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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졸휠김
김영식은 일제강점기 제주 최초의 언론인이었으며，조선에 사회주의 이론올

대중척으로 소개한 중요한 초기 이론가 가운데 한영이었다 그는조직운동가와

사회비평가로서 당대롤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숱한 핑화와 논전의 주인공이었다

김영식은 1915-1918년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 천운부 정치경제과에 다녔다.

유년 시절 제주에서 방성철란과 이재수란올 경험한 김영식의 일본 유학은 일제

강정기 조선 사회의 사상적 흐릅올 주도한 인사들과 교류하고 조직환동에 발올

딛는 계기가 됐다 일본 유학시기 추송 장덕준용 안난 것은 그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올 끼쳤다 장덕준융 통해 그는 일본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틀에 대한 현실

올자각했다

그의 일본 유학 시철 조직훨동은 주로 조선유학생학우회， 조선기독교청년회，

신아동맹당울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선유학생학우회 간사부장과 회장을，조선

* 제푸'4'3연구소 연구원 유익한 논명융 해주신 익영의 심사위원툴에게강사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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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청년회 간부를 맡아 활동하는가 하면 초기 사회주의 계열의 비밀결사인

신아동맹당에 참여해 자금모금 활동을 벌이는 동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학지광」에기고한 그의 글들은 그의 사회인식과 조선의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쓰여졌다 그는 유학생들에게 조선의 사회현실에 뛰어들어 그들과 같이

호홉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과학만능주의，법률만능주의，황금만능주의의 ‘3대

신사조’를거론하며，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도덕의 향상과 경제의 진보를 촉

구했다

그의 유학생활의 사회인식과 활동은 「동아일보」를비롯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평생동안 활발한 문필활동을 벌이l 조직활동을 히는 토대가 됐다

주제어 김영식， 장덕준 학지광， 조선유학생학우회， 신아동맹당

I. 서론

송산 김명식 (1891-1943) 은 일제강점기 제주도 최초의 언론인이었으

며，조선에 사회주의 이론을 대중적으로 소개한 중요한 초기 이론가 가

운데 한명이었다 그는 또한 조직운동가였으며， 사회비평가로서 당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숱한 펼화와 논전의 주인공이었다 그의 일본 유학

생활은 이러한 문펼활동과 조직활동의 자양분이 됐다 그는 1915년부터

1918년까지 일본 도표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를 다녔다

그는 일본 유학생활을 마친 뒤 『동아일보J와 『신생활갱을중심으로 집

펼활동을 시작해 각종 매체에 문예비평， 국제정치경제， 사장， 만주문제，

교육，종교 여성，정치，조선경제， 사회운동， 주역，조선역사 둥 다방면에

걸쳐 정력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쳤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글은 150여편에 이르고 있으나，무기명으로 게

재한 논설이나 기사 동을 합치연 그의 집펼활동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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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졌올 것으로 짐작된다

당대의 문필가들이 그러하듯이 한문에 조예가 갚었던 그의 글은 동서

고금올 넙나들었고 조직운동가로서의 활동은 1920년대 초 조선이 좁올

정도로 활발하게 이뤄졌다，그에 대한 당대의 명가들은 그가 어떤 인물

인지를 보여주고 었다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자재판’(동아일보，1922

2. 27.)의 주인공이었던 그는 ‘초선사상계의 거물’])이자‘치열한배일사

상을 가진 인물’이었으며，2)‘일세의웅변객’이었고(r삼천리」제3호，1929

7쪽)，‘당대최고봉의 논객’이었다{r삼천리』제8권 제1후 1936: 36쪽l.

그는 또 ‘조선의맑스주의자이자 ‘이론전선의전초에서 적에게 맹탄올

보낼 투사의 멤버’였으며，그의 문장은 ‘노련해박’하고식민지 조선사회

에 많은 영향올 끼쳤다{벅일형，1932: 12-13쪽)그는 ‘사랑을평생 신조

로 삼고 ‘인도’(1\道)를주장하고 ‘계급’올배척하고 싶어했던 인물이었

다{r개벽」제12호，1921: 98쪽)

김영식에 대한 글은 그가 제주 출신 언론인 또는 사회주의 활똥가로

서 항일투쟁올 벌였고，사회주의 사상가라는 이유로 제대로운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동 언론에 단편적으로 소개되는데 그쳤대제주선보

1972. 8. 19.; 박노자'，2α)5) ‘그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조금

씩 이뤄졌다 그가 누구이며 어떤 활동올 했는지를 밝히는 생애사 연구

(허호준，1993; 박종린，1999)，일찍부터 알려진 r동아일보 j 창간호에 쓴

시와 춘원 이핑수와 벌였던 논쟁 연구{김병택，2010)，일제강정기 운양

김윤식의 사회장 여부를 놓고 벌어진 조선 사회주의 활통가들의 세력

재연 연구 둥이 있디{박종련，2000).3)

1) 일제강정기 때 제주도 경찰서에 근무한 주앓뺨찌의 언급 깅시용，안요갱에 대한
신척소비초합운동 관련 판결문" 1942. 8. 13.(제주도 1잇J6 π7 쪽)

2) r왜갱시대인물사료 j 제3권(국사면찬위원회 htlp:j /www.history.go.kr 검색)

http:///www.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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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주의운동 또는 민족해방운동에 끼친 다대한 영향에도 불

구하고 김병식에 대한 연구는 역설적이게도 그를 전향한 친일 이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그가 일제강점기 저항적，문

제의식적 지식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1920 년대 초부터 생애

를 마감하기 직전인 1940 년대 초까지 숱한 집필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

상，운동，정치，역사，경제 인식 둥을 설파한 것올 보면 부분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물론 말년의 그의 글에는 친일적 성격의 내용이 들어 있교

비판받아야 할 부분은 비판받아야 한다 5)

본 연구는 송산 김명식의 생애를 새롭게 조명하고，그가 사회주의 사

상가로 활동하는 계기가 된 일본 유학시절 그의 사회인식과 활동을 조명

하는데 있다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자 가운데 한명인 김병식은 일본 유

학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받이틀였고 훗날 논설반 기자로 활동한 『동

아일보 'J，주필로 활동한 『신생활』을통해 조선사회에 본격적으로 사회

주의 사상을 전파했다

이 글에서는 그가 일제강점기 언론인 �시장가 •운동가로서 평생을

일관한 뿌리가 되는 일본 유학이 그에게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가 일본 유학시절 유학생들이 기관지였던 『학지광」에실은

3) 박종련은이 연구에서김윤식사회정에대한김병식의입장을집중적으로조병했다
4) 서영인(2008)，'일제말기전향지들의시국인식과문회론→김명식을중심으로」，r인
문과학연구-져~32집，대구대인문과학연구소γ 1-22 쪽，홍종욱(2009. 10.)，'1930年
代 lolH 植民地 후~~￥Aσ)댐、想 s'Jf쫓킹등-金明植σ)찢휩~PJ짧 ε짧向장中 ι 、‘;」，「朝뺑史
liII究論文集，No.47，朝 ifìi'史liII究會，東京 錄陰書房，159-186 쪽 퉁이있다 이 가
운데 홍종욱은『중일전쟁기(1937-1941) 사회주의자들의전향과그 논리"서울대
국사학과석사학위논문，2000 풍올 통해 사회주의자들의전향논리검토의주요인물
로 김영식을놓고 있다

5)그가 말년에남긴 대표적인친일글은창씨개명의당위생에관한글이지만，그 지신
은 창씨개명을하지않았다〈김영식，1940: 43-44 쪽)김영식의친엘적글에대한분
석은훗날시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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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과 각종 기고문 동을 활용하고자 한다，

n. 성장과 서울 유학시기 활동

1. 깅명식의 유년시절과 제주사회

김영식은 1891년 9월 26일 제주시 조천융 조천리에서 정의현감 김문

주(金ttt*)6l 와 어머니 송권숙(宋械淑)사이의 4남 2녀 가-운데넷째로

태어났다 그의 어릴 때 이릅은 경덕(慶德)이었다본관은 김해 김씨로

조천이동파{朝天젖洞派)다 김영식 위로는 후식(金탱植，제주군 주사

역임)，형식(뽑뼈:조천연장 역임)，재식(在뼈)풍 3형제가 있었다

예로부터 조천은 청치가와 학자 동 중앙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한

유배인과 내륙올 오가는 사랍들，각종 상선들이 드나드는 제주의 관문이

었다 일제강점기 때는 제주융 산지항과 더불어 기미가요마루(君代九)

둥 일본과 제주를 잇는 정기여객선이 들렀던 교통의 중심지 가운데 한곳

이었다.이러한 사회적 •자연적 환경으로 조천에서는 제주도의 다른 지

역에 견춰 서울과 일본 퉁지로 신학문올 배우기 위해 유학올 떠나는 젊

은이들이 많았다

김영식은 제주사회의 격동기에 유년시절을 보냈다 제주지역에는 중

앙정부에서 파견된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로 민성이 이반돼 이에 항의

하는 민란이 잇따라 일어녔다 일제의 조선 강탈도 그에게 커다란 영향

올미쳤다.

