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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문학장에서 ‘작가’의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상징 투쟁과 자

기 배려의 가능성 사이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SNS

기반의 서울지역 합평 모임 ‘호텔창문’의 소모임 ‘섬 동인’과 ‘남부등단팟’

에서 인류학적 현장연구를 수행하였다.

1910년대 중반 개인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예술 양식으로서의 문학

이 수입되었다. 이때, 문학은 천부적인 재능과 노력을 통하여 전문적인

‘작가’가 하는 것이라는 관념 또한 함께 수입되었다. 1920년대에 신문이

나 잡지 매체의 활황은 문학 활동을 하는 전문적인 작가군이 탄생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당시 신문이나 잡지매체의 입장에서는 문학이 하나의 인

기상품이었으므로, 여러 문예 공모 이벤트를 통하여 문학 관련 지면을

확보하였다. 신춘문예를 비롯한 문예 공모 이벤트로 인해 무엇이 더 문

학적인지 조언할 수 있는 ‘문학엘리트’ 집단이 탄생하게 되었다.

‘문학엘리트’ 집단의 권력이 확대된 것은 해방기 국면이었다. 반공주의

를 이데올로기화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계급문학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순수문학론’이 문학장에서 문학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순수문

학론’을 주창하는 문인들은 문예지 『문예』와 『현대문학』을 통하여

자신의 문학관을 확대해나갔다.

이렇게 형성된 문학장의 구조에서 문학엘리트의 권력은 최근까지도 공

고했다. ‘작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학엘리트의 인정을 받아 등단을

해야했으며, 그 이후로도 문학엘리트가 문예지에서 작품 청탁을 주어야

만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되었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문

학엘리트의 지도에 따르는 ‘순문학’을 쓰는 것을 자신들의 주요한 지향점

으로 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문화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더 좋은 소설을 써낼 수 있

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문학장의 규범을 아비투스화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비평 주고받기를 상시화하는 일이었다. 비평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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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였다. 이들은 서로에게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문화자본의 축적을 시도하고 있었다.

비평자가 해주는 비평의 신뢰성은 비평자가 문학엘리트와의 정례적인

관계를 통하여 획득한 상징자본을 통하여 평가되곤 했다. 그들은 합평

모임이 진행될 때 더욱 공신력이 있는 비평자와 아직 무언가를 더 배워

야 하는 소설 발제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러한 행동에는

문예창작과 졸업, 혹은 문학상 수상과 같이 문학엘리트가 정례적인 관계

를 통하여 수여한 상징자본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합평 모임 현장에서 중시되었던 것은 문장과 인물의 활용이었으며, 이

는 신춘문예 심사평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문학적 규범들과 일치하였

다. 합평 모임 참가자들은 다른 글과는 다른 소설만의 문장이 따로 있다

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어체의 사용, 문장의 호흡, 감각

적 묘사, 참신한 표현, 문법적 정확성, 단어의 효율적 사용 등이었다.

합평모임 참가자들은 소설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창작자의 작의가 잘

나타나도록 서사 속에서 적절히 활용되었는지, 혹은 인물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었다. 역할의 수행은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야 했다. 인물의 활용은 인물의 성격이 입체적인지, 인물이 그렇

게 행동한 이유가 잘 설명되는지를 통하여 평가되었다.

합평 현장에서는 기성작가의 가르침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

다. 창작자가 의도하는 바와 다르더라도 연구참여자들은 기성작가가 어

떻게 써야 한다고 가르쳤는지 되뇌며 이를 종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소설이 기술적으로 어떤 형식을 띠어야 하는지에 관련

해서는 문학엘리트의 문학관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했으나, 소설에서 어

떤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련해서는 문학엘리트의 감식안에 비판적

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심적으로 겪어보았던 일을 소설로 표현해내는 일

에 관심을 두었다.

소설을 쓰는 내용은 대부분 자신이 겪는 삶의 고난과 관련되어 있었

다. 연구참여자들이 그 고난을 어떤 문장으로 표현할지를 고민하는 과정

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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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또한, 자신과 다른 삶의 태도를 지닌 인물에

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상상하는 일은 어떤 방식

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을지 고민을 확장해나갈 수 있게 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이 문학 작품을 통해 바랐던 것은 자신이 생각하게 된

삶의 메시지를 독자가 읽어주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독립 출판이나 메

일링 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등단 경

력 없음은 이러한 활동들에도 여러 제약을 주고 있었다. 합평을 통하여

서는 자신이 던지는 메시지를 교환할 수 없었다. 문학장의 규범에 따라

작품을 평가하느라, 삶의 메시지에 관한 공유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문학장의 규범들과 자기 배려의 가능성을 살펴

본다. 이를 통해 문학장의 규범적 가치들은 자기 배려의 실천이 가능하

도록 해주지만, 공고한 문학엘리트 위주의 질서는 이에 관한 소통이 불

가능하게 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문학장, 문학권력, 자기배려, 문화자본, 상징자본
학  번 : 2017-2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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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질문

장강명 작가(2020)는 ‘작가 되기’에 관한 문화적 압력으로 인하여 자

신이 한겨레문학상에 당선된 날 아내가 하던 고백이 당혹스러웠음을 이

야기했다. 장강명의 아내는 장강명에게 평생 등단할 일은 없을 줄 알았

다는 고백을 했다. 장강명은 자신이 소설 쓰는 것을 아내가 응원해주는

이유가 당연히 자신에게 작가로 등단하여 활동하기에 충분해서라고 생각

했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단지 소설 쓰기라는 취미를 방해할 이유가

없었기에 응원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소설 쓰기를 하나의 취미로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당혹스러움을 느꼈다고 했다.

장강명 작가는 이와 같은 당혹스러움을 느낀 데에는 ‘작가 되기’에 관

한 한국 사회의 문화적 압력을 자신이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

았다. 한국사회에서는 글을 쓴다고 하면 “글을 써서 뭐하게?” 혹은 “등단

할 수 있을 것 같아?”하는 질문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즉, 글을 쓰는 행

위가 곧 ‘작가 되기’로 직결되어야 한다는 문화적 압력이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는 글쓰기 행위는 생산적이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성은 그 글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로 평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작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단이라는 과

정이 필요하다. 장강명(2018: 209)은 자신의 르포 『당선, 합격, 계

급』에서 문예창작학과 재학생, 글쓰기 교실 참가자, 대학 동아리 회원

등 다양한 작가 지망생들 520명에게 문학계에 관한 그들의 생각에 대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는 문학 공모전을 거치지 않은 작가는 한

국에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5.0%가

긍정대답을 했던 반면, 단 18.5%의 응답자만이 반대하였다. 작가 활동

을 하는 데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등단에는 특수한 규범을 따라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별로 뛰어나지 않지만 당선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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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문학공모전용 작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부정응답이

6.4%, 긍정응답이 72.5% 나왔었다. 대다수의 작가 지망생들이 문학공

모전의 모범답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에 관한 문화적 압력을 수용하면서까지 ‘작가 되기’를 이

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욕망하는가? 김영하(2015) 작가는 문학

활동이 내면의 무의식에 숨겨진 것을 꺼내놓음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한

다고 말해왔다. 이러한 주장을 가장 자세하게 표현한 것은 2021년 인터

넷 강의 사이트 패스트 캠퍼스에서 했던 소설 창작법 강의이다. 그가 선

택한 강좌의 제목은 “내 안의 숨은 이야기를 찾는 법”1)이다. 그는 5차례

의 강의 중 무려 2차례의 강의를 할애하여, 인생과 글쓰기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간다.

그는 이야기를 써나가다 보면 자신의 무의식에 억눌렸던 경험이나 기

억들이 다른 형태로 튀어나오게 된다고 고백한다. 그는 자신이 왜 기억

을 잃어가는 노인의 이야기를 썼는지, 왜 간첩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는

지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자신이 억눌렀던 어떤 욕구, 혹은 트라우마

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소설 쓰기의 과정이 해

원의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김영하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에 따라서 별나라 공주 이야기를

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공주가 살해당하기도 하고, 혹은 공주가 강력

한 힘을 추구하는 마녀로 변신하기도 한다. 김영하는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가 숨겨져 있는 자신의 본능이 빚어냈다고 해석했다. 디테일을 부여

하기 위해서 써나가다가 보니 무의식중에 숨겨놓았던 기억들이 튀어나오

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건 상징의 형식으로 자

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 정도는 내장되어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와 같은 그의 글쓰기 관념은 오래된 것

이다. 2013년 세바시2)에서 했던 강연에서도 “글을 몇 줄 쓴다는 것은

1) 온라인 강의, 패스트 캠퍼스 https://fastcampus.co.kr/
2) https://www.youtube.com/watch?v=WIoGFHghN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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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자기 과거라는 어두운 지하실에 있는 문을 확 열어젖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라며 글쓰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즉, 그에게 글쓰

기는 자신을 알아가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삶의 기술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작가 되기’는 양면적인 요구를 들어야 하는 일이다. 그것은 자

신 내면의 이야기를 적는 과정이면서도, 외부의 규범들을 어느 정도 수

용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의 관계성에 주목

하며 작가지망생들에게 ‘작가 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작가 되기’는 어떤 제도적 맥락 위에 놓여있는가?

(2) 작가지망생들은 ‘작가 되기’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3) 작가지망생들에게 ‘작가 되기’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달성

되는가?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예술장과 예술가의 상징투쟁

부르디외는 특정한 예술 양식이 예술의 지위를 획득하고, 그에 따라

예술품이 가치가 매겨지는 현상을 문학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예술계

가 갖고 있는 심미안은 절대적인 객관성을 띤 것일까? 부르디외는 예술

작품의 가치를 매기고 향유하는 것에 관하여 “작품이해와 평가는 분명히

소유자의 의도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지만, 이 의도 자체는 이미 특정

한 역사적-사회적 상황에서 예술작품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

는 실천적 규범과 이러한 규범에 적응할 수 있는 소유자의 능력 즉 예술

적 훈련의 산물이기도 하다(부르디외 2006: 68).”는 말을 남겼다. 즉

문학작품에 대한 심미안은 그 자체로 사회적인 합의인 것이다.

이와 같은 문학에 관한 가치평가는 문학을 매개로 한 사람들의 네트워

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부르디외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장(champ)이

라는 표현을 쓴다. 부르디외는 장을 “위치들 간 객관적 관계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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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결합태”로 정의한다(부르디외·바캉 2015: 174). 개인들은 권력의

분포 구조 내에서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이러한 위치들은 자신이

가진 상징자본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의 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네

트워크가 ‘특수하며 환원 불가능한’ 논리를 띠고 있어야 한다. 즉, 장은

그 자체로 상대적인 자율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학이 존재한다고 해서 문학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역

사적으로 볼 때 문학이 사회 속에서 항상 자율적인 활동이었던 것은 아

니다. 과거의 예술가들은 교회나 왕실의 직접적인 주문 하에서 작품을

창작했고, 예술은 예술 작품을 주문한 고객에 대한 봉사로서 존재했다.

문학에 관련한 독자적인 사회적 위치나 제도(전업 작가, 문학 출판사,

문학 독자, 문학 잡지 등등)가 만들어지고, 고유한 가치체계가 만들어졌

을 때 문학장이라고 할 수 있다(신미경 2003).

하나의 장은 그 장에서 통용되는 특수한 이해관심이 있다. 그 장에서

만 통용되는 내기물이 자신의 운명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믿음이

다. 부르디외는 이를 일루지오(illusio)라고 부르며 아타락시아3)와 반대

의 상태라고 보았다. “그것은 게임에 스스로를 내맡긴 상태, 그 안에 들

어가 있으며 그것에 의해 사로잡힌 상태를 말한다. 이해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주어진 사회적 게임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게 문제가 되며,

그 내기물이 중요하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부

르디외·바캉 2015: 201). 따라서 특정한 장의 구성원은 그 장에 부합하

는 내기물을 추구한다.

부르디외는 이러한 믿음의 원천을 마르셀 모스가 수행했던 마술에 대

한 고전적 연구를 참조하며 설명한다. “모스에 의하면 마술사가 발휘하

는 힘은 마술사 자신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가 사용하는 도구나 조

작, 혹은 재현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마술의 매혹과 현혹적인 힘의 원

천은 마술을 대하는 집단이 그것에 부여한 집합적 믿음으로부터 온다.

즉, ‘사회’가 마술에 대한 믿음을 창조한 작인이다”(Mauss 1995:

84-90; 김홍중 2016에서 재인용). 따라서 사회는 어떠한 상징물도 가

3) 무엇에도 동요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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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있는 것이라고 여기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마술은 거의 모든 것을 흥미로운 것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투쟁의 내기물

로 설립”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정리했다(Bourdieu 1987: 126;

김홍중 2016에서 재인용).

부르디외는 해당 장에서 의미 있는 내기물을 ‘상징자본’이라고 명명하

였다. 부르디외에게 자본은 “주어진 장 안에서 무기이자 투쟁의 내기물

(stakes)로서 효능이 있는 것”(부르디외·바캉, 2015: 176)이다. 그리

고 어떠한 자본이든 “사회적 연금술”의 작용을 통하여 자본의 소유가 “그

소유자의 본성에 기초한 정당한 소유로 인식”되어 상징자본으로 변형된

다고 보았다(부르디외 2013: 30). 그리고 이러한 가치체계에 적응하여,

이에 알맞은 실천들을 재현하게 하는 구조화된 행위자의 습성을 아비투

스라고 불렀다.

장과 상징자본을 이론화하려는 부르디외의 시도는 상징적인 것과 정치

적인 것을 하나의 기제로 통합하여 이해하려는 도전의 성격을 지닌다.

부르디외에게 있어 상징적인 행위들의 목적은 장에서 더 높은 위치를 점

유하기 위한 경쟁이다. 장 내부에서 통용되는 상징자본은 위치 경쟁에서

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예술가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 중 많은 수는 예술의 장에서의 상징투

쟁을 벌이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난다. 여기서 상징 투쟁은 상징자본의

획득뿐 아니라, 각 장의 상징적 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환하거

나, 변화로부터 지켜내는 일까지도 포괄한다. 발리(Valli 2021)는 예술

가들이 많이 사는 예술인촌에서 왜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만한 행동

을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자신들이

공간에서 쫓겨남으로 예술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경

력이 없는 예술가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므로, 좋

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발리는 예술계에서의 가장 필요한 상징자본은

이름을 알리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문화적 장에서 명성을 쌓는 일은

향후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Ibid: 5).

김동일·양정애(2013)는 빈 건물을 점거하여 예술 활동을 벌이는 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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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프로젝트를 예술가의 상징투쟁으로 분석하였다. 김동일·양정애는

이 상징투쟁이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았다. 사회공간에서 ‘예술’

이라는 상징을 통해 투쟁을 진행하는 것인 동시에, 사회적 투쟁을 예술

의 영역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예술장의 상징자본을 변환하는 상징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점거가 미학적 실천의 도구이자 사회적 개입을

위한 무기가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점거 자체가 불러일으키는 사회

적 개입이 초래한 혼란과 효과는 예술장에서 그들에게 더 큰 인정을 부

여해 주었으므로 예술가들은 이 행위를 지속하였다.

김보름·천혜정(2020)은 아마추어 예술가가 늘어나는 현상에 주목하

여, 예술 장의 기존 구성원인 프로페셔널 예술가와 새로운 구성원인 아

마추어 예술가 간에 예술 및 예술가라는 상징자본을 둘러싸고 어떠한 상

징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폈다. 예술 시장 안에서 아마추어 예술과

프로페셔널 예술은 각각의 영역을 독자적으로 형성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예술 활동 및 예술 작품에 대한 ‘정당성’을 둘러싸고 투쟁한다. 프로페셔

널 예술가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여 예술품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승인권

을 소유하는 것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어려서부터 문화자본을

쌓아온 삶의 궤적을 운명, 업, 팔자 등으로 표현하며 이를 상징권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반면에 아마추어 예술가는 위계적 구조를 변화시키려

는 신참자로서 도전한다. 이들은 예술이 운명이나 타고난 재능과는 달리

예술 활동에 대한 열정과 여기서 경험하는 즐거움이 예술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예술 세계를 하나의 장으로 파악하고 예술가들의 행위를 상징 투쟁에

주목하는 일을 통하여 순수예술은 신비한 것이라는 허상을 걷어내어 예

술 행위를 인간의 사회적 활동으로 주목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러

한 시도들은 예술가 내부의 의미 세계를 사회 세계에 대한 보편론의 형

식을 띤 장 이론만으로 이해하려는 한계를 지닌다. 이들의 설명 방식에

는 예술가들이 자신이 하는 예술 활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예

술 활동을 통하여 무엇을 표현하려 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부재한다. 이

는 상징 행위가 개인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관한 집중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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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탓이다.

코헨(1982)은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투쟁”이나 “삶

과 죽음, 불행과 같은 인간존재의 영원한 문제에 대한 인간의 관심”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Ibid: 32). 그는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의 주체성

을 창조하고 재창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인간이 상징을 통하여

존재의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전시키고, 더불어 자신

의 자아상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접근법이 예술가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필

수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코헨의 관점을 수용하여 문

학장에서의 상징 활동을 위치 점하기 경쟁으로 보는 동시에 예술 행위자

들이 부여하는 개인적인 의미 또한 조명해볼 것이다.

2) 예술가의 창작에 관한 사회과학 연구

사회과학은 예술가의 창작품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 속에서 탄생한

것으로 보고자 집요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중 가장 대중적으로 퍼진 관

점은 예술을 사회사 속에서 읽어내고자 하는 흐름이다. 마르크스는 예술

이나 법과 같이 사회에서 공유되는 관념들은 경제적 토대 위에서 형성된

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를 이어, 루카치는 그의 저서 『미학』에서 예

술의 원료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비로소 생성된다는 관점을 설파했다(루

카치 2000).

이러한 흐름을 이어 하우저(1993)는 예술의 역사를 사회사의 관점에

서 집대성한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썼다. 하우저는 예술가들이 창

작에 사용하는 예술 양식들은 “사회학적이고 경제학적인 원인들”(Ibid:

193)이 만들어낸 상황들에 의하여 변화한다고 보았다. 17세기에 활동했

던 루벤스와 렘브란트의 창작품을 비교하면서, 이러한 차이는 당대의 벨

기에와 네덜란드의 상황 차이에 근거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루벤스가 활

동했던 벨기에를 ‘궁중귀족 사회’, 그리고 렘브란트가 활동했던 네덜란드

를 ‘부르주아 사회’라고 정의내리며, 렘브란트의 그림은 “예술의 실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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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영향을 미치는 자유방임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Ibid: 237)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경제적 접근법은 창작

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예술가들이 그 경향

속에서 각자가 다른 표현법을 활용하면서 자신의 창작물에 어떠한 의미

를 부여하는지에 관한 관심은 부족했다.

사회학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요하게 여겨지는 창작물의 탄생과

사회적 변화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려고 시도했다. 갤렌슨과 와인버그

(Galeson and Weinberg 2000)는 미국의 성공한 예술가들의 주요 작

품 탄생 시기를 연구했다. 로스코, 폴록, 드 쿠닝과 같이 1900년-1920

년 사이 태어난 예술가들과 스텔라, 워홀과 같이 1920년-1940년 사이

에 태어난 예술가들의 주요 작품이 창작된 시기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1900년-1920년 사이에 태어난 예술가들이 1920년-1940년 사이에 태

어난 예술가들보다 더 늦은 나이에 주요 작품들을 창작했다. 갤렌슨과

와인버그는 이들이 활동한 시기의 차이 동안 위대한 예술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1920년대-1940년대 사이의 예술가들이

수년 동안의 연습을 통해 개인의 스타일을 발전시켜야 하는 추상 표현주

의의 시대를 살았던 반면, 1920년-1940년은 아방가르드의 영향으로 인

해 혁신에 높은 가치를 두고 창작 활동해야 하는 시기에 활동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창작 능력은 변화하곤 한

다.

베커(Becker 2008)는 이러한 변화들에 따르는 예술 사회 내부의 변

화와 창작의 과정을 예술계(art worlds) 이론을 통해 설명하려 했다.

예술계는 어떤 것들이 예술이고, 어떤 것들이 예술이 아닌지를 판별한

다. 또한 예술이라면 무엇들이 같은 종류인지, 무엇들이 다른 종류인지

를 판별한다. 누가 예술가이고 누가 예술가가 아닌지도 판별한다.

그는 예술 창작이 단순히 천재적인 예술가 개인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를 보조하는 보조 요원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 보았다. 이러한 보조 요원을 예로 들자면, 캔버스, 물감, 붓 등 여러

화구의 제작자, 미술관 큐레이터, 수집가, 후원자 혹은 검열자로서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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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품에 반응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인력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보조

인력과 예술가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관습(convention)이다.

관습은 작품 생산에 관해 내려져야 할 모든 결정의 준거틀로 사용된다.

관습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 변화에 따라 작품의 창작, 분배, 비평 체

계, 예술에 대한 검열 혹은 후원 등의 사회적 활동들이 계속 바뀌게 된

다.

인류학에서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변환보다 예술가가 일상적으로 마

주할 수 있는 환경을 토대로 예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자 했

다. 겔(Gell 1998: 3)은 “예술품은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세계에서 만들

어지고 순환된다”고 정리했다. 그는 “이러한 생산과 순환은 교환, 정치,

종교, 친족과 같은 다른 사회적 과정과 연관된 흐름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Ibid.).”고 보았다. 그는 예술품이 생산되고 순환되는 과정에서 하

나의 인덱스(index)가 된다고 보았는데, 그의 정의에 따르면 인덱스는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도나 능력에 대해 추론할 수 있게 하거나,

어떤 것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것”(Ibid: 13)이다. 즉, 겔

은 예술품이 여러 사회적 과정 안에서 의도를 전달하게 하는 행위자성을

갖는다고 본 것이다. 예술가와 수용자, 인덱스, 그리고 인덱스를 사회에

서 해석하곤 하는 방식인 프로토타입(prototype)이 예술-집합체

(art-nexus)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미국의 사회학자 주프리(Giuffre 2009)는 이러한 예술-집합체를 토

대로 예술가의 창조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주프리는 라로통가

(Rarotonga)에서 왜 예술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명망을 얻었는지를

연구하며, 겔의 이론에 입각해 사회가 공유하고 있던 예술적 관계망을

그 이유로 꼽았다. 자신이 관찰했던 관계들을 분석하기 위해 라로통가의

예술계 구성원을 스타(Stars), 산파(Midwives), 조수(Acolytes), 고

로(Old Guard)로 분류하여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했다.

주프리는 창의성이 “문화의 단계, 하위문화의 단계, 특정 집단의 단계,

개인의 단계” 등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정리하며, “각 단계에서 창

의성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구조 내에서 살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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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사회적 역동성”이라고 정의하였다(Ibid: 1).

하지만 예술 행위를 단순히 사회적 변화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만 해

석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적확한 접근일 수 없다. 예술 행위는 예술품을

사회에 발표하고 사회적인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작업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이 창작 과정이나 창작물에서 만족감을 얻어야 가능한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개인은 사회를 살아가는 행위자이기도 하지만, 동시

에 살아가면서 여러 우연의 경험을 축적한 특수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

렇기에 예술은 사회와의 대화인 동시에 개인과의 대화이기도 하다.

박혜조(2017)의 연구는 이러한 이중성을 잘 드러내준다. 박혜조는 세

월호 참사가 당사자들의 체험에 머물지 않고 대중매체의 이미지와 영상

을 통해 ‘집합적 트라우마’로 체험되었을 때, 시각예술가들은 참사를 어

떻게 의미화하고 있으며, 어떠한 애도를 전개해나가고 있는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박혜조는 사회적 참사 앞에 선 예술가가 “참사에 대한 개인적, 내면적

체험에 초점을 맞추나 동시에 작품을 통해 예술가의 개인적 표현이 아닌

구조적, 사회적 차원의 감정과 의미들을 담지”(Ibid: 초록 부분)해야 했

다고 보았다. 박혜조는 예술가들이 “역사적으로 축적된 감정구조”(Ibid:

114)를 토대로 내면적인 표현을 한다고 보았다.

박혜조의 연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예술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예술 창작이 사회적으로 명시적인 것에 관한 예술이 아니

다. 따라서 예술을 하는 개인의 창작행위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

다. 이에 김홍중(2016)은 기존 문예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동

인지를 출간하며, ‘신춘문예적인 스타일’을 경계하는 시동인 P를 연구했

다. 김홍중은 P 멤버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의미는 사회적 현실을 비판

하거나 고발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의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인정

욕구로도 환원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들의 창작 세계에서 타

인의 인정 이전에 감지되는 ‘실존의 느낌’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

았다.

김홍중의 연구는 단순히 사회와 창작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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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와는 다른 연구가 가능함을 알려주었다. 그는 사회적이면서도 개

인에게 귀속된 ‘진정성’ 개념과 창작을 연결 짓는다. 하지만 그가 연구한

동인 P는 대안적 동인지를 추구하는 한국문학계에서 희소한 창작 집단

으로서 한국에는 드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개인의 자아와 사회

적 인정 사이에서 타협하여야 하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예술 창작이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들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예술의 표현법을 습득해

나가면서도 개인이 느끼는 예술 창작의 의미 사이에서 고민하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3) 자기 배려로서의 글쓰기

푸코는 1982-1983년 사이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행한 ‘자기 통치와

타자 통치 Ⅰ’ 강의의 첫 번째 시간에서 자신의 분석틀을 옮기게 되었다

고 선언했다. “지식의 형성에 관한 연구로부터 진실진술체제

(véridiction)의 형성에 관한 연구로, 행동의 규범적 원형에 대한 분석

으로부터 통치성(gouvernementalité) 절차에 대한 분석으로, 그리고

주체 문제로부터 주체화(subjectivation) 문제로 분석의 틀을 이동시켰

다는 것이다(심세광 2019: 282).”

이러한 전환은 그의 기존 철학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푸코가 이

전까지 주체를 분석하면서 초점을 맞추었던 부분은 권력과 지식의 효과

였다. 여기서 권력은 일반적인 권력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사람들이 획

득하거나 보존한다거나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권력은 사람들이 부단히

움직이고 변화하며 새로운 관계들에 따라 서로 결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은 사회 내 다양한 역학 관계의 영향들에서 찾아야 한다(오타비아니

2008). 그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감시와 처벌』은 권력이 지식을 형성

하고, 행동의 규범적 원형을 제공하고, 그러한 힘들로 인하여 주체가 구

성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후기 사상에서 주체는 단순히 힘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

다. “주체들은 그 구성에 직접 참여하고 자아의 실천들을 통해 수정할



12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옥살라 2007: 172)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아의 실천에 따라 외부의 힘을 거부, 수용, 혹은 변환하는 주체

의 힘을 ‘자기 배려’라고 보았다.

이 시기 그가 비판하는 것은 ‘데카르트의 순간’이라고 명명되는 근대의

인식론이다. 주지하듯, 데카르트는 세상에서 홀로 떨어져서 외부에서 주

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며 고독히 진리를 찾는 ‘방법론

적 회의’를 통하여 사고하고자 했다. 푸코는 이에 대해 “주체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오직 인식이 되어 버린다”(푸코 2007: 61)고 비

판한다. 홀로 고독히 떨어져서만 사고하는 주체들은 자신의 주체 존재를

변형시키라는 요청을 전혀 받지 않고 주체가 자기 자신 안에서, 또 오로

지 인식 행위만을 통해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론은 주체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인식 행위의 내적인 조건과 규칙, 형식적인 방법의 규칙, 인식해야 할

대상의 구조를 미리 결정지어 놓는다. 인식에 내재하는 조건과 인식 행

위의 밖에 있는 조건들이 이미 모두 결정되어 있지만, 푸코는 이러한 인

식론에 대해 “주체의 존재와는 연관이 없”(Ibid: 62)기 때문에 진실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주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

고 또 자신의 존재를 경유해 가로지르고 변형시키는 진실의 ‘회귀 효

과’”(Ibid: 63)를 통해 주체가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자기 자신을 변형시

키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푸코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

형이 없이 오로지 외부의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진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근대적 주체 형성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

다.

