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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연구는 최연택이 발행한 (진담기화) 동서고금의 야담집과
야담대회록 1집의 야담전문 잡지 그리고 ｢송재담총｣의 매일신보
야담 연재물 등 야담 관련 출판물에 대해 1920년대 문창사에서 1930
년대 삼공사로의 출판사 경영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1938년 야담대회록 잡지를 출간한 삼공사는 문창사
를 계승한 출판사이며 창건자가 최연택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시점부
터 공동경영자였던 최연택의 동생 영택은 분리 독립하여 동성당서점
을 경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에 1920년대 초로만 알려진 문
창사의 창건 연혁이 1921년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이렇듯 최연택은 근대 서구와 일본의 이야기들을 대중적 친밀성을
가진 ‘야담’의 영역에 편입시켰고, 새롭게 야담의 영역에 편제된 서구
와 일본의 이야기들 일부분은 최연택의 성공주의 전파에 유용하게 활
용되었다.
주제어 : 자조론, 자조론 계열 지식인, 문창사, 삼공사, 동성당서점, 야
담대회록, 동서고금

Ⅰ. 머리말
최근 1938년 간행된 野談大會錄이라는 야담 전문잡지를 발굴하였
다.1) 현재까지 알려진 야담 전문잡지는 1930년대 중반 창간된 尹白南
(1888∼1954)의 月刊野談(1934∼1939)과 金東仁(1900∼1951)의 野
談(1935∼1945) 이 두 잡지뿐이다. 별건곤을 비롯한 각종 대중잡지
1) 최근 필자는 최연택과 관련하여 자료를 조사․연구하는 과정에서 그가 발
행한 야담잡지를 발굴할 수 있었다.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崔演澤, 野談
大會錄 第1輯, 三共社,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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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야담의 장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간야담과
야담이 호황을 누리던 1930년대 후반에 이 두 잡지를 제외하고 ‘야
담’을 표제로 한 다른 야담 전문잡지가 창간된 사실은 알려진 적이 없
었다. 이런 점에서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야담대회록과 같은 야담 전
문잡지가 이 시기 출간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 연구는 이러
한 단순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흥미롭게도 야담대회록은 1920년대 자조론의 가치를 담은 성공주
의를 식민지 사회에 유포한 최연택이 창간한 것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연택은 식민지 지성사적 측면에서 성공주의를 유포하는데 기여
한 초창기 자조론 계열 우파 지식인으로 간주된다. 그는 문창사라는 출
판사를 경영한 출판경영인으로써 이를 통해 성공주의를 보다 효과적으
로 식민지 사회에 유포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였다.2)
최연택이 경영한 문창사에서 처음 출판한 책은 신문 연재 야담을 편
제하여 야담집으로 묶은 것이었고, 현재 확인되는 최종 간행물 또한 야
담 전문잡지의 창간이었다.3) 즉 문창사에서 발행된 처음과 최종 간행
물은 기인기사록(상)과 야담대회록으로 모두 야담 관련서적이었
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서고금 세계기문집 및 매일신보의 ｢松
齋談叢｣ 연재물과 같은 야담 관련 출판물을 꾸준히 출간하였다.

이렇듯 문창사에서 야담 관련 서적을 출간한 사실은 최연택이 1920
2) 최희정, ｢1920년대 이후 성공주의 기원과 확산: 기독교 ‘청년’ 崔演澤의 자
조론 수용과 성공론｣, 한국근현대사연구 7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
3) 최연택이 1921년 창건한 문창사는 근대 야담집을 비롯하여 식민지 사회의
지적 변화에 조응한 서적들을 출판․판매하는 활동을 1930년대 후반까지
유지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문창사를 비롯하여 3.1운동 이후 수많은 출
판사들이 창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영한 출판인과 출판 현황을 알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3.1운동 이후 새롭게 창건된 출
판사와 출판인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최
근 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는 다음이 참고된다. 박진영, ｢출판
인 송완식과 동양대학당｣, 人文科學 109,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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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대 근대 야담이 창출․유통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출판경

영인이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창사에서 발행된
야담집 세계기문집은 현전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으며, 동서고금은
겨우 그 원문이 소개된 정도에 그쳤다.4) 특히 야담대회록은 야담 잡
지로서 학계에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와 함께 최연택의 신문 연재 야
담물 ｢송재담총｣ 또한 기존의 야담 연구사에서 논의되지 못했다.5)
20세기 출현한 근대 야담에 대한 연구는 거의 문학의 분야에서 이루

어졌다. 이에 대한 연구의 동향 및 그 의의는 방대하여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야담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는 다음 두 가
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20년대 김진구의 야담운동부터 전
시체제에 이르기까지 민중의 ‘오락’과 ‘교화’라는 식민지 통치제제 아래
야담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한 연구이다.6) 둘째 靑丘野談, 於于野談
4) 세계기문집의 실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세계기문집을 광고한 소년계
잡지에 게재된 목차를 참고하여 원전을 추적한 결과 加藤栗泉, 世界奇聞全
集, 廣文社, 1875의 일부분을 추출하여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동서고금은 한국재담자료집성 3에서 ‘단행본 형태의 재담집: 비순수 재
담집’의 ‘재담’으로 분류․편제되었다. 정명기 편, 한국재담자료집성 3, 보
고사, 2009.
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기인기사록(하) 현대신어석의와 같은 문창사
출판물이 새롭게 영인․활자화되었는데, 이것은 출판인 최연택과 그의 간
행물이 갖는 중요성을 환기시켜 주는 轉機가 되었다. 두 희귀본이 영인․활
자화되면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 崔演澤, 現代新語
釋義, 文昌社, 1922 ; 한림과학원 편, 한국근대신어사전, 선인, 2015 ; 송
순기, 기인기사록(하), 文昌社, 1923 ; 간호윤 풀어 엮음, 기인기사: 조선
의 별난 사람 별난 이야기, 푸른 역사, 2008 ; 기인기사록(하), 보고사,
2014 ; 송순기 문학 연구: 1920년대 문인 지식인의 대 사회적 글쓰기, 보
고사, 2016 ; 서해진, ｢현대신어석의(1922) 신어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7.
6) 차혜영, ｢1930년대 ≪월간야담≫과 ≪야담≫의 자리｣, 상허학보 8, 상허학
회, 2002 ;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46, 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 고은지, ｢20세기 ‘대중오락’으로 새로 태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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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전근대 야담 텍스트와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근대 야담집에
수록된 단편서사의 갈래와 변이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야담 텍스트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근대 야담집의 텍스트 분석 결과 야담의 ‘근대적 변용’
은 근대 출판자본주의의 상업주의적 통속화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적 억압 아래 ‘전근대적’인 ‘이야기’라는 전통이 활용된 것으로 간주되
었다.7) 이러한 논의는 근대 야담의 내용과 기능 및 역할 등을 식민지
통치와 관련지어 접근하였으며, 나아가 이들 야담 텍스트의 원천과 유
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는데 시사하는 바 크
다.
다만 이들 연구들이 식민지 시기 야담을 창출하고 유통한 주체에 대
해 지성사적 계보와 연관하여 주목한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근대 야
담을 유포한 주체와 그 행위가 갖는 식민지 지성사적 의미를 밝혀 야
‘야담’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3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8 ; 공임순,
식민지 시기 야담의 오락성과 프로파간다, 앨피, 2013.
7) 임형택, ｢야담의 근대적 변모: 일제하에서 야담전통의 계승양상｣, 한국한문
학연구 10, 한국한문학회, 1996 ; 정부교, ｢근대 야담의 전통 계승 양상과
의미: 월간야담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35, 문창어문학회, 1998 ; 이윤
석․정명기, ｢개항기 소설과 야담에 나타난 서구 인식｣, 열상고전연구 17,
열상고전연구회, 2003 ; 김준형, ｢야담운동의 출현과 전개 양상｣, 민족문학
사연구 20,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2 ; ｢19세기 말 20세기
초 야담의 전개양상｣, 구비문학연구 21, 한국구비문학, 2005. 한편 최근
근대 야담집에 수록된 ‘근대’의 이야기에 주목한 연구도 있지만, 전근대 야
담의 내용을 차용한 과거 텍스트의 재현과 전승이 여전히 압도적임을 확인
시켜준다. 류정월, ｢조선기담에서 구술과 기술, 전통과 근대의 상호작용｣,
한국고전연구 3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이외에도 1930년대 야담의
창시자 김동인이 기획한 근대 서사에 주목하거나, 월간야담과 야담의
작가군의 면모를 살펴보려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신상필, ｢김동
인의 야담잡지를 통해 본 근대 야담의 서사 기획｣, 한민족문화연구 57,
한민족문화학회, 2017 ; 야담 전문잡지 월간야담 야담의 운영과 작가층
의 구성 양상｣, 남명학연구 5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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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갖는 근대성을 역사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 아래
이 연구는 식민지 ‘지배’와 ‘근대’가 상호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식민지
근대’의 시공간에 자조론 계열 지식인 최연택이 ‘야담’의 영역에 새롭
게 편입시킨 이야기의 근대성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최
연택의 야담집 기획 및 출판을 조명하여 그가 간행한 야담 관련 서적
이 갖는 의미를 식민지 지성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최연택의 근대 야담 관련 출판물 기획 및 발행은 1920년대 중반 야
담 붐의 시초로 간주되는 김진구의 야담운동 보다 한발 앞서 시작되었
으며, 1930년대 후반 월간야담 야담과 같은 야담 전문잡지가 성황
을 이룬 시류와도 동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식민지 야담연구사에
서 최연택과 그의 야담 출판물이 갖는 위치를 새롭게 비정해야 할 필
요성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최연택이 발행한 야담 출판물을 살펴본 이
연구는 근대 야담의 유포 주체와 그 행위가 식민지 지성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Ⅱ. 1920년대 초 文昌社 창건과 야담집 출판
1. 매일신보 야담 연재물과 문창사의 야담집
1921년 3월 최연택이 문창사를 창건8)한 직후 발행한 첫 출판물은 매

