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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 창간 100주년 특집

격정의 시대를 고스란히 담아낸 근대 지성의 보고
『개벽』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광범위했고 대중적이었다. 종교 사상과 농촌 및 교육 문제, 사회문제
등 다양한 사상을 소개했고, 필진 또한 당시 문화 전반의 주역들로 화려했다. 사회주의 문학을 적극적으로
다루며 사회 현실과 문학의 관계를 탐구했고, 독자를 위한 칼럼과 해외 문단 특집 등을 통해 다양성과
탁월한 기획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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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근대문학과 언론은 같은 뿌리에서 싹을 틔우며 자랐다. 기자가 곧
문인이었고 신문이 곧 문학작품 발표 무대였다.
당시 무수한 문인들이 언론인 역할을 함께 수행했다. 정진석 교수는

매일의 연구,
넓고 깊게

언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언론학뿐 아니라 문학과 역사학까지
두루 섭렵해왔다. 넓이와 깊이를 두루 갖춘 덕에 그의 연구는 더욱
독보적이고 압도적이었다.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고 신문 잡지의
영인본과 문헌 목록, 색인을 만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묻혀 있던

정진석

기록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글 노윤영 플러스81스튜디오 / 사진 김성재 싸우나스튜디오

옛 신문과 함께 호흡한 지난 시간

했습니다. 대학 신문사와 KBS 방송조사연구실, 한국기자
협회 등에서 일하며 신문과 언론이라는 것에 점차 빠져들

정진석 교수는 지난 50여 년의 세월 동안 수십 권의 언론

었던 듯합니다. 대학 시절부터 신문을 만들었죠.”

관련 저서를 출간했고 언론 관련 자료집과 문헌해제, 신

본인의 연구를 이야기하는 정진석 교수의 얼굴은 환하

문·잡지 색인 등을 만들었다. 『한성순보/한성주보』, 『독립

게 번뜩인다. 중앙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1학년

신문』, 『대한매일신보』와 1945년 광복 후부터 1953년까지

부터 『중대신문』 기자로 활동한 그는 졸업과 동시에 KBS

발행한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의

방송조사연구실에 근무하면서 『방송』이라는 주간 신문

지면 전체를 모은 영인본을 편찬했다. 조선총독부 언론통

을 만들었다. 학창 시절 품었던 소설가의 꿈을 떠올리며

제 자료총서(전 26권)와 조선총독부 직원록(1911~1942년,

1968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에 진학하기도 했지

전 34권) 같은 자료를 발굴하고 영인하여 언론계와 역사

만, 결국 정진석 교수가 원하는 것은 언론을 더 넓고 깊

학계에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게 이해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1976년 서울대학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고어(古語)투성이 예전 신문

교 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1987년에는 런

들을 일일이 찾아 영인하고 정리하고 분류하는 일은 마음

던대학교 정경대학 국제사학과(Dept. of International

이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시켜도 쉽게 하지 못할 일이다.

Histot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문학과 국문학, 언론

그만큼 정진석 교수는 언론사 연구에 남다른 열정을 품고

학, 역사학을 두루 거치면서 언론사 연구에 매진했으니 언

살아왔다.

론계 선배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 시절
부터 자료를 찾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에 흥미가 있기는

다. 특히 그는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언론탄압을 연구하면
서 학계와 언론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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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대 발행한 신문들은 당시 하루하루를 충실히

국명 ‘배설’)이 1904년 7월 18일 창간했던 항일 민족지 『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문은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한매일신보』 국한문판과 한글판을 모두 자신의 손으로

더없이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영인했다. 그것만으로도 방대한 분량인데 광복 후에 발행

예나 지금이나 신문은 당대와 호흡하며 그 시대 사람

된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의 지면

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신문을 비롯한

전체를 모은 영인본을 편찬했고 언론 관련 자료집, 문헌해

언론은 민족운동의 중심 역할을 맡았기에 더 각별했다.

제, 신문 잡지의 색인도 만들었다. 그의 저서 28권 중에는

사람들은 언론과 함께 주먹을 불끈 쥐며 고난의 시기를

춘원 이광수, 배설 등 중요 언론인을 집중 조명한 책도 있

건넜다. 일제강점기의 언론 연구는 정진석 교수에게 곧 그

다. 근대문학과 역사학을 연구하는 현재 학자들이 구한

시대 사람들과 호흡하고 이해하는 길이었다. 그 시절을 이

말, 일제강점기 시절의 국내 언론에 대해 한결 편하게 연구

해한다면 곧 후대의 우리들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있을 터. 정진석 교수는 일제강점기 언론을 파고들며 자신

다. 정진석 교수는 언론과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라면 이

만의 독자적인 연구 세계를 넓고 깊게 만들어나갔다. 무

러한 노력은 응당 기본이라고 믿는다.

엇 하나 허투루 대하는 법이 없었다. 『대한매일신보』와 같

“신문에는 사관(史觀)에 입각해 서술된 역사책보다 훨

은 옛 신문에 적힌 한두 줄의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씬 생생한 그 시대가 기록돼 있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게

위해 수없이 많은 자료를 찾는 일은 일상이었다. 얼마나

많습니다. 『독립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같은 신문을 면

정확한지, 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해

밀히 읽다 보면 왜 우리나라가 당시 고난을 겪었는지, 어떻

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게 광복이 가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한두 마디

“『대한매일신보와 배설』(나남출판, 1987)이 제 대표
저서인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본어로 된 비밀문서와 영

로 정의될 수 없지만, 배울 지점들이 정말 많은 것은 사실
입니다.”

국의 국립기록보관소(예전 명칭은 Public Record Office,

신문의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다. 종이 신문 발행부

현재는 National Archive), 일본 외교문서 등의 관련 자

수와 구독자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출퇴근 지하철·버스

료를 일일이 복사해서 확인한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를 탑승한 사람들은 신문 대신 스마트폰에 몰두한다. 신

그 밖에도 고어, 일본어, 영어 등 각기 다른 언어로 적힌

문이 덜 읽히는 시대이지만, 정진석 교수는 좌절하지 않는

자료들을 찾아 사실 여부를 확인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

다. 종이 신문은 수백 년이 지나도 검색이 가능하고 편집

아요. 연구하다 보면 항상 있는 일이죠.”

을 통해 뉴스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문
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말에서는 50여 년 동안 한길을

역사책보다 생생하게 기록된 신문의 매력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독립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같은 신문을 면밀히
읽다 보면 왜 우리나라가 당시 고난을 겪었는지, 어떻게 광복이 가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한두 마디로 정의될 수 없지만, 배울 지점들이 정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

걸어온 ‘집념의 학자’가 풍기는 따뜻한 마음과 간절한 희
망이 느껴진다. 구한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100년을

정진석 교수가 우리나라 언론학 연구에 미친 영향은 크

“

신문에는 사관(史觀)에 입각해 서술된 역사책보다 훨씬 생생한 그 시대가 기록돼 있어

정진석
鄭晉錫

1939년 생.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같은 대학 대학원 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 석사, 런던대학교
정치경제대학원 국제관계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4년 언론계에 입문해 한국기자협회 편집실장, 관훈클럽 초대 사무국장,

넘는 언론사를 연구해온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언론 이

언론중재위원 및 방송위원, 위암장지연기념사업회 이사, LG상남언론재단 이사, 서재필기념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고 압도적이다. 비슷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다. 우리나

슈는 무엇일까. 정진석 교수는 우선 1907년 국채보상운

사회과학대학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같은 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명예교수로 있다.

라 최초의 신문으로 1883년 개화파가 창간한 『한성순보/

동을 언급했다.

한성주보』, 1896년 4월 서재필이 창간한 국내 최초의 민간
지 『독립신문』, 영국인 베델(Ernest Thomas Bethell, 한

1992년 제4회 희관언론학술상, 2008년 제22회 인촌상(언론출판 부문), 2016년 제29회 서울언론인클럽 언론학술상, 2019년 언론학회
60주년 학술영예상을 받았다. 『한국 현대언론사론』, 『대한매일신보와 배설』, 『한국언론사』, 『인물한국언론사』, 『언론유사』, 『역사와
언론인』, 『언론과 한국현대사』, 『한국영어신문사』, 『언론조선총독부』, 『언론인 춘원 이광수』, 『전쟁기의 언론과 문학』 등 28권의 저서,
8권의 공저와 수십 년치 신문 영인본을 편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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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 1,300만 원을 갚아 주권을 회

고등학교에 기증했고, 현재는 책들이 보관된 학교에 자리

복하기 위한 운동이었는데, 정부 기구의 도움 없이 『대한

를 마련해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새로 옮긴 책들을 정

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 신문사가 중심이 되

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서 한국외국어대학

어 성금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 캠페인인 셈

교 학생들이 돕고 있다. 나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교수와

이죠.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그 의미는 깊습니다. 1929년

학생들은 스스럼없이 대화하며 소통한다. 흔히 수십 년

부터 1935년까지 진행했던 문자보급운동 또한 역사에 길

한 길을 걸은 연구자, 라고 하면 외곬에다 고집불통이라

이 남을 언론 캠페인이지요. 1920년대 후반 들어 직접적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진석 교수에게는 해당하지 않

인 항일운동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민족 역량을 강화하

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넓고 깊은 시선, 유연하되

기 위한 문화운동의 필요성을 느꼈죠. 이를 위해 당시 90

강한 결기를 지닌 생각으로 세상과 언론을 들여다본다.

퍼센트에 달하던 문맹률을 줄이고자 『동아일보』와 『조선

특별한 행동이라기보다 그것이 응당 자신이 매일 해야 하

일보』 두 신문이 중심이 되어 문자보급운동을 펼쳤습니

는 일인 것처럼. ◎

다. 한글 교재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직접 가르쳤어
요. 『사상계』를 통해 실천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 장
준하 선생도 학생 시절 문자보급운동에 참여했다고 술회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틀 밖에서 전체를 조망하며 유연하게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그들의 행동과
말, 생각은 각기 다르다. 이상한 방향으로 삐쭉 솟아난 일
부 나뭇가지에만 집중하다 보면 전체 숲의 구조를 파악하
기 힘들다. 정진석 교수는 국내 언론사와 언론인 또한 이
러한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믿는다.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
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사과
가 꼭 만유인력 때문에 떨어진 걸까요? 강한 바람에 날렸
거나 꼭지가 말라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건 아니었을까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틀에 갇히면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
습니다. 우리의 언론과 문학사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나
무가 아닌 숲의 시각에서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론인에게 꼭 필요한 태도라고 생
각해요.”
정진석 교수는 올봄 자신의 책 팔천여 권을 서울 현대

『개벽』 100주년

1 『개벽』의 사상·문화적 의미
n겹의 검열, ‘n+1겹’의 불온 2 식민지
시기 검열과 『개벽』의 맞대응

		

권보드래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만수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3 『개벽』의 시각성 - 근대 지식인들의 이미지 정치의 장   
4 『개벽』이 독자와 만나는 방법

		

조현신 /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전은경 / 경일대학교 후지오네칼리지 교양학부 조교수

기획취재

탄압 속에서 꽃을 피운 개벽사 잡지들

작품 감상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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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제 - 『개벽』 100주년

특집

1

『개벽』의
사상·문화적 의미
글 권보드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어선 활동 양상을 보였고, 초기에 천도교 조직망에 의지하

하며 성장한 젊은 세대는 『개벽』의 백과사전적 성격과 다

긴 했지만 몇 년 내 독자적 유통망을 만들었으며, 종교적

채로운 형식을 친숙하게 받아들였다.

교리를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시대사상과의 공명을 최대화

『개벽』이 조선인 언론 공간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한 것

하는 데 주력했다. 『개벽』뿐 아니라 개벽사에서 창간한 대

은 그뿐만이 아니다. 대부분 잡지에서 이른바 ‘요정 접대’

중 잡지, 즉 『신여성』, 『어린이』, 『별건곤』, 『혜성』 등의 성공

로 원고료 지급을 대신했던 당시 『개벽』에서는 높은 원고

은 3·1운동 후 천도교 청년 세대가 비(非)서구·비(非)자본

료를 책정해 이를 어김없이 지급했다. 비슷한 시기 창간한

주의 근대 지향의 혁신·공명·확산을 위해 진력한 결과다.

『문우』가 원고지 매당 25전 안팎을 지급했던 데 비해 『개
벽』의 고료는 매당 2원 50전(후일 1원 50전)이었으니 놀

01

문학교 바로 옆 송현동 34번지의 방 한 칸에서 출발, 경운

종합잡지 『개벽』과 천도교 청년회

동 소재 천도교 서울대교당이 완성된 후에는 그곳 2층으

02

라운 후대였다. “금일 조선에서 경영하는 잡지로서 영리를

미디어 경험의 쇄신, 검열과의 투쟁

바란다 함은 아주 몰염치한 천치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
라고 쓸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리면서도4) 새로운 지원·신뢰

로 이사했다. 1910년대를 통해 급성장했고 3·1운동으로

3·1운동 이후 신문·잡지가 쏟아지던 때였으나 『개벽』만큼

의 체계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식민지의 잡지로서 경영

『개벽』은 1920년대 초·중반 조선의 사상과 문화를 선도했

써 영향력을 증명한 천도교의 사회·문화적 역량이 『개벽』

독자 대중의 호응을 얻은 잡지는 없었다. 『개벽』과 비슷한

난·검열난·편집난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으되 『개벽』은 사상

던 종합잡지다. 1920년 6월 25일 창간, 6년 2개월 동안

의 근간이었다고 하겠다. 『개벽』이 창간되던 당시는 3·1운

시기 창간된 종합잡지들, 즉 『서광』, 『서울』, 『신생활』, 『신

에 있어 비타협적이었을뿐더러 운영에 있어서도 엄격했다.

총 72개호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높은 대중적 신뢰를 쌓

동기의 희생 때문에 천도교 교세 자체가 다소 위축됐음에

천지』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개벽』은 문체가 참신하고 내

『개벽』이 폐간 후에도 “민중의 경이와 감사와 찬사”를 받았

았으나 1926년 8월호를 끝으로 강제 폐간되었다. 15.2cm

도 그 혁신적 동력은 최고조에 달해 있던 때였다. 『개벽』은

용이 다양하고, 체재가 정연하기로 단연 발군이었다. 일부

던 것은 그 때문이다. 『개벽』은 “‘뜻’과 ‘싸움’과 ‘기백과 긍

×25.5cm의 신국판으로 보통 150~200쪽이었으며, 가격

그 직접적 결과였다.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어 1919년 9월

잡지가 1900년대식 국한문체를 답습했던 반면 『개벽』은

지와 희생적 정신’”을 의미했으며 그만큼 조선 지식사회 전

은 호당 45전에서 출발해 나중에는 50전(200쪽 이상 특

천도교 교리강연부를 꾸렸고, 강습회와 순회강연 등을 통

영탄조3)·계몽조를 절제하고 새로운 유행어를 적절히 구사

체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었다.5) 『개벽』은 폐간 후 두

별호의 경우 60~70전)을 받았다. 인구 1,700만 남짓에

해 조직적 기반을 마련한 후 1920년 3월에는 천도교 청년

했고, 상당수 잡지가 정론(政論) 편향을 보인 데 비해 『개

차례에 걸쳐 속간되어, 1934~35년에는 차상찬에 의해 4회,

문맹률이 90%를 상회하던 무렵이었으나 『개벽』은 매호

회를 출범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신문지법에 따른 월간지,

벽』은 정치·사상·문화·취미의 균형을 도모했으며, 다른 잡

해방 후 1946~49년에는 김기전 주도하에 9회가 발간되었

7,000~8,000부를 발행하여 번번이 매진되곤 했다. 편집진

곧 『개벽』을 기획했던 것이다.

지들이 문자 일변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징과 도안을 적

으나 1920년대와 같은 위상을 되찾지는 못했다.

1)

에서는 1만 부 판매를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문자 해독

『개벽』과 천도교 사이 관련은 그 밖에도 다양한 측면

극적으로 활용했다. 재정 기반이 더 탄탄했던 다른 잡지

자 중 5% 안팎의 숫자가 『개벽』을 구독했다는 뜻이 된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평안북도 박천의 천도교도 두 명이

들이 10호 안팎으로 단명한 데 비해 『개벽』이 72호까지 장

핵심 독자층이었던 청년 세대에서 그 비율은 훨씬 높았을

총 1,500원을 기부한 것이 『개벽』의 재정적 토대가 되었고,

수할 수 있었던 데는 그런 차이가 크게 작용했을 터이다.

것이다. “청년들 치고 외출할 때면 의례히 단장 들듯이 『개

천도교 교구 및 청년회가 『개벽』의 보급망 역할을 했으며,

이미 1910년대에 신문관에서 발행한 아동·학생 잡지를 접

2)

벽』을 옆에 끼고 다니었다”고 했을 정도다.

표제인 ‘개벽’ 또한 천도교의 핵심 교의를 압축한 단어였

『개벽』은 발행인 이두성, 편집인 이돈화, 인쇄인 민영

다. 즉 『개벽』이 거둔 성공의 근간에는 한때 100만 신도를

순 체제로 창간됐다. 발행을 기획·주도한 주체는 천도교

자랑한 천도교의 교세와 최대 8,000여 회원을 망라했던

청년회였으며, 편집진 역시 김기진·박달성·방정환·차상찬

천도교 청년회의 역량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등 20~30대 천도교인들이 중심이었다. 사무실은 보성전

동시에, 『개벽』 및 개벽사는 몇천 원 재정 규모를 훨씬 넘

1) 『개벽』 판매고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는데다(7,000~2만 부) 압수 문제까지 겹쳐 발행 및 판매 부수를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세한 사정은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314-317쪽 참고.
2) 박영희, 「신흥문화의 대두와 개벽시대 회고」, 노상래 편, 『박영희전집』2,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142쪽.
3) 詠歎調, 시문에서 주로 정회를 노래하는 경향,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편집자 주.
4) 「귀중한 경험과 고결한 희생」, 『개벽』 28호, 1922. 10, 4쪽.
5) 염상섭, 「『개벽』으로에」, 『별건곤』 제5권 제6호, 1930. 7, 16쪽.

12

13

「조선문화기본조사」는 인상적인 성과다. “조선사람으로 조
선을 잘 이해하는 지식”을 갖게 할 것을 목표로 천명한 이

03
『개벽』의 사상과 개조의 사조

사업은 총독부 발(發) 조선사회론에 맞서 대안적·민족적
지식의 기초를 조성하려 한 시도로서, 총 13개 도를 차례

『개벽』은 3·1운동 이후 사상과 문화의 폭발을 개방적으로

대로 한 달씩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호에 발표한다는

수용해 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채 2년이 되지 않

야심찬 계획이었다. 내용상으로도 역사·고적·전설 조사에

았고 3·1운동으로부터는 고작 1년여가 지난 무렵이었다.

서부터 인정·풍속, 산업·교육·종교, 중심인물과 주요 사업

세계적으로 왕정이 종식되고 탈식민 운동이 본격화되던

기관, 사회문제의 원인 및 추이에 이르는 넓은 범위를 망라

당시, 자유주의와 조합주의와 사회주의가, 또한 민족주의

했다. 아직 ‘조선학’이 대두하기 이전, 소수 편집진의 힘으

와 세계주의가 각축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로 조선의 자기지식을 구축하려 한 시도였다고 하겠다.8)

지향하고 있었다. 인종·계급·젠더 간 차별의 장벽도 흔들

「조선문화기본조사」,
『개벽』 34호(1923. 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개벽』이 혹독한 검열에 시달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적 압박을 버티는 데는 유연한 수완가였다는 사장 이두

있다. 『개벽』은 일반 출판법이 아닌 신문지법의 적용을 받

성, 한결같은 성근(誠勤)의 실천가였다는 영업국장 민영순

았으므로 만큼 정치·시사 기사를 실을 수 있었고 사전 검

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개벽』 지면의 절반 이상을 담당했

열 아닌 사후 검열 대상이었으나6) 인쇄 후 검열 결과가 나

던 편집진 또한 고심참담(苦心慘憺) 쓰고 의뢰한 글이 검

왔던 만큼 압수로 인한 타격은 심대했다. 높은 판매 부수

열·삭제당하는 고초를 매호 겪어야 했다.

를 자랑했고 광고료 수입 역시 적지 않았음에도 재정난에

이돈화가 거의 매호 종교·사상 관계 논설을 기고한 것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는 압수 횟수가 연간 3~4

을 비롯해 김기전·박달성·방정환·차상찬 등의 편집진은 시

회였던 것이 1924년 이후 8~10회를 기록하면서 문제는 더

사평론과 사회 분석을 위주로 『개벽』 지면의 상당 부분을

심각해졌다. 사실상 매호 압수를 걱정해야 했던 상황이니

담당했다. 차례로 학예부장을 지낸 현철과 박영희의 기여

재정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도 대단했을 터이다. 『개벽』 편

도 컸다. 「세계소식」과 「사회일지」, 「풍자란」 등 개성적인 고

집진이 후일 “우리들의 인내력, 자제력, 분투력, 용진력에

정란 역시 편집진이 담당했다. 『개벽』에 당대 생활의 생생한

자찬을 아니할 수 없”다며 “우리는 실로 전승자(戰勝者)”

실감을 부여한 것은 이들 편집진의 몫이었다고 해도 과언

라고 자부한 것7)도 당연해 보인다. 검열로 인한 재정·심리

이 아니다. 특히 1923년 4월 시작돼 1925년 12월 마무리된

「조선문화기본조사」,『개벽』 34호(1923. 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6) 실제로 정치·시사 기사를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 것은 1922년 10월 이후로, 최수일, 앞의 책, 34쪽에서는 그 이전에는 신문지법 제 5조의 제한규정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 박달성, 「10년을 맞으며 『개벽』과 아울러 생각나는 민·이형」, 『별건곤』 제5권 제6호, 1930. 7, 22쪽.
8) ‘조선문화기본조사’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조형열, 「1920년대 開闢社의 조선지식 수집과 조선연구 토대 구축」, 『역사연구』, 역사학연구소, 2019.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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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국제연맹이 탄생했고 여성 선거권이 논의되었으며 국

계를 알라」에서는 “날마다 우리의 이막(耳膜)을 타동(打

제노동기구가 창설됐다. 그런 변혁의 상황에 공명하여 일

動)하는 개조 개조의 성(聲)”을 언급한 후 제1차 세계대전

어났던 3·1운동은 당장 독립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의 영향으로 “과거 병적 기계를 수선하기로 착수”한 변화

‘문화통치’라 불린 부분적 자율권을 획득해 냈고, 무엇보

를 “여명이라 하며 서광이라 하며 개벽이라” 한다고 소개

다 연대와 봉기의 경험을 깊게 아로새겼다. 세계 대변혁의

했다.10) 천도교의 ‘개벽’을 표준으로 세계적 ‘개조’의 조류를

가능성도, 조선 독립의 가능성도 아직 소진되지 않은 듯

적극 수용할 수 있음을 천명한 셈이다. 이때 ‘개조’란 일차

보였다. 이 시기의 독특한 낙관 속에서 변혁을 위한 다양

적으로 세계대전 전후 유행한 문화주의적 개혁론을 가리

한 제언은 ‘개조’라는 표방 아래 공존할 수 있었다.

