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예지 100주년 공통 심포지엄 상세 프로그램

사회 : 이은선 작가

구  분 시  간 운영주체 발표내용 발표자 및 토론자 비고

발표 1
16:10~

16:40

한국문예창작학회

한국 정치사에 발을 

맞춘 한국 문예지의 

100년 역사

이승하 (시인, 중

앙대 교수)

김영산 (한예원 

교수)

5p.

발표 2
16:40~

17:10

전후 66년 메이저 문

예지의 공과

최강민 (문학평론

가, 우석대 교수)

전영규 (문학평론

가, 중앙대 박사

과정 수료)

31p.

발표 3
17:10~

17:40
픽션과논픽션학회

한국 문예지의 최근 

변모양상과 미학적 

구조 연구

이현정 (시인, 

중앙대 박사과정 

수료)

조동범 (시인, 

중앙대 교수)

48p.

발표 4
17:50~

18:20

문예커뮤니케이션

학회

독립문예지 속성과 

모델 그리고 변화에 

관하여 – 2019년 독

립문예지를 중심으로

이민우 (뉴스페이

퍼 대표)

문종필 (문학평론

가, 한국교통대 

교수)

63p.

발표 5
18:20~

18:50

‘문예지에게 바란

다’ 창작자 및 구독

자 설문조사

공병훈 (문예커뮤

니케이션학회 학

회장, 협성대 교

수)

문창길 (시인, 창

작21작가회 대표)

82p.

질의

응답

18:50~

19:00





- 5 -

발표 1 

한국� 정치사에� 발을� 맞춘� 한국� 문예지의� 100년� 역사

이 승 하   
(시인, 중앙대 교수)

1. 최초의 문예지 創造 등장의 의의

한국 잡지의 역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2년 1월에 나온 코리안 리

포지토리를 최초의 잡지로 보는 사람도 있고 1896년 2월에 나온 일본 유학생들이

낸친목회회보를, 1896년 11월에 나온 대죠선독립협회회보를 최초의 잡지로 꼽

기도 한다.1) 그렇다면 문예지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시ㆍ소설ㆍ평론 따위

문예 작품을 주로 싣는 잡지”2)라는 사전적 정의에 입각해 살펴본다면 ‘최초’의 영예

는 1919년 2월 1일자로 창간된 문학동인지 창조가 차지하게 된다. 3ㆍ1독립운동

을 앞두고 동경 유학생을 중심으로 작성한 2ㆍ8독립선언서가 나오기 일주일 전이었

다. 창조는 김동인ㆍ주요한ㆍ전영택 등이 중심이 되어 도쿄에서 편집하였고 요코

하마에서 인쇄ㆍ발간하였다. 창간호의 제책은 재단하지 않고 접은 채로 제본하여,

읽는 사람이 페이퍼 나이프로 손수 자르면서 펼쳐보는 이른바 ‘프랑스장(裝)’으로

멋을 부렸다.3) 창간 멤버인 전영택은 창간 당시의 일을 사상계 지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때는 1918년 가을 일본 동경 유학시절, 11월쯤 되리라고 생각한다. 하루 저녁

은 요한과 동인 두 사람이 내가 있는 청산학원 기숙사로 찾아왔다. 뜻밖의 일이라

‘웬일이냐’고 물어보며 자못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리 문예잡지 합시다.” “그럽시다.”

파탈하고 성급한 동인이 먼저 말을 꺼내고 나도 덮어놓고 찬성을 한 결과 
창조가 나오게 된 것이다.(하략)4)

1)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한국잡지 100년, 1995, 7쪽. 
2) 운평어문연구소 편, DESK 국어사전, 금성출판사, 1999(개정신판), 793쪽. 
3)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 1, 현암사, 2005(재판), 522쪽.
4) 위의 책, 사상계, 1961. 1. 524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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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는 그때까지의 계몽주의적 성격을 밀어내고, 완전한 구어체의 문장을 쓰

면서, 현대 문학사조의 새로운 영역인 사실주의 및 자연주의 문학을 개척하는 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

창간호의 첫 면에 실린 시가 주요한의 ｢불놀이｣다. 최남선이 1908년 잡지 소년
 창간호에 발표한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신체시의 기점이 된다면 ｢불놀이｣는 자

유시의 출발점이다. 주요한 스스로 이 시를 쓰게 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창조에 실은 ｢불놀이｣ 등 몇 편 시의) 내용은 불란서 및 일본 현대 작가의

영향을 받아 외래적 기분이 많았고, 그 형식도 역시 아주 격을 깨뜨린 자유시의

형식이었습니다. 자유시라는 형식으로 말하면 당시 주로 불란서 상징파의 주장으

로, 고래로 내려오던 작법과 타입을 폐하고 작자의 자연스런 리듬에 맞추어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6)

김동인도 ｢조선근대소설고｣7)라는 글에서 선배 작가 이광수를 맹렬히 비판하면

서 자신의 소설가적 입지를 모색한다. 김동인이 창조 창간호에 발표한 ｢약한 자

의 슬픔｣은 한국 사실주의 소설 혹은 자연주의 소설의 최초 작품으로 손꼽힌다.

종래의 권선징악과 춘원의 권선징악의 사이에는 오십보 백보의 차이밖에 없

다. 종래의 습관이며 풍속의 불비(不備)된 점을 독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옳은 일

이되, 개선방책을 제시하는 것은 소설의 타락을 뜻함이다. 소설가는 인생의 회화

는 될지언정 그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교화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될 수

도 없는 것이다.8)

김동인은 춘원의 계몽주의가 낡은 것이라고 비판하기는 했지만 그를 무시할 수

없어 2호부터 동인으로 받아들인다. 일본에서 2집까지 내고 3호부터는 서울에서 9

집까지 낸다. 9권의 창조 문학동인지에 시 74편, 소설 17편, 희곡 3편, 평론 17편,

번역물 52편, 수필 20편 등이 발표되었으니 최초의 동인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한 셈이다.

2. 일제의 탄압을 이겨나간 1920년대

일제가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1910년부터 3ㆍ1운동이 발발한 1919년까지는 많

은 신문과 잡지가 폐간되었고9) 새로 만들고자 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언론이

5) 위의 책, 523쪽. 
6) 위의 책, 528쪽.
7) 김동인이 지은 비평문. 1929년 조선일보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8) 최덕교 편저, 위의 책, 528～529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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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하니 자연히 문화가 말살되는 탄압 일변도의 정책이 이어졌다. 1919년 3월 1일

에 일어난 만세운동은 10년 세월의 억누름에 대한 격렬한 반대의사 표명이었다. 33

인 민족대표가 이끌었다기보다는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으며, 사망자 수가

7,000명에 달하는 거국적인 독립운동이었다. 이에 놀란 일제는 1919년 8월에 사이코

마코토[齊藤 實]를 새 총독으로 파견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실시했던 무단정치를

버리고 문화정치로 정책의 기조를 바꾸기로 한다. 조선일보ㆍ동아일보ㆍ시대일보가

창간되었고 이어서 중외일보ㆍ중앙일보ㆍ조선중앙일보도 창간되어 과거와 같은 탄

압 일변도의 정책은 사라진 듯했다. 잡지는 개벽(1920), 신천지(1921), 신생활
(1922), 동명(1922), 조선지광(1922), 동광(1926), 현대평론(1927), 신동아
(1931) 중앙(1933), 조광(1935) 등이 창간되어 문학작품들이 앞을 다투어 개재됨

으로써 창작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창조에 이어 나온 문학동인지는 폐허 장미촌 백조 금성이다. 말 그대
로 동인들이 모여서 펴낸 동인지이면서 문학잡지를 겸하고 있었다.

폐허는 1920년 7월에 창간되어 2호로 종간되었다. 창간 동인은 김억ㆍ남궁벽

ㆍ민태원ㆍ염상섭ㆍ오상순ㆍ황석우 등 12명이다. 모두 우리 근대 문학사 초기의 대

가들이다. “우리 조선은 황량한 폐허의 조선이요, 우리 시내는 비통한 번민의 시대

이다.”로 시작되는 오상순의 시론(時論) 때문인지 폐허의 문학적인 경향을 흔히

퇴폐주의라고 하지만 모든 작품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낭만주의ㆍ허무주의ㆍ상

징주의ㆍ자연주의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10)

황석우가 주동이 되어 만든 최초의 시 동인지 장미촌은 1921년 5월에 창간되

었다. 동인은 황석우ㆍ변영로ㆍ노자영ㆍ박종화ㆍ박영희ㆍ오상순 등인데 경제적인

문제와 동인의 결속력 부재로 창간호가 종간호가 되었다.

1922년 1월에 창간된 백조는 제3호를 내고 종간되기는 했지만 일제치하 젊은

문학도들의 유미적이고 낭만적인 경향을 띠고 있어 동인지로서의 성격을 가장 뚜렷

하게 보여주었다.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와 홍사용의 ｢나는 왕이로소이다｣, 박영희

의 ｢꿈의 나라로｣, 박종화의 ｢흑방비곡｣ ｢사의 예찬｣ 등이 실려 있었기 때문일 터

9) 예컨대 1917년 4월에 나온 반연간지 조선문예는 2호로, 1918년 9월에 나온 주간지 
태서문예신보는 16호로 종간된다. 자체적인 이유도 있었고 외부적인 사정도 있었다. 1910년대 
10년 동안 창간된 잡지가 30종이 넘었다. 그만큼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컸음을 알 수 있다. 

   1910년 시조 천도교회월보 보중친목회보
   1911년 시천교월보
   1912년 조선불교월보 학계보
   1913년 경학원잡지 붉은 져고리 신문계 아이들보이 해동불보
   1914년 근대사조 새별 청춘 학지광 공보 
   1915년 법학계 불교진흥회월보 
   1916년 조선불교계
   1917년 반도시론 여자계 조선불교총보 조선문예
   1918년 태서문예신보
   1919년 신한청년 창조 학우 녹성 삼광 서광 서울 신청년

10) 최덕교 편, 앞의 책, 5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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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소설은 나도향의 ｢별을 안거든 울지나 말걸｣, 현진건의 ｢할머니의 죽음｣, 박종

화의 ｢목매는 여자｣ 등이 낭만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1926년 2월에 창간된 문예운동, 1927년 11월에 창간된 예술운동, 1929년 5

월에 창간된 조선문예는 카프11)와 다 관계가 있는 문예지였다.
3호를 낸 문예운동의 필진 김기진ㆍ이기영ㆍ최서해ㆍ조명희ㆍ김복진 등 대다

수가 카프의 발기인이 된다.

예술운동은 카프의 기관지인데 검열문제로 서울에서 발행을 못하고 동경에서

발행하였다. 박영희의 논문 ｢무산계급 문예운동의 정치적 역할｣, 이북만의 논문 ｢예

술운동의 방향전환론은 과연 진정한 방향전환론이었던가?｣, 임화의 시, 송영의 보고

서 등이 실렸다.

조선문예는 박영희가 주축 멤버였다. 송영의 희곡, 김기진의 문예시평(｢단편

서사시의 길로｣), 한설야의 수필, 임화의 시 등이 실렸다.

이들 세 문예지가 계속 발간되지 못한 것은 일제가 카프의 회원을 1931년, 1934

년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검거함으로써 사회주의문학 노선이 조선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탄압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이광수가 주재하고 방인근이 자금을 댄 조선문단이 1924년 10월

1일자로 창간된다. 그때까지 나온 문예지는 10명 이내의 문학청년들이 의기투합해

서 만들어낸 동인지 성격이었다. 조선문단은 범 문단적인 문예지로서 순수문학

내지는 민족문학을 표방했지만 김기진의 ｢문예사상과 사회사상｣과 박영희의 ｢문예

비평의 형식파와 맑스주의｣ 같은 평론도 실어 균형감각을 지녀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초판 1,500부가 매진되어 새로 1,500부를 찍었는데 이것도 매진될 만큼 인

기를 누렸다. 제1〜4호는 이광수가 주재했지만 물주는 방인근이었다. 제5〜18호는

방인근이 직접 주재했으며, 이후 재정난으로 휴간했다가 1927년 1월에 속간했다. 그

러나 재정난으로 다시 휴간했다가 1935년 2월 속간해 1936년 6월까지 통권 26호를

냈다. 조선문단에서부터 비로소 동인지의 성격을 버리고 문학잡지의 성격을 제대

로 보여주게 된다.

조선문단은 더 이어갈 수 있었는데 방인근이 술과 기생에 빠져 재산을 탕진,

제작비를 댈 수 없게 됨으로써 발간이 중단되었다. 조선문단은 신인 추천제가 있

어서 최서해ㆍ채만식ㆍ박화성ㆍ안수길ㆍ계용묵ㆍ한설야 등의 작가가 이곳에서 등단

했다. 김동인의 ｢감자｣, 전영택의 ｢화수분｣, 현진건의 ｢B사감과 러브레터｣, 최서해의

｢탈출기｣, 나도향의 ｢물레방아｣가 조선문단에 실렸다. 유치환의 시 ｢깃발｣과 최남

선의 기행문 ｢금강예찬｣, 나도향의 수필 ｢그믐달｣의 발표지면도 조선문단이었다.
즉, 19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중반까지 10년은 카프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조선문
단의 시대이기도 했다. 예술운동 등이 사상을 앞세운 평론을 위주로 실을 때 
11) 카프(KAPF,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우리는 예술을 무기로 하여 조선민족의 계급적 

해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강령을 채택하고 박영희를 회장으로 뽑아 대규모의 문학운동을 벌여 
나갔다. 1920년대에 대두하기 시작한 무산계급 중심의 사회운동을 전개했지만 문학운동으로서의 
업적이나 작품을 남기지 못한 채 이론과 논쟁으로 일관하다가 일제의 탄압에 굴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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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문단은 시와 소설작품 중심으로 편집하여 우리 문학을 지켜갔던 것이다.

3. 1930년대의 마지막 영광 文章과 人文評論

조선문단이 사라지자 이를 대체할 문예지가 나오기를 다들 갈망했는데 이에

부응한 것이 문장이다. 1939년 2월 1일자로 창간하여 1941년 4월 통권 26호까지

나왔다. 편집주간은 소설가 이태준이었다. 인문평론은 1939년 10월 1일자로 창간

되어 1941년 4월 통권 16호까지 나왔다. 편집주간은 문학평론가 최재서였다. 문장
이 창작품을 주로 실었던 데 반해 인문평론은 평론 게재와 해외문학 소개에 중점

을 두었다. 쌍벽을 이루었던 두 문예지 모두 같은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되

었다. 왜 일제는 이 두 문예지의 발간을 정지시켰던 것일까? 역사 연표를 살펴보니

일제는 1936년부터 우리 민족의 말과 정신을 말살시켜 나갔던 것인데, 두 문예지가

우리말과 얼을 지키는 파수꾼이었기 때문이다.

1936년 1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사상계(思想係)가 설치되었다. 모든 책과 신문

에 실리는 글을 검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해 8월에 ‘조선불온문서 임시취제령’이,

12월에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 공포되었다. 일제에 반대하는 글을 쓴 사람, 행동

을 한 사람을 영장 없이 바로 체포ㆍ구금하여 형을 살게 할 수 있었다. 1937년 3월

에 국어상용령을 반포했는데 이로써 각급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은 폐지되었고 모든

과목을 일본어로만 가르치는 것이 법제화되었다. 그래서 조선에 와 있는 일본인 교

사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해 6월에 ‘수양동우회사건’으로 181명이 구속되었

고 7월에 중일전쟁이 일어났다.

10월에는 총독부에서 ‘황국 신민의 서사’를 제정하여 모든 학교와 관공서, 공장

등에서 조회와 각종 집회 때 낭송할 것을 강요하였다. 아동용과 일반용 두 종류가

있었다. 아동용은 “나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 나는 마음을 합해 천황폐하께 충의

를 다한다. 나는 인고(忍苦)ㆍ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된다.”고 되어 있다.

일반용은 “우리는 황국신민이며 충성으로써 군국에 보답하자. 우리 황국신민은 서

로 신애(信愛)ㆍ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자.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ㆍ단련의 힘을 키

워서 황도를 선양하자.”고 되어 있다.

1938년 2월 ‘조선육군 지원병령’이 공포되었다. 이름은 ‘지원’이었지만 강제징집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예컨대 형제가 3인이면 1명은 군대에 가야만 했다. 16,

17세부터 30대 초반까지는 신체에 이상이 없으면 징병 대상이 되었다. 학생이면 징

병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원입대를 하라고 이광수ㆍ최남선 등은 국내는 물론

일본에까지 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입대를 독려하였다.

3월에 신사참배12)를 거부한 일부 학생이 자퇴하여 귀향하자 일제는 평양의 숭

12) 신사참배(神社參拜)：일제는 일본의 민간종교인 신도(神道, Shintoism)의 사원인 신사를 곳곳에 
세우고 한국인들로 하여금 강제로 참배하게 했다. 총독부는 신사의 건립을 계속 장려하여 1945년 
6월까지 신궁(神宮) 2곳, 신사 77곳, 면 단위에 건립된 보다 작은 규모의 신사 1,062곳이 
세워졌다. 이것도 부족하여 학교에 호안덴[奉安殿]을 세우고, 각 가정에는 가미다나[神棚]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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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교를 폐교하였다. 5월에는 ‘흥업구락부사건’으로 100여명이 검거된다. 7월에는

모든 학교의 교원이 군복을 입도록 했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강도가 훨씬 센 ‘국민징용령’을 반포하고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다. 일본으로 가는 배

는 창씨를 한 사람만 탈 수 있어서 이때 이후 일본 유학생은 100% 일본식 성씨로

바꿔야만 했다.

1940년 8월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강제 폐간되었다. 10월에는 징병과 징용을

독려하고 전쟁 물자를 후원하는 ‘국민총력연맹’이 결성되었다. 1941년 3월에 ‘사상범

예비구금령’이 공포되어 반일사상을 갖고 있다고 의심만 되어도 구속이 가능해졌다.

8월에는 ‘농산물 공출제도’가 시행되었다. 12월 8일에 진주만의 미군을 기습 공격하

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문장 26호와 인문평론 16호가 이와 같은 한글말살

정책의 불화살과 사상검열의 그물망을 뚫고 간행되었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었다.

문장의 창간호 머리말을 보면 일본에 문장으로 보국하겠다고 충성 맹세를 하

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예지 발간을 허락받을 수 없었기에 한 고육책이었

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이제 동아(東亞)의 천지는 미증유의 대전환기에 들어 있다. 태양과 같은 일시

동인(一視同仁)의 황국정신을 동아 대륙에서 긴 밤을 몰아내는 찬란한 아침에 있

다. 문필로 직분을 삼는 자, 우물 안 같은 서재의 천장만 쳐다보고서야 어찌 민중

의 이목(耳目)된 위치를 유지할 것인가. 모름지기 필봉을 무기삼아 시국에 동원하

는 열의가 없어선 안 될 것이다.

“태양과 같은 일시동인의 황국정신”이란 천황이라는 태양 같은 존재가 일본국

민은 물론 조선인들에게도 빛을 골고루 뿌려 사랑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자는 뜻

이다. 일제의 눈치를 보면서 굴욕적인 머리말을 억지로 실었지만 5일 만에 초판이

매진되는 성황 속에 문장은 이 땅 문예지의 긍지를 지켜 나갔다. 통권 26호 중

제7호는 32명 소설가의 소설로만, 제24호는 34명 소설가의 소설로만 싣는 특집호로

만들었다. 그 당시 이 땅의 중요 소설가가 총망라된 특집이었다. 추천제를 통해 좋

은 신인을 문단에 내보낸 것도 문장의 공이었다. 선고위원 이태준이 추천한 소설

가는 최태응ㆍ곽하신ㆍ임옥인ㆍ지하련ㆍ허민ㆍ임서하 등이었고 선고위원 정지용이

추천한 시인은 훗날 청록집을 내는 조지훈ㆍ박두진ㆍ박목월과 김종한ㆍ이한직ㆍ

박남수 등이었다.

문장은 고전문학의 주해(註解)와 연구논문, 희귀자료를 적지 않게 발굴ㆍ게재

했다. 그중 연재된 것은 이병기 주해 한중록(11회), 이병기 주해 인현왕후전(6
회), 박지원 원작 이윤재 초역 도강록(10회), 양주동의 ｢近古東西奇文選｣(9회), 이

가정 신단(神壇)까지 만들어 아침마다 참배하도록 했다. 신사참배에 동원된 인원은 조선신궁 
참배자만도 1940년에 약 215만 9000명, 1942년에는 약 264만 8000명에 이르렀다. (두산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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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승의 ｢조선문학연구｣(3회), 이태준의 ｢문장강화｣(9회) 등이다.13) 광복 후 박문사관

에서 단행본으로 묶은 문장강화는 6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다. 문예지를 내

는 출판사에서 단행본을 내는 전통을 마련한 것도 문장사였는데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시초였다. 2년 2개월 동안 26호를 찍으면서 소설 182편, 시 172

편, 시조 25편, 국문학 관련 글 35편, 문학평론과 이론 187편, 수필 287편, 기타 172

편이 실렸다.

인문평론은 16호를 내는 동안 문학평론 70편, 시 69편, 소설 48편, 희곡 7편,

문예시평 다수를 수록했다. 경성제국대학 문과를 졸업한 뒤 친일파로 돌아선 최재

서 때문에 매호 권두언은 친일 발언 일색이었다. 최재서는 문학정신의 국민적 전환

을 촉구하는 ｢전환기의 문화이론｣(1941. 2), ｢문학정신의 전환｣(1941. 4)을 발표하면

서 일제에 과잉충성을 하였다. 하지만 이용악의 ｢오랑캐꽃｣과 이육사의 ｢청포도｣의

발표지면이 인문평론이기도 했다.
인문평론은 특집호가 많았다. 제2호 ‘교양론 및 프로이드’ 특집, 제4호 ‘현대

美’ 특집, 제6호 ‘현대와 인간문제’ 특집, 제7호 ‘소설론’ 특집, 제8호 ‘문학과 직업문

제’ 특집, 제9호 ‘동양문학의 재반성’ 특집, 제11호 ‘녹음 수필’ 특집, 제12호 ‘신인 창

작’ 특집, 제14호 ‘해외단편소설’ 특집, 제16호 ‘희곡’ 특집 등이었다. 노벨문학상 작

가선 난을 만들어 아나톨 프랑스ㆍ펄 벅ㆍ헨리크 셴키비치ㆍ토마스 만ㆍ싱클레어

루이스ㆍ젤마 라겔뢰프의 작품을 소개했고 제2호 ‘불란서 소설의 신구세대’, 제4호

‘아메리카 소설의 동향’, 제11호 ‘심리묘사와 성격묘사’, 제13호 ‘구라파문학의 장래’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우리 문학인의 시야를 넓히는 데 공헌했다. 임화의

｢조선신문학사｣가 4회 동안 연재되었고 고정난인 김기림의 ｢문예사전｣, 김남천의 ｢

명저해설｣, 최재서의 ｢신간평｣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14)

1939년 1월 1일자로 창간된 대중 종합잡지로 신세기라는 것이 있었다. 유명인

사들의 근황을 소개하고 인터뷰 기사를 싣고 오락거리를 안내하는 대중지로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일제는 1941년이 되자 문장과 인문평론과 신세기를 지목, 통

폐합하여 절반은 한글로 절반은 일어로 찍으라고 강요했다. 이에 대해 문장과 
신세기는 자진폐간을 선언했고 인문평론은 제호를 바꿀 테니 계속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총독부에 간청하여 나온 것이 국민문학이다.
1930년대의 중요 문예지 10개를 간단히 소개한다.

카프문학 전성시대에 우리 시의 순수성을 지켜낸 시문학은 박용철이 사재를

털어 발간한 것인데 김영랑을 발굴해 알리는 큰 역할을 했다. 1930년 3월에 창간하

여 통권 3호를 냈다. 박용철은 종합문예지를 지향한 문예월간도 1931년 1월에 창

간해 통권 4호를 냈다. 김진섭ㆍ유진오ㆍ이은상ㆍ이하윤ㆍ이헌구ㆍ함대훈 등이 주

요 필자였다.

시원(詩苑)은 1935년 2월에 창간된 시 전문지로 5호까지 나왔다. 일본 릿쿄대

13)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 3, 현암사, 2005(재판), 26쪽 참조. 
14) 위의 책, 130〜1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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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철학부를 졸업하고 온 오일도가 발행인 겸 편집인이었다. 1936년 11월에는 혜화

전문 학생이었던 서정주가 주재하여 시 전문지가 나왔으니 시인부락이었다. 김달
진ㆍ김동리ㆍ여상현ㆍ오장환ㆍ함형수 등의 작품을 받아서 냈는데 제2집을 내고는

문을 닫았다. 통권 21권까지 낸 신인문학이 있었다. 1934년 7월부터 1936년 9월까

지 나온 신인문학의 발행인은 노자영이었다. 통권 6호로 종간된 삼사문학은
1934년에 창간되었다고 붙여진 제호인데 신백수ㆍ정현웅ㆍ조풍연이 주축 멤버였다.

문학을 위주로 하여 연극ㆍ영화ㆍ음악ㆍ미술을 아우른 종합예술지를 표방한 
청색지(靑色紙)는 1938년 6월에 창간해 1940년 2월에 통권 4호를 내고 종간하였다.

편집인 겸 발행인이 화가 구본웅으로 친구 이상의 소설 ｢환상기｣, 시 ｢正式｣을 유

작으로 창간호에 실었다. 창간호에는 김남천의 소설, 임화의 시, 이원조의 수필도

실렸다.

1937년 11월 10일이 발행일인 시 동인지 자오선은 창간호밖에 나오지 못했지

만 그 당시 한국 시단의 대표주자인 오장환ㆍ이육사ㆍ김광균ㆍ신석정ㆍ함형수ㆍ서

정주ㆍ윤곤강ㆍ정호승(鄭昊昇, 1916〜?)ㆍ여상현ㆍ이상의 시가 실려 있다.

압록강 연안의 국경마을 중강진에서 제8집까지 나온 시 전문지 시건설이 있

었다. 궁벽한 지방에서 나온 시 전문지였지만 유치환ㆍ서정주ㆍ박남수ㆍ장만영ㆍ신

석정ㆍ모윤숙ㆍ윤곤강ㆍ김광섭ㆍ안용만 등 전국을 망라한 시인들의 시가 실렸다.

1936년 11월에 창간호가, 1940년 6월에 종간호가 나왔다.

일본에서 살아간 조선인들의 손에 의해 2권의 동인지가 나왔으니 순문예와 
業이다. 다 창간호밖에 내지 못했다. 순문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5)

<시론> ｢詩｣(김광섭)

<번역시> ｢꿀벌｣(발레리, 이종길 역)

｢바다의 미풍｣(말라르메, 이종길 역)

<시> ｢두메산골｣(이용악)

｢까치｣ ｢가을 느티나무｣(조원환)

｢승리의 네안｣(R)

<평론> ｢순수문학론｣(안함광)

<소설> ｢병실｣(김영수)

순문예의 발행소는 이종길의 집인 ‘東京 本鄕區 眞砂町 25 眞成館’이었다. 業
은 일본에 유학 중이던 윤봉주가 김병길ㆍ김희선ㆍ문성빈ㆍ장세무ㆍ탁시연 등을

끌어들여 1940년 6월에 발간한 동인지로서 발행소는 ‘東京 神田區 猿樂町 2-4 獎學

社’였다.16) 일제 강점기인 1939년과 1940년에 도쿄에서 한글로 된 문학동인지가 나

왔다는 것은 작품과 양과 질을 떠나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15) 위의 책, 127쪽 참조.
16) 위의 책, 127〜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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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흑기의 대변인 국민문학과 삼천리문학 

인문평론은 그마나 외국의 작품과 문학이론을 국내에 소개하는 역할 정도는

충실히 하려고 애를 썼지만 국민문학으로 간판을 바꿔 달자 창간호부터 일문판으

로 냈다. 표지에 큰 글자로 ‘座談會 朝鮮文壇の再出發を語る’라고 썼다. 1945년 2월

까지 통권 38호가 나왔다. 창간호 좌담회에 참석한 이는 이원조ㆍ백철ㆍ최재서ㆍ박

영희 등이었고 창간호에 작품을 낸 이는 주요한ㆍ임학수ㆍ이효석ㆍ김용제ㆍ이석훈

ㆍ정인택 등이었다. 정한모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국민문학’ 항에 이렇게

썼다.

