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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차대전이 끝나는 1918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헤게모니 시간으로 부상하는 미국의 제국시

간과 일본의 제국시간은 갈등하고 있었다. 미국의 제국시간이 민족자결주의로 포장되어 있었

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에서 이 두 제국시간은 더욱 첨예하게 부딪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조선 내에서 일본의 제국시간은 양화된 시공간 관념을 통하여 조선의 중하층 시간과 부합하거

나 날카롭게 부딪치고 있었다. 조선의 중층시간은 민족과 근대성 사이를 동요하며 동시대성 혹

은 세계사적 동시성으로의 비약을 꿈꾸고 있었다. 조선의 하층시간은 제국주의 지배를 통해 급

속한 사회적 분화를 경험하였으며, 양화된 시간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상상하고 있었다. 

조선의 중하층 시간은 이처럼 동요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급속하게 ‘압축된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조선인 중하층 시간이 ‘자결’과 ‘개조’라는 세계사적 동시성과 만나게 될 때 그것은 쉽

사리 ‘열광’으로 변하게 될 것이었다. ‘불꽃’과 같았던 3․1운동의 열광은 ‘압축된 시간’의 폭

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열광’은 시간이 압축된 방식과 강도에 따라 그리고 그것이 폭

발하는 공간에 따라 각기 그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1－A00005)

**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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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설정한 세 가지의 제국시간과 조선에서의 3층의 중층적 시간 사이에는 각기 

다른 무수한 종류의 시간이 존재한다. 그 무수한 시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교차하거나 결

합되어 있었으며, 독자적인 방식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따라서 ‘열광’의 방식과 내용도 모두 

달랐다. 3․1운동의 열광 속에 다양한 차원의 모호함이 담겨 있다는 지적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3․1운동에는 ‘위대한 정신의 비약’이 담겨 있었음에 틀림없

다.

[주제어] 압축된 시간, 열광, 제국시간, 식민지시간, 중층적 시간, 세계사적 동시성

1. 머리말 

20세기 오스트리아 최고의 인문주의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슈테판 츠바이크

(Stefan Zwieg, 1881－1942)는 1942년 자살하기 전에 �어제의 세계�(Die Welt von 

Gestern)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유저로 남겼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살았던 삶과 

세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끔 살았던 것이며, 

이전 것은 아무 것도 남지 않았고 아무 것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1)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세대에게는 이전 세대와 같은 도피도 방관도 없었다. 시대를 항상 동시에 체험

하게 만드는 우리의 새로운 체제 덕분에 우리는 언제나 시대에 휘말려 들어갔고 또 

그래야만 했다. 포탄이 중국 상해에 떨어져 집들을 파괴하면 부상자가 그 속에서 운반

되어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유럽의 자기 방에 앉아 있으면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해상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몽땅 그대로 영상화되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날아 들어왔다. 언제나 알려지게 되고 함께 휘말려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방어도 안전도 없었다.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사람이 사들일 수 있는 고요함이나 정적 같은 것은 더군다나 없었다.”2)

1) 슈테판 츠바이크, �어제의 세계�, 곽복록 역(지식공작소, 2014), ｢서문｣. 

2)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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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만들어진 ‘새로운 체제’가 전지구의 모든 사람을 

하나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 그것을 동시대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새로운 경험으로부터는 어떤 도피도 방관도 가능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삶과 세계

를 고통스럽게 회고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는 일찍이 한국에서도 예감되었고 또 그것은 큰 소

리로 강조되었다. 1919년 3월 1일 아침, 3․1 ‘독립선언서’는 다음과 같이 세계의 

변화를 직시하고 그 변화와 함께 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아아 新天地가 眼前에 展開되도다. 威力의 시대가 去하고 道義의 시대가 來하도다. 

過去 全世紀에 練磨長養된 人道的 精神이 바야흐로 新文明의 曙光을 人類의 歷史에 

投射하기 始하도다. 新春이 世界에 來하여 萬物의 回蘇를 催促하는도다. 凍氷寒雪에 

呼吸을 閉蟄한 것이 彼一時의 勢라 하면, 和風暖陽에 氣脈을 振舒함은 此一時의 勢이

니, 天地의 復運에 際하고 世界의 變潮를 乘한 吾人은 아모 躊躇할 것이 없으며 아모 

忌憚할 것 없도다.....”3) 

道義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세계’ 곧 新天地가 도래하고 있는바, 그것은 마치 新

春이 온 것처럼 만물의 탄생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1919년에 이미 한

국인들은 새로운 천지의 기운과 세계의 변화에 함께 同乘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同時代性’에 대한 자각이었다.4) 그것은 이전의 제국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의 공간을 시간(혹은 진보)의 전후에 따라 위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

니라, ‘하나의 세계’가 동시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감각을 환기하고 있는 것

이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세계의 동시대성을 자신이 그것에 “휘말려들어간다”고 

묘사하였다. 이런 자각은 제국주의가 실현했던 시간에 대한 감각을 일거에 뒤집어엎는 

것이었다. 

3) 국가보훈처, �3․1운동 독립선언서와 격문�(국가보훈처, 2002) 참조. 

