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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의 ‘비평  주체’의 정립 과정과 비평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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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30년대 후반 문예 비평과 주체론
1930년대 후반 우리 문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평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체’다. 김남천, 

윤규섭, 임화 등 대부분의 카프 출신 논자들에게 이는 분명 마르크시즘적 주체를 의미했지만 사
회주의 리얼리즘론의 자장 밖으로 이탈한 김광섭, 백철, 서인식 등에게 이 담론은 그리 기꺼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김남천과 임화가 주체의 재건 문제를 두고 맹렬히 토론하고 있을 당시 
김광섭은 ‘주체’라는 용어 자체의 비합리성을 문제삼으며 문학의 고유한 세계를 옹호하고 나섰으
며1)

1)백철은 인간 탐구론을 거쳐 휴머니즘론으로, 서인식은 역사철학자적 입장에서 문화적 보편주
의의를 주창하고 이후 현대가 요망하는 ‘신윤리’를 탐색하 기 때문이다.2)2)윤규섭과 같은 정통 마
르크시즘의 입장에서는 주체론의 중축을 담당하 던 김남천과 임화가 모두 불만의 대상일 수밖
에 없었지만3)

3)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주체론은 임화와 김남천의 비평에 의해 지탱되었다고 
* 광운대학교 강사
1) 김광섭, 주체의 재건과 고발정신의 방향 , 동아일보  1938년 11월 29일(홍정선 편, 2005 김광섭 산문

집 , 문학과지성사, 520-521면 참고)
2) 서인식, 전통론 , 조선일보  1938년 10월 ; 직분 윤리의 등장 , 조선일보  1940년 5월 29일 ; 초월

적 자아 , 조선일보  1940년 5월 31일 ; 주체적 정신 , 조선일보  1940년 6월 1일. 주체적 정신 에
서 서인식이 말하는 주체적 정신은 현대의 직분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에
서의 개인의 주체적(독립적) 정신을 의미한다.

3) 윤규섭, 主體의再建問題와 現實的生活 -文學世界의 迷妄과 圖式主義 , 동아일보  1937년 12월 22일. 
윤규섭은 임화의 주체론이 “文學人과 政治家를 峻別하고서 政治家에게는 一直線으로 나가는 强行的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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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사람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을 전범화 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주체논쟁을 거친 뒤에 보여준 두 사람의 상이한 행보는, 그들 주체론의 간극과 계
기적 역할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양한 논자들의 각기 다른 ‘주체’에 관한 논의들에서 우리는 공통의 분모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시 시대와 사회와 현실과 문학을 ‘분열’ 혹은 ‘모순’으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문학과 정치의 분열, 의도와 표현의 분열, 현실과 이론의 분열 등은 이들에게 ‘무력한 시대의 반

’4)으로4)읽혔다.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서 김남천과 임화는 그 시대를 타개하기 위한 절대유일
의 방법으로서 ‘주체’의 재건과 고발정신, 즉 ‘모랄’의 문제를 설정하 던 것이다. 이들의 위기의
식의 근원에는 1935년 카프 해산이라는 마르크시즘적 주체의 상징적인 죽음이 있었고, 1937년 
이후 본격화된 중일전쟁이 있었다.5)5)따라서 세태소설과 내성(심리)소설의 횡행은 현실의 분열상
이 하나의 소설적 양식으로 현현되는 것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임화와 김
남천은 주체론을 진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주체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비평사의 한 사건으로 기록된 1933년의 ‘물논쟁’에서 임화와 김남천은 대립적으로 만났다. 알
려진 대로 임화는 물 ( 대중  1933.6.)의 인물이 사상과 이념과는 무관한 생물학적인 욕망으로
만 묘사되었을 뿐이라고 혹평했으며 김남천은 이를 ‘작가의 실천’이라는 개념으로 응대했다.6)6)김
남천은 임화의 비평이 추상적인 유물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작가의 삶에서의 실
천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후 김남천이 세태-사실-생활의 노선을, 임화가 주인공-성격-사상 노
선을 기본 노선으로 삼게 된 데에는7) ‘물논쟁’이 매개적인 위치를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주체론도 기실 이 ‘물논쟁’을 통과함으로써 촉발된 것이라는 
점이다. ‘물논쟁’으로 구체화된 작가의 삶의 실천(김남천)과 작가의 문학적 실천(임화)이라는 대
립은 특히 임화의 비평에 파급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임화는 지속적으로 김남천의 ‘고발문
학론’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주체를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때 임화가 
재건하고자 주창한 주체는 분명 마르크시즘적 주체에 가까웠지만 우리는 그의 비평에서 이전과

을 要求하엿으며 文學人에게는 車近하고 可能한일로부터 시작하는 間接的인 方法을 許與하엿다”면서 강
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문학가나 정치가는 모두 “現實的 社會人”이기 때문에 “現實的인 
作家的生活속에 우리의 主體的立場”이 중요한 것이다. 

4) 김광섭, 앞의 글. 
5) 중일전쟁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식민주의’에 저항할 것인가 대항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로 다가섰

다는 김재용의 지적은 역으로 중일전쟁이 당대 지식인들의 현실 인식에 깊이 관여했음을 말해준다. 중일
전쟁 이후 강화된 일제의 출판 및 독서 통제 정책도 이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용, 2003 중일전
쟁 이후 문학계의 양극화와 식민주의  한국문학연구  26; 이중연, 2005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출판 독
서 통제  한국문화연구  8 등을 참조) 

6) 임화, 6월의 창작평 , 조선일보  1933년 7월 12-19일 ; 김남천, 임화에게 주는 나의 항의 , 조선일보  
1933년 8월 1일. 

7) 김윤식, 1989 임화연구 , 문학사상사, 340-3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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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새로운 ‘비평적 주체’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은 임화가 보여주는 
이러한 ‘비평적 주체’가 의식적인 타자들(김남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발현된 타자
성(텍스트 무의식8))을8)인지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비평적 주체’와 ‘타자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비평적 주체(subject of 
critique)’란 마르크시즘의 사상적 자장에서 벗어나 임화가 비평이라는 장르의 고유성을 탐색하는 
순간, 작동되고 정립되는 ‘주체’이다. 여기서 주체(subject)는 데카르트의 코기토 이후 정립된 절
대적 자기 동일성을 확보한 인식 주체와는 변별된다. 라깡, 데리다, 들뢰즈, 레비나스 등으로 대
표되는 현대 철학에 의해 절대적 주체 개념은 허구적인 것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주체는 스스
로 의식하거나 규제하지 못하는 이질성을 내부에 간직하여 분열된, “과정 중에 있는9)주체”9)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자를 제국주의적으로 종속시키는 주체가 아닌, 오히려 타자를 만남으로써 그 
타자의 개입을 통해 탄생되는 새로운 주체 개념이 가능해진다.10)10) 

