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보나 연암같이:
김윤식의 고전비평

장 문 석*

그런데 이제 요동 벌판에 임하여 보니, 여기서부터 산해관(山海關)까지는 일
천이백 리나 되는데 사방 어느 곳이든 산 한 점 없으며, 하늘가와 땅끝이 풀
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 맞닿아 있고, 예나 지금이나 비 뿌리고 구름 피어
나는 가운데 오직 끝없이 아득할 뿐이라, 이곳을 통곡 장소로 삼을 만하구
려.1)

I. 교양으로서의 고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경기도 양주군 태릉과 지호
지간의 상계동 숲 속에 그 거대한 건물로 군림하고 있던 시절, 그 캠퍼스 한
귀퉁이에 1968년 ‘교양과정부’라는 이름의 제법 크고 그럴 법한 건물이 세워
졌다.” 공릉동에 설치된 교양과정부는 “내로라 자처하며 청운의 꿈에 들뜬
신입생 전원을 몽땅 수용”하였으며, 같은 해 비평가 김윤식은 교양과정부 전
임강사로 부임하였다.2)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1) 박지원, ｢통곡하기에 좋은 장소(好哭場)｣, 김명호 편역, 지금 조선의 시를 쓰라 – 연
암 박지원 문학 선집, 돌베개, 2007, 276면.
2) 김윤식, ｢인류사의 위대한 망집, ‘근대’를 위하여 – 내가 섰던 교단의 내면풍경｣,
김윤식의 비평수첩, 문학동네, 2004, 82면; 윤대석 편, 김윤식 평론선집, 지만
지, 2015, 242면. 1967년 5월 서울대학교 학장회의에서 교양과정부 설치를 내용
으로 하는 국립대학교 설치령 개정을 결의하였으며, 교양과정부 설치의 법적 근
거는 국립대학교 설치령 개정령(대통령령 제3303호, 1967.12.17.)이었다.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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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까지 서울대의 교양교육은 1956년에서 1959년까지 존속했던 문리
과대학 교양과정부가 해체된 이후, 각 단과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던 상황이었
다. 공릉동 교양과정부의 설치 과정에는 군사정권의 정책적 관여라는 맥락도
존재하였으나, 교양과정부는 통합적 교양교육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
반으로 기능하였다.3) 1968년 문리대, 법대, 상대, 공대의 신입생 1,410명이
교양과정부에 소속되었으며, 1970년부터는 미대, 음대, 의·치의예과 및 사범
대 체육과 신입생을 제외한 신입생 2,600여 명이 교양과정부 소속으로 교양
교육을 받게 된다.4) 김윤식이 담당한 과목은 ‘일반국어’5)였다.
1968년 교양과정부에 소속된 대학생은 국어, 영어, 제2외국어, 인문·사회과
학, 수학, 자연과학, 체육, 교양선택, 전공 등의 교과목 44학점을 이수해야 했
다. 이후 1970년 5월 학장회의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양과정이수 규정 개정안
을 통과시켰으며, 국어, 영어, 제2외국어, 한문,6) 철학개론, 문화사, 인문·사회
과학, 수학 및 자연과학, 체육, 교련 등의 과목을 문과계 학생은 48학점, 이과
기초교육원, 교양교육 6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60면.
3) 최종철,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역사와 교훈｣, 교양교육연구 1(1), 한국교양교
육학회, 2007, 214-215면.
4) 최종철,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역사와 교훈｣, 216면;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양
교육 60년사, 63-64면 및 209면. 이 글에서는 앞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하
는 경우, 저자명과 문헌의 제목을 밝힌 후 면수를 기입하고자 한다. 이후, 1972년
미술대학의 공릉동 이전을 계기로 수용능력은 다시금 감소하여 공대, 문리대, 사
범대 소속의 신입생은 교양과정부에 이외 단과대학 신입생은 소속대학에서 교양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1974년에는 계열별 입학이 실시되었고, 인문계열, 사회계
열, 자연계열 및 교육계열은 LA(문리대 문학부, 사대 문과계, 가정대 가정관리학
과 / 총원 525명 / 12반), LB(법대, 상대, 농대 농경제학과 / 총원 375명 / 8반), SA
(문리대 이학부, 사대 이과계, 약대 / 총원 440명 / 10반), SB(공대 / 총원 800명 /
16반), SC(농대(농경제학과 제외), 가정대(가정관리학과 제외), 의대 간호학과 / 총
원 460명 / 10반) 등으로 구별되었다. 전체 총원은 2600명이며 총 56반이었다.
5) 김윤식, ｢인류사의 위대한 망집, ‘근대’를 위하여 – 내가 섰던 교단의 내면풍경｣,
82면; 김윤식, 내가 읽고 쓴 글의 갈피들, 푸른사상, 2014, 49면. 김윤식은 교과
목명을 ‘일반국어’로 회고하고 있지만, 최종철,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역사와 교
훈｣과 서울대 기초교육원 편, 교양교육 60년사에서 과목명칭은 ‘국어’로 기록하
고 있으며, 이후에 살피겠지만 교재의 이름은 ‘대학국어’였다. 여기서는 회고자의
기억을 존중하였다.
6) 문과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수강과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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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학생은 47학점 이수해야 했다. 국어 과목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1968년
교과과정에서는 문과계 학생은 6학점, 이과계 학생은 4학점을 이수하였고,
1970년 교과과정에서는 문과계 및 이과계 모두 6학점을 이수해야 했다. 교양
과정을 위한 교재도 편찬되었다. 교무처의 결정으로 1967년 4월 교양교과의
교수요목(syllabus)이 작성되었으며 국어, 영어, 철학, 문화사, 독어, 불어 등 6
개 과목에서 통일된 강의가 실시되었다. 이어서 1967년 10월 서울대학교 학
술연구재단 교양교재편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68년부터 통일된 교양교
재를 활용한 교육이 실시되었다.7) 다만, 국어 과목은 그보다 앞서 통일된 교
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미 1967년에 새 교재를 편찬한 상황이었다.8)
제1부
I. 대학생활의 출발

II.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해와 감상

최문환

환영사

정석해

학문과 진리의 문제

이희승

독서와 인생

유진오

책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종식

신문과 잡지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기석

양서의 표준과 선택

수필

이양하

춘향 ·소월의 진달래

피천득

봄

7) 서울대 교양과정부 교과과정 및 교재에 대한 이 단락의 진술은 최종철, ｢한국 대
학 교양교육의 역사와 교훈｣, 217-220면;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양교육 60년사,
62-69면을 참조하였다.
8) 1980년대 초반의 정리에 따르면 당시까지 대학국어의 변천은 ① 1단계는 해방에
서 1950년대 전반기까지로 특별한 교재가 없이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주로 주
석을 통해 고전문학을 이해하는 국어국문학에 관한 지식을 강의하였으며, ② 2단
계는 1단계 대학국어 교육에 대한 반성 위에 국어국문학뿐 아니라 역사, 철학, 과
학 등 여러 전공의 교과내용을 포함한 것이었으며, ③ 3단계로는 1960년대 후반
기의 것으로 문학작품의 부피를 크게 늘리고 작문교육을 함께 시행하였다. 이는
국어교육을 단순한 독해력 이외에 문학작품의 감상과 표현력의 양성에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감안한 것이었다. ④ 4단계는 1970년대 후반의 것
인데, 국어교육의 목표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에 중심을 두면서 교양독
서 위주의 교육에서 국어국문학 지식 교육으로 이동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국어
교재편찬위원회, ｢책 머리에｣, 대학국어,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iii-ix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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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섭

주부송(主婦頌)

김동인

춘원연구

박종홍

학문의 길

권영대

자연과학과 인생

이상백

저어널리즘과 아카데미즘

이상화

나의 침실로

김소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윤동주

또 다른 고향

김동인

감자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전기

장덕순

일연 선사

고전

정일당

봉선화가

논설

시

소설

청산별곡
고시조
제망매가
광한루(고본 춘향전의 일절)
배비장전
숙종대왕
III. 어떻게 쓸 것인가

문장이란 무엇인가

문장의 기초

문장과 수사
정한모

정확한 표기

문장 작성법

치제문(致祭文)

작가와 문체
맞춤법과 표준말

강신항

원고용지 사용법

정병욱

논문 작성법

이형기

기사문 작법

서정주

시 작법

최인욱

소설 작법

차범석

희곡 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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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상

시나리오 작법
편지와 식사(式辭)
선전과 광고

박권상

광고논리의 확립

이두현

화법의 기초

정태시

담화의 음성

이두현

토의

이두현

토론

IV.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법의 기초

토의와 토론

토의안의 작성
예절과 인사

이응백

예절 · 인사 · 경어법

어법의 실제

연설

안창호

국가천년의 대계를 세우자

신익희

한강 백사장의 정견 연설

박종화

출판기념회에 부쳐

희곡

이근삼

원고지

이기문

현대 정서법의 원리

김형규

국어의 역사적 고찰

최학근

국어와 공통조어

이희승

언어와 문학

이용주

한국어의 특질

시

김영랑

연

이하윤

들국화

신석정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니다

김광균

와사등

유치환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서정주

광화문

노천명

나에게 레몬을

조지훈

여운

박두진

해

V. 우리의 말과 글

제2부
Ⅰ. 체험과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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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모

정상에서

이광수

무정

현진건

운수 좋은 날

김유정

동백꽃

황순원

학

전광용

사수(射手)

백철

한국 현대문학의 특질

송욱

만해와 타고르

이병기

구(舊) 일기초

안병욱

여수(旅愁)

이양하

푸루우스트의 산문

이응백

쇄하(鎖夏) 삼제(三題)

김석연

한국 이별시에 나타난 이별상

서간

이상

사신(私信)

고전

충담

찬기파랑가

고종조(朝)
제유(諸儒)

한림별곡

소설

평론

수필

쌍화점

Ⅱ. 사색과 탐구

Ⅲ. 사회와 국가

김만중

구운몽

박지원

양반전

정 철

장진주사

김인겸

일동장유가

박종홍

한국의 사상

이숭녕

문체의 역사적 고찰

김준엽

논어

김재준

지성과 종교

정병욱

우리 문학 예술인의 특질

이용주

언어습관과 인간생활

유진오

법과 힘

최문환

사회과학의 현대적 성격과 그 과제

고영복

현대 이데올로기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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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간과 자연

Ⅴ. 미(美)를 찾아서

Ⅵ. 기술과 개발

민병태

과학주의에 대결하는 전통

권영대

현대생활과 우주과학

최기철

홍도(紅島)의 자연과 인생

정영호

제주도의 식물

이민재

자연개발의 확장 - 해양학

국채표

자연개발의 확장 - 기상학

최순우

고려청자

이혜구

한국과 일본에 전래된 중국음악의 변화

김원룡

한국미술사의 반성

이두현

한국의 가면과 가면극

현신규

왜 우리는 못살까

권이혁·이영균 인체관리의 종합화

부록

홍문화

화학요법제의 집대성

위상규

우주여행 가능성의 확인

사전 사용법
도서관 이용법
상용한자
활자호수

대학국어(서울대학교 국어교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의 목차

｢책머리에｣에는 이 책이 “대학의 교양 과정의 하나인 교양국어의 교재용
을 편찬”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그전까지의 대학국어는 ‘읽기’에 중
점을 두었고 그 결과 “자료 중심의 사필집(詞筆集)의 성격”이었다고 진단하
면서, 1967년에 편찬한 교재는 “<이해>와 <표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을 밝혀두고 있다.
이해 · 감상 · 비판은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읽히려 했고, 표현에는 문장에 의한 표현과 말에 의한 표현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이해 · 방법 · 훈련을 겸하도록 노력했
다. […] 본 교재는 매주 3시간씩 1년 코오스를 예상하고 엮은 것이지만, 각
대학의 실정에 의하여 신축성있게 다룰 수도 있다. 그러나 제1부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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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이수케 하고, 이와 관련되는 자료를 제2부에서 적당히 선택하여 다룰
수 있도록 편찬했다.9)

기존의 읽기 중심에서 벗어나 ‘<이해와 표현>’을 국어교육의 목적으로 하
기는 하였으나, 편자들은 “이해 · 감상 · 비판은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새로운 교재 또한 결국에는 “가능한 한 많이 읽히”는
방식으로 편집된다. 당시의 교재 개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하
나는 글쓰기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작문교육을 강화한 것이었고 또 하
나는 문예작품의 양을 대폭 늘린 것이었다.10) 그 결과 1부에서는 ‘어떻게 읽
을 것인가’(독서를 통한 이해), ‘어떻게 쓸 것인가’(문장 작법과 작문력), ‘어떻
게 말할 것인가’(어법과 그 표현 능력)라는 문제를 다루며, 2부에는 “각 방면
에 걸친 문례(文例)를 수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1967년의 대학국어 교
재는 범례가 될 만한 다양한 성격의 글을 다수 수록하게 된다. 교재에 수록
된 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서울대 교원을 비롯하여
1960년대 당대 지식인들의 글이며, 또 하나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텍스트
였다.
하지만 후일 김윤식은 ‘일반국어’를 비롯한 교양과정부 교육과정의 실제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의 대학생들의 ‘교양주의’11) 사이에는 다소
거리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였다.
내로라 자처하며 청운의 꿈에 들뜬 신입생 전원을 몽땅 수용하는 이곳을 정

9) 편자, ｢책머리에｣, 서울대학교 국어교재편찬위원회 편, 대학국어, 서울대학교출
판부, 1967, [면수 없음]. 이하 인용문의 밑줄은 인용자의 것이다. 인용문 위아래
단락의 서술 및 인용 또한 같은 면에 근거하였다.
10) 후일 1960년대 대학국어 교재개편은 “이 때부터 대학 국어는 문예 작품의 양을
대폭 늘였다. 아울러 작문교육도 함께 시행하는 방향을 채택했던 것이다.”라고 평
가된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재편찬위원회, ｢책 머리에 부쳐｣, 대학국어, 서울대
학교출판부, 1977, [면수 없음]. 참고로 1977년의 개정은 “교양독서위주 교육에서
국어국문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 이는 전국
100여 개 대학 국어국문학과 및 담당교수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였다.
11) 교양주의는 역사, 철학, 문학 등 인문계 서적의 독서를 중심으로 하는 인격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竹内洋, 教養主義の没落, 中央公論·新書, 2003, 8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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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당사자들은 불암고교(佛巖高校)라 불러 마지않았는데, 야성스런 숲으로 둘
러싸인 캠퍼스 뒷산 이름에서 말미암은 것. […] 저마다의 가슴에 무지개를
안고 있었다는 사실. 또 그것은, 역사·사회적으로는 4·19와 맞물려 있기도 했
었다. 1968년이라 했거니와 이른바 4·19의 자유가 겨우 1년 만에 5·16에 의
해 짓눌렸는데, 불암고교라는 이 제도적 장치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소문
이 돌았다. 청량리로 가서 버스를 갈아타고도 한참이나 가야 비로소 상계동
불암산 앞에 닿을 수 있는 곳. 까치집 외에는 민가도 자장면 집도 거의 없는
그 황량한 야성적인 숲 속에 불암고교가 세워졌으니까. 시내와 거의 단절된
이 캠퍼스엔 장점도 많았다. 귀양살이 모양 종로 경찰서로 표상되는 세속을
떠났기에 학문에 매진할 수조차 있다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매우 딱하게도
이 제도 속을 들여다보면 실망하기에 역시 모자람이 없었다. 일반국어, 일반
영어, 제2외국어 등의 중심과목이 누가 보아도 고등학교에서 이미 배운 그런
교재, 그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천하 수재라 자처하는 학
생들의 처지에서 보면 실망하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다. 이게 고등학교지
어찌 대학이라 할 수 있겠는가.12)