그는 8살 때인 1898년 2월 제주목사 이병휘의 폭정에 항거해 일어난

6) 농온〈빠隱) 검문주 ü859-1935l 는 고총 28년인 1891년부터 1894년까지 정의현강
융 지냈다，오문복，해제 J(검문주，2()()4: 6-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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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칠란’을경험했다.방성칠을 장두로 히는 민군은 제주읍성은 물론

조천까지 습격해 권세를 누리고 있던 제주군수 김희주〈金熙뽑)등 김씨

일가의 여러 집틀을 불태웠다{제주도 1993: 1014-1017쪽J. 김영식의 숙
조부인 김웅빈 •김웅배의 가옥들은 민군에게 파괴됐지만 김병식의 조부

김웅전과 부친 김문주는 평소 민심을 얻어 오히려 민군들의 보호를 받았

다(김윤식，1898; 김윤식 2010‘67-68쪽)

김명식은 이러한 구한말 제주의 혼란상을 경험하고，중앙정부에서 유

배용 명망가들을 직정 보면서 자랐다 구한말 제주에 유배왔던 운양 김

윤식은 김명식의 집안과 친하게 지냈다 방성칠란이 일어났을 때는 김윤

식이 김병식의 조부인 김웅전의 집으로 피신해 김웅전과 김문주 등을

만나기도 했다 검윤식이 1898년 3월 19일 조천을 떠날 때도 이들 부자

가 김응전의 부자인 김응전과 김문주，그리고 손지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병식 또는 그의 형제들도 김윤식을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7)

그가 11살 되던 해인 1901년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봉세관 강봉헌의

작폐와 일부 천주교도들의 횡포에 맞선 이재수란이 일어났을 때도 민군

들이 보호했을 정도로 김웅전과 김문주는 평소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터

웠다，4년 뒤 김문주가 1905년 겨울 을사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을사년겨울에 서울 소식을 듣고’(ζE쪽聞京報)리는 시는 이런

김문주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

남겨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다급한 때를 딩하여

어려운 나라 걸음 느릿느릿하다하겠는데

7)김윤식은 김영식의 조부 김웅전에 대해 “나이는 67세，나이가 많고 덕이 었으며，

문장도 알고 얼굴 가득히 복 있는 기상”이라고 평가했다{김윤식.2010:6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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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여 열사들은 충절을 다하지 않으며

헛되이 간신틀만 가지녕쿨 자라듯하는가

북쪽옹 정별하려 할 때 제갈량은 출사표를 찬탄했는데

동쪽윤 정별해야 할 때는 공연히 육유시만 옳고 있구나

오직 한사랑신유수만이

우리 조정올 워하여 죽음올 기약했네 .8)

김영식은 1902년부터 1900년까지 서딩에서 한문을 배웠고 1910년 제

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이 사이 그는 1905년께 구좌연 김영리 김

회서와결혼했다

일본의 조선 강탈이 노골화되던 시기인 1908년 정월 초하루 김문주는

자식들에게 행동을 바로 하고 처신올 잘 하라는 뭇올 담고 시를 썼다

맑은 창71에 빨간 해 구르는 빛 환하다

밝은 기운 퉁둥하고 어두운 기운 사라진다

동쪽 나라에 홈올 맞아 성덕을 노래하고

어머님 희갑이라 잭동옷 춤추었네

벼술길에서 툴아온 도연영 현명했고

옛사람 생각하니 백욱이 슬퍼지네

어리석은 많은 지식들 행동 두렵기만

지금부터 너회툴 생각올 바로 가져라 9)

8) “찌此存cfê;~ 時 JR짧國步끼 ;:;;:i!Il那無 f.!l土ll\l엉、ßñ 徒有 jifl':!ilI~tt ~t1J(!I뺏
릉홉휩짧 찌!1iE~i*陸遊혐 'It때-介申'iIl연:없我얘廷死以쳐져"(김운주，2α껴 8쪽)

9) “Jj(;申元日敢%뼈짧欲 g홈而亦 lI!i.•흉子굽耳時倫 .lf.五十也
ßill:%:IJ8햄:itUI 陽~ßll! 양陰 ~tri'l
Jl!國迎￥￥*-'Etê! ~tjkllJ:~~~1 衣
암來 E.W:i!l'JH같 ;융1!jti.lifé 王양
!8:ß"雖多三恐 tm 從今 lllf/1~ 樞없"(김운주，20()4: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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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에게 올바른 자세를 당부히는 것을 보면 이 시기 이미 김병식

형제틀의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1900년 대한협회 회원

으로 가입해 활동하기도 했다 대한협회는 교육과 산업발전을 통해 국력

배양을 꾀하던 대한자강회가 일제 통감부에 의해 강제해산되자 그 후신

으로 님궁억 •오세창 •윤효정 �장지연 등이 1907년 11월 전국적으로 조

직한 단체다，이 단체는 교육의 보급，산업의 개발，생명재산의 보후 행

정제도의 개선，관민폐습의 교정，큰연저축의 실행，권리 의무 책엄 복종

의 사상 고취를 강령으로 하고 있다{'대한협회회보』제1호，1908: 1-2

쪽).1900년 7월 발행된 『대한협회회보J에는 김명식이 동향 출신의 김문

준과 함께 대한협회 제주지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나와 었다 회장

은 그의 친척인 김희주로 돼 었다('대한협회회보』제4호，1908: 69쪽)

2. 서울유학시기 활동

1910년 제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그해 서울 유학길에 올랐다

1911년 4월 경성고둥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졸업을 하지 못하고，1912

년 학교를 그만뒀다 10) 그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반일 투쟁을 전개했

기 때문으로 보인다)1) 그는 동향 출신의 죽암 고순홈，목우 김문준 동과

10) ，왜정시대인물샤료j 제3권(국사편찬위원회 http끼~ww.history.go.kr 검색)
11) 조천 출신으로 추정되는 김려환은 김영식이 제주도 조천리의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
해 고향에서 한학을 수학하 .:il，1908년 한성고등학교(서울)에입학해 공부하다가 한
일 강제합병의 비보를 듣고 졸업시기가 멸지 않지만 애국적 학생동기들과 함께 일본
군과 맹렬한 투쟁올 했다고 말했다{김려환의 자료제공，주간신문 r독립， 1946. 5
15) 이 신문은 1943년 9월 5일 창간돼 매주 수요일 발행됐으며，미국 로스엔젤레스
에서 발행됐다{국가보훈처 사이트검색 http://e-gonghun.mpva.go.kr ) 경기고퉁
학교의 전신인 관립 한성고둥학교는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지속됐으며，1911년 11
월 1일부터는 제1차 조선교육령의 공포로 관립 경성고동보통학교로 명칭이 바뀌었

다 졸업생 영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경기고동학교 동창회，경 7190년사J. 1990

http://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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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분을 쌓았다 특히 훗날 일본 오사카에서 노동운동을 지도한 검

문준과는 매우 톤독한 관계였다 김명식은 “죽마교우로서 절치간”이며，

“그의 죽음과 같이 나에게 큰 타격은 없었고 저의 추도회 때에 나온

저의 영(靈)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실컷 울였다”고 할 정도였다 그는

스스로 김문준과의 관계에 대해 “군(김문준 필자)은 나를 믿고 냐는

군을 사랑했다" “군을 잃은 나의 불행은 귀머거리가 된 불행보다 큰

것" “풍차는 사나운 바람이 날개를 꺾어버리면 이무런 기능도 발휘치

못하듯이 군이 가지 않았으면 나도 도는 날이 있을 것을”이라며 그의

죽음을 안티깡게 여겼다

군의 부친은 일직 도라가시고 여동생 2인과 함쩨 면모의 총얘를 맛고

성장하앗는대 모당\i표堂)의학성(學誠)이장(밤)한것이 잇서 군으로 하야

곰 농엽학교를 수석으로 줄업케 하고 포 놓링학교에짜지 나가게 하앗다

그러나 원래 빈한(負寒)한사람의 일이라 농림학교는 마치지 못하고 도라

핫는데 이때 군의 심서(心絡)는심히 위적(댐積)하앗다어느날 군의 가정

에 불평(不平)이생것다는 말을 듯고 쪼차가서 군을 몰고 나와서 학교를

마치지 못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엇지 못하는 것이요 또다른 문제로 말

하면 ‘유자칠인(有子七A)，막위기모(莫방其母)’라는고시(古詩)도잇스니
너무 상심치 말라고 서로 붓잡고 운 일이 잇다 그리고 연전(年前)경성에

잇슬 때에는 군은 내의 악필을 노상 민연(個然)히생각허。t 원고를 써 노흐
연 내의 청구도 업시 군은 그 능펼(能筆)로정서(精書)해주엇다(김명식，