켰으나,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포이어바흐

『개벽』은 천도교 교의를 함축한 ‘개벽’을 당시 유행하

(Ludwig Feuerbach)·마르크스(Karl Marx) 같은 전혀

던 ‘개조’와 사실상 동의어로 썼다. “우주의 개벽, 만물의

다른 질감의 사상가들 또한 포괄하고 있었다. 조선 내 미

개조” 같은 표현은 『개벽』을 통해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상

분화 상태의 다양한 개혁 노선들 또한 포함하고 있었음은

투어구다. 『개벽』 창간호의 권두시와 권두논설만 살펴보

물론이다. 그러나 1922~23년을 거치면서 이 같은 ‘개조’의

아도 이 사실은 분명하다. 권두시 「개벽」은 혼돈과 살육

포괄성은 분화되어 나간다. 『개벽』은 그 분화의 초기 단계

이후 “평화의 소리가 높”고 “개조를 부르짖”는 현상을 진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9)

단하여 “이것이 개벽이로다”라고 선언했고 권두논설 「세
김기진, 「클라르테 운동의 세계화」,『개벽』 39호(1923. 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한용, 「다다이즘」, 『개벽』 51호(1924. 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창간 초기 『개벽』은 세계대전 전후 활약한 ‘개조사

발췌·번역하기도 했다.12) 문화주의·평화주의라고 부를 수

상가’들, 즉 엘렌 케이(Ellen Karolina Sofia Key)나 버

있는 노선에 대한 관심이 일차적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이나 에드워드 카펜터

‘개조’의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었던 만큼 사회주의 관련 기

(Edward Carpenter) 등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루

사 또한 적지 않았다. 1920년에 이미 「사회주의 약의(略

소(Jean Jacques Rousseau)와 니체, 윌리엄 제임스

義)」, 「맑스와 유물사관의 일별」을 게재하고 사카이 도시

(William James) 등 역대의 급진적 사상가들도 즐겨 다

히코(堺利彦)의 「사회주의 학설대요」를 번역·연재하기 시작

11)

『개벽』 창간호(1920. 6)의 권두시와 권두논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루었다. 이돈화의 경우 일본의 문화주의 철학자로 꼽히

했을 정도다. 물론 『개벽』은 시종일관 “비폭력 무저항의 방

는 쿠와키 겐요쿠(桑本巖翼)의 『문화주의와 사회문제』를

법으로 사랑을 원리로 한 한울 나라를 건설”할 것을 기본

9) 「개벽」, 『개벽』 1호, 1920. 6.
10) 「세계를 알라」, 『개벽』 1호, 1920. 6, 6~7쪽.
11) 그 저본으로 중요했던 것이 일본에서 출간된 개조론 소개서들, 즉 『근대사상 16강』이나 『사회개조의 8대 사상가』였다(허수, 「1920년대 초 『개벽』 주도층의 근대사상
소개양상」, 『역사와현실』, 한국역사연구회, 2008, 52~54쪽).
12) 허수, 「1920년대 전반 이돈화의 개조사상 수용과 ‘사람성주의’」, 임경석·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사람들, 2007, 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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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으로 했다.13) 농민·노동자 문제에 주목하고 혁명론에

뜻했다. 문예 동인지 외에는 본격적 문학 잡지가 아직 존

공감할 때도 사회적 대립과 폭력의 격화에 대해서는 우려

재하지 않던 시절 『개벽』은 가장 유력한 문학의 장(場)이

를 표현하곤 했다. 그럼에도 문화주의 노선이 별 성과를

었다. 편수를 기준으로 할 때 『개벽』 전체 지면 중 문학 기

남기지 못하고 좌절된 이후, 즉 1922~23년을 고비로 『개

사가 평균 38%를 차지했는데18) 1920년에는 28%였던 것

벽』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의 기반 위에서 사회주의와의 연

이 1925년 39.5%, 1926년 39.1%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

14)

대를 모색하면서 “조선 언론계에 있어 가장 좌익적”인 매
15)

은 상향 추세에 있었던 것이다. 해외 시·소설·비평의 번역부

체로서의 색채 를 분명히 한다. 국제적 평화 공조(共助)에

터 적지 않았다. 창간호에 문예부장 현철 번역으로 투르

의한 독립의 마지막 기회로 보였던 워싱턴회의가 성과 없

게네프(Ivan Sergeevich Turgenev)의 「전날 밤(隔夜)」이

이 종료되고(1922. 6), 일본의 관동대지진에서 조선인 수

연재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해 오노레 드 발자크(Honoré

천 명이 학살당하는(1923. 9) 와중이었다.

de Balzac)와 아나톨 프랑스(Anatole France), 로맹 롤랑

1924년 1월 『개벽』 신년호에서는 1923년의 가장 특기

(Romain Rolland), 에드가 앨런 포(Edgar Allan Poe)와

할 만한 현상으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대립”을 꼽았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등의 소설과 비평이 번역됐

다.16) 1923년은 관동대지진 학살뿐 아니라 형평운동17)이

고, 인도의 시인 타고르(Rabīndranāth Tagore)와 나이두

일어나고 소작쟁의와 동맹파업이 급증한 해다. 바로 이때

(Sarojini Naidu)가 소개되는가 하면 표현주의와 악마파,

실력양성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을 둘러싸고 민족주의 진

다다이즘도 조명을 받았다. 일본의 다다이스트 다카하시

영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 의견이 엇갈렸고 신문·잡지·강연

신키치(高橋新吉)가 서울에 왔을 때 「서울 왔던 다다이스

등을 통해서도 이념 투쟁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개벽』의

트의 이야기」라는 기사와 함께 고한용의 소개글 「다다이

에 살아남은 작품도 있다.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김기진의

문학란 역시 큰 변모를 보인다.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출발

즘」을 실었던 것 역시 『개벽』이었다(1924. 9).

「TRICK」도 2005년 해당호 본호가 발견되면서 비로소 복

김소월, 「진달래꽃」, 『개벽』 25호(1922. 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을 알린 임정재의 「문사 제군에게 여(與)하는 일문(一文)」

물론 한국 문학사에 있어 『개벽』의 기여가 훨씬 혁혁했

원됐으니,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개벽』은 아직까지 살아

(1923. 7)이나 김기진의 「클라르테 운동의 세계화」(1923.

던 것은 조선인 작가를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기용한 점에

있는 현재라 해도 좋겠다. 실력양성·문화운동으로 시작했

9)가 등장한 것이 이즈음이다. 1924년에는 박영희가 현철

서다. 시에서는 김억·김석송·김소월 등이, 소설에서는 김동

으나 “전체가 무산계급화되고 있”는 조선 민족의 현실에

의 뒤를 이어 학예부장으로 부임, 문학란의 일신(一新)을

인·염상섭·현진건 등이 『개벽』의 대표적 필진이었다. 이기영

끝끝내 충실하고자 했던 『개벽』이 기록한 또 하나의 값진

가속시켰다. 1925년 1월에는 「문학상으로 본 이광수」라는

이 1924년 4주년 기념 현상문예에서 「오빠의 비밀편지」로

자취다. ◎

소(小) 특집에서 한때 『개벽』의 주요 필자였던 이광수를

3등에 뽑히고 이듬해에는 송영이 「늘어가는 무리」로 당선

‘유희’에 골몰하는 구시대 문학으로 공격했고, 1925년 4월

되는 등, 공모를 통해 선보인 문학청년이 어엿한 작가로 성

에는 「계급문학시비론」 특집을 마련하여 이광수·김동인·염

장한 일도 드물지 않았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염상섭의

상섭 등과 김기진·박영희·김석송 등 사이 대립선을 뚜렷하

「표본실의 청개구리」,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등 지금까

게 드러냈다.

지 사랑받는 시와 소설 중 여러 편이 『개벽』 지면을 통해

『개벽』이 문학 발표 지면으로서 비중이 컸던 만큼 이

발표됐다.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처럼, 검

같은 ‘신경향’의 표출은 곧 조선 문학 전반의 전회(轉回)를

열로 삭제됐으나 검열받기 전 『개벽』 본호가 전해진 까닭

13) 「쟁투의 세계로부터 부조의 세계에」, 『개벽』 32호, 1923. 2, 12쪽.
14) 『개벽』의 사상적 특징 및 추이에 대해서는 김정인, 「『개벽』을 낳은 현실, 『개벽』에 담긴 희망」, 임경석·차혜영 외 지음, 앞의 책 참조.
15) 김경재, 「세 가지 인상 회고」, 『별건곤』 제5권 제6호, 1930. 7. 12쪽.
16) 「계해와 갑자」, 『개벽』 43호, 1924. 1.
17) 衡平運動, 1923년부터 일어난 백정(白丁)들의 신분 해방 운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편집자 주.
18) 최수일, 앞의 책,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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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n겹의 검열, ‘n+1겹’의 불온식민지 시기 검열과 『개벽』의 맞대응
글 한만수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개벽』 표지들은 이

니, 후대에서 그 비슷한 예를 찾는다면 『사상계』나 『창작

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촉탁 직원부터 (고등경찰과)과장

과 비평』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신문과 잡지를 통틀

에 이르는 네 개의 도장들은, 식민지 시기 출판물이란 ‘결

어 구독자 수가 총 10만 명 남짓이던 시기에, 『개벽』은 매

재받은 텍스트’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잡지들은

월 8,000~9,000부를 찍어 7,000~8,000부가 판매되었다.

거의 예외 없이 담당 직원 한 사람의 도장만 있는 경우가

유통망 역시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 전국에 40개의 분매

대부분이니, 당시 검열 권력이 『개벽』을 얼마나 주목했는

소와 11개의 지사·지국(전남·함남·평남·진주·황해·개성·성

지를 알 수 있다.

천·신의주·경남·인천 지사 및 전남 지국)을 확보함으로써

『개벽』이 이처럼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물론 사회
적 영향력이 강력했기 때문이다. 3·1운동 직후 독립의 주

01

치로 전환하면서 각종 매체에 보증금 제도 등을 통해 진

‘쓸 수 있었던 것’으로서의 식민지 텍스트

입 자격을 심사했다. 보증금을 납입할 능력이 있는 규모

장이 왕성하던 1920년대 『개벽』은 ‘미디어의 중심’이었으

의 자본은 많지 않으며, 더구나 자기보존 및 이윤 추구의
근대적 출판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적 요인이 매우 중요해졌

속성이 강력할 수밖에 없으니 권력과의 관계 설정에서 조

다. 구텐베르크 혁명부터가 값싼 인쇄술이어서 위력적이

심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염두에 둔 제도였다. 당시 조선의

었거니와, 구술 문화 시대에는 의사소통에 돈이 거의 들지

잡지 자본은 매우 영세했으며, 신문 자본만은 물론 규모

않았다는 점과 대조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출판문화의 정

가 큰 편이었지만, 자본의 속성을 담보로 삼은 총독부의

착으로 구술의 사회적 가치가 저하되면서 경제력을 지니

검열 의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개벽』은 거의 유일한 예

지 못한 계층의 사회적 담론장에서의 위상 저하를 불러오

외였다. 비교적 대규모의 자본이었으며 이윤 추구의 논리

기도 했다.

에서도 상당 부분 자유로웠던 것이다.

한편 인쇄라는 ‘뉴미디어’가 대중의 주목을 받자 정치

조선의 인쇄 자본은 대체로 1920년대까지는 작가와

권력 또한 엄격한 검열을 통해 통제하고자 했다. 대중은

협력하여 국가검열에 저항하였지만, 1930년대부터는 오히

금서로 지정된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등 시

려 국가검열의 일부 기능을 위탁받은 민간 검열의 주체로

장에서의 선택을 통해, 검열망에 구멍을 만들어내기도 했

서의 성격이 더 강해졌다. 이처럼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

다. 결국 구텐베르크 혁명은 권력과 인쇄 자본, 그리고 독

는 있지만, 모든 출판물은 검열을 거친 뒤에야 인쇄 또는

자라는 세 주체들의 다양한 길항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판매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식민지 시기의 출판물은 ‘쓴

한국의 경우는 근대화와 식민화가 거의 동시에 이뤄

것’이라기보다는 ‘쓸 수 있었던 것’이라 해야 옳다. 이런 맥

졌으므로 사정이 좀 다르다. 인쇄 자본은 영세했고 독자

락에서 『개벽』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1920년대를

층은 매우 얇았으며 총독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짧고 굵게 장식한 『개벽』은 ‘쓸 수 있었던 것’의 극대치, 또

있었다. 결국 검열 권력은 인쇄 자본에 대해 생사여탈권

는 ‘쓴 것’과 ‘쓸 수 있었던 것’의 중간치 정도를 기록했다고

을 쥐고 있었다. 더군다나 일제는 3·1운동 직후의 문화통

평가할 수 있다.

“정리계, 촉탁/속(屬), 통역관/사무관, 과장”의 결재라인 모두에 도장이 찍혀 있는
『개벽』 41호(1923. 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개벽』은 천도교라는 종교적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 사회 공
론장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개벽』이 이런 특이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20

21

확보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개벽』과 나란히 창간 100주

다. 게다가 신문지법 잡지는 인쇄를 마친 뒤에 검열을 받으

년을 맞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초창기에 ‘신문정

므로 제작 공정이 단축되어, 비교적 제때 독자의 손에 들어

부’를 자임하였음을 빌어 말하자면, 『개벽』은 지식인들의

갈 수 있기도 했다. 정시성(定時性)이 확보되어 문화상품의

‘잡지정부’라고 할만하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유리한 점이 많으므로,

‘흰 종이에 검은 잉크’가 남아있는 물질적 대상일 뿐이지만,

잡지들은 대체로 이를 선호했다. 하지만 일제는 허가에 인

이런 복잡한 맥락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색했으니 매우 제한된 잡지(김근수에 따르면 7종)만이 신문
지법으로 허가받았는데 『개벽』은 그 대표 격이다.

02

하지만 신문지법 잡지가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검열제도와 『개벽』의 우회 전략

인쇄 후 검열은 정시성 확보에는 유리했지만, 삭제나 압수
판정을 받으면 새로 인쇄해야 하니 손해가 커졌다. 인쇄비

『개벽』 3호(1920. 8)에 남아 있는 검열 흔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총독부의 검열 관련법은 출판법과 신문지법이었다. 출판

도 그렇지만 특히 인건비가 많이 들었다. 그 시기에는 활

법에 의해 허가된 것들(잡지와 단행본)은 인쇄 전에, 신문

판인쇄였으니 검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일일이 활자

지법에 의하여 허가된 출판물들(주로 신문)은 판매 전에

를 뽑고(문선작업) 정돈하는 데(조판 및 정판작업)에 품이

각각 검열을 받도록 규정했다. 신문은 속보성 때문에 원고

많이 들었던 것이다. 『개벽』 20호에 실린 “○○을 당하든

검열을 하기 어려우니 ‘인쇄 후 판매 전’에 검열하였던 것이

때” 4)라는 회고담은 그 사정을 잘 말해준다.

그 편집진과 필진들의 처절한 노력, 3·1운동의 열기가 아직

으니 압수당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어

다. 출판법에 따라 잡지와 단행본은 인쇄 이후에도 검열

강력하던 1920년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독자들의 높은 지

떤 내용이 압수당했는지는 고사하고, 압수당했다는 사실

결과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다시 확인받은 뒤에야 판매

“사원 일동은 눈이 멀거니 보기만 하겠다. 땅이 무너지

지와 호응 등에 힘입은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히 설명

자체도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할 수 있었으니 2중의 검열을 받은 셈이다. 재판이나 3판

게 한숨만 짓는다. 사랑하던 아기를 죽여 버리는 어

을 내게 된다면 그때마다 다시 검열을 받아야 했다. 그러

머니 같은 경우에 있는 M군의 눈에는 눈물이 비죽비

하기는 어렵다. 1920년대 다른 잡지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개벽』이 압수당한 횟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통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1운동의 최대 주도 세력이었

권 72호 중에서 34회, 35회, 37회 등), 가장 많은 판본을

던 천도교가 든든한 재정 뒷받침을 했다는 점, 즉 『개벽』

대조한 최수일에 따르면 40회 이상이다. 벌금 1회, 정간 1

잡지라 해도 신문지법으로 허가받으면 검열도 1회만

정해가지고 그리된 원인을 찾으며 손해의 정도를 헤이

의 인쇄 자본이 매우 독특한 성격이었다는 점이야말로 주

회도 있었다. 중복 압수도 있었다. 즉 창간호와 63호는 본

받으면 되었고, 무엇보다도 출판법 잡지에는 금지된 시사

며 교섭의 선후책을 말하며 임시호 시금 준비를 말한

목할 만하다. 자본 규모가 비교적 컸고 이윤을 목적으로

호와 호외가 잇달아 압수되었고, 70호는 본호와 호외 그

문제를 다룰 수 있었다.3) 1920년대에 시사 문제를 다룰 수

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거듭하여 컴컴히 어두

삼지 않았으므로 『개벽』은 검열의 탄압이나 시장의 반응

리고 두 번째 호외까지 세 차례나 압수된 것이다. 이렇게

있다 함은 독자 대중의 주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말했

운 뒤에야 허덕허덕 사문(社門) 밖을 나섰다”

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잡지를 기획·운영할 수 있었다.  

2)

니 2중 검열이 아니라 ‘n겹의 검열’이라 해야 정확하다.   

죽 나온다. (중략) 한참 만에 쓰라린 가슴을 겨우 진

1)

압수 및 삭제당한 기사는 149개였다.

본 호가 압수되면 거의 예외 없이 호외나 임시호를 발

삭제나 압수를 당하면 당시 신문·잡지들은 이를 널

간했음은 그 단적인 증거이다. 호외를 내려면 판매 수입이

리 알리고자 했다. 그리하면 판매 부수가 크게 늘어나기

없이 거의 비슷한 돈을 한 번 더 들여야 했으니 다른 잡지

도 했다. “금지 도서 목록이 곧 권장 도서 목록”이 되는 검

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다른 잡지들은 판매 대

열의 아이러니이다. 권력의 금지가 독자 대중의 지지로 이

금을 다음 호에 투입해야 근근이 연명할 수 있는 형편이었

어졌으니, 검열 권력에 맞서면서 대항 권력으로서의 입지를

1) 지금까지 확인된 것이 그렇다는 것일 뿐, 확실하게는 아직 알지 못한다. 『개벽』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천도교 자료실을 비롯하여 각 대학 도서관, 아단문고 등
다양한 곳에 소장되어 있는데, 판본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아 어디까지가 압수 때문에 생긴 차이인지를 정확하게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판본의 가능성도 있다.
2) 모든 도서를 발행할 때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던 납본제도는 일제 식민 검열의 유산이었으며, 2009년에야 폐지되었다. 또한 한국 서적은 인쇄일과 발매일 사이에
1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이 기형적 관행은 이런 식민지검열의 ‘흔적기관’이라 할만하다. 인쇄 이후에도 검열을 통과해야만 판매할
수 있었던 식민지 검열 때문에 만들어져 지금껏 관행적으로 이어진 것이다.
3) 보증금 500원을 내고 따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4) ‘○○’은 ‘압수’라는 뜻. 검열 권력은 ‘압수’라는 검열 용어까지 사용을 금지했으니 복자로 대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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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자본에서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 꾀를 내게 된다.

약화되었을 터이다. 물론 이때 『개벽』은 이미 폐간된 이후

인쇄를 마친 뒤가 아니라 교정쇄로 검열을 받는 변칙이다.

였지만, 만약 존속했다면 교정쇄 검열은 검열 우회의 수단

신문지법 잡지는 경비 절감을 위해, 출판법 잡지는 조금이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을 이용한 검열로서의 성격이 강

라도 빨리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정쇄 검열제도를 선

해졌을 것이다.

호했다.

이처럼 식민지 시기 검열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피다 보

『개벽』 역시 일부는 교정쇄 검열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

면, 인쇄 자본과 총독부는 나름대로 꾀를 짜내며 맞대응

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검열 납본과 시중 발매본

하였던 서로 얽히고설킨 힘을 발견할 수 있다. 『개벽』이 폐

(주로 천도교 자료실 소장본) 사이에 같은 호(號)임에도

간당하고, 신문 자본은 점차 상업화된 1930년대 이후 인

그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예컨대

쇄 자본마저 점차 자체 검열을 강화하였으니 작가들은

검열 납본(7호; 1921년 신년호)의 “조선청년연합회의 성립

총독부 검열과 민간 검열에 의해 포위당하게 되었다. 식민

에 취(就)하야”라는 글에는 저자 이름이 비어 있지만, 시중

지 시기 모든 텍스트들은 그러므로, 결코 ‘쓴 것’이 아니었

판매본에는 “이돈화”라고 또렷이 인쇄되어 있다. 물론 교

다. ‘쓸 수 있었던 것’일 따름이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정쇄(2부)를 검열에 넣을 때는 단순히 실수로 빠뜨렸다가,

만끽하고 있는 오늘의 감각에만 의존하면서 당시의 텍스

나중에 채워 넣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돈화’

트를 읽는다면 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간

라는 이름을 감춰야 검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략히 살핀 것처럼, 검열제도 때문에 이 시기 텍스트는 여

이 더 크다. 검열관들은 누가 쓴 글인가에 따라 검열의 수

러 판본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위를 조정하기도 했으니까.  

여러 개의 텍스트를 대조하면서 ‘말하려는 자’와 ‘틀어막으

이처럼 교정쇄 검열을 통해 인쇄 자본은 검열을 교묘
하게 회피할 가능성도 확보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려는 자’의 상호 침투를 읽는 일이야말로 올바른 독해의

『개벽』 29호(1922. 11)와 30호(1922.12)에 남아 있는 검열 흔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핵심이다.  

할 수 있었다. 한편 검열 당국에서도 지나치게 잦은 압수

그 검열 흔적은 앞서 살핀 검열관의 ‘결재 도장’ 말고도

선본(善本)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텍스트의 복수성(複數

로 여론이 시끄러워지는 것보다는 조용히 목적을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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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가지가 더 있다. 1) 검열보조관(대부분 조선인)이

性)’이야말로 이 시기 인쇄물의 가장 커다란 특징인 것이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벽』의 여러 판본과 영인본

붉은 펜으로 밑줄을 긋거나 의견을 달아놓은 흔적. 2) 검

가장 대표적인 검열의 흔적인 복자(覆字; ○○, xx 등

열관(일본인)이 실제로 삭제 도장을 찍어 삭제한 흔적.

이렇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지만, 신문지법

의 표시)만 해도 그렇다. 상식적으로는 검열 때문에 발생

이나 출판법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는 편법이었다. 나중

총독부는 납본된 잡지와 단행본들 상당수를 검열 이후에

당연히 1) 중에서 일부만이 실제로 삭제되었는데, 그

한 것이 복자이니 그것을 제거한 상태를 원본으로 보면 된

에(1933년) 총독부는 교정쇄 검열을 정식 제도화하겠다고

도 버리지 않고 도서관으로 이관했는데, 해방 뒤에는 국립

비중은 시기와 잡지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체

다. 하지만 복자 복원이 곧 원본 확정은 아니다. 복자는

공포한다. 문제는 ‘온건한’ 잡지들에 대해서만 교정쇄 검열

중앙도서관이 넘겨받았다. 검열본 자료들은 이런 과정을

로 절반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조선인이 더 엄격했다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저작자가 처

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으니, 검열의 방식 자체를 검열의

통해 거의 대부분 이곳에 남아있다. 따라서 『개벽』뿐만 아

식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하급자가 아무래도 더 엄격하게

음부터 검열 통과가 어려울 단어들을 복자로 처리한 경우,

효율화 수단으로 삼은 셈이었다. 이렇게 되면 인쇄 자본은

니라 모든 국립중앙도서관 식민지 시기 판본들은 매우 중

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아예 다른 단어로 대체한 경우(예컨대 시인 심훈은 “고국”

교정쇄 검열을 적용받기 위해서라도 자기검열을 점차 강화

요하다. 원래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내용들을 삭제했는

하게 되었을 것이니, 검열 우회의 수단으로서 성격은 크게

지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정보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인쇄되고 판매되었으므

이 검열에 걸리자 “고향”으로 바꾸었다), 편집자가 복자를

로 식민지 시기 인쇄물은 서지학에서 말하는 원본 또는

넣거나 다른 단어로 바꾼 경우, 인쇄 이후 삭제 지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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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삭제한 경우, 처음엔 그냥 검열에 넣었다가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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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고 복자 처리한 경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당대 텍

삭제된 검열 흔적 – 정체를 알 수 없는 영인본들

스트는 변형되었다. 게다가 기획 단계에서 목차와 저자를

영인본에서는 ‘삭제’ 도장도, 검열관이 써넣은 ‘금(禁)’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소장처를 밝히지 못하는 것

자도, 심지어는 붉은 삭제 지시까지도 삭제해버렸다. 다

은 물론, 판본의 출처를 알 수 있는 특수한 지표(삭제 지

른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활자와 겹쳐서 지울 수 없는 경

시 등)들도 말끔히 지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사전 점검받는 내열(內閱)제도가 있었고, 복자가 많을수

판본 확정은 식민지 시기 텍스트 연구를 위해 가장 기본

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하게, 마치 검열 지시를 이행하

이 대목이 검열에서 삭제 지시를 받았고, 당대 독자들은

록 저항적 의지가 강렬한 것으로 인식되는 풍조까지 있었

적인 작업 중 하나이지만 아직 사치스러운 고민이라고까

듯이 지워버렸다. 대부분의 소장처들은 귀중본 영인을 허

읽을 수 없었음을 연구자들은 알 수 없다.