김윤식은 “대학”을 “학문, 진리의 탐구이자 자유의 정신이 숨쉬는 곳” 혹
은 “칸트, 헤겔, 마르크스, 루카치,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 고리키, 마야코프
스키, 사르트르, 카뮈, 또 소월, 이상, 임화, 윤동주 등과 더불어 숨쉬는 공간”
으로 규정하면서, 대학의 이념을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세계를 바람직한 방
향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학에 대한 그의 이해는 19
세기 국민국가의 지적 자원의 공급원으로서 종합적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이
면서도, 국가로부터의 자율, 혹은 ‘학문의 자유’나 ‘리버럴 아트=교양’의 이념
을 주장하였던 모순 속에 있던 서구 근대의 ‘대학’이라는 이념형의 지구적 확
산 및 동아시아 이식의 한 경우를 보여준다. 동시에 그의 언급은 1970년 전
세계 대학생의 14%를 차지했던 동아시아 대학생의 비율이 2007년 최대비율
인 32%에 도달하는 과정의 첫 단계에 놓여 있었다.13)
대학의 이념과 교양과정부 교육과정의 낙차를 앞에 두고, 후일 김윤식은
12) 김윤식, ｢인류사의 위대한 망집, ‘근대’를 위하여 – 내가 섰던 교단의 내면풍경｣,
83-84면. 인용문 아래 두 단락의 서술 및 인용 또한 같은 면에 근거하였다.
13) 요시미 순야, 서재길 역, 대학이란 무엇인가, 글항아리, 2014, 20면, 25-35면,
100-1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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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도, 나도”, 즉 교양과정부 신입생들과 자신 모두 “어떤 자존심의 상처와
이를 넘어서고자 한 맑고 매운 마음가짐”을 견지하면서 “일종의 숨구멍”을
찾고자 했다고 회고하였다. 대학 신입생들은 “때때로 캠퍼스를 벗어나 떼를
지어 종로 경찰서를 향해 길고도 아득한 데모 행렬을 펼쳤”으며, 그 자신은
선택과목인 ‘문학개론’을 맡아 재량권을 활용하여 “전공을 억지로나마 살릴
방도를 찾”고자 하였다. 후일 교양과목 ‘한국 근대문학의 이해(한국 현대문학
의 이해)’와 저서 한국근대문학의 이해(일지사, 1973)로 이어지는 그의 시
도는 ‘교양으로서의 문학’과 그 가능성이라는 논제를 제출한다.14) 하지만 ‘한
국근대문학’의 경우와 다르게 ‘한국고전문학’의 경우는 다소 다른 접근이 필
요하였다. 문제의 초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일반국어’ 교
과서의 목차, 그리고 서울대 교양과정부에 대한 김윤식의 회고를, 조금 이른
시기 최인훈의 소설 ｢회색의 의자｣(1963~1964)가 증언하는 1958년 대학의
한 풍경을 함께 두어보고자 한다.
｢잘 썼는데!｣
그것은 당자인 준의 말이었다. 그는 잡지를 책상 위에 얹었다.
｢음, 인정해. 그러니까 말이야. 아까 내 얘기 어때?｣
｢뭐?｣
｢동인이 되라는 얘기 말야.｣
｢정치학도들과 소설가 지망생들이 동인이라는 건 좀 우습지 않아?｣
｢준이답잖은 옹졸한 말인데. 물론 정치과에 있는 애들끼리 학문을 통한 친
목을 이룩한다는게 취지지만 그런 것 보다도 기분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신적인 연대감(連帶感)을 갖자는게 취지야, 동인들이 자네 원고를 보
고 무슨 과에 다니느냔거야. 국문과라니깐, 어버이 살아신제의 후예치고는 꽤
쓸만하다는거야. 정치감각이 있다는 거야.｣
｢어버이 살아신제란건 뭐야?｣
｢왜 어버이 살아신제 효도를 다 할 것이 하는 시조 있잖아?｣
｢그래서?｣
｢우리 패들 얘기가 그게 무슨 예술이냔거야. 시조라는게 다 그런 투 아냐?
㉠ 생활의 질서를 고지 곧대로 차원도 옮김이 없이 자수에 맞춰서 발언하는
게 무슨 예술이야.｣
14) 김윤식 비평과 ‘교양으로서의 문학’이라는 논제는 후속 논고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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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도 없지는 않아. 그러나 국문학의 전부가 시조는 아니야. 그리고
㉡ 국문학은 운문보다 산문쪽이 나아.｣
｢㉢ 전문이 아니니까 그런것 까지 알 수 있나. 고작 해서 대학 입시때 고
대문 지식 하고 일학년 때 교양과목으로 얻어 들은 것 밖엔 없는 친구들이니
깐 좀 표현이 지나친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알기론 요새 문학이란 것
도 이상하더군.｣15)

교양과정부가 설치된 1968년에 비할 때, 10여 년 정도 앞선 것으로 설정
되어 있지만, 위의 장면은 1950~1960년대 교양으로서 ‘한국고전문학’에 대한
당대의 통념 하나를 보여준다. 정치학과 대학생들은 한국의 고전인 시조를
두고, “생활의 질서를 고지 곧대로 차원도 옮김이 없이” 발언한다는 점, 그리
고 “자수에 맞춰서” 발언한다는 점을 두고 그것을 “예술”로서 승인할 수 없
다고 단언한다(㉠). 이때 그들이 스스로가 한국의 고전을 접하고 학습한 경로
지적하는 것은 “대학 입시때 고대문”과 “일학년 때 교양과목”이었다(㉢). 즉
그들의 판단은 고교 교육과정 및 대학 1학년 교양과정에서 학습한 고전(문
학)의 지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들의 반응에 대해 국문과 학생 독고준이 국
문학은 시조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국문학은 운문보다 산문이 나을
수 있다는 점을 들지만(㉡), 그 언급은 전공이 아니라는 대응을 넘지 못한다.
서구어, 일본어, 한국어가 뒤섞인 1950년대 중후반 정치학과 대학생들의
독서와 그 지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16) 거칠게 언
15) 최인훈, ｢회색의 의자｣(1), 세대, 1963.6, 301면. 필자는 이 장면을 서구문학과
한국문학에 대한 1960년대 초반의 시차를 드러내기 위한 사례로 제시하면서, 그
낙차에 근거하여 김현 비평의 문화사적 맥락을 가늠한 바 있다. 졸고, ｢바슐라르
를 읽는 기파랑 – 김현의 한국문학의 위상을 통해 질문하기, 그 첫 번째｣, 관
악어문연구 38,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13, 343-342면.
16) 1950년대 중반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학생이 중심이 된 신진회의 회원 한 사람
의 증언은, 당시 대학생 독서의 양상과 의미를 검토하는 데 흥미로운 사례를 제
공한다. “한국전쟁에 대한 우리 선배들 해석도 달라요. 브루스 커밍스 나오기 전
에도, 동아일보 편집국장하다 일본에 망명한 사람(김삼규-필자 주)이 금일의
조선인지 뭐 이런 한국전쟁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그런 것도 그 분들이 읽고,
에드가 스노우 같은 레드 스타(중국의 붉은 별[Red Star over China]-필자
주) 그거 그 일본말로도 있고, 서울대학 도서관에 영문판도 있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가 무슨 책이 있다는 게 알려지고, 책도 좀 이래 갖고 있었고. 신진회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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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다면 서구 혹은 근대를 지향했던 사회과학 전공생들에게 (한국)고전이란
교양으로서 그다지 매력적인 대상은 아니었던 셈이다. 위의 장면은 (한국)고
전이란 교양 혹은 문학으로 성립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1968년 이래 교양과정부 교원으로 ‘일반국어’를 강의하고 있었던 비평가
김윤식 또한 “한국에도 문학이 있었던가”(31)17)라는 질문 앞에 서 있었다. 그
리고 1970년대 초반 그는 그 질문을 두고, 두보의 한시와 언해, 정철의 시가,
소설 구운몽과 춘향전, 그리고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대상으로 한 고전
맨 첨에 느낀 기 이 도서목록 일이백 권 되는가, 200권 되는 거 같애, 뭐 대단한
책은 아닙니다. 해방 직후에 나온 자본론, 뭐도 뭐도 있었고 뭐 영문판으로 된
그런 책도 있었고, 뭐 김기림 시론, 이태준의 문장강화, 이것까지도 있었어
요, 구할 수 있는 거는. 해방 직후에 나온 누런 책 있어요. 그런 거라든가, 일본어
판 영어판은, 또 영어 못한단 소리 못하잖아요, 문리대 다니면서. 영어판은 들고
다녔고 일본말도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어려울 때 일어 번역도 해 살
았는데, 어거지로…”(배춘실) “리슨(listen), 들어라 양키들아. 어. 소위 쿠바혁명을
내용으로 하는 라이트 밀스, 라이트 밀스 교수의 리슨 양키. 그래 그 당시에 우리
우리 대학생들한테 인기있던 영어 원서가 라이트 밀스의 리슨 양키하고 폴 스위
지의 쿠반 레볼루션(Cuban Revolution). 그건 아주 인기가 있었어.”(이영일) “동
대문 헌책방에 갔는데, 그때는 헌책방이 대단히 번창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일본
말로 된 마르크스 책들이 굉장히 많더란 말입니다…(중략)…일본 책으로 보면
자본론이라든가, 공산당선언, 심지어 중국 모택동의 모순론, 실천론, 유소
기논문집, 레닌의 국가와 혁명을 비롯한 제 저작, 스탈린, 전부 다 있단 말입
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김청강) 신진회 회원들
의 증언을 정리한 오제연은 헌책방과 도서관에 근거한 그들의 독서 경향이 민주
사회주의 관련 서적, 한국의 해방전후 지식인의 저서에서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
관련 서적, 맑스, 레닌,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이론서적에 이르기까지 그 이념적
편차가 크지만, 신진회는 “여러 학생들이 다른 곳에서는 하기 힘든 진보적 이야
기를 함께 나누고, 또 구하기 힘든 진보적 서적들을 두루 접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고 평하였다. 오제연, ｢1960~1971년 대학 학생운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4, 64-65면. 이에 덧붙이자면, 1950년대 대학생의 독서는 서
구어(영어), 일본어, 한국어를 횡단하는 실천이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에는
특히 외국어에 대한 문리대 학생의 자부심도 상당한 역할을 했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 대학생의 ‘진보적’ 독서는 물질적 토대(헌책방, 도서관)와 외국어
(영어, 일본어)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근대지향적인 것이었다.
17) 김윤식, 한국문학사논고, 법문사, 1973, 31면. 이 글에서 이 책을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한다. 또한 이 책에는 한자를 섞어서 표현하였는데, 한글로
고쳐서 인용하였다. 필요한 경우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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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4편을 제출하였다.18) 이 글은 문학을 서구의 것으로 이해했던 1960~
1970년대의 통념을 염두에 두고 김윤식의 고전비평 4편을 겹쳐 읽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고전문학이 ‘문학’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그의 입장을 검토하
면서, 1970년대 초반 한국근대문예비평사의 한 풍경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II. ‘한국에도 문학이 있었던가’에 대한 한국고전의 답변
1. 예비적 고찰: 한국문학의 개념 규정과 그 조건
“한국에도 문학이 있었던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윤식의 대답은 명쾌하였
다. 그는 이 질문의 저변에 “이미 구제하기 힘든 하나의 고정관념”이 있다고
단언하였으며, 이 질문 자체가 “문학이란 이러저러하다는 소위 서구적인 어
떤 문학사전적인 토막지식에 스스로가 무방비에 노출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
이라고 진단하였다. 문학에 관한 “근대적 개념”이 역사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하지 못하고,19) 근대적 문학 개념을 의심 없이 자명한 것으로 판
18) 이 4편의 글은 김윤식의 저서 한국문학사논고(법문사, 1973)의 제1부 ｢조선조
문학 – 기록성을 중심으로｣에 ｢두시언해의 문화사적 의의 – 문학이란 무엇인가｣,
｢정치와 문학 – 송강문학의 양면성｣, ｢완결의 형식과 출발의 형식 – 구운몽과 춘
향전｣, ｢연암문학의 문제점 – 문장과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이중
앞의 세 편의 글은 다음 서지로 처음 발표되었다. ｢두시우감(杜詩偶感) – 언어와
현실에 대한 노우트 ①｣(현대문학 184, 1970.4.), ｢송강문학의 양면성 – 언어와
현실에 대한 노우트 ②｣(현대문학 186, 1970.6.), ｢완결의 형식과 출발의 형식 –
구운몽과 춘향전·언어와 현실에 대한 노우트 ⑧[sic-③]｣(현대문학 188, 1970.
8.). 김윤식은 이 세 편의 글을 단행본에 수록하면서 소제목을 붙이고 문단 갈음
을 정돈하였고, 글의 말미에 ‘참고문헌’을 추가하였다. ｢두시언해의 문화사적 의
의｣의 말미에는 ‘두보 연보’를 붙였으며, ｢정치와 문학｣은 현대문학 발표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조선의 ‘언어구조’에 대한 서술을 덜어냈다. 네 번째 글인 ｢연
암문학의 문제점｣은 앞서 덜어낸 조선의 ‘언어구조’에 대한 서술과 ｢｢열하일기｣
와 닫힌 사회의 지식인｣(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48-50면)에 근
거하여 새롭게 작성한 글로 보인다. 이 글은 저자가 확정한 최종본인 단행본 한
국문학사논고에 수록된 글을 연구의 대상으로 활용하겠다.
19) 1977년 김현은 “문학이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의미를 띠게 된 것
은 藝術art이라는 말이 그러하였듯이 18세기 이후에서부터이다.”라고 명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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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며 “고전문학을 혹은 한국문학의 총체를 일도양단해버리는 사고의 유아
성”에 대하여 김윤식은 경계를 거두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한국고전문학을
문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단의 이면에는 “근대화가 곧 서구화라는 도식에
얽매이어 서구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려 드는”(31) 입장이 있었다. 다
만 그는 동시에 “한국 문학을 터무니 없이 옹호”(31)하는 것 또한 경계하고
자 하였다. ‘한국에도 문학이 있었던가’라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김윤식은 몇 가지 예비적 문제를 검토해간다.
우선 필요한 것은 한국문학의 명명으로서 ‘국문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검
토였다. 김윤식은 식민지 시기에는 “그러한 말이 하나의 엄연한 민족적 요청
일 수 있었지만 해방된 이후에도 그러한 사고가 연장될 때 사고의 일방통로
의 환상에 칩거 응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국문학’이라는 용어의 사
용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가 ‘국문학’이라는 용어를 경계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우선 이 용어는 명명 자체에서 ‘국(國)’이라는 자기지시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의식을 질식시”킬 위
험, 곧 대상과의 충분한 거리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20) 이에 대한 그
의 대안은 “객관적 명칭”으로서 “한국문학”이라는 개념이었는데, 이 개념은
“하나의 학문적 단위”(32)로서 한국문학에 합당하게 접근하는 통로가 될 수

