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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그리고 ｢민족개조론｣이 일으킨 파문
3․1운동과 ‘팔 찍힌 소녀’라는 표상
비폭력 평화운동에서 독립전쟁론으로
문화운동에 대한 관심과 귀국의 결단
귀국 이후, 3․1운동의 단속적 반향

[국문초록]
1921년 3월 상하이에서의 귀국 후 이광수의 활동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변절, 그리고
3․1운동의 폄하와 부정으로 압축된다. 귀국과 ｢민족개조론｣의 파문, 그리고 정치성을 탈각
한 문화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야가 귀국 전후에 대한 단절의 프레임을 강화해온 탓이다. 본
고는 이러한 단절의 프레임에 문제를 제기하고 상하이시절 이광수의 문필활동과 사상의 궤적
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데서 출발하여 이광수에게 3․1운동은 무엇이었으며, 귀국 전후의
문필활동 및 사상과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3․1운동에서 민족의
식에 눈뜬 민중의 폭발적인 힘을 발견한 이광수는 이를 독립의 실력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 결집하고자 했다. 전술적으로는 대내외적 정세 및 여건에 따라 외교론에서 독립전
쟁론, 문화운동론으로의 전이를 보여주지만, 논설 ｢개조｣로 대변되는 근저의 개조론은 한 나
라를 유지․경영해 갈 만한 실력과 자격을 갖춘 민족의 형성을 목표로 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기획의 일환이었다. 이광수가 귀국을 결단한 이유 역시 당장의 독립 불가능성에 대
한 좌절과 회의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광수는 문화운동에서 3․1운동 이래 민족의식에 눈뜬
** 이 논문은 2018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2251).
**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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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힘을 독립의 실력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이는 귀국 후 민족개조운동과 더불어 민중예술론에 기반한 신문예운동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민족개조운동과 신문예운동은 3․1운동을 통해 부상한 ‘민중’의 존재를 의식하는 가운데 전
개되어 갔던 것이다.
[주제어] 이광수, 3․1운동, 준비론, 문화운동, 민족개조론, 신문예운동, 민중예술론

1. 귀국, 그리고 ｢민족개조론｣이 일으킨 파문
1921년 4월 3일 뺷조선일보뺸 사회면에는 이광수가 귀순증을 휴대하고 의

주에 도착했다는 내용의 놀라운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상하이를 떠나 조선
으로 들어오던 이광수가 신의주에서 경관에게 붙들렸을 당시 귀순의 의사를
밝히며 귀순증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것이 모처의 부탁으로 ‘무
거운 사명’을 받아가지고 상하이로 건너가 이광수를 만나고 온 허영숙의 일
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1) 임시정부 기관지 뺷독립신문뺸 주필
로 있던 그가 귀순하였다는 소식도 놀라운 것이었지만, 기사가 제기하는 의
혹은 이광수에게 애인과 당국의 회유에 넘어간 변절자라는 낙인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훗날 뺷나의 고백뺸(1948)에서도 이광수는 이 기사를 시초로 자신이
거의 모든 신문과 잡지에서 “독립운동을 배반한 자”라는 공격을 받은 사실을
애써 감추지 않았거니와,2) 그의 귀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크고도 높았다.
그 이듬해 5월 뺷개벽뺸에 발표된 ｢민족개조론｣이 조선사회에 던진 파문은
더욱 심각했다. ｢민족개조론｣ 발표 직후 이광수는 한밤중에 칼을 가진 청년
들의 위협을 받았고, 개벽사는 지면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습격을 받고 기물
을 파손당했으며, 곳곳에서 이광수 매장론이 일었다.3) 변절자라는 낙인에
‘타락한 민족성’ 운운으로 민족을 모욕한 죄까지 더해졌으니, 들끓고 있던 조

선사회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더욱이 3․1운동 이래 조선인의 급
1) ｢귀순증을 휴대하고 의주에 着한 이광수｣, 뺷조선일보뺸, 1921.4.3.
2) 이광수, 뺷나의 고백뺸(1948), 뺷이광수전집뺸 7, 우신사, 1979, 265쪽.
3) 위의 글, 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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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정신적 변화를 두고 “무지몽매한 야만인종이 자각 없이 추이하여 가는
변화와 같은 변화”라고 매도에 가깝게 언급한 대목은 당대 논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4) 반만년의 원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서 자유와 평
등이라는 절대의 요구를 내건 민족적 운동을 폄하했고,5) 해방을 절규하고
생을 욕구한 민족적 본능과 충동을 야비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몰았다는 이유
에서였다.6)
논점은 달리하지만, 3․1운동에 대한 폄하와 부정이라는 평가는 오늘날까
지도 귀국 후 ｢민족개조론｣으로 대변되는 이광수의 변절 혹은 전신(轉身)을
설명하는 주된 준거가 되고 있다. 최근 3․1운동의 문화사를 후일담에 이르
기까지 폭넓게 조명한 권보드래는 ｢민족개조론｣이 3․1운동 후 지속되어 왔
던 독립에의 기대가 좌절된 시점에서 발표된 징후적인 글이라는 점에 주목하
고 그 징후를 3․1운동에 대한 ‘반성’의 도입에서 찾았다. 이 글이 세계를
향해 요구하던 개조를 민족 내부로 돌린 데에는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확산 속에서 3․1운동을 외부의 요행에 의지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저평가한
시선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글에 드리워진 ‘민족적 회의’ 곧 기적에 가까운
전면적 개조 없이는 조선민족이 멸망하리라는 암울한 시선 역시 동궤에 놓인
것이라는 진단이다.7) 한편 이광수의 귀국 전후를 가르는 단절의 지점으로
간도사변에 주목한 공임순은 ｢민족개조론｣이 간도사변이 매개한 강자의 폭
력에 대한 잠재적인 ‘두려움과 공포’의 산물이며, 그 충격이 3․1운동으로
대변되는 정치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귀결되었다고 보았다. 간도사
변에서 주전론자들의 어설픈 군사행동주의가 낳은 가공할 참변을 목도한 이
광수는 ｢민족개조론｣을 통해 ‘예방적 안정화’를 목표로 모든 급진주의에 대
항하는 준비론의 기획을 재정립했고, 이를 위해 3․1운동을 야만적 차원으
로 떨어뜨림으로써 자기 부정의 모험까지 감행했다는 주장이다.8) 독립에의
4)
5)
6)
7)
8)

춘원, ｢민족개조론｣(뺷개벽뺸, 1922.5), 뺷이광수전집뺸 10, 117쪽.
신상우, ｢춘원의 민족개조론을 讀하고 그 일단을 논함｣, 뺷신생활뺸, 1922.6, 77쪽.
신일용, ｢춘원의 민족개조론을 평함｣, 뺷신생활뺸, 1922.7, 8쪽.
권보드래, 뺷3월 1일의 밤뺸, 돌베개, 2019, 531~534쪽.
공임순, ｢이광수와 3․1운동－｢민족개조론｣－｢혁명가의 아내｣이 연쇄와 굴절－이광수의 귀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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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좌절된 절망에서든 강자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든, 이들
논의는 이광수가 3․1운동의 폄하와 부정을 통해 정치성으로부터 탈각된 문
화운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평가에 있어서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을 통해 제기한 민족개조론 혹은 준비론과
같이 정치성을 탈각한 문화운동이 반드시 3․1운동 및 독립운동에 대한 부
정과 직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광수는 뺷나의 고
백뺸에서 자신이 귀국을 결단하게 된 이유로 중국과 인도의 독립운동을 참고
한 결과 “제 주권 없이 남의 식민지가 된 나라의 독립운동은 국내에서 하여
야 한다는 결론을 얻”9)은 사실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렵의 활동을 자
세히 회고한 ｢기미년과 나｣ 장은 2․8독립선언서의 기초에서 상하이 망명
시기의 활동, 그리고 귀국 후 ｢민족개조론｣으로 대변되는 1920년대 수양동
우회의 활동을 기미년의 자장의 연속선상에서 조명하고 있기도 하다. 사후
의 변론에 해당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귀국 전후의 단
절이라는 프레임 역시 사후적인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물론 귀국과 ｢민족개조론｣이 일으킨 파문이 아니더라도 이광수의 귀국 전
후를 동일한 연속선상에 두고 논할 수는 없다. 시기적으로 3․1운동 이래 지
속되어 왔던 독립에의 전망이 불투명해진 시점인 것은 사실이었고, 더욱 중
요하게는 국외 망명지와 식민 통치하의 국내라는 활동의 여건 자체가 달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 전후의 단절이라는 프레임으로부터 시작하는 한
상하이시절을 전후로 한 이광수에 대한 이해는 일면적일 수밖에 없다. 단절
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단절을 설명할 수 있는 특정 국면에 구성적인 특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사실의 조망에도 선택적으로 관여하는 까닭이
다. 프레임은 특정한 논점을 구성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이론적 도구이지만
때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때마침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전후로 하여 상하이시절 이광
후와 ‘간도사변’의 편재하는 폭력｣, 뺷춘원연구학보뺸 15, 2019, 51~54쪽.
9) 이광수, 뺷나의 고백뺸(1948), 앞의 책, 264쪽.

