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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문장 에 나타난 과거 지향적 성격을 ‘고전’, ‘고전열’이
라는 당대 유행 사조 속에서 살핀다. ‘고전’에 대한 관심은 비단 ‘문장파’에
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시 대중의 문화 의식에 침투한 시대적
경향이었으며, 이에 따라 순문예지이면서 동시에 대중지였던 문장 의 매체
적 성격을 결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 과거 지향성은 고전문학작품이
나 골동품 같은 ‘옛 것의 가치가 물화된 대상’을 향한 관심으로 집약되어 문
화예술론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되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우선 본 논문에서는 문장 에 수록된 소설 중 고전문
학작품, 골동품, 노인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고찰하였다. 물화된 ‘옛 가치’
를 다양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작품들은 당대의 과거지향적 성격이 소설에
수용된 양상을 보여준다. 그 입장은 크게 보아 ‘현실도피적인 태도’, ‘현대사
회를 재해석할 재료를 찾으려는 운동성’, ‘신구 갈등의 첨예화’ 등으로 정리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학작품에서 범위를 넓혀,

문장 이 대중매체로서 과거지향적

성격을 어떻게 흡수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문장 특유의 복고적 분위기는 고
서․동양화․기명 등의 유행에 따라, ‘고전’, ‘골동품’하면 대중들이 떠올렸던
두 가지 인상을 활용하는 데에서 가능했다. 바로 ‘장식성’과 ‘전문성’이다. 고
풍스러움을 추구한 문장 의 장정과 기획 기사는 당시 옛 것이 주는 권위와
가치에 매혹되어 있던 대중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고전’은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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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하는 개인의 고급스러운 취미를 나타내며, 대중과 구분되는 취향을 가
진 ‘특수한’ 개인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러한 장식성은 ‘고전’에서 연
상되는 ‘미적 세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엄밀히 말해 그것은 시간의 경과
를 가치로 환산하는 시장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고전’은 가치판별
을 위한 심미안, 즉 전문성을 요구하는 해석대상이기도 하다. 옛 작품을 주해
하는 것이나 가치를 판별하는 작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식민 치하의 문
인들에게 문장 은 전문가적 심미안을 드러내고,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이 되었다.
그러나 1940년 중순 일본의 대동아협동체제가 강화되면서 대중의 취미와
기호, 문인들의 미적 감식안이라는 범위 속에서 ‘옛 것’을 향유하는 일은 불
가능해진다. 문장 에 수록된 한 수필에서 “개인이 국민으로 바뀌었다”는 구
절이 나오듯이, 집단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환경에서 개인이 설 곳은 없다. 개
인의 취미와 기호, 심미안에 의존하던 문장 의 세계와 파시즘은 본질적으
로 전혀 다른 지향을 지닌다.

핵심어: 문장, 고전, 고전열, 장식성, 전문성, 취미, 심미안, 이태준, 김용준

1. 서론
문장 은 1930년대 말 인문평론 과 더불어 문화예술계를 전문적으로 다루었
던 문예지이다. 1939년 2월에 창간되어 1941년 4월 폐간하였고, 1940년 6월과 8월
에 용지부족으로 두 차례 발행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매달 간행하여1) 통권 26
호까지 발행하였다.2) 발행인은 김연만(金鍊萬), 편집주간은 이태준(李泰俊)이 맡
았다. 이밖에 정인택(鄭人澤)과 조풍연(趙豊衍)이 원고를 교정하고 기사를 수집하

1) 전달 15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餘墨>, 문장 , 1940년 11월, 12월 참조), 정가
는 초기 40전에서 점차 인상되어 70전까지 올랐다. 당시 인문평론 이나 조선문단 의 가격
도 이와 비슷한 정도에서 형성되었으며, 참고로 장편소설 단행본류는 1원 50전~60전, 시집은

40~60전 사이에 거래되었다.
2) 천정환, 2003, 근대의 책읽기 , 푸른역사, 12면.
천정환은 ‘용지난’이 일제의 총동원령(1937)의 선포 이후 1938년경부터 시작되어 1940년경
본격화되었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30년대 후반 나타난 ‘출판문화의 융성’이 종결된
결정적인 원인이며,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페간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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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집기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3) 표제는 추사 김정희의 예서체를 집자하여 사
용하였고, 표지화와 권두화․삽화는 동양화가 김용준(金瑢俊)과 길진섭(吉鎭燮)
이 분담하여 그렸다.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창작>란(欄)을 두어 소설, 희곡, 시나리오 등을 소개하
였고, <평론․학예>란에는 학술논문과 평론, <시>란에는 시와 시조, <수필>란에는
수필을 실었다. 이 가운데 어떤 식으로라도 <문장>에 이름을 올린 필자들은 모두

22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필자들의 명단에는 비단 문인들뿐만 아니
라 음악․미술․연극․영화계 인사들과 손진태(孫晋泰), 이희승(李熙昇)과 같은
학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써 문장 이 담당한 문화담론 영역의
광범위함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장 은 뜻을 같이 하는 일부
고정 필자들에 의해 독점되기보다는 30년대 말 조선문화계 전반의 경향을 폭넓게
담아내는 역할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의 사상적 경향이나 활동분야에 제
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원고를 모집했던 것은 문장 의 매체적 특징으로 받아들
여진 듯하다. 이하윤(異河潤)은 “중견, 신예, 교수진까지 망라하려던 노력은 어듸
까지 문장 으로 하여금 그 欄을 널리 제공코저하는 편집의도에서 인줄로 알거니
와 … 여기 비하여 인문평론 은… 웨 그런지 잡지 전체가 가진 바 동인지 냄새에
휩쌓여 문장 과 한 좋은 콘트라스트를 이루고 있다”5)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수필․소설․평론을 골자로 하는 문예기사들이 원고를 작성하는 필자들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면, 기획연재물은 주로 학술논문 및 고전
작품을 소개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이태준의 ｢문장강화｣(1939. 2~10, 총9회 연
재), 조윤제의 ｢조선소설사개요｣(통권 19호, 1940. 9)를 비롯하여, 주로 문학원론,
소설사, 국어학․고전문학 분야의 논문들이 소개되었다. 또한 ｢한중록｣(이병기
주해, 1939. 2~40. 1, 총12회 연재), ｢인현왕후전｣(이병기 주해, 1940. 2~9, 총6회 연
재), ｢近古東西奇文選｣(양주동 選, 1939. 3~39. 12, 총10회 연재) 등 고전작품의 발
굴과 주해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문장 의 기획란이 주로 고전작품의 소개와 주해작업에 바쳐지고 있다는 점은

