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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 근대문학의 장(場)에서 만나게 되는 러시아 작가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에 주목하여, 한국문학과 도스토예프스키의 관
련 양상을 고찰한다. 해방 이전 한국문학에서 도스토예프스키 작품들의 읽
기는 상당히 광범위한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문인들에게 적지 않은 문
학적, 인식적 자극을 주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한국 근대문학의 보이
지 않는 내면을 형성하는 그러한 현상을 둘러싸고 도출될 수 있는 문학사
적, 정신사적 의미는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탐구되지 못했다. 이에 이 논문은
특히 1930년대 후반, 이른바 ‘전형기(轉形期)’의 상황을 중심으로 도스토예
프스키 이해의 여러 양상들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은 가난하거나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연민, 인간 영혼의 깊은 심저에 대한 탐색, 삶에 대한 비극적 직관 등의 특
징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자신의 나라와 시대를 넘어서서 현대인이 처한 상
황 혹은 현대인의 운명에 대한 예민한 감각과 인식을 일깨워왔다. 예컨대
그의 문학에는 이성과 합리주의로 지칭되는 명료성이 무너지는 시점에서 작
가 스스로가 체험한 시대의 과도기성 및 정신의 과도기성, 즉 ‘전형기’의 상
황에 처한 인간의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편재해 있다. 1930년대 한국문학
의 문인들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에 나타난 이러한 면모에 직관적으로 반
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문학이 보여주는 특성은 한국문
학 내에서의 진보 지향 및 이성 중심주의의 태도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
다.
따라서 이 논문은 1930년대 후반,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수용이 기본
적으로 불안한 세계정세와 폐색된 국내 상황, 그에 따른 지식 계급의 인식
상의 변화의 맥락 속에 놓인다는 점을 주목하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양상
으로서 긍정적 감응과 거부의 복합적인 면모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시도한
다. 이러한 인식과 구도 아래 이 논문에서는 1930년대 후반 지식인 주체의
시대적 상황 인식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경우이자 도스토예프스키 문학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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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인 관련 양상이 말해질 수 있는 임화, 김남천, 단층파(斷層派), 최명
익의 문학을 중점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193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문학과 도스토예프스키의 만남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면적인 특징으로는 부재에 가까운 한국어 번역의 빈곤과
독특한 위상의 철학자 셰스토프의 존재가 관여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어 번역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한국문학의 도스토예프스키 이해를 일본
의 상황과 면밀히 연결되게 한다. 또한 셰스토프 비평의 틀을 통해 도스토
예프스키 문학에 더욱 다가서거나 그 면모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일은 이
시기만의 특징적인 상황으로서, 이는 1930년대 후반 수용의 주요한 성격을
결정짓게 된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관점에서라면, 1930년대 후반 한국문학의 도스토
예프스키 수용은 무엇보다 삶과 세계에 대한 실존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말해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검토하는 단층파와 최명익의 작품 세계 전반
은 기본적으로 조선적 ‘전형기’의 현실 속에서 지식인이 처한 정신적 한계상
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비관적 인식, 그러한 세계 속에서의 개
인의 상황에 대한 자각, 주체의 나아갈 바에 대한 모색 내지 가치 있는 삶
의 추구라는 일련의 내적 상황의 전개는 이들의 작품을 도스토예프스키와
셰스토프의 문학 및 사상의 실존적 성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한다. 그
과정에서 특히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존재 및 그의 문학세계는 반이성적,
반근대적 지향성의 측면으로서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정신적 고뇌와
고통의 차원에서, 즉 삶의 의미를 향한 고통스러운 모색의 세계로서 인식되
고 있다.
카프(KAPF) 해체 이후 혼란에 빠진 분열된 주체를 재건하여 시대적으로
봉착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김남천과 임화의 경우는 리얼리즘을 통해
출구를 찾으려 하는 과정에서 19세기 서구 리얼리즘의 거장 오노레 드 발
자크에 주목한다. 그런데 김남천과 임화의 평론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발자
크와는 대조적으로 외면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발자크 대
(對) 도스토예프스키’라는 가설적 구도로서 새롭게 접근한다. 자의식의 문학
으로 인식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은 김남천과 임화에게는 현실 외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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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인 것으로 이해된다. 김남천과 임화의 문학적 모색은 그 기본적인 사유
의 틀, 구체적인 창작방법의 지향 등에 있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이 보
여주는 성격과 매우 대조적인 지점에 자리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의 평론가 가메이 가쓰이치로(龜井勝一郞)는 전향의 상황을 견
디는 와중에 발자크가 아닌 도스토예프스키를 통해 출구를 모색함으로써 김
남천 및 임화와 대조된다. 도스토예프스키나 셰스토프에 대한 가메이 가쓰
이치로의 이해는 ‘무력(無力)을 응시하는 자아’를 말할 수 있었던 데 비해,
마찬가지로 현실에서의 자기의 무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
던 김남천과 임화는 한사코 그 무력을 거부하고자 했다. 이러한 내용을 통
해 확인되는 것은 ‘전형기’의 지식인이자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이들의 깊
은 내면이다. 1930년대의 시간 동안 조선과 일본은 동일하게 ‘전형기’로 불
린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양국 지식인들의 세계인식에는 자신이 선 자
리로부터 비롯되는, 일치될 수 없는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에서 조선의 ‘전형기’와 일본의 ‘전형기’는 하나의 동일한 개념으로 말해질
수 없는 것이 된다.

주요어 : 1930년대, 수용, 도스토예프스키, 셰스토프, 김남천, 임화, 단층파,
최명익, 유항림, 발자크, 전형기, 불안, 『비극의 철학』, 『지하로
부터의 수기』, 지하실, 무성격자, 가메이 가쓰이치로(龜井勝一
郞), 전향, 문학과 정치, 실존

학 번 : 2009-3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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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본 논문은 한국, 러시아, 일본의 정신사적 국면들을 포괄하는, 1930년대
후반 한국문학의 도스토예프스키 관련 양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도스토
예프스키라는 기호를 통해 이 시기 지식인의 시대적 상황 인식 및 그에 따
른 문학적 현상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심도 있게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Фёдор Михайлович Достоевский,
1821-1881)는 인류의 유산으로서의 세계문학사가 다채로운 무늬를 형성하
는 데 있어서 결코 제외될 수 없는 뚜렷한 흔적을 남긴 인물이다. 나아가
그는 세계문학의 수많은 거장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거대한 봉우리를 이룬
작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예컨대 『가난한 사람들』, 『지하로
부터의 수기』,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
들』 등의 작가로서 널리 알려진 그의 이름은 19세기 러시아 리얼리즘 문
학의 또 다른 거장인 톨스토이와 종종 비견되는 가운데 자신의 시대를 넘어
서는 한편으로, 문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대한 정신문화적 자취를 남긴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1) 그런 만큼 인간 존재의 본성에 대한 탐구와 인류의
운명에 대한 직관, 구원에 대한 추구 등을 보여주는 그의 문학 자체에 대해
서나 그를 둘러싼 문학적, 사상적 관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수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들에 비한다면, 도스토예프스키와 우리와의 관련성, 즉 ‘한국
1) 리얼리즘 연구자이자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의 편집자인 Г. М. 프리들렌제르는 도스토예프
스키의 문학과 그 유산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러시아문학의 두 거장,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의 문학이 세계적인 의의를 갖는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
즉 사실주의적인 언어 예술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그 가능성을 심화하거나 쇄신하거나 확
충하여 오늘날 우리의 동시대인으로 자리한다는 점, 문학의 틀을 넘어서서 호머, 단테, 레
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렘브란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창조 작업과 마찬가
지로 인류의 정신문화의 정점의 현상에 속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двенадцати томах, Том. 1 (Москва ; Издательство Правда, 1982), 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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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도스토예프스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것이 알려져 있
지 않다.2) 원천적으로 이질적인 존재로서 서로 대치되는 ‘한국문학’과 ‘도스
토예프스키’는 일단 그 관련성의 측면에서 크게 보아 ‘한국문학에 있어서의
도스토예프스키’와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있어서의 한국문학’의 주제로 나누
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내용은 실질적 고찰의 대상이 없는
까닭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몇 몇 연구는 전자의 주제에 한정되어 왔으며,
이는 본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접근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새삼스럽게
‘한국문학에 있어서의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주제를 대상으로 왜 본격적인 고
찰이 필요한가, 라는 연구의 당위성 혹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한국문학에 있어서의 ‘읽기’의 문제이
다.
창작도, 비평도, 번역도 아닌 행위이면서 한국문학의 내면을 이루는 ‘읽
기’3)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문학 장(場)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문학
행위이다. 즉 창조로 이어지는 이차적인 결과물이 없다면 그 과정이 묻히고
마는 숨은 문학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읽기’를 작가, 비평가, 번
2) 본 논문에서 ‘한국문학’은 많은 경우 해방 이전, 식민지 시기까지의 한국 근대문학을 지칭
한다. 그러나 때로는 최근까지의 한국문학 전체를 염두에 두는 용어로서 사용될 수도 있
다.
3) 여기에서 거론하는 ‘읽기’는 이른바 독자반응비평 이론이나 독일 수용미학에서 다루어지
는 독서 행위 문제와 그 주요한 초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의 연구로서, 천정환
에 의해 상세히 탐색된 ‘대중적 문화실천’의 하나로서의 독서와도 비껴가는 관점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천정환의 연구에서의 예시에 따르면, 1931년 『동아일보』가 실시한 독
서경향조사에서 여고보학생, 고등보통학교 남학생, 인쇄공으로 이루어진 피조사자 그룹은
소설 작품으로 『부활』, 『아버지와 아들』, 『죄와 벌』등의 러시아문학 작품, 『진주
부인』, 『나는 고양이다』 등 일본의 유명 작품, 『인형의 집』, 『햄릿』, 『레미제라
블』 등 서양의 명작을 압도적으로 많이 읽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조선소설로는
대체로 이광수의 소설이 탐독되었다. 따라서 그 이전 시기와는 달리 1930년대 초에 이르
면 이미 당시의 ‘대중 독자’나 ‘엘리트 독자’에 해당되는 문인들의 독서 경향에 별다른 차
이가 없었던 것이 실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읽기’는 실질
적이고 구체적인 문학 활동의 가능성을 갖는, 한국문학의 장(場) 내 문인들의 ‘읽기’에 초
점을 맞추며, 그 자체가 하나의 문학 행위로서 ‘한국문학의 ‘읽기’’라는 어떤 총체적인 장
을 구성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기존 연구 가운데 김경수의 경우는 한국 현대소설 형성 과
정의 ‘독서체험’에 주목함으로써 본고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강조한 바 있다. 천정환,
「1920~30년대 소설독자의 형성과 분화과정」, 『역사문제연구』, No.7, 역사문제연구
소, 2001, 89면 ; 김경수, 『한국 현대소설의 형성과 모색 - 독서체험과 식민지 현실 사
이에서』, 소나무, 2014, 8-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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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가 등으로 분류되는 문학 행위자의 일반적인 생활 경험과 동일시할 수 없
는 이유는 그것이 그 자체로 문학 행위인 사실 외에도4) 창작, 비평, 번역
등에 이르는 매우 의미심장한 예비적 단계가 되기 때문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경우, 해방 전(前) 시기 한국문학의 ‘읽기’에서 그의 문
학과의 대면의 흔적들은 적잖이 나타난다.

1940년 6월, 『삼천리』지의 독

서 설문을 예로 들면, ‘20/30/40 전후의 시절에 탐독한 작가, 작품’을 묻는
질문에 모윤숙, 김기진, 함대훈, 엄흥섭, 계용묵, 장혁주, 김동인 등이 도스
토예프스키의 이름과 작품을 거론하고 있다.5) 물론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스
토예프스키에 대한 당시 문인들의 관심과 사랑이 유독 특별했다고 주장하기
는 어렵다. 이 응답에는 근현대 문학의 거장이라 할 만한 다수의 외국 문인
들이 등장하고 있으며,6) 러시아문학만으로 좁혀 보더라도 도스토예프스키
못지않게 톨스토이나 투르게네프의 작품들이 애독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설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기록, 즉 좀 더 상세한 ‘읽기’의 언
급을 통해서는 ‘한국문학과 도스토예프스키’에 관한 보다 의미 있는 내용들
을 추출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예컨대 1935년 7월 이래 『동아일보』에 게재된 ‘내가 사숙하는 내외(內
外)작가’ 시리즈 가운데 엄흥섭, 장혁주, 이무영의 글7)은 사숙하는 대표적인
4) ‘읽기’가 창작과 거의 맞먹을 만큼 의미의 창출에 관여하는 문학 행위라는 점은 일련의
독자반응 비평이론을 통해 나름대로 그 이론적 근거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이 설문에는 총 22인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의 예시이며, 도스토예프스키 ‘읽
기’와 관련된 자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김병철의 논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애독」연대기」, 『삼천리』 제12권 제6호, 1940.6, 169-173면 ; 김병철, 『한국 근대서
양문학 이입사 연구(상권)』, 을서문화사, 1980 ; 김병철, 『세계문학논저서지목록총람
(1895-1985)』, 국학자료원, 2002.
6) 이 설문의 결과가 국내 문인보다는, 거의 전부라고 할 만큼 많은 외국 문인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는 사실은 천정환의 분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1920년대의 ‘고급’ 독자들에
게(작가 포함) 이광수를 비롯한 국내 작가의 작품은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영향을 끼치지
만, 일단 본격적인 문학에 눈을 뜨고 난 뒤에는 교양과 문학 수업을 위해 읽게 되는 작품
이 거의 외국 소설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 중 러시아 소설은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가
장 광범위하게 읽혔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 이후로도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1940년 시점의 설문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천정환, 앞의 글, 93면.
7) 엄흥섭, 「조그만 체험기」, 『동아일보』, 1935.7.5-7.6 ; 장혁주, 「정독(精讀)하는 양대
가(兩大家) -「떠스토에프스키-」와 「발자크」」, 『동아일보』, 1935.7.11-7.13 ; 이무
영, 「기선부지(其先不知)의 나」, 『동아일보』, 1935.7.21-7.22 (인용은 『이무영 문학
전집』6, 국학자료원, 2000, 324-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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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로서 도스토예프스키를 내세우고 있다. 이 세 편의 글로부터도 마찬가
지로 이 19세기 러시아 작가에 대한 당시의 광범위한 애호를 온전히 확증
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널리 받아들여졌을 듯한 도스토예프스키 이해의
대체적인 면모는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즉 20년대 초반부터 청년기의 문학
수업을 거친 후, 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반 사이, 본격적인 문학 활동으로
들어선 이 세 문인의 관점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우선적으로 기존 문학과
구별되는 인상적인 기법 및 묘사의 작가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특히 표면적
으로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간주되는, 작중 인물의 ‘심
각한’ 심리 묘사에 반응하여 엄흥섭은 그를 “위대한, 심각한 리얼리스트의
한 사람”으로 평가하며, 이무영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탐독하는 동안
에 나는 이른바 심리 묘사에 대한 막연은 하나마 신념을 얻은 것같이 생각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기법,
인물 묘사 방식 등은 이들 작가의 창작욕을 자극하여 실제로 그러한 기법들
을 자신들의 작품에 적용해 본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엄
흥섭, 장혁주, 이무영 가운데에서 앞의 두 사람이 문학적 기법과 구성, 묘사
와 같은 형식적 측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 이무영은 나아가 그 이
외의 측면에도 크게 끌리고 있다. 그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으로부터 다
름 아닌 “인간-그 자체의 절규”, “적나라한 인간의 절규”를 들었다. 그러기
에 이무영은 이 작가의 작품으로부터 톨스토이의 작품에서도 느끼지 못했
던, 작가의 ‘육성(肉聲)’에서 비롯된 깊은 감명을 받는다.8)
그런데 한편으로, 이 글들에서 세 문인이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빠져
들어가게 된 시기와 정황, 즉 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적 맥락이 차이를 보
이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엄흥섭과 이무영이 시기적으로는 1920년대부
터 시작된, 예비 문인의 문학 수업 속에서 이루어진 도스토예프스키 작품들
과의 조우를 얘기하고 있다면, 장혁주는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도스토예

8) 이무영은 글을 통해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기도
한다. - “무엇보다도 이 작가가 나를 심취시킨 것은 그 박진력이다. 살을 톱으로 켜는 듯
한 표현의 박력, 박력의 심각미였다. 그 ‘리얼’한 표현, 심장 속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대화
의 기교, 그 명료하고 풍부한 어휘, 페이지마다 포장되어 있는 창조적 특질, 이것은 타 작
가의 도저히 추종하지 못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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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스키를 주의 깊게 읽기 시작한 ‘최근’의 상황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들의

도스토예프스키 문학 ‘읽기’의 의미를 헤아려 보는 데 있어서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이르는 각기 다른 시대적 상황 하의 도스토예프스
키 이해의 제반 정황들이 참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장혁주의 경우, 도스토
예프스키 작품의 독서는 발자크의 독서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
르면, 이 양대 작가와의 만남의 사정은 다음과 같다. - “내가 떠스토에프스
키와 발자크를 읽기 시작한 것은 대개 동경 문단의 고전연구부흥에 따라 읽
은 것이고, 특히 쉐스토프, 지드 들의 평론이 유행하므로써 무슨 새 문학을
바라든 동경 문인들의 정세에 합류한 것이엇다.” 이러한 내용은 도스토예프
스키와 관련한, 1930년대 일본에서의 모종의 상황과 분위기를 드러내주는
것으로, 조선 출신 문인 장혁주가 이와 같은 분위기의 세례를 받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무심히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삼천리』지의 설문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엄흥섭, 장혁주, 이무
영의 글에서 이들이 사숙하는 작가로서 오직 도스토예프스키만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금 눈길을 끈다. 즉 선진적인 문학으로 도약
하기를 꿈꾼 한국 근대문학의 문인들에게 사숙하고 싶은, 또는 사숙할 필요
성이 있다고 간주된 기존 국내외 문학의 범위는 무척 넓었으며, 온전히 어
느 한 작가의 세계에만 탐닉하는 일은 드문 경우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은 현실을 현실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에게는 언
젠가는 그 세계를 벗어나야만 하리라는 알 수 없는 예감을 경험케 하는 면
을 갖는다.9) 엄흥섭은 “그 다음 나는 어느 틈엔지 너무도 세밀한 현미경적
묘사 풍의 더스터엡스키보다도 간결하고 압축해서 묘사하는 톨스토이의 풍
을 닮어보려고 애를 썻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10) 이무영은 도스토예프

9) 이 점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가 보여주는 지극한 ‘고양성(高揚性)’, 작가가 생각하는 궁
극적인 ‘현실’ 개념 등과 관련이 있다. 객관적 증명이 힘든 이러한 서술과 관련해서는 가
라타니 고진이 나쓰메 소세키와 도스토예프스키의 관계를 지적하면서 언급한 다음의 말을
옮기고자 한다. “도스토예프스키적 세계에 들어가면, 항상 그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소세키가 가장 빨리 감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
합니다.”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언어와 비극』, 도서출판 b, 2004, 89면.
10) 엄흥섭은 이 글에서 결론적으로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투르게네프라는 3대 작가에
게 각기 분야를 달리한 예술적 특징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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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외에 자신이 사숙해 온 작가로 톨스토이와 고리키가 있었음을 언급한
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읽기’는 특히 근대문학의
형성기 동안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형성되어 있었던 러시아문학열(熱)과 일
정 부분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거니와, 도스토예프스키
만의 문학적 특징은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고리키, 발자크 등 다른 작가들
과의 비교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파악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해방 이전 한국문학에서 도스토예프스키 작품들의 ‘읽기’는 톨스
토이의 경우와 비견될 만큼 상당히 광범위한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개개 문
인들에게 적지 않은 문학적, 인식적 충격을 주었다는 점, 또한 그 ‘읽기’의
내부는 단순히 개인적인 독서 체험의 차원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여러 복합적인 지점들을 품고 있다는 진단은 본 논문의 시작점이다.
그런데 당시의 도스토예프스키 ‘읽기’가 이루어진 상황의 특이성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거의 부재 상황이나 다름없는
한국어 번역의 빈곤이다. 이후 본론에서 살펴보겠지만, 해방 전에 이루어진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의 제대로 된 번역은 홍난파에 의한 『청춘의 사랑』
(1923, 원제는 『가난한 사람들』)11)이 유일하다. 그러나 실제의 ‘읽기’는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멸시당하고 모욕 받은 사람들』, 『죽음의 집
의 기록』, 『지하로부터의 수기』, 『죄와 벌』, 『백치』, 『악령』, 『카
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등 도스토예프스키의 주요 장편들에 두루 걸쳐 있
었다. 따라서 이는 다름 아닌 일본어로 외국문학을 읽는 현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으로,12)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학이 일제 식민지 시기 동안 식민 제국에 의한 언어적 탄압의 상
황을 헤쳐 나왔음은 익히 알려져 있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은
한글이라는 고유한 표기 체계를 통해 부단한 문학적 전통을 형성해 나간 점
에서 여타의 식민지 문학과 구별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즉 한국문학은
한글의 존재로 인해 “제국의 언어를 전유appropriation할 이유가 없었”으며,
11) 홍난파에 의한 『가난한 사람들』 번역은 몇 차례의 제목 변경을 거친다. 『청춘의 사
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을 때의 제목이다.
12) 물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등 여타 언어의 번역본을 통한 ‘읽기’도 이루어졌
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체적인 ‘읽기’는 일본어 번역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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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대 한국문학의 전성기는 그러한 불필요한 전유가 없는 ‘조선문’만
의 세계”였다고 말해진다.13) 그러나 자부심을 가지기에 마땅한 그러한 사실
의 한편으로, 지금껏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한국문학의 ‘읽기’의 영역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즉 이른바 국민문학
의 국적 여부를 따지지 않고 행해진 ‘읽기’의 세계에서는 식민 제국의 언어
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었다. 이는 물론 교육 정책, 출판 및 언론에 가해진
통제 등 본질적으로 식민지 상황의 구조적인 모순과 관련이 있다. 당시의
이러한 상황은 “일체의 문화적 보급과 전달이 자문자(自文字)를 통하지 아
니하고 이문자(異文字)로써 대행되는” 국면으로 인식되어 조선어 및 조선
문화의 장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14) 이렇듯 일본어로 외국
문학 읽기가 식민지 주체의 인식 전반 및 실제 문예, 문화면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따져 보는 일은 필요한 일인 동시에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 될 것
이다. 그러나 언어 및 의식으로 이어지는 그 깊은 차원들을 일단 제쳐놓는
다면, 본 논문의 관점에서 한국어 번역의 부재라는 현상은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읽기’가 일차적으로는 당시 일본의 문화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읽기’의 상세한 고찰이 일본에서의 도
스토예프스키 문학의 번역 및 해석을 둘러싼 내용들을 포함하게 되는 일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피상적인 고찰과는 달리 국내에 번역
된 작품들보다 번역되지 않은 외국문학 작품들이 우리 문학에 미친 영향력
이 더 지대한 경우가 많은 점 내지 그 가능성을 인식하는 일은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국문학이 문학적 근대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이래 외국문학과 맺
어온 관계의 양상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번역은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참조점이 되어 왔지만, 외국문학의 번역 상황과 한국 근대문학에서
의 의미심장한 ‘읽기’의 체험들은 사실상 일치되지 않는 영역으로서 거리를
13) 방민호는 이런 점에서 일제 말의 이중어 문학 상황은 “독자적 ‘조선문학’에 대한 폭력적
억압과 변질화의 시도”이자 언어의 생물학적 다원성을 억압하는 폭력적 경향이라고 말한
다. 방민호,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5-6면.
14) 이런 이유로 평론가 이헌구는 국내 번역 출판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는 “외어로써 통
독한 명저란 자어로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채 독파되는 것”이라는 내용 등 외국문학 및
문화의 ‘소화’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헌구, 『이헌구 선집』, 현대문학, 2011, 9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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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인식을 마중물로 삼아 본 논문은 한국문학과 도스토예프스키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다양한 국면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1930년대 후반, 이른바
‘전형기(轉形期)’의 이해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 근대문학에서 ‘전형기’란
프로문학의 퇴조 이후 일제 말기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15) 애초에 이 시기
를 ‘전형기’라는 용어로서 지칭했던 이들은 동시대인들이었다.16) ‘전형기’로
서의 이 시기는 간략히 요약하자면, 사회적으로는 만주사변(1931)을 시작으
로 파시즘의 대두와 급격한 확산, 사회주의 및 자유주의 진영이 연대적 행
동에 나선 인민전선(人民戰線)의 출현, 스페인 내란, 중일전쟁 등 세계사적
15) 본 논문에서 ‘전형기’라는 용어의 규정은 그 시기 및 시대적 성격 규정에 있어서 기본적
으로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에서의 김윤식의 정리를 따른다. 김윤식은 프로문학의
퇴조 이후 “문학계의 정신적 구조 일반의 공백 지대”가 초래된 상황을 ‘전형기’의 주요한
내면으로 이해한 바 있다.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202-212
면 참조 ; 다만 본 논문에서의 ‘전형기’의 고찰은 신체제의 기획이라는 다른 성격이 나타
나는 1940년 이후 일제 말기까지의 시기보다는 주로 1930년대 후반의 상황과 분위기에
집중될 것임을 밝힌다.
16) 특정한 시대적 상황을 부각시키는 용어로서 ‘전형기’는 1930년대 이래 한국문학의 평론
및 기타 언설 등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어휘였다. 예를 들어 「전형기와 명일의 조선
문학」(『동아일보』, 1935.6.5-6.7)에서 김두용은 “조선문학이 현재 전형기에 잇다 한
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서두를 열고 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전형기’와 함께 ‘전
환기’라는 용어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당시의 논의들 속에서 ‘전형기’와 ‘전환기’의 용례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후자는 우선적으로 “일제 말 신질서 확립 분위기와 관련,
구질서를 답파하고자 하는 담론 질서 속에서 등장한 용어”로 파악된다. 송효정, 『식민지
후반기문학의 근대기획 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10, 4면. ; 한편, 일본에서 ‘전형기(轉
形期)’라는 용어의 등장은 그 이른 예를『전형기 경제학』(1925), 『전형기의 역사학』
(1929) 등에서 볼 수 있다. 『전형기 경제학』은 니콜라이 부하린의『전환기의 경제학
(Економика переходного периода)』(1920)을 번역한 것으로, 이 무렵 ‘전형기’라는 용어가
부하린의 저술 번역 과정에서 비롯되었을 사정을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번역
서에서의 ‘전형기’는 “자본주의 붕괴로부터 사회주의 건설까지의 역사적 시기”를 의미한
다) 본 논문과 관련되는, 일본문학에서의 용례로는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의 『전형
기의 사람들』(1931), 가메이 가쓰이치로(龜井勝一郞)의 『전형기의 문학』(1934)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처럼 현대 일본어에서는 표준적인 어휘에 포함되지 않는 ‘전형
기’는 1930, 40년대에는 드물지 않게 사용되었다. 평론집 『전형기 문예의 날갯짓』
(1942)의 경우, 저자는 소화(昭和) 일본 문예가 전형기적 상황에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을 ‘상식’이라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일본 문예의 전반적인 특징을 “출판 자
본의 독점적 기업화의 성장, 대중문예의 발전, 좌익문예의 퇴조, 순문학의 위기, 자의식
과잉과 불안의식의 풍미”로 설명하였다. ニコライ・ブハリン, 佐野文夫 譯, 『転形期 経済
学』, 東京: 同人社書店, 1925, 1면 ; 矢崎 弾, 『転形期文芸の羽摶き : 昭和日本文芸の展
望』, 東京: 大沢築地書店, 昭和17, 346-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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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격동의 분위기 속에서 위기와 불안의 정서가 주체의 내면을 지배했던 시
기, 문학계의 차원에서는 카프 해체 이후 전향과 ‘주조(主潮) 상실’의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모색이 절실히 요청되었던 시기로서의 고유한 시대적 정체성
을 갖는다. 주지하다시피 카프의 해체는 단지 계급적 해방 운동을 문학을
통해 실천하고자 했던 일부 문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당시 지식인 사회의 분
위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한국문학사 상 하나의 지
표가 되는 사건이었다. 그런 만큼 이 시기의 모든 문학적 창작의 실천들 및
담론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한 감각으로 지식인 주체의 존재 의미를 문
제 삼는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절박한 물음
을 던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이 『가난한 사람들』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박애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는 한편으로, ‘멸시당하고 모욕당
한’17) 사람들 이상으로 현대의 지적인 인간이 지닌 문제성에의 통찰을 보여
주고 있는 점은 1930년대 후반 한국문학의 갈급한 의식과 연결되는 통로를
갖는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생몰(生沒)의 연도(1821-1881)를 기준으로는 19
세기에 속하는 작가이지만, 그의 문학이 갖는 현대성의 측면에 대해서는 많
은 언급들이 있어 왔다. 즉 러시아 근대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영
향의 측면에서 고골, 발자크, 디킨스, 호프만 등과 함께 묶이기도 하는 그는
동시에 보들레르, 조이스, 프루스트, D. H. 로렌스, 카프카 등 세계의 모더
니즘 문학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선구적인 위치에 자리매김 된다. 가령 근
대, 후기 근대, 포스트모더니즘 시기에 이르는 모더니티의 면면을 조망한 저
술에서 니체와 함께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문학에 나타난 ‘양가성’의 특성으
로 ‘후기 근대’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된다.18) 또한 러시아의 철
학자 셰스토프가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 (비극의 철학)』(1903)을 통해
17) 도스토예프스키는 1861년에 장편 『멸시당하고 모욕당한 사람들』(Униженные и оскорбленные)을 발표했으며, ‘멸시당하고 모욕당한 사람들’의 시인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Joseph Frank, "Dostoevsky's discovery of "fantastic realism"", Russian Review,
Vol. 27, No. 3 (1968), p. 292.
18) 여기서 ‘양가성’이란 “종합으로 나아가지 않는 대립자의 변증법적 통일,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의 결합, 그리고 정신분석학적 의미에서는 상반되는 충동의 동시적 작용”을 말한
다. 페터 V. 지마, 김태환 역, 『모던/포스트모던』, 문학과지성사, 2010, 47, 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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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문학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비극’과 마주서는 실존적 인식을 부각시킨
이후로 도스토예프스키는 20세기 실존주의의 선구자로 이해되어 오기도 하
였다.19) 예컨대 실존적 태도란 받아들일 수 없는 혼란한 세계에 직면하여
그 스스로 혼란에 빠진 개인으로부터 비롯되는 태도이자 무엇보다 자의식에
관한 태도라고 할 때,20) 자의식은 병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의 ‘지하인’은 현대 실존주의 계보의 핵심적인 인물이 된다. 이처럼 19
세기를 넘어서 현대에 속하는 인물로 간주되는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해 현대
러시아의 연구자인 쿠즈네쪼프는 그 문학이 갖는 현대성의 특이성을 지적하
여 “그는 거대한 그리고 강력한 반대자로서, 우리와 우리 사회를 향한 크나
큰 의문부호로서 우리에게 현대적인 의미를 갖는다”21)라고 적절히 정리하
고 있다.
반복하자면, ‘반대자’이자 ‘의문부호’로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은 자신
의 나라, 자신의 시대를 넘어서서 현대인이 처한 상황, 즉 현대인의 운명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와 ‘의문’이 향한 궁극
적인 장소는 명료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성 내지 합리주의의 영토로서, 도스
토예프스키의 문학에는 그 명료성이 무너지는 시점에서 작가 스스로가 체험
한 시대의 과도기성 및 그에 따른 정신의 과도기성, 즉 ‘전형기’의 상황에
처한 인간의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편재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그의 작품
들에서 과도기의 내적, 외적 혼란함을 체험하는 인물들은 민중이라기보다는
지식인이다. 1930년대 한국문학의 문인들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에 나타
난 이러한 면모에 직관적으로 반응했다고 할 수 있다.
19)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 역시 “만약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
다”라는 도스토예프스키 작품 속의 말을 인용하고, “바로 이것이 실존주의의 출발점”이라
고 말한 바 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고, 그 결과 인간은 홀로 남겨지게 된다.
이는 세계 속에 피투(被投)되어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조건을 말한다. 장 폴 사르트르, 박정태 역,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학사, 2008, 43-44, 127면 참조.
20) Robert C. Solomon, Existentialism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ⅺ, 37-38.
21) 쿠즈네쪼프의 이러한 언급 속에는 러시아 내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이 동시대로부
터 끊임없이 유물론 및 사회주의와의 대립관계 속에 존재해 온 상황에 대한 인식도 중요
하게 포함되어 있다. F. F. 꾸즈네쪼프, 「러시아 문학연구와 도스또예프스끼」, 『러시아
소비에트문학』, Vol. 3, No. 1, 한국러시아문학회, 199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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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이 일종의 미래의 징후로서, 여러 면모들
가운데 숨길 수 없는 ‘비극적 직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사실
상 “해결되거나 진정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들”이라고 할 때,22)
1930년대 후반 ‘전형기’의 도스토예프스키 이해는 이 ‘비극적 직관’에 일정
부분 감응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은 형
식의 관점에서 간혹 비극으로 간주되는 한편으로,23) 보다 더 빈번하게는 정
신 혹은 세계 인식의 관점에서 비극으로 지칭된다. 테리 이글턴은 헤겔에서
보들레르, 니체, 도스토예프스키, 예이츠, 클로델, 모리악, T. S. 엘리어트에
이르는 현대 사상가들의 계보에서 “비극은 하나의 특권적 인식 양식이며,
형이상학적 정신을 지닌 소수에만 주어지는 정신적 경험”이라고 말한 바 있
다. 이때 그가 말하는 비극의 존재는 ‘시대의 천박성’, 즉 근대의 범속성과
관련되어 있다.24) 또한 보다 이른 시기에 셰스토프는 도스토예프스키 문학
에서의 비극이란 기존에 믿고 있던 세상에 대한 환상이 사라졌을 때, 등장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세계적인 차원에서 “근대적 문명 세계가 몰락
하고 있다고 말해지며 ‘근대의 위기’가 거론”되고, “자명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근대적인 가치들의 전도가 발생하기 시작”25)한 국면이야말로 1930년
대 중반 이후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 ‘전형기’의 도스토예프스키 이해의 양상에서 더
불어 지적해야 할 점은 그의 문학이 당시 한국문학 내에서의 진보 지향 및
이성 중심주의의 태도와 일으키는 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서이다. 이러한 태
22) 러시아 문학비평가 미르스키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이 해결될 수도, 돌이킬 수도 없
는 비극이라는 점에 “영적인 문제로서의 도스토예프스키의 예외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덧
붙였다. 그는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있어 기독교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았다. D.
S. 미르스끼, 이항재 역, 『러시아문학사』, 문원출판, 2001, 335면.
23) 러시아의 상징주의 철학자 뱌체슬라프 이바노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소설-비극’
으로 새롭게 규정한 바 있다. 변현태, 「소설의 ‘형식’에 대한 두 사유 - 이바노프의 ‘소
설-비극’과 바흐찐의 ‘소설-대화’」, 『안 과 밖』, Vol. 35, 영미문학연구회, 2013,
304-322면 참조.
24) 테리 이글턴, 이현석 역, 『우리 시대의 비극론』, 경성대학교출판부, 2006, 103면.
25) 차승기, 『반근대적 상상력의 임계들 - 식민지 조선 담론장에서의 전통 · 세계 · 주체』,
푸른역사, 2009, 20면 ; 근대가 더 이상 발 하나 옮겨 놓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
랐다는 선언은 가령 1940년 시점의 김기림의 종합적 진단에서 발견할 수 있다. 김기림,
『김기림의 시론』, 앞선책, 1994, 6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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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누구보다도 프로문학 문인들의 인식적 지향에서 기본적인 배경을 이루
고 있는 것으로, 카프 해체 이후에도 문단 구도 속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었던 그들과의 관계에 주목할 수 있다. 프로문학 문인들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비록 출구 없는 현실에 절망하였을지라도 “‘진보’에 대한 전망
자체를 포기하지 않은 채 다만 그 전망의 실현 불가능성에 절망”했다는 점
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관론자라 하기는 어려운26) 이들이었다. 따라서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특성인 반이성적, 반근대적 지향
및 인류와 세계의 운명을 투시하는 ‘비극적 직관’과 이들 문인들의 세계 인
식 사이에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도스토예프스
키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비극성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는 종교적 관점
을 수용할 경우에만 최종적인 낙관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27) 당시 프
로문학의 대체적인 세계관의 검증을 통해서는 가열한 비극으로 남을 뿐이었
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논문은 1930년대 후반, 도스토예프스
키 문학의 수용이 기본적으로는 불안한 세계정세와 폐색된 국내 상황, 그에
따른 지식 계급의 인식상의 변화의 맥락 속에 놓인다는 점을 주목하는 가운
데, 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양상으로서 긍정적 감응과 거부의 복합적인 면

