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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1970년대 문학 계간지 『문학과지성』(이하 『문

지』)의 이론적 기반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당대의 문학 장 속에서 어

떠한 문학적 실천으로 이어졌는지 밝히는 것이다. 본고는 『문지』가 문

학주의 혹은 언어의 미적 자율성을 일관적으로 옹호했다고 보는 시각이, 

『문지』의 이론적 뿌리를 프랑스 구조주의로 환원하는 오류에 근거한다

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시각은 1970년대 문학 장을 『창작과비평』 

대 『문지』 혹은 정치성 대 문학성으로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문

지』가 여러 필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길항하는 역동적인 장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한다. 따라서 본고는 『문지』의 이론적 토대가 단지 

프랑스 구조주의라는 단일한 요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프랑크푸

르트학파 이론 및 문학사회학 등 여러 이론적 입장과 상호작용하였다는 

사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문지』의 고유한 미학적 

기준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형성된 문학관이 1970년대 중후반의 

소설비평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지』의 외국이론 

수용에는 1970년대 비평가들의 고유한 사상적·문학적 지향 및 한국문학

에 대한 문제의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를 복원하는 것은 1970년대 

문학의 실체와 그 문학사적 의의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고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고의 2장에서는 1970년대 문학 장 속에서 『문지』가 외

국이론, 그 중에서도 서유럽의 이론을 수용한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한

다. 1970년대 신진 비평가들은 1950-60년대에 월간지를 중심으로 권력화

된 기성문단이 주관적인 인상비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극복방

안으로써 외국의 문학이론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있었던 『문

지』 역시 「창간호를 내면서」부터 한국사회 및 한국문학의 병폐로 

‘패배주의’와 ‘샤머니즘’을 제시하며 문학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과 

분석을 가능케 하는 외국이론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때 『문지』

에게 있어 ‘외국’이란, 당대에 물질적인 풍요와 소비문화라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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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렴되었던 미국과 달리 정신적 고향이자 비판적 이성(理性)의 현현

으로 여겨졌던 서유럽이었다. 서구지성사에서 프랑스의 구조주의와 독일

의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은 거의 교류를 맺은 바 없이 각각 발전해왔지

만, 『문지』는 한국사회와 한국문학을 객관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문

제의식과 그 극복방안으로 여겨진 비판적 이성에 대한 지향 아래 두 이

론을 동시기에 수용했던 것이다. 

  3장에서는 『문지』에서 구조주의가 문학비평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문학연구의 과학화 및 근대화담론으로서 수용되었으며, 이것이 

1972-1973년에 연재되었던 김윤식, 김현의 「한국문학사」(7-14호)를 통

해 근대문학사 서술이라는 문학적 실천으로 이어졌음을 밝혔다. 『문

지』에 제출된 구조주의 관련 텍스트들은 초기에는 롤랑 바르트를 통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197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구조주의가 사조가 아닌 방법론으로서 수용되

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다. 그러나 『문지』에서 구조주의는 문학비평의 

형태로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그 까닭은 구조주의가 문학연구를 객관적

인 과학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기획, 그리고 당대의 근대화담론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문지』의 구조주의 수용은 내재적 

발전론과 함께 문학사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1970년대의 분위기와 조우

하여, 김윤식과 김현의 「한국문학사」로 결산되었다. 「한국문학사」는 

루시앙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라는 방법론을 통해 한국만의 개별적

인 근대문학사를 서술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주변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골드만의 구조주의는 『문지』가 한국근대문학이라는 개념을 1970년대식

으로 설정하기 위한 일종의 조주(助走)였던 셈이다. 본고는 이를 통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언어화해야 한다는 『문지』의 고유한 미학적 

기준이 태동했다는 점 또한 밝히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에 대한 『문지』의 관심이 마르크시

즘적인 사회비판 혹은 당대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적인 인식에서 비롯하

였다기보다는 한국문학의 위상을 성찰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하였다는 점

에서 『문지』가 구조주의를 수용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가설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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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자 한다. 또한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 수용을 통해 정리된 ‘문

학’의 정의 및 외연이 1970년대의 구체적인 문학작품에 대한 현장비평

으로 이어졌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산업사회와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인문사회학계 전반에 고조되면서 『문지』도 프

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때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필진들이 비교적 뚜렷한 합의점에 이르고 있는 것과 달

리 대중사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대중문화가 

『문지』의 촉수를 건드리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대중문화는 산업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한국문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고찰하게 하

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김현의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

표」(22-28호)로 이어졌다. 이 글은 참여문학과 대중문학이라는 두 영역

과 비판적 거리를 둠으로써‘사회의 억압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문학’을 ‘진짜’문학으로 새롭게 정의한다. 문학이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억압을 반성케 해야 한다는 입장은 1970년대 후반 김병익, 김치수, 

오생근 등의 비평가들이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인 문학을 고

평하는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문학 장에서도 통용되는 

비평적 기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주요어 : 『문학과지성』, 서유럽 이론, 구조주의, 프랑크푸르트학파, 문

학사회학, 롤랑 바르트, 루시앙 골드만, 테오도르 아도르노, 「한국문학

사」, 산업사회, 대중문학, 1970년대 문학 장

학  번 : 2014-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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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본고의 목적은 1970년대 문학계간지 『문학과지성』(이하 『문지』) 

(1970.9.-1980.7.)의 문학론을 뒷받침한 이론적 기반을 살펴보고 그것이 

당대의 맥락 속에서 어떠한 문학적 실천으로 나아갔는지 이해하는 데 있

다.

  1970년대의 문학과 비평을 이해하고자 할 때 쉽게 제출되는 시각은 이 

시기 문학 장을 당대에 커다란 문학적 조류를 형성한 두 문예지인『문

지』와 『창작과비평』(이하 『창비』)의 대립 구도 속에서 파악하는 관

점이다.1) 두 문예지가 당대의 문학담론과 비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970년대 문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 문학계간지가 

유효한 단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당대 문학 장의 지

형을 ‘정치주의 대 문학주의’ 혹은 ‘리얼리즘 대 모더니즘’이라는 

익숙한 구도로 쉽게 환원하여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발표된 개별 문학작품들의 다양한 목소리

를 1960년대의 순수문학 대 참여문학이라는 구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

도록 만든다는 점에서도 재고를 요한다. 또한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도는 

1970년대 문학 장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문지』의 후신으로서 1980년

대에 새롭게 문학담론을 형성해나가고자 한 『문학과사회』 동인 혹은

1) 『문지』를 『창비』와의 대립구도 속에서 이해하는 시도들은 1970년대 문학에 대한 
초기 연구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황국
명, 『비평과 형식의 사회학 : 황국명 평론집』, 서울:지평, 1988; 전상기, 「1960, 70
년대 한국문학비평 연구-『문학과지성』, 『창작과비평』의 분화를 중심으로」, 성균
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하상일, 「전후비평의 타자화와 폐쇄적 권력지향성 – 
1960-70년대 ‘문학과지성’ 에콜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집』36, 한국문학회, 
2004; 하상일, 「김현의 비평과 『문학과지성』의 형성과정」, 『비평문학』27, 한국
비평문학회, 2007; 이현석, 「4.19혁명과 60년대 말 문학담론에 나타난 비-정치의 감
각과 논리-소시민 논쟁과 리얼리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35, 한
국현대문학회, 2011; 서은주, 「1970년대 문학사회학의 담론지형」, 『현대문학의연
구』4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이현석, 「근대화론과 1970년대 문학사 서술」, 『한
국현대문학연구』47, 한국현대문학회,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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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진영의 사후적인 재편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2)

  이 같은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1970년대 비평계가 공유하고 

있었던 공통감각에 주목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다.3) 그러나 『문지』

와 『창비』의 공통감각을 추출해내고자 하는 기존 연구들조차 『문지』

를 내적인 균열이 없는 단일한 대상으로 해석한다는 사실은 지적할 만하

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문지』는 김현이라는 한 비평가의 논의로 손

쉽게 수렴되는데, 이는 1970년대 문단을 ‘김현 대 백낙청’이라는 두 

비평가의 대립 구도로 언제든 단순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4) 또한 이

러한 관점은 『문지』가 다양한 필진들이 모여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최근에 김병익이 한 대담에

서 회고했듯5), 『문지』의 편집동인들6)은 매번 회의를 거쳐 잡지의 목차

2) 손유경, 「후진국에서 문학하기 : 세대교체기의 『문학과 지성』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문학회학술발표회자료집8, 2014. 

3) 이러한 경향은 2010년대 들어 1970년대 문학비평 연구에서 주도적인 흐름을 형성해왔
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김성환, 「1960-70년대 계간지의 형성과정과 특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김건우, 「국학, 국문학, 국사학과 세
계사적 보편성 : 1970년대 비평의 한 기원」, 『한국현대문학연구』36, 한국현대문학
회, 2012; 박지영, 「1960년대 <창작과비평>과 번역의 문화사- 4.19/한글세대 비평/번
역가의 등장과 ‘혁명’의 기획」, 『한국문학연구』4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 손유경, 위의 글; 송은영, 「1970년대 후반 한국 대중사회 담론의 지형과 행
방」, 『현대문학의연구』5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박수현, 『망탈리테의 구속 혹
은 1970년대 문학의 모태』, 소명출판, 2014; 송은영, 「『문학과지성』의 초기 행보
와 민족주의 비판」, 『상허학보』43, 상허학회, 2015; 안서현, 「계간지 시대 비평 담
론 연구 –1966~1980년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4) 『문지』를 단일한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우, 『문지』와 『창비』의 이분법을 극복하
고자 하는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지』의 문학관을 언어의 자율성, 문학적 
상상력, 개인주의, 세대론적 대타의식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익숙한 관점으로 회귀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5) “우리 경우는 네 사람이 1인 1표제로 공평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재수록부터 
필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선택하지 않는 전원합의제로. 
그 만큼 거기에는 이념이나 문학에 대한 생각이 비슷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정이라
든가 인간적인 요소도 상당히 작용했다는 생각이 들고(...)”(김병익·염무웅 대담,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을 말한다」, 서은주·김영선·신주백 공편, 『권력
과 학술장 : 1960년대~1980년대 초반』, 혜안, 2014, 365쪽.)

6) 1970년 창간호의 편집동인은 김현, 김치수, 김병익 세 사람이었으나 6호(1971년 겨울
호)부터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김주연이 편집동인으로 참여
해 소위 4K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이후 27호(1977년 봄호)부터는 1970년대 초에 이미 
비평가로 등단하였던 오생근과 김종철이 합류하여 여섯 명의 편집동인 체제로 확장된
다. 기존의 편집동인들에 비해 젊은 비평가 두 명을 영입한 것에 대해 해당 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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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고 필자를 섭외하는 등 공유된 편집 방향 및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삼아 『문지』에 내재된 다

양성과 모순에 주목하지 않는 것은 『문지』를 온전하게 해명하기 어렵

게 만든다. 또한『문지』의 편집동인들 사이에도 문학관을 두고 이견이 

존재하였으며7) 『문지』는 김현을 비롯하여 4K라 불리는 편집동인 외에

도 여러 필진들의 다양한 입장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장이었다는 사

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8) 『문지』의 리얼리티를 살펴보기 위해

서는 『문지』를 단순히 ‘에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문지』 내

부의 입체적인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문지』를 

1970년대의 문학 장과 다성적이고 풍부하게 접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지』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살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본고의 

주안점은 『문지』의 이론적 기반이었던 외국이론의 의미이다. 편집동인 

김현, 김치수, 김주연, 김병익 중 세 명이 외국문학전공자로 구성된 『문

지』에 있어 외국의 문학이론은 세계를 바라보는 주요한 창구이자 뚜렷

한 공동기반이었다.9) 따라서 『문지』의 고유한 문학관을 파악하고자 할 

때 그 배경에 어떠한 외국이론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는지 살피는 것은 

번 호를 내면서」는 “우리의 나태에 대한 각성”이자 “열려진 문화에로의 나아감을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초창기부터『문지』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은 김현, 김치수, 김주연, 김병익 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고는 이들 네 명
을 『문지』의 주요한 편집동인으로 간주한다. 

7) 대표적으로 『문지』의 편집동인인 김현과 김주연은 1973년에 문학사 서술을 둘러싸
고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김주연, 「<근대>문학기점론의 문제점」, 『세대』, 1976.6. 
참조.) 

8) 비슷한 시각에서 윤지관은 『문지』의 편집동인을 가리키는 ‘4.19세대’나 ‘한글세
대’라는 정의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한다. “말하자
면 1960년대를 한글세대로 일반화하는 김현 식의 구도를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는 격
이며, 그 때문에 4.19의 해석을 두고 ‘한글세대’ 내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간극의 
의미를 읽을 수 없게 된다.”(윤지관, 「세상의 길: 4.19세대 문학론의 심층」, 최원
식·임규찬 편,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262쪽 참조.)

9) 1960-70년대에 고등교육의 전문성과 서구학문의 수입이 대학교육의 주요 과제로 설정
되면서, 외국문학 전공자들은 번역 활동을 포함한 서구이론 수용을 대대적으로 담당
하였으며 앞선 세대와 달리 서구의 문학이론을 보다 전문적으로 소개, 번역 및 비평
하는 동시에 이를 자신들의 고유한 세대론적 자신감으로 삼고 있었다. (박연희, 
「1960년대 외국문학 전공자 그룹과 김현 비평」, 『국제어문』40, 국제어문학회,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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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문지』의 외국이론 수용에 관한 논의는 드

문 실정이다.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씩 축적되고 있는 연구들 가운데 

『문지』의 핵심적 비평가인 김현이 수용한 외국이론을 다룬 것으로 한

래희와 김항의 연구에 주목해볼 수 있다. 한래희는 지속적인 김현 연구

를 통해 아도르노, 바슐라르, 마르쿠제, 푸코 등 서구 이론가들이 김현의 

문학론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를 조명해왔다.10) 그에 따르면 김현이 

‘공감의 비평론’을 개진했던 바탕에는 예술의 사회비판적 기능에 대한 

아도르노의 통찰 및 바슐라르 문학이론이 맞닿아있었으며, 폭력과 욕망

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1980년대의 김현 문학론에는 지라르와 마르

쿠제의 영향이 짙게 배어있었다. 한편 김항은 푸코의 문학론이 광주 사

태의 폭력과 억압을 겪은 이후 김현이 비평적 전회를 이루게 된 맥락을 

가로지르고 있음을 밝혔다.11) 한래희와 김항의 연구는 김현 문학론에 접

근하는 데 있어 외국이론과의 상호작용을 살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

게 환기한다는 점에서 본고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김현의 생애 

전반에 걸친 특정 학자들의 영향을 중심으로 김현 개인의 비평적 정체성

을 재구하고 있는 까닭에, 1970년대 『문지』가 수용한 외국이론의 전반

적인 양상을 아우르지는 못한다. 

  안서현과 서은주의 연구는 김현 개인이 아닌 『문지』의 외국이론 수

10) 한래희, 「김현 비평에서의 미와 숭고의 변증법」, 『우리문학연구』28, 우리문학회, 
2009; 한래희, 「김현 비평 연구: 독서 행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한래희, 「김현 비평에 나타난 ‘비평의 유형학’의 변화와 그 함의」, 『한국
학연구』3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한래희, 「김현 비평에서 “공감의 비
평”론과 “현실 부정의 힘으로서의 문학”론의 상관성 연구 -아도르노 미학과의 관
련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5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한래희, 「김현 
비평의 아도르노 미학 수용 양상 연구」, 『비교한국학』2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한래희, 「김현의 마르쿠제 수용과 기억의 문제」, 『한국학연구』37, 인하대학교 한
국학연구소, 2015; 한래희, 「김현의 지라르 이론 수용과 폭력 비판」, 『현대문학의 
연구』5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한래희, 「폭력의 시대와 문학이 할 수 있는 것 -
김현의 『말들의 풍경』의 구성과 비평적 경향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
구』5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한래희, 「김현 후기 비평과 고백의 형식」, 『한국
문학과 예술』21,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7.

11) 김항, 「푸코를 읽는 김현―비평의 전회와 실존의 곤혹」, 『민족문학사연구』59, 민

족문학사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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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본고의 주제와 더욱 밀접한 연관을 가진

다. 안서현은 『문지』와 『창비』가 문학 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1970년대를 ‘계간지 시대’라 명명하고 두 계간지에서 활동한 비평가들

이 비평적 실천 방식을 모색하는 데 참조한 서구 이론들을 폭넓게 탐색

한다. 그는 『창비』가 사르트르와 루카치의 이론을 통해 리얼리즘 이론

의 심화를 보여주었다면 『문지』는 바르트의 이론을 경유하여 문학적 

참여의 방법론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두 계간지가 외국의 문

학이론을 발판 삼아 한국의 지성사적 과제를 주체적으로 돌파하고자 했

음을 강조한다.12) 이 연구는 바르트를 중심으로 프랑스 구조주의가 『문

지』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문지』에 짙은 영향을 미친 프랑크푸르트학

파와 1970년대 초반부터 『문지』가 문학관을 형성하는 데 중심이 된 구

조주의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구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될 여지를 남긴다.

  한편 서은주는 『문지』의 이론적 배경을 한국의 1970년대 담론장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했던 문학사회학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는 『문지』가 문학사회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까닭

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심이 아니라 결국 문학주의를 지향하는 구조주

의에 대한 옹호에서 비롯하였으며, 이것이 1970년대 문학 장에서 오히려 

문학과 사회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13) 서은주의 관점

은 『문지』의 이론적 기반을 외국이론과의 직접적인 수용 관계에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사회학이라는 당대 한국사회의 지적인 배경과

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고의 문제의식을 설정하는 

데 착안점이 되었다. 그러나 구조주의에 대한 『문지』의 이론적 탐구를 

문학의 미적 자율성 옹호라는 기획으로 축소한다는 점, 그리고 문학사회

학에 대한 『문지』의 관심 역시 이렇게 축소된 구조주의의 의미에 한정

하여 해석한다는 점은 당대 한국사회와 한국문학에 대한 『문지』의 문

제의식 및 『문지』내부의 다양한 이론적 줄기들을 보다 세심하게 독해

12) 안서현, 앞의 글.
13) 서은주,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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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고가 『문지』 내부의 다양한 이론적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도달하고

자 하는 지점은 기존 논의에서 문학주의 혹은 언어의 미적 자율성 옹호

로 간추려지곤 했던 『문지』의 문학관을 새롭게 비추어보는 것이다. 이

는 물론 문학주의 혹은 언어의 미적 자율성 옹호가 그 자체로서 비판이

나 거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1970년대 문

학 장에서 제출된 여러 비평적 입장들 가운데 『문지』가 비교적 문학주

의를 고수하려는 편에 속했으며 언어의 미적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추구

한 문학작품들의 산실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否定)을 의미하

지도 않는다. 다만 그러한 면들만을 부각하였을 때 사상될 우려가 있는 

『문지』의 문학관의 고유한 지점 혹은 간과될 수 있는 입체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살려보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오히려 『문지』가 

견지했던 문학주의 혹은 언어의 미적 자율성 역시 더욱 선명해질 것이

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문지』라는 단일한 ‘에콜’이 일관적으로 문학

주의 혹은 언어의 미적 자율성을 옹호했다고 보는 시각이 『문지』의 이

론적 배경을 프랑스 구조주의로 환원하는 오류에 근거한다는 사실14)에 

주목한다. 구조주의의 언어관이 곧바로 문학주의 혹은 언어의 미적 자율

성 옹호로 해석되곤 하는 까닭이다.15) 그러나 『문지』의 이론적 뿌리가 

14) 『문지』가 폐간된 이후 그 명맥을 잇는 『문학과사회』 동인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들이 대표적이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정과리, 『문학, 존재의 변증법』, 문학과지
성사, 1985; 홍정선, 「70년대 비평의 정신과 80년대 비평의 전개양상-<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을 중심으로」, 『역사적 삶과 비평』, 문학과지성사, 1986; 권오룡·정
과리·성민엽·홍정선 외, 『문학과지성사 30년: 1975-2005』, 문학과지성사, 2005.

15) 대표적으로 김동식은 『문지』가 문학을 “하나의 자율적인 체계”라고 보았을 때 
그 “문학 체계를 추동하는 원동력과 자기 근거”가 “구조주의·러시아 형식주의·
발생론적 구조주의(골드만)·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 이론·문학사회학·상상력 이
론 등으로 대변되는 서구 문학 이론”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동식, 
「4·19세대 비평의 유형학」, 『문학과사회』, 2000.여름, 455쪽.) 이와 비슷하게 권
오룡은 『문지』가 “특유의 날카로운 언어 의식을 자신들의 변별적 특질로 내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구조주의적인 문학관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구조주의와 언어의
식을 연결한다. 그는 문학을 다른 지적 활동과 구별하는 기준으로 ‘언어 사용 방
식’을 내세웠던 바르트의 글이 『문지』 창간호에 실렸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구조주의적인 문학관이“문학을 ‘언어의 질서’로 파악하는 『문지』의 태도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권오룡은 동시에 『문지』가 수용한 구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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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조주의라는 단일한 요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문지』는 내부의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이 길항하는 장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도 이러한 시각을 다르게 볼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문

지』 내부에서 단지 프랑스 구조주의뿐만 아니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

파 및 문학사회학의 수용이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문지』의 고유한 문학관

이 만들어졌으리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외국이론의 수용 양상을 논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은 문학이론이 

그 자체로서 역사적 상대성을 가진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외국의 

문학이론을 그와는 다른 시대적, 사회적 맥락을 가진 한국근대문학에 그

대로 적용하는 대신 이를 수용한 비평가들이 어떠한 맥락과 의도 속에서 

수용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문지』가 여러 외국이론을 수용했

느냐를 따지는 것 못지않게, 이들이 한국사회 및 한국문학과 관련하여 

설정해놓았던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문지』의 문학이론 수용에는 1970년대만의 고유한 사상적, 

문학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복원하는 것은 1970년대 문학의 

실체와 그 문학사적 의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1970년대의 

10년 동안 『문지』에 수록된 소설과 시 중 오늘날에 주요한 문학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작품들이 상당하다는 사실과도 연관된다.16) 이에 

본고는 1970년대 문학에서 커다란 축을 담당했던 『문지』의 비평적 논

리를 구조주의,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 문학사회학과 같은 여러 문학이

론을 통해 재구하고 더불어 이것이 1970년대 문학과 어떻게 호응했는지 

검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970년대 문학 장을 다채롭게 살펴보는 데 기

여하고자 한다.

의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언어학적 구조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데 
역점이 놓여있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본고는 『문지』가 수용한 구조주의의 
본령이 언어학적 구조주의로 축소될 수 없다는 권오룡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그 외
연이 개인의 주체성 확립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와 한국문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확
장되었다고 보고자 한다. (권오룡, 「주체성과 언어의식―『문학과지성』의 인식론」, 
권오룡·정과리·성민엽·홍정선 외 편, 위의 책, 150-159쪽 참조.) 

16) 이는 4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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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연구의 시각

  본고는 1970년 가을에 창간하여 1980년 7월 말에 강제 폐간된17) 『문

지』의 전체 호(1-41호)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

는 『문지』의 외국이론은 구조주의,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 및 문학사

회학 등으로, 본고는 이러한 이론들이 서구에서 태동한 배경 자체보다는 

『문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굴절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문지』의 편집동인 4명, 즉 김현, 김치수, 김주연, 김병익의 

글들뿐만 아니라 1호(1970년 가을호)부터 41호(1980년 가을호)까지 10년 

동안 실렸던 총 851편의 글 전체18)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물론 

『문지』에 게재된 글들은 편집위원들끼리의 토론에 의거하여 선별되었

지만, 일반논문19)에서 문학논문을 제외하고 정치학, 역사학, 언어학 등 

각계의 전문가 및 학자들이 참여하였으며20) 문학 창작 및 서평이라는 창

구도 열려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연구대상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

17) 『문지』는 1980년 7월 말에 41호를 준비하던 중 신군부에 의해 강제 폐간되었다. 
『문학과지성』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성복, 이인성, 정과리는 1982년 5월부터 비
정기 간행물인 『우리 세대의 문학』을 발간하였다. 『우리 세대의 문학』은 5호부터 
제호를 『우리 시대의 문학』으로 변경하여 1987년 6월까지 총 6집을 간행하였다. 마
지막 6집의 편집 동인인 권오룡, 성민엽, 정과리, 진형준, 홍정선은 새로 영입한 임우
기와 함께 1988년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계간지 『문학과사회』
의 창간동인이 되었다.

18) 「이번 호를 내면서」와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은 제외한 숫자이다.