3) 정인택은 1939년 5월(통권 4호)부터 1940년 10월(통권 20호)까지 편집기자로 활동한 후 매일
신보로 직장을 옮겼다. 후임자인 조풍연은 1940년 11월호(통권 21호)부터 문장 폐간(1941년

4월)까지 재직하였다.
4) 최덕교, 2004, 한국잡지백년 3, 현암사, 27면.
5) 異河潤, ｢己卯詩壇메모｣, 문장 12, 39.12. 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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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문장 의 성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주요한 논점이 되어 왔다. 이른바 ‘문장
파’ 3인이라 일컬어지는 이병기, 정지용, 이태준의 30년대 말 문학적 지향 역시
문장 의 성격을 가늠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 3인의 수필과 작품세계에 나
타난 난(蘭), 고서(古書), 기명(器皿) 등 화초와 골동품에 대한 애호 경향, 추사 김
정희의 그림과 글에 대한 고평, 김용준과 길진섭에 의해 그려진 표지화 및 장정의
고풍스러움이 함께 논의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김윤식은 선비의 예도(藝道)를 추구한 이병기의 경
우와 고전의 완결성에 의탁한 반근대적 저항을 추구한 이태준의 경우로 구분하여
문장 의 성격을 설명하였다.6) 황종연은 앞서 김윤식의 논의에서 전제되었던 “문
장=문장파=문장파 문학”이라는 도식을 공식화하고, 문장파의 “상고주의(尙古主
義)”, 즉 “조선적인 것의 숭상”은 공적 영역에 대한 사적 영역의 우위를 목적으로
한 심미적 문화의 우상화에 그친다고 평가하였다.7) 반면 김영실은 문장파 3인의
작품에 나타난 ‘고전’이란 파시즘의 집단성에 대항하여 개별자의 차이를 드러내
는 매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석하였다.8) 이들은 논의는 엄밀히 말해 잡지 문
장 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병기․이태준․정지용을 문장 의 생산자로 보고, 이
들의 문학관 속에서 일제 하 문인들의 미의식과 문장 의 성격을 읽어내고 있다.
이와는 달리 30년대 중반 이후 저널리즘과 국어학․사학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론의 맥락에서 문장 의 위치를 가늠하는 연구들도 있다. 한형구는 김동리,
최명익 등 30년대 말에 등단한 작가들의 미의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문장 을

30년대 “국수적 전통주의적의 흐름”이 집성된 결과물로 보고 이러한 미의식이 곧
30년대 모더니즘 미의식의 후퇴과정과 겹쳐진다고 보았다.9)

10)

6) 김윤식, 1978,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 일지사, 161-175면 참조.
7) 황종연, 1986. 10, ｢문장｣파 문학의 정신사적 성격, 동악어문논집｣ 21, 동악어문학회, 91-143
면.
황종연은 문장 의 상고주의란 결국 현실에 대한 심리적 방관을 초래하여 개인적인 문화에
의 탐닉으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것을 “삶의 私人化 징후”(42면)라는 조어로 지칭하
였다. 한편, 그는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여 ｢1930년대 古典復興運動의 文學史的 意義｣( 한국
문학연구 1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8)라는 논문에서 민족주의자(이병기, 김태준),
모더니스트(최재서), 마르크스주의자(임화, 이청원) 등을 중심으로 1930년대 전반의 ‘고전’을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하였다. 이 논문 역시 30년대 고전부흥운동은 전통지향적인 문학운동
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 못한 감상적 도취 혹은 고전적인 것의 낭만적 사유화라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

8) 김영실, 1999, ｢<문장>파 문학의 고전 수용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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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문장 관련 문인들의 문학론 및 30년대 전통론의 발전사를 주축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감안하되, 문장 이 무엇보다 ‘잡지’였다는 점을 환기하
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과 작품들의 경향을 취합하는 잡지로
서 문장 은 동인지처럼 주요 제작자들의 문학적인 이념만을 공식적으로 표방할
수 없다. 동시에 문장 은 정치․사회사부터 개인위생에 이르기까지 실용적인 정
보로 가득한 종합잡지와 구분되는 순(純)문예지로서 당대의 주요 문화적 이슈를
선별하여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문장 의 장정에서부터 기획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나타나는 과거지향적인 경향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해명되
어야 한다. 즉, ‘고전’에 대한 관심은 비단 ‘문장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대중적인 일상문화로서 문장 에 반영되었으며, 그것은 특히 문화예술론에
유리한 형태로 변형되었으리라는 가정이 성립하는 것이다.

1930년대 말의 사회와 그 하위 집단인 문화예술계라는 두 층위를 포괄하는 하
나의 텍스트로서 문장 은 ‘고전’이라는 하나의 어휘에 대해서도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의미망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장 에 실린 소설, 수필, 평
론 등을 바탕으로 당대에 ‘고전’이라는 단어가 지녔던 의미들을 재구해보고, 이로
써 문장 해석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수록 작품을 통해 본 ‘고전’의 의미망
엘리어트는 고전을 한 마디로 ‘원숙성’(maturity)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
에 의하면 고전의 원숙성은 작품 내용에 시대적 정신과 사회제도가 반영됨으로
써, 작품 표현에 공통적 언어, 문체가 반영됨으로써 완성된다. 결국 그의 견해에
따르자면, 고전이란 당대의 역사적 위치를 가장 예민하게 포착해내고, 조화롭게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11) 고전의 발생을 시대적 원숙미에서 찾은 엘리어트

9) 한형구, 1992, ｢일제 말기 세대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0) 배개화는 1930년대 말 전통론의 전개에 따라 ‘조선어’가 민족어로서 위상을 획득하는 과정
을 논증하고, 조선어의 심미적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로서 문장 의 언어관을 살펴보고 있다.