문학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서구에서 근대적 문학 개념의 형성을 설명하였다. 김
현, 한국문학의 위상 – 그 전개와 좌표, 문학과지성사, 1977, 9면. 한국에서 근
대적 문학 개념의 형성에 관해서는 황종연, ｢문학이라는 역어(譯語) – ｢문학이란
何오｣ 혹은 한국 근대문학론의 성립에 관한 고찰｣(동악어문논집 32, 동악어문
학회, 1997), 탕아를 위한 비평, 문학동네, 2012; 김동식, ｢한국의 근대적 문학
개념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9 등 참조.
20) 그는 ‘국어’, ‘국문학’, ‘국사’라는 개념 모두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였
다(32). ‘민족주의’에 대한 1970년대 초반 김윤식의 입장은 유보적이며 분열적이
었다. 그는 ‘경영형 부농’에 주목한 김용섭의 조선후기농업사 연구에 공명하면서,
근대문학의 기점을 영정조 시기로 끌어올리는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를 김
현과 함께 썼다. (김윤식, ｢인류사의 위대한 망집, ‘근대’를 위하여 – 내가 섰던 교
단의 내면풍경｣, 87-88면.) 동시에 그는 ‘민족’의 이름으로 ‘친일’을 단죄하고 ‘저
항’을 고평하기보다는 ‘슬픔’과 ‘아픔’을 자기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스스로 명명한
바 ‘황국신민세대’로서의 자의식과 무의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졸고, ｢상흔과 극복 –
1970년 김윤식의 도일과 비평｣, 민족문학사연구 59, 민족문학사학회, 2015,
3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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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았다.
그가 ‘국문학’이라는 용어를 경계한 두 번째 이유는, ‘국문학’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한글로 된 작품이라야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결벽증”(32)으로
나아갈 위험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이 염려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
진 것이기도 하였는데, 식민지 시기에서 해방 이후까지 여러 문학자들은 한
문학을 한국문학의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거듭 논의하였
다.21) 김윤식은 한문학을 중심으로 한 경성제대 조선어문학과 일본인 교수의
한국문학 이해와 한국어로 쓰인 것이라야 ‘조선문학’일 수 있다고 한 이광수
의 한국문학 이해를 대비하며 제시한다. 이후 그는 “국문학이란 한국사람의
생활을 역사상의 각기 시기에 있어서 그 시대적 특수성에 상응하는 표현방법
인 정음 · 차자 · 한문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창조한 문학”22)이라는 정병욱의
한국문학 정의를 소개한다. 다만, 김윤식은 시대에 상응하는 표현방법으로 한
글 외에 차자와 한문을 인정한 정병욱의 입장에는 동의하였으나, 다른 한 편
으로 표기 언어에 집중하여 한국문학 개념을 규정하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염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것은 이러한 시도는 문학이 문학이도록 하는 “문화
의 양식 및 적층”(32)을 충분히 사리지 못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한국에도 문학이 있었던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김윤식은 우
선 한국문학의 개념 규정을 검토하였다. 그는 ‘국문학’이라는 용어를 ‘한국문
학’으로 재규정하여 ‘한국에 있었던 문학’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입장을 갖추
고자 하였다. 나아가 그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표기언어에 집중한 한국문학
개념 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문학을 검토하면서 다룰 논점을 보
다 명확히 하였다. 그에 앞선 논자들은 대개 표기언어에 집중하면서 ‘국문학’
개념을 규정하였는데, 김윤식의 판단으로 그 질문은 ‘한국’이라는 기준에서
‘한국문학’에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선행 논자들은 ‘한국’이라는 규정에 유의
하였기에, 그 등가물로서 ‘한글’ 혹은 표기문자 문제에 주목한 것이었다. 혹은
조윤제의 예에서 보듯, ‘한국’ 혹은 ‘한국인의 생활(사)’을 ‘한국문학’의 등가물
21) 20세기 여러 문학자들이 수행한 한국문학에 대한 다양한 개념 규정에 관해서는
김동식, ｢한국문학 개념 규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참조.
22) 정병욱, ｢국문학의 개념규정을 위한 제언｣(자유세계, 1952.8.), 국문학산고,
신구문화사, 1959, 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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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었다.23) 하지만 김윤식은 “도남처럼 문학이 생활의 반영이며 따라서 한
국 문학은 한국인의 생활사라는 딜타이류의 직선적 등가물사상의 해석학”에
거리를 두면서, “적어도 한국 문학은 그것을 분비시킨 한국사회의 의식 구조
의 파악에서 출발하여 그것에서 다시 떠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
다.24) 그의 관심은 한국문학을 ‘문학’으로 이해하는 방식, 곧 한국문학의 문학
성, 혹은 “예술성”(33)에 대한 해명에 있었다.
｢정월 나린 물이 어저 녹저하는데｣(동동)에서 오브제(객체)로서의 한 시대
의 현실을 전면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의 배후에 그 시대의 현실을 슈제(주
체)로서 전면적으로 수락하는 한 개인의 생생한 인간으로서의 자각 의식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술이 지닌 인간 운명 및 실존의 심연이 아닐 것인
가. 따라서 우리는 ｢춘향전｣보다 ｢구운몽｣을 우위에 둔 게일 박사의 견해를
조심스럽게 살펴야 하고 ｢홍길동｣전의 반골정신을 서구적 사고에 직선적으
로 연역하여 섣불리 고평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것이다. 춘향이 동헌마당에서
매를 맞을 때 ｢아얏｣ 소리대신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
어도 참된 서구적 방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하다 못해 니췌의 ｢비극의 탄생｣
정도는 읽어야 할지도 모른다. (33)

서구문학을 준거로 한국문학을 편의적으로 이해하는 태도와 한국문학을
‘터무니 없이’ 옹호하는 태도 모두에 거리를 둔 김윤식이 한국문학을 이해하
기 위해 제시한 기준은 ‘예술성’이었다. 그는 한국문학을 ‘예술’, 즉 ‘문학’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 초반 그의 고전비평은 이러한 시각에서 쓰이는
데, 이때 그가 주목한 ‘문학성’의 구체적인 계기는 ① 문학과 정치의 관계(송
강 정철의 시가), ② 내용과 형식의 관계(고소설 ｢구운몽｣과 ｢춘향전｣), 그리
23) 조윤제는 “국문학은 조선사람의 사상과 감정 즉 심성생활을 언어와 문자에 의하
여 표현한 예술이다.”라는 국문학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조윤제, 국문학사, 동
국문화사, 1949, 1면.
24) 김명호 또한 “도남의 문학관은 소박한 반영론에 가깝다.”라고 그 성격을 정리하
였다. 다만, 김윤식은 조윤제의 문학사론이 딜타이의 철학과 그리 거리가 없는 것
처럼 서술하였지만, 김명호에 따르면 조윤제의 ‘생활’ 개념과 딜타이의 ‘생
(Leben)’ 개념은 표면적 유사성을 가지지만 그 발생적 배경과 기본적인 의미 내
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김명호, ｢도남 조윤제의 국문학 연구 방법론｣, 서울대
석사논문, 1977, 54-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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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③ 글쓰기(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였다.

2. 문학과 정치, 문명과 자연의 긴장 – 조선지식인(문학)의 이중구조
김윤식의 고전비평이 문학과 정치라는 문제를 다루게 된 일차적인 이유는
한국고전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이었다. 그것은 “문학이 정치에 결부
되면 뮤즈가 질식한다든가 비문학이라는 속견”이었는데, 그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문학이 정치에 직결되어야 한다는 생각만큼 환상적”인 것이라고 단언
하였다(33).
조선적(朝鮮的)인 사회에서 문학이 정치인의 한갓 여기(餘技)였기 때문에
문학부재(不在)가 빚어졌다고 보는 것은 여전히 소아병적이라 할지도 모른다.
｢정과정(鄭瓜亭)｣, ｢감군은(感君恩)｣,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등은 물론 ｢두
시언해(杜詩諺解)｣조차 국가적 사업으로 정치와 깊이 관련된 것이며 심지어
저 강호학파조차도 그 저변엔 정치에의 지향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사회
의 최고 엘리트들이 여기로 한 것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여기로 파악했을 따
름이라는 것, 적어도 조선적 사회는 신성한 무엇인가가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문학은 ｢성학십도(聖學十圖)｣나 ｢근사록(近思錄)｣의 차
원에서 접근함이 제일차적인 방법이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33)

김현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던 문학이, 대체적으로 東西를 막론하고 대략 18세기에 이르
면서, 권력에 맞서거나 대항하기 시작한다.”라고 언급하였듯,25) 근대 이전의
문학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며 근대 이후에 문학과 정치가 긴장 관
계를 가진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이해였다. 김윤식은 문학과 정치의 관
계에 대한 이러한 판단을 승인하면서도, “문학과 정치의 관계”(33), 혹은 “언
어와 현실의 접합점의 문제”(34) 자체를 문제화(problematization)하였다. 이
때 그가 경유한 문제화의 경로는 조선 사회 자체의 역학이었다.
앞선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 사회에서 ‘신성한 것’에 대한 관심은
공저 한국문학사(1973)의 서장 ｢방법론 비판｣에서 김현이 한국문학의 주변
25)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 – 그 전개와 좌표,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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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극복 방법의 하나로 제시한 “한국문학은 그 나름의 신성한 것을 찾어내야
한다.”26)라는 당위적 명제나,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다소 급한
호흡으로 한국문학의 양식화를 탐색하면서 ‘종교’와의 관련 아래에서 “한국인
의 근본적인 사상체계”를 찾고자 했던 김현의 시도를 떠올리도록 한다.27) 후
자의 글에서 김현은 (1) 역사주의적 충동과 (2) 본질론적 민족주의가 인식론
적 기반으로 전제된 바탕에서, (ㄱ) 외국문학과 서구철학 및 (ㄴ) 당대 한국학
을 절합하면서 해석적 지식을 산출하였다.28) 그에 비해 김윤식의 경우는 앞
서 보았듯 (1) 역사주의적 충동과 (2) 본질론적 민족주의를 김현와 공유하면
서도 그로부터 이탈할 계기 또한 가지고 있었으며, (ㄱ) 서구 이론 및 (ㄴ) 한
국학의 성과에 더하여 (ㄷ) 동시대 일본의 동양학 연구를 참조하고 있었다.29)
한국문학사논고를 기준으로 김윤식 고전비평의 ‘참고문헌’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30)

｢두시언해의 문화사적 의의｣
(ㄱ) 서구 이론31)

William Hung, Tu Fu: China’s Greatest Poet, Harvard U.P., 1952.
James. J. Y. Liu, The Art of Chinese Poetry, Literature House,
1963.32)

(ㄴ) 한국학

이병주, 두시언해비주, 통문관, 1958.
이병주, ｢두보시 연구｣, 동악어문논집 7, 동국대학교 동악어문학

26)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18면. 이 명제는 1장 1절에 소재하며,
이 부분은 김현이 집필하였다. 또한 한국문학사는 문학과지성의 1972년 봄
호에서 1973년 겨울호까지 연재되었다.
27) 김현,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 – 종교와의 관련 아래｣, 창작과비평,
1967.여름, 249면.
28)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290면 및 323면.
29) 이는 ‘한글세대’의 경험 및 참고문헌과 ‘황국신민세대’의 경험 및 참고문헌이 가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30) 정리의 편의를 위해 출판연도순으로 정리하였다. 번역서는 도착 언어의 번역서
서지로 표기하였으며, 원 저자 이름은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다만 이 목록은
1970년 각 글을 최초로 작성할 때 참고한 문헌(reference)의 목록은 아니며, 1973
년 단행본 한국문학사논고를 편집하면서 보완한 추가 참고문헌(further reading)
이다.
31) (ㄱ) 서구 이론에는 서구의 철학 및 미학 뿐 아니라, 서구의 중국문학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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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971.
최인훈, ｢종장 – 공명｣, 문학을 찾아서, 현암사, 1971.
허웅, 중세국어연구, 정음사, 1972.

(ㄷ) 일본의 동양학
연구

吉川幸次郎, ｢東洋文学における杜甫の意義｣, 文学, 岩波書店,
1962. 12.
斎藤勇, ｢杜甫-主として彼の人生観について｣, 文学, 岩波書店,
1962. 12.
倉石武四郎, ｢杜甫の楽府｣, 文学, 岩波書店, 1962. 12.
奥野信太郎, ｢趙翼の杜甫論｣, 文学, 岩波書店, 1962. 12.
鈴木虎雄 · 黒川洋一 訳注, 杜詩 1-8, 岩波書店 · 文庫, 19631966.
高木正一, 杜甫, 中央公論社 · 新書, 1969.
目加田誠, 杜甫物語 - 詩と生涯, 社会思想社 · 現代教養文庫, 1969.

｢정치와 문학 – 송강문학의 양면성｣

(ㄱ) 서구 이론

쬬온 패털슨(John Paterson), 이호운 역, 예언자 연구, 청구문화
사, 1957.
R. E. Clements, The Conscience of the Nation: a study of Early
Israelite Prophecy, Oxford U.P., 1967

(ㄴ) 한국학

동문선, 경인문화사.
순오지, 경인문화사.
조윤제, 교육 국문학사, 동방문화사, 1948.
김사엽, 이조시대의 가요연구 – 특히 초중기의 형식을 주로, 대
양출판사, 1956.
율곡전서 1-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58.
이기백, 한국사 신론, 일조각, 1968.
변태섭,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71.

中国現代文学選集 2 – 魯迅集, 平凡社 1963. 1.
吉川幸次郎, 中国散文論, 筑摩書房, 1966.
島田虔次, 朱子学と陽明学, 岩波書店 · 新書, 1967.
(ㄷ) 일본의 동양학
野口武彦, ｢近世朱子学における文学の概念｣, 文学, 岩波書店,
연구
1967. 7.-10.
倉石武四郎, 中国文学講話, 岩波書店 · 新書, 1968. 11.
世界古典文学全集, 25 – 陶淵明 · 文心雕龍, 筑摩書房, 1968. 12.
｢완결의 형식과 출발의 형식 – 구운몽과 춘향전｣

(ㄱ) 서구 이론

E. Staiger, Grundbegriffe der Poetik, Atlantis Verlag, 1946.
W. J. Kayser, Das sprachliche Kunstwerk, A. Francke, 1948.
A. Hauser, Sozialgeschichte der Kunst und Literatur, C.H. Beck,
1951.
R. G. Irwin, The Evolution of a Chinese novel: Shui-hu-ch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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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U.P., 1953.
R. Wellek &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 Harvest Books,
1956.
N.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 P, 1957.

