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近代小說의 史的昭究
---그 形成期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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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한국문학은 쉬지 않고 변모하면서 새로운 樣相과 그 指向性을 보여준다.

그것응 면면히

계승되어 오면서 形成된 韓國文學의 通時的인 輔과 새로운 發生的인 意欲의 발현인 共時的
인 文學現象의 상호 웅전에 의해 변모되어 깐다.

여기에 外在的언

文學的 受容이 변모의

力動力의 일부를 담당한다. 그러 고 보면， 한국문학은 홍시 적 인 축인 文學的 傳統과 공시 적

인 현상인 文學的 意欲과 外在的인 受容의 역학적 작용에

의해 形成되고

변모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力學的인 상호관계가 ~衝을 이룰 때는 文學의 새로운 변모보다는 완숙을 지

향하지만， 그 관계가 不均衝 상태가 되면， 완숙에의 지향보다는 새로운 변모를 시도하여 轉
形의 양상을 띠 운다. 椰歌나 歌離， 開化期小說 등의 장르 形成과 그 文學樣相을 보면，

그

것은 더욱 분명해진다. r三代 目 」 의 작품으로 대표되는 劉歌는 新羅人의 生活意識과 情績의
4 句體의 수용에 의해 形成되 어 8· 10句體로 완숙을 指向하다가 高麗에 접 어 들어 社會的 變
動과 景幾體歌와 高麗洛諸의 새로운 청:르의 출현으로 「普賢十願歌」를 바지 막으로 죄 퇴 하고
말지 않았띤가. 새 술응 새 푸대에 답아야 한다는 말은 文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청게 변모 • 성장해온 韓國文學은 그것에 受容된 歷史的 現實괴는 달리 實存한다. 그것
은 文學이 歷史나 社會的 現實의 模寫的 수용이 아니 라 文學的인 技法에 의 한 새 로운 ~序
의 創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文學이 歷史나 社會와

等距離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1) 그것은 文學옹 歷史나 社會를 긴말성에 의해 露出 • 展示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技法에 수용하여 새로운 독자적안 문학세계의 창조인 데서 기인한다. 그것은 문학이 歷史나
社會의 예 속이 아니 요， 美意識에 의 한 새 로운 指向性을 形象化하여， 文學은 歷史나 社會와
등거리에 있는 文學世界임을 의"0]한다. 그러면서 文學과 社會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
기 째문에 歷史나 社쩔는 文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이러한 한국문학외 解釋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더구나， 文學史의 경우는 그 寂述方
(1) 歷史나 社會가 文學에 受容되 는 媒介는 技法。l 다.

OJ

技法에 의 한 文學의 藝術性을 輕視한 文學

에 나타난 歷史와 社會의 論議는 文學世界를 歷史나 社會의 樣相의 記錄이나 그 意誠의
라고 보는 건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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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에 따라 여러 樣相의 文學史로 나타난다. 그것은 어떻게 한국문학을 해석하고

냐에 따라 한국문학의 寶像이 달리 보이 기 때 문이 다.

서숭하느

이 미 上特된 文學史에 서 한국문학의

실 상과 그 繼時的 意、味가 달리 보이 는 것도 문학의 解釋方法의 자이 에 서 나타나는

現狀이

다.

한국문학사는 한국문학의 작품， 작가 등의 共時的인 의 미 의 定立을， 通時的 究明에 의 한
繼時的 意、味의 서 숲이 다. 거 기 에 는 청:료의 變異에 따른 한국문학의 변모과정 과 꺼 기 에

떤

면허 계송되어 있는 한국인의 意識과 生活感情의 文學的 受容에 의한 한국문학의 總體像이
계시적으로 서술되어진다.

사실 그 起點이 문제되고 있기는 하나 ( 2) 한국의 近代文學도 이제는 同時的인

의미를 넘

어 繼時的인 의미의 추구로 접근해 야 한다. 그것은 한국인의 近代意、識과 生活感情을
문학적인 技法으로 形象化한 근대문학도 現代文學오로 변모하면서

그 文學性이

근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히 戰後文學에서 보듯 현대문학은 근대문학의 美學오로는 밝힐
수 없는， 近代文學과는 異質的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開化期 이후의 文學을

現代文學이라

고 指稱하던 타성 에 서 脫皮해 야 함을 의 미 한다. 근래 한국의 近代文學이 란 用語를 자주 쓰
고 있는 것도 그 當寫性을 立誼하는 사실이다.
文學史에서 그 方法의 차이냐 資料의 ι未完￡로 여러 樣相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
다 (3) 서구문예를 완성된 것으로 보아 그 文製思湖에 의해 한국-문학을 照明한 白鐵의
‘文學思湖史」나 文펼史的 方‘法으로 서 솔한 趙演鉉의 「現代韓國文學史 j，

「新

比較文學的 方法에

의 한 金東:h§，의 「國文學史 j， 장:료史的 方法에 의 한 張德、)1頂의 「韓國文學史 j， 意識史的

方法

에 의한 金允植， 깅현의 「韓國文學史」 등은 전자의 樣相이요， r내 가 처음 쓴 것들」을 보지
못한 데서 생기는 春國의 處女作에 대한 시버，

崔素月의 「뺑지염의 勇士j (l 9 1 5) ，

「夜半j (l 91 5)， r 밤과 나j (l 9 1 5)， 春댐의 鉉事詩 「極態行j (l 91 7)을 안 본 「불노리」에

金隱의

대한

論議， 春園과 같이 近代小說의 形成에 기 여 한 玄相允이 나， 韓龍雲， 金憶 등 詩人들의 시、說
을 제외한 近代小說 形成의 논의는 후자의 樣相이다. 또한「標本室의 홉개구리」를 自然主義

로 보려는 견해나， 대중소설인 「獨流」블 문제작ξ로 내세우는 입장， 春園의 모든 작품을民
族主義 땀豪主義 일변으로 재 단하려 는 경 향과 같이 작품이 나 작가를 잘옷 評價하거 나 재 단
하여 왜곡되게 鉉述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같이 文學史플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서술된 文學의 總體像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에 작품이 지난 文學的 意味를 바르게

(2) 近代文學 起點의 論議의 魚點은 近代性의 究明과 그 意識의 技法에 의 한 文學的 受容이 라는
識과 技法의 양면에 서 考察되 어 져 야 한다. 近代文學的안 技法에 受容되 지 않은
思想性과 藝術性의 二元性에 의해 形底됨을 경시한 입장이다.

(3) 文學史의 서술은 內在的인 文學的 現象을 서술의 똥點으로 하고 外在的언

것과의

意
의 식 은 文學이
照明을 하는

方法과 意講이나 社會와 같은 外在的연 기축에 의해 rip品 을 抽出 ·照明하는 方法의 두가지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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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지 않은 文學史는 한국문학의 실상을 그릇되게 定立할 위험성이 있다.
文學史에서 는， {i"品論이 끝난 더1 서 作家論이 시 작되고 작가론이 풍난 뒤 에 양르나 時代의
공시적 의 "1를 탐색하고 갱:료의 변이에 따른 通時的 考察이 그 主輔이 되어야 한다.

그러

기에 빠짐없는 資料의 발굴과 그것의 올바른 解釋과 評價에서 文學史는 시작된다. 따라서，
文學史에서 作品이나 作家의 누락이나， ~진意的안 排|徐가 있을 때는 그 作家의 總體像에 의

한 作家論이라고‘볼 수 없고， 그러한 作家論이나 文學史的인 어프로치가 기축이 되어 있는
文學史도 한국문학의 總體像의 서숭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에서 한국문학의 새로운 定

立에 의한 文學史의 체계화가 필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近代小說의 形成과 그 文學的인 樣相을

史的 o로 정 립 해 보는

일

이다.

이런 文學史의 정립은 文靈思湖나 作品 해석에 의한 共時的인 접근에 치중한 것을

비롯

하여 , 意識史의 證言的 方法에 의 한 서 술， 갈등 구조에 의 한 內在的인 文學的인 樣相을 추
구한 力著 (4) 블 이 있오나， 文學의 二元性에 의한 共時的인 究明을 通時的으로 체계화하는데

는 미흡함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近代性과 近代小說의 규정에도

문제가 있으나 近代小說 기점 문제와 관련된 開化期小說의 歸屬問題，

先行되어

나타나는‘

文學意、識과 실제 작품과의 相關性， 外國의 그것의 受容문제， 청:르의 변이와 近代小說의 形

成문제 , 또한 이 러 한 문제들이

북-합되 어 이 루어 진 近代小說의 形成過程과 그 樣相이 중요

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 小考에서 20세 기 초두부터 10年代의 小說을 中心오로 近代小說의 形成과

그

樣相을

考究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II.

