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中國近代文學 연구에 관한 

몇가지 건의 

민 정 기* 

1 한국에서의 中國近代文學 연구가 위지하는 자리 

2. 中國近代文學 연구에서 地域性에 대한 고려 

3. 문학활동 주제악 성격에 관한 문제 

4. 맺는말 

1. 한국에셔의 中國近代文學 연구가 위치하는 자리 

90년대 들어와 국내에서는 ‘근대’와 ‘근대성’ 그리고 ‘탈근대’를 둘러싼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열띤 토론의 장을 통해 형성된 ‘근대’ 담론은 

그 맥략이 단일하지는 않아， 한편으로는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담론에 대한 

극복을 지횡냥}는 것도 있고 혹은 그것에 대한 반성적 계승의 방향을 띠는 

것도 았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적어도 직접적으로 ‘큰대’나 ‘근 

대성’을 운위하는 논의는 다소 수그러블은 듯하다. 이러한 상황은 부분적 

으로 저간의 논의들이 우리가 경험한 ‘근대’의 의미를 구제적으로 조망하 

고 우리의 ‘근대’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좌표를 재대로 밝혀주 

* 서울대 종어중문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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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나지게 이론적인 논쟁으로 발잔한데서 기 

언한 듯 하다. ‘근대’ ‘근대성’ 도론은 결국 서구인들이 자신틀의 ‘근대.를 

해명하기 위해 고안한 여러가지 이론들의 소개장으로 그찬 감조차 없지 

않았다. 이 문재를 둘라싼 여려 업장들이 서로를 온전하 포용하며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어쩌면 애당초 어려운 일이었는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긴의 논의를 통해 i끈대’를 파악하는 서로 다른 입장들이 보다 분병히 

드러났다논 점은 분병하며， 한편 일정장도 ‘소통’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1) 

우리가 잘고 있는 현재 삶의 온전한 모습에 대현 탐구 그 ‘기원’과 조건 

에 대한 탐구는 인문학파 사회학의 주요한 과제이다 그라고 삶의 일부분 

이면서 또한 그것을 비추이는 거울이기도 한 문학에 대한 탐구는 그 주요 

한 엘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를 둘러싼 근간의 논의의 이전에도 아 

후에도 우려 국학계에서 이에 줄곧 관심을 갖고 천착해 온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들이 中國악 근대다 근대문학에 관심을 갖 

는다면 그것은 어떤 맥락에서여야 하는가. 

中陸l괴-8 本은 ‘우리’의 延長이면서 또한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 

울이자 ‘廣角鏡’2) 이다. 우려와 이 두 이웃은 오랜 동안 많은 것을 공유하 

였으면서도 또한 사뭇 이질적인 조건하애서 ‘근대’를 맞게 되었다. 동아시 

아익 삼자를 아울러 삼펴는 것의 의미와 유효함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인 

문학의 각 부문이l서 제기되어왔거니와 근자에는 ‘동아시애 담론이라 할 

만한 것이 활성화되어 있다 3) 우리의 근대에 대한 탐구에서 역사 동아시 

1) 일례로 우리 근대문희의 연구를 휠발히 전개하고 있는 ‘민족문학1사연구소‘에서 심 

포지움의 결과불로 엮은 《민족문학과 곤대성》〈문학과지성싸 1995)악 여러 글들 

특히 이션영1 최웬식 두 분의 글에는 근대와 근다}성에 대한 자신들의 기왕의 관점 

을 획인하되 유효한 다$f한 시각과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j짝 하는 압장이 

보인다 

2) 거울과 광각정의 비유는 유증하， <중국 현매문펙을 공부하다보니〉(《중문학 어떻게 
공부할까》， 실천문학사， 1994, 49쪽)를 볼 것. 

3) 벚몇 계간지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동아시아 논의는 《문혁과새회> 1996년 겨울호 
와 《상상》 1997년 여름호를 통해 논의의 일단제 정라가 이루어지고 향후 토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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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적 시각은 매우 요긴한 것이며 또한 ‘동아시야가 유효성을 띨 수 았는 

시각으로 제가된 배경을 고려해 볼 때4) 동아시아론의 주요한 고리 가운데 

하나가 다름아닌 ‘근대’인 것이다. 中國近代文學에 대한 연구는 우선 이와 

같은 큰 맥락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문학이 인간 삶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에 대한 탐구는 넓은 의 

미의 역사 연구의 한 부분이며 中國近代文學에 대한 탐구는 中國의 근대 

에 대한 이해에 접근해 가는 요긴한 방법이다 中國近代文學에 대한 연구 

는 우선 이 시기 중국인들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펼자는 특히 이 시기 중국에서의 ‘문학’ 개념/제도의 생립 

과정윤 사회싸적， 정신사적 맥락에서 추적하는 것이 관섬았는 연구자들의 

주요 테마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문학은 인간 삶의 일 

부분얀 동시에 그 삶을 독득하게 비추이는 거울이기도 하다. 中탱近代文學 

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는 특별한 성격을 띠는 ‘이행’의 시간을 헤치간 

中國人들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온 궁극작으로는 우리가 

정험한 그라고 경험하고 았는 ‘근대성’에 대한 이해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5) 

진척을 예비하는 형국이다 《상상》의 같은 호에서는 부록으로 (90년대 국내 윌간 

및 계간지 동아시아 관런 목록〉을 싣고 있으며 문학과지성사에서는 샤암재단과의 

협력하에 1995년부터 ‘동양학술총서’를 발간하고 였다‘ 

4) 성민엽， (같은 것과 다른 것·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L 무엇이 문제인개((상 

상) 1997년 여름호 81-86쪽) 침조 

5) 기실 이 두 방향은 서로 상보적인 것이다. 이러한 파제가 잘 다루어진 예로 마살 

버먼(윤호병， 이만식 역)， (현대성의 이해 견고한 오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버 

린다)(현대미흐f사; 1994)와 가라타니 고진(박유학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완)(민 

음새 1997)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종민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주목할 만 하다: 

.. ‘근대’라는 개념 자체의 문제를 넘어 ‘근대’를 감지하는 주재의 의식 문제 혹 
은 의식 속에 내재한 ‘끈대(성)’의 문제이디- 특히 사회과학이 이닌 인문과학적인 

측면에서 ‘근대’의 문재는 ‘문제상황’ 속의 ‘모순의 복합제’인 주채가 자신의 ‘현재’ 

에 조지1하는 무수한 대립， 갈등상태를 지양하고 새로운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어 

떠한 설천적 이행원라 혹은 내면원리를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를 중섬으로 사유해 

야 한 것이다"((梁탬超 文랜듭테의 ji[껴j的 1했討)， (파 · 中文學의 {專統과 近{i;}， ‘第

3이피 東洋學 E원{Ijtj'會짧 ￥껏表페i文.~’， )jl，i， j성館大별校 大|司文化돼究院 1997. 12,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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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맥락에서 中國의 큰대 그리고 근대분학에 대한 주체적 파악은 

중요한 실천적 의의를 갖는 작업이라 할 수 였다. 우리나라의 中國史 연구 

에서 근대사 연구는 하나의 주요 영역으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성과 또 

한 적지 않다. 70년대 이래로의 閔斗基 선생의 선구적 연구가 돋보이며， 

뒤를 이어 정지λh 사회사 등 제 영역에 걸쳐 비교적 정치한 연구가 이루 

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하면 中文學界에서는 ‘근대문학’에 대한 

연구가 어떤 자각성을 띠고 유의미한 연구영역오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에 들어오}서의 일이며6) 근래에 와서는 앞서 언급한 우리 인문 