이광수와 3․1운동

153

수의 문장이 다수 발굴되고 텍스트 비평에 의한 고증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불완전하나마 이 무렵 이광수의 문필활동을 조명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
도 마련이 되었다.10) 이에 본고에서는 상하이시절 이광수의 문필활동 및 사
상의 궤적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는 데서 출발하여 이광수의 귀국 전후 3․1
운동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단절과 연속의 프레임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
로써 상하이시절 이광수에게 3․1운동은 무엇이었으며 귀국 전후의 문필활
동 및 사상과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 또 뺷나의 고백뺸(1948)의 ｢기미
년과 나｣ 장에서 변론한 3․1운동의 기억은 어떻게 재평가될 수 있는지도
아울러 가늠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3․1운동과 ‘팔 찍힌 소녀’라는 표상
이광수에게 3․1운동은 경험 너머의 세계였다. 2․8독립선언서를 기초하
고 일찌감치 상하이에 망명해 있던 그에게 3․1운동과 관련하여 고국에서
전해져 오는 소식들은 어디어디서 만세를 부르다가 몇십, 몇천 명이 붙들려
가고 혹은 총을 맞아 죽거나 사상자를 냈다는 “피비린내 나는 기사”11)의 연
속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외치다 일병의 칼에 두
팔이 잘려나간 소녀의 기사에서 이광수는 각별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
같다. 소녀에 관한 기사는 3, 4월에 걸쳐 뺷엘 파소 헤럴드뺸, 뺷워싱턴 포스트뺸
등 미국의 각 지역신문을 비롯하여 중국의 뺷국민공보뺸에도 보도되었고, 미주
한인이 발간하던 뺷신한민보뺸는 “왜놈들이 우리 애국 여학생의 팔을 칼로 자
르던 참상”이라는 표제의 삽화까지 수록하기도 했다.12) 뺷독립신문뺸의 주필
10) 김주현, ｢상해시절 이광수의 작품 발굴과 그 의미｣, 뺷어문학뺸 132, 2016; ｢상해 뺷독립신문뺸에 실린
이광수의 논설 발굴과 그 의미｣, 뺷국어국문학뺸 176, 2016; 최주한, 뺷독립신문뺸 소재 이광수 논설의
재검토｣, 뺷민족문학사연구뺸 69, 2019; 김주현, ｢상해 뺷독립신문뺸 소재 ｢피눈물｣의 저자 규명｣, 뺷현
대소설연구뺸 74, 2019; 최주한, ｢뺷독립신문뺸 소재 단편 ｢피눈물｣에 대하여｣, 뺷근대서지뺸 19, 2019;
문일웅, ｢상해판 뺷독립신문뺸 연재소설 ｢피눈물｣에 나타난 3․1운동 형상화와 그 의미｣, 뺷한국독립
운동사연구뺸 66, 2019; 하타노 세츠코, ｢｢피눈물｣의 작자는 누구인가｣, 뺷근대서지뺸 20, 2019.
11) 이광수, 뺷나의 고백뺸, 앞의 책,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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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이광수가 창간호부터 문예란에 ‘其月’이라는 필명으로 연재한 단편 ｢피
눈물｣, 그리고 뺷신한청년뺸 창간호에 발표한 시 ｢팔 찍힌 소녀｣는 모두 이 기
사를 모티브로 삼은 것이다.
“만세! 만세!/ 어여쁜 韓山의 少女가 외칠 때/ 日兵의 칼이 하얀 그의 두

팔을 찍었다”13)로 시작하는 ｢팔 찍힌 소녀｣(1919)는 첫 대목에서부터 일화
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일병의 칼에 짓밟힌 순결한 소녀의 무참한 희생을 강
조하고 나선다. “무고하고 연약한 민족 주체를 폭력적인 제국이 짓밟았다는
인식의 선동적 표현”14)이라는 평가가 무색하지 않다. 그러나 시적 화자의 주
의는 단지 소녀의 희생이라는 사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소녀가 만세를 외
치다가 두 팔이 잘려나갈 때 “산과 들을 향하여 뻗었”던 핏줄기를 상상하던
화자의 시선은 이윽고 “그의 핏방울은 萬歲가 되어” “東海中에/ 여덟 섬나
라”를 뒤흔들 불씨가 되리라는 예견에 가닿고, 한산의 아이들을 향해 “누이
의 무덤”을 “자유의 꽃과 피와 눈물”로 기림으로써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시에서 형상화된 ‘팔 찍힌 소녀’는 그저
“무력한 희생”15)의 대상이라기보다 희생을 무릅쓴 각오와 결단의 선각자적

주체에 가까운데, 이러한 선각자적 주체의 형상은 단편 ｢피눈물｣의 여주인공
정희에게서 더욱 또렷하다.
1919년 8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11회에 걸쳐 뺷독립신문뺸에 연재된 단

편 ｢피눈물｣은 3월 5일 경성의 만세 시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문학교
및 중등학교 학생 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단의 지휘부에 의해 사전에 치
밀하게 준비되었던 이날의 만세 시위는 3월 하순 이래 급속히 퍼진 전국적인
민중시위를 이끌어내는 기폭제로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16) 이광수 는 1920
12)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김주현, ｢상해 뺷독립신문뺸 소재 ｢피눈물｣의 저자 규명｣, 위의
논문, 74~75쪽; 문일웅, ｢상해판 뺷독립신문뺸 연재소설 ｢피눈물｣에 나타난 3․1운동 형상화와 그
의미｣, 위의 논문, 96쪽 참조.
13) 춘원, ｢팔 찍힌 소녀｣, 뺷신한청년뺸 1, 1919.12, 83쪽.
14) 권보드래, 앞의 책, 418쪽.
15) ‘팔 찍힌 소녀’의 형상을 민족주의 서사와 여성의 희생제의라는 관점에서 주목한 권보드래는 그것
이 “무력한 희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타락한 여성과 더불어 3․1운동기 여성 표상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주체성 결여의 양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권보드래, 앞의 책, 419쪽.
16) 박찬승, ｢3․1운동기 서울의 독립선언과 만세시위의 재구성－3월 1일과 5일을 중심으로｣, 뺷한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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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민단에서 행한 연설 ｢부인과 독립운동｣에서 만세 시위 당시 여학생들
의 주도적 활동에 대해 각별히 언급하며 “그네의 피와 눈물로 대한독립을 부
르짖는 소리는 천만의 대한남자를 분기케 하고 세계에 대하야 대한민족의 의
기를 高聲으로 자랑하기에 족하였다”고 상찬한 바 있는데,