(ㄴ) 한국학

춘향전(완판본)
구운몽(일사본)
서포만필(국문학자료 제2집), 문림사, 1959.
김동욱, 춘향전 연구, 연세대출판부, 1965.
김병국, ｢구운몽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67.
김동욱, ｢춘향전｣, 문학, 1969. 7.

※ 기타

圖繪紅樓夢(新京啓智書店)
魯迅, 増田渉 訳, 支那小説史, サイレン社, 1935.

｢연암문학의 문제성 – 문장과 상상력｣

(ㄱ) 서구 이론

リュシアン·ゴルドマン(Lucien Goldmann), 川俣晃自 訳, 小説社
会学, 合同出版, 1969.
カール·ペーリツ(Karl Pölitz) 編, 甲斐実道·斎藤義一 訳, カント
の形而上学講義, 三修社, 1971.
ロラン·バルト(Roland Barthes), 渡辺淳·沢村昂一 訳, 零度のエク
リチュール, みすず書房, 1971.
J. B. 파쥬(J. B. Fages), 김현 역, 구조주의란 무엇인가, 문예출
판사, 1972.

(ㄴ) 한국학

국역 열하일기(고전국역총서, 민족문화추진회, 1966)
이가원, 연암소설 연구, 을유문화사, 1954.
정병욱, 국문학산고, 신구문화사, 1959.
홍이섭, 정약용의 정치경제 사상연구, 한국연구도서관, 1959.
김사엽, ｢이조문학과 가사｣, 한양 4(8), 1965.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 일조각, 1970.

(ㄷ) 일본의 동양학
연구

吉川幸次郎, 中国散文論, 筑摩書房, 1966.
秋田成明, ｢中国文学に描かれたユートピア｣, 甲南大学文学会論集
21-24, 1963-1964.

김윤식 고전비평의 참고문헌

까지 포괄하였다.
32) 김윤식은 “(經文書局·臺北)”라는 표기를 붙여두었다. James. J. Y. Liu, The Art of
Chinese Poet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를 타이완에서 해적판으로 출판
한 판본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대 한국학술이 근거한 참고문헌의 냉전적 유통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 점을 깨우쳐주신 조민우 선생님(연세대)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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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은 이기백의 한국사 신론(일조각, 1968)과 변태섭의 고려정치제
도사연구(일조각, 1971) 등 당대 새롭게 제출되는 한국학의 성과(ㄴ)를 참조
하면서, “일인학자”의 “제국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역사 이해에서 벗어나 조
선 사회를 내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당쟁을 “조선적 관료체제의 측면
에서 파악”(38)하고자 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나아가 김윤식은 조선의
관료체제 안에서 정철이 수행한 “지식인의 조선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송
강이 당쟁에 휩쓸렸다는 표현부터 우리는 제거해 놓아야” 한다고 역설하였
다. 그의 재평가에 따르면, “송강은 당쟁에 콤미트”하여 “지식인으로서 자기
에 주어진 역할을 담당”한 것이었다(36). ‘콤미트’라는 개념 자체가 1950~
1960년대 냉전 동아시아에서 널리 검토된 실존주의의 개념이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33) 김윤식의 진술은 한국학의 성과가 서구 이론(ㄱ)과의 관련 속
에서 제시된 것이었다. 나아가 그는 존 패터슨(John Paterson)의 예언자 연
구(The Goodly Fellowship of the Prophet)(Charles Scribner’s Sons, 1948)를 참조
하면서,34) 사제적 지성과 예언자 지성이라는 개념으로 조선의 지식인을 대별
하여 이해하였다. 전자가 “현존의 정치를 옹호하는 입장”에 선 것이라면 후
자는 “정치적 현실에 대해 언제나 부정적 입장에 섬을 신의 이름으로 주장”
33) ‘콤미트’는 실존주의의 주요한 개념인 ‘관여(commitment)’이다. 1950~1960년대
동아시아에서 지식인의 세계인식과 ‘관여’ 개념의 성좌에 관해서는 김진규, ｢선을
못 넘은 ‘자발적 미수자’와 선을 넘은 ‘임의의 인물’ – 최인훈의 광장(1961)과
홋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1951)｣,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2014 참조.
34) 쬬온 패털슨, 이호운 역, 예언자 연구, 청구문화사, 1957, 16-17면. “실로 예언
자 이상으로 사회적 인도적 문제를 절실하고 심각하게 취급한 종교는 없을 것이
다. 예언서에는 모든 사회적 불의를 불타는 듯이 반대하였다. 그리고 언제나 사회
를 개혁한 사람들은 예언자들에게서 힘과 영감을 얻었다. 예언자들은 새로운 제
도를 설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이 있는 제도를 하나님의 의(義)에 빛여보아 바
로잡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의는 하나님의 속성일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하였다. / 그러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교회제도를 맹렬히 공격하는 사
람들이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결한 세상과 거룩한 백성은 현상에서 만족해서
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력한 제사장들을 공격하였다. […] 예언자들은 종
교적인 동시에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예언에서 종교와 도덕
적 생활을 분리시킬 수 없었지만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흘러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종교에 대한 이같은 태도는 오늘날과 같이 생황을 여러 갈래
로 세분하는 시대에 있어서 점점 종교적 감화와 예배의식이 서로 분리되는 것 같
은 것을 깨우쳐준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은 통일된 것이었다.”

158 冠嶽語文硏究 第43輯

하는 지성으로, “이상주의이며, 현상 비판적이며 혁명적이며 래디칼한 돌파구
를 찾는” “철학적 지성”(37)이었다. 김시습, 허균, 윤선도가 예언자적 지성의
사례였다.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자적 지성의 거점이 “신적 약속에
의한 메시아사상”에 있었다면, 조선사회의 지식인에게 예언자적 지성의 거점
은 “왕도사상(王道思想)” 혹은 “선왕지도(先王之道)”(38)에 있다는 것이 김윤
식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그는 주자학 지식인의 ‘선왕지도’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 동양학 연구의 성과인 시마다 겐지(島田虔次)의 주자학과 양명학(朱子
学と陽明学)(岩波書店 · 新書, 1967)을 참조하였다. 그는 시마다의 논지를 따

라가면서 한유(韓愈)의 ｢원도(原道)｣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하여, 송학(宋學)의
특징으로 ① 정통주의, ② 도덕(철학)과 정치의 일치, ③ ｢근사록(近思錄)｣에
서 확인할 수 있는 완물상지(玩物喪志) 및 사변주의를 추출하며,35) 그것을 조
선의 지식인이 수행한 ‘콤미트’의 “거점”(39)으로 이해하였다.
서구 이론(ㄱ)과 한국학의 성과(ㄴ), 그리고 당대 일본의 동양학 연구(ㄷ)를
참조한 바탕에서, 김윤식은 정철을 “예언자적 지성과 사제적 지성을 공유한
당대의 전형적 지식인으로 파악”하였고, 그 “이중성”을 지식인 정철의 정체
성으로 이해하였다(39). 이어서 그는 정철 문학의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
데, 제1원리는 서거정의 동문선(東文選) 서문에서도 제시된 “문(文)은 도
(道)를 꿰뚫는 기구이니, 육경지문(六經之文)은 문(文)에 구애되지(뜻을 두지)
않음으로써(文)과 도(道)가 자연스럽게 배합된 것”36)(40)이라는 “도문일치(道
文一致)”(41)였으며, 제2원리는 “노장적(老莊的) 자연주의”(41)였다. 각각의 원
리는 “성리학적 문명주의”와 “무위자연이라는 반문명주의”로도 환언할 수
있는데, 김윤식은 이 둘의 “조화와 갈등”(42)으로 구성된 “이원적 의식구
조”(44)가 정철 문학의 구성 원리라고 판단하였다. 때로는 “한국인의 사고의
저층에 깊게 자리”한 “무한한 허무주의”(43)에 근거하여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장진주사(將進酒辭)｣와 같은 텍스트가 산출되는 경우도 있으나,37) “제
35) 시마다 겐지, 김석근·이근우 역, 주자학과 양명학, 까치글방, 1986, 23-40면.
36) 김윤식이 제시한 ｢동문선｣ 서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文者貫道之器 六經之文
非有意於文 而自然配乎道”
37) ｢장진주사｣에 대한 김윤식의 평은 다음과 같다. “살아 있는 동안, 손과 입술이 성
한 동안 열심히 술을 먹겠다는데 그 이유는 죽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데서 연
유된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동적인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정적인 것도 아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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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리와 제2원리가 아슬아슬한 정도의 균형을 유지”한다면 ｢관동별곡(關東別
曲)｣을 비롯한 정철 문학의 “한 전형”(44)이 탄생하게 된다.
문학과 정치를 분리하거나, 문학과 정치 가운데 하나를 다른 하나의 하위
에 두면서 한국고전을 비판하는 입장에 대하여, 김윤식은 거리를 두었다. 그
는 (ㄱ) 서구이론, (ㄴ) 한국학, 그리고 (ㄷ) 일본의 동양학을 두루 참조하면서,
조선 사회를 내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그로부터 조선 지식인의 의식
구조를 파악하고 나아가 문학과 정치의 긴장 자체를 정철 문학의 원리로 제
시한다. 긴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라든가 비순수라 규정
하는 것은 송강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는 중간 결론과 아
울러, “여기서부터 우리는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참된 질문을 던질 수 있으
리라.”(46)라는 새로운 질문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정치에 종속되었기에 문학
이 아닐 것이라는 고전문학에 대한 편견에 거리를 두고, 고전문학의 문학일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김윤식 고전비평의 일차적인 목표였다.
이후 그는 ｢일리아드｣의 비극성과 ｢오디세이아｣의 환희를, 정철의 미인곡
과 ｢관동별곡｣에 유비(analogy)하면서,38) ‘슬픔의 문학’과 ‘기쁨의 문학’이라는
개념으로 정철의 시가를 ‘문학’으로서 읽고자 시도하였다. 이 시도는 그 스스
로도 “상당히 비약이며 다소 견강부회에 가깝다”(46)라고 우려를 표명한 것
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우려를 무릅쓰고 “차원상으로는 곤란할지 모르나 범
주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을”(47)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정철의 시가
연에 대한 파악도 아니며 현실에 대한 거점도 없는 것이다.”(44)
38) 선진적 서구와 후진적 한국의 관계를 위계적인 ‘유비(analogy)’로 이해하였던 사유
의 형식은, 1910년대 학지광의 조선유학생들, 1920-1930년대 백남운, 김태준,
임화, 최재서로부터 1960년대 최인훈과 백낙청에게 이르기까지, 특히 일본을 경
유하여 서구의 근대를 학습했던 (후)식민지 지식인들에게서 공히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보편으로서의 서구와 후진으로서의 조선 사이의 거리감을 유비를 통해 상
상적으로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핍과 거리감을 재확인하고 분열하였다. 김동
식, ｢진화(進化)·후진성(後進性)·1차 세계대전 – 學之光을 중심으로｣, 한국학연
구 3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174-175면; 김동식, ｢1930년대 비평과 주체
의 수사학 – 임화·최재서·김기림의 비평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회, 2008, 189면; 졸고, ｢후기식민지라는 물음 – 최인훈의 ｢회색의
의자｣에 관한 몇 개의 주석｣, 한국학연구 3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58-66면; 손유경,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을 통해 본 1970년대식 진보의 한 양상｣,
한국학연구 35,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4, 158-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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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문학’으로 읽고자 하였다. 무리함을 무릅쓴 그의 논의는 한국고전을 대상
으로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방법의 발견”(49)을 시도한 것이었다. 김
윤식의 고전비평은 한국고전 또한 ‘문학’이며, 따라서 ‘문학이란 무엇인가’라
는 질문을 감당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내용과 형식, 그리고 문학의 이념
김윤식이 ｢구운몽｣과 ｢춘향전｣을 읽는 방법 또한 “이 두 작품을 소설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탈”하여 “문학의 차원” 그리고 “예술의 차원”으로 이해
할 가능성을 여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전통양식의 골동품화, 정적(靜的) 상
태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는 ｢구운몽｣과 ｢춘향전｣이 몽자류와 전자
류 한국소설의 대표적 양식인 동시에, “한국인의 생의 파악 혹은 생의 화해
의 지향점”을 포착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는 전자에서 “유 · 불 · 선이라는
폭력에서 억압된 생명 자체의 존재방식”(51)을 찾고자 하며 후자에서 정치사
상이나 현실적 폭력에 대하여 “순응이나 대항의 섬세하고도 흐릿한 것, 억압
된 보잘 것 없는 부분 자체가 바로 생명”(52)이었음을 찾아낸다. 그리고 ｢구운
몽｣과 ｢춘향전｣에서 생명이 각기 어떠한 “형식”으로 제시되는지를 탐색하는
데, 전자는 “완결의 형식”으로 후자는 “출발의 형식”(53)으로 정리된다.39)
그가 다소 추상적인 “생명의 존재방식”이나 ‘형식’ 등의 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는 것은, “지방주의”를 극복하고 “작품의 고전성”(56)의 차원에서 두 텍
스트를 논하기 위해서이다. 김윤식에 따르면 ｢구운몽｣은 천상→지상→천상으
로의 “환원”에 근거한 “뚜렷한 완결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지상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의 대립으로 생명의 비극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지상적인 것과
39) 김윤식 스스로가 에밀 슈타이거(Emil Staiger)를 참조하여 정리한 ‘완결의 양식’과
‘출발의 양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전자인 완결의 양식은 결함을 결함으로 인
정하며 그 자체로 완결된 문학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양식은 그 이상의 발전, 수
정, 개작을 거부하는 생(生)의 하나의 결정상태(Definitivum)로서 존재한다. 후자
인 출발의 양식은 실증적 분석에 의한 작품 연구방법과 제휴하여 작품의 이상상
(理想像)을 상정하고 수정, 개량을 수행하는 문학이다. 이 양식은 사회적 역사적
이데올로기의 여러 견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것과 이상상의 거리를 다시
측정하기 때문에, 생의 잠정상태(Provisorium)로서 존재한다. (53) 김윤식은 ‘양식’
과 ‘형식’을 호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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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적인 것을 연속적으로 이해한 텍스트로 비판하였다. ｢구운몽｣은 “내용성
이 없고 형식성의 완결만 선택”(59)한 텍스트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완결의 형식’인 ｢구운몽｣과 대비하여, 김윤식은 ｢춘향전｣을 ‘출발의 형식’
으로 평가하였다. 당시 고전문학연구자 김동욱은 “이제까지 춘향전에 관하여
기술된 논문들이 전승에 있어서의 중세기적 양식을 인식하지 않고 그 발생단
계부터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다루려는 경향은 오히려 춘향전이 가진 바 배
경을 논단하기에 급하고 문예형태연구의 기본적 궤도를 일탈한 감이 없지
않”았음을 비판하였다.40) 김윤식은 김동욱의 견해를 자신의 맥락에서 빌려와
서, ｢춘향전｣이 “여러가지 양식 즉 설화, 판소리, 소설, 구극(舊劇), 신극(新
劇), 오페라, 영화, 잡가 등등”41)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하여, ｢춘향전｣을 “끝없는 형성과정의 미학”을 가능하도록 하는 “출발의 형
식”(60)으로 규정하였다.
이 경우 문제는 ｢춘향전｣이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내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김윤식은 다양한 양식의 ｢춘향전｣ 중 소설을 사례로 들면서
“그 미학의 전일성(全一性) 혹은 불구성(不具性)을 파악”(61)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귀납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소설 ｢춘향전｣이 가지는 “비완결성(非
完結性)”(62) 자체가 ｢춘향전｣이 다양한 양식으로 형성되면서 미완에 그치도
록 하는 근거라고 판단하였다. 김윤식은 ｢춘향전｣의 ‘비완결성’을 현실에의
삽입성과 언어의 현장성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 두 가지는 ｢구운몽｣의 ‘완
결성’과 대립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첫째, 현실의 삽입성은 “조선 중기 사회
의 구체성”에 허구의 인물들이 개입된 것을 의미한다. 현실 자체가 유동적이
기에 현실적인 내용이 개입된다면 소설 또한 “출발의 유동”(62) 속에 놓이게
된다. 이는 지상적인 것이 천상적인 것의 연장으로서 존재하던 ｢구운몽｣과
구별되는 점이었다. 둘째, 언어의 현장성은 ｢춘향전｣에 “엄청난 한토(漢土)
오천년(五千年) 문화 및 역사의 집약”(53)인 한문 전고(典故)가 활용되는 동시
에, 서민의 일상적인 언어 또한 동시에 사용된다는 점이었다. 김윤식은 ｢춘향
40) 김동욱, 춘향전 연구, 연세대출판부, 1965, 5면. 또한 그는 “춘향전을 완성된 한
개의 작품이라는 견지에서 출발”하는 당시의 연구를 “위험한 일”이라고 평하기
도 하였다. 김동욱, ｢춘향전｣, 문학, 1969.7, 223면.
41) 김윤식이 기술한 ｢춘향전｣의 다양한 양식은 김동욱의 예거를 옮겨온 것이기도 하
다. 김동욱, 춘향전 연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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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이중 언어체계를 “현실삽입성에서 필연적으로 빚어진 현상”(63)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비해 ｢구운몽｣은 “굳어진 스타일의 감옥에 가까운 단일체
계”로 서술되었으며, 이 단일 언어체계는 “개인적 호흡에서 출발되는 빠롤의
체계가 아니라, 이미 고대소설의 일반형식으로서 정립된 소설양식으로서의
스타일의 기능”(65)에 머문다는 것이 김윤식의 판단이었다. 즉 ｢구운몽｣이
“형식삽입성”을 그 성격으로 한다면, ｢춘향전｣은 “현실삽입성”(65)을 그 성
격으로 하였다.
김윤식은 완결의 형식으로서 ｢구운몽｣과의 비교를 통해서 출발의 형식으
로서 ｢춘향전｣의 특징을 포착해가는데, 이 서술은 ｢춘향전｣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이해와 다른 ｢춘향전｣ 이해를 열어가는 것이기도 했다. ｢춘향전｣의
비완결성이 가지게 된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한 현실삽입성을 설명하면서, 김
윤식은 조선 중기 현실과 허구적 인물의 결합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는 천
상의 연장으로서 지상이 등장하는 ｢구운몽｣과 “근본적으로 다른 발상”의 소
산인 동시에, “金樽美酒千人血 운운하는 대목을 서민의 저항의식으로 연역하
는” ｢춘향전｣에 대한 “다분히 피상적인”(62) 독해와도 대별되는 것이었다.
둘째 근거로 제시한 ｢춘향전｣의 이중 언어체계 문제는 그에 앞서 고전문학연
구자들이 이미 밝힌 바이기도 하였지만,42) 김윤식은 이중언어 채택의 근거를
양반과 서민 양층의 독자에 대한 배려에서 찾지 않고, “현실삽입성에서 필연
적으로 빚어진 현상”(63)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김윤식 스스로도 “반박의 여지”가 있는 “독단적인 견해”(66)라고 언급할
정도로, 그의 ｢구운몽｣과 ｢춘향전｣의 비교는 모호한 개념어를 다수 사용하며
추상적으로 진술되어 있으며, 촘촘한 논리적 전개를 갖추기보다는 단정으로
거듭 감행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난점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서술을 수행
한 것은 ｢구운몽｣과 ｢춘향전｣에 대한 표면적이고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
그 예술사적 위치와 “고전성”(67)을 가늠하고자 함이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문학의 고전성은 ‘언어 조건’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언어가 ‘방법’
과 ‘풍속’이라는 방식으로 문학을 존재하도록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구운
몽｣은 ‘방법’과 ‘풍속’이 유착상태에 놓인 “물신적인 예술”의 차원에 있다면
42) 김동욱은 판소리본 ｢춘향전｣을 예로 들면서 “판소리의 시어 구성은 그보다 전단
계에 있는 양반문학으로서의 가사(歌辭) · 가사(歌詞)와 서민 구비문학으로서의 민
요의 시어구성이 혼융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동욱, 춘향전 연구, 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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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전｣은 비록 불안정한 상태이나마 “방법과 풍속이 분화되는 자리”, “방
법과 풍속의 갈림길”(66)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이해된다.43)
예술사적으로 볼 때, 초기에는 음악과 조각 등 방법과 풍속이 유착한 물신
적 예술이 존재하였으나, 이후에 양자가 갈등하고 분화하게 된다. 그렇다면
조선 후반기의 소설 중 ｢구운몽｣에서 ｢춘향전｣으로의 이행 역시 예술사의
“필연의 귀결”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양자의 분화를 가능하도록 한 계기를 두
고 김윤식은 “｢예(藝)｣”라고 명명하였다. ‘예’는 방법과 풍속이 분화하도록 하
는 계기인 동시에, 개인이 역사 속에서 비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리,
곧 문화와 그 저층을 구성하는 계기였다(67).
이 필연성은 생명의 방어이며 나아가 문화의 저층을 이루는 것이리라. 한
개인이 역사 속에 비낄 수 있는 자리 부여, 그것이 문화다. 변학도의 채찍 밑
에서 죽음에 맞선 춘향의 그 매움(烈)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죽음에서
몸을 비껴설 수 있는 공간(空間), 노래를 불렀다는 점에서 예술의 의미가 있
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확한 생명에의 촉각이 아닐 것인가. (67)