近代小說 形成의 背景

한국의 近代小說은 리 얼리즙을 기저로 하는 文學이 다. 말하자면 近代意識이

로 受容된 문학이다.

自然主義는 리얼리즙을 근저로 派生한 유파이기는 하나

리 얼리즘오

한국의 근대

소설에는 自然王義的 발상은 시도되었어도 자연주의가 그 主流를 형성하지는 뭇한다. 리얼
리즘은 近代性을 논의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近代의 時代性과

社會性을 의식한

近代的인 塵物이라고 할 수 있다. 開化期小說 이후의 近代小說은

유파이며，

서구의 근대소설의 美學

(4) 다음과 같은 저서에서 近代小說이나 近代文學內의 이런 樣相을 볼 수 있다.
白鐵， 新文學思澈史， 民~를홉館 (1949)
趙演鼓， 現代韓國文學史， A間社 (1965)
金允植， 김현， 韓國文學史， 民音社 (1970)
張德順， 韓國文學史， 同和文化社 (1977)
金宇鍾， 韓國現代小說史， 成文閒 (1978)
李在鏡， 韓國現代小說史， 弘盛社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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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金科玉條안 리얼리즙을 變容하여 文學意;識의 변화에 상응하면서 성장해 온다.

1.

近代小說 形成의 背景

다른 정:료와도 같이 文學도 부단히 변해 가는 時代의 변화나 思想을 수용하면서 문학 자

체의 樣式이나 技法의 변모를 가져온다. 근대소설도 朝雖小說이나 開化期小說을 이어 근대
소설적인 技法에 時代狀況이나 사상을 受容하면서 형성된 소설의 청:르다.

이 近代小說이 형성하게 된 요인은 여러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近代文學의 移植論의 주

장으로 한국문학을 古典文學과 現代文學의 二元으로 단정， 傳統斷組의 입장을 내세운 林和
가 @ 禁壓下의 實學 @ 自主精神과 開化思想 @ 新文學의 移植과 發展을 들어，

近代文學

발생을 정신적 측면에서 照明한 것(林和 pp.18"-'32) 을 비릇하여， CD 新敎育의 實施 @ 新生
活運動 @ 國民運動의 展開 @ 國語普及과 基督敎 @ 近代的 新聞의 刊行 등

文學의 外的

측면을 밝힌 白鐵의 所論(白鐵 pp. 218"-'224) 등 적지 않게 논의되고 있다.
미완이 되고 만 「韓國現代詩文學史」의

‘近代意識의 驚明’을 論究하면서 趙、휠薰은

한국의 近代違動은 대략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6세 기 초부터 西歐文明의

流入과

17

세기 용좋頭에 시작된 西洋의 認議을 거쳐 일어난 寶學運動이 그 하나요， 둘째， 17세 기 초에서부터 그

末葉까지 일어난 洪景來亂， 三政羅擾， 東學亂으로 표현펀 A 民의 반항 운동이 그 다른 하나이며， 셰
째， 19세 기 말 에 서 20세 기 초에 결쳐 얼어난 甲申政變，

甲午更張， 己未運動이 또 다른 하나이다.

첫째 단계는 外部的인 자극으로 일어난 것으로 주로 學術運動이었고， 둘째 단계는

內部的인 與{牛

이 爆發시킨 民術抗爭이었으며， 세째 단계는 內外의 時勢에 順應한 自覺的이고， 積極的인

思想運動

내 지 는 政治運動이 었던 것이 다. 이 세 가지 운동의 鐘頭를 刺戰한 것 은 훌胡兩雖과 勢道政治와 因寅
辛未의 洋擾였다. 그리 고 이 들 3 단계 의 近代化 運動의 理念 內容의 中核은 통틀어 서 民族意識과

社

會意誠이 半半의 比重으로 이루어졌었다.

라고 民族괴- 社會意識의 측면에서 近代意識을

추구하고 있다(趙호薰

近代文學의 출발을 實學에 서 부터 보려 는 見解와 相關性을 갖는다.

pp.221"-'222).

이것은

또한 한국의 근대 의 詩

文學을 체 계 있게 정 리 한 「韓國現代詩文學史」에 서 鄭漢模는 한국의 近代를

CD

18세 기 近代化

運動의 先覺 @ 西洋의 그럼 자 @ 衛正g部와 民族훨、識，@ 植民地化 過程에 서 의 近代훨、識
의 發露를 詳論하면서 近代詩形成의 背景을

1. 近代新聞의 刊行

2. 基督敎의 上陸과 그 影響

3. 新敎育에 대한 自覺과 그 意、欲

4.

學會와 雜誌、의 魔出

을 들어 말하고 있다(鄭漢模， pp. 29"-'30). 이는 近代意識의 形成에 대해 가장 면밀하게 검토
한 것으로， 이제까지의 피상적인 타성을 탈피한 論議이다. 더구나 근대문학의 직정적인 배
경을 정리한 것은 사실 자체를 透視하여 그것을 다시 類型化한 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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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文學形成의 外的 휠件의 究明에 치중하여 文學의 歷史의 證言說에 정착한 감이 있으나，
近代文學 形成의 背景을 明載하게 제시한데 큰 의의가 있다. 張德順은 新小說 形成의 요인
으로

첫째 . 國語運動의 대 두와 發表， 民間新聞의 族出

둘째. 新聞과 出版企業의 商業主義와 讀者層의 據大
세째. 新聞의 新小說의 옳新思想、，

日本 明治文學과 硬淸文學의 影響， 그려고 職業文土 형성

등 세 가지를 들어 外來的인 것의 受容의 면까지 據大한 견해(張德順， p.363) 이 나 ， 文學의 內

if的 언 變化에 의한 轉形을 고창하지 않고 있는 문제접이 있다.
近代小說의 形成背景은이렇게 여러 測面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

가 되는 것은 한국의 近代性의 규명과 그것이 어떻게 근대소설의 樣式과 技法에
한국의 近代小說을 形成하였는가의 문제로 集約된다.

수용되어

그것은 近代性의 究明으로 근대의식

의 寶-據을 밝히 고 근대 문학적 인 技法에 수용된 近代意識을 추구하는 데서 한국의 近代小說
의 形成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近代小說的인 技法에 의해 形象化되지

않은 近

代意識은 한갖 역 사나 사회 사적 인 관섬 사에 지 나지 않는다. 寶學에서부터 근대 문학이 출발
했다는 켠해의 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寶學思想을 한국의 근대 의식이라고

인정하더라

도 그 意識의 지속성과 그것을 近代文學的인 技法오로 形象化한 作品이 있어야 하고， 또 그
계승성이 있어야 그 論據가 首肯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外國文學의 受容에 의한 그 영향

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것은 일본이나 만청의 近代小說 형성의 영향과 서구 문예의식의
영 향이 近代小說 내 지 近代文學 意識을 자각케 하고， 그 形成에 변형 적 인

C영 향을 준 것을

추적하는 일이 된다.

이러한 近代小說 形成의 요인을 밝혀

近代서、說 形成의 外的 • 內的인

관련성을

考究해

본다.

2.

近代小說 形成의 훌因

한국의 近代小說 形成의 요인은 甲申政變， 甲午更張， 東學亂 등 사회적 변통과 새로운 文
化運動이 文學에 透影되어 나타나는 自生的훨因과 이러한 내적 변화애 자극제가 되고 變化
를 강요하여 變形的으로 受容되 어 일어 나는 他生的몇因의 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요인

의 相衝과 吸引作用에 의해 近代小說의 形成을 보게 된다.

