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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는 북한은 서구문물의 도입에 있어 아주 
폐쇄적이면서 수동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양의 문학에 해서는 어떠할
까?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문학예술을 해악으
로 규정하고 이에 한 접근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기 쉽다. 
물론 북한의 모든 문학 비평서들은 19세기 말부터 이어지는 자연주의, 유미주
의, 상징주의, 모더니즘 등 현  문예사조에 해 일관되게 “반동적”이라고 강
하게 비판한다. 가령, 모더니즘에 해 “로동계급과 근로 중의 혁명의식을 마
비시키고 그들의 혁명적 진출을” 막기 위해 제국주의시기에 발생한 부르주아 
“반동문학”이라 평가한다(외국문학사 365). 서구 문학계에서 세계적 거장으
로 평가받는 조이스(James Joyce)나 엘리어트(T. S. Eliot)는 일관되게 퇴폐
적인 반동 작가로 칭해진다. 따라서 이들 문학작품을 북한에서 접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20세기 이전 시 의 문학으로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북한은 
1960년 부터 세계문학전집 기획으로 서구 문학작품의 번역서들을 꾸준히 출
간하고 있으며, 특히 고전으로 인식되는 작품과 작가들에 한 북한의 평가는 



46  영미연구 제29집

서구 문학계의 일반적 평가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완전히 다른 정치사상적, 
사회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서구 고전작품들이 북한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많이 읽히는 이유에 한 고찰이 필요한 지점이다. 한국문학을 보는 북한의 인
식에 한 연구나 북한문학 자체에 한 연구는 우리나라 국문학자들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축적되어 있지만, 북
한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서구문학, 특히 영문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한 
조사와 연구는 드물다. 

북한의 영문학 수용 및 평가에 해 다룬 논문은 단 2편 있다. 2001년 안
과밖에 동시에 발표된 김영희의 「북한 영문학 서설」과 최경희ㆍ홍유미의 
「북한의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비평과 번역본 점검을 중심으로」가 그것이
다.1) 최경희ㆍ홍유미의 논문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북한에서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이해되고 평가되는지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셰익스피어 작품의 번역현
황과 경향을 분석한다. 김영희는 북한에서 외국문학 수용의 역사적 변화과정, 
북한에서 영문학 교육 현황, 북한의 외국문학 출판 및 변역 현황, 북한의 외국
문학 연구현황 등에 해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김영희의 논문은 북한에
서의 외국문학 및 영문학 수용 현황에 한 폭넓은 개관이기 때문에 시 별 영
문학 흐름이나 해당 작가들을 북한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한 구체적 분석
은 별로 없다. 

본 논문은 르네상스 시 부터 19세기까지 영문학사의 주요 흐름 및 주요 작
가들에 해 북한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영문학사 중 르
네상스 시 부터 19세기까지를 다루는 것은 고․중세문학 및 20세기 이후 현

1) 최경희ㆍ홍유미의 논문에는 몇 가지 오류들이 드러나는데, 북한에서 셰익스피어 번
역 시 셰익스피어의 제 1 이절판(the First Folio)을 바탕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
과, 북한의 셰익스피어 비평에서 작품의 구조적 측면이나 언어에 한 분석이 일체 
배제되고 있다고 결론내린 부분 등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김영희와 최경
희ㆍ홍유미의 논문은 북한에서의 독문학이나 중국문학에 한 연구에도 영향을 주
었는데, 2007년에 발표된 김경식의 「‘북한의 독문학’ 연구」와 2012년 신정호의 
「북한 ‘외국문학사’의 체례와 중국현 문학 서술 시론」이 그것이다. 김경식은 북한
의 외국문학관련 교육, 번역, 출판, 보급에 해 설명하고 북한의 독문학 수용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신정호는 북한에서 출간된 외국문학사 초판과 2판을 중심
적으로 비교하면서 중국문학 서술의 특성을 다루며, 2000년  이후의 북한 자료들
도 분석 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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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에 한 북한의 비평이 너무 획일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
’와 ‘현 ’의 정확한 시기구분은 모호한 측면이 많지만 북한에서 서구문학사

를 논할 때 20세기부터 현 문학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르네상스부터 19세기
까지의 문학을 폭넓게 ‘근 ’ 영문학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 상 자료는 분단 직후인 1950년 부터 2000년 까지 북
한에서 출간된 외국문학사 관련 서적 및 평론들이다. 구체적으로, 서구라파 
문학개관(1958)(이하 개관), 문학예술사전(1972)(이하 문예사전), 
외국문학사(1980)(이하 문학사), 문예상식(1994), 주체의 문예관과 외
국문학(1996)(이하 문예관), 광명백과사전 6: 문학예술(2008)(이하 백
과사전) 등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헌들이 그 시기 북한의 영문학 비평을 

표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검열에 의해 정권 및 당의 문예정
책에 어긋나는 자료는 북한에서 출간될 수 없고, 분석 상인 자료들은 체로 
북한에서 문학연구 및 비평서의 소위 ‘고전’에 속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평 경
향을 논하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북한에서 문예관의 변화와 더불어 외국문학 및 영문학을 보는 관점은 크게 
주체사상의 확립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개관은 북한에서 ‘전후 복
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건설’ 시기에 출간되었고, 이 시기 외국문학의 도입은 

부분 구소련을 통해서였다. 개관의 짧은 서문은 이 책이 소련에서 발행된 
서구라파문학서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며, 본문에서 마르크스 및 엥
겔스의 말을 많이 인용한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확립된 이후에 출간된 외국
문학 관련 저서들이 외국문학사에 아시아 및 제 3세계 국가들의 문학을 포함
시키는 반면 개관은 서구의 문학사만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저서보다 
서구문학 전반에 해 폭넓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물론 북한에서 외국문
학을 논하는 초기 시도이니 만큼 작가와 작품명에 한 한글표기법의 유동성
과 일부정보의 오류 등은 피하지 못했다.

문학사의 초판은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유일지도이념으로 확립되고 문학
예술에 있어서도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이 체계화되고 있던 1975년에 
출간되었다. 그래서 김일성의 말을 종종 인용하고, 마르크스주의 문학론과 차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성” “주체”와 같은 용어들을 빈번히 사용하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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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계급성, 인민성 구현이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다소 획일적으로 영문학사 주
요 흐름, 작가, 작품의 성취 및 한계를 설명한다. 1990년  이후에 출간된 자
료들은 김정일 후계세습체계 마련과 1992년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의 출간으
로 김정일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고 미세한 어조차이 외에 기본적인 평가
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고, 개관과 문학사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은 북한에서 정치지형의 변화 및 문예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문학 
평가의 변화양상을 논하기보다는, 르네상스 시 부터 19세기까지 영문학의 흐
름에 한 북한의 전반적 인식을 다룰 것이다.