4) 동시대성에 대한 감각은 다양한 차원에서 의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거론하는 동시

대성은 ‘식민지근대’ 혹은 근대성에 대한 감각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떤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형성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3․1운동을 계기로 세계사적 동시대성이 특별히 강하게 의식

되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윤해동, ｢식민지근대와 대중사회의 등장｣, �식민지근대

의 패러독스�(휴머니스트, 2007), 67~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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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대한 이런 새로운 감각은 압도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가져다준 것이었

다. 1차 세계대전은 여러 종류의 시간이 ‘교차’하고 ‘중첩’하며 ‘압축’하도록 만들었

다. 시간의 교차와 중첩 그리고 그를 통한 ‘시간의 압축’이 없었더라면 3․1운동은 

가능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3․1운동은 1차 세계대전과 함께 다가온 

새로운 시간이 만들어낸 산물이었다고 해도 좋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용어는 다음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구축한 개념이다. 첫째 “다수인이 시대를 의식

하는 감각 혹은 에토스”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물

론 서구근대적 시간관으로의 변화가 이런 시간 개념의 바탕에 자리잡고 있다고 본

다.5) 즉 양화되고 직선적인 시간관을 바탕으로 그 시대를 의식하는 감각 혹은 에토

스를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담아서 사용할 것임을 전제해둔다. 

다음으로 여기서의 시간 개념은 미국의 역사사회학자 윌리엄 세웰이 말하는 ‘사건

사적 시간성’(eventful temporality)에 의해 구축된 것이다. 세웰은 역사사회학에 필요

한 시간성을 새로 개념화할 필요를 강력하게 제기한다. 기존의 주류 역사사회학에서 

사용해온 목적론적 시간성(teleological temporality)이나 실험적 시간성(experimental 

temporality)과는 달리, 우연적인 사건의 연쇄에 의해 역사의 경로가 결정된다고 보

는 사건사적 시간성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건사적 시간성이 사

회적 인과관계를 바꿈으로써 사회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사회관계가 경로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인과관계와 전지구적

인 우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6) 이 시간 개념은 3․1운동의 열광을 압축

된 시간의 폭발로 해석하는 데에 유용한 시간이다.

요약컨대, 우연적인 사건의 연쇄에 의해 역사의 경로가 결정된다고 보는 사건사적 

시간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다수인이 그 시대를 의식하는 감각 혹은 에토스를 시간

이라는 개념에 담아서 사용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제국시간’과 ‘조선시간’이라는 두 

가지의 시간을 집중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제국시간은 당시 내정 혹은 

5)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사이 시간의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정근식, ｢한국의 

근대적 시간체제의 형성과 일상생활의 변화Ⅰ｣, �사회와 역사� 제58집(한국사회사학회, 2000); 이창

익, ｢근대적 시간과 일상의 표준화｣, �역사비평� 59호(역사비평사, 2002); 구수경, ｢근대적 시간규율

의 도입과정과 그 의미｣,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3호(교육사회학회, 2007); 안주영, ｢시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고찰｣, �비교문화연구� 제19집 1호(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3) 참조.

6) William H. Sewell Jr. Logics of Hist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2005, 

pp.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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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 등으로 드러나던 여러 제국의 국제주의적 시간성을 지칭하는 것이고, 조선

시간은 당시 조선에서 거주하던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드러내던 시대에 대한 감각 

혹은 에토스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한다.7) 

‘제국시간’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현존했던 제국의 시간을 세 개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후진제국 독일의 시간, 그리고 세계체제의 헤게모니를 교대하고 있던 영국

의 시간과 미국의 시간을 대상으로 삼아, 또 다른 후진제국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조응하고, 수용하며, 대응하고자 했던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한

편 ‘조선시간’과 관련해서는, 조선에서 기능하던 일본 제국의 시간과 조선인들의 시

간을 상하층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조선시간이 重層的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던 

방식을 해부해볼 것이다. 

또 3․1운동이 전개될 때 드러난 대중들의 ‘열광’이란 “다수인의 열정이 무매개적

으로 폭발하는 것 혹은 이를 통한 시간감각의 비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지금까지 정치적 ‘열광’은 주로 파시즘 연구의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문화적 메커니즘으로 ‘정치의 미학화’ 과정

이 부각되었으며, 파시즘의 각종 의례나 폭력이 미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과정

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 통하여 정치적 열광이 이른바 ‘정치종교’ 혹은 ‘시민

종교’의 동원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8) 3․1운동의 

열광이 그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한국 근대 민족주의의 형성에 크

게 기여하였다는 가정이, 이런 개념적 전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둔다.

이는 ‘세계사적 시간’과 ‘일본 제국의 시간’ 그리고 ‘식민지 조선시간’이 상호 갈

등, 조정, 억압, 변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시

간을 살펴봄으로써, 조선과 세계에서 시간은 어떤 방식으로 압축되었으며 또 시간의 

압축은 어떤 열광을 불러왔는지에 대해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도 3․1운동의 ‘熱狂’이 후세대들에게 남겨놓은 ‘驚異’는 다분히 ‘수수

7) 여기에서 사용하는 ‘세계사적 시간’ ‘헤게모니 시간’ ‘하층의 시간’ ‘중층의 시간’ 등의 용어도 위의 

개념어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구성한 개념이다. 예컨대 세계사적 시간이란 세계사적 사건을 구성하는 

시간성이라는 차원에서 구성되어 이용될 것이다.

8) 나인호, ｢정치종교로서의 나치즘｣, �역사문화연구� 20집(외국어대 역사문화연구소,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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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끼’의 영역에 남아있다. 후세대들은 3․1운동의 경이를 해석할 방법을 찾지 못했

다. ‘시간의 압축’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3․1운동의 경이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얻는 

것이 이 글이 목표로 하는 바이다.