일신보 기자 송순기가 이 신문에 연재한 야담 ｢기인기사｣를 단행본으
로 묶은 기인기사록(상)(1921)이었다. 문창사는 기인기사록(상)에
이어 곧 동서고금의 근대 야담집도 출간하였는데, 이 두 책에 수록된
야담은 이미 매일신보에 연재되거나 부분적으로 소개된 것이었다.

8) 張在洽, 朝鮮人會社․大商店辭典, 副業世界社, 1927,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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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기인기사록(상)과 동서고금의 근대 야담집 출판은 매
일신보의 야담 연재 기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曾이 每日申報紙上에 連載되여 好評을 博得한 本書는 史家宋淳
夔氏의 名著인 歷史的奇譚으로 海東, 往古奇傑의 神奇한 事績을
網羅蒐集한 者이라 萬家必備의 良書임은 勿論이요 特히 史를
硏究하시는 人士의 好參考가 되겠으며… 社會小說 단소 發行在
邇 社會小說 죄악의 씨 印刷中 珍談奇話 동서고금 校閱中 英鮮
對譯 偉人의 聲 發行在邇 書籍出版 販賣業 文昌社9)

문창사는 1922년 6월 20일자 동아일보에 기인기사록(상)을 비롯
한 서적들의 광고를 게재하는데, 이미 출판된 서적으로는 기인기사록
(상)이 유일하다. 근간이 될 서적으로 단소 偉人의 聲이 소개되었

고, 죄악의 씨는 인쇄 작업에 있으며 珍譚奇話 東西古今은 檢閱하
는 중에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1921년 3월 문창사의 창건과 더불어
발행된 출판물은 야담집 기인기사록(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연택은 어떻게 문창사를 창건한 시점에 매일신보에 연재
된 ｢기인기사｣를 단행본으로 묶어 기인기사록(상)으로 출판할 수 있
었던 것일까? 바꾸어 말하면 ｢기인기사｣ 신문 연재 야담의 작가 송순
기는 기인기사록단행본을 어떻게 출판 경험이 없는 신생 출판사 문
창사에서 출간하였을까? 이 같은 의문을 푸는 데에는 최연택과 송순기
의 관계 및 최연택의 문창사 창건 목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所在地: 京城府 西大門外 阿峴里 90番地.
特色: 內外國圖書具備
營業科目: 圖書出版, 敎科書取扱 雜誌及文房具
同社는 大正十年(1921년)三月에 資本金二萬圓을 積立하고 前記

9) 동아일보 1922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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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所에서 斯業을 開始하였는데 同社의 主人崔演澤氏는 元來 文
筆의 士로 命名이 江湖에 赫赫한 文士이다. 그리하여 同氏는 利
益 그것보다도 自己의 趣味 그것 때문에 斯業을 開始하게 되었
습니다. 그리하여 同社는 普通書肆와 其趣가 不同하여 京鄕讀書
子의 注文이 日至하는 터이오. 特히 薄利로 酬應하기 때문에 한
層 더 注文이 日至한담니다.10)

우선 문창사의 창건 목적을 살펴보면, 최연택은 문필로 뛰어난 문사
로서 문창사는 이러한 그의 ‘취미’로 창건되었다고 한다.11) ‘同社는 普
通書肆와 其趣가 不同하여’라고 언급된 것은 문창사가 서적 출판과 판

매를 통해 ‘이윤(=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여느 상업적 출판사와
차별성을 갖고 창건되었음을 말해준다.12) 이러한 최연택의 문창사 창
건 기획 아래 출판된 첫 발행물이 기인기사록(상)이었던 것이다. 문
창사는 3.1운동 이후 창건된 여타 출판사들이 단명한 것에 비하여 1921
년부터 1930년대 말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출판업을 지속했다. 그럼에
도 최연택 이외 단독 혹은 공저로 단행본을 발행한 저자는 홍종욱․이
택, 백대진․윤치호, 최영택, 송순기 등으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이
다.13)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었겠지만, 당시 인
10) 장재흡, 앞의 책(1927), 96쪽.
11) 朝鮮人會社․大商店辭典의 저자 장재흡은 백대진과 더불어 신천지 잡
지의 운영 및 폐간 과정을 함께 한 핵심 인물이다. 최연택이 신천지 동
인으로 함께 활동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장재흡은 문창사의 창건경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12) 최연택은 ‘小品文懸賞募集’과 같은 新舊文藝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획을 시
도하면서, 모집된 글 가운데 수작을 선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려는
방침을 공지하였다. 동아일보 1922년 7월 21일 광고 참조. 문창사 창건
이후 이 같은 최연택의 문예 기획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상업적 출
판사와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한 실례이다.
13) 洪種旭․李澤 著, 銀行要覽, 문창사, 1926 ; 백대진․최연택․윤치호, (英
鮮對譯) 偉人의 聲, 문창사, 1922 ; 崔永澤, 동화집 별바다, 문창사,
1926(동아일보 1926년 7월 31일, 9월 2일, 10월 4일 광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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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에 판매되었던 고전 소설류나 척독류를 배제하고 문창사의 창건
목적에 부합하는 서적을 발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출판 사정도 반영되
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문창사에서 발행된 단행본은 거의 대부분 최연택의 저서․편
저이거나, 그의 문창사 창건 ‘취미’에 부합하는 지적 기반을 공유한 자
조론 계열 지식인 최영택․송순기․백대진․윤치호 등의 서적이 출간
되었다. 통상 송순기의 기인기사록은 상업성과 통속성을 목표로 출
판된 여타 구활자본 야담과 달리 나름의 편찬의식과 당시 역사의 현재
성을 반영한 근대 야담집으로서 평가되었다.14) 이 같은 기인기사록
에 대한 평가는 최연택의 ‘취미’에 부합하는 문창사의 첫 발행물로 기
인기사록이 기획되었다는 사실을 재차 일깨워준다. 바꾸어 말하면 송
순기가 출판경험이 전무한 신생 출판사 문창사에서 그의 처녀작인 기
인기사록(상)을 출판하였던 데에는 최연택과 더불어 자조론 계열 지
식인으로서 동질적인 학문적 유대를 형성한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
다.15)
최연택과 송순기는 신천지 동인지 활동을 함께 하였고 鷄林詩社와
같은 한문 시사를 창건하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이 같은 최연택과 송순
기의 학문적 유대와 그 친밀도는 문창사에서 발행된 문예사전 현대신
어석의의 편자와 저자가 책의 서지사항과 광고에서 최연택과 송순기
14) 簡鎬允, ｢奇人奇事錄(上․下) 考察｣, 語文硏究 34-2, 한국어문교육연
구회, 2006 ; 이승은, ｢활자본 야담집 奇人奇事錄의 편찬 의식과 의미｣,
Journal of Korean Culture 24,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3, 41～44쪽
; 김준형, ｢근대 전환기 야담의 전대 야담 수용 태도｣,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619쪽.
15) 최연택과 송순기가 상호 의견을 논박한 글 및 송순기가 자조론적 가치를 언
급한 글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勿齋, ｢人物과 時期란 者는 何｣ 매일신보
1920년 6월 2일 ; ｢漫錄: 他賴와 自賴｣ 매일신보 1924년 6월 29일 ; ｢華盛
頓傳記를 讀함(上)(下)｣ 매일신보 1924년 7월 27～28일 ; 최연택, ｢時期와
勞作의 論文을 讀하고: 勿齋君에게 寄함｣ 매일신보 1921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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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混記된 것에서 잘 드러난다.16) 송순기가 사망한 이후인 1930년 현
대신어석의 광고에서 이 책의 저자가 송순기로 소개되었다. 이것은 현
대신어석의의 편찬이 양자의 학문적 동질성과 친밀성에 기반을 둔 공
동 작업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1921년 3월 문창사 창건 이전 자조론 계열 지식인으로서 최연택과