(｢1930년대 후반 전통담론의 탈식민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11) T. S. 엘리어트(최창호 역), 1972, ｢고전이란 무엇인가｣, 엘리어트 문학론 , 서문문고, 83-108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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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대어 생각해 볼 때, 어느 시기 고전이 특히 중심화제로 대두하는 것은, 그
고전이 지닌 원숙함을 동경․모방하려는 심리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30년대 중․후반 평론에 당대의 특징을 일컫는 용어로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되곤 했던 것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시 ‘르네상스’의 의미
는 조선의 전근대적인 문학을 청산하고 신문학을 통해 근대로 진입하자는 의미에
서 사용되기도 하고,12) 옛 고전으로 회귀하여 새로운 사상적 기반을 창출하자는
문화적 혁신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13) 이 가운데 후자가 보다 고전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의 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문장 역시 이러한 고전관을 드러내는
잡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실 문학작품에 대한 통제와 검열로 인해 창조적인 문학행위가 거의
봉쇄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상 기반을 만들기보다, 익숙한 대상에서 심미적인 만
족을 얻으려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난 고전론, 과거회귀
경향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현실과 시대에 대한 불만, 불안을 배경으로
기능하는 고전은 유토피아에의 갈망을 담고 있다.
장덕조(張德祚)의 ｢黃昏｣( 문장 7 임시증간호, 1939. 7)은 고전작품이 직접 소
설 속에 도입된 희귀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액자소설의 구성을 취한 이 단편은
어려서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몸의 성장이 아동기에 멈추어버린 18세
처녀 진순의 공상 내용을 액자 내부의 이야기로 다룬다.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취직, 이성교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친언니 인순이나 급우들은 진순을 놀리고
야유하는 터라, 그녀는 “현실은 암만해도 불행한 것”(41)이라는 생각뿐이다. 진순
은 습관적으로 소설이나 동화 속의 여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공상을 하는
습관이 있다. 이 작품에서 진순은 특히 “가장 멀고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도 자기
몸이 직접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의 소재”(35)를 찾던 끝에, 삼국유사 에
실린 김춘추의 혼인설화를 읽으며 공상에 빠져든다. 상상 속에서 진순은 그 중 친
언니의 꿈을 사서 결국 김춘추와 결혼하게 되는 지혜로운 동생이 된다. 이 소설은
진순의 공상이 시작되는 부분에 삼국유사 의 원문을 인용하고, 이후 내용에 적
합한 장면을 서술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부 이야기는 온전히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김춘추, 김유신, 아지와 보배 자매를 중심인물로 하는 설화내용을 소개

12) 김기림, ｢조선문학에의 반성｣, 인문평론 , 1940. 10. 38-46면.
13) 이원조, ｢고전부흥론시비｣, 조광 , 1938. 3. 29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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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 단편에서 고전은 완전히 현실과 단절되고, 거리가 먼 공간의 하나로 상정된
다. 그만큼 당시 고전론을 주도한 향가, 이두, 시조, 한문소설 등 고전작품들 자체
는 실증적인 연구의 대상이라 할 수는 있으나, 현대소설의 배경과는 거리가 멀고
동떨어진 제재였던 것이다. 또한 고전 작품들의 주해와 해석 작업, 시조의 소개와
작가 발굴과는 별도로, 소설가들은 고전에 관한 논의가 현실과 유기적으로 작용
해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들은 소설에 고전을 그
대로 인용하기보다는, ‘과거의 시간’, 혹은 ‘고전이 지닌 원숙미’를 물화(物化)한
구체적 대상을 도입하여, 당시 고전론의 의미영역들을 표현해낸다. 문학적 제재
로 수용된 ‘고전의 변형태’들은 때로는 낡은 책, 도자기, 기명(器皿), 동양화 같은
골동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퇴락하고 나이든 인물로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상에서 접하는 ‘고전의 변형태’들을 논하는 시각들이 고전의 시간적 영속
성과 초월적 가치를 찬양하는 태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음은 물론이다.
문장 의 편집주간이며 이병기와 더불어 상고주의자로 알려진 이태준은 ｢영월
영감｣( 문장 1, 1939. 2), ｢阿蓮｣( 문장 5, 1939. 6)과 같은 단편에 골동품 애호가
인 주인공을 등장시킨다. ｢영월영감｣은 고고하고 엄격한 선비의 풍모를 지녔던
큰아버지가 광산업에 뛰어드는 모습을 ‘성익’이라는 인물의 시각을 통해 전달한
다. ‘영월아저씨’라고 불리우는 큰아버지는 고고하고 엄격한 선비의 풍모를 지닌
인물로 세속의 권력 다툼을 피해 고향에 칩거했으나, 기미년 이후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종중의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에 나섰다. 그는 “힘”을 기르기 위해 광산 채
굴에 뛰어들고 성익에게 돈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성익은 모아둔 골동품을 팔아
영월아저씨의 요구를 들어주지만, 그것은 대의를 위해서라기보다 아저씨의 요구
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단편에서 성익이 수집하는 골동품이나 고석

(古石)은 시대 상황에 대처하는 두 인물의 대조적인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도입된
다. 무모에 가까운 행동력을 지닌 영월아저씨는 성익의 “처사취미”(96)를 나이에
걸맞지 않는 안일한 태도라고 꾸짖는다. 작가 이태준은 여러 편의 수필을 통해 골
동품에서 우러나는 옛 시간성을 예찬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수필과는 달리 ｢영
월영감｣에서 이야기된 골동품은 현실의 도피나 지식인의 처사 취미 정도로 폄하
되고 있다. 또한 성익을 비롯한 다른 인물들도 이에 대해 별다른 변호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阿蓮｣( 문장 5, 1939. 6) 역시 유사한 관점을 보여준다. 이 단편은 ‘나’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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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둘러싼 나의 심경변화를 다룬다. 중심인물인 ‘나’는 결혼
이후 아직 소생이 없지만, “난초와 서화”를 취미로 삼으면서 점차 소생에 대한 집
착을 버리게 된다. 심지어 그는 아기를 기르는 것보다 취미생활이 낫다고 여기면
서, “난초는 피우기 힘드나 밤새워 간호하는 질환이 없고, 서화는 값이 높으나 교
육비 같은 의무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 결국 그는 아내와 함께 집 앞
에 버려졌던 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고아원을 찾는다. 이곳에서 여러 아이
들을 살펴보던 ‘나’는 어느 순간 “아이들을 무슨 물건이나처럼 골르고 섰던 내 자
신을 얼른 후회”(86)하게 된다. 이 단편에서 난초 기르기와 서화 수집이라는 취미
는 한 때 일반적인 삶을 대치할만한 비중을 지니지만 곧 부정된다. 이 단편의 결
말에서 ‘나’는 비록 인간사가 “연극”(86)같더라도 그 무대에 기꺼이 서겠다는 의
지를 보이고 있다.
이태준은 당시 고완품가에 드나드는 젊은이들이 많아진 현상을 수필 ｢고완품과
생활｣( 문장 20, 40.10)로 남긴 바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일견 우리의 옛 것에 관
심을 두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청년의 고완 취미는 돈과 시간을 들
여 “서재를 묘지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즉 재해석의 의미창조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고완품에 대한 예찬으로 일관되어 있는 수필과
는 달리,14) 위의 두 단편소설에서 고완품은 중심인물의 현실순응․현실도피 성격
을 비판하기위한 소재로 이용된다.
그러나 고전이나 골동 애호 경향을 퇴영심리나 도피심리로 해석하지 않는 소설
도 있다. 이기영의 ｢古物哲學｣( 문장 6, 1939. 7)은 서울 사대문 밖에 위치한 빈민
촌 현저동을 배경으로 하여 산동네의 룸펜으로 소일하던 지식인 긍재의 의식 변
화를 추적한 단편이다. 가계사정이 악화되어 현저동으로 이사하면서 긍재는 산동
네의 ‘전망’과 ‘운치’ 속에서 글을 쓰기 수월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바람은
열악한 생활 조건 속에 온갖 불화와 사소한 언쟁이 끊이지 않는 산동네의 실상과
부딪치는 순간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진다. 글을 쓸 수도, 그렇다고 지식인
체면에 막일을 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한 긍재는 평론활동을 그만 두고 산동네에
서 고물 장사를 시작한다. 이를 의아해하는 친구에게 긍재는 고물 장사에서 돈을
얻기보다 철학을 연구한다며, “새것이 헌것 속에 생기구 헌것이 새것 속에서 생기