 

Ⅱ. 르네상스 시

르네상스 시 에 한 북한의 평가는 1958년의 개관에서 2000년 에 출
간된 자료에 이르기까지 출간 시기를 막론하고 상당히 긍정적이다. 인간개성
의 해방, 자연과학의 개화, 고 의 문화와 예술에 한 관심 등 문예부흥의 일
반적 특성에 한 설명은 서구 일반의 그것과 유사하다. 차이점을 들자면, 북
한에서는 신흥 부르주아의 반봉건 투쟁과 교회의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운동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개관은 문예부흥기 인문주의자들이 “이교적 고 ”로 눈
을 돌린 이유에 해 “고 의 탁월한 비종교적 예술 창작과 고  사회의 민주
주의적 원칙과 고 적 세계관의 유물론적이며 락천적인 요소들은 인문주의자
들이 알고 싶던 문제들에 한 귀중한 답”(57)이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문학사는 “문예부흥기라는 것은 서구라파에서 과학, 문화문야에서 변혁이 
일어난 14-16세기(기본적으로는 15-16세기)를 이르며” “이 시기 문화를 중
세초 기독교문화와 립되는 의미에서 인문주의”라 칭했다고 설명하며(111)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기독교의 립적 성격을 부각시킨다. 이 시기 사람들의 
“자주성”을 억누르는 기본 질곡은 “봉건제도의 신분적 예속”과 “교회에 의한 
정신적 압박”이었고, 인문주의운동은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자연스러
운 지향과 요구의 반영이라는 것이다(111). 유사하게, 문예부흥운동에 해 
문예상식은 “새로 자라난 신흥 부르죠아 계급의 반봉건 반종교적 사상문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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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357)으로, “르네쌍스”라는 외국어 표현을 처음 사용하는 문예관은 “봉건
적 신분제도와 기독교 교리를 반 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간성을 내세우는 사
상”이라고 정의한다. 2000년 이후에 출간된 백과사전도 인문주의가 “반그리
스도교”적이라고 설명한다. 

북한의 저서들은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보여준 진보성에 해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 동시에 한계도 지적한다. 개관은 “부르죠아 인문주의 작가들은 
세계 인식의 미숙성으로 말미암아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자기 창작에 완전하
게 반영시킬 수” 없었다고 말한다. 문학사등 주체사상과 주체문예이론이 확
립된 이후에 출간된 서적들은 비판의 어조가 약간 바뀌어 주로 계급적 제한성
을 지적한다. 문학사는 인문주의자들이 내세운 인간과 인간 ‘해방’에 한 
구호가 “인민 중의 계급적 원리와 사회적 해방”이 아니라 “초계급적” 성격을 
지니고 본질상 “부르주아적이며 부르주아지의 개성해방”을 위한 것이라고 설
명한다. 또한 문예부흥기 문학이 아직 “중세기적 미숙성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
고” “작품들에서는 적지 않은 경우에 사실주의적 진실성에서 벗어난 괴이한 형
상들, 심지어 유령과 같은 것들도 등장”한다고 비판한다(113-15). 

이 시  주요 작가로는 부분 셰익스피어2)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다른 어
떤 작가들보다 셰익스피어를 높이 평가한다. 개관은 셰익스피어를 “위 한 
사실주의자”이자 “인민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인 작가라고 설명한다(88). 셰익
스피어 극의 장르별 특징에 해서는, 희극이 인문주의적 이상에 한 작가의 
낙관과 확신을 보여주고, 사극은 나라의 재난의 장본인들인 봉건귀족과 폭압
적 전제군주들의 모습과 그들의 필연적 운명을 그리고 있으며, 비극은 자본주
의 발전의 첫 시기에 들어선 영국현실에 한 파악 및 인문주의적 이상의 붕괴
에 한 슬픈 인식을 보여준다고 평한다. 개관은 셰익스피어의 언어적 성취
에 해서도 주목하는데, 셰익스피어가 사용한 어휘의 다양성과 풍부함, 시적
인 표현과 산문 표현의 자유로운 결합, “인민어의 광범한 도입”(94), 정확한 
직유와 복잡한 은유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언어의 우월성을 높게 평가한다.  

2) 북한에서 셰익스피어의 명칭은 초기에 “쉑스피어” “쉐윅스피어” 등으로 표기되다가 이후 
“쉐익스피어”로 고착된다. 셰익스피어의 경우처럼, 북한에서는 영문학 작가 및 작품에 

한 한국어 표기가 우리와 다른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영문학계의 일반
적인 표기방식을 사용하고, 직접인용의 경우에만 북한의 표기를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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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찬에 가까운 이전 평가와 비교했을 때 문학사의 셰익스피어 비평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셰익스피어의 한계에 한 지적이다. 한계에 한 지적은 
1972년에 출간된 문예사전의 “쉐익스피어” 항목에서도 발견되는 바, 북한에
서 주체사상이 공식화, 체계화되면서 셰익스피어 비평에서도 주체문예이론을 
바탕으로 이전과는 차별화된 비평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문학사는 인문주의 자체에 한 비판처럼 셰익스피어에 해서도 계급적 세
계관의 한계를 언급한다. 즉, 신흥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자비심
과 인간에 한 ‘초계급적’ 사랑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상층부에 의해 
사회를 개조하려 하였으며, 자본주의 발전의 첫 단계에 들어선 영국의 현실을 
이상화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  사회모순에 한 비판정신의 높이와 심
오한 극적 형상, 성격창조의 다면성과 생동성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문예부흥
기 사실주의 극예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후 출간되는 문예상식, 문예관, 백과사전에서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
다. 

셰익스피어의 개별 작품을 논할 때는 주로 비극장르를 중심으로 하며, 비극
작품 중 햄릿(Hamlet)을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는 오셀로(Othello)를 높
게 평가한다. 문학예술에서도 철저하게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사회에서 왕이나 장군 같은 극소수 특권계급의 인물들을 주인공
으로 하는 비극작품이 높게 평가받는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
지만 북한의 저서들은 주인공의 출신계급 자체보다는 내용의 사회비판적 요소
에 집중한다. 북한에서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한 기본적 인식은 비극작품들
이 당  사회현실의 반영이자 고발이며, 비극의 주인공들은 악에 맞서 싸우며 
악이 만연한 사회현실을 개혁하려다 희생되는 고귀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러한 인식에서 햄릿은 우유부단한 인물이 아니라 용감하고 솔직하며 사랑에서
나 증오에서나 심장의 뜨거움을 가진 순수한 학생이고, 오셀로는 사회악에 
오염되지 않고 정직하고 순박해서 남을 잘 믿으며 동시에 사회의 계급적 전통
과 선입견에 항거한 영웅적 인물이다. 결국 오셀로는 소위 ‘질투의 비극’이 
아니라, 악에 한 증오와 인간에 한 믿음이라는 높은 인도주의가 구현된 작
품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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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왕(King Lear)과 맥베스(Macbeth)는 분석 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는  주인공을 사회악에 맞서 싸우다 희생되는 고귀한 인물로 보
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두 작품을 소개하는 개관과 문예사전에서, 리
어왕과 맥베스는 봉건사회의 부패상을 폭로하고 봉건왕의 전횡을 비판한 
작품이며 두 주인공의 몰락은 어리석거나 권력욕에 빠진 봉건통치자들의 최후
를 예시해준다. 셰익스피어의 4  비극 외에 언급되는 비극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이다. 문예관과 백과사전이 로미오와 줄리엣
을 다루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가문이나 신분의 차이를 벗어나 자유로운 사랑
을 하려는 인물들을 통해 인문주의 사상을 녹여낸 작품으로 평가한다. 셰익스
피어 비극에 한 서구의 비평이  주로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과 변화에 해 
관심을 갖는 반면, 북한의 저서들은  부분 사회비판적, 교훈적 측면을 읽어
내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북한의 셰익스피어 비평에서 전반적으로 희극장르
가 경시되는 이유와도 직결된다. 

