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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대 작가들이 상상했던 독자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탐구는 한국 근대 문학의 형성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규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김동인의 초기 글들과 1910년대 독자층의 성격에 주목하는 것이다. 

김동인은 ｢ 說에 대한 朝鮮 사람의 思想을｣을 통해 소설 쓰기를 예술 행위임을 설파하

며 소설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했다. 그에게 ‘새로운 소설’을 쓰는 일은 곧 

‘새로운 독자’를 상상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소설 독자들에게 ‘참

문학적 소설’을 읽어야 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김동인은 일본 유학 시 자신이 

스스로 익힌 근대 소설의 창작 방법을 활용하는 동시에 당시 ‘순문학 독자층’에게 익숙한 

서양 및 일본의 순수소설과 최대한 유사하게 소설을 씀으로써 자신이 상상했던 ‘새로운 

독자’를 실재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상상된 ‘새로운 독자’를 실재화하는 작업이 

자신의 소설을 ‘참문학적 소설’로 인정받는 길이이자 문학이 예술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다. 결국 김동인은 ‘참문학적 소설’을 읽는 ‘새로운 독자’라는 대담한 

 *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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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통해 ‘순문학 독자층’을 조선 근대문학의 형성 기반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

다. 본래 순문학 독자였던 김동인이 ‘새로운 독자’를 상상함으로써 창작자로 변모한 일련

의 과정에 주목하는 작업은 식민지 조선의 근대문학 형성기를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새로운 독자, 소설가로서의 자기 정체성, 독자층의 분화, 순문학 독자, 독자를 상상하

는 힘.

Ⅰ. 근  문학에서 독자의 문제 

국내의 근대문학 연구는 오랫동안 작가론과 작품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

었지만 지난 10여 년간은 이러한 경향을 탈피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듯하다. 특히 시와 소설 같은 전통적인 문학 텍스트에서 근대의 텍

스트 전체로 연구의 초점이 이동하면서 이를 통해 근대성을 새롭게 해석하

고 재구성하는 경향이 큰 흐름을 형성했기 때문이다1). ‘근대 독자’에 대한 

논의 역시 이러한 경향에서 파생된 부분의 하나이다. 그간 근대문학의 연

구가 “작가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 작품의 구성과 구조를 중심으로 바라

보는 관점, 사회와의 연관관계 내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입각한 연구들이  

풍성하게 진행된 반면, “문학의 주요 소비자인 독자 수용 내지 독자 반응의 

관점”인 “독자층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2)은 독자/독자층에 

 1) 이러한 연구 경향의 근원은 90년대 ‘근대성에 대한 논의’부터로 볼 수 있다. 특히 

김진송,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는 미시사에 대한 학계의 관

심과 맞물려 식민지 일상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촉발했다는 점, 그리고 근대문학 연구

의 초점을 시와 소설 같은 ‘전통적 문학 텍스트’에서 벗어나 식민지 시대에 쓰여진 

‘모든 텍스트’로 이동하도록 촉발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본다. 

 2) 전은경, ｢근대 초기 독자층의 형성과 매체의 역할｣, �현대문학의 연구�4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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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천정환의 논의3)는 

‘근대 독자’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로서 독자 연구의 물꼬를 텄다는 점 

그리고 이후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천정환은 근대 소설의 독자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기로 1920년대에 주목한다. 고전 소설과 신소설 그리고 근대 소설들이 

혼재된 1920년대는 ‘책 읽는 근대인’이 형성된 핵심적 시기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매체와 근대 독자 형성의 영향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4) 그리고 식민지 시기에서 벗어나 1950년대 교양 독자와 전문 

독자에 대한 연구5)들이 수행되었다. 매체와 ‘근대 독자’ 형성 사이의 관계

를 규명하려는 논의들은 매체를 통해 활성화된 근대 지식인의 ‘읽기와 쓰

기’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근대 독자’의 실체를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

는 바가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근대 매체에 반응하는 독자

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근대 작가들이 상상했던 독자는 무엇이었는

가’에 대한 답을 찾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근대 문학, 특히 구소설이나 신소

설과는 다른 근대 소설을 쓰려는 작가들은 자신의 소설을 읽을 독자를 어

떻게 상정할 수 있었는가. 이를 규명하는 것은 근대 문학의 형성 과정을 

정교하게 설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그간의 연구들이 ‘근대 독

자의 형성’ 그 자체를 다루고 있다면, 본고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근대’ 소

pp.41-41.

 3) 천정환, �한국 근대 소설 독자와 소설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4) 양문규, ｢1910년대 잡지 매체의 언어 선택과 근대독자의 형성과정｣, �현대문학의 연

구�43, 2012.; 전은경, ｢근대 초기 독자층의 형성과 매체의 역할｣, �현대문학의 연구�

40, 2010.; 전은경, ｢�대한민보�의 독자란 <풍림>과 근대계몽기 지식인 독자의 서사

적 글쓰기｣, �대동문화연구� 83집, 2013.

 5) 서은주, ｢1950년대 대학과 ‘교양’ 독자｣, �현대문학의 연구�40, 2010.; 이시은, ｢1950

년대 ‘전문 독자’로서의 비평가 집단의 형성｣, �현대문학의 연구�4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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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쓰려는 작가가 ‘자신의 소설을 읽을 독자’를 어떻게 상상했는지를 살

펴봄으로써 ‘상상된 독자’의 측면에서 근대 문학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려 

한다.

Ⅱ. 이 수의 독자와 김동인의 독자 사이의 간극

능동적일 수 없었던 한국의 근대는 강박적인 개화와 계몽의 시대로 그 

막을 열 수밖에 없었다. 주체인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은 이전과는 다른 새

로운 것이었기에 주체는 선택의 단계를 빼앗긴 채 맹목적으로 이전과는 다

른 ‘나’를 구성해야 했다. 또한 그 과정은 다른 이에 의해 반복되거나 그대

로 전수되어야만 했다. 계몽의 시대는 이처럼 주체가 자신을 새롭게 탈바

꿈시켜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점철된 터널을 지나도록 했기에 그 과정은 혹

독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나’를 구성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부여

받은 주체에게 글쓰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도구였고, 그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다시 계몽6)의 도구로 활용되었

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 초기에 서사적 글쓰기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계몽의 글쓰기는 계몽의 대상에게 무엇보다 강