송순기가 상호 학문적 교감을 하는데 중요한 무대가 된 곳은 매일신
보의 지면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양자가 문창사에서 야담집을 발행하
기 이전 근대 야담을 창출하던 장소로 유용하게 활용한 곳 또한 매일
신보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송순기의 기인기사록(상)은 매일신
보에 연재된 ｢기인기사｣(1921년 7월 1일∼12월 27일)를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최연택 또한 ｢松齋談叢｣(1921년 8
월 8일∼9월 7일)의 제목 아래 매일신보에 야담을 연재하였으며, 이
것의 일부가 동서고금 야담집에 편제되었다.
[표 1] ｢송재담총｣ 내용과 관련사항
순서 국가
7
2

제목/날짜
(1921년)

인물과 내용

벤자민 프랭크린의 성공과
관련된 일화
미국 어떤 아이의 虛言하지
미국 化爲良民(8.9) 않는 행동에 감화된 衆漢이
良民이 된 일화
미국 恩師之師(8.18)

관련사항
프랭클린자서전
번역
동서고금(23)

16) 최연택과 송순기가 현대신어석의의 편자 혹은 저자로 어떤 역할을 담당
했는가는 추후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과제일 것이다. 문창사에서 1922
년 출판된 현대신어석의의 서지사항을 참고하면, 이 책의 겉표지에는
‘崔演澤 編’으로 표기되었고 뒷면 서지사항에는 ‘著作者 崔演澤’으로 기술
되었다(趙南浩, ｢現代新語釋義 考｣, 語文硏究 31-2, 한국어문교육연구
회, 2003, 53쪽). 그런데 1930년 현대신어석의 광고에서는 이 책의 저자
를 송순기(=송물재)라고 밝히고 있다(崔湖東 監修, 文學講義錄, 朝鮮文
化協會, 1930,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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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遂爲石交(8.14)

6

일본 性度寬厚(8.16)

9

일본 以一求廿(8.27)

12
5

독일 膽氣驚人(9.7)
영국 性度溫和(8.16)

3

미재 姑待後報(8.10)

8
10
11
1

조선
조선
조선
조선

可通神明(8.20)
不忍斥言(8.31)
公正(9.6)
金玉君子(8.8)

조지 워싱턴(1732∼1799)
일화
일본인 重矩 집의 寶弓을
하인이 부러뜨린 일화
일본 上野國 무사집의
玉椀이 파손된 일화
독일 어떤 병사 이발 일화
아이작 뉴톤(1642-1727) 일화
700냥을 분실한 사람이
신문사에 습득 사례금
100냥을 공지하면서
발생한 일화
洪瑞鳳(1572∼1645)의 母
尙震(1493∼1564)
李元翼(1547∼1634)
吳允謙(1559∼1636)

동서고금(2)

동서고금 (47)
동서고금 (6)
동서고금 (4)
동서고금 (34)
전통
전통
전통
전통

야담집
야담집
야담집
야담집

소재
소재
소재
소재

｢송재담총｣은 1921년 8월 16일만 두 편이 수록되었고, 8월 8일부터 9

월 7일까지 각 1편씩 총합 12편이 연재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조선시대
인물 홍서봉, 상진, 이원익, 오윤겸과 관련된 일화는 전통시대 야담집
에서 전승된 것이며, 소재가 된 인물들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일화가
전승되어 오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조선시대 일화 이외 ｢송재담총｣에
연재된 단편서사는 미국, 영국, 독일의 서구 국가 및 일본과 같이 근대
이후 조우하게 된 국가들의 이야기들을 다수 편제했다는 점이다.
특히 ｢송재담총｣의 7번째 연재물인 ｢恩師之師｣의 주제인 ‘프랭클린
의 성공’은 自助的 인물의 대표적 실례로 거론되는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일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연택은 ｢송재담총｣ 연재에 이어 매
일신보에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번역․연재하였는데, 이에 앞서 ｢恩
師之師｣를 통해 ‘프랭클린의 성공’과 관련된 일화를 유포시켰던 것이

다.17) 4번째와 5번째 기술된 워싱톤과 뉴톤은 프랭클린과 마찬가지로
17) 崔演澤․金鐵鎬 共譯, ｢프랭클린의 自敍傳｣ 매일신보 1921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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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근대정신을 표상한 자조적 인물로 평가받는데. 이들의 일화는 동
서고금에 재수록된다.
이렇듯 전통 야담집에서 전승된 조선의 인물들을 소재로 한 것은 제
외하고, ｢송재담총｣에 수록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서구 국가와 일본
의 이야기, 그리고 동시대 이야기들은 동서고금에 거의 재수록 되었
다. 뒤에 후술되겠지만, 동서고금에 수록된 단편서사는 최연택이
1916∼17년간 경기도 포천에 낙향하여 담화회를 조직하여 여기에서 구

술된 것을 원천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동서고금에 재수록된
｢송재담총｣의 단편서사 또한 이 담화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일하다.
‘야담’이라는 것이 원래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 즉 구술에서 파생된 것

이라고 할 때, 최연택이 담화회에서 나눈 서구 국가 및 일본 그리고 동
시대 이야기들을 새롭게 ‘야담’의 영역으로 편입했음을 알 수 있다.

2. 최연택의 동서고금 편찬과 그 특징
(珍談奇話)東西古今은 1922년 출간부터 최근 영인본 출간에 이르
기까지 기화․소화․재담․야담 등으로 다양하게 호칭되었는데,18) 이
것은 여기에 수록된 단편서사의 형식과 내용이 일률적이지 않으며 복
잡다단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동서고금은 전통 야담을 전승한 단
편서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더하여, 동시대 이야기를 비롯하여 미국과
영국의 凡人과 偉人의 일화와 같은 서구의 이야기들 및 일본의 그것이
다수 수록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같은 내용 구성의 특징은 그동
안 동서고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한 요인이기도

～1922년 1월 24일.
18) 매일신보 1923년 1월 20일 ; 월간야담 3-6, 계유사, 1936 광고 참조 ;
최연택, 죄악의 씨, 문창사, 1922년 12월 25일자 발행 판본 뒷면 광고 참
조 ; ｢序｣, (진담기화) 동서고금, 문창사, 1922 ; 崔湖東, 앞의 책,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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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19)
1930년대 중반 월간야담의 문창사 광고에서 동서고금은 ‘야담’