이에 푸코가 주목한 것은 근대 이전의 철학에서 다루어졌던 ‘자기 배

려’이다. 푸코는 이를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이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위이며, 자기 자신에 몰두하는 행위”(Ibid: 41)라고 정리한다. 푸코는

이를 위해 이론적 인식보다 실천적 수련에 더 많은 힘을 썼던 그리스 ·

로마 ·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을 연구한다. 푸코는 이러한 실천들이 “주

체에게 행위해야 하는 바대로 행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존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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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대로, 또 존재하기를 원하는 바대로 존재할 수 있게”(Ibid:

346) 해준다고 보았다.

푸코는 자기배려의 실천이 ‘철학’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다. 푸코가

정의하는 철학은 참됨과 거짓됨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근대적 의미의

철학이 아니다. 그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바에 대

해 질의하고, 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판단할 수 있거나 그렇지 못하

게 만드는 바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사유의 형식”(Ibid: 58)이라고 정

리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변형을 가하는

탐구 · 실천 · 경험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를 ‘영성’이

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그는 정신성을 “주체의 존재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구성하는 정화, 자기 수련, 포기, 시선의 변

환, 생활의 변화 등과 같은 탐구, 그리고 실천, 경험 전반”(Ibid.)이라고

정의 내린다. 이러한 수련의 결과로 “영혼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앎을

동시에 발견”한다. “영혼은 자기 자신인 바를 발견하며, 또 자신이 기억

의 형태로 명상한 바를 발견”한다(Ibid: 208).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관계를 재정립하여 자신을 돌보는 일

은 몇 가지 기능이 있다. 자기 수양은 새로운 인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악습, 군중과 나쁜 스승 그리고 부모와 주변

사람으로부터 온 그릇된 의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또한 개인에게

평생 동안 투쟁할 수 있는 무기와 용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

신을 발견하는 것은 치료의 기능을 갖고 있다. 정념에 휩싸인 영혼, 다

시 말해서 이성에 반역하는 무질서한 에너지와 그릇된 선택으로부터 비

롯된 오류를 치료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돌봄에 이르는 길에서 스승은 더 이상 “타자가 모르고 있

는 바를 알면서 그것을 그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개인이 주체로

서 자신을 구축하는 일을 지도하는 자”이다(푸코 2007: 163). 즉, 진실

에 다가가기 위해 ‘자기 테크닉’을 공유하는 자이다. 이제 그는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의 철학 공동체에서 전수되었던 자기 돌봄에 이르는 기

술들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의 관심은 “충만하고 독립적인 자기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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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계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어떻게 다가갔는가의 문제였다(Ibid:

355). 이에 철학적 고행(αskésis)을 살피기 시작한다. 그가 주목하는

건 경청, 독서, 글쓰기이다.

이범준(2015)은 푸코가 강조한 자기와의 관계 정립에 관한 논의를 정

리하며 그 내용의 핵심을 현재성 비판이라고 분석하였다. 푸코가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통해 말하고자 한 지점은 철학적 에토스이며, 이는 자신이

행동하는 방식에 거리를 두고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현재 자신

의 사고와 판단, 행동하는 양식에 대하여 사유의 대상으로 삼고 문제시

하는 것이 없다면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을 제대로 시작할 수 없을 것

이다. 따라서 푸코가 윤리학을 통해 주장한 것은 “우리에게 행동하고 반

응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사유의 대상으

로 제시하고, 그것의 의미, 조건들, 목적들에 대해 질문하는

것”(Foucalt 1997)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술가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예술품에 담아 표

현해낸다. 그러한 표현을 행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자신이 행동하는 방

식, 혹은 자신이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들을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사유

하게 된다. 따라서 예술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행하

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등장하는 합평 모임은 ‘남부등단팟’(가명)과 ‘섬 동인’(가

명)이다. 합평이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정한 문제나 예술 작품에 대

하여 비평하는 일을 뜻하며, 합평 모임은 비평을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

로 모이는 단체다. ‘남부등단팟’과 ‘섬 동인’은 모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합평 모임인 ‘호텔창문’(가명)의 멤버들이 주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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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형성된 합평 모임이다. 80여명에 달하는 ‘호텔창문’의 멤버들 중 더

자주 모여 집중적으로 작품에 대해 서로 비평을 주고받는 모임이 필요하

다고 느꼈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등단팟이다. ‘남부등단팟’은

물론 ‘섬 동인’ 역시 등단팟에서 시작하였으나, ‘섬 동인’의 모집 과정에

서 등단자 한 명이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이름인

동인으로 결정되었다.

등단팟은 등단을 위한 파티라는 뜻이며, 이것이 ‘친목을 도모하거나 무

엇을 기념하기 위한 잔치나 모임’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의 파티를 뜻하

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이들은 이 용례가 MMORPG 게임들에서 유래

했다고 말한다. MMORPG에서는 플레이어가 선택한 캐릭터의 직업에

따라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며 진행하기 때문에 싱글 플레이로 하기 힘든

레벨 업, 혹은 퀘스트(임무)등을 위해 게임 내 다른 플레이어와 팀을 구

성하여 게임을 진행함으로써 플레이의 효율을 높인다. 이에 플레이어가

활용할 수 있는 협력 그룹 형식 중 가장 작고, 일시적인 형태의 협업 그

룹을 파티라고 부른다. 따라서 ○○팟이란, 하나의 목표를 잘 수행해내

기 위해 구성한 협업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모여서 각자가 쓴 소설작품을 합평한다. 참여관찰 당시에 연구

참여자들은 해당 모임 내에서 자신의 소설을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합평

을 진행함으로써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 사회에서 합평 모임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로는 학교 혹은 아카데미 같은 곳에서 초빙강사를 중심으로 합평이

진행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각자가 자발적으로 모임을 형성해 모두

동등한 구성원으로 합평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연구자는 이들 중 보다

자유로운 형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후자를 연구하는 것이

각자가 생각하는 문학관을 더 잘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남부등

단팟’과 ‘섬 동인’은 모두 동등한 구성원으로 합평에 참여하는 자발적 모

임에 속한다.

연구자는 소설 합평자들을 찾기 위해 연구설계단계에서 소설 합평 카

카오톡 오픈채팅방 ‘호텔창문’에 들어가서, 채팅방 운영자들에게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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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구참여자를 물색해도 된다는 허락을 얻었다. 이후, 그 안에 있는

여러 소모임과 접촉을 시도했으며, ‘남부등단팟’과 ‘섬 동인’에서 호의적

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연구자의 참여관찰은 합평 모임에서 오

가는 말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합평 모임에 낸 소설들의 저작권은 보호

될 것임을 주지하였다. 다음 표는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록이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을 위한 연구방법은 총 네 가지가 사용되었다. 첫째, 인류학에

서 주로 사용하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사용하여 민족지적 연구를 수

행하였다. 둘째, 문학장과 관련된 기존 문헌의 검토를 수행하였다. 셋

째, 신춘문예 심사평들과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비평문들에 대한 간단

한 양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넷째, 한 연구참여자의 작품에 대한 의미

가명
성

별
참여모임 비고

김승완 남
남부등단팟과 섬

동인
초심자

양혜진 여 남부등단팟
‘가’대학 문예창작 전문과 과정

수료
배진환 남 남부등단팟 초심자
이진구 남 남부등단팟 ‘다’대학 국문과 졸업
강주희 여 남부등단팟 초심자
백준우 남 남부등단팟 다양한 합평모임 활동 경험
주현욱 남 남부등단팟 ‘라’대학 국문과 졸업

임주빈 여 섬 동인
기등단자 & ‘나’대학 문예창작

석사
성아정 여 섬 동인 ‘가’대학 문예창작과 학사 졸업
박양희 여 섬 동인 ‘가’대학 문예창작과 학사 졸업

문경민 여 섬 동인
기등단자 & ‘나’대학 문예창작

석사

〈표 1〉 연구참여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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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합평모임의 현장을 참여관찰하였다. 합평은 주로 3시

간 동안 스터디룸을 대여하여서 진행되었고, 한 번 진행할 때마다 참여

자들이 쓴 2개의 작품을 합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우에 따라서

는 기성작가가 쓴 소설을 선정하여 같이 읽고 합평을 하기도 하였으며,

코로나 방역 지침의 규제에 따라 Zoom을 통한 온라인 모임이 진행되기

도 하였다. ‘남부등단팟’은 2주에 1번, ‘섬 동인’은 1달에 1번 합평을 진

행한다. 이에 연구자는 ‘섬 동인’은 4번, ‘남부등단팟’은 7번 참여관찰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합평 현장과는 별개로 합평 모임 구성원끼리 모여 ‘글벙’을 진행하는

현장 또한 참여관찰하였다. ‘글벙’은 창작자들이 모여 각자 자신의 글을

쓰는 시간이다. 창작자들은 ‘글벙’의 쉬는 시간이나 뒷풀이 시간에 자신

이 쓰고 있는 글에 대한 고민을 말하고 조언을 얻기도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자신의 문학관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글벙’은 수시로 진행되었으

며, 연구자가 횟수를 세기 버거울 정도였다.

이와 더불어 참여관찰 현장에서 라포가 형성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도 수행하였다. 심층 면담 대상자는 각 모임의 활동에 절반 이

상 참여한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모두 1:1 면담을 시도하였다. 연구자

의 면담 요청에 응답해준 대상자는 김승완, 양혜진, 이진구, 주현욱, 성

아정으로 5명이었다. 면담 내용으로는 자신에게 ‘작가’가 된다는 것의 의

미, 언제 ‘작가’가 되고자 했으며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창작활동을 위주로 한 간단한 생애사 등을 물어보았다. 면담 시간은 주

로 30~50분 가량 소요되었으며, 카페에서 사적인 분위기로 면담이 시

행되었다. 예외적으로 이진구의 경우, 자신의 작품과 창작 의도에 대한

면담도 진행하였으므로 1시간 반가량 진행되었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 및 전사되었고, 녹음 혹은 심층면담 자체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권리, 본인의 발화가 녹음된 자료에 대해 언제라도 검토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 고지하였다. 이후 전사는 네이버 클로바

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차 정리를 하였고, 연구자는 이를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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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들어보며 행간에 맞게끔 교정하였다.

참여관찰 도중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마찬가지로 합평 모임에 비평자

및 발제 작가로 참가하였다. 두 모임 모두에서 모임 참여자를 3조로 나

누어 발제 작가 순서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본 연구

에서 비평자로 참여하였을 경우, 연구자 개인의 연구 욕심에 의하여 합

평 모임 자리에서 연구자의 연구에 관한 질문을 계속 물어 합평 분위기

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비평의 자리에서 최소

한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합평 모임 초반부에 연구자가 할 수 있는

비평을 한 번에 다 몰아서 말하고, 이후 연구참여자의 말을 듣기만 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발제 작가로 참여했을 때에는 연구자가 비평을 직접

들어보는 위치에 있어 연구참여자와 동등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이점

을 누렸다.

두 번째로, 기존 문헌의 검토 및 재정리를 시도하였다. 작가 지망자의

‘작가 되기’의 열망과 이들이 따르고자 하는 규칙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

해서는 문학장과 문학엘리트 등장에 관한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문학계와 역사학계에서 발표

된 논문과 단행본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문학의 도입

과 문학장의 형성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문헌 조사 과정에서 연구자가

주안점을 둔 것은 문학엘리트 집단이 문학계 발표 소설의 영역을 제한하

고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서사물을 배제할 수 있게 된 배경과 맥

락을 되짚어보는 작업이었다. 연구자는 한국 문학장의 질서가 형성된 시

기를 근대문학 도입기와 해방기라고 생각하였고, 이 두 시기를 집중적으

로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문학 세계 내부의 규칙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사평 및 비평

문을 양적으로 분석하는 일도 진행해보았다. 이를 위해 ‘작가’라는 공인

된 위치를 결정짓는 등단의 관문 신춘문예나, 창작자 내부의 인정 체계

를 보여주는 문학상의 인정의 표시인 평론과 심사평에 대해 통계적으로

접근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소설가협회에서 나온 ‘신춘문예당선소

설집’에 나온 심사평에 대하여 내용분석과 빈도분석이 진행하였으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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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의 신춘문예당선소설집 수록된 117개의 심사평이 분석에 활용되었

다. 빈도분석의 경우 통계프로그램 R을 통하여 단어 사용 빈도를 확인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KoNLP 패키지를 사용해 단어를 인식하도록 하

였다.

네 번째로, 연구참여자중 한 사람의 작품을 대상으로 의미분석을 시도

하였다. 참여관찰을 하면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소설의 내용이 자

기 삶의 맥락과 어느 정도 맞닿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생애

사와 삶의 가치관에 관한 면담 내용, 그리고 작성된 소설 텍스트의 내용

을 교차 분석하며, 연구참여자의 삶의 맥락에서 해당 소설이 어떠한 의

미를 지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총 4가지의 방법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통합 · 정리하면서 연

구자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연구참여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보

호하는 일이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모든 저작물이 향후 문학 작품

으로 정식 발행될 수 있는 소설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잘못하면 연

구참여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

여자의 작품의 내용이나 문장이 작품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집중하여 작품을 인용하는 범위를 조정하

였다. 이는 면담 도중 자신의 작품 내용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말하였더

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느 침실의 이야

기」와 「편견의 모순」만큼은 작가 이진구에게 향후 어디에도 발표할

계획이 없음을 누차 확인한 후 논문에 인용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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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작가 되기’의 제도적 맥락

1. 등단제도의 탄생과 문학엘리트의 출현

한국에서 문학은 1910년 경 일본 유학을 통하여 문학을 접하게 된 신

지식인층에 의하여 하나의 예술 장르로 명칭되었다. 이를 주도했던 인사

는 춘원 이광수다. 근대 문학의 맹아라고 불리는 『무정』을 집필하기도

한 이광수는 「문학의 가치」(대한흥학보, 1910),「문학이란 하오」(매

일신보, 1916), 「문사와수양」(창조,1921), 「문학에 뜻에두는 이에

게」(개벽, 1922), 「문학강화」(조선문단, 1924) 등 여러 차례 신문과

저널리즘을 통해 자신의 문학관을 설파하였다.

그의 문학관은 조선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의 근

대문학관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이광수는 서구 근대문명, 기독교

그리고 근대학문을 보편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많은 식민지 지식인들처

럼 조선을 문명이 부재한 곳으로 여겼고, ‘그들처럼 되기’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보았다(박정심 2015). 그의 자전적 소설 『김경』에는 자

신이 바이런, 톨스토이, 기노시타 노오에, 도쿠토미 로카, 시마자키 도

손 등을 탐독했으며, 그 영향이 컸다는 것을 자인한다. 이러한 흐름은

그가 일본의 메이지 시대 당시의 문학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가 매일신보에 발표한 「문학이란 하오」 역시 츠보오츠 쇼오요

의 『소설신수』와 내용이 유사하다(김복순 1999).

이광수가 중요시 여긴 것은 ‘정(情)’의 개념이었다. ‘정’의 개념이 이광

수에 의해 처음으로 제창된 것은 대한흥학보에 「금일 아한 청년과 정

육」이라는 글을 ‘이보경’이라는 이름으로 내면서부터이다. 그는 ‘지덕체’

와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던 애국계몽기 국내의 교육론이 인간의 본성과

능력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인

간은 정에 의해 움직이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본성은 인위적

으로 주입되거나 변형시킬 수 없는 것이다. 덕을 강조하는 교육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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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성을 무시하고 있고, 그보다는 정을 통해 스스로 깨우치는 방식의

계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그의 논지였다(이보경 1910). 그는 곧 ‘지

덕체’를 대신할 ‘지정의’의 삼분론을 제시한다. 이성의 논리로 통제되는

‘지’와는 다른 영역이 인간에게 있다고 상정한 것이다.

이러한 내면에의 집중은 근대적 인간상을 받아들이는 문학의 방식이었

다. 근대적인 인식의 전환으로 개인으로서의 자아나 주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설에서는 ‘개인으로서의 주체’를 표현하게 된다. 가라타니

는 근대소설의 중요한 기법 중 하나로 ‘기하학적 원근법’을 꼽으며 그로

인해 내면 묘사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그는 근대회화가 원근법을 통해서

세계를 객관적 사물들의 관계로 표상하는 것처럼 근대소설이 재현의 대

상을 하나의 풍경으로 조합해낸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런 원근법의 시각

그리고 객관화의 시도는 단지 외적 자연을 대상으로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고 주체의 내부에 존재하는 ‘마음’에도 적용된다. 그런 과정에서 나

타나는 것이 바로 근대문학이 포착하는 ‘원근법적으로 조망된 마음’을 의

미하는 ‘내면’이다. 내면은 근대적 자아가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게 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윤리적’ 공간이 제도화된 것이다(가라타니 2010; 김

홍중 2009).

문학이 개인의 내면을 묘사하는 하나의 예술 장르로 수입되자, 그러한

내면 표현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집단인 작가군이 생겨나기 시작하였

다. 1920년대가 되자 자신의 문학 작품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919년 『창조』의 발간을 시작으로 『폐허』, 『장미촌』, 『백조』,

『금성』, 『영대』 등 다양한 동인지가 발간되었다. 이들은 전문적인

예술가로서 ‘작가’가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그것에는 노력과 재능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진설아 2004). 다음은 동인지 『폐허』에 실렸던 글의

일부이다.

天才(천재)는 무서운 疾病(질병)이다. 天才的 作家(천재적 작가)는 누구든

지 그 맘 가운데 感情(감정)이 일어나면 곧 먹어버리는 Monster(괴물)를

撫育(무육)한다. 어느 것이 勝利者(승리자)가 될까? 疾病(질병)이 사람을

이기겠는가 또는 사람이 疾病(질병)을 이기겠는가? 人格(인격)과 天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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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의 새에 完全(완전)한 平衡(평형)을 建設(건설)할 수 있는 사람은 偉

大(위대)한 사람일 것이다(김억 1921).

다음의 글은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능력으로 여기고 있

다. 문학을 창작해내기 위해서는 내면에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이

괴물처럼 본인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을 어루만지듯 잘 돌보아 기르

면서도 자신의 인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

고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천재로 숭배하기도 했다. 즉, 재능을

부여받은 내면 표현의 전문가로써 작가를 상정한 것이다.

1920년대에 신문이나 잡지 매체가 근대문학에 집중하면서 전문적인

예술가에 관한 관점이 확대될 수 있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통치 방식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무단통치’ 체제에 지배체제 전복의 위험성이 있다고 느낀 것이다. 조선

총독부는 “조선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공기가 흐르고 있는지 알기”(조선총

독부 1993) 위하여 한국어로 된 언론의 출간을 허용해주기 시작하였다.

한국어 언론의 출판은 가능하였으나 그 여건은 만만치 않았다. 1920

년대에도 10명 중 8,9명은 글을 읽지 못할 정도로 문맹률이 높았다. 언

론 매체들은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문학 작품에 지면을 많이 할애하

였다. 문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높은 수준의 가독력과 문해력을 요

구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정론이 통제된 총독부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된 상황에

서 문학은 신문이 정치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수단이었

다. 총독부는 한국어 출판의 권리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검

열 이후에야 출판을 허용해주었다. 이외에도 총독부와 식민지 조선인 간

의 갈등은 비일비재하였고, 그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해줄

만한 정론이 “식민지인이 가장 열망하는 기호품”이 되었다(유석환 2013:

88).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이 주목한 것은 문학의 다기능성이었다. 문학

은 심미적, 유희적, 사상적,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체였으며, 다

른 글에 비하여 비교적 검열으로부터 느슨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신문과 잡지 매체들은 1924년을 전후하여 근대문학 텍스트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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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량을 급격히 늘려나가기 시작하였다. 유석환(Ibid: 141)은『매일신

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개벽』, 『조선문단』, 『조선지

광』에서 발표된 문학 작품 편수의 분기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1920년

1분기~1924년 2분기의 분기별 평균 작품 편수는 6.9편이었으나, 1924

년 3분기~1928년 1분기의 평균 작품 편수는 27편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출판 환경의 변화는 다른 영역과는 자율적인 문학을 지향하는

예술관이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전문적인 ‘작가’가 고유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작품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직업 ‘작가’로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문학만으로 생

계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으로써 전문성을 띤 ‘작가’가 제도

화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되게 된 것이다.

‘작가’의 제도화 이후, 문학 작품을 출판할 수 있는 경로로는 신문·잡

지 매체에 글을 싣는 방식뿐 아니라, 한 번의 발행으로 출판이 완료되는

책을 의미하는 단행본의 방식이 있었다. 그러나 단행본으로는 새로운 작

품을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당시 출판 관행은 안정적이고 지

속적인 이윤 확보를 위하여 신문·잡지에 이미 발표된 작품을 모아서 단

행본을 출간하였다. 검열과 제재가 심했던 식민 통치 체제에서는 신문·

잡지에 이미 발표된 글을 출판하는 것이 출판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안전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신문·잡지에 의존하는 문학 출판·유통 환경은 그에 따른 ‘작가’ 되기의

제도를 만들어냈다. 당시 신문·잡지는 흥행을 위하여 “작가의 신분과 지

위를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절차”(김병익 1979)인 등단제도를 만들어낸

다. 1900년대 후반부터 독자의 작품을 모집하여 이를 자신의 지면에 게

재하고 선택된 작품의 필자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

정이 있었다. 1920년대가 되자 다양한 매체에서 현상 모집이 시행된다.

1920년대에는 22종, 1930년대에는 23종의 매체에서 현상문예를 실시

한 것이 확인된다(정영진 2017).

이러한 현상문예 이외에도 문학 공모를 정기적인 제도로 굳히려는 시

도 또한 많았다. 신문의 경우, 연말에 대대적으로 신인의 작품을 공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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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듬해 1월 1일 신년호를 통하여 당선자와 작품을 공개하는 문예 공

모 절차를 시행하였다. 1919년 『매일신보』는 “신춘문예”, “신춘현상모

집”으로 문학 작품을 공모하였고 1920년 1월 3일에 당선작을 발표하였

다. 이후 『매일신보』는 “신춘”이나 “신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매년

새해 당선작을 내는 연간 행사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동아일보』는

1925년, 그리고 『조선일보』는 1928년 신춘문예를 도입하여 실시하였

다(조재영 2017: 352-364).

잡지의 경우, 추천제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문단』은

1924년 창간 당시부터 문학적인 명망이 높던 고선자가 공모되어온 글을

추천하는 추천제를 시행하였다. 문학계의 대가가 신인에게 상징권력을

분배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식민지 시기 추천제를 시행한 곳은 총 6

개 매체로 『조선문단』,『신동아』,『삼천리』,『문장』,『시학』,『인

문평론』 이었다(Ibid.).

‘작가 되기’의 제도에는 두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무엇이 더 문학적

인지를 선별하고, 문학적인 조언을 할 수 있게 된 기성작가군이 존재하

게 되었다. 이처럼 문학적 발언권을 얻은 기성작가를 본 논문에서는 ‘문

학엘리트’라고 부르고자 한다. 문학엘리트는 문학적 명성을 인정받은 작

가, 시인, 평론가이며, 등단제도를 통하여 어떤 것이 문학적인 것인지

정의 내릴 수 있는 주도적인 위치에 속해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문학적

인 것을 지도하는 입장에 속해 있다.

둘째, 작가 사이에 위계가 공고한 문학장이 형성되면서, 그 안에서 작

가가 되고 싶어하는 ‘습작생’이 생겨나게 되었다. 문학장에서는 자신의

명성에 힘입어 문학적인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학엘리트, 문학을 발표

할 자격이 있는 ‘기등단자’, 문학 작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문학

엘리트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지면을 얻지 못하는

‘습작생’이라는 위계가 생겨났다. 이러한 위계 구조가 생성되자 문학엘리

트의 인정을 받지 못한 ‘습작생’의 작품은 문학성이 부족한 ‘습작’이라는

관념이 퍼졌다. 즉, 문학엘리트의 인정을 받은 작가가 쓰는 작품만이 문

학작품이라고 인정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관념들은 문학가를 지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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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에게 문학엘리트의 인정을 받은 기등단자가 되고 싶어 하는 열망

을 갖게끔 하였다.

2. 순문학과 문학권력의 확대

‘순문학’이란 말은 190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은 지금의

문학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문학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것은 아직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도달해야 할 근대적 가치로서의

의미를 지녔으며, 그 단어가 주도권을 지니지도 않았다. 오히려 당시 주

도권을 쥔 것은 한시, 개화가사, 창가 등이었다(정은기 2016: 18-26).

‘순문학’ 혹은 ‘순수문학’이라는 이름이 한국의 문학계 전반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해방기부터이다. 소설가 김동리, 혹은 평

론가 조연현, 평론가 곽종원 등 청년문학가협회(청문협) 구성원에 의해

주도된 ‘순수문학론’은 사실상 의미가 모호한 개념이었다(김한식 2008;

이미정 2011).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순수문학론’이 당시 한국 사회에서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정치적 특수성 때문이었다. 순

수문학론의 주요 내용 자체가 반(反)계급문학론이었기 때문에, 반공주의

가 맹위를 떨치던 당시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을 획득했던 것이다(이미정

2011).

한국에서의 반공주의란 공산주의의 반대라는 주장 외에는 뚜렷한 대안

이 없는 정치적 주장이었다. 이러한 무내용성이 오히려 큰 정치적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이기도 했다. 반공주의는 공산주의 이외의 다른 다양

한 이념이 접합되어 존재하는 담론구성체였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

할 수 있었다. 반공주의는 세간의 생각과는 달리, 내용의 경직성보다는

무내용성이 강점이었던 주장이었다. 이러한 무내용성을 토대로 하여,

‘적’과 ‘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흑백논리를 통해 채워졌다

(김정훈·조희연 2003).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제도권 문학 역시 반공주의를 수용하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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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흑백논리의 확산에 기여한 문인들에 의하여 성립되었다. 순수문학은

해방정국의 극심한 좌·우 대립 상황에서 우파 문인 중 청문협 회원에 의

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이헌구, 김송, 김광섭 등은 반마르크스주의로서의 순수문학을

주창했다. “당의 문학, 복무의 문학 등의 시대착오적 문학제창”을 비판하

면서 “조선문학의 세계적 수준을 위하야 노력분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헌구 1948: 53). 여기에 서정주와 조지훈은 순수문학의 이론적 배경

을 더하려 노력했다. 이들은 ‘민족문학’, ‘보편적 문학’ 등의 표어를 사용

하며, 자신들의 시 이론을 펼치려고 했다. 보편적 문학관에 따라 “먼저

시가 되어야”(조지훈 1947: 166) 하며, 이것은 민족적 문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어들은 모두 모호하고, 추상적인 특질을 갖고

있었으나, 청문협 문학가들은 이를 ‘생명’, ‘운명’, ‘초월’, ‘영원’, ‘구경’ 등

의 용어를 사용하며 당위성을 역설하였다(이미정 2011: 20).