17)

단편 ｢피눈물｣

이 주목한 것 역시 바로 이 점에 있었다.
단편 ｢피눈물｣은 3월 5일의 만세 시위를 주도하고 나선 학생단 대표 윤섭
의 활약과 3월 1일 이래의 만세 시위를 겪으며 민족적 자아에 눈뜨고 마침내
시위 행렬의 선두에서 비장한 죽음을 맞게 되는 평범한 여학생 정희의 이야
기를 교차시키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도입부에서 밤길에 순사에게 희롱당하
는 정희의 구원자로 나섰던 윤섭은 서사의 절정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헌병의
칼에 두 팔이 잘린 채 거꾸러진 그녀의 구원자로 재차 나서지만, 두 사람은
끝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비장한 죽음을 맞는다. 평범한 여학생이던 정
희가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죽음을 각오한 결단으로써 만세 시위에
나서기까지의 과정은 비교적 소략하지만 서사의 절정에 해당하는 정희의 죽
음 장면만큼은 각별히 공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대한문 앞 수천의 군중이 외치는 우레 같은 만세 소리 속에서 태극기를
높이 들며 “노예가 되려거든 차라리 죽어 자유의 귀신이 되”자고,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대한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죽을 결심을 하였거든 이제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자고 외치는 한 청년이 있다. 청년의 선동에 응하여 정
희는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나서다가 일병의 칼을 맞는다.
순간 왼편 팔이 잘려나가고, 하얀 저고리와 치마에는 무섭게 피가 흐르지만
그녀는 아랑곳 않고 외친다. “총과 칼이 우리 육체는 죽일지언정 정신은 못
죽이리라. 우리는 죽거든 귀신으로 대한독립의 만세를 부르리라”고. 이어서
태극기를 잡은 오른 손목마저 땅에 떨어지고, 동포들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
는다. 분노로 들끓는 동포들을 향해 “동포여, 분을 참으시오. 대한독립만세를
부릅시다.”18)고 의연히 외치던 찰나, 그녀는 재차 헌병의 칼에 맞아 피를 뿌
립운동사연구뺸 65, 2019, 91~106쪽.
17) ｢부인과 독립운동｣, 뺷독립신문뺸, 19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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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며 거꾸러지고 만다. 정희의 죽음은 제국의 폭력에 짓밟힌 무력한 희생이
기보다 용기 어린 결단으로써 폭력에 맞서고 민중을 선도한 선각자의 희생에
가깝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광수에게 3․1운동은 “한성의 만세 일성에 全半國 방방곡곡이 일제히”
호응하여 “동일한 정신, 동일한 방법, 동일한 규율로써” 나선 거족적 운동이
었고, 모든 비인도적 방법을 버리고 정의와 인도를 표어로 만세의 외침과 세
계 양심에의 호소를 유일한 방법으로 삼은 “인류 인도 문화에 일신기원을
획”한 사건이었으며, 나아가 민족 구성원에게 “독립 아니고는 민족적 생존을
보전치 못하리라는 자각”과 “一死로써 독립의 목적을 달하리라는 결심을” 갖
는 계기가 된 “국민 부활의 第1聲”이었다.19) 이광수는 그 맨 앞자리에 시위
행렬의 선두에서 폭력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만세를 부르다가 일병의 칼에
스러져간 ‘팔 찍힌 소녀’의 형상을 세웠다. 3․1운동의 민중적 확산에 기폭
제가 된 청년 학생들의 선도적 희생을 기리는 한편, 피눈물로써 독립을 부르
짖다 희생된 애국소녀의 절규를 기억하고 동참할 것을 호소하기 위한 의도에
서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광수에게 ‘팔 찍힌 소녀’의 형상은 그 자체로 ‘비
폭력 평화주의’를 내건 3․1운동의 이념적 표상이자 이에 대한 거족적인 동
참에의 요청이기도 했던 셈이다.

3. 비폭력 평화운동에서 독립전쟁론으로
‘팔 찍힌 소녀’의 형상에 새겨진 비폭력 평화주의는 3․1운동의 이념적 기

반이 된 ｢기미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의 정신에서 비롯된다. 이는 정희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던 일병의 군도를 빼앗아 들고 나선 윤섭이 “개 같은
네 목숨을 남겨둠은 공약 3장의 정신을 위함”이라며 군도를 분지르고 “자유
18) 其月, ｢피눈물(八)｣(뺷독립신문뺸, 1919.9.18), 앞의 자료, 193~194쪽.
19) 春公 李長白, ｢한족의 장래｣, 뺷신한청년뺸, 1919.12, 117~119쪽. “국민 부활의 第1聲”(2쪽)이라는
표현은 동 지면에 실린 ｢신한청년 창간사｣에 나오는데, 이 글 역시 이광수가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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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를 부르짖다가 사방에서 몰려드는 군도에 난자당하고 마는 장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20) 잘 알려져 있듯이, 공약 3장의 핵심은 비폭력이다.
폭력에 의한 참상을 피하고 정당한 민족적 요구로써 세계의 여론을 움직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33인의 민족 대표들은 3․1운동의 기획 초기부터 대중
화, 일원화, 비폭력의 3원칙을 내걸었다. 공약 3장이 정의․인도에 기초하여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밝히되 ‘배타적 감정’으로 내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

어디까지나 ‘질서를 존중’하고 광명정대한 주장과 태도를 지켜야 한다는 데
강조점을 두게 된 배경이다.21) 이 점에서 3․1운동의 이념을 계승하여 임시
정부의 수립에 관여했던 이광수의 초기 사상이 비폭력 평화주의에 근간한 것
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22)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기대 속에서 점화되었던 3․1운동은 이해 6월 승전
국 중심의 베르사이유조약의 성립과 더불어 한풀 꺾인다. 그러나 강화조약의
일부로 국제연맹 결성에 관한 건이 의결된 것은 세계의 여론에 호소하고자
하는 평화적 독립운동의 전개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게 된다. 실제로 국
제연맹의 결성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자 임시정부는 국제연맹에 제출할 요량
으로 급히 사료편찬위원회를 발족하고 뺷한일관계사료집뺸의 편찬 및 번역에
힘쓰는 한편, 파리, 런던, 제네바, 워싱턴, 뉴욕, 상하이 등 세계 각지에 선전
국을 두어 국제연맹 대선전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광수는 당시 사료편찬위
원회의 주임을 맡아 사료집의 편찬을 주관했을 뿐만 아니라, 뺷독립신문뺸의
주필로서도 사설을 통하여 국제연맹에 거는 기대를 거듭 피력하기도 했다.
“吾儕는 이미 허위나마 정의며 인도를 표준하야 국제연맹까지 其終을 보랴