김윤식의 비평적 관심은 ｢춘향전｣에서 ‘열(烈)’의 이념을 읽어내는 것에 있
지 않았으며, ‘예’라는 이념형이 풍속과 방법의 분화를 가져와서 어떠한 형식
으로 텍스트가 존재하도록 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텍스트 내용과 주제의 측
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있었다. 그는 윤리, 도덕, 정치, 종교를 두고
비록 맹목은 아니지만 생명에의 촉각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론”(67)
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론’은 애초에는 인간을 위해 구성된 것이지만 그것이
고정적으로 기능할 경우, 인간의 생명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데, ‘이론’이 ‘생
명’을 억압할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계하는 것이 ‘예’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김윤식이 ‘예’와 ‘이론’ 양자의 관계를 대립으로 이해한 것만은 아
43) ‘풍속’과 ‘방법’이라는 용어는 당대 소설가 최인훈 또한 사용한 것이기도 했다. 최
인훈은 서구의 ‘관념’은 서구의 ‘풍속’과 서구의 ‘방법’ 사이의 이원적 변증법적 긴
장 속에서 형성된다고 이해하였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근대(문학사)는 서구의
‘관념’을 받아들일 때 ‘방법’과 ‘풍속’의 긴장을 분리할 정도의 ‘정신적 장치’(주체
성)를 갖추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방법’과 ‘풍속’이 유착한 채 서구의 ‘관념’을 수용
하였다고 비판적으로 진단하였다. 최인훈, ｢계몽 · 토속 · 참여｣, 사상계, 1968.
10, 105면.

164 冠嶽語文硏究 第43輯

니었다. 그는 ‘예’가 ‘이론’과 가지는 관계를 보다 복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예’
에 근거한 예술은 “언어의 한 면인 방법이 이 역사의 이론에 닿아 있으면서
그 다른 한 면인 풍속으로 자신을 지”(68)킨다고 언급하였다. 즉 ‘예’의 이념
형은 이론에 닿아 그것을 잠재성(the virtual)의 차원에 머물도록 하는 ‘방법’
인 한 편, 주체를 둘러싼 제도이자 의식인 ‘풍속’의 발견을 통해 스스로의 정
황에 내재하면서 가능한 대안을 발견하고자 하는 실천이자 주체성을 의미한
다고 이해할 수 있다.44) 김윤식은 역사와 이론에 닿아 있는 ‘방법’과 자기 지
시적인 ‘풍속’, 양자의 긴장에서 ‘예’의 이념형 혹은 주체성을 발견하며 그에
근거하여 “소위 문학에서의 고전성”(68)을 평가하였다.
김윤식은 소설 ｢구운몽｣과 ｢춘향전｣을 독해하면서, 그것의 내용을 정리하
고 평가하는 것에 거리를 두었다. 그는 내용과 형식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의 문제를 탐색하면서, 두 텍스트의 예술사적 위치를 논하면서, 고전성과 예
술성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방법’과 ‘풍속’의 분화라는 지점을 포
착하여 ｢춘향전｣의 예술사적 위치를 비정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방법’과 ‘풍
속’이 긴장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예’로 개념화하고, ‘예’라는 이념형이 ‘이론’
을 잠재성의 차원에 머물도록 하면서, ‘방법’과 ‘풍속’의 긴장을 통해 예술성
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4. 글쓰기와 상상력의 현실적 근거
김윤식이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다루면서 주목했던 것은 ‘글쓰기’의 문제
였다. 한문학을 한국문학의 개념에 포함할 것인가의 논의가 전개되었고, 어느
정도 그 결과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그는 “사실의 지적과 사실에 대한 발견”(70)은 별
44) 이 문장은 최재서의 ‘이론에의 의지’가 시도한 저항을 (대문자의) ‘이론’의 바로 앞
에 머무는 ‘태도’로서 ‘세속비평’을 실천하는 하나의 형태로, ‘세속세계적’인 정황
에 내재하면서 (소문자의, 대안적인) ‘이론[theories]’을 그때그때 ‘발견’하고자 하
는 실천을 이해하고자 한 미하라 요시아키의 논의에서 빌려왔다. (미하라 요시아
키 · 김동식 · 윤대석, ｢‘국민문학’ 재고 – ‘문학이론’의 보편성을 둘러싸고｣, 한국
학연구 5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7, 638면, 657-660면, 678면.) 또한 풍속에
관해서는 김남천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김남천, ｢일신상의 진리와 모랄｣(조선일
보, 1938.4.22.), 정호웅 · 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1, 박이정, 2000, 358-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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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것이라고 평한다. ｢춘향전｣의 사례에서 보았듯, 전통시대 조선의 “언어
체계”는 한문과 한글 글쓰기의 “이중구조”(70)로 되어있는데 그 이중구조에
서 한문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피는 것이 김윤식의 목표
였다.
이를 위해 그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글쓰기의 영도(Le degré
zéro de l’écriture)(1953)45)를 경유하여 ‘글쓰기(écriture)’라는 개념에 주목한다.
그는 “작가의 차원은 랑그(언어체), 문체와도 무관하며, 오직 문장만이 하나
의 선택으로 된다”(71)라는 바르트의 이론을 참조하면서, 작가에게 “문장
(écriture)만이 역사적 연대성의 행동으로” “유일한 문학적 행위”(72)가 될 수
있다고 정리한다.46) 바르트에 따르면 작가는 랑그나 문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글쓰기를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스
스로의 자유를 표명하는 방식이며 어떤 새로움과 전통을 열망하는지에 대한
증거였다. 따라서 작가에게 글쓰기란 그가 문학을 사유하는 방식 자체를 드
러내는 매개이기도 하였다.47) 또한 작가가 어떤 ‘글쓰기’를 선택하는가는 “작
가들이 각자 차별화된 표현 형식들을 선택함으로써 서로 다른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응답해 온 방식”이기도 하다.48) 김윤식 또한 ‘글쓰기’에 주목하면서
“조선 문인들이 한문을 쓸 때와 정음으로 쓸 때의 차이란 무엇일까.”(72)라는
질문을 제시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그는 중국에서 글쓰기에
대한 요시카와 고지로(吉川幸治郎)의 이론을 참조한다.
과거 중국의 언어생활의 이념으로서, 구어(口語)는 불완전한 언어이며, 특
수한 절도와 균제와 수식을 지닌 문어(文語)만이 완전한 언어였다. 이 이념도
윤리적인 이념에까지 올려진 것이어서, 문어라는 완전한 언어를 쓸 수 있는
자만이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러한 능력을 지닌 계급, 그것이 곧 독서인(讀書
人) 혹은 사대부라 불리는 계급이었고, 이 사대부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실로 문어를 쓰는 능력에 있었다. 또 이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윤리적인 실
천의 중요부분이었고 따라서 그것은 사대부의 의무였다.49)
45) 김윤식은 자신이 일역본을 참조한 것으로 밝혀두고 있다. ロラン · バルト, 渡辺
淳 · 沢村昂一 訳, 零度のエクリチュール, みすず書房, 1971.
46) 롤랑 바르트, 김웅권 역, 글쓰기의 영도, 동문선, 2007, 18-19면.
47) 롤랑 바르트, 글쓰기의 영도, 20-21면.
48) 그레이엄 앨런, 송은영 역, 문제적 텍스트 롤랑/바르트, 앨피, 2006,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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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 글쓰기를 평가할 때,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한문학(漢文
學) 내지 한문화(漢文化)의 위대한 보편성, 즉 완전성”(72)이었다. 박지원 또
한 사대부로서 한문 문어를 쓰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주
요한 계기였다. 이것은 일종의 “원칙적 테두리”(73)로 기능하고 있었기에, 박
지원은 한문 글쓰기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다른 “방향성”(73)
또한 존재하였는데, 자국어로 글을 써야한다는 자각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
만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에 대한 인식”(72)과 후에 문체반정의 주목을 받
는 “패관잡기”(73)의 글쓰기가 그것이었다.50) 바르트가 글쓰기의 선택 자체
가 가지는 이념성을 지적했다면, 김윤식은 박지원의 한문 글쓰기에 내재한
다른 방향성을 발견하면서, 그 방향성을 패관잡기, 서학, 연서(燕書)가 널리
읽혔던 사상계의 상황,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유비 관계 속에서 파악하였다.
김윤식의 판단에서 열하일기는 “조선 후기 사회 구조의 모순을 자체 내
의 에너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 강렬하고 충격적인 저술(文
字行爲)”이었다(73). 그는 26편으로 구성된 열하일기를, 작가의 성찰이 고
도의 구성력으로 통일된 하나의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열하일기 서문
을 분석하면서, 박지원이 자신의 글쓰기를 (1) ‘거리’를 제1원리로 하는 메타
포, (2) 거짓과 참에 대한 허구적 비판, (3) 진기성과 호기심에의 편향, (4) 풍
속을 통한 실용으로서의 교훈성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도출한다. 그 도출 위
에서 김윤식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 서문이 스스로 저술 전체의 기조저음을 설진(設盡)하고 있는 이상 더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열하일기｣ 속에 나오는 사건의 기록,
풍속의 묘사, 대화, 필담, 이수(里數), 시간 등등의 사실성이나 정확성은 이차
적인 의미밖에 띠지 못한다. 이러한 저술이 가능해진 것은 작가가 이미 서물
을 통해 당시의 중국 연경의 풍물, 제도, 내력, 생업 등에 관해 자세히 파악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설사 그가 연경에 실제로 여행하지 않았더라도
능히 상상해낼 수 있으리라고 볼 수도 있다. 그가 이 저술에서 디테일의 정
확성을 유달리 부여하려 한 점이 도처에서 보여지는데, 이러한 작가의 정신
49) 吉川幸次郎, 中国散文論, 筑摩書房, 1966, 163頁; 번역은 김윤식, 한국문학사논
고, 법문사, 1973, 72면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50) 열하일기의 문체적 특성에 관해서는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159-1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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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분석한다면, 그 하나는 체험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우월 콤플렉스
(superiority complex)가 작용되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그가 지닌 전기
(傳奇)에의 편향, 소위 패관잡기적 기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쳐
말하면 상상력의 발휘를 디테일의 정확성·사실성으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파
악되는 것이다.(75)