이 글은 주체의 동일성을 허구라고 보고 주체 내의 타자성, 차이성, 균열성, 이질성 등이 근본
적으로 주체의 구성 성분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 해체주의적 입장11)을11)따른다. 따라서 의식적 
차원에서 추구되었던 카프 문예 이론의 마르크시즘적 주체는 이 글에서 사용하는 주체와 근본적
으로 다르다. 이러한 논지 아래 ‘타자성(otherness)’이란, 주체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주체 혹은 
주체에 의해 대타적 개념으로 구축된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다. 타자성은 주체가 스스로의 자기 
동일성을 확증하려는 순간 ‘나’를 동요시키는 존재로, 주체가 환원시킬 수 없는 이질성이다.12)12)예
컨대 김남천뿐만 아니라 김기림, 박용철 등으로 대표되는 기교주의, 박태원과 채만식의 세태소설, 
이상의 내성 혹은 심리주의 소설, 휴머니즘론, 극단적인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등 임화의 비평적 
타자는 넘쳐난다.13)13)그러나 이들은 ‘타자성’이 아닌 의식적 ‘타자’들이다. 임화가 후기 비평에서 보
여준 언어에 대한 관심, 텍스트의 ‘잉여물’에 대한 발견 등이 본고에서 주목하는 ‘타자성’에 해당
 8) ‘텍스트 무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임화의 후반기 비평을 분석하고 있는 김동식의 글을 참고하 다. 피에

르 마슈레는 “우리는 (작가의 무의식이 아닌) 작품의 무의식(inconscient de l’œuvre)에 의지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 잠재적 인식-이 인식이 없다면, 작품은 명백한 조건들이 실현되지 않는 것보다 
더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텍스트 무의식의 창조적 측면과 그것
에 주목해야 함을 언급한다. 피에르 마슈레(배 달 옮김), 1994 문학생산이론을 위하여 , 백의, 111면
(김동식, 2008 ‘리얼리즘의 승리’와 텍스트의 무의식  민족문학사연구 38, 124면에서 재인용) 

 9) 윤효녕·윤평중·윤혜준·정문 , 1999 주체 개념의 비판 , 서울대출판부, 68면. 
10) 주체 개념을 없애고 비인격적 익명으로 살아가는 파편으로서, ‘차이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뢰즈)과 

타자를 종속시키는 폭력적 주체 대신 타자의 도래를 통해 탄생되고 그 타자에게 가서 윤리적 요구에 전
념하는 길(레비나스) 등은 기존 주체 개념을 해체시킨다. 서동욱, 2000 차이와 타자 , 문학과지성사, 
25면, 152면. 

11) 윤효녕·윤평중·윤혜준·정문 , 앞의 책, 51면. 
12) 자크 라깡(민승기이미선·권택  옮김), 1994 욕망이론 (권택  엮음), 문예출판사, 88-89면.
13) 실제로 임화의 비평은 다양한 타자‘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것은 비단 임화의 특징

만이 아닌, 1930년대 비평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임화 문학의 타자와 관련된 연구는 권
성우, 1999 모더니티와 타자의 현상학 , 솔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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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임화는 1930년대 후반 ‘비평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촉발된 비평론을 집중적으로 발표한

다. 이 질문은 개념적 분석이나 기술적 서술을 넘어서는, 규범적 진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많
은 욕망을 내포한다.14)14)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임화가 문
학 텍스트의 타자성을 발견하고 이를 ‘잉여(剩餘)’라는 정신분석학적 용어와 유사한 개념을 통해 
해소하고자 시도한 점이다. ‘언어’의 타자성 역시 같은 시기에 탐색된다. 비평(critique)을 문학 
텍스트에 대한 느낌이나 판단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지적 작업의 일종15)이라고15)할 때, 
비평적 주체는 문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앎(지식)을 체계화하는 주체이다.16)16)임화의 ‘비평
적 주체(subject of critique)’는 비평론을 탐색하는 자리에서 타자성 체험을 통해 정립되었다는 
점, 문학 장르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 이후 문학사 체계화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개진시켜 나갔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적용가능하다.17)17) 

이렇듯 임화의 ‘비평적 주체’는 초기에 그가 추구했던 마르크시즘적 주체와 다른 차원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임화가 내세운 ‘주체론’의 계기적 성격을 밝히고 이를 이후 그의 독자
적인 비평의 논리와 연결지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글의 결론은 임화의 ‘비평적 주체’
의 발견이 될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 임화의 주체론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문예 과학에 
의거하여 독해하는 것은 기왕의 선구적인 논의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
다. 그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얼마나 투철했는가 혹은 누구의 이론을 답습했는가 등의 문제는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히려 임화의 비평이 당시 위기에 처한 마르크시즘적 주체 앞에 새
롭게 출현한 타자적 존재를 발현하고 감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내세운 비평의 
윤리가 무엇이었는가가 이 글이 구명하고자 하는 지점인 것이다. 

14) “비평이란 …이다”와 같은 진술은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해, 비평 장르·에 대한 이해 등에 관한 다양한 
‘권장적’ 사유를 이끌어 내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폴 헤르나디 외(최상규 옮김), 1998 비평이란 무
엇인가 , 예림기획, 45-47면. 

15) 김광길·심원섭, 1997 문학비평이란 무엇인가 , 국학자료원, 14면.   
16) 안수진, 1999 비평적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문학교육학 3, 285-286면. 
17) 최근 연구에서 비평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사유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임화의 모습은 ‘비평적 자의

식’(critical self-consciousness)이라는 개념으로 접근된 바 있다(권성우, 2007 임화의 메타비평 연구-비
평적 자의식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9). 본고는 이러한 비평적 자의식을 바탕으로 이루
어진 ‘무의식적’ 타자성 체험과 이 과정에서 구축된 주체를 ‘비평적 주체’로 명명한 것이다. 물론 이 주
체는 의식(의지)적 산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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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의 파랑을 횡단할 길’과 문학의 특수성 
1930년대 후반 임화의 주된 문제의식은 ‘와해된 주체’를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가에 천착되어 

있다. 기존의 마르크시즘적 주체의 오류를 수정하는 일, 유물변증법적 공식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창작방법론을 모색하는 일이 그것이었다. 카프 해산 이후 쏟아져 나온 전향론 앞에서 임화가 일
차적으로 취한 이론적 재무장은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을 수용한, 혁명적 낭만정신론으로 이어졌
다.18)18)낭만정신론은 기존 리얼리즘의 한계를 수정하기 위해 작가의 주관성과 능동성을 강조했다
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점 덕분에 반(反)리얼리즘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
으며 한편으로는 이상과 박태원의 문학을 ‘경솔’하게 ‘리얼리즘’으로 규정한 최재서의 리얼리즘론, 
김남천의 고발문학론 등과 같은 ‘파행적’ 리얼리즘론들과의 차별성을 유지하기도 힘들었다. 때문
에 임화는 리얼리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자리에서 낭만정신론을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주
체의 재건’을 역설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 임화의 주체론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글은 寫實主義의 再認識 과 주체의 
재건과 문학의 세계  등이다. 사실주의의 재인식 에서 임화는 자신의 낭만정신론의 지향점이 
무엇이었는가를 해명하고 동시에 그 한계를 밝혔다. 그가 언급하는 오류의 핵심은 이렇다. 낭만
정신론은 고차적 리얼리즘으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서 제안된 것이지만, ‘주체성’의 문제
를 낭만주의적인 것 안에 국한시키는 한계를 범했다는 것. 낭만정신론이란 “詩的 리얼리티를 현
실적 구조 그곳에서 찾는 대신 정신을 가지고 현실을 규정하려는 역도된 방법”19)이었다는19)것이
다.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임화가 ‘재인식’하려는 리얼리즘의 중핵에는 엥겔스의 ‘발자크론’이 
놓여있다.