는 우리라.”23) “국제연맹회의는 我等에게 最近한 기회라.”24) “국제연맹 제1
20) 其月, ｢피눈물(八)｣(뺷독립신문뺸, 1919.9.18), 앞의 자료, 194쪽.
21) 고정휴, ｢3․1운동의 기억－비폭력․평화의 관점에서 자료 다시 읽기｣, 뺷한국독립운동사연구뺸 66,
2019, 11쪽 참조.
22) 임시정부 설립에 관한 의논이 일었을 당시 이광수는 민족대표 33인이 남겨 놓은 의사를 들어서
정부를 조직해야 함을 주장하여 정부 조직을 반대했고, 이봉수를 서울로 보내 상하이에 모인 대표
들에게 위임한다는 뜻을 전해 듣고서야 정부 조직에 착수한 사실을 회고한 바 있다. 이광수, 뺷나의
고백뺸, 앞의 책, 255~257쪽.
23) ｢전쟁의 시기｣, 뺷독립신문뺸, 1919.9.30.
24) ｢외교와 군사｣, 뺷독립신문뺸, 19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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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我독립완성의 기회로 앎은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有한 일이라.”25) 하나
같이 평화회의가 막을 내릴 때까지는 외교적 기회를 활용한다는 임시정부의
방침을 대변한 것으로, 당시 외교론에 비중을 두었던 임시정부의 방침에 이
광수 역시 보조를 함께 하고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세계 여론에 호소한다는 방침은 비폭력 평화주의를
내건 3․1운동의 이념에 근간을 둔 것으로, 암살, 파괴, 폭동과 같이 단속적
으로 분출하던 폭력적 저항의 방식과 충돌했다. 단적인 예가 강우규의 사이
토 총독 암살미수 사건이다. 이해 9월 2일 연해주의 신한촌 독립단 소속의
독립운동가 강우규는 조선 총독으로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에게 폭탄
을 던져 분격한 민심을 대변했다. 이에 대해 뺷독립신문뺸 주필로서의 이광수
는 분격한 민심에 깊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아직은 최후 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며, 정의와 인도에 기초한 정당한 호소로써 “세계의 여론을 動하기에 전
력”하고 있는 시기임을 내세워 폭력을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다.26) 주필로서
의 공적인 입장을 내려놓은 또 다른 글에서는 3월 1일 이래 일본의 만행을
상기시키면서 혈전에의 기백을 부추기며 공공연히 폭력의 위력을 두둔하고
나서기도 하지만, 동포들에게 독립에의 각오와 의지를 부추기고 일본을 향해
서는 분격한 민심이 초래할 폭력의 참상을 경고하기 위한 의도 이상의 의미
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27)
한편 암살, 파괴, 폭동 등의 폭력적인 운동에 대한 경계는 독립은 ‘독립의
실력’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준비론에 대한 그의 오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일찍이 대륙방랑시절 이광수는 상하이에서 연해주,
북만주, 시베리아에 걸친 대륙방랑의 경험을 통해 제 힘으로 제 나라를 경영
25) ｢독립완성시기｣, 뺷독립신문뺸, 1919.11.1.
26) ｢폭발탄 사건에 대하야｣, 뺷독립신문뺸, 1919.9.16.
27) “용장한 미국인의 조상은 당시 강대하기 세계 제일이던 영국에 대하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라. 아
니어던 死를 주라’ 하고 분연히 起하야 血戰한 지 10년에 자유의 대미국을 건설하였도다. 이천만의
대한인은 이러한 기백을 有한가 否한가. [중략] 오호라 可憎可殺의 왜노여. [중략] 爾等의 自矜自恃
하는 소위 대일본제국의 근저에 놓인 폭발탄의 火繩은 이미 연소를 如하였나니, 爾等의 노인은 死
하기 전에, 爾等의 청년은 老하기 전에 비참한 대폭발을 見하리라.” 春公, ｢왜노와 우리｣, 뺷독립신
문뺸, 1919.10.28. 4면. ‘告大韓國民(來稿)－目下의 의무와 결심’이라는 표제하에 실린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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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갈 만한 실력을 갖추지 않고는 당장 독립을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바 있고, 이러한 자각하에 ｢독립준비하
시오｣를 비롯하여 ｢농촌계발의견｣, ｢재외동포의 현상을 논하여 동포교육의
긴급함을｣(1914) 등 실력의 준비를 주장하는 논설을 여러 편 쓰기도 했다.28)
뺷독립신문뺸 창간호부터 ‘長白山人’이라는 필명으로 14회에 걸쳐 ‘선전’란에
기획 연재한 논설 ｢개조｣는 이러한 준비론의 기조를 명료히 표명한 글이다.
“대저 무슨 사업의 성공은 그 사업에 필요한 실력의 준비가 있어야 하나니
[중략] 금일 우리 민족의 경우는 첫째 일본으로 하여금 대한의 국토를 토하

지 아니치 못하게 할 실력이 있어야 할지오, 둘째 세계 열방으로 하여금 대
한의 독립을 승인케 하기에 족한 실력을 구비하여야 할지니, 우리의 성공할
기회는 이 所要의 실력을 우리가 소유케 되는 날이라.”29)
실력의 준비는 파괴가 아니라 건설을 지향한다. 더욱이 논설 ｢개조｣는 준
비론의 전제로서 민족의 개조라는 근본적인 자기 변혁을 내걸고 있다. “우리
민족은 개조되어야 하겠소. 亡國하던 민족이 興國하는 민족이 되려 하니 개
조되어야 하겠고, 劣弱하던 민족이 優勝한 민족이 되려 하니 개조되어야 하
겠고, 貧하던 민족이 富하게 愚하던 민족이 智하게 賤하던 민족이 貴하게 되
려 하니 개조되어야 하겠소.”30) 이광수는 조선 민족이 열약하고 빈천하게 된
이유가 오랜 세월 ‘유교의 횡포’와 ‘일본족의 횡포’로 인해 과거의 영예로운
역사를 잊고 고결용장한 국민성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보았다.31) 3월 1일의
만세와 더불어 민족의식에 눈떴다고는 하나,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분투하여
독립을 완성하고 독립된 국가를 경영해나갈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위
축된 민족적 자질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라 여겼다.32) 그가 급격한 변화와
28) 최주한, ｢중학시절과 오산시절 전후의 이광수｣, 뺷이광수와 식민지 문학의 윤리뺸, 소명출판, 2015,
58~63쪽 참조.
29) 長白山人, ｢개조｣(六), 뺷독립신문뺸, 1919.9.18.
30) 長白山人, ｢개조｣(一), 뺷독립신문뺸, 1919.8.21.
31) ｢창간사｣, 뺷독립신문뺸, 1919.8.21.
32) “우리는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립선언만으로 독립이 되리잇가. 우리는 만중일심으로 만
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만세만으로 독립이 되리잇가. 우리는 세계의 동정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동정만으로 독립이 되리잇가. 이것이 우리의 국민부활의 第1聲이외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국민적 생존을 보전할 실력이 있습니까. 즉 끝끝내 분투하여서 독립을 완성하고 그러한 후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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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적인 사업을 선호하는 “새로 각성하는 국민의 맹목적 애(국심)”을 경계
하는 한편,33) “비상한 때에 군중심리적으로 하는” 단합을 넘어 “심각한 자각
에서 出한” 일상적 단합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34)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곧 이광수가 파괴보다는 건설을, 맹목적 애국심보다는 의식적인 개조를 중시
한 데는 3․1운동 이래 민족의식에 눈뜬 민중의 폭발적인 힘을 독립의 실력
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 결집하려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외교적 기회를 엿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족의 개조에 근간한
준비론을 설파하는 가운데 비폭력 평화운동의 노선을 걷던 이광수의 입장은
임시정부가 1920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면서 독립전쟁론으로 비약한다.
“원년 3월 1일 이래로 我국민은 평화의 수단으로 가능한 거의 모든 운동을

실행하였으나 적은 점점 더 視暴하여 갈 뿐이니, 이제 취할 바는 오직 예정
적 최후 행동인 전쟁밖에 없소.”35) “이미 평화운동의 시기가 過하고 혈전의
시기가 到하였나니, 이 시기의 기간은 제1기보다 길 것과 그 곤란과 희생은
더욱 거대할 것과, 따라서 우리 국민의 애국의 열성과 용기와 인내는 더욱
배가하여야 할지니 한갓 일시의 자위를 위하야 독립운동을 용이하고 간단한
것으로 알지 말라.”36) 임시정부가 외교 우선론에서 독립전쟁론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9월에 열릴 예정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제연맹회의가 연기되면서
기존의 외교 방식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동년 11월 군무총장 이동
휘가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정식 취임하게 되면서 주전론의 입장이 강화된 배
경과 관련이 있었다.37)
그러나 독립전쟁 원년의 선포가 임시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고는 해도 안
창호를 비롯한 이광수의 입장은 즉각적인 전쟁론이기보다 전쟁준비론에 가
까웠다.38) 1920년 1월 3일 안창호는 민단에서 행한 신년 연설 ｢우리 국민이