한 전파력과 흡수력을 가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몽의 정신을 담

는 그릇의 하나로 신소설이 등장한 것은 필연적 결과였다. 서사는 시간의 

흐름을 전개의 토대로 삼으면서 향유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계몽의 이념을 

담은 논설은 ‘서사’와 만남으로써 설득과 전파의 힘을 갖게 되었다7). 결과

 6) 본고에서 ‘계몽’은 일반적인 의미와 김동인의 ‘참문학’ 관점에 입각한 수사적 의미의 

‘계몽’을 모두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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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논설과 만난 서사는 계몽을 위한 “상상적 주체”8)를 제시하는 역할

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서사를 근간으로 하는 소설이 계몽의 이념

을 담는 그릇이자 전파의 매개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은 시대적 산물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정�으로 대변되는 이광수의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이 맥락의 중심에 

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광수에게 소설쓰기란 문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

하거나 구체화하는 작업이 아닌 민족의 엘리트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9). 즉, 이광수에게 소설쓰기는 민

족을 일깨우려는 논설이자 웅변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다. ‘서사’가 담보

 7) 나병철은 조선시대 論(논), 辯(변), 難(난), 議(의), 說(설), 解(해), 原(원), (대), 

問(문), 喩(유) 등의 한문 논변류는 지식인 동시에 또한 서사이기도 했다고 말하면서 

후대에 서사적 한문 논변류에서 한문단편(소설)이 이행하는 계보를 볼 수 있다고 말한

다. 또한 이 과정은 지식 일반의 영역에서 한국적인 문학서사가 분화되는 양상이며 

근대에 가까워질수록 지식(논변)과 허구적 서사, 文과 소설문학의 분화가 진행되었다

고 지적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과정이 근대계몽기에도 나타났다는 점이다. “서사

적 논설이 논설적 서사를 거쳐 소설로 이행하는 과정”이 바로 허구적인 문예가 지식 

일반의 영역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으로 자리를 잡는 단계를 설명해준다. 나병철, 

�소설과 서사문화�, 소명출판, 2006, p.18.

 8) ‘상상적 주체’는 계몽을 꿈꾸는 지사들이 계몽의 구체적 실천 방법과 이를 담지할 

실제적 주체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신

형기,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p.34.) 예를 들어 신채호가 자기 서사들을 통해 주

장한 강한 주체와 자기 보존의 원리들은 국민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적

인 힘을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신채호가 주장하는 주체는 신형기의 지적대로 ‘상상적 

주체’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차승기, ｢근대 계몽기 민족주의의 성격에 관한 

고찰｣, �한국문학연구회 99년 봄 세미나�, 1999, pp.13-16 참조.

 9) 이광수가 문학을 한다는 생각으로 소설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이후 세대의 소설가들처럼 일생의 업(業)으로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무정>과 <개척자>를 쓰고 나서는 나는 소설을 더 쓸 생각이 없었다. 원체 소설을 

쓰는 것으로 일생의 업을 삼으려고는 생각한 일이 없는데다가…” 이광수, ｢다난한 반

생의 여정｣, �이광수전집�14, 삼중당, 1962, 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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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이야기로서의 흥미는 논설을 민중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 위해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방법적 장치이자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의 

전략이었다. 주지하듯 �무정�의 이형식이 세 처녀들 앞에서 외치는 ‘연설’

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논설이다. 다시 말해 �무정�의 독자는 단지 ‘계몽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그렇기에 세 처녀는 텍스트 안에

서 작가의 상상이 재현한 독자의 모습이었다. 이광수가 상상하는 독자는 

‘문학 향유자로서의 독자’라기 보다는 ‘계몽의 메시지 수용자’였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미술’이 미(美)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재정의되

면서 문학․음악․미술 등을 두루 포괄하게 되고 아울러 ‘예술’이라는 단

어에 이 새로운 뜻을 넘기게 된 것은 1910년대 이후의 일”10)이라는 한 연

구자의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문학을 한다’는 자각이 없었던, 즉 “소설을 

쓰는 것으로 일생의 업을 삼으려고는 생각한 일이 없”었다는 이광수에게 

자신의 소설을 읽을 독자와의 ‘문학적 교감 혹은 소통’을 기대했다는 가정

하기는 어렵다. �무정�은 물리적으로 1910년대에 존재하지만 창작의 이유

와 작가의 관념적 토대는 ‘예술의 독자적 성격을 상상하기 어려웠던 1900

년대’11)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무정�은 1910

년대에 출현한 1900년대 관념의 산물이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즉, �무정�

10)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p.260.

11) 권보드래는 오늘날의 문학․예술 개념에 배치된 인식소(認識素)들은 “1900년대의 

교육론적인 세계상 안에서 전혀 다른 지형을 그리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인간을 지․

덕․체로 이해하는 1900년대 세계관에서 미적․예술적 또는 정적(情的) 자질은 독자

적으로 인식되지 못했기에 “미적․예술적인 글쓰기 또한 1900년대에는 독자적인 인

식 근거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권보드래, 위의 책, pp.259-260. 이러한 인식적 

기반은 �무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광수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광수, ｢다난한 반생의 여정｣, �이광수전집 �14, 삼중당, 1962, p.401.), �무정�을 쓴 

당시 그에게 ‘소설가로서의 나’로서의 정체성은 없었거나 극히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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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중적 성공은 역설적으로 계몽의 시대인 1900년대의 자장에서 벗어나

지 못한 1910년대의 작가와 독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인 

것이다. 또한 소설 쓰기가 작가와 독자의 ‘문학적 교감’을 나누는 ‘미적․예

술적 행위’로 인식되는 것이 이광수 이후에야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간주될 수도 있다12). 

보다 흥미로운 것은 이광수의 언술이 갖는 의미이다. 그의 언술은 공교

롭게도 필자로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작업이 ‘독자를 어떻게 상상하는가’라

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독자가 단지 계몽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자

로 상정하는 이광수에게 소설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르

로 인식될 뿐이었다. 따라서 자신의 소설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고 문학

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독자를 상상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소설 쓰기를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짓는 것이 아니라 ‘미적․예술적 

행위’로 인식하려는 시도는 이광수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여기서 김

동인의 존재가 갖는 의미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다. 소설가를 ‘참 예술가’로 

규정하려는 진지한 시도는 김동인에 와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 說에 대한 朝鮮 사람의 思想을｣(�학지광� 18호)에서 ‘소설가’를 ‘참 예

술가’로 규정하고 ‘참 예술을 이해하려면 문학과 친해야 한다’13)고 주장하

면서 소설 쓰기를 ‘계몽의 메시지 전달하기’가 아닌 인생의 이면을 다루는 

12) �무정�의 문학적 감응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다. �무정�이 고전소설과 

다른 근대소설의 미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무정�이전

에 쓴 ｢문학이란 何오｣와 겹쳐놓고 볼 때, 이광수가 순문학적 독자를 상정했을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도출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즉, �무정�이 고전소설과는 다른 