1936)

김문준은 1936년 5월 22일 오사카 허가시나리(東城)구 동소교북지정

3정목 9번지 4호에서 세상을 떠났다{동아일보 1936. 5. 24.;조선중앙일

79→ 113，440-4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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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1936. 5. 25.) 김명식은 1936년 오시카에서 열린 그의 추도회 때 추

도사를 원었다가 일본 경찰에 연행된 뒤 강제 귀향조처됐다{김명식，

1938a: 45쪽)

그는 서울 유학생활 시절 제주 출신 유학생들을 위해 ‘제주학생친목회’

를 만들었다，1910년 7월 조직된 이 친목회는 김문회(金文熙)와김명식

둥 2명이 발기해 1。이환씩 출자해 만든 것이다.친목회의 목적은 유학중

학비가 부족해 학업을 중단하는 유학생들에게 학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였다{대한매일신보，1910. 7. 5.; 황성신문，1910. 7. 5.). 학비 부족으로

유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제주 출신 학생들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을 보연 당시 제주도 출신 서울 유학생틀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다 이 친목회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서울에 유학

한 제주 출신들의 친목회를 조직한 것은 이 모임이 처음으혹 추정된다

김병식의 큰 조차 며느리 황정이는 그가 형제 가운데 가장 열섬히 공

부했다고 기억한다

김영식선생이부인을고향에둔 채혼자만공부하기위해서울에서살

아버렸다는얘기를들었어요 그래도부인 생각은했던모양이예요 부인보

고혼자만있으면고생한다고친정집에가 있으라고하거나방학때 내려오

면 친정집이있는김녕리까지데려다주기도했다고해요 집안 식구불쌍

히 여기고성격이과묵한데다참 순한사람이었지요 남에게꽃은 말도할
줄 모르는 어른이었어요12)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김병식은 일본 유학을 통해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을 굳건히 하고 평생의 활동에 대한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12) 황정이 인터뷰 1993.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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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일본 유학시기 교류활동과 사회인식의 형성

1. 일본 유학과 교류활동

1910년대 일본 유학생의 85%가 도쿄에 유학했고，사립학교에 적올

둔 남성이 9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이들은 주로 정치，법플，경제 분

야를 전공해 국권회복을 위한 논리적 기반올 제공했다{류시현，1999

엉8쪽).김영식도 이러한 길을 밟았다 그는 24살이 되는 1915년 9월

13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파에 틀어갔다{학적부).

부친이 현감올 지내기는 했지만 신문배달과 막노동 동올 하면서 학엽올

할 정도로 13) 그의 유학생활은 ‘고심참냥한 나날틀이었다{동아일보，

1922. 12. 27.). 김영식이 일본 유학올 갔던 1915년의 일본 유학생수는

342명으로，1913년 502명에 견줘 크게 줄어들어들 때였다 14)

유학생의 활동은 유학 대상지에서의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귀

국 후의 활동과 연속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류시현，

1999: 282쪽).그런 점에서 김영식의 일본 유학생활도 그가 훗날 평생올

일관한 문필활동과 조직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김명식이 일본 유학

생활 중 가장 가껍게 지냈던 이는 추송(秋松)장덕준이었다 .15) 일본 유

학 시절 만난 장덕준과의 교류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다 장덕준

13) 황갱이 인터뷰

14) 이처명유학쟁수가윤어든데 대해 r학지팡j 온 경제공항과세계대전으로인해개인
주의와중긍주의가맹창한결과라고분석하고있다{'학지광j 제6호，1915‘17쪽)

15) 그는 1없2년 6월 29일명해도재령군하효연에서출생했다1없19년부터1얹J8년까
지 한학용전공하고，채령기독소학쿄0907-1909) ，재령영신중학쿄0909-1911J 흩
니왔다그 뒤 영신중학교교원0911-1912) 과영양일일신문사조선문신운부주간
0914-1915) 으로 혈동했다 이어 일본 도효로 건너가 조선기독챙년회간사
0917-1918)로활동했다조선으로툴아와1920년 1월동아일보사창럽에참여하고
1920년 4월 1일 논설반 기자로선임했다{동아일혹193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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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설산(雪山)장덕수의 형이다 16) 장덕준은 “열성과동정이 풍부해 형

제의 일이라면 시간상，금전상 손해는 묻론이거니와 자신의 수고를 아끼

지 않는”인물이었다{"기독청년』제9혹 1918: 1쪽)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는 바람에 장덕수와 동창이었던 김명식은

장닥수의 하숙집으로 자주 놀러가다가 그의 형 장덕준을 만나게 됐다

장덕준은 어느 날 김명식에게 평양에서 신문을 만든 적이 있는데，제대

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말했고、이에 김병식은 “이제조선에서 신문이

되겠소?"하면서웃어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장덕준은 인생의 진가(톨價)，인격의 존염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하

면서 “감각적쾌락을 추구홈에 물질적 쾌락에 동겸하야 언생의 진기를

부지(不知)향고，인격의 존엄을 불각(不覺)하야고식투안(始息倫安)의

현실생활로 만족하며 기계적 생활과 노예적 생활에 감복함아 우리 반도

(半島)사회의 일반 요구이며，일반 희망일 분 아니라 우리 다수 청년의

사업이니 이것이 분(慣)하지아니하며 이것이 얘달옷지 안이한가”며불

질의 압박과 기타 모든 것의 폐해를 벗어나기 위해 진실한 정신과 충실

한 노력을 다하는 것을 ‘이상’(理想)으로여겼대추송생， 1915: 58-6C쪽)，

길지 않은 유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집필활동과 조직활동을 했던 그가

조선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된 데는 장덕준과 교류가 결정적이었다 장덕

준은 김병식에게 낙후된 조선 상공엽 발전의 절대 필요성음 주장했고，

김명식은 그의 입장에 동조했다 김병식은 많은 조선사람들이 일본 유학

을 했으나 자본문명의 내용을 이해하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장덕준

16) 그는 1920년 6월 홍벙도 부대와 9월 김좌진 부대가 일본군에 타격을 주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10월부터 간도의 조선인 동포들을 무차별 학살한다는 소식
이 전해지자 그는 r동아일보』가 정간 중이었지만， 0]를 취재하리 만주로 갔다가 훈춘
에서 제1신올 보낸 뒤 행방불명됐다〈정진석， 1995: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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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통감을 표시한다 의기투합한 이들은 유학생들

에게 지주 조선의 상공업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대김명식，

1938b: 69쪽)

김명식은 조선의 자본문명에 대한 이해는 당대의 도표 유학생시대로

부터 출발했다고 본다 그는 당시 조선인들이 구주대전(제1차 세계대전)

으로 인한 정치 및 경제상횡을 통해 지본문명을 이해한 측면도 있으나，

이 방면에 관섬이 있는 학생들은 극소수였다고 평가했다.

