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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혹스러운 교재: 문선집 다시 읽기

봉 준 수

[국문초록]

『노튼영문학선집』이나 『미국문학의 전통』과 같은 대형 문선집들은 그 부
피, 무게, 가격, 그리고 구성 등에 있어서 교수자와 학생 모두에게 곤혹감을 안
겨준다. 자주 지적되는 바이지만 문선집이 수록 작품들을 결정하는 기준은 언제
나 논란의 소지를 포함하게 되고, 원문의 맥락에서 떨어져 나온 발췌문을 종종 
싣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생래적으로 지니게 된다. 그러
나 문선집을 교재로 사용하는 교수자들은 그것의 단점 또한 활용하려는 적극성
이 필요하다고 본고에서는 제안한다. 그러자면 우선 문선집의 편집에 영향을 끼
치는 요소들을 두루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언제나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정전’이라는 개념과 문선집을 서로 연관시켜 고찰해야 할 것이다. 문선집을 교
재로 사용할 때는 단지 수록되어 있는 작품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구성 원리에 의거하여 가령 어떻게 젠더나 인종, 다문화주의와 같은 문학 외적 
요소들과 교호작용을 해가면서 만들어지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제도’
로서의 문학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작업이며,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교수자
의 위치 역시 문선집이나 정전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구축되는 
것임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주제어: 문선집, 정전, 교수법, 젠더,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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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영어권 문학수업에서 사용되는 『노튼영문학선집』(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이나 『미국문학의 전통』(The American Tradition in Literature)

과 같은 ‘대형’ 문선집이 그 부담스러운 부피와 무게, 그리고 가격 때문에 불평

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선집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이 종종 받는 질문—“그 두꺼운 책을 다 읽느냐?”—은 교수자에게로 향하
는 질문이기도 하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필자가 문선집에 대한 학생들의 입

장을 정확히 대변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대략이나마 상상해본다면 다음과 같

다: “왜 이리 크고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녀야 하는가? 이 책을 다 읽기는커녕 

극히 일부만을 다룰 뿐인데 왜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서 구입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대학의 영문학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다룰 수 있는 작품의 양은 결국 

영어라는 ‘외국어’의 장벽 때문에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문선집은 

개관(survey) 과목을 위시하여 특정한 시기를 다루는 전공과목(특히 시 과목)에

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저런 과목들을 거치면서 

영문학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실제로 문선집에서 읽게 되는 분량은 문선집 전

체와 비교하면 지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대학생

들의 사정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양을 읽

겠지만, 그들 역시 문선집 전체의 분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아니하

는 분량만을 읽고 학사모를 쓰게 되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1) 

이렇게 수업에서 다루지 아니할 부분에 대해서도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부

조리’ 이외에도 문선집의 문제점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스티븐 카알 아치

(Stephen Carl Arch)가 ｢대형 문선집과 작별하기: 문선집으로부터의 독립선언｣
(“Letting Go of the Big Anthology: A Declaration of Anthological Independence”)이

라는 글에서 지적하는 바이지만 다수의 미국문학선집은 작품에서 특정 부분을 

임의로 택하여 정전화(canonization)하며, 그 과정에서 원래의 맥락에 손상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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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학생들로 하여금 과거와 제대로 만날 수 없게 만든다(Arch 79-80). 또한  

문선집의 철자는 현대화되어 있어서(Arch 81), 철자의 차이를 통해 즉각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시간적 거리가 사라져버린다. (현대화된 철자를 사용하는 다수

의 문선집들은 가독성을 위하여 역사적 측면에서 타협하는 셈이다.) 또한 모든 

문선집들이 편집자들의 허장성세로 가득 차 있는데, 수록된 작품들이 가장 많다

거나, 같은 편집자들과 출판사에 의해 계속 발간된 점에 있어서 가장 유서가 깊

다거나 하는 말이 그렇다. 그리고 문선집의 서문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

가?(Arch 83)

『히스미국문학선집』(The Heath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의 편집자

인 폴 로터(Paul Lauter)는 문선집에 대한 비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문

선집은 “피상적”인데 “진정으로 위대한 작가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시각을 제공하

는 대신 문학사를 단거리 과정으로 통과해버린다.” 보통 문선집에 실려 있는 작

가들의 수는 너무 많고, 그 수준에 있어서 들쑥날쑥하며, “다양한 선택권이 학생

들로 하여금 문학 텍스트의 진정한 미학적 가치에 초점을 두지 못하게 한

다”(“Teaching” 329).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로 개관 과목의 교재로 만들어지는 

문선집이 ‘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깊이’를 희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한

다. 다수의 작가들을 수록하자면 개별 작가마다 충분한 지면을 할애하기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명백한 문제점이나 결함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궁극적으로 문선

집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문학교육이란 단지 특정한 작품에 대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문학이 존재하고 논의되어지는 방식에 대한 이해로 나

아가야 마땅한데, 문선집에서는 바로 이러한 ‘제도로서의 문학’이 다양한 방식

으로 구현되어 있다. 그러자면 이미 언급된 결함까지 포함하여 대학교재로서의 

문선집을 다각도에서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데, 하나의 문선집이 만들어질 

때 그 안과 밖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문학적 혹은 비평적 판단과 물질적 차원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검토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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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선집의 상업성

영어권 문학의 교수자들에게는 문선집들이 주기적으로 개정판을 펴낸다는 사실

은 새 교재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하나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정전(canon)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선전하면서 등장하는 일련의 새

로운 문선집들을 통해 교과서시장—실로 엄청난 자본시장—이 쉬지 않고 움직이
고 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노튼미국문학선집』(The Norton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의 속표지 뒷면에 있는 출판정보를 보면, 이 문선집은 1979