사회과학계의 탐색과의 결합 기능성이 겁토되며 연구에 반영되고 있다 국 

내 연구자틀이 중국근대문학 연구를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자료는 물론이 

며 연구의 방향 역사 주로 中國의 학계가 제공히는 바에 크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연구자들은 기대지 않을 수는 없으나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中國 측이 제공하는 참조체계， 근대문학과 관련된 많 

은 연구가 축적된 국문학계에서 제공하는 참조체계， 그리고 근자의 ‘근대’ 

담론이 제시하는 결코 단순치 않은 참조체계 사이에서 자기 규정을 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고， 그 고민의 흔적은 80년대 후반 이래의 여러 편의 

학위논문에 드러나고 았다. 그러나 사실 그와같은 고민의 결과는 中國의 

학계가 제공하는 참조처l계에 대한 일정정도 비판적 태도의 견지와 적절한 

선에서의 절충이라는 결과로 나아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7) 이에 대해서는 

10댄 참조) 

6) 이 이전에 행해진 19세기 후빈기와 20세기초의 중국문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 
시기의 소설 특히 챙센이 ‘四大證責小說’이라고 칭했던 직품들이1 대한 띤구에 집중 

되아 있는데 이 시기를 ‘근대’파고 특별히 칭하가나 그갓을 ‘근대문학’이라고 여겨 

그 ‘근대적 성직’애 대한 깊이 있는 탐색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이 시기의 문 

희은 흔히 ‘ l뺏淸文學’ 혹은 ‘해末文學’이라고 불리떠 연구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테마 종심의 연구가 정칙되지 못하였던 국내 중문학계의 잔반적 경향 때 

문이기도 하겠으며，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五때 이후의 문학올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그 선행 사기에 대한 연구 역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 

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여겨진다 

7) 이러한 고민과 성칼은 전형준， (新文學 돼期의 리얼리즘 理論에 대한 冊究~(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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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한 된 자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中國的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이 어려웠던 점도 있었겠지만， 연구자들이 

여러 참조체계들을 주체적으로 소화하고 자료를 다루는 유용한 이론적 틀 

을 구성해 내는 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이무튼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이후로의 中國 ‘근대문학’의 연구 

의 범위와 방향이 초보적이나마 제시되었다 주요 작가와 문학현상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中國近代文學 연구가 궁극적으로 무엿을 어떻게 지향 

해야 할 것인 가에 대한 성찰도 보디 깊이 있게 이루어 지는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다고하겠다 

국내에서의 中國近代文學의 연구가 주체적인 방향성을 확보하고 펼자가 

앞서 제시한 것과 갇은 과제틀을 수행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거칠게나마 

우리의 입장에서 中國近代文學에 대힌 전제작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디. 앞 

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국내에서의 中國의 ‘근대문학’ 연구는 상딩 정도 중 

국 본토에서의 연구의 전저l들이나 개념들을 답습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한 최근에는 ‘근대’를 설명하는 이론틀의 참신하긴 하지만 섣부른 적용으 

로 견설하고 온전한 象을 구성하는데 혼란이 가중되는 현상 또한 없지 않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림 그리기가 좀더 충실해지기 위해서는 개념 

과 용어의 규정， 시기 구분 문제 등을 비롯 하L씩 따져봐야 할 것들이 참 

으로 많이 았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국내에서의 앞으로의 연구와 

관련하여 펼자가 특히 주목õ}는 두가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들은 필자가 보기에 中國近代文學 연구의 기본 틀과 관련된 것이면서도 

용어라든지 사기 구분 문제들과는 달리 별반 토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기도 하다.8) ‘中國近代文學’이라 했을 때 그것으로 19세기 중엽 이후의 中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2); 이욱연， (郭洙若 徐농摩 문학의 근대의식 비교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2); 김영문， ~中國 新文學에서 浪漫主義
變容 짜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2); 홍석표， ~中國의 近代的 文學쉽: 

識 %i:1X:에 관한 ~Jf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8); 심형철， ~近代轉換얘 
[1::1國의 小5%論 ~Jf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8) 등에 반영되어 있다 

8) 중국근대문학의 용어， 분기， 생질 등에 관한 중국내에서의 정리는 《中國近代文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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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學을 두루 칭할 수 있겠지만 본고의 2장과 3장에서의 논악와 관련하 

여서는 주로 1890년대로부뎌 1920년대 초반까지의 문학을 지칭한다. 펼자 

는 이 사기에 新舊東面의 요소가 융합하며 이전외 것과는 다른 행질의 문 

학져l도과 문학관념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지 시작했마고 생각하고 있다. 

2. 中國近代文學 연구에셔 地域性에 대한 고려 

2-1.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점의 하나는 9=r國을 차별상 없는 하나의 단 

위로 놓고 큰대 사기의 문학현상읍 논하는 경향。l다 中國의 문화와 문학 

이 그 내적 다양성어l도 불구하고 공통된 분모를 갖는 통일성을 지닌 전통 

을 이어 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9.1 이 시기의 문학 역사 궁극적으로 하나 

의 흐름으로서 살병윌 수 있으며 설명되어야 한디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민 ‘매國U을 잔채로서 운위하는 파정으로서 혹은 방법으로서 지 

역에 대한 고려가 요긴허디는 점을 제기하고지 한[구. H면淸時期 中國의 정 

~JI究椰5세(天단敎WI:L: I폐tl:， 1992) 이 자서l허디‘ 국내얘사 이와 관련된 사헝틀을 정 

리혀고 연구으~ 전밍을 지1기한 최근익 글로는 임춘성<중국 근현대 문학사론의 검 

토와 파제〉(《中國現{-1;;文핑》 第12號， 매團JJî↑t文성i:l)뽕웰， 1997)와 같은 이(협뿔행에 

서의 중국 근현대문학 띤구의 현황과 과제)((第17次 中國學 國際學끼tj大會 벨표논 

문요지 - 한국어1서의 "Þ團學 U다究의 成果오} 많펼》 i볍國中탬學會. 1996. 8)를 볼 

것. 기왕 연구틀의 기본 전제외 문제틀1 개념틀얘 대한 깊이 있는 검토로는 주琮 

敏， <중국 근대분학 연구의 벤성과 정계넘기)(f챔행中園語文빽ii-슴學術大會짧表詢 

x: 韓國따 미펀m혼x學 5꺼양E띄 ↑位相.i'} 展필》， 韓國디J굶디]文學협/中國語x學때究會 

l998 11 2S )를 블 갓 

9) 이 변에 대해서도 숱힌 토론이 전깨될 여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가 다 
루는 범위에서 벗어니 있다; 泰， 漢의 통일 이래 ‘중국’ 땅을 지lll1힌 모종의 푼화적 

펙심질이 있디는 일빈적얀 가정을 인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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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경제， 사회 등 재영역의 상형은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크게 보아 동담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상황이 달랐으며， 새 

로운 문불과 사조의 주요 유입지였던 廣'HI와 上海 지역 역시 지라적， 역사 

적， 문회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았었다 역사학 등 인문학의 여타 분야를 

살펴보면 中댐 ;근대’의 각 영역에 관한 연구에서 이와같은 지역성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일찍부터 활발히 진행되였다 국내외의 中國近代벚 연구를 

보면 상당히 넓은 권역을 대상으로 심은 것에서부터 바교적 작은 지역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 등 다양헨 주제가 지역생에 대한 고려와 함께 