33)
34)
35)
36)
37)

독립한 국가로 하여금 훌륭한 국가가 되게 할 그러한 실력이 있습니까.” ｢창간사｣, 뺷신한청년뺸,
1919.12, 2쪽.
長白山人, ｢개조｣(一一), 뺷독립신문뺸, 1919.9.30.
長白山人, ｢개조｣(一四), 뺷독립신문뺸, 1919.10.7.
｢전쟁의 해｣, 뺷독립신문뺸, 1920.1.17.
｢본국 동포여－十事로써 고함｣, 뺷독립신문뺸, 1920.1.31.
이한울, ｢상해판 뺷독립신문뺸과 안창호｣, 뺷역사와 현실뺸 76, 2010, 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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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코 실행할 6대사｣을 통하여 “時機로 보던지 義理로 보던지 아니 싸우지
못할 때”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전쟁을 찬성하거든 절대로 준비가 필요한
줄을 자각”해야 한다며 준비의 긴요함을 주장했다.39) 국민의 할 일로써 명시
한 군사, 외교, 교육, 사법, 재정, 통일의 6대 강령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통일된 전쟁의 준비에 필요한 인재와 금전, 선전,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뺷독립신문뺸의 주필로서 이광수 역시 한편으로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혈전이 있을 뿐”임을 표나게 내세우면서도 “우리 정부의 방침이 이미 전쟁으
로 확정하였은즉 우리는 각각 일령지하에 총동원을 행할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외다. 그 준비란 무엇이오. 안 총판의 말을 빌건대 저마다 돈을 내고 저
마다 군인이 되고 전국민이 정부의 명령하로 집중함”40)이라고 하여 전쟁준
비론에 힘을 실었다. 또한 ｢본국 동포여－十事로써 고함｣(1.31), ｢독립운동
과 재정｣(2.7), ｢국민개병｣(2.14), ｢三氣論｣(3.13) 등의 사설을 통해 전면적인
독립전쟁을 위한 물질적 준비와 정신적 각오를 독려하기도 했다.
독립전쟁의 준비에 있어서도 군사를 양성하고 군비를 모으고 독립에의 각
오를 다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외교와 선전이었다. 군대가 부재한 식
민지 조선이 대규모의 독립전쟁을 해나가자면 세계의 동정과 원조를 얻는 것
이 필요하고, 나아가 세계의 대세를 이용하여 독립전쟁에 유리한 기회를 짓
는 데도 외교와 선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41) 역술 ｢아라사혁명기｣
(1.10~2.26)를 비롯하여 논설 ｢일본의 現勢｣(3.11~4.1), 사설 ｢미일전쟁｣
(3.20), ｢세계대전이 오리라｣(3.23), ｢독립전쟁의 시기｣(4.1) 등 이 무렵 이광

수가 집필한 일련의 문장들이 당대 정세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이광수는 러시아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혁명의 여파가
동아시아 정세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에 촉각을 세우는 한편, 강화회의의 결
38) 김주현은 이광수가 1920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한 임시정부의 방침에 따라 혈전론을 주장했다가
4월에 접어들어 혈전론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준비론으로 돌아섰다고 보았으나(김주현, ｢상해 뺷독
립신문뺸에 실린 이광수의 논설 발굴과 그 의미｣, 앞의 글, 612~613쪽), 애초에 안창호의 독립전쟁
론에 내포된 준비론의 성격을 간과한 견해이다.
39) ｢우리 국민이 단정코 실행할 6대사｣(一), 뺷독립신문뺸, 1920.1.8.
40) ｢전쟁의 해｣, 1920.1.17.
41) ｢우리 국민이 단정코 실행할 6대사｣(二), 뺷독립신문뺸, 1920.1.10. ‘二. 外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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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둘러싸고 당사자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또다시 세계대전이 일
어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구주대전 이래 물가의 등귀로 인해 과격사회주의
가 만연하고 동맹파공이 속출하고 있는 일본, 배일 및 베이징 친일 정부의
전복 운동이 급속히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어가고 있는 중국 등 동아시아에
확산되고 있는 혁명 세력은 제국주의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독립전쟁
의 든든한 지원 세력이 되어 줄 수 있었다. 또 설사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더
라도 강화회의와 국제연맹이 전승국의 입장을 대변함에 따라 피압박민족 및
패전국의 반발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데다 특히 중국 및 태평양에서의 패권
을 둘러싼 미일갈등, 만주와 산둥 침략, 중국 군벌에 대한 일본의 매국적 원
조로 증폭된 중일갈등, 시베리아 출병 이래 심화되고 있는 러일갈등 등 일본
의 국제적인 고립은 독립전쟁에 유리한 기회와 형세를 짓는 데 호기로 작용
할 터였다. 이광수가 전쟁준비론을 지지한 데는 임시정부 내부 주전론의 입
장이 강화된 배경 외에도 당대 국제 정세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판단 또한
뒷받침되어 있었던 것이다.

4. 문화운동에 대한 관심과 귀국의 결단
임시정부의 ‘전쟁의 해’ 선포는 국내는 물론 해외 각지 독립운동 세력의
다대한 관심을 모았지만 독립전쟁의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좀처럼
통일을 보지 못했다. 특히 아령과 서북간도에 난립한 단체들 간의 길항과 반
목, 즉각적인 혈전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발호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대통일
적인 독립전쟁을 준비한다는 방침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이 무렵 이광
수가 집필한 ｢차제를 당하야 재외동포에게 경고하노라｣(3.11), ｢대한인아,
대한의 독립은 전민족의 일심단결과 필사적 노력을 요구한다｣(3.25), ｢독립
전쟁의 시기｣(4.1), ｢아령 동포에게｣(4.3) 등의 사설이 하나같이 각 독립운동
단체들의 난립과 내분을 경고하는 한편, 혈전의 개시는 ‘준비의 완성할 날’임
을 거듭 표명하며 임시정부의 지도하에 통일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이광수와 3․1운동

