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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1966년 창작과비평(이하 창비)이, 1970년 문학과지성(이하

문지)이 창간되어 두 잡지가 공존하다가 1980년 강제 폐간되기까지의 시기를

‘계간지 시대’로 설정하고, 이 시기 비평 담론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계간지 시대는 이후 한국문학의 틀을 마련한 설정적 시기로서 의의를 지니

며, 매체사적으로는 기존 동인지에 비해 개방적인 체계를, 문학사적으로는 문학

의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비평사적으로는 외재적 비평으로

의 전환과 활발한 방법론적 탐색을 그 특징으로 한다. 본 논문은 계간지 시대를

주도한 비평가들의 실제 비평 글쓰기 즉 비평적 실천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그 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계간지 시대 비평은 4.19 이후의 두 가지 주요 비평 담론, 즉 ‘순수참여논쟁

(참여론)’과,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4.19 이후 국학계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던 ‘전통론’이라는 두 비평 담론의 전환적 전

개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계간지 참여 비평가들은 순수참여논쟁의 소모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이론적 탐구를 통하여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다각도로 해명함

으로써 기존의 참여론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해나갔다. 또한 기존 전통론의 두

방향이었던 전통단절론과 회고적 전통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대 국사학계의

움직임, 즉 독자적 근대의 논리를 현시한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과 이를 식민지

시대 비판으로 이어나간 민족주의 사학의 성과를 문학 분야에 적용하여, 한국문

학 전통의 연속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을 전통론의 과제로 삼았다. 따라

서 계간지 시대의 비평은 4.19 이후 지성계의 흐름 속에서 제기된 ‘참여’와 ‘(문

화적)탈식민’이라는 의제에 대한 본격적 담론 전개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국 계간지 시대 혹은 이른바 계간지 비평가 그룹이 공동으로 실천하고자 한

것은, 가라타니 고진 식 ‘근대문학’, 즉 개인의 주관성과 사회적 주체성을 매개

함으로써 공동체의 형성과 보충에 기여하는 ‘네이션(nation)의 문학’의 수립이

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글쓰기가 직접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에 대해 논하는 사르트르의 ‘참여문학론’이 당대 비평에서 커다란 화두가 된 까

닭도, 비평가들이 문학사를 논하거나 직접 서술을 시도할 정도로 한국문학 전통

의 고유한 논리라는 화두에 천착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기존에 ‘민족(민중)

주의 대 자유주의’ 혹은 ‘리얼리즘 대 모더니즘’이라는 양립 관계로 설명되어 온

두 계간지의 공존은, 실은 이와 같은 공동의 목표를 분업적으로 수행한 국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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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고진은 근대문학의 종언에서 한국에서의 ‘근대문

학’을 1990년대 이전의 문학, 즉 1980년대까지의 문학으로 규정한 바 있지만,

실상을 보면 1980년대에는 문학의 역할이 다시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사회과학

이론이 담론 장을 주도하게 된다. 따라서 시대상황으로 말미암아 문학 부문이

저항 담론의 역할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간지’라는 문예제도를 새롭게 창설하고 한국문학의 참여와 전통의 논

리를 마련하는 데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였던 ‘편집자-비평가’들의 활약이 두드러

진 이 시대야말로 ‘근대문학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계간지 시대에 고유한 시대성이 부여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비평 방법론의

탐구에서 찾을 수 있다. ‘작품’ 중심의 내재적 비평에서 벗어나 ‘작가-작품-독자’

라는 문학적 소통의 회로를 연구하는 외재적 비평이론이 지속적으로 탐구되었

다. 이와 같은 노력은 독자나 작가의 위상에 대한 탐구나 다양한 문학적 참여의

방법론에 대한 모색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1970년대 후반이 되면 대중산업사회

화에 대한 인식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대중운동의 영향에 힘입어 대중문학

론의 활발한 전개로 이어지게 된다.

흔히 지적되는 외국문학 전공자 중심의 인적 구성으로 말미암아 계간지 비평

그룹은 주로 서구 이론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의 방법

론적 기여는 비단 외래 이론의 단순 수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계간지 비

평가들은 서구 계간지들의 체재와 그 바탕이 된 이론을 폭넓게 참조하여 문학과

비평의 새로운 존재방식을 고안해냈으며, 특히 푸코와 후기구조주의 이론의 영

향을 받아 인식론적 단절을 가져오는 질문으로서의 비평 방법을 실천하였고(문
지), 또 이에 대한 대화적 응전을 통해(창비) 자신들의 비평 논리를 체계적

으로 구축하였다(이 시대 계간지 비평에는 푸코 식 ‘고고학’과 ‘계보학’의 질문법

이 도입되었다. 가령 ‘지금 한국문학에서 참여를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 ‘고고학’의 질문방법이라면, ‘한국문학의 전통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 그

과정에서 무엇이 포함되고 또 배제되었는가?’가 ‘계보학’의 질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의 1.2절과 2장 참조).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창비가 창간되어 문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동인

지들과 공존하였던 시기이자 계간지 비평의 ‘과제 설정’의 시기인 1966

년~1970년의 비평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시기에 계간지 주도 비평가들

은 비평의 새로운 위상을 천명하고, 다음의 두 가지 담론적 과제를 설정한다.

문학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독자와의 소통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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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그리고 참여의 조건인 개인 주체의 성립을 위한 비평적 노력이 참여론의 과

제로, 문화적 식민지성의 극복과 기존의 전통론 혹은 문학사 논의에 대한 재검

토가 전통론의 과제로 각각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평적 과제들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리비스주의(창비)나 푸코 식 문화적 고고학(문지)의 방법

이 긴밀하게 참조되었다.

3장에서는 문지가 창간되면서 창비와의 비평적 대화가 보다 활발해진 ‘이

론 논쟁’의 시기인 1971~1975년의 계간지 비평 글쓰기 양상을 분석하였다. 계

간지 비평가들은 이 시기에도 참여론의 후속 논의를 다각도로 전개하는데, 이는

사르트르의 참여문학론의 영향과 극복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사르트르의

이론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는 과정에서 계간지 비평가들은 작가의 위상과 문학

적 참여의 방법을 둘러싼 논쟁을 펼친다. 또한 이 시기 창비는 루카치의 참조

를 통한 리얼리즘 이론의 심화를, 문지는 바르트의 이론 소개를 통한 독자적

인 참여의 논리 모색을 보여주는데, 이 과정은 평단의 리얼리즘 논쟁의 전개 양

상과도 맞물려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문학사를 둘러싼 논의 역시 활발하게 전개

되었다. 이 시기 창비는 민족주의 사관의 영향을 받아 고유한 문학사론을 전

개하며, 문지는 김현이 공저자로 참여한 한국문학사의 서술과 그 공과를 둘

러싼 논쟁을 통해 전통의 연속성 해명이라는 과제에 주력하였다.

4장에서는 그동안 모색된 비평 논리가 보다 구체화에 이르는 ‘비평관 정립’의

시기, 즉 1976년부터 두 계간지가 강제 폐간을 맞는 1980년까지의 계간지 비

평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그간의 계간지 비평의 독자 이론은 보다 구

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문학에서의 민중성 혹은 대중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대중문학론으로 새롭게 전개된다. 이와 같은 대중문학론은 다시 계간

지 비평가들이 파악한 당대 기술산업사회 혹은 대중소비사회에서의 문학의 전망

문제와 연관되면서 종합적 비평관으로 발전해나간다. 또한 전통론의 영역에서는

창비의 제3세계문학론이 본격적으로 개진되고 김현의 문학사 서술 시도가 단

독 저술 한국문학의 위상으로 이어지는 등, ‘후진국의 문학’이라는 명제를 극

복하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문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한국문학의 주체성을 비

평 논리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주요어 : 계간지, 계간지 시대, 비평, 근대문학,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 
백낙청, 김현, 참여문학론, 전통론, 대중문학론
학  번 : 2008-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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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사 검토와 문제 제기

본고는 창작과비평(1966년 창간, 이하 창비)과 문학과지성(1970년 창

간, 이하 문지) 등의 문예 계간지가 잇달아 등장하여 문학 장을 주도한 ‘계간

지 시대’ 비평의 사적(史的)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 계간지들

은 당대의 신진 비평가들이 주재하였는데, 이들은 당대 평단의 기성 문예지 비

판론에 힘입어 월간지 중심의 기존 문단 질서와의 단절을 꾀하면서 문학의 인적

토대와 제도 공간을 새롭게 구축하였고, 김지하의 오적 필화 사건으로 인한 
사상계의 폐간(1970) 이후 위축된 담론 장을 주도하여 문학뿐 아니라 인접 영

역을 아우르는 대항담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4.19 이후 새로운 비평

담론의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외국 이론의 자극을 수용하여 관점과 방법론을 다

양화함으로써 평단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계간지 시대 비평의 재검토

는 문학매체사, 지성사, 비평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두 잡지

는 강제 폐간(1980)1)되었다가 각각 복간(창비, 1988)과 재창간(문학과사

회, 1988)된 후 현재(2017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발간되며 20세기 후반 이후

한국문학사의 연속성을 현시하고 있다.2)

그러나 연구대상으로서의 계간지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랜 기간 맥을 이어온 잡지들인 만큼 계간지 주도 비평가들

및 관련 인사들의 회고·증언·문단사(文壇史)·인터뷰·대담 등의 기록물3), 창간

1) 1980년 7월 31일 군부 정권은 사회정화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172종의 정기
간행물을 등록취소하고 일명 ‘언론 통폐합’ 조치를 단행하였다. 특히 창작과비평
사는 1985년 가을에 무크 형태로 발간한 창작과비평에 ‘통권 57호’라고 썼다가
출판사 등록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언론 통폐합’ 사태는 오히려 1980
년대의 다양한 민중 매체 운동을 이끌어내는 자양분이 되었다. ‘창비’ 등 비판적
잡지 무더기 폐간 , 한겨레, 1988.11.3.

2) 계간지 시대를 이끈 또 다른 문예지인 상황은 1969년 첫 호가 나왔고, 1972
년부터 계간지로 2호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1974년 문인간첩단 사건으로 발간 중
단되었다. 한국문학은 1966년 창간되어 이듬해인 1967년에 종간되었다. 세계
의문학의 경우 1976년에 발간되기 시작하여 2015년에 폐간하였다.

3) 대표적인 글은 다음과 같다. 김병익, 60년대 문학의 위치 , 사상계,
1969.12; 김병익, 계간지가 이 땅에 뿌린 씨앗 , 뿌리깊은 나무, 1977.12;
김병익, 순수 참여 논쟁-그 지양(止揚)을 향하여 , 지성과 문학, 문학과지성
사, 1982; 김병익, 창비와 한국 4반세기의 역사 , 우공(愚公)의 호수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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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5년 단위 내지 10년 단위로 발간된 두 잡지의 자체 기념호들을 비롯한 여

러 지면에 발표된 메타비평4) 들도 상당한 분량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문학

과지성사 창사 40주년(2015년)과 창작과비평 50주년(2016년)을 전후하여

발간사(發刊史)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실증적 자료의 정리 작업에 큰 진전

이 있었다.5) 그러나 학술영역에서의 본격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대부분 비평가 개인에 대한 작가론이나 ‘민족문학론’ 등 개별 문예지의 입론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 연구로, 주요 계간지를 함께 다룬 종합적 연구는 많지 않

다.

또한 초기 연구는 당사자들의 발언이나 현장비평에서의 논의를 바로 학술연구

의 전제로 수용한 경우가 많아, 객관적 거리의 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가령

‘4.19세대’(김현)라는 용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거나, 창비와 문지의
관계를 대비적으로 설명하는 ‘실천적 이론과 이론적 실천’(김현), ‘현실에의 몸담

음과 현실에 대한 반성적 질문(정과리)’, ‘민중적 전망과 시민적 전망’(성민엽)

등의 표현을 참조하여 주요 계간지의 관계를 대비적으로 해명하는 경우다. 본고

, 세계사, 1991; 염무웅, 5,60년대 남한문학의 민족문학적 위치 , 창작과비평
, 1992년 가을호; 백낙청, 창비의 유년시절, 60년대 , 창비문화, 1996.1;
김병익, 현대의 비평, 한 일과 할 일-김현과 4.19 이후 비평을 중심으로 , 문
화예술, 2000.6; 김병익, 4.19 세대의 문학이 걸어온 길 , 강진호·이상갑·채호
석 편,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2003; 백낙청,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미래 , 같은 책; 염무웅, 1960년대와 한국문학 , 같은 책; 백낙청, 박정희 시
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 창작과비평, 2005년 여름호; 김병익·염무웅, 초
청 대담-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을 말한다 , 동방학지 165, 연세대학교 국
학연구원, 2014 등.

4) 대표적인 글은 다음과 같다. 기념호 수록 글은 제외한다. 최원식, 우리 비평의
현단계 , 창작과비평, 1979년 봄호; 최원식, 70년대 비평의 향방 , 창작과비
평, 1979년 겨울호; 성민엽, 문학 종합 무크의 현황 , 민중문학의 윤리 , 지
성과 실천, 문학과지성사, 1985; 정과리, 자기 정립의 노력과 그 전망 , 소집
단 운동의 양상과 의미-70년대와 지금 , 문학, 존재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1985; 홍정선, 70년대 비평의 정신과 80년대 비평의 전개 양상-창작과 비평
과 문학과 지성을 중심으로 , 역사적 삶과 비평, 문학과지성사, 1986; 성민
엽, 전환기의 문학과 사회 , 문학과사회, 1988년 봄호; 김인환, 글쓰기의 지
형학- 김현론 , 문학과사회, 1988 가을호; 김진석, 더 느린, 더 빠른 문학 ,
문학과사회, 1993년 봄호; 류준필, 백낙청 리얼리즘론의 문제성과 현재성 , 
창작과비평, 2010년 가을호 등.

5) 권오룡·성민엽·정과리·홍정선 편, 문학과지성사 30년(1975~2005), 문학과지
성사, 2005; 창비 50년사 편찬위원회 편, 한결같되 날로 새롭게-창비 50년사,
창작과비평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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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문예지에 발표된 비평문의 경우 연

구사와 분리해 기본 자료로 분류, 접근하기로 한다.6)

다음으로 기존 연구사의 연구 대상 획정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일반

문학사 연구의 관행을 따른 ‘10년 단위’ 연구들이 있다. 비평사 연구7)를 비롯하

여 순수참여논쟁을 중심으로 한 1960년대 비평 연구와 민족문학론을 중심으로

한 1970년대 비평 연구 들이 대체로 여기에 속한다.8) 이러한 십년사(十年史;

history by decade) 연구는 비평사를 사회사와의 긴밀한 연관 하에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였으며,9) 십년 단위로 비평 영역을 공간화하여 서술함으로

써 당대 비평의 흐름에 대한 조망을 가능하게 하였다.

6) 1999년 전후 문학권력논쟁이 일어나는 등 평단에서는 두 계간지의 권력화에 대
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또 계간지 내부에서는 이에 따른 자기쇄신책이 모
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본고의 학문적 관심을 초과하므로,
이 글에서 논하지 않기로 한다.

7) 김윤식, 한국현대문학비평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김윤식, 한국현대문
학사, 일지사, 1985; 김영민, 한국문학비평논쟁사, 한길사, 1992;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945~1990), 민음사, 1993; 김윤식, 발견으로서의 한국현대
문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2, 민음사,
2002; 김혜니, 한국 근현대비평문학사 연구, 월인, 2003.

8) 대표적인 십년사 연구로 전승주, 1960년대 순수·참여 논쟁의 전개과정과 그 문
학사적 의의 , 한국 현대 비평가 연구, 강, 1996; 한강희, 1960년대 한국문
학비평 연구 ,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고명철, 1960년대 순수·참여
문학 논쟁 연구 ,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임영봉, 1960년대 한국
현대 문학비평 연구 ,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홍성식, 1960년대 한국
문학 논쟁 연구 ,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김성환, 1960년대 문학비평
의 담론구조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그밖에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가 펴낸 연구서 1960년대 문학연구(소명출판, 1998), 1970년대
문학연구(소명출판, 2000)가 있다.

9) 권영민은 한국현대문학사(민음사, 2002)에서 1970년대 비평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며 “1960년대 중반부터 관심사가 되었던 문학의 현실 참여 문제는 참여와
순수의 양분법적 대응 논리를 벗어나게 되었으며, 당대 현실의 문제와 문학의 지
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방향의 논쟁을 낳게 된다. 민족문학론, 리얼리즘론, 상업
주의론, 농민문학론, 민중문학론, 노동문학론 등으로 이어지는 비평 활동의 양상
은 창작에도 직결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논의는 그 구심점을 민족문학론에 두
고 있으며, 체제 저항적인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논
하였다(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제2권, 민음사, 2002, 246~247면). 1970년
대의 시대상을 산업화와 독재 체제로, 당대 문학비평은 이러한 사회 변화와 갈등
에 대한 대응의 양상으로 파악하고, 그 구심점에는 민족문학론을 두고 있는 이러
한 시각은 이후 연구에 폭넓게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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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십년 단위 연구는 시기를 한정함으로써, 계간지를 거점으로 삼

아 오랜 기간 지속된 비평적 실천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한다.10) 또

한 당대에 이미 ‘55년 작가’, ‘65년 비평가’ 등의 용어가 사용된 점에서 알 수

있듯이11), 실제 문학 장의 변화 양상은 십년 주기와는 확연히 다를 수 있음도

물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발원한 것이 바로 세대적 연구다.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

연구들은 계간지 시대를 주도한 비평가들을 ‘4.19세대’라고 호명하고, 그 특징을

“전후비평에 대한 타자화”와 “세대적 인정투쟁의 전략”에서 찾았다.12) 김현과 염

무웅을 비롯한 계간지 참여 비평가들이 4.19가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에 미친

절대적 영향에 대해 거듭 회고하고 있으며,13) 창비와 문지에서 각각 4월
혁명과 한국문학, 4.19와 모더니티14) 등 4.19의 의미를 재조명한 책을 기

획 출간하는 등 4.19와 잡지 정체성의 뗄 수 없는 관련성을 거듭 표현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 설정의 설득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4.19세

대’라는 용어는 당대 세대논쟁을 주도했던 문지 측 비평가들의 비평적 자의식

10) 20년사를 다룬 전상기의 논문은 이와 같은 한계에서 벗어나 4.19 세대 비평가
들의 비평적 실천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두 잡지의 주요
비평가들이 비평 담론의 전개 과정에서 논쟁적 대화 관계를 지속하였으며, 겉으
로는 서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숨겨진 맥락 속에서 늘 상대의 논리를 의
식하고 글 안에 상대에 대한 반박을 감추어두었다고 보고 있으며, 그 맥락은 징
후적 독해를 통해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이는 본고가 지닌
문제의식과도 유사하다. 전상기, 1960·70년대 한국문학비평 연구-문학과 지성
·창작과 비평의 분화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8면.

11) 김현, 한국비평의 가능성 , 김현 문학전집 제2권, 문학과지성사, 1991; 조
남현, 한국문학에 나타난 4.19혁명 , 풀이에서 매김으로, 고려원, 1992 참조.

12) 권성우, 1960년대 비평론의 세대론적 전략과 새로운 목소리 , 문학사와비평연
구회 편, 196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3; 임영봉, 1960년대 한국문학비평
연구-비평 세대와 문학 의식의 분화 양상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1999; 권성우, 4·19세대 비평의 어떤 풍경 , 비평의 희망, 문학동네,
2001; 전상기, 1960·70년대 한국문학비평 연구 ,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하상일, 전후비평의 타자화와 폐쇄적 권력지향성 , 한국문학논총 36,
2004; 임영봉, 4·19세대 비평 담론의 형성과정 , 우리문학연구 16, 2007.
“전후비평의 타자화”는 하상일, “세대적 인정투쟁의 전략”은 권성우의 글에서 사용
된 표현임을 밝힌다.

13) 김현, 책머리에 , 분석과 해석, 문학과지성사, 1977, 4면; 염무웅, 대담
1960년대와 한국문학 , 작가연구 3, 1997, 203면.

14) 최원식·임규찬 편,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우찬제·이광호
편,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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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긴밀한 관련을 지닌 것이므로, 계간지 시대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틀로서는 한계를 지닌다.

최근 국문학 분야에서의 매체연구의 진전과 그 방법론적 정착과 더불어, ‘계간

지’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계간지 시대’라는 시대 규정

은 김병익이 제안하고 백낙청 역시 비판적 논평가 함께 간접적으로 추인한 바

있다.15) 이 시대를 주도한 비평가들이 분명한 매체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새

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계간지라는 문학적 ‘토대’의 성격과 그 의

미를 밝히는 매체연구 역시 유의미한 연구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매체연구는 계간지라는 매체 형식 내지 제도의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당

대 담론 장 내에서 계간지가 ‘절충적 비판지’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음을 밝

혔으며, 계간지가 도입한 담론체계의 근대성과 그 의미에도 주목하였다.16) 또

한 그와 같은 체계가 문학담론의 생산에 미친 영향에 관해 해명하였다.17) 이들

의 성과는 계간지라는 담론제도가 지니는 의미를 적실하게 해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체연구는, 방법론의 특성 상, 매체의 형식이 지니는 의미

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일관된 ‘매체이념’의 존재를 무리하게 가정하기도 한다.

매체이념이란 ‘매체에 수록된 텍스트나 편집방향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매체

15) 김병익, 계간지가 이 땅에 뿌린 씨앗 , 뿌리깊은 나무, 1977.12, 김병익, 
문화와 반문화, 문장사, 1979 참조. 한편 백낙청은 이에 대해 “80년대의 문학
또는 문학적 상황에 관한 논의는 불가피하게 70년대와의 대비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양대 계간지’에 대한 언급은 지금쯤 꽤 귀에 익은 이야기가
되었다. 심지어 1970년대가 곧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두 계간지의 시대
였다는 발언도 없지 않으며 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해서 ‘70년대식 이분법’
이라는 표현도 들린다. 70년대 말에 간행되던 네 개의 문학계간지 중 80년대 들
어와 폐간당한 그 둘이 가장 개성이 뚜렷하고 연조도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70년
대의 문학을 논하면서 이들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역할이 약
간 과대평가되는 수가 있더라도 계간지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나로서는 고마워해
야 옳을 것이다.”라고 쓴 뒤, 첫째, 이와 같은 ‘계간지시대’라는 표현이 80년대를
‘무크시대’로 만들고자 하는 문단적 의지에 의한 규정이라는 점, 둘째, 두 계간지
를 이분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편의적 판단이라는 점, 셋째, 계간지의 대립 양상
에 대한 수사들이 창비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백낙청,
1983년의 무크운동 , 한국문학의 현단계 Ⅲ, 창작과비평사, 1984, 16~22면.

16) 김민정, 1970년대 ‘문학 장’과 계간지의 부상-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을
중심으로 ,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1.

17) 김성환, 1960~1970년대 계간지의 형성과 특성 연구 , 한국현대문학연구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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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주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이다.18) 이 이념은 구성원 영입이나 텍스트

실천 등을 통하여 구체화되거나 재생산되며, 문학 장 안에서의 다른 매체와의

상호적 대화나 담론 경쟁을 통하여 변화할 수도 있는 역동성을 갖는 것으로 규

정할 수 있다.19) 그러나 이 개념은 아무리 유연하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필자와 수많은 수록 텍스트의 성격을 일반화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20)

최근의 비교작가론 연구21)는 계간지의 주요 비평가들에 대한 개별 작가론과

비교론을 경유하여 계간지 시대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탐구로까지 나아가고 있

어 주목된다. 계간지 체제의 구축이 저마다 독자적 비평세계를 개척한 개성적

비평가들의 활약에 의한 것이었던 만큼, 이러한 연구방법―작가론에서 비평사론

으로 이행해나가는 방법―은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이 연구는 특히 작품의

‘선별자’로서의 문예지 주도 비평가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각각 ‘토속성’과 ‘내면

성’, 그리고 ‘대중성’이라는 상이한 기준을 통해 당대 소설을 지속적으로 발굴,

수록함으로써 당대 소설계를 삼분한 창비, 문지, 세계의 문학의 소설사적

의미를 도출해내고 있다. 각 계간지들의 개성과 상호관계에 대한 포괄적 논의로

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총체적 접근을 위해서는 소설 선고(選考) 이

외에 비평의 또 다른 본령이라 할 수 있는 문학 담론에 대한 연구 역시 요청되

고 있다.

18) 김준현, 전후 문학 장의 형성과 문예지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5
면.

19) 김준현, 위의 글, 18면의 내용을 참고,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또한 방법론 전
반에 대한 비판은 이 인용 논문과 무관하다.

20) 상호 필자 교류도 있었으며 외부 필진의 참여 역시 활발했던 주요 계간지들의
성격을 고려해볼 때, 필자 일반과 그들이 수록한 글 일체를 아울러 설명할 수 있
는 단일한 매체이념의 존재를 상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가령 선행
연구에서 간혹 창비가 1967년에 김현을 비롯한 이후 문지에서 활동하게 되
는 비평가들의 글을 수록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1960년대 후반에는 아직
창비와 문지가 이념적으로 분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호 필자 교류를 바로 ‘미분화’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한 잡지의 참여
필자나 수록 텍스트가 하나의 공유된 매체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을 무리하게 가정
한 결과이다. 반면 비평가들의 글쓰기를 검토하여 이들이 공유하는 ‘심층구조’를
분석한 박수현의 논문은 이와 같은 방법론적 난관을 돌파하는 데 유의미한 실마
리를 제공하고 있다. 박수현, 1970년대 계간지 문학과지성 연구-비평의식의
심층구조를 중심으로 , 우리어문연구 33, 2009.

21) 김윤식, 3대 계간지가 세운 문학의 기틀, 역락, 2013; 김윤식, 문학사의 라
이벌 의식, 그린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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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최근 주요 계간지에 대한 연구는 문학이라는 영역 내적 논의를 벗어

나 당대 사회 문화의 장 안에서 두 잡지의 의미를 살펴본 문화연구22), 국사학

계의 내재적 발전론 등 인접분야 학술담론과의 관계에 주목하거나 당대 주류 담

론의 영향을 분석해낸 담론연구23), 문학이론의 번역과 수용 등에 주목한 비교

문학적 연구24)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두 잡지에 대한 익숙한

설명법―민중주의와 자유주의 혹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라는 공유 (문예)이념

에 의한 설명법―에 기대지 않고 계간지 시대 비평 담론의 다양한 원천과 배경

을 보다 풍요롭게 재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이러한 확장적 연구의 성과들은 다시 계간지 비평가들의 ‘문학적’ 기획과

의 구체적 관련성에 대한 해명을 통해 종합될 필요가 있다. 인접학문의 자극 등

외인(外因)에 대한 풍요로운 연구들이, 영미 신비평의 영향에서 탈피하고자 하

는 이론적 욕망의 대두나 문학사와 문학비평 사이의 활발한 대화 등 문학 장의

내인(內因)이나 비평 글쓰기 실천 자체에 대한 연구들과의 상호 참조를 통해 총

체적 연구로 나아갈 것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또 최근 국문학 분야에서의 매체

연구에 대한 중간점검이나25)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역사학계 내부의 전면적 성

찰도26) 제기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종합적 연구의 시각이 마련되어야

22)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상
상, 2012.

23) 김건우, 국학, 국문학, 국사학과 세계사적 보편성-1970년대 비평의 한 기원 ,
한국현대문학연구 36, 2012; 이혜령, 자본의 시간, 민족의 시간-4·19 이후
지식인 매체의 변동과 역사-비평의 시간의식 , 지식의 현장 담론의 풍경-잡지로
보는 인문학, 한길사, 2012; 박수현, 1970년대 사회적, 문학적 담론에 나타난
집단주의 연구-박정희 대통령의 담론과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 순천향 인문
과학논총 33권 1호, 2014; 박수현, 1970년대 문학과 사회의 도덕주의- 창작
과비평 , 문학과지성 , 박정희 대통령의 담론을 중심으로 , 우리문학연구 55,
2016.

24) 박성창, 구조주의와 한국문학 연구 , 프랑스문화예술연구 8, 2003; 서은주,
1970년대 문학사회학의 담론 지형 , 문학, 교양의 시간, 소명출판, 2014; 박

연희, 1970년대 제3세계적 시각과 세계문학론-김우창과 세계의 문학을 중심
으로 , 동암어문학 65, 2015; 박연희, 제3세계 문학의 수용과 전유-창작과
비평의 미국 흑인문학론을 중심으로 , 상허학보 47, 2016.

25) 서승희, 문학 연구의 새로운 길 찾기, 근대 매체 연구의 함의와 전망 , 현대
문학의 연구 58, 2016.

26)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은 주로 식민지근대화론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
기되어 왔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개진된 탈근대론자들에 의한 비
판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역사와 현실에서는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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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 밖의 두 계간지 대상 학술 연구의 성과는 주로 창비27)나 문지28) 가운

전면적 재검토를 내세워 다양한 방향에서의 역사학 쇄신을 모색한 바 있다. 한국
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100호 기념호, 2016 참조.

27) 창작과비평에 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유은영, 창작과 비평의 문화
운동에 관한 일고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 고명철, 
1970년대의 유신체제를 넘는 민족문학론, 보고사, 2002; 김미정, 1970, 90년
대 민족문학론에 나타난 ‘주체성’에 대한 인식 양상-백낙청의 논의를 중심으로 ,
동남어문학회, 2002; 이용성,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잡지 연구-사상계의
위기와 창작과 비평의 등장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7,
2003; 고봉준, 민족문학론 속에 투영된 지식인의 욕망과 배제의 메커니즘-백낙
청과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 한국 문학권력의 계보-해방 이후부터 1970년
대까지,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 하상일, 1960년대 창작과 비평의 현
실주의 비평 담론-백낙청의 초기 비평을 중심으로 , 어문연구학회 47, 2005; 김
주현, 실학 수용과 1960년대 민족문학론의 전개 , 어문연구, 2006; 이현석,
60-70년대 담론의 지형과 백낙청의 문학비평 , 국제어문학회, 2009; 김나현,

1970년대 창작과 비평의 한용운론에 담긴 비평전략 , 대동문화연구 79,
2012; 김원, 1970년대 창작과 비평 지식인 집단의 이념적 계보와 민족문학론
, 역사와문화 24, 문화사학회, 2012; 김현주, 1960년대 후반 ‘자유’의 인식

론적·정치적 전망-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 현대문학의 연구 48, 2012; 김
현주, 창작과비평의 근대사 담론-후발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 사회과학 , 상
허학보 36, 2012; 이혜령, 자본의 시간, 민족의 시간-4·19 이후 지식인 매체
의 변동과 역사-비평의 시간의식 , 지식의 현장 담론의 풍경-잡지로 보는 인문
학, 한길사, 2012; 한영인, 1970년대 창작과비평 민족문학론 연구 ,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2; 황병주, 1970년대 비판적 지식인의 농촌 담론과 민족재현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 역사와 문화 24, 문화사학회, 2012; 김나현, 창
작과비평의 담론 통합 전략-1970년대 아동문학론 수용을 중심으로 , 현대문학
의연구 5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박연희, 1970년대 창작과비평의 민중
시 담론 , 상허학보 41, 2014; 소영현, 1970년대 창작과비평의 이론과 실
천-중심/주변이 위상학과 한반도라는 로컬리티-“<성지>가 곧 <낙원>이 되는 일” ,
현대문학의 연구 5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손유경, 현장과 육체-창작과
비평의 민중지향성 분석 , 현대문학의 연구 5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임
영광, 1960년대 창작과비평 담론과 번역 , 동서인문학 50, 2015; 전우형,
번역의 매체, 이론의 유포-A.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번역과 차이의 담

론화 , 현대문학의연구 5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최기숙, 창작과 비평
(1966~1980)-“한국/고전/문학”의 경계횡단성과 대화적 모색-확장적 경계망과
상호 참조 , 동방학지 170,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5; 박연희, 제3세계 문학
의 수용과 전유-창작과비평의 미국 흑인문학론을 중심으로 , 상허학보 47,
2016; 송은영, 민족문학이라는 쌍생아-1970년대 창작과비평의 민중론과 민
족주의 , 상허학보 46, 2016.

28) 문학과지성에 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문지의 편집동인인 김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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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한 잡지에 대한 집중적 연구나 혹은 그 잡지를 무대로 활약한 비평가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작가연구 등 개별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 자리에서는 이와 같

은 대상별 연구사를 상세히 추적하기보다는, 본 연구의 방향과 관련되는, 즉 계

간지 시대에 대한 통합적 이해 지평의 마련에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쟁점들을 중

심으로 간략히 갈무리해보기로 한다.

첫째, 먼저 계간지 시대 개막 직전에 평단을 달구었던 순수참여논쟁과 계간지

시대 비평 담론의 연속성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있다. 이와 같은 논점은 당대

비평에서부터 제기되어왔다. ‘순수’와 ‘참여’ 사이의 변증법적 지양을 강조하며,

시효가 지난 ‘순수’와 ‘참여’라는 말 대신29) 창비와 문지의 관계를 실천적

비평의 서로 다른 두 형태로 파악할 것을 주장한 김현과30), 양자의 관계를

1960년대 순수참여논쟁과 1970년대 초반의 리얼리즘 논쟁의 연속선상에서 파

병익, 김치수, 김주연, 오생근(문지 참여 시기의 김종철)에 대한 개별 비평가
연구는 지면 관계상 참고문헌에만 넣기로 한다. 황국명, 문학과 지성의 도식
적 기술 체계 비판 , 문학과 지성 비판, 지평, 1987; 정희모, 문학의 자율
성과 정신의 자유로움-1970년대 문학과 지성의 이론 전개와 그 의미 , 1970
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전상기, 문화적 주체의 구성과 소시민 의식 ,
상허학회, 2004; 하상일, 전후비평의 타자화와 폐쇄적 권력 지향성
-1960~70년대 ‘문학과지성’ 에콜을 중심으로 , 한국문학논총, 2004; 박연희,
1960년대 외국문학 전공자 그룹과 김현 비평 , 국제어문 40, 국제어문학회,
2007; 하상일, 김현의 비평과 문학과지성의 형성 과정 , 비평문학, 한국비
평문학회, 2007; 박수현, 1970년대 계간지 문학과지성 연구-비평의식의 심층
구조를 중심으로 ,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2009; 권오룡, 주체성과
언어의식-문학과지성의 인식론 , 인문논총 10, 한국교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곽상순, 계간 문학과 지성이 1970년대 한국소설에 끼친 영향 연구-김
현의 문학론을 중심으로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5,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박윤영, 문학과지성의 형성과정 연구 ,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2012.

29) 김현은 ‘순수’나 ‘참여’라는 말을 구호처럼 내세우는 ‘구호비평’이나 그러한 구분
을 차이 없이 반복하는 ‘악순환’으로서의 비평을 지속적으로 비판하였다. 김현,
한국 비평의 가능성 , 68문학, 1969.1.

30) 김현은 계간지 체제를 예의 ‘실천적 이론의 비평(창비)’과 ‘이론적 실천의 비
평(문지)’의 양자 구도로 바라볼 것을 제안하였다. 김현, 비평의 방법-70년대
비평에서 배운 것들 , 문학과지성, 1980년 봄호, 김현 문학전집 제4권, 문학
과지성사, 1992, 345면에서 재인용.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백낙청은 여기에 동의
하지 않았다(각주 15번 참조). 황국명은 문학과 지성 의 도식적 기술 체계 비
판 (민병욱 외 공저, 문학과 지성 비판, 지평, 1987)에서 이러한 김현의 언
술이 모두 문지를 창비와 양립 구도에 놓기 위하여 구사된 전략적인 것이라
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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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였던 김병익의 입장 사이의 대립에서 그 최초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31)

하상일은 진보적 비평의 계보를 비평사적으로 탐구하면서, 1960년대 순수참여

논쟁에서의 참여문학론의 맥락이 1970년대 민족문학론(창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32) 한편 한영인은 창비가 초기에는 저항적 민족주의와는 거리

를 둔 반면 자유주의까지를 포용하고 있었으며, 1974년 이후 대(對) 체제 저항

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자유주의를 배제하고 공동체주의를 강화해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초기 창비가 당대 참여문학론의 전개 양상에 대한 비

판을 제기하기도 했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하며, 순수참여논쟁을 창비 민족문

학론의 전사(前史)로 보는 관점을 경계한 바 있다.33)

31) 김병익은 창비의 입장이 다시 ‘참여’에, 문지의 입장이 다시 ‘순수’에 각각
대응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도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양자 간의 대립
이 지양에 이르고 있다고 봄으로써 결국 김현과 견해를 같이 하게 된다. 다음을
참조.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 리얼리즘 논쟁과 그리고 그것의 전제였던 순수·
참여의 논쟁은 그 논의의 내용과 태도는 진지했을망정 초기의 그것과 같은 적대
감은 사라졌을 뿐더러 점차 그 논쟁의 의미마저 불분명해졌다. 그간의 사정을 정
리해보면 1. 이 참여와 순수, 리얼리즘과 반리얼리즘의 입장들이 이념적으로 요
약하자면, 평등과 자유의 개념에 얽혀 있는 것이며 그것은 상호 대립적이라기보
다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차차 깨닫게 되었다는 점, 2. 당시의 정치적 정
세 및 거기서 빚어진 지식인·작가 들의 수난이 문학적 이념의 차이를 넘어 정치
적 자유를 지향하는 목표와 행동에서 연대성을 인식했다는 점, 3. 이즈음 왕성하
게 발표된 시·소설 등의 창작품이 출판 붐을 이루면서 그것이 創批와 文知의 이
념적 거점에 관계 없이 발행되어 순수·참여에 대한 실질적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점, 4. 특히 이 시기의 가장 문제작으로 꼽힌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사실주의적 현실 인식을 비사실주의적 수법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참여·순수
의 창작적 지양을 성취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김병익, 순수 참여 논쟁-그
지양(止揚)을 향하여 , 지성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2, 227~228면.) 후일
김병익은 이러한 변화된 견해를 재차 강조하며, 두 그룹은 서로 간에 대타의식보
다는 세대연대의 의식이 더 강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한다. 김병익·김동식 대담,
4·19세대의 문학이 걸어온 길 , 강진호·이상갑·채호석 공편, 증언으로서의 문학
사, 깊은샘, 2003 참조.

32) 하상일에 따르면 진보적(현실주의) 문학매체의 계보는 저항적 민족주의를 담지
한 1960년대 한양과 청맥에서 1970년대 창비와 상황으로 이어진다. 하
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 연구-한양, 청맥, 창작과비평, 상황
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하상일, 창작과비평과 1960
년대 현실주의 비평 담론 , 어문연구 47, 2005;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과 매체의 비평전략, 소명출판, 2008 참조.

33) 한영인, 1970년대 창작과비평 민족문학론 연구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한영인은 당대 청맥 계열의 민족주의에 대해 창비가 지니고 있었던
구별 의식을 염두에 두고 민족주의 대신 공동체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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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창비와 문지 두 계간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쟁점이 있다. 당대 문단

에서의 두 잡지의 대등한 양립 여부 자체를 의문시하는 논자도 있으며, 만일 양

립 구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관계가 상보적 관계냐, 대립적 관계냐 하

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으로 제기된다. 또 두 계간지 집단을 한 세대적 그룹 내

부의 분파적 관계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그 분화의 구체적 시기 역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계간지 시대를 이 양대 계간지의 대립 구도로 보고자 하는 시도

는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이와 같은 연구 시각의 고착화는 이 시대의 풍요로움

을 사상(捨象)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가령 창비의 문학적 입장을 민족적

현실과의 유기적 관계나 민중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민족(민중)주의로, 또 문지

의 문학적 입장을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로 이해하거나, 창비를
민족문학론의 매체로, 문지는 그 대타(對他)라는 양립 구도로 이 시대 문학을

이해하는 시각은, 두 잡지의 문학적 입장을 해명하는 데 있어 여전히 유효한 방

식이지만, 공통의 담론적 목표를 가진 두 계간지 비평가들의 글쓰기 실천의 장

이었던, 혹은 시대 상황으로 말미암아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은 오히려 문맥

아래로 잠복해 있었으며 문면 상의 쟁점은 주로 ‘문학적인 것’과 관련하여 형성

되었던 당대 계간지 지면의 실상을 외면한다.

또한 특정한 문예사조를 앞세운 리얼리즘(창비) 대 모더니즘(문지)라는 양

분법 역시 상식을 넘어 공준의 차원에서 널리 통용되어 왔다. 이러한 사조사적

(思潮史的) 이해는 두 잡지를 해방 이전부터 이어져온 근현대문학사의 연속선상

에 놓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34) 대신 이 시기의 문

학을 서구 사조의 정태적 수용으로만 이해하게 만든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다른 잡지를 함께 거론하거나35), ‘3대 계간지’ 등으로 논의의 틀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36) 창비 대 문지의 양분법을 내파하고자 하는 시도가

34) 최유찬, 한국문학에서의 리얼리즘/모더니즘 논쟁-문학적 창작방법론을 둘러싼
문제 , 문학사상, 1999.9.

35)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 연구-한양, 청맥, 창작과비평, 
상황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개별 연구보다는 종합적 연
구에 해당하지만, 앞서 살펴본 김성환의 글 역시 1960~70년대 ‘계간지’라는 매
체제도의 형성과정을 논의하면서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 상황을 함께 논
의하고 있다.

36) 앞서 종합적 연구를 검토하며 이미 언급하였지만, 김윤식은 3대 계간지가 세
운 문학의 기틀(역락, 2013)에서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과 함께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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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 연구들은 당대 문학을 보다 역동적인 것으로 상상하도록 한다. 그러

나 발간 기간이나 긴밀한 상호 관계 등을 염두에 두고 볼 때 1970년대 문학매

체사 내지 비평사 연구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구도를 창안해내는 데에는 현실

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보다 논의의 각도를 새롭게 함으로써 기존 양분법의

‘낯설게 하기’를 시도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과거 김현의 경우 창비 대 문지라는 대립 구도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이들

이 상보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37) 문지 2세대 가운데

정과리 역시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 반면,38) 홍정선의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두 계간지 사이에 대립의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창비 측의 논리가 경화되어 감에 따라 배타적 ‘에콜화’ 경향이 나타났다

고 논의한 바 있다.39)

한편 문지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제출한 황국명은, 이러한 ‘양립’이라는 구도

자체가 의도적으로 구성된 담론이라고 보았다.40) 두 잡지의 대립을 “우열의 대

립이 아니라 모순으로서의 대립”41)으로 설명하는 문지 측의 논의는, 후발주자

인 문지를 창비의 대타적 위치에 놓음으로써 문지의 위상을 곧바로 창
비와 대등한 것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적 언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42)

당대 대항지식의 형성의 거점이라는 시각에서 초기 문지의 위상을 살펴본 송

문학을 함께 논의 대상으로 삼으며 이를 ‘3대 계간지’로 규정한 바 있다. 김윤식
은 세계의 문학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시야를 넓혔을 뿐 아니라, 창비
의 비평을 ‘대담적 형식’으로, 문지의 비평을 ‘독백적 형식’으로 특징짓는 등 계
간지 비평 공동체의 차이를 암시하고 있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낯선 명명법을 창
안해냄으로써 계간지 비평 내부의 차이와 다면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연구방식에 시사 받은 바 크다. 김윤식, 앞의 책 참조.

37) 김현, 비평의 방법-70년대 비평에서 배운 것들 , 문학과지성, 1980년 봄호,
김현 문학전집 제4권, 문학과지성사, 1992 수록.

38) 정과리, 자기 정립의 노력과 그 전망 , 역사, 현실 그리고 문학, 지양사,
1985.

39) 홍정선, 70년대 비평의 정신과 80년대 비평의 전개 양상-창작과비평과 문
학과지성을 중심으로 , 역사적 삶과 비평, 문학과지성사, 1986.

40) 황국명, 문학과 지성 의 도식적 기술 체계 비판 , 민병욱 외 공저, 문학과
지성 비판, 지평, 1987.

41) 정과리, 문학, 존재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1985, 32면, 황국명, 위의 글
에서 재인용.

42) 이와 같이 문단 내 헤게모니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문지를 비판하는 관점은
하상일에게서도 이어지고 있다. 하상일, 전후비평의 타자화와 폐쇄적 권력지향
성-1960~70년대 ‘문학과지성’ 에콜을 중심으로 , 한국문학논총 3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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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은, 이 시기 문지가 싣고 있는 글의 필자나 내용이 창비의 그것과 크게

변별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시기 문지의 이른바 자유주의 담론

가운데 ‘정치적’ 자유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글의 비중도 크다는 것이다. 1974

년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지의 담론 가운데 민족주의 비판의 경향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면서 민족문학론을 내세웠던 창비와 명시적으로 결별하게 된다

고 보았다.43)

셋째, 두 잡지가 지녔던 근대성44)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평가를 둘러싼 쟁

점이 있다.45) 먼저 계간지 비평가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근대성의 서구 종속적

성격이나 보편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가 있었다.46) 또 최근에는 이들이 지

향한 근대성과 국가의 근대화 이데올로기 사이의 공모 관계에 대한 분석이 집중

적으로 행해지기도 했다.47) 한편 이들이 서구적 근대의 외부에 대한 상상을 통

43) 송은영, 문학과지성의 초기 행보와 민족주의 비판 , 상허학보 43, 2015
참조. 유사한 맥락에서 권보드래·천정환의 연구 역시 “1966년 첫 호를 발간한 
창작과비평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위상은 창간 당시로선 명료하지 않았”으며
“민족문학운동의 첫 단계는 각각 창작과비평 18호(1970년 가을) 및 20호
(1971년 봄)에 와서야 현실화”된다고 보고, “창작과비평이 시대를 이끄는 지
(知)의 집합소가 되고 거기 변별되는 매체로서 문학과지성이 창간된 것도 모두
1970년대의 정황”이라고 논하면서 1970년대 초반을 두 그룹의 견해가 뚜렷하게
분화하는 분기점으로 잡고 있다.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
상, 2012, 93~94면.

44) 이때 ‘근대성’이란 맥락에 따라 ‘현대성’과 혼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근대화
담론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일반의 근대적 성격을 ‘근대성’이라고 부르고, 프랑스
신비평 논쟁 이후, 즉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 이후의 현대 비평/이론이 지니는
이전 시기 비평/이론과의 단절적 성격과 인식론적 특성을 가리켜 ‘현대성’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45) 이러한 쟁점과 관련해서는 문학사적 관점을 도입해볼 수 있다. 가령 문장과
인문평론을 비롯하여, 전통과 세계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근대 자체를 재질문
할 수 있는 미학적 가능성을 찾고자 했던 식민지 시대 문학자들의 시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간지 시대 비평을 관통하는 질문 역시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의 폭넓은 참조를 통해 문학사 안에서의 창비와 문지의 위상이
재조망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신범순,
1930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 탐색의 한 장면(1)-구인회의 ‘별무리의 사상’
을 중심으로 , 인문논총 72, 2015; 손유경, 문장의 전위와 전통 , 슬픈
사회주의자, 소명출판, 2016.

46) 창비에 대한 연구로는 이명원, 백낙청 초기비평의 성과와 한계 , 타는 혀,
새움, 2000. 문지에 대한 연구로는 정희모, 문학의 자율성과 정신의 자유로움
-1970년대 문학과 지성의 이론 전개와 그 의미 ,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
분과,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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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거나48), 이들이 추구한

근대는 ‘제도로서의 근대화’에 대해 비판적 성찰의 태도를 견지하는 ‘태도로서의

근대화’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는 시각도 제시된 바 있다.49)

관련 쟁점으로, 계간지 비평의 서구 이론 수용 과정에서의 주체적 소화 여부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다. 계간지 시대는 서구의 이론적 변혁의 시기나50) 한국 지

성사 상의 본격적인 이론 도입 시기와51)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 비평

에서는 서구 발(發) 이론으로부터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전후 유학 1세대의

귀환도 외국 이론의 본격적 수용을 가능하게 한 조건이었다. 이와 같은 방법론

적 탐구의 활성화는 계간지 비평의 정체성과도 직결되어 있으나, 한편으로는 서

양 이론에 대한 의존이나 주체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비평 현장에서 문지의 이론적 편력―실존적 정신분석, 구조주의, 기호학, 문

학사회학 등에 이르는―을 거론하며 이들 스스로가 김현이 비판했던 ‘새것 콤플

렉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되묻는 목소리가 제기된 이래,52) 여러

47) 김수림, 4·19혁명의 유산과 궁핍한 시대의 리얼리즘-1960~70년대 백낙청의
비평과 역사의식 , 상허학보 35, 2012; 김우영, 1970년대 창작과비평의 이
론과 실천-남자(시민)되기와 군대 , 현대문학의 연구 56, 2015; 박수현,
1970년대 사회적, 문학적 담론에 나타난 집단주의 연구-박정희 대통령의 담론과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3권 1호, 2014.

48) 송승철, 시민문학론에서 근대극복론까지 , 설준규·김명환 편, 지구화시대의
영문학, 창비, 2004.

49) 조연정, 세속화하는 지성-문학과지성의 지성 담론에 대한 재고 , 한국현대
문학연구 45, 2015.

50) 본고에서 말하는 이론적 변혁이란 서구 68혁명 이후의 지성사적 변동을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일련의 포스트 담론이 보통 1990년대에 유입된 것으로 상상하는
데, 계간지 비평가들은 이미 부분적으로 포스트구조주의의 이론적 영향 아래 놓
여 있었으며,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준 이 원형적 이론들을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비평 논리에 수용하였다.

51) 한국의 이론 수용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1970년대에 이미
인간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영향이 나타났고, 1980년대에는
사회과학 이론이, 1990년대에는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이 집중적으로 수용되었다.
1970년대까지 문학은 삶에 관해 가장 진지한 물음을 제기하는 영역으로 인정받
았다. 그러나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 이후 사회과학이 주도권을 잡게 되고
오히려 문학 판이 따라간 저간의 사정이 1990년대 이후 비평의 이론 과잉을 낳
았다. 송승철, 이론과 문화 연구-양자의 갈등과 한국영문학의 좌표 , 비평과 이
론 19, 2006.

52) 홍정선, 70년대 비평의 정신과 80년대 비평의 전개 양상 , 역사적 삶과 비평
, 문학과지성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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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이 이 질문을 반복하며 문지 이론의 서구지향성을 지적해왔다.53)

오창은은 “문학비평이 외국이론에 기대야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를 내

면화”함으로써 자생적 이론화를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 과정에서 원전

인용의 상징권력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비판하였다.54) 한편 최근 박연희는 김현

의 비평이 외국문학도로서의 각성된 자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외국

문학의 올바른 수용’을 고민하여 비평적 방법론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

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55)

최근에는 주로 창비의 서구 문학 수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쟁점이 제기된 바

있다. 박지영은 창비의 번역과 비평의 논리적 상관성을 고찰하면서, 백낙청의

초기 비평은 일종의 ‘번역의 완성태’였다고 제한적으로 평가하였다.56) 손유경

역시 백낙청은 “리비스와 유비관계를 맺은 일종의 대역”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백

낙청의 민족문학론 안에서 민족문학은 세계문학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 위상이

설정될 수 있었으며, 결국 그 특수성을 통해 세계문학에 공헌하는 ‘특수문학’의

지위에 머무르게 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하였다.57) 한편 전우형은 
창비의 번역은 단순한 외국이론의 유포가 아니었으며 그들이 추구한 “좌담의

형식”과 조우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비평의 번역과 좌담의 대화적 관계”는

괴테의 세계문학에 대한 이상을 전유하여 주체적 연대를 모색한 시도라고 평가

하였다.58)

이와 같은 연구사 검토를 통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첫

째, 계간지 시대 비평에 대한 총체적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양대 계간지를

비교하거나 그 차이점을 확인하는 데에서 벗어나, 보다 조망적 시야를 가지고

이들의 비평적 시도와 그 의의를 총괄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59) 계보학적

53) 하상일, 김현의 비평과 문학과지성의 형성과정 , 비평문학 27, 2007.
54) 오창은, 1960~70년대 리얼리즘 논의와 외국문학 전공 비평가들의 상징권력 ,

문학과비평연구회 편, 한국 문학권력의 계보,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
125면.

55) 박연희, 1960년대 외국문학 전공자 그룹과 김현 비평 , 국제어문 40,
2007, 316면.

56) 박지영, 1960년대 창작과비평과 번역의 문화사 , 한국문학연구 45,
2013.

57) 손유경,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을 통해 본 1970년대식 진보의 한 양상 , 한국
학연구 34, 2014, 157~160면.

58) 이상 전우형, 앞의 글, 96면.
59) 가령 당대 상황지나 세계의문학에 함께 주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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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이나, 문학사적 관점에서의 접근도 시급하다. 둘째, 그동안 제출된 각론들

안에서의 서로 충돌하고 경합하는 시선들을 조율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마련

이 요청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문학이나 월간 문학사상과의 관계에 대한 해명 역시 새롭게 요청된다. 가령
새 문학지 탄생, 창작과비평 , 한국문학 (중앙일보, 1966.1.8.) 기사를 참
조하면, 창비과 함께 한국문학의 탄생이 함께 계간지 시대의 시작에 놓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론가 이어령을 비롯하여 전후 세대들이 모인 한국문
학은 세대적인 동인들끼리 모인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는 세대가 없다. 혼전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세대의식을 건설하려고 한다.
제2세대를 확립해야 제3세대, 아니 모든 세대가 확립된다.” 동인들이 편집권을
갖지만 지면을 개방하는 체제 역시 창비나 문지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계간지 자체는 특정 세대

의 전유물은 아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이나 문지와 같은 일
부 계간지 내부에서는 ‘제2세대’나 ‘4.19세대’ 등의 세대의식과 세대적 결속을 중
요한 요건으로 내세웠다. 셋째, 계간지의 주체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문예지의
권위나 폐쇄성에 대한 대타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지면은 물론 편집권의 공
유 및 분배의 감각과 관련을 맺는다.

   이후 이어령이 초대 편집주간을 맡은 월간 문학사상(1972년 10월 창간) 역시
고전과 근대를 아울러 국문학 자료 발굴에 힘쓰는 한편,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작품들을 꾸준히 소개하는 등 세계문학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양대 계간지들과 오래 공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강경화의 김현과 이어령 (한국 문학 비평의 실존, 푸른사상사,
2005)는 중요한 선행 연구로 참조해볼 수 있다. 강경화는 전후 비평에 대한 타
자화와 함께 비평적 주체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현에 대해 사실 “50
년대 문학의 그림자들이 그의 비평에 내면화되어 있었다”(200면)는 점, 특히 “김
현이 이어령이라는 타자에의 동화와 타자로부터의 이화를 통해 비평가로서 주체
를 정립할 수 있었음”(209면)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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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각

본고에서 사용하는 ‘계간지 시대’라는 용어는 창비와 문지 두 계간지가 차

례로 창간되어 강제폐간되기 전까지의 시기, 즉 창비를 기준으로 1966년부터

1980년까지를 가리킨다.60) 이 시기는 계간지라는 문예 매체의 형태가 정착됨

으로써 이후 50년 이상 이어지게 되는 한국 문단의 기틀이 형성된 시기라는 의

의를 갖는다.61) 이때 ‘계간지’란 계절마다 발행되는 잡지, 즉 ‘quarterly’라는

의미의 일반 명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담론을 종

합적으로 배치한, 1970년대에 등장한 종합 문예지라는 특수한 역사적 형태를

지칭한다.

‘계간지 시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비평가 주도 문예

지’라는 제도가 정착되면서 비평의 위상 강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양대 계간

지는, 제호 설정에서부터 드러나듯이, 비평의 존재를 새롭게 재천명하면서 출범

하고 있다.62) 기존 문단 체제가 ‘추천제도’에 기반을 둔 기성 작가 중심 체제였

던 것과 달리,63) 계간지 중심의 문단 체제에서는 비평가들이 공동으로 신인 발

굴(창비)의 역할을 맡았으며, 재수록(문지)64) 등을 통해 텍스트의 선별 기

능도 명시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65) 또 이들은 비평의 본령은 “월평류의 인상

60) 두 잡지의 재창간과 복간 이후 현재까지 계간지 중심의 문단 형태가 대체로 유
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시기를 별도로 구분하여 ‘초기 계간지 시대’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61) 김윤식은 1970년대를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 세계의문학이 발간되던
‘3대 계간지의 시대’라는 틀로 설명하면서 이후의 한국 문단을 틀 지은 중요한 시
기로 평가하고 있다. 김윤식, 앞의 말 , 3대 계간지가 세운 문학의 기틀, 역
락, 2013.

62) 창작과비평은 물론, 문학과지성의 원래 제호 역시 현대비평이었던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현대비평’은 김현이 68문학 이후 줄곧 생각해왔던 제호로, 사
르트르가 발간하던 현대와 미뉘 출판사에서 내고 있던 크리티크를 합친 계간
지를 구상하며 이 제목을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 김치수, 문학과지성 의 창간 ,
권오룡 외, 문학과지성사 30년, 앞의 책, 35면.

63) 현대문학의 조연현은 그 제도를 운용하였던 ‘편집자-비평가’였으나, 심사위원
은 각 장르마다 따로 위촉하였다. 이와 같은 ‘문학 제도의 관리자’로서의 조연현
의 역할은, 문학사를 바라보는 특유의 문단사적 시각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형
구, 편집자-비평가로서 조연현의 생애와 문예지 현대문학 , 한국현대문학연
구 9, 2001 참조.

64) 당대 계간지의 재수록 체제에 관해서는 김성환, 앞의 글 참조.
65) 두 계간지는 출판사 설립 이후 당대 담론의 생산과 유통에 더욱 다각도로 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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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은 글이 아니”66)라는 인식 하에 단평 위주의 기존 비평 풍토를 혁신하고

자 하였고,67) 이에 따라 이 시대 비평은 시론(時論)이나 작가론 위주로 눈에

띄게 장편화 되었. 이러한 변화는 발간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장편 비평이나

이론 번역, 논문 수록 등에 유리한 계간지의 특성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또한

계간지 비평가들은 “계간지에서 문제가 제기”되고,68) 월간지에서 토론이 이루어

지며 일간지에서 그 내용이 소개되는 위계적 구조를 설정하고, 이러한 담론체계

가 작동해야만 문화계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계간지의 의제

설정 기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계간지 매체사의 전개는 담론 선도와

문제 제기라는 비평 기능의 적극화69), 그리고 담론 주체로서의 비평가의 위상

제고와 맞물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문예지 시스템이 마련된 시기이다.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은, 일부 연구에서 창비와 문지를 ‘동인지’라고 부르거나, 두 계간지가

구축한 체계를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과 달리, 창비와 문지
의 매체 성격에는 다시 상호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창비는 추천

제를 통해 기존 권위를 재생산하였던 월간지 중심의 폐쇄적 문단제도70)에 대항

하여 지면의 개방성을 선언하며 등장하였다.71) 창간 당시부터 ‘비동인 형식’, 즉

투고를 받은 뒤 그 원고를 검토하여 수록하는 투고제 형식을 일관되게 내세웠던

것이다.72) 훗날 백낙청이 창비의 1기73)를 회고하며 창비 발간은 ‘소집단운

하게 된다.
66) 김현, 현대문학의 작가론 특집 , 김현 문학전집 제15권, 문학과지성사,

1993, 314면.
67) 당시 평단 전반에서 월평 위주의 비평 문화에 대한 염증이 나타나고 있었다.

1960년대에 지속적으로 문단 혁신론을 이끈 김우종은 평론에 있어서의 월평문
제-개별적인 언급을 삼가는 방향으로 (자유문학, 1960.5) 등의 글을 써서 ‘월
평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68) 김현, 1976년의 문화계 , 대학신문, 1976.11.29.
69) 특히 김현은 비평 일반의 역할을 문제 제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

다. 김현, 비평의 방법-70년대 비평에서 배운 것들 , 문학과지성, 1980년 봄
호(김현 문학전집 제4권, 문학과지성사, 1992 수록) 참조.

70) 조은정, 1950년대 문학장의 재형성과 현대문학지 연구 ,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9; 이봉범,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 한국문학연구 36,
2009; 이봉범, 1960년대 등단제도 연구 , 상허학보 41, 2014 참조.

71) 한국문학 근대화의 계기 , 경향신문 1966.2.12; 탈바꿈하는 잡지계 , 동
아일보 1969.4.11. 참조.

72) 앞서 살펴본 기사 새 문학지 탄생, 창작과비평 , 한국문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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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차원이 결코 아니었으며 일반 대중 독자를 향한 문학운동이었음을 강조하

였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74) 염무웅 역시 초기에는 문단 내 영향력의 한계로

‘동인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회고하고 있으나75), 공식적으로는 개방된

형태의 ‘비동인지’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문지의 경우에는 창간사에서 샤머니즘과 허무주의의 극복이라는 목표를

내세움으로써 동인지 68문학 창간사와의 연속성을 명약관화하게 드러내고 있

다.76) 창간사를 통해 동인지의 전사(前史)와 계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1966.1.8.)에서는 창비의 창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창작과
비평은 종래의 문예지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문예지의 통념은 ‘순수문학’
의 영역만을 고수하여 사회적 현실에 ‘코미트’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한편 종
합지는 온갖 것을 어지러이 주워 모으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창작과 비평은
문예지와 종합지가 ‘커버’하기 힘든 것을 노리고 있다. 계간의 성격상 시사문제를
즉각 다루기는 힘들고 너무 전문적인 학술논문을 싣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밖에
일반적으로 사상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문학의 모든 ‘장르’에 걸쳐 ‘묵직한
글’을 실을 것이라 한다. 편집자는 “문학의 떳떳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기능과 지
식인의 광범한 비평을 통해서 현실문제에 깊이 파고드는 것”이 동지가 의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몇몇 동인의 출자로 문우사가 발행하는데 동인지가 아니다. 가
능한 한 광범하게 필자를 구할 것이라 한다.”

73) 창비의 역사는 그 자체로 논의의 대상이다. 이를 구획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
지가 있겠으나, 우선 창간부터 1980년의 강제폐간까지를 제1기로 보고, 부정기
간행물 형태로 발간되던 시기를 거쳐, 출판사 신규 등록 이후 1988년 복간 이후
부터 창비의 중심인 백낙청이 편집인을 사퇴하는 2015년까지를 제2기, 그 이
후를 제3기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창비의 50년사에서는 제1기를
1966~1974년으로, 제2기를 유신 체제하에서 민족문학론을 본격적으로 펼쳐나
갔던 1974~1980년으로, 제3기를 군사 정권 시기인 1980~1988년으로, 제4기
를 출판사 명의를 회복한 1988~2003년으로, 제5기를 출판사 파주 이전 이후인
2003~2015년으로 구획하고 있다.

74) 백낙청, 1983년의 무크운동 , 한국문학의 현단계 Ⅲ, 창작과비평사, 1984,
18~19면. 이와 같은 언급은 정다비, 소집단 운동의 양상과 의미 (우리 세대의
문학 2, 문학과지성사, 1983)에서 창비와 문지의 1970년대를 묶어 소집단
운동으로 정리한 데 대한 반박에 해당한다. 한편 당대에 기자였던 문지의 김병
익 역시 창비를 ‘동인지’로 호명했던 적이 있다. 김병익, 동인지 운동 , 동아
일보, 1967.6.6. 이는 창비와 문지 비평가들 사이의 계간지의 성격에 대한
견해 차를 반영한다.

75) 염무웅·김윤태(대담), 1960년대와 한국문학 , 강진호·이상갑·채호석 공편, 증
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2003, 418면.

76) 가령 68문학 창간사 가운데 “우리는 우리 시대의 위기를 샤아머니즘적인 것
과 관념적인 유희와 비슷한 것이 되는 대로 결합하여 빚어내는 정신의 혼란상태
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대목이 문지의 창간호를 내면서 에서 “이 시대의 병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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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문지의 전신(前身)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68문학에 대

해서도 “(…) 구태여 동인지 라고는 하기 싫어한다. 앞으로 같은 세대에 속한

다는 共感者이면 누구에게나 개방할 것을 애써 말한다.”77)라는 당대의 언급이

남아 있어, 발간 당시부터 68문학 동인들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동인지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문지의 일원인 김병익이 문지 창간 전인

1967년에 쓴 기사에는, 창비를 필두로 한 “제2단계 동인운동”에 주목하며 앞

으로의 동인지로는 프랑스 잡지들과 같은 “개방적 동인 체제”가 이상적이리라고

주장한 내용이 남아 있다.78) 문지는 이러한 준비와 구상 하에 기존 동인지의

폐쇄성과 결별하고 ‘개방적 동인지’의 형태와 ‘편집동인’ 체제를 표방하며 등장하

였다.79)

요컨대 계간지 시대는 기존의 동인지와는 달리 지면의 개방성을 지니되 편집권

을 ‘편집자-비평가’들이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를 발명하였고, 이는 일종의 포럼

적 형식80)으로 작동하면서 지식인 담론 공동체의 형성을 뒷받침하였다. 실제로

이 시기에 대담, 번역이나 합동 저술 등 공동의 이론적 작업이 활성화되었고,

이는 기획 출판을 지원할 수 있는 출판사의 설립을 통해 적극 뒷받침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계간지 시대가 이론과 문학사 등의 영역에서 풍요로운 성과를 낸

‘공동저술의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기반으로도 작용하였다.

셋째, 공식적으로는 문예지로 출발한 이 두 잡지가 종합지인 사상계 폐간 이

는 무엇인가? 무엇이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의 의식을 참담하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패배주의와 샤머니즘에서 연유하는 정신적 복합체라고 생각한다.”
에서 그대로 변주되고 있다.

77) 또 하나의 순수계간문예지 68문학 , 주간조선, 1969년 1월 26일자, 21
면, 전상기, 문화적 주체의 구성과 소시민 의식 , 상허학보 13, 깊은샘,
2004, 480면에서 재인용.

78) 김병익, 전환기 동인운동 , 동아일보, 1967.6.6. 이후 문지의 일원이 된
김병익이 이 시기부터 이미 ‘개방적 동인 체제’라는 말로 이상적 잡지 형태를 설
명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79) 김주연은 창비가 1인 지도 체제에 가까웠음에 비하여 문지는 공동 협의체
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주연, 문학과지성사의 출범과 70년대 ,
권오룡 외, 문학과지성 30년, 문학과지성사, 2005, 52~53면. ‘편집동인’ 체제
는 일반적으로 ‘편집위원’ 체제에 비해 위계와 권위의식이 약화된 체제로 볼 수
있다.

80) 조상호는 창비가 1970년대 체제비판적인 젊은 지식인들에게 일종의 포럼을
제공하였다고 쓰고 있다. 조상호, 한국언론과 출판 저널리즘, 나남출판, 1999,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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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 역할을 일부 대체하였다는 사실은, 이 시대의 문학이 저항담론의 역할까

지를 맡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 계간지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

로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81), 또한 그 등장 자체만으로 하나의 사회사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82) 문학을 중심에 두되, 문학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영역을 아우르는 이 주요 계간지들의 체재는 이 시대 문학의 달라진 위상

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으며, 실제로 비평가들은 창간 당시부터 “작가와

비평가가 힘을 모으고 문학인과 여타 지식인들이 지혜를 나누”는 “창조와 저항

의 거점”83)으로써의 계간지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84) 염무웅 역시

1970년대에 계간지의 사회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배경에는 무엇보다 그

시대의 척박한 언론현실이 심각하게 작용하였으며, 역으로 말하면 언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작은 매체”들이 활약할 수 있는 조건

이 되었다고 논한 바 있다.85)

또한 이 시기 비평 역시 김현이 말한바 “70년대 상황의 상징어”로서,86) 유신기

의 현실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김현은 같은 글에

81) 당대 문화에서 ‘불온’이 갖는 의미에 관해서는 임유경, 1960년대 ‘불온’의 문화
정치와 문학의 불화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참조.

82) 김동춘, 한국 사회과학과 창비 30년 , 창작과비평, 1996년 봄호, 81~82
면.

83) 백낙청,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 창작과비평, 1966년 겨울호, 38면.
84) 창작과비평의 창간에 참여한 채현국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당시 

창비 창간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는 질문에, 인용자)낙청이가 사실 잡지 말 꺼
냈을 때 맞아죽자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박정희가 안 놔둘 게 뻔한 짓을 할 거
니까. 정치 얘기를 안하는 문학잡지라고 해도 독재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당시는 지금처럼 다양한 사회현상이나 복잡한 시대상하고 상황이 달랐지. (중략)
문학잡지를 하자고 해도 전혀 문학잡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폭압감에
대한 저항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무리 순수문학이더라도 이미, 순수한 문학에도
자유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문학적 자유를 누리겠다는 자체가 이미
그것으로서 충분히 폭압에 대한 저항이니까. 용납 안되고 살해당할 염려까지도
뻔히 있는 일이었지.” 백영서, 채현국 인터뷰-음덕의 주역들, 창비를 일구다 , 
창비와 사람들-창비 50년사, 창작과비평사, 2015, 38면. 또 김병익은 문학지를
통해서 현실비판의 언론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꿈꾸었기 때문에 김현의 문지 
창간 제의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병익, 자유와 성찰-‘문학과지성’
의 지적 지향 , 권오룡 외, 문학과지성사 30년, 문학과지성사, 2005, 129면.

85) 염무웅, 편집권 독립된 ‘작은 매체’들 , 관훈저널, 1979.12, 178~179면.
86) 김현, 비평의 방법-70년대 비평에서 배운 것들 , 문학과지성, 1980년 봄호,

163면. 같은 표현이 전집에서는 “속죄양”으로 바뀌어 있다. 김현 문학전집 제4
권, 문학과지성사, 1992, 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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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70년대 말의 비평이 문학과 사회, 문학과 정치의 문제에만 거의 매달린 것

이나 문학비평에 지사적 태도, 순교자적 저항 등등의 어휘들이 대거 등장한 것

은 그것 때문”87)이라고 밝히고 있다.

넷째, 문예지의 대중지향성이 강화된 시기이다. 지식인 잡지와 대중지가 따로

발간되었던 1960년대나, 변혁 운동 주체 중심의 소규모 매체 운동이 활발하였

으며 그 지면에 수기나 르포 등 민중의 글쓰기 역시 자주 실렸던 1980년대와

비교해 볼 때, 지식인 담론만으로 그치지 않고 일반 독자에게도 널리 읽히는

‘독물’을 지향하였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소집단 운동이 아니라 대중적 문학운동

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88)(창비) 이 시대 계간지의 성격은 과도기적인 것으

로 볼 수 있다. 계간지 비평가들은 문화연구, 후기구조주의 문학이론, 문학사회

학,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미학 등의 이론적 영향으로 ‘대중’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중문학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해나가기도

하였다. 이는 기존 문학 담론과의 차별화를 가져온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

다.89)

계간지 시대 비평은 지금까지 주로 신세대 비평가들의 등장과 관련하여 논의되

어왔기 때문에 전 시대와의 단절적 양상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경향이 있다. 그

러나 이들의 비평적 실천은 기존 비평 담론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해볼 수 있다.

이들은 참여론과 전통론이라는 두 비평 담론의 발전적 전개라는 비평사적 과제

를 안고 출발하였다.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된 순수참여논쟁의

와중에 평단에 등장한 계간지 비평가들은, 이 논쟁의 소모성을 지양하고 여기에

서 제기된 논의를 심화, 실천적 단계로 진전시키는 것을 자신들의 비평적 과제

로 삼고 있었다. 또 1950~60년대 주요 비평 담론이었던 전통론―특히 전통단

87) 같은 글, 같은 면.
88) 백낙청, 1983년의 무크운동 , 한국문학의 현단계 Ⅲ, 창작과비평사, 1984,

17~18면 .
89) 계간지의 주역 비평가들은 문학 장 안에서 계간지의 위상 내지 미학적 위치를

중간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익은 특유의 저널리즘적
관심과 안목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학매체 위계체제론을 펴고 있다. “소수의 비상
업적인 전위·실험의 몫은 계간지의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소수의 동인의 것일 것
이며 계간지는 원래 그 중간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첨단의 실험 혹은 무명
의 신인을 발굴하여 기성화시키는 동시에 이미 굳어버린 기존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계간지의 역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병익,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계간
지의 비대인가-김윤식 교수의 계간 문학지 이상 비대 현상 에 답한다 , 중앙일
보, 197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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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론과 회고적 전통론―의 비판적 극복 역시 계간지 비평가들이 공통으로 의식

한 과제였다.90) 계간지 비평가들은 이와 같은 두 갈래의 담론적 과제를 공동으

로, 때로는 분업적으로 수행해나갔다. 그 과정에 대한 학술적 해명이 계간지 시

대의 비평사적 의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계간지 시대는 가라타니 고진이 말한 바로서의 ‘근대문학’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고진이 말한 ‘근대문학’은 ‘네이션(nation)’ 공동체를 형성하고 보충하는

문학이다. 또 지식인의 공적 비판과 투쟁으로서의 문학이자, “영구혁명 안에 있

는 사회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문학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로 소설이 그 인식

적 혹은 윤리적 기능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데 관

여한다는 것이다. 고진이 이 말을 하며 참조했던 것은 바로 사르트르의 문학론

이었다.91) 계간지 주도 비평가들이 순수참여논쟁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르트르

의 참여문학론의 소화와 극복을 위한 긴 비평적 대화를 지속해나갔다는 사실은,

계간지 시대가 한국에서의 ‘근대문학’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모색된 시기였음을

방증한다. 또한 그들의 또 다른 목표는 기존 비평의 비관적 분위기, 즉 전통단

절론과 문화적 식민화 현상92), 그리고 ‘후진국의 문학’이라는 테제를 극복하고

한국문학의 주체성을 설명하는 논리를 확립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앞서 설명한 계간지 시대의 두 비평 담론의 갈래―참여론과 전통론―는 곧 이러

한 근대적 지식인의 사회적 주체성의 문제, 또한 ‘네이션’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

성의 문제에 각각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공적 담론의 전개를 이

시대 비평이 자신의 사명으로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간지 비평가들은 국내외의 이론적 전환기를 전후하여 등장하였다. 서구에서

90) 한국 작가들의 전통의식(T. S. 엘리엇) 부재 현상을 지적하는 전통단절론, 과
거의 미의식에 기댄 회고적 전통론, 신화적 세계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반근대적
전통론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통단절론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한수영, 근대문학에서의 ‘전통’ 인식-1950년대의 비평담론을 중심으로 , 문학과
사상연구회, 20세기 한국문학의 반성과 쟁점, 소명출판, 1999 참조. 한수영은
전통계승론으로 위의 회고적 전통론과 반근대적 전통론의 두 갈래 이외에 최일수
의 ‘전통의 현재성’론을 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갈래로 기존 전통론
의 흐름을 파악하지만, 논의 전개의 편의 상 때로는 전통단절론과 전통계승론이
라는 보다 큰 두 갈래로 대별하여 논하기도 하였다.