으로 광고되었는데, 이것은 이 시기 ‘야담’이 가진 대중적 친밀성을 고
려한 최연택의 의도와 전략이 반영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잘 알려져 있
듯이 ‘야담’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사 양식 자체가 정형화된 패턴을 가진
문학 서사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며, 이러한 야담 서사가 가진 무정형
성․혼종성․잡종성이 독자층의 저변 확대 및 대중적인 친밀도를 높이
는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언급했듯이 최연택은 ‘자조론’을 수용한 지식인으로서, ‘자조론’
의 가치를 실현한 서구와 일본의 凡人 및 위인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지식생산자의 위치에 있었다. 1920년 동아일보 매일신보의 ｢성공｣
과 ｢성공의 비결｣ 연재물에서 ‘자조론’의 가치에 입각한 성공주의를 주
장한 이래, 1924년 세계일류사상가논문집에 수록한 ｢성공론｣에서 이
같은 그의 주장을 보다 명확히 했다. 성공주의를 주장한 일련의 글에서
서구와 일본 그리고 한국 위인들을 비교하는 논지 전개방식을 주로 사
용하였는데, 이것은 최연택이 서구와 일본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
큼 많이 수집․유포하려 했던 증거이다.
19) 앞의 주4)에서 언급했듯이, 동서고금은 영인되는 과정에서 재담집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흥우는 동서고금에 재담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편
서사가 보다 많이 수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책을 재담집으로 분류
하지 않았다(이흥우, ｢일제강점기 재담집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2쪽). 한편 이강옥은 ‘재담’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한
국재담자료집성에서 동서고금의 단편서사를 ‘비순수’로 분류한 것은 잘
못되었다고 보았다(이강옥, ｢서평: 한국재담자료 집대성의 의의와 과제:
정명기, 한국재담자료집성 1～3, 보고사, 2009｣, 민족문학사연구 40, 민
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434쪽). 재담․소화․패설 개념과
그 범주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이흥우, 위의 논문, 10∼22쪽 ;
김준형, ｢근대전환기 패설의 변환과 지향｣, 구비문학연구 34, 한국구비
문학회, 2012, 102∼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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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발행된 동서고금은 신문 연재물을 통해 성공주의를 주창한

이후이며 1924년 ｢성공론｣이 세계일류사상가논문집에 수록되기 이
전이다. 동서고금에 서구와 일본의 범인 및 위인들의 이야기가 다수
수록된 것은 ‘자조론’을 수용하여 성공주의를 전파시킨 최연택의 일련
의 행위와 연속성을 가진다. 즉 ‘야담’의 영역을 빌려서 그가 전파하고
싶은 서구와 일본의 이야기를 편입시켰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이 시기 무정형성․혼종성․잡종성의 성격을 가진 야담이라는 서사 양
식이 가진 포용성과 이것에 친밀성을 가진 독자를 고려한 최연택의 의
도와 전략일 것이다.
[표 2] 동서고금의 서양과 일본의 일화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제목(순서)
遂爲石交(2)
性度溫和(4)
賞其謄力(6)
侈爲人見(7)
多言是遇(9)
無欲爲優(11)
大富是誰(12)
鬼亦愛金(14)
遊惰是病(16)
知與不知(18)
最易最難(19)
何關人評(21)
化爲良民(23)
病床受驗(24)
可謂勇兵(25)
無罪而死(26)
令人酸鼻(27)
盲目大臣(29)
帝前載帽(39)
不見復見(42)
第一權力(46)

인물
조지 위싱턴(1732-1799)
아이작 뉴톤(1642-1727)
일반인
소크라테스(BC 470-399)
데말라타쓰
소크라테스
크레안데스(BC 304/03-233/32)
영국의 톰슨
영국 목사 꺼네
소크라테스
다레스
플라톤(BC 427- 347)
어떤 남아
하버드 불치병 학생
스파르타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영국의 헨리폰떼트
영국의 문호 홀 케인(1853-1931)
미국의 대연설가 후이릿프스
테미스토클레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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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所愛各異(53)
母爲人後(58)
何其背馳(59)
貪多無得(61)
命縷在粥(68)
臨死如常(69)
寧死不諂(70)
馬有鑑識(74)
對敵過長(75)
所望非財(80)
戒子早起(81)
絶對謝絶(86)
髮黑鬚白(87)
不息之功(88)
非薔薇香(30)
戰無二敗(48
更進一甫(73)
以一球廿(47)
潛思著述(63)
瞻氣可愛(71)
請看此猴(72)

로마의 그랙취 형제
알렉산드 헤밀든(Alexander hamilton, 1775-1804)
미국 연설가 무디
어떤 걸인
알렉산드 대왕(356-323 A.D)
알렉산드 대왕(356-323 A.D)
필루테무스(에피쿠르스 제자)
알렉산드 대왕(356-323 A.D)
웅변가 데마데스
알렉상드르 뒤마(1802-1870)
어떤 아버지와 아들
미국 力說家 잭 론도
영국의 한 의사와 관련된 일화
카네기
파사왕
라마카스 부하
어떤 스파르타인
일본 우에노국 무사
일본 瀧澤馬琴(1767-1848)
일본 荒木又右衛門(1599-1638)
일본 伊三郞

동서고금은 동서양 위인들의 일화를 구성할 목적으로 편찬․기획
되었는데, 담화회에서 나온 1000편의 이야기 가운데 100편을 선별하여
수록한 것이다.20) 이 가운데 위의 [표 2]는 서양 일화 38편과 일본의
일화 4편을 선별한 것이다. 또 여기에 동시대 이야기 7편을 합하면 총
49편이 전통적 이야기의 갈래와 유형과는 다른 단편서사이다. 이와 더

불어 동서고금에는 전통 야담집의 주요 소재가 된 洪純彦(1530∼
1598), 徐敬德(1489∼1546), 鄭光弼(1462∼1538) 등의 인물 혹은 이들과

관련된 사건을 원천으로 하거나 개작된 유형도 수록되었다. 즉 동서
고금에는 전통적 이야기의 갈래와 유형으로 구성된 단편 서사와 더불
20) 최연택, ｢序｣, 앞의 책(1922). 편찬자 최연택이 1916∼17년간 경기도 포천
으로 낙향하여 담화회를 열어 구술된 것이 동서고금의 모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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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근대 유입된 새로운 이야기들이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혼재되었다.
더하여 1904년 러일전쟁, 1919년 3.1운동과 같은 동시대 사건을 배경으
로 한 동시대 이야기가 수록되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21)
특히 24번째 ｢病床受驗｣과 29번째 ｢盲目大臣｣은 최연택이 동아일보
의 ｢성공(二)｣과 매일신보에 연재한 ｢성공의 비결(4)｣에 수록된 글의
일부분이다.22)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재학한 불치병의 학생과 장님으로
영국 우체국장이 된 위인들의 이야기를 수록한 것으로서, 이들이 신체
적 역경을 극복하고 불굴의 정신으로 勤勉力作하여 성공하였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공｣과 ｢성공의 비결｣은 최연택이
‘자조론’의 가치에 입각하여 성공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 글이다. 이러

한 그의 ‘성공주의’ 주장의 논지를 뒷받침해 주는 실례로 든 위인들의
일화가 동서고금에 재수록된 것이다.23) 즉 ｢병상수험｣과 ｢맹목대신｣
과 같은 서구의 근대를 이룩한 정신인 근면과 인내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같은 ‘자조론’의 가치를 담은 이야기가 담화회의 구술와 신문
연재물을 거쳐 동서고금에 편제되었다.
이 같은 최연택의 서구 근대를 이룩한 정신에 대한 강조는 동서고

21) 32번째 ｢差別待遇｣는 1919년 3.1운동 이후 경성의 전차 안에서 일어난 조
선인 부인과 일본인의 자리다툼에 관한 이야기이다. 또 55번째 ｢跳下卽死｣
는 1904년 러일전쟁 때 이름 없는 일본군의 탐정행위와 그로 인한 죽음을
다룬 내용이다. 한편 31번째 ｢耳明籠者｣는 이름 없는 소년과 少年文士인
조선인 일반인에 관한 이야기로서, 少年文士 某氏가 인천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자신을 모르는 소년들이 자신을 아는 것처럼 험담하는 내용을 담
은 동시대 이야기이다.
22) 최연택, ｢성공(二)｣ 동아일보 1920년 5월 24일 ; ｢성공의 비결(4)｣ 매일
신보 1920년 6월 30일.
23) ｢병상수험｣과 ｢맹목대신｣의 구술이 글로 채록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16∼17년간 경기도 포천의 담화회에서 나눈 구술 → 1920년 동아
일보의 ｢성공(二)｣과 매일신보의 ｢성공의 비결(4)｣에 연재→ 1922년 동
서고금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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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82번째 ｢花潭窮理｣의 구성방식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에서는 과
거로부터 전승된 서경덕의 窮理와 관련된 행위를 ‘자조론’의 가치를 실
현한 서구 위인들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徐花潭이 兒時에 家貧하여 父母가 하여금 田間에 蔬를 採할 時
에 鳥가 있어 飛하는데……昔에 英國의 ‘뉴톤’은 林檎이 落地함
을 見하고 其里를 硏究하여 畢竟地球의 引力을 發明하고 ‘와트’
는 茶罐이 沸하여 罐盖가 動함을 見하고 蒸氣力을 使用케하여
今日에 汽車같은 것을 運轉하게 되니 人의 窮理란 實로 天의 造
化도 奪할 수 있다하노다.