163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당시 임시정부는 각지의 독립군 단
체에 재정을 지원하거나 군사전략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역량이 없었고,
해당 지역 조선인 사회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
다.42) 결국 이해 6월과 10월 군사력의 통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치른 두 차례의 전투는 빛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무장력에서 치
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구상은 좌절되고 만다.43)
독립전쟁의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임시정부 안팎으로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 뺷독립신문뺸은 재정난으로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44) 게다가 주
필이었던 이광수마저 상하이에 온 이래 쌓인 격무와 열악한 환경 탓으로 건
강을 잃고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여간 신병으로 휴무에 접어든다. 가급적 사
설 집필은 계속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사설란마저 다른 필자나 다
른 지면으로 대체하는 등 뺷독립신문뺸에 대한 관여는 급속히 동력을 잃어가
고 있었다.45) 이광수가 허영숙에게 보낸 5월 6일자 편지에는 이런 언급도
보인다. “사업에 실패가 오고 동지들에 대한 실망이 올 때에 나는 분명히 일
어나 본국으로 들어가서 몇 3년 징역을 치르고라도 본국에 있는 동포들 앞에
나서고 싶습니다.”46)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구상이 내분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주력하던 뺷독립신문뺸마저 재정난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나날이
었다. 이광수의 마음 한켠에 사업의 실패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자리하고 있
었을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두 달여간의 신병은 실패와 곤경
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주었으니, 3․1운동 이래
42) 신주백,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다시 보기｣, 뺷역사비평뺸, 2019.5, 300~301쪽 참조.
43)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경과 및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신주백, 위의 논문, pp.302-314 참조.
44) 뺷독립신문뺸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독립신문사를 합자회사의 형태로 전환하는가 하면 구독료
선불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기도 했으나, 결국 1920년 5월 11일자(제75호)에 이르러 주3회 발
행에서 2회로 발간횟수를 줄이게 된다. 최기영, ｢상해판 뺷독립신문뺸의 발간과 운영｣, 뺷식민지시기
민족지성과 문화운동뺸, 한울아카데미, 2003, 217~220쪽 참조.
45) 휴무 선언 초기만 해도 ｢恐怖時代現出乎｣(4.10), ｢한중제휴의 要｣(4.17), ｢해삼위사건｣(4.20), ｢정
치적 罷工｣(4.24) 등 국내외의 정세를 살피고 대외적 선전에도 주력하며 독립전쟁의 기회와 수단을
모색하는 내용의 사설을 계속 집필했으나, 70호(4.27) 이후 86호(6.24)로 신문이 정간될 때까지 이
광수가 쓴 사설은 ｢최후의 定罪｣(5.8), ｢최재형 선생 이하 四義士를 哭함｣(5.15) 두 편뿐이다. 최주
한, ｢뺷독립신문뺸 소재 이광수 논설의 검토｣, 앞의 논문, 249~250쪽.
46) 이광수, ｢상해에서 보낸 서간｣, 뺷이광수전집뺸 9, 우신사, 1979, 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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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하고 있던 문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설 ｢독립운동의 문화적 가치｣(4.22)는 각별히 주목할 만
하다. 흥미롭게도 이 사설에서 이광수가 주시하고 있는 현상은 3․1운동 이
래 성행하기 시작한 신문잡지의 簇出, 기업열과 회사열 등 문화운동의 열기
에 관한 것이다. 그간의 전쟁준비론이 대개 안으로 전쟁의 준비를 독려하고
밖으로 내외의 정세를 살펴 독립전쟁에 유리한 기회와 형세를 짓는 데 주력
한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다소 돌출적인 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찍
이 독립 이상의 중요한 사업으로 ‘민족의 개조’와 ‘실력의 양성’을 주장한 보
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기획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매우 그다운 관심의 일환
인 것도 사실이다. 이광수는 이러한 문화운동이 “직접으로 정치적 색채를 띤
것은 아니지마는” 3․1운동 이래의 “민중의 자각에 기인하고 민족적인 문화
운동이라는 견지로 보면”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적어도 정치적 운동은 민중의 자각이라는 것과 竝進치 아니치 못할
것”이라 하여 “민중생활의 향상과 민족의 실력(물질 정신 쌍방의)의 충실”47)
이야말로 독립운동의 근본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무렵 이광수에게 문화운
동은 3․1운동 이래 민중의 민족적 자각에 기초한 것으로, 독립 지향의 정치
운동을 뒷받침하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이광수가 문화운동의 가능성에 눈뜨게 된 데는 한국 근대문학 최초
의 문예 동인지 뺷창조뺸에 관여한 경험도 빼놓을 수 없다. 1919년 2월 김동
인, 주요한, 전영택, 김환 등 토쿄의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창간된 동인지
뺷창조뺸는 3월의 2호로 중단되었다가 이해 12월 속간되어 1921년 5월 9호로
폐간되기까지 단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이광수는 뺷창조뺸 6호에 발표한 시 ｢밋
븜｣(1920.5)을 시작으로 하여 뺷창조뺸 7호에 시 ｢강남의 봄｣, 수필 ｢H군에게｣
(1920.7), 뺷창조뺸 8호에 ‘偶感三篇’이라는 표제어 하에 쓴 ｢너는 청춘이다｣,

｢기운을 내어라｣, ｢평범｣ 등의 시 세 편과 더불어 논설 ｢문사와 수양｣
(1921.1) 등 상하이를 떠나기 직전까지 뺷창조뺸의 지면에 꾸준히 원고를 보냈

47) ｢독립운동의 문화적 가치｣, 뺷독립신문뺸, 19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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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막하고도 곤한 이국의 봄을 읊은 서정시 ｢강남의 봄｣을 제외하고는 하
나같이 문화운동의 선봉으로서 신문학 건설을 책임져야 할 청년문사들을 향
해 스승 혹은 선배 문사로서의 위치에서 질책과 격려, 제언을 건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우선 수필 ｢H군에게｣는 뺷창조뺸 5호에 ‘오산인’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오
산시절의 제자 이희철의 ｢K선생을 생각함｣(1920.3)이라는 글에 대한 답신이
다. “군과 책상과 기숙사를 같이 하던 수백의 청년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들이 타락하여 버렸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군이 변치 아니한 것을 놀라워”48)
하며 시작하고 있는 이 글은 냉랭한 온도를 가진 동포들로 하여금 “웃을 일
에 웃고, 울 일에 울고, 동정할 때 동정하고, 죽을 때 죽고, 의리에 아니 변할
줄도 알게”49)하는 일에 서로 힘쓰자는 격려와 함께 마무리되고 있다. 시 ｢밋
븜｣을 비롯하여 ‘偶感三篇’이라는 표제어 하에 발표된 시 ｢너는 청춘이다｣,
｢기운을 내어라｣, ｢평범｣ 역시 제목에서부터도 그렇지만 “드는 칼을 들어/
내 혀를 베어라/ 입술도 찢어버려라/ 만일 ‘거짓말’의 독액이 전신에 퍼졌거
든”(｢밋븜｣), “저 핏기 없는 얼굴을 치워버려라” “그 소화불량성의 불평과/
결핵성의 센티멘탈리즘을 버려라”(너는 청춘이다｣), “그러고 건장한 남자가
되어라, 여자가 되어라”(｢기운을 내어라｣) 등 단호하고도 계몽적인 어투로
가득하다.
한편 논설 ｢문사와 수양｣(1920.11.11. 집필)50)은 신문예운동의 발흥과 관
련하여 문화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드러낸 글이라는 점에서 좀더 주목
을 끈다. “나는 뜨거운 정성과 많은 희망으로써 이 소논문을 나의 혹은 아는,
혹은 모르는, 사랑하는 문사 여러분께 드립니다.”51)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문사와 조선 민족의 관계, 문사에게 수양이 필요한 이유, 문사에게 요구되는
덕성과 지식, 체력의 수양에 대하여 조목조목 논하고 있는 이 글은 기본적으
48) 춘원, ｢H군에게｣, 뺷창조뺸, 1920.7, 58쪽.
49) 위의 글, 59쪽.
50) 춘원, ｢문사와 수양｣, 뺷창조뺸 8, 1921.1, 18쪽. 글의 말미에 “一九二O 十一月 十一日”라는 집필
날짜가 붙어 있다.
51) 위의 글,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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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배 문사의 입장에서 청년문사에게 주는 글의 형식을 띠고 있다. 문예는
‘민족의 정신’을 계발하는 가장 큰 힘이며, 신문예운동에 뛰어든 청년문사야