26) 송효정, 『식민지 후반기 문학의 근대기획 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10, 18면.
27) 도스토예프스키의 종교적 관점 내지 인식을 공유하는 경우, 그의 문학의 궁극적인 지향
은 비관주의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식된다. 예컨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세계에 대해 가
장 심오한 통찰을 보여준 해석자 중의 한 사람인 베르쟈예프는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에 나
타난 비극의 끝에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고 있기에 작가는 절망적인 비관주의 작가로는 되
지 않는다고 말한다. 도스또옙스끼, 니꼴라이 베르자예프, 이종진 역, 『신과 인간의 비
극』, 문학세계사, 1982, 202면 ; 그런데 종교적 이해와 무관한 방식으로 도스토예프스키
의 최종적인 낙관주의를 설명한 예로는 아르놀트 하우저를 들 수 있다. 그는 작가의 작품
에 나타난, 세계관으로서의 극적 형식, 즉 ‘초시간성’을 근거로 도스토예프스키의 ‘비극적
낙관주의’를 설명했다. 즉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있어 인간 존재의 의미는 그 시간성에 있
지 않으며, “고조된 순간들, 인간의 본질 그대로의 진정한 자기임을 느끼고 자신의 자아
및 자신의 운명과 일치됨을 선언하는 그런 지고의 순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순
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낙관주의의 근거이다. 물론 이 순간들
은 초월적인 성격을 갖지만, 그리스도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덧붙이자면, 도스토예프스키
의 이 ‘순간들’은 말 그대로 ‘순간’이라는 점에서 세속의 독자의 입장에서 도스토예프스키
의 ‘비극적 낙관주의’는 다시금 비극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아르놀트 하
우저, 백낙청 ∙ 염무웅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4, 창작과비평사, 2014, 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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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본 논문에서의 고찰은 1930년대 후반,
도스토예프스키 이해의 모든 경우들을 포괄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미 거론한 엄흥섭, 장혁주, 이무영 등의 문인들 외에도 이상, 서정주, 현덕,
함대훈 등의 글에서28) 도스토예프스키 ‘읽기’의 구체적인 내면들을 확인할
수 있거니와, 이는 단순한 작가 소개의 글과 구분되는, 한국문학에서의 주요
한 ‘읽기’의 장면들에 해당된다. 이러한 모든 경우들을 포괄하여 당시의 도
스토예프스키 수용의 전모를 구성하는 대신, 본 논문은 1930년대 후반 지
식인 주체의 시대적 상황 인식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임
화, 김남천, 단층파, 최명익의 문학과 도스토예프스키 문학과의 관계를 중점
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한국문학과 도스토예프스키와의 관련성, 달리 말해 한
국문학에 있어서의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주제에 주목한 연구29)는 대표적으
로 김윤식과 이보영의 접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식은 한국 근대문학의
주요한 작가들인 김동인, 염상섭, 이상, 김동리 및 평론가 조연현 등의 문학
세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와의 연결점들을 언
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고찰은 기본적으로 한국문학의 근대성의 기원 및

28) 현덕, 『현덕 전집』, 역락, 2009, 603-606면 (「내가 영향 받은 외국 작가- 도스토예
프스키」) ; 서정주, 『미당 산문』, 민음사, 1993, 103-104, 266-267, 333면 ; 함대훈,
「비극철학의 의의 - 도스토옙흐스키 연구의 일(一)단편」, 『동아일보』, 6.24-27 ; 이
상의 경우,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단편 「날개」, 「종생기」, 김기림에
게 보낸 편지 등에 나타난다. 이상, 권영민 엮음, 『이상 전집 2』, 뿔, 2009, 77면 ;
『이상 전집 4』, 173면.
29) 이 주제의 연구는 사실상 소수에 불과하다. 김윤식과 이보영의 글들을 제외한 기존 연구
들의 대략을 이 자리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스토예프스키 및 그의 문학에 관한 한국
문학 내 소개 상황을 언급한 연구로는, 김학동, 『한국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일지사,
1972, 179-186면 ; 신동욱, 「러시아 문학의 수용과 한국문학」, 『교수아카데미총서』,
Vol, 3, 일념, 1993, 150-151면 ; 좀 더 구체적인 수용 양상을 다룬 연구로는, 유인순,
「「표본실의 청개고리」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 『이화어문논집』, Vol. 5, 이화여자
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82, 139-160면 ; 신규호, 「「표본실의 청개구리」와 노문학」,
『비평문학』, No. 2, 한국비평학회, 1988, 167-183면 ; 이종진, 「한국문학의 도스또옙
스끼 수용과 그 현재적 의미」, 『인문과학』, Vol. 29, No. 1,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
구소, 1999, 301-319면 ; 호병탁, 『이상과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
<날개>와 <지하생활자의 수기>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2000 ;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이경민, 『황순원과 도스토예프스키 장편소설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
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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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밝히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시각은 문학사
적인 안목을 갖는다. 김윤식에 따르면, 이광수 이후 김동인과 함께 한국 근
대문학의 초기 대표자라 할 염상섭의 경우, 그의 “글쓰기/근대적 인식의 밑
바닥에 놓인 것은 도스토예프스키”30)가 된다. 즉 이러한 진단은 청년 염상
섭이 말하는 ‘병적 현몽(現夢)’의 원천이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실에서 말미
암는데,31) 염상섭이 도스토예프스키적인 관념 내지 자의식의 상태에 비견될
‘병적 현몽’에 대한 깨달음에 사로잡혔다가 이로부터 벗어나기를 시도하여,
이윽고는 소설 쓰기에서 조선적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을 문학사 전
체를 통해서도 의미 있는 장면으로 읽어내고 있다. 예컨대 「표본실의 청개
구리」는 ‘병적 현몽’에 사로잡힌 염상섭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도스토
예프스키적인 관념적 세계를 벗어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 근대소설사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관여하는 최초의 주요한 장면은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 드러나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자의식의 문제인
것으로 정리된다. 대체로 김윤식은 톨스토이와 함께 도스토예프스키가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편에
선다.
또한 김윤식은 스스로를 ‘환각의 인’으로 규정한 이상은 한국문학에서 한
번도 검토된 바 없는 낯선 과제였던 관념의 세계를 자신의 작품 속에 들인
인물이며, 그런 의미에서 ‘2×2=5’를 말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에 가장 가
까이 다가간 한국 문인으로 파악한다. 김윤식은 “관념이라는 거대한 벽 앞
에서 절망한 이상에게 제일 잘 눈에 띈 문인이 도스토예프스키였다는 점은
늘 강조될 필요가 있다”32)라고 말하고 있다. 즉 「날개」에는 도스토예프스
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가 충실히 연출되어 있으며, 「종생기」, 「동
해」와 같은 작품도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점,
30)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와의 대화』, 새미, 2002, 127면 ; 이외에 염상섭과 도스토예
프스키에 대해 언급한 글로 ‘도스토예프스키와 염상섭- 「죄와 벌」’ 등이 있다. 김윤식,
『우리문학의 넓이와 깊이』, 서래헌, 1979, 143-149면 ;
31) 염상섭은 문학 활동의 초기에 쓴 글 「저수하(樗樹下)에서」(『폐허』, 1921.1)를 통해
글쓰기에 대한 사유를 밝히는데,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인용하여 병적 상태에 찾아오
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관련되는 내용은 본 논문의 2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32) 김윤식, 『이상소설연구』, 문학과비평사, 1988,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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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처음부터 ‘2×2=4’의 세계를 거부했으나, 그렇다고 ‘2×2=5’를 바로
주장한 적은 없다는 점, 그러나 ‘2×2=5’라는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 나가기
를 시도한 작가라는 점 등이 그의 지적이다. 이처럼 한국문학 속에서 도스
토예프스키의 문학이 이해된 각각의 양상으로서 김윤식은 자의식 내지 관념
의 문학적 표현(염상섭), 유클리드 기하학의 세계를 넘어선 ‘2×2=5’의 세계
의 추구(이상), 반(反)근대의 정신으로서의 ‘구경(究竟)적 생의 형식’의 추구
(김동리, 조연현)33) 등을 이야기 하였다.
다음으로, 비교문학의 영향 연구의 시각과 방법론으로 본격적으로 접근
하는 이보영의 연구34)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가운데에서도 특히 『죄와
벌』을 한국 근대소설 형성 과정에서의 하나의 ‘원형’으로 간주한다. 그에
따르면, 『죄와 벌』은 식민지 체제 하의 우리 작가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읽힌 애독서로서, 단순하게는 인도주의적 경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는 이 작품의 성격은 일부 작가들에 의해 반체제적 저항성의 요소를 품은
작품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본다. 예컨대 이러한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을
보여준 예로 대표적으로 검토되는 인물은 염상섭이다. 즉 염상섭의 초기 작
품들에 나타나는 암울한 분위기 및 실의와 허무주의에 빠진 주인공의 형상
은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와 비교되어진다. 또한 장편 『삼대』까지
를 포함하여 염상섭에 대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영향은 “초기에는 데카당적인

33) 김동리는 ‘높고 참된 의미에서의 문학하는 것’이란 ‘구경적 생의 형식’이라고 요약하였
다. 그런데 1930년대 중반 이래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세계에 심취해 있었던 평론가 조
연현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반(反)근대의 사상 등에 동조하는 가운데 김동리, 서정주 등의
문학 세계를 ‘구경적 생의 형식’으로 규정하였다. 조연현에게 ‘구경적 생의 형식’이란 달리
말해 도스토예프스키가 보여준 ‘인간의 원형적 조건의 탐구’라고 할 수 있었다. 김윤식은
이에 대해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평 속에 김동리 ∙ 서정주 ∙ 유치환 그리고 청록파를 놓이
게끔 한 것이 조연현 비평의 최대의 공적”이라고 말한다. 한편 조연현은 1949년, 『문
예』지 등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도스토예프스키론을 연재하기도 하였다. 김윤
식,『한국 근대 문학사상 비판』, 일지사, 1989, 186-209면 ;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
상연구』2, 아세아문화사, 1994, 59-82면 ;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2008,
530-554면.
34) 「한국 근대소설과 도스토예프스키(1)」, 「한국 근대소설과 도스토예프스키(2)」, 「도
스토예프스키의 현대적 의미- 『죄와 벌』을 중심으로」, 「한국작가와 러시아문학- ‘신
문학’ 초기의 경우」 등의 글이 있다. 이보영, 『동양과 서양: 이보영 문학평론집』, 신아
출판사, 1998, 192-234면 ;『역사적 위기와 문학』, 신아출판사, 2007, 427-449면 ;
『한국 근대문학의 문제 』, 신아출판사, 2011, 405-4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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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것이었다가 도덕적, 건설적인 성질의 것으로 변한”35) 것으로 말해진
다. 이보영에 따르면, 결국 염상섭의 문학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이 하
나의 원형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망국(亡國)’의 체험 때문이다. 이때 작가
에게 있어 “심층적 영향이란 작가의 정신적 외상을 어루만져 치유해 줄 수
있는 효력을 의미”36)한다고 보는 것이 염상섭의 예를 바라보는 논자의 기
본적인 시각이다. 또한 이상과 도스토예프스키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지하
로부터의 수기』가 원형이 되고 있는 점 및 창작방법에 대한 관심 등이 지
적되며, 6.25의 체험을 겪은 황순원과 김은국이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으로부
터 발견한 실존주의적 경향을 자신들의 작품 속에 형상화한 내용들이 분석
되고 있다.
그런데 염상섭과 이상으로부터 최서해, 황순원, 김은국, 이기영, 이병주
등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두루 언급하고 있는 이보영의 연구는 한국문학과
도스토예프스키의 관련성이라는 광범위한 주제의 각 내부를 파악하고자 하
는 그 열의에도 불구하고 시각과 방법론에 있어서 일정한 문제점을 노출한
다. 즉 기준점으로서의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본질적인 영역에 대한 가치
평가가 확고한 만큼 그 본질적인 영역에 미치지 못하는 이해에 대해서는 표
면적, 피상적인 관심이라는 평가가 내려진다. 더욱이 식민지 체제 하의 한국
근대문학의 정통성은 정치적 상황 판단에 기초한 윤리적 정통성이어야 하
며, 그 정통성은 반체제적 저항으로 나타난다고 보는37) 이보영의 신념은 도
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즉 ‘래디컬한 부정의 정신’으
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가장 바람직한 이해인 것으로 선호한다는 점에서 특
징적이다. 또한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 주로 직관에 의한 상징어 및 장면
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어 그 가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의 흔적을 더듬어 나가는 지
난한 과정에 있어서 예리한 관찰력과 직관으로 더욱 풍부한 작품 해석에 이
를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들을 포착하고 있기도 하다. 가령 염상섭의 초기
작 「암야」의 결말에서 깊은 밤 광화문통 넓은 거리에 선 주인공이 눈물
35) 이보영, 『동양과 서양: 이보영 문학평론집』, 위의 책, 204면.
36) 위의 책, 199면.
37) 위의 책,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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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눈으로 하늘을 우러르며 소리 없이 영혼의 기원을 내뱉는 장면을 『카
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서 알료샤가 체험하는, 영혼의 거듭남 장면의 창
조적 변형으로 밝혀내고 있는 일 등이 그러하다.
한편, 이보영이 톨스토이의 경우에 비해서보다 오히려 도스토예프스키가
식민지 작가와 친근성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특히 작가의 ‘묵시록
적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점38)은 본 논문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 묵시록적 경향은 다시 말해 앞에서 언급한 ‘비극적 직관’과 통
하며, 이는 무엇보다 지식인 주체들의 도스토예프스키 이해에서 해명되어야
할 주요한 문제이다. 덧붙여, 1930년대의 도스토예프스키 수용 상황을 조감
하는 이보영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비교문학 영향 연구의 원전 중심적인
시각에 깊이 침윤되어 있을망정 본 논문이 다룰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검토해 볼 대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일본과 한국에서 도
스토예프스키가 적지 않게 읽힌 1930년대의 상황을 거론한 후, “그 당시
한국에서는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본격적 연구나 논의가 없었고 도스토예
프스키의 영향이 작품에 깊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일본어역을 통해서일망정
도스토예프스키의 체험을 제대로 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만한 교양
과 강인하고 성실한 작가정신이 부족했고, 또 당시 한국의 문화적 수준이
도스토예프스키를 열심히 번역하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때문이다”라고 서술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술이 정말로 실제에 부
합하는지 그 여부를 가늠하는 동시에 번역도, 본격적인 논의 및 연구도 없
었던 것이 대체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한국문학에서의 ‘도스토예
프스키 체험’의 진정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 체험이 역으로 한국문학의
깊은 내면을 어떻게 되비추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이후의 작업이
될 것이다.

38) 위의 책,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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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각 및 연구 방법론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외국문학의 수용이라는 문제에 접근하는 일은 기존
영향, 수용 연구의 시각 및 방법론에 관한 발전적인 인식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39) 현 시점에 있어서도 여전히 문제적인 지점들을
품고 있다. 즉 실질적인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
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문학을 자신의 본원(本源)으로 삼는
연구자인 경우에 발생하는 내밀한 심리적 저항감의 문제로서, 이는 수용 연
구를 대하는 기본적인 시각의 문제와 관련된다. 두 번째는 논리적,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발전적인 인식’과 구별되는, 실제 연구에 있어서의 방법
론의 문제가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심리적 저항감은 애초에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과정에 끼
어들어 있는 외국문학의 존재를 “냉철히 접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40) 상황
과 서구문학을 기준으로 삼아 한국문학의 성과를 함부로 재단해 온 그간의
일부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런 만큼 자칫 연구의
성과가 한국문학의 독자성과 내재적 동력을 평가절하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저항의 감정은 이 주제에 관심을 둔 연구자라면
온전히 벗어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문학 연구의 중진들
로부터 신진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실상 이러한 미
묘한 심리적 저항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그 결
39) 비교문학의 영향, 수용 연구를 둘러싼 그간의 비판 및 발전적인 논의들이 수렴된 대표적
인 예로 다음 저술을 들 수 있다. 박성창, 『비교문학의 도전』, 민음사, 2009.
40) 최원식은 동아시아문학의 맥락 속에서 한국 현대문학의 전개 과정을 살피는 일의 의의
를 얘기하는 가운데 서구문학 역시 고려의 대상에 넣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한다. 즉 “근대
이후 동아시아는 발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냉철히 접수할 때, 동아시아 현대문학에서 서
구문학은 이미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문학을 발신자
로, 일본문학을 중개자로, 그리고 한국문학을 수신자로 삼는” “제국주의적 담론인 비교문
학”에 대한 그의 오랜 혐오와 신랄한 비판을 고려할 때, 서구문학의 존재를 “냉철히 접
수”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연한 현실은 그 자체로 뼈아픈 것으로서, 그 이면에
서는 언제나 양가적인 감정이 작동한다. 비교문학의 영향, 수용 연구에 대한, 최근에 이르
기까지의 최원식의 일련의 글들은 본 논문이 거론하는 연구자의 심리적 저항감의 완전한
해소는 요원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가장 분명한 예이다. 최원식, 「동아시아 텍스트로
서의 한국현대문학」, 『어문학』, Vol. 83, 한국어문학회, 2004, 59-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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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하나로서 실제 수용 연구에 개념 및 어휘 사용의 변화를 가져와 ‘영향’
또는 ‘수용’이라는 용어 자체를 암암리에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대신 최근의 연구들에서 한국 근대문학과 외국문학의 관련 양상은 가령 ‘상
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나 ‘전유(appropriation)’와 같은 개념들을 통
해 종종 설명된다.41)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 한
국 근대문학의 시간들을 살펴볼 때 확인되는, 당시의 시간들을 관통하는 보
41)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상호텍스트성’은 처음 기호학의 영역에서 창안된 개념이지만, 어
느 틈엔가 비교문학의 ‘영향’과 견주어지는 개념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즉 ‘영향’ 개념과
의 관계에서 ‘상호텍스트성’은 유사 확장 개념으로도, 그것을 대체하는 전적으로 새로운
개념으로도 인식된다. 한편, 탈식민주의 이론의 맥락에서 ‘전유’는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
지배를 경험하는 사회가 지배 문화의 단순한 적용 대신 취하게 되는, 식민주의적 특권으
로부터의 능동적인 일탈의 방식이다. 가령 이는 “모국어가 아닌 타자의 언어로 모국어의
정신을 전달하는 것”과 같이 식민지적 상황에서 지배 문화의 언어를 재배치, 재구성함으
로써 언어적 차용 내지 변용과 동시에 비판을 수행한다. 그런데 탈식민주의의 맥락을 벗
어난 관점에서 전유는 상호텍스트성 실천의 하위 부분으로서 파악된다. 그리고 그 실제적
인 발현의 방식은 각색(adaptation)과 비교한다면 상호텍스트적인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
러내지 않고 내재화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된다. Influence and Intertextuality
in Literary History, Eds. Jay Clayton & Eric Rothstein (Madison, Wis. :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1), p. 3 ; 빌 애쉬크로프트 외, 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65-66, 133-192면 참조 ; Julie Sanders, Adaptation and
Appropriation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2006), p. 17-32 ; 최근의 연구에
서 ‘영향’ 또는 ‘수용’이 아닌, ‘상호텍스트성’이나 ‘전유’의 개념을 사용한 몇 예를 들어보
면 다음과 같다. 염무웅은 서구문학 이식 과정에서의 주체적 동력의 작용에 주목하여 임
화로부터 비롯된 ‘이식’ 개념 대신 “외국문학(주로 서구문학)에 대해서 행하는 우리 민족
문학의 역사적 전유(專有, appropriation) 작업”으로 부를 것을 말하며, 방민호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맥락에서의 ‘전유’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제국의 문화적, 예술적 양식을
모방함과 동시에 차이를 추구하는 전략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김한성은 ‘동시대성’에 집착하여 과거의 텍스트들보다는 동시대의 외국 작가들의 텍
스트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김기림 문학의 특성을 ‘영향’ 및 ‘수용’ 대신 ‘수평적 상
호텍스트성’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으며, 장성규는 이효석과 김남천의 영문학 작품 수
용을 고찰하는 가운데 ‘수용’과 ‘상호텍스트성’의 용어를 굳이 구분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들을 통해 연구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른바 외국문학
수용의 문제를 대하는 연구자들의 내면의 거리낌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염무웅,
「근대시의 탄생을 보는 하나의 시선 - 수용사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어문교
육』, Vol. 21,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9, 24-25면 ; 방민호, 앞의 책, 117-118면
(「‘사소설’의 전유와 문학사적 위상 - 이태준의 경우」) ; 김한성, 『김기림 문학 연구 비교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14, 26-32면 ; 장성규, 「일제 말기
소설의 영문학 작품 수용과 상호텍스트성의 기획」, 『민족문학사연구』, Vol. 47, 민족문
학사학회, 2011, 193-2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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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 열망으로서의 ‘근대의 추구’ 및 그 한 부분인 문학적 진보의 추구에 대
해서이다. 예컨대 김기림은 「30년대의 소묘」42)에서 신문학이 시작된 이
래 30년 동안의 우리의 문학적 경력은 서양과 비교하면 3, 4세기에 필적한
다는 점, 그러한 압축된 시간 속의 신문화의 여정은 한 마디로 요약하여
“‘근대’의 추구”(57)였다고 명확히 정리했다. 그는 서구문학이 긴 시간의 흐
름 속에서 체험한 내용들이 극히 짧은 기간 동안 “모방 혹은 수입의 형식을
거쳐 속성”(62)되었던 조선의 상황을 거리낌 없이 회고한다. 그러면서 설혹
그 모든 것이 근대의 말기적 현상으로서의 서양의 혼돈을 수입한 것에 지나
지 않는다 할지라도43) 거기에 바친 시간과 정신의 소모를 후회할 것은 없
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김기림이 보기에 중요한 것은 사실상 서구로부
터 유입된 것의 내용물이기보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태도가 그것들을 체험에까지 심화할 수 있도록 진지하였던가,
또는 한낱 경박한 모방 행위에 그쳤는가”(64)에 따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정되며, 전자의 경우라면, 서구로부터의 유입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문학과 정신에 기름진 토양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김기림이 근대의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구로부터의 문학적, 문화적 유입을 그 “혼돈과
아나키”(62)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우리의 역량을 확장하는 계기로서 긍정적
으로 파악하는 일은 당시로서는 보편적인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소박한 형태로는, 외국문학의 뛰어난 작품들에 대한 사숙과 감화, 섭취가 개
별 작가의 역량을 키우는 일임은 물론 현대 조선 작가 일반의 수준을 한층
높은 경지로 이끌어 올리는 일이라는 사고들이 흔하게 통용되고 있었다.44)
나아가서 앞에 언급한 김기림의 글에서와 같이, 문학을 포함하는 세계적
차원의 문화적 교류의 의의가 깊게 성찰되고 있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즉 김기림은 전 세계적으로 오로지 개개의 민족만이 부르짖어지는 시대적
42) 김기림, 앞의 책, 56-69면 ; 이후 김기림의 이 글에서의 인용은 본문의 괄호 안에 면수
만 표기함.
43) 특히 여기서는 모더니즘, 휴머니즘, 행동주의, 주지주의 등 30년대 이래 10년간 한국문
학이 ‘끌어들인’ 사상들을 지목하고 있다.
44) 이헌구, 앞의 책, 82, 96면 참조 ; 그러나 이헌구는 조선문단의 평론계가 일본문단에서
의 문예적 논의를 정당한 비판적 섭취 없이 천편일률적, 비양심적으로 ‘직수입’하는 행위
에 대해서는 거듭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69,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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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일지라도 민족을 초월하여 “민족 상호간의 정신적 이해와 융합”(68)
을 추구해야 하며, 그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서 “서로서로의 문화의 접촉과
포용과 존경이라는 노력”(68)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물론 김기림의 세계 지
향, 보편 지향 자체는 보기에 따라서는 피상적인 세계주의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하며,45) “자신의 현실과 괴리된 채로 자신과 세계를 생각하는”46) 태도
인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적 접촉과 포용을 강조하는 그의
자세의 근본에는 세계 여러 민족의 문학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한 단위인
우리 문학이 갖는 존엄과 독창성에 대한 인식, 그 위에 우리 문학이 확보할
보다 높은 차원의 미래에 대한 나름의 명념(銘念)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
에 서구 문화의 물밀듯한 유입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적, 문화적 진보의
메커니즘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 “한 민족이 세계를 향해
서 실로 그 자신이 이해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문화를 버림으로써
얻어질 리 만무하다. 보다도 그 전통 및 생리와 보편성과의 충격과 조화와
충격의 끊임없는 운동을 따라 그 자신의 문화를 더 확충하고, 심화하고, 진
전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68)
한편, 한국 근대문학 시기에 외국문학이 갖는 의미로서, 외국문학에 대한
앎이 “<민족의 해방과 자유>의 갈증을 해소코자 하는 몸부림”47)이기도 했
다는 점 역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즉 경성제대 영문과 교수로서 많은
조선인 학생들을 지도한 사토 키요시 교수는 “20년간 조선인 학생과 교제
하는 동안, 얼마나 그들이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외국문학 연구에서 찾고자
45) 이러한 평가는 특히 동시대 프로문학 작가들로부터 나왔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김기림의
보편주의적 세계문학론은 제국주의적 세계체제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면적인 사고로서 비판되기도 한다. 김한성, 앞의 논문, 234-239면 참조 ; 하정
일, 『탈식민의 미학』, 소명출판, 2008, 341면.
46) 황종연은 김우창의 한국 현대문학론을 검토하는 글에서, 서양문화에 대한 동경과 모방
심리 속에서 “한국인이 자신의 현실과 괴리된 채로 자신과 세계를 생각하는 위험”에 대해
김우창이 누차 지적했음을 말한다. 실제로 한국문학에서의 외국문학 수용의 문제와 관련
하여 보편성의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사유를 보여준 바 있는 김우창은 “문학이나 문
화의 대상을 접함에 있어서 저쪽에 있는 것을 내 자신의 것으로 혼동함이 없는 것이 중요
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황종연, 『탕아를 위한 변명』, 문학동네, 2012, 49쪽 ; 김우
창, 『김우창 전집4- 법 없는 길』, 민음사, 1993, 310쪽.
47) 김윤식, 「한국 근대문학에 비친 외국 문학의 영향- 민족의 해방과 자유에서 개인의 해
방과 자유에로」, 『비교문학』, Vol. 56, 한국비교문학회, 2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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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던가를 알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48)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 근대문학 시기 동안 외국문학의 존재 및 그 수용을 바라보
는 시각은 정작 어떠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49)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한 기
본적인 시각의 정립을 위해 임화의 이른바 ‘이식문학(문화)사’ 논의를 잠시
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한국문학사를 통틀어 제기된 논의 가운데 가장 문
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이식문학(문화)사’ 논의를 살
피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것이 이른 시기에 제출된 본격적인 비교문학 논의
이기 때문이다. 즉 임화는 문학사 서술을 통해 ‘조선의 근대문학’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음에 있어 ‘문화 교류’ 또는 ‘문학적 교섭’의 현상을 우리 문학
을 둘러싼 하나의 분명한 조건으로서 고려하였다. 그리고 이미 ‘비교문학’의
학문적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까닭에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비교
문학 혹은 문학사에 있어서의 비교적 방법으로 별개로 성립할 수도 있는
것”50)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문학에 있어서 외국문학의 수용의 문
제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 논문에서 임화의 ‘이식문학(문화)사’론을 ‘비교문학
론’으로 새롭게 주목하는 일은 ‘우리 문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우리 문
학의 현실에서 나와야 한다’는 명제51)의 적실성에 호응하는 일이기도 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임화는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방 직후까지 근
십여 년의 기간 동안 문학사 연구 및 서술 작업을 이어나갔다. ‘신문학사’로

48) 위의 글, 7면에서 재인용.
49) 세계문학에 대한 지향, 동시성 전유의 욕망 등 식민지 시기(1930년대) 외국문학 수용자
들의 구체적인 내면에 대해서는 서은주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여기서는 수용의 내면
으로서의 “은폐와 부정, 혹은 노골적 선망의 착종”도 언급되고 있으며, 수용자들이 추구
한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서구 제국주의를 ‘보편성’으로 승인하는 또 다른 식민주의의 측면
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서은주, 「1930년대 외국문학 수용의 좌표 - 세계/
민족,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No. 28, 민족문학사학회, 2005, 41-67면.
50) 임규찬 ∙ 한진일 편, 『임화 신문학사』, 한길사, 1993, 378면 ; 이후 임화의 이 글에서
의 인용은 본문의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함.
51) 김우창은 ‘문학의 비교 연구’의 방법론 및 세계문학 이념 등을 고찰한 글에서 “우리 문
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문학의 현실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면
서도 이것은 세계 문학의 이론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
고 있다. 첫번째 문장은 서양의 이론이 진정으로 보편적인 이론일 수 없으며, 따라서 우
리의 문학 현실에 적용될 수도 없다는 맥락에서 도출된 서술이다. 그러나 보편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기에 우리와 타자, 모두의 경우를 고려한다. 김우창, 『김우창 전집2- 지상
의 척도』, 민음사, 2006, 194면.

22

이름 붙여진 임화의 문학사는 특히 방법론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구축을 통해 우리 문학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사유를 펼쳐 보인 것으
로 평가된다.52) 예컨대 임화는 「조선문학 연구의 일 과제- 신문학사의 방
법론」(1940)을 통해 말 그대로 문학사의 연구 방법론을 최초로 일목요연하
게 밝히기도 했으며, 이를 실제로 그의 문학사 서술들에 적용하였다. 그런데
이 ‘방법론’을 이루는 6개의 항목인 대상, 토대, 환경, 전통, 양식, 정신 가운
데 ‘환경’ 항목에서 그는 문학적 교섭의 문제를 정식으로 대상화하고 있
다.53) 즉 임화의 ‘방법론’ 범주에서 ‘환경’은 “한 나라의 문학을 위요(圍饒)
하고 있는 여러 인접 문학”(378)을 말하며, 그 고구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신문학의 생성과 발전에 있어 부단히 영향을 받아온 외국문학의 연
구”(378)가 된다. 임화는 서구적인 문학 장르의 채용으로부터 시작하여54)
신문학이 외국문학으로부터의 자극과 모방, 영향 속에 형성되어 온 사실을
들어 신문학사를 “이식 문화의 역사”(378)로 규정한다. 그렇기에 신문학이
거쳐 온 각 시대를 통하여 영향 받은 외국문학에 관한 치밀한 연구는 신문
학의 실질적인 내용을 밝히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때 임화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프랑스 비교문학의 영향 연구의 방법론과 차이가 없다.
한편 연구해야 할 외국문학의 대상으로서 일본문학과 서구문학을 거론하는
임화의 서술에서는 한국의 신문학이 처한 문화적 위치에 대한 사고가 그대
로 드러난다. 즉 일본문학을 중간 디딤돌로 하여 서구문학을 흡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그것으로, 실제로 임화는 일본문학의 경우에 훨씬 더 주의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신문학이 일본문학으로부터 배운 바는 극소하다고 말하
면서도, 일본문학을 통해 서구문학을 배운 점을 인정하여 서구문학의 직접
연구보다도 일본문학 및 메이지, 다이쇼문학사의 상세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을 통한 서구문학의 수용이 번역, 창작, 비평의 세
분야를 통해서 수행되었음을 개괄하고, 앞으로의 검토에서 주목할 부분들을

52) 박진영, 『책의 탄생과 이야기의 운명』, 소명출판, 2013, 419면.
53) 원래 ‘환경’ 항목은 ‘토대’에 포함되는 것인데 임화가 따로 구분해 낸 것으로, 신문학이
처한 문학적, 문화적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54) 구체적으로 자유시와 현대소설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이는 신문학사의 출발점으로서 최
남선의 자유시와 이광수의 소설을 염두에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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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히 부연하고 있다. 임화는 여기서 단편소설의 양식이라든가, 언문
일치의 문장 창조 등을 일본문학과의 관련성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들로 제
시하는데, 특히 번역의 상황과 그 의의에 관심을 두는 부분은 임화의 비교
문학적 안목을 가늠하게 해주는 대목이다.55)
그런데 이처럼 ‘방법론’을 다룬 글에서 뿐만 아니라 일련의 문학사 서술
에서 거듭 드러나는 바, 한국의 근대문학사를 기본적으로 서구문학의 수입
과 이식의 역사로 보는 임화의 언급들은 지나치게 분명하여 현재의 관점에
서 볼 때,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국문학과 외국문학
의 관련성을 고찰하기 위해 임화가 제시하는 방법론 역시 ‘기원’을 주요하게
인식하는 영향/원천 연구의 일반적인 시각과 방법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면모들을 인식하면서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우선, 서구문학의 수입과 이식을 말하는 임화의 지적 자체는 무
엇보다 신문학 30여 년 간의 사실들에 근거한 견해라는 점이다. 임화는 자
신이 몸담았던 경향문학에 대해서도 “그 이식성이 아주 고도화된 것”56)이
었다고 회고한다. 그리고 임화의 이러한 ‘이식’ 논의가 민족의 주체성을 부
정하는 이식사관의 소산이 아니라, 문학사적 사실들에 대한 귀납적 분석의
결과로서 제시되었다는 점은 이미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온당하게 지적되고
있다.57) 따라서 신문학의 문학적 환경을 밝힌 임화의 서술에 대해서는 오히