희극 중 높은 평가를 받고 별도의 항목에서 다루어지는 거의 유일한 작품은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이다. 베니스의 상인의 인기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 작품을  초기자본주의 사회의 황금만능
주의에 한 비판과 경고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문학사는 상당히 상세하게 
베니스의 상인을 소개하며, “초기자본가”로서의 샤일록(Shylock)에 안토니오
(Antonio)를 비시켜 그를 “우정, 사랑, 용감성, 관 성, 관 함 등 인문주의
원리의 구현자”(118)로 평가한다. 이 희극작품의 한계로는 안토니오가 여러 
척의 배를 거느린 상인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부르주아 인문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든다. 베니스의 상인을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는 
또 다른 저서는 백과사전인데, 작품에 한 평가는 문학사와 차이가 거의 
없다. 북한의 비평은 샤일록의 초기자본가적 면모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가 유

인으로서 당하는 사회적 차별과 모멸감에 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북한에서는 셰익스피어의 희극처럼 사극 및 로맨스 장르도 체로 무시한

다. “년 기극”으로 칭해지는 사극은 문학사를 포함한 부분의 서적들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개관은 헨리 4세(Henry Ⅳ)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한다. 
개관의 평가에서, 셰익스피어 사극은 국가통일을 위한 절 왕권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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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한 반목을 조성하여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봉건세력을 고발하며, 헨리 
4세와 헨리 5세(Henry Ⅴ)는 봉건 귀족들의 전횡에 이상적 왕권을 치시
킨 작품이다. 그리고 서구비평에서처럼 폴스타프(Falstaff)라는 인물에도 주목
하는데, 폴스타프는 방탕한 호색가이면서 안하무인의 인물이지만 그의 독설과 
재치 넘치는 조소는 코믹한 요소를 더해주고 시 의 악에 한 반어적 고발의 
효과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극에서 폴스타프가 할 왕자(Prince Hal)를 
“폴스타프적 세계”로 이끌어 이후 왕자가 왕이 되었을 때 “천민을 경멸하지 않
는 민주주의적 군주”가 되는데 기여했다(88)는 분석은 할 왕자의 마키아벨리
적 처세술을 간과한 것이다.   

로맨스 장르에 한 북한의 무관심은 로맨스극의 비사실적 요소들과 관계가 
깊다. 셰익스피어의 말기 극작품에 해 간단하게나마 소개하는 저서는 개관
과 문예상식인데, 셰익스피어 창작의 장르전환에 해 개관은 인문주의
의 와해에 한 환멸과 새 왕조가 들어선 이후 보수화된 사회분위기에의 타협
을 들고 있다. 문예상식은 제임스 1세(King James Ⅰ)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방탕해진 궁정의 분위기가 연극계에도 반영되어 귀족취향의 가면극들이 유행
하게 되었고 셰익스피어도 이전의 극과는 다른 “환상극”(372)들을 쓰기 시작
했다고 분석한다.3) 또한 이 시기 작품들에도 “부패한 봉건말기 영국현실에 
한 비판과 폭로가 지배적이지만 비판정신은 그 이전 시기 작품들에 비해 아주 
약화되어” 타협의 분위기가  느껴지며, 염세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태도가 
3) 1954년에 림학수는 셰익스피어 탄생 390주년을 기념하여 조선문학에 발표한 

「쉑스피어와 휴매니즘」이라는 긴 평론에서 셰익스피어의 창작 생활을 3기로 구분
하는데, 이러한 구분은 이후 개관에서 백과사전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 셰익스
피어 창작시기 구분의 표준이 되었다. 제 1기는 “서정성이 농후하고 생애 한 환희
가 넘치는 희극”을 주로 창작하면서 동시에 몇몇 비극과 사극(“련 기극”)을 집필한 
1600년까지의 시기, 제 2기는 4  비극처럼 “심각히 생을 사색하고 주로 비극적인 
생활문제를 제기하며 해결한” 시기, 제 3기는 “발랄한 생기와 정열이 사라지고 생활
에 한 일종 명상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심벨린(Cymbeline), 겨울 이야기
(The Winter's Tale), 폭풍우(The Tempest) 등을 집필한 1608년부터 1612년에 
이르는 시기이다(림학수 123). 일반적으로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말기 작품들을 ‘로
맨스’ 장르로 구분하지만 림학수의 평론과 이후 북한의 자료들은 이 용어를 사용하
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문학선집의 일환으로 출간된 셰익스피어 번역서
의 서문 「쉑스피어희곡선(1)에 하여」에서 황영길은 북한의 셰익스피어 논평
으로는 유일하게 심벨린, 겨울 이야기, 폭풍우에 해 “희비극”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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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한다(372). 
개관과 문예상식은 말기 극작품으로 심벨린, 겨울 이야기, 폭풍우

, 이 세 작품만 언급한다. 2008년에 출간된 백과사전는 셰익스피어의 창작
시기별로 여러 작품을 언급하는데, 여기에서도 말기극 중 첫 작품인 페리클레
스(Pericles)는 빠져있다. 페리클레스는 셰익스피어의 『제1 이절판』(The 
First Folio) 전집에 누락되어 있고, 공동창작 주장 등 저자에 한 논란이 있
기 때문에 북한의 서적들은 1950년 부터 2000년 까지 일관되게 셰익스피
어 작품에서 제외시킨 듯 보인다. 삽화적 플롯이 많고 실험적인 페리클레스
가 다른 세 작품에 비하면 작품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저서들에서 셰익스피어 외에 소개되는 인문주의자는 모어(Thomas 
More)와 말로우(Christopher Marlowe)이다. 문학사는 초기 인문주의자인 
모어와 그의 공상소설 유토피아(Utopia)에 해 비교적 자세히 다룬다. 문
학사에서 유토피아는 “봉건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악을 비판하고 사람들이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잘사는 리상사회에 한 동경을 표현”(135)한 것으로 
그려진다. 물론 한계도 언급한다. 역사적 제한성과 작가의 세계관의 제한으로 
인해 작가가 이상사회를 그리면서도 이상사회에 이르는 방도에 해서는 아무
런 시사조차 주지 못했고, 유토피아 섬의 사회제도가 원시공동체사회에 가까
운 가부장적 사회이며, 평등하다고 하면서 노예노동을 허용하고, 작품이 철학
적인 경향이 우세하여 문학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후 출간된 문예상식
도 거의 유사한 관점에서 성취와 한계를 다룬다. 말로우에 해서는 간단히 소
개하는 정도로 그치는데, 언급되는 작품은 일관되게 몰타의 유 인(The 
Jew of Malta)이다. 이는 베니스의 상인에 한 관심과 맞닿아 있다. 백과
사전은 말로우가 “문예부흥기 시 상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간결한 문체로 비
극을 창작하여 셰익스피어의 비극창작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며, 몰타의 
유 인은 “부르죠아지의 잔인무도한 행위를 비판한 작품”이라 설명한다
(712). 