이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한 이유는 근대 합리주의의 대립항으로서 문

학을 설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근대적 인간상이 담지한 물질만능주

의적인 유물사관, 기계주의에 함몰된 합리주의, 근대적 이성 등이 인간

의 주체성을 파멸로 이끌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의 파토스적인 욕망을

무시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생명’, ‘운명’, ‘초월’, ‘영원’, ‘구경’ 등의 용

어가 전면에 등장하여 근대적 인간상을 비판하였다(Ibid.). 이러한 인간

상의 비판은 ‘실존주의’ 용어를 서구 철학에서 끌어옴으로써 구체화된다.

이처럼, 이들이 자신을 휴머니즘으로 정의할 수 있게 한 철학적 기반

은 상당히 모호했다. 이는 단순한 배제의 논리로 이루어졌다. 김동리는

‘목적달성의 도구’가 되는 문학과 그렇지 않은 문학을 단순히 양분해버린

다. 여기에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문학을 나치스 문학, 일본제

국주의 시절의 황도문학, 계급문학을 병치시킨다. 계급문학은 이와 같은

단순한 배열을 통하여 비판되어지고, 이러한 배제를 피해간 자신의 문학

론은 도구로 쓰이지 않는 문학, 인간성의 본질을 추구하는 휴머니즘의

문학론으로 위치시킨다(김한식 2005: 11-20).

피상적인 문학관이 한국 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던 것은 당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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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계의 상황과 정치적인 국면 때문이었다. 당시 단독정부 수립과 한국전

쟁을 계기로 수많은 문인이 월북을 택했다. 단순히 계급문학으로 작품

활동을 하던 좌익 계열 문학가뿐만 아니라, 이태준, 정지용과 같이 중간

파로 분류되던 작가 또한 남한에 남기보단 북한에 가는 것을 선택하였

다. 이에 문학장에는 큰 공백이 생겼고, 이 빈자리는 당시 활동하던 우

파 계열의 문학가가 채웠다. 이러한 상황이 이들이 문학권력을 독점하는

밑거름이 되었다(조송이 2021: 27-28).

문학권력 독점 현상을 심화시킨 것은 단독정부 수립 이후부터 계속된

이승만 정권의 반공체제다. 반공이데올로기를 강제하는 법안인 ‘국가보

안법’이 1948년 12월에 제정되면서 출판, 학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다. 국가보안법은 실시되자마자 문화영

역 전반에 영역에 영향을 미쳐, 곧바로 문예지들(예를 들어, 『문장』,

『문학』등)이 폐간되기도 한다.

이승만 정권 초기, 우파 계열 문학가들은 정부와 언론계의 주요 요직

에서 활동하게 된다. 김광섭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헌구는 공보처 차

장으로, 안효상은 문교부 장관으로, 오종식은 사회부 차관으로, 김영랑

은 공보부 국장으로 활동하였다. 서정주는 동아일보 문화부장직과 문교

부 예술과장직을 겸임하였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당시 주

요 일간지의 논설에서는 김광섭, 이헌구, 김동리, 조연현 등 청문협 계

열 문학가의 글이 자주 실렸다. 우파 계열 문인이 문학 관련 담론을 생

산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위치에도 있었다.

청문협 논자들이 주장한 ‘순수문학론’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이들이 반

(反)계급문학이라는 위치를 선점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이처럼 남한에

서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계급문학의 현실의 존재 기반 자체가 사

라져 그 위세가 약소해졌다. 배제의 논리는 뚜렷한 대비를 이룰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에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대결 상대가 사라졌을 때

에는 자신의 논리가 갖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순수문학론’을 주장하는 청문협 문인들은 자신이 가지는 권위를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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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내세울 논리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순수문학론’은 ‘세계문

학’ 개념과 결합하게 된다.

정치적인 것의 배제를 통하여 성립되어온 ‘순수문학론’이 좌우대립 이

후에도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념’이 아닌 ‘작품성’이 위주가 되

어야 했다. 따라서 ‘순수문학론’ 주창자들은 자신의 작품관을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문학작품과 동일 선상에 위치시켜야 했다. 하지만

당시 세계적 조류들이 좌익 문학을 높이 평가했다는 이유에서 의도적으

로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작품들을 배제하는 역설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세계문학은 일방적으로 서양 고전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으

며, 호머, 단테, 괴테, 프로스트, 조이스, 카프카 등 문학적 영향력이 큰

작가들의 작품을 뜻했다. 세계문학 개념은 현재의 문학적 환경과 거리를

둔 예술적 형식으로서의 문학을 강조하는 데 유용하게 동원되어왔다(김

한식 2008: 239-254). 이러한 문학관은 작품에 대한 평가를 또다시 모

호하게 만들어놓았다. 세계문학사에서 각각의 작품은 고유한 특질을 갖

고 있는데, 다양한 작품을 모두 함께 뭉쳐서 본받아야 할 ‘세계문학’의

전범이라고 내세움으로써 무엇이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휴머니즘인

지는 다시 모호해졌다.

이러한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치적 환경과 우파 계열 문인의

권위를 통하여 ‘순수문학론’은 여전히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주도권을 바탕으로 하여 순수문학론이 더 많은 영향력을 얻을 수 있

게 해준 것은 당시의 문예지들이었다.

단독정부 수립 이후, 출판문화 환경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바

로 잡지의 등장이다. 해방 직후의 출판물은 절대 다수가 일간신문였고,

잡지는 대중성이 부족한 특수기관의 잡지 및 동인지, 팜플렛 정도 밖에

없었다. 사회적인 안정 국면이 도래하면서 독자의 관심 영역이 정치적 ·

사상적 분야에서 실용적 · 문화적 방면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단독정부 수립 이후 일반 대중을 위해 만들어진 전문성 있는 잡지

가 서서히 등장하게 된다.

『문예』는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1949년 8월에 창간된 월간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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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예』는 자신들의 지향점이 순수문학임을 창간호에 드러냈으며,

정치적인 논설은 싣지 않고, 오로지 문학 작품 및 평론만을 남겼다(신정

은 2021). 그들이 내세운 것은 문학주의로 ‘정치문학’, ‘리얼리즘 문학’,

‘모더니즘 문학’ 등을 배제하는 과정이었다(이봉범 2006).

『문예』의 발간에는 정부와 자본가 진영의 협력이 상존했다. 『문

예』가 창간될 수 있었던 건 시인 모윤숙과 미공보원이 후원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모윤숙의 주선으로 미공보원이 잡지 발간에 필요한 용지를

원조해주었다. 『문예』는 이후 전쟁이 일어나자 잠시 휴간되었는데,

9.28 서울 수복 이후 국방부 정훈국에서 용지, 인쇄시설, 약간의 현금까

지 보조를 받았다. 이는 반(反)계급문학을 내세운 ‘순수문학론’의 물적

기반의 상당 부분이 정부 당국의 지원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김

철 1990). 조연현을 비롯한 ‘문단주체세력’4)은 월간지 『문예』를 통해

자신들의 문학관을 전파하다가, 차후에 『문예』를 계승한 『현대문학』

으로 옮겨 계속 순수문학 담론을 이어나간다.

『문예』와 『현대문학』은 문학가 지망자를 자신의 문학론으로 끌어

들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였다. 자신의 문학관에 따라 글을

쓰는 문학가 지망자에게 문학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첫

째, 추천제를 활용하였다. 『현대문학』의 추천제도는 문단에 영향력이

있거나 권위있는 작가가 문학가 지망자의 작품을 두세 차레에 걸쳐 추천

한 것을 통해 등단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추천제도는 추천자와

추천받는 신인작가 사이에 자연스럽게 사제관계를 성립시켰다.

『현대문학』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조연현(1981; 조송이 2021에서

재인용)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추천제 심사

위원의 자격자로 상정한 조건을 알린 바 있다. 이 조건 중에는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심사의 능력과 공

정성을 갖”추었거나 “심사의 기능뿐 아니라 지도의 기능도 갖춘 사람”이

라는 조건이 있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을 서술하며 조연현은 자신과

“친근한 문단인”(조연현 1981: 127)중에 조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많

4) 조연현이 만들어낸 단어로 청문협의 핵심 회원들을 지칭하는 데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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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적는다. 이는 조연현이 주관적인 영역에 있어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작가를 선정하였음을 보였준다. 실제로

조연현은 ‘청문협’ 계열의 작가, 시인, 평론가들로 인적 구성을 완료하였

다(조송이 2021: 38-50).

둘째로, 『현대문학』은 신인 작가의 등단 이후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

였다. 『현대문학』은 매달 나온 문학작품을 평가하는 월평을 발표하였

다. 월평은 『현대문학』 잡지에 수록된 작품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타

매체의 작품도 함께 평하고 있었으나, 타 매체에서 선정되는 작품은 대

부분 『현대문학』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작가가 발표한 작품이었

다. 월평에서는 중견 작가의 작품과 더불어 신인 작가의 작품도 함께 논

의되었는데, 이는 『현대문학』과 친밀한 신인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조은정 2009).

셋째, ‘현대문학상’을 운영함으로써 기성작가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시행되었다. 문학엘리트에 속하는 심사위원들은 어떤 경향의 작품이 긍

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보여주면서 자신의 문학관을 은은하게 선언한다.

아직 문학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신예작가는 문학적 권위를 수여 받기

위하여 문학엘리트의 담론을 흡수할 수밖에 없었다(최강민 2004).

『현대문학』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학엘리트 카르

텔의 구조의 형성이다. 조연현은 문예지를 운영하며 ‘청문협’ 계열 작가

들을 문예지 인적 구성에 활용하였고, ‘청문협’ 계열 작가들은 월평과 문

학상을 통하여 자신의 문학관을 유포하였다. 이후 『현대문학』 문예지

와 같이, 문학관이 유사한 사람끼리 모여 문예지를 만들고 평론과 문학

상을 통하여 자신의 문학관을 유포하고 신인이 이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본받는 문예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하상일 2004: 13-21).

순수문학론이 맹위를 떨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교육 제도가 청문협

회원에게 호의적인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경성제국대학만 존재했던 식

민지 시기와는 달리 해방 이후 대학이 31개로 늘어난다. 이에 국어국문

학과와 문예창작학과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초창기의 국문학과는

고전문학과 국어학이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었으며, 현대문학에 관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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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는 적었다. 예를 들어, 중앙대 국어국문학과의 경우 졸업하기 위해서

는 교양을 포함해 160학점이 필요했으나, 그 가운데 수강할 수 있는 한

국 현대문학은 단 6학점뿐이었다(김건우 2010: 181-183).

하지만 현대문학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났고, 이에 현대문학 교수직

은 당시 문학계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현역 문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서울대에서 자신의 소설작법 저서로 강의를 진행한 이무영, 홍익대의 홍

효민, 동국대와 중앙대에서 활동한 백철, 홍익대와 한양대에서 활동한

박목월, 고려대의 조지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대문학 분야를 중요하게 다루어 세부적인 학적

체계를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대학은 동국대, 숙명여대, 서라벌예대

등이 있다. 서라벌예대의 경우, 시는 서정주와 박목월, 소설은 김동리,

평론과 문학 이론은 조연현, 곽종원이 강의하였다. 동국대 역시 조연현

과 서정주가 현대문학 영역의 교수로 부임하였다. 숙명여대의 경우, 강

한영, 김남조, 구혜영 등이 동시에 교수진으로 참여하였다(이미정

2011: 25-30).

김동리와 조연현을 비롯한 당시 청문협 중심의 교수진은 현대문학 분

과가 국어국문학과의 한 부류로 개별화되는 과정을 주도했다. 이들은 대

학 정규 과정 안에서 현대문학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다루는지, 어

떤 작품이 한국문학의 대표작인지 등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

한, 이를 강의하기 위한 현대문학 이론서를 집필하였다. 초창기 현장 문

인 출신 교수들의 이론은 서구의 문학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시

문학계에서 활동하면서 체화된 문학이었다(Ibid.). 따라서 한국의 현대

문학 관련 논의의 형성에서는 그 내용이 ‘순수문학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순수문학론’을 투영한 이론서 집필의 대표적인 영역은 현대문학사다.

‘순수문학’ 주창자들은 이광수로 대변되는 근대문학의 기원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활동한 1930년대를 근대문학의 시초로 보는 경향을 가졌다.

특히 조연현의 경우, 이광수를 위시한 계몽주의적 문학관의 흐름이나 정

치적인 성격이 짙었던 카프를 문학사 서술에서 거의 배제하였으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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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수문학’ 개념을 통해 과거를 투영함으로써, 문학의 순수성이 당대

의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개념임을 강조한다.

‘문단주체세력’은 이광수의 계몽주의 문학관을 근대문학의 시초가 아

닌, 근대문학이 극복해왔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들은 이광수를 계몽

주의자로 한정하여 문학사적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계몽주의 문학

관은 본질적인 문학관으로서의 의미가 부족하단 생각이었다. 따라서 그

들의 문학사 서술은 『창조』-『폐허』-『백조』로 이어지는 반계몽주의

흐름을 근대문학사의 중심에 두었다.

‘순수문학론’은 계급문학과 계몽적 성격의 문학만을 배제한 것은 아니

다. 자신들과 이질적인 성격의 대중소설을 통속적이라는 이유로 문학사

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도 했다. 신문에 역사 소설을 발표하며 큰 인기를

얻었던 윤백남은 홍명희, 이광수와 함께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작가였다. 1934년 당시, 홍명희와 윤백남의 한 달 원고료는 100원

씩으로 가장 원고료를 많이 받는 작가였다. 염상섭의 단편 한 편이 2원,

김동인과 이기영의 장편소설은 매회 2원 등임을 고려한다면 윤백남은

대단한 인기를 얻은 대중작가였다.

1930년대에는 대중적인 행보를 보이는 작가가 많은 시기였다. 당시

식민지 조선은 문해력이 낮은 사람이 대다수였다. 이에, 주요섭, 김팔봉

등의 문학가들은 대중소설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대중이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을 통해 독자층의 문해력이 향상할 수 있다는 데 의

의를 찾았다. 이에 백철은 1949년 『조선신문학사조사』에서 윤백남을

민족주의 작가군으로 묶고 하나의 문학 갈래로 인정하기도 했다다.

‘순수문학론’이 우세를 점하자, 조연현 등 ‘순수문학론’의 주창자들은

윤백남을 문학사에서 완전히 지우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대표적인 대

중소설가였던 윤백남은 조연현의 『한국 현대문학사 전권』(1961)에서

는 단지 ‘기타의 작가 계열’이라는 분류에 이름을 올리며, 작품활동에 대

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해져 1973년에

나온 김윤식 · 김현의 『한국문학사』에서는 윤백남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순수문학’이라는 관념을 내세운 청년문학가협회는 반공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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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속에서 문학장의 헤게모니를 획득하였다. 이들은 자본주의 진영과

우익 정권의 비호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들은 ‘생명’, ‘운명’, ‘초

월’, ‘영원’, ‘구경’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문학관을 휴머니즘 혹

은 실존주의와 연결지으려고 했으나, 실상은 세계지성사에서의 휴머니

즘, 실존주의 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의 문학관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배제의 논리였을 뿐이다. 자신들과 이질적인 계몽주의 문학관, 계

급문학, 대중소설 등을 문학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

러한 흐름은 단순히 문학의 한 조류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해방

후 이들에 의해 현대문학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현대문학의

이론이 이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역사가 지금의 ‘순문학’계를 완전히 규정짓는다고 보기는 어려

울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문학장을 이해하는 데 이 시기를 짚고 넘어가

야 할 이유가 있다. 첫째, 문학엘리트들이 자신과 이질적인 문학관을 가

지고 있는 문학가를 배제하는 문학장 고유의 질서가 형성되었다. 이 질

서는 1950년대부터 현직 작가들이 문학 교과서를 집필할 때 문학엘리트

의 문학관만으로 ‘순문학’의 범위를 한정지음으로써 더욱 확고해졌다. 둘

째, 자신과 문학관을 공유하는 작가들이 모여 함께 문예지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셋째, 비평과 문학상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예지와 친밀한 관

계에 있는 문학가가 인지도를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구조는 순수 · 참여 논쟁을 통하여 서로 다른 문학관이 경합하

는 과정에서도 특정한 색채를 지닌 문학가끼리 모여 문예지를 만드는 형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서로의 문학관에 관하여 대화를 시도하기보

다는 각자의 문예지에서 다른 입장을 배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것이

1950년대부터 시작된 문학엘리트의 특성을 규정하였다.

3. 문학장의 구조와 문학권력의 현재성

한국의 문학장의 구조는 독자의 수요와 큰 괴리감이 있었다. 문학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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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는 문학엘리트의 영향력과 문예지와 연관되어 돌아가는 출판업계

의 출판 관행의 영향이 컸다.

시중에서 유행하는 한국문학 베스트셀러에는 문예지에서 이미 발표한

단편소설을 모아놓은 단편소설집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단편들을 출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으기 위해서는 작가가 문학엘리트들의 신뢰를 얻어

야만 한다. 현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금희 작가는 5년간 자

신에게 아무런 청탁이 없었던 경험을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첫 책을 출간하여 문단의 인정을 받기 전의 5년간 김금희 작가에게 원

고 청탁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첫 책을 내기까지 5년이 걸렸

다는 이야기였다.5)

청탁을 받지 못하고 향후 작품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는 많았다.

2011년 동아일보는 2000년~2002년 3년간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

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 8개 중앙

일간지가 주최한 신춘문예 시, 소설 부문 당선자 50명을 대상으로 등단

이후 작품 활동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그들 10명 중 4명은 자신의 책을

출간하지 못했다.

문학엘리트에게 인정 받은 경력이 없는 미등단 작가는 인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기 매우 어려웠다. 임경선 작가는 국내 문

학 출판사들이 북토크를 할 때 사회자로 부른다거나 하는 등, 출판 시장

에서 인지도가 있는 작가였다. 하지만 임경선 작가는 그 출판사들이 발

간하는 문예지에서 자신에게 원고를 청탁해온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장

강명 2018).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류문단의 문학엘리트 동질화로 인하여 문학권

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문예지마다 각자의 색

채가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3대 문예지의 문학적 성격은 점

차 동질화되었다. 김병준·전봉관·이원재(2017)는 1995년에서 2014년

사이 『창작과비평』, 『문학동네』, 『문학과사회』의 비평에 나오는

개념단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념단어란 비평의 수사적인 특

5) https://www.youtube.com/watch?v=FiHiSmUUgpE&t=14s

https://www.youtube.com/watch?v=FiHiSmUUgpE&t=1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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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과 비평에서 활용하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관념을 포함하는 단어를

뜻했다. 이들은 개념단어를 TF-IDF 가중치6)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

데, 전반적으로 각 문예지 비평 담론의 양상은 점차 통합되는 양상을 보

였다.

1995~1997의 『창작과비평』의 주요단어에는 ‘통일’, ‘분단’, ‘북한’,

‘자본주의’ 등 정치적인 단어가 포진해 있었다. 반면, 1995년~2001년의

『문학과사회』의 주요단어에는 ‘예술’, ‘문체’, ‘철학’ 등의 단어가 포함되

어 있었다. 또한 1995년~2001년 사이의 『문학동네』 비평에는 ‘신화’,

‘번역’, ‘프랑스’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구분없

이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자 했던 초기 『문학동네』의 특성에서 비롯

되었다. 정치적인 색깔을 지닌 『창작과비평』, 작품의 예술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에 주목하는 『문학과사회』,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려 했던

『문학동네』와 같이 각자의 색깔이 뚜렷한 문예지의 출판 환경이었다.

하지만 2008년쯤을 기점으로 하여 세 문예지에서는 슬픔, 감정, 타인,

윤리, 불안 등의 개념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즉, 문예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점차 동질화되어간 것이다.

주류 문예지가 동질화되는 양상은 그들이 어떤 작가를 선호하는지에서

도 드러났다. 김병준·전봉관·이원재(2016)는 다른 연구에서 소설가의

활동 범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3대 계간지에서 특정 계간지에서 작품

을 한 차레 이상 게재하고, 그 계간지의 비평, 시평, 인터뷰 등을 통해

한 차례 이상 호명되며, 그 계간지 간행 출판사에서 한 권 이상의 단행

본을 출간한 소설가를 ‘주도 작가’라고 분류하였다. 특이한 점은 3대 계

간지 중 한 곳에서만 ‘주도 작가’가 된 경우는 드물었다는 사실이다. 주

도작가는 창작과 비평에 60명, 문학동네에 99명, 문학과 사회에
62명이 있었는데, 이 구성원을 모두 합치면 150명에 불과했다. 즉, 복

수의 계간지에 중복해서 ‘주도 작가’가 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한

계간지에서만 주도 작가로 분류되는 작가는 창작과 비평 10명, 문학
동네 20명, 문학과 사회 13명 등 오히려 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3

6)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서 문서의 차별성과 용어의 중요도를 나타내기 위해 활용되는
용어 가중치 모형이다(정호영,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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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계간지 모두에서 ‘주도 작가’로 분류할 수 있는 작가는 26명이나 되

었다. 특히, 유명한 작가일수록 3대 계간지 모두에서 활동하는 비중이

컸다. 3대 계간지에 게재, 호명, 출판 건수를 모두 합한 값의 총 순위 1

위부터 20위까지의 작가 중에서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작가는 4명에

불과했다.

이에 김문주는 한국문단의 구조가 주류 문단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로

나누어졌다고 진단하였다. 그는 “창비, 문지, 문학동네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문단의 강력한 카르텔 속에서 창작, 비평, 출판, 언론, 담론 등이

구축”(방민호·김문주·이명원·서영인 2015: 17)되는 형국이라고 분석하

였다. 주요 문예지를 운영하는 문학엘리트의 동질화는 문학권력을 공고

화하였다. 이들 사이에 경쟁적 비판이 없어지면서 문학엘리트의 문학관

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예지가 문학장 구성원 전반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문학장의 구성원들은 문예지에 무관심하였다. 방재석

과 신은정(2009)은 문학 관련 전공 학생, 그리고 출판 관계자를 대상으

로 문예지에 대한 관심 정도를 조사하였다. 응답자 대부분이 문예창작과

혹은 국어국문과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예지를 실제적으로 찾는

독자는 얼마 없었다. 1년 동안 문예지를 구매하는 횟수를 묻는 질문에

한 번 이하 구입이 21.6%, 구입하지 않는 응답자가 36.4%로 응답자의

58%가 문예지 구매에 거의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문학 관련 전공 학생조차도 구매에 무관심한 형국에서 문예지는 문학

엘리트의 판단에 따라서 운영되었다. 판매가 부진한 문예지 사업이 유지

되는 것은 주로 정부의 지원사업의 덕이었다. 이는 2015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의 축소가 곧장 문예지

들의 폐간과 휴간으로 이어진 것을 통해 알 수 있다(이병국 2018:

299). 문학엘리트들은 ‘문화예술인’이라는 국가기관의 인정과 재정지원

을 통하여 문예지를 발간하며 자신의 문학관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갔다.

문학엘리트가 규정하는 ‘순문학’ 범위 바깥의 문학이 나오면 일반인에

게 인기가 많더라도 문예지에서 배제된다. 문예지의 운영실태를 통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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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문학엘리트는 일반독자가 무엇을 읽고 싶어 할지에는 큰 관심이 없

어 보였다. 이는 문학엘리트가 SF를 다루는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한국인의 SF에 관한 관심도는 높은 편으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이

그 인기를 증명한다. 그의 소설인 『개미』, 『뇌』, 『나무』, 『신』

은 각각 누적 판매 부수 100만부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2016년 교보문고가 지난 10년간 국내외 작가별 누적 판매량을 집계했

을 때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전체 1위에 뽑히기도 했다.7) 하지만 이러한

일반인의 문학적 관심에 문학엘리트들은 무관심하였다. 문학엘리트들은

자신이 발행하는 문예지에 SF를 포섭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오

히려 SF소설을 ‘장르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문학계에서 배제하려 했

다.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배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김초엽 작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김초엽 작가의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출판할 때 김초엽 작가는 SF 소설계에서 주목받는 신예였

다. 하지만 그 책의 수록작품 7개 가운데 오로지 한 작품만이 순문학 문

예지에 발표되었던 작품이었으며, 나머지는 과학 잡지에 실려있던 작품

들이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는 기존에 발표가 되

지 않았던 작품이 있었다. 미리 발표된 작품을 모아 수록하는 출판업계

의 관행을 고려할 때, 김초엽 작가가 문예지에 발표할 지면을 얻지 못했

을 가능성이 크다. SF 작가로서 김초엽 작가는 문예지와 친연성이 낮았

다. 이처럼 문학엘리트들은 문학적 인기가 높더라도 자신과 다른 형식의

소설을 쓴다면 ‘순문학’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웹소설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풍토에서도 볼 수 있

다. 문학엘리트들은 웹소설을 자신과 융화될 수 없는 존재로 보았다. 소

설가 이승우는 웹소설을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불러온 인터넷의 돌연변

이”라고 불렀다. 이승우 작가는 “낯익은 것의 낯설음, 낯선 것의 낯익음

이 문학”이라고 생각한다며 웹소설에 관하여서는 “이것이 우리가 아는

문학인지 말할 수 없다”는 평을 남겼다.8) 이외에도 김종광 소설가는 순

7)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896741.html
8)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67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896741.html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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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작가가 웹소설을 하는 것은 “프로야구 선수가 초등학교 야구를 하

는 꼴”이라고 보았으며, 최강민 문학평론가는 웹소설이 “문학의 예술성,

예술가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고 진단하였다.9) 이처럼 문학엘리트들은

웹소설을 예술성이 뒤떨어지는 하위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처럼 문학엘리트가 자신이 규정하는 ‘순문학’과 이질적인 모습을 목격할

때, 이들은 해당 경향성을 어떻게 포섭하여 문학적 발전을 이룰지보다는

어떻게 이를 문학장에서 배제할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한국 문학장의 현재적 구조를 제한된 대량 생산의 장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 부르디외는 문화적 생산의 장을 ‘제한생산의 장’과 ‘대량

생산의 장’으로 분류하였다. ‘제한생산의 장’에서 중요한 것은 장의 자율

성이다. 그 안에서는 외적 수요에 의존하지 않고 이익추구가 배제되며

예술 생산자가 자신의 동료 사이에서만 인정받는 예술 활동을 한다. 다

른 한 편의 ‘대량 생산의 장’에서는 문화적 생산의 장 바깥의 타율적 원

리에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대중적 작품을 발표하고 이를 대중에게 인

정받음으로써 성공한 작가로 인정된다(부르디외 1999).

하지만 현재 한국의 문학장은 이 두 가지의 인정이 따로 분리되지 않

는 특징을 갖는다. “문학 시장 안에서는 평단에서 부여한 문학적 위상이

판매량과 직결되는”(박민정·서효인·손아람·이만영·최정화·황인찬 2015:

35) 현상이 발견된다. 이는 “생산자들이 자기들의 직접적인 경쟁자이기

도 한 다른 생산자들만을 고객으로 가지고 있”(부르디외 1999:

287-288)는 ‘제한생산의 장’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성공을

거둔 소설가로서 인정되기 위하여 가장 거쳐야 하는 관문이 대중적 인지

도를 쌓는 일 이전에 등단과 문학상 수상 등 문단의 인정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대량 생산의 장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문학장에서 성공한 작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료작가의 인정과 대중적 성공 두 가지 모두를 이루

어야 하며, 또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르디외의 이론적 분류와 다

른 지점이 관찰되었다.