19) 본고는 『문지』에 실린 글들을 크게 일반논문/문학평론/문학작품/서평으로 구분한
다. 일반논문에는 주로 이론적인 내용을 담은 문학, 정치학, 언어학, 역사학, 경제학, 
미학 등에 대한 논문이 해당되고, 문학평론에는 해당 호에 실린 재수록 작품을 중심
으로 동시대에 발표된 한국문학작품에 대한 비평이 해당된다. 김민지(2011)와 같은 선
행연구에서는 일반논문과 문학평론을 합쳐서 ‘문학 기사’로 분류하였지만, 본고는 
문학이론과 현장비평에서 활동하였던 필진들이 다소 다르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하
여 이를 구분한다. 

20) 한 호에 실린 글의 수는 큰 차이 없이 평균 20편이 게재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
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띤다. 일반논문에는 문학, 정치학, 언어학, 역사학, 경제학, 
미학 등에 대한 논문이 해당되는데, 주로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 동안 실
린 총 270편의 일반논문 중에서 문학논문이 94편으로 가장 많고, 그에 못지않게 역사
학 논문이 78개나 달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역사의식과 민족 문제에 관심
을 많이 기울였던 197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
지』 편집동인들과 역사학자들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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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제로 삼아, 본고가 『문지』의 외국이론 수용 양상을 바라보는 시

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지』는 문제의식과 공통감각을 공유한 하나의 매체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구조주의,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 문학사회학을 수용하

였다. 

  이는 프랑스의 구조주의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이 태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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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였던 20세기 초중반 서유럽에서 두 이론은 정작 거의 교류를 맺은 

바 없이 각각의 형태로 발전해온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서구 지성

사의 흐름 속에서 구조주의는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디 소쉬르가 

『일반언어학 강의』(1916)를 출간하면서 태동하여 인류학, 사회학, 문학, 

철학, 심리학 등 20세기 내내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 전개되었으며 이를 

계승, 극복하는 후기구조주의로 이어졌다. 한편,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

의 경우는 1923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막스 호르크하이머가 “사회

연구소(Institut für Sozialforschung)”를 설립한 이래 철학자, 사회이론가, 

문학이론가, 경제학자, 심리분석가 등 다양한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이 참

여하면서 발전되었다. 문학연구로서의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이 특히 

1968년의 학생운동 이후 독일에서 위력을 떨쳤던 반면, 롤랑 바르트, 미

셸 푸코, 자크 데리다를 위시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프랑스의 문

학이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각자 전개되었던 것이다.21) 

  이에 관해서는 푸코가 1978년에 소르본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계몽과 

비판의 관계의 역사적 발전 양상을 설명하면서 독일 철학과 프랑스 철학

의 차이점에 관해 언급했던 것을 참조할 수 있다. 푸코에 따르면, 독일

에서는 학문이 행정 및 국가라는 구조에 소속된 채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성(理性)이 권력 남용에 기여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발달했고 이러한 

전통이 프랑크푸르트학파를 위시한 독일 좌파의 이론으로 이어졌다. 그

러나 이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대혁명 이후 오히려 이성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하였다. 푸코는 “최근 들어” 즉, 그가 이 

같이 발언한 당시인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프랑스의 지적 환경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도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저작들이 읽히

면서 이성과 계몽의 문제가 고찰되고 있다고 말한다.22) 이를 통해 알 수 

21) Andrew Bowie, “Adorno and the Frankfurt School,” Patricia Waugh(Ed.),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An Oxford Guide,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6, p.189. 
그러나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과 후기구조주의를 사회현실에 대한 참여라는 주제로 
묶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아도르노, 칼 슈미트, 자크 데리다, 미셸 푸코를 
정치적 위치에 대한 책임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함께 연구한 Richard Wolin의 연
구(Richard Wolin, The Terms of Cultural Criticism: The Frankfurt School, 
Existentialism, Post-Structuralism,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92.)가 있다.

22) 미셸 푸코, 오트르망·심세광·전혜리 공역, 『비판이란 무엇인가?/자기수양』,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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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실은 『문지』가 구조주의와 프랑크푸르트학파이론을 동시기에 

받아들였던 1970년대에는 서유럽에서조차 두 이론의 소통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시기였다는 점, 따라서 당시 『문지』에서 이루어진 두 이론

의 합류에는 『문지』만의 특수성이 발휘된 결과라는 점이다. 

  『문지』에서 구조주의,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 문학사회학은 각기 

다른 논자들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그 형태도 소박한 소개의 차원에서부

터 번역 및 비판적 논의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론들은 『문지』 편집동인들의 공통감각을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

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일차적으로 『문지』의 편집동인이 잡지의 

목차를 구성하고 필자를 섭외하면서 문학관을 공유하고 있었던 공동체였

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지』가 평론가 개개인의 

비평 활동과는 달리 문예지 발간을 통해 일종의 집단적인 매체이념을 함

께 실천하고 있었다는 사실, 즉 『문지』의 매체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이다. 이때 매체성은 “매체에 수록된 텍스트나 편집방향 등을 통해 드

러나는, 매체 발간 주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다.23) 

매체성은 『문지』에 실린 텍스트들이 개별화되어 정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이론, 평론, 문학작품 등의 다양한 층위에서 서로 상호작용했

다는 역동성에 주목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유용한 개념이다. 물론 『문

지』의 매체이념은 매 호마다 편집동인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는 「이번 호를 내면서」를 통해서 천명되었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문

지』에 실린 텍스트들이 공유되는 담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서로 영향

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변화했다. 이는 비단 같은 

호에 하나의 문학작품과 그에 대한 평론이 동시에 실렸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문지』의 과거 호에 실렸던 글을 직접 언급하거나 간접적으로 

염두에 두는 등의 반응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 54-56쪽 참조.
23) 매체성은 구성원 영입이나 텍스트 실천 등으로 구체화되거나 재생산되며, 문학 장 

안에서의 담론적 참여나 다른 매체와의 상호적 대화를 통하여 변화하는 역동성을 갖
는다. (김준현, 「전후 문학 장의 형성과 문예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5-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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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문지』의 문학이론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문학연구의 방법론

이 아니라 1970년대의 문학 장24) 안에서 역동하는‘담론’으로서 수용되

었다.

  담론(discourse)이란 지식이라고 불리는 언어구성체를 가리키는 말25)로, 

그 자체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산되고 변화하는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모든 사회에는 담론의 생산을 통제하고, 선별하고, 조직

화하고, 재분배하는 과정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담론은 무한히 증식된

다. 담론을 말하는 주체는 특권적인 권리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금지하

고, 분할하고, 배척하거나 진리라고 받아들인다. 이때 담론은 그 주체의 

욕구와 권력에 의해 작동되는 동시에 그 자체로서 권력이 되기도 한

다.26) 문학이론 역시 지식이라고 불리는 언어구성체라는 점에서 담론의 

영역에 속한다고 했을 때, 『문지』가 받아들인 구조주의나 프랑크푸르

트학파이론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거나 고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통제, 선

별, 조직화, 재분배의 과정을 통해 구축되는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문지』 필진의 욕구와 권력과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그것들이 당대의 문학 장 안에서 다른 담론들과 

서로 교차하고, 이웃하고, 배제하고, 무시하는 등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

려 없이는 그러한 이론들이 발화되고 적용된 양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은 그러한 담론이 생산되

었던 상황의 사건적인 특성을 면밀하게 복구하는 것이다.27) 예컨대 구조

24) 본고가 사용하는 문학 장이라는 용어는 부르디외의 ‘문학 장’개념을 전제한다. 문
학 장이란 집단적, 제도적, 사회적 생산물로서의 문학개념을 정초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나 여러 사회집단 혹은 제도들이 문학적 기득권을 선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하
나의 장(場), 하나의 사회적 공간을 뜻한다.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2005 참고.)

25) 담론(discourse)이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학문적인 체계를 
갖춘 언어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오늘날에는 일상적 담화와 문학적, 종교적, 
정치적 언설, 과학적 명제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담론을 일
상적인 담화와 과학적인 언어 중간에 위치하여 지식이라고 불리는 언어구성체라는 의
미에서 사용하는 푸코의 용례를 따른다. (이정우, 「푸코용어해설」, 미셸 푸코, 이정
우 역, 『담론의 질서』, 중원문화, 2012, 164-165쪽 참조.)

26) 위의 책, 13-21쪽.
27) 푸코는 담론들의 조건들과 그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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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론의 경우 『문지』의 필진에 의해 객관적인 문학비평의 방법론

으로서 수용되었다고 여러 차례 주장되었으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

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1950-60년대의 한국문학을 풍미하였던 실존주의

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대의 문학 장 안에서 다른 문예지들과 대별되는 

『문지』만의 정체성을 차별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야 한다. 또한 이러한 수용은 1970년대 국문학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

계 전반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 내재적 발전론 및 근대화 담론과의 영향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문지』의 외국문학이론 수용이 근

대문학사 서술이라는 기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문지』의 외국문학이론을 살펴봄에 있어 1970년대 문학 

장 및 학계 전체의 구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문지』의 문학이론을 

하나의 담론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그것이 당대의 문학 장 안에서 합리적

인 소통과 건설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는 의

의를 가진다.28)

  셋째, 『문지』의 외국 문학이론은 이론이나 담론의 차원뿐만 아니라 

『문지』에 수록된 문학비평 및 문학작품으로 이어지는 문학적‘실천’

까지 고려했을 때 비로소 그 전모가 드러난다. 

  『문지』의 외국 문학이론은 문학텍스트를 비평하는 방법론으로 직접

적으로 활용된 것은 아니나, 『문지』 고유의 문학관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1970년대 문학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큰 영향

을 미쳤다. 반대로 1970년대 당대의 작가들 및 문학작품들에게서 받은 

영향과 이에 대한 감상 및 입장은 『문지』의 비평가들이 특정한 외국 

문학이론을 수용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본고는 그중에

서 1970년대 초중반 『문지』가 일궈낸 문학적 성과인 김현, 김윤식의 

「한국문학사」와 1970년대 후반에 『문지』에 수록된 소설비평에 나타

난 비평적인 기준에 주목한다. 특히 『문지』에서 당대 비평을 가장 활

발하게 이끌었던 김병익, 오생근, 김종철 등의 당대 문학평론을 살펴봄

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진리에 향한 의지를 문제 삼는 것, 담론의 사건적 특
성을 복구하는 것, 시니피앙의 지고함을 제거하는 것. (위의 책, 38쪽 참조.)

28) 김성환, 앞의 글, 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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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구조주의와 프랑크푸르트학파이론 등의 문학이론이 실제의 비평

으로 이어질 때 어떠한 효과 혹은 균열이 발생했는지 살필 것이다. 이러

한 접근은 기존의 선행연구가 『문지』에 실린 문학작품들에 대한 심층

적인 논의 없이 비평가들의 이론과 담론에만 집중했던 지식사회학적 경

향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외국 문학이론의 수용이 1970년대의 개별적 

문학작품들과 실제로 어떻게 관계 맺고 있었는지 그 지형을 가늠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970년대의 문학 장에서‘실천’이라는 단어는 문학 작품이 정치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에 실질적인 파장을 미친다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종종 ‘순수문학’, ‘문학주의’, ‘미적 자율

성’과 대립항을 형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29) 그러나 문학의‘실

천’을 현실에 대한 정치적 참여라는 의미로 제한하였을 때, 실천과 문

학, 운동성과 미적 자율성이라는 익숙한 이분법적 구도 안에 『문지』를 

다시금 가두게 될 위험이 있다. 이에 본고는 ‘실천’이라는 단어를 일

차적으로 『문지』의 이론적인 기반이 구체적인 작품비평으로 옮겨지고 

적용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하되, 그것의 정치적인 영향력보다는 미학적인 

측면30)에 주목하고자 한다. 크리스토프 멘케에 따르면, 미학이란 하나의 

29) 이러한 인식은 1960년대의 참여문학론, 1970년대의 농민문학론, 민족문학론, 민중문
학론, 리얼리즘 문학론, 제3세계문학론, 1980년대의 노동문학론, 민족민중문학론 등으
로 이어지는 하나의 계보를 상정하게 한다. (이영미, 「총론」, 한국예술종합학교 한
국예술연구소,『한국현대예술사대계V』, 시공사, 2005 참조.) 이렇게 실천과 문학, 운
동성과 미적 자율성의 길항관계에 주목해보는 것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
지는 문학 장의 흐름을 하나의 선적인 계보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이러한 계보 내부의 다양성 및 그 외부의 역동성을 단순화하는 한계도 지닌다.

30) 실천의 미학적인 측면, 혹은 ‘미학적 실천’이라는 개념과 그 의미는 손유경의 
『슬픈 사회주의자』(2016)의 서론에 속하는 「미학적 실천이라는 프리즘」에서 빌려
온 것이다. 그는 미학적 실천을 “예술가가 사전에 무언가를 알거나 믿고 나서 어떤 
계획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도취되거나 관찰하고 기록하는 예술가의 미학적 행위 자
체가 자기 자신과 관찰 대상,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세계 모두를 변용시키는 과정”
이라고 정의한다. 이때 미학적 실천은 매번 특수한 실현을 통해서 실천, 연습, 수행되
며 “이성적 주체가 만든 미추나 선악의 기준”을 전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손유경, 『슬픈 사회주의자』, 소명출판, 2016, 30-32쪽 참조.) 그는 이 개념을 사회적
인 것과 개인적인 것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파악되곤 했던 1930-40년대의 문학적 지
형을 새롭게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본고는 ‘미학적 실천’이라는 개
념이 ‘정치주의 대 문학주의’ 혹은 ‘리얼리즘 대 모더니즘’이라는 이분법적인 구
도로 환원되어온 1970년대 비평가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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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생성되는 자기반성적인 

과정이자 사건이다.31) 따라서 하나의 미학은 자기반성으로서의 반성적 

실천이 매번 작동하고 축적해가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실천

적인 것은 언제나 이미 미학적인 것으로의 이행”32) 속에 있기 때문이

다. 이에 따르면 『문지』의 문학평론 속에 나타난 미학적인 측면, 예컨

대 문학작품을 평가하는 미학적인 기준 등을 살펴보는 것은 당대 사회의 

미학적 기준에 내재된 관습과 권위를 해체하거나 전복해보려는 『문지』

의 실천적인 노력들을 헤아려보는 것이기도 하다. “실천적 능력은 그것

의 규범적 내용, 실천 능력이 실현하는 실천의 일반성에 대한 앎”33)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문지』의 이론적인 기반과 맞물려 있

음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문지』도 『창비』를 비롯한 다른 문예지에 

못지않게 현실참여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정당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지』에 실린 문학평론에 나타난 미학적인 기준들 속에서 당대의 사

회와 맞부딪치며 경주했던 실천적 노력을 부감하는 방식으로, 실천과 문

학 혹은 운동성과 미적 자율성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볼 수 있기를 기대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2장에서 『문지』가 1970년대 문학 장에서 서유

럽 학문적 전통에서 이어진 비판적 이성에 대한 지향으로서 구조주의와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을 수용하였음을 살펴볼 것이다. 3.1절에서는 

『문지』가 받아들인 구조주의 이론이 문학연구의 과학화 및 근대화담론

으로 수용되었음을 밝히고, 3.2절에서 이것이 근대문학사 서술이라는 기

획을 통해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언어화’라는 『문지』 고유의 미

있다고 보았다. 
31) 크리스토프 멘케는 계몽 시대의 독일 철학자인 모제스 멘델스존의 이론에 기대어 미

학과 자기반성적 변형을 연결한다. “미학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의 구조적인 대립을 
고수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시원적인 미학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
재의 실천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학적인 것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사건이며 그 미학적 사건은 일종의 과정이다. (...) 미학적인 것은 결코 
어떤 상태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생성이다. 미학적인 것은 오직 비-미학적인 것의 
미학화로서만 존재한다.”(크리스토프 멘케, 김동규 역, 『미학적 힘―미학적 인간학
의 근본개념』, 그린비, 2013, 108쪽.)

32) 위의 책, 108-109쪽.
33) 위의 책,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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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입장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4.1절에서는 이러한 

미학적 입장이 1970년대 후반 산업사회에 대한 비평장의 논의와 맞물려

서 대중문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문학의 위상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졌

음을 밝히고, 4.2절에서는 이것이 구체적인 소설작품에 대한 비평을 통

하여 사회 비판으로서의 실천으로 나아갔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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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판적 이성으로서의 서유럽 이론 수용

  1970년대는 『창비』, 『문지』뿐만 아니라 『상황』, 『세계의문학』, 

『문예중앙』 등 수많은 계간지가 싹을 틔우며 문단을 주도했던 시기이

다. 이들은 1960년대 기성 문단이 『현대문학』을 비롯한 월간지를 중심

으로 권력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순수참여논쟁을 비롯한 1960년대의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야 한다는 위기의식 아래 새로운 세대를 자임하

며 문학논의를 전개해나갔다. 이 시기에 대거 등장한 새로운 세대의 비

평가들 중에서 특히 외국문학 전공자들이 많았으며, 이들이 독점적인 외

국어능력을 바탕으로 외국문학에 대한 지식을 자신들의 비평가적 기반으

로 삼았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34) 본고의 2

장은 그 가운데 『문지』가 특히 외국의 문학이론 수용에 천착하였으며 

이들에게 외국이란 다름 아닌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이었

다는 점에 새롭게 주목하고자 한다. 이때 『문지』에게 서유럽이란 영미

권과 대별되어 비판적 이성을 담지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서유럽식 비판

적 이성에 대한 『문지』의 지향에 주목해보는 것은 그들이 구조주의와 

프랑크푸르트이론이라는 서로 다른 이론을 동시기에 수용한 배경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1970년대 비평가들이 1960년대 비평에 대해 저널

리즘적 인상주의 비평이라고 반발하면서 세대론적 대타의식을 가졌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

작한 젊은 비평가 집단이 55년대 비평가로 통칭되었던 선배 문인들, 특

히 ‘문협정통파’로 불렸던 조연현, 김동리 등이 주도한 월간 문예지가 

34) 이러한 점은 특히 박연희, 앞의 글(2007)과 박지영, 앞의 글(2013)에 잘 드러나 있다. 
박연희는 이 글에서 이른바 4.19세대가 비평적 자의식과 미학적 감수성을 형성하게 
된 배경에 외국문학전공자로서의 자의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한다. 
한편 박지영은 백낙청과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평적 정
체성이 외국문학을 전공한 최초의 한글세대 번역가라는 소명의식에 있었다는 점을 밝
힌다. 이외에도 전우형, 「번역의 매체， 이론의 유포 -A.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
회사』 번역과 차이의 담론화」, 『현대문학의 연구』5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임
지연, 「60년대 세계문학론의 코드화 과정」, 『우리문학연구』49, 우리문학회, 201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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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권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는 사실은 잘 알

려져 있다. 이러한 비판에 “문학사적인 인정투쟁의 욕망”35)에 의한 세

대론적인 차별화 전략이 깔려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지적하는 연구가 이미 많이 축적되어온 현재의 시점에서 필요한 것

은 이들이 대타의식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라기보다는, 당대 비평가들이 

그러한 대타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그 극복방안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196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비평가들은 독점적인 외국어능력을 바탕으로 외국문학에 대한 지식을 자

신들의 비평적 정체성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정체성의 확립은 “전후 세

대의 국문과 전공자들이 획득한 상징권력이 외국문학 전공자에게 이양되

는 과정”36)으로 요약되기도 한다. “번역 텍스트를 스스로 선택하고 중

역이 아닌 원어역으로 번역할 수 있는 전문성”37)을 통한 외국 텍스트의 

번역은 이들의 세대론적 정체성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38) 근

대문학사가 비교적 짧은 한국문학의 현실에서 비평가들이 외국이론의 수

용에 앞장섰던 것은 이미 1930년대 식민지기의 해외문학파에서부터 그 

시초를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39) 그러나 1950년대에 대학교육이 보편화

된 이후 1960-70년대에는 외국문학 전공자들이 자신들의 독점적인 외국

어능력과 수학 배경을 기반으로 서구이론을 보다 전문적이고 광범위하게 

수용하였다는 점은 지적할 만하다. 유종호, 백낙청, 염무웅, 김우창을 비

롯한 당대의 내로라하는 비평가들은 외국문학 전공자로서의 비평적 입지

를 다지고 있었다.40)

35) 권성우, 「60년대 비평 문학의 세대론적 전략과 새로운 목소리」, 문학사와비평연구
회 편, 『196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3, 13쪽.

36) 박연희, 앞의 글, 304쪽.

37) 박지영, 앞의 글, 81-82쪽.
38) 이러한 점은 『문지』에서뿐만 아니라 당대의 신진 문예지에서 두루 나타나는 현상

이다. 예컨대 『창비』는 사르트르, C.라이트 밀즈, 하우저와 같은 외국 텍스트를 적
극적으로 번역하면서 문학론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박지영, 위의 글 참조.)

39) 서은주, 「번역과 문학 장의 내셔널리티―해외문학파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문학
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소명출판, 2004; 
박성창, 『비교문학의 도전』, 민음사, 2009 참조.

40) 박연희,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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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있었다. 4K라 불리는 『문지』 편집

동인 중 김현과 김치수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불어불문학을, 김

주연은 같은 대학에서 독어독문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은 외국문학이론이 

이들에게 있어 세계를 바라보는 주요한 창구이자, 창간호에서부터 보여

준 뚜렷한 지향과 체계의 공통기반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젊은 비평

가 세대 중 『문지』의 특유한 점은 기성 비평가들에 대한 대타의식이 

특히 ‘이론’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문지』 역

시 롤랑 바르트, 테오도르 아도르노, 츠베탕 토도로프 등의 외국 텍스트

를 적극적으로 번역하면서 이러한 분위기에 동참했는데41), 다른 문예지

들과 비교할 때 부각되는 점은 이 과정에서 외국의 이론을 수용하는 행

호수 저자 번역자 제목 출전

1호 
롤랑 
바르트

김현 작가와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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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Main: Suhrkamp, 1965.

10호 존 서얼 김병익
촘스키의 언어학 

혁명

John Searle, “A Special Supplement: 
Chomsky’s Revolution in Linguistics,” 

The New York Review, 1972.6.29.

11호
마르크 
블로크

김치수 역사에 대한 변명
Marc Bloch, “Préface,” Apologie pour 
l’histoire ou métier d’historien, Paris: 

A. Colin, 1967[1949].

16호
테오도르 
로자크

장두성
육신의 눈, 영기의 

눈
Theodore Roszak, “Eyes of Flesh, Eyes 
of Fire”, The Making of a Counter 

41) 『문지』의 외국이론 번역 논문은 1970년 1호부터 1978년 33호에 걸쳐서 총 16편으
로, 『문지』가 창간된 이후부터 폐간될 때까지 눈에 띄는 공백 없이 꾸준히 이루어
져왔다. 『문지』에 실린 번역논문의 목록을 보면 『문지』가 수용한 외국이론 중에
서 특히 구조주의 이론과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의 영향이 압도적이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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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성찰적인 자의식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기성 비평가들에 대해 객관적인 성찰이 없는 주관적인 인상비평

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42)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

세웠던 것이 바로 외국이론의 수용이었던 것이다. 

  외국이론 수용에 대한 성찰적 자의식은 『문지』의 창간 이념을 직접

적으로 천명한 창간호의 「창간호를 내면서」에서부터 명시적으로 드러

난다. 이는 『문지』의 외국이론 수용이 편집동인들의 수학 배경이 불가

피하게 반영된 결과라기보다는 발간 초기부터 예리하게 설정되어 있던 

Culture: Reflections on the Technocratic 
Society and Its Youthful Opposition, 
Garden City, N.Y.: Doubleday, 1969.

21호
쟝 

리까르두
김현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Que peut la littérature? - Interventions 
de Simone de Beauvoir, Yves Berger, 

Jean-Pierre Faye, Jean Ricardou, 
Jean-Paul Sartre, Jorge Semprun - 

Présentation de Yves Buin, L’Indédit 
10/18, Meaux: Union Générale 

d’Editions, 1965.

25호
츠베탕 

토도로브
곽광수 구조시학1

Tzvetan Todorov, Poétique, Vol.2 de 
Qu’est-ce que le structuralisme?, 

Coll. Points, Paris: Seuil, 1973.

26호 〃 〃 구조시학2 〃

27호 〃 〃 구조시학3 〃

28호
미셸 
제라파

이동열 소설의 독서
Michel Zéraffa, Roman et société,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1.

31호
레이몽드 

물랭
성완경

현대사회의 미술과 
경제

Raymonde Moulin, “Art et Economie 
dans la Société Moderne,” Cadre de 
Vie, Institut d’Environnement, 1973.

33호 아도르노 김주연
시와 사회에 대한 

강연

Theodore W. Adorno, “Rede über Lyrik 
und Gesellschaft,” Noten Zur Literatur 

I, Berlin: Surkhamp, 1958.

33호
마아틴 
제이

김종철
미학이론과 

대중문화비판

Martin Jay, The Dialectical Imagination: 
A History of the Frankfurt School and 

the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1923-1950, Boston: Little, Brown, 1973.