던 듯하니 ‘과시적 복자’도 상정할 수 있다.

지 해야 할지도 모른다. 입수하기 손쉬운 영인본만을 활용

가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음성적으로 영인할 수밖에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하는 연구들이 적지 않은 바, 이 영인본들은 검열의 흔적

원본으로 확정해야 하는가는 간단치 않다. 예컨대 검열이

을 말끔히 지워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영인본을 믿을 수 없

없었을 경우에 제출되었을 작품, 즉 작가가 검열을 의식하

는 까닭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여 미리 조정한 것들까지를 제거한 상태를 상정하여야 하

첫째, 어떤 판본을 영인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는 것이

는가. 아니면 삭제 지시 이전의 것만을 원본으로 상정해야

대부분이다. 따라서 영인본은, 자신이 읽고 있는 판본이

하는가. 또 편집자가 넣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확증할 수

믿을만한 것인지, 어떤 성격의 것인지 인식할 수 없도록 강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붓이나 다른 도구로 삭

제한다. 특히 식민지 시기의 경우 검열과 관련지어 여러 판

제하여서 어느 정도 알아볼 수는 있지만 분명치는 않은

본이 산출되었으므로 더욱 심각하다. 납본 검열본인지 교

경우는 또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정쇄 검열본인지 시중 유통본인지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

물론 혼란스럽다. 하지만 ‘쓰고자 했던 것’에 접근해

며, 같은 시중 유통본이라 하더라도 『개벽』의 경우처럼 검

가고자 했을 때라면, 시기와 매체와 작자에 따라 다양한

열을 무시하고 사전(事前) 발송되어 유통된 것과 공식적

검열 기준이 적용된 탓에 다양한 판본이 존재함은 오히려

으로 검열을 통과한 판본은 그 내용이 다르다. 그러므로

다행스럽다. 귀납적 작업에 주로 의존하는 셈이니, 귀납의

이 시기 텍스트 연구에서는 검열 삭제 이전의 것과 삭제 이

자료 즉 검열 대응의 이형태(異形態)들이 풍부할수록 결론

후의 것, 그리고 실제로 당대 독자들이 읽었던 텍스트가

의 타당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고 대조하는 일이 필요하다. 물

이런 점에서 식민지 시기 연구자들의 판본 의식은 충

론 현재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 세 경우를

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처음부터 판본 연구를 목적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내가 지금 읽고

삼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판본 비판에 소홀하며, 부정확

있는 판본이 어떤 성격인가를 인식하는 일은 필수적인데,

한 자료인 영인본이나 전집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현

영인본에만 의존한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재의 연구 관행으로 본다면 다양한 판본의 존재는 연구의

둘째, 영인본만 읽어서는 복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가치를 높여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연구의 신뢰성을 떨어뜨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유감스럽게도 그 영인본들은 검열

리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흔적들을 말끔히 지운 채로 영인해냈기 때문이다. 한 보

이 다양한 판본 중에서 어떤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기로 『신생활』의 영인본(현대사 영인)과 그 저본인 국립중

할 것인가.

앙도서관 소장본의 이미지를 비교해보자.

셋째, 같은 호의 잡지에 정상호와 호외, 임시호 등 여

『신생활』 영인본(9호, 68~69쪽)(위)과
『신생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같은 호,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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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판본이 있을 경우라면, 예외 없이 어느 한 판본만 영인

과 검열관이 실제로 삭제하기로 결정하여 삭제 도장을 찍

것이었다.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판본들을 한데 모았다는

해서 읽을 때만 어떤 글자들이 삭제되어 복자로 된 것인지

한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이다. 그 과정에서도 물론 검

은 것들을 한눈에 살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일제 검열의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어떤 판본을 영인한 것인지를 밝

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열의 흔적은 증발된다.

실제 작동에 대해 좋은 참고가 된다. 즉 ‘주의’ 수위(검열보

히지 않고 있다. 검열 흔적을 말끔히 지우기까지 했다. 이

물론 이는 연구자에게 너무 많은 노력을 요구하며 또

영인본 업자들은 복본들 중에서 어떤 판본을 어떻게

조관의 주기(朱記))와 ‘삭제’ 수위(실제 삭제 부분을 알 수

렇게 되면 검열에서 삭제당해 당대 독자들은 전혀 읽을 수

여러 사람이 중복적 작업에 나서게 만드는 것이니 매우 비

영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손

있는 검열관의 ‘삭제’ 도장)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없었던 판본이라 해도 영인본에서는 이를 확인할 길이 없

효율적이다. 귀중본의 관리 체계를 공적 차원에서 재검토

쉽게 구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로 단가를 책정해야 잘 팔

밖에도 필자 이름에 붉은 글씨를 해놓은 것도 있어서 검열

게 된다. 1920년대에는 저자와 편집자 그리고 검열관만 읽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귀중본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

릴 것인가만을 염두에 두며, 또한 깨끗하게 정리하여 가독

권력이 유심히 관찰했던 필자가 누구인지도 알려준다. 이

을 수 있었던 내용을, 마치 공개 출판된 것으로 착각하게

공개를 꺼리는 경향도 아직 강력하다. 마이크로필름으로

성을 높임으로써 상품 가치를 높이고자 할 따름이다. 이

렇게 인쇄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 풍부한 내용들을 담고

되는 것이다.  

만 되어 있어 외부에서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PDF

런 자본의 논리 때문에 위의 세 가지 결함은 발생한다. 식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검열본은 가장 중요한 자료

민 권력에 의해 삭제된 텍스트들은 해방 이후 한국학의 흥

이다.

성에 힘입어 활발하게 영인되지만, 이번에는 자본에 의한
삭제를 겪은 셈이다.

그렇다면 이 판본만을 충실하게 살피면 될 것인가. 그
렇지는 않다. 시중 유통본이 오히려 검열 이전의 상황을

파일 등으로 제공하더라도 그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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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를 불허하거나, 아예 외부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

어떤 학생이 “일제는 정말 엄혹했어요?” 라고

등이 적지 않다.6) 또 여러 곳의 그 많은 잡지들을 찾는 데

물으면

시간도 꽤 걸린다. 물론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은

영인본은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잡지들을 한데 모아 펴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사전 발송한 『개벽』),

냄으로써 자료 접근성을 높여 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해외 소장본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조선의 언론과 세

결국 이 시대 텍스트의 원전 확정을 위해서는 영인본을 제

한계가 많다. 그러다 보니 여러 곳의 PDF 파일을 서로 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핀 대로 큰 문제를 안고 있기도

상』) 때문이다. 게다가 삭제 지시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삭

외한 세 유형의 판본들을 모두 수집해서 꼼꼼하게 대조하

담하여 다운로드 받고 이를 공유하는 식의 ‘불법’을 기꺼

하다. 최근에는 원본의 이미지를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하

제하지 않고 배포한 경우도 있고(정진석, 『일제시대 민족

는 작업이 필수적이다.5) 물론 세 유형의 판본이 모두 남아

이 감수하는 연구자 그룹까지 생겨났다.

는 도서관이 늘고 있음은 이런 맥락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지 압수기사모음』 참조), 또는 삭제 및 수정 지시를 받은

있는 행복한 경우를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그렇다 치자. 일반인들이 이런 수고를 하

가능하면 원본이나 PDF를 활용하되 그 서지사항에 꼼꼼

경우 아예 출판하지 않고 육필원고로만 남긴 경우도 있으

가능한 것들을 모두 수집해 겹쳐보려는 노력은 필수적이

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많은 사람이 편리하

히 주의를 기울여야 연구 대상 확정의 오류를 가능한 줄

니(심훈 시집 『그날이 오면』) 이와 같은 문제는 국립중앙

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게 정확한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적인 시스템 구축

일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판본만을 검토해서는 알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식

시중 유통본의 대조 작업이다. 시중 유통본만 본다면 그

이 시급하다. 곳곳에 산재된 자료들을 한데 모아 가독성

가장 믿을 수 없는 판본은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활

민지 검열과 그 우회 전략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는 점

복자들이 원래 무슨 글자였는지, 또는 실제로는 삭제된 것

높은 PDF 파일로 만들고, 치밀한 원본 검토를 통해 마이

용하고 있는 영인본이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때문이다. 앞서 살핀 대로, 출판물에 따라서는 ‘n겹의 검

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크로필름의 저본이 된 판본의 정보를 꼼꼼하게 제공하여

의 가치는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열’을 받았음만 보더라도 판본마다 그 성격이 매우 다르게

만을 읽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복자로 처리되었는

야 한다.7) 이런 귀중본의 통합적 관리·제공시스템의 구축

을 중시해야 할 이유는 더 있다. 이 검열본에는 군데군데

된 사정은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지, 얼마나 많은 당대 독자들이 읽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은, 자본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민간 영인업자들에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시중 유통본을 대조

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될,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이미 한

검열(보조)관의 의견을 달아둔 것들도 적지 않으므로 삭

『개벽』 영인본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국립중앙도서관

제 이유까지도 알 수 있다. 총독부는 검열 관련 각종 통계

에 소장된 『개벽』 중에서 검열관의 흔적이나 ‘납본’ 및 ‘검열

자료를 냈지만, 거의 예외 없이 ‘치안방해’, ‘풍속괴란’ 등 2

제(濟)’ 도장 등이 남아있는 것은 총 24호 분량이다(창간

가지로 분류한 피상적이고 공식적인 검열 사유만을 밝히

임시호부터 30호(1922. 12.1)까지). 영인본 『개벽』 (1969

고 있을 뿐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가치는 더

년)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독자 배포 판본, 그리고 천

욱 높다. 게다가 검열보조관들이 붉은색으로 표시해둔 것

도교 자료실 소장본의 3종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영인된

이런 폐단을 상당히 줄이는 획기적 사업이었지만, 아직도

5) 최수일의 『『개벽』 연구』는 이런 면에서 모범적인 작업이다. 그는 『개벽』의 판본들을 거의 모두 수집하여 비교하였으며, 심지어는 일반 연구자들이 영인본을 참조하는
경향이 많음을 감안하여 영인본과 저본의 차이까지 대조하였다.
6) 열람 제한은 물론 현행 저작권법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긴 하다. 저작권이 학문 연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법적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7) 또한 저작권법의 문제가 해소되는대로 인터넷을 통해 관외에서도 검색·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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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
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한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이뤄지지 않은 한국이라면 더욱 그렇다. 해방된 지 어언

떠맡아야 할,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하겠다.

80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일제가 어떻게 억압하고 선조

이런 작업이 충실하게 이뤄진다면, 식민지 시기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도 자못 큰 기여를 할 수 있

『개벽』의 시각성 근대 지식인들의 이미지 정치의 장

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파악할 기본적 데이터조차 여
기저기 흩어져 있다니.

글 조현신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을 것이다. 왜 한국의 식민지 시기 텍스트는 ‘복수성’을 그

『개벽』은 위험을 무릅쓰고 검열 없이 발송하고, 압수

핵심으로 하는가? 일제는 어떤 방식으로 한국인의 입에

당하면 호외를 내며, 그것도 압수당하면 다시 호외 2호를

재갈을 물리려 했으며, 지식인들은 어떻게 틀어 막힌 입의

내곤 했다. 일제의 검열이 n겹이었다면, 『개벽』의 맞대응

틈새로 발화했는가? 이런 물음과 답변들은 핵심적 교육

은 ‘n+1’이었다. 『개벽』의 판본이 이렇게 다양해진 것은, 식

자료가 되어야 마땅하다. 예컨대 어떤 학생이 있어, “식민

민지 시기 텍스트의 복수성이 만들어진 것은 이런 사정 때

지 시기에는 검열이 엄혹했다는데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

문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영인본은 ‘n+1’에서 ‘n’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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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을 동시에 전달하는 장이며, 각 호마다 차이와

에도 봄은 오는가」는 어떻게 발표될 수 있었느냐”고 물으

워버리고 ‘1’로 단일화해버리는 셈, 참으로 면목 없는 일이

『개벽』의 표지 전략

동일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양가적 특성을 지니

면 무어라 답변할 것인가. 교사들은 이 영특한 질문에 곤

아니겠는가.

고 있다. 『개벽』의 표지 역시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식민 권력의 검열에 저항하면서, 때로는 자본의 논리

1920년대는 잡지의 부활시대라고 할 만하다. 개항 후 출

1920년 6월에서 1926년 8월 폐간까지의 72권의 표지 중

이 시는 『개벽』 70호에 실렸지만 전문 압수되었다. 하

를 거스르면서 악전고투했던 흔적이 텍스트의 복수성으

간된 잡지는 1910년대까지 46종이었으나, 1920년대에는

총 13개의 이미지가 사용되었고, 제호와 표제 글만으로

지만 개벽사는 검열에 넣기 전에 잡지를 믿을만한 소수 독

로 남아있다. 심지어는 활자로 인쇄되지 않은 검열관의 육

170종이 넘어 초반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신문』

이루어진 것이 48권으로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자에게 미리 발송하곤 했으니, 그 덕분에 이 시는 살아남

필마저도 생생한 텍스트의 일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등 3대 신문과 『창조』를 비롯하여 『폐허』, 『백조』 등의 문

지 편집에 관계한 이로는 안석주, 김규택 등이 거론되었으

혹스럽지 않겠는가.

을 수 있었다. 신문지법 잡지이므로, 검열 이전에 이미 인

하지만 해방 이후 한국학 성립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학동인지, 『신천지』, 『동명』, 『조선지광』 등의 시사 종합잡

며, 대부분의 편집은 개벽사 내부의 ‘상공도안부’에서 진행

쇄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가능했던 일이다. 상업적 시장

영인본은 애당초 여럿이었던 판본을 하나로 만들어버렸다.

지들이 발간되었다. 시사 잡지 중 표지에 이미지를 사용한

했으리라 추정된다.

유통망에만 기대지 않고, 믿을 만한 소수의 독자(주로 천

효율화를 통한 이윤 축적이라는 자본의 논리 때문이었다.

것은 드물며, 동인지에는 몇몇 화가들이 표지와 삽화를

도교 간부)에게 미리 보내는 ‘믿음의 유통망’도 작동했기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도 역시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이 비친

담당했다. 『개벽』은 컬러 표지를 선보이며 등장했고,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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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능했다. 이런 생생한 사정을 작품과 함께 배울 수 있

다고 하겠거니와,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개

년간 『개벽』의 시각장은 당대의 모던과 이념의 물화 방식,

표지1 - 민족적 기상과 서구적 초인

다면, 우리 학생들의 식민지 문학에 대한 인식의 지평과 깊

벽』 100돌을 맞으면서 그 변화의 시작을 기원한다. ◎

동시에 근대인 만들기 전략을 보여주는 감각적 증거로 남
아 있다.

이가 꽤 달라지리라 믿는다. 많은 학생들이 100년 전 작품

『개벽』의 표지 디자인은 원색적 색채와 상징성이 들어간 초

에 진정으로 공감하기보다는 시험을 위한 암기 대상 정도

책의 표지는 책의 얼굴이다. 얼굴이 몸의 생태지형의

중반기의 표지 군과, 제호와 기사만으로 이루어진 중후반

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입을 틀어막는 자’와 ‘어떻게

일부여서 몸을 살피는 도상학적 해석이 가능하듯이, 책

기 표지의 두 개 그룹으로 대별된다. 『개벽』의 정체성을 가

든 목소리를 내려는 자들’ 사이의 부딪힘을 이런 자료들을

의 표지 역시 추상적 기의(記意)로 충만한 텍스트를 색채

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은 역시 창간호 표지로, 창간호

통해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면, 반응은 많이 달라지지 않

와 형상으로 물화시켜 독자를 유혹한다. 건축물이 파사

는 표지의 호랑이, 차상찬의 시와 김기전의 시 「금쌀악」,

드(facade)를 통해 외부로 연결되듯 평면에 스며든 텍스

「옥가루」가 문제가 되어 두 번의 압수와 정지를 당하고 나

트는 접히고, 묶이면서 최종적으로 표지를 통해 세상으

서, 결국 표지 없는 임시호로 발간되었다. 이 표지는 1920

로 열린다. 특히 잡지 표지는 필자들의 논지와 편집인들

년 6월 『동아일보』 기사에는 선명하게 게재되었지만, 『개

겠는가.  
이런 귀중본들은 소장처 개인의 자산이라기보다는 공
동체 전체의 자산이다. 식민 유산의 극복이 아직도 제대로

이 글은 한만수, 『허용된 불온』(소명출판, 2015)의 내용을 중심으로 삼고, 최수일
『『개벽』 연구』(소명출판, 2008), 이종호,「1920년대 식민지 검열 시스템의 출판물
통제 방식」(검열연구회,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소명출판, 2011)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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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창간 1주년 기념호인 제13호(1921.7)에야 비로소 등장

은 오방색 중 흰색을 나타낸다. 권두 기사인 김기전의 「계

하였다. 치켜 올라간 눈썹 하나에까지 강한 힘이 들어가

명이 기하여」는 “무궁화 높은 가지에 금계의 울음이 생생

있는 호랑이가 지구 위에서 포효하는 모양이다. 측면상의

하거늘(…) 우리는 일계(一鷄)가 명하여 천하의 신(新)함

날카로운 이빨과 크게 벌린 입으로 표현 효과를 극대화하

을 지(知)하였도다”라고 시작한다. 『삼국지』의 「위지동이

고 있으며, 초록과 빨강, 검은색와 흰색의 색상대비가 원시

전」에 “삼한에는 아름다운 꼬리가 긴 닭이 있는데 그 꼬

적 힘을 발산한다.

리는 5척을 넘는다”라고 되어있듯이 이 신비로운 꼬리가

호랑이는 당시 민화나 전문 화공의 그림으로 조선 땅

긴 닭은 민족의 상징이자, 힘찬 울음으로 ‘신(新)’을 깨닫

에서 광범위하게 향유되던 것이었지만, 인쇄물에 호랑이를

기 원하는 『개벽』 편집부의 자아상이자, 조선 독자들에게

등장시킨 것은 최남선이었다. 신문관에서 발행한 『소년』

동일화를 요구하는 기제이다. 힘차게 우는 수탉의 표상

(1908.11)의 창간호에 실린 기사 「봉길이 지리공부」에서 최

은 근대기 내내 로고나 표지에 등장하고 『신동아』 창간호

남선은 고토 분지로(小藤 文次郎)가 한반도를 토끼나

(1931.11)에도 등장하며, 해방 후까지도 여전히 그 위세를

구부정한 노인 형상으로 묘사한 것에 반박하여 “맹호가

유지한다.

발을 들고 허우적거리며, 동아대륙을 향하여 나는 듯, 뛰

또 하나의 원색으로 화려한 제3호, 제4호(1920.8,9)

는 듯 생기있게 할키며 달려드는 모습”으로 한반도를 그려

를 살펴보자. 수평으로 넘실대는 바다의 바위 위에 독수리

게재하였다. 이 도상은 1909년 『황성신문』에서의 격찬과

가 날개를 펼치고, 긴장된 형상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더불어 독자들의 열광적 반응을 얻었다. 이후 호랑이는

제1호의 니체 소개, 제2호의 「신인생표의 수립자 푸리드리

잡지 『청춘』, 어린이 잡지 『붉은 저고리』, 『아이들보이』에서

취 니체 선생을 소개함」(묘향산인) 기사를 보면 모두 독수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본인 다케우치(竹內錄之助)

리가 뱀을 물고 가는 삽화가 소개되었다. 또한, 이 기사들

가 조선에서 발행한 시사 종합지 『신문계』(1913)에도 등장

의 토대로 간주되는 『근대사상 16강』(동경, 1915)의 니체 편

한다. 하지만, 이 일본인이 제시한 호랑이는 『청춘』과 『개

에서는 “짜라투스트라는 항상 그 좌우에 뱀과 독수리를

벽』에 등장한 호랑이의 기골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

가지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독수리

어, 표상의 배후에 흐르는 식민 종주국의 지식인과 피식민

는 서구의 지식으로 무장한 근대적 초인으로 해석된다.

지식인의 기 싸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개벽』 7호(1921. 1) 표지, 한국서지학회 소장(위)
『개벽』 13호(1921. 7) 표지, 야단문고 소장(아래)

지구의 위도와 경도 속에 표기된 조선반도의 모습(제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표지는

18호, 1921.12)과 지구에 꽉 차게 배치된 형상은(제19호,

제7호(1921.1)이다. 붉은 제호, 부리를 벌린 채 꼬리를 길

1922.1) 세계 속 조선 땅의 지리적 위치를 지시하고 있다.

게 늘어뜨린 흰 닭, 초록색 나뭇잎이 역시 원시적 대비를

지도는 결코 현실의 재현일 수 없으며 ‘현실의 선택적 재현’

이루며, 닭의 구도는 사선의 나뭇가지와 각을 형성하면

이라는 점에서 이미 정치적이다. 독자는 지도를 해독하는

서 긴장을 창출한다. 화사한 분홍 꽃송이와 연두색의 배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지역에 대한 물리적 파악과 더불

열은 창간호보다는 도안적인 표현이 좀 더 강하여 모던한

어 인식의 경계를 설정한 후에야 행위를 시작한다. 지도 이

느낌을 준다. 이 표지는 신유년(辛酉年) 신년호로, 신(辛)

미지는 개항기 학회지나 교과서에 특히 많이 사용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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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벽』의 창간 기념호나 신년호, 혹은 한반도의 각 도

년에 발행된 『아이들보이』의 장수보다 훨씬 격동적인 기상

03

붉은 꽃이 어우러져 피어나는 그 바다는 독수리가 날카롭

(道)를 소개할 때 등장한다. 이들은 좌표로 표시된 조선

을 보이는 『개벽』 28호 표지 속 장수의 이미지는 다음 호

표지2 – 풍경과 서정의 서사들

게 바라보는 모던 신지식을 품은 바다는 이미 아니다. 세

의 지리적 위치를 지정학적인 이데올로기의 장소로 수용케

부터 정치와 경제에 대해 억눌렸던 견해를 밝히리라는 편

하는 기표로 사용된 것이다. 또 하나의 화려한 표지는 제

집부의 다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렇게 편집

『개벽』의 표지는 초반기에는 민족적인 기상 혹은 서구와 세

그늘 아래 배를 타며 책을 읽는 남성의 모습이 보인다. 낯선

28호(1922.10)에 등장하는 장군상으로, 그는 새벽 별이

실이 선언한 “일단의 새로운 국면”은 결국 사회주의 진영으

계의 기의를 환유하다가, 1년여가 지난 후 발간된 14호

표현인 실루엣 기법을 사용했기에 신선한 모던의 느낌을 주

돋는 듯한 밤하늘을 배경으로 백마를 타고 나팔을 든 채

로의 치중으로 귀결되었고, 세 권의 표지를 제외하고 1923

(1921.8)를 시작으로 여섯 권의 표지에서는 풍경과 서정의

었을 것이다. 14호 후기에도 “더운 날임을 감안해 독자들에

전진하고 있다. 이 권의 말미에는 기사 변경의 건이 허가되

년 이후에는 색과 구체적 이미지가 호응하는 감각적 표지

서사들로 바뀐다. 바다 위에 뭉게구름과 붉은 꽃나무가 피

게 시원한 느낌을 선사하기 위해 녹색 배에 일엽편주를 띄어

어 정치, 경제에 관한 일반 기사를 게재하게 되었으며, 차

는 볼 수 없게 된다.