2. ‘제국시간’

1910년대의 제국시간은 크게 세 개의 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후진 

제국주의 국가 일본에게 ‘세계사적 시간’으로서의 제국시간은 1차대전을 전후하여 

급속하게 교체되고 중첩되면서 밀려들었다. 요컨대 일본의 제국시간은 연속되는 또

다른 세 개의 ‘제국시간’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었던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세 시기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시기는 1910년 8월 한국을 병합하는 시기부터 1914

년 8월 제1차대전이 발발하는 시기까지이다. 두 번째 시기는 1차대전이 발발한 이후 

1918년 11월 종전되기까지의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1918년 11월 종전 이후 파

리 베르사이유에서 강화회의가 열리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세 개

의 시기가 ‘두부 모를 자르듯’ 명확한 계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단지 

제국시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편의적인 시기구분일 따름이다.

우선 첫 번째 시기(1910년 8월~1914년 8월)의 제국시간에 대해 살펴보자. 일본

은 1905년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산업혁명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또 남만주

철도를 중심으로 한 ‘만주경영’을 강화하고, 팽창주의적인 ‘帝國國防方針’을 확정

(1907년)하였으며, 조선을 식민지로 병합함으로써 군국주의적 확장을 지속하였다. 

1911년에는 ‘미일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여 關稅自主權(이른바 稅權)을 회복하였으

며, 제3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미국을 동맹의 협약대상국으로부터 제외하였다. 일

본은 1894년 청일전쟁 시기에 治外法權을 철폐함으로써 이른바 ‘法權’을 회복한 바 

있다. 따라서 1911년의 ‘세권’ 회복은 ‘불평등조약 철폐’라고 하는 메이지 초기부터

의 오래된 염원을 이룬 것이었다. 이는 일본인으로 하여금 드디어 구미의 선진제국

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3차 영일

동맹에는 일본의 부상에 따르는 영국의 견제 및 미국의 헤게모니 국가로의 부상이라

는 사태가 반영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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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일본 국내에서도 메이지(明治)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 Democracy)’의 시대가 싹을 틔우고 있었다. 1913년 ‘護憲運動’이 

일어나 藩閥內閣이 붕괴하였다(‘大正政變’). 이어 독일의 지멘스(zimmens)社를 둘러

싼 의혹사건이 발발하자, 1914년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내각이 탄생하였다.9) 

이를 뒷받침했던 것은 러일전쟁 이후 정치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던 대중들의 정치

적인 힘이었다.

한편 이 시기의 일본 사회는 ‘캐치 업(catch－up)’을 위한 ‘문화의 시기’라는 시각

에서 볼 수도 있다. 선진 제국을 따라잡고자 하는 일본인들에게 후진 제국주의 국가

였던 독일의 경험은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위안이 되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일본사회

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데올로기는 ‘신칸트주의’에 기반을 둔 독일의 ‘문화’ 이론이

었다. 신칸트주의는 당위와 존재를 준별하는 철학으로서, 과학의 급속한 발전을 뒷

받침하려는 것이었다. 학문을 기본적으로 ‘정신’의 ‘객관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함으

로써, 이를 ‘문화’의 산물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에 문화 개념은 정신생활을 민

족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또 기술 문명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착하게 되었다.10) 자연

과학이 갖는 법칙성과는 다른 문화과학의 개성을 강조하는 가치론을 전면에 내세운 

신칸트학파 철학11)은 독일의 문화론과 접합하여 일본의 지식인과 대중들에게 심대

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독일의 문화론이 영향을 미친 ‘개성의 시간’이 

대두하고 있었던 것이다.12)

이 시기의 데모크라시 이론이 주권의 소재를 문제로 삼는 法律論이 아니라 憲政 

運用의 목적을 논의하는 政治論에 초점을 두고, 이를 통해 君主主權 아래서의 일본 

데모크라시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것13)도 바로 이런 문화론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民本主義’가 되었던 것을, 독

일의 제국시간과 관련시켜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다이쇼 데모크

9) 하라 아키라(原朗), �청일․러일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김연옥 역(살림, 2015), 112~190면 참조. 

10) 베르너 슈나이더스(Werner Schneiders), �20세기 독일철학�, 박중목 역(동문선, 2005), 59~71면. 

11) 대표적으로 하인리히 리케르트, �문화과학과 자연과학�, 이상엽 역(책세상, 2004), 7~245면.

12) 1913년 연말에 출간된 �1913년�이라는 제목의 책은, 독일에서 문화가치가 과다하여 대중의 둔감성

과 피상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담고 있다고 한다. 독일 사람들은 ‘진보’를 이미 오래 전의 이야

기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플로리안 일리스, 한경희 옮김, �1913년 세기의 여름�(문학동네, 2013), 

356면. 여기에서 독일 문화론의 수용자였던 일본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3) 이수열, ｢1910년대 大山郁夫의 정치사상｣, �일본역사연구� 28집(일본사학회,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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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 초기 문화적 개성의 시간이 미친 영향은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크고 깊

은 것이었다. 이처럼 1차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의 이 시기는, 후진제국주의 국가 일본

의 시간과 독일의 제국시간이 ‘同調’하는 시기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기(1914년 8월~1918년 11월)의 제국시간은 어떠한 것이었

던가? 1914년 8월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곧바로 참전을 결

정하였고, 이어 산둥반도(山東半島)의 독일 조차지와 함께 적도 이북의 독일령 남

양군도(南洋群島)를 점령하였다. 일본의 참전을 주도한 것은 오쿠마 시게노부 내

각의 외상이었던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였다. 당시 일본 외교의 주류는 ‘親英派’

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정점에 있던 사람이 바로 가토였다. 가토가 영국의 권유

를 넘어서 거의 자발적으로 참전 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의 ‘滿洲權益’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다. 1915년 연초에 일본이 중국 정부에게 내밀었던 이른바 ‘21개조 

요구’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고압적인 것이었다. 이 요구는 주로 ‘關東州’의 租借權