14) 이태준, ｢목수들｣, 문장 제1권 제8호, 1939. 9. 179면.
｢문장의 고전, 현대, 언문일치｣, 문장 제2권 제3호, 1939. 3,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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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91) 사실을 강조한다. 그것은 풀어 말하자면 낡은 인간의 역사와 상식들이

“생활의 풀뭇간”, 즉 “이론과 실천이 일치되는 행동”에 의해 다시 새 것으로 탄생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지닌 것이다. 그는 이처럼 과거의 것, 수명이 다 되어 폐기된
것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재생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실천의 길이 인위적으
로 봉쇄되어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전망을 과거의 것을 재평가하고 새롭게 다듬어
쓰자는 태도를 취한다. 이 소설에서 결국 낡은 고물, 옛 것은 오늘날을 새롭게 만
들어내는 동력이 된다.
이 시기의 소설에서 ‘-선생’, ‘-영감’같은 호칭을 지닌 노인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했듯, 이들이 현재 시점에서 회상되는 과거의 시간성 자체를 상
징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작품의 중심인물이긴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
를 내는 화자로 기능하지는 않으며, 늘 누군가에게 관찰 당하는 위치에 놓여 있
다. 결국 이 소설들은 후대에 의해 씌어진 ‘인물평전’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박태원의 ｢최노인전소록｣( 문장 7 임시증간호, 1939. 7)는 개화기 관비유학생
출신의 최노인의 영락한 말년을 그린 단편이다. 최노인은 한 때 남들보다 먼저 개
화하여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고, 정치가가 되려는 웅대한 꿈을 품었지만, 시간이
흘러 이상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권세와 돈의 저울질’(360) 앞에서 밀려나 매약
행상과 술로 소일하게 된다.
이해원(李揆元)의 ｢슬픈 點景｣ ( 문장 7, 1939. 7) 역시 대한제국시기 육군 참영
이라는 고위 무관이었던 제남선생의 말년을 그린다. 오랜 방랑생활로 가난과 굶
주림에 시달린 몰골로 나타난 제남선생은 잠시 ‘나’의 집에 몸을 의탁한다. 그 사
이 제남선생은 ‘나’가 없는 사이 아내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취직했다는 핑계를
대고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고초를 겪는다. 결국 제남선생을 병을 얻어 자리
에 누웠다가 어느 날 낡은 군복을 입고 불현듯 사라지고 만다.
이들 소설은 시대의 변동과 이에 따라 벌어지는 신구의 갈등을 조명한다. 최노
인이나 제남선생은 퇴색한 지난 시대의 잔여물로써 현재에 통용되지 않는 사고방
식이나 낡은 제도에 집착하고 있다. 이들을 지켜보는 화자의 시각은 동정이나 연
민에 가깝다. 과거에 교육자로 일하다가 “세파에 부디치어 학교의 최하층 소사가
된”(83) 인물을 그린 안회남의 ｢노인｣( 문장 24, 1941. 2)도 동일한 시각에서 나온
작품이다.
그러나 이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노인들의 지난 삶을 이야기의 중심축으로
삼는 작품들도 있다. 이 작품에서는 신구의 갈등 차원에서 나아가, 노인들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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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적을 현재를 반성하기 위한 잣대로 활용한다. 정비석의 ｢孤高-춘파선생말년기｣

( 문장 15. 1940. 3)에는 과거 민족운동에 참여했다가 실패하고, 고향으로 귀향하
여 농촌부흥운동을 일으키려다 다시 실패한 노인이 등장한다. 그는 현재 낚시질
과 애견을 돌보는 것으로 소일한다. 그는 한때 자서전을 써서 자신의 삶을 남기려
하다가 청년들은 자신과 같은 “피투성이의 기록”을 지니기보다 “청년들의 새로운
역사를 첫 줄부터 창조”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태워 버렸다. 평생에 걸친 저항정신
은 ‘나’의 친구 석호가 농촌진흥운동을 하다 서울로 이사한 뒤 배금주의자로 변해
버린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춘파서생은 말년에 눈이 멀어 낚시도 못하고,
애견도 전쟁에 차출되는 등 홀로 고립된다. ‘나’는 그에 대해 “굶어도 고향에서
살아가려는 선생의 태도는 이미 처음부터가 비극적”이라면서 춘파선생을 시대 흐
름에 역행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춘파선생이 시종일관 지사적인 인물
로 묘사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시대에서 도태되었다기보다는 ‘선택하지
못한 정도(正道)’를 홀로 고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의 작품들이 인물의 말년 행적을 중심축으로 삼는, 즉 신구의 충돌 장면을 부
각시키고 있는 반면 과거 한 시기의 에피소드를 소설의 제재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채만식의 ｢순공있는 일요일｣( 문장 16, 1940. 4)은 중심인물 ‘나’가 서양신
사가 하향 양반의 풍모를 지녔던 서당 훈장 문오선생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내용
으로 되어 있다. 글 잘 읽는 엄격한 젊은 훈장이었던 문오선생이 한 때 심경의 변
화를 일으켜 순사로 나섰다가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제자리로 복귀하기까지의
에피소드를 회상한다. 소설의 결론부에 ‘나’는 문오선생의 부음을 듣게 된다. 잠
시나마 문(文)을 버리고 시류에 영합하여 무(武)를 택했던 문오선생의 삶은 앞서,
｢孤高｣의 춘파선생이 보여주었던 저항적인 태도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이 단편은
문오선생의 일탈과 복귀 과정을 통해 시대의 흐름이 개인의 삶을 뒤바꾸어 놓는
위력을 지녔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문오선생이 일탈을 거쳐 순조롭게 제자리로
복귀한 경우라면, 김사량의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 문장 24, 1941. 2)의 왕백
작은 아나키스트로 활동했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후 끝내 광인이 되어버린
불행한 인물이다. 왕백작은 단지 다수의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
실을 확인하기 위해 만주로 떠나는 이민 기차에 올라 탄다. “나는 그냥 그들과 같
은 차로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만이 기뻐 죽겠”(298)다고 절규하는 그의 모습은
삶의 목표와 지향성을 상실한 지식인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상 문장 에 수록된 작품들을 통해 보았을 때, 당대 ‘고전’에 부여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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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도피적 성향, 현대사회를 재해석할 재료를 찾으려는 운동성, 신구의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 등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학영역에서 생산된 담론들이 당시 고전론의 전부를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다. 독자수용 미학을 정립한 야우스에 따르면, 과거의 위대한 문학작품들의 작
용은, 현재적인 것과 과거적인 것의 대화 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의
미는 현재의 관찰자가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5) 이러한
관점은 특정 시기 고전 의미는 당대 독자들의 능동적인 독서 행위에 의해 재해석
되고 창출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다음 장에서 살펴볼 고전의 향유방식은, 실
증적인 언어학․국학 연구, 작가․작품의 고찰 방식을 벗어나, 고전이 당시 대중
들에게16) 일상에서 어떻게 소비되었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3. ‘고전’의 작품 외적 향유 방식
1) ‘고전’의 장식적 기능과 미(美)의 소비
30년대 말 평론계의 분위기는 <평론․학예>란에 실린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 미
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안함광은 비평이 활성화되는 사회란 지배적인 사상과 대
립하는 강력한 ‘네가틔브’가 하나의 조류를 형성해야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현 사
회에는 “통터러 ‘네가틔브’란 것이 없다”고 한탄하였다.17) 그는 경향문학의 전성
기처럼 평론과 창작계가 함께 대립적인 운동성을 형성함으로써 다시 한 번 문학
의 존재의의를 확인받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방향성을 잃은 문단을 움직이는
힘을 전적으로 내부에서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영희는 “전
국적으로 내지나 반도문단을 막론하고 근년처럼 문학론 많고 방법론이 많은 때는
15) H. R. 야우스(장영태 역), 1983, ｢문예학의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
문학과지성사, 198면 참조.