[표1] 『문지』에 실린 번역논문 목록

42) 이는 『문지』의 편집동인인 김현, 김치수가 포함되어 있었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
학 학생 중심의 동인지 『산문시대』(1962)에서부터 이어져온 문제의식이었다. 이들은 
등단제도를 기반으로 삼은 1950년대 기성 문단의 권력화에 대한 극복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다. 『문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68문학』에서도 김현은 이어령, 김
붕구, 유종호, 이철범 등의 전후비평가를 ‘55년대 비평가’로 규정하며 자신들의 세
대적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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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와 한국문학에 대한 문제의식과 맞물려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

다. 

폐쇄된 국수주의를 지양하기 위하여, 한국 외의 여러 나라에서 성

실하게 탐구되고 있는 인간 정신의 확대의 여러 징후들을 정확하

게 소개·제시하고, 그것이 한국의 문화 풍토에 어떠한 자극을 줄 

것인가를 탐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폐쇄된 상황에서 문학외적

인 압력만을 받았을 때 문학을 지키려고 애를 쓴 노력이 순수문학

이라는 토속적인 문학을 산출한 것을 아는 이상, 한국문학을 <한국

적인 것>이라고 알려져온 것에만 한정시킬 수 없다는 것, 다시 말

하자면 한국문학은, 한국적이라고 알려져온 것에서 벗어나려는 노

력, 보편적 인식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노력마저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43) (강조는 인용자)

  1970년대의 시작과 함께 쓰인 이 글은 1960년대 한국사회의 병폐를 

‘심리적 패배주의’와 ‘정신의 샤마니즘’으로 요약하면서, “이러한 

병폐를 제거하여 객관적으로 세계 속의 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문지』 창간이념의 핵심적인 자리에 놓고 있다. 여기에

서 특히 ‘정신의 샤마니즘’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의 토대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라

고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문지』가 주관적인 인상주의 비평이라고 비

판했던 당대 문단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병폐를 만들어낸 조건으로 “한국적이라고 알려져온 것”만을 한국문학

의 대상으로 삼는 “폐쇄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외의 여러 나라에서 성실하게 탐

구되고 있는” 학문적 성과, 즉 “보편적 인식의 가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외국이론이다. 

  이 같은 사실은 『문지』 편집동인들의 글을 엮은 『현대한국문학의 

이론』(1972)44)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1972년에 민음사에서 발행된 

43) 「창간호를 내면서」, 『문학과지성』1, 1970.가을,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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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 최초의 공동비평서로, 『문지』의 편집동인인 김병익, 김

주연, 김치수, 김현이 『문지』를 포함한 여러 지면에서 발표한 글이 엮

였다. 이들은 이 책이 “반드시 통일된 하나의 문학관을 내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때로는 저자에 따라 심한 의견의 갈림, 맞섬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매우 가까운 인간관계를 바탕으

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정열과 고심을 안고 있”다는 점이 “공동 

평론집의 출판을 결심케 하였음”을 강조한다. ‘한국문학 이론의 기

본’, ‘방법론의 고찰’, ‘작가의 가능성’의 3부로 나뉘어 총 32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 1부와 2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문학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탐구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책을 간행하게 된 배경을 서술한

「서(序)」에는 『문지』 발간 초창기에 ‘이론’에 대한 천착을 중심으

로 공동의 문학관을 정립해나가고자 하는 비평가로서의 자의식이 드러나 

있다.

문학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욱 비평 행위를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회의의 질문

법에 대하여 회의하지 않는다. 문학은 전통의 끝에 앉아 있는 그의 

성실한 상속자인 동시에 그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창조적 반역자이

다. 비평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는 상속과 반역의 통로에 

찡그린 얼굴로 앉아 있는 불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유통을 도와주

는 이론의 헌납자라고 믿고 싶다. 창작 행위와 이론 행위는 문학에 

관한 한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는 대립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이를 

맞물고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개념일 것이다. 우리가 그 한 쪽의 몫

이라도 정직하게 맡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는지. 우리는 

그런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45) (강조는 인용자)

  이 짧은 글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우리”라는 단어에는 “대

학에서는 독문학, 불문학, 정치학 등 국문학이 아닌 학과에서 수업”하

였고” 4.19라는 “1960년대 초기의 열기와 감동”을 체험했다는 세대적

44) 김병익·김주연·김치수·김현,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2. 
45) 「서(序)」, 위의 책,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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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체성이 담겨있다. 그리고 새로운 비평세대로서의 “우리”가 앞선 

세대와 차별되는 지점이 반성과 성찰을 가능케 하는 이론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한다. 외국의 문학이론을 전문적으로 습득한 세대로서 “각

종 언어들이 마치 구호처럼 거리를 뒹구”46)는 전후의 문학을 비판하는 

수단으로서의 이론이 문학적인 ‘반성과 성찰’을 가능케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47)

    외국 이론 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창간호를 내면서」와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이들에게 이론이란 

“우리의 모든 지적 고민을 한 줄의 사슬처럼 정연하게 해주”어 “상식

으로 떨어지거나, 권력의 슬로우건이 되거나, 교양속물의 자기만족으로 

변하는 것을 타기”하게 해주는 지적 재산이자(8호)48), “자칫 단선적이

며 원색적인 심정의 호소만으로 우리에게 반영되기 쉬운 문학의 영역에

서” “혼란된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고 이성을 맑게”해주는 것이었다

(36호)49). 또한 외래 사조는 “감정적인 저항을 보이기보다는 그것을 오

히려 보편적인 인간의 이해에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도식적인 

논리에 저항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었으며(15호)50), “우리의 문

화의식에 작용하는 외국문화의 편견 없는 인식, 성실한 고찰”로서 “우

리의 정신을 넓고 자유로운 것으로, 바로 오늘의 우리 삶과 정신에 작용

하며 창조적인 것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31호).51) 

46) 김주연, 「새 시대의 문학 성립」, 『상황과 인간』, 박우사, 1968.
47) 이론이 반성적인 성찰을 가능케 한다는 주장은 『문지』 동인들이 다른 지면에 발표

한 글에서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김현은 1974년에 한 지면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조리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이론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 사회가 자체를 
활발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의 이론만이 올바른 것으로 주어지는 사회
는 논리의 세련성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 논리의 대상이 되는 사회 자체를 반성하
는 힘을 상실하게 될 우려를 가진다. 다양한 이론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이때까지 제시된 여러 방안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이론은 이때까지
의 이론을 수용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지양하는 과정에서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 이
론 서적을 읽을 경우에는 그러므로 어떤 시대,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인물에 의해서 
그것이 씌어졌는가를 폭넓게 이해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인생관
이나 세계관의 반성을 의미한다."(김현, 「문학이란 무엇인가2」, 『기원』, 1974.봄.)

48) 「이번호를 내면서」, 『문학과지성』8, 1972.여름, 238쪽.
49) 「이번호를 내면서」, 『문학과지성』36, 1979.여름, 382쪽.

50) 「이번호를 내면서」, 『문학과지성』15, 1974.봄, 5쪽.
51) 「이번호를 내면서」, 『문학과지성』31, 1978.봄,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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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가 <현대문학의 이론과 분석>(36호)과 같은 문학이론 특집을 마

련했던 것도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52)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본고가 새롭게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문지』

에게 있어 ‘외국’이란 다름 아닌 ‘서유럽’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문지』에서 특별히 ‘미국’과 대별되는‘서유럽’의 의미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표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 ‘외국’이란 말은 

곧 ‘서양’53)으로 통칭되었고, ‘이론’이라는 말은 곧‘서양 문학의 

그것’과 동의어로 쓰였다. 

이번 특집에 꾸며진 논문들은 그 모두가 외국의 것, 그것도 서양 문학의 

그것들이다. 이런 편집 결과는 물론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이 행여 

서양 문학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와 경사로 읽혀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

한 우리의 조심스러운 언급은 서양 문학에 관한 논의, 심지어는 그 소개

마저 이른바 민족문학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훼살로 받아들여지는 정

신의 풍토가 우리 사회·문화 일각에서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 상황이 유발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을 한편으

로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현

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국 문학 쪽 스스로

의 이론을 싣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한국 문학이 서양 문학과

의 만남을 통해 현대 문학으로서의 이론적 지평을 확대하게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어차피 동의될 수밖에 없는 사실일 것이다. 외국 문학

의 이론을 읽으면서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경이와 지적 호

기심, 그리고 일방적인 교훈이 아닌 한, 스스럼없이 이런 상정을 인정하

52) 『문지』에서 문학이론 논문을 특집이라는 이름 아래 소개한 것은 36호가 유일하지
만, 『문지』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특집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염
두에 두어야 한다. 발간 초기부터 『문지』는 특집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서도 외
국 문학이론을 소개하는 경우가 잦았다.

53) ‘서양(西洋)’은 대체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60-70년대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서양’이라는 말은 미국과 유럽의 몇몇 
선진 국가만 포함하되 라틴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북유럽 등은 제외된 의미로 쓰였
다. (김미영, 「1960-70년대 이어령 에세이에 묘사된 ‘유럽’이란 심상지리」, 『인
문논총』32,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77쪽 참조.) 한편 ‘서구(西歐)’는 넓
게는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통틀어 일컫거나, 좁게는 서유럽만을 지칭하는 말로 정의
된다. 본고는 ‘서구’의 다층적인 의미망에 대한 혼란을 피하고 협의의 ‘서구’임
을 명시하고자 ‘서구’ 대신 ‘서유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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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론적 능력을 기르고 불필요한 자의식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고 믿는다.54) (강조는 인용자)

  이들에게 서양의 문학 이론을 수용하는 것은 “맹목적인 선호와 경사

로 읽혀”질 가능성이 있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한국 문학의 발전

을 위해서 필요했었다는 것은 “어차피 동의될 수밖에 없는”일이었다. 

이들에게 ‘외국’, 곧 ‘서양’은 한국 문학의 이론적인 지평을 확대하

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진(先進)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지』 

스스로‘서양’이라고 통칭하였던 ‘외국’을 미국과 유럽으로 세분화해

본다면, 단지 선진(先進)이라는 의미로 환원되지 않는 복합적인 층위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나아가 프랑스의 구조주의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이 『문지』 안에서 합류되었던 맥락을 보다 섬세하게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당대 지식인들이 서양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심상지리(imagined geographies)55)를 미국과 유럽으로 나누어 파악할 필

요가 있다. 1950-60년대부터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서양은 동양으로서 한

국문화가 가지는 정체성에 대한 대타적인 대상으로서 꾸준히 찬사되거나 

폄하되었으며, 동서양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널리 이루어졌다.56)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서로 다른 방식

으로 의미화되었던바, 미국에 대한 상상력이 물질적인 풍요와 소비문화

로 수렴되었다면 유럽에 대한 이미지는 정신적인 고향이자 수준 높은 교

양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진보적인 선진

54) 「이번호를 내면서」, 『문학과지성』36, 1979.여름, 382-383쪽.
55) 심상지리(imagined geographies)란 “특정 공간에 대해 주체가 인식하고 상상하는 지

리적 인식의 총화”를 일컫는 말로,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자주 쓰는 개념이다. (김미
영, 앞의 글, 66쪽 참조.)

56) 대표적으로 이어령은 1960-70년대에 유럽을 여행한 후에 동서양 문명과 문화의 차이
점을 비교하는 에세이를 발표해서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된 저서로는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이것이 한국이다』(현암사, 1963),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
것이 서양이다』(현암사, 1966), 『서양에서 본 동양의 아침: 현대문명과 동양문화』
(갑인출판사, 1977), 『한국인의 생활과 마음: 조선조문학의 세계』(갑인출판사, 1977) 
등이 있다. (김미영, 「1960-70년대에 간행된 한국 지식인들의 기행산문」, 『외국문
학연구』5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3, 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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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여기에는 속물적인 자본주의와 성적인 방종

으로 타락한 모습이 겹쳐지곤 했다.57) 반면 주로 프랑스와 독일을 의미

했던 유럽은 순수한 예술과 정신이 배태된 이국적인 공간이자 과거의 철

학적 전통을 이어가는 비판적 이성(理性)의 현현으로 여겨졌다.58)

  이러한 대조적인 인식은 1970년대 『문지』의 비평가들에게도 커다란 

변화 없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미국의 이론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이는 거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 치중되어 있었으

며59), 『문지』의 문학관을 정립하는 데 기반이 되었던 이론들, 즉 프랑

스의 구조주의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은 모두 서유럽의 학문적 

전통 안에 묶인다. 이러한 사실은 물론 『문지』의 편집동인 네 명 중에

서 김현과 김치수가 불문학을, 김주연이 독문학을 전공하였다는 수학배

경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1950-60년대부터 이어져왔던 유럽에 대한 

지식인들의 심상지리를 고려하였을 때 서유럽 이론에 대한 『문지』의 

선호에는 비판적인 정신과 이성적인 사고에 대한 지향이 짙게 깔려 있었

다는 사실을 추측해볼 수 있다.60)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구조주의의 계보 위에 서있는 푸코61)가 프랑크

57) 위의 글, 18-19쪽.

58) 유럽을 정신적인 고향으로 재현하는 경향은 1950년대에 독일 슈바빙에서 유학하였던 
전혜린의 텍스트들에 잘 드러나 있다. (서은주, 「여성 문학사의 지평 확장을 위하여 
- 새로 읽는 여성 작가 ; 경계 밖의 문학인 -"전혜린"이라는 텍스트-」, 『여성문학
연구』1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4장 참조.)

59) 특히 김병익은 미국의 청년세대가 가진 독특한 문화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인 바 
있다. (송은영, 「김병익의 초기 대중문화론과 4.19세대의 문화민주주의」, 『대중서사
연구』20(3), 대중서사학회, 2014, 325-333쪽 참조.)

60) 이러한 사실은 같은 외국문학전공자이지만 영문학을 학문적인 기반으로 삼았던 『창
비』 진영의 백낙청과 비교해볼 만 하다. 백낙청이 개진했던 민족문학론과 제3세계문
학론이 20세기 초 영국의 대표적 보수주의 문학비평가인 리비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손유경,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을 통해 본 1970년대식 진보의 한 
양상」, 『한국학연구』3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문지』가 견지했던 문
학관이 독일과 프랑스의 문학이론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당대 비평장의 맥
락 속에서 새롭게 의미화될 여지가 있다.

61)  푸코 자신은 구조주의와 연관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그는 1970년에 『말과 사물』 영역본을 출간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우선 저는 구
조란 말을 결코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그러므로 나는 
나를 구조주의와 쉽게 연결시키는 경향들이 없어졌으면, 또는 누군가가 수고스럽게도 
그것들을 입증해준다면 좋겠습니다.” (미셸 푸코, 「저자란 무엇인가?」, 김현 편,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 문학과지성사, 1989, 270쪽.) 그러나 당대 프랑스의 지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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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트학파 이론과의 유대감을 드러냈다는 점62)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

공한다. 푸코는 자신의 작업과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작업이 매우 유사하

며 둘은 동일한 ‘철학적 가족’에 속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때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이 ‘비판’이라는 개념이다. 푸코에게 

있어 ‘비판’이란 칸트가 18세기 말에 계몽이라고 정의한 것, 즉 권위 

없이는 오성을 사용할 수 없는 미성숙과 무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상응한다. 푸코는 ‘비판’이라는 개념에서 칸트적 계기를 발견하여 그 

핵심을 “주체와 권력 그리고 진리의 관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들의 

관계를 해체하거나 전복하려고 시도하면서 저항하는 실천적 태도”63)라

고 본다. 이러한 실천에 착수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칸트 식의 

‘알고자 하는 용기’, 다시 말해 ‘인식에 대한 인식’64)이다. 이것은 

『문지』가 여러 차례 한국사회 및 한국문학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정

신적 샤머니즘’과 ‘심리적 패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이론을 습득하여 ‘보편적 인식의 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문지』가 서로 다른 구조주의와 프랑크푸

르트학파 이론을 거의 동시기에 받아들였던 배경의 핵심에는 주체와 권

에서 푸코가 레비스트로스, 라캉, 바르트와 함게 구조주의 진영에 편입되는 것은 자
연스러워 보인다. 푸코 자신도 1967년에는 일반화된 구조주의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론과 실제의 관계들과 관련 있다고 말하며 구조주의를 긍정한 바 
있다. 따라서 푸코가 구조주의와의 연관성을 거부한 데에는 68혁명 이후의 정치적 분
위기가 작용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디디에 에리봉, 박정자 역, 『미셸 푸코, 
1926~1984』, 그린비, 2012, 301-305쪽 참조.)

62) 1978년의 강연에서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만일 제가 프랑크푸르트학파를 알
았더라면, 제가 그걸 제때 알았더라면, 아주 많은 연구들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하지 않아도 됐을 어리석은 말들을 참 많이 했고, 돌아가지 않아도 됐을 길을 많이
도 돌아갔습니다.”(미셸 푸코, 앞의 책(2016), 58쪽, 각주 19번 참조.)

63) 푸코는 권력과 주체와 진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관계망이 ‘비판’
의 진원지가 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푸코에게 비판이란“권위가 진실이라고 말
하는 것을 진실로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적어도 권위가 그것을 진실이라 말했다는 이
유(만으)로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진실하다고 받아들
이는 이유들이 자기에게 타당하다고 간주될 때에만 수용하겠다는 태도”이다. 푸코는 
이를 ‘통치 받지 않으려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위의 책, 44-45쪽.)

64) 이성에 대한 칸트의 비판적 기획에서 잘 나타나듯이, 이는 역설적으로 인식의 한계
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한다. 이에 대해 푸코는 ‘자유’란 용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기획할 때가 아니라 인식과 그 한계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위의 책, 5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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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진리의 관계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자 했던 비판적 태도에 대한 지

향이 자리하는 것이다.65) 

  『문지』가 ‘문학사회학’이라는 다소 넓은 자장 아래 구조주의와 프

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을 한데 묶었다는 사실 역시 비판적 이성에 대한 지

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문학사회학이란 넓은 의미에서 문학연구의 범위

를 문학 작품과 작가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태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까지 확대하는 이론적 조류66)로서, 한국에서는 1970년대를 

전후하여 제도적으로 문학연구와 사회학이 학제적으로 결합되면서67) 당

대의 문학 장에 큰 흐름으로 자리매김했다.68) 『문지』 역시 이러한 흐

65) 이는 대상을 메타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구조주의적 사유의 본질적 특징과 밀접
하게 맞닿아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1988년 『문
학과사회』의 창간호에 실린 정과리의 「민중문학론의 인식 구조」이다. 『문지』가 
1980년에 강제 폐간된 이후 그에 대한 계승의식을 드러내는 이 선언적인 글에는 구조
주의 특유의 사유 형태가 잘 드러난다. 민중문학론자들이 민중 개념을 인식하는‘구
조’를 분절적으로 제시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위계성을 날카롭게 비판하
는 이 글은 『문지』의 사유방식과 지향을 소급하여 짐작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
조가 된다. (정과리, 「민중문학론의 인식 구조」, 『문학과사회』1, 1988.봄, 72-130
쪽.)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언어와 그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는 지식인의 위치에 대해 
『문지』가 가졌던 성찰적인 자의식의 뿌리를 이룬다. 물론 이러한 비판적 태도를 견
지하는 것이 항상 성공적이지만은 않았다.

66) 문학사회학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학 등을 아우르는 학제적 연
구로서의 문화연구와 유사한 용례로 쓰이지만, 엄밀하게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시기 유럽의 모더니즘적, 아방가르드적 흐름 속에서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고
찰한 특정 이론들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예술작품의 유기적 통일성과 조화라는 전통
적인 유럽 미학의 이상이 무너지면서 예술 개념의 해체가 논의되었고, 이러한 해체의 
발생과정과 의미를 연구하는 뚜렷한 흐름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한 축에는 문학을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구성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의 계보를 잇는 
뤼시엥 골드만, 텍스트사회학을 주장한 페터 지마, 스티븐 그린블랫 등이 있고, 다른 
한 축에는 문학의 외적 조건들에 관심을 기울인 한스 노르베르트 퓌겐, 자크 뒤부아, 
페터 뷔르거, 문학 장 이론을 주장한 피에르 부르디외 등이 있다. (김태환, 「장르의 
사회학에 관한 시론 –아방가르드에 관한 문학사회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카프카
연구』18, 한국카프카학회, 2007, 194쪽 참조.)

67) 서은주, 앞의 글, 478-479쪽 참조.

68) 문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유신 체제로 대변되는 정치적 폭압과 사회적 부
패로 얼룩졌던 1970년대 사회 현실의 특성에 기인하여 당대 문학비평계 전반에 나타
나는 흐름이며, 민족문학론, 제3세계문학론, 리얼리즘문학, 민중문학 등의 1970년대만
의 고유한 문학담론들도 넓은 의미에서의 문학사회학이라는 자장 아래 존재했다. 김
현 역시 1970년대 비평 전반을 점검하는 글에서 “70년대 말의 비평이 문학과 사회, 
문학과 정치의 문제에만 거의 매달린 것”을 지적하며 이를 1970년대 문학비평 전반
의 특수성으로 인식한 바 있다. “실천적 이론과 이론적 실천의 문제가 문제로 제기
된 것은 70년대의 특이한 정황 때문이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의 산업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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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속에서 꾸준히 문학사회학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문지』에서 ‘문

학사회학’ 개념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1977년 김치수의 「문학과 

문학사회학」69)에 의해서였으나, 1960년대 말부터 문학사회학에 대한 

『문지』 동인들의 관심은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다.70) 『문지』 편집

동인에게 문학사회학의 정의 및 외연은 분명하지 않았으나 그 안에는 구

조주의와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만은 분명

해 보인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이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비판이론임과 

달리 구조주의는 언어의식에 천착한 이론이었다는 점을 상기했을 때, 이

들이 구조주의를 일종의 문학사회학적 작업으로 구분했다는 것은 다소 

낯선 일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것은  「한국비평의 가능

성」(1969.1.)에서부터 김현이 구조주의의 기수인 롤랑 바르트를 에스카

르피, 하우저, 골드만을 비롯한 문학사회학 이론가들과 같은 범주로 묶

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근거는 롤랑 바르트가 『글쓰기

의 영도』에서 “줄거리를 통한 것이 아니라 <기술 방법>을 통해서 소설

과 상황, 소설과 이데올로기 사이의 깊은 연관을 천착하는 방법론”이라

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을 제외하고는 이 글에서 언어의식에 천착한 구조

주의자인 롤랑 바르트가 문학사회학의 범주로 묶이는 데 대한 부가 설명

이 없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역설적으로 김현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관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 실마리는 「한국문

모든 문화적 힘의 중앙 집중과 함께 70년대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상당히 바꿨다. 
(...) 그것의 압력은 사회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왜냐하면 문학은 삶의 구체
적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문학 속에 강하게 흡수되었다.”(김현, 「비평의 
방법-70년대 비평에서 배운 것들」, 『문학과지성』39, 1980.봄, 168-169쪽.)

69) 김치수, 「문학과 문학사회학」, 『문학과지성』30, 1977.겨울. 이 글에서 김치수는 
1970년대의 한국사회가 경제적, 정신적 측면에서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지나고 있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학이 그러한 사회적 변화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상기
한다. 이에 따라 황석영, 조해일, 조선작, 송영 등의 “이른바 70년대 작가들”, 그리
고 당대에 새롭게 주목을 받았던 윤흥길, 박완서의 작품들 속에서 “새로운 감수성”
의 정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들의 작품 속에서 소설과 사회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 밝힐 수 있는 소설사회학이라는 작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70) 김현, 「한국비평의 가능성」, 『68문학』, 1969.1.; 김현, 「한국문학의 가능성」, 
『창작과비평』, 1970.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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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가능성」(1970.3.)에서 찾아진다. 

A) 의미론에서는 언어의 특징을 관습성, 애매성, 선조성, 감정적 가치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언어의 특징을 다른 명제로서 표현한다

면 <언어는 산물(ergon)이 아니라, 활동(energia)이다>라는 훔볼트의 

명제가 될 것이다. 훔볼트의 이 명제는 <언어들 사이의 진정한 차이

란 음성이나 기호의 차이가 아니라 세계전망(Weltansichten)의 차이

이다>는 명제로 확대되어 나간다. 말을 바꾸면 언어는 한 사회의 세

계전망이 질서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주어지는 것

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다. 언어는 사회적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활

동이며, 그 활동은 그 사회의 세계 전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아니 그 활동이 곧 그 사회의 세계 전망이다. 언어의 이러한 성격 때

문에, 문학은 시대의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문학은 시대 속

에 갇혀 있는 것이다. 