장댁준과 함께 유학생들을 상대로 조선의 상공업 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 나갔으며，그 결과 학업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간 많은 유학생

들이 상공업 방연으로 나갔다고 그는 평가했다 노동문제에 대한 김명식

의 인식도 장덕준과의 교류가 밑바탕이 됐다 그는 장덕준의 권유로 조

선언 노동지를 만나고 노동자의 현실을 깨닫게 됐으며，이 만남은 김명

식의 이후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의 말에 따르면，“도쿄있을

때 어느 날 저는 하치오지(八王子)제사공장(製絲土場)에조선 노동자

가 많이 와 있다 하니 가보지 않겠느냐고 유인해 동행했는데，그들에게

대한 저의 친절한 어조와 행동은 감격치 아니할 수 없었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명식은 “그것이유학생계의 처음 일일는지는 알 수

없으나，그후 나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이 없지 아니하였다강 말해 자신

의 사회인식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밝혔다{김영식，19였b: 69쪽)

장되준은 폐결핵으로 가나가와현 치가사7'1(종f 뼈市) 남호원(南湖

院)에요양했다가 1918년 3월 퇴원했는데，요양 중일 때 위로차 그를

찾아갈 정도로 물의 관계는 돈독했다{C학지광」제17호 1918: 79쪽，김

병식，1938b: 70쪽)

김영식도 몽이 허약했던 듯하다 그는 유학생활 중 신병으로 1917년

12월 중순 귀행H 요양한 뒤 1918년 4월 복학해 (C학지광』제15호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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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쪽 r학지광』제17호 1918: 80쪽)학교를 다녔으며，같은 해 7월 7일

졸업했다{학적부)

2 일본 유학과 사회인식의 형성

김영식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1910년대 중반은 일본 사상계에 ‘초기

사회주의’가수용되던 시기였다 17)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류와 조

직활동을 통해 사회인식을 형성해 나갔다 그의 사회인식은 조선인 유학

생들의 기관지인 『학지광』에기고한 글을 통해 단면적이나마 알 수 었

다 그가 r학지광」에기고한 것은 1917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시기

일본 유학생들은 조선사회의 선도자적 위치를 자각하고 있었고，유학생

기관지인 『학지광j 은 유학생들의 현실인식과 자각이 들어있었다 이 때

문에 『학지광』은학생들의 항일 선전지로 지주 발매 및 배포 금지 처분

을 받기도 했다 18) 이러한 양수와 배포금지 때문에 김병식이 어느 정도

의 글을 『학지광』에기고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학

지광』에는한시(漢詩)2편19)과 졸업생들에 대한 당부의 글 1편，논문

1편 동 모두 4편이 남아 있다

17) 일본의 산엽화가 진전됩에 따라 발생했던 여러 사회문제를 비판하는 데서부터 출발
했던 ‘초기사회주의’는자본주의 사회가 초래한 사회문제에 대한 ‘개량을 지향했다
(류시현，1997)

18) ，학지광」은1914년 4월 창간해 1930년 4월 종간될 때까지 통권 29호가 발행됐다
이 잡지는 당시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의 논운 �기행 수필 시 �희콕 소

설 학우회 소식 동정 동을 게재한 종합잡지였다 창간 당시에 격월간올 목표로 했
으나 연 2-4회 발행되는데 그쳤다 발행기간은 16년이었으나 잦은 발매금지 처분과

압수 풍으로 29호 밖에 발행되지 못했다

19) ，학지광』제13호C1917.7)，80'쪽에 ‘춘일우음’，학지광』제17호C1918.8)，77쪽에
‘별강호유감’의한시 2편이 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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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후자의 2편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r학지광』제13

호(1917. 7，)에기고한 ‘안거연래’(確去꿇來)리는글을 통해 자신의 심경

을 밝히고 있다.그는 “기러기떼가추위에 놀라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갈

때 잃은 벗을 찾으려고 푸른 하늘에 대고 슬피 울어，타국에서 나그네가

거처하는 방 안에 근심이 가득찬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돕더니 벌써 얼

음처령 차가운 바람이 불어 눈이 쌓였다”며식민지 조션의 청년으로서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빗대었다(김병식，1917a: 30쪽).

그러면서 그는 졸업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먼저 ‘기뻐하

고 구(求)하라’고당부한다 비관하면 생이 끊어지고，낙관에서만 생이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그는 “비관만품고 앞날의 절망을 슬퍼해 우리의

모든 일이 이뤄지지 못할 것을 속단해 지리산 중에서 스스로 머리를 깎

던 옛 양반이나 벗을 삼고자 하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위험도 곤란도 없

고，문을 닫고 집안에 돌아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편안하겠지만

문을 열고 머리를 들어 장제방초(長뚫芳草)를볼 때 우리의 왕손은 어디

갔는가’고말한다 그래서 그는 “앉아서죽음을 기디리는 것과 한번 나아

가 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니을까’하고묻는대김영식， 1917a: 31쪽).

그의 이런 말은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먼저 조선민중

들을 계몽할 것을 유학생들에게 촉구히는 것이었다

제군이여 절망치 말라 우리의 일이 확실히 일울 것을 빗고 낙관창라

큰 이상과큰 야심을가지라 만혼 희망과만혼 경륜을석우라，비록광적

(光的)의빗을 차자가는 경로가 험악창지만은상설(露雪)을범흉고 형극

(쩌願)을발부변셔산길을광활창게개척좋고가을풀이만연흔넷 뜰을화

려향게소제(橋除)하여라나아가는 길에 만혼 곤란은 우리의 풋을 더욱

굿게 한는단야봉(짧治棒)이오1 만흔 악마는우리의태만을자격(刺敏)창

는 큰 목탁아니래김병식，1917a: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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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야심을 가지고 험난한 길이지만 개척할 것음 당부하는 그의

글에서 식민지 조선 청년의 기개가 드러난다 개척하는 길에 만나는 곤

란과 도처에서 맞닥뜨리는 장애물들은 오히려 심신을 더욱 단련시킨다

는것이다

이러한 김명식의 인식은 같은 시기 일본 유학생활을 한 장덕수의 글

에도 묻어난다 장덕수는 청년들어1게 “우리는낀가 아니라 우리는 도야

지가 아니로다.자기의 존엄과 명예를 천지에 대창야 자랑하는 자각(自

覺)잇는사람이라 생물의 본능되는 바 정욕을 통제흘는 이성(理性)

잇는 우리는 이로써 만족훌 수 엽는 것이니 혹은 영성(靈性)의명을 의

혼야 본능을 무시향고，정의(正義)공도(公道)를체현코저 사(死)함을

질거워할 띤도 잇슬 것이오 �조선청년이여 죽엇는가 이젓는가，너희의

강산은 너희의 의지를 실현흥 곳이 아니며 너회의 토지는 너희의 우주적

경륜을 행할 곳이 아닌가.?"20)라며 조선 청년의 책임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김병식의 시각도 이 글에서 보인다 그는 “홍수가비록

9년이 계속되더라도 반드시 맑게 캔 하늘이 있을 것이요，큰 가뭄이 비

록 7년이 이어져도 또한 반드시 구릅비가 있을 것이니 꽃에 십일홍이

있지 않고，달도 차변 기운다”고설파했다{김명식，1917a:31~32쪽).음

양에 대한 이치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조선 강점도 언젠가는 끝난디논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학업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들을

향해 “니는제군이 있음으로 진주를 가진 듯이 기쁘고，제군이 감으로

한양군(漢陽那)에강감초L을 보낸 듯이 믿노라”고했다 그가 볼 때，일본

유학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ψ뜯 청년들은 거란의 침입을 빡}낸 미래

20) 장덕수ü915.5) ，'의지의약통」， r학지팡j 제5혹 40-46쪽 강조점은 왼문 그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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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감찬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계속해서 “크게 구히걷}간절히 구하라‘ 널리 구하라”

고 거륨 당부했다 미워도 부모형제이며， 이웃이다 암담한 조선의 현실

속에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요청하고， 경륜과 포부，인격이 있어

도 낮은 자세로 그틀 속에 파고들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은 도저히 혼자는 흥 수 업고 또혼 외쌀은 걱거지기 수융나나

라 미련창야도 내의 형제이오，완고향야도 내의 부로(父老)이니，져들을

사랑창고 져들을 존경향라 져들을 지도흉고 져들을 충간(忠課)창라져들

을 가라치고，져들을 일으키라 진토(塵土)안녀에백옥(白玉)이잇고 운무

(雲驚)가온닥에 신성(辰星)이잇나니라 물질(物質)이아오리 죠흘지라도

사람이 업스면 물칠(物質)이생겨날 수 업나니，제군(諸君)이비록 알력산

다，시자의 경륜(經輪)이잇슬지라도 바시멕，스타언의 포부가 잇슬지라도

공"t，석가의 고상(高尙)혼인격(A格)이잇슬지라도 구(求)치안이창고 엇

지 못창면 도저히 혼자는 올도 못창고 날도 못혼 것이니라 그렁으로 빈양

자비(自뽑)창고백굴(百댐)창야몸이 인도고가 되고 다리는 안진방이가 되

도록 허리를 구무리고 무럽을 불며 목이 터지고 발이 달도록 부로(父老)의

게도 나아가고 또혼 자질(子효)도볼으라{김명식，1917a: 32쪽)

그는 중국 한나라 유비의 삼고초려를 예로 들면서 크게 떨쳐 일어나

려면 반드시 먼저 자신을 숙여야 하며，크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

시 먼저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게 있어 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충성’과‘용서’였다그는 공

자의 ‘궁-^J-.:후이박책어인’(없自훔而傳責於 A 몸소 자책하기를 후하게

하고，남을 책하기를 적게 한다)이라는 말을 거론하며， “안으로 자기를

엄중히 경계하고， 책망할 뿐 아니라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하

고，용서치 않으면 될 수 없으니 충성하고 용서하라”고 말한다{김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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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a: 33쪽).충성하변 나오고 용서하면 쫓게 되니，감격해서 나아오고

즐겨해서 쫓으면 우수마발이라도 버릴 것이 없고，그렇지 않으면 큰 재

목이 있어도 기퉁으혹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조선의 현실을 간파하고，그 속에 파고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

지를 인식해 이성(理性)에만경도되지 말고 실천적 행동의 필요성을 언

급하고 있다.