말로 신문화 건설의 중추가 되는 만큼 ‘민중의 인도자인 聖徒’라는 자각을
가지고 건전한 인격의 수양에 힘써야 한다는 당부로써 이 글이 채워져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생활에 入하랴고 분투하
는 조선민족 중에서 신문예운동에 참여하게 된 나와 여러분”52)이라고 하여
각별히 그 자신을 청년문사와 나란히 신문예운동의 주체로 호명하고 있는 대
목은 예사롭지 않다. 이광수에게 논설 ｢문사와 수양｣은 선배 문사로서 청년
문사를 이끄는 책임을 그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신문예운동에의 적극적인 참
여를 표명한 일종의 선언서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 무렵 뺷독립신문뺸은
재정난에 이어 6월 24일자(제86호)의 발행을 끝으로 봉쇄 중이었고, 8월 하
순 경 허영숙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신문 하던 것은 사정도 못 할 듯하거니
와, 할 수 있게 되더라도 남에게 맡기고 말랍니다.”53)라는 언급에도 보이듯
그 자신 뺷독립신문뺸에서 손을 뗄 결심을 한 지도 이미 오래였다. 한동안 뺷창
조뺸를 매개로 하여 3․1운동 이래 대두하고 있던 신문예운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이광수는 점차 국내에서의 문화운동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던
것이다.
이광수가 귀국의 결심을 굳힌 계기는 이해 늦가을 임시정부에 전해진 간
도참변의 소식을 접하면서였다. 이해 6월 봉오동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일본
군은 만주에 군대를 출동시킬 명분을 확보하고자 중국인 마적단을 사주하여
10월 2일 훈춘현 일본 영사관을 습격했다. 이른바 훈춘사건이다. 그러나 간

도 출병 이래 청산리전투에서 잇달아 패배한 일본군은 그 보복으로 대대적인
조선인 학살에 나서 2개월여 간 3천2백9호의 주택을 파괴하고 3천4백69명
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상을 빚었다.54) 이해 4월 일본군의 습격으로 블라디
52) 위의 글, 10쪽.
53) 이광수, ｢상해에서 보낸 서간｣, 뺷이광수전집뺸 9, 우신사, 1979, 308쪽. 서신에 날짜가 적혀 있지
않으나 “오늘 저녁 후에 8월 14일 오후 8시 병석에서 쓰신 떨리는 글씨를 보았습니다.”(307쪽)라는
언급으로 보아 대략 8월 하순 무렵에 쓴 것을 알 수 있다.
54) ｢서북간도 동포의 참상 血報｣, 뺷독립신문뺸, 1920.12.18. ‘임시정부 간도 통신원의 確報’라는 부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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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톡의 신한촌이 전멸되다시피 한 해삼위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만주 독립
군의 근거지마저 초토화된 형국이었으니, 이로써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준비
의 구상은 그대로 좌초되고 만 셈이었다. 이제 이광수는 그간의 전쟁준비론
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준비론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
12월 18일자 뺷독립신문뺸 속간호(제87호)부터 2월 5일까지 6회에 걸쳐 연

재한 사설 ｢간도사변과 독립운동 장래의 방침｣은 마지막 충언이라는 각오로
써55) 대독립당의 건설을 제안한 글이다. 이광수에게 간도참변은 어쩌면 예
고된 참사나 마찬가지였다. 아령과 만주 각지에 난립한 단체들의 대립과 반
목, 특히 주전론자들의 임시정부에 대한 불신임은 독립운동의 역량을 한곳으
로 집중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시켰고, 미처 조직의 통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치른 두 차례의 전투는 결과적으로 독립운동의 근저가
되는 민력까지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대독립당
의 건설은 납세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지는 ‘국민의 모집’을 통해 임시정부
로 하여금 독립운동의 명실상부한 중심으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으로,

56)

사실상 임시정부가 ‘전쟁의 해’를 선포한 이래 역설해 온 전쟁

준비론의 연속선상에 놓인 주장이었다. 그러나 해삼위사건 이래 간도참변을
거치며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구상은 그대로 좌절되고 말았으니, 당장 전쟁에
유리한 기회와 형세를 짓는 일보다는 산업과 교육을 근간으로 한 보다 장기
적인 안목의 준비가 긴요하다는 데 힘이 실렸던 것이다.
이광수는 대독립당 건설의 제1안으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적안의
실시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미 임시정부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만일 임시정부에 이만한 자각과 결심이 없다 하면 어찌 하랴. 우리
는 불가불 제2안인 각 단체 연합안에 往하여야 할지오, 각 단체에게 만일 이
에 훈춘사건 이래 11월 30일까지 확인된 간도참변의 참상을 보고한 기사 참조.
55) 이 글의 집필과 관련하여 이광수는 뺷나의 고백뺸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이리하여 나는
｢國民 皆業, 國民皆學, 國民皆兵｣이라는 긴 글 한 편을 지어 독립신문에 실리고는 그 신문사에서
손을 떼고 국내로 뛰어 들어오기로 결심하였다.” 이광수, 뺷나의 고백뺸(1948), 앞의 책, 284쪽.
56) ｢간도사변과 독립운동 장래의 방침｣(三), 뺷독립신문뺸, 19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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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자각과 결심이 없다 하면 우리는 제3안에 往하야 직접으로 충량한 동포
를 규합함으로 대독립당 건설의 業을 試하여야 할지라.”57) 간도참변 이래 독
립운동의 방침을 두고 노선 대립이 격화되었던 임시정부 안팎의 사정을 고려
하건대, 제2안인 독립운동 각 단체 연합안도 가능성은 희박했다. 주목할 만
하게도 ‘직접으로 충량한 동포를 규합’한다는 제3안은 이 무렵 안창호가 사
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여 향후 독립운동의 방침으로 밝힌 대독립당의 구상
을 그대로 반향하고 있다. “이 주의에 적응하는 국민이 백만 명이 못 되면
십만 명, 만 명, 단 천 명이라도 먼저 조직적 동작을 취한 후에 다시 昇進하
되, 일 년에 못 되면 오 년, 오 년에 못 되면 내지 십 년, 이십 년이라도 결과
가 있기까지 하여야 되겠소.”58) 당시 이광수가 유력한 대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제3안 이를테면 동우회와 같은 조직의 창설이었을 가능성을 시
사하는 대목으로, 안창호에 대한 여전한 지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뺷독립신문뺸에서 손을 뗀 후 ‘天才’라는 필명으로 쓴 마지막 사설 ｢國民皆
業｣(1921.4.2)에서 이광수는 독립운동은 반드시 국민 전체의 운동이라야 하

며, 국민 전체로 독립운동을 진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각 개인이 자기 업에
충실하는 것임을 주장하며 이렇게 적었다. “국민개업의 큰 적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착오된 민족적 양심이오 하나는 민족적 양심의 결핍 혹은 마비입니
다. 애국은 입과 종이로만 하는 것인 줄 아는 것, 애국은 암살과 탄환으로만
하는 줄 아는 것들은 다 착오된 민족적 양심의 발로라 하겠습니다. 至於 懶惰
와 怯愉와 허위와 허영과 기타 다른 괴악한 습관성의 노예가 되어 민족적
양심이 아조 결핍하거나 마비된 자에는 어떠한 약이 쓸데가 있을런지요.”
“독립만세 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전국의 농촌과 학교와 공장과 商埠가 비

는 날 우리 국민은 파산할 것이오, 독립만세를 부르는 그 정신이 흘러 학교
와 농촌과 공장과 商埠가 될 때에 우리의 독립운동은 성공하겠습니다.”59) 앞
서 선배 문사로서 신문예운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한 ｢문사와 수양｣
57) ｢간도사변과 독립운동 장래의 방침｣(六), 뺷독립신문뺸, 1921.2.5.
58) 안창호, ｢전도 방침에 대하야｣, 뺷독립신문뺸, 1920.12.25. 11월 27일 민단 사무소에서 행한 연설.
59) 天才, ｢국민개업｣, 뺷독립신문뺸, 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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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11 집필)과 동일한 경어체를 구사한 데서도 이전과는 결이 다른 각오