년에 첫 선을 보인이래, 1985, 1989, 1994, 1998, 2003, 2007, 2011, 2016년에 새로

운 판을 냈다. 개정 주기를 본다면 『미국문학의 전통』도 대체로 비슷하다. 그

러나 이렇게 4, 5년만에 한 번씩 개정판이 필요할 정도로 미국문학의 정전이 변

화하고 있는가? 좀 더 빈번하게, 그러니까 1990년에 처음 출간되어 2013년에 7

판을 낸 『히스미국문학선집』은 평균적으로 약 3년에 한 번씩 개정판이 나온 

셈인데, 과연 이렇게 빈번한 개정이 요구될 정도로 미국문학을 가르칠 때의 목

표나 방법론이 시시각각 바뀌는 것인가? 『노튼미국문학선집』의 최신판(9판, 

2016)을 가령 초판(1979)과 비교해보면 중대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문선집의 

맨 앞부분만을 보자면 초판은 “초기미국문학 1620-1820”(Early American 

Literature 1620-1820)이라는 커다란 제목을 내걸고 존 윈스롭(John Winthrop), 윌

리엄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 앤 브래드스트리트(Anne Bradstreet)로 시작

하는 반면(vii), 9판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구전문학”(Native American Oral 

Literature)으로 시작하여 대서양을 건너온 유럽 탐험가들의 텍스트(영역), 그리

고 북미대륙에 대한 유럽인들의 기술(영역 포함)을 싣고 있다(vii, viii). 이 가운

데 몇몇은 이미 9판 이전부터 『노튼미국문학선집』에 수록되고 있는데, 간단

히 요약하자면 17년간 ‘미국’ 그리고 ‘미국문학’의 정의가 수정,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9판을 가령 2007년에 나온 7판과 비교할 때 차

이가 그리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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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4, 5년을 주기로 하는 문선집들의 개정은 교수자들의 반응을 참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기적인 개정은 오로지 교육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은 아니고 상업적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 문선집을 펴내는 출판사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문선집을 구입하여 공부한 학생들이 한 

학기가 끝난 후, 혹은 졸업할 때 그것을 중고서점에 팔아버린다는 사실이다. (다

른 대학교재들과 마찬가지로 문선집이 중고서적으로 활발히 유통된다는 사실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개정판이 나오는 이유는 정전의 변화나 가르칠 작품을 선

택하는 교수자들의 성향 때문만은 아니고 중고서적의 유통과 맞서야만 하는 출

판사의 입장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W. W. 노튼(Norton)은 수많은 전공분야

의 대학교재들을 펴내지만, 이 출판사의 주력 상품이 『노튼영문학선집』과 
『노튼미국문학선집』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선집의 상업적 측면은 발간 형태에서도 발견된다. 『노튼영문학
선집』이나 『노튼미국문학선집』, 혹은 『미국문학의 전통』은 발간 초창기에
는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를 한 권—“축약본”(Abridged Edition) 혹은 “주

요 작가판”(Major Authors Edition)—으로 압축해놓은, 하나의 ‘파생상품’만이 존

재했었다. 그러던 것이 시기별로 잘게 쪼개놓은 형태로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현재 『노튼미국문학선집』의 최신판(9판, 2016)의 경우 두 권(Volumes One - 

Two)으로 분리된 세트와 다섯 권(Volumes A - E)으로 분리된 세트로 동시에 발

간되고 있다. 후자는 광범위한 시대를 개관하는 과목보다는 세기별로 혹은 문학

사의 시기별로 좀 더 잘게 구획 지어진 과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

지만 낱권으로도 판매되고 A, B권과 C, D, E권으로 묶어서도 판매되기에 결국 

이 다섯 권의 두께가 엇비슷하거나 적어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야 한다는데 

점에 생각이 미치면 판매를 위한 외적조건이 문학사의 시기구분(periodization)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19세기 전반부에 초점을 맞추는 미국문학 수업

이라면 북미대륙의 탐험시대부터 남북전쟁까지의 텍스트들을 싣고 있는 무거운 

제 1권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B권을 구입하면 된다는, 친절하고도 영리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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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다. B권은 “미국문학 1820-1865”(American Literature 1820-1865)라는 시대구

분 하에 편의상 남북전쟁이 끝나던 해(1865년)를 문학사적 구분선으로 삼고 있

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부피, 무게, 가격의 측면에서 분명히 사용자의 불만 혹

은 부담을 감소시켜준다고도 하겠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출판사의 상업적 감각

에 역시 주목하게 만든다. 19세기 미국문학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월트 휘

트먼(Walt Whitman)과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은 『노튼미국문학선집』 
B권의 끝부분과 C권의 맨 앞부분에 공히 수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휘트먼과 디

킨슨을 반복하여 배치해 놓음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와 함께 상업적 안전성도 확

보해놓으려는 출판사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이 두 시인들이 현대시의 선구자

로 간주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1865년에서 1914년까지, 즉 남북전쟁이 끝나는 

해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해까지를 함께 묶어놓은 C권의 맨 앞에도 

이들이 수록된 이유를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흥미로운 것은 B권의 끝에서 휘

트먼과 디킨슨이 등장할 때 다섯 명의 다른 작가들과 섞여 나오지만, 이 다섯 

작가들은 C권의 맨 앞에서 휘트먼과 디킨슨이 다시 등장할 때는 그들과 함께 

다시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록된 작품의 수를 볼 때 B권의 말미

에 실린 이 두 시인의 작품들이 C권의 맨 앞에 실린 작품들보다 더 많다는 점이

다.