55) 임화는 조선인이 맨 처음 서구 근대문학의 양식을 배운 것은 일본의 창작과 번역을 통
해서라고 본다. 임화가 『개설 신문학사』에서도 ‘번역문학’ 부분을 따로 다루고 있는 점
은 특기할 만하다. 임화, 『임화예술문학전집2- 문학사』, 소명출판, 2009, 139-156면
참조.
56) 임화, 「교양과 조선문단」(『인문평론』, 1939.12), 『임화예술문학전집5- 평론2』, 위
의 책, 184면
57) 박진영, 앞의 책, 432면 ; 방민호, 「임화의 ‘이식문화론’ 재고」, 『관악어문연구』,
Vol. 2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315면 ; 이외에 1990년대 이후 임화의 ‘이식
문화사’론에 새롭게 접근한 연구들 가운데 본 논문이 참고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구중
서, 「한국문학사 방법론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역사와 인간- 구중서 문학평론선
집』, 작가, 2001, 176-180면 ; 신승엽, 「이식과 창조의 변증법- 임화의 ‘이식문학론’의
정당한 이해를 위하여」, 『민족문학을 넘어서』, 소명출판, 2000, 75-108면 ; 신두원,
「계급문학, 민족문학, 세계문학- 임화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No. 21, 민족문학
사학회, 2002, 34-54면 ; 방민호, 「주체적 시각으로의 전회- 1930년대 임화의 비평적
행로」, 『문명의 감각』, 향연, 2003, 84-110면 ; 하정일, 「1930년대 후반 문학비평과
이식 논의」, 『탈식민의 미학』, 앞의 책, 334-350면 ; 최병구, 『임화 문화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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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문학적 교섭’의 실상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신문학의 보다 명확한 총체,
즉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던 문제의식 자체에 긍정적인 의
미를 부여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신문학과 외국문학의 교섭에 관한 임화의 입론은 ‘방법론’의
‘환경’ 항목으로 끝나지 않는다. 즉 연달아 서술되는 ‘전통’ 항목은 ‘이식문
화사’의 선언으로 압도된 ‘환경’ 항목의 내용을 새로운 조명으로 되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전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임화는 우선적으로 “문
화의 이식, 외국문학의 수입은 이미 일정 한도로 축적된 자기 문화의 유산
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380)라고 전제한다. 그런데 보다 중요
한 핵심은 다음과 같은 서술에 놓인다. - “동양 제국(諸國)과 서양의 문화
교섭은 일견 그것이 순연한 이식문화사를 형성함으로 종결하는 것 같으나,
내재적으로는 또한 이식문화사를 해체하려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즉
문화 이식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반대로 문화 창조가 내부로부터 성숙한
다.”(381) 즉 이 대목에서 거론되는 ‘이식문화사의 해체’ 및 ‘문화 이식에
비례하는 문화 창조’는 사실상 임화의 ‘이식문화사’ 논의의 종착지로서, 임
화가 말하는 ‘이식’의 과정이 변증법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새로운 차원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임화의 사유 체계에서는 특이하게
도 ‘과거 유산’과 ‘전통’이 구분되는데, 그는 이와 같은 ‘이식’의 변증법을 통
해 과거의 문화가 새롭게 전통으로 탄생한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임화의
‘이식문학(문화)사’ 논의는 최종적으로는 주체 정립의 맥락 속에 놓이는 것
으로 이해될 수 있다.58)
임화의 ‘이식문학(문화)사’론은 서구문학의 수용이라는 현상에 대해 비판
적으로 보거나, “제3의 자(者)”(380)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과정으로 보거나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8, 46-55면 ; 허민, 「탈-중심적 문학사의 주체화와 그 가능성의
조건들- 임화 「개설 신문학사」재독」, 『상허학보』, Vol. 34, 2012, 99-129면.
58) 임화의 ‘이식문화사’론은 기실 ‘신문학’의 경우만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애초에 ‘이식
문화사’에 대한 생각은 신문학 이전, 고구려와 조선의 경우에 대해서도 표현되었다. 임화
는 기본적으로 문화의 이식성, 모방성을 사대(事大) 심리나 모방 의식의 소산이 아니라
사회적 지반의 특수성의 산물로서 필연적인 것으로 보며, 현재의 후진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한 방법으로서 외부 문화의 ‘이식’을 이해하기도 하였다. 장문석, 『전형기
임화와 '조선'의 발견 : 출판활동과 신문학사 서술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2009,
57-5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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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가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가운데, 그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의 긴장감
및 저항감을 시종 지니면서 신문학의 과거 및 현재의 이해와 미래의 전도를
모색한 경우였다. 김기림과 마찬가지로, 서구문학사의 몇 백 년에 필적할 내
용을 우리 신문학은 30여 년 동안에 체험했다는, “역사적 시간의 단축”이라
는 특유의 조건을 인식하면서59) 임화는 우리 문학이 통과한 그 시간을 현
실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파악하고자60)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문화 이동에 대한 인식, 세계문학의 폭넓은 관점에서
우리 문학의 특수성을 보고자 하는 의식, 문화 간의 상호 교섭의 변증법적
과정에서 전통이 새롭게 창출되는 원리에 대한 이해 등을 보여주고 있다.
덧붙여, 조선만이 아닌, 일본까지 포함하는 동양 제국(諸國) 전체가 맞닥뜨
린 현실로서 ‘이식’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물론
우리 문학의 ‘이식’ 문제에 관한 판단은 이후 한국 문학사의 논의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임화 자신의 의식 속에서도 명확한 해결점에 이르지는 못
한다. 1941년의 시점에서 임화는 “우리의 현대 문화가 미처 이식성을 초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결국 이식된 문화와 전통문화의 교섭이 정당히 수
행되어 있지 못하다는 의미다”61)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이유로
는 어쩌면 서구문학의 이식으로부터 새로운 ‘전통’의 창출까지 시차가 존재
하는 당시의 문학적, 문화적 현실을 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미해결의
지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임화의 이상의 인식으로부터 현 시점에서의 수용 연
구가 사유할 수 있는 참조 점들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들을 숙고하면서 본 연구는 우리 문학의 폭과 깊이를
보다 심도 있게 확인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동시에 확장적인 관점을 지향하
고자 한다. 또한 그 실질적인 접근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작품들의 비교를
통한 유사성과 차이에 집중하기보다 관계의 양상에 보다 주목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본 논문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문학, 러시아문학, 일본문
59) 임화, 『임화예술문학전집2- 문학사』, 앞의 책, 10면.
60) ‘조선문학’의 정의(定義) 규정에 대한 요청에 답하는 가운데 임화는 조선문학은 “첫재 현
실적으로 이해되고 둘재로 역사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조선문
학』의 정의 이러케 규정하려 한다!」, 『삼천리』8권 8호, 1936.8, 94면.
61) 임화, 「농촌과 문화」(『조광』, 1941.4), 『임화예술문학전집5- 평론2』, 앞의 책,
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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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얽히는 문학적 양상의 복잡함 그 자체이다. 예컨대 도스토예프스키 문
학의 수용을 둘러싼 러시아, 일본, 한국 간의 문학적, 사상적 흐름의 현장은
세계정세나 서구의 문학까지가 더해지는 복잡한 정신적, 지적 경향의 분류
(分流)들을 보여준다. 더욱이 그 분류들은 그 경계가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순히 한국문학의 장(場) 속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흔적을 확인
하고, 두 문학 간의 유사성과 차이의 해명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시대적, 정
신적 맥락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삼국을 포괄하는 문학적 양상들을 거시적이
고도 섬세한 시선을 통해 확인하는 조망의 작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본 논문은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문학’과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두
항목을 연구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이원론적인 성격으로부터 벗어나
기 어려우며, 두 축의 개별적인 대상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 유사성과 차이
를 거론하는 일은 일정 부분 필연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문학 속
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흔적을 확인하는 일, 원천에 주목하는 일 등의 실증
적 고찰이나 중개자(仲介者) 및 중개의 통로를 수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
루는 일도 논의의 전개상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 박성창은 가령 프랑스
비교문학의 한계에 대한 거센 비판들이 개진된 이후에도 ‘발신자 -전신자 수신자’의 틀이 비교문학 연구 방법론의 중요한 축으로서 유지된 일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외국문학에 영향을 주기보다 받은 일이 거의 대부분
이었던 한국 근대문학의 특수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 “이러한 틀 자체를 폐
기처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틀이 한국 근대문학의 특수성을 밝히는 효과
적인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언급이다.62) 이는 한국문학의 상황과 관련하여 우선은 해당 국면을 성실히
고찰하지 않을 수 없는 수용 연구의 실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에서도 가령 일본에서의 번역이나 지적 논의들이 우리의 도스토예프스키 수
용에 작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중간적 역할을 주요한 내용으로서 다
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조적(線條的)인 영향 관계를 염두에 두고 중
개자의 위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세계적인 차원의 문학적, 사상적
흐름들이 얽히는 관계의 국면에 관심을 두는 일에 다름 아니다.
62) 박성창, 앞의 책, 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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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문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2장에서
1930년대 후반 이전의 전사(前史)를 간략히 정리하고, 3, 4, 5장에서 1930
년대 후반의 도스토예프스키 수용 상황을 다룬다.
2장에서는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소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1919년 이래 국내의 번역 상황과 ‘전형기’ 이전까지의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홍난파의 『가난한 사람들』 번
역이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최초의 번역이자 해방 이전 유일한 경우로 남
은 상황은 거의 번역의 부재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 상황은
일본역(譯)을 통한 독서로 연결되었던 만큼 일본에서의 번역 상황을 통해
도스토예프스키 수용의 기본적인 배경을 확인하는 일이 요청된다. 한편 도
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에 대한 주제 및 형식 차원에서의 관심과 이해를 정
리하는 일은 이후 1930년대 후반 수용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사전적인 조감의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는 특히 한국 근대문학 형성기
의 대표적 작가라 할 수 있는 김동인과 염상섭의 도스토예프스키 이해를 검
토한다.
3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에서 도스토예프스키와 관련한 일련의 반응들이
생성된 배경으로서 주요한 시대적, 정신적 맥락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 구체
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193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는 ‘불안 사조’와 셰스토
프 수용으로,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이해가 전적으
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을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은 우선적으로, 당시의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논의의 내용과 수
준을 가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는, 수용의 주체인 지식인들을
둘러싼 정신사적(精神史的) 풍경을 확인하게 한다. 특히 양국(兩國) 모두에
서 이 시기 도스토예프스키의 수용이 셰스토프라는 존재와 긴밀히 관련되는
특별한 양상은 이 장에서 그 근본적 상황이 해명된다.
4장에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에 대한 ‘무영향(non-influence)’63) 혹
63) ‘무영향(non-influence)’은 ‘부정적 영향(negative influence)’과 함께 비교문학자 안나
발라키안이 제시한 용어이다. 그는 보들레르에 대한 에드가 알란 포우의 영향 유무를 논
의하는 가운데 이 용어를 언급했다. 이 대목에서 직접적으로 ‘무영향(non-influence)’ 연
구의 의의를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시대에 특정 작가에 대한 승인이나 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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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면의 예로서 김남천과 임화의 평론에 나타난 시대적, 문학적 문제의식
을 도스토예프스키 수용과 관련지어 검토한다. 즉 발자크와 도스토예프스키
의 문학적 기법을 뚜렷하게 대조적인 경향으로 파악하는 당시의 견해들을
염두에 두는 가운데 ‘발자크 대(對) 도스토예프스키’라는 구도를 설정하고,
이 가설적 구도에 의거하여 김남천과 임화의 문학적 모색의 과정을 살핀다.
이들은 전향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응 논리로서 발자크로부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이 보여주는 성격과는 매우 대
조적인 지점에 자리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의 가메이 가쓰이치로(龜井勝一郞)의 경우는 전향의 상황을 견
디는 와중에 발자크가 아닌 도스토예프스키를 통해 출구를 모색함으로써 김
남천이나 임화와 대조된다. 따라서 김남천과 임화에게서 나타나는 ‘발자크
대(對) 도스토예프스키’의 구도가 갖는 의미를 가메이 가쓰이치로의 문학적
지향과의 비교를 통해 좀 더 깊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김남천과 가메이
가쓰이치로가 긴밀한 문학적 관련성을 갖는 점은 이러한 구도에 새로운 의
미를 더한다. 김남천과 가메이의 비교는 도스토예프스키 및 셰스토프라는
기호를 중심으로 김남천을 읽어내는 새로운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5장에서는 단층파(斷層派) 및 최명익의 문학과 도스토예프스키와의 관련
양상을 살핀다. 특히 소설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장에서는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내용에만 매몰되지 않고, 각 작품 세계의 전체적 면모를 파
악하는 시각을 유지하고자 한다. 단층파의 작품에서는 먼저,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지하실’에의 인식을 읽어내고, 이 조선적 ‘지하실’과 『지하로부터
의 수기』의 ‘지하’를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지식인 전형들이 처한 딜레마 상
황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일부 작품에 나타나는 실존적 자각의 장

명백한 증거는 그 시대의 정신적 풍토에 대한 예리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
함으로써 수용의 다양한 진폭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하는 연구의 의의를 분명히
했다. Anna Balakian, “Influence and literary fortune: The equivocal junction of two
methods”, Yearbook of Comparative and General Literature 11 (1962), p. 30 ; 또한
굳이 ‘무영향(non-influence)’이라는 용어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사실 자체에서도 문학적, 사회학적으로 가치 있는 결론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은 비
교문학 연구의 의미 있는 접근법으로서 지적되어 왔다. 울리히 바이스슈타인, 이유영 역,
『비교문학론』, 홍성사, 1986, 66-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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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들을 통해 단층파의 세계인식이 도스토예프스키 및 셰스토프와 관련되는
양상을 탐구한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작가인 유항림의 소설에
관한 사유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에 대한 탐구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형
성되고 있는 점을 살핀다.
다음으로, 최명익의 소설에서는 작품에 나타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표상
을 통해 최명익 문학 전반을 지배하는 병리적 상상력의 의미를 더욱 깊이
탐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시대 전체, 사회 전체가 경험하는 병리적 상태와
그 속에서의 인간에 대한 최명익의 깊은 인식이 ‘무성격자(無性格者)’64) 유
형의 제시로 나타나는 만큼, 그 유형의 의미, 특히 데카당스적인 면모가 갖
는 역설적 의미 구현을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모욕 혹은 굴욕의 주
제와 ‘미(美)’의 개념을 중심으로 최명익의 「심문(心紋)」과 도스토예프스키
의 『백치』를 비교 검토한다.

64) ‘무성격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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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30년대 후반 이전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번역과
이해
1. 한국어 번역의 빈곤과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전반적 이해
: 도스토예프스키 문학 수용의 기점 -

『가난한 사람들』 번역 - 번역의 부재 -

일본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 번역 - 『죄와 벌』에 대한 관심과 이해 - 혼(魂)의 소
설가와 기교의 문제

한국문학의 장(場)에 번역을 포함한,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소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19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특히 1919년은
하나의 기점이 되는 해로 간주할 만하다. 예컨대 이 해 2월, 도스토예프스
키 문학의 국내 첫 번역으로서 『가난한 사람들』(Бедные люди, 1846)의
첫 번째 서신65)이 잡지 『삼광(三光)』에 선보였으며,66) 극웅(極熊) 최승만
에 의해 『창조』 지면에 ‘근대 노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와 『죄와
벌』(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1866)에 관한 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다.67) 이에 앞서는 소개로는 1915년 『신문계(新文界)』에 ‘근대 세계 문호
열전’의 형식으로 톨스토이, 고리키, 입센, 스트린드베리 등과 함께 도스토
예프스키의 생애와 문학 세계가 간략히 정리된 일이 있었을 뿐,68) 도스토예
65)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나이 많은 하급관리와 고아의 신세가 된 어린 처녀가 54
통의 편지를 주고받는 서간체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소설의 시작은 하급관리 마카
르 제부쉬킨의 4월 8일자 편지로부터이다.
66) 스토예푸스키, 도뤠미生 역, 「사랑하는 벗에게」, 『삼광』, 창간호, 조선유학생악우
회, 1919.2, 27-32면.
67) 극웅, 「노국문호 떠스토예스키씨(氏)와 및(及) 그이의 「죄와 벌」」, 『창조』, 3호,
1919.12, 61-64면.
68) 이 ‘문호 열전’에서의 소개는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 가운데에서는 최초의 소개에 해당된
다. 이 글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다. - “도스도에후스기이
 露西亞人의 生活에 暗黑 方面을 洞察 特殊의 眼識을 具고 罪惡의 心理를 硏究
야 其 生活 方面에 對 寫眞은 最히 獨特 奇點을 表고 神異 色彩를 呈더라.
然으로 何時 何作을 勿論고 思想上에 露出 特色은 如何 暗黑, 底下에 墮落
人生이라도 或 電閃眼瞬間에 純粹 仁愛의 自然 心情을 覺得이 有니 人生은 困難
에만 因야도 醇化될 수 잇다 點이 有더라.” 「근대 세계 문호 열전」, 『신문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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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스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전무했던 것이 그때까지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20년에는 김동인의 「자긔의 창조한 세계 - 톨스토이와 스
터예스키-를

비교하여」69)가,

21년에는

염상섭의

「저수하(樗樹下)에

서」70)가 발표되어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관심의 일단을 드러내는
등 그 문학에 주목하는 글들은 점차 드문드문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럼에도 1930년대 전반기까지 나타나는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주요한 언급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라는 점에서 홍난파에 의해 이루어진
『가난한 사람들』의 번역은 그 자체로 매우 돌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
다. 후대에 음악가로 널리 알려진 난파(蘭坡) 홍영후는 1920년대 초반 당시
에는 문학 활동에 열중하여 창작은 물론 해당 시기의 최대 번역가로 불릴만
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그의 번역은 김억, 이상수와 함께 1910년대 중후반,
일본에서 근대 문학 예술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언어 감각을 익힌, 이른바
전문 번역가의 그것으로 평가된다.71) 특히 주로 서구문학에 치중된 번역 저
술 12종이 대부분 장편소설인 점은 역량의 문제를 떠나서도 번역에 있어서
의 그의 패기와 열정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72) 그런
데 홍난파가 그러한 번역 이력의 첫 시작으로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골랐으며, 더욱이 여러 작품 가운데 작가의 데뷔작을 골랐다는 사실은 흥미
로운 점이 아닐 수 없다.
홍난파의 『가난한 사람들』 번역은 처음 「사랑하는 벗에게 (POOR
FOLK)」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이러한 제목과 본문의 인명, 지명 표기
등을 통해 이 번역은 아마도 원작으로부터의 영역본과 일역본을 참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후 『삼광(三光)』2호의 연재를 거쳐 3
1915.4, 107-108면.
69) 김동인, 「자긔의 창조한 세계 - 톨스토이와 스터예스키-를 비교하여 」, 『창조』7
호, 1920.7.
70) 염상섭, 「저수하(樗樹下)에서」, 『폐허』, 1921.1.
71) 박진영, 「홍난파와 번역가의 탄생」, 『코기토』, 11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63면.
72) 홍난파의 번역 활동을 상세히 검토한 박진영은 이에 대해 무엇보다 작품을 고르는 안목
이 남다른 점을 말하고 있다. 즉 그 번역 목록에는 시엔키에비치의 『쿠오바디스』, 투르
게네프의 『첫사랑』, 뮈세의 『세기병자의 고백』, 위고의 『레미제라블』, 졸라의 『나
나』 등이 포함된다. 위의 글, 70-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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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 번역의 제목은 「빈인(貧人)」으로 바뀌었으며, 잡지의 폐간으로 번
역이 중단된 후 1923년 6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을 때는 최종적으로 『청
춘의 사랑』(신명서림 刊)이 되었다. 즉 도스토예프스키의 『가난한 사람
들』 은 다소 곡절 있는 번역의 과정을 통해 그 표제에서 “‘가난’의 흔적을
말끔하게 지”우고, ‘연애 소설’ 혹은 ‘연애 서간 소설’로 광고되기에 이른
다.73) 그런데 ‘가난’ 대신 ‘사랑’으로 기울어진 제목의 결정이 당시의 어떠한
외적 조건의 영향을 받은 것이건, 번역자 자신의 원천적인 작품 이해도 날
카로운 이해력을 갖춘 것이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은 첫 번역에 첨부된
‘머리의 말’의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作品은 別노 思想 問題에 關聯한 것도 아니고 特殊한
事件을 記錄함도 아니다. 다만 스토예푸스키가 이 作品 中에 主要
人物노 쓴 바 二人의 貧寒하고 可憐한 男女의 戀情을 描寫함에 不
過하다. 女主人公 우아링카가 마-칼을 버리고 코푸와 結婚하엿다.
이 코푸로 말하면 此 作中 最重要人物이지만은 全篇을 讀破하도
록 그의 性格이나 輪廓을 달을 수 업슴은 이 作品에 對한 큰 缺
點이라 하겟다. 그러나 다만 人心을 惹起케하난 生命이 充溢해 잇
다. 이것이 곳 作者의 心情이다.74)

즉 홍난파가 파악한 이 작품의 주요 서사는 여주인공이 한 남자를 버리
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이를테면 삼각관계의 비극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되는 비코프라는
남성은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작중에서 제대로 형상화되지
않은 점은 이 작품의 커다란 ‘결점’이 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홍난파는 이
작품이 지닌 바, ‘인심을 야기케 하는 생명의 충일’에 끌리고 있으며, 이것
을 곧 작가 고유의 파토스의 결과물로 이해한다. 물론 홍난파가 이러한 내
용을 말할 때, 그가 이 작품의 어떠한 측면을 거론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치
는 않다. 러시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처음 접한 당대의 저명한 평론가
73) 단행본의 출판 직전에 광고된 ‘홍난파 저역서’ 목록에는 『빈자(貧者)의 사랑』이란 제목
으로 나오기도 하였다. 위의 글, 75-77면.
74) 스토예푸스키, 도뤠미生 역, 「사랑하는 벗에게」, 앞의 책, 2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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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린스키는 이 작품을 작가 자신도 명확히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진 “사회소설의 첫 시도”로서 규정했다. 벨린스키가 주목한 점은 도스토예
프스키의 이 작품이 “지금껏 어느 누구에게서도 생각되어지지 않은, 러시아
인의 삶과 성격의 비밀을 밝히고 있다”75)는 사실이었다. 홍난파의 경우, 이
작품을 ‘사상’의 문제와는 연결 짓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벨린스키를 흥분
하게 한, 『가난한 사람들』이 갖는 사회 비판적 요소에는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가난한 두 남녀의 사랑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삶의 묘사를 통해 살아있는 인간의 감정이 확인되는 그 생생한 생명력을 이
작품의 으뜸가는 가치로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머리의 말’에서 작품의 번역 의도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널리 알려진 도스토예프스키의 등단 일화가 중요한 비중으로 소개되
고 있는 점이다. 이 일화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친구인 그리고로비치와 시
인 네크라소프가 우선적으로 등장한다. 즉 『가난한 사람들』의 원고는 그
리고로비치에 의해 네크라소프에게 전달되며, 이 두 사람은 이를 온 밤 내
내 읽고, 서로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확인하고는 아침이 되기도 전에 곧바
로 도스토예프스키를 방문하여 그 감격을 나눈다.76) 허구가 아닌 실제로서
의 이러한 ‘문학적 천재의 탄생’은 충분히 극적이며, 『삼광』을 창간하는
등 문학에 관심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한 젊은 문학도의 마음을 자극
하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77) 따라서 국내에 번역된 최초의 도스토
예프스키 작품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선택된 데에는 일본에서의 독서 상
황이라는 변수를 논외로 한다면, 가난한 연인들의 비련을 소재로 한 점, 연
서(戀書)가 오고가는 서간체 소설이라는 형식상의 특성, 문단 데뷔작으로서
거둔 놀라운 성공의 신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다.
75) Л. И. Сараскина, Достоевский (Москва ;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2011), С. 140.
76) Там же, С. 138-139.
77) 이 일화를 소개하는 홍난파의 문장들은 가령 다음과 같다. - “當時에는 一個의 無名한
靑年作家에 不過하엿지만은 이 處女作을, 發表한 後로 그의 名聲은 全 로시아 文壇에 들
날니엿다.” “實노 스토예푸스키처럼 處女作을 發表하고 곳 文學的 成功의 絶頂에 達한
사람은 로시아 文壇에는 다시 업다.” 스토예푸스키, 도뤠미生 역, 「사랑하는 벗에게」,
앞의 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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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 관한 한, 1923년 당시에 장편소설 번
역본이 간행되는 이러한 열의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의 번역으로
는 1929년 8월, 『동아일보』에 9회에 걸쳐 게재된 『죄와 벌』의 부분역
(部分譯)78)과 1933년 2월의 「악마의 징계」79)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 화
산학인(花山學人)이라는 인물에 의해 이루어진 전자의 번역은 라스콜리니코
프의 전당포 살인의 장면만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이를 작품 전체에서 가
장 긴박하고 흥미로운 대목으로 간주하여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
전과 번역본의 각 문장들이 일 대 일로 정확히 대응되지 않는 가운데 번역
문의 축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번역을 해당 부분의 완역이라고 말
하기는 어렵다.80) 또한 「악마의 징계」는 잡지의 3면을 채우는 분량의 소
품으로, 설교하는 승려를 혼내는 악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역자인 현인
(玄人)은 이 우화에 대해 1849년 당시 페트로파블로프스키 감옥의 사원 벽
위에 도스토예프스키가 기록하여 둔 이야기가 뒤늦게 발견된 것이라고 전하
고 있다. 현인의 이 번역은 일본역에 의거하고 있으며, 스스로 밝히고 있듯
이 예술적 가치의 이유가 아닌, 사원 기록의 발견에서 일본인 역자로 이어
지는 기이한 내력이 번역의 동기가 된 경우이다.
이처럼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해방 이전 한국 근대문학 시기
에 있어서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의 번역은 그 전체적인 저작 목록을 감안할
때, 거의 부재라고 할 만한 상황을 보인다. 이는 물론 국내 지식계가 보유한
번역 역량의 문제와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 짐작컨대, 무엇보다 도스토예프
스키의 작품들이 갖는 사상성, 종교성 등 내용의 난해함과 특유의 장광설의
문체, 방대한 작품 분량은 단순한 독서가 아닌, 번역 작업의 노고를 무릅쓰
기에는 쉽사리 엄두가 나지 않는 측면들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잡지 게재나 출판 등 번역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문화적, 상업적 자
본의 문제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일본에서 러시아문학의 번역 작
업이 이른 시기부터 활발했던 점은 지식인층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켜 굳이
78) 스터에푸스키, 화산학인 역, 「세계명작순례(6) - 죄와 벌」, 1929.8.11.-8.20.
79) 스토예프스키-, 현인 역, 「악마의 징계」, 『신계단』, 1권 5호, 1933.2.
80) 이러한 점은 홍난파의 『가난한 사람들』 번역에도 해당된다. 이 작품의 번역은 보다 완
역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축약 역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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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
지 시기라는 특수한 정황상 국내에서의 번역의 부재와 일본역(譯)을 통한
독서라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맞물려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여기
서는 일본에서의 번역 상황을 간략히 일별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은 러시아문학 수용 전체의 차원
에서 본다면 투르게네프, 톨스토이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소개되
고 이해되었다. 그 번역의 역사는 『죄와 벌』로부터 시작된다. 즉 명치25
년(1892)에 우치다 로안(內田魯庵, 당시에는 內田不知庵)은 영역(英譯)을 저
본으로 하여 이 작품의 일부를 번역하였다.81) 이에 앞서 그는 명치22년
(1889)에 서점 ‘마루젠(丸善)’82)을 통해 오직 3권만이 들어온 영역본 가운
데 하나를 읽고 충격과 함께 감동을 경험한 터였다. 이 『죄와 벌』(罪と罰)
제1권이 출간되자 커다란 관심 속에 많은 평들이 쏟아졌으며, 이는 다음 해
(1893) 간행된 번역본 제2권의 말미에 49면에 걸쳐서 다시 게재되기도 하
였다.83) 당시 로안의 번역은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소설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른바 ‘사회의 죄’의 문제가 널리 거론되었다. 즉 문단을 중심으
로 많은 독자들은 주인공이 저지르는 살인을 개인의 범죄로서보다는 사회에
근본 원인이 있는, 다시 말해 불평등한 사회에서 기인한 행위로 이해하는
관점을 드러내었다.84) 이러한 작품 이해가 명치20년대 중반의 일본 사회에
81) 福田光治, 『歐米作家と日本近代文學』第3卷, 敎育出版センタ-, 1974, 138면. (小沼文
彦, 「ドストエフスキ-」)
82) 일본에 러시아문학이 이입된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된다. 즉 동경외국어학교, 니콜
라이 신학교, 서양서적을 취급하는 서점 ‘마루젠(丸善)’이 그것이다. 개성학교(開成學校,
뒤에 동경제대가 됨)에서 분리되어 명치6년에 발족한 동경외국어학교에서는 투르게네프의
작품 등 30여 편의 러시아소설을 번역한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가 배출되었으며,
모스크바의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견한 니콜라이에 의해 설립된 신학교에서는 노보리 쇼무
(昇曙夢), 고니시 소타로(小西增太郞) 등의 번역가가 배출되었다.(고니시 소타로는 유교를
러시아 사상계에 소개하였으며, 특히 노자의 『도덕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톨스토이의
도움을 받아 친교를 맺은 인물이다) 그러나 명치, 대정기의 러시아문학 소개에서 사실상
이 두 교육기관보다 더 큰 역할을 한 것은 서점 ‘마루젠’이었다. 명치 원년에 생긴 이 서
점은 말하자면 서양을 향해 난 창이었으며, 이 창을 통해 러시아가 아닌 유럽으로부터 러
시아문학이 들어왔다. 위의 책, 9면 (新谷敬三郞, 「日本におけるロシア文學」) ; 原卓也
∙ 西永良成, 『外国文學と日本の近代』, 大修館書店, 2000, 15, 142-143면.
83) 福田光治, 위의 책, 141-143면.
84) 최범순, 「우치다 로안(內田魯庵) 『죄와 벌』 번역의 위상」, 『일본문화연구』,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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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죄와 벌』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 가운데에서는 비교적 이
해하기 용이하다고 하여도 인물의 복잡한 심리 묘사, 강력한 관념성 및 종
교성의 표출 등으로 인해 명치 중기의 독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쉬운 작품은
될 수 없었다. 예컨대 『죄와 벌』은 당시의 자연주의 작가들에게 널리 읽
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중인물들은 놀라움의 대상은 되었을지언정 공감의
대상이 되기는 힘들었으며, 작가 개개인에 따라 작품에 대한 반응과 수용에
는 차이가

있었다. 인물의 배치와 장면 등에서 『죄와 벌』의 깊은 영향을

드러내고 있는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파계』(破戒, 1906)는 로안의
번역이 나온 때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흐른 후 출현한다.85)
『죄와 벌』의 번역이 일본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 번역사의 첫 머리를
장식하는 의미 깊은 사건으로서 그 여파가 적지 않았다면, 이후 도스토예프
스키의 주요 작품들이 대거 번역된 것은 대정 초기인 1913-15년 무렵이
다.86) 즉 이 시기에 『백야』(白夜, 1913), 『영원한 남편』(永久の良人,
1914), 『죽음의 집』(死人の家, 1914), 『죄와 벌』(罪と罰, 中村白葉 역,
1914), 『학대받은 사람들』(虐げられし人々, 1914), 『백치』(白痴, 1914),
『카라마조프 형제』(カラマゾフの兄弟, 1914), 『가난한 사람들』(貧しき
人々, 1915), 『악령』(惡靈, 1915) 등이 연달아 쏟아져 나왔다. 이 작품들
대부분은 영어나 독일어로부터의 중역이었다. 그러나 노보리 쇼무(昇曙夢),
요네가와 마사오(米川正夫), 나카무라 하쿠요(中村白葉)의 번역들은 러시아
어로부터의 직역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요네가와 마사오와 나카무라 하쿠
요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인 직역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한편 일본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 작품 번역의 특징과 규모를 한 눈에 가
늠하게 하는 것은 전집들의 출간이다. 1930년대 중반까지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은 5번에 걸쳐 간행되었다. 대정6년(1917)87)에 신조사(新潮社)에서 간
행된 일본 최초의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은 러시아어 원문으로부터의 직역이
11, 동아시아일본학회, 2004, 215-216면.
85) 福田光治, 앞의 책, 145-147면 참조.
86) 이후의 번역 상황 정리는 다음의 자료에 의거함. 福田光治, 위의 책, 148-157면.
87) 이후 전집의 출간년도는 제1권이 발행된 연도를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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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출판으로 기록된다. 이 전집의 전17권 목록
에는 지금까지 소개된 작품들 이외에 『도박자』(賭博者), 『이중인격』(二
重人格), 『아저씨의 꿈』(叔父の夢), 『여주인』(女主人), 『청년』(靑年),
『연인의 꿈』(戀人の夢), 『작은 영웅』(小英雄)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
출판을 계기로 점차 각 작품의 표제가 정착된다.88) 또한 대정9년(1920)의
동하사(冬夏社) 판 전집은 신조사 판에 없었던 단편, 논문, 『작가의 일기』
(作家の日記), 『서한집』(書翰集) 등을 망라하여 소설에만 한정된 작품집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다. 이후 일본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 번역의 절정이라
할 만한 작업은 소화11년(1936)을 시작점으로 하는 삼립서방(三笠書房) 판
24권 전집의 발간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이르러 『작가의 일기』의 일부분
을 제외하고는 직역으로서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치다 로안의
『죄와 벌』 번역 이래 40여년에 걸친 일본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 문학 번
역은 일단락된다.
이와 같이 비록 일본에서 이루어진 일일지언정 번역이라는 노고의 결과
는 국내의 독서층에게도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에 이르는 수월한 통로를 제
공해 준 셈이 되었다. 가령 백화(白樺) 양건식의 단편 「슬픈 모순」(1918)
에 『학대받은 사람들(虐げられし人々)』이 애독서로 등장하는 일89)은 물
론, 영어 번역본을 참고한 홍난파의 『가난한 사람들』 번역도 모두 이러한
번역 환경을 배경으로 한다. 덧붙여 작품의 번역과 함께 이루어진 다종의
참고문헌들의 소개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뒷받침이 되었던 점 또한 기억될 필요가 있다.90) 한국 근대문학
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 문학과의 만남은 다만 작품들을 읽는 일로만 그치지
는 않았다.
88) 도스토예프스키의 대표적인 장편소설에 포함되는 『미성년』만은 이 당시에 『靑年』이
라는 제목으로 표기되었다.
89) 임형택 외 편, 『한국현대대표소설선』1, 창작과비평사, 1996, 134면.
90) 대표적인 참고문헌으로, 메레쥐코프스키의 『인간 및 예술가로서의 톨스토이와 도스토예
프스키』(1914), 신죠 와이치(新城和一)의 평전 『도스토예프스키』(1915, 개정본(1921)
의 제목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일생과 예술』)를 들 수 있다. 후자의 평전은 솔로비요프,
E. M. 드 보귀에, 메레쥐코프스키, 앙드레 슈아레스 등 다양한 외국 서적을 참고하여 집
필된 것으로, 국내의 지식인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新城和一,
『ドストイエ-フスキ-全集 15 - 評傳』, 冬夏社, 19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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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가운데 일본에서 일찍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죄와 벌』은 우리나라에서도 작가의 대표적인 걸작으로 간
주되며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대로, 창조 동인이
자 1917년에 동경관립외국어학교에 입학, 노어과에 재학한 이력을 갖고 있
는 극웅(極熊) 최승만은 국내의 지면에 최초로 『죄와 벌』에 대한 소개 글
을 쓰고 있다. 그는 도스토예프스키를 “一層 深奧하고 一層 痛切하게 人心
의 不安이라든가 人生의 苦悶을 그리는” 작가로서, 러시아 문호 중에 가장
애타적(愛他的), 희생적, 인도적인 색채를 드러낸 경우로 이해하는 가운데
특히 『죄와 벌』을 고평하고 있다. 예컨대 그는 “나도 近年 以來 몇 가지
外國 傑作을 본 中에 떠 氏의 傑作이라고 하는 「罪와 罰」과 갓치 깁흔 印
象과 만흔 깨다름을 주는 것은 업슴니다. 나는 「罪와 罰」의 잘 썻다는 것
을 여러 사람의게도 말하엿지만 果然 傑作인 것을 時間이 갈사록 더 깨닷게
됨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그는 비교적 상세한 작품 줄거리 소개를 통해 라
스콜리니코프의 살인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불만과 회의로부터 비롯된 점
을 명료하게 부각시키고, 범죄 후의 심리가 훌륭히 묘사된 점 등을 지적하
였다. 또한 시인 이상화의 경우는 『죄와 벌』에 나타난 ‘고뇌’, ‘비극적 심
정’, ‘울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91) 즉 이 작품에서 그가 주목한 부분은 작가
가 인생의 비극적 면모를 통해 삶의 참 의미를 찾는 고통스러운 추구의 측
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와 소냐가 겪지 않을 수 없는 ‘고
뇌’를 “苦惱 가온대서 가장 忍辱的 孤獨을 밧지 안흘 수 업는 愚鈍한 苦惱”
라고 표현하고, ‘추고자(追苦者)’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를
“苦愛와 人神의 一元的 行者로써 眞實의 化身”으로 규정한 이상화의 이 글
은 1920년대에 발표된 글로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 세계에 대한 개인
적인 감상 및 이해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경우이다. 그는 도스토예프스키
의 주요작들을 아우르는 독서를 바탕으로 작가 및 작품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그것은 무엇보담도 「스토이애스키」
가 ‘사람’이란 界線을 버서나랴고 안 한 ‘사람답은 사람’ - 곳 ‘眞實’ 그것의

91) 이상화, 「독후잉상(讀後孕像)」, 『시대일보』, 1925.11.9. ; 이상화, 이상규 ∙ 신재기
엮음, 『이상화 문학 전집 -산문 편』, 북랜드, 2009, 48-52면.