가 느껴지거니와, 귀국 후 신문예운동과 더불어 문화운동의 일환으로써 힘을
쏟은 민족개조운동의 향방을 예고한 글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5. 귀국 이후, 3․1운동의 단속적 반향
살펴본 대로 이광수에게 귀국의 결단을 추동한 국내의 문화운동은 3․1운
동 이래 ‘민중의 자각’에서 기인한 민족적인 문화운동이라는 견지에서 독립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독립운동과 나란히 이를 뒷
받침할 근본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물론 문화운동이 3․1운동의 산물이었
다고 해서, 또 이광수가 문화운동에서 3․1운동 이래 민족의식에 눈뜬 민중
의 힘을 독립의 실력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았다고 해서 정치적 색채가 배제된 문화운동을 독립운동과 동궤에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광수가 뺷나의 고백뺸에서 당대의 문화운동이 “합법적
민족운동의 한계선”을 전제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에서 일보 후퇴”60)한 것
이었음을 분명히 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인식의 산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운동의 발흥은 3․1운동과 더불어 조선 민중 스스
로가 무단통치기의 오랜 침묵을 깨트리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쟁취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민중의 저력을 동력으로 삼은 일보 전진이기도 했
다. 더욱이 이 무렵 이광수가 염두에 두었던 문화운동의 두 축 곧 ‘신문예운
동’과 ‘민족개조운동’은 이미 2차 유학시절 조선 신문학 발흥의 서막을 예고
한 ｢부활의 서광｣(1918)61) 및 유교와 기독교가 조선인 민족성에 미친 영향
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의식적 변화’에 의한 생활 혁명을 주창한 미완의 ｢신생
활론｣(1918) 기획의 연속선상에 놓인 것이기도 했다.62) 이러한 각도에서 보
60) 이광수, 뺷나의 고백뺸(1948), 앞의 책, 266쪽.
61) 이광수는 ｢문사와 수양｣에서도 ｢부활의 서광｣(원문의 ｢각성의 제1파｣는 장제목)에서 조선 신문학
발흥의 서막을 예고한 일을 환기하고 있다. 춘원, ｢문사와 수양｣, 앞의 책, 9~10쪽.
62) 민족개조론의 전사로서의 ｢신생활론｣에 관해서는 최주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재고｣, 뺷이광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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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광수에게 문화운동은 3․1운동을 전후하여 잠시 유예되었던 2차 유학
시절의 기획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던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광수가 문화운동에 뜻을 두고 귀국을 결단한 것은 어쩌
면 가장 그다운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에서 민족의식에 눈뜬 민
중의 폭발적인 힘을 발견했으나 임시정부로서는 이를 조직화할 수 있는 여건
과 역량이 역부족이었고, 정의와 인도에 호응하는 국제 여론에 기대를 걸었
으나 약소국에 대한 연대와 지지보다는 여전히 강대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 질서의 냉혹함을 경험했으며, 독립전쟁에 유리한 기회와 형세를 지어
대통일적인 독립전쟁을 준비한다는 임시정부의 방침 또한 임시정부 안팎의
내분과 미처 조직의 통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치러진 두 차례의
전투로 인해 그대로 좌절되고 말았다. 이러한 소강상태로부터의 출구를 이광
수는 국내의 문화운동에서 찾았던 것이고, 무단통치기와 달리 언론․출판의
자유가 다소 완화되어 신문과 잡지의 간행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문학 및
언론장은 그의 오랜 기획을 본격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했
던 것이다.
이광수가 귀국을 결심하며 마음에 품었던 민족개조운동과 신문예운동의
향방은 이후 ｢민족개조론｣(1921.11 집필)과 ｢예술과 인생－신세계와 조선민
족의 사명｣(1921.12 집필)을 통해 그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다. 귀국한 지
불과 7, 8개월만의 일이다. 민족개조운동은 일찍이 그의 귀국을 만류했던 도
산과의 협의하에 1922년 2월 수양동맹회(1926년 동우구락부와 통합하여 수
양동우회로 개칭)의 조직으로 결실을 맺었고,63) ｢예술과 인생｣에서 민중예
술론을 제기하며 본격화한 신문예운동은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민중극 뺷어둠
의 힘뺸(1923)의 번역 및 뺷허생전뺸(1923)의 창작으로 나아갔다.64) 이광수의
귀국 이후 3․1운동의 단속적 반향과 관련해서는 주로 3․1운동 이후 청년
들의 타락과 배신의 이야기를 다룬 뺷재생뺸(1924)의 ‘비관’적 비전이 언급되
식민지 문학의 윤리뺸, 소명출판, 2014, 322~326쪽 참조.
63) 김윤식, 뺷이광수와 그의 시대뺸 2, 솔, 1999, 55~65쪽.
64) 최주한, 뺷한국 근대 이중어 문학장과 이광수뺸, 소명출판, 2019. 제2부의 1장 ‘뺷어둠의 힘뺸, 일본어
중역을 넘어서’, 2장 ‘민중예술로서의 뺷허생전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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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하지만,65) 민중예술을 지향한 번역 희곡 뺷어둠의 힘뺸 및 뺷허생전뺸에서
이러한 비관적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광수는 민중예술에서 3․1운동과
더불어 민족의식에 눈뜬 민중을 광범위하게 교화할 수 있는 역량을 보았고,
민중의 언어를 표방하며 쉬운 한글 위주의 창작을 시작한 것 역시 이 무렵의
일이다.66) 귀국 이후 민족개조운동과 더불어 본격화한 신문예운동은 바로
3․1운동을 통해 부상한 ‘민중’의 존재를 의식하는 가운데 전개되어 갔던 것

이다.

65) “3․1운동에 대한 이광수식 후일담인 뺷재생뺸 등은 바로 이 비관을 먹고 자라난 소설이다. 3․1운
동의 후일담은 연애 서사로 치환하는 것은 1920년대 소설사에 이어 흔히 목격되는 기획이지만,
이광수의 소설은 그중에서도 타락과 배신이란 화소를 가장 짙게 간직하고 있다.” 권보드래, 앞의
책, 543쪽.
66) 김영민, ｢한국 근대문체의 형성과정－이광수 문장의 언문일치와 구어체 소설의 정착｣, 뺷현대소설
연구뺸 65, 2017, 65~70쪽; 波田野節子, ｢뺷無情뺸から｢嘉實｣へ－上海體驗を越へて｣, 뺷朝鮮學報뺸
249․250, 2019, 101~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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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wang-su and the March 1st Movement
Choi Ju-han

After returning to Shanghai in March 1921, the academic evaluation of Lee
Kwang-su’s activities is compressed to the treachery, and the derogation and
negative of the March 1st Movement. This is because the returning home, the
ripples of “The National Reformation”, and the critical view of cultural
movements that have escaped politics have reinforced the frame of
disconnection before and after returning home. This article raises the issue of
the frame of disconnection. Beginning with the whole of Lee Kwang-su’s
literary activities and the trajectory of ideology in Shanghai, I clarified what
the March 1st Movement was to Lee Kwang-su and how it was related to
the literary activities and ideology before and after returning home. Lee
Kwang-su, who witnessed the explosive power of the people who became
aware of national consciousness in the March 1st Movement, sought to
assemble this into the necessary capacity to prepare for the ability of
independence. Tactically, it shows the transition from diplomacy to
independence war and cultural movement according to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and circumstances. But the theory of reform, represented by the
article “The Reform”, was part of a more fundamental and long-term plan
aimed at the formation of a nation with a competence and qualification to
maintain and manage a country. Lee Kwang-su’s decision to return home was
not due to frustration and skepticism about the impossibility of independence.
Lee Kwang-su has seen the possibility of converging the power of the people
who have been awakened to national consciousness since the March 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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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to the capacity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ability of independence
in the cultural movement. And he had in mind the new literature movement
and the national reformation movement as part of the cultural movement. After
returning home, this is followed by the practice of new literature movement
based on the folk art theory along with the national reconstruction movement.
The national reform movement and the new literature movement were
developed in the awareness of the existence of the people who emerged through
the March 1st Movement.
Key words : Lee Kwang-su, the March 1st Movement, preparationism, national
reformation, new literature movement, folk ar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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