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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자본’고찰의 필요성

문학을 문학 이론이나 문학사에 한정하지 않고 인 학문과의 연 속에

서 연구하는 학제 (interdisciplinary)통섭 학문이 진행되기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 의 일이다.문학은 인간의 삶과 직결되고 인간의 삶은 결국 사회와

문화 상의 일부라 할 수 있기 때문에,문학 이외의 인문․사회과학 지식

을 통해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것은 문학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 된다.작가 역시 정치․경제․사회 인 존재이므로 이 같은 다양한

패러다임으로의 근은 작품 연구뿐만 아니라 작가 연구에 있어서도 효과

인 방법이 될 것이다.

본고 역시 한국 근 문학을 상징하는 백철(白鐵,본명 白世哲,1908-1985)의

문학 생애와 그 성과를 ‘자본’이라는 문화론의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일 이 근 문명의 세례를 받아 일본 도쿄에서 유학했던 백철이 나

맹원으로 귀국하여 카 에 가담한 후 향과 친일로 돌아섰던 그의 행 을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이론과 쟁 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나아가 문

학계라는 실천 장(場,champ)에서 평론가․문학사가․ 학교수라는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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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으로서 ‘자본’을 획득하고 문단 권력의 한 헤게모니를 쥐게 된 백철의

문학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그것은 이러한 연구가 백철 개인의 ‘자본’의 소유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이 시 사의 부침 속에서 소유하고 축 하게 된 ‘자본’의 문제까지

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특히 향과 친일의 일제 식민지시

의 문단 양상이나 좌우익 이데올로기 속에서 반목과 립으로 치달았던 분

단문단과 해방문단의 양태를 ‘자본’의 획득 과정과 연결하여 악한다면 작

품이나 작가에 한 이해뿐 아니라 한국 문단에 한 인식도 좀 더 객 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 ‘자본’의 개념과 유형과 그 주요 쟁 으로서의

‘아비투스’와 ‘구별짓기’와 ‘신뢰도’에 해 살펴볼 것이다.다음으로 백철의

문학 생애나 성과와 함께 그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크기와 규모를

악해 볼 것이다.마지막으로 백철의 행 에서 주된 논란거리가 되는 향

과 친일과 ‘웰컴!주의’의 문제를 ‘자본’의 주요 쟁 들에 비추어 논의할 것이

다.이러한 과정에서 본고는 백철과 한국 문학이 소유한 ‘자본’의 양과 질의

문제를 가늠했다는 데 그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2.‘자본’의 개념과 유형과 그 주요 쟁 들

2.1.‘자본’의 개념과 유형

‘자본(capital)’이란 기계․도구․원료 등 상품 생산에 직 으로 투여될

수 있는 수단이나 수익을 목 으로 이용되는 화폐를 가리키는 것으로,이것

은 고 주의 경제학에서 다루던 기본 개념이었다.그러나 고 주의 경제학에

서 ‘경제자본(economiccapital)’정도로만 인식되어 왔던 ‘자본’의 개념은 1980-

90년 에 들어와 문화론자나 사회학자들에 의해 더욱 확 되기 시작하 다.

이들에게 ‘자본’은 유․무형의,“어떠한 가를 기 하고 투자된 자원”1)이거

나 “객 혹은 주 구조 속에 깊이 새겨진 힘 즉 visinsita이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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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자본은 사회세계에 내재된 규칙성을 통하고 있는 원리 즉 lexinsita”2)

로까지 악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확 된 개념에 의해 ‘자본’은 ‘경제자본’‘문화자본’‘사회자본’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문화자본(culturecapital)’이란 가족(집단) 체 는 그

개별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을 의미한다.이때 ‘자본’은 가족(집단)구

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문화 ‘취향’으로 존재한다.따라서 ‘문화자본’의 소

유자는 다른 계 과의 ‘구별짓기’와 세 간 계 의 문화 재생산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된다.

가족에 의해 수되거나 교육 체계에 의해 생산되어 문화 ․ 술 가치

가 물질화된 ‘문화자본’은 다시 ‘체화된 문화자본,‘객 화된 문화자본’,‘제도

화된 문화자본’으로 나뉜다.‘체화된 문화자본’은 말투,몸짓,지식,교양,취

미,감성 등의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며,교육과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지속

으로 형성된다.‘객 화된 문화자본’은 그림,책,사 ,도구 등의 물질 형

태로 존재하고,따라서 법률 양도가 가능하다.이것은 특수한 조건에서만

‘체화된 문화자본’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한다.‘제도화된 문화자본’이란 졸업

장,자격증,시험 합격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으로,이것은 ‘학력자본’이

나 ‘인 자본’과 유사한 개념이다.

‘사회자본(socialcapital)’은 개인이 아닌 사회 계 속에서 생되는 자본

으로,그 자본의 소유자는 사회(집단,공동체)가 된다.개인은 사회 계 속

에 존재하는 신뢰와 결속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사회 연 와 유 를 창

출하여 이익을 얻는다.따라서 ‘사회자본’은 사회의 연결망(network)으로 구성

되고 신분의 호칭과 같은 형태로 제도화된다.개인이 범 한 사회

을 통해 자원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 사회 ․정치 삶에

효과 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회 연결망은 ‘사회자본’에서 가장 요한

요소가 된다.

‘상징자본(symboliccapital)’은 이들 ‘경제자본’‘문화자본’‘사회자본’의 축

1)난 린,김동윤․오소 옮김, 사회자본 ,커뮤니 이션북스,2008,3면.

2)유석춘 외 3인 공편역, 사회자본 ,그린,2003,6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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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립되는 것으로,이것은 사회 신,신망,존엄,명 ,명성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즉 권 와 명망의 재생산에 투입되는 의례와 략 등을 포

함하는 매우 유동 인 성질의 자본을 일컫는다.

이처럼 ‘자본’은 그것이 형성․실천․유통․작용되는 장에서 “가장 효과

인 권력의 유형을 생성하기 해서는 자본을 변형하게 된다.”3)따라서 ‘객

화된 문화자본’이 ‘경제자본’으로 환되기도 하고 ‘경제자본’이 ‘문화자본’이

나 ‘사회자본’으로 환되기도 한다.그리고 이들은 모두 ‘상징자본’의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2.2.‘자본’의 주요 쟁 들

‘자본’형성에서 요한 기제로 작동되는 것은 ‘아비투스’와 ‘구별짓기’와

‘신뢰도’이다.‘아비투스’와 ‘구별짓기’는 주로 ‘문화자본’의 형성에 막강한

향력을 발휘하고,‘신뢰도’는 주로 ‘사회자본’형성에 향을 미친다.

부르디외(PierreBourdieu)에 의하면 ‘아비투스(habitus)’란 “일정 방식의 행동

과 인지(認知),감지(感知)와 단의 성향체계로서 개인의 역사 속에서 개인들

에 의해서 내면화(구조화)되고 육화(肉化)되며 한 일상 실천들을 구조화

하는 양면 메카니즘”4)으로,우리말로 번역하면 ‘실천감각’정도가 된다.이

러한 ‘아비투스’는 생성 이어서 스스로 변동을 겪으면서 조건화의 객

논리를 생산하는 경향을 갖는다.

한 부르디외가 강조하는 ‘구별짓기(distinction)’는 남들로부터 자신을 구

별하여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계 분화와 계 구조를 유지하는 기본원

리 의 하나”5)이다.사회 행 자들은 자신이 행하는 ‘구별짓기’에 의해

스스로를 구별하며,이를 통해 객 계망 안에서의 자신의 치를 드러

낸다.특히 ‘취향 단’에 의해 다른 계 들을 분류하며 마찬가지로 다른 계

들에 의해 자신도 분류된다.그리고 이 ‘취향’이 다른 계 의 ‘따라잡기’에 의

3) 의 책,81면.

4)피에르 부르디 외,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상편 ,새물결,2008,13면.

5) 의 책,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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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변별력을 잃게 되면 다른 ‘구별짓기’를 해 새로운 ‘취향’을 만든다.

그러므로 ‘구별짓기’를 계 의 문화 재생산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더

구나 이 ‘구별짓기’에서의 진정한 탁월성은 자연스런 탁월성이어야 하고 무

의식 으로 체화되어 몸에 밴 것이어야 한다.