(l) 自生的 훌因
근대소설이 形成되는 自生的 몇因은 @ 社會的 變化

@ 新聞雜닮、의 刊行과 出版社의 셜

램 @ 국어에 대한 自覺 @ 文學意識의 새로운 認識 등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 社會的 蠻化 : 開港 이 후에 복잡하게 변하는 정 치 적 樣相은 고전문학의 傳統的언 意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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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 (19)

따르면서 哈風弄月하는 顆照의 문학에 안주할 수 없게 한다. 洋奏가 빌려 오는 外來勢力과
국내의 紙政으로 韓末은 새로운 改童思想이 진통하게 된마. 官紀素亂과 經濟的 破結에

항

거하여 東學亂이 일어나고， i富 H 戰爭 에 서 승리한 일본의 JEE護 아래 甲午更張 (1 894)이 일어나

잠자던 朝蘇의 사회에 새로운 각성의 불이 붙기 시작한다.

傳統的인 舊觀을

벗고 자주독

럽， 만주사상， 신교육사상， 자유연애， 미신타파 등 새로운 改童思想이 대두한다.

208項에

달하는 改單의 公布는 그대로 실시되지는 못하였어도 開化思想은 文化的 改훨과

서양문화

의 수업을 가져 오게 되어 近代意識의 각정을 보게 된다. 더구나 淸日戰爭의 10년 뒤에 일

어난 露日戰爭은 더욱 자주 정신을 자각케 하고 自我를 각성케 한다. 이것은 社會的
에 따른 의식의 變化요， 새로 近代意識의 社會的 據大를 의미한다.

變化

文學에선 이러한 意識

을 수용하려는 새로운 文學의 장르가 형성하게 된다.
@ 新間훌훌誌의 刊行과 出版社의 설랍 : 社會的 變化에 서 오는 새 로운 意識을 새 로운 文學樣式

오로 f足進한 것은 新聞j 雜誌， 學會誌의 刊行과 出版社가 대두된 일이다. 文學은 創作되는

것흑로 그 가치를 지니지만，

그것이 讀者에 전달됨으로써 바로서 文學的

機能을 다할 수

있다. 그러으로， 文學과 讀者의 媒介 구질을 하는 刊行物은 새로운 意識을 고취하고

作品

을 發表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하여 文學 傳達者로서 기능을 다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 新
聞의 社說과 論說， 雜誌， 學會誌에 질련 자각을 촉진하는 論說은 近代意識을 신장하고

그

것을 文學에 수용케 하는 가장 중요한 發信者의 구질을 한다. 張德、秀가 「學之光 第三號 發
刊에 臨승야」에서
諸君이여， 폴로 치면 소리가 나고 空氣도 振動융면 音樂을 奏후는믹 況且 心靈을 가진 폼人이여

古今을 通觀중고 天地를 덮는 뿔富흔 想、像力을 가진 우리가 萬物을 醒解탕야 隨意로 使用후는

!

偉大

한 知力을 가진 우리가 경겨 위놓는 者와 갓치 깅거 워승며 ‘슬퍼좋는 者와 갓치 슬퍼융는 淸흡훈 感
↑좁을 가진 우리가 無限大의 活動을 向進융는 彈烈흔 意옮、를 가진 우리가 아주 碩目織口탕고 말을가?
不然하다. 決斷코 不然、하다. 太陽이 存:tE융면 그 光彩가 永久히 懶織좋지로다.

身體는

耳 g 手足을

훨求중고 心靈은 자유활동과 최 고 表現을 훨求탕 ""니 萬- 心靈의 自己表現이 無좋 앗스면 孔子도 업
소 釋뺑도 업 고 基督도 엽 스며 愚者도 업 고 賢者도 엽 서 天地가 暗黑i軍때 효치 로다.

天地의 活動은

自己表現의 結果이니 陳然흔 文明의 아름다움。l 亦是 自己表現의 結果가 아닌가? ...• ‘·홈AA類는 爽

快훈 言語와 美妙훈 文字을 有~며 趣味 경흔 傳說을 有당니 한번 성각중고 한번 눈을 뜰셔에

좁年

諸君이여 홈 A은 證美홉을 마지 못좋지라. 自然의 美와 心中所思을 엇지 表現치 아니후리요? ......

라고 植民地下에서의 狀況을 感得할 수 있게 說破하면서， 새호운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自己表現에 의해 文明이 形成됨을 강조 하면서 自然의 美와 心中所思를 表現할

것을 강조

하고 나서

즈또한 우리의 心靈은 휩常 짐-자며 안지가 되기 쉬워 光明을 拜융치 難융오다. 善은 何며 惡은 何며
自己 統- A格形成의 原理가 何뇨? 좁年諸君이여 止於至善합 者 果然 幾A 고 ? 止而後에 存定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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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에 止흥을 엇지 못캉연 漢漢효 購野에 짧흔 小후의 -群됨을 免치 옷흥지로다.

눈이 오고 바람

이 甚캉야 天地가 廳碩-효믹 救人을 일코 걸을 이른 職野의 -群小후을 愛兄弟에 諸君은 보았나뇨?
此紙는 ~方으로 同뿜과 愛의 光이 되며 ←一方으로는 煩寶로 學이 되야 外 宇짧블

觀解캉며

內로

自己純一과 自我確立의 光明이 되기를 願융는 바이로다.

라고， r學之光」 이 同情愛와 學의 光이 되 어 宇 J범룹 觀解하고 自 B統一과
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自我確立의 光明

(f學之光J 3號 ， 1914)

신문이나 雜誌의 이런 近代意識의 전달과 自覺을 촉구한 것은 잠자먼

民짧에게

새로운

光明을 비쳐 주었다. 新聞의 효시는 「漢城句報J (1853) 이 지 만 최초의 격일 신문이며

순한글

의 「독립신문J (1896) 은 그 제 l호에서 不偏不黨하고 상하귀천없이 조선인을 위해

言論을 펄

것과 상하귀천없이 누구나 쉽게 알게 허가 위해 한글로 씀을 밝히고 있듯이 新聞이 劃期的

인 전환기릅 만들어 近代小說이 形成될 수 있는 波長을 일오키고 그 發表 무대를 제공한다.
또한， 각 지방이나 同好의 칩묵과 %究를 위해 設立된 學會의 기관지인

(1906) , 太極學報 (1 907) , 朝蘇報 (1 907)， 雙學會月 報 (1908)，

大韓自彈會 H報

西北學會月 報 (1 908) ,

짧&캔여學月 報

(1909) , I橋 南敎育 報 (1 909) , 大韓/魔學報 (1909)， 大韓興學報 (1909)， ~여南學報 ( 1909) 등과 崔南善

에 의한 少年 ( 1 908) , 좁春(1 914) ,

日本留學生의 기관지인 學之光 (1914) 등 잡지의 발간은 近

代小說이 形成하는데 촉진적 구실을 한다. 春園의 「어 린 擺姓 J (少年， 1910) 을 비롯하여 玄相

允의 「恨의 一生 J (좁春， 1914) , r淸流탤J (學之光， 1916) 등 近代小說 形成期의

작품이

거의

雜誌에 발표되고 있다. 新聞， 雜誌의 文體도 상당히 注目되어져야 한다.

또한 出版社가 대두되어 小說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다하게 되어， 독자층의 저변

을 鍵大하게 된다. 이래서 小說을 중짐한 文學이 일부계층의 專有物에서

大聚에게로 스며

들게 하며 文學과 讀者의 새로운 組帶를 맺게 한다.
@ 國語에 대한 自覺 : 국어에 대한 새로운 自覺과 昭究는 近代小說 형성의

중요한 몇因이

다. 兪吉鴻의 「西遊見聞 J (1 895)은 西洋文物의 수용이라는 현실적인 면에 못지

않게、

國漢文

混用의 文體를 시도하여 漢文의 예속에서 벗어나려는 새로운 변모를 가져온다. 이것은 「獨

立新聞」 제 l호의

‘논설’ 에

우리 신문이 한문을 마니 쓰고 다만 국푼으로만 쓰는 거슨 양하귀천이 다 보게 홍이라， 표 국푼을
이러케 귀절을 셰여 쓴즉 아모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잇는 말을 자세히 알아 보게
이라 각국에서는 사릅둘이 남녀 우온좋고 본국 국문을 온처 밴와 능동흔 후에야 외국

글을

홉

베오는

법인띄 죠션서는 죠션 국문은 마니 버오드려도 한문만 공부훈는 1'}동애 국문을 잘 아는 사룹이 드물
이라. 죠션 국문융고 한문좋고 비교후여 보연 죠션국문이 한문보다 얼마가 나흔거시 무어신고

중니

첫자 는 밴호기가 쉬흔이 요흔 글。l요 울지 는 。l 글이 죠션글이니 죠션 인민들이 알아셔 백사을 한문
덕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두 보고 말아 보기가 쉬흉 터이라.