작가나 작품의 수록을 결정짓는 것은 대체로 편집자의 심미적 기준이지만, 

문학외적인 요인 또한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저작권은 작품 그 

자체의 본질과 하등의 관련이 없어도 문선집의 구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이미 다른 출판사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재수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료를 지불해야 하고, 이 현실적 과정의 어려움은 작가별로 큰 차이가 나기 때문

에 일반화해서 서술하기 어렵다. 많은 작품들을 재수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료

가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종종 저작권료와는 무관하게 문선집에 

실어도 좋다는 허락 그 자체를 받아내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할 수도 있고

(Nelson 312), 또한 재수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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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문선집 수록 여부가 저작권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은 문선집이 

궁극적으로 임의적 선별성에 의존하여 만들어질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다. 그것

은 또한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문학이라는 제도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저작권이란 과

연 작가를 보호하는 것인가?

III. 문선집의 구성

문선집은 대체로 이미 출간된 작품들을 재수록하기 위한 공간이다. 작가들은 일

단 이 공간에 들어가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이 과

정은 동일 작가의 작품들끼리 경쟁한다는 의미 또한 포함한다. 문선집의 지향점

이나 기본적 선택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경쟁에는 애초부터 ‘참가자격’에 제한이 

주어지기도 한다. 가령 『노튼여성문학선집』(The Norton Anthology of Literature 

by Women)이나 『노튼유태계미국문학선집』(Jewish American Literature: A 

Norton Anthology)과 같은 문선집은 젠더나 인종과 같은 정치, 문화적 범주를 선

택기준으로 앞세워 편찬된 구조물이다. 또한 문선집은 단일한 장르가 아닌, 다

양한 문학 장르를 포함해야 할 경우 바로 그 장르적 속성에서 비롯하는 여러 가

지 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문선집은 장편소설이

나 희곡과 같은 대형장르보다 단편소설, 서정시, 수필 등의 소형장르에 유리하

다. 가령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는 이렇다 할 단편 혹은 

중편소설이 없어서 나사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 허먼 멜빌(Melville), 마

크 트웨인(Mark Twain), 헨리 제임스(Henry James),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 

혹은 윌라 캐서(Willa Cather) 등과 비교할 때 문선집에서의 자리다툼에서 불리

하다. 같은 시인이라 하여도 알렌 긴스버그(Allen Ginsberg)의 대표작 「울부짖
음」(Howl) 한 편을 수록할 공간에 디킨슨의 시를 여러 편 실을 수 있다. 영문학

의 경우 같은 이유에서 장시에서 더 빛나는 아서 휴 클러프(Arthur Hugh Cl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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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문선집에서 접하는 것은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장편소설은 문선집에 싣기가 어렵고, 설사 싣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남을 가

능성이 크다. 가령 2012년에 발간된 『노튼영문학선집』의 최신판(9판)을 보면 

샬럿 브론테(Charlotte Brontë)는 아예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고 에밀리 브론테

(Emily Brontë)의 이름 밑에는 여섯 편의 짤막한 서정시가 실려 있다(xix, 

1329-35). 후자는 한 편의 소설—『폭풍의 언덕』(Wuthering Heights)—덕분에 문
선집에 들어오게 되지만, 결국 지면 관계상 그 소설이 아니라 서정시가 실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제인 에어』(Jane Eyre)가 산드라 M. 길버트(Sandra M. 

Gilbert)와 수잔 구바(Susan Gubar)의 페미니스트 비평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적 

위치를 감안할 때, 또한 이 두 여성학자들이 같은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노튼
여성문학선집』의 편집자임을 상기할 때, 샬럿 브론테가 『노튼영문학선집』에
서 빠져 있다는 점은 포함과 배제의 논리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길버트

와 구바는 『제인 에어』가 “독립적인 여성의 꿈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폭발

적 광기에 대한 환상과 결합시키는” “전례가 없는 로맨스”라고 소개하면서(471), 

『노튼여성문학선집』에 그 전문을 싣고 있다.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경우 두 개의 매우 짧은 발췌문이 실려 있는데, 하나는 라파엘전파

(Pre-Raphaelite)에 대한 짤막한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운 
시절』(Hard Times)에서 매우 간략하게 발췌한 것이다. 후자는 산업화의 영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코크타운(Coketown)이라는 도시에 대한 묘사이다(발

췌된 부분은 한 면을 다 채우지 못할 정도의 분량이다). 이는 짤막하게 발췌된 

디킨스의 소설 텍스트를 일종의 역사적 배경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물

론 장편소설도 전체가 다 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댈로웨이 부인』(Mrs. Dalloway)이나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이 그러하다. 이

는 소설의 전문이 다 실린 괄목할 만한 예로서, 이미 언급한 19세기 영국소설이 

의외로 홀대를 받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특히 빅토리아시대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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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르가 바로 소설임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문선집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장르상의 차이와 작가별 특성에 따라 크고 

작은 차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이 존재하는 반면, 완성되어 나온 

문선집은 예기치 못한 강력한 ‘동질화’(homogenization)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문선집의 한 가지 ‘기능’ 혹은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선집이 문선집이 

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문선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모두가 동일한 

판형 속에 동일한 체제로 편집되어 동일한 모양과 크기의 활자로 인쇄되고 편

집자의 서문이라든지 주석 등도 동일한 형식으로 붙게 된다. 문선집의 편집자들

은 개별 작품들 고유의 ‘서지학적 코드’(bibliographical code)를 무시한 채 특정한 

형식적, 교육적 장치(apparatuses) 안에 모든 작품들을 일률적으로 밀어 넣을 수

밖에 없다. 문선집에 실린 텍스트는 유통과 소비를 포함하는 원래의 물질적 맥

락이 지워지고 문선집의 편집자가 의도한 바에 따라서 완전히 표백되어 독자들

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문선집이 제공하는 크고 작은 문학사적인 틀이 피상적일 수도 있다. 로