한편 ‘사회자본’에서 가장 요한 개념은 공동체 내 구성원들 간의 ‘신뢰

도(reliability)’문제이다.난 린(NanLin)에 의하면 ‘신뢰’란 “자신의 이해를 교

환할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해 것이라는 자신감과 기 ”이며,미츠탈(Misztal)

에 의하면 “‘아비투스’로서의 ‘신뢰’는 사회 안정성,우정과 같은 사회 결

집, 동을 진시킨다.”6)즉 ‘신뢰’는 하나의 집단 혹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한 동기가 되는 것으로,‘폐쇄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인맥’을 유지하면

서 정보를 취득하고 사회 연 와 결속을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3.백철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한국 ‘문단’이라는 ‘문학 생산의 장’에서 축 된 백철의 ‘문화자본’과 ‘사회

자본’의 크기와 규모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그것은 ‘경제자본’이 허약했던

백철이 일본 유학생이라는 막강한 권 의 ‘학력자본’즉 ‘제도화된 문화자본’

을 바탕으로 ‘사회자본’을 형성하 기 때문이었다.백철이 ‘사회자본’을 손쉽

게 형성할 수 있었던 무 는 바로 ‘문단’이었다.그는 식민지문단에서는

리즘 평론가로서 ‘사회자본’의 획득을 모색하 고,해방문단에서는 문학사가

로서 ‘사회자본’을 형성하 으며,분단문단에서는 학교수로 변신하여 축

된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 다.

이처럼 백철이 소유한 ‘자본’의 유형과 크기와 규모를 그의 연 기 문학

생애를 통하여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6)난 린,앞의 책,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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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소부르주아 계 과 ‘체화된 문화자본’

1908년 평북 의주군 비 면에서 소지주 던 아버지 백무근(白茂根)과 어머

니 조근화(趙根嬅)의 3남1녀 차남으로 태어난 백철의 출신계 은 소부르주

아의 간계 에 속한다.그러나 백철의 가세는 소지주가 경제 으로 몰락

하고 있던 당시의 시 상황 속에서 소작조( 作租)로 지내는 생활이 균형을

잃어 그리 지 못한 형편이었다.즉 백철의 ‘경제자본’의 수치는 비교

낮은 편이었다.

한 백철이 가정의 ‘부모’로부터 ‘체화된 문화자본’역시 ‘경제자본’만큼이

나 빈약한 것이었다.소지주라고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간질병자이며 도박

꾼이었고 어머니는 재취로 백씨 가문에 들어왔다고 하니,7)‘부모’는 백씨 가

문의 추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이러한 사실은 먼 백철의 결혼에

서 확인할 수 있다.백철은 부모님의 동의 없이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인

생의 가장 큰 사인 결혼식에 부모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후로 세 차례 치

른 백철의 결혼식도 마찬가지이다.)은 ‘부모’의 향력 부재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한 백철은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에도 부모님을 뵙지 않았고,카

검거사건으로 복역을 마친 후에도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고 서울

로 직행하 다.이로 미루어 보아 백씨 가문에서 가부장의 권 는 상당히 실

추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골 벽지의 백철에게 ‘체화된 문화자본’은 그나마 어머니를 통해 형성될

수 있었다.“만일 내게다가 문학을 하게 된 맨처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경건한 信仰心과 그의 愛誦詩들의 향이었다고

답할 것이다.”8)라고 회상했을 정도로,성실한 천도교(동학)신도 던 백철

의 어머니는 어린 백철에게 시문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다.따라서 어머니로

부터 언문을 깨친 백철의 문화 환경은 사랑방에서 고 기소설을 읽는

마을사람들의 모임과 서당에서의 한문 공부를 통해 형성되는 정도에 불과한

7)백 철, 문학자서 －진리와 실 1 ,박 사,1975,46-80면.

8) 의 책,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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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그러나 근 사상에 일 을 뜬 ‘맏형’으로부터 ‘체화된 문화자본’은 백

철에게는 실로 상당한 것이었다.소지주 계 이며 천도교도 던 백씨 가문의

실질 인 가장은 장남 한빛 백세명(白世明)으로,그는 당시 마을의 유일한 서

울 유학생(경성 법과양성소)이었고 평북 정산마을의 3․1만세 지도자 으며 천

도교 간부로 후에까지 크게 활약했던 사람이었다.백세명은 “새 시 새 교

육에 을 뜨게 한 개인 인 길잡이”9)로서 백철에게 새 학문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백철의 역사 ․사회 인식에 막 한 향을 끼친 사람이었다.

3.2.일본 유학과 ‘제도화된 문화자본’

서당에 다니며 한문 공부만 하고 있던 11살의 백철은 1921년 사립 입성소

학교 4학년(당시의 졸업반)으로 입학했다가 신의주보통학교 6학년으로 곧바로

편입한다.그 후 신의주고보(공립고등보통학교)에서 수학하던 백철은 졸업 시

수석 졸업생이면서 동경고등사범학교 합격생이 된다.즉 동경고사(東京高師,

재 쯔쿠바 학)는 등교원 양성을 목 으로 설립된 4년제 립 최고 교육

기 이다.당시 교사는 일본에서도 입신출세가 보장된 문직이었고 따라서

명문 동경고사 합격은 식민지 조선인에게 하나의 사회 사건이 된다.이에

 동아일보 는 신의주고보 수석졸업자 백세철의 동경고사 합격을 사진과 함

께 보도한다.

1927년 동경고사 문과 제3부 어 공을 해 도쿄로 건 간 백철은 제

국 일본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학술기 이었던 동경고사에서 세계 으로

이름난 권 있는 일본 교수들을 만나게 된다.그러나 그는 학교 공부를 거

의 포기하고 당시를 휩쓴 데카당한 풍조와 마르크스 사조에 경도된다.그것

은 국가 이념을 교수해야 하는 보수 인 동경고사 이데올로기에 한 조

선인 학생이 갖는 반항 의식이었다.더구나 천도교 장학 으로 공부하는 사

비생(私備生)백철은 비생(官費生)과는 달리 교육 기 에서 종사할 의무로부

9) 의 책,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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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따라서 백철은 당시 반제 투쟁을 목표로 한 마르크

스주의라는 사회 ․사상 풍조에 쉽게 경도되었다.

이 도쿄 유학 5년 반 동안 백철은 ‘백철’이란 필명으로 일본 롤 타리아

문단에서 활동하게 된다.그는 ｢우박이 내리던 날｣｢ 이여｣등을 발표하여

시 문지  지상낙원  동인이 됨으로써 일본 문단에 데뷔한다.그러나 그

원 인 분 기 때문에 곧 탈퇴하고 좌익계 문학도와 함께 동인지  붉은

깃발 으로 를 발간한다.분산된 동인지들을 통합한 NAPF(일본 롤 타리아

술동맹)의 시 문지  시인 에 시 ｢나는 알았다,삐라의 의미를｣｢알았

으면 일어나라｣｢9월 1일｣과 평론 ｢유물변증법 이해와 시창작｣을 발표하

면서  시인 의 주도 인 치를 차지한다.

그 후  롤 타리아 에 발표한 ｢다시 기하라｣가 평 을 얻어 나

앙회의 추천을 받게 되자,1931년 백철은 정식으로 나 맹원이 된다.그러

나 그는 곧 시인으로서의 한계를 깨닫고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평론가로

서 활동하게 된다.그리고 나 를 넘어선 리즘 속의 일본 본토 문학,동

인지 성격을 넘어선 본격 인 일본 문학계로의 진출을 꿈꾼다.그러나 백

철은 신인작품(평론) 상에 응모하여 낙선함으로써 일본 문단의 진출이 불

가능함을 깨닫고,1931년 조선 문단의 진출을 꿈꾸며 귀국하게 된다.