16) 사실 이 맥락에서 ‘대중’이라는 말은 적확한 것은 아니다. 문장 은 독자투고란이 없었기 때
문에, 수필란에 참여한 투고자들은 대개 문화예술계, 학계 인사들이었다. 즉, 당대 지식인이
라 이를 만한 사람들이다. 일상의 자유로운 모습을 수필에 담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은 대중의 일부이면서도 엄격하게 말하면 대중을 관찰하는 위치에 놓인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17) 안함광, ｢문학상의 제문제｣, 문장 14, 1940. 2.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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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이렇게 제반이론이 명멸하는 동안에 창작계에는 미동도 없었다”18)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희의 언급은 평론계 내부의 논쟁들이 소설 창작의 동
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인 공황상태를 곧 문단의 양적․질적 침체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30년대 후반은 식민치하라는 정치적인 환경이 무색할 정도
로 많은 신인작가들이 배출되고 문학작품의 출판이 활발했던 시기이다. 중일전쟁
발발과 총동원령(1937), 조선인 징용령 공포(1939)라는 사회적인 환경에도 불구하
고, 문장 과 인문평론 을 거점으로 여러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일견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1930년대 말의 출판문화 성장과 독서인구의 증가라는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19)
당대 신인비평가로 주목 받던 윤규섭은 당대 소설독자의 증가와 소설시장의 형
성을 지적하고 더불어 현대소설의 문제를 짚어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그 같은 독자층의 증가가 어디까지나 상대적 의
미에서의 증가라는 것이다.…외국의 기만 기십만부란 것에 대비한다면 이제 겨우 市
場的 價價를 띠우게 됨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까지 전혀 돌보지 않던 작가와 작품
이 갑자기 어느 시기에 이르러 읽혀지게 되는 것은 주로 그 시대적 정황의 움직임과
그 정황 속에서 호흡하는 독자에 의하여 변화를 보게 되는 것이다. … 따라서 현대
소설을 일반 사회인이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란 시대작가에서보다도 고전문화유산에 마음을 끌리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현대작가가
사회와의 연결점을 잃었다는 것은 타당치 않은 말인 것이다. 오히려 그같은 구문을
쓰는 자에 한하여 현대 소설이 얼마나 읽혀지지 않는가의 호예증을 볼 수 있는 것이
다.20)

윤규섭은 오늘날 독자층의 증가를 기뻐하지만 외국의 사례나 야시장에 팔리는
고대 소설의 숫자에 비교할 때 현대소설 독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파악한다. 그러나 그는 그 이유를 작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문학 시장에 분포
하는 독자들의 기호 변화에서 찾는다. 독자들이 “고전-문화유산에 마음을 끌리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그는 문학계의 판도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문학수용
18) 박영희, ｢문학의 이론과 실제｣, 문장 16, 1940. 4, 143면.
19) 천정환, 앞의 책, 308-314면 참조.
20) 윤규섭, ｢현대소설독자론｣, 문장 8, 1939. 8. 1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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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기호와 그에 따라 형성되는 문학시장의 유동성을 지목하고 있다. 그의 글은
당시 현대소설의 판도를 위협할 정도로 고전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1930년대 중반 이후 국어학․국학계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통론은
점차 문헌 연구의 영역을 벗어나 서화, 자기, 기명 같은 옛 정취에 대한 향수, 복
고(復古)경향으로 확대된다.21) 그의 논의 속에서 현대소설을 위협하는 “고전-문화
유산”은 이미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한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문적 해석과 주해 작업을 떠나 시장이라는 환경에 놓인 고전은 골동품과 같
은 위상을 지닌다. 구매자가 많으면 이본이 많아져 오히려 원본의 가격이 오른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본은 그 희소성이나 보존상태에 따라 높게 평가받고 권위를
인정받는다. 고전이 지닌 시간의 폭은 곧 그것의 가치이다. 고전을 골동과 동일시
하는 것은 비단 고전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적 가치에 대한 의식을
지니게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당시 세간에 일어난 고전의 유
행현상을 이태준은 “古典熱”이라고 부르면서, “요즘 ｢신식｣에 멀미난 사람들이
청년층에도 늘어간다. 이 일종 고전열은 고완품가에도 나타난다. 사오년전만 하
여도 고완점에서 우리 젊은패는 만나기가 힘들었다”22)고 말한다. 김용준은 “골동
가가 도자기를 어루만지며 요새 사기들을 보고 탄식할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불
과 오십년, 백년을 격한 고인들의 훌륭한 작품들을 생각하면서 요새는 서화가 무
던이도 귀하구나 하는 생각이 난다”고 이야기한다.23) 이 글에서 옛 사람들의 훌륭
한 작품을 접한 ‘나’의 심정은 귀한 도자기를 만지는 골동가의 심정에 비유된다.
김동인은 고시조를 하나 인용한 뒤, 이 시를 좋다고 하는 것은 ‘古’字의 덕이라며
항간에 단지 옛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좋게 보려는 경향이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

