은 무엇보다 시문(時文)을 구
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여기서 말하는 시문이란 대체 무엇인가? 최남선이 “사상 표현과 사
물을 기재(記載)하는 표준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자 편찬했다”48)는48)시문독본(時文
네本)을 참조해 보면, 현상문예공모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조와 한시 등을 포함하여 고금(古今)의 
여러 문장과 인물 전기에서부터 격언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글이 두루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최남선이 생각한 시문의 의미가 서구 중심의 근대적 의미에서의 글만을 지
칭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머리말에서 최남선은 이렇게 말한다.“여기에 실린 글들의 문체는 
변화 있기를 힘썼으나 아직 널리 채방(採訪)할 거리가 적어 단조로운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
은 어디까지나 과도시기의 한 방편이니 앞으로 우리글에 어느 정도 암시를 준다면 바람을 이룰 
것이다. 아울러 책의 용어는 통속을 위주로 하니 교사들이 이 책을 쓸 때는 이 점을 참작하여야 
한다.”49)49)

그의 논의를 따르자면, 시문의 핵심은 정해진 문(文)의 형식이 아니라, “통속(通俗)”에 바탕을 
둔 문체에 있었다. 청춘의 ｢세계문학개관(世界文學槪꽤)｣란에 실린 문학작품들이 지니는 특징
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돈키호테｣와 같은 문학을 보면 작자는 그다지 고심해서 쓴 글이 아
닌 듯도 한데 명저(名著)가 되었으니,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위고, 톨스토이, 턴, 세르반테
스, 초서 등의 작품이 세계의 보전(寶典)이 되게 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최남선은 이를 “시대
의 조류에 투(投)”50)한다는50)데서 찾았다. 이들은 모두 시대의 조류에 기꺼이 자신을 내던짐으로
써 각자 독특한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 던 것이다. 결국, 통속을 위주로 한 시문의 구현이란 ‘세

48) 時文네本 광고, 복春13호, 1918.4.
49) 崔南善 撰, 1918 時文네本, 新文館.
50) 세르반테쓰(Miguel Cervantes) 原著, ｢(世界文學槪꽤) 頓基浩傳奇｣, 복春4호, 1915.1. 이러한 맥락에

서, ｢돈키호테｣는 천박하고 황당한 무용담이 쇠하는 시대에 맞춰 나옴으로써, 황당무계한 무사적 모험
담을 애독하는 세인(世人)의 열정을 냉각시키고, 이로써 세간에 널리 전송되고 세계의 일대 기서(寄書)
가 된 것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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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널리 통하는 일반적인 풍속’에 감응하는 개별적인 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것은 시대의 변이가 투 된 개인의 마음이다. 마음의 존재를 무시한다

면, 어떤 문자와 이에 감응하는 이들의 태도는 늘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을 터이다. 하지만 실
제로 씌어진 문자가 환기하는 의미는 일정하지 않다. 문자에 동일하게 감응하는지의 여부는 우
연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일정한 상태에서 A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B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번에도 이 조건에서 A라는 값을 대입하면 틀림없이 B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문자를 사용
하는 이들의 마음 안에는 각기 다른 감정과 경험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시문에서 “통속”의 
강조는 문자와 이를 주고받는 마음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다.

문명이라는 시대의 조류에 맞춰 조선의 고유성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누가 이를 통해 자신이 
조선인이라고 느낄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개개인이 단순히 자신을 포함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에 소통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조선 내부의 동질성
을 미리 상정하고서 대상을 동질화시키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세계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음
을 의미하기도 했다. 청춘에서 최남선과 더불어 현상문예심사에 참여한 이광수는 이를 두고 
예전에는 ｢금강산이 좋습니다｣라고 할 때, 모두가 금강산이 지칭하는 바에 대해서 똑같은 뜻으
로 이해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금강산에 대한 의미[主旨]가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말로 풀어낸 바 있다.51)51)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 기대어 세계의 진실에 육박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1차 세계대전을 겪
으면서 일어난 기존의 세계 질서에 대한 회의, 19세기에서 20세기로 들어서는 시점에 근대과학 
내부에서 이뤄진 물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도 궤를 같이 하 다.52)52)특히 전쟁이 종료될 즈음, 
패전국의 독일 청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의문이 강하게 일었다. 폐허의 잿더미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패전국의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민족의 운명이 더 중요한지, 모든 인류의 운명이 중요
한지 물었다. 또, 패전으로 인해 희생된 전사들의 죽음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 것인지, 청년
이 자신의 생활을 자기 스스로의 가치 척도에 따라 형성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내적인 
진실성이 수백 년 동안 인간생활의 질서를 유지해왔던 옛 형식보다 더 중요한지 등과 같은 질문
을 끊임없이 쏟아냈던 것이다.53)53)

51) 春園生, ｢懸賞小說考選餘言｣ 복春12호, 1918.3. 
52) 기존의 물리학이 해결하지 못한 이러한 문제는 이 시기 양자역학의 발견으로 설명된다. 고전물리학과 

달리 양자이론에서는 여러 물리량의 측정값은 반드시 확정된 값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조건과 결
과, 이 둘 사이에서 법칙에 의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확률적인 우연성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차동우, ｢미시세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기까지｣, David Z. Albert, 앞의 책, 
12~15면 참조.