이처럼 신교육 제도의 세례를 받고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한 백철의 ‘제

도화된 문화자본’즉 ‘학력자본’은 아주 막강한 것이었다.당시의 신교육이란

특히 일본 유학이란 곧 입신출세의 지름길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3.3.문단과 ‘사회자본’

3.3.1.식민지문단의 리즘평론가로서의 ‘사회자본’

제1차 카 검거사건이 있던 1931년,동경고사 졸업생이자 나 맹원이었

던 백철은 개벽사의  혜성  기자가 되어 귀국하여 식민지문단에서 리즘

평론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다.귀국 직후 카 앙 원으로 활동하던 백철

은 1931년 국내의 센세이셔 한 문학 쟁 을 악하여,제1차 카 검거사

건으로 숨죽이고 있던 국내 좌익문단에 던질 수 있는 돌 구로 ‘농민문학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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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고 나온다.즉 그의 국내 데뷔 논문인 ｢농민문학문제｣는 ‘농민문학=

롤 타리아문학’이라고 본 안함 의 ‘농민문학론’을 비 한 것으로,백철은

농민이 소부르주아라는 에서 롤 타리아와는 그 의식층이 다르다는

을 내세워 ‘농민문학=동맹자문학’임을 주장하 다.

나아가 백철은 1932년에 평론 ｢창작방법문제－계 분석과 시의 창작문

제｣를 통해 카 문학을 통렬하게 비 한다.일본의 나 맹원이며 카 앙

원인 백철은  카 시인집 을 비롯하여 임화의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

까지 모조리 ‘함량 미달’이라고 비 하 다.이 카 비 에서부터 일탈 행

를 시작하여,백철은 마침내 향에 이르게 된다.

백철의 향 선언은 1934년의 제2차 카 검거사건에서 비롯되었다.이 2차

검거사건에 연루되어 1년 반 동안 백철은 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이때 쓴

옥 기가 1935년 출감 다음날  동아일보 에 발표되는데,그것이 바로 ｢비애

의 성사(城 )－출감소감｣이었다.백철이 그의 향을 공식 표명했던 것이다.

1936년 백철은 1년 반의 수감 생활로 사라진 명성을 만회하기 해 휴머

니즘을 외침으로써 리즘의 한복 에 다시 서게 된다.그는 ｢과학 태도

와 결별하는 나의 비평 체계｣로 종래의 휴머니즘론의 개성과 정열을 재천명

한다.물론 백철의 향은 이미 1933년 ｢인간묘사시 ｣를 계기로 시작되었

다.당시 롤 타리아문학의 도식 측면을 비 하여 이데올로기나 계 투

쟁의 도구로서의 문학론이 아니라 인간 탐구를 본령으로 하는 문학론을 펼

침으로써 백철은 카 노선에서의 한 번의 일탈 행 를 보인 바 있었다.

그리하여 1937년 백철은 ‘인간묘사→인간탐구→휴머니즘’로 나가야 한다며

｢웰컴!휴머니즘｣을 주장하게 된다.백철은 휴머니즘이 탈이데올로기 시 의

새로운 리즘의 감각이라고 믿었고,이로써 주사건 이후 다시 리즘

한가운데에 서게 된다.

1937년 일 쟁이 발발하고 1938년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을 결의하자,사

상계와 문단은 소 형기(轉形期)를 맞이하여 재편성된다.백철은 ｢시

우연성의 수리(受理)론｣을 들고 ‘신체제론’에 동조하기에 이른다. 일 쟁이라

는 시 우연성의 출 에 지식인 문인들은 거부하든가 수리하는 길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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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되었는데,백철은 후자에 서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일 쟁과 국가 총동

원령 그리고 동아공 권론은 어쩔 수 없는 상이기에 이를 ‘사실’로 받아

들이고 ‘수리’해야 한다고 민첩하게 그리고 극 으로 주장하 던 것이다.

이러한 본격 인 ‘향론(轉向論)’은 곧바로 ‘조선문인보국회’에 가입한 백

철의 친일 행 로 이어진다.백철이 매일신보사의 일어주간지  국민신보 에

입사한 것은 1939년,조선어로 된 유일한 신문이자 총독부 기 지인  매일신

보  학 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1941년이었다.1940년 백철은 기자의 자

격으로 일본식 기원 이천육백 년 기념으로 천황이 임석하는 특별 함식에

참가하고,그 여행기 ｢천황폐하어친열 특별 함식배 근기｣를 발표한다.10)

한 시라야 세이데쓰[白失世哲]로 개명한 백철은 1943년 북경 특 원행이자

지국장행을 자원하여 ‘일본 기자 구락부’에 가입한다.이로 인해 매일신보 북

경 지사장인 백철은 실상 ‘조선사설총 사’라는 특권을 리게 된다.그리하

여 그는 일본기자단으로 국 지 선을 종군하고 기자 신분을 이용해서

범 한 국 역을 답사한다.더구나 백철은 북경에서 국․일본․조선

의 여러 문인, 술인과의 만남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처럼 식민지문단에서 카 문인이었던 백철이 향과 친일을 선택하면

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리즘을 무 로 한 장 비평이었다.그는

평단에서 우뚝 서기 해 소련 문학이나 일본 문단을 주시하면서,세계사

최신 정보를 자기 것으로 이용하 다.이러한 정세 단의 민첩성,탁월한

리즘 능력으로 리즘비평가로서의 백철은 막강한 ‘사회자본’을 획

득할 수 있었다.

3.3.2.해방문단의 문학사가로서의 ‘사회자본’

8․15해방과 함께 ‘조선문인보국회’가 간 을 내리고 임화를 심으로

‘조선문학건설본부’ 비 원회가 발족되자,백철은 임화에 의해 그 서기장으

10)백철은 그의 자서 에서 이 일에 해서는 어떤 변명도 포기하고 “내 자신의

오 ”,“내 생애의 한 恥部로서,가릴 수 없는 흠집”이라는 말로 표 해 놓았

다.(백철, 문학자서 －속 진리와 실 ,박 사,1976,47-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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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명이 된다.그러나 백철은 이 스런 자리를 스스로 물리치는데,그

것은 과거 친일 행 에 한 ‘자기 비 ’이라는 이유에서 다.11)

신에 매일신보사에서 물러난 백철은 1946년  조 를 진지 삼아 문단을

향해 반격을 시도한다.좌담회 ｢건국과 지식계 ｣에서 임화를 겨냥해 문학

과 정치의 련성을 논의하면서 ｢정치와 문학의 우정에 하여｣를 싣는다.

그는 정치와 문학의 우정 계란 정치 우 가 아니라 ‘정치=문학 동격론’이

라고 하면서,정치우 론의 임화 노선과는 일정한 선을 는 제3노선임을 분

명히 하 다.

해방과 함께 ‘매일신보사’가 유명무실해지자 백철은 그동안 고수해 왔던

‘문학은 리즘’이라는 인식의 틀을 무 뜨리고 문학사가로서의 변신을 꾀

한다.1947년 우리말로 된 최 의 문학개론서인  문학개론 과 1948년 우리나

라 최 의 신문학사인  조선신문학사조사 를 간행하여 문학사가로서의 새로

운 입지를 굳히게 된다.

더구나 백철은 좌우익 이데올로기 립으로 문단 양극화 상이 나타난 해

방문단에서 간 노선을 표방한다.임화의 ‘조선문학가동맹’과 ‘국문필가

회’가 발족된 후,1949년 박종화를 회장으로 한 김동리,조연 등의 ‘한국

문학가 회’가 우익 진 에 의해 결성되자 백철은 스스로를 간 로 자처하

면서 염상섭,계용묵,황순원을 포함한 자신을 ‘신 실주의 ’라고 명명하 다.

이처럼 해방과 함께 총독부 기 지  매일신보 의 특 원이자 지사장으로

서 쌓아 놓은 ‘사회자본’이 해체의 기를 맞게 되자,백철은 과거 친일 행

에 한 재빠른 ‘자기 비 ’과 함께 문학 변신을 모색하면서 오히려 더욱

막강한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된다.그것은 격동의 해방 정국과 함께 좌우익

이데올로기 립으로 양분되었던 해방문단에서 간 노선이라는 제3노선을

표방함으로써 가능하 다. 한 국문학계의 선두주자이면서 아카데미비평의

황무지를 일군 문학사가가 됨으로써 백철의 ‘사회자본’은 더욱 확고해진다.