김윤식의 비평적 관심은 서술의 사실성과 정확성이 아니라, 작가 박지원의
정신 구조를 향해 있다. 그는 박지원의 정신에서 핵심은 연경을 직접 체험했
다는 감각에 있으며, 그 자신의 상상력을 디테일의 정확성과 사실성으로 위
장했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예로 드는 것은 ｢관내정사｣의 ｢호질｣과 ｢옥갑야
화｣의 ｢허생｣이었다. 그는 박지원이 무종산(無終山) 인근의 사당에서 주인과
필담을 나누고, 그러는 중에 벽에 걸린 액자에서 ｢호질｣을 발견하고 다시 그
것에 대해서 주인과 필담을 나눈 후 ｢호질｣이라는 소설을 제시하는 서술의
흐름에 주목한다. 소설은 상상의 산물인데, 그 상상력이 당대 사대부층에서는
기피될 것이었기 때문에, “디테일의 정확성으로” “현실적 타부의 여건을 위
장”하려 한 것이며, 이 점에서 “방법 자체가 기교이며, 메타포이며, 상상력”
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76).
동시에 김윤식은 박지원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 “현실과 이상에 갈증을 느
끼는 몰락 사대부”의 정신적 편향으로서의 “엑조티시즘”(76)을 한국의 사상
사적 과제로 도출한다. 조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던 그들은 중국 사상을
여전히 보편성의 준거로 인정하면서도, 망원경, 지도, 달력, 수학, 물리 등 실
용 학문으로서 당시 청(淸)에 들어와 있던 서학에 관심을 가진다. 그 결과
“굳어버린 이념에 대한 저항과 개혁의 심리적 메카니즘이 청 및 서학을 향한
엑조티시즘으로 전개”(77)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엑조티시즘이 조선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근거와 균형을 유지할 때는, 박지원의
글쓰기에서처럼 종래 시정(市井)의 패관잡기와 달리 “참신함을 동반한 <진기
함>”(77)을 갖출 수 있다.51) 하지만 이후 조선이 내적 모순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엑조티시즘은 ‘허황된 엑조티시즘’이 되어 현실적 근
51) 김명호는 열하일기에서 서구 문물 및 서학을 바라보는 박지원의 태도가 “자신
의 사상적 주체를 견지하면서도 새로운 사조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그의 “일관된 태도”임을 지적한다.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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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잃거나 개화기 이후 지식인의 “향보편성콤플렉스”(78)로 전화하게 된
다.52)
앞서 ｢호질｣을 개별 작품으로 독립해서 읽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록된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한다고 했던 김윤식의 언급을 살펴보았는데, 터부에 위
배될 수 있는 자신의 상상력을 디테일로 위장했다는 것이 그 소극적인 이유
였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설 ｢허생전｣ - 글쓰기 열하일기 - 조선 사회”
의 상호 연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박지원의 글쓰기를 현실과의 연관 속에
서 역사화하는 길이었으며, 박지원의 사상을 막연한 엑조티시즘에 머물지 않
도록 현재화하는 방식이었다.
｢허생｣을 <허생은 묵적골에 살고 있었다…>로 독립시켜 한 작품으로 읽는
것은 물을 것도 없이 온당하지 않다. 독립된 작품이 아니라 ｢열하일기｣의,
적어도 ｢옥갑야화｣는 연경 방문 중 옥갑에 돌아와 비장들과 밤들어 역대 역
관들의 이야기를 적은 것인데, 이야기의 핵심이 역관에 의해 중국과의 무역,
치부, 실패, 성공담으로 일관되어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그것은 역관계층이
무역 내지 밀수에 의해 부의 계층으로 형성되는 실질적 문제에 관계되는 것
으로, 엑조티시즘의 막연한 정신출구와는 구별되는 것이기도 하다. ｢허생｣은
널리 알려진 문장이므로 새삼 해설할 필요가 없다. 이 작품은 (1) 국가무역
경제 구조에 대한 비판, 소위 경세치용 (2) 이상국가 건(이것은 ｢홍길동｣의
율도국 유토피아 사상과는 매우 다름) (3) 북대[sic-벌]책 비판, 즉공론에 불과
한 북벌책과는 반대입장인 북학파의 주장, 등으로 살필 수 있다. (81)

｢허생｣을 독립적인 소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옥갑야화｣의 맥락을 염두
에 두면서 역관들의 상상과 사회적 존재양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
나아가 그러한 이해를 열하일기라는 글쓰기를 산출했던 조선 사회53)의 맥
52) 열하일기를 다룬 부분에서 김윤식은 특히 실학자 박지원의 현실 인식과 전망이
개화기 지식인 혹은 한국근대문학으로 계승되는 한국사상사의 흐름에 관심을 가
졌다. 그는 ‘향보편성콤플렉스’가 개화기 이후 지식인에게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
였을 뿐 아니라, 열하일기의 ｢허생｣에 나타난 “야심적이고, 경륜적 포부”는 이
광수의 허생전에도 “이어진다”라고 판단하였다(81). 1920년대 초반 이광수의
한문학, 한글고소설, 번역소설의 ‘다시 쓰기’에 관해서는 유승환, ｢이광수의 춘향
과 조선 국민문학의 기획｣,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문학사학회, 2014, 290-29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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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음미하는 것은, 박지원의 ‘엑조티시즘’을 ‘막연한
정신출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문제’로 문제화하는 방식이었다.

III.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동아시아적 탈구속
김윤식은 한국의 고전문학뿐만 아니라 두시언해에 주목하면서, 중국의
시인 두보에 대한 비평 또한 남겼다. 두시언해는 언해라는 점에서 한국문
학이면서, 중국의 시인 두보의 한시라는 점에서 동아시아문학이기도 하였다.
동시에 두시언해는 1955년에서 1959년에 걸쳐 그가 수학한 서울대학교 사
범대학 국어교육과의 학부 교과과정과 관련이 있었다.
두시언해와 국문학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내가 다니던 6·25 직후의 대학
국문과에서는 두시언해가 아주 중요한 텍스트 노릇을 하고 있었다. 특히
초간본이 그러했는데, ㅿ, ㆁ, 방점 등이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에 이 사정이
관여되어 있다. 최초의 시의 번역이라는 사실과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소멸
되고 없는 글자 및 방점을 연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로 두시언해가
저만큼 놓여 있었다. 국어학의 대가 김형규 교수가 직접 가르치는 두시언해
과목은, 그 자체가 ‘국어사’ 몫을 하는 것이었다. /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성
실하지 못한 나는, 그 강의 시간엔 별로 친숙하지 못하였다. 워낙 바탕이 모
자란 점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시적인 음미가 그 강의엔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까닭이다.54)

두시언해에 대한 국어학 강의에서 ‘시적인 음미’가 부족함을 회고하였던
김윤식은, 1970년대 초반 고전비평을 통해서 두보의 시, 혹은 두시언해를
‘문학’으로 읽고자 시도한다. 한국고전문학을 대상으로 ‘한국에도 문학이 있었
던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김윤식은, 앞서의 질문을 종합하면서 두시언해를
53) 김윤식이 염두에 두면서 언급한 조선 사회는 김용섭의 조선후기농업사연구(일
조각, 1970) 등이 새롭게 밝혔던 조선 후기의 ‘경영형 부농’, ‘자본주의 맹아’ 등의
가능성이 있던 시공간이었다.
54) 김윤식, ｢두시우감(杜詩偶感) 재론(再論) – ｢고도호총마행(高都護驄馬行)｣에 부쳐｣,
천지 가는 길, 솔, 1997,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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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간다. 김윤식은 ‘전후(戰後)’ 일본
의 중국학 연구 성과를 참조하면서,55) 구체적으로는 중국문화의 저층(底層)에
서 두보 시의 위치를 탐색하는 한편, 언해(諺解)의 문화사적 의미에 주목하였
다.
김윤식은 “오늘날 서구문학의 안목에서 볼 때” 두시(杜詩)는 “비교적 문학
에 가깝”긴 하지만 “지극히 정치와 직결”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두시가 문학에 미달인 것이 아니라, “시 곧 정치의 완전합일
로서의 순수행위”에 두보 문학의 “목적”(11)이 있으며, 시와 정치의 긴장 자
체가 두보 시의 의미망을 구성한다고 판단한다. 서구문학의 기준과 다른 중
국 문학의 특징으로 시와 정치의 긴장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앞서 정철 문
학을 논하면서 그가 ‘당쟁’을 조선사회에 대한 ‘콤미트’로 재해석한 것을 해석
의 근거로 들었다면, 두보 시를 논하면서는 “중국의 문화의 저층”(14)을 해석
의 근거로 든다.
이 방랑생활이란 지방장관의 비호 아래, 그들의 사랑채에 머물면서 혹은
초당의 선비와 지방장관과의 시놀이에 참여함을 뜻한다. 관의 벼슬아치가 전
부 시인이었기 때문에 시적 두뇌를 가진 백의서생이면 누구나 의식주는 불편
이 없는 파트론을 가질 수 있는 시대였고, 따라서, 이러한 방랑이 가능했음은
물을 것도 없는 일이다. 이것이 중국의 문화의 저층(底層)이 아니겠는가. 현
실의 삶의 소용돌이를 자기정신 속에 진실하게 반영하면서도 그 소용돌이에
서 직접적으로는 비켜선 자리나 개인을 허용하는 것, 그것이 중국의 문화이
다. (14)

김윤식의 글에서 중국문화의 저층은 연속적인 몇 가지 서술로 나타나는데,
첫 서술은 위와 같다. 그는 방랑생활 중이던 두보가 지방관의 사랑채에 머물
면서 그들과 혹은 그 집에 기식하는 다른 시인들과 ‘시(詩) 놀이’를 하면서 지
55) 吉川幸次郎, ｢東洋文学における杜甫の意義｣, 文学, 岩波書店, 1962.12; 斎藤勇,
｢杜甫-主として彼の人生観について｣, 文学, 岩波書店, 1962.12; 倉石武四郎, ｢杜
甫の楽府｣, 文学, 岩波書店, 1962.12; 奥野信太郎, ｢趙翼の杜甫論｣, 文学, 岩
波書店, 1962.12; 鈴木虎雄 · 黒川洋一 訳注, 杜詩 1-8, 岩波書店 · 文庫, 19631966; 高木正一, 杜甫, 中央公論社 · 新書, 1969; 目加田誠, 杜甫物語 - 詩と生
涯, 社会思想社 · 現代教養文庫,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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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 현실적 삶의 소용돌이에
서 비껴난 자리를 개인에게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중국 문화에 있었음을
언급한다. 동시에 중국의 문화적 저층은 두텁게 쌓여 있어서 안녹산의 난이
나 왕의 교체 등의 “역사의 경련”은 “한 개인이나 한 지역의 어느 순간에는
엄청난 시련”이지만, “문화의 저층에서 볼 때는 큰 변화란 별로 없”다는 판
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문화가 정체하였
다는 의미보다는 안정적이고 적층적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그럼에도 “역
사의 경련 속에서” 문화의 저층과 사회의 질서는 새롭게 성장하는데, 다만
그 “새로운 질서라는 것도 언제나 화해의 질서”로서 중국문화의 저층을 더욱
“풍요”(18)롭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두보의 시가 시경의 전통에 서 있음을 명확히 하였던 요시카와 고지로
의 통찰에 공명하면서,56) 김윤식은 두보 또한 중국문화의 저층 위에 서 있는
시인으로 판단하였다. 김윤식은 두보가 시경 이후 이전까지 중국시의 전통
위에 서 있으면서도 “필요에 의한 용기”에 따라 그 “관례를 깨뜨렸”으며 그
것이 “근체시(近體詩)라는 형식의 변모”(21)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두보가 시로 ‘취직운동’을 하면서도 “오언(五言)으로 사십구(四十句) 이상의
장시(長詩)를 정확한 운율에 의해” 쓰는 노력을 하였고, 그 자신의 언급을 빌
자면 “귀신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적확치밀한 표현의 완성”(19)을 목표로 훈
련하였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적확한 묘사 훈련의 바탕 위에, 안녹산의 난을
통해 의식이 위기를 경험할 때 “침통한 심정의 기미를 통달한 서정시”(19)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춘망(春望)｣이 그 예였다. 동시에 김윤식은 다시
방랑의 길에 나선 두보의 ｢석호리(石壕吏)｣를 분석하면서 “시에서 생각하기
힘든 현실적 산문정신의 발상법”(20)을 읽어낸다. 그는 “현실에 콤미트”하려
는 두보의 의식이 사실상 “시라는 형식이 감당할 수 없는” “산문정신”(21)57)
을 시로 표현하는 것에 서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가 생각한 두보 시의
시사(詩史)적 의미는 ‘서정시’와 ‘산문정신’을 담은 시가 분화하는 지점을 보
여주는 것에 있었다.
56) 吉川幸次郎, ｢東洋文学における杜甫の意義｣(文学, 岩波書店, 1962. 12), 決定版
吉川幸次郎全集 12, 筑摩書房, 1998, 587-598頁.
57) 김윤식은 “산문정신”을 현실에 대한 강렬한 “비판정신”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21). 구체적으로는 ‘반전사상’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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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 이후 천년을 두고 전개되어 온 중국의 시가 두보에 와서 비로소
서정시의 가닥과 산문의 가닥으로 분화한 것이 아닐까. […] 대체로 중국시가
에서는 당시(唐詩)를 두 가지 점에서 고평하고 있다. 그 하나는 ｢시경｣ 이후
천여년에 걸쳐 이를 더욱 발전시켜, 표현의 적확성에로 개화시켰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시에 사상성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후자는 곧 두보의 사회시에
서 그 조종을 삼는다. 달리 말하면 두보 이후에 비로소 현실비판의 시 및 사
상을 담는 시의 커다란 가닥이 생겨 송시(宋詩)에로 강렬히 이어진다는 것이
다. […] 거장 두보가 순수 서정시의 본령과 산문 정신의 사회시를 결합시켰
고, 또한 개별적으로 완성시켰다는 것은, 혹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후세에
능히 시성(詩聖)이라 불리움에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21)