서경덕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명을 받아 나물을 캐러갔다가 매번 빈
광주리로 집에 돌아왔는데, 종달새가 나는 모습을 관찰하다가 나물은
캐지 못하였다. 이것은 朴世采(1631∼1695)의 南溪集에 수록되어 세
간에 널리 전승된 일화로서, 종달새의 행위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
窮理를 터득한 서경덕의 학문적 방법과 그 태도를 칭송한 것이다. 서경

덕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는 야담집의 주요 소재가 되었으며, ｢화담궁
리｣에 소개된 그의 어렸을 적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화담궁리｣ 구성의 특징은 서경덕 일화 끝 부분에 서경덕
의 궁리를 아이작 뉴톤과 제임스 와트(1736∼1819)의 만유인력과 증기
기관차의 발명과 비교하여 양자의 동질성을 말한 데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뉴톤과 와트는 19세기 과학의 발명자로서 서구 근대를 이룩한
자조적 인물로서 평가받으며 와트는 자조론에 소개된 위인이다. 이
것은 최연택이 서구 근대를 이룩한 이러한 위인들의 행위에 대한 강조
를 통해 식민지 사회에 성공주의를 유포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
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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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930년대 후반 문창사의 경영 분리와 야담잡지 창간
1. 문창사의 출판․판매 서적과 월간야담의 광고
1920년대 문창사는 출판뿐만 아니라 도서판매 활동도 함께 하였는

데, 출판물은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중앙일보와 같은 신문 지
면을 통해 주로 광고되었다. 이 반면 잡지 광고는 문창사에서 출판된 소
년계 소녀계 이외 거의 하지 않았던 듯하다. 한편 문창사가 판매를
위해 구비한 도서의 경우 그 종류를 상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최연택
저작의 신소설을 비롯하여 일타홍과 같은 전대 야담류, 희랍신화
북극여행, 趙重桓(1884∼1947)의 장한몽, 李相協(1893∼1957)의 눈
물(상․하)등과 같은 신소설류를 주로 판매하였다.24) 특히 일타홍
과 같은 야담류 서적을 구비하고 문창사 출판물과 함께 재차 광고한
것은 야담에 대한 최연택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1930년대 들어서 문창사의 출판활동은 1920년대 초 출판사 창건 즈

음 의욕적인 출판에 비하여 확연히 위축된 모습을 보여준다. 1931년 만
주사변 이후 ‘문창사’의 상호로 발행된 단행본은 1933년 발행된 조선
의 명승고적 뿐이며, 1930년 ‘조선문화협회’ 상호명으로 출판된 문학
강의록: 문장편을 포함시키면 2책이 발행되었다.25) 문학강의록 내
24) 최연택, 의인의 무덤, 문창사, 1926, 35쪽 ; 燕丹의 恨, 문창사, 1926, 28
쪽.
25) 문학강의록: 문장편은 최연택의 동생이며 문창사 공동 경영인이었던 최
호동이 조선문화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다. 조선문화협회는 문예영화연구와
신극운동자 몇몇 사람으로 조직된 단체이며, 문화운동의 기관지를 발간
하였다(｢문화운동｣ 매일신보 1929년 10월 9일 ; ｢신간소개: 문화운동
4월호｣ 동아일보 1930년 4월 16일). 최호동이 문예영화 창간호의 발행
인이며(문예영화 창간호, 문예영화사, 1928), 영화소설 거리의 天使의
편자라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조선문화협회는 최호동의 주도 아래 결성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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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광고를 보면, 1930년대 들어서 출판보다는 판매에 치중한 듯하다.
또 판매 서적이 1920년대 문창사에서 발행된 출판물 이외 모두 일본어
도서로 구비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어 서적은 11종이 광고되었으며,26) 이 가운데 백과사전류인 (現
代常識) 百科大辭典27)은 1929년 12월 5일 발행된 것으로서 1930년 2

월 25일 발행된 문학강의록과는 불과 3개월의 출판 시차 밖에 나지
않는다. 특히 이 책은 총 12편인데 여기에는 1편 ｢現代新語辭典｣, 5편
｢最新小資本成功法｣, 6편 ｢現代靑年の針路｣, 12편 ｢模範修養 立志成功
傳｣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책을 판매도서로

구비한 것은 1920년대 초 문창사 창건 시기 최연택의 신어사전 발행과
청년의 성공주의를 전파했던 그의 활동에서 충분히 짐작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연택의 지향성이 반영된 판매 서적으로 (通俗) 經濟
學講話을 들 수 있다. (통속) 경제학강화의 광고에는 일상생활이 거

의 경제생활임으로 경제학을 읽지 않으면 ‘입신출세’하기 어렵다는 것
이 강조되었다.28) 특히 珠算の獨まなび(주산 독학으로 배우기)와 같
은 서적은 ‘성공의 기초’라는 선전 문구가 내걸어져 있는데,29) 성공하
기 위한 조건으로 ‘주산’과 같은 실용적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임을 말
해주는 판매 도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상의 일본어 서적 이외 1920년대 출판되었던 문창사 서적들로 기
인기사록 세계일류사상가논문집 현대신어석의 은행요람 동서
고금 빈의 루 세계기문집 고학생 등이 판매도서로 광고되었
26) 최호동, 앞의 책, 86∼91쪽.
27) 최호동, 위의 책, 87쪽. 광고된 책의 목차와 일치하는 정확한 책명은 現代
常識日用百科大辭典이고 國民書院에서 1929년 발행되었다. 책 뒷면의 서
지사항에서 편집 겸 발행자는 ‘宮本彰三’으로 표기되었고 표지 앞면에 저
자는 ‘國民敎育硏究會’라고 기재되어있다.
28) 최호동, 위의 책, 90쪽.
29) 최호동, 위의 책,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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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 또 이것들과 더불어 최호동이 편찬한 (映畫小說) 거리의 天使
가 광고되었는데,31) 이 책은 문학강의록의 도서 광고에서 처음 소개
된 듯하다. 특히 기인기사록의 경우 한쪽 면 전체를 할애하여 107편
의 내용 목차가 상세히 소개되었다.32) 이 같은 광고는 문창사 출판물
가운데 매일신보 연재물로 이것의 독자층이 한차례 검증되어 야담에
대한 수요자를 예상할 수 있는 데에다가,33) 1920년대 중반 이후 야담
운동의 고조 및 야담대회의 성황에 따른 야담물의 인기를 주시한 광고
전략이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1930년대 중반에 들어서 기인기사록을 비롯한 문창사 출판물
의 주된 광고지는 야담 전문잡지 월간야담이었다. 몇 년 뒤 최연택이
이 잡지와 같은 야담 전문잡지를 창간했다는 점에서, 그가 월간야담
을 주시하고 여기에 대대적으로 문창사 광고를 게재한 사실은 매우 주
목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1920년대 문창사의 도서들은 대부분 신문에
광고되었으며 잡지 광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1930년대 중반
월간야담에 기인기사록 조선의 명승고적 및 판매 도서로 구비한
朝鮮五百年史의 3책이 집중적으로 광고되었다.34) 보다 중요한 사실
최호동, 위의 책, 81∼85쪽.
최호동, 위의 책, 85쪽.
최호동, 위의 책, 81쪽.
기인기사록: 此는 歷史的奇譚으로 曾히 每日申報紙上에 連載되여 好評
을 博得하든 良書(매일신보 1923년 1월 20일 ; ｢신간서적: 기인기사록｣
매일신보 1922년 6월 14일). 朝鮮四千年奇譚 標題 奇人奇事錄 再版! 再
版!(동아일보 1923년 8월 31일).
34) 문창사 출판물인 기인기사록과 조선의 명승고적에는 발행소로 문창사
가 표기되거나 ‘文昌社 藏版’이라고 광고되었다. 이 반면 조선오백년사는
‘파는곳 문창사’로 표기되어 있다. 즉 이 책은 문창사에서 위탁 판매하는
도서인데, 尹商鉉이 편찬한 조선오백년사는 1928년 광동서국에서 처음
출판되었다. 기인기사록 조선의 명승고적 조선오백년사 전면 광고
는 다음을 참고하였다(월간야담 3-6, 계유사, 1936 뒷면 광고 참조 ; 월
간야담 3-7, 계유사, 1936 뒷면 광고 참조 ; 월간야담 3-8, 계유사, 1936

30)
31)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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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월간야담을 발행한 계유사의 대리부를 통해 문창사 출판도서 및
판매도서를 위탁 판매하는 광고를 하였다는 점이다.35)
[표 3] 계유사 대리부 판매 문창사 서적 목록36) ○ 문창사 판매 서적
參考書類(저자․편자)
○ 朝鮮五百年史 (尹商鉉)

大衆小說類(저자․편자)
貧의 淚

世界奇聞集

사랑의 동무 (최연택)

奇人奇事錄 上․下 (송순기)

罪惡의 씨 (최연택)

銀行要覽 (홍종욱․이택)

燕丹의 恨 (최연택

偉人의 聲 (백대진․윤치호․최연택)

義人의 무덤 (최연택)

東西古今[野談] (최연택)

단소 (최연택)

朝鮮의 名勝古蹟 (최연택)

苦學生 (최연택)

世界一流思想家論文集 (최연택)
現代新語釋義 (송순기․최연택?)