디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았다 1이 

그러나 지금까지 中國近代文學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역쟁이 고려해야 

한 주요한 축으로 춰굽되지 못하여 관련 연구의 성과가 여타 인문사회학 

악 문이의 그것에 비할 때 적은 편이다 문학을 그것아 생산되는 환경， 조 

건의 기계적 반영묻로 파악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섬은 

얀문핵으로서의 문학 연구기{ 빙-기할 수 없는 것이다. I柳淸時期 서구외의 

접촉을 포함하는 새로운 조건이 ~I 땐近f~文學의 형성과 아떤 관계가 있었 

으리라고 상정한다면 이 시끼 문학와 연구에 지역성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조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조건들이 다I탤!近f-t文學의 

형성에 어떤 식으로든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역사 지역성의 

문제는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 明淸代익 사회와 문화의 살상은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여다~ 19세기 중엽 이후의 中國에서 과연 문 

학상약 변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연이 연여났는지를 올바프게 파악 

10) ]onathan Ocko, Gel1 trγ 얘ricial COflflict il1 the Restoratiol1 Kiangsu 
Coμntryside(Reform in Nineteenth Century China, East Asian Hesearch 
Center, Harvard University, 1976); Paul Cohen, The New Coastal 

Rçformers(같온 논문접) ; 즈FfEUR， 〈明末의 냐떠‘士人’과 〕히1活動〉(《東ì$1:1î까究》 
제57집， J'Rì추벚學會， 1997년 1원)파 갇은 제판의 소논문들야냐 Hillary J 
Beattie, Land and Lineage in Chinα A Sudy of T'ung• Ch ’eng COUl1ty, 
Anhwei, in the Ming anc1 Ch'ing Dynasties(Cambric1ge University Press. 
1979), 金쩌鍾<↑휩未 江蘇.1'ï의 *1:政과 빼士당〉(서울대학교 박사혁위 논문， 1997. 
8)파 같은 저술틀을 예로 들 수 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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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 위해서 광대한 中國을 의미있는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해당 시지 문 

학의 추어를 살피는 연구들이 진행될 펼요가 있다. 즉 中國 ‘근대문학’의 

어떤 보편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려 한다변 지역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 

가 충분히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中國의 근대문학을 지역별로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와같은 고찰 

을 위한 유의미한 지역틀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근대 시 

기의 中國올 ‘나누어’ 고참하는 것이 가능할 갓얀가 

2-2. 

지역 개념을 도입하여 中國을 연구하는 갓이 비교적 활발한 분야로는 

문화사를 비롯한 역사학의 분야이다. 근래 며國 내의 문화인류학적 연구를 

살펴보면 齊홈， 吳越， 체楚， 드품， 巴慶 등의 문화권역으로 나누어 연구하 

고 았는 경우를 볼 수 였다. 이와같은 연구는 中國文化라는 것이 여러 민 

족， 여러 문화가 어우러져 형성되어 온 것이라는 인식하에， 여러 지역의 

문화가 경합을 벌이며 충돌， 융합하턴 春秋 戰國시 7]익 제 권역을 기준으 

로 각 문화의 원류와 이후 지역문화로서의 역사를 탐색하는 방법이다11) 

그렇지만 이러한 지역 분류를 明代 。1후의 사회와 문화얘 관한 논의에 전 

적으로 적용하기이l는 곤란한 점이 있다 또 하나는 현재 통용되는 행정단 

위얀 ‘省’을 기준으로 각 지역을 살파는 것이다 현행 여러 省의 경겨l는 대 

체로 i!Fl淸代를 거지면서 확정된 것으로 그간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아 

도 무방하다. 省을 지역 구분의 기준으로 삼은 연구의 일례로 梁뿜超는 

《近代學風之:ft!裡的分布}(<(歡iJj(室文集》之四十→)애서 淸代로부터 民國初에 

이르는 동안의 학술 경향을 당시의 각 省을 기준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들 

省은 단순한 행정구역일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에 같쳐 형성되어온 사회경 

11) 어랴한 탐색여 결접된 것으로서 違寧敎育!f!版社의 ‘매1國地域文化靈書’블 꼽을 수 

있으며 上海人民出版社의 ‘中陸lX化맛홈書’에도 二I 일부로서 《楚文化벚》와 같은 

지역문화사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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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1， 문화의 경계를 포함하기도 하기 때문에 문화사나 문학사를 운위함에 

전혀 타당치 않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오랜동안 유효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단위로 여겨져온 ‘江南’의 경우 明淸代에도 몇 개의 省에 결친 지 

역이었고 현행의 행정구역상으로도 江蘇 j折江， 安徵 각 省의 일부를 포함 

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省에 따른 지역 구분 역시 참조는 할 수 

있되 근대문학을 지역별로 탐구하기 위한 온전한 단위로서는 부적절하다 

고보인다 

필자는 近代 中國의 문학을 지역으로 나누어 연구하기 위한 지역의 구 

분에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정해 보 았다:1. 

전통 시기의 사회경제적 조건 2. 서양과의 접촉 등으로 조생된 새로운 사→ 

회경제작 조건， 3. 사대부(문인)의 삶의 양태외 성향 4 문화 전통 5. 학 

술， 사상의 전통; 6. 문학 풍조등. 

지역의 구분에 고려해야 할 이들 조건들은 바로 中國近代文學의 형생을 

고찰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일반적 조건들이기도 하다. 中國의 근대문학을 

운위함에 지역을 고려해야 함도 바로 이라한 제조건들이 지역별로 상이하 

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다. 필자는 위의 조건들을 고려하며 중국문화사익 

문화 권역들， 明淸벗 및 中國近代史의 일반적 사실들， 지역성을 고려한 中

國社會經濟史 연구의 성과들l2) ， 학술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l3) ， 문 

학사에서 살필 수 있는 지역성을 띠는 문학 풍조14) 등을 참조하여 근대시 

기 중국의 지역을 여러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15) 이틀 

12) 陳僅， (淸代區域社會經濟%究~(，*I國人民大學出版社， 1996); G. William Skinner 
가 주도한 중국 도시에 관한 연구들 Hill Gates, Chinals Motor .- A 
Thousand Years 01 P etty ι-:apitalism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등 

13) 梁닫#超 《近代學風之地理的分布H{歐깨室文集》之四十→) ; 楊念那， (템學地域:1tÉl''J 

近代形態 三大솟댐없뺨體互動的比較b다究~， 生活 · 讀書 · 新知三聯書돼， 1997; 
Benjamin A. Elman, From Philosophy to Philology, Havard University 
Press, 1984 등 

14) 각종 문학사의 서술에서 추출 가능하며， 다음 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몇몇 선구적 
연구 성파들 역시 근거기← 되었다. 

15) 글 끝의 <표: 淸代_.近代 지역 특성 비교>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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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위의 조건들이 유의띠한 변별성을 띠는， 근대 중국의 문학윤 논 

의합 적절한 지역둘을 다음과 같이 섣정해 꾀았다:1. 北京 지역 2. 1M湖

지역 3. 江南 지역 4 上海 지역 5 福建， 臺j혈 지역 6. 鎭南 지역(珠江츠 

角地) 7. 기타 광범위한 내지 배후지역 

1. 北京 지역: 옛 斯趙 문화권에 속하며 明情f\:; 정치의 중심으로 지배지 

의 보수적인 학술관념， 문학관념이 가장 직접적으로 관철되었던 지역이기 

도 했다. 문화적 환기에 았어서는 江南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역사 전국의 

문물이 모이는 곳이었으며 특히 20세기 들어오}서는 괴거제의 폐지와 근대 

적 학재의 도입에 따라 새로운 지식층 형성의 중심이 되어 신문회 운동이 

최초로 열어나고 가장 휠발히 전개된 지역이디. 