그러나 왕왕 작가의 세계관과도 모순하면서 위력을 발휘하는 리얼리즘이란 것은 결코 문학으로
부터 세계관을 거세하고 일상생활의 비속한 표면을 기어다니는 리얼리즘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
이다. 이러한 리얼리즘은 작가의 그릇된 세계관을 격파할 만큼 현상의 본질에 투철하고 협소한 자
의식과 하등의 관계없이 현실이 발전해가는 역사적 대도(大途)를 조명하려는 작가의 고매한 정신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발자크적 리얼리즘이란 죽은 현실과 타협하려는 주관에 항하여 산 현실의 진정한 현실
을 잡울(雜鬱)한 현상의 표피를 뚫고서 적출해 논 천재적 방법을 가르키는 이름이다.20)20) 

18) 임화,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신창작이론의 정당한 이해를 위하야 , 1934년 4월 ; 위대한 낭만정
신-이로써 자기를 관철하라 , 1936년 1월.  

19) 임화, 寫實主義의 再認識 , 1937년 10월 (임화, 1998 한국 문학의 논리 , 국학자료원, 68-95면. 이하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 면수만 밝히겠음) 

20) 앞의 글, 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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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가장 높은 차원은 ‘발자크적 리얼리즘’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낭만정신론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낭만정신론에서 발자크의 ‘리얼리즘의 승
리’라는 명제가 지속적으로 참조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21)

21)이는 자명해진다. 공식주의를 극복하
기 위해 현실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감정, 사상, 주관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리얼리즘’으로서 
낭만정신론을 주창했지만 현실적 구조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반성, 이것이 ‘발자크적 리얼리
즘’으로 계승된 것이다. 임화에 의하면 발자크적 리얼리즘은 복잡한 현상의 표피를 뚫고 ‘진정한 
현실’을 적출할 수 있는 천재적 방법이다. ‘리얼리즘’은 작가의 고매한 정신의 표현이기에 작가의 
그릇된 세계관까지도 격파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이다. 작가로부터 비롯되었지만 동시에 그 작
가 자신과 정면으로 배치되기도 한다는 모순의 지점, 바로 이러한 모순이 임화의 리얼리즘론이 
지닌 특수한 지점이다.    

임화의 창작방법론으로서의 리얼리즘론, 주체론이 보여주는 모순은 전략적인 것으로 보이기까
지 한다. 그의 주체론은 작가의 주관을 강조하면서도 재차 그 주관과 객관적 현실과의 실천적 
교섭을 요구한다. 이는 엥겔스가 발자크에게서 보았던 모순, 즉 정통주의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귀족계급 몰락의 역사적 불가피성을 간파한 발자크적 리얼리즘의 성격과도 부합된다.22)22)임
화의 리얼리즘론이 담지한 모순성은 문학과 현실과의 간극, 작가와 한 개인과의 간극 등을 의식
하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23)23) 사실주의의 재인식 의 결론은 주
체성이란, “일개인의 국한된 주관이 아니라 현실의 묘사로서의 의식”이며 그 주체성은 “예술적 
생활인 실천”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임화가 생각하는 ‘문학적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임화의 주체론은 현실과 실천의 문제를 지향하면서도 ‘문학’의 범주를 벗어나
지 않는다. 한 달 뒤에 발표된 주체의 재건과 문학적 세계 에서 그의 시선은 보다 문학 쪽으로 
근접해 들어간다. 

작가로서보다도 한인간으로 현실의 파랑을 횡단할 길은 무엇이냐? 는 완전히 엄숙한 세계관상의 
대 문제다. 무엇이 한사람의 백면작가를 절박한 세계관상의 결정적 국면하에 직립시키는가? 실로 
오늘날 이곳현실이 갓는바 늠열( 烈)한 성격이 여기있다. 

일즉이 취(醉)할듯한 정열을 가지고 문학을 사회적투쟁의 한가운대로 끌고들어갓든 그장면을회상

21) 김동식, 앞의 논문, 105면. ‘리얼리즘의 승리’는 1888년 4월 엥겔스가 노동소설가 하크네스에게 보낸 
문편지에 처음 등장한 명제이다. 김동식에 의하면 이는 작가의 주관적인 정치적 입장이나 태도보다 작
품 자체의 경향성과 당파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 다. 

22) 이을호(임석진 감역), 2009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철학적 제문제와 유럽철학 , 중원문화, 135-136면.
23) 신재기는 이 시기에 임화의 비평이 논리적 통일성을 결여한 이유를, 주체와 객체의 변증법적 통일이라

는 마르크스 문예학의 전제에서 찾고 있다. 임화는 그러한 객관적 현실과 주체의 의지 사이에서의 분열
을 해소하기 위해 ‘발자크적 리얼리즘’을 적극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신재기, 2001 임화의 
창조적 비평론 연구  한민족어문학 38, 410-4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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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라!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문학가운데는 이런 골수에 철(徹)한 대립은 자취를 감추고 한줄기 카
오쓰 와 같은 독류가 범람하고 있지 안흔가?24)24)

이 글에서 임화는 작가의 사상적 붕괴를 침통한 ‘카오쓰’적 현실로 파악하면서 그러한 “현실의 
파랑을 횡단할 길”로 주체 재건의 당위성을 내세운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 실천을 통한 주체의 
재건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작가적 실천’만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윤규섭이 불평했듯이 임화
가 정치가와 작가로서의 길을 분리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의 파랑을 
‘횡단’하겠다는 언급에는 이미 현실 자체를 대면하는 방식이 있을 수 없음을, 즉 ‘생활 실천’의 
불가능성이 함축되어 있다. 결국 임화는 “문학자에겐 문학자다운 자기재건의 길이 고유”하게 존
재한다는 논지를 펼친다. 따라서 주체의 재건과 문학적 세계 는 표면적으로는 리얼리즘적인 입
장을 재확인하는 글로 읽히지만 작가적 실천이 왜 고유한 것인지 또 그것이 왜 이론에 그치지 
않는 실천력을 가진 것인지를 해명하고 입증하는 데에 상당 부분 할애되어 있다.25)25)

즉 주체의 재건과 문학적 세계 의 강조점은 예술적 실천이 생활적 실천을 매개하며 이로써 
비진보적 생활 실천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가능케하는 유일한 방법론
은 말할 것도 없이 ‘레알리즘’이다. 리얼리즘에 입각한 예술적 실천(작품)이 역으로 비진보적인 
작가의 세계관까지도 개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작가의 세계관과 다른 작품이 출현될 수 있음
을 예기한다.26)26)이는 문학 텍스트의 고유한 힘을 인식한 것에 다름 아니다. 주체의 재건과 문
학적 세계 는 사실주의의 재인식 에서 모색한 예술적 실천의 문제를 이어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예술적 완성’의 문제로 나아간다.    