39

化身으로 말미암아 美와 善을 受胎하게 된 그 生命의 把握에 잇다.”
한편 『죄와 벌』이 묘사하는 1860년대 러시아 사회의 부조리한 사회상
은 살인을 저지르는 라스콜리니코프 이상으로 순결한 매음부인 소냐를 통해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냐가 도스토예프스키 소설 속의 가장 인상 깊
은 인물이었던 점은 염상섭의 「쏘니아 예찬」, 안석주의 「내가 조와하는
소설의 주인공이 실재해 잇다면? -라스콜니콥프의 소니아」, 안회남의 「내
가 조와하는 소설의 주인공이 실재해 잇다면? -매음소녀 소니아」 등을 통
해 알 수 있다.92) 이 중 염상섭의 글에서 소냐는 비록 매음부이지만, 가족
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 존경하고 동정할 만한 여인으로 소개된다. 소냐라는
인물에 대한 감상과 현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동시에 행해지는 이 글
에서 염상섭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생에 대한 엄숙한 자세이다. 그에 따
르면, 우리 가운데 매음부 소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현대인은 인생이나 생활을 엄숙히 보거나 엄숙히 생각하는 정열이
식어버렸으며, 도덕적으로도 거세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염상섭의 의식 속
에서는 타락한 사회와 대비되는 자리에 소냐라는 인물이 서 있다. 그러므로
염상섭은 소냐에게서 자기희생과 신앙심이라는 덕목 이외에도 정의감을 발
견한다. 그는 “나는 쏘-니아의 영혼을 바라보고 감동에 다. 그의 썩은 육
체 안에 숨은 정의의 맘을 보앗기 문이다”라고 쓰고 있다.
이처럼 1930년대 초반 무렵까지 대체로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적 진실의 추구를 작품 속에 담아낸 대문호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기교의 소설가가 아닌, 혼의 소설가로 인식되었다. 예컨
대 1923년의 시점에서 적지 않은 분량으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생애를 상세
히 소개한 천원(天園) 오천석은 작가를 기교가 아닌, “內容의 大小說家,
「魂」의 大小說家”로 서술한다.93) 그는 개인적인 감상으로서 도스토예프스
키의 작품에 나타나는 두 가지 사항, 즉 가난한 자, 병인, 살인자, 강도, 학

92) 염상섭, 「쏘니아 예찬」, 『조선일보』, 1929.10.1. ; 안석주, 「내가 조와하는 소설의
주인공이 실재해 잇다면? - 라스콜니콥프의 소니아」, 『신여성』, 1933.2, 94-96면 ;
안회남, 「내가 조와하는 소설의 주인공이 실재해 잇다면? -매음소녀 소니아」, 『신여
성』, 1933.2, 96-97면.
93) 오천석, 「스터예브스키라는 사람과 밋 뎌의 작품과」, 『개벽』41, 1923.11,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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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받는 자를 내세우는, 인물군(群)의 특이성과 중언부언하는 장광설의 문체
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전자의 내용은 작가의 인도주의로, 후자는 소설적 기
교를 넘어서는 작가적 위대함으로 설명된다. 그에 따르면, 부족한 기교의 측
면이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이 작가의 경험, 관찰,
사상, 예언적 측면의 뛰어남으로 인해 다른 작가들이 미치지 못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오천석이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의 볼품없는 기
교와 소설적 조잡함을 언급하는 일은 이 시점의 이해의 한 부분을 엿보게
한다.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1930년대 중반에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서의
기법 및 묘사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던 점은 이러한 초기의 이해가 변화
를 보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년대라고 해서 도스토예프
스키 작품의 주제적 측면이 아닌, 창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측면에서의 관심
과 탐구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러한 탐구의 예는 근대문학 초기
의 대표적 작가들인 김동인과 염상섭의 경우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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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동인과 염상섭의 도스토예프스키 이해
: 「자긔의 창조한 세계」 : 국내 최초의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 비교 - ‘참 예
술가’에 대한 규정 -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의 사상적 특징 및 예술 방법론 비
교 - 염상섭의 「저수하(樗樹下)에서」와 『죄와 벌』의 꿈 -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서 발견한 ‘허언(虛言)’의 문법

1920년 7월, 『창조』에 실린 김동인의 평론 「자긔의 창조한 세계 톨스토이와 스터예스키-를 비교하여」94)는 작가의 예술-소설론이 밝혀
져 있는 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즉 “예술이란 무엇이
냐”(150)라는 물음으로 시작되는 이 글은 예술론 내지 문학론, 소설론에 대
한 이론적 견해 표명이 흔치 않던 시기에 등장한 국내 문학자의 의견 개진
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95) 그런데 본 논문의
입장에서 보자면, 김동인의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
이의 문학 세계를 본격적으로 분석, 비교한 최초의 글이라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96) 특히 도스토예프스키의 경우는 이 글에서야
말로 국내에서의 부정적 평가에 처음으로 직면하게 된다.
「자긔의 창조한 세계」에서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의 비교가 시도
되는 원천적인 이유는 ‘참 예술가’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김동인은

94) 이후 이 글의 인용은 다음 책에 의하며, 본문의 괄호 안에 면수를 표기함. 김동인, 『김
동인전집 16 - 조선근대소설고 외』, 조선일보사, 1988.
95) 한국 근대문학의 성립 시기에 문학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이광수, 김동인, 현철의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 최초의 소설론은 현철의 「소설개요」(『개벽』2호, 1920.7)이며, 이는
김동인의 「자긔의 창조한 세계」와 똑같은 시점에 발표되었다. 조진기, 「한국 근대소설
론의 성립과 현철」, 『향토문학연구』, Vol. 11, 향토문학연구회, 2008, 106-107면.
96)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 두 작가를 대립적인 위치에 두고 비교하는 연구 방법론은
러시아 국내는 물론 서구에서도 널리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준형에 따르면, 이러한 연구
는 두 문학세계가 서로에게 빛을 비추는 그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선택성과 경향
성이 적용되는 경우, 연구의 시야를 차단하고, 정확성을 잃게 되는 위험을 내포한다. 실제
로 많은 평론가들은 두 작가 중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한지를 결론짓고 싶어 하는 심
각한 오류에 빠졌다.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김동인의 비교도 그러한 결론을 도출해
낸다. 두 작가의 비교 연구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이준형, 「똘스또이와 도스또예
프스끼의 비교 연구 - 연구방법과 연구사를 중심으로」, 『러시아소비에트문학』, Vol. 3,
한국러시아문학회, 1992, 67-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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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근원을 하느님이 만든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창조성에 두
었다. 즉 불만과 연계되는 이 창조성에 의해 인간은 비록 불완전하나마 자
신이 지배할 자신의 세계를 창조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창조성은 또한 인
간에게 가득 찬 에고이즘, 다시 말해 자아의 존재가 없고서는 발현될 수 없
다. 김동인은 창조의 발현에 필수적인 이 ‘자아주의’를 자기를 대상으로 하
는 ‘참 사랑’이라고 표현한다. 단순하지만 분명한 이러한 논리에 따라 김동
인이 생각하는 ‘참 예술가’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창조한 자기의 세
계”(152)인 “인생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인생의 지은 세계는 즉 인
생 그것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리 구을리고 저리 구을릴 만한 능력을 가진
문학자”(151)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적 정리의 보다 명확한 예증을 위
해 두 문학가가 호출된다.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는 “이즘 참 위대하다는 두 문학자”(151)이
다. 그런 의미에서 결코 간단치 않은 문학 세계를 보여주는 두 인물의 참
예술적 가치를 판별하고자 시도하고, 실제로 단호한 가치 평가를 내리는 김
동인의 방식은 담대하다고 할 만하다. 그는 먼저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두
작가의 특징을 조감한다. 김동인의 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예술
및 예술가의 정의에 이어 두 번째 절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김동
인에 따르면, 톨스토이는 “광포한 설교가”(152)인데 비해, 도스토예프스키는
“사랑의 철학자”(152)이다. 톨스토이가 만인에게 사랑하기를 명령하고 겸손
하기를 강요한다면, 도스토예프스키는 온건한 사랑의 지도자이다. 그런 까닭
에 톨스토이는 일부 숭배자에게만 ‘위대한 인격자’라는 칭송을 받고, 그 밖
의 사람들에게서는 비난을 받았으며, 이와 달리 도스토예프스키는 만인으로
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점이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이 이루어지
는 이유는 톨스토이의 경우, 『참회록』(Исповедь, 1882)을 쓴 이후의 만
년의 작가가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작가와 톨스토이
- 머리를 숙일 뿐」(1935.11)이라는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소년기에 떠난
동경 유학에서 톨스토이를 처음 접한 김동인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그 문학
에 심취했으며, 이후로도 톨스토이에 대한 “애모의 염”은 변화가 없었다.97)
97) 김동인, 앞의 책,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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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동인은 톨스토이의 사상에는 동조하지 못한다. 예술 및 예술가를
지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김동인으로서는 문학을 부정하고 기독교적 인간애
와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사상가로 변모한 톨스토이의 심적 변화에 대해서
는 강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98)
반면 도스토예프스키를 사랑의 예술가로 보고 있는 점은 아마도 메레쥐
코프스키의 견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메레쥐코프스키의 저
술 『인간 및 예술가로서의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1901)는 두 작가
의 비교라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20년 시점까지의 일본
에서 이들의 문학 세계를 해명하는, 가장 저명한 저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평론이 실린 『영원한 반려』(1914)는 영역
본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후자의 평론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의 고뇌,
광기, 죄과의 깊이를 측정한 가장 위대한 리얼리스트”인 한편으로, “복음적
인 사랑의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평가된다. 메레쥐코프스키는 도스토예프
스키의 어떤 작품에도 사랑이 넘쳐흐르며, “사랑은 그의 작품의 불꽃이며,
영혼이며, 시”라고 말한다. 그리고 신 앞에서 우리 인간을 정당화시키는 것
은 행위나 공적이 아니라 신앙과 사랑임을 도스토예프스키가 이해했다고 덧
붙이고 있다.99)
다음으로, 김동인이 원래 의도한 핵심적인 비교는 도스토예프스키와 톨
스토이의 예술 방법론 거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김동인은 문학적 창조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작가가 이른바 ‘인형조종술’을
행사할 수 있는 경지로 보았으며, 톨스토이에게서 그 구현을 보고 있다. 이
제 두 작가에 대한 앞에서의 평가는 역전된다. 도스토예프스키와 달리 톨스
토이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인형 놀리는 사람이 인형을 놀리듯이 자기 마
음대로 조종하였다는 것이 김동인의 주장이다. 이러한 ‘인형조종술’은 지금
까지 “‘소설가=신’이라는 낭만주의적 도식”100)으로 이해되어 오는 한편, 소
98) 김춘미, 『김동인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77-78, 232면.
99) メレシユコフスキイ, 中山省三郞 譯,『永遠の伴侶』上, 小山書店, 1940, 326면.
100)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와의 대화』, 새미, 2002, 100, 121면 ; 이 내용과 관련하여
예술 절대시, 예술가 신성시의 특색을 보여주는 일본의 대정(大正) 시기의 문학과 김동인
의 예술지상주의, 자아주의적 예술관과의 관련 양상이 지적된다. 또한 김동인의 예술관
전반이 지니는 낭만주의(낭만적 개인주의)적 성격의 관점에서도 설명되고 있다. 권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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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창작에서의 묘사 혹은 시점의 문제라는 관점에서도 접근되었다.101) 사실
김동인이 ‘인형조종술’을 설명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인형’의 비유102)를 통
해 예시되고 있는 까닭에 그로부터 소설 창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원리를 확
인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몇 몇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103) 그럼에
도 그 내용이 창작방법론으로 간주되어 고찰되었던 것은 김동인이 이후에
발표한 소설 창작의 이론들104)이 연계적으로 고려된 때문이다. 예컨대 이
‘인형조종술’이 그 모호한 서술을 벗어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보인 것은
1925년의 「소설작법」에 등장하는 ‘단순화’, ‘통일’, ‘연락’의 원리이다.105)
김동인은 소설에 있어서의 ‘구상(構想)’ 부분을 사건, 인물, 배경으로서 설명
하며, 이러한 세 요소의 마련에 있어 단순화, 통일, 연락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소설 구성상의 단순화는 김동인에게 있어 이후로도 변함없
이 간직된 금과옥조에 해당된다. 물론 김동인은 사람의 성격이나 인생의 사
건들이 지극히 복잡한 면모를 지닌다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았다. 그는 사
람의 일 개체 속에 만성(萬性)이 다 내재하여 있음을 말한다.106) 그러나 그
편, 『김동인 전집 17 - 김동인 문학 연구』, 조선일보사, 1988, 270-298면 참조 (김춘
미, 「김동인과 일본 대정문학」) ; 황종연, 『탕아를 위한 비평』, 앞의 책, 435-438면
참조.
101) 김윤식은 ‘인형조종술’을 묘사법 혹은 시점의 문제와 연결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일원
묘사’의 방식을 김동인의 “리얼문학의 핵심이자 인형조종술의 거점”으로 본다. 김윤식,
「김동인 문학의 세 가지 형식 - 대동강의 사상과 감각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Vol. 11, No. 2, 일지사, 1985, 8-18면 참조.
102) 톨스토이의 예에서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그 인생을 자유자재로, 인형 놀리는 사람이
인형 놀리듯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놀렸다. 거꾸로도 세워 보고, 바로도 세워 보고,
웃겨도 보고, 울려도 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 인생을 조종하였다.”
103) 김동환은 김동인이 이 글을 쓸 당시엔 두 러시아 작가의 창작적 경향에 대해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가운데 다만 단순 비교를 했다고 보며, 이후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접하고 나서 비로소 창작방법의 원리로 삼았다고 본다. 김동환, 「김동인
소설의 창작방법과 그 의미 - ‘인형조종술’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Vol. 14, 한성
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95, 120면 ; 강헌국, 「반(反)재현론의 행방 - 김동인의 소설
론」, 『민족문화연구』, Vol. 4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189면.
104) 소설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글은 「소설작법」(1925), 「조선
근대소설고」(1929), 「춘원연구」(1934-1939)이며, 김동인의 소설론 자체는 크게 소설
장르, 소설 구성 요소, 소설의 서술 방식에 대한 견해로 나눌 수 있다. 조동길, 「한국 현
대소설의 서술기법 및 전략연구 : 김동인의 소설론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No. 29,
한국비평문학회, 2008, 394-405면.
105) 여기서 ‘연락’은 연결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김동인, 앞의 책, 166-167면.
106) 위의 책, 4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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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설의 성격 묘사에서 복잡다단한 인간성을 그대로 작중 인물에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 이렇게 하였다가는 독자는 대저 그 인물
(작중의)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판단할 수가 없”107)게 되기 때문이다. 그
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의 경우, 각 인물들이 성격의 단순화한 일면
만을 가짐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인물로 느끼게 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이는 자연의 현상과는 별개인, 성격의 단순화를 통해 이
루어내는 ‘소설적 자연성’이다. 김동인은 자연과 소설을 별개의 세계로 구분
한다. 실제에 있어서처럼 한 인물 안에 하나 이상의 성격을 부여한다면, 그
인물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덩어리 인간이 될 것”108)이라는 것이 그의 믿
음이다.
소설 창작을 바라보는 김동인의 기본적인 관념이 이상과 같다는 것을 인
식할 때, 그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무엇보
다 ‘모순’의 측면이었음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때 그가 말
하는 모순은 단순히 성격상의 모순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먼저 도스토예프스키를 보자. 그는 마침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을 창조하였느냐.
하였다. 그것도 훌륭한 - 참 인생의 모양에 가까운 인생을 창조
하였다. ‘사랑으로써 모든 것은 해결된다’는 인생을 창조하였다. 그
렇지만 그 뒤가 틀렸다. 그는 자기가 창조한 인생을 지배치를 않고
그만 자기 자신의 그 인생 속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모르고 헤매었
다. 『죄와 벌』에서 그는 차차 자기가 빠졌던 자기 인생 가운데서
떠오르다가, 또 맥없이 푹 빠지며 ‘모든 죄악은 법률로써 해결된다’
와 ‘맑은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큰 모순된 부르짖음을 당연한 듯이
발하였다. 『카라마조프 형제』도 이와 같이 되어 버렸다. 『악령』
도 그렇고『백치』, 『학대받은 자들』, 『불쌍한 사람들』 모두 이
와 같이 되었다. 자기가 창조한 인생을 지배할 줄을 몰랐는지, 능력
이 없었는지는 모르되, 어떻든 그는 지배를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거기 지배를 받았다. 극단으로 말하자면, 그는 자기가 지은 인생에

107) 위의 책, 432면.
108) 위의 책, 4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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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기 싫은 패배를 당하였다. (153)

이 서술에서 볼 수 있듯이 김동인의 주장의 가장 직접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죄와 벌』에 관한 평가이다. 여기서 김동인은 살인을 저지른
라스콜리니코프가 법의 판결에 의해 시베리아 유형을 가는 일과 소냐의 사
랑에 의한 정신적 전변과 재생의 상황이 전개되는 일을 소설적 주제의 비합
리적인 구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비단
『죄와 벌』만의 현상이 아니며, 도스토예프스키의 전 작품에 걸쳐 있는 만
큼 치명적인 문제적 상황이 된다. 즉 김동인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에서
인지한 것은 이후에 바흐친에 의해 주목된 ‘다성성’109)의 측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김동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새로이 창조된 세계의 우주
적 합목적성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의 세계와 같이 예술가의
세계는 원천적인 합목적성을 가지며, 후자의 세계의 합목적성은 필히 단순
화를 통해 구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아주의에 입각
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세계를 구현할 지배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두 작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톨스토이의 주의가 암만
포악하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주의가 암만 존경할 만하더라도, 그들을 예술가
로서 평할 때는 도스토예프스키보담 톨스토이가 아무래도 진짜이다”(153)라
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염상섭이 보인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관심은 실질적인 창작
방법론의 영역에 보다 깊숙이 침투해 들어간 것이었다.110) 자신의 독서 이
력을 회상하며 톨스토이나 투르게네프의 작품보다는 도스토예프스키나 고리

109) 바흐친은 “독립적이고 융합하지 않는 다수의 목소리들과 의식들, 그리고 각기 동등한
권리를 지닌 목소리들의 진정한 다성음악(polyphony)”이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핵심적
특성이라고 규정했다. 즉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는 “한 작가의 의식에 비친 통일된
객관적 세계의 여러 성격과 운명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와 각자 자신의 세계를 가진 다수
의 의식이 비융합성을 간직한 채로 어떤 사건의 통일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며, 이로
써 도스토예프스키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소설적 장르를 창조했다고 본다. M. 바흐찐, 김
근식 역, 『도스또예프스끼 창작론』,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3, 5-6면.
110) 염상섭과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관련은 보다 폭넓게 고찰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본
절에서는 「저수하(樗樹下)에서」와 『죄와 벌』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소설적 기법의 인
식 고찰에 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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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의 작품이 더 마음에 들었음을 밝히기도 한111) 그의 글 가운데 도스토예
프스키에 대한 이해를 엿보게 해주는 것으로는 「저수하(樗樹下)에서」
(1921.1)를 들 수 있다. 『장자』에 등장하는 저수(樗樹), 즉 쓸모없되 커다
란 쓸모를 간직하고 있는 것의 비유인 가죽나무를 제목으로 내걸고 있는112)
이 글에서 염상섭은 ‘허언(虛言)’에 대한 사유를 내보인다. 여기서 허언이란
곧 글쓰기 혹은 소설이다. 즉 ‘폐허’ 동인 그룹에서의 탈퇴를 결정했다 다시
번복한 시점의 청년 염상섭의 예술과 삶에 대한 고민은 ‘허언’에 대한 언급
을 시작으로 산만한 사유의 궤적을 통해 드러난다.113) 특히 이 글의 두드러
진 내용에 해당되는 ‘사(死)의 애(愛)’, 즉 죽음에 대한 집착이 염상섭의 심
경의 산물인 점114)을 넘어서서 예술에 관한 사유로도 연결되고 있는 점115)
은 이 글에 잠재되어 있는, ‘허언’의 구체적 실현 과정을 향한 의지와 욕구
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그런데 염상섭은 이 글 가운데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옮기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꿈속에서 경험한 생생한 죽음 체험을 전
한 끝에 이루어지고 있다.

「병적 상태에 잇을  은 이상히 명확한 윤곽을 가지고 실제
와 흡사히 발현한다. ...... 전 광경에 예술적으로 조화한 「듸테일」
이 잇는 고로 그 을  자는 그 사람이 설사 「푸-쉬킨」이나
「트르네프」와 가튼 예술가일지라도, 그것을 실재(實在)로서 안
111) 염상섭, 『염상섭 전집』12, 민음사, 1987, 215면.
112) 『장자』에서의 저수(樗樹)의 비유와 염상섭의 내면의 관련성에 대한 해석은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서영채, 『소설의 운명』, 문학동네, 1996, 291-295면.
113) 이 글의 내용은 “자아에 대한 고민, 자살에 대한 유혹, 선과 악을 구별하려는 관념들
및 규정된 가치체계에 대한 저항, 그리고 다시 현실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 등”으로 정리된다. 김영민, 「염상섭 초기 산문 연구」, 한기형, 이혜령 편저, 『저수
하의 시간, 염상섭을 읽다』, 소명출판, 2014, 225면.
114) 염상섭의 심경은 다음과 같은 서술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모러케 하야
도 나에게는 맛찬가지다. 나에게는 아모것도 쓸데업다」하며, 자기의 욕망을 일순간이라
도 어버릴 , 악의는 스러지고, 인류애는 샘솟으리라, 고 두옹(杜翁)은 애(愛)의 교훈을
베푸럿다. 그러나 나는 이가티 말하랴 한다. - 「나에게는 아모것도 쓸데업다. 아모 애착
도 업다. 혈족이나 친고(親故)에게 대한 - 소위 동물의 - 애(愛)도 업거니와, 인류에게도
실망한 나이다」라고 말하야 보아라. 그에 너에게 남은 것은 「사(死)의 애(愛)」일
것이다, 라고.” 염상섭, 앞의 책, 31면.
115) 염상섭은 한 일본여성의 자살 사건 및 정사(情死)의 문제를 통해 예술이 되기 위한 조
건으로서의 관념 형성과 표현 형식에 대해 사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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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는 업다. 이가튼 병적 현몽(現夢)은 통상 장구한 동안 기억
에 기능이 남아 잇서서 사람이 쇠약하야 과민케 된 기능에 심각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스토이에프스키-」의 말이다. 나는 과거의 경험을 빗처서 이
견해를 시인하랴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몽사(夢事)는 오즉 생리적 일
현상으로만 보는 것보다 신비적 의의를 갓게 하고자 한다.116)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과민한 정신
에 발현하는, 현실 이상으로 생생한, 심지어 예술적으로 조화된 디테일이 있
는 꿈의 존재이다. 염상섭의 꿈 역시도 인간과 세계에 대해 실망 내지 환멸
을 느끼면서도 삶 속에서의 여러 열망에 시달리고 있는, 예민한 정신에 찾
아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그는 꿈속에서 스스로 죽음을 예감하는
자의 심정과 자세로서 반듯이 드러누웠으며, 머리맡으로 다가온 누군가의
두 손이 목에 맨 수건 자락을 서서히 잡아당기자 인후(咽喉)가 압박되는 고
통과 함께 기이한 쾌감을 맛본다. 이처럼 자신의 꿈의 체험과 함께 도스토
예프스키의 말을 되새김으로써 염상섭은 ‘병적 현몽’으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의의를 구할 수 있음을 내비친다.
그런데 여기서 염상섭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의 출처는 다름 아닌 『죄
와 벌』이다.117) 즉 이 작품에서 살인의 계획에 사로잡힌 라스콜리니코프는
신체적, 정신적 이상 현상을 느끼는 가운데 거리와 강가를 배회하는 나날을
보내며, 그런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악몽이 찾아든다. 병적인 꿈들에 대한 작
중 화자의 위와 같은 서술은 라스콜리니코프의 이러한 상황을 밝혀주는 것
이다. 또한 이와 동일한 서술은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반 카라마조프를 찾아온 악마는 자신이 이반의 악몽임을 인식시
키려 하며, 톨스토이도 창조해내지 못할 만큼 현실과도 같이 완벽한, 예술적
116) 염상섭, 위의 책, 27면.
117) 이 글이 『죄와 벌』의 한 대목임을 맨 처음 지적한 것은 유인순의 연구이다. 이 연구
에서는 「표본실의 청개구리」와 『죄와 벌』에서 신경증세가 있는 주인공들이 강박관념
에 시달리며 꿈을 통해 죽음의 세계를 지켜본다는 점을 지적하고, 염상섭이 도스토예프스
키로부터 소설 작법상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유인순, 「「표본실의 청개고
리」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 『이화어문논집』, Vol. 5, 이화어문학회, 1982,
145-15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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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꿈에 대해 말한다.118) 이처럼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에서 꿈은 인물의
무의식 내지 심리의 표현으로서 적지 않게 등장한다. 특히 『죄와 벌』에서
는 암말 살해의 꿈, 노파 살해의 꿈, 섬모충의 꿈 등이 등장해 작품 내에서
주인공의 심리를 대변하거나 사건 전개와 관련하여 예언적인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한편 염상섭이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의 꿈에 관한 언급에서 적지 않은 영
향을 받았던 점은 미완성 단편 「악몽」(192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과거에 알았던 한 여성의 꿈을 꾸고 나서 그녀를 회상하
며 “꿈은 현재의 솜씨를 빌은 예술적 표현으로도 멀리 미치지 못할 만큼 예
술적인 때가 있다고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한 것을 기억하거니와 나의 이 꿈
이 예술적이고 아닌 것은 (마치) 모르겠으나 너무도 기교적인 것이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꿈이라고만 말할 수 없었다”119)라고 말한다. 이러한 서술
이 「저수하(樗樹下)에서」의 언급과 동일함은 물론이다.120)
따라서 ‘허언’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는 염상섭의 예민한 문학적 감각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특히 『죄와 벌』에서 볼 수 있는 꿈의 활용으로부
터 우선적으로는 꿈의 현상과 소설 작품 간의 유사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짐
작해 볼 수 있다. 즉 꿈이 그 자체로 푸쉬킨이나 투르게네프도 구현해내지
못할 생생함과 조화로움을 구비한 예술적 세계일 수 있음을 알게 된 일은
새로운 발견에 해당되었을 터이다. 또한 보다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는 자의
식의 공간이자 예술적 세계로서 많은 함의들을 내포할 수 있는 꿈의 환상
118) 해당 대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들어봐요. 꿈속에서, 특히 뭐 위장이나 뭔가가 탈
이 나서 악몽을 꿀 때, 인간은 맹세컨대 레프 톨스토이도 지어내지 못할, 당신들의 가장
고상한 현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와이셔츠 가슴팍의 마지막 단추에까지 이르는, 생각지도
못한 상세한 부분까지 존재하는, 바로 그런 예술적인 꿈을, 그런 복잡하고 사실적인 현실
을, 음모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거나 사건의 완벽한 세계까지를 보는 거요.”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десяти томах, Том. 10 (Москва ;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56), С. 166.
119) 염상섭, 「악몽」, 『시종(時鐘)』, 1926.1. ; 김윤식, 『한국 근대문학사와의 대화』,
앞의 책, 140면에서 재인용.
120) 이와 관련하여 김경수의 연구는 염상섭이 “꿈 내지는 정신적 강박 현상을 인간 의식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태로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는 점과 “초기 소설에서 염상섭이 그러한
환상성을 이야기 구성의 문법으로 차용했다는 점”을 말한다. 김경수, 『염상섭과 현대소
설의 형성』, 일조각, 2008,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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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예언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작품들인 「표본실의 청개구
리」, 「죽음과 그 그림자」(1923), 「악몽」 등에는 꿈이나 환각이 등장하
며, 이러한 꿈이나 환각은 현실의 암시이자 예언이 된다.121) 마지막으로, 도
스토예프스키가 지적한, 선명한 꿈을 가능케 하는 병적 상태가 신경증이나
우울증의 형태로서 염상섭 초기문학에서의 허언의 한 방법론이 되고 있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122) 따라서 한국 근대문학에서 염상섭에 의해 비로소
본격적으로 제시된 인물의 내면 혹은 심리는 이러한 꿈의 성격과 기능을 빌
어 보다 효과적으로 그 무형의 형상을 외면화 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앞에서 살펴본 김동인의 경우,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이해는
그 예술적 기법에 대한 부정의 방식으로 소설론 정립에 반영되었다고 한다
면, 염상섭은 그러한 김동인을 넘어서는 자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켜 줄 ‘허언’의 문법을 발견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1) 예를 들면,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 박물 실험실에서의 청개구리 해부의 기억으로
인해 고통 받는 ‘나’의 환각(꿈)은 김창억(박물선생)과 그를 대면한 ‘나’(해부된 채 칠성판
에 놓여 있던 개구리)의 암시가 된다. 장두영은 “김창억과 대면한 ‘나’가 감전된 듯한 전
율을 느낀 것은 “꿈속의 박물 선생이 눈앞에 나타난 것 같은 기시감 때문”이며, ‘나’는 김
창억과의 만남을 통해 귀국 후 몇 개월간의 생활이 죽은 것과 다름없었다는 사실을 비로
소 각성한다고 말한다. 장두영, 『염상섭 소설의 내적 형식과 탈식민성』, 태학사, 2013,
67면 ; 이와는 달리,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 ‘나’가 김창억을 만난 순간 박물선생을
떠올린 일의 의미 및 실험실의 개구리를 김창억의 상징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황종연, 「과학과 반항 - 염상섭의 『사랑과 죄』 다시 읽기」, 한기형, 이혜령 편
저, 『저수하의 시간, 염상섭을 읽다』, 앞의 책, 94-98면.
122) 김윤식은 염상섭이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 ‘허언’의 방법론을 감지했다고 보고, 이 방법
론이 「표본실의 청개구리」, 「암야」, 「제야」에서 신경증, 우울증 등의 병적 증상으로
실험된다고 말한다.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134-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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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형기(轉形期)’ 도스토예프스키 수용의 정신사적 맥
락
1. 일본에서의 ‘불안’ 논의와 셰스토프 수용
: 세계정세와 지식계층의 정신적 전환 - ‘불안’ 논의의 등장 : 미키 키요시의 「불안
의 사상과 그 초극」 - ‘셰스토프적 불안’ - 『비극의 철학』 번역 - 셰스토프 논
쟁 : 긍정론, 부정론, 중간적 입장 - 셰스토프 논쟁의 의미

이제 1930년대 후반 한국문학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 문학 세계의 이해
및 감응의 다양한 국면들을 본격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그러한
일련의 반응이 생성된 배경으로서의 주요한 시대적, 정신적 맥락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30년대 후반의 문학적 지형에 작용한 국내외의 격변 상황
이나 그로 인해 형성된 분위기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거니
와,123) 이 시기가 당대로부터 ‘전형기(轉形期)’ 또는 ‘전환기’라는 명칭으로
123) 한국 근대문학 연구에서 문제적인 시기로 간주되는 1930년대 후반은 무엇보다 전 세
계적으로 강화되어가는 파시즘과 전쟁 상황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에서 고유의 정신적 특성을 갖는다. 특히 1937년 시작된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한국 문학
이 기존의 흐름과 현격하게 다른 양상을 드러내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하정일은 중일전쟁 이후 파시즘의 세계 지배가 곧 실현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지성계를 휩쌌음을 말하고, 그 결과 사상 전향이 횡행하고 신체제론에 편승한 친일 문인
들이 속출한 점, 문학이 현실과의 긴장을 포기하고 일상이나 내면으로 도피한 점 등을 들
어 이 시기를 “한국 근대문학 특유의 계몽의 전통이 붕괴되는 위기에 처한” 시기로 판단
한다. 류보선은 중일전쟁을 전후로 하여 일련의 이념적 지향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등 갑
작스런 문학상의 변화가 나타난 점을 지적하고, 전환기적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서 “현실
에 대한 깊은 환멸, 허무주의, 그리고 방향감각의 상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양상을
고찰한다. 또한 차승기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물론 식민지 조선에서 ‘국가총동원
법’이 공포, 시행되는 등 전시기 체제가 가동된 사실을 설명하고, 주체와 세계의 위상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불확실성과 비결정성의 성격을 갖게”된 점을 ‘사실의 세
기’ 논의의 전제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서구에서의 파시즘의 확산에 따른 세계사적
인 차원의 사건들, 일본적 파시즘이 불러일으킨 위협적 정세의 내용들, 그리고 이로 인한
위기, 불안, 동요, 우울, 환멸, 퇴폐, 몰락 등의 분위기는 1930년대 후반 문학을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언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류보선, 『한국 근
대문학의 정치적 (무)의식』, 소명출판, 2005, 303-332면 ; 하정일, 「‘사실’ 논쟁과
1930년대 후반 문학의 성격」, 문학과사상연구회,『임화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4, 235-262면 ; 차승기, 「‘사실의 세기’, 우연성, 협력의 윤리」, 『민족문학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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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렸던 것은 국내 상황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차원의 정신사적 전환과 밀접
한 관련이 있었다. 프로문학의 퇴조 이후 한국 근대 비평의 ‘전형기’적 양상
에 주목한 선구적인 연구에 따르면, 1930년을 전후로 하여 급격히 확산된
유럽에서의 파시즘과 이에 대항하는 인민전선(人民戰線)124)의 출현, 1935년
의 ‘국제작가회의’125)를 계기로 하는 문화 옹호의 분위기 등은 이 시기 지
식인, 문학인의 시대적 상황 인식에 기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었다. 이와 함
께 ‘일본적 천황제 군국주의 파시즘’126)의 세력은 만주사변(1931)과 중일전
쟁(1937-1945)을 거치면서 갈수록 강화되어 한국 문학의 동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 하에서의 문학인, 지식인
의 세계 이해와 삶의 태도에 관심을 둘 때, 이 시기의 고유한 정신적 특성
은 좀 더 소급해보면, 1929년 미국 금융 시장에서 비롯된 세계공황,
1914-18년에 걸친 세계대전의 결과로서의 정신적 상황에 연결되는 것이기

구』, Vol. 38, 민족문학사학회, 2008, 264-302면 ; 이외에 1930년대 후반 문학의 특정
한 분위기를 거론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다음 논의들을 참조할 수 있다. 신범순, 「30년
대 문학에 있어서 퇴폐적 경향에 대한 논의」, 『관대논문집』, Vol. 24, No. 2, 관동대학
교, 1996, 323-340면 ; 김예림,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출판,
2004 ; 정홍섭, 「1930년대 후반 한국소설에 나타난 허무주의 연구」, 『민족문학사연
구』, No. 32, 민족문학사학회, 2006, 214-250면 ; 김철, 「우울한 형/명랑한 동생 -중
일 전쟁기 ‘신세대 논쟁의 재독(再讀)」, 『상허학보』25집, 2009, 153-188면.
124) 인민전선은 1935년 7-8월의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 확정된 전술의 이름이자, 프랑
스에서 실재했던 하나의 ‘운동’, ‘정당 간의 동맹’, ‘정부’를 지칭하며, 하나의 시기를 지칭
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1934년 2월, 파리에서 일어난 극우 단체들의 폭동을 계기로 서로
대립하던 사회당, 공산당, 급진당이 연합하는 인민전선이 탄생했으며, 1936년 4-5월 총
선에서 다수파가 되어 ‘인민전선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하였다. 김윤식의 『한국근대문예
비평사연구』에서는 파시즘과 대결하는 인민전선을 자유주의 진영의 통합으로 설명하고,
이때의 자유주의란 “인간성의 해방과 문화 옹호, 표현의 자유를 위해 특권과 독재에 불만
을 가진 모든 사상을 망라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용우, 「프랑스 공산당의 변화
와 인민전선의 기원」, 『서양사연구』, Vol. 15, 한국서양사연구회, 1994, 119면 ; 김윤
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205면.
125) 1935년의 ‘문화옹호국제작가회의’는 6월 21-26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부르주아적 견해의 시정, 구주적(歐洲的) 이성과 조화
의 문화 옹호, 파시즘의 정치적 강권주의 및 그로 인해 야기된 모든 파괴적 현상에 대한
반대 등의 결의를 내놓았으며, 회의의 중심인물은 앙드레 지드, 앙드레 말로 등이었다. 지
드는 여기서 ‘문화의 옹호’라는 연설을 하였다. 김윤식, 위의 책, 207-209면 참조.
126)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다른 일본적 파시즘의 특징은 독자적 대중 조직을 갖지
못하고 군부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그 정점에 천황제가 있다는 것이다. 위의 책,
202-2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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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
그런데 미리 언급하자면, 1930년대 후반의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수용
은 크게 보아 이러한 세계정세와 그에 따른 지식계급의 인식상의 변화의 맥
락 속에 놓이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193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는
일본과 조선에서의 ‘불안 사조’ 및 셰스토프 수용 등과 중요한 관련을 갖는
다. 즉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에 관한 이 시기의 이해는 해당 작가 및 작
품이라는 한정된 차원에서 접근되기보다 당시의 시의성 있는 담론들의 자장
안에서 고찰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다소 복잡한 국면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첫 문학사를 펴낸 백철은 ‘세계의 위기와 불안’이라는 소제목
아래 1930년대 초반의 한국 문학의 상황을 거론하면서 “1932,3년을 전후하
여 세계 각국의 문단 위에는 불안 사조(不安 思潮)라는 세기적인 물결이 전
면적으로 내습해 온 시대이다. 그리하여 정신의 위기, 문화의 위기가 전 세
계적으로 절규되었다”127)라고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1930년대 초반, 일본
에서는 철학자 미키 키요시(三木 淸)에 의해 ‘불안’의 문제가 처음 본격적으
로 거론되었다. 그의 글 「불안의 사상과 그 초극」(1933.6)에서는 ‘불안의
문학’, ‘불안의 신학’, ‘불안의 철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는 다름 아닌
프루스트나 지드의 문학,128) 칼 바르트, 에밀 부룬너 등의 신학, 하이데거
등의 철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모두는 유럽에서의 정신적 위기의 산물로
설명되고 있다. 즉 그는 “현대인의 불안 내지 회의, 그 정신적 위기의 가장
정신적인 것의 표현으로서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129) 이러한 문학과
철학 등이 일찍부터 일본에 소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을 지적하고, 1932년경부터 만주사변의 영향으로 일본
의 인텔리겐챠들 사이에 비로소 불안의 정신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한
다. 따라서 불안의 사상의 근본적 성질을 이해함과 동시에 비판해야 할 필
127)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2003, 417면.
128) 이 글에서 미키 키요시는 프루스트, 지드, 이탈리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루이지 피
란델로, 조이스 등을 불안의 문학의 예로 들고 있다. 또한 이들보다 앞선 시기의 도스토
예프스키에 대해서는 불안의 전도자로서 러시아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平野謙 (外)
編, 『現代日本文學論爭史』下, 東京: 未來社, 2006, 13, 15면.
129) 위의 책,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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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에서 미키 키요시는 『불안과 재건』(1931)을 쓴 프랑스의 비평가 벵자
맹 크레미외의 견해와 하이데거 철학의 특징을 살핀다.
미키 키요시가 전하는 크레미외의 견해에 따르면, 불안의 정신을 특징으
로 하는 과도적인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18년에 시작된다. 즉
이때의 불안은 전쟁의 영향이라기보다 전후의 영향으로, 전쟁이 끝나고서
오히려 이 세계의 불안정과 변모가 모든 사람에게 깊이 인식되었다고 말한
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편적인 유동주의’의 모습으로서, 이는 불안의 사상
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전에 청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라고 물어졌던 질문은 전쟁 이후엔 ‘인간은 무엇인가. 생활
은 무엇인가. 세계는 무엇인가. 어째서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물음으로 바
뀐다. 크레미외는 이를 전쟁의 대변동에 의한, ‘행동의 비극’에서 ‘지식의 비
극’으로의 치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미키 키요시의 눈에 이러한 현상은 이
제 일본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작년쯤까지는 이러한 불안의 사상의 영향은
국부적이었다. 청년들의 마음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듯이 보였던
것은 마르크스주의였다. 가는 곳마다 기치(旗幟)가 선명했고, 어디에
서든 위세가 당당했다. 어쨌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가 문제였다.
이른바 프롤레타리아문학에 반대하는 사람은 신흥예술파라고 칭하
거나, 혹은 신사회파, 신심리주의문학 등으로 자신을 일컬었다. 그
러나 다음으로 반동기(反動期)가 찾아왔다. 외부에서 가로막힌 청년
지식인의 마음은 자연히 내부로 이끌려 들어갈 것이다. 사회적 불안
은 정신적 불안이 되고, 더욱이 ‘내면화’ 되었다. 우리들은 물론 역
사의 유추를 틀리게 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는 항상
구체적이다. 그렇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행동의
비극’에 ‘지식의 비극’이 따라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어도 그 위
험 가까이 온 것이 예감된다. 이와 같은 위기는 단순한 문화적 위기
로 바로 동일시할 수 없는 하나의 ‘정신적’ 위기이다. 그리고 이 위
기는 청년 인텔리겐챠에 있어 매혹적이지 않은 게 아닌 만큼 더욱
위험한 것이다.
ところで日本では昨年あたりまではかような不安の思想の影響は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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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的であった。靑年の心を圧倒的に支配したように見ぇたのはマルク
ス主義であった。到る処旗幟鮮明であり、どこでも威勢が好かった。
ともかく「如何に活動すべきか。」が問題であった。いわゆるプロレ
タリア文學に反対する者は、新興藝術派と称し、惑いは新社会派、新
心理主義の文學、等々の名乗った。しかし反動期が順序としてやって
来た。外部に阻まれた靑年知識人の心はおのずから內部に引込まれる
であろう。社会的不安は精神的不安となり、しかも「內面化」され
る。我々はもとより歷史の類推を間違って行うことを避けねばなら
ぬ。歷史はつねに具体的である。しかしながら今や我が国においても
「行動の悲劇」に「知識の悲劇」が従って来つつあるのであるまい
か、少くとも危険の近づいて来たことが予感されるようである。かく
の如き危機は、単なる文化的危機と直ちに同一視することのできぬ一
つの「精神的」危機である。そしてこの危機は、靑年インテリゲン
チャにとって魅惑的でなくはないだけ、一層危険でもある。130)