라고 국문으로 써야 한다는 국어에 대한 덤覺을 적극적오로 냐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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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靖善의 「音經J ( 1 908)，

兪吉橋의 「大韓文典J (1908) , 周時經의 「朝蘇文典音學J (1 908) 등 文法 연구서의 據出은 국어
에 대한 自覺의 직접적 실천이요， 民族意識의 자각이 나다난 현상이다.
@ 文學意識21 새로운 認識:餘技說에 의해 學問이나 政治에 참여한 여가나 流配나

가서야

붓을 잡는 조선의 文士와는 달리， 필연적인 欲求에 의한 문학의식의 뼈張은 近代小說 形成
의 중요한 계기블 이룬다. 文學을 個人이 짧美的 趣味로 여겨오던 타성에서 벗어나 문학의
청:르나 文學의 現tE性과 指向性에 대한 자각은 문학의 보다 새로운 變庫을 일으킬 수 있는
內的인 요인이 된다. r花의 血」의 末尾에，
소설이라 하는 것은 매양 반공착영(據空提影)으로 인정에 맞도록 펀칩하여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

를 경성(警醒)하는 것이 제일 목정인 중， 그와 방불한 사람과 방불한 사실이 았고 보면， 애독하시는

열위(列位) 부인 • 신사의 진진한 재미가 일총 더 생킬 것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실을
하는 좋은 영향도 없지 아니할지라， 고로 본 기자는 이 소설을 기록함에 스스로
이

경계

그 재미와 그 영향

있음을 바라고 또 바라노라.

라고， 小說의 虛構性과 小說의 영 향을 말하고 있.듯이 新小說 作家의 새 로운 文學意識을 볼

수 있다. 또 春園의 文學의 價{直(大韓興學報， 1910), r文學 이 란 何오J (每日申報， 1916) ,

崔斗

案의 「文學의 意義에 關하여 J (學之光， 1914) , 安園의 「朝解의 文學J (學之光， 1915) , 白~生의
「文펄의 童命兒야J (學之光， 1917) 등의 文學論의 개 진이 나 새 로운 文學的 自覺의

발로는 近

代小說 形成의 動力的 구질을 다한다.
이러한 文學意識에 의해 새로운 양식의 作品을 쓰는 직업적인 文土가 태두하게 된

것은

近代小說을 形成시키 는 직 접 적 인 계 기 가 된다. 李海횡ij ， 崔瓚植과 같은 新小說 作家는 물론

이오 春園 小星과 같은 作家들이 전문적오로 作品을 써， 近代小說的인 構造와 文體를 형성

해 간다.

- 이 와 같이 社會的 變化와 그 意識의 受容， 新聞 雜誌의 發刊과 出版社의 設立， 국어 에 대
한 自覺， 文學에 대한 새로운 認識 등의

自生的인 훌因은 外國文學의 영 향이 주로

作用하

는 他生的 顆因과 복합하여 近代小說의 形成을 촉진한다.

(2) 他生的 훌因

近代小說 形成의 他生的 몇因이란 주로 外國文學의 영향을 의미한다.

그것븐 쉽게 첩할

수 있는 일본의 近代文學이나 中國文學， 또는 얼본에 벤역 紹介된 서구문학의 영향으로 나
타난다.

他生的인 요언은 대체로 文學論의 영향， 짧l~譯小說， 했$案小說의 樣相오로 나다난다.
일본의 近代小說 형성 의 성 서 라고 일컬 어 지 는

#內週遭의 「小說神購」의

情의 文學論에

영 향을 받은 春 I짧의 「文學의 價f直」와 「文學이 란 何오」로 集約되 는 文學論，

梁단양超와 메 슈

아놀드 등 英文學의 영 향을 받은 崔斗善의 「文學의 意義에 對하야」 등은

外國의 文學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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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容에 의한 文學意識의 정립 현상이다.

또한， 툴스투이 「사람의 驗戰J (少年 8호 1909),
고의 I"ABC훨J (少年 19호 1910),

I"어른과 아해 J (少年 12호 1909),

안드레포의 「外國人J (學之光， 1915) 등

박몰 • 유

65篇 (5) 이 벤역되어

(일역에서의 중역이 가능이 많지만) 내용은 물론 小說의 構造에서 새로운 近代小說을 대하
게 된다.

또한 觸案小說이나 傳記가 쏟아져 나와 近代小說

形成의 촉매구실을 한다.

베르느줄르

(Verne Jules)의 「鐵世界」를 李海朝가 벤안한 「鐵世界J (1908), 未廣鐵眼의 政治小說 「雪中
梅」를 具然學이 번안한 「雪中梅J (1908)， \尾빠紅葉의 「金色夜又」를 번 안하여 A氣를 모은 趙
重桓의 「長恨평」 등 먼안소설도 외국 문학이 미치는 영향권의 據大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傳記的 作品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근세 제일여중영웅이라 하여 매일신문이 梁
뺨超의 것을 번역 연재한 「라라歸A傳 J (1907) , 쉴러의 「빌햄텔」을 중국의 鄭哲賞이

11、說體

로 번역한 것을 朴股植이 번역한 「瑞西建國誌J (1907) , 애멜라인스 原作을 李彩雨가 벤안한
「愛國精神」 릉 많은 傳記的 벤안이 서、說의 構造와 文體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면서 近代小
說 形成의 f足進빽가 된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自生的 • 他生的 몇因에 의해 近代小說이 形成하게 된다.

이것

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 詩， 小說 등 정:료에 대 한 인식
@ 小說의 虛構性과 敎化性 등 기능에 대한 인식

@

詩의 1t↑좁性과 小說의 技法에 대 한 자각과 질험

@ 국어에 대한 자각에 의한 文學의 전달성의 據大
@

먼역， 번안소설 등에 의한 國語. 文體의 變童

@ 新聞， 雜誌， 出版에 의한 小說과 讀者의 組帶 형성

1lI.

文學意識과 小說의 現場

近代小說의 形밟은 文學意、識이 先行되고 창작이 技法과 文體의 變효홈을 이 루면서 그 뒤 흘
따른다. 그것은 文學意識은 앞서지만
新小說作家에서

生活意識이나 技法이 바로 같이

못하기

때문이다.

그 변모가 시작된 近代文學的 文學意識은 外國小說의 變形的 受容의

촉매

를 받으며 近代小說의 形成을 가져 오게 된다.
우린 文學意識의

변모와 外國小說의 受容樣相，

그리고 近代小說의

져볼 펄요가 있다.

(5) d. 抽橋， r李光洙小說에 受容된 툴스토이」 국어교육(32 )， 1978.

形成과정 에 관심 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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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學意識

近代小說이 形成되 연서 文學意識은 小說論이 나 文學論으로 나타난다. 그 전걷는적 인

것은

新小說作家에서 볼 수 있으나 六堂과 春園， 玄相允 등에서 近代的 文學意識의 자각에 의한
文學論을 불 수 있다.

新小說作家의 小說顆 ( 0)은 횡~蘇小說顆과는 다른 近代小說的인 자각이 엿보이나 그것이 단

편적이며， 朝廳시、說의 그것을 벗지 옷한 견해가 많다. 新小說의 序文， 없文 또는 後記에서
볼 수 있는 그 文學意識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寫寶性: “小說은 A 生의 길가에 짜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발착의 말대로

은 近代小說의 출발이 다. 李相協의 「再逢春」의

이 사질성

‘編頭短言’ 에서 「再逢春」은 “逢業社會의 형

펀을 비치는 거울이라”고 한 말이 바로 이 寫實性을 말한 것이며，

李海朝도 「花의 血」의

‘序言’에서 다음과 같이 사실성을 말하고 있다.
이제 또 그와 같은 현금 사람의 실적 「화의 혈 J ( 花의 血)이라 하는 소설을 새로 저술할 새 허연광

설은 한구절도 기록지 아니하고 정녕히 있는 일동일정을 일호착없이 펀집하노니 기자의 동주가 민청
치 옷함으로 문장의 광채는 황홀치 못할지언정 사실은 적확하여 눈으로 그 사광을 보고 귀로

그 사

정을 듣는 듯하여 선악간 족히 밝은 거울이 될만 할가 하노라.