   
모든 작가에게 있어서 예술적완성이란 사실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수없다. 솔직히 말하면 예술적 

완성없는 진보적인 작가는 무의미한 일이다. 고민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는 심리에서나 순화된 사
상인이고 싶다는 기망(冀望)에서만 주체의 재건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주체의확립은 위대
한문학의 전제인 때문이며, 예술적완성을 가지고서만 작가는 사회생활에 공헌할 수 있는 때문이다. 
그러면 레알이즘 이 우리를 예술적완성의 역으로 인도하는 노순(路順)은 어떤것인가? 위선 우리
는 좋은사상이 곧 훌륭한 예술이 아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공식적 문학이란 좋은 사상이 
예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한 개의 대명사다. 그러면 사상이 예술로 번역되는 관문은 무엇인가하면, 

24) 임화, 주체의 재건과 문학의 세계 , 동아일보  1937년 11월, 46-47면. 
25) 물론 임화는 김남천의 ‘고발의 정신’이 지닌 한계를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일도 잊지 않는다.   
26) 김외곤은 이 글을 분석하면서 임화가 리얼리즘의 창작방법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반면 예술적 

주체의 능동적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계가 일본의 프로 문학의 대표적 이론가 아마
카스 세키스케의 이론을 적극 수용하 기에 발생되었다는 것이다(김외곤, 2009 임화 문학의 근대성 비
판 , 새물결, 118-120면). 임화가 보여주는 리얼리즘적 창작방법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이러한 관점에
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발견되는 ‘문학’의 고유성에 대한 그의 인식은 주목을 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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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사회학과 예술의 차이는 결코 형식에 있는것은 아니었다. 문학에는 고유
한 구조와 자기의 법칙이 있는 독립한 세계다. 따라서 현실을 매개로 사상을 문학의 문자로 번역한
다는 것은 일단 비유에 불과하다. 실제론 문학이란 사상(그것을 철학이라 가정하고)과 같이 독자의 
방법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한 관념형태 즉 광의의 사상의 일형태다.27)27) 

임화가 강조하고 있듯이 주체의 확립은 위대한 문학의 전제 사항이다. 아무리 진보적인 작가
라 할지라도 예술적 완성이 없다면 그의 예술적 실천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런데 그가 
예술을, 작가의 사상이 ‘현실’을 매개로 ‘번역’된 산물로서 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상이 문자
를 통해 번역된 것이 곧 문학이지만, 문학은 그것만의 고유한 구조와 법칙이 있는 독립적인 세
계이기 때문에 결국 문학 역시 사상의 한 형태라는 결론. 이는 예술적 실천의 실천적 측면을 강
조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 터이다. 

그러나 그가 사상의 ‘번역’으로서 문학을 바라보면서 문학의 독자성을 설정하고28)
28)작가와 비평

가의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한 것은 주체의 재건과 문학적 세계 가 지닌 계기적 성격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작가적 실천이라는 명제로 당대의 관조주의와 주
관주의에의 편향을 각성케 한 김남천의 ‘고발의 문학’에 대응하여 임화는 예술적 실천으로, 즉 
‘문학적 노선’으로 나아갔던 것이며 이를 ‘쏘시알 레알리즘’과 동일시한 것이다. 임화는 이것이 
“우리의 특수한 생활적 예술적 조건가운데 구체화된 신창작이론”이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주체, 즉 마르크시즘적 주체와 문학적 고유성에 근거한 비평적 주체가 교묘히 
교차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문학의 특수성에 대한 임화의 사유는 보다 이른 시기에 시론을 통해 개진된 바 있다. 그는 
시(詩)가 작자의 손을 떠난 순간, 즉 그것이 ‘씌어진’ 순간에 시적 창조를 통해 작자의 전유물이
기를 ‘지양’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텍스트의 고유한 성격에 관해 언급했었다.29)29)시론과 비평에서의 
시간차는 시와 소설, 비평에 대한 장르적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사유
가 이후 비평적 주체의 탄생을 예고하는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그 밑바닥에는 ‘언어’라는 또 다
른 세계에 대한 발견이 자리잡고 있다.

27) 임화, 주체의 재건과 문학의 세계 , 동아일보  1937년 11월, 57-59면. 
28) 사상과 번역, 문학의 삼자 관계 설정은 번역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환기시킨다. 번역자는 말하는 자

와 듣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주체로서, 스스로의 표현의 욕망을 철회하되 말하는 자의 목소리를 해석해
야 하는, 분열적 존재이다. 문학을 사상의 ‘번역’으로 바라보는 임화의 이러한 시선은 그 번역의 주체, 
즉 ‘작가’의 불안정한 위치를 암시한다. 이는 역으로 그가 말하는 ‘주체’의 위치를 보여주며 우리가 3장
에서 살펴볼 ‘타자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카이 나오키(후지이 다케시 옮김), 2005 번역과 
주체 , 이산, 59-67면.

29) 임화, 新詩講座-詩의 一般槪念 , 三千里  193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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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자성의 출현과 비평적 주체의 탄생 
임화가 내놓은 1937년의 비평 가운데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 ‘언어’에 대한 천착을 

꼽을 수 있다. 그는 言語의 魔術性 , 言語의 現實性 -文學에 있어서의 言語 , 藝術的 認識과 
표현수단으로서의 言語  등에서 문학의 고유한 표현 수단으로서 ‘언어’의 위상을 점검한 바 있
다. 그에게 문학어는 생활 언어의 특수한 ‘엣센쓰’이고 시와 소설의 “예술적 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인간의 사유가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동원되는 수단이었다.30)30)그러나 “생각하고 말하
는 유일의 도구인 우리들의 언어가 위기하에 서게 된다는 침통한 사실”31)로31)인해 그의 위기 의
식은 첨예화된다. 즉 언어마저도 분열과 모순의 한 계기로서 작동되고 있음을 감지한 것이다. 
이를테면 언어는 임화가 대면한 최초의 ‘타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는 인간이 최초로 경험하는 타자(어머니)를 통과하여 청각적으로 체험된다. 인간은 유아
기적 상상계에서 벗어나 상징계로 도입하기 위해 언어를 배워야한다. 언어는 아버지의 이름, 상
징계적 질서이다. 그러나 기표가 기의를 붙잡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진다는 점에서 언어는 본질
적으로 불완전하다. 따라서 언어의 습득을 통해 상징계로 들어서는 인간의 무의식은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 라깡의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지어져 있다”는 명제는 언어의 도입을 통해 분열되
고 조각난 무의식의 상태를 지칭한 것이다.32)32)이러한 측면에서 무의식과 언어는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격과 환경의 분열, ‘말할려는 것’과 ‘그릴려는 것’과의 분열, 
환경과 작가와의 부조화33)

33)등을 응시하던 임화에게 분열된 무의식의 반 으로서의 언어란 무엇
이었겠는가? 그것은 주체의 자기동일성을 파괴하는 ‘타자성’으로 인식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임화에게 그 시대가 “소설이 瓦解된 시대, 문학이 潰滅된 시대”로 다가온 것은 과장된 감상만은 
아닐 것이다. 

분열과 부조화의 시대를 ‘횡단’하기 위해 임화는 소설, 수필, 비평 등 장르를 새롭게 검토하며 
그 타개점을 모색한다. 예컨대 통속소설론, 세태소설론, 본격소설론 등의 소설론을 비롯하여 意
圖와 作品의 落差와 批評 , 비평의 시대 , 비평의 고도 , 창조적 비평  등 많은 비평론34)

34)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온 것이다. 언어의 타자성에 대한 체험, 문학 장르에 대한 다방면의 고
찰 등은 임화의 비평적 주체를 추동하고 정립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무엇보

30) 임화, 言語의 魔術性 , 1937년 2월 ; 임화, 言語의 現實性 -文學에 있어서의 言語 , 1937년 5월; 임화, 
藝術的 認識과 표현수단으로서의 言語 , 1937년 12월 6일.  