11)이 문학사 장면은 백철이 후에 세 번이나 회고해 놓을 정도로 백철 자존심의

근거가 되었다고 한다.(김윤식, 백철 연구 ,소명출 ,2008,4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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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분단문단의 학교수로서의 ‘사회자본’

1946년 백철은 경성여자사범 학(서울사범 학)의 문과 교수로 취임한다.

그러나 미군정이 ‘국립서울종합 학안’을 발표하자 반 성명을 발표하고 동

맹휴학을 주도하던 학생들이 이를 말리는 교수에게 미제국주의의 주구라고

반발한 사건으로 그의 어교수 생활은 단 일 년으로 끝이 난다.

그러나 백철은  문학개론 과  조선신문학사조사  술로 1949년 동국

국문학교수로 빙되어 학 강단에서 문학개론과 신문학사를 강의하게 된

다. 문학 교수에서 국문학 교수가 되었고, 리즘비평가로부터 문학사가,

문학이론가로서의 ‘신분상승’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 백철은 국학 학에도

출강하면서 아카데미즘에서의 그의 치는 더욱 굳건해진다.

그러나 1950년 6․25가 발발하자 백철은 시 속에서 조된 ‘문학가동맹’

에 가입하여 다시 시류를 타게 된다.월북하 다가 서울에 들어온 임화는 김

남천과 함께 ‘문련’(문화인 총연맹)을 맡았고,그 산하에 바로 ‘문학가동맹’이

있었다.1951년 서울이 재침된 1․4후퇴 당시 백철은 ‘문학가동맹’신분증으

로 인민군 치하 서울에서 3개월을 견딘 이른바 비도강(非渡江) 다.그 후

백철은 장모의 연고지인 경기도 장안면 사랑리에서 1년간의 피난살이를 하

면서,호구지책의 박함과 문단 문학에 한 갈증으로 1951년 시연합

학이 문을 연 임시 수도 부산으로 내려가 집 강의를 하고 다시 사랑리

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 다.

1953년 휴 정으로 1954년 신학기부터는 부분의 학이 피난지에서

서울로 돌아와 폐허 속에서 문을 연다.동국 학에 있던 백철은 1955년 앙

학 문과 학 ‘학장’으로 옮겨 한 번의 ‘신분상승’을 이룬다.그리고 1957

년 미국무성의 청으로 교환교수가 되어 도미하여,1959년 웰 과 워 의

공 인  문학의 이론(Theory ofLiterature) 을 번역하고 뉴크리티시즘(new

criticism)의 선두주자가 된다.

이처럼 분단문단 시 는 백철이 학교수로서 자리를 잡고 그동안 형성한

‘사회자본’을 축 하고 유지하기 해 분투한 시기 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백철의 ‘사회자본’형성에 효과를 보 던 것은 리즘과의 거리를 둔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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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로서의 문학 변신이 낳은 ‘객 화된 문화자본’이었다.

3.4. 문학개론   조선신문학사조사   문학의이론 과‘객 화된문화자본’

1947년 동방문화사에서 출 된 백철의  문학개론 은 우리말로 된 최 의

문학개론서 다.혼마 히사오(本間久雄)의  문학개론 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

라고 추정되는 이 입문서는 교재용 서가 무한 당 의 문학 실 속에서

집필되었다는 과,문학의 본질을 특정 시 ,특정 민족,특정 국가를 월

한 자리에 놓았다는 에서 독창성 여부를 떠나 의의가 있는 책이었다.이로

인해 백철은 리즘 평론가에서 아카데믹한 평론가로 비약하게 된다.

나아가 백철의 기념비 작은 1948년에 출간한  조선신문학사조사 로

이어진다. 란데스(Brandes)의  19세기 문 사조사 의 향으로  조선신문학

사조사  상권이 ‘수선사’에서,1949년에 하권이 ‘백양당’에서 나오게 된 것이

다.당시 ‘신문학사’란 학에서 다룰 만한 학문 성격이 미달된 일천한 상

태에 있었다.이러한 상태의 ‘신문학사’연구에서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 

는 고 문학 심이었던 ‘국어국문학과’가 국어학,고 문학, 문학이라는

3분야 제도를 확립하는 등의 학문 과학성을 확보하도록 해 주었다. 한

이  조선신문학사조사 는 체험 주의 자료 제시를 주안 으로 삼았기에,

‘한국근 문학 집’을 갖지 못한 독서계에 큰 장을 던질 수 있었다.특히

반공이 국시 던 시 에 월북작가의 작품을 부분 으로나마 소개받을 수 있

었다는 은 이 책이 지닌 큰 장 이었다.

한 1959년 백철은 웰 ․워 의  문학의 이론 을 앙 문과 교수인

김병철과의 공동 번역으로 출간하게 된다.그것은 앙 학으로 옮긴 백철이

1957년 교환교수의 자격으로 도미하 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이 미국무

성 청 미국 방문으로,백철은 ‘미국비평= 학비평=뉴크리티시즘(신비평)’

의 도식이 성립되어 있던 미국에서 일 년 동안 유명 학을 방문하며 세계

인 권 의 인문학 교수들을 만나게 된다.미국 비평계를 실제 체험하고

자와 담하면서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었기에  문학의 이론 은 당연히

인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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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해방문단과 분단문단의 시 난국 속에서 백철은  문학개론 ,

 조선신문학사조사 , 문학의 이론 을 술하여 막강한 ‘객 화된 문화자본’

을 획득하 다.일반 으로 ‘객 화된 문화자본’은 유산의 형태로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경우가 허다하지만,백철이 소유한 ‘객 화된 문화자본’은 그 자신

이 직 생산하여 소유하게 된 것이었다.따라서 일신의 안녕을 해 가장

효과 인 보상을 해 것도 바로 이 ‘객 화된 문화자본’이었다. 문학개론 ,

 조선신문학사조사 , 문학의 이론 은 학교수로서 형성해 놓은 백철의 ‘사

회자본’을 오래도록 축 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4.백철의 ‘상징자본’과 그 기제들

백철은 이후 문학계와 술계의 권력자로 활동하는 동안 서울시문화상

과 술원상을 수상하고 1972년에는 정부로부터 공로훈장 모란장을 받는

다.1985년 향년 77세로 타계한 백철의 장례식은 펜클럽이 주 하고 앙

가 후원하는 문인장으로 문 진흥원 장에서 치러졌는데,이 같은 사

회 권 와 평가는 학교수 백철의 명성과 평 에 하는 ‘상징자본’의

결과 다.

물론 백철이 이러한 ‘상징자본’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비투스’덕분이었다.즉 공명심,출세주의,신분 상승을 향한 백철의 ‘아비

투스’가 ‘문화자본’‘사회자본’‘상징자본’획득의 강력한 기제로 작동했기 때

문이었다. 한 백철은 ‘문화자본’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해서는 ‘구별짓기’

를,‘사회자본’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해서는 ‘신뢰도’를 강력한 기제로 작동

시켰다.

이처럼 백철이 소유하게 된 ‘상징자본’의 기제들을 그의 문학 생애와 개

인사를 토 로 하여 좀 더 구체 으로 확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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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처세 ․기회주의 ‘아비투스’와 그 형성 요인

일제 식민지문단을 거쳐 분단문단과 해방문단을 지나는 과정에서 민족주

의와 제국주의,좌우익 이데올로기 속에서 취한 양면 이고 제3자 인 시류

민첩함은 사회 명성과 신분 상승을 한 백철의 처세술,기회주의,시

류 편승주의,시 추수주의로 일컬어진다.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 나는 었을 때 무척 리즘의 인기 같은 것에 처

세 인 신경을 쓴 일종의 기회주의자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좋게 말

해서 기회를 포착하는 데 민감한 것 같은.

말하자면 천박한 인생론 같은 것인데,사람에겐 살아가는 데 몇 번의 기회

가 있는 법.그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첩하게 붙잡는 일이 무엇보다

도 필요하다는 약삭빠른 생각을 한 것인데,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때마다

리즘을 타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12)

(* 의 은 인용자가 그은 것이고,뒤의 인용문도 마찬가지임.)