B) 가로디의 위의 몇 줄은 세련된 불어로 쓰여진 것이지만,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언어는 아니다는 롤랑 바르뜨의 주장은 세련된 언어라는 

표현, 잘 쓴 글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비문학적인 진술인가를 확인케 

해준다. 이광수, 김동인, 김동리 등의 언어의 차이는 그 작가들의 세

계관의 차이이지, 실력의 차이는 아니다. (...) 중요한 것은 언어가 활

동이라는 것을 아는 일이다. 그렇다면 한 작가의 언어가 한 시대의 

분위기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쉽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C) 사고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구라파 철학의 한 중

요한 테마를 이룬다. 골드만의 설명에 의하면, 그 주체가 개인이라고 

생각한 것이, 경험주의자, 합리주의자, 그리고 현상학자들이며 그 주

체가 집단이라고 생각한 것이 낭만주의자들이다. 골드만 자신도 행위

의 주체를 집단이라고 생각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에 속했는데, 

(...) 그는 특별한 개인(individu exceptionnel)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다. (...) 집단이 사고하고 행위하는 것은 옳지만, 그 집단의 행위를 

질서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특별한 개인이라는 것이다. 특별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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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개념의 도움을 받는다면, 언어의 질서화라는 개념 역시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는 사회적 활동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

대의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71) (강조는 인용자)

  두 쪽 남짓한 지면 안에서 A) 훔볼트, B) 롤랑 바르트, C) 골드만의 언

어관을 연달아 밀도 높게 소개하면서 김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 즉 “언어는 사회적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며, 그 활동

은 그 사회의 세계 전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

이 주장했던 것처럼 문학과 사회의 상동성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

나, 언어와 사회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

해 알 수 있는 것은 김현이 구조주의자인 롤랑 바르트를 끌어오고 있는 

맥락이 결국 ‘언어의 사회적 질서화’와 연관된다는 사실이다.72) 여기

에서 ‘언어의 사회적 질서화’란 문학이 언어를 양식화함으로써 사회의 

분위기를 질서화하고 체계화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그

리고 이때 언어의 역할이란 단지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가 속한 상황에 대한 투철한 역사의식”

을 통해 새것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김현은 언어를 사회적 활동으로 파악함으로써 구조주의적인 언어

관을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바, 

김현이 1983년에 출간한 『문학사회학』에서 골드만의 구조주의와 프랑

크푸르트학파 이론을 문학사회학의 한 경향으로 묶었다는 사실에서도 비

71) 김현, 위의 글, 김병익·김주연·김치수·김현, 앞의 책, 69-70쪽에서 재인용.
72) 이는 물론 1970년대 초중반 『문지』가 강박적으로 매달렸던, 순수참여논쟁을 극복

하고자 한 목적과도 긴밀히 맞닿아있는 것이었다. 순수문학은 곧 세련된 언어로 정치
를 배제한 문학이며 참여문학은 투박한 언어로 정치참여를 주장하는 문학이라는 이분
법을 타파하기 위해, 언어 그 자체가 이미 사회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김현은 이 글에서 특히 롤랑 바르트가 『영도의 기술』에서 프랑스 사
회주의 리얼리즘을 비판하는 대목을 길게 인용하며, 순수문학과 참여문학의 이분법을 
고착화하는 “세련된 언어”와 “잘 쓴 글”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질 수 있는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말미암아 김현이 바르트의 이론을 탈주체적
이고 초역사적인 언어개념을 전제하는 구조주의보다는 사회 혹은 역사와의 긴밀한 상
호작용을 전제하는 후기구조주의의 맥락 속에서 받아들였다고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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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게 드러난다.73) 여기서 김현은 1980년대 당대의 문학사회학을 1) 선

구자 그룹으로서의 스탈부인과 테느, 2) 내용과 형식의 갈등에 집중한 

플레하노프, 루카치, 그리고 바흐친, 3) 새로운 문학사회학의 경향으로 

골드만과 프랑크푸르트학파, 4) 문학사회학의 여러 지평으로서 아우에르

바하, 에스카피르 그리고 콘스탄츠학파 등으로 분류한다. 이 중 3)의 분

류로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와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을 묶는 근거

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마르크시즘이 문학 연구에 남긴 내용 위주의, 

리얼리즘 위주의, 선전으로서의 문학 콤플렉스”에서 벗어났다는 이유이

다. 이는 골드만의 구조주의 및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이 각각‘사회와

의 상동관계를 통한 소설의 지적 활동’과 ‘예술작품이 사회 현실에서 

맡고 있는 부정적 위치에 대한 비판의식’으로서, 내용 위주의 선전 문

학을 극복할 수 있는 비판적인 매개로 동시에 의미화되었음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이는 『문지』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프랑스의 구조주

의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을 동시에 수용하게 된 문제의식이 

서유럽의 학문적인 전통 속에서 중요했던 비판적 이성에 대한 지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확인케 해준다. 또한 『문지』의 외국이론 수용이 기

성 문인들에 대한 세대론적인 대타의식 혹은 외국문학전공자로서의 수학

배경이 아닌, 문학 및 언어가 사회와 맺는 관계 혹은 사회에 대한 비판

적인 성찰에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성찰이 맞닿아

있는 지점은 결국 한국사회 속에서 한국문학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의 문제, 즉 한국문학의 의미와 그 위상에 관한 문제였다. 이를 문학사

회학의 용어로 정리하자면74), 『문지』는 발생론적 구조주의를 통하여 

한국근대문학 속에서 그것을 배태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제가 어떻게 

73) 김현, 『문학사회학』, 민음사, 1983. (김현, 『김현문학전집1 한국 문학의 위상/문학
사회학』, 문학과지성사, 1995, 261쪽에서 재인용.)

74) 김태환의 논의에 따르면 첫 번째 입장인 ‘제도의 사회학’에는 사회 집단으로서의 
작가와 독자,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 문학과 예술의 사회적 위상, 비평 제도, 
저널리즘 등을 해석하는 거시적 연구이며, 한스 노르베르트 퓌겐의 경험주의적 문학
사회학, 페터 뷔르거의 문학 제도의 사회학, 부르디외의 문학 장 이론, 체계이론을 주
장한 루만의 예술사회학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두 번째 입장인 ‘텍스트의 사회
학’은 사회현실이 문학작품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묻는 “내용의 사회학”이
나 마르크스주의적 문학사회학, 그리고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뤼시엥 골드만의 이
론이 이에 해당한다. (김태환, 앞의 글, 193-1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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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지(텍스트의 사회학)에 대해서 고민하였다면,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을 통해서는 대중문화가 급부상하는 1970년대의 산업사회에서 한국

문학이 자리해야 할 위치(제도의 사회학)에 대해서 고찰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각각 3장과 4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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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주의 수용과 문학사 서술에 드러난 근대화

담론

  3.1. 구조주의 도입을 통한 문학연구의 과학화

  이 절에서는 『문지』가 초창기부터 가장 주요하게 받아들인 이론인 

구조주의의 수용 양상과 이를 통해 『문지』가 마련하고자 한 문학연구

의 기틀을 살펴볼 것이다. 1970년대의 문학 장에서 지속적으로 제출되었

던 질문은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였

다. 문학 및 예술 작품과 그 외부에 있는 사회 및 정치의 관계는 당시 

비평가들에게 1970년대 한국 문학이 반드시 답해야 할 물음이자 밝혀야 

할 숙제처럼 여겨졌다. 물론 이는 1970년대에만 유독 부상했던 문제는 

아니지만75), 구조주의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한 한 축을 담당한 것

은 이 시기만의 특징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문지』가 있었다. 

  한국에서 구조주의는 1960년대 초부터 주로 문예잡지를 통해 간헐적으

로 소개되어왔다. 이 시기 구조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전후 한국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실존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점이다. 서구 지성사에서 실존주의는 사르트르를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

으켰는데, 1950년대에 프랑스 사회가 냉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주

관성과 주체의 철학으로서의 실존주의가 퇴조하기 시작한다. 이때 실존

주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본질에 선행하는 개인의 실존적 자유를 회의하

며 등장했던 것이 구조주의이다. 프랑스에서 구조주의는 주체로서의 개

인이 의식을 통해 자유로워진다는 실존주의 철학이 세계의 규칙과 구조

를 무시하여 오히려 소외를 낳는다는 비판으로서 등장한 것이다.76) 

75) 문학 혹은 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는 1920년대의 문학 담론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의 문학 담론에서는 ‘사실성(reality)’이라는, 리얼리즘 미학의 기준
에 따른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유승환, 「1920년대 초
반 비평에 나타나는 ‘사실성’ 개념의 전개 양상」, 『춘원연구학보』7, 춘원연구학
회, 2014 참조.)

76) 프랑수아 도스, 이봉지 역, 『구조주의의 역사 1』, 동문선, 1998, 25-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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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에서의 구조주의 또한 마찬가지로 실존주의 사조와의 역학 관

계 속에서 수용되었던바77), 이는 한국에서 구조주의 비평을 수용할 때 

주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문학에 대항하는 질베르 뒤랑, 롤랑 바르트 

등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는 사실이다.78) 

예컨대 1967년 12월 중순에 한국을 방문한 질베르 뒤랑이 『동아일보』

와의 인터뷰에서 “커페시미즘이나 니힐리즘”으로 연결된 “실존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구조주의가 등장했다고 밝힌 점이 강조되었으며79), 

1968년에 뒤랑이 손우성, 이휘영, 이환, 정명환과 함께 한 좌담에서는 

“허무주의적인 철학”인 사르트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완벽한 

철학으로 구조주의를 내세웠다는 점이 부각되었다.80) 뿐만 아니라 1960

년대 후반 구조주의를 가장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받아들인 『사상계』

가 구조주의 특집으로 실은 10편의 논문에는 김화영, 김현 등이 번역한 

롤랑 바르트의 논문 3편이 실려 있는데, 역시 구조주의의 특성으로 사르

트르의 실존주의에 대항한다는 의미가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실존주의 철학이 전후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인 연

구보다는 단편적인 소개와 문학작품을 통한 이해”를 통해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초기의 구조주의 수용 역시 저널리즘적인 차원에서 소박하게 소

개되는 수준이었으며 철학, 언어학, 사회학 등의 학문보다는 문학 분야

에서 적극적으로 참조되었다는 사실이다.81) 구조주의는 주로 문학비평이

77) 이는 프랑스 지성사에서 실존주의에서 구조주의로 이어지는 문예사적인 흐름이 
1960-70년대 한국의 문학 장에 거의 직접적인 파급을 미쳤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서
구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문학적 맥락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의 문학 장에서도 구조
주의가 실존주의 사조를 극복하고 지양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지향을 내포한 단계로서 
받아들여진 셈이다. 

78) 1960년대 말에 구조주의를 가장 전폭적으로 소개했던 『사상계』의 구조주의 특집에
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이 나타난다. 

79) 당시 이와 관련된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세계의 새 사조 구조주의-듀랑 씨와의 
인터뷰」, 『조선일보』, 1967.12.14; 「프랑스를 휩쓰는 구조주의-질베르 듀랑 전사회
견기」, 『동아일보』, 1967.12.14; 「불구조주의자 질베르 듀랑 강연」, 『중앙일보』, 
1967.12.16; 「구조주의의 장래-질베르 듀랑 교수강연회」, 『동아일보』, 1967.12.16.

80) 『신동아』42, 1968.2, 357쪽.
81) 강충권, 「사르트르 한국 수용사 연구 : 구조주의 및 후기구조주의 흐름 속에서의 사

르트르 수용」,『프랑스어문교육』37, 한국 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1, 208-209쪽 참
조. 이에 따르면 1963년부터 1989년까지 학술지 및 문예지에 발표된 구조주의 관련 
글들 173편 중에서 문학이 33편으로 가장 많으며, 철학 29편, 언어학 29편, 교육학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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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목 호수 비고
롤랑 바르트 
(김현 역)

작가와 지식인 1호 번역

이규호 구조주의와 문학 2호 논문
김붕구 싸르트르의 인간관 4호 논문
곽광수 바슐라아르와 상상력의 미학 182) 15호 논문
곽광수 바슐라아르와 상상력의 미학 2 18호 논문
곽광수 바슐라아르와 상상력의 미학 3 21호 논문
김현 시의 언어는 과연 사물인가 21호 논문

장 리카르두 
(김현 역)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1호 번역

론으로서 논의되거나 소개되었다. 이는 1950-60년대의 한국문학에 커다

란 반향을 일으킨 사르트르와 카뮈의 실존주의가 이 시기에 이르러 관념

적이고 내면에만 천착했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으며, 당대의 문학 장에

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 이렇

게 구조주의 이론이 실존주의 문학을 극복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이자 사

조사적 지향점으로서 수용되었다는 사실은 서구지성사에서 구조주의가 

역사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와 맺고 있는 복합적인 관계를 사상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1970년대에 이르러 구조주의를 받아들인 논의 중 실존주의라는 문학사

조와의 연관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문지』에 제출된 텍스

트들이었다. 구조주의와 관련된 문학담론이 새롭게 형성되는 흐름 속에

서 『문지』는 구조주의와 관련된 이론을 꾸준히 번역하고 소개하는 등 

1970년대 한국의 구조주의 담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했다. 주로 1970년대 

중후반에 영향을 미쳤던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과 달리, 구조주의 이론

이 『문지』가 창간된 초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소개

되었다는 사실은 그 중요성을 짐작케 한다. 구조주의 이론의 수용은 번

역보다 평론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문지』에서 구조주의 

이론을 어느 정도 체화하여 이에 대한 나름의 시각과 해석을 갖추고 있

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82) 엄밀한 의미에서 바슐라르 텍스트의 소개를 구조주의 수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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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광수 바슐라아르와 상상력의 미학 (완) 23호 논문
츠베탕 토도로프 

(곽광수 역)
구조시학 1 25호 번역

서우석 음악과 구조 26호 논문
김치수 분석비평서론 26호 논문

츠베탕 토도로프 
(곽광수 역)

구조시학 2 26호 번역

츠베탕 토도로프 
(곽광수 역)

구조시학 3 27호 번역

서우석 시조와 리듬 28호 논문
서우석 시와 리듬1 29호 논문
서우석 시와 리듬2 31호 논문
김현 문학적 구조주의 34호 논문

[표2] 『문지』에 실린 구조주의 관련 논문 양상 

  위의 표를 보았을 때 먼저 눈에 띄는 사실은 『문지』가 번역하거나 

소개하고 있는 구조주의 관련 글들이 사회학적 비평, 형식주의적 비평, 

분석 비평, 테마 비평 등을 아우르며 상당히 그 범위가 넓다는 사실이

다. 이는 우선 서구지성사에서 구조주의 이론이 언어학에서 시작되어 인

류학, 사회학, 문학, 철학, 심리학 등 20세기 내내 여러 학문분야로 확산

되었기 때문이지만, 1960-70년대 한국 문학 장에서 프랑스의 문학이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기도 하다. 예컨대 1970

년『창비』에서 번역된 J.P.리샤르의 「불란서 문학비평의 새로운 양

상」83)은 “현대 비평은 모두 구조적” 이라고 단정하며 그 대표적 비평

가들로 풀레, 바르트, 골드만뿐만 아니라 블랑쇼, 스타로벵스키, 루세, 피

콩을 포함하였으며, 1973년에 『세대』에서 연재된 곽광수의 「현금의 

있으나,“이미지의 유형학을 세운 바슐라르(...)도 넓은 의미의 문학적 구조주의자라 
할 수 있다”는 김현의 언급을 고려한다면 곽광수의 바슐라르 텍스트 소개를 구조주
의 수용이라는 『문지』의 커다란 기획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김현은 구조주의를 
정리하는 34호의 글에서 바슐라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의 구조주의는 
구조주의 없는 구조주의이다. 문학비평가로서 그는 구조주의적 용어를 전혀 쓰지 않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레마스가 잘 지적했듯 이미지 밑에 있는 구체적 논
리-꿈의 욕망-를 드러낸 비평가이다.”(김현, 「문학적 구조주의」, 『문학과지성』34, 
1978.겨울, 1214쪽.)

83) J.P.리샤르, 이휘영 역, 「불란서 문학비평의 새로운 양상」, 『창작과비평』17, 1970.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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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문학비평」84)은 “신비평이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발상에 의해 지

배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예로 모롱, 골드만, 바르트, 두브로브스

키, 바슐라르까지 구조주의의 자장 안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85)

  그러나 『문지』가 시기별로 어떤 갈래의 구조주의에 천착했었는지 세

심히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실존주의와의 길항관계 속에서 구조주의를 

도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문지』는 특히 롤랑 바르트

를 여러 번 번역하거나 소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에 직접적으로 반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창간

호인 1970년 가을호에 실린 롤랑 바르트의 「작가와 지식인」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권두논문인 김현의 「한국소설의 가능성」86) 못지않게 

『문지』의 창간이념을 천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바르트는 말을 구조로 

이해하는 사람을 작가(écrivain), 말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을 서사

(écrivant)라고 구분하면서 문학의 언어가 도구로 사용되는 현상을 경계

한다. 이것은 사르트르가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언어 자체에 봉사

하는 사람을 시인으로 부르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산문가라고 부른 

것을 염두에 둔 구분으로 사르트르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87) 『창

비』가 1966년 창간호에 정명환 번역으로 사르트르의 『현대』지 창간사

인 「현대의 상황과 지성」88)을 실었던 한편, 『문지』는 창간호에 사르

트르의 문학관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바르트의 「작가와 지식인」

을 수록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문지』가 창간부터 사르트르의 실존주

의에 천착한 당대 문학 장에 도전하여 새로운 문학적인 분위기를 마련하

84) 곽광수, 「현금의 프랑스 문학비평1-3」, 『세대』, 1973.9.-11.

85) 권오룡, 「주체성과 언어 의식―『문학과지성』의 인식론」, 권오룡·성민엽·정과
리·홍정선 외 편, 앞의 책, 154-155쪽 참조. 

86) 김현, 「한국소설의 가능성」, 『문학과지성』1, 1970.가을.

87) 번역자인 김현은 이 글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덧붙이면서 사르트르를 의식하여 롤랑 
바르트의 글을 게재했음을 드러낸다. “이 글은 60년 『의론』誌에 발표된 것을 롤랑 
바르트가 『批評文集』 속에 재수록한 글이다. 롤랑 바르트는 『新小說』이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싸워 이기게 만든 장본인이며, 소위 構造主義를 유행화시킨, 사르트르 이
래의 批評家이다.”(롤랑 바르트, 「작가와 지식인」, 김현 역, 『문학과지성』1, 1970.
가을, 101쪽.)

88) 쟝·폴·싸르트르, 「현대의 상황과 지성」, 정명환 역,『창작과비평』1, 1966.1, 
119-132쪽.



39

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다.89)

  한편 구조주의 수용에 있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대한 대타의식이 

두드러졌던 창간 초기와 달리, 1970년대 중후반에는 구조주의가 사조가 

아닌 방법론으로서 수용되었다는 입장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창간 초기

인 1970년 겨울호(2호)에서 이규호는 “구조주의라는 것은 프랑스에서 

실존주의가 퇴조하고 지성인들 사이에 사회주의적인 정열이 식어지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유행하게 된 하나의 새로운 

사조”90)라고 언급하면서, 구조주의는 하나의 문학사조라는 견해를 보인

다. 여기에서 “사조”란 학문분과로서의 문학이라는 영역을 체계화하는 

이론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회의 예술작품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 틀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처럼 보인다.91) 그러나 이러한 인

식은 197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서 『문지』 진영이 오히려 맞서서 반대

해야 할 주장으로 자리매김한다. 1978년에 실린 김현의 「학문적 구조주

의-그 역사적 배경과 현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60년대 초에 프랑스에서 유행되던 구조주의가 문학적인 한 흐름으

로 유입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초현실주의나 실존주의와 마찬가

지로 한국문학의 표피를 건드리고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되

었다. 그러나 구조주의적인 방법론이 이미 언어학, 인류학, 사회학 

방면에서 열심히 천착되고 비판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그리고 단

89) 그러나 1970년의『창비』는 고유한 문학론을 정립하기 이전의 신진 문예지로서, 초
창기의 『문지』와 편집방향이나 지향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던 것은 아니다. 바르트
의 글이 『창비』뿐만이 아니라 1960년대의 기성 비평가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90) 이규호, 「구조주의와 문학」, 『문학과지성』2, 1970.봄, 304쪽.
91) 문학이론과 문학사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분을 참조해볼 수 있다. 

“모든 문학 이론은 그 이론의 유효성 문제를 떠나 일단 문학 전체를 설명하려는 야
심을 갖는다. 그러나 문예사조는 문학 전체를 설명하려는 야심찬 이론의 체계가 아니
다. 문예사조는 그런 이론의 체계가 아니라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표현하
는 모든 것들 속에 깔려 있는 한 시대의 뚜렷한 특징, 다시 말해 일정한 시기의 예술
과 역사와 철학 등의 저변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뚜렷한 정신적 특성이다. 따라서 
문학 이론은 특정한 문예사조가 지배하는 시기의 한 문학적 태도를 보여줄 수는 있겠
지만 그것 자체가 문예사조는 아닌 것이다.”(오생근·이성원·홍정선, 「다시 문예사
조인가」, 오생근·이성원·홍정선 편, 『문예사조의 새로운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6,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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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이나마 구조주의에 관한 텍스트들이 번역되면서 그것은 단순

한 유행 사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학문적인 연구 방법론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 문학적 구조주의라는 말로서 필자가 의미하고

자 하는 것은 문학 텍스트를 체계적인 분석에 의해 여러 요소로 

분할하고 그것의 관계를 확립하여 재배열하는 것이다. 문학적 구조

주의란 그러므로 어떤 학파도 아니고 어떤 운동도 아니다. 그것은 

방법론이다.92) (강조는 인용자)

  구조주의 이론이 “단순한 유행 사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학문적인 

연구 방법론”이라는 주장은 이 글만의 단독적인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

니다. 『문지』의 편집동인 중 한 명인 김치수 역시 비슷한 시기인 1979

년에 출간한 단행본에 포함된 「구조주의와 문학연구」라는 글에서 “구

조주의는 이념적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방법론에 더 큰 

역점을 두고 있다”93)면서, “방법론으로서의 구조주의는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작업을 눈앞에 두고 있”94)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1968년에 김현이 다른 지면에서 “구조주의가 갑자기 유행사조로서 등장

하게 된 것은 롤랑 바르뜨를 중심으로 한 신비평가들의 맹목적인 선전 

덕분”95)이라고 언급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 속에서 구조주의가 왜 실존주의와 같은 “유행사

조”여서는 안 되고 당위적인 문학연구의 방법론으로 정립되어야만 하는

가에 대한 근거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문학작품을 여러 요소로 분할

하고 재배열하는 방식의 문학연구 방법론이 다른 여러 방법론들 속에서 

상대적인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제기되지 않는 것이다. 그만

큼 『문지』 동인들은 구조주의의 방법론이 한국문학에 절실하게 요구된

다고 믿었기 때문이다.96) 그러나 구조주의 이론 역시 다른 이론들과 마

92) 김현, 「문학적 구조주의-그 역사적 배경과 현황」, 『문학과지성』34, 1978.겨울, 
1195-1196쪽.

93) 김치수, 「구조주의와 문학연구」, 『문학사회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1979, 
266쪽.

94) 위의 글, 277쪽.
95) 김현, 「구조주의의 확산」, 『사상계』, 1968.7,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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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상대성을 가지고 여

러 사상과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조이자 담론이다. 이를 고려한

다면, 프레드릭 제임슨의 논의를 빌려 “형식주의와 예술지상주의를 넘

어섰다는 구조주의 비평의 바닥에 깔린 것이 결국 옛날과 다름없는 모더

니즘의 이념”97)이라고 비판한 백낙청의 지적은 경청해볼 만하다. 한창 

『문지』에서 구조주의를 문학연구의 방법론으로 정립하고자 한 무렵에 

발표된 이 글에서 백낙청이 겨냥하고 있는 “구조주의 비평”은 바로 

1975년 가을호에 실린 김현의 「시의 언어는 과연 사물인가」로 보인다. 

백낙청은 이 글에서 직접적으로 김현의 글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만, 김현이 사용한 어휘와 그가 차용한 롤랑 바르트의 논리를 그대로 인

용하며 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98) 구조주의가 “관념론의 극치요 물신

숭배의 새로운 경지”라는 백낙청의 지나친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

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비판은 구조주의 수용의 배면에 있는 『문지』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문지』를 통틀어 정작 구조주의가 문학작품에 대한 

실제 비평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의아함을 남긴다. 『문

지』에서 구조주의적인 방법론은 구체적인 문학작품 혹은 비평으로 적용

되기보다는 다소 추상적인 문학론에만 머물기 때문이다. 물론 구조주의

의 본령이 문학작품 비평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구조주의는 오늘날까

지도 여러 이론과 끊임없이 결합하여 복잡하게 변용되는 개념이기 때문

에 그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한 일일 것이다.99) 그

96) 박성창은 구조주의가 “당시에는 결핍되어 있던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능하게 해주며 <언어와 미학의 실험정신>을 촉구해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고 지적한다. (박성창, 「구조주의와 한국문학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
구』8,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3, 122쪽 참조.)