53) Werner Heisenberg(김용준 역), 1995 부분과 전체, 지식산업사, 9-29면. 하이젠베르크는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원자론과 만나고 물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역사 경
험에서 얻은 자원을 바탕으로 1927년 불확정성 이론을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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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와 이로 구성된 생물의 관계에 비유하자면, 기존의 고전 물리학적 사고방식으로는 생물이 
죽으면 세포 또한 죽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세포가 단순한 전체의 부분이 아니라 독립된 개
체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 다. 생물에서 떼어낸 세포를 배양액에 담가두면 세포
는 혼자서 살아간다. 세포와 생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원자와 분자의 관계 혹은 개체와 사회
의 관계 또한 그러하다. 각각의 요소들은 단순히 전체의 부분으로서가 아닌, 낱개이면서 동시에 
전체인 양면적인 성격을 함께 지니는 존재로서 생명의 계층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54)54)

청춘에서 매호 현상문예와 더불어 “고향의 사정을 기록하여 전하는[錄送] 문(文)”과 “자기의 
근황을 알리는[報知] 문(文)”에 대해서 다시 특별대현상(特別大懸賞)을 실시하고, 시문(時文)의 문
체를 통속에서 구하고자 한 사정은, 이처럼 단일하게 꿰어지지 않고 흩어지기 시작한 다양한 개
체의 내면을 종합해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파편화된 개체들의 내면을 통해 우주 만
물의 조화로운 미관을 다시금 재현해보겠다는 무모한 도전에 가까웠다. 현실에서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타인의 역으로 들어서려는 
충동과 상상력이 동원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청춘에서 신소설에는 소설에 꼭 필요한 
“고상한 충동”과 “풍부한 상상력”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55)55)그들을 진부하고 평범한 재료에다
가 작가의 기량과 필치가 떨어져서 유희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 까닭은 여기에 있었다.

이 당시 신소설이란 이름으로 발표되는 소설에서는 살인과 납치, 속임수 등이 끊이지 않았던 
당시의 흉흉한 사회상은 물론 각종 신문물이 그대로 드러나 마치 여기에 실린 일이 현실인 양 
믿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세계의 조류에 감응하는 개인의 내면이 만들어
내는 독자성은 보이지 않는다. 최남선이 보기에 신소설들은 그저 여전히 효제충신(孝悌忠信)이나 
권선징악이라는 기존 사회의 도덕에 의거해서 폭력에 물든 풍속을 교정, 개량하는 데 급급할 뿐
이었다. 오늘날 “통속적”으로 알려진 신소설을 최남선이 “통속”과 대척점에 놓인 것으로 비판했
다는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신소설과 동시에 최남선은 당시 조선에서 널리 유통되던 고소설에도 비판의 화살을 겨누었다. 
신문관 출판 서적의 광고를 참조해보면, 최남선이 겨냥한 것은 고소설 자체가 아닌 ‘잘못 씌어진 
고소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춘향전｣이나 ｢심청전｣, ｢흥부전｣ 등이 여전히 널리 읽히기는 하
나, 이 소설들의 판매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 때문에 내용이 이상하게 바뀌는 경
우가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다.56)56)그가 경 하던 신문관에서 고소설 가운데 전승
할 것을 택해 자구(字句)를 수정하여 간행한 육전소설(六錢小說) 총서와 고본 춘향전 등은 
그들과 다른 문학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드러낸다. 
54) 石井威望 외(이동선 역), 1991 아주 작은 우주, 도솔, 56-65면 참고.
55) 平波生, ｢弟一步｣, 복春13호, 1918.4. 청춘에서는 또한 “추하고 꼴 되지 아니한 보기부터 천하고 더