‘자본’의 에서는 백철이 인정한 “처세 ”이고 “기회주의” 인 성격,

즉 “민첩하”고 “약삭빠”르고 “천박한” 합 태도를 처세 ․기회주의

‘아비투스’로 볼 수 있다.훗날 “ 어도 문학은 그 시 실의 外的 條件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편승 인 문학 이 변한 것이 아니었다.”13)라고 밝힌

그의 말은,이 “편승 인 문학 ”이 그의 생애를 통해 일 성 있게 지속

된 ‘심리 성향’,‘실천 감각’,‘습 ’의 ‘아비투스’임을 알려 다.따라서 김

윤식이 “웰컴!주의”14)라고 비 한 백철의 ‘아비투스’의 형성 요인을 확인하

는 것은 백철의 비평 행로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된다.

백철의 처세 ․기회주의 ‘아비투스’의 형성 요인으로는 첫째,천도교

가문을 들 수 있다.김윤식이 악한 로,15)천도교 집안에서 어린 시 을

보낸 백철에게는 조선 인 종교의 이데올로기요 그 뿌리인 천도교가 백철

12)백 철,｢인간탐구의 문학｣, 사해공론 ,1936.6.,290-291면.

13)백 철,｢문학자서 －진리와 실 1｣,앞의 책,355면.

14)김윤식,앞의 책,4면.

15) 의 책,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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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을 지배하는 제1원리가 되었기 때문이다.16)즉 백철의 처세 이 성이

란 천도교가 가진 양면성에서 기인하는데,그것은 서양 사상에 맞서기 해

창출된 민족주의 토착 종교인 천도교가 인내천(人乃天)의 평등 원칙에 입

각하여 바로 그 서양의 근 사상을 수용했기 때문이었다.3․1운동의 주역

세력이 천도교 지만,천도교의 장학 으로 자녀들을 일본에 유학시키고 동

경에 ‘종리원(宗理院)’을 설치하면서 포교를 해 일본과의 계를 유지했던

,천도교도 김오성 등이 주도한 ‘청우당(靑友黨)’이 북한에서 공산당 다음의

제2정당이 될 정도로 외래 사상인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었던 등은 모두

천도교가 수용한 서양 근 사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경재는 “한 인간의 심층이 그 게 쉽게 변할 수 없다는 것이 상

식이라면,백철에게 있어 변하지 않는 원질에 해당하는 것은 천도교”17)라는

제 하에 천도교와 백철 비평의 계 양상을 살핀 바 있다.그는 인간묘사

론에 이어 휴머니즘론을 제기한 백철 비평의 근 에 동학의 제일원리인 ‘人

乃天’사상,즉 인간 심 세계 이 놓여 있다는 ,개성과 보편성을 강조

한 백철 비평의 입장이 천도교의 ‘同歸一體’의 원리,즉 인간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한울님의 진리로 돌아가 보편 속에 녹아드는 동귀일체의 문학

용이라는 ,백철 비평의 특징으로 악되는 문학과 정치의 우정 계가

16)일본 유학시 에 백철은 천도교 청년당 동경당부 술 원회 책임자로 선임되었

고,‘인내천연구회’결성하여 그 창립 멤버로 술 부문을 담당하면서 편집 원으

로 활동한다. 한 청년운동에도 심을 갖고 ‘사월회(四月 )를 조직한다.그리고

그는 청년운동은 문화운동에 머물지 말고 정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다고 주장

한다.이러한 천도교 활동은 일본 유학시 그의 문학 활동에 많은 향을 다.

즉 그는 천도교의 골자인 ‘인내천(人乃天)’사상을 기 로 하여 식민지 조선인의

고통과 애환을,그리고 민 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작품 속에 투 시킨다.

일본에서 귀국한 백철은  개벽사 에 입사하여 기자로 활약하는 동시에 청년당

에서도 활동을 한다.그는 청년당의 문학을 포함하고 있는 술분야에서 ‘천도교

술은 우리 당의 무기다’라고 역설하면서 ‘천도교 술의 화’이론을 개한

다.(“성주 의동학인물이야기”,동학정보센터,<http://www.donghakinfo.com>참조.)

17)이경재,｢백철 비평과 천도교 련양상 연구｣,신민범, 종교철학논문선집  223,

열린문화사,2008,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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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지 않는 천도교의 ‘敎政雙全’의 교리와 일치한다는 을

들어,“백철의 비평이 실 추수의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간 그만의 내 인

특수성”18)을 천도교에서 찾았다.

이처럼 백철의 삶에 깊게 들어온 천도교의 이 성은 백철을 자유주의자도

공산주의도 아닌 제3노선으로 이끈 가장 강력한 ‘아비투스’요,‘체화된 문화

자본’의 기반이 되었다.백철이 “일본 로文學에 참여하고 있었던 만큼 천도

교회에 드나드는 것이 二律背反의 짓을 하는 것 같은 석연치 못한 심정을

느끼면서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천도교의 견간부 世明 형의 향 속에 자

라 온 때문이어선지 큰 모순을 느끼지 않고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

라는 별개의 행동으로써 합리화하고 있었다.”19)라고 밝혔듯이,천도교가 지

닌 이 성 즉 제3자 경계인의 성격은 곧 백철의 기질을 이루고 그의

생애를 통하는 삶의 균형 감각이 되었던 것이다.

백철의 ‘아비투스’형성의 둘째 요인은 신의주라는 출생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것은 출생지 역시 가문이나 출신 계 못지않게 ‘체화된 문화자본’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국경도시 신의주라는 지정학 배경

도 백철에게는 ‘체화된 문화자본’이 될 수 있었다.그것은 국경 지 와 맞물

려 압록강 철교로 표상되는 신의주가 당시 문명 개화라는 근 지향성의 표

상을 띤 도시 기 때문이다.

백철 ‘아비투스’형성의 세 번째 요인은 그의 네 차례의 결혼과 한 차례의

이혼 경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20)그런데 이러한 결혼과 이혼,재혼 경력은

18) 의 논문,395면.

19)백 철,｢문학자서 －진리와 실 1｣,앞의 책,168면.

20)백철은 1926년 신의주고보 졸업반 때 신식 여학생인데다가 지참 200석의 부

잣집 딸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보고 1930년 서울 숙명여고 4학년이던 장신도

(호 명은 장신숙)와 결혼한다.그리고 1931년에 백철은 일방 으로 이혼을 선

언하게 되는데,이것은 잡지사  신여성 에서 주학생사건 때 조선의 ‘잔 다르

크’라고 불린 여류작가 송계월과의 연애로 말미암은 것이었다.송계월은 모더니

티를 갖춘 미녀라는 ,여성운동가라는 에서 백철이 열정을 쏟은 상이었지

만,이 염문설로 폐를 앓던 송계월은 휴양 차 낙향하고 이듬해 폐결핵으로 생애

를 마친다.이혼 후 1938년에 백철은 원산 생여고를 나온 김경채와 결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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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여성 편력과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여성 편력은 보통 여성

개인과의 사 계에 국한되고 일시 인 스캔들에 머무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사회제도로서의 결혼은 자식,처가와의 가족 계 속에서 지속 인

가부장 책임을 부여하는 법 ․물리 ․심리 장치로 작용한다.따라서

여성 편력과는 달리 결혼은 가정이라는 법 ․윤리 테두리 안에서 그 제

도의 경계 허물기가 쉽지 않게 된다.그러나 백철은 한 차례의 이혼과 세 차

례의 재혼을 통해 이러한 경계를 쉽게 넘나들 수 있었다.경계를 넘나드는

이러한 기제는 이미 형성되어 있던 백철의 ‘아비투스’와 쉽게 융화될 수 있

었고,이후 향과 친일을 어렵지 않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더욱 막강한 백철

의 ‘사회자본’형성에 일조하게 되었다.

이 듯 근 를 지향하는 천도교라는 정신 출생지와 국경도시 신의주라

는 지형학 출생지는 성장기에 ‘체화된 문화자본’으로서 백철의 ‘아비투스’

를 형성하여,마침내 엄청난 ‘학력자본’‘제도화된 문화자본’을 획득할 수 있

게 해 주었다.그러나 성장기에 형성된 ‘아비투스’와 달리 성인으로서의 ‘심

미 성향’,사회인으로서의 ‘실천 감각’으로 작동한 결혼 경력은 다른 백

철의 ‘아비투스’형성 요인이었다.