한국의 문학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르디외의 개념과는 다른 방식으

9) https://weekly.knou.ac.kr/articles/view.do?artcUn=1107

https://weekly.knou.ac.kr/articles/view.do?artcUn=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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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화적 생산의 장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화적 권위를 인정받은 엘리

트에 의해서 발굴된 작가만이 대중적 출판에 나설 수 있는 제한된 대량

생산의 장인 것이다. 이는 문학엘리트 집단에게 ‘문학’의 내용을 지시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학관을 재생산할 작가를 양성해낼 기회까지

부여하는 권력 구조이다.

2015년 이후의 문학장은 이러한 권력구조를 변화하려는 시도가 이루

어졌다. 2015년 신경숙 표절 사태를 계기로 ‘문학권력’ 논쟁이 제기되었

기 때문이다. 이 시기 문학장 권력 재편에 대한 많은 논의와 노력이 있

었으나, “문학상과 문학잡지 등 주요한 문학 제도에 독자의 참여를 유도

하려고 했으나, 2020년 이후 문학제도는 다시 전문가 중심으로 안착했

다”(김요섭 2021: 304)는 평가를 듣기도 할 정도로 문학장에 구조적 변

화를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표절 사태 이후 독자의 적극적 참여를 내세

워 등장했던 《문학3》은 무기한 휴간에 들어갔고, ‘오늘의작가상’의 선

정과정에서 독자 참여의 제도적 장치들은 사라졌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여하는 웹진 《비유》에서 비등단 시민-독자의 창작 참여를 돕기 위한

제도였던 최초예술지원 사업은 2020년에 ‘창작준비지원 RE:SEARCH’

로 재편되면서 전문 창작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편되었다.

서울지역 합평모임 ‘호텔창문’ 내의 소모임 구성원은 등단을 목표로 두

며, ‘순문학’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예술가인

자신이 하는 문학인 ‘순문학’과 대중들이 좋아하는 ‘웹소설’, 그리고 ‘장르

소설’을 구분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장르소설’은 판타지, 로맨스, SF 등

의 특정한 장르적 관습을 활용하여 유사한 서사를 만들어낸 것으로 인식

되고 있었다. 또한 ‘웹소설’은 ‘장르소설’이 인터넷 환경에 잘 읽히게끔

문장을 짧게 하고 글자 사이의 여백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쓰인 글이라

고 생각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웹소설이나 장르문학과 구분되는 ‘순문학’에 대한 열망

을 갖는다는. 이런 점에서 이들은 문학엘리트들이 만들어낸 제도적 맥락

위에서 ‘작가 되기’를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문학엘리트의 ‘순문

학’과 ‘장르소설’, 그리고 ‘웹소설’의 구분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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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지향하는 ‘순문학’은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는 근대소설의 특징

을 지니고 있다. 성아정은 김승완이 쓰는 소설의 줄거리를 듣고서는, ‘순

문학’이 아닌 장르소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를 한 적이 있다. 당

시 김승완은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이 심판을 명목으로 사람을 죽여버린

다는 줄거리의 소설을 쓰고 있었다. 이에 성아정은 주인공이 사람을 단

순히 죽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 ‘장르소설’이라는 조언

을 했다. 이에 대해 성아정은 ‘장르소설’은 흥미를 끌기 위해 인물의 특

징을 끌어쓴다면 ‘순문학’ 소설은 사람의 내면과 심연을 파고들어야 한다

고 부연설명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순문학’의 기준은 문학 엘리트의 판단에 지

대한 영향을 받았다. 연구자가 웹소설이나 장르소설을 왜 ‘순문학’이 아

니라고 생각하냐 묻자 성아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아정: 다른 대학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일단 저희 대학에서 저를 가르쳐주셨던 교수님들은 웹소설을 문학으로써

잘 쳐주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웹소

설이 과연 소설이라고 할 수 있나…

연구참여자들의 문학관은 대한민국 건국 당시의 ‘순수문학’의 내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이들이 생각하는 문학관의 핵심에는 ‘인간성

의 탐구’가 있다. 다음은 임주빈이 이단 종교에 대한 소설을 쓴 김승완

에게 임주빈이 한 조언이다.

임주빈: 목사나 교회 한국 교회의 어떤 만행 같은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다큐에 굉장히 많이 보여주잖아요.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런 다큐와

이 소설의 변별점이 뭐인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나쁜 사

람들이 있어’에서 끝나면 안 되고 조금 더 나아가야 돼, 이 소설은. 다른

걸 좀 더 보여줘야 된다고 이 생각하거든요, 소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작가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성경이나 신인이나 교회의 잘

못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걸 제대로 받지 않고 나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그

런, 그런,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까지 짚어줘야 소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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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임주빈에게는 다른 매체와 문학이 다른 점은

이단 종교 자체에 관련된 현상을 서술하기보다는, 그 안에 스며들어 있

는 인간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처럼 문학이 추구하는 바를 ‘인간성 탐구’에 대한 고찰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순문학’이 여전히 ‘순수문학론’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주현욱은 이러한 탐구가 진리에 대한 탐구라고 믿

고 있었다.

주현욱: 누가 문학성이라는 게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삶의 진리를 찾아가는 거다. 우리 삶의 진리를, 진실

을, 표현하는 거다.

이들은 자신의 글쓰기를 ‘순문학’에 맞추기 위해 기성작가와 교류하고

자 한다. 그들은 기성작가의 수업을 듣기 위해 대학의 문예창작 전문과

정10)을 등록하거나, 사이버 대학의 문예창작과에 입학하거나, 혹은 각

종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기성작가와의 합평 수업에 등록한다. 성아정

의 경우, 이미 ‘가’ 대학의 문예창작과 학위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호

텔창문’ 멤버 사이에서 한 기성작가의 수업이 호평을 받자 수업에 등록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문학엘리트들의 문학적 취향을 민감하게 감지하고자

했다. 주현욱과 백준우는 신춘문예 때 신문사마다 선호하는 문학적 방향

성이 다르다며 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주현욱: 신문사마다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사회문제를

꼭 다루어야 돼, 어떤 데는 사회 문제를 다루면 안 뽑아, 그런 것들이 있어

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문사마다 추구하는 방향이랄까 그런 게 좀 있

10) 양혜진이 이러한 경우로, 그는 ‘가’ 대학의 문예창작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상태로도 계속 강의를 듣고 있었다. 여기서 문예창작 전문가 과정은 정규 학
위가 아닌 단기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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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준우: 제가 했을 때, 가장 스탠다드하게 잘 쓴 거는 조선일보에 등단한

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조금 특이한 소재, 이런 것들은 잘 보면 세계일보

이런 쪽이라. 근데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밖에 없고, 다

바뀌어가지고 뭐… 그 외에는 조금 운이…

해당 대화에서 공유하고 있는 신문사의 방향성이 맞는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문학엘리트가 선호하는 경향을 신문사

별로까지 상당히 민감하게 관찰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백

준우는 신춘문예 심사위원의 인적 구성에 관한 지식까지도 갖고 있었다.

등단이라는 제도를 매개로 하여 문학엘리트가 선호하는 문학적 경향이

‘습작생’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문학엘리트의 영향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910년대에 수

입된 서구의 문학관은 전문적인 작가를 상정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에

등단을 비롯한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지면서 전문적인 작가군이 등장하

였고, 그 안에서 위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위계 속에서는 등단하지 않

은 작가들의 문학작품은 하나의 작품이 아닌 ‘습작’으로 여겨지게 되었

다. 따라서 문학 창작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작가군에 속해야 한다는 관

점이 문학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해방기 이후, 한국문학은 우익 문학엘리트 집단이 계급문학을 배제하

는 ‘순수문학론’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배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문예지

를 만들고 대학 교과서 내용을 바꾸었다. 이들이 배제한 건 단순히 좌익

문학뿐 아니라 자신들과 글의 성격이 다른 대중문학 영역이기도 했다.

문예지 운영은 서로 친분이 있고 문학관이 비슷한 작가들에 의하여 이루

어졌다. 문학엘리트 집단은 문예지를 활용하여 문학적인 것을 정의 내리

고 자신들의 문학관에 따르는 신예들을 양성했다. 이러한 문예지 운영을

통한 문학관 전파는 향후 문학사에서 지속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문예지들은 점차 동질화되는 경향을 띠었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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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엘리트들의 문학관 사이의 경쟁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문학엘리트

의 문학관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게끔 하였다.

문학엘리트들은 ‘장르소설’ 혹은 ‘웹소설’과 구분되는 ‘순문학’을 상정하

면서 자신들의 문예지에서 ‘장르소설’ 혹은 ‘웹소설’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배제의 질서를 동의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따르는 질서는 1950년대 이후 등장한 ‘순문학’주의에 부

합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문학엘리트들의 조언이 연구참여

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합평 현장에 관한 민족지를 통

하여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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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문학엘리트의 조언과 합평 모임의 비평

1. 기능(技能)11)으로서의 소설 쓰기

문경민은 소설 쓰기를 하나의 “기능”으로 여기고 있었다. 소설 쓰기가

훈련을 통하여 더욱 단련될 수 있는 능력으로 본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

로 다른 연구참여자들도 문화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더 좋은 소설을 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기능’이라는 단어는 모임에서 문경민이 김승완을 격려하면서 썼던 말

이다. 김승완은 당시 매달 모임마다 작품을 발제하고 있었다. 김승완은

자신의 작품 비평이 끝난 후 “저 다음에는 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요”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에 문경민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김승완을

격려하였다.

문경민: 그렇게 열심히 쓰는데…[잘 쓸 것 같아요] 난 소설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쓰면 쓸수록 늘 수밖에 없잖아요.

이날 뒷풀이 자리에서 문경민은 김승완에게 소설 쓰기의 “기능”이 늘어

날 방법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다. 문경민이 생각하는 소설 쓰기 “기능”

향상의 수단은 합평 모임 참석이었다. 어떻게 각자의 작품이 읽혔는지

공유하며 경험을 통해 실천적으로 배워가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기능 향

상의 요점이었다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합평 모임을 통해 목표로 하는

것은 취향을 공유하며 배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즉, 일종의 문화자본

을 습득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소설 쓰기의 “기능”이 단계별로 습득되는 것이라고 보

았다. 백준우는 ‘남부등단팟’에 처음 참석하였을 때 ‘기본기’라는 표현을

11) 육체적, 정신적 작업을 정확하고 손쉽게 해 주는 기술상의 재능. 〈표준국어대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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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며 양혜진을 칭찬해주었다.

백준우: 일단 이인칭 문장으로 소설을 쓴다는 거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저

는, 저한테는 굉장히 기본적인 기본기가 깔려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인칭이라는 걸 보고, 아 소설 좀 쓰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이 들

었어요.

‘기본기’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들에게는 기초적인

형태의 소설이 있고,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소설이 있다는 인식이 존재

했다. 이러한 인식을 단적으로 볼 수 있었던 사례는 ‘남부등단팟’의 3회

차 뒷풀이 자리였다. 당시 합평 모임에서 주현욱은 이진구에서 ‘실험적’

인 소설이 아닌 ‘고전적’인 형태의 소설을 먼저 완성해볼 것을 제안하였

다. 주현욱은 첫 소설과 두 번째 쓰는 소설에서 너무 ‘실험적’인 기법을

섞어보려고 했다는 비평을 했었다.

뒷풀이 자리에서 주현욱은 이같은 비평을 남겼던 이유를 국문과 출신

이었던 자신의 과거 작품 경향과 연관 지어 설명했다. 국문학을 전공하

며 여러 소설적 기법에 대하여 배운 주현욱은 자신의 창작 활동 초창기

에 흔하지 않은 소설을 써보려 노력했지만, ‘실험적’ 기법들을 구사하는

데에 한계를 느꼈다고 술회하였다. 주현욱이 느낀 한계는 ‘소설의 기본

적 요소’를 자신이 이해핮지 못하고 무리한 시도를 한 것 같다는 것이었

다. 주현욱은 자신이 한계를 느낀 이후에는 ‘고전적’ 기법의 작품을 창작

하는 연습을 주로 해왔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주현욱은 이진구가 자신

과 똑같은 “국문과 출신의 난관”을 경험하는 중이라고 진단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통하여 주현욱의 소설에 대한 인식의 두 가지 측면을

엿볼 수 있었다. 주현욱의 언술에서 그의 소설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첫째, 소설에는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고전적’ 기법과 그렇지 않은 ‘실

험적’ 기법이 있다는 것이다. 주현욱은 ‘실험적’ 기법의 실패를 ‘실험적’

기법에 관해 다시 연구하고 적용함으로써 만회할 문제가 아니라, ‘고전

적’ 기법을 통해 ‘실력’을 쌓아야 할 문제로 인식하였다. 연구자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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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는 축구를 잘하기 위해 농구를 통해 공을 다루는 실력을 쌓아야 한

다는 논리처럼 들렸는데, 두 가지 기법의 ‘실력’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

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현욱이 이러한 인식 체계를 갖는다는 데에서 ‘고

전적’ 기법들을 마땅히 선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문화적 압

력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고전적’인 것은 기존의 문

학장에서 정전화12)된 작품 중 주류적인 것의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겠

다. 가령, 이상(1910~1937)의 작품은 한국 문학장에서 널리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고전적’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

렇다면 ‘고전적’ 기법은 문학장에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주류적인 것으로

인정받았던 문학적 경향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고전적’ 기법과

‘실험적’ 기법에 관한 주현욱의 인지 체계는 문학장의 주류적 흐름을 먼

저 익혀야 한다는 규범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현욱의 ‘고전적’ 기법과 ‘실험적’ 기법 구분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것

은, ‘실험적’ 기법을 사용하여 소설에 변별점을 두더라도 소설에서 반드

시 살려야만 하는 ‘소설의 기본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학장에

서 소설가들에게 요구하는 규범이 명확하며, 이에 부합하여야만 소설로

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료히 드러낸다.

따라서 소설의 ‘기본기’를 익히는 일이나 ‘실력’을 쌓는 일은 문학장의

규범을 습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구참

여자 대부분이 문학장의 규범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소설을 혼자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평

할 때에는 어떠한 규범에 집중해야 할지를 말할 수 있었으면서, 자신이

작품을 쓸 때는 무언가를 놓치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비평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는 것은 소설을 쓸 때 문학장의 규범에 알맞

은 실천을 재현하게 하게끔 하는 구조화된 습성을 습득하는 일이었다.

12) 정전(Canon, 正典)이란 문학의 기성 체계에서 느슨한 합의를 통해 ‘위대하다’고 간
주되는 작품들과 작가들을 의미한다. 또한, 작가 혹은 문학작품이 문학장 내부의 전
문가들에 의해 비록 암묵적이라 하더라도 널리 정전으로 승인하는 사회적 과정을 정
전화(Canon Formation)라고 칭한다(칠더즈·헨치 2000: 99-101; Abrams and
Harpham 2012: 41; 이종호 2012: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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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이 문학장의 규범을 아비투스화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

은 비평 주고받기를 상시화하는 일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비평을 주고

받기 위해 새벽까지 모여서 글을 썼다. 연구참여자들은 소설을 쓰고 난

다음에는 항상 비평을 듣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자에게 비평을 부탁한

것은 단순히 합평회 현장에서만이 아니었다. 언제나 글을 쓰다가 온라인

메신저로 소설을 보내거나, 직접 만나 소설을 보여주며 비평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참여자의 경우 자신의 친

구들과 밤에 한곳에 모여 각자의 창작을 이어나가는 ‘글벙’을 열었다. 이

처럼 모여서 각자의 소설을 쓰는 이유는 자신이 쓰고 있는 소설에 대한

즉각적인 비평을 원해서였다.

‘글벙’ 도중 성아정과 김승완이 보인 행동은 이러한 동기를 잘 보여준

다. 성아정은 글벙 도중 완성한 글을 읽어달라고 하며 내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성아정은 글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고친 표현의 일부분을 ‘글벙’

을 위해 만들었던 온라인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려서 의견을 구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글벙’을 하거나 온라인 메신저를 주고받음으로써 즉각

적인 비평을 받기를 바랐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이러한 비평을 주고받는

행위는 중요하였는데, 자신의 글이 어떻게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하여 바라보고자 한

것은 소설의 전개 방식과 관련한 내용들이며, 자신이 쓰고자 하는 소설

의 주제의식과 관련한 내용들은 자신의 고유한 시각을 유지하고자 했

다.13)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업에서 좋은 점보다는 고칠 점을 얻

고자 하였다. 김승완은 자신의 소설을 연구자에게 보여주며, 소설을 “찢

어줘”라고 부탁했다. 여기서 ‘찢다’는 종이 따위를 파쇄하는 본래의 뜻과

같이 자신의 소설을 파괴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었다. 즉, 자신의 소설

이 쓸모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가혹하게 비판하는 행위를 해달라는 이야

기였다.

13)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4장에 서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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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내심 이러한 비판 행위에 괴로워했다. 김승완은 자신

의 소설에 대한 비판을 지속해서 듣는 심리적 어려움을 연구자에게 표출

하였다. 뒷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연구자의 어깨에 기대어 “형, 내

가 그렇게 쓰레기야?”라고 묻는다던가, 혹은 “형, 내가 그렇게 글을 못

써? 그냥 절필할까?”하고 반복해서 묻는 등 내심 상처입은 모습을 보였

다.

이처럼 심리적인 괴로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비평 행위를 피한 것은 아

니었다. 다음날이 되자 김승완은 다시 ‘글벙’ 도중 소설을 비평해달라며

여기저기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비판을 들을 때마다 “니들이 내

예술 세계를 알아?”라며 장난스러운 어조로 응수하곤 했으나, 자신이 들

었던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아정 또한 비평에 괴로워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자신이 쓴 소설의 표

현을 읽어봐달라는 부탁을 했다가 좋지 못한 평을 듣자 몸을 베베 비틀

며 “으아~아아~아아~” 소리를 내었다. 이때, 성아정은 연구자가 부정

적인 비판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러한 비평이 듣기가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옆에 있던 연구자의 팔뚝을 한 대 치며 연구자를 노

려보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자신이 쓴 소설을 읽어달라고 부탁했고 퇴

고 전보다 글이 나아졌는지를 물어보았다. 연구자가 이에 부정적인 비평

을 남기자 성아정은 힘겨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아아~’라고 매달렸다.

이에 연구자가 그에 관해 더 이상 비평을 남기지 않겠다고 말하자 성아

정은 연구자의 팔을 붙잡아 흔들면서 비평을 더 해달라는 시늉을 하였

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비평을 듣기

란 힘겨운 일이었으나, 계속 비평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유지하였다.

같이 글을 쓰며 비평을 듣는 ‘글벙’의 시간은 자주 있었는데, 특히 신

춘문예나 문예지의 신인상 공모 같은 문학공모전이 있을 때 더욱 활발해

졌다. 글벙은 대부분 밤부터 새벽까지 지속되었다. 다음은 모 문예지의

신인 공모전을 준비하기 위한 ‘글벙’의 지속 시간과 참가자를 정리한 표

다. 여기에는 연구참여자들만을 기입했을 뿐 이들 이외에도 연구자와 총

2명~6명 정도의 공모전 참가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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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소설 쓰기가 하나의 기능이라고 여겼으며, 취향의 공

유와 훈육을 통해 소설 쓰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합

평 활동을 통하여 소설에 관한 문화자본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비평을 주고 받으며 연구자들은 쓰기 쉬운 소설과 쓰기 어려운 소설을

분류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류는 난이도에 관련한 것이라기보다는 문학

장에서 얼마나 주류적인지 정도에 따라 달랐다. 이는 문학장에서 주류적

인 경향을 가진 작품을 난이도가 쉬운 작품으로 인식함으로써 더 빨리

그것을 습득해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었다.

비평은 대부분 각자가 쓴 작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주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힘

들어했지만, 계속 부정적인 평가 내용을 듣고 싶어했다. 이처럼 작품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를 서로 주고받는 것은 취향의 실천에 “본질적 부정

성”(Bourdieu 1979:60; 김홍중 2017에서 재인용)이 내재되어있기 때

문일 수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문화적 취향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

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싫어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에게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통하여 문화자

본의 축적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글벙 시간 김승완 양혜진 성아정 이진구
9일 18:00 ~ 10일 6:30 O X O X
10일 18:00 ~ 11일 9:20 O X O O
11일 23:00 ~ 12일 9:00 O X O O
12일 22:00 ~ 13일 7:00 O X O O
14일 12:20 ~ 14일 13:00 O O X X
17일 11:50 ~ 18일 5:40 O X O X

19일 밤(시간 불분명) ~ 20일 7:00 O X X X

〈표 2〉 ‘글벙’의 시간과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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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평의 신뢰성에 대한 준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모임에서 자신의 글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가꿀

수 있게 도움이 되는 비평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

구참여자들은 합평 모임의 선택이나 참여자 구성에 있어서 독특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성아정은 자신이 운영하던 합평 모임의 구성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상당히 까다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

기에 매력적인 합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데 적극적이었다. 그가

운영하던 합평 모임 ‘우동 한 그릇 등단팟’을 자신의 보석함에 비유하였

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매력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을 모두 모았다는 것이

었다.

하지만 비평의 선호도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자신이 생각한

매력도가 아니라 문학엘리트와 비평자 사이의 관계였다. 우동 한 그릇

등단팟이 구성원 간의 다툼으로 모임이 무산되자, 성아정이 다시 모임을

구성하는 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상대는 임주빈이었다. 성아정은 우

동 한 그릇 등단팟 구성원 일부에게 실망하자 연구자에게 다른 모임을

구성할 계획을 말했다. 성아정이 바로 그다음 보인 행동은 임주빈에게

연락을 하는 일이었다. 그는 다른 우동 한 그릇 등단팟 구성원들과는 일

절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임주빈에게 연락해 다른 합평 모임을 같이 하

자고 제안하였다.

물론, 자신의 취향에 맞는 비평을 얻는 행위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성아정은 임주빈이 어떤 비평을 남기는 사람인지

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임주빈이 우동 한 그릇 등단팟

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전이었다. 임주빈은 우동 한

그릇 등단팟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우동 한 그릇 등단팟의 마

지막 모임에는 선약이 있어 참여하지 못하였다. 성아정은 임주빈과 합평

을 같이 진행한 경험이 없었다.

성아정은 자신과 특별한 갈등이 없었던 다른 구성원에게는 자신이 우

동 한 그릇 등단팟 구성원들에게 왜 실망했는지는 차분히 설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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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으나, 같이 새로운 합평 모임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

다. 반면, 합평 모임 구성원으로서 임주빈을 영입하는 데는 아주 적극적

인 모습을 보였다. 성아정은 연구자와 새로운 합평 모임을 같이 하기로

하자마자 바로 임주빈과 연구자, 그리고 자신 세 명으로 이루어진 온라

인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그 후, 성아정은 임주빈에게 자신과

연구자가 그가 사는 서울 밖의 인근 도시까지 이동할테니 한 번 만나서

새로운 합평 모임에 같이 합류할 것인가 고려해줄 수 있는지 부탁을 했

다.

성아정의 가치 체계에서는 자신이 “보석함”이라고 불렀던 우동 한 그릇

등단팟의 다른 구성원의 합평보다도 전혀 본 적도 없었던 임주빈과의 합

평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아정이 이러한 판단을 한 이유

는 다름 아니라, 임주빈이 한 출판사의 신인상 공모에서 당선된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주빈은 문학엘리트에게 인정을 받은 적이 있는 기

등단자였던 것이다.

임주빈의 등단 경력은 ‘섬 동인’ 모임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아정은 계속해서 임주빈을 의식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

았다. ‘섬 동인’ 2회차는 성아정이 발제할 차례였으나, 그의 개인적인 사

정과 창작의 어려움 때문에 소설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다. 이에 성아

정은 자신이 이미 썼던 소설을 약간 개작하여 발제하고자 하였으나 그마

저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여 연구자에게 전화하여 어려움을 토로하였

다. 성아정은 목소리가 차분하지 못했고, 숨이 들죽날죽하게 울먹이는

상태였다. 성아정은 소설 분량이 얼마 안 돼서 ‘주빈님’이 자신의 소설을

안 읽어주실 것 같다는 걱정을 반복해서 표현했다.

이처럼 성아정의 합평에 대한 선호도나 신뢰도에서는 문학엘리트의 인

정 여부가 매우 중요했다. 임주빈 또한 자신의 비평이 다른 합평 참가자

의 비평보다 더욱 신뢰도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처럼 보였다.

합평 모임 도중, 연구자가 김승완에게 그의 소설이 지나치게 설명적인

것 같다고 평한 적이 있다. 이에 임주빈은 연구자의 비판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그의 부정은 단언하는 형식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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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빈: 아니 이 작품은 설명적이지 않아요. 불친절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모든 문장이 관념적이에요. 너무 단어들이 무겁고 큰 단어

를 쓰고 있어요. 신(神)부터 시작해서 세계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게 강약

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경우뿐 아니라, 임주빈은 다른 합평 참여자가 자신의 견해와 일치

하지 않는 말을 할 때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어느 합평 참여

자도 그러한 태도가 지나치게 독선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임주빈의 단호한 태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하였다. 성아정은

자신의 대학 동기와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기

등단자와 합평을 해본 적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레 말했다. 이때, 성아정

은 대학 동기에게 “많이 배웠다”는 표현을 썼다. 임주빈이 단언하듯 말하

는 주장이 성아정에게는 독선적인 비평 태도라기보다는, 잘 모르는 사람

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선의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임주빈의 문학적 지식이 신인문학상 당선이라는 사회적

연금술을 통하여 ‘등단 경력’이라는 상징자본으로 변환되었기에 가능했

다. 섬 동인 구성원이었던 성아정과 박양희는 문예창작과 4년 과정을 통

하여 문학적 지식을 습득하였으나 등단 경력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이

경우, ‘등단 경력’의 상징자본은 임주빈의 문학적 소견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성아정은 ‘섬 동인’에서 첫 번째 합평

을 마친 후에 임주빈과 자신의 문학적 소견이 다르다고 말했으나, 임주

빈의 비평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이러한 권위가 ‘등단 자격’에서 나온다는 연구자의 추정은 임주빈과 같

이 ‘등단 자격’을 획득한 문경민이 ‘섬 동인’ 모임에 참여했을 때 보다 확

고해졌다. 성아정이나 박양희의 비판적 견해에 크게 반응하지 않던 임주

빈이었으나, 문경민이 자신의 작품을 읽고 비평하는 시점에서는 많이 긴

장한 모습을 보였다. 문경민이 비평을 시작하려 하였을 때, “좋은 얘기

를 할 것 같아”하며 기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임주빈은 작품의 합평이

끝난 후 소회를 말하는 시점에 “언니(문경민)가 얘기한 것처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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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쓰며 문경민의 비평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그 이전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태도였다.

상징자본을 획득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려는 자세는 김승완에게서

도 잘 드러났다. 연구 초기에 만난 김승완은 김승완은 소설을 처음 써보

는 입장이었으며, 연구자와 그를 제외한 섬 동인 구성원은 모두 문예창

작과를 전공한 졸업생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문경민, 임주빈과 같

이 등단한 사람도 있었다. 성아정, 박양희의 문예창작과 학위는 ‘등단 경

력’에 비하여 적은 권위를 인정받았으나, ‘호텔창문’ 내에서 성아정의 입

지를 고려하면 문예창작과 학위는 등단 준비자 사이에서 유력한 상징자

본 중 하나였다. 하여 문예창작과 졸업생 성아정은 ‘호텔창문’의 전체 모

임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었다.14) 또한 문예창작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섬 동인’ 모임에서 김승완은 무언가를 배우러 온 학생처럼 말하

곤 하였다.