‘정녕히 있는 일동일정을 일호착 없이 펀집하노니’ 에서는 프로벨의 -物一語說을

연상

케 한다.

또한 「花의 血」의 현금 사람의 실적이라고

말한 것은 小說의 寫寶性을 자각한 文學월:識

이다.

@ 虛構性 : 近代小說의 가장 중요한 特性의 하나가 虛構性인데 , r花의 血」의 末尾에서
小說이라 하는 것은 매양 據空提影으로 인정에 맞도록 펀집하여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결성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 중， 그와 방불한 사람과 방불한 사실이 있고 보연，

애독하시는

열위부언 신사의

진정한 재미가 일층 더 생길 것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설이 경제하는 좋은 영향도 없지 아니
할지라.

(6) 新小說系列의 序文。1 냐 없文에 李朝小說의 그것을 념 지 못할 견해 도 많으나
觀을 엿볼 수 있다. 그 중요한 序文과 없文은 다음과 같다.
朴股植 譯述， 瑞士建國誌， 大韓每日新聞 ， 1907. 7, 序文.
李人植， 鬼의 聲， 中央書院 ，

1907. 10. 3, 序.
1908. 8. 9, 책 머 리 •
李海햄， 花의 血， 東洋書院， 1911. 10. 10, 서 언 末尾.
李相協， 再逢春， 東洋홉院， 1912. 8. 15 編頭短言.
李海朝， 彈琴훌， 新舊휠林， 1912. 12. 10, 책 끌.
紹 雲， 뿜훗쭉， 確東書林， 1912. 12. 12, 끝.
小說혈종휩， 東洋뿔院， 1913, 集大없이 辯.
安國善， 共進會， 修文뿔館， 1915. 8. 25, 서 문， 觸讀者文.
玄公顧， 經國美談， 玄公薦 ，

近代小說的인 文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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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小說의 虛構性과 敎化性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李海朝의 德空提影은 近代小說의

새

로운 각성이기는 하나， 新小說은 朝蘇시、說을 그대로 계송하여 구태의연하고 春|짧이나 小星
에 이르러서야 그 양상을 떠우게 된다.
@ 小說의 敎힐II性 : 新小說作家의 文學意識은 世道의 $옮뼈를 비 롯하여 敎化性 곰 文學의 敎

示的 機能을 주로 하고 있다. 文學의 敎化性을 강초하는 것은 朝解小說은 물론

모든 시대

의 文學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다. 朝解小說이 勳善徵惡 一遭{뀔j의 경 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 新小說도 결국 랩비앤드로 풍나며 권선정악으로 끝나고 있는 것도 敎化性 위주의 文學
意識와 所塵이 다. 교화성 을 강초하는 예를 들어 보자.
소설이라 하는 것은 매양 빈공착영으로 인정에 맞도록 펀칩하여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경성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 중

열위부인 • 신사의 진진한 재미가 일충 더 생킬 것이요.
-f 花 의 血」의 책 끝

이제 세상 탕자 음부로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족히 부끄러워 좋을 죽을만 한지라. 어찌 인세풍화에
대관계가 아니 라 하리오. 創善徵惡의 寶歲을 짓고자 하노라.
-f뿜훗 창」 의 책끝

사람의 마음이 예와 같지 못하여 욕심으로 화복을 분변치 못하는 자 있기로 이를 저작하여 경성케
하노라.
-f금 낭 이 산」의 책 끝

安國善의 「共進會」의

‘觸調者에 게 ’ 에 서 小說의 共感領域과 敎힘I[的 機能에 대 해서 말하고

있으나 新小說作家의 文學意識은 단펀적이고 또 그것이 文學意識ξL로 그치고 作品化되지는

못한다. 요히려 新小說을 최초로 集大成한 東洋書院의 「小說뚫書J (全40卷)의 ‘集大成의 辯’
은，시、說이 무엇인가와 그 가능성J을 간결하게 말해 近代小說論에 접근하고 있다.
小說은 A 生 의 秘、義를 透購하며 社會의 面目 을 寫照하여 우리 로 하여 금 善과 惡，

正과 제)，

精과

*且블 分辦取給케 하며 文藝的으로 感情을 引違하여 美의 性態， 휩의 理想， 詩의 志趣를 뼈養하는 것
이 라 어 찌 些減한 神異奇妙로 -時의 覆寂을 破하며 若千의 談資笑炳으로 暫時의 週遺을 作함에

그

칠 것이리오. 只今 朝蘇文藝는 아직 完全한 地盤을 얻기 前 過灌時期에 있는 것이라 不覺令 At崔P區 할
許多雜著가 -時에 擾頭함에 思想界는 因하여 素園L 을 極하고 風化는 因하여 훌類블 極하는도다.
院은 이 를 大覺한지 라 大方諸家를 延廳하여 編輯部를 組織하고 이 에 이 解端을 救하기 로

本

主릅에 適

合한 左設諸書플 選技提供하오니 諸彦이 여 만드시 -讀의 勞를 惜치 말라.

@ 近代的

文學훌識:近代文學的인 文學意識은 李光洙에서부터 비릇된다. 물론 「少年」과 「좁

春J에 崔南善의 短評이 없지 않￡나， 李光洙의

「文學의 價f直J (大韓興學報 ( 11 ) ， 1910) , r文學

이 란 何오J (每 日 新聞 ， 1916) , r縣 賞小說考選餘言 J ( 좁春 (1 2) ， 1918‘ 3) , 崔斗善의

「文學의 意義

에 關하여 J (學之光 (3) . 1914) , 安郞의 「朝縣의 文學 J (學之光 (6)， 1915) 등에 의해 近代文學 내

지 近代시、說的인 文學的意識을 엿볼 수 있다. 李光洙는 「文學의 價f直」 에 서
그러면 文學이라는 거슨 무엇이며，

표 何如흔 價個가 有당뇨?

文學의 範圍는 甚허 넓으며

a도 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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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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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이라 하

古來로 幾多學者의 定義가 級級호믹 -定훈 者는 無후고 詩， 歌， 小說 等도 文

學의 -一部分이니 此 等에 는 特別히 文혈라는 名稱이 有슬니 라.

元來 文學은 .다옷 情的 滿足 則 遊敵로 성져나실뎌며， 즈도 多年間 如此히 알아와시나 漸漸 此가 進
步發展홉에 及당야는 理쌓이 행加~야 좀人의 思想과 理想을 支配후는 主權者가 되며 A 生 問題 解決
의 擔任者가 된지라

라고 말하고 文學을 요락으로 생각하는 현상을 개탄하고 국민의 現象과 思想을 지배하는자
가 文學이 라고 文學의 效用性을 외 쳤다(大韓興學報 ( 1 1 )， pp.16rv18).

또한 崔斗善도 「文學의

意義에 關하여 J (學之光(3) ， 1914) 에 서
文學이 文學되는 理由가 有할지니， 얼는 말하면， 文學에는 文學의 生命이 있을지오. 더욱 그 生命

은 그 文學이 價f直가 있으면 있슬수록 그 生命이 더욱더욱 長久할지니 그 文學을 塵出한 人은

有~P:

한 壽命을 有하나 塵出된 바의 文學의 그것은 4百年이 라도 그 生命을 保存할지로다. 표 콤，A.0l

4百

年間 그 文學을 鍵賞함은 곳 그 生命을 맛봄이니라

그런데 生命이 잇다함은

그 글이 情意의 經

驗을 刺載함이니 그 끌 가운데도 情意가 잇슴이라. 그램으로 누구든지 그 글을 보면 그 가운데서 情

意의 刺軟이 生하나니 그러한 째에 그 글이 生命이 잇다함이라. 만일 事寶만 記錄한 것이면 비록 그
글을 보드래도 知的 滿足 맛게는 업슬 터이나 이와 달음은 相異한 點이 반드시 잇슬지라 그것은

그

글 가운데 情意的 훨素가 有하야 나의 情意를 刺戰한다 觀察함이 可할지 라.