위의 내용을 보건대, 미키 키요시가 주목한 새로운 정신적 분위기가 만
주사변이 불러일으킨 위기감 이외에도 마르크스주의 혁명 운동의 실패라는
상황과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키 키요시는 이 글에서 자국의
인텔리겐챠들에게 나타난 불안의 정신을 마르크스주의를 탄압하는 반동적
사회 정세와 관련해서 해명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그 이후의 상황을 말한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자 자신이 ‘지식
의 비극’의 문제에 봉착한 경우, 즉 근본적인 회의에 봉착한 경우를 묻고 있
다. “설령 인간의 현재의 불행이 사회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 해도, 어째서
나는 나를 희생하여 사회의 혁신을 위해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설령 장래에 행복한 사회가 도달하는 것이 확실하다 해도, 내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까지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확실하다고 한다
면, 어째서 나는 지금 나를 희생해야만 하는가”131) 라는 것이 그 질문의 내
용이다. 즉 여기서 미키 키요시는 지식인의 사상적 동요나 정신적 불안을
사회적 정세의 결과로서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르크스주의 운

130) 위의 책, 13-14면.
131) 위의 책,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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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참가하는 개인적 계기를 존재론적 관점에서 거론해 보고자 한다.132)
따라서 이 글에서 미키 키요시는 실존적, 존재론적 관점에서 서구에서 나타
난 불안의 문학 및 불안의 철학의 특징을 분석하는 일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한다. 그는 그 특징으로서 ‘유동주의’ 외에 인격의 부동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수 없는 ‘인격의 분해’, 객관성으로부터 주관성으로의 전향, 사물의
상대성에 대한 감각, 시간성에 대한 특수한 감각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야
스퍼스의 말을 빌려 불안의 문학도, 불안의 철학도 ‘한계 상황’에 놓인 인간
의 표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한편 미키 키요시는 인간의 정신이 언제까지나 불안의 안에만 머물러 있
을 수는 없다는, 인간의 ‘향일성(向日性)’을 이야기 하면서도 크레미외가 말
한 바, 1930년경을 경계로 불안의 시기가 지나고 재건의 시기가 도래했다
고 하는 판단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그는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기는
오히려 증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모순은 첨예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불
안의 철학이 자기의 전화(轉化)를 기도할 때, 쉽게 파시즘의 철학으로도 변
모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결국 그가 불안의 사상의 초
극으로서 제시하는 해법은 인간에게 가치 있는 새로운 인간의 정의가 주어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미키 키요시에 의하면, 지금 우리들에게 주
어진 인간 ‘타입(type)'은 불안의 사상에 있어서의 불안의 인간일 뿐이다.
그는 철학이 “새로운 인간의 타입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한 관념론적, 내지는 개인주의적 요구로 간
주되어야 할 일은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역사적,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새
로운 철학적 기초의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133) 라고 말
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문학 등에서 제시한 인간 타입에서 한계를 느끼는
미키 키요시에게 이는 로고스적 의식과 파토스적 의식의 변증법이 체계적으
로 전개되는 방향성에 부합되는 인간 타입의 창조이다. 그러나 명료성, 구체
성 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키 키요시의 이러한 주장은 일단은
추상적인 제안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32) 日本近代文學館 編, 『日本近代文學大事典』, 講談社, 1977, 441면.
133) 위의 책,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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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안의 정신에 주목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학’적인 문제로
나아간 미키 키요시의 글에 이어 ‘불안’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글들이 발표
된 것이 소화 10년 전후의 상황이었다.134) 이 불안의 문제는 미키 키요시의
견해를 수용한 후지와라 사다무(藤原定)와 가라키 준조(唐木順三)에 의해 곧
문학론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135) 그런데 당시의 일본 지식계에서 불안에
관한 논의는 두 가지 갈래로 대별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서,136) 크레미외의
『불안과 재건』에 근거하는 미키 키요시의 글 등의 다른 한 편에 키예프
태생의 러시아 철학자 레프 셰스토프의 수용에서 비롯된 논의의 흐름이 있
었다. 이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애초에 미키 키요시가 거론하여 문제시된
‘불안’이 그 뒤의 셰스토프 유행을 통해 그 논의의 확대 또는 심화를 이루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셰스토프의 사상은 ‘셰스토프적 불안’이라
는 용어를 통해 불안의 문학 및 불안의 철학이라는 문맥 아래에 놓이게 된
다. 즉 미키 키요시는 「불안의 사상과 그 초극」 이후 1년여 만에 발표한
「셰스토프적 불안에 관하여」(1934.9)에서 현재의 셰스토프 유행은 일본에
서의 불안의 문학, 불안의 철학의 연속이자 그 최근의 형태라고 규정했
다.137) 물론 셰스토프의 『비극의 철학』이 처음 일본에 선보일 당시, 역자
들 역시 셰스토프의 사상을 ‘불안’과 연결하여 이해한 측면이 있지만, 미키
키요시가 명명한 ‘셰스토프적 불안’은 당시의 혼란한 시대정신에 우연찮게
뚜렷한 지시어가 부여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셰스토프의 『비극의 철학』은 가와카미 데쓰타로(河上徹太郞)와 아베
로쿠로(阿部六郞)의 번역에 의해 1934년 1월에 출간되었다. 이 책의 두 부
134) 이 시기의 ‘불안’ 논의를 다룬 국내의 논문으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왕신영,
「1930년대의 일본에 있어서의 ‘불안’ 논쟁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Vol. 47,
No. 2, 한국일어일문학회, 2003, 423-441면.
135) 그러나 이들의 문학론은 메이지 이후의 문학은 모두 불안의 문학이 아닌가, 라는 비판
을 받는 등 현대문학론으로서는 너무 일반적이었던 점, 유럽의 전후의 사조를 그대로 일
본에 적용하려 한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호쇼 마
사오 외, 고재석 역, 『일본현대문학사』상, 문학과지성사, 1998, 138면.
136) 三好行雄, 竹盛天雄 編. 『近代文學』6, 東京: 有斐閣, 昭和52, 102면.
137) 平野謙 (外) 編, 『現代日本文學論爭史』下, 앞의 책, 55면 ; 미키 키요시는 이 글을 셰
스토프의 『비극의 철학』 번역이 나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었으며, 번역이 나온 후 거기
에 ‘셰스토프적 불안’이라는 말을 썼다고 한다. 가라타니 고진 외, 송태욱 역, 『현대 일본
의 비평』, 소명출판, 2003,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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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이루는 도스토예프스키론과 니체론, 그리고 서문은 두 역자에 의해 불
역본과 독역본으로부터 중역되었다. 역자들은 이 책의 내용이 독자들의 감
성과 지성 세계에 미치게 될 파괴력을 예상한 듯 역자 서문에서 셰스토프
를, 바라보기만 해도 돌로 변해버리는 그리스 신화의 고르곤(Gorgon)으로
지칭하고 있다. 또한 이 책 자체에 대해서는 ‘유독(有毒)한 책’이라고 표현하
고, 이 정도의 유독한 책을 중역까지 하여 소개하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한
악의(惡意)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이들 역자들은 돌로 변해버리는
일을 각오하고서라도 고르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전변
의 불가사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 역자들이 말하는, 셰
스토프의 모든 저작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절대 불안 가운데에서 ‘죽음으로
써 사는’ 비극의 비적(秘蹟)”138)이다.
이처럼 짧지만 강렬한 역자 서문을 달고 나온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
(비극의 철학)』(1903)은 『셰익스피어와 그의 비평가 브란데스』, 『톨스
토이와 니체의 가르침에 있어서의 선(善)』에 이은 셰스토프의 세 번째 저
서이다.139) 셰스토프의 저술 활동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투르게네프, 체홉, 니체,
입센 등에 대한 비평적 저술을 통해 그의 사상의 요체를 선보이기 시작했
다. 이외에도 그가 관심을 가진 인물들은 파스칼, 루터, 스피노자, 키에르케
고르, 후설 등이었으며, 후기의 저술로 갈수록 명백히 종교적인 사고의 본령
을 드러내었다. 그런데 그의 전 생애와 철학은 서구 이성주의, 즉 사변 철학
과 실증주의 과학의 ‘자명한 진리’와의 싸움이었으므로140) 그는 일찍부터
138) レオ ․ シェストフ, 河上徹太郞 阿部六郞 譯, 『悲劇の哲學』, 東京: 芝書店, 1934, 2면
; 이 책에서 저자명이 레프 셰스토프가 아닌 레오 셰스토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당시
서구에서 셰스토프의 이름이 ‘Leon Shestov’로 통용되기도 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유대
인인 셰스토프의 본명은 레프 이사코비치 쉬바르쯔만(Лев Исаакович Шварцман)이다.
139) 처음 『예술 세계』에 발표되었던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 (비극의 철학)』은 1년 후
인 1903년에 정식으로 출간되어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셰스토프의 전 작품 가운데 판을
거듭하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일본어와 중국어를 포함하는 8개국의 언어로 번역
되었다. 셰스토프 고유의 철학은 이 작품을 기점으로 시작된다고 말해진다. Леф Шестов,
Сочинения в двух томах, Том 1, (Москва ; Наука, 1993), С. 8. ; 이후 본 저작의 표기는
Сочинения (1, Наука)로 함.
140) Andrius Valevičius, Lev Shestov and His Times: Encounters with Brandes,
Tolstoy, Dostoevsky, Chekhov, Ibsen, Nietzsche and Husserl (New York: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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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주의, 반이성주의의 사도로서 널리 알려졌다.
사실 일본에서 셰스토프의 저작은 『비극의 철학』이 번역되기 훨씬 이
전인 1920년대 초반부터 소개되었다. 즉 대정 시기인 1923년에 번역된
『체홉 선집』의 말미에 셰스토프의 체홉론이 「허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역재된 바 있었다.141) 그런데 이제 소화 10년 즈음의 시기에 『비
극의 철학』의 등장은 역자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여파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셰스토프는 이 책의 서(序)에서 “과학과 도덕으로부터 거부당한 인간
에게 희망은 존재하는가? 즉 비극의 철학은 가능한가?”142)라고 묻고 있다.
이는 곧 삶의 진리나 이상주의적 가치 등 그동안 명확하고 굳건한 것으로
여겨왔던 모든 것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인간, 일체의 보편적인 가치
관의 붕괴를 경험한 인간에게 남아 있는 생의 가능성을 묻는 일이었던 만큼
당시의 지식인들의 정신에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지면에서 셰스토프가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의 저
작 속에 해답은 존재하지 않으며, 있는 것은 오직 질문뿐이라고 말하고 있
는 점은 이 책이 필연적으로 독자들 사이에 의견의 대립을 불러오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비극의 철학』은 불안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키
키요시 등이 내놓은 ‘초극’의 노력을 비롯하여 당시 지식인들의 ‘모형 정원
(箱庭) 식의 사고법’을 조소하고 말살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었
다.143) 그러나 사회의 진보와 이상에 대한, 그 근본에서부터의 가차 없는
비판은 일부 경향의 지식인들에게는 수용하기 어려운 관념 형태이기도 하였
다. 따라서 이른바 셰스토프 논쟁은 현대 일본 문학 논쟁사 가운데에서도
하나의 ‘에포크(epoch)’를 구분 짓는 논쟁으로서, 당시의 사상 ․ 철학계, 문
학계, 사회과학계의 인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144) 평론가
Lang, 1993), p. 1.
141) 日本近代文學館 編, 『日本近代文學大事典』4, 東京: 講談社, 1977, 341면.
142) “Вопрос : имеют ли надежды те люди, которые отвергнуты наукой и моралью, т. е.
возможна ли философия трагедии?” Леф Шестов, Сочинения в двух томах, Том 1 (Томск
; Водолей, 1996), С. 328. ; 이후 본 저작의 표기는 Сочинения (1, Водолей)로 함.
143) 平野謙 (外) 編, 『現代日本文學論爭史』下, 앞의 책, 424면.
144) 佐藤裕子, 「シェストフ哲學と日本のドストエフスキ-受容」, 『法政大學敎養部紀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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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노 켄에 따르면, 이 논의에서 셰스토프의 사상에 대해 긍정론을 편 인
물들은 대표적으로 마사무네 하쿠초(正宗白鳥),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
등이었으며, 부정론은 도사카 준(戶坂潤), 이타가키 나오코(板垣直子), 그리
고 그 중간에 아오노 스에키치(靑野季吉)나 미키 키요시가 위치해 있었
다.145) 이 가운데 『비극의 철학』 간행 직후의 반응으로서, 자연주의 작가
인 마사무네 하쿠초가 『독매(讀賣)신문』지상에 그 독후감을 기고하여
『비극의 철학』을 거듭 세 번 읽은 일을 밝히고, 이에 대해 평론가 고바야
시 히데오가 시평을 쓴 일은 ‘셰스토프 붐’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말해진다.146) 예컨대 고바야시 히데오는 「레오 ․ 셰스토프의 『비극의 철
학』」(1934.4)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레오 ․ 셰스토프의 『비극의 철학』(가와카미 데쓰타로, 아베 로
쿠로 공역)은 최근 나를 잊고 통독한 오직 하나의 문학적 논문이었
다.
이 유독한 책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한 악의라고
역자들은 말하고 있다.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독은 대단
히 효력이 있다. 물론 한 권의 책이 살아있는 인간을 죽일 수는 없
지만, 증오, 고독, 절망을 말하고, ‘가장 추악한 인간’과 그 문제만을
믿었던 작가의 말에는 어떻게 해도 없애기 어려운 힘이 있다. 작가
가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를 논하면서 도스토예프스키를 억지로 니
체에게 갖다 붙이고, 니체를 또 작가에게 갖다 붙이는 모습을 아마
나의 비평 상식은 불만스럽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작가가 박살내려
고 힘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식의 입장이라면, 불만이라고
말해봐야 소용없는 일인 것이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작
가에게 웃음거리가 되진 않겠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이 보
인다. 이 지구상에서 다만 한 번의 생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네는 불만이라든가, 만족이라든가, 따위의 말을 하는 한가한 남자
이다. 그보다는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틀리다고 생각
하는지, 확실히 대답해 보라. 세상의 이른바 희망도, 행복도 모두
國語學 ․ 外國文學編』, 東京: 法政大學敎養部, 2001, 188면.
145) 平野謙 (外) 編, 『現代日本文學論爭史』下, 앞의 책, 425면.
146) 平野謙, 「シェストフ体験 -昭和文學の可能性 Ⅶ」, 『世界』 , 東京: 岩波書店, 1972,
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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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다. 세상의 이른바 진리, 정의, 이상,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있어서도 안 된다고 나는 확실히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나에게는 그의 독을 묽게 할 힘이 없다. 확실히 대답하지 않
으면 안 된다. 모두 그대가 말하는 대로이다, 라고. 요즘 세상에 이
런 추악하고 괴이한 책을 읽게 해준 역자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자
한다.
レオ·シェストフ「悲劇の哲學」(河上撤太郞、阿部六郞共譯)、最近
われを忘れて通讀したたゞ一つの文學的論文であつた。
この有毒の書を世に紹介するのは、吾々の誠實な惡意である、と譯
者等は言つてゐる。大げさな言葉とは取るまい。毒はずゐ分利く。勿
論一冊の書物が生きた人間を殺すわけにはゆかぬ、が、憎惡、孤獨、
絶望を語り、「最醜の人間」とその問題とのみを信じた作者の言葉に
は、いかにも拔き難い力がある。作者がドストエフスキイとニイテェ
を論ずるに當り、ドストエフスキイを無理矢理りニイテェに近づけ、
ニイテェを又作者に近づけてゐる樣を、恐らく僕の批評常識は不滿と
するであらう。倂し作者が撲殺しようと努めてゐるものが、まさしく
さういふ常識の立場ならば、不滿だと言つても始らぬ樣なものだ。そ
れは一體なんだらう。いや作者に笑はれまい、彼はかう言つてゐる樣
にみえる、この地球にたつた一度の生を享けてゐる癖に、君は不滿だ
とか滿足だとかなんといふ暇な男だ、それよりも俺の言つてゐる事は
正しいと思ふか間違つてゐると思ふかはつきり答へろ、世の所謂希望
も幸福もみな噓だ、世の所謂眞理、正義、理想、そんなものはない、
又あつてはならぬと俺ははつきり書いてゐるのだ、と。僕には彼の毒
をうすめる力がない。はつきり答へなくてはならぬ、何も彼も君のい
ふ通りだと。今時かういふ醜怪な本を讀ませてくれた譯者にお禮を言
つて置かおと思ふ。147)

이처럼 고바야시는 셰스토프의 사상 자체와 그 사유의 전개 방식 및 표
현 기법이 보여주는 독창성, 대담성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 즉 그가 보기
에 자신만의 사유의 전개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 기존의 경계는 셰스토프와
는 무관하다. 그런 의미에서 셰스토프가 맞닥뜨린 ‘비극’이란 하이데거가 말
147) 小林秀雄, 『小林秀雄全集』3, 東京: 新潮社, 2001, 96-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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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無)’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베르그송이 파악한 ‘생’에 지나지 않는다
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면, 기존 철학이 갖는 한계를 자각하여 그 한계를 파
괴하려고까지 하는 셰스토프에게는 무의미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결국 이 글에서 고바야시는 셰스토프의 사상의 내용에 비추어 리얼리즘 논
의가 한창인 일본 문학계의 상황을 반추하기에 이른다. 즉 그는 사회의 진
보에 보조를 맞추려고만 하고 그 진보 자체를 냉소하지 못하는 리얼리즘,
현재 존재하는 모든 우열, 불행, 고통을 미래 때문에 시인하지 못하는 리얼
리즘 정신에 의혹을 품는다. 여기서 인간의 거대한 불행과 좌절에 주목하는
태도를 셰스토프식의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셰스토프의 리얼리즘
정신’과 ‘문학적 리얼리즘’은 대비된다.148) 이와 같이 셰스토프의 『비극의
철학』은 당시의 프롤레타리아문학 진영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논의와 그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근본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측면을
갖고 있었다.
한편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미키 키요시는 「셰스토프적 불안에 관하
여」에서 ‘불안’에 대한 탐구를 이어나갔다. 불안을 단지 사회적, 객관적 정
세의 영향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는 셰스토프의 사상
이 실존철학인 하이데거나 야스퍼스, 키에르케고르의 철학 등과 공통점을
갖는 것으로 보고, 철학적 관점에서의 정연한 해설을 시도했다. 그에 따르
면, 현대의 실존 철학은 리얼리티의 문제를 기존의 형이상학에서처럼 실존
과 현상, 본질과 가상, 하는 식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셰스토프 역시 그러한
구분 대신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것이라는 범주 아래에서 사고한다. 그
리고 비일상적인 것의 편에서 사람들이 보통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
상적인 것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한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의 철학’만이 아
니라 셰스토프가 비판하는 과학이나 이성, 가령 마르크스주의 또한 현실에
대해 똑같이 분노하고 항의하지 않았는가, 라는 흥미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미키 키요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 대한 과학이나 이성의 항의가 비합리성에 대한
148) 위의 책, 105-1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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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의 항의라고 한다면, 비극의 철학의 그것은 반대로 합리성에
대한 비합리성의 항의이다. 앞의 것은 어디까지나 동일한 세계의 차
원에 있어서의 싸움이다. 그러나 뒤의 것은 지상과 지하라는 다른
차원에서의 싸움이다. 따라서 이 경우 비합리성은 합리성의 잉여 같
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이 굳건하
게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지반이 돌연 갈라져 심연이 열린 것을
느낄 때, 이 불안이라는 밝은 밤의 가운데에서 일상은 존재하지 않
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유일한 현실로서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원래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어디까지나 비존재(非存在)
이다. 즉 그때 우리들은 현실의 영역을 떠나 ‘영원한, 근원적인 비
존재’에 가까이 간다. 그러나 이 비존재 혹은 무(無)야말로 유일하게
진실로 우리들에게 관계되는 것으로서, 현실과의 모순에 있어서 그
리얼리티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계는 깊다.
낮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깊다’(니체). 현실은 일상성의 철학이 생각
했던 것보다도 훨씬 깊다.
然しながら科學や理性の現実に対する抗議が合理性の非合理性に対
する抗議であるとすれば、悲劇の哲學のそれは反対に非合理性の合理
性に対する抗議である。前のものはどこまでも同じ世界の次元におけ
る争である。然るに後のものは地上のものと地下のものと、異る次元
のものの争である。従ってこの場合非合理性は合理性の剰余というが
如きものでないことが理解されねばならぬ。我々がしっかり立ってい
ると思っていた地盤が突然裂け、深淵が開くのを感ずるとき、この不
安の明るい夜のうちにおいて日常は無いと思っていたものが唯一の現
実として我々に顕わになる。このものは固より日常的な意味ではどこ
までも非存在である。即ちそのとき我々は現実の領域を去って「永遠
の、根源的な非存在」に近づく。然しこの非存在もしくは無こそ、唯
一の、真に我々にかかわるものとして、現実との矛盾においてそのリ
アリチィの証明を要求せずにはおかないものである。「世界は深い、
昼が考えたよりも深い。」（ニイテェ）現実は日常性の哲學が考えた
よりも遥かに深い。149)

여기서 미키 키요시가 셰스토프 사상에서의 항의와 투쟁이 현실에 대한
149) 平野謙 (外) 編, 『現代日本文學論爭史』下, 앞의 책,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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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의 투쟁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심연’의 드러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점은 『비극의 철학』의 요체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실의 인간’에 대한 셰스토
프의 이해를 중심으로 ‘개별자(個別者)’, ‘존재적 중심’, ‘이심성(離心性)’, ‘거
리(距離)의 파토스’ 등의 개념을 통해 정리하였다. 미키 키요시의 이러한 해
설은 당시의 조선 문단 및 지식계에서 셰스토프 및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이해의 원천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셰스토프의 사상에서 상식이나 관습, 과학, 이성 등은
보편성, 필연성, 자명성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말해지며, ‘지하실의 인간’은
그러한 개념들에 항의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개별적인, 살
아있는 인간’의 상징이다. 그리고 과학이 개별자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으며,
종래의 이성의 철학, 관념론 철학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무능력한 데
비해, ‘비극의 철학’만이 개별자의 문제에 주목한다. 또한 미키 키요시는 ‘지
하실의 인간’을 “인간의 본래의 존재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셰스토프
의 비극의 철학은 인간을 그 일상성으로부터 그의 본래의 존재 가능성인 지
하실의 인간에게로 데리고 가려 한다”150)고 말한다. 이처럼 ‘지하실의 인간’
이 다른 ‘가능성’으로 말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한 존
재론적인 차원의 새로운 인식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미키 키요시는
여기서 ‘이심성’의 문제를 말한다. 즉 모든 생명이 ‘존재적 중심’을 가진다고
할 때, 한편으로 인간은 세계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해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심성’을 갖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이심성은 인간이 주변의 사회와 조화되어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으며, 조화가 깨진 후, 사회와의 모순 속에서 이심적인 상태에 이르고, 그
때 찾아오는 것이 불안이다.

그런데 인간이 이심적(eccentric)이라는 것, 그 객체적인 ‘존재적
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그 ‘존재론적 중
심’이라고 할 만한 것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또 그것을

150) 위의 책, 60면.

66

정립할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주변 사회와 조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사이에는 그 필요성은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
면 그때 그가 주체적으로 정립해야 할 ‘존재론적 중심’은 세계에 있
어서 그의 ‘존재적 중심’에 상응하여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 인간은 이심적(eccentric)이지 않다. 그의
생활은 평형과 조화를 가지고, 죽음의 불안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
에 반해, 그 자신과 주변 사회와의 사이에 모순이 느껴질 때, 앞에
서 말한 것 같은 그의 자연적인 중심은 상실되고, 불안은 그의 몫이
된다. 불안이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명확하다. 이
불안에 있어서 그가 주체적으로 자기가 서 있는 곳을 자각할 때, 그
가 원래 무(無)의 위에 서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ところで人間がエクセントリックであるということ、その客体的な
「存在的中心」から離れるということは、人間が主体的にその「存在
論的中心」とも云うべきものを定立せねばならぬということ、またこ
れを定立する自由を有す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る。彼が周囲の社
会と調和して生活している間はその必要は感ぜられないであろう。な
ぜならそのとき彼が主体的に定立すべき「存在論的中心」は世界にお
ける彼の「存在的中心」に相応していわば自然的に定められているか
らである。このような場合人間はエクセントリックでない。彼の生活
は平衡と調和を有し、死の不安も顕わになることがない。これに反し
て彼自身と周囲の社会との間に矛盾が感ぜられるとき、彼の右の如き
自然的な中心は失われ、不安は彼のものとなる。不安が社会的に規定
される方面のあることは明かである。この不安において彼が主体的に
自己の立っているところを自覚するとき、彼が無の上に立たされてい
ることが顕わになる。151)

그리고 인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이 지점이다. 불안은 ‘무(無)’를 인
식하게 하며, ‘무(無)’는 죽음인 동시에 가능성, 즉 생(生)이 된다. 이는 다름
아닌 ‘무의 변증법’으로서, 미키 키요시는 “세계도 물론 운명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은 외적 운명이며, 이 같은 ‘필연성’에 대응하는 본래의 운명,
무(無)는 오히려 ‘가능성’이고, ‘자유’이다”152)라고 말한다. 이제 남은 것은
151) 위의 책, 6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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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대로 ‘존재론적인 중심’의 주체적인 정립이다. 미키
키요시는 인간이 ‘지하실’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며, ‘지하실’을
통과한 인간이 ‘새로운 윤리를 확립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언한다.153) 즉 그
는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있어서는 ‘지하실의 인간’을 세계로 나아가게 할 새
로운 윤리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 문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언급되는 행동하는 인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
는데, 미키 키요시의 주장은 ‘행위하는 인간’의 새로운 타입을 창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을 검토할 때, 문제적인 부분은 미키 키요시가 『지
하로부터의 수기』에서의 해당 대목을 어찌된 일인지 잘못된 번역을 통해
인용, 이해하고 있는 점이다. 도스토예프스키가 1864년에 발표한 이 작품의
제1부 첫 장에서 “악한 인간도, 비열한 인간도, 정직한 인간도, 영웅도, 벌
레도 될 수 없었던”, 즉 아무것도 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주인공은 “19세기
의 현명한 인간”에 대한 자기만의 규정을 내린다. 그에 따르면, 19세기의
현명한 인간은 정신적으로 성격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반면 성격이
있는 인간인 활동가는 속 좁은, 제한된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성격이 없는 인간’과 ‘활동가’의 대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작품에서 작가 체르니셰프스키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활동가’의 이미지는
이러한 규정 이후 매우 부정적으로 그려지게 된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대
로 미키 키요시의 서술에서 ‘19세기의 인간’은 ‘성격이 없는 인간’이자 ‘행위
하는 인간’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 그는 “무엇 때문에 모든 행위 하는 인
간은 ‘성격이 없는’ ‘제한된’ 존재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154)라고 묻는
다. 「불안의 사상과 그 초극」에서도 새로운 인간 타입의 창조를 주장했던
미키 키요시의 관심은 결국 ‘행위 하는 인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
대 이 새로운 인간은 ‘지하실의 인간’과 같이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항의하
면서도, 현실을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기 위해 과학이나 이성으로 무장된
152) 위의 책, 63면.
153) 綾目広治, 「不條理をめぐる論爭から: シェストフ論爭と『異邦人』論爭」, 『昭和文學
硏究』, Vol. 64, 昭和文學會, 2012, 2-3면.
154) 平野謙 (外) 編, 『現代日本文學論爭史』下, 앞의 책,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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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다.
이처럼 미키 키요시가 그 실제적인 성취에 스스로 의문을 품으면서도 이
론적으로나마 “필연성과 가능성의 종합으로서의 ‘현실성’에 도달하는 일”을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변증법적인 사고의 산물
이다.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잘못된 인용과 관련 없이 이러한 결론이 도
출되었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지만, ‘행위 하는 인간’의 의미와 관련해서만
은 미키 키요시는 도스토예프스키나 셰스토프의 의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극의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차원이
다른 심연의 열림에 대해 적절한 해설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과
학이나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유형을 말함으로써 도스토예프스키나 셰
스토프 사상을 받아들이는 그 기본적인 인식의 자리를 짐작케 한다. 한편
‘활동가’와는 별개로 ‘성격이 없는 인간’ 유형은 이른바 ‘무성격자(無性格者)’
라는 용어로서 표현되어 이후 일본에서의 셰스토프 관련 글들에 거듭 등장
하게 된다.155)
미키 키요시의 글에 뒤이어 발표된 「「문장(紋章)」과 「비바람 강하리
라」를 읽다」(1934.10)에서 다시 고바야시 히데오는 셰스토프의 사상과 세
간에 미치는 그 영향 등에 대해 중요한 언급을 한다. 그에 따르면, 미키 키
요시의 논문 「셰스토프적 불안에 관하여」는 정작 자국에서의 ‘셰스토프적
불안’의 사회적 원인을 구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 지상에서 한 대
학교수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셰스토프 자체도 철학, 과학, 도덕,
예술 등 모든 분야를 비웃고, 건전한 상식인의 신념을 말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계급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의 대상이 되었
다. 그러나 고바야시는 그러한 견해에 의아함을 표시한다. 즉 몇 가지 측면
에서 그가 파악하기에 셰스토프는 일본의 인텔리겐챠들에게 그렇게까지 환
영받고 있지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인텔리겐
챠들은 관념적이고 극단적인 셰스토프의 사상을 진정으로 수용하고 영향을
받을 만큼의 ‘관념적인 기갈’을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55) 이 ‘무성격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69

이것이 고바야시가 생각하는 일본 인텔리겐챠의 대체적인 실상이다.
또한 고바야시는 미키 키요시의 글에 대해서는 셰스토프나 도스토예프스
키에 대한 접근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분석적이었던 점에 오히려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분석을 통해 오히려 셰스토프의 사상은 하이데
거나 키에르케고르 등의 사상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전문(專門)의 차이겠지만, 셰스토프
라고 하는 인간에게 일어난 비극의 장소와 그의 책을 읽은 미키씨에게 일어
난 비극의 장소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 나는 놀란다.”156) 라고 말함으로써
미키 키요시의 접근과 감응의 방식이 본질적으로 셰스토프의 세계와 일치하
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바야시는 미키 키요시가 말한 바대로 셰스
토프의 사상이 사실상 단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철학의
생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로 거의 아이
가 사용하는 말처럼 대담하고 순수한 것이다.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서 문학 이전의 거친 정열이 느껴지듯이, 나는 셰스토프의 논문에서
철학 이전의 숨결을 느낀다.” 라고 계보를 갖지 않은 그 생생하고 야성적인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셰스토프라는 인물은 ‘비극주의자’도
‘불안의 선전가’도 아닌, “다만 당시의 사회 불안의 한가운데에 대담하게 몸
을 눕힌 한 남자”157)인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셰스토프와 『비극의 철학』을 둘러싼 논의에서 대표적인 비판적
입장으로 분류되는 여성 평론가 이타가키 나오코는 「셰스토프 부정론」
(1935.1)에서 셰스토프 사상의 기본적인 관점, 내용, 논리 등 모든 측면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그가 파악한 셰스토프는 철학자 내지 사상가
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못한 인물로서, 오로지 부정적, 허무적인 세계
관을 갖고 경험에 기반하여 독단적인 염세론을 펼 뿐이다. 따라서 이타가키
의 관점에서 셰스토프의 사상이란 사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닌 것으로,
그는 이러한 셰스토프 사상의 내용에 대해 한마디로 “그는 일체를 부정한
다”158)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상의 모태로서는 혁명이라는 건설적
156) 小林秀雄, 『小林秀雄全集』3, 앞의 책, 206면.
157) 위의 책, 208면.
158) 平野謙 (外) 編, 『現代日本文學論爭史』下, 앞의 책,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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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의 한편으로 허무에 빠진 인간군이 존재하는 제정 말기의 러시아의
상황을 지목했다. 따라서 후일의 저작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타가키의 「셰
스토프 부정론」은 말 그대로 셰스토프를 부정하고, 그 사상의 심취자들을
경고할 목적에서 쓰인 것이다.159)
이타가키는 구체적으로 셰스토프의 글 가운데 셰익스피어, 체홉, 도스토
예프스키에 대한 견해들을 검토하고, 셰스토프가 이들 각각의 예술과 개성
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절망 일색으로 덧칠해 바라보고 있다고 말한다. 그
러나 이타가키의 지적에 수긍할 만한 점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의 관
점 역시 일정한 진보적 편향성을 갖고 있어 셰스토프가 말하고자 한 본뜻에
귀를 기울일 만한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견해로서, 그 문학이 그리스도교적인 인도주의를 보
여주고 있는 점 등에서 사상적으로 극히 단순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다. 또한 도스토예프스키가 한 시대 전의 인물로서 진부한 리얼리즘
의 문학적 방법을 구사한다면, 이에 비해 발자크 등의 방법은 훨씬 근대적
이라고 본다. 셰스토프가 가장 강조한 『지하로부터의 수기』에 대해서는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축소함으로
써 셰스토프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셰스토프 부정론으로서, 유물론 철학의 입장에 섰던 철학자 도
사카 준의 견해는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대로 일본에서의 셰스토프 현
상에 대해 매우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준 경우이다. 그는 「셰스토프적 현상
에 관하여」(1935.1)에서 미키 키요시가 말하지 않았던 일본에서의 셰스토
프 현상의 본질을 지적했다.

정말로 현재 의미를 갖는 것은 꼭 셰스토프의 사상이 아니라 바
로 ‘셰스토프적인 것’이며, 예를 들면, ‘셰스토프적 불안’이라든가,
셰스토프적인 평론의 구조라든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아가 사실
은 꼭 셰스토프적일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결국 현대에 있어서 사
상의 에어 포켓160)(그러나 사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근본 문제
159) 板垣直子, 『現代の文藝評論』, 東京: 第一書房, 1942, 42면.
160) ‘에어 포켓(air pocket)’은 항공기를 급강하하게 하는 난기류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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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것을 미리 주의해 두자)을 충족시켜야 할 어떤 ‘그럴듯한
것’만 있다면 좋은 것으로, 예를 들면, 불안의 문학이라든가(이것은
사상의 내용 없음을 무리하게 내용화한 것이다), 현실이라든가(이것
은 또 편리한 말 아닌가), 성실이나 진실이라든가(아주 박약한 범주
이지만), 대략 그러한 세계적 현실성(괴테의 파우스트라면 제1부에
서는 아니고 제2부에서 처음 테마로 된다)에 있어서 희박한 에테르
적 물질(?)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일본에서 셰스토프
의 본질이라고 말해도 좋다.
というのは、実際現在意味を持っているのは、必ずしもシェストー
フその人の思想ではなくて、正にシェストーフ的なものであり、例え
ば、「シェストーフ的不安」だとか、シェストーフ的な

評論の構え

とかいうものであり、そして之は更に実は必ずしもシェストーフ的な
ものそのものである必要さえもないので、つまり現代における思想の
エーヤポケット（倂し思想というものが何を意味するかに根本問題が
あるということを予め注意しておこう）を充たすべき惑る尤もらしい
ものでさえあればいいので、例えば不安の文学とか（之は思想の無內
容そのものを無理に內容化したものだ）、現実とか（何と又之は都合
のいい言葉ではないか）、誠実とか真実とか（全く薄弱な範疇だ
が）、凡そそうした世界的現実性（ゲーテのファウストならば第一部
にはなくて第二部で初めてテーマになるものだ）において稀薄なエー
テル的サブスタンス（?）が必要なのである。之こそ現代の日本にお
けるシェストーフそのもの本質だと云っていい。161)

이 글에서 눈에 띄는 ‘사상의 에어 포켓’과 ‘에테르적 물질’은 셰스토프 현
상을 설명해내는 핵심적인 어휘이다. 즉 도사카 준은 일본의 문학계 내지
지식계의 현 상황을, 사상을 무용시하고 경멸하거나, 새로운 사상을 갈망하
고 요구하는 등의 현상이 벌어지는 ‘사상의 에어 포켓’ 상태로 본다. 이는
물론 일본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최근의 몰락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도사
카 준은 이러한 맥락에 주목하고 있다. 가령 ‘사상거부증’ 환자들은 문학이
나 철학을 구하기 위해 과학, 논리, 이론, 사상 등에 대한 믿음을 버리기 시

161) 戶坂潤, 『戶坂潤全集』4, 東京: 勁草書房, 1966, 79-80면.

72

작했다. 그리고 이성 혹은 합리성에 대한 거부는 생(生)의 철학의 이름 아래
서 권위를 획득하기 시작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상의
진공 상태라고도 할 이러한 상황을 채우며 나타난 것이 셰스토프 사상이라
는 ‘에테르적 물질’이다. 그런데 ‘에테르’라는 표현은 존재하고는 있지만 사
실상 의미 있는 내용은 갖지 않는, 허깨비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도사카 준은 셰스토프 사상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
면, 내가 읽은 한에서는 셰스토프라고 하는 인물의 사상은 한 나라의 저널
리즘을 들썩이게 할 문제가 되기에 충분할 만큼 중대성이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셰스토프 사상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셰스토프적인 것’으로 표상되는 현상이다. 그는 셰
스토프 사상의 소개와 유행 자체는 다분히 우연성과 주관성에 의해 지배되
었다고 본다.
이처럼 도사카 준은 셰스토프의 사상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대로 그 내용적 측면은 거의 논의하지 않는다. 오직 다음과 같은 부
분에서 셰스토프 사상의 의미와 의의에 대해 잠시 묻고 있다.