근대소설의 문학적 측면에서 대중성을 획득했다는 부분과 이광수가 순문학적 독자를 

상정했는가의 여부는 것은 분리하여 고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 김동인, ｢ 說에 대한 朝鮮 사람의 思想을｣, �김동인 전집�16, 조선일보사, 1988,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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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적 행위로 새롭게 규정하려고 시도한다. “극유치한 통속소설에 건전한 

문학적 소설로 代하고 소설과 타락을 연상하는 사상에 소설과 문화를 연상

하는 사상으로 代하여 우리 사회를 순예술화한 사회”14)로 건설하려는 노

력은 표면적으로 사회를 변혁하려는 ‘예술가로서의 의무감’으로 해석될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질은 이와 다르다. 김동인의 이 말은 자기 자신

에게 하는 일종의 선언으로 봐야 한다. 즉, 이 말은 소설가를 예술가의 반

열에 올리는 시도이자 소설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는 ‘미적․예술적인 글쓰기’를 통해 ‘참 인생을 

추구하는 것으로서의 문학’이 가능하며 이를 실천하는 시도를 통해 마침내 

자신을 이광수와 ‘다른’ 소설가로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김동인에

게 ｢ 說에 대한 朝鮮 사람의 思想을｣은 사람들이 소설 쓰기를 예술 행위

로 인식하게 만드는 작업이자 소설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모색하려는 하

나의 담대한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김동인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문제를 극복해

야 했다. 바로 ‘순문학’의 소설을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로 쓰는 것이었다. 

김동인에게 순문학은 일본과 일본어의 형태로만 존재한 것이었기에15) 조

선어로 순문학을 한다는 것은 미답지를 걷는 것과 같은 일종의 도전이었

다16). “일본 문체를 조선어로 바꾸는 일이 그(김동인-인용자 주)가 하는 

14) 김동인, 위의 글, p.141.

15) “김동인이 하고자 한 것은 문학 자체였다. (…) 그 순문학이란 일본에서만 있었다. 

일본 문장으로, 일본 문체로서만 존재하는 물건이었다. 순문학의 실체가 일본에만 있

고 문체로만 그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순문학이란 

전혀 생심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김윤식, �김동인 연구�, 민음사, 2000, p.65. 

16) “소설을 쓰는 데 가장 먼저 봉착하여 - 따라서 가장 먼저 고심하는 것이 ‘용어’였다. 

구상은 일본말로 하니 문제 안 되지만, 쓰기는 조선글로 쓰자니, (… …) 거기에 맞는 

조선말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김동인, ｢문단 30년의 자취｣, 

�김동인 전집�8, 홍자출판사, 1968, pp.39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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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행위의 본질”17)이라는 지적은 당위의 차원에서만 타당하다. 하지만 

현실은 당위와 같은 차원에 놓이기는 어렵다. 김동인에게 통속소설이 아닌 

참예술, 참인생을 탐구하는 순문학 소설을 ‘조선어’로 쓴다는 행위는 근본

적으로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독자’를 만들어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남녀 사이의 연애나 가정사가 아닌 인생과 그 인생

을 사는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조선어 소설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던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설을 읽을 독자 역시 존재할 수 없었다. 순문학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조선어’로 쓰여진 소설은 이를 써야 하는 김동인만큼 

생소할 것이었다. 따라서 그에게 ‘새로운 소설’을 쓰는 일은 곧 ‘새로운 독

자’를 상상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었다. ‘조선어’로 쓴 ‘순문학 소설’을 읽

을 사람을 상상하기. 새로운 소설, 즉 김동인의 언어로 말하면 인생을 다루

는 ‘참 소설’의 탄생은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Ⅲ. 근  기 독자층의 분화와 상상된 ‘새로운’ 독자 

조선의 근대 문학에 대해 흥미를 보인 이들은 누구였는가. 이 물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동인이 ‘상상’한 독자의 모습은 바로 이들을 바

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허버트 사이몬(Herbert Simon)은 

오디언스(audience)18)를 성격에 따라 1)연설자의 연설을 우연히 지나치

17) 김윤식, �김동인 연구�, 민음사, 2000, p.68.

18) 글쓰기 이론(Writing Theory)에서 audience에 대한 정의는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은 

감이 있다. 일부 논자는 audience를 reader와 특별히 구분해서 쓰지 않기도 하고 또 

다른 논자들은 실제 독자와 상상된 독자 사이의 스펙트럼 전체를 audience로 정의하

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들어 새로운 수사학(new rhetoric)의 등장으로 인해 

글을 쓰는 수사적 상황을 강조하게 되면서 그 안에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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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인 산책자 오디언스(pedestrian audience), 2)큰 강의실에 저명

한 강좌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인, 수동적이고 비지속적인 오디언스(passive, 

occasional audience), 3)특정한 행사에서만 만나지만 교류할 때마다 능동

적으로 상호교류를 하는 적극적이고 비지속적인 오디언스(active, occasional 

audience) 세 가지로 분류한다.19) 1910-20년대 문학을 향유하는 조선인들

에게 사이몬의 분류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양과 

일본의 근대 소설들을 향유하는 조선의 독자들은 조선의 근대 소설에 대해

서 1)과 2)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3)은 서양과 

일본의 근대 소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식인 계층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천정환의 논의는 본고의 추론과 유사하다. 그에 따르면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독자는 “구활자본 소설과 ‘청문예’ 독자인 ‘전

통적 독자층’, 대중소설․번안소설․신문 연재 통속소설․일본 대중소

설․야담․일부 역사소설 등의 향유자로 구성되는 ‘근대적 대중 독자’, 그

리고 신문학의 순문예작품․외국 순수문학 소설․일본 순문예작품 등의 

향유자로 구성된 ‘엘리트적 독자층’”20)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새롭게 성립된 근대적인 교육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식민지 조선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간’들을 배출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태생적으로 

부여되었던 신분이 아니라 교육자본과 그에 연동되는 사회자본이 계층을 

audience를 포함시켰다. 최근 글쓰기(교육) 분야에서 audience는 writer와 상호교통

하며 실제 글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정된다. 본고에서는 audience를 

reader와 세밀하게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audience를 편의상 독자로 번

역, 사용하였다. 하지만 사이몬의 논문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에서는 독자보다는 청중

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아 그냥 오디언스로 표기하였다.

19) Herbert W. Simon, Persuasion : Understanding, Practice, Analysis, (reading 

MA. Addison-Wesley, 1976.) pp.97-98.