훨하건대 文學은 글 가운데에 情意、를 듯는 것이니라. 이젓이 꺼論 完全한 定義는 아니라 그램으로
文學은 반드시 情意만 有하다 함이 아니 오 情意가 그 主要部分이 라 解釋함이 可하리 로다.

라고 역시 情意의 文學을 강조하고 있다.

美블 추구하는 情을 기본￡로 文學을

주장하면

서 그 敎化性을 강조한 文學意識은 李光洙의 「縣賞小說考選餘言J (좁春(12) 1918)에 集約되어
近代小說 形成의 中輔的인 作用을 한다. 20餘篇을 심사하여 金明淳의 「疑心의 少女」 등 네
펀을 선하고 나서
첫째 그것이 모도다. 純뽑한 時文體로 씌었슴이외다‘
둘째는 精誠으로 쓴 것이외다.

...... 文樓에 새로 서랴는 이는 宗數의 宗敎와 갓흔 敬慶과 嚴簡과 誠意가 있어야 할 터인데

우

리 더욱 이러한 態度를 高調하야 저 遊顧的 文字를 弄하는 者를 痛戀하야야 겠읍니다， 痛徵할

훈더

러 騙除하여야 겠읍니다.
셋채는 傳觀的， 數힘1/的인 舊套를 脫하야 藝術的에 틀어가는 氣味가 있는 것이니 아것이 실로 動興

하는 文學의 核心이 외 다.
넷채 古代文學은 ‘理想、的’이었던 것을 이번 應、幕하신이는 얼마큼 이 解를 脫하고 ‘現寶的’에 돌아
온 것이외다.

다섯재 깃븐 것은 그 속에 新思湖의 團룡가 보아는 것이외다.

라고 李光洙는

CD

時文體 @ 精誠 @ 藝術的 @ 現寶的 @ 新思협협의 다젓 가지를 들고 있다.

@은 文體요 @는 作家的 중§勢 @은 技法化된 內容 @는 題材 @는 思想을 말한 것으로 이

것은 近代小說이 구 lolJ해야 할 다젓 가지 흉§素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小說의 敎힘1\性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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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곁게 지난 作品을 發表하는 李光洙가 자기의 「無情」과 奏聯星의 「부르짖음 J (學之光 ( 1 2) ,
1917) 과 金明淳의 「疑心의 少女J (좁春 (9)， 1917) 3篇만 이 敎밟1\的이 라는 舊套를 완전히 脫쳐1
한 小說이라고 논평하는데 注目된다.
이와 같은 近代小說 形成期의 作家들의 文學意識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진다.

@ 新小說作家는 勳善徵惡， 愛國 등 敎힘II說에 의 한 文學意識이 그 주류를 이 룬다.
@ 李海朝의 虛構性， 安國善의 文學의 共感性과 敎化性에 대 한 자각으로

文學意識의 변

모를 보여준다.

@ 李光洙와 崔斗善 응이 情意의 文學에 의한 文學意識의 近代的 自覺을 보여준다.
@ 李光洙의 「縣賞小說考選餘言」에 서 近代小說의 形成의 文學意識이 정 립 하게 된다.
이 허 한 文學意識은 金東仁의 反春園論에 의 한 文學性의 환원과

薦想涉의

個性文學論에

의해 그 기플이 확랩되어 近代小說 形成의 준칙올 이룬다.

2.

近代小說 形成의 現場

한국의 近代小說은 李光洙의 출현에서 역사가 시작펀다. 李光洙는 玄相允과 같이 主題나
技法과 文體에 있어서 開化期小說에서 딸피한 새로운

시도플 하여 近代小說을

形成케 하

고， 뭔의 새로운 近代小說文學을 자리장게 한다.
그러 나 近代小說의 形成은 그 전 小說의 共存意、識과 守舊的 경 향의

고수로

鼎立現象을

보이면서 서서히 進行띈다. 새로운 近代的文學意識에 의한 小說의 대두는 開化期小說의 ~

抗과 漢文小說의 守舊的인 復歸意識에 부딪치게 된다. 그것은 小說의 大宗的

청:르의 침투

에 서 요는 開化期小說의 저 항이 요， 장르의 混動이 나 開化期 • 近代小說의 청:르적 인

변모에

따르는 漢文小說의 쇄 퇴 적 양상이 기 도 하다.
이 시기의 小說은 세가지 樣相으로 나타난다(1 906 ~ 1 91 9사 이 短篇 95篇 중). 그것은 마치 3代
가 얽힌 듯한 鼎立의 양상을 보인다.

@ 漢文小說 : 李땀의 小說 「多情多限 J (白톰春史)， [""~線香J

[""뻐元禮J (震魔山 A) ，

r春秋

夢J (北織山A)

® 新小說 : [""負解郞A의

H 美Aj(李A植) ， [""共進會J (安國善)

@ 近代小說 : [""어 련鐵뺑J (孤패)， [""遍追J (서、星) ， [""부르짖음 J (聯星)， [""少年의 悲哀J (春 國 )
「疑心의 少女 J (金明淳)

漢文서、說은 開化期小說이 제 챙:르를 굳히 지 않은，
발표되 고，

대 체 로 1910年 이 내 의 學會誌에 많이

新小說은 아직 短篇의 양식 ￡로 크게 變形하지 옷할 뿐 아니 라

「좁春」의 출현

부터는 크게 진작하지 못하고 있다. 李光洙에 의해 「어련擬姓j， [""無情j， [""斷身者」 등이 발

표하면서 새로운 양식의 小說이 등장하게 되어， 前小說 갱:료와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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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발표된 作品 중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것을 추려 볼 수 있다.
小說

李

多情多恨

自 lli春 史

太極學報 (6)

血의 影

陸定洙

행윷學月報 (2)

!l±元禮

震魔山 A

幾湖興學會日報 ( 5)

春秋夢

北鐵山 A

橋南敎育會雜誌 ( 2 )

요죠오한

夢

夢

大韓興學報 ( 8)

어린 購姓

孤

f용

少年 ( 1 4， 1 5，

無情

孤

f용

大韓興學報 ( 11 .

孤

:flJ-

少年 (20 )

李 A 植

每日申報

歡身者
負健郞의

日美 A

VT

‘

大韓 g彈會月報(1)

恨의 一生

星

좁春 ( 2 )

演明

星

좁春 ( 3)

再逢春

星

좁春 (4)

:flJ-

좁春 (6)

孤

金鏡

購野

星

共進會

安國善

淸流휠좋

좁春(7)
修久書館

星

學之光 ( 1 0 )

星

學之光 ( 1 2 )

부 ";;""-7
E 치 으
'0

없흉

종소리

海東橫人

半島時論( 2 )

少年의 悲哀

春

園

좁春 (8)

星

좁春 ( 8 )

배”

좁春 ( 9 )

,

遇追

17)
12)

어련 벗에게

외

야支路

李常春

좁春 (9 )

疑心의 少女

金明淳

좁春 ( 9 )

마을 죄

朱落陽

좁春 ( 9 )

有情無情

金泳述

좁春 (9 )

一線香

震魔 μI A

朝睡文藝 ( 2)

경희

g딩g

月

女子界 (2 )

4方↑皇

春

園

좁春 ( 1 2 )

尹光浩

春

園

좁春 ( 1 3)

母子의 情

柳鍾石

좁春(1 4 )

回生한 孫、女에게

&,

落 it

失 ~B:;

후회

李

泰西文藝新報 ( 7 ，，-， 1 6)

뼈家

柳鍾石

創造 ( 1 )

惠善의 死

長

약한者의 슬픔

神秘의、幕

白

jj

女子界(3)

泰西文藝新報 (3)

f감

용IJ造 (1 )

春

創造 ( 1 )

金東仁

創造(l)

1906. 7
1907.· 1
1908: 2
1908. 12
1909. 5
1909.12
1910. 2"-'3. 5
1910: 3"-'4
1910. 8
1912. 3. 1
1914.11
1914.12
1915. 1
1915.3
1915. 5
1915. 8
1916. 9
1917. 4
1917. 5
1917. 6
1917. 6
1917. 7
1917. 7
1917. 7
1917. 7
1917. 7
1917.10
1818. 3
1918. 3
1918.4 '
1918. 8
1918. 9
1918.10
1918.11.16rvI919.2.17
1919. 2
1919. 2
1919. 2
1919. 2

이 38篇 중에서 漢文小說이 傳記的 寂事인데 비해 開化期小說은 年代記的 小說이요 近代
小說은 個↑生的 現實的이요 時文體로 캐릭터가 장조된 小說樣式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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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光洙는 「어 린構姓J， r歡身 者」 이 후 7篇을 발표하고，

玄相允도 「恨의 -生」 이 후 5篇 ，

購星은 「부르짖음J， 金明淳은 「疑心의 少女」 등을 발표하면서 近代小說의 形成과정을 보여

준다， 그 중에 서 플훗의 짜임 새 가 있고 表現技法이 뛰 어 난 [어 린 擺姓」은 李光洙의 處女作
딴이 아니오 近代小說의 효시라고 할 만하다. 또한 玄相允의 「道追」은 긴멜한 構造와 박진

한 文體，

그리고 A物 이 近代小說의 典型을 이루고 있마.