31) 임화, 曇天下의 詩壇1年 -朝鮮의 詩文學은 어디로? , 1937년 12월, 609면. 
32) 김상환, 2003 라깡의 재탄생 (홍준기 엮음), 창작과 비평사, 85-99면. 
33) 임화, 통속소설론 , 1938. 1.; 世態小說論 , 1938년 4월 ; 본격소설론 , 1938년 5월. 
34) 임화, 意圖와 作品의 落差와 批評  비판  1938년 4월 ; 비평의 시대 , 비판  1938년 10월 ; 창조

적 비평 , 인문평론  1940년 10월 ; 비평의 고도 , 조선문학  193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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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주목되어야 하는 장면은 텍스트의 ‘잉여물’을 발견하는 아래의 글이다. 여기서 임화가 언급
하는 ‘신성한 잉여물’은 그가 대면하는 두 번째 타자성이자 비평적 주체를 작동시키는 결정적인 
타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가의 의도에 반하여… 라는 말은 물론 의도하지 않었던 결과가 작품 위에 나타난다는 의미
이다. 수학적 도식을 빌면 작품에서 의도를 멸하고도 아직 한 뭉치의 잉여물(剩餘物)을 발견할 수 
있는 상태다. 이 잉여물이 실상은 작품과 작가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으로 작품을 중간에 두고 작
가와 이 잉여물이 대립하게 된다. 그러면 이 잉여물은 어디서 생긴 것이냐 하면 먼저 우리는 작가
의 의도란 것이 창작과정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아볼 수밖에 없다. 잉여물이란 글자대로 
작가의 의도가 작품 형성 가운데 미치지 못한 틈을 타서 침입한 여분의 요소이니까. (…) 다시 말
하면 자각의 지성과 감성의 차이가 잉여물이 생기는 계기라 할 수 있으며, 작가의 지성이 채 지배
해 버리지 못한 감성계의 여백이 곧 잉여물이 들어안는 역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이야
기를 돌려 다시 작품 가운데 나타나는 지성과 감성의 대립, 그것으로 말미암은 잉여의 역은 실상 
작가에게 형성된 지성이 채 정복할 수 없는 새 세계의 일폭(一幅)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오래지 
않어 새 지성의 모태가 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작가의 지성과 정면에서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잉여의 역이란 작가의 의도에 반(反)하는 것이며, 의도의 의식성에 비하여 그것은 무의
식성을 띄운다. (…) 그러므로 이것은 작가의 의도에 반하여 작품 가운데 우발(偶發)한 것임에도 불
구하고 ‘신성한 잉여물’이라 불러지는 것이며, 사실은 작가가 목적할 진정한 예술적 대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즉 작가의 의도란 것이 작품 가운데서 현실을 구성하는 하나의 질서 의식이라면, 잉여의 
세계란 작품 가운데 들은 작가의 직관 작용이 초래한 현실이 스스로 만들어 낸 질서 자체란 의미에
서이다.35)35) 

위의 글에서 임화는 ‘신성한 잉여물’이라는 독창적인 비평적 용어를 탄생시킨다. 그에 따르면 
작가의 의도에 반하여 작품에 나타난 여분의 요소가 바로 ‘잉여물’이다. 이는 작가의 지성이 정
복하지 못한 ‘감성계의 여백’으로, 우발적인 무의식적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잉여물은 궁극적으로 
‘작가가 목적할 예술적 대상’일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너무도 ‘신성한’, 모순적인 것이다. 작가의 
지성적인 사유작용을 탈주해 나온 직관작용의 ‘잡다한 이메지’이자 결코 관념적이지 않은 ‘이것’
에 우리는 어떠한 이름을 붙여줘야 할 것인가? 임화의 대답은 그것이야말로 ‘신성한 잉여물’이라
는 것이다. 이 타자적 존재의 현현 앞에서 임화의 비평적 주체가 작동되기 시작한다.     

임화는 작품을 읽을 때 의도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쉽지만 작품의 구조 혹은 작가의 의도와 
모순된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발견’에 해당되
는 행위로 비평의 독자적 역이다. 훌륭한 비평이란 새로운 세계와 역을 발견  창조하는 일

35) 임화, 意圖와 作品의 落差와 批評  특히 批評의 機能을 중심으로 한 감상 , 1938년 3월, 705-7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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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러한 비평가의 창조는 작품의 창조와 애당초 다른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발견과 가치의 
창조 때문에 비평은 자기만의 고유한 세계를 건립하고 “작품이 끝나는 곳으로부터 비평은 시작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36)36)작가적 주체를 와해시킨 잉여의 세계를 발견함으로써 비평적 주체
가 정립된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정신분석학에서 잉여 혹은 여분(remains)은 실재(the real)와의 대면이며 상징계를 균열시키는 
요소이다.37)37)임화가 언급하는 작품의 잉여물은 작가의 의도 혹은 텍스트의 구조(상징계적 질서)
를 허물어뜨리는 존재라는 점에서 정신분석학적이다. 이러한 타자성의 체험이 임화에게 비평적 
주체를 선사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을 각인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임화가 이후 보
여준 문학사에 대한 열망은 상징계적 질서에 대한 요청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잉여물’이라는 
타자성이 신구(新舊)의 충돌, 즉 시간적 대립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38)38)주체
에 포섭되지 않은 타자성의 출현은 주체를 타자와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나’로 분리시키며 ‘시간
성’을 발생시킨다.39)39)임화가 이후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문학사’를 새롭게 체계화하려 한 것은 
이러한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문학사 서술을 통해 개화기와 카프 문학을 관통하는 새로
운 문학적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부단히 애쓴 임화의 얼굴에서 우리는 그의 타자성 체험을 읽어
낼 수 있다.  

주체에 의해 성공적으로 동일화되지 않는 타자성, 결과적으로 주체를 교란시키는 타자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임화의 대답이다. 

주체의 문제가 온갖 과제를 제쳐 놓고 우리의 관심 초점되는 것은 전일에도 말한 바와 같이 오
늘날의 문학 정신이 比類없는 불안 가운데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체성이란 무엇인가 
하면 일언하여 문학하는 작가의 자기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자기 분열이란 것
을 심리의 決裂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상은 분열된 세계, 과도적 이종 세계의 심리적 반 으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제 적은 현실 가운데 있는 인간의 적
의 일부분임을 이해하는게 결정적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자기의 ‘유다’에 대한 항쟁, 자기 내부의 소시민에 대한 싸움은 실상 자기 가운데 남아있
는 낡은 세계와 낡은 문화 가치와 그 파편에 대한 항쟁이 된다. 즉 우리의 자기 상극은 광범한 세
계에 있어서 낡은 지성과 새 지성, 낡은 현실과 새 현실의 상극 그것이다. (…) 자기 분열의 극복이 

36) 임화, 앞의 글, 421- 422면. 
37) 슬라보예 지젝(이수련 옮김), 2002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 인간사랑.
38) 임화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창작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양자(지성, 감성)의 갈등은 

시간적 대립, 신과 구의 충돌이라 볼 수 있다. 즉 지성 가운데 의미된 내용은 이미 과거의 것으로 소멸
된 감성계가 - 직관은 항상 순간적이고 그것이 지속적 의미를 취득하는 곳이 지성이다- 가져온 낡은 세
계이고, 감성계는 늘 지성 가운데 정착한 낡은 세계와의 판이한 생성의 신세계로 형성되는 것으로!” 임
화, 意圖와 作品의 落差와 批評 - 특히 批評의 機能을 중심으로 한 감상 , 1938년 3월, 710면. 