20)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pp.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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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기본인자로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새로운 교육을 받은 이들

은 그 이유만으로 계몽 시대의 주역이라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계몽

된 주체로서 시대의 중심을 차지한 이들은 빠르게 근대적 대중이라는 이름

으로 새롭게 규정되었던 것이다. 근대 교육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획득한 

사회자본으로 대중에 속하게 된 이들 중의 일부는 자신이 지닌 문화자본을 

차별화함으로써 자신을 타인과 구별짓는다. 이러한 양상은 독자층의 형성

과 분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새롭게 형성된 ‘근대적 

대중 독자’층의 일부는 또다시 보다 높은 수준의 독서를 지향함으로써 자

신을 차별화시킨다. 상급 학교에서 문학을 포함한 예술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지는 못했지만 그에 준하는 교육수

준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익명성이 강한 대중들과 자신들을 계속 분리시

키려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독서 성향은 ‘근대적 대중 독자’와 일부 

겹친다. 이들은 ‘근대적 대중 독자’가 거의 관심을 갖지 않거나 혹은 지적으

로 수용하기 어려운 영역에 관한 독서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들은 전문학

교 이상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서구의 순수문학 작품들이나 일본의 순문예

작품들에 접근할 수 있었던 소위 ‘엘리트 독자’들로 하나의 독자층을 이룬

다.21) 결국 조선의 근대문학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오디언스가 될 

21) 식민지 시기 독자층의 형성과 분화에 대한 이 부분의 서술은 천정환의 논의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 독자층, 근대적 대중독자, 엘리트적 독자층이라는 분류는 보완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대적’이라는 어휘는 엘리트적 독자층에

도 적용되는 것이기에 보다 적절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구( )대중 

독자층, 신(新)대중 독자층, 순문학 독자층이라는 개념어로 대체하여 사용할 것이다. 

또한 신(新)대중 독자층과 순문학 독자층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기 보다는 신(新)대

중 독자층의 일부가 순문학 독자층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이러한 구도는 

구( ) 대중 독자층과 신(新) 대중 독자층 사이에도 유사하게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즉, 독자층 사이의 경계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존재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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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은 순문학 독자층이었던 것이다. 

1920-30년대보다는 비중이 적겠지만 1910년대에도 고등교육 및 일본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미약하나마 순문학 독자층은 존재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을 두기 어렵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910년

대 말 즉 김동인이 동인지 <창조>를 통해 소설을 처음 발표할 시점까지는 

‘순문학 독자층’을 만족시킬만한 조선의 소위 <순문학> 작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일본어로 번역된 서양의 순수문학 작품이나 일본의 

순수문학 작품들을 읽는 엘리트적 독자들은 존재했으나 이들은 조선어로 

쓰여진 소설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고급 취향

을 만족시킬 만한 식민지 조선의 소설들, 김동인의 표현을 빌린다면 ‘참문

학적 소설’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1910년대 순문학 독자

층은 당시 사람들의 교육 정도22)에 비추어볼 때 조선의 전체 독자 비율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을 것이다. 눈에 쉽게 띠는 것은 구( )대중 

독자층 그리고 신(新)대중 독자층이었을 것이다. 김동인의 인식 역시 이에

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금 조선 사람 중에 대개는 아직 가정소설을 좋아하오. 흥미중심 소설을 

22) �숫자조선연구�에 실린 1930년대 <노동자 교육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48,430명 중 중등학교 졸업이 170명(0.3%), 중등학교 중퇴가 339명(0.7%), 보통학교 

졸업이 4,969명(10%), 보통학교 중퇴가 3,633명(8%), 서당수학자 11,452명(24%), 무

교육자가 27,480명(57%)으로 집계되어 있다. 보통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이 문해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면 전체의 11%만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통계를 

기반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고도의 문해력과 교양지식을 갖추고 있는 순문학 독자층

이 문해력을 가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을 것이고 1920년대는 

그 정도가 더 심했을 것이다.

이여성․김세용, �숫자조선연구� 2집, 1930, p.117. 천정환의 앞의 책, 485쪽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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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오. 참 예술적 작품, 참 문학적 소설은 읽으려 하지도 아니하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불용품이라 생각하고, 심한 사람은 그런 

것을 읽으면 구역증이 난다고까지 말하오. 

그들은, 소설 가운데서 소설의 생명, 소설의 예술적 가치, 소설의 내용의 

미, 소설의 조화된 정도, 작자의 사상, 작자의 정신, 작자의 요구, 작자의 독창, 

작중의 일문의 각 개성의 발휘에 대한 묘사심리와 동작과 언어에 대한 묘사, 

작중의 인물의 사회에 대한 분유와 활동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한 흥미를 구

하오. 기적에 근사한 사건의 출현을 구하오. 꼭 죽었던 줄 알았던 인물의 재생

함을 구하오. 내용의 외부적 미를 구하오. 선악 2개 인물의 경쟁을 구하오. 

위기일발의 찰나를 구하오. 善 必  惡 必亡을 구하오(이것도, 일지기는 

선자가 약자에게 고생을 받다가 어떠한 1기회-위기일발의 찰나-를 응용하여 

장면을 일전시킨). 善 必才子佳人 惡 必愚男奸女임을 구하오. 인생 사회

에는 있지 못할 로만스를 구하오. 

간단하게 말하면, 조선 사람의 소설관?은 몇 백 년 전 서부 유럽 그대로요. 

즉, 대단한 時代遲의 소설관이오.23)

김동인은 조선에는 자기의 신념과 재주를 펼칠 장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마련해야만 했다. 위의 글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김동인의 인식은 독자에게 특정한 종류의 역할을 부여하려는 필자의 

의도에 주목하라24)는 월터 옹(Walter Ong)의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 김동

인은 이 글을 통해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역할을 부여하

려 했다. 그는 흥미위주의 소설에만 관심을 갖거나 계몽적 관념을 설파하

는 소설에 익숙한 조선인들에게 선보일 자신의 소설은 그것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쓸(혹은 쓴) 소설25)은 적

23) 김동인, ｢ 說에 대한 朝鮮 사람의 思想을｣, �김동인 전집�16, 조선일보사, 1988. 

24) Walter Ong, Writer's Audience Is Always Fiction, PMLA, Vol.90, No.1, 1975, 

p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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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당시 이전의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독자들에게 

‘새로운’ 소설, 즉 ‘참문학적 소설’을 읽어야 한다는 역할을 부여하도록 만

든 것이다. 그렇기에 위 인용문에서 우리는 자신의 입장을 대중들 혹은 대

중의 일부에게라도 이해시켜야 한다는 김동인 내면의 절박감을 엿볼 수 있

다.