어나고, 황금벌판에 기러기가 날고, 달 밝은 공산에 홀로

독자들이 시원한 느낌을 받도록 배려하였으니(…)”라는 설

호부터는 일단의 새로운 국면을 전개하도록 노력한다는

서 있는 사슴이 등장한다. 서정성은 자연이 부여하는 중립

명이 있다. 달이 뜬 공산에 홀로 서 있는 사슴, 배를 타면서

「편집여언」이 실려 있다. 신문관(新文館) 출판사에서 1913

의 미덕, 무심의 미덕에 기인한다. 그렇기에 흰 뭉게구름과

한가로이 책을 읽는 남성은 일상적 주체의 상징으로, 초기

『개벽』 15호(1921. 9)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개벽』 16호(1921. 10)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개벽』 3호(1920. 8)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개벽』 28호(1922. 10)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번의 8월호인 납량호의 표지에는 파나마모자를 쓰고 나무

34

35

표지에서 제시한 강한 기상으로 세계 속에서의 위치를 깨

04

닫는 신인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초기 표지와

표지3 – 문자도: 이념의 복합체

대조되는 이 이미지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반전 혹은 변화는 출간한 지 1년여가 지난 후 검열

이렇게 이념 혹은 서정의 상징으로 표지에 등장하던 이

과 발간 정지의 탄압을 완화하고자 하는 전략인 것일까?

미지들은 잡지의 논조가 사회주의로 전환된 1923년부

아니면 당대 식민지 지식인들이 표출했던 이념과 서정의 양

터는 등장하지 않는다. 1923년 신년호 표지에는 “La

가적 복합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떤 해석을 하건 정

Kreado(창조)”라는 에스페란토어가 들어가는데, 이후로

간과 압수의 팽팽한 저항 중에도 풍경에의 향유를 새로운

는 제호와 기사 제목, 간단한 지도가 그려진 표지로 전개

화법으로 담아낸 이 서정의 서사들은 억압적인 현실을 살

된다. 제호는 주로 한자로 쓰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지

아간 지식인의 양면적 심상을 보여주는 기표이다.

못지않게 그 골기가 강건하여, 창조를 향하는 신인간의
성정과 신운을 드러낸다. 휘날리는 자형은 자형대로, 단정
히 쓰여진 것은 그대로, 혹은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원이
나 사각형상 안에 들어간 ‘개벽’ 두 글자는 소리 내고, 외
치는 표정으로 다가온다. 정원의 도장이 찍힌 듯한 제호
가 특히 많으며, 왕실에서 사용한 사각 인장의 무게감을
지닌 것도 보인다.
거대한 한글이 전면을 채운 붉은색 박스의 54호
(1924.11)의 내면을 잠시 들여다보자. 과격했다는 정백
의 「조선청년노동운동의 일년」이라는 기사하에 “19혈(頁)
부터 25혈(頁)까지 삭제”되었다는 문구와 한 면이 텅 비어
있다. 좀 더 가니 6페이지에 걸쳐 24개의 삽화로 그해의 주
요 사건이 그려졌는데 ‘노동총동맹시위’, ‘레닌씨 사망’, ‘청
년총동맹’ 등이며, ‘3월 1일 기념’을 비롯한 네 개의 컷은 삭
제되어 빈 사각형만 남았다. 이후 기사로는 「국가조직의
형식과 민족단결의 의의」, 「사상적 조선학생연맹과 과학적
일본학생연맹」 등의 ‘시국관’과 김기진의 「통곡」, 이상화의
시 「허무교도의 찬송가」, 「방문거절」 등이 보인다. 이런 내
용을 감싸 안은, 조선 잡지 역사에서 가장 큰 이 한글 제
호는 어쩌면 이미지의 은밀한 은유와 거리감도 사치스럽게

『개벽』 17호(1921. 11)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느낀 편집부의 심상일지도 모를 일이다.  

『개벽』 47호(1924. 5)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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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글자 크기의 조절, 방점, 박스, 선, 부호 등의 시각

열매 안에는 한자와 한글로 개벽이 쓰여 있고, 꽃까지 피

목차 – 낭독적 시각 배치  

부호가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글쓰기 부호는

운 무성한 잎사귀는 민화 속의 삼엽초를 연상시킨다. 이

창간 1주년 기념호인 제13호(1921.7)에는 이도영의    

개인의 목소리, 우주 내 단 하나의 고유한 그 리듬과 고저,

여섯 개의 융기하는 이미지는 그 리듬감만으로도 출범의

<이것이 웬 세상이야>와 조선 최초의 여류화가 나혜석의

목차 공간은 표지에 이어 다양한 기사 제목을 통해 각 호

뉘앙스를 대체하면서 근대기의 지면에 독특한 시각성을

포부와 활력을 제시하는 듯하다. 이후 제10호(1921.4)부

판화 <개척자>가 실렸다. <개척자>는 연해주와 북간도

의 정체를 표현하는 장이다. 대부분 상단에 지속적으로

부여한다. 『개벽』의 목차 또한 활자 크기와 굵기, 선 등으

터는 들녘에서 닭이 울고 있는 풍경, 지게를 진 농부들의

에서 살아가는 조선인 농부를 그린 것으로 등을 구부리

동일한 이미지를 넣어 반복의 효과를 거둔다. 근대기 매

로 기사의 경중을 표현하는 낭독적 시각 배치를 보여준다.

모습이 등장했다. 하지만 목차의 이미지 역시 1923년부터

고 일하는 농부의 머리 위에 태양의 빛살이 흩어져 그림

체의 특징 중의 하나는 낭독으로 읽히던 텍스트들이 묵독

목차 중 창간호의 구근식물이 열매를 맺은 이미지는

2년간 사라졌다가 포인세티아와 촛불, 도시와 역동적 청

전체에 희망에 찬 개척 의지를 채우는 듯하다. 그녀가 동

의 장으로 진입하면서 과도기적 시각 양상을 드러낸다는

총 14회 사용되어 『개벽』의 목차 이미지를 대표한다. 둥근

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념적 삽화와 장식적 삽

경미술학교 유학 후 돌아와 개최한 1921년도의 개인전에

화가 혼용되고, 아예 이미지가 사라지기도 하는 양상은

는 5,000명의 입장객이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환호와 “여

표지에서 보여진 편집자들의 양가적 아비투스(Habitus)

자로서 전람회를 열기는 여사가 조선에서 처음이라 할 것

와 동일한 궤적을 그리는 듯하다. 포인세티아와 촛불을

이오. 또 조선 미술계에 여자로는 일류라 할지라(…)”라는

한여름에 사용하고(창간 5주년 기념호, 1925.8), 달리는

『동아일보』(1921.3.18)의 격찬 후 개벽사의 의뢰로 제작된

캥거루 모습을 사용했다는 것은 서구 표상의 기의를 읽지

것으로 보인다. 2년 후 조선미술전람회의 심사위원이 될

못한 당대 지식인들의 실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도의 명망을 지닌 관제 이도영의 그림과 이제 방금 전시

으로서의 동질감을 형성케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회를 마친 여성의 그림이 나란히, 그것도 이도영의 그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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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실렸다는 것은 당시 『개벽』 편집진의 감각이 문화

본문 - 이미지의 융합과 혼성 공간

흐름의 정점을 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덕으로 거의 소
실되어 버린 불행한 나혜석의 초기 작품이 이렇게나마 숨

『개벽』의 이미지 사용 중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것은 초반

『개벽』의 목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10호(1921. 4),
25호(1922. 7),
4호(1920. 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쉬고 있는 것이리라.

기에는 구회(口繪)란을 두어 비중 있는 작가들의 그림이나

창간호의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기사에

고전적인 명화, 민족 사상가 등의 사진을 실었다는 것이다.

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두루마기를 입고 장죽을 든 남자

창간호의 구회는 노수현의 <개척도>이다. 본문에는 창간

를 공격하는 컷이 그려졌다. “그래도 우리도 남과 같이 되

을 축하하는 강암 이용직, 김윤식, 석정 안종원, 김돈희의

어보겠다고 하면서 아즉도 구습이 가득한 상투를 그대로

휘필과 이당 김은호, 청전 이상범, 춘곡 고희동의 그림이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외국사람 시찰단의 눈에 뜨이면

매 페이지마다 실렸다. 또한 김옥균, 고종태황제어진영을

사진 박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꼴 참 보기 싫어요”에 대한

비롯한, 유길준, 손병희, 김광식 등을 비롯하여 사상가들

도해이다. 제2호에 실린 「상징적 생활의 동경」에서는 수염

의 사진과 구회가 없어진 후 1924년 5월에는 탑동공원에

을 기르고 상투를 틀고 주먹을 굳게 쥐고 있는 남성의 머

서 찍은 전조선노동창립기념총회사진, 조선청년총동맹창

리를 양복 입은 날렵한 남자가 망치로 깨고 있는 장면이

립기념사진이 게재되기도 했다. 각 도의 특집이 수록될 때

등장한다. 기사의 논지인 모험과 근대성에 대한 계몽을 고

는 각 지방의 풍경을 실어, 이미지를 통해 근대국가 국민

집스러운 조선인, 날렵한 서양인으로 응축해서 제시한 것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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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어린이의 아버지로만 이미지가 국한된 소파 방정환

07

이 7호(1921.1)에서부터 시작하여 1년간 연재한 날카로운

검열 - 역설의 3중 코드

세태풍자 수필 「은파리」에도 창작 풍자화가 실렸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개벽』 창간호(1920. 6),
「상징적 생활의 동경」, 『개벽』 2호(1920. 7),
「은파리」, 『개벽』 8호(1921.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54호에는 「안석영 만화 4컷」이라는 제목하에 그해

6년간 72호를 발행하는 동안 『개벽』은 압수 및 발매 금지

의 사회주의적 궐기와 총동맹, 등짝에서 골을 빼는 자본

37회, 정간 1회, 벌금 1회의 형을 받았다. 2회에 한 번은

가의 세태, 조선전람회를 둘러싼 타락상 등이 실렸다. 이

고초를 겪은 것이다. 70호에 게재하려던 이상화의 「빼앗긴

런 풍자 컷 이외에 창작 이미지 중 눈에 띄는 것은 후반기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전면 삭제되어 제목도 못 나갔고,

호에 게재된, 역시 안석영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삽화이다.

71호의 「만화에 나타난 신흥문단의 문사」에서 이상화의

「선동자」, 「영오의 사」 삽화는 구성의 완결성이 두드러지며,

제목은 「『x x 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저자 이상화 군의

입체파 양식을 보여준다. 하단부에 알파벳 대문자 “A”라

눈물겨운 산보」로 붙여져 있다. 두루마기 차림에 들판을

는 서명이 보이는데 이 역시 자신의 작품에 영어 ‘AHN’으

걷는 이상화의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만화를 그린 안

로 서명한 안석영의 그림으로 추정된다.

석영의 자진 삭제로 나간 것이다.

또 하나의 특성은 모방, 창작과 혼성, 이미지의 오역

일제강점기 검열을 연구한 한기영에 의하면 검열은 이

등 수많은 시각 스펙트럼을 내포한 당대 출판계 특징이

당시 조선총독부의 신경과민과 불안 상태를 반영하는 것

『개벽』 전권에서도 드러난다는 점이다. 한 예로, 이돈화의

이었다. 『개벽』 편집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사고

글 「민족적 체면을 유지하라」는 비분강개의 계몽적 기사

(社告)나 사죄의 글을 통해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 개벽

제호에 대나무 아래서 한가로이 놀고 있는 오리 가족의 삽

사가 1922년 창간한 『부인』의 제호를 『신여성』으로 바꾸

화를 들 수 있다. 제목과는 아무리 보아도 어울리지 않

려 할 당시 『개벽』 제44호(1924.2)의 사고를 보자. “신(新)

는 삽화이다. 이는 지면을 관통하는 시각적 완결성, 시각

자부터 주목이고, 자유니, 평등이니, 해방이니, 균등이니

편집의 합목적성보다는 이념과 사상 전달성 위주로 진행

등의 문구만 보면 선동이니 시사니 하여 삭제하고 (…) 항

되던 당대 편집의 보편적 경향이기도 하다. 전통 서책에는

문의 뼈까지 뼈란 뼈는 다 빼고 소학교 소녀의 작문 같은

없었던 여백 또한 편집인들의 고민이었을 것이다. 공백을

물렁물렁한 것, 살만 남겨서 일순(一旬)이나 이순을 묵혔

메우거나 제호를 장식하기 위해서도 이미지가 많이 쓰였

다가 자기 생각나는 때에 내어 줍니다. 달마다 당하는 구

다. 주로 동물, 식물, 꽃 등의 중립적 자연물과 망원경, 제

구한 말이야 다하여 무엇하겠습니까?” 또한 임시호로 간

복의 학생, 자전거, 배, 전선주, 기차, 등대, 지구본 등이 근

행된 9호에는 “임시변통으로 임시호를 발행하온 바 마치

대성과 과학성을 상징하는 것들로 쓰였다. 일본 양식의

머리 없는 무엇을 여러분의 안전에 들이는 감이 업지 못하

딱 떨어지는 미감으로 정형화되어 있으며 타 매체에서도

외다 (…) 일층주의하며 일층용력하여 길이 형제와 참 동

빈번히 발견되는 이런 장식적 문양들은 일본에서 수입된

무가 되올까 하는 생각뿐이외다”라는 사죄의 글이 실렸다.

도안집에서 가져다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호소와 결의는 검열의 해독되지 못하는 복자와 백지
마다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민족폭력이라는 메시지를 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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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의 이미지들은 식민 당국의 ‘신경증과 불안증’의 물증이

『개벽』은 1925년에 발행정지를 당하는데, 그해 『동아

며, 『개벽』에게는 “일층주의”하고 “일층용력”하여 권력과

일보』 8월 1일자에 게재된 『개벽』 62호(1925.8)의 광고 문

협상해야 하는 현실, 하지만 오히려 협상 실패를 통해 독

구 때문이었다. “이역풍상에 국궁진췌(蘜躬盡萃)”라는

자들과의 연합을 강화하는 역설의 3중 코드이다. 이러

문구 하에 “국사!”, “지사!”에 대한 글이 실린다는 광고였

한 복합적인 의미망까지 덧입은 당대 식민지식인의 불령

다. 이 지사들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동

불온(不逞不穩) 사상은 백지와 복자(伏字) ‘XXXXXXX,

휘, 서재필, 유동열, 이승만, 김규식, 안창호, 이시영, 박은

OOOOOOO, ’의 베일로 덮인 채 여전히

식, 신채호 등이었다. 이날 『동아일보』도 전량 압수를 당

숨 쉬고 있다.

한다. 결국 9월, 10월호는 발행되지 못하고 다시 발행된
62호에서 이 칼럼의 제목은 「이 때에 있어 생각나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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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해있었다. 그야말로 “뼈란 뼈는 다 빠진” 물렁물렁한

광고 - 소유로 달성되는 신인간  

‘해인옥양복점’ 광고, 『개벽』 18호(1921. 12)
영인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목이다.
그 해 12월호, 안석영이 그린 <을축년 중 16대 사건>

잡지 『개벽』을 편집자들의 편집 방향에서만 읽는 것은 지

중 8월에는 “너무 크게 울린 이유로”라는 벽보와 “정간”의

식 생산자들의 의지만을 살피는 것이며, 눈길을 끄는 공간

대못질을 당한 종탑 위로 “개벽”의 종이 그려져 있다. 펜

을 억지로 외면하는 독해법이리라. 근대기 매체에 본격 등

을 들고 고개를 푹 숙인 흰 두루마기의 기자 옆에 검은색

장하는 광고는 그 게재 여부가 운영자금을 위한 당연한,

복장의 순사가 웃고 있다. 20여 페이지를 넘기면 다시 김

고육책이라 할지라도, 그 점거성으로 독자들에게는 피해

영재의 「시언」 기사가 백색 지면으로 나타난다. 이런 검열

가기 힘든 유혹으로 다가온다. 더구나 광고 자체가 모던
의 몸체를 보여주는 새로운 문화물이었다. 1920년대에는
의약품, 화장품, 도서, 식료품의 순서로 광고가 많았고, 이
외에 의류, 약품에 관한 광고가 잡지나 신문에 게재되었다.
대부분 남성이라고 추정되는 8,000여 명의 독자를 거느린
『개벽』에는 남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광고가 많다. 후반기
에 들어서는 이미지 중심의 광고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중 개벽사가 직접 운영하던 도안부의 광고를 보자. ‘개벽
사 상공도안부’ 광고 속에는 “상공도안부” 글자가 넥타이
를 매고 생각에 잠긴 남성의 담배 연기 속에서 피어오른다.
카피에서는 “선량한 상품과 신용 있는 상점은 광고 선전의
힘이 아니면 판로를 확장하지 못합니다(…)”라며 광고 선

<을축년 중 16대 사건>, 『개벽』 64호(1925. 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전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생활과 주택」, 『개벽』 34호(1923. 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42

43

특집

4
당대 최고의 사상가, 문학가들의 저항적 이념과 사상

며 설득하고 있다. ‘신사회’를 건설하는 힘과 ‘청심보령환’이

이 전개되고, 그에 대한 검열이 펼쳐지는 공간 안에서 광고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멋진 복장을 한 중년 커

는 여유작작하다. 광고는 근대기의 낯설고 매혹적인 물건

플이 “춘성에 화란만(花爛漫)하고 만화(萬和)는 방창(方

들을 사진과 세밀화의 사실, 진실의 힘을 빌어 독자들에

暢)이라, 좋은 봄 한 때 등산임류에는(…)” 라면서 건강 약

게 다가갔다. 『개벽』에 빈번하게 실린 광고는 양복, 신발,

품을 권유한다. 시각적인 연정의 풍류이다.  

『개벽』이 독자와 만나는 방법
글 전은경 경일대학교 후지오네칼리지 교양학부 조교수

안경, 만년필, 모자, 자동차, 이발 기구 등이었고, 여성의

광고의 권유는 기사와 결합하기도 한다. 제32호부터

캐리커처로 삐루, 술 광고 등이 간간이 지면의 앞부분에

3회 간 이어진 「문화생활과 주택」에는 영국의 코타지 등

실렸다. 지면의 배치와 크기는 곧 권력이다. 또한 광고는

서양 주택의 사진이 실리고, 다이닝룸, 리빙룸, 가든 등의

그를 바라보는 이의 현재를 부정하게 만들고, 결핍을 보여

영어로 주거 양식이 소개된다. 3회째는 「우리가 선택할 소

줌으로써 불안한 시선으로 현재의 존재성을 검열케 한다.

주택」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그 사진, 평면도가 제시된다.

01

想할 것이며 그리하야 此와 如한 人格의 上에는 平等

광고의 비폭력적, 묵시적 검열하에 자기 검열이라는 근대

기사의 권위를 갖고 모던 주거 양식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개벽』과 ‘문화’의 향유자

觀이 成立치 아니치 못할 것이로다. (중략)

인간의 숙명이 시작된다. “모든 견고한 것들이 녹아 내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양옥에 대한 그 강한 로망

는” 시기, 개인의 정체성을 보여 줄 상징재가 사라진 시기

은 이런 식으로, 이런 지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이렇

1920년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정치’라는 미명하에 ‘문화’

의 價値를 有할만 者일지며 딸아서 所謂 人格이라 함

에 모던 물건은 자신을 입증할 강력한 지위재였기에 이에

게 이동성과 과시성이 가능한 안경, 시계, 구두, 모자, 만

에 대한 지식인의 관심도 높아졌다는 점일 것이다. 1910년

은 人人이 文化에 對하야 參與할 資格으로 定한 것일

대한 욕망은 지대했을 것이다.

년필, 깃털 펜, 신사복 광고부터 자동차, 주택에 이르기까

대까지 일제의 통치가 ‘문명’, ‘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니 所謂 그 資格은 人人이 何等의 差別을 此에 說

이들 중 몇 개를 살펴보자. 제16호 첫 페이지 ‘청년양

지 『개벽』 전편의 광고는 모던 라이프의 안내자였다. 논설

면, 1920년대는 ‘문화’라는 개념어로 그 화두가 바뀌었다.

할만한 者-안일지로다. 如何한 職業을 위하는 人이라

화점’ 광고에는 스토리가 흐른다.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쓴

과 시, 소설이 도달해야 할 근대의 이념과 신문명을 호소

이돈화는 이러한 ‘문화’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포함시킨다.

도 그 職業에서 全力을 盡하면 곳 그 人格이 發現될

남성이 달이 뜬 갈대밭 한복판을 거닐며 가을을 만끽하고

했다면, 광고는 소유를 통한 신인간에의 달성을 속삭인

그에 따르면 ‘문화’에는 ‘가치’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것이니 如斯히 人人이 此 人格을 具有한 理想에는 何

있다. 카피는 “경쾌한 양화를 착용하고 추색을 상(賞)하

것이다.

이를 인간의 노력과 연관된 어휘로 설명한다. 또한, 문화

人이던지 同一한 平等의 上에 立할 것이 아니냐.1)

如何한 人일지라도 그가 人格이 잇는 以上은 皆 同等

는 ‘이상(理想)’과도 떼놓을 수 없는 개념이라 정의 내린다.

면 실로 심신이 상쾌하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새 신발
에 대한 감각적 언설로, 이 장면은 바로 지난 호의 황금빛

이렇게 표지에서부터, 목차, 본문, 광고와 검열의 다섯

즉 이상적 의미의 문화는 현실적 사실과 대립하는 것으로

이돈화는 위의 글에서 문화는 인격으로부터 출발한

벌판, 벼 이삭이 게재된 표지의 서정과 동류이다. 소유를

개 흐름으로 전개되는 『개벽』의 시각장은 신세계를 꿈꾸

인간의 노력과 가치, 이상이라는 의미와 결합한 것이 바로

것, 선험적 자아에 치중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격의 존

통해 서정의 충족을 약속하는 광고다. 제18호 ‘해인옥 양

고 주장했던 당대 식민지 지식인들의 이미지 정치의 장이

‘문화’라는 것이다.