여러분이여자는자를째우고안친자를 세우라 만일겁분일이잇거든

얼콜로만표창지말고큰 말로표흉며분혼 일이잇거든다만이마만만져

부리지 말고 반다시 큰 말로 노(恐)칭라(김영식，1917a: 34쪽)

그는 툴스토이가 굳은 신앙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현명한 사햄}게 있

지 않고 이론을 얄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있다고 밀하는 것과 같이，우리

의 뜨거운 정성도 인격자에게 있지 않고 또한 반드시 더욱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있으리라고 믿었다〈김병식 1917a: 33쪽)‘안거연래’의일관된

논지는 청년들이 암담한 조선사회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 그들과 함께

전진하고，그들과 함께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N. 일본 유학시기 현실관과 조직활동

1. 일본 유학시기 현설관

그는 r학지광』제14호 (1917. 11.)에서 자신의 전공분야라고 할 수 있

는 ‘도덕’과‘경제’를중심으로 한 r도덕의 타락과 경제의 부진」이라는

논문을 썼다 그는 이 논문에서 동서양의 고대사로부터 러시아혁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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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고 노동자 •농민문제와 조선의

사회문제를짚었다

그는 논문의 서두에서 “도덕은사람을 조성하고 경제는 사람을 양생

하니 만일 우리에게 도덕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 되지 못할 것

이요 또 경제가 없다변 잠시의 생명도 유지하지 못할 것은 현지{賢者)

와 우재愚者)를 불문하고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도덕과 경제의 관계

를 수레의 두 바퀴로 보았디{김명식，1917b‘19쪽)그는 20세기 횡금

만능시대에 이르게 된 연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나(支那)는요순(홍짧)의덕치사생德治思想)이2천년칸을 지배하다
가 전국시대에 지(至)하야한비자가 법치주의를 창도함으로부터상OJ(商
敎)의각법(;t'J$)，진왕정(奏王政)의혹형(밟*，])，왕얀석(王安;0)의 청묘

(좁짧)，주원장(朱元뚫)의율전(律典)퉁이 발생하앗고 희랍은 12대신(大
神)을존숭히는신의정치(神意政治)(지나의덕치와상사함)가기세기를전

래하다가모세의율법，소론의 헌법，풀나톤의이상적국가설이출현하앗고

근세에 지(至)허야는몬져 영국에셔그 국민의 뜨거운요구로 말미아마막

그나칼타라하는 현장이제정됨에구주 각국도또한 재래의전제제도(專制

制度)를개혁치 안이치 못하야 맛침년 법치제도를시행하게 되앗스며 포

경제계의변천을말할지라도어렵시대，목축시대，농업시대，상업시대，공업

시대의 횡금만이는 현금(現今)황금시대에지(至)하앗도대김명식，1917b
19-20쪽)

그는 도덕은 시대의 진보와는 반대로 퇴보하고 위축될 운명에 처했을

뿐 아니라 그 근저까지 동요하게 하는 과학만능주의，법률만능주의，황금

만능주의의 ‘3대 신사조’가나타냈다고 주장했다{김명식，1917b: 20쪽).
그는 3대 신사조 기운데 과학만능주의는 자기의 분。까 아니라면서

언급을 자제하고，법률만능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비판한다 그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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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주의는 “법률의효능을 너무 극단으로 설명하는 것으로，우리들은

법률에서 냐고，법률에서 자라고，법률에서 죽는다고 해 법률 이외에는

사회의 표준이 없고 법률 이외에는 인류의 지침이 없다고 주장하는 주

의”라고밝혔다 그러나 법률로만 인류를 지도하며，법률로만 사회를 유

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 이유는 “법률은도(道)를표방함으로써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으

며，양섬을 격발함으로써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

회에 대한 의무，정의에 대한 굴복은 법률의 처벌을 두려워함으로써 나

오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그 양성이 뛰는 바 도덕적 자유의지가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이리는것이다 ‘도덕적자유의지’야말로법률만능주의보

다 우선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또 “법률을시행하며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다수의 인중(A樂)이그 법률

의 행시에 복종하며 법률의 구속에 반항하지 않는 것은 그 법률이 중인

(聚A)의 양섬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도덕적 여론이 구체적 형식으로 규

정된 것이기 때문이다”고덧붙였다{김병식，1917b: 20-21쪽)그는 중국
진시황의 예를 들어 법률이 “대중들의양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덕적

여론에 어긋나면 그 법률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질서를 유지한다 해도

반드시 훗날 소동，분란을 만들어 마침내 충돌과 분열하는 지경에 빠지

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그는 법률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법률이 법률로서 권위를 발

휘하고，권능을 행사하고 효과를 표현하면 법률을 조성하는 여론，법률

을 인정하는 습관，법률을 후원하는 도먹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대김명

식，1917b: 21쪽).
그에게 20세기는 ‘물질문병이극도에 달한 시대’였다동서대륙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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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개통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 와트(James Watt) 의 증기기관，풀턴
(Robert Fulton)의 증기기선，스티븐슨 (Geroge Stevenson) 의 증기기
관차 동 각종 문명의 이기가 발명됨에 띠라 거리가 단축되고 대공장 •대

상회가 곳곳에 설립돼 생산이 급증하고 편리해져 물질의 교역이 복잡하

게 됐고 지본의 형식을 대부분 황금으로 유통하기 때문에 20세기는 황

금시대라는 것이다 그는 황금만 있으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며 약한 사

람이 강하게 되고 패배한 사람이 다시 이기게 되니 ‘유전(有錢)이면가

사귀(可使鬼)’라는말이 오늘날의 현상을 정연으로 간파한 격언이라고

설명했다{김명식，1917b: 21쪽)

지니{支那)의노동자가흔히 강당치못할 노동을강작{끓作)하야생명에

영향을급(及)함도황금의짜문이며，아떤전(阿片戰)，일•청역(日衛웃)에

연패(連敗)를당함도타(他)의뢰(略)를수(受)하고기(ô)의 밀(密)을고

(告)한황금의찌문이오 구미 각국에부자와빈자의계급이엄연히분열되

야 서로 충돌함도황금의짜문이라 미국에셔일례(-例)를취하건뎌황금

단(黃金團)의세력은심히 광대하야시장의금융을놓단할분만안이라정

당，정무짜지좌우하야소상(小商)，소공인(小IA)의 존재를 압박하며，발
생을 방지함으로부자는부원이 더욱 확대하고빈지는궁핍이 더욱 지집할

문이니，누가 능히부자의교사전횡을억제하며빈자의고통참담을조위(~

방)하리오

그는 유럽의 계급문제가 ‘황금’으로인해 부자와 빈자로 나뉘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보았다.그는 또 미국의 횡금단(투기세력)이광대해 시

장 금융을 농단하고 정당 •정무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존재

를 압박하고 발생을 차단해 부자는 부원(富源)이더욱 확대되고 빈자는

더욱 궁핍해진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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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지 않으

면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이 개혁을 역설했다

위정;<kJl'i，政者)는부(富)를제(制)하고빈(흉)을구(救)하야가급적사
회의 화평(和平)을도모하랴고사회정책상수입세(收入脫)를증가하며，구

빈원(救食院)을설립하고또는 질병보험，재해보험，양로보험동 강제보협

제도(꿇制保險制度)를실시하야부(富)의농단，빈(짤)의참화를조절함에

노력하고민간에셔는금일 경제조직이부자로하야곰발호하기에적당함으

로써 빈재資者)가항상 비참한지위에 함(없)하는것이니，이것을근본적

으로 개혁하랴변몬져 현사회의경제조직을타파하고신조직(新組織)을건

설치 안이하면도저히 약자의존(存)을보증할 수 업다하야 혹 사회주의

혹 공산주의를주휩싸 적극적행동을취하는재者) 붙소(不少)한지라

(김명식，1917b‘22쪽)