21) 문장 39년 8월호에는 양재하의 ｢문화유산의 상속｣이라는 수필에는 “나는 참으로 예술의
무엇임을 모르고, 또 문화도 잘 모른다. 그러니 조선 예술이 어떻고 과거 우리 문화가 어떻
다는 것은 더 모른다. 그래서 요사이 본무의 여한이 있는대로 이런 방면을 좀 알아볼가 하고
서적, 회화, 기물 등을 살펴보는 체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가져보기를 힘쓴다”(164)는 언급이
있다. 본고에서 당시 고전과 골동의 유행을 단정하는 것은 문장 의 평론에 나타난 세태 진
단과 <수필>란에 투고된 글의 제재를 참고하여 내린 판단이다. 보다 많은 자료의 수집과 보
완이 요구된다.

22) 이태준, ｢고완품과 생활｣, 문장 20, 1940. 10. 208면.
이태준 자신의 “古典熱”을 다룬 수필로는 ｢목수들｣( 문장 9, 1939. 9), ｢문방잡기｣( 문장

12, 1939. 12) 참조.
23) 김용준, ｢去俗｣, 문장 4, 1939. 5.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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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 골동품 역시 옛 것이라면 무조건 고가로 거래된다면서 “단지 오랜것이라
고 값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붙은 다른 것에 값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 시간
의 경과가 곧 가치로 환산되는 상황을 비판했다.24) 김동인 역시 고전과 골동품의
가치 평가 방식을 동일한 것으로 놓고 이야기한다.
당시 고전․골동품이 대중에게 호응을 얻었던 이유를 생각할 때, 김용준의 다
음과 같은 언급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는 추사의 글씨를 예찬하는 한 수필
에서 “시인의 방에 걸면 그의 시경이 높아 보이고 화가의 방에 걸면 그가 고고한
화가 같고 문학자, 철학자, 과학자 누구 누구 할 것 없이 갖다 거는 대로 제법 그
방 주인이 그럴 듯해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상점에 걸면 그 상인이 청고한 선비
같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품들까지도 돈 안 받고 그저 줄 것들만 같아 보인
다”라고 말한다.25) 그의 언급은 고전이 만들어내는 장식적 효과, 즉 일종의 최면
술을 시사하는 것이다. 위대한 고전의 이미지를 차용한다면 상점의 주인까지도

“청고한 선비”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고전은 그것을 향유하는 개인
의 고급스러운 취미․기호를 나타내는 동시에 이미지를 덧씌우는 장식성을 지닌
다. 이러한 장식성은 고전이 만들어내는 ‘미적 세계’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장식성이라는 표현은 시장이라는 환경을 감안하여 고전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에 놓인 고전․골동품은 그것이 향유자에
게 제공할 수 있는 이미지의 등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요컨대 고전의 가치는
실용적인 거래 관계에서 파생된다.

“나에게 먹은 일종 향료일 뿐이다”26)라고 말하는 이태준 역시 고전을 장식적으
로 수용하려 했던 예에 속한다. 그는 ｢소설｣이라는 수필에서 한 때 소설에 대해

‘道聽塗說’혹은 ‘街談巷說’이니 하는 말에 불쾌감을 느꼈으며, 이후 “될수있는대
로 먼지를 피하고, 가래침을 안 보고, 비린내를 안 맡고, 비명을 안 들으며 써보려
하였다”고 말한다.27)

24) 김동인, ｢古物｣, 문장 3, 1939. 4. 138면.
25) 김용준, 1948, ｢秋史글씨｣, 근원수필 , 을유문화사, 48-9면
26) 이태준, ｢문방잡기｣, 문장 12, 1939. 12. 155면.
27) 이태준, ｢소설｣, 문장 25, 1941. 3. 156-7면.
그러나 위의 글은 이태준이 고전의 장식적인 효과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만
활용하기로 한다. 그는 자신의 고백과는 달리 고전의 장식성을 자신의 일상과 수필에서 활
용하였을 뿐, 소설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다른 지면을 통해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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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전의 상품적인 가치가 강화되는 상태에서, “동양화를 그 표지로 삼고
나타난 문장 지는 처음부터 그것만으로 인하여 상당히 광범한 독자층으로부터
특수한 애정과 존경으로써 대우를 받았”다는28) 사실은 비단 그것이 민족의식을
표면화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오장환은 ｢愛書趣味｣에서 일
본에서 유행하는 애서취미란, 한정본, 특제본, 초판본 등에 대한 집착을 말한다며,
춘향전․용비어천가 같은 고전 혹은 현대작가들의 시집이나 소설집을 한정판으
로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한다.29) 그가 이야기하는 ‘애서취미’란 책의 가치를 내용
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 즉 희귀성에 집착하는 데에서 나온
다. 또한 그는 책의 “장정(裝幀)”이란 말을 붙일 때에는 적어도 “책의 體裁와 活字
의 配置라든가 製本樣式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趣味로만 만들어서야” 가능하다
며 서적의 희귀성뿐만 아니라 장정의 조건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오장환은 이글
의 서문에서 문장 의 편집진으로부터 ‘애서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청탁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서적의 희귀성과 장식성을 강조하는 애서취미는 당시 고전
의 장식성을 주목하던 시선과 별반 다르지 않은 논리에서 선택된 화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문장 은 김용준과 길진섭을 중심으로 표지화와 권두화, 표제자
와 삽화에 이르기까지 동양화풍의 일관성을 갖추려고 애썼다. 또한 김용준은 자
신의 수필집 근원수필 을 출판하면서 글씨, 도안, 표지, 내부 삽화까지 손수 제작
하는, 오장환의 설명을 따르자면, “장정”을 갖추려 한 인물이다.