91) 본래 사르트르의 저서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구절이다. 가라타니 고진,
근대문학의 종언, 조영일 역, 도서출판b, 2006, 45면.

92) 김현, 비평의 방법-70년대 비평에서 배운 것들 , 문학과지성, 1980년 봄호,
김현 문학전집 제4권, 문학과지성사, 1992 수록, 339~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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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8혁명 이후 거대한 이론의 뉴웨이브(new-wave)가 생겨났다. 또한 후기구

조주의의 본격적 태동에 따라 수많은 비평 잡지들이 다양하게 간행된 ‘잡지주

의93)의 시대’이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냉전의 영향 하에서 확산되어 갔던 정태

적 문예이론들―영미 신비평과 그 영향 하에 놓여 있었던 분석비평―을 극복하

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작품 중심에서 작가나 독자 중심으로의

문학이론의 전환94)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외국문학 전공자가 대다수였

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구의 지적 분위기에 민감했던 계간지 비평가들은 새로운

이론의 물결을 강렬한 지적 자극으로서 수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이 시기가 바야흐로 시작될 본격적인 ‘이론의 시대’를 예비하는 시

기였다. 시기 상 사회과학 이론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이전에 해당하였으므로,

문학 분야가 이론적 논의를 독점하다시피 하였던 것이다. 1980년대 사구체 논

쟁 이전까지 문학비평은 이론 수용과 해석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었으며95), 사

르트르의 문학을 좇는 것만으로 ‘좌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던96) 1960년대

말의 냉전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1970년대 계간지 비평에서의 본격적인 사르

트르 수용과 그것을 둘러싼 논쟁(3.1절 참조)97)의 전개만 하더라도 문예이론

상의 진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98) 또 1966년부터 이어

진 창비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아놀드 하우저) 번역이나 1974년 백낙청

이 편저한 문학이론서인 문학과 행동(태극출판사, 1974)에서의 게오르그 루

카치의 글 소개 등은 비단 문학 분야에 한정된 일이라기보다는 국내 이론 일반

의 진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93) 프랑수아 도스, 구조주의의 역사 제2권, 김웅권 역, 동문선, 2002,
118~131면; 이희원, 러시아 서사이론과 서구 문예이론에의 영향-20년대 러시
아 문예연구와 〈텔켈〉 그룹 서사이론의 개념을 중심으로 , 노어노문학 제15
권 2호, 2003 참조.

94) 엘리자베드 프로인드, 독자로 돌아가기-신비평에서 포스트모던 비평까지, 신
명아 역, 인간사랑, 2005 참조.

95) 각주 51번 참조.
96) 주지하다시피 제2차 순수참여논쟁의 발단은 사르트르 문학론과 작가의 이데올

로기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된다.
97) 양대 계간지 사이의 이론 논쟁은 주로 사르트르와 바르트의 문학론의 차이를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이에 관해서는 3.1절 참조.

98) 남한에서 사르트르의 이론은 냉전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수용되었으
며, 4.19 이후에도 여전히 반공주의 논리에 맞추어 해석, 오역되었다. 박지영,
번역된 냉전, 그리고 혁명-사르트르, 마르크시즘, 실존과 혁명 , 서강인문논총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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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는 또한 ‘문학사(전통)의 시대’이기도 하였다. 계간지 비평가들은 국학

발전기에 평단에 도착한 세대였다. 이들은 국사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사

시대구분론 논쟁(1967)을 지켜보았으며, 그 문제의식에 감화되어 이를 문학사

논의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 국문학계에서도 신문학 50년(사상

계, 1962), 해방 문단 20년(196599)), 신문학 60년(신동아, 1968) 등의

시간적 계기에 따른 일련의 문학사 재조명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와 같은 안팎

의 분위기에 힘입어 이 시기 평단에서의 문학사 관련 논의 역시 전례 없이 활성

화되었다. 이는 4.19 이후 수면 아래에서 ‘탈식민’의 역학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

과도 연관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또 비평이 오늘날과 같이 ‘제도화’되기 이전이

므로,100) 이른바 ‘현장’과 ‘강단(연구)’ 사이의 관계가 보다 유연하였다. 이는 해

방 이전 문학을 대상으로 삼은 ‘비평’이 활발하게 발표된 또 하나의 배경이 되었

다.101)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의 작용으로 인해 계간지 시대 비평은 창작과 이

론, 전통과 세계, 당대와 과거 역사가 동시에 논의되는 역동적인 문학 담론의

장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역동성 속에서 한국문학의 정체성을 다각

도로 탐구하고자 한 것이 이 시대 비평 정신의 요체였던 것이다.

본고는 계간지 시대 비평의 ‘질문방식’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

해 푸코 식 질문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푸코에게 이론이란 새로운 앎이 아니

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의 앎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앎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인식론적 비판으로서의 질문인 것이다. 이러

한 메타담론으로서의 이론은 푸코에게 있어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고

고학’과 ‘계보학’이 그것이다. 언표나 담화의 시대적 기반을 묻는 것이 ‘고고학’

에, 주체와 역사의 구성적 외부를 탐문하는 것이 ‘계보학’의 질문법에 해당한

다.102)

99) 한국문인협회 편, 해방문단 20년(정음사, 1966)이 대표적인 관련 저술이다.
100) 조영일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근대문학과 근대비평의 종언은 각각 문예창작학

과라는 제도의 탄생과 국문학 제도 안으로의 비평의 편입과 관련이 있다. 조영
일, 문학의 종언과 약간의 망설임 (해제), 가라타니 고진, 근대문학의 종언,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06 참조.

101) 한편 계간지 비평가들의 전통 논의가 지나치게 ‘문학사’ 영역에 한정됨으로써
전통에 대한 과도한 ‘역사화’로 경향을 불러오지 않았나 하는 점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문지의 경우 ‘샤머니즘’의 지양을 창간사에서부터 강조하는
등, 한 시대 안에 공존하던 전통의 영역에 대해 과도한 ‘역사화’의 압력을 행사했
을 수 있다.

102) 푸코는 초기 저작에 해당하는 말과 사물(1966), 지식의 고고학(196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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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계간지를 주도했던 비평가들은 먼저 순수참여논쟁을 통과하며 이들은 ‘지

금 이곳의 문학에서 ‘참여’라는 언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그러한 언표

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103)라는 ‘고고학’적 질문을 던졌다. 또한 이

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의 작가와 독자는 누구

인가?’ ‘작가와 독자는 왜 문학(작품)을 쓰고 읽는가?’104)와 같은 본원적 질문

들이 거듭 물어졌고, 이와 유사한 제목의 비평문들이 숱하게 쓰였다. 이는 주로

문학의 작가와 독자를 둘러싼 질문들이었다는 점에서, 문학 텍스트를 그 쓰기나

읽기의 주체와 분리된 객관적 대상으로 상정하였던 지난 시대 신비평의 질문 방

식과는 차별된다. 또 이들은 국학 발전기와 문학사 정리기를 지나면서 ‘한국의

전통은, 혹은 한국의 근대문학은 어떻게 이해되고 ‘구성’되어 왔는가?’ ‘그 과정

에서 무엇이 포함되고 배제되었는가?’라는 ‘계보학’적 질문 역시 끊임없이 제기

하였다. 이는 기존에 ‘전통’이라 여겨졌던 것을 의심하고 재차 묻는 과정이었다.

68혁명 이후의 이론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일부 비평가들이 주로 이러한

서 ‘고고학’(archéologie)에 관해, 사물의 질서(1971)에서 ‘계보학’에 관해 논
하고 있다. ‘고고학’은 한 시대의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탐구로서, 한 시대
의 공유 담론들을 규정하는 거대한 사고 체계인 에피스테메(épistémé)를 그 탐
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에피스테메는 그 시대에 어떠한 언표(énoncé)를 가능하
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다시 말해 무엇이 말해질 수 있고, 무엇이
말해질 수 없는가를 결정하는 담론 규칙들의 다발인 것이다. 푸코는 바슐라르의
‘인식론적 단절’이라는 개념에 착안하여, 이와 같은 담론의 장의 변화 즉 담론의
역사에 있어서의 불연속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한편 ‘계보학’(généalogie)은 니체
의 ‘계보학’ 개념을 푸코가 재해석한 것으로, 말 그대로 계보에 대한 연구 방법이
지만, 대상의 기원에 대한 연구 즉 현재의 것이 과거에도 존재하였다는 것을 밝
힘으로써 주체의 동일성을 공고하게 하는 연구 방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상
그 자체는 내재적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대상의 외부로부터 그러한 본질
이 유래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동일성을 해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정우, 미
셸 푸코의 고고학과 계보학 , 인문과학 74, 1996; 도미니크 르쿠르, 프랑스
인식론의 계보, 박기순 역, 새길, 1996; 게리 거팅, 미셸 푸꼬의 과학적 이성
의 고고학, 홍은영·박상우 역, 백의출판사, 1999; 미셸 푸코,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역, 민음사, 2000;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광래 역, 민음사, 2012 참
조.

103) 이는 김현의 문화와 참여의 고고학 (동아일보, 1967.11.9.)을 관통하는
질문들에 해당한다. 다만 표현은 필자가 일부 수정한 것이다.

104) 김현을 비롯하여 문지 편집 동인들이 중심이 되어 쓴 문학이란 무엇인가
의 목차는 글쓰기란 무엇인가 , 왜 쓰는가 , 누구를 위해 쓰는가 등의 질문
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의 목차 구성을 참조
한 것이다. 위 질문은 이러한 글들의 제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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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을 던졌고(문지), 다른 비평가들 역시 이에 끊임없이 응전하였다(창비

). 이와 같은 반성적 물음들이 당대 비평의 내적 동력이 되었음은 물론이며,

그 대답을 찾는 과정은 결국 문학이론이나 문학사의 저술 작업으로까지 이어졌

다.

계간지 시대 비평가들의 이와 같은 푸코적 물음은 다시 우리에게로 되돌아온

다. 1970년대 비평이 만들어낸 문학 장의 구조는 2010년에도 분명히 현재적이

다. 그러나 그것은 창비와 문지라는 매체가 복간(창비)과 재창간(문학과

사회) 된 이후 여전히 발간되고 있으며 문학 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차원

에서만이 아니다. 이들 계간지의 ‘현재성’이라는 문제는, 이 시대에 형성된 문학

의 논리와 문학에 대한 지식의 체계가 부분적으로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오늘날

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계간지 시대 비평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푸코

식 인식론적 단절의 물음, 다시 말해 계간지 시대에 틀 지어진 ‘민족문학(창비

) 혹은 한국문학(문지)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대신 무엇을

배제하며 구성되었는가’라는 반성적 물음이기도 하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계간지 시대 비평가들은 서구 근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당대 담론 장에 기입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창비 혹은 백낙청의 비평은

그 핵심에 하이데거의 서구 형이상학―서구 근대성의 뿌리가 된―에 대한 비판

을 두고 있으며, 문지 혹은 김현 비평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판

적 인식 틀을 강조하는 68혁명 이후의 이론들로부터 포괄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탐구는 서구 근대성에 대한 총체적 비판, 또 그 식민성에 대한

비판, 기술 지배에 대한 비판(창비), 또는 근대 사회의 물신적 경향에 대한

비판(문지)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 가능성은 다시 서구 근

대에 대한 비판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제3세계 문학’ 혹은 ‘후진국의 문

학’의 위상을 새롭게 천명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시도는, 결국 서구적 사유를 다시 그 비판의 계기와 논리적 기반으로서 참조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논의는 4.19 혁명 이후 본격화된 한국문학의 주체성 복

원의 시도, 즉 ‘문화적 탈식민’의 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탈식민 이론의

역사에서 우리는 두 개의 포스트 담론의 맞물림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탈식

민주의(post-colonialism)와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의 얽힘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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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다. 식민지라는 장소와 그곳 사람들의 삶, 정신 구조, 언어에 대한 탐구에

서 출발한 ‘파농’적 경향과 서구 식 인식론의 단절과 서구 발 지식에 대한 반성

에서 출발한 ‘푸코’적 경향이 이론의 역사 안에 혼재하고 있는 것이다. 계간지

시대의 비평에서도 역시, 여전히 ‘문화적 식민지성’105)에 대한 파농적 문제의식

과, 그러한 현실에 대한 구조적이고도 비판적인 인식을 주장하는 푸코적 문제의

식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다.

요컨대 계간지 시대는, 전쟁의 상처 회복이라는 일차적 과제가 일단락된 후

‘전후문학’의 명제가 보다 장기적인 것으로 이행하면서, 대신 계속해서 유예되고

있었던 ‘탈식민’의 문제가 전면으로 대두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비단 식민지

시대의 유제 청산이라는 좁은 의미의 탈식민이 아니라, 전통 단절의 위기감과

근대의 압력 하에서의 문화적 정체성의 비판적 탐구라는 의미에서의, 보다 근본

적인 탈식민의 과제가 제기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거시적 관

점에서 계간지 시대를 이전 시대와 연속적이면서도 단절적인 하나의 비평사적

지층(épistémè)으로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본고는 발간의 지속성이나 대화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창비와 문지 두 계

간지로 대상을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두 계간지의 강제폐간(1980) 이전까

지의 지면을 주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되, 계간지 주도 비평가들의 글을 중심으

로 읽고, 또 부분적으로 비평가론의 방법을 원용하여 이들―창비의 경우 백낙

청, 염무웅106), 문지의 경우 김현, 김병익, 김치수(1호 이후), 김주연(6호 이

후)107)―의 비평 작업 전반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병행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105) 이 용어는 당대에 계간지 주도 비평가들에 의해 직접 사용되었던 것이다. 본
고는 먼저 두 계간지의 비평가들이 초기부터 천착했던 문화적 식민지성이라는 문
제에 주목하되, 이 개념을 좁은 의미에서의 식민지의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는 용
어로서가 아니라 근대성 일반의 성격을 드러내는 용어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최
근의 근대성 연구에서는 식민지성을 식민지 근대의 특성이 아니라 근대성 자체에
이미 내포된 특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국주의적 근대’를 숨겨진 이항대립의 쌍
으로 숨기고 있는 ‘식민지 근대’라는 용어는 ‘근대성’ 전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방민호, 식민성이라는 개념 , 교수신
문, 2016.9.6. 본고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참조하여 ‘문화적 식민지성’의 개념을
식민지와 ‘식민지 이후’의 근대성의 경험을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
로, 또 전통과 근대성 사이에서 전통단절이나 혼종화의 문제를 겪는 비서구 근대
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개념적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106) 공싲거인 편집위원 명단에 따르면 여기에 김윤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계간 
창작과비평 역대 인사 , 창비 50년사 편찬위원회 편, 한결같되 날로 새롭게-창
비 50년사, 창비,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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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핀 이 시대 비평의 특성 상 공동저술 단행본들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포함한

다.108) 그러나 창비 대 문지라는 익숙한 대립구도로, 그리고 창비와 문
지라는 낯익은 고유명 혹은 상상된 동일성으로 논의가 반복 환원되는 것을 최

대한 피하기 위하여, 계간지 시대라는 보다 큰 틀에 주목하거나 창비나 문지

 내 개별 비평가들 간의 견해차를 살핌으로써 다 대 다의 구도로 이 시대 비평

의 전개 양상을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이와 같은 계간지 비평가들의 담론적 실

천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세대연구, 매체연구와 비평가론의 한계를 상호 보

완하고, ‘(통일적)실체가 없는 (상상적)실체’로서의 계간지의 존재 방식과 문학

적 실천에 새롭게 접근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초기 계간지 시대를 총 3기로 다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본론의

한 장(章)씩을 할애하여 다룬다. 각 장의 1절에서는 비평 담론 가운데 참여론의

전개 양상을, 2절에서는 전통론의 전개 양상을 주로 해명하고자 하였다.

본론의 2장에서는 창비가 창간되어 문지의 전신 격인 사계, 68문학과
공존하였던 1966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비평 작업을 검토한다. 이 시기는

계간지 비평의 ‘과제 설정’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계간지 비평가들은 문학과 비

평의 새로운 위상을 천명하고, 참여론적 과제로는 문학의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독자와의 소통 문제나 참여의 근본 조건인 개인

의 성립 문제를, 또 전통론의 영역에서는 문화적 식민지성의 극복과 기존의 전

통 담론 혹은 문학사 논의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담론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

107) 문지의 오생근(27호 이후), 김종철(27호~37호)의 비평에 대한 검토와 논
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음을 밝혀둔
다.

108) 이와 같은 합동연구와 공동저술은 계간지 시대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김병익
은 수수에서 자기개발로 (문화비평, 1969.12)에서 공동집필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근대의 두드러진 경향으로 나타나는 연구활동의 특
색은 합작연구로 지적될 것이다. 이것은 1인의 저서보다 다수인의 편저로 나타나
는 경우,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토론하는 경우, 그리고 복수
인이 하나의 테마로 제휴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에서는 이 팀 웤 또는 그룹·웤이
나 에디티드·북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우리나라는 60년대 중반기부터
시작한 것 같다. 합작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붐을 일으키고 마침내 세미나의 ‘탈랜
트’까지 등장하게 된 데는 유학생의 귀국과 더불어 불어온 것과 그 행사 자체가
화려해서 전시적 효과가 큰 탓도 있겠지만 현대학문이 종합적인 연구를 필연적으
로 요구한다는 내재적 요인이 더 크다. (중략)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합작연
구가 일기 시작한 것은 문제해결 방법을 바로 인식한 것이며 또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885~8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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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장에서는 문지가 창간된 이후(1970) 창비와의 비평적 대화가 보다 활발

해진 1970년대 전반기, 즉 ‘이론 논쟁’ 시기의 계간지 비평의 양상을 중점적으

로 살펴보았다.109) 계간지 비평가들은 이 시기에도 순수참여논쟁의 후속 논의

를 다각도로 전개하는데, 이는 사르트르 앙가주망 문학론의 수용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이 이론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위상론과 문학적 참여의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싼 열띤 논쟁이 펼쳐진다. 이는 평단에서의 리얼리즘 논쟁

의 전개 양상과도 맞물려 있다. 또한 이 시기 계간지 비평가들은 직접 문학사를

서술하는 등 전통의 연속성 문제의 해명에도 주력하였다.

4장에서는 1976년부터 두 계간지가 강제폐간을 맞는 1980년까지를 그동안 모

색된 비평 논리가 보다 구체화에 이르는 ‘비평관 정립’의 시기로 보고, 그 구체

적 양상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간 탐구된 문학의 독자에 관한 이론은, 보다 구

체화되어 대중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대중문학론으로 전개된다. 이와

같은 대중문학론은 다시 이들이 파악한 기술산업사회 혹은 대중소비사회에서의

한국문학의 나아갈 방향의 설정과 연관되면서 종합적인 비평관으로 발전해나간

다. 또한 전통론의 영역에서는 창비의 제3세계문학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문지의 문학사 논의 역시 세계 속에서의 한국문학의 위상에 대한 비평적 논리

화 시도로 이어지면서 공통적으로 ‘후진국의 문학’이라는 당대적 명제를 극복하

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109) 계간지 비평의 전개 양상에 관해 논의할 때 그 연구 대상 시기는 기준에 따라
상이한 구획이 가능할 수 있다. 가령 유신체제의 성립이나 민족문학론의 대두를
기점으로 하면 1974년이 논의의 기점이 되지만(가령 송은영은 그 기점을 백낙청
의 민족문학이념의 신전개 (월간중앙, 1974.7)로 잡고 있다. 송은영, 문학
과지성의 초기 행보와 민족주의 비판 , 상허학보 43, 2015, 30면.) 대중문학
론을 다룬 논문의 경우 1976년을 기점으로 잡고 있다(김세령, 한국대중문학론
의 확대와 심화 , 우리문학연구 41, 2014). 본고는 주로 논의의 주안점을 둔
참여론과 전통론의 전개 양상을 기준으로 삼아 위와 같은 세 시기로 구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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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평의 위상 제고와 담론적 과제의 인식
  1. 문학적 소통구조 회복과 독자(讀者)이론으로의 전환

이 장에서는 창비가 창간됨으로써 계간지 시대가 개막된 시점, 즉 1966년

말110)부터 1969년까지의 계간지 비평가들의 비평 글쓰기를 논의 대상으로 삼

는다. 이 시기에 창비의 창간이 안팎으로 주목을 받고, 산문시대와 사계
의 동인들도 “창작과비평과 거의 같은 체제”111) 즉 계간지의 체재(體裁)를 갖

춘 68문학을 결성하고 첫 호를 발간(1969)하며, 그 필진은 이후 문지의 주

요 인적 구성을 예시한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계간지 비평가들이 비평 활동의 거

점을 모색하고 향후 지속될 계간지 체제를 정비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이 시기 계간지 비평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시민 논쟁’

의 경과, 그리고 그에 따른 두 집단의 분화 양상에 주목하였다.112) 그러나 본

고에서는 이 시기를 ‘분화의 시기’보다는 오히려 계간지 비평가들이 공통의 담론

적 과제―참여론과 전통론의 과제, 즉 순수참여논쟁의 지양과 기존 전통론의 극

복―를 인식하고 향후 비평적 실천의 방향을 노정하는 ‘정향의 시기’로 파악하고

자 하며, 이를 ‘과제 정립기’라 부르기로 한다.

사상계로 대표되는 이전 시대의 월간지와 창비로 일단 대표될 수 있는 계

간지의 차이, 즉 제호와 목차 구성의 차이가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바와 같이,

계간지 시대는 담론 장에서 문학이 전진 배치되고 그중에서도 비평의 존재가 전

경화된 시대이다. 이에 따라 문학이 공적 담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적 문제

에 대해 적극 발언하게 된다. 계간지 비평가들은 문학과 비평이 이와 같은 역할

을 수뢰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체 형태를 고안하였고,113) 이 매

110) 창작과비평은 1966년 1월에 첫 호가 발간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발간 주
기 상으로는 ‘1965년 겨울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를 ‘1966년 겨
울호’라고 불렀으며, 후에 오늘날과 같이 발간 주기가 정착되었다. 본고에서는 첫
호는 ‘1966년 겨울호’ 대신 ‘제1호’로 표기한다.

111) 또 하나의 순수계간문예지 68문학 , 주간조선, 1969.1.26, 21면, 전상
기, 문화적 주체의 구성과 소시민 의식 , 상허학보 13, 깊은샘, 2004, 480면
에서 재인용.

112) 전상기, 위의 논문이 그 대표적 연구다.
113)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이라는 제호는 이와 같은 문학과 비평의 위상 변

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문학과지성의 후신인 문학과사회 역시 마찬가지
이다.



- 32 -

체의 등장을 통하여 문학의 위상과 비평의 역할을 새롭게 선포하였던 것이

다.114)

문학의 공적 역할에 주목한다는 것은, 곧 문학을 개인과 사회 사이를 매개하는

하나의 소통 구조로 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계간지 시대의 비평은 한 시

대를 풍미했던 영미 신비평(New Criticism)―텍스트 내재적 비평 내지 분석비

평―의 관점에서 벗어나, 작품을 매개로 한 주체들 사이의 문학적 소통 구조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작가 즉 문학 창조의 주체는 물론 독자 즉

문학 수용의 주체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이론적 관심을 쏟게 된다. 여기에 현

대 비평이론 전반에서 발견되는 ‘독자의 귀환(Return of the Reader)’115)이

라는 전환적 양상이 맞물리면서, 이 시대 비평에서는 특히 ‘독자’에 대한 적극적

이론적 탐색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이 시기 창비의 비평적 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글이자 계간

지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는 창간호 수록 권두 비평 백낙청의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이 일차적으로 환

기하는 것은 ‘문학의 근대화’라는 명제를 위한 창작과 비평의 임무이다. 이 ‘근대

화’라는 표현 때문에 일부 논자들은 ‘근대주의’의 면모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

때 그러나 ‘문학의 근대화’라는 표현은 독자의 확대를 통한 문학적 소통 구조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당장 대중에게 읽히고 대중을 움직이는 문학을 요구할 때 우선 분명히 해둘 점이

이것이다. 한국에서 정말 대다수 민중이란 아직 문학 독자가 아니다. 문학을 읽을

여유도 능력도 의욕도 없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현재 독자층 가운데에서의 대중이

란 사실 대중도 아니거니와 그렇다고 소수 엘리뜨로서의 자각과 수준을 지닌 것도

아니다. 이들을 울리고 웃기는 문학이 속된 의미의 대중문학이 될 것은 거의 필연

적일 듯하다. 웬만한 수준의 중간소설만 되어도 야담류의 역사소설이나 외설문학의

인기를 추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114) 바꾸어 말하자면 가라타니 고진이 말한 ‘근대문학’의 의미가 (재)가시화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계간지의 등장은 ‘근대문학’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역설적으로 박정희 독재 체제의 등장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니
고 있다. 문학은 억압적 체제 하에서 사회비평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
문이다. 조상호, 앞의 책, 211면.

115) 엘리자베스 프로인드, 앞의 책 참조. 이 책은 특정 계열의 비평 이론에 초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몇몇 중요한 흐름을 누락하고 있지만, 현대 비평 이론의
‘전환’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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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작가는 전인구의 소수에 해당하는 독서인들 중에서도 또 극소수인 몇몇

지식인과 동료작가만을 위해 쓰는데 만족할 것인가? 편협한 순수주의나 시대착오적

인 양반근성에 안주하지 않는 한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상태리라. 여기서 우리는 대

중을 위해 쓴다는 개념을 새로운 각도에서 밝혀볼 필요가 있다.

사르트르와 함께 ‘현실의 독자층’(public réel)과 ‘잠재적 독자층’(public

virtuel)을 구별해보는 것이 편리한 것 같다. 한 사회의 대중이 낮은 수준에 머물

러 있을 때 그들에게 실지로 널리 읽히는 것을 문학의 지상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즉 그들을 현실의 독자로서 노린다는 것은, 대중을 위한 문학이 아니라 문학의 자

살이 된다. 그러나 대중이 자기 글을 읽게 될 수 있는 인간임을 알며 마땅히 읽게

되기를 바라고 쓰느냐 안 쓰느냐―즉 그들을 잠재적 독자로서 갖느냐 못 갖느냐는

문제 역시 경우에 따라 문학의 사활을 좌우하는 것이다.116)

위 글에서 백낙청의 문제의식은 한국의 근대문학에는 아직 그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독자(공동체)’가 미비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문학인들은 이와 같은 ‘현

실독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잠재독자’를 의식하며 글쓰기를 계속해나가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들(잠재독자들, 인용자)이 현실의 독자가 아니라는 모순을

몸으로 느끼며 그들이 현실의 독자가 되게 하려는 성의를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117)이 그들의 의무로서 요청된다. 물론 이때 “수준 높은 현실독자와 해외문

단의 잠재적 독자”118)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창비에서 야심차게 발굴한 작가인 방영웅의 분례기를 다루는 일련의 글들

역시 이와 같은 독자이론의 맥락에서 재독할 수 있다. 백낙청의 분례기에 대

한 상찬은 주로 그의 토속성에 대한 미학적 옹호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

석되어 왔다.119) 또는 원시적 민중의 형상과 그를 바라보는 엘리트의 자의식을

116) 백낙청,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 창작과비평 1호(1966년 겨울호),
17면.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본고에서의 인용문의 밑줄 강조는 필자의 것이다.

117) 백낙청, 위의 글, 23면.
118) 백낙청, 위의 글, 27면.
119) 대표적인 예로 백낙청·선우휘 대담, 작가와 평론가의 대결-문학의 현실참여

를 중심으로 (사상계, 1968.2.)에서의 선우휘의 반응을 들 수 있다. 선우휘는
이 대담에서 분례기를 높이 평가한 백낙청의 엘리트 취향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백낙청은 “(...) 제가 방영웅씨의 작품에서 너절한 요소들을 좋게 평가하는
것은 제가 너절하지 않아서 너절한 것에 대한 향수를 느껴서 그런 것은 아닙니
다. (중략) 또 분례기를 너절한 사람들의 너절한 얘기로만 평가하는 것도 아니
지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상투형만 좇는 사람들이 흔히 지나쳐버릴 정도로 너절
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파헤친 결과 언뜻 보
기에 너절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내재하는 어떤 세계까지 터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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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거나,120) 농촌의 빈곤을 실감나는 육체성의 차원에서 현시한 분례기에
대한 도시 소시민의 분열적 반응에 중점을 두어 독해된 바 있다.121) 그러나 백

낙청의 분례기론은 기실 분례기를 읽는 ‘독자들’의 문제에 그 초점이 놓여

있다. 다시 말해 문학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하는 대중

독자의 형성 문제에 그 핵심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례
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백낙청의 여러 편의 글들 가운데 창작과비평 2년

반 (창비 1968년 여름호)의 다음 대목을 읽어볼 수 있다.122)

정상적인 도시는 그 나라 전체의 경제적 문화적 터전에서 자라나 그 터전이 요구

하고 또 허용하는 사회적·문화적 자산을 한층 더 집약적으로 활용하게 해주는 중심

지로서 존립하는 것인데, 오늘의 서울을 비롯한 수많은 후진국 도시들은 원래 ‘매판

상인’이라는 명칭을 처음 얻었다는 18세기 말엽 이래의 일부 중국 상인들이 중국인

이면서도 중국인이 아니었듯이 우리 본래의 터전과는 현저한 간격을 두고 그 분주

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내면에는 석서방과 영철과 똥예의 모습을 그냥 지닌 채 그

들 나름의 건강과 미덕은 오히려 잃어버린 우리의 ‘근대화’한 도회인들이 분례기 
속의 광증을 남의 일로 안다면 그야말로 맑은 정신을 잃은 증세다. 우리가 작품의

끝부분을 탓하는 것도 똥예와 광증의 상관성을 부인해서가 아니다. 똥예를 옥화 같

았는가, 우리가 피상적으로 말할 때는 어떤 역사의식이라든가 사회의식 같은 것
도 개재돼 있지 않지마는 그런 것이 어설프게 끼어든 것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게
우리 시대의 단면이라고 할까요, 전부는 아니죠 물론―그런 것을 포착하지 않았
는가 (...)”라고 응수한다. 백낙청, 백낙청 회화록 제1권, 창작과비평사, 2007,
37면에서 인용.

120) 김윤식, 앞의 책.
121) “분례기는 징그러울 만큼 실감나는 불결의 묘사로 한국 농촌의 ‘후진성’을 전

시하면서도 그것을 ‘후진성’으로 포착하는 인식론을 거부한다. 분례기가 상기시
키는 것은 ‘도시’에 사는 ‘소시민’의 현대적 포즈에, 또 그 배후로서 근대-발전-성
장이라는 욕망에 가려진 여성-고향-과거의 물질적 현존 자체이다. (중략) 상승과
하강의 가능성 사이에 찢겨 있던 ‘소시민’을 부정하는 데 분례기가 유용했던 것
또한 이 맥락에서는 당연하다. 빈곤은 순치될 수 없는 실존성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육체성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빈곤은 사회적 기반이
될 수 있었고 오적 과 객지 의 이념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이다.” 권보드래·천정
환 , 앞의 책, 103~104면.

122) 이 글 이외에 창비 논자들의 다음과 같은 글들에서 분례기가 다루어진다.
백낙청, 소설 올 문단 최고 수확 <분례기> , 동아일보, 1967.12.19.; 백낙청,
시민문학론 , 창작과비평, 1969년 여름호; 방영웅의 단편들 , 책소식,

1974년 여름호, 민족문학과 세계문학Ⅰ, 창작과비평사, 1978 수록; 백낙청,
창비의 유년시절 , 백낙청 회화록 3, 창작과비평사, 2007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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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광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 상관성의 너무도 안일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실로 오

늘의 똥예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산중에서의 봉욕이나 남편의 구타보다도 서울에

의한 농촌경제의 수탈과 매스콤의 전파와 활자 그리고 여성잡지의 원색화보들을 통

한 서울로부터의 집요한 정신교란작전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가출한 똥예·옥화들은 저마다의 갯짐을 하나씩 옆에 낀 채 외모는 번듯한 남녀시민

으로서 서울의 분주한 나날들을 더욱 분주하고 시끄럽고 어지럽게 만드는 각자의

일과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123)

우리는 위 글의 내용에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에서의 독자이론을 대입해

볼 수 있다. “분례기 속의 광증을 남의 일로” 아는, 그러나 내면에는 “똥예의

모습을 그냥 지닌 채 그들 나름의 건강과 미덕은 오히려 잃어버린 우리의 ‘근대

화’한 도회인들”은 창비의 분례기 수록에 의문을 표한 도시의 현실독자들(비

평가들)이다. 반면 “서울에 의한 농촌경제의 수탈과 매스콤의 전파와 활자 그

리고 여성잡지의 원색화보들을 통한 서울로부터의 집요한 정신교란작전”을 겪고

있는 농촌의 ‘똥예’들, 그리고 “서울의 분주한 나날들을 더욱 분주하고 시끄럽

고 어지럽게 만드는 각자의 일과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출한 똥예”들은 당

대의 잠재독자들에 해당한다.124) 다시 말해 백낙청의 눈에 비친 분례기 속의

‘똥예’는 당대의 대중의 형상이자, 소설 속의 ‘똥예’를 그 자신의 모습으로 알아

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또는 이 소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 유대의 회로

―후술하겠지만 이는 농촌과 도시 사이의 유대를 뜻한다―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광증’에 걸려 있는 지식인 독자의 형상이기도 한 것이다.

백낙청 초기 비평의 대표작이자 분례기를 재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례기
론의 완결편으로 읽어볼 수 있는 백낙청의 시민문학론 (창비, 1969년 여름

123) 백낙청, 편집후기 창작과비평 2년 반 , 창작과비평, 1968년 여름호, 375
면.

124) 백낙청은 변두리 현실의 문학적 탐구 (한국문학, 1974.2)에서 박태순의
창작집 정든 땅 언덕 위(민음사)를 평하면서 “우리 문학의 당면과제로서 시민
문학을 논하고 농민문학을 말하지만, 시민도 농민도 아닌 이들 변두리 인생의 현
실을 증언하고 그 욕구를 대변하지 못하는 시민문학 혹은 농민문학의 개념은 극
히 한정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논한다. 또 “순전히 數的인 면에서
도 이들 변두리 인구는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에 달해 있어 이들을 소외시킨 문학
이 참다운 민중의 문학, 다수대중의 문학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임
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변두리 세계의 확장은 “아직 그러한 세계의 침식을 입지
않은 시골이나 그러한 침식과정의 震源인 도심지의 변모를 그대로 집약한 것으로
서 의미를 지닌다(이상 2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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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일부 역시 참조해볼 수 있다. 이 글에는 이러한 대중 소외에 관한 그의

문제의식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프랑스혁명 당시 고조된 시민의식의 한 증거는 도시의 시민계급과 상당수의 농촌

인구가 시민사회의 건설을 위해 한 덩이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동시에 1848년과 1871년을 거치면서 프랑스 시민계급의 시민의식이 퇴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프랑스도 영국 다음가는 식민지 소유국이 되었다는 사실과 아울러,

프랑스사회에서 농촌과 도시의 정치적 유대감이 상실되고 19세기 후반의 문학과 예

술이 점차 도시인만의 것으로 변한다는 현상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플로베르는

시골에 은거하면서 지방 소도시의 생활을 그린 보바리부인을 썼지만 그의 문학은

철저히 도시적인 감각으로 도시의 독자를 위해 씌어진 것이며 보들레르나 말라르메

작품의 순도시적 성격은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그들의 세계에서 농촌은 무의

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인데 그들이 실제로 사는 세계가 농촌과 아무 관계가 없어

서가 아니라 농촌에 완전히 기생(奇生)하며 스스로 기생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기

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이다. 원래 도시는 인근 지방의 자원과 필요를 바탕으로 생

겨나 항상 주위 시골에 의존하는 존재로서 항구히 자급자족하는 도시란 아직까지는

있어 본 일이 없다. 그러므로 도시는 자신뿐 아니라 인근지방, 나아가서는 온 나라

온 세계에 대한 정치적·문화적 책임감을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그러한 의존에 대

해 보답하는 것이다. 거기서 도시와 농촌의 우애가 가능하고 도시민의 진정한 시민

화가 가능한 것이다. 발자끄에서 일단 원숙한 관점을 성취했던 프랑스문학이, 열렬

한 현실참여를 한 자연주의 작가 졸라에서나 예술만을 위해 성자적(聖者的) 고행과

은둔생활을 한 플로베르에서나 또는 현대시의 선구자가 된 보들레르와 상징주의 시

인들에서 그 이상적 균형을 상실한 반면, 다음 단계의 가장 생기 있는 시민문학은

톨스토이와 휘트만에게서 발견된다는 사실―즉 이제까지 오히려 서양역사의 변방에

속하던 러시아와 미국에서, 개인적으로도 도시생활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던 작가

와 시인에 의해 위대한 시민문학의 전통이 계승된다는 사실도 시민과 촌민의 관계

를 통해 그 일면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125)

지금까지 이 글은 주로 ‘소시민 논쟁’의 쟁점과 관련하여 해석되어 왔다. 그러

나 이 글을 분례기론의 연장선상에서 읽어본다면 새로운 차원에서의 독해가

가능하다. 위 인용문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이상적 문학은 도시의 독자들만을 위

한 것이 아니라 촌민을 포함한 다수 대중의 것이 되는 문학, 많은 잠재독자들을

현실독자로 호출하는 문학이다. 백낙청은 같은 글의 뒷부분에서 분례기를 언

125) 백낙청, 시민문학론 , 창작과비평, 1969년 여름호, 476~4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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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서 이 소설이 “소시민의 세계와는 완연히 다른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주었

고 소시민적 도시현실의 어둠이 이미 우리의 전통적 촌민사회까지 감싸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126) 또 “오늘날의 세계에서

는 ‘시민’과 ‘촌민’ 등 갖가지 개념들이 급속히 그 종래의 의미를 잃고 있”으며

“후진국에서도 시민과 촌민, 시민과 신민, 세계시민과 국민의 차이가 혹은 더욱

모호해지고 혹은 더욱 기형화되어, 가장 앞선 시민의식의 소재지가 반드시 농촌

이 아닌 도시라거나 약소국 아닌 강대국이어야 한다고 못 박을 수가 없게 되었

다”고 논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독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분례기가 “시민문학

의 전통”으로서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127)

이 글은 그동안 백낙청이 서구 근대와 시민사회라는 그 이상에 경도되어 있다

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 그는 오히려 “프랑스혁명기

의 시민계급을 통해 본 시민다운 시민의 한 모습이 우리 자신의 이상으로 삼고

자 하는 ‘시민’의 완전한 정의가 될 수 없음”128)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동

료 시민과의 유대가 시민의식의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인용문에

이러한 유대를 상실한 서구 근대와 그 문학은 불완전한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도시와 농촌의 분열을 극복하고 그 유대를

되찾는 데서 진정한 시민문학은 성립될 수 있다.129)

이와 같은 문학적 입장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문학의 사회참여에 관한 한 설득

력 있는 이론인 동시에 당대 문학의 존재론적 당위에 대한 상징으로 받아들여졌

던 사르트르의 문학론과 함께,130) F. R. 리비스를 비롯한 검토(Scrutiny) 
파의 비평 이념이 백낙청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 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131) 사르트르의 현대와 리비스를 중심으로 한 검토는 창비의
126) 앞의 글, 504면.
127) 앞의 글, 509면.
128) 앞의 글, 465면.
129) 그러한 의미에서 분례기에 대한 악평은 백낙청에게 있어 그러한 유대 실패

의 거울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 다른 평자들이 분례기를 낮게 평가하면 할수
록, 그 사실 자체가 징후적 현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130) 김윤식은 평론집 황홀경의 사상(홍성사, 1984)에 수록한 싸르트르와 우리
세대 에서 “싸르트르로 말미암아 철날 무렵, 전쟁과 참호 속에서 혹은 폐허의 서
울 거리에서 방황하던 세대는 문학이야말로 해 볼 만한 대단한 것이라는 착각 내
지 환상을 갖추기 시작하였는데, 이 점은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소중한 사실로
보인다.”(240~241면)고 논하였다. 사르트르의 이론이 창비와 백낙청의 문학론
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후술한다(본 절의 후반부와 3.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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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는 계간지이다. 검토는 캠브리지 대

학을 거점으로 하여 리비스와 레이먼드 윌리엄스 두 비평가가 주도하였고,

1932년부터 1953년까지 20년 동안 발간된 유서 깊은 계간지이다. 검토 파는

문학을 통한 대중 계몽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또 그러한 독자 교육에

사용될 문학작품의 선별은 반드시 전통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평

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때 문학적 전통이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

온 고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현실에 맞는, 즉 그 시대에 요청되는 사

회 변화의 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통, 비평가에 의해 선별 구축된 전통을 의

미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한 시대에는 그 시대의 대중들을 위한 문학 전통이 새롭게 재창조되어

야 한다는 것이 검토 파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당대의 전통으로 높이

세운 작가가 바로 D. H. 로렌스였다. 그들은 영국 현대소설의 “위대한 전통”―

이는 리비스의 고유한 용어이자 책 제목으로, 대중 계몽을 통한 사회 변화를 의

미하는 윌리엄스의 표현이자 그의 책 제목인 “기나긴 혁명”과도 상통한다―이

당대 사회와 과거의 공동체에 대한 치밀한 탐구를 수행한 로렌스에 의하여 비로

소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132) 백낙청 역시 시민문학론 에서 리비스를 인용

하여, 로렌스가 “시민문학의 전통”133)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134)

앞서 살펴본 백낙청의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역시 서두에서부터 로렌스

를 호출하여 순수주의를 비판하고 있었다. 그 이후로도 초기 창비에 았어 검

131) 손유경,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을 통해 본 1970년대식 진보의 한 양상 (한국
학연구 35, 2014)에서 백낙청 비평과 F.R.리비스의 관련성이 비판적으로 고찰
된 바 있다. 백낙청은 “리비스와 유비관계를 맺은 일종의 대역”으로서 비평 활동
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관계 양상이 그의 비평 안에서 세계문학과의 관계, 특
히 세계문학에 공헌하는 특수로서의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민족문학의 존재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논하였다.

132) 리비스나 윌리엄스의 비평과 D. H. 로렌스의 소설 간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로렌스까지 합쳐 이 세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주장은,
“문학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살아있는 현실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회와 시대에
기여하고 문화와 역사의 실천적 창조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허상문, 같은 글,
112면), 다시 말해 실천적 문학론이었다. 허상문, 20세기 영문학의 지적 전통과
D. H. 로렌스 문학 , D.H.로렌스 연구 제11권 1호, 2003, 110면.

133) 백낙청, 앞의 글, 479면.
134) 앞의 글, 478~4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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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파의 영향은 곳곳에서 엿보이는데, 창비 제4호(1966년 여름호)에는 로렌

스에 관한 윌리엄스의 글 로오렌스와 산업주의 가 백낙청의 번역으로 실려 있

으며, 창비 제7호(1967년 가을호)에는 윌리엄스의 또 다른 글 리얼리즘과

현대소설 이 역시 직접 번역본으로 수록되어 있다. 시민문학론 에는 이 세 사

람이 모두 등장한다.

다시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로 돌아가, “한국처럼, 문학의 보호를 맡은

귀족층도 없고 건전한 중산층의 성장도 없는 나라에서 문학이 현실적 기반을 얻

는 것은 널리 대중에게 읽히는 길 뿐이다. 따라서 수많은 잠재적 독자들을 가지

고 그들을 차차 현실의 독자층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한국문학의 현실적 성장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135)라는 대목과, 몇 페이지 뒤에 등장하는 다

음 구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이 메마르고 대중의 소외와 타락이 심한

사회일수록 소수 지식인의 슬기와 양심에 모든 것이 달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136) 앞의 인용문은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개진되어 있

는 작가와 독자의 관계에 대한 논의―작가는 자신의 자유는 물론 자신의 독자의

자유를 위해서도 투쟁할 의무를 지닌다―에서 따온 것이며(3.1절에서 상술), 뒤

의 인용문은 대중 소외 극복을 위한 작가의 부단한 노력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리비스의 또 다른 저서 대중 문명과 소수 문화(Mass Civilization and

minority Culture)(1930)에서의 소수문화론 즉 문화의 유지를 위한 창조적

소수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연상시킨다. 이와 같이 리비스주의는 다수에 의해

향유되는 대량 문화를 혼란과 타락의 양상으로 규정하고 그 반대항인 소수 문화

를 사고와 그 표현의 정수로서 옹호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창비의 백낙청과 염무웅이 단일한 비평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

가지로, 검토의 리비스와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생각에도 다시 차이가 존재하

였다. 리비스의 독자 개념, 즉 ‘교양 있는(교양화 된) 대중’이라는 개념이 다분

히 엘리트주의적인 함의를 지닌다면, 윌리엄스는 상대적으로 보다 민주적인 독

자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137) 또한 리비스가 대중문화가 주는 저속

한 쾌락에서 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별된 문학 정전들을 가르칠 것을 주장하

135) 백낙청,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 창작과비평 제1호, 1996, 346~347
면.

136) 위의 글, 361면.
137) 김재오, 통합의 원리로서의 ‘문학’-리비스와 문화적 전통의 연속성 , 새한영

어영문학 50,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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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면, 윌리엄스는 매튜 아놀드 이래 지식인 중심적 ‘문화’ 개념을 비판하고 일

상적 삶을 총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대중)문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유

명하다. 그는 리비스 식 정전 문학보다는 대중문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후일

‘문화연구’의 영역을 개척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백낙청은 그중 리비스에게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앞서 그가 창작

과비평 2년 반 에서 분례기에 관해 논할 때 “매스콤의 전파와 활자 그리고 여

성잡지의 원색화보들”에 의한 “정신교란작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오늘의 “똥예

들”에 관해 이야기한 대목 역시 리비스의 대중문화 비판을 연상시키는 것이

다.138) 백낙청은 후일 리비스와 검토 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가) 저 자신은 20세기의 영미문학에서 비평이나 영문학연구에 있어 이제까지 리비

스의 성취를 능가할 만한 것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략) 어쨌든 리비스로 대

표되는 그 독보적인 성취가 마르크스주의라든가 탈구조주의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좀 더 올바르게, 좀 더 원만하게 만남으로써만 영미문학연구에서의 이데올로기 문

제도 만족스럽게 해결되고, 문학연구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문학연구의 이데올로기

적 성격에 대한 자각을 더 깊이 하는 동시에 상대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데올로기의 일정한 극복에까지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다시

말해서 구조주의나 탈구조주의로 대표되는 새로운 흐름은 처음부터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고 마르크스주의 비평 역시 아직까지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

우며, 특히 영국에서 리비스의 업적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연구자들에 비

하면 오히려 높은 평가를 하고 진지한 비판을 시도하고 있지만, 리비스로부터 출발

하여 한 걸음 더 진전했다고 자처하는 윌리엄즈나 이글턴의 성과를 볼 때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리비스의 업적과 새로운 사상들과의 원만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힘든데, 우선 리비스의 이해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이런 미흡한 성과를 고려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흡족한

만남이란 것은 역시 그들에게만 맡겨서는 어렵겠다는 것이 저의 두 번째 명제입니

다.139)

(나) 리비스에 대한 오해는 너무도 많은데 그중 흔한 예는 리비스를 신비평가의 하

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나 역사에 대한 그의 관심이나 실제 그 방면의 작

업이 신비평과는 판이하고 또 신비평가들에 대해 그가 비판한 것을 읽어보더라도

138) 백낙청, 창작과비평 2년 반 , 창작과비평 1968년 여름호, 375면.
139) 백낙청, 영미문학과 이데올로기 , 외국문학, 열음사, 1989, 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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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비평가들이나 영국의 리차즈(I. A. Richards) 등과 리비스는 분명히 구

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또한 리비스가 ‘위대한 전통’이라는 것을 딱 정

해놓고 특정한 정전canon들을 고착시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흔히 보는데,

실제로 리비스의 작업은 종전에 영국문학의 위대한 전통으로 통용되던 것에 대해

반발하여 그 전통의 내용을 크게 바꾸는 일종의 정치비평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

리고 물론 리비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위대하다고 설정한 작품이 앞으로도 위대하다

고 인정받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나 그가 늘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위대한 작품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 끊임없는 비평과 쇄신의 작업이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독자들에 의한 끊임없는 정치행위로서의 비평, 집단적인 정치비평을 통해서

만 전통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정전에 대한 고식적 태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140)

영문학 연구에 관한 글이기는 하지만, 위의 글은 비평가로서 백낙청이 견지한

비평적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인용문 (가)에서

그는 탈구조주의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리비스주의(Leavisism)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그 재발견을 요청하고 있다. 이때 탈구조주의란 김현을 비롯한 문지
의 비평가들이 크게 영향 받은 미셸 푸코나 롤랑 바르트 등의 이론을 뜻하며(본

절 후반과 3.1절에서 상술), 마르크스주의 비평이란 검토 파 가운데 그가 상

대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레이먼드 윌리엄스나 그와 함께 문화연구를 이끌어

간 테리 이글턴 등의 비평적 입장을 의미한다. 또 (나)에서 백낙청은 리비스의

비평 사상을 영미 신비평과 다시 구분하고, 일반적 의미의 정전주의

(canonism)와도 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그 시대의 문학 전통을 끊

임없이 발견해내는 “독자들에 의한 끊임없는 정치행위로서의 비평”으로 요약하

고 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백낙청은 창비에서 윌리엄스의 글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글이 리얼리즘과 현대소설 이다.141) 이 글에서 윌리엄스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리얼리즘 소설이 쇠퇴하면서 사회소설과 개인소설의 두 갈

래로 나뉘었다고 보고, 그 가운데 개인소설들은 “결국 대다수의 개인들을 부인

하는 데 귀착하고 만다”고 썼다. “사회의 현실을 부인하고 출발한 결과 종국에

가서는 불가피하게 극소수의 개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

140) 앞의 글, 268~269면.
141) 이 글은 백낙청이 펴낸 문학이론 앤솔로지에 해당하는 문학과 행동(태극출

판사, 1974)에도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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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소설들이 그리는 개인적 감정의 그처럼 많은 분량이 실

제로 멸망과 붕괴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142) 이어서 윌리엄스가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개인문학에서 벗어나 개인과

사회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그리는 문학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과거 리얼리즘 전통을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3)

우리 시대에서 참으로 창조적인 노력은 좀더 건전하고 통합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투쟁이다. 그리고 이 작업을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작업, 즉 보다 깊은 상호관

계를 보다 광범위하게 이룩하는 일을 실천을 통해 배우는 작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과거의 위대한 전통에 구현된 리얼리즘은 여기서 하나의 시금석(試金石)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상과 감정, 개인과 사회, 변화와 정착 간의 생생한 상호 침투작

용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교훈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지리멸렬된 시대

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리얼리즘에서, 사회는 근본

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부각되며 개인은 또 그들의 상호관계를 통해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은 우리의 지침이 되어 주지만 그렇

다고 우리가 의지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러한 통합이 이

루어진다면 그것은 창조적 발견을 통해서일 것이며 아마도 리얼리즘 소설의 구조와

내용 속에서만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144)

백낙청은 시민문학론 에서,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같은 글 가운데 일부를 다시

인용하여 “(...) 이러한 계열(소설에서의 리얼리즘의 전통, 인용자) 작품들의 뛰

어난 점은 이들이 어떤 전체적 생활양식, 즉 그 사회를 구성하는 어느 개인 개

인보다 전체 사회 그 자체를 중시하는 동시에, 그 사회에 속해 있고 그 사회에

의해 규정되며 그 사회의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면서도 또 그들 자신은

제 나름으로 하나의 절대적 목적을 이루는 인간의 창조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 사람들이 나에게 리얼리즘의 전통이 소멸되었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나에게 현대의 특수한 경험에서 오는 새로운 압력 때문에 바로 이러한 원숙한

142) 레이먼드 윌리엄스, 리얼리즘과 현대소설 , 백낙청 역, 창작과비평, 1967
년 가을호, 432면. 이와 같은 주장은 20세기 소설 비판론에 해당한다. 서구의
20세기 소설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계간지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3.1절 참조.

143) 요컨대 검토 파의 비평 이념은 리비스의 ‘소수 문화’에 대한 견해와 윌리엄스
의 ‘다수의 공감대를 만족시키는 문학’에 대한 생각이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44) 위의 글, 433~4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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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 상실되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라고 썼다. 그가 검토의 비평가들을

따라 옹호하고자 한 “시민문학의 전통”은 바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원숙

한 관점”의 “창조적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리얼리즘의 작품들이었다고 할 수 있

다.

한편 이와 같은 서구 시민문학 전통의 약화 일로 가운데 20세기 작가 중 “전통

의 참다운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작가”145)로서 D. H. 로렌스

를 들 수 있다. 그는 리비스가 발견한 “영국소설의 ‘위대한 전통’의 최근·최대의

대표자”146)이다. 리비스는 시민문학의 이상을 과거의 유기적 공동체에서 찾았

고, 그 흔적을 로렌스의 문학에서 발견하였다. 백낙청은 시민문학론 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간은 생생하고 유기적이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진 공동

체의 일원이 되어, 채 실현 안 된, 어쩌면 채 인식되지조차 않은 어떤 목적을

실현하려고 활동하고 있을 때 자유로운 것”147)이라는 로렌스의 말을 시민의식

의 한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역시 시민문학의 전통이 약화되고 있음을 언급한 다음, “우

리 시대의 시민시인으로는 작년에 아깝게 잃은 김수영 하나를 꼽을 수 있을

뿐”148)이라고 평하며, 특히 사랑의 변주곡 시편에 나타난 ‘사랑’을 그가 표현

한 시민적 가치로 봄으로써, 시민문학의 전통을 이어갈 한국문학에서의 로렌스

에 해당하는 존재로 김수영을 재발견하고 있다. 이때 백낙청이 김수영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 공동체의 유대의 회복임은 물론이다.

요컨대 백낙청의 초기 비평은 검토의 사상으로부터 명백한 영향을 받고 있

다. 리비스의 소수문화론을 참조하고 있는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에 이

어, 시민문학론 은 리비스의 ‘위대한 전통’론과 윌리엄스의 리얼리즘론을 참조

하여, 한국 시민문학의 전통을 재구축해야 하며 그 방향은 서구 문학에서의 리

얼리즘 전통과도 같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 회복을 위한 문학의 발견이어야 한다

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문지의 ‘소시민’ 문학론

과의 대립 구도 하에서 주로 ‘시민’에 무게가 실려 해석되어 온 시민문학론 은,

‘공동체’와 ‘전통’에 초점이 놓여 있는 글로 다시 읽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전

145) 백낙청, 시민문학론 , 창작과비평 1969년 여름호, 478면.
146) 같은 글, 같은 면.
147) “ 미국고전문학연구 제1장”이라는 인용 표시가 있음, 위의 글, 480면에서 재

인용.
148) 같은 글, 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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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재구성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 바로 비평이라는 역할론도 함께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낙청은 리비스의 비평 사상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149) 리

비스의 위대한 전통(The Great Tradition)(1948)에 나타난 비평이념은 영

국 국민문학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엘리어트 식의 유럽 문학 일반의 공유

전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문학의 전통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낙청

은 그러한 영문학 중심성을 탈피하고, 시민문학 전통 재창조의 과정에서 세계문

학을 고루 참조하고자 하였으며, 그 때문에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에서

리비스의 ‘위대한 전통’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J. T. Farrell의 ‘문학의 이월가

치’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이

영문학 비평이론을 적극 참조하였으면서도, 시민문학론 에서 “서구의 세계지배

적 문명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문학만이 시민문학으로서 존립할 수 있다는 이

유에서 디킨즈의 작품은 “진정한 세계시민”의 문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서구문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150) 로렌스나 콘래드 등의 일부

작품을 제외한 영문학 작품의 경우 제국주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민문학의 전통” 목록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백낙청은, 영국 독자층의 부활을 자신들의 이상으로 삼고 이를 위한 국

민 문학 정전의 새로운 구성이라는 비평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검토 그룹

의 영향을 받아, 독자 공동체의 형성과 시민과 촌민의 구분을 넘어선 공동체적

유대의 회복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비평 역할론을 펴고 있다.151) 다시

말해 대중 소외를 극복하고 문학의 공공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검토는 “그 물질적 토대가 명백히 사라진 시대에 과거의 공공영역을 재건하

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152) 한편으로는 그러한 시도가 대

149) 이 글이 분례기를 둘러싼 논쟁과 세대논쟁의 맥락 하에서, 또 한국문학의
전통을 주제로 한 4.19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다는 점(2.2절 참조)에도 유
의할 필요가 있다.

150) 이상 백낙청, 시민문학론 , 창작과비평 1969년 여름호, 476~477면.
151) Graham Pechey는 검토가 이끌어낸 큰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작가의 입

장에서부터 독자의 입장으로의 변화라고 논하고 있다. Graham Pechey,
"Scrutiny", English Marxism, and the Work of Raymond Williams,
Literature and History, Spring 1985), pp.65-67.

152) 테리 이글턴, 프레드릭 제임슨, 비평의 기능, 유희석 역, 제3문학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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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제도, 특히 명문 대학의 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평을 철저하

게 전문화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153) 이러한 지식인 중심성으로 인해 ‘대

중의 딜레마’―대중을 지향하는 비평을 모색하면서도 그러한 자신들의 비평을

평범한 대중이 읽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

다.154) 또한 검토가 내세운 작가 로렌스의 작품이 지니는 철학적 성격 때문

에 그들의 논의가 추상화로 나아갔다는 비판도 있었다.155) 이러한 비판들은 그

대로 초기 창비나 백낙청의 비평론이 빠질 수도 있었던 함정에 관한 것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다.156)

한편 68문학과 김현의 경우 이 시기 (후기)구조주의 이론가인 바르트를 이

론적 근거이자 원천으로 삼아 창비의 그것과 차별되는 비평의 새로운 위상론

을 전개해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평단에 등장한 이후 김현은 구조주의의 소개자

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다.157) 한국에서 구조주의 수용이 막 시작될 무렵

이었다.158) 프랑스 문학 전공자인 김현은 구조주의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위

73면. 이 책은 1~3장에서 잡지와 문학사회학에 대한 논의, 즉 잡지 혹은 비평이
어떻게 대중을 교육하거나 위로하거나 공공영역이라는 장을 형성할 것인가의 문
제를 다루고 있으며, 4장에서는 아마튜어주의와 전문성- 검토 의 경우 를 실어
검토 와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153) 위의 책, 75면.
154) “대중들이 일단 상업화된 문화에 의해 조종되는 ‘어중이떠중이’가 되고 여론이

‘선전’으로 타락하게 되면, 전통적인 공공영역은 해체되어야 하며, 해체되는 와중
에 대중과의 연대는 아랑곳없이 ‘공평무사함’만을 열심히 외쳐대는 뿌리 뽑힌 문
화적 인텔리겐차들만이 남게 된다. (중략) 리비스의 초기 저작은― 문화와 환경
, 대중문명과 소수의 문화 ―그가 이러한 사실을 우울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

러낸다. 그리고 비평을 ‘전문화’하고자 하는 검토 운동은 그런 비참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인식의 도구를 가다듬으려는 노력인 동시에 그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 동아리와 같은 폐쇄적인 담론으로 퇴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책, 78면.

155) 테리 이글턴은 다른 책에서, 검토의 시도는 일견 대중주의적인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소시민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테리 이글턴, 비평과 이데올
로기, 윤희기 역, 인간사랑, 2012, 37~42면.

156) 한편 본격적인 로렌스 론이 다소 늦게 쓰이는 것은, 로렌스를 언급할 때 필연
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난해성과 추상성을 백낙청이 스스로 피하려 한 까닭이라고
도 볼 수 있다. 김미영, 백낙청의 리얼리즘론과 로렌스, 하이데거, 불교의 관련
성 , 한국현대문학연구 44, 2014 참조.

157) 후일 김현은 J.B.파쥬, 구조주의란 무엇인가(김현 역, 문예출판사, 1972)
와 롤랑 바르트 외, 현대비평의 혁명(김현 역, 홍성사, 1977) 두 권의 책을 번
역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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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조주의란 무엇인가 (여성동아(1968.4)를 쓰고, 이어 1968년 7월부터

1968년 10월까지는 사상계의 구조주의 특집에 필자 및 번역자로 참여하기도

한다.159) 이 특집에서 그는 계간지 텔 켈에 실린 롤랑 바르트160)의 글들을

소개하고 있다.161)

바르트의 이 글들은 주로 프랑스 신비평 논쟁과 관련되어 있었다. 신비평 논쟁

이란 프랑스에서 1965년을 전후하여 일어난, 종래의 실증주의 비평과 새롭게

대두한 구조주의 비평 사이의 대결적 성격을 지닌 논쟁이었다. 바르트의 라신

느 론을 둘러싸고, 구세대 비평가 레이몽 피카르와의 사이에서 전개되었다.162)

물론 영문학의 신비평(New Criticism)과는 무관하며, 이때 신비평(Nouvelle

Critique)이란 바르트를 비롯한 신세대 비평가들에 의한 (후기)구조주의 비평

을 의미한다.163)

158) 한국 문단에서는 1963년 9월 사상계에서 박이문이 구조주의를 소개한 것이
처음이다. 이후 신문에서 “신비평논쟁”(경향신문, 1967.5.3.), “사르트르 이후
의 새 사조, 구조주의”(동아일보, 1967.7.11.) 등의 기사를 통해 간간이 구조
주의가 소개되었다. 강충권은 1963년부터 김형효의 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사
상(인간사랑)이 간행된 1989년까지를 ‘구조주의 수용기’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후기구조주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고 보고 1990년부터 2007년까
지를 ‘후기구조주의 수용기’라고 보고 있다. 강충권, 사르트르 한국수용사 연구 ,
프랑스어문교육 37, 2011, 207면.

159) 1968년 사상계의 구조주의 특집은 다음과 같다. 7월호-이휘영, 구조주의
의 발단과 문학에 미친 영향 , 김현, 구조주의의 확산 , 니콜라스 류베, 언어학
과 인문과학 , 마르크 가보리오, 구조적 인류학과 역사 . 9월호-폴 리쾨르, 레
비-스트로스와의 대담 , 롤랑 바르트, 언어로서의 비평 , 구조주의적 활동 .
10월호-레이몽 피카르, 새로운 비평이냐 사기냐 , 롤랑 바르트, 비평과 진실 .

160) 김현의 바르트 수용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 김현의 비평 세계를 바슐라르의
이론과 관련지어 연구한 성과가 많은 데 비하면 이는 의외라 할 수 있다. 김현은
바슐라르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번역하기에 앞서 바르트의 책 현대비평의 혁명
(홍성사, 1977)을 먼저 번역한 바 있으며, 또한 자신의 비평관을 수립하는 데 있
어서도 바르트로부터 압도적 영향을 받았다(3.1절 참조).

161) 보통 1966년부터를 후기구조주의의 시기로 보고 있으며, 바르트의 1968년 저
작인 저자의 죽음과 1970년의 S/Z에는 이미 후기구조주의의 맹아가 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62) 롤랑 바르트, 작가와 지식인 , 김현 역, 문학과지성, 1970년 가을호.
163) 후에 김현은 단행본 현대 비평의 혁명(홍성사, 1977)에 이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는 글들, 즉 바르트의 두 개의 비평 , 비평이란 무엇인가 는 물론 논쟁
의 또 다른 참여자인 피카르와 베베르의 글들까지 모두 번역 수록하였다. 그리고
바르트가 이 논쟁에 관해 직접 쓴 글이자 그 일부를 번역하여 사상계에 소개했
던 글인 비평과 진실 1부를 같은 책에 번역 수록하였다. 또 그가 저술한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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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신비평 논쟁, 혹은 피카르-바르트 논쟁은 ‘제2의 신구논쟁’으로 불릴 정

도의 전환적 논쟁이었다. 17세기 말에 벌어진 제1차 신구논쟁이 역사의 기준을

고전 시대에서 당대로 옮겨온 대사건이었다면, 1960년대의 이 제2차 신구논쟁

은 비평 방법론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쟁에서

바르트는 기존 실증주의 비평의 객관적 독법 대신 역사학, 사회학, 정신분석학,

언어학 등에 근거를 둔 주관적 독법을 행사할 권리를 주장하였던 것이다.164)

일종의 세대 논쟁이기도 했던 이 논쟁에서 당시 신예에 불과했던 바르트에게 후

광으로 작용한 것은 68혁명 전야의 프랑스 지성계의 분위기였다. 또한 68혁명

이후에는 이른바 ‘68의 사상’으로 인정받았던 후기구조주의라는 새로운 이론적

무기를 가진 ‘68세대’ 비평가 바르트가 더욱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

이때 김현과 그의 스승인 비평가 김붕구와의 관계에 주목해볼 수 있다. 김붕구

가 ‘반(反) 사르트르’의 입장에 서서 ‘작가와 사회’ 논쟁을 주도한 것이 1967년

이었다면,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자 김현은 프랑스 문학에서 ‘포스트(post) 사르

트르’에 해당하는 신세대 비평가 롤랑 바르트의 소개자로서 평단에 이름을 알리

기 시작하였던 것이다.165) 한편 김붕구는 당시 새 비평이냐 새 사기냐 (월간

중앙, 1969.10)166)에서 프랑스 신비평, 즉 구조주의 비평에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김현은 물론 신비평 옹호자였다. 이들은 당대 프랑스 신비평

논쟁에서 벌어진 세대 간의 대립을 한국 평단에서 재연하고 있는 셈이다.167)

스 비평사(문학과지성사, 1981)에서 ‘현대 편’의 첫머리에 놓여 있는 것 역시
‘신비평 논쟁의 전개와 의미’라는 장이다(김현, 프랑스 비평사 현대편, 김현 문
학전집 제8권, 문학과지성사, 1991). 이를 통해 김현이 이 논쟁을 중시하였으며
‘(프랑스)현대 비평’의 출발점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164) 원 서지는 르 몽드, 1966.4.9., 김현, 신비평 논쟁의 전개와 의미 , 프랑
스 비평사 현대편, 김현 문학전집 제8권, 문학과지성사, 1991, 144면.

165) 동아일보에서는 이러한 프랑스의 지적 흐름에 관해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문학평론가 김현 씨가 이 새 학설을 도입”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르트르 이후
의 새 사조 , 동아일보 1967.7.11. 한편 기존 연구에서 김현이 ‘실존적 정신분
석’을 주요한 비평 방법론으로 삼았다고 주장된 경우가 있는데, ‘실존적 정신분석’
이란 사르트르 이론을 가리키는 별명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르트르 이후의 이론
을 적극 소개한 김현에 대한 설명으로는 꼭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어 재검토될 필
요가 있다.

166) 이 글은 신소설 이후의 불문학 특집 가운데 일부로서 수록되었다.
167) 김붕구는 앙띠로망에 대해서도 앙띠 로망의 비판 (사상계, 1961.3), 문명

의 위기와 소설의 위기-누보 로망의 문화사적 의의 (사상계, 1962.2)과 같은
글들을 썼다. 앙띠로망을 옹호한 김현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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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제2차 순수참여논쟁에서 김붕구의 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펴거나 서

기원을 비롯한 ‘55년 세대’와의 세대논쟁에 적극 임한 것, 또 스스로 비평의 전

기(轉機)로 꼽는 ‘1968년’ 이후 본격적으로 ‘4.19세대’를 강조하며 세대론의 전

략을 강화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바르트의 이미지를 전유한 것일 수 있다.

제2차 순수참여논쟁은 김붕구가 1967년 10월 12일에 세계문화자유회의의 작

가와 사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168)이 도화선이 되어 김붕구, 임중빈, 선우휘,

이호철, 김현, 정명환 등이 열띤 논전이 펼친 비평사적 사건이었다.169) 김붕구

는 이 유명한 글에서 사회적 자아와 창조적 자아를 구분하고, 작가는 사회적 자

아를 앞세우기보다 창조적 자아의 일 즉 창작에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

다. 이는 카뮈의 ‘앙바케(embarqué)’론을 참조한 것이다. 김붕구는 이와 같은

카뮈의 입장을 작가에게 있어서의 사회적 자아와 창조적 자아의 일치를 주장한

사르트르의 ‘앙가제(engagé)’론에 맞세움으로써, 당대 문단에 만연하였던 사르

트르 식 참여 논리를 경계하고 있다.170)

김현은 이 논쟁에서 두 편의 글, 참가문학 시비 와 참여와 문화의 고고학-김

붕구 교수를 둘러싼 글을 읽고 를 썼다.171) 이 글들은 논쟁의 주요 쟁점과 다

소 거리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논쟁사 연구에서는 면밀히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초기 김현의 비평적 입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글들에 해당한다. 김현은 앞의

한편 김붕구의 비평에 관한 전반적 소개는 장성규, 프랑스 문예사조의 수용과
새로운 전후문학의 기획-김붕구의 비평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35, 2014 참
조.

168) 김붕구, 작가와 사회 , 세대, 1967.11.
169) 임중빈, 반사회참여의 모순-김붕구 교수의 소론에 이의 있다 , 대한일보,

1967.10.17.; 선우휘, 문학은 써 먹는 것이 아니다-사회참여문제 재대두를 계
기로 , 조선일보, 1967.10.19.; 이호철, 작가의 현장과 세속의 현장-김붕구·
선우휘 씨 소론에 대한 의견 , 동아일보, 1967.10.21.; 임중빈, 한국문단의
현황과 그 장래 , 현대문학, 1968.1; 정명환, 문학과 사회참여 , 흥사단 금요
강좌, 1968.4.26.

170) 여기서 김붕구는 이광수의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당시 해
방 20년(1965년)과 신문학 60년(1968년)을 전후하여 과거 문학사에 대한 정리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이에 관해 젊은 비평가들 사이에 논전이 벌어진 맥락과
도 관련이 있다(김현, 위선과 패배의 인간상-흙과 상록수를 중심으로 , 현
대문학, 1965.2; 백낙청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 창작과비평 1호,
1966; 백낙청, 역사소설과 역사의식 , 창작과비평, 1967년 봄호; 김현, 한
국문학 양식화에 대한 고찰 , 창작과비평, 1967년 여름호 등).

171) 김현, 참여와 문화의 고고학-김붕구 교수를 둘러싼 글을 읽고 , 동아일보,
196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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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는 김붕구의 글에 대한 원칙적 동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뒤의 글에서는

김붕구의 글에 대한 재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다른 논자들과는 별개의 방향에

서 그의 글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논자들의 김붕구에 대한 반론과 달

리,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비평 방법론에 대한 이견을 제시

하고 있다.

김현은 참여와 문화의 고고학 에서 세 가지 방법론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첫

번째로 작가 심리학의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붕구의 글이 이광수에

대한 작가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 관련된 주장으로, 비평에 ‘정신분석학’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김붕구의 작가와 사회 의 핵

심에 해당하는 창조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구분론―카뮈의 ‘앙바케’론―이 당

대 한국 사회에는 아직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에서는 ‘샤머

니즘’172)의 영향으로 아직 개인주의가 성립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는 몇 년 뒤(1970)

샤머니즘의 극복이 문지 창간사에 명시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사실과

도 관련이 있다. 김현의 마지막 제언은 “문학적 언어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문학적 언어의 문제다. 푸코의 말을 빌어 그가

지적한 대로 서구의 언어가 19세기 이래로 사물과 분리되어 자신의 독자 세계에서

독주하기에 이르렀다면, 그 독주하는 언어를, 사물과 연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받

아들인 한국의 문학은 어떻게 되는가. 말하자면 언어와 표징과의 거리가 있는 언어

가, 언어와 표징이라는 이원론적 구조를 갖지 못하고 거의 주술적인 의미만을 띤

언어 속에 직수입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그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혼란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므로 나로서는 참여라는 말은 우리

시대의 이 혼란된 양상의 근본적 구조를 밝히는 고고학적 노력으로 바뀌어지지 않

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문화의 고고학, 우리의 발상법은 무엇이며, 그것은

서구의 발상법과 어떤 연관 아래 묶이어져 있는가를 탐색하는 길만이 김붕구 씨의

작가와 사회 라는 글에 대한 가장 올바른 반박과 이해가 될 것이다.173)

172) 이때의 샤머니즘이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시 신앙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종
의 문화적 경향, 특히 특정한 이념이 비논리적이고 믿음의 차원에서 관철되는 현
상을 의미한다. 김현, 글은 왜 쓰는가 , 김현 문학전집 제3권, 문학과지성사,
1991, 26면.

173) 김현, 참여와 문화의 고고학-김붕구 교수를 둘러싼 글을 읽고 , 동아일보,
196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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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위의 글에서 그는 푸코의 말과 사물

(1966)을 참조하고 있다. 김현이 프랑스 이론을 거의 시차 없이 접하고 있었

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푸코는 이 책에서 근대의 특성을 말과

사물의 분리라는 현상에서 찾고 있다.174) 이러한 논리는 사르트르의 말의 중

심 논리―시를 이루는 ‘말’ 즉 ‘시어’는 곧 ‘사물’이라는 논리―에 정면으로 대항

하고 있다(3.1절에서 상술). 다시 말해 말과 사물은 사르트르 문학론의 한계

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는, 프랑스 68세대 이론가의 논쟁적 저작인

것이다.