97) 백낙청,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 『창작과비평』, 1977.여름, 588쪽. 

98) 이 글에서 백낙청이 언급한 “국내에도 소개된 한 텍스트”는 김현·김주연 편,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1976에 실린 쟝 리까르두의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다. 이 글은 『문지』 21호(1975.가을)에 김현 번역으로 실린 바 있
다.

99) 이에 대해 프랑스의 한 문예 이론가는 “구조주의라고 불리는 거의 모든 사항에 대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그 복잡한 변용 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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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문지』에서 문학적 구조주의의 핵심을 “문학 텍스트를 체계적인 

분석에 의해 여러 요소로 분할하고 그것의 관계를 확립하여 재배열하는 

것”100)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례로 제시하는 야콥슨, 

프로프 등의 문학연구가 문학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어떻게 성취

하고 있는지까지 상세히 소개했다는 점101)에서, 『문지』가 구조주의를 

구체적인 문학비평에 적용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의심

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지』에 실린 구조주의 관련 글들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목

표가 적극적으로 추구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문

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조주의를 소개한 논자 중 한 명인 곽광수의 

경우, 총 4회에 걸쳐서 가스통 바슐라르의 문학론을 개괄한 「바슐라아

르와 상상력의 미학-문학인식론을 위한 일시론(1-4)」102)에서는 상상력과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구조주의적 비평론을 보

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총 3회에 걸쳐 츠베탕 토도로프를 번역

한 「구조시학(1-3)」(25-27호)103)은 경험적이거나 직관적인 지식을 기본

으로 삼지 않고 모든 문학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문학이론을 수립하고자 

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김현과 김치수의 글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작품비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음악학자 서우석은 『문지』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구조주의적인 방

법론을 구체적인 문학작품과 연결한 논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그 논문인 「시와 리듬(1-2)」(29호, 31호)104)은 김소월과 김영랑의 

했다. “구조주의를 사용하는 고전주의적 의미에 있어서의 철학도 있고, 당연한 일로
서 어떠한 철학도 논파하려는 복수의 구조주의도 있다. 구조주의는 이제 주역의 그 
공간에서 고전주의 시대의 대역의 모든 것 또는 거의 모든 것이 재연되게 되는 무대
로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프랑스와 발르, 「총서」, 프랑스와 발르 외, 민희식 
역, 『구조주의란 무엇인가』, 고려원, 1991, 12쪽.)

100) 김현, 「문학적 구조주의-그 역사적 배경과 현황」, 1196쪽.
101) 위의 글, 1221-1227쪽.

102) 곽광수는 『문지』 15, 18, 21, 23호에 네 번에 걸쳐서 「바슐라아르와 상상력의 미
학-문학인식론을 위한 일시론(1-4)」을 연재하였다. 

103) 『문학과지성』 25-27호에 연재된 이 글은 츠베탕 토도로프의 『구조주의란 무엇인
가?-2시학 편(Qu’est-ce que le structuralisme? 2 Poétique)』, Paris, Seuil, 1973(Coll. 
Points)』을 전역(全譯)한 것이다. 곽광수는 각주를 통해서 츠베탕 토도로프에 대한 자
세한 소개와 번역할 때 유의했던 점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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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나타나는 리듬의 상층구조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텍스

트의 의미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이들 시의 박자 구조의 유사성만을 표

면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 구조주의 문학비평으로는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는데다가 『문지』 내에서 다른 문학담론과 연결되지 못한 채 동떨

어져 있다는 점에서 『문지』의 핵심적인 글이라 보기는 어렵다.

  표면적인 전언과 달리 『문지』에서 구조주의 방법론이 문학비평으로 

적극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문학연구를 객관적인 과학으

로 자리매김하려는 『문지』의 기획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이 김우창의 「문학과 과학」(29호)

이다.

문학이 과학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누누이 

말한 바 있다. 다시 되풀이하여 요약해 보건대, 문학은 과학의 정

신과 업적에 접함으로써 응고된 규범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인

간관계의 현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탐구에 나설 수 있다. 문학이 

인간과 인간성을 이야기할 때 사실적 검증이 없는 사변적인 전개

로 시종할 수는 없는 일이다. (...) 우리 관심이 과학적 관심에 이어

질 때 문학이 보여주는 인간의 개체적인 실존과 사회와 역사의 장

에 대한 이해도 보다 넓고 타당성 있는 것이 될 것이다.105) (강조

는 인용자)

  김우창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문학이 “과학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학의 역할은 인간 실존과 사회 및 역사에 대

한 이해로 규정되는데, 문학이 “사실적인 검증” 없이 “사변적인 전

개”로 이어질 때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문학이 “사실

적”이고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문학과 과학의 공통적인 지향을 추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은 일견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시와 

과학의 공통점에 주목하고 있는 박이문의 「시와 과학 1,2」(17,18호)106)

104) 이외에도 서우석은 「시조와 리듬」(28호)에서 시조의 리듬 구조를 박자 내 음절의 
변화 양상을 통해 분석한 바 있다.

105) 김우창, 「문학과 과학」, 『문학과지성』29, 1977.가을, 7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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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발견된다. 박이문은 “시와 과학은 바로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인

간과 그 대상의 의미관계의 표현”107)이라고 말하면서, 시와 과학에 쓰

이는 언어의 구조와 의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정연한 연결

성(continuity)가 있음을 밝히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문학이 과학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문지』에서는 문학 연구 

자체를 여타 과학 분야의 옆자리에 놓고자 하는 시도까지도 이루어진다. 

예컨대 김치수는 「분석비평서론」(26호)에서 다음과 같이“독립된 학문

으로서의 문학연구”가 과학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문학 작품을 여러 가지 단위의 집합물로 보고, 작품 안에는 

그들 단위들의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들의 

이론들은, 오늘날, 문학 연구가 철학이나 언어학,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 혹은 사회학들과 함께 하나의 과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문학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오랫동안 

감정이나 직관에 의해 지배받아온 데서 기인하는 것이며, 특히 독

립된 학문으로서의 문학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

문인 것이다. 앞으로 이 작업이 좀 더 진행되면, <문학의 본질>을 

문학이론으로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108) (강조는 인용자)

  이 글에서 김치수는 기본적으로 『문지』가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질

문해왔던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 즉 문학의 본질을 밝혀보고

자 하고 있으며, “문학 텍스트를 하나의 완결된 대상으로 보고 그 대상 

내부의 법칙을,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제요소를, 그 제요소들의 상관 

관계를 밝히는 것”이라는 데서 그 질문의 한 대답을 찾고 있다. 롤랑 

바르뜨, 토도로프, 그레마스, 제라르 쥬네트 등 구조주의자들의 논의를 

106) 이 글은 『문지』에 연재되었던 이듬해인 1975년에 단행본 『시와 과학』(문학과지
성사)으로 발간되었다. 

107) 박이문, 「시와 과학」, 『문학과지성』17, 1974.가을, 607쪽. “바로”는 “비록”의 
오타로 추정된다. 

108) 김치수, 「분석비평서론」, 『문학과지성』26, 1976.겨울, 9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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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로 거치면서 이 글이 결국 다다르고 있는 결론은 “어떤 과학이나 

마찬가지로 문학의 이론도 일반적 성격을 추출”해내어 보편적인 하나의 

과학과 다름없는 시학(詩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보이듯, 문학이 “문학의 본질”을 특성으로 삼는 “독립된 학문”으로

서 자신의 존재를 정립하기 위해서 기대야만 하는 것은 문학이 아닌 여

타 학문들, 즉 “철학, 언어학,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혹은 사회학”과 

같은 과학적 학문들이다. 이는 문학이 다른 학문과는 구분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다른 학문의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김현에게 역시 구조주의가 “초현실주의나 실존주의”와 같

은 유행 사조에서 탈피하여 고유하고 본질적인 문학연구로 수립될 수 있

는 근거는 구조주의 문학이론이 “언어학, 인류학, 사회학 방면에서 열

심히 천착되고 비판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획득된다는 점109), 즉 문학

이라는 학문의 독립성의 근거가 문학 외부에서 찾아진다는 점에서 김현

은 김치수의 모순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문지』의 기획은 문학연구를 객관

적인 과학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로 이어졌고 그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해주는 매개가 구조주의였던 것이다. 1960년대 말부터 한국에서 구

조주의 이론이 역사주의나 마르크시즘과의 관련성을 제거하고 객관성과 

과학성이라는 의미로 축소되어 수용되었던 것110)과 크게 다르지 않게, 

109) 김현, 「문학적 구조주의-그 역사적 배경과 현황」, 1195쪽.

110) 이러한 사실은 1960년대 말 『사상계』에서 구조주의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을 무
렵부터 엿보인다. 예컨대 『사상계』의 구조주의 특집에서 이휘영 역시 문학을 하나
의 과학으로 성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조주의가 문학에 도입되면 어떤 것
이 될까?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보다는 이러한 문제에 쏠렸던 것인데, 명쾌한 해답을 
얻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지금 상태로서 과학이 아닌, 그리고 과학을 지향하고 
있지도 않은 문학에 구조주의방법(수학적 방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앞선다. 문학이 과학으로 성립할 수 있는 날에는 구조주의 언어학이 모델이 될 수 있
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 러시아 포르말리스트(formaliste)들의 주목
할 만한 저작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문학이 과학이 아닌 것이 사실이다.”(이휘
영, 「구조주의의 발단과 문학에 미친 영향」, 『사상계』, 1968.7, 153-154쪽.) 이휘영
의 글에서 구조주의는 과학적인 방법론으로서 문학을 “객관적”인 연구로 끌어올리
는 계기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구조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 이
루어진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구조주의를 양적인 “기호논리”이자 “수학적 방
법”으로 치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0년대에『문지』에 실린 구조주의 관련 글들에 
비해 다소 단순해 보인다. 



46

『문지』에서 제출된 문학론에서도 구조주의와 관련된 논의는 객관적인 

비평방법론과 문학연구의 과학화라는 명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이는 

『문지』가 도입한 구조주의가 소쉬르의 언어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좁

은 의미에서의 언어학적 구조주의와는 다른 결이었음을 의미한다.111) 오

히려 문학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근대화담론과 맞

물려있었다. 『문지』가 문학연구의 과학화라는 주장을 펼치게 된 것도 

한국문학이 후진적인 문학에 머무를 수 없다는 의식의 발로였다. 이때 

문학이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한국이 후진

적인 국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유비와 다르지 않았다. 구조주의가 문학

을 보편적인 과학으로 끌어올려줄 것이라는 주장은 역설적으로 문학을 

‘한국적인 것’이자 ‘선도적인 것’으로 이끌어줄 기대를 머금고 있었

다. 이에 따라 문학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문학의 근

거를 오히려 문학 외부에서 찾아야만 했고, 문학이 될 수 없는 과학으로 

인정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는 『문지』가 전유한 근대화론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삼은 

‘비판적 이성’이라는 정신적인 특질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

다. 1970년대 사회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근대화론은 한국을 후

진국의 자리에 놓고 서구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의식과 연동되어 있었는

데, 문단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컨대 1950년대 후반부터 『사상계』

의 지식인 담론이 근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주었고112), 『창비』

에서도 사르트르, 밀즈, 로스토우 등을 번역하면서 근대화론을 적극적으

로 수입하였다. 구체적인 결은 달랐지만 이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전제는 

서구적 근대를 완성형으로 놓고 한국이 그 미달태에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근대화론은 밀리칸, 로스토우, 파이 등 미국의 외교정책적인 근

대화론과 관련된 후진국 개편 전략, 박정희 정권의 체제 지배 전략으로

서의 민족주의적 근대화 등 여러 갈래의 지향이 얽혀있었다. 『문지』의 

111) 이에 대해 권오룡은 『문지』의 구조주의가 “언어만의 질서, 언어만의 구조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를 공시태와 통시태로 삼아 짜여지는 삶의 세계의 
구조로 구체화”된 것이었다고 말한다. (권오룡, 앞의 글, 157쪽 참조.)

112)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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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론이 전유했던 근대화론은 이러한 자립적 외교, 경제 성장, 민족주

의와는 다른 방향인 ‘비판적 이성’이라는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글은 『문지』 초기에 실린 김병

익의 「지성과 반지성」(4호)이다. 이 글에서 김병익은 “무념하기를 요

구하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지식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정립하

면서, 지식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정신으로서 비판정신을 내세운다.

지성인에게 창조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비판의 자유이다. 비판

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비판이 돼야 할 행위의 참뜻이 결코 밝혀지지 

않으며 그것이 범할 오류가 조정되지 않으며 그 행위 다음에 올 행위

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 비판의 자유야말로 일방화하는 추세

를 저지하며 화석화의 위험을 타개한다. (...) 질문을 제기하고 현상을 

비판하는 것이 지성인의 가장 근원적인 기능 중 하나임은 지극히 정

당한 이야기다. 지성은 해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질문으로 

전환시키는 역량이다. 가령 경제개발 계획이 성공하여 GNP의 상승이 

분명해졌다면 그 GNP가 얼마나 공평한 PI(개인소득)로 배분되었는가 

문제삼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빈부의 격차

가 문제의식으로 제기된다면 현행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그것의 극복

을 요구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 격차의 해소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유발될 생산의욕의 감퇴현상을 벗어나야 한다는 새로운 문제성을 포

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성인의 탐구는 무한한 의문의 제기이며 

그 의문은 현재에 대한 두려움 없는 비판에서 솟아난다.113) (강조는 

인용자)

  이 글에서 김병익은 근대화의 지표로 여겨지는 경제개발계획의 수치화

된 성과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의문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현실을 객

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정신이라고 주장한다. 비판정신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창비』에도 꾸준히 글을 실었던 리영희114)의「강요된 권위와 

113) 김병익, 「지성과 반지성」, 『문학과지성』4, 1971.여름, 233-234쪽.
114) 리영희는 동시대에 『창비』에 지속적으로 글을 실었다. 1971년 여름호에 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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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5호), 임종철의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6호), 이홍구

의 「지성의 불연속선을 넘어서-민족적 평등규범의 정립을 위하여」(7

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근대화의 핵심에 ‘비판적 이성’이라는 

정신적인 특징을 놓는 『문지』의 지향은 「창간호를 내면서」에서 내비

쳤던 창간이념부터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이 시대의 병폐는 무엇인가? 무엇이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의 의

식을 참담하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패배주의와 샤마니

즘에서 연유하는 정신적 복합체라고 생각한다. 심리적 패배주의는 

한국 현실의 후진성과 분단된 한국 현실의 기이성 때문에 얻어진 

허무주의의 한 측면이다. 그것은 문화·사회·정치 전반에 걸쳐서 

한국인을 억누르고 있는 억압체이다. 그것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

확히 파악하여 그것의 분석을 토대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식민지 인텔리에게서 그 굴욕적

인 면모를 노출한 이 정신의 샤마니즘은 그것이 객관적 분석을 거

부한다는 점에서 정신의 파시즘화에 짧은 지름길을 제공한다. 현재

를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병폐를 제거하여 객관

적으로 세계 속의 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를 희망

한다.115) (강조는 인용자)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짧은 인용문에서 “객관적”이라는 단어의 

빈번한 출현이다. 당대의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으로 꼽히는 패배

주의와 샤마니즘은 각각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과 “객관적인 분석을 거부”하는 정신으로 정의된다. 거의 동어

반복으로 읽히는 이 두 가지 요소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

인의 의식을 참담하게 만들고 있는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병폐를 제거했을 때라야 비로소 “객관적으로” 세계 속의 한국을 바

라볼 수 있다는 대목은 “한국 현실의 후진성”을 야기하는 이 객관성의 

「일본 재등장의 배경과 현실」이 그 시작이었으며, 1972년 여름호부터 1975년 여름
호까지 간헐적으로 연재한 「베트남 전쟁1-3」이 그 대표적인 글이다.

115) 「창간호를 내면서」, 『문학과지성』1, 1970.가을,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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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가 결국은 이미 객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세계”를 향해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세계’는 근대화된 서구와 크게 다르지 않

다. 여기에서 객관성이란 서구적 근대화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자, 한국이 추구해야 할 상태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지』에게 구조주의는 근대화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여

겨지는 비판적 이성 및 객관성에 대한 추구와 표리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 1960년대 한국문단에서 구조주의

가 처음 수용될 때 실존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안착한 배경

과 공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절의 초두에서 살펴보았듯, 1960년대 말

부터 구조주의는 허무함을 증폭하고 내면에 천착하는 실존주의를 극복하

는 하나의 방편으로 수용된 측면이 있다. 1960년대 말에 실존주의 역시 

‘한국적 근대화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이해되었다는 점116)을 비추

어 볼 때, 구조주의는 『문지』에게 한국의 근대화를 지향할 수 있는 새

로운 코드로 의미화된 것이다. 『문지』가 도입한 구조주의가 문학을 언

어의 질서로 파악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언어학적 구조주의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문지』의 구조주의 수용에 내재되어 있는 지향을 다

양한 관점으로 살펴볼 기회를 준다. 특히 이는 『문지』가 일구어낸 중

요한 문학적 성취이자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를 방법론으로 차용한 

문학사 서술인 「한국문학사」를 새롭게 볼 여지를 제공한다.

116) 김건우, 앞의 책,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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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근대문학사 서술과 고유의 미학적 입장 태동

  1960-70년대는 문학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상하여 문학사와 관련된 

집필이 꾸준히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특히 1970년대에는 기존 문학사, 

특히 임화의 이식문학론과 1950년대의 백철, 조연현의 문학사를 극복하

고 근대문학사를 새롭게 쓰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이 시기의 

문학사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은 근대화담론과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강

한 영향력 아래에서 서술되었다는 것이다.117) 이러한 경향은 4.19혁명 이

후 1960년대에 조선 후기의 문학적 변동, 특히 실학연구와 판소리, 가면

극, 사설시조에 대한 관심이 증폭한 고전문학 영역의 흐름118)으로부터 

이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의 초점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사이의 연속

과 단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 더 근본적으로는 문학사에서 

근대의 기점을 어디로 삼아야 하는가의 문제였다.119)

  『문지』 역시 창간호에서부터 최창규의 서평 「시대구분의 문제

점」120)을 비롯하여 한국사의 시대구분에 관한 글들을 게재하면서 근대

기점론에 대한 당대의 관심에 발맞추어갔다. 나아가 초창기부터 한국문

학사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 대표

적인 사례가 김주연의 「문학사와 문학비평」(6호)이다.121) 그러나 문학

사에 대한 『문지』의 이러한 관심이 문학사 서술로 결산된 것은 무엇보

다 1972-73년에 연재된 김윤식, 김현의 「한국문학사」(7-14호)이다. 이 

117)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량 축적되었다. (박찬승, 「한국학 연구 패러다임을 둘
러싼 논의 : 내재적 발전론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3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
소, 2007; 노지승, 「긍정적 정체성으로서의 근대문학 서술과 근대성의 재의미화 : 
1960년대~70년대 초반 문학비평에서의 전통과 근대성」, 『우리말글』54, 우리말글학
회, 2012, 이현석, 「근대화론과 1970년대 문학사 서술」, 『한국현대문학연구』47, 한
국현대문학회, 2015 등 참조.)

118) 대표적으로 장덕순, 임형택, 조동일의 연구가 있다. 
119)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사이의 연속 및 단절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정병욱·정한

모·김현·김주연·김윤식이 참여한 「근대문학의 기점」(좌담, 『대학신문』, 
1971.10.11.)(『한국문학, 무엇이 문제인가』, 전예원, 1977에 수록)을 들 수 있다. 

120) 최창규, 「시대구분의 문제점」, 『문학과지성』1, 1970.가을.

121) 김주연, 「문학사와 문학비평-한국문학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학과지성』6, 
1971.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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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연재가 마무리되었던 1973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영정조 기점론

으로 당대 문학 장과 학계에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122), 

다른 한편으로는 『문지』에 만 2년 동안 여덟 회에 걸쳐 실린 연재물로

서 『문지』라는 매체 전반의 문학사적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같은 시

기에 게재된 여러 글들과 상호적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도 눈여겨

볼 만하다. 

  「한국문학사」의 궁극적인 지향은 서구식 진보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만의 개별문학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김현이 저술한 제1장 

‘방법론 비판’에서 테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한국 문학은 주변 문

학을 벗어나야 한다”, “한국 문학은 개별 문학이다”123) 등의 당위적

인 명제이다. 근대정신을 서유럽의 문물이 들어온 이후의 소산으로 치부

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식민지성 혹은 주변문화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임화

의 이식문학론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한국문학의 주변

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 1) 유럽 문화를 완성된 모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2) 이식 문화론과 

전통 단절론은 이론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3) 문화 간의 영향 관계는 

주종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굴절이라는 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

러한 세 가지 방편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한국문학사」에서 채

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문학이론가인 루시앙 골드

만124)의 구조주의 이론이었다. 김현은 문학사를 기술하는 방법을 논하면

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22) 김주연, 「한국문학사의 제문제」, 『한국문학』, 1974.6(구중서, 『한국문학사론』, 
대학도서, 1978에 수록) 등 참고.

123) 제1장 ‘방법론 비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테제는 다음과 같다. 1절‘시대구분론’
의 경우 : 1) 문학사는 실체가 아니라 형태이다. 2) 한국 문학은 주변 문학을 벗어나
야 한다. 3) 한국 문학사의 시대 구분은 그러한 인식 밑에서 행해져야 한다. 2절 ‘한
국 문학의 인식과 방법’의 경우 : 1) 한국 문학은 개별 문학이다. 2) 한국 문학은 문
학이면서 동시에 철학이다.

124) 루시앙 골드만(1915-1970)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출생하였으나 프랑스에서 유
학하였다. 1942년에 스위스로 망명하는 바람에 프랑스에서 학업을 마치지는 못하였으
나, 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에서 연구직을 맡고 1958년에 에콜 프라틱에서 강의를 하
는 등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였고 주요 저작들 역시 프랑스어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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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사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문학사를 기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적 집적물을 부분과 부분의 상호 관계로 이루어지는 전

체로 파악하는 일이다. 그것은 역사주의의 오류에서 문학사가를 벗

어나게 한다. 역사주의란 역사적 사실들을 원래의 제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실증주의적 태도이다. 그러한 역사주의는 일종의 

지적 정적주의(quiétisme intellectuel)로 떨어질 염려를 지닌다.125) 

(강조는 인용자)

  여기에서“문학적 집적물을 부분과 부분의 상호 관계로 이루어지는 전

체로 파악”하는 것은 골드만이 초기작 『숨은 신』126)의 1장 ‘전체와 

부분’에서 줄곧 강조하는 바이다. 골드만은 이 책에서 “총체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그 부분적 사실들에 대한 지식과 함께 진보하며 마찬가지

로 모든 부분적 사실들은 그 총체 속의 위치에 의해서만 진실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127)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세계를 부분과 전체의 구조

로 파악하는 구조주의적인 사고의 영향을 짙게 받은 것이다. 골드만은  

“개별적이고 추상적인 경험 사실”들을 존중하고 매순간 획득된 지식의 

총체를 인정하는 변증법적인 분석방법을 문학사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적 유물론에 입각한 변증법적 논리로, 이로써 

골드만이 성취하고자 했던 것은 확신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전진하

는 진보론적 과학적 사고를 반대하려는 것이었다. 그 대신, 문학사가는 

주관적인 믿음이 아닌 개별 문학작품의 “객관적 의미”를 추출하여 문

학사를 역사 발전의 총체 속으로 포함하고자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개

의 문학작품들을 하나의 기호로 이해하여 문학사가가 그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된다.128)

125) 김현·김윤식, 「한국문학사1」, 『문학과지성』7, 1972.봄, 200쪽.

126) Lucien Goldmann, Le dieu caché ; étude sur la vision tragique dans les Pensées 
de Pascal et dans le théâtre de Racine, Paris: Gallimard, 1955.

127) 루시앙 골드만, 송기형·정과리 역, 『숨은 신』, 연구사, 1986, 7쪽.

128) 비슷한 시기에 조동일의 문학사 관련 연구들 역시 구조주의 방법론을 사용했다는 
점은 흥미로운 비교점을 시사한다. 조동일이 문학사 서술에 차용했던 구조주의 이론
은 야콥슨의 신화비평을 중심으로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의 변증법적 관
계를 다루고 있다. 예컨대 같은 연도에 출판된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1973)에서 
조동일은 판소리계 소설과 신소설의 진보성과 보수성을 다루었다. 이에 반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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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김윤식과 김현은 골드만의 마르크스주의적 함의를 소거하고 한

국의 개별문학사를 수립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문학적 집적물을 부분

과 부분의 상호 관계로 이루어지는 전체로 파악”한다는 구조주의적 사

고를 선택적으로 취하였다. 이들이 골드만의 주장을 가져온 궁극적인 까

닭은 서구 중심의 단일한 진보를 인정하는 획일적 역사 발전을 거부하고 

개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만의 근대문학사를 새롭게 써보기 위

함이었다. 즉,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를 통해 김윤식과 김현은 19

세기 실증주의와 다윈의 진화론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진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면서 역사적 필연성을 거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유럽의 문학 장르로부터 한국의 근대문학이 태동하였다는 역사발전

의 과정을 거부하는 동시에 서구적 근대주의의 세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의미망을 구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보다 앞서있는 것처럼 보이는 서유럽의 문학도 역시 나름의 

한계를 가진 대상으로 상대화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문

학사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유럽의 국문학사는 “부분과 부분의 상

호 관계로 이루어지는 전체”로서의 개별문학사라는 층위에서 동등해진

다. 