라 라이딩(Laura Riding)과 로버트 그레이브스(Robert Graves)가 적시하듯 문선집

의 독자들은 편집자들이 제시하는 일정한 해석의 틀 속에서 작품을 보게 될 수

도 있는 것이다(qtd. in Lockard and Sandell 239). 가령 조지 맥마이클(George 

McMichael)이 편집한 『미국문학선집』(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의 둘째 

권은 “사실주의의 시대”(The Age of Realism)라는 소제목을 붙이면서([xvii], 

xxxv) 휘트먼과 디킨슨의 시를 싣고 있다. 휘트먼부터 19세기 후반까지를 느슨

하게 묶어 “사실주의의 시대”로 보려는 편집자의 의도를 알 수 있지만 “사실주

의”가 대략적이나마 무엇인지 아는 독자들이 휘트먼이나 디킨슨의 시를 읽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문선집 가운데 특히 『미국문학의 전통』은 
이러한 문학사적인 틀과 개별 작품의 해석을 좌우할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을 가

장 많이 제시하는데, 이를테면 러시아 출신의 망명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Vladimir Nabokov)는 10판에서 “미국문학의 세계화”(The Global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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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Literature)라는 일종의 ‘구호’를 앞세워 등장한다(xxix, 2119-21). 9판과 

비교해보면 수록된 나보코프의 작품이 같고, 주석이나 작가소개에 있어서도 수

정이 전무하지만 그는 오직 “세계화”라는 개념을 내세우는 간판만을 새로 달고

서 미국문학의 세계화의 예로 제시되는 것이다. 세계화가 큰 흐름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미국문학의 전통』은 기존에 싣던 작가의 기존의 작품
을 매우 손쉽게 ‘재활용’하면서 세계화를 염두에 두는 듯한 몸짓을 보여주고 있

다.

IV. 정전의 변화: 젠더, 인종, 다문화주의

1970년대부터 중요한 정치문화적 기류의 하나로 자리 잡은 페미니즘은 1980년

대가 되어 본격적으로 기존의 정전에 도전하기 시작한다. 페미니스트 문학비평

은 “『노튼영문학선집』과 뒤이어 『노튼미국문학선집』의 ‘깊이와 폭’”을 “의

문시”하였는데, 이는 정전이 젠더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사실을 주시하였기 때문

이다(Lockard and Sandell 242). “잃어버린 여성들의 문학사를 복구”하는 것을 목

표로 내세우면서(Lockard and Sandell 244) 길버트와 구바가 1985년에 펴낸 『노
튼여성문학선집』은 젠더의 차원에서 볼 때 대학교재용으로 편집된 문선집으로
는 가장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와 뉴질랜드의 작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시, 

소설, 에세이, 희곡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싣고 있다.

사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거의 모든 미국문학선집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미미했다. 주디스 페털리(Judith Fetterley)와 조운 슐츠(Joan Schulz)는 198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 발간된 미국문학선집들을 

분석한 바, 이 문선집들이 설령 소수의 여성작가들을 포함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백인남성들 중심으로 편찬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3-17). 1960년대와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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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온 미국문선집에서 여성작가들에게 허용된 공간은 4%에서 10% 사이였다. 

1981년에 출간된 『미국문학의 전통』에서는 총 145명의 저자들 가운데 28명이 

여성이며, 4,200쪽 가운데 295쪽을 점유하고 있다(5). 여성작가들에게 가장 많은 

공간을 제공했던 문선집은 두 권으로 출간된 『노튼미국문학선집』(1979)이었

는데, 편집자들은 서문에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여성작가들이 등한시되었던 것

을 시정하기 [위하여] . . . 29명의 여성작가들에게 약 700쪽을 할애했다”(qtd. in 

Fetterley and Schulz 5)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헤아려보니 5,000쪽 가운데 512

쪽에 불과했다(5). 굳이 편집자들이 부정직하다고 말할 것까지는 없겠으나 그들

이 무심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길버트와 구바가 젠더의 개념을 앞세웠듯이 미국내 소수민족/인종의 경험을 

제대로 대변한다는 목표 하에 인종이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문선집이 만들어지

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로카드와 샌델은 “부분적으로는 역사적인 고충

(grievances)이 진정으로 문화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Lockard and Sandell 247). 

이미 논의한 『노튼여성문학선집』을 필두로 1980년대 중반부터 새롭게 발간되

고 있는 문선집의 제목을 훑어보면 바로 젠더나 인종의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

적인 고충”이 정체성의 정치학을 뚜렷하게 형성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위 

“죽은 백인남성들”(dead while males) 중심의 옛 정전에 본격적인 균열을 내기 시

작한 길버트와 구바의 『노튼여성문학선집』(1985)을 필두로 『히스미국문학선
집』(1990), 『노튼미국흑인문학선집』(The Norton Anthology of African American 

Literature, 1997), 『노튼유태계미국문학선집』(2001), 『노튼라틴계문학선집』
(The Norton Anthology of Latino Literature, 2011) 등이 발간되고 있다. 이렇듯 다

문화적 문선집은 바로 민족이나 인종의 개념을 부각시키는데 1990년에 LA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소요사태와 2001년의 9.11 등과 같은 최근 미국사의 충격적인 

순간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가장 전통적 혹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

지 퍼킨스(George Perkins)의 『미국문학의 전통』(10판)에서도 9.11에 대하여 언

급하면서(xxxiii), 설령 『히스미국문학선집』이나 『노튼미국문학선집』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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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상대적으로 다문화적 맥락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최

소한도의 관심 표명은 하려고 한다.