김승완: 제가 소설을 쓴 지는 별로 얼마 안 됐어요. ‘소설적’이라는 거를 아

직 되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예전부터 계속 이제 들었던 생각은

제가 관념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소설은 이제 직관적이어야 된다라고, 일

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체득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게 큰 것 같아

요, 저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좀 정립이 됐는데 체득되지 않아서 여러

분들은 그냥 어떻게 하시나 도움도 받고 싶고, 조언을 듣고 싶고 궁금해서.

김승완의 이러한 태도가 다른 합평 모임이었던 남부등단팟에서도 유지

된 것은 아니었다. 남부등단팟에서는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소설 쓰기를 배운 사람은 없었다. 단지, 양혜진이 ‘가’ 대학의 단기 과정

인 문예창작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을 뿐이었다. 양혜진의 전문가 과정

수료증은 합평 현장에서 주요한 상징자본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실제 문

14) 성아정의 문예창작과 졸업생 지위는 ‘호텔창문’ 전체 모임 내에서 문학성을 평가하
는 위치에 있게끔 했다. 가령 예를 들어, ‘호텔창문’ 구성원들끼리 진행한 ‘글벙’에서
성아정은 김승완에게 김승완의 첫 소설이 문예창작과 1학년 2학기보다 잘 썼다는 자
신의 견해를 이야기했는데 김승완은 이를 큰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문예창작과
재학 경험이 문학성을 축적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끝낸 성아정이 문학성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입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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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엘리트로 분류될 수 있는 작가에게 합평을 위주로 문학에 관해 지도받

는 수업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문예창작과 학사 과정과 동일한 경험을 하

였음에도, 양혜진은 성아정과 달리 상징자본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전문

가 과정의 수료증은 문학적 지식을 상징자본으로 전환되지 않았다.15)

따라서 ‘남부등단팟’에서는 특출난 상징자본을 획득한 비평자가 없이 합

평모임이 상태에서 합평 모임이 전개되었다.

이 모임에서 김승완은 섬 동인에서와는 달리 활발히 자신의 의견을 개

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오히려 자신이 독서한 내용을 바탕으로 누군가

를 지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었다. 다음은 김승완이 남부등단팟에

서 했던 비평의 내용이다.

김승완: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인물은 지금 독자가 읽었을 때는 염세에 그

냥 있는 인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제 내가 요

즘에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읽고 있어가지고, 불쾌감을 준다고 이제 아리

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비행을 하는 인물이고,

성숙치 못한 인물이죠. 그리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얘는 그러니까 어

떻게 하면 나아질 거라는 걸 자기 스스로 아는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안 하

는 거예요, 그냥 게을러서, 딱 보면은.

합평 상황에서 무언가를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목할만한 지

점이다. 연구참여자들이 대부분 예술에 대한 평가는 모두 주관적 지점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각자가 읽은 기성 소

설 작품에 대해 평가가 갈릴 때, 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단지 주관적인 평가 기준이 다를 뿐이라고 받아들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합평 모임이 진행될 때는 공신력이 있는 비평자에

게 무언가를 더 배워야 하는 소설 발제자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

15) 양혜진은 자신의 수료증이 하나의 상징자본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답답
함을 느끼는 듯했다. 비평 현장에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배웠다’는 표현
을 써서 자신과 문학엘리트의 관계를 강조하곤 했으나(이에 관해서는 3장 2절 3항을
참조), 이 언급을 통해 비평에 무게가 실려도 양혜진 본인의 권위를 인정받게 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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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위계는 자신이 어떠한 합평 참여자의 소설을 써본 경력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비평에 대한 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해당 비평자가 문학엘리트에게 수여 받은 인정이었

다. 정규 학위 과정이나 등단 여부같이 정례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정을

받을 때만 그 관계가 상징자본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상징자본은 합평

현장에서 비평의 신뢰도를 가르는 위계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위계를 보여주는 예가 주현욱과 임주빈의 합평에 관한 공신력

이다. 주현욱은 30대 후반, 임주빈은 30대 중반이었으며, 둘 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소설을 쓰는 연습을 시작했다. 하지만 주현욱은 지방에 있

는 ‘라’ 대학에서 국문과를 전공했으며 등단을 하지 못했다. 반면에, 임

주빈은 문학계에서 명성이 있는 ‘나’ 대학의 문예창작과를 졸업하였으며

중앙 문예지를 통하여 등단한 경력이 있다. 이로 인하여 임주빈의 비평

이 훨씬 더 공신력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앞서 말했듯, 합평 도중에 딱 잘라 말하는 임주빈의 태도에 대해서는

합평 참여자들이 거의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현욱의 비평 태

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합평참여자는 여럿이었다.그들은 “오만하다”

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불만은 남부등단팟이 와해되는 데에 큰 영

향을 미쳤다.

비평을 수용하려는 태도 또한 상징자본 여부에 따라 달랐다. 문학엘리

트와 아무런 접점이 없었던 김승완의 경우, 자신의 소설을 비판하는 비

평을 들을 때마다 “니들이 내 예술 세계를 알아”라고 장난스레 응수하곤

했으나, 어떻게 해서든 해당 비평의 내용을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설을 어떻게 전개시킬지 말해준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른 ‘글벙’ 참여자들과 상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문예창작과 졸업장을 가진 성아정의 경우, 자신을 비판하는 비평

에 관하여 김승완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였다. 성아정은 자신의 소설에

대한 비판을 들을 때마다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것을 모두 수

용하려 하지는 않았다. 성아정은 소설을 퇴고하겠다는 계획을 말할 때,

자신의 친구가 옆에서 그때까지 받았던 비평을 전부 종합해서 생각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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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을 듣자 비평은 참고일 뿐이라는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성아정은

“뿌리부터 고치고 싶어. 피드백은 뭐랄까, 표면 부분만 고칠 수 있을 뿐

이야”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평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문예창작과 석사 학위와 함께 등단 경력이 있는 임주빈의 비평

에 관하여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임주빈이 소설에 관하여 하는

비평에는 단순히 소설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소설을 공부하

는 방식까지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임주빈이 세계 고전뿐 아니라, 한국

단편소설을 읽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하자 성아정은 그해

의 문학상 수상작품집뿐만 그 이전 해의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을 읽

는 모습을 ‘섬 동인’ 온라인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소설에 대한 비평을 듣기 위하여 합평에 참여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평을 얻고자 했다. ‘글벙’을 하거

나 자신의 소설을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며 비평을 부탁하였다.

비평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소설이 비판받았다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였

으나,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비평에 따라서 자신의 소설을 수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이 비평에 대해 갖는 신뢰감은 비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랐다. 비평자가 자신과 어떤 소설을 선호하느냐에 관한 견해를 공유하

는 정도, 혹은 소설 쓰기의 경력의 정도와는 큰 상관이 없었다. 비평자

가 문학 엘리트와의 정례적인 관계를 통하여 수여 받은 상징자본에 따라

연구참여자가 해당 비평을 신뢰하는 정도가 달랐다. 이에 합평 모임을

구성할 때에 권위 있는 상징자본을 획득한 비평자를 구하기 위하여 큰

공을 들이는 모습 또한 발견할 수도 있었다.

3. 비평의 지점

1) 문장력과 문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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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의 신뢰성에 관한 판단이 해당 비평자가 문학엘리트와 어떠한 관

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면, 이들이 주고받는 비평 또한 문학

엘리트의 영향 하에 있을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문학엘

리트들이 문학작품을 평가하는 방식과 이들의 비평을 비교분석하기 위하

여, 신춘문예 심사평을 분석하였다. 신춘문예 심사평 분석은 우선 양적

인 빈도분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내용 분석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절에서는 해당 분석과 이들의 비평 내용을 비교해보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작품 491 22 주인공 49 40 솜씨 37
2 소설 320 23 사회 48 40 시대 37
3 이야기 264 24 자신 47 40 의미 37
4 문장 148 24 최종 47 40 장면 37
5 작가 131 26 마지막 44 40 죽음 37
6 인물 115 27 결말 43 40 표현 37
7 당선작 108 27 세계 43 47 관계 36
8 소재 96 27 심사위원 43 48 모습 35
9 서사 92 29 문학 42 49 일상 35
10 주제 91 29 의식 42 50 마음 34
11 문제 77 29 전개 42 51 부족 33
12 우리 75 29 축하 42 51 때문 32
13 구성 74 33 서술 41 53 결정 31
14 본심 73 34 신춘문예 40 54 세상 31
15 사람 69 34 심사 40 55 화자 31
16 현실 63 34 아버지 40 56 흥미 31
17 묘사 59 37 사건 39 57 방식 30
17 인간 59 37 안정 39 57 설정 30
19 독자 54 37 예심 39 57 시선 30
20 과정 51 40 생각 37 57 자기 30

〈표 3〉 신춘문예 심사평의 단어 빈도 순위

다음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나온 신춘문예 심사평을 빈도분석한

결과다.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신문사의 심사평을 활용하기 위하여

심사평은 매해 한국소설가협회에서 나오는 신춘문예 당선 소설집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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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심사평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빈도분석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작품, 소설, 이야기와 같이 소설 작품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정황

을 이야기할 때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단어였다.

‘작품’, ‘소설’, ‘이야기’처럼 제출된 내용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들을 제

외하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문장’이었다. 이외에도 문장의 표현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평가할 때 나오는 ‘묘사’, ‘서술’, ‘표현’ 등도 주요 단어

에 포함되었다. 그 다음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나온 단어는 ‘인물’이었다.

인물의 경우, ‘사람’, ‘인간’, ‘주인공’, ‘자신’, ‘화자’ 등 유사단어가 유의미

하게 많이 나왔다. 이에, 연구자는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신춘문예 심

사평과 연구참여자들의 비평을 비교·분석해보기로 하였다. 소재, 서사,

주제 등 많이 언급된 다른 단어들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유사어군이 뚜

렷하게 많이 언급될 정도로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

다.

심사를 진행하면서 문장에 높은 점수를 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작품성을 담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

나가 문장이다.

-2018 광남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그런데 선자가 이번 심사에서 가장 중시했던 것은 '문장력'이었다.

-2019 무등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안정된 문장과 구성능력, 그리고 소재에 대한 독창적 해석을 중점적으로

살펴 여덟 편을 최종에 남겼다.

-2020 경상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합평 모임 참가자들은 다른 글과는 다른 소설만의 문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아정은 연구자가 처음 써갔던 소설을 보고

문장이 딱딱하여 소설로서 기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논문이나 전

공 서적을 위주로 독서해오던 연구자의 글쓰기 습관이 소설과는 달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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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성아정: 그리고 주인공의 대사들이 너무 저는 좀 실감이 떨어졌다는 생각

이 들었거든요. (중략) 하는 말이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섞어쓰는데, 저는 그게 타인에 대해서 뭐랄까… 실감 나는 어떤 고통의 이

해나 공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굉장히 탁상토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 같아서…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장에 관한 지적은 박양희에게서도 들을 수 있었다. 박양희는 연구자

의 소설에 “라면 먹고 갈래?”, “아프니까 청춘이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

는 것들” 같이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을 지적하며,

바꿀 것을 권유하였다. 소설 속에서 일상적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장을 쓰는 방식 자체가 소설의 방식이 아니라

는 성아정의 지적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초심자였던 김승완

에게도 적용되었다.

성아정: 저는 일단 읽기가 좀 힘들었어요. (중략) 일단 저는 소설은 입말

이라고 생각해요. 말을 했을 때 듣기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

면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읽기가 너무 뻑뻑했어요.

이는 박양희 또한 “문장을 따라가기는 되게 힘든데”라는 비평을 하며

읽기 어려웠음을 지적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소설만의 문장

쓰기 방식은 다른 문학 장르와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

다. 성아정은 김승완에게 시와 소설의 문장 쓰기는 다르다고 분명하게

지적한다.

성아정: 문장 문장 문장마다 문장 문장 하나에 힘이 굉장히 들어갔다는 생

각이 들었어요. 일단 시와는 다르게 소설은 문장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생

각을 하거든요. 어떤 문장은 힘을 주지만 어떤 문장은 또 풀어주기도 해야

되고… 읽었을 때 그런 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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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소설의 문장은 사건 서술이 아니라 감각에 대한 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주빈: 묘사를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묘사,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이 아니라 묘사. 감각적으로 시각, 촉각, 그런 것들로 이루어

진 문장을 써야지 어떤 장면이 독자들에게 그려지는데…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소설은 다른 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소설에 관한 비평

을 주거나 받을 때 문장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 ‘글벙’을 하는 도중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화두에 올리는 것은 문장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글벙’을 하며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문단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설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작업하는 한 문단만을 보여

주는 것에 대한 비평은 문장에 관한 것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 문

단만으로는 인물의 일관성이나, 서사의 핍진성, 주제의식의 참신함과 같

은 점에 관하여서는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벙’ 참가자들은 자신이 작업하는 한 문단에 대한 비평을 하

는 모습을 반복하여 보여주었다. 성아정은 동일한 문단을 여러 차례 읽

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곧 마감이 닥친 문학공모전을 준비하는 동안,

성아정은 「색채 없는 기차역」16)을 고쳐 쓰고 있었는데 성아정은 여러

날에 걸쳐 도입부를 읽어달라는 부탁을 했다. 성아정은 새벽 3시 경에

성아정은 「색채 없는 기차역」의 도입부를 ‘글벙’을 위해 만들었던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좋은 평을 듣지 못하자 성아정은 다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성아정은 다시 5시 30분 경에 자신의 글을 여러 사람에게 돌리며

해당 문단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이도 좋은 평을 듣지 못하자 실망하

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성아정은 그 문단의 문장들을 그다음 날에도

가다듬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5시 반 경에 성아정은 글벙 참여자들이

16) 연구참여자 성아정의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만들어낸 가짜 제목이
다. 이 제목은 원제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소설 내용과도 전혀 관
련이 없는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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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테이블을 돌며 해당 문단을 다시 읽어달라는 부탁을 했다. 성아정

은 다음날에도 해당 문단의 문장들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 다음 날 새벽에서 아침까지 이어진 ‘글벙’에서 성아정은 8

시 40분 경에 「색채 없는 기차역」의 퇴고를 마칠 수 있었다. 이때 연

구자에게 퇴고를 마친 소설 전체를 보여주면서도, 첫 문단은 어떤지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쓴 문장에 관한 비평

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처럼 소설다운 문장을 쓰는 일이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중요하게 연마

해야 할 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진구는 ‘글벙’을 진행하면서 기성작가

들이 문장을 어떻게 써나가는지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다. 이진구는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 읽으며 분석하듯 읽었다. 이진구는 임현 작가의

글이나 박상영 작가의 글을 읽으며 ‘문장력’에 관하여 감탄하고 자신이

기성작가의 문장을 읽으며 관찰한 바를 다른 참가자들과 공유하였다.

‘문장력’이라는 단어는 글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 거론되지 않는

말이지만, 문학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게 거론되는

단어였다. 연구자는 처음 들었던 해당 단어의 의미를 종잡을 수가 없어

서 ‘글벙’의 쉬는 시간 동안 김승완과 이진구에게 ‘문장력’이 표현력과 동

일한 의미의 단어인지를 물었다. 이에 문장력이 표현력과는 다르다는 것

이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이진구는 문장력에 관하여 “다채로운 어휘나

묘사 방식을 쓰면서도 그것이 지나치게 안 어울리는 곳이 아니라 적절한

곳에서 적절하게 배치되는 것”이 핵심적 요소라고 설명해주었다.

연구자는 신춘문예의 심사평을 읽다가 연구참여자 모임에서 사용하는

‘문장력’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문학엘리트들의 영향에 따른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저마다 탄탄한 문장력, 각별한 얘깃거리, 가독성 있는 전개를 자랑했다.

-2021년 농민신문 신춘문예 심사평

모두 일정한 수준의 문장력과 구성력을 보였다.

-2021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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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묘사 생생하고 빈틈없는 문장력 돋보여

-2017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심사평

소설 쓰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문장을 소설만의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지 여부가 하나의 능력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문학엘리트들이 신춘

문예 심사에서 문장을 평가하며 가장 신경 쓰는 요소는 문장의 안정감이

었다. ‘문장’ 단어가 가치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쓰인 114개의 문장에서

‘안정감’, ‘안정되다’, ‘안정적’ 등의 형태로 ‘안정’이 긍정적인 평가의 기준

으로 작용한 것은 모두 28번이었다.

신인의 치열하면서도 안정적인 문장, 인간과 세계를 대하는 태도와 문제의

식, 단편 소설의 속성과 규모에 알맞는 서사적인 필력, 주제 관철력을 평가

의 중심에 두었다.

-201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새롭지 않은 설정과 서사이지만 안정된 문장과 구성이 신뢰감을 주는 작품

이다.

-2018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심사평

‘이삿날’은 이사를 앞두고 처분할 짐들을 팔러 다니는 젊은 부부의 하루의

행로 속에 그들의 점진적인 몰락의 과정을 겹쳐 놓은 작품으로, 문장도 안

정감이 있고 서술에 섬세한 음영을 드리우는 솜씨도 탁월해 끝까지 놓기

아까운 마음이었다.

-2018년 서울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그 문제의식과 더불어 삶에 대한 성찰, 안정된 문장과 상황을 잘 묘파해내

는 표현력은 작가가 갖춰야 할 기본적 조건들이다.

-2020년 광남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우리는 소재나 기법의 새로움에 이끌리기보다 안정된 문장과 긴밀한 서사

에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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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문장의 ‘안정감’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신춘문예 심사평에서 접할 때,

연구참여자들은 그것을 문장의 구성이 읽기 편하게 다듬어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문장의 ‘안정감’이 무엇인지 묻자 이진구는 “숲을 봤을

때 모난 나무가 없는 느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튀는 문장이나 단어

없이 매끄럽단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글의 매끄러운 구성은 비평의 단

골 멘트 중 하나였다. 다음은 글이나 문장의 매끄러운 구성에 관한 비평

들을 섬 동인 1회차 모임에서 나온 내용만 모아본 것이다.

김승완: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좋았던 문장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좋

았던 문장들이 앞에 이제 서술이랑 서사를 따라가 보면서 통통 튀어요. 그

냥 걔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냥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라고 그냥 작가가 얘기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김승완: 재밌게 잘 읽고 왔어요. 일단 문장이 정갈해서 되게 읽기 편했고

요.

임주빈: 내가 내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담백하게 써야 될 부분과 그렇게

뭔가 나의 어떤 사유가 들어갔으면 하는 문장을 조금 구별을 해봤으면 좋

겠어요.

또한 문학엘리트들과 연구참여자 모두 문법적 오류가 적고 읽기 좋게

잘 정돈된 문장을 선호하였다.

아직은 작위의 봉합선을 제대로 감추지 못했으나 본심에 오른 응모작들 가

운데 문장의 오류가 가장 적고 안정적이며 ‘생존동력으로서의 어둠’이라는

패러독스를 여의하게 다루었다.

-2017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하지만 정돈되지 않은 문장이 이야기의 긴장을 흐트러뜨렸고, 주인공과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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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사성과 k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것이 명확지 않아 전달하고자 하는 주

제가 불분명한 이야기가 되었다.

-2020년 영남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남부등단팟’에서는 양혜진이 문법적 오류에 관하여 민감한 태도를 유

지하고 있었다.

양혜진: 그러니까 문장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데 자꾸 연결을 해서 붙이니

까, 문장도 되게 길어지고 사이즈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비문이 나오는 거

같고, 가독성이 떨어지고 약간 혼동하기 쉬운 문장인가, 앞에서도 보면 동

작의 순서라든가 그게 한 문장 안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양혜진: ‘그 새벽’ ‘그 높이’에 대해 약간 이렇게 ‘그’라는 것도 많고 그리고

조사 쓰임도 서툰 부분이 있고요

양혜진: 그리고 한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뭐 했고, 했

고, 했고라고 연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줄, 네줄 이러니까, 근데 그러

면은 비문이 될 확률이 크거든요.

양혜진만이 비평에서 적극적으로 비문을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문장

의 문법적 오류에 관한 관심은 연구참여자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

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글과 컴퓨터’나 ‘마이크로 소프트’가 제공하는 문

서 맞춤법 체크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았다. 이들은 맞춤법 교정 사

이트를 비교·분석한 끝에 부산대학교 인공지능 연구실과 ㈜나라인포크에

서 제공하는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17)가 가장 정확하다는 판단을

내린 뒤 해당 검사기를 이용하고 있었다.

정돈된 문장, 즉, 가독성 좋은 문장에 대한 요구는 합평 현장에서 종

종 확인할 수 있었다. 문경민은 김승완에게 문장의 아름다움보다는 가독

성에 신경 쓸 것을 조언하였다.

17) http://speller.cs.pusan.ac.kr/

http://speller.cs.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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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민: 문장 사실 좋은 부분도 되게 많아요. 어떤 부분은 확실히 밑줄을

긋는 문장들도 있거든. 그냥 문장을 꼭 미문으로 쓸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이야기를 잘 전달하면 되는 거 거든. 가장, 저는, 첫 번째가 그냥 가독

성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형식이든, 어떤 문체든 그냥. 그래야 저는 재미있

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르 상관없이. 일단 읽혀야 독자가 읽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문경민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 중 많은 수는 문

장의 아름다움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작품의 가독성을 떨어뜨림으

로써 독자가 작품을 외면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는 ‘남부등단팟’ 1회차에

서 양혜진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때, 배진환도 같은 생각이었

는지 “문장이 되게 시 같아서”라고 말하며 양혜진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신춘문예 심사평에서 문장과 관련해 중요하게 거론된 지점은 문장에서

단어의 사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의미화되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 또한

중요하게 작용되었다.

손녀의 장기를 기증받아 생명을 연장한 노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오래

된 씨앗’은 반대로 문장마다 과도한 수사와 수식을 달아 실패한 작품이다.

-2017년 농민신문 신춘문예 심사평

『무너진 사랑』은 공무원(동장) 남편을 둔 아내의 의부증을 소재로 화목

했던 가정이 파경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절제된 언어와 군더더기 없

는 문장기술, 그리고 사건의 기승전결이 돋보였다.

-2017년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그 절망과 비극의 일상성을 서술하는 밀도높은 문장과 절제된 감정표현도

치열한 문학수업을 거친 증표라는 신뢰를 주기에 `소풍'을 당선작으로 기꺼

이 결정했다.

-2019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이에 연구참여자들 또한 문장 내 단어들의 효율성에 큰 관심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진구는 ‘글벙’ 도중 김승완이 쓰는 문장에 대한 비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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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남기며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김승완의 문장들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며 문장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김승완의

소설에서 주인공이 부동산 중개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더니 “그 말을

들은 중개인은”이라는 묘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화를 주고

받는 과정에 부동산 중개인이 말을 듣고 있으리란 것은 당연하니 ‘그 말

을 들은’이라는 표현 자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승완이 이에 항변하자 이진구는 “허깨비는 필요 없어! 알차게 가야 한다

고!”라고 말하더니 직접 김승완의 노트북에서 Delete 버튼을 눌러서 ‘그

말을 들은’을 삭제해버렸다.

2) 역할이 분명하고 입체적인 인물

5개년의 신춘문예 심사에서 ‘인물’은 115번 나왔으며, 유의미한 결과

를 갖는 단어 중 두 번째로 자주 사용되었다. 인물의 행동에 흥미가 유

발되는가를 기준으로 문학작품을 읽어왔던 연구자와는 달리, 문학엘리트

들은 각각의 인물이 창작자의 작의가 잘 나타나도록 서사 속에서 적절히

인물이 활용되었는지, 혹은 인물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었다.

여기에 작의에 따라 적절한 인물을 배치하고, 사건을 통한 갈등들을 구성

하며, 그 갈등의 해소로 삶의 성찰을 되짚게 만든다.

-2018년 광남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서동욱씨의 ‘마리의 집’은 사건의 전개가 빠르고 흥미롭지만, 아버지의 죽음

과 관련된 제이라는 인물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결말이 돌발적으로 급히

처리된 느낌이다.

-201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사십사 계단'은 작품을 구성하는 이야기, 사건과 구조적 장치, 인물이 논

리적 질서를 이루며 현장감, 생동감 있게 끌고나가는 힘이 있다.

-2018년 한라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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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연구참여자들도 ‘인물이 작동한다’는 표현으로 비평을

진행했다. 이 작동한다는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비평의 내용이 되었다.

연구자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가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성아정에게

작법에 관해 묻고 제임스 우드(2011)의 책 『소설은 어떻게 작동하는

가』를 추천받았을 때였다.

제임스 우드는 무슨 시점을 사용하는지, 작중인물은 어떤 사람인지,

세부적인 배경 사항에는 어떤 것을 포함시켰는지 등의 소설의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어떤 소설적 효과를 빚어내는지를 분석해나갔다.

즉, 소설의 구성 요소 중 일부를 첨가하여 자신의 작의에 따르는 특정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소설의 작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물의 작동은 인물의 추가가 작의에 맞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

다.

인물의 ‘작동’은 사건과 갈등을 통하여 작의를 부각하는 것이었다. ‘남

부등단팟’ 2회차에서 이진구의 소설에 대해 인물의 구체성이 없다는 비

평이 우세했다. 주인공과 아무런 갈등 관계가 없는 인물들이 남발되었

고, 이로 인하여 이진구가 말하고자 했던 주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이 되어버렸다는 비평이었다. 이에 대하여 이진구는 주인공 ‘나’의 사

유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소설을 쓰고 싶었다고 항변했다. 주현욱은 주인

공과 타자의 관계성 속에서 서사가 만들어지고 주제가 표현된다는 관점

을 살짝 격앙된 어투로 피력했다.

주현욱: (전략) 사람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내게 무

슨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통해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는데, 인물들이 사라지니까 ‘나’

도 사라졌고, ‘나’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인물들을 없애 보니까 나만 부각

시키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후략)

주현욱이 다소 강한 어조로 이러한 비판을 이어갔지만, 그 자리에 있

던 양혜진, 백준우, 김승완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셋은 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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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에 이어 비슷한 내용의 비판을 이어가기까지 했다.

연구자는 합평 모임에 참가하기 위해 소설을 써보면서 인물을 작동시

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주인공이 일상생활

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을 추가하면서 소설을 써나가면, 해당 사건에 등

장하는 인물이 왜 소설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굉장히 모호해지기 때

문이다.

다음은 연구자가 쓴 소설을 두고 양혜진이 남긴 비평이다. 연구자의

소설은 주인공이 무력감에 못 이겨 복권에 빠져버린다는 내용이었다. 연

구자는 이에 무력감을 느끼게 할만한 다양한 사건을 생각해보다가 주인

공 어머니의 장례식에 옛날에 친했던 친구였던 한수의 가족이 방문하는

장면을 추가해보았다. 이에 양혜진은 ‘한수의 가족’이 왜 등장하는지에

관하여 날이 선 비평을 했다.

양혜진: 아빠와의 갈등에 집중하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머니의 장례식 부분에서도 한수 가족이 작동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머니의 죽음으로써, 어머니의 죽음으로써, 그래서 ‘그’가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한수’의 등장을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양혜진만이 아니었다. 강주희는

합평 모임에 생애 처음으로 참석해보는 거라 조심스러운 어조를 유지하

긴 했다. 하지만, “한수가 왜 나왔는지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한수의 등장이 글 내부에서 매끄럽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작품에 특정인물이 왜 등장했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더라도, 작품 속

대사에서 그 이유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면 비판을 받았다. 연구자가 쓴

소설은 한 대학원생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입

원기에서 주인공의 어머니가 “아들아, 네 삶을 살아라. 그렇게 속에 담

아놓고 살지만 말고”라고 주인공에게 말하거나, 같은 병실을 쓰는 공무

원 출신의 조현병 환자가 “공직 생활 힘주고 하고 싶으면 그거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해”라고 조언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연구자가 방황하던

시기에 직접 들었던 대화를 각색한 것으로 일상적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69

수 있는 대사였다. 하지만 합평 모임에서는 이러한 대사들이 직접적으로

주인공에게 무언가 변화를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

다. 백준우는 이 소설이 비평받은 자리에는 없었지만, 서면을 통하여 비

평을 해주었다.