월간야담의 문창사 서적 광고 및 위탁 판매는 문창사 경영인 최연
택이 월간야담의 주된 광고주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최연택이
월간야담의 구독자로서 이 잡지의 동향과 공지사항을 예의주시하였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1920년대 초 출판사 창건 시기부터
지속된 그의 야담에 대한 관심의 표명일 것이다. 따라서 1938년 야담

의 ｢조선오백년사｣ 앞면 광고 참조). 특히 기인기사록은 월간야담 중
간에 광고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월간야담 3-7, 계유사, 1936, 16쪽 참
조.
35) 계유사 대리부의 위탁 판매 도서 사업 경위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월간야
담 3-6, 계유사, 1936, 154쪽.
36) 월간야담 3-6, 계유사, 1936 ; 월간야담 3-7, 계유사, 1936 뒷면의 계유
사 대리부 위탁판매 도서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계유사 대리부에서
분류한 ‘참고서류’와 ‘대중소설류’의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저자와 편
자는 찾아서 명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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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록의 창간은 월간야담의 구독자이자 광고주로서 야담 전문잡
지가 식민지 사회에 불러일으킨 반향을 주시한 출판경영인 최연택의
오랜 기획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30년대 문창사의 출판활
동이 위축되던 시기 출판의 연속성이 기대되는 잡지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2. 문창사의 경영 분리와 최연택의 야담대회록 창간
1936년 월간야담에 문창사의 출판물과 판매도서가 광고된 것을 볼

때, 이 시기까지 최연택이 ‘문창사’의 상호로 출판사를 경영한 것은 분
명하다.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몇 년 뒤인 1938년 최연택은 ‘三共社’라
는 출판사에서 야담대회록 잡지를 발행하였다. 최연택은 어떻게 야
담대회록을 삼공사에서 출판하였을까? 삼공사는 문창사와 어떤 관련
이 있을까? 1920년대 초 최연택이 문창사를 창건한 이후 1930년대 후
반 삼공사를 경영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될까?
1920년대 문창사의 잡지 창간 형태를 참고하면,37) 1930년대 후반 삼

공사는 야담대회록 잡지의 창간과 더불어 창건한 잡지사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보다는 삼공사는 문창사가 두 개
의 출판사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최연택이 문창사를 계승하여 운영한
출판사라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1921년 창설된 문창사는 최연
택과 그의 동생인 최영택 및 호동이 함께 경영하였다. 이후 1938년을
기점으로 최연택은 문창사를 계승한 삼공사를 경영한 반면, 최영택은
동성당서점을 창설하여 출판 및 도서 판매업을 개시하였다.38)
37) 최희정, ｢1920년대 출판경영인 崔永澤과 ｢立身冒險談｣ 번역｣, 역사와 경계
103, 2017, 220∼221쪽.
38) 최영택의 거주지와 동성당서점의 주소는 ‘경성부 아현정 203’이다(최영택,
世界偉人臨終錄, 동성당서점, 1938의 서지사항 참조 ; 꽃피는 나라, 동
성당서점, 1939의 서지사항 참조 ; 관보, 조선총독부, 1938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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兩者의 분리는 1938년 8월 29일 최연택이 삼공사에서 야담대회록

을 발행한 즈음, 최영택이 동성당서점에서 그의 저작 世界偉人臨終
錄 꽃피는 나라를 출판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즉 이들의 독립적인

출판사 운영은 삼공사(=문창사)와 동성당서점에서 출판․판매되는 서
적 목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1938년 9월부터 동성당서점은 최영택
의 저작을 비롯하여 不滅의 香氣, 탐정소설 국제살인사건과 같은
새로운 장르의 서적들을 출판하였다.39) 동성당서점은 발행한 출판물뿐
만 아니라 판매 도서 또한 삼공사 및 이것의 前身 문창사의 그것과는
구별된다.40)
한편 삼공사 발행의 야담대회록에는 (海東野談) 奇人奇事(상․
하) 小說 단소 朝鮮史話集 世界奇聞集 鷺山時調集의 서적이
광고되었는데,41) 이 가운데 (해동야담) 기인기사(상․하) 단소 세
계기문집은 1920년대 문창사에서 발행된 출판물이다.42) 李慇相(1903
한편 동성당서점 신문 광고에서는 ‘경성부 본정 2정목 80’으로 소개되었다
(국민신보 1939년 8월 27일). 이 반면 최연택과 삼공사의 주소는 ‘경성부
아현정 91’이며, 조선의 명승고적에서 문창사의 주소는 ‘경성 서대문 아
현리 91’로 삼공사의 주소와 일치한다.
39) 최영택, 世界偉人臨終錄, 東盛堂書店, 1938년 뒷면 광고 참조 ; 꽃피는
나라, 동성당서점, 1939년 뒷면 광고 참조.
40) 동성당 서점의 출판․판매도서는 국민신보 1939년 8월 27일자의 광고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문창사 출판의 서적이 광고되지
않았다. 광고의 전면은 세로에 큰 글씨로 세계임종록이 기재되었고, 가
로에는 ‘서적 주문은 東盛堂書店으로’의 문구 아래 서적명과 저자 그리고
가격이 표시되었다. 김동인, 노춘성, 박철혼, 방인근, 이광수, 이기영, 이무
영, 이태준, 윤백남 등의 소설과 야담이 광고되었다. 이외에도 박준표의 (현
대청년) 수양독본, 김동성의 영어독학 신수 백과대사전과 같은 수양
서 및 백과사전류 어학서적 등이 광고되었다.
41) 최연택, 앞의 책(1938) 뒷면 광고 참조. 야담대회록의 면수는 본문만 총
94면이다. 이외 쪽수가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앞면의 수생제약주식회사 광
고 2면, 목차 2면, ‘편집후기’ 1면, 제일 뒷면의 문창사 발행 출판물과 판매
서적 광고 및 서지사항이 기재된 1면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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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의 조선사화집 노산시조집은 1931․1932년 東光社와 한성

도서주식회사에서 각각 출판되었으므로 삼공사의 판매 서적에 해당된
다. 특히 조선사화집 노산시조집의 판매는 1930년대 역사소설의
인기와 시조부흥운동과 같은 식민지 사회의 동향이 반영된 판매서적이
라고 여겨진다.43) 어쨌든 삼공사의 야담대회록에서는 1920년대 문창
사에서 출판된 서적이 지속적으로 광고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으
로 삼공사가 문창사를 계승한 출판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삼공사와 동성당서점으로 분리되던 시점에 최연택 형제의 사회적 행
보 또한 달라진다. 최연택은 1938년 창설된 금융신탁업종의 生業共助
社에서 중역 직책인 감사를 역임하였다.44) 그런데 최영택은 1938년 3