 사실 젠더와 인종이 문선집의 편집 원칙이 될 때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일

으킬 소지가 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우선적으로 내세우게 되면 다른 한 쪽

이 현실에서의 억압적 위계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억압받던 

젠더를 앞세운 『남부 작가들』(Southland Writers)이라는 문선집은 여성시인들

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소수민족들을 전혀 포함하지 않아서 은

연 중에 백인들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빚었다(Lockard and Sandell 235). 

반대로 인종을 앞세울 경우 제대로 대변되지 아니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계속 

묻혀버릴 위험이 있다. 즉 젠더는 인종적 소수자의 문학선집에서 인종보다 하위

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Lockard and Sandell 245). 젠더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실로 보편적인 개념이지만 다문화적 문선집을 편집하는 경우에는 젠

더보다 인종이 더욱 강력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범주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

서 다문화주의라는 개념 그 자체의 잠재적인 위험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는] 인종들을 동질화하는 담론이며 혼종성의 문제가 사라지

게 만들면서 인종들 간의, 그리고 인종 내의 구체성과 개별성을 인정하

지 아니한다. 다문화주의의 담론은 구축된 차이의 역사성을 전 세계적

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교묘하게 처리한다. (Moallem and Boal 256)

위의 인용문에서 모알렘과 볼이 논하고 있는 다문화주의는 미국의 특수한 정

치적 맥락 속에서의 다문화주의로서 문선집의 편집과는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가 자칫 상이한 인종들간의 차이를 지우고 그것

을 하나로 묶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상이한 문화들이 ‘다문화’라는 하나의 보

편적 범주로 흡수된다—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차원에서의 

경고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문선집에 수록된 작품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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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어 독자들에게 제시된다는 점과 유비관계에 있다. 다문화주의를 전면에 내

세우거나 적어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몸짓을 보이지만 문선집이라는 하나의 

일정한 틀 속으로 들어오면서 동질화를 피할 수 없기에 다문화적 취지가 희석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히스미국문학선집』이나 『노튼미국문학선집』
은 구전으로 전승되던 북미대륙 원주민들의 시를 맨 앞에 싣고 있지만 이는 어

쩔 수 없이 영어로 번역되어 실리게 되며, 영어를 사용하지 않던 북미대륙의 탐

험가들이 15, 16세기에 작성한 문서들 역시 영역되어 실릴 수밖에 없다. 유사한 

예로서 『노튼세계걸작선집』(The Norton Anthology of World Masterpieces)을 본

다면 제목에서 ‘세계’를 내세우고 있으나 부제에서 그것을 “서구의 전통”(The 

Western Tradition)이라고 궁색하게 축소시킬 수밖에 없으며,2) 비영어권 작품들

은 영역본으로 싣는 것이 불가피하다. 서구의 작품들만을 수록하면서 “세계”라

는 단어를 계속 유지하는 것 또한 문제인데, 이는 미국 프로야구의 “월드시리

즈”(The World Series)를 떠올리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적 문선집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다문화주의를 내걸면서도 앞의 예에서와 같이 

언어 장벽이라는 현실적 차원의 ‘실패’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는, 일종의 반면

교사와도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젠더와 인종의 차별적 작용을 숨기고 있던 과거의 정전에서는 듣기 힘들었던 

다양한 목소리가 다문화적 문선집을 통하여 강의실 내로 들어가는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 다문화주의를 통해 미국의 교재시장

이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가령 엘리스 캐쉬모어

(Ellis Cashmore)는 『노튼미국흑인문학선집』의 초판(1997)에 대한 서평을 쓸 

때 흑인문화가 소비하기 좋게 재단되어 노튼이라는 출판사의 돈벌이 수단이 된

다고 비판하고 있다(52). 이 문선집은 “미국 흑인들의 세계를 포장[한]” 것으로

서 “여전히 백인들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에다 흑인 문화를 파는 데” 초점이 맞

춰져 있다고 매우 혹독하게 평한다(53). 미국의 경우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

는 학생들은 대체로 중산층 백인 여성들임을 상기해본다면 캐쉬모어의 비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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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가 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정체성의 정치학이 문학수업과 문선집의 토대

로 학계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Lockard and Sandell 244). 

V. 선별 혹은 ‘정전’

앤 페리(Anne Ferry)가 적시하는 바, “anthology”라는 단어의 그리스 어원은 “꽃

을 모아놓은 것”을 의미하는데 영국에서는 적어도 18세기 후반까지 이 의미가 

두드러지게 살아 있었다. 1755년에 처음 발간된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의 

사전에는 “anthology”의 의미로 “꽃을 모아놓은 것”이 맨 먼저 나오고 “시를 모

아놓은 것”이란 의미는 가장 나중에 나온다. 그러나 당시 존슨은 아마 이 단어

가 “특별한 종류의 책”(a special kind of book)을 지칭하는 것으로, 즉 우리처럼 

이 단어를 이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Ferry 13). 만약 이러한 어원이 암시하듯이 

문선집의 편집자가 심미적으로 우수한 것들을 선택한다면, 이는 당연히 심미적

으로 뛰어나지 않은 것들을 배제한다는 의미도 된다. 이렇게 ‘선택’과 ‘배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만 흥미롭게도 최근에 미국에서 발간되는 다문화적 문선