인물(특히 조현병 환자와 엄마)이 사용된 듯해 아쉽습니다. 물론 모든 소

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글에선 특히 단서

를 주려고(그것도 너무나 쉽게) 등장한 게 표시가 나서 아쉬웠습니다.

연구참여자들은 인물이 자신의 역할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성을 띠어야

했고, 구체성 속에서 갈등을 빚으며 주제가 표현되어야 했다. 연구참여

자들은 인물이 너무 직접적인 방향으로 무언가를 지시한다면 인물을 적

절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물의 ‘작동’을 위해서는 인물의 수가 너무 많아서도 안 됐다.

연구참여자들은 너무 많은 인물을 등장시켜버리면 이들에게 어떠한 역할

을 부여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박양희도 이 점에 대하여 고민

이 많았다.

박양희: 저는 단편에 많은 인물들을 넣는 게, 사실은 많은 인물들을 넣으

면 결국에 많은 관계를 그려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시선이 어느 쪽에 붙

을지 모르니까, 그게 무서워서 맨날 둘 아니면 셋 이렇게만 집어넣고…

여기에서 박양희가 소설을 쓸 때 두 명 혹은 세 명의 등장인물을 활용

하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양희는 소설에 인물을 그려넣고, 그

에 관한 관계를 그려넣다 보면 독자의 시선이 자신이 의도하는 바와 다

르게 갈까봐 두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자신의 작의를 잘 살리기 위해서

는 등장인물의 수가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생각은 문학엘리트의 생각과 일치하는 바였다.

2018년의 전북일보 신춘문예 심사평은 이들의 관점을 명확히 설명해주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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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아침 대화’, ‘휴가’, ‘삼중주’로 좁혀 살피게 되었는데, ‘삼중주’

는 상당히 연마한 솜씨에 ‘복어’라는 사물이 신선하여 눈길을 끌었다. 다만

나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사물들이 너무 많아 집중도가 약해지는 흠

을 안고 있었다. 이런 결점은 ‘휴가’에서도 반복된다. 인물과 장소가 여럿

나와서 작품을 흐트러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여럿 등장하면 합

쳐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작품의 의미와 이미지가 모아져 뚜렷

해진다.

-2018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이 심사평에 따르면, 인물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인물에게 역할을 부

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김승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각 인물이 제 역할

을 하고 있는지 다시 살피라는 주의하라고 비평을 반복하였다.

김승완: 저는 읽으면서 되게 조금 불편했던 게, 두 페이지만에 거의 인물

들이 9명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또 뒤에 가서는 이 인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퇴고하실 때는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시고

김승완: 지금 여기 소설에 나오는 인물을 다 만약에 합친다면은 영화 인물

들까지 해서 거의 10명 가까이가 되거든요. 되게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그냥 이렇게 묘사

만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물에 대

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연구참여자들은 인물을 통하여 작의를 더 섬세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인물이 입체적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물을 어떻게 수정하면 창작자

의 작의에 맞게끔 소설이 더 잘 ‘작동’할 수 있을지를 토의하는 데에 많

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문예창작과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계간지에 작

품을 발표할 정도로 문학장에 오래 머물렀던 임주빈은 인물에 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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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능한 편이었다. 다음은 임주빈이 연구자가 섬 동인에 처음으로 발제

하였던 소설에 관하여 비평해준 방식이었다.

연구자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여성인 진원과 그의 박식함을 동경한 남

성인 ‘나’의 엇나감을 핵심 서사로 한 소설을 쓰고 있었다. 연구자의 소

설에서 진원과 ‘나’에 대한 묘사는 다소 전형적이었다. 진원은 장애로 인

하여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타인의 애정을 통하여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다소 상투적인 인물상이

묘사되고 있어다. ‘나’라는 캐릭터 또한 상당히 틀에 박혀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C중공업의 근무환경 때문에 큰 병에 걸린 고모의 가족에게

무관심한 아버지를 보고 반발심을 느낀 ‘나’가 진심을 다해 약자의 입장

에 다가가려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진원에게 호감

을 느끼고 가까워지려 한다는 전개가 핵심 줄거리였다.

이 소설을 평하면서 임주빈은 작의가 더욱 잘 드러나기 위하여 인물이

어떻게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좋을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임주빈: 제가 읽은 거는 소외된 자들, 사회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

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야기로 읽었고, 더불어서 진정한

공감,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갔다면 더 좋았을 건데, 거기까지

는… 보이기는 하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만약 거기까지 갔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략) 저는 진원의 캐릭터가 확실하게 예쁜 사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리하고 예쁘고 날씬하고, 다만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실히 정하고, 그리고 더 영악하고 자존심이 센 캐릭터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절름발이라는 장애를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사

람, 그거 그 정도의 어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영리한 사람으로

더 나왔으면 좋겠고.

(중략) 나는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가가고 싶었지만 사실 이 사람은

그럴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만 다가가고 나서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인 거예요. (중략) 어쨌든 이 사람은 속물적인 아빠 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중략)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

의식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 나도 지금 고모의 일을 공감하고 아빠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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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반하고 싶어 하지만 나한테 내재되어 있는 거야, 결국 나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임주빈은 이러한 캐릭터가 나오면 어떠한 전개가 가능할지를 이야기하

며 “진정한 공감, 위로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독자가 더욱 치열하게 고민

하게 해줄 수 있는 소설이 되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기서 연구자가 주

목한 것은 실제로 그런 소설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아니고, 어떻게 인

물이 ‘작동’하는가에 관한 임주빈의 생각이었다. 임주빈은 연구자의 작의

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해법으로 다양한 요소들 중에 인물의 상

투성을 바꾸는 작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사고 또한 문학엘리트들의 사

고와도 유사하다.

자칫 구태의연하게 흐를 인물과 공간이 작가의 오랜 관찰에서 도려낸

듯 적확하게 묘사되어 행위와 장면이 선명하고 진실하다. 소설가의 자질

이 과학자의 관찰력을 전제로 한다는 것, 자칫 간과하는 삶의 어두운 부

분을 밝혀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작이다.

-2021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심사평

국제신문의 2021년 신춘문예 심사평은 구태의연하게 흐를 인물이 쓰

일 법한 소설이 오랜 관찰을 통한 적확한 묘사로 삶의 어두운 부분을 밝

힐 수 있는 소설이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오랜 관찰을 통해 적확

하게 묘사된 행위와 장면이 인물을 상투적으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삶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작의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왜 인물의 입체적 면모가 중요한지는 밝히지 않지만, 인물의 입

체적 면모를 기준 삼아 심사를 진행한 경우는 많이 볼 수 있다.

사채업자의 위험한 머니 게임에 휘말려서 신체마저 훼손된 주인공과 여타

의 등장인물들이 다소 평면적으로 그려지고 스토리의 결말이 상투적이었다

는 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2017년 무등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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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역시 흡혈귀라는 설정에 의존할 뿐 인물 해석이나 스토리가 단

선적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2017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동시대의 전락 이미지를 중첩적으로 구성한 ‘바나나의 깨달음’에서 아웅이

구체적으로 살아 있는 인물로 그려졌더라면 우리 고민은 더 깊었겠다.

-201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심사평

공정과 정의, 진실함을 대놓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기실 얼마나 속물적이고

기만적인지를 잘 그려낸 작품이나 양수-나-기준이라는 인물 유형이 지나치

게 평면적이고 전형적이며 소설 창작을 매개로 진정성 운운하는 장면이

주는 기시감이 너무 컸다.

-201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심사평

이처럼 문학엘리트들은 소설에서 입체적인 인물상을 통하여 자신의 작

의를 관철할 수 있는 작품을 선호하였다. 문학엘리트들은 입체적인 인물

상이 독자에게 부자연스럽지 않게 작의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인물에게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춘문예 심사평은 이러한 기준을 언

급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현 세태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는 점에서, 구체성을 통해 보편성을 잘 획득하고 있는 작품이었지만, 작품

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인물의 행동에 대한 개연성을 섬세하게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201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인물의 개연성에는 행동만이 아니라 인물의 심리에 대한 개연성도 있

었다. 왜곡된 마음을 지닌 인물에 관해서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든 인

물의 이력에 주목해서 개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심사평이 나왔다.

`열린 문'은 섬세하고 균형 잡힌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심리와 그들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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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삶을 설득력 있게 아우르는 기량을 보여주었다.

-2017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타인의 반경’은 설정은 좋으나 문장과 대화가 거칠다는 점이, ‘첫 번째 눈

과 사라진 발자국’은 밀도 있는 치밀함과 흡인력에도 불구하고 작위성과 왜

곡된 인물들의 기원까지 깊이 있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못내 아쉬웠

다.

-2020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심사평

연구참여자들 또한 인물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인물이

말하고 생각하는 정도보다 더 많은 이유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인물의 심리, 생각, 행동의 변화 하나하나에 이유가 있어야만 소설

로서의 개연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현욱도 이런 점을 강조

했다.

주현욱: 뭐 죽으려고 한강에 갔다가, ‘이렇게 죽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

러면서 그러면서 대형 정신병원에 가 달라고 한다던지.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뭐 지금 학기 중인 거잖아. 학기 중에 입원했다가 어 ‘나 이거 기

말과제 마무리해야 돼’ 그리고 나온다던지, 그러니까 이 감정들이 툭툭툭툭

이렇게 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속에서는 이게 가능은 해요. 근데

소설로서 표현이 되려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설명이 돼야 한달까. 개연성은 이제 충분히 제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심리 상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소설로서 표현할 때는 이게 필요하다

그 부분은 좀…

그는 사건 전개가 매끄럽게 보이게 하는 것이 작가로서의 역량과 직결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실에서 없을 법한 일도 정말 가능할 것처럼

써내는 것이 작가로서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현욱: 제가 이제 학교를 지방으로 다니니까 열차를 자주 탔었거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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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자애가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뭐 어

쩌고저쩌고해서 이런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학과) 카페에다가

올렸더니, 선배가 대뜸 (댓글에) 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야

너무 주작 같은데, 개연성이 없잖아’ 이거예요! 그리고 선배들이 언젠가 무

슨 얘기를 하다가 무슨 소설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주인공이 어떤 여

자를, 그냥 아는 여자도 아니에요, 일면식 있는 없는 여자를 그냥 계속 졸

졸졸 쫓아가서 어디 지방 어디까지 따라간다는 내용이래요. 말도 안 되는

이 얘기가 읽다 보면 ‘그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대요. 이게 너무 이

해가 된대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저는 소설 작가로서의 한 가지 작업은

독자를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진구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 혹은 생각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문장과 소설에서 감정 혹은 생각을 전달하는 문장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진구는 한 ‘글벙’ 참가자가 일상적으로 쓴 문장을 두고 “문장

들 사이를 매꾸는 작업을 한다”고 하자, 그것을 ‘수필의 소설화’라고 불

렀다. 연구자는 이 말이 흥미로워서 의미를 물어보았다. 이에 이진구는

소설은 허구의 사건이기 때문에 개연성 확보를 위해 구성이 더 치밀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왜 이렇게 인물이 행동하는지, 왜 이 사건이 일어났

는지 각각의 인과관계가 더 치밀해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러기 위해서는 모든 문장마다 인과관계를 확실히 해줘야 한다고 대답했

다.

이러한 문장 정리의 핵심은 독자에게 어떻게 인물의 행동을 공감이 가

도록 해줄 것이냐의 문제였다. 다음은 소설이 작위적이라는 평가를 자주

들을 때, 김승완이 조언을 구하자 임주빈이 대답해준 내용이다.

김승완: 쓰실 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좀 좋고 아니면 임팩트가 있

는 것 같은데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작위적이거나 좀 자극적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그거에서 자기 검열 같은 거는 혹시 어떻

게 하세요? 일차적으로 그런 걸 어떻게…

임주빈: 쓰면서요. 일단 써야죠, 쓸 때는. 내가 쓰고 싶은대로 쓰고… 그런

작위적이고 그런… 평가가 작위적이고, 그런 얘기는 결국 개연성의 문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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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요. 그러니까 늘, 소설 안에서 어떤 사건이나 갈등이 있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든, 독자들한테, 공감을, 설득을 해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안 됐다는 소리를 작위적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등장인물의 정서나 행동에 공감이 꼭 가야만 이야기가 이야기로서 가

치가 있다는 것은 소설가와 소설가가 되려는 집단의 문화적 믿음일 수

있다. 신화 중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회자되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제각기 공감이 안 가는 변덕을 부리며 인간 개개인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그럼에도 이 신화는 사랑을 받아 현대까지 널리 읽히고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소설의 인물이 공감이 가야만 한다고 철저히 믿

고 있었다. 합평 현장에서는 자신에게 공감이 안 가는 작중인물을 빼는

게 좋겠다는 방식의 조언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등장인물의 내

면이 공감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식은 신춘문

예 심사평과 정확히 일치했다.

소재는 친숙할지언정 서술은 진부하지 않게 하려는 의욕, 작중 인물들과

환경을 달리하는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한 궁리가 충분치 않다.

-2018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심사평

인물들의 내면 조명에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작가로서

의 성장 가능성을 믿어도 좋은 작품이라 여겨진다.

-2020년 동양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취업준비생을 다룬 ‘맥주 포비아’는 인물의 감정이 너무 앞서 이야기 전개

가 어지럽고, ‘수저계급론’은 스토리에 치중해서 실감을 살리지 못했다.

-2020년 경상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합평 모임에서 발제된 소설이 더 개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종종 나왔던 조언은 인물의 과거를 설정하는 것을 통하여 등장인물

의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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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완: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안 좋은 범해지

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거를 조금 더 명확히 해 주셨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미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있어야

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주빈: 지금 서술자가 왜 설득력이 없냐면 일단 세상을 보는 시선이라든

지 그런 것들이 뭔가 자기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 깔고 보는 시선이 있는

데, 이 시선들이 지금 설득이 안 돼요. 그냥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시선을 쓸 거면 그게 나와야 돼요.

앞서 개연성에 관한 신춘문예의 심사평에서는 인물의 과거 이력을 통

해 개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소설의 필수 요소로 언급되었다. 연구참여자

들 비평의 주요 내용도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신춘문예의 심사평과 큰 상

관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점은 문학계에서 축적되어온 평가 체계의 역사

는 “가능성과 합법성의 사회적 조건들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는 “문

법처럼 (…) 한계들 속에서 가능한 것의 공간을 정의”하고 있다(부르디

외 1999: 311).

3) ‘순문학’의 추구

연구참여자들의 비평이 신춘문예의 논조와 상당히 유사한 것은 문학장

내부의 오랜 축적의 체계가 문법처럼 가능한 것의 공간을 정의하기 때문

인 것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때로 이러한 문법들이 꼭 지켜야만 하는 법

칙처럼 여겼다. 다음은 주현욱이 강주희의 글을 비평하며 했던 말이다.

주현욱: 기본적으로 이제 문학의 작법이라는 게 있어요. (중략) 소설이라

는 건 소설을 어떻게 쓰는지가 있어요. 사실 이야기를 써놓기는 했는데 기

본적인 어떤 작법이라고 해야 되나 전혀 적용이 안 돼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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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에게 한국의 ‘순문학’은 애증의 대상이었다. 연구참여자들

은 한국의 단편 문학의 폭이 너무 다양하지 못하다거나, 흥미도가 떨어

진다거나 하는 등 부정적인 생각의 일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순문학’을

읽고 ‘순문학’을 연구하고 있었다. 주현욱은 강주희가 처음 쓴 소설을 보

고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다.

주현욱: 우선은 좀 혹시 단편 소설, 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읽

어보신 적 있을까요? (중략) 보통 우리나라 사람 중에 순문학 너무 재미있

어서 읽거나 그런 사람 딱 한 명 봤거든요. 제 선후배들도 그냥 공부라서

읽는 거지, 이게 재미있어서 읽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

라에서는 그게 어떤… 소설의 표준이 되어있어요.

즉, 한국에서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순문학’을 평가하고 ‘순문학’을 재

생산하는 문학엘리트의 견해를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에 따라, 합평회에서는 종종 기성작가에게 들었던 수업 내용이 언급되

며 큰 권위를 갖는다. 양혜진이 2인칭 소설을 쓰자 백준우는 기성작가에

게 들었던 내용을 말했다.

백준우: 수업 여기저기서 들었을 때, 2인칭[소설]을 쓸 때에는, 상대방(주

인공 ‘당신’)에 대해서 어떤 감정, 절절한 감정이 있을 때 쓴다고 했기 때문

에, 일단은 [주인공 ‘당신’과 화자 ‘나’의] 관계가 명확해야 할 때 써야 한다

고 하시더라고요, [기성]작가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나’(화자 ‘나’)가 작가

(양혜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나’가 작가(양혜진)이려면 전지적 작가 시

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백준우의 비평과는 달리, 화자와 주인공 ‘당신’의 관계가 특정되지 않

는 소설은 많다. 연구자는 이에 한강(2012)의 「회복하는 인간」을 반

례로 제시하며, 화자와 주인공의 관계가 특정되지 않는 2인칭 소설도 가

능함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합평회 현장에서는 그러한 반례보다도 백

준우가 기성작가에게서 들은 수업 내용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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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논란은 백준우가 “그건 한강이기에 가능한 것”이며 ‘습작생’들은

안정된 길을 따라야 한다는 반응으로 일축되었다.

하지만 한강의 「회복하는 인간」 이외에 주인공과 화자의 관계가 특

정되지 않는 2인칭 소설이 없는 것은 아니다(예컨대, 김영하 1997; 하

일지 1994). 현대문학 연구자 황국명(2009: 372)은 2인칭 대명사의

지시 대상은 다양하다는 분석을 남기면서 주인공과 화자의 관계가 특정

되지 않지만 분명히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행위주체로서의

개별주인공”이라고 명명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백준우가 들은 수업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보다는 문학엘리트의 조

언이 큰 권위를 가졌다.

문학엘리트의 견해에 무작정 따르는 비평이 오가면 문학에 대한 상상

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진구는 「편견의 모순」이라는 작품을

통하여 편견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사실상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기 어렵

단 사실을 한 인물을 통해 서술하고자 했다. 이진구는 무엇이 편견인지

를 계속 고민하지만, 편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 어떠한 결정도 내

리지 못하고 있는 한 인물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문학엘리트의

판단과 조언들을 내면화한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이진구의 시도가 부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양혜진: 근데 여기서 ‘나’가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그게 없어요. 지향하고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편견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장애물도 없고 편견

을 싫어함으로 인해서 뭔가 행동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은…

이진구: 생각만 많은…

양혜진: 그렇긴 한데 그 생각이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아.

이진구: 사실 그것도 보여주고 싶었던…

양혜진: 근데 단편을 쓸 때는 어쨌든 그 화자, 이 중심인물이 뭔가를 헤쳐

나가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이진구가 자신의 주제에 알맞도록 고심하여 만들어낸 인물상이 무엇인

지, 왜 그러한 인물 성격으로 그려야 하는지를 설명하려 했으나, 양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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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대치된다는 이유로 이진구의 말을 단축하였

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의 비평 사이에서 문학엘리트의 수업 내용은 창

작자 개인이 해당 소설은 어떠한 소설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소견보다 더

욱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문학엘리트의 소견에 따라서만 소설을 평가하는 양상은 ‘순문학’과 서

사적 관심사가 다른 사람이 합평 모임에서 탈퇴하도록 만들었다. 강주희

는 ‘남부등단팟’ 5회차에 모임에 처음 참석했으며 자신은 등단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소설을 “취미로 쓰고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후 ‘남부등단

팟’ 모임에서 두 차례 자신의 작품을 발제하였고, 작품을 처음 발제하기

전에 자신은 “무거운 거를 전달하기보다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고, 단편소설을 쓰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강주희의 입장 전달에도 불구하고, ‘남부등단팟’ 구성원들은 ‘순문학’의

틀 안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물론 강주희의 글에 대하여 인물이나 문

장을 평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남부등단팟’ 구성원들은

강주희가 분명히 의사표시를 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순문학’의 기준에 맞

출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주현욱은 문학성이란 ‘삶의 진실’에서 나온다

는 ‘순문학’계의 담론을 끌어오며 소설에는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양혜진은 두 번의

발제 모두에서 강주희에게 단편을 쓸 것을 여러 번 권유하였다.

연구자는 “본인의 문장의 밀도에 대해서 단편으로 연습하는 게 저는

약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에 주목하였다. 양혜진은 ‘문장의

밀도’라는 ‘순문학’의 담론을 매개로 하여 강주희가 단편소설이라는 ‘순문

학’의 틀 안에 들어가도록 유도하였다. 강주희가 등단에 관심이 없음은

명백히 밝혔음에도 ‘순문학’의 담론으로만 강주희와 대화하려 시도한 것

이다. 주현욱은 한발 더 나아가 대학에서 창작 강의를 들은 적은 없는지

물었다. 문학에는 문학의 ‘작법’이 있는데, 강주희에게는 이에 관한 지식

이 없는 것 같다는 게 주현욱의 평가였다.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문학

엘리트’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주현욱의 논지였다.

이에 강주희는 두 차례의 발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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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남부등단팟’을 탈퇴하였다. 강주희는

모임에서 탈퇴하며 이에 대한 사과 표현을 해야 했고, 주현욱은 강주희

가 탈퇴한 후 온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할말하않”18)이라 말하며 그에 대

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러한 사태는 자신의 문학적 입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등단 준비

합평 모임에 참여하고자 한 강주희의 실수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입장을 알고도 합평 모임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였던 합평 모

임 구성원들이 합평 현장에서 보였던 태도 또한 문제가 없진 않은 것이

다. 이들은 강주희의 문학적 입장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상반되는 ‘순문학’계의 담론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비평을 남겼다. 모임

구성원들은 ‘순문학’계의 담론이나 형식이 보편타당한 것처럼 말했으며,

강주희에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재차 권유하였다.

생각해볼 지점은 ‘남부등단팟’에서 문학적 입장의 차이로 모임을 탈퇴

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가 연구를 시작

하기 얼마 전에도 SF 소설을 쓰던 한 창작자가 합평 모임을 탈퇴하는

일이 있었다. 이때에도 SF 소설 창작자는 탈퇴의 이유로 자신이 모임의

성격과 맞지 않음을 들었다. 이를 통해 ‘남부등단팟’이 생각하는 문학적

질서와는 다른 견해를 가진 창작자가 ‘남부등단팟’ 모임에 참여하려 할

때 적응하기 힘들 것임을 미리 알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강주희 소설에 대한 합평 활동에서 보인

태도를 볼 때, 이들은 ‘순문학’계와 문학적 입장이 다르다는 것에 대하여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

자들은 문학엘리트가 규정한 문학적 질서를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문학적 영역들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학엘리트가 신춘문예를 심사할 때에 중점으로 여긴 부분은 문장과

인물의 활용이었다. 연구참여자들 또한 소설다운 문장이 따로 존재한다

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소설이 하나의 작의에 따라 잘 읽히도록 ‘작동’하

18)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표현의 줄임말로 불만에 대하여 짧게 언급할 때 쓰
는 인터넷 신조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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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입체성을 띤 인물이 서사 중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

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합평 모임의 비평에 관한 연구자의 분석은 상당히 표층적일 수 있다.

이들이 지향하는 문학 세계의 심층질서에 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평 대상이 된 연구참여자의 문학작품 내용을 언급하는 비평들을

논문의 분석대상에서 최대한 배제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본 연구가

연구참여자의 문학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

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연구자가 확언할 수 있는 지점은 연구참여자들이 명제적 수

준에서 주고받는 비평들에서는 인물과 문장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

으며,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상당히 통일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점

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의 통일된 견해는 대부분 문학엘리트의

견해를 따르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연구참여자들이 비평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거나, 혹은 비

평자의 비평을 신뢰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에는 비평자 개인의 소설

쓴 이력, 소설에 대한 열의, 혹은 비평자의 꼼꼼함이나 지적인 태도 등

과는 다른 기준도 적용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합평 모임에서 비평

자의 위상은 문학엘리트와의 정례적인 관계를 통하여 얻은 상징자본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문학엘리트와 많은 접촉을 가진 비평자에게는 무언가

를 배운다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었으며, 비평 자리에서는 문학엘리트의

수업내용을 공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문학엘리트의 창작 방식을 따르

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이 재미있다고 느끼

지 않는 소설을 읽고 공부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문학엘리트들의

창작 방식을 일종의 ‘작법’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본받으려고 했고, 문학

엘리트의 방식과 다른 방식의 창작을 하려고 하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이라고 언급하며 주의를 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문학엘리트들의 사고방

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비평의 내용들도 경직되어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합평 모임 구성원들이 이러한 비평 내용의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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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창작에서 이루고

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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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자기 배려로서 ‘작가 되기’의 (불)가능성

1. 자기 경험적인 주제 선정

연구참여자들은 ‘문학작품’의 창작에 단순히 문학장에서의 위치 점하기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창작이라는 상징적 행

위 속에서 추구하는 의미에는 자기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신의 자아상을

성취하는 것 또한 포함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작가 되기’에는 분명히 명예에 대한 열망이 내재한다.

김승완은 연구자가 처음 현장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러한 열망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는 연구자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도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 “3년 내로 문학계를 씹어먹을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

하는 등, 문학을 통해 명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열망을 다소 지나치리만

큼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연구자는 그 당시 이들이 갖는 문학계의 명성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

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글벙’의 쉬는 시간 도중 질문을 던졌다. 이진구

에게는 등단을 어느 정도로 원하는지를 다른 재화나 명성 등과 비교하여

물어보았다. 등단의 기회와 10억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냐고 묻자,

50억이어도 안 바꾼다는 대답을 했다. 그리고 다시 연구자는 대형출판

사의 사장이 되어 문학계에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와 등단할 기회

를 맞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출판사 사장이 되고 혼자 자기충족을

위해 미발표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더라도, 이진구는 고민 해

보겠으나 등단이 더 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작가 되기’는 명예의 수단과는 다른 의미 또한 내재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소설을 통하여 자아를 성취하고자 하는 열

망 또한 강했다. 주현욱은 소설을 쓰는 이유가 자신에 대하여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다. 주현욱은 성인이 되어 자신에게 일정한 역할이

부여되면서, 자신의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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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설 쓰기를 선택하게 되었다.

주현욱의 사례는 한 개인에게 분절적 역할을 부여하는 ‘구조’와 개인에

게 자아의 일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징’ 행위를 구분하는 코

헨(1982)의 논의를 떠오르게끔 한다. 코헨은 여러 체계 속에서 부여받

은 ‘사회적 인격’만으로는 개인의 인격적 주체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상징적 행위를 통한 소통이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현욱은 구조를 통해 부여받은 사회적 인격 안에서 말하지 못하는 영역을

소설 쓰기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소통하고자 했다.