일제의 전시총동원체제, 이른바 신체제 구축의 일환으로서 조선총독부는 당시

조선 문단 전체를 강압적으로 통합, 어용화하여 황도정신(皇道情神)에 입각하는

국책문학으로 국민문학을 발행하도록 했던 것이다.17)

아마도 1945년에 광복이 되지 않았다면 이 문예지는 38호에서 멈추지 않고 간

행되었을 것이고 우리말과 우리의 얼을 죽이는 데 큰 공을 세웠을 것이다. 국민문
학은 정한모의 말대로 일본의 국책문학을 선도한 어용 문예지여서 주요 관공서에

뿌려지기는 했겠지만 독자들은 외면했을 것이다.

조선일보의 한 명 기자에 지나지 않은 28세 청년인 김동환이 혼신의 열정을 바

쳐 대중지를 만들었으니 1929년 6월 12일자로 발간된 삼천리였다. 24세 나이에

장시 국경의 밤을 쓴 김동환이었으니 ‘민족주의적 색채’를 띤 잡지일 거라고 혹자

는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조선총독부의 후원을 받는 태생적인 한계를 종내 벗어

나지 못했다.

14년 동안 152호가 간행되는 동안 1만〜3만 부를 찍으며 크나큰 인기를 누린

대중지인 삼천리는 필자의 제한도, (반일만 아니면) 이념의 제한도, 신분과 종교

의 제한도 없었다. 창간호에는 ‘돈 10만원이 있다면?’이라는 제목을 필력이 있는 사

회 각계각층 인사에게 주고 400자 내외의 글을 쓰게 하여 받았다. 3주년 기념호에

는 ‘三千里 一色’ 선발대회(지금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그 과정과 결

과를 발표했다. 한편, 한용운과 심훈의 시와 염상섭의 단편소설을 실었다. 제주도

해녀와 비구니의 세계를 면밀 취재한 기사도 실었다. 미두(米豆, 지금의 주식)로 백

만장자가 된 이의 실화와 투자 실패로 한 번에 100만원을 잃은 이의 실화가 실렸

다. 궁중비사와 야사도 실렸지만 같은 시기에 3대 신문에 연재소설을 쓰고 있던 홍

명희ㆍ이광수ㆍ최상덕에게 뒷얘기를 써달라고 청탁해서 실었다. 삼천리에 실었던

지사들의 옥중기와 망명객의 체험기를 묶어 평화와 자유라는 책을 발간해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그 지사들이란 서재필ㆍ안창호ㆍ이승만ㆍ장덕수ㆍ윤치호ㆍ안재홍ㆍ

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11쇄), 64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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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우ㆍ최린ㆍ허헌ㆍ홍명희ㆍ여운형ㆍ노백린ㆍ허정숙ㆍ이선근ㆍ이광수ㆍ김병로ㆍ

조만식ㆍ주요섭ㆍ민태원ㆍ주요한 등이었다. 즉, 삼천리는 1938년 이전까지는 ‘민

족’을 내세우지 않고 ‘대중’을 내세우며 흥미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대중잡지의

소명을 다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전시체제로 바뀌고 온 국토가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가 되자 1937년에는 신년호와 5월호만 내면서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1938

년 5월호로 다시 나왔을 때는 흥미진진한 기사가 잔뜩 실려 있던 삼천리가 아니

었다. 권두의 제목은 ‘국민정신 총동원 총후보국(銃後報國) 강조주간’이었고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총독 회견기

‘황국신민정신’을 발휘하라는 총독의 담화문

조선인 지원병제도에 대한 안내문

좌담회: 총독부 전(前) 고관이 모여 반도 치안의 고심을 말함

사상객들은 전시하에 얼마나 전향했는가

잡지를 살리기 위해 김동환은 시라야마 오오끼[白山靑樹]로 창씨개명을 했다.

총독부가 고안해낸 ‘임전보국단’의 본부가 삼천리사로 지정되자 그는 더더욱 친일파

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 삼천리의 마지막 호인 1942년 1월호가 ‘미영격멸(米

英擊滅) 특집호’였으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처구니없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눈물겨

운 특집이었다. 1942년 3월에는 대동아로 제목을 바꿔 1943년 3월호까지 3권을

냈지만 ‘재미’를 잃어버리고 ‘친일’만 남은 잡지를 대중이 찾을 리 없었다.

김동환은 광복 후 ‘반민특위’에 자수하여 공민권 5년 정지의 비교적 가벼운 형

을 선고받는다. 미련이 남아 신문 형태의 타블로이드판 삼천리를 20면 안팎으로

찍어내면서 권토중래를 꿈꾸었지만 20호 발간으로 중단되고 만다. 한국전쟁이 일어

났고, 김동환은 북으로 끌려갔다. 친일의 행적이 뚜렷했기에 북한에서도 그를 환영

하지 않았을 것이다.

1938년 1월과 4월에 두 번만 나온 삼천리문학은 삼천리의 문학편 같은 성

격이었다. 김동환이 시는 모윤숙에게, 소설은 최정희에게 맡겼는데 삼천리의 지원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잡지백년을 펴낸 최덕교는 ‘민족 앞에 부끄러운 친일잡지’로 국민문학
과 대동아 외에 3ㆍ1운동 때의 민족대표 박희도가 낸 일문판 잡지 동양지광을
꼽았다. 박희도는 3ㆍ1운동 후 2년여 옥고를 치른 뒤 민족반역자로 거듭났다. 모두

가 일본인이 되자는 것이 모토였던 내선일체, 황국과 천황을 향한 해바라기 잡지

인 태양, 침략전쟁에 장단을 맞춘 신시대, 권두에 총독을 내세우고 식민사관을

심어준 춘추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3권을 ‘최후의 발악’으로 소개한다. 일제 말

기에 국내에서 나온 총동원과 국민총력은 총독부 산하의 기관지였다. 녹기는
일본의 극우단체 사상가들이 조선의 지식인층을 겨냥해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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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만든 잡지로 96호나 발간되었다.18)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에 와 있는 일본인

들도 주된 필자였다.

5. 해방공간에 쏟아져 나온 문예지

광복이 되자 꽉 막혔던 언로가 한꺼번에 터뜨려져 엄청난 종의 잡지가 나온다.

36년 동안의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난 이 땅의 언론인과 문인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까지 100종이 넘는 잡지를 발간하였다. 이 무렵에 나온 잡지들의 문제점은 지질이

아주 나빴고 내용이 빈약했으며 부피 또한 얇았다는 것이다. 의욕은 앞섰지만 종이

를 구하기 어려웠고 의욕만 앞서 졸속으로 만드는 것이 다반사였다. 1945년 11월 1

일에 창간된 대중잡지 선봉을 필두로 하여 엄청나게 나온 잡지 중에는 절반 이상

이 창간호가 종간호였다. 이 가운데 백민 민성 신천지 신태양 문예 사
상계 등을 꼽을 수 있다.19)

백민은 1945년 12월 1일자로 창간할 때는 종합지였는데 제7호부터 문예지로

바뀌었고 한국전쟁 직전 23호로 종간되었다. 소설가 김송의 동생인 김현송이 만든

이 책의 편집장은 소설가 박연희였다. 창간호에 이승만ㆍ여운형ㆍ박헌영ㆍ안재홍의

연설문과 각 정당의 성명서와 결의문 및 정강 정책이 실렸다. 김송ㆍ김동인ㆍ채만

식ㆍ정비석ㆍ이무영ㆍ김동리ㆍ김송의 소설이 차례로 실렸다.

김구의 초상을 창간호 표지로 삼은 종합지 민성도 45호를 냈을 만큼 해방공

간의 대표적인 잡지였다. 창간호 표지에 ‘정국수습 누가 할 수 있나?’ ‘순국열사 도

산 안창호 선생의 최후’ ‘원자폭탄의 정체’ ‘조선인의 민족의식’ ‘이충무공의 난중일

기’ 등 특집기사의 제목이 적혀 있었다.

서울신문사에서 발행한 종합지 신천지는 1946년 1월 15일자로 창간해 한국전

쟁이 끝난 뒤인 1954년 9월까지 통권 68호를 발간하였다. 정치와 시사에 대한 심도

있는 기사가 실렸다. 신태양은 1949년 2월에 창간되어 10여호를 낸 대중오락잡지

로서 큰 인기를 누렸다.

문예는 1948년 8월 1일자로 창간된 문예지로서 한국전쟁 중에는 제대로 못

내다가 1954년 3월, 통권 21호로 종간되었다. 발행인이 모윤숙, 편집인이 김동리였

고 조연현이 편집장이었다. 남한 문단의 총 집결지 같은 문예지였다.

6. 한국전쟁 중에도 문예지는 나옴

25세의 청년 김종완이 임시수도 부산에서 3종의 대중잡지를 만들었으니 희망
과 여성계와 문화세계다. 아래는 직접 쓴 1953년 1월호 희망의 권두언 일부

다.20)

18) 위의 책, 400〜424쪽 참조. 
19) 김근수, 한국잡지사연구, 한국학연구소, 1992,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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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들의 공통된 희망이란 어떻게 하면 이 가열 처참한 전쟁을 명예

롭게 완수하여, 자유롭고 통일된 조국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

니다.

전쟁의 포성이 멎지 않은 상태에서 후방의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잡지를 연이어 발행했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같은 호에 김달진ㆍ김규

동ㆍ이덕진ㆍ양명문ㆍ장호강ㆍ한승권의 시가 실렸고 이무영의 소설 ｢사랑의 화첩｣

과 김말봉의 소설 ｢파도에 부치는 노래｣가 연재되었다. 단편소설은 황순원의 ｢참외

｣와 이선구의 ｢홍국백국｣이 실렸다.

김종완이 희망의 성공에 힘입어 낸 여성계도 큰 인기를 끌었고 문학 중심

의 잡지 문화세계도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다. 문화세계 창간호에 이런 논문

이 실렸으니 김종완의 수완과 의욕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동란 조국과 문화의 위치(이숭녕)

문화정책의 현황ㆍ검토ㆍ제언(강상운)

언어정책의 사적 관견(이상옥)

비평문학의 새로운 기능(곽종원)

회의와 모색의 계제—한국문학계의 현황과 장래(임긍재)

문단을 위한 부의(백철)

신인 등장에 대한 문단적 분석(조영암)

문학목표에 대한 일고(조연현)

풍자문학과 민족성(조흔파)

창간호에는 오상순ㆍ박두진ㆍ설창수ㆍ김상옥의 시가, 노천명ㆍ윤금숙ㆍ전숙희의

수필이, 염상섭ㆍ안수길ㆍ최태응ㆍ박연희의 소설이 실렸고, 김동리가 장편소설 ｢풍

우기｣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전쟁 중에 나온 문예지는 아니지만 육군종군작가단에서 낸 기관지 전선문학 
총 7권에는 35편의 시가 실렸다. 전쟁 기간 중에도 피난지 대구와 부산에서는 시집

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개인시집이 67권, 사화집과 동인시집까지 합치면 82권의

시집이 나왔다. 구상시집(구상), 旗(김춘수), 보병과 더불어(유치환), 남해찬
가(김용호), 총검부(장호강), 패각의 침실(조병화), 풀잎단장(조지훈), 목숨
(김남조), 오도(박두진) 등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시집이 전쟁 기간에 간행된 것

을 보면 전방에서 전투가 한창일 때도 후방에서는 글을 쓰고 책을 펴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52년 4월, 부산에서 당시 문교부장관이던 백낙준이 전시하 국민들의 정신을

20) 최덕교 편저,앞의 책, 48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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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자는 뜻에서 ‘국민사상연구원’을 만들고 기관지로서 사상을 만들었는데 이

때 편집장이 장준하였다. 사상이 제4호를 내고 폐간되자 장준하는 1953년 4월 1

일자로 사상계를 낸다. 1953년 11월호(제7호)까지는 부산에서 내고 12월호부터는

서울에서 내는데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모든 학자와 언론인, 문인과 정치인들의 발

언대였다. 한국 잡지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상계의 역사가 1970년까지 계속

되다가 김지하의 장시 오적을 실었다는 이유로 강제폐간되었다. 205호가 종간호

였다.

1955년 2월호는 소설가 김성한이 주간으로 취임하면서 문학특집호로 꾸몄다. 이

후 ‘사상계 신인상’ 제도를 시작하였고 ‘동인문학상’을 마련하였다. 동인문학상은 김

성한ㆍ선우휘ㆍ오상원ㆍ손창섭ㆍ서기원ㆍ이범선ㆍ남정현ㆍ이호철ㆍ전광용ㆍ송병수

ㆍ김승옥ㆍ최인훈ㆍ이청준 등이 받았다. 사상계로 등단한 시인은 민웅식ㆍ윤일주

ㆍ김종원ㆍ이유경ㆍ강계순ㆍ홍완기ㆍ이창대ㆍ김영태ㆍ정열ㆍ김규태ㆍ신중신ㆍ강은

교 등이었고 소설가는 박경수ㆍ구혜영ㆍ한남철ㆍ송상옥ㆍ김동립ㆍ현재훈 등이었다.

7. 혼란기를 넘어 정착기로, 현대문학 등장 이후

3년 1개월의 전쟁이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중단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이승만

을 수반으로 하는 자유당 정권의 독재가 시작되어 언론은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하지만 문단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면서 1954년 4월에 문학예술이, 1955년 1월

에 현대문학이, 1956년 6월에 자유문학이 창간되었다. 모두 월간이었고 순수문

학을 지향하였고 세 문예지에 관여하는 이들이 1961년 12월에 한국문인협회를 창립

하게 된다.

문학예술이 1957년 12월에, 자유문학이 1963년 4월에 종간호를 내면서 사라
졌지만 현대문학은 순수문학의 아성을 지키면서 60〜70년대에 한국의 문단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한다. 문인들의 작품 발표 창구 역할을 꾸준히 했지만 특히 ‘추천제’

를 잘 활용하여 권위를 지켜나갔다. 신문사 주최 신춘문예에 당선되더라도 현대문
학의 청탁을 받기 전에는 등단했다고 할 수 없는 문단의 분위기가 있어 신춘문예

당선자가 현대문학의 추천을 거치는 사례까지 나왔다. 신춘문예 당선자가 등단

10년 만에 현대문학의 청탁을 받고 비로소 소설가가 된 기분이 들었다는 일화도

문단에 회자되었다.

1961년 12월에 결성되어 전영택ㆍ박종화ㆍ김동리ㆍ조연현ㆍ서정주 등이 번갈아

가며 이끌어 가고 있던 한국문인협회는 구심점의 역할을 할 문예지를 갖고 있지 못

한 데 대해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홀로 버티게 된 현대문학이 수적으로 월등

히 많은 문인협회 회원들의 발표 지면을 감당하기란 역부족이었다. 1968년 당시 문

협 이사장으로 있던 김동리는 11월에 전국문인대회를 개최하고 문인협회 기관지인

월간문학을 창간하였다. 월간문학의 창간사를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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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문학상의 어떤 조류나 경향을 주장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문예지가 아니요, 또 몇몇 사람의 우의나 동지적인 결합에 뜻을 찾고자 손을 대인

거사도 아니다. 미증유의 팽창과 성세를 이루고도 활동 무대를 갖지 못한 오늘날

한국의 전체 문인들에게 단 한 편일지라도 작품 발표의 기회를 더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이 본지 발행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요 중요한 목적이라 하겠다.

창간사를 쓴 김동리의 심중에는 문인협회 회원들에게 “작품 발표의 기회를 더

마련해주고자 하는” 뜻도 들어 있겠지만 문인협회 회원들을 강하게 결속시키는 구

심점의 역할을 할 월간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 문공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점, 문협 간부진이 편집위원이라는 점, 시ㆍ소설ㆍ희곡

ㆍ수필ㆍ아동문학ㆍ평론 등 거의 모든 장르를 포괄한 점, 분기마다 신인문학상을

공모한 점, 한국문학상과 윤동주문학상 및 동포문학상을 제정하여 시행한 점 등은

결속력 확보를 위한 방책이었음을 증명하는 것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월간문학 
창간호의 특집 제목은 ‘신문학 60년’이었는데, 이 특집란에 평문을 실은 문인은 백

철ㆍ곽종원ㆍ조지훈ㆍ이형기ㆍ정창범ㆍ이철범이었다. 월간문학 창간호에 소설을

발표한 작가가 박영준ㆍ손소희ㆍ오유권ㆍ박경리ㆍ송상옥ㆍ강용준ㆍ정을병 등이었다

는 것은 이 문예지가 현대문학과 큰 차이가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김동리는 1973년 11월에 또 하나의 문예지 한국문학을 창간하면서 따로 창간

사를 쓰지 않고 자신이 편집을 맡았던 문예(1949년 8월에 창간하여 1953년 3월

통권 21호로 종간)와 월간문학의 창간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문학
의 창간 이념이 월간문학의 그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팽창해진 문단 인구의 기회 균점”을 위해 탄생한 두 문예지는 특색 있는 문학론을

전개하거나 활발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순수문학 진영의 많은 시인과

소설가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는 순문예지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하였다. 월간문
학이 문인협회의 기관지였음에 반해 한국문학은 김동리 자신이 편집과 경영의

최일선에 나섰다는 점이 다르다면 달랐던 점이다.

한국문학의 창간에 앞서 문학사상이 탄생하였다. 1972년 10월호를 창간호로

낸 문학사상은 1985년 12월, 체제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이어령이 경영과 편집을

도맡아서 했다. 책의 표지를 문인의 초상화로 한 특징은 오랫동안 이어졌으며, 1985

년 말까지 이어진 이어령의 권두 칼럼도 특색이 있었다. 이어령이 특유의 현란한

문체로 쓴 창간사는 독자들에게 매호 많은 읽을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

었다.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언어와 문법을 만들어가는 이 작은 잡지를 펴낸다. 그

리하여 상처진 자에게는 붕대와 같은 언어가 될 것이며, 폐를 앓고 있는 자에게는

신선한 초원의 바람 같은 언어가 될 것이며, 역사와 생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창끝

같은 도전의 언어, 불의 언어가 될 것이다. 鐘의 언어가 될 것이다. 지루한 밤이



- 19 -

가고 새벽이 어떻게 오는가를 알려주는 鐘의 언어가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문학사상은 몇 가지 신선한 기획을 해 우리 문단에 활력을 불

어넣었다. 자료조사연구실을 두어 인목대비의 ｢述懷文｣, 나옹화상의 ｢修道歌｣, 완산

판 ｢別春香傳｣ ｢水南放翁歌｣ ｢尹知敬傳｣ 등 300여 편에 이르는 고전문학 자료를 발

굴해낸 점은 우리 문학사의 보완을 위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또

현대문학 분야의 미발표, 미정리된 작품을 800여 편이나 찾아내어 그 문학적 가치

를 재조명한 ‘이 작품을 묻는다’란 기획도 보다 완전한 작가론과 시인론이 씌어지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창간호부터 해외특파원 코너를 마련하여 세계문학의 흐름을 재빨리 전해주었고,

외국의 문인이나 사상가에게 직접 청탁하여 글을 싣기도 하였다. 또한 아놀드 토인

비ㆍ롤랑 바르트ㆍ앨빈 토플러ㆍ헨리 밀러ㆍ알랜 긴즈버그ㆍ보르헤스 같은 석학들

과 직접 만나서 한 인터뷰를 자주 실어 독자의 지적 호기심도 적절히 채워주었다.

문학인뿐만이 아니라 인접 분야 전문가의 글들도 책의 또 다른 읽을거리였다. 시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과 공간(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초월하려는 문학사상의 집

요한 노력은 짧은 기간 내에 판매 부수를 현저히 늘려 전통의 문예지 현대문학과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었다. 문학사상사는 1977년에 제정한 이상문학상에 사운을

걸게 되었고, 이 상은 문예지의 문학상 관리에 있어 모범적인 예를 제공하였다.

시 전문 월간지도 다수 창간되었다. 문덕수가 1965년 4월에 창간했다 20호를 내

고 조연현에게 편집권을 넘겼던(현대문학사에서 23호까지 발행) 시문학이 문덕수

에 의해 1971년 7월호로 재창간되었다. 해외 시단의 소식을 전하고 해외 유명 시인

의 시세계를 소개하는 일, 한국시의 해외 소개에 주력한 점을 높이 살 만했다.

한편 1969년 5월 전봉건이 주재하여 창간한 현대시학의 초기 편집위원은 박

두진ㆍ박목월ㆍ박남수ㆍ구상ㆍ김춘수ㆍ전봉건이었다. 창간 이후 시와 시론의 발표

장과 해외시에 대한 소개의 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데, 전봉건 사후 정진규 시

인이 30년을 이끌었고, 2014년부터는 편집권을 전봉건 시인의 자제가 회수하여 아

버지의 유지를 받들고 있다.

60년대 말에 동인지 성격으로 등장한 시인은 이장근이 편집과 발행을 맡았는

데, 70년대에 들어 조태일이 편집장이 된 이후부터 면모를 일신하였다. 김지하와 양

성우를 문단에 내보낸 문예지로 유명해진 시인은 진보적 성향의 시 전문 월간지

로서 이가림ㆍ김준태ㆍ박정만 등의 시인과 구중서ㆍ김병걸 등의 평론가가 주요 필

진이었다.

1973년 10월에 박목월이 편집인과 발행인을 겸해 창간한 心象에는 박남수ㆍ

김종길ㆍ이형기ㆍ김광림 등의 지인이 참여하였고, 전통 서정적 심상을 바탕으로 현

대적 감각의 시들을 주로 싣고 있다. 박목월의 사후에는 아들 박동규가 오늘날까지

결호 없이 내고 있다. 시전문 월간지는 心象의 등장으로 시문학 현대시학과
삼각구도를 갖춰 시인들의 활동 무대가 대폭 넓어졌다. 시인의 생명력이 보다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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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면 이 세 시전문지와 상호 견제를 하며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8. 계간 창작과 비평의 등장과 문학과 지성과의 대립

1961년 5월 16일에 발발한 쿠데타는 4ㆍ19혁명의 감격을 일시에 무너지게 했고,

국민의 민주화를 위한 열망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민주화를 위한 열망만 있었지 민

주주의를 실천한 경험이 없었던 대다수 국민들에게 ‘혁명 공약’이니 ‘국가 재건’이니

‘민정 복귀’니 하는 쿠데타 세력의 말은 달콤한 솜사탕의 역할을 하였다. 쿠데타의

주력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과 부정축재처리법을 공포하여 분위기를 잡은 뒤 개헌법

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78.78%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박정희는

육군 소장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변신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3공화국의 문을 열었고, 이로써 우리나

라는 또 한 명 독재자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다.

혁명 직후에 분출한 민중의 다양한 요구가 불러온 사회의 혼란이 쿠데타 세력

에게 거사의 기회를 제공한 탓에 제3공화국의 탄생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이 곧바로 재건의 깃발 아래 손잡고 모여 일로매진하

지는 않았다. 1963년의 4대의혹사건과 1964년의 삼분폭리사건 및 1966년의 한국비

료헌납사건은 제3공화국이 부정축재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부정부패의 사슬을 완

전히 끊은 뒤, 오로지 ‘혁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출범한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불

러일으키게 했다. 아울러 1964년의 6ㆍ3사태와 언론 파동 및 인민혁명당사건은 스

스로 이름 붙인 ‘5ㆍ16혁명’의 순수성에 금이 가게 했다.

이러한 60년대 전반기의 혼란스런 정치상황은 전통적 서정의 테두리 안에 머물

러 있던 많은 문학인들에게 자성을 촉구하였다. 문학인들은 4ㆍ19 직후에는 시민이

이룩한 혁명의 터전 위에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문제로 고민하였고, 쿠데타 이후 사회가 차츰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자 문

학의 현실참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온건한 서정의 테두리 안에 계속

머물고자 한 문학인의 수가 여전히 많았지만 4ㆍ19혁명이 불러일으킨 변혁의 기운

은 한국문인협회가 큰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던 기존의 문단에 일대 충격을 줄 용틀

임을 하고 있었다. 우리 문단 최초의 본격적인 계간지인 창작과 비평의 탄생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할 수 없었다. 1966년 1월에 발간된 창간호(겨울호)에 실린 백낙

청의 권두 논문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는 서문을 대신한 글이다.

오늘에 와서 낡은 순수주의를 고집한다는 것은 정녕 순수예술 이외의 어떤

동기를 감춘 고집이라는 심증을 굳혀줄 수밖에 없다. (…) 어떤 부정적 사회기능

을 가진 문학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과 인간의 산물인 만큼 문학으로부터 좀 더

적극적인 사회기능을 요구할 때 그러한 문학을 낳을 수 있는 사회 및 인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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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꿈이 있어야 하며 그 꿈의 실현에 문학이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 복안이 요구

된다. (…) 애초부터 문학이 그들의 오락일 수도 없는 사람들의 괴로움과 억울함

을 대변하는 것, 동시에 최고의 수준을 고집하는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

리고 그것이 그의 용기와 양심을 마비시키지 않고 오히려 북돋아주는 건전한 오

락이 되는 것―이러한 조건을 다 갖춤으로써만 한국문학은 오늘의 사회에서 살

수 있으며, 작품은 팽팽한 긴장과 생명력을 얻을 것이다.

제일 앞 문장은 문협(한국문인협회) 정통파를 암시하는 ‘순수주의’에 대한 거부

감을 표출한 것이다. 그리고 ①사회 및 인간에 대한 꿈을 실현하는 데 참여하기 위

한 문학, ②하층민의 괴로움과 억울함을 대변할 수 있는 문학, ③재미를 갖춰 고급

독자에게도 건전한 오락이 될 수 있는 문학을 지향하겠다는 결심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창작과 비평의 기본적인 편집 방향이라 할 수 있다. 4ㆍ19의 정신

을 계승하겠다는 식의 말은 없지만 “1940, 50년대 한국 문단의 사회적 기능이란 미

미한 것”이었으므로, “우리 문학이 그 사회 기능을 되찾고 문학인이 사회의 엘리트

로서 복귀하려는 것은 이광수에서 멎었던 작업을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면서 60년

대 문학의 계몽적 소임을 논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는 한

일협정이 1965년 6월 22일에 정식으로 조인되는데, “한일 국교에 임하여 불만과 뉘

우침과 두려움이 많은 대로 우리 문학은 또 하나의 기회를 내다보게 되었다”고 하

여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다짐도 해보고 있다.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서울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로 있던 백낙청은 계간지를 편

집하면서 기존의 문예지와는 변별되는 몇 가지를 고집하여 눈길을 끌었다. 창간호

부터 가로쓰기에 한자의 괄호 처리, 사진과 삽화의 배제(대담을 한 이들의 사진을

잡지에 넣는 것은 70년대도 중반에 가서부터였다), 사회ㆍ역사 비평문의 게재, 외국

문학이론의 번역 소개, 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과학서와 사회과학서에 대한

서평 게재는 이전의 문예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요소였다. 쪽수가 한 해 동안 계

속 이어지는 식의 편집과, 그 호의 대표 작품과 저자의 이름을 표지에 등장시키는

것도 국내에서는 새로운 시도였다. 신인상 제도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작품을 실어

줌으로써 바로 등단시키는 것도 획기적인 일이었으며, 장편의 집중분재 후 단행본

으로 출간하는 것도 기존의 월간지에서는 하지 못했던 일이다. 형식과 내용에 있어

서의 이러한 새로움은 대학생을 포함한 수많은 지식인의 호응을 얻었고, 그 사회적

파급 효과는 1970년 5월호를 끝으로 강제 폐간된 월간 종합 교양지 사상계에 못

지않은 것이었다. 창작과 비평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계간지의 선구자였다.