셰익스피어 중심으로 르네상스 시 에 한 북한의 평가를 확인했는데, 마
지막으로 이러한 평가에서 드러나는 제한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구 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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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서도 르네상스 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
겨온 변화를 경험했다고 설명하지만, 반-기독교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에는 오
류가 있다. 유물론에 근거하여 종교, 특히 기독교를 부정하는 북한에서 이러한 
오류는 당연해 보인다. 물론 영국의 인문주의 작가들 중 말로우처럼 무신론자
라는 혐의를 받은 작가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 시 는 아직까지 종교가 정치와 
분리되거나 세속화되기 이전으로,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
이었다. 한편 북한의 자료들 어디에서도 부패한 가톨릭에 반 해 일어난 종교
개혁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모든  북한의 저서들은 르네상스 시  두드
러지는 개인의 내면에의 강조나 내면 심리묘사의 발전이 종교개혁의 영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또한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 학 교과과정 개편운동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Ⅲ. 17, 18세기 

영국은 17세기에 내란과 왕정복고라는 정치적 격변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
국문학사에서 17세기만큼 특정 문학경향으로 분류하기 힘든 시기는 드물 것이
다. 특히 17세기 초반과 중반에 활동한 작가들이 그러하다. 많은 논란에도 불
구하고 서구의 영문학계는 체로 17세기 초반기까지를 르네상스 시 로, 그 
이후는 18세기와 함께 묶어 신고전주의 시 로 보는 경향이 있다. 즉, 1660년 
왕정복고부터,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1789년까지나 서정담시집(Lyrical 
Ballads)이 출간된 1798년까지를 신고전주의 시 로 본다. 계몽주의 역시 신
고전주의와 비슷한 시기의 지적 움직임으로, 17세기동안 발전해서 18세기에 
절정에 이른 것으로 여긴다(Abrams 75). 물론 이런 시기구분은 일반적인 문
학사조의 시기구분이 그러하듯 함정이 많은데, 1637년에 사망한 존슨(Ben 
Jonson)은 르네상스 작가로 분류되지만 신고전주의적 성향을 많이 보여주고, 
1631년에 사망한 던(John Donne)은 시기적으로 신고전주의보다는 르네상스 
시 의 작가에 가깝지만 명확하게 어느 시 로 규정하지 못하고 영문학사 서
적들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1630년 부터 1670년 까지 창작활동을 한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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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Milton)의 경우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서구문학계와 달리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17세기와 18세기를 나누어 17

세기를 신고전주의 시 4)로, 18세기를 계몽주의 시 로 구분한다. 먼저, 북한
에서 17세기 영문학을 보는 시각은 치열한 립과 갈등이 벌어진 정치, 사회, 
종교분야처럼 문학에서도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봉건문학’과 이에 반
하는 ‘반봉건문학’ 사이의 격렬한 결의 시기라는 것이다. 백과사전은 봉건
적 문학의 예로 왕당파와 형이상학파 시를 언급하며, 표적 작가의 예로 드라
이든(John Dryden)과 던을 든다. 초기 개관부터 백과사전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모든 저서들은 진보적인 반봉건작가로 턴을 언급한다. 그리고 두 부
류의 작가들 모두 신고전주의 작가로 칭해진다. 

북한에서 인식하는 17세기 신고전주의 문학경향을 살펴보면, 이성을 바탕으
로 논리적 조화와 균형, 규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자연의 모방을 추구했으
며, 고  그리스 및 로마 시 의 예술을 모범으로 간주했다는 점 등, 신고전주
의에 한 기본적 정의는 서구 일반의 그것과 비슷하다. 신고전주의의 도식성
에 한 비판도 서구의 비평경향과 유사하지만, 북한에서는 신고전주의를 절

주의 왕권의 통치이데올로기와 직결시키며 강하게 비판한다. 예를 들어 개
관은 신고전주의에서 “소위 ‘자연의 모방’이라는 개념은 지배계급과 결부된 
작가들에게 있어 봉건절 주의 국가나 부르죠아 국가를 정당화하는 구실”(99)
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한편, 영국의 신고전주의 작가들을 두 부류로 분류한다. 
“봉건제도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문학예술을 조작하려고” 시도한 “반사실주
의” 문학유파인 형이상학파와 “인민 중의 기분을 반영하고” “인민의 권리를 
짓밟는 지배 계급의 부당성을 확증하는” “사실주의적 경향”을 보인 턴이 그
것이다(97-98). 이런 구분은 이후 저서들에서도 일관된다.  

문학사는 신고전주의자들이 “인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져서” 주로 궁정과 
귀족들의 생활을 그리고 귀족의 취미에 맞게 창작했고 “극히 제한적인 미학원
칙과 도식적인 창작규범을 강요함으로써 인간의 형상창조를 방해”했다고 비판
한다(142). 백과사전은 신고전주의가 “모든 사회계층과 개인들의 리해관계
는 국가적 리익 즉 민족적 통일국가의 리념에 복종되어야 한다고 설교하면서 
4) 북한에서는 신고전주의를 “고전주의”라 칭한다. 그러나 용어사용에 있어 논문의 전체

적인 통일성을 위해 ‘신고전주의’라 칭하고 직접인용에서만 “고전주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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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주의 군주를 이 이념의 체현자로 리상화”(177)했다고 설명한다. 문예상
식도 유사한 비판을 하지만 신고전주의 문학예술이 “사실주의적 묘사수법을 
발전시켰고 근 적인 문학예술형태를 확립하였다”(357)는 점에서 역사적 의
의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백과사전 역시 신고전주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실주의 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설명한다. 

북한의 부분의 저서들은 형이상학파 시인들에 해 ‘반인민적’이라고 비
판하기 때문에 작가와 작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17세기 영국작가로 
설명하는 작가는 턴에 그친다. 개관은 턴의 시, 논문, 서사시 등 여러 작
품들을 소개하고, 턴이 청교도 출신으로서 자체의 세계관의 모순이 있음에
도 유물론적 사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또한 실낙원
(Paradise Lost)에 해서는, 청교도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약점이 있지만 봉건 
절 주의에 한 증오심을 전달하고 작가의 혁명적 신념을 구현한 “불후의 서
사시”(104)라 평가한다. 턴에 한 긍정적 평가는 이후 출간되는 북한의 
부분의 서적들에서 계속된다. 