2. 湖湖 지역: 湖i팎 淵獅 長沙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해楚 문회권에 

속한다 이 지역의 시-대부들은 상당히 정통적인 지호F을 보여 淸代에도 정 

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理學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고 문화적으토도 보 

수성향이 강하였다 曾國灌이 太平天國을 진입히고 정국의 설세로 등장히 

띤서 후기 炯城派(湖柳派)의 중섬지가 되기도 하였다 院固품期에는 理學

을 바탕으로 서양 학술을 흡수하여 매우 독특하고 혁신적인 사유를 한 譯

剛同같은 인불을 배출하기도 하였으며 變法論의 주요 발생지 가운데 하나 

였디 

3 江南 지역: 長江 하류 01남의 太湖 주워 지역괴 錢塊江 하류 양안까 

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옛 吳越 문화권에 속한다; 南朝가 이 지역에 도읍 

한 이래 宋代를 가치면서 中國의 경재， 문화 학술의 기{장 생산력 있는 중 

심지로 자리 잡은 지역이다. 宋代 이래로 상엽경재， 도시문화가 가장 번성 

한 지역으로서 雅i깜의 교류기- 가장 활받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淸代

考證學의 발원지이자 중심지였으며 끈대 시기에 늘아서면서는 가장 번성 

한 조약항인 上海를 곁에 두고 있음으로 해서 서구근대적인 문불과의 접 

촉이 용이했딘 지역으로 소설기를 대거 배출하였다 新文化運動 시기에 國

故派가 주로 활동한 공간이기도 했다. 

4. 上海 지역: 개항 이전에는 江南 권역에 속한 항구였던 上海는 19서l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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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반 이후로 中國의 중섬 무역항이 되었으며 대규모의 조계가 형성되는 

등 특수한 조건들이 성립한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 

이 모여든 국제작 도시포서 上海는 하니의 독립된 지역으로 논의할 충분 

할 가지가 았으며 中國近代文씀빨 논의함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江南 지역의 사회문화적 전통의 배경 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福建， 臺t햄 지역. 臺灣을 포함하는 펴 지역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 

는 대외상업 활동이 전통적으로 발달했던 지역으로 江南이나 領南과는 또 

다른 독특한 사회경제적 분위기를 갖고 있딘 지역이다. 林經， 홈웠흉과 같은 

두드라진 인물올 배출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근대문학의 장에서 비로 

인접 지역언 江南 지역파 같은 활발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 

지 탐구할 만 하다. 근대 시기에 식민지 경험윤 하기도 했던 臺i짧은 일찍 

부터 방안의 서면어화 움직임 등 대륙과는 사뭇 다른 지향의 문학 현싱윤 

보이기도 힌다 國E던黨의 정권이 수립된 이후 대륙의 中國과는 다른 사회 

체제 하에서 근대 설힘을 해 온 쫓灣은 특히 하나의 지역으로 연구함 가 

치가 있디; 

6. 鎭南 지역: 中國의 최남단에 워지한 지역으로 지라적으로는 면방에 

속해 았다. 그렇지만 廣州가 明淸代에 결쳐 상당히 오랜 기간을 국가의 유 

일한 공식작연 대외무역 창구로 가능함으로서 상당한 경제적 l펀영을 누렸 

으며 특히 珠江三角洲 지역은 제2의 江南의 형국을 이루었다. 문화적， 학 

술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았었지만 曉淸時期에 江南에서 단초기- 형 

성된 今文經學이 이 지역에 수입되어 지역적 학풍과 결합하여 康有점의 

독특한 학문으로 귀결하였고 근현대 유력한 지적 사조의 발원지가 되었다. 

이 지역에 속한 香港이 근래 中國에 반흰되었는데， 上海가 江南 지역에 속 

하면서도 독립적인 특수성을 띠는 것처럼 식민지로서 독특한 근대경험을 

가지고 았으므로 따로 다룹 수 있을 것이다. 

7 위에서 든 지역들 외의 지역은 대부분이 내지에 위치한 지역으로 각 

기 문화적 연원과 지역적 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대문학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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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태처1로 공통성을 띠는 내지 배후지역으로 분 

류하여 논의할 수 있으려라고 본다-

2-3. 

中國의 큰대가 여리 요인들의 중층적인 관계 위에 형상되며 그러한 관 

계들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할 때 근대 中國의 여러 

부문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지역성을 고려하는 것아 간요하다. 이는 牛l

國近代文化의 가장 정수라 할 만한 문학을 고찰함에도 꼭 고려되어야 할 

점임에도 최근까지 中國近代文學에 관한 연구에 았어 이와같은 문제의식 

을 반영한 연군， 저술은 많지 않다 

지역을 고려하여 근대 사기의 문학현상을 다룬 글로 필자가 발견한 가 

장 이른 것은 狂많體선생의 〈近代詩派與地域〉이다 161 근대 詩歌의 흐름을 

‘湖湖派’， 潤후쫓ì1R‘， ‘페北派’등 여섯 파로 나누어 서술하고 았는데， 자연지리 

적 풍토와 지역 詩風과의 관계에 대한 개괄에 이어 주로는 해당 시기의 

詩增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詩人들의 계보를 엮어내고 았다. 이 

후로 이런 식의 접근이나마 발견하기 힘든데 문제의식의 부재 때문이기도 

했겠으나 80년대 이전까지 이 시기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中國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17)과도 관련이 았을 것이다， 

근래에 들어 자국 근대문학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지역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저술이 차츰 휠성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얀 것으로 몇 종 

의 ‘지역큰대문학λ}'(혹은 ‘지역문학사’의 근대편)를 들 수 있다. 1993년 上

海人民出版社에서 나온 《上海近代文學史)(陳伯海， 종훈進 主編)는 문학 현상 

을 上海라는 특수한 공간의 성격과 문학과 멜접한 관련을 갖는 제조건틀 

16) 아 글은 1934넌에 헤학 강의를 가초로 처음 작성된 이후로 여러 밴 수정을 거친 
것으로 얄려져 있디 i침京大學古典文蘭\빠究所ó]]서 정리하며 上海古籍出版社에서 

펴낸 《패續文集Ì'， 1988, 275-324쪽에 실려있다 

17) 이에 대해서는 졸고<중국에서의 자국 ‘근대문학‘ 연구 개황〉(《자료와 소식》 제4 

호1 중국현대문학학회， 1994년， 52-56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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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련하에서 검토하고 있다. 한 지역을 단위로 문학사를 기술한 시도 

가 새롭지만 전채적얀 짜염이나 서술의 염밀성은 다소 띨어지는 편이다 

가령 上海가 가지고 있던 특수한 제 조건들과 소설과 문장의 추세에 관한 

서술은 설득력이 있는 반면 詩의 영역에서는 어째사 그에 상응ò}는 변화 

가 이루어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996 

년에 출판된 《廣東近代文學5깐》(鍾賢培 1王松濤 主編 廣東人民出版社) 역 

사 근대 시기 廣東 지역이 가지고 있던 특수한 조건들을 부각시키며 廣東

출신 인사들의 지역 안팎에서의 문학 활동을 서술하고 있다 그랜더1 엇비 

슷한 조건들 하에사 어째서 上海에서와는 달리 廣州에서는 소설이 그처럼 

홍기하지 못하였는지， 소설가들을 江南 지역에서처럼 많이 배출하지 못했 

는지에 내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鎭南文學벚》(陳永正 主編， 廣東敎

育出!없社 1993)와 같은 지역문학사의 근대편의 사술 역시 엿바슷한 기조 

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中國近代文學에 대한 접근과 서술의 폭올 넓힌 것은 

분벙하지만 검토되어야 할 제조건들에 대한 그리고 그 조건틀파 문학 현 

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서술의 충실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시기구분론 등 기왕에 자국 근대문학 연구를 지매 