이는 단지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점들이 훗날 출간

되는 계간지들에게 전범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발행소는 7호까지가 문우출판사였고, 8〜14호까지가 일조각, 15호부터 비로소

창작과비평사가 되었다. 14호까지의 편집인은 백낙청이었지만 15호(1969년 가을/겨

울 합병호)부터는 시인 신동문이 발행인과 편집인을 겸하였다. 1972년 가을호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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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무웅이 주간이 되며, 그해 겨울호에 다시 백낙청이 편집을 맡았다. 창작과 비평
의 60년대 필진은 문학과 지성이 탄생한 1970년 이후의 필진과는 좀 다르다. 60

년대의 주요 필자를 살펴보면 논문과 평론은 백낙청 외에 김우창ㆍ김현ㆍ염무웅ㆍ

유종호ㆍ정명환이 2편 이상씩 발표하였다. 중요한 소설 필자는 김승옥ㆍ김정한ㆍ박

태순ㆍ방영웅ㆍ서정인ㆍ이문구ㆍ이청준ㆍ이호철ㆍ최인훈이며, 시 필자는 김광섭ㆍ

김수영ㆍ김현승ㆍ신동엽ㆍ이성부ㆍ정현종ㆍ조태일ㆍ최하림ㆍ황명걸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훗날 문학적 지향점을 달리하여 문학과 지성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지만

이 시기에는 창작과 비평이라는 유일무이한 진보적 성향의 문예지를 무대로 함께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3회로 분재된 방영웅의 ｢분례기｣는 창작과 비평의 지가를 올린(연재가 끝나

자 책값이 100원에서 130원으로 오르긴 했다) 장안의 화제작이었고, 송영이 단편 ｢

투계｣를 발표하면서 등단한 일, 서정인이 5, 9, 11, 13호에 계속해서 작품을 발표한

일, 이청준이 초기의 대표작 ｢병신과 머저리｣와 ｢과녁｣을 창작과 비평에 발표한

일 등은 특기할 사항이었다.

1968년 겨울호는 당시의 시대적 이슈를 포괄하려는 편집자의 노력 덕분에 ‘한글

전용의 이모저모’를 특집 제목으로 삼았고, 70년대에도 ‘분단시대의 민족문화’, ‘대중

문화의 현황과 새 방향’, ‘제3세계의 문학과 현실’ 등 좋은 특집을 많이 마련하였다.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의 이러한 진일보는 창작과 비평이 우리나라 계간지의 선구

자임을 자임하는 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였다.

1969년은 박정희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하려고 마음먹고서 몇 가지 전초작업을

한 해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연임에 이어 세 번째로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3선개

헌안이 국회에서 변칙으로 통과되었고, 국민 65%의 찬성투표로 가결되었다. 이 해

의 주문진 무장공비 출현과 미정찰기의 피격 추락, KAL기 납북사건은 시대 상황에

대한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준 대신 집권세력에게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1970년 청계천 평화시장의 젊은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

신자살한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죽음은 노동계의 현실에 대해

무관심했던 지식인들을 각성시켰고, 노동자와 지식인의 연대를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1970년은 또 우리 문단에 큰 사건이 발생하고, 큰 행사가 벌어지고,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해였다. 큰 사건은 김지하의 시 ｢오적｣ 필화사건과 그로 인한 사상
계의 등록 취소이며, 큰 행사는 서울에서 국제펜대회가 열린 것이며(국제펜대회에

운집한 세계의 문인들을 의식한 정권이 김지하를 구속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어준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문단의 판도 변화는 1970년에 창간된 또 하나의 계간지

문학과 지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조각이 1967년 겨울호부터 1969년 여름호까지 창작과 비평의 발행소였으며,

배턴 터치를 하듯 창간호(1970년 가을호)부터 1977년 봄호까지 문학과 지성의 발

행소였다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양쪽 계간지의 편집자가 한만년 일조각 사

장과 다 친분 관계가 있어서이겠지만 초기의 문학과 지성은 창작과 비평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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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적 지향점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적어도 70년대 전반기 몇 해 동

안은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이 문학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4ㆍ19혁명의 감격을 몸으로 체험했거나 눈으로

확인했다는,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뚜렷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서는 홍정선의 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4ㆍ19정신이 혁명 기념시 류의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 역사ㆍ철학ㆍ문학 등의

각 분야에서 이론적으로 천착됨으로써 그것들의 기저층으로부터 새롭게 표면화되

기 시작하는 것은 대체로 60년대 후반부터의 일이다. 70년대 문학을 형성하고 주

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창비』와 『문지』의 정신은 4ㆍ19정신의 이러

한 심화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 한편 4ㆍ19정신을 계승하고 ‘4ㆍ19세

대를 옹호’하겠다는 기치를 내건 점에서는 양측 모두 마찬가지였으나 그 방법적

차이는 60년대 말에 개별적 구성원 속에서 조금씩 예비되고 있었다.21)

60년대에 나온 창작과 비평지 필자의 상당수가 훗날 문학과 지성으로 옮겨

가지만, 70년대 전반기 몇 해에 걸쳐 이 구별은 무의미한 것이다. 창간호를 준비하

면서 김병익ㆍ김치수ㆍ김현 세 사람은 문학과 지성의 특색을 재수록 제도를 통해

확보하려고 하였다. 창간호에 정현종ㆍ윤상규와 더불어 이성부ㆍ조태일ㆍ김준태의

시를 나란히 재수록한 것이나, 창작과 비평에 실렸던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1일(2)｣를 재수록한 것은 양자 간의 길트기가 공공연해진 90년대에 행해졌더라도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릴 일이었지만 70년대 초에는 별로 어색하지 않은 일이

었다. 이념의 기치를 분명히 내건 문학과 지성의 창간사를 봐도 두 계간지의 정

신적 지표가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한국 현실의 투철한 인식이 없는 공허한 논리로 점철된 어떠한 움직

임에도 동요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에

도 휩쓸려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진정한 문화란 이러한 정직한 태도의 소산이

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신을 안일하게 하는 모든

힘에 대하여 성실하게 저항해나갈 것을 밝힌다.

70년대의 문단에서 두 계간지는 외국문학 이론의 소개와 적용, 작품의 선정과

평가에 있어 다른 문예지를 압도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이 1980년에 ‘신군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등장한 정치권력에 의해 강제로 폐

간되기 전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평론가들이 편집하는

일종의 동인지 체제였기 때문이다. 창간동인 3인의 친구인 김주연은 6호부터 참가

하였다. 이들 4명은 문학과 지성을 이끈 편집동인으로서 세칭 ‘문지 4K’였고, 오

21) 홍정선, ｢70년대 비평의 정신과 80년대 비평의 전개 양상｣, 문학의 시대 1, 풀빛, 1983,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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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근을 비롯하여 김용직ㆍ김우창ㆍ김윤식ㆍ김종철ㆍ박이문ㆍ송욱ㆍ이상섭ㆍ천이두

등이 자주 글을 발표하였다. 편집동인 네 사람은 1972년에 낸 현대한국문학의 이

론(민음사)이란 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1차적으로 정리할 기회를 갖는다.

이 책의 서문에서 한 “4ㆍ19의 거센 흥분이 지나가고 난 뒤, 우리는 이렇게 하

여 歷史의 의미와 만났다”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듯이, ‘역사의식’에 기반한 문학관

은 그 두 계간지의 편집 방향에 큰 편차를 둘 수 없게 하였다. 강만길ㆍ김철준ㆍ송

건호ㆍ이기백ㆍ이만열ㆍ천관우ㆍ홍이섭 등은 양 계간지에 중요한 논문을 발표한 사

학자였다.

창작과 비평은 백낙청을 정점으로 염무웅(8호부터 작품 발표)이 비교적 자주

글을 발표하였고, 구중서(17호부터)와 이선영(28호부터)이 가끔씩 응원을 하는 형국

이었다. 비평 분야만 놓고 본다면 70년대의 창작과 비평은 백낙청이라는 일당백

의 군주가 있기는 했지만 문학과 지성에 비해 수적 열세를 면치 못했다고 본다.

차세대를 이끌 최원식이라는 문(학문적 깊이)과 무(이념적 무장)를 겸비한 뛰어난

비평가는 1977년 겨울호를 통해서야 등장한다. (창작과 비평이 1994년부터 신인

평론가를 뽑아 상을 주고 있는 것은 편집동인의 세대교체를 이룩한 문학과 사회
를 의식해서가 아닐까.)

아무튼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은 ‘4ㆍ19혁명’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별

충돌 없이 자라던 네 살 터울의 이복형제 같은 존재였다. 연륜이 쌓이면서 둘은 문

단에서 더욱 영토를 넓혀갔는데, 때마침 유신헌법이 공포되고 시국이 경색 일변도

로 치닫자 문학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달리하게 된다. 1972년 10월 대통령특별선언

(10월유신)에 따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과 국회해

산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함은 물론 중임제한

조항을 철폐한 전대미문의 악법이었다. ‘역사의식’에 기저를 둔 실천적 문학관을 갖

고 있던 두 진영의 이론가들은 시대가 부과하는 고통스런 질문들 앞에서 방법론을

서서히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홍정선은 두 계간지가 1966년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커다란 마찰 없이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4ㆍ19라는 공동의 정신적 체험과 따뜻한

인간관계 때문이었지만 이후 염무웅이 말한 ‘민중적 실천’과 김병익이 말한 ‘양식화

의 아름다움’에서 그 차이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였다.22)

창작과 비평은 백낙청이 중심이 되어 시민문학론에서 출발, 민족문학론ㆍ민중

문학론ㆍ농민문학론ㆍ제3세계문학론 등으로 논리를 확산시켜 나갔다. 한편 문학과
지성은 정신분석비평ㆍ구조주의ㆍ기호학ㆍ문학상상력ㆍ문학사회학 등 서구의 문학

이론을 성실히 소개하면서 이들의 한국문학에의 적용을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전자

가 아놀드 하우저와 C.W. 밀즈를 소개한 반면 후자는 바슐라르와 골드만을 소개하

였다. 전자가 서구 사실주의 작가들을 신뢰한 반면 후자는 누보로망 계열의 작가들

을 선호하였다. 요컨대 창작과 비평은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현실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근대화 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노동자와 농민에 대해 애정 어린 시

22) 위의 책, 21〜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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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보내는 한편, 정치현실의 부조리한 상황과 물질적 소외에 대한 항변을 자주

작품의 소재와 주제로 삼았다. 반면 문학과 지성은 문학에 있어서 순수성과 정신

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문학의 형식미학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

뤘으며, 현대 문명이 야기한 잡다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인간 내면

의 부조리함, 지식인의 정신적 소외 현상 등을 즐겨 다루었다. 문학과 지성에 연

재된 글 가운데 김윤식ㆍ김현이 쓴 한국문학사는 우리 문학사를 수놓은 작가의

사상적 위치를 밝혀내려는 책으로, 1973년 8월 민음사에서 단행본으로 내주어 널리

읽혔다.

창작과 비평이 문학 창작의 전통적인 기법을 고수하여 대중의 사랑을 받은

반면, 문학과 지성은 실험적이고도 고도의 지적 훈련을 요하는 작품을 선호하여

지식인 계층에 어필하였다. 두 계간지의 상호 경쟁은 다른 문예지들에게도 많은 자

극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문학의 풍요에 크게 기여하였다. 문학이 현실ㆍ정치

ㆍ역사와 동떨어진 곳에서 초연할 수 없음을 ‘순수주의자’들에게 일깨워준 점도 간

과할 수 없는 공적이다. 하지만 그 무리에 들지 못한 자들은 두 계간지의 편집 자

세를 두고 섹트주의니 배타적이니 선민의식이니 하며 비난을 하기도 했다.

9. 언론통폐합조치 이후 무크지의 성행

제5공화국은 밀실에서 신군부 세력의 모의로 탄생하였기에 정당성이 전무하였

다. 이 정권의 탄생과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언론인

과 문학인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5공화국 정권은 언론사 대학살을 감행했

으니 바로 ‘언론통폐합조치’였다.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 아래 1980년 11월 14일 한

국방송협회ㆍ신문협회 등은 총회를 열고 방송ㆍ신문 통합 등에 관한 결의문을 발의

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 신문은 7개에서 6개로, 지방지 신문도 14개에서 10개로 줄

었다.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이 해체ㆍ통합되면서 연합통신이 설립되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통신사가 되었다. 방송에선 한국방송공사(KBS)가 민영 방송인 동양방송ㆍ동

아방송ㆍ전일방송ㆍ서해방송ㆍ한국FM을 인수하고, 민영방송 문화방송의 주식 65％

를 강제 인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최대의 언론기관이 되었다. 문화방송은 제휴민영방

송사인 지방의 다수 문화방송의 지분의 반 이상(35%)을 문화방송으로 강제로 양도

시켰고 한국방송공사에게 자사의 주식 65%를 넘겨 법적 공영방송이 되었다. 민주화

운동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 기독교방송은 보도기능을 폐지당하고 종교물만

방송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172개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씨알의 소

리 뿌리 깊은 나무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 유력지들이 폐간되었다.
‘무크’는 잡지(magazine)와 단행본(book)의 합성어다. 1970년대 문학을 이끌던

잡지들이 강제로 폐간되자 한국문학 전반에 걸쳐 정권의 검열이나 통제 없이 자유

가 보장되는 작품의 발표 매체를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이 무크지

였다. 정상적인 출판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무크지의 편법적인 출판 방법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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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가 갖고 있는 강한 현장성과 기동성, 문화 게릴라적 성격이 무크지 전성시

대를 열었다. 1980년대는 무크지 전성시대라 할 정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무

크지가 만들어졌으며, 그 결과 무크지의 문학은 1980년대 초ㆍ중반 한국문학의 중

심을 이루었다.

책과 잡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무크지는 본래 1970년대부터 미국 등에서 사

회질서로부터 벗어난 이념과 형식을 자유롭게 발표하고자 하는 대안매체로 각광을

받던 출판 형태였다. 한국에서 무크지 시대를 연 실천문학은 ‘민중의 최전선에서

새 시대의 문학운동을 실천하는 부정기간행물(MOOK) 창간호’라는 표제를 달고,

1979년 하반기에 기획되어 1980년 3월에 발간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 세대(시

대)의 문학 언어의 세계 지평 삶의 문학 문학의 시대 여성 전망 민
족현실과 지역운동 정통문학 우리문학 문학예술운동 민족과 지역 노동문
학 현대시사상 등 무크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편 창작과 비평은 1988년 봄호를 복간호로 내기까지 신작평론집 한국문학
의 현단계 4권, 3권의 신작소설집, 4권의 신작시집을 내면서 권토중래를 모색하였

다. 한편 문학과 지성은 이인성ㆍ정과리ㆍ권오룡ㆍ성민엽 등에게 편집권을 넘겨

우리 세대의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6권의 부정기간행물을 냈고(5집부터는 우리
시대의 문학으로 개명), 복간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2세대 편집진에 의

해 문학과 사회라는 또 다른 이름의 계간지가 탄생되게끔 도와주었다.

이렇게 1980년대 초ㆍ중반 한국문학의 중심을 형성하던 무크지 문학은 1987년

이후 정기간행물에 대한 검열과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창작과 비평 문학
과 사회 등 정기간행물이 재간행되면서 서서히 약화되었다.

10. 세계의 문학 문예중앙 작가세계의 가세

70년대 내내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은 문단에서 강력한 자장(磁場)을

발휘하였다. 편집진의 편집권은 문학권력이요, 어느 집단이 권력을 오래 누리다 보

면 부작용도 생겨나는 법이다. 두 계간지의 끝 모를 세력 확장에 우려의 시선을 보

내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창간 이래 소수의 평론가가 이끄는 일종의 동인지 체제를

좀체 벗어나지 않아서인지 두 계간지의 ‘오만과 편견’과 파당성을 지적하는 사람들

도 나타났다. 그리하여 기회를 포착하여 도전장을 낸 두 계간지가 있었으니, 1976년

가을호를 창간호로 삼은 세계의 문학과 1978년 봄호를 창간호로 삼은 문예중앙
이다.

전자는 이미 ‘오늘의 시인총서’와 ‘세계시인선’, ‘오늘의 산문선집’으로 문예물의

기획과 출판에 노하우를 갖고 있던 민음사에서 시인ㆍ소설가의 확보를 위해 출간한

계간지였다. 후자는 중앙일보라는 언론사에서 역시 작가 관리의 차원에서 적자를

각오하고 계간지 출간에 뛰어들어 간행되었다.

세계의 문학은 김우창과 유종호의 책임편집체제로 출발했는데, 국내외의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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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작품과 인문과학 분야의 논문 및 서평을 광범위하게 싣는 것은 기존의 계간지

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다. 창간하자마자 시작한 ‘오늘의 작가상’ 공모로 한

수산ㆍ박영한ㆍ이문열 등을 일거에 일급작가(혹은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해외 번역소설 수록과 오늘의 세계문학 소개는 다른 계간지와 변별되는 새로운 모

색이었다. 최종률ㆍ홍사중ㆍ구중서가 차례로 편집인이 된 문예중앙은 신문사에서

발행한 문예지여서 그런지 편집상의 모험을 시도하거나 거창한 이슈를 내걸지 않아

기존의 계간지나 월간지와 특별히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80년대에 들

어서도 계속 고전을 했지만 훌륭한 작품을 싣고 좋은 신인을 찾아보자는 문예지 본

연의 임무에는 충실하였다. 작가 탐방과 그럴듯한 풍경을 배경으로 한 명시 소개(포

토 포에지), 문인의 문학 앨범, 문단 행사와 지방문단 소개를 권두 화보를 통해 하

는 편집체제를 고집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80년대에 들어 중편소설을 공모하여

양순석ㆍ권광욱ㆍ이숙자ㆍ정길연ㆍ신경숙 등을 문단에 내보냈는데, 심사위원 각자

가 따로 심사평을 쓰는 전통을 마련하였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기관지로 발간된 실천문학을 빠뜨릴 수 없다. 비상계엄
하였던 1980년 3월,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펴낸 부정기 간행물로 출발했는데 초대

편집위원은 고은ㆍ박태순ㆍ이문구ㆍ송기원ㆍ이시영 등이었다. 1984년 이문구가 사

장, 송기원이 편집주간으로 취임하였다. 1985년 계간지로 전환하였으나, 1985년 민
중교육지 사건으로 강제 폐간되었다가 1988년 봄 속간되었다. 1995년 상시적인 재

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지금까지 통권 132호를 발간하였다.

창간부터 문학의 현실비판, 현실참여, 민족ㆍ민중문학을 지향하였다. 특집ㆍ기획ㆍ

대담 등을 통해 문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쟁점을 제시했는데 1980년대에

는 분단과 휴전이라는 역사적 현실과 리얼리즘 논쟁을, 1990년대에는 근대성ㆍ탈근

대성을 통해 본 식민지 근대성,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이후 민중성, 거대담론의 위기를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였다. 2000년

대에 들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동북아 시대의 평화를 위한 움직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의 위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세계적 연대의 분위기 조

성 등의 쟁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친일문인ㆍ문학작품선집, 북한문학작품선집, 재일

동포작품선집 등을 기획해 한국문학의 자료 발굴과 문학사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동하ㆍ최승호를 책임편집자로 삼아 1989년 여름호를 창간호로 낸 작가세계
는 출판사 세계사가 낸 계간지로 100호 넘게 간행되었다. 어느 한 소설가나 시인,

평론가를 집중 조명하는 특집을 전면에 내세운 작가세계는 신인 발굴에도 신경을

썼다. ‘세계사시인선’과 함께 모던한 작품 경향을 이끌어 갔는데 2000년에 들어 판

매부수가 떨어지고 장편소설을 공모한 ‘작가세계 작사상’이 주목을 못 받자 2017년

에 112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단되고 만다. 세계의 문학과 문예중앙도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슷한 시기에 휴간에 들어가는데 재출간은 어려울 듯하

다. 이수화학에서 내던 종합문예지 21세기문학이 81호로 휴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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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앙문예지의 수난과 지방문예지의 약진

오늘날 많은 문예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에 목을 매고 있고, 받다가

탈락하자 분노에 찬 어느 편집주간은 문단에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장문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른바 ‘등단 장사’를 하는 문예지도 많고 원고료를 줄 수 없다면서

정기구독으로 대신하는 문예지들도 꽤 되는데, 속사정이야 오죽하겠는가.

21세기에 들어와 폐간된 문예지로 세계의 문학 문예중앙 작가세계 21세
기문학 외에도 많다. 시안 시인세계 시평이 폐간을 했다. 모두 시 전문 계간

지다. 더 일찍 1990년대부터 소설문학 현대시사상 현대시세계 외국문학 
문학과 경계 한길문학 상상 문학정신 정신과 표현 문학수첩 서시 문
학인 문학판 파라21 같은 문예지가 사라졌다. 문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옅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바로 문예지의 폐간이다. 활자문화의 위축과 영

상문화의 약진은 이제 보편적인 사회현상이 되었다. 세기가 바뀌면서 컴퓨터는 개

인 소유물이 되었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다들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게 되었

다. 인터넷소설과 e-book 시장의 성장, 웹툰과 웹소설 독자의 증가, 작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영화와 드라마, 인터넷게임 시장의 성장 등에 힘입어 사람들은 화면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에 반비례해 책을 읽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문학 자체가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던 것은 1980년대까지였다.

이러한 온갖 악조건 아래서 지방에서 문예지를 내고 계시는 분들께는 정말 존

경과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 문예지는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적자를 내게 마련이

다. 제작비와 원고료 지급에 매호 수백만 원은 들어갈 테니 한 호 낼 때마다 적자

가 누적되고 결국 그 적자는 문예지 편집자의 목을 조일 것이다. 군소 서점에서 취

급하지 않는 두 가지 책이 바로 문예지와 시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의 간극이 너무나 크다. 서울의 유수 문예지에서는 지방

신문사가 공모한 신춘문예 당선자의 신작은 실어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등단한 것

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방에서 나오는 문예지를 통해 등단한 사람 또

한 중앙문단에서는 받아주기 않기 때문에 다시금 등단하기 위해 고투해야 한다.

이런 환경 아래서도 문예지를, 그것도 지방에서 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한국문화

예술위원회든 어디든 간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

다. 유수 기업체로부터 1년 홍보비의 1천 분의 1만 지원받아도 지방 문예지들은 숨

통이 트일 것이다.

매호 기획도 알차고 좋은 작품을 싣는 지방의 문예지는 너무 많아 거론하기도

어렵다. 그중 인천작가회의 출판부의 작가들은 올해 여름호로 69호를 냈다. 인천

의 학산문학이 104호, 리토피아가 74호, 전주의 문예연구가 101호를 냈다. 대

전의 애지가 78호를, 시와 정신이 68호를 냈다. 광주의 시와 사람이 92호를,

문학들이 56호를 냈다. 청주의 딩아돌하도 50호를 냈다. 대구의 시와 반시가



- 29 -

108호를 냈다. 부산의 오늘의 문예비평이 113호를, 시와 사상이 101호를, 신생
이 79호를 냈다. 제주의 다층이 82호를 냈다. 지역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그 지역의 대표적인 문예지를 지정,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

리고 한국문화의 중앙(서울) 쏠림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도입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 축제가 많이 생겨났으나 하나같이 먹

고 마시고 노는 축제다. 테마가 있는 문화축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지자체의 한

해 공적을 전시하는 유흥 위주의 축제는 전국 어디나 비슷한 잔치판을 벌인다. 유

명 문인을 배출한 지역에는 문학관이 드문드문 생겨나더니 이제는 우후죽순격이다.

눈에 보이는 행정에만 생색내듯 수십억 원을 투자하는 현실 때문에, 이런 견실한

문예지들이 생존을 위해 고투하는 현실은 안쓰럽기 그지없다. 그 지방을 대표하는

이런 문예지들이 튼튼하게 존립할 수 있도록 소액이나마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

란다. 지역의 이런 유수 문예지가 폐간되면 그 지면으로 등단한 우수한 문인들 또

한 순식간에 미아가 된다. 그 지방의 자랑인 문인을 어느 순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문예지도 계속 나와야 그 값어치가 지속된다. 문예지가 폐간이 되면 그때까

지 애써 낸 것들은 후속 문예지의 부재로 인해 그 값어치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만다. 애써 만든 책이 휴지가 되고 마는 것이다.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이들 문예지의 생명이 다들 100호를 넘어 오래오래 그

지역의 문학을 살찌우기 바란다. 그 문예지만의 특성, 그 지역만의 특성을 부각시키

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문예지마다 스미어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삶과 꿈을 보듬어

줄 줄 알아야 중앙문단도 함께 튼튼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랫배로만 집중되는 비

만은 좋은 것이 아니다. 중앙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은 정치권에서만 할 일이 아

니라 문학인들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다.

12. 마무리

문예지 100년의 역사를 조감해보면 역사의 변동에 따라 문예지도 함께 부침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이 문화정책을 표방한 1920년부터 동인지와 문예지

가 나오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닌 문장과 세계문학으로의 발돋움을

꾀한 인문평론이 강제로 폐간당한 이후에 이를 대신한 국민문학과 삼천리가
1940년대를 주름잡았다고 할 수 있다. 종이 사정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데올

로기 대립이 첨예했던 해방공간에서, 한국전쟁 도중에, 그리고 전후의 폐허 속에서

도 문예지와 잡지가 계속 나왔다.

흔히 ‘문협정통파’로 일컬어지던 한국문인협회의 주요 인물들이 편집에 직접적

으로 간여했던 월간 현대문학(1955년 창간)에 도전장을 낸 것은 계간 창작과 비

평(1966년 창간)이었다. 한국문인협회의 기관지인 월간문학과 김동리가 편집인과

발행인을 겸한 한국문학(1973), 이어령 씨가 의욕적으로 펴년 문학사상(1972)이
순수문학을 지향했다면 계간 창작과 비평(1966)은 실천과 참여로서의 문학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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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면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창작과 비평의 발전은 문학과 지성(1970)과의 경

쟁에 힘입은 바 크다. 1970년에는 세계의 문학과 문예중앙이, 1980년대에는 실
천문학과 작가세계 같은 계간지가 나타나 한국문인협회 중심의 월간지들과 경쟁

하고 대립하면서 발전하였다.