보통 셰스토프의 철학은 불안의 철학으로 소개된다. 어떤 사람은
이를 하이데거의 철학과 같은 것으로서 섭취하고 내뱉으려 한다. 그
러나 셰스토프에게 과연, 예를 들면, 불안을 통해 인간의 본래적 존
재를 해명하려는 적극적인 ‘구제’가 있을까. 내가 아는 한에서는 이
점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불안의 철학이라고 한 마디로 말해도 그
의미는 거의 넌센스에 가까운 것으로, 불안을 극복하는 철학 안의
불안에 관해 지껄이는 철학인 것인지, 불안을 말하고 안심하는 철학
인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셰스토프의 철학은 독
자를 불안의 심연까지 데리고 가 거기에서 독자를 떼치고 오는 철
학으로 보인다. 실은 여기에 니힐리스틱한, 혹은 아니키스틱한 탁월
함이 있어 마찬가지로 사상의 퇴조기에 공허함을 메우는 역할을 하
는 종교부흥 등과 비교하여 비속함이 훨씬 적은 이유인 것이다.
普通シェストーフの哲學は、不安の哲學として紹介されている。或
る人は之をハイデッガの哲學と均等して摂取し吐き出そうとする。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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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シェストーフに果して、例えば不安を介して人間の本来的存在を解
明しようというような積極的な「救済」があるだろうか。私の知る限
りではこの点が疑わしいものだ。不安の哲學と一口に云ってもその意
味は殆んどナンセンスに近いので、不安を克服する哲學のなかの不安
についてお喋舌りをする哲學なのか、不安を說いて安心する哲學なの
か、一向判らない。倂し少なくともシェストーフのは、読者を不安の
淵までつれて行きそこから読者をつき離す処の哲學であるように見受
けられる。実はここにニヒリスティクな或いは又アナーキスティック
な卓拔さがあるのであって、同じ思想の退潮期の穴埋め材料としての
宗敎復興などに較べて、卑俗さが遙かに少ない所以なのである。162)

결국 사회적 불안 상태를 사상의 결락 상태로 이해하는 도사카 준은 현
재의 그러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불안’이라는 ‘레테르’가 아니더라도 ‘행
동주의’, ‘네오 로만티시즘’, ‘네오 휴머니즘’ 등 어떤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한
다. 다만 셰스토프 사상이 가진 것은 그 특유의 문학주의적인 특성으로서
철학상, 사상상으로는 ‘넌센스’에 해당되지만, 일반 독자들에게는 커다란 호
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셰스토프적
현상은 도사카 준에게는 “시간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도착적인”163) 현상으
로 비친다. 즉 그의 견해로는, 셰스토프 사상이 배태된 상황으로부터 삼십년
의 시간이 지나, 러시아로부터 프랑스를 거쳐 일본에 수입되어 나타난 현상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도착적인 현상으로서의 셰스토프 사상의 안착이
이루어진 사회적 배경은 그의 눈에는 너무도 명백한 한편으로, 문학의 정치
로부터의 이탈이 셰스토프 유행과 관련되는 점이야말로 문제적인 사실로 간
주되고 있다.
이처럼 도사타 준의 논의에 이르러 셰스토프의 유행이 부정적인 관점을
통해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의미가 분명해진 측면이 있다면, 아오노
스에키치의 경우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명쾌한 해석을 제시하는 대신 이
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서 고찰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프롤레타리아문
학 운동의 중심적 이론가이자 행동가라 할 아오노가 「『비극의 철학』에
162) 위의 책, 84-85면.
163) 위의 책,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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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노트」(1934.9)의 서두에서 우선 ‘혼(魂)’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주
목할 만하다. 평소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평론들을 적지 않게 접해 온 그
로서는 인간의 혼의 내부로 무섭게 파고 들어가는 셰스토프의 방식은 낯선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다. 물론 그는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셰스토프의 고
찰이 한 인간의 계급적, 사회적 실상을 규명하지 않음으로써 불충분한 접근
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한 어조로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에트의 비
평가들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삶과 예술을 다루면서 “자기의 혼의 문제로서,
자기의 혼의 현실에 비추어 관찰하지 않는”164) 점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소비에트 비평가들의 문제는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
의 문제이기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런 점에서 자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아오노 스에키치가 『비극의 철학』으로부터 받은 충격
은 인간 정신의 깊은 곳을 문제 삼는 셰스토프의 방식을 통해 일본의 현 상
황을 새삼스럽게 직시하게 된 때문으로 보인다. 즉 아오노는 자신의 충격의
이유를 “우리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조건이 다분히 절망적이고, 우리들의
마음은 내성적으로 되어 얼마간 회의적으로까지 되고 있기 때문”165)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아오노가 사회적 문제이자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로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상주의의 문제이다. 그는
셰스토프가 말한, 비극의 철학이 시작되는 곳이 이상주의의 붕괴의 지점이
라는 내용에 주목한다. 추구했던 이상이 한낱 허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경악할 때, 아오노가 인용하는 셰스토프의 표현대로, 회의의 마음은 오
래된 공중누각의 벽을 일거에 파괴한다.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나 니체만큼
한때의 극단적인 이상주의자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역시 이상주의의 ‘꿈’을
쫓아 왔으며, 이제 상황은 달라진 것이다.

그 우리들이 지금, 이상주의의 허위나 죄악을 분명히 응시하지 않
으면 안 되는 경지에 처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인간은 방법론적인 하나의 법칙을 위해 자기의 발판을 잃게 되
164) 靑野季吉, 『文藝と社會』, 東京: 中央公論社, 1936, 154면.
165) 위의 책,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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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을 바라지 않는다.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발판을 잃는
일이 회의의 시작인 것이다.”라고 셰스토프는 말한다. 지금 우리들
은 발판을 상실하려 하고 있다. 우리들의 탐색의 눈은 안으로 향하
고 있다.
そのわれわれがいま、理想主義の虛僞や罪惡をはつきりと見詰めざ
るを得ない境地におかれたのではないかと思ふ。
「人は方法論的な一法則のために自分の足場を失ふ樣なことを欲し
ないものである。事實は寧ろその反對だ。足場を失ふことが懷疑の始
まりなのである。」とシェストーフのは云ふ。いまわれわれは、足場
を失ひかけてゐた。われわれの探索の眼が內へ向いてゐる。166)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오노 스에키치는
인간이 완전히 이상주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진리, 정의, 이상 등에 대한 환영을 깨트리고자 하는 셰스토
프에게서도 이상주의의 흔적을 찾아내고 있다. 예컨대 셰스토프는 ‘비극의
철학’의 출발점으로서 온전히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인간
이 처한 막다른 상황을 이야기했다. 아오노는 여기서 죽는 일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심정 속에 이상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판단
한다. 또한 ‘비극의 철학’의 ‘마지막 말’로서 셰스토프가 말한, “엄청난 불행,
엄청난 추악, 엄청난 좌절에 대해 외경심을 갖는 일”, “생의 모든 괴물을
‘물자체(物自體)’의 영토로, 선험적 종합 판단의 한계의 피안으로 끌고 가지
않고, 괴물들을 중시하는 일!”167)이라는 부분에서도 그 ‘외경’과 ‘중시’라는
표현으로부터 이상주의의 그림자를 지적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맞서야
할 대상으로서, 거짓 없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
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비극적인 현재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말들로 볼

166) 위의 책, 157-158면.
167) “엄청난 불행, 엄청난 추악, 엄청난 좌절에 대해 외경심을 갖는 일”이라는 첫 인용문의
원 출처는 니체의 『짜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이다. 또한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두
번째 인용문에서 ‘괴물’은 러시아어 원문에 의하면, ‘공포’, ‘두려움’으로 직역할 수 있다.
아오노 스에키치가 주목한 ‘외경’ 및 ‘중시’는 동일하게 ‘уважать!(경의를 표하라/존중하
라!)’이다. 위의 책,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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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런 만큼 이로부터 배후에 있는 이상주의적 자세를 읽어내는 것
은 마르크스주의 운동에 투신했던 아오노 스에키치의 인간의 ‘이상’의 문제
에 대한 깊은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어서 아오노는 사회 개조의
문제와 비극의 상관성에 대해 언급한다. 즉 어떠한 사회 개조도 삶으로부터
비극을 추방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 그의 답은 사회 개조를 기도

하는 입장에서도 비극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점, 또한 그럼
에도 그러한 사실이 사회 개조가 방기되어도 좋은 논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생경한 사유의 방식을 보여주는 셰스토프의 철학 앞에서 아
오노 스에키치의 반응은 마르크스주의자로서의 기본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도, 일본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 근원적이고 거침없는 언설에 동요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식인의 경우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전적인 긍정도, 전
적인 부정도 할 수 없는 흔들리는 내면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의 ‘불안’ 논의는 애초에는 프랑스의
벵자맹 크레미외의 『불안과 재건』이나 하이데거 등의 서구 철학을 논의의
근거로 하는, 전후의 서구 상황에서 비롯된 불안 정신에 대한 탐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배경은 미키
키요시의 말을 빌린다면, 사회적 불안이 정신적 불안이 되고, 나아가 내면화
되기 시작한 일본의 현실 자체에 있었다. 그런데 셰스토프의 『비극의 철
학』의 번역을 계기로, 불안으로 표상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 속에서의 지
식인의 내면의 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현실 직시의 자세와 맞닥뜨리게
된다. 따라서 이른바 셰스토프 논쟁의 진정한 의의는 셰스토프 철학에 대한
해석과 이해에서보다 당시의 지식인들의 정신 상황을 속속들이 드러나게 한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시 한 번 정리한다면, ‘불안’ 및 셰스토프를 둘러싼 논의에는 크
게 보아 두 가지 의문 사항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다름 아닌 셰스토프의 철학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셰스토프가
불안, 절망, 허무의 선전자인가, 아닌가가 가장 첨예하게 문제시 되었다. 이
에 대해 셰스토프를 ‘비극주의자’도, ‘불안의 선전가’도 아니라고 한 고바야
시 히데오 외에도 『비극의 철학』의 역자 중의 한 사람인 아베 로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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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스토프 자신은 때때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은 종류의 암흑이나 절망의
사상가가 아니라, 오히려 최후까지 절망하지 않는 자의 대변자이다. 그의 사
상의 본질은 허무의 체념이 아니라, 허무로부터의 창조이다”168)라고 말하였
다. 반면 이타가키 나오코와 같은 인물은 40년대 초반에 펴낸 저술에서도
“경향으로서는 현대의 ‘실존 철학’에 통한다고 해석되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강한 부정의 정신이 보일 뿐이다”169)라고 정리하여, 그 부정의 정신에 혐의
를 거두지 않았다. 다음으로 또 다른 한 가지 의문은 자신들의 자리를 돌아
보는 보다 내면적, 성찰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불안’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불안 의식인가, 라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로 엇갈린 평가들이 존재한다. 가령 ‘불안’ 논의를 무조건적으로 평가 절하
하려는 태도 이외에, 다른 방향에서의 비판은 고바야시 히데오가 보여주었
다. 불안의 영향을 걱정하기보다 불안과 절망의 문제를 진정으로 대면할 때,
아마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깨트리고 나갈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인텔리겐챠들에게는 불안과 절망의 문제에 대한 절박하고 진
정한 대면의 자세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프로문학 진영
의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도 ‘불안의 문학’에 대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만큼 불안해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불안을 가장하여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170) 그런데 이러한 견해들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결국 당시의 마
르크스주의 운동이 처한 상황이나 문학과 정치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각양각색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불안’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깊이로 존재
하는 것은 아니었다.

168) 平野謙 (外) 編, 『現代日本文學論爭史』下, 앞의 책, 74면.
169) 板垣直子, 『現代の文藝評論』, 앞의 책, 40면.
170) 히라노 겐, 고재석 ․ 김환기 역, 『일본 쇼와문학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186면
; ‘막연한 불안’ 때문에 자살한다는 유서를 남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일본문학사에서
‘불안’과 관련하여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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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극의 철학』과 도스토예프스키 이해의 새로운 국면
: 도스토예프스키의 ‘신념 재생’ - 지반의 상실 : ‘비극의 철학’의 시작 - 삶이 죽음,
죽음이 삶 : 가치 전도의 메커니즘 - ‘무성격자’와 ‘활동가’ - 고바야시 히데오의
‘지하의 인간’ 이해 - 일본에서의 셰스토프 : 사상의 현실성, 비극의 현재성 - 전향
의 시대와 도스토예프스키 문학 - 앙드레 지드, J. M. 머리, 고바야시 히데오의 도
스토예프스키 비평 - 의식의 전변과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새로운 이해

앞 절에서 밝혔듯이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에 관한 두 부분으로 구성된
『비극의 철학』에서 두 거대한 정신의 근저를 탐색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
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신념 재생’의 문제이다. 셰스토프는 우선적으로
도스토예프스키의 경우로부터 이 용어를 끌어내고 있다.171) 셰스토프가 보
기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삶과 문학에서 일어난 ‘신념 재생’은 비범하고 흔치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크게 보아 이상주의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그의 신념
이 어느 순간 과거의 것으로서 사라져 완전한 정신적 전변의 상황을 이루었
기 때문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과거의 신념, 벨린스키의 그룹에 처음 들어갔
던 젊은 시절에 그가 믿었던 것으로부터는 어떤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사람들은 보통 몰락한 우상을 역시 신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황폐한 사원도 여전히 사원으로 여기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일
찍이 숭배했던 모든 것을 태워버렸던 것은 아니지만, 진흙 속에 짓
밟아 넣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예전의 신앙을 단지 증오했을 뿐만
아니라, 경멸했다. 문학사에서 그러한 예들은 드물다. 도스토예프스
키를 제외하면 최근에는 오직 니체만을 들 수 있을 뿐이다.172)

171) 도스토예프스키는 1873년의 『작가의 일기』에서 “나의 신념 재생(перерождение убеждений)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그렇게 흥미롭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다. 셰스토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문장을 본문의 맨 처음에 인용
하고 있다. Леф Шестов, Сочинения (1, Водолей), Там же, С. 329. ; 이후 이 책에 포함
된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 (비극의 철학)』에서의 인용은 본문의 괄호 안에 면수만 표
기함.
172) 이후 『비극의 철학』과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러시아어 인용의 번역은 본 논자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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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 прошлых убеждений Достоевского, от того, во что он веровал
в молодости, когда впервые вошел в кружок Белинского, не осталось ни следа. Обыкновенно люди считают поверженных кумиров
все же богами и оставленные храмы ― храмами. Достоевский же
не то что сжег ― он втоптал в грязь все, чему когда-то поклонялся. Свою прежнюю веру он уже не только ненавидел ― он презирал ее. Таких примеров в истории литературы немного. Новейшее
время, кроме Достоевского, может назвать только Ницше. (331)

이러한 상황의 제시는 필히 도스토예프스키의 정신의 내밀한 부분에 대
한 탐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셰스토프는 그 탐색의 작업을 도스토
예프스키의 주요 작품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펼쳐 보이는데, 특히 『지하로
부터의 수기』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도스토예프스
키의 문학 세계는 이 작품을 경계로 두 시기로 구분된다. 즉 제1의 시기는
『가난한 사람들』(1846)로부터『죽음의 집의 기록』(1860-1862)까지의
시기이며, 제2의 시기는 『지하로부터의 수기』(1864)에서 시작하여 1880
년의 푸쉬킨 동상 제막식에서의 강연까지이다. 셰스토프는 『지하로부터의
수기』 이전의 도스토예프스키를 가난한 하급 관리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가난한 사람들』(1846)이나 이와 유사한 경향의 『멸시당하고 모욕당한
사람들』(1861) 등을 쓴 ‘인도주의적’ 작가로 설명한다.
그런데 여기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인도주의는 『조국의 기록』 지의
수석 평론가로서 당대 러시아 문학계의 주요 인물이었던 평론가 비사리온
벨린스키와 연결 지어진다. 셰스토프에 의하면, 벨린스키는 도스토예프스키
가 문학 활동을 시작했던 당시 러시아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
하고 있었던, 학대받은 하층 계급의 인간에 대한 박애주의적 관념, 즉 서구
로부터 ‘인도주의(гуманность)’라는 매혹적인 이름으로 들여온 관념을 대표
하는 인물이었다.(336)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 스스로도 진보적, 급진적인
벨린스키 사상의 가르침을 열렬하게 받아들였음을 밝힌 바 있다.173) 사실
173) 콘스탄틴 모출스키는 『작가의 일기』 등의 검토를 통해,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무렵
벨린스키의 무신론적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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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토예프스키의『가난한 사람들』 원고가 친구인 작가 그리고로비치와 시
인 네크라소프의 손을 거쳐 벨린스키에게 전달되었으며, 이들로부터 새로운
고골이 나타났다는 찬사를 듣는 가운데 도스토예프스키로 하여금 평생 잊지
못할 감격과 환희를 경험하게 한 에피소드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벨린
스키 무리와의 친교는 오래 가지 못했으며, 특히 한때의 우상이었던 벨린스
키와의 관계는 1847년 봄에 종지부를 찍는다. 이러한 사정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으나, 도스토예프스키 개인의 성격상의 문제 이외에 도스토예프
스키가 『가난한 사람들』 이후 발표한 『분신』(1846), 『여주인』(1847)
과 같은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요소에 대한 평가가 절연의 중요한 원
인이 되었던 것으로 말해진다. 도스토예프스키는 투르게네프를 포함하는 벨
린스키 그룹으로부터 일종의 변절자로서 추방된 것이었다.174) 예컨대 도스
토예프스키가 보인 심리적 요소, 환상적 색채 등에 대한 열중은 이 그룹의
인물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벨린스키는 도스토예프스키가
내놓는 작품들에 대해 “그의 새로운 매 작품들은 새로운 추락이다”175)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자신이 내렸던 평가까지도 철회하는 모습을 보
였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신인 작가에 대한 극히 화려한 찬사 이후에 찾아온
이러한 평가들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우울과 신경과민을 겪게 된다. 따라서
셰스토프가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과거의 인도주의적, 이상주의적 경
향이 모습을 감추고 작가가 직면한 위기에 의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음을
지적할 때, 벨린스키 그룹과의 관계 역시 그 원인의 하나로서 제시된다. 즉
그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모욕과 몰이해와 같은 감정적 상처들이 작가 스스
로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념 재생’의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원동력이 되었
다고 보는 것이다.176)
그리고 이 ‘무신론적 신념’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후까지도 남아 ‘불신’
과 ‘의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는 무신론을 변호하는 가장 눈부신 논증
을 행했고(이반 카라마조프), ‘일생 동안 신에게 고통 받은’ 이 남자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열렬한 믿음과 최고의 불신을 결합시켰다. 그의 소설들에 나타나는 모든 종교적 변
증법은 이런 비극적 이중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콘스탄틴 모출스키, 김현택 역, 『도스토
예프스키: 영혼의 심연을 파헤친 잔인한 천재』1, 책세상, 2000, 165-168면 참조.
174) Л. И. Сараскина, Там же, С. 156.
175) Там же, С. 151.
176) Н. В. Мотрошилова, Мыслители России и философия Запада (В. Соловьев. Н. Бердяев.

81

그러나 셰스토프가 주목하는, 젊은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찾아온 더 큰 시
련은 페트라셰프스키 사건에 연루되어 받게 된 사형 선고와 그에 따른 시베
리아 유형이었다. 이 사건으로 도스토예프스키는 고발에 의해 체포되어 수
용소 생활, 군 복무를 거쳐 1859년, 다시 페테르부르크에 거주를 허가 받기
까지 10년의 시간을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보내게 된다. 그런데 셰스토프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형 선고의 과정에서도 과거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견지했음을 상기시킨다. 또한 유형이 끝난 후에도 이
념이나 신념에 있어서 벨린스키나 조르주 상드, 19세기 전반의 프랑스 이상
주의자들의 충실한 제자라고 할 만한 『죽음의 집의 기록』등을 쓰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333) 즉 도스토예프스키는 『멸시당하고 모욕 받은 사
람들』이 출간된 1861년까지는 벨린스키, 체르니셰프스키, 네크라소프, 도
브롤류보프 등의 진보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작품들을 써 내고 있었으며,
저널리즘적인 글들에서도 슬라브주의자에 반대하는 서구주의자의 측에 서
있었다.177)
이러한 상황에 대해 셰스토프는 아이러니하게도 도스토예프스키의 정신
적 전변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기, 다시 말해 60년대에 이르러 농노제가
붕괴되고, 그동안 추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던 ‘인도주의’가 실제로 실현되
어 가는 분위기에 이르렀을 때, 찾아왔음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시베리아에
서의 유형 생활이 적어도 ‘신념 재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말한
다.(332) 셰스토프가 보기에 유형이라고 하는 음산한 현실은 오히려 밝고
빛나는 이상을 자라게 하는 지반이 된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거리를 없애
는 일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죽음의 집의 기
록』을 같은 경향에 속한, 같은 과제를 가진 작품으로 분류한다.(333) 그러
므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신념 재생’은 이른바 후일담으로서의 상황이다. 그
것은 오히려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에서 홀연 세계와 개인적 자아, 그리고
사상이나 신념 간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감추어진 맨 얼굴을 보게 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178) 셰스토프는 여기서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С. Франк. Л. Шестов) (Москва ; Республика, Культурная революция, 2006), С. 425.
177) Michael Finkenthal, Lev Shestov: Existential Philosopher and Religious Thinker
(N. Y.; Peter Lang, 2010),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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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면을 거론한다. 이는 곧 도스토예프스키의 ‘신념 재생’의 산물이자, 이
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물 유형인 ‘지하의 인간’의 면모를 함축적으로 보여주
는 장면으로서 예시된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만 된다면, 지금이라도 온 세상을 1
코페이카에 팔아버리겠어. 세상이 무너져야 하나, 아니면 바로 내가
이 차를 마시지 못하게 되어야 하나? 나는 내가 항상 차를 마실 수
있기 위해서라면, 세상 같은 것이야 무너져 버리라고 말하겠어.
Да я за то, чтоб меня не беспокоили, весь свет сейчас же за копейку продам. Свету ли провалиться, или вот мне чаю не пить? Я
скажу, что свету провалиться, а чтоб мне чай всегда пить.179)

『지하로부터의 수기』 제2부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누추한 집에까지 찾
아온 매춘부 리자에게 일종의 히스테리 상태에서 온갖 심한 말을 퍼붓는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그 언설 가운데서 ‘나’를 중심으로 ‘차(茶)’와 ‘세상’을
극명한 대립 관계에 놓은 이 구절은 『비극의 철학』이 일본에 번역된 이
후,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의 일부로서 널리 알려지게 된 부분이기도 하다. 셰
스토프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거부당한 가장 비천한 인간들에 대해 박애의
마음을 가질 것을 신념으로 삼아왔던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러한 냉소적인 태
도를 보이게 된 점을 놀라워한다.180) 또한 『지하로부터의 수기』 가운데에
178) 셰스토프에 의하면, 이 깨달음에는 자신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조금도 뛰
어난 점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비극의 철학』의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니체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 즉 ‘가장 비천한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하찮음과 무의미함이 최하층 민중의 경우
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일로서 체험되었기에 찾아온 자각이다.
179)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десяти томах, Том. 4, Там же, С. 237. ;
이후 본 절에서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인용은 본문의 괄호 안에 (Записки, 면수)로
표기함.
180) 『비극의 철학』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에 접근하는 셰스토프의 기본적인 관점
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동시에 삶의 마
지막까지 자기 소설의 주인공들의 허구적인 이름 아래 자기 자신을 숨겨왔다고 보는 것이
다.(329) 그것을 셰스토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계획(программа)’이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모트로쉴로바는 그러한 관점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해석하는 셰스토프의 ‘계
획’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Н. В. Мотрошилова, Там же, С. 417 ; 그런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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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리자와의 에피소드 자체에 대해서는 작가가 다만 자신이 받들어
왔던 관념을 모욕하고, 진흙 속에 짓밟아 넣기 위한 목적으로 리자라는 형
상이 필요했던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350)181) 그러므로 『비극의
철학』은 무엇보다 이러한 정신적 상황에 대한 제시 자체를 목표로 한다.

이상주의가 현실의 압박을 버텨낼 수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운명의 의지에 의해 실제의 삶과 부딪치게 된 사람이 갑자기 모
든 아름다운 선험적인 것들이 허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포
스럽게도 발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의심은 억제할 수 없이 그를 사
로잡아, 오래된 공중누각의 그토록 견고하게 보이던 벽은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선, 휴머니즘, 이상 - 즉 회의
주의와 염세주의라는 악마들의 공격으로부터 죄없는 인간의 영혼을
지켜주었던 옛날의 천사들과 성자들의 모든 무리는 허공 속으로 자
취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삶 속에서 처음으로 가장 무시무시
한 적들을 자기 앞에 마주한 인간은 가장 충실하고 사랑에 찬 심장
까지도 스스로를 이끌어낼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고독을 맛본다. 여
기쯤에서 ‘비극의 철학’은 시작된다. 희망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으
나, 삶은 존재한다. 그리고 삶의 많은 날들이 우리 앞에 남아 있다.
비록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다.
Вот когда оказывается, что идеализм не выдержал напора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когда человек, столкнувшись волей судеб лицом к лицу с
настоящей жизнью, вдруг, к своему ужасу, видит, что все красивые
априори были ложью, тогда только впервые овладевает им тот бе-

스토예프스키 작품의 비평가로서의 셰스토프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존재할 수 있다. Р.
А. 갈쩨바는 셰스토프의 비평적 시도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적 형상이나 관념 예술적
인 구상을 왜곡하기도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 본문에서의 인용 대목을 예로 들고 있다.
즉 해당 대목은 가장 고귀한 가치로서의 개인, 다시 말해 주권이 있고 자유를 가진 존재
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주장한 부분인데, 셰스토프가 그 배면을 읽어내지 못하
고 있다고 본다. Р. А. Гальцева, Очерки Русской утопической мысли ⅩⅩ века (Москва ;
Наука, 1991), С. 101-102 참조.
181) 리자의 형상은 『지하로부터의 수기』 제2부의 제사(題辭)인 네크라소프의 시 「망상
의 암흑으로부터 벗어날 때(Когда из мрака заблужденья)」와 연결된다. 셰스토프는 도스
토예프스키가 리자를 통해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시와 한때 그 가르침을 ‘열
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신성한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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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удерж сомнения, который в одно мгновение разрушает казавшиеся
столь прочными стены старых воздушных замков. Сократ, Платон,
добро, гуманность. идеи ― весь сонм прежних ангелов и святых, оберегавших невинную человеческую душу от нападений злыхдемоно
в скептицизма и пессимизма, бесследно исчезает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и
человек пред лицом своих ужаснейших врагов впервые в жизни испытывает то страшное одиночество, из которого его не в силах вывести ни одно самое преданное и любящее сердце. Здесь-то и начинается философия трагедии. Надежда погибла навсегда, а жизнь
― есть, и много жизни впереди. Умереть нельзя, хотя бы и хотел.
(369)

셰스토프가 보기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정신적 변화는 이와 같은 상황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처한 상황은 곧 현 시대의 인간들
이 처한 상황이기도 하다는 점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로써 ‘비극의 철학’
은 “희망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으나, 삶은 존재한다. 그리고 삶의 많은 날들
이 우리 앞에 남아 있다. 비록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다”라는 말로서 간
결하게 정식화 되었다. 셰스토프는 그의 모든 저작에서와 마찬가지로 『비
극의 철학』에서도 ‘철학적 에세이’ 장르라는 형식 속에 독자의 마음을 사로
잡는 특유의 수사법을 능숙하게 구사했다.182) 위의 구절이 일본과 조선에서
셰스토프를 말하는 글들에서도 쉽게 확인되는 점은 그의 이러한 수사법이
두 나라의 독서층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한 예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래된 공중누각의 단단한 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 “대지가 발 아
래 갈라지는”183) 순간은 ‘지반 상실’, ‘지반 붕괴’, ‘발판 상실’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면서, 『비극의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들 중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졌
다.
이처럼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
182) 셰스토프의 저술 작업은 문학을 통해 철학을 시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철학적
에세이’ 장르의 대가라고 할 수 있었다. 그의 철학적 에세이들과 아포리즘의 책들이 성공
을 거둔 비밀은 그 속에 담긴 작가의 성격과 개성의 흔적에 있었다. Н. В. Мотрошилова,
Там же, С. 386-387면 참조.
183) 셰스토프의 『비극의 철학』에서의 원래 표현은 “терять под собой почву”(36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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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새삼 목도하는 과정은 어떠한 철학의 이름을 빌
지 않더라도 실존적 인식에 다름 아니다. 셰스토프는 실존주의 훨씬 이전에
나타난 실존주의자로서, 키에르케고르 이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삶에서의
주체적인 자각의 자세를 일깨우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184) 그리고 그는 이
러한 실존적 인식, 즉 ‘신념 재생’과 더불어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의 천년
지배는 끝나고,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도스토예프스키가 시작한 ‘심리’의 새
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352)
그런데 발밑의 지반의 붕괴와 함께 끝없는 심연 속으로 떨어질 것을 상
상하며, ‘비극의 철학’을 절망의 철학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남아 있
는 삶의 시간을 위해 재생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는 온전히 수용자의 몫으로
남는다. 후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셰스토프 철학은 또 다른 에피
그램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예컨대 셰스토프는 또 다른 도스토예프스키론
인 「자명(自明)의 초극」185)에서 “삶이 죽음이라면, 죽음도 삶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라는, 그리스 비극작가 에우리피데스 말을 인용한다.186) 삶
이 삶이고, 죽음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 셰스토
프 역시 이 글에서 인간 발전의 일반적 법칙이나 인간 사유의 근본적인 원
칙들은 어떤 현명한 시인이나 철학자의 말 몇 마디로서 파괴되지 않음을 인
정한다. 그러나 셰스토프는 한편으로 이에 대한 반박의 가능성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죽음의 천사’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다.187) 온 몸이 눈으로 덮
184) 현대 정신사에 있어서 셰스토프는 실존주의 이전의 실존주의자로서 자리매김 된다. Р.
А. 갈쩨바는 그에 대해 두 세기의 경계에서 다가올 세계의 재난과 파국에 대한 예감 속
에서 인간 존재의 끝없는 비극의 테마와 함께 등장하여, 후에 실존주의의 규범을 구성하
는 일련의 관념들을 공식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셰스토프는 니체의 영향을 받
은 반면, 키에르케고르에는 앞서 있으며, 그의 사상의 첫 번째 시기에는 무신론적인 실존
적 사유를, 두 번째 시기에는 종교적인 실존적 사유를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Р. А. Гальцева, Там же, С. 77-78 참조.
185) ‘도스토예프스키 탄생 100주년에 부쳐’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글은 미키 키요시 등의
편집으로 1934, 35년에 출간된 『셰스토프 선집』(개조사(改造社))을 통해 소개되었다.
번역은 아베 로쿠로가 맡았다.
186) 이 말의 출처는 플라톤의 『고르기아스』이며, 『고르기아스』 안에서는 소크라테스에
의해 인용된다. 이 대사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은 상실되어 전해
지지 않는다. Леф Шестов, Сочинения (1, Наука), Там же, С. 511.
187) ‘죽음의 천사’ 이야기의 출처는 『탈무드』이다. 다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은 확인
되지 않는다. Там же, С. 511 ; ‘죽음의 천사’ 내용은 다음을 참조. Там же, С.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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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죽음의 천사는 인간의 영혼을 그 육체로부터 떼어놓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간에게 날아온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한 것을
알게 될 때, 죽음의 천사는 그 영혼을 건드리는 대신, 자신의 무수한 눈 가
운데 두 개의 눈을 눈치 채지 못하게 인간에게 남기고 간다. 그 결과 인간
은 그 눈을 통해 지금껏 늘 보아왔던 것, 또는 다른 누구나가 보는 것 이상
의 것, 즉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 그러자 이번에는 원래의 눈과 천사가
남기고 간 새로운 눈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 이때 인간의 다른 지각 기관
들과 이성,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체험의 모든 기억들까지도 원래의 눈을 편
들고, 새로운 눈의 시각은 부조리하거나, 어리석거나, 공상적인 것으로 간주
된다. 셰스토프는 이러한 이중의 눈을 갖게 된 사람들 가운데 의심할 바 없
는 명백한 예로서 도스토예프스키를 지목하고 있다. 또한 그 새로운 ‘바라
봄’이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근본적인 테마를 구성한다고 보았다.188)
이러한 내용이 어떠한 독자들에게는 매우 진지하게 고찰되었음은 가령
아베 로쿠로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셰스토프의 사상」(1934.12)에서
아베는 셰스토프가 말하는 대담한 역설들의 의미를 살핀다. 그는 이에 대해
“그(*셰스토프)의 눈에 생(生)이라고 비치는 것에 몸을 담기 위해서는 적의
마법에 걸린 영역에서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허무로부터의 창조라든가, 죽
는 것에 의해 사는 일이라든가, 그러한 전변은 일직선상, 일평면상(一平面
上)에서는 생각되지 않는 일이다. 여기에는 무언가 함몰의 비적(秘蹟)이 일
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189)라고 말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와 같은 셰스토
프의 생각은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것이다. 아베는 구약 시편, 희랍의 디오
니소스 숭배, 비잔틴의 광승(狂僧), 루터, 니체 등을 관통하는 몰락의 비밀을
셰스토프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셰스
토프 사상의 정수란 서양 철학사에 그 계보를 갖지 않으며, 훨씬 심오한 ‘동
방의 묵시(黙示)’에 그 전통이 있다고 보았다.190) 결국 셰스토프가 말하는
‘지반의 붕괴’와 천사가 남기고 간 ‘제2의 눈’ 이야기는 그것을 경험하는 인
간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 및 그 가치 전도의 메커니즘을
188) Там же, С. 32.
189) 平野謙 (外) 編, 『現代日本文學論爭史』下, 앞의 책, 74-75면.
190) 위의 책,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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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명확히 읽어내었다고 할 수 있다.191)
이처럼 셰스토프의 철학이 전달하는 내용이 이해되어 가는 과정에서 도
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
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셰스토프에 의해 우선적으로 주목되었던 작품인 만큼 일본의 논의
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셰스토프
는 『비극의 철학』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신념 재생’의 과정을 추적해 보
는 일은 ‘지하의 인간’의 권리를 복권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말한 바 있
다.(400) 이는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포함하여 도스토예프스키 작품 전
체에 대한 셰스토프의 해석의 기본적인 방향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작품의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지하의 인간’의 형상이 갖는 의미가 부각되는 가운데,
특히 ‘무성격자’로서의 ‘지하의 인간’이 탐구되었다.

나는 악한 인간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무것도 될
수 없었다. 악한 인간도, 착한 인간도, 비열한도, 정직한 사람도, 영
웅도, 벌레도 되지 못했다. 지금은 현명한 인간은 진정 아무것도 될
수 없으며, 바보만이 뭔가가 될 수 있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악
의에 찬 위안으로 내 자신을 약 올리면서, 방

구석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 19세기의 현명한 인간은 도덕적으로 무엇보다 성격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반면 성격이 있는 인간, 즉 활동가는 주
로 속박된 생각을 가진 존재이다. 이것이 사십 세가 된 나의 확신이
다.

192)

191) 덧붙이자면, 아베 로쿠로는 1927년 무렵 사회주의 사상에 공명하여 프로문학 운동에
관여하다 29년에 이르러 운동으로부터 몸을 빼냄으로써 내적 전향을 체험한 인물이다. 그
가 『비극의 철학』을 번역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역사 진보의 필연성과
개인의 실존, 자유의 문제 등에 맞닥뜨리게 되었던 사정이 존재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종교적 측면에도 민감했던 아베 로쿠로는 “일본의 도스토예프스키 수용자의 한 전형을 보
인 인물”이라고도 설명된다. 和彦池田, 「森田草平の『霙』とシェストフ論爭前史 : 『地下
室の手記』の初期の紹介と阿部六郞」, 『Comparatio』8, Society of Comparative
Cultural Studies, Graduate School of Social and Cultural Studies, Kyushu
University, 2004, 33-36면 참조.
192) 참고로, 1934년 당시, 요네카와 마사오(米川正夫) 번역에 의한 같은 대목의 주요 문장
을, 사용된 어휘를 살피기 위해 직역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렇다, 19세기의 인간
은 오로지 무성격인 존재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되며, 또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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Я не только злым, но даже и ничем не сумел сделаться: ни злым,
ни добрым, ни подлецом, ни честным, ни героем, ни насекомым.
Теперь же доживаю в своем углу, дразня себя злобным и ни к чему не служащим утешением, что умный человек и не может серьезно чем-нибудь сделаться, а делается чем-нибудь только дурак.
Да-с, умный человек девятнадцатого столетия должен и нравственно обязан быть существом по преимуществу бесхарактерным; человек же с характером, деятель, ― существом по преимуществу ограниченным. Это сорокалетнее мое убеждение. (Записки, 135)

19세기라는 범주를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 유형을 크게 ‘무성격자’와
‘활동가’로 구분하는 이 내용은 사실 이 대목의 서술만으로 쉽사리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셰스토프는 이에 대해 「자명(自明)의 초극」에서 ‘지
하의 인간’의 비정상적인 흥분된 어조를 통한 이 발설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새로운 ‘발견’에 해당된다는 점을 말했다.193)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주인
공은 아무 것도 될 수 없었던 인간이자 ‘행동’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 것
도 하고 있지 않은 인간이다. 그런 그가 혐오하고 적대시 하는 대상은 모든
것을 ‘2×2=4’의 세계로 귀속시키는 자연 법칙 및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
루며 살아가는 ‘활동가’들이다. 인간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당한 채
‘피아노 건반’ 또는 ‘오르간 스톱’으로서의 삶을 사는 대신, 자유롭고 의지적
인 욕망, 변덕, 환상 등을 추구하는 주인공에게 ‘2×2=4’라는 확정된 세계는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자연 법칙의 지배 아래서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이 죄인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지하로부터의 수기』 전체,
특히 제1부의 내용은 이 ‘무성격자’로서의 주인공이 ‘활동가’의 무리를 향해
있는 것이다. 성격 소유자, 즉 실행가(實行家)는 오로지 협애(狹隘)한 존재물이다.” ドスト
イエフスキイ, 米川正夫 譯, 『未成年. 下卷 : 地下室の手記 : 他3篇』, 東京 : 三笠書房,
1934, 317면.
193) 셰스토프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로티노스가 다른 형식을 통해
서이긴 하지만 동일한 견해를 말한 사실을 거론하고 있다. 즉 플로티노스의 주장에 따르
면, 활동가란 항상 제한된 존재이며, 활동의 본질은 자제(самаограничение)이다. 생각하거
나 관조하기를 원치 않는, 혹은 힘겹게 여기는 이들이야말로 행동한다. Леф Шестов, Сочинения (1, Наука), Там же, С.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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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는, 자굴(自屈)의 방식을 통한 존재 증명의 외침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행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도스토예프스키가 말
하는 ‘벽’ 앞에서 ‘활동가’와 ‘무성격자’의 자세가 뒤바뀐다는 점이다.194) ‘활
동가’는 평소 성난 황소처럼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뜻밖
에도 벽과 맞닥뜨리면 진정으로 항복해 버린다. 이때의 벽은 ‘활동가’에게
오히려 정신적 평온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듯 보인다. 반대로 행동과는
거리가 먼 ‘무성격자’야말로 단단한 돌 벽 앞에서 있는 힘껏 머리를 들이박
아 부딪치고자 한다. 여기서 ‘무성격자’의 행동은 자신에게는 자연 법칙의
상징인 그 벽을 뚫을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시도되는 몸짓
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성격자’의 형상을 규정짓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병”(Записки, 136)이라는 말로서 표현되는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고바야시 히데오의 경우는 바로 이 자의식을 핵심어로 하여 ‘무성격자’로
서의 ‘지하의 인간’을 설명한다.