과 ‘滿鐵’ 경영권을 공고히 하고, 滿蒙에 관한 권익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미국의 일본에 대한 불신도 고조

되었다.14) 

1915년부터 일본의 경제는 전쟁경기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일본은 1차대전을 

통해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입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가 되었다. 이 시기에 중화

학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함으로써 처음으로 채권국

이 되었다. 1919년 1월 베르사이유에서 강화회담이 시작될 때 일본은 이른바 세계 

‘5대국’의 일원으로 인정되었다.15) 일본은 전쟁을 경과하면서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

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선발 제국주의 국가와 어깨를 겨누려 하였다. 이 시기

는 영국의 제국시간과 일본의 제국시간이 同調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16년부터 상황은 변하기 시작하였다.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전

시 물가는 폭등하였으며, 대중국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1916년 10월 오쿠마 내각

이 붕괴하고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조선 총독이 수상으로 취임하였다. 테라

우치는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과의 전쟁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메이지(明治)시대를 마감하는 

14) 北岡伸一, �なぜ,欧米列強とならぶ｢一等国｣にならえたか�(NHK出版, 2012), 8~53면. 

15) 하라 아키라,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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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조선과 일본을 오가면서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리라. 

한편 1917년 들어 1차대전의 상황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3월 러시아에서 혁명

이 발생하였으며, 4월 미국이 독일에 선전을 포고하였다.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작

전’과 이른바 ‘짐머만사건’이 미국의 참전을 독촉하는 요인이 되었다. 짐머만사건은 

독일이 독일－멕시코－일본간의 ‘반미동맹’을 공작한 것이었는데, 이로써 미국과 일

본 사이에도 긴장이 고조되었다.16) 1917년 러시아에서 볼세비키혁명이 성공하자 레

닌은 종전을 결의하고 1918년 3월 독일과의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소련혁명을 좌

절시키기 위한 ‘간섭전쟁’은 1918년 8월 일본의 시베리아출병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일본의 출병은 대실패로 끝났으며, 米價의 극심한 등귀를 초래하여 이른바 ‘米騷動’

이 발발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1차대전이 진행되던 이 두 번째 시기는, 영국 제국을 중심으로 한 헤게모니적 제

국시간이 미국이 이끄는 또다른 헤게모니적 제국시간과 경쟁하는 시기였다. 일본은 

영국의 제국시간에 편승하려는 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새로운 

헤게모니적 제국시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1차대전

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일본을 또다시 좌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기(1918년 11월 이후~1921년 워싱턴조약 이전)의 제국시

간을 살펴보자. 1918년 11월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전쟁을 종결하는 방식에 대한 논

의가 시작되었고, 1차적으로는 베르사이유에서의 강화조약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1921년 미국에서 개최된 워싱턴회담을 통하여 전후처리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이 기간은 제국시간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배태되어 점점 확대되고 있던 시기였다. 

일본에서는 시베리아 출병과 ‘미소동’의 여파로, 1918년 9월 테라우치 내각이 물러

서고 하라 다카시(原敬)를 중심으로 한 政黨內閣이 처음으로 성립하였다. 한편 일본

의 물가는 폭등하였고, 노동쟁의도 대폭 증가하고 있었다. 1917년부터 1919년 사이

의 시기는 ‘大爭議 段階’로 불릴 정도였다. 광범위한 대중운동이 발흥하였고, 민본주

의를 계기로 보통선거 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만개하는 시기였다.17)

한편 미국 대통령 윌슨이 참전의 조건으로 내건 명분은 ‘승리 없는 평화’라는 것

16) 北岡伸一, 앞의 책 참조. 

17) 하라 아키라,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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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윌슨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패자에게 평화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18년 1월 윌슨은 ‘14개조

항’(fourteen point)을 통해 ‘승리 없는 평화’의 세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자유무역

주의, 집단안전보장, 민족자결주의가 바로 그것이었는데, 이는 칸트의 ‘永久平和論’ 

이후 자유주의 평화기획의 연장선 위에 놓인 것이었다. 윌슨에게 ‘세력균형’에 입각

한 국제질서는 극복해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나아가 한 국가 내에서 개인들이 

독립적인 권리를 갖듯이, 개별 국가도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하

며 이는 신생국이나 약소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민족자결

주의’라는 이름으로 선포되었다.18)

1919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진행된 강화회의를 통해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이는 패전국에게 거대한 배상을 부여하고 또 민족자결의 요건을 동

유럽에 한정하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또 윌슨은 국제연맹의 결성과정에서도 원래

의 이상을 밀고나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제 세계의 시간은 변하고 있었다. ‘自決’

과 ‘改造’의 시간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전쟁을 종결시킨 

미국의 힘은 민족자결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물론 민족자결주의는 

스스로 혼란을 감추고 있었지만, 특히 약소국과 식민지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

다.19)

한편 영국과 미국 중심의 제국시간을 위협하는 사회주의 국가 소련의 사회주의 

시간은, 제국시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위 협력자로서 배제되거나 추방되어야 할 대

상에 지나지 않았다. 또 소비에트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결’은 부분적인 특징에 지나

지 않았고, 게다가 1919년 3월 코민테른에 결성되기 전까지는 그다지 강조되지도 

않았다. 동아시아 지역에 소비에트 이데올로기가 본격적으로 전파된 것도 1919년 3

월 이후의 일이다.20)

이제 미국의 제국시간과 일본의 제국시간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가로놓이게 되

었다. 하라 다카시(原敬)의 정당내각도 윌슨이 주도하는 제국시간을 넘어설 수는 없

18) 김학재, �판문점체제의 기원�(후마니타스, 2015), 65~119면 참조.