해 온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전제들이 그대로 사용됨으로서 지역성을 고려 

한 접근이 이 시기 문학의 보다 온전한 이해에 충분한 가여를 하는네 지 

해가 되고 있다. 또한 이와같은 문학사 저술들은 中國近代文學에 대한 총 

체적얀 이해를 위한 노력악 일환으로 지역 문학사에 접근한 것이라기보다 

는 80년대 개혁개방 이후 비약적얀 발전을 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정처l 생 

의 확랍 나아가 우월성에 대한 확얀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폭변이 강하 

다 181 특히 이들 문학사는 근자에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中國 지식인 

18) 근래 상해에서는 上海품店出版社 등 여러 출판사에서 근대 싱해 시회의 재부문예 

디l한 다%f한 저술들을 내놓고 있다 광주의 경우에도 유새한 펀상을 확얀할 수 았 

는데 廣東敎育出版社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領i휘文學씻》외에 葉春EtL1 《짧南f십文學 
簡벚)>(1996)틀 내놓았고 廣東人民出版社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廣東판代文學 
됐를 포함하는 방대한 총서를 벌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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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대주익적 성향음- 그대로 반영힘으호→셔 아이러닉하게도 자신들의 근 

대， 근대문학익 보다 면밀한 이해로부터 멀어져 았다논 생각아 든마. 

위와같은 점들 외애도 현재까저의 이러한 문학사적 서술이 보다 충실하 

지 못한 이유는 지역성을 염두에 둔 접근에 관한 얼빈론이 성숙하지 못한 

점과 이라한 시각에 압각한 각론의 연구기 활발혀지 못한 점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약접을 다소 극복한 연구 성과로서 ‘二 f世紀中國文‘웹되區j或文 

{t盡書’(嚴家씻 主編， 河南敎育出版社)를 들 수 있다 이 총서를 통해 발간 

되고 았는 연구틀은 지역성과 관련된 무거l았는 매마릎 설정하여 디룸으로 

써 비교적 감이 있는 사각을 보여주고 있다. 

2-4. 

인문학 여타 영역에서의 기왕의 성과들을 참고하고 지역 연구가 빠질 

가능성이 있는 힘정， 즉 지역성에 대한 판심이 전체로서의 中園을 이해하 

는 역량을 지하시킬 수 았녀는 점19)을 경계한다면 이와 같은 접근 방볍이 

대]國近代文學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다 잘 드러내는 데 71여할 수 았으라 

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리라고 본다. 

다만 이런 식의 연구는 문학 휠동에 특유한 지역작 특수성과 보편성의 

발현 양상이 았으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특 

히 문학 행위의 주처l의 문제를 여하하 다풀 갓01냐는 것과 관련이 았다. 

우선 앞에서 설정한 것과 같은 각 권역 볍모 근대 시기의 상횡이 어떠한 

지， 그것이 문학 행위의 주체에 어떻게 작용하고 그 주제는 그려한 상황 

을 어떻게 내면화하며 문힌계 대한 관념， 활동성의 추이를 보이는지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야울러 각 지역별로 이와같은 상횡 주체의 관계가 어떻 

19) 이러한 잠재작 위험과 지역 연구가 지향해야 헬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소흥 

출신 막료으익 잔국적 조직망과 칭매 행정， 관료 치}겨l λ1-0 1 으l 판제어l 매한 James 

H , Cole각 시론적 연구인 The Shcwχing Coηnecti 011 --A vertical 
Administratiue Clique in ’'ate Ch'ing Chim(jv[oc!erη Chim , July 1980)의 

서두에 매우 벙료하게 지죄되어 있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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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문학 그라고 그와 관련된 제도들을 규정해 가논지에 대한 고려가 행해 

져야 하겠다 또한 오랜지간의 축적을 거쳐 형생된 보편적얀 전통문학관이 

어떻게 이 시기 각 지역에서 특수하게 현현하는가 하는 문제도 다루어져 

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는 점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고려가 문학 

행위의 ‘주쳐1‘에 대한 깊은 이해 우l에 행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흔히 이러 

한 문학사회학적 팀구에서 상황과 문학은 심각하게 고려되지만 그 모든 

것을 매개하는， 중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인간 주치1에 대한 고려는 다소 

소홀하게 되는 면이 없지 않다. 앞서 논급한 中國에서 출판된 몇개의 지역 

문학사익 경우 노정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01와 관련이 았는 것이다. 이는 

다음으로 문제 삼을 中國近代文學 논의에서의 행위 주체의 성격 규정 문 

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가도 하다 

3. 문학활동 주체의 성격어l 관한 문제 

3- 1. 

이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中國近代文學을 연구함에 문학활동을 

-61는 주채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 

中國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았으며 우리나라의 연구자들도 대제로 

답습하고 았는 ‘근대문학’의 뱀위 설정 및 내부 분기론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 中國 학계에서는 대체로 購片戰爭에서 Ji四新文化運動 전후 공산 

주의운동아 시작되기까지에 이르는 기간을 ‘近代’로 그 이후 얀면공화국 

이 수립되기까지의 기간을 ‘現代로 나누어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라고 

각각의 시기에 생산된 문학을 ‘판代文學’‘ ‘現代文學’으로 구분한다. 그라고 

마찬가지로 역사 서술상의 사기구분론에 벚추어 ‘近代文學‘ 내의 소시기 

구분이 또다시 이룬어지는데 논지에 따라 구채적인 분기의 연대와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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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가리키는 데 쓰는 병칭 에 약간의 차야가 았기는 하지만 대체로 다 

음과 같은 틀로 ‘近代文學史’를 다루고 있다 춘 ‘體片戰짧윤 전후로 한 지 

주계급 개혁운동 시기익 문학’ (‘太平天國의 문학’) ‘찌成變法을 전후로 한 

자산계급 개량운동 시기의 문학’ ‘辛짖華命을 전후로 한 자산계급 혁명운 

동 시거의 문학’의 순으로 ‘近代文學’이 ‘現{~文學’을 향해 발전해 니아갔다 

는 식이다‘20) 

위와 같은 시기 구분론에 의하면 각 단계플 대표하논 문학행워의 주처l 

는 ·지주계급에 속하며 개혁지향적인 성횡탤 갖는 사람틀‘， ‘자산계급에l 속 

하며 개량지향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자산계급에 속하며 혁병지 

향적 성동t을 갖는 사람들’이 되는 셈이다. 그런례 이와같이 이 시기 문학 

과 문학 생산 담당자들의 관계를 보는 것이 과연 얼마나 타당하며 효과적 

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中國 ‘끈대 시기’ 주요 문학 담당층을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것의 타 

당성에 대해 살펴보자 明淸代 그리고 근대 시기의 中國 사회경제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사실상 위오4같이 문학 담당층을 규정하는 