박정희의 제3공화국과 맞서 싸운 종합지 사상계가 김지하의 ｢오적｣을 게재했

다 필화를 입어 강제폐간이 되었고 그 전에 창간된 창작과 비평이 진보적 성향의

문인들을 위한 아지트의 역할을 해주었다. 1980년 11월 14일에 단행된 언론통폐합

조치는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뿌리깊은 나무 등 172개의 정기간행물을 폐

간하는 분서갱유를 단행케 하지만 1980년대는 무크지의 시대가 전개됨으로써 문예

지 공백상태를 방지하게 된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공산권이 붕괴된 1990년대부

터 시작된, 문학의 사회적 영향력 약화가 초래한 독서인구의 축소에 그 원인이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의 독자는 책을 읽지 않고 컴퓨터 화면을 보거나 스마

트폰 화면을 보고 있다. 글자를 보더라도 종이에 인쇄된 글자를 보지 않고 화면의

불빛이 비춰주는 글자를 보고 있다. 1920년부터 2010년대까지 100년 동안 우리는

무자비한 정치적인 탄압 속에서 문학을 응전의 논리로 채택해 글을 쓰고 그 글을

읽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바뀐 세상에 대한 진단은 다른 자리에서 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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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전후� 66년� 메이저� 문예지의� 공과

-<현대문학>,� <사상계>,� <창작과비평>,� <문학과� 지성>,� <문학동네>를� 중심으로

최 강 민  
(문학평론가, 우석대 교수)

  

1. 문예지 탄생 100주년과 엘리트 문학 시대

  1919년 2월에 최초의 종합 문예 동인지인 <창조>가 동경에서 발간되었다. 1908
년에 최초의 근대적 종합지인 <소년>이 창간한 지 11년만에 문예지가 비로소 탄생

한 것이다. 2019년 문예지 100주년 기념은 <창조>의 탄생으로부터 연수를 계산한 

것이다. <창조>는 일본 동경에서 식민지 조선의 문학 청년들이 서구와 일본과 같은 

근대문학을 하겠다는 일종에 출사표였다. 일제 강점기에 문학은 문학 자체로서만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성에 도달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당시 조선 지식인들은 

서구적 근대성의 미완성 속에 우승열패의 싸움에서 패자로 전락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의 문학 활동은 서구적 근대성에 도달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근
대 문예지가 탄생한 100년 동안 문예지는 시기마다 양상은 달랐지만 시대적 소명감 

속에 문학을 통해 근대성이라는 지향점에 도달하고자 했다. 이 근대성이라는 판타

지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일제 식민 지배의 극복과 자주독립, 민족국가의 성립과 

민족문학의 건설, 독재정권 타도와 서구적 민주주의의 쟁취, 분단체제의 극복, 반독

재 군사정권의 청산, 민주적 민족국가 건설로 나타났다. 
  문예지는 단순하게 해당 문예지에서 활동한 문인들의 창작물을 게재하는 매체

만이 아니다. 문예지는 문인들의 유사한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문학 정체성을 훈련

하고 수렴하는 공동체의 아지트였다. 개별 문예지는 다른 문예지와 차별성을 확보

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해당 문예지에서 주로 활동하는 문인

들에게 차별적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문학적 행동을 의식과 무의식 차원

에서 유도하게 된다. 문예지에 글을 게재하는 문인들과 문예지를 운영하는 편집위

원들은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의사소통을 나누면서 다른 문예지와  구별짓기를 더

욱 강화해나간다.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문예지로 성장했다는 것은 차별적 정체성

의 확보를 통해 자신들만의 문학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문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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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은 상당 부분 세대론적 인정투쟁의 욕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문학적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기성세대와 다른 문학의 영역을 확보하는 방식

은 문예지의 성공을 담보하는 생존 조건이었던 셈이다.
  한국의 근대문학을 주도한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임화 등 근대문학 초기의 젊

은 문인들은 일본에 유학하면서 서구와 일본의 근대문학을 배웠다. 이 과정에서 식

민지 조선의 문인들은 낙후된 조선을 발전시키겠다는 선민적 엘리트주의와 서구에 

대한 열등콤플렉스를 가졌다. 엘리트주의는 열등콤플렉스와 맞물려 서구를 모방하

는 새것콤플렉스를 낳았다. 해방 이후 엘리트 문인들은 민족적 주체성을 갖고 서구

에 대한 열등콤플렉스와 새것콤플렉스를 극복하려고 시도했지만 쉽지는 않았다. 근
대문학을 일본 유학생들이 주도했던 것처럼 1950, 60년대에 외국문학 전공자들이 

잡지를 창간하거나 주요 평론가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앞에서 말한 콤플렉스와 

무관하지 않다. 엘리트 문인이 서구 텍스트를 학습해 일반 독자에게 전달하는 형태

의 수직형 소통 구조는 20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문예지 100년의 역사는 엘

리트 문인이 서구문학에 대한 모방을 하거나 반성적 성찰을 하면서 주체적인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변증법적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성립시키면서 엘리트 문인들이 

독자 위에서 계몽적 담론을 전달하며 유지되던 수직적 관계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엘리트 문학의 종언시대가 시작한다. 엘리트주의에 기반해 창간한 대다수

의 문예지들은 적응하기 힘들었고, 일반 독자들은 돈이 되지도 않고 문학적 감동과 

즐거움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문예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에 문예지의 

위기는 유력 계간지가 폐간하거나 정체성의 변질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2010년
대는 문예지의 대사회적 영향력이 급감하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된 문예

지들이 폐간하는 적자생존의 대혼돈의 시대이다. 2019년, 문예지 100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한국전쟁 이후 메이저 문예지의 공과를 따져보는 작업은 위기에 직면한 

문예지의 현상황을 통시적으로 파악해 대안을 모색하려는 몸부림의 일환이다.  

    
2. 보수적 우파의 메이저 문예지    

        - 월간 <현대문학>, 계간 <문학과 지성>과 <문학과 사회>

  한국전쟁은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주고 1953년에 종료되었다. 한국

전쟁은 냉전의 심화 속에 분단체제를 강화시켰고, 남한 국민에게 적대적 반공이데

올로기를 증폭시켰다. 전쟁을 낳게 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비판 속에 고아의식

을 갖고 전통 단절론을 주장하는 일군의 전후 신세대가 등장했다. 한국전쟁의 상처

는 허무와 절망을 낳았으며 실존주의 문학을 유행시켰다. 전후의 한국문단은 문인

들이 사망하거나 월북을 하면서 문인의 숫자가 급감했다. 우파 문인들 중 일제 강

점기 시대에 친일을 했던 문인들은 해방기와 한국전쟁기에 반공주의 투사로 변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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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친일 경력을 세탁했다. ‘반공’이라는 기치 아래 과거의 친일 경력을 언급하

는 것은 오히려 빨갱이 아니냐는 반격 앞에서 친일은 은폐될 수 있었다. 친일문인

은 정치적 언급을 삭제시키는 순수문학을 옹호함으로써 문학장에서 친일 논의 자체

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전후의 한국문단은 순수문학이 최상

급의 문학 담론으로 자리했다. 1950년대에 기존의 문예지를 대신하는 몇 개의 중요 

문예지가 창간되었다. <문예>(1949년 창간)와 <전선문학>(1952년 창간)에 이어 등장

한 대표적인 문예지는 <문학예술>(1954년 창간), <현대문학>(1955년 창간), <자유문

학>(1965년 창간)이다. 특히 이 중에서 순수문학을 옹호한 대표적인 문예지 <현대문

학>은 전후문단을 재편하는 핵심 문학권력이었다. 
  시인 모윤숙은 1949년 <문예>를 창간하고 발행인이 되었고, 편집인으로 김동리

와 조연현이 연이어 맡았다. 모윤숙과 조선청년문학가협회(청문협) 출신 문인의 밀

월 관계는 1954년 예술원 선거 파동이 발생하면서 결별한다. 예술원 선거에서 모윤

숙을 비롯한 북한 출신 문인들은 배제된다. 문학 분과에서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염상섭(서울)·박종화(서울)·김동리(경주)·조연현(경남 함안)·유치환(경남 통영)·
서정주(전북 고창)·윤백남(충남 공주)이다. 예술원 선거에서 당시 41살의 김동리, 39
살의 서정주, 34살의 조연현이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예술원 회원이 되었다. 예술원 

선거는 순수문학 일색이었던 문단을 청문협 출신의 문협정통파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가르는 분기점이 되었다. 청문협 출신 문인들은 순수문학이라는 같은 문

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구별짓기의 잣대로 적극 활용했

다. 예술원 선거 파동 속에 <문예>의 발행인이었던 모윤숙은 물적 지원을 중단하면

서 <문예>는 폐간된다. 김동리, 서정주, 조연현 등은 자신이 주관하는 문예지가 없

어지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문학평론가 조연현은 교과서를 제작하는 김기오와 연

결되어 월간 <현대문학>을 1955년에 1월에 창간해 문예지 부재의 위기를 벗어난다. 
  이처럼 <현대문학>의 창간은 문학적 정체성의 차이보다 전후 문단의 헤게모니

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었다. 예술원 회원에서 배제된 백철, 모윤숙, 
김광섭 등이 40대였지만 청문협 출신의 중요 문인들이 30대와 40대가 섞여 있다는 

점에서 세대론적 인정투쟁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더욱이 세대론적 인정투쟁이라

면 청문협 출신의 문인들이 차별화된 문학 담론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당시에 그렇

지 못했다. 문인의 발표 지면이자 동시에 문학 권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창간된 

<현대문학>은 <현대문학>의 중심 구성원인 김동리와 서정주가 적극적으로 추천권

을 행사하면서 후배 문인들을 다수 배출시킨다. <현대문학>은 발표 지면과 신인을 

등용시키는 추천제도만이 아니라 신인 중에서 선별하여 상징적 문학 권위를 부여시

키는 ‘현대문학신인상’을 제정하여 전후 문단에서 독보적 문학권력을 구축한다.
  문학평론가 조연현은 전통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현대문학을 만들겠다며 <현대

문학>을 창간해 편집주간이 된다.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현대문학>은 민족의 전통, 
순수문학, 우파의 민족문학이라는 문학담론을 생성한다. 이들 우파의 엘리트 문인들

은 순수문학을 정전화하면서 교육 문화 전반에 순수문학의 담론을 확산시켰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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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학>은 이승만 자유당정권, 박정희 군사정권과 우호적 관계 속에 ‘순수문학=현
대문학’이자 체제를 대변하는 ‘국민문학’이 되었다.  <현대문학>은 우파의 보수담론

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비교적 균형감 있는 편집과 기획을 통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한국 최고의 우파 문예지가 된다. 결호없이 계속 발간된 <현대문학>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학적 전통이 된다.

  韓國의 現代文學을 建設하자는 것이 그 目標이며 使命이다. 그러나 本誌는 이 ‘現代’라는 槪
念을 瞬間的인 時流나 枝葉的인 尖端意識과는 嚴格히 區別할 것이다. 本誌는 現代라는 이 歷史上
의 한 時間과 空間을 언제나 傳統의 主體性을 通해서만 理解하고 認識할 것이다. 卽 過去는 언제

나 새로이 解釋되어야 하며 未來는 恒常 傳統의 結論임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빛난 文學的 遺産이라 할지라도 本誌는 아무 反省없이 이에 服從할 것을 操心할 

것이며 아무리 눈부신 새로운 文學的 傾向이라 할지라도 아무 批判없이 이에 盲從할 것을 警戒할 

것이다. 古典의 正當한 繼承과 그것의 現代的인 止揚만이 恒常 本誌의 具體的인 內容이며 方法이 

될 것이다.
                                                          (｢창간사｣, <현대문학>, 1955,13

쪽)

   2019년에 월간 <현대문학>은 창간한 지 64년으로 가장 오래 생존하는 최고령

의 문예지가 되었다. <현대문학>의 공은 무엇일까? 월간 <현대문학>은 전쟁으로 인

해 한국 문단이 와해된 막막한 상황에서 발표 지면, 문인 추천제, 현대문학신인상

(후에 현대문학상으로 개칭)을 통해 전후 문학제도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현대문

학>이 내세운 순수문학은 이승만 자유당정권,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당대 정치 권

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는 문학적 방어 논리로 작동했다. <현대문학>은 전통 

단절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고전의 정당한 계승과 지양을 통해 민족문학을 유지하는 

데에 일정 부분 공헌을 했다. 가장 오랫동안 결호없이 발간하면서 문인들에게 지속

적인 발표 지면을 제공하면서 본격문학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

다. <현대문학>은 보수적 우파의 문예지였지만 조연현은 비평적 균형성을 통해 현

실비판적인 이범선의 ｢오발탄｣, 남정현의 ｢분지｣ 등을 게재하며 범문단적 문예지로 

자리매김했다.
  월간 <현대문학>의 전성기는 <현대문학>이 내세운 ‘순수문학’이 체제 순응의 

이데올로기로 변질하고, 새로운 문학적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하강 곡선을 그

리기 시작한다. 월간 <현대문학>은 1980년대까지 문학제도를 장악하며 기득권의 권

력을 보여주었지만 문인과 일반 독자에 대한 문학적 영향력은 급감했다. <문학과 

지성>을 창간한 김현이 1980년에 평론 부문에서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현대

문학>에서 <문학과 지성>으로 우파의 문학권력이 넘어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

여준 사건이었다. 
  <현대문학>은 오랫동안 발간하면서 문학적 과오도 있었다. 먼저 <현대문학>은 

발표 지면, 추천제, 문학상을 활용해 특정 문인의 문학권력을 만드는 핵심 역할을 

했다. 공적 역할을 해야 할 문예지가 특정 개인의 사유물처럼 되었던 것이다.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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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순수문학을 표방했지만 1950년대 이승만 자유당 정권, 1960년대와 1970년
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이후의 군사정권과 보수 우파 정권이 집권할 때에 친체제 

관변문학의 성향을 보여주었다. 순수문학을 표방하면서 당대에 고통 받는 민족 구

성원이나 민중들의 고통을 외면한 현실도피주의와 기회주의는 순수문학을 표방한 

<현대문학>의 문학적 정체성을 의심 받게 했다. 순수문학의 이중적 모습은 <현대문

학>을 몰락시킨 가장 큰 요인이었다. <현대문학>은 2013년 9월호에 박근혜 대통령

의 수필을 찬양한 문학평론가 이태동의 글을 게재했고, 12월에는 정치적 이유로 이

제하의 글을 검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설가 황정은과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그

해에 현대문학 수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수상을 거부하는 행위를 통해 <현대문학>의 

행보를 비판했다. 결국 <현대문학>은 문단 안팎의 비판 속에 양숙진 주간이 사퇴하

는 위기를 겪었다. 
  월간 <현대문학>이 보여준 순수문학의 파탄은 또 다른 우파 문예지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났다. 1961년 5·16군사정권은 많았던 예술인 단체를 통합하여 한국예술단

체총연합(예총)으로 개편하고, 1961년 12월에 문인 단체로 한국문인협회(문협)라는 

단일한 단체로 통합시킨다. 순수문학을 지향한 문협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3선 개헌

을 지지하는 친체체 성향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 김동리는 자신의 문학적 영향

력을 유지 확장시키기 위해 1968년에 문협의 기관지로 <월간문학>을 창간했다. 김
동리는 문협 선거에서 조연현에게 패배하자 1973년 11월에 월간 <한국문학>을 사비

를 들여 창간한다. <월간문학>과 <한국문학>은 수적으로 확장된 문인들의 발표 지

면과 김동리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창간한 것이다. <월간문학>과 <한국문학>은 

박정희 군사정권을 지지하는 관변 매체의 역할을 했다. 
  우파 문예지인 <현대문학>, <월간문학>, <한국문학>이 보수 우파 문예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학의 자율성과 미학성을 강조하며 1970년에 계

간 <문학과 지성>이 창간한다. <문학과 지성>은 4·19세대인 문학평론가 백낙청이 

창간한 <창작과 비평>을 참고로 하여 4·19세대의 세대론적 인정욕망과 정체성을 담

고 있다. 4·19세대는 초등학교부터 한글로 학습한 최초의 한글세대이자, 자유민주주

의를 학습하고 부패정권을 퇴진시킨 경력을 가진 인권세대였다. 비록 5·16쿠데타에 

의해 일시적으로 패배를 경험했지만 승리의 기억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움직

임을 만든다. 창간할 당시 편집동인은 김현, 김병익, 김치수였다.(후에 문학평론가 

김주연이 추가로 합류했다.) 원래 창간할 잡지의 명칭은 <창작과 비평>의 영향을 

받은 ‘현대비평’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창작과 비평>이 현실비판적인 목소리를 꾸

준히 내는 상황에서 박정희 군사정권은 ‘비평’이라는 단어가 잡지의 제호에 들어가

는 것을 불허했다. 그래서 즉석에서 만든 것이 ‘문학과 지성’이라는 제호였다고 한

다. 여기에서 보듯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은 모두 엘리트주의에 기반을 두

고 비평 담론을 통해 창작을 이끌어가는 계몽성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공유하고 

있었다.
  <문학과 지성>은 창간호에서 이 시대의 병폐를 허무주의의 연장선인 패배주의



- 36 -

와 샤마니즘에서 연유하는 정신적 복합체라고 진단한다. <문학과 지성>은 이렇게 

정신을 안일하게 만드는 모든 힘에 대해 성실하게 저항해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그
러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인간 정신의 확대 징후를 소개 제시하고, 한국

의 문화 풍토에 적용시킬 보편적 가능성을 탐구하겠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서구

의 이론을 소개하고 한국의 문학작품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 외국문학 전공자가 주

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문학과 지성>의 창간 주역인 김현과 김치수는 

불문학을, 김주연은 독문학을 전공했다. 김현은 한국문학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서

구콤플렉스와 새것콤플렉스를 경계했다. 하지만 <문학과 지성>은 지속적으로 외국

이론을 소개하면서 서구콤플렉스와 새것콤플렉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문학과 지

성>(이후 <문학과 사회>)은 바슐라르, 루시앙 골드만, 프랑크학파의 벤야민과 아도

르노 등의 이론을 소개하거나 자주 인용했다.

 문지 동인들은 그 자신들이 엘리트임을 자인하고 있었고 적어도 문화와 지식 사회는 엘리트

주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민중과 민중주의에 그것의 역사적 현실적 의미를 수

긍하면서도 그 유행적 주장에 유혹당하지 않았음도 고백해야 할 것이다.
      (김병익, ｢자유와 성찰｣, 문학과지성사 30년 1975~2005, 문학과지성사, 136쪽.)

  <문학과 지성>은 문학의 자율성과 미학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대문학>과 

같은 혈통의 문학주의를 보였다. 그렇지만 4·19세대의 정체성이 가미되고 외국문학 

전공자라는 특수성이 첨가되면서 <현대문학>과 다른 정체성을 드러낸다. <문학과 

지성>은 문학의 자율성을 옹호했지만 그렇다고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문학

의 현실 참여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문학과 지성>은 <현대문학>과 <월간문학>처럼 

문학의 순수성을 저버리고 관변문학으로 전락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점에서 <문
학과 지성>은 <현대문학>의 진화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과 지성>은 ‘내용/형식, 
개인/사회, 문학의 자율성/문학의 사회성, 순수문학/참여문학’의 대립을 변증법적으로 

통합시키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과 지성>은 ‘형식, 개인, 문학의 자율

성, 순수문학’을 좀 더 강조하는 문학주의자의 입장을 취했다. 
  <문학과 지성>은 비판적 지성, 개인적 성찰, 선구자적 문학의 실험성을 강조하

면서 서구이론과 문화의 소개에 방점을 두었다. <문학과 지성>이 소개하는 누보로

망 계열의 모더니즘 문학과 서구 이론은 난해했기에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웠

다. 난해한 모더니즘 문학과 서구 이론은 필연적으로 일반 독자에게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문학평론가의 필요성을 낳게 했다. 결과적으로 난해한 모더니즘 문학과 서

구 이론은 평론가가 공생하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를 만들었다. 이 지점에서 문학

평론가가 창작을 견인하는 문학권력이 생성되었다. 
  1980년 신군부는 <창작과비평>과 <문학과 지성>을 함께 폐간시킨다. <문학과 

지성>의 폐간은 반체제의 글쓰기 경력 때문이 아니라 <창작과 비평>만을 폐간시켰

을 때 생기는 비판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학과 지성>의 입장에서 보

면 억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문학과 지성>의 폐간은 군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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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권에 저항하는 예술가의 이미지를 만들면서 <문학과 지성>의 문학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킨다. <문학과 지성>의 강제 폐간은 <문학과 지성>의 신화적 이미지를 

만들며 우파 문단의 중심으로 서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발생하면서 폐간되었던 잡지들이 복간할 수 있게 된다. 

<문학과 지성>은 1988년 복간호 대신에 새롭게 활동하는 젊은 편집동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문학과 사회>로 개칭을 하여 봄호부터 발간하게 된다. ‘문학과 지성’
이 ‘문학과 사회’라는 제호로 변신한 것은 1970년대 <문학과 지성>의 활동에 대한 

변증법적 사유의 결과물이다. <문학과 사회>는 복간 초기에 <문학과 지성>보다 좀 

더 사회비판적인 내용과 사회과학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문학의 자율성을 유지하면

서 당대 현실과 유기적 연관성을 중시하겠다는 <문학과 사회>의 입장은 ‘문학주의’
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 문학과 사회의 연관성을 좀 더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러한 변화는 1세대 문지 동인에서 2세대 문지 편집동인으로 권오룡(1952), 성민엽

(1956), 임우기( ? ), 정과리(1958), 진형준(1952), 홍정선(1953)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것이다. <문학과 사회>는 4·19세대가 아니라 유신세대와 5·18세대가 주도하여 <문학

과 사회>를 창간한 셈이다.

  문학을 문학만으로 보던 관점은 적어도 우리의 80년대에는 사라져야 하고, 문학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생활 세계와의 조망을 통해 접근되어야 한다는 데 두고 있는 듯하며, 그래서 

앞으로의 편집 방향도 인식과 상상력의 한 뿌리로서 현실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중시하겠다는 태

도를 그 제호에서 보여준 듯하다.
  (김병익, ｢문학과 사회를 창간하면서｣, <문학과 사회>, 1988년 봄호, 13쪽,) 

  <문학과 사회>는 문학과 사회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1970년대 <문학과 지성>
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990년을 전후하여 동구권의 몰락과 소

련 연방의 해체, 그리고 좌파 거대담론의 몰락 속에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문
학과 사회>는 문학과 사회의 연관성을 축소시키면서 <문학과 지성>의 문학주의로 

복귀한다.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동인지 형식의 <문학과 사회>는 1997년 IMF 외환위

기 이후 문예지들이 좀 더 상업적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신할 때, 상대적으

로 비상업적 길을 고수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대학의 아카데미와 결합한 

<문학과 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편집동인들이 대학교수나 강사로

서 엘리트적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에 자신의 문학 정체성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문학과 지성>과 <문학과 사회>가 한국문학에 남긴 공은 반성적 성찰, 문학의 

자유, 서구 이론의 심화를 통해 <현대문학>보다 진화된 문학주의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문학과 지성>과 <문학과 사회>는 누보로망 계열의 모더니즘 작

품들을 전통적으로 옹호했다. 우파의 문예지들이 군사정권과 우파정권의 관변 문예

지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문학과 지성>과 <문학과 사회>는 반성하는 문인의 모습

을 통해 문학주의자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다. <문학과 지성>과 <문학과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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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순수문학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여 관변문학으로 전락한 우파 문예지의 한

계를 극복했다. <문학과 지성>과 <문학과 사회>는 한국문학의 이론적 깊이와 다양

성 확보, 문인 신인 발굴, 엘리트 문예지의 모범 사례라는 장점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문학과 지성>과 <문학과 사회>의 한계점도 분명 존재한다. 서구 이

론에 대한 과도한 의존, 대중과 수평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엘리트주의적 문학주의

자, 서구콤플렉스와 새것콤플렉스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현실, 난해한 실험적인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과도한 의존, 작가보다 평론가가 우위에 서는 수직적 관계, 
문지 파벌의 생성을 통한 문학권력의 집중화, 아카데미즘과 결합한 난해한 평론의 

확산은 <문학과 지성>과 <문학과 사회>의 한계점이다. 대학을 기반으로 한 편집동

인들의 엘리트주의는 일반 독자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게 했다. <문학과 사회>는 

대중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채 ‘문학과 사회’에서 ‘문학과 개인’으로 축소되어버

렸다. 이때의 개인은 엘리트 문학주의자이다. 

3. 진보적 좌파의 메이저 문예지

-<사상계>, <창작과 비평> 

  한국전쟁이 끝나고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문학의 현실 참

여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금기가 되었다. 순수문학의 일색이었던 전후문학에 균열을 

낸 것은 문예지가 아니라 종합지인 <사상계>이다. 1953년 4월에 장준하가 창간한 

월간 종합지 <사상계>는 1955년에 편집위원을 보강하고 잡지의 대중성을 강화할 목

적으로 문학 지면을 대폭 확대한다. 그러면서 1955년에 창간한 월간 <현대문학>에 

맞서는 진보적 문예지로 거듭나게 된다. <사상계>는 민족통일, 민주사상, 새로운 문

화 창조를 편집 방향의 기본으로 잡았다. <사상계>는 1955년에 동인문학상을 제정

해 당대 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동인문학상 수상작들은 당대의 첨예한 현실

을 반영하면서 당대를 대표하는 작품이 된다. <사상계>는 1960년 4·19혁명을 계기

로 대폭적으로 발행 부수가 늘었다. 월간 <현대문학>이 독주하던 1950년대 한국문

학에서 <사상계>는 소설을 중심으로 월간 <현대문학>과 문협에서 소외된 문인들, 
북한 출신 문인들을 품으면서 당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종합지로서 당시

에는 일간지에 버금갈 정도로 발행 부수를 보여준 <사상계>의 영향력은 월간 <현
대문학>이 주도하던 한국문단에서 순수문학과 다른 참여문학의 목소리를 키우는 아

지트의 역할을 했다. 
  <사상계>의 현실비판적인 성격은 1960년 4·19혁명을 전후로 해서 강하게 드러

난다. 그러면서 <사상계>는 현실도피의 순수문학에서 벗어나 당대 현실과 민족 모

순을 비판하는 참여문학을 옹호하는 적극적 역할을 했다. <사상계>는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박정희 군사정권

을 비판하는 일련의 정론성 글들은 정권에 의한 탄압을 불러온다. 정권의 탄압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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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잡지에 참여했던 교수나 필자들이 불가피하게 빠져나가게 

된다. <사상계> 필진 중에서 박정희 군사정권에 참여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면서 

<사상계> 필진에서도 분열이 발생한다. 장준하는 1967년에 옥중에서 국회의원에 출

마해 당선하고, 박정희 군사정권과 정치 현장에서 싸우게 된다. 장준하에 이어 부완

혁이 인수한 <사상계>는 1970년에 김지하의 담시 <오적>을 게재하면서 필화사건이 

발생했고, <사상계>는 끝내 폐간의 운명에 처한다. 
  <사상계>가 문학계에 남긴 공과는 무엇일까? 먼저 <사상계>는 반공주의가 지배

하는 냉전체제의 남한에서 이승만 자유당정권과 박정희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저항

잡지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러한 반정부적 비판의 목소리는 문학 분야에서 참여주

의 문학을 옹호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사상계>는 <현대문학>이 주도하는 순수문학

의 패러다임에 대립하는 저항적 참여문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다. 진보

적 문인들은 <사상계>의 담론과 발표 지면을 통해 진보적 문학 담론을 더욱 확산시

킬 수 있었다. <사상계>는 동인문학상을 통해 문학의 대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고, 현
실 참여적인 작품에 문학적 권위를 부여했다. <사상계>는 전후에 남한의 진보적 잡

지나 문예지를 낳게 한 거대한 자궁이었다. <사상계>는 전후의 절망적 현실과 허무

주의를 딛고 바람직한 민주적 민족국가와 민족문학 건설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사상계>는 남한에서 소외된 북한 지역 출신의 문인들에게 발표 지면을 제공해주었

다. 동인문학상을 제정해 현실 참여적인 작품에 수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문

학의 지평을 확대했다. 당시 대학생들의 필독 교양 잡지로 자리매김한 <사상계>의 

위치는 문학의 대중화와 현실 참여에 공헌을 했고, 문학의 대사회적 영향력을 키우

는 데에 일조했다. 
  그렇다면 문학 분야에서 <사상계>의 한계점은 무엇일까? 친일문인인 김동인의 

업적을 기리는 동인문학상은 후대에 친일문학상 청산이라는 과제를 남겨주었다. 독
립운동가인 장준하가 동인문학상을 제정한 것은 주변의 권유도 있었겠지만 반공주

의와 지역주의로 인해 친일문제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사상계>의 문학 지면은 

소설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문학 자체의 특

집도 종합지의 성격상 자주 있을 수 없었다. 
  <사상계>가 정권의 탄압을 받아 어려운 처지에 빠진 1966년에 문학평론가 백낙

청은 계간 <창작과 비평>을 창간한다. 백낙청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돌아와 한국

의 낙후된 대한민국을 목격하면서 문예지를 통해 한국의 근대성을 성취하고자 했

다. 백낙청은 군사정권의 폭력성과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운동문학을 통해 <사상계>
의 혈통을 잇는다. <사상계>가 정론성을 기본으로 문학을 보조하는 식이었다면, 박
정희 군사정권의 탄압이 있는 상황에서 <창작과 비평>은 문학을 기본으로 정론성을 

보조적으로 배치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백낙청은 <청맥>, <한양>, 월간 <사상계>
의 영향 속에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문학이 현실에 참여해 개혁해야 하는 참여문

학, 민족문학을 주창하면 진보적 문예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다.
  <창작과 비평>은 문예지로서 계간 형식을 선도적으로 채택했다. 인적, 물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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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약한 문예지의 경우 3개월을 주기로 발간하는 계간지 형식의 문예지는 차별화

된 특집과 기획을 통해 월간지가 제공할 수 없는 문학적 체험을 제공했다. 1966년
에 창간한 계간 <창작과 비평>을 통해 1970년대 후반에 한국문학은 월간지 시대를 

종료하고 계간지 시대를 열게 한다. <창작과 비평>은 창간호부터 당시 많은 잡지가 

쓰던 세로쓰기 표기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가로쓰기로 이전 잡지와 다른 형태를 보

였다. 한글세대인 4·19세대가 만든 문예지이기에 한자어도 가급적 줄여 일반 독자의 

가독성을 높였다. <창작과 비평>은 월간 <현대문학>의 추천제가 아니라 좋은 글을 

바로 게재하는 식으로 문단 등단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것은 기존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 같은 상명하복의 추천제도에 대한 거부 속에 심사자와 심사 대상자의 관계

를 가급적 수평적 구도로 만들려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백낙청은 창간호에서 창간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라는 글

을 발표한다. 이 글에서 백낙청은 <창작과 비평>의 창간이 지식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창조와 저항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

다. 이 글을 읽어보면 대중의 소외와 타락이 심한 사회일수록 소수 지식인인 엘리

트의 슬기와 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 <창작과 비평>은 

진보적 엘리트 지식인이자 문인이 근대성의 계몽적 담론을 전파하고 훈련시키는 역

할을 하고자 했다. <창작과 비평>은 1970년 <사상계>가 폐간되는 상황에서 비판적 

현실 모색과 개혁을 추진하는 진보 담론의 구심점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상이 메마르고 대중의 소외와 타락이 심한 사회일수록 소수 지식인의 슬기와 양심에 모든 

것이 달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식인이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만나 서

로의 선의를 확인하고 힘을 얻으며 창조와 저항의 자세를 새로이 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 
작가와 비평가가 힘을 모으고 문학인과 여타 지식인들이 지혜를 나누며 대다수 민중의 가장 깊은 

염원과 소수 엘리뜨의 가장 높은 기대에 보답하는 동시에 세계문학과 한국문학간의 통로를 이룩

하고 동양역역사의 효과적 갱생을 준비하는 작업이 이 땅의 어느 한구석에서나마 진행되어야 하

겠다.
                (백낙청,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창작과 비평>, 1966년 겨울호, 38쪽.)