19) 윤해동, ｢혼란과 열광 사이－베르사이유 강화조약과 조선｣, �한국을 만든 국제회의�(대한민국역사박

물관, 2016), 15~50면. 

20) 캐빈 맥더모트, 제레미 애그뉴, �코민테른�, 황동하 역(서해문집, 2009) 참조. 



‘압축된 시간’과 ‘열광’   135

었다. 전승국 일본은 ‘아시아 먼로주의’를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식민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인종평등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민족자결주의를 견제하려는 시

도를 성공시키지는 못했다.21)

1910년 일본의 제국시간은 이처럼 각기 다른 세 개의 제국시간과 만나면서 변화

해나갔다. 1차대전 발발 이전에는 주로 독일의 제국시간과 동조하는 방식으로 자신

의 시간을 조절하였으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영국의 제국시간과 적극적으로 조응할 

것을 시도하게 된다. 미국의 제국시간이 전쟁 종결 이후 헤게모니적 시간으로 부상

하면서 일본의 제국시간은 곤혹스런 갈등상황과 조우하게 되었다. 1910년대의 세 개

의 제국시간은 중첩되어 있었으나, 차츰 전시기의 제국시간은 약화․소멸하게 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헤게모니적 제국시간에 조응하거나 갈등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3. ‘조선시간’

이런 제국시간의 변화에 조선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제 조

선시간을 3개의 중층적인 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하층의 시간

이고, 두 번째는 중층의 시간이며, 세 번째 시간은 조선에서의 제국시간이다. 하층과 

중층의 구분은 사회적 계층의 차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층은 전통적․전근대

적 시간 감각에 기반을 둔 계층을 의미하며, 중층은 근대적 시간감각을 익혀가게 된 

새로운 계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층에 전통적 맥락의 사회적 하층계급이 많이 포

함될 것이지만, 농촌 상층민의 다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층에도 

도시지역의 하층민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조선 내의 제국시간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던가? 1910년대 일본 제국 내

의 정치권력은 藩閥內閣으로부터 政黨內閣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여있었다. 그러

나 식민지 조선에는 육군 군벌의 대표성을 가진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와 하

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총독으로 파견되어 있었다. 이들이 대표하는 제국시

21) 김승배․김명섭, ｢베르사이유 평화체제의 ‘보편적 표준’과 한국과 일본의 異夢｣, �국제정치논총� 제

52집 2호(국제정치학회,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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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조선 내의 각기 다른 두 가지 제국시간과 갈등하고 있었다. 하나는 선교사로 

대표되는 구미의 제국시간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문관관료들의 제국시간이었다. 먼

저, 조선총독부는 미국의 개신교 선교세력과 식민지배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헤게모니 경쟁은 주로 비정치적 영역에서 근대성의 도입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었으며, 선교활동이라는 측면에서 1910년대를 보자면 아직 그 적대성이 

충분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었다.22) 두 번째로, 대륙경영을 주장하는 테라우치 마사

타케 총독의 ‘군사관료’와 조선통치의 안정을 우선하는 ‘문관관료’ 혹은 재조선일본

인 사이의 정책적 차이가 만들어내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시기 조선총독부

의 무관들은 조선인의 同化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서, 1차대전이 발발하자 민

적령을 고쳐 징병령을 시행하는 데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문관관료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지만, 양자 모두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데에는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본국 중심의 무관관료가 가진 제국시간과 식민지 현지의 문

관관료들이 가진 제국시간이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다.23) 게다가 이 시기 재조선일본

인은 조선총독부의 ‘속지주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 정책이 

띠고 있던 ‘武斷性’은 먼저 재조선일본인에 의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24) 이들 

사이의 갈등은 제국시간의 취약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다.

1910년대 조선 내의 제국시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조화, 제도화되

고 있었다. 지방제도를 중심으로 이 과정의 성격을 살펴보자. 우선 1914년 이전에는 

주로 기본적인 제도화 작업이 수행되었다. 1914년에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府制가 

시행되었고, 郡의 통폐합 작업이 단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지방제도의 기본적인 틀

이 성립하였다. 이후 1918년까지는 이 제도가 구체화하는 시기였다. 1917년 조선에

서는 ‘面制’가 시행되었는데, 면 구역을 통폐합하고 文書行政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서구적 합리성과 양화된 표준적 시공간 관념이 확산․정착

하게 되었다.25) 1918년 이후 시기는 식민지에서 근대적 지방제도와 시공간 관념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土地調査事業이 마감됨으로써 近代的 所

22) 박명규․김백영, ｢식민지배와 헤게모니 경쟁｣, �사회와 역사� 82집(사회사학회, 2009) 참조. 

23) 李炯植, �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吉川弘文館, 2013), 14~95면.

24) 기유정, ｢식민지 초기 조선총독부의 재조선일본인 정책 연구｣, �한국정치연구� 20권 3호(서울대 한

국정치연구소, 2011), 189~212면 참조. 