이때 푸코의 방법론은 푸코 자신에 의해 ‘고고학’이라는 말로 지칭되고 있다. 
말과 사물은 부제로 ‘인문학의 고고학’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이 책에서푸

코는 3년 뒤 자신의 저서 지식의 고고학(1969)에서 보다 구체화되는, 당대에

대한 비판 즉 이른바 ‘당대학(épistémology)’의 고유한 방법론인 ‘고고학’의 방

법론을 미리 선보이고 있다. ‘고고학’이란 당대(épistémè)에 대한 인식론 가운

데 구조적 비판의 자세를 일컫는다. 따라서 위의 인용문에서 “참여라는 말은 우

리 시대의 이 혼란한 양상의 근본적 구조를 밝히는 고고학적 노력”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는 대목은 푸코 인식론의 적용이 곧 당대 한국문학에서 중요한 참여적

의미를 지닌다는 김현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김현은 이 글에서 프랑스 신비평의 방법론―정신분석학, 그리고 푸코

식 비판적 인식론―들을 차례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175) 특히 당대를 풍미했

던 사르트르 문학론과 이를 비판한 카뮈의 문학론―김붕구의 논리를 보충하는

이론들―을 푸코의 인식론을 통해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이 글은 서구 지성사, 그중에서도 프랑스에서의 이론적 전환의 양상

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김현은 이와 같은 비평적 전환을 한국 평단에도

174) 이에 따라 언어는 사물을 인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언어의 주체 즉 인간
의 의지와 힘을 드러내는 독자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그 결과로 ‘순수한 쓰기 행
위’로서의 문학이 출현하게 된다. 신경자, 푸코의 말과 사물에 나타난 인간의
유한성과 언어 , 불어불문학연구 45, 2001.

175) 푸코의 방법론에 대한 김현의 관심은 후일에도 지속되어, 이후 푸코에 대한
본격적 저작인 시칠리아의 암소에서도 그는 푸코 식의 ‘고고학’적이고 ‘계보학’
적인 질문, 우리의 당대적 사유와 말과 행위를 지나간 역사적 사건들처럼 분절화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 시칠리아의 암소, 김현 문학
전집 제10권, 문학과지성사, 1992 수록, 224~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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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서구 이론의 전개 양상을 그대로 참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

쉬움을 남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한국 문화에 대한 구조적 비판

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개인주의 토양의 미비를

지적하거나, 한국의 문화사적 상황을 “언어와 표징과의 거리가 있는 언어가, 언

어와 표징이라는 이원론적 구조를 갖지 못하고 거의 주술적인 의미만을 띤 언어

속에 직수입”된 문화적 식민지 특유의 분열적 상황―가령 ‘개인’이라는 말은 있

지만 그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는 상황―으로 진단해냈다는 점에서 김현의 ‘고고

학’ 방법론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후에도 김현 비평에 지속적으로 원용되는

방법론인 ‘문화의 고고학’은 다른 말로 사회(문화)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라는 말

과 다르지 않다.176)

이와 같은 ‘문화의 고고학’은 이후 김현에 의해 1968년의 작가상황 (사상계

, 1968.12)과 글은 왜 쓰는가 (월간문학, 1970.3)를 비롯한 여러 편의 글

에서 재차 언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후자에서는 김현 자신의 주요한 비평 방

법론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이 글들에서는 자신이 놓여 있는 문화적 장의 구조

에 대한 비판이 바로 작가가 할 수 있는 지성적 참여라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

다. 또한 3년 후 자신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문지 창간사에서 김현은 샤머

니즘과 허무주의라는 문화 구조의 극복이라는 ‘고고학’적 문제를 우선적인 비평

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177)

국학계의 확실한 대안이 없는 한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나로서는

현 상황을 주어진 환경으로 수락하는 문화의 고고학적 태도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

각된다. 새로운 이념형을 무턱대고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새 이념형의 설정이 새

것 콤플렉스의 소산이라는 것, 문화 담당층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탓에 혼란이 계

176) 박수현은 문지 평론가들이 공유하는 의식의 심층구조의 하나로 ‘사회의 구조
적 모순의 인식’이라는 명제에 대한 의심 없는 수용을 꼽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
해 실제 평문을 들어 분석하고 있다. 박수현, 1970년대 계간지 문학과지성 연
구 , 우리어문연구 33, 2009, 271~275면.

177) 다시 풀어 말하면, 이는 ‘개인’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충분한
개인주의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말이 온전히 성립되지 않는 샤머니즘적 풍토의
극복, ‘참여’라는 말이 있지만 허무주의가 팽배하여 이 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
는 패배주의적 풍토의 극복, 그리고 외부에서 수입된 언어(관념)과 그 실현이 아
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제 문화(풍속) 사이에 괴리가 있는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대한 극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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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다는 것, 그 새 계층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사고의 악순환만 계속된다는 것을

투철히 인식하는 문화의 고고학적 태도가 오히려 사태를 호전시킬 것이다. 의식이

혼란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라면, 그 혼란을 다른 방법으로 진정시키려 하다가 그것

을 더욱 조장시키지 말고, 그 혼란을 의식함으로써 진정시키는 것이 제일 쉬운 길

이 아니겠는가? 의식인의 윤리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태도는 60년대 문학의

한 기조를 이룬다. 최인훈의 모든 문학적 업적은 이 태도의 소산이며, 김승옥·이청

준·박태순·박상륭·홍성원·이성부·이승훈·정현종의 노력 역시 이 태도의 수용에서 얻

어진다.178)

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새것 콤플렉스’에 대한 김현의 비판 역시 이와

같은 ‘문화의 고고학’이라는 방법론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문화적 제반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서 수입된 ‘새 이념형’을 무턱대고 추종하

는 것이 바로 김현이 말하는 ‘새것 콤플렉스’ 현상이다. 이에 따라 이념형과 문

화적 현실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식민지성

에 관한 문제의식에 해당한다(2.2절 참조). ‘문화의 고고학’은 따라서 문화적 식

민지성에 대한 구조적 비판, 다시 말해 인식론적인 탈식민주의의 실천의 일환이

라고도 할 수 있다.

김현이 1970년대 평단의 구도를 설명하며 알튀세의 표현을 빌려 “실천적 이론

과 이론적 실천”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179) 본래 이 말의

주인인 알튀세의 의도에 따르면 전자는 마르크스주의, 후자는 구조주의를 뜻한

한다. 이때 ‘이론적 실천’이라는 표현은 인식론적 비판의 시도를 통해 실천적 면

모를 획득하는 (후기)구조주의 이론의 속성을 잘 드러낸다. 문지는 창비와
달리 대중 독자에 대한 영향보다는 이와 같은 지성의 인식론적 기여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창비와 문지는 각기 다른 관점에 입각하여 비평의 새로운 위상

론을 편다. 당대 독자를 위한 문학 전통의 재창조, 일명 ‘독자의 정치’를 비평의

역할로 규정하고 그것을 소수 지식인―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임무라고 설명하

는 창비의 비평론과, 당대와 모(母) 사회의 문화 구조에 대한 인식과 비판을

비평의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는 문지의 비평론이 당대 평단에 공존하고 있었

던 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비평적 입장은 실제 비평에서도 서로 다른 실천을 불

178) 김현, 한국문학의 가능성 , 김현 문학전집 제2권, 문학과지성사, 1991, 63
면.

179) 김현, 비평의 방법 , 김현 문학전집 제4권, 문학과지성사, 1992, 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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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왔고, 이는 생산적 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 구체적 사례가 바로 앞

서 살펴본 창비 비평가들의 분례기론에 대응되는 김현과 68문학 비평가

들의 최인훈론이다.

그간의 68문학 혹은 문지의 소설론에 관한 연구는 주로 4.19세대 작가들

과 문지 비평가들 사이의 교감과 교류의 양상을 밝히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

져 있었기 때문에,180) 이른바 ‘55년 세대’에 속하는 작가인 최인훈과 문지 비
평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거나 중요하게 언급한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최인훈의 문학적 논리와 김현을 비롯한 68문학 비평가들의 그것은 서로 긴밀

하게 상호 공명하고 있다.

김현은 서기원과의 세대논쟁의 맥락에서 쓴 글 1968년의 작가상황 (사상계

, 1968.12)에서, 서기원이 60년대 작가들의 특징을 “역사의식의 결여”( 50년

대와 60년대 (1967.3.21. 중앙일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반론하며181), 그 논

거 중 하나로 “55년대에 속해 있으면서도 사실상 65년대의 작가·평론가들과 더

욱 밀접한 혈연관계를 갖고 있는, 보다 더 정확한 말을 쓰자면, 65년대 작가들

의 정신적 선배인 최인훈 씨의 갑작스러운 상승”182)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주

장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언급의 본의는 서기원의 기계적인 세대 구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데 있지만, 최인훈이 65년대 작가들과 “혈연관계”이자 그들의

“정신적 선배”임을 표나게 강조하는 김현의 숨은 의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

180) 권보드래는 창비와 문지를 논하면서 방영웅과 이청준을 맞세웠고, 전자에
서 후견주의를, 후자에서 정신주의를 읽어낸 바 있다. “문학은 4·19 혁명 이후
사회적으로 부정당하던 ‘자유’를 유예시키며 보존할 수 있는 장이었다. ‘민족’과
‘민중’의 1970년대는 그런 계승·유예·보존에 기초해 싹틀 수 있었던 것이다. 창
작과비평(기호를 바꾸었음) 대 문학과지성으로서 1970년대 지식과 문화의 장
을 이분(二分)하는 관행은 그 자체 마땅한 근거가 있겠지만, 그 공통기반으로서
1960년대 문학의 정치성은 새삼 강조될 필요가 있다.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
 독점의 구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아마 그러할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창
작과비평은 어쩔 수 없는 후견주의(paternalism)의 색채 속에서 분례기식
빈곤과 불결의 이물성을 순치시켰고, 문학과지성은 ‘허기’의 정신주의를 연대
없는 고립의 자세로까지 끌고 갔다. 각각의 ‘후견’과 ‘고립’이 시효를 다한 지 오
래, 그러나 지식과 문학이 열렬하던 한 시절 속 깊이 정치적이었던 연대의 가능
성은 생생하다.”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권보드래,
4월의 문학혁명, 근대화론과의 대결 , 한국문학연구 39, 2010), 108면.

181) 서기원은 이 글에서 이어령의 제3세대론을 이어받아 세대론의 입장을 제시하
고 있다.

182) 김현, 1968년의 작가상황 , 사상계, 1968.12,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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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것이다.183)

예컨대 앞서 살펴본 김현의 ‘문화의 고고학’이라는 비평적 입장은, 최인훈의 그

것과도 상당히 닮아 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최인훈의 문학활동은 현실비

판이다 (사상계, 1965.10)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문학의 매재(媒材)

인 언어는 사물이 아니며 공동체의 사고형(思考型)과 정서에 의해 조직된 관념

이다. 문학작품을 쓴다는 것은 작가의 의식과 언어와의 싸움이라는 형식을 통하

여 작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비평을 가하는 것이다.”184) “언어는

사물이 아니”라 관념의 차원이며, 따라서 작가의 문학적 참여란 언어를 통한 자

기 사회에 대한 관념적 탐구이자 그 관념의 뿌리에 놓인 사고형 또는 정서에 대

한 비평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현의 ‘문화의 고고학’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또 최인훈은 계몽·토속·참여 (사상계, 1968.12)에서, 한국 문

화의 특징은 관념과 풍속의 이원적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논하고 있다. 관념

은 수입되었지만 풍속이 이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한

다는 것이다.185) 이와 같은 논리 역시 앞서 참여와 문화의 고고학 에서 수입

된 언어와 그 실물의 부재라는 문제를 지적하던 김현의 목소리와 유사하다. 또

183) 김주연의 새 시대 문학의 성립 에서 당대의 중요한 비평가로 최인훈을 꼽고
있다.

184) 최인훈, 문학활동은 현실비판이다 , 사상계, 1965.10, 281면.
185) 최인훈의 관념과 풍속의 이원론은 이후 관념은 풍속과 방법의 합이라는 복합

적 도식으로 변형된다. 이러한 관념론적 문학의 도식은 이 글에 다음과 같이 표
현되어 있다. “어떤 관념 속에서 풍속적 부분이 더 이상 방법적 순수성을 만족시
키지 못할 때 그 풍속적 부분은 관념이라는 원자 속에서 쫓겨나고 그 빈자리에
대해서 보다 이상적인 안정도를 가진 풍속이 들어와서 이 원자의 구조를 지켜나
간다. 문화와 문화의 옮김과 받음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방법과 풍속이
떼어져야 하며, 받아들이고 알아볼 가치가 있는 것은 이 방법적 핵이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무리다. 관념이라는 원자의 두 입자인 방법과 풍속을 분리

할 수 있는 정신적 장치―능력을 근세의 우리 선배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
위치에서의 우리들의 환상이다. 그 능력이란 이른바 주체성이다. 주체성이란 무
엇인가. 그것은 관념이 그것에 의해 형성되는 현실 감각이며, 방법과 풍속 사이
에 존재하는 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관념을 구성하는 방법과 풍속 부분 사이에
미치는 이 장력(張力)은 관념이 이루어진 현실적·역사적 행위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 미묘한 힘은 그 현실적 풍토에서 떨어져 다른 땅에서 유통시키
려고 할 때는 그 미묘한 살아 있는 힘은 사라지고 방법과 풍속성이 유합해버린
일원적인, 즉물적 존재―즉 일종의 부적이 되고 만다.” 최인훈, 신문학의 기조
( 계몽·토속·참여 를 이후에 개제), 최인훈전집 12, 문학과지성사, 2008, 18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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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푸코에게서 빌려온 말인 ‘고고학’은, 최인훈이 자신의 작품 가운데 ‘고고

학 입문 시리즈’라고 이름 붙인 서유기와 구운몽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

국사회에 대한 지성적 탐구의 과제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186) 이와 같이 김

현의 문학론과 최인훈의 글쓰기는 놀라울 정도의 논리적 동형성을 지니고 있다.

작품에 대한 실제비평의 차원에서 창비가 초기에 방영웅의 분례기를 집중

적으로 옹호하였다면, 68문학의 비평가들187)은 크리스마스 캐럴 을 비롯한

최인훈의 작품들에 대한 평문을 집중적으로 쓰고 있으며, 양자를 둘러싼 해석적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김현은 풍속적 인간 (한국문학, 1966년 가을겨

울호)에서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을, 한국 사회에 대한 구조적 반성을 보

여주는 작품으로서 높이 평가한다. 타율적 근대화로 인한 왜곡이 “풍속의 결여”

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양상이 “풍속적 인간”의 형상화를 통하여 포착되어 있다

는 것이다.188) ‘나’는 “우리들의 근대 선언은 효도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

유다. 이렇게 되는군요.”189)라는 선언과 함께 재래의 풍습을 취소하고 서구적

풍속을 시험하지만, 그 결과로 둘 사이에서 “찢겨진 근대인”으로서의 고통을 겪

는다.190) 한국사회 특유의 풍속과 관념의 시차(時差), 즉 급속도로 서구화된

풍속과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전근대적 관념의 괴리라는 기형적 문화 구조 안에

서 주체는 필연적으로 분열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풍속과 관념 사이의 거

리, 즉 시차와 분열은 최인훈이 토속·계몽·참여 (사상계, 1968.12)에서 지

적한 한국문화의 비극이자, 문화적 식민지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한다.191)

186) “이 Film은 고고학 입문 시리즈 가운데 한 편으로, 최근에 발굴된 고대인의
두개골 화석의 대뇌피질부에 대한 의미론적 해독입니다. 이 화석은 분명히 상고
시대 어느 기간에 산 인간으로 짐작됩니다. 이 한 편을 특히 고른 것은 최근의
발굴이라는 것뿐 아니라 한국 화석의 일반적 특징인 荒廢性과 無秩序性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까닭입니다.” 최인훈, 서문, 서유기, 을유문화사,
1971, 2면.

187) 물론 염무웅 역시 68문학에 참여하였기에, 68문학 비평가라는 말에는 어
폐가 있다(68문학에는 김승옥, 김주연, 김치수, 김현, 박태순, 염무웅, 이청준,
김화영, 황동규, 김병익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편의상 이를 문지의 전신으로
보고 이후의 문지 비평가들이라는 뜻에서 김현, 김병익, 김치수, 김주연을 지칭
하는 말로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염무웅의 경우 68문학에서 창비로 옮아간
이후 입장이 바뀌게 되지만, 등단작품이 최인훈 론이며 68문학에 참여하던 시
기까지 최인훈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188) 김현, 풍속적 인간 , 김현 문학전집 제2권, 문학과지성사, 1991, 358면.
189) 김현, 위의 글, 362면.
190) 김현, 위의 글, 3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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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백낙청은 서구문학의 영향과 수용 (신동아, 1967.1)에서 크리스마스

캐럴 의 관념성과 허무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현대 서구문학에

대한 지식인들의 경도를 지적하며,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진보적인 것일 수는

없다고 경계하였다. 하우저가 지적했듯이 현대 서구문학의 선구자들 역시 “반동

의 물결”192)을 탄 사람들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유일한 예외라 할

수 있는 사르트르마저도 한국에 소개되면서부터는 일부 지식인의 내성적 몸부림

으로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퇴폐적 색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현

대 서구문학에 대한 경도가 오히려 문인들의 보수성을 드러내는 증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최근에 발표된 크리스마스 캐럴 5 (한국문학 제2호)는 좋은 예가 되겠다. 통금

시간마다 실외에 있기를 강요하는 야릇한 가래톳 때문에 주인공은 밤마다 거리를

몰래 산책한다. 이러한 다분히 환상적인 설정에 의해 서울의 텅 빈 밤거리는 독특

한 강도로써 체험되어 있다. 날개(가래톳)의 모순된 생리에 얽힌 주인공의 딜레마

도 절실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5.16 등에 대한 해학적 비판도 작품의 재미있는 일부

를 이룬다. 그에 비해 ‘나’와 ‘아버지’ 간의 긴 대화는 부자연스러운 관념의 유희로

남은 셈이다. 이것이 지엽적인 문제라기보다 이 작품에서와 같은 환상적인 설정과

현실에 대한 철저한 주관주의적인 태도는 생경한 관념의 침입에 약한 점을 예증하

고 있는 것임을 최인훈 씨의 다른 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크리스마

스 캐럴 5 를 일단 성공한 작품으로 치더라도 이 작품의 끝에서 주인공이 부딪치는

내성적 자문의 막다른 길은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암시해준다. (중략) 그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생각해볼 때 그러한 문제점( 크리스마스 캐럴 5 나 김승옥의 力士

의 문제점, 인용자)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들 작품의 한계선에서 나타나는 현실과

의 거리는, 한국사회의 보수적 요소와 西歐史의 퇴폐적 요소가 발전 혹은 진보의

이름 아래 결합함으로써 조성된 일종의 허무주의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대개 하나

의 소극적 허무주의로 머물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파시즘이라는 능동적 허무주의의

온상이 될 수도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193)

이 글에서 백낙청은 위와 같이 크리스마스 캐럴 이 부딪친 허무주의의 함정에

191) ‘문화적 고고학’은 김현에 의해 뤼시앵 골드만의 이론을 의미한다고 언급된 이
후( 글은 왜 쓰는가 참조) 서구 이론에서 그대로 가져온 방법론으로 오해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그와 최인훈이 한국적 맥락에서 고안, 사용해왔던
용어이다.

192) 백낙청, 서구문학의 영향과 수용 , 신동아, 1967.1, 401면.
193) 백낙청, 위의 글, 402~4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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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쓴 다음, 결국은 “문학하는 사람들로서도 자신이 취하는 문학적 태도의 이

데올로기적 근거와 역사적 의의를 반성하는 것이 급선무”194)라고 결론 맺고 있

다.

이에 김현은 허무주의와 그 극복 (사상계, 1968.2)을 써서, 최인훈의 총

독의 소리 가 오히려 허무주의의 극복을 보여주는 작품임을 역설하고 있다.195)

백낙청의 글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담고 있는 셈으로, 이 작품 안에서 최인훈은

“국학의 발전”과 “자기 政體의 내부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의식의 확

대”를 통한 허무주의의 극복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196) 김현이 이

무렵 시도한 예의 문화사적 비판은, 분례기 1회가 처음 실리던 창비에 함께

수록된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 (창비, 1967년 여름호)에서의 샤머

니즘 비판이나, 이 글에서와 같은 허무주의 비판이라는 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197) 이후 문지의 창간사에서도 샤머니즘과 허무주의의 극복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김현은 이 두 가지가 한국문화의 고질적 병폐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허무주의 극복의 방향을 최인훈의 소설

에 대한 비평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예증해보이고 있는 것이다.198)

또한 김현은 다시 한번 참여론 을 (현대문학, 1968.4)199)에서, 자신의

194) 앞의 글, 406면.
195) 분례기의 연재가 시작되자 김주연은 분례기의 토속성을 비판한다. 김주

연, 자연의 소화와 개성 , 현대문학, 1967.7. 이 무렵 백낙청과 염무웅은 다
시 여러 지면에서 연이어 분례기를 다룬다. 백낙청, 창작과비평 2년 반 , 창
작과비평, 1967년 여름호; 백낙청, 소설 올 문단 최대 수확 , 동아일보,
1967.12.19.; 염무웅, 12월의 문단-올 수확은 분례기 , 서울신문,
1967.12.21. 이 시기를 전후하여 염무웅은 68문학에서 창비로 이동하고 있
다.

196) 김현, 허무주의의 극복 , 사상계, 1968.2, 301면.
197) 연구자들 가운데 초기 창비와 문지가 협력 관계였음을 논하며 이 시기의
필자 교류를 근거로 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김현의 이 글은 오히려 창비 
비평가들과의 해석적 입장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글이라 할 수 있다.

198) 그 가운데 ‘샤머니즘 극복’ 문제의 경우에는 주로 김승옥의 작품에 대한 비평
을 통하여 예시를 펴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윤식이 앓는 세대의 문학 (현대
문학, 1969.10)에서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다.

199) 몇 달 뒤 쓴 이 글은 선우휘-창비 논쟁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글이기
도 하다. 제2차 순수참여논쟁은 흔히 제3차 참여논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어령-
김수영 논쟁으로 파생되어 나가는데(백낙청은 김수영에 대한 애도의 글인 서정
의 성장과 극복 (한국일보, 1968.6.25.)을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를 옹
호한 바가 된다), 이때 제2차 참여논쟁에서 갈라진 또 다른 지류적 논쟁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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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고고학’ 즉 문화사적 비판에 근거한 비평적 입장을 다시 제시하는 한편,

방영웅의 분례기 를 들어, 한국 문단의 고질인 샤머니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

서 비판하고 있다.200) 그러자 백낙청은 시민문학론 (창비, 1969년 여름호)

에서 광장의 이명준을 “나르시시즘”과 “자의식 과잉”201)에 갇혀 있는 인물로

비판하는 한편, 분례기는 “소시민적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있는 작품으로

상찬하고 있다. 이에 김현은 한국문학의 가능성 (문지 창간호, 1970)에서

다시 다음과 같이 대립각을 드러낸다.

그는(최인훈은, 인용자) 탐구의 과제로서 풍문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선택한다.

역사의 지층에 깊게 뿌리박지 못한, 외국에서는 경험적인 것을 한국에서는 선험적

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지적 유희를 그는 풍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풍문의 형성 과

정을 한국 정신사에 대한 고찰( 회색인 )과 문학사에 대한 고찰( 서유기 ), 그리고

선우휘-창비 진영 비평가들 사이의 논쟁이다. 선우휘가 조선일보에 쓴 문학
은 써먹는 것이 아니다-사회참여문제 재대두를 계기로 ( 조선일보,
1967.10.19.)에 대해 염무웅이 선우휘론 ( 창작과비평 1967년 겨울호)으로
반론을 폈고, 이에 대해 다시 선우휘의 반론 역시 문학은 써먹는 것이 아니다,
“문학은 써먹는 것이 아니다” 논평에 대한 답변 (조선일보, 1968.1.16.)이 이
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사상계에서 선우휘와 백낙청의 전격 대담이 이루어지기
도 한다( 작가와 평론가의 대결-문학의 현실참여를 중심으로 , 사상계,
1968.2). 이때 이미 창비를 내고 있었던 백낙청은 10호 편집후기에서 이 대담
에 관해 부언해두기도 했다(백낙청, 창작과비평 2년 반 , 창작과비평, 1968
년 여름호). 이후 선우휘는 현실과 지식인 (아세아, 1969.2)에서 다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이번에는 박태순과 원형갑이 응대하며 논쟁의 국면이 이어진
다.
한편 이후에도 김현은 “문학은 써먹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학은 무엇

을 할 수 있는가? 문학은 권력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며 부를 축적하게 하는 수
단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써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써먹지 못하는 것을 써먹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논쟁에서의 선우휘
의 말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이것이
유명한 김현의 문학무용론이다(김현,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한국문학
의 위상, 문학과지성사, 1977).

200) 이 시기 김치수와 김병익이 68문학(1969.1)에 각각 실은 한국소설의 과제
와 자유와 현실-최인훈 씨의 경우 에서도 최인훈의 영향이 두루 나타나고 있

어, 68문학의 비평가들이 최인훈의 문학적 입장과 긴밀하게 공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홍기돈은 최인훈의 문학
이 68문학의 “문학적 좌표축의 원점”이었다고 논하고 있다. 홍기돈, 68문학 
연구 , 어문연구 54, 2007, 17면. 관련 내용은 12~18면.

201) 백낙청, 시민문학론 , 창작과비평, 1969년 여름호, 501면.



- 59 -

풍속에 대한 고찰( 크리스마스 캐럴 )을 통해 분석한다. 그 분석의 결과, 한국에서

풍문만이 떠도는 것은 한국 사회 자체에 대한 연구가 없이 외국의 것을 이념형으로

직수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래서 그는 총독의 소리 연작에서, 한국

사회 자체로 눈을 돌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202)

위의 인용문에서 김현은, 최인훈이 한국 문화에 대한 구조적 비판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수입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토착화되지 못한 ‘풍문으로서의

근대성’이라는 식민지적 특성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

다. 최근 초기 창비와 문지 비평가들의 관계를 세대 공동체의 미분화 상태

로 파악하고자 하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으나, 이와 같이 두 그룹의 비평가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서로 다른 작가와 텍스트를 차별적으로 옹호하는 과정에서

이미 비평적 관점의 차이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간지

비평가들은 이 시기 공통의 비평적 과제―비평 위상의 제고와 문학적 소통 구조

의 정상화―를 함께 수행하면서도 세부적 입장에 있어서는 차이를 지녔다는 점

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시기 계간지 비평가들은 독자에 대한 논의에서도 서로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가령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백낙청은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에서부터 사르트르를 참조하여 독자에 대한 논의―독자양성론―를 펼치고

있었으며, 이는 이후 시민문학론 에 이르기까지 초기 백낙청의 주요 평문들에

이어지는 비평 논리의 기반을 이룬다.

단 한 사람의 잠재적 독자도 현실의 독자로 얻고 단 한사람 현실독자―작가 자신

을 포함해서―의 수준이라도 높이며 단 한마디의 자유로운 호소라도 더 하기 위해

각가지 삶과 글의 실험을 행해야 된다. 이러한 종합적 노력의 일부가 아닌 ‘순수한

문학적’ 실험이나 조급한 ‘행동을 통한’ 실험은 모두 한갓 에피소드로 끝나기 쉽다.

20세기 서구문학의 다채로운 기법을 본뜬 실험이 근래 우리 시와 소설에 없었던 것

이 아니나 한결같이 우리 문단에 아무런 전기(轉機)도 만들어 주지 못했던 것은 무

엇을 말하는가? ‘문학적’인 실험만으로 문학하는 온 자세를 쇄신할 수 없었고 다만

기성 문단에서 ‘문학적’으로 통하는 영역 내에서 몇 가지 변동을 일으켰을 따름이다.

정말 새로운 창작과 비평을 위한 실험은 예술적 전위정신과 더불어 역사적 사회적

엘리뜨 의식, 그리고 너그러운 계몽적 정열을 갖추어야 하겠다.203)

202) 김현, 한국 문학의 가능성 , 김현 문학전집 제2권, 문학과지성사, 1991,
67~68면.

203) 백낙청,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 창작과비평 제1호, 196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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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백낙청은 문학 독자층이 얇은 한국문학의 현실에서는 단 한 사람이

라도 더 독자로 얻고자 하는 작가의 성실성이 긴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

다.204) 그리고 이러한 독자 확대를 위해서는 20세기 문학의 그것과 같은 다채

로운 실험보다는 “너그러운 계몽적 정열”이 더욱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인용문에 이어지는 대목에서 그가 19세기 러시아 작가들에게서 그

러한 노력의 예시를 발견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작가 지식인들

만의 협소한 문학이 되거나 러시아 사회의 소외된 대중 즉 수많은 잠재독자들을

위해 쓰는 수밖에 없었”던 당시 러시아 문학의 조건 속에서 대부분의 작가들은

평론가 벨린스키(Vissarion Belinsky)의 주재 하에 후자의 길을 택했”205)고,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그들 자신의 창작열과 소명감(召命感)”에 바탕을 두고

“인텔리들 자신의 자각과 단결”에 힘입어 “잠재독자층의 막연하나마 열성적인 성

원조차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206)

한편 김현은 한국문학은 붕괴되어가고 있는가 (자유공론, 1966.6)에서 백

낙청의 이러한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당시 김현은 백낙청과는 다른 관점에서

독자 문제에 착목하고 있었다. 이 시기 김현이 평단에 소개하고 있었던 프랑스

신비평 논쟁 역시 대중사회화 현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으며, 후일 김현

은 “신비평 논쟁의 또 다른 배경은 사회학자들이 대중이라고 부르는 광범위한

소비 계층의 출현”207)이었다는 통찰을 제시하기도 한다. 후에 본격적으로 대중

문학론을 전개해나가기도 했던 김현은(4.1절 참조), 이 시기부터 대중 독자의

204) 김윤식은 “초기 그(백낙청, 인용자)의 평론인 M. 아놀드의 문화비평 및 창작
과비평 창간호의 권두논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문학이 고급한 오락이라는 것, 그
것이 고급한 문화영역으로서의 오락이므로 당대의 저급한 오락이나 풍조를 물리
쳐 독자의 취미를 끌어올릴 수 있음으로 하여 훌륭한 현실참여임을 주장”하고 있
다고 씀으로써 백낙청 초기 비평의 문화주의적 성격과 특유의 독자 확대를 통한
참여의 논리를 지적하고 있다. 김윤식, 비평의식의 변모 , 한국문학의 논리,
일지사, 1974, 280면.

205) 백낙청, 앞의 글, 20면.
206) 이상 백낙청, 앞의 글, 21면. 19세기 러시아 작가에 대한 위의 인용문은 아르
놀트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가운데 창비 1967년 봄호에서 소개된
1830년의 세대-십구세기의 사회와 예술(1) 에서 가져온 부분임이 밝혀져 있다.

전우형, 앞의 글 참조.
207) 김현, 신비평 논쟁의 전개와 의미 , 프랑스 비평사 현대편, 김현 문학전집

 제8권, 문학과지성사, 1991,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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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소설가와 독자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흔히 망각되어 온 것에 속한

다. 소설가, 혹은 시인과 독자라는 문제에는 이상한 신화가 끼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다. 그것은 萬人을 위하여 쓴다는 신화이다. 3천만 대중을 상대로 아니 전 세계를

상대로, 소설이나 시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화가 작가들의 머릿속에는 상당히

깊숙이 박혀 있다. 생각 자체는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사고는 반드

시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독자를 상대한다는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독자를 포기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의 차, 취미의 다

름, 계급의 차등을 무시하고 전 독자를 상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 그

렇다면 하고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의 수준이 너무 높다면 독자의 수준에 맞추어

끌어 내려라, 당신의 시가 너무 난해하다면 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써라, 라

고. 이러한 식의 주문에는 두 가지의 함정이 숨어 있다. 하나는 가상 독자의 상정이

다. 독자를 자기가 생각한 어느 수준에 꽉 한정시켜놓고 절대로 독자는 움직일 수

없다는 논리는 이헌구 씨의 말을 빌리면 “가상의 현실에 대한 가상의 이론”에 지나

지 않는다. 새삼스럽게 소설론의 저자 몇몇을 끌어들일 필요도 없이 작품이란 독자

가 그것에 부여하는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발레리의 말을 빌리면 “작품의 가치란

그 작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타자와 밖의 환경에서 받는 발전 속에

있다”. 작품이란 말하자면 작가와 독자가 같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독자층을 모든 사람에게 둔다는 것은 이런 협력을 한편에 거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독자는 작품에 협력하기를 거절하고 작가만이 홀로 작품을 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여 가상 독자의 상정은 반드시 작가를 일종의 기계로 타락시켜

버리는 위험을 가져온다. 독자 자신이 협력하지를 않고 작가의 수준만을 내리라는

것은 결국 작가 자신이 일종의 기계가 되어 글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다만 자기만의 독자를 찾아내고 키우고 서로 협조

하여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로브·그리예나 뷔또르의 독자가 르브랑의

독자일 수는 없을 것이다. 春洙나 鳳健의 독자는 분명히 林和의 독자일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기의 독자를 자기가 발견하고 키우고 협력시키지 않는다면, 작가가 작품

에 대해서 갖는 애정 역시 그러할 것이 틀림없다. 외로운 사람은 어쩔 때는 자기만

을 독자로 가질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독자를 인간 전부로 상정한다거나 독자를

전혀 무시해 버린다는 것은 작품의 파괴와 작품의 증발만을 가져올 것이다. 결국

위대한 작가란 끊임없이 독자들과 같이 작품을 만들기를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드는

사람이 아니겠는가.208)

208) 김현, 한국문학은 붕괴되어 가고 있는가 , 자유공론, 1966.6, 262~26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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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만인을 위해 쓴다는 신화”에 대한 거부를 핵심으로 삼고 있는 김현의

이 글은, 독자층의 양적 확대를 논하는 백낙청의 독자 논의를 대타적으로 의식

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비평의 영역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문학 독자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그 구체적인 논의의 방향에 있어서

는 다른 갈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은 백낙청의 잠재독자론의 가상적 성

격과 그의 독자확대론이 가정하고 있는 독자의 수동성을 비판한다. 그리고 대신

작가는 “자기만의 독자를 찾아내고 키우고 서로 협조하여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

으면 안 된다”는 독자협력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독자이론은 사실 하나의 뿌리를 지니고 있다. 백낙청의 ‘잠

재독자에 대한 충실론’―이때의 ‘잠재 독자’는 본래 그 사회의 피지배 세력 전체

를 의미한다―과, 작가와 독자는 서로 협력관계에 놓여 있다는 김현의 ‘작가와

독자의 상호 협력론’은 모두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1947)에 제시된

독자이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독자를 위한 문학’과 ‘독자에 의한 문학’이

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르트르의 독자이론이 이 시기 한국

평단에서 상이한 두 방향으로 해석, 전개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209)

사르트르에게 글쓰기는 본질적으로 타자를 향한 행위이다. 사르트르는 문학을

‘팽이’에 비유하는데, 계속해서 외부로부터의 작용이 있어야만 서 있을 수 있는

팽이처럼, 문학작품 역시 독자의 존재와 독자의 읽기라는 행위에 의해서만 존립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 사르트르는 독자의 읽기가 ‘인도된 창조(création dirigée)’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독자는 작가에 의해 인도되는 존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작가

는 작품을 읽어주는 독자의 주체적 행위, 즉 작품에 객체적 성격을 부여해주는

독자의 협력에 호소해야 한다. 따라서 작가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를 위하여

209) 변광배, ‘순수·참여문학’ 논쟁 재탐사 , 인문과학 52, 2013, 9면. 변광배는
이 글에서 “(...)1967년에 시작되어 1970년대 초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순수·참
여문학’ 논쟁에서 순수문학 진영에서는 순수의 이름으로 이 저서를 비판하고, 또
참여문학 진영에서는 이 저서를 참여의 이름으로 독점적으로 원용한 것은, 이 저
서를 구성하고 있는 ‘독자에 의한 문학’과 ‘독자를 위한 문학’이라는 두 부분에 대
한 논의의 누락 내지는 이 두 부분이 갖는 중요성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닐까”
(같은 논문, 20면)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는 ‘독자를 위한 문학’ 즉 참여문학론의 측면과 ‘독자에 의한 문학’ 즉 순수문학론
의 측면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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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작가와 독자는 서로의 상호 관용과

협조를 통해 작품의 창조라는 행위를 완성한다. 그리하여 사르트르에 따르면 모

든 작품은 그 작품이 목표로 삼고 있는 독자의 모습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210) 이와 같은 사르트르의 이론을 ‘독자충실론’으로 해석할 것이냐, ‘독

자협력론’으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논점을 두고 백낙청과 김현의 견해가 충돌하

였다고 할 수 있다.

사르트르의 독자이론 가운데 독자의 협력과 참여를 중시하는 측면은 이후 바르

트의 후기구조주의 독자이론에 영향을 미친다. 바르트의 유명한 독자이론은 ‘독

자의 탄생’과 그 대가로서의 ‘작가의 죽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작가의 권

위가 높아질수록 독자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대중의 위치에 머물러왔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리고 ‘작품’의 개념을 ‘텍스트’로 대치시키면서 이 생산물에 대한 저

자의 권위의 상실을 선포하고, 이때 ‘텍스트’를 과거 통념상의 ‘읽는’ 텍스트가

아니라 ‘쓰는’ 텍스트로, 독자가 참여할 수 있고 ‘텍스트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

는 창조적 유희의 공간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였다.211) 그러나 바르트의 독자

이론을 대표하는 논문 저자의 죽음 (“Le mort de l’auteur”)(1968)은 아직

한국 평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다. 후에 김현은 그 이론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관점을 더욱 발전시켜나간다.212)

한편 염무웅은 현실과 허위의식 (청맥, 1967.3)에서 김현의 논리를 다시

210) 이상 변광배, 사르트르 참여문학론, 살림, 2006 참조.
211) 이상 변광배, 사르트르와 바르트의 ‘작가-독자론’ 비교 연구 , 외국문학연구 

44, 2011, 56~57면.
212) 김현은 15년 뒤인 1985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쓴다. “곁다리텍스트는 텍스트

에 곁다리로 불어 있는 텍스트이지만 텍스트에 못지않게 중요한 텍스트이다. 텍
스트에는 의미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고 생각하는 의미론자들의 말은 그런 의미에서 옳다. 서문이라는 곁다리텍스트는
텍스트에 대한 저자의 생각, 텍스트의 구조, 그 텍스트를 읽어줄 독자에 대한 저
자의 느낌을 중층적으로 용해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저자의 생각만이 텍스트에
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텍스트를 수용·발전시킨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중요
하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준다. 몽테뉴의 일가친척, 루소의 집요한 적, 라블레의
친구 독자, 보들레르의 위선의 독자는 더 큰 독자들의 무리에 합류하면서 더 큰
의미망을 구축한다. 그들이 더 큰 독자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하기야, 그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지지는 않았으리라. 독자야말로 모든 텍스트의 생명의 바다
이다.” 이러한 내용은 ‘곁텍스트’라는 용어를 창안한 제라르 주네트의 글에 대한
참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재룡, 파라텍스트의 세계-창작과 명명 , 작가세계 
13, 1992, 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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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고 있다. 문학작품을 “사회적 산물” 즉 작가와 독자의 상호작용의 매개체

로 이해하는 관점은 계간지 비평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단지 많

은 독자에게 읽”히는 것만을 당면 과제로 삼을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염무웅

역시 김현에게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작가가 “자기의 대중을 가진다”는 대

목에 이르러 그는 김현과는 다른 각도에서의 해석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어떠한 문학작품도 결국은 하나의 사회적 산물이다. 단지 많은 독자에게 읽혀서

어떤 효과와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사회계층의 어디에 서

서 누구를 위해서 쓰든 작가는 일정한 자기의 한계를 작품으로써 보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도의 제재적 심미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된 작품도 그것이 내

면의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대중과 관계를 맺어야 한

다. 어떤 작가도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대중을 가진다. 문제는 그 대중이 사회 구조

의 어떤 계층으로서 정당한 역사 발전에 어떻게 참가하느냐 하는 데 있다. 그 대중

이 한국 현실의 밑바탕에 스스로 소속되면서 보다 폭넓은 보편성에 의하여 전진하

는 역사를 뜻깊게 대변할 때 작가는 자기 존재의 의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

를 가지며, 이와 반대로 허위의식의 지배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리고

상황의 모순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그 대가로 소수인의 관념의 유희로 전락하거나

혹은 誤導된 대중의 소비 경향에 편승하여 그들의 향락적 위안물이 되기를 자청하

고 나설 때 그는 준엄한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몰락의 운명을 맞이하고야 만다. 그

러므로 어떤 작가도 현실 속에 있고 어떤 작품도 일정한 독자층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일반론은 그 外觀的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정체를 모호하게 흐려놓을

따름이다. (중략) 현실의 표면을 이루는 온갖 魔物的 ‘풍문의 지층’을, 말하자면 온

갖 허위의식을 부단히 파괴하면서 민중의 진정한 욕망을 새로운 시대의 추진력으로

동원시키는 데 희생적으로 투신하는 것만이 작가에게 허락된 변명의 방식인 것이

다.213)

염무웅에 따르면 작가가 “자기의 대중을 가진다”는 말의 의미는 작가가 민중을

대변하면서 그들을 역사 발전에 참가시킬 책임을 갖는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작가는 독자의 허위의식을 파괴하고 독자에게 “새로운 시대”를 향한 욕망을 불

러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독자의 허위의식이나 소비적 경향에 편승하는 작품은

그 가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그의 관점에서는 “어떤 작품도 일정한 독자층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김현의 주장은 가치론의 차원, 즉 민중적·역사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결여한 공소한 일반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13) 염무웅, 현실과 허위의식 , 청맥, 1967.3,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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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염무웅의 독자이론은 앞서 살펴본 백낙청의 입장과도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는 독자의 계층성과 작가의 역사의식에 대한 강조를 드러냄으로써, 보

다 뚜렷한 이념적 지향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중’이라는 말과 ‘민중’

이라는 말을 구분하여 사용하면서 전자를 향락적 소비의 주체로, 후자를 역사적

발전의 주체로 놓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이는 향후 그의 민중문학론의 입장으

로 발전되어 나간다(4.1절 참조).

또한 염무웅은 이 시기 베스트셀러의 진단-박경리 문학의 매력 (세대,
1967.6), 베스트셀러 망국론 (월간중앙, 1968.11) 등 독서계에 대한 글을

꾸준히 쓰면서 ‘현실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다. 이는 백낙청의

잠재독자론에 비해 실제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한국

문화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있는 글인 미감아의 질주 (세대, 1967.7)에서는

한국 문단의 침체 경향을 다음과 같이 관찰하고 있다.

(첫째, 시의 침체가 화제에 오르고 있다는 점, 인용자) 그러나 오늘날 아무도 시를

읽지 않으며, 이제 시의 문제가 문단의 화제로서 입에 오르내리지는 않는다. 가장

상업주의와 센세이셔널리즘을 추구하는 주간지가 “왜 시는 읽히지 않나?”라는 특집

을 요즘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지독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시에서 멀

어진 대중을 상대로 하여 바로 시에서 멀어진 그 이유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생사의 위기에서 방황하는 한국 현대

시의 절망적 추태를 공공연하게 노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시와는 반대로 소설의 수요가 늘었다는 사실이다. 인기 작가는 미처 그 수용

에 응하지 못할 만큼 되었다. 잡지와 신문마다 소설을 요구하고, 그중 일부는 영화·

방송극으로 소비된다. 소설을 써서 致富는 못할망정 집을 사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

람이 생겼다. 이러한 사실은 두말할 것 없이 진정한 문학 수요자의 증가를 의미하

지는 않는다. 해방 후 국어교육의 일반적 보급에 의한 독자층의 성장, 그들의 감수

성의 세련, 발표기관의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화·텔레비전·서재·정원·전화 등

을 소유·향락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 층의 소비경향과 그것을 조장하는 외래 풍조

―이 모든 것에 오늘날의 소설은 음양으로 지배되고 있다. 거듭 말하자면, 소설 수

요의 증가는 건전한 문학 독자의 착실한 성장의 일환이 아니고, 한국사회의 외관적

안정에 대응되는 것이며, ‘베스트셀러 에세이’ 수요층의 증가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다.214)

위의 글에서 염무웅은 일종의 독자사회학적 진단을 시도하고 있다. 시 독자층

214) 염무웅, 미감아의 질주 , 세대, 1967.7, 180~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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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재와 소설 독자층의 내실 부족 등의 현상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다. 염무웅의 접근 방법이 보다 구체적이며, 독자층의 외면적 성장이 “경제적

여유 층”의 소비적 경향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독자의 계층성을 문

제 삼거나 민중 독자의 성장을 고대하는 특유의 비평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지

만, 결국 ‘현실독자의 부재’라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백낙청의 입

장과 만나고 있다. 결국 독자 부재가 창비가 파악한 한국문학의 최대 난점이

요, 이 현상의 극복이 창비의 비평가들이 공유한 문제의식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독자이론은, 개인의 비평 논리만은 아니었으며, 해당 계간지의 입장

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가령 창비의 발간은 그 자체로 일종의 독자

운동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창비의 독자 정치가 구체적으

로 실현된 사례가 바로 전술한 분례기의 선고(選稿)와 수록이다. 분례기는
여러 모로 초기 창비의 정향(定向)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는데,215) 그중

하나가 분례기를 통해 창비가 실제 대중 독자 확대에 성공했다는 점이었

다.216) 분례기는 그 건전성 여부가 문제가 되어 판매금지가 되기도 하였지

만, 영화, 드라마, 연극 등으로 각색되며 인기를 끌었던 대중적 작품이기도 했

다. 이 작품을 통해 창비는 대중 독자들에게도 주목을 얻는 데 성공하였던 것

이다. ‘잠재독자의 현실독자화’의 한 실례였던 셈이다.

한편 문지는 1971년 가을호의 서문에서 “일반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기보다

대중에게 관심을 일깨우는 여론의 지도자와 고급한 정신의 탐구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자부”217)한다고 밝힘으로써 창비와는 다른 소수독

자론의 입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엘리뜨 문학인과 일반 대중의 분

리”218)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문지의 비평가들은 이후 대중문학

215) 분례기의 발굴과 수록은 창비가 내세우고자 했던 지면의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예시할 수 있는 사례였다. ‘추천제’를 고수한 기존 문예지와 달리 다양한
필진을 모색하겠다는 포용적 편집의 원칙과 의지의 표현이었다.

216) “(...) 당대 한국 지식사회의 척박한 여건을 고려해보았을 때 지식인층만을 주
독자로 삼아서는 잡지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때 창비를 대중 사이에
깊이 각인시킨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방영웅(方榮雄)의 분례기였다. (중략) 분
례기에 대해 당시 독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뜨거운 반응으로 화답했고, 작품이
연재되는 동안 창비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분례기의 성공은 창비의
재정난을 크게 덜어준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동시에 창비의 입지가 대중적으로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창비 50년사 편찬위원회, 제1기 개관 , 창비와 사
람들, 창비, 2016, 10면.

217) 창간 1주년 기념호를 내면서 , 문학과지성 1971년 가을호, 4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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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전개 과정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4.1

절 참조).

이와 같이 계간지 시대 비평가들은 제2차 순수참여논쟁 이후의 참여론을 다음

과 같이 전개해나간다. 먼저 비평의 위상론을 통해 독자 확대나 계몽을 위한 문

학 전통의 재창조, 또는 문화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등을 비평의 새로운 역

할로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비평이 양적 증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시

대219)에 다시 비평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작품을 주체로부터

떨어진 실체로 파악하는 신비평 이론에서 벗어나,220) 작품을 작가와 독자가 참

여하는 소통의 장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비평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문학적 실천의 주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221) 참여론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

하고자 하였다.222) 이와 같은 초기 계간지 비평가들의 독자이론은 1970년대

218) 윤지관, 세상의 길-4.19세대 문학론의 심층 , 임규찬·최원식 편, 4월 혁명
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278면.

219) 김윤식은 이 시대를 비평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비평계의 침체가 여실히
드러난 시대라고 보고, 그 까닭을 “자신이 비평을 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를 갖지
못한” 데서 찾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만의 신념을 가졌던 비평가로 조동
일, 염무웅, 김현, 김주연, 백낙청, 임헌영 등을 꼽고 있다. 김윤식, 비평의식의
변모 , 한국문학의 논리, 일지사, 1974, 277~278면.

220) 권오룡은 왜 1960년대가 르네 웰렉과 오스틴 워렌의 문학의 이론의 시대였
음에도 불구하고 비평에서는 내재적 접근이 시도되지 않았는가 묻고, 그것은 당
대적 상황의 고뇌의 무게와 관련이 있다고 자답하고 있다. 권오룡, 주체성과 언
어 의식-문학과지성의 인식론 , 문학과지성사 30년, 문학과지성사, 2005,
144~145면.

221) 김현은 문학사회학의 여러 방법들 가운데 한국에서 아직 적용되지 않은 미답
의 방법들, 시도해볼 필요가 있는 방법들 중 하나로 롤랑 바르트의 이론, “기술
의 영도의 롤랑 바르트처럼, 줄거리를 통한 것이 아니라 ‘기술방법’을 통해서 소
설과 상황, 소설과 이데올로기 사이의 깊은 연관을 천착하는 방법론”을 꼽은 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짐작해볼 때, 구조주의 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김현
은 바르트의 이론을 문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론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선택
하였으며, 자신의 비평에 적극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김현, 한국 비평의 가
능성 68문학, 1969.1, 154면.

222) 반드시 사르트르나 하우저, 또는 바르트의 독자이론이 아니더라도, 계간지 비
평가들은 영미 신비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다양한 방향에서 보여주고 있
다. 창비의 창간호에는 로만 잉가르덴의 글이 조가경 번역으로 실리기도 했고,
김현은 초기작 비평고에서 A. 티보데의 이론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프랑스
비평사 등에서는 제네바 학파 특히 J. P. 리샤르의 이론에 대한 소개 작업도 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계간지 비평가들은 수용미학이나 현상학적 비평이론 등
다양한 이론의 영향을 통하여 문학적 읽기와 독자, 또 소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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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대중문학론과도 논의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그 연관성이 함께 고찰될 필요가 있다(4.1절 참조).

확장하여 나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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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전통론의 비판과 문화적 식민지성의 인식

1960년대 하반기에 계간지 비평가들은 이전 시대 평단에서 전개되었던 두 가

지 담론, 즉 참여론과 전통론의 유산을 이어받아, 이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해

나간다. 그중 전통론과 관련하여, 계간지 비평가들은 기존 전통 담론―전통단절

론과 회고적 전통론 등―즉 전후세대 비평가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대안적

논리를 모색하는 것을 담론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서구(세계)와 전통

사이에서의 방향상실의 상황을 문제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문화적

식민지성의 극복을 또 다른 당면 과제로 내세웠다.

기존 1960년대 비평 연구의 성과 가운데 상당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순수참여논쟁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223)

그러나 이 논쟁을 이후 계간지 비평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논의한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논쟁의 약사(略史)를 계간지 시대의 개막과 전개의 양상과 관

련지어 재정리해볼 필요가 있다.224) 또한 기존 계간지 연구에서는 ‘소시민 논쟁’

223) 이 논쟁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윤병로, 한국현대비평문학
서설, 청록출판사, 1974; 홍문표, 한국현대문학논쟁의 비평사적 연구, 양문
각, 1980; 오양호, 순수·참여의 대립기 , 김윤식 외 편, 한국현대문학사,
1989; 조남현, 순수참여논쟁 , 한국근현대문학연구입문, 한길사, 1990; 우찬
제, 배제의 논쟁, 포괄적 영향-60년대 순수참여논쟁의 맥락 , 권영민 편저, 한
국문학 50년, 문학사상사, 1995; 송희복, 집단적 삶의식의 깊이, 개인적 실존
의 깊이 , 한국문학사론연구, 문예출판사, 1995; 이희중, 1960~70년대 남한
의 문학비평 ,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 1995; 류양선, 1960년
대 순수참여논쟁 , 한국현대문학과 시대정신, 박이정, 1996; 전승주, 1960년
대 순수참여논쟁의 전개과정과 그 문학사적 의미 , 김윤식 외 공저, 한국현대비
평가연구, 강, 1996; 한강희, 1960년대 한국문학비평 연구-전통론·세대론·참
여론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고명철, 1960년대 순수·
참여문학 논쟁 연구 ,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임영봉, 1960년대 한
국문학비평연구-비평 세대와 문학 의식의 분화 양상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1999; 홍성식, 1960년대 한국문학 논쟁 연구 , 명지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1999; 김영민, 한국 현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2000; 김성환, 1060
년대 문학비평의 담론구조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상갑, 근
대민족문학비평사론, 소명출판, 2003; 전상기, 1960·70년대 한국문학비평연구
-‘문학과 지성’·‘창작과 비평’의 분화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전상기, 문화적 주체의 구성과 소시민 의식-소시민 논쟁의 비평사적 의
미 , 상허학보 13, 2004.

224)제1차 순수참여 논쟁은 흔히 김우종의 파산의 순수문학 (동아일보,
1963.8.7)을 계기로 한 논쟁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1930년대 이래 우리 문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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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이 시기 비평사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 시기 계간지

비평가들 사이의 논쟁이 시민과 소시민이라는 참여의 주체 문제를 둘러싼 논쟁

만이 아니었으며 세대·전통 논쟁225)이 함께 뒤얽힌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

에 착안하여 이 시기의 비평 텍스트들을 새롭게 배치, 재해석하고자 한다.

창비와 문지의 주요 비평가들이 평단에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김붕구의 글 작가와 사회 에서 발화(發火)한 이른바 제2차

순수참여논쟁과 그 후속 논쟁에서부터이다. 김현은 당시 신진 비평가로서는 유

일하게 이 논쟁에 참가하였고(2.1절 참조), 이 논쟁에서 갈라진 지류적 논쟁인

선우휘-창비 논쟁을 통해 백낙청과 염무웅도 논쟁 구도에 합류하게 된다. 이

때 이들의 논쟁에 대해 김현이 논평하면서 분례기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오

히려 선우휘의 편을 든 것이 창비와 문지가 논쟁 중에 만나게 되는 첫 장면

“순수문학에 귀착”하며 “대중문학과 분가(分家)함으로써 숱한 독자와의 연결선을
절단해버렸고, 한편 정치적 도구문학을 반대하던 나머지 정치적 문제와 관련되는
모든 당면현실에 일체 외면하는 경향에까지 탈선”했다고 비판하며 “순수에의 결
별”을 선언한 글이다.
김우종의 문제제기는 사실 수 년 전의 한국현대문학의 병적 배경 (월간문학,

1959.1)이나 문학의 순수성과 이데올로기 (한국일보, 1960.2.7.) 등의 글에
서부터 일찌감치 시작된 바 있다. 이러한 글들은 순수문학에 대한 비판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순수문학의 거점이었던 당대의 주요 월간지들을 향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단 혁신론의 성격을 함께 띠고 있었다. 이후 본격적
인 논쟁적 글들이 쓰여졌고 김광섭 등과의 ‘자유문학’ 논쟁이나 김동립과의 ‘초토
문단’ 논쟁이 벌어졌다( 초토문단의 사상 (현대문학, 1961.4), 문학의 침체와
문예지의 위기 (한국일보, 1961.7.13.) 외 다수).
이후 본격적인 논쟁은 현대문학 지상에서 벌어졌으며, 이것이 기존의 논쟁사

연구에서 제1차 순수참여논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김우종은 파산의 순
수문학 (동아일보 , 1963.8.7.), 유적지의 인간과 그 문학 (현대문학,
1963.11), 이 공허한 메아리-우리의 주체성을 지켜라 (문학춘추, 1964.4),
저 땅 위에 도표를 세워라 (현대문학, 1964.5), 작가와 현실 (한양,
1964.9), 순수의 자기기만 (한양, 1965.7) 등을 계속하여 발표함으로써 순수
문학, 그리고 순수문학 중심의 문단 질서를 재생산하는 월간지에 대해 지속적인
거부를 표명한다. 이러한 맥락이 기존 문예지 제도의 변화를 촉발하면서 계간지
시대의 대두를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225) 본래 ‘세대논쟁’은 서기원과 이후 문지의 비평가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의
미한다. 그러나 그 논쟁의 과정에서 전후 세대와의 연대를 표하는 창비 측과
세대적 단절을 주장하는 예비 문지 비평가들 사이의 입장 차가 선명하게 드러
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대논쟁’이라는 용어를 이들 사이의 논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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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26)

김현과 김붕구의 제2차 순수참여논쟁에서의 경합이나 창비와 선우휘의 논쟁

역시 세대 간의 대립 국면으로 읽어볼 수 있지만, 기존 논쟁사 연구에서는 그

직후 서기원과 김현, 그리고 김병익, 김주연, 김치수 등의 계간지 비평가들이

본격적으로 대립한 국면을 가리켜 ‘세대논쟁’이라고 불러왔다. 또한 이른바 ‘세대

논쟁’이 김주연의 글227)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

논쟁의 기원은 서기원이 쓴 50년대와 60년대-작가의식의 변모 (중앙일보,
1967.3.21.)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어서 김현의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

한 고찰 (창비, 1967년 여름호)과 염무웅의 미감아의 질주 (세대,
1967.7), 김병익의 문단의 세대교체론 (사상계, 1967.10), 김현의 허무주

의와 그 극복-동인문학상 수상 작가를 중심으로 한 시론 (사상계, 1968.2),

김병익의 앙팡 모랄리스뜨 (사상계, 1968.6), 김치수의 문학의 기능과 비

평의 자세 (사상계, 1968.5), 김주연의 시에서의 참여 문제 (사계,
1968.6), 김치수의 30대의 역사성, 20대의 일상성 (중앙일보,
1968.9.10.), 김주연의 60년대의 시인 의식 (사상계, 1968.10), 김현의

샤마니즘의 극복 (현대문학, 1968.11)과 1968년의 작가상황 (사상계,
1968.11), 김치수의 작가와 반항의 한계 (사상계, 1968.11), 김주연의 시

에서의 한국적 허무주의 (사상계, 1968.11)와 새시대 문학의 성립-인식의

출발로서의 60년대 (아세아, 1969.1), 김현의 한국 비평의 가능성 (68문
학, 1969.1) 등이 모두 세대 문제와 연관을 맺고 있다. 이어서 선우휘가 현

실과 지식인 , 아세아, 1969.2)이라는 글로 이른바 신세대들에게 응수하자,

김현의 세대교체의 진정한 의미 (세대, 1969.3)와 박태순의 젊은이는 무엇

인가-선우휘의 현실과 지식인 에 대한 반론 (아세아, 1969.3), 그리고 염무

웅의 반지성의 창가-선우휘 씨의 현실과 지식인 을 읽고 , 대학신문,
1969.4.9.) 등이 잇달아 발표되었다.228) 지금까지 김주연의 새시대 문학의 성

226) 김현, 다시 한번 참여론 을 , 현대문학, 1968.4.
227) 김주연, 새시대 문학의 성립-인식의 출발로서의 60년대 , 아세아, 1969.1.
228) 대학신문에 연재된 오늘의 작가상황 역시 이러한 세대 논의의 성격을 지

니고 있는 지면이다. 김주연, 김치수 두 신세대 비평가와 신동엽, 이호철 사이의
논쟁적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주연, 현실과 방법론의 융화 , 대학신
문, 1969.3.10.; 신동엽, 詩人·歌人·詩業家 , 대학신문, 1969.3.24.; 김치
수, 소시민 의식의 자각 , 대학신문, 1969.4.7.; 이호철, 일상성의 극복 , 
대학신문, 1969.6.2. 또한 김현은 아세아 4월호에서 마련한 한국의 세대



- 72 -

립 (아세아, 1969.1)과 함께 세대논쟁의 모두(冒頭)로 알려져 있던 서기원의

전후문학의 옹호 (아세아, 1969.5)가 나온 것은 그 이후였다. 요컨대 1960

년대 후반 계간지 비평가들의 평문 가운데 대부분이 이 세대논쟁의 맥락과 포괄

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후 본격적 논쟁은 서울신문 지상에서 이어지

고229), 주간조선에서는 언어와 역사의식-1950년대 작가와 60년대 비평가의

대결좌담 (주간조선, 조선일보사, 1969.6)이 벌어지기도 한다.230)

그런데 이와 동시에 창비 측과 이른바 ‘4K’ 사이의 또 다른 ‘세대논쟁’이 진

행되고 있다. 세대와 관련하여 계간지 비평가들의 견해가 갈리기 시작한 것이

다. 앞서 언급한 서기원의 50년대와 60년대 에 대해 쓰여진 반박 글 가운데

첫머리에 놓이는 두 편의 글, 염무웅의 미감아의 질주 (세대, 1967.7)와 김

현의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 (창비, 1967년 여름호)만을 일별하더

라도, 두 비평가가 세대 문제에 관한 견해 차를 드러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

다. 염무웅은 이 글에서 1950년대 작가들의 창작 유산을 계승할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는 반면, 김현의 경우에는 샤머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체념으로 응

고된 의식분자”를 보여주거나 혹은 “물밀듯이 들어오는 외래사조와 유행”이 동반

한 허무주의의 영향 하에 놓여 있는 전 세대 문학을 비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기 때문이다.231) 여기에서 세대교체론이 주로 문지 쪽의 논리였으며 창비
는 이러한 세대론의 확대에 대한 경계의 입장에 서 있었으므로, 이 시기 비평사

를 정리하면서 ‘세대적 인정투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본

고의 관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232)

토론에 신세대 측 논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229) 김현, 분화 안된 사고의 흔적-서기원씨의 전후문학의 옹호 를 논박한다 , 

서울신문, 1969.5.6.; 서기원, 대변인들이 준 약간의 실망-김현씨의 분화 안
된 사고의 흔적 서울신문, 1969.5.17.; 김현, 오히려 그의 문학작품을-서기
원씨의 대변인들이 준 약간의 실망 의 실망 ; 서울신문, 1969.5.29.; 서기원,
맛이나 알고 술이나 권해라 , 1969.6.7.

230) 멀리 김현의 한국문학의 가능성 (창작과비평, 1970년 봄호)이나 테러리
즘의 문학-50년대 문학 소고 (문학과지성, 1971년 여름호)까지도 이 논쟁의
맥락과 관련을 맺고 있다.

231) 김현,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 , 창작과비평, 1967년 여름호, 275
면.

232) 김윤식은 이 논쟁에 대해 “비평이 작가와 대결한다든지 獨自의 경지를 개척”하
지 못하고 “세대론”을 이슈로 삼은 것은 이류에 속한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김
윤식, 비평개관-떠나면서 질문하는 어떤 방식 , 월간문학, 1970.1,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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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입장이 본격적으로 충돌한 것이 바로 4.19를 기념하여 열린 서울대

문리대 심포지엄(1969.4.17.)에서이다. 이 심포지엄에서 백낙청과 염무웅은 김

현과 김주연의 세대론을 비판한다. 그러자 5월 9일 서울대 문리대 심포지엄에

서는 김주연이 다시 이를 반박하였다.233) 그리고 이 심포지엄의 정리 차원에서

발표된 글이 백낙청의 시민문학론 (창비, 1969년 여름호)이다. 백낙청은 이

글에서 서기원과 김현·김주연 사이의 세대논쟁을 가리켜 “‘60년대 문학’(혹은

‘65년대 문학’)의 대변자들과 ‘50년대 문학’ 내지 ‘전후문학’ 옹호자 간의 최근의

논쟁은 우리 문학을 위해 별로 보탬이 된 바 없다”고 강조하고, “10년도 채 안

되는 시기적 차이에 집착하여 동시대 작가 간의 보다 중대한 질적 차이를 소홀

히 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해독마저 끼쳤다”234)고 비판하고 있다. 이것이 이

시기 창비와 문지가 마주치는 두 번째 장면이다.

그러자 이 글에 대한 반론으로 김치수의 60년대 한국 소설의 성과 (형성,
1969년 여름호), 김주연의 계승의 문학적 의식 (월간문학, 1969.8) 등이

일제히 발표된다. 김현의 톨스토이주의의 범람 (시인, 1969.10) 역시 포괄

적 의미에서의 반론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쟁 양상을 보고 사상계사에서 “우리

에게 문학이 있었는가” 특집을 마련하여, 김병익의 60년대 문학의 위치 , 김현

의 왜 시를 쓰는가 등을 싣는다.235) 이어 김치수의 백낙청의 시민문학론

233) 문리대 심포지엄에 관해서는 문학논쟁 세대론 50년대와 60년대의 공방 (
경향신문 1969.5.14.)를 참조하였다. 또 이 내용은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742호 1969년 4월 21일자 2면에 요약 수록되어 있고, 이 요약 기사 전문이 전
상기의 1960·70년대 한국문학비평연구-‘문학과 지성’·‘창작과 비평’의 분화를 중
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17면에 소개되어 있다. 한편 김주
연의 반박에 대한 기사는 문학 페널 디스커션 이라는 제목의 단신으로 대학신
문 745호 1969년 5월 14일자 4면에 실려 있으나, 본문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 내용은 발표 시기 상 계승의 문학적 인식-<소시민의식> 파악이 갖는
방법론적 의미 (월간문학, 1969.8)의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234) 백낙청, 시민문학론 , 창작과비평, 1969년 여름호, 497~498면.
235) 이 글들과 함께 사상계 1969년 12월호에는 이 논쟁의 양상에 대해 구중서

가 쓴 글 역사의식과 소시민의식-60년대의 문학비평 이 함께 실려 있다. 한편
이 논쟁과 관련된 당대 비평의 평문으로는 그 밖에 다음 글들을 들 수 있다. 김
병걸, 고발문의 연발 , 현대문학, 1969.7; 김윤식의 자의식의 비평과 서구적
지성의 한계 , 창작과비평, 1969.9; 앓는 세대의 문학 , 현대문학,
1969.10; 비평가의 변모-‘의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 월간문학, 1969.12. 또
한 임중빈, 반세기의 문학논쟁-한국 비평문학의 불협화음 (세대, 1968.6); 정
창범, 참여문학의 사적 검토 (월간문학, 1971.11) 등은 순수참여논쟁 전반에
관해 다루고 있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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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학의 사회참여 (세대, 1969.12)까지가 시민문학론 에 대한 총공격에

해당한다. 1970년 1월 월간문학의 “69년의 한국문학” 특집에 실린 김현의

새로운 기운의 태동 과 김치수의 소시민 의 의미 , 김현의 글 가운데 월간문

학 1970년 3월호에 실린 소설은 왜 쓰는가 와 창비 1970년 봄호에 실린

한국문학의 가능성 까지가 멀리 이 논쟁의 맥락과 관련되어 있는 글이다.236)

이 글들에서는 소시민 논쟁의 쟁점과 세대론의 쟁점들이 착종되어 전개되고 있

다. 마지막으로 내·외부적 ‘세대논쟁’은 김현의 테로리즘의 문학-50년대 문학소

고 (문지, 1971년 여름호)에서 결산 단계에 이른다.237) 다소 길게 서지사항

을 소개한 까닭은, 이 시기 계간지 비평가들이 쓴 글들은 사실 이 ‘세대논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시민 논쟁’

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몇 편의 글로만 그 양상이 축소, 정리되어왔기 때문이

다.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외부적 세대논쟁의 국면과 맞물려

있었던 전통론의 전개 양상이다.238) 국사학계에서의 내재적 발전론239)의 대두,

236) 김주연의 역사비판론과 시민문학론-한국문학은 민족문학론으로 판단되는가
(지성, 1971.12)까지를 관련된 글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이 글에서 말하는
‘시민문학론’은 백낙청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은 희박하다. 이 글은
김환태론인 비평의 감성과 체계 (문학과지성, 1972 겨울호)에 이어지는 글이
며, 향후 문학사와 문학비평 (문학과지성, 1971.12), 문학비평종합론은 가능
한가 (지성, 1972.1) 등으로 이어지는 김주연의 비평 방법론에 대한 탐구 작
업의 일환으로 쓰인 글이라 할 수 있다.

237) 서기원의 한 세대의 의미와 한계- 한국현대문학의 이론 (문학과지성,
1972 여름호)을 함께 참조할 수 있다.

238) 계간지 비평가들에 의해서는 김현의 위선과 패배의 인간상-흙과 상록수
를 중심으로 (현대문학, 1965.2)와 한국문학과 전통의 확립 (세대,
1966.2), 염무웅의 식민지적 변모와 그 한계 (한국문학, 1966.3), 김현의
한국문학은 붕괴되어가고 있는가 (자유공론, 1966.6), 김현, 미지인의 초상
(세대, 1966.8), 백낙청의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창작과비평, 1966
년 겨울호)와 역사소설과 역사의식 (창작과비평, 1967년 봄호), 김현의 한국
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 (창작과비평, 1967년 여름호)과 한국문학의 전통
(형성, 1968.5) 등의 글이 이 시기에 발표되었다. 계간지 비평가의 글은 아니

지만 조동일의 전통의 퇴화와 계승의 방향-한국문학사에서 전통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창작과비평, 1966년 여름호)도 전통계승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요한 글이다.

239) 당시 한국사학계에서는 근대 기점 재론이나 자본주의 맹아론 등에 대한 공감
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칭한 것은 이후에 일
본 사학계에서의 일이었다. 김인걸, 1960, 70년대 ‘내재적 발전론’과 한국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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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20년(1965년)과 신문학 60년(1968년)을 전후하여 본격화된 과거 문학사

에 대한 정리 작업, 그리고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상 수상(1968년)

소식에 의한 자극 등이 1950년대 작가들과의 세대논쟁이나 계간지 비평가들 내

부의 세대논쟁과 얽히면서 계간지 비평가들에 의한 전통론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전통론과 관련하여 먼저 주목해야 할 글은 작가와 사회 의 논지를 보

다 발전시키고 있는 김붕구의 저서 한국인의 문학사상(일조각, 1964)이다.

계몽주의 문학 비판에 가까운 이 책에서, 김붕구는 이광수를 미달의 계몽사상가

로 규정하고 있다. 김붕구에 따르면 이광수는 이른바 개화기 모럴리스트의 전형

으로서 자아의식과 ‘새 세대’로서의 의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식은 다시 ‘나’와

‘민족’ 사이의 매개적 의식―근대 시민사회에서의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의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역사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후 그의 이러한 의식은 민족개조론이나 실력양성론과 같은

자학적 민족주의로 변질되고 만다. 결국 김붕구는 이광수를, 퐁트넬(B.

Fontenelle) 등의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비하면 사상이 박약

하고 철학의 빈곤을 드러내는 미달의 계몽사상가로 평가하고 있다.

또 김붕구는 김동인이 이광수로부터 읽어낸 ‘돈키호테’ 이미지를 변주하여, ‘시

각형(視覺型)의 지식인’, 즉 당면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볼 뿐이지만 자기 눈에

대한 단호한 확신에 차 있는 지식인 유형을 설정하고, 이광수를 그 전형에 위치

시킨다. ‘과연 오늘의 지성인은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서 벗어났는가?’라는 김붕

구의 물음은, 이와 같은 함량 미달의 계몽의 의지와 그에 대한 과도한 의욕이

당대의 지식인들에게도 나타나지 않는지를 경계하는 의미로 읽힌다.

김현 역시 김붕구를 따라, 이광수로 대표되는 계몽주의 지식인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위선과 패배의 인간상 (현대문학, 1965.2.)에서 흙
의 ‘허숭’의 예를 들어, 서구소설 속의 인물과 달리 내부적 고뇌에 의해서가 아

니라 외부적 작위에 의해서 생성된 “위대한 마리오네뜨”와 같은 인물이라고 논

한다. 그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농촌으로 향하는 것은 단순한 “개화기의 정열”로

말미암은 것일 뿐 아니라, 시혜적 의식에서 나온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리고 이것은 “해방되지 아니한 후진국에 사는 지식인의 원죄”240)인지도 모른다

한국사 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1997, 124~128면.
240) 김현, 위선과 패배의 인간상 , 현대문학, 1965.2,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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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썼다. 이와 같은 프랑스 문학 전공자들의 계몽적 지식인에 대한 반감은, 서

구 사상에서의 지식인 상의 변화 즉 계몽의 시대의 종언 선포와241) 전위적 대

중의 등장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4.1절 참조).

이와 같은 이광수에 대한 평가 문제는 김현에게 있어 한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한국문학 전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문학에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고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하여 자답하는 글인 한국문학은 붕괴되어가고 있는가

(자유공론, 1966.6)에서 그는, 한국문학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일종의 고착

상태로 설명한다.

대부분의 긍정론자들의 배후에는 소박한 믿음, 민족과 조국에 대한 굳은 신앙과

확신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긍정론을 일종의 열등 콤플렉

스에 대한 잔인한 은폐물로서 사용하고 있다. 지나치게 가난한 나라, 지나치게 후진

되어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의 애처로움이 그 소박한 긍정론의 배후에는 숨어 있다.

몇 편의 나쁘지 않은 작품이 있었다는 것이 곧 한국문학의 가능성을 즉각적으로 말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한국문학에 대해서 지극히 비관

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가장 큰 논제는 전통

의 단절과 근대화의 미성취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리지널리

티의 결여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그들은 한국문학은 오랫동안 어두운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의 배후에도 말하자면 민족 자체에 대

한 열등감이 짙게 도사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242)

주지하다시피 1950~60년대에 걸쳐 평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전통론이 전개되어

왔다. 전통에 대한 인식 문제는, 한국문학의 정체성 수립이라는 당대의 지상 과

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243) 김현은 이러한 기존 전통론의 전

개 양상을 비판하면서, 그 문제점을 위의 인용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소박

한 긍정론과 극도의 부정론 사이에서의 고착, 그리고 전통과 현대(‘새 것’) 사이

의 변증법에 대한 지속적 거부라고 본다.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아무런 질적 변증법도 한국문학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244)고

241) 테오도르 아도르노, M. 호르크하이머, 계몽의 변증법, 김유동 역, 문학과지
성사, 2001 참조.