  한국문학사를 하나의 개별문학사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근대화의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당대 지식장의 

주도적인 흐름이었던 내재적 발전론이 깔려있다. 비록 서구와 다른 형태

일지라도, 한국도 나름의 자생적인 근대를 일구어냈다는 전제를 통해서

만 한국문학의 주변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내재적 발전론의 핵심이

다. 「한국문학사」의 경우 한국적 근대를 발견하는 단서로 마련한 것이 

바로 “한국민의 정신적 궤적”, 더 자세하게는 “자체 내의 구조적 모

순과 갈등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정신”이었다. 이렇게 한국적 

근대의 기준을 곧장 정신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근대문학의 시작을 영정

조 시대로 잡는 다소 무리한 설정으로 이어졌고, 영정조 기점론은 당대

에 같은 『문지』 동인인 김주연의 반대에 부닥치며 논란을 야기했을 뿐

문학사」는 보다 직접적으로 문학 작품과 사회의 상동관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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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129) 지금까지도 「한국문학사」를 비판하는 주요한 근거로 여

겨지기도 한다. 

  본고가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문학사를 서술하는 방법론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문학작품의 근대성을 판별하는 기준에서도 골드만의 발

생론적 구조주의의 영향이 뚜렷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문학과 사회의 구

조적인 상동성을 전제하는 골드만 식의 문학관은 「한국문학사」에서 한

국근대문학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국문

학사」가 내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임화의 이식문학사를 극복하기 위하

여 한국문학사가 자체 내의 모순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전개되어왔다는 

것이다. 

문학에 한해서만 말한다면, 근대 문학의 기점은 자체 내의 모순을 

언어로 표현하겠다는 언어 의식의 대두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언어 의식은 유럽적 장르만을 문학이라고 이해하는 편협된 생

각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언어 의식은 장르의 개방성을 유발한다. 

현대 시, 현대 소설, 희곡, 평론 등 현대 문학의 장르만이 문학인 

것은 아니다. 한국 내에서 생활하고 사고하면서, 그가 살고 있는 

곳의 모순을 언어로 표시한 모든 종류의 글이 한국 문학의 내용을 

이룬다. 일기, 서간, 담론, 기행문 등을 한국 문학 속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한국 문학의 맥락은 찾을 수 없다. 그것은 광범위한 자료

의 개발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 개발을 통해 한국 문학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동적 측면이다. 그것만이 이식 문화론, 정적 역사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문자로 표현하고 그것을 극복하려 한 체계적인 노력이 싹

을 보인 영·정조 시대를 근대 문학의 시작으로 잡으려 한다.130) 

(강조는 인용자)

  근대 문학의 기점을 영정조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위의 주장에서 주목

할 만한 것은 근대 문학의 기점을 “자체 내의 모순을 언어로 표현하겠

129) 김주연, 「<근대>문학기점론의 문제점」, 『세대』, 1976.6, 117쪽.
130) 김윤식·김현, 앞의 글,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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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언어 의식의 대두”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이 빈번하게 

사용하였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용어는 본래 사회 내부의 자

체적인 모순이 그 사회가 진보하는 동력이 된다는 마르크스주의적인 함

의를 지니는 것이지만, 「한국문학사」에서는 한국 근대문학의 특성을 

형식, 장르, 제도가 아닌 정신에서 찾는 내재적 발전론의 일종으로서 등

장한다.131) 이는 근대의식을 “자체 내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을 이해하

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정신”으로 파악함으로써 서구화를 근대화와 동일

시하려는 미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한국문학사」에서 발견하고 있는 조선사회의 구조적 모순 극복

이 상인계급의 대두, 시장경제의 형성 등 자본주의화와 동일시되고 있다

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또 다른 서구중심주의를 노정한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132) 또한 선행연구가 밝혔듯, 김윤식과 김현이 근대문학을 판별

하는 기준을 언어의식 또는 사회의 내재적 모순을 파악하는 정신으로 삼

은 것은 한국사회에서 내세울 것이 지식과 언어밖에 남지 않았다는 인식

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133)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는 것 못지않게 이러한 시도로부터 “사

회의 구조적 모순”을 언어화해야 한다는 『문지』의 고유한 문학관이 

태동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

는 표현은 「한국문학사」의 거의 모든 절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데, 김

윤식과 김현 모두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문자로 표현하고 그것을 극

복하려는 시도를 보인다는 점을, 근대문학이 되는 유일하고 당연한 기준

으로 삼고 있다. 

A) 문체반정의 결과 문체의 혼란은 이용후생학(박제가)과 사회 구

조의 모순의 결과(박지원)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문체반정에 대

131) 골드만의 구조주의에서 “구조”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 사건들의 본질을 
의미한다면, 「한국문학사」의 서술에서 ‘구조’라는 용어는 ‘모순’, 즉 사회의 
내적 모순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고 있다.

132) 이현석, 앞의 글, 520쪽.

133) 배하은, 「`시민`적 주체와 이념의 문학사적 재구성」, 『한국현대문학연구』48, 한
국현대문학회, 2016, 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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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재미있는 현상은 날카롭게 당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정약용이 문체 순화, 고문 진흥을 부르짖었다는 사실이다.134)

B) 「한듕록」은 산문으로 된 내간체 기록 문학으로, (...) 조선 후

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례

없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위의 진술은 「한듕록」의 중요성은 그

것으로 인한 문제의 핵심이 사회 구조나 역사 쪽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 적어도 이 작품에 관한 한, 작품 자체의 구조나 내용을 검

토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135)

C) 조선 후기 사회 구조의 모순을 자체 내의 에너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열하일기(熱河日記)』만큼 강렬하고 

충격적인 저술(문자 행위)는 없다.136)

D) 김삿갓의 복수성은 18세기 조선 사회의 경제 구조와 거기에 따

르는 사회적 모순, 신분 이동에 따라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몰락 

양반 계층의 편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137) (강조는 인용자)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한듕록」, 「열하일기(熱河日記)」, 김

삿갓의 문학 등 조선 후기의 문학을 근대문학의 범주 안에 포섭하는 기

준은 모두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언어화 여부로 제시된다. 이 같은 

단언에서 근대문학이라면 왜 응당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언어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대신 조선 후기에서 개화

기와 식민지 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에 이르기까지, 시, 소설뿐만 아니라 

“일기, 서간, 담론, 기행문”을 망라한 근대문학의 계보는 언어라는 매

개를 통하여 가족 제도의 혼란, 서민 계급의 대두, 자유연애를 비롯한 

근대의식의 성장과 동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근대문학과 근대의식

의 동형을 뒷받침해주는 매개에 대한 설명 역시 충분치 않은데, 이것은 

134)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2」, 『문학과지성』8, 1972.여름, 428쪽.
135) 위의 글, 437쪽.

136) 위의 글, 440쪽.
137) 위의 글, 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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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이 발생론적 구조주의를 주장했을 때 비판을 받았던 바이다. 「한

국문학사」는 골드만의 상동성을 그대로 가져옴으로써 똑같은 한계를 노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언어학적 구조주의에서 주창했던 바와는 

오히려 반대로 개별적인 문학작품의 언어학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은 간과

되고, 사회의 구조에 따라 문학작품의 내용이 정해진다는 결정론적인 함

정에 빠지게 된다. 바르트가 의미 자체가 곧 언어의 산물이라고 해석한 

것과 달리, 골드만에게 언어란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담는 그릇으로서 

현실의 세계관보다 후행하며 작품의 심적 구조의 근원은 사회행위에 들

어있는 것으로 간주된다.138) 이 논리를 밀고 나간다면 결국 문학작품의 

내용이 사회구조에 귀속되어 있어 작가 개인의 창조성을 무시해버리는 

결정론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한국문학사」가 이러한 무리를 감수하면서까지 근대문학을 곧 “사

회의 구조적 모순”의 언어화와 동일시하고자 했던 의도는, 현실 사회가 

아닌 문학작품 속에서만큼은 한국에서 내재적으로 근대가 태동했다는 근

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골드만의 구조주의는 『문지』

가 한국만의 근대문학이라는 개념을 1970년대식으로 설정하고 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일종의 조주(助走)였던 셈이다. 이렇게 일종의 근대화론으

로 받아들인 골드만의 구조주의의 영향은 「한국문학사」뿐만 아니라 

1970년대 중후반에 연재된 김현의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1-7」(22-28

호)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1970년대 후반까지 『문지』에 지속적인 

영향력으로 파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39) 또한 이때 형성된 “사회

138) 데이비드 퍼객스, 「마르크스주의 문학 이론들」, 앤 제퍼슨 외, 김정신 역,『현대
문학이론』, 문예출판사, 1992, 245-247쪽.

139) 이때 골드만은 아도르노와 대조적인 의미로 언급되고 있다. 골드만에게 세계관이란 
그 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작품 구조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면, 아
도르노에게 진실 내용이란 진실을 향해가는 객관적 운동으로 예술작품을 뛰어넘는 특
이한 예술적 체험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현은 골드만에게 작가가 어떤 세계관을 선택
하고 있는지(세계규정적)가 중요하다면, 아도르노에게는 반대로 어떤 진실내용을 작가
가 드러내고 있는지(세계현시적)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김현이 골드
만의 구조주의가 문학작품에 대해 결정론적 한계를 보인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를 극
복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골드만과 대조적으로 언급된 아도르노는 
1970년대 중후반에 『문지』에서 주요하게 수용한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의 기수라
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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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문지』의 미학적 입장은 김윤식과 김현뿐만 

아니라 김병익, 김치수, 오생근을 비롯한 『문지』의 다른 필자들에게도 

점차 공유되었으며, 1970년대 중후반에 전개된 소설 비평을 통해서 프랑

크푸르트학파 이론을 경유한 산업화 비판으로 연결된다는 의의를 가진

다. 이는 4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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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크푸르트학파 비판이론과 1970년대 후반의 

문학비평

  4.1. 대중문학 논의를 통한 문학의 위상 성찰

  3장까지의 논의에서 『문지』가 문학연구의 과학화 및 근대화담론으로

서 구조주의를 받아들였으며 이것이 「한국문학사」라는 문학적 실천 속

에서 한국적 근대문학의 개념을 설정하기 위한 매개로 작용했음을 살펴

보았다. 그동안 종종 간과되어왔으나, 『문지』가 구조주의 못지않게 중

요하게 수용하였던 외국이론이 바로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이었다. 선행

연구에서 『문지』의 구조주의가 매끄럽게 정리되었던 반면에, 『문지』

의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 수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견이 다양하며 논

의할 여지도 많다. 『문지』의 구조주의 관련 논문이 양적으로 더욱 두

드러진다는 이유도 있겠으나, 구조주의 이론은 문학의 미적 자율성을 강

조해온 『문지』의 대표적인 문학관과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루는 반면 프

랑크푸르트학파의 이론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왔기 때

문이다. 또한 『문지』의 구조주의 수용이 창간호에서부터 그 자취를 드

러내었고 잡지가 폐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개, 번역, 논의되었던 것

과 달리,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은 197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문지』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기도 하다.140)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은 뚜렷한 강령이나 원칙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

은 아니지만,‘비판이론(Kritische Theorie)’이라고 약칭될 만큼 현대사

회에서 비판적 이성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

은 본고의 2장에서 상술하였던 것처럼 『문지』의 기본적인 지향과도 맞

닿아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후반 한국사회라는 구체적인 시

공간에서 『문지』가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을 수용한 의미는 단순히 비

140) 이 같은 사실은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과 관련 글의 목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구조주의 관련 글과는 달리 대부분 1970년대 중후반부터 주요한 논의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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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 이성에 대한 관심과 지향만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익은 한 대담에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혹은 네오마르크시

즘적인 연구를 소개하는 것이 혹독한 검열을 우회하여 비교적 안전하게 

현실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었던 길이었다고 회고하는 한편141), 

송은영은 『문지』의 이 같은 관심이 산업사회와 대중사회에 관한 주목

에서 비롯했다고 파악한다.142) 이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서은주는 

『문지』가 프랑크푸르트학파 비판이론 및 문학사회학을 수용한 이유가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인 관심 때문이 아니라 구조주의에 대한 경사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같은 이유로 오히려 1970년대 문학 장을 문학성 대 

사회성이라는 대립적인 구도로 만들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143) 이 절에

서 본고는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에 대한 『문지』의 관심이 현실 사회

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었다는 김병익의 언급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

되, 그것이 마르크시즘적인 사회 비판 혹은 당대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적인 인식에서 비롯하였다기보다는 한국문학의 위상을 성찰하기 위한 시

도에서 비롯하였다는 점에서 『문지』가 구조주의를 수용한 이유와 크게 다

르지 않다는 가설을 제기하고자 한다. 

  3장에서 상술하였듯이 바르트의 구조주의가 과학연구로서의 근대화담

론이라는 차원에서 수용된 한편 골드만의 구조주의는 내재적 발전론이라

는 차원에서 수용되었는데, 이는 문학의 제도적 측면보다는 문학 텍스트 

자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텍스트의 

사회학’이었다. 여기에서 근대화, 자본주의화, 서구화라는 다양한 사회

적 요인들은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기 위한 필연적인 해석 조건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문지』에게 한국근대문학이 되기 위한 

텍스트의 조건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적으로 언어화하고 그것

에 저항하려는 계기를 머금고 있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론을 수용하는 1970년대 중후반에 들어, 『문지』는 문학 자체를 

141) 백영서·김병익·염무웅 대담,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을 말한다」, 서은
주·김영선·신주백 편, 앞의 책, 혜안, 331쪽.

142) 송은영, 앞의 글.
143) 본고 4-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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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목 호수 비고
데오도르 

아도르노 

(김주연 역)

앙가쥬망 9호 번역

정문길 인간소외론연구 16호 논문
김종호 프랑크푸르트의 비판이론 18호 논문
정문길 소외론의 사회학적 의미 31호 논문
데오도르 

아도르노

(김주연 역)

시와 사회에 대한 강연 33호 번역

마아틴 제이 

(김종철 역)
미학이론과 대중문화비판 33호 번역

반성완
독일 시민문화의 전통과 독일 

현대미학
33호 논문

차봉희 발터 벤야민의 예술이론 36호 논문
소홍열 산업화와 가치관의 문제 37호 논문
박영신 사회 변동의 구조와 문화 현상 37호 논문
김우창 산업 시대의 문학 – 몇 가지 생각 37호 논문
김치수 산업사회에 있어서 소설의 변화 37호 논문
송호근 소설사회학에 대한 비판적 접근 40호 논문

[표3] 『문지』에 수록된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과 관련된 글 목록

다양한 사회 제도들 가운데 하나로 파악하여 제도로서의 문학이 사회 속

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기능하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제도의 사회학’으

로서의 입장을 두드러지게 견지한다.144) 이러한 입장에서는 문학의 외연, 

혹은 외적 조건들이 주된 관심사가 되며, 이로써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 산업사회에서의 문학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구조, 문학의 위상 등

이 다층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문지』에서 받아들였던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의 성격

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먼저 『문지』에 실린 프랑크푸르트학

파 이론 관련 글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살펴볼 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이 수용된 

시기이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 『문지』는 창간호에서 롤랑 바르트의 

144) ‘텍스트의 사회학’과 ‘제도의 사회학’의 구분에 관해서는 본고 32-33쪽과 김태
환,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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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 지식인」을 번역한 것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번역과 논문을 오가며 구조주의 이론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이와 달리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은 주로 1970년대 중후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용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을 

중심으로 한 특집호들이 대거 눈에 띈다. 33호에는 창간 8주년을 맞아 

<문화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특집을 꾸며 프랑크

푸르트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아도르노의 「시와 사회에 대한 강연」과 

비판이론의 연구자인 마틴 제이의 「미학이론과 대중문화비판」145)을 번

역, 소개하였고, 반성완과 오병남 등 미학자들의 글을 싣고 있다. 또한 

36호의 <현대문학의 이론과 분석>이라는 특집에서 발터 벤야민에 대한 

차봉희의 글을 게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호를 내면서」에서 

“최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파에 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우리

에게도 그 이름이 익숙해지기 시작”146)했다고 언급하며 당대의 분위기

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진 37호에서는 창간 9주

년을 기념하면서 <산업사회와 문화>라는 특집으로 같은 해 여름에 마련

한 대담147)에서 발표된 글들과 토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특집에는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이 명시적으로 소개된 것은 아니지

만, 산업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프랑크푸르트학파 기수들의 

논의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 

  그러나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는 학자이자 『문지』가 간행되던 중에 

직접 프랑스에 유학을 다녀오면서 현지의 이론적 분위기를 습득하였던 

김현, 김치수, 곽광수 등이 구조주의 이론을 비교적 상세하고 전문적으

145) 마틴 제이의 책은 이듬해에 『변증법적 상상력: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역사와 이론』
(황재우 외 역, 돌베개, 1979)로 번역되었다.

146) 「이번 호를 내면서」, 『문학과지성』36, 1979.여름, 383쪽.

147) 37호의 「창간 9주년 기념호를 내면서」에서는 이 대담에 대하여 춘천 성심여대에
서 1979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마련된 “대화의 광장”이라고 소개하고 있
다. 이 대담에서 소홍열의 「산업화와 가치관의 문제」, 박영신의 「사회 변동의 구
조와 문화 현상」, 김우창의 「산업시대의 문학」이라는 세 편의 리포트가 발표되었
고 이를 중심으로 40명의 참석자들이 이틀에 걸쳐 진지한 토의를 하였다. 『문지』 
37호에는 그 토의의 결과가 분과별로 종합 보고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같은 
호에 실린 김치수의 「산업사회에 있어서 소설의 변화」는 해당 대담에서 발표된 것
은 아니지만, 비슷한 주제로 묶인다는 이유로 같은 특집 아래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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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개하고 비평한 것과 비교해볼 때,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은 다소 

단순한 소개 차원에 그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문지』의 

구조주의가 롤랑 바르트와 루시앙 골드만이라는 특정한 학자들의 영향을 

짙게 머금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은 테오도르 아도르

노를 제외하고는 호르크하이머, 발터 벤야민, 브레히트, 로웬탈, 에리히 

프롬 등의 개략적인 생애나 이론을 소박하게 소개하는 차원에 머무는 경

우가 많다. 이는 『문지』에게 구조주의가 창간이념이자 당대 문학 장에

서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기반이었음에 비하여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은 1970년대 후반의 산업사회 및 대중사회 도래라

는 시기적, 문화적 맥락과 더욱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

  먼저 『문지』가 간행된 초창기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프랑크푸르트학

파 이론을 소개고자 했던 필진은 김주연이었다. 김주연은 9호와 33호에

서 아도르노의 글인 「앙가쥬망」과 「시와 사회에 대한 강연」을 각각 

번역하여 소개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문지』의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 수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프랑크푸르트학파에 

대해 김주연이 가진 관심의 계기는 그보다 앞선 1971년 『지성』에 게재

한 「역사비평론과 시민문학론」148)이라는 글에서 이미 드러난다. 

주목할 것은 그의 이러한 독특한 시민문학론은 한국의 상황에서만 

추출된 것이 아니라 범세계성으로 파악되었다는 것, 그리고 신학자

이며 아직도 객관성의 뒷받침을 받고 있지 못하는 떼아르 드 샤르

뎅의 <사랑>과 같은 예언적 발언을 논리의 실체로 하고 있다는 점

에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이성> 발견으로 휘돈다. 논리의 발전에 

따라 이른바 <새로운 헤겔이즘>(new hegelianism)에로 도달할 가능

성을 함유하는 이론이다. 그것은 시민문학론이 아니라 역사비판론임

이 여기서 자명해진다.149)

148) 이 글은 이듬해인 1972년에 『현대한국문학의 이론』에 게재된다.
149) 김주연, 「역사비평론과 시민문학론」, 『지성』, 1971,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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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낙청의 「시민문학론」(1969)이 리얼리즘문학을 농촌문학으로 환원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 글에서 김주연은 백낙청의 논의에 내포된 헤겔

리즘이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역사비판론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백낙

청의 시민문학론이 추상적임을 비판하는 것이었던바, 김주연이 보기에 

마르크시즘을 포함한 역사비판론은 문학적 생산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

이다. 70년대 초반에 이렇듯 프랑크푸르트학파에 내재된 마르크시즘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김주연이 『문지』의 9호와 33호에서 아도르노

를 번역한 것도 돌연한 입장의 선회는 아니었다. 「앙가쥬망」과 「시와 

사회에 대한 강연」 모두 아도르노 논의의 마르크시즘적인 함의에서 빗

겨나 있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 보아 앙가쥬망과 경향 예술은 구별되리라. 참여 예술이

란 엄격한 의미에서 어떤 대답, 법률적 행위, 실제의 행사를 유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이전의 경향작품이 매독, 결핵, 낙

태, 강제 기숙사 등에 대항하는 것과는 다르다. 참여 예술은 자세

의 문제다. 싸르트르는 가능성으로서의 그것으로서 결정으로서의 

그것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응시적 중립에 머물지 말고 실제로 존

재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앙가쥬망이 경향적 구호에 앞서서 예술

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작가가 그것을 위해 참여하는 작품의 내용

을 다의적으로 만든다.150) (강조는 인용자)

오늘날 참기 힘들게 난무하는 이데올로기 개념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란 진실이 아니라 

거짓 의식이며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예술 작품의 실

패 속에서 드러나며 그 허위성은 비난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형

상화와 그것을 통해 진정한 현존재의 모순을 의도적으로 화해하려

는 데에 그 본질을 두고 있는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이데올로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 자신의 진실한 내용에만 부당하게 작용

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개념을 또한 그릇되게 합니다. 이데

올로기 개념은 인간의 모든 정신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관

150) 테오도르 아도르노, 김주연 역, 「앙가주망」, 『문학과지성』9, 1972.가을, 5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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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일반적인 것으로 밀어버리는 데에만 소용된다고 주장하지 않

고 일정한 그릇된 정신의 가면을 벗겨 그와 동시에 자기의 필요성 

속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작품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하는 초점을 이데올로기가 숨기고 

있는 것을 그 작품들이 얼마나 말하게끔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만 걸고 있습니다. 그 성공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그릇된 

의식으로부터의 탈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151) (강조는 인용자)

  6년의 격차를 두고 김주연에 의해 번역된 아도르노의 두 글은 서로 다

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앙가쥬망」이 싸르트르의 참여예술론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을 비판하

고 있다면, 「시와 사회에 대한 강연」은 불행한 시대에도 서정시가 가

질 수 있는 보편적인 정치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두 글 모두 예술

작품 속에 과도하게 이데올로기를 적용하였을 때의 피상성과 비예술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이 예술로서만 가질 수 있는 자율성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는 싸르트르의 참여문

학에 여러 번 공감을 표한 바 있는 『창작과비평』 진영 혹은 기성세대 

비평가들이 가졌던 실존주의에 대한 대타항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김주연이 70년대 초반과 중반에 한 번씩 번역한 아도르노는 프랑

크푸르트학파 이론의 핵심 명제를 소개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당대의 비평장이라는 맥락 속에서 예술의 미학적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를 짙게 깔고 있었던 것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마르크시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자 하는 태도는 김주연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33호의 

<문학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특집을 소개하는 「창간 8주년 

기념호를 내면서」에서 아도르노와 마틴 제이를 비롯한 프랑크푸르트학

파 이론가들의 글과 한완상의 「민중사회학서설」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는 방식을 보자. 