집은 정치, 문화적 차원에서 ‘포함’(inclusion)이나 ‘대표(성)’(representation)과도 

같은 개념을 앞세운다. 가령 젠더나 인종, 계급의 개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소

홀하게 취급되었던, 광의의 문화적 다양성을 부각시키려고 한다(그럼에도 불구

하고 오로지 포괄만 있을 수는 없겠기에 무엇이 배제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젠더나 인종 같은 기준들은 문학적 혹은 심미적 기준

이 아니고, 정치적, 역사적 기준이다. 사실 모든 문선집이 그러하겠지만 어떤 작

품을 수록할 것인가 하는 “선별의 원칙들은 안정적이지도 가치중립적이지도 않

다”(Kamholtz and Sheets 80). 과거의 기준이 텍스트 그 자체에 한정되었다면 오

늘날의 기준은 문화적, 정치적 맥락(context)을 강조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 정치와 무관한 것처럼 보였던, “죽은 백인 남성” 중심의 기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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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심미적 차원에서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인종이나 젠더 차원의 억압이나 차

별과 맞물려 있었다. 작품의 선택 기준으로 심미성을 내세웠을 때, 심미성 그 자

체가 기준으로서 문제였다기보다는 심미성과 함께 따라오는 백인 남성 중심의 

억압적 기제들이 문제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문선집에서 첨예하게 드러나듯, 심미적 기준과 문화적 기

준은 빈번하게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아이러니, 역설(paradox), 긴장(tension), 

다의성(ambiguity) 등 텍스트의 자족성으로 수렴되는 신비평적 혹은 좀 더 포괄

적으로 형식주의(formalism)적 가치가 텍스트의 다양한 맥락을 해석과 가치판단

의 과정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신역사주의적 입장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 

다문화적 맥락을 대대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문선집은 1990년에 초판을 선보인  

『히스미국문학선집』인데, 이 문선집을 둘러싼 일련의 논쟁은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겉보기에 중립적인 기준(심미적 우수성)

을 적용했을 때 소수민족이나 여성이 얼마나 쉽게 지워졌는지 과거 문선집의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애초에 중립적인 혹은 절대적인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자칫 냉정하고 비생산적인 상대주의

(relativism)로 빠질 우려가 있다. 중립적이라고 보이는 것이 결국 이데올로기의 

작용이라면 이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의미이며, 문학적 감식안이

나 정전에 대하여 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식안에 대한 판단을 그 다음 세

대의 몫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어떤 작가가 어떤 문선집에 수록되는가? 좀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문선집을 

편찬해야 정치적 혹은 문화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케니스 워른(Kenneth 

Warren)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문선집, 시험작품목록, 그리고 교과과정에서의 

대표성(representation)은 학계 밖에서의 정치적인 대의나 그 안에서의 숫적인 대

표성과는 다르다”(339). 문학, 정전, 그리고 문학교육에서의 인종적 대표성 혹은 

대의의 문제는 대의민주주의에서처럼 인구비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학의 정전과 세계와의 불연속성, 비대칭 혹은 불일치가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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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에서 영문학과는 적어도 최근 40년간 급진적인 정치성향을 보이고 있으

며 인종과 젠더를 앞세우는 다양한 문선집들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성향과 불

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의 다문화주의 혹은 ‘정치’가 실제 세계에

서의 정치로 즉각적으로 옮겨가지는 못한다. 다수의 대학에 아시아 연구 프로그램

(Asian studies program)이 들어서고, 『아시아계미국문학선집』(Asian-American 

Literature: An Anthology)과 같은 문선집이 발간되는 것은 ‘아시아계 미국문학’이 학

교나 학계에서 하나의 안정적인 범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문선집들

이 정전의 변화와 확장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 변화와 확장은 애초에 젠더나 인종의 

차원에서 학교나 학계의 보호를 받아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보호’는 과거의 정치

적 억압에 대한 반작용의 의미가 있으며, 지금까지 들리지 않거나 미약하게 들리던 목

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일종의 확성기를 사용하는 셈이다. 적어도 문선집으로 대변

되거나 그것과 연관을 맺고 있는 학교나 학계, 영문학연구의 차원에서 본다면 다문화

주의적 정전은 성공적으로 제도권에 안착했다고—안전히 흡수되었다고—보아도 좋을 
것이다. 

여성, 미국흑인, 유태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라틴계 미국인 등을 독립적 

범주로 세우면서 형성된 일련의 정전들이 드러내듯, 정전이란 근본적 존재방식

에 있어서 추상적이며 현실 정치의 차원에서는 제한적이다. 같은 이유에서 ‘새

로운 정전’의 형성과 확장은 ‘이론상’으로는 무한대이다. 이러한 정전이 교재의 

형태로 구체화된 것이 문선집이며, 교실에서 구현될 때는 강의계획서라는 형태

를 취한다. 정전이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 정도로 추상적이고 또한 포

괄적일 수 있는 반면, 그 정전을 교재의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는 문선집은 하나

의 출판물로서의 물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강의계획서는 교육적 맥락 혹

은 환경이라고 하는, 매우 실제적인 차원에서 정전을 제한적으로 구현한다. 