  백낙청을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은 1970년대에 시민문학론, 리얼리즘론, 민족

문학론, 민중문학론, 제3세계문학론을 통해 분단모순을 극복하고 남북이 통일되는 

민족문학을 주장했다.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은 민주적 시민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박정희 군사정권도 

1970년대에 한국적 민족주의를 강조했는데, 백낙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적 

전체주의 국가를 만드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오히려 민족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판단

했던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1970년대 유신정권은 민족의 올바른 성장을 가로막

는 위기의 진앙지였다. 백낙청과 <창작과 비평>은 필연적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백낙청과 <창작과 비평>은 1974년에 문협과 별도의 조직인 자유실

천문인협의회를 결성하고,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는 데에 앞장섰다. 자유실천

문인협의회는 1987년에 민족문학작가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하면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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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단을 지배했던 ‘문협’의 독주를 저지시킨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속에 긴급조치를 남발한 유신시대가 

종료된다. 1980년 짧은 민주화의 봄이 찾아왔으나, 5·18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

압하고 등장한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민주주의는 또 다시 멈춰선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까지 근 7년 동안 한국인들은 제2의 군사정권의 탄압 속에 

민주주의를 유보해야 했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
은 강제로 폐간되어야 했다. 기존 매체가 폐간된 상황에서 부정기간행물인 무크지

가 대거 등장한다. 진보 문예지로서 <실천문학>이 무크지로 발간한 이후 많은 무크

지들이 등장했다. 
  <창작과 비평>도 1987년에 무크지 형식으로 한번 발간되었다가 1988년 봄호로 

8년만에 복간했다. 1980년대에 지식인에 기반한 백낙청과 <창작과 비평>의 진보담

론은 좌파의 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 무장한 소장파 문인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된

다.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민족문학주체 논쟁은 민족문학의 주체가 지식인이 아

니라 하위주체인 노동자와 농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엘리트주의에 입각해 지

식인 중심의 진보적 문학담론을 생산하던 <창작과 비평>의 헤게모니는 위기에 직면

한다. 백낙청과 <창작과 비평>은 민중적 민족문학론을 주장했지만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성을 강조하는 주도적 당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낙청은 비판적 지식인, 노
동자, 농민이 함께 하는 민족문학론이 기본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진보 소장파의 비

판 속에 위기에 처했던 <창작과 비평>의 헤게모니는 1990년을 전후한 소련과 동구

권의 몰락 속에 다시 복원된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설정한 현실 사회주의권의 대

거 몰락 속에 <창작과 비평>을 비판했던 급진 소장파는 급격하게 몰락했던 것이다.  
  <창비>는 1990년대에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논쟁. 회통론 등을 거치면 좌파출판

상업주의 성향을 보인다. 운동권 문학을 생산하던 <창작과 비평>은 <문학동네>와 

<문학과 사회>에서 활동하던 작가를 끌어와 단행본을 출판해 성공함으로써 사세를 

확장시켰던 것이다. 도덕적, 이념적 잣대를 통해 당대 현실과 문학장을 비판하던 백

낙청과 <창작과 비평>은 사세의 확장 속에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인다. 2015년 신

경숙 표절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백낙청과 <창작과 비평>이 보여주던 이중적 잣대

는 많은 문학 독자를 실망시켰다. 일반 독자들이 보기에 작가들에게 엄격하게 들이

대던 <창작과 비평>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스타작가인 신경숙에게 공정하게 적용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작과 비평>은 신경숙 표절사건에 적절하지 대응하지 못하

면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신경숙 표절사건의 여파로 백낙청은 편집인에서, 편
집주간인 백영서도 편집주간을 그만두게 된다. 

  2019년을 기준으로 창간한 지 53년이 되는 <창작과 비평>의 업적은 무엇이었을

까? 백낙청과 <창작과 비평>은 민족, 민중을 강조하면서 진보적 민족문학론을 제시

했고, 실천하는 지식인이자 문인상을 만들어냈다. <창작과 비평>은 사상계의 진보적 

흐름을 이어 진보적 문인들의 아지트가 되어 진보 문예지의 좌장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 <창작과 비평>으로 인해 많은 진보적 문인들의 진보적 정체성을 갖고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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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백낙청과 <창작과 비평>은 군사독재정권와 극우정권에 

맞서 싸우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에 많은 공헌을 했다. 
  그렇다면 <창작과 비평>의 한계점은 무엇이었을까? <창작과 비평>은 사회과학 

이론을 문학평론에 적용시켜 비평의 영역을 확장시켰지만 동시에 지식인들만 이해

할 수 있는 어려운 평론을 만들어냈다. 다시 말해 <창작과 비평>은 엘리트 지식인 

중심의 계몽적 언어를 생산하면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했다. <창작과 비평>의 어려운 비평은 <문학과 지성>처럼 비평가 우위의 문학 

구도를 낳게 했다. <창작과 비평>이 지닌 엘리트에 기반한 지식인 중심주의는 노동

자, 농민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창작과 비평>은 1990년대 이후 

좌파출판상업주의 색깔이 강화되면서 <창작과 비평>이 초기에 보여준 진보적 문학

담론의 영향력이 오히려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창작과 비평>은 2000년대 이후 

시대에 걸맞은 진보적 문학담론을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 백낙

청과 <창작과 비평>의 권위가 문단을 장악하면서 배타적인 문학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경숙 표절사건에서 보듯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

라는 내로남불의 자세가 <창작과 비평>의 진보성의 이중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창작과 비평>은 창간 당시 4·19세대의 소장파가 자유롭게 진보적 문학담론을 

생산하던 낮은 문턱을 지닌 문예지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한국 최고의 문예지가 

되면서 소장파 문인들이 진입해서 활동하기 어려운 권위주의적 문예지가 되었다. 
<창작과 비평>의 문학적 영향력에 비례해서 검증된 중견 문인이나 유명 문인, 해당 

분야의 권위자의 글들이 주로 게재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민족, 민중의 현실

을 그린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실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창작과 비평>의 

정체성이 변했음을 의미한다. 백낙청의 일인 지배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편집위원의 세대교체가 성공적이지 못했고, 바뀐 편집위원도 자신의 문학적 색깔을 

갖기 어려웠다. 편집위원들의 글에서 주기도문처럼 백낙청의 글이 자주 인용되는 

것도 <창작과 비평>의 권위주의적 속성을 말해준다. <창작과 비평>은 자신들을 비

판하는 진보적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1등 문예지인 <창작과 

비평>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4. 새로운 메이저 문예지인 <문학동네>의 등장과 문예지의 재편성

  1990년대에 계간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사회>가 양분하던 문예지 시장에 격

변이 발생한다. 1972년에 월간 <문학사상>이, 1976년에 계간 <세계의 문학>이 창간

되어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

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이 폐간되었지만 이들의 

문학적 영향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을 낳았다. 이러한 빅2의 아성에 도전했던 

것은 1980년대에 발간한 부정기 간행물인 무크지였다.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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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강제폐간이 된 상황에서 무크지의 형식을 빌어 책을 만들기도 했다. 기존에 

문인들이 문단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춘문예나 문예지 신인상, 아니면 권위 

있는 문예지에 글을 게재하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가능했다. 무크지는 이러한 형식

적 절차를 없애고 문제의식이 담긴 글을 바로 책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

다. 무크지는 빅2의 아성을 잠시 흔들기도 했지만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성격 때문

에 빅2의 아성을 근본적으로 흔들지 못했다. 1993년에 새로운 대중문화를 내세운 

<상상> 등 문화 잡지가 창간되었지만 역시 빅2의 영향력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런데 1994년에 계간 <문학동네>가 창간한다. 이 잡지가 <창작과 비평>과 <문

학과 사회>의 독과점 구조를 깨뜨리고 새로운 메이저 문예지가 되리라고 창간 당시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문학동네>는 당대 젊은이의 호응을 이끌어내

는 참신한 기획, 문학동네 소설상과 문학동네 작가상의 제정, 세련된 편집 등으로 

젊은 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보통 새로운 문예지가 탄생하면 기존의 문예지

와 차별성을 강조한다. 이 차별성의 강조는 세대론적 정체성과 맞물려 전개된다. 가
장 대표적인 것이 계간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은 4·19세대의 인정투쟁과 

차별화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다. 반면에 <문학동네>는 새로운 문학적 이념이나 논

리를 주장하지 않고 ‘문학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두리뭉실한 문학적 정체성을 내세

웠다.
 

  문학동네는 어떤 새로운 문학적 이념이나 논리를 표방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대신 현존하

는 여러 갈래의 문학적 입장들 사이의 소통을 촉지하고, 특정한 이념에 구애됨이 없이 문학의 다

양성이 충분히 존중되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또한 변화하는 정치·사회·문화의 기류에 성실하고 

책임있게 대응하면서 문학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문학인들에게 신뢰할 만한 자기 표현의 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기성의 관행에 안주하지 않는 젊은 문학인들의 모험과 시도를 폭넓게 수

용하여 우리 문학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형해만 남긴 채 실체는 사라진 문학정신

의 회복을 추구하고 모든 교조적 사고방식 및 허위의식에 맞서 싸워나간다는 전제에만 동의한다

면 문학동네는 그 누구에게나 그 문을 활짝 열 것이다. 
                             (｢계간 문학동네를 창간하며｣, <문학동네>, 1994년 겨울호, 16

쪽.)

 
  창간 당시 발행인은 최인숙, 주간 강태형(1957), 편집위원 이문재(1959)·류보선

(1962)·남진우(1960)·박해현(1961)·서영채(1961)·황종연(?)였다. 창간 당시 편집위원의 

연령은 30대였고, 세대로 보면 유신세대와 518세대가 함께한 구성이다. 이들 편집위

원들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문학과 지성>과 같은 엘리트주의의 문학주의자들이었

다. 이들은 1980년대 민중문학론이 득세하던 시대에 20~30대를 보내면서 문학의 사

회적 역할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경험했다. 그
러면서 <문학동네> 편집위원들은 계간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사회>의 장점을 

일부 가져오는 중간 전략을 취했다. <문학동네>가 창간할 무렵인 1994년은 거대담

론의 몰락 속에 이념이 퇴조하고 탈근대성과 탈중심, 다원성이 논의되던 사상적 혼

돈의 시기였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문학동네>는 특정 문학 이념보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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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포용하겠다는 다원성의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다.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사회>의 그룹에 속하지 못했던 <문학동네> 편집위원들은 문학의 다양성을 주장함

으로써 양자의 틈새 시장을 노렸던 것이다. 이 틈새 시장 전략은 성공을 거두게 된

다. 
  창간 당시 문학권력의 중심이 아니었던 편집위원들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세

를 가졌다. 이 유연성이 대중성과 참신한 문학 기획으로 연결되면서 <문학동네>는 

1990년대 후반에 <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회>와 함께 빅3를 형성하는 기적을 만

들어낸다. <문학동네>는 계속 발간하면서 문학주의자로서의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

러낸다. <문학동네>의 문학주의는 <문학과 사회>보다 좀 더 대중성을 고려하면서 

탈중심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옹호하고 텍스트주의를 강조한다. <문학동네>는 2000년
대 후반부터 <문학과 사회>를 제치고 <창작과 비평>과 빅2를 형성한다. 문학에 중

심을 두면서 당대 현실을 일부 포용하겠다는 <문학동네>의 중간 전략이 가장 성공

했던 사례 중의 하나가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담론화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한 경우다. 다수의 저자들이 공저한 형태인 눈먼 자들의 국가는 빅2로 올라

선 <문학동네>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문학동네>는 2019년을 기준으로 창간한 지 벌써 25년이 되는 장수 문예지가 

되었다. <문학동네>의 공은 무엇일까? 계간 <문학동네>는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사회>가 양분하던 빅2 체제를 해체시키면 한국문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문
학동네>의 성공은 문예지 자체도 있지만 단행본 소설의 흥행에 상당 부분 기인한

다. <문학동네>와 문학동네 출판사는 작가를 대중스타로 만드는 시스템을 성공적으

로 갖추고 문학의 대중화에 일정 부분 공헌했다.  <문학동네>의 문학주의는 <문학

과 사회>보다 좀 더 유연하게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다

면 <문학동네>의 한계점은 무엇일까? 문학동네 출판사의 상업주의는 <문학동네>와 

작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례사비평을 낳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문학동네>는 문학권력 논쟁 속에 주례사비평을 했다는 비판

을 받았다. <문학동네>는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배타적 태도를 견지했다. <문학동네>가 보여준 문학주의는 출판상업주의를 분식하

기 위한 일종에 수사학으로 활용된 혐의가 짙다. <문학동네>는 문학주의와 출판상

업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고민하는 자세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창간한 지 

벌써 25년이 되면서 <문학동네>가 보여준 새로움도 이제 익숙한 전통이 되었다. 
<문학동네>는 현재의 빅2 체제에 만족하지 않는 절실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

인다. 
  1994년에 창간한 <문학동네>는 문예지로서 성공했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위력

을 발휘한 2000년대 이후 문예지 시장은 적자생존의 정글이 되었다. 과거의 메이저 

문예지였거나 메이저 문예지를 위협하는 정도까지 성장했던 문예지들이 신자유주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채 도태되는 운명에 빠졌던 것이다. 계간 <문예중앙>은 2017
년 여름호로, 계간 <작가세계>는 2017년 봄호를 끝으로 재정 문제로 휴간했다.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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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엄격한 편집 정신을 기반으로 세계의 문학과 한국문학을 연결했던 계간 <세계

의 문학>은 2015년에 경영상의 위기로 겨울호를 마지막으로 폐간의 운명을 맞았다. 
  2016년에는 계간 <창작과 비평>의 아성에 도전했던 진보 문예지 <실천문학>도 

정체성 변질의 위기에 직면하고 만다. 진보적 문학담론을 통해 한국사회의 변혁과 

실천적 문학을 주도했던 계간 <실천문학>은 진보적 문학담론의 생산에만 골몰한 채 

경영난을 초래하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대주주에 의해 퇴출된다. 자의반 

타의반 사퇴를 하게 된 김정한 전 편집위원은 사퇴의 변에서 “실천과 문학을 결합

시킬 새로운 담론을 창출하지 못했고, 계간지의 대중적 호소력을 확대하는 데 실패

했으며,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명민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대처에 미숙했다.”고 언급

한다. 그러면서 <실천문학> 편집위원들은 사퇴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일부이다. 핵심 내용은 진보적 문학담론의 생산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 탄핵

을 당하면서, 창간 당시 표방한 실천과 문학을 결합한 진보적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해 파산을 선고한다는 의미였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소수 대주주의 이익을 반영한 계간 <실천문학>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계간 

<실천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를 저희 편집위원회의 이름으로 역사의 몫으로 넘길 것인가? 선택에 

대한 논의는 오래 지속될 필요가 없었고, 그 결과 저희는 2016년 3월 11일의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계간 

<실천문학>이 지향했던 대안적 사유와 문학적 형상화의 변증법적 결합을 위한 지난 36년간의 고난한 작

업이 쓰라린 패배로, 아니 어이없는 희극으로 인해 종결되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계간 <실천문학> 편집위원을 사퇴하며｣, 2016년 3월 15

일)

  2015년에 이경재 문학평론가는 <서울신문>의 지면에서 기존의 문예지들이 평론

가 중심의 문학 담론을 위주로 운영되었다면서 작가 중심의 문예지로 일반 독자와 

소통하는 것을 통해 문예지 위기의 탈출을 제안한다. 과연 작가 중심의 문예지로 

변신한다면 문예지는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일부 문예지들은 평론을 과감하

게 빼고 작품 위주로 문예지를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예지들이 기존의 

메이저 문예지를 위협하면서 새로운 메이저 문예지가 될 수 있을까? 문예지 시장 

전체의 발행 부수가 증가하는 호황이 되지 않는 한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문예지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현재 문예지의 문학담론은 시대를 이끌어

가지 못하고 있고, 종이책에 기반한 문예지는 정보의 속도성에서 인터넷과 스마트

폰으로 무장한 디지털 세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문예지가 21세기에

도 생존하려면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

하다. 

5. (메이저) 문예지의 미래?

  문예지 100주년 동안 메이저 문예지를 포함한 한국의 문예지는 한국문학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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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깊이를 확장시키는 데에 많은 공헌을 했다. 또한 20세기 한국의 문예지는 기본

적으로 근대성을 성취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런 점에서 문학을 통해 한국의 근대성

을 도모한 문예지의 대사회적 공헌도는 명백히 인정받아야 할 일이다. 한국의 문예

지는 근대성을 추구하면서 문학의 자율성, 문학의 사회성이라는 양극 사이에서 진

자 운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문학적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사상계>와 <창작과 비

평>은 운동문학을 통해 한국사회의 근대성에 방점을 두었다면, <현대문학>·<문학과 

지성>(후에 <문학과 사회>)·<문학동네>는 문학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미학의 근대성

을 통해 한국사회의 근대성을 추구했다. 이 과정에서 문예지는 유사한 에콜들이 집

결하는 공동체의 아지트이자, 자신들이 지닌 문학적 이념을 유지 확산시키는 실천

의 장이었다. 21세기는 20세기와 달리 탈근대성 또는 현대성에 대한 비판적 질문과 

모색을 통해 나름대로 문학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문예지는 영원불멸하는 실체가 아니다. 50년 넘게 장수했다고 해서 해당 문예지

가 한국문학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무조건 평가할 수도 없다. 문예지는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존 기간에 과연 무엇을 한국문학과 독자에게 전달했는

지 따져봐야 한다. 문예지는 시대적 소명과 참여한 문인들의 문학적 욕망이 상호 

결합하여 탄생한다. 문예지는 탄생, 성장, 발전, 쇠퇴,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

친다. 이 땅에서 발간되는 메이저 문예지도 일련의 성장 주기에 지배받는다. 현재 

장수하고 있는 메이저 문예지는 성장 주기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 과거의 유력 문

예지들이 폐간하거나 휴간에 들어갔다. 월간 <문학사상>과 <현대문학>은 현재 발간

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문학적, 대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현재 한국문학의 빅

3인 계간 <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문학과 사회>의 문학적, 대사회적 영향력도 

이전과 비교해 보면 대폭 추락했다. 이런 점에서 메이저 문예지는 현재 위기 상황

이다. 아니다. 메이저 문예지만이 아니라 비메이저 문예지도 모두 위기 상황이다. 
문예지가 모두 위기의 상황이지만 가장 많은 발행 부수와 영향력을 지닌 메이저 문

예지는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할 책임도 그에 비례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 문예지 

독자의 급격한 감소는 외부적 요인의 변화에서도 기인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문학 

독자를 제대로 붙잡지 못한 메이저 문예지를 포함한 문예지의 무능력과 판단 착오, 
진화의 실패가 초래한 재앙이다.  

  위기를 타개하려면 문학 대안을 갖춘 새로운 문학 세대가 문학적 정체성을 내

세우면서 갱신해야 한다. 문제는 새로운 문학 세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학 세대의 부재는 곧 새로운 문학적 정체성의 부재로 이어진다. 텔레비전

과 영상문화의 발달, 인터넷, 유튜브,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 매체의 성장 속에 

문학이 제공해주는 감동과 즐거움의 영역은 대폭 축소되었다. 우승열패의 신자유주

의 체제 속에 돈이 바로 되지 않는 문학을 읽는 독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할 문인들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포위망 속에서 생존 경쟁을 하며 

힘겹게 문학 활동을 하고 있다. 문학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문학을 통해 세상을 보

고 감동하면서, 세상을 변혁하거나 꿈꾸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대다



- 47 -

수의 문예지는 극소수의 독자만 유지한 채 겨우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형편이다.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운동권문학이나 문학주의문학은 그 유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대학의 아카데미즘과 출판상업주의에 종속된 폐쇄적 엘리트주의로는 문예지의 위기

를 타개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엘리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문예지는 

보여주어야 한다. 
  21세기 문예지는 내용과 형식에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내용과 형식을 갖춰야 

한다. 종이 형태로 발간되는 기존의 문예지만이 아니라 독자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웹진의 활성화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예지 탄생 100주년 기념은 현

재에 발간되는 문예지를 축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성찰과 반성을 통해 앞으

로 어떠한 방식과 태도로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20세기 문예지는 엘리트 문인들이 계몽주의적 담론을 통해 독자를 이끌어가던 시대

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21세기 문예지는 어떠한 방식으

로 독자에게 다가가서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것은 곧 탈근대성 또는 현대성에 대한 

각자의 지점에서 내놓는 답안과 시대에 적합한 문학적 정체성의 제시를 통해 결정

될 수 있을 것이다. 답안의 내용이 부실할 때, 현재의 메이저 문예지가 21세기에도 

계속 메이저 문예지로 살아가기는 ‘무척’ 힘들 것이다. 문예지 150주년, 200주년 기

념의 자리에서 과연 어떤 문예지들이 살아 남아 있을지 ‘무척’ 궁금하다. 그때 과연 

지금의 메이저 문예지는 여전히 메이저 문예지로 군림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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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한국� 문예지의� 최근� 변모양상과� 미학적� 구조� 연구

이� 현� 정

(시인,� 중앙대)

1. 서론 

한국 문예지는 새로운 문학의 흐름을 주도하거나 현실을 인식하며 당대를 반영하

기도 한다. 문예지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실을 비판하고 맞서 싸우기도 

했다. 아울러 문학의 길을 개척하고 미래를 모색하기도 했다. 작가와 가치 있는 작

품을 발굴하며 문학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이끌었으며, 이와 같은 문예지의 역할을 

통해 암울한 사회의 고통을 제시했다. 이러한 문학적 활동은 실현 가능한 사회를 

시도하고, 미적 기능을 확장시켰으며 다양한 예술사회를 실천하기도 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문예지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문학의 예술성과 다양성

을 확대하기 위해 활발한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기존의 문단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써 신선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독립 문예지

는 형식과 내용적인 면에서 기존 문예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새로운 방향을 주도하

기도 했다. 

최근 문예지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문예지의 폐간과 새로 등장한 독립 문

예지의 실험과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처음에 기존의 문단 권력에 대

한 반발과 도전으로 보였으나, 이러한 한계에 그치지 않고 독립 문예지만의 개성적

인 목소리와 세계를 통해 기존 문단의 모습을 극복하려는 양상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의 문예지는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문학의 흐름을 이끌고 새로운 시대를 

주도했다.23) 일제 강점기에는 작품에 대한 참혹한 검열과 압수처분24)에도 불구하고 

23) “1919년 2월호로 창간되어 통권 9호인 1921년 5월호로 종간되었다.” 일본에서 조선어로 된 문학 
잡지 <창조>가 창간되었다.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174~175쪽 참조.

24) “동아일보는 1920년 창간부터 1923년까지 매월 평균 15회 압수를 당했으며, 1924년에는 연 
56회, 이후 30년대까지 매년 4,50회로 10년 동안 292회의 압수 처분을 받았다. 조선일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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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선도했으며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했다. 1950년대 조연현은 ‘순수

문학’을 표방한 『현대문학』을 창간하여, 문예지의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 이후 최

인훈의 「광장」이 발표된 『세대』, 김광섭이 창간한 『자유문학』 등의 문예지가 

발행되었다. 1967년에는 백낙청이 『창작과 비평』을 창간했다. 이후 1970년 『문학

과지성』이 창간되었는데, 『문학과지성』은 『창작과비평』과 함께 한국 문단의 

흐름을 주도했다. 두 문예지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인권과 시민적 자유, 

그리고 평등에 대한 의식이 자라날 토양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제5공화국이 들어서

는 과정속에 『문학과지성』, 『창작과비평』을 비롯한 수많은 잡지와 언론사가 강

제 폐간 당하거나 통폐합되었다. 이 시기는 정상적으로 문예지를 발행할 수 없었다.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기 간행물이 아닌 부정기 간행물의 형태로 문예지를 

발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모색의 결과가 무크(Mook)지의 등장이다. 1982

년 『시와 경제』, 『우리 세대의 문학』, 『5월시』, 『삶의 문학』 등이 등장하여 

사회 비판의 매개체로서의 문예지의 기능을 이어나갔다.25) 

1990년대는 동구권의 몰락, 베를린 장벽 등이 무너지면서 탈냉전 시대로 접어든

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지게 된다. “1990년대로 넘어오며 한

국 사회에는 탈이념화, 탈정치화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났고 인문학적 담론의 무게

중심은 ‘이념’에서 ‘욕망’으로, 거대 담론에서 미시담론으로”26) 옮겨졌다. 그리고 이

러한 시대적 특징은 욕망과 문화의 팽창, 소비경제의 확산,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맞물리면서 문단에도 새로운 경향을 몰고 왔다. 그런 가운데 『문학동네』가 등장

했다.27) 『문학동네』는 감각적인 작품과 작가를 발굴하며 거대 출판 자본과 권력

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문예지 시장은 부침을 거듭하기도 했다. 『현대문학』은 한때 경영난을 겪

기도 했으며, 『세계의 문학』은 2000년대 들어 폐간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문

학과사회』 『창작과비평』, 『문학동네』를 중심으로 문단 권력 논쟁이 벌어지기

도 했다.28) 또한 문예지 시장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2000년대 이

1923년까지 매년 평균 20회, 1924년에는 48회，1926년에는 55회 압수당했으며, 중외일보 역시 
1926〜28년의 3년 사이 63회의 압수 처분을 받았다. 1929년 한 해 동안 4개 국문 신문이 
압수당해 재로 불탄 것이 76만 부. 그중 동아일보가 33만 4천 부에 이른다. 신문과 잡지에 대한 
검열은 일제가 조선 합병의 전초 작업으로 만든 악명 높은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과 ‘융희 
출판법（隆熙出版法)에 근거하는데, 신문 잡지의 출판은 먼저 허가제로 규제, 울타리를 쳐놓고 
원고의 사전 검열과 납본 검열제 등 2중 3중의 그물을 쳐놓았으며 일반 및 특수 검열 표준 45개 
항에 따라 주의 · 간담 경고로부터 금지 · 삭제 · 차압 압수 · 발행 정지 · 발행 금지 등 9개 
단계와 체형 · 벌금의 실형에 이르기까지 참혹할 정도였다” -김병익, 『한국문단사』, 
문학과지성사, 2001, 103~104쪽 참조.