러운 소위 신소설”(｢高尙한 快樂｣, 복春6호, 1915.3.) 이라며 혹평을 내리기도 했다. 
56) 六錢小說 광고, 복春1호, 19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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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관에서 새로 간행한 고소설들이 실제로 얼마나 원본에 가깝게 복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겠지만,57)57)새로 펴내는 고소설에 대한 자평을 통해 최남선이 생각한 문학의 모
습을 조금이나마 가늠해볼 수는 있다. 가령, 명창의 사설을 빠짐없이 필록(筆錄)한 진본(眞本)에 
교정까지 거쳤다는 신문관 간행 고본 춘향전에서는 “무물부존(無物不存)하고 무사불비(無事不
備)하야 완연히 구사회 사물의 전람장”58)과58)같은 특성이 중요하게 취급되었는데, 이것은 우주 만
물이 구현하는 세계의 질서를 독자적으로 구현한다는 그의 기본적인 입장 속에서 읽어야지만 제
대로 그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대현상에 응모된 글들을 심사한 뒤 최남선은 이렇게 말했다. “시대의 변이가 엇더케 청년
자의 심리(心裏)에 투 된 것을 짐작할 것이라.”59)59)청춘에서 기다린 새로운 문(文)을 쓰는 작
가란 곧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개개인의 내면 풍경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조화의 미관을 읽어
내는 이에 다름 아니다. 신문(新文)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문(文) 속에서 경험하지 않은 다른 사
람들의 마음까지도 추론해내고, 이들이 어떠한 체계와 순서를 따라 관계를 맺는지, 또 사실에서 
있음직한 것인지를 상상력을 발휘하여 총체적으로 구성해낼 때 비로소 존재감을 얻게 될 것이었
다. 그것은 ‘개괄적, 방법적, 합리적 요건을 갖춘 지식의 단체가 곧 학(學)’60)이라는60)당시의 “학”
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의거하여 문(文)을 구성하기에, 문학(文學)이라 부를 수 있었다. 

최남선이 생각한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은 이광수의 무정에서 최대치로 끌어올려졌다. 자기 
자신을 돕는 이들이 전체를 이룬다는 스마일스(Samuel Smiles)의 자조론의 사상이 세계를 휩
쓸고 있는 때 다.61)61)최남선은 자조(自助)를 통한 상호공조의 정신이 인류 전체의 큰 기운으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조선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소리가 필요하다고 여겼다.62)62)그가 이광수의 무
정이 발표되자 이를 적극 홍보하며 서문까지 자진해서 쓰게 된 데에는, 그동안 기다렸던 이 소
리를 찾았다는 기쁨이 실로 컸기 때문이었다. 최남선의 눈에 비친 3·1운동은 문학을 통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어우러진 화성(和聲)을 듣고,63)63)이에 감응하는 이들이 자신의 민의(民意)를 
다시금 표현하고자 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3·1운동은 문학의 상상력을 통해 
대중의 마음이 합일을 이루며, 나아가 조선의 민의가 인류 전체의 조류에 조응함으로써 조선이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3·1운동의 정치적인 실패에도 불구

57) 신문관에서 발행한 고소설의 개작 양상에 대해서는 이주 , 1996 ｢新文館 간행 ≪六錢小說≫연구｣ 고전
문학연구11, 참조. 

58) 古本 春香傳 광고, 복春1호, 1914. 10. 
59) ｢兩文考選의 感｣, 복春11호, 1917.11.
60) 崔斗善, ｢哲學이란 何오｣, 복春11호, 1917.11.
61) 崔南善, ｢自助論(序)｣, (스마일쓰 博士 原著, 崔南善 넓述, 自助論), 복春13호, 1918.4. 참고. 
62) ｢｢無情｣序｣, 복春15호, 1918.9.
63) 삼랑진 수재 장면을 대표적인 장면으로 꼽을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분석은 또 다른 글을 요하기에, 여

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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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최남선이 민의를 발견했다고 흥분한 까닭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5. 지속되는 향력
근대 이후, 3·1운동과 무정은 각각 조선의 민족주의와 근대문학의 첫 장면을 장식하는 상

징물이 되었다. 최남선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시기에 형성된 조선 민족과 문학이라는 개
념이 이후 한국의 민족주의와 근대 문학의 세력을 키운 점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최
근 들어 민족주의나 문학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근대를 다시 보려는 이들에 의해 다시금 풍성해
지고 있다. 그러나 활성화된 논의가 해방 이후 한국의 근대사에서 지속된 친일과 반일의 이중변
주, 예술성 있는 문학과 통속적인 대중 문학이라는 기존의 인식으로부터 얼마나 더 나아갔는지
는 의문이다. 한국의 민족주의나 근대 문학의 성격을 비판하는 일은 쉽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두 개념이 아직 특정한 실체를 갖지 않고 존재했을 당시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빠져있다.

최남선이 걸쳐 준 “조선”이나 “문학”의 옷은 현실의 복잡한 정세를 무시하고는 성립하기 어렵
다. 현실 속에서 조선과 문학은 어떠한 존재방식을 취해야 하는가? 최남선의 고민은 여기에 있
었다. 이러한 고민은 그의 글쓰기에 투 되어 있다. 청춘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텍스트이
다. 청춘에서 조선과 문학은 기본적으로 과학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문명을 긍정하면서 발견된 
것이다. 최남선은 당시 문명의 대표임을 자처하는 열강들을 쉬이 비판하지 않았다. 그러한 비판
은 세계 속에서 조선이 그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감추어 버리고, 서로가 상대를 자기 자신의 정
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에 대한 배타성만 강화시
킬 뿐이다. 최남선이 생각한 조선이나 문학이라는 개념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이 시기 
그가 당면한 현실과 고군분투한 흔적으로 봐야한다. 