242) 김현, 한국문학은 붕괴되어가고 있는가 , 자유공론, 1966.6, 256면.
243) 한수영, 제3장 민족문학론의 전개 양상 , 한국 현대비평의 이념과 성격,

국학자료원, 2000, 104~129면.
244) 김현, 위의 글, 2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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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갈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문학이 이렇게 질적 변증법을 거절하는 것은 나에게는 다음 두 가지의 원인

때문인 것 같다. 첫째는 전통의 단절이다. 전통의 단절이라는 명제는 1950년대의

평론가들에 의해 여러 번 되풀이되어 제기 되어온 문제이다. (중략) 둘째는 너무

많은 문학의 사조들과 방법들이 동시에 한국에 유입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중략)

우리나라 같은 저개발국가에서는 정신적 혼란은 이중으로 행해진다. 근대화라는 것

자체가 생소한 개념으로 우리에게는 다가왔기 때문이다. 문학의 경우 역시 마찬가

지일 것이다. 신문학이 수입된 이래로 여러 가지의 문학상의 방법론과 이론이 동시

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 문인들은 제비뽑듯이 그 하나를 뽑으면 되었었다. 정신

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것들은 많이 들어오고 작가들 역시 정신없이 새 제비를 뽑

으려고 덤벼든다. 애당초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조정의 불능성보다는

양의 전시만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작가들은 근본적으로 조정을

기피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그러나 조정이 없는 한 문학의 변증법적인 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조정이 없는 곳에서는 낡은 것은 새것에 눌려 썩을 따름이다. 오

늘날 한국의 작가들은 이러한 이중의 고된 짐을 한 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

다. 항상 제비만을 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245)

위 인용문에서 김현은 전통단절(‘열등 콤플렉스’)과 ‘새 것’에 의한 혼란(‘새것

콤플렉스’)이라는 두 원인에 의해 전통과 ‘새 것’ 사이의 변증법이 원활하게 작

동하지 않는 것을 한국문화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김현은 미지인의 초상 (
세대, 1966.8)에서도 이와 같은 논조를 유지하면서, “한국문학은 지금까지 본

질적으로 변증법적 지양의 태도를 거부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그들의 정체성은

나온다. 확실히 한국문학은 신문학을 수입 흡수한 이래로 끊임없이 외국문학에

시달려 왔다. 이제는 이미 자명한 것이 되어 있는 의식 규제의 범위의 확대, 주

체성의 미확립 혹은 전통의 결핍이라는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246)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문학의

상황을 일관되게 “변증법적 지양의 태도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파악,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화기문학인 (아세아, 1969.3)에서 김현은 또 다시 이광수를 비판하

고 있다. 이번에는 이광수의 계몽주의만이 아니라, 그 과도한 계몽의 열정이 ‘새

245) 김현, 앞의 글, 257~264면.
246) 김현, 미지인의 초상 , 세대, 1966.8, 302면.



- 78 -

것 콤플렉스’와 잘못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개화기 초기에 문학인은 성찰하고 발언하는 지식인의 역할을 스스로 팽개치고, 가

르치고 지시하는 피상적인 인텔리로 변모한다. 피상적이라는 말은 그들이 민족주의

라는 비평 기준 외에 아무 것도 없이,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척결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쓰여진 말이다. 이 피상적 인텔리의 가장 큰 고질은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완고한 고집이다. 그것이 만일 올바르다면, 역사의 방향과 잘 들어맞는다면, 사태는

바람직하게 흘러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결과란 참담한 바 있다. 더구나 나이

가 들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더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올 때 이 피상적 인텔리는 더욱

당황한다. 자기의 것이 낡지나 않았나 하는 불안, 초조는 악착같은 고집으로 변모되

고 남는 것은 편견뿐이다. (중략) 六堂과 春園의 이러한 변모는 개화기 인텔리의

한 면을 날카롭게 부각시킨다. 맨 처음 이 두 인텔리의 생각은 조선을 개화시키는

길은 교육밖에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少年, 靑春은 중요한 조국의 일군이라고 생각

한다. 그 뒤에 곧장 새 것 콤플렉스의 물결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온다. 마

침내 생각의 변모가 이루어진다. 조국의 앞날을 새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과거에서 찾아내는 그러한 노력에 매달려 있다―당연한 귀결

로서 새 것을 매도하고 조선역사에 탐닉한다. (중략) 새 것 콤플렉스에 대한 반발

로 과거의 것에 대한 집착이 생겨난다. 드디어 민족 자체에 대한 울분이 생각난다.

정치적 변절. 해방 후 민족을 위하여 친일했오 라는 春園의 발언은 그런 관점 하

에서 들어야 할 것이다. 결국 六堂과 春園의 비극은 그들이 피상적 인텔리로 시종

했다는 사실에서 생겨난다.247)

위 글에서 김현은 이광수의 계몽주의가 ‘새것 콤플렉스’와 얽혀 있는 것을 한국

개화기 지식인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김붕구가 비판한 바 있는 이광수의

“생각의 변모” 역시 그는 “새 것 콤플렉스에 대한 반발”과 그에 대한 재반발의

착종된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결국 이광수는 전통과 ‘새 것’ 사이에서 방향을 상

실한 문화적 식민지의 “피상적 인텔리”이자, ‘변증법의 실패’라는 한국문화의 구

조적 고질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인물인 것이다.248)

한편 이광수에 대한 백낙청의 평가는 김현의 그것과 엇갈린다. 김붕구와 김현

247) 김현, 한국개화기문학인 , 아세아, 1969.3, 261~265면.
248) 김현은 한국문학의 양식화를 위한 고찰 에서, “기독교적 이원론이 한국에 뿌

리를 잡고 한국적 무속신앙을 개인을 통해 지양”(김현,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
한 고찰 , 창작과비평, 1967년 여름호, 274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러
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문화적 변증법의 작동을 요청하고
있다.



- 79 -

이 이광수의 계몽주의를 비판하는 데서 의견의 합치를 보고 있으며 당대 한국

지식인들의 계몽주의 역시 경계하고 있다면, 그는 반대로 이광수의 문학이 이와

같은 계몽의 임무를 의식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당대 문학인의 참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잠시 창비 창간 이전으로 돌아가 백낙청의 궁핍한 시대와 문학정신 (청맥
, 1965.6)을 독해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매튜 아놀드의 전통주의

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논지를 펴고 있다. 아놀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술

의 창조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따라서 비평의 노력이 수반

되지 않는 한 예술가 개인의 창조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힘들다.249) 이때 아놀

드가 말하는 비평이란 “세상에 알려지고 생각되는 것 중 가장 훌륭한 것을 배우

고 전파하려는, 이해를 초월한 노력”, 즉 전통을 준거로 삼으려는 노력을 뜻한

다. 그런데 “예컨대 문학인이 배우고 전파할 수 있는 유산이 별로 훌륭한 것이

아닌 경우 어떻게 비평이 성립할 것인가?”250) “국문학의 빈곤과 한학의 쇠퇴”의

상황 속에서는, 그리고 “극단적으로 노쇠하고 현대감각에서 낙후된 유교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아놀드 식 전통주의 비평이 성립하기 어렵다.251)

백낙청은 이와 같이 영문학의 아놀드나 리비스로부터 영향 받은 전통주의적 비

평의 관점을 지니고 있었으나(2.1절 참조), 초기에는 한국문학의 유산 가운데

전통으로 내세울 만한 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비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

에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창비, 1966년 겨울호)에서 이후 다른 논자

들의 비판에 의해 시민문학론 에서 스스로 수정하게 되는 ‘전통 태무(殆無)’의

수사적 선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백낙청이 유일하게 전통으

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광수의 문학이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새로

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뿐만 아니라 역사소설과 역사의식-신문학에서의 출발과

249) 백낙청은 이 글의 이어지는 맥락에서 휠덜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대
목은 그가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나 시민문학론 에서 휠덜린을 언급하는
대목을 이해하는 데 긴요하다. 이를 요약하면, 궁핍한 시대의 시인(하이데거)인
휠덜린은 전통 계승을 통해 이를 극복하였다는 것이다. 글의 말미에 ”‘휠덜린’의
증언대로 궁핍의 체험도 우리를 자라게 하여 거룩한 힘의 되돌아옴에 대비시켜
주는 것이라면, 한국 같은 상황에서 사태를 선명히 밝히는 일은 오히려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백낙청, 궁핍한 시대와 문학정신 ,
청맥, 1965.6, 141면.

250) 이상 위의 글, 138면.
251) 위의 글,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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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창비, 1967년 봄호) 등에서 거듭 나타나고 있다.

(가) 이광수의 작품이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마땅히 요구해야 하는―수준에서 멀

다 하더라도 오늘의 통속문학과 근본적으로 동일시될 수 없는 면이 여기 있다. 요

즈음 대중의 인기를 모으는 대다수 신문소설이나 실화 야담의 무리는 현실의 독자

간에도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안 읽힐 뿐 아니라 잠재독자층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

다. 대중의 고생을 소재로 한 글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 파멸적 센티멘털리즘과 그

래도 절망은 없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자기만족은 식자와 대중의 한결같은 버림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에 비해 이광수 소설은 당시의 최고급 지식인들이 애독한

바 되었고 그들이 계몽하고 또 의지하려던 잠재적 독자들을 향한 부름이 그 속에

담겼던 것이다. 이제 우리 문학이 그 사회기능을 되찾고 문학인이 사회의 엘리뜨로

서 복귀하려는 것은 이광수에서 멎었던 작업을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 할 수 있

다.252)

(나) 필자는 이광수 문학과 관련하여 ‘통속성’의 개념을 독자층과의 상관관계에서

규정할 것을 제의한 바 있거니와(本紙 창간호 所載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참조) 통속문학이란 실제로 책을 사보는 현실독자층의 양적 확대를 위하여 독서에

서 제외된―그러나 주어진 상황에 비추어 부당히 제외된―잠재독자층(싸르트르의

“public virtuel”)과 현실독자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사람들을 외면한 문학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에 비해 이광수의 문학은 김동인 같은 독자의 규탄을 받

기도 하고 잠재독자층에 대한 부름도 따지고 보면 실속 없는 것이었다는 비판을 들

을지는 모르나 여하튼 당시 전 독자층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인이었다.

이것은 문학작품의 질적 가치를 ‘사회기능’이라는 문학 이외의 기준으로 판별하려

는 것이 아니다. 사회기능을 도외시함으로써 ‘질적 가치’의 개념 자체가 추상화하거

나 의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253)

(가)에서 백낙청은 이광수의 소설에 “그들(지식인, 인용자)이 계몽하고 또 의

지하려던 잠재적 독자들을 향한 부름”이 담겨 있으며, 그 자리에서부터 당대 문

학인들이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54) 이러한 이광수의 잠재독자

252) 백낙청,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 창작과비평 제1호, 1966, 36~37
면.

253) 백낙청, 역사소설과 역사의식 , 창작과비평, 1967년 봄호, 11~12면.
254) 이와 같은 입장은 민족문학의 현단계 에서도 이어진다. 이 글에서 백낙청은
“민족적 위기의식에 바탕둔 민족문학이 곧 우리 민족이 생산하는 문학다운 문학”
이라고 논하면서도, “물론 이것이 이광수는 친일을 했으므로 무조건 열등한 작가
이고 한용운은 지조 있는 독립투사니까 그의 문학은 모두 훌륭하다는 식의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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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한 노력은 단순한 “양적 확대”를 위한 통속문학의 그것이 아니었으며, “당

시의 최고급 지식인들”에 의해서도 “애독한 바” 됨으로써 “당시 전 독자층의 삶

에 없어서는 안 될 요인”이 된 그의 소설은 문학의 “사회기능”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ㄴ다.

한편 김현은 예의 ‘전통의 변증법’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글인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 (창비, 1967년 여름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백낙청을 의

식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가 남는다. 많은 수의 독자들을 어떻게 생각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우저 교수의 주장에 찬동한다.

대중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길밖엔 없다. 대중을 위해 질을 낮춘다 하더

라도 그것마저가 기술화 해버릴 것임에 틀림없다. 대중과 작가란 영원히 완전

일치할 수 없는 走者들인지도 모른다.”255)라고 쓰고 있다. 당시 창비가 소개

하고 있었던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의 결론에 해당하는 독자교육론의

일절을 들어 역으로 백낙청의 독자확장론(2.1절 참조)에 대한 반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256) 여기에서 이 시기 계간지 비평의 전통론과 독자이론(2.1절 참

조)이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백낙청이 몇 년 뒤에 쓴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창작과비평사, 1974) 서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의 방대한 소재에 비추어 이 책에서 오늘날 이른바 제3세

계의 문학이나 예술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

러나 서양의 고대가 당시 그들이 말하던 ‘동양’ 즉 오늘의 中·近東과 떼어 생각하기

어렵듯이 20세기의 유럽도 소련이나 미국은 물론 동양과 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등과 하나의 연속적인 현실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20세기를 다룸에 있어

서 제3세계의 예술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종래 유럽의 문화유산 및 문학관

에 전혀 생소한 현실의 존재가 유럽 문화 자체의 문제로서는 의당 다루어졌어야 했

을 것이다. 하우저 자신도 마지막 장 <영화의 시대>에서 20세기의 세계가 하나의

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광수의 업적은 여기서 말하는 민족문학의 관점에서
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반면에 그의 민족문학적 한계 역시 그의 훼절 이전에
이미 드러나 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광수의 업적을 환기한다. 백낙청, 민족
문학의 현단계 , 창작과비평, 1975년 봄호, 36면.

255) 김현,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 , 창작과비평, 1967년 여름호, 275
면.

256) 창비가 연재 당시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의 순서를 바꾸어 수록했기 때문
에, 해당 부분이 있는 영화의 시대 는 이미 소개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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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적 구조로 통일되었음을 지적하고 이 구조 속의 다수 대중이 종래의 유럽 문화

를 수용·계승할 ‘관중’ 혹은 ‘청중’이 못 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의 과

제는 다수 대중의 현재 시야에 맞게 예술을 제약할 것이 아니라 대중의 시야를 될

수 있는 한 넓히는 일이다”(本書, p.260)라고 결론짓는다. “소수에 의한 항구적 예

술독점을 방지하는 방법은 폭력적인 예술의 단순화가 아니라 예술적 판단능력을 기

르고 훈련하는 데 있다”(同)는 것이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맞는 말이다. 그러

나 문화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p.261) 전제조건을 이룩하

며 동시에 대중의 문화적 시야를 넓히는 거대한 작업은 사회현실에 대한 근본적으

로 새로운 사고를 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의 ‘질’이라든가 그 ‘판단능력’의 개

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과정이 되기 쉽다. 범세계적 현실의 일부에 지나

지 않게 된 유럽의 기존 藝術價値를 그대로 간직한 채 그 범세계적 보급을 기대하

는 것은 막연한 탁상공론이 아니면 진정한 ‘예술의 민주화’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

가 될 위험조차 있는 것이다.257)

주지하다시피 백낙청은 창비에서 염무웅과 함께 직접 번역 소개한 A. 하우

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우저는 백낙청의

독자확대론의 주 참조점이기도 하다. 특히 백낙청은 이 책을 통해, 문학 독자층

의 미비라는 고질을 해결하기 위하여 참조할 수 있는 사례를 다른 어느 시기와

장소의 문학에서보다도 18세기 프랑스나 19세기 러시아의 문학에서 찾을 수 있

음을 깨닫고, 이를 여러 평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258) 이와 같은 견

해는 1970년대 후반까지도 지속적으로 주장된다(4.1절 참조).

위에 인용한 글들에서 주된 쟁점은 영화의 시대 에서 20세기 유럽 문화와 대

중의 분리 현상에 대한 하우저의 해결책이 제시된 대목의 해석 문제이다. 김현

은 그 해결책을 예술의 질적 포기가 아니라 대중의 시야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백낙청은 예술의 질에 대한 관점의 전환, 즉 20세

기 모더니즘 시대의 대중 소외 현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유럽 중심의 예술 가

치 이해를 상대화하고 19세기 러시아나 제3세계의 문학적 유산이나 새로운 가

능성을 재발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 시기 김현과 백낙청의 견해 차는 세대와 전통이라는 두 담론 사이에

257) 백낙청, 서문,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 창작과비평사, 1974, 282~283면.
258) 백낙청,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 창작과비평 제1호, 1996; 백낙청,

서구문학의 영향과 수용 , 신동아, 1967.1; 백낙청, 시민문학론 , 창작과비
평, 1969년 여름호; 백낙청, 현대문학을 보는 시각 , 문학과 행동, 태극출판
사,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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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현은 1950년대까지의 한국문학을 전통과

‘새것’ 사이의 변증법의 정지라는 측면에서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와 같

은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방현으로 문학의 세대교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백낙청은 전통의 빈곤 가운데서도, 잠재독자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는 끊임

없는 노력을 보여준 이광수의 문학을 당대 문학인들이 참조 가능한 전통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독자층의 확대를 통해 문학의 사회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의 일관된 비평적 주장과 호응하고 있다(2.1절 참조). 그리

고 세대교체는 그 충분조건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전통론의 견해들이 다시 부딪치고, 또 일부 수정된 장면이 바로

1969년 4월 17일의 서울대 문리대 심포지엄이다. 이 내용은 그동안 몇몇 지면

에 요약 소개되기도 하였지만,259) 그 원문이 검토된 바는 없다. 그런데 대학

259) 문리대 심포지엄에 관해서는 문학논쟁 세대론 50년대와 60년대의 공방 ,
(경향신문 1969. 5. 14)을 참조하였다. “(...) 그런가 하면 4월 17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열린 문학강연회를 통해 평론가 백낙청씨와 염무웅 씨도 이 문제에
언급, 논쟁은 더욱 가열되었다. 白씨는 시민의 문학과 소시민의 문학 이라는 연
제 아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소시민의식은 정당한 시민의식과는 구별되어야 한
다”고 비판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白씨는 “자유를 획득하고자 노력하는 바람직한
의미에서의 시민과 소시민은 다른 것”이라고. 전통과 현실 의 연제로 강연한 廉
씨 역시 새 시대 문학의 의의에 몹시 회의적이다. 그의 논지는 전통의 계승을 이
야기하면서 전통이 단절되었다는 주장이 심화될 때 세대론으로 발전한다는 것.
廉씨는 한국문학의 전통은 계승되고 있다는 주장 아래 “각 세대는 서로 유기적인
것이며 세대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의 단절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 세
대 논쟁은 지난 9일 서울大 문리대에서 열린 전통론과 세대론 에서 김주연 씨가
다시 이 문제를 꺼내고 김현 씨가 분화 안 된 사고의 흔적 이라는 반박문을 서
기원씨에게 씀으로써 더욱 가열되고 있는 느낌. 金씨는 이 세미나르서 “시민이란
하나의 관념이고 실재하는 것은 소시민이기 때문에 이들은 구별될 것이 아니다”
라면서 소시민 개념의 정당성을 역설. 그는 또 “전통은 단절되었다 는 인식을 통
해 계승되는 것”이라면서 “새 세대의 특징을 밝히는 것은 전통의 단절이 아니라
전통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현 씨는 徐씨가 전후문학의 옹호 를
통해 옹호한 내용이 언어에 대한 개념 혼동, 현실에 대한 파악 부족으로 역사의
식을 비논리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다시 반격하고 있다. 논쟁은 서기원 씨와 김주
연 씨가 각각 다시 반론을 쓰겠다고 말하고 있어 문단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 발표의 내용은 그 밖에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742호 1969년 4월 21일
자 2면에도 요약 수록되어 있고, 이 요약 기사 전문이 전상기, 성균관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117면에 소개되어 있어 여기에서는 이 기사의 인용은 생략한다. 그
밖에 김주연의 반론에 대한 기사가 문학 패널 디스커션 이라는 제목의 단신으로
대학신문 745호 1969년 5월 14일자 4면에 실려 있으나,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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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742호(1969.4.21.)에는 염무웅의 한국문학의 유산과 전통 과 김현의

토속성과 세계성 두 편의 글이 실려 있다. 또 백낙청의 강연은 그 원문이 공개

되어 있지 않지만, 대신 이 강연의 논지를 창비 1969년 여름호에 시민문학

론 이라는 표제의 글로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시기 상의 일치는 물론이고, 대
학신문에 실려 있는 4.19 강연의 요약문 내용을 보면, 그 내용과 구성이 시

민문학론 260)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261) 이 세

편의 글을 상세하게 재독함으로써, 이 시기 계간지 비평가들 사이의 전통론과

세대론의 복잡한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1967년 12월과 1968년 3월에 경제사학회가 ‘한국사 시대구분 문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었으며, 그 성과가 한국사시대구분론(한국경제사학회 편, 을

유문화사, 1970)으로 정리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듬해 개최된

1969년의 서울대 문리대 심포지엄은, 그 기획 의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은 없으나, 이를 의식한 쌍둥이 심포지엄이었거나, 최소한 ‘전통’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262) 참여 논자들은 모두 전통에 관한 글을 발표

하고 있으며, 이 심포지엄 이후 계간지 비평가들의 전통에 대한 입장이 수정되

거나 전통론에서의 논조가 대폭 변화하는 등, 이들 사이에 전통론적 과제가 공

유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창비 지면에서는 1967년부터

‘실학의 고전’이 연재되고 있었으며, 서울대 ‘우리문화연구회’ 소속이었던 이 기

획의 필자들이 조선 후기의 실학에서 근대의 태동을 확인함으로써 전통 단절을

극복하고자 하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내재적 발전론의 방향은

계간지 비평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계간지 비평가들이 직접 참

여한 이 심포지엄 역시 내재적 발전론이 문학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260) 백낙청의 시민문학론 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I. 시민과 소시
민 II. 서구 시민문학의 전통 III. 한국의 전통과 시민의식 IV. 1960년대의 한국
문학”. 시민이라는 주체와 그 주체에 걸맞은 문학전통의 확립이라는 논리의 흐름
이 목차에 드러나 있다.

261) 염무웅은 1969년 12월 30일에 쓴 육탄으로 속물주의 극복 (경향신문)에
서 한 해의 문학계를 정리하며, 제2차, 제3차 참여논쟁과 세대논쟁은 하나의 연
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고, 이것이 백낙청의 시민문학론 으로 정리 국면에 들
어섰다고 스스로 논평하기도 했다.

262) 김건우는 백낙청이 자신의 기존 입장이었던 전통부재론을 취소하는 입장 선회
의 계기로 1967~1968년 한국사 시대구분 논쟁을 들고 있다. 김건우, 국학, 국
문학, 국사학과 세계사적 보편성-1970년대 비평의 한 기원 , 한국현대문학연구 
36, 2012, 535~5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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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진한 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263)

이날 발표된 염무웅의 한국문학의 유산과 전통 264)은 여러 측면에서 내재적

발전론의 영향을 깊게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265)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바가

없는 글이므로 다소 길게 인용해보기로 한다.

우선 우리는 한국적 과거의 유산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인에

게는 시도 없고 소설도 없고, 극도 없고, 즉 문예라 할 만한 문예가 없고, 즉 조선

인에게는 정신적 생활이 없었다.” 자주 인용되는 이 악명 높은 발언은 다만 과거에

대한 이광수의 철없는 무지를 표시할 뿐만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낡고 굳어진 기

존의 것에 대한 과격한 예술가의 거부태세로 이해될 수도 없다. 소위 ‘신문학 60년’

을 계산하는 기점으로서의 1910년대에 있어서 이 발언이 가지는 의미는 근대적 형

태의 문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오만과 자신감을 선언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

라, 당시의 현실적 상황 앞에서의 작가 이광수의 自爆的 절망을 드러낸다는 점에

있다. 봉건적 인습과 악폐를 타파하려는 그의 투쟁, 서구적 생활풍습과 합리적 사고

방식을 도입하려는 그의 희망, 그리고 새로운 문장의 확립을 위한 그의 노력이 그

자체로서 아무리 긍정된다 하더라도 自國的인 것에 대한 이처럼 비참한 패배주의는

가려질 길이 없을 것이다. 동료인 최남선과 더불어 이광수의 행적은 민족사의 가장

암담한 시기를 거치는 동안 자기들의 입각점에 내포된 한계를 더욱 적나라하게 실

현하였음을 보여준다. (중략) 한국적 과거를 보는 이광수와 김동인의 입장은 학문

적 의장이나 예술적 장식을 갖추게 되는 문학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대화의 구호와 더불어, 문학생활의 도시화와 더불어, 그리고 서양

문물의 신속한 대량수입 능력과 더불어 전통은 도리어 더욱 노골적으로 부정되거나

왜곡될 위험에 부딪치고 있는 것 같다. 서양 자본주의의 세계지배로 나타난 정신적

보편주의는 그것의 피해자인 후진국 지식인에게 오히려 자기해소의 구실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가령 이어령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자. “한국의 민

족은 민족적 자아를 발견치 못한 채 아주 오랜 세월을 혼미의 안개 속에서 방황했

다. 여기에 외국의 문화가 급습하여 침윤해 왔고 서리 위에 눈을 더하듯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가 숙명적으로 그 문화적 카오스를 배가했다.” 이 자학적 단정에 뒤이어

그는 전통을 초시간적 초공간적인 어떤 것으로 규정한다. 한국의 역사적 불행을 결

정지은 기본 요인이 半島的 위치에 있다는 학설은 이미 식민지 사관의 일부로서 학

263) 이경란, 1950~70년대 역사학계와 역사연구의 사회담론화 , 동방학지 
152, 2010.

264) 대학신문, 1969.4.21.
265) 1970년대 이후 염무웅은 ‘중산 계층’보다 ‘민중’을, ‘실학’보다 ‘동학’을 상대적

으로 강조하는 입장에 섬으로써 보다 민중적으로 변화한 문학관을 드러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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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민족적 자아라는 말부터 수상쩍은 개념이지만 설사 그

것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처럼 삐뚤어진 안목의 소유자에게 발견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 있는 무국적의 ‘전통’을 가상하는 수밖에 없

다. 이어령에게 있어서 한국적 과거의 부정은 동시에 한국적 현실로부터의 이탈로

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현재에 대한 초조감이요 미래에 대한 절망감

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는 전통의 맹목적 긍정을 찾아볼 수 있다. 앞의 전통부정이 일제의 침략

과 그 문화적 식민정책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것은 민족사학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이 일제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폐쇄적 애국주의의 일부이다. 그리하여 한

국적인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이 미화된 강조를 받으며,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것이

애써 추구된다. 그리고 그것은 민족문학의 참다운 내용으로 선전되는 것이다. 이러

한 전통주의는 모든 외래적인 것을 기피하는 硬化症과 시조부흥론 같은 복고주의를

동반하게 된다. 두말할 여지없이 이것은 인간정신의 영원한 발전이라는 관점에 반

대되는 태도이며, 전통으로부터 생동하는 적극적 활력을 박탈하고 화석화·우상화시

키는 태도이다. 한글로만 쓰인 작품을 한국문학으로 보는 전통에의 순수주의는 이

러한 입장의 일환일 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선인이 남긴 수많은 秀作을

문학사에서 부당하게 제외시키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토속적인 고유성의 강조

가 한국적인 것의 국수적인 밀폐작업인 것처럼 그것은 전통의 왜곡된 축소를 초래

할 따름인 것이다.266)

이 글에서 염무웅은 전통에 대한 극단적 부정론은 후진국 지식인의 절망과 자

학, 그리고 보편주의에로의 도피를 의미하며, 반대로 전통에 대한 맹목적 긍정

론은 유아론적 향토주의에로 귀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로 각각

이광수를 비롯한 신문학 초기의 문학인들과, 문단의 복고주의자들의 경우를 들

고 있다.267)

이어서 염무웅은 이러한 극단적인 두 입장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사학계의

성과에서 중요한 암시를 얻을 수 있”다고 논한다. “식민지적 사관의 극복”을 통

해, 가령 “이조 후기의 중산계층”의 성장과 “이 계층에 의한 前記한 문학적 변화

266) 염무웅, 한국문학의 유산과 전통 , 대학신문, 1969.4.21.
267) 이와 같은 염무웅의 견해는 앞서 살펴본 백낙청의 이광수에 대한 견해와는 큰
차이가 있다. 백낙청과 염무웅의 견해 차에 관해서는 본고에서 몇 차례에 걸쳐
다루게 되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연구에서의 창비 혹은 ‘창비 파’라는 단일
한 호명이 가능한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상적인 면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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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다운 주체적 근대문학의 싹”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문학사 서술

을 통해서 비로소 건강한 “전통의 계승”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문학다운

문학이 이광수부터 시작했다든가 이상부터 시작했다든가 하는 따위의 주장은 역

사의 오랜 발전을 도외시한 자기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근대 기점의

재고와 신문학 시대 이전의 문학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사 시대구

분 논쟁을 문학 방면에 적용할 것이 계간지 비평가들 가운데 처음 주장되고 있

는 장면이자, 이후 이들의 전통 논의 방향을 예시하는 문제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심포지엄에서 나란히 발표된 김현의 토속성과 세계성 은 기존의 자신

의 전통론의 논리와 일관된 흐름을 보이는 글이다. 이 글은 한국의 문화 풍토에

대한 ‘고고학’적 분석을 통하여, 토속성과 세계성이라는 이원적 구조 사이에서의

예의 비변증법적 교착 상태를 문제 삼고 있다. 그는 먼저 세계성의 추구에 대해

논의하며, 한국현대문학사를 읽으면 그 성격이 “외부의 힘과 압력, 혹은 수입된

사조에 의해 주어지는 수동적인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

래사조의 수입에 치우친 육당, 춘원 등의 계몽주의 작가들을 그 대표로 언급한

다. 그리고 그들의 계몽성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토속성의 승리’라는 명예로운

명제를 수립한 김동리, 황순원, 서정주의 문학이 나타”났다고 보았다.

한국문학의 이러한 두 특성, 토속과 계몽은 오늘날까지 그 자취를 보유한다. 토속

성과 세계성이라는 명제는 바로 이러한 흔적의 논리적인 표현이다. 토속성은 한국

인의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한국인의 모습을 원시인의 상태로 돌려보내는 데

큰 공헌을 한다. 한편 세계성은 한국인의 세계인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언어마저

도 에스페란토인 것 같은 환상을 일으키게 한다.

문제는 이 두 명제를 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아낼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그 이유는 두 명제가 한 몸뚱이에서 자란 다른 두 개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

두 명제가 다른 몸뚱이에서 서로 자랐다면 결합 타협이 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두 명제는 처음에서부터 우리에게 지워진 짐이다. 말을 바꾸면 이렇다. 한국문학

이 있는 그대로의 韓國民을 그리는 것을 전통으로 삼아왔다면 새로운 문학 장르 역

시 곧 소화, 흡수되었을 것이다. 혹은 계몽문학이 외부의 정치적인 압력 하에서는

굳건히 커나갈 수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의 토속적인 여건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그렇게 행복스럽게 진행되지 못한다. 세계인을 꿈꾸는 계몽문학은

외세의 압력으로 침묵을 강요당하게 되고 그 대신 생겨난 토속문학은 있는 그대로

의 한국현실을 原始 한국과 동일시해버려 현대화한 한국, 과거와 미래 사이에 찢겨

있는 한국의 현재를 움직이는 상태에서 파악하지는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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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몽’과 ‘토속’이라는 한국문화의 이중 구조는 최인훈의 비평 계몽·토

속·참여 에서 지적된 것이기도 하다.268)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시기 두 사

람의 비평 논리는 서로 공명하는 바가 컸던 것이다. 김현은 외래사조의 수용으

로 인한 계몽주의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토속주의에 대한 이중적인 거

부, 즉 변증법적 지양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문학상황 아래에서는

토속성과 세계성의 문제란 아무리 되풀이하여도 결론이 날 수 없는 것에 속한

다. 문제는 지금의 사회현상이 어떤 문학을, 어떤 문학형태를, 어떤 문학구조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그것만이 한국에서 문학을 문학의 차원으로 되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략)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계속해서 혼란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구조적 반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을 끝맺고 있

다. 예의 ‘문화의 고고학’의 비평 방법론을 재차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의 상황이 “어떤 문학구조를 요구하고 있는가”와 같은 고고학적 질문에 대한 대

답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해결”, 즉 토속성과 세계성이라는 “두 개의 머리”에 대

268) 김현은 이 글에서 조윤제의 ‘은근과 끈기’를 언급하기도 한다. 조윤제는 국문
학개설(동국문화사, 1955)에서 한민족의 전통적 자질로서 ‘은근과 끈기, 애처럼
과 가냘픔, 두어라와 노세’를 들고 있다. 이희승은 이에 대해 ‘멋’이 주요 전통적
자질이라고 주장한다(이희승, 멋 , 현대문학, 1956.3). 이에 대해 조윤제는
다시 ‘멋’은 일반적인 것으로 고유한 특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고(조윤제,
‘멋’이라는 말 , 자유문학, 1958.11), 이희승은 다시 ‘멋’에 대하여 (자유문학
, 1959.2~3)에서 멋이 고유 자질로 발현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보론하는 한편
‘은근과 끈기’야말로 우리 문화의 특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상 한수영, 한국현대 비평의 이념과 성격, 국학자료원, 2000, 115~117면.
한편 유예현은 최인훈의 열하일기 (자유문학, 1962.7·8)를 분석하면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멋’이라는 전통을 가진 “루멀랜드”라는 표현이 이희승이 제시한
‘멋’과 조윤제가 제시한 ‘은근과 끈기’ 사이의 논쟁에 대한 ‘거리두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논한 바 있다. 유예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공포와 죄의식 연구-‘언캐
니(uncanny)’ 개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39면. 앞서
김현과 최인훈이 공유한 문학의식이나 비평 논리의 동형성에 관해 언급한 바 있
는데, 전통에 관한 인식 역시 닮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현은 분례기의 토속성을 비판하면서 “이런 복고적인 작품이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 갖는 의미는 ‘한’에 대한 최인훈 씨의 분석 후반을 참조하길 바란다”고 씀
으로써(김현, 다시 한번 참여론 을 , 현대문학, 1968.4, 314면) 최인훈과
자신의 전통 인식의 유사성을 언급해두기도 하였다. 여기에 언급된 최인훈의 글
은 영화 한 의 안팎 (창작과비평, 1967년 겨울호)이며, ‘한’에 관한 김현의
비평적 사유에 관해서는 4.2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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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증법적 지양의 가능성이 찾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글에서 김현이 변증법의 정지 상태를 두 개의 머리 사이에서의 ‘찢김’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다시 주목해볼 수 있다. 이 ‘찢김’은 김현이

주목한 식민지 지식인의 정신 구조에 대한 전형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김현은

바슐라르와 파농의 두 문단의 설명 (불어불문학연구 15, 1980)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바슐라르와 파농 사이에는, 인용자)약 40년의 시대적, 지역적 차이가 그 이론적

차이의 뒤에 숨어 있다. 또한 그 차이는 문화의 중심에 있는 자와 주변에 있는 자의

차이이다. (중략) 문화의 주변에 있는 지식인에게는, 문화의 중심이 강제하는 인간

과 세계에 대한 생각과 그 생각이 주변인의 토착적 성격을 억누른다는 느낌 사이의

갈등이 절대적이다. 파농 식으로 설명하자면 그는 중심의 지식인을 대할 때와 주변

의 토착인을 대할 때에 아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이중인간이다. 바슐라르는

중심의 지식인으로서 그 중심의 인간관, 세계관을 더욱 철저히 밀고 나가려 한 것

이고, 파농은 그 이중인간의 찢김을 극복하려 한 것이다.269)

김현은 이와 같은 세계성과 토착성 사이에서의 찢김의 구조를 파농의 글에서도

읽어내고 있다. 김현이 자신의 비평에서 ‘새것 콤플렉스’와 그 극복을 꾸준히 강

조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새것 콤플렉스’는 바슐라르와 파농

에게서 콤플렉스의 개념들을 빌려와서 그가 새롭게 만든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바슐라르의 ‘문화 콤플렉스’란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 어떤 이미지로부터 특

정한 다른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는 작용을 말한다.270) 그 가운데 ‘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는 언제나 새로운 앎을 지향하고 또 소개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콤플렉

스를 뜻한다.271) 이 콤플렉스는 ‘지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또는 ‘부정적 콤플

렉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아버지의 지식 즉 기존의 지식을 모두 부정하기 때

문이다.272) 한편 파농은 옥타브 마노니가 식민지화의 심리학(1950)에서 제

269) 김현, 바슐라르와 파농의 두 문단의 설명 , 김현 문학전집 제11권, 문학과
지성사, 1991, 215면.

270) 김현, 행복의 시학-바슐라르의 원형론 연구 , 김현 문학전집 제9권, 문학
과지성사, 1991. ‘문화 콤플렉스’와 ‘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에 관해서는 97면 참
조.

271) 바슐라르, 불의 정신분석, 김병욱 역, 이학사, 2007 참조.
272) 이러한 해석의 실마리는 김현의 소비문화의 환상-오도되고 있는 성의 문학

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다음의 문단에서 ‘새것 콤플렉스’의 개념적 원형이 바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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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심리학 용어인 ‘권위 콤플렉스(프로스페로 콤플렉스)’와 ‘의존 콤플렉스’,

‘열등 콤플렉스’ 등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식민지 지식인의 구조를 ‘양가성’

이라는 개념으로, 즉 ‘찢김’의 이미지로 설명해낸 바 있다. 김현은 바슐라르의

‘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 개념을 참조하여 주변부 지식인의 세계성에 대한 반응

을 ‘새것 콤플렉스’로, 또한 마노니와 파농을 참조하여 주변부 지식인의 토착성

에 대한 반응을 ‘전통 콤플렉스’로 설명하고, 한국문화의 상황을 이 두 콤플렉스

사이에서의 양가적 상태로 파악한 것이다.

한편 이 심포지엄에서 함께 발표된 것으로 보이는 백낙청의 글 시민문학론
273) 역시, 이 글을 주로 소시민 논쟁의 맥락과 관련지어 독해하였던 기존의

독법에서 벗어나, 이 심포지엄의 주제인 ‘전통’에 초점을 맞추어 재독해볼 수 있

다. 이 글은 과거와 당대의 한국문학은 물론이고 세계문학, 동서양 사상과 민중

신학에 이르기까지 참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종합하여 ‘시민문학의 전통’

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리비스 전통주의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2.1절 참

조). 특히 서구 시민문학의 전통 가운데서는 리얼리즘 문학을 참조하고 있다.

“(리얼리즘과 시민문학 사이의 유대가 발견되는 이유는, 인용자)시민문학이 이

상적으로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문학이고 건전한 사회의 시민은 그들 사회의 현

실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고 전제할 때, 되도록 당대현실을 소재로 삼고 되도록

만인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기법―그것도 물론 하나의 기법이요 따라서 자연

그대로만은 아닌 예술적 관습임은 사실이지만―을 써서 그려낸 문학이 적격일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274) 또한 그는 떼야르 드 샤르댕(Teilhard

르에게서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성의 개방은(1950년대의 문학에 숱하게 드러나
는 성의 개방 현상은, 인용자 주) 우리 사회 내부에서 자연히 싹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사조의 여파로서 직수입 된 것이지만, 기이한 반응으로, 지식인이라
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경지에까지 도달하게 돼버린다. 그것은 바
슐라르 식의 표현을 빌리면 부정적 콤프렉스의 발로라 할 것이다.” 김현, 소비문
화의 환상 , 세대, 1968, 11, 287면. 따라서 김현이 사용한 ‘부정적 콤플렉스’
는 지식인의 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를 의미한다.

273)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각주 259번 참조) 백낙청은 이 심포지엄에서 시민의
문학과 소시민의 문학 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고 한다. 다른 글과 달리 이
글은 대학신문에 소개되어 있지 않고 그 논지만 소개되어 있는데, 내용 상 시
민문학론 의 토대가 되는 글로 추정된다.

274) 백낙청, 시민문학론 , 창작과비평, 1969년 여름호, 472면. 이때 백낙청이
말하는 리얼리즘은 아직 자연주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의 리얼리즘
은 소재(당대 현실), 기법(자연주의적 기법), 관점(레이먼드 윌리엄스가 말하는
“원숙한 관점” 내지 D. H. 로렌스가 보여주는 “공동체”의 이상)의 세 가지 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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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Chardin)의 사상 역시 참조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김현의 한국문

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 (창비, 1967년 봄호)에 대한 비판적 응답일 가능성

을 배제하기 어렵다. 김현이 자신의 전통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 글

에서 기독교 문화의 핵심을 개인주의에서 찾고 있다면, 백낙청이 이 글에서 제

시하는 떼야르의 신학은 “인격화하는 전체화” 즉 개인과 사회의 일치를 그 핵심

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건우가 지적한 바 있듯이 이 글은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에서의

전통단절론적 시각에 대한 자기비판과 함께, 실학사상을 비롯한 한국사상사를

참조함으로써 “한국사의 정체성론 및 한국전통의 단절론, 그리고 그것이 암시하

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식민지화의 당위론을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고 있다.275) 서울대 문리대 심포지엄은 계간지 비평가들에게 정체성

(停滯性)론과 전통단절론의 극복이라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

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276)

합으로 설명된다. 백낙청의 리얼리즘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3.1절 참조.
275) 논문의 서지는 김건우, 국학, 국문학, 국사학과 세계사적 보편성 , 한국현대

문학연구 36, 2012. 인용문은 백낙청, 시민문학론 , 창작과비평, 1969년 여
름호, 484면.

276) 김현 역시 서울대 문리대 심포지엄 이후 전통단절론과 관련하여 달라진 시각
을 보여준다. 가령 1950년대 작가들과의 변별 지점을 본래 ‘허무주의의 극복’에서
찾고 있었던 그는, 테러리즘의 문학 에서 1950년대 작가들의 전통단절론 비판
으로 초점을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 50년대의 문학은 개화 초기의 계몽주
의 같은 뚜렷한 기치를 찾아내지 못하고, 보편주의와 세계주의의 미로를 계속 헤
매인다. 전통단절론과 휴머니즘론은 그러한 방황의 흔적이다. 50년대 전통론의
가장 큰 특색은 그것이 엘리어트의 시론을 이해하려는 욕망 밑에서 논의된 것이
라는 사실이다. 엘리어트 문학론의 골자는 시인은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다. 이때의 역사 의식은 좌파적 발상의, 진보로서의 역사에 대한 역사의식이
아니라, 자기가 역사 속에 끼여 있다는 것, 자기가 詩作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시적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무시할 수도 없다는 역사의식이다. 이 역사의식
을 그는 전통 의식이라고 부른다. 엘리어트의 이러한 전통론은 50年代의 전통론
에 그대로 수렴되어, 한국 문학의 전통단절이라는 결론을 얻게 한다. 한국의 문
학인들은 문학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통의 규제를 전연 받고 있지 않으며, 그
런 의미에서 한국 문학은 전통의 단절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
면 한국의 문학인들은 춘향전이나 심청전, 혹은 시조 등의 압력 밑에서 문학 활
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여러 작가들의 압력 밑에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
기 때문에 전통은 단절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중략) 전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생
각, 한국어로 씌어진 고전을 갖지 못했다는 생각은 개화기 때와 마찬가지로 외국
문학 이론에 대한 극도의 경사와 경직된 신세대 우위론으로 발전해 나간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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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현은 톨스토이주의의 범람-최근의 시평에 대하여 (시인, 1969. 10)

에서 백낙청의 시민문학론 에 대한 반론을 명시적으로 개진하고 있어 주목된

다. 반론은 크게 두 가지로, 이광수에 대한 재평가 문제와, 떼야르의 ‘사랑’에

관한 해석 문제를 다루고 있다.

(1) 톨스토이주의의 범람은 한국시단의 한 고질이다. 톨스토이주의에 최초로 깊은

관심을 보인 문인은 春園인데, 그것은 그의 중용과 철저 에서 그 흔적을 들어낸다.

애매모호한 것, 불명료한 것, 혹은 퇴폐적인 것=비도덕적인 것에 대한 톨스토이의

혐오는 春園에게서는 동양적 중용에 대한 권고로 번역된다. 그러나 이러한 春園의

번역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다. 春園 식의 표현을 빌리면 톨스토이주의는 가장

철저한 도덕주의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 도덕주의는 서구처럼 기독교라는 행복한

支柱를 소유한 곳에서는 최소한도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중략) 톨스토이주의는

한국에는 로서아에서처럼 뚜렷한 정신적 지주가 없었다는 점에서 도덕적 안일주의

로 변모한다. 그것은 톨스토이 식으로 말하자면 상류 계급의 멋진 제스츄어로 떨어

지고 만 것이다. 그것은 흙의 주인공이 내보여주는 저 정신의 허약성으로도 증명

될 수 있다. 톨스토이주의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면서 내보여준 이 정신의 허약성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나라의 상실과 거기에 대한 한탄, 한숨, 드디어 나라를 되

찾고자 하는 불같은 의욕이 일어난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조국의

근대화이다. 그래서 서구의 모든 ‘새 것’이 물밀듯이 들어온다. 서구의 것은 무조건

좋고 옳다는 생각이 점점 인텔리들의 의식을 정의해 간다. ‘새 것 콤플렉스’의 형성,

그러나 그 새 것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혼란만을 조장시켜 준다. 낡은 것과의 대립

이 논리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새 것이란 항상 첩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277)

(2) 매우 당돌하게 톨스토이주의의 信心을 떼이야르의 사랑으로 번역한 한 平家의

진술은 유토피아와 현실세계의 혼동, 리얼리즘의 한계에 대한 경직된 사고 때문에

곤혹감을 심하게 던져 준다. 그는 현실세계의 가장 바람직한 측면을 18세기의 시민

사회로 가정하고 그 시민사회의 근본 윤리를 사랑이라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톨스토이주의의 기독교적 信心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던 곤혹감을 기묘하

게 피해간다.

사랑이라는 이 보편적 어휘는 그것이 기독교적 윤리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체계의

최소단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信心의 번역어로 그것을 생각해낸 것에는 무리

현, 테로리즘의 문학 , 문학과지성 4호, 김현, 사회와 윤리, 일지사, 1976,
102~103면.

277) 김현, 톨스토이주의의 범람-최근의 시평에 대하여 , 시인, 1969. 10,
68~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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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선결해야 할 몇 가지의 문제점을 전제로 한

다. 첫째는 시민사회의 냉혹한 객관성, 혹은 계산성이 일종의 예언자적인 냄새를 풍

기는 사랑과 결부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진실이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료한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료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언자적인 풍모를 간직하고 있으며, 현실세계에 속한다기보

다는 유토피아에 속한다. 현실세계와 유토피아의 혼동은 시민사회라는 이상적인 형

태를 한국 속에서 그대로 재현시키려는 몸부림으로 나타난다. 그 방법론으로 그는

리얼리즘을 들고 있다. 리얼리즘이라는 어휘로서 그는 시민사회의 객관성과 사랑을

동시에 포용하려 한다.278)

위의 (가)에서 김현은 이광수의 톨스토이주의가 안일한 도덕주의에 지나지 않

으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정신적 허약성이 “낡은 것과의 대립이 논리적으로(즉

변증법적으로, 인용자) 해소되지 않는 새것”에 대한 추구 즉 ‘새것 콤플렉스’로

의 귀결을 가져왔다고 거듭 비판하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떼야르의 사상을

참조하여 시민사회의 윤리를 논하고자 한 백낙청에 대해, 이는 현실성을 상실한

유토피아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둘의 충돌은 참여의 선결 조건이

무엇이냐, 즉 주체성을 논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개인주의의 보완이냐, 혹은 문

학의 사회기능 활성화냐의 문제로, 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론

의 방안은 무엇이냐, 즉 멈춰버린 전통과 세계성 사이의 변증법의 작동이냐, 혹

은 문학의 사회성을 환기할 수 있는 새로운 문학 전통의 구축이냐의 문제로 다

시 요약할 수 있다.

계간지 비평가들은 과제 정립기 ‘세대·전통논쟁’을 거치면서 1950년대 문학에

대한 평가 문제, 그리고 이광수에 대한 재평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을

겪는다. 또한 ‘4.19 기념 심포지엄’을 거치며 국사학계에서의 내재적 발전론의

문제의식을 부분적으로 자기화하면서, 비관적 전통의식을 약화하는 한편, 전통

단절론의 극복을 전통론의 과제로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이후로도 대체로 지속되며, 전통론이 일종의 문학사 담론으로 변형되어 본격적

으로 전개되는 국면으로 이어진다(3.2절 참조).

계간지 비평가들은 이와 같이 공통의 담론적 지향으로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도

각자의 개성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백낙청이 리비스 전통주의를 참조하여 새

로운 전통의 창조를 역설하고 있다면, 김현은 전통과 ‘새것’ 사이의 변증법을 강

278) 앞의 글, 7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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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문화의 고고학’이나 작가의 ‘새것 콤플렉스’를 해명하는 작가 심리학 등

의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염무웅은 이 시기 사회경제사 중심의

국사학계의 내재적 발전론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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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평 방법론의 구체화와 이론 논쟁의 심화
1. 앙가주망 문학론의 재론과 리얼리즘론의 분화

앞서 2장에서는 초기(1966년~1969년) 계간지 시대 비평에서 비평 위상론의

전개를 통해 이른바 비평의 시대가 견인되고, 그러한 비평 위상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독자이론의 전개를 통해 비평적 전환이 모색되는 양상을 살펴보

았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모색이 1970년 문지 창간 이후에도 계

속 이어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창비의 기조 문학론인 민족문학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1974년을 비평사 논의의 한 기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계

간지 비평가 그룹이 전개해나간 순수참여논쟁의 후속 논의, 즉 참여문학론에 관

한 이론적 논의가 1975년경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논의의 대상 시

기를 새롭게 구획하기로 한다. 또한 문지 창간(1970) 이후 계간지 비평 내부

에서의 이론적 대화가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에 유의하여, 3장에서는 1970

년부터 1975년까지의 시기, 즉 1970년대 전반기를 계간지 비평의 ‘이론 논쟁기’

로 보고자 한다.279)

계간지 비평가들은, 아래에서 살펴볼 창비와 문지의 창간호 권두논문과 창

간사에서 각각 천명되고 있는 바와 같이, 냉전적 분위기 속에서 이데올로기 문

제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면서 소모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순수참여논쟁에

서의 논의를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제2차 순수참여논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르트르 참여문학론으로 되돌아가 이

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심화하는 것을 의미하였다.280)

279) 서론에서도 언급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계간지 시대에 관한 논의에서 중간 기
점을 창비의 기조 문학론이 민족문학론으로 확립된 1974년으로 잡는다. 그러
나 본고에서는 1970년대 전반기에 걸쳐 ‘참여’에 대한 이론적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일단락되는 것이 김현의 시의 언어는 과연 사물인가-싸르
트르의 언어과 비판 (문학과지성, 1975년 가을호)이 쓰여진 1975년이라고 보
아 이 시기까지를 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또 같은 시기에 문학사 논의로는 한
국문학사 저술과 관련된 논의가 1974년까지 계속되며, 식민지 시대의 문학적
평가를 둘러싼 논쟁적 국면이 김병익, 일세대의 의미-해방 30년의 문학검토 (
한국문학, 1975.1)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1970~1975년까지를 3장에서,
1976~1980년까지를 4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280)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라타니 고진이 말한 ‘근대문학’ 역시 사르트르의
“영구혁명의 주체성을 모색하는 문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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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르트르 참여문학론 재론을 통하여, 문학에서의 참여의 방법과 의

미를 밝히는 것이 이 시기 계간지 비평의 주제로 떠오르게 된다. 기존 연구사에

서는 순수참여논쟁의 구도를 다시 창비와 문지의 양자 구도에 대입하여 창
비의 입장을 참여로, 문지의 입장을 순수로 파악한 경우도 있었다(1.1절 참

조). 그러나 문지의 논의 역시 당대 한국적 맥락에서 요청되는(가능한) 참여

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281) 요컨대 이 시기 계간지 비평의

참여론은 ‘순수냐, 참여냐’의 문제에서 벗어나 ‘어떤 참여냐’의 문제로 이행하였

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르트르의 문학론은 당대에 이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당위적 신

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김윤식은 사르트르는 다른 것과 비교할 여지조차

없이, 또 선택의 여지없이, 그리고 그 어떤 저항감도 없이, 일종의 ‘정열’로서

주어진 것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 무엇이며, 부르주아의 세계의 본질이 무엇이며, 거기서 이룩

된 많은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철학의 갈래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한 대학 초년 급의 우리에게 있어, 그의 주장은 하등의 저항감을 주지 않았다. 우

리는 다만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였다. 시는 참여하지 않는 물건인가 보다, 시는

언어를 소재로 하여 언어 속에 흡수될 따름, 그러나 산문은 장전된 총과 같이 세계

를 바꾸기 위한 무기이며 도구인가 보다, 참된 문학은 그러니까 행동인 셈이라고.

(중략) 시를 참여문학에서 제외하고, 산문만이 세계를 변혁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

다는 주장이 사르트르 자신에 의해 수정되어, 시와 산문도 똑같이 세계 변혁의 방

식이라고 말해졌을 때 우리가 조금도 당황하거나 손해 보지 않았다고 느낀 사실이

야말로 우리 세대가 표 나게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줄여 말하면, 사르트르

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열을 제시하였다.282)

대문학’의 새로운 이념형을 마련하고자 한 계간지 비평가들이 있어 이 시기 사르
트르 문학론에 천착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281) 순수참여논쟁 과정에서 김현이 쓴 글 참여와 문화의 고고학 (동아일보,
1967.11.9.)의 입각점 역시 ‘참여’의 의미를 다시 탐구하자는 데 있었다(2.1절
참조).

282) 김윤식, 사르트르와 우리 세대 , 황홀경의 사상, 홍성사, 1984, 240~241
면. 그만큼 전후 사르트르의 참여문학론은 ‘공기처럼’ 널리 퍼져 있었고, 그것은
“문학이야말로 해볼 만한 대단한 것이라는 착각 내지 환상을 갖추”도록 했던 것이
다. 같은 글, 240면. 반면 김치수와 김현이 공편한 사르트르의 문학적 세계에
수록된 이동렬의 참여 문학론의 의미 는 “한 세대를 열광시켰던 사르트르의 명
성이 이제 연옥의 시절을 겪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선언적인 문장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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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창비가 창간호(1966.1)에 사르트르가 주도했던 계

간지 현대(Les Temps Modernes)지의 창간사인 현대의 상황과 지성 을

번역 수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것은 잡지의 참여적 성격에 대한 선

언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글의 배치로 받아들여졌으며, 이 글의 첫 줄인

“부르주아 출신의 모든 작가는 무책임이라는 유혹을 받아 왔다”는 문장이 지니

고 있는 기존의 보수적 문학(자)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 의미를 들어 기성 문단

에 대한 일갈로 읽히기도 했다.283)

사르트르의 원 글의 주요 내용은, 작가는 지식인으로서 현실참여의 책임을 지

닌다는 것이다. 이때 참여란 작품의 창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대”

에 존재하는 어떤 억압을 가로막기 위한 발언이나 행동 등을 뜻하기도 한다. 이

것이 사르트르가 말하는 “작가로서의 책임”의 의미인 것이다.

작자는 그의 시대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반향을 일으킨다.

침묵도 그 하나하나가 모두 반향을 일으킨다. 나는 플로베르와 공꾸르가 파리 코뮨

에 뒤따른 억압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억압을 가

로막기 위해서 한 줄의 글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시 그런 일은 그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칼라스는 볼테르의 소관이었던

가? (역주: 칼라스(Calas)는 18세기의 프랑스 상인. 카톨릭으로 개종하려는 아들

을 죽였다는 혐의로 사형을 당했다. 후일 볼테르는 그 판결의 무효를 열렬히 주장

했다.). 드레이퓨스 사건은 졸라의 소관이었던가? 또한 콩고의 行政은 지이드가 반

드시 관여해야 했을 문제였던가? 이 작가들은 그 생애의 어떤 시기에 있어 저마다

작가로서의 책임을 의식했던 것이다.284)

위 인용문의 내용은 창간호에 함께 수록된 백낙청의 권두논문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가운데 3장 ‘한국의 문학인은 무엇을 할까?’285) 중 일부인 다음의

된다. 김치수·김현 공편, 사르트르의 문학적 세계, 문학과지성사, 1989, 169
면.

283) 김윤식, 문학사의 라이벌 의식, 169~170면. 또 아울러 사르트르가 시를
배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초기 창비에는 시가 수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
다. 같은 글, 170면.

284) J. P. 사르트르, 현대의 상황과 지성 , 정명환 역, 창작과비평 제1호,
1966, 122면.

285) 이와 같은 원론적 질문 방법이 당대 비평에서 널리 통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르트르 참여문학론이 당시 문단에서 큰 영향력을 지녔음을 방증한다. 사르트르
의 문학이란 무엇인가가 바로 ‘글쓰기란 무엇인가?’, ‘왜 쓰는가?’, ‘누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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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과도 긴밀히 호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작가는 언론의 자유를 위한 싸움이 자기 싸움임을 알아야 한다. 사

상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를 물론 포함해서다.

헌법에 엄연히 보장된 자유를 왜 구태여 작가가 발 벗고 나서서 지켜야 하는가?

헌법 조문만으로 안 되고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지켜야 지켜지는 것이 자유의 본성

이지만, 한국의 작가가 특히 그래야 할 이유는 우선,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작가

적 자유의 전통이 없는 까닭에 작가 자신이 몸소 안 나서면 대신 지켜줄 사람이 없

는 것이요, 둘째로 한국의 독자들―특히 잠재독자들―은 너무나 삶에 쫓기고 있어

문학이 아무리 좋다 해도 문학인이 직접 그들 자유의 증대에 공헌 안 해주는 한 문

학을 용납할 마음이 안 나는 것이다.286)

작가가 자신의 독자는 물론 독자의 자유 증대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은 사르

트르 참여문학론의 주요 골자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현실독자’가 되지 못

한 ‘잠재독자’들을 ‘현실독자’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유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는 작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의 논

리인 것이다.287)

위 인용문에 이어지는 대목에서 백낙청은 한국 작가의 의무로서 대중의 대변자

가 될 것, 남북통일과 근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추가로 꼽고 있다. 작가는

현실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도 직접 참여할 의무가 있다는 것, 즉 작가는 문학

인인 동시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식인으로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

실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창비보다 4년 늦은 문지의 창간호(1970년 가을호)는 창비 창간호

가 전재했던 사르트르의 현대 지 창간사에 대응되는 글로서 롤랑 바르트의

작가와 지식인 (1960)을 번역 수록하고 있다. 이 글은 이미 국내에 소개된 바

있었던 글이므로, 이 글의 문지 창간호 수록은 상징적 재수록으로 보아야 한

다. 창비가 내세운 사르트르의 글을 이에 대응되는 내용의 바르트의 글로 대

쓰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으로 쓰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계간지 비평 전반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것이다.

286) 백낙청,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 창작과비평 제1호, 1966, 26면.
287) 창비 창간호에서 백낙청의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의 바로 뒤에는 조

가경이 쓴 로만 잉가르덴의 현상학적 미학 에 대한 서평이 실려 있다. 이 역시
독자와 관련되어 있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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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있는 이 논문 배치는 매우 흥미로운 문지의 자기 정체화 전략이다. 바

르트는 사르트르의 다음 세대의 문학자로서, 한편으로는 사르트르의 문학 논리

를 이어받은 계승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르트르의 사상을 극복하고자 한 비

판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288) 문지 창간을 주도한 김현은 일찍이 순수참여

논쟁 당시부터 우리 문화 풍토에서는 사르트르의 참여 논리가 있는 그대로 적용

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사르트르는 부당한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참여를 말하고 있는데, 당대 한국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 받는 자’ 사이의 구별

이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화가 진전되지 않은 이른바 샤머니즘의 풍토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289)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요청될 수 있는 것은 인식론적 참

여, 즉 “현실을 파악하면서, 그 현실을 파악하는 자신을 반성”하는 “이중적” 태도

로서의 참여이다.290) 이와 같은 김현의 비평적 입장이 비판적 인식론을 강조하

는 후기구조주의 이론을 내세워 사르트르 이론을 상대화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작가는 기능을 완성하고, 지식인은 활동을 완성한다. (역주: 작가는 원어로

écrivain이며, 지식인은 écrivant이다. 둘 다 écrire라는 타동사에서 나온 어휘들

인데, écrivant는 동명사로서, 동사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며 écrivain은 완전한

명사로서 동사적인 성격이 거의 없다. 여기에서 작가는 정태적이며 지식인은 동태

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 문장은 생략한다. 우리로서는 écrivant과

intellectuel를 구별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시초에는, 작가란 다른 사람의 위

치에서 글을 쓰는 자를 말했다. 현재의 의미(책의 저자)는 16세기에서 비롯한다.

그 말은 작가가 순수한 본질이라는 뜻이 아니다. 작가도 행동한다. 그러나 그의 행

동은 그의 대상 속에 내재한다. 그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그 자신의 도구인 언어에

작용한다.291)

288) 이러한 바르트의 ‘지식인/작가’론은 푸코의 지식인론과도 통한다. 푸코는 보편
적 지식인의 시대는 68혁명을 전후하여 막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과거에 사람들
은 진리를 말할 권리를 지식인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68혁명 이후 등장한 대중
은 과거에 비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작가로 대표되는 보
편적 지식인은 전문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특수적 지식인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보았다. 대중은 이미 투쟁의 목표를 잘 알고 있고, 특수적 지식인들은 대중과 함
께 그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성재, 지식인, 책세상, 2012,
69~71면. 이러한 변화는 68혁명 당시의 ‘마오이즘 열풍과도 관련이 있다.

289) 김현, 다시 한번 참여론을 , 현대문학, 1968.4, 313면.
290) 김현, 위의 글, 314면.
291) 롤랑 바르트, 작가와 지식인 , 김현 역, 문학과지성, 1970년 가을호,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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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에 수록된 바르트의 글 가운데 위의 인용문은, 창비가 내세운 사르트

르의 글에 대한 대타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사르트르가 지식인으로서의 작가

즉 지식인으로서의 존재와 작가로서의 존재가 겹쳐져 있는 ‘지식인-작가’를 이야

기한다면, 바르트는 지식인과 작가의 존재를 구분하여 ‘지식인/작가’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르트에 따르면, ‘지식인-작가(écrivant)’ 혹은 지식서사(知識

書士)292)의 도구적 글쓰기(écrivance)가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의 행위라

면, 지식인과 구분되는 존재로서의 ‘작가(écrivain)’가 행하는 기술적 글쓰기

(écriture)는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작가가 선택한 언어가 이미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성격에 의해 결과적으로 현실에 대한 기투(企投)의 행위가 된

다.293)

바르트의 이 글은, 사르트르의 현대의 상황과 지성 이 같은 호에 실린 백낙청

의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와 긴밀한 논리적 연관을 지니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실린 문지 창간사와도 내용상 호응을 이루고 있다.294) 창

간사 가운데 다음 구절을 보자.

이번 호에서 우리가 다루려 한 것은 한국문학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온 참여문학

과 순수문학의 대립의 지양이라는 과제이다. (중략) 최인훈의 구보씨의 일일·2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실존의 전체성이다. 씨는 실존을 표현하는 태도의 이분법을 비

웃고 있으며, 삶은 행동과 표현이라는 이분법의 그 어느 것으로도 파악될 수 없다

는 짐멜적인 사고를 내보여 준다. 씨는 삶의 전체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한국 문화

의 특성으로 외래 사조의 범람과 한국 문화 전통의 단절을 들고 있는데, 그것은 곧

박태순 씨의 물 흐르는 소리의 주제를 이룬다. 최씨의 그 소설이 우리에게 제기하

는 문제는 삶의 전체성을 그 자체로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방법이 필요

한가 하는 것이다. 그 문제는 리얼리즘을 유일한 기술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도식주

의자들의 주장까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295)

면.
292) ‘지식인-작가’는 ‘지식서사’로도 번역할 수 있다. 김현은 프랑스 비평사 현대

편에서 이 내용을 다시 소개하면서 “작가는 기능을 완성하고, 지식서사는 활동을
완성한다.”(전집 8권, 254면)이라는 바르트의 말을 인용한다. 이때는 ‘지식서사’
라는 역어를 사용하고 있다.

293) 롤랑 바르트, 글쓰기의 영도, 김웅권 역, 동문선, 2007 참조.
294) 김병익 역시 문학과지성 창간호에 수록된 정치와 소설 에서 사르트르의 정
치적 입장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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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썼다고 알려진296) 이 글 창간호를 내면서 는, 창간호에 재수록된 최

인훈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2 를 언급하며, 이 소설이 “외래 사조의 범람과

한국 문화 전통의 단절”이라는, “삶의 전체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한국 문화의 특

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문화에 대한 구조적 비판이 곧

당대 한국 사회에서 요청되는 한 가능한 참여의 방식이라는, 당시 김현과 최인

훈이 공유했던 견해를 재차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2.1절 참조). 또한 김현은 함

께 실린 글 한국 소설의 가능성 에서, ‘이러한 불모의 문화 풍토를 극복하고

“삶의 전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방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의 끝에서, “한국소설의 가능성은 고문하는 기술형식

을 발견하는 데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297)라고 자답한다.298)

위 글에서 사용된 ‘기술방법’ 혹은 ‘기술형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김현

은 한국문학의 가능성 (창비, 1970년 봄호)이라는 글에서 롤랑 바르트의 저

서 기술(記述)의 영도(零度)(1953)299)를 인용하며 이 책에서 제시된 주요

개념인 ‘에크리튀르(écriture)’를 ‘기술’이라고 번역 소개한 바 있다. 이를 참조

하면 위 글에서의 ‘기술방법’ 혹은 ‘기술형식’ 역시 바르트의 에크리튀르 개념의

역어로 볼 수 있다.

이 에크리튀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층위에서 해석되는데, 먼저 앞서 살펴본

‘작가’의 ‘기술적 글쓰기’라는 뜻으로서 ‘지식인-작가’의 ‘도구적 글쓰기’ 즉 ‘에크

리방스(écrivance)’와 대비되는 개념인 동시에, 두 번째로는 언어의 층위 가운

데 하나로서 언어가 이미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역사적·이데올로기적 차원을 지

시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바르트에 따르면 후자의 개념으로서의 에크리튀르는

랑그(langue; 일반적 문법)와 스틸(style; 개인적 문체)과 함께 랑가쥬

295) 창간호를 내면서 , 문학과지성, 1970년 가을호, 7면.
296) 김병익, 김현과 ‘문지’ , 열림과 일굼, 문학과지성사, 1991, 341~342면.
297) 김현, 한국 소설의 가능성 , 문학과지성, 1970년 가을호, 54면.
298) 이때 “리얼리즘을 유일한 기술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도식주의자들의 주장”이라

는 대목은, 문지 창간 직전에 있었던 ‘4.19와 한국문학’ 좌담(사상계,
1970.4)에서 발화된 이른바 ‘리얼리즘 논쟁’에서의 김현과 구중서, 그리고 염무웅
사이의 대립의 맥락을 환기하고 있다(리얼리즘 논쟁과 관련해서는 이 절의 뒷부
분에서 후술).

299) 우리나라에서는 영도의 에크리뛰르-기호학의 원리(동인, 1994); 글쓰기의
영도(동문선, 2007)로 번역 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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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age; 언어)의 한 층위를 이루는 것으로서, 언어 사용자 즉 작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장(champ)의 언어 규제를 의미한다. 작가는 이와 같은 에크리튀

르(사회적 언어)의 선택을 통해 자신이 속한 시대, 사회, 문화, 계층, 그리고

이데올로기 등을 드러내게 된다. 예컨대 부르주아 작가는 자신이 속한 계층의

에크리튀르, 즉 부르주아의 양식인 소설이라는 글쓰기 형식을 택함으로써, 자신

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미’, 그리고 필연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다.

창비가 참조한 이론이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문학이란 무엇인가

는 계간 현대 지에 연재된 그의 글을 모은 책이다―로 대변될 수 있다면, 김

현 혹은 문지가 참조한 책은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

로 쓰인 신세대 비평가 바르트의 기술의 영도였던 것이다. 기술의 영도에서

바르트는 특히 1848년 이후, 즉 귀스타브 플로베르 이후의 프랑스 소설에 주목

하였다. 이 시대 작가들의 글쓰기는 혁명의 실패 이후 급속하게 개인화되는 사

회 속에서 그 개인과 사회의 유대 즉 총체성을 그려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그

실패를 통해 역설적으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김현은 이와 같은 기술의 영도의 논의를 참조하여, 같은 호에 실은 한국소

설의 가능성 이라는 개인 평문에서, 당대 한국의 리얼리즘 역시 이러한 역설적

의미에서의 리얼리즘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까닭으로는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계층이 형성되고 그 결집이 이루어기 어려운 폐쇄적인 사회 형태를

들고 있다.300) 여기에는 4.19와 5.16 이후의 현실에 대한 인식 문제가 개재되

어 있다. 창비의 백낙청이 “4.19가 완전히 실패하고 끝나버렸다는 해석”을 경

계하면서301) 예의 시민문학론 에서 시민혁명을 위한 문학의 전통을 새로 구축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문지는 혁명의 실패와 구 체제의

복고라는 프랑스의 1848년의 상황과 당대 한국의 상황에 대한 역사적 유비를

작동시키고 있다. 따라서 김현과 문지의 비평가들이 총체성의 상실과 개인화,

즉 소시민화의 문학적 표현에 주목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기술의 영도에서 바르트는, 작가가 그 자신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300) 김현, 한국소설의 가능성 , 문학과지성, 1970년 가을호.
301) 백낙청, 시민문학론 ,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8, 57면.

4.19에 관한 백낙청의 견해는 민족문학의 현단계 , 창작과비평, 1975년 봄호
에서도 상세히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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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더라도 에크리튀르의 선택을 통하여302) 이미 참여하고 있다고 봄으로써, 사

르트르의 직접적 참여와 대비되는 새로운 참여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바르트 자신의 용어로 ‘결핍된 참여(engagement manqué)’303) 혹은 ‘부정적

참여’라고 부를 수 있다. 김현은 후일 이 개념을 프랑스 비평사 현대편(문학

과지성사, 1981)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다.

바르트의 문학이 플로베르 이후의 현대 문학임을 염두에 두면, 바르트의 결여된

참여는, 이 작품 속에 세계가 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느냐는 물음으로써, 세계에 의

미가 있느냐는 것을 질문으로 제기하게 하는 부정적 참여이다. 그것은 세계 변혁을

목표하는 긍정적 참여가 아니라, 변혁된 세계, 변혁될 세계를 모세가 약속된 땅 가

나안을 바라다보듯 바라다보는 부정적 참여이다. 이 세계 내에서는 소외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체로서 문학은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문학을 탈정치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 소외된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적이라면(그 명제는

그러나 곧 사회 속에 편입되어 호교론(護敎論)적 성격을 띠게 된다), 소외된 사회

가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약속된 땅에 비추어, 유토피아적 시선에 의해 제시하는

것도 정치적이다. 그것은 사회 존속의 근거 자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

회에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실재하는 완전한 질문이다.304)

위 글의 설명에 따르면 ‘부정적 참여’는 “세계 변혁을 목표하는 긍정적 참여” 즉

사르트르 식 참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세계에 의미가 있느냐는 것을 질문

으로 제기”하는, 즉 고문(顧問/拷問)305)하는 방식을 통한 참여이다. 반성적 질

문으로서의 참여인 것이다.306) 위의 인용문에서 반복되는 ‘물음’, ‘질문’, 그리고

302) 이때의 에크리튀르는 에크리튀르의 두 개념을 모두 적용하여, ‘기술적 글쓰기’
라는 의미에서의 ‘에크리튀르’를 통하여 참여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으
며, ‘사회적 언어 규제’라는 의미에서 ‘에크리튀르의 선택’을 통해 참여한다는 뜻으
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303) 롤랑 바르트, 작가와 지식인 , 김현 역, 문학과지성, 1970년 가을호, 97
면.

304) 김현, 프랑스 비평사 현대편 , 김현 문학전집 제8권, 문학과지성사, 1991,
255~256면. 이 내용은 롤랑 바르트, 위의 글, 97면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305) 김현의 문학론에는 ‘고문’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고문’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가 크게 영향 받은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가
질문과 문제 제기로서의 문학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는 고문(顧問)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쓴 글들 가운데에는 한국적 맥락, 즉 당대의
시대적 억압을 환기하기 위함인지 고문(拷問)의 의미가 두드러지는 대목도 더러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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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는 단어들의 반복적 쓰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문학이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질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르트가 그 일원으로 활동한 계간지 텔 켈(Tel Quel307))(1960~1983)은

이른바 ‘68혁명 세대’가 중심이 되어 프랑스 문학의 세대교체를 선언하고 후기

구조주의 이론을 중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기존의 낡은 이론을 혁신하고자 한

‘전위주의’의 성격을 띤 잡지이다.308) 68혁명이라는 “생성적 단절”의 사건에 대

한 “문학적 승화”를 추구한 잡지로 일컬어지기도 한다.309) ‘4.19세대’를 중심으

로 하여 강력한 ‘세대적 인정투쟁’310)의 전략을 펴며 등장, 새로운 비평 방법론

의 적용을 인상적으로 예시, 주장하고 있었던 문지 역시 텔 켈과 닮은 점이

있다고 하겠다.311)

또한 텔 켈은 사르트르의 현대에 대항하여 창간된 실존주의 사상 비판의

거점이자 후기구조주의 사상의 진원지였다.312) 특히 바르트의 이론은 텔 켈

306) 김현은 세대교체의 진정한 의미 (세대, 1969.3)에서 문학에서의 ‘랑가쥬의
반성’ 즉 언어와 자신의 언어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작가가 지니게 되는 의식에
관해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식의 조작’이 두드러지는 문학은 ‘사소주의의 승
리’ 혹은 ‘역사의식의 결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와 같은 ‘의식의
조작’이 지니고 있는 반성적 특징 때문에 다시 ‘사소주의의 승리’ 혹은 ‘역사의식
의 결여’에 대한 반성적 차원을 획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역설적인 의미에서의
행위와 의지의 문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 역시 ‘결핍된 참
여’의 개념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김현은 이 글에서 당대 신세대 문학의 특징
을 이와 같은 ‘랑가쥬의 반성’에서 찾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
는 것이다.

307) 이 제목은 ‘있는 그대로’라는 뜻으로 니체에게서 따온 말이며, 구조를 해체하
여 본성을 드러낸다는 의미에 가깝다.