재로부터 성립된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는 반드시 인

복점’의 복장은 광고 밖의 당대 첨단 유행인 ‘데카당 패션’

었다. 모든 이미지들은 서로 융합하고 간섭하면서 그들의

을 갖춰 입고 동인지 활동을 활발히 하던 김동인, 김찬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조용하고 어둑한 도서관 한 귀

如斯한 文化는 人格主義로부터 出한 것이라 하면 文

물이든 그가 인간인 한, 혹은 인격이 있는 이상 동등의 가

의 사진들과 씽크로율 백프로이다. 벚꽃이 흩날리는 강변

퉁이에서 『개벽』을 들여다본다. 당대 최고 지성들의 아우

化는 무엇보다도 먼저 論理上 國土時代의 經驗的 內

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계급적 상하에

에서 뱃놀이하는 남성의 이미지 역시 뱃놀이를 하는 납량

라가 100년의 간극을 단박에 무화시키며 다가오는 듯하

容을 超越한 先天的 基礎의 上에 立한 것 일지며 그

의한 문화의 향유가 아니라 그 누구든 자신의 직업에 전

호의 표지와 교류한다. 이 광고는 “청강에 배를 띄여 말근

다. 안광이 지배(紙背)를 철하는 것이 아니라, 지면에 스며

리하야 此를 有한 者는 論理上 먼저 先驗的 自我 卽

력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인격이 발현된다고 설명한다. 즉

물에 묵은 회포를 씨스며 청심보령환으로 혼탁한 장위를

든 그들의 언설이 지배를 뚫고 나와 현 공간에 쌓이며, 현

人格에 치중치 아니치 못할지로다. 故로 文化라 云하

지식인, 부르주아만이 문화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산자

소제하여 활발한 새 정신을 느어 신사회에 용약하세!”라

실의 경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

며 改造라 云함은 먼저 此와 如한 人格의 存在를 豫

계급의 그 누구라도 인격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문화의

격상의 평등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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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돈화의 생각은 전 시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02
『개벽』의 독자소통, 「독자교정란(讀者交情欄)」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혹은 ‘문화’라는 측면에서 새로
운 계급 타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그 이전

『개벽』은 문화의 향유자로서 독자를 호명하고, 그들과 소

시대에 문화 혹은 예술은 지식인이나 부르주아의 것이었다. 통하고자 「독자교정란」을 개설한다. 이 「독자교정란」은
그들이 무산자 계급에 문화적 혜택을 베푼 것은 민족 계몽

『개벽』 5호(1920.11)에서 처음 개설되어 12호(1921.6)까지

을 목적으로 할 때뿐이었다. 그런데 이돈화의 글에서는 그

지속되었다. 『개벽』 편집진들은 제4호에 「讀者交情欄, 우

러한 이중적 잣대, 계몽적 시혜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대중

리 開闢讀者에게」라는 제목의 「사고(社告)」를 싣는다.

을 무식하고 계몽되어야 할 존재로 보고 있지도 않다. 단
지 “그곳”에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는 문화의 향

億千萬載에 地球가 創造되고 人類가 始生한 後로 死

유자로, 인격의 가치를 가진 존재자로 보고 있다.

死生生이 億億千千 이로대 多幸이 우리는 同一한 時

좀 더 과감하게 말해 본다면, 『개벽』은 문화의 주체를

代에 同一한 地球上에 生命을 共存하엿고 其中에도

대중 혹은 민중으로 잡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지식인

同一히 朝鮮 사람이 되엇스며 同一히 우리 開闢을 供

으로서의 지적 부르주아적 자세가 아니라 각각의 인격체

覽하게 되엇스니 엇지 적은 緣分이라 하리요. 이에 우

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리 開闢雜誌의 編輯 當務者들은 共存 共覽의 幸運을

이다. 이는 동시대의 다른 잡지인 『창조』 등의 생각과는 완

祝福하기 爲하야 開闢 第5號로부터 紙面의 一部를

전히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대중 한 명 한

公開하야 讀者와 編輯者, 讀者와 讀者間에 交誼을

명을 문화의 주체자이자 향유의 주체자로 본다는 것은 매

圓滿이 하며 友情을 敦篤케 하고 互扶相助로 世運에

우 혁명적인 일이다. 또한 반대로 식민지 대중들이 아직 문

共進코자 하노니 願컨대 讀者 諸位는 此 欄을 利用

화를 누릴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인격적 평등을 먼저 이룬

하시옵소서.

후 그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세계를 열고자 하는 열

投稿의 範圍는. 本誌에 對한 希望, 讀後感想, 學術知

의와 운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문화’는 ‘계몽’하는 것

識에 對한 問答, 人物紹介, 短評感想文, 誌友通信 等.

이 아니라 ‘향유’하는 것임을 『개벽』은 선언하고 있었던 것

投稿字數는. 1,000字 以內.

이다. 그리고 『개벽』을 통해 독자들을 문화의 향유자로 호

氏名과 住所는. 誌上에는 郡名과 匿名은 無妨하나

명하고 있었다.

本社에까지는 氏名住所의 內報를 要함.2)

「편집여담」, 『개벽』 4호(1920. 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개벽』 편집진이 실은 위의 「사고」를 보면, 독자들이 누
구나 투고할 수 있는 지면을 개설하되 본지에 대한 희망,
독후감상, 학술지식에 대한 문답, 인물소개, 단평감상문,
1) 白頭山人, 「文化主義와 人格上平等」, 『개벽』 6호, 1920. 12, 13쪽.
2) 「讀者交情欄, 우리 開闢讀者에게」, 『개벽』 4호, 1920. 9,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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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통신 등의 글을 투고하도록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

편으로 약 21.1%를 차지했다. 이는 그만큼 「독자교정란」

그 中에 開闢가티 第一 完全한 것은 업슬 줄 斷言합니

러한 글을 싣는 것은 “독자와 편집자, 독자와 독자간”에

에서 문예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

다. 내 것이나 남의 것이나 조흔 것은 조타고 할 수 박

소통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부분은 「편집여담」에서도

여주며, 이와 동시에 편집자 역시 이러한 독자들의 글이나

게 업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케 생각하지 안습니까. 그

등장하는데, “제5호부터는 새로이 「독자교정란」을 맨들어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며 소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러치 아니하다거던 來月號에 그러치 아니한 것을 좀 가
르처주시요. 工夫 삼아 우리 좀 論爭도 하여 보고 硏

우리 애독제위의 모든 희망과 모든 감상과 찬란한 문예를

究도 하여봅시다. 심심한데 消日로. (咸安 朴在範)6)

서로 보고 서로 즐겨하게 되엿으니 이 난을 이용하시어 크

여러분 讀者諸氏여 참 고맙지 안습니까? 우리 開闢

게 기함을 토하시기 바랍니다.”3)라며 독자들의 참여를 적

雜誌 編輯部 諸先生님들이 特히 貴重한 紙面을 비여

극적으로 독려한다. 『개벽』 편집진은 『개벽』 잡지를 독자

서 讀者交情欄을 만든 것은 讀者 中에도 特別이 우리

「독자교정란」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들이 보고, 즐기는 향유자가 되도록 소통의 장을 열어주

學生 가튼 이를 爲하야 만들어 주신 줄 압니다. 愛讀

경성의 한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독자는 독자들을 위

려 한 것이다.

者 中 特히 學生된 우리들은 學校 學科 以外에 文藝

한 「독자교정란」을 만들어준 편집진에게 매우 고맙다는

「독자교정란」에 실린 글 중 문학 관련 글은 총 29편으

라던지 意見이라던지 或은 自己의 作品을 이 交情欄

인사를 하기도 한다. 특히 개벽사는 이 「독자교정란」을 학

로 약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벽』 잡지와 연관한 글

을 利用하는 것이 至極히 조흔 줄 생각합니다. 웨 여

생을 위한 공간으로 여기며, 독자에게 이곳에서 논설이나

은 총 19편으로 25%를 차지했고, 편집자의 답변도 총 16

러분은 이런 조흔 機關을 應用하지 아니합니까. 만히

문예, 개인 창작 작품을 발표하고 소통하자고 독려하기도

利用하고 만히 보도록 합시다. 우리 愛讀者 中 特히

한다.7)

「독자교정란」의 주제별 분류4)
세부 주제		
문학 관련

學生諸君이여.(京城 一學生)5)
개수

현대시

13

수필

7

한시

4

소설

2

창가, 시조

경상남도 함안에 사는 박재범이라는 독자는 자신을
“시골무지렁이”로 소개한다. 가세가 넉넉지 못해 외국이나

29

本人은 俗談으로 시골무지렁이올시다. 自初로 家勢가

경성에 공부하러 갈 처지가 못 되니 잡지 등을 열심히 보

넉넉치 못하야 우리 開闢 靑年讀者와 가티 外國이나

며 공부하고 있다며, 특히 『개벽』 잡지가 가장 우수하다

京城가튼대 가서 工夫할 處地가 못됩니다. 그러나 工

고 평하고 있기도 한다. 배우고 싶은 욕망을 『개벽』 잡지

2

夫갈 處地가 못된다고 사람인 以上에 어찌 知識慾까

를 통해 풀어가고 싶다는 것인데, 특히 이 독자는 『개벽』

기행문

1

지 업겟습니까. 힘자라는 대로는 講義錄이나 雜誌가

의 「독자교정란」 안에서 독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논쟁하

『개벽』 잡지 찬양 및 구독

11

튼 것은 어더도 보고 사서도 봅니다. 近日 우리 朝鮮

고 연구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힌다. 이처럼 당시 독자들은

희망사항, 요구

3

雜誌가 以前보다는 大端히 發展된 모양이나 그중 한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논쟁이나 토론을 『개벽』에서 진행

「독자교정란」에 대한 반응

3

갓 遺憾으로 생각하는 것은 個中에 某某雜誌의 그 內

하며 배움의 욕구를 해소하고자 했다.

『개벽』에 실린 글 비평

1

문예평

1

편집자

편집자 답

16

16

文인지 論文인지 分揀 못할 것이 만습니다. 이것은 아

기타

세태 비평

9

12

즉 우리 朝鮮知識程度가 좀 幼稚하여 그러하다고 하

개인사정

2

학술 지식 문답

1

『개벽』 관련

총계			

19

「독자교정란」, 『개벽』 6호(1920. 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容을 보면 무슨 論文 무슨 學術하는 것이 中學校 作

겟지마는 編輯當務者 諸氏로 좀 생각하여 보앗스면
조흘 듯 합니다. 愛讀者라고 廣告하는 것은 아니나
76

3) 「編輯餘談」, 『개벽』 4호, 1920. 9, 153쪽.
4) 「독자교정란」의 주제별 분류는 전은경, 「20년대 독자들의 “쓰기” 욕망과 『개벽』의 <독자란>」, 『현대소설연구』 39,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12, 297쪽 표 수정.
5) 京城 一學生, 「독자교정란」, 『개벽』 6호, 1920. 12, 105쪽.
6) 咸安 朴在範, 「독자교정란」, 『개벽』 6호, 1920. 12, 106-107쪽.
7) 천정환에 따르면, 『개벽』의 주향유층은 ‘엘리트적 독자층’이었다고 한다. 엘리트 독자층은 신문학의 순문예작품, 외국문학, 신문, 잡지, 학술지 등의 전문잡지나
종합지를 구독하는 독자층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독자층들은 특히 문예 작품에 대한 욕구가 상당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천정환, 「주체로서의 근대적
대중독자의 형성과 전개」, 『독서연구』 13, 한국독서학회, 2005.6, 210-213쪽 참조).

48

49

이처럼 『개벽』은 학생, 또 학생이 아닌 일반 독자도 모

고 片紙 쪽 가튼 데다 亂筆雜書한 글은 더욱이 보기

두 참여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어두었다. 또한 이러

도 難處한 곳이 만히 잇습니다. 그러한 것은 不得已

한 『개벽』의 전략은 독자들의 욕망과 연결되면서 더욱 시

沒書하는 수가 만히 잇스니 日後는 注意하셔서 原稿

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되었다.

紙에다 楷書하여 곳 알아 보기 쉽도록 하여 보내시
요, 또 한 가지 注意하실 일은 넘우 本文이 길면 그것

03

도 交正欄에 記載치 못할 理由가 생깁니다. 그것은

독자의 문학에 대한 욕망과 「독자문단」

이 狹小한 交正欄에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글만
쓰기 어려운 까닭이올시다.(記者答)9)

사실 『개벽』의 「독자교정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독자들이 잡지에 대한 평이나 요구 사항들을 가
볍게 언급할 수 있는 「독자통신」과, 독자들이 쓴 시나 소
설 등을 실을 수 있는 「문림(文林)」이라는 문예면으로 나
눌 수 있다.
처음 「독자교정란」이 개설된 『개벽』 5호에서는 「독자
통신」이 2면 6단, 「문림」이 3면 8단으로 구성되었다. 『개
벽』에 실린 다른 글들은 1면 전체가 1단 또는 2단 정도였
는데 반해, 「독자교정란」은 1면에 3단으로 구성되어 다
른 지면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싣고 있었다. 그리고 11호,

「독자교정란」, 『개벽』 7호(1921.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2호로 가면 「독자통신」은 점점 줄고 문예면이었던 「문
림」이 4면 12단, 5면 14단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그만

困難이 적지 아니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長篇의 傑作

큼 독자들의 투고, 특히 문예면에 대한 욕구가 컸음을 보

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아모쪼록

여준다.

短篇이고 또 洗鍊하여다 못한 줄 한귀라도 조흠글을
보내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또는 原稿用

交情*寄橋諸友에게 每號에 有限한 夏數로써 無限한

紙에 精書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다만 한줍의 글이라

諸友의 글을 다 못 울려 들임은 記者의 한 遺憾으로

도 여러분의 努力하신 것을 보면 그냥 버리고저 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本記者의 主旨로써는 될 수 잇

생각은 업스나 亂書한 것은 어찌 할 수 업습니다.(此

는대로 寄橋者 글 그대로 揭載하야 諸友의 압헤 *미

欄記者)8)

를 公開하야 感賞하는 이의 **과 成熟의 進路를 보이

北間島雪月生! 하신 말슴은 當然하나 有限한 讀者

게 하는 ***을 만들랴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글

交正欄으로 無限한 글을 다 記載하기는 좀 難處한

은 대게 長篇이 만하 交情欄으로써는 다 못 取扱에

일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原稿紙에 쓰지도 아니하

「독자교정란」, 『개벽』 8호(1921.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8) 此欄記者 , 「독자교정란」, 『개벽』 7호, 1921. 1, 123쪽.
9) 記者答, 「독자교정란」, 『개벽』 9호, 1921. 3,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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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독자교정란」 신설 후 독자들의 호응을 살펴본

한 작난은, 勿論 아니다. 넘우도 不意요 큰 不幸의 날

낌이 흐릅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허술했던

04

바대로, 독자들은 다양한 글을 「독자교정란」에 보내왔다.

카로운 槍 끄테, 찔린 나의 어린 心臟에 엇찌할 수 업

독자들의 글이 점점 수준 높은 글들로 채워지고 있었음을

‘현상문예’와 ‘신춘독자문예대모집’

문제는 투고하는 독자의 수에 비해 제공할 수 있는 지면

서, 느끼어 내뿜는 뜨거운 鮮血의 一條가 이것줄 알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한정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독

라. 이 短翰에서 어떠한 보기실흔 或은 어떠한 崇高한

「독자교정란」에서 「독자문단」으로 독자 문예면을 확장하

자의 글 대부분이 장편이라 한정된 지면에 수록하는 데

또는 憐憫의 或은 셜음의 느낌을 感할는지는 實로 나

고자 했던 『개벽』은 창간 1주년 기념으로 ‘현상문예’를 모

문제가 많았다. 어쩌면 『개벽』의 편집자들은 「독자교정란」

의 想像外이다. (중략)

집하기에 이른다.

에서 독자들이 짧은 글로 소통하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나는 君과 作別한 2, 3日 後에 어째 눈이 가려움을 感

그러나 이러한 편집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독자들은 문예

하기 始作하엿섯다. 처음에는 單히 疲勞로 爲하여 充

懸賞文 大募集

에 대한 욕망이 강했고, 이를 글쓰기의 형식으로 풀어놓고

血한 것이겟지 하고만 생각하엿다.(나는 그前에 視力의

흐르는 歲月이 덧업시 지나서 於焉間 우리 『開闢』 雜

자 했다.

過度의 使用으로 因하여 자조 눈을 알엇다.) 2, 3日을

誌가 世上에 出生한지 未久에 반가운 一週年을 맛게

긴 데다 정제되지 않고 난삽했던 독자들의 글은 어설

經過하여 次次 압흠이 甚하여저 第5日에는 單한 充血

됨니다 這間에 우리 文運과 한 가지 微力이나마 步調

플 뿐이어서 『개벽』의 편집진들의 고민도 만만치 않았을 것

아닌 줄을 알고 醫師에게 보엿다. 그러나 때는 벌서 느

를 가티하야 온 것은 愛讀者 여러분

으로 보인다. 위의 두 인용문도 바로 편집진들의 고충이 담

젓섯다. 施藥과 濕布와 醫師의 誠篤한 看護도 效力업

생각함이 계시려니와 우리 스스로 돌아볼지라도 그처

긴 답변이었다.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면서도, 긴

시 第7日쯤하야는 사람들의 來往하는 것이 마치 2, 3

럼 부 럼이 업다고 自信함니다. 그러나 우리 開闢社

장편을 실을 수 없는 지면의 한계와 독자 문예 수준의 한계

重의 寒冷紗를 隔하여 俳優의 動作을 보는 것 갓게 되

同員은 決코 이것으로 滿足히 생각하야 奮鬪와 努力

에 『개벽』의 편집진 역시 난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니 第10日詐에는 아모리 눈을 부비나 아모 것도 볼

을 回避치 아니할

수업시 되엇다. 아! 나는 여긔 이때에 내가 얼마나 설어

步로 最善의 方法을 使用하랴고 自盟하는 바이올시

하며 울엇슴을 길게 말하려 하지 안는다.11)

다. 弊社는 이 決心과 一週年紀念을 併祝하기 爲하

많이 실어달라는 독자의 요구와 실어주고 싶어도 지면
이 부족하다는 『개벽』 편집진의 실랑이는 「독자교정란」이라

셔도 얼마큼

만 아니라 時時刻刻으로 改良進

야 來 七月號에는 增大發刊할 豫定이올시다. 그 에

는 ‘소통’의 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개벽』 편집진
에게 자신의 시를 보내면서 비평이나 배움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독자들의 문예 중에는 매우 수려한 글도 있었

一大 異彩로 넓히 우리 半島의 隱逸한 論客과 文士를

독자들도 있었다. “기자 선생님, 저는 이번에 생전 처음으로

다. 다양한 시와 단편 산문의 등장으로 「독자교정란」은

世上에 紹介하기 爲하야 大懸賞文을 左記 條件에서

詩라고 하는 것을 써보앗습니다. 잘 되엇는지 못 되엇는지

점점 더 풍성해져갔다. 또한 이렇듯 독자들의 문예가 빗

募集하려 하오니 滿天下 愛讀諸位는 爭先應募하시기

비평하야 주시기”10) 바란다는 장소류라는 독자는 스스로

발치자, 『개벽』 12호에는 「독자교정란」의 문예란을 「독자

를 懇切히 바라옵나이다.12)

“소류(小流)”라는 호까지 만들어 투고하기도 했다.

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수정하여 내보내기도 했다. 「독자
문단」에 실린 위의 글은 “여사 조윤숙”이라는 독자가 보

나는 이제, 慟哭에도 疲勞한 精神을 가다듬어, 平生

낸 「失明者의 遺翰」라는 서간체 단편으로, 여주인공이 실

나를 잘 理解하여주던 君에게 (적어도 나는 그러케

명하게 된 상황과 이후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밋노라.)最後의 書簡을 부치노라. 그러나, 나는 구타

의 모습을 객관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문체로 담아내고 있

여 君의 憐情을 求하는 것은 아니다. 君의 和平하고

다. 이러한 글에 대해서 편집자인 기자 역시 “佳作이올시

幸福스러운 마음에 悲鬱의 魔雲을 띠워보자는 可憎

다. 失明者의 失望과 感情이 어린 가슴을 찌르는 덧한 느

창간 1주년 기념 ‘현상문예대모집’,
『개벽』 11호(1921. 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0) 겸이포 장소류, 「독자교정란」, 『개벽』 8호, 1921. 2, 106쪽.
11) 여사 조윤숙, 「실명자의 유한」, <독자교정란-독자문단>, 『개벽』 12호, 1921.6, 104-105쪽.
12) 「懸賞文大募集」, 『개벽』 11호, 1921. 5,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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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에 대한 독자들의 열정과 참여를 8개월간 체험한

□庶民的 文學時代□/文學的 趣味를 一般으로 普及

통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05

『개벽』 편집진은 1주년 기념으로 현상문예를 진행하게 된

하게 하며 新時代의 新進作家를 歡迎하기 爲하야

다. 이는 독자들의 문예에 대한 열의를 알기에 가능한 것

文藝라는 것이 人生의 感情 혹은 情緖를 純化시키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한자 대신 한글로 쓰는 것을 요건

이기도 했을 것이다. 편집진은 7월호를 일대 증편하여 우

데에, 큰 權力을 가젓다는 것보다도, 文藝는 人生生

으로 붙인 것은 그만큼 문예가 지식계급의 전유물이 아니

『개벽』은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독자들과 소

리 반도 내의 은일한 논객과 문사를 세상에 소개하겠다며

活에 確平한 根據를 두어가지고, 思想向上과 生活啓

라, 『개벽』 편집진의 말대로 서민들의 향유물로 누구나 누

통하는 공간을 넓혀가려 노력했다. 「독자교정란」이 중단

애독자들 모두 응모하라고 독려한다.

發에도 多大한 影響을 주는 時代는 왓다. 그런故로

릴 수 있도록 문예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된 후에는 “來號브터는 『편집실과 독자』라는 欄을 特設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조선문으로 적으라는 것도,

「자유통정(自由通情)」과 독자의 소리

文學은 智者들의 苦憫을 慰勞하려는 一部 혹 一圃의

하야, 編者와 讀者, 혹은 讀者와 讀者와의 의견교환을

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독자교정란」의 독자 문

轉用的 手段이 안이라 全民衆

는 全人類의 普通的

行햇스면 한다. 즉 여러분이 만히 써보낸다 하면 곳 시

예를 통해서 독자들의 글을 점검하며 『개벽』은 독자들의

文藝가 되여야겟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現今 文藝라

작할 것이다.”16)라며 새로운 독자란을 선보이는 광고를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문예에 대한 열정을 확인했

하는 것은 智識階級 一部의 짓인 外에는 一般으로는

낸다.

을 것이다. 또 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욕망을 ‘현상문예’라

文藝을 사랑할 줄도 몰으고, 理解할 줄도 몰낫다 이

이후 41호부터 「자유통정(自由通情)」이라는 독자란

는 제도를 통해서 확장시키고, 대중적 호응을 얻고자 했

에 비롯해서 우리 開闢은 할 수 잇는 대로 紙面을 犧

을 열게 되는데, “무엇이던지 써 보내시요. 自由通情 좀

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모에서는 논문, 소품문, 신시 단

牲하면서도, 一般으로 記者 諸氏의 文學的 趣味를

해봅시다.”17)라며 다양한 독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게

편, 소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집했다. 상금까지 제공되

增進케 하며

된다.

었으니, 자신의 글을 투고하고 싶었던 독자들에게는 좋은

練케 함으로써 朝鮮이 찾는 新進作家를 歡迎하기 爲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해서 二月號부터 紙面을 公開하겟으니 機會를 일치말

文藝篇을 늘녀주시오

고 原稿를 보내주시요.

宣川에서 自靑生

었다. 1주년 기념 ‘현상문대모집’, 4주년 기념 ‘소설·희곡 현

種別. 小說, 戱曲, 詩, 小品,

前號의 本欄엔가, 「不知何許人」의 소청중에 정치시

상모집’, 1925년 2월 ‘신춘독자문예대모집’, ‘5주년 기념 현

規程. 二十三字 二百五十行 以內

사에 관한 기사를 가입하고, 文藝篇을 주려달나고

상소설대모집’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특히 세 번째 시행

期日. 每月 十日 以內

한 말이 잇섯슴니다. 그 글은 참으로 안될 말이외다.