문학사는 실낙원이 종교서사시 같은 인상을 주지만 당시 영국의 반봉건 
투쟁의 역사적 조건을 반영한 진보적 작품이라고 평한다. 물론 한계에 해서
는 비판하는데, 턴이 고전주의의 도식과 틀을 지키고 있고, 턴의 작품들은 
종교적 이야기에 의거함으로써 부르주아 혁명과 관련된 당 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141). 백과사전은 턴이 이 작품을 통해 온갖 
압박에 한 영국인들의 증오심과 반봉건투쟁정신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고 설명한다(178). 그리고 실낙원의 한계에 한 지적은 없이 “진보적 내용
과 함께 균형 잡힌 구성, 세련되고 표현력이 강한 시어, 생동한 시적 묘사 등 
새로운 예술적 특징을 보여주었다”(179)고 평한다. 

북한의 모든 저서들이 턴의 실낙원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문학적 성취 
자체보다는 사탄(Satan)이라는 등장인물이 보여준 ‘매력적’인 저항성과 깊은 
관계가 있어 보인다. 개관은 이 작품의 기본 주인공을 사탄으로 인식하고,  
사탄은 서사시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힘 있고 깊이 있게 형상화 되었다고 말한
다(149). 이는 19세기 낭만주의자들에게 실낙원이 인기 있었던 이유, 혹은 
우리나라 근 시기 영문학 도입초기부터 이 작품이 번역되고 인기 있었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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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 보인다.
신고전주의에 비해 18세기 계몽주의는 북한에서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다. 계몽주의는 부르주아혁명과 접한 연관이 있고, 이성을 기치로 하여 낡은 
종교, 봉건사상과 문화를 청산하기 위한 사상운동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계몽
주의가 문학에 반영된 것이 “계몽주의적 사실주의”이며, 계몽주의적 사실주의 
작가들은 “중류계층과 부르주아지”의 생활을 묘사하였고, 나아가 사라져가는 
“봉건세계에 해 적의에 찬 풍자와 조소를 던졌다”고 평가된다(개관 131). 
문학사에 따르면, 반봉건적이고 반종교적이라는 측면에서 계몽주의와 인문
주의가 공통점이 있지만 “봉건제도의 청산”을 제기하는 계몽주의가 발전적이
고 또한 중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152). 백과사전은 계몽주의 문학의 특
성으로 평민들이나 부르주아 출신들뿐만 아니라 사회하층민들을 새로운 주인
공으로 내세운 것을 높이 평가한다. 계몽주의 한계에 해 문예관은 부르주
아 계급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계급적 한계, ‘이성’ 구호의 추상성 등을 지적
한다(71).

영국 계몽주의 시  표작가로 개관은 소설가인 디포우(Daniel Defoe), 
스위프트(Jonathan Swift), 리처드슨(Samuel Richardson), 필딩(Henry 
Fielding), 시인 번즈(Roberts Burns)와 그들의 주요 작품을 별도의 항목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문학사는 디포우와 스위프트, 이 두 작가와 그들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와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에 

해서만 상세히 다루고 리처드슨을 언급하지 않으며, 필딩에 해서는 소설  
톰 존즈(Tom Jones)에서 부르주아혁명 이후 영국사회상을 사실주의적으로 
폭넓게 묘사한 작가라고 간단히 소개할 뿐이다. 문예상식과 백과사전 역
시 폭넓게 다루는 작가는 디포우와 스위프트이지만, 백과사전은 리처드슨, 
필딩, 스몰릿(Tobias Smollett), 번즈에 해서도 작품과 함께 간단히 소개한
다. 북한에서 주된 관심을 갖는 18세기 작품이 디포우의 로빈슨 크루소와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두 소설은 우리나라에서도 
18세기 영국소설 중 가장 중적으로 친숙하고 인기 있는 작품들이다. 두 소
설에 한 북한의 높은 평가는 체로 로빈슨 크루소에서 노동에의 강조, 
걸리버 여행기에서 신랄한 풍자와 비판과 관계있다. 한편, 서구 영문학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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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근 소설에 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체로 리처드슨의 서간
체 소설 파멜라(Pamela)로 보는 데 비해, 북한의 저서들은 일관되게 로빈
슨 크루소로 본다.  

디포우와 그의 로빈슨 크루소에 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관은 디
포우를 신랄한 풍자 팜플렛 작가이자 “가톨릭과 결탁한 영국정부를 반 한 투
사”로, 로빈슨 크루소라는 “영국에서 첫 사실주의 소설”(137)을 쓴 작가로 
소개한다. 근면한 노동을 통해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인
간형을 그린 점이 독자들에게 교양적 가치를 지닌다는 개관의 평가는 이후 
다른 저서들에서도 반복된다. 문학사는 로빈슨의 모습에서 근로자로서의 측
면이 더 강하게 드러나지만, 모험의 목적, 실용주의적 태도와 이해타산, 다른 
민족에 한 태도, 청교도적 관념 등에서 부르주아적 측면도 많이 나타나기 때
문에 계급적 한계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문예상식은 이 작품이 부르주아와 
자본주의적 약탈, 착취를 정당화하는 단점도 있지만 영국문학사에서 근 소설
의 형태를 개척했다는 측면에서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평한다. 백과사전
은 이 작품의 한계에 한 지적은 없이 개관과 유사한 어조로 다룬다.

북한에서 스위프트를 보는 기본적 인식은 영국의 식민지배로 고통당하던 아
일랜드 출신으로서 작품에서 영국통치자들 및 18세기 영국 부르주아 사회에 

한 신랄한 비판과 풍자를 가한 작가라는 것이다. 그의 걸리버 여행기에 
해 개관은 환상을 사회적 풍자의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주의적 환상”(138)
의 전통을 발전시켰다고 평가한다. 상당히 많은 분량에서 걸리버 여행기를 
다루는 문학사는 스위프트가 영국의 제반 모순과 부패상을 폭로하면서, 이
에 치되는 자신의 계몽주의적 이상을 제기했다고 설명한다. 이 소설의 한계
로는 염세주의적 경향을 들고 있다. 문예상식은 작가가 이상적으로 그린 나
라는 목가적인 가부장적 농업국가에 지나지 않으며 ‘계몽된 군주’에 한 지나
친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한다.  

17세기와 18세기 영문학 경향에 한 북한의 인식이 보여주는 한계를 살펴
보면, 북한의 부분의 저서들은 두 시 를 신고전주의 시 와 계몽주의 시
로 구분하여 차별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설명에서는 사실상 두 사조
의 동시 성과 공통점을 인정해버리는 모순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개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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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서 사용된 “고전주의 문학의 이러한 합리주의 즉 ‘이성적인 것’에 한 
요구”(98)라는 문구는 계몽주의와의 차이를 희석시키며, 문학사는 “계몽주
의가 고전주의의 도식을 반 ”(152)했다면서 신고전주의와 계몽주의를 구분
하지만 신고전주의에 한 설명에서 “리성론에 기초한 합리주의”(140)를 언급
한다. 또한 백과사전에서 신고전주의가 “문학예술의 인식 교양적 역할을 강
화하면서 귀족사회와 부르죠아지의 생활풍속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반
영”(177)했다는 평가는 계몽주의에 한 평가와 거의 동일하다. 