코헨은 자아의 위협은 인간 존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일어

난다고 보았다. 삶과 죽음, 행운과 불행, 건강과 질병, 성장과 쇠퇴등

자신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문제에 의하여 느끼는 혼돈과 위협감에 인간

은 취약하다. 성아정은 자신이 문학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바가 인생

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

신의 문학적 도전이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삶”, “불가해하게 느껴지는

생(生)”을 “어떻게든지 풀어보려는” 혹은 “해독하려는” 시도라고 정의 내

렸다. 성아정은 인간의 생애가 불가해하다고 느낀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성아정: 어릴 때는 마치 되고자 하면 될 수 있고,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고 생각했던 삶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고, 뭐랄까, 마치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드는 짐승처럼 불행 같은 것도 그렇게 찾아오고, 예측

할 수 없이. 또, 삶은 내가 개척한다고 하지만 마치 정해진 그렇게 되는 팔

자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모호하면서 복잡하고 난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해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성아정이 말하는 인생의 고난은 타인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고통에 관

한 서사였다. 성아정은 자신의 모든 소설은 “사실상 연작소설”이라고 밝

힌 바 있다. 이에 관하여 성아정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성

아정 자신의 변형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소설 쓰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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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삶의 불운에 대한 통합적 이해였

다. 성아정이 시도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상을 위협하는 삶의 불운을 “해

독”하여 안정화하는 것이었다.

김승완도 소설을 쓰는 이유의 핵심에는 ‘자기의 마음’에 관한 탐구에

있다고 말했다.

김승완: 글을 쓰는 목적은 다 복합적인 거지.

연구자: 그럼 그 안에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

김승완: 그냥 자기표현도 있고, 그냥 탐구하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고, 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연구자: 그럼 그 자기표현이 남들에게 자기를 알아달라고 표현하는 건가?

김승완: 아니지, 그냥 자기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지. 문학을 하면서 일어

나는 다양한 순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런 게 결국엔 다 목적이 되는

거지.

자기의 내면에 관한 탐구 혹은 안정적 자아상의 성취에 대한 연구참여

자들의 욕망은 강력했다. 소설의 기법에 관해서는 문학엘리트의 판단에

의존적이던 연구참여자들이었지만, 소설에서 쓰는 소재나 주제를 선정하

는 것만큼은 문학장의 현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참

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적인 주제로 소설의 내용을 채워서 안정적 자아상

의 성취를 이루는 것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듯했다.

지금부터 젊은작가상의 작품 해설과 심사평 속에서 드러난 문학장에서

인기를 끄는 주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연구참여자들은 이에 관해

어떤 관심을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연구자가 젊은작가상을 굳이 문단

의 관심사의 척도로 꼽은 이유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작가들은 김금

희, 박상영, 최은영, 백수린 등으로 대부분 젊은작가상에 의해 문단에

소개된 작가들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마주하는 문학장의 흐름에서 젊은

작가상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서점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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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20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제 11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이었을 만큼, 젊은작가상의 인기가 높기도 했다.19)

2020년대에 젊은작가상의 관심사는 여성주의가 되었다. 작품 해설 및

심사평에서 ‘여성’ 혹은 ‘여자’를 언급하는 빈도가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 2020년 작품 해설과 심사평에서 ‘여성’은

총 121회 등장하면서 젊은작가상 비평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되었다. 소설에 대한 비평문 모음에서 ‘여성’이 ‘소설(111회)’보다 자주

언급되었다. 2021년에는 ‘여성’이 60회 등장하며 10번째로 많이 등장했

다. ‘여성’의 언급은 줄어들었으나 동시에 여자가 57회 등장하여 여성 서

사에 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비평문들의 ‘여성’ 혹은 ‘여자’ 언급 횟수

이는 작품을 선정할 때 여성주의 관점이 들어간 소설을 선정하는 경향

의 영향이 크지만, 선정된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도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17년 상을 받은 최은미 작가

19)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611_000105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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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눈으로 만든 사람」의 경우, 작품의 주인공이 열한 살에 자신의 삼

촌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후 외음부의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소염진통

제와 항생제를 달고 살아왔다는 설정으로 시작된다. 작품은 주인공과 삼

촌, 그리고 그의 아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다루고 있다. 충분히 여성주

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비평에서는 여성주의적 관점

은 배제되어 있다. ‘여성’ 혹은 ‘여자’ 단어는 언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2020년의 비평에서는 많은 수의 소설에 대해 여성 서사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즉, 여성 서사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

라, 작품 해석에 있어서도 여성주의적 관점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연구자는 처음에 이러한 변화가 연구참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흐름과는 별개로

소설의 주제를 선정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주의가 강세인

2020년대 문학장에 진입하고자 하면서 여성주의에 대해 따로 공부를 해

볼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페미니즘’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

였다.

연구자는 여성 연구참여자였던 성아정, 양혜진과 함께 사담을 나누다

가 연구자가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한 적 있다. 하지만

성아정과 양혜진은 ‘페미니즘’에 관한 편견 어린 태도를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페미니즘’이 ‘메갈리아’나 ‘워마드’ 같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이

용자만의 관심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벌어지는 논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20대 이성애자 비혼 여성이었던 성아정과 양혜진의 삶

의 맥락 속에서 이해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성아정과 양혜진 모두

2020년과 2021년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에 묘사된 여성의 삶과는 거리

가 멀었다. 수록된 작품의 여성들은 중년 이상이거나, 동성애자이거나,

기혼인 여성의 서사가 대부분이었다. 자기 삶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자

아를 성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고민하는 창작자의 입장에 선 성아정과 양

혜진에게는 해당 작품집의 경향이 그리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듯했

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입장의 여성 사이의 연대보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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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삶에 대한 집중이었다.

연구자는 김승완에게 문학장에서 더 관심을 두는 주제로 소설을 쓰면

등단하거나, 등단 이후에 더 인기 있을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고 물어본

바 있었다. 하지만 김승완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쓰는 것이 ‘예술

가’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승완: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쓸 수 있고, 써야 되는 걸 써야 한다는 입장

이야. 쉽게 말하면 유행에 휘말리지 않는 거지. 그게 작가고, 예술가가 아

니겠니. 나는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쓰는 거지. 내가 겪었고, 내가

느끼는 정서랑, 이런 걸 써주면 되는 것 같은데.

연구참여자들은 소설이 기술적으로 어떤 형식을 띠어야 하는지에 관련

해서는 문학엘리트의 문학관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했으나, 소설에서 어

떤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련해서는 문학엘리트의 감식안에 비판적

견해를 유지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문학장에서 흥행하는 주제를 배우는

것에는 무관심하였으며, 자신이 심적으로 겪는 일을 소설로 표현해내는

작업에 더 관심을 두었다.

2. 글쓰기를 통한 삶의 재조정

연구참여자들은 소설을 창작해나갈수록 자신이 표현해내고자 하는 바

에 대한 애착이 강해졌다고 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경향을 김승완을 통

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김승완은 연구 초기만 하더라도 “그냥 막

전개시켜 본다”는 태도로 소설을 쓰고 있었다. 당시 김승완은 소설을 처

음 써보는 초심자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요

즘 관심이 있는 대상이 무엇이며, 그것의 어떤 부분을 발상으로 하여 소

설을 쓰려고 한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김승완은 자신의 관심사를 작품

에 관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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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신의 소설에 점점 더 애착을 가지게끔 하는 요인들에는 무

엇이 있을까? 이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소설에 무엇을 표현

하려 하였는지, 그리고 표현 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

이었는지에 관하여 ‘남부등단팟’ 구성원인 이진구의 「어느 침실의 이야

기」 작성 과정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연구참여자들의 소설 창작 내용은 자

신이 처한 삶의 고난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소설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그려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현욱은 한 지

방대 출신의 청년이 계급화된 ‘대기업 직원-중소기업 직원’ 구조 속에서

패배감을 얻고 로또에만 몰두한다는 내용으로 쓰인 연구자의 소설을 읽

은 적이 있다. 그는 “경한님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 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 진출이 어렵고,

이 작품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제 결이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라고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어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특히 90년대생이 느끼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일단 문

제의식은 굉장히 잘 잡았고”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와 더불어 그는 빕슷한 주제를 자신도 다루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느끼

는 어떤 어려움, 갈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도준이

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려내고자 노력했고, 저는 그래도 뭐랄까 등단작

내지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물론 부족한 점들이 보이지만, 그런 문제의

식과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게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로 다음 모임 때, 지방대 출신

청년의 이야기를 써왔다. 그는 그 합평을 이어나가는 도중, 주인공처럼

지방대 출신 청년인 자신의 감정이 많이 이입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어느 침실의 이야기」는 이진구가 취업준비생이었던 시절,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는 한 지방대 출신 청년에 관한 소설이다. 주인공이 처한

입장은 이진구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였다. 이 소설을 따라가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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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의 평시 생각이 많이 응축되었던 서사임을 알 수 있었다.

「어느 침실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병실에 입원한 모습부터 시작한

다. 그의 얼굴은 침울하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죽은 사람이 표정

을 짓는다면 이런 얼굴을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 이러한 그는 병실

에서 커튼을 치고 누워있으면서 고립감과 절망감을 느낀다.

목발을 세워두고 다시 커튼을 쳤다. 그리고선 마치 남의 다리인 양 양손

으로 오른쪽 다리를 잡고 침대에 얹었다. 나머지 다리도 침대에 얹고서야

누울 수 있었다. 화장실 한 번 다녀오는 게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참

고단했다. 주위를 둘러싼 얇은 벽은 시체의 표정을 한 나를 감췄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된 듯한 좁은 천장은 이 세상이 내 전부라고 착각하게 했

다. 묘한 안정감이 들었다. 동시에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어느 침실의 이야기」 중

이진구에 따르면 주인공의 고립감은 병원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취

업준비생이라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느끼게 된 감정이 병실에서 심화된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취업준비생은 병상의 좁은 천

장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진구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 문단에서 이진구는 최대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 자신의 고립감과

절망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는 문장력을 “다채로운 어휘나 묘사 방식

을 쓰면서도 그것이 지나치게 안 어울리는 곳이 아니라 적절한 곳에서

적절하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생각의 실현은 그가 자신

의 감정을 더 깊이 있게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병상의 좁은 천장을 두고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표현을 생각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사회적으로 느끼는 위축감 때문이라는 것을 되새김질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사에서 주인공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데에는 취업

준비생이라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설움과 관련이 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얼큰히 취해 집에 들어오셨다.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나를 보자마자 나이 먹고 제 몫을 못하는 사회부적응자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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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셨다. 사회부적응자, 나를 향해서는 처음 듣는 단어였다. 이때까지

친구 관계나 학교, 아르바이트 등에서 모두와 잘 지내던 나였기에 그런 말

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듣고 나니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무엇보다 아버지

는 결코 술김에 나에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나는 나가겠다고

소리치고서 지갑과 스마트폰, 키만 챙겨서 여느 때처럼 한강을 향했다.

-「어느 침실의 이야기」 중

이후 주인공은 한강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친구들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한다. 그러나 친구들이 다음날 출근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말을 하자

주인공은 취업을 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 그러다가 주인공은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바다를 향해 간다. 하

지만 주인공은 자동차와 사고가 나서 오른쪽 다리에 큰 외상을 입고 병

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진구는 주인공이 겪는 취업난이 “스펙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겨나게

됐다고 생각한다.

이진구: 너무 상향평준화가 되어있는 시대라서. 근데 이게 어느쪽이 시작

인지는 모르겠어, 학생들이,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스펙을 쌓

음으로써 경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

의 사람을 뽑고 싶어한다는 느낌, 그래서 그렇게 유도가 된 건지. 닭인지

달걀인지 느낌인데, 시작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상향평준화가 되었

고, 거기를 쫓아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아무래도 힘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지.

이러한 “스펙 인플레이션”의 시대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스펙 중 하나인

출신대학을 계속 의식한다.

부끄럽게도 삼류 지방대를 나오고 사회부적응자로 살아가는 모습까지 공

개했다.

-「어느 침실의 이야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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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인플레이션”의 시대의 지방대학 출신자라는 설정은 이 글을 썼을

당시 이진구의 상황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겪는 설움

은 당시 이진구가 겪었던 곤경과 어느 정도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참여관찰 도중 “스펙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이진구가 취직을 위해 스펙

에 대해 늘 신경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스펙을 쌓기 위해 합평모임

에 종종 빠지기도 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을 가장 괴롭게 하는 건 취

업에 대해 주변인이 주는 압박감이다.

수십 개의 자기소개서를 넣고도 서류합격조차 하지 못한 답답함 속에서

자유로운 과거의 추억에 젖기 마련이었다. 합격하지 못한 것에 제일 속상

한 것은 나임에도 나를 힐난하는 부모님,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말

이 통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만 내게 전했다. 그럴 때면

더욱 대학생 때처럼 아르바이트나 하고 공기의 저항과 몸의 싸늘함을 느끼

며 바다에 가고 싶었다.

-「어느 침실의 이야기」 중

주인공은 이러한 부모님의 태도에 대해 불만이 많다. 병원에 입원하게

된 주인공을 혼내자, 주인공은 “저들에겐 내가 시체로 발견될 때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까지 한다. 주인공은 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형님’과 아버지를 대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항상 내 의견을 존중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다.

-「어느 침실의 이야기」 중

그가 소설에 이러한 상황을 쓰게 된 것은 실제 그가 취업준비생 기간

에 겪었던, 가족과의 갈등과 관련이 있다. 그는 소설 주인공의 부모님에

관하여 묻자, 자신의 부모님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진구: 부모님은, 일단 우리 부모님이 기준에 가깝긴 해. 똑같다라고는 안

하는데, 그 바탕으로 무언가 조금 더 가미를 한 거지. 좀 더 극단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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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어떻게 보면.

이진구는 소설 속의 부모님에 대해 “요구만 하는 부모님”이라고 비판하

기도 한다. 주인공의 고민이나 주인공이 하고 싶은 바에 대해서 깊이 있

게 상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주인공을 위한 길만을 강

조하는 부모님이라는 것이다.

이진구: 부모님 말씀이 주인공을 위한 말일 수도 있는데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도 주인공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 주인공이

잘 되길 바라는 것도 주인공을 위하는 길이고. 그런데 그 둘은 상반될 수

도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어떤 게 주인공을 좀더 위한 길일까. 생각을

조금 해보시는 게, 조금.

이진구는 세상에 이런 부모님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소

설 속의 부모님 같은 부모됨에 대한 불만을 약간 표출했다.

이진구: 물론 다양한 부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말

하는 것도, 진짜 친구 같은 부모님도 계시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렇

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이 뒷전인 부모님도 계시고 다 다양

한데…

그는 부모님이 당장 취업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압력 자체가 취준생

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다.

이진구: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은 될 것도 안된다는 흔한 말이 있잖아.

자식을 제일 응원해줘야 할 사람이, 제일 압박을 하는 중이지 않았을까.

주인공이 바라는 삶, 혹은 이진구가 바라는 삶은 여유가 있는 삶이다.

어떠한 강렬한 열망이 있는 삶이 아니라, 압박감을 받지 않는 편안한 삶

을 살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스펙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이러

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어간다.



95

이진구: 이 캐릭터는 욕망이 그냥 없는 거야. 성격이 좀 그렇잖아. 욕망이

없는 타입. 그렇게 설정을 한 이유. 사실은 그런 부분은 나를 비추어서 만

든 거긴 해. 좀더 소중한 삶을 사는 데에 비중을 두고 싶었고, 그래서 욕망

을 없게 만든 게 큰데, 나를 비추어서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욕망이 있

는 사람들은, 취업을 잘 했을 거야. 그런데 나도 그런 성격이지만, 분명히

이런 성격의 사람도 있을 거야.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취업에 대한 열망

이 있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해서 적당한 삶을 살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러

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들이 힘들어할 거야.

이러한 압박은 취업준비생을 불안으로 몰아넣는다. 이진구는 계속되는

불안감을 호소한다.

이진구: 너무 불안감을 안고 있어. 어차피, 그 불안감이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불안감이 아닌데.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쉴 때는 쉬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는데, 나는 그 불안감을 안

고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조금.

이진구는 이러한 불안감이 취업에 지나친 경쟁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

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관용이 없이 특정한 가치를 갖게끔 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넣는다고 보았다.

이진구: 경쟁만 엄청 시키잖아. 우리에게 취업 압박을 주는 건 부모님이

아니라 사회일 수도 있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진구는 심각한 피로감에 시달린다. 그는 자신

이 자포자기의 상태라고도 말한다. 이진구는 인터뷰를 진행할 당시에는

자신의 모교 도서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진구는 이 취업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리라 생각하면서도, 취업준비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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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나는 포기한 걸지도 몰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은 계약직이

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나보다 일 년 일찍 들어

온 친구가 있어. 마찬가지로 일 년 일찍 계약 기간이 끝나고,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중에 취업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지원을 넣

고 있는데, 맨날 자소서를 쓰고 지원을 넣고 있는데도, 진짜 수십 통을 넣

은 것 같은 데도 한 번을 못 붙어가지고, 지금, 내가 그걸 보면은 내가 저

렇게까지 노력을 해야되나? 내가 수십 통을 써서 노력을 해서 뭐 뽑히지

않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 그걸 이겨내는 사람은 결국에 취업을

하겠지. 될 때까지 넣으니까. 하지만 나는 좌절할 것 같아, 수십 통을 쓰고

나면, 나도 취업 준비를 결국에 고민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주변을 보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할까.

취업준비생이라는 자신의 상황은 ‘스펙’에 대한 강박과 일상생활을 즐

기기 힘들도록 만들며, 지속적인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런 취

업준비생이라는 상황에서 압박을 느끼는 것은 이진구이면서도, 이진구가

쓴 소설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진구는 이러한 소설을 씀으로

써 취업준비생이라는 상황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일

까? 이진구가 쓴 소설은 취업준비생에게 압박과 긴장감을 조금씩 벗어

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으로 쓰였다. 주인공이 입원하게 된 병실이 성장

의 공간이 되어준 것이다.

이진구의 소설에서는 어느날, 옆자리의 남자가 주인공에게 말을 건다.

남자는 병원 밥이 맛이 없으니 같이 맛있는 걸 시켜먹자고 제안한다. 처

음에 주인공은 부담스러워서 피하였다. 남자는 병실의 아이와도 친하게

지내고, 어르신과도 친하게 지낸다. 주인공은 그러한 그와 같이 밥을 먹

기 시작하며 그를 형님으로 부른다. 주인공은 형님과 서로의 인생에 관

한 이야기를 한다. 형님은 성공한 주식 부자였다. 주인공은 그가 병원에

서 생활하는 게 안타깝긴 했으나, 그가 결국 밖에 돌아가 찬란한 삶을

살리라 생각하여 약간의 부러움도 느낀다.

형님은 주인공의 인생에 대해 듣고는 조언을 해준다. “내가 이곳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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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주었다.” 형님

은 항상 주인공의 의견을 존중해주었다. 이러한 형님과의 관계에서 주인

공은 삶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회복한다. 부모님이 바로 옆에서 압박을

하는 상황을 벗어나서 차근히 앞날을 고민한 주인공은 “나가서 내 삶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도” 한다.

형님의 호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을 발한다. 병실의 어르신은 시각

장애인인데, 답답할까봐 말동무를 해드린다. 형님은 시각장애인인 자신

의 아버지가 생각나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한다. 옆자리의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아이가 수술하러 가기 싫다고 떼를 쓰자, 수술을 하고 오

면 게임 칩을 하나 주겠다며 구슬렸다. 주인공은 “이 침실에서 저 사람

에게 구원받는 건 나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새벽에 요란한 바퀴 소리가 난다. 커튼을 열자 시체처럼 힘

이 없는 몸이 실려 나간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형님이 자리

에 없었다. 형님의 침대로 가자 형님의 아내는 형님이 여기에 없다고 했

다. 그러고선 형님에게 부탁받았다며, 아이에게 약속했던 게임을 전해달

라고 했다.

주인공은 절망한다. “달리고 싶었다. 달리다가 도착한 곳이 바다가 아

니라 여기지만, 다시 달리고 싶었다. 꽃이 잔뜩 핀 따뜻한 봄에 혼자서

살을 에는 추위를 느끼고 싶었다. 한강이라도 가고 싶었다”라고 생각하

며.

주인공은 어르신에게 말을 건넨다. 어르신은 주인공에게 형님이 여태

껏 바깥의 풍경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며, 대신 바깥의 풍경을 말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어제는 형님이 어르신에게 꽃이 피고 젊은 남녀가 함

께 걸어가는 모습을 묘사해주었다며, 오늘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창밖의 풍경은 온통 갈색 벽이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형님의 사려깊음에 다시 한 번 전율을 느낀다.

이진구의 「어느 침실의 이야기」는 병실을 침실로 명명하며,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묘사했다. 이진

구는 주인공에게 오히려 병실보다 자신의 집이 더 암울한 공간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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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했다. 취업준비생이라는 절망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진구: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는데, 취업 준비를 하잖아. 이 친구

는 취업 준비를 하는 상황이 보편적인 병실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 압박

을 받고 암울한 거지. 그걸 좀더 밝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동시에

집에서 압박을 받으며 취업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일 수도 있어, 이

공간이. 그래서 그거를 침실로 표현한 것 같아.

이진구는 병실 생활을 통해 주인공이 성장하였다고 보았다.

이진구: 마음의 여유를 조금 가지게 되었다. 조금 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딱 그건 거 같아. 조금 더 성장하고, 한 발 내딛을 준비

가 된 정도. 잃어버린 의욕을 되찾은 느낌이지.

이진구는 이와 같은 성장의 이유를 두 가지로 말했다. 첫째로는 부모

님이 바로 앞에서 닦달하지 않으니 마음의 여유를 잠시 가질 수 있었다

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성장의

이유 중 두 번째 이유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진구는 형님과

의 관계를 통하여 주인공이 성장했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주인공이 형

님과 인생에 대하여 상담을 하면서 인생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되었음을

꼽았다.

이진구는 형님이 자신의 인생의 최후반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바통을 넘겨주려 했다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썼다고 말했다. 이러한

바통 넘기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현실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진구는 마지막 장면에서 형님이 갈색 벽을

두고도 어르신에게 꽃이 피는 광경에 대해 말해주었다는 것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이진구: 갈색 벽을 현실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아름답게 세상을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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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아닐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여

기서는 갈색 벽을 좋은 풍경으로 말해드린 거지만, 이 꼬마한테 게임칩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아름

다운 현실을을 보여준 게 아닐까. 이니, 이걸로 끝내서 그렇지 사실 그거

야. 그 형님이라는 분이 한 명 한 명에게 해준 것의 마지막 부분인 거지.

그거를 주인공이 알아챈 것뿐인데, 갈색 벽이라는 갑갑하고 딱딱하게 된

현실을 좀더 아름답게 바라보자.

즉, 갈색 벽은 형님이 병실에서 하고자 했던 일 전반에 대한 대유로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한 노

력이 형님이 의도한 바였던 것이다. 이진구가 소설 쓰기 과정을 통해 자

신에게 되뇌고 싶었던 바였다. 이진구는 소설에서 쓰고자 했던 바에 대

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진구: 어쩌면 지금의 나한테 해줘야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너

무 전력으로 달려서 취업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뭐 그냥 날씨 좋은 날의 하

늘, 날씨 좋은 날의 맑은 하늘 같은 것도 보고, 꽃도 좀 둘러보고, 그 하나

에 몰두해서 얽매이지 말고 기분을 전환시켜줄 만한 조금 긍정적인 다른

무언가, 취업이랑 관계가 없는 거여도 좋으니까,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다가

오는 무언가를 한 번씩 보면서 숨을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진구에게 「어느 침실의 이야기」에서 ‘형님’을 그려내는 일은 그러

한 삶의 태도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해보는 절차였을 것이다. 이진구

는 문학장의 규범에 따라 ‘형님’에게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

를 보여주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 역할 수행은 ‘형님’의 입으로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로 가르치는 과정이 아니라, ‘형님’의 행동을 통

하여 보여주는 과정이었다. 이진구는 그 과정을 잘 수행해내기 위해 다

른 방식으로 삶의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 했을 것이다.

이진구는 자신을 투영한 캐릭터와 그 반대의 삶의 자세를 지닌 ‘형님’

을 그려내면서 삶의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지향하고 싶은 마음가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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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

들에게 소설 쓰기 작업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어떠한 사고방

식을 취할지, 혹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할지 다시 한번 사고하

게 하는 일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소설 쓰기는 각자 자신의 처한 내면의 고난에 관해 주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앞선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모순적 역할 속에서의

인격적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 혹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

의 불운에 관한 감정을 처리하기 위한 시도일 것이다. 이 처리 과정은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여 현재 자신의 사고와 판단, 행동하는 양식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고 문제시할 수 있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소

설 쓰기는 자기 배려의 과정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소설을 유통시키고 싶어 했다. 이는

앞선 절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문학적 명성에 대한 열망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작가 되기’의 욕망에는 자신이 삶과 고난을 이해하는 방

식을 발전시키고 타인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제되어 있었다.

성아정은 문학을 정의해달라고 하자, “내가 보는 세상은 이런데, 어떻

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당신들의 세상은? 하고 이

렇게 물어보는 창구 같은 거”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세계

관의 전파만을 뜻하지는 않았다. 성아정은 “상처를 받고 그것을 극복한

자”만이 작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의 자아

유지 난관의 극복을 도와주는 한 가지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소설 쓰기 혹은 ‘작가 되기’ 과정에서 삶에 대한 메시지가 실릴

수 있었던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 문학장의 규범

을 수용하였던 덕분이었다. 문장에 대한 고민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자

신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또

한, 자신과 다른 삶의 태도를 지닌 인물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상상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을지 고민

을 담는 역할도 했다.



101

부르디외가 논한 문학장과 관련한 논의는 장 내부의 “위치취하기”(부르

디외 1999: 305) 혹은 “문학적 합법성의 독점”(Ibid: 296)과 같이 장

내부의 투쟁에 집중되어졌다. 이에 따라, 문학적 실천이 목표하는 바가

사회적 관계의 공간 내에서 상징자본을 획득하려는 의지만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코헨(1982: 32)은 “인격적 주체성, 혹은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투쟁” 혹은 “삶과 죽음, 행·불행과 같은

인간 존재의 영원한 문제에 대한 인간의 관심”이 상징적 행위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연구자가 발견한 소설 쓰기 행위의 근저에는 자신의 주

체성을 성취하고 유지시키는 동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의 고난 속에서, 소설 쓰기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

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고 재조정하

려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3. 소통에의 열망과 절망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문학 작품이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바랐다. 이

러한 바람은 단순히 창작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 이상의 정성을 쏟도록

하고 있었다. 양혜진과 김승완은 자신의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작 이외에도 다양한 공을 들이고 있었다.

양혜진은 메일링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었다. 메일링 서비스란 매주 정

해진 요일에 자신의 글을 사람들의 메일함으로 발송하고 돈을 받는 서비

스다. 양혜진은 매주 3번 A4용지 2장 분량의 소설이나 에세이를 자신의

구독자에게 발송하였다. 양혜진은 메일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창

작 이외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가 애를 쓰는 부분 중 하나는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일이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었다. 인스타그

램을 통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그에게는 버거운 일이었는

데, 인스타그램의 특성상 사진을 계속해서 올려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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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떤 사진을 찍을지 늘 고민해야 하는 일이 버겁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사진을 찍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이용자에게 매력적으

로 전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진에 특수효과를 넣기 위하여 이틀에

걸쳐 유튜브를 보고 배워 따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양혜진은 이러한 홍보 행위의 동기에 대하여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얻

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가 학원에서 정규직 강사를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글쓰기에 방해된다

는 이유로 학원 강사를 그만둔 것을 보았을 때, 메일링 서비스만이 그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다. 그보다 메일링 서비스는

자신이 선망하는 문학 작품 창작을 통하여 ‘먹고 살’ 수 있는 대안적 방

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을 보며 그가 매달리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윤

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가 매달리는 것은 창작 활동을 전업으로

할 수 있는 미래였다.