308) 김현이 사상계에 번역하여 실은 신비평 논쟁 당시 바르트의 글이 실렸던 곳
도 텔 켈이며, 이는 지면에 역주를 통해 명시되어 있다.

309) 류은영, 68혁명과 현대 프랑스 문학장 , 외국문학연구 27, 2007, 110면.
310) 권성우, 1960년대 비평론의 세대론적 전략과 새로운 목소리 , 문학사와비평

연구회 편, 196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3, 11~30면.
311) 흔히 김현의 문학론을 말라르메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축소 설명해버리는 경

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희모, 문학의 자율성과 정신의 자유로움-1970년대
문학과 지성의 이론 전개와 그 의미 ,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70
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이명원, 타는 혀, 새움, 2000; 김윤식, 앞의
책. 그러나 김현 문학에서 말라르메의 영향은 초기 비평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312) 김현이 제2차 순수참여논쟁 당시 직접 참조하기도 했던(2.1절 참조) 푸코 역
시 텔 켈에 자주 글을 싣고 있었다. 푸코와 바르트의 초기 이론은 서로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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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식 문학론이나 다름없었으며, 에크리튀르, 탈코드(sans code), 텍스트

(texte), 그리고 애매모호성(polysémie) 등 그가 제시한 개념들은 텔 켈 그
룹의 문학적 실천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가령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

설은 부르주아 계급의 에크리튀르(사회적 언어의 형식)이므로, 부르주아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소설 글쓰기의 형식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텔 켈
의 대표적인 주장이었다.313)

1970년대 중반 무렵 김현은 몇몇 글에서 텔 켈 지를 주목해야 할 잡지로 직

접 언급하고 있다.314) 그 핵심 구성원으로 푸코와 바르트 등을 거론하고, 또한

‘텔 켈의 문학론’으로 바르트의 에크리튀르 이론을 소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사람들 외에(최근에 읽은 몇 편의 소설 외에, 인용자 주) 나의 관심을 강렬하

게 끈 것이 소위 ‘텔 켈 그룹’의 소설가들이다. 텔 켈 그룹이란 1960년에 창간된 
텔 켈이라는 계간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철학자·비평가·작가·시인 들을 말한다.

그들은 구조주의의 대두와 함께 프랑스의 지적 세계를 대표하는 미셸 푸코, 롤랑

바르트, 그리고 최근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는 데리다를 그 이론적 선봉장으로 내

세운 쟝 루이 보드리, 마르슬렝 프레이네, 필립 솔레르스 등으로 되어 있다. 그 그

룹은 쇠이유 출판사에서 텔 켈지와 함께 텔 켈 총서를 발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목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비록 그 그룹을 비난하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20세기 프랑스에서의 문학의 개념이라는 개설서를 쓴 알베르 레오나르가 말미에

텔 켈지와 문학 이라는 한 장을 덧붙이고 있는 데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그룹의 최대의 과제는 부르조아지 사회의 구조와 그것이 산출해낸 소설이라는

장르를 해명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일이다. “모든 계급은 언어체의 적응태를 구축

한다. 부르조아지에게는, 예를 들어 자본주의에게는, 그것은 수사학이며 소설이다.”

부르조아지의 세계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그것을 가장 명료하게 표상

하는 부르조아지적 기술이 소설이라는 진술이다. 부르조아지에게 충격을 주려면 바

로 그 소설의 언어에 충격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솔레르스는 감히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만일 혁명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체를 통해야만 한다. 나의 유일한 문제는

즉각적인 충격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생생하고 아주 현대적이고, (비록 세련되었

깊은데, 푸코의 ‘에피스테메’ 개념과 바르트의 ‘에크리튀르’ 개념 역시 일종의 ‘한
시대나 사회에서 공유되는 언어적 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313)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소설의 상투적 재현 방식(코드)에 대한 파격(탈
코드)을 통해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와 그 질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314) 시의 언어는 사물인가 , 문학과지성, 1975년 가을호; 현대 프랑스 문학의
흐름 , 한국문학, 1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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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망정) 대중적인 언어를 묘사하는 것이다.”315)

위 인용문의 하단은 앞서 살펴본 바르트의 문학론을 잘 요약하고 있다. “모든

계급은 언어체의 적응태를 구축한다”는 문장에서 “언어체의 (사회적, 인용자)적

응태”가 바로 에크리튀르의 개념에 해당한다. 또한 에크리튀르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반성적 글쓰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창비와 문지 두 계간지는 사르트르(현대, 실존주의와 참여론)와 바르트

(텔 켈, 인식론적 전위주의) 사이의 이론적 대결의 양상을 한국문학의 맥락에

서 실연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1960년대 평단을 떠들썩하게 했던 순수참여논

쟁―김붕구의 반(反) 사르트르적 입장, 즉 사르트르 식의 참여를 하는 작가는

필연적으로 좌경화한다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참여론자들 사이의 대립―에서

의 냉전적 상황 논리의 단계를 벗어나 참여론이 보다 심화된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김윤식이 말한 것처럼 한 세대에게 있어서는 선택

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졌던 사르트르의 참여문학론의 한계가 지적되는 장면이기

도 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프랑스 지성사의 전개 과정이 그대로 참조되고 있다

는 점은 명백한 한계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위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졌던

참여문학론이 보다 구체화된 이론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316) 요컨대 사르

트르 참여문학론은 더 이상 냉전적 상황 논리나 당위로서가 아니라 객관적 탐구

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간지 비평가들에 의해 사르트르 참여문학론에 대한 이해는 이전

시대에 비해 심화된 차원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사르트

르의 소위 시어사물론에 대한 구체적 비판의 양상이다. 산문의 언어는 도구이지

만 시의 언어는 사물이라는 사르트르의 이 주장은, 문학이란 무엇인가(1948)
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후일 일본에서의 세 차례에 걸친 강연(1965)317)에서

그와 같은 시와 산문의 구분이 재고되고 있으며, 집안의 백치(1971)에 이르

315) 현대 프랑스 문학의 흐름 , 한국문학, 1976.7, 김현 문학전집 제12권,
문학과지성사, 1992, 411~412면. 그밖에 그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그 싸움
-사르트르, 귄터 그라스, 솔제니친, 솔레르스 라는 글(서울평론, 1975.1.30)에
서도 텔켈의 수장인 ‘솔레르스’를 언급하기도 한다.

316) 또한 이러한 논의는 당대를 풍미했던 르네 웰렉과 오스틴 워렌 등의 문학이
론, 즉 작품을 작가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실체로 파악하는 영미 신비평 이론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도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317) 그 내용은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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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취소된다. 이 이론에 대해 계간지 비평가들은 서로 상이한 입장에서 비판론

을 펴고 있다.

먼저 김현은 참가문학 시비 (선데이포스트, 1965.5.3.)(2.1절 참조)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사르트르는 ‘앙리 마르탱 사건’ 때문에, ‘로젠버그 부처 사건’ 때문에, 헝가리 사건

때의 그의 발언 때문에 작가인 것은 아니다. 그는 벽 을 썼고, 자유의 길을 썼기

때문에 작가인 것이다. (중략) 적어도 그가 왕 앞에서 직접 대들 수 있을 때, 그는

이미 작가는 아니다. 다만 현실 앞에 서 있는 벌거벗은 인간일 따름이다. 그는 분명

히 혁명아일 터이다. 그러나 대나무밭에서의 주절댐은 그를 작가로 만들어준다. 그

는 언어로써, 언어의 틀로써 그에게 가해한 현실에 복수하고,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것은 쾌락이다. 적어도 문학이란 이런 카타르시스의 분비물일 따름이다.

정말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쉴 사이 없이 작가들로 하여금, 왜 참가하지 않는가라는

힐난에 몸서리를 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작가가, 이미 언어를 선택한 자

이며 그래서 거기서, 그 틀 안에서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그들

은 작가에게 괭이를 들 것을, 호미를 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는 호미는

아니다. 확실히 그렇다. (중략) 그리고 소위 참가론의 기수인 사르트르 자신도 이

것을 통해서는 참가할 수 없다고 말한 시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또한 사족으

로 붙여놓자.318)

위 인용문에서 김현은 사르트르를 인용하여 언어는 ‘호미’, 즉 작가의 현실 참

여의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작가는 “이미 언어를 선택”함으

로써 “그 틀 안에서 참가”한다는 말은, 작가는 언어의 선택과 동시에 이미 현실

적 차원에 기투한다는 바르트의 기술의 영도 이론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인

용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김현은,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주장된

시어사물론, 즉 시의 언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물인 반면, 산문의 언어는 사

물이 아니라 외부의 사물을 지시하는 매개, 즉 작가의 주관과 세계를 연결해주

는 도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특유의 언어구분론을 비판적 관점에서 환기하고

있다.319)

318) 김현, 참가문학 시비 , 김현 문학전집 제15권, 문학과지성사, 1993,
257~258면.

319) 이에 따르면 결국 시인은 의미 전달의 불가능성이라는 근원적 문제에 맞닥뜨
리게 된다. 이상 심재상, 사르트르와 롤랑 바르트의 언어관 , 관대논문집 19,
1991, 249~250면.



- 108 -

사르트르가 이와 같은 시와 산문의 구분을 도입함에 따라 한국에서 사르트르라

는 이름과 그의 문학론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가 중층화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사르트르가 시의 언어는 사물로(비참여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산문의 언어는 도구로(참여적인 것으로) 분리 설명함으로써, 그의 문학론은 때

로는 이른바 ‘순수’의 논리를, 때로는 ‘참여’의 논리를 각각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오독의 맥락에 대해 김현은 소설은 왜 쓰

는가 (월간문학, 1970.3)에서 상세히 지적해두고 있다.320)

김현의 언어관에 대한 기존 연구는, 김현이 말라르메 등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들의 언어관에 영향을 받아 ‘절대적 언어’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였

다.321) 그러나 이렇게 이해할 경우 김현은 ‘순수주의자’라는 편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김현의 언어의식에 관해 논할 때에는 그 변화 양상에 보다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등단작 나르시스 시론 (자유문학, 1962.3)을 비롯하여 평론집 존
재와 언어(가림출판사, 1964)에 수록된 초기작들에서 김현은 아직 말라르메를

비롯한 프랑스 상징주의의 영향 하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1968년 전후로 바르

트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는 언어관의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김

현은 자신의 언어관의 변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어두고 있다.

시적 새로움과 시인의 정직성은 68년 이전의 나에게는 그렇게 시급한 것처럼 보이

지는 않았다. 그때의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시의 틀 문제이었다. 발레리나 말라르

메의 영향 때문이었지만 ‘시에서 시 아닌 것을 가능한 철저하게 배제하고 시의 정수

만으로 시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라는 것이 그때의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시의

구조, 언어로 이루어지는 시라는 형태가 나를 발레리의 순수시론으로 몰고 간 것이

다. 김춘수 씨의 시를 분석해나가면서 확인한 것이지만 그런 나의 성향은 나 자신

의 순결 콤플렉스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순수하고 이상적인 것, 애매모호하게 절대

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나의 도취는 그러나 정신의 활달성보다는 조소적·회화적 이

미지로 나를 이끌고 갔다. 그것을 나는 융과 롤랑 바르트, 그리고 바슐라르를 발견

하면서 극복해갔다.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의 편차를 나는 융에게서 배웠고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상관관계를 나는 롤랑 바르트에게서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슐

라르에게서 조소적인 정태적 이미지만이 시적 이미지가 아니라 동태적인 이미지도

320) 그는 이 글에서 이 명제(시어사물론은, 인용자)는 상징주의와 이미지즘의 영
향 하에 형성된 것인데, 오늘날까지 비판 없이 그대로 원용되고 있다고 쓰고, 그
밖에 이 명제가 현상학적 차원에서―언어가 이미지를 환기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
실과 관련하여―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21) 대표적인 연구로 이명원, 타는 혀, 새움, 2000, 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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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오히려 그것만이) 힘을 가진 시적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322)

위 글에서 김현은 자신의 언어관의 변화를 발레리나 말라르메의 영향에서 바르

트, 바슐라르 수용으로의 이행으로 설명하고 있다. 말라르메에게 언어는 곧 사

물이다. 한편 사르트르는 시에 한하여 언어의 사물성을 인정하고, 대신 산문의

언어는 도구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바르트는 언어의 사물성도, 도

구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바르트에게 있어 작가의 실천은 언어를 도구로 휘두름

으로써가 아니라, 언어를 자신의 글쓰기의 조건으로서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323) 따라서 김현의 초기작에 나타난 순수주의 언어관이 이후

에도 지속된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라 할 수 있다.324) 김현이 자신의 수정된

언어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 표명하는 것은 시의 언어는 과연 사물인가 (문
지, 1975년 가을호)에서이다.

텔 켈 그룹의 사르트르 언어관 비판은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르트르의 언

어관이 센티멘털하고 비과학적인, 전형적인 부르주아의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비판에 이론적 근거를 제일 먼저 제공한 비평가가 롤랑 바르트이다. 그는 사르

트르가 언어에 봉사하는 사람을 시인이라고 부르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산문

가라고 부른 것과 비슷하게 말을 구조로 이해하는 자를 작가(écrivain)라고 부르

고, 말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를 書士(écrivant)라고 부른다.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지식인이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글쓰다’라는 동사의 현재분사형을 사용하여 書士라

는 단어를 만들어 낸 그는 작가에게 있어서 글을 쓰는 행위는 자동사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 (중략) 작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책임성 있으라는

것뿐이다. 어떻게 쓸 것인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책임을 지다 보면, 세계는 왜 있

는가 하는 질문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질문 자체는 세계를 전복시키는 힘

으로 변모한다. 롤랑 바르트와 사르트르를 가르고 있는 것은 문학의 도구성 여부이

다. 사르트르는 산문가란 언어를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는

322) 김현, 김수영을 찾아서 , 심상, 1974.3, 김현문학전집 제33권, 문학과지
성사, 1991, 295~396면.

323) 이상 심재상, 사르트르와 롤랑 바르트의 언어관 , 논문집 19, 가톨릭관동
대학교, 1991 참조. 또한 바슐라르에게 언어는 이미지로서 현상학적인 것이다.

324) 앞서 살펴본 글 작가와 지식인 등에서 롤랑 바르트는 글쓰기는 자동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강의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여 글쓰기는
타동사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롤랑 바르트, 롤랑 바르트, 마지막 강의,
변광배 역, 민음사, 2015 참조. 따라서 김현은 물론 롤랑 바르트의 언어관 역시
확고부동의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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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롤랑 바르트는 작가의 언어란 문제 제기의 언어이지, 해답의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모호한 것, 진실과 거짓을 융화시키는 중성적 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어는 도구가 될 수 없다.325)

위 글에서 김현은 바르트가 말하는 작가의 책임의 내용에 관해 다시 설명하고

있다. 작가는 현실에 존재하는 억압에 대하여 저항할 책임을 진다는 사르트르의

견해와는 달리, 바르트는 세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작가에게 주어진 책

임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문제 제기의 책임인 것이다.

또한 위 인용문에서는 (산문)언어의 도구성을 주장하는 사르트르와 달리 바르

트의 경우 문학 언어의 본질적 모호성(polysémie)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역

시 소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모호성 또는 애매모호성이라는 개념은 김현의 실

제 비평에서도 자주 언급되며, 문학의 효용성(도구성)을 부정하는 그의 고유한

문학론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또한 모호성은 상품화라는 조건 하에

놓인 현대 작가의 글쓰기에 대한 김현의 통찰과도 관련을 지닌다. 모호성은 그

자체로 상품화에 저항하는 속성이기 때문이다(4.1절 참조).326)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김현 비평이 바르트의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그가 이와 같은 이론을 적극 도입한 배경일 것이다. 그는

창비에 대한 대타적 입장에서 이 이론을 선택한 것만은 아니다. 앞서 밝힌 것

처럼, 한국의 문화 풍토에서는 참여를 논하기 위해 먼저 질문과 비판,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주체화가 필요하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

에, 일종의 인식론적 참여의 방편으로서 이와 같은 이론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김현은 한국 비평의 가능성 (68문학, 1969.1)에서, 사회학적 비평의 방법

론들을 두루 소개한다. 몇 가지 방법론을 소개한 다음, 그 가운데 지금까지 한

국문학에서 시도되지 않은 “딴 방면으로의 대담한 확산”이 필요하다고 쓰고, 그

325) 김현, 시의 언어는 과연 사물인가-싸르트르의 언어관 비판 , 문학과지성,
1975년 가을호, 553~554.

326) 백낙청이 사르트르가 시의 언어를 산문의 언어와 분리하여 논함으로써 “순수
주의를 뒷문으로 다시 모셔 들여”왔다고 비판한 것과 달리(백낙청, 현대문학을
보는 시각 , 문학과 행동, 태극출판사, 1974) 김현의 경우는 위 인용문에 이어
지는 대목에서 사르트르가 “스타일의 문제를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한
다는 핑계로 내던져 버”렸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같은 글, 55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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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시도에서 “한국 비평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327) 이때 그가 새롭게 시

도해볼 만한 방법론으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바르트와 골드만의 이론이다.328)

따라서 이러한 이론의 도입이 사회학적 비평에 대한 관심의 일환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백낙청 역시 사르트르의 문학론이 내포한 이중적 성격―시와 산문의 구분

론―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선우휘와의 대담에서 시어사물론만을 선택적

으로 언급하여 사르트르의 문학론이 마치 순수성을 옹호하는 이론인 것처럼 보

이게 하는 착시를 일으킴으로써 그를 설득해내는 재치를 보이기도 하였다.329)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은 사르트르의 입장을 불철저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비판

하였다.

시와 민중언어 (세대, 1973.12)에서 백낙청은 워즈워스의 민중언어론을 참

조하여 사르트르의 시어사물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

다. 워즈워스는 “가능한 한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말로서만 이를(평민의 생활을

드러내는 지극히 평범한 작품의 사건 및 상황을, 인용자)서술하거나 묘사하고

자” 하였으며, 따라서 “시의 언어로서도 이들(평민, 인용자)이 일상적으로 사용

하는 말이 소수의 상류계급이나 일부 시인들 간에만 통용되는 언어보다 훨씬 적

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330) 이 글은 그동안 시에서 소외되

어 있던 민중언어의 시적 복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사르트르의 주장과는 달리

“산문과 운문의 언어 사이에 아무런 본질적 차이가 있을 수 없다”331)는 것을 입

증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반쪽의 참여문학론을 넘어서고, 시

를 민중문학의 전위로 세우고자 한 것이다. 1968년 봄호 이전에는 시를 아예

수록하지 않았던 창비는, 이 무렵, 즉 창비시선 1권에 해당하는 신경림의 
327) “움베르토 에코의 사회학과 소설 에 근거하여 (1)문학사회학의 저자 로베

르 에스까르삐의 방법론 (2) 텐느의 방법론‘(3) 예술과 문학의 사회사를 쓴 아
놀드 하우저의 방법론, (4)로젠버그의 대중소설 내용 분석 방법 (5)롤랑 바르트
의 방법론 (6)소설의 사회학의 저자 뤼씨엥 골드만의 방법론.” 김현, 한국비평
의 가능성 , 68문학, 1969.1, 154면.

328) 실제 이 시기, 즉 이론 논쟁기(1970~1975년)에 김현은 김윤식과 공저한 한
국문학사 등에서 바르트와 골드만의 이론들을 적극 도입, 활용하고 있다(3.2절
참조).

329) 작가와 평론가의 대결-문학의 현실참여를 중심으로 , 사상계, 1968.2, 백
낙청 회화록 간행위원회 편, 백낙청 회화록 제1권, 2007, 12~13면에서 인용.

330) 이상 백낙청, 시와 민중언어 , 세대, 1973.12, 184면.
331) 위의 글,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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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가 발간되었던 1973년을 전후하여 시를 민중문학의 중심에 배치하는

데,332) 백낙청의 이 글은 그러한 창비의 시 강화 양상과도 맞물려 있다.

이 시기 창비의 이론적 모색의 과정을 보여주는 일종의 앤솔러지로, 백낙청

이 편저한 문학과 행동(태극출판사, 1974)이 있다.333) 이 무렵 창비는 이

른바 ‘토착화’의 행보를 이어가며 초기 서구 이론의 영향으로부터 급격히 벗어나

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리얼리즘론이나 파농의 제3세계론 등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334)

그러나(사르트르의 이론이 모더니즘 비판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나, 인용자)

모더니즘의 순수주의적 경향을 이렇게 명쾌하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

이란 무엇인가에서도 모더니즘이 제기하는 근본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다. 근

본문제가 어디까지나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의 문제라면 사르트르적 ‘자유’ 및 ‘참여’

의 주체가 되는 것은 역시 사회현실·역사현실과 단절되어 그 현실의 불모성에 시달

리는, 다시 말해서 모더니즘의 기본적 체험을 그대로 이어받는 개인인 것이다. 그

결과로 사르트르의 문학론에는 야릇한 자기분열이 생긴다. 즉 그의 참여문학론은

산문문학에만 적용되고 시는―음악·그림·조각 등과 더불어―“타인의 자유에 대한 자

동적인 호소”라는 범주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은 시와 소설, 또

는 다른 문학을 어떤 식으로든 획연히 가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문

제를 떠나서라도, 참여문학론의 보편성에 대한 치명적인 제약이 아닐 수 없다. 시가

참여문학의 피안에 ‘오브제’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참여문학’은 곧 ‘진짜 예술’의

경지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참여적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중략) 그렇지 않다면

이는 ‘참여문학’의 이론으로써 모더니즘의 순수주의 문학관을 정면으로 공격해놓고

나서, 다음 순간 시라는 결정적인 예외를 제시함으로써 순수주의를 뒷문으로 다시

모셔 들여온 꼴이 된다. 그것은 결국 사르트르의 모더니즘 비판이 다분히 주관적

반발 내지 자기반성의 성격을 띠었고 모더니즘의 객관적 체험 자체를 청산한 새로

운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335)

332) 박연희는 창비에서 ‘민중시’라는 개념의 용례가 1974년부터 발견되며, 같은
해 마련된 서평란에는 신간 시집의 소개가 많이 실린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
박연희, 1970년대 창작과비평의 민중시 담론 , 상허학보 41, 2014, 521
면.

333) 이 책은 태극출판사 간 현대인의 사상 전집 제7권에 해당한다.
334) 박연희는 이와 같은 민중문학으로의 전환이라는 변화에는 백낙청의 미국 유학

전후로 이루어진 창비 편집체계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데도 주목하고
있다. 이호철은 1976년 봄호의 창비 10년-회고와 반성 좌담에서 대략 1969
년 말부터 1972년까지를 창비 변모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박연희, 위의 글,
5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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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은 이 책의 해설인 현대문학을 보는 시각 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백낙청은 앞서 살펴본 김현의 글과는 또 다른 입장에서 사르트르의 시어사물론

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반쪽 참여론에 관한 것으로, 사르트르

가 작가는 산문의 도구적 언어를 통해서 현실에 참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시의

언어는 도구성을 띠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자신의 참여문학론에 스스로 제약

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와 산문을 구분하는 이중언어론에는 사실 상

징주의 시를 비롯한 이른바 순수문학의 영역을 포기하지 않은 사르트르의 미의

식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336) 백낙청은 이를 가리켜 사르트르 참

여문학론의 자기분열적 한계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간지 비평가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사르트르의 참여문학론에 보다

실체적으로 접근하였으며, 냉전적 이해나 소박한 당위론에서 벗어나 그 한계에

대한 비판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시기 참여론은 문학 언어의 성격이라는 본질

적 문제와 관련해서까지 심화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참여문학론에 대한 비판적 탐구의 내용은 다시 계간지 비평가들의

리얼리즘론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이른바 ‘리얼리즘

논쟁’ 역시 이러한 상이한 참여론들의 경합의 국면과 관련하여 재론해볼 수 있

335) 백낙청, 현대문학을 보는 시각 , 문학과 행동, 태극출판사, 1974, 35면.
336) 박정자는 이를 참여문학의 외피로도 감추지 못한 순수한 미의식이라고 설명한

다. 박정자, 언어의 사물성과 도구성-사르트르의 미학 체계를 떠받치는 하나의
토대 , 불어불문학 연구 28, 1993.

문학자 언어관의 내용 계간지 비평가

말라르메 사물 언어관
초기(1968년 이전)

의 김현

사르트르
이중 언어관

사물 언어관(시)
백낙청의 비판적 수

용
도구 언어관(산문)

이중 언어관의 번복

바르트
사물성과 도구성의 구분을 철폐하고
랑그(체계), 스틸(문체), 에크리튀르

(기술)을 구분
1968년 이후의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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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논쟁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4.19와 한국문학 좌담(사상계, 1970.4)

에서 비롯되었다.337) 임중빈이 좌장을 맡고 구중서, 김윤식, 김현이 참여한 이

좌담에서 김현과 다른 평론가들 사이에 리얼리즘의 개념 이해를 둘러싼 의견 대

립이 일어났고, 그것이 이후 지상 논쟁으로 이어진 것이다.338) 이때 김현은 바

르트의 기술의 영도나 그 안에서 예거되고 있는 플로베르 등의 소설을 사례로

들어 리얼리즘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내용의 문

학론들이 제각기 자신의 ‘리얼리즘’으로 이해, 제시된 정황은, 리얼리즘이 구체

적인 창작방법론이기 이전에 하나의 당위로서 받아들여졌던―사르트르 식의 실

존이나 앙가주망과 마찬가지로―계간지 시대의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339)

좌담의 시작과 함께 김윤식이 먼저, 4.19가 리얼리즘의 기점이라는 논점을 제

시하였다. 리얼리즘의 성립 조건인 사회 안에서의 개인의 자유 문제가 4.19 이

후에야 비로소 논의 가능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현은 김윤식의 발

언에 대해 “그 자유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할 만한 사회계층이 형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뒤에서 부연한바, 그가 파악한 리얼

리즘이란 “어떤 계층이 형성되어, 그 계층의 풍속이든가 습관을 그 계층의 언어

로서 표현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4.19는 하나의 사회계층에 의해

337) 이 논쟁의 경과에 관해서는 김영민, 한국현대문학비평사(소명출판, 2000)
제7장 1960~70년대 리얼리즘문학론 에 정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338) 이 좌담이 기획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글들이 한국문학에서의 리얼리즘
이라는 쟁점을 일제히 제기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구중서, 한국문학의
반성과 재출발 (대한일보, 1967.8.9.), 백낙청, 한국 소설에서의 리얼리즘 전
망 (한국일보, 1967.8.9.~8.23.), 조동일, 리얼리즘 재고 (현대문학,
1967.10), 임중빈, 70년대 한국문학의 전개, 리얼리즘 문학의 가능성 (사상계
, 1970.1), 김윤식, 비평개관, 떠나면서 질문하는 어떤 방식 , 월간문학,
1970.1). 그리고 문제의 좌담과 함께 김윤식의 4.19와 한국문학, 무엇이 말해
지지 않았나 (사상계, 1970년 4월호)가 실려 있다.

339) 소영현은 비평가의 위상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며, 문학 연구와 비평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던 시기의 비평가는 ‘비평가-지식인’에 가까웠으며 그 예로 김현,
김윤식, 백낙청 등을 들고 있다. 이들은 문학의 영역과 좋은 문학을 가늠하는 기
준을 수립하고자 했고 그것은 리얼리즘(realism)이었다고 보았다. 그것은 인식
차원의 리얼리즘이기도 하고 세계관의 차원이기도 하며 창작방법론의 차원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1990~2000년대에 등장한 ‘비평가-작가’들은 리얼리즘이
라는 기준 혹은 틀을 회의하면서 비평의 주관성 강화를 불러왔다고 보았다. 소영
현, 문학사의 타자들을 돌아보다 , 천정환 외 공저,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 푸
른역사, 2013, 156~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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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되지 않고 학생층을 앞세워 이루어졌기 때문에, 4.19 이후 가능한 리얼리

즘이란 “자기계층의 부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부정적 형태로서의 글쓰기뿐

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중서는 “한국적 현실 속에 와서는 4.19에서 보듯이

시민층의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리얼리즘 문학의 출발

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본격화되었다고 다시 반론을 편다.

위와 같은 김윤식의 관점에서는 해방 이전의 한국문학에서 리얼리즘은 명백하

게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340) 그러나 김현은 해방 이전의 식민지 시대 문학

가운데 염상섭이나 현진건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계층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서 오히려 4.19 이후의 작가들보다도 더 박력 있는 작품을 내놓을 수 있었던

리얼리스트들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구중서가, 염상섭이나 현진건의 문

학은 풍속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보이고는 있으나 “역사의식의 지향”이

없었기 때문에 리얼리즘이라기보다는 리얼리즘의 요소를 지닌 자연주의 단계의

문학에 머물렀다고 반론한다. 다만, 왕당파이자 보수주의자였던 발자크가 자신

의 세계관이나 역사적 지향과는 무관하게 리얼리즘 소설을 남긴 것을 가리켜 엥

겔스가 ‘리얼리즘의 승리’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라면, 그들의 문학도 리

얼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덧붙인다.

요컨대 이 좌담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 쟁점은 리얼리즘의

성립 조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김윤식은 개인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근대 정체(政體) 성립을 리얼리즘의 기본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김현의

경우 개인이 자기 계층의 언어로 글쓰기를 함으로써 그 계층의 현실을 드러내는

행위를 리얼리즘의 정의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때 계층의 형성은 리얼리즘의 필

요조건이 된다. 한편 구중서는 역사의식을 리얼리즘의 필수 요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두 번째 쟁점인 식민지 시대 리얼리즘 문학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는 ‘자유 부재로 불가능(김윤식)’, ‘자기 계층의 언어로 계층적 현실을 묘사한 염

상섭 등에 의해 리얼리즘의 성과 제시(김현)’, ‘작가의 역사의식 부재로 제한적

가능성(구중서)’이라는 답변이 각각 제시되었다.

이 논쟁에서도 김현은 여전히 바르트의 기술의 영도에 기대어 리얼리즘의 의

미를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그는 이 좌담에서 이후 지상 논쟁

의 발화점이 된 다음의 문제적 발언을 남기고 있다.341)

340) 이는 이후 김현과 공저한 한국문학사에서도 포기되지 않은 그의 문학사적
입장에 해당한다(3.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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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로서의 리얼리스트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일 겁니다. 발자끄의 신흥

계급에 대한 지독한 혐오가 그를 위대한 리얼리스트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 진보

주의자인 스탕달이 절박한 현실 파악만을 내보여준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가령 루

카치는 현대소설의 특성을 문제 제기의 소설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과연 발자끄

의 소설이 문제를 제기합니까? 가령 골드만 같은 사람은 소설의 사회학을 위하여
라는 매우 중요한 책에서, 루카치는 현대소설의 주인공을 문제아(Heroes

Problematique)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루카치의 그 지적은 세르반테스의

돈 키호테, 스탕달의 적과 흑, 플로베르의 감정교육, 보바리 부인, 그리고

발자끄의 소설에는 전연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중략) 결국 중요

한 것은 발자끄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리얼리스트라는 점인데, 그것은 현실을 냉

정하게 직시한 데서 얻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망할 놈의 현실’ 하는 조소에서 얻어진

것인지도 모르지요. 가령 염상섭의 삼대에서는 매스보이라는 묘한 말로 30년대의

마르크시스트들에 대한 맹렬한 조소를 던지고 있는데, 그 조소를 통해 오히려 우리

로서는 30년대의 정신풍토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중서는 한국 리얼리즘 문학의 형성 (창비, 1970년 여름호)에서 이와 같

은 김현의 발언을 즉각 반박하였다. 이후 그의 견해에 따라 위 장면은 루카치의

리얼리즘론에 대한 김현의 이해 부족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 “자기 의사에 반하는” 리얼리

스트라는 표현이다. 김현의 이 표현은 물론 바르트의 기술의 영도와 관련되어

있다. 반복하건대, 바르트의 이 책에 따르면, 1848년 혁명의 실패 이후 프랑스

부르주아 작가들은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영도(零度)의 글쓰기를 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에크리튀르(사회적 언어)의 선택을 통하

여 자신이 속한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 책의 내용과, 이

책이 김현의 문학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김현의 이 발언의 의미

를 해석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대목은 “문제 제기의 소설”이라는 대목이다. 이는 루카

치 소설 이론에 대한 김현의 잘못된 설명에 해당한다. 김현은 여기에서 루카치

의 ‘문제적 인물’을 바르트의 ‘문제 제기’와 혼동함으로써 논지 전개에 무리를 가

341) 좌담 이후 구중서의 한국 리얼리즘 문학의 형성 (창작과비평 1970년 여름
호), 김현의 한국소설의 가능성, 리얼리즘론 별견 (문학과지성 1970년 가을
호), 염무웅과 김현의 ‘민족문학 특집’(월간문학, 1970.10)와 염무웅, 리얼리
즘 심화시대 (월간중앙, 1970.12)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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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42)

세 번째 문제적 표현은 염무웅이 리얼리즘의 역사성과 현실성 (문학사상,
1972.10)에서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는 “망할 놈의 현실”이라는 표현이다. 이

말을 쓴 김현의 의도는 작가의 언어 선택 문제를 강조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해 현실을 직시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적 노력보다도 자신이 속한 장

안에서의 언어의 선택―가령 염상섭이 선택한 “매스보이”와도 같은 표현―이 오

히려 그 사회의 “정신풍토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작

가는 언어를 도구로 삼아 현실을 고발한다기보다는 이미 사회적으로 적응된 언

어적 형태, 즉 ‘적응태’를 선택함으로써 그 사회의 분위기를 드러낸다는 것이 김

현이 생각한 리얼리즘에 가까웠던 것이다.343) 따라서 이때 리얼리즘이란 구중

서가 말하는 물론 세계관이나 역사의식으로서의 리얼리즘과는 거리가 있으며,

바르트가 말하는 부정적 참여로서의 문학을 뜻한다.

김현은 좌담 직후 문지 창간사(문지, 1970년 가을호)에서 “하나의 기술형

식만을 주장하는 도식주의”를 비판하는 한편, 같은 호에 실은 한국소설의 가능

성-리얼리즘론 별견 에서도 “한국소설의 가능성”은 비도식적 리얼리즘, 즉 다원

적인 리얼리즘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가 도식적 리얼리즘이라

고 부르는 것은 19세기 리얼리즘에 해당한다. 김현은 이 글에서 19세기 리얼리

즘의 시한이 지났음을 주장하며, 그 상투적 재현 방식에서 벗어난 리얼리즘, 새

로운 상상력에 의한 현실의 재창조로서의 리얼리즘을 주장하고 있다. 가령 플로

베르나 로브그리예의 작품을 리얼리즘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리얼리즘 개념의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르면 19세기 리얼리즘은 한국에서는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19세기 식의 리얼리즘은 시민 계층의 형식이기 때문에, “자기 계층(시

342) 한편 이 좌담에서 김현은 리얼리즘을 모사론과 혼동하고 있다(이와 관련해서
는 백하현, 1970년대 리얼리즘 문학논쟁의 연구 , 문학과 지성 비판(황국명
외 저, 지평, 1987 참조). 프랑스에서 리얼리즘이라는 잡지를 내고 사실주의
운동을 했던 샹플뢰리와 뒤랑티의 ‘사실주의’를 ‘리얼리즘’과 착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현은 1977년의 리얼리즘론의 형성과정 (문예사조, 문학과지성사,
1977)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병행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협소한 의미
의 리얼리즘은 “현시대 사회현실의 정확하고 완전한 재현”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된
다고 할 수 있다.

343) 여기서 김현이 이야기하는 “망할 놈의 현실”이라는 조소는, 신을 원망하는 의
미에서 “신가놈”이라는 혼잣말을 하는 습관을 가진 소설가 ‘구보’(최인훈,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태도를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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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계층, 인용자)의 부재”를 드러내는 당대 한국의 상황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한국은 “그런 가능성(리얼리즘을 실현할 시민 계층의 가능성, 인용자)을 배태시

킬 식민지마저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계급과 식민지 소유”를 조건으

로 하는 19세기 리얼리즘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실현을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서구 리얼리즘론을 한국적 맥락에 무리하게

적용하려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최인훈의 리얼리즘 비판과도 일치한

다.344) 요컨대 김현은 개인주의의 미 확립과 계층의 부재 등으로 인해 도식적

리얼리즘은 한국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가능한 문학 기술방법은 오

히려 리얼리즘의 허위성 그 자체를 밝혀주는 비평적 혹은 상징적 기술방법

뿐”345)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한편 창비의 리얼리즘론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된다. 먼저 염무웅

의 경우, 초기에는 김현과 유사한 입장에 서 있다가 점차 20세기 리얼리즘을

배제해나가는 이론적 변모를 겪는다. 동인지 시절에 쓴 글인 풍속소설은 가능

한가 (세대, 1965.9)에서 그는 서구 리얼리즘의 역사를 개괄하며, 시대의 변

화와 함께 19세기 발자크 식 풍속소설은 동시대적 의의를 잃어버렸으며, 20세

기의 새로운 리얼리즘, 가령 카프카의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양상 자체의 직접

적인 재현” 시도와 같은 ‘내적인 리얼리즘’의 단계로 이행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오늘날 그 본래적 의미의 풍속은 와해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모든 정직한

사람은 승인할 것이다. 오직, 과거에 풍속이었던 것들 가운데서 적자만이 다른 여러

이질적인 것들 사이에서 역시 하나의 이질적인 것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집단과

344) “발자크 시대는 굉장한 시대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역사상 가장 밝은 이성의
조명탄을 혁명은 불란서 사회의 하늘 높이 쏘아 올렸다. 거기 발자크가 있었다.
그는 이 일찍이 없던 강한 빛 속에서 사회라는 조직의 뼈다귀와 피와 오장육부를
봤다. 그것은 발자크의 행복이요, 시대의 특별한 은총이었던 것이다. (중략) 유럽
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 속에만 있었고 정치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식민지를
가진 민주주의란 말의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란서 혁명의 조
명탄의 여명이 아직 어리고 있던 사회에는 건강한 이성의 감각이 있었고 발자크
는 역사가 앞길의 어둠을 위해 밝힌 그 불빛 속에서 정력적으로 지형을 기술했
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지형을. 이후의 소설은 발자크 지도의 한 귀퉁이를 각기
찢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나머지를 환상 속에 그려보는 작업이었다. 발자크보다
재능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다른 계절에 삶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인훈, 미학의
구조 , 최인훈 전집 12, 문학과지성사, 2010, 62~63면.

345) 김현, 한국소설의 가능성-리얼리즘론 별견 , 문학과지성, 1970년 가을호,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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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는 심각하게 분열되었고, 따라서 이제 어떠한 개인도 그 공동체로서의 사회 안

에서 완전히 평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체의 질서와 논리에 따라 발전해 온 서구

사회조차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이런 붕괴와 해체의 과정을 밟았다면, 더구나 우리

의 경우 이중적인 혼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는지도 모른다.

(중략) 이렇게 해서 리얼리즘은 오늘날 개체와 집단, 특수와 보편의 분열이라는 견

디기 힘든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 해결에의 소설적 시도를 우

리는 현대소설의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카프카에게 있어서 그것은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양상 자체의 직접적인 재현’인 것이다. 빌헬름 엠리히는 카프

카의 이러한 소설방법을 ‘내적인 리얼리즘’, ‘진정한 리얼리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밖에도 우리는 죠이스的인, 싸르트르的인, 로브-그리예的인―많은 리얼리즘의

현대적인 변모를 찾아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346)

위의 글에서 염무웅은, 풍속의 와해로 풍속소설의 창작 역시 의미를 잃게 된

이 시대에는 한국 작가들 역시 풍속의 소멸이라는 현상 그 자체를 해부함으로써

만 자신의 시대를 증언할 수 있다고 논하고 있다. 또한 글의 결론 부분에서 그

는 한국 작가가 보여줄 수 있는 해답의 시안으로서 최인훈의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시기 그의 비평적 입장은 카프카에 대한 관심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으

며,347) 같은 해 등단하여 동인으로 비평 활동을 해온 김현의 입장과도 친연성

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염무웅은 문제의 ‘4.19와 한국문학’ 좌담 직후 쓴 글인 리얼리즘 심화시대 (
월간중앙, 1970.12)에서도 포괄적인 리얼리즘론을 펴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인간의 참된 삶이 있어야 할 구체적 방식”이 예술 속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리얼리즘이라고 주장하면서, 20세기의 리얼리즘, 즉 확장된 의미의 리얼리

즘 역시 논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염무웅의 리얼리즘론은 사조나 기

법으로서가 아니라 세계관으로서의 리얼리즘론에 해당하는 구중서의 당파적 리

얼리즘론에 비해서는 추상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348)

346) 염무웅, 풍속소설은 가능한가 , 세대, 1965.9, 268~270면.
347) 염무웅은 19세기 소설과 20세기 소설의 비교 (1969.2)에서 빌헬름 엠리히

의 카프카 론을 소개하면서 위 글과 유사한 논리 전개를 보이고 있다. 카프카의
작품은 “경험적 질서에 배치되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세계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리얼리즘의 원칙과 어긋나지만 “고전미학의 원칙이 전적으로 부정
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상 염무웅, 19세기 소설과 20세기 소설의 비교
, 월간문학, 1969.2, 166~167면. 즉 카프카 문학에 의해 기존 리얼리즘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논의하며, 20세기의 복잡성으로 인해, 19세기 식의 비평
적 관점은 비판적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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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적 현실과 작가의 책임-74년의 문학과 문단에 관련하여 (세대
1974.12)에서 오면 염무웅은 달라진 입장을 드러낸다. 이 글에서 그는 루카치

를 인용하면서, 자연주의는 부르주아 계급의 타락과 함께 나타난 현상으로서 작

가가 “일상생활의 단순한 방관자나 기록자로 격하된 것”을 의미한다고 쓰고, 또

모더니즘에 대해서도 ‘감염’의 수사학을 동원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349)

이와 같은 반자연주의, 반모더니즘으로서의 리얼리즘론은 루카치의 당파적 리얼

리즘론의 영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350)

앞서 우리는 참된 리얼리스트란 자기 사회의 대다수 민중과 더불어 살고 더불어

싸우면서 그 절실한 문제들을 형상화하는 예술가라고 이해하였다. 그런데 이런 의

미의 리얼리즘의 전통은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후퇴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식

민지침략에 의해 살이 쪄 너나없이 위선과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 서구사회에서 일

상적 사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만 하는 문학이란 바로 그 위선과 자기만족에 빠

진 통속문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진지한 문학은 자기 사회에 대한 통

렬한 비판성을 안 띨 수 없는데 그것은 불가불 대다수 사회성원이 일상적으로 받아

들일 만한 사실성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식민지주의를 비판하려면 식민지 통

치에서 일반 대중들까지 막대한 물질적 혜택을 입고 있는 자신의 소속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그의 문학마저 빈곤해지거나, 아니면 그 고립을 꺼린 나머지 그의

식민지주의 비판이 피상적·지엽적 차원에 머물기 쉽다”(백낙청, 민족문학이념의 신

전개 )는 딜레마를 양심 있는 서구 작가라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비

하여 “서양문명의 침략성과 비인간성을 구체적인 역사로서 다수 대중들과 더불어 겪

은 제삼세계의 작가는 자기 사회의 일상현실에 대한 관심이나 제 나라 민중과의 연

대의식을 희생함이 없이 서구문화의 한계를 넘어선 작품을 쓸 수”(백낙청, 현대문

학을 보는 시각 ) 있다. (중략) 그것은 오늘날 봉건적 잔재와 식민지적 유산이 더

욱 강화되고 인간적 존엄과 생존권이 부단히 위협받는 엄중한 조건 속에서 우리의

작가들이 그 조건의 피해자인 대다수 민중과 믿음직한 공동투쟁자가 되어야 함을

348) 이 글에서 염무웅은 리얼리즘을 이데올로기나 모사론 등의 실체론으로 파악하
려는 시도를 모두 경계하고 있다.

349) 이상 염무웅, 사회적 현실과 작가의 책임-74년의 문학과 문단에 관련하여 ,
세대, 1974.12, 191면.

350) 리얼리즘의 하위 개념으로는 19세기 비판적 리얼리즘, 20세기 사회주의 리얼
리즘과 사회주의자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 그리고 부르주아 리얼리즘 등
이 있다. 루카치 리얼리즘론 가운데 초기 루카치의 리얼리즘론이나 그것의 재론
형태 역시 비판적 리얼리즘이라 부르기도 한다. 반자연주의, 반모더니즘의 원칙
을 강조한 루카치의 당파적(계급적) 리얼리즘론은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유사하여
그와 같은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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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고 하겠다.351)

위의 글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보다 강경해진 염무웅 리얼리즘론의 논조는

자연스럽게 민중문학론의 원칙 강화, 그리고 서구 문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제3

세계문학론의 천명 등 이른바 창비적 문학론의 전개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리얼리즘론의 변화, 특히 루카치의 당파적 리얼리즘론의 수용은 창
비 민족문학론의 이론적 궤적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계간지 시대 초기에는 백낙청 역시 모더니즘을 배격하지 않았으며, 이를

비판적으로 참조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 서구문학의 영향과 수용 (신
동아, 1967.1)에서 그는, 한국사회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재하는 혼거(混居)

사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계문학 전통 역시 18세기 프랑스의 계몽

주의, 19세기 러시아의 비판적 리얼리즘은 물론 20세기의 모더니즘 문학까지도

소화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352) 앞서 살펴본 시

민문학론 (창비, 1969년 여름호)에서도 리얼리즘 중심의 미학 원칙이 천명되

고는 있지만, 다양한 문학 전통의 참조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리얼리즘의 본질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이미 우리는 리얼리즘과 시민

문학 사이의 한 가지 유대를 발견한다. 왜냐하면 시민문학이 이상적으로 모든 시민

이 공유하는 문학이고 건전한 사회의 시민은 그들 사회의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갖는

다고 전제할 때, 되도록 당대현실을 소재로 삼고 되도록 만인이 자연스럽다고 느끼

는 기법―그것도 물론 하나의 기법이요 따라서 자연 그대로만은 아닌 예술적 관습

임은 사실이지만―을 써서 그려낸 문학이 적격일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시민사회·

시민문학을 형성하는 일이 하나의 지속되는 과업으로서 기존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리얼리즘의 그러한 면이 중시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리얼리즘을 소재의 성격이나 자연주의적 기법의 문제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필자로서는 리얼리즘의 본질을 사회와 인간을 보는 어떤 ‘원숙한 관점’

이에 수반되는 ‘균형’으로 파악한다. 영국의 비평가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다음과 같

은 주장에 공감을 느낀다. “소설에 있어서 리얼리즘의 전통을 생각할 때 나는 개개

351) 앞의 글, 192면.
352) 한편 한국소설과 리얼리즘의 전망 에서는 “리얼리즘의 문제는 문학의 문제이

자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 보고자 노력해 봄직한 유일한
문학을 만들려는 노력인 동시에 그러한 노력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사회를 이룩
하려는 노력”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이는 리얼리즘 중심의 원칙에 해당한다. 백낙
청, 한국소설과 리얼리즘 전망 , 1967.8.12,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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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생활양식의 가치를 창조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종류의 소설을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업적에 수반되는 균형이야말로 아마

도 그 업적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일 것이다.(후략, 인용자)”353)

위 대목만 다시 보더라도, 백낙청이 이야기하는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문학”

즉 “시민문학”으로서의 리얼리즘이란, “만인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기법”, 즉

“자연주의적 기법”과 “원숙한 관점”의 조화로써 설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이와 같은 입장은 점차 변화를 겪게 되는데, 리얼리즘 중심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리얼리즘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조금씩 변모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변화는 자연주의와 모더니즘에 대한 배격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배타적 리얼리즘론으로의 변화는 현대문학을 보는 시각 (문학과 행동 
해설, 태극출판사, 1974)에서 확인된다.

서구의 현대문학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고 소화하는 데 있어 리얼리즘의 문

제가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이다. 때로는 리얼리즘

논의에 참여한 개인의 정치적 향배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이론

들을 되도록 광범위하게 섭렵할 필요를 느끼는 것도 그 때문이다. 리얼리즘을 어떻

게 볼 것이냐는 문제는 서구문학 내부에서 전개되는 문학 논쟁의 어느 편을 들 것

이냐는 한가한 문제만은 아니고, 반리얼리즘을 그 기본적 특징으로 하는 예술이 실

제로 우세한 오늘날의 서구문학에 대해 우리가 얼마만한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냐

는 현실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문제이다. 리얼리즘이 여하튼 극복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면 서구의 반리얼리즘적 현대예술에 대한 우리의 자세 역시 그만큼 더 긍정

적·수용적인 쪽으로 기울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우리의 자세가 ‘주체적’이기 위해서

는 훨씬 더 큰 경계태세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리얼리즘의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루카치는 ‘리얼리즘(자

연주의) 對 모더니즘’이라는 모더니즘 자체의 문제 제기 방식이 벌써 핵심에서 벗어

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연주의와 현대주의는 둘 다 참다운 리얼리즘에 대립되는

개념이며 그런 의미에서 예컨대 자연주의 소설과 상징주의 시 사이에 발견되는 극

단적인 형식상의 대조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어떤 동일선상(同一線上)에 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354)

문학과 행동은 한국에서 최초로 루카치의 이론을 소개한 책으로 알려져 있

353) 백낙청, 시민문학론 , 창작과비평, 1969년 여름호, 472~473면.
354) 백낙청, 현대문학을 보는 시각 , 문학과 행동, 태극출판사, 197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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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이 해설에서, 백낙청은

루카치의 견해를 따라 반리얼리즘적 서구 문학들―자연주의와 모더니즘―에 대

해 거리를 둘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 바로 백낙청이 “만인

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기법”을 예시하는 문학이자 만인에게 공감을 받는 문학

으로 높이 평가하던 톨스토이의 작품에 대한 평가 문제다. 1년 앞서 쓰인 문학

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창비, 1973년 여름호)에는 이와 같은 백낙청의 고민

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예술의 사실성(事實性)에 대한 톨스토이의 발언도 우리는 이러한 각도에서 해석·

소화해야 할 것 같다. “현재의 작품은 그 태반이 리얼리즘이라고 불리는 것에 의하

여 해를 입고 있으며, 이 따위 것은 예술의 프러빈셜리즘(지방성)이라고나 부르는

쪽이 차라리 알맞을 정도다”(제16장)라고 톨스토이가 말할 때, 그가 공격하는 것은

물론 흔히 한국문학의 나아갈 길로서 제시되는―예컨대 염무웅(廉武雄)씨의 리얼

리즘의 역사성과 현실성 (文學思想 창간호)이라는 글에서 이야기된―참다운 리얼리

즘이라기보다는 소박한 모사론(模寫論)으로서의 사실주의 내지 자연주의라고 보아

야 옳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의 이러한 ‘모방’을 모조품 예술을 만드는 네 가지 상투

적 수법(제11장 참조)의 하나로 톨스토이가 꼽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리는 별로 이

의가 없다. 그러나 그 자신의 작품을 두고, 하느님은 진리를 보고 계시다 와 까

프까즈의 포로 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작품을,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와 안나 까레

니나조차도, “나 자신 나쁜 예술의 부류에 넣고 있다”(제16장)고 말할 때, 우리는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음을 깨닫게 된다. 톨스토이는 소박한 모사론의 문학뿐 아니

라 비판적 리얼리즘의 위대한 성과까지도 다른 여러 고전을 배격하듯이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

‘모방’ 자체가 예술적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톨스토이의 말은 누구의 어느

작품을 두고 하든 옳은 말이다. 그러나 참다운 리얼리즘의 경우 현실에 대한 세밀

한 묘사는 비유컨대 역사의 싸움에 임한 동지와 동지 사이에 수행되는 일종의 전황

점검(戰況點檢)과 같은 성격을 띤다. 그것은 만인의 동포적 결합을 앞당기는 데 필

요불가결한 작업일 뿐 아니라 그것 자체로서 동지와 동지간의 사랑을 전달하고 굳

히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안나 까레니나에서처럼 한 시대의 전모를 풍성하고

세밀하게 보여주는 작품은 여하히 감명 깊은 짧은 이야기나 노래로도 따를 수 없을

만큼 효과적으로 인간과 인간을 결합시켜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며, 톨스토이의 예

술론이 그런 측면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인류의 동포애적 결합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올바른 역사의식에 입각해서 다루고 있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

다.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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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백낙청은 염무웅의 “참다운 리얼리즘론”에 원칙적으로 동조하면서

도 과거에 자신이 옹호하던 톨스토이의 문학에 대한 평가를 지속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소박한 모사론으로서의 리얼리즘을 배격했던 톨스토이의 문학론을

옹호하는 한편, 톨스토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보하고

자 한다. 오히려 “만인의 동포적 결합이라는 역사적 과제”의 실현을 앝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문학을 자기비판한 톨스토이의 문학론이 역사성을 결여하고 있

다고 재비판하는 고도의 논리적 전략을 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의 진보’를 둘러싼 무수한 ‘이냐 아니냐’의 논쟁에 뛰어들어 ‘진

보’란 과연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생각이 없다. 설혹 우리에게 남달리 해박

한 지식과 빛나는 두뇌가 주어져 그 일이 가능하다손치더라도 그렇다. 사람이면 누

구나 타고난 양심의 차원에서 우리의 당면문제를 판단하자는 것이 본래의 의도였고

특히 문학인으로서 톨스토이와 더불어 “지극히 단순한 마음, 보통사람도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당연한 마음, 남의 감정에 감염하는 마음, 그러니까 남의 기쁨을 기뻐하

고 남의 슬픔을 슬퍼하여 사람과 사람을 서로 결합시키는 마음”이 “즉 한마디로 해

서 예술의 마음”(예술이란 무엇인가 제15장)이라고 믿는 우리로서는, 해박한 지

식과 빛나는 두뇌로써만 인지할 수 있는 ‘역사발전’이란 우리와 직접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겨진다. 역사가 발전하는 것임을 그런 식으로 안다는 것과 역사발전에 진

정으로 기여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

의 이론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도 못했고 현대 논리학의 그 현란한 전개에

도 조예가 얕은 우리로서는 ‘역사발전’도 다른 모든 문제처럼 톨스토이가 말하는 ‘예

술의 마음’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곧, ‘역사발전’이

이처럼 ‘예술의 마음’과 무연하고 심지어 그것에 적대적인 것이라면 차라리 역사가

발전 안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단을 낳지 않을 수 없다는 말조차 될 수 있다.356)

위 대목에서 결국 백낙청은 “해박한 지식과 빛나는 두뇌로써만 인지할 수 있는

‘역사발전’”보다는 “지극히 단순한 마음” 쪽에 무게를 둔다. 루카치적 의미의 ‘역

사의식(세계관)으로서의 리얼리즘’보다는 본래 자신이 주장하던 ‘“만인이 자연스

럽다고 느끼는 기법”으로서의 리얼리즘’ 쪽에 여전히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다.

“지극히 단순한 마음, 보통사람도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당연한 마음”, 즉 많은

355) 백낙청,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 창작과비평, 1973년 여름호,
441~442면.

356) 백낙청, 위의 글, 449~4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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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대중 미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철시키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백낙청은 현대문학을 보는 시각 에서도 동일한 논리적 전략을 펴고 있다. 우

선 이 앤솔러지의 “수록대상을 일단 20세기로 국한시키면서도 1898년에 나온

톨스토이의 글을 굳이 포함시”357)켰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글에서 톨스토이

의 문학론은 현대 서구예술의 몰도덕성과 반대중성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

다는 점에서 루카치의 서구 20세기 문학 비판론과도 관점 상의 유사성을 지니

고 있는 선취의 문학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술이 무엇이든 그 생산을

위해 현실적으로 치러지는 다수대중의 막대한 노력과 희생을 그냥 당연한 것으

로 보아넘길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 예술이 그러한 희생에 값하자며는 무언

가 인간의 건강한 삶에 보탬이 되고 사람들이 형제처럼 함께 뭉쳐 같이 즐기며

사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있어야지 않겠느냐는 것”358)에 대한 그의 호소와 물

음에도 여전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쓰고 있다.

그는(톨스토이는, 인용자) 어느 작품이든 인간에게 감정적인 감염을 일으키기만

하면 모두 예술이라고 규정한다. 그것이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또는 리얼리즘

이냐 아니냐 등을 일체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예술은 예술이되

그것을 위해 바쳐지는 막대한 인간적 노력에 값하는 ‘훌륭한’ 예술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따지자는 것이다. 이때에 비로소 인류역사의 진행에 관한 당대 최고의 세계

관에 입각한 감염 작용이 요청되고 인간과 인간을 동포애로써 뭉치게 하는 예술이

그렇지 못한 예술과 식별된다. 그리하여 그렇지 못한 나쁜 예술을 배척하게 되고

현대 서구 예술의 ‘퇴폐성’을 논하게 되며 급기야는―톨스토이 자신은 ‘리얼리즘’이

라는 단어를 그런 뜻에서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리얼리즘의 문제가 핵심적인

관심사로 대두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략) 우리는 물론 톨스토이 자신의 여러 가지

편협성과 오류에 관해서도 좀 더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현대 서

구문학의 대체적 한계가 그에 의해 이미 투시(透視)되지 않았었으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359)

이와 같은 백낙청의 글쓰기는 그의 기존의 관점, 즉 톨스토이의 만인문학론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그의 노력을 보여준다. 백낙청 도미기(渡迷期) 이후의 창

357) 앞의 글, 21면.
358) 앞의 글, 22면.
359) 앞의 글, 39~40면.



- 126 -

비의 변화가 수용, 정착되고, 민족문학론이 창비의 기조 문학론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루카치의 리얼리즘론이 그 기반에 놓인 미학적 원리로서 힘을 얻어

가던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낙청은 여전히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

사에 근거한 톨스토이 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옹호의 입장을 자신의 리얼리즘론

의 일부로서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문지 창간 이후 본격적으로 이론 논쟁기에 접어든 1970년대 전반기의 계간

지 비평은, 이와 같이 참여론의 심화된 전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

서 사르트르의 참여문학론(창비)과 바르트의 기술의 영도에서의 에크리튀르

이론(문지)이 경합하였으며, 이는 각각 ‘직접적 참여’와 ‘부정적 참여’라는 두

가지 문학적 참여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참여론의 양상은 당대의 리얼리즘 논쟁의 전개와도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다. 당대 논자들은 참여론 내지 리얼리즘이라는 커다란 미학적 원

칙에는 동의하였으나, 그 구체적 의미는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창비(백낙청)의 경우 본래 “만인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기법”과 개인과 사회

의 조화를 추구하는 “원숙한 관점”의 결합이라는 일반론적 관점에서 리얼리즘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으나, 점차 루카치의 당파적 리얼리즘론의 영향을 받게 되

면서 둘 사이에서의 절충적 리얼리즘론을 모색하였다. 문지(김현)의 경우 리

얼리즘의 의미를 일원적으로 해명하기를 거부하고 20세기 리얼리즘의 다양한

성과를 포용하는 다원적 리얼리즘론을 주장하였다. 계간지 비평의 이론 논쟁기

에 이루어진 비평적 모색의 양상은, 이와 같은 상이한 ‘참여’와 ‘리얼리즘’의 의

미들 사이의 대화적 국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360)

360) 한편 이 시기 김병익의 견해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리얼리즘의 기
법과 정신 (문학사상, 1972.10)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관해 먼저 설명한
다음, 한국문학의 ‘참여파’들이 주창하는 리얼리즘을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비교하
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로 문학의 현실성, 당대성, 전형성(소
재주의) 등을 강요하는 ‘참여파’의 논리는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닮아 있지만, 이
데올로기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는 ‘참여파’ 문학론의 교조주의적 성격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
그밖에 김주연은 한국문학은 이상주의인가 (세대, 1973.1)에서 일종의 반리

얼리즘론인 ‘아이디얼리즘’론을 펼치고 있다. 이때 아이디얼리즘(이상주의)은 리
얼리즘(‘현실주의’라는 의미에서)의 대척 개념에 해당한다. 김주연은 1960년대부
터 독일문학의 한 특성인 관념론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카프카론을 다루면서 카프카 문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를
“그의 소설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관념덩어리”라는 사실에서



- 127 -

발견하였다. 김주연, 프란츠 카프카 , 월간문학, 1969.4, 187면. “이때 관념
이란 물론 소설이 지녀야 할 현실성과의 관련 아래 쓰여진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설의 이념이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
설 구성이 19세기의 합리주의적 관념론에 충실히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
략) 일상적인 현실성과 사회적인 조건을 제거해버린 인간을 던져 놓은 채 관념의
자기발전에 의지하고 있는 그의 작품이 그러면서도 이른바 문제성의 寶庫와 같이
취급되는 것은 역시 교양소설의 전통을 소화한 뒤에 그가 등장했다는 시대적인
이점, 관념론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독일의 문학적인 현실 때문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종류의 문학사상보다는 그러한 해석들을
가능케 하는 바탕을―나로서는 그의 관념 소설적인 면을 들고 싶다―주목하는 것
이 이제 카프카에 대해 주어져야 할 이해의 대강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글, 187
면. 김주연은 여기에서 카프카 문학의 관념론적 배경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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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의 연속성의 논리화와 문학사 서술의 시도

본 절에서는 앞서 2.2절에서 살펴본 계간지 비평가들의 전통론적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추적해나간다. 앞서 1969년 서울대 문리대 4.19 기념 심포지엄을 전

후하여 그 기본 입장이 정초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국사학계의 내재적 발

전론의 영향을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전통 담론 즉 전통단절론을 극복하고자 하

였다. 이는 이후 문학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지속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

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정향에 힘입어 1970년대 전반기 즉 문지가 창간된

1970년부터 1975년까지의 이론 논쟁기에도 계간지 비평가들의 전통 논의가 매

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361) 먼저 김현, 김주연 두 계간지 비평가들이 참석한

한국 근대문학의 기점 좌담(대학신문, 1971.10.11.)이 있었고, 그 자리에

서 제기된 국문학자들의 견해에 기초하여,362) 김윤식과 김현의 한국문학사 가

연재(문지, 1972.3~1973.12) 및 출간(민음사, 1973) 되었다. 그 밖에 서기

원과 문지 비평가들이 공저한 한국의 지성(문예출판사, 1972), 김병익의 
한국문단사 (일지사, 1973) 등의 연재와 출간 역시 이 시기 전통론의 가시적

성과에 해당한다. 또 김병익과 염무웅 사이의 ‘찬란한 1930년대’ 논쟁(1973)과,

한국문학사를 둘러싸고 김주연과 필자들 사이에 벌어진 문학사 서술 방법론

논쟁(1974) 역시 구체적 쟁점을 제기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

겠다. 3.1절에서 살펴본 참여론의 쟁점들, 즉 문학적 참여의 의미나 리얼리즘에

관한 논의 역시 전통론의 전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9년 4.19 기념 심포지엄이 지상 중계된 데 이어, 
대학신문에서는 한국 근대문학의 기점 좌담이 중계되고,363) 김용직의 근대

문학 기점의 제문제 와 염무웅의 근대문학의 의미 두 편의 글이 함께 발표된

다(1971.10.11.). 이 자리에서 본격적인 문학사 기점 재론의 계기가 마련된

361) 본고에서는, 김병익의 일세대의 의미-해방 30년의 문학검토 (한국문학,
1975.1)가 쓰여지고, 김현의 한국문학의 위상에 해당하는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 (문학과지성, 1975년 겨울호~1977년 여름호)의 연재가 시작되는 1975
년을 논의의 기점으로 삼는다. 김현이 계간지 비평가들과의 논쟁을 통해 한국문
학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수정하여 한국문학의 위상으로 다시 쓰는 과정
은 전통담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62) 최원식, 한국 계몽주의 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361면.
363) 이 좌담에는 김윤식, 정병욱, 정한모, 김현, 김주연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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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64) 김현은 이 좌담을 계기로 하여 김윤식과 함께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의

가설을 본격적으로 시험한 한국문학사를 쓰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염무웅은 입

장을 다소 바꾸어, 내재적 발전론에 일견 동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정한 거리

를 유지하고자 하는 객관적 입장에 서게 된다.

이 글 근대문학의 의미 에서 염무웅은 “근대문학을 완성된 실체로 보고 그것

의 기점이 어디냐를 찾는 문제의 접근방식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

점론이라는 틀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기점의 소급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한 기점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문학의 “개념과 형태”에 초

점을 맞춤으로써 필연적으로 이입사의 관점을 취하게 되는 방식 대신, 그 내용

이나 주체적인 “근대적 정신”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문학사 이해에 있어 주체성을 보다 강조하는 시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민족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느 딴 곳에서 수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진문명으로부터 그 개념과 형태를 전달 받을 수는 있으나, 거기에

민족의 생활과 정신이 올바로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의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근대문학의 출발을 논함에 있어서 문제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가져왔느

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표현한 작품이 나왔느냐에 있다. 다시 말하

면 문학의 주체가 식민주의자의 하수인이냐 민족적 이익과 근대적 정신의 수호자냐

하는 점이 더 중요하지, 시간적으로 더 빠르냐 늦으냐, 혹은 식민모국의 모형에 더

닮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기존의 신문학사는 “신종 박래품들의 파노라마”가 된다.

내용상의 주체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새로운 문학의 개념과 형태만을 받아들였

기 때문이다. 따라서 염무웅은 근대문학의 기점을 재론한다 하더라도, 근대의

시기를 앞당겨 잡는 소급주의보다는, 근대의 시기를 뒤로 미루어 잡는 후퇴론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이후 그의 글에서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

364) 1970년대에 이루어진 문학사 기점 논의와 관련된 문헌은 다음과 같다. 정병
욱 외, (좌담)한국 근대문학의 기점 , 대학신문, 1971.10.11.;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김용직, 근대 문학과 비평의 진실 , 창작과비평,
1973년 겨울호; 김주연, 근대 문학 기점의 제문제 , 세대, 1972.10;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 시론, 지식산업사, 1978;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홍성
사, 1974; 김흥규, 판소리의 이원성과 사회사적 성격 , 창작과비평, 1974년
봄호; 김종철, 예언자적 지성의 한계 , 창작과비평, 1974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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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65)

이후의 글들에서 염무웅은, 그 이전의 문학사에서도 근대적인 것의 발양은 간

간이 찾아볼 수 있지만, 본격적인 근대문학의 성립 시기 즉 근대 기점은 해방

이후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계간지 비평가들이 한국

사시대구분논쟁 과정에서 경제사학자 김용섭의 주장을 필두로 한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알려져 있었다.366) 그런데 염무웅

의 견해는 초기 창비의 주요 필진이었던 신용하로부터의 영향을 추정해보게

한다. 조선 후기부터 한국사회에서는 독자적 근대화의 맹아가 엿보였으나, 그와

같은 움직임은 식민지화에 의해 곧 저지되고 말았기 때문에, 시대구분상으로는

해방을 근대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당대 내재적 발전론에 이어 제

기된 식민지 수탈론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신용하는 창비에 수록한 일본 식

민지 통치기의 시대구분 문제 (창비, 1967년 가을호)에서 이와 같은 8.15 해

방 기점론을 편 바 있다.367) 식민지 통치기에 근대화의 움직임은 일제의 식민

365) 사실 염무웅은 식민지적 변모와 그 한계 (한국문학, 1966.3)에서부터 내
재적 발전론에 대한 전면적 동조보다는 보다 냉철한 현실인식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내재적 발전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좌절되고 말았다는 입장―
의 단초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민중의 세력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거나 작용한 것
으로 확인되는 英·正祖 시대의 일련의 문화적 결실을 근거로 농민 계급의 자각적
성장, 상업자본의 대두 및 몰락 양반의 주목할 만한 진보적 변화 등을 지적하는
낙관적 견해의 반대편에는 부패할 대로 부패한 봉건관료의 철저한 가렴주구로 인
하여 근대적 민족자본이 형성될 여러 루우트가 완전히 봉쇄되고 말았다는 극히
비관적인 관측”이 있다고 썼다. 그리고, “이른바 근대화를 향한 미미하나마 광범
한 노력이 민중들 사이에서 열성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으나 이는 봉건세력과 일
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하여 억압되었으며, 따라서 “문자가 의미하려는 바의 순수
한 근대적 인간상을 우리 문학에서 추상해 낸다”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자신의 견
해를 밝히고 있다(이상 41면). “한국소설에 나타난 근대인”이라는 기획 하에 수록
된 이 글에서 그는 염상섭의 삼대(三代)를 주로 다루면서, “전통적인 것은 자
신의 성숙된 세력으로 외래의 문화를 적절히 포용하면서 극복하지 못했고, 서구-
일본적인 것은 전통의 모태에 창의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채 뿌리가 뽑혀서 혼란
을 가중시켰”으며(43면), 따라서 “근대화의 과제가 많은 부분 다시 다음 세대에
이월되고 진정한 근대인의 형성도 힘든 노력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50면)는 것
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366) 이와 같은 견해는 이후 강만길, 박현채 등에 의해 계승되며, 창비에도 지속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송은영, 민족문학이라는 쌍생아 , 상허학보 46, 2016
참조. 창비는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등의 매개 구실을 함으로써 사학계와의 학
문적 공조를 이어가며, 이후 1985년 사회적구성체 논쟁의 장이 되기도 한다.

367) 이후 염무웅은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집필에 참여함으로써 이와 같은 민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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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의하여 저지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근대사회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제국주의의 구축(驅逐)이 필수적인 요건이었다는 것이다.368)

이와 같은 염무웅의 입장이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난 글로 청산됐나, 식민지문

학 (월간중앙, 1973.8)을 들 수 있다. 아래의 대목에서와 같이 그는 앞서

한국문학의 유산과 전통 (대학신문, 1969.4.21.)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조선 후기의 사회와 문학에서 주체적 근대의 싹을 발견하고 있으나, 식민지 문

학 전반을 주체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기점을 소급하

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아서 18세기의 우리나라 문학은 조선왕조의 봉건체제가 붕괴

되어 가는 시기의 산물임은 분명하지만, 자기의 중세적 모태를 뚫고 새로운 시대에

로 뛰어나온 문학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그 시대의 문학에 있어

서의 근대적 요소를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 시대의 문학이 근대적 요소를 부

인할 수 없을 만큼 자신 속에 성숙시켰다는 것과, 문학사의 시대구분상 근대문학에

속한다고 하는 것과는 엄밀히 구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369)

따라서 이러한 염무웅의 글은 같은 해 출간된 김윤식과 김현의 한국문학사와
는 입장을 달리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문학사는 문학 분야에서의 근대 기점

소급론을 본격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저작이다. 저자들은 임화의 신문학사
(1939~1941), 그 영향을 받은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1948~1949), 그

리고 백철의 한국문학의 이론(1964)370)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식론의

명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371) 주지하다시피 임화의 신문학사는, 신문학은

의적 문학사 인식을 대표하는 글을 쓰기도 한다.
368) 신용하는 해방 이후를 본격적인 자본주의 형성기로 볼 수 있으므로 해방을 근

대의 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신용하, 일본 식민지 통치기의 시대
구분 문제 , 창비 1967년 가을호; 신용하, 독립협회 연구, 일조각, 1976 참
조.

369) 염무웅, 청산됐나, 식민지문학 , 월간중앙, 1973.8, 114면.
370) 문지 비평가들이 공동 집필한 현대한국문학의 이론은 한국 문학의 이론

에 대한 비판적 재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저서이다. 책 제목에서도 이와 같은
대타의식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책은 사조론에 대해 반론하는 글들, 가
령 신문학 초기의 시를 상징주의로 보고 그것이 프랑스 상징주의와 어떻게 다른
지를 고찰하는 것과 같은 사조사적 시각에 바탕을 둔 한국 문학의 이론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한 글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가령 김현의 여성주의의 승리 나 김
치수의 자연주의 재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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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적인 문학 장르를 채용하면서부터 형성”되었으며, “신문학사란 이식문화의

역사다”372)라는 테제를 내세우고 있었다. 백철 역시 “유사한 사회형태”를 “예술

형의 법칙적인 반복”으로 기계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한국문학의 현상을 서구

사조의 반복과 차이(미달태)로만 설명하는 사조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

다.373) 김윤식과 김현은 이와 같은 기존의 문학사의 시각을 극복하고 한국사회

가 지닌 “자체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자체의 응답력”374)을 통하여 한국문학사의

전개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곧 문화적 식민지성을 문학사의 논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임화의 이식문화론은 경제학계의 아시아적 생산양식―停滯性과 크게 어울리는 개

념이다. 그것은 向普遍 콤플렉스의 적절한 발로이며, 동시에 한국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발언이다. 그는 이식문화론을 통해 한국문학이 근대정신에 투철해줄

것을 바란 것이었기 때문이다. 50년대의 전통단절론은 그러한 임화의 희망이 망상

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의 비관적 怒聲이다. 새로운 문화의 이식에 의해 탁월한

문학이 산출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이제 李朝殘影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

서 전통은 단절되었다는 비극적 상황인식이 행해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인식은 50

년대 말에 등장한 작가에 의해 회색의 의자라는 표현을 얻게까지 한다. 이식문화론

과 전통단절론을 이론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은 그러므로 개화기 초의 사실을 사실

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식문화, 단절된 전통과는 다른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면 그것이야말로 70년대의 意

味人의 뜻이며, 30년대의 意味人과 50년대의 意味人과 70년대의 그것이 다르다는

산 증거이다.375)

371)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1955~1956) 역시 임화의 이식문학사 명제의 연
장선상에 놓여 있었다. 또한 “해방 이후 반공주의에 의해 지배된 남한에서 문학사
가 ‘순수문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보급”하였다. 노지승, 긍정
적 정체성으로서의 근대문학 서술과 근대성의 재의미화 , 우리말글 54, 2012,
5면.

372) 임화, 신문학사의 방법 ,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
집 3, 소명출판, 2009, 652면.

373) “(...) 어떤 작품이 생산되었을 때 그는(백철은, 인용자) 항상 그것을 그것이
소속되어 있는 외래사조와 관련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외국에서 그런 사조가 발
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회적·경제적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다
는 기계론적인 발상으로 바라본다.” 김현, 한국문학의 전통-한국시를 이해하기
위하여 , 형성, 1968.5, 170면.