151) 테오도르 아도르노, 김주연 역, 「시와 사회에 대한 강연」, 『문학과지성』33, 
1978.가을, 774-7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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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기념을 위해 이번 호는 <문화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란 이름으로 특집을 꾸몄다. 본지로서는 오랜만의 기획인 이 특집

은 문화가 천성적으로 발휘해야 할 창조력이 소비성을 그 기본 구

조로 갖추고 있는 현대 사회, 특히 대중 사회에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발생될 갈등과 억압을 해부하기 위한 것이다. (...) 이런 

점에서 사회와 예술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해명하려는 프랑크푸르

트학파의 대표적인 저술가 아도르노의 「시와 사회에 대한 강연」 

및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이론에 대한 자상하고 권위 있는 해설가인 

마아틴 제이의 「미학이론과 대중문화비판」은 우리에게 많은 교

시를 줄 것이다. (...) 본지에 수록된 글이 모두 본지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인간을 다루는 사회학 또는 사회과학이 순응주

의적 접근법을 극복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가령 

한완상 씨의 「민중사회학서설」은 인간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거리낌 없이 양분하고 그 각각이 악과 선을 표현한다는 식의 주장

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서항 씨의 「정치참여와 참여의 발전」

에서 폭넓게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단순하고 도식적이라

는 우리의 회의를 피할 수 없다.152) (강조는 인용자)

  이 글에서는 <문화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특집의 일부로

서 대중사회의 억압을 해부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가인 아도르노와 마틴 제이의 글에 대해서

는 “사회와 예술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해명”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시를 줄 것”이라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곧이어 언급

하는 한완상의 「민중사회학서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지나치게 

단순하고 도식적”이라 비판한다. 이렇게 「이번 호를 내면서」에서 게

재된 글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한 것은 『문지』의 

전체 호를 통틀어서 이것이 유일한데, 그만큼 “우리”라고 칭해지는 

『문지』 동인들이 사회를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분하는 마르크시즘에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3) 

152) 「창간 8주년 기념호를 내면서」, 『문학과지성』33, 1978.가을, 6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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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이론이 1980년대 후반 한국 지식인들에게 마

르크스주의 원전의 번역이 쏟아져 나오기 전까지 자본주의 사회 전반을 

비판하기 위한 마르크스주의의 대체 이론처럼 수용되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154) 192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막스 호르크하이머가 

설립한 ”사회연구소“에 당대의 젊은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

여 형성된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은 형성 초기에서부터 마르크스주의적

인 지향을 품고 있었다.155) 대한민국 수립 직후에는 정부의 반공 사상 

및 정책이 짙었던 까닭에 한국에서는 1950년대의 지식인들부터 마르크시

즘에 관심을 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전, 전략, 전술론 중심으로 프

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이 소개되는 경향이 강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야 

점차 번역의 형식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거나 개발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153) 33호의 「이번 호를 내면서」를 쓴 김병익은 회고를 통해 한완상의 민중사회학 원
고를 『문지』에 실은 것이 당시의 정황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뉘앙스를 
남기기도 하였다. “민중사회학이라는 말을 처음 쓴 것은 한완상 선생이거든요. 그 
분이 문지에 그 원고를 투고해서 실었어요. 주제라든가 한완상 선생의 무게로 봐서, 
당연히 실어야 했고 그래서 실었는데, 그 글에 대해서 전적인 찬동을 저나 동인들이 
할 수 없었거든요. 당시 문지 서문이 많이 회자가 되었어요. 잡지 처음에 있는 서문
인데, 그것을 읽기 위해 매호를 기다렸다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으니깐. 그때 제가 
쓰면서 한완상 선생 글을 싣는다면서 불평을 많이 했어요. 자기 잡지에 글을 실으면
서 그 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게, 참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말하자면 한
완상의 민중사회학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던 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깐 민중과 반민중, 선과 악, 뭐 이런 식으로 대조시킨다는 것이 우리 기질에는 적어
도 문지 기질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지요.”(백영서·김병익·염무웅 대담, 위의 글, 
359쪽.)

154) 송은영, 위의 글, 110쪽.

155)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크게 세 단계로 분류된다. 첫 번째 단계는 30년대 『사회 연
구지』라는 잡지에 발표된 호르크하이머의 글을 들 수 있으며, 그것은 대체로 전통과 
결별하는 비판 이론의 자기성찰적 작업과 『권위와 가족(Autorität und Familie)』이라
는 사회 연구 작업의 특징을 띤다. 두 번째 단계는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공동 
작업인 『계몽의 변증법(Dialektik der Aufkärung)』을 통해서 형성된다. 기본적인 출
발점은 계몽이 자기성찰을 결여한 나머지 어떻게 다시금 신화로 전환되는가를 조명하
는 일이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아도르노의 『한 줌의 도덕(Minima Moralia)』, 『부정 
변증법(Negative Dialektik)』 등이 발표된다. 아울러 사회연구소의 동료였던 마르쿠제
(Marcuse)는 『일차원적 인간(Der eindimensionale Mensch)』에서 발전된 산업사회의 
이론을 제시하였지만, 아도르노는 이에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세 번째 단계는 하버마스로 대표된다. 『공공성의 구조변화(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ekti)』, 『이론과 실천(Theorie und Praxis)』 등을 통해 비판이론을 방
법론의 영역으로 확장시켰으며, 특히 『인식과 이해(Erkenntnis und Interesse)』는 과
학적 학문의 자기성찰이라는 이념을 표방하고 나섰다.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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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수용되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자본주의 

비판 및 군사정권의 공업화 비판과 더불어 마르크시즘이 일종의 유행이 

되었다. 당시의 유학 1세대들이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

아온 후에 68혁명 이후 서구에서 널리 유행하던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

을 한국의 학계에 번역, 소개, 평론의 형태로 수용했다는 사실도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다. 다만 1970년대에 한국에서 적용되었던 마르크시

즘 관련 이론들은 상당부분 민중, 혹은 민족자본 및 매판자본과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197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은 한국이 산업사회와 대중사회로 진입했다는 인식156) 아래 인문사

회학계에서 전문적이고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던 것이다.157) 『문

지』의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 수용도 산업사회와 대중사회에 대한 당대 

지식 장의 맥락 속에 있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문지』의 필진들이 산업사회와 대중사회에 

대해 가졌던 시각의 온도 차이이다. 산업사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필

진들이 비교적 분명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대중사회에 대해서

는 필진들마다 가진 각기 다른 논리와 시각이 혼류되어 있었다는 것이

다. 예컨대 20호에 실린 임희섭의 「대중문화의 사회적 의미」와 29호에 

실린 오생근의 「한국 대중문학의 전개」처럼 대중에 대해 우호적인 시

각을 가지고 있는 필진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르테가 이 가세트에 대한 

연구로 『문지』에 여러 차례 글을 실은 정문길의 소외론 연구의 경우에

는 대중을 산업사회의 여파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몽매한 

존재로 보았다. 이러한 관심은 『문지』라는 매체 바깥에서도 편집동인

들에게서 꾸준히 엿보였던 것이다. 예컨대 김현은 「대중문화 속의 한국

문학」158)이라는 글에서 “한국사회가 대중사회화해가고 있다는 것만은 

156) 여기에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1977년은 박정희 정권의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번째 해였고, 1인당 국민총생산이 1000달러가 넘었다고 홍
보되던 해였다. (http://eos.bok.or.kr 참조.) 이토록 가파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던 시
기에 소비가 활성화되었으며, 이는 학계에 산업사회와 소비사회로 진입했다는 논의를 
낳게 하였다.

157) 1970년대 말 문학 계간지에서도 산업사회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1978년 『세대』 5월호에서의 대중사회 특집을 들 수 있다.

158) 김현, 「대중문화 속의 한국문학」, 『세대』, 1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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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김주연은 1978년

에 『대중문학과 민족문학』159)이라는 책을 엮은 바 있으며, 김병익은 

『문지』 동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대중사회론을 펼치며 대중문화와 

엘리트 문화를 결합하고자 노력하였다.160)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비교적 뚜렷한 합의점에 이르고 있

는 것과 달리 대중사회에 대해서는 필진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사

실은 역설적으로 대중사회, 대중문화, 그리고 대중문학이 그만큼 『문

지』 필진들의 촉수를 건드리는 주제였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 시

기에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논의되었던 대중문화는 창간 이래로 줄곧 문

학과 사회의 관계에 천착했던 『문지』가 1970년대 초중반까지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문학의 기능과 외연에 대해서 다시 고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시각들이 충돌하고 이합하는 

저변에는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제도로서의 문

학사회학’으로서의 논의가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대중문학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문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학의 입지를 다져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이때 대중문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문학이 서야 할 위치에 대한 『문

지』의 입장이 비교적 선명하게 정리되는 지점이 바로 김현의 「한국문

학의 전개와 좌표1-7」(22-28호)161)이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한국

159) 김주연 편, 『대중문학과 민족문학』, 민음사, 1980.

160) 송은영, 「김병익의 초기 대중문화론과 4.19 세대의 문화민주주의」, 『대중서사연
구』20(3), 대중서사학회, 2014 참조. 물론 이들의 입장에는 양가적인 면이 있었다. 특
히 김주연의 경우 은연중에 대중이 무의지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입장을 엿보인다는 점
에서 김현과 김병익의 입장과 뚜렷이 차이를 드러낸다.

161) 김현의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는 『문학과지성』 22호(1975.겨울)부터 28호
(1977.여름)까지 총 7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이 글은 1977년 문학과지성사에서 『한국 
문학의 위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이때 7장 “문학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어왔는가”가 추가되었다. (이 부분은 연재 당시의 기획과는 별개로 『문예총
감』(문예진흥원, 1976)에 실었던 것이다.) 출간된 단행본에 실린 「책 끝에」에서 김
현은 김윤식과의 공저로 『한국문학사』를 쓴 이후 “문학사란 각주가 잔뜩 붙어있는 
논문이 아니라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쉬운 개설서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자
각을 했고, 그 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한국 문학사를 쉽게 써야겠다는 의무감으
로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 문학사를 개관하고 있는 6장
의 ‘제4기의 문학’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생각되는 독자는 김
윤식 씨와의 공저인 『한국문학사』를 참조해주기 바란다”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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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사를 쉽게 써야겠다는” 생각 아래 집필했다는 이 연재물에서 김현

이 주요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학사 서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중사회로의 변동 속에서 한국문학이 위치해야 하는 자리를 매김하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 김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아도

르노는 산업사회에서 예술 작품이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의 문제에 꾸준히 천착하였다.

예술 작품이 어떤 사회적 기능을 지닌다고 단언할 수 있다면 그것

은 작품의 무기능성이다. 예술 작품은 마법에 걸린 현실과 거리를 

둠으로써, 존재자들이 그 본래의 올바른 위치에 놓이게 되는 상태

를 부정적으로 구현한다. 예술 작품의 마술은 탈마법화이다. 작품

의 사회적 본질은 작품의 독자적 존재와 사회에 대한 작품의 관계

에 대해 양면적으로 반성할 것을 요구한다.162) (강조는 인용자)

  이 글에서 아도르노는 예술작품의 무기능성이 오히려 기능이 될 수 있

다는 역설적인 사고를 보여준다. 즉, 예술 작품은 사회의 작동 혹은 발

전에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현실과 동떨

어진 독자성을 지니지만, 이러한 독자성이야말로 사회와 인간 존재를 본

래의 위치에 놓이게 하는 ‘부정적인 구현’이라고 아도르노는 강조하고 

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기능을 부정함으로써 예

술작품의 진정한 사회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발상에

는 산업사회에서 작품이 단순히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맞추어 생

산될 경우, 예술로서의 가치를 잃을뿐더러 사회비판적인 기능도 수행하

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예술의 무용성 주장은 산업사

회에서 예술 작품이 자칫 전락할 수 있는 상품가치로서의 예술에 대한 

경계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김현의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

때에도 이 글은 『한국문학사』의 문학사적인 관심이 이어져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윤식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문학사』가 출간된 다음 김현이 고대까지 
확대된 한국 문학사의 공동 집필을 제안해왔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되었는데, 
얼마 후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의 연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김현문학전
집』1, 문학과지성사, 1991, 「편집자의 말」 참조.) 

162) 아도르노,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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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A) 남은 일생 내내 나에게 써먹지 못하는 문학은 해서 무엇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신 어머니, 이제 나는 당신께 내 나름의 대답을 하

지 않으면 안 되겠다. 확실히 문학은 그 써먹지 못한다는 것을 써먹

고 있다. 문학을 함으로써 우리는 서유럽의 한 위대한 지성이 탄식했

듯 배고픈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며, 물론 출세하지도, 큰 돈을 벌지

도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대체로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억압한다. 유용한 것이 결핍되었을 때의 그 답답함을 생각하

기 바란다. 억압된 욕망은 그것이 억압되면 억압될수록 더욱 강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

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억압하는 모든 것이 인

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 힘을 인

지한다.163) (강조는 인용자)

B) 문학은 억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억압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 어떻게 해서? 문학은 저항한다는 구호에 의해서, 명백한 고

발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억압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

니다. 그것은 인간을 억압하는 기존 질서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적, 물신적 사고를 파괴함으로써 억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 우상을 파괴해야 한다는 높은 소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억압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도르노의 표현을 빌면 파괴 

그 자체가 됨으로써, 문학은 우상을 파괴한다. 김정한이나 신동엽의 

저 목청 높은 구투의 형태 보존적 노력보다, 최인훈이나 이청준, 김

수영이나 황동규, 정현종의 형태 파괴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 (...) 식민지 시대 이후로 한국 문학은 

고통의 제스처를 보여주지 않은 문학에 대해 체질적인 반감을 보여

왔다. 그러나 감히 말하거니와 긍정적인 가짜 화해로 끝나는 고통의 

제스처보다는 끝내 부정적인 행복스러운 고통을 우리는 보여주지 않

163) 김현,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1」, 『문학과지성』22, 1975.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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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안 된다. 고통의 제스처는 추하다.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불화

를 가짜로 해소시키기 때문이다. 저급의 참여소설에 나타나는 저 가

짜 소영웅들을 상기하기 바란다.164) (강조는 인용자)

C) 문제의 초점을 재미에 두는 한, 공식 문화·대중화 현상 등의 현

대 소비사회의 중요한 문제들과 맞부딪칠 가능성이 전연 없다. 매스 

미디어의 대중화 현상에 의거하지 않는 재미를 누가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의 재미는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재미가 아니라, 반성을 

강요하는 고통스러운 재미이다. 재미있게 쓰겠다, 그것이야말로 고통

스럽게 세계를 바라보는, 행복을 꿈꾸는 자의 작업을 내팽개치고, 작

품을 물건화하여 문학을 문학에서 소외시키겠다는 태도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알고 있다. 대중을 계발하여 문학에 취미를 

붙이게끔 재미있는 작품을 쓰겠다는 작가들의 대부분이 현대 소비 

사회의 가짜 욕망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재미있게 쓰느냐, 재미없

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가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매스 미디어의 대

중화 현상에서 벗어나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이지, 대중 사회에 편입하여 그 대중의 인기를 끌 수 있느냐 없느냐

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다.165) (강조는 인용자)

  위에서 제시한 세 인용문은 산업사회와 대중사회 속 한국문학의 위상

에 대한 김현의 사유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A)에서는 

앞서 인용한 아도르노의 논의를 그대로 따르면서 문학이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언급한다. 

현실 사회에서 문학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무용하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

적으로 문학의 유용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이 가능한 이

유는 억압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억압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억압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억압

에 대한 반성을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비약이 보이기는 

164) 위의 글.
165) 김현,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2」, 『문학과지성』23, 1976.봄, 178-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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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요한 것은 ‘억압에 대한 반성’을 가능케 하는 문학이야말로 

사회에서 유용하다는 전제다.

  B)와 C)에서는 A)에서 언급한 전제, 즉 ‘문학은 억압을 반성케 한다

는 점에서 사회에서 유용하다’는 전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뻗어나가면

서 김현이 생각하는 ‘가짜’문학과 구분되는‘진짜’ 문학의 정의가 좁

혀진다. 먼저 B)에서는 “저항한다는 구호” 혹은 “명백한 고발”로써 

억압을 반성하게 만드는 문학이 추한 “고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고 

“불화를 가짜로 해소시키기” 때문에 ‘가짜’ 문학으로 분류된다. 한

편 C)에서 ‘가짜’문학으로 분류되는 것은 “대중 사회에 편입하여 그 

대중의 인기를 끌”고자 재미있게 쓰겠다는 생각만으로 현대 소비사회의 

가짜 욕망에 중독된 문학이다. 눈에 띄는 것은 ‘가짜’라는 표현이다. 

B)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짜’ 문학은 김현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

는 바대로 “저급의 참여소설”을 가리키는 것이고, C)에서 말하는 ‘가

짜’ 문학이란 오로지 재미만을 위해 과장스럽게 쓰인 대중소설을 가리

킨다. “저급의 참여소설”과 재미만을 위해 쓰인 대중소설을 ‘가짜’

로 분류하면서 김현이 주목하려고 했던 ‘진짜’ 문학은 “우상을 파괴

해야 한다는 높은 소리”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현대 소비 사회의 가

짜 욕망에 중독되어”있지 않은, 다시 말해 우상의 파괴를 ‘문학 그 자

체로서’ 보여주면서 재미만을 앞세우지는 않는 문학이다.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에서 김현은 1970년대 초반에 견제했던 참

여문학과 1970년대 중후반 새롭게 부상한 대중문학이라는 두 영역 모두

에 비판적인 거리를 두면서, 그 거리로부터 ‘진짜’ 문학을 ‘사회의 

억압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문학’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것

이다. 산업사회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으로부터 출발한 『문지』의 관

심은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 그 자체라기보다는 1970년대 산업사회 속에 

존재하는 한국문학의 위상에 대한 고찰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현이 

당대의 많은 문학 작품들을 제외하면서까지 ‘진짜’문학이라는 범위를 

좁게 설정했던 이유는 김정한, 신동엽을 배척하거나 최인훈, 이청준, 김

수영, 황동규, 정현종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구분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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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는 한국문학의 위치와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한국문학사」(7-14호)에서 못다 이룬 문학사 개설

서를 쉽게 써보겠다는 목적으로 저술된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

(22-28호)가, 이듬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을 때는 『한국문학의 위상』이

라는 제목을 달고 나오게 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장 

2절에서는 1970년대 중후반 『문지』에 실린 소설비평을 통해서 김현이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표」에서 설정한 ‘진짜’문학의 외연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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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비판적 실천으로서의 소설 비평

  이 절에서는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을 경유하여 참여소설과 대중문학

에 비판적인 거리를 두면서 개념적으로 정립한 『문지』의 문학관이 

1970년대 중후반의 소설비평에서 어떻게 연장되고 변화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1970년대 중후반은 『문지』의 문학비평이 재수록 작품뿐만 아니라 당

대 문학 장의 전반적 경향을 폭넓게 조망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창간 초

기였던 1970년대 초반에는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의 대립”의 공소함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적이 뚜렷하였고, 『문지』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관

심사는 개개의 문학 작품 그 자체였다. 이것은 창간이념을 공공연하게 

밝힌 1호의「창간호를 내면서」에서부터 드러난다.

이번 호에서 우리가 다루려한 것은 한국문학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

어온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의 대립의 지양이라는 과제이다. 이 과제는 

다음의 여러 작품들(70.1.~70.6.)에 대한 충분한 토의 밑에서 선택된 

것이다.―최인훈씨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2』, 박순태씨의 『물 

흐르는 소리』, 이문구씨의 『덤으로 주고받기』, 이호철씨의 『토요

일』, 『울안과 울밖』, 이청준씨의 『전쟁과 악기』, 강준식씨의 

『병정놀이』, 윤흥길씨의 『황혼의 집』, 박순녀씨의 『어떤 파리』, 

김문수씨의 『미로학습』, 최인호씨의 『술꾼』, 홍성원씨의 『즐거

운 지옥』, 최정희씨의 『바다』, 박상륭씨의 『늙은 것은 죽었네라

우』, 김중희씨의 『파투』, 그리고 이성부씨의 『철거민의 꿈』, 정

현종씨의 『소리의 심연』, 김지하씨의 『피리』, 김준태씨의 『참깨

를 털면서』, 윤상규씨의 『근작시편』, 박제천씨의 『십이동판법』, 

조태일씨의 『털』. 이러한 숱한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의 대립이 얼마나 관념적이고 추상

적인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그대로 계속시킨다는 것은 60 여

년의 한국문학을 계속 공허한 논리의 세계로 이끈다는 것을 뜻한다

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것에 관해 여러 가지의 면모를 내보여주고 있

는 다음의 작품들을 재수록하기로 합의를 보았다.166)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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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인용문에서 『문지』의 편집동인은 본지가 창간호에서부터 중점

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의 대립의 지양”이

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러한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 근거로서 

같은 해에 발표되었던 여러 편의 소설과 시 작품들을 열거하고 있다. 여

기 제시되고 있는 수많은 구체적 문학작품들 앞에서는 당시 비평가들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대립해왔던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의 구분이 “관념적

이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창간호에서 『문지』는 시는 김현승, 소설

은 김병익, 문학이론은 김현이 각각 맡아 순수참여의 이분법을 공격하는 

입장을 취했으나167), 그 대립의 공소함을 지적하는 결정적인 수단이자 

목적으로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문학작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기존의 다른 문학잡지 등을 통해 발표된 문학 작

품들 중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작품들을 모아 싣는 『문지』 특유의 재수

록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처럼 『문지』는 매호 「이번 호를 내

면서」를 통하여 재수록 작품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재수록의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자신들의 문학적 지향점을 언명하였다. 재수록 

제도는 기존의 작품을 발굴, 검토, 평가함으로써 『문지』의 문학적 변

별점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참여문학과 순수

문학의 대립의 지양이라는 과제”를 기존 문학작품 텍스트의 전문(全文)

을 실음으로써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창간호에서 소설로는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2』, 박순녀의 『어떤 파리』, 홍성원

의 『즐거운 지옥』, 최인호의 『술꾼』을, 시로는 이성부의 『철거민의 

꿈』, 정현종의 『소리의 심연』, 조해일의 『털』을 수록하는 것을 필

두로, 마지막 호인 41호(1980년 가을호)까지 총 39편의 소설(총 33명의 

소설가)과 80편의 시(총 28명의 시인)를 재수록했다. 『문지』는 문학이

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외국이론 논문을 게재하였지만, 결국 자

신들의 문학적 이상을 문학 텍스트로써 실천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던 것

이다. 

