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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단 그 새로운 지표  

                            

사범 학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구 인 환

 

문학은 원하지만 문단은 계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텍스트로 전파된 문학은 독자의 손에 

의해 그 의미가 다성적으로 정리되고 문학성이 부여되지만, 문단은 문학인의 집합적 조직으로 

총체적인 단위성으로 시스템화한다. 문학은 작가 개인적인 창조이지만 문단은 문인의 집단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종합체이다. 물론 작가 경향에 의해 유파가 이루어지고 사조를 이루지만, 

문단은 그 이념이나 유파에 의해 문예운동의 중추를 이루어 오히려 문인을 압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단의 정립과 정체성에 의한 문학의 발전과 그 전파, 그리고 생활을 위한 역동적인 

중심축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문단이 정체성을 일탈하여 이기적 집단이 

되거나 품격을 훼손하는 혼미를 가져 올 때는 문단답지 못하고 보기 흉한 집단으로 그 위상이 

추락한다. 작금의 문인단체(협회) 문예지, 문예운동과 사업 등 문단의 상황은 일탈과 변형으로 

정체성을 훼손하고 이기적 사적 활동의 무 가 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갈등을 이루고 있다. 

그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이의(異議)를 할 수밖에 없다.   

한국문단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단이 과연 지식정보사회에서 어떤 위상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문단답게 그 위상을 정립하여 한국문학의 문학 공간을 형성하여 그 본래의 중추적 

소임을 다하고 문화적 유 를 이루고 있는가. 만 명이 넘는 문인이 어떻게 문단에 동참할 

수 있고. 또 격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신인다운 신인을 배출하고, 그 향기가 

높고 품위가 있는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는가. 문단이 무인과과의 수평성을 일탈하여 수직적으로 

군림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작가수업을 치열하게 하는 신인을 등단시켜야 하고, 남발되거나 파당지지 

않은 문학상을 수여해야 하며, 수직적으로 패권화되는 지도부가 함량 미달이 아닌 개방적이고 

적재인재가 추 되어야 하며, 문예지가 신인장사와 문학상 장사를 하지 말아야 하고, 문단이 

독서 운동을 하여 문학을 생활화해야 한다. 작가는 작품으로 말하고 문단은 품위 있는 봉사로 

서야 한다.  

문인은 시민이면서도 보통 시민으로 그치지 않는다. 문인은 치열한 작가의식에 의한, 인생의 

존재를 해명하고 사회의식으로 통찰하고 고발하며 그날을 위한 삶의 지표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문학의 생활화에 의한 문학적 문화를 고양해야 한다. 

한국문단이 정화되어 품격 있고 문화의 선두에서 문학의 진흥과 생활화로 100년 한국문학의 

새로운 비상을 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