인간의 성격이란 무엇일까. 성격은 심리가 아니고 오히려 행위이
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해 주는 유일한 것
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라는 점이다. 성격은 행위의 가
면에 다름 아니다. 성격이 행위의 가면인 이상, 행위는 사회생활의
가면이다. 그리고 사회생활은 사회적 훈련, 사회적 교화, 사회적 관
습, 무엇이라고 불린다 해도, 요컨대 의식적인 것을 무의식적인 것
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거대한 메커니즘의 가면은 아닐까. 이러한
때, 누가 자의식의 자리를 지켜 그 무의식화, 행위화에 반항할까.
실행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얼마만큼의 사색 상의 가능성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 누구도 성격을 상실해 버릴 만큼의 자의식의 현
기증을 지탱하려고는 하지 않는데, 이는 상식의 이름으로 사회로부
터 추방되는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人間の性格とは何か。性格とは心理ではない寧ろ行爲である。或る

194) Edward F. Abood, Underground Man (San Francisco; Chandler & Sharp
Publishers, 1973), p. 15-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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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が或る性格を持つてゐる事を保證してくれる唯一のものは、その人
がどういふ行爲をするかといふ事だ。性格とは行爲の假面に他ならな
い。性格が行爲の假面である以上に、行爲とは社會生活の假面であ
る。そして社會生活とは、社會的訓練、社會的敎化、社會的習慣、何
んと呼ばれようとも、要は、意識的なものを無意識的なものに化さう
と働く、あの巨大なメカニスムの假面ではあるまいか。この樣な時、
誰が自意識の座を守つて、その無意識化、行爲化に反抗するか。實行
といふ美名の下に、どれほどの思索上の可能性が死なねばならない
か。誰も、性格を紛失して了ふほどの、自意識の眩暈を持ちこたへて
みようとはしない、常識の名に於いて、社會から追放される事を恐れ
るからだ。195)

고바야시의 이 글 「『지하실의 수기』와 『영원한 남편』」(1935.12)에서
‘무의식화’란 곧 ‘행위화’와 같은 말이다. 우리들 인간은 자기를 버리고 무의
식화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메커니즘 속에 속해 있다. 이러한 때, 자
의식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특히 ‘지하'의 인간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자의식의 현기증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사색’ 대신 ‘실
행’, 즉 ‘행동’ 쪽을 선택하는 ‘행동가’가 된다. 고바야시 히데오는 『지하로
부터의 수기』에서의 주인공의 최종적인 발언, 즉 ‘지하'의 인간을 가장 극
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말로서, “나는 당신들이 감히 절반도 할 엄두를 못
냈던 것을 내 삶에서 극단까지 밀고 나갔을 뿐”(Записки, 244)이라는 발언
을 “최대한도로 자의식을 타오르게 해 본” 인간의 말인 것으로 명확히 이해
한다.196)
그러나 고바야시는 ‘2×2=4’의 세계에 맞서는 ‘2×2=5’의 세계에 대한 주
장, 달리 말해 ‘‘2×2=4’는 죽음의 시작’이라고 보는 주인공의 말에서 이 작
품의 근본 주제를 발견하는 셰스토프의 견해에 온전히 동조하지는 않는
다.197) 이는 ‘지하의 인간’의 그 끝 간 데 없는 자의식이 이르는 지점에 대
195) 小林秀雄, 『小林秀雄全集』3, 앞의 책, 462면.
196) 극한까지 자의식의 가능성을 추구해 본 경우를 의미한다. 위의 책, 463면.
197) 고바야시 히데오는 이른바 셰스토프 논쟁의 와중에서 셰스토프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
정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지하로부터의 수기』에 대한 셰스토프
해석의 기본적인 전제들을 억설 내지 의도적인 제시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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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문이기도 하다. 고바야시는 『지하로부터의 수기』에 셰스토프가 말한
바의 ‘이면’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적지 않음을 지적한다. 무엇보다 ‘지하의
인간’은 스스로도 자신의 반역에 자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나의 견해를
제출한 후에도 부정에 부정을 거듭하는 그의 사유는 결코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바야시는 『지하로부터의 수기』가 제출한 최대의 문제란 세상의
합리성에 대한, 법칙에 대한, 양식에 대한, 주인공의 반항적 자세에 있기보
다 “그의 기괴한 자기혐오의 정(情)과 굴욕감”에 있다는 견해를 내놓는
다.198) 그에 의하면, 이와 같은 ‘무성격자’로서의 ‘지하의 인간’, ‘반(反)주인
공’199)으로서의 ‘지하의 인간’의 형상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인간학(人間學)의
산물이다. 고바야시는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의 형상에 대해 이러한 혼란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 그 인간학의 놀라운 독창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주요한 내용들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통해 통찰력
있는 견해들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으로서 고바야시는 오직
주인공의 절망적인 몸부림만이 다가온다는, 작품 전체의 ‘인상’의 측면을 거
론하고 있다. 그는 ‘지하의 인간’의 형상이 “심리라든가, 관념이라든가, 성격
이라든가, 행위라든가 하는 말로 포착되는 실체적인 것으로부터 성립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분석적인 말이 의미를 잃은 듯한 생활의 중심에 그

의 검토를 통해 셰스토프가 고의적으로 은폐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 밝힌다. 즉 『비극의
철학』의 서두에서 셰스토프가 인용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신념 재생’이라는 말은 실제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가의 일기』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그것
이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한 ‘신념 재생’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민중의 정신과의 접
촉을 통해 국민적 근원, 또는 러시아 혼의 근원으로 회귀하게 된 사실에 대한 내용으로,
이 신념은 오랜 시간을 두고 점차로 형성된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런 점에서 고바야시 히
데오는 셰스토프를 ‘인용의 명수’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가 시베리아 유
형 체험을 계기로 정신상, 신념상의 커다란 변화, 즉 ‘신념 재생’으로 부를 만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며, 고바야시 역시 셰스토프의 이러한 꾸밈은 효과적인 서술을 위한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또한 1948년에 발표한 「『죄와 벌』에 관하여 (
2)」에서는 셰스토프를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에 대한 극단적인 관념적 해석을 제공한 일례
로서 평가하고 있다. 小林秀雄, 『小林秀雄全集』3, 앞의 책, 453-455면 참조 ; 小林秀
雄, 『小林秀雄全集』8, 앞의 책, 311면.
198) 小林秀雄, 『小林秀雄全集』3, 앞의 책, 465면.
199)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은 수기(소설)의 작자의 입장에서 이 수
기(소설)에 일부러 주인공이 아닌, 반(反)주인공에게나 걸맞은 특성을 모아 놓았다고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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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 있다”라고 말한다. 이는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이 『지하로부터의 수
기』를 쓴 지 10년 후의 시점에서 이 작품에 대해 “이것은 정말 너무 우울
하다. 그것은 이미 극복된 견해이다. 지금 나는 더 밝고, 더 타협적인 성향
으로 쓸 수 있다.”200)라고 말하기까지 한 사실을 볼 때, 충분히 있을법한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극의 철학』의 역자였던 가와카미 데쓰타로는 「『허무로부터
의 창조』 발문- 레오 ․ 셰스토프에 관하여」(1934.6)에서 “셰스토프가 나
에게 주었던 것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실의 인물’이라는 관념이다”201)라
고 밝힘으로써 이 주인공 자체를 하나의 관념의 총화로서 받아들인다. 그에
의하면, 셰스토프는 실증주의에 의해 파괴되고 황폐해진 인간성의 잔해를
제시하여, 이 존재가 앞으로 어떠한 인간적 사실을 영위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를 제시했으며, 이는 ‘독창적인 발견’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래 도스토
예프스키에 대한 애호의 감정에서 셰스토프를 번역하기로 했던 가와카미는
자신이 도스토예프스키론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셰스토프의 발견
을 토대로 해서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비극의 철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셰스토프의 도스토예프스키
작품들에 대한 분석은 이른바 실존적 관점이라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한
편으로,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는 인류에 대한 사랑
과 연민, 부활과 구원 등 종교적 사유의 측면에 대해서는 대체로 외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02) 즉 셰스토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후기 장편들인
『죄와 벌』(1866), 『백치』(1868), 『악령』(1872), 『미성년』(1875),
200)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이덕형 ․ 계동준 역, 『지하로부터의 수기』, 열린책들, 2009,
673면 ; Robert Louis Jackson의 『Dostoevsky's Underground Man in Russian
Literature』(1958)의 1장을 계동준이 번역한 부분에서 재인용함.
201) 가와카미 데쓰타로는 셰스토프의 체홉론인 「허무로부터의 창조」를 다시 번역했다.
平野謙 (外) 編, 『現代日本文學論爭史』下, 앞의 책, 51면.
202) 르네 웰렉은 셰스토프의 도스토예프스키 해석이 실존주의의 견해를 예견하게 하며, 재
앙과 멸망이라는 셰스토프 자신의 계시록적 견해에 맞게 도스토예프스키의 유토피아론과
낙관론을 못 본 체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후의 프랑스 실존주의자들 역시 ‘지하실
의 인간’의 형상에 주목하여 도스토예프스키를 바라볼 뿐, 유신론자로서의, 낙관론자로서
의, 황금 세기를 갈망하는 유토피아론자로서의 도스토예프스키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르네 웰렉 편, 고대노어노문학회 역, 『도스또예프스끼 연구』, 열린책들, 1987,
15, 23면 참조.

93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1880)과 같은 작품을 『죽음의 집의 기록』이나
『지하로부터의 수기』로부터 자라난, 이 수기들의 방대한 주석에 지나지
않는 작품들로 간주한다.203) 그는 이 후기 작품들에서는 ‘자연의 시각’과 천
사가 남기고 간 ‘초자연적인 시각’ 사이에 끊임없는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일부 작품에서는 이 두 시각 사이에 조화를 꾀하려는 경향, 또
는 ‘제2의 눈’을 ‘제1의 눈’에 종속시키려는 경향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기
도 하다.204) 셰스토프가 보기에 도스토예프스키는 세상의 이상과 진리 등에
대한 깨달음 이후에도 겉보기의 이상을 끊임없이 준비해 두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그의 후기 작품들은 이중성으로 가득 차 있다.(351) 따라서 셰스토
프는 가령 도스토예프스키가 전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으로 그리고자 했던
『백치』의 믜쉬킨에 대해서는 단순한 하나의 관념, 즉 공허 그 자체인 인
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너무나 쉽게 희망과 위로를 말한다는 점에서 믜
쉬킨의 연민은 의무로부터 나온 연민이라고 본다.(383) 또한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서 주인공이나 작가가 ‘이웃 사랑’이라는 관념의 구원을 믿
고 있지 않음은 의심할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작가는 더 이상 사랑의
전능을 믿지 않으며, 연민과 감동으로 흘리는 눈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다.(387-388) 도스토예프스키의 후기 장편들에 대한 셰스토프의 이러한 거
침없는 설명이 일본에서의 이들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어떠한 영향
을 미쳤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정기 이래 인도주의적인 작가로
만 이해되어 왔던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방향이 그 문학의
최종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는 종교적 측면으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앞서 언급한 가와카미 데쓰타로의 글에서의
셰스토프에 대한 견해는 당시의 일본에서 셰스토프 철학이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 및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이해의 주된 양
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즉 가와카미는
셰스토프의 문제 제기에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말을 통해 그러한 삶의 문제

203) Леф Шестов, Сочинения (1, Наука), Там же, С. 62.
204) Там же, С.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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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셰스토프 자신이 몸
을 두었다는 사실에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셰스토프는 “비극의 표현자”
가 아닌, “비극 가운데의 인물”이다.205) 가와카미는 이를 도스토예프스키의
언명, 즉 “인간은 사상을 붙잡으려 하지만, 사상은 항상 인간보다도 현실적
이다”206)라는 말로서 정리한다. 이러한 판단은 이를테면 셰스토프의 실제
체험을 거론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독자의 입장에서 셰스토프 및 도스토예
프스키를 통해 사상의 현실성, 혹은 비극의 생생함이 온 몸으로 육박해 온
일을 체험한 사실에 대한 감상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가와카미에 따르면, 셰스토프 사상이 보여주는 ‘사상의 실천성’은
셰스토프가 현실에 대한 양자택일을 독자 앞에 들이미는 점에서207) 보여지
는 것이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비극의 철학』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질
문 앞에서 자아와 세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의 이상 혹은 신념의
문제나 미래의 행복208) 등의 문제를 놓고 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찍이
일본에 소개된 도스토예프스키론에서 메레쥐코프스키는 도스토예프스키 작
품의 모든 주인공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의지를 주장하며 영웅적인 고
투를 벌인다는 점에서 그 작품들을 ‘비극’으로 지칭한 바 있다.209) 메레쥐코
프스키의 지적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이 보여주는 인물 간의 대화의 중요
성, 오로지 비극적인 파국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건들과 그 과정에서의
긴장감의 형성 등 형식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비극
으로서의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일본의 독자들에게 아
주 낯선 내용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메레쥐코프스키가 이와 같

205) 위의 책, 48면.
206) 위의 책, 46면.
207) 위의 책, 45면.
208) 셰스토프는 『비극의 철학』에서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주인공이 인간의 미래의 행
복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수정궁’과 관련한 대목을 들어 설명한다. 그런데 이
내용에 기반하여 셰스토프는 수정궁이 도스토예프스키의 과거 및 현재의 유형과, 또한 영
원한 유형과 화해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이에 대해 명백한 부정의 답을 말한다. 이는
곧 미래의 행복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의 불행을 보상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 제기이
다.(376)
209) 메레지코프스키, 이보영 역,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인간과 예술』, 금문,
1996,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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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스토예프스키를 육체에 대비되는 정신의 측면을 보여준 작가이자 나아
가 그 관념의 비극을 보여준 작가로 설명한다고 할 때, 이에 비해 셰스토프
는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이 말하는 비극이 바로 현재의 삶 속에서의 생생한
일임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해준 경우가 된다.
사실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셰스토프의 해석이야말로 작가를 현실
의 내용물들로부터 유리시켜 순수한 사변 철학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기도 한다.210) 그러나 적어도 1930년대 당시, 마르크스주의 운
동이 탄압되고, 파시즘이 기세를 올리는 국면 속에서 셰스토프가 그의 도스
토예프스키론을 통해 제기한 문제들은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일본의 지식
인들 앞에 외면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문제로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평론
가 히라노 켄은 당시의 문학계 및 사상계가 직면한 국면을 “‘사상’이 죽고
사는 전대미문의 드라마”211)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마르
크스주의 혁명 운동에 투신했던 문인 고바야시 다키지의 학살에서 나프
(NAPF) 해체 및 해체 후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혼돈의 과정을 가리
키는 것으로, 그 한가운데는 물론 전향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로써
한 연구자가 정리하듯이 “소화 10년 전후의 지적 정신상황과 도스토예프스
키 문학과의 관계는 단순히 문학사상(文學史上)의 사건이었다기보다도 오히
려 본질적으로는 소화 지식인의 정신사상(精神史上)의 문제”212)가 된다. 그
리고 전향의 시대라는 불안한 배경 속에서 사유됨으로써 이 시기의 도스토
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이해는 이전까지의 이 작가에 대한 이해를 근본에서
부터 뒤집는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213)
210) Vladimir Seduro, Dostoyevski: in Russian Literary Criticism, 1846-1956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7), p. 47.
211) 히라노 겐, 고재석 ․ 김환기 역, 『일본 쇼와문학사』, 앞의 책, 190면.
212) 木下豊房, 「ドストエーフスキイ文學と昭和10年前後」, 『ヨーロッパ文學硏究』15,
1968, 昭和43, 1면.
213) 일찍이 일본에서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이해는 톨스토이를 보는 관점과 유사하게 단
순히 인도주의 작가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 2차 대전 이전까지도 지속되었다. 즉 도스토예
프스키의 작품들은 전집 출간 등으로 인하여 대정기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지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백화파 문인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관점이 견지되었다. 이에 대
해 예외적으로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郞)는 인도주의적 감상의 관점에서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무차별적으로 숭배하는 백화파의 영웅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러
한 시각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게 된 것이 1934년 이후이다. 또한 가와카미 데쓰타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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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930년대 일본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 수
용에서 ‘특이한 필터’의 역할을 한214) 셰스토프의 비평 이외에 주목할 만한
도스토예프스키 비평을 든다면, 먼저 앙드레 지드의 그것을 꼽을 수 있
다.215) 지드는 소화(昭和) 초기, 신감각파를 필두로 하는 이른바 예술파의
경향에 속하는 작가, 평론가들 사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216)
따라서 그의 저서 『도스토예프스키』(1923)가 1930년에 일본에서 간행된
일은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일련
의 논문에서 지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핵심적인
주제 및 요소들, 즉 신과 인간의 문제, 겸허와 오만함, 굴욕, 인간 본성의
모순성 혹은 이중성, 고통에 대한 추구, 작가의 심리학 등 다양한 내용들을
거론한다. 또한 『비극의 철학』의 소개 이전에 이미 『지하로부터의 수
기』에 대해 도스토예프스키 작품 전체의 핵심을 파악하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다.217) 그는 특히 도스토예프스키의 인물들에 인간 영혼이 지닌 모든 모
순(이중성)과 부정이 허락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는 가운데, 사상이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고유의 방식, 소설의 모든 요소들이 얽히는 관계와 상호작용

자신이 『비극의 철학』을 번역한 것은 그때까지 도스토예프스키가 『학대받은 사람들』
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작가로 간주되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
福田光治, 『歐米作家と日本近代文學』3, 敎育出版センター, 1974, 157-164면 참조 ; 平
野謙 (外) 編, 『現代日本文學論爭史』下, 앞의 책, 51면.
214) 佐藤裕子, 「シェストフ哲學と日本のドストエフスキ-受容」, 앞의 글, 183면.
215) 대정(大正) 말기 이래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소개된 도스토예프스키 비평 및
연구 논문으로는 메레쥐코프스키를 비롯하여 솔로비요프, 크로포트킨, 지드, 루나차르스
키, 앙드레 슈아레스, 베르쟈예프, 츠바이크, J. M. 머리, 막스 노르다우 등의 글을 들 수
있다. 또한 노보리 쇼무(昇曙夢)에 의해 소비에트의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의 도스토예프
스키 관련 글을 편집한 연구서(『종합연구 도스토예프스키 재론(再論)』, 1934)가 발간되
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여러 논의에서 1930년대 당시의 주요한 도스토예프스키론으로
종종 거론되는 것은 셰스토프의 『비극의 철학』, 지드의 『도스토예프스키』, 고바야시
히데오의 『도스토예프스키의 생활』 및 일련의 평론들, 머리의 『도스토예프스키』 정도
이다.
216) 평론가 요시다 세이이치는 예술파문학의 작가, 평론가에게 있어 지드는 “최고의 ‘신’의
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로, 당시 지드와 함께 문학가들의 최대의 관심의 대
상이었던 인물은 발레리였다. ドストエフスキー, 『ドストエフスキー全集』 別卷, 筑摩書
房, 1964, 452면.
217) 앙드레 지드, 강민정 역, 『앙드레 지드, 도스토예프스키를 말하다』, 고려문화사,
2005,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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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잡성 등을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이 갖는 독특한 특징으로 파악한다. 지
드의 이러한 도스토예프스키론은 작가에 대한 현대적 연구의 기초를 놓는
일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218) 그리고 이는 지드의 비평 문학 가운데의 백
미(白眉)로서, 비평가와 비평되는 대상이 깊은 공감 속에서 겹쳐져 어느 쪽
이 어느 면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은 ‘공감 비평’의 예로서 설명
되기도 한다.219)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지드의 기본적인 관점은 셰스토프의
그것과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셰스토프의 실존적 관점
이 도덕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해석의 틀에 작가를 우겨넣으려는 어떠한 시도
에도 회의적이었다면, 지드는 많은 점에서 인도주의적 본성, 기독교적인 윤
리의 측면에서 도스토예프스키를 말하고 있다.220) 예를 들면, 지드는 도스
토예프스키 소설의 주인공들을 구분하거나 서열화하는, 가장 고귀한 덕목인
‘겸허’에 주목함으로써 셰스토프의 관점과의 불일치를 보인다. 또한 일본의
연구자 마츠모토 켄이치에 따르면, 지드의 도스토예프스키론의 특징은 그가
작가를 사상가가 아닌, 철두철미하게 소설가로서 파악하고 있는 점에 있으
며, 이러한 점에서도 셰스토프와 대비되었다.221) 한편 고바야시 히데오의
도스토예프스키 논의는 다른 많은 연구서들과 함께 기본적으로 이러한 지드
의 논의를 참조하고 있다.
또한 1936년에 소개된, 영국의 평론가 존 미들턴 머리의 『도스토예프
218) Olga Tabachnikova, ""Dialogues with Dostoevsky" from two coeners: Lev
Shestov versus André Gide", New Zealand Slavonic Journal, Vol.42 (2008), p. 64.
219) 若林真, 「解題 - ジィド著 『ドストエーフスキイ』: 陰影への憧れ」, 『文芸読本 ドス
トエーフスキイ』, 河出書房新社, 1976, 194면.
220) Olga Tabachnikova, Ibid., p. 73.
221) 松本健一, 『ドストエフスキイと日本人』(下), 第三文明社, 2008, 54-56면 참조 ; 셰스
토프의 도스토예프스키론에 공감하고 있는 경우, 지드의 도스토예프스키론에 호응하지 못
하는 모습은 가와카미 데쓰타로의 예가 보여준다. 즉 30년대 초반의 글인 「도스토예프스
키와 지드」(1931.4)에서 이미 가와카미는 『비극의 철학』을 거론하고 있으며, 도스토예
프스키 평론가 중 자신을 만족시킨 한 사람으로 셰스토프를 말한다. 지드에 대해서는 그
가 다원적인 도스토예프스키의 비극 가운데에서 가장 표면에 나타나 있는, 작가와 작중인
물을 동일시한 일면만을 추출하여 도스토예프스키론을 쓰고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은 비
평에 담아내지 못하고, 대신 소설『화폐위조자(貨幣贋造者)』에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다.
河上徹太郞, 「ドストエフスキーとジイド」, 伊藤整 等 編, 『日本現代文學全集』92, 東
京: 講談社, 1980, 68면.

98

스키』(1916)는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주창하
고 나섰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연구라고 할 수 있었다. 즉 도스토예프스키
의 작품은 소설이 아니며, 도스토예프스키는 소설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머
리는 새로운 창조물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비평을 주장한다. 그는 “우리
들의 낡은 방법과 표준은 도스토예프스키를 해명하고 측정하는 데는 소용이
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222) 머리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소설
로 보지 않는 주장의 근거로서 작품에 나타나는 시간 감각의 멸절을 거론했
다. 그에 따르면, 삶이란 시간의 감각, 성장과 과정의 감각이 존재하는 곳에
존재하며, 소설의 개연성과 진실은 이러한 감각에 의존하고 있으나, 도스토
예프스키에게서는 시간의 결여라기보다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223) 머리의 연구는 또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작가의 병
력(病歷), 즉 간질병의 소산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을 비판, 거부함으로써 그
때까지의 전통적인 전기적 접근의 연구 방향과 반대의 위치에 선다.224)
그런데 머리의 도스토예프스키 비평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환을 선
보인 일은 무엇보다 사실적이거나 전기적인 해석으로부터 상징적 해석의 복
잡한 영역으로 이동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225) 예컨대 머리는 도스토예프
스키 작품의 인물들을 인간적 존재가 아닌, “육체로부터 이탈된 정신
(‘disembodied spirit’)”226)으로 간주한다. 그는 『악령』에서의 스타브로긴
의 얼굴이 가면 같다고 표현되는 이유는 “어떤 육신도 이와 같은 정신의 양
상을 띨 수 없기 때문”이며, 이 인물들의 육체는 상징에 불과하다고 말한
다.227) 그러나 궁극적으로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특징에 대한 머리의 이러
한 통찰은 미학적 용어로서 추구되기보다는 유사 종교적인 경험으로서 추구
된다고 평가된다.228)
222) J. M. 마리, 이경식 역,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과 사상』, 서문당, 1980, 29면.
223) 위의 책, 27, 31면.
224) Lucia Aiello, After Reception Theory : Fedor Dostoevskii in Britain 1869-1935
(London : Legenda, 2013), p. 73.
225) Ibid., p. 74.
226) “육체로부터 해방된 정신”을 “육체로부터 이탈된 정신”으로 수정하였음. J. M. 마리,
앞의 책, 50면.
227) 위의 책, 50면.
228) Lucia Aiello, Ibid.,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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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작가의 전기인 『도스토예프스키의 생활』(1939, 연재는
1935.1-1937.3)을 펴내기도 한 고바야시 히데오의 도스토예프스키 논의는
일본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 문학 탐구의 주목할 만한 성과에 해당된다. 시
미주 타카요시(淸水孝純)에 따르면, 고바야시는 기존의 도스토예프스키 이해
에서 180도 전환하여, ‘사랑의 종교’로서의 문학에서 근대 자의식에 의한
비극적, 예언자적 문학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해석의 특징
은 프랑스 상징주의의 이론 및 베르그송의 철학에 근거하여 자의식이라는
창을 통해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에 다가선 점에 있다고 말해진다.229) 그런
데 메레쥐코프스키, 셰스토프, 지드, 머리 등의 저술과 비교한다면, 고바야
시의 도스토예프스키론은 기왕의 다양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시기
도스토예프스키 수용의 양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죄와 벌』,
『백치』, 『지하로부터의 수기』 등 도스토예프스키의 주요 작품들에 대한
고바야시의 서술은 대체로 정확하고, 수준 높은 해설, 기존 이론에 온전히
매몰되지는 않는 자신만의 견해 제시를 보여준다.230)
한편 고바야시는 1946년의 시점에서 도스토예프스키 탄생 125주년을
계기로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 세계를 정리한 글에서 다른 인물의 표현을

빌어 ‘형이상학적 심리의 문학’이라는 용어를 거론하고 있다. 이는 도스토예
프스키 문학에서의 심리의 제시가 갖는, 프로이트주의와는 무관한 고유의
특징에 대한 고바야시의 이해를 압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231)
229) 淸水孝純, 「日本におけるドストエフスキー」, 『ユリイカ詩と批評』 6月号, 靑土社,
1974, 213면.
230) 고바야시 히데오의 도스토예프스키 연구에는 애초에 서양 근대문학의 정체를 밝혀보고
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1942년의 ‘근대의 초극’ 좌담회에서 그는 “서양 근대 문학자 중
에서 가장 문제가 풍부한 대작가를 발견해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
스토예프스키에 주목했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도스토예프스키가 일본의 근대문
학자류로 곡해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자신은 그의 모습을 올바른 모습으로 되돌리고자 노
력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말하였다. 그러나 가라타니 고진 등은 고바야시의 도스토예프스
키 연구를 일본문학으로서의 도스토예프스키 연구로 평가하기도 한다. 나카무라 미츠오
외, 이경훈 외 역, 『태평양 전쟁의 사상 - 좌담회 ‘근대의 초극’과 ‘세계사적 입장과 일
본’으로 본 일본정신의 기원』, 이매진, 2006, 86-87면 ; 가라타니 코오진 외, 송태욱 역,
『현대일본의 비평』, 소명출판, 2002, 89-90, 208면 참조.
231) 고바야시는 기본적으로 도스토예프스키를 소설 상에 새로운 혁명을 가져온 인물로 이
해한다. (고바야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업이 발자크가 끝난 지점으로부터 완전히 새롭
게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새로움의 내용은 물론 인간의 심리 혹은 무의식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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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도스토예프스키론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셰스
토프의 견해는 1930년대 도스토예프스키 수용의 전면을 장식하였다. 본 장
에서는 지금까지 이 시기 일본에서의 ‘불안’에 관한 논의, 나프 해산, 전향,
『비극의 철학』으로 대표되는 셰스토프의 수용 및 도스토예프스키 수용 등
일련의 현상들이 그 발생과 내용에 있어 적잖이 긴밀한 연결 고리를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이해와 감응이라는 측면
에서 다시 말한다면, 세계사적인 차원의 위기의식 속에 전진된 미래에 대한
믿음과 이상의 추구에서 회의와 좌절을 경험한 시대적 분위기가 그 이해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해의 바탕이 반드시 어느 한 편의 문학 진영의 일과 그 암울한 분위기와 관
련해서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당시의 문학계의 상황은 꽤
복잡하여 불안과 위기의식, 정신적 좌절 등으로 위축된 내면을 갖는 한편으
로, 새로운 문학잡지들이 창간되거나 메이지 ․ 다이쇼 시대의 기성 문인들이
귀환하는 등 ‘문예 부흥’으로 불리는 문학적 은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즉 이 시기는 히라노 켄의 정리에 의하면, 나프 해산 이후 해방감과 위기감
이 오버랩된 긴박한 시기로서의 특성을 갖는다.232) 그 속에서 세계와 내부
사회를 바라보는 기왕의 기준의 붕괴와 그에 따른 인식상의 변화는 전반적
으로 경험된 일로서, 지식인의 삶의 자세 및 새로운 시대적 모색과 관련한
다양한 성찰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복하자면 일본의 경우, 도
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은 이상과 같은 시대적, 정신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인
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대함을 통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심리의 제시는 프로이트주의와는 무관한 고유의 특징
을 갖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즉 고바야시는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는 심리의 세계와 사상
의 세계가 작가의 강력한 창조력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하는 ‘리얼
리스트’의 세계를 연 것으로 이해한다. 小林秀雄, 『小林秀雄全集』8, 37-40면 참조.
232) 히라노 켄은 이 시기의 해방감과 위기감의 구체적인 상황으로서, 나프 해산의 직접적
인 영향으로 행동주의문학 논쟁이, 간접적 영향으로 셰스토프 논쟁이 벌어진 사실을 말하
고 있다. 平野謙 (外) 編, 『現代日本文學論爭史』下, 앞의 책, 422-4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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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의 사상과 식민지 지식인의 정신적 구도
: ‘불안 사조’의 거론 - 프로문학계의 ‘불안의 문학’ 비판 - 박치우의 ‘불안’의 사상
이해 : 반(反)주지주의와 역사적 자각의 부재 비판 - 신남철의 ‘문화의 위기’ 고찰과
파시즘 국면의 인식 - 안함광의 ‘불안의 문학’ 평가

- 행동주의 논의의 발생 -

‘불안’의 사상과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

1930년대의 조선 문단에서 ‘불안의 문학’을 포함하는 ‘불안’의 사상에 관
한 본격적인 논의가 등장한 것은 1933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백철은
193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조선일보』에 연재한 「사조 중심으로 본
33년도 문학계」(1933.12.17-26)에서 ‘불안의 문학’을 세계적인 경향을 보
이는 문예사조로 간주하고, 이 사조가 현재의 조선 문학에서 어떻게 나타나
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히틀러 독재 정권의 영향 등에서
비롯되는 세계적인 정치적, 문화적 불안이 문학계에 작용하여 종래의 불안
한 사조가 1933년 들어 한층 심화되었으며, 이는 현대 자본주의 문학의 성
격과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불안의 정신을 반영하는 문학이 프
랑스 및 영국에서는 신심리주의 문학이나 주지주의 문학으로, 독일의 경우
는 신즉물주의(新卽物主義) 문학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조선에서는 농후한
절망적 색조로서 표현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백철의 언급은 신심리주의
문학, 주지주의 문학, 신즉물주의 문학의 내용, 즉 그 핵심적인 경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단은 물론 일방적인 면모를
갖는다. 그러나 현 문단의 두드러진 경향으로서 절망, 특히 맹목적인 절망이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은 사실이었다. 백철은 최근의 창작을 두
고 유진오가 “암담한 현실에 대한 맹목적 절망”을 지적한 사실을 환기시킨
다. 애수와 우울, 절망의 표현은 늘 있어왔던 것으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
만, 유진오는 최근의 창작에서 현실의 고뇌를 현실이 아닌, 어떤 초인간적인
근원에서 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 절망의 맹목성을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
서 그 애수와 우울은 의미를 갖지 못하는 넌센스에 그치고 만다고 유진오는
말한다.233) 따라서 이른바 ‘불안 사조’를 세계문학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233) 유진오, 「문예 비평」, 『신동아』, 1933.10 ; 백철, 『신문학사조사』, 앞의 책,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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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흐름으로 인식하는 백철은 이 주조 가운데 조선적 상황에서 “이지고
잉한” 하나의 방향성으로서 ‘절망적 우울의 문학’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하
고자 한다.