동경의 요한을 만나니 요한의 말이 자기는 장차 <문학>을 전공하겠다 한

다. 법률학은 분명 변호사나 판검사가 되는 학문이다. 의학은 분명 의사가 되

는 학문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문학이란 문학이란 문학이란 문학이란 장차 장차 장차 장차 무엇이 무엇이 무엇이 무엇이 되며 되며 되며 되며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학문인지 학문인지 학문인지 학문인지 어떻어떻어떻어떻그러나 문학이란 장차 무엇이 되며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 어떻

게 게 게 게 생긴 생긴 생긴 생긴 학문인지 학문인지 학문인지 학문인지 그 그 그 그 윤곽이며 윤곽이며 윤곽이며 윤곽이며 개념조차 개념조차 개념조차 개념조차 짐작할 짐작할 짐작할 짐작할 수 수 수 수 없는 없는 없는 없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이 이 이 이 주요한이 주요한이 주요한이 주요한이 게 생긴 학문인지 그 윤곽이며 개념조차 짐작할 수 없는 나는 이 주요한이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앞섰구나 앞섰구나 앞섰구나 앞섰구나 하였다하였다하였다하였다....나보다 앞섰구나 하였다. 26) (밑줄 및 강조-인용자)

인용문은 김동인이 문학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문학’은 개념조차 짐작할 수 없는 것이기에 김동인

에게 ‘문학’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자 공부해야 할 대상이었다. 김동

인이 러시아의 소설 �나쁜 벗�의 개역본을 읽고 난 후, 톨스토이의 단편집, 

투르게네프, 도스토예프스키, 체홉의 소설에 심취하면서 ‘문학’이 무엇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27).

김동인은 소설 읽기와 같은 개인적 학습을 통해 문학을 이해하게 되면

25) 김동인이 ｢ 說에 대한 朝鮮 사람의 思想을｣을 <학지광>에 발표한 것은 1919년 

1월이었다. 그의 처녀작 ｢약한 자의 슬픔｣이 실린 <창조> 1호가 그보다 한 달 늦은 

1919년 2월에 발간된 것을 보면 이 글을 쓸 때에는 ｢약한 자의 슬픔｣이 이미 쓰여졌거

나 적어도 구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을 것이다. 

26) �김동인 전집�6, 삼중당, 1976, p.16.

27) 김윤식, 앞의 책, p.59. 김동인이 러시아 소설 읽기를 통해서 문학을 이해하기 시작하

고 이 과정에서 톨스토이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주요한 문집� 1권 p.18 참조. 

김동인의 소설 쓰기와 톨스토이 작품과의 관계는 김윤식, 앞의 책, p.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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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요한처럼 ‘문학’을 일생의 과업으로 상정하게 된다. 그렇기에 김동인

은 참문학, 순소설을 쓰는 작가를 인생에 대한 탐구자이자 인물을 인형처

럼 조종하는 신의 위치로 격상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소설에 대한 

입장도, 소설을 쓰는 마음가짐도 이광수와는 달랐고 또 다를 수밖에 없었

던 것이다. 김동인에게 소설은 바로 문학의 본령이었다. 소설을 ‘민족’의 개

념을 전파하는 매개물로 활용했던 이광수라는 존재가 본격적으로 문학 수

업을 하고 이를 통해 구성한 자신의 세계관을 소설을 통해 전달하려는 김

동인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 說에 대한 朝鮮 사람의 思想을｣을 발표할 당시 김동인에게 소설독

자는 ‘가정소설, 통속소설, 흥미중심 소설’만을 읽는 사람들뿐이었다. 즉, 

‘조선어’로 쓰인 ‘참문학적 소설’을 읽는 독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참문학적 소설’을 쓰려는 김동인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

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소설을 읽어줄, 즉 ‘참문학적 소설’을 읽는 ‘새로

운 독자’를 상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창출해야 했

던 것이다. 이 작업은 김동인에게 자신의 소설을 한갓 ‘이야기 나부랭이’가 

아니라 인간의 고귀한 정신을 다루는 ‘예술’의 반열에 올려야 한다는 절박

한 심정과 맞닿아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 說에 대한 朝鮮 사람의 思

想을｣에서 드러나는 연설조의 문체는 ‘참문학적 소설’을 읽게 될 새로운 

독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동인의 절박함은 ‘참문학적 소설’의 성립이 곧 그것을 쓰는 자신의 정체

성을 구현하고 확립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전과는 다른 ‘새로운 독자’의 개념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절대적인 요소

였으며, 그 ‘독자’의 존재는 다시 ‘참문학적 소설’을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

건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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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상된 독자와 실제 독자 사이의 거리

월터 옹(Walter Ong)은 “The Writer's Audience Is Always a Fiction”

에서 허구화된(fictionalized) 독자라는 대담한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문

학사는 구술 행위에서 문자 행위가 떨어져 나온 이후 독자가 허구화되는 

양상으로 서술될 수도 있다”28)고 하면서 필자는 항상 허구화된 독자를 상

정하고 글을 쓴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자신의 글을 실제로 읽는 독자를 만

날 수 없는 상태에서 글을 써야만 한다. 실제 독자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서 필자는 독자를 나름대로 구성해내야 한다. 즉, 필자는 독자를 허구화하

게 된다. 이 때 독자는 글을 쓰는 필자의 의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허구화

된다. 필자는 일반적인 독자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쓰는 글의 특

정한 맥락에 부합되는 독자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허구화된 독자’와 같은 

개념은 지금까지 작가29)를 중심으로 서술된 문학사에서 소거되어 버린 작

가와 독자 사이의 상호소통의 장을 복원하면서 작가의 창작 작업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에드와 런스포드(Lisa Ede & Andrea Lunsford)는 월터 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이를 보완하여 독자를 실제로 글을 읽을 실제 독자(addressed 

audience)와 상상된 독자(invoked audience)로 나누어 제시한다.30) 독자

를 실제 독자와 상상된 독자로 나누는 시도는 필자를 둘러싼 현실과 수사

28) Walter Ong, ibid, p.12.

29) 위의 독자에 관한 이론들을 서술할 때는 독자의 대립적 개념으로 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문학사라는 맥락에서는 필자보다는 작가라는 용어가 보다 타당할 것이

다. 