4.2.‘아비투스’의 용으로서의 향과 친일과 월남

소부르주아의 출생 계 신분을 가진 백철의 처세 ․기회주의 ‘아비투

스’는 ‘지배계 ’의 문화에 통합되기 해 투쟁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면

서,어떠한 시 역조건 속에서도 공명심과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강력

한 조정 기제가 된다.따라서 식민지시 의 지식인으로서 민족과 역사에

한 책임 의식을 등진 백철이 신 선택한 향과 친일과 월남의 행보는 공

명과 출세를 한 그의 체화된 ‘아비투스’가 용된 극 ․실천 행 양

만,그 재혼에서 아기와 산모를 함께 잃는다.1940년 원산 루시여고를 나온 기

독교인 한시 과의 삼혼에서는 아기만 살리고 산모를 잃는다.1941년 백철은 그

의 나이 34살에 편모슬하의 무남독녀인 19살 최정숙과 네 번째 결혼을 하여 혼

소생 아들과 삼혼 소생의 딸,사혼 소생 5남매를 합쳐 모두 7남매를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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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백철의 처세 ․기회주의 ‘아비투스’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카 향에서 다.물론 백철이 카 에 가입한 것도 바로 이러한 ‘아비투스’

덕분이었다.즉 “카 에라도 가입치 않으면 문사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독자들로부터 환 받지 못할 것을 알고 소 ‘공명심’에 끌려 가입하 던 것

이다.”21)백철의 향 역시 그의 공명심과 등가를 이루었다.따라서 카 제

2차 검거사건으로 주형무소에서 복역한 그는 출감 다음날 옥 기 ｢비애의

성사｣를  동아일보 에 발표함으로써 향을 공식 선언하기에 이른다.

문학인이 과거와 같은 의미에서 정치주의를 버리고 맑스주의자의 태도를 포

기하는 것은 비난할 것이 아니라 문학을 하여 도리어 크게 찬하(攢賀)해야

할 상이라고 나는 구 앞에서도 공연히 선언하고 싶다.22)

백철의 이 같은 선언은 식민지문단에서의 단순한 문단 시류타기를 넘어

일본제국주의가 선도하는 시 형기에서 공명심과 출세의 신분 상승을

한 시 추수 인 선택이었다.따라서 향 후 백철의 행보는 자연스럽게

친일 행 로 이어지게 된다.즉 일본 나 맹원이었고 카 의 심멤버 던

백철이 일본제국주의의 지배 논리에 순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조

선총독부 기 지인 매일신보사에서의 굳건한 치 다.지식인으로서 친일

행 는 역사나 민족을 도외시한 이기 인 행태 지만,백철은 신체제론에 복

무했던 이 식민지문단 기간 동안 리즘평론가로서의 입지와 상을 보장

받았고 곧 ‘사회자본’을 모색할 수 있었다.

내가 문학가동맹에 든 것은 문학 문화의 자유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는 그

무서운 암흑 정책 속에서 문학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문학을 하려고 해서가 아

니며 그 문학단체에 참가함으로써 최소한도로라도 괴뢰정권에 력할 결과

를 상 않은 것도 아니지만 결국은 사는 문제가 주가 된 것이다.처세상 할

수 없는 일이다!이런 약한 자기변명을 억지로 합리화하면서 나는 김일성과

21)김윤식,앞의 책,224면.

22)백 철,“비애의 성사”,동아일보,193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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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의 사진을 선두로 한 붉은 문화단체의 행진에 참렬한 것이다.내가 문학

가동맹에 든 것은 7월 5일인가 6일인가의 일이다.23)

1950년 6․25발발로 백철의 처세 ․기회주의 ‘아비투스’는 한 번

그 힘을 발휘한다.해방문단에서 문학종속 정치우 의 임화류와 거리두기를

꾀했던 백철은 6․25와 함께 다시 “문학가동맹”에 가입함으로써 “김일성과

스탈린의 사진을 선두로 한”정치우 의 문단에 합류하게 된다.즉 그가 “문

학가동맹에 든 것은”처세상 선택한 결과 다.이처럼 그가 선택한 임화노선

으로 말미암아 백철은 험난했던 “ 화삼삭”동안 일신상의 안녕을 꾀할 수

가 있었다.백철과 임화 등과는 우정을 바탕으로 한 인간 친분,인격

계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임화와의 우정에도 불구하고,임화노선의 작가들이 월북을 선택했을

때 백철은 월북하지 않고 서울에 남았다.한때 카 의 거장이었고 시 상황에

서 ‘문학가동맹’에 가담했던 백철은 구보다도 먼 월북을 선택할 수 있는 조

건을 갖고 있었다.그의 고향이 이북의 의주 다는 ,고향에 부모 형제가 생

존해 있었다는 ,천도교도이자 마르크스주의자 김오성 등이 주도한 ‘청우당

(靑友黨)’이 공산당과 더불어 북한 정치 심부에 놓여 있었던 ,형 백세명이

그 천도교 간부 다는 등이 바로 그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도 백철은 월북

을 택하지 않고 월남한 이산가족으로 실향민이 되어 서울에 남았던 것이다.

백철이 월북하지 않은 이유 역시 ‘아비투스’와 ‘자본’의 에서 해석할

수 있다.6․25직 해방문단의 혼란기는 오히려 백철에게는 안정 인 기간

이었다. 학 교수로서의 , 문학개론 과  조선신문학사조사 의 인세,문

단의 고료 등으로 그의 ‘경제자본’의 기반은 이미 탄탄해져 그는 가정 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한 백철의 교수직은 그의 술들과 맞물려 그

로 하여 확고한 사회 신분과 지 를 보장하 다. 학교수와 문단

리즘비평가로서의 해방문단에서 안정감을 찾았던 백철에게는 굳이 월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23)오제도 외, 화삼삭구인집 ,국제보도연맹,1951,2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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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구별짓기’로서의 문단 간 노선과 아카데미 비평

‘문화자본’을 획득하기 한 백철의 ‘구별짓기’역시 체화된 ‘아비투스’에서

나온 것으로 백철 자존심의 근거가 되었다.물론 백철의 ‘구별짓기’는 일본

나 시 부터 발견된다.나 에 참여했던 백철은 이북만의 카 도쿄지부와

는 거리를 두고 일부러 그들을 피하다시피 하 다.카 를 나 의 지부 정도

로 인식하여 당시 이북만에게 공부하기 해 일본에 와 있던 임화와도 만나

지 않았다. 한 일제 식민지문단에서 카 를 비 함으로써 카 와 거리를

둔 것도,한때 리즘 문단과 거리를 둔 것도,변동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

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역을 민첩하게 확보하여 그것을 드러내기

해 선택한 이른바 ‘구별짓기’ 략이었다.

이 백철의 ‘구별짓기’가 가장 유효했던 것은 해방공간에서의 문단 간

로서의 제3노선의 채택이었다.이른바 좌우 이데올로기와 거리를 둔 제3노

선의 문학 모색이 바로 그것이었다.앞서 말했듯,백철은 해방이 되자마자

임화로부터 ‘조선문학건설본부’의 간부직 제안을 받는다.그러나 백철은 ‘자

기 비 ’이라는 명목으로 이 자리를 거부한다.

나는 즉석에서 그 書記長의 자리를 사퇴하는 身上發 을 하 다.그때 사퇴

하는 내 심정이 얼마나 착잡했으리라는 것은 독자들도 짐작하고 남을 것이다.

그 大歷史의 장면에서 명 스런 자리를 사퇴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그

러나 나는 다행히(뒤에 생각하니 참 잘 했다고 생각되었다)그 명 스러운 자리

를 자퇴하겠다는 뜻을 표했다.어떤 理由에서든 간에  每日新報 의 특 원으로

北京주재를 한 내가 이 게 속히 지도 자리에 설 수는 없다는 발언을 했다.24)

그러나 백철의 이 ‘자기 비 ’역시 해방공간에서의 자기 인식이었다.그

는 해방공간에 출 한 ‘조선문학건설본부’와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임화의

그늘에서 벗어난 자리를 재빨리 모색하 던 것이다.임화의 호의와 우정을

유지하면서도 임화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것은 바로 임화와의

‘구별짓기’ 략이었다.정치우 문학종속의 임화계뿐만이 아니라 문학우

24)백 철, 문학자서 －속 진리와 실 ,앞의 책,301-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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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속(무정치)의 김동리계와도 ‘구별짓기’를 해 백철은 ‘문학=정치 동격

론’으로 제3노선을 주장하 다.