더구냐 李光洙는 近代小說에서

최 초의 ;長篇일 뿐만 아니 라 그의 民族 • 땀豪主義的인 의식 을 形象한 「無情」을 발표하여 金
東仁의 反春園이 대 기 한 近代小說의 새 로운 장을 이 룬다.

N.

近代小說의 類型性과 장르的 樣相

한국의 近代小說은 漢文小說의 回歸的 欲求와 開化期小說의 저항을 받으면서
學意識에 의해 近代小說을 形成한다. 그것은 外的 顆因에 적응하면서

말상된

새로운 文
內的 떻因안

文學意、識과 그 形象化에 의한 값진 수확이 다.
그것은 守舊的인 漢文小說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접근되어

있￡면서도，

文學意識은 상당히 近代小說의 그것에

실제 作品은 舊態를 벗지 옷한 開化期小說에

비해 文學意識과

技法

이 調和를 이루어 個性的이고 그 構造가 새로운 近代小說을 형성케 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形成에서 완숙을 指向해가는 近代 rl、說이 어떤 없事構造와 表現技法의
지니고 있으며， 그것의 청:르적 튜이성은 무엇인가에

類型性을

문제가 있다.

1. 近代小說의 類型性
近代小說은 劇j縣 小說 이 나 剛化期小說과 같이 寂事樣式의 變種 장르다; 그것은 寂述的 技

法의 차이는 있어도 行動의 모티브에 의한 A間 生 活의 ~事的表짧이라는 데는 同-한 갱:료

적 규법 에 든다 • 問題는 각기 ~;J(事樣式이 면서 각기 어 떻게 다른 變種樣式이 되 어 있는가에
있￡며， 近代小說의 寂事構造나 表現技法 그리고 生活意、識이 전소설의 그것과 다른 새로운

형태로 되어 있는가에 있다.
(1) 寂事構造

近代小說의 寂事構造는 횡8解小說의 그것을 開化期小說이 극복 • 변형 하는 것 이 상의 變표홈
을 보여 준다.

朝解小說과 開化期小說의 寂事構造는 크게 보아서 같은 구조에 촉하지만，

近代小說의 그것은 면모를 일신한

새로운 형태를 떠우게 된다.

말하자떤 幸福→뽑顧→苦

心→해펴엔드의 강등구조에서 幸福-→홉顧→不幸의 구조로 변형되면서
個性的인 人間像을 形象化하고 있는 것이 近代小說이다.

立體的 構造에 의한

朝縣小說과 開化期小說과의 寂훔

構造의 변이양상은 이마 추구된 바 있거니와 (7 ) 여기에선 前代小說의 그것과 比較하며 形成

(7)

이런 추구는 다음과 같은 著뽑에서 볼 수 있다.
李在錄， 韓國開化期小說핍究-湖聞， 1972.

趙東， 新小說의 文化史的 性格， 韓國文化班究院，

HJ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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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의 近代小說의 寂事構造를 몇 가지 로 나누어 본다.

@ 前代小說이 傳記的인 양상을 역운 ZF面 的 構成에 의한 年代記的인 小說인데
代小說은 立體的 構밟(解웹的 構成)에 의한

性格이나 行動小說이다.

비해 近

李光洙의 「無情 J (短

篇)이나 玄相允의 「淸流짧J， r漢命」 등이 다 立體的 構成￡로 形象化되어

있다. 물론 「尹

光浩」나 「金鏡」과 같이 平面的 構成의 것도 있오나 近代小說은 立體的 構成의

양상을 딱

운다.

@ 前代시、說이 時間}I댐序 에 의 한 事件의 記錄이 며 스토리 중심 인데 비 하여 近代小說은 必
然的인 因果性에 의 한 플릇 중섬의 小說이 다.

@ 前代小說이 幸福→홉購→苦心→해피엔드의 事件構造인데

비해

近代小說을 幸福→훌

顧→不幸의 구조블 이루고 있다.

@ 前代小說이 /\物의 類型性을 벗 어 나지 옷한데 비 해 近代小說은 人物이 個性的이 다.
@ 前代小說의 視點이 客觀的 全知的 作家視點인데 비해 近代小說은 다분히 主觀的 全知
的 作家視點이 며， 劇的 構造의 양상이 보이 기 시 작한다.

@ 前代小說이 옳g述者의 投影에 의한 계시적 서술 양식인데 비해， 近代小說은 寂述者 투
영 에 의 한 場面 전환의 양상이 나타난다. 이 런 寂事構造는 -代의 記錄I¥J인 前代의 小說과
는 달리 近代小說은

λ‘ 生 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그 특갱이 있다. 이것은 近代小說作家들의

作家意識에 의해 彩色된 강조의 신바라고 할 수 있다.

(2) 變形되는 文體
近代小說의 또 히-나의 특성은 口頭語블 간결하고 박진하게 表現하는 個性的인 文體에 있
다. 그갓은 前代小說의 類型的인 文體에서의 解放을 말함이요，

라고도 할 수 있다. 우선

그 박진하면서 個人의

表現의

口頭語의 文學的인 受容이

特異性인 文體의 실례를 들어 보

자.
실내의 공기는 참 차다.

마치 죽은 사람의 살 모양 a로 심하게도 싸늘하다. 사벽에 결친 기모노의

소매로서 차디찬 안개를 토하는 듯도 하고， 지금껏 들여다보먼 차디찬 회색 구름 덤한 하늘이

눈가

루 모양으로 가루가 되어 유리창틈과 다다며픔과 벽틈으로 흉훌 날아들어와 내 이불속으로 좋여들어

요는 듯하다.

마치 내 살과 피의 모든 세포에 그 차디찬 하늘가루가 몰라붙어서

그 세포들을

얼게

하는 듯하다.

나는 이불을 팍 막 쓰고 눈을 강았다. 그리고 잠이드는 사람 모양으로 가만히 있었다.

내 성장의 똑똑 뛰는 소리가 이불에 반향하여 역역히 틀린다. 나는 한참이나 그 소리를 듣다가 차마
더 듣지 뭇하여 얼굴을 내어 놓고 눈을 번쩍 렀다.
-r까쩔」 에 서

얼마나 박진하고 간결한 個性的인 문장인가. 더라， 러략 등의 총걸어마도 구두어로 克服

되고， 과장적인 만연적 寂述이 아니고 場面짧寫的인 주관적 서숙양식이다. 그 특갱을 몇가
지로 例靈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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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척인 長文이 간격한 單文의 연속이나 分節된 文章A로 이루어진다.
@ 非現實的 즙흉張的인 표현을 克服하여， 現實的이고 사실적인 표현이 주가 된다.

@ 더라， 너라의 文語體의 종결어미를 현설적인 이다， 하다로 表現하고 있다.
@ 非個性的 類型的인 文章이 個性的인 文章으로 변모되 어 있다.
이런 寂述양식인 近代的인 文體의 확립으로 비로소 讀者(大꿨)와 呼吸을 같이

할 수 있

는 近代小說의 形象化가 가능하게 된다.