25) 윤해동, �지배와 자치�(역사비평사, 2006), 39~1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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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權이 확정되었으며, 산림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林野調査事業도 본격적으로 착수

되었다. 서구근대적 소유권의 확립과 아울러 양화된 표준적 시공간관념이 식민지내

의 제국시간과 함께 정착해나갔던 것이다.26) 

둘째, 식민지 내의 중층 혹은 지식인의 시간을 살펴보려 한다. 1910년대 중층의 

시간은 민족과 근대성 사이를 오가면서 동요하고 있었다. 이런 시간감각의 교차와 

동요는 이 시기 지식인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거니와, 최남선과 이광수 

그리고 일본유학생들이 펴내던 잡지 �학지광�을 통해 그 흥미로운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최남선은 1908년에 잡지 �소년�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1910년에 결성된 조선

광문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27), 1차대전이 발발한 직후인 1914년 10월부터 

1918년 9월까지는 잡지 �청춘�을 발간하였다.28) 그는 우선 조선의 고전을 발간하거

나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것은 조선의 ‘부유한 시간’과 그로부터 축적되

어 온 무형의 자산들을 당대로 소환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는 조선의 시간을 

온축하고 있던 고서의 수집과 번역활동을 통하여, 근대의 ‘眞朝鮮’을 새롭게 구성하

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29) 또 최남선은 �청춘�의 발간과 함께 조선의 

‘신청년’을 위하여 사무엘 스마일즈(Samuel Smiles)의 Self－help를 �자조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출간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경제적 영웅을 내세워 조선의 경제적 자

립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최남선은 일본의 물질문명에서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을 도

리가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신적이거나 문화적인 영역에서의 우위를 강조하는 

방법을 창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30) 독일의 문화론적 제국시간이 일본을 거쳐 조선

으로 유입됨으로써, 조선의 독자적인 전통과 문화적 우위를 강조하는 논리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광수의 경우는 어떠했던가? 그는 1917년 1월부터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

26) 윤해동, ｢식민지 근대와 대중사회의 등장｣, 임지현, 이성시 편,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휴머니스트, 

2004) 참조. 

27) 오영섭, ｢조선광문회 연구｣, �한국사학사학보� 3집(한국사학사학회, 2001) 참조. 

28) 한기형, ｢근대잡지와 근대문학 형성의 제도적 연관｣, �대동문화연구� 48집(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

원, 2004) 참조. 

29) 김남이, ｢1900~1910년대 최남선의 ‘고전/번역’ 활동과 전통에 대한 인식｣, �동양고전연구� 39집(동

양고전학회, 2010), 57~79면. 

30) 류시현, �최남선 연구�(역사비평사, 2010), 1~1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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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최초의 한글소설이자 근대 소설(novel)이라고 평가되는《무정》을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이 소설에는 1916년 여름의 조선 풍경이 핍진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는 

바로 ‘시대의 그림’이었다. 이 소설의 중심적인 슬로건은 “문명을 배우라!”는 것이었

다. 이어 �매일신보�와 �京城日報�에 한국어와 일본어의 이중어로《오도답파여행》

이라는 조선여행기를 연재하고 있다. 그는 총독부의 新政이 거둔 성과를 인정한 반

면, 조선의 빈궁과 착취를 고발하였다.31) 이광수에게는 조선의 ‘후진성’을 변화시키

는 것이 긴급한 과제였다. 그런 모색 속에서 이광수는 1차대전을 ‘세계사의 零度’로 

상상함으로써, 오히려 후진성을 세계사적 동시성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하

였다.32) 1919년 1월 민족자결주의에 기초한 조선인의 행동을 촉구하는 ‘2․8독립선

언서’를 기초한 뒤, 이광수는 上海로 망명의 길을 떠났다. 이런 이광수의 인식과 행

동이 어색하지 않은 것은 조선의 중층 시간이 ‘문화’와 ‘개조’로 수렴․도약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일본 유학생들도 1차대전을 계기로 새로운 시간감각을 익혀가고 있었다. 그들의 

잡지 �학지광�에는 유학생들의 시간을 둘러싼 苦鬪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들에게 조선의 후진성과 진화론이 드러내는 괴리는 선뜻 조화시키기 힘든 난제였다. 

후진성과 진화론 사이에서 자아의 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는데, 르네상스

를 조선 근대의 기원으로 설정하거나 자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수행

되었다. 3․1운동의 경험을 통하여 그들은 비로소 세계사적 동시성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33) 이처럼 조선의 중층 시간은 민족과 근대성 사이를 오가며 동시대성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었다.

셋째, 조선의 하층 시간이란 어떤 것이었던가? 1910년대 조선 농촌사회의 시간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앞서 말한 바 있는, 지방행정을 중심으로 근대적 시공간 

관념이 새로 형성되고 있었다는 데에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식민국가를 

통해 도입되고 있던 이런 균질적이고 양화된 시공간관은, 사회의 분화를 통하여 공

동체 내부의 개인들에게 침투하고 있었다. 병합을 전후한 시기부터 촌락 단위의 전

31) 하타노 세츠코(波田野節子),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 최주한 역(푸른역사, 2016), 148~177면 참조. 

32) 김동식, ｢진화․후진성․2차 세계대전｣, �한국학연구� 37집(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참조. 김동

식은 후진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시간 감각의 도약을 훌륭하게 분석하고 있다. 

33) 김동식,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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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 공동체조직인 ‘洞契類組織’은 급속하게 약화․쇠퇴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동

질적인 계층 사이의 상호부조 조직이 증가하고 있었다. 근대적 ‘조합’의 성격을 가진 

이런 촌락 내부조직은, 이 시기 촌락 안에서 계층 분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던 촌락 내부의 ‘개인’들도 근

대적 표준시간을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34) 요컨대 촌락 속에서 전근대적 ‘循環時

間’은 서서히 서구 근대적 ‘時計時間’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게다가 촌락의 분화

는 빠르게 진행되어 근대적 시공간관을 체화한 개인이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

다. 