39) 서동욱, 앞의 책,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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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 자기의 완성이라면 이 힘은 새 세계의 지성으로 자기 내부를 채우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
리는 베이컨과 같이 ‘아는 것은 힘’이란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40)40)

임화는 ‘주체성’을 ‘작가의 자기’에 관한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체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
되지 않는다. 주체의 분열, 즉 타자성 체험으로 비롯되는 ‘자기 분열’을 단순히 ‘심리의 決裂’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체의 자기 분열은 오히려 분열된 세계의 반 으
로 읽혀야 하며, 주체 내부의 타자성인 ‘유다’와의 항쟁은 ‘낡은 세계’와 ‘새 세계’와의 상극으로 
읽혀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론이다. “새 세계의 지성으로 
자기 내부를 채우는” 것, 이를테면 새로운 지성의 체계를 세우는 일이 주체의 자기 분열을 해소
하는 유일한 방법론인 것이다. 베이컨의 ‘아는 것은 힘’이라는 명제를 꼽는 이러한 대목은 임화
가 이후 ‘비평’이라는 장르의 존재론에 천착하게 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아는 것, 즉 지성을 통한 
새로운 체계의 발견이야말로 비평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41)41) 

비평이란 무엇인가? 주지한 바 비평은 대상에 대한 판단 내용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기술한 
지적 작업의 일종이다.42)42)즉 비평은 문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지성의 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임화의 이해는 매우 정확하다. 다만 이제 그에게는 리얼리즘론이나 주체론보다도 
비평의 윤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과 현실의 관계보다도 텍스트에 대한 비평적 
판단과 평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어쩌면 임화의 진정한 전향은 바로 이 시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화는 비평의 시대 에서 당대를 ‘괄호부(括號付)의 비평의 시대’로 명명하며 비평
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묻는다.43)43)괄호부란, 상공(사상-세계관)과 지상(작품해석-현상정리) 사
이의 괴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이 두 개를 통일시키는 문제가 현대 비평의 과제
라고 천명한다. 

현대 비평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批評의 高度’와 ‘창조적 비평’으로 모색된다. 임화의 논
의에서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비평’은 작품과 현실 양자에 대하여 ‘高度’를 유지해야만 하
는 판단이라는 것, 비평적 판단이란 작품과 현실을 관계짓고 적절한 해답을 도출해낼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종의 ‘高度’적 독해라는 것이다.44)44)이러한 독해를 통해 ‘고차의 진실’을 탐구하는 
것, “작품을 수단으로 하야 자기의 고유한 사상세계의 탐구와 건설을 위하여 열중”하는 것이 바
로 임화가 추구하던 ‘창조적 비평’이었다.45)45)임화가 창조적 비평론을 기반으로 이 시기 실제 비
40) 임화, 現代文學의 精神的 基軸 -主體의 再建과 現實의 意義 , 1938년 3월, 96-116면.
41) “비평은 문학적 세계의 단순한 반 이라기 보다는 문학적 체계와 연결된 내적으로 복잡한 하나의 체계

를 형성하는 것이다.” 테리 이글튼(윤회기 옮김), 1987 비판과 이데올로기 , 열린책들, 30면. 
42) 김광길, 심원섭, 앞의 책, 14면.
43) 임화, 비평의 시대 , 비판  1938년 10월.
44) 임화, 批評의 高度 , 조선문학  1939년 1월.
45) 임화, 창조적 비평 , 인문평론  194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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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에서 탐구했던 ‘고유한 사상세계’를 되짚어보면 흥미롭게도 그 지점에는 ‘조선적 특수성’에 대
한 이해가 놓여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읽어야하는가? 마르크시즘이라는 보편주의적 
세계관으로부터 ‘조선’이라는 특수한 현실로의 이행이 보여주는 간극은 실로 크다. 30년대 후반 
임화가 표명한 ‘비평’이라는 보편적 장르에 대한 관심이 민족이라는 특수한 지점을 건드릴 수밖
에 없었던 논리, 그것이 ‘이식문학사’와 교묘하게 접점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논리는 무엇인가?

4. 조선적 특수성과 ‘거울’로서의 동  서양 문학 
문학작품이 생산하는 ‘신성한 잉여물’이라는 타자성을 경험함으로써 정립된 임화의 비평적 주

체는 시대의 비극(분열)을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지성의 체계를 모색하게 된다. 그가 본격소설론
을 ‘대 로망의 건축’을 위한 양식으로 내세우며 “사실의 새 윤리를 발견함으로 낡은 ‘지’가 수정
되고 揚棄”46)될46)수 있다고 논한 것도 이와 동일한 인식적 지평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제 임화
에게는 ‘새 지성의 체계’와 같은 ‘새로운 윤리’의 발견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비평적 임무로 떠오
른 것이다. 역사에 대한 깊은 천착과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임화의 새로운 비평적 윤리가 발현
되고 있음은 우연이 아니다. 

임화의 독자적인 비평의 윤리는 이른 시기 ‘조선적 비평’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朝鮮的 批評의 精神 47)에서47)임화는 조선 문학의 특수성에 대해 논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조선의 문예비평은 ‘심미학적’이라기보다는 ‘사회학적’ 혹은 ‘정론적’인 것이다. 이와 함께 
임화가 조선의 문예 비평의 특징으로 꼽고 있는 신경향파 문학에 의해 개척되었다는 점, 정치사
상과 사회 비평의 방수로(放水路)라는 지적 등은 기존 그의 비평과 비교해 볼 때 그리 유별나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조선의 현실에 기초하고 작품을 분석하되 미래를 지시하고 작가
와 독자를 계몽하는, ‘창조적 비평’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조선의 문예 
비평의 정론성(政論性)을 긍정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그 지점에서 나아가 조선의 현실에 근거한 
문예 비평을 요구하는 것이다. ‘조선적’ 비평에 대한 이러한 임화의 강조점은 조선의 문학사를 
재검토하는 신문학사 서술로 이어지는 접점이 된다. 

임화의 ‘조선적’ 문학과 비평의 특수성에 대한 관심은 세계 문학에 대한 조망과 분리시켜 이
해할 수 없다. 그에게 서양문학은 조선 문학, 넓게는 동양 문학의 완벽한 ‘거울’로서 자리 잡는
다. 大地 의 世界性-노벨상 作家 펄벅 에 대하여 는 임화가 당시 노벨상을 받은 펄벅의 大
46) 임화, 事實의 再認識 , 1938년 8월. 
47) 임화, 朝鮮的 批評의 精神 , 193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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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 가 지닌 세계성을 점검하면서 동양 문학의 특수성과 ‘거울’로서의 동  서양 문학을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동하는 비평문이다.