374)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연재 1 , 문학과지성 1972년 봄호, 206~207면.
375) 위의 글, 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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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 따르면 이식문화론은 김현이 평소에 줄곧 비판하였던 ‘새것 콤플렉스’

즉 “향보편 콤플렉스”의 표현이었다. 또한 전통단절론은 그 새것 추구의 실패에

따른 비극적 상황인식을 담은 비관적 담론이었다.376) 따라서 전통단절론을 극

복하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식문화론을 해체하고 신문학사에 다른 의미를 부

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377)

그렇다면 이와 같이 문학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70년대의 意

味人”에게 가능한 방법론이란 무엇이었는가? 본래 대학신문 좌담에서 인준된

방법은 조선 후기 문학에서 실학사상과 봉건주의 극복의 의지 등 근대의식의 성

장을, 그리고 한글 글쓰기나 판소리· 사설시조 등의 양식 등 근대적 문학양식의

대두를 확인함으로써 독자적인 근대문학의 발생을 논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근대적 ‘의식’과 근대적 ‘양식’의 문제를 연결, 설명하는 것이 그 방법론적 핵심

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자체 내의 모순을 언어로 표현하겠다는 언어의식의 대

두”378)에서 근대문학의 기점을 찾고 있다. 이때 ‘언어의식’의 개념은 다시 문학

어의 선택(한문, 국한문, 한글 등), 문체의 선택(일상성이나 상투성 등의 특성,

‘상상적 언어’의 사용 여부379)), 양식의 선택(판소리나 사설시조 등)과 같은 다

양한 의미에서의 작가의 ‘언어의 선택’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것은 언어가

여러 차원들 가운데 사회적 적응태로서의 차원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

서의 ‘언어의 선택’은 곧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의 풍속·관념·이데올로기를 드러

낸다는(또한 그것에 관해 질문한다는) 바르트의 에크리튀르 이론을 연상시킨

다.380) 김현은 이와 같이 바르트의 이론을 통해 ‘언어(문학)와 사회의 관계’라

376) 이와 같은 비극적 상황인식은 김현과 비평의식을 공유한 최인훈에 의해 “회색
의 의자”라는 표현으로 제시된다. 위 인용문에도 그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최인
훈, 회색의 의자 , 세대, 1963.6~1964.6.

377) 이것은 2.1절에서 논한 김현의 ‘문화의 고고학’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김현
은 글은 왜 쓰는가 (예술계, 1970년 봄호, 김현 문학전집 제3권, 문학과지
성사, 1991)에서, 한국에서는 바로 “전통의 단절이라고 불리는 문화적 현상” 때
문에 “글은 왜 쓰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썼다(25면). “한국에서 글을 쓴다는
것이 외국 문학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
는 노력”(28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통 단절에 대한 해명과 탐구의 자세를
‘문화의 고고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378)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6, 20면.
379) 이와 같은 내용은 바슐라르로부터의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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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리의 뼈대를 세웠던 것이다.

또한 김현은 그 위에 한 사회의 정신 구조 즉 그 시대의 집단 무의식이 예외적

개인에 의해 표현을 얻은 것이 바로 문학작품이라는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

의 이론을 보충함으로써 문학이 개인에 의한 창조적 산물이라는 사실을 설명하

고자 하였다. 요컨대 한국문학사는 먼저 언어양식과 계층을 연결하고, 여기에

다시 계층의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는 개인의 상상력의 문제를 부가적으로 검토

하는 방법에 의해 쓰인 것이다.381)

김현이 내세운 또 다른 방법론은 바로 송욱의 시학평전에서 가져온 “신성한

것”이라는 표현이었다. 이것이 “한국문학은 그 나름의 신성한 것을 찾아내야 한

다”는 명제로 표현되었다.382) 김현은 한국문학의 전통 (형성, 1968.5)에서

문학사 서술에 송욱의 시학평전을 참조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해두고

있다. 이 ‘신성한 것’이라는 말을 통해 표현되어 있는, “전통에 기대고 있는 까닭

에 지니는 문학사의 연속관과 자기 세대의 특수성을 느끼기 때문에 가지는 과거

와의 단절의식”(11면, 원주)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골드만의 이론과 결합하여

“사회와 사회의 단절에는 신성한 것의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한 사고의 변이가 숨

어 있다”는 논리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것이 시로 되기 위해서

한국 시는 어떠한 방향을 걸어왔고, 걸어갈 것인가?”383) 이것이 곧 한국문학

사를 관통하는 질문이 된다.384)

그런데 김윤식과 김현 두 사람이 공저한 한국문학사는, 이식문화론을 극복하

고자 하는 문학사 서술의 시도가 다시 서구의 문학이론과 만남으로써만 가능했

380) 그것은 앞 절에서 상세히 논한바, 랑그(langue)와 스틸(style)과 에크리튀르
(écriture)로 구분된다. 랑그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 공유되는 문법이라
면, 스틸은 개인의 문체에 해당한다. 에크리튀르는 사회적 조건 즉 특정한 계층
이나 이데올로기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술형식을 말한다.

381) 이는 각각 방법론의 세 번째, 첫 번째에 해당한다. 위의 책, 제1장 방법론
비판 , 13~46면.

382) 이것은 두 번째 방법론에 해당한다.
383) 이상 앞의 책, 179면.
384) 이와 같은 골드만 이론의 효용에 관해 김현은 한국문학의 가능성 에서도 보

충 설명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집단적 주체’의 가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개별 작가의 창작 행위인 문학의 영역은 그 특성 상 잘 설명해내기 어렵다. 그래
서 골드만의 ‘집단 무의식’과 ‘예외적 개인’이라는 개념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김
현, 한국문학의 가능성 , 문학과지성, 1970년 가을호, 김현 문학전집 제2
권, 문학과지성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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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자기 모순성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지만, 그 안에서 다시 두 사

람이 각각 참조한 서구 이론들 사이의 내부 모순이 노정된다는 점에서 더욱 복

잡한 문제성을 지닌 저작이라 할 수 있다. 김현이 차용한 이론이 주로 바르트와

골드만의 후기구조주의 문학이론이었다면, 김윤식이 가져온 주된 이론적 근거는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1916)이었다.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신성한 것이

있다는 한국문학사의 테제와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이론들 사이의 내적 모순

이 드러나고 있다. 이 ‘신성한 것’을 설명하는 데는 다시 두 개의 서로 다른 서

구적 틀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김윤식에게 ‘신성한 것’이 루카치의 ‘신이 사라

져버린 시대’ 비유에서의 ‘내적인 균형’, 다시 말해 루카치의 용어로 근대 이후

상실되어버린 ‘총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385) 김현에게 ‘신성한 것’이란 골

드만의 ‘집단 무의식’과 치환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김윤식에게 ‘신성한

것’이 ‘있음(근대 이전)’과 ‘사라짐(근대)’의 대립을 통해 근대 이전과 이후를 단

절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김현에게 ‘신성한 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존재

하는, 다만 그 내용이 끊임없이 변화해나가는 정신적 구조를 의미하였다.

김윤식과 김현은 이식문화론을 극복하고 한국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서

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환상’을 구성해나가는 길을 택했다고도 할 수

있다.386) 이와 같은 과업의 수행에서 중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염상섭론이었

다. 신문학 작가들을 이식문화론 이외의 틀로 재조명함으로써 한국문학이 지닌

근대성의 연속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했던 것이다. 이때 이광수에 대한 제한적

평가를 유지하는 한, 염상섭 문학이 지닌 근대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밝혀질 필

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염상섭론이 한국문학사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김현은 민

족문학의 의미 (월간문학, 1970.10)에서도 염상섭을 한국문학의 나갈 길을

보여주는 작가로서 높이 평가한 바가 있었다.

385) 이와 같은 시각은 다음 글에도 표명되어 있다. “어떤 점에서 식민지 시대(민족
단위)의 문학 전개는 신이 더불어 있었던 세계, 즉 내면성과 모험의 균형이라 볼
수 있다. 을유 해방은 신이 이미 떠나버린 황폐된 세계, 즉 내면성과 모험의 불
균형, 혼의 파탄에 비유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이것이 생의 형식이다. 한편 이에
대응되는 예술의 형식이란 무엇인가. 민족단위만의 역사 전개인 식민지 시대로
혼과 작품의 균형, 즉 서사시적 양식의 지향성으로 볼 수 있고, 해방 후는 혼과
작품의 파탄, 즉 산문양식의 지향성으로서의 혼의 <擴散과 폐쇄>의 갈림길에 놓
인다.” 김윤식, 한국문학에 대한 어떤 사신 , 한국문학, 1974.8, 244면.

386) 한편 염무웅은 이와 달리 ‘직시’의 길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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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 문학은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 민족문학의 국수

주의적 태도와 復古調, 그리고 계몽주의적 성격을 띠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문학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단적으로 대답하는 것

이 허용된다면 염상섭의 길을 걷는 것이다. 염상섭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염상섭의

아류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염상섭이 당대에 수행했던 것과 같은 작업, 한

국어로써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분위기의 核을 쥔다는 것을 뜻한다. 거기에는

물론 좌파의 소시민적 영웅주의의 변모인 革命兒의 탄생도 없고, 우파의 패배주의

도 없다. 거기에는 날카로운 관찰자의 눈과 그 눈 속에 파악된 현실의 구조가 있을

뿐이다. 그 구조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미와 동시에 사회의 의미를 대답해 주며, 또

한 반대로 우리의 의미와 동시에 사회의 의미를 질문하게 만든다. 그 구조는 미리

예정된 대답으로 독자를 유도하지 않는다. 독자는 작가의 눈에 비친 사회 구조를

자기의식 속에 이끌어 들임으로써 자기가 보지 못했던 사회의 여러 측면을, 곧 자

기의 여러 측면을 재발견하게 된다. 작가란 어떤 의미에서든지 세계의 구조와 자기

의 구조를 합치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그 합일화의 과정에서 현실의 모순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드러나기 마련이다.387)

이 글에서도 김현은 염상섭을 예의 바르트의 기술의 영도에 비추어 평가해내

고 있다. 작가가 “한국어로써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분위기의 核을 쥔다는

것”은 곧 바르트가 말한 작가의 언어적 기투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의미와

동시에 사회의 의미를 대답해 주며, 또한 반대로 우리의 의미와 동시에 사회의

의미를 질문하게 만”드는 것, “미리 예정된 대답으로 독자를 유도하지 않는” 것

은 곧 김현이 생각한 ‘부정적 참여’의 문학이며, “현실의 모순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드러나”게 하는 것은 곧 그의 ‘리얼리즘’ 문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3.1절 참조).

또한 테로리즘의 문학 (문지, 1971년 가을호)에서도 김현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보여준 바 있다. “진정한 문학자란 30년대의 염상섭이나 채만식이 그러

했듯이 자신의 해답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사회의 혼란과 모순을 제시한다. 그

것들을 언어가 자기 체제 속에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게 될 때는, 그것 자체가

이미 해답을, 대답하지 않는 질문의 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모순을 모순으로

제시하는 문학은 “질문하는 대답이며 대답하는 질문(롤랑 바르트)”이다.”388)

387) 김현, 민족문학의 의미 , 월간문학, 1970.10, 김현, 사회와 윤리, 일지
사, 1976, 85면에서 인용.

388) 김현, 테로리즘의 문학-50년대 문학소고 , 문학과지성, 1971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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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은 한국문학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염상섭론을 펴고 있다. 먼저

이광수나 염상섭 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김현은 예의 ‘문화의 고고학’에 기반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2.1절 참조). 우선 이광수가 보여주고 있는 “직역투의 문

장과 반주자주의적 이념”389) 사이의 괴리, 또는 무정 속 “구가족 제도의 표상

으로 그려지고 있는 박영채와 자유연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형식과 김선

영”390)이 드러내는 “옛날의 가치 제도와 새 가치 제도 사이의 찢김”391)은 당대

한국 문화의 분열적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염

상섭이 보여주고 있는 과거의 풍속과 당대의 이념에 대한 동시적 천착은 여전히

풍속과 이념 사이의 거리와 분열이 문제 되고 있는 1970년대의 작가들에게도

요청되는 방법이라고 논하였다.

그 작가는 그 네 작가(염상섭, 최서해, 김동인, 현진건, 인용자 주)가 선택한 독자

층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염상섭은 자신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점차로 발견

하여 가는 양식 있는 부르주아지를, 최서해는 고통스럽게 삶의 대지에서 유리되어

가는 하층민을, 그리고 김동인과 현진건은 자신의 삶에 안주할 수 없는 소시민을

각각 독자층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이광수와 다른 차원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광수에게는 한국 모든 계층의 모든 인물들이 다

독자를 이룬다. 그만큼 포괄적이고 관념적이다. 민족이라는 이름의 독자처럼 추상

적인 독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상섭·최서해·김동인·현진건 등은 이미 민족이

란 추상적 독자를 예술가로서 선택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민족을 잠재 독자로 상

정하는 한 소설은 항상 계몽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이 거기에 속해 있는 하나의 계층을 위해 글을 쓰기로 작정한다. 한 작가가 자

기가 속한 계층을 위해 글을 쓴다는 진술은 자신의 실존적 상처를 자기 계층의 독

자들의 그것으로 환치시킨다는 진술이다. 그 계층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은 결

국 민족의 한 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기 계층과 민족

을 위해 글을 쓰게 된다.392)

또한 위의 인용문은 독자이론(2.1절 참조) 역시 문학사 서술에 적극 참조되었

음을 보여준다. 백낙청의 독자확대론에 반대하여 작가는 자신만의 독자를 찾아

348면.
389)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6, 206면.
390) 위의 책, 208~209면.
391) 위의 책, 209면.
392) 앞의 책, 247면.



- 138 -

야 한다는 이른바 독자분화론을 폈던 김현의 독자이론이, 그가 ‘톨스토이주의’라

고 비판했던 이광수 식 계몽주의 문학을 비판하고, “자기가 속한 계층”의 현실을

그 계층의 언어로 표현한 염상섭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계층을 위하여 글을 썼다는 점에서 염상섭을 ‘리얼리스트’

로서 고평하는 논리는 김현이 4.19와 한국문학 좌담(사상계, 1970.4.)에서

펼쳤던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김현은 그동안의 염상섭론을 종합하고, 그간

자신이 ‘독자논쟁’, ‘리얼리즘 논쟁’ 등 계간지 비평의 장에서 펼쳤던 논리를 적

극 차용함으로써, 기존의 신문학사를 다시 해명하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가능성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393)

결국 한국문학사는 서구 이론에 의해 규정된 근대성으로 한국문학을 설명하

고자 하는 또 다른 시도로 남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때 근대성이라는 요

인이 상당 부분 사회적 변화를 통해 설명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문학의 내적 체계

에 대한 탐구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39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사 서술은 당대의 비평 담론이 문학사 논의와 밀접하게 연

계되면서 서로를 추동하는 역동적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평 영역에서의 문학사 서술이라는 독특한 현상은, 김현이

스스로 밝힌바, 한편으로는 비평의 현장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그

393) 염무웅은 앞서 3.1절에서 살펴본 글 리얼리즘의 역사성과 현실성 (문학사상
, 1972.10)에서는 사상계 좌담에서의 구중서의 입장―구중서는 염상섭의 문
학을 예의 발자크의 ‘리얼리즘의 승리’에 비유하며 ‘세계관의 미달’을 들어 제한적
으로 평가하였다―과 달리 김현의 논의를 일부 옹호하며 염상섭 소설 문학의 성
과를 리얼리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논하기도 한다. 이는 이후 식민지 시대 문
학에 대한 그의 부정적 평가(3.2절 참조)를 감안할 때 예외적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염무웅은 같은 지면에서 18세기부터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도 리얼
리즘 문학의 성과를 일부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해두고 있다.

394) 이러한 논점과 관련하여 이광호의 다음과 같은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
다. “서구적 장르 개념에 의지하지 않고 근대문학의 기점과 형성을 설명하겠다는
김윤식·김현 문학사의 문제 제기는, 문학사의 중심적인 의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할 장르의 역사를 주변화하고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근대적 의식이라는 요인을 문
학사 서술의 중심에 놓는다. (중략) 근대적 장르 형성의 문제를 포함한 문학의
제도적·미학적 체계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문제시하지 않는 문학사는, 문학사적
동인을 사회경제적 근대성과 역사철학적 근대성이라는 거대 서사에 의지할 수밖
에 없게 된다. 그 결과 이식문학론을 극복하겠다는 당위적인 명제는, 문학사 서
술에서 ‘문학의 역사’를 주변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노정한다.” 이광호, 문학사
의 재구성과 작은 근대성 , 시선의 문학사, 문학과지성사, 2016, 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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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낳게 한 사회의 문학적 상상력이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표현

하는” 시대적 징후인 동시에, “그 압력을 우회적으로 극복하려는 창조적 응전력

을 그 사회가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395) 이러한 김현의 지적은 한국문학사 
서술의 의미는 물론 계간지 시대 비평의 중요한 특징을 현시해주고 있다.

한편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문학사 이해에 있어 김현과는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염무웅은 한국문학사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였다. 가령 청산됐나, 식

민지문학 (월간중앙, 1973.8)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을 찾을 수 있다.

이 이식문화라는 말에 대하여 우리는 그 어떠한 감상적·관념적인 오해를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즉, 우리는 19세기 이후의 역사적 현상에만 집착하여 우리 문학이

이식문학이요 모방문학이라고만 단정 지어도 안될 것이며, 또한 감상적인 애국주

의에 매달려 우리 문학이 자생적·民族純粹的 문학이라고 생떼를 써도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지 않는 것일뿐더러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략) 이인직·최남선·이광수의 문학을 이식문학이라는 관점 아닌 다른 어떤 관점

에서 볼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의 문학 및 이들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대부분 사람들

의 문학을 이식문화적 차원에서 보지 않으려는 것은 문화활동에 임하는 각기 상이

한 사회계층들의 각기 상이한 입장과 역할을 민족이라는 추상적 관념 속에 해소함

으로써 기존의 우월한 지위를 계속 지키려는 사고방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민

족과 민중의 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리는 것이야말로 옳은 사고의 기본적 전제

가 됨을 잊지 말아야겠다.396)

위 글을 통해 염무웅은 이식문화론 비판이라는 방향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입장을 그는 몇 편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397) “민족과 민중의 편이냐”를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395) “문학사에 대한 논의가 점차로 활발해지고 있다. 그것은 한국문학이 자체를 성
실하게 반성하고 있는 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생기 있게 현대작품
에 뛰어들어야 할 비평이 그 현장감을 추적하기를 억제당하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문학사에 대한 논의는 그 논의를 낳게 한 사회의 문학적 상상력이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 압력을 우회적으로 극복하려는 창
조적 응전력을 그 사회가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김현, 문학사의 방법과 그 반
성 , 한국문학, 1974.7, 335면. 한편 김주연은 이러한 문제에 관해 “현대문학
의 분석, 비평에만 골몰하는 자가 문학자일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 현
대문학에 대한 비평력 없이 문학사가는 존재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다.”고 쓰기도
했다. 김주연, 문학사와 문학비평 , 문학과지성, 1971년 겨울호, 761면.

396) 염무웅, 청산됐나, 식민지문학 , 월간중앙, 1973.8, 115~116면.
397) 염무웅, 식민지시대 문학의 인식 , 신동아, 1974.9; 염무웅, 식민지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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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대 문학은 대부분 명백한 한계를 지닌 것이거나 청산의 대상으로 인식

된다. 염무웅은 식민지 시대 문학의 인식 (신동아, 1974.9)에서도, 이식문

화론은 신문학의 실제 현상에 대한 역사적 설명에 해당하므로 극복의 대상이 아

니라는 입장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 신문학 작가들의 문학 활동을 서구문학의

이식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일 자체를 이식문화론이라고 타기하는 것은 “제

국주의 외세의 침략이라는 사실을 생략한 채 우리 근대사를 설명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일”398)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오히려 이식문화

론은 제국주의의 침략을 비판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김주연 역시 한국문학사에 대한 협조적 비판자였다. 한국문학사가 1973년

말에 연재 종료된 이듬해 김주연과 한국문학사 저자들 사이에서는 문학사 서

술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다. 김주연은 근대문학기점논의의 제문제 (
세대, 1972.6)와 한국문학사의 제문제 (서울평론, 1974.4.18.)에서 한
국문학사를 다각도로 비판하고 있다. 이 글에 대한 반박으로 김현이 문학사의

방법과 그 반성 (한국문학 1974.7)을, 김윤식이 한국문학연구에 있어서 장

르의 문제점 (한국문학, 1974.7)과 한국문학에 대한 어떤 사신 (한국문학 
1974.8)을 쓴다. 이에 김주연이 후진국의 문학 (한국문학, 1974.9)으로 응

답하였다. 논의의 양상은 다소 반복적이었지만, 이 논쟁은 문지 비평가들이

참여한 일종의 내부적 논쟁으로서, 이들이 구축한 계간지 체제가 지닌 담론적

근대성의 측면, 즉 상호 비판이 가능한 다성적 토론의 공간으로서의 계간지의

존재 방식을 재확인해 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399)

김주연은 한국문학사 의 문지 연재 당시 문학사와 문학비평 (문지,
1971년 겨울호) 등의 글에서 문학사의 다양한 방법론 연구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글에서 그는 특히 정신사, 양식사, 그리고 작가 중심 문학사 서술 방

법 등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치열한 방법론적 탐구를 바탕으로 하여,

김주연은 한국문학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문학사는 문학사 자체를 위해서 공헌하지 않는다. 문학사는 諸作家사이의 諸關係

를 알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며, 諸타입과 타입, 그리고 양식과 양식 사이의 관계

관의 극복문제 , 창작과비평, 1978년 겨울호.
398) 염무웅, 식민지시대 문학의 인식 , 신동아, 1974.9, 37면.
399) 그 외 문지의 또 다른 내부적 논쟁으로는 오생근과 김종철의 대중문화 논쟁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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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변이를 탐구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문학연구의 방법론으로 환원되는 문학사를 위하여 유개념으로 확

대되는 ‘근대’라는 에피셋트를 왜 필요로 하여야 하는가. (중략) ‘근대’ 개념의 도입

은 그것이 서구로부터의 유개념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유개념이 방법론으로서

원용되는 역사학에서가 아니라 문학사 자체가 방법론이 되는 문학사 기술에 도입되

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모순을 안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애써서 문학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의도는 자기 방법론의 모순에 의

해서 相殺되어버리고 만다. 식민지사관, 주변문화성 등을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콤플렉스 없는 감정주의의 지양 가운데에서 이루려는 ‘근대’문학 기점론은

여기서 스스로 감정적 차원에서 서술되고 있음을 드러내버리고 말게 된다. 말을 바

꾸면 그것은 ‘근대’에의 집착이며, 콤플렉스다. ‘근대’라는 서구식 역사 분절법으로는

‘근대’ 문학의 기점을 아무리 영정조 시대로 소급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영정조 시

대로의 소급’ 이외에 별다른 문학적 성과와 연결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400)

위의 비판은 한국문학사의 목적론적 서술을 향하고 있다. 근대 기점을 재론

하고, 이를 통하여 식민지 근대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다시 근대

자체를 필연적인 것으로 사유하는 근대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김주연은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결국 근대에 대한 콤플렉스 반응을 드러

냄으로써 스스로 지양하고자 하는 ‘향보편 콤플렉스’를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김주연이 이어서 비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근대 기점 재론은 전통단절론

의 극복이라는 목표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근대 기점을 소급하여 설정하

고자 하는 시도는 재설정된 기점을 중심으로 그 전후를 가르는 새로운 단절을

생성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 기점 자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

려 근대 전후를 단절적인 것으로 상상하게 함으로써 전통단절론을 강화하는 쪽

으로 작용하기 쉽다.

김현은 문학사의 방법과 그 반성 (한국문학 1974.7)에서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구라파의 근대만을 근대로 보는 입장에서 벗어난 근대를 논리적으로 상정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때의 근대는 단위를 이루는 개념이지 서구

화를 뜻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반론한다. 이에 대해 김주연은 다시 후진국의

문학 (한국문학, 1974.9)에서, “‘단위를 이루는 개념’을 ‘근대’로 잡은 발상 자

체가 ‘서구 콤플렉스’가 아니냐”라고 재반론하였다.

400) 김주연, 근대문학기점논의의 제문제 ,세대, 1972.6, 121~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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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국학 연구를 주도했던 내재적 발전론 또한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비판, 즉 근대를 필연적 경로로 설정한 암묵적 전제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김주연의 비판은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근대화론이 일상적으로 만연하였으며 근대화 정

서 역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당대의 분위기에서는, 내재적 발전론

이 하나의 통설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는 식민사관 극복이

라는 당위성의 논리에 힘입은 바가 컸다.401) 또한 근대 기점론 일반에 대한 반

감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김주연의 근대주의

비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김주연이 한국문학사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비판은 문

학사와 사회사를 연결시켜 이해하는 상동론적 시각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상동

론은, “문학사는 실체가 아니라 형태다”라는 명제를 통하여 표현된, 문학사를 제

요소 사이의 관계로 이해하는 문학사 내적 방법론을 내세운 것과도 방법론 상의

충돌을 가져올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회사적 배경을 지닌 후진국 문

학인의 패배주의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그는 후진국의 문학 (한국문학,
1974.9)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가) 문화와 시민화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문화현상의 원

인을 시민화 과정 속에서 발견해 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본원적 본질적인 원인

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흔히 말해지고 있듯이 문명은 선사받을 수 있

는 것이지만, 문화는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을 문학인은 어떻게 받

아들일 것인가. 예컨대 20세기 전반의 한국문학은 식민지 문명, 즉 일제의 식민지

현실이 초래한 역사적 파행성 때문에 더불어 파행성을 면할 수 없다고 등식적으로

말해질 수 있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50년 이후의 우리 현실은 주어진 자유, 주어진

독립, 주어진 서양문명 때문에 덩달아 비주체적인 문화가 생산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인가. 문화와 시민화 간의 기본관계에 입각할 때 그것은 원칙적

으로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철도와 전차, 빌딩은 남이 세워줄

수 있고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역사적인 필연성 위에 기초하지 않고 모방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정신문화만은 스스로 노력해 획득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또 그래

야만 하는 것이다.402)

401) 박찬승, 한국학 연구 패러다임을 둘러싼 논의-내재적 발전론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집 35, 2007 참조.

402) 김주연, 후진국의 문학 , 한국문학, 1974.9, 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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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사의 파행이 문학사에도 직접적인 파행을 초래한다는 논리는 그것이 극단

화 될 때 이른바 문명의 선진국이 문화에 있어서도 언제나 선진국의 자리를 누리고

문명의 후진국은 문화에 있어서도 항상 후진국으로 남게 된다는 논리를 배태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진국의 문화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작품을 쓰기에 앞서서 정

치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상 타당할 것이다. 사회 자체의 파행

성 시정이 문학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중략) 우리는 한국문학을 하는 동시에

문학을 하는 것이다. 그 둘은 동의어이어야 하며 결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우

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다운 민족문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인인, 한국의

문학인인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내세움으로써 성취되는 그 어떤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의 비극성과 파행성을 철저히 인식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파행시킨 역사적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정신의 지도성을 발휘해야 한

다. 그것이 작품이다. 한국어로 된 작품을 쓰면서 문명의탁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정신적 힘의 의연성을 내보일 때 세계는 그것을 한국의 민족문학이라고 이름 부를

것이다. 물질문명의 후진성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정신문화의 후진성이다. 문학사

의 시대구분을 작가 위주로 해보자는 주장은 바로 그 후진성을 벗어나보자는 이야

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403)

위의 인용문은 한국사의 파행성이 곧 문학사의 파행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논리가 한국문학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

한다는 비판을 각각 담고 있다. 김윤식은 한국문학에 대한 어떤 사신 (한국문

학, 1974.8)에서 이와 같은 김주연의 반론에 대해 “시민사회의 연속성에 놓인

저쪽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사 내부의 그 단절 현상은 간단한 문제일 수가 없다.

결국 문제는 이 모두가 한국사의 파행성에 대응되는 것이며, 따라서 한국사의

정밀한 이해는 문학 쪽에서 그 기초 작업으로 불가결한 것이다.”고 씀으로써 기

존의 상동론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404)

김주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 다른 문학사 서술 방법론을 제시한다.

근대 전환기에만 주목하는 임화의 논리와 달리 원시 사회 이래 한국사의 특수성

에 기반하여 문학사를 전개하는 특수사적 시각,405) 위의 인용문 (가), (나)에

403) 앞의 글, 309~310면.
404) 김윤식, 한국문학에 대한 어떤 사신 , 한국문학, 1974.8, 245면.
405) “문학사의 한 전제로서 역사 현실을 바라보는 한 그 극복의 방법은 우선 특수

성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들어감으로써 가능하다.” 김주연, 문학사와 문학비평 ,
문학과지성, 1971년 겨울호, 7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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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각 그 도입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정신사적 시각과 작가 중심 서술 방

법론, 그리고 양식사적 시각406) 등이다. 김현은 후에 한국문학의 위상에서

이와 같은 김주연의 비판적 제언을 일부 수용한다(4.2절 참조).

이와 같이 사회와 정신문화를 분리하여 이해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던 
문지 비평가들의 입장은 염무웅의 식민지 시대 문학 비판론과는 점점 상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와 같이 문지 비평가들과 다른 문학사 인식의 관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밝혀온 염무웅은,407) 결국 이 무렵 김병익과 “찬란한 1930년

대” 논쟁을 벌임으로써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이 논쟁은 두 사람의 입장 차만

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문지 비평가들의 정신사적 경향과 염무웅 사이의

견해 차이가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쟁은 기존

연구에서 상세히 검토된 바가 없으며, 계간지 비평가들이 지녔던 다양한 문학사

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므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김병익이 한국문단사(일지사, 1973)에서 “논쟁이 사라지고 도식적인 이데올

로기가 철수된 그 당시의 지적 풍토”에 의해408) “찬란한 35년대”409)가 왔다고

쓴 것이 논쟁의 발단이었다. 그는 “찬란한 35년대”의 절정에 문장과 인문평

론 두 잡지를 두고, “암흑기로 접어드는 식민지문학의 마지막 光焰이 되는 이

두 잡지는 41년에 폐간되기까지 2년여 동안 유일한 작품 무대로 제공되면서

“日政末期의 험악한 현실 조건 속에서 문학을 지키는 교두보 노릇을 한, 특기할

문학사적 공적”(백철)을 남기”410)었다고 썼다. 이 두 잡지를 특히 강조한 데는

당대를 계간지 시대로 파악한 김병익의, 계간지 시대와 35년대 사이의 유비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 후에 김병익은 이 책의 저술을 통해 우회적으로 “유신 권

력의 감시와 탄압으로 시달리는 70년대의 우리 문학과 언론의 지적 정황을 드

러내려 했”411)다고 밝힌 바 있다.412) 그러나 염무웅은 이와 같은 지성사적 관

406) 단 이러한 시각을 취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신문학 초기를 기점으로 삼게 된
다. 앞의 글, 761면. 염무웅 역시 김주연의 방법론을 설명하면서 그 점을 지적하
고 있다. 민족문학, 이 어둠 속의 행진 , 월간중앙, 1972.3, 103면.

407) 근대화는 언제부터 싹텄는가-문학적 측면에서 , 독서신문, 1972.2.13.;
민족문학, 이 어둠 속의 행진 , 월간중앙, 1972.3; 청산됐나, 식민지문학 , 
월간중앙, 1973.8; 30년대 문학론 , 한국문학, 1974.6; 식민지시대 문학의
인식 , 한국문학, 1974.9.

408) 김병익, 한국문단사, 일지사, 1973, 165~166면.
409) 위의 책, 163면.
410) 위의 책, 166면.
411) 김병익은 후일 한국문단사에 관해 “그때의 나는 식민지 시대의 우리 문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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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반대하여 사회사에 우위를 두는 자신의 관점을 고수하며, “민족적 암흑 속

에서 음지식물처럼 피어난 얼마간의 문예현상”을 긍정할 수 없으며, “식민지 체

제 자체의 철저한 긍정을 전제로 해서만 그처럼 “찬란하다”는 형용사를 감히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이러한 “식민지적 문학관을 극복하는 문

제”413)를 다시 제기한다. 이에 김병익은, 문학의 평가는 “현실과의 평면적인 관

계”414)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식민지시대 문학뿐 아니라 오늘의 문학에

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 비평가들이 찾아야 할 것은 즉물적인 혹은 정치적인 저

항보다 부정(否定)의 정신”415)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정신사적 입장을 강하게 드

러낸다.416) “문화는 마르쿠제가 지적한 것처럼 일차원적인 현실을 추상화·개념

화하는 능력”이며, “현실을 구체적으로 접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초월의 정신능

력”417)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418)

문학인을 이야기하면서 유신 권력의 감시와 탄압으로 시달리는 70년대의 우리 문
학과 언론의 지적 정황을 드러내려 했고 일제하의 저항과 혹은 훼절을 말함으로
써 우리 지식인들의 저항을 격려하고 훼절을 고발하고 싶어 했다.”고 썼다. 여기
에는 언론인으로서의 김병익의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김병익, 다시 한국
문단사를 내면서 , 한국문단사 1908~1970, 문학과지성사, 2001.

412) 한편 김병익은 한국문단사의 초판 서문에서 “근대적인 문단이 형성되기 위
해서는 문인들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창작의 시장 구조(독자)가 성립되며 그것
의 매체, 즉 잡치 출판 및 저널리즘이 성숙해야 한다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고 생각된다. 이런 각도로 본다면 한국 문단의 본격적인 성립을 1920년대 초로
보는 것이 보다 정직한 관찰인 것이다. (중략) 그러나, 초기적인 현상으로서 20
년대 이전, 그리고 근대적인 상업지를 통해 첫 신체시가 출발되는 1908년 이후
의 二人 문단 시대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미 이즈음 많은 취약점에도 불
구하고 근대적인 문단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쓰고 있다. 이는 문단의
정비를 기준으로 삼은 일종의 독자적인 형태의 근대 기점론이라 할 수 있다. 김
병익, 한국문단사, 일지사, 1973, 22~23면.

413) 이상 염무웅, 청산됐나, 식민지 문학 , 월간중앙, 1973.8, 119면.
414) 김병익, 문학비평태도에 대한 반성 , 현대문학, 1974.3, 321면.
415) 위의 글, 324면.
416) 그밖에 이 논쟁의 내용과 관련된 계간지 비평가들의 글로 김치수의 식민지시

대의 지성 (지성, 1972.2), 역사적 탁류의 인식-채만식의 <탁류>와 <태평천
하> (신상, 1972.3), 김병익의 작가와 상황 (심상, 1973.1), 김주연, 현
실주의의 한 승화-한국현대문학의 재정리, 염상섭 편 (문학사상, 1973.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417) 위의 글, 328면. 앞서 문장과 인문평론을 두고 1970년대의 매체 상황에
유비하며 문학과 지성의 역할에 대한 의식을 드러냈던 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당
대의 현실과 그에 대한 문학인들의 대응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다음의 대목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란 말은 어느 한편에만 자주 쓰인 것은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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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문학사 이해에 있어서의 문지의 정신사적 관점과 창비의 사회사

적 관점 사이의 충돌은 해방기 문학사의 서술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해방기를

“혼란의 극”419)으로 본 김병익의 열린 시대의 지성과 무지향성 (지성,
1972.3)과 한국문단사, 그리고 반대로 해방기를 창조적인 시기로 평가하고

있는 염무웅의 8.15 직후의 한국문학 (창비, 1975년 가을호)420)이 다시 의

미 있는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염무웅은 먼저 식민지 질곡으로부터의 해

방이라는 8.15의 의미를 강조하고, 비록 누적된 사회문제들이 일시에 표면화되

었기에 사회적 혼란의 양상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해방 직후 몇 년 간 발표된

작품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어떠한 문학작품도 갖지 못한 건강성을 지니고 있

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421) 이와 같은 충돌은 단순히 문학사에서 해방기

를 혼란기로 볼 것인가, 앙양기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

다는, 문학사 이해의 방법론 문제 및 한국문학의 정체성 인식 문제와 포괄적으

로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식민지 시대 문화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직시하는

방향과, 식민지 시대 지식인들의 저항의 노력을 밝혀냄으로써 그 시대의 문학사

를 긍정하고자 하는 방향에서의, 두 개의 상이한 정체성 서사가 구성되는 과정

이었던 것이다.422) 이것은 곧 문화적 식민지성을 극복하는 데 있어 이식문화론

다. 나 스스로 ‘현실’이란 어휘가 주는 강렬한 어감, 이 핍박받는 시대의 모순이
내게 엄습하는 고통의 ‘현실감’ 때문에 이 말을 즐겨 사용했고 나와 나의 동료들
의 공저인 현대한국문학의 이론의 서문에도 “이 메마른 땅의 현실과 언어……”
라고 적었으며 거듭 강조하거니와 비평가가 현실이란 말을 써서는 안된다거나 현
실과의 관계가 설정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와 반
대다. 작가가 현실과 치열한 관계를 가질수록 상황의 의미는 더욱 깊고 침통한
힘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온다. 다만 내가 환기하고 싶은 점은 작품의 평가는 그
치열한 관계를 통한 상황의 문맥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지 현실과의 평면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의 글, 321면.

418) 마르쿠제는 이 시기 문지 비평가들의 중요한 이론적 거점이었다(4.1절 참
조).

419) 김병익, 열린 시대의 지성과 무지향성 , 지성, 1972.3, 114면.
420) 이 글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문학계의 해방기 연구에 선행하

는 글로서도 의미를 지닌다. 해방전후사의 인식(한길사, 1979)에 수록되어 있
다.

421) 이에 대해 백낙청 역시 사회현실과 작가의식 에서 “8.15 해방과 더불어 우리
문학은 새로운 활기를 찾았다. (중략) 이 시기가 단순한 혼란기였던 것처럼 말하
는 것은 우리의 문학사를 왜곡하는 이야기다. (중략) 우리 문학에 진짜 혼란기를
가져온 것은 8.15 해방이 아니라 6.25전쟁이다.”라고 동조하고 있다. 백낙청,
사회현실과 작가의식 , 세대, 1974.11,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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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고 해방 이후 민족문학의 길을 다시 노정하는 ‘직시’의 방향과, 정신사

의 탐구를 통해 창조적 역량을 긍정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연속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환상’의 방향으로의 두 개의 상이한 문학적 탈식민의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학사 관련 논쟁들의 성과는 다시 다음 시대로 이월된다.423) 이

시기 계간지 비평의 전통론은 주로 식민지 시대 문학의 유산에 대한 문학사적

이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정신사적 탐구의 당위를 주장하거나 지성의 역

할을 강조하며 1970년대 현실과의 유비를 제시하는 데 그쳤을 뿐, 고대사부터

이어지는 한국 문화사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그러나 전통론에서 탈식민이라는 테제를 보다 선명히 하고 그

논리를 적극 모색한 것이나, 비평과 문학사라는 두 영역 사이에서의 대화적 역

동성을 보여준 것은 계간지 시대 비평의 한 의의라 할 수 있다.

422) 한국의 지성(서기원 외 공저, 문예출판사, 1972)과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김병익 외 공저, 민음사, 1972) 등 이 시기 문지 비평가들의 공저서들은 이와
같은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지성은 과거의 문학사에서 지성사
적 의의를 발견하고자 했던 시도였다.

423) 김현이 한국문학의 위상을 집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신사 우위의 문학사
서술을 통한 문화적 식민지성 극복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4.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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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평 철학의 수립과 담론의 종합적 전개
1. 대중산업사회의 예술론과 대중문학론의 전개

이 장에서는 1976년부터 창비와 문지가 강제폐간된 1980년까지, 즉

1970년대 하반기 계간지 비평의 담론적 전개 양상을 검토한다. 이 시기 계간지

비평은 이전의 문학 일반이론의 탐색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한국문학의 전

망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대중산업사회의 도래라는 시대적 조

건 하에서의 한국문학의 길을 탐구하는 것을 이 시기의 주요한 담론적 과제로

삼고 있다.424) 계간지 비평가들은 1970년대를 돌아보면 먼저 “대중문화, 대중

화 현상, 상업주의”425) 등이 떠오른다고 회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당대적

감각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은 당시 사회변화와 함께 새롭게 가시화되기 시작한

대중이라는 주체의 등장에 주목하였다. 이는 대중문학론의 확대로 이어졌으며,

그 성과는 공저서 대중문학과 민중문학(민음사, 1980)로 집대성되어 있

다.426) 또한 이 시기 계간지 비평가들은 ‘후진국의 문학’이라는 정체성을 극복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함으로써 종합적 비평관을 제시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공임순은 전후를 풍미했던 “자유진영의 보루”라는 냉전적 로컬 감각이 1960년

대 이후 “후진국 또는 신생국”, “아시아의 최빈국”이라는 후진성의 자기 인식 체

계로 변화하는 데 착목하고, 그것은 다시 탈(脫) 빈곤과 자립이라는 긍정적 언

설 체계와 모순적으로 공존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창비의 민족문학론에 나타

나는 “후진하기 때문에 선진할 수 있다”는 역전적 테제는 이러한 후진성 테제에

기반한 박정희 정권의 하향적 근대화 담론에 대항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424) 김세령은 1976~1980년의 대중문학론을 평가하며 “막연한 이상론을 벗어나
신문연재소설을 중심으로 한 당대 구체적인 창작성과를 포착해냄으로써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였고, “대중문학의 한계와 의의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인
시각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세령, 한국 대중
문학론의 확대와 심화-1976년~1980년 비평을 중심으로 , 우리문학연구 41,
2014, 332~333면.

425) 김현, 조망-‘80년대’ 문화 , 중앙일보, 1980.1.7., 김현 문학전집 제15
권, 문학과지성사, 1993, 308면에서 인용.

426) 이 시기 한국 대중문학론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김세령 역시 1976년을 본격적
인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고 있다. 이 글은 본격적인 대중문학 논의가 오생근의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김현·김주연 편,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1976)에서 시작되며, 1980년 상업주의 소설 논쟁을 통해 종식 국면에 놓인다고
보았다. 김세령, 위의 글 참조.



- 149 -

평가하고 있다.427) 이 연구는 1970년대 후반 계간지 비평을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후진국의 문학’이라는 명제의 극복 시도가 탈(脫)

후진이나 선진화에 대한 강박관념에 기댄 것이라기보다는 지배 담론에 대한 대

항적 성격에 기반해 있었다는 가설을 제시하기 때문이다(4.2절에서 상술).

먼저 계간지 비평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근대성의 새로운 양상에 대한 인식과

이에 기반한 대안적 문학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예술의 민주화와 인간회

복의 길 월간중앙(1976.1)에서 백낙청은, 기술 시대의 문학의 길에 대해 말

하며, 기술사회에서 제시되는 인간 회복과 인간 창조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

구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술에 대한 중립적 태도, 즉 그 병폐

를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술의 민주화’를 위한 그 기여의 가능성을 인정

하는 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예술의 민주화는 현대문명이 개발한 엄청난 물질적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하지 않

고서는 불가능하며 그와 동시에 현대문명의 병폐인 공학만능주의의 근본적인 극복

없이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시 인간회복 과업의 어려움을 집약하고 있다. 인간

의 환경 뿐 아니라 인간의 습성과 욕구마저 변경시키는 현대기술의 위력을 받아들

이되 그 과정에서 또 인간본연의 모습을 인지하고 쟁취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율배반적인 주문이다. 흔히는 인간이 과학기술에 의해 지배되지 말고 인간이 과학

기술을 지배하면 된다고 간단히 말해버리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이데거가 지적하듯

이 전형적인 과학기술적 사고방식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채 과학기술의 인간

지배를 지양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기 쉽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인간성의 ‘창조’와 이미 있는 인간성의 ‘회복’을 하나의 작업으로 파악해야 한

다는 우리의 다분히 역설적인 요구에도 부적합할 수밖에 없다. 필요한 것은 기술

및 기술문명과 본질적으로 친숙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지배영역에 편입되어 있지 않

은 사고방식이요 존재양식이다.428)

위의 인용문에서 강조한 대목은 이후 백낙청의 고유한 비평철학으로 자리 잡는

이중과제론429)의 원형에 해당한다. 근대에 대한 적응과 극복을 동시에 모색하

427) 공임순, 1960~70년대 후진성 테제와 자립의 반/체제 언설들 , 상허학보 
45, 2015 참조.

428) 백낙청, 예술의 민주화와 인간회복의 길 , 김주연 외 공저, 대중문학과 민중
문학, 민음사, 1980, 27면.

429) 송승철, 시민문학론에서 근대극복론까지 , 설준규·김명환 편저, 지구화시대
의 영문학, 창비, 2004 참조. 백낙청은 자신의 강연에서 이 ‘이중과제’를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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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논리가 그 핵심으로, 그 논리적 맹아가 이 시기에 이미 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하이데거의 철학이 놓여 있다. 하이데거는 기술

(techne)을 단순한 ‘도구’로서만 보지 않고 눈앞에 나타나지 않던 존재에 대한

진리를 ‘탈은폐’하는, 즉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430)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술은 ‘문제성’을 지닌 것이자 ‘가능성’을 지

닌 이중적인 것으로 사유될 수 있다.431)

또한 하이데거는 서구 근대의 바탕에 놓여 있는 “전형적인 과학기술적 사고방

식”을 그 비판하고, 그 극복의 가능성을 예술에서 발견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예술의 종언’을 말하며 철학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던 헤겔과 달리

예술의 지위를 복권시키며 이와 같은 기술시대의 극복 가능성을 예술에서 찾고

있는데,432) 백낙청 역시 이러한 시각에 착안하여 자신의 비평적 사유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이와 같은 이중 과제 사이에는 난점이 놓여 있지만, 인용자) 애초부터 기

술이면서 기술 아닌 것이 바로 예술이다. 좁은 의미의 기술적 요소와 비기술적 요

소가 혼재(混在)하고 있다는 뜻을 넘어서, 예술은 철두철미 하나의 기술이면서 전

혀 다른 그 무엇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중략) 이러한 예술의 본질은 오늘날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인간상실을 극복하는 데 어떤 암시를 던져준

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암시지 ‘예술을 통한 구원’이라는 식의 또 하나

언급한 것이 1998년 미국 빙엄턴 대학 페르낭 브로델 센터의 학술대회 ‘트랜스모
더니티, 역사적 자본주의, 그리고 식민성-탈분과학문적 대화’에서의 발표였다고
밝혔다. 이 발제문은 창작과비평 1999년 가을호에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
와 한국 근대의 이중과제 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은
http://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48484&rid=251#li
terature_contents 참조(최종 검색 일자: 2017.2.25.).

430) 그 가능성은 인간이 기술의 본질을 숙고하고, 이를 통해 인간과 사물의 존재
와 그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상 이서규, 하이데거에
서의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철학논총 29, 2002 참조.

431) 이와 같은 기술론에 관한 원문은 예술작품의 근원 , 세계상의 시대 , 무엇
을 위한 시인인가? 로, 모두 다음의 책에 수록되어 있다. 마르틴 하이데거, 숲
길, 신상희 역, 나남, 2008.

432) 최근 바디우는 이러한 하이데거의 사유, 즉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한편(하이데
거는 형이상학을 비판하고 존재론을 옹호한 철학자이다) 시적 언어를 옹호한 사
유를 재비판하면서 플라톤주의로의 귀환을 통하여 형이상학의 복권을 시도하고
있다. 알랭 바디우, 통념상의 하이데거 , 철학을 위한 선언, 서용순 역, 길,
2010, 73~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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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음주의를 빚어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술은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는 기술문

명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동시에 기술 중심의 사고방식·존재양식에서 생래적으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433)

위 인용문의 내용 역시, 예술 또한 기술이면서도 진리의 ‘탈은폐’ 즉 드러냄을

통해 기술 중심적 사고방식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하이데거의 예술론과 일맥상통하고 있다.434) 기술사회에서 예술이 갖는 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다시 백낙청 특유의 현대 예술의 시대적 사명에 대한 강조,

즉 일종의 사명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서구 형이상학―주체

와 대상을 분리하는 도구적 사유―이 진리를 은폐하는 기술지배의 폐해를 낳은

반면, 서구 시인들은 기술지배가 은폐한 존재에 관한 진리를 새롭게 드러내는

‘탈은폐’의 시적 언어를 들려주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 시인들의 시적 창조

는 존재, 즉 실존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궁핍한 시대에 맞서는 역사

적 창조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시인들로 프리드리히 휠덜린, 라이너 마리아 릴

케, 게오르그 트라클 등을 들 수 있다.435)

433) 백낙청, 예술의 민주화와 인간회복의 길 , 김주연 외 공저, 대중문학과 민중
문학, 민음사, 1980, 28~29면.

434) 위 인용된 글의 중략된 부분에서 하이데거의 예술관은 백낙청이 제시한 ‘시는
사무사’라는 동양적 예술관과 만나고 있다. 이러한 백낙청의 동양적 재해석은 이
론의 서구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으며, 난해성을 탈각하고 관념
적인 내용을 독자에게 익숙한 한자어나 사자성어 등 쉬운 말로 풀이하는 특유의
수사법이기도 하다. 가령 백낙청의 제3세계문학론의 논리는 ‘기사회생’이라는 말
로 그 압축적 표현을 얻는 식이다(4.2절 참조). 이는 창비의 이중독자론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엘리트와 대중을 동시에 독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문
지의 엘리트 독자 설정과 다른 창비의 독자 상상이기 때문이다(2.1절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이 동양적 수사법은 오히려 사유의 추상화 경향을 가져올 수 있다
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435) 한상철은 하이데거가 휠덜린을 통해 탁월한 시인이 민족의 역사적인 현존재를
정초한다고 보고, 그 사실을 철학적 지식으로 고양시키는 임무를 스스로 맡았다
고 정리하고 있다. 한상철, 시작과 역사성-하이데거의 휠덜린 해석을 중심으로 ,
존재론 연구 2, 1997, 364면. 이때 하이데거 사상 안에서 철학(형이상학)과
예술(시)가 등위에 놓이는지, 혹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공속 관계에 놓이는지 여
부에 관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다. 박치완, 하이데거와 바슐라르
의 십자가-감성 및 예술(시)과 공존하는 철학을 위해 , 존재론 연구 8, 20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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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백낙청은 궁핍한 시대와 문학정신-문명의 위기와 문학인의 입장 (청맥
, 1965.6)에서부터 이미 이와 같은 하이데거 예술론의 영향을 드러내고 있었

으며, 시민문학론 (창비, 1969년 여름호)에서도 하이데거의 시인론에 입각

하여 “그러한(당대의 시민시인으로서 비극적인 생애를 보낸, 인용자) 휠덜린의

시야말로 당대의 독일뿐 아닌 우리 시대 전체의 ‘궁핍성’에 대한 가장 뜻깊은 증

언이라고 하이데거 같은 이는 풀이하고 있”436)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같이 궁핍

한 시대에 맞서는 것을 문학의 사명으로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어두운 시

대인식이야말로 독재와 유신 시대의 산물이기도 한 계간지 비평에서 백낙청이

하이데거 철학을 지속적으로 참조해온 근본적 이유에 해당할 것이다. 요컨대 이

와 같은 하이데거 철학의 참조는 백낙청의 비평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일관된

문학사명론의 전개로 이어지고 있다.

백낙청의 문학론이 이와 같이 기술시대라는시대성을 문제 삼으면서 그 시대에

요구되는 비평 철학의 탐색이라는 단계로 전개되는 데 매개 작용을 한 것은 바

로 김수영론이었다. 백낙청의 글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창비, 1973년

여름호)에서 하이데거 철학의 시대적 의미가 다시 논의되면서 그 단초가 제시된

것이다. 이 글은 복잡한 대화적 맥락을 갖는 글로, 김주연의 아이디얼리즘론(

한국문학은 이상주의인가 , 세대, 1973.1)에 대한 비판, 당시 평단의 김수영

론에 대한 비판,437) 그리고 이 시기 김현이 시도한 일련의 교조주의 비평 비판

에 대한 재반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글로, 계간지 시대 비평의 특징인 대화

적 전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김주연의 아이디얼리즘 즉 이상주의란 리얼리즘(‘현실주의’라는 의미에서

의)의 대척 개념으로서 제시된 것이다.438) 백낙청은 이러한 이상주의는 곧 관

념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상주의의 대표 격인 휴머니즘 역시 “인

간의 본성을 형이상학적·형이하학적 인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출발하는 사고방

식”439) 즉 기술 시대의 대상화 사고방식의 전형으로서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은 하이데거의 서구 휴머니즘 비판과도 궤를 같이 하고

436) 백낙청, 시민문학론 , 창작과비평, 1969년 여름호, 471면.
437) 당시 김지하는 추도시론 풍자냐 자살이냐 (시인, 1970.8)에서 김수영이

사용하고 있는 풍자의 방법이 민중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중에게
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김수영의 민중관을 비판하였다.

438) 각주 360번 참조.
439)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 창작과비평, 1973년 여름호, 4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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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근본적 한계를 지니는 휴머니즘보다는 비록 ‘비인간화된 예술’이

더라도 ‘김수영의 모더니즘 시’가 낫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스페인 출신

의 이론가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예술의 비인간화에서 모더니즘 예술의 특성

을 비인간화에서 찾으며, 무분별한 대중화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옹호하고 있는데, 백낙청은 이와 같은 견해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다음

하이데거 철학과 접목하여,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인의 역사적 창조에 복무하는

것이라면 김수영의 난해한 모더니즘 시도 민중의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논지로 굴절시키고 있는 것이다.440)

한편 염무웅은 김수영론 (창비, 1976년 겨울호)과 창비의 좌담 한국시

의 반성과 문제점 (창비, 1977년 봄호)에서 백낙청의 견해에 대해 다시 이견

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주장은 문학과 독자, 즉 민중은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

는 확고한 비평적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 김수영은 “시인과 독자의 분열” 즉 “시

의 소외”441)로 이어지는 난해시의 한계를 끝내 극복할 수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여, 침을 뱉어라 의 김수영은 한국 모더니즘의 위대한 비

판자이기는 했으나, “민중적 실천의 체험은 아직 그의 것이 아니었”442)으며, 그

리하여 끝내 모더니즘을 청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고 제한적으로 평

가하였다.

백낙청은 바로 다음 호인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 (창비, 1977년 여름호)

에서 염무웅의 김수영론 의 논리에 일견 동조하면서도 다시 김수영을 재옹호하

고 있다.443) “김수영이 과연 모더니즘의 한계를 벗어나는 데 성공했는가 하는

문제”는 작품 분석만으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

시여, 침을 뱉어라 의 결론에서도 충분히 입증되었듯이 김수영의 작업은 그러한

극복에 이미 다다랐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가 서구 형이상학의 가장

440) 백낙청은 이 글에서 오르테가 이 가세트를 인용하면서고 한편으로는 민중성을
강조함으로써, 대중화를 경계한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논리와 어긋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논리의 비단순성은 백낙청 이론의 독창성과 유연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441) 염무웅, 김수영론 , 창작과비평, 1976년 겨울호, 433면.
442) 위의 글, 448면.
443) 임지연은 이와 같은 창비의 김수영론, 즉 염무웅의 전면적 비판과 백낙청의
옹호를 겸한 비판의 입장 모두 결국은 김수영에게서 민중성의 결여를 읽고 있다
고 요약하고, 이것은 김수영의 배타적·폐쇄적 민중의식 비판론에 대한 이해를 결
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임지연, 창작과 비평과 김수영 , 겨레어문학 
5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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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비판자인 하이데거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는 것 역시 결코 우연이 아

니”444)라고 그는 옹호한다. 김수영은 시여, 침을 뱉어라 에서 하이데거를 인용

하여, 시는 “세계와 대지의 양극의 긴장” 속에서 “진실”이 탈은폐되는 과정이며

그것이 곧 “새로운 역사의 기점”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시의 창조가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창조가 된다는 하이데거 시론을 통하여 시의 참여적 성격

을 강조한 대목이라는 것이다.445)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백낙청은 “이러한 시의

축적이 진정한 민족의 역사의 기점”이 되며 “그런 의미에서는 참여시의 효용성

을 신용”한다는 김수영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446) 이와 같은 하이데거의 철학적

논리는 일견 지식인 담론의 관념성을 드러내고 있으나, 유신기의 시대 상황을

우회적으로 암시하거나, 참여문학의 힘을 전경화하는 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

다.447)

또한 백낙청의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 은 “민족문학론의 역사적 지평”이라

는 부제를 달고 있으며, 그 안에 “민족문학론에 대한 오해와 반발”448)에 대한

재반박의 논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글은 간혹 김수영에 대한 비판의 글로 독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 글에서 김수영이 민중의 역량을 등한히 했다는 혐

의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이 글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적 창조가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하이데거의 논리를 통해 강조함으로써 김수영의

난해시를 구제하는 데 있다. 그 근거는 난해한 모더니즘 예술일지라도 구조주의

보다는 낫다는 것으로서, 사실 이 글이 겨누고 있는 주된 비판의 대상은 김수영

보다는 “민족문학론의 ‘내용주의’를 비판하는 평자들”449), 그리고 구조주의 이론

을 주된 이론의 참조점으로 삼고 있는 김현 혹은 문지의 다른 비평가들이라

444) 백낙청,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 , 창작과비평, 1977년 여름호, 601면.
445) 백낙청 비평에서 하이데거의 이론적 영향력에 관해서는 김미영, 백낙청의 리

얼리즘론과 로렌스, 하이데거, 불교의 관련성 , 한국현대문학연구 44, 2014;
강용훈, 백낙청 비평에 나타난 ‘시적 창조’의 의미-M. 하이데거와 T. S. 엘리어
트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 우리문학연구 44, 2014.

446) 강용훈은 백낙청 비평에서 하이데거 수용의 독특한 지점은 이와 같은 하이데
거 참조를 통해 정치적 실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래 시적 창조의 가능성이 사유되고 있는 대목을 정치적 실천과 예술적 진리 구
현의 일치로 바꾸어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용훈, 위의 글.

447) 또한 기존의 김수영론에 비하면 민중성을 덜 강조하고 있으나,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이론에 비하면 민중성을 강조하고 있다.

448) 백낙청,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 , 창작과비평, 1977년 여름호, 580면.
449) 위의 글, 5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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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백낙청은 이 글에서 김현의 문학론에 큰 영향을 미친(3.1절 참조) 원천이론이

라 할 수 있는 롤랑 바르트의 이론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김현에 대한 간접적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 “초역사적인 기호체계로서의 ‘언어’를 인간의 본질과 동

일시하”는 구조주의 문학론은 “새로운 형태의 관념론에 불과”450)하다는 것이 비

판의 골자이다.

이것은(바르뜨의 언어론은, 인용자) 얼핏 보기에는 예술에서 소박한 모사론(模寫

論)과 자의적인 낭만주의를 동시에 극복할뿐더러 철학적으로도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을 넘어선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인 즉 ‘언어’라는

것이 경험적인지 선험적인지 분명치 않은 신비스러운 영역으로 설정되었을 뿐, 그

바닥에 깔린 사물관 내지 존재론은 종전의 형이상학적 난제들을 그대로 안고 있다.

예컨대 ‘사물’(내지 사실)과 ‘의미’(내지 가치)의 대조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사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는 한에는 의미가 사물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이나 인

간이 있게 해주어야 비로소 있는 것인지의 논란이 그쳐야 할 필연적인 이유를 제시

하지 못한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형이상학을 바탕으로 초역사적인 기호체계로서의

‘언어’를 인간의 본질과 동일시하고 나오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관념론에 불과하다.

그것은 서양의 형이상학 자체에 대한 철저한 극복을 꾀하는 가운데서, 즉 있는 것

의 ‘있음’, 무엇무엇‘인’ 것의 그 ‘임’(Sein)을 ‘존재론’(Ontologie)의 대상으로 파

악하는 전통에서 벗어나 그 ‘임’ 자체를 묻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언어가 곧

‘임(存在)의 집’이라고 설정한 하이데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서 있는 것이다. 언

어는 인간 특유의 활동이자 구조언어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하나의 구조물이라는 점

에서 구조주의가 말하는 언어의 가치창조 내지 가치첨가 작용은 관념론의 속임수와

다른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구조주의가 설정하는 세계는 우리가 데까르

뜨 이래로 익히 보아온 피동적 사물의 세계, 창조적 변화와 아무런 본질적인 교섭

이 없는 외연물(外延物, res extensa)의 세계이며, 역사를 창조하는 인간의 능동

적 실천(praxis)이 결여된 세계이다.451)

백낙청에 따르면 구조주의 이론은 “역사를 창조하는 인간의 능동적 실천이 결

여된 세계”를 보여준다. 이 글에서 그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역사적 창조의 임무

와 무관한 시, “새 역사를 위한 ‘행동에의 제시’와 무관한 시와 시론”을 “한묶음

해서 젖혀놓”452)는 일이 당대의 당면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때 구조주

450) 앞의 글, 585면.
451) 앞의 글, 585~5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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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바로 역사성을 몰각한 이론에 해당한다.

이 대목은 구조주의가 지니고 있는 반인간주의적 측면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고 있다. 구조주의 이론에서 주체는 구조의 후행적 효과로서 제시된다. 이

와 같이 주체를 피동적 대상으로 포착하는 사상은 서구 형이상학의 한계―대상

화의 사유방식―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기존 존재론이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한 대상화의 성격을 철저하게 극복하기 위

하여 ‘존재(das Sein)’라는 개념까지도 ‘-임’이라는 계사로 다시 번역해내는 것

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대비를 통하여 백낙청은 구조주의 비판을 수행하는

동시에 기술시대의 전형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이데거를 참조하고 있

는 자신의 비평 철학을 더욱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453)

그러나 김현이 여러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바, 바르트는 후기구조주의의 사상가

로서 기존의 구조주의 사상의 한계를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가령 바르트는 소쉬

르의 탈주체적, 초역사적 언어 개념을 비판하고, 자신의 언어 개념에는 주체나

역사의 차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현이 자신의 바르트 수용과 관련

하여 여러 번 강조한 대목이기도 했다(3.1절 참조).

백낙청은 또한 같은 글에서 “문학적 언어(작가의 언어)의 사회적 기능은 다름

아니고 사상(의식이든 절규든)을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라는 바르트의

글454)을 인용한 다음, 이 대목은 “세련된 아이러니와 뉘앙스에 둔한 탓인지는

몰라도, 바르트의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문학이 상품경제사회의 파수꾼이며 윤활

유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다”455)고 지적하면서, 구조주의가

452) 앞의 글, 591면.
453) 한편 아도르노는 하이데거의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존재를 나타내는 계사

‘-이다’를 다시 ‘대상화’한 사유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지의 비평가
들이 아도르노를 적극적으로 참조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두 사상가의 대립
양상은 흥미롭다. 이와 같이 두 계간지의 비평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하이데거
와 아도르노는, 한 시대 안에서 근대 비판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뿌리―현상학과 마르크스주의―에서 출발하여 대립적 관계에 놓여 있었던 철학적
사유의 흐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서구 지성사에서의 ‘하이데거적인 것’과 ‘아
도르노적인 것’의 경합이 한국문학에서 계간지 비평의 장을 빌어 재연되고 있었던
것이다.

454) Roland Barthes, “Ecrivains et écrivants”, Essais critiques, Editions
du Seuil, Paris, 1964, p.153, 백낙청,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 , 창작과
비평, 1977년 여름호, 588면에서 재인용.

455) 백낙청,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 , 창작과비평, 1977년 여름호, 5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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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피동적 사물의 세계”456), 즉 주체적 인간을 배제한 세계가 쉽게 “물

신화”457)에 대한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백낙청의 비판에 대응하는 글이자, 자신의 비평관을 종합적으로 개

진하고 있는 글이 바로 김현의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 이다. 후에 한국문학

의 위상이라는 단행본으로 발간되는 이 연작 형식의 글은 문지 1975년 겨울

호에서부터 1977년 여름호까지 연재된다.458) 문학에 진리를 창조하고 현상(現

像)하는 위력, 나아가 역사적 창조의 힘을 부여하고 있는 백낙청의 문학론에 대

응하여, 김현은 문학을 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글은 먼저 그의 유명

한 질문, “문학은 써먹을 수가 없다.459)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한다면 도대

체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460)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 “문학은 유용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억압하는 모

든 것이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 힘을 인지한다

.”461)라는 역설적 논리로써 자답한다.

위 대목은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성립되는 지속적 비판의 의미를 발견하는 아

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1966)의 영향을 보여준다. 아도르노를 통하여, 하이

데거를 내세운 백낙청의 비판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와 아도르노―

456) 앞의 글, 586면.
457) 앞의 글, 587면.
458) 연재 목차는 다음과 같다. 왜 문학은 되풀이 문제되는가 ,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문학은 무엇에 대해 고통하는가 , 문학과지성, 1975년 겨울
호; 무엇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가 , 문학과지성, 1976년 봄호; 문학 텍스트
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문학과지성, 1976년 여름호; 한국문학은 어떻게
전개되어왔는가 , 문학과지성 1976년 가을호~1977년 여름호; 우리는 왜 여
기서 문학을 하는가 , 문학과지성, 1977년 여름호.

459) 이것은 과거 백낙청과 선우휘의 논쟁에서 선우휘가 쓴 글의 제목으로, 창비 
문학론에 대한 반발을 드러내기 위하여 김현이 일부러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쟁에 관해서는 3.1절 참조.

460) 김현,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한국문학의 위상, 김현 문학전집 제
1권, 문학과지성사, 1991, 47면.

461) 위의 글, 50면. 여기에서 김현은 아도르노의 명제를 조금 바꾸어 자신의 문학
론으로 가져오고 있다. 또 김현은 같은 글에서 ‘문학은 배고픈 거지를 구할 수는
없지만, 그 배고픈 거지가 있는 현실을 추문화한다’고 쓰는데, 이는 사르트르가 ‘
구토는 굶어죽어 가는 아이 앞에서 한 조각의 빵도 될 수 없다’고 한 말에 대해
리카르두가 ‘구토는 아이의 죽음을 추문화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을 빌려온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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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아도르노를 비롯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상은 당대 서구 지성사에서

근대에 대한 비판을 전개한 후기 근대의 주요 사상이자, 서로 현상학과 유물론

이라는 다른 뿌리를 가진 사상들로서 대타적으로 공존하였는데, 계간지 시대 비

평에서 이와 같은 사상들이 새로운 시대의 비평 철학으로서 서로 경합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이데거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 (과학 기술에 대한, 인용자)비관적 태도는 과학

기술은 인간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방향으로만 치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 기술

은 모든 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사용한다.

소위 “현실을 도구화하는 작업”이다. 과학 기술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 기술 자체는 자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반성을 불가능케 하는 억압체가 된다. 거기에 반하여, 마르쿠제로 대표될 수 있는

낙관적 태도는 과학 기술은 인간이 자신을 해명하기 위해 찾아낸 하나의̇ ̇ ̇ 대답이지,

절대적인 대답은 아니다. 그것은 교정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 과학 기술은 모든 인간의 가치를 무화시키는 것이 아

니라 그 가치 중의 하나가 된다. (중략) 내 나름의 생각을 간략하게 종합한다면, 나

는 과학 기술이 하이데거가 지적하고 있듯이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인간을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인간이 자유스러워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마르쿠제적인 발상도 인정한다. 문제는 인간이 과학 기술을 제어

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 기술 자체는 다

른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의미 규정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그것이 의미 규정의 주체

자는 아니다. 소비 사회에서 문학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과학 기술의 익

명성과 비인간성에 대해 문학의 이름으로 반성을 하는 일이다. 문학만이, 감히 말하

거니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은 억압하지 않으면서 억압을 생각하게 할 수 있

기 때문이다.462)

김현은 위에 인용한 무엇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가 (문지, 1976년 봄호)에

서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과연 유용한 것인가, 무용한 것인가”라는 문제

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두 대답으로서 하이데거의 비관주의적 견해와 마르쿠제

의 낙관주의적 견해를 대비시키고 있다.463)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중립적 태도

462) 김현, 무엇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가 , 김현 문학전집 제1권, 문학과지성사,
1991, 74~75면.

463) 위의 인용문에서 김현은 하이데거의 기술론을 백낙청과 다르게 이해하여, 비
관주의적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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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두고, 예술은 기술

의 외부에서 그 억압적 성격에 대한 ‘부정’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 자체를 기술의 일종으로 보고 그것이 지닌 진리의 ‘탈은폐’ 가능성

을 추구하는 백낙청의 논리와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464) 예술을 그 자체로 진

리 기능을 지닌 것으로서가 아니라 질문으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 시기 ‘부정’의 논리는 김현을 비롯한 문지 비평론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당대를 대중소비사회로 파악하고, 이 시대의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통찰을 얻기

위해 문지의 이론적 참조점이 기존의 후기구조주의에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옮겨감에 따라, 인식론적 전위주의에서 부정 변증법으로 비평 논리의 핵심도 변

화한다.465) 이와 같은 ‘부정’의 논리는 문학은 무엇에 대하여 고통하는가 (문
지, 1975년 겨울호)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얻는다.

문학은 억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억압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 어떻게

해서? 문학은 저항한다는 구호에 의해서, 명백한 고발에 의해서 억압에 대해 생각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억압하는 기존 질서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적, 물신적 사고를 파괴함으로써 억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중략)

김정한이나 신동엽의 저 목청 높은 구투의 형태 보존적 노력보다, 최인훈이나 이청

준, 김수영이나 황동규·정현종의 형태 파괴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 우상을 파괴하지 않는 한, 억압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파괴는 우상을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문학이

그 파괴의 징후가 됨으로써 이루어진다.466)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창비의 문학론이 오히려 “형태 보존적”인 것으로서

“물신적 사고”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문지가 내세우는 부정의 문학

론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464) “인간이라는 개념적 실체는 없다. 단지 대중(masse)이 있을 따름이다.”라는
그의 선언은, 예술의 본질은 오늘날 기술문명의 발전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인
간상실을 극복하는 데 어떤 암시를 던져준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백낙청의 ‘기술
사회의 예술론’과 대척을 이루고 있다.

465) 그러나 두 이론은 상호모순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밀접한 영향관계에 놓여 있
다. 또한 차이보다는 ‘비판’에 대한 강조 등 공통점이 두드러진다.

466) 김현, 문학은 무엇에 대하여 고통하는가 , 김현 문학전집 제1권, 문학과지
성사, 1991,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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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몇 달 앞서 김현이 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도전 (서강타임스,
1975.9.24.)에도 이와 거의 동일한 비평적 논리가 개진되어 있다. 김현은 이

글에서 루카치의 내용 중심 문학관과 사르트르의 효용성 중심 문학관―창비 
문학론에 큰 영향을 미친 두 문학관―을 함께 묶어 비판하고 있다.467) 먼저 내

용 중심 문학관에 대해, 한국에서도 “소박한 반영론자들이 최인훈이나 이청준류

의 형태 파괴적 형식에 대해서 격렬한 비난을 퍼부으면서 김정한류의 저 구투의

문학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다음,468) 이와 같은 반영론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으로 ‘부정’의 논리에 기반한 아도르노의 예술론을 들고 있다.

또한 물신화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효용성 중심 문학관 대신으로는 ‘즐거움’

의 문학관, 즉 바슐라르와 그의 영향을 받은 바르트의 문학관을 대안으로 제시

하고 있다. 가령 바르트에 따르면 텍스트는 ‘읽는 텍스트’가 아니라 ‘쓰는 텍스

트’로서 독자가 그 안에서 창조의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이다. 텍스트는 독자가

참여하기 전까지는 고정된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바르트의 문학관

은 텍스트의 물신화나 상품화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469)

또한 김현은 아도르노의 견해에 따라, “사르트르의 이론은 작가의 창조적 소산

으로서의 작품과 소비 사회의 상품으로서의 작품이라는 예술 작품의 이중성에

대한 고찰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하고 있다.470) 예술이 이미

물신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그에 대한 ‘부정’을 지향함으로써만, 그러한 ‘부정’을 통해 이 상황에 대해 끊임

없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예술작품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은 또한 이러한 ‘부정’의 논리에 따라, 앞서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 에

서 제기된 바르트의 ‘상품화’ 언급에 대한 백낙청의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

응하고 있다.

확실히 소비사회에 있어서, 문학 작품은 물건화되어 있다. 문학 작품도 또한 가짜

욕망을 만들어낸다. 가짜 자유나 가짜 예의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가짜 욕망은

문학 작품을 텔레비전의 광고처럼 단순화시킨다. 혹은 단순화된 문학 작품이 그런

가짜 욕망을 만든다. 그러나 진정한 문학 작품은 그런 가짜 작품이 아니라, 물건화

467) 김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도전 , 김현 문학전집 제11권, 문학과지성사,
1991, 140~141면.

468) 위의 글, 141면.
469) 앨런 그레이엄, 문제적 텍스트, 롤랑/바르트, 송은영 역, 앨피, 2006 참조.
470) 김현, 위의 글, 142면.



- 161 -

되고 상품화되는 작품의 외적 조건을 뛰어넘는 작품이다. (중략) 대중은 우중(愚

衆)이 아니라, 창작가를 낳는 밭이다. 그 대중이 없다면 창작가가 생겨날 모태 자체

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매스 미디어가 만들고 있는 대중의 대중화 현상이다.

획일화된 대중문화가 가장 대중적인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버리고, 거기에서 벗어나

는 길만이 작품의 탁월성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현대 소비사회의 기

본적인 구조 자체에 대한 통찰력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일 따름이다.471)

위의 글에서 김현은 앞서 언급한 이중화의 조건, 즉 상품화의 운명에 처해 있

으면서도 그 운명에 순응하거나 쉽게 그것을 외면해버리지 않고 이에 저항하는

데서 당대 문학의 투쟁을 발견하고 있다. 또한 대중화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로, 이 상황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직면하여 대중의 가능성을 고취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중화를 고려하지 못한 사르트르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바르트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가) 바르트의 기술-글쓰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창조의 심리학과 결부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간의 의도적 선택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다.