최남선이 끈질기게 매달린 문제는 조선이 타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세계 속에서 존재
하는가에 있었다. 그것은 시세의 강약을 잊지 않으면서, 동시에 약자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벗어
나려는 이중의 노력이었다. 이 시기 세계 질서의 위계를 정하는 기준은 문명에 있었으며, 문명
을 구성하는 핵심은 과학을 비롯한 신학문에 있었다. 최남선은 과학을 비롯한 모든 신학문에 대
해서 철저히 동화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서구 중심의 문명을 교조화하는 일을 피
하고, 그것이 거둔 성과 또한 하나의 부분으로서 더 큰 질서에 포함시켜 바라볼 수 있었다. 조
선과 문학의 독자성은 이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아울러 최남선이 의식적으로 구사하 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신지식으로 점철된 글들을 계보적 분류의 방식으로 정리해보면,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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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과 학술을 연구하여[格物]-이로부터 세계 전체의 이치를 깨달은 뒤[致知]-지나간 일을 돌이
켜 자세히 살펴서[稽古]-이를 언(言)과 행(行)으로 풀어낸다’는 조선시대의 유학자의 기본 태도가 
드러나도록 되어있었으니, 청춘의 짜임새 또한 여타 잡지와는 다르게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초상집 개[喪家狗] 노릇으로 힘들다”64)는64)나지막한 한탄에서 엿볼 수 있듯, 최남선 역시 기본
적으로 조선에 대한 충심을 바탕에 깔고 자신의 작업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최남선이 했던 작업
과 여타 민족주의자들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그는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는 뭇 지식인
들처럼 일본 총독부와 자신의 입장을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조선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지 않았
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균등하게 바라보려는 입장65)과도65)방향을 
달리했다. 최남선의 입장은 오히려 이 둘과의 긴 한 관련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타자를 바깥에서 비판할 때 생기는 고립성을 거부하고, 한편으로는 세계를 균질화시
켰을 때 발생하는 현실의 복잡한 위계와 주체성의 소멸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최
남선이 발견한 조선 민족이나 문학의 개념은 끊임없이 마찰하고 교류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년시기, ‘천품(天稟)이 시인은 아니
지만 시세(時勢)가 자신을 바라지도 않은 시인으로 만들려 했다’66)는66)최남선의 고백은 이러한 실
천 속에서 새롭게 읽힌다.

오늘날 우리가 최남선의 입장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가 걸어간 길은 이후의 
역사가 보여주듯 이미 한번 실패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민족주의와 문학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주만물이 빚어내는 총체적 질서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사유하려 한 최
남선의 시도는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지도 모른다.

주제어 : 최남선, 청춘, 우주, 인류, 문학, 민족주의, 3·1운동

투고일(2008. 8. 6), 심사시작일(2008. 8. 6), 심사종료일(2008. 9. 8)

64) ｢一日一件｣, 복春3호, 1914.12. 
65) 대표적으로 學之光 을 발간한 동경 유학생 계열의 지식인들을 여기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學之光

의 편집을 맡았던 학우회의 주요멤버들과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대표적 이론가로 꼽히는 吉野作造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이경훈, 2004 ｢學之光의 매체적 특성과 日本의 향(1)｣ 대동문화연구48집 참고. 
최남선의 작업과 이들과의 비교는 또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66) ｢舊作三篇｣ 해설, 少年, 2년 4권, 1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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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oi, Namsun’s View of the World and Literature in the 
Cheongchoon(복春)

Lee, Kyunghyun *
67)
This manuscript describes that Choi, Namsun’s view on the world and literature 

shown in The Cheongchoon(복春) which was a periodic magazine edited and 
published by him from 1914 to 1918. The Cheongchoon provided topics on all 
aspects of existing knowledges and new trends in modern culture of early 20th 
century including broad areas such as natural science, history, novel, poetry, comic 
story, and world information from east to west countries. In 1910s, Choi was 
considered as a pioneer in Korea who tried to introduce the modern ideas, foreign 
literatures, and advanced natural sciences through this magazine. Recently, studies 
concerning the reconsideration of Korean modernity, nationalism, and literature 
formed in 1910s are significantly increasing. His action have been criticized for his 
mistake against colonial policy, however, we can find his universal idea on the 
world and literature in the above magazine.

Key Words : Choi Namsun, Cheongchoon(복春), Universe, Humanity, Literature, 
Nationalism, 3·1 Independent Movement

*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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