월 21일 鄭福潤으로부터 신생제약회사인 守生製藥合資會社의 출자 지
분을 모두 양도받고 이 회사에 입사하였다. 이후 그는 1941년 경성부
黃金町 3丁目 76番地에 중앙활판제작소를 신설하여 경영하기도 하였
42) (해동야담) 기인기사(상․하)는 기인기사록(상․하)라고 생각된다. 기
인기사록(하)는 1937년 10월 5일 ‘치안’을 이유로 금서로 규정되어 더 이
상 유통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김근수 편, 일제치하 언론 출판의 실
태,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74, 581쪽). 그런데 놀랍게도 금서조치
이후인 1938년 야담대회록 광고에서 (해동야담) 기인기사(상․하)로
하권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언론통제에 따른 서적
의 유통 형태가 실제 어떠했는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3) 근대 야담과 역사소설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애매하다. 20세기 이후
근대 야담을 역사소설의 과도기적 양식으로 보거나, 역사소설에서 사용된
소재가 모두 야담의 저본이 된다고 보았다. 조선사화집은 동아일보
‘사상의 로만쓰’의 기획물로서 여기에서 삼국시대편만 선택하여 단행본으
로 출간한 것이며 3천부를 돌파하는 엄청난 판매부수를 기록했다. 고은지,
앞의 논문(2008), 116∼117쪽.
44) 1938년 9월 5일 금융신탁업종의 생업공조사가 경성부 죽첨정 3정목 55번
지에 창설되었다. 中村資郞,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39(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베이스 회사기업가연표). 1941년 조선
총독부의 생업공조사 상업등기란에는 창씨 개명한 이름인 山本演澤으로
기재되어있다(관보, 조선총독부, 1941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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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5) 특히 최영택이 수생제약합자주식회사에 입사할 때 정복영의 회
사 지분을 양도받은 것46)으로 보아서 그는 이 시기 이미 상당한 경제
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 회사의 급속한 성장으
로 동성당서점 및 중앙활판제작소와 같은 출판사와 인쇄소를 설립할
경제적 기반을 보다 확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47) 최영택 뿐만 아니
라 수생제약합자회사에는 문창사를 함께 경영한 그의 동생 최호동도
입사하여 활동하였지만, 최연택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48)
최연택이 야담대회록을 창간한 때는 중일전쟁 직후이며, 1938년 4
월 1일 일본의 국가총동원령이 발포 이후 식민지 조선이 전시 체제로
재편되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전시 체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출판시장에 대한 검열 및 선전이 이루어졌다.49) 최연택은 야담대회록
45) 수생제약합자회사의 설립연도는 다음을 참고하였다(中村資郞, 위의 책,
1939). 수생제약합자회사는 신생 제약회사로서 빠른 시일 내에 급속히 성
장하여, 1938년 즈음 식민지 조선 내에서 상당한 유명세를 갖고 있었다. ｢半
島 醫學界 大觀(2)｣, 삼천리 10-8, 1938. 한편 1941년 최영택이 설립한
중앙활판제작소는 그 다음 해 폐업되었다(관보, 조선총독부, 1941년 7월
31일 ; 1942년 4월 18일).
46) 관보 1938년 5월 5일.
47) 수생제약주식회사는 1938년 현재 식민지 조선과 만주에 100여 곳의 판매
처를 확보하였고, 1938년 7월 하순 新京에 지점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
어서 장래가 촉망되는 신생 제약회사로 주목받았다. ｢半島 醫學界 大觀(2)｣,
앞의 책, 172쪽.
48) 매일신보 1938년 7월 18일. 야담대회록에 유일하게 게재된 광고가 수
생제약회사의 위탁판매점 모집과 신약 광고인 것으로 보아, 1938년 이후
최씨 형제들이 상호 반목의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최
연택, 앞의 책(1938) 앞면 광고 참조.
49) 이종연,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출판․독서 통제｣, 한국문화연구 8, 이화
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5 ; 한만수, ｢1930년대 검열기준의 구성원
리와 작동기제｣, 동악어문학 47, 동악어문학회, 2009 ; 정근식, ｢식민지
전시체제하에서의 검열과 선전, 그리고 동원｣, 상허학보 38, 상허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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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집후기에서 “經營難과 原稿難을 뚫고 이제 野談大會錄에 孤孤의
第一聲을 지르게 되었습니다”고 언급하였는데, 여기에서 이 잡지 창건

이전 집필진 확충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출판사 경영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50) 이것은 1930년대 후반 중일 전쟁
이후 출판업종 특히 잡지 발행자가 동일하게 직면하게 된 전시 체제
하 출판환경이었다.
1930년대 잡지 창간은 식민지 사회에 무수히 쏟아져 나온 잡지들과

의 경쟁과 더불어 조선총독부의 검열이라는 이중고의 상황 아래 놓여
있었으며, 1940년을 기점으로 잡지 출판은 1930년대 초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다.51) 문창사의 경우 1930년대 초 기획했던 新朝鮮과 같은 잡
지가 창간호부터 조선총독부의 검열에 의거하여 발행되지도 못하였
다.52) 신조선 출판 기획의 실패 이후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사회의
여타 잡지들과의 경쟁과 식민지 권력의 검열의 이중고를 딛고 창간된
잡지가 야담대회록이었다. 이에 더하여 앞서 살펴보았듯이 월간야
담의 주요 독자이자 광고주로서 야담잡지의 동향을 주시한 발행자 최
연택의 야담잡지 창간에 대한 의지가 투영된 것은 말할 나위 없을 것
이다.
야담대회록 잡지는 현재 1집만 출판된 것이 확인된다.53) 발행소는
2013.
50) 최연택, ｢편집후기｣, 앞의 책(1938).
51) 유석환, ｢1930년대 잡지시장의 변동과 잡지 비판의 대응: 경쟁하는 잡지
들, 확산되는 문학｣, 사이 6,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9.
52) ｢出版警察槪況: 不許可 差押 및 削除 出版物 記事要旨 新朝鮮 創刊號 朝
鮮出版警察月報 第20號 발신일 1930년 4월 2일(일제경성지방법법원 편철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53) 잡지명에 ‘야담대회’를 삽입한 것은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식민지 조선에 전개된 야담과 관련된 일련의 동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
겨진다. 이것은 출판경영인으로서 최연택이 끊임없이 식민지 사회의 동향
을 주시하고 이에 대응한 지적 출판물을 생산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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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사였지만 총판매소는 永昌書館이었다. 창간호 이후 발행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어서 다음호를 발행할 계획은 분명했다.
今輯에는 小說도 못 실었습니다만 來輯에는 小說은 물론 長篇
戱曲하나 求해서 全載하든지 長篇小說을 다 실리든지 할 작정
입니다 …… 最後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第二輯부터 彈力
을 내이고 이를 갈고 주먹을 쥐어가면서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
다.54)

최연택은 ‘來輯’과 ‘第二輯’을 언급하며 다음 호 발행에 소설․장편희
곡․장편소설을 탑재할 기획을 말하였다. 그런데 실제 원고 모집 공지
에서는 ‘야담, 史話, 소설, 實話, 유모-아 小說, 笑話의 창작물’을 대상으
로 하였을 뿐,55) ‘장편희곡’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야담․사화․소설․
실화의 원고지 매수를 400자 30매 이내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장편소
설’ 또한 원고모집에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이다. 따라서 2집에 예고된
장편희곡과 장편소설은 최연택이 그의 창작 작품을 게재할 예정이지
않았나 여겨진다.56) 이것은 1920년대 최연택이 문창사에서 그의 저작
물을 대부분 출판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충분히 예측된다.

면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야담대회’는 1928년 조선야담사 창건 1주년에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30년대 각 지역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렇듯 1920년대 말 김진구를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야담사의 야담운동을 효
시로 하여 야담대회가 시작되었지만, 1930년대 들어서 윤백남의 이름을 내
건 야담대회가 개최될 정도로 윤백남은 야담대회를 상징하는 인물로 부상
되었다. 고은지, 앞의 논문(2008), 109∼113쪽.
54) 최연택, ｢편집후기｣, 앞의 책(1938).
55) 최연택, 위의 책(1938), 84쪽.
56) 1920년대 초 최연택은 단소 죄악의 씨와 같은 자신의 창작 소설을 출
판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신보에 번역희곡 ｢腕環｣(1921년 5월 13일∼5월
25일)과 창작희곡 ｢父의 眼｣(1921년 7월 2일∼7월 13일)을 연재하며 희곡
작가로서도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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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야담대회록 창간호에 집필진이 명확히 표기된 것은 몇 편뿐
이며 이것도 그나마 문단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필명으로 되어 있어
실제 저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저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대
부분의 단편 서사는 최연택이 선별․편집하여 수록한 글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예를 들면 저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야담대회록에
수록된 ｢장님재상｣이라는 단편 서사57)는 최연택이 동서고금 29번째
에 소개한 ｢盲目大臣｣의 내용이다. 그런데 ｢장님재상｣은 앞서 언급했
듯이 동서고금에 수록되기 이전 1920년 동아일보와 매일신보의
｢성공(二)｣과 ｢성공의 비결(4)｣에 먼저 개재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거듭 말하지만, 이 두 글은 최연택이 자조론의 가치를 담은
그의 성공주의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담대회록의 특징으로는 수록된 단편서사에서 인용의 출처를 말
미에 간략히 표기한 글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정(正
正)당당(堂堂)히 싸호자｣는 ‘羅馬史에서’, ｢부처좌길(佐吉)｣은 ‘大和野
談에서’라고 표기되었다.58) 그런데 ‘羅馬史’와 ‘大和野談’은 정확한 참