된 ‘신춘독자문예대모집’은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注意. 할 수 잇는 대로는 朝鮮文으로만 쓰고 漢字를

「開闢」에는 여태까지 文藝篇이 사실 빈약, (질보다도

한 현상문예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독자투고’와 본

적게 스며,

양에서)햇슴니다. 이에서 더 주리면 엇지 됨니까, 도

격적인 ‘현상문예’의 중간 형태”14)로서 일반 현상문예에 당

할 수 잇는 대로는 句節을

사실 ‘현상문예’에 일반인이 참여하여 당선되기란 상

실제로 『개벽』의 현상문예는 총 네 번에 걸쳐 진행되

13)

선되기는 어려운 독자들이 일반 독자투고보다는 수준 높

러서 讀者 諸氏의 創作的 才能을 熟

한 亂書하지 안키를 바람니다. 그러고

編者 曰 대체로 당신의 의견에 찬성함니다.18)

切 返還치 안이함니다

「자유통정」, 『개벽』 41호(1923. 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은 문예를 제출해 점검받을 수 있는 기회, 또 당선될 수 있
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로혀 늘녀주시오. 編者의 의견을 뭇슴니다.

여서 쓰시오 原稿는 一

15)

‘신춘독자문예대모집’은 『개벽』 독자문예란의 정점을
찍었다. “서민적 문학시대”라는 천명을 통해서 문예의 권위
를 낮추고자 했다. 즉 『개벽』은 문예를 지식계급의 일부만
누리는 것으로 치부되는 당대 사회에서 누구나 문예를 향
유하고 독자들의 창작적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예를

13) 『개벽』의 현상문예관련 상세한 내용은 최수일, 「『개벽』의 ‘현상문예’와 ‘신경향파 문학’」, 『상허학보』 20, 상허학회, 2007. 6, 41-77쪽 참조.
14) 최수일, 위의 논문, 52쪽.
15) 新春讀者文藝大募集, 『개벽』 55호, 1925. 1, 98쪽.
16) 「餘墨」, 『개벽』 39호, 1923. 9, 151쪽.
17) 「자유통정」, 『개벽』 41호, 1923. 11, 108쪽.
18) 宣川에서 自靑生, 「자유통정」, 『개벽』 43호, 1924. 1,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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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제 실시와 조선전도호 발행이 개벽사가 새롭게

행하기도 했다. 이에 더하여 어린이 교육에 대한 고민의 일

내세운 2대 계획이었다. 사우제 실시란 ‘민중’을 발견하고,

환으로 ‘조선고래동화모집’을 실시해 우리나라 전래 이야

이 민중을 새로운 조직으로 이끌어 그 힘을 사회개조로

기 수집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20) 또한 지면으로만 독

이어가려는 『개벽』의 운동이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조선

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선의 13도를 모두 돌

글·말·풍속을 토대로 진정한 조선 사정을 알고자 조선의

아다니며 지역특집을 계획하고 지방통신란을 통해 조선을

13도를 돌아다니며 취재해 조선전도호를 발행하고자 하

올바르게 이해하고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여 실천적 활

였다. “우리의 현재 형편이 엇더한 경우에 잇는 것을 알지

동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했다.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재료로 하고 조선을 구원한다 하

100년 전, 『개벽』은 이렇게 독자와 만났고, 이 새로운

겟습니까”라며, “개벽사에서는 현재의 조선 사정을 바로

독자와의 소통 전략은 『별건곤』 등 이후 대중 잡지에도 영

조사하기 위하야 조선을 13도에 논하가지고 13개월간에

향을 주며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개벽』

全道의 조사를 맛츠기로 착수하야 爲先 慶尙南道를 시작”

이 꿈꾸었던, 문화는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하는 것

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임을 보여준 소통의 세계였다. ◎

조선 13도를 13개월간 조사하며 지방통신란을 기획
한 것은 단순히 앉아서 계몽을 하자는 탁상공론이 아니
라 제대로 조선을 알고 ‘실천적 활동’으로 가기 위한 하나
의 전초전이었다. 그들은 기사를 실은 이후 다음 방문 지
역을 미리 통보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는 사회의 여러 문
제의 원인과 경향,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바와
같은 실질적인 자료를 미리 얻기 위함이었다.
「자유통정」, 『개벽』 43호(1924.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또한 기자들이 직접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역의 상
황을 보고 느낀 점을 글로 싣고, 이를 통해 각 지역의 독
자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자유통정」에는 전국 다양한 지역에서 독자들의 투고

뜻이 어대 잇느냐 하면 조선 사람은 먼저 조선사람의

이처럼 『개벽』은 종합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

가 이어졌다. 사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독자들의 투고가

사정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사람이라 하

고 있었다. 「독자교정란」과 「자유통정」 등을 통해 독자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개벽』의 지역 정책에서 그 이유를

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조선에 나서 조선글을 알

의 직접적인 소통을 꾀하기도 하고, 독자들의 문예 욕구와

찾을 수 있다. 『개벽』은 33호에서 2대 계획을 내놓는다.

고 조선말을 알고 조선풍속을 아는 까닭임니다. 그

문학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현상문예’를 네 차례에 걸쳐 진

러나 그것뿐으로는 완전한 조선사람이 못 됩니다. 나
개벽에서는 社友制 실시와 共히 朝鮮全道號를 발행

아가 조선사정을 알어야 정말 조선사람다운 조선사

하기로 시작하엿나니 개벽사가 모든 精神及物質的

람이 될 것임니다. 조선사람으로 완전한 조선사람이

난관을 돌파하고 이 空前의 대사업을 시작한 것이 그

되기 위하야 이 道號를 발행하게 된 것이올시다.19)

19) 「우리의 二大宣言을」, 『개벽』 33호, 1923. 3, 5쪽.
20) 『개벽』에서 진행한 ‘고래동화현상모집’에 총 150여 편의 동화가 모집되었다고 한다(장정희, 「1920년대 개벽사의 ‘조선동화’ 전승과 동화화 양상」, 『한국민족문화』 7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5, 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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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제 - 기획취재

탄압 속에서
꽃을 피운
개벽사 잡지들

『개벽』 뒤를 이어      
창간한      
시사 종합잡지      

1919년 3·1운동은 세계는 물론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겨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다. 독립을

『개벽』의 강제 폐간 이후 개벽사가 발행한 두 번째 시사 종

당대 지식인들의 평론을 전면에 배치했던 『혜성』은 대상층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일본은 이때의 충격으로 식민지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에 이른다.

합잡지로 1931년 3월 1일 창간해 1932년 4월까지 통권 13

이 지식층이었던 탓에 대중적인 요소는 다소 적었다. 개벽

기존의 무단 통치 대신 문화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 신문·잡지의 발행권 허가도 이때

호가 나왔다. “핼리 혜성과 같이 지구를 깨뜨리지는” 않지

사는 이를 개선해 독자층을 대중 전체로 넓힌 시사 종합

이루어졌다. 새로운 식민지 정책에 불과했지만 그 덕에 많은 신문과 잡지들이 창간하고 발행을

만 그 대신 “당당한 언론의 권위로 이 세상에 완고몽매하

잡지 『제일선』을 1932년 5월 창간해 1933년 3월까지 통권

시작했다. 개벽사의 잡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 부패추악한 사람의 두뇌를 깨뜨리겠다”는 기획의도에

10호를 발행했다. 『제일선』은 지식의 통속화, 취미란·문예

글 노윤영 플러스81스튜디오스  

서 알 수 있듯 『혜성』은 『개벽』의 뒤를 이어 ‘선각적 인텔리

란 확장, 화보·삽화 분량 증설 등을 통해 ‘문화의 계몽과

겐치아(Intelligentsia)의 동무’가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향상, 문예의 진흥’을 대중적으로 전달했다. 시각 효과를

출발선에 섰다. 『개벽』과 가장 큰 차별점은 정론(政論) 성

극대화하고자 판형도 기존 국판(21cm×14.8cm)에서 46

격을 한껏 강화했다는 데 있다.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

배판(25.7cm×18.8cm)으로 바꾸었고 전체 잡지 편집 방

던 인사들의 평론을 전면에 배치하고 「혜성논단」을 상시

향 또한 ‘대중 취향’에 맞추어 진행됐다.

혜성 1931.3.1.~1932.4.15.

제일선 1932.5.20.~1933.3.15.

운영하는가 하면, 정치·경제·시사 관련 특집 논문을 지속
적으로 수록하며 잡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개벽사의      
탄생      
개벽사는 1919년 9월 2일 창립한 천도교청년회 교리강연
부의 편술(編述)부 사업에서 출발한 단체이다. 편술부의
당초 의도는 천도교리의 연구·선전에 주력하기 위함이었다
고 하나, 실제 펴낸 잡지들은 종교보다는 ‘대중’에 방점을
찍은 채 출간됐고 그만큼 다양한 대중의 호응을 받았다.
시사 종합잡지였던 『개벽』은 1920년 6월 1일 발행허가 지
령을 교부받고 1920년 6월 25일 대중과 처음 만났다. 이
후 개벽사에서는 폐간과 복간을 거듭하며 1940년대까지
『개벽』 포함 9종의 잡지를 간행했다.

사진 한국서지학회 제공

개벽사의 두 번째 시사 종합잡지 『혜성』 창간호(1931.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혜성』보다 대중성을 강화한 『제일선』 2호(1932. 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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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치가 혼재했던      
과도기 시절의      
여성 잡지      
부인 1922.6.1.~ 1923.8.10.

신여성 1923.9.1.~1934.6.1.

1922년 6월 ‘지식 없는 가정부인들을 계몽해 그들을 현모

개벽사가 세상에 내놓은 두 번째 여성 잡지는 『부인』 폐간

양처의 길로 계도한다’는 포부 아래 창간해 1923년 8월까

다음 달(1923년 9월)에 창간한 『신여성』으로 교양과 계몽

지 통권 14호를 발행한 여성 잡지이다. 논설보다는 생활

을 촉구하는 논문과 시, 소설, 수필, 생활기사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를 주로 실었고 국문체 위주로 쉽게

근대 신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이슈를 두루 담아냈

서술했다. 부인의 도리, 남편 잘 섬기기, 완벽한 살림살이,

다. 아기를 업은 여인과 단발의 신여성 등 다양한 여인 채

아이들 잘 키우기 등 주로 현모양처가 되는 데 필요한 내

색화를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새롭게

용이 주를 이루었고 삽화나 사진 자료가 많이 쓰였다. 남

변화하는 현대성과 대중적인 전통 이미지를 종합하려는

성 필자들이 글을 썼는데 주로 ‘남성들이 바라는 여성상’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을 제시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한계를 보였다. 편집진의 기

또 ‘계몽성과 대중성의 접합’이라는 원칙하에 정론 잡

대와 달리 주 독자는 주부나 구여성이 아닌 젊은 신여성

지와 정보 오락 잡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논의와

들이었으며, 그들이 잡지 논조에 불만을 드러내고 개선을

시평, 화보, 독자논단, 취미기사, 창작란, 설문 등으로 구

요구하자 개벽사는 1923년 8월 『부인』을 폐간하고 개선책

성되었으며 이 중 설문과 독자논단은 『신여성』을 사회적

을 내놓는다.

논의의 장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설문의 경
우 1920년대 중반까지는 여학생 관련 주제를 다루다가
그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성과 결혼 문제, 신가
정의 이상과 바람직한 부부관계에 대한 논의들로 중심을
옮겨갔다. 일제강점기 시절 여성들은 기존의 여성관과 근
대적 학교 교육 및 일본 유학 등을 통해 새로 습득한 ‘신여
성’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신여성』은
새로운 여성의 위상과 이미지를 둘러싼 담론의 장이었으며
신여자·모던걸 등 당대의 이념적 요구와 대중적 호기심, 그
리고 여성의 주체성이 교차하는 논의의 장이었다. 1934년
6월까지 통권 71호를 발행했다.  

『신여성』은 새로운 여성의
위상과 이미지를 둘러싼
담론의 장이 되며 인기를
모았다.
『신여성』 제6권 제5호
(1932. 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부인』은 개벽사의 첫 여성 잡지였으나
시대착오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14호를
끝으로 폐간했다. 『부인』 창간호(1922. 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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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중학생 전문 잡지로 통권 18호를 펴냈다.
『학생』 4호(1929. 7)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아이들에게      
민족정신을 말해준      
아동 및 청소년 잡지      
어린이 1923.3.20.~1949.12.1.

학생 1929.3.1.~1930.11.10.

1923년 3월 창간해 1934년 7월까지 발행했고, 해방 후

1929년 3월 창간한 중학생 전문 잡지로 1930년 11월까지

1948년 5월 복간해 1949년 12월까지 통권 137호를 발행

통권 18호를 냈다. 필진으로는 당시 중고등학교 관련 교

한 아동 전문 잡지이다. 1호부터 30호까지 편집인 겸 발

육계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시기에 따라 적절한 내용의 기

행인은 김옥빈이었고, 이후 방정환이 31호부터 86호까지

사를 수집 및 편집하여 수록했다. 각계 유명인사의 학생시

맡았다. 아동문학과 담화, 그림, 교양지식, 독자란 등으

절과 같은 읽을거리는 물론 음악가 김영환, 소설가 염상섭,

로 구성했으며 매년 창간 기념일을 맞이해 특별기획과 선

체육인 서상천, 미술가 김주경 등 외국 유학을 경험한 필

물을 마련했다. 주요 필진은 방정환, 손진태, 윤극영 등 색

자들의 에세이도 수록했다. 더불어 대원군이 소문난 ‘오입

동회 회원과 이광수, 이은상, 피천득, 마해송, 주요섭, 박화

쟁이’였다는 식의 야사도 실었는데 이는 17~18세, 20세 이

성, 이태준, 이무영, 심훈, 오장환, 주요한, 채만식 등 문학

상 등 당시 중학생의 연령대가 높았기 때문이다. 잡지 특

예술계 주요 필자들로 구성된 만큼 화려했는데 여기에 조

성상 깊은 내용의 학술 논문이 실리지는 않았으나 종래에

선 각지의 소년문사들도 참여했다. 『어린이』는 단순히 어

보기 드물게 내용이 충실했던 학생 잡지이다.

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잡지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민
족정신을 심어주면서 일제를 왜 미워해야 하고 물리쳐야
하는지 가르쳐주었고 그 때문에 삭제와 압수, 발매 금지,
편집자 구금 등의 탄압을 받다가 경영난에 빠져 폐간했다.
『어린이』는 당대 문학가이자 혁명적 교육사상가였던 방정
환과 색동회 회원, 개벽사의 걸출한 필진, 소년문사들이
서로 소통하며 만들어낸 근대 아동문학·문화사 대표 잡
지로 손꼽힌다.

방정환이 중심이 됐던 『어린이』는 당대 최고의
필자들과 조선 각지의 소년문사들이 첨여해
소통하며 만들어냈다. 『어린이』 62호(1929. 1)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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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잣거리의      
생기를 담은      
대중 친화 잡지      

새 시대를      
꿈꾸었던      
개벽사      
신경제 1932.5.~1933.6.

별건곤 1926.11.1.~1934.8.1.

일제강점기 당시 사람들에게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이름
을 잃었다는 의미, 자신을 잃었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했

1926년 11월 1일자로 창간한 『별건곤』은 대중 잡지를 표

1932년 5월 발행해 1933년 6월까지 통권 10호까지 발행

방하며 1934년 8월까지 통권 74호를 펴냈다. 발행 후 3

한 대중 경제 잡지로 현재 보존된 잡지는 없고 다만 당시

일 만에 절판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인기를 모은 『별건곤』

광고 지면만이 남아 있다.

은 『개벽』과 달리 시와 소설, 수필, 논설, 풍자, 르포, 수기,

“좋고 낮은 것은 고사하고 옷 입고 밥 먹는 사람이거

만화, 기담과 괴담, 설문 등 취미와 실익을 두루 갖춘 내

든, 어느 계급 어느 사람이고 다 같이 와서 이 『신경제』를

용을 담았다. 당시 『별건곤』의 정체성이 잘 담긴 특색 있는

읽어보라. 창간호 200만 부를 발행하여 개벽사 발행 4대

기사로는 「대경성 백주 암행기」와 「대경성 암야 탐사기」가

잡지 독자에게 무료 배부하고, 나머지 100만 부를 뜻있는

손꼽힌다. 서울의 불특정 지역을 정해진 시간 동안 탐방

조선 동무에게 그저 드릴 작정이다.”

하며 당시 서울의 풍경을 생생하게 기록한 글로 독자들의

광고에는 200만 부 발행이라고 적혀 있으나 후대 사

호응을 얻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을 탐방하던 어느 날

람들은 다소 과장된 내용으로 평가하고 있다. 양도 그렇

에는 대부업자로 일하며 큰 부를 쌓았던 임종상의 으리으

지만 당시 인쇄소는 활판기로 찍어야 했기에 책으로 내기

리한 집을 마주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던 탓이다. 「잠사(蠶絲)와 면화(棉

“임 부잣집! 이크 말도 말아라. 서에는 윤대가리, 중

花)의 공동판매시비론」. 「금시세는 왜 안 올라가나?」, 「화

앙에는 민 대감, 동에는 임 부자 이것은 서울 하고도 고명

폐가치의 저락」, 「빈농을 구제하라」, 「조선은행을 왜 폐지

한 삼대가이다. 실로 아방궁 이상이니, 외견상으로는 감

하려나?」, 「저리자금은 얼마?」, 「동화백화점의 요모조모」

히 개구(開口)도 못하겠다(감히 구체적으로 나열도 못 할

등의 글 제목을 보면 경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를 폭

정도다). 입만 딱 벌리고 ‘아구~ 굉장도 하구나’ 할 뿐이

넓게 취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고유한 이름’을 되찾고자 각기 자
신의 방식으로 행동에 나섰다. 개벽사는 『개벽』을 비롯한
9종의 잡지를 통해 자신들의 온전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시대를 꿈꾸었다. 무수한 탄압 속에서도 굳세게
살아남으며 꽃을 피워 우리 민중의 든든한 횃불이 되었다.
더불어 개벽사가 시사와 여성, 아동 및 청소년, 경제 등 다
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한국 잡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음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다. ◎

다.”(「대경성 백주 암행기」, 『별건곤』 제2호, 1926년 12월)
1930년대 들어서는 독자 확보 경쟁이 벌어지며 ‘에로
그로 넌센스’(당시 일본에서 유행했던 풍조로 선정적이고
엽기적이고 웃긴 글)성의 기사들이 늘어나기도 했다.

『별건곤』은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대중
잡지였다. 『별건곤』 창간호(1926. 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대중 경제 잡지를 표방했던 『신경제』는 통권
10호까지 발행했으나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없다.
『신여성』 제6권 제5호 101쪽에 실린 『신경제』 광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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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사 잡지의
발행 기록
개벽사는 1920년 『개벽』을 시작으로
총 9종의 잡지를 펴냈다. 『사랑의
선물』(1922), 『사회주의학설대요』(1925),
『중국단편소설집』(1929) 등의 단행본을
펴내기도 했으나 주 업무는 잡지였다.
시사와 문화, 어린이,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 개벽사 잡지의 발행 기록을 연도
기준으로 살펴봤다.

『개벽』 14호(1921. 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20~
1920년      
개벽 1~6호(1920년 6월 25일 창간)

1921년      

『어린이』 62호(1929.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부인』 창간호(1922. 6), 『학생』 제2권 제3호(1930. 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25~
1924년      

1926년      

1930년      

1935~

1946~1949년      
개벽 77~85호

개벽 43~54호

개벽 65~72호

별건곤 25~35호

별건곤 59~68호

별건곤 1~2호(1926년 11월 1일 창간)

어린이 71~80호

신여성 55~66호

어린이 12~23호

신여성 22~31호

학생 9~18호

어린이 104~115호

1948~1949년      

제일선 8~10호

어린이 123~137호

1925년      

어린이 36~46호

1931년      

신경제 7~10호

1927년      

별건곤 36~46호

개벽 19~30호

신여성 12~21호

별건곤 3~10호

신여성 32~42호

1934년      

부인 1~6호(1922년 6월 1일 창간)

어린이 24~35호

어린이 47~54호

어린이 81~91호

개벽 73~74호

1928년      

개벽 31~42호

별건곤 11~17호

부인 7~14호

어린이 55~61호

어린이 1~11호(1923년 3월 20일 창간)
신여성 1~2호(1923년 9월 1일 창간)

1945~

1933년      

개벽 55~64호

1923년      

『어린이』 123호(1948. 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신여성 3~11호

개벽 7~18호

1922년      

1930~

『별건곤』 제2호(1926. 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혜성 1~9호(1931년 3월 1일 창간)

1932년      

어린이 116~121호

별건곤 47~58호

1935년      

1929년      

신여성 43~54호

별건곤 18~24호

어린이 92~103호

어린이 62~70호

혜성 10~13호

학생 1~8호(1929년 3월 1일 창간)

별건곤 69~74호
신여성 67~71호

제일선 1~7호(1932년 5월 20일 창간)
신경제 1~6호(1932년 5월 창간)

개벽 75~76호
어린이 122호

※ 참고 자료
강진호 외 해제, 『한국근대문학 해제집 Ⅱ, Ⅲ, Ⅳ』,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정보센터, 2016~2018.
정용서, 「개벽사 잡지 발행과 편집진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3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현암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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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제 - 작품 감상

상설주제
정본 탐색

‘복고’와 ‘모던’의 전장 『사슴』
김종훈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소장자료 소개

마해송의 『토끼와 원숭이』
이현주 / 플러스81스튜디오스

새롭게 보는 근대문학

이 사나운 곳에서
김명순의 「분신」, 「유리관 속에」, 「유언」
오은 / 시인

사진: 대구문학관 제공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개벽』 70호(1926. 6)에 실린 이상화(1906~1943)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잡지를 발간하던 개벽사는 검열을 보내기 전 인쇄본 일부를 독자에게 먼저 발송하곤 했다.
덕분에 엄격한 검열이 이루어지던 당시 이 시가 실린 『개벽』 이 아직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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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주제 - 정본 탐색

‘복고’와 ‘모던’의 전장
『사슴』

이 실린 『정지용시집(鄭芝溶詩集)』이 1원 20전, 1936년 발간된 김기림의 『기상도(氣象圖)』가
50전이다. 김영랑, 정지용, 김기림은 이미 그 당시 시단과 독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시인
이었다. 명성, 분량, 가격 등 『사슴』은 주목을 받기에는 불리한 점 투성이었다. 그러나 『사슴』
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조금 뒤로 미
루고 우선 시집의 외형을 계속 살펴보자. 필자가 소장한 백석의 『사슴』은 80주년 기념으로

글 김종훈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2016년 서정시학에서 발간한 800부 한정판 중 한 권이다. 내용은 복각본이라 그대로 보존되
었으나, 외형은 원본과 다르다. 부득이하게 외형에 대한 설명은 10권 정도 남아 있는 원본 중
한 권을 소장한 분의 회고로 갈음한다.     

필자 소장 『사슴』은 가로 16.8cm, 세로 21.2cm에 두께가 1.3cm로 비교적 큰 시집에 속
한다. 표지는 색이 상당히 바뀌었지만 원래 흰색 태지로 하드커버를 한 양장본으로, 그
림이나 제목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책등에 “사슴 白石”이라고 인쇄된 가로
1.2cm 세로 7.6cm의 별지가 백석 시집 『사슴』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식이다. 이로 볼 때
원래 『사슴』에는 소프트 커버나 더스티 케이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남아있
는 책 중에는 소프트 커버나 더스티 케이스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윤곤강의 『만가』나 박세영의 『산제비』, 임화의 『현해탄』 등에 비쳐 볼 때 가능하다
하겠다.
표지와 본책 사이에는 앞뒤 모두 흰색 모조로 된 면지(필자 소장본은 여기에 백석이 친필
로 시인 주요한에게 증정하는 자필서명이 있음)가 있고, 이어 “白石 詩集 사슴”이라고 쓴
속표지, 目次(6쪽), 시 본문의 순으로 되어 있다.