두보 이전 위 · 진 · 남북조시대에서 당(唐) 초기까지 3~7세기 중국시는 중
세적인 전아한 감정을 그리면서도 외형적 아름다움을 갖추는 데 집중하였다.
따라서 시에서 장식적인 것을 중시했으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시의 조화
를 깨뜨린다고 보아 회피하였다. 하지만 두보는 시를 둘러싼 기존의 관습을
일거에 뒤집으면서, 자연과 인간의 소소하고 감정을 시의 내용으로 채웠으며,
또한 엄격한 운율을 갖춘 오언율시와 칠언율시의 형식을 완성하여, 감정을
비약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58) 김윤식 또한 두시에는 중
국시사의 맥락에서 형식과 내용 모두의 ‘발전’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요시카와가 두보가 인간의 감정을 내용으로 했다는 사실에 보다 방점을 찍었
다면, 김윤식은 두보 시에서 인간의 감정(서정시)과 산문정신(사회시)이 함께
등장함을 강조하였다.
그가 서정시와 사회시의 분화를 두보에게서 찾고자 한 것은, 앞서 정철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와 문학(시)의 긴밀한 연관을 서구 문학과 다른 전
통시대 동아시아 문학의 특징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보
시를 전통시대의 ‘고전’으로 고정적인 위치를 부여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시
대적으로도 유의미한 ‘문학’의 범례로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의 결과이기도 하
였다.
역설적으로 그것은 정치와 문학의 일치를 기도하였던 두보 시의 실패에서

58) 요시카와 고지로, 조영렬 · 박종우 역, 시절을 슬퍼하며 꽃도 눈물 흘리고 – 요시
카와 고지로의 두보 강의, 뿌리와이파리, 2009,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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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했는데, 이는 두보의 성도(成都) 시기 시에 대한 분석으로 제시된다. 성도
시기는 두보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하던 시기로, 대개 두보가 이 시기
에 건강한 시를 썼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김윤식의 판단에서는 정치를 포기
하고 문학에 전념하는 것은, “정치라는 순수행동으로서의 시(詩)가 아니라 삶
의 지혜 혹은 인생의 소극적 의미의 방편으로서의 시”(23)에 머물게 되었으
며, 상당수의 시편을 썼지만 “특출한 것은 별로 없는 듯”(24)하다고 평가한다.
그는 두보의 ｢촉상(蜀相)｣을 두고 “격조가 높고, 우국충정이 충일하다는
것, 곧 강인한 정신력에 의해 지탱”되는 점을 고평하면서도 그것이 “일반적
인 회고시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24)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감추
지 않았다. 1970년을 전후한 시기, 최인훈은 시인으로서 공명의 ｢출사표｣를
분석하면서 “이것은 ｢글｣일까? 아니다. 그것은 행동이다. 출사표가 지금도 우
리를 움직인다면 그것은 명문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글과 행위를 넘어선 현
실 자체, 순수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실이 된 언어이며 언어가 된 현실이다.”
라고 평하였다.59) 김윤식 또한 공명에 대한 최인훈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일
인지하만인지상’의 공명과 “한갖 백의서생”이었던 두보의 차이를 부각한다.
“공명에게는 문즉정치(文卽政治)로서의 현실의 행동이 완전히 일치된 상태 –
순수행동이 가능했지만 두보에게는 현실면에서 순수 행동이 전혀 불가능했던
것”이었다(25). 따라서 “현실과 언어의 괴리”에 섰던 두보는 ｢출사표｣를 두
고 “충성”을 읽어내며 “회고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김윤식의 판단이
었다.
바로 여기에 시와 정치, 언어와 현실의 희유하고도 절대한 경지를 모색하
다가 실패한 두보, 그리고 모든 문인들의 한계와 고민이 자리하는 것이며, 이
러한 사실 자체를 확연히 인식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상
에 집념한다는 점이 중요성을 띠는 것이다. / 시와 정치 – 언어와 현실의 희
유한 합일점의 모색에서 실패한 두보가 비통과 감각의 심화, 첨예화와 애수
의 심화로 빠져 들어간 것은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 안목으로 보
면 그것이 정치를 떠난 순수 문학에의 길로 나선 것이라 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두보로는 그 길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순수 문학의 길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에게는 시 곧 정치이었으므로 정치에서 벗어난
59) 최인훈, ｢종장 – 공명｣, 문학을 찾아서, 현암사, 1971, 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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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동시에 시에서도 벗어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언어와 현
실, 시와 정치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 […] 시와 정치가 합일되는 부분
(overlap)은 매우 작은 영역, 지극히 부분적인 영역일 뿐이고 대부분의 경우
에는 이 양자가 차질한다는 사실의 발견일 것이다. / 시와 정치, 언어와 현실
이 어마어마하게 차질한다는 의식, 바로 이 의식이 문학의 독자성의 발견일
것이며, 바로 이 점이 두시(杜詩)를 문학적 척도로 후세에 기리는 이유가 아
닐까. (25)

김윤식은 정치에서 떠난 두보의 시를 두고 동시대 한국의 비평적 용법에
따라서 ‘순수문학’이라 칭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두보의 시를 시
와 정치, 환언하여 언어와 현실의 근본적 불일치성에 대한 자각과 그에 근거
한 ‘문학의 독자성’이라는 가치에 대한 역설적인 발견, 혹은 그 알레고리
(allegory)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는 서구문학과 다른 고유의 맥락을 지닌
전통시대 동아시아문학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통해, 역설적으로 문학의 보편
성을 발견하고자 한 시도였다. 김윤식이 두보를 다룬 글의 부제를 ‘문학이란
무엇인가’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윤식은 두시언해의 문화사적 의미에 대해 두 가지 추후 과제
를 간략하게 덧붙인다. 한 가지는 번역에서의 ‘리듬의식’ 문제였다. 그는 “엄
격한 자기 통제에 의해 조직된 두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시가
오언(五言)이라고 해서 서툴게 동요식으로 자수를 맞추어 번역하지 않았던
역자의 높은 안목”을 평가하고, “언해 속의 리듬의식”을 동시대 한국현대시
를 위한 질문으로 제시하였다(29). 또 한 가지는 두시 언해와 조선의 사회 및
문화와의 관련 문제였다. 그는 언해가 “국가적 사업”(11)이었던 것은 사실이
며, “한국에서 파악한 두시가 충(忠)을 핵심으로 한 시라는 점, 그것이 문과
정치에 깊이 관련되었다는 것, 이 점이 바로 조선적 지배층의 요청사항”(12)
이었다고 언급한다. 위정자의 입장에서는 “저속한 감정의 순화로서의 정(正)
의 준거를 제시하며” 충성의 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벼슬에서 벗어
난 강호(江湖)의 문인들에게는 “비통과 무상감과 애수의 측면에서 두보의 방
랑생활의 후기 시”가 감동을 준다는 점에서, “조선의 두시 수용은 위정자 측
에서나 선비의 측에서나 설사 각각의 의도는 다르다 해도 함께 포용할 수
있”었다(28). 즉 두보의 시가 조선에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두시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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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으로 존재한 셈이다. 다만 김윤식은 두보의 사회시는 조선문학에서 충
분히 수용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으며, 조선의 서민과도 무관했음을 지적한다.
기서(奇書)를 읽고 검술을 하고 도교에 깊이빠져 들어가 유가(儒家)들에 모
진 비판을 받은 이백(李白), 재산과 벼슬을 가벼이 하고 생업을 무시한 이백,
정치를 초월하려는 태도를 취한 당대의 사나이 이백 – 그것이 조선 서민층에
게 달과 술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이들 서민에게 현실이 지나치게
산문적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리라. 또한 서민층엔 도교적
허무주의가 훨씬 그들의 샤머니즘과 접근하기 쉬웠던 것인 성싶다. 그들이 이
백의 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백과 달과 술을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정서 생활을 바라보는 한 실마리가 될 수는 없을 것인가. (29)

지식인은 두보에 관심을 가졌지만 조선의 서민은 두보보다는 이백에 관심
을 가졌으며, 그마저도 그의 시가 아니라 달과 술을 좋아했던 기인의 표상으
로서 이백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김윤식은 조선 서민의 현
실을 읽어낸다. 조선 서민의 현실이 산문적이었기에, 그들은 시를 용납할 수
없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두보의 사회시를 조선 사회가 용납할 수 없었던
사실과도 평행을 이룬다. 즉 조선 사회의 상황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기에,
두보의 시와 그 언해는 “지배계급의 문제성”(28)이라는 영역을 벗어나지 못
하게 되었다.

IV. 문학의 ‘보편성’과 동아시아라는 문제틀
최인훈의 ｢회색의 의자｣가 증언하듯, 한국고전을 현실을 그대로 옮긴 발언
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이 과연 문학일 수 있는가 라는 1960년대식 질문이 있
었다. 그리고 김윤식의 고전 비평은 그 질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서구문학
의 기준으로 한국과 동아시아의 고전문학을 평가하는 것에 거리를 두고자 하
였다. 이 문제는 특히 ‘정치’와 ‘문학’의 직접적 연관성이 동아시아 고전문학
의 특징임을 언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는 ‘내용’과 ‘형식’을 비롯하여 동
시대의 비평적 용어로 한국고전문학을 비평하고자 시도한다. 동시에 그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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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학과 달리 한국과 동아시아의 고전문학은 ‘정치’와 ‘문학’이 일치한다는
차이를 강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문학’의 불일치성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문학’의 보편성을 귀납적으로 추출한다. 실제 비평의 과
정에서는 서구의 비평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김윤식의 고전비평이 가진
전체적인 논리의 구조는 서구와 다른 한국 혹은 동아시아 문학의 특징을 내
재적으로 탐색하면서, 그 내적 특질들의 모순과 충돌로부터 ‘문학’의 보편성
을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
김윤식의 고전비평은 서구의 비평 용어를 통해 동아시아의 고전을 분석하
면서, 동아시아의 계기를 통해 서구의 이념형을 탈구축한 시도였다. 김윤식이
서구의 비평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 자신도 지적했듯 서구문학을 문학의 보
편으로 이해하는 사유, 혹은 ‘서구화=근대화’에 대한 동의가 만연한 시대적
분위기와 서구의 학술 개념을 갖추는 것을 일차 목표로 했던 당대의 지성사
적 조건 때문이었다. 간략하게 언급하지만, 김윤식은 ‘서구화=근대화’라는 사
고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일본의 명치백년의 근대화가 서구화를 지향점으로
한”(31) 것이었다고 단언한 에드윈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의 동양사
인식을 든다. 라이샤워는 페어뱅크와의 공저 동양문화사의 제14장 ｢근대화
전야의 동아｣에서 “비교적 작은 나라인 일본이 왜 재빨리 강국이 되고 그 반
면 중국은 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위로 전락하였으며, 한국은 왜 잠시
나마 일본제국에 병합되어버렸던가”라는 질문을 제시하고는,60) 동아시아 3국
의 내적인 발전적 변화의 정도 여하, 외부세계에 대한 견해 차이, 나라의 크
기와 중앙집권화 등을 그 대답으로 제시하였다.
서구중심성을 경계하면서도, 한국문학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위해 ‘국문학’
대신 ‘한국문학’ 개념을 제안한, 김윤식은 한국과 동아시아 고전의 역사적 존
재 양상으로부터 ‘문학’의 보편성을 귀납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한국에
도 문학은 있었던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그의 고전비평은 결국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동아시아적 탈구축에 닿는다. 하지만 이후 김윤식
은 두 번의 일본 유학을 거쳐서 이광수와 그의 시대(한길사, 1986)로 나아
60) 에드윈 O. 라이샤워 · 존 K. 패어뱅크, 전해종 · 고병익 역, 동양문화사 상, 을유
문화사, 1964, 868면. 지역학으로서 한국학의 맥락과 행위주체 라이샤워에 관해서
는 장세진,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동아시아, ‘권력/지식’의 테크놀로지
- 전후 미국의 지역연구와 한국학의 배치｣, 상허학보 36, 상허학회,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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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며, 근대성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으로 나아간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는
한국 근대의 역사적 경험을 일본 그리고 서구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해하
였다.
하지만 김윤식 비평에는 그와 다른 지향 또한 잠재하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 김윤식은 이육사의 시 ｢광야｣를 앞에 두고 있었다. “역사 이전의 첫 번
째 존재가 이 ‘나’와 ‘초인’의 만남을 가능케 한 계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노
래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계기, 또 그 노래를 목놓아 부를 수 있는 계기를
문제 삼을진대 그것은 ‘광야’가 아닐 수 없다. ‘광야’를 매개로 해서만, 그리고
‘광야’에서만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이런 사색, 이런 상상력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61) 그의 고민은 ‘광야’의 매개성 혹은 장소성에 있었다. 그의
고민이 풀렸던 것은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대한 한 논문의 통찰을 접
하면서부터였다. 그의 관심은 추사 김정희의 시에 대한 발견을 거쳐 박지원
의 ｢호곡장론｣으로 나아간다.
今臨遼野, 自此至山海關一千二百里, 四面都無一點山, 乾端坤倪, 如黏膠線縫,
古雨今雲只是蒼蒼, 可作一塲.
이제 요동벌판에 임하여 본즉, 여기서부터 산해관까지 일천이백리는 사방 어
느 곳이든 산 한 점 없고, 하늘 가와 땅 끝은 풀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하
여, 고금에 오가는 비와 구름만이 창창할 따름이니, 한바탕 통곡할 만하오.62)
열하일기 중 명문으로 널리 알려진 ｢호곡장론(好哭場論)｣을 정밀히 분
석해 보인 김명호 씨의 논문에 따르면 추사의 ‘천추대곡장’의 근거가 바로
열하일기이다(｢열하일기의 문체에 대하여｣, 박지원 문학 연구,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요동벌판을 마주한 연암이 저도 모르게 “好哭場可以
哭矣(통곡하기 좋은 장소로고! 울어볼 만하구!)”라고 한 곡절을 밝힘에 있어
김씨의 시선은 연암이 사용한 문체의 특이성, 가령 ‘소리 없는 눈물’을 무성
안수(無聲眼水)라 한 조선식 한자에 집중되어 있다. […] 김씨의 논문에서 내
가 배운 것은 다음 두 가지. 아득한 벌판 앞에 설 때의 인간의 반응이 통곡