그러나 대지 를 문제 삼을 때,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의문으로 남는 것은 어째서 그런 문학이 지
나인 자신이나 혹은 동양인 자신의 손으로 창작되지 않고 한 서양인의 손에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이다. (…) 서양에 대비되어 씌어질 때의 동양이란 말의 특이성이란, 곧 모든 동양인의 서양에 대
한 역사적 운명의 어느 공통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또한 지나란 것에 대한 그 나머지의 동
양인의 인식 능력을 제한하는 한정물이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동양인도 서양인과 같
이 지나를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좋은 결과를 낳을지, 그른 결과를 낳을지는 잠시 
논외로 좌우간 동양인이 지나를 볼때엔 지나 가운데서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발견하는 대신, 
서양인은 온전히 타인을 보는데 불과하다. (…) 소설 대지 에 나타난 소위 지나적 특성이란 것이 
대부분은 우리 동양인으로선 쉽사리 발견하기 어려운 제점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지나의 근대사회
로서의 혹은 일반 인류사회의 진보 행정에서 볼 때, 발전이 정체된 채 고착되어 있고 뒤떨어진 부
분의 明哲한 인식이다.48)48)

임화는 30년대 후반 ‘支那’가 지닌 세계사적 상징성을 지적하면서 이 글의 서두를 열고 있다. 
당시 긴장된 세계사적 국면 가운데 대지 가 소재로 삼은 지나는 세계적 문학의 토양으로 작용
하 고 이로 인해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펄벅이 노벨상의 예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임화는 강한 의문점을 표명한다. 즉 그는 지나의 모습이 왜 지나인 혹은 동양인에 의해 
창작되지 않고 서양인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또 서양인에 의해 만들어진 지나가 도리어 지나적 
특수성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관해 묻는 것이다. 이후 임화는 서
양인은 동양을 ‘온전히 타인’으로 볼 수 있는 ‘눈의 利’를 지닌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서양인 펄
벅은 온전한 타인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나의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었고 동양인
은 대지 를 통해 자기 자신의 일부분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동양(지나)과 서양(펄벅)
은 서로의 문학적 거울로 부상한다.49)49)     

이러한 거울로서의 동·서양의 문학이라는 구도는 임화의 조선 신문학사 서술에서도 발견된
다. 우리는 여기서 임화만의 방식대로 구축된 조선 문학사의 특수성에 대한 사유를 읽을 수 있
다. 소위 이식문학사관으로 비판받아온 그의 문학사 서술은 재고될 당위성을 지니는 것이다.50)50) 
48) 임화, 大地 의 世界性-노벨상 作家 펄벅 에 대하여 , 1938년 11월.
49) 이러한 임화의 관점이 지닌 독자성은 김남천이 ‘조선적인 것’에 관한 논하면서 ‘고전에의 귀환’을 경계하

고 ‘아세아적 특수성’을 극복하고 ‘고발문학’으로 나아가자고 논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김남
천은 거의 동어반복식으로 동양, 즉 아세아적 특수성을 처리하는데 그치고 만다. 김남천, 고전(古典)에
의 귀환 , 조광 , 1937년 9월(김남천, 2000 김남천 전집1 (정호웅, 손정수 엮음), 박이정, 249-251면) 

50) 임화를 비판해 온 ‘이식문화사관’에 대한 재고는 다행스럽게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가령 정호
웅은 임화가 ‘토대’라는 개념항을 끌어들임으로써 문학사 이해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음을 고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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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文學史의 方法 51)은51)대상, 토대, 환경, 전통, 양식, 정신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
은 ‘신문학사’의 대상으로 조선의 ‘근대’ 문학을 설정하고 신문학의 토대로 물질문화와 정신문화
를 들지만 ‘시대정신’이라는 근대적 정신을 강조하는 글이다. 임화가 신문학사를 ‘이식문화의 역
사’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서구적인 문학의 ‘장르’ 개념을 통해 신문학을 탐색하기 때문이다. 서구
문학의 이입 과정에 있어 일본 문학의 이식이 일정한 ‘차이’를 발생시켰다는 관점은 서구와는 다
른 ‘동양 신문학의 한 특성’을 찾고자 하는 임화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전통>편에서 그는 외국 문화와 문학의 이식 및 수입이 전통과 어떠한 교섭과
정을 거치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전통인 과거 유산은 수입되는 ‘타자의 
汝’와 대립되고 ‘주관적으로’ 작동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전통은 환경적 여건과 교섭하고 상관하
는 새로운 ‘주체’가 되고 ‘제3의 자’를 산출하는 방향을 걷게 된다. 따라서 “동양제국과 서양의 문
화 교섭은 일견 그것이 순연한 이식 문화사를 형성함으로서 종결하는 것 같으나, 내재적으로는 
또한 이식 문화사 자체를 해체할려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52)52) 
즉 임화는 이식문화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이식문화사의 ‘해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53)53) 

이러한 이식문화사의 ‘해체’ 과정을 역설하는 임화의 논지에는 동  서양의 문화를 ‘거울’로 인
식한 그의 통찰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양-서양의 거울 구도는 다시 농촌-도시문학의 
구도로 전이된다. 日本 農民文學의 動向 - 특히 土의 文學 을 중심으로 54)에서54)그는 농민문학
을  ‘ 土 의 문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도회인의 심리가 ‘하나의 이메지로서 土 라는 것을 농
촌 전체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말’로 그것을 상상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서양이 완벽한 
타자로서 동양을 효과적으로 재현했던 것과 달리 도시인은 자기 자신의 내적 욕망으로 농촌을 

(정호웅, 1996 임화 , 건국대학교 출판부, 69-70면). 한편 임규찬은 이식문화사관이라는 평가는 연구자
들의 자의적 판단이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면서 임화가 양식과 정신의 상호관련성과 통일성을 핵심
으로 놓고 있음을 논하 다(임규찬, 1993 임화 ‘신문학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임화 신문학사
(임규찬, 한진일 편), 한길사, 437-441면). 물론 임화는 조선이 정치 사회적 후진성과 특수성에 의해 모
방문화, 이식문화의 길을 밟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이식문화사관자로 몰아
세울 수는 없다. 

51) 日本 農民文學의 動向  특히 土의 文學 을 중심으로 , 1940년 1월. 
52) 이러한 임화의 관점은 호미바바의 모방의 양가성에 대한 이론을 연상시킨다. 식민지인이 식민자를 모방

하지만 이때의 모방은 차이를 발생시킴으로써 오히려 식민자의 권위를 해체시키는 창조적 힘을 발휘하
게 된다는 점에서 임화의 이식문화사관은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논의될 여지가 많다. 호미 바바(나병
철 옮김), 2003 문화의 위치 , 소명. 