25) 정한용, 『민족문학 주체 논쟁』, 청하, 1980, 120~122쪽 참조.
26) 장석주, 『20세기 한국문학의 탐험5』, 시공사, 2007, 78쪽.
27) 전성욱, 「문학의 공간」, 『오늘의 문예비평』, 2010 여름, 36쪽 참조.
28) 강준만 · 권성우, 『문학권력』, 개마고원, 2001, 208~20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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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다. 민음사는 『세계의 문학』을 폐간한 뒤, 신인상 제도와 편집위원을 없애고 

『littor』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문학과사회』는 2016년 가을호부터 『하이픈』이

라는 혁신호를 시작했고, 『창작과 비평』은 『문학3』이라는 잡지를 추가로 발행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 문예지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문예

지가 연이어 발행되며 새로운 경향을 형성했다. 독립문예지의 활성화가 그것인데, 

독립문예지뿐만 아니라 출판 자본 역시 새로운 감각의 문예지를 선보였다. 『소녀

문학』, 『베개』, 『motif』, 『be:lit』, 『더 멀리』, 『젤리와 만년필』, 『Axt』, 

『미스테리아』, 『Analrealism vol.1』, 『cultura』, 『포에트리 슬램』, 『페이퍼이

듬』 등이 그것이다. 

독립문예지를 비롯한 새로운 문예지의 특징은 시, 소설, 비평 뿐만 아니라, 대중문

화, 장르문학, 사진, 미술 등 다채로운 장르를 수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전 세대에도 이러한 경향의 잡지가 있었다. 90년대 발행되었던 『상상』과 

『RIVIEW』는 대중문화를 본격적인 문화와 비평의 장으로 수용한 최초의 사례이

다. 이들 잡지 역시 대중문화를 비롯하여 건축, 성소수자 담론 등 다양한 분야에 관

심을 기울였다.29)  

독립 문예지를 비롯한 최근의 문단 경향은 이전 세대와 다르다. 젊은 문인과 독자

를 중심으로 문단의 분위기, 미등단 작가의 활동, 장르에 대한 세분화 등에 대한 새

로운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미적 자율성을 통해 새로운 “미적 가치”30)

를 찾고자 한다. 소수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디문화가 형성되었

고, 이데올로기나 거대 담론보다 개인의 자아가 중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

한 스마트 미디어, 문학 웹진, 독립출판사, 독립서점 등이 등장하여 독자와의 커뮤

니케이션이 확산되었다.31) 이런 분위기 속에 젊은 독자층은 새로운 문학에 대한 열

망을 키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망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작업, 새로운 예술을 

향한 독립 문예지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학적 관점보다는 21세

기의 새로운 미학적 흐름과 연결된다.32) 

본고는 2000년 이후 창간하여 변모 양상을 보인 문예지 10개를 중심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여기에는 독립문예지와 기존의 문예지를 함께 다뤘다. 기존의 문예지의 

경우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문예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독립 문예지의 경우

29) 『RIVIEW』 창간호는 서태지를 표지 모델로 내세워 그에 대한 평문과 인터뷰를 수록하기도 
했다.

30) Jerome Binde 외, 이선희·주재형 엮음, 「단체들의 발전과 새로운 연대성」 『가치는 어디로 
가는가』, 문학과 지성사,  183~185쪽.

31) 이호선 김지연,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웹진의 특성에 대한 고찰」,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3권 3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7, 171쪽 참조.

32) 강동호 외, 『지금 다시, 문예지』, 미디어버스, 2016, 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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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금 문제로 폐간되기도 했지만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한 독립 문예지들의 사례

를 포함했다.33)

2. 최근 문예지의 변모 양상

1) 문학과 문예지에 대한 세 가지 선언 

2000년대에 들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문예지와 작가에 대한 지원을 줄임으로써 문예지 운영은 

더욱 위축되었다. 이런 가운데 문예지 발행은 여러 변화를 겪게 되었다. 민음사는 

『세계의 문학』을 폐간하고 새로운 방식의 문예지를 선보였고, 『문예중앙』과 

『작가세계』는 발행이 중지되었다. 이러한 문예지 시장의 변화는 문학 시장 자체

의 축소와 함께 기존 문예지가 새로운 독자층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기

도 했다. 기존의 문예지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독자와 잘 소통하지 못했다. 지식인과 

작가의 글을 제시하는 형태였는데 이러한 문예지의 형식은 새로운 독자층의 요구를 

폭넓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로 보였다. 또한 기존 문예지는 등단제도와 문학상

을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권위와 중심을 공고히 했으며, 이것을 통해 문단 

권력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뉴미디어 시대가 확산되었고 독자들은 새로운 양상의 매체를 원하게 되었

다. 이런 흐름은 문단의 구조를 변화시켰는데, 독자들은 댓글이나 블로그를 통해 출

판사, 작가, 문예지 등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문학 낭독회에 참여하

여 능동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SNS를 통해 직접 소통했다. 독자

들은 문학을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문예지는 감각적인 판형, 디자인, 제도의 변화(편집위원 제도 

폐지, 등단 제도 폐지, 미등단 작가들의 작품 발표)을 시행하며 독자들에게 다가갔

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문예지 정부 지원 형태는 2017년에 이르러 “문예지발

간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맥락에서 다시 재개”34)되었다. 자금 운영에 시달리

33) [문예연감] 2017을 살펴보면 “2016년 발간된 문학잡지는 총 670종이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는 시로 489종, 73.0%에 이른다. 이어서 수필/산문을 주로 다룬 잡지가 
91종으로 13.6%, 평론/인문연구서를 주로 다룬 잡지가 76종, 11.3%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소설이 대표 장르인 잡지는 13종으로 1.9%를 차지했고, 희곡/시나리오를 주로 다룬 잡지는 발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병훈 · 조정미, 「문예지 지원사업 평가와 미래 전략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12쪽.

  
34) 위의 논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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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문예지들은 지원을 통해 출간 기회를 얻게 되었다. 최근 문예지는 기존 문예지

와 다른 양상을 통해 독자들에게 다가선다. 이러한 최근 문예지의 특성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최근 문예지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스러운 편집과 다양한 분야를 수

용함으로써 경직된 모습을 탈피했다. 경직성을 탈피한 문예지는 형식화된 체계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능동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춘다. 자연스러움은 형식적

인 억압을 넘어선다. 기존 문예지는 엘리트주의적인 성향과 관념적인 태도를 취하

기도 하는데, 최근 문예지는 문학 작품을 시각적인 편집과 장르의 융합 등을 통해 

문학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정보와 기술 접근이 쉬워진 환경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특성은 더욱 자연스럽게 현대인의 일상에 스며든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스러움은 형식과 내용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놓일 수 있게 하는 단초를 마련한다.  

둘째,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문학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 오늘날 문예지는 단순히 

문학 발표 매체라는 수동적인 지위에 머물지 않는다. 최근의 문예지는 기존의 문학 

담론이나 흐름에 기대어 그것의 대변자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진

다. 그럼으로써 문예지만의 개성을 통해 독자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한다. 심지어 문

예지라는 관념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감각을 선보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문예지는 

문학과 독자를 돕는 조력자의 위치를 벗어나 문학의 흐름을 이끌기도 한다. 20세기 

후반까지의 문학 논쟁들이 “권력을 허물고 투쟁하는 방식”35)이었다면 오늘날의 방

식은 미적 자율성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셋째, 오늘날 문예지는 독자와의 소통과 교류에 적극적이다. 문예지나 출판사가 

주최하는  낭독회, 독자와의 만남 등의 행사는 2000년대 이전에 비해 급증했다. 이

러한 현상은 문학이 작가와 출판사의 일방적인 작업에서 독자와의 소통이라는 상호

적인 작업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존의 『문학과 사회』나 『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등의 문예지는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보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립문예지를 비롯한 최근 문예지는 폐쇄적인 공동체를 지양한다. 독

립 문예지가 단순히 문학 공동체만을 내세웠다면 문예지는 지면이라는 형식적 양상

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최근 문예지가 지니는 가치는 독자와의 공감과 공유, 

타 장르와의 연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데 가치가 있다. 

2) 문예지 운영 형태

아래의 표는 기존의 문예지 5곳과 독립 문예지 5곳의 창간년도와 운영 형태를 정

35) 문학과비평연구회, 『한국문학권력의 계보』,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0,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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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것이다. 2000년 이후에 창간된 문예지를 선정했으며 편집위원의 유무를 구별

했다. 그리고 발행인이 작가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표시했다. 기존의 문예지들은 편

집위원을 중심으로 청탁이나 등단 심사, 투고 작품의 심사, 담론 형성, 작품 비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편집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예지는 권위적이고 고립적인 성

향을 지녔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36) 그런 이유로 인하여 기존 편집위원 

체제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littor』는 기존의 편집위원 형식을 없애고 

책임 편집인을 중심으로 재편했다. 『littor』의 경우 편집위원을 없앰으로써 문단 

권력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했으며 책임 편집인의 자리를 확장했다. 『문학3』의 경

우는 편집위원 대신 기획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 편집위원의 역할

과 변별점은 없다. 이에 반해 독립문예지인 『젤리와 만년필』은 편집위원 없이 비

등단자 중심의 편집인으로 잡지를 발행했다. 

<문예지 운영 형태>

또한 문예지의 발행인이 작가인 경우와 경영인인 경우로 나뉠 수 있다. 『cultul

a』 손정순 발행인은 시인과 산문 작가로 활동 중이며, 『ASIA』 이대흠 발행인은 

소설가이고 『베개』의 조원규 발행인과 『더 멀리』의 김현 발행인은 시인이다. 

이들을 빼고 나머지는 발행인은 편집자이거나 전문 경영인이다. 『littor』, 『문학

3』의 경우는 대형 출판사에 속한 문예지이므로 발행인보다는 책임 편집자의 책임

과 주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작가인 경우와 작가가 아닌 경우에 

문예지 경영이나 마케팅에 차이가 있지는 않다. 오히려 문예지 경영은 출판 자본과 

36) 최강민, 「독립 문예지의 의미와 가능성」, 『오늘의 문예비평』, 2010, 44쪽 참조.

문예지 형태 창간연도 편집위원 발행인

littor

기존문예

지

2016년 6월 x 박** 박**
Axt 2015년 6월 o 백**  
문학3 2016년 12월 x 강**
cultula 2006년 2월 o 손**(시인)
ASIA 2006년 2월 o 이**(소설가)
motif

독립문예

지

2018년 3월 o 유** 
be:lit 2019년 4월 o 김** 
베개 2018년 3월 o 조**(시인)

젤리와만

년필

2018년 9월 x 정**

김*(시인)o2016년 2월
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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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연관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37). 더욱이 발행인이 작가라고 해서 문학에 대한 

정체성과 의지가 더 충만하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작가가 문예지에 어떤 방

식으로든 관여할 경우에 원고 청탁 등의 수월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작가가 아닌 경우에 문학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대안을 제시

할 수도 있다. 독립 문예지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3. 문예지의 다양성과 미적 기능

1) 문예지의 새로움-『littor』38), 『Axt』39)를 중심으로

21세기의 문예지는 낯설게 말하고자 한다. 혼잣말이 아니라 독자들이나 사회구조 

속으로 들어가 낯선 방식으로 말하고자 한다. 예술은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것과 예술가를 존재자”40)로 인식한다. 아도르노는 예

술적 활동이나 실천을 존재 그 자체로 보았다. 문예지의 형식은 아도르노의 미학을 

띠고 있다. 아도르노에게 예술은 사회에 대한 반응이고 외부 세계의 반영을 사회의 

형식에서 찾는 것이다. “예술은 경험적 현실과 사회적 작용의 연관 관계로부터 분

리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속에 빠져 들어가기도 하는 점에서 양면적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미적인 현상에서도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미적 현상은 미학적이기도 하고 

사회적 사실이기도 하다. 미적인 자율성을 지니면서 또한 사회적 사실”41)이기도 하

다. 그런 점에서 문예지는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문학과 인간을 위

한 실천 행동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문예지는 단순히 발표 지면이라는 지위에 머물

지 않는다. 문예지는 사회에 대한 작가의 선언이기도 하다. 

민음사는 『세계의 문학』을 폐간하고 2016년 『littor』를 창간했다. 서효인 편집

인은 작가를 위한 지면을 유지하되 독자를 위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싶다고 했

다.42) 신인문학상과 편집위원을 없애고 편집자의 역량을 키웠다. 흥미로운 부분은 

연예인의 목소리를 빌려 책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2019년 6/7월호에 

실린 <읽는 당신> 코너에는 연기자 봉태규 씨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 코너

37) 공병훈 · 조정미, 앞의 논문, 72~74쪽 참조.
38) 『littor』, 민음사, 2016.

(연속 간행물인 문예지의 출간연도는 특정 부분을 인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창간연도를 
기준으로 표기했다. 이하 동일)

39) 『Axt』, 은행나무, 2015.
40) 김유동, 『아도르노와 현대사상』, 문학과지성사, 1997, 97쪽.
41) Theodor Wiesengrund Adorno,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4, 389~390쪽. 
42) 강동호 외, 앞의 책,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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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돋보이는 것은 기존의 리뷰 방식을 탈피했다는 점이다. 작가나 지식인, 편집인이 

아니라 책과 거리가 멀 것만 같은 연예인의 말을 빌려 수준 높은 인터뷰를 구성했

다. 봉태규는 하루키의 작품과 찰스 부코스키의 작품, 김승옥의 소설 등에 대해 언

급했는데 그 중에서 ‘아기 돼지 삼형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돋보였다. 

『Axt』는 기존의 문예지 형식을 따르지만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화려한 색채와 감각적인 사진으로 편집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편집 방식이 불편한 부분도 있었다. 한쪽에는 작가의 사진이나 사물 사진을 놓고 

다른 쪽에 시를 두는 등의 방식이 그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시를 선보일 의도는 참

신했으나 아쉬운 면이 있다. 그리고 파스텔 색의 대비가 집중도를 흐리게 했으며 

어떤 편에서는 시각적인 편집 방식이 참신함을 반감시키기도 했다. 

『Axt』는 김혜순 시인의 인터뷰가 돋보였다. ‘cross’코너에서는 황인찬 시인의 글

과 이종산 소설가의 글을 실었으며, 앤 카슨의 『빨강의 자서전』에 대한 분석을 

세 명의 소설가(김성중, 김종옥, 임현)가 쓰기도 했다. 세 명의 소설가가 시를 분석

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Axt』와 『littor』는 비슷한 판형으로 발행되고 있다. 글자체와 텍스트의 구성방

식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는 비슷하다. 『littor』에서 좋았던 점

은 ‘#BOPO(body positivity)에 대한 글이다. 자신의 몸을 긍정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정신을 긍정한다는 것을 통과한다. 미의 기준에 대해 달라진 사회 현상(미인, 성형, 

늙은 신체)에 대해 문예지는 말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편집인의 날카로운 눈을 

찾아볼 수 있었다. 패션 모델과 장애인이 몸을 표현하는 공연 이야기 역시 같은 관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littor』의 지면을 다수 차지하고 있는 광고가 문예

지 전반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Axt』와 『littor』는 풍부한 물적, 인적 토대 위에 만들어지는 문예지이다. 따라

서 이들 문예지는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금까지의 실험과 도전을 계속해야 

한다. 적당한 선에서 머문다거나 출판 자본의 논리에 함몰되지 말고 더 과감한 방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감각적인 편집이나 시각적인 관심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작

품과 담론을 찾아야 한다. 이때 두 문예지의 특성상 편집자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할 것이다.

2) 미적 다양성의 기능-『be:lit』43), 『더 멀리』44), 『베개』45), 『젤리와 만년

43) 『be:lit』, 책읽는저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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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46)을 중심으로

문예지는 단순히 전달과 확산의 기능에 그치지 말고 하나의 작품처럼 ‘재탄생’ 되

어야 한다. 기존에 없던 것을 발굴하고 기성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1956년 앙드

레 브르통은 잡지 『초현실주의, 그것』을 창간했다. 초현실주의를 선언한 잡지는 

당시대에 파격적인 혁명을 일으켰다. 초현실주의를 선언한 1924년 이후 브르통의 

활동과 동료 예술가들의 행보는 “젊은이들에게 감동과 두려움”47)을 주었다. 상상력

은 현실과 초현실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문예지의 행위는 사

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작품의 다양성은 다양한 사회를 받아들이고 구성하는 계

기가 되었다. 

『be:lit』은 선언을 내세우며 창간한 독립 문예지이다. ‘b’문학이거나 非문학에 가

까운 것들을 be문학으로 이끌 수 있고 문예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와 메

이저리티의 경계를 허물고 싶은 취지로 올해 4월에 창간되었다.48) 1호의 인터뷰 인

물은 소설가 오선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시간강사, 주부, 엄마라는 자리를 지

키며 소설을 쓰는 그녀의 이야기가 소소하게 담겨 있다. 하지만 단지 인터뷰라는 

장르를 충실하게 따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고 장르 구분없이 

Track1~17까지 순차적으로 편집되어 있다. 개성 있는 서체와 사진이 인상적이었다. 

물론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많은 문예지였지만 그들의 시도는 새로운 시선을 떠올

리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었다.

『더 멀리』는 작은 판형이 특징적인 독립 문예지이다. 텍스트 중심의 글들이 흡

인력이 있다. 강성은, 김현, 박시하 등 시인을 중심으로 발행되다가 폐간되었다. 문

학, 비문학, 등단, 비등단을 구분하지 않고 멀리 가고 싶다는 취지를 내세우며 창간

된 독립 문예지이다. 

『베개』는 미등단 작가들의 글을 절반 이상 수록한 점이 돋보였다. 시와 산문, 

그림동화, 좌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베개』에서 주목할 부분은 시 부문이다. 

다양한 작품을 수록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며 작품 또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텍스트의 힘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베개』 에 

실린 시들이 감각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성 시인들의 작품과 변별점이 크지 않다

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젤리와 만년필』은 ‘고양이에게 포용적인 도시가 인간에게도 포용적인 도시’라

44) 『더 멀리』 더 멀리와 친구들, 2016.
45) 『베개』, 시용출판사, 2018.
46) 『젤리와 만년필』, 유음, 2018.
47) Andre Breton, 황현산 역, 『초현실주의 선언』, 미메시스, 2012, 28쪽.
48) 『be:lit』, 책읽는저녁, 2019. 4, 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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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슬로건을 내걸고 창간했다. 하지만 3호를 마지막으로 자금 문제와 내부 갈등으

로 폐간되었다. 미등단 작가와 등단 작가들의 작품이 섞여 있으며, 편집 역시 감각

적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다보니 가독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다루고 있는 문제들의 범위가 다소 협소하다. 

<문예지를 둘러싼 사회와 미적 구조 분석> 

3) 현실 인식과 변화로서의 문예지-『문학3』49), 『ASIA』50)를 중심으로

『문학3』은 창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잡지이다. 기존의 문예지 형식을 띠고 있으

나 다루고 있는 이슈들은 노동, 장애, 인간의 존엄성, 생명, 환경 문제 등으로 사회 

참여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문학3』은 ‘문학의 공공성, 현장성, 실험성을 

탐구’ 등을 통해 약자의 편에 서 사회와 연대하고자 한다.

신용목 기획위원은 『문학3』 서문에서 문학이 “세계의 중요한 구성물임을 증명

하는 과정이며 그로써 역사가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술이다. 원론적이

나마 그 방법까지 알려준다. 먼저 어떤 싸움이건 간에 ‘일상의 일들 속에서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한다. 사회적 이슈를 포착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문

학3』의 시도는 최근 문예지 가운데 흔치 않은 목소리라는 점에서 소중하다. 『문

학3』의 성격은 『창작과비평』의 연장선상에서 리얼리즘적 태도를 견지하고자 한

다. 

또한 아시아 전역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문예지, 『ASIA』가 있다. 『ASIA』 영어 

49) 『문학3』, 창비, 2016.
50) 『ASIA』, 아시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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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아시아 전반의 작가들과 작품을 다룬다는 점에서 

『문학3』보다 폭넓은 세계를 다룬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카자

흐스탄, 이란 문학 등 흥미로운 글들이 많다. 여기에는 북한 문학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 발간하는 지면일 뿐 아시아의 많은 작가들이 활동하는 문예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국제작가대회’를 열기도 했다. 『ASIA』는 전

쟁을 겪은 이들의 아픔이나 난민들의 고통, 가부장 제도에 차별을 받는 여성들의 

이야기, 경제 성장과 인간의 고독 등을 다룬 산문과 소설, 에세이 등을 다루고 있

다. 

4) 감각의 형상들-『cultura』51), 『motif』52)를 중심으로

21세기는 감각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감각이 중요한 시대이니만큼 대중문화가 중

요하게 자리매김한 시대이기도 하다. 이미지를 통한 감각은 현대인에게 자연스럽게 

자각되며 패션 모델 사진 밑에 있는 글은 마치 영화의 대사처럼 유니크하게 다가선

다. 이처럼 문예지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감각적인 장면과 텍스트를 연출한다.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독자들의 감각을 깨우고 주체를 드러내며 타인들과 교류하

기를 희망한다. 시각적 감각은 다음에 논의할 두 문예지에 해당되는 명제이다. 

『cultura』는 영화, 방송, 미술, 연극, 문학등 다양한 방면을 다루고 있는 문화예

술지이다. 계간지에서 월간지로 활동이 풍성해졌고, 거대한 담론보다는 현재 살아 

움직이는 대중의 문화를 기호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지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문학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는 초기 발행보다 협소해졌다. 

『motif』는 패션 이미지와 문학, 사회 이슈 등을 접목시킨 문예지이다. 우선 

『motif』는 사진과 편집이 빼어나다는 점에서 감각적인데, opinion 코너에 실린 

「승리한 정신과 이분법의 문제」(이태희)와 「무엇이든 무엇이듯」(김종연)의 글의 

경우는 젊은이들이 공감할만한 경제, 사회 문제를 순도 높게 풀어내고 있다. 『moti

f』 발행인 유수연씨는 『motif』를 통해 많은 이들이 문학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문예지에도 발길이 가기를 원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예지는 정지돈외 7명이 구성된 『Analrealism vol.1』 (후장사실주의) 

약자와 소수들을 위한 문예지 『소녀문학』, 문학과 과학의 접점을 찾으며 초월적

인 예술의 궁극을 보여주려는 『포에트리 슬램』, 일반인과 작가의 경계를 허물며 

자유롭게 제작되는 『페이퍼이듬』, 대중들에게 소소한 이야기로 인기를 얻는 『월

51) 『cultura』, 작가, 2006.
52) 『motif』, 문학레이블공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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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슬아』, 장르 소설 잡지 『미스테리아』, 지면 없는 미등단 작가들을 위한 문

예지 『영향력』 등이 있다. 

4. 결론

2000년대 이후 문예지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 상업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발전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보여주며, 무엇을 만들고, 무엇에 

닿을 것인지 끝없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문단 권력과 등단 제도의 문제

점 등에 반발하며 새로운 문예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21세기 이후 한국 문예지는 

활발한 변모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독립 문예지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둘째, 기

존의 문예지와 차별화된 성격을 갖고자 한다. 셋째, 독자들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최근의 문예지는 기존의 전통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문예지는 단순히 작품과 독자를 위한 매개체가 아니다. 문예지 자체가 하나의 작

품이 되어 독창적인 형태를 갖고 재탄생한다. 『더 멀리』 『be:lit』 『베개』, 『젤

리와만년필』이 그런 사례이다. 또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역시 지속시키고자 

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 참여를 추구하는 『문학3』과 『ASIA』가 바로 그런 사

례이다. 이 문예지는 소수자, 여성, 차별, 노동, 경제, 전쟁, 난민, 인간소외 등의 사

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감각의 시대에 걸맞게 대중문화와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문예지도 있다. 한 평

론가는 현대성이란 문제의식은 (김수영의 문학을 분석하면서) 당대 문학이 “현대성

을 현대성으로 밀고 나가는 방식”53)으로 전개된다고 말한다. 『cultura』와 『motif』

는 영상, 영화, 패션 등을 접목하여 이러한 현대성을 전면에 내세운 문화지이다. 비

평가 김현은 “‘언어는 산물ergon이 아니라，활동energia이다’라는 훔볼트의 명제”54)

를 언급하며 문학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이 말은 문예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문예

지는 문학과 문화를 상징하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독자적인 작품으로써 그 자체

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될 수 있다. 문예지는 이제 과거의 양상으로 독자들과 소

통하지 않는다. 문예지는 이제 스스로 독자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능동적인 매

개체의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Axt』와 『littor』는 문학과 독자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예지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창작의 

53) 임지연, 「이후 혹은 바깥」, 『오늘의 문예비평』, 2010 여름, 109쪽
54) 김형중 · 우찬제 · 이광호 엮음, 『한국 문학의 가능성』, 문학과지성사, 2015,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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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접근방식, 기존 작가들의 새로운 인식과 독자들의 참여는 가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하지만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가 생기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를테면 등단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타당하지만 수록되는 작품의 수준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

수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시장과 독자의 판단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

겠지만 감상적인 판단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다. 이외에도 여

러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독립 문예지나 새로운 감각의 문예지가 가져

오는 순기능은 결코 적지 않다. 앞으로 문예지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수용하며 

변화해 나갈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문예지만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문예지라는 

매체가 바뀌고 소통 방식과 감각이 바뀐다는 것은 문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최근 문예지의 변화는 중요하며 앞으로도 눈

여겨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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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독립�문예지�속성과�모델�연구
:� 2018년�국내�독립�문예지�활동을�중심으로

이� 민� 우

(뉴스페이퍼� 대표)

공병훈55)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이민우56)

(뉴스페이퍼 대표)

문예지 생태계는 창작자와 평론가, 독자, 출판사가 문예지를 둘러싸고 관계를 형성하여 문학 작품과 담론으로 상호작용하는 

체계이다. 이 논문은 독립 문예지들의 속성과 활동 특징과 패턴, 모델을 연구한다. 분석 결과, 첫째, 독립 문예지는 소집단 

하위문화로서 문학 커뮤니티와 문예지 정체성을 지닌다. 둘째, 전통적 문예지와 출판 자본 기반 문예지의 대안으로서 

창작자와 독자 중심의 운영으로 활동하며 자본·기획·창작·생산·유통 방식에서 독창적이다. 셋째, 웹진과 소셜 미디어 

통한 소통, 장르와 미디어 융합을 통한 독자 접점 확대 등 기술과 사회 변화 환경 적응에 적극적이다. 넷째, 문학 커뮤니티와 

문예지 정체성, 창작자와 독자 중심성, 출판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자본·기획·창작·생산·유통에서의 독창성, 기술 변화 

적응성 등의 독립 문예지 속성은 다양한 참여자의 자발적 활동과 상호작용으로 문학 공론장을 재구성하며 기술과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문학 플랫폼 모델로서 문학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키워드 : 독립 문예지, 하위문화, 문학 플랫폼

1. 머리말

1919년 『창조』 등장 이후 문예지는 창작에 뜻이 맞는 동인들이 모여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공론장 역할을 해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한국문인협회 출신이 주도하는 월간지가, 

1970년대에는 4.19세대가 주도하는 계간지가, 1980년대에는 문학적 당파성을 강조하는 무크지가, 

1990년도에는 거대 담론들이 무너지고 출판사 중심의 계간지가 문예지의 주된 형태였다. 문예지는 

유사한 문학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문학 커뮤니티로서의 문학동인(장용호 외, 2012)을 구성하여 

동인잡지(同人雜誌) 창간을 준비하는 형태로 시작된다. 1990년대 이후 국내 문예지들은 몇 개의 특집 

꼭지, 소설, 시, 작가론, 문학평론, 인터뷰, 대담, 좌담, 서평, 촌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구성은 

문예지의 전통적인 기획 형태였다(공병훈 외, 2018, p.6).