30) Lisa Ede and Andrea Lunsford, Audience Addressed/Audience Invoked: The 

Role of Audience in Composition Theory and Pedagogy,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Vol. 35, No.2.(May, 1984), pp.15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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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맥락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필자는 두 가지 독자를 모두 

염두에 두며 글을 쓴다는 것이다. 필자에게 독자는 보이지 않기에 독자를 

상상하는 행위는 글쓰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독자를 상

상함으로써 필자는 자신이 쓰려는 글의 내용을 구체화하게 된다. 하지만 

상상된 독자가 실제 독자와 정확히 일치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필자는 

독자를 상상하는 동시에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 독자를 상정해야 한다. 실

제 독자를 상정함으로써 필자는 자신이 상상하는 독자상에 보다 현실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백이라는 제도가 고백할 내면을 만들어냈다는 가라타니 고진(柄谷行

人)의 도착적 구도31)를 빌린다면 김동인은 ‘순문학’을 읽을 독자, 즉 ‘새로

운 독자’를 상상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말하는 ‘참문학적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동인이 ‘새로운 독자’를 상상할 수 있었던 기반은 무엇이었

을까. 또한 조선의 어느 누구가 ‘새로운 독자’가 되어 자신이 조선어로 쓴 

참문학적 소설을 읽을 것인가. ‘새로운 독자’가 김동인의 머릿속에서 상상

된 개념이라면, 그가 실제 현실에서 상상된 개념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

치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러한 물음들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김동인이 자신의 상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독자층이 무엇이었는

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는 식민지 조선에서 순수문학과 예술에 관

심을 가진, 아니 단순한 관심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들이 있어야 식민지 조선에서 자신이 쓰는 소

설은 진정한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 

“독자를 상상하는 과정이란 독자들이 (필자에게) 동의할 수 있는 지점에 

31)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pp.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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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자신을 투사하는 과정”32)이라는 딜런(George Dillon)의 지적을 떠

올릴 필요가 있다. 김동인은 자신의 소설에 독자가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했을까. 이는 매우 중요한 물음이다. 바로 그 지점이 ‘새로운 

독자’가 탄생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약한 의슬픔, 됴흔  됴흔｢우리의雜誌｣의제가定한자리에실니우는 

제 약한 의슬픔이 中 가되여 讀 인여러분과作 인 ｢저｣를 ｢藝術｣의 

絲로맛매엿습니다33)

여러분은약한 의슬픔에서 --- 아니, 엇던作品에서던지, 紙上네흐르는글

자를보시지말고, 한층더기피조희아레감초여잇는글자, 작자가쓰려하면서도쓰

지못한말을차져보셔야합니다.(중략)여러분은머리를좀기우려주십시오. 그러

고엘니자벳트로써代表된現代사랑의要點-- 周園의反動을안밧고스서로는아

모일도못하는點, 삶을모르고사-는點-애 머리를한번써주십시오.(중략) 부대 

페어쥐뒤에감초여잇는글자를보아주십시오.34)

두 개의 인용문은 <창조> 1,2호의 ‘남은 말’에서 발췌한 것이다. 일종의 

편집후기인 ‘남은 말’은 주지하듯이 <창조>의 동인들이 각자 나누어 쓴 

것이다. ｢약한 자의 슬픔｣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아 윗부분은 김동인이 

직접 쓴 부분이라고 보는 추측에는 무리가 없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눈길

을 끄는 것은 “독자인 여러분과 작가인 ｢저｣를 ｢예술｣의 사(絲)로 맛매었”

다고 기술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글을 쓰는 김동인이 자신의 처녀작이자 

야심작인 ｢약한 자의 슬픔｣을 읽는 독자를 상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

32) George Dillon, Constructing Texts : Elements of a Theory of Composition and 

Style, Bloomington, Indiana, Up, 1981.

33) ｢남은 말｣, �창조� 1호, 1919.2.

34) ｢남은 말｣, �창조� 1호, 1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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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다른 순문학 소설을 읽는 독자. 그것은 전적으로 김동인이 상상한 

추상적 독자이다. 그는 자신의 소설을 읽는 독자를 단순히 상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자신의 소설을 읽는 독자와 작자인 자신이 ‘예술’로 연결되

어 있다는 언급에서는 독자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려는 김동인의 의도

가 드러난다. 그는 소설을 읽는 것이 단순히 흥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향유하는 행위임을 독자에게 각인시킨다. 이 맥락에서 소설 읽기는 

기품 있고 고급한 행위로 탈바꿈된다. 물론 이러한 이상적 구도는 ‘참 인생’

과 ‘예술’을 추구하는 자신이 쓴 소설가 같은 참문학을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을 것이었다. 위의 첫 번째 인용문은 단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이 안

에는 소설을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김동인의 시도가 ‘상상된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소설쓰기 그리고 그 소설을 읽는 독서 행위를 모두 예술을 향유하는 

격조있는 행위로 격상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이러한 비약은 바로 ‘독

자 상상하기’를 통해 가능해진 것이다. 자신과 문학적 감성을 교류할 수 

있는 순문학 독자를 떠올리고 이들이 자신의 소설을 향유하는 것으로 귀결

시킴으로써 김동인은 단순한 혹은 저급한 이야기꾼이 아닌 격조있는 ‘참문

학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용문은 어떤가. 첫 번째 인용문이 작가로서의 김동

인이 예술이라는 코드를 통해 독자와의 연대감을 상상하고 있다면, 두 번

째 인용문은 그가 독자보다 높은 위치에서 독자를 지도하려는 의도가 드러

난다. “지상(地上)에 흐르는 글자를 보시지 말고 한층 더 깊이 종이 아래 

감춰져 있는 글자, 작자가 쓰려하면서도 쓰지 못한 말을 찾아 보셔야” 한다

는 언급은 순문학을 향유하려는 독자에게 독해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김동

인의 의도가 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김동인은 독자가 단순히 

내용만을 파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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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고도의 독해법만이 소설 읽기가 예술을 향유하는 행위로 만드는 동력

임을 피력한 것이다. 이는 김동인이 이광수와는 또 다른 의미의 ‘계몽의 

코드’35)를 활용했다고 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신채호 등에 의해 소설 독자는 민족구성원으로 상정되고 거기에 민중의 

형상이 덧입혀졌다면 그것은 근대 이후 첫 번째로 작동된 계몽의 코드였

다. 첫 번째 계몽의 코드는 민족 개념을 근원에 두고 있다면 두 번째 계몽

의 코드는 순문학으로 대중을 이끌고 문학을 근대 예술의 지위를 갖게 만

들려는 김동인의 야심찬 기획이었다. 두 번째 계몽의 코드는 예술로서의 

문학 그리고 그 문학의 정수로서 소설을 부각시키면서 작동되었다. 두 번

째 계몽의 코드는 민족이나 국민국가라는 정치적․사회적 차원의 요소들

이 아닌 문학을 예술의 차원으로 격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 이는 첫 번째 계몽의 코드에서 권장되었던 모든 ‘건전한’ 소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로부터 비롯되었다. 새로운 것, 바람직한 것, 건전한 내