한편, 형이상학파에 한 평가도 한계를 드러낸다. 명칭 자체가 주는 선입관
과 더불어, 형이상학파에 속한 작가들이 종교시를 쓰고 왕당파에 속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획일적으로 ‘반동적’이고 ‘비사실적’이라 규정해버린
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예술에 한 북한의 평가기준에서 중시하는 사회현
실에 한 사실적 묘사나 비판을 형이상학파 시에서는 읽어내기 힘들어서 평
가절하 해버리고 분석의 상으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형이상학파 시
인들이 보여주는 구어체 및 직설적 언어사용, 당  과학과 학문의 발달에 영향
을 받아 다양한 학문에서 시의 소재를 이끌어낸 점 등은 오히려 북한에서 높은 
가치를 두는, ‘사실적’ 요소이며 이전 시 의 서정시에 비해 ‘진보적’ 특성이라 
볼 수도 있다.   

Ⅳ. 19세기

영문학을 다룬 북한의 저서들에서 19세기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반의 낭만주의 시문학과 19세기 초중반부터 이어지는 사실
주의 소설문학에 한 높은 평가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신고전주의 문학을 두 
부류로 나누었듯 낭만주의 문학 역시 ‘진보적인’ 것과 ‘반동적인’ 것, 두 가지로 
구분한다. 개관은 영국에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의 사회적 모순이 일찍 표면화되고 “진보적 진영과 반동적 진영 간에 
문학적 사회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239)고 설명한다. 프랑스혁명에 한 
해석을 둘러싸고 페인(Thomas Paine)과 버크(Edmund Burke)간에 벌어진 논
쟁과, 다른 한편 “혁명적 랑만주의와 반동적 랑만주의의 투쟁”이 그렇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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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저서는 “반동적 낭만주의자들은 주로 영국의 농촌생활에 잔존해 있는 가
부장적 생활모습들에 한 이상화, 영국에서의 반동적 정치제도에 한 옹호, 
신비주의”(240) 등에 발판을 두려했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경향의 표자들로 
‘호반파’(lake poets)에 속한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 콜리지(S. T. 
Coleridge), 사우디(Robert Southey)를 언급한다. “혁명적” 낭만주의를 표하
는 시인으로는 바이런(George G. Byron)과 셸리(P. B. Shelley)를 들며, “19
세기 초 영국문학에서 사실주의적 역사소설의 창시자”(240)인 스코트(Walter 
Scott)는 정치적 신념에서는 보수주의자였으나 자신의 역사소설들에서 과거 
시기의 역사적 사변들, 생활과 풍습들을 진실하게 묘사했다며 진보적 낭만주
의자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낭만주의에 해 문학사는 작가나 예술가들이 “보다 훌륭한 미래에 한 
열렬한 지향과 념원을” “실현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환상과 공상의 형식으로 표
현한” “진보적 문학예술 창작방법”이라고 설명한다(205). 다시 말해, 영국에서 
낭만주의는 자본주의 현실에 한 여러 계층들의 불만을 반영하여 발생했는
데, “계몽주의자들의 이성의 왕국”이 아니라 “약육강식과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한 데 하여 불만을 품은 진보적인 인테리들과 작
가들이” “인민들의 지향”에 동조하면서 부르주아 혁명에서 이루지 못한 이상을 
“어떤 미래에서 찾으려 하였다”는 것이다(206). 이와 조적으로, “전복된 봉
건귀족들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반동적(보수적) 랑만주의”는 “지나가버린 과
거의 낡은 사회를 찬미하고 리상화”(206)했다고 평가하며, 표적 작가로는 
워즈워드를 든다. 문학사 역시 영국의 표적인 진보적 낭만주의 작가로 바
이런과 셸리를 든다. 

이후 출간된 문예상식, 문예관, 백과사전은 일관되게 진보적 낭만주
의와 “반동적” 낭만주의로 구분하며 표작가의 예도 비슷한데, 백과사전은 
예외적으로 키츠(John Keats)를 진보적 낭만주의자에 포함시킨다. 북한의 모
든 저서들은 “반동적” 낭만주의에 속하는 작가들은 이름만 언급할 뿐 구체적 
소개를 피하고, 진보적 낭만주의 작가인 바이런과 셸리에 해서만 상세히 설
명한다. 개관은 바이런이 “동남 구라파에서의 해방운동을 찬양하였으며, 기
계파괴운동자들에 한 영국 통치계급의 범죄적 제재를 반 하여 항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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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리는 “혁명적 낭만주의 문학에서 일찍이 자기의 독자적 경지를 개척하였고 
사실주의에 한 그의 지향과 사실주의적 요소의 농후성이 특징적”이라고 평
가하며(240), 바이런의 차일드 해럴드의 편력(Childe Harold's Pilgrimag
e)5)과 돈 주앙(Don Juan), 셸리의 해방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Unbound) 등 그들의 여러 작품들을 상세히 소개한다. 

문학사는 “진보적” 낭만주의 문학의 표작으로 바이런의 차일드 해럴드
의 편력와 돈 주앙, 셸리의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와 「서풍에 부치는 노
래」(“Ode to the West Wind”)6)를 드는데, 상세한 작품소개에서는 바이런의 
차일드 해럴드의 편력 만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차일드 해럴드의 편력은 
서정적 주인공이 이국산천의 풍경을 감상하고 거기에 얽혀있는 역사를 돌아보
며 외래 침략자들과 압제자들을 단죄하고 있기 때문에 서사적 묘사보다는 주
로 작중 인물들과 사건들에 한 동정, 지지, 반 , 분노, 호소 등 시인의 태도
가 정면에 두드러지며, 시어가 비교적 세련되고 표현이 풍부하며 묘사수단도 
다양하다고 평가받는다. 이 작품의 한계로는 계급적 제한성, 느슨한 구성과 짜
임새, 뚜렷하지 못한 서사시의 주인공 등이 언급되고 있다.     

문예상식은 바이런에 해 셰익스피어 이후 “최 의 영국시인”(387)이라 
소개하며 바이런의 돈 주앙을 중심적으로 설명하는데, 주인공이 방랑아이기 
때문에 건전한 도덕관을 수립하는데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제한성을 
언급한다. 또한 북한 자료로는 드물게 바이런의 근친상간 혐의를 소개하면서 
이는 시인의 “강렬한 반항정신에 놀란” “반동지배층”의 모함이라고 주장한다
(387). 셸리에 한 부분에서도 그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급진적 경향에 불안
을 느낀 반동지배계급”이 “법률적 도덕적 압박을 가해” 외국으로 떠났다고 말
한다(389). 문예관은 낭만주의가 사실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고, 바이런의 

5) “childe”는 중세시  기사가 되려는 젊은이를 가리키는 명칭인데, 적당한 우리말을 
찾기 힘들다. 우리 영문학계에서는 해럴드 도령의 순례라고 옮기기도 하고 영어를 
그 로 써서 차일드 해럴드의 편력으로 옮기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챠일드 하롤
드의 편력기라고 쓰다가 이후 챠일드 해럴드의 편력기라는 표기로 굳어졌다.