1910년대 조선인들은 식민국가가 만든 일상의 통제망 속으로 급속하게 편입되

고 있었다. 1912년 공포된 ‘경찰범처벌규칙’은 가장 폭넓고 빠르게 일상생활을 통

제하던 법령이었다. ‘경찰범’ 혹은 ‘경범죄’ 처벌을 지원하는 법령으로는 ‘범죄즉결

령’(1910년)과 ‘조선태형령’(1912년)이 있었다. 이런 법령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식민국가의 강압적인 통제를 통하여, 이른바 ‘문명인’을 주조해내려는 의도를 가

진 것이었다.35) 이제 공적 공간에서의 시간과 일상은 촘촘하게 통제되었으며, 이

를 통하여 근대적이고 ‘민도’가 높은 ‘문명인’으로 새로 탄생하도록 강요되고 있었

다.

조선인들 역시 근대인 혹은 문명인을 양성하기 위한 계몽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

하였다. 예를 들어 천도교의 청년교육과 여성교육은 주로 근대인들이 갖추어야 할 

식산흥업과 자연과학에 대한 소개와 계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아울러 근대인

이 갖추어야 할 각종 덕목은 근대적인 시공간관을 습득하고 체화하는 데에서 출발하

는 것으로 간주되었다.36)

조선 내의 헌병경찰이 1910년대 조선의 ‘民情’을 탐문하여 기록한 �酒幕談叢�이

라는 자료를 통해 하층시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조선인들은 구래의 ‘兩班支配’가 

사라진 것을 반기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문명’적 지배를 일정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34) 윤해동, 앞의 책, 269~305면. 

35) 이종민, ｢1910년대 경성주민들의 ‘죄’와 ‘벌’｣, �서울학연구� 17집(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01), 

95~130면; 이종민, ｢가벼운 범죄․무거운 처벌｣, �사회와 역사� 제107집(한국사회사학회, 2015), 

7~40면. 

36) 김정인, ｢1910년대 �천도교회월보�를 통해서 본 민중의 삶｣, �한국문화� 30집(서울대 한국문화연구

소, 2002), 309~3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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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근대적 지배가 경찰이나 행정권력의 일상에 대한 간

섭 혹은 침투를 통해 수행되고 있던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

었다. 일반 조선인들은 辛亥革命이나 1차대전 등의 국제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예민

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소박하

게나마 국제정세를 이해하려 하였다.37) 

일반 조선인들이 겪는 이런 시공간관념의 변화는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갑

작스럽고 급격한 것이었다. 그 변화는 주로 사회적 분화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이를 

단절적인 ‘문명’적 변화로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분화와 관련된 지배권력

의 폭력이나 억압이 자신의 일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에는 불만이 폭발할 가능

성이 높았다. 게다가 1차대전의 호경기가 후퇴하면서 일본 본국에서 초래된 불황과 

사회적 혼란은, 식민지조선에서도 예외없이 재현되고 있었다. 1918년 조선에서도 미

가가 폭발적으로 등귀하였으며, 궁민들의 쌀배급을 둘러싼 저항이 발생하기도 하였

다. 게다가 전세계를 휩쓴 유행성 독감이 식민지조선을 비켜갈 리도 없었다.38)

1910년대 조선총독부는 ‘準軍政’的 통치체제39)를 구축하고서, ‘문명화’ 시책을 强

壓的이고 武斷的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무단적인 ‘문명화’ 통치는 한편으로 

급속하게 사회적 분화를 진행시키면서 사회를 재편하였으며, 이는 동시에 서구적 합

리성과 양화된 시간․공간 관념을 급속하게 확산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던 조선의 제국시간은 근대성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의 중층시간과 부합

하는 측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제국시간의 근대성이 일상으로까지 침투할 때에는, 

조선의 하층시간과 대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 1차대전이 종결되면

서 조선의 제국시간은 ‘자결’과 ‘개조’를 내세운 또다른 헤게모니적 제국시간과 날카

37) 마쓰다 도시히코(松田利彦), ｢�주막담총�을 통해 본 1910년대 조선의 사회상황과 민중｣, 김동노 편, 

�일제 식민지시기의 통치체제 형성�(혜안, 2006), 357~397면. 이 논문에서는 1912년, 1914년, 1915

년 간행 �주막담총� 3권을 분석하고 있다. 

38) 이정은, ｢�매일신보�에 나타난 3․1운동 직전의 사회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집(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1990), 193~220면. 

39)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식민통치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무단통치’라는 용어가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앞서도 말한 바 있지만,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통치를 무단통치로 개념화

하여 비판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재조선일본인들이었다. 하지만 무단통치 혹은 무단성이라는 용어는 

대단히 모호한 개념이다. 헌병경찰 제도를 중심으로 한 식민통치가 가지는 특성을 군정 개념을 중심

으로 재개념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1910년대 식민통치를 일단 ‘준군정’이라

는 용어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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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갈등하고 있었다. 조선의 제국시간은 식민지민 곧 조선인의 동의 혹은 자결에 

기반을 두지 않은 개조 혹은 근대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는 조선의 중층시간과 

하층시간이 자결과 개조에 기반을 둔 헤게모니적 제국시간과 만날 때에 터져 나올 

열광을 결코 제어할 수 없을 것이었다.