『사슴』 초판본(1936,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

- 신연수, 「이 시대 최고 시집 백석의 사슴」, 『근대서지』 6, 근대서지학회, 2012, 717쪽.

백석(1912~1995)의 『사슴』은 1936년 1월 출간되었다. 같은 평안북도 정주 출신 금광왕이자

인용문의 필자는 양장본뿐만 아니라 보급형 출간을 추정하고 있으나 위에 언급된 대로

곧 조선일보 사주가 되는 방응모의 장학금을 받고 일본 도쿄의 아오야마(靑山) 학원에 유학

남아 있는 물증이 없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추정을 왜 했을까. 당대의 관례를 제시하고 있으

을 다녀온 뒤 조선일보 계열사의 잡지 『조광(朝光)』에서 일을 이어가고 있을 때였다. 1930년

나, 앞서 언급한 대로 처음부터 관례를 고려하지 않은 듯한 『사슴』의 출간 방식을 염두에 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하기는 하였으나 그 장르는 소설이었으니, 시인으로는 그렇게 명성

면 다른 추정도 가능할 것이다. 여러 여건상 출간 이후 예측하기 힘들었던 뜨거운 반응 때문

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실제로 시의 경우 『조선일보』 1935년 8월 30일 자에 「정주성(定州城)」

에 소장한 필자까지 다른 형태의 보급형 시집의 존재를 추정하지 않았나 싶다. 어쨌건 실물은

을 발표하고, 그해 11월 5편, 12월 3편을 『조광』에 실은 것이 이력의 전부였다. 한 달 뒤인 이

다른 여느 시집보다 크고 고급스럽고 속지 또한 겹장으로 접어 외형의 품격을 높였다.

듬해 1월 『사슴』이 발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시인으로서의 명성은 크지 않았다고 판단하
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시집의 구성은 널리 알려진 대로이다. 24편은 네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이미 수 편을 『조
광』지에 발표했으니 새로운 시편의 비율은 그만큼 적어진다. 편의상 네 부분을 ‘부’로 부르자.

100부 한정판 『사슴』은 양장본으로 가격은 2원이었다. 그리고 총 24편의 시가 거기에 수

첫 번째 부, 1부의 제목은 ‘얼럭소새끼의영각’(6편)이고 2부의 제목은 ‘돌덜구의물’(9편), 3부의

록되었다. 1935년 53편을 수록하며 발간된 『영랑시집(永郎詩集)』의 가격이 일 원이고, 87편

제목은 ‘노루’(9편), 4부의 제목은 ‘국수당넘어’(9편)이다. 백석의 대표시 몇 편을 소개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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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랑집」, 「여우난곬族」, 「고방」, 「모닥불」, 「고야(古夜)」는 1부에, 「여승(女僧)」, 「수라(修羅)」

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사이

는 3부에, 「통영(統營)」, 「정주성(定州城)」, 「여우난곬」, 「삼방(三防)」은 4부에 수록되었다. 특

에 서럽거나 슬픈 감정을 자연

이한 것은 시집 제목인 ‘사슴’이 시집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사슴’은 그의 후기 대표시

스럽게 노출하는 시인의 솜씨

「북방에서」의 “사슴을 배반하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를 엿볼 수 있는 것 또한 여기
에 덧붙여 확인할 수 있는 백석
의 시적 개성이다.

2

이 시가 지닌 매력의 정수
는 화자의 이중성일 것이다. 거

시 본문만 69쪽에 달하는 『사슴』은 시 낱낱의 제목이 환기하듯 도시보다는 시골, 현재보다

미 가족에 연민의 정을 드러내

는 회고의 정서를 담은 소위 복고풍의 성격이 짙다. 대표시 중 한 편을 보자. 「수라(修羅)」는

는 동시에 그들이 비극적 운명

3부에 수록된 시이다. 제목은 불교에서 ‘아수라’의 준말로 싸움을 잘하는 귀신, 또는 그것들

을 짊어지게 한 장본인이 화자

이 모여 사는 곳을 뜻한다. 백석의 시에서는 후자의 뜻에 가까운데, 여기에 덧붙일 것이 있다

다. 독자는 이 모순된 슬픔의

면 이들이 사는 세상이 불교의 6도 중 하나로 윤회의 과정을 환기한다는 것이다.   

감정의 간격에서 여러 의미를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중성의 감정을 맛보기 위한 독해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평북 방언으로 되어 있는 말은 시집의 대중

이렇게해서 아린가슴이 싹기도전이다

성을 약하게 하는 요인이다. 좋은 작품은 눈 밝은 누군가에게 끝내 발굴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데서 좁쌀알만한 알에서 가제깨인듯한 발이 채 서지도못한 무척적은 새끼거미가 이번

그 ‘누군가’는 난해한 작품일수록 후대의 전문 독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슴』은 진입

엔 큰거미없어진곧으로와서 아물걸인다

장벽이 높으면서도 즉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듯하다

시인과 주위 사람의 노력은 『사슴』을 널리 알리게 한 원동력이었다. 먼저 『사슴』 이전에

내손에 올으기라도하라고 나는손을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작은것은 나를 무서

시들을 발표한 지면을 다시 떠올려 보자. 『조선일보』와 『조광』은 그의 직장이었다. 『사슴』에

우이 달어나벌이며 나를서럽게한다

주목해 보자. 시집이 발간한 직후, 1월 29일 서울 태서관에서 개최된 출판기념회 발기인은 안

나는 이작은것을 이 보드러운종이에받어 또 문밖으로벌이며

석영, 함대훈, 홍기문, 김규택, 이원조, 이갑섭, 문동표, 김해균, 신현중, 허준, 김기림 등 11명

이것의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이것의걱정을하며있다가 쉬이 만나기나했으면 좋으련만

이다. 안석영은 영화감독·배우·미술가로 토월회, 카프 창립회원이자 『조선일보』 출판부 주임

하고

이었고, 함대훈은 소설가이자 『조선일보』 기자, 벽초 홍명희의 장남이었던 홍기문은 『조선일

버한다

보』 학예부장이자 『조광』 주간, 김규택은 『조선일보』 등에서 활동한 삽화가이다. 이원조는
- 백석, 「修羅」 부분

문학평론가이자 『조선일보』 기자, 경성제대 출신인 이갑섭도 『조선일보』 기자, 백석과 마찬가
지로 『조선일보』 장학금을 받고 동경에 유학한 문일평의 큰아들 문동표 또한 『조선일보』 기

인용시의 생략한 앞부분에는 차가운 밤 방바닥에 들어온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아무 생

자, 김해균은 신현중의 친구였으며 신현중은 「통영」 시편을 낳게 한 주역 중 한 명으로 백석

각 없이 쓸어버린 뒤에 일어난 화자의 행위와 감상이 적혀 있다. 그는 어느새 쓸어버린 자리

에게는 연적이자 직장 동료이자 친구이다. 그리고 허준은 소설가이자 『조선일보』 기자이면

에 큰 거미가 온 것을 발견하고 “가슴이 짜릿”해 하며 새끼 있는 곳에 있으라고 차가운 밖에

서 동시에 백석이 유랑할 때 그의 시편을 받아 지면에 발표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대부분 백

그것을 버린다. 인용한 부분은 다음 부분이다. 아주 작은 새끼 거미가 들어와 결국 그것까

석의 직장 상사이자 동료였다. 이들은 『사슴』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백석은 시

지 가족들이 있는 ‘문밖’으로 버리며 이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재회를 기원하고 그러다가 슬퍼

집이 발간된 해 5월 『조선일보』를 나와 멀리 신의주 영생고보 교사로 취직한다. 교사 생활은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사슴』의 전체적인 평가에 인용시 해석을 맞추자면 ‘어니젠가’나 ‘가

길지 않았다. 다시 『조선일보』에서 만든 『여성』지 편집을 맡았으나 이 일도 맡은 지 오래 되

제’ 등의 평북 방언이 쓰이고 있으며 가족 등의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감지된다. 서

지 않아 작파하고 그는 북방으로 다시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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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고 상반된 평이 이어져 나왔다. 또한 그의 평은 후대 연구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사슴』
에 대한 ‘모더니티’가 후대에 이르러 등장한 것이 아니라 당대에 즉각적인 반응 중 하나였다는

백석이 유랑 생활을 한 것의 원인을 그의 유랑벽에 두는 견해가 많다. 후기 시편에서 자신이

것을 김기림의 평은 증명한다.

어쩌지 못하는 힘 때문에 떠돌아다닌다는 시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틀린 추측은 아

비록 그가 『조선일보』를 그만둔 뒤에 나온 것들이지만 당대의 평을 살펴보자. 오장환은

닐 것이다. 『사슴』 발간과 관련하여 그 까닭을 하나 더 첨가해 보자. 시집 발간 이후의 여러

지금까지 회자되는 백석에 대한 혹평을 남겼다. 그의 말을 따르면 백석은 시인이 아니다. 『사

평이 즉각적으로 들렸다. 출간 기념회부터 평이 시작된 것인데, 그날 김기림은 자신의 기사를

슴』은 “외면적으로 형식의 난잡으로 나타나고 내면적으로 인식의 천박의 표시가 된다.” 이어

들고 왔다. 기사 제목은 「『사슴』을 안고」이다. 『사슴』에 대한 최초 평이었다. 김기림이 주목한

그는 “백석씨의 회상시는 갖은 사투리와 옛 이야기, 연중행사의 묵은 기억 등을 그것도 질서

것은 ‘모더니티’이다. 당연한 면도 있고 의외인 면도 있다. 김기림은 언제나 ‘모더니즘’ 비평가

도 없이 그저 곳간에 볏섬 쌓듯이 그저 구겨넣은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오장환, 「백석론」,

였기 때문에 어떤 시라도 ‘모던’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한 면이 이것이다. 그러

『풍림』, 1937. 4.; 『오장환 전집2 산문』, 솔, 2018, 91쪽)라며 쏘아붙였다. 과거와 결별하며 전

나 앞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방언과 애상과 공동체에 대한 동경이 가득한 『사슴』에서까

망을 모색하려 했던 오장환의 시적 개성을 염두에 두면 그의 혹평은 자기변호의 다른 표현이

지 ‘모던’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외이다. 김기림은 백석을 이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

었다.  

던 점, 공들인 책의 외형과 백석의 모던한 모습을 언급한 뒤 다음 문장을 남긴다.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집검불도 가락닢도 머리카
락도 헌겁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와장도 닭의 도 개털억도 타는 모닥불
백석은 우리를 충분히 애상적이게 만들 수 있는 세계를 주무르면서도 그것 속에 빠져서
어쩔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추태라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시인이다. 차라리 거의

재당도 초시도 門長늙은이도 더부살이아이도 새사위도 갖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

鐵石의 냉담에 필적하는 불발한 정신을 가지고 대상과 마주친다.

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땜쟁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그 점에 『사슴』은 그 외관의 철저한 향토취미에도 불구하고 주책없은 일련의 향토주의와
는 명료하게 구별되는 『모더니티』를 품고 있는 것이다.

모닥불은 어려서우리할아버지가 어미아비없는 서러운아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된
븐력사가있다

- 김기림, 「『사슴』을 안고-백석 시집 독후감-」, 『조선일보』 1936. 1. 29.; 『김기림 전집』. 심설당.
1989, 372-373쪽.

- 백석, 『모닥불』

의외인 점과 당연한 점에

「모닥불」은 ‘곳간에 볏섬 쌓듯이 구겨 넣은 말들’을 구현한 시 중 한 편일 것이다. 모닥불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을 것

타는 모든 것, 모닥불 주위에 모인 여러 사람이 병렬된 시의 형태는 오장환의 평가를 그럴듯하

이다. 소재나 감정 표현에서 충

게 만든다. 그러나 모닥불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한순간이나마 평등한 공동체라는 것을, 그

분히 ‘복고주의’라는 오해를 불

리고 그 공동체가 오장환을 비롯한 이들이 꿈꾸었던 좋은 세상의 단면이라는 것을 이 시는

러일으킬 수 있지만, 선을 넘지

또한 증명한다. 이어지는 박용철의 견해는 ‘슬픈 역사’를 주목한 결과일 것이다.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적절히

당대 김기림, 임화와 함께 기교주의 논쟁을 펼쳤던 박용철도 두 차례 백석의 시를 언급하

활용하여 모더니티를 보여주었

였다. 그에 따르면 토속어의 나열에만 주목하면 백석의 시집을 절반만 감상한 것이다. 센티

다는 평가이다. 그의 이 시평은

멘털의 감정을 경계하려는 듯 냉연하고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시인의 냉연한 포즈 뒤에

당대의 평을 불러일으키는 마

서 오히려 여미는 처치할 수 없는 안타까움까지를” 음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집의 반

중물 구실을 했다. 실제로 다

을 넘어 잃어버린다 할 것이다”(박용철, 「병자(丙子) 시단의 일년 성과」, 『박용철 전집』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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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하는 그답게 백석 시
의 정서에 주목하였다. 그는 같

윤동주가 백석의 『사슴』을 빌려 전편을 필사한 뒤 계속 읽었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은 지면에 다룬 『영랑시집』이나

윤동주가 소장한 또 다른 시집은 당대 문단의 주인이라고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유고 시집

『정지용시집』만큼 『사슴』을 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발문을 쓴 정지용의 『정지용 시집』이었다. 그 발문은 세상을 떠난

평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윤동주가 흠모했던 시인이라는 점을 기억한 지인의 부탁으로 성사된 것이었다. 백석의 시집도

혹평을 내리지도 않았다.

당대 문청들에게 정지용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여기는 것이 억측은 아닐 것이다.

기교주의 논쟁의 다른 주인

이후 『사슴』에 대한 평은 당대의 평을 계승한 것이었다. 토속어의 발굴과 원시 공동체에 대한

공인 임화 또한 간략하게 『사

향수에 대해 양 갈래로 나뉜 평은 그대로였다. 복고적이라서 시대정신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슴』을 언급했다. 오장환과 비슷

평도 있는 반면 공동체의 열망이 파편화되고 일률적인 근대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구현했다는

한 맥락이지만 그래도 감정적

평도 계승되었다. 새롭게 첨가된 점이 있다면 『사슴』 이후의 시편들과 연관성을 고려하며 유일

인 언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

한 시집 『사슴』의 좌표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았다. 임화에 따르면 “『사슴』은 분명히 우리 현대시의 분명한 새 영토지만 그것이 영역적인 의

백석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南新義州柳洞朴時逢方)」, 「흰 바

미 이상의 의의를 얼마나 가졌는가는 자못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임화, 「저회(低徊)하는

람벽이 있어」, 「북방(北方)에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등은 시집 발간 이후에 발표된 것

시정신」, 『동아일보』, 1938. 12. 23.) 시어의 발굴 면에서는 의의를 지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이다. 이와 같은 시편과 『사슴』이 단절되었다고 보거나, 『사슴』을 극복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

‘시정신’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은 편한 만큼 오류가 많은 감상 태도이다. 그의 시를 여전히 독자가 읽는 힘은 『사슴』과 이

당대의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슴』이 당대 문제

들 시편을 관류하는 특성에 있다.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의 정서를 「여승」에서 읽을 수 있으

시집이 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서 문단을 대표하는 이들도 그

며, 「흰 바람벽이 있어」의 ‘바람벽’을 「고사」의 ‘바람벽’과 관련 짓고, 「북방에서」 회고하는 고향

의 시집을 주목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학적 견해의 다양성이다. 소

과 「정주성」에서 대면하는 고향을 비교하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 드러나 있고 「통

위 모더니즘 비평가도, 서정성을 옹호하는 비평가도, 리얼리즘 비평가와 시인도 모두 백석의

영」에 감추어진 연애의 질감을 함께 감상할 때, 백석의 시 세계는 온전히 드러나는 한편 독자

『사슴』을 언급한다. 둘째는 리얼리즘 경향의 시인 비평가가 주로 백석의 『사슴』을 방언의 발굴

의 마음은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

에 한정하여 복고주의로 비판하는 반면, 서정성이나 모더니즘 쪽에서는 그의 냉연한 정서적

다. 백석이 여전히 시인에게 영감을 제공하고

거리에 주목하며 상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36년이라는 해의 특수성과 연관이 있다.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까닭도 『사슴』부터

1935년, 1936년은 한국 현대 시사에서 기념할 만한 해이다. 카프가 해체된 후 1935년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까지 그의 시력을 꿰

『정지용 시집』과 『영랑시집』이 발간되었고, 1936년 백석의 『사슴』이 상재되었다. 같은 해 「날

뚫으며 시대마다 새롭게 해석되는 시적 개성

개」를 발표한 이상은 『조선일보』에 「위독(危篤)」 연작을 마지막으로 발표했고 김기림은 창문

에 있을 것이다. ◎

사에서 『기상도』를 상재했다. 모더니즘이라 불리는 일군의 시도가 일정 부분 결실을 보였던
두 해였다. 당대의 시들은 모더니즘의 영역 안에서 이해되었고 『사슴』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런데 1937년, 38년의 발간 시집을 보자. 오장환의 『성벽』, 이용악의 『분수령』과 『낡은 집』, 임
화의 『현해탄』 등이 발간되었다. 결과적으로 카프 해체 이후 2, 3년 동안 리얼리즘 시는 암중
모색했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은 바로 앞 시기의 모더니즘 시편을 극복 대상으로
삼았다. 백석의 『사슴』은 이 맥락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리얼리즘
시는 정지용과 백석과 김기림을 극복하며 새로운 정신을 추구하려 했다.

76

77

상설주제 - 소장자료 소개

그림책과 만화책으로 고발한 제국주의

마해송의 『토끼와 원숭이』

『토끼와 원숭이』는 아동문학가이자 수필가인 마해송(馬海松, 1905~1966)이 쓴 동화로,
1931년 잡지 『어린이』(제9권 7호)에 처음 발표되었다. 애초 연재를 계획했지만 조선총독부
가 내용을 문제 삼아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가 해방 후 못다 한 이야기를 완성해 책
으로 펴냈다.

글 이현주 플러스81스튜디오스

먼저 세상에 나온 것은 동화책 『토끼와 원숭이』다. 운보 김기창(金基昶, 1913~2001)의
그림을 곁들여 1946년 펴낸 『토끼와 원숭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단행본 동화다. 14면으로
이루어진 얇은 그림책으로, 김기창 특유의 화려한 그림이 돋보인다. 『토끼와 원숭이』는 동
화책에 이어 만화책으로도 발간되었다. 시사만화 『코주부』로 유명한 김용환(金龍渙, 1912
～1998)이 그림을 그린 만화책 『토끼와 원숭이』는 국내 최초의 단행본 만화로 꼽힌다. 2013
년에는 등록문화재 제537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토끼와 원숭이』는 토끼 나라와 원숭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원숭이들이 토끼 나라
를 무력으로 습격해 원숭이 학교를 세우고, 원숭이 말을 가르치고 원숭이를 흉내 내게 한
다는 내용은 식민치하 조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동화 『토끼와 원숭이』, 김기창 그림, 자유신문사출판국,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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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나라는 뒤이어 뚱쇠(곰) 나라도 침략하지만 센이리(승냥이) 나라와 뚱쇠 나라
가 협공하여 원숭이 나라는 패망하게 된다. 이야기 중에서 가장 참혹스러운 부분은 어린
토끼들을 원숭이로 둔갑시키는 대목이다.

“하루는 ‘글방’에서 ‘선생’ 원숭이가 이런 말을 했다. “세상에 제일가는 짐승은 원숭이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제일가는 짐승이 되고 싶지 않으냐?” 그리고 토끼들은 한 마리씩
선생 방으로 불리어 들어갔다. 선생 방에는 큰 통에 검정 물을 가뜩 담아 놓고 토끼를
풍덩 넣었다. 털과 몸뚱이가 까맣게 되었다. 다음 선생은 큰 가위를 들고 토끼의 두 귀
를 바싹 잘라 버렸다.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 울고 있을 새도 없이 다음 선생은 얼굴과
응댕이를 ‘박박’ 면도질하고 다음 선생은 거기에 빨간 칠을 해주며 ‘떡’ 한 개를 주고 원
숭이는 세상에 제일가는 짐승이라고 외치라고 했다.”

이렇듯 『토끼와 원숭이』는 일제의 만행을 동물에 투영하여 고스란히 비판한다. 아이들
을 대상으로 한 우화라고는 하지만 생생한 상황 묘사와 국제 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예언
또한 담겨 있다. 『토끼와 원숭이』는 혼란했던 과거의 시대와 문화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
이다. ◎

만화 『토끼와 원숭이』, 김용환 그림,
청구문화사,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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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주제 - 새롭게 보는 근대문학

이 사나운 곳에서

김명순, 「분신」, 「유리관 속에」, 「유언」

당대의 중심에서 대표성을 부여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평가에 사사로움이나 그
릇됨이 개입하는 경우는 없었을까? 시대를 막론하고 ‘주요 문인’을 호명하고 발굴하는 작업
은 보통 기득권-남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비평과 출판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이들의 눈에
들지 않으면 주목받을 기회조차 얻기 힘든 셈이다. 당대의 유행과 조류 바깥에서 묵묵하게

글 오은 시인

썼던 작가들은 어쩔 도리 없이 ‘그 밖의 작가’가 되었다.
근대는 그렇게 ‘만들어진 시대’로 우리 앞에 놓인다. 근대 이전의 시대도 마찬가지다. 당
대의 눈이 잡아채지 못한 작가와 작품들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소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
다. 어떤 시대를 아무 의심 없이 수용하면 빙산은 결코 녹지 않을 테니 말이다. 만들어진 시
대를 들추고 헤집어보는 용기, 질문을 던지고 다른 방식을 상상해보는 태도가 이어지고 있어
실로 다행이다.

정세랑의 장편소설 『시선으로부터,』의 작가의 말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김명순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세계 여성 시인선: 슬픔에게 언어를 주자』(아티초크, 2016)를 통
해서였다. “훌륭한 인간이 되기를 원치 않으며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의 말

“나의 계보에 대해 종종 생각한다. 그것이 김동인이나 이상에게 있지 않고 김명순이나 나
혜석에게 있음을 깨닫는 몇 년이었다.”

을 접하는 순간, 그것은 가슴에 뜨겁게 맺혔다.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 훌륭한 인간이 되

이때껏 계보는 의례적으로 누군가에 의

기 위해 선취해야 할 조건처럼 다가오기도 했다. 함께 실려 있는 여섯 편의 시도 참 좋았음은

해 파악되고 호명되어왔다. 그러나 나만큼

물론이다. 나는 곧바로 『김명순 전집: 시·희곡』(현대문학, 2009)을 구입했다. 몰랐던 에너지를

내 문학에 대해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

마주할 때면 늘 그렇듯 두근거린다.

을 것이다. 정세랑의 저 문장은, 제아무리 어

이 시리즈의 이름은 ‘한국문학의 재발견 작고문인선집’인데, 책을 읽으며 절로 고개가 끄
덕여졌다. 기획 의도에 적힌 다음 문장을 읽을 때는 조금 부끄러워지고 말았다.
“문학사의 주류를 형성하는 일부 시인, 작가와 그들의 작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문
학적 유산들은 자칫 일실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학교에서 배운 문학에는 없는 이름들을, 지금껏 왜 한 번도 찾아보거나 들여다보려고 하
지 않았을까.