문학적 글쓰기건, 정치적 글쓰기건, 철학적 글쓰기건, 글 쓰는 사람들의 의도적 투

기를 전제하고 있다. 역사성·사회성·연대감 등과 그것이 연결되는 것은 그것 때문이

다.472)

(나) 작가에게 있어 글쓰기는 자동사인 것이다. 그러나 지식서사는 타동사적이다.

그의 말은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그는 말에 어떤 본질적 기술적 행위도 행하지 않

는다. 그는 그의 전언(massage)이 그 자체로 폐쇄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

의 기능은 그가 생각하는 것을 곧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작가의 기능과 반대된다.

작가는 작가의 의식의 리듬이 아닌 리듬을 따라 출판하며, 규칙적 형태에 따라 생

각하며, 자기 작품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을 허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작가의 말

의 사회적 기능은, 사고·의식·외침을 상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회는 그 우발

적 생각을 제도화하기 위해 생생한 노력을 한다. 역설적인 것은 도전적 저항의 말

도 곧 문학적 제도 속에 흡수된다는 것이다. 작가가 사고를 상품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가 현대 소비사회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함이지, 사고의 대중 상품화

에 전념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473)

471) 김현, 무엇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가 , 김현 문학전집 제1권, 문학과지성사,
1991, 63~65면.

472) 김현, 바르트의 문학비평 , 김현 문학전집 제8권, 문학과지성사, 1991,
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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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프랑스 비평사: 현대편(문학과지성사, 1981)에 수록된 글 바르

트의 문학비평 의 일부이다. 김현은 이 글에서 바르트와 관련된 참고문헌의 목

록을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백낙청의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 도 언급하고

있다.474) “논쟁적 성격을 띠고 있어, 그의 문학관과 바르트의 그것이 어디서,

왜 어긋나고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읽어야 할 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475)

그리고 이어지는 위의 (가), (나)의 내용을 통하여 김현은 이 글에 나타난 백

낙청의 비판에 대해 재반론하고 있다. (가)는 앞서 3.1절에서 반복하여 살펴본

바르트의 에크리튀르(기술-글쓰기) 이론(기술의 영도)에 해당한다. 이는 백낙

청이 바르트를 구조주의자로 이해하고 있는 데 대한 반론으로, 후기구조주의자

인 바르트에게 언어는 사회역사적 차원과 결부되어 있으며, 따라서 언어의 선택

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차원으로의 주체의 투기(投企)가 됨을 재차 강조하고 있

다. (나) 역시 앞부분은 바르트 특유의 작가이론에 대한 소개에 해당한다(3.1절

참조). 바르트는 자신의 글쓰기가 지니는 전언(傳言)의 효용성에 대한 신념에

바탕을 두고 글을 쓰는 ‘지식서사(書士)’와, 오로지 글 쓰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

로 갖는 자동사적 글쓰기에 전념하는 ‘작가’를 구분하였다. 김현은 이제 이 작가

이론을 대중소비사회의 조건과 연관 지어 설명한다. 작가의 말은 다른 사회적

기능을 갖지 않는 대신 자신의 생각을 상품화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

신의 글쓰기가 지니는 효용성을 고려하지 않는 ‘작가’의 글쓰기마저 상품화된다

는 것이 바로 현대 소비사회에서의 문학의 역설적 존재 조건인 것이다.476)

473) 앞의 글, 254면.
474) 주지하다시피 백낙청의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 은 김수영에 관한 글이다.
김현은 김수영에 대해서도 백낙청의 그것과 전혀 다른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
는 김수영의 시에 관해 “그의 시는 실존주의적 결단의 세계이며, 하이데거의 용어
로, 요설을 통해 요설 세계의 허구성을 드러낸 부정적 세계이다. 그가 하이데거
의 시론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쓰고 있다. 이는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관계에 실존과 부정이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김수영에 대한 두 개의 글 (수록지 불명), 김현, 김현 문학전
집 제5권, 문학과지성사, 1991, 46면.

475) 앞의 글, 239면.
476) 바르트의 이론에서 효용성과 대비되는 것은 모호성이다. 김현은 여러 글에서

모호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김현, 한국 비평의 가능성 (68
문학, 1969.1)을 수 있다. 또한 1960년대 후반에 쓰인 다음 글도 참고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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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계간지 비평은 이와 같이 대중산업사회라는 시대성에 대한 민감한 인

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중사회화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소 추상적

으로 전개되던 이전 시기 계간지 비평의 독자이론이, 대중사회화라는 구체적인

시대적 맥락 속에서 본격적인 대중문학론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여전히 대중

에 대한 직접적 호명이나 대중의 주체화 시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추상적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지니지만, 지식인과 대중이라는 이분

법을 탈피하거나 대중이 예술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는 등 이

전 시기에 비해서는 진전된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477)

이와 같은 대중문학론의 활발한 전개는 당대의 시대상과도 관련이 깊다. 1970

년대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대중사회화의 기미가 엿보이고 있었다. 주간지를 필

두로 한 대중매체의 활성화 등 대중성의 징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던 것

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미국 발(發)로 1970년대 초부터 한국에 상륙하기 시

작하였으며, 처음에는 ‘풍문’으로 들려오기 시작하여 점차 ‘현실’이 되어 가고 있

었다.478)

계간지 비평가들 역시 이러한 대중사회화 현상에 대한 예민한 자각과 시대 인

식을 가지고 있었다.479) 김병익의 경우 당대의 주요 세대론 논자인 남재희의

있다. “애매모호성은 현대사회의 답답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디서 연유되는 것인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예술가들의 정직한 진실이다. 도대
체 현대문명사회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확
실히 알 수 없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기분’으로 느낄 수 있을 따름이며,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상징주의에서 비롯하여 초현실주의를 거쳐,
현대에 이르까지 시문학을 지배해온 애매모호성은 현대사회의 애매모호성과 同價
를 이룬다.” 김현, 톨스토이주의의 범람 , 시인, 1969.10, 70면.

477) 손유경은 창비 문인집단의 구체적인 ‘민중’ 재현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 문인들이 ‘민중의 현장과 육체’의 형이하학적 재현을 통
하여 결국 ‘지식인의 자기구원과 열망’이라는 형이상학적 파토스를 향해 간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손유경, 현장과 육체-창작과비평의 민중지향성 분석 , 현대
문학의 연구 56, 2015.

478) 이상 선데이서울과 유신 시대의 대중 , 권보드래 외 공저,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천년의 상상, 2015 참조. 한편 같은 책의 전위와 1970년대 그리고
유신의 예술 에서는 풍문으로서의 전위예술과 그 한국적 실천으로서의 하길종의
영화에 관해 논하고 있어, 본고의 맥락과 관련하여 주목해볼 수 있다. 하길종은
서구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청년 세대의 등장, 가령 미국의 히피 문화를 한국
의 영화 언어로 표현하였다.

479)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권성우, 희망의 문화, 문화의 희망-김
병익의 ‘문화비평’에 대하여 , 오늘의 문예비평 16, 1995; 권성우, 비판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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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문화론-젊은 세대의 문화형성고 (세대, 1970.2)480)에 힘입어 기사 청

년문화의 태동 (동아일보, 1970.2.19.)을 썼다가 독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직

접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하였다.481) 특히 대학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

데, 학생들은 이 글에서 블루진이나 통기타 등 몇몇 서구적 기호로 표상된 청년

문화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반론에 해당하는 대학신문의
지금은 진정한 목소리가 들려야 할 때다 (1974.6.3.)는, 이 땅의 사회풍토는

“빠다문화”와는 맞지 않다, 또한 이 땅의 청년들은 그와 같은 문화를 향유할 정

치적 여유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김병익의 글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482)

이외에도 김병익은 여러 편의 기사를 통하여 당대 청년문화론의 쟁점화에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483)

그런데 김병익이 문제의 기사 청년문화의 태동 에서 청년문화의 예로 든 것은

문학의 ‘제2단계 동인운동’ 즉 창비와 문화비평 등의 창간, 그리고 백남준의

‘전위예술’이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청년문화는 소비적 대중문화의

하위 개념이었다기보다는 전위적 주체로서의 청년(대중)의 대두라는 전 세계적

현상의 일환이었다. 당시 구미의 청년문화는 권위주의와 보수화된 사회에 대해

혹 사이-김현의 대중문화 비평에 대하여 , 비평의 희망, 문학동네, 2001; 송은
영, 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1970년대 청년문화/문학의 스타일과
소비풍속 , 상허학보 15, 2005; 송은영,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 상허학보 32, 2011; 송은영, 김병익의 초기 대중
문화론과 4.19 세대의 문화민주주의 , 대중서사연구 20권 3호, 2014; 강경화,
김현의 대중문화비평에 대한 고찰 , 현대문학이론연구 64, 2016.

480) 이후 한완상의 청년문화론, 즉 현대사회와 청년문화(창문사, 1973)의 출간
과 함께 청년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481) 이 기사에 대한 시비가 잇따르면서 청년문화 논쟁 본격화의 계기가 된다. 한
편 송은영은 김병익이 대중문화를 저속한 것으로 보고 비판하면서도, 그 이유를
엘리트문화의 타락에서 찾음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송은영, 김병익의 초기 대중문화론과 4.19 세대의 문화민주주의 , 대중서사연
구 20, 2014.

482) 대학신문, 1974.6.3.
483) 동아일보, 1974.3.29. 그밖에 김병익, 해방사반세기 오늘의 젊은이들 (6)

(동아일보, 1970.8.15.)에서는 청년을 ‘전위적 민주시민(개인주의를 체화한)’
으로 호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는 단순히 청년문화를 소비적 대중문화로 바라
보지 않았으며, 당대 청년운동이나 전위적 감성과 결부시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대중’으로서의 청년의 이미지는 당대 우리나라에 간
간이 소개된 68운동의 이미지와도 관련지어 독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관련 글
로 김병익, 청년문화와 매스컴 (신문평론, 1974.1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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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을 드러내고 일상화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등 사회비판적 성격을 띠고 있

었다. 미국의 베트남전 반대 운동,484) 교육 투쟁에서 시작하여 노동자 파업과

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로 나아간 유럽의 68혁명, 그리고 가까이로

는 일본의 전국학생공동투쟁회의 등이 그 흐름 안에 있었다. 바야흐로 청년(대

중)이 변혁의 주체로 전 세계적으로 대두하는 시기였던 것이다.

김현이 지적한바 “대중문화론의 압력”이란 표피적 현상이 아니라 이와 같은 거

대한 흐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계간지 비평가들에게 이러한

시대적 인식과 이론적 앎은 서로 되먹임 구조로 맞물려 있었다.485) 계간지 비

평가들이 접해왔던 이론―후기구조주의 사상이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 등

―의 감각은 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대중화 현상에 대한 민감한 지각을 가능하게

하였고,486)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인식은 다시 이론적 탐구로 이어졌다.

계간지 비평가들은 이 시기 ‘대중’에 대한 점증하는 이론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최인호와 같은 대중적 작가의 등장이나 대중문학의 경계 자체를 다시 질문하는

문제적 작가로서의 조세희의 활약,487) 그리도 신문소설의 약진으로 인하여 실

제 작품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루어졌으나, 대중문학론 일반론의 전개가 보다

두드러진 이 시기의 비평적 성과라 할 수 있다.

20세기의 대중인식론은 크게 두 계열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H. 오르테가 이

484)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반전운동은 히피 문화나 우드스톡 페스티벌 등의 청년문
화와 결부되어 있었다.

485) 김현은 1970년대 문학사회학 수용의 기반 가운데 하나로 대중문화론의 압력
을 꼽고 있다. 김현, 한국에서의 문학사회학 , 김현 문학전집 제1권, 문학과지
성사, 1991, 213면. 당대 문화사회학 도입의 맥락과 의미에 관해서는 서은주,
1970년대 문학사회학의 담론 지형 , 문학, 교양의 시간, 소명출판, 2014, 254
면 참조.

486) 계간지 비평가들은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A.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
회사 번역 분재 가운데 1회분이었던 영화의 시대 를 통하여 대중 시대 도래의
필연성을 접하고 있었다.

487) 김병익은 시대와 문학의식 (세대, 1978.12)에서 1970년대 이후의 대중문
화론의 흐름을 점검하면서 “대중소설적인 파급 효과와 본격문학이 가져야 할 진
지한 가치의 추구를 동시에 획득하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정리하
고,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이 바람직함의 뚜렷한 실례가 된
다”(257면)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조세희 소설은 그 문학적 성취와는 별개로 대
중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주연의 대중문학 논의의 제 문제 (현상과 인식, 1978년 겨울호) 역시
조세희의 문학을 대중문학은 곧 통속문학이라는 판단 자체를 새롭게 문제시하는
사례로 포착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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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트를 중심으로 한 ‘통제인식론’ 즉 대중이 주체로 사회 전면에 등장하는 ‘대

중의 반역’ 현상은 기존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므로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견해와, ‘해방인식론’ 즉 대중의 등장이 사회의 개방적 변화로 이어지리라는 낙

관적 견해가 그것이다. 이 해방인식론은 다시 몇 가지 계열로 나누어볼 수 있지

만,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이 그중 한 계열을 이룬다.488)

창비의 백낙청은 주로 오르테가 이 가세트에 대한 비판적 참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글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창비, 1973년 여름호)

에서 백낙청은 김수영을 재옹호하기 위한 근거로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예술의

비인간화를 들었다. 이 부분을 다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여러 명언들에 일관해 흐르는 여러 기본 태도를 간명하게 드러내준 글로서

스페인 철학자 오르테가의 예술의 비인간화 라는 논문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한 가

장 심오한 발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글이고 중요

한 쟁점을 부각시키는 데 여러 모로 편리한 글인 만큼, 여기서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중략) 오르테가에 의하면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유럽에 대두한 현대예

술의 특성은 그것이 단순히 대중에게 인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비대

중적이며 반대중적이라는 것이다. 대중적인 인기가 없기로 말한다면 과거의 예술도

처음 나왔을 때는 언제나 그랬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민중에게 이해되

고 보급되어갔을 따름이다. “그에 반해 현대예술은 앞으로도 계속 대중의 반대를 받

을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비대중적이다. 뿐만 아니라 반대중적이기도 하다. 현

대예술의 작품은 어느 것이든 일반대중 간에 야릇한 효과를 자동적으로 일으킨다.

그것은 사람들을, 이런 작품에 호감을 갖는 소수인사들과 이에 적대적인 다수파라

는 두 그룹으로 확연히 갈라놓는 것이다.”(5면)

인간이면 누구나 언젠가는 이런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심미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은, 본래 의미에서 ‘예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은 일치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그리하여 낭만주의나 자연주의 예술에 담긴 ‘인간적인 불

순물’을 되도록 제거하려는 현대의 예술은 한마디로 “예술적인 예술”(12면)이며 철

저한 비인간화·반민중화를 추구하는 예술이라는 것이다.489)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대중을 대중문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취약한 수동적

488) 원용진, 대중비평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대중비평의 형성 과정 , 문학과
사회, 2007년 겨울호 참조.

489) 백낙청,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 창작과비평, 1973년 여름호,
431~4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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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파악하고, 소수 엘리트의 예술에 대한 창조적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선 그는 대중의 반역에서 대중의 개념을 ‘평균인(el hombre medio)’으로

설정하고, 이들과 ‘선택된 소수’로서의 지식인 사이의 관계에 의해 역사가 진행

된다고 논하였다. 즉 대중이 반역할 때 지식인은 이를 통제함으로써 예술적 가

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술의 비인간화에서는 이와 같은 소수

지식인들의 예술, 특히 서구 모더니즘 예술의 본질로 비대중성을 내세우고, 그

러한 예술을 옹호하고 있다.

요컨대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영문학의 리비스와도 유사한 문화적 보수주의의

입장에 서 있었던 이론가로, 대중사회화에 힘입어 등장한 대중예술은 순수문화

에 기생하면서 그 생명력을 고갈시킬 뿐 아니라, 대중으로 하여금 진지한 삶의

욕구를 망각하게 하여 그들을 타락시킨다고 비판하였다.490) 백낙청은 초기 비

평에서 부분적으로 아놀드에서 리비스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른바 소수문화론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만큼(2.1절 참조), 이 글에서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모더니

즘 예술론을 비판하고 대신 톨스토이의 보편주의 예술론을 옹호하면서도, 한편

으로는 여전히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글을 중요한 글로 꼽고 있으며, 또 그의

글에 근거하여 김수영의 난해시가 지니는 “전우의 기념비”로서의 소수문화의 가

치나 “지식인·예술가에 대한 그들(민중들, 인용자)의 관용과 이해”491)를 강조하

고 있다.

염무웅은 백낙청의 이 글이 실린 바로 다음 호인 창비 1973년 가을호에 발

표한 시 이해의 기초 문제 에서 이와 다소 엇갈리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주

목된다. 앞서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의 결론 부분의 해석과 관련한

백낙청과 김현의 사이의 의견 대립을 소개한 바 있는데(2.1절 참조), 예술과 대

중이 유리된 상황에서 ‘예술의 민주화’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대중의 수준을

높일 것이냐, 혹은 예술이 대중에게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둘러싼 것이

었다. 이와 관련한 쟁점이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제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를 관한 염무웅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이 이야기에는(시와 독자가 가까워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되 그것이 독자의 수준

향상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에는, 인용자) 각기 다른 논리적 배경과 의도

490) 배상봉,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 1994, 16면.
491) 이상 백낙청,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 창작과비평, 1973년 여름호,

4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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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뒤섞여 있으므로 우리는 신중하고 세심하게 가려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역사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현대시

에서 그 복잡성과 난해성만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은 정당한 일도 아니고 가

능한 일도 아님이 명백하다. 그러나 여기서 비약하여 이 이론을 ‘실험적’이라 자칭

하는 오늘의 현대시를 옹호하고 시를 현재의 그 상태대로 고착시키는 데 이용한다

면 그것은 엄청난 논리의 비약이다. 역사는 다만 과거에로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일

뿐더러 현재에다 묶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며, 시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독자대중이 시에 가까워지는 동안 시 역시 대중에게로 전진해 나가는 적극적인 움

직임을 보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 일이다. (중략) 그러니까 그의 참뜻은 예

술판단의 임무를 몇몇 엘리트에게―비록 그것이 신뢰할 만한 지도자일 경우에도―

맡겨둘 것이 아니라 대중 스스로 예술을 이해·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름으로써 소

수에 의한 문화의 독점을 항구적으로 해소시켜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회피

되거나 연기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인간 없는’ 현대시, ‘생

활 없는’ 현대시, 민중적 생활과 감정에서 격리된 현대시를 대중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다.492)

이 글에서 염무웅은, 시가 독자를 잃어버리고 일종의 독자 소외 현상을 불러왔

다는 데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2.1절 참조)을 거듭 제시하면서, 그 해결책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중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김현의 견

해를 소개한 다음, 위 인용문과 같이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용문의 강

조한 대목에서, 현대시의 역사가 난해성을 띠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음에도 불

구하고, 그러한 현대시를 옹호할 수는 없으며, 어디까지나 ‘시의 대중화’라는 방

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김현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는 글이지만, 하우저가 말한 대중의 수준 향상의 의미는 소수의 문화 독점의

해소에 있다는 해석 등 오르테가 이 가세트나 그를 인용한 백낙청의 역사적 인

간과 시적 인간 과도 미묘한 견해 차를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백낙청의 예술의 민주화와 인간회복의 길 (월간중앙, 1976.1)에서도 하우

저의 ‘예술의 민주화’라는 명제는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 글은 ‘예술의 민주화’

의 실현 가능성을 대중의 시야를 넓히는 데서 찾은 하우저의 이상주의를 지적하

고, 지금껏 소수 예술인의 업적에 의해 예술적 수준이 지켜져 왔음을 강조하며,

‘예술의 민주화’ 역시 이들의 사명이라고 논한다. 예술적 가치의 옹호와 ‘예술의

492) 염무웅, 시이해의 기초문제 , 창작과비평 1973년 가을호, 염무웅, 민중시
대의 문학, 창작과비평사, 1979, 133~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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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라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맡아야 한다는 데 그 임무 수행의 난점

이 있다. 그러나 수준 높은 예술의 창조는 그 작품의 비대중성에도 불구하고 결

국은 ‘예술의 민주화’라는 결과로 이어지리라는 낙관을 덧붙이고 있다. 예술이

주는 감동은 “예술가 자신의 배타적 성향 때문에, 혹은 예술을 대하는 대중의

무지와 빈곤과 편견 때문에 좀 더 널리 퍼져 있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이

를 만인이 공유하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중략) 이런 감동

이 (딱히 이들 작품을 통해서는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의 것일 수 있고 또 그렇

게 되어야겠다는 결론을 낳게 된다”는 이상론으로 이어지고 있다.493) 백낙청은

여전히 소수 예술인의 역량에 ‘예술의 민주화’라는 과제가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의 대중성과 예술성 (연세춘추, 1978.1.2.)에서 백낙청은 다소 다른

방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아슬아슬하게 이어져온 인류문화의 유산

이 상업주의적 대중문화의 홍수에 휩쓸려 사라져버릴 위험이 닥쳤을 때 이른바

‘소수문화’, ‘고급문화’를 옹호하는 일이 대중들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역사적 과업일 수가 있다”494)는 주장은 예의 소수문화론에 대한 여전한 옹호에

해당한다. 그러면서도 백낙청은 같은 글에서 “비대중적 ‘고급예술’의 옹호자들”이

결국 “반역사적 움직임에 가담하고 있는 것”495)은 아닌지 물으며, “이러한 인식

(반역사적 소수에 대한 인식, 인용자)이 확대됨에 따라 소위 수준 높은 소수 층

의 문화를 고수하는 데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리라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이 없어

질 것”496)이라고 주장한다. 백낙청에게 있어서도 소수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신

념이 점차 약화되고 대신 민중성에 대한 지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민중의 이름과 얼굴-민중은 누구냐? (뿌리깊은 나무, 1979.4)에서 백낙청

은 ‘민중’이란 ‘대중’과도 뗄 수 없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이때 ‘대중’이란

‘mass’의 역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하면서, 부정적 함의를

내포한 가치론적 ‘대중’ 개념을 배제하고 있다. 대중에 대한 비관주의와 점차 거

493) 이상 백낙청, 예술의 민주화와 인간회복의 길 , 월간중앙, 1976.1, 백낙
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1/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창비, 2011에서 인용,
350면.

494) 위의 책, 366면.
495) 위의 책, 367면.
496) 위의 책, 3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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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 현대의 대중문화론을 경계하면서, “민중을 말하고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이 저도 모르게 대중 및 민중을 불신하는 결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497)을 지적하고, “민중이 만들어온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겸허한 마음가짐”498)을 가질 것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다음

대목에서는 지식인과 대중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식계층과 민중의 관계가 여러 갈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도 이런 데

에 있다고 본다. 지식인이 민중의 일부냐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가

없다. 오늘날 지식의 소유 여부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와는 차원이 다른 기준이며,

통치기구에의 참여 여부와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식인 중에 특출

한 몇몇 사람이 가난하고 못 배운 대중의 편에 서서 놀라운 자기쇄신의 과정을 거

쳐 그들과 거의 동화되며 드디어는 그들의 탁월한 지도자 또는 안내자가 되는 경우

를 들어 지식인이 민중의 일부임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한다. 한 집단

의 성격을 그 예외적인 개인을 기준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의 계층으

로 지식계층을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차라리 대다수가 특출한 지성인도 아니고 안

정된 재산가도 못되는 소시민들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민중의 넓은 테두리 안에 넣

을 수 있겠고, 이것은 지식인이 곧 ‘독서계급’이었고 양반계층의 다른 이름이었던

조선왕조 시대에 견준다면 어쨌든 민중세력의 성장이요 진보를 뜻한다고 보아야 옳

다. 그러나 이렇게 민중의 한 부분을 이루는 지식대중은 대체로 가장 지배자에게

속기 쉽고 이용당하기 쉬운, 그런 뜻에서 가장 ‘우매한 군중’임을 지식인들 스스로

가 명심해야 되겠다.499)

위 글에서 백낙청은 지식인과 민중의 개념이 복잡한 착종 관계를 이루고 있는

데 주목하며, 지식인이 곧 민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민중에

속할 수는 있다고 논한다. 또 이러한 민중으로서의 지식인을 ‘지식대중’이라는

말로 지칭하고 있다. 지식인과 민중이라는 양분 구도 역시 느슨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은 지식인과 민중의 관계에 대한 백

낙청의 인식 변화를 증명한다. 초기 창비의 문학론에서 강조되어온 것이 리비

스적 의미의 창조적 소수의 문화적 기여나 사르트르적 지식인 작가의 글쓰기의

사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지식인 중심성이나 엘리트주의의 요소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이러한 일련의 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500) 그럼에도

497) 앞의 책, 564면.
498) 같은 면.
499) 앞의 책, 565~5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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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여전히 이 글에서는 역사적 주체로서의 대중의 역량이 실현되어야 한

다는 당위성만이 강조될 뿐, 주체적인 대중의 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한계를 읽을 수 있다.501)

문지 비평가들의 경우 대중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데,502)

이는 해방적 대중인식론의 포괄적 영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열의 대중이론은 68혁명 이후의 서구 사상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가령 푸코는, 과거에는 진리에 대하여 직접 발언할 수 없었던 대중이 그

권리를 지식인에게 이양하였다면, 68혁명 이후에는 대중이 스스로 지식에 접근

하고 또 스스로 발언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였다.503) 사르트르적 의

미의 ‘지식인’의 시대가 끝난 것이다. 이것은 푸코의 표현에 따르면 ‘보편적 지식

인’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고, 아도르노의 용어로는 ‘계몽의 시대의 종언’에

500) 반면 염무웅은 도시-산업화시대의 문학 에서 여전히 비판적 대중문학론을 논
의의 전제로 삼고 있다. “오늘 우리 문단에서 그 원리(부정의한 사회의 원리, 인
용자)의 이름은 바로 상업주의이고 소비문화이다. 그러면 상업주의와 소비문화는
어떻게 이 사회에서 지배적인 원리로 되었는가. 간단히 요약될 수 없는 분석적
설명이 뒤따라야겠으나, 요컨대 70년대 후반 이후 외국의 독점자본과 국내의 매
판자본에 의해 추진된 이른바 근대화가 그러한 사회적 변화의 물질적 토대를 마
련한 것으로 생각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근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대규
모적인 농민분해와 급격한 산업노동자의 창출, 즉 전국적인 범위에서 계층적인
분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오늘의 소비문화는 단순히 자본
가와 중산층의 문화일뿐더러 이들이 직접 생산자계층을 길들이고 부려먹기 위해
생산·보급·강요하는 문화이기도 하다.” 염무웅, 도시-산업화시대의 문학 , 민중
시대의 문학, 창작과비평사, 1979, 343~344면.

501) 조연정은 민중이 주체가 아니라 재현의 대상으로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백
낙청 민중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조연정, 주변부 문학의 (불)가능성
혹은 문학 대중화의 한계 , 인문학연구 51, 2016. 한편 같은 시기에 문지 
비평가들은 일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대중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02) 이들은 독자 즉 수용자에게 관심을 가졌으며 대중문화 역시 적극적인 논의 대
상으로 삼았던 후기구조주의 이론의 영향(3.1절 참조)을 통해 대중문화의 압력을
일찍부터 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김현에게 많은 영향을 준 롤랑 바
르트 역시 대중문화 속의 이미지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그러한 이미지들
속에 숨어 있는 ‘현대의 신화’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롤랑 바르트, 현대의 신화
,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동문선, 1997 참조.

503) 이에 따라 사르트르가 말하는 바의 ‘작가’로 대표되는 ‘보편적 지식인’의 시대
가 끝나고, 특수 분야의 전문 지식인 즉 일종의 기술 관료에 가까운 ‘특수적 지식
인’들의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것이다. 이성재, 지식인, 책세상, 2012, 69~7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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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며, 리오타르에 의해서는 ‘지식인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얻는다.504)

1970년대 후반 문지 비평가들의 대중문학론에 주로 영향을 미친 것은 68혁

명의 사상가라고 불리는 H. 마르쿠제였다. 그의 대중인식론은 프랑크푸르트학

파의 다른 이론가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대중의 잠재된 역량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마르쿠제의 일차원적 인간은 대중의 비판의식 회복에

서 사회 변혁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저서라 할 수 있다.

김주연이 자신의 대중문학론 민중과 대중 (숙대신보, 1979.4)에서 이론적

근거로 내세운 것 역시 다니엘 벨과 마르쿠제의 이론이다. 그는 이들의 이론이

미국 사회 특유의 개방성에 힘입어 대중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보여주고 있

으며,505) 소수 엘리트 중심의 문화적 보수주의나 귀족주의의 경향에서 벗어나

문화 영역에서의 폭넓은 대중의 참여를 지지하고 문화적 기회의 균등화를 주장

하는 ‘문화의 민주화’론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506)

이어 김주연은 “‘민중’과 ‘대중’이라는 표현은 (중략) 문학연구 및 비평의 활력

있는 방법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그 개념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한 다음,

기존 개념의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민중은 대중의 일부이지만, 대중이 곧 모두 민중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

게 볼 때 대중은 실체 개념이지만 민중은 가치개념으로 또한 보인다. 왜냐하면 다

같은 도시근로자나 농민이라 하더라도 그가 올바른 지향점을 갖는 순간은 민중이라

고 불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중’은 선택적이다.

그렇다면 누가 ‘민중’을 ‘선택’하는가, 즉 어떤 근로자나 농민을 민중으로 불러주는

가 하는 문제에 우리는 부딪치게 된다. 여기에 이르면 결국 우리는 가치판단의 능

력이 있고, 또 실제로 가치판단을 그 업으로 하는 지식인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리의 회로에서 바라볼 때, 그 실체를 대중의 일부로 하고 있는 민중이지만

그것은 사실상 지식인의 관념―올바른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자기반성의

그림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민중’이라는 개념구조의 이중성이다. 따

라서 대중을 거부하는 민중도, 지식인을 거부하는 민중도 개념을 잃은 허상에 떨어

지지 않을 수 없다.507)

504)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지식인의 종언, 이현복 역, 문예출판사, 1994 참조.
505) H. 마르쿠제는 1934년 스위스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 미국에서 자신의 비판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506) 같은 글, 17면.
507) 김주연, 민중과 대중 , 숙대신보, 1979.4, 김주연 외 공저, 대중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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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은 대중과 민중은 둘 다 비엘리트 계층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가운데 민중의 경우 지식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그 의미로서 내포한 가치론적 개

념이라 보고 있다. 또한 민중 개념은 지식인과 민중 사이의 위계를 필연적으로

전제하며, 또한 여전히 지식인의 선택과 호명에 의존하여 성립하는 ‘그림자 개

념’임을 비판하고 있다. 이 글에서의 김주연의 입장은 역시 마르쿠제를 인용하

여 지식인과 대중을 끊임없이 분리하는 교조주의 비평을 꾸준히 비판하였던 김

현의 입장과도 상통하고 있다.508)

김현은 대중문화의 새로운 인식 (대중문학과 민중문학, 민음사, 1980)에서

대중이 대중매체에 현혹, 중독되어 익명화하면서 “대중문화 시대에 능동적인 주

체자의 구실을 맡지 못하고, 수동적인 향유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509)게 되는

현상을 문제로 지적한다. 그런데 대중이 주체화하지 못하는 것은 그에 따르면

대중의 의식의 문제다. “한국 대중의 의식”이 아직 “어떤 위압감을 느끼고

있”510)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중은 대중을 바보라고 생각하며 가상의

싸움을 시키는 우리 자신”511)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우리 모두가 그 ‘대중’의

민중문학, 민음사, 1980, 20면.
508) 김현은 이 시기 교조주의 비평을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다. 대표적인 글로 김

현, 비평방법의 반성 , 문학사상, 1973.8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 김현은
“교조주의 비평이란 민족주의 비평, 민중주의 비평 등을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정
의하며,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역설하는 비평을 뜻하는 개념이라고 부연한다.
“문학인은 사회의 최상부에 있는 지식인이므로, 민족과 민중의 편에서 그들을 위
해서 작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활동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다시 “민중과 민족에게 이익이 되도록”이라는
소박한 동어반복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상 김현, 사회와 윤리, 일지사,
1974, 47면에서 인용. 또 같은 글에서 김현은 마르쿠제의 주장을 근거로 삼아
지식인은 민중의 힘을 표출시키는 가장 어렵고도 힘든 작업을 맡고 있으며, 그가
속한 사회의 모순을 민중이 각성하게 함으로써 그의 역할을 다한다고 설명하고,
그러한 지식인에게 자학이나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교조주의 비평의 경향을 비
판한다(48면). 위에서 논의한 김주연의 글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문학계를 보면
‘민중’을 역설하는 문학은 지식인을 배격하는 것처럼 간주되어 왔다. 심지어는 지
식인을 질시하거나 적대시함으로써 근로자나 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다.”는 대목은 이 글에서 피력된 김현의 입장과도 유사하다. 김주연 외 공저, 
대중문학과 민중문학, 민음사, 1980, 20~21면.

509) 김현, 대중문화의 새로운 인식 , 김주연 외 공저, 대중문학과 민중문학, 민
음사, 1980, 87~88면.

510) 위의 글,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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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512)이라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을 이룬다. 대중의 개념을 어떠한 본질이

나 한계, 가치론을 통해 규정하지 않고, 대중을 지식인과 근본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대중의 주체화 가능성 역시 역량이 아니라 의식의 문제로 보고 있

다는 점에서 김현의 대중문학론은 파격에 가까운 개방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1977년에 문지 편집동인으로 합류한 오생근은 김치수, 김종철과 대중문화

논쟁을 벌이는 등 대중문학론의 주된 논자로 활약하였다. 그는 대중문화와 의

식의 변혁 (대중문학과 민중문학, 민음사, 1980)에서 비판론 중심의 대중문

화론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비판론자들513)의 견해가 갖는 나름의 타당성을 인

정한다 하더라도, “고급문화를 가치 기준의 척도로 삼는 태도”514)만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대신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와 비판은 어디까

지나 대중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515)는 원칙과 “참다운 의미에서의 대중

문화는 대중이 문화 창조의 주체가 되고 모든 억압적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로운 문화”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주연이 지식인의 대타적 개념인 민중 개념을 비판하며 대중 개념의 자립성을

강조하고자 하였고, 김현이 대중 개념의 정의가 지니는 잠재적 성격을 부각시키

는 한편 대중과 지식인의 구별을 철폐함으로써 그 개념적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

였다면, 오생근은 대중을 대중문화의 주인이자 주체라는 능동적 개념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문지 비평가들의 일련의 논의는 대중 개념의 재구축을 시

도하며 대중론의 새로운 진전에 기여하고 있다.

마르쿠제가 현대의 가짜 전위 문화와 대중문화를 비판한 것은 엘리트주의의 보수

주의적 편견 때문이라기보다 대중문화가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조종되고 상품화되

어 본래의 역할인 부정(否定)과 도전을 감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략) 대중이

스스로의 판단력을 높여 가고 자기의 취향에 자부심을 갖게 되면, 대중이 문화의

창조적 주체가 되는 현상을 불가능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중략) 다시 말

해서 대중이 자기의 현실에서 언제나 문화의 소비자라는 고정 관념을 탈피하여 자

기 스스로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바람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인 주

511) 앞의 글, 92면.
512) 앞의 글, 94면.
513) 그는 비판론자들을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학파 가운데 일부와

마르크스주의자들로 계열화하고 있다.
514) 오생근, 대중문화와 의식의 변혁 , 김주연 외 공저, 대중문학과 민중문학,

민음사, 1980, 72면.
515) 위의 글,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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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에 등록된 문인들의 문학이라든가 권위 있는 미술 전람회에 전시될 수 있는 화

가의 그림이나 조각만을 문화라고 생각하는 현재의 문화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학이나 미술 뿐만 아니라 르포·수기·낙서·일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중의 축제와 모든 민중운동 혹은 민족 문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창조적 의

미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문화는 전문적 안목을 지니는 사람들만이 종사하는

성역(聖域)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작업장이다. 그 어느 때보다

도 우리는 이제 문화를 위한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삶에 탄력을 주고 인간으로 하여

금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며 인간 본성의 자유로운 발산을 이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희의 문화, 다시 말해서 삶을 위한 문화가 대중의 참된 문화라고 이

해를 해야 한다.516)

위의 인용문에서 강조된 대목, 즉 문화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작업

장”이라는 구절은, 기존 소수문화 중심의 문화 논의에서 벗어나, 다수가 참여하

는 문화로서 대중문화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517) 또한 대중을 수동적 대상으

로서가 아니라 창조적 주체로 파악한 것 역시 당대로서는 인상적인 관점의 전환

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오생근 그리고 문지의 대중문화론은, 1980년대

의 민중문화운동이나 1990년대의 적극적인 신세대 문화소비자의 출현 등 다음

시대의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를 예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70년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계간지 비평가들은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비평적 관점을 모색하였다. 먼저 기술 시대의 문학론을 논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경합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향후 개인 차원에서 지속되는 비평철학을 수립하였

다. 또한 대중사회화의 압력 속에서 대중문학론을 본격 탐구하는 과정에서 지식

인과 대중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중을 소수 지식인

이 생산한 문화의 소비자, 그 재현의 대상, 또는 그 작품 속에 구현된 역사적

가치의 담지자로서만이 아니라 직접 문화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이후 본격적

으로 전개되는 대중문학론의 맹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516) 앞의 글, 83면.
517) 이는 2010년대 시와 정치 논쟁기에 한국 평단에 영향을 미친 자크 랑시에르

의 ‘문학의 정치’ 론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자끄 랑시에르, 문학의 정치, 유재홍
역, 인간사랑,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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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 후진성 논의와 문화적 주체성 회복의 모색

1970년대 하반기 계간지 비평의 참여론적 과제가 대중산업사회에서의 문학의

역할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문학의 민주화’라는 과제와 대중문학론에 관한 논

의를 이어가는 것이었다면, 전통론적 과제는 이전 시기에 이어 한국문학사를 해

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가다듬는 한편, 당대의 중요한 정체성 테제였던 ‘후진국의

문학’론을 극복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 두 담론은 물론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개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학의 위상과 전망에 대한 종합적

관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우선 살펴볼 것은 이 시기 계간지 비평가들 사이에서 역사철학에 관한 논의가

전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백낙청은 앞서 살펴본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 (창비, 1977년 여름호)의 일부를 종교학자 M. 엘리아데의 역사관

을 비판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그는 평단에 구조주의와 함께 “온갖 비역사적·정

태적 접근법”이 유행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518) 이러한 비판을 전개하고 있

다. 또 엘리아데의 이론과 함께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이론으로 골드만의 발

생론적 구조주의를 언급하거나, “근년에 부쩍 활기를 띤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에 대한 관심도 대체로 비슷한 영향을 행사”한다고 덧붙이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519) 이는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와 김현의 한국문학의

위상에서의 문학사 서술에 영향을 준 이론적 원천들에 해당한다. 특히 이 글에

서 백낙청이 엘리아데의 원형과 그 반복이라는 역사관을 비판하고자 한 것은 
한국문학의 위상에서 김현이 바슐라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사의 전개

를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간접적 비판의 시도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엘리아데 역시 초시간적인 원형과 그 반복의 세계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구한 것이나 본질적인 차원의 논의

를 배척하는 현대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에 그 목적이 있다. 또 그의 결론은 “현

대의 ‘역사적 인간’은 (기독교적, 인용자)신앙으로 복귀하지 않고서는 절망할 수

밖에 없다”520)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백낙청은 여기에서 다시 하이데거의

철학(4.1절 참조)을 상기시키며, 엘리아데와 같이 ‘역사적 인간’의 절망을 말하

518) 백낙청,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 , 창작과비평, 1977년 여름호, 593면.
519) 같은 면.
520) 위의 글, 5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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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 먼저 ‘역사적 창조’(하이데거)의 가능성을 찾는 일이 긴요하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의 능동적 실천(praxis)을 중시하며 ‘객관적 역사’의 물

신화(物神化)를 배제하는”521) 역사적 움직임에 주목하고, “문학과 예술의 영역

에서 작품을 통한 진실의 발생이라는 ‘사건’이 곧 인간의 역사적·창조자적 본질

의 한 이행이라는 통찰”522)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백낙청은 이와 같이 하이데거의 역사관에 근거하여 바슐라르에 기반해 있는 김

현의 한국문학의 위상의 역사의식을 비판한 다음, 또 다른 대안적인 역사철학

의 예로서, 가령 대승불교의 역사의식 등을 깊게 연구함으로써 “서구의 지배적

인 역사의식에 대한 비판”523)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24)

만해 한용운이 불교의 주의(主義)를 크게 나누어 ‘평등주의’와 ‘구세주의’ 둘로 잡

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역사의식에 입각한 것이었다. 불교 자체가 앞으로

의 역사에서 얼마나 창조적인 역할을 해낼 것인가는 별개 문제지만, 예컨대 이런

역사의식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역사적 인간’의 절망을 논하는 것은

성급한 단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525)

이러한 논의는 염무웅의 만해 한용운론 (창비, 1972년 겨울호)의 관점과도

일치하고 있다. 염무웅의 이 글은 창비 지면을 통해 소개되었던 한용운의 조

521) 백낙청은 이 구절에 바르트의 이론이 능동적 실천을 배제하는 정태적 구조주
의 이론이며, 원형이라는 고착된 형태를 강조하는 바슐라르의 이론이 물신화 경
향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522) 이상 앞의 글, 599면.
523) 같은 면.
524) 김현은 이 시기 한국문학의 위상에서 바슐라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문

학사의 전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결국 1970년대 후반 하이데거에 기댄 백낙청
과 바슐라르에 기댄 김현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박치완은 흥
미롭게도 이와 같은 하이데거와 바슐라르의 공통점을 지적하면서 “하이데거에게
있어서나 바슐라르에게 있어 세계의 기원에 가 닿을 수 있는 자는 오직 ‘특별한
인간’인 시인뿐이다. 시인이 추구하는 공간, 시인에 의해 비로소 열릴 수 있는 시
간, 바로 그곳에 전통의 철학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내밀한 상상의 공간이 숨어
있다고 이들은 말한다.”고 한 바 있다. 박치완, 하이데거와 바슐라르의 십자가 ,
앞의 글, 60면. 시대 상황에 따른 전반적 담론 장 위축으로 문학에 새로운 위상
과 사명이 부여되었음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계간지 시대의 비평가들에
게 이와 같이 문학(예술)에 강력한 지위를 부여하는 하이데거와 바슐라르의 문학
론(예술론)은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525) 앞의 글, 6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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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교유신론 이나 조선독립이유서 와 같은 자료들의 의미를 밝힌 글이다. 그

는 조선불교유신론 을 통해서는 평등주의와 구세주의의 불교사상가로서의 면모

를, 조선독립이유서 에서는 일제 식민주의의 모순을 인식한 독립사상가이자 일

제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당대 문단과 거리를 두었던 비문단적 시인의 면모를

밝혀내고 있었다. 따라서 간단한 언급이기는 하지만 한용운을 평등주의와 구세

주의의 사상과 관련하여 호출하고 있는 백낙청의 이 글은 염무웅의 만해 한용

운론 을 적극 참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창비가 백낙청의 시민문학론 (1969) 이후 “한국 최초의 근대시인이요 3.1

운동이 낳은 최대의 시민시인”526)인 한용운에 대한 적극적 평가를 계속해나가

며 한용운의 문학적·사상적 유산의 재조명과 만해문학상 제정 등을 통해 자신들

의 정체성의 기반을 마련해왔다는 사실,527) 특히 창비의 전환기에 이와 같은

한용운의 부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528) 등은 기존 연구에 의해 상

세하게 밝혀져 있다. 따라서 이 글 역시 한용운을 집중적으로 재평가하였던 이

시기, 즉 전환기 창비 전통론의 연장선상에서 읽어볼 수 있다.

백낙청은 이후로도 여러 편의 글에서 만해 한용운의 문학을 선조화하고 있다.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월간중앙, 1974.7)에서는 한용운이 무엇보다

도 “수많은 식민지 지식인의 매판화”라는 현실의 충실한 비판자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매판’이 당대적 문제로 자주 거론되고 있었음을 볼 때,529) 창비의 한용

운 읽기는 시대적 정황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백낙청은 민족

문학의 현단계 (창비, 1975년 봄호)에서도 민족문학을 민족적 위기의식에 근

526) 백낙청, 시민문학론 , 창작과비평, 1969년 여름호, 488면.
527) 김나현, 1970년대 창작과 비평의 한용운론에 담긴 비평전략 , 대동문화연

구 79, 2012 참조.
528) 박연희에 따르면 1970년대 초부터 한용운 전집 간행과 함께 한용운 연구 붐

이 일었으며, 여러 매체에서 다각도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박연희, 1970년대 
창작과비평의 민중시 담론 , 상허학보 41, 2014, 532면. 한편 이 논문은 백
낙청의 도미기에 민중시 담론이 확대되고, 신경림이 만해문학상 수상자로서 한용
운의 계보를 잇는 민중시인으로 등장하며, 이에 따라 과거 창비에 비해 시 문
학의 역할이 확대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529)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1/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창비, 2011,
167면. 한편 이 글에서는 한용운에게 “시적 깊이와 지사적 매서움”이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지적되고 있다. 같은 글, 168면. 당대 문학에서 ‘매판’의 의미에 대해서
는 공임순, 1960~70년대 후진성 테제와 자립의 반/체제 언설들 , 상허학보 
45,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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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문학이라고 재정의하면서, 뛰어난 민족문학의 성과로서 한용운의 문학을

예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신기의 시대 정황에 대한 암시, 즉 한용운의 시는

당대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참조할 수 있는 문학 전통이라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 1975년 4월 19일 씨알의 소리 창간 5주년 기념 강연 내용을 정리 수

록한 기다림의 참뜻 (씨알의 소리, 1975.5)에서도 백낙청은 민족문학의 성

과 가운데 특히 주권 회복에 대한 “참된 기다림의 경지”530)를 노래한 작품으로

서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꼽으면서, “님이 떠나간 슬픔을 노래하면서 이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기다림의 자세는 다시 잠 없는 꿈 에서의 구도와 수행의 자세로 연

결되는데, 잠 없는 꿈 에서 어찌하면 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여인의 물음에

대한 최종적 대답으로 “네가 너를 가져다가 너의 가려는 길에 주어라. 그리하고

쉬지 말고 가거라.”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대목은 “고난에 찬 행동에의 부름”이라

는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를 완결적으로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것을 잃고 목마른 기다림에 차 있던 시대의 문학”에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1974년 ‘민주회복 국민선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문교부에

의해 징계 파면되어 교수직에서 물러나 있어야 했던 백낙청은 이 대목에서도 한

용운의 시를 “목마른 기다림”의 시대인 유신 시대의 상황과 겹쳐 읽고 있는 것

이다.

한편 과거에 김현 역시 몇 차례에 걸쳐 한용운론을 펼친 바가 있었다. 그러

나 그 방향은 창비의 비평가들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김현은 전통단절

론과 함께 회고적 정서와 퇴폐적 비애미를 강조하는 회고적 전통론의 극복을

자신의 전통론의 과제로 삼고 있었고(2.2절 참조), 그 가운데 특히 후자의 맥

락에서 한용운의 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531)

김현은 식민사관에 뿌리를 둔 감상적 전통론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의 ‘전통의

530)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1/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창비, 2011,
468면.

531) 또한 김병익의 경우, ‘한’이라는 감정은 합리적 의식을 통해 ‘비극’으로 지양되
어야 한다고 논하기도 했다. 김병익, 한의 세계와 비극의 발견 , 현대 한국문학
의 이론, 민음사, 1972; 김병익, 시대상의 발견과 한의 재현-유현종의 <들풀>,
현대문학, 1974.6. 한편 이러한 문지 비평가들의 회고적 전통론 비판이나 하
강적 정서에 대한 지양을 강조하는 입장은 최인훈의 비평적 견해와도 호응하는
것이었다. 최인훈, 영화 「恨」의 안팎-닫힌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에고이즘 , 
창작과비평, 1967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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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법’에 기반한 논리를 펼치고 있었다(2.1절 참조). 가령 고전문학이나 식민

지 시대의 시에 나타난 시적 상상력을 분석하면서 그 안에서 ‘하강’과 ‘상승’이라

는 이항대립을 발견한 다음, 기존의 전통론에서 주로 부각되어 온 ‘하강’의 정서

에 비해 ‘상승’의 측면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는 시 분석의 전략을 펴고 있었던

것이다.532) 같은 맥락에서 그는 만해 한용운의 시를 이별의 비애보다는 오히려

이별을 극복하는 사랑의 힘, 그리고 그 뿌리가 된 낙관적 정서를 중심으로 새롭

게 해석한 바 있다. “그(한용운, 인용자)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고질이던 탄식

의 포즈는 역사와 사회에 대한 강인한 긍정의 태도로 뒤바뀐다.”533) 이것이 그

의 여성주의의 승리 (현대문학, 1969.10)의 골자였던 것이다. 이러한 김현

의 한용운론은 식민사관의 영향에 따른 문학사의 편향된 이해, 즉 하강적 상상

력의 지배를 극복하고자 하는 미학적 변증법의 시도를 보여준다.534)

김현은 앞서 4.1절에서 살펴본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 가운데 무엇이 지

금 문제되고 있는가 (문지, 1976년 봄호)에서 ‘한’이라는 문제에 대해 다시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당대 한국문학의 과제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먼

저 대중 사회의 예술의 상품화 현상에 대해 논하고,535) 그 다음 두 가지 비평

적 현안을 더 언급하는데, 바로 기술의 발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

532) 김현, 여성주의의 승리 , 현대문학, 1969.1; 김현, 한국적 해학의 특성 ,
서라벌문학, 1970.8.

533) 김현, 여성주의의 승리 , 김현 문학전집 제3권, 문학과지성사, 1991, 122
면.

534) 한편 김현은 광태연구 연작 비평에서도 독자적인 문학사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염상섭의 풍속 묘사가 보수주의의 성향을 띠는 것에 주목한 바와 마찬가지
로, 한국문학의 전통에서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는 ‘새것 콤플렉스’와 반대
에 놓여 있는 보수주의 혹은 미소니즘(misoneism)의 경향을 읽어냄으로써 전통
의 변증을 실행하고자 한 것이다. 그의 사고방식 일반에 드러나는 이원성과 변증
법의 구조를, ‘상승’과 ‘하강’에 이어 이와 같은 ‘전통’와 ‘새것’ 혹은 ‘진보’와 ‘보수’
라는 시간성의 이항대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단순논리
로 귀착되기 쉽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미소니즘’을
강조하고자 한 그의 시도는, 근대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차적 시도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535) 김현은 이러한 상품화의 조건 속에서도 작가는 독자에게 충실하기보다 자신의
진실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술 작품이 자신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자신
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중화의 조건이 불러오는 애매모호성
을 갖지 않는, 다시 말해 “그것을 해체시켜 쉽게 해답을 찾아낸, 다시 말해 고통
하지 않는 작품”은 성실하지 못한 작품이라고 지탄한다. 이상 김현, 무엇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가 , 김현 문학전집 제1권, 문학과지성사, 1991,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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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에 관해서는 3.1절 참조) 야나기 무네요시의 이론에 대한 문제이다. “그

문제에 대한 천착이 없는 한, 한국 문학의 어느 한구석에서 계속 문제되고 있는

탄식의 제스처를 극복할 도리가 없기 때문”536)이라는 것이다. 그는 조윤제의

‘은근과 끈기’ 론을 비롯한 일련의 회고적 전통론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와 같

은 “비애의 미”를 처음으로 논리화한 것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의 조선의

미술이라고 밝히고, 그 이후 비애미가 한국 예술의 본질적 특성으로 오해되고

있다고 탄식한다.

20년대의 초기 시는 한용운이나 김소월까지를 포함해서 이별·슬픔을 그 주된 주제

로 선택하고 있으며, 30년대의 한국시는 바로 그것을 센티멘털리즘이라고 명명하고

그것의 극복을 지상의 과제로 내건다. 세계를 보는 자신의 눈을 확고하게 갖지 못

했던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눈앞의 현실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여, 현실 파악이라

는 예술가 특유의 특권을 포기하고, 한국적 미의 개발에만 전념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 자신이 여성주의라고 명명한 20년대 초기 시는 그런 예술의 전형적인 예이다.

그들이 생각한 한국적 미란 슬픔·비애·애상의 미이다. 柳宗悦이 한국을 사랑하고 이

해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술론이 전형적인 식민지 사관의 한 변

형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식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중략) 柳宗悦의 미술 이

해가 올바르지 못한 사관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그의 선이론(線理論)

을 수용,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때때로 발견할 수 있음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537)

김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식민지적 미학 극복의 문제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이 바로 한용운의 시이다. “한국 초기의 여성주의는 그러면 계속해서 부정적 자

기 표출만을 보여주는가? 다행스럽게도 한국 초기 상징주의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갖고 있다.”538)는 전환을 통해 전통론의 가능성을 찾았던 김현의 글

여성주의의 승리 를 상기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는 여성주의의 승리 에서 한용

운의 역사의식을 “식민지주의에 대한 반항으로만 보려는 견해”에 반대하고, “한

국적 감정의 구조, 혹은 한국 사회의 구조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통해 하강 일

변도의 감정 구조를 상승의 미학을 통하여 변증법적으로 극복하고자 한 ‘문화의

536) 김현, 무엇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가 , 김현 문학전집 제1권, 문학과지성사,
1991, 74면.

537) 위의 글, 76~77면.
538) 김현, 여성주의의 승리 , 김현 문학전집 제3권, 문학과지성사, 1991, 11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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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자’로서의 시인의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539)

이러한 맥락에서 김현은 1970년대 후반에도 여러 편의 한용운론을 쓰고 있다.

님의 침묵 과 태평천하 (문학사상, 1978.8), 시인의 말씨 (심상,
1978.9), 만해, 그 영원한 이별의 미학 (문예중앙, 1978.9), 님과 사랑-한

용운의 꿈깨고서 의 분석 (한국문학, 1979.11) 등이 그것이다. 김현은 먼저

만해, 그 영원한 이별의 미학 에서, 여성주의의 승리 에서 밝힌 바 있는 한용

운의 이별의 시학을 거듭 논하겠다고 밝힌 뒤, “비극적인 이별에 대한 인식을

(중략) 이별의 변증법으로 승화시킨”540) 황진이의 시적 전통을 이어받아 그것

을 불교적 차원에서 계승하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또한 이별이 있어야 사랑이

있다는 한용운의 역설의 사유는 현대시의 세계를 특징 짓는 “말로써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말로써 붙잡아야 한다는 역설적 태도”와도 맞닿아 있다고 분석해낸

다.541) 이와 같은 역설은 비애미로만 축소 설명되어버릴 수 없는 정신적 깊이

를 드러낸다. 이러한 해석은, 잠 없는 꿈 은 난해한 시이지만, 그것은 “현대 시

의 이론”과는 관련이 없고, 또 “실제로 불가해(不可解)한 시를 쓴 것”은 더욱 아

니라고 쓰면서, 다만 그 언어는 “선의 어법”인 동시에 “불교의 진리관”과도 연관

된 것이라고 본 백낙청과의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542)

이어 김현은 님과 사랑 에서는, “소외되고 타락한 세계” 속에서도 “세계를 아

름답게 보려는 의지·욕망”을 통해 “세계를 닫힌 것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려는

의식을 계속 일깨우”는 것을 한용운의 꿈 깨고서 의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갖는

의미라고 쓰고 있다.543) 문학은 무용함을 본질로 가지며, 따라서 세계를 유용

한 것으로 보려는 관점을 끊임없이 문제 삼고, 이를 통하여 물신화와 소외에 저

항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현 고유의 문학론이 한용운의 시에서 그 예시를

찾고 있는 장면이다.544) 따라서 무엇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가 에서 김현이 제

539) 앞의 글, 119~120면.
540) 김현, 한용운에 관한 세 편의 글 , 김현 문학전집 제4권, 문학과지성사,

1992, 78면.
541) 위의 글, 79면.
542)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1/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창비, 2011,

470면.
543) 김현, 한용운에 관한 세 편의 글 , 김현 문학전집 제4권, 문학과지성사,

1992, 96면.
544) 이와 같은 김현의 문학론은 아도르노는 물론, 바슐라르와 마르쿠제의 문학론

으로부터 포괄적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예술은 본질
적으로 무용한 것이며, 그래서 인간에게 완전한 사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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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문제들 가운데 문학 상품화의 현실 문제에 있어서도 한용운의 시가 한 유

효한 참조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백낙청은 민중의 이름과 얼굴-민중은 누구냐? (뿌리깊은 나무,
1979.4)에서 김현이 경계한 한의 정서에 대해 상이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민중의 정서는 곧 한의 정서를 뜻한다고 보고, 그 안에는 “민중의 슬기와

착한 마음씨”가 담겨 있는가 하면 “지배세력의 철저한 폭력”이 반영되어 있다고

논의하였다. 따라서 한의 감정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에

백낙청은 한편으로는 “작가들이 한의 역사적인 성격을 살피지 않고 그것을 미화

하기만 한다거나 사사로운 목적에 이용하려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씀으로써 작

가들이 손쉽게 한이라는 정서에 기대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민중

의 한은 이제 계속 쌓이기만 할 게 아니라 풀어져야 할 시대가 온 것”545)이며

다수 민중의 한이 풀릴 수 있는 방향이 곧 진보라고 설명함으로써 한의 정서를

민중문학이 갖는 역사적 성격의 핵심에 놓고 있다. 이와 같은 한에 대한 논의는

창비 민족문학론의 방향 설정, 그리고 민중적 미학의 전개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또한 창비의 좌담 한국시의 반성과 문제점 (구중서·최하림·김흥규·염무웅,

1977년 봄호)에서는, 창비의 비평가들이 주목하는 한의 정서가 퇴폐나 비애

와 같은 퇴영적 정서로서의 한이 아니라 민중적 정서로서의 한이라는 사실이 재

차 강조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염무웅은 만해가 한국시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시인이며, 그의 불교 비판 역시 단순한 전통 부정이 아니라 사회 현실

에 대한 치열성을 보여준 것임을 다시 확인하였고, 구중서는 이별과 한의 정서

를 “허무적이고 퇴영적인 취향으로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

한 정서는 서민의 생활사와도 밀착되어 있으며, 신경림이나 김지하와 같은

러나 유일한이 지나친 표현이라면, 가장 바람직한 장치로 작용한다. 바슐라르의,
완전히 승화되어 억압이 전연 없는 순수 이미지라는 개념이나, 마르쿠제의 완전
한 억압이 없는 자유로운 문명이라는 개념은, 내가 보기에는 자유로운 예술의 세
계라는 개념에 다름 아니다. 예술이야말로 억압 없는 세계의 징표 그 자체인 것
이며, 그것이 바로 억압 있는 세계에서 생존하는 인간을 예술이 고문하는 이유인
것이다.” 김현, 바슐라르와 마르쿠제의 두 문단의 설명 , 김현 문학전집, 제11
권, 문학과지성사, 1991, 205~206면. 이러한 ‘문학무용론’은 앙가주망 문학론에
대한 반발인 동시에 대중소비사회의 상품화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545)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1/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창비, 2011,
570~5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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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 민중 시인들에 이르러서는 저항적인 의지를 내포한 것으로 발전

적 계승을 이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546)

이와 같은 한용운론의 전개 양상을 통하여, 창비와 문지의 전통 인식의 차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창비가 한의 정서를 통한 민중 문학의 전통의 연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문지의 김현의 경우 한의 비극성을 지양해내는 ‘전

통의 변증법’을 통해 식민사학의 영향에 의한 하강 일변도의 미학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시기 계간지 비평의 전통론은 ‘후진국의 문학’이라는 당대적 명제에 대

한 극복의 시도로 이어진다.547) 이 시기 후진성과 탈 후진이라는 대립적 기호

들의 운동 속에서 국가 정체성이 재구성되고 있었기에 문학 영역에서도 이와 같

은 명제가 대두한 것이 자연스럽다.548)

백낙청의 경우 이 시기 제3세계문학론의 전개를 통하여 이러한 ‘후진국의 문학’

이라는 명제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사유하고 있다. 그는 앞서 검토한 현대문학

을 보는 시각 (문학과 행동, 태극출판사, 1974)에서 처음으로 ‘제3세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또 제3세계문학론의 논리를 시험하였다.549) 이 글의 ‘제3세

546) 구중서·최하림·김흥규·염무웅, 한국시의 반성과 문제점 , 창작과비평, 1977
년 봄호, 20면.

547) 손유경은 계간지 시대에 “서구문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야말로 제대로 된 한국
문학 연구를 보장한다는 공통감각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후진성의 인식이 만
든 결속의 끈이었다고 논하고 있다. 손유경, 후진국에서 문학하기-세대교체기의
문학과지성을 중심으로 ,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14.8, 56면.

548) 공임순, 1960~70년대 후진성 테제와 자립의 반/체제 언설들 , 상허학보 
45, 2015, 78~79면.

549) 시민문학론 무렵부터 이미 백낙청 비평에서는 제3세계문학론의 맹아라 할
수 있는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가령 백낙청은
디킨즈의 문학에 나타난 서구 시민의식의 한계에 대해 논하면서 “진정한 민주시
민은 남의 노예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을 노예로 삼기도 거부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거니와 이 말은 국경을 넘는 관계에도 해당되는 진리”라고 쓴다. 디킨즈
시대 영국의 식민지 경영은 당시의 영국인들을 “무의식적인 노예소유자”로 만듦으
로써 그들의 시민의식에 치명적 손실을 불러왔고, 이것이 디킨즈 문학에 소시민
성이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글에서 “찬란한 진
보와 풍요의 시기”였던 그 시대는 그리하여 “궁핍한 시대”이기도 했다고 논하며,
그러한 영국인의 소시민근성에 대한 자기 비판을 보여준 D. H. 로렌스를 상대적
으로 고평한다.
백낙청은 같은 해 월간문학 (1969. 4.)에 발표한 조셉 콘래드론 에서 어둠

의 속 에서의 ‘어둠’을 “삶 자체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뜻하는 것으로 본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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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문학의 전위성’이라는 장에서 그는 서구문학의 제국주의적 한계를 다시 지적

하며 “(서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 D. H. 로렌스가 이 과제를 위해서

는 자신이 소속된 사회와의 단절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용자)로런스가 체

험한 서양문명의 한계를 서양의 외부에서 체험하고 인식・극복하려는 작가에게

는 로런스 작품의 한계를 이루었던 제약을 벗어나기가 훨씬 쉬운 일이 아니겠는

가. (중략) 오늘날 제3세계의 문학이 서구문학을 포함한 전 세계 문학의 진정한

전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550)고 주장하고 있다. 제국주의 비

판이나 서양문명의 한계 인식에 있어서의 제3세계 문학의 비판적 지위 내지 인

식론적 우위에 기반한 ‘전위(轉位/前衛)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 제3세계의 작가나 지식인으로서 서양의 전통을 웬만큼 충실히 알려다보면

로런스의 경우는 비교가 안될 만큼 심각한 고립화와 자기상실을 경험하게 되기 쉬

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하다. (중략) 따라서 제3세계의 문학인들이 짊어진

‘복된 짐’이란 엄청나게 힘겨운 짐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문학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의 주체적 생존 자체가 걸린 문제요, 이 문제의

해결은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선진’ 제국의 인간적 갱생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

서, 역시 복된 찬스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기회를 맞아서 자신

의 ‘전위적’ 역할을 서구의 이른바 전위예술을 모방・흡수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그것은 서구의 전위예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나라 민중에 대한 배반임은 물론, 서구예술이 부닥친 벽에 새로운 돌파

구를 뚫어주기를 기대하는 서양 내부의 기대도 저버리는 행위인 것이다.551)

이러한 백낙청 특유의 전환적 논리에 의해 제3세계 문학은 세계문학의 전위로

서 “‘선진’ 제국의 인간적 갱생”과 “서구예술이 부닥친 벽에 새로운 돌파구를 뚫”

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인간적 가치의 수호나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의 역할은

물론, 하우저나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지적하고 있는 서구 예술의 대중 소외나

엘리엇의 해석에 반기를 들며 이 작품은 내면으로의 여행을 다룬 신화적 작품이
아니라 유럽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은 리얼리즘적 작품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콘래드가 아프리카 대륙의 어둠을 그 자체의 “신비스러운 힘”인 것
처럼 그려냄으로써 그러한 비판적 성격을 흐리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있다.
이 역시 그의 로렌스론과 마찬가지로 영문학 내부에서 제국주의의 그림자를 읽어
내고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550) 백낙청, 현대문학을 보는 시각 , 문학과 행동, 태극출판사, 1974, 43면.
551) 위의 글,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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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화552)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제3세계 문학의 과제로 제

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1975년 민족문학의 현단계 에서도

다음과 같이 반복된다.

이미 여러 사람이 지적했듯이 식민지 또는 반(半)식민지의 농촌은 반드시 도회보

다 뒤떨어진 의식의 현장만이 아니고 제국주의에 의해 왜곡된 개발의식으로부터 민

족의 주체성과 삶의 건강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가능성을 떠맡는다. 그런

의미에서 후진국의 농촌이 자기 나라의 도시는 물론, 제국주의적 허위의식의 본거

지인 이른바 선진국의 도회들보다 더 선진적이 될 가능성을 갖는데, 다만 이러한

가능성이 역사 속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시적 감수성과 의식의 세례를 받을 만큼

은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농촌의 건강한 민족의식, 민중의식이 도시의 진정

한 근대정신과 결합했을 때 그 결과는 현실적으로 도시와 농촌 어느 곳에 나타나든

간 제국주의시대의 가장 진보적이고 인간적인 의식이 되며, 이러한 의식에 입각한

제3세계의 민족문학이 곧 현단계 세계문학의 최선두에 서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

다. 반면에 이러한 높은 차원에 이르지 못할 때 농촌문학이건 도시문학이건 결국

선진국의 영원한 변두리문학, 엄밀한 의미에서의 2류 문학에 머물고 말 것이다.553)

위 글에서도 백낙청 고유의 비평 논리, 즉 시민문학론 (창비, 1969년 여름

호)의 분례기 해석에서 농촌의 시민(문학)적 위상을 설명하던 논리나, 서구에

비해 뒤떨어져 있던 러시아가 오히려 19세기에 이르러 주목할 만한 시민문학의

성과를 내게 되었음을 강조하던 역전의 논리가 제3세계문학론에 적용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백낙청의 사자성어 수사법에 의해 ‘기사회생’이라는 표현을

얻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제3세계문학론은 특수성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백낙청의 제3세

계문학론은 먼저 세계문학이라는 커다란 공동체를 상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후진국의 농촌이 자기 나라의 도시는 물론” “세계문학의 최선두에 서게 될 것”

이라는 식의 논리를 펼 수 있는 것 역시 ‘농촌-도시’와 ‘후진국-선진국’ 사이의

유비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 공동체에 대한 가정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연대성의 원리는 그의 제3세계문학론이 지니는 독자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백낙청이 농촌문학은 “도시적 감수성과 의식의

552)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비인간화’를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밝혀둔다.

553) 백낙청, 민족문학의 현단계 , 창작과비평 1975년 봄호,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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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를 필요로 하며, 제3세계 민족문학은 “진정한 근대정신과 결합”함으로써 가

장 진보적인 문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앞서 인용한 현대문학을

보는 시각 의 일절에서 제3세계의 작가는 “서양의 전통”을 충실히 알아야 한다

는 “복된 짐”을 가진다고 논했던 것 역시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이 대목에서

백낙청이 고수해온 특유의 이중적 논리 구조가 관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앞서 4.1절에서 논했던 하이데거 예술론, 즉 예술은 곧 기술이면서도 우리

로 하여금 기술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진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예술론의 논리 구조, 혹은 이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시되는 백낙청의

이중과제론―근대에 대한 적응과 극복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의 논리 구조

와 유사하다.554) 결국 그의 제3세계문학론은 ‘후진국의 문학’ 명제를 논리적으

로 극복해내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다시 ‘서구’나 ‘근대’라는 항을

시작점 내지 불가결한 참조 항으로 설정함으로써 이에 대해 충분히 거리를 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 무렵 제3세계문학론은 창비의 주요 비평 담론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으

면서 활발하게 전개된다. 창비 수록 평론과 논문을 살펴보더라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학 관련 글들이 집중적으로 실리다가, 1978년 무렵부터는 창
비 지면에서 제3세계론이 집중적으로 소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백낙

청 개인 역시 강연 한국문학과 제3세계문학의 사명 (1978.11.7.), 제3세계와

민중문학 (창작과비평 1979년 가을호), 제3세계의 문학을 보는 눈 (제3세
계 문학론 서문, 한벗, 1982)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펴고 있다.

이와 같이 백낙청의 비평에서 ‘후진국의 문학’은 ‘제3세계 문학’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받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글에서 ‘제3세계’는 현

대 문명에 대한 비판의 심급, 또는 소멸되는 인간적 가치의 담지 등으로 의미화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에게 ‘제3세계’는 민중적 가치의 본산이기도 하다.

제3세계의 개념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국제정치학자・경제학자 들은 각기 그들대

로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예컨대 한국 민중의 입장

에서 볼 때-스스로 제3세계의 일원이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당면한 문제들이

바로 전세계, 전인류의 문제라는 말로서 중요성을 띠는 것이다. 곧, 세계를 셋으로

갈라놓는 말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로 묶어서 보는 데 그 참뜻이 있는 것이며, 하

554) 김영희, 진리와 이중과제-백낙청의 과학과 예술 논의를 중심으로 , 지구화
시대의 영문학, 창비, 2004, 123~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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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묶어서 보되 제1세계 또는 제2세계의 강자와 부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민중

의 입장에서 보자는 것이다.555)

위 글에서 백낙청은, ‘제3세계’란 세계를 여러 개로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오

히려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념임을 강조하고, 최종적으로 이 개념을 “민중

의 입장에서 보는 하나의 세계”라는 의미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세계

민중의 연대에 기반한 이상화된 개념으로,556)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그의 제3

세계문학론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557) 요컨대 역사적 시각보다

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또 현실적 논의보다는 이상주의적이고 논리중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개별성과 특수성보다는 연대성과 세계 공동체에 대한 가

정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백낙청의 제3세계문학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글에서 ‘제3세계’를 “민중의 입장에서 보는 세계”로 정의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백낙청 혹은 창비의 제3세계문학론은 곧 확대된 민중문학론으

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4.1절 참조), 같은 글에서 팔레스타인의 다르위시

와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비교하는 등 창비 전통론의 핵심에 해당하는

한용운론과도 만나고 있어, 백낙청 개인 혹은 창비의 비평 담론들을 통관(通

貫)하는 종합적 담론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계간지 비평

이 비평 철학의 모색과 함께 그간의 비평적 시도들에 대한 담론적 종합에 이르

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현 역시 이 시기에 당대적 명제인 ‘후진국의 문학’이라는 테제의 극복을

시도한다. 김현은 앞서 김윤식과 공동으로 저술한 한국문학사에서 ‘주변성의

극복’이라는 명제를 내세웠으며, 이에 대한 김주연의 비판과 내부 논쟁을 거치

면서 그 방법론을 재고할 기회를 얻었고(3.2절 참조), 이 비판을 참조하여 한국

555) 백낙청, 제3세계와 민중문학 , 창작과비평 1979년 가을호, 49~50면.
556) 강정구는 백낙청의 민중 개념이 지배권력과 민중 사이의 혼성적인 관계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배권력과 민중의 관계는 이항대
립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호미 바바(H. BhaBha)의
논의에 따르면 민중은 지배권력을 모방(mimic)하면서도 혼종적인(hybrid) 존재
인 것이다. 강정구, 1970~90년대 민족문학론의 근대성 비판 , 국제어문 38,
2006.

557) 제3세계 이론가들은 대개 제3세계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가령 아프리카 연구
에서 대두한 흑인성 즉 ‘네그리뛰드’ 개념이 그 예이다. 파농은 네그리뛰드를 거
의 전적으로 옹호하면서도 인종 내부의 다양한 차이들-가령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문화적 특수성 등-을 무화시킨다는 점에서 비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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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전통론을 다시 써낸 성과가 바로 한국문학의 위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윤식과 김현 공저의 한국문학사(1973)가 지니고 있었던 한계는 각각 김윤

식의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한얼문고, 1973)와 김현의 한국문학의 위상
(문학과지성사, 1977)의 ‘단독 저자’로 돌아간 두 비평가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극복된다.

먼저 김현은 내재적 발전론의 영향에 의해 채택한 영·정조 시대 근대 기점론이

라는 한국문학사의 주된 방법론이 오히려 ‘근대’를 강조함으로써 서구중심주의

내지 근대주의의 혐의를 가지며, 기점을 이동시킬 뿐 결국 새로운 기점 전후의

단절을 새롭게 구획함으로써 역으로 전통단절론을 재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김주연의 비판(3.2절 참조)을 수용하여, 고대부터의 ‘통사 서술’을 시도하고 있

다.558) 기점론을 포기하고, 문학사의 전개를 ‘단절’이 아닌 ‘감싸기’라는 용어를

통해, 문학사의 전개를 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루어지는 문학적 국면의 변화

로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다.559) 가령 20세기 초의 급격한 문학적 변화 역시 서

구문화의 이식이나 전통의 단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역시 17~18세기부터 꾸준

히 이루어진 변모의 누적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김현은 한국문학의 위상에서 정신사적 서술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558) 통사서술의 방법론 채택에 관해서는 조영실, 김현 문학비평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를 참조할 수 있다. 조영실 역시 이러한 시도가 전통
단절론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99면.

559) 가령 문학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에서 김현은 비평사를 기술하
면서 다음과 같은 원리를 천명한다.

1)고전 비평과 현대 비평 사이에는 분명한 인식론적 단절이 있다. 그 단절은 단선
적인 전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 비평의 이론적 근거를 새롭게
극복, 그것을 포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고전 비평과 현대 비평 사이에
는 분명한 단절이 있지만 현대 비평의 관점은 고전 비평의 그것을 폭넓게 감싸고
있다.
2)근대 비평의 기점이라는 표현은 비생산적이다. 그것은 새로운 문학 의식이 갑작
스럽게 생겨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 의식은 선
조적으로 발전되거나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하면서, 좌절하면서 서서히 국
면을 바꾸는 것이다.
3)국면의 변화는 세계관의 변모이다. 그 세계관의 변모는 동시에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호 체계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표현 체계를 찾지 못한
세계관은, 말의 정확한 의미에서, 새로운 세계관이라 할 수 없다.