6) 우리나라 영문학계에서 “Ode to the West Wind”는 아직 통일되지 않은 채 “서풍에 
바치는 노래,” “서풍에 부치는 시,” “서풍을 기리는 시,” “서풍에 바치는 송가” 등 다
양하게 번역된다. 북한의 문학사는 “서풍 송가”로 옮기는데, 명쾌한 번역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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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앙, 셸리의 해방된 프로메테우스, 스코트의 역사소설 아이반호
(Ivanhoe)를 언급하며 진보적 낭만주의문학이 공상적이기는 하지만 “착취사회
현실에 치되는 훌륭한”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착취사회를 
미워하고 새로운 훌륭한 사회에 한 지향을 가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고 평한다(85). 

북한에서는 셰익스피어만큼이나 낭만주의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고, 외국문
학에 한 부분의 저서들은 바이런을 가장 뛰어난 낭만주의 작가로 평가한
다. 일리아드(Iliad) 번역출간으로 유명한 림학수가 바이런의 여러 시들을 
번역해 바이론 시선을 펴냈고, 1991년에는 문예출판사가 셸리, 키츠, 번즈, 
스코트의 시를 번역해 근  영국시선이라는 책을 펴낸바 있다. 그러나 낭만
주의 문학에 한 북한의 지 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영문학 문예사조 중 북한
의 인식의 제한성과 오류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도 낭만주의이다. 문제점
은 워즈워드와 콜리지 등 제 1세  낭만주의자들을 “반동적”이라며 제외시켜 
버린 채 경향에 있어 변화를 보인 2세  낭만주의자들인 셸리와 바이런을 기
준으로 낭만주의 문학의 특성을 규정한 것에서 시작된다. 낭만주의의 출발점
이 아니라 변화된 지점에서 낭만주의의 주요 특성을 찾는 것은 분명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문예사조에 있어 신고전주의 및 계몽주의에 한 반발에서 시작된 
1세  낭만주의자들과 달리, 바이런의 경우 오히려 1세  낭만주의자들을 비
판하고 신고전주의 시 의 정돈되고 간결한 영웅시체 2행 연구 시형을 이상으
로 삼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서구 영문학계에서 설명하는 낭만주의 문학의 특징은 직관과 상
상력에 한 강조, 개인의 정서와 감정의 자유로운 유출 지향, 귀족이 아닌 일
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박하고 꾸밈없는 언어 사용, 사회적 인습
의 타파와 저항정신, 자유와 평등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의 지향, 순수한 자연
에의 일체감과 감화, 유기체적 자연관 등이 있다. 이러한 특징의 상당부분은 
워즈워드와 콜리지가 함께 펴냈고 영국에서 낭만주의 문학의 선언서로 평가받
는 서정 담시집(Lyrical Ballads)의 2판과 3판의 「서문」(“Preface”)에 근
거하고 있다. 북한의 저서들은 「서문」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정제되고 세
련된 언어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일상어를 사용하고 일상적 삶에서 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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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오는 것은 혁신적인 시도이며,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에서 가치를 두는 
“인민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또한 북한의 저서들이 공통적으로 워
즈워드와 같은 작가들이 “봉건귀족들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고 “지나가버린 과
거의 낡은 사회를 찬미”했다는 설명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낭만주의만큼은 아닐지라도, 북한은 19세기 영국의 사실주의 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다. 북한에서는 사실주의를 문학예술의 유일한 창작방법으로 제시
한다. 사실주의적 문학예술작품은 인간과 생활에 한 개성적이며 구체적인 
화폭을 통하여 시 의 특징과 사회의 본질,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심오하게 
밝힘으로써 높은 사상예술성과 커다란 인식 교양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백과사전 35). 북한의 저서들에서 셰익스피어로 변되는 “인문주의적 사실
주의” 혹은 디포우와 같은 근  소설가들로 변되는 “계몽주의적 사실주의”라
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사실주의는 19세기 제국
주의 시 에 발생한 서구의 “비판적 사실주의,” 그리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세계관적 기초로 하여 발생했고 북한에서 정권초기에 표방했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마지막으로 김일성 일인지배체제와 주체사상의 완성으로 정립되어 
현재 북한에서 문예창작방법으로 지키도록 요구하는 “주체사실주의,” 이 세 가
지를 의미한다. 그만큼 북한은 19세기 서구의 사실주의 문학을 높이 평가하며, 
195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일관되게 19세기 사실주의를 “비판적 사실주의”
라 칭하고 있다. 

개관은 서구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표면화되면서 1830-40년 에 비판
적 사실주의가 개화했다고 설명한다. 18세기 계몽주의적 사실주의 작가들은 
부르주아적 관계에 해 개별적 측면만 보고 묘사한데 비해, 19세기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들은 부르주아 사회생활의 전반적 관계뿐만 아니라 그 깊은 지
점까지 예리하게 관찰하며 “자본주의의 죄악”(190)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표적 작가로는 “맑스가 19세기 영국 사실주의 소설의 빛나는 일파라
고 높이 평가한”(241) 디킨즈(Charles Dickens), 새커리(William M. 
Thackeray), 브론테(Charlotte Brontë), 개스켈(Elizabeth Gaskell)을 들고 있
고, 상세한 작가 및 작품 소개에서는 디킨즈와 새커리, 두 작가만 다룬다. 개
관은 디킨즈를 “19세기 영국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의 걸출한 표자이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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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회소설의 창시자”(257)라고 소개하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의 메커니즘을 
통찰하고 해부함에 있어 프랑스의 발자크(Honore de Balzac)만큼의 예리함에 
이르지 못했고, 부르주아 영국의 사회모순을 선과 악의 립이라는 추상적 도
식으로 이해하여 악에 한 선의 승리에 한 감상적이며 주관주의적인 기
를 품었다며 그 한계를 지적한다(258). 새커리에 해서는 허영의 시장
(Vanity Fair)을 표작으로 소개하고, 디킨즈와 달리 “현실 타협적인 감상주
의를 알지 못하는” 냉철한 비판자로 남아있었고 “영국 통치 계층에 한 폭로
의 예리성,” “비판의 엄격성과 지배계층에 한 선명한 전형화는 영국 사실주
의 문학 전통을 위한 귀중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한다(266).  

문학사 역시 비슷한 관점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제 모순, 악덕과 부패성
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220) 상황에서 비판적 사실주의가 발생했다고 설
명하며, 한계로는 “사회악의 근원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를 밝히지 못하였
다”(224)는 점을 들고 있다. 개관처럼 표작가로 디킨즈와 새커리를 들며, 
세부적인 작가 및 작품 소개 부분에서는 디킨즈의 돔비와 아들(Dombey and 
Son)과 새커리의 허영의 시장에 해 설명한다.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는 조
금 낯선 돔비와 아들은 “오직 돈만 알고 모든 것을 돈으로만 평가하며 살아
가는 한 영국 자본가의 운명과 도덕적 파멸과정을 묘사”한 작품으로 소개하며, 
허영의 시장 역시 같은 관점에서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상을 풍자적 수법으로 폭로한” 훌륭한 작품이라 설명한다(234). 