추상과 구체를 잇는 이러한 스펙트럼은 문선집의 제작과정과도 무관하지 않

다. 가령 『노튼영문학선집』의 (잠재적) 사용자들은 편집자들이 제공한 “자세

한 설문지”에 답함으로써 개정판을 편집할 때 도움을 준다(Greenblat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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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i-xlii). 강의계획서에는 올라오지만 문선집에 실려 있지 않은 작품은 편집자들

에게 요구되고, 그러한 요구가 주목할 만한 일관성을 보일 때 그 작품은 문선집

에 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교실에서 다루어지는 작품들이 문선집의 

목차와 내용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는 결국 정전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

다. 또한 문선집에 포함된 작품들은 강의계획서에 등장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렇게 참여 민주주의적 측면이 문선집의 제작에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히스미국문학선집』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편집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졌음을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초판 제 1권의 서두에서 독자들에게 

밝히고 있듯이 편집자들은 젠더와 인종에 있어서, 그리고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위상에 있어서 실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xxxvii). 대학교 수업에서 광범

위하게 사용될 교재의 편집을 위하여 이렇게 다문화적 편집진이 구성되었다는 

점 그 자체가 일종의 국가적 서사라 할 수 있는데, 문학의 영역에서 과연 ‘미국’

이란 무엇인지 정체성에 대하여 고백 혹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VI. 문선집의 활용

추상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문학교육의 목표 중의 하나는 ‘정전’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제도로서의 문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

는데, 사실 문선집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들(문선집의 제목, 서문, 목차. 주석, 저

작권, 비평서지목록 등)이 제도로서의 문학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저 문선집에 실린 작품들만을 가르치는데 그친다면 문선집이 제공하

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기회를 놓치는 셈이 된다. 수록작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

론이고 그 작품들이 문선집에 실리는 방식, 나아가서 문선집 전체가 품고 있는 

문화적, 문학적, 교육적 함의에 대해 교수자와 학생들이 함께 탐구해야 할 것이

다. 특히 문학사의 커다랗고도 복잡한 맥락을 구체적이며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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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곳은 문학사 책이 아니라 바로 문선집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작품을 

필연적으로 역사와 문화의 큰 흐름 속에, 즉 다른 문학 작품들 사이에 배치하는 

것이 바로 문선집이기 때문이다. 그 배치는 대부분의 문선집에서는 연대순을 따

를 가능성이 많지만, 『미국문학의 전통』에서처럼 연대순을 대체로 따르기는 
해도 편집자들이 제시하는 문학사조나 장르적 구획에 맞춘 것일 수도 있다. 어

느 편이건 한 작가가 다른 작가들과 연접하여 등장한다는 점, 그리하여 자연스

럽게 다른 작가들과 비교, 대조하게 된다는 사실은 교수법 차원에서 유익한 것

이다. 문선집의 부피와 무게, 그리고 가격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에 의하여 상쇄

된다고 볼 수 있다. 관점을 달리하면 문선집은 저렴한 것일 수도 있는데, 다수의 

작가들의 텍스트를 따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직접 교재를 편집할 때의 시간과 

노력을 상상해보면 문선집의 가격은 그저 비싸기만 한 것은 아니다. 

교수자와 학생 모두에게 분명히 번거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문선집이 

최대의 의의를 가장 손쉽게 획득하는 것은 다른 문선집들과 나란히 놓여서 비

교와 대조의 대상이 될 때이다. 물론 학생들에게 가령 『미국문학의 전통』이나 
『노튼미국문학선집』 둘 다 구입하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어느 하나를 주교재

로 하되, 다른 하나를, 혹은 다른 문학선집들을 비교와 대조의 대상으로 삼아 교

수자가 구체적인 비교와 대조의 지점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작품

이 문선집에 어떤 식으로 실렸는지, 특정한 작가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살

펴보는 것은 제도로서의 문학을, 그리고 문학사가 구축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가령 현대미국시인 에이미 로월(Amy Lowell)의 성적 

정체성에 대하여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 『미국문학의 전통』(10판)과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히스미국문학선집』(2판, 1243)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문

선집과 문학사가 어떻게 구축되어 어떤 식으로 독자들의 해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비록 『미국문학의 전통』에는 로월의 ｢10

년｣(“A Decade”)이라는 시가 실려 있지만(1482), 그녀의 성 정체성과 그녀의 연

인 에이다 드와이어 러셀(Ada Dwyer Russell)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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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이 시의 전기적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기는 힘들다.

T. S. 엘리엇(Eliot)의 시를 수록할 때 『노튼영문학선집』과 『노튼미국문학
선집』은 『네 개의 사중주』(Four Quartets) 중에서는 각기 『리틀 기딩』(Little 

Gidding)과 『번트 노튼』(Burnt Norton)을 싣고 있는 반면, 미국성(Americanness)

을 의식적으로 강조하는 『히스미국문학선집』은 『드라이 설베이지스』(The 

Dry Salvages)를 싣고 있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네 개의 사
중주』를 형성하고 있는 네 편의 시들은 하나같이 실제 지명을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 이 시들 가운데 오직 『드라이 설베이지스』만이 미국지명이며 다른 셋
은 영국지명이라는 것이 한 가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이 시가 『네 
개의 사중주』에 포함되는 다른 시들보다 비평적으로 떨어져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문학 ‘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드라이 설베이
지스』의 12, 36, 48행에서 엘리엇이 휘트먼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다고 편집자

들은 주목하고 있다(1328 n. 1).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엘리엇이 미국의 시적

전통에 접맥된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둘 혹은 그 이상의 문선집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문선집이 더 잘 보이게 된다. 좀 더 이상적으

로 말하자면 둘 이상의 문선집들이 서로 ‘대화’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 문선집을 미국문학문선집을 상기할 때 수

업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문선집을 상기할 때 “의미 있는 범주

들”의 차이가 뚜렷하다. 『히스미국문학선집』은 역사와 문화의 맥락을 가장 풍
부하게 제공하는 교재이며, 정체성의 정치학을 의식적으로 맨 앞에 내건 문선집

이다. 『미국문학의 전통』은 크고 작은 문학사적 주제들을 마련하여 그 안에 
저자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경우 문학적 시각과 역사적 시각이 서로 얽히게 