다음으로 백철의 ‘구별짓기’ 략은 리즘비평과의 거리두기에서 드러

났다.그동안 백철에게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한 것은 ‘문단’이었고,백철에

게 ‘문단’은 곧 리즘이었다.물론 그것은 아카데미즘으로서 학문 실천

의 장이 무하고 문학 상이나 흐름의 장소가 리즘 하나뿐이었던

당시 식민지문단의 실에서 기인한다.따라서 백철은 그 리즘에서 려

나지 않기 해, 장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으로 리즘평론가로서의 입지

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민감하게 포착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해방 공간 기,백철의 ‘문학=정치 동격론’은 정치우 문학종속

의 임화계와 문학우 정치종속(무정치)의 김동리계 사이에서 설 자리가 없

었다.백철이 나아갈 리즘에의 길이 잠정 으로 끊긴 것이다.따라서 그

에게 남은 일은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리즘비평과

의 ‘구별짓기’,곧 1947년  문학개론 의 문학사 집필이었다.

문학사 집필에서 성공한 백철은 이제 신문학사 집필을 과업으로 삼아  조

선신문학사조사 를 간행하게 된다. 세한 자본으로 이루어진 계용묵의 ‘수

선사’에서 나온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  상권은 서울사 교수인 김기림

까지 학교재로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치솟는다.그러나 ‘수선사’가 자 난

으로 허덕이자 백철은 당시 최 의 출 사이자 명 간행의 산실인 ‘백양당’

으로 옮겨 그 하권을 간행한다.이  조선신문학사조사 는 한 달 반 만에 이

천부가 매진되어 재 을 을 정도 다.이로써 일개 리즘의 장비평가

의 처지에 있었던 백철은 학교수,그것도 국문과 교수,국문과 교수 에

서도 문학 교수라는 막강한 권 의 반석 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이 ‘구별짓기’의 효용성이 조 씩 퇴색할 때 백철은 뉴크리티시즘

이라는 새로운 ‘문학이론’으로 다른 ‘구별짓기’를 시도한다. 술생산자들

은 사회 으로 인정받는 기존의 ‘취향’에 한 거부로 인 ‘취향’을 지

닌다.더구나 ‘취향’이 다른 계 의 ‘따라잡기’에 의해 변별력을 잃게 되면

다른 ‘구별짓기’를 해 새로운 ‘취향’을 만든다.‘취향 단’에 의해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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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 들을 분류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계 들에 의해 자신도 분류되는

것이다.따라서 1965년 런던 국제펜클럽 회에서 문학비평에서의 뉴크리티시

즘의 유해함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던 백철이 도미 후 오히려 뉴크리티시즘

의 기수가 되었던 것은 아카데믹비평이 기존의 리즘비평과의 ‘구별짓기’

에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미국 학의 인문학 기 를 이루고 있는 뉴크리티시즘과 비교문

학연구의 근거를 제공한  문학의 이론 은 문학이론을 공부하는 이들에

게 하나의 교과서가 되었다.사회 배경이나 역사 상황에 작품 해석의 근

거를 두었던 기존의 비평 태도에 한 반성을 구하고 가치 립 이고

본체론 이며 형식주의 인 분석비평을 시도한 뉴크리티시즘 이론이 좌우익

이데올로기에 쏠리지 않은 일부 신세 에게 인문학 근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이처럼 역사․사회 조건과는 무 한 자리에서 문학을 논의하는 뉴

크리티시즘의 속성은 당시 학 문학의 학문 토 가 되어,심미주의와 과

학 방법의 결합으로 과학 객 성이 지배하는 학문으로서의 아카데믹비

평이 학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주었다.

미국에서는 한물간 이론이라고는 해도 우리나라에서의 뉴크리티시즘의 도

입은 단연 선진 인 것이어서,이로써 인문학의 기본 서 인  문학의 이론 

의 역자 백철 교수는 앙 학 문과 학장을 넘어 우리나라 문단을 표하

는 상징 인 존재가 될 수 있었다.백철의 ‘구별짓기’역시 그의 ‘아비투스’처

럼 무의식 으로 체화되어 몸에 밴 것으로,계 의 문화 재생산 형성에 기

여했던 것이다.

4.4.‘신뢰도’와 문단 권력

‘사회자본’을 해 백철이 쌓아온 ‘신뢰도’역시 탁월한 그의 ‘아비투스’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소탈하고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 던 백철은 그의 성

격에 힘입어 상호 면식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 계의 상호 작용에서도 깊은

친 감이나 높은 ‘신뢰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사회와의 계망 속에서 다양

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막강한 ‘사회자본’을 축 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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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철에게 가장 유효했던 ‘신뢰’는 먼 임화와의 계에서 찾을 수 있다.

카 맹원이면서 반카 논지를 거침없이 펼쳤던 백철을 임화가 우정 어

린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나,임화의 두 번째 부인 지하련(이 욱)이 백철과

친 감을 유지하고 있던 것이나, 주 감옥에서 출옥한 후 임화의 권유에 의

해 매일신보사에 입사한 것 등의 일화를 보면 백철과 임화에게는 우정을 바

탕으로 한 인격 계,인간 친분이 상당히 돈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백철은 카 구성원들로부터도 ‘신뢰’를 얻고 있었다.6․25직후 공

산치하 3개월 동안 만난 이태 ․임화․김남천 등은 옛 정을 잊지 않고 백

철을 반겼다.특히 안회남은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 를 반기며 그에게

‘문학가동맹’신분증을 내주는 호의를 보 고,김사량 역시 백철을 만나자마

자 백철 아내의 안부를 물을 정도의 친 도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회자본’형성을 한 ‘신뢰도’란 보통의 인간 계에서 작용하는

정서 친 감이나 신용 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앞서 난 린의 말로 확

인하 듯,‘신뢰’란 “자신의 이해를 교환할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해 것이

라는 자신감이나 기 ”를 말한다.제임스 콜만(JamesColeman)에 의하면 “타

인에게 신뢰를 것인가를 결정하려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으로

써 소비하게 될 비용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여 이를 결정한다.”25)

따라서 ‘자본’에서 말하는 신뢰’란 행 자 간의 교환과 거래와 보상을 한

것으로,서로의 계를 형성하고 지속하기 한 일종의 음모나 공모로 간

주된다.즉 ‘신뢰’는 ‘배태성/폐쇄성’과 ‘자율성/개방성’을 바탕으로 인맥을

유지하면서 정보를 취득하고 사회 연 와 결속을 창출하기 한 수단인

것이다.

문단 간 를 자처했던 백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화류의 노선과 김동

리류의 노선 사이에서 문단 내 ‘배태성’과 ‘자율성’이라는 두 역학 계를 긴

하게 조율하면서 ‘신뢰도’형성에 노력해 왔다.특히 좌우익 이데올로기로

립되어 있던 식민지문단과 해방문단과 분단문단을 거치면서도 백철이 유

지해 온 높은 ‘신뢰도’는 백철 개인의 정체성을 재강화해 주었을 뿐만 아니

25)유석춘 외 3인 공편역,앞의 책,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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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백철로 하여 문단 권력의 핵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한 백철이 ‘상징자본’을 획득한 사람들과의 유 에서 쌓은 ‘인맥’이나

‘신뢰도’역시 그가 ‘사회자본’과 ‘상징자본’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막강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일본 유학 에 만난 세계 인 일본 문사들,‘신체제

론’으로 친일을 표방하고 북경으로 건 갔을 때 만난 국작가와 일본작

가,26)교환교수가 되어 미국 뉴크리티시즘의 학교수들27)과 쌓은 막강한

‘인맥’과 ‘신뢰도’는 그들의 ‘상징자본’과 함께 백철의 명성과 입지와 상을

더욱 높여 주었다.백철과 최고 권 의 석학들,문화․ 술가들이라는 ‘인

자본’과의 사회 과 교환은 문화․ 술가라는 지배계 으로서의 문단

권력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속화할 수 있는 기제가 되어 주었다.