53) 김춘식은 임화의 문학사 서술작업에는 식민지 지식인의 역사적 한계를 벗어나려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음은 물론이며  한국문학사의 특수성을 ‘시대적 맥락’와 ‘외래문화의 향’으로 이해함으로써 한국 현
실에 맞는 ‘문학연구방법론을’ 찾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춘식, 2003 한국문예
비평사의 사회, 문화사적인 서술을 위한 시론-임화, 조선문학연구의 일과제-신문학사의 방법론 을 중심
으로  한국문학의 전통과 반전통 , 국학자료원, 195-201면)  

54) 임화, 日本 農民文學의 動向 - 특히 土의 文學 을 중심으로 , 1940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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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시키는 ‘이메지’를 생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농민문학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오리엔탈리즘이 부정적으로 전유된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임화가 조선의 농민문학은 그러한 “평판한 ‘시골’적인 (또는 그런 의미도 속된 
도회적인) 土 의 문학”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식문화사의 해체와 ‘土의 문학’을 넘어선 조선 문학에 관한 논의는 우리 문학의 특수성을 
탐색하려 노력했던 임화의 비평적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르크시즘적 주체를 지향했던 임화
가 ‘조선적 특수성’에 도달한 것은 앞서 살펴본 비평적 주체의 활동이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문학 텍스트의 타자성을 체험함으로써 시대적, 현실적, 텍스트적 ‘분열’을 횡단하기 위해 
새로운 지성의 체계를 정립하려는 노력은 ‘고유한’ 비평의 윤리를 창출하도록 이끈 것이다. 텍스
트의 타자성은 일차적으로는 언어를 통해, 이차적으로는 텍스트의 무의식적 잉여물을 통해 체험
되었다. 새로운 비평의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 거울로서 작동했던 동양, 서양문학에 대한 인식
은 촉매제가 되어 주었다. 임화가 줄곧 비판받아온 이식문화론 뿐만 아니라 신성한 잉여물, 비
평의 고도, 창조적 비평과 같은 독창적인 비평적 용어들은 모두 이 과정에서 탄생된 것들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 해방 이후 임화의 비평 
지금까지 우리는 임화의 초기 비평이 주로 마르크시즘적 주체로 서고자하는 욕망을 개진시켜

나간 데 반해 1930년대 후반의 비평에서는 ‘비평적 주체’의 정립을 통해 독자적인 비평적 사유를 
펼쳐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대는 카프의 해산과 중일 전쟁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주의 리얼리즘 수용으로 ‘문학의 독자성’에 대한 논의가 쏟아져 나온 시기 다.55)55)임
화를 비롯하여 김남천, 안함광 등은 당시 시대적 현실과 문학을 ‘분열’이나 ‘모순’으로 파악함으로
써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각기 다른 ‘주체론’을 진전시켰다. 낭만적 주체, 시민적 주체, 보편적 
주체 등 이들의 주체론을 해석하는 시각은 그간 다양하게 제출된 바 있다. 임화는 초기 비평에
서 계급 혁명을 위한 마르크시즘적 주체를 상정했었지만 해방 이후 민족 문학을 건설하기 위한 
주체로 선회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두 주체의 중간 지점에 놓여있는 글들, 예컨대 30년대 
후반 그가 내놓은 언어 및 비평에 대한 장르 인식과 관련된 문제의식 등을 해체주의 정신분석학
적 주체 개념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보려는 시도 다. 

55) 채호석, 1998 임화와 김남천의 비평에 나타난 ‘주체’의 문제  상허학보 4,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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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임화가 의식적으로 지향했던 주체는 기존의 마르크시즘적 주체와 큰 틀에서는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애초에 의도했던 바와 달리 무의식적으로 발견되고 정립된 ‘비
평적 주체’는 기존의 주체 개념만으로는 이해되기 어렵다. 특히 ‘신성한 잉여물’과 같은 텍스트 무
의식을 발견하고 있는 장면은 ‘비평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과 중첩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임화
가 주목했던 발자크의 엥겔스론, 당대의 ‘문학의 독자성’과 관련된 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된 
결과물일 것이다. 그가 발견한 언어와 텍스트 무의식이란, 주체를 교란시키며 동시에 주체를 정
립시키는 ‘타자성’ 체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비평적 주체는 이후 임
화가 내세운 조선적 특수성에 입각한 새로운 비평의 윤리를 전개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닐
까? 그의 문학사 서술 역시 그의 비평적 주체가 그려낸 욕망의 지형도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해방 직후 임화의 글들은 초기 비평과 유사한 맥락에서 읽힌다. 즉 이 시기 그의 비
평은 민족문학의 건설을 위한 주체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적 실천의 주체인 ‘민
족’56)은56)국민이나 국가와는 변별되는 단일한 정신적 주체로 호명된다. 해방직후 ‘조선문학가동맹’
이 결성되고 제1회 조선문학자대회의 보고 발표문들인 조선 민족문학 건설의 기본과제에 관한 
일반보고 , 조선소설에 관한 보고  등에서 임화의 민족문학 건설을 향한 열망은 반복적으로 표
출된다. 여기서 임화는 조선의 근대 문학을 ‘민족 문학’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는 조선의 근대문
학의 성립에 있어 일본의 제국주의가 얼마나 큰 장애로 작용했는가와 민주주의적 개혁을 토대로 
근대국가를 건설함으로써 민족문학이 건설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특히 우리의 신문학사를 평하
는 자리에서 20년대 계급문학과 민족문학에 대해 각각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있
음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임화는 이 두 문학적 경향 가운데 해방된 조
선이 건설해야 하는 문학은 ‘민족문학’이라고 천명한다.    

그가 조선이 건설해야 할 문학으로 민족문학을 꼽은 것은 조선문학사상 객관적인 사실로 남
아있는 잔재들 때문이었다. 즉 일본 제국주의 문화와 봉건문화의 잔재가 청산되기 못했기 때문
에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문학 건설의 전제이자 민족문학 건설의 당위이다. 뿐만 
아니라 임화에게 민족문학은 이전의 비평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환경과 주인공의 괴리, 묘사와 
표현의 분리를 하나로 통일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민족문학 건
설을 향한 임화의 논의들이 시작되면서 임화의 비평적 주체의 자리는 사그라진다. 마르크시즘적 
주체를 지향하던 방식 그대로 민족이라는 윤리적 주체가 이를 이어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고수했던 프로문학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면서까지 민족문학의 건설을 강조
하는 그의 면모는 임화가 강조해 마지않은 ‘시대정신’에 대한 그만의 성실한 접근 방식으로부터 

56) 민족을 윤리적 실천의 주체로 바라보고 있는 점은 해방 이전의 글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임화, 全體
主義 文學論 , 193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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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것일 터이다. 민족문학의 건설이라는 테제 역시 결국은 조선적 특수성에 대한 임화의 지속
적인 탐색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주제어 : 비평적 주체, 타자성, 해체주의 정신분석학, 신성한 잉여물, 조선적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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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화의 ‘비평적 주체’의 정립 과정과 비평의 윤리·301

<Abstract>

The Position-process of Im Haw’s the Subject of Critique and 
Ethics of Critique

57)
Jo, Eun-ju

This study intended to extract Im Haw’s the subject in his critique that is different 
from the subject of Marxism he aimed at.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es have paid 
attention to explain Im Haw’s the subject theory associated with Marxism-Leninism. 
Such an approach successfully analyzed an author’s design and intention. But if we 
adherence on the deconstructive psychology point of view that it considered 
Cartesian Cogito took to pieces, Im Haw’s the subject’s understood by new ways. 
According to the deconstructive psychology the subject isn’t construct when someone 
pursues it by himself. Rather the subject can be construct when he meet the object 
of otherness. In this position we can’t assert Im Haw was the subject of Marxism or 
the subject of the national literature. Im Haw started the question ‘What is a 
critique?’ and found an object of otherness, a language and text’s unconsciousness, 
thus he can construct the new subject. In this process the subject of critique is 
born, it organizes new knowledge’s system.  

Key Words: the subject of critique, otherness, deconstructive psychology, text’s 
unconsciousness, distinctiveness of 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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