용을 권장했던 일련의 소설들은 예술이라는 프리즘에 의해 한순간에 함량

미달의 저속한 것으로 평가절하 되었던 것이다. 첫 번째 계몽이 조선의 모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두 번째 계몽은 첫 번째 계몽의 코드에 의해 

‘계몽된’ 이들이 대상이었다. 예술을 향유하는 행위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

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소설은 두 번에 

걸쳐 지위가 격상되었다. 먼저 여자나 시정잡배들이 읽었던 ‘이야기 나부

랭이’는 근대 계몽 지식인들에 의해 이념을 전파하고 국민을 만들어내는 

35) 본고에서 쓴 ‘두 번째 계몽의 코드’는 근대적 문학과 그에 따른 독자를 만들어내려는 

김동인의 기획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조선어로 쓰여진 ‘참문학’을 향유하

는 근대적 독자를 상정하고 이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은 ‘계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식민지 시기, 민족의 각성을 일깨우는 차원의 

계몽과는 다른 차원에서 쓴 용어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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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의 매개체’로, 이는 다시 인간들의 고귀한 내면과 인생의 정수를 다루

는 예술의 영역으로 진입했던 것이다. 소설이 이렇게 비약에 가까운 두 번

의 도약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소설을 읽는 주체인 독자에 대한 지식

인들의 상상력에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두 번째 인용문은 김동

인에 의해 두 번째 계몽의 코드가 작동된 사례의 예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김동인은 자신의 소설을 읽을 수 있는 혹은 읽게 될 실제 독자

를 누구로 상정했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독자층은 구( )대중 독자층과 신(新)대중 독자층, 그리고 순문학 독자층

로 나뉘었을 것이다. 수적으로는 20-3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겠

지만 1910년대로 일본어로 번역된 서양 문학과 일본 문학을 읽는 ‘순문학 

독자층’은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존재했을 것이다36). 엘리트적 독자는 

김동인이 상상했던 참문학 독자와 가장 거리가 가까운 이들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문학 독자층’이라는 실제가 ‘순문학 독자’라는 상상된 개념

과 단지 거리가 ‘가깝다’는 것뿐, 결코 둘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순문학 독자층’에게 조선인이 쓴 순수문학으

로서의 ‘조선어 소설’은 생소한 것이기 쉬웠다. 이전까지 그들이 생각하고 

실제로 접한 순수문학으로서의 소설은 모두 서양,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36) 일본 유학생이었던 김동인과 주요한과 같은 이들이 바로 순문학 독자로 볼 수 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에서는 러시아 문학 붐이 일어났고 이는 다이쇼(大正) 초기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본에 유학한 조선 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임

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사상가․반전주의자로 일본에 알려진 톨스토이로부터 이

광수가 종교적․사상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이러한 구도가 현실에서 작동했음을 보여

준다. 김윤식, 앞의 책, pp.60-61.

김동인이 일본에서 유학하던 1915년 무렵은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가 고조되던 

시기로 이러한 흐름은 보다 일반화되었을 것이다. 김동인이 1918년 일본 유학생 기관

지인 학지광(學之光)에 ｢ 說에 대한 朝鮮 사람의 思想을｣을 게재한 것은 순문학 

독자의 입장에서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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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기 때문이다. 김동인의 소설이 ‘순문학 독자층’에게 ‘참문학적 소설’

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서양과 일본의 순수소설과 동격에 위치

하거나 최소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향해야 했다.

김동인의 초기 소설이 내면 고백체 형식을 띠고 있다는 논의37)와 김동

인의 소설에 나타난 묘사법들이 일본 자연주의 작가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주장38) 그리고 김동인과 이와노 호메이(岩野泡鳴)의 묘사법 비

교39) 등은 근대 소설가로서의 김동인과 일본 근대문학과의 상관성을 잘 

보여준다. 둘의 상관성이 갖는 면면은 이후에 보다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상관성이라는 측면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김동인은 일본 유학 시 자신이 스스로 학습한 근대 소설의 

창작 방법을 활용하는 동시에 당시 ‘순문학 독자층’에게 익숙한 서양 및 

일본의 순수문학과 최대한 유사한 방식으로 소설을 씀으로써 자신이 상상

했던 ‘새로운 독자’를 실재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상된 ‘새로운 독자’를 

실재화하는 작업은 김동인에게 식민지 조선에서 자신의 소설을 ‘참문학적 

소설’로 인정받는 길이었고 문학이 예술의 한 분야로 진입하는 길을 여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순문학 독자층은 전체 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그는 순문학 독자층만이 아니라 신문 연재소설이나 

통속 소설들을 읽는 근대적 대중독자층과 나아가 구활자본 소설들을 읽는 

구( )대중 독자층까지 감안해야 했다. 세 개의 독자층은 명확하게 구분되

37) 김윤식, �김동인 연구�, 민음사, 2000.; 김지영, ｢1920년대 문학에서 고백의 성립과 

자기 인식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28집, 2005. 

38) 김학동, ｢자연주의 소설론｣, �한국근대문학연구�,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9. 

39) 강인숙, �자연주의 연구-불․일․한 삼국 대비론�,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pp.224-231.



독자 개념의 형성과 쓰기의 계  469

지 않기에 교집합의 출현은 필연적이었다. 근대적 대중독자층과 구( )대

중 독자층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김동인이 생각한 방법은 무엇일까. 

김동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문학관을 계속 설파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난 “논문보다 소설을 읽어라” 하겠소. 그것은 소설이 논문-철학이나 사회

학적-보다 귀하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을 뿐이오. (중

략) 소설 작가의 표현하려는 철학 사상, 사회학 사상이 부지불각중에 독자에

게 알게 된다 함이오. 차차 이렇게 되어 소설을 온전히 이해할 때에는 우리는 

소설-이와는 극히 천하게 보던- 의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숭엄한 것인지를 

알게 되겠소. 

치만 통속소설에서는 우리는 결코 卑코, 劣코, 汚코, 추한 것 밖에는 아무 

것도 발견치를 못하오. 거기는 독창의 閃이 없소. 사상의 烽이 없소. 사랑의 

엄이 없소. 아무것도 없소. 독자를 끌려는 비열한 아첨의 사상이 있을 뿐이오. 