그가 창작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이유에는 자신의 창작물을 통하여 세

상과 소통한다는 것에 관한 열망이 있었다. 그는 소설 창작 작업을 통하

여 자신이 겪어본 편견과 관련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보는 것이 자신

의 창작에 관한 철학이라고 말했다. 그가 다른 경제활동을 거부하면서까

지 창작을 통해 경제활동에 미래를 거는 데에는 경제적 동기 이외에 이

러한 소통에의 욕구가 있는 것이다. 양혜진은 소통에의 욕구를 현실화하

기 위하여 창작뿐만 아니라, 홍보나 세무 등 자신이 번거로워하는 활동

을 직접 배워나가며 개척해나갔다.

김승완은 독립출판을 통하여 독자를 확보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김승

완은 스스로 자신의 문집을 출판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판로를 모색하

고자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사비를 들여야만 했다. 그는 문집

의 표지와 레이아웃을 디자인하기 위하여 디자이너를 고용해야 했고, 인

쇄 또한 직접 돈을 들여서 진행하였다.

그는 이 작업의 주목적을 자기 기록용이라고 했지만, 그가 자신의 사

비를 들여 여러 부를 인쇄했다는 점에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은 분

명해 보였다. 그도 혹시 독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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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 진행했다고 하였다. 자신의 메모장에 남겨져 있거나 노트북에 저

장되어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읽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의 생각

이었다.

그가 문집 출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은 소통이었다. 그는 문학

작품을 책으로 남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고 생각했다. 그는 문학 작품을 통하여 소통하는 것이

일상에서 음성언어를 통하여 소통하는 것보다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

다고 믿고 있었다. 문학을 통하여서만 전달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기록’

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이 독자의 사고를

기르게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말했다.

이러한 소통에의 열망은 그가 자신의 문집을 상업화하는 데에 실패했

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다음 문집 출판에 관한 준비

를 하도록 했다. 그는 다음 문집을 독립출판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 표지

디자인을 하겠다며, 수강료를 내고 ‘인디자인’ 프로그램 사용을 배우러

다니기도 했다. 문집이 자신만을 위한 보존용 자료라면 겉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가 지향하는 바가 자신의

작품이 독자에게 읽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명확해보였다.

이처럼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등단하지 못한 채로는 자신의 문학작품이

지면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안적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도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삶에 대한 자기 생각을 소통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등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문학 작품이 읽히

게 하는 것은 어려워보였다. 메일링 서비스, 독립출판과 같이 정규출판

혹은 문예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독자를 얻을 수 있는 대안적 경로를 선

택하려 해도, 독자에게는 등단 경력이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양혜진은 메일링 서비스를 시도하는 다른 사람들의 SNS를 관찰하며

소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양혜진이 관찰하기에 등단 경력이 있는 사람

의 SNS를 살피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호응한다는 것이었다. 양혜진

의 관찰이 어느 정도 편견에 기반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메일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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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사람들이 SNS에 자신의 등단 경력을 언급한다는 사실은 메일

링 서비스 시장에서도 등단 경력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방

증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벗어나려 하더라도 문학엘리트의 인정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문학적 소통을 이루기 위해 얻을 수

있는 독자는 오로지 같이 비평을 주고받는 합평 모임 구성원들뿐이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이 진행하던 합평 모임은 모두 만들어진지 8개월

정도 지난 이후 해체되었다. 각자가 가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을 들어

모임이 해체되었으나, 라포가 형성된 연구참여자들은 면담 과정에서는

다른 이유를 말했다. 비평이라는 과정 자체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지면서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아정과 김승완은 그 이유로 비평 행위가 가지는 경직성을 예로 들었

다. 비평 내용 자체의 상투성이 자신의 문학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성아정: 문학이라는 게 사실, 자기 지면에서 쓰는 논리가 맞는 거라고 생

각하거든. 밀란 쿤데라는 밀란 쿤데라답게 쓰는 게 그 논리에 맞는 거고,

윤동주는 윤동주가 쓰는 지면에선 윤동주 논리가 맞다는 거지. (중략) 윤

동주가 윤동주 스타일, 윤동주 논리대로 쓰는 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에요, 말하는 건 좀 아닌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결국

에는 (중략) 이게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이 소설에서 이렇게 쓰는 게 어울

리냐 안 어울리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

김승완: 기술적으로 배울 거면은 (중략) 솔직히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기

술적인 거는. 솔직히 기술적인 거는 별 거 없어. (중략) 기술적으로 배운다

고 접근하는 순간에 뭔가 내용이 산으로 가는 거 같은데.

김승완은 기술적 내용만을 강조하는 비평 행위에 대해 ‘가짜 합평’이라

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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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완: (‘가짜 합평’에 대해 상세히 말해달라 묻자) 읽고 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합평. (중략) 싫은 소리는 누구나 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거

를 뻔히 상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건 누구나 다 한단

말이지. (중략) 좋은 합평이라 하면 (중략) 대안점이 뭐냐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이들이 합평 모임에서 나오게 된 불만 사항의 요지는 비평

의 내용이 모두 ‘기술적’이기만 하며, 자신만의 ‘스타일’ 혹은 자신만의

‘논리’를 살려주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는 기술적인 내용보다

는 자신의 스타일을 확립하기 위하여 ‘대안점’을 확립하는 일이었다.

이들이 모임을 해체하면서까지 추구하였던 자신만의 ‘스타일’은 합평

모임이 주는 기술적 문제 보완보다 소설가로서의 성공을 담보하여 주는

가? 그렇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례로, 문학공모전 심사에

서 ‘독창성’, ‘신선함’ 등은 심사 요소로 뽑히지만, 전반적으로 합평 모임

에서 주로 등장하는 기술적 비평에 따라 ‘안정성’을 획득하는 것이 더 유

리한 경향을 보였다.

본심위원들은 오랜 논의 끝에 방미현의 '봄, 달'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지나치게 예상 가능하고 무난한 서사여서 아쉬움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작품이 보여준 차분한 안정감을 믿어보기로 했다.

-2018 매일신문 신춘문예 심사평

‘넥타이를 맨 사나이는 왜 산으로 갔나’는 사실 흠이 있다. 특히 소재나 구

성 역시 매우 평범하며, 그것은 막판 마지막까지 그러하다는 점이 ‘후계자

에 대하여’와 마지막까지 고민하게 한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

품을 선택한 것은 소설이라는 본연을 생각하고, 또 비교적 무난했기 때문

이다. 구성과 언어적 형상화, 상투적이지만 안정된 이야기 선을 넘어서지

않으려 했던 자기 절제가 그것이다.

-2019 광남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다음 두 사례는 기술적인 보완을 통하여 획득한 ‘안정성’이 자신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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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을 살린 ‘독창성’, ‘신선함’보다 극명한 중요도를 지녔던 경우다.

이러한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설가로서의 성공만을 위해서라면

합평 모임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합평 현장에서 자신들의 글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김승완은 합평 현장에 대해 실망한 이유로 “그

사람(발표 작가)이 하고 싶은 거나 보여주고 싶은 거”를 발견하고 “뭔가

를 잘못된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으면 설명을 자기 방식대로 하고 대

안을 한 번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그냥 별로예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했다. 자신의 지향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에 관한 고민을 나눌 상대를 바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연구 후반부로 갈수록 기존의 문학 체계의 스타

일 자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연구 후반부에도 연구참여

자들은 ‘순문학’과는 다른 문학관을 추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연구자는 ‘순문학’과는 다른 문학관을 가진 문예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청년 문학 단체가 인터넷에 자신의 단체를 홍보하는

글을 보고 이를 성아정, 연구자, 그리고 김승완이 있던 온라인 메신저로

공유한 바 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여러분은 문학을 좋아하시나요? 그럼 한국문학의 현실에 만족하시나요?

우리 모두는 문학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의 문단은 너무 고고하려 듭니다. 접근성도 좋지 못하고 권위만을 내세우

며 점점 대중들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현재 한국문학을 비평하고, 재미있는 문학, 자유로운 상상

력이 깃든 소설을 씁니다.

우리는 현재 소위 '순문학'이 대중에게 외면당하게 된 현실을 직시하고

'접근성 좋은 문학', '읽기 쉽고 재미있는 문학'을 지향합니다. (중략) 우

리는 ‘순문학’의 영토를 다시 넓히고 문학의 본질인 서사와 자유로운 상상

에 집중하는 소설을 씁니다.

성아정은 “흠... 문학이 어렵다며 대중에게 쉬운 문학을 지향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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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승완은 사이비인 것 같다며 연구자에게

그 단체에 관심을 쓰지 말라고 했다. 김승완은 “그냥 되게 앞뒤 안 맞구

내가 첨 할때처럼 치기 어린 생각 같아 혹은 사이비거나”라고 평가하였

다.

이처럼 이들은 상투적으로 되어버린 비평 행위에 관하여서는 불만을

가지기도 했으나, 그에 내재된 문학엘리트들의 문학관 자체를 부정적으

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었다. 더욱이 이들이 합평을 부정적으로 인식하

기 시작했다는 시점에 이들이 했던 비평을 다시 확인해보았을 때, 그 이

전의 비평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사실상 비평에

내재하는 문학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이 경직된 비평을 받는 것에 관해 갖는 불만은 이보다는

자신의 작품이 제대로 읽히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 때문

으로 보였다. 연구자가 김승완과 함께 참여한 합평 모임에서는 모두 “그

냥 별로예요”라는 발언이 나온 적은 없었다. 따라서 “그냥 별로예요”는

그가 실제로 들은 합평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받아들인 합평 모임의 분위

기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작품이 무성의하게 비난당한다고 여긴

것이다. 성아정도 이와 유사하게 작품의 비평 행위를 받아들였는데, 합

평을 통하여 “작품 하나가 난도질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문학을 창작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읽어주는 독자가

없는 환경은 일부 연구참여자를 절망에 빠뜨리게 했다. 성아정은 연구

기간 내내 종종 자신이 ‘재능’이 없는 것은 아니냐고 물으며 걱정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이에 연구자는 면담 도중 성아정에게 문학적 ‘재능’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물어보았다. 성아정은 문학적 재능은 ‘삶의 진실’을 발

견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작가’로 등단을 하지 않으면 독자를 얻기 힘든 환경에서는 성

아정이 소설 속에 담고자 했던 ‘삶의 진실’을 아무도 읽어보려 않았다.

문학적 작품을 문학엘리트의 판단 기준에만 따라 읽어나가는 합평 모임

활동은 성아정이 문학을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열망을 좌절감으로 변화

시켰다. 성아정은 합평 모임에서 자신이 소통하고자 했던 바에 관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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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읽어보려 하지 않은 채, 문학엘리트이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문

제점을 지적하는 비평을 들을 때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사석

에서 연구자에게 자신의 글을 제대로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는 소망을 여러 번 말한 바 있었다.

성아정은 제주 해녀를 다룬 다큐멘터리 ‘물숨’을 보았던 해녀의 사고관

에 비유하며 자신이 느꼈던 문학적 ‘재능’에 관한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성아정: 다큐멘터리 중에 ‘물숨’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 해녀들의 이야

기인데, 해녀들은 해녀들이 하는 말이 있어. 해녀는 날 때부터 갈 수 있는

물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능력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숨을 얼

마나 참을 수 있을지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말이야. 잘 참는 애

들은 깊은 바다 가는 거고, 고만고만하다 보면 너무 깊지도 얕지도 않은

바다 가서 물질 하는 거고. 숨 못 참는 애들은 종아리깨밖에 안 오는 그런

데가서 물질을 한데, 난 그걸 인상 깊게 보고 저것도 문학적 재능과 다를

게 없다. 날 때부터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을 거고 나는 어

쩌면 너무 깊지도 얕지도 않는 물은커녕 종아리깨밖에 오지 않는 물에서

물질할 수밖에 없는 작가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어.

연구자는 이와 같은 절망감의 원인이 등단 실패의 경험이 쌓여서 그런

것이 아닌지를 물어보았다. 하지만 성아정은 등단 실패의 경험은 자신이

재능이 없다는 절망감을 재확인하는 절차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가 자신이 재능이 없다고 여긴 것은 자신이 발견한 ‘삶의 진실’이 얕은

수준의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다.

분명한 것은 개개인이 발견한 삶에서의 통찰은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

이다. 이에, 연구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발견한 ‘삶의 진실’이

얕은 수준의 것이라는 절망감이 생성되게 된 환경이다. 자신이 생각한

삶의 진리를 발설했을 때, 그에 관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사람

은 절망하기 마련이다. 하물며 성아정은 자신의 깨달음을 소설이라는 정

교한 형태로 만들어내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성아정이

절망감을 내면화하게 된 원인으로 부정의 형태를 띤 문화자본 교류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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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띤 합평 모임 환경을 지목하고자 한다.

인물을 형상화하는 방식, 문장을 쓰는 방식 등에서 문학엘리트들의 가

르침을 그대로 따르려 하던 모습과는 달리, 연구참여자들은 작품의 주제

의식만큼은 자신 나름의 관점을 유지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쓰는 문학 작품의 주제만큼은 자신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깨달았던 바를

유지하려고 했다.

소설의 내용은 자신이 겪는 삶의 고난에 관한 내용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이진구의 「어느 침실의 이야기」를 분석해보았

다. 그 안에는 일종의 사회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준비생의 현실

이 담겨있었는데, 이는 당시 이진구가 겪고 있었던 고난의 내용이기도

했다. 이진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장을 숙고해내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가 가능해졌다. 또한, 그가 생각하는 대안적 삶의 자

세를 ‘형님’이라는 구체적인 인물로 형상화해내며, 삶의 태도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소설 쓰기의 과정은 일종의 자기 배려 과정이

었으며, 자기 배려는 문학장의 규칙을 내면화했기에 가능했다. 연구참여

자들은 자기 배려의 결과로 얻게 된 삶에 대한 통찰을 문학작품을 매개

로 소통하고 싶어했다.

문학작품을 통한 소통에의 열망은 일부 연구참여자들에게 독자를 찾는

다른 대안적 방법들을 모색하게끔 했다.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참

여자들은 글을 통하여 소통하는 미래가 도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신

의 사비를 들여 책을 인쇄하거나, 자신의 서비스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SNS를 통한 홍보 방식을 시간을 들여 배웠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방식 또한 문학엘리트의 인정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합

평 모임의 비평은 오로지 문학장의 규범을 내면화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연구참여자가 소설을 통해 담아내고자 하는 내용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이에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다.



110

5장. 결론

본 논문은 글을 써서 인정을 받는 ‘작가 되기’ 자체가 글을 쓰는 내면

적 표현의 행위와 독자에게 읽힘으로써 인정을 구하는 행위 양 차원에

모두 있다고 보고, 두 가지 행위의 의미와 상호관계성에 주목하는 연구

를 진행한 결과이다. 이 연구를 위해 등단을 위해 소설을 쓰고 서로 비

평을 주고받는 합평 모임에 대한 심층면담과 함께 구성원들에 대한 심층

면담 및 한 구성원의 작품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작가 되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작가’가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학장’과

‘자기배려’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2장에서는 문학엘리트의 인정을 통해서만 ‘작가 되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한적 대량 생산의 장의 역사와 구조를 보았다. 이처럼 문학적

엘리트의 권력이 강력하게 된 데에는 한국의 특수한 제도적 맥락이 존재

했다. 내면 묘사를 중심으로 하는 예술 장르로서의 근대문학은 식민지

조선에 1910년대 중반에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근대문학의 수입에는 특

수한 재능을 지닌 사람이 특수한 노력을 함으로써 잘 해낼 수 있다는 작

가관의 수입도 수반되었다. 이러한 작가관은 1920년대 신문과 잡지 매

체의 활황으로 인하여 확대되었다. 대중의 문해력이 낮고, 정론이 엄격

히 통제된 상황에서 문학 작품은 언론 매체에서 인기상품으로 다루어졌

다. 문학작품을 인기상품으로 다루었던 언론 매체는 각종 문학공모전을

실시하여 흥행을 노렸다. 작가 되기에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공모전에 입

선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언론을 통한 작품활동을 통해서만 단행본도

출판할 수 있는 출판 유통 구조 때문이었다. 이것은 등단제도의 심사위

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문학엘리트에게 문학권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

었다.

문학엘리트의 권력이 확대된 것은 단독정부 수립 이후였다. 정치적으

로 좌익에 속했던 대부분 문인들과 달리, 청년문학가협회 출신의 문학가

들은 해방 이후에도 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은 기존의 좌익 문학

가들이 발표해왔던 계급문학을 비판하며 문학의 영역에서 배제시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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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승만 정권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

었고, 정권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청년문학가협회는 자신들의 문

예지를 발행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을 관장함으로써 ‘순수문학’이라는

미명을 통해 배제의 원리를 확산시키고 그안에서 권력을 획득하였다.

한국의 문학장은 여전히 ‘순문학’을 취급하는 문예지를 위주로 돌아갔

다. 특히 주류 문예지들이 동질화되기까지 하는 양상 속에서 문학엘리트

들의 문학관은 비판받지 않고 자명한 것이 된 것처럼 보였다. 그 안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문학엘리트가 규정하는 순문학의 범주 안에 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문학엘리트가 제시하는 배제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 웹소설과

장르 소설과 다른 ‘순문학’을 하려고 했다.

3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작가 되기’의 일상적 노력의 구체적인 면면

들을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위하여 문학엘리트의 조언에 입

각하여 서로가 쓴 글에 대한 비평을 주고받는 합평 모임을 하고 있었다.

합평 모임에서 나오는 비평에 관한 신뢰하는 정도는 해당 비평자가 문학

엘리트와 정례적인 관계를 통하여 얻은 상징자본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

다. 문학엘리트에게 인정받아 등단을 한 경험이 있거나, 문학엘리트에게

정규교육과정을 이수받았다고 했을 때, 합평 모임에서 비평자의 권위가

올라갔다.

연구참여자들이 실제로 주고받는 비평 내용은 문학엘리트들이 작성한

신춘문예 심사평의 담론과 유사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소설을 쓸 때 문장

을 쓰는 방식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들은 소설다운 문장을

쓰는 것을 ‘문장력’이라고 표현하며 하나의 능력으로 치부하였다. 이들은

문장이 매끄럽게 구성되게 쓰는 것을 중요시여겼으며, 단어의 사용이 효

율적일 것을 요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인물에 관한 비평 또한 많이 하였다. 각각의 인물들이

창작자의 자의가 잘 나타나도록 서사 속에서 적절히 인물이 활용되었는

지, 혹은 인물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인물의 성격이 입체적이여야 하며, 공감이 가게끔 느껴져

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장과 인물에 관한 비평들은 신춘문예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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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평의 담론들과 유사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문학엘리트의 조언들을 ‘작법’이라고 부르며,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한국에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순문학’을 평

가하고 ‘순문학’을 재생산하는 문학엘리트들의 견해를 표준으로 받아들여

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합평 도중 문학엘리트에게

직접 들은 내용임을 내세우며 자신의 비평에 권위를 부여했다. 이러한

문학엘리트들의 영향력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너무나 자명한 것으로 인식

되고 있었다. 자신이 ‘순문학’과는 다른 방식의 소설을 쓰고 싶다고 말하

는 발제자가 있을 때에도 연구참여자들은 ‘순문학’의 질서를 따라야 문학

성을 높일 수 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4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지향하는 ‘작가 되기’의 의미와 함께 한국

문학장 현실에서 그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살폈다. 연구참여자들은 문학

엘리트들이 제시하는 작품의 형식에 따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의 주제만큼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선정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었다. 연

구참여자들이 핵심으로 본 일은 삶의 고난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일이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추구하는 창작 활동에는 개인의 인격적

주체성을 일관되게 유지시키기 위한 상징적 행위의 측면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들은 자신의 작품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녹여냈다. 그러한 상징화

과정은 이들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여 자신의 사고와 판단, 행동하는

양식에 대하여 사유의 대상으로 삼고 문제시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숙고는 문학장의 규칙에 따랐기에 가능했다. 창작 과정 자체는

일종의 자기 배려의 형식을 띠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작품활동을 통

하여 이를 통한 사유의 결과 자체에 대하여 소통하고 싶어 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작가 되기’는 단순히 문학장에서의 위치를 점하는 것

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 유지 난관의 극복을 도와줄 수 있는 상징물을

통해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제한적 대량 생산의 장 속에서 등단을 하지 못한 연구참여자들

이 문학적 소통을 이루어 낼 가능성은 지극히 작았다. 메일링 서비스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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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립출판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문학 작품을 유통하려고 해도 미등

단 상태가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그들이 제대로 문학적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기회인 합평 모임에서도 비평자들은 문학장 내부의

규칙에 부합하는지에만 신경을 쏟았다. 이에 따라 미등단 작가들은 자신

의 작품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유한 바를 소통할 기회를 어디에서도

얻지 못했다. 이러한 환경은 어떤 연구참여자가 자신이 ‘재능’이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이게끔 하기도 했다.

본 논문의 마지막에 한 연구참여자의 절망에 관한 서술을 제법 길게

인용한 이유는, 그것이 이 연구의 가장 주안점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예술의 상징 행위가 갖는 개인적인 의미 성취가 타인과

소통되어 졌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문학장의 규범들은 자기 배려를 가능하게 해주는 토대였다. 다채로운

어휘와 감각을 떠올리며 자신의 감정을 받아적는 일, 일상적이지 않은

문장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일, 자신이 표현한 문장의 구성이 매

끄럽도록 가다듬는 일은 자신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 구조, 지식,

가치관 등을 다시 재고의 대상으로 만들어준다. 여기에 자기의 창작 의

도에 알맞은 인물을 구체화하고, 그 인물이 특정한 가치관에 따라 행동

하게끔 하는 일은 자신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도록 해줄지 몰두하게

해준다.

하지만 견고한 문학엘리트 중심의 문학장 질서는 자기 배려를 토대로

한 삶에 대한 통찰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독자들은

문학엘리트의 인정이 없는 미등단 작가의 글에 큰 흥미가 없었다. 출판

사는 문학엘리트의 인정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작가의 글을 출판하려 하지

도 않았다. 문학 창작자들끼리도 서로가 쓴 글이 문학엘리트가 상정하는

‘순문학’에 부합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 부정적인 비

평만을 남겼다. 삶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기란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지금까지 예술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상징의 사회적 의미에 몰두

한 측면이 있다. 예술가의 창작품의 내용을 사회적 토대 안에서 해석하

고자 한 흐름, 창작물의 탄생과 예술가의 사회적 특성 사이의 변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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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본 흐름, 창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에 주목한 흐름, 예

술품 자체의 행위자성을 전제한 흐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품의 사회

적 측면을 주목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는 예술 행위를 이어나가는 개인적 의미가 부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하여 ‘작가 되기’에 개인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

는지 분석하였다. 자신의 예술품을 만든다는 것은 자신이 겪은 삶의 고

난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수반하였다.

예술 활동을 통한 개인적인 성취들이 원활히 소통되지 못한 것은 한국

문학장의 구조 때문이었다. 문예지를 통해 획득된 문학엘리트들의 권위

는 문학이 어떠한 규범을 지녀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쓴 소설이 ‘습작’

이 아닌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철저히 지배하고 있었다. 합평

모임 구성원들은 이러한 규범성 속에서만 서로의 작품을 읽어나갔으며,

다양한 소통이 불가능했다.

연구자는 문학장에서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예술이 아닌지에 관한

분류가 너무 견고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다양한 사람

들이 서로의 작품과 인생관에 관하여 더욱 심도 있게 토의될 수 있는 환

경은 우리의 내면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풍부하고 다양

한 문학 작품의 생성과 소통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다양한 예술의 정의가

서로 경합하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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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thesis, I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ymbolic struggle to occupy the position of an 'author' in the

literary field and the possibility of self-care. I conducted an

anthropological field study in the small groups ‘Seom Dongin’

and ‘Nambu Deungdanpat’ of ‘Hotelchangmun’, a social

network-based joint review gathering in Seoul.

In the mid-1910s, literature as an art form to express

one's inner self was imported to Korea. At this time, the

idea that literature is a field for a professional 'writer'

through natural talent and effort was also imported. The

boom of newspapers and magazines in the 1920s allowed for

the birth of professional writers working in literature. At

that time, literature was a popular product from the

viewpoint of newspapers and magazines, so literature-related

space was secured through various literary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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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s. The literary elite, which can advise on what is more

literary, has been born due to the literary competition event,

including the New Year's Literary Arts.

It wa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that the power of the

‘literary elite’ group expanded. In mood of anti-communism,

the ‘pure literature theory’, which insisted that class

literature be thoroughly excluded, monopolized literary power

in the literary field. Writers who advocate 'pure literature'

have expanded their view of literature through literary

magazines 『Literature and art(문예)』 and 『Modern

Literature(현대문학)』.

In the structure of the literary field, the power of the

literary elite was solidified until recently. In order to

succeed as a 'writer', it was necessary to rise to the stage

with the recognition of the literary elite. Therefore, the

research participants made it their main aim to write ‘pure

literature’ under the guidance of the literary elite.

Research participants shared the belief that better novels

could be written through the accumulation of cultural

capital. The method they chose to learn the norms of the

literary field was to exchange criticism regularly. Most of

the criticism was negative. They were trying to accumulate

cultural capital by telling each other what to avoid.

Criticism's credibility was often evaluated through symbolic

capital acquired through regular relationships with literary

elites. They acted as if there were more credible critics and

writers who still had to learn something more. These

behaviors were greatly influenced by whether or not the

symbolic capital awarded through regular relationship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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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ry elites, such as degree of creative writing or receiving

a literary award.

What was emphasized at the joint review gathering was

the use of sentences and characters, which coincided with

the literary norms that were importantly mentioned in the

New Year's Literature Review. The participants of the joint

review gathering thought that there was specific way of

writing sentence for novels that were different from other

writings. What was important here were the use of written

language, sensory description, novel expression, grammatical

accuracy, and effective use of words.

The participants of the joint review gathering were

examining whether each character in the novel was properly

used in the narrative to show the creator's writing well, or

whether the characters were performing their roles well. The

role had to be done through events. The use of the character

was evaluated through whether the character's personality

was round and whether the reason for the character's

behavior was well explained.

In the field of joint review, the teachings of established

writers tended to be overemphasized. Even if it was different

from what the creator intended, the participants showed a

tendency to insist on what the established writers had

taught them how to write.

The participants tried to accept the literary elite's view as

it is with regard to what form the novel should take

technically, but were critical of the literary elite's perception

of what topic the novel should cover. They were interested

in expressing their psychological experiences through no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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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what they wrote was related to the hardships of

their lives. The process of the participants thinking about

how to express their suffering in what kind of sentence

helped them to fully understand what was bothering them in

their minds. In addition, assigning a specific role to a

person with a different attitude to life and imagining that

person's behavior allowed us to expand our thoughts on how

to live life.

What the participants wanted through this literary work

was that the reader read the message of life that they

thought of. To this end,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such as independent publishing and mailing services.

However, their lack of careers placed limitations on these

activities as well. Through consensus, they could not

exchange the messages they threw. As the work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norms of the literary field, the

sharing of the message of life was not taking place in the

field.

As described above, this study examines the norms of the

literary field and the possibility of self-care.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normative values of the literary field

make it possible to practice self-care, but the solid literary

elite-oriented order makes communication about this

impossible.

keywords : Literary field, literary power, self-care, cultural 
capital, symbolic capital
Student Number : 2017-2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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