2) ‘고전’의 선별과 전문적 감식안
문장 의 장정이나 기획의도에는 고전의 이미지를 입혀 대중의 기호에 맞추려
는 노력이 엿보인다. 시장성을 갖춘 ‘고전 만들기’는 일견 문학인들의 반발을 불
러올 듯하면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된 것이다. 이 현상은 우선 당시 문인들
의 심리에서 설명될 수 있다. 문장 은 1940년 1월에 신춘좌담회를 열었다. 김기
림, 임화, 이병기, 양주동 등 문학관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 좌담
회에서 고전은 주요 화제 중 하나였다. 참석자 대부분은 고전의 주해작업이 중요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더디게 진행된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듯 보인다. 유진오는

28) 조연현, 1969, 한국현대문학사 , 성문각, 588면.
29) 오장환, ｢애서취미｣, 문장 2, 1939. 3,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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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떠나서 고전의 정신이란 어느 시대나 똑같은 해석이 나리는 것은 아닙니
다. 복고주의나 고전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어학을 떠나 문학적․문학사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문학이론가가 할 일입니다”30)라고 말하고 있다. 고
전이 사회전반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주해단계에 머물러 있어 그 실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주해와 발굴 단계에서 나아가 고전을 문학사적으로 해
석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의 언급은 적어도 고전의 주해작
업이 끝나야 문학사가들의 역할이 생긴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다. 그렇다면 “일종
의 호기심 정도로밖에 사회에 반영되지 않은 고전연구에 끈친 것” 혹은 “그 어떠
한 창조적 노력의 발견이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31)이라는 불만이
따라다녔던 당시 고전 연구 작업에 문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었겠는
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글에서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금부처｣라는 수필은 길에서 행
색이 허름한 사내를 만나 모조 골동품을 산 지은이의 경험을 적고 있다. 이 글에
서 나는 사내를 보고 “이런 古物이 고귀인줄 알면서도, 骨董品에 대한 참 시세는
아지 못하는 시골뜨기인 것을 간파”하고, 사내가 지닌 금부처를 헐값에 매입하여
골동품상에 감정을 의뢰한다. 그러나 그 금부처는 모조품임이 드러나고, “근자에
본정통 쪽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이런 위물을 팔러다니는 사람이 많으니, 금후로
는 각별히 주의하라”는 훈시까지 받는다.32) 이 글은 사기꾼이 성할 정도로 골동품
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고물과 골동품
을 구분하는 안목의 존재를 시사하는 글이다. 골동품의 감정이란 숱한 모조품 속
에 섞인 진품을 골라내는 작업이다. 그것은 일정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고급 취미”로 인식된다.33) 즉, 진품과 모조품을 가려낼 수 있는 감식안을 지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골동품을 판별하는 작업은 사장된 채 묻혀 있는 고전
을 발굴 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당시 고전이 문장 의 주된 의장(儀章)으로 선택된 이유를 감지할 수 있다. 문장
에 수용된 ‘고전’이란 골동품점에서 찾아낸 보물처럼, 은폐되고 소멸위기에 놓인
옛 문학에서 찾아낸 진리이다. 그것은

문장 이 대중잡지가 아니라 문학인들의

30) 유진오 외, ｢신춘좌담회 ― 문학의 제문제｣, 문장 13, 1940. 1. 188면.
31) 이헌구, ｢평단 일년의 회고｣, 문장 12, 1939. 12, 214면.
32) 최문진, ｢금부처｣, 문장 6, 1939. 7, 179면.
33) 이태준, ｢고완품과 생활｣, 문장 20, 1940. 10.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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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정체성을 담아내는 문예지임을 강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이
때 문인들은 은폐된 진리를 찾아내는 감식안을 지닌 자, 즉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문장 은 이병기․이태준․정지용 세 사람이 각자 시조, 소설, 시 부문을 맡아
심사를 진행하고 그 중 한 편을 추천하여 <창작>란에 싣는 방식으로 신인추천제
도를 운영했다. 문장 의 편집진은 이들 세 명만으로도 다양한 경향의 작품들을
모두 감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대신에 세 번의 추천단계를 통과하도록 하여 다
른 잡지보다 심사 작업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추천과정의 엄격함과 전문성에 대
한 강조는 추천과 함께 실린 <선후평>이나 <편집여묵>에서 여러 차례 강조된다.
또한 <한중록>을 발굴하여 12회에 걸쳐 연재하면서, 그 의의를 “아직도 이런 사
장명품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면서 “영구히 소멸되려는 작품을 발견해 다
시 가치를 구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34)

사장되어 영구히 소멸될 위기에

처한 고전을 발굴하는 전문가적인 감식안 노릇을 담당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전이 고급 취미의 대상이자 장식적 성격의 상품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장 이 이를 수용했던 이유는 고전 선별의 작업에 요청되는 ‘특별한 감식안’에
대한 자긍심 때문이다. 이태준은 신인들에게 문학인의 자격에 부합하는 지식과
학력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하며 추천작에 응모하는 경우 “자신의 문화수준을 생각
하고 나서 달라”고 당부한다.35) 작가의 지식이란 작품의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이기 때문이다.

4. 결론 및 남은 과제들
1930년대 후반 문장 의 창간은 30년대 중반 이후 저널리즘과 국학․사학의 전
통논의 가운데 형성된 과거지향적인 결과물로 보는 것이 통례이다. 본고는 문장
에 나타난 ‘고전’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을 문장 의 매체적인 성격과 결부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문장 에 실린 소설들은 당대 고전논의가 현실도피적인 태

도, 현대사회를 재해석할 재료를 찾으려는 운동성, 신구의 갈등의 현장 등의 의미

34) <編輯餘墨>, 문장 3, 1939. 4.
35) 이태준, ｢작가지망인을 위하야｣, 문장 14, 1940. 2.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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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학담론은 비단 작품생산자뿐만 아
니라 그 수용자 측에서도 검토되어야 하는데, 특히 문장 과 같은 잡지 매체의 경
우 더욱 그러하다. 1930년대 중반부터 형성된 고전에 대한 관심은 1930년대 말에
이르러 옛 것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골동품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된다.
이 시기 문장 의 수필이나 평론에서는 고전과 골동의 의미를 혼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동인지나 종합 잡지가 아닌 순문예지로서 문장은 대중적 소비문화에
부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문예지로서의 식민 치하 문인들의 정체성이 표현되
어야 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1930년대 말 “古典熱”로 표현
되는 고서․동양화․기명 등의 유행에 따라, ‘고전’이 지닌 장식성/전문성의 두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는 데에서 가능했다. 고전을 표방한 문장의 장정과 기획 의
도는 당시 옛 것이 주는 권위와 가치에 매혹되어 있던 대중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한편으로 카프 해체 이후 정체성 확인을 원했던 문학인들에게 고전은 가
치판별을 위한 심미안, 즉 전문성을 요구하는 해석대상이었다. 문장 에 나타난