항목들을 마련하고 있다. 『노튼미국문학선집』의 경우 수록된 저자들을 연대
기적 순서로 배열하고 있는데 문학사적 구획에 맞게 짧은 서문을 제공하지만, 

문학사나 문화사적 차원에서 『미국문학의 전통』과 비견할 만한 편집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은 없다. 『노튼미국문학선집』처럼 편집자들이 대체로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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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보다는 『미국문학의 전통』의 편집자들처럼 뚜렷한 문학사적 혹은 문
화적 시각을 드러내는 편이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강의를 구상하기에 더 편할 

수 있다. 후자는 특정한 시각으로 미국문학사와 문화를 보는 까닭에 뭔가 ‘시비’

를 걸거나 논평을 할 만한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

지만 특정한 작가 혹은 작품의 수록 여부가 문선집의 가장 강력한 ‘발언’인 까

닭에 문선집들 사이의 비교는 당연히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VII. 나가며

하나의 문선집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선집들이 필요한데, 그 이유

는 문선집이 임의적 선별성에 의거하여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문선집의 속성은 제도로서의 문학의 속성과 연결된다. 문학이라는 제도

가 역사의 흐름과 함께 구축되고 변화함을 인지하는 것은 비평과 문학사를 이

해하고 나아가서 써내기 위한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문선집은 시대별 

서문이나 작가 소개, 주석,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작가와 작품의 포함이나 

배제 등을 통해 비평과 문학사에 대한 모종의 시각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시대

적 구축물임을 교수자가 논하는 것은 결국 비슷하게 구축된 교수자 자신의 위

치를 스스로 흔드는 일이기도 하다. 문선집이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라면 교수자

의 강의계획서도 마찬가지로서 둘 다 잠정적인 것이고 배제와 포함의 ‘논리’에 

대하여 온갖 종류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실로 불안정한 구조물이다.

문선집의 극히 제한된 일부만을 수업에서 다루게 된다고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아마 이것은 문선집에 관한한 가장 일반적인 불만일 것이다. 

그러나 데이비드 댐로쉬(David Damrosch)가 지적하듯 대형 문선집은 우리로 하

여금 “문학의 방대한 범위와 그 문화적 맥락”을 눈앞에서 보게끔 만들고, 또한 

그것으로 영감을 주기도 한다. 읽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지만, 실제로는 조금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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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못 읽는다는 “건강한 회한”의 감정을 우리 내부에서 촉발시키는 것이 문선집

의 기능이다(B7). “문선집들은 문화 전반을 위하여 기억이 저장되는 휴대용 도

서관”(liii)이라는 일란 스타반스(Ilan Stavans) 등의 비유도 댐로쉬의 관점과 일맥

상통한다. 도서관의 방대함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 문선집이라는 의미인 까닭이

다. 이와 유사한 관점을 널리 알려진 엘리엇의 평론 ｢전통과 개인의 재능｣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엘리엇은 ‘전통’을 

논하면서 그것이 “역사감각”(historical sense)을 수반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서 역사감각이란 작가로 하여금 “호머(Homer) 이래 유럽의 모든 문학이, 그리고 

그 안에 자기 나라의 모든 문학이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동시적으로 질서를 이

룬다는 느낌”을 지니면서 창작하게 만드는 것이다(4). 문선집은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공간화하여—이는 축자적인 표현이다—동시에 존재하게 만들고 동시에 모종의 
질서를 부여한다. 그 질서에 대해서는 물론 의견이 갈릴 수 있다. 문선집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외침은 귀담아 들어보아야 하겠지만, 독립이란 문선집과 절연함으로

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즉 문선집들을 해체하고 보완하며 재구성함

으로써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곤혹스러운 교재인 문선집을 계속 사용하겠

다는 말이니 분명히 곤혹스러운 결론이기도 하다. 

Notes

1) 수업에서 문선집의 사용 여부는 각 교수자가 처해 있는 교육환경(학생, 교과과정, 교육 목표
나 이념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문선집은 개관 과목 등의 교재로 사용될 수도 있고, 교
재로서 아예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이 아니라 연구의 맥락에서 
본다면 문선집은 소위 ‘정전’(canon)의 전통과 변화를 구현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몸담고 
있는 ‘세계’이기도 하다.

2) “오랜 기간 ‘세계문학’은 ‘유럽문학’과 동의어”였지만 서구의 정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벨
상 수상자들을 포함하는 비서구 작가들이 부각, 영역본의 점증과 함께 세계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자는 전례 없는 선택의 여지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구 텍스트를 비평과 
교수법의 영역에서 선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힘과 지배의 새로운 구조를 종종 드러낸
다”(Hassan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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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plexing Textbooks: Rereading Anthologies 

Bong Joon-Soo (Seoul National University)

Voluminous, weighty and exorbitant, and almost never read in entirety, big 

commercial anthologies have long remained a pedagogical challenge. True, they 

represent a category of literary publication fraught with negative implications, but this 

paper aims to suggest some of the ways to use these perplexing textbooks in a 

productive way. It is pedagogically viable to teach students how contingently and 

inevitably anthologies are “constructed”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and how 

influential the concepts of gender, race and multiculturalism have been in the canon 

formations for the last forty years. Consistent efforts need to be made in order to 

lead the uninitiated to be more self-conscious about literature as an institution—that 

is, something constructed, contingent, and thus changeable. Further, to explore the 

constructedness of literary institutions, including anthologies and canons, will result in 

a meaningful destabilization of the instructor’s own position.

Key Words: anthology, canon, pedagogy, gender,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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