것의 근거가 되는 계급 설정은 이미 재검토에 대상이 되어았다 宋 이래로 

문학의 주된 생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서인층을 과연 지주계급이라고 

단순히 지청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거니와 變法*廳f運動과 辛*華命의 주 

체가 되었던 층을 과연 사회경제적으로나 의식형태상으로니- 지잔계급적이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지 역사 의문야다 위와 같은 문학사의 분기와 단계 

별 주처l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毛澤東이 ‘新民솟主義論을 통해 천병한 근 

현대 혁명사의 발전단계론에 업각한 것인데， 다1國 내애서도 근래에는 근대 

문학에 관한 논의에서 이러한 식으로 그 주체를 표현히는 경우는 많지 않 

다. 그렇지만 사실상의 지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그것을 “중국적 

특색을 갖춘 샤회주의(具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저네들악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꽁식적인 문학사 서술과 敎學의 장에서 이 

20) 조금씩 입장을 달리 히는 ‘근대문학’찍 범위와 내부 분기에 관한 90년대 초반까지 
의 중국내 논의와 이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본고 가주 9번애서 제시한 달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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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편향이 사라지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가왕의 문학사 서술에서 이와같이 성격 규정한 주처l와 그 주처} 

들이 생산한 문학의 생질 간에 어떤 필연적 연관이 았는지， 각기 다른 단 

계를 대표하는 각기 다른 선격의 주체들이 만들어낸 문학은 과연 어떤 질 

적 차이를 갖는 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명쾌한 설명을 발견가 힘들다. 우 

선 이들 문학사는 크게는 개링-파나 혁명파의 ‘자산계급적’인 71반은 파면 

어떻게 문학 현상과 관계하는지， 그것은 전통시가의 ‘지주계급’이 문학과 

맺던 관계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였다. 또한 이 시끼의 문학이 위와같이 단채적으로 현대문학을 향해 발전 

한 것이라면， 소위 혁명파의 문학이 소위 개량파의 분학과 사실상 큰 차이 

가 없다거나 어떤 면에서 보띤 심지어 더 보수적인 띤(혹은 국수작인 면) 

을 띠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하는 점도 셜멍하지 못한디→ 더구나 다 

분히 기계적인 계급 분듀와 성격 규정에 입각한 가존의 문학사 서술과 개 

별 작가들에 대한 연구틀은 ‘진보적 주류’에 대한 ‘보수적 반동’이라고 간 

단한 균정을 통해 많은 문인들과 큰 부분의 문학 현상에 대해 왜곡올 해 

온 것이 샤실이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예가 同光體 宋詩派에 대한 평 

7r-;들이다. 이 일파에 대해서는 淸代 내내 계속되어왔던 宋詩 지향의 흐름 

상 그것의 위치， 그것의 정신사적 의미 등 문학 내외적으로 따객야 할 면 

이 참으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향했던 이들이 대부분 핀직 경 

략이 있는 이들이며 民國 성립 이후 ‘遺老’의 길을 갔다는 이유로 근한대 

문학의 정당한 주류에 대한 반동작 흐름이라고 비판되어 왔다 근래 同光

體 시인군에 속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변법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다는 

점들이 언급되며 이전과는 조금 다른 평가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역시 이 

들의 정치적 입장을 근거로 문학사적 평가를 하기는 매한까지 이며， 도대처l 

이들이 梁뽑超와 근접한 정치적 입장을 가졌다고 했을 때 詩界華命論파 

비교해 보아 그틀의 詩學 주장은 어떻게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별반 섣득력있는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이 遺老로서 퇴행적인 면을 잦는다면 혁병작 문학집단이라고 일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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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南社의 성원들 증 상당수가 民탬 Àd립 이후 비슷한 갈을 갔고 또한 

그들의 대표적 詩學 주정이라는 것 역시 尊j書익 복고적인 것이었다고 할 

때 아러한 점은 어떻게 해벙할 것인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1 

1980년대 중반 개혁개방의 가속화와 中國y:.化傳統에 대란 전반적인 재 

검토의 분위가 속에서 위와 같은 근현대 문학사 분기론을 비판하며 등장 

한 |演平原 등약 ‘20世紀中國文學論’은 그것이 갖는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22) 기왕띄 근현대 둔학사 서술익 한겨l를 돌파하는 사도로서 의미 

를 갖는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의 문학을 유의마한 연속적인 

흐름으로 파악하고자한 이틀의 의도는 그려한 문학을 창조해 내고 헝유하 

는 주제외 문자l를 애매하게 처리함으로써 가능힌 것이았다. 20世紀中國文

學이란 하나의 유기적 “整體”로서 세계문학을 향해 나아가는 개방형의 문 

학이며 “민족의 영흔을 개조한다”는 전체적 주제을 갖는 문학이고 펴행” 

가 핵심적 미학 특정언 문학이라는 선언 속에 암시된 문학 창조와 향유의 

주체는 사희경저i적， 문화적 구체성을 띠는 실제라거보다는 21세기를 바라 

보며 새로운 ‘中華’를 꿈구는 당대 중국인들의 염원이 투영렌 주체이다 이 

러한 핀점을 견지하고서 위에서 제가한 것과 겉은 19세기말 20셰기초의 

문학현상과 관련된 문재들을 효괴적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지 의문이다. 

필자는 위에서 저l기한 것과 같은 문제틀을 포함히여 中國近代文學의 복 

잡디단하며 일견 모순적일 수도 았는 양상들이 사대부균}는 주채를 상정함 

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섣벙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1) 同}터뿜에 대한 이와같은 정치적 평가익 단초는 情末 民國初 혁병에 동조히는 文

人들의 社團이었던 南파의 지드지 柳亞子의 극던적인 宋詩 혐오에셔 니다난다 辛

쫓뿔命의 지지자였으며 후에는 사회주파 혁명을 수용하여 人j처共처~행 수겹 이후애 

도 혁맹원로로 챙송받았던 떼lREf는 문핵적인 견해의 차이에서라기보다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 때문에 ;fEft야와 그들이 지향한 5f討를 비판했다 혁멍의 조류와 계 

속 함께 했던 J였지만 문학적 활동과 지향의 면에서는 ‘遺픔’작이었던 그의 입장 

을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대1서가 띈 것이디: 

22) 이에 관히여는 잔행준， 〈20세기 증국 문학론 비핀〉(《한대중국문학의 01해》， 문학 

과지성싸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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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中國에서 전통적 0'로 ‘글쓰71 ’ 행우}를 하는 싸람들은 사회의 정치적， 정 

제적 지배층이었던 사람들이었다 아와같은 사섣은 中國文學의 성격을 규 

정하는 큰 요인이었으며23) 근대 사기에 외셔도 이와같은 사실에는 변동이 

없었다 적어도 科쉴홉制가 폐지된 후 새로운 한재에 따른 교육을 받고 유학 

을 거쳐 辛종옮命을 전후로 문펼 훤통을 시작한 새로운 세대의 문인틀아 

등장하기까지는 문학활동의 주된 주체는 土大판文人이었다. 이들이 부분 

적으로 ‘자산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었을 가능생은 충분혀 있으며， 이들 가 

운데 일부의 정치적 지향이 ‘개량작?이었다거나 ‘혁명적’이었다고 하는 것 

도 타당하다 이들의 ‘지산계급적’‘ ‘개량작’ 또는 ‘혁명적’ 성향(혹은 이렇 

지 않았던 이들의 ‘보수적’ 성향)이 이틀의 문학 행위에 어떤 결정 요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타딩한 면이 있다. 그라나 펼자는 무엿보다고 