4)새로운 세계관이 문학적 사실로 나타났을 때, 새로운 문학 의식의 대두라는 표현
을 쓸 수 있다. 이상 김현, 문학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 김현 문
학전집 제1권, 문학과지성사, 1991,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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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은 후진국의 문학 (한국문학, 1974.9)에서, 한국문학사는 사회사와

양식사, 그리고 문체사를 연결지어 설명하는 상동론의 관점을 주로 채택하고 있

으나, 이러한 관점을 취할 경우 후진국의 문학은 그 후진성에서 벗어나기가 더

욱 어렵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후진국의 문학사에서는 오히려 “정신적 힘의

의연성”560)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주연의 주장이었다. 정신사적 서술이

상동론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김주연의 견해를 받아들여, 김현은

한국문학의 위상 가운데 문학사를 서술한 장인 한국문학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문지, 1976년 가을호~1977년 여름호)에서 정신사적 관점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가령 ‘불교 이데올로기의 대두’, ‘성리학의 확장’, ‘유교 이데올로

기에 대한 비판’ 등 정신사적 변화를 중심에 두고 문학사의 전개를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561)

오세재·임춘 등으로 대표되는 해좌칠현(海左七賢)과 김시습·김립·허균 등은 유교적

이념에 충실하면 할수록 그것에 충실하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

을 보여주거나,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파탄을 바로 그 이데올로기로 호도하려는 공

식 문화인들의 노력이 얼마나 위선에 가득 찬 것인가를, 혹은 가장 바람직한 유교

적 이상국이란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마침내는 유교적인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출

세 지향적인 것인가를 밝혀내었다. 비체제적 혹은 반체제적인 이 유교적 지식인들

의 문학 작품들은, 근대적인 의미의 문학,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립될 수 있는 문

화적 힘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근사하였다.562)

위의 인용문에서 김현은 “근대적인 의미의 문학”의 한 요소로서 지배 이데올로

기에의 저항563)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요소를 통하여 그는 고려시대

‘해좌칠현’의 문학이나 조선시대 김시습, 허균 등의 문학에서 두루 근대적 단초

를 발견해내고 있다. 또 조선 후기 문학에 대한 설명에서도 정사(政事)나 제도,

560) 김주연, 후진국의 문학 , 한국문학, 1974.9, 310면.
561) 이와 같은 서술은 한국문학사의 그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 가령 한국문학

사에서는, ‘제2장 근대의식의 성장’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가족제도의 혼란’,
‘북벌론’, ‘서민 계급의 대두’, ‘문체반정’, ‘서학의 도입’ 등 사회의 제 면모가 다양
하게 언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562) 김현, 한국문학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 김현 문학전집 제1권, 문학과
지성사, 1991, 136면. 이 가운데 고려시대의 지성에 관한 부분은 지성
(1971.11)에 쓴 그의 글 중세지성과 권력 의 내용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563) 이것은 바르트의 ‘문제 제기’라는 말로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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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문체나 양식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정신사

적 변화에 주목하여 문학사의 전개를 해명하고 있다.

서양 문화의 도전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철저하게 통합되어 있는 한국 사회

에 대한 광범위한 자각을 불러일으켰다. 공식 문화에서는 주자주의의 재확립이 강

력하게 추진되었으나, 서양 문화의 충격으로 인한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내포한 모

순의 객관화는 점차 그 심도가 깊어졌다. 서양 문화의 충격 중에서 한국 문학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력하게 주장되어온, 한문은 진짜 글이

고, 한글은 속된 글이라고 생각하는 유교적 지식인들의 고정관념이 점차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것과, 서양 기술의 도입으로 인쇄술이 상당히 개량되어, 대중 매체의 출

현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었다.564)

위 글에서 김현은 조선 후기 유교적 지식인들이 지녔던, 공식 이데올로기가 지

닌 모순을 객관화하거나 기존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정신적 역량에 주목하고

있다. 초기 김현의 전통론에 해당하는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 (창비

, 1967년 여름호)에서 그가 고려시대 문화는 정신적 혼란과 양식의 부재로,

조선시대의 유교문화는 “개인이 없고 규범만이”565) 남은 문화로 평가하였으며,

1880년대 이후의 문화는 서구 기독교가 한국의 현세집약적 사상과 지양을 이루

지 못하고 타락한 방식으로 접목한 형태로 보는 등 비관적 관점을 취하고 있었

음을 상기해볼 때, 이후 김현의 문학사 인식은 한국문학사를 거쳐 한국문학

의 위상에 이르기까지 점점 정신적 힘과 지성의 노력을 발견해내고 이를 강조

하는 방향으로 변모해왔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문학사 전체를 ‘문제제기의 문학사’로 다시 읽어내는 이 작업을

통해 김현은 김주연이 지적했던 한계로부터 벗어나 한국문학의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서 그가 ‘대중 매체의 출현’

에도 유의하고 있는 것은 ‘대중화’ 역시 근대적 요소의 하나로 파악하였다는 의

미이며, 이는 ‘대중화’의 조건과 압력을 승인하고 이를 받아들여 ‘대중문학론’을

새롭게 전개해나갔던(4.1절 참조) 당대 계간지 비평가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

다.

김현은 또한 한국문학은 어떻게 전개되어왔는가 에서 ‘후진국의 문학’의 가능

564) 앞의 글, 155면.
565) 김현,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 , 창작과비평, 1967년 여름호, 27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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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한 견해를 소개하고, 이는 “민족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희망”이기는

하지만 “유럽 중심주의의 몰락”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을 지니는 견

해라고 평가하고 있다. 창비의 제3세계문학론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내가 읽고 느낀 바로는 60년대 이후의 외국 문학, 특히 유럽 문학은 별로 그럴듯

한 작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겟지

만 소위 유럽 중심주의의 몰락을 자각한 유럽인들의 방향 감각 상실이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를 이루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유럽 중심주의에 큰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아시아 후진국들에게서 오히려 세계 문학의 방향을 보여줄 새로운

문학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희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상당한 가능성

을 가진 희망이다. 그 민족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희망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 대

목은 유럽 선진국들은 제국주의적 팽창욕으로 인한 이득은 체험했지만, 그 피해는

체험하지 못했다는 대목이다. 상당수의 세계인들이 체험한 것을 이해 못 하고 있는

것이 유럽 문학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566)

김현과 백낙청은 유럽 문학의 한계와 제3세계문학의 가능성이라는 대목에서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백낙청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방

안으로 서구 문학 전통의 이해와 함께 농촌·민중문학의 활발한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과 달리, 김현은 다른 방면에서 한국문학의 길을 찾고 있다.

후진국에서 문학 활동을 한다는 것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 문

제는 오히려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문학 활동을 흉내 내는 것은 과연 그럴 만한 가

치가 있는 것일까라는 문제로 바꾸어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지식인들의 상당수는

아직까지 한국 문학이 선진 외국 문학의 모방이며, 그 모방은 한국을 문화적 식민

주의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고유한 것을 찾아내려고, 성실

한, 그러나 때때로는 시간 낭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중략) 나 자신은 한국 문

화, 더 좁게는 한국 문학의 후진성을 그것이 외국 문학을 모방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잘못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외국

문학 역시 외국의 사회적 정황의 소산이지, 그것과 무관한 독립체가 아니다. 외국문

학을 그 사회와의 관련 밑에서 고찰하면,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은 것

인가를 판단하는 대신 그것이 유효한 것인가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를 따질 수 있게

되며, 그것은 한국 문학 자체의 반성에 유용한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외국문학

은 부인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한국 문학을 살찌우는 요소로 받아들여야 한다.567)

566) 김현, 한국문학은 어떻게 전개되어왔는가 , 김현 문학전집 제1권, 문학과
지성사, 1991,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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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의 위상의 마지막 절인 우리는 왜 여기서 문학을 하는가 (문지,
1977년 여름호)의 일절에 해당하는 위 인용문에서 김현은 “한국 문화의 고유한

것을 찾아내”려는 단순한 전통주의를 비판하고, 대신 “한국문학 자체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그가 견지해온 한국문화에 대한 구조

적 비판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2.1절 참조). 그것은 곧 양가적

콤플렉스, 즉 서구에 대한 추종을 의미하는 ‘새것 콤플렉스(모방)’와 그 반대에

해당하는 ‘전통 콤플렉스(고유한 것을 찾으려는 노력)’ 양쪽 모두로부터 자유로

울 수 있는 지성적 힘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이 유효한 것인가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 무엇이 “한국문학을 살찌우는 요소”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외국

문학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 싸움의 과정에서 주체성이 드러

날 수 있도록”568) 하는 주체적 힘인 것이다.

한편 위의 글에서는 “한국 문학이 선진 외국 문학의 모방”이며, “한국 문화의

고유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도 제시되고 있다.569) 이 비판

은은 앞서 소개한 토속성과 세계성 (대학신문, 1969.4.21.)(2.2절 참조)의

한 대목을 연상시킨다. 김현은 이 글에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고유의 전통에서 문학적 힘을 발견하자는 이와 같은 감정적 전통주의

가 득세하고 있다고 개탄하고,570) 대신 당대 문화에 대한 구조적 비판의 필요

성을 주장한 바 있다. 가령 한국 문화의 기반에 이념의 부재571)나 개인의식의

소멸572) 등 뿌리 깊은 샤머니즘의 구조가 놓여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인

567) 김현, 우리는 왜 여기서 문학을 하는가 , 김현 문학전집 제1권, 문학과지
성사, 1991, 185~186면.

568) 같은 글, 186면.
569) 백철은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사상계, 1962.11)에서 가와바타 야스나리를

비롯한 일본 작가들이 대거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데 반해 우리 문학이 세계문
학의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며, 외국문학을 자신의 것을 통
해 소화하지 못한 채 모방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이 글의 끝에서 그
는 토산품의 재료로 현대적인 거북선을 만들고 전통적인 것의 돛을 올려 세계문
학의 수준에 오르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570) 김현, 토속성과 세계성 , 대학신문, 1969.4.21.
571) 김현, 한국 소설의 가능성-리얼리즘론 별견 , 문학과지성, 1970년 가을호,

52면.
572) 김현,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종교와의 관련 아래 , 창작과비평,

1967년 여름호, 274~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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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선행된다면, 어떤 전통이 재발견되어야 하는지, 어떤 외국 문학이 “한국문

학을 살찌우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김현은 “후진

국 문학인의 초조한 자기 방어 본능”이나 무조건적인 일방의 긍정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73)

계간지 비평가들은 ‘후진국의 문학’이라는 명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

통론 혹은 문학사 논의를 한국문학의 위상과 전망이라는 커다란 비평적 논제로

확장시켜 소화해내고 있다. 백낙청 식의 전환의 논리가 제3세계 문학의 역전적

가능성을 강조한다면, 김현의 균형의 논리는 과거 한국문학에서 기존 이데올로

기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것과의 사이에서 유효한 변증이 나타난

장면에 주목하거나, 먼저 한국문학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인식한 다음 그 가운데

부족한 요소를 외국문학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전통과 세계 사이의 변증을 꾀하자

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탈 후진 담론의 전개는 다시 일정 부분

보편성에 대한 욕망을 숨기고 있다는 점, 또한 후진성 명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지나치게 이상화되거나 논리적 차원에서의 극복 시

도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 계간지 비평가들이 시대

성(대중산업사회의 문학)과 세계성(후진국의 문학)이라는 문제를 함께 사유하며

이를 한국문학의 전통과 근대, 그리고 당대와 연결 지어 고찰함으로써 그간의

비평 담론의 종합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573) 김현, 한국문학은 어떻게 전개되어왔는가 , 김현 문학전집 제1권, 문학과
지성사, 1991,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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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계간지 시대 비평의

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계간지 시대라는 명명 자체가

함축하고 있듯이, 새로운 문학 제도가 구축된 시기인 동시에 이를 거점으로 한

의제 공유와 다자간의 상호 토론을 통하여 비평의 담론적 역량이 강화된 시기였

다는 데 있었다. 본고는 비평 담론의 전개 양상, 즉 계간지 비평가들이 공통의

담론적 과제, 참여론의 이론적 정교화와 기존 전통론의 한계 극복이라는 두 가

지 과제를 협업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본고의 2장에서는 과제 정립기의 계간지 비평의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시기에 계간지 비평가들은 문학의 새로운 위상을 천명하고, 창비는 문학의 사

회적 기능의 정상 작동을 위한 독자와의 소통 회복을, 문지는 푸코 식 ‘고고

학’의 방법에 의한 한국의 문화 구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참여의 근본 조건인

개인의 성립을 위한 문화 구조의 변화 노력을 각각 비평적 과제로 내세웠다. 또

한 이들은 이 시기 국사학계의 내재적 발전론의 영향에 힘입어 초기 전통단절론

에 대한 경사를 극복하고 기존 전통 담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3

장에서는 이론 논쟁기의 계간지 비평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사르트르의 참여

문학론을 내세운 창비와 바르트의 이론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한 문지가
문학적 참여의 의미를 두고 이론적으로 경합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

전개된 참여론의 후속 논의는 주로 사르트르 앙가주망 문학론의 비판적 수용과

극복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었던 셈이다. 이와 같은 고민은 리얼리즘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로 표출되기도 했으며, 이 과정은 평단의 리얼리즘 논쟁의 전개

양상과도 맞물려 있다. 한편 이 시기에 계속해서 전통단절론의 극복 문제가 비

평적 화두로 떠올랐고, 일부 비평가들은 문학사 서술을 통한 전통의 연속성에

대한 해명이라는 과제에 주력하기도 했다. 4장에서는 그동안 모색된 비평 논리

가 구체화와 종합에 이른 비평관 정립기의 계간지 비평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였

다. 그간 탐구된 문학 독자에 대한 이론은 이 시기에 보다 구체화되어 문학의

주체로서의 대중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대중문학론으로 전개되어 나간

다. 이와 같은 대중문학론은 다시 이들이 파악한 기술산업사회 혹은 대중소비사

회에서의 한국문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와도 연관된다. 또한 같은 시기,

창비의 제3세계문학론이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문지 역시 한국문학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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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재론함으로써 계간지 비평가들은 공통적으로 당대의 ‘후진국의 문학’이라

는 명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인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한국문학의 위

상과 역할에 대한 미래지향적 논의로 나아가며 비평적 전망을 보여주게 된다.

계간지 시대는 먼저 문학의 재등장의 시대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종합지의 폐

간을 불러온 엄혹한 시대상황에 의해, 문학은 위축된 담론 장의 중심에 놓임으

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사명을 부여받는 역설적 상황에 이른다. 계간지

비평가들은 각각 시적 언어가 지니는 진리 현상(現像)과 역사적 창조의 힘을 강

조한 하이데거의 시론(창비)과 부정적인 것에 대한 부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힘에 주목하는 아도르노의 부정 변증법에 대한 참조(문지)를 통하여 문학의

시대적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관념적 한계를 지닌 것이었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힘과 역능을 이론적으로 전경화하며 계간지 시

대를 이끌어나가는 데 큰 힘을 발휘하였다.

그 두 번째 의의는 방법론의 전환과 모색의 시대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계

간지 비평가들은 기존의 ‘작품’ 중심의 이론에서 벗어나 ‘작가-작품-독자’라는 문

학의 소통 구조 전반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창비), 혹은 굳어진 작가(지식인) 대 독자(대중)라는

구도를 벗어나서 문학을 역동적인 것으로 재발견하고 대중의 주체적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문지) 시도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독자에 대한 관심이나 대

중문학론의 전개는 현대 비평 이론의 커다란 흐름인 ‘독자로의 귀환’이나 서구

대중사상의 흐름과도 연계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 시기 대중문학론은 실제 비

평의 차원에서는 단순한 논리에 그쳐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또한 계간지 시대는 가라타니 고진이 말한 바의 ‘근대문학’의 시대였다. 문학의

공적 역할과 공동체적 기능, 그리고 작가의 참여와 이를 통한 사회 변혁의 가능

성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 사실은 문학이 여전히 사회적 주체성의 표현

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시대였음을 입증한다. 계간지 비평가들은 기존 참여론

의 주요 논리이자 ‘근대문학’의 핵심 이론에 해당하는 사르트르의 참여문학론의

한계를 저마다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유한 참여의 방법론을 모색한다. 또한 이

과정은 리얼리즘 논쟁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미학적 지향들이 리얼리

즘이라는 이름하에 모색되었던 사정 역시 이 시대가 ‘근대문학’의 시대였다는 사

실을 방증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의 서구 이론에 대한 의존적 경향은 시대적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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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간지 시대는 비평과 연구, 혹은 비평과 문학사 사이의 대화의 시대였

다. 전통문학과 근대문학, 그리고 당대 문학이, 또 국문학과 세계문학이 함께

논의될 수 있고, 인접 분야의 논문까지도 한 자리에 실릴 수 있는 지성적 장이

마련된 것은 이 시기 비평의 가능성을 극대화하였다. 특히 전통 담론을 새롭게

전개하고자 했던 계간지 비평가들은, 내재적 발전론이나 민족주의 사학 등 다양

한 자극을 수용하여 문학사를 새롭게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전통단절론이

나 극단적인 전통부정론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또한 식민사학의 영향 하에

서 전개된 비애미 위주의 회고적 전통론 역시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었

다. 그러나 전통 논의가 주로 근대이행기와 식민지 시대에 집중되어 있어 협소

한 범위 내에 머물렀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계간지 시대는 후진성 테제와 그 극복의 시대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계간지 비

평가들은 당대에 만연했던 후진성 담론을 극복하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문학의

위상을 새롭게 재구축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제3세계문학론(창비)과 ‘한국문

학의 위상’론(문지)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서구 식민 역사에 대한 도덕적 우

위를 통해 위상을 역전시키고자 하는 역사적 전환의 논리에 의해, 혹은 식민지

적 문화 구조에 대한 객관적 직시와 ‘새것 콤플렉스’와 ‘전통 콤플렉스’ 사이에서

의 변증과 조화의 논리에 의해 후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시도는, 이상화

된 논리나 당위론에 머무른 한계가 있으나, 한국문학의 주체성의 비평 논리화였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양대 계간지는 1980년 강제 폐간된 후 무크지 발간(창비 1987, 우리 세대

의 문학, 우리 시대의 문학)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다가 1988년에 각각 복간

과 재창간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언 이후 한국의 평단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이

나 후속 논의가 전개되기도 하였다. 한국 근대문학의 종언을 실제적으로 또는

상상적으로 부인하거나 유보하는 논리가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은, 양대 계간지가

현시하는 한국문학의 연속성과 관련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계간지 체제는

몇 차례에 걸쳐 비판이나 쇄신의 요구를 받기도 하였고, 역사적 기로에 놓이기

도 하였다. 그리고 세대교체, 개편, 별도의 잡지 창간 등을 통한 변화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1980년대 이후로 이어지며 한국문학에서 계간

지 제도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거듭 묻게 될 것이다.

창비와 문지 양대 계간지로 논의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계간지 시대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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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국면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점은 본고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상황, 한
국문학, 세계의문학 등의 계간지들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총괄적 연구는 향

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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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문제작과 자유-<제7병동>과 자유 자유공론 1967.7

염무웅 韓國文化界世代交替監査-未感兒의 질주 세대 1967.7

염무웅 문제작과 자유-<닥터 지바고>와 자유 자유공론 1967.7

백낙청 작단시감 동아일보 1967.7.18

김병익 국내의 공산권연구현황 자유공론 1967.8

김주연 인간과 인간관계 현대문학 1967.8

김현 한국 문학의 기조 동아일보 1967.8.1

염무웅 문학적 세대의 전개과정 동아일보 1967.8.3

김치수 이즘의 혼란과 변성 동아일보 1967.8.5

백낙청 한국소설과 리얼리즘 전망 동아일보 1967.8.12

백낙청 작단시감 동아일보 1967.8.29

김주연 한국현대시의 일반적 상황-해방 후 시인을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1967.9

김주연 상황의 접근과 포기 현대문학 1967.9



- 220 -

백낙청 소설 <이성계>에 대하여 창작과비평 1967.9

R.윌리엄스(

백낙청 역)
리얼리즘과 현대소설 창작과비평 1967.9

A.하우저(

염무웅 역)
스땅달과 발자크 창작과비평 1967.9

백낙청 작단시감 동아일보 1967.9.28

김병익 문단의 세대교체론 사상계 1967.10

김치수 소설에 나타난 반공의식 자유공론 1967.10

염무웅 선우휘론 조선일보 1967.10.19

백낙청 작단시감 동아일보 1967.10.28

김현 참여와 문화의 고고학-김붕구 교수를 둘러싼 글을 읽고 동아일보 1967.11.9

백낙청 소설 졸작 사태로 지면 낭비 동아일보 1967.11.21

A.하우저(

백낙청 역)
제2제정기의 문화 창작과비평 1967.12

염무웅 선우휘론 창작과비평 1967.12

백낙청 소설 올 문단 최고 수확 <분례기> 동아일보 1967.12.19

염무웅 올 수확은 <분례기> 서울신문 1967.12.21

김현 12월의 시 경향신문 1967.12.23

김병익 주체적 사관 확립 자유공론 1968.1

김주연 60년대의 시인 의식 사상계 1968.1

김주연 한국현대여류작가론 현대문학 1968.1

김현 한국현대소설을 진단한다 현대문학 1968.1

김현 정월의 시 작단 시평 경향신문 1968.1.17

김현 허무주의의 극복-동인문학상 작가를 중심으로 한 시론 사상계 1968.2

백낙청
<대담>작가와 평론가의 대결-문학의 현실참여를

중심으로
사상계 1968.2

염무웅 아스투리아스의 교훈-세계문학과 한국문학 사상계 1968.3

A.하우저(

염무웅 역)
續·제2제정기의 문화 창작과비평 1968.3

김현 마르그리트 뒤라스 대한일보 1968.3.5

김현 다시 한번 ‘참여론’을 현대문학 1968.4

김병익 앙팡 모랄리스뜨-젊은 작가의 정신자세 사상계 1968.5

김치수 문학의 기능과 비평의 자세 사상계 1968.5

김현 <총독의 소리>와 <강> 현대문학 1968.5

김현 한국문학의 전통-한국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형성 1968.5

김현 참여의 한계 대학신문 1968.5.20

김현 <난중일기>와 <배교도> 현대문학 1968.6

김현 <좌담>현대문학방담 형성 1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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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 <창작과비평> 2년 반 창작과비평 1968.6

백낙청 서정의 성장과 극복-시인 김수영의 시적 유산 한국일보 1968.6.25

김현 <좌담>상반기를 보내며 경향신문 1968.6.28

김주연 시에서의 참여의 문제 사계 1968.7

김현 고은의 상상적 세계 사계 1968.7

김현 구조주의의 확산(2) 사상계 1968.7

백낙청 <좌담>근대소설, 전통, 참여문학 신동아 1968.7

염무웅 7월의 작단-소설 경향신문 1968.7.17

김병익 창작의 자유와 압력 동아일보 1968.7.20

백낙청 김수영의 시 세계 현대문학 1968.8

A.하우저(

염무웅 역)
영국의 사회소설 창작과비평 1968.9

김주연 카프카 논쟁 40년 대학신문 1968.9.2

김현 20대 문학은 ‘사기 문학’인가 신아일보 1968.9.5

김치수 30대의 역사성, 20대의 일상성 중앙일보 1968.9.10

김주연 60년대의 시인의식-소시민의식과 낭만주의의 가능성 사상계 1968.10

백낙청 한글전용과 문화생활 대학신문 1968.10.2

김현 주간지 시비-사보지 말아야 한다 대학신문 1968.10.7

김현 내일에 대한 새로운 의욕 주간조선 1968.10.27

김현 소비문화의 환상-오도되고 있는 성의 문학 세대 1968.11

김현 젊은 시인들의 정신적 방황과 그 표현 월간문학 1968.11

김현 샤마니즘의 극복 현대문학 1968.11

염무웅 베스트셀러 망국론 월간중앙 1968.11

김병익 제시된 두 개의 가능성 대학신문 1968.11.18

김치수 <설국> 번역판의 범람과 일본 문학 수용의 문제점 경향신문 1968.11.27

김주연
시에서의 한국적 허무주의-청록파 이후 시인에서 본

관념의 허무와 그 지양
사상계 1968.12

김주연 서정주의의 蹈襲과 변모 월간문학 1968.12

김치수 작가와 반항의 한계 사상계 1968.12

김현 1968년의 작가상황 사상계 1968.12

김현 40년대 시인론-40년대 문학론 월간문학 1968.12

김현 이어령 씨의 <한국과 한국인>을 읽고 경향신문 1968.12.9

김현 具體詩로서의 이상 시 공간 1969.1

김현 무협소설은 왜 읽히는가 세대 1969.1

김병익 자유와 현실 68문학 1969.1

김주연 깨어진 거울의 혼란 68문학 1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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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수 한국소설의 과제 68문학 1969.1

김현 한국 비평의 가능성 68문학 1969.1

김현
여성주의의 승리-한국 신문학 초기의 상징주의에

관하여
현대문학 1969.1

염무웅 집착과 변모 68문학 1969.1

염무웅 한국과 한국인 대학신문 1969.1.1

김주연 새 시대 문학의 성립-인식의 출발로서의 60년대 아세아 1969.2

김주연 <좌담>한글문화의 시대가 온다 현대문학 1969.2

김치수 문체의 특징-한국소설 문체의 세 전형 월간문학 1969.2

백낙청 <좌담>한국을 찾는 대화-한국적인 것의 모색 아세아 1969.2

염무웅 19세기 소설과 20세기 소설의 비교-소재의 비교 월간문학 1969.2

김현 한국 문학과 한국 종교 크리스찬 헤럴드 1969.2.15

김현 한국시의 이해(1) 문화비평 1969.3

김현 세대교체의 진정한 의미-문화 엘리트 교체론 세대 1969.3

김현 한국개화기문학인-육당과 춘원의 경우 아세아 1969.3

김현 시와 정직함 월간문학 1969.3

A.하우저(

염무웅 역)
인상주의 창작과비평 1969.3

김주연 오늘의 작가상황-현실과 방법론의 융화 대학신문 1969.3.10

김주연 프란츠 카프카 월간문학 1969.4

김주연 시의 현실과 모체 현대시학 1969.4

김현 <대담>한국의 세대 아세아 1969.4

김현 두 편의 시 읽기 월간문학 1969.4

백낙청 죠세프 콘래드 월간문학 1969.4

김치수 소시민 의식의 자각 대학신문 1969.4.7

염무웅 반지성의 唱歌-선우휘씨의 현실과 지식인 을 읽고 대학신문 1969.4.7

김병익 오늘의 젊은 그들(1) 동아일보 1969.4.14

김병익 오늘의 젊은 그들(2) 동아일보 1969.4.15

백낙청
작중 인물 연구-디킨즈, 자신의 가장 절실한 체험의

산물
대학신문 1969.4.15

김병익 오늘의 젊은 그들(완)-영원한 4월 동아일보 1969.4.19

김현 토속성과 세계성 대학신문 1969.4.21

염무웅 한국문학의 유산과 전통 대학신문 1969.4.21

김현
분화 안 된 사고의 흔적-서기원씨의 전후문학의

옹호 를 논박한다
서울신문 1969.5.6

김현
오히려 그의 문학작품을-서기원씨의 대변인들이 준

약간의 실망 의 실망
서울신문 1969.5.29

김치수 세태소설, 기타 월간문학 1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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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수 60년대 한국 소설의 성과-反俗主義로서의 소시민의식 형성 1969.6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비평 1969.6

김주연
계승의 문학적 의식-소시민의식 파악이 갖는 방법론적

의미
월간문학 1969.8

김현 <신문학사조사> 백철 저 세대 1969.8

김현 상반기 시의 문제점 월간문학 1969.8

김주연 시와 시론-동인지 시대(<사계> 편) 아세아 1969.9

김현 <假睡>의 문제점 월간문학 1969.9

김치수 6.25동란을 취재한 작품 월간문학 1969.10

김현 무협소설은 왜 읽히는가-허무주의의 부정적 표출 세대 1969.10

김현 톨스토이주의의 범람-최근의 시평에 대하여 시인 1969.10

김현
여성주의의 승리-한국 신문학 초기의 상징주의에

관하여
현대문학 1969.10

김병익 受授에서 자기개발로 문화비평 1969.12

김병익 60년대 문학의 위치 사상계 1969.12

김치수
백낙청의 <시민문학론>과 문학의 사회참여-자유의

나무는 시민의 손으로 심어지는가
세대 1969.12

김현 왜 시를 쓰는가 사상계 1969.12

김현 <회상의 숲> 박이도 저 현대시학 1969.10

염무웅 서정주와 송욱의 경우 시인 1969.12

염무웅 육탄으로 속물주의 극복-한국 69년의 문단 경향신문 1969.12.30

김현 한국적 해학의 특성 서라벌문학 1970

김치수 <소시민>의 의미-69년 작단의 문제작 월간문학 1970.1

김현 새로운 기운의 태동-69년도 시단평 월간문학 1970.1

염무웅 족제비 기타 월간문학 1970.2

김병익 청년 문화의 태동 동아일보 1970.2.19

김현 글은 왜 쓰는가 예술계 1970.3

김현 소설은 왜 쓰는가-나에 대한 비판에 대한 대답으로서 월간문학 1970.3

김현 한국문학의 가능성 창작과비평 1970.3

김현 전통의 문제점 중앙일보 1970.3.20

염무웅 3월의 시단 동아일보 1970.3.23

김치수 가치관의 변천 중앙일보 1970.3.27

김병익 한국사학의 문제점 문화비평 1970.4

김현 <좌담>4.19혁명과 한국문학 사상계 1970.4

김현 여러 편의 시 읽기 월간문학 1970.4

김현 식물적 상상력의 개발-김춘수론 현대시학 1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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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70년대 한국문학의 전망 대학신문 1970.4.13

김병익 4.19와 문화 동아일보 1970.4.18

염무웅 4월의 시단 동아일보 1970.4.27

김병익 청년문화론-거부에서 접속, 조화로 신여상 1970.5

김병익 문학의 정치수용 월간문학 1970.5

김현 <바다의 무덤>에 대하여 월간문학 1970.5

김치수 초연과 애정으로 본 인간관계 중앙일보 1970.5.1

염무웅 5월의 시단 동아일보 1970.5.30

김병익 한국의 지적 풍토(1)-그 정치적 예속성 문화비평 1970.6

김병익 막힌 사회 속의 자기 확인 월간문학 1970.6

김현 새로운 시 형태의 가능성 월간문학 1970.6

염무웅 문학의 교육-김동리 <무녀도> 월간문학 1970.6

김치수 삶의 어려움 여러 형태로 중앙일보 1970.6.18

김병익 ‘피해’서 ‘창조’ 문학으로 동아일보 1970.6.25

염무웅 6월의 시단 동아일보 1970.6.30

김병익 사회과학과 문학 월간문학 1970.7

김현 문학과 기호학 월간문학 1970.7

김치수 풍속의 비애와 상식의 전시 중앙일보 1970.7.17

염무웅 위조와 차용의 극복 동아일보 1970.7.23

김병익 세계작가서울대회 총결산 새교육 1970.8

김치수 잃어버린 시간의 문제 월간문학 1970.8

염무웅 8월의 시단 동아일보 1970.8.19

김병익 젊은이의 영토 다리 1970.9

김병익 정치와 소설-<어떤 파리>에 발단하여 문학과지성 1970.9

김치수 풍속의 변천 문학과지성 1970.9

김현 한국소설의 가능성-리얼리즘론 별견 문학과지성 1970.9

김현 요나 콤플렉스의 한 표현-박상륭의 <남도>에 대하여 신상 1970.9

Roland

Barthes(

김현 역)

작가와 지성인 문학과지성 1970.9

김병익,

김치수,

김현

창간호를 내면서 문학과지성 1970.9

염무웅 농촌현실과 오늘의 문학 창작과비평 1970.9

김치수 이달의 소설 동아일보 1970.9.14

김현 강준식 <증세>, 최인호 <모범 동화> 대학신문 19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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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민족문학, 그 문자와 언어-민족문학논의 월간문학 1970.10

김현 윤리와 현실 감각 사이 대한일보 1970.10.3

염무웅 이문구 <암소>, 이주홍 <산장의 시인> 대학신문 1970.10.19

김치수 10월의 소설 동아일보 1970.10.21

김병익 한국의 지적 풍토(2)-그 문화적 예속성 문화비평 1970.11

김병익 ‘병신’과 ‘머저리’ 월간문학 1970.11

염무웅 한용운의 인간과 시 독서신문 1970.11.8

김현 한계 상황의 인식 대한일보 1970.11.17

김치수 이달의 소설 동아일보 1970.11.18

김현 세 편의 소설 대학신문 1970.11.26

김병익 ‘작은 시작’의 의미-<빼앗긴 이름> 문학과지성 1970.12

Robert A.

Nisbet(김

병익 역)

권위의 몰락 문학과지성 1970.12

김치수 관조자의 세계-이호철론 문학과지성 1970.12

김치수 말로 그 인간의 의미 신상 1970.12

김치수 새 얼굴에 거는 기대 월간문학 1970.12

김현 신화적 인물의 시적 변용-처용의 의미 문학과지성 1970.12

김현 한국 현대시의 여러 모험 월간문학 1970.12

염무웅 조태일 시집 <식칼론> 월간문학 1970.12

염무웅
리얼리즘의 심화시대-한국문학은 왜 날로 리얼리즘의

내면을 파고드나
월간중앙 1970.12

김현 광신의 현실 파악 대한일보 1970.12.2

김현 염상섭과 발자크 향연 1971

김병익 불신사회진단-기능주의를 통한 휴머니즘 다리 1971.1

김병익 개인의식의 확산 월간문학 1971.1

김병익 작가와 행동 대학신문 1971.1.1

김병익 과제 ’71 (2)문학 동아일보 1971.1.13

김현 풍속과 이념의 괴리 현상 대한일보 1971.1.14

김현 바람의 현상학-방법적 사랑의 의미 월간문학 1971.2

김현 심적 공허와 환상적 현실 대한일보 1971.2.9

김치수 이달의 소설 동아일보 1971.2.22

김병익 신문기자가 본 한국출판계-자승자박의 결과 출판문화 1971.3

Richard

Brinkman

n(김주연

역)

리얼리즘의 개념-19세기 독일소설문학을 중심으로 문학과지성 1971.3

김치수 상황과 문체-농촌소설의 경우 문학과지성 1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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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미쉘 뷔또르에게 현대문학 1971.3

김현 미쉘 뷔또르에게(2) 월간문학 1971.3

염무웅 농촌현실과 오늘의 문학-박경수 작 <동토>에 관련하여 경화 1971.3

염무웅 시와 대상의 문제 월간문학 1971.3

염무웅 <창작과비평> 창간 5주년을 맞이하여 창작과비평 1971.3

김현 전제 없는 상징, 지식인의 허약성 대한일보 1971.3.11

김치수 최인훈 <소설가 구보 씨의 하루> 대학신문 1971.3.15

김현 농민 문학의 반성 대학신문 1971.3.29

김현 시와 상투형 월간문학 1971.4

염무웅 님이 침묵하는 시대 나라사랑 1971.4

김현 서구인은 죽었는가 독서신문 1971.4.18

김현 소재 확대, 사회 측면 해부 대한일보 1971.4.20

김현 시인과 시적 대상 월간문학 1971.5

김병익,

김현
<심포지움>문화 분야의 양극화 기독교방송 1971.5

염무웅 한국 交人의 생태와 병리 월간중앙 1971.5

김현 자멸과 회의와 찬탄 대한일보 1971.5.11

김현
역사소설의 문제점들-권력 압력에 대한 우회적

저항방법
대학신문 1971.5.17

김치수 박시정-미국인 통해 우리의 역사적 불행을 표현 대학신문 1971.5.24

김병익 지성과 반지성 문학과지성 1971.6

김병익 6.25 작품 속의 여인상 여성동아 1971.6

김병익 磁器와 土器 월간문학 1971.6~7

김현 테로리즘의 문학-50년대 문학소고 문학과지성 1971.6

김현
시간 속에 매몰된 사랑-마르그릿뜨 히라스의 <모레나토

킨타발레> 소고
신상 1971.6

김현 소리와 죽음 월간문학 1971.6~7

김현,

염무웅
신춘문예선외소설심사후기 세대 1971.6

김현 ‘강요된 침묵’에의 항변 대한일보 1971.6.9

김현 반지성적 풍조와 지성론 조선일보 1971.6.9

김현 관심의 외야 지대, 문학 대한일보 1971.7.3

김치수 모순의 현실 그려 양극화 고발 중앙일보 1971.7.14

김병익 고전 국역의 현황 자유교양 1971.8

김현 문학과 사회-<묵시>, <소문의 벽> 대학신문 1971.8.6

김치수 분단의 비극과 실향민의 망향 중앙일보 1971.8.19

김병익 왜 글을 못 쓰는가?-이청준과 박태순의 경우 문학과지성 1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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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익 대중문화를 비판한다 여성동아 1971.9

김병익 피해의 病原 월간문학 1971.9

김치수 지식인의 망명-<회색인>, <서유기>를 중심으로 문학과지성 1971.9

김현 식민지 시대의 문학-염상섭과 채만식 문학과지성 1971.9

염무웅 민족적 전통의 확립 문제 세계 1971.9

염무웅 올바른 근대문학은 농촌에서 태어나는 것 대학신문 1971.9.20

김병익 가중되는 일본문화의 공해 다리 1971.10

염무웅 黃色紙 문명의 우상화-한국의 언론은 살아있나 창조 1971.10

김현,

김주연
<좌담>한국근대문학의 기점 대학신문 1971.10.11

염무웅
근대문학의 의미-근대문학은 역사적 완성 향한 투쟁의

형태
대학신문 1971.10.11

김치수 농촌소설은 가능한가-1970년대의 문학적 상황 지성 1971.11

김현 지식인과 권력-중세지성과 권력 지성 1971.11

김병익 이달의 소설 대학신문 1971.11.22

김주연 문학사와 문학비평-한국문학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학과지성 1971.12

김주연 역사비판론과 시민문학론-문학비평방법론의 반성 지성 1971.12

김현 詩欄의 제상황 월간문학 1971.12

염무웅 문학인은 무얼 했나 월간중앙 1971.12

김현 부조리에 대한 의미 부여 동아일보 1971.12.1

김병익 문화계 ’71 결산과 숙제 (2) 문학 동아일보 1971.12.7

김치수 삶의 기질을 캐는 작업 중앙일보 1971.12.17

김주연
문학비평종합론은 가능한가-諸분석주의론의 허실과

정신발견
지성 1972.1

김현 이달의 소설 중앙일보 1972.1.25

김치수 지식인과 권력-식민지시대의 지성 지성 1972.2

김현 현실의 모순 제시하는 소설 중앙일보 1972.2.22

김병익 한의 세계와 비극-<夜壺>와 <장한몽> 문학과지성 1972.3

김병익 지식인과 권력-열린 시대의 지성과 무지향성 지성 1972.3

김주연 문화의 회의, 반성 월간문학 1972.3

김치수 상황과 개인-신상웅의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과지성 1972.3

김치수 채만식의 <탁류>와 <태평천하> 신상 1972.3

김현 플로트와 사건의 추이 월간문학 1972.3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1) 문학과지성 1972.3

염무웅
민족문학, 이 어둠 속의 행진-민족문학을 위협하는

모든 도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월간중앙 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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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현실과 작가의 함수관계 중앙일보 1972.3.18

김병익 전통 대학신문 1972.3.20

김현 산문시 소고 대학신문 1972.3.27

김주연 박목월의 근작시 5편 월간문학 1972.4

김치수 <나나> 단상 향연 1972.4

김주연 한국문학의 제문제-사조의 혼란 대학신문 1972.4.3

김현 소설평 중앙일보 1972.4.13

김병익 삶의 몇 가지 형태 월간문학 1972.5

김주연 3인 시집 <평균율2> 월간문학 1972.5

김현 지식인과 권력-문화접변시의 문학인 지성 1972.5

김현 한국문학의 제문제-자유연애론과 해외유학열 대학신문 1972.5.1

김현 현실의 압력 이겨낸 지적 노력 중앙일보 1972.5.10

김병익 한국문학의 제문제-시대 반영으로서의 문학 대학신문 1972.5.29

김병익 닫힌 사회의 열등 콤플렉스 월간문학 1972.6

김주연
근대문학기점논의의 문제점-미리 제기되어야 할 문제

많다
세대 1972.6

김주연 <좌담>지식인과 권력-한국지성의 구조적 특성 지성 1972.6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2) 문학과지성 1972.6

김치수 한국문학에 나타난 여인상 이화 1972.6

김현 민족문학, 그 문자와 언어 상황 1972.6

김현 미조네이즘과 여성편향-광태연구 지성 1972.6

김현
한국 현대시에 대한 세 가지 질문-<평균율> 동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 1972.6

김현 문학적 탐구 영역의 확장 중앙일보 1972.6.12

김병익 위기에 대한 감수성 월간문학 1972.7

김주연 스티븐 스펜더 세대 1972.7

김주연 현대 예술의 이해 학원 1972.7

염무웅 서구적 근대와 민족문학 다리 1972.7

김병익
수혜국지식인의 자기인식 - 조해일의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문학과지성 1972.9

데오도,

아도르노(김

주연 역)

앙가쥬망 문학과지성 1972.9

김치수
한국소설은 어디에 와 있는가-최인호와 황석영을

중심으로
문학과지성 1972.9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3) 문학과지성 1972.9

김병익 리얼리즘의 기법과 정신 문학사상 1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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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오규원의 변모 월간문학 1972.10

염무웅 리얼리즘의 역사성과 현실성 문학사상 1972.10

김현 전환기의 문학 동아일보 1972.10.28

김치수 동인의 유미주의와 리얼리즘 재고-동인문학의 주제론 문학사상 1972.11

김현 李生珍씨에 대하여 월간문학 1972.11

김현 여성문학성 변모 현대여성 1972.11

김병익 광기와 야성 대화 1972.12

존

서얼(김병

익 역)

촘스키의 언어학 혁명 문학과지성 1972.12

김주연
비평의 감성과 체계-<김환태 전집>, <문학 연구의

방법>
문학과지성 1972.12

김치수 채만식의 유고 문학과지성 1972.12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4) 문학과지성 1972.12

염무웅 만해 한용운론 창작과비평 1972.12

김병익 한국문화와 외래어 자유공론 1973.1

김주연 한국문학은 이상주의인가 세대 1973.1

김주연 시인이란 무엇인가 심상 1973.1

김현 현대 프랑스 비평의 여러 양상 심상 1973.1

김현 박순녀의 소설세계 현대여성 1973.1

김주연 여류 지식인 현대여성 1973.2

김현 초월과 고문-한 소설가의 세계인식에 대하여 문학사상 1973.2

김현 글을 왜 쓰는가 현대여성 1973.2

김현 올해 신춘문예 시 부문 자기 세계를 외면 동아일보 1973.2.8

김병익
작가의식과 현실-<馬鹿列傳>, <수난이대>, <무너진

극장>, <낮에 나온 반달>, <정처>
문학과지성 1973.3

김병익 비극과 번민-서정인의 작품세계 문학사상 1973.3

김주연 역사와 문학-이병주의 <변명>이 뜻하는 것 문학과지성 1973.3

김주연 현실주의의 한 승화-한국현대문학의 재정리, 염상섭 편 문학사상 1973.3

마르크

블로크(김치

수 역)

역사에 대한 변명 문학과지성 1973.3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5) 문학과지성 1973.3

김현 르 클레지오 한국일보 1973.3.7

김현 세르쥬 두브로스키 著, 왜 신비평인가 대학신문 1973.3.19

김주연 출판물을 통한 일어의 수용자세-일본어, 일본서 출판문화 1973.4

염무웅 만해 사상의 윤곽 서울신문 197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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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익 문단 반세기 (1)~(65) 동아일보
1973.4.14~7.

19

김주연 문학 속의 4.19 대학신문 1973.4.16

김현 한국에 있어서 문학연구의 과제 부대신문 1973.4.16

김병익 한국문화단체의 비문화성-문협이사장선거를 계기로 신동아 1973.5

김병익 만해 한용운 동아일보 1973.5.3

김현 풍자 대학신문 1973.5.7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6) 문학과지성 1973.6

백낙청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창작과비평 1973.6

염무웅 반 사회적 대학신문 1973.6.11

김현 건강한 시점이 아쉽다 서울신문 1973.6.22

백낙청
<좌담>시인과 현실-신경림시집 <농무>의 세계와

한국시의 방향
신동아 1973.7

김주연 이달의 소설 동아일보 1973.7.18

김현 詩作의 세 가지 경향 부산일보 1973.7.25

김현 비평방법의 반성-실증주의, 교조주의 비평에 대한 비판 문학사상 1973.8

염무웅 청산됐나, 식민지문학 월간중앙 1973.8

김주연 이달의 소설 동아일보 1973.8.20

김현 폭력과 굴욕의 도식 서울신문 1973.8.20

김병익 과거의 언어와 미래의 언어-조해일의 근작들 문학과지성 1973.9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7) 문학과지성 1973.9

백낙청 문화연구의 자세와 민족문학 월간중앙 1973.9

염무웅 근대시 이해의 기초문제-한국근대시사론 창작과비평 1973.9

김병익 폐쇄상황 속 “이야기가 없다” 동아일보 1973.9.3

김주연 이달의 소설 동아일보 1973.9.15

김현 관습적 사고에서의 탈피 부산일보 1973.9.16

김병익 한국과 일본-일본문학의 영향 대학신문 1973.9.17

김현 울음과 억압된 말 부산일보 1973.9.25

김주연 시인이란 무엇인가 심상 1973.10

염무웅 서구적 근대와 민족문학 다리 1973.10

김병익 작가와 상황 심상 1973.11

김주연 젊음, 그 아픈 세대-그늘진 자학 여성동아 1973.11

김주연 문제작을 찾아서 월간문학 1973.11

김현 문학의 이해 한국문학 1973.11

염무웅 역사라는 운명극-박경리 저 <토지> 신동아 19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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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시평 중앙일보 1973.11.7

김주연 이달의 소설 동아일보 1973.11.14

김병익 작가의 의식과 독자의 기대-73년의 문제작 문학사상 1973.12

김병익 자연에의 친화와 귀의 한국문학 1973.12

김주연 순응과 탈출-박완서의 근작 2편 문학과지성 1973.12

김주연 물질지상주의에의 도전(소설) 월간문학 1973.12

김현 일탈과 콤플렉스에서의 해방-광태연구 현대문학 1973.12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완) 문학과지성 1973.12

백낙청
시와 민중언어-워즈워즈의 <서정담시집> 서문을

중심으로
세대 1973.12

A.하우저(

백낙청 역)
세기전환기의 정신적 상황 창작과비평 1973.12

김현 산문시와 쉬운 시 서울평론 1973.12.2

김현 시평 중앙일보 1973.12.5

김주연 그 작품 그 작가-폐쇄사회, 인정주의, 이데올로기 서울평론 1973.12.16

염무웅 최근의 신진작가들 서울평론 1973.12.16

김병익 ’73 문화계 결산(2)-문학 동아일보 1973.12.17

김병익 절박한 세태 반증 쏟아진 저항작품 동아일보 1973.12.21

염무웅 植民地文學遺産の淸算 アジア公論 1974.1

김현 획일주의에의 반성과 자성 국제신보 1974.1.5

김현 달관, 관조에 담긴 자아 중앙일보 1974.1.19

김현 훈련과 극복 서울평론 1974.1.24

김주연 그 작품 그 작가-도시문화·소시민에의 반란 서울평론 1974.1.31

김주연
변증법과 마르크시즘-헬무트 자이페르트의 〈학문의

이론> 소개
한국문학 1974.2

김치수 <한국문단사>, 김병익 저 심상 1974.2

김현 시와 시인을 찾아서-김춘수 편 심상 1974.2

백낙청 변두리 현실의 문학적 탐구 한국문학 1974.2

김현 시평 중앙일보 1974.2.13

김주연 생명의 신비와 불멸의 믿음-김동리 저 <까치소리> 서울평론 1974.2.14

김주연 시는 정신의 돌인가-박두진 저 <수석열전> 서울평론 1974.2.28

김병익
60년대 의식의 편차-<심야의 정담>, <어둠의 혼>,

<정든 땅 언덕 위>, <타인의 방>
문학과지성 1974.3

김병익 삶의 두 태도 한국문학 1974.3

김병익 문학비평태도에 대한 반성 현대문학 1974.3

자이페르트,

헬무트(김주
변증법과 마르크시즘 한국문학 1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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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역)

김현 좌절과 인간적 삶 문학과지성 1974.3

김현 시와 시인을 찾아서-박재삼 편 심상 1974.3

김병익 솔제니친의 추방과 내외 반향 신동아 1974.4

김병익 노년소설, 침묵 끝의 소설 한국문학 1974.4

김현 문학이론의 이해 기원 1974.4

김현 시와 시인을 찾아서-박성룡 편 심상 1974.4

염무웅 카르샤 로르카의 생애와 문학 대학신문 1974.4.1

염무웅 4월의 소설 경향신문 1974.4.6

김병익
굳어지는 ‘70년대 체질’, 신진작가들을 중심으로 본

의식의 변화
동아일보 1974.4.8

김주연
한국문학사의 제문제-문학과 역사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서울평론 1974.4.18

김병익 소설에서의 이야기의 확대와 의미 월간문학 1974.5

김병익 사회적 관찰과 문학적 상징 한국문학 1974.5

김현 시와 시인을 찾아서-김수영 편 심상 1974.5

김주연 황석영 작 <객지>-소설 속의 상황 서울평론 1974.5.9

김주연 한국문화는 서민문화다-리처드 러트와의 고별 대화 서울평론 1974.5.16

김병익 삶의 치열성과 언어의 완벽성-조선작의 경우 문학과지성 1974.6

김병익 糞便의 언어, 그리고… 한국문학 1974.6

김병익 시대상의 발견과 한의 재현-유현종의 <들풀> 현대문학 1974.6

김주연 상업문명 속 소외와 복귀-최인호 소설의 의미 세대 1974.6

김주연
한국문학사의 제 문제-문학과 역사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한국문학 1974.6

김현 시와 시인을 찾아서-전봉건 편 심상 1974.6

백낙청 방영웅의 단편들 책소식 1974.6

염무웅 문예발전을 저해하는 것-문화풍토를 재점검한다 월간중앙 1974.6

염무웅 30년대 문학론-식민지 문학의 전개과정 한국문학 1974.6

김주연 조해일 창작집 <아메리카>-에피그램인가 톨스토이인가 서울평론 1974.6.13

김병익 땅을 잃어버린 시대의 언어-김유정의 문학사적 위치 문학사상 1974.7

김주연 문명화의 안팎-70년대 신진 소설가의 세계 문학사상 1974.7

김현 시와 시인을 찾아서-김종삼 편 심상 1974.7

김현
문학사의 방법과 그 반성-<한국문학사> 비판에 대한

대답
한국문학 1974.7

백낙청 민족문학 이념의 신전개 월간중앙 1974.7

김주연 김현승 시 전집-퓨리턴의 주관과 靜觀 서울평론 1974.7.4

김병익 누구를 위한 출판인가 여성동아 1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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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시와 시인을 찾아서-고은 편 심상 1974.8

김현 대자연과 인간의 싸움 국제신문 1974.8.17

김주연 사회변동과 풍자-김주영 소설의 문제제기 문학과지성 1974.9

김주연 후진국의 문학-문학사 논의와 관련하여 한국문학 1974.9

김현 허무, 그 바다에서의 부상-한국문학의 이해와 반성 문학사상 1974.9

김현 성찰과 반성-김용직 저 <한국문학의 비평적 성찰> 신동아 1974.9

김현 시와 시인을 찾아서-황동규 편 심상 1974.9

김현 고은 시집 <문의 마을에 가서>를 읽고 한국문학 1974.9

염무웅 식민지시대 문학의 인식 신동아 1974.9

염무웅 이문구 소설집 <해벽> 창작과비평 1974.9

염무웅 시를 위하여 책소식 1974.9

김현 결단과 선택의 윤리적 문제 국제신문 1974.9.6

백낙청 소설평 중앙일보 1974.9.11

염무웅 작중 인물 연구-<인간 단지>의 우중신 대학신문 1974.9.16

백낙청 서로 배우는 대학 조선일보 1974.9.21

김현 시와 시인을 찾아서-정현종 편 심상 1974.10

백낙청 <좌담>리얼리즘과 민족문학 월간중앙 1974.10

백낙청 민족성 조선일보 1974.10.3

백낙청 한국문학과 시민의식 독서신문 1974.10.6

김현 공업기술사회와 후진국 문학 서울평론 1974.10.10

백낙청 공과 사 조선일보 1974.10.10

백낙청 수신제가 조선일보 1974.10.17

백낙청 걸어다니는 화폐 조선일보 1974.10.24

염무웅
신예 기수가 보는 새 문화 좌표-문학, 알맹이 없는

성장
경향신문 1974.10.30

백낙청 퓨즈의 용도 조선일보 1974.10.31

김병익 청년문화와 매스컴 신문평론 1974.11

김주연 울음의 문체와 직접화법-최서해의 문체론 문학사상 1974.11

김주연 70년대 작가의 시점-최인호 저 <타인의 방> 외 신동아 1974.11

백낙청 사회현실과 작가의식-변동기의 작가의식과 당면과제 세대 1974.11

김현 인간의 종교와 문화 서울평론 1974.11.14

김주연 최근의 한국시에 대한 소감 심상 1974.12

염무웅
사회적 현실과 작가의 책임-74년의 문학과 문단에

관련하여
세대 1974.12

김현 몰락인가 변모인가 서울평론 1974.12.26

김현 1974년의 프랑스 문학상 서울신문 197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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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바슐라르의 원형 개념에 대한 연구(1) 불어불문학 연구 1975

김병익 一세대의 의미-해방 30년의 문학 검토 한국문학 1975.1

염무웅 한용운-근대를 만든 주역들 월간중앙 1975.1

김주연 치열함과 안이함-신춘문예 당선 소설을 읽고 서울평론 1975.1.23

김현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그 싸움 서울평론 1975.1.30

김병익 한국 지식인의 상황적 과제 대화 1975.2

김병익 <좌담>작가와 현실-70년대 작가군의 문학현실론 세대 1975.2

김주연 신문소설의 혁명 월간중앙 1975.2

김현 성은 어디까지 해방될 수 있는가 서울평론 1975.2.20

김병익 근작 정치소설의 이해 문학과지성 1975.3

김주연
한 시인의 일생에 대하여-<김광섭시전집> <모윤숙

시전집>
문학과지성 1975.3

백낙청 민족문학의 현단계 창작과비평 1975.3

김현 가스통 바슐라르를 찾아서 서울평론 1975.3.6

김병익 문화의식과 예술창조-한국사회의 진단과 전망 대화 1975.4

김주연 정치적 패배와 인간 보상-이병주 작 <예낭 풍물지> 서울평론 1975.4.10

김현 인간의 고향을 찾아서 서울평론 1975.4.17

백낙청 민족문학을 통해 본 기다림의 참뜻 씨알의 소리 1975.5

김현 만화도 예술인가 서울평론 1975.5.8

김주연 작가의 체험과 자유-박경리 작 <단층> 서울평론 1975.5.15

김병익 글의 작가적 책임 한국문학 1975.7

김주연 시문학사 개관 한국문학 1975.8

김치수 변화하는 풍속 서울평론 1975.8.28

김병익 사회변화와 풍속적 고찰-최일남의 작품들 문학과지성 1975.9

김현 시의 언어는 과연 사물인가-싸르트르의 언어관 비판 문학과지성 1975.9

김현
아르빠공의 절망과 탄식-프랑스 유학길에서 본 서양과

자아
세대 1975.9

A.하우저(

백낙청 역)
선사시대의 예술과 그 사회적 조건 창작과비평 1975.9

염무웅 8.15직후의 한국문학 창작과비평 1975.9

김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도전 서강타임스 1975.9.24

김현 자연과 도덕적 화해 경향신문 1975.9.30

김병익 6.25 콤플렉스와 그 극복-홍성원의 소설 <육이오> 문학과지성 1975.12

김현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1) 문학과지성 1975.12

김현 바슐라르의 원형 개념에 대한 연구(2) 불어불문학 연구 1976

백낙청 예술의 민주화와 인간회복의 길 월간중앙 1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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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무웅
일제하의 지식인의 고뇌-개화와 자주의 試鍊史를

재평가한다
월간중앙 1976.1

김주연 애정의 확대와 선택-<한국문학의 의식> 문학과지성 1976.3

김현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2) 문학과지성 1976.3

백낙청,

염무웅
창간 10주년 기념 좌담회-<창비> 10年, 회고와 반성 창작과비평 1976.3

김현 문학과 철학적 사고-작가의 세계관의 필요성 대학신문 1976.3.29

김병익 나의 지적 고백 현대인 1976.4

김주연 문학과 사회학 문학사상 1976.4

김현 고통스런 압지의 이미지-김문수 저 <성흔> 독서생활 1976.4

김현 관습에서의 탈출과 좌절-홍성원 저 <주말여행> 독서생활 1976.4

김현 연애소설과 도덕주의 뿌리깊은 나무 1976.4

김현 인신의 고뇌와 방황, 이루어짐 도식 현대문학 1976.4

염무웅 日帝下韓國知識人の苦惱 アジア公論 1976.4

김주연 문학과 역사-문학사를 중심으로 대학신문 1976.5.31

김병익 동화와 동의-<강>, <청동의 뱀> 문학과지성 1976.6

김주연 지식인의 행동-최인훈의 <광장> 한국문학 1976.6

김현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3) 문학과지성 1976.6

김현 세계인식의 변모와 의미 한국문학 1976.6

백낙청 분단시대 문학의 사상 씨알의 소리 1976.6

염무웅 시와 행동 나라사랑 1976.6

김현 <김원일과의 대담> 중앙일보 1976.6.22

김병익 순수문학과 그 역사성-황순원의 최근의 작업 한국문학 1976.7

김주연 한국인의 휴머니즘-<탈>, 황순원 저 신동아 1976.7

김현 문학세계의 다양화-프랑스 문학 한국문학 1976.7

김병익
<토지> 제2부 펴낸 박경리 여사-갈등의 세계, 혹은

인간과 삶의 대하
독서생활 1976.8

김주연 <장길산>, 황석영 저 한국문학 1976.8

김주연 사회와 인간-이청준 <당신들의 천국>을 중심으로 문학과지성 1976.9

김현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4) 문학과지성 1976.9

김현 긍정과 고문 뿌리깊은 나무 1976.9

김현
<좌담>민중과 리얼리즘 문학-<토지>와 <장길산>을

중심으로
신동아 1976.9

백낙청 <좌담>민족, 세계 그리고 문학 세계의문학 1976.9

백낙청 <좌담>민족의 역사, 그 반성과 전망 창작과비평 1976.9

김현 <총독의 소리 4>와 <안개의 둑> 조선일보 197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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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폴 발레리 대학신문 1976.9.27

김병익 중편구조와 단편구조 한국문학 1976.10

김병익 활자문명의 미래 현대인 1976.10

김현 반사회에 대한 증오감 조선일보 1976.10.23

김병익 삶의 실상과 의식의 각성 한국문학 1976.11

김현
자유와 사랑의 실천적 화해-이청준의 장편 <당신들의

천국>이 보여주는 문제
세대 1976.11

염무웅 50년대 시의 비평적 개관 대화 1976.11

김현 소년기의 시대적 절망감 조선일보 1976.11.27

김현 1976년의 문화계 대학신문 1976.11.29

김병익 아이러니 그 세계와 방법 한국문학 1976.12

김병익
현실과 시니시즘-김주영 소설집 <여름사냥>, 조선작

소설집 <외야에서>
창작과비평 1976.12

김치수 분석비평 서론 문학과지성 1976.12

김치수 누보로망에 있어서의 현실 세계의문학 1976.12

김현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5) 문학과지성 1976.12

염무웅 김수영론 창작과비평 1976.12

김현 창작집 붐과 작가 정신 서울신문 1976.12.25

김현 바슐라르와 마르쿠제의 두 문단의 설명 불어불문학연구 1977

염무웅 오늘의 시와 전통시의 맥락 건대문화 1977.1

염무웅 근대문학과 항일정신 씨알의소리 1977.1

김현 최인호 씨의 중편소설 <두레박을 올려라>, <개미의 탑> 경향신문 1977.1.31

김현 조세희의 병신소설 한국문학 1977.2

김병익 난장이 혹은 소외 집단의 언어-조세희의 근작들 문학과지성 1977.3

김주연 최근의 한국시를 비판한다 심상 1977.3

김치수 문예진흥원 원고료 지원 시책의 문제, 현실분석과 정론 세대 1977.3

김치수 사건과 관계-윤흥길 소설집 <황혼의 집> 창작과비평 1977.3

김현 한글운동의 문학적 의미 나라사랑 1977.3

김현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6) 문학과지성 1977.3

김현 고통의 정치학 한국문학 1977.3

염무웅 노작가의 향수-<망명시인>, <황혼> 문학과지성 1977.3

염무웅 <좌담>한국시의 반성과 문제점 창작과비평 1977.3

김치수,

염무웅
<좌담>비인간화 시대와 문학의 역할 대화 1977.3

김현 김용직 저 <한국 근대문학의 사적 이해> 대학신문 19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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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중예술은 존재하는가 대학신문 1977.3.14

김현 서정인의 단편소설 <나들이>, <귤> 경향신문 1977.3.30

김현 물질적 경험과 관념적 경험 한국문학 1977.4

김병익 한국 신문 기자론 대학신문 1977.4.22

김주연 문화와 소외 대학신문 1977.4.25

김주연 시적 자아의 문제 한국문학 1977.5

김치수 문학의 사조와 반사조 문학사상 1977.5

김치수 열화당 刊 <현대작가신작선집> 신동아 1977.5

염무웅 재고되어야 할 문예진흥정책 월간중앙 1977.5

염무웅 송기원 씨 단편소설 <월행> 경향신문 1977.5.30

김병익 雄渾한 선비작가 안수길 교육춘추 1977.6

김병익 불화의 세계와 그 인식-윤흥길의 작품세계 문학과지성 1977.6

김병익 <토지>의 세계와 갈등의 진상 한국문학 1977.6

김주연 오규원의 최근 시 한국문학 1977.6

김치수
융합되지 못한 삶-<칠법전서> <오늘 부는 바람>

<날개소리>
문학과지성 1977.6

김현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완) 문학과지성 1977.6

김현 환상과 현실 뿌리깊은 나무 1977.6

백낙청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민족문학론의 창조적 지평 창작과비평 1977.6

염무웅
사회적 허위에 대한 인생론적 출발-박완서 저

<휘청거리는 오후>
세계의문학 1977.6

염무웅 한 아동문학가의 저서 월간중앙 1977.6

김병익 한국소설과 기독교 대화 1977.7

김병익 일요작가의 꽁트-아마츄어 소설은 가능한가 세대 1977.7

김주연 두 노시인을 읽으며 한국문학 1977.7

김현 문화의 코미디 뿌리깊은 나무 1977.7

백낙청 민족문학과 인권사상 기독교사상 1977.7

백낙청 민족을 위한 복음을-한국 가톨릭에 바란다 사목 1977.7

염무웅 황명걸 씨의 근작 한국문학 1977.7

김현 끝나지 않은 싸움 뿌리깊은 나무 1977.8

염무웅 신진들의 활약 한국문학 1977.8

김병익 왜 글을 쓰는가-박태순과 이청준의 경우 문학과지성 1977.9

김주연 시와 아이러니-오규원의 근작과 관련하여 문학과지성 1977.9

김주연
자연과 인간의 관계 기타-김종길 저 <하회에서>,

박성룡 저 <동백꽃>, 김경수 저 <이 상투를 보라>
세계의문학 1977.9

김현 한국 문학 연구의 수준-<궁핍한 시대의 시인>, <한국 문학과지성 1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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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이론>

김현 공해소설의 문제 뿌리깊은 나무 1977.9

백낙청 <좌담>분단시대의 민족문화 창작과비평 1977.9

염무웅 시대의 낙인 한국문학 1977.9

김병익 70년대 신문소설의 문화적 의미 신문연구 1977.10

김현 최인훈 전집에 대하여 뿌리깊은 나무 1977.11

김주연 서구적 방법론 도입은 오히려 장려할 일 중앙일보 1977.11.4

김병익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계간지의 비대인가 중앙일보 1977.11.7

김치수 작가의 지적활동과 작품에의 반영 중앙일보 1977.11.25

김치수 문학과 문학사회학 문학과지성 1977.12

김현 작가의 작품과 상 뿌리깊은 나무 1977.12

염무웅 <좌담>농촌소설과 농민생활 창작과비평 1977.12

김병익 비극의 각성과 수용-김원일의 <노을> 현대문학 1978.1

백낙청 문화의 대중성과 예술성 연세춘추 1978.1.2

김병익 진지한 내성, 진실한 예술-문학 대학신문 1978.1.9

김현 어둠 속의 밝음 뿌리깊은 나무 1978.2

김주연 두 개의 고정관념, 문화의식의 결핍 문예진흥 1978.3

김치수 문학상에 대한 이념적 불신 문예중앙 1978.3

김치수
소설에 대한 두 질문-<예언자>,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문학과지성 1978.3

김현 숨김과 드러남의 변증법-정희성의 두 편의 시에 대하여 문학과지성 1978.3

김현 전상국의 소설 뿌리깊은 나무 1978.3

김현 불과 우주-송욱의 상상적 세계 세계의문학 1978.3

백낙청 <대담>한국기독교와 민족현실 창작과비평 1978.3

염무웅 신춘대담 문예중앙 1978.3

염무웅
최근소설의 경향과 전망-77년의 작품·작품집을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1978.3

김현 우상화와 선입견의 죄 문학사상 1978.4

김현 대중문화의 새로운 인식 뿌리깊은 나무 1978.4

김현 고통의 시 뿌리깊은 나무 1978.5

김현 대중문화 속의 한국문학 세대 1978.5

김병익 혼란과 허위, 광기의 한 양상-전상국의 소설들 문학과지성 1978.6

김주연
대상과 시적 자아-<투창>, <우리나라 사과>,

<빈자일기>
문학과지성 1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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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scourses of Literary Criticism in the Quarterly Changbi and 
Literature and Intelligence, 1966-1980

     Defining the period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Quarterly Changbi (Changjak-kwa 
Bipyong; henceforth Changbi) and of Literature and Intelligence (Moonhak-kwa Jisung; henceforth 
Moonji) in 1966 and 1970, respectively, to the forced discontinuation of the two magazines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1980 as the age of quarterlies,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critical discourses in quarterlies during this era. The age of quarterlies is 
significant as a decisive era that established the framework of subsequent South Korean literature 
and was characteriz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open literary system or editor-critics in terms of 
media history, consciousness and praxis of literature’s epochal responsibilities and criticism’s 
heightened position in terms of literary history, and a shift to extrinsic literary criticism and an 
active search for methodologies in terms of critical history.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age 
of quarterlies with a focus on actual critical writing by critics who led this period, or their 
critical praxis.
     Criticism in the age of quarterlies can be understood as the transitional development of the 
two critical discourses of the belles-lettres/engagement debate (theory of engagement), which 
continued through the 1960s, and the theory of tradition, which had developed steadily since the 
1950s and was preparing for new trend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Korean studies following 
the April 19 Revolution (1960). Critics participating in quarterlies established, as the tasks facing 
the theory of participation, rejecting the exhaustiveness of the belles-lettres/engagement debate and 
newly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society through an exploration of extrinsic 
literary theory. In addition, rejecting both the theory of the severance of tradition and the 
retrospective theory of tradition, which were the two directions of the existing theory of tradition, 
and critics established as the goal of the theory of tradition the task of creating logic for the 
continuity of the tradition of Korean literature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two trends among 
scholars of Korean history, or the so-called “theory of intrinsic development,” which displayed 
logic of Korean modernity, and the fruits of nationalistic historiography to the field of literature. 
Consequently, the significance of criticism in the age of quarterlies can be found in the 
full-fledged development of the agendas of “engagement” and “cultural decolonization” raised 
amidst trends among intellectual circles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In the end, what the age of quarterlies or the so-called group of critics affiliated with 
quarterlies sought to realize can be seen as the establishment of the unique logic of “modern 
literature” in the sense of “modern literature” as defined by Karatani Kojin, or as literature of the 
“nation,” which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community by mediating 
individual subjectivity and social autonomy. This was why Jean-Paul Sartre’s “theory of 
engagement literature,” which problemat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writ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community, became a major issue in criticism during this period and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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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ritics focused on the issue of the autonomy of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o the 
extent even of writing literary histories themselves. The coexistence of the two quarterlies, which 
had been contrasted in terms of the formulas of “nationalism/plebeianism vs. liberalism” and 
“realism vs. modernism,” in fact can be understood as the division of labor for the 
accomplishment of such a common goal. Criticism from this era has continued to wield influence 
ever since also because it grappled with the immense task of establishing a logical framework for 
“modern literature” in South Korea and its autonomy. Although Karatani Kojin has defined 
“modern literature” in South Korea as the “literature of the 1980s,” that decade actually saw a 
reduction in the role of literature and the domination of the discursive arena by theories in the 
social sciences instead. Consequently, the period, when the field of literature assumed the role of 
a resistant discourse to a considerable degree due to the ruthless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and 
critics notably concentrated their capacity in order to perform that role through activities such as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literary system of quarterlies, can be viewed above all as one of 
“modern literature.”
     In addition, the age of quarterlies can be acknowledged as a unique era and criticism from 
this period deserve attention above all because of their search for methodologies. Going beyond 
intrinsic literary criticism, which centered on literary works, critics participating in quarterlies 
steadfastly examined Sartre and other extrinsic critical theory, which sought to recover the circuit 
of literary communication of “writers-works-readers,” and this culminated in a search for the 
theory of popular literature, in keeping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popularization. In addition, 
because of their frequently pointed out human composition, or a concentration of scholars of 
foreign literatures, critics affiliated with quarterlies admittedly were placed under certain influence 
from Western theory. Nevertheless, these critics’ methodological contributions cannot be explained 
with influence from and the reception of particular Western theorists such as Sartre alone. 
Influenced by post-structuralist theory and the quarterly Tel Quel, the critics constructed their 
critical logic through critical inquiry as epistemological severance and intervention (Moonji) and 
dialogic reactions to them (Changbi). Such methods of inquiry were based on Foucauldian 
“archeology” and “genealogy” (for example, if “How is it possible to speak of engagement in 
South Korean literature now?” is an archeological inquiry, “How has the tradition of Korean 
literature been constructed? What has been included and what has been excluded in that process?” 
is a genealogical inquiry. See Section 1.2, and Chapter 2.).
     Chapter 2 of the present study mainly reexamines criticism from 1966-1970, an era when 
Changbi was established and coexisted with literary coterie magazines that can be seen as 
precursors of Moonji and the tasks facing criticism in quarterlies were established. During this 
period, critics who led quarterlies declared the epochal mission of literature and the new position 
of criticism and established discursive tasks. As for tasks related to the theory of engagement, 
communication with readers, which can be viewed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recovering 
literature’s social functions, changes to the cultural structur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vidual, which is a fundamental condition for engagement, and critical efforts for them were 
established. As for tasks related to the theory of tradition, transcendence of cultural colon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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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examination of discussions on the existing theory of tradition or literary history were 
established. In addition, in order to resolve such critical tasks, references were made to the 
methodologies of the traditionalism of critics who called for a reexamination of English literature, 
especially Leavisism, (Changbi) and of Foucauldian cultural archeology (Moonji).
     Chapter 3 analyzes the critical writing of critics affiliated with quarterlies during 1971-1975, 
a period of theoretical debates wh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Moonji, critical dialogue with 
Changbi became more active. Critics affiliated with quarterlies engaged in multifaceted ways in 
follow-up discussions on the theory of engagement during this era, too, and this was interlocked 
with the issue of embracing Sartre’s theory of engagement literature. In the process of adopting 
and overcoming Sartre’s theory, critics affiliated with quarterlies engaged in discussions on the 
position of writers and methods for engagement. In searching for intensive logic of engagement, 
Changbi referred to Georg Lukács and deepened the theory of realism while Moonji introduced 
Roland Barthes’s theory. This process interlock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ealism debate 
among critics as well. The period also saw active discussions on literary history. At this time, 
Changbi’s theory of literary history exhibited a nationalistic view of history, and Moonji focused 
on the task of elucidating the continuity of tradition through debates on the description in 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in which Kim Hyoun, the critic of Moonji had participated as a 
co-author, and its merits and demerits.
     Chapter 4 examines the development of criticism in quarterlies from 1976, a period of the 
establishment of critical perspectives when the hitherto searched-for critical logic became more 
concrete, to 1980, when the two quarterlies were forced to cease publication. The hitherto 
developed theory on the positions of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writers and readers newly 
became a discourse as the theory of popular literature, which specifically explored what was 
plebeian or popular. This theory of popular literature was in turn linked to the task of 
establishing the future direction of South Korean literature in a technological-industrial society or 
a mass consumption society as grasped by critics at the time, thus developing into a 
comprehensive view of criticism. In addition, efforts were made to overcome the label of 
“literature of a backward nation” and to transform the position, role, and autonomy of South 
Korean literature in the world critically into logic. As a part of such endeavors, Changbi’s theory 
of Third World literature developed in earnest in the sphere of the theory of tradition, and Kim 
Hyoun’s attempts to write literary history led to the volume The Position of Korean Literature, a 
singlehanded work.

Keywords: Quarterlies, era of quarterlies, literary criticism, modern literature, Quarterly 
Changbi, Literature and Intelligence, Paik Nak-chung, Kim Hyoun, engagement literature, 
literary tradition, popular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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