55) hobbits84@gmail.com, 제1저자
56) lmw@news-paper.co.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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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동인을 구성하여 문예지를 발간하는 문인들의 방식과 다르게 출판사에서 편집위

원을 선임하는 방식을 ‘편집위원 체제’라고 정의한다. 편집위원 체제는 편집진과 문학적 정체성보다 

대량 시장을 목표로 하는 ‘출판 자본’이 주도한다고 평가된다. 문예지의 편집위원과 출판사의 결합은 

문예지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며 전통적 기획 구성과 종이책 문예지 출판 방식을 취하하지만 대부분 

새로운 독자를 창출하는 유인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2010년대 이후 종이책 출판산업의 축소와 함께 

문예지 독자들도 줄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 현상은 독자의 층이 엷어진 ‘고립된 창작자 중심의 문예지 

생태계’가 형성과 관련된다(최강민, 2010, pp.42-43)1)

그럼에도, 장르 소설을 중심으로 16년째 문학 웹진 『거울』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실험성과 

전위성을 지닌 독립 문예지인 『소녀문학』, 『영향력』, 『젤리와 만년필』 등이  잇따라 창간되고 

지난 8월에는 『청문회』, 11월에는 『토이박스』, 12월에는 『그라네이드』 등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하

는 독립 문예지를 출판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젊은 문인을 필두로 개개인이 웹 공간을 

통해 독자와 만나는 일간 이슬아와 월간 정여울 등, 새로운 시도들이 감지되고 있다.  

모바일과 디지털 기술의 질적 변화는 2010년을 전후한 스마트폰 확산이 주요했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독서 습관도 완전히 바꾸고 말았다. 젊은 세대는 문예지보다 단행본을 선호하고 종이책보다 웹진이나 

디지털 콘텐츠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전자책, 웹툰, 웹소설, 웹진, 웹콘텐츠, 앱북 같은 웹과 

모바일 기반 출판인 디지털 퍼블리싱(digital publishing)(공병훈·조정미, 2018)의 확산은 창작자와 독자, 

그리고 출판사와 문예지 관계의 질적 변화를 살펴보게 하는 현상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독립 문예지들의 다양한 문학 활동과 사례들이 문학의 생태계 변화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전통적·전형적 문예지와 다른 

기획과 내용으로 또는 다른 예술이나 미디어 장르와 융합하는 등 독립 문예지들에 대한 분석은 어떠한 

문학 생태계 조건에서 출현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독립 문예지가 어떻게 

활동하며 어떠한 속성과 패턴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독립 문예지의 속성과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립 문예지와 전통적·전형적 문예지가 상호작용하며 선순환 체계를 위한 탐색 작업이 될 수 

있다. 

2.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1) 기술 혁신 환경과 미디어 생태계

미디어 생태계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기술과 N스크린 콘텐츠 출판 환경이다. 

N스크린 콘텐츠 출판 환경이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이야기 한다. 웹과 전자책 

역시  HTML5과 이퍼브3.0을 표준으로 적용되면서 모바일과 사물인터넷 기반의 N스크린 체계가 확산되고 

있다. 컴퓨터로 책을 읽다가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패드로 디바이스를 넘나 들면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책과 웹이 융합하고 분기하는 현상은 웹툰과 웹소설 출판 활성화의 

1) 이 연구는 이윤의 획득을 가장 큰 목적으로 자기 증식하는 가치 운동의 주체’라는 자본에 대한 
관점(Encyclopaedia Britannica Online : capitalism)에서 자본과 상업화에 독립적인 독립과 인디에 
대한 대척 개념으로 ‘출판 자본’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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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으로 드러난다. 웹툰과 웹소설에서는 댓글을 통해 독자와 저자는 인터랙션 할 수 있으며, 독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와 소설에 대해 별점을 주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 확산할 수 있다. 독자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전통적 만화와 소설과는 다른 현상이다. 또한 독자들은 단순한 독자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만화와 소설을 창작하는 사례들을 보여준다. 웹툰과 웹소설은 작가 등용문인 

동시에 강력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조정미 등, 2017, pp.177-178). N스크린 체계 확산은 

독립 문예지 디지털 퍼블리싱 활동의 대중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웹진 방식의 문예지 출판과 모바일 

웹을 통한 독자 참여 현상과 연관된다.

제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출판 가치 네트워크의 주요 참여자로는 창작·생산에서 창조적 사용자, 

저자, 출판사, 제작사를 들 수 있고, 플랫폼·유통에서 콘텐츠 플랫폼, 오픈 마켓, 서점 등이 있다. 사용 

영역에선 독자와 커뮤니티를 들 수 있다. 새로운 기술적 환경에서 출판 생태계가 맞이할 가장 큰 변화는 

출판사라는 공급자 주도형 시장에서 사용자, 즉 독자 주도형 시장으로의 변화이다. 매스미디어 광고와 

서점을 통해 책을 구매하던 독자들은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

서 원하는 콘텐츠와 지식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매·확산시키고, 저자에게 투자하고 함께 기획하고 때로는 

스스로 콘텐츠를 창작·저술하는 존재로 탈바꿈하고 있다(공병훈, 2018, pp.29-30).

취미와 관심을 공감하는 사용자들은 포털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

여 활동한다. 이 활동은 사용자 간 관계를 넘어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저자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메시지 교환, 크라우드 펀딩2), 출판 활동 격려와 지원 등의 

일상적 활동을 통해 저자의 창작과 저술을 직접 돕거나 기획과 창작에 조언하는 협업자로서 활동한다. 

사용자들의 활동은 출판사 중심의 소셜 커뮤니티 활동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책에 

대한 자발적 홍보와 출판사의 부정적 이슈에 대해 비판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장용호 등, 2013, 

pp.184-191).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저자들은 자신의 계정과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판사 

없이 저자와 독자가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독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크라우드 펀딩 출판에서 독자들과의 협업 관계를 형성하여 창작과 집필을 완성해 나간다. 저자들은 

독자의 니즈와 독자와의 협업에 기반한 소셜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출판 모델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콘텐츠와 증강현실 책, 웹 출판과 같은 종이책 저술 범주에서 벗어나 

분야와 미디어가 융합되는 환경에서 콘텐츠와 지식을 다양한 형태로 창작하고 저술할 수 있는 기술적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공병훈, 2018, p.31)

출판사는 다양하게 출현하는 창작과 생산 주체들과 어떻게 협업하며 다양한 형태로 가지를 뻗고 

융합되는 콘텐츠 출판을 주도할 것인가의 과제를 안고 있다. 가치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출판사 역할은 

다양한 참여자들 또는 소셜 커뮤니티들과 개방적 협업을 주도하면서 종이책을 넘는 콘텐츠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 종이책, POD, 이퍼브3.0, 오디오북,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의 콘텐츠 출판에서 

편집자 역할은 PD(product director) 역할과 서점과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에이전시(agency) 역할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공병훈, 2018, p.31).

전통적 출판의 선형적 출판에서 가치사슬의 선형적 관계는 개방적 협업의 반대편에 위치한다. 출판사는 

2) 2019년 1월 현재 국내 콘텐츠 창작과 출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웹사이트로서는 
스토리펀딩(Storyfunding)과 텀블벅(tumblbug)이 있다. 국내에서 2014년 9월 29일 다음카카오에 
의해 사용자 요구 뉴스 연재 방식의 뉴스 펀딩 방식으로 스토리펀딩이 처음 시작되어 콘텐츠 
연재와 예술과 기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텀블벅은 예술과 문화 콘텐츠 창작을 위한 펀딩 
성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출판과 문예지 창간과 출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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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편집이라는 출판사 고유 역량을 종이책 출판에서 벗어난 콘텐츠 기획, 편집, 에이전시 역량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콘텐츠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통·소비된다는 측면에서 플랫폼 

중심 유통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출판사 스스로 마이크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 주도형 시장으로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PR과 마케팅, 소셜 커뮤니티 전략과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공병훈, 2018, p.32).

출판사 주도의 전통적 문예지들은 ‘선형적 가치사슬 체계’로서 폐쇄적이며 자본과 상업화의 구조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창작자와 독자를 주요 참여자로 문학 작품을 둘러싼  플랫폼으로서 활동하는 

문예지들은 참여자들이 웹과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며 커뮤니티적 관계를 형성하며 

투자, 창작, 유통, 사용의 ‘개방적 가치 네트워크’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협업하는 체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 폐쇄적 체계와 개방적 체계는 문학 생태계와 독립 문예지 연구의 중요 대상이 된다.

2) 문학 생태계의 질적 변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한 『문예연감 2017』에 의하면 2016년에 발간된 문예지 수는 670종에 

1,853권이며 14만864편의 작품이 게재되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작년까지 『세계의 문학』, 『문예중

앙』, 『작가세계』 같은 전통과 내력이 있는 문예지들도 재정난으로 문을 닫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3) 

2016년 발간된 60종의 문학잡지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는 시로 489종, 73.0%에 

이른다. 수필/산문을 주로 다룬 잡지가 91종으로 13.6%, 평론/인문연구서를 주로 다룬 잡지가 76종, 

11.3%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소설이 대표 장르인 잡지는 13종으로 1.9%를 차지했고, 희곡/시나리오를 

주로 다룬 잡지는 발간 실적이 없었다(『문예연감 2017』, p.120).4)

웹진(webzine)은 월드와이드웹(WorldWideWeb)과 매거진(magazine)의 합성어로서 웹에 HTML 

형식으로 개발되어 공개되는 잡지이다. 종이가 아닌 네트워크를 통해 잡지 내용을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잡지로서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발전하였다(Wikipedia : Online_magazine). 웹진은 HTML5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나 소셜 미디어에 최적의 형태로 적응하여 서비스되거나 공유, 

확산될 수 있다는 특별한 장점을 지닌다. 웹진이 전통적인 신문, 잡지, 방송과 다른 속성은 웹에 기반하면서

도 고해상도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광고 효과를 제공하며 작가, 웹진 운영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추월하여 인터넷에 산재해 있는 웹사이트들과 유기적으

로 연계한 신속한 게재와 실시간성으로 오프라인 잡지의 정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이호선 외, 2007, 

pp.169-170). 이 특성들은 웹진이 하위문화(subculture)의 독립적 미디어로서 활용도와 가능성을 높여 

준다. 

또한 창작자 자신이 스스로 구독 모델을 만드는데 기술 구현이 손쉬워졌다. 개인에게 보급된 디바이스에 

3) 발간에서 겪는 어려움 대한 조사에서 문예지들은 게재 원고료 부담 25.3%, 정기구독자 확보 
20.1%, 인쇄 제작 및 유통 비용 17.9%, 판매 부진 및 재고 문제 14.5%, 광고 게시 및 홍보 방안 
10.5% 순의 의견을 보였다(공병훈 외, 2018, p.47p).

4) 한 해 동안 발간된 1,853권의 문학잡지의 대표 장르에 따라 살펴보면 시를 주로 다룬 잡지가 
1,330권에 달하며 71.8%를 차지했다. 이어서 수필/산문을 다룬 잡지가 288권으로 15.5%, 
평론/인문연구서를 주로 다룬 잡지가 197권으로 10.6%로 나타났다. 문학잡지에 게재된 작품의 
수로 보면, 총 140,864편 중 시가 104,359편을 차지하며 전체 작품 수의 74.1%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필/산문이 24,527편으로 17.4%를 차지해서 두 번째로 많았고, 이어서 
희곡/시나리오 작품이 7,508편으로 5.3%를 차지했다. 소설은 3,393편으로 2.4%, 
평론/인문연구서는 102편으로 0.1%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예연감 2017』,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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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보내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 있는 SNS플렛폼은 

물론 메일 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카카오톡 같은 기성 플렛폼에서 구독시스템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독 시스템과 온라인 문학 커뮤니티들은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공유하며 학습하고 평가되는 

집합적 과정을 수행한다. 전통적 창작 방식에서 창작 노하우의 암묵적 지식으로서의 속성은 작가 지망생의 

창작 학습이 폐쇄적인 강한 연대 공동체에서의 습작과 평가, 모방과 경쟁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작가 지망생들의 문학 동인(同人)들의 문예지를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방식과 달리 디지털과 인터넷의 기술 혁신이 조성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와 창작 방식의 변화는 창조적 

생산의 민주화(democratizing of creative production)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드러내고 있다(장용호 

외, 2012, p.206). 

온라인 문학 커뮤니티 참여자들에 의해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노하우와 지식을 배워 체득하여 다시 

창작에 적용하는 과정은 전형적인 암묵적 지식의 학습 과정이며, 이 집합적 상호작용 패턴을 지닌 

창조적 공유지(creative commons)로서 문장(Munjang)5)이 작용하고 있다. 이는 창조적 사용자 커뮤니티

의 적응과 진화의 과정이며, 작품 아이디어와 창작 노하우의 전달과 공유를 통한 그리고 커뮤니티의 

집합적 작업이라는 저비용의 효율적인 생산 과정이다(장용호 외, 2012, p.208).

웹진 형태를 띠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모 마당과 창작 교육 등의 활동을 온오프라인 융합적인 

형태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디지털과 인터넷 환경의 활성화와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행위/상호작

용과 관계된다. 이 문학 공유지는 심사위원, 작가, 작가 지망생, 문학 애호가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상호호혜적 상호작용에 의해 작동되는 특징을 보인다. ‘네트워크 환경’과 ‘창작과 작품 유통 방식’, ‘문학을 

수용하고 참여하는 환경과 수단’의 변화는 문학 작품을 생산, 공유, 평가, 학습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작가, 작가 지망생, 문학 애호가를 연결하여 집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현상과 관련된다. 결국 다양한 

문학 창작과 수용 주체들이 참여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 작동하는 창조적 공유지가 확장되며 작가 

지망생과 문학 애호가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장용호 외, 2012, pp.204-205).

문학 작품의 창작과 수용을 둘러싼 커뮤니티적 관계라는 특성과 창작과 문예지 출판 과정을 통해 

지식의 생산과 전달, 공유의 사회적 관계를 기반한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문예지는 커뮤니티적 속성과 

정체성을 지니고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문예지는 독자에 의해 구매되어 읽히는 미디어로서 

공유된다. 문예지가 창작자들과 수용자들의 문학 공론장(public sphere)이자 공공재로서의 속성과 시장에 

공급되어 구매되는 미디어 상품으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뜻이다.

3) 독립 문예지와 하위문화

독립 문예지 현상과 사례들은 전체 문화(total culture)로서의 문학 생태계의 활동 내부에 존재하면서 

전통적인 문예지 활동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여 활동과 출판 방식이나 경영과 유통 방식이 독창적이며 

동인 커뮤니티라는 소집단의 문화인 하위문화(subculture)의 역할을 보여 준다. 이 연구는 동인 커뮤니티

의 속성가 정체성을 지니고 기획, 창작, 생산, 유통, 독자들과의 소통에서 독창적이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하는 문예지를 독립 문예지로서 정의한다(공병훈 외, 2013, pp16-19). 독립 문예지 현상은 2019년을 

기준으로 수많은 독립 출판사, 독립 잡지, 독립 서점이 운영 중이며, 독립 문화로서 영화·음악·게임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현상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5) 온라인 문학 커뮤니티인 ‘문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05년 6월부터 현재까지 “문학 
생산자들에게는 창작과 발표 기회를,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새롭고 다채로운 문학콘텐츠를 꾸준히 
서비스하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다(사이버문학광장웹진 : http://www. munj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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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과 인디(indie)는 ‘independence’의 준말로서 영화와 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로 상업화에 

동조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부류를 말한다. 메탈이나 힙합 같은 구체적 장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창작성, 자율성에 치중하여 활동하는 대중문화의 아웃사이더를 통칭한다. 인디 

영화(independent film)라고 하면 영화 제작사의 자본이나 지원을 받지 않고, 감독 자신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제작하는 독립 영화를 말한다.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독은 자신의 스타일이나 

작품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인디는 다양한 장르에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다. 

출판과 잡지, 그리고 문예지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산업에도 존재한다(유승호, 2000, pp.50-52).

서브컬쳐 개념은 사회 안의 소수(또는 하위) 집단의 가치, 신념, 태도,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을 가리킨다. 

원래 1950년대 후반 미국 사회학에서 비행(非行) 청소년 연구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전체 문화 

또는 주류 문화와는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다르다. 청년 문화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지만 종족, 젠더

(gender), 성적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6) 하위문화의 중요성은 사회 안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도

록 하는 데 있다. 하위문화적 방식은 이 문화가 특히 계급의 선에 따라 분화되는 것을 강조한다. 하위문화는 

지배 문화의 저항의 형태를 전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로서 지배적 문화의 모순적 요구를 해소하거나 

저항하며 자신의 고유한 결속감과 정체성을 표현하고 발전시키는 문화적 공간을 형성한다. 하위문화의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만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추구하게 되며, 언어·복장·외모·음악·행동방식 

등에서 독자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들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한층 강화하려 한다(Edgar, 

et al., 2007).

인디 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진전과 다르게 독립 문예지에 대한 본격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국내에서 독립 문예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90년대 부터이다. 출판 시장이 확장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문학 단행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으로 문예지를 발간하고 

스타 작가를 발굴하여 베스트셀러를 생산하는 구조를 최강민은 출판 지본으로 설명한다. 그는 출판 

자본의 뒷받침 없이 문학적 정체성을 실현하는 문예지를 독립 문예지라고 정의한다(최강민, 2010, 

pp.42-43).  

이 연구는 문예지의 역사적 고찰과 하위문화와 인디에 대한 논의에 기반하여, 문학적 정체성을 지니고 

출판 자본과 독립되어 동인 커뮤니티와 창작자, 그리고 독자를 중심으로 문예지를 통해 독자들과 상호작용

하는 플랫폼을 독립 문예지로서 정의한다. 동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소집단 문화로서의 정체성에 

기반한 하위문화이자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적 속성을 고려한다.

3.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이 연구는 2018년의 국내 독립 문예지들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례연구방법(case study 

method)을 사용하였다. 또한 추가로 2019년에 등장 독립문예지에 포함했다. 사례 커뮤니티들의 특징과 

패턴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 다중사례(multiple-case) 연구 방법과 커뮤니티들의 서로 다른 참여 

6) 하위문화의 주체는 계급·인종·세대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소집단이며, 사회 
구조 안에서 ‘낮은’ 또는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계급적으로는 하층 
프롤레타리아, 세대적으로는 청소년층, 성애적으로는 동성애자, 인종적으로는 유색인종 등이 
하위문화의 대표적인 담당 주체이며, 이들에 의해 노동자 문화, 청년문화, 소수민족 문화 등 
하위문화의 구체적인 범주들이 생겨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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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을 분석하는 복합단위 연구 방법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전체 연구 범주와 함께 하위 분석 

단위를 포함한 설계를 사용했다(Yin, 2008). 변화하는 기술 환경의 미디어와 문학 생태계에서 독립 

문예지와 동인 커뮤니티의 구체적 활동과 현상들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이론화를 위해 이 연구는 현장 

밀착 이론 생산 활동(theory-generating activity)을 지향한다. 독립 문예지와 동인 커뮤니티의 활동과 

모델에 대해  ‘왜’ 그리고 ‘어떻게’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이내믹한 현상과 독립 문예지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연구 문제들을 제시한다.

▪ 연구 문제 1 : 독립 문예지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

▪ 연구 문제 2 : 독립 문예지가 기술 변화 환경의 미디어와 문학 생태계에 적응하는 활동은 어떠한 

특징과 패턴을 지니는가.

▪ 연구 문제 3 : 독립 문예지들이 지니는 속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어떠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가.

사례조사방법론에 기반하여 15개 독립 문예지를 사례로서 선정하였다. 첫째, 출판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 출판사 편집위원 중심이 아닌 문학 동인 커뮤니티 중심 혹은 홀로 활동하며,7) 둘째, 문학 

동인 커뮤니티가 전통적 문예지들과 차별화된 자신들의 문학과 문예지 정체성을 뚜렷하게 제시하며, 

넷째, 문예지를 둘러싼 활동이 출판 자본의 이윤 추구보다 창작자와 독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넷째, 

2018년을 기준으로 문예지를 출간했거나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 활동 사례들로 선정하였

다.8) 또한 위와 같은 맥락하에 

7) 창비의 『문학3』, 민음사의 『릿터』와 『크릿터』, 은행나무의 『악스트』 등은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하며 활동하고 있지만 출판 자본이 주도하는 신생 문예지로서 독립 문예지의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문예지명 동인과 문예지 정체성 비고

거울 환상문학 웹진 장르 소설 중심으로 웹진 발행

문화 다 비판적 문화공동체 웹진
평론 중심 평론가들에 의해 웹진 형태

로 문예지 발행 

모티프 비주얼문예지
사진과 문학 결합한 장르간에 융합하

는 내용과 형식으로 문예지 기획

베개
평화롭고 느슨한 위

계 없는 문예공동체

크라우드펀딩 기반 활동. 비등단 작

가 포함한 활동

세상의 모든 

시집

기존 문단 탈피와 시 대중

화를 위한 플랫폼

독자들의 시를 게제하는 웹진 형식의 

플랫폼, 종이 문예지 『세상의 모든 

시』를 별도로  출판 중임

소녀문학
페미니즘 사회운동 및 담

론을 주제로 함

크라우드펀딩 기반 활동. 시와 소설, 

사진과 그림으로 계간지 구성

영향력

일반인 일과 끝난 후 

글을 쓰는 행위로서의 

창작

일반인 소설 중심. 크라우드펀딩 기

반 활동

젤리와 만년

필
젠트리피케이션 주제

텀블벅 크라우드펀딩 기반 활동, 주

거문제 현장에서 동인 결성

텍스트릿 장르문학 평론
장르문학 연구자 모임 중심. 웹사이

트를 통한 글쓰기 활동 중심

오즈
지면 걱정 없는 문예지,문

학에서 사회과학 다룸

pod 출판 시스템 도입으로 원하는 만

큼한 인쇄 가능 

언유주얼
문화매거진, 문화 가치관 

대변 및 연대
2천자 내의 짧은 원고, 텀블벅시스템

<표 1> 사례연구 대상  독립 문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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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 연구는 첫째, 언론과 미디어 자료에 대한 문헌조사, 둘째, 관련 웹사이트 활동과 웹페이지 

자료, 소셜 미디어, 텀블벅 페이지에 대한 직접관찰, 셋째 독립 문예지 실무자들과의 심층면접 등 3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독립 문예지에 대한 직접 관찰과 문헌자료를 분석한 사례 독립 문예지들을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독립 문예지 실무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접 등을 통한 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실행하였다. 심층면접

의 질문은 문예지 창간 동기, 운영 현황, 구성원 특징, 작가와 독자의 관계, 독립 문예지의 활동 모델, 

전통 문예지와 문단에 대한 의견, 문예지 발간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등으로 진행하였다. 2018년 

10월 1일에서 12월 31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보완 질문은 이메일과 통화를 통해 진행되었다. 심층면접 

참여자와 관련 독립 문예지와 특성 내용은 <표 2>로 정리하였다

이후 2019년 이후에 추가 인터뷰를 진행한 독립문예지들은 서면질문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4. 분석 결과

8) 조사 결과, 청년문학 『부도심』, 대구지역 청년 예술가 포스터형 잡지 『 #anothers』, 
『토이박스』, 청년문학 계간문예지 『청년들의 문학상회』 등 2018년부터 동인 커뮤니티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지만 2019년 2월 기준으로 창간 준비중이거나 문학 커뮤니티 활동의 
시작 단계이므로 연구 사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NOISY 여성 소수자 목소리 규정되지 않는 저항의식 

공통점
타인의 삶과 고통을 문학

으로 공감하기 위해

교내 동인으로 시작 외부인을 받아 

들이기 시작함. 웹진 변화 고료중

노-북
기존 문단 권력에 대

한 반발

 저가의 이름을 빼는 듯 텍스트의 독

서 경험을 중요함

비 릿 

be:lit
마이너 세계의 문학

작품 발굴
타 독립 매체와 연계 활동

토이박스 문학이 경계를 넓힘 문학외 다양한 장르를 함

일간이슬

아
1인 구독 모델 문학계 1인구독 시스템 성공사례

월간정여

울
출판사 구독시스템 1인 구독 모델에 가까운 잡지

순서 나이 성별 관련 독립 문예지 참여자 특성 내용

A 35 녀 거울 웹진 운영자, 소설가

B 37 녀 거울 웹진 운영자, 소설가

C 34 녀 거울 웹진 운영자, 소설가

D 29 남 모티프 모티프 발행인, 시인, 대학생

E 23 녀 모티프 모티프 포토디렉터, 대학생

F 25 남 모티프 모티프 마케터, 대학생

G 54 남 문화 다 문화 다 편집인, 평론가, 교수

H 57 남 베개 베개 편집위원, 시인

I 62 남 세상의 모든 시집 운영자, 시인

J 23 녀 소녀문학 동인, 대학생

K 24 녀 소녀문학 동인, 대학생

L 22 남 소녀문학 동인, 대학생, 인권운동가

M 53 녀 영향력 편집인

N 30 남 젤리와 만년필 동인, 출판편집자

<표 2> 심층면접 참여자와 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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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독립 문예지들의 활동 방식과 특성

사례 독립 문예지들은 작은 규모의 문학 동인과 편집위원 활동에 기반하며 웹진(거울, 문화 다, 세상의 

모든 시집, 텍스트릿)이나 종이책 문예지(모티프, 베개, 영향력, 세상의 모든 시, 소녀문학, 젤리와 만년필)

를 출간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립 문예지들은 장르소설(거울), 장르문학 비평(텍스트릿), 평론 또는 

시 중심(문화 다, 세상의 모든 시집), 비전업 작가와 일반인 작품 참여(거울, 배게), 페미니즘(소녀문학),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젤리와 만년필) 등의 특별한 정체성의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독립문

예지들의 정체성은 <표 3>의 창간 동기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에 직접 드러난다.

문예지명 심층면접 내용

거울

인터넷 공간에 장르 단편 소설을 쓰고 올리고 모이는 공간이 필요하겠

다고 생각해 초대 편집자와 아는 분들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 (…) 

함께하는 편집위원 체제로 하고 있다. 순전히 자원체제로 운영된다. 

모티프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젊은 문학인들이 하는 고찰이라 생각했다. 

패션과 문학을 접목시켜 문예지를 독자들에게 가까이 가도록 했다. 

베개

등단제도가 문학하는 사람들을, 문학을 지망하는 사람들을 속박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했다. 글은 잘 쓰는데 등단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됐다.

소녀문학

문학과 독립출판이라는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퀴어 페미니즘 잡지 출간으로 출발했고, 몇 차례 발간을 해오며 그 

안에서도 방향성이 변화해갔다.

영향력
소설 한 편과 사진을 실은 얇은 책을 독립출판한 일이 있었고, 공모전

이나 신춘문예가 아니라도 책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젤 리 와   

만년필

임대 문제를 겪고 있는 헌책방에 연대하고자 방문했다가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 도시 문제와 페미니즘을 다룰 출판사

를 꾸리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텍스트릿

장르문학이 연구를 하더라도 발표할 곳이 없었다. 젊은 인문학자 

모임에서 웹소설, 장르소설을 연구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 

모인 세 명이 집담회를 열어 10여 명 정도를 모아 시작했다.