이러한 저급 소설을 보아서 유익이 없소. 우리는 소설에 대한 오해의 사상을 

고치고- 즉 극유치한 통속소설에 건전한 문학적 소설로 代하고 소설과 타락

을 연상하는 사상에 소설과 문화를 연상하는 사상으로 代하여 우리 사회를 

순예술화한 사회로 만듭시다.40)

김동인이 이광수 소설의 계몽성에 대해 신경질인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평가절하 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41).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

40) 김동인, ｢ 說에 대한 朝鮮 사람의 思想을｣, �김동인 전집� 16, 조선일보사, 1988. 

이러한 김동인의 시도는 앞서 살펴 본 <창조>의 ‘남은 말’에서 보다 노골화된다.

41) 본고에서 이광수의 계몽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당시 김동인이 자신의 문학관을 

이광수와 차별시키기 위해 ‘계몽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광수의 문학론이 계몽으

로만 논의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본고에서는 <창조>를 발간할 당시의 김동인은 

이광수의 문학을 어떻게 인식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경우 이광수 문학의 

‘계몽성’에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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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는 “순예술” 소설을 읽으면 “작가의 표현하려는 철학 사상, 사회학 

사상이 부지불각중에 알게 된다”고 하면서 논문보다는 소설을 읽으라고 

말한다. 어려운 논문이 아니라 소설을 읽음으로써 철학과 사회학적 사상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근대 초기 계몽주의자들이 소설을 계

몽의 도구로 활용한 논리와 동일한 구조를 취한다. 다만 소설을 통해 전달

하려는 내용만이 달라졌을 뿐이다. 필자가 두 번째 계몽의 코드라고 언급

한 것, 즉 문학을 예술의 차원으로 격상시키려고 했던 김동인의 노력이 갖

는 함의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김동인은 문학을 예술

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조선인들에게 “참 인생을 다룬 소설”을 읽게 함으

로써 예술을 향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매우 강하게 했음을 염두에 

둔다면, 그는 또 다른 의미의 계몽주의자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인용

문의 후반부처럼 통속 소설을 공격하는 연설조의 문체가 뚜렷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김동인의 ‘계몽 기획’은 신(新)대

중 독자층과 구( )대중 독자층이 그가 말하는 ‘참문학’에 친숙해지도록 만

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리고 이 노력은 김동인에

게 조선 문학계에서 자신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다지는 데 가장 필요

한 것이기도 했다. 

Ⅴ. 독자를 상상하는 힘이 갖는 의미

근대 문학 형성기에 실제 독자와 김동인이 상상했던 독자 사이의 괴리

는 분명히 존재했다. 실제 독자는 전통적 소설 독자층과 신(新)대중 독자

층, 그리고 순문학 독자층으로 나뉘어 이들의 범주가 서로 겹치고 혼재되

어 있었고 <남은 말>에서 보듯 김동인이 상상한 독자는 매우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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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이와 함께 1920년대 초반에는 순문학 독자층의 비율이 매우 낮

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독자를 상상하는 힘’에 

주목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바로 이 상상의 힘이 새로운 

소설이 탄생하는 현실의 한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독자를 근대 계몽

의 대상 혹은 국민국가의 ‘국민’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과 음악처

럼 예술을 향유하는 근대적 개인으로 상상하는 현실 말이다.

김동인은 예술의 지위를 획득한 소설을 읽을 ‘순문학 독자’를 상상하면

서 한 편으로는 실제 독자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또한 김동인은 조선어로 소설을 쓰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각은 일본어로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쓰는 것은 

조선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고백은 조선어로서 쓰는 소설의 예

술적 성취가 결코 쉽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김동인 자신이 쓰는 소설은 바로 ‘조선인’들이 읽어야 할 것이었다. 조

선인의 정신을 문학이라는 예술을 통해 고양시키는 것, 김동인이 생각한 

소설가, 나아가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사명은 여기에 있었다. 김동인이 생

각하는 독자상에는 예술을 향유하는 보편자로서의 근대인과 조선어로 쓰

여진 근대문학을 향유하는 특수자로서의 조선인이 중첩되어 있었던 것이

다.

고백의 문체와 묘사법의 정치화는 분명 근대 소설의 특징이기는 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처음 시도된 ‘참문학적 소설’의 창작이 전적으로 창작자 

내면의 발로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물론 이후 김동인의 묘사법이 일

본 근대작가들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하지만42) 창작 초기에는 

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이와 함께 ‘순문학 

42) 박종홍, ｢�창조�소재 김동인 소설의 ‘일원묘사’ 고찰｣, �현대소설연구� 25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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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층’의 출현은 식민지 조선의 근대문학을 형성하는 구조적 요소였다는 

지적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김동인 역시 소설을 창작하기 이전까지

는 서양과 일본의 순수문학을 향유하고 예술에 관심을 가진 ‘엘리트 독자’

의 한 사람이었다. 결국 ‘순문학 독자층’의 출현은 곧 식민지 조선에서 순수

문학을 발생하게 하는 촉발제의 하나였던 것이다. 김동인은 ‘참문학적 소

설’을 읽는 ‘새로운 독자’라는 대담한 상상을 통해 ‘순문학 독자층’을 조선 

근대문학을 형성하는 기반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엘리트 독자가 순수문

학의 창작가로 변모하고 그는 다시 ‘새로운 독자’를 상상함으로써 창작이 

가능해지는 구조에 대해 주목하는 작업은 식민지 조선의 근대문학 형성기

를 설명해내는 또 하나의 방식이며, 근대문학을 형성하는 하나의 축이라 

할 수 있는 독자의 역할을 새롭게 발견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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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of concept formulation 

about reader's notion and writing 

Joo, Min-Jae

The study of 'What is imagined reader of modern writers' is necessary 

to investigate about formation process of modern literature. One of the 

effectual strategy of this study is that paying attention to the early part of 

Kim Dong-in's texts and class of readers' character. Kim Dong-in argued 

novel-writing is art form through ｢ 說에 대한 朝鮮 사람의 思想을｣ and formed 

afresh identity as novelist. New novel-writing and imagined new reader is 

identical work for him. Novel readers were authorized new role of read 'pure 

literary novel' by him for new novel-writing. He made use of methods about 

modern novel-writing in studying abroad time and wrote akin to western 

and Japanese pure novel and then he was able to substantialize 'new reader' 

of he imagined. He appreciated the work of substantializing 'new reader' 

is able to recognized his novel is pure novel and literature can be one's field 

of art. Kim Dong-in, finally get pure literature class of reader involved in 

foundation form of modern literature through a bold imagination of new reader 

reading pure novel. He was one of pure literature class of reader but he 

changed novelist. The work focused this process is another way can explain 

modern literature formativ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era. 

Key Word : new reader, identity as novel, differentiation of class of reader, pure 

literature reader, power of imagining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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