빈자를 구제하고 약지를 보호혜 위해서는 현사회의 경제조직을 타

파하고 새로운 조직을 건설해야 하며，이를 위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옹호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 시기 이

미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지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명

식 또한 이 시기 신아동맹당의 소속원으로서，이 글을 보면 그가 사회주

의에 경도되는 이유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김명식의 도덕관은 “부자의발호를 억제하고 빈자의 참상을 구제하

는 것”이다따라서 부지어내l정의를 앞세운 도덕이 없으면 파괴를 이상

으로 하는 빈자의 타협을 기대하지 못하며，빈자에게 도덕이 없으면 사

욕만 탐해 포로적 부자로 하여금 지선심 •의협섬을 들춰 밝혀내지 못해

영원히 분쟁과 충돌이 쉬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부자의자선심，강자의 의협섬，빈자의 경애섬，약자의 타협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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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함은 정의를 앞세운 도덕이 아니면 얻지 못할 것”이라며“사회의

평회를 도모하는 것이 도덕에 있고?경제의 교란을 방지히는 것 또한

도덕에 었다”고강조했다{김명식，1917b: 22쪽)그 도덕은 무엇인가 이

시기 ‘도덕’에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상천은 ‘도덕’을

“자기의진정한 의사에 감각된 필요를 행하는 일"(이상천，1915: 19쪽)

이라고 정의한다

김영식은 이처렴 도덕과 경제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후 조선 사회를

통찰했다 조선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논의하기 위해 법률만능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거론하며 현실 타피를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고

래로 예의의 나라，군자의 나라로 불렀는데 예의는 도덕올 행하는 것이

고 군지는 도덕을 완성히는 것”이라며，“찬란했던도덕은 그 흔적이 없

어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 주인행세를 하듯이 오직 굳세고 사니운 경제력

이 사회를 좌우해 그나마 겨우 남아있는 생명도 아침저녁을 염려하게

됐으니 도덕，사상，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 도태될 뿐이다”라며조선

의 현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타락한 도덕’에대해

상하 •노소 •존비의 구별이 없다며 조목조목 따져 들어갔다〈김병식，

1917b: 23쪽)

부형(父兄)들은자녀 교육을 부형된 자의 당연한 의무로 자각했지만，

이는 도덕적 공심(公心)때문이 아니라 훗날 가문의 비천한 영예와 자신

의 노년을 위해 보통학교나 간이농업학교를 졸업하면 면서기나 군직

원 •순사보 �헌병보조원이 되기를 바라고，중학교 •전문학교를 졸업하

면 보통문과시험과 판엄관 �문관운동을 지도송}는퉁 전제적 �구속적으

로 자녀들의 관계(官界)진출만 지도한다고 부형들을 비판했다{김명식，

1917b: 23쪽)

이러한 그의 언식은 2.8운동의 주역 가운데 한명인 김도연의 언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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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같이 한다.김도연은 “한국학생이 일본으료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일본을 더 알게 될 것인즉，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대외 식민지 정

책，특히 대한침략에 대한 불법성들을 쉽사리 간취하게 되어 대일 투쟁

을 전개하기에 용이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학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온 후에는 열제에 이부하여 무슨 고관이 되겠

다거나 혹은 나 일신상의 어떠한 영달을 누리겠다는 등의 욕망은 추호도

가진 바 없었던 것이다”고 말했다(김도연，1967: 53쪽，오대록，2011)，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존과 멸시를 능사로 해 중학교나 전문학교를 졸

엽하면 옛날과 지금의 학문적 이론을 모두 이해하는 것처럼，동서문명을

모두 관통하는 것처럼 스스로 존대해 집에서는 부형과 무조건 신구 충돌

을 만들고 이유 없는 이혼을 단행하며，사회 관습도 무시한다고 비판을

가했다，기업가에 대해서도 얼반의 이목을 속이는 것이 일반 경향이고，

도덕에 대한 훈련이 없어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디{김명식，

1917b: 23-24쪽)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다 시가지

나 해안 주변에 살던 소지주들은 타인의 의식적 �무의식적 경쟁으로 직

업을 빼앗기고 수업이 끊기는 동시에 생필품 값이 날로 폭등하는 바램1
어쩔 수 없이 산이나 플로 거처를 옮겨 익숙하지 못한 농사를 짓고 있다

고 조선농촌의 현실을 고민했다 대지주와 소지주 사이에는 지주를 대리

해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음의 주선으로 소작언의 이통과 변경을 좌우하

고，지주와 고리대금업자의 부도덕한 고리채로 소작인의 1년 생산을 모

두 갖고 가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촌에서 쫓겨나 실업자로 전전하게 된다

고 분석한 그는 이로 인해 농촌의 쇠태와 피폐가 날로 심해지며，노동자

들은동료간에 분쟁이 생긴다고주장함으로써 대지주와소지주간의 갈

등과 노동자 •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비판했다{김명식，1917b: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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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농촌문제에 대한 일본 유학생들의 현실인식은 나경석에게서

도 찾아볼 수 었다 그는 소작농민의 삶을 “농민들은병들어 죽을 지경

에야 비로소 전인(專A)히야 약(藥)한첩(貼)얻어 온다 합디다 ‘’�말끝

마다 죽지 못하여 산다 하니，전도(前途)에보이는 것은 궁핍(第;t)과

간난(銀難)뿐이어든，이무 소리 아니하고 있는 것 만나 보기에 이상하

오”라고동정하면서，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너널스트라

익，사보타지’이것이 그들의 자위지존하는 유일방법이요 삶의 진리지

마는 누가 ‘브나로드，브 나로드’하면서붉은 기를 높이 들 사람이 있겠

소?!그 몇 사람이요 !?"(K.S생，1915‘25쪽)라고하여 지식인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했다 나경석은 또 “조선의지주 대 소작인의 관계는 농민의

질박하고 순후o우庫)한풍기를 제거하면 서양의 도시사회문제와 동일한

성질을 대(帶)하야지주는 하시(何時)던지여하한 조리업는 이유로던지

소작권을 박탈할 권리가 잇서 생활의 볼안정이 농촌 도처에 잇고，소작

료의 제도는 자유약정을 시인하엿슴으로 지주는 여하한 경우에던지 지

가(地價)의1할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매년 좌식(坐食)하되소작인의

수업은 흉년에는 말도 할 것 엽고 풍년이 되어 토지의 생산력을 충분히

이용하엿다 하여도 소작료를 제공한 외에 수익은 실로 1년 노력의 대가

의 반도 되지 못하니 제일，농민의 자각이 생(生)하는날에는 조선서 로

서아의 현상을 또다시 볼지로다."(나경석，1920 또쪽)며농촌의 현실을

돌이봤다 나경석은 조선 농민들이 지신들의 처지를 깨닫게 되는 날 조

선에서 러시아헥명과 같은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와세다대학 유학생 신석우도 “농업은조선산업의 본위되는 자라 맛

당이 십분의 역(겨)을다하고 부절(不總)의노력을 다해 일(-)로는전

국의 경제를 윤활케 하며，일(-)로는개인의 생계를 풍부히 할 것이거

늘，금(今)에사실은 차{此)와대반(大反)하야농업을 몸소 면려(행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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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 1 해태부곤(聯호、不動)에유(流)하고，농업을 감독하고 경영하는

지위에 재(在)한자본가나 지주된 자 1 보한 둥한(等閔)에실(失)송싸전

얘田野)에는옥토비쟁決士 HI"，El:) 이 날노 타인의 손으혹 귀(歸)하며부

락에는 빈핍곤궁이 또한 날노 격렬의 도를 심히야 가며”라며농촌의 현

설을 개탄했다(신석우.1915: 25쪽)

변호사 사회에 대한 비판도 날키롭다，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가운데

는 인민을 위해 권리를 주장 •옹호히는 것은 고사하고 교사와 농락으로

양민을 고무해 무사실，무이유，볼의리，패도덕한 사건을 기소케 하고

소송을 위임받은 뒤에는 동업자와 은밀히 이유의 정 •부정，증거의 명 •

불명은 옹호하지 않고 오직 수당의 많고 적음으로써 일부러 승패를 가르

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 때문에 친구와 친척

사이의 소송이 빈번하교 부자 •형제가 서로 법정에 서는 사실이 일어나

고 있어 예의방 �군자국이라던 도덕의 우리나라가 어찌 이렇게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느냐며， 진실로 개탄할 현상이라고 꾸짖었다〈김명식，