문예관은 서구에서 19세기에 비판적 사실주의가 발생한 이유에 해 영
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의 부르주아혁명 등에 의하여 자본주의제도 자체의 본
질과 모순이 명백히 드러나게 된 사회역사적 조건과 더불어 문학 자체의 발전
의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한다. 낭만주의 문학은 “현실로부터 떠나서 공상의 세
계에서 헤매는 이상의 문학”이 되었고, “인민 중은 자주권과 생존을 위한 투
쟁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해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이 요구를 반영하여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88-89). 문예관은 또한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들이 심리묘사 및 배경이 되
는 환경묘사에 탁월했고, 문학언어를 세련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한계에 

한 설명은 문학사와 동일하다. 또한 문학사처럼 디킨즈의 돔비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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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새커리의 허영의 시장을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의 표작으로 들고 있다. 
한편 문예상식은 다른 저서들과 달리 올리버 트위스트(Oliver Twist)를 
디킨즈의 표작으로 설명한다. 

백과사전은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의 영향으로 영국문학이 시에서 산문으
로의 이행이 뚜렷해져 소설이 주도적 형태가 된다고 언급하며, 영국 비판적 사
실주의 문학의 발전을 세 단계로 나눈다. 첫 단계인 1830-40년 에 디킨즈, 
새커리, 브론테 자매, 개스켈이 활약하고, “영국에서 비판적 사실주의가 일시
적으로 약화된”(192) 두 번째 단계(1860-70년 )에는 엘리어트(George 
Eliot), 메러디스(George Meredith), 버틀러(Samuel Butler)가 표적이며, 
마지막 단계(1880-90년 )에는 비판적 사실주의가 다시 활발해져 하디
(Thomas Hardy)가 활약했다는 것이다. 영국 비판적 사실주의의 표작으로
는 디킨즈의 돔비와 아들, 새커리의 허영의 시장, 하디의 테스(Tess)7),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제인 에어(Jane Eyre)를 다룬다. 돔비와 아들
과 허영의 시장에 한 평가는 이전의 저서들과 차이가 없고, 테스는 근
로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자본주의사회 근로자들의 처지를 진실하게 그
려냈으며, 제인 에어는 가난한 평민여성의 운명을 통해 영국 자본주의 사회
의 불평등을 비판했다고 설명한다. 제인 에어의 한계로는 부르주아적 “박애
주의를 설교”(195)한 점을 든다. 

20세기 후반에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이 전 세계 문학계를 휩쓸면서 제인 
에어에서 서인도제도 출신의 ‘다락방의 미친 여자’ 버사(Bertha)가 재조명되
지만 북한의 저서들에서 이에 한 언급은 전혀 없다. 북한이 제국주의를 강하
게 비판하고 서구 중심의 주류문학에서 소외된 아시아 및 제 3세계 문학에 많
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실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면모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백과사전에서 눈에 띄는 것은 디킨즈의 작품으로 위 한 유산(Great 
Expectations)8)을 처음 언급한 것이다. 개관은 창작시기별로 디킨즈의 수많

7) 개관은 20세기 편에서 이 시기에 활약한 사실주의 표작가로 하디와 쇼(Bernard 
Shaw)를 들며 상세히 소개한다. 

8)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위 한 유산이라는 잘못된 번역을 사용하다가 근래에 
와서 영국소설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막 한 유산으로 옮기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에서는 거 한 유산으로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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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작품들을 다루지만 이 소설은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출간되는 다른 저서들
도 마찬가지였는데, 디킨즈의 부분의 작품들에 비해 위 한 유산은 사회
비판적 요소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19세기 영국의 사실주
의 문학에 한 북한의 평가가 보여주는 한계이기도 하다. 북한의 부분의 저
서들이 19세기 사실주의 문학의 표작으로 돔비와 아들과 허영의 시장을 
든 것에서 알 수 있듯, 북한에서는 사회현실에 한 명시적 비판이나 풍자의 
정도가 문학적 성취와 작품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중적 인기뿐만 아니라 문학적 성취의 면에서 당  다른 어떤 소설가들에 뒤지
지 않는 오스틴(Jane Austen)이나 19세기 ‘여성 셰익스피어’라는 평가를 받기
도 했던 조지 엘리어트(George Eliot)가 북한의 저서들에서는 외면당하는 이
유도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Ⅴ. 결론

이상으로 분단 직후인 1950년 부터 2000년 까지 북한에서 출간된 외국
문학사 관련 서적 및 평론들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영문학사의 주요 흐름과 작
가, 작품에 해 북한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았다. 북한은 시 에 따라 
지도이념이 바뀌고 문예이론도 변화를 겪었지만 영문학 사조에 한 전반적인 
인식이나 주요 작가 및 작품에 한 평가는 유사하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신
고전주의, 계몽주의, 사실주의에 한 기본적 설명은 비교적 정확한 측면이 많
지만 낭만주의에 한 설명에서는 오류가 많이 드러난다. 북한의 비평이 보여
주는 가장 큰 한계는 ‘진보적’이지 않은, 혹은 사회비판적인 면모가 두드러지지 
않는 작가의 경우 ‘반동적’이라는 규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이들의 작품은 언
급조차 하지 않고 철저히 외면한다는 것이다. 평가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구체
적으로 어떤 작품의, 어떤 측면들이 ‘반동적’이고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영문학 사조에 한 북한의 평가에서 드러난 제
한성과 오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선호하고 주목하는 영문학 작품에 한 
인식은 우리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간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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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편성’이라 치부할 수도 있지만, 분단 이전 한반도에 영문학이 도입된 초
기의 공동의 유산의 영향도 있다. 북한은 우리와 립하고 있고 끊임없이 한반
도의 평화를 위협하지만 민족적 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이다. 따라서 서로의 
차이점을 연구하고 간극을 좁히는 노력과 동시에 공통점을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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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th Korean Perception of ‘Early Modern’ 

English Literature

                     
Do, Haej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how major British literary 
movements, notable authors, and their works are perceived and estimated 
in North Korea, which is known to maintain the most closed system in the 
world. British literary movements covered in this essay include 
Renaissance Humanism, Neoclassicism, Enlightenment, Romanticism, 
Realism, with books and articles published from 1950s to 2000s in North 
Korea being analyzed.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Chuch'e ideology in 
mid-1960s marked the change in the nation's leading literary and artistic 
theory in North Korea, general perception of British literature was rather 
unvarying. Renaissance Humanism, Enlightenment, Romanticism, and 
Realism are generally thought as progressive and realistic literary 
movements, whereas Neoclassicism is denounced as ‘reactionary’ and 
‘anti-people’ one. Notable authors who have always been held in high 
esteem are Shakespeare, Milton, Byron, Shelley, Dickens and Hardy.  

 
Key words: North Korea, Literary Movements, Renaissance Humanism, 

Neoclassicism, Enlightenment, Romanticism, Realism 
            북한, 문학사조, 르네상스 인문주의, 신고전주의, 계몽주의, 낭만

주의, 사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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