4. 맺음말 

1차대전이 끝나는 1918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헤게모니 시간으로 부상하는 미국

의 제국시간과 일본의 제국시간은 갈등하고 있었다. 미국의 제국시간이 민족자결주

의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에서 이 두 제국시간은 더욱 첨예하게 부

딪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조선 내에서 일본의 제국시간은 양화된 시공간 관념을 

통하여 조선의 중하층 시간과 부합하거나 날카롭게 부딪치고 있었다. 조선의 중층시

간은 민족과 근대성 사이를 동요하며 동시대성 혹은 세계사적 동시성으로의 비약을 

꿈꾸고 있었다. 조선의 하층시간은 제국주의 지배를 통해 급속한 사회적 분화를 경험

하였으며, 양화된 시간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상상하고 있었다. 조선의 중하층 

시간은 이처럼 동요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급속하게 ‘압축된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

다. 조선인 중하층 시간이 ‘자결’과 ‘개조’라는 세계사적 동시성과 만나게 될 때 그것

은 쉽사리 ‘열광’으로 변하게 될 것이었다. ‘불꽃’과 같았던 3․1운동의 열광은 ‘압축

된 시간’의 폭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열광’은 시간이 압축된 방식과 강도에 

따라 그리고 그것이 폭발하는 공간에 따라 각기 그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다양한 차원의 우연적인 사건사적 시간성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 3․1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갈래의 제국

시간과 중층적인 조선시간이 복잡하게 얽혀 동조하고 갈등하는 가운데서, 파리강화

회의와 민족자결주의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해 폭발한 것이 바로 3․1운동의 열광이

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경로의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인과성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조선시간은 중층적으로 누적되고 있었으며, 그 시

간들은 조선시간 내부에서 상호영향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제국시간과 동

조하거나 갈등하면서 그 시간성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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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3․1운동의 ‘열광’은 ‘직접성의 형식’을 매개로 해석될 수도 있다. 3․1운

동은 말과 행동 사이에서,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그리고 인민과 대표성 사이의 세 

가지 차원에서 직접성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는 지적은 상당한 현실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40) 열광은 일종의 비약이었으므로 매개가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런 직접

성의 형식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기술한 3층의 조선시간은 대표성을 가진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몇 

가지 경향성에 대한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에서 설정한 

세 가지의 제국시간과 조선에서의 3층의 중층적 시간 사이에는 각기 다른 무수한 

종류의 시간이 존재한다. 그 무수한 시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교차하거나 결합되

어 있었으며, 독자적인 방식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따라서 ‘열광’의 방식과 내용도 

모두 달랐다. 3․1운동의 열광 속에 다양한 차원의 모호함이 담겨 있다는 지적은 이

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3․1운동에는 ‘위대한 정신의 비약’이 담

겨 있었음에 틀림없다.41)

이광수는 1919년 국치기념일(8월 29일)을 맞이하여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지상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대한강산 3천리에 忍辱하던 2천만 衆生이 일제

히 외치는 자유의 叫號에 일본이 전율하고 세계가 驚動하다. (중략) 그러나 원수의 

혹독한 채찍 밑에 우리민족은 그가 희망하고 계획한 바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자각

하고 진보하고 준비하다.(중략) 內地人이라고 부르지 아니치 못할 때마다 자유를 생각

하고, 천황의 은택에 감사하기를 강제될 때마다 일본에게 대한 원한이 커지도다.”42) 

조선시간과 제국시간의 어긋남이 초래한 자유에의 절규에 일본이 두려워하고 전세

계가 놀랐던 사실의 바탕에는, 조선인들의 자각과 진보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사건사적 시간성이 초래한 정신의 비약을 지적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후에도 3․1운동은 한국인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지적 자극의 연원이 되어 주

었다. 시간을 압축하는 경험을 통해 3․1운동의 열광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색 역시 

내게는 커다란 지적 모험이었다. 이런 모색이 조금이라도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각

40) 권보드래, ｢미래로의 도약, 3․1운동 속 직접성의 형식｣, �한국학연구� 33집(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4) 참조. 

41) 권보드래, ｢‘만세’의 유토피아｣, �한국학연구� 38집(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참조. 

42) 이광수, ｢國恥 제9회를 哭함｣, �독립� 1919. 8. 29; 김원모 편역, �춘원의 광복론, 독립신문�(단국대 

출판부, 2009), 59~60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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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다른 시공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열광’의 경험을 해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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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ensed Time’ and Mass Enthusiasm 

－Some Thoughts on the Studying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43)

Yun, Hae-dong*

Since the middle of 1918 when the First World War ended, the imperial time of 

the US and that of Japan, both on their way to becoming the new hegemonic time, 

we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With the national self-determinism being upheld, 

colonial Korea was apt to see an aggravation of that conflict. Meanwhile, through 

westernized notions of time and space, the imperial time of Japan was both 

reconciling and colliding with the middle and lower class times of colonial Korea. 

The middle class time of colonial Korea was oscillating between nation and 

modernity, all the while preparing itself for a leap to contemporaneity, or 

contemporaneity of world history. Having gone through a rapid social differentiation 

under imperial rule, the lower class time of colonial Korea was aspiring to break 

away from the pressures of westernized time. Amidst such agitation, the middle and 

lower class times of colonial Korea were quickly turning into ‘condensed time.’ 

When the middle and lower class times of colonial Korea would come face to face 

with the contemporaneity of world history in the forms of ‘self-determination’ and 

‘reform,’ ‘mass enthusiasm’ would ensue. The mass enthusiasm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which spread like a fire, was a consequence of the 

explosion of ‘condensed time.’ However, this ‘mass enthusiasm’ took on different 

appearances depending on the ways in which time was condensed, the intensity of the 

* HK Associate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Comparative History and Culture,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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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ensation, and where the explosion of the condensed time occurred. 

Countless different types of time exist across the three imperial times and the 

three-tiered times of colonial Korea described in this article. Those countless times 

have intersected or combined with each other in various ways, and been condensed 

in just as many ways. As a result, the manifestations of ‘mass enthusiasm’ have been 

different as well. Isn’t this what we mean when we say that there are numerous 

dimensions of ambiguity in the mass enthusiasm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Nevertheless,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came out of a ‘great leap of the mind.’ 

Keywords: condensed time, mass enthusiasm, imperial time, colonial time, 

multi-layered time, contemporaneity of world his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