이들의 ‘士大훗’로서 ‘文人’인 측면‘ 사대부로서의 문학 행워를 살펌으로서 

근대 사기 문학의 추향， 문학판념의 추이에 대한 효과작연 검토가 가능하 

리리고 본다 ‘자산계급작’이고 ‘개량작‘ 혹은 ‘혁 I성적’인 성향과 문학 행위 

간의 관계는 부수작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디; 

‘士大夫’라는 맡은 ‘士’ 혹은 ‘士κ， ‘士夫’라는 용어와 통용과가도 하는대 

일반적인 의마얘서 士大夫란 지적， 문화적인 능략과 자산을 바탕으로 관료 

로서의 입신파 국가경영에의 참여를 지망하며， 한편 지역사회에서 사회경 

제적， 문화적으로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中國 사회 내에서의 상위 계층으 

로 규정할 수 았다. 근대 시기 문학활동의 주체를 지칭하는데 ‘士大夫’라는 

병칭이 ‘士’나 ·土人?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中國 전통사회의 지식 

제층의 선구。l면서 또한 혐宋 이후의 土大쳤F는 구처l적얀 변에서 성격음 

사뭇 달리하는 先쫓빠代익 ‘士‘， ‘士人’과 구별 지을 펼요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士大夫 文人’으로 연칭하는 경우 덜 어색하기 때문이다. 또 

Z}) Ol는 문자」를 정약하고 글쓰기 행위틀 딛당한 계층이 반드시 세속적 지배 계층이지 

만은 않였던 서양 사회니→ 디개;의 견우와 대비해 보면 명확해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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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士大솟라는 용어가 보다 풍부한 문화적 힘의륜 띠고 있다고 판단되는 

데， 그렇기 때문에 문학활동의 주체를 지칭하는- 용 어로 보다 적정한 듯 하 

다. 

현재 맛學界에서 좁은 의미로 쓰이는 ‘士大솟’는 宋代의 ‘士大夫’를 지칭 

하는데 한정되기도 한다. 황제 관료지배제제는 오랜 가간익 발전을 통해 

宋代에 상당히 완정한 처l계를 잦추게 되는더l 현실상의 ‘土大夫’란 備家的

교양에 기반한 지식인 관료를 지칭한다. 한편 ‘士大夫’라 하였윤 때는 다만 

현실적인 지배 계층을 지칭하는 것일 뿐만 이니라 그둡이 지향했던 이상 

적인 庸家 지식띤관료의 형상이 그 속에 포함되어 았다. 宋代의 유벙한 

관리였던 폐며蘭은 일짜기 “세상의 근섬에 앞서 근심하고， 서1상이 다 기뻐 

한 후에 기뻐한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라 하여 이상적인 士

大夫의 상을 전벙한 바 았다. 宋代의 士大夫와는 국가권력과의 관계 등에 

서 성격을 약간 달리하며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경제적 위치를 가지고 다 

방면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明淸代의 士大솟를 가리킬 때 ‘神士’라는 

용어가 싸용된다. 이 용어는 염밀히 규정하면 관직경력자와 生員 이상의 

학위소지자를 지칭한다. 中國 근대 시기의 문학 활동의 주체로서의 士大夫

文人을 검토함에는 이상형으로서의 ‘士大夫’를 지향했딘 그들의 일면과 실 

제의 明淸代 細士로서의 행태를 함께 고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中國近代文

學의 주체에 관한 논의에서 士大夫 대선 ‘神士’라논 용어를 쓰는 것도 타 

당하며 또한 필요하기도 하다 그런데 일반적인 용법에서 ‘細士’는 종종 

‘柳細’과 같은 말과도 통용되어 ‘지방의 세력개라는 함의를 강하게 갖고 

있다. 細士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러한 함의기→ 줄 수 있는 오해를 염두에 두 

어야 한다24) 

전통 中國 사회에서 士大夫란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 규정하는 것이 간 

단치만은 않다. 더구나 끈대 시기에 오면 이틀의 존재 기반에 적지 않은 

24) 이들 용 어와 그 힘의에 대해서는 핏金成 〈明 · 淸時期의 陸l家權力과 神士>({講座

中國벚}N， 지식산업샤 1989)에 잠 정리되어 있다 또한 《漢語大詞典)(蘭펌大詞 

典出版位 1992) 해당 조목의 용례 침조. 



향후 며國近代文學 연구에 관한 벚가지 건약 161 

변동이 얼어나며 휠씬 복잡한 조건틀 속에 놓이게 되므로 보다 세심한 검 

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25) 士太失를 中國近代文學의 주처l로 두고 논의 

할 때 주의혜야 할 주요한 사항은 士大夫 계층 내의 분화와 그 지향의 다 

원성이라는 측면이다. 明淸代 網土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계층으로서의 이 

들이 士大솟로서의 이념과 역할모 인해 하나의 단일한 계층으로 묶이면서 

도 관직 경력 여부와 학위의 고저， 경제적 가반외 차이 등에 따라 적어도 

2개 이상의 층으로 나쉽을 보여주며 下層 神土의 경우 그 지향과 성격에 

있어 다분히 ‘중간층’으로서의 특정을 가점을 보여준다.잃) 또한 淸代 학술 

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연구에서 드러나듯 지역적으로 士大夫의 사유형태 

는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문학에 대한 일정 수준에서의 보편적인 관념음 

공유하고 있었자만 한편으로는 경힘하는 세계에 차이가 있고 사뮤방식에 

도 차이가 있음에 따라 문학관파 문학적 실천양상에도 역시 일률적이지만 

은 않았을 터이다 士大솟의 삶의 양태와 성격의 근대적 상황에서의 특수 

한 받현 혹은 변질 또한 문제이다 마I國近代文學의 논악에 士大夫라는 주 

체의 설정이 의미있고 유효하려면 01라한 점듣이 모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야다. 

그
 

]끼
 
J 

지금까저의 中國에서익 많은 연구들은 문학 행위의 주체로서의 ‘士大夫’

의 다양한 특정을 무시한 채 ‘封建地主官傑階級’과 같은 병칭 하에 그 부 

25) 중국의 사대부 특히 명 · 천 끈대의 선사층에 관한 포괄적인 시각플 제공하는 연 
구들로 Chung-li Chang의 The Chinese Gentry(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55), The Income o.f the Chinese Gent:~v’(University of 
V/ashington Press, 1962); 1뽑.:::1별‘， 《中國近代벚빠究 編士層의 ‘멈想、과 行動》( { 
빽聞， 1973), (淸代 뼈士層의 돼{究)(서울대학교 박사한우} 논문， 1974); 奈뼈풍， 
《士햇中國:jc:化》〔上海人民i:Hh'Hct， 1994) 등을 꼽을 수 있디 

26) 李允碩， (明末의 江南‘±人과 文람j임勳〉(〈東洋핏líJf究》저1]57집， 東洋앗學會， 1997년 

l원); 閔、+1￡， 〈폐1-~ .生않향의 성격〉(〈냐]國近代벚쩌究》‘ j뺑I짧 1973, 85-131쪽)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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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측면에 대한 강조만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입장이 봉착한 문학 

사 서술 상의 한계에 대해서는 ‘3-1 ’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는데， 근간 

애 외서 변화하는 시각을 보여주는 연구가 없지는 않다. 그 한 예로 앞서 

2정에서 소개했딘 ‘二 「世紀띠國文學與區l或文化講띔’의 한 권얀 {ÝI힘士風 

與ìI蘇文學>(河南敎育出版社， 1995)음 들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 贊振鍾은 지역성파 문학윤 걸부하여 논하고 았는 한편 