(3) 個A意識의 발헌

小說과 社會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小說에 社會의 空間的언 反映만이 아니고 /J、
說이 社會 속의 個A生活을 묘파한다는 사실이 小說과 社會의 함수적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
/사실 小說은 社會라는 空間性만이 아니고， 慣習이라든가 生活樣式 또는 生活意識 등

社

會的 動뺑로서의 A間生 活을 形象化한다. 그러기에 오히려 小說이 社會學的인 연구의 대상
이 되 기 도 한다.

말하자면 社會的 現寶과 서、說의 現寶과의 관련성 , 小說에 受容된 社會的

樣相이 그 중요 대상이 된다. 그러기에 스퍼먼 (D . Spermari) 은 그의 「小說과 社會」에서
藝術과 文學의 어떤 사회적 관련의 理論도 두 가정에 의한다.

(1) 이 行動에 대한 기본적인 그 자

체 가 社會的이 다. (2) 그플에 대 한 A格的의 樣相은 社會의 創造다.

라고 文學에서 그리는， 社會 속의 個A의 行動을 規定짓고 있다 (D. Sperman, p. 227).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個人意識이 社會的으로 據大되는 경우와

社會意識이

個人意識을

포용하는 경우다.
開化期小說은 주로 애국이나 自主獨立과 같은 共同意識을 그 主題意識의 大宗￡로

있는데 비하여 近代小說은 個人意識이 그 主題意識의 主流를 이루고 있다.

하고

李光洙의 短篇

「無情」의 원한에 의한 自殺이 그렇고 「恨의 一生 J， r少年의 悲哀J， r續流慶J ， r부르 짖 음」 이
다 運命이나 배반， 不運 등의 個A意識을 形象化한 作品들이다. 이것은 社會意識이난 民族
意識을 표방하고 個A意識을 추구하는 開化期小說과는 다른 性格이다. 전자가 社會에서 個
人으로 침투해가는 內向的이라면

후자는 個A에서 社會로 鍵張되어가는

外向的인 位相을

떠운다.

2.

近代小說의 장르의 問題

옳R事樣式오로서 의 近代小說은 幸福→홉顧→不幸의 갈등 구조플 모 to)브로 하여

構造플 λ1 험 해 가면서 박진하고 個性的인 文體로 個人意識을 形象化하고 있다.
構造·寂述 樣式이 近代小說의 그것우로 완성되어가는 樣相을 보여준다.

한국의 近代小說의 창르적인 특색을 정리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R.

쇼올레스는

立體的인

이것은 그

이러한 형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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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說의 基本的인 樣式은 어떠한 小說의 世界와 現賢의 t!t界에 있어서도 아마 세 가지 관련이 그 기
본이다. 小說世界가 現寶보다 좋은 경우， 못한 경우，

비슷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들 小說世界에

로

망 調刺的， 現寶的이라고 활 수 있는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小說은 調刺의 세제와 로망의 英雄·歷

史의 유사세계를 제공한다.

략고 小說의 世界를 로망 (romance)， 調刺 (satire) , 歷史 (history)의

세 輔을 제 시 하고 있

다. 그는 이 歷史의 輔을 기 접￡로 로망의 方向과 調刺의 方向 A로 指向케 한다.
史와 (로망 사이 에 感傷 (sen timen t) , 悲劇 (tragedy)으로 다시 나누고，
喜劇 (comedy)과

파카레스크 (picaresque)를 두어

그는 歷

11헬 史 와 調刺 사이 에

이플 小說 (novel)을 中心輔으로 하여

角構造로 만들어 小說의 장:르를 圖式化해 보이 고 있다. (M. Scholes , pp.

-

132"-'7)

history
이 것을 注意해 서 보면， 노블을 頂點으보 歷뾰에 서 가장 가까운 리 얼리 즙이 喜劇과
이요.

感傷

自然主義에 이르는 노블이 짧劇과 피카레스크아며， 로망과 調刺는 리얼려즙과 自然主

義 단계를 適脫한 小說의 세계라는 것이다.

이 양르論에 따르면 형성기의 近代小說은 歷史에서 로망을 指向하며， 感傷의 경지에서 悲
劇의 단계로 形成되어 감을 볼 수 있다. r恨의 一生」이나 「淸流摩J， r부르 짖 음」 등은 感傷
의 경지요 「어린 魔姓」이나 「少年의 悲哀J r遍追」 등은 悲劇의 단계에 속한다 •

. 형 성 기 의 近代小說은 調刺로 指向하여 喜劇이 나 피 카레 스크의 知的 장:르를
하고， r운수 좋은 날」이나 「太平天下J，

形成하지 뭇

011邊風景」 에 이르리서야 調刺를 지향하는 小說의

청:르가 形成됨융 볼 수 있다.

v.

結

)(學은 쉬지 않고 변형하여 새로운 장:르를 形成한다. 그것은 作家意識과 技法에 의한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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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와 歷史의 變化를 수용함을 의 미 한다.
한국의 近代小說도 前代小說을 克服하고， 새 로운 小說 창르를 形成하여 近代文學의 主輪
울 이룬다. 그것은 近代意識의 文學意識과 技法에 의한 受容이다. 그것이 어떻게 形成되어

어떤 樣相을 지니고 있는가는 제시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상에서 論述한 것을 다음과 갈이 펼約해 볼 수 있다.

CD

近代小說 形成期의 韓國小說은 漢文小說，

新小說，

近代小說 등의 세 청:르로 나다나

서로 견인작용을 한다.

@ 한국의 近代小說은 우며 담體에 의한 自生的 훨因과 外國의 영향에 의한 他生的 훨因
에 의해 形成된다.

@ 自生的 훨因은 社會的 變化， 新聞， 雜誌의 發刊과 出版社의 대두， 국어에 대한 自覺，
文學意識의 새로운 認識이며， 他生的 훨因은 文學論， 번역소설， 번안소설 등의 영향아다.

@ 近代 Ij、說은 李光洙의 「어 린 鐵姓」에 서 버 릇하여 李光洙가 7편 ，

玄相允이 6펀 ， 또 다

른 作家」들이 {If品을 발표하면서 形成되 어 간다.

@ 形成期의 近代小說은 幸福→舊購→不幸의 갈등 구조를 모터 브로 하여 立體的

옳X事構

造， 박진하고도 個性的인 文體， 個A意識의 主題化로 그 창:르적 특색을 지난다.

@ 형성기의 近代小說은 歷史에서 調刺로 指向하는 경향은 거의 없고，

로망으로 指向하

면서 感傷의 단계에서 짧劇의 단계로 성숙되어 간다.

이러한 한국의 近代小說은 「無情」에 의해 그 기를을 마련하고 20年代에 가서야 近代小꿇
의 完成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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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ical Study of Korean Modern Novels
Koo, In Hwan

The work of literature undergo changes continuously in its content and form , and
formulate the new genres. This implies that the authorship and literary technique adopt
the. change into the society and history.
Korean modern novels went beyond previous

noγels，

formulated a new genre , and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modern Korean literat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cess of forming the aspects of modern novels.
This study treats the following:
1. In the transitional age , Korean novels were devidedinto three parts: Chinese

character nevel , New novel (新小說)， modern nove l.
2. Korean modern novels were formed by

native elements and foreign infuluential

elements.
3. Native elements were ender the influence of the changes in society , the publication
of newspapers and magazines , the establishment of publishing companies , the
taking of a sincere view

of native language, and the new recognition on the

literary consciousness.
Foreign influential elements were affected by the theories of literature introduced
from foreign countries , the translated novels , and the adapted stories.
4. Korean modern novel started with Lee , Kwang Soo's (李光洙) “ ch ild.’ s sacrifice"
(어 린 構뺑)，

and developed through the publication of Lee ’s seven short stories ,

Hyean , Sang Yoon’s (玄相允) six short stories.
5. In the transitional age , Korean modern novels had the structure which was
characterized “ happiness-strr uggle-unh appiness’ , solid narrative structue, and the
vraisemblable and ideosyncratic style , and the thematization of individual consciousness.
6. The characteristic feature of Korean modern novels in this age hadits tendency
to take on the mood of roman. It wasfully developed from the sentimental to the
tragic phase.
These Korean modern novels formed the basis byLee, Kwang Soo’s “ Inh umanity"
(無情) and was perfected in the 1920’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