고문헌이 아니라 일본에서 나온 로마사와 관련된 책 및 야마토 시기
야담을 수록한 책을 널리 참고하였다는 정도인 듯하다. 이것은 ｢놀라
운 성근(誠勤)이다｣(成功美談에서), ｢속일 수 없는 마음｣(日本郵船會社
略史에서), ｢끈기의 결정｣(成功美談集에서), ｢설은(雪隱)의 유래(由來)｣
(印度童話에서), ｢시골처녀의 신조｣(佛國데일리報에서)와 같이 인용 출

처를 명시한 글 역시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59)
또 편집자 최연택의 일본 유학 경험60)과 출판사를 경영하는 동안 새
롭게 출간된 일본 서적을 구입․판매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羅馬
57)
58)
59)
60)

최연택,
최연택,
최연택,
최희정,

앞의
위의
위의
앞의

책, 25∼26쪽.
책, 26∼27쪽.
책, 30∼32쪽.
논문(2016), 193∼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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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 ‘佛國데일리報’는 일본어로 된 서적 혹은 일본어판 신문을 참고했

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장님재상｣의 단편서사와 마찬
가지로, 위인의 성공 스토리를 소개한 ｢놀라운 성근(誠勤)이다｣ ｢끈기
의 결정｣과 같은 글을 일본의 성공미담집에서 인용한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성공주의를 식민지 조선 사회에 유포했던 자조론 계열 지식인
최연택의 식민지 지성사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야담대회록 잡지의 전체 구성을 보면, 조선․신라․중국을 대상으
로 한 傳說․史話․傳記류의 전통적 이야기 방식을 활용한 글이 여전
히 다수 수록되었다. 그럼에도 야담대회록 잡지에 이 같은 전통적 이
야기와 더불어 일본에서 유입된 성공미담 서적의 단편서사를 부분적으
로 수록한 것은 ‘야담’이라는 대중적 친밀성을 가진 단편 서사의 영역
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유포하려는 최연택의 의도가 반영된 것
이라 생각된다. 즉 야담이라는 서사 양식이 갖는 모호한 경계를 활용하
여 그가 식민지 사회에 유포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식들을 편제했다고
여겨지며, 이것이 어쩌면 근대 야담이 갖는 새로운 사회적 기능이지 않
을까 추론해본다.

Ⅳ. 맺음말
이 연구는 1920∼30년대 야담 출판물을 기획․출간한 출판경영인으
로서 최연택의 활동을 살펴본 것이다. 최연택은 1920년대 초 식민지 사
회에 성공주의를 유포한 자조론 계열 지식인이었는데, 출판경영인으로
서 그의 야담 관련 출판물 또한 이러한 그의 지적 계보와 상관성이 있
음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최연택이 편저자로 관여한 야담 출판물의 경
우 서구와 일본 그리고 동시대 이야기가 다수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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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고, 나아가 최연택이 새롭게 야담의 영역에 편입시킨 일본과 서구 이
야기들의 일부분은 그의 성공주의 전파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는 사실
도 드러내었다.
최연택이 발행한 야담 관련 출판물은 1920년대 문창사에서 1930년대
삼공사로의 출판사 경영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이 과정
에서 기존에 1920년대 초로만 알려진 문창사의 창건 연혁을 1921년으
로 명확히 밝혔다. 이와 더불어 문창사가 최연택과 그의 형제들인 최영
택․호동의 공동경영 체제로 운영되었다는 기존 사실에서 나아가, 문
창사의 창건자가 최연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1938년 야담대
회록 잡지를 출간한 삼공사는 문창사를 계승한 출판사이며, 이 시점
부터 공동 경영자였던 최영택이 동성당서점으로 분리되어 독립 체제로
출판사를 경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922년 최연택이 편찬한 동서고금에는 전통 야담집에서 그 원천이

찾아지는 단편서사를 비롯하여 서구와 일본 그리고 동시대 이야기가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혼재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자조론 계열 지식인
으로서 최연택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성공주의 유포와 관련된 글이
동서고금에 일부분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1920년 최연택은 동아일
보와 매일신보의 ｢성공｣과 ｢성공의 비결｣의 연재물을 통해 그의 성
공주의를 주장하였는데, 여기에 소개된 위인 일화가 동서고금에 재
수록 되었던 것이다. 즉 최연택은 야담의 영역에 그가 유포하려는 새로
운 지식을 편제하였는데, 이것은 야담이라는 서사양식이 가진 모호한
경계와 대중적 친밀성을 활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근대 야담이 가진 식민지 지성사적 의미를 최연택이라는
자조론 계열 지식인이 발행한 야담 출판물에 한정하여 살펴본 것이다.
최연택이 발행한 동서고금 야담대회록과 같은 야담 출판물에 수록
된 서구와 일본의 이야기 및 동시대 이야기가 전통 야담에 원천을 둔
단편서사를 압도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야담대회록에 일본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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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입지 서적에 소개된 위인과 관련된 단편 서사가 수록되기는 했지만
전체 비중에서는 소략하다. 또 여기에 수록된 근대의 이야기 모두가 최
연택의 성공주의 유포 행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연구는 대중에게 친숙한 전통 서사양
식인 ‘야담’의 영역에 서구와 일본의 이야기 및 동시대의 새로운 이야
기들이 안착된 현상을 주시하고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나아가 식민지 근대의 시공간에 최연택과
같은 지식인이 서구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근대의 현상을 식
민지 사회에 유포하는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 대중적 친밀성을 가진 ‘야
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덧붙여 이 연구에서 추적한 문창사 출판사의 행로는 3.1운동 이후 창
건된 출판사의 사례 연구로서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 연구를 통해 야
담대회록 1집이 학계에 처음 공개된 것과 자조론 계열 지식인이 발행
한 근대 야담집으로서 동서고금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 시도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3.1운동 이후 창
건된 출판사에 대한 보다 많은 사례 연구가 축적된다면, 출판물을 통한
식민지 사회의 지식 지도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 논문은 2018년 2월 15일에 투고 되어,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8년 3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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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oi yeon-taek(崔演澤),
a Ya-dam(野談) Book Publisher
in Colonial Korea in the 1920s∼30s.
Choi, Hee-J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focuses on the study of, choi yeon-tak
(崔演澤), a yadam(野談) publisher during the 1920s∼1930s. I
examined that he had belonged to a right-wing intellectual who
accepted Self–Help in colonial Korea. The contents of yadam
published by Choi yeon-tak, was related to his intellectual
background.
As you already know, he was a member of munchangsa(文昌社),
the family-owned publisher which had been founded in the early
1920s. I found that munchangsa had been founded by choi yeon-tak
in 1921. munchangsa divided into two new publishers. samgonsa(三
共社) and doungsoyngdansojeom(東盛堂書店) was founded by two
publishers choi yeon-tak and choi young-tak(崔永澤) in 1938. It is
important that samgongsa succeeded munchangsa.
I examined that the contents of a yadam book, “east and west,
past and present(東西古今)” published by choi yeon-tak in 1922
and a magazine yadam, “record of yadam campaign(野談大會錄)”
in 1938. I found that there are stories originated in the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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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countries and Japan.
As I said before, Choi yeon-tak had belonged to a right-wing
intellectual who accepted Self–Help in colonial Korea. The contents
of that originated in the modern western countries and Japan related
to his intellectual background. I focus on that modern yadam
materials published by choi yeon-tak were written in the stories of
western countries and Japan during the age of modern. In
conclusion, It was used by Choi yeon-taek, a colonial intellectual to
propagate a discourse of one’s personal success using a value of
Self-help.
Key Words : Self-Help, Korean intellectuals who accepted
Self-Help, munchangsa publisher, samgonsa
publisher, dongsungdang publisher, a magazine of
yadam, East-West, Past and Pres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