61) 김윤식, ｢광야와 청량리에 흐르는 민족문학론의 강물 – 이원조와 이원록｣, 해방
공간 한국작가의 민족 문학 글쓰기론, 서울대 출판부, 2006, 272면.
62) 박영철 찬, 연암집, 권11, 장29뒤~30앞; 김명호, ｢열하일기의 문체에 대하여｣,
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149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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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 이는 관념성이리라. 다른 하나는 그것이 요동벌판이고 그 앞에 선
사람은 조선인이라는 것. 이는 주체성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
자, 육사의 ｢광야｣ 읽기가 내겐 한결 정다워지기 시작했다. 육사, 그는 인간
으로서, 또 조선인으로서 광야에 반응했음과 동시에 요동벌판에 반응했을 터
이다. 그에 있어 관념성이란 곧 구체성에 다름 아니었다. 연암이 그러했듯 육
사도 그러했듯.63)

일찍이 1977년 김윤식은 한 편의 글에서 이광수와 루쉰의 비교가 가진 곤
란함을 토로하면서, 동아시아비교문학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것은 근대
의 경로 자체의 역사화와 복수화, 그리고 상호 검토를 통해 가능했다. 그는
‘루쉰론’은 ‘역(逆) 춘원론’으로서만 가능하며, 반대로 ‘춘원론’은 ‘역 루쉰론’으
로서만 가능함을 고백하였고, 루쉰의 근대 인식과 실천을 이육사의 사상과
실천을 교차하며 근대성을 성찰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64) 그리고 그는 김명
호의 논문을 경유하여, “보이는 텍스트로서의 ｢광야｣와 감추어진 텍스트로서
의 호곡장” 사이의 ‘균형감각’에 주목하게 된다.65)
물론 1970년대 초반 전통시대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에 유의하며 박지원
의 열하일기에 접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도 김윤식은 한국인
으로서 ‘주체성’에 관심을 가졌다(한국문학). 하지만 주체성에 대한 관심과 동
시에, 아득한 벌판에 선 인간의 반응이 통곡이라는 ‘보편성’, 혹은 ‘관념성’에
대한 관심을 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학). 하지만 이 ‘보편성’은 서구의
이념으로 연역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영향에의 불안’에 근거한 서구 문
학의 전통과 대별 및 포함하며 긴장관계를 구성하는 ‘영향 받지 않음에 대한
불안’66)에 근거한 동아시아 문학의 전통에 근거하여 구성된 것이었다.

63) 김윤식, ｢광야와 청량리에 흐르는 민족문학론의 강물 – 이원조와 이원록｣, 274275면.
64) 김윤식, ｢노신과 이육사｣(1977), 김윤식평론문학선, 문학사상사, 1991, 292-295
면 및 302-303면. 동아시아 번역문학(비교문학, 세계문학)의 개념과 가능성에 관
해서는 박진영, ｢번역문학 연구의 동아시아적 의의와 방법론｣, 김용규·이상현·서
민정 편, 번역과 횡단 – 한국 번역문학의 형성과 주체, 현암사, 2017, 63-95면
참조.
65) 김윤식, ｢광야와 청량리에 흐르는 민족문학론의 강물 – 이원조와 이원록｣, 276면.
66) 류준필, ｢‘한국문학연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역사와 현실 90, 한국역사

두보나 연암같이 179

관념성과 구체성이 한 가지라는 2000년대 비평가 김윤식의 결론은 글쓰기
의 차원에서 ‘한국문학’과 ‘문학’의 상호규정성을 탐색했던 1970년 전후 고전
비평의 질문에 닿아 있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다시금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도달하여,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
가 고민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1970년 전후 그 질문을 고민했던 비평가
김윤식은 서구의 비평 용어를 사용하면서 ‘문학’ 개념을 동아시아적 계기로
탈구축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같은 질문을 고민하는 그의 앞에는 한
국문학 및 동아시아 문학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 그리고 문학자들의 이름
또한 놓여 있었다. 연암이 그러했듯 육사도 그러했듯. 혹은 두보나 연암같이.

연구회, 2013, 375면; 류준필, ｢‘이별(론)’의 텍스트 읽기｣, 고전문학과 교육 3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62면.

180 冠嶽語文硏究 第43輯

참고문헌
1. 1차 자료
김윤식, ｢두시우감(杜詩偶感) – 언어와 현실에 대한 노우트 ①｣, 현대문학 184,
1970. 4.
, ｢송강문학의 양면성 – 언어와 현실에 대한 노우트 ②｣, 현대문학 186,
1970. 6.
, ｢완결의 형식과 출발의 형식 – 구운몽과 춘향전 · 언어와 현실에 대한 노
우트 ⑧[sic-③]｣, 현대문학 188, 1970. 8.
, 한국문학사논고, 법문사, 1973.
, ｢노신과 이육사｣(1977), 김윤식평론문학선, 문학사상사, 1991.
, ｢두시우감(杜詩偶感) 재론(再論) – ｢고도호총마행(高都護驄馬行)｣에 부쳐｣,
천지 가는 길, 솔, 1997.
, ｢인류사의 위대한 망집, ‘근대’를 위하여 – 내가 섰던 교단의 내면풍경｣,
김윤식의 비평수첩, 문학동네, 2004.
, ｢광야와 청량리에 흐르는 민족문학론의 강물 – 이원조와 이원록｣, 해방
공간 한국작가의 민족 문학 글쓰기론, 서울대 출판부, 2006.
, 내가 읽고 쓴 글의 갈피들, 푸른사상, 2014.
김윤식 ·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윤대석 편, 김윤식 평론선집, 지만지, 2015.
읽다 그리고 쓰다 – 김윤식 저서 특별전, 한국현대문학관, 2015.

2. 2차 자료
권보드래 · 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김남천, ｢일신상의 진리와 모랄｣(조선일보, 1938. 4. 22.), 정호웅 · 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1, 박이정, 2000.
김동식, ｢한국의 근대적 문학 개념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9.
, ｢1930년대 비평과 주체의 수사학 – 임화·최재서·김기림의 비평을 중심으
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회, 2008.
, ｢한국문학 개념 규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 ｢진화(進化)·후진성(後進性)·1차 세계대전 – 學之光을 중심으로｣, 한국
학연구 3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두보나 연암같이 181

김동욱, 춘향전 연구, 연세대출판부, 1965.
, ｢춘향전｣, 문학, 1969. 7.
김명호, ｢도남 조윤제의 국문학 연구 방법론｣, 서울대 석사논문, 1977.
,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 ｢열하일기의 문체에 대하여｣, 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
연구원, 2001.

김명호 편역, 지금 조선의 시를 쓰라 – 연암 박지원 문학 선집, 돌베개,
2007.
김진규, ｢선을 못 넘은 ‘자발적 미수자’와 선을 넘은 ‘임의의 인물’ – 최인훈의 광
장(1961)과 홋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1951)｣, 상허학보 40, 상허학
회, 2014.
김 현,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 – 종교와의 관련 아래｣, 창작과비평,
1967.여름.
, 한국문학의 위상 – 그 전개와 좌표, 문학과지성사, 1977.
류준필, ｢‘한국문학연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역사와 현실 90, 한국역사
연구회, 2013.
, ｢‘이별(론)’의 텍스트 읽기｣, 고전문학과 교육 31, 한국고전문학교육학
회, 2016.
박진영, ｢번역문학 연구의 동아시아적 의의와 방법론｣, 김용규·이상현·서민정 편,
번역과 횡단 – 한국 번역문학의 형성과 주체, 현암사, 2017.
서울대학교 국어교재편찬위원회, 대학국어,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 대학국어, 서울대학교출판부, 1977.
, 대학국어,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손유경,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을 통해 본 1970년대식 진보의 한 양상｣, 한국학
연구 35,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양교육 6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오제연, ｢1960~1971년 대학 학생운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4.
유승환, ｢이광수의 춘향과 조선 국민문학의 기획｣,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
문학사학회, 2014.
윤대석, ｢김윤식 저서 목록 해제｣, 근대서지 12, 근대서지학회, 2015.
장문석, ｢바슐라르를 읽는 기파랑 – 김현의 한국문학의 위상을 통해 질문하기,
그 첫 번째｣, 관악어문연구 38,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13.
, ｢상흔과 극복 – 1970년 김윤식의 도일과 비평｣, 민족문학사연구 59,
민족문학사학회, 2015.

182 冠嶽語文硏究 第43輯

장세진,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동아시아, ‘권력/지식’의 테크놀로지 –
전후 미국의 지역연구와 한국학의 배치｣, 상허학보 36, 상허학회, 2012.
정병욱, ｢국문학의 개념규정을 위한 제언｣(자유세계, 1952.8.), 국문학산고,
신구문화사, 1959.
조윤제, 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49.
최인훈, ｢회색의 의자｣(1), 세대, 1963.6.
, ｢계몽 · 토속 · 참여｣, 사상계, 1968.10.
, ｢종장 – 공명｣, 문학을 찾아서, 현암사, 1971.
최종철,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역사와 교훈｣, 교양교육연구 1(1), 한국교양교
육학회, 2007.
황종연, ｢문학이라는 역어(譯語) - ｢문학이란 何오｣ 혹은 한국 근대문학론의 성립
에 관한 고찰｣(동악어문논집 32, 동악어문학회, 1997), 탕아를 위한 비
평, 문학동네, 2012.
그레이엄 앨런, 송은영 역, 문제적 텍스트 롤랑/바르트, 앨피, 2006.
롤랑 바르트, 김웅권 역, 글쓰기의 영도, 동문선, 2007.
미하라 요시아키 · 김동식 · 윤대석, ｢‘국민문학’ 재고 – ‘문학이론’의 보편성을 둘
러싸고｣, 한국학연구 5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7.
시마다 겐지, 김석근 · 이근우 역, 주자학과 양명학, 까치글방, 1986.
에드윈 O. 라이샤워 · 존 K. 패어뱅크, 전해종 · 고병익 역, 동양문화사 상, 을유
문화사, 1964.
요시미 순야, 서재길 역, 대학이란 무엇인가, 글항아리, 2014.
요시카와 고지로, 조영렬·박종우 역, 시절을 슬퍼하며 꽃도 눈물 흘리고 – 요시
카와 고지로의 두보 강의, 뿌리와이파리, 2009.
쬬온 패털슨, 이호운 역, 예언자 연구, 청구문화사, 1957.
竹内洋, 教養主義の没落, 中央公論·新書, 2003.
吉川幸次郎, ｢東洋文学における杜甫の意義｣(文学, 岩波書店, 1962. 12), 決定
版 吉川幸次郎全集 12, 筑摩書房, 1998.
, 中国散文論, 筑摩書房, 1966.

두보나 연암같이 183
국문요약

두보와 연암같이:
김윤식의 고전비평

장 문 석

이 글은 서울대 교양과정부 전임강사로 교양교육을 담당하였던 비평가 김
윤식의 1970년 전후 고전비평을 검토하였다. 김윤식의 고전비평은 서구적 교
양에 근거하여 ‘한국에도 문학이 있었던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는 한국 문학의 개념 규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문학’이
라는 명명을 ‘한국문학’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한국문학’의 예술성
(문학성)의 해명을 목표로 삼았다. 김윤식의 고전비평은 서구 이론, 한국학,
일본의 동양학 연구를 두루 참조한 바탕에서 수행되었다. 그는 송강 정철의
시가, 고소설 ｢구운몽｣과 ｢춘향전｣,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검토하면서,
문학과 정치의 관계, 내용과 형식의 문제, 문학의 이념, 글쓰기의 현실적 근
거를 논점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두시언해를 검토하면서 두보의 시를 언
어와 현실의 근본적 불일치성에 대한 자각과 그에 근거한 ‘문학의 독자성’에
대한 알레고리(allegory)로 이해하였다. 김윤식의 고전 비평은 서구 문학과 한
국 문학을 고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그의 고전비평은 서
구의 비평 용어를 활용하면서도, 서구와 다른 한국 혹은 동아시아 문학의 특
징을 내재적으로 탐색하면서, 그 내적 특질들의 모순과 충돌로부터 ‘문학’의
보편성을 탈구축하고자 한 시도였다. 그리고 나아가 동아시아 문학 ‘전통’의
발견을 통한 근대(성)의 역사화와 복수화, 그리고 상호 검토를 과제로 남겼
다.
핵심어: 서울대 교양과정부, 한국문학, 정철, ｢구운몽｣, ｢춘향전｣, 박지원,
열하일기, 두보, 두시언해, 문학의 ‘보편성’, 동아시아, 전통,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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杜甫や燕巖のように:
金允植の古典批評

張 紋 碩

本論文は、ソウル大学の教養課程部の専任講師として教養教育を担当した
批評家・金允植の1970年前後の古典批評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金允
植の古典批評は、西欧的教養にもとづきながら、「韓国にも文学があったの
か」という問いに答える形で形成された。彼は韓国文学をめぐる概念規定を
歴史的に検討しながら、「国文学」という名称を「韓国文学」と代えること
を提案し、「韓国文学」の芸術性（文学性）の解明を目標とした。金の古典
批評では、西欧理論と韓国学、そして日本の東洋学研究が広く参照された。
具体的には、彼は松江鄭澈の時歌、古典小説の「九雲夢」と「春香伝」、燕
巌朴趾源の「熱河日記」を取り上げながら、文学と政治の関係、内容と形式
の問題、文学の理念、エクリチュールの現実的根拠を論点として提示した。
さらに「杜詩諺解」に注目しながら、杜甫の詩を言語と現実の根本的不一致
性に対する自覚として解釈し、さらにそのような自覚にもとづいた「文学の
独自性」のアレゴリーとして理解した。金の古典批評は、西欧文学と韓国文
学を固定的な基準とする態度を警戒するものであった。また、彼の古典批評
は、西欧の批評用語を用いながらも、西欧とは異なる韓国あるいは東アジア
文学の特徴を内在的に探索しながら、その内的な特質の矛盾と衝突から「文
学」の普遍性を脱構築しようとした試みであった。さらに彼の批評は、東ア
ジア文学の「伝統」の発見をとおした近代（性）の歴史化と複数化、そして
相互検討を課題として残すことになった。

キーワード: ソウル大学教養課程部、韓国文学、鄭澈、「九雲夢」、「春香
伝」、朴趾源、「熱河日記」、杜甫、「杜詩諺解」、文学の「普遍性」、東
アジア、伝統、近代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