南朝時代에 형상된 이래 이 지역 문학의 성격을 끊임없이 규정해 온 江i휘 

지역의 ‘士風’이 어땅게 정발으로부터 20세기에 이므는 시기의 江蘇 文學

의 주요한 특정으로 내재하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사회문화작 배칭 위에서 

문학올 해석하되 그것을 생산해내는 주제라는 기장 중요한 매개를 중심에 

두고 서술되고 았다는 점이 큰 강점이리고 할 수 있디→. 저지는 南뺀時代에 

형성된 특정적인 江南 土風과 그것과 관련된 江南文學의 상격에 주목힘으 

로서 이 지역 문학의 내작 떤속성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았는데， 明淸代를 

거쳐 근대에 이르는 시기에 이 지역의 士大失 文人들이 겪었을 주채 성격 

싱의 변화된 측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홀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 

서 근대 이후 江南의 문학이 과연 여타 시기의 江南갯;學과는 어떤 차이가 

았는지 전제 근대문학의 시야에서 어떻게 파악될 수 있을 지에 관해서는 

별반 언급이 없다 2이간紀中!캘l文學論1的 視座에서 집필된 것으로 20世紀中

國文學의 뿌리와 연속상이라는 측면애 강조점을 두고 서술되고 있기 때문 

에 근대시기 중국에서 문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지되어 기는가에 대한 

탐구와는 다소 거리가 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근대시기 土大夫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中國의 근대문학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는 김진곤의 〈四大 調責小誤에 대한 昭究)(서울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년)를 예로 들 수 았다. 이 논문은 70년대 이 

후 이루어진 閔늬基 선생의 淸代 士大夫에 대한 연구 생괴를 기반으로 四

大 調홉小訓약 작가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작둠의 칭작 배경파 동기 그라 

고 직품의 문헥사적인 위상에 대해 해석하고 있다 이런 류의 집근으로서 

는 현재까지도 팩 드문 예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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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문학 활동의 주제로서의 士大夫에 대한 성찰에 있어 근대시기 士大夫

文人이 갖고 있었을 복잡한 성격에 대한 다각도의 고찰에는 미치지 못하 

고 정치적 성향 등 일부 측면에 대해서만 부각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 

적할 수 있다. 근래 발표된 연구로 이종민의 〈梁햄超 文薦옮의 批썩휩선 檢

討)({韓 · 中文學의 傳統과 近{i;p ， ‘第:30回 東洋學 學術會議 發表論文集’，

成均館大學校 大同文化%究院 1997. 12)는 근대시기 士大夫로서의 梁양超 

에 착안함으로써 그의 문학론을 비평하고 있다. 근대 中國의 士大夫像과 

관련하여 근거로 삼고 있는 바는 대체로 김진곤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으 

나 梁햄超라는 개인이 처해 있던 상황과 그라한 상황에 대한 주체의 사유 

와 설천원리에 대한 보다 다증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수행함으로 한층 진 

전된 논의의 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극복할만한 연구의 예로 이보경의 (20세기 초 중국의 시공간 소 

설이론가틀을 중심으로 )({中國語文薦購》 흉핀號j 中國語文學冊究會，

1997. 8)라는 논문을 들 수 있다. 이 글의 펼자는 ‘근대’ 그리고“중심’→‘주 

변’ 문제에 관한 우리의 숙제를 풀어가기 위해 中國近代文學음 파악하는 

기왕의 개념과 틀에 대한 검토를 행하고 았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소섣이 

론가들의 지라적 분포와 그들의 계층적 성격 사유형태상의 특정을 검토함 

으로서 이 시기 문학(역사)에 관한 기왕의 연구를 지배해 온 ‘停離옳’과 

‘整體觀’을 극복할 것올 제안한다. 궁극적인 문제의식에 있어 필자가 관심 

을 두는 바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고에서 제기한 바와 근사한 

‘지역(공간)’과 ‘주체’의 틀거리를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에 접근한 좋은 본 

보기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4. 

문학 연구가 궁극적으로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 놓인 인간에 대한 탐구 

의 학문이라고 할 때 문학 활동의 주체에 대한 세섬한 탐구는 필수적이라 

고 할 수 있다 근대시기 中國의 경우 문학 활동의 주된 주제는 이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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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士大夫的 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五四팬動]을 

잔후로 하여 유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대의 문인틀이 등장하71 

이전의 문학판파 문학관념에 대한 탐구는 불론이고 中國에서 문펼활동어1 

종사해 온 土大夫的 주처l약 오랜 전통에 비추어 볼 때 五四 이후의 그것 

에 대한 팀구에도 이러한 주제 성격에 대한 고려블 완전히 방기할 수 없 

을 듯하다. 국내외적으로 中國 士大夫에 대한 연구는 사회사 사상사 등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테마로 설정되어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中國近代文學의 연구에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것은 中國

내 연구가 근거하고 았는 문학사관의 영향 탓도 있을 터이지만 보다 크게 

는 인접 학문들의 성괴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지 못해왔던 우리 학문의 다 

소 폐쇄적인 성향 탓도 있을 것이다. 

土大夫的 인간을 中國 근대시가 문학 활동의 주된 주체로 섣정하고 연 

구를 진행함에 우선은 기왕의 明淸 그리고 근대 사기 土大夫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기의 다양한 문학 현상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고， 나0까서는 문학 행위의 주처l와 문학 현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문학이론의 성과를 흡수하여 사대부작 문학 행위 주체와 

이들의 문학 활동간의 특수한 관계를 설명해 냄 수 았는 일반이론의 정립 

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4. 맺는말 

中國近代文學 연구와 관련한 2. 3장에서의 제안은 일차적으로는 문학사 

의 큰 맥락에 대한 검토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러한 접근은 실상 

작가론의 미비점 보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선 지역성에 대한 관심 

은 中國近代文學벚에 대힌 전체적인 탐구와 개별 작가에 대한 연구의 두 

영역 사이에 중간영역을 설정함으로써 문학사 흐름의 지역적 특수성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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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작가군이 갖는 지역적 열반생에 대한 검토를 행하는 것으로 그 자채 

가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뿐 아니라 문학사 차원의 큰 맥락에 대한 

이해외 개별 작가에 섬세한 이해에 공히 새로운 관점을 지l공할 수 았다. 

또한 이 시기 문학 휠동의 주된 주제가 士大夫的인 생격을 갖는 文人이라 

고 폼으로써 마l國의 근대 상황 속애서 주처l기 공유하는 일반적 생격과 私

l맨얀 배경을 지니는 특수한 성격에 대한 고려의 사이에 중간 환철을 개입 

시컴으로써 근대 시기의 문인파 그의 문학 행위에 대한 탐구의 폭과 깊이 

를 넓힐 수 있을 것이디 

그리고 이전까지 크게 주목받지 뭇했단 이라한 점들에 대해 배려함으로 

써 나아가 ]정에서 제기하였딘 바 우리나라에서의 中國近代文學 연구가 

안고 있는 넓은 맥락에서의 과제를 보다 온전히 풀어나가는더1 일정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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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청대 근대 지역 특성 비교〉 

R뿜數的政 

行政
도시유형/ 治M!濟메 

淸代 近代 士大夫
文化團 方言區城 지역내도시 면입정E 비고 

區城 학술경향 학술경향 文學
밀도 민간상업 

결전L 
東;It . 

행정형/낯음 강/약 
5홉j션 

北京
Ni빠H lrrj암(밴J취) 新 )(1↑t;덴j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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