<표 3> 창간 동기와 활동 방식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

문예지명 서면 질문지 내용

오즈

지면걱정이 없는 문예지 환경을 출판 기술과 인터넷 등과 만나 해결이 

가능할거라 생각 이후 주문형 출판 시스템(pod)의 도입으로 발간에 

필요한 자금은 창작자금만 들어감 

언유주얼

문예지가 아니라 문화매거진이 되길 바랬으며 신인 아티스트를 발굴

하는 것을 목적으로  SNS 채널 중 facebook은 참여 필진의 펀딩이나 

출간 소식을 전하고 있고, Instagram에서는 아티스트들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apple music과 Soundcloud를 통해 

아티스트들의 음원을 소개하고 있음

noisy
여성주의와 소수자를 위해 작업을 시작.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을 

목적으로함 

공통점

문학을 사랑한 9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 1호는 사비로 2호는 

청년센터 활동지원금 3호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발간하게됨. 청년 

세대가 더 소통하고 공감하게 하는 감정의 매개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

로 함. 

노-북

2016년 11월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이후 문단 밖에서 뜻이 

맞는 사라들 끼리 모여 자본이나 제도의 힘과 무관하게 문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짐.제도의 맥락에 놓인 책이 아닌 그 자체로 문학적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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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와 만년필』은 동지내몰림[gentrification] 현장에서 만난 세 사람이 창간을 결심한다. 청년 

주거 문제, 둥지내몰림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고양이의 시선을 차용하는 등 젊은 세대의 감각을 

드러내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인쇄비용을 확보하여 시와 산문, 소설, 인터뷰 등의  내용으로 

연 3회 발간한다.

온라인 웹진을 통해 출간하거나 사진과 문학 작품을 융합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모티프)하거나 

평론 주제 문예지를 제외하면 사례 독립 문예지들 대부분은 ‘등단제9) 폐지 내지는 등단제를 중시하지 

않는’ 관점을 가지고 자유로운 투고 방식으로 문예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업 작가와 평론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창작에 참여시키며 작가들이 작품을 평가(거울)하고 학습 모임(텍스트릿)을 통해 교류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거울』이나 『소녀문학』, 『젤리와 만년필』이나 『텍스트릿』처럼 다루는 주제와 정체성

이 분명하면서도 문예지를 둘러싸고 형성된 커뮤니티 구성원들간의 자발적인 협업과 참여를 통해 운영되

는 현상이 관찰된다. 『거울』은 장르문학 작가들의 동인 커뮤니티 형태로 활동하면서 웹진을 장르문학 

작가를 육성한다. 전통적 소설과 구분되면서 웹소설과도 구별되는 장르문학의 몇 안 되는 작품 발표 

채널로서 16년째 운영 중이다.

출판 자본에 기반하지 않은 문예지 출판 활동이기 때문에 분석 사례들 중 웹진 방식이 아닌 종이책으로 

출간하는 문예지들(모티프, 베개, 영향력, 세상의 모든 시, 소녀문학, 젤리와 만년필)은 모두 크라우드펀딩 

활동으로 필요한 자본을 모집하는 방식을 취했다. 텀블벅 펀딩 참여자에게 후원에 보상(reward)10)으로서 

문예지와 기념품 들을 제공하는 등의 독특한 출판·경영·유통 방식을 보여준다. 종이책 문예지를 출간하는 

경우에도 크라우드펀딩에 기반하기 때문에 소수 독자를 위한 소량 출판과 유통, 이상이나 취향에 기반한 

기획·편집·디자인·제작의 특성을 지니지만 일반 상업 출판물인 문예지와 비교하여 완성도 높은 수준이다.

2) 기술 변화 환경과 독립 문예지의 활동 관계

9) 등단은 시/시조이나 소설, 희곡, 동화, 평론 작품을 문학 잡지에 발표하거나,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작품을 출판해서 문학계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신문사의 신춘문예, 문예지 
게재, 문학상 공모 등을 통해 등단하는 방식이 정착되어 있다. 2019년 언론사 신춘문예를 
살펴보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전국 25개 언론사에서 실시되어 등단 작가의 수는 
106명이었다. 그중 소설가 26명, 시인 23명, 수필가 5명, 평론가 10명, 동화작가 17명, 동시인 
6명, 시조시인 10명, 희곡작가 7명, 시나리오 작가 2명 등이다. 투고된 작품의 총 편수는 
64,951편으로 이중 시는 44,237편이었다(한송희, 2019).

10) 텀블벅(tumblbug)에는 누구나 창작에 대한 프로젝트를 올려 후원을 요청할 수 있다. 후원자는 
후원의 보상으로 차후 프로젝트 완료 시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받는데 후원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된다. 텀블벅은 후원금 마련에 성공한 프로젝트에 한하여 유지 비용으로 후원금의 5%를 
수수료로 받는다.

주기 위해 만들어짐. 참여진은 시 아카데미에서 만난 사람들 

비 릿 

be:lit
 <비릿 be:lit> 이라는 이름은 b급 문학이나 문학 아닌 것(非)으로 
여겨지는 마이너 세계의 작품에서 문학됨(be literature)의 가능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음

토이박스

원고료는 텀블벅 사이트에서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을 통해 해결합니

다. <TOYBOX>만의 추가적인 원고료 해결 방식으로는 ‘작가 개별 

후원’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 후원자가 개별적으로 후원하고 싶은 

작가에게 1:1로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텀블벅 사이트 수수료를 제한 

전액을 작가에게 전달합니다. 작가들의 지속 가능한 작업 활동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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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문예지 출판을 둘러싼 미디어 생태계의 근본적인 지형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혁신적 

기술이 본격화 하는 환경에서 문예지 활동의 본질적 변화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다. 웹, 모바일, 소셜 

미디어는 작가와 독자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커뮤니티 활동과 형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활동이 가능한 기술적 환경을 제공했다.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기술과 N스크린 콘텐츠 출판 환경은 독립 문예지들이 컴퓨터와 다양한 

스마트 디비이스를 통해 독자와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독자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분적이던 전통적 문예지들과 

다른 특성이며 컴퓨터를 통한 웹이 보편화되며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웹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독립 문예지의 주요한 특징으로 드러났다. 이 특징들은 <표 4>의 심층면접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거울』, 『문화 다』, 『세상의 모든 시집』, 『텍스트릿』은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웹진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웹진 문예지 발간과 작품 투고와 게재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문예지로 

엮어 게시하는 방식으로 출간된다. 『거울』은  구성원들이 상시 올린 글을 매월 월간지로 엮어서 

게시한다. 『문화 다』도 웹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월간지 웹진으로 게시한다. 『세상의 모든 시집』은 

구성원이 자신의 시를 게시하다 시집으로 엮는 방식이며 종이책 문예지 『모든 시』를 별도로 출간한다. 

『텍스트릿』은 동인들이 웹진에 글을 올려 게시하는 웹진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별도 계간지로 묶어 

문예지명 심층면접 내용

거울

웹진의 장점은 독자들이 작품이나 기사를 선택하여 개별 

소비가 가능하며, 웹에 게시되기 때문에 SNS 등을 통해 홍보

가 되면 독자의 즉각 접근이 가능하고, 업데이트 후에 교정과 

피드백 반영이 용이한 점 등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 컴퓨터, 

이북리더기 등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기사 문장, 단락 등의 형

태가 서적 잡지와 방향성이 다른 특징을 지닌다. 이외에도 정

기적으로 발간되는 서적 잡지와 달리 수시 업데이트의 묘미를 

살리는 운영 역시 가능하다.

문화 다

종이 매체로는 확장 한계를 느꼈고, 인터넷에 전문성 있는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보리라 생각해 웹진을 시작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운영했다. (…) 기사를 검색해 읽을 수 있도록 운영했다. 제목과 

한두 단락 올리는 형태다. 페이스북은 링크 형태로 운영한다. 

모티프

웹진이 문학인가 아닌가라는 고민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스마트폰 어플이나 웹 플랫폼 콘텐츠를 전환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다.

베개

홍보, 독자와의 소통, 크라우드 펀딩 등 독립문예지의 활동

을 용이하게 해주는 SNS의 환경의 존속과 더불어 독립문예지

는 계속 새로이 시도되며, 이런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세상의 모

든 시집

『모든 시』에 수록한 매호 작품은 본지가 운영하는 팟캐

스트 『시를 읽어주는 여자』와 연계, 방송하여 종이책뿐만 

아니라 육성 낭송으로 개별적 파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팟

캐스트 『시를 읽어주는 여자』는 시인들과 독자들이 자유롭

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로서 종이책과 함께 우리 시단에 새 

바람을 (…).
영향력

인스타그램 중점이고 트위터, 페이스북에도 책에 대한 내용

을 올린다. 긴 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올리기도 한다. 

텍스트릿

영상, 접속 시대에 텍스트가 붐인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렇

기에 웹소설, 장르문학을 ‘텍스트의 승리’라 말하는 건 포장이

고 수사이다. 왜 텍스트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행하는지 고민

해야 한다.

<표 4> 기술 환경과 문예지 활동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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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하진 않는다.

사례 대상인 독립 문예지들은 대부분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 트워터, 카카오스토리, 스팀잇

(Steemit) 등 소셜 미디어 채널을 활발하게 운영하며 독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소셜 미디어 채널들은 문예지 발간 소식, 웹진 문예지에 실린 작품이나 평론 또는 관련 

홍보 글, 문학과 문화 관련 뉴스, 책 소개, 동인 작가 활동 소개, 행사 안내, 투고작품 심사, 크라우드펀딩 

홍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거울』 페이스북 페이지는 580명의 좋아요와 600명의 팔로워를, 트위터는 12,596개의 

트윗과 2,186명의 팔로워를 지니고 있었다. 『문화 다』는 다음 블로그에 웹진 내용과 관련 포스트를 

381개 게재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페이지는 3,876명의 좋아요와 3,877명의 팔로워를 지니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시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시 출판 플랫폼을 지향하며 유명도나 문단과 

관계없이 작품을 수용하며 활동하고 있다.『문화 다』는 문화다북스라는 출판사에 의해 비판적문화공동

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월간 웹진을 운영 중이다. 글을 먼저 받아서 게재하는 형식이 아니라 필자가 

제공하는 글을 수시로 받아 나중에 월간으로 발행되는 웹진을 운영한다. 

3) 독립 문예지의 속성과 참여자 활동

<표 5>의 내용과 같이 선행연구와 이론적 분석, 그리고 독립 문예지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직접 관찰과 심층면접 분석 결과, 독립 문예지들은 문학 커뮤니티적 

특성, 문예지 정체성, 창작자와 독자 중심의 플랫폼 특성, 문예지 생산과 유통의 차별적 방식,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라는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속성들은 다양한 문예지 참여자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문학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연구 사례들 중 텀블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티프』, 『소녀문학』, 『영향력』, 『젤리와 

만년필』 등이 종이책 문예지를 발행하고 있다. 텀블벅 크라우드펀딩을 위해 공개되는 내용은 문예지의 

지향성과 창작자 소개, 기획, 예정된 목차, 책의 레이아웃, 게재될 작품의 내용 일부, 펀딩 목표액, 후원 

보상 내용, 일정 계획, 연락처, 창작자에게 문의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예지의 정체성과 활동의 

핵심적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사용자들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구조이다.

사용자 펀딩 참여 정도가 문예지 발간의 자본과 비용을 마련하고 출간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관계와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사용자 문학 창작 지원에도 독립 문예지들은 

문예지명 심층면접 내용

문학 커뮤니티적 

특성

문예지의 역사적 과정(머리말)과 생태계 질적 변화(장용호 

외, 2012) 선행 연구와 이론 분석, 창간 동기와 활동 방식 

심층면접 내용.

문예지 정체성
문예지 활동 방식과 특성 직접 관찰(표 1), 창간 동기와 

활동 방식 삼층면접 내용(표 2),  

출판 자본으로부

터 독립성

독립 문예지와 하위문화 이론 분석(선행연구와 이론적 배

경), 문예지의 역사적 과정(머리말)과 생태계 질적 변화(장

용호 외, 2012) 

창작자와 독자 중

심 플랫폼 특성

문예지 활동 방식과 특성 직접 관찰(표 1),기술 변화 환경과 

독립 문예지의 활동 관계 심층면접 내용(표 3)

문예지 생산과 유

통의 차별적 방식

문예지 활동 방식과 특성과 참여자 활동 직접 관찰 내용과 

심층면접(표 1, 표3, 표 5),

기술 변화 적응성
기술 변화 환경과 독립 문예지의 활동 관계 직접 

관찰과 심층면접 내용(표3, 표5)

<표 5> 문예지의 속성과 근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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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문예지보다 적극적이다.

『소녀문학』은 20대의 편집인들의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출간 비용을 마련하

며 오프라인 행사, 죄담회, 워크숍에 적극적이며 문학의 다양성을 위한 소수자의 지면을 표방한다. 

『베개』는 소셜 미디어를 검색하며 산책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적절한 작가를 발굴하는 특별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영향력』은 일반인이 일과가 끝난 후 글을 쓰는 행위를 의미하는 ‘키친테이블라이팅’을 

지향한다. 3개월마다 일반인이 쓴 소설, 시 등을 엮어 발간하는데 일반인들로부터 투고를 받은 작품으로 

문예지를 꾸리고 있으며, 3호부터는 이전 투고자들을 대상으로 청탁을 넣고 있다.

『거울』은 문학 예비생과 사용자 문학 창작을 위해 월별로 심사를 진행하여 곽재식 작가처럼 독자로서 

웹진 참여와 활동을 통해 전문 작가로 성장하여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사례도 있다. 웹진 

『세상의 모든 시집』은 독자들이 자신의 시집을 출판하는 자기 출판(self publishing) 모델을 운영하면서 

종이책 문예지인 『모든시』에 자유롭게 투고하고 할 수 있게 오프라인와 온라인 모두에 걸쳐 연동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 다』는 평론을 주제로 하는 특성에 따라 전문 평론가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평론가 예비생과 문학 연구자와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와 웹진을 통해 매우 활발하게 소통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독립 문예지는 창작자와 평론가, 그리고 독자와 출판사가 문예지를 둘러싸고 관계를 형성하여 문학 

작품과 담론 가치를 통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활동으로 ‘1990년대 이후 확산된 출판사 주도의 문예지 

활동’의 수준을 넘어선다. 크라우드펀딩이나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커뮤니티 관계들을 형성하고 

창작자와 독자 중심의 특징과 더불어 예비 창작자와 독자가 전문 창작자로 성장하는 체계(system)가 

작동하는 플랫폼의 모델을 보여준다.

4) 독립 문예지의 모델

문예지명 심층면접 내용

거울

웹진 방문자 중 글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마추어나 타 장르 글을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독자 단편란에서 독자가 작가로 성장하기

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곽재식 님이 작가가 되기도 했다. 몇 번 우수단

편을 수상하신 후 제의를 해서 필진이 된 분이 굉장히 많다.

문화 다

어떤 분은 페이스북을 통해 활동 의사를 타진해 들어오기도 했다. 

문은 활짝 개방되어 있다. (…)  콘텐츠가 쌓이고 검색되니 ‘활동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나오고 자동적으로 합류한다.

모티프

독자 소통으로는 북페스티벌에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문학주간이나 와우북페, 송도북페 이런 곳에 참여했는데, 판매목적

이라기보다 독자 소통이 목적이다. (…)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정기적으

로 페스티벌을 열고, 오프라인에서 독자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작가

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하고 싶다.

베개

베개가 기존 문예지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응모자가 문예지

를 쳐다보고 아쉬운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편집진들이 SNS 공간을 

여행이나 산책하듯 돌아다니다가 잘 쓴 글을 보면 먼저 말거는 형태

로 원고를 모았다. 문예전문가도 아니고 다른 분야 전문가가 많았다.

세상의 모

든 시집

『세상의 모든 시집』은 독자들이 자유롭게 투고하여 즉각적인 평가

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것을 다시 종이책 『모든시』에 반영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수용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영향력

3호까지는 100% 투고만 받았다. 지금도 기본은 투고인 건 변하지 

않는다. 작가분들도 대부분은 서점에 가서 저희 책을 보건, 인스타그

램에서 보셨거나, 글 쓰는 분들 주변에 글 쓰는 사람이 많다보니 

친구가 알려준다거나 하는 분들이 많다. 

<표 6> 독립 문예지 속성과 참여자 활동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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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독립 문예지들의 속성들이 요인 역할을 하여 문학 커뮤니티 참여자의 자발적 활동과 운영이 

벌어지는 상호작용 행동영역에서 기술 변화에 적극 적응하는 문학 플랫폼으로서 작동한다. 그 결과가 

성과로 이어져 다시 요인들과 행동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하는 모델(Hess, et al., 2011)11)을 <그림 

1>로 정리할 수 있다(연구 문제 3).

사례 독립 문예들의 관찰 결과와 <표 4> 문예지 속성과 근거 내용에서 제시한 속성들(문학 커뮤니티적 

특성, 문예지 정체성, 출판 자본으로부터 독립성, 창작자와 독자 중심 플랫폼 특성, 문예지 생산과 유통의 

차별적 방식, 기술 변화 적응성)은 <그림 1> 독립 문예지의 모델에  ‘요인들’로서 구성하였다. 이 요인들의 

‘행동 영역’의 상호작용의 특징과 패턴을 만들어내며, 문학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과 정체성, 독립적 

활동, 사용자 참여, 기술 적응과 미디어와 장르 융합 등의 ‘결과’를 형성한다. 

행동 영역에서 문학 커뮤니티 참여자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운영되며, 창작자와 독자의 문학 플랫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웹진 디지털 기술 변화에 적극적이며, 문예지와 독자의 소통과 참여가 활발해지는 

11) 이 모델은 오픈 액세스(Open Access)와 프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ree Open Source 
Software) 운동과 같은 집합적 행동과 자율적 지배구조가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엘리너 
오스트롬과 샬럿 헤스(Charlott Hess)이 개발한 IAD(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프레임워크 분석 결과를 적용했다.

<그림 1> IDA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독립 문예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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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패턴을 보여준다. 

결과들은 행동 영역에서의 상호작용 패턴의 커뮤니티와 문예지로서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문학 커뮤니

티의 지속 가능성, 출판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활동, 문예지를 통한 창작자와 사용자의 상호작용 활성화와 

독자의 펀딩·편집위원·기획 참여, 그리고 변화하는 기술적 환경에 대한 적극적 학습과 진화, 미디어와 

장르의 융합과 개방 활동으로 독자 접점 확장 등의 성과로서 나타난다.

하지만 이 모델에서 결과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성과로 귀결될 수 있으며 성과의 여부와 정도는 

요인들과 행동영역에 긍정적 피드백을 하거나 부정적 피드백을 한다. 독립 문예지들이 긍정적 성과를 

얻어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 『소녀문학』은 2018년 4월에 텀블벅 크라우드펀딩 

활동 후에, 그리고 『젤리와 만년필』은 2018년에 10월에 3호를 내고 공식적 활동을 중단 중인 현상도 

관찰된다. 

인터뷰에 응한 모든 독립문예지가 공통으로 이야기한 문제는 자본금이었다. 출판자본으로부터 

독립 후 야기되는 문제다. 텀블벅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인쇄비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문예지를 

만드는 편집동인들의 인건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개인 구독 시스템

  최근 독립문예지의 다른 형식들이 등장하고 있다.  일간 이슬아로 대표되는 창작자 독자 간 

구독시스템이다. 일간 이슬아의 경우 월 만원의 구독료를 낼 경우 주5일 매일 같이 글을 한 편씩 

보내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구독기반 뉴스레터 형식은 기존의  이메일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창작자들이 손쉽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출판사나 홈페이지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창작자와 독자가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독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일간 박현우』를 포함하여 일간 ㅇㅇ 혹은 월간 

ㅇㅇ 라는 이름 혹은 각자의 이름으로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으며 일간 이슬아를 통해 펴낸 『일

간 이슬아 수필집』은 2018년 올해의 독립출판물 상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등장한 독립문예지들의 요인 “출판자본으로부터 독립성”,“창작자 

독자 중심성”,“문예지 기획 창작 생산 유통차별성”,“기술 적응성”을 가진다. 

  특히 “문학커뮤니티”적 지점은 메일을 직접 나누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한다는 것 역시 특기할 부분이다.

  더욱이 이러한 구독시스템은 인쇄 혹은 웹진을 운영하는 최소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으며 어

느 정도의 자본독립이 가능하다.

5. 맺음말

새롭게 시작한 소형의 출판이나 문예지를 모두 독립 출판이나 독립 문예지로 분류할 수는 없다. 

또한, 혁신성은 독립 문예지만의 고유한 속성이라도 보기 힘들다. 독자편집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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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의 『문학3』, 편집자들이 편집위원 역할을 하는 민음사의 『릿터』, 젊은 작가들의 젊은 세대의 

관심을 주제를 담는 문학과지성사 『하이픈』, 다양한 주제와 분야의 소설만을 은행나무출판사의 문예지 

『악스트』 등의  사례처럼 출판 자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실험적인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다.

독립 문예지들은 전통적 문예지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에 대해 학습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전통적 문예지들은 독립 문예지들의 실험적인 활동 속에서 문예지의 원초적 모델과 미래의 

과제를 찾을 수 있다. 독립 문예지 모델은 전체 문화로서의 문학 생태계의 내부에 존재하는 하위문화이며 

전통적 문예지와 대체 관계라기보다 대안과 공존을 통해 문학 생태계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낳을 수 

있는 관계이다.

독립 문예지의 특징과 패턴은 속성들과 참여자의 상호작용이 플랫폼을 작동하는 데 있다. <그림 

1>에서처럼 독립 문예지의 모델을 구성하는 속성들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문학 커뮤니티 참여자의 

자발적 활동과 운영이 벌어지는 상호작용 행동영역에서 기술 변화에 적극 적응하는 독립 문예지 플랫폼으

로서 작동시킨다. 이 플랫폼은 창작자와 평론가, 그리고 독자와 출판사가 문예지를 둘러싸고 관계를 

형성하여 문학 작품과 담론 가치를 통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문학 생태계의 체계로서 역할을 한다. 

속성에 대해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한다(연구 문제 1).

첫째, 독립 문예지 현상은 문학 생태계 전체의 활동 내부에 존재하면서도 독자적 특질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집단 커뮤니티의 문화로서의 하위문화의 특징을 지닌다. 새롭게 시작된 소규모의 문예지이더

라도 독자적 특질과 정체성을 지니지 못한 때 새롭게 시작된 문예지라고 해서 독립 문예지라고 부를 

수 없다.

둘째, 독립 문예지는 문학 작품과 담론 가치를 통해 창작자와 독자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참여하는 

문예지 본연의 역할을 과제로 하고 있다. 문예지 본연의 역할에 기반한 문학 커뮤니티와 문예지의 

정체성은 출판 자본으로 불리는 ‘문예지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을 단행본 출판에 활용하는 상업적 

출판’의 대척점에서 출판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닌다. 

셋째, 독립잡지, 독립출판 등의 방식으로 발행되는 문예지나 등은 어느 정도 동인지의 형태를 취하지만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기존의 문학장에서 함께 하지 못한 독자와의 접점을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로서 

평가된다. 독자들을 단순한 향유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자의 자리로 옮김으로써 독자의 폭을 확장시켜 

새로운 문학 공론장(public sphere)을 재구성하고 있다.

넷째, 문학 커뮤니티와 문예지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독자와의 관계 형성과 소통이라는 문예지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출판 자본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 문예지는 출판 위한 자본 

운영, 동인 커뮤니티 구성, 문예지 기획, 창작, 생산 과정, 유통에 있어서 실험적이거나 독특한 방식과 

과정을 통해 활동한다.

독립 문예지들은 언제나 성공적인 모델의 사례로서 작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출판 자본과 문학 권력이라

고 설명되는 전통적 문예지 모델을 넘어서는 혁신성을 보여준다. 작은 자본과 비용으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다양한 참여자들의 협업적 관계를 기반으로 독립 문예지를 출간하고 문학 커뮤니티 

활동하기 때문에 종이책 문예지나 오프라인 행사나 모임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활발한 커뮤니

케이션과 상호작용이 원활한 디지털 미디어, 전자책, 웹 등을 통한 디지털 퍼블리싱(digital publish)에 

적극적이며 다양한 미디어와 장르를 융합하는 실험적이며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극적인 적응성을 

지니고 활동하는 특징과 패턴을 보여준다. 이 특징과 패턴은 다양한 참여자들을 새롭게 참여시키는 

결과나 독립 문예지의 창간을 쉽게 만드는 체계로도 작용한다(연구 문제 2).

<그림 1>의 아랫부분에처럼 창작자와 독자의 플랫폼으로서의 독립 문예지라는 관점에서 문예지에 

대한 정책, 웹과 모바일, IT기술과 다양하게 출현하는 콘텐츠 플랫폼의 산업적 변수로 작용한다. 플랫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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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의 콘텐츠 창작과 생산에서 창작자, 평론가, 동인, 출판사가 주체로서 참여한다. 플랫폼의 오른쪽에는 

독자, 창작적 사용자, 창작자 예비생 등이 참여한다. 또한 장르와 미디어 전문가와 IT 전문가가 플랫폼에 

참여하는 체계이다.

문학 커뮤니티와 문예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관점에서의 정의와 분석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문학 커뮤니티 또는 문예지란 무엇인가, 그리고 문학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선행 연구에 기반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다음 연구 과제로 제기된다. 

출판 산업의 장기적 침체와 디지털 퍼블리싱 기반 콘텐츠 플랫폼의 활성화는 출판 자본이 주도하는 

문예지들과 신생 문예지, 독립 문예지들에 높은 복잡성을 안겨 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2019년 이후로 

독립 문예지 활동은 더 다양하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학 생태계의 관점에서 

독립 문예지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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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ttributes and models of independent literary magazines

: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independent literary magazines in Korea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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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terary and art paper ecosystem is a system in which creators, critics, and readers and publishers 

form relationships around literary magazines and interact through literary works and discourse. This paper 

studies the attributes, activity features, patterns and models of independent literary magazin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dependent literary magazines have the identity of literary communities and 

literary magazines as subcultures of convening groups. Second, Appeared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literary and publishing capital-based literary magazines, it acts as an operation centered on creators and 

readers, and is original in the mode of capital, planning, crea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ird, they 

are active in adapting technology and social change environments, including communication through webzines 

and social media, and expanding their own contacts through genre and media convergence. Fourth, independent 

literary magazin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literary community and literary magazine identity, creators 

and independent of publishing capital. readership, capital, planning, creative produc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tyle, and adaptability to technological change, and operate with spontaneous activities of various 

participants, thus activating the literary ecosystem as a model of active literary platform for technology 

and social change.

key words : Independent Literature Magazine, Subculture, Literature Platform

최초투고일자 : 1월 28일

논문심사시간 : 2월 1일 ~ 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 2월 26일



- 82 -

발표 5  

‘문예지에게� 바란다’� 창작자� 및� 구독자� 설문조사

공� 병� 훈

(문예커뮤니케이션� 학회장,� 협성대� 교수)

문예커뮤니케이션학회는 문예지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

한 독자와 창작자들의 인식과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문학주간 2019 : 문
예지 100주년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한다. 발표자인 공병훈 교수는 "2019년은 문

예지 발간 100주년을 맞은 해로서 미디어와 독자/사용자 환경이 질적인 변화를 겪

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문예지가 문학 생태계와 독자, 창작자들을 위

해 어떠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집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힌다. 

이번 설문조사는 문예지의 미래에 관한 창작자, 독자의 의견과 인식에 대한 최초

의 설문조사라는 의미를 지닌다. 설문조사의 대상이 되는 문예지에는 종합지, 시/시
조, 평론, 소설, 희곡, 수필 등 모든 장르와 더불어 순수문학과 장르문학의 종이와 

웹진, 그리고 독립문예지 모두를 포함하였다. 또한, 창작자는 등단 작가, 등단하지 

않은 작가, 작가 준비생 등을 뜻한다. 설문조사는 2019년 8월 6일(화요일)부터 2019
년 8월 20일(화요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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