‘고전’의 개념은 이처럼 문학인들과 독자의 소용이 서로 일치하는 지점에서 읽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39년부터 41년 초까지 약 3년간 발행된 순문예지 문장
의 전권을 일관하는 것은 아니다. <대동아공영권확립의 신춘을 맞이하여>라는 머
리말이 붙어 있는 1941년 1월호의 표지가 말해주듯이 출판물에 대한 정치적인 압
력은 41년을 전후하여 점차 증가한다. 고전을 대중의 취미와 기호, 문인들의 미적
감식안이라는 범위 속에서 향유하는 것이란 40년 중순에 이르면 거의 불가능해진
듯이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드러내는 곳이 문장 의 <수필>란이
다. 개인의 일상사와 골동품, 취미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던 것이 ｢공
익｣, ｢공중도덕｣과 같은 글처럼 집단을 전제로 한 글로 대치되기 시작한다.36) 이
에 문장 은 <隨筆>이라는 기존의 명칭을 <隨題>라는 이름으로 변경한다. 그 이
유에 대해 편집진은 “｢에쎄이 문학｣의 진수와는 얼마간 거리가 있는 것을 깨달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37) 41년 3월 <연극시평>에 실린 박영호의 글은 <수
필>이라는 양식명이 <수제>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바뀌어야만 했던 정황을 설명
해준다.

36) 이윤종, ｢공익｣, 문장 23, 1941. 1; 이극로, ｢공중도덕｣, 문장 23, 1941. 1.
37) <餘墨>, 문장 23, 19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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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體制의 世上이 됐다. 公益優先이란 말이 愛用된다. 企業이 資本의 結縛에서 白
放되면서 俄然 普及된 國民語다. 個人이 國民으로 바뀌었다. 資本이 企業으로 바뀌었
다. 頹廢가 健全으로 바뀌었다. 現實도 生活도 바뀌어졌다.38)

“개인이 국민으로 바뀌었다”는 단적인 표현이 말해주듯이, 집단의 우월함을 강
조하는 환경에서 개인이 설 곳은 없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취미세계와 심
미적인 감식안에서 나온 고전 세계를 지향했던 문장 의 출발점과 전혀 다른 방
향임은 물론이다. 1940년 중반 이후 문장 에 나타난 고전은 ‘옛 것’이라는 개념
에 대동아공영권의 기본논리인 ‘동양’의 개념과 겹쳐져서 나타난다. 따라서 그것
은 사회적인 유행의 하나였던 “고전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변모한다. 한동안 자기반성적인 논조를 유지하던 평론은 동양의 개념틀 속에서
조선의 과거를 해명하는 것을 통해 점차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인정식
은 동아시아의 보편적 흐름에 뒤지는 조선의 특수성을, 즉 조선이 군벌․토호의
횡포, 고리대와 지주 등 사회내부의 봉건적 제관계들 속에서 “아시아적 정체성(停
滯性)”(141)을 벗어나지 못한 데에서 찾는다.39) 그러나 그는 이후 ｢懷古之念｣이라
는 수필에서 번성한 문화를 이루었던 선조에 비해 우리 후손들은 무능해지고 못
생겨지게 되였다는 열등감을 피력하고 있다.40) 조선을 과거로부터 발전되지 못한
고착된 상태로 파악한 인정식은 오히려 고대 사회와 그 시기를 대표하는 고전을
유토피아적인 환상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원조는 16세기 프랑스에 일었던 로마고전에 대한 부흥기에 ‘유치하고 부족하
더라도 민족어인 불어를 사용하되, 그 양식은 로마의 고전을 모방하자’는 운동을
일으켰던 사례를 인용한다. 이어 고전문화를 임시적으로 모방할 것이 아니라 완
전하게 소화하여 “자기문학”을 성장시키는 토양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즉 정신과 양식을 분리하며, 모방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41) 이
시기 평론이 이르게 되는 결론은 정신은 동양에서, 양식은 서양에서라는 절충안
38) 박영호, ｢아마추어精神｣, 문장 25, 1941. 3, 156면.
39) 인정식, ｢내선일체의 신과제｣, 문장 13, 1940. 1; ｢조선문화의 특수성｣, 문장 15, 1940. 3.
40) 인정식, ｢회고지념｣, 문장 20, 1940. 10,
41) 이원조, ｢昻星派와 佛語擁護論｣, 문장 18, 1940. 6․7 合號.
이와 유사한 시각을 보이는 수필로는 조우식, <고전과 가치> 1.2.( 문장 1940. 9-10)이 있다.
그는 외국에서 전위예술을 익힌 추상화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동양예술에 그 정신을 두되
서양화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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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평론계는 정신은 동양에서 발견하되 양식은 서양을 택한다는 타협안을 내
놓는다. 서구의 물질문명, 한계에 다른 야만적인 파시즘을 반대하며, 정신은 동양
으로 회귀하지만, 진보된 서양의 양식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는 논리이다. 변화의
가능성을 잃은 채로 낡아버린 동양의 양식은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즉, “동양문
화와 서양문화의 결혼으로 위대한 신문화탄생”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42) 이
것은 일차적으로 일본이 주장한 동아시아협동체론의 영향을 받은 주장임은 분명
하다. 그러나 그것의 단초가 자체적인 모색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일본
의 주장을 포용한 것인지는 장차 논의가 더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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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Classic’ in the MUNJANG(文章)

Jeong, Ju A

This thesis focused on the meaning of ‘classic’ described in the MUNJANG: the
meaning can be comprehended by cultural context. In the latter half of 1930’s, people
had an attachment to ‘the past days’ which had influence on contemporary culture in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antiques, an old book, classical literature, what is called
a ‘the revival of classic’, ‘a fever of classic’. MUNJANG took in that trend,
accordingly Lee, Tea-joon as a editor made a choice of classical article and Kim,
Yong-joon as a designer illustrated that magazine in old-fashioned style.
As a mass media and literary magazine, MUNJANG was used for reactionary image
strategically. The term of ‘classic’ connotes ‘decoration’ and ‘professionalism’. In the
antique style, people satisfied their wants which didn’t cover by means of purchase
modern goods. They were eager to be distinguished themselves from anonymous others
as an individual with unique taste. The ‘decoration’ are different from aesthetic value
of classic. Strictly speaking, that is a result from market forces converting the length
of time into monetary value. In addition, ‘classic’ is the analytic object which called
for an eye for beauty in value judgment, ‘professionalism’. MUNJANG was to be a
place of appearing an eye of expert and so that gave contemporary artists an
opportunity for confirming the national identity.
Keywords: Classic, revival of Classic, a fever of classic, decoration, professionalism,
taste, an eye for beauty, Lee, Tae-Joon, Kim, Yong-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