려운 시기에서도 어떻게든 피어나는 것에 대
해 생각하게 만들어준다. 김명순과 나혜석이
있었기에 스스로가 ‘지금-여기’의 여성에 대
해 기록할 수 있었음을 고백함으로써, 계보
라는 말이 환기하는 ‘연속성’의 중심으로 성
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뜻
하는 말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적다는 말은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다는 말도 된다. 누
가 그것을 숨겨왔을까. 아니, 왜 그것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빙산의 일각만이
후대에 전해져 내려왔을까. 왜 우리는 그것을 빙산의 전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까.
당대의 평가에서 배제된 이들은 후대에 의해서 재발견되지 않으면 잊힐 공산이 크다. 문학
사를 다룬 책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문장인 “이들 외에도 아무개, 다른 아무개, 또 다른 아
무개 등이 있었다”와 같은 문장에 이름을 올리면 다행일 정도니 말이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기타 등등’에서 반짝이는 돌들을 찾아내야 한다.

김명순, 「분신」, 『생명의 과실』,
한성도서주식회사, 192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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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김명순은 늘 어떤 것을 바라는 사람이었다. 바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현실에서
이룩하고자 한 사람이었다.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해 있던 당시의 문단에 발 들였을 때 그의

눈을 감으면

포부는 크고 높고 푸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푸름에 대한 그의 열망은 자주 좌절되었다. “겨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우 삼 년 기른 환상의 파랑새”가 “새파랗게 질려서 보”이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가

남빛 안개 속의 조약돌 길 위를

견지하고 있던 자유연애 사상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맹렬히 비난받았다. 작품을 비평받는

한 처녀 거지가 무엇을 찾는 듯이

대신, 그는 사생활을 비판받았다. “무엇을 찾는 듯이/ 앞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는 “한 처

앞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고

녀 거지”는 결국 매번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새파랗게 질려서 보인다.

김기진은 『신여성』에 발표한 「김명순 씨에 대한 공개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김명순의 출신
과 과거 이력을 가지고 매도하기에 이른다. “여성 특유의 애상주의”나 “연애 문학사류의 페인

내 머리를 돌리면

트칠”, 그리고 “히스테리”라는 표현을 한 문장 안에 다 담을 만큼 다분히 악의적이다. 특정 남

분명히 생각나는 일이 있다

성 작가의 여성관뿐 아니라 당시 여성으로서 글을 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하게 해

삼 년 전 가을의 흐린 아침이었다

주는 대목이다. 사생활이 작품을 읽는 잣대가 된다는 것은 여성 문학을 규방(閨房)에 가두

나는 학교에 가는 길가에서

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나를 향해 오는 그림자를 보았다

1939년 김동인은 『문장』에 소설 「김연실전」을 발표하며 김명순을 신랄하게 비난한다. 타

그리고 “어디를 가시오” 하는

락한 생활을 하다 파국을 맞이하는 김연실이라는 인물은 탄생 배경부터 김명순을 떠올리게

그 분명한 음성도 들었다.

만들기 충분하다. 다음 대목을 보자.
“그러나 이런 소문은 있건 말건 연실이는 환희와 만족의 절정에 올라섰다. 첫째 선각자

그러나 나는 멈추는 그의 발걸음을

였다. 둘째 여류 문학가였다. 셋째 자유연애의 선봉장이었다. 문학가가 되고 선각자가 되기

멈출 틈도 없이 쏜살과 같이

에 아직 일말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것이, 자유연애까지 획득하여 놓으니 인제는 티 없는

저의 앞을 말없이 걸어갔다

구슬이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풍자와 조롱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이 소설에는 조롱을 통한 자기만족감이 넘쳐난다.

겨우 삼 년 기른 환상의 파랑새를

신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희화화가 이루어지는데, 끝끝내 스스로를 직시하지 못하는 김연실의

그 길 너머로 울면서 놓았다.

무지(無知)가 그 중심에 위치해 있다. 선각자, 여류 문학가, 자유연애의 선봉장이라는 자아도
취에 빠진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는 의도는 빤하다 못해 추악하다. ‘그 자신’만 그렇게 생각함

하나 이 명상의 때에

을 강조하면서 주인공에게 칼끝을 겨누는 듯 보이지만, 편협한 쪽은 오히려 이 소설의 지은이

무슨 일로 옛 설움아 또 오는가

다.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고 믿는 그 좁음과 작음. 이 시대에는 남성의 자유분방함이 호방함

사람에게 상냥한 내가 아니었고

으로 포장될 때, 여성의 그것은 방탕함으로 취급되었다.

새를 머물러 둘 내 가슴이 아니었다

「분신」의 화자는 “삼 년 전 가을”의 어느 날을 떠올린다. 그날로부터 시작된 나의 여정은 외

가시 덩굴 같은 이 가슴속에서

로움과의 싸움이었다. “멈출 틈도 없”었고 “쏜살과 같이” 흘러가버렸다. “옛 설움”에 북받치고

옛 설움아 다시 내 몸을 상하게 말라!

만 나는 “다시 내 몸을 상하게 말라”고 당부한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 혼자서 뚫고 지나가야 하는 안개, 눈을 떠도 고통이고 눈을 감아도 공포
에 사로잡히는 날들… 김명순은 자신에게서 갈라져 나온 그때의 자신을 떠올리며 “겨우 삼 년
기른 환상의 파랑새를” 놓아준다. 더 이상의 싸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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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의 2연을 특히 좋아한다. “나를 향해 오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리고 “어디를 가시

유리관 속에

오” 하는/ 그 분명한 음성도 들었다.”라는 구절에는 그가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의 모
습이 잘 나타나 있다. 분신으로 짐작되는 그림자는 나에게 행선지를 묻지만, 나는 답하지 못

뵈는 듯 마는 듯한 설움 속에

한다. 답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에 발 들인 이상, 어디론가 부단히 가야 한다는 사

잡힌 목숨이 아직 남아서

실만은 분명히 안다. 어디를 가는지 모르면서 어디로 가기를 멈추지 않는 일을, 김명순은 시

오늘도 괴로움을 참았다

작한 것이다. 이때의 생생함과 분명함은 스스로가 나약해질 때마다 힘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작은 작은 것의 생명과 같이

파랑새를 품에 안고 있게 만들었을 것이다.

잡힌 몸이거든


이 설움 이 아픔은 무엇이냐

김명순은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등단한 최초의 여성이다. 나혜석, 김일엽과 함께 소

금단의 여인과 사랑하시든

위 ‘신여성 작가’로 불리며 시, 소설, 산문, 희곡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옛날의 왕자와 같이

했다.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기도 하고 두 편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는 등 배우로도 활동

유리관 속에서 춤추면 살 줄 믿고

했다. 어떻게든 길을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쓴 인생이었다. 그는 또한 보들레르(Charles Pierre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면

Baudelaire)의 작품을 번역하기도 했다. ‘전천후’라는 단어가 김명순에게 꼭 맞는 것이 아닐

재미나게 살 수 있다기에

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미덥지 않은 세상에 살아왔었다
지금 이 뵈는 듯 마는 듯한 설움 속에
생장(生葬)*되는 이 답답함을 어찌하랴
미련한 나! 미련한 나!
*목숨이 붙어 있는 생물을 산 채로 땅속에 묻음

현장에서 곧장 쓰이는 글이 있고, 한동안 묵혔다가 어느 날 겨우 시작되는 글이 있다. 전
자의 글이 시의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면, 후자의 글은 ‘응시’와 ‘반추’ 없이는 쓰이기 불가능
하다. 김명순의 소설이 전자의 성격이 짙다면, 그의 시는 후자의 방식으로 쓰인 것이 많다. 그
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응시하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잊지 않은 셈이
다. 그래서 김명순의 소설이 발산하는 자유분방함은 그의 시가 수렴하는 깊은 슬픔과 묘한
대비를 이룬다.    
「유리관 속에」는 지난날을 돌아보는 성격이 짙은 시다. 문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
고 표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사회에 가닿는 데는 실패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는커
녕 유리 천장만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신여성의 신(新)은 결국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사회는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것으로 파악했다. 신여성이라는 이유
로 불필요한 검열과 과도한 간섭에 시달려야만 했다.
대한민국과 일본, 자본가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등 20세기 전반기는 대립의 연속이었다.
김명순, 「유리관 속에」,『생명의 과실』, 한성도서주식회사, 192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김명순, 「유언」, 앞과 같은 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러나 이 대립은 식민 상황이 그렇듯 일방적인 구도로 전개되었다. 일본은 조선을 흡수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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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소식
고 했고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남성은 여성을 계몽해야 할 존재로
파악했고 이는 ‘평가’의 명분이 되어주었다. “뵈는 듯 마는 듯한 설움”은 그렇게 생겨났을 것이

근대문학 전시 리뷰  

다. “잡힌 목숨이 아직 남아서” 오늘도 살았지만, 잡힌 목숨이기에 삶을 내 뜻대로 이끌 수는

이재은 / 소설가

없었을 것이다. 이는 남성 위주의 문단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무수한 소문의 한복판
문학 행사

에 내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이기도 하다.
“유리관 속에서 춤추면 살 줄 믿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면/ 재미나게 살 수 있다기

“서울은 굉장하군”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
「방·탄 어린이, 새 시대를 열다 소파 방정환 탄생 120주년 특별전」
- 한국근대문학관

에/ 미덥지 않은 세상에 살아왔었다”라는 구절은 김명순의 인생을 그대로 관통한다. 유리관
은 기본적으로 투명하기에 쇼윈도에 가까운 공간이다. 그 속에서 나는 나를 끊임없이 연출
해야 한다. 이때 추는 춤은 자기표현의 그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여기에 있다’고 외치
는 아우성에 가깝다.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김명순이 원하던 것이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세상은 이조차도 용인하지 않았다.
생장(生長)하지 못하고 생장(生葬)되고 만 삶이라니, 살아 있는 상태로 땅속에 들어가는
기분을 감히 짐작하지도 못하겠다. 실제로 말년에 일본으로 건너간 김명순은 미친 듯이 거리
를 헤매다가 아오야마 정신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소설 21편, 시 107편, 희곡 3편, 수필과 평론 18편…. 김명순이 생전에 쓴 글의 숫자다.
사회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를 원했던 그를 끊임없이 속박했다. 「유언」은 김명순의 시들 중
가장 아픈 시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학대”라고 표현한다. “이 사나운 곳”에서 “이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나더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학대해 보아라”라고 으름장을 놓듯 말한다. 김
명순이 등단하고 100년이 넘게 지난 2020년, 여전히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고 이곳은 사납기
만 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이어받으려는 사람이 있는 한, 내일을 감히 희망해
도 좋을 것 같다.

유언
조선아 내가 너를 영결할 때
개천가에 고꾸라졌던지 들에 피 뽑았던지
죽은 시체에게라도 더 학대해 다오.
그래도 부족하거든

오은
2002년 『현대시』로 등단했다. 시집

이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나더라도

『호텔 타셀의 돼지들』,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학대해 보아라

『왼손은 마음이 아파』, 『나는

그러면 서로 미워하는 우리는 영영 작별된다

강남대학교 한영문화콘텐츠학과

이 사나운 곳아 사나운 곳아. ◎

분위기를 사랑해』, 『유에서 유』,
이름이 있었다』 등이 있다. 현재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숨은 꽃처럼 살아라 - 박용래 아카이브 특별전」
- 테미오래

「2020 부산 비엔날레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
- 부산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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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
나는 인천 사람이다. 사십여 년 전, 부모님은 낯선
서울에 도착했지만 수도에 정착하지 못하고 인천에
터를 잡았다. 인천과 서울 사이. 1899년 경인선 철도
개통 이래 두 도시는 시나브로 가까워졌지만 심리적
거리는 사람마다 달랐다. 나와 내 친구들에게는 서울이

“서울은
굉장하군”

01
타자 치는 소리에 홀려본 적이 있는가. 키보드 자판이 아

“나는 단지 그 시대에 그 장소에 있었던 것뿐이고

니라 기계식 타자기의 자모를 눌렀을 때 나는 음 말이다.

역사가 비추는 조명에 따라

‘타닥- 타닥-’, 글자판이 종이에 닿았다 떨어지며 쇳소리를

내 눈이 본 것을 글로 옮긴 것뿐이다.

낸다. ‘띵-’, 줄 끝까지 텍스트가 채워졌을 때 짧은 종소리
가 울린다. 줄바꿈을 위해 오른쪽으로 미는 ‘리턴 레버’는

개인에게 닥친 큰 사건에 대해

‘드르륵-’ 종이를 끌어올려 새 라인을 선보인다. ‘타닥타닥

‘문학’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일쑤였다. “서울 구경도 하고 좋겠다” 부러워하는 이도

드르륵 띵’, 반복되는 소리는 경쾌하면서도 묵직하게 의식

‘시대의 서기’로서 쓴 것이다.”

있었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는 전부 종로에서 개봉했고,

을 사로잡는다. 나는 전시실 밖에서 유혹하는 리듬을 들

잡지에 소개된 연극도 대학로에서만 했다. 그런 것

었고, 연타의 안정감에 끌려 서둘러 입구에 섰다. 반듯한

멀고 멀었다. 친구가 전화기 너머로 “어디야?” 하고 묻고,
내가 “서울이야”라고 대답하면 “뭐?” 라며 단박에 놀라기

같았다. 재미있는 것들은 다 서울에 있구나. 어릴 때부터

글 이재은 소설가

존재감. 마라톤 타자기는 하얀색 스크린 앞에, 최인호의

서울을 동경했고 서울 사람이 되고 싶었다.

사진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문장 아래 매달려 있었다.

타자 소리는, 작가의 문장은, 벽을 돌아 방을 빠져나
간 뒤에도 계속 나를 따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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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내가 동경한 서울은 병든 서울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때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화물열차 위에 올

서울은 그런 곳이었다.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오장환은

라탄 피난민들이 흑백의 이미지로 벽에 걸려 있었다.

시 「병든 서울」을 해방 직후인 1945년 12월 『상아탑』 창간

도강증이 없으면 한강을 건널 수 없었다. 시민증이 없

호에 발표했다. 그는 “8월 15일 밤에 나는 병원에서 울었

으면 반국가적 불순분자로 오해받을 수 있었다. 사람 노

다”고 썼다. “싱싱한 사람 굳건한 청년, 씩씩한 웃음이 있

릇, 사람 행세를 하려면 “명함만 한 종이쪽지”가 있어야

는 줄 알았다”고 적었다. “끝끝내 더러운 거릴지라도/아,

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될 수 없었다. 총과

나의 뼈와 살은 이곳에서 굵어졌다”고 맺었다. 해방의 기

대포가 있던 전쟁은 의심과 아부, 뇌물이 넘치는 또 다른

쁨을 노래했다. 분노와 좌절을 고백했다. 혼란 속에서도

전쟁을 불러왔다. 전후 사회는 곤궁과 사치가 공존했고,

다정한 서울을 언급하며 울고 웃었다.

이범선은 『오발탄』에서, 정비석은 『자유부인』에서 1950년

텅 빈 서울도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은 3일 만

대 한국을 적나라하게 그렸다. 두 작품은 영화로 제작돼

에 서울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유엔군이 인천상

대중과 만났지만 전자는 공산주의 색채가 강하다는 이유

륙작전 등으로 북한군의 배후를 차단, 9월 28일 서울을

로 상영이 금지됐고, 후자는 자유부인 신드롬을 불러일으

탈환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를 맞았다. 점령과

키며 사회적 반향을 낳았다.

수복이 반복됐던 서울, 박완서는 권력이 뒤바뀌고 이분법
의 논리가 삶과 죽음을 갈라놓던 시기의 서울을 소설에
담았다. 조지훈과 박인환은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과 그
날의 감정을 시로 표현했다. 한국전쟁 70주년인 올해, 그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마련한 공간에서 나는 『목마른
계절』을 영상으로, 「거리에서」와 「어린 딸에게」를 낭독으
로 다시 만났다. 방공호로 대피한 사람들과 빨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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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전예약 관람객’을 알리

엘 핑크(Daniel Pink)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에서 인간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해방에서 4·19까지 서울 사람

는 명찰을 목에 걸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사회적 거리

의 기억 방식을 석기시대 원시인의 생활로 설명했다. 원시

들의 삶의 이야기」 전시에 자신만의 이야기로 작품을 제공

두기 탓에 관객들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혼자가 됐다. 떠

인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호랑이를 피했던 모험담, 동굴

한 작가는 스물네 명이었다. 작가 연보와 사진이 두 줄로

드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의 인물이었다. 2020년의 나는

내부를 개조한 사연을 친구들에게 구두로 전달했을 것이

나란히 벽에 걸려 출구로 가는 길을 빛냈다. 그들의 이름

그 시절에 대해 바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곳곳에 설

고, 또 다른 원시인은 그 이야기를 간접경험 삼아 진화된

이 인쇄된 책은 유리에 갇혀 있던 다른 전시물과 달리 손

치된 대형 스크린은 “들어라, 들어라” 했고 큼지막한 그림

생활양식을 만들어냈을 거라고 말이다.

으로 만져볼 수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오래된 시간

은 “보아라, 보아라” 했다. 3·15부정선거를, 규탄 시위에 참

인터넷과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기 전에는 ‘스토리’보다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었다. 종이와 먼지 냄새를 맡아

여했다가 목숨을 잃은 김주열의 시신을, 1960년 4월 18일

‘팩트’의 영향력이 컸다. 사람들은 팩트가 진실이라고 믿었

볼 수 있었다. 상상의 힘이 허락한다면 어떤 소리를 들을

고려대생들의 분노를, 정치깡패들의 폭력을, 4·19혁명의 함

다.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수도 있었다. 그것은 선대의 유물이었고 역사의 증거였다.

성을, 무너진 극장을, 셀 수 없는 무질서를, 어떤 껍데기를,

있는 시대에는, 팩트에 대한 접근이 확장된 요즘에는, 사실

나는 서울 사람이 아니다. 그 시절에 서울에 살았고,

싸우라 싸우라는 말을…… 나는 경외 속에서 숨죽일 수

보다 감정과 공감의 가치가 더 높이 평가받는다. “왕비가

소설에 뜻을 품었대도 액자 속의 그들처럼(거기 없었지만

밖에 없었다.

죽고 왕이 죽었다”와 “왕비가 죽자 상심한 나머지 왕도 세

치열하게 활동한 뭇 작가들처럼) 통찰력 있는 심미안으로

왜 사학(史學)이 아닌 문학(文學)일까. 왜 사실이 아닌

상을 떠났다”를 비교 제시한 사람은 20세기 영국의 대표

시대를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둔했던 사람들도 총

픽션일까. 기억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이

작가 E.M. 포스터(Edward Morgan Forster)였다. 스토

명해지고, 영감이 부족하던 예술가도 새로운 발상으로 예

야기로 만들지 않으면 기억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다니

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술적 결과물을 내놓던” 때라고 타자기는 타닥타닥 적어
내려갔지만 작가의 겸손한 발언이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 또 다른 시간
의 이야기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
찮아. ◎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주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문의 02-724-0274
전시기간 ~2020.11.1.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또는 예약 관람만 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수

이재은
2015년 중앙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다. 2019년 심훈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소설집 『비 인터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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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행사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되다

고향집 겨울 밤을 생각하며

방·탄 어린이, 새 시대를 열다 소파 방정환 탄생 120주년 특별전

숨은 꽃처럼 살아라 박용래 아카이브 특별전

한국근대문학관

테미오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15번길 76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05번길 13

문의

032-773-3800

문의

042-335-5701

전시기간 2019.12.06~2020.12.31

전시기간 2020.03.03~2020.11.30

“조선의 소년 소녀 단 한 사람이라도 빼지 말고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자.”(방정환)

박용래는 1960년대에 향토적 서정이 담긴 시들을 발표하며 활동한 시인이다. 그는 1946

어린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날이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일 것이다. 어린이날을 국가 기

년에 박희선, 정훈, 이재복, 하유상, 원영한 등과 ‘동백시회’를 꾸린 뒤 동인지 『동백』을 펴

념일로 지정하게 된 것은 소파 방정환의 공이 크다. 그는 1920년 「어린이 노래」(『개벽』 3

내며 본격적인 시 습작기를 보낸다. 이후 1956년 『현대문학』에 「가을의 노래」, 「황토길」,

호, 1920)를 번역하여 소개하면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땅」 등으로 추천받아 문단에 등단한다. 문단에 나온 이래 줄곧 유년기에 대한 회상이나

10여 년에 걸쳐 소년운동뿐만 아니라 청년운동

평범한 농촌의 모습을 시 속에 풀어내 우리 전통에 생명

등의 민족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는

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리한 활동으로 만 31세에 짧은 삶을 마감하

그런 시인을 만날 수 있는 박용래 아카이브 특별전이 열린

였고, 대한민국정부는 1990년 방정환에게 건국

다. 이번 특별전은 박용래 시인을 다룬 동료 문인들의 작

훈장 애국장을 추서한다.

품과 그의 둘째 딸인 박연이 그린 시화를 함께 전시하는

소파 방정환 탄생 12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인

등 박용래 시인을 기리며 추억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더불

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은 한국방정환재단

어 시인의 미발표 시가 담긴 동방신문과 동인지, 시집 초

과 손잡고 방정환 선생을 기념하는 전시를 연

판본도 볼 수 있어 풍성한 문학 자료 관람의 기회가 될 것

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이다.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전시로 꾸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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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오시는 길

읽고, 보고, 느끼다

2020 부산 비엔날레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

		 버스
		 간선(파랑)버스

부산현대미술관
주소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191

문의

051-503-6111

405

염곡동 구룡사-양재역-서초역-서울성모병원(하차)-종로1가

740

고양시 덕은동 종점-서울성모병원(하차)-서초역-무역센터삼성역

		 지선(초록)버스
5413

전시기간 2020.09.05~2020.11.08

범일운수 종점-서초역-서울성모병원(하차)-고속터미널

		 마을버스

「2020 부산 비엔날레」는 10명의 소설가가 쓴 ‘열 장의 이야기’와 1명의 시인이 만든 ‘다섯

서초 13번

이수역 2번 출구-서울성모병원-국립중앙도서관(하차)-방배역

서초 21번

양재역 4번 출구-서초역 2번 출구-국립중앙도서관(하차)-

		 서초1동주민센터

편의 시’를 전시 주제로 한다. 이들 문학가가 집필한 문학작품을 기반으로 시각 예술가들

		 지하철

이 작품을 구상하는 방식의 전시다. 문학가 11명을 포함, 30여 개국 80여 명의 예술가가

2호선
3, 7, 9호선

참여한다. 참여작가로는 「아오이가든」의 편혜영,

서초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방면
대교
반포

「도시의 시간」의 박솔뫼 작가 등이 있으며 「다섯
편의 시」는 김수영문학상 등을 받은 김혜순 작
반포
동

가가 맡았다. 문학가들이 쓴 총 15편의 작품은

방면

전시 개막에 앞서 국·영본 전집으로도 출간될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성모병원
사거리

신사동 방면

예정이다.
전시 감독인 파브리시우스(Jacob Fabricius)
서초역 6번 출구

는 러시아 작곡가인 무소륵스키(Modest
내방역 방면

Petrovich Mussorgsky)가 친구의 추모 전시회
를 관람한 후 만든 곡 ‘전람회의 그림’에서 전시
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그는 “수많은 영
화와 문학의 배경이 된 도시인 동시에 영화제 도
시인 부산이야말로 여러 픽션을 동원하는 전시
방법론을 실험하기에 적격한 도시”라고 말했다.
「2020 부산 비엔날레」는 부산현대미술관을 비
롯해 원도심 중앙동 일대 여러 공간, 영도 창고
등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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