1917b: 24-25 쪽) 와세다대학 유학생 최팔용도 “개인의자격으로 개인

주의를 창도(唱導)안을수 업도다 더욱 기왕이나 현재를 물론하고 우리

사회에난 진정한 개인이 업도다 인민으로의 개인은 관현의 노레에 불과

하며，자제로의 개인은 부형에게 무시되며，년소의 개인은 년장에게 무

시되며 빈자로의 개인은 부자에게 무시되며 상이는 양반에게 농민은 사

(土)에게，공상-(I商)은농민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처는 남편에게 남검

업고 유루(留淚)엽시고루고루 무시되고 말엇도다."(塊南A. 1919: 8쪽)

고 비판을 가했다 그래서 김명식은 참새와 비둘기에 빗대 참된 도덕，

살아있는 도덕을 구하고 찾는 길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구하라 차지라 내의 도덕을，참된도덕을，산 도덕을 참서집에는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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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는 도덕이 잇고 비돌기집에는비돌기가사는 도덕이 잇나니안일 참

시의 집에 비툴기도덕이 핫다 하연 그 참서는 잇올 참석，살 참신가 되지

못할 것이니래김영식，1917b: 25쪽)

김병식은 사회가 밝고 도덕적인 문명사회의 사랑틀 가운데도 경제계

가 호황이연 투기7까 봉기하는데 히물며 우리처럽 부패한 사회에 있어

서는 신분과 지위와 처지에 대한 체면도 없고 여론도 없으니 무엇이나

이것올 할 사랍，하지 않올 사랍의 구별이 없겠지만 좋은 때를 잃지 말라

고 역설한다 그는 이를 위해 근검절약하고 도덕적 생활의 실천이 필요

하다고보았다

우리들이비록 업서셔검약(fli約)율하양용지라도갱왜倫約)그것은 미
풍(핏風)일것이니 잇지도못하고 언마 성기지도안이한우리가 이 검약풍

(fl없1風)을피{破)하지말라 안일 이 검약풍올파하기만하면 그야말로남

의 싸홈에 약간 어든 돈푼이 도리혀 우리의게는 비상군이 휠 것이니(김영

식，1917b: 26쪽)‘

그는 이 논문의 말미에 “경제계로니。}가는형제틀아 니。}가려는형

체들아 신분과 지위도 돌아보려니와 일확천금의 투기적 망동을 하지

말고 비록 이익은 적고 규모는 작올지라도 확실하고 영구한 사업올 경

영하며 선택하라”며도덕적 경영을 촉구했다〈김영식，1917b: 26쪽)‘장

덕준과 조선 경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며 유학생들에게 경제계로

진출하라고 촉구했던 김명식은 졸업 이후 조선으로 돌아와 r동아일보 j

입사 직전까지 짧은 기간 직접 회사 경영에 뛰어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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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유학과 조직활동

그는 조선유학생학우회의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학우회는 1916 년
1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지방분회를 해산하고 중앙통일제로 개편하여 새

로운 체계를 갖췄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회장에는 신익희， 총무 윤현진，

평의원 의장 김효석， 평의원 백남훈 •장덕수 •김영수， 재정부장 노익근，

지육부장 차남진， 그리고 간사부장에 김병식이 선출됐다(박경식， 1975:
49쪽).211그는 또 1916 년 조선기독청년회 간부로 활동했고깅) 1917년
10월 조선유학생학우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던 중 신병으로 귀향했다가

다시 일본으호 돌아갔디-('학지광』제 15후 1918: 82쪽)
1916년 4윌 15일 일본 도쿄의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학우회

주최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 도쿄로 유학을 온 조선의 청년들에게 열변

을토했다

산하 천리를 떨어져 타향에서 정겹게 우리 동포를 만났다는 것은 몹시

다행스럽고 기쁘기 그지 없다 특히 우리들은 적국과도 같은 아 땅에 와서

이를 적인(敵A)으로부터 모든 지도를 받고 있는 폼이 됐으니 그 감개가

한충 무량하지 않올 수 없다 새로 들어온 학생 제군들은 마땅히 정신을

굳게 해 장래 크게 발전하는 지새志士)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대박경

식，1975: 53쪽)

고된 유학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조직활동을 통해 유학생들과 교류의

21) ，독립운동사」에는1912년 10월 27일조직된 조선유학생학우회의창립초기간부로
회장 신익희，총무 윤현진，명의원장 김효석，재정부장노익근，지육부장차냥철，간사
부장 김병식，평의원 김영수-백남훈 •장덕수로 나와 있으나，김병식의 일본 유학은
1915년에 이휘졌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7: 117-118쪽)

22) r왜정시대인물사료」제3권 (국사연찬위원회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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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을 넓혀 나갔다.

이 시기 유학생들 사이에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은 비밀리에 이뤄졌다

러시아혁명의 성공에 고무받은 일본의 조선 유학생들은 사회주의를 실

현한 레닌과 러시아혁명올 받아플였다{류시현.1999 ‘304쪽)조선에 사

회주의가 수입된 것은 1920년께였다 r개벽」은“1920년 이후 은근히 조

선 사회에 세력을 가진 어떤 새로 들어온 사회주의가 1923년에 이르러

서는 아주 깨끗하게 머리를 드러냈다”고 밝히고 었다{r개벽j 체정호1

1924: 130쪽)

익명의 휠자가 『개벽」에기고한 바에 따르면，사회주의가 조선에 유입

된 경로는 2가지로 유추된다，하니는 동쪽，즉 일본 유학생 가운데 신진

사상가들이 일본 사회주의 문서와 일어판 사상서적들융 통해 수입된 것

이었다 다른 하나는 북쪽으로부터 수입됐다 러시아령에 었던 이동휘

둥이 1918년 한인사회당(짧A社짤훌)을조직한 것이 시초로서，이들은

1920년 중국 상하이로 건너와 한인사회당이라는 이름으로 국제공산당

에 참가하고 1921년 고려공산당〈高뼈共g월:8;)으로 이륨을 바꿨는데，이

것이 점차 조선 내 지역과 연락하면서 확산됐다잉)

임경석은 조선의 사회주의 수용 배경올 사회경제적 조건과 국제정세

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조건으로서，1) 조선 경제를 자

국의 재생산체계 순환 속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조선 공업의 수공업적

형태에서의 성장 저지.2) 일제 독점지본의 식민지 시장으로의 재편과정

에서 나타난 농민과 도시 소상공업자들의 파산 위기.3) 농민 기운데

23) 다용 하나는 북쪽으로부터 수입됐다고 밝혔다 러시아형에 있언 이동휘 둥이 J9J8
년 한인사회당{짧A社염1t)올 죠직한 것이 시초로서，이툴온 J920년 중국 생책이로
건너와 한인사회당이라는 이홈으로 국제공산당에 참가하고 J92J년 고려공산당〈왜
뼈共 illi:l)으로 이홈율 바꿨는데，이것이 정차 조선 내 지역파 연락하연서 확산됐다

('개벽j 제43후 J924: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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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를 차지히는 빈농충 �노동자계급의 파업과 반일시위운동에 적

극 참7}，4) 3 ' 1운동에서 표출된 대중의 정치적 진출에 따른 독자적

정치의식의 단초 형성 동을 지적했다 또 국제정세의 영향으로는 1917
년 러시아혁명의 식민지 피압박 민족의 해방운동에 끼친 영향을 들고，

조선에서도 러시아혁명을 역사발전의 당연한 결과이며 조선독립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엄경석， 2003: 40-48쪽)
김병식은 1916년 봄 아시아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새로운 아

시아를 건설한다는 목표(엄경석，2003:7→ 8쪽)를내건 비밀결사 신아동

맹당〈新亞同盟黨)의 결성에 참여했다

김명식이가 나보다 한 해 늦은게 그 사람허고 정노식씨는 그냥 일본에

조까 더 있었고 그런게 정노식씨허고 거기 신이동맹딩에，융현진이도 거기

그래 저 순천 김양수도 신아동맹당 맹원이고，이제 장덕수나 이봉수 그렇

게 다 신아동맹당에 첫 번에 틀어서，저 대구 최익준이，하삼연이 그래 가지

고 우리나라 사람이 십여명 열옛명 들어가고?중국 사람이 한 이십여명 허

고，대만 사람 허고 모다 한 사십여명 모와서 그렇게 만들었어(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1997: 195쪽)