166) 「창간호를 내면서」, 『문학과지성』1, 1970.가을, 5쪽.
167) 송은영, 앞의 글,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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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창간호를 내면서」에서 보였던 의욕이 무색할 만큼 실제로 

『문지』는 1970년대 초반 내내 순수참여논쟁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이분법을 끌고 가는데, 이러한 점은 재수록 작품에 대한 

문학평론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예컨대 1970년대 초반에는 김현승의 

「60년대 시의 방향과 한계-시와 생명력」(1호), 김병익의 「한의 세계와 

비극의 발견-<야호>와 <장한몽>」(7호), 김치수의 「한국소설은 어디에 

와있는가-최인호와 황석영을 중심으로」(9호), 김병익의 「삶의 치열성과 

언어의 완벽성-조선작의 경우」(16호)에서 ‘순수참여논쟁’ 혹은 리얼

리즘 문학을 극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 아래 이러한 구도를 벗어나

는 것이 문학 작품을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문지』에 재수록된 작품의 수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줄어든

다. 창간호에 소설 4편, 시 5편으로 총 9편의 문학 작품을 재수록하면서 

야심차게 재수록 제도를 시작하였으나 1972-73년에 이르러 수록 작품 수

가 눈에 띄게 줄어들다가, 1975년을 기점으로 하여서는 소설과 시를 모

두 합쳐 한 호에 한두 편만을 재수록할 정도로 그 수가 감소한다. 이러

한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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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5] 『문지』 1-41호에 재수록된 작품 수의 변화

168) 이러한 경향은 장르를 불문하고 소설과 시에서 모두 동일하게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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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재수록 작품을 한 편도 싣지 않았던 23호의 「이번 호를 내

면서」는 “이번 호에서 시, 소설 양 부면에 걸쳐 재수록 작품을 발견해

내지 못했”던 이유를 “최근의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의욕 상실증에 걸

려 있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문지』 간행 10년 동안의 전

체적인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를 단순히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재수록할 만큼 훌륭한 문학 작품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하기

는 어렵다. 이러한 대조적인 변화는 오히려 1975년 가을에 『문지』 동

인들이 그동안 잡지를 펴냈던 출판사 일조각과 결별하고 스스로 ‘문학

과지성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오히려 연관되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즉 창간 초기에는 잡지에 작품을 재수록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없었지만, 출판사를 운영한 다음부터는 다른 매체에 발표된 

작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훌륭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뛰어난 작

품들을 선별하여 출판하는 방식으로 문학적인 실천을 할 수 있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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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3] 『문지』 1-41호에 재수록된 시 작품 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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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4] 『문지』 1-41호에 재수록된 소설 작품 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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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69) 

  이러한 사실은 거꾸로 ‘문학과지성사’라는 출판사가 아닌 『문지』

라는 잡지의 차원에서는,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문학작품 자체보다

는 당대의 여러 작품들을 나름의 문학관으로 소화하고 판단하는 현장비

평의 역할이 커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는 즉 순수참여논쟁의 이분

법적 도식을 극복하기 위해 문학작품으로써 말하겠다는 『문지』 초기의 

의도에서 선회하여, 점점 공고하게 형성되었던 『문지』만의 문학관을 

통한 문학평론의 형태로서 문학적인 이상을 실천했다는 의미가 된다. 실

제로 『문지』는 소설이나 시를 재수록할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같은 호

에 해당 작품을 해설하는 글을 게재하였는데,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재수록 작품이 거의 사라지면서 재수록 작품에 대한 평론보다는 당대 문

학의 전반적인 흐름에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1970년대 후반의 문학비평에는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과 조우하면서 더 

공고하게 확립된 『문지』의 문학관이, 단지 재수록 작품뿐만 아니라 당

대 문학의 전반적 경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던 

셈이다. 더불어 내용 면에서도 1970년대 초반의 문학평론이 1960년대의 

순수참여논쟁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식 혹은 리얼리즘 계열의 문학에 대

한 반발을 강박적일 정도로 자주 드러내 보였다면, 197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의식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170) 

169) 한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평의 게재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대조
적이다. 그만큼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문지』가 문학작품 자체로서 문학관을 
설명하기보다는 서평 혹은 평론의 형태로 소화하여 제시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서평에서는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당대의 평론집, 인문사회과학 서적 등을 
폭넓게 다루었는데, 이는 당대의 지식 장 혹은 문학적 흐름 전체에 대한 『문지』의 
장악력이 커졌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170)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문지』라는 매체 전체에 실린 문학 관
련 글의 성격에 따라 필진이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이다. 아래의 그래프를 살펴보
면 주로 문학이론을 다룬 일반논문에서는 김현(7편), 김우창(5편)의 글이 두드러지는
데, 이들은 1970년대 당대 비평에 대해서 적어도 『문지』라는 매체 안에서는 주도적
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김현, 김우창 다음에는 김붕구(3편), 김치수(3편), 박이문(3편), 
송재영(3편) 등 프랑스문학 전공자들이 문학에 대한 일반논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
다. 반면, 재수록 작품을 포함한 1970년대 당대의 현장비평에는 김병익(14편)이 독보
적으로 많은 글을 게재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편집동인인 김주연(7편)과 김치수(7편)
가 김병익의 뒤를 잇고 있으며, 이어 김현(5편), 오생근(5편), 김종철(4편), 천이두(4편), 
오규원(3편)이 당대 문학작품을 활발하게 비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문지』를 단순



80

  1970년대 전반과는 달리 중후반에는 4.1절에서 살펴본바 김현이 「한

국문학의 전개와 좌표」에서 정의하고자 했던 ‘진짜’ 문학의 기준, 즉 

참여문학과 대중문학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억압을 반성케 한다는 문

학적 기준이 문학평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이것은 시 비평보

다는 소설 비평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문학사」에

서 태동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언어화라는 미학적 입장이 이 시기

의 문학비평에서 프랑크푸르트학파 식의 산업사회 비판과 접맥하고 있다

는 것이다. 당대의 산업화 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한 작가들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1970년대 문학 장 안에서의 구체적

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먼저 1970년대 초중반까지 『문지』의 문학비평에서 문학텍스트 그 자

체로써 혹은 다소 추상적인 언어로써 주장되었던 순수참여 도식의 타파

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언어화라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1970년

대 후반 『문지』가 보인 변화의 기점에 서있는 평론인 김병익의 「난장

이 혹은 소외집단의 언어-조세희의 근작들」(27호)에 그러한 양상이 잘 

드러난다. 특히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칼날」, 

「뫼비우스의 띠」, 「우주여행」 등 조세희의 당시 근작들을 살펴보고 

있는 이 글에서 김병익은 조세희를 주목하는 이유로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소외계층의 아픔을 절제하면서 드러냈다는 것, 둘째는 

난쟁이라는 상징적인 요소와 특유의 단문 문체의 성과라는 것, 셋째는 

참여, 순수의 딜레마적 요소를 통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세 번째 이

유를 들며 김병익은 “윤흥길, 최창학, 황석영, 조해일, 조선작 등 일군

의 작가들은 참여와 순수, 현실과 언어, 내용과 형식이 상극적이며 따라

서 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 공존적이며 상보적인 관계에 있

다”며 이들의 문학을 고평한다. 1977년에도 여전히 순수참여논쟁의 극

복이 커다란 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 “일군의 작가

히 김현이라는 한 명의 비평가 혹은 4K라 불리는 4명의 편집동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양한 비평가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역동적인 장인 매체의 단위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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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6] 비평가 별 일반문학논문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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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포함되는 조세희에 대한 분석에서 그 근거로“사회의 구조적 모

순”의 언어화를 들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76년 한국문학의 성과 중 하나는 창작집 『황혼의 집』을 내놓음으

로써 새로이 주목받게 된 윤흥길과 더불어 불과 4편의 중, 단편으로 

[그래프7] 비평가 별 문학평론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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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하는 조세희의 발견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그의 새출발은 그보다 뒤늦게 등단하여 먼저 인기 혹은 주목을 받는 

동년배 작가들의 침체 내지 해이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어진 것

이다. 그것은 그의 긴 휴면에 대한 보상일지도 모르지만 70년대 문학

에의 어떤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시해야 

할 것은 그의 긴 휴면, 그런 끝의 재출발이란 호사가적인 희한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일련의 <난장이> 연작을 통해 <집>의 사회학

적 의미를 밝히고 그를 통해 이 현실의 구조적 모순의 정체를 보여

준 것이다.171) (강조는 인용자)

  한편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1970년대 중후반의 문학 장에서 “새

로운 감수성”이라는 다소 모호한 주제로 묶이는 소설들을 구체적으로 

의미화하기 위한 시도로써도 활용된다. 예컨대 「문학과 문학사회학」

(30호)에서 김치수는 황석영, 조해일, 조선작, 송영 등 1970년대에 꾸준히 

주목받았던 작가들과 더불어 새롭게 부상하는 최인호, 윤흥길, 박완서의 

작품들에서 “새로운 감수성”의 실체를 찾아내기 위해 문학사회학으로

서의 연구방법을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172) 이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새로운 감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소설과 

사회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밝혀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최인호 소설에 대한 분석에서 두드러진다.

겉으로 진지하지 못한 <장난기>에 대한 최인호의 감수성은 도덕적 

엄숙주의가 갖는 사회적 현실의 위선을 벗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

게 된다. (...) 그리고 이러한 장난기가 그의 소설에 환상적인 세계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 환상 세계가 바로 사회적 현실의 숨어 있

는 구조에 대한 알레고리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소비문

명이 오늘날 우리의 정신 세계와 갖고 있는 접촉 지점을 건드리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소비사회의 신화 속에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 

171) 김병익, 「난장이 혹은 소외집단의 언어-조세희의 근작들」, 『문학과지성』27, 
1977.봄, 176쪽.

172) 김치수, 「문학과 문학사회학」, 『문학과지성』30, 1977.겨울, 9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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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의 문장 속에는 구어체로 

쓰이는 말들이 무수하게 들어와 있어서 마치 유행을 좇는 대중소설

의 작가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그가 다루고 있는 언어를 분

석해보는 것이 소설사회학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일단 

주목하고 넘어가야 한다.173) (강조는 인용자)

  이 글에서 최인호의 “새로운 감수성”이 내포하는 내용은 “겉으로 

진지하지 못한 장난기”이지만, 그것이 문학적 가치로 인정받는 것은 

“사회적 현실의 위선을 벗”기고 “사회적 현실의 숨어있는 구조에 대

한 알레고리”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의 구조

적 모순”이라는 비평언어는 “새로운 감수성”이라는 모호한 용어가 

1970년대 문학 장에서 의미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러

한 시각은 하나의 문학작품을 작품 내의 특성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외부

의 사회구조로 환원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앞서 언

급된 김병익의 「난장이 혹은 소외집단의 언어-조세희의 근작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천편일률적으로 산업사회와 소비

사회의 문제점으로 환원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비평언어가 

1970년대 문학작품들을 의미화하고 있는 이러한 양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회 참여나 실천으로 수렴되지 않는 문학의 비판적 기능을 통해 

한국문학의 문제를 고찰하는 힘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글이 김치수의 「산업

사회에 있어서 소설의 변화」(37호)이다. 『춘향전』, 이광수의 『무정』,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 황석영의 『객지』, 윤흥길의 『아홉 켤

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차례로 분석하고 있는 이 글은 18세기 이후의 근대소설 자체가 산업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가정하는 루카치와 골드만의 문학사회학 

이론을 빌려온다. 소설이 그리고 있는 집단의식 혹은 개인의식은 산업화

라는 사회적 구조의 변동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

173) 앞의 글, 9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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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문학이 사회적 구조와 상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김치수는 

조선 후기에서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당대인 1970년대로 올라오면서 

한국이 겪은 산업사회로의 변화가 문학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핀다. 『춘향전』과 『무정』에서 아직 산업사회가 도래하지 않았으므

로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주인공이 개인으로서 사회집단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였다면, 이미 산업화 사회에 다다른 1970년

대의 주인공은 그럴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은 문학과 사

회 구조의 상동성을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산업사회의 

개인은 예외 없이 산업사회의 소유양식에 의해 비관적으로 수렴당할 수

밖에 없다는 단순한 세계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분석에서 김치수는 

사회현실을 명징하게 성찰하게 하는 문학의 비판적 기능을 끌어낸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왜 소설이 삶의 어두운 면만을 다루

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학 자체가 가

지고 있는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순

에 관한 인식과 분석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 여기에서 주목

하고 싶은 것은, 산업화 자체가 구미에서 먼저 일어났고 또 거기에 

따른 소설의 변화가 있었지만, 오늘의 우리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것

과 같이 생존 자체를 직접적으로 문제로 삼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소설이 독특한 현실을 가지고 있음을 인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말을 바꾸면 산업화가 사회 전체적인 

경제 수준을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향상의 과정에서 사랑과 

자유와 평등에 해당하는 부르조아 혁명의 이념과 정신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차이인 

것이다. 그것은 산업화로 부의 편중에 따른 상대적 빈곤의 증대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단시일내에 벼락부자가 되고자 하는 개인이 

투기를 하거나 협잡을 하거나 사기를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며, 이것의 사회적 차원으로의 확대는 경제 성장 자체가 개인

의 생존의 위협이나 억압적인 요소가 된다. 소설이 사회의 보이지 

않는 구조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현실에 대한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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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174) (강조는 인용자)

  김치수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순”이란은 산업화를 

겪으면서 “부의 편중에 따른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거나 “개인이 투

기를 하거나 협잡을 하거나 사기를 하는”1970년대 한국사회의 단면이

다. 그런데 산업화를 겪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사회는 경제적 수준

을 지탱해줄 만한 자유나 평등 같은 이념을 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만의 “보

이지 않는 모순”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한국문학의 소임이라는 

것이다. 문화지체 현상이 한국사회만의 독특한 특성이며 그 이유는 구미

가 이미 획득한 자유와 평등 사상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은 따져보아야겠지만, 그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것을 

한국문학의 고유한 임무로 부여함으로써 문학의 성찰적인 힘을 통해 문

학과 사회 구조 간의 단순한 상동성을 깨뜨리고자 한다는 데 이 글의 의

의가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산업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성찰

하는 데서 한국문학의 본령을 찾으려는 태도는 똑같이 조세희의 『난장

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를 분석한 같은 호의 김우창의 「산업시대의 문

학-몇 가지 생각」(37호)에도 드러난다.

이 소설은 산업화 속에 휩쓸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 규

모가 작은 대로, 가장 넓게 그리고 일정한 구조적 연관 속에 파악

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와 도시 주변의 중하류 또는 하층 서민 계

급의 생활, 새로운 산업 구조 속에서 누르는 자와 눌리는 자로 맞

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대조와 갈등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을 정태적으로라기보다는 동태적으로, 즉 어떻게 커

다란 사회 변화 속에서 이러한 계층이 형성되며 변화하는가를 보

여 준다(조세희의 소설집은 연작 소설집이라는 분류 제목을 달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의 장편소설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그것

은 난장이 일가 일대의 체험을 통해서 도시 주변의 뜨내기 노동자

174) 김치수, 「산업사회에 있어서 소설의 변화」, 『문학과지성』37, 1979.가을, 910-91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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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장 노동자로 변모해 가는 모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역사

적인 변모를 차근차근 추적해 보여준다.)175) (강조는 인용자)

  한편, 오생근의 「한국대중문학의 전개」(29호)는 앞선 김치수의 글과 

마찬가지로 사회현실을 성찰하게 하는 문학의 비판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도 그것을 문학의 장르와 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

다. 이 글의 초두에서 오생근은 ‘대중문학’으로 분류되는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 최인호의 『도시의 사냥꾼』, 한수산의 『부초』

를 차례로 검토함으로써, 대중문학으로 대표되는 1970년대 후반의 새로

운 문학적 흐름을 지난 시대의 순수참여논쟁을 불식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한다. “대중문학의 대립 개념이 순수문학이든 참여문학이든, 혹은 

지식인 문학이든 간에 그러한 대립 개념이 무너지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융합될 때, 진정한 대중문학의 밝은 미래가 전개되리라.”176) 그런데 흥

미로운 것은 “대중들과 대중사회와 대중문화를 강 건너 불 보듯, 무조

건 비판적으로 경멸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다”며 대중문

학을 옹호하면서도 대중문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양가적인 시각이 엿

보인다는 사실이다. 오생근이 지지하고 있는 박완서, 최인호, 한수산의 

소설들이 대중문학으로서 고평 받을 수 있는 것은 “상업성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상투적인 대중문학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 긍정적인 대중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준 박완서 씨의 『휘청거리

는 오후』와 최인호 씨의 『도시의 사냥꾼』, 그리고 신문 연재 소

설은 아니었지만, 무난한 대중문학으로 새롭게 부상한 한수산 씨의 

『부초』를 통하여 대중문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위의 

작품들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에 앞서서 미리 밝혀 두어야 할 사실

은, 이 작품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서로 다른 각 계층의 

문제를 파헤치면서 진정한 인간적 삶에 대한 물음을 깨우쳐 주고 

175) 김우창, 「산업시대의 문학-몇 가지 생각」, 위의 책, 840쪽.
176) 오생근, 「한국대중문학의 전개」, 『문학과지성』29, 1977.가을, 8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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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휘청거리는 오후』는 중산층의 맹목적인 삶의 가

치 기준을 비판하고 있으며 『도시의 사냥꾼』은 상류층의 비인간

적인 사랑의 윤리를 비판하며, 『부초』는 산업화사회에서 몰락해가

는 하층민들의 뿌리 뽑힌 삶을 보여주면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다. 이 모든 비판과 물음은 문제 의식을 덮어두고 감각

적 쾌락적인 욕구 충족을 주입하는 데 만족하는 통속적 대중문학으

로부터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새로운 대중문학은 타협하고 

안주하는 순응적 정신을 보이지 않고 비판하며 개혁하려는 창조적

인 정신을 일깨우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177) 

(강조는 인용자)

  오생근이 여기에 말하고 있는 “통속적 대중문학”에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 속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은연중에 

“긍정적인 대중문학”과 “통속적 대중문학”을 선명하게 구분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 그 둘을 가르는 것은 “감각적 쾌락적인 욕구 충족을 주

입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서로 다른 각 계층의 문

제를 파헤치면서 진정한 인간적 삶에 대한 물음을 깨우쳐 주고 있”는가

이다. 결국 오생근이 옹호하는 대중문학은 단순히 대중문학이라는 이름

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포함해야 한다

는 조건에 부합하는 문학이다. 이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언어화해

야 한다는 ‘진짜’ 문학에 대한 김현의 정의(4.1절)와 고스란히 맞아떨

어진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비평언어를 기준으로 대중문학을 

판별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만을 문학의 기능으로 꼽는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좁은 정의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에 구획되어 있던 문

학의 장르 구분을 재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의 외연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담지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177) 앞의 글, 8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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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1970년대 문학 계간지 『문학과지성』(이하 『문지』)의 이

론적 기반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당대의 문학 장 속에서 어떠한 문학적 

실천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았다. 본고는 『문지』가 문학주의 혹은 언

어의 미적 자율성을 일관적으로 옹호했다고 보는 시각이, 『문지』의 이

론적 뿌리를 프랑스 구조주의로 환원하는 오류에 근거한다는 사실에 주

목한다. 이러한 시각은 1970년대 문학 장을 『창작과비평』 대 『문지』 

혹은 정치성 대 문학성으로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문지』가 여러 필

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길항하는 역동적인 장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한다. 따라서 본고는 『문지』의 이론적 토대가 단지 프랑스 구조주의라

는 단일한 요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 및 

문학사회학 등 여러 이론적 입장과 상호작용하였다는 사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문지』의 고유한 미학적 기준이 만들어졌으

며 이를 토대로 형성된 문학관이 1970년대 중후반의 소설비평으로 이어

졌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지』의 외국이론 수용에는 1970년

대 비평가들의 고유한 사상적·문학적 지향 및 한국문학에 대한 문제의

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를 복원하는 것은 1970년대 문학의 실체와 

그 문학사적 의의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고의 2장에서는 1970년대 문학 장 속에서 『문지』가 외

국이론, 그 중에서도 서유럽의 이론을 수용한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

였다. 1970년대 신진 비평가들은 1950-60년대에 월간지를 중심으로 권력

화된 기성문단이 주관적인 인상비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극복

방안으로써 외국의 문학이론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있었던 

『문지』 역시 「창간호를 내면서」부터 한국사회 및 한국문학의 병폐로 

‘패배주의’와 ‘샤머니즘’을 제시하며 문학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과 

분석을 가능케 하는 외국이론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때 『문지』

에게 있어 ‘외국’이란, 당대에 물질적인 풍요와 소비문화라는 이미지

로 수렴되었던 미국과 달리 정신적 고향이자 비판적 이성(理性)의 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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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졌던 서유럽이었다. 서구지성사에서 프랑스의 구조주의와 독일

의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은 거의 교류를 맺은 바 없이 각각 발전해왔지

만, 『문지』는 한국사회와 한국문학을 객관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문

제의식과 그 극복방안으로 여겨진 비판적 이성에 대한 지향 아래 두 이

론을 동시기에 수용했던 것이다. 

  3장에서는 『문지』에서 구조주의가 문학비평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문학연구의 과학화 및 근대화담론으로서 수용되었으며, 이것이 

1972-1973년에 연재되었던 김윤식, 김현의 「한국문학사」(7-14호)를 통

해 근대문학사 서술이라는 문학적 실천으로 이어졌음을 밝혔다. 『문

지』에 제출된 구조주의 관련 텍스트들은 초기에는 롤랑 바르트를 통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197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구조주의가 사조가 아닌 방법론으로서 수용되

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다. 그러나 『문지』에서 구조주의는 문학비평의 

형태로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그 까닭은 구조주의가 문학연구를 객관적

인 과학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기획, 그리고 당대의 근대화담론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문지』의 구조주의 수용은 내재적 

발전론과 함께 문학사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1970년대의 분위기와 조우

하여, 김윤식과 김현의 「한국문학사」로 결산되었다. 「한국문학사」는 

루시앙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라는 방법론을 통해 한국만의 개별적

인 근대문학사를 서술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주변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골드만의 구조주의는 『문지』가 한국근대문학이라는 개념을 1970년대식

으로 설정하기 위한 일종의 조주(助走)였던 셈이다. 본고는 이를 통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언어화해야 한다는 『문지』의 고유한 미학적 

기준이 태동했다는 점 또한 밝히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에 대한 『문지』의 관심이 마르크시

즘적인 사회비판 혹은 당대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적인 인식에서 비롯하

였다기보다는 한국문학의 위상을 성찰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하였다는 점

에서 『문지』가 구조주의를 수용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가설을 제

기하고자 한다. 또한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론 수용을 통해 정리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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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정의 및 외연이 1970년대의 구체적인 문학작품에 대한 현장비평

으로 이어졌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산업사회와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인문사회학계 전반에 고조되면서 『문지』도 프

랑크푸르트학파 이론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때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필진들이 비교적 뚜렷한 합의점에 이르고 있는 것과 달

리 대중사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대중문화가 

『문지』의 촉수를 건드리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대중문화는 산업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한국문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고찰하게 하

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김현의 「한국문학의 전개와 좌

표」(22-28호)로 이어졌다. 이 글은 참여문학과 대중문학이라는 두 영역

과 비판적 거리를 둠으로써‘사회의 억압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문학’을 ‘진짜’문학으로 새롭게 정의한다. 문학이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억압을 반성케 해야 한다는 입장은 1970년대 후반 김병익, 김치수, 

오생근 등의 비평가들이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인 문학을 고

평하는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문학 장에서도 통용되는 

비평적 기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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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heoretic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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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hed light on the theoretic basis and 

literary practices of Moonhak-kwa Jisung (Moonji) (Literature and 

Intelligence), one of the leading Korean literary magazines of the 1970s. 

The first step of this thesis is to focus on the standpoint regarding 

Moonji as the coherent embodiment of literarism or aesthetic autonomy, 

based on the  mistake accrued in preceding researches that resolves 

the theoretic root of Moonji in French structuralism. This point of view 

not only results in 1970s literature reverting to the 1960s literary 

controversy between Changbi and Moonji , or “participation 

literature” and “pure literature,” but also overlooks that Moonji was 

a dynamic field in which diverse stances struggled with one another. 

Thus,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theoretic basis of Moonji as 

composed of various foreign theories, such as French structuralism, the 

critical theory of the Frankfurt School, and literary sociology. In 

addition, this work attempts to examine the theoretic basis that 



102

contributed to forming the intrinsic aesthetic standard of Moonji 

connected to the literary criticism of the middle and late 1970s. 

Restoring theoretic basis would help understand the true nature of 

Korean literature in this period.

  To achieve these ends, the second chapter of this thesis focuses on 

the meaning of Moonji accepting Western Europe theory in the context 

of 1970s Korean literature. The increasingly vocal critics of the 1970s 

criticized the existing literary circle for their impressionist criticism and 

accepted foreign literary theory as the inevitable measure that enabled 

objective reflection on the problems in the Korean literary field. For 

Moonji, the meaning of “foreign” signified “Western Europe,” 

regarded as the manifestation of critical thinking, as well as a spiritual 

homeland, in contrast to “the United States,” which was considered 

materially wealthy, with a culture of consumption. Although French 

structuralism and the critical theory of the Frankfurt School have 

developed respectively in the Western history of intellectual 

movements, Moonji accepted the two in the same period because the 

critical mind must introspect and analyze Korean society and Korean 

literature objectively.

  Additionally, the third chapter deals with the fact that French 

structuralism was accepted as the scientification of literary study or the 

discourse of modernization, rather than the method of literary criticism, 

and it was applied to Kim Yoonsik and Kim Hyun’s Korean Literary 

History (1972–1973), the literary practice of Moonji that was the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The texts 

regarding structuralism in early Moonji were the main writings that 

criticized Sartre’s existentialism. Meanwhile, in the middle and late 

1970s, writings increased remarkably in Moonji that emphasized 

structuralism not as a literary trend, but an objective methodology of 

literary criticism. However, structuralism was barely applied to lite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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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 individually.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Moonji’s involvement 

with structuralism was not only related to aesthetic autonomy along 

with the French literary field, but also, more importantly, to the 

literary,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in Korea at the time. Moonji 

accepted structuralism not as a methodology for literary criticism, as 

Moonji ostensibly insisted, but as a sort of modernization discussion 

alongside terms such as “objectivity” or “literary science.” It was 

an abstract discussion for a literary theory, but it had an opportunity 

to take concrete shape when connected to Lucien Goldmann’s genetic 

structuralism applied to Kim Yoonsik and Kim Hyun’s Korean Literary 

History (1972–1973).
  The fourth chapter of this work analyzes the fact that Moonji’s 

interest in the critical theory of the Frankfurt School originated from 

the attempt to introspect regarding the status and the meaning of 

Korean literature rather than from Marxist social criticism or the 

resistance to the dictatorial government. As of the late 1970s, a mid 

interest in an industrial society and mass culture in the academic world, 

Moonji accepted the critical theory of the Frankfurt School in earnest. 

Among the critics and writers of Moonji, they easily agreed on an 

industrial society; however, their perspectives on mass culture was 

different, since the mass culture served as momentum to contemplate 

the status and role of Korean literature in an industrial society. It 

appeared in Kim Hyun’s The Evolvement and Coordinate of Korean 

Literature, which defines “real” literature as critically reflecting the 

suppression of society, creating distance from both “participating 

literature” and “popular literature.” This standard became the 

grounds on which critics such as Kim Byung-ik, Kim Chi-soo, and Oh 

Sang-geun spoke highly of the literature, which criticized an industrial 

society.    

Keywords: Moonhak-kwa Jisung, Western Europe theory, Struc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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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Theory, Frankfurt School, Sociology of Literary, Roland Barthes, 

Lucien Goldmann, Theodor W. Adorno, Korean literary history, industrial 

society, popular literature, 1970s literar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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