5.결론：‘자본’고찰의 의의

지 까지 백철의 문학 생애와 그 성과를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이론

과 쟁 을 심으로 ‘자본’이라는 문화론의 에서 살펴보았다.그것은 오

26)백철은 1945년 국문사의 거물 주작인(周作人)을 만난다.본명이 주수인(周樹

人)인 루쉰의 동생 주작인은 좌 루쉰문학에 항하고 한간(漢奸, 일 력자)

으로 락하여 북경 학에 머물러 있었다. 한 1943년 종군작가로 북경으로

거 몰려온 일본 문학가 오다 가쿠오,이토 세이 등을 만나게 된다.오다 가쿠오

는 백철이 도쿄 시 에 가담한  시인 의 한 사람이었다.그리고 이육사며

종군작가로 북경을 방문한 이 수,김팔 ,안막,노천명,김사량 등의 조선 문

인들도 만난다.그 외 제명,최승희 등의 술가들도 만나게 된다.

27)백철은 일 학에서 웰 ,윔셋,클린드 룩스 교수를 만나고,하버드 학의

리처즈,코넬 학의 미즈 , 린스턴 학의 블래크머,앨런 테이트,시카고 학

의 올슨,스탠포드 학의 이볼 터즈, 네스 버크,인디아나 학의 존 크라우

랜섬 교수 등을 만난다.이 특히 인간 으로 친근히 사귄 사람은 앨런 테이

트와 네스 버크이다. 한 체미 이미  문학의 이론 을 일역한 바 있는 일

본인 비교문학자 오타 사부로(太田三郞)를 만나고,송욱 교수,윤 춘 교수도

미국에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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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경제자본’못지않게 ‘문화자본’이 차지하는 비 이 커지고 있으며 ‘문화

자본’의 이윤이 갈수록 정당화되고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사회자본’

역시 정치 권력과 연계되어 그 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의 요성 못지않게 간과해서 안 될 것은 ‘경제자본’

에 비해 더 은폐되어 있는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이 그만큼 더 험하다

는 사실이다.그것은 ‘경제자본’이나 ‘인 자본’의 이익이 자본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데 비해,‘사회자본’의 이익은 공유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재’로서의 ‘사회자본’의 속성도 그 지만 작가와 사회의 유기

인 계 속에서 생산되는 ‘문화자본’특유의 속성을 떠올린다면,이러한 자본

의 험성을 직시하여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의 개인주의 지향을 공동

체 심으로 돌려야 한다.

물론 백철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쌓아 놓은 ‘상징자본’역시 우리 문

학계에 지 한 공헌을 하 다.한국 문단이라는 거 한 문학장 안에서의 ‘문

학자본’은 백철 개인의 ‘상징자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문학의 ‘상징자본’을

형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 다.따라서 비평가와 학교수라는 지식인 신

분으로 문화․ 술계의 ‘지배계 ’으로 군림했던 백철,격동의 로문학기를

거쳐 복을 맞고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원장을 맡기까지의 그의 비평 편

력은 한국 문학의 정신을 규명하고 한국 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 데 있어

요한 비 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백철로 인해 리즘이라는

장비평뿐만 아니라 문학사와 문학이론이라는 아카데믹한 비평의 상이 높

아질 수 있었고 세계 속에서 한국문학이 인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자본’의 상과 력은 다분히 많은 문제 도 내포하

고 있다.그것은 비평가와 학교수로서 백철의 일 된 비평 정신이 끊임없

는 개방성,즉 김윤식이 비 한 ‘웰컴!주의’에 있었던 데서 기인한다.이데올

로기 시 에는 마르크시즘을 받아들이고 일 력기에는 향과 친일로

동아공 을 수용하고 해방 후에는 뉴크리티시즘을 수용한 백철의 무엇이 들

어와도 다 받아들인다는 수용으로서의 비평 정신은 그 기민한 행보 못지

않게 행성 역시 크고 험한 것일 수밖에 없다.특히 서구보편주의․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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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주의의 물결 앞에 선 지식인으로서 근 라는 미명으로 밖에서 들어온

세계를 모두 다 받아들 던 한 개인의 처세 ․ 합 ‘아비투스’는 결국 한

국 근 문학의 식민성 형성에 기여했다는 의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근 문학 100년이라는 한국문학사 앞에서 우리 문학계가 축 해

온 ‘상징자본’의 상과 력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었는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아직 우리 문단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해 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 60년이나 되는 긴 분단문단을 가지고 있다는 이 명백한 문학 실 앞

에서,한국문학의 ‘상징자본’의 양 수치가 질 수치를 담보했던 것인지를

검해 보아야 한다. 격한 산업화 속에서의 고도성장이라는 경제 성과가

오히려 정신 가치의 상실로 이어졌다는 사실로 미루어,‘문학자본’의 힘 역

시 그 크기나 규모에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오히려 ‘문학자본’

을 소유하기 한 값진 투자는 공동체 이윤과 분배를 한 것,즉 ‘문학자

본’의 질 수치의 향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한 개인

의 건강한 ‘아비투스’가 건강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생산해 내고 분배

한다는 것 역시,이 백철 연구에서 잊지 말아야 할 이다.

❙주제어：백철,문화자본,사회자본,상징자본,아비투스,구별짓기,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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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ekCheol'sCulturalCapitalandSocialCapital

－Focusingon'Habitus','Distinction'and'Reliability'－

Kim,Hye-won

Inthisreport,IexaminedtheliterarylifeofBaekCheolanditsfruitusing

thetheoriesandissuesofculturetheory;‘culturalcapital’and‘socialcapital’.

Intermsof‘capital’throughouthislife,first,his‘economiccapital’waslow

asamiddleclassofpettybourgeois,withparentoftenantfarmer.However,

his‘embodiedculturalcapital’asquitealotthankstohiseldestbrother,Baek

Se-myoung,whohadrealizedmodernthoughts.Furthermorehis‘capitalof

academicbackground’hadbeenpowerfulsincehestudiedinDokyoCollege

ofEducation,Japanin1927.

Those‘institutionalizedculturalcapital’madeitpossiblethathebuilthis

‘socialcapital’asajournalismcriticintheliteraryworldaftercolonizationafter

hecamebacktoKorea.AndhewentthroughtheKAPFArrestwhilehewas

involved in KAPF,and wastransformed into pro-Japanese with his

announcementofconversion.Thereafterhebuilthis‘culturalcapital’and‘social

capital’asacriticofliteraryhistorywithkeepinghimselfawayfromjournalism

intheliteraryworldafterliberation.Hecalledhimself‘neutralist’whilethe

literaryworldwasdividedintotwoworlds;leftandrightideology,andhebuilt

his‘objectifiedculturalcapital’publishing IntroductiontoLiterature  in1947

and ResearchofHistoryofChosunNewLiterature  in1948.Intheliterary

worldafterdivision,hebuilthis‘culturalcapital’and‘socialcapital’asa

universityprofessor.In1957,hebecameexchangeprofessorwithinvitationofthe

U.S.StateDepartmentandin1959hebecameapioneerofnew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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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ng TheoryofLiterature  ofR.WellekandA.Warren.

Itwashis‘habitus’,‘distinction’and‘reliability’thatmadeitpossiblethat

heobtainedandheldhisenormous‘capital’.Histimeserving․opportunistic

'habitus'madehimconverttopro-Japanese,‘welcomism’anddefectortothe

South,forthesakeofsuccessandfame.Andhetookastrategyof

‘distinction’bychoosingneutral,alooffrom Im-hwaandKimdong-ri,and

academiccriticism,newcriticism,alooffromjournalism.Finallyheobtained

theenormousprestigeasoneofliterarypowerholdersonthebasisof

‘connections’and‘reliability’inhishumanrelationship.

Howeveritdeservescriticismthathiscareerasacriticplayedapartin

creatingthecolonialityofKoreanmodernliteraturewhilehewasbuildinghis

‘symboliccapital’andholdingahegemonyofliterarypowerasacritic,critic

ofliteraryhistoryandprofessor.

【Keywords】:BaekCheol,culturalcapital,socialcapital,symboliccapital,

habitus,distinction,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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