신아동맹당은 조선 •중국 •대만 3개국 청년들의 국제적 비밀결사였

던 셈이었다 김철수와 황개민 등 단체를 결성한 인물들이 귀국한 뒤에

새로운 당원인 백남규 �양원모 •홍진의 �김도연 •최팔용 등을 충원하

면서 신이동맹당은 결사체로서 운영구조를 확립해 나갔다 김영식은

1917 년 여름 귀성 때 양원모와 함께 신이동맹당의 자금모집 활동을 벌

였다 24) 신아동맹당은 당시 일본이 금서로 정한 서적을 상하이와 일본에

24) r왜정시대인툴사료j 저3권 (국사편찬위원회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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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밀반입해 배포하는 활동，집회 연설，각종 단체 조직，자금 모집활동

등이다

김명식은 신이동뱅당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신이동맹당과 같은 단체

로 보이는 동아동맹회의 해산 정보를 보면 그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일본 경찰의 보고에 따르변，1917년 9월 30일 김병식(을후

와세다대생)，김도연(을호게이오대생)，양원모(일명종숙，갑호 메이지

대학 졸업생)，홍진의(갑후 메이지대학생)퉁 ‘영수’(領抽)들이간다〈神

田)제l중회루(中華樓)에모여 야 단체의 존폐문제에 대한 비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김도연과 양원모 등은 “간섭이엄중하다고 해도

일제에 발각될 때까지 계속 애국심을 고취하지 않는다연 언제 국권회복

의 기회가 있을 것이냐’며‘강경론’을편 반면，김병식，전익지 둥은 “일

제의 엄밀한 감시 아래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 %에게도 영향을 끼쳐 끝내는 배일사상 포지자로서 그들의 생

활 상에까지 압박을 받기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시기의 도래를 기다려

견실한 운동을 개시하자’는‘온건론’을폈다 회의 결과 김명식 등의 주

장이 받아틀여져 자진 해산을 결정했다.엉)동아동맹회가 해산 결의를

한 날은 신이동맹당이 해산한 날이었다 비밀결사의 해체와 존속을 놓고

논란을 별이고 김병식의 주장이 받이들여져 해산할 정도로 그가 신아동

맹당에 끼친 영향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신이동맹당의 해산을 결의한

1917년 9월 30일，그는 조선유학생학우회 회장에 선출돼 이듬해 2월까

지 활동한다 그가 학우회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신아동맹당원들은 총

무，평의회 의장，편집부장 등 대거 학우회 간부로 참여할 정도로 신아동

맹당과 학우회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최선웅，2006‘386 잃8쪽)그러

25) ‘朝解A獅況 第二 출部 參i융 送付’(秘號外，대정 8년 3월 26일)，‘不윷團關仔雜
件 朝健A의 部 在歐米(七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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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는 신병으로 인해 1917년 12월부터 1918년 3월까지 귀향해 요양함

으로써 학우회 회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신이동맹당원들은 주로 집회에서 유학생 동을 상대로 한 연설이나 각

종 단체 조직，모금 및 반일 서적 배포 둥의 활동을 통해 민족해방을

대중적으로 선전하고 대중의 열망을 모았다{최선웅，2006: 386쪽)

비밀결사에 참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조선의 독립을 위한 ‘일본제

국주의 타도’의의지를 분병히 밝히고 있다.김병식이 신아동맹당 해산

을 주도한 것은 비밀결사운동이 탄압의 빌미가 돼합법적 공간인 학우회

마저 일제의 탄압으로 위태롭게 될 경우 유학생 사회 전반에 커다란 타

격을 받아 재기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최선웅，2006

388쪽)

이틀 단체틀이 ‘일본제국주의 타도’에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이 시기 김명식의 항일에 대한 의지와 그가 모색

하는 항일운동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김명식의 일본 유학은 그의 사회인식의 형성과 조직활동가로서 첫발

을 내딛는 계기가 됐다 어린 시절 제주에서 방성칠란과 이재수란을 경

험한 김명식은 서울 유학생활에서 조선의 현실에 일찍 눈을 폈다 제주

에 유배온 김윤식이 김명식 집안과 교류한 것도 그에게 어느 정도 영향

을 끼쳤으리라 생각된다 관립 경성고등보통학교를 다니다 자퇴하고

1915년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에 업학한 것은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의 사상적 흐름을 주도한 인시들과 만니는 계기가 됐으며，조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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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대가됐다

그의 유학생활과 그 이후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주요 인불 가운데

추송 장덕준이 있었다 설산 장덕수의 형이기도 한 장덕준올 통해 그는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올 자각하게 됐다.

일본에서 목격한 조선인 노동지플의 현실은 그에게 충격이었으며，이는

그 뒤 그 자신의 말처럽 사회인식 형성에 많은 영향올 끼쳤다

그는 졸업생틀에게 조선의 사회현실에 뛰어들어 그틀파 같이 호홉하

고 그플로부터 배우고 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과학만능주의，법률만

능주의，황금만능주의의 3대 신사조를 거론하며，날카로운 비판올 가하

고 도덕의 향상과 경제의 진보를 병진할 것올 촉구했다 나경석이 일본

현지에 남아 조선인 노동자의 생활향상올 위한 활동에 주력한 것과는

달리‘유학생틀에게 조선의 사회현실에 뛰어들라고 촉구해용 그는 졸업

뒤 조선으로 돌아와 회사를 설립하고 경제활통에 뛰어들었다

그는 조직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일본 도쿄의 조선유학생학우회

와 조선기독교청년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새로 유학 용 신입생들에

게 연설올 하연서는 일본올 ‘적국’이라고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조선과 중국，대만 둥지의 유학생틀과 만든 사회주의

계열의 비밀결사인 신아동맹당에 참여해 지금모금 활동올 벌이는 풍 적

극 훨동했다.그의 유학시기 활동은 끽동아일보j를 비롯해 여러 언론매체

를 통해 평생동안 활발한 저술훨동올 하고 조직훤똥을 하는 단초가 됐다

2011년은 김명식이 탄생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그의 뛰어난

문필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여전히 낮다 그가 평

생 열정올 바쳐 썼던 글들올 모은 문헌집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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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꽉학펀

Social Recognition and Activities of Songsan Kim Myeong-Sik

duting seudying in ]apan ，1915-1918

Huh. Ho-Joon*

Kim Myeong-Sik was the first journalist of ]eju islanders during the
]apanese colonial rule，and one of the important theorists to inlroduce
the socialism theory to ]oseon Society. As the organizer and social
critics，he was on the main stage among the fierce and serious paper
wars
He entered the department of Political and Economics，Waseda

University in Tokyo，]apan in 1915.During his childhood，He had been
exp앉ienced the Ban 5eong ChilUprising and Lee Jae 500 Uprising
His studying in ]apan gave him opportunities to meet the Koreans who
led the ideological slream in ]oseon Society and to put into the
organizational activities. His meeting with Chusong ]ang Deok- ]oon
was great1y influenced to his life. He realized the reality of the Korean
laborers who had worked in ]apan by ]ang Deok- ]oon. By these social
recognition and the analyses of ]oseon society，his papers on ]oseon
Students Friendship Association’S organ，R야iikwang，have still
appropriate until now
He urged graduates in ]apan to jump into the realities of ]oseon

society and have same paces to Koreans，and learn from them. He had
already remarked three new thinking lrends of the scientism，legalism
and mammonism in the early 20th century. He bitterly criticized these

*Reseacher，The ]eju 4 . 3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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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ends and demanded the improvement of morality and economy.
He also engaged in the organizational activities. He became the

secretary general and the cbair person of ]oseon Students Friendship
Association in ]apanUoseon Yoohaksaeng Hakoohwe]，and official of
]oseon Youth Christian AssociationUoseoη Gidok Cheongnyeonhwe]
He joined the New Asia Alliance Group[SinaDongmaengdang] which

was a secret organization of early socialism and collected the funds. He
also joined the East Asia Alliance Meeting[DongaDomaengHwe]
By the experience of his studying in ]apan，he could actively able to

write a lot of articles and papers in Dongailbo Newspaper and other
joumals and joined tbe organizational activities. This year is 120th
anniversaries of his birth. It is regrettable that his collection of the
papers is not published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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