불안한 문학 사조! 그것이 금년의 조선문단에 잇서서는 주로 우
울적 절망적 기분으로 표현되고 잇는 것을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모
든 사실을 목도하고 잇는 바와 마찬가지다. 현민(玄民)이 의미하는
소위 「맹목적 절망」이라는 암담한 분위기가 금일 이 조선문학계
의 전면을 뒤덥고 잇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의 불안성이 심화되고
잇는 이 에 잇서서 불안한 정신의 주인공 현대 인테리의 대부분
은 금일의 사회의 동요가 영원의 동요 영원의 불안정 혼란으로 생
각하는 닭에 그들에게 오는 것은 신뢰할 수 업는 신(神)의 「압산
스」(부재)와 무근(無根)한 절망적 우려 밧게 업게 될 것이다. 그들
은 너무나 극도로 절망적인 닭에 엇 명확한 흥미와 신뢰도 가
질 수 업고 라서 엇한 피안에 도달하려는 목적과 이상도 업스
며 다만 막연한 혼란 가운데 우울한 얼골로 정립해 잇는 것이나 그
것도 오랜 동안 정립해 잇지 못하고 극히 불안정한 가운데 저회(低
廻)하고 잇는 현상 거긔에는 「햄렛드」의 회의와 「벨르텔」의 고
민보다도 일층 절망적인 것이 그리고 「체홉」이 그린 무기분과 무
감동의 「이리놉흐」적 기분보다도 일층 니히스틱한 것이 충만되여
잇는 것이다.234)

이처럼 조선 문학계의 현 상황으로서, 절망과 우울의 경향을 서구 발(發)
‘불안 사조’의 ‘이지고잉한(easygoing)’ 한 형태로 규정하는 백철의 논의의
타당성을 일단 논외로 한다면,235) 그의 논의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점은 이상의 경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그는 미키 키요시의 「불안
의 사상과 그 초극」의 견해를 인용하여 이러한 불안과 우울은 청년 인텔리
면에서 재인용.
234) 백철, 「사조 중심으로 본 33년도 문학계」, 『조선일보』, 1933.12.21.
235) 이 논의에서 백철이 예시하는 작품들은 이종명의 전 작품, 박태원의 「사흘 굶은 봄
달」, 「옆집 색시」, 센티멘털리즘을 보이는 이태준의 전 작품, 이무영의 「어머니와 아
들」, 장덕조의 「두 형제」 등이다. 또한 프루스트와 조이스의 ‘신심리주의’ 문학을 ‘불안
의 문학’의 대표적인 위치를 갖는 것으로 보고, 박태원과 안필승의 작품이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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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오히려 매혹적인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236) 즉 금일의 인텔리
들은 이 ‘불안’에 반응하여 눈물짓고 우울한 얼굴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
회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발견하며, 위로를 얻고 있고 있음을 지적한다. 백철
이 보기에 이는 현 문단에서 갈수록 지배적인 경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백철이 ‘불안의 문학’을 자본주의 문학의 현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조의 지배가 자본주의 문학의 위기와 사멸을 의미하는 것
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불안의 문학’에 대한 그의 이해에서 가장 중심
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프로문학과 ‘불안 사조’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는 금일의 ‘불안 사조’가 프롤레타리아 문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조는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함으로써237)
프로 문학이 ‘불안의 문학’과는 대립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한편 거의 일치되는 시기에 발표된 이원조의 「불안의 문학과 고민의 문
학」(1933.12.13-16)238)에서도 역시 ‘불안의 문학’과 프로문학은 대비되는
존재로서 비교, 고찰되고 있다. 이원조는 앙드레 지드나 마르셀 프루스트를
창시자로 하는 ‘불안의 문학’이 부르주아 중간층의 문학이라는 점과 함께,
이들의 철학적 교양과 문학적 전통, 즉 사유의 출발점이 무엇보다 ‘개인’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의 설명으로는, ‘불안의 문학’은 주체적인 의식이
나 생명에서 출발하여 거기에만 철저함으로써 객관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다. 따라서 객관적 표현 대신 내부의 자기 성찰로 도피하는데, 조이스의 ‘의
식의 흐름’이나 지드의 ‘자의식의 탐구’가 모두 이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같은 중간층의 문학이면서도 프롤레타리아트에 접근한 일군의 지식층의 문
236) 애초에 이러한 견해는 미키 키요시 이전에 프랑스에서부터 표명되었다. 이원조는 「무
너져가는 낡은 구라파 -불란서문학의 고난」(1940.7)에서 모두들 불안의 사상을 향락하
고 있다고 말한 페르난데스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이원조, 『오늘의 문학과 문학의 오
늘 -이원조 문학 평론집』, 형설출판사, 1990, 428면.
237) 백철이 말하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프로문학에 잇서서는 그것이 자본주의 문학과
가티 다만 불안과 절망으로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계급적 고민으로서 표현된다
는 것 그리고 그 고민은 결코 무슨 영구적의 것이 아니고 일정한 광명 잇는 방향을 전제
로 묘사되고 잇다는 것이다.” 백철, 「사조 중심으로 본 33년도 문학계」, 앞의 글,
1933.12.19.
238) 이원조, 앞의 책, 48-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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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 대해 그는 ‘고민의 문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원조의 시각이 ‘불안의 문학’에 대해서만 일 방향적으로 비판적인 것은 아
니다. 그는 현재의 이 두 방향의 문학이 지니고 있는 문제적인 부분들을 나
란히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안의 문학’은 필연적으로 ‘고민의 문학’
으로 대치될 것으로 보는데, 그의 진정한 관심은 ‘고민의 문학’이 현재의 문
제점들을 초극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다. 그는 조선
사회에서의 자본주의의 발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는 부르주아 문
학적 전통이 사실상 거의 없는 까닭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불안의 문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서 조선에서 ‘불안의 문학’이 성립할 근거 자체
를 부정하는 한편, ‘고민의 문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239)
이처럼 서구로부터 시작되어 이제 조선 문단에서 거론되기에 이른 ‘불안
사조’ 내지 ‘불안의 문학’은 근대 자본주의의 말기적 특징으로서 부르주아
문학 고유의 현상인 것으로 규정되고, 프로 문학과는 구분되었다. 이는 사실
상 당시 ‘불안의 문학’에 대해 견해를 개진한 논자들의 대다수가 프로문학계
의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이들이 ‘불안의 문학’이나 ‘불안’의 정
신 자체에 대해 심한 거부 반응과 비판의 자세를 보인 점은 이후의 글들에
서 쉽게 확인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대지 - 세계관 - 정신은 불안의 한 가운데서
떨고 섰다고 수다(數多)의 현인들은 부르짖는다. 정신적 불안, 그리
고 그곳에는 문학의 불안이 포함되고 나아가서는 ‘불안의 문학’이라
는 폐병(廢兵)이 지팡이에 의지하고 걸어가려고 한다.
그러나 이 정신의 불안, 문학의 불안이 인류 생활의 오늘날의 역
사적 서식(棲息)의 양식인 자본주의적 세계 체재(體裁)가 노옥(老屋)
이 된 데에 기인한다는 것은 훌륭한 문학자도 대현인들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불안의 긴장에 대한 히스테리컬한 규환이 들릴
뿐이다.
239) 이원조는 「불안의 문학과 고민의 문학」이라는 제목의 글을 1936년, 『예술』지에 다
시 한 번 발표하였다. 이때의 글은 1933년에 발표한 글의 형식과 논조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내용을 한층 상세하게 보충하였다. 예컨대 ‘불안의 문학’에 대한 설명에 있어
서는 그 기조가 자의식의 탐구 또는 해방인 점, 이 자의식은 회의와 반성의 도를 지나쳐
자기분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상술한다. 이원조, 위의 책, 175-1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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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정신적 불안은 세계의 어느 곳에나 또 어느 사람에나
있는 것이 아니다. 버그러지고 있는 세계와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지하려는 사람들의 가슴에 눈물과 함께 있는 것이고, 성장하
는 세계 그것의 건설자의 가슴에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명랑한 용
기, 즉 불안의 반대의 것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데올로그와 그
에피고넨들은 자기 집 불난 데 동네 사람들까지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르기를 세계는 어디나 정신의, 문학의 불안이 있다
고...... 그리고 오늘날의 문학은 모두가 불안의 문학이라고.240)

1934년 초의 시점에서 임화는 이처럼 불안에 관한 언설들이 수다하게 들려
오는 상황 자체와 현대의 모든 문학이 ‘불안의 문학’인 양 이야기되는 불안
논의의 구체적 내용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여기서 그의 논점은 두 가지로
서, 우선 ‘불안의 문학’이 등장하게 된 원인을 자본주의적 세계 체재가 종국
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생각은 가령 데카당스를 “죽어가는 사
회가 산출하는 죽어가는 문화의 불가피한 형태”로 간주한 플레하노프의 관
점241)과도 맞닿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불안이란 몰락하는 세계의
편에 선 사람들의 일일 뿐,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들과는 하등 관련
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 임화의 주장이다. 이로써 그는 “불안의 문학! 이것은
멸망하는 문학의 동의어이다”242)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런데 임화의 경우는 ‘불안’의 정신이 부르짖어지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아마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당시 조선 철학계의 논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음
이 주목된다. 일본에서 ‘불안’의 문제를 처음 정식으로 거론한 인물이 미키
240) 임화, 「현대의 문학에 관한 단상」(『형상』, 1934.2),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집4 -평론1』, 소명출판, 2009, 300-301면 ; 이후 본 절에서 임화
전집은 『임화 4』와 같이 표기함.
241) 이는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거대한 죽음의 시기에 예술은 데카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칼리니스쿠에 의하면, 이런 생각의 한편으로 플레하노프는 데카당스를
작가와 예술가들의 자유롭고 의식적인 반동적 선택의 결과로 여기기도 했다고 한다. M.
칼리니스쿠, 이영욱, 백한울, 오무석, 백지숙 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 언어,
1993, 238-239면.
242) 임화, 「현대의 문학에 관한 단상」, 앞의 책, 3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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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요시였던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불안’의 문제란 어느 누구보다 이
들의 본령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철학계의 인물들에게
‘불안’ 또는 ‘위기’라는 주제는 하이데거나 야스퍼스의 철학과 직결되어 현
대인의 정신상의 문제로서 원천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은 물론, 조선의
현실과 관련되는 문제로서도 필히 다루어져야 할 주제로 인식되었다.
우선, 초기 철학계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로 분류되는 박치우
는 「불안의 정신과 인테리의 장래」(1935.6.12-14)에서 불안의 유래로부
터 시작하여 불안 극복의 길을 전망하는 논리적, 종합적인 검토를 시도한
다.243) 불안의 정신이 팽배한 현재의 세계에서 지식 계층이 나아가야 할 방
향을 나름의 논리에 따라 서술하고 있는 이 글은 1930년대 중반의 ‘불안’의
사상에 관한 이해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여기서 박치우의 분석은 기
본적으로 ‘불안의 문학’ 및 ‘불안의 철학’의 본질을 금일의 인텔리가 맞이한
물질적 전락 상황과 직결되는 것으로 주저 없이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
징적이다. 즉 수적으로 과잉한 상태의 금일의 인텔리는 일개 노동자로서 자
신의 연명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그들의 불안, 초조, 절망 등
모든 정신적 고뇌는 실로 이 같은 물질적 전락에서 유래된 필연적인 비
극”244)이라는 판단이다.245)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 것인데, 오늘날 젊은 지식인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불안’의 사
상은 이 막다른 골목에 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243) 이 글은 동아일보에서 기획한 특집 기사 ‘신시대의 전망’ 가운데 ‘인테리 문제’에 해당
하는 글로서 제출되었다. ‘인테리 문제’에 앞서서는 문학, 도덕, 예술 등의 각 방면을 통해
신시대의 제 현상을 전망해보는 글들이 차례로 실렸다. ‘인테리 문제’가 특집의 한 항목으
로 등장한 것 자체가 지식인이 처한 상황이 문제적으로 대두된 당시의 분위기를 말해준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44) 박치우, 『사상과 현실: 박치우 전집』, 인하대학교출판부, 2010, 81면.
245) 당시의 지식인들이 맞닥뜨린 경제적 궁핍 상황에 대해서는 백철, 박영희, 함대훈 등 여
러 문인들도 언급하고 있다. - “이 지식인의 취직난, 생활난은 이 시대의 지식인이 직면
한 일대 현실이었다. 실은 전항(前項)에서 말한 그 불안 사조도 이 지식인의 생활 불안의
현실 위에 그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다.” 백철, 앞의 책, 424면 ; 박영희, 「조선 지식계급
의 고민과 기(其) 방향」, 『박영희 전집Ⅳ』, 영남대학교출판부, 1997, 141-151면 참조
; 함대훈, 「지식계급의 불안과 조선 문학의 장래성」, 『조선일보』, 1935.3.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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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상의 철학자들(*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를 말한다)
의 소위 “차(此)냐 피(彼)냐”라든지, ‘극한 상황’이라든지, ‘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일상적 용어로 옮길진대 ‘막다른 골목’을 의미함에 틀
림없다.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는 셰스토프적 ‘불안’, ‘허무’, ‘무의 심
연’, ‘돌연’, ‘암(闇)’, ‘절망의 장벽’, ‘제이시각’, ‘지하실의 사나이’
등등의 참된 의미도 이리하여서만 남김없이 이해될 것이요, 또는 지
드의 베르나르도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인테리의 절망
적인 자기표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알리라.
이렇게 봄으로써만, 진실로 다만 이리하여서만 우리는 오늘의 소
위 ‘불안의 문학’, ‘불안의 철학’이 왜 이 세대의 젊은 지식인의 심
근을 이같이 심극히 사로잡고 있느냐에 대한 어김없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리라. 근자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거의 광적에 가깝도록
하이데거, 야스퍼스의 철학이, 프루스트, 지드의 문학이, 셰스토프적
불안의 정신이, 그나 그 뿐인가, 새삼스러이 니체, 키에르케고르, 도
스토예프스키가 새로운 정열로서 논의됨은 무슨 까닭인가? 다름 아
니다. 이들 일련의 ‘불안의 사상가’들의 설교에서 오늘의 인텔리겐
챠는 불안과 절망에서 헤매는 바로 그 자신의 초상화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불안의 문학, 불안의 철학의 현대적 의의가 바로 여기 있
는 것이며 그에 대한 가차 없는 검토가 강요되는 원인도 또한 여기
있는 것이다.246)

이처럼 ‘불안’의 사상의 유행에 대한 박치우의 분석은 이를테면 쾌도난마식
의 정리를 보여주는 가운데 금일의 인텔리, 즉 지식인의 문제를 그 중심으
로 부각시킨다. 또한 그의 서술은 무엇보다 당시의 조선 지식인들이 접했던
‘불안’의 사상의 대체적인 지형도를 조감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긴요하다. 여
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젊은 지식인의 심근을 이같이 심극히 사로잡고 있”
는 그 구체적인 면면들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일군의
‘불안의 사상가’들의 선구자로서 거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불안의 문학’이나 ‘불안의 철학’의 내용 분석에 있어서 박치우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이 모든 사상이 극단적인 반(反)주지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관점에서 이는 극한 상황에 직면한 인텔리가
246) 위의 책, 8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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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의 ‘정확성’ 대신에 성심의 ‘진실성’, ‘성실성’을 유일의 의거로”247) 삼
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즉 달리 말하면, 자신의 특성이자 자랑이었던
지성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물건인지를 사무치게 느끼고, 인텔리 스
스로 이를 단념하거나 외면하게 된 상황이다. 예컨대 그는 셰스토프에 대한
일별에서 “니힐리즘에 가깝도록 광적으로 반주지주의적”248)인 그 사상의 극
단성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인텔리에게 있어 지성의 포기는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상실한 채 다만 무(無)에 직면하는 일에 다름 아
니라는 것이 박치우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박치우는 인텔리들의 앞에 놓인 장래의 가능성으로서 패배
주의적 인텔리가 취하는 ‘숙명의 길’, 파시즘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신화의
길’, 역사적 각성을 보이는 ‘자각의 길’이라는 세 갈래를 제시한다. 이와 관
련하여 먼저, ‘불안’의 사상이 실제로 도달하게 되는 문제적 측면들이 거론
된다. 박치우는 ‘불안의 문학’, ‘불안의 철학’의 가르침이 위기의 적극적인
타개 대신 ‘운명에 대한 사랑’, ‘고뇌의 감수’ 등을 통해 패배주의를 조장한
다고 본다. 또한 불안의 사상의 반주지주의적 성격이 행동으로 기형화할 때,
자연스럽게 파시즘으로 통하게 될 것을 지적하는 점은 미키 키요시와 다르
지 않다. 따라서 이른바 불안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나치스에 협력한 일
등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일본과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있어 ‘불안’의 사상이
파시즘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유 있는, 현실적인 우려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글에서 박치우는 ‘불안의 문학’이나 ‘불안의 철학’의 원래 의도
역시 참된 자아를 찾는 점에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이들 문
247) 위의 책, 84면.
248) 이 글에서 여러 반(反)주지주의적 사상 가운데 특히 셰스토프는 가장 극단적인 인물로
서 강조되고 있다. 관련 서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가 참된 진리의 인식은 다만
사(死)의 천사가 몰래 갖다 주는 ‘제2안(眼)’을 통해서 받는 영감적 감응에 의하여서만 가
능하다고 하여 일체의 과학, 일체의 상식을 향하여 광적 매도를 퍼붓고 있는 것이라든지,
‘모순율’의 무능을 고조하여 아리스토텔레스 및 칸트까지도 여지없이 매도하는 것이라든
지. 그 뿐인가. 나중에는 “모르기는 하지만 보통 인간이란 천치야!”, “2×2=4는 생이 아니
라 사(死)의 시초란 말이야!”하고 『지하실의 사나이』의 수기를 거듭 인용하면서 외칠
때 우리는 그가 과연 정신병자나 아닌가 하고 의심하리만치 그의 반주지주의에 놀라지 않
을 수 없으리라.” 위의 책,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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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보여준 추구는 실체적인, 참된 내용을 갖지 못한다.
그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키릴로프, 이반 카라마조프, 지드의 베르나르, 셰스
토프의 도스토예프스키적 ‘지하실의 사나이’ 등등을 보라!”249)라고 말한다.
그는 이들 모두가 조금의 역사적 각성도 갖지 못한 인물들이었음을 강조한
다. 즉 박치우는 도스토예프스키, 지드, 셰스토프 등의 문학과 사상을 현실
과 무관한, 공허한 관념상의 논의들인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가령 인물들이 보이는 표면적인 관념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도스토예프스키
의 작품들 역시 19세기 중, 후반 러시아 사회의 현실에 대한 고뇌와 각성의
산물임을 외면한, 예의 쾌도난마식의 분석에 의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치우가 ‘불안’의 사상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서 역사적 각성의
결여를 말하고, 1932년에 있었던 지드의 공산주의로의 전향을 참된 자아
발견의 길로서 주목하는 것은 그의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결론으
로 볼 수 있다.
‘불안’의 문제는 뒤이은 박치우의 글 「불안의 철학자 하이데거: 그 현대
적 의의와 한계」(1935.11.3-12)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고찰의 대상이 된다.
한편의 철학 논문으로서, 하이데거 철학의 의의와 함께 한계를 말하는 이
글에서의 분석은 ‘불안’의 사상 전반을 평가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해의
방식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해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곧 도
스토예프스키의 문학에 대한 이 시기의 이해의 한 방식이 되기도 한다는 점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글에서 박치우는 하이데거 철학의 본질
과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으로서 셰스토프의 사상을 함께 거론하고 있다.
박치우가 말하는 하이데거 철학의 현대적 의의는 “오늘의 소위 절망적 생존
들의 고뇌상을 우선 현상적으로 그려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보를 나아가
이러한 불안과 허무를 뚫고 그리로부터 빠져나올 그러한 새로운 혈로를 제
시하는 듯이 보이는 점”250)이다. 그 새로운 혈로란 곧 ‘불안’, ‘무(無)’ 등의
249) 이후 서술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이들의 특징은 그들이 모조리 역사의 흐름과 ‘리
듬’과는 전연 관계없이 부동하는, 때로는 오히려 역행하는 인간이었다는 점에 있는 것이
니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은 조금도 역사적 각성을 가지지 못한 인간들이었다는 말이
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열은 있어도 인식은 없었고, 파괴는 있어도 건설은 없었던
것이다.” 위의 책, 90면.
250) 위의 책,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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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통해 다시금 자아와 세계에 대한 심각한 각성을 얻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셰스토프 철학의 진정한 면모 역시 “사(死)를 정면으로 응시함
에 의하여 절망의 장벽에 몸을 들어 부닥침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의 심연
을 바라보고 돌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절망적인 현실(인간과 세계)
을 향하여 이것을 ‘비극적으로 긍정’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각득(覺得)을
얻어 보려는 그러한 적극적인 의미”251)를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박치우는 하이데
거 철학에서의 인간관이 현실적으로 체념적, 절망적 인간관이라는 점에서
이를 ‘패배의 철학’으로 규정한다. 즉 이 철학을 통해 비록 참된 자각을 얻
는다 할지라도 그 자각이란 “순수자아성의 각득”252)일 뿐, 역사적, 사회적
자각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의해 그 요
체에 있어 하이데거 철학과 동일하다고 간주된 셰스토프의 철학 역시 궁극
적으로는 절망과 패배의 이름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
다.
이상 살펴본 박치우의 ‘불안’의 사상 이해는 한편으로 1930년대 당시 조
선 철학계의 현실 인식과 철학 연구의 경향을 명확히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박치우를 포함하여 당시 철학계의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위기의 시대,
즉 전환기를 살아간다는 자의식을 보이는 가운데, 현실 중시, 실천 강조, 주
체 각성, 형식 논리 배격, 변증법 선호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253) 무엇
보다 현실을 중시하는 이러한 경향이 비단 철학계를 넘어서서 식민지의 현
실을 자각하는 지식인들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자세의 주요한 측면이라고 할
때, 도스토예프스키나 니체까지를 그 선구자로서 포함하는 ‘불안’의 사상은
우선적으로는 비판적 시선의 심판대 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
다.
박치우와 마찬가지로 유물론적 사상을 가진 철학자 신남철은 「신문화

251) 박치우는 이러한 점을 간과한
(零)”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위의
252) 위의 책, 120면.
253) 이병수, 「1930년대 서양철학
향」, 『시대와 철학』, Vol. 17,

해설이 있다면 셰스토프에 관한 해설로서는 “완전히 영
책, 107-108면.
수용에 나타난 철학1세대의 철학함의 특징과 이론적 영
No. 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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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길」(1936.5)에서 전 세계적인 문화의 위기에 대해 재고하고자 한
다. 그는 저널리즘을 통해 ‘위기’의 담론이 등장한지 4, 5년의 시간이 흘렀
지만, 아직 조선에서 이 문제를 절실히 문제 삼은 예를 보지 못하였다고 말
하고 있다. 그는 ‘위기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 ‘위기의 철학자’인 프란츠 하
이네만의 경우를 통해 ‘위기’의 문제가 ‘인간 존재의 의문성’에 대한 논의로
전개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지적한다. 즉 현대의 위기가 인간 존재 자체의
불안, 절망에 대한 의문으로 이해되는 상황은 그 의문 이상의 결과를 얻어
내지는 못한다는 것, 현실적으로는 절망에 도달할 뿐이라는 것이 신남철의
판단이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 지드나 셰스토프에 관한 지식청년들의 열띤
관심이 그와 같은 추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았다.

위기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재를 인간의 의문성에서 규정한 이러한
현대의 위기의 사상가들은 사실 인간의 내면적 관상에 침윤하여 그
심리의 기미에 저촉해준 바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있어
서 더욱 더욱 인간의 절망에 도달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철없는 젊
은 세대인으로 하여금 비극을 논하고 낭만을 운위하게 하고 있다.
현재 이 나라의 지식청년들이 지드Andrée Gide(1869-1951)와 셰
스토프Lev Shestov(1866-1938)를 즐겨 말하고 있는 현상은 마치
이러한 종교적, 철학적 내지 문학적 자성에만 급급하여 자기를 위요
(圍繞)하고 있는 악착한 현실의 운행에 맹목하려는 생활 태도에 불
외한다.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인격의 분열을 보지 못한다. 설사 본
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나라하게 결출(抉出)하려는 용기를 가지지 못
하고 있다. 그들이 인간의 의문성에는 상도(想到)하고 있다 하더라
도 그 의문성이 연유하는 바 원심적인 구체적 정황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까지 도달되어 있지 않다.254)

여기서 신남철의 비판은 두 방향을 향하고 있다. ‘위기’ 및 ‘불안’의 사상 자
체가 그 한 쪽이라면, 또 다른 한 쪽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도외시하는
조선 지식청년들의 수용의 태도이다. 신남철의 관점에서 사태를 관념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것은 가장 지양되어야 할 태도이다. 따라서
254) 신남철, 『신남철 문장선집Ⅰ』,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4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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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나 ‘위기’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현실의 측면에서 주체적으로 사고
되지 않을 경우, 그 의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255)
그런데 문화의 위기를 논하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중요한 내
용은 이성의 위기, 즉 비합리주의의 거센 육박에 대한 당시 지식인의 내면
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파시즘에 대한 인식이다. 신남철은 파
시즘의 정신주의적 지배에 주목한다. 그는 “라틴의 이어(俚語)에 “쥬피터는
그가 멸망시키려고 생각하는 자로부터 이성을 빼앗아 버린다”는 말이 있다.
현대의 문화는 정히 그러한 이성을 빼앗기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닐
까? 이상 제국의 문화정책에서 보는 이러한 위기는 생각 있는 자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고 있다”256)라고 말한다. 신남철이 정리하는 작금의 정신
적 구도는 비합리주의에 대한 합리주의의 대립, 복고주의 및 신비주의에 대
한 사회적, 역사적 과학의 대립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통해, 비합리주의,
반이성주의란 곧 파시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당시의 인식 구도 속
에서 또 다른 비합리주의가 부정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임을 유추
할 수 있다. 예컨대 이에는 ‘불안’의 사상, 생철학, 실존주의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철학계의 또 다른 인물로서, 휴머니즘 논쟁 등을 통해 문학 비평
의 영역에서도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인 김형준, 즉 김오성은 「위기에 빠진
현대 문화의 특징」(1935.1)257)에서 ‘불안’의 사상 전반을 검토했다. 그 검
토의 대상이 된 것은 ‘불안의 철학’, ‘불안의 문학’, ‘위기의 신학’을 대표하
는 하이데거, 야스퍼스, 셰스토프, 에밀 브룬너의 사상이다. 이 가운데 셰스
255) 참고로, 신남철은 일찍이 1933년 당시에 미키 키요시의 「불안의 사상과 그 초극」을
접하고, 곧바로 그에 대한 비판론을 전개한 바 있었다. 즉 불안의 사상에 대한 그의 검토
는 처음 「불안의 사상의 유형화 -『개조』6월호 미키 키요시(三木淸)씨의 소론을 읽고」(1933.7)에서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 신남철은 미키 키요시의 최근의 견해가 내면적인
것, 정신적인 것에 대한 추구로 기울어지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노출한다. 특히 불안의
사상의 초극을 위한 해결책으로서 미키 키요시가 파토스와 로고스의 변증법적 통일에 입
각한 인간 타입의 형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은 신남철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다.
신남철에게 이는 추상적, 일반적 인간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같은 구체적,
사상적 타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친다. 이에 급기야 신남철은 미키 키요시의 이론이야말
로 불안 사상의 초극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초극되어야 할 현대의 불안 사상이라는 결론
을 내렸다. 위의 책, 177-183면.
256) 위의 책, 445면.
257) 김형준, 「위기에 빠진 현대 문화의 특징」, 『개벽』3호, 1935.1, 6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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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프의 철학에 대해서는 ‘일상성’과 ‘비일상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지하실
의 인간’, ‘생(生)’이 ‘사(死)’가 되고, ‘사(死)’가 ‘생(生)’이 되는 ‘무의 변증
법’ 등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오성의 정리는 현대가 당면한 객관적 위기가
‘불안’의 사상 전반에서 주관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점에서 다른 글들의 주장과 공통된 시각을 드러낸다. 다만 그의 글에서는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새로운 문화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자 하
는, 주체적인 모색의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1930년대 중반 당시, ‘불안’의 사상의 핵심을 탐구하고자 하는 철학계의
논의를 통해 조선 지식인의 정신적, 사상적 지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면, 다
음의 안함광의 글은 ‘불안의 문학’ 내지 ‘불안’의 사상이 조선 문단에 받아
들여진 경과 및 그에 대한 평가의 마지막 지점을 알게 해준다. 즉 이미 살
펴본 백철의 첫 언급이나 임화의 비판적 발언이 나온 때로부터 5년여의 시
간이 흐른 1938년 말의 시점에서 안함광은 ‘불안’의 사상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258) 그는 이 글에서 먼저 ‘인간적 불안’과 ‘지성적 불안’을 구분하고,
19세기 말, 서구의 이른바 ‘세기말적 데카당스’와 조선 문단의 ‘불안’을 구분
한다.

그러나 전기(前記) 경우의 지성적 불안(*세기말 데카당스를 말함)
그는 결국 파괴를 위한 파괴, 신경질적 몸부림, 엣센트릭한 저항 이
런 것들에 의하여 특징 붙여진, 말하자면 비창조적 지성의 발현이었
다는 것을 상기할 수가 있다. 이에 반하여 경향문학의 퇴조 이후 조
선에 나타난 불안의 정신은 ‘절망’이란 것에 대한 반역의 정신과 함
께 굴신성(屈伸性) 있는 개성적 세기에 대한 기분의 주체적 신뢰를
갖고 어떻게 해서든 창조와 건설의 방향을 탐구해보겠다는 노력으
로서 현현(顯現)되었다. 이러한 젊은 제너레이션의 정신이 그의 심
정을 일시 ‘키에르케고르’라든가 ‘하이데거’ 등에로 의탁해 보았다는
258) 안함광의 이 글은 ‘불안’의 사상 외에도 생철학, 지성론 등 프로문학의 퇴조 이후 조선
문단이 관심을 가져 온 대상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런데 ‘불안’의 사상에 대해서는 그
추구가 대체로 완료된 상황인 것으로, 생의 철학에 대해서는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서술하
고 있다. 안함광, 『안함광 평론선집1 -인간과 문학』, 박이정, 1998, 179-192면 (「불
안 ․ 생의 사상 ․ 지성 -사실이냐? 낭만이냐?」) ; 이후 본문에서의 인용은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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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이리하여 그들 ‘불안의 사상’은 현실적
질서의 압박에서의 해방을 염원하는 정신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182-183)

이와 같은 서술은 일견 ‘불안’의 사상이 갖는 의의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평
가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 적극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경향문학의 퇴조
이후 “어떻게 해서든 창조와 건설의 방향을 탐구해 보겠다는 노력”을 보인
조선 문단의 모색의 과정이다. 안함광은 “실로 경향문학 퇴조 후에 나타나
는 ‘불안’이란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를 막론하고 젊은 제너레이션의 공통된
감정이 아니었을까!”(181)라고도 말하고 있는 만큼, ‘불안’의 사상에 대한
관심이나 경도(傾倒)는 실제로 많은 이들이 체험한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안함광의 이후의 서술은 결론적으로 ‘불안’의 사상에 대한 조선
문단에서의 평가가 철학계에서의 평가와 그대로 일치함을 말해준다.

하나 불안의 사상은 그 방법에 있어서 잘못이 없었던가? 방법은
언제나 근본이념의 대변자로서 표현되는 법이다. 그렇다고 할진대
객관적 세계에서 떠나서 자기 자신의 자주적 존립을 발견할 때 비
로소 인간 고유의 존재에로 돌아갈 수 있으며 또 돌아가지 않아서
는 아니된다는 그의 ‘실존’설은 결국 무력인(無力人)의 창백(蒼白)한
망향곡에 그쳐지는 것이나 아닐까? (...) 그(*키에르케고르를 말함)는
통털어 불안에서의 해방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
히 주관적, 내부적인 방법에 의하여 달성하려 한 자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곳에 불안의 사상이 가지는 한계가 있음은 자명의 이(理)다.
(183)

‘불안’의 사상은 객관적 현실에서의 ‘위기’와 ‘불안’이 내면적, 주관적 차원에
서 다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그럼으로써 문제적 상황의 실질적인 해
결은 요원해 보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글들에서 한결같이 지적
되는 내용이다. 예컨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 혹은 현실적 차원과 관
념적 차원이라는, 문제 해결의 두 차원 가운데 후자의 차원은 받아들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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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부정된다. 안함광은 ‘불안’의 사상에서의 불안 정신이든, 셰스토프의
허무주의259)이든 이성에 반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 사상은 이성
이 아닌, 도대체 무엇에 의해 바라는 지향점에 도달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한편, 조선 문단에서의 ‘불안’ 논의와 관련하여 더불어 기억할 필요가 있
는 사실은 행동주의260)의 등장이다. 행동주의는 ‘셰스토프적 불안’의 뒤를
잇는 새로운 문학적 경향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1935년 초부터 소개되었다.
이헌구는「행동정신의 탐조(探照)」(1935.4)에서 “불안과 회의의 구극(究極)
이 가져온 바가 행동 그것이다”261)라고 말한다. 그런데 ‘행동’이 바로 불안
과 회의의 반대 항으로 간주되었던 점은 행동주의를 특히 프로문인들을 중
심으로 한 논의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262) 홍효민의 다음과 같은 서술은
1930년대 중반, 조선 문단에서 행동주의 문학의 가능성이 타진된 배경을
259) 이 글에서 안함광은 셰스토프 사상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물론 셰스토프의 사상은
단순히 허무를 위한 허무사상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오히려 인간 정신의 해방이라는
것을 그 사상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다만 그 방법이 독특하게 비극면에서 제기되어지고
있을 따름이다”(184)), 그 사상을 ‘허무사상’으로 간주한다.
260) 행동주의는 1934년 6월, 일본에서 고마쓰 기요시(小松 淸)라는 인물이 프랑스 작가 라
몽 페르낭데스의 「지드에게 보내는 공개장」을 번역, 소개한 일을 계기로 일본 문단의
중심 논제가 되었다. 즉 이는 유럽에서 일어난 반파시즘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자아주의
자로 알려졌던 지드가 공산주의로의 전향을 선언한 일과 처음에는 지드에 반대했던 페르
낭데스가 「지드에게 보내는 공개장」을 통해 반파시즘의 태도를 표명한 일 등 프랑스 문
단의 새로운 동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작가인 앙리 바르뷔스나 앙드레 말로와도 친교를 맺었던 고마쓰 기요시는 지드나 페르낭
데스처럼 순수예술파로 분류되던 인물들의 전향에서 새로운 능동적 정신 및 행동의 발흥
을 보았고, 이를 일본에 소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개에 자극 받은 작가 후바나시
세이이치(舟橋聖一)가 다시 ‘능동정신’을 이야기함으로써 1934년에서 1935년에 걸쳐 행
동주의 문학론과 지식계급의 ‘능동정신’이 요란스럽게 논의되었다. 이처럼 잡지 『행동』
을 중심으로 행동주의 문학론, 능동정신론, 지식계급론이 문단을 뒤흔들게 된 상황에 대
해 일본문학사에서는 그 논의의 중심을 “마르크스주의 운동 패퇴 이후 지식인 문학자들이
과거의 운동과 그 실패 체험에 입각해서 밀려오는 파시즘의 물결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었던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왕신영, 「1935년 전후의 ‘행동주의’ 논쟁 - 제창자 고마
쓰 기요시(小松 淸)의 입장에서」, 『비교문학』, Vol. 32, 한국비교문학회, 2004, 107면
; 히라노 겐, 앞의 책, 163면 ; 호쇼 마사오 외, 고재석 역, 앞의 책, 141면.
261) 이헌구, 앞의 책, 106면.
262) 조선 문단에서의 행동주의 논의는 이헌구, 함대훈 등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주로 프로
문학계 문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프로문학의 연장, 또는 재기”라는 인상을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문단에서의 행동주의 논의의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된다. 이해년,
「한 일 문단 행동주의 문학론 전개의 비교연구」,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 7, 국제비교한국학회, 2000, 145면.

116

잘 보여준다.

그리하여 오늘의 지식계급은 노동자, 농민 계급과 조금도 다름없
는 처지에 떨어져 있다. 그러나 지식계급은 노동자, 농민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건강과 육체적 기술이 없다. 이곳에 지식계급은 일반적
세계 불안에서 더 들어가 절망의 세계에서 허공을 부여잡는 자포자
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구주대전(歐洲大戰) 이후에 이 현상은
더욱 더 심하게 되었고, 일시는 ‘데카단’이 유행적 총아가 아닐 수
없는 그러한 곳에까지 갔다.
세계 불안이 심각할수록 이들의 부동(浮動)되는 정도도 그 도를
심히 하였다. 이들 지식계급이 셰스토프적

<비극의 철학>을 찾고

하이데거의 <불안의 철학>, 도스토예프스키의 <우울의 철학>, 니체
의 <초인간적 정신>을 재음미함으로써 또는 재인식함으로써 그들의
자위를 삼고자 하였으나 각각으로 더해오는 현실적 환멸, 또는 현실
의 무자비는 조금도 이들을 구할 수 없었다.
(...)
이곳에 다시금 새로운 정신이 지식계급에게 양대 계급(*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말함)에게 피동(被動)할 것이 아니라 지식계급 스스로

의 능동(能動)할 것이라는 능동정신이 대두되게 되었다.263)

요컨대 불안과 절망 속에서 방황의 시간을 보내온 지식계급의 각성은 이제
행동주의 혹은 능동정신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 홍효민의 주장이다. 그
의 관점에서 진정한 각성이란 셰스토프, 하이데거, 도스토예프스키, 니체 등
의 철학과 문학에서 찾아질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와 마찬가
지로 조선 문단에서도 행동주의 논의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눈에 띄
는 문학적 결과를 생산해내지 못한 채 사그라지는 결말을 맞게 된다. 임화
는 행동주의 문학 운동이 어떠한 반향도 불러일으키지 못한 점에 대해 실망
스러움을 표현하고, 이를 “조선적 무기력”의 탓으로 돌렸다.264) 이처럼 ‘불
안’의 사상에 대한 대극으로서 일시적이나마 행동주의 논의가 발생한 점은
263) 홍효민, 「행동주의 문학 운동의 검토 -부(附) 행동주의 문학의 조선적 가능」, 『조선
문단』, 속간4호, 1935.8, 702면.
264) 임화, 「조선문학의 신정세와 현대적 제상」(『조선중앙일보』, 1936.1.26.-2.13),『임
화 4』, 앞의 책, 5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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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정신적 지향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불안’을 둘러싼 논의들은 일본에서의 경우와 같이 조선 지
식인들의 정신상의 구도를 밝혀주는 측면을 갖는다. 함대훈은 당시 조선의
지식계급을 한마디로 “정신생활의 지주를 상실한” 사람들로 규정하고, 그
상태를 “신경이 위폐(萎廢)되고 생의 피로를 느끼고 일체를 염오(厭惡)하고
관능이 마비될 지경으로 참된 생활을 상실하고 있”265)는 것으로 표현하였
다. 이러한 정신에 ‘불안’이라는 이름과 ‘불안’의 사상이 적지 않은 매혹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본 절에서 검토한 거의 모든 글들을 통해 확인된 것은 실상 ‘불
안’에 대한 거부이자 비판이다.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는 논
자들의 경우, 현실 대(對) 관념, 합리 대(對) 비합리, 이성 대(對) 비이성, 과
학주의 대(對) 종교 및 신비주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분법적 사유체계
속에서 전자의 항들을 부동의 신념으로서 취하는 까닭에 비합리주의적 경향
으로 간주되는 ‘불안’의 문학이나 사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
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들 지식인들은 이성과 합리의 정신을 기반으로 현재
의 모순에 대응하는 가운데 미래에의 주체적인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더욱
이 그러한 사유의 틀을 포기할 때,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비합리적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함정”266)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는 인식
또한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었다. 또한 어느 무엇보다 현실을 중시하는 가운
데, 그 현실의 모순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이를테면 셰스토프식의 ‘비극적인
긍정’의 역설적 방식은 추구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셰스토
프 논쟁에서 드러난, 고바야시 히데오나 아베 로쿠로와 같은 목소리를 내기
에는 당면한 상황의 문제는 더할 수 없는 절박함으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살펴본 대로, 이상의 정신적 구도에는 식민지 현실
의 또 하나의 문제적 측면으로서 지식인의 비참한 물질적 전락 또한 큰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265) 함대훈, 「지식계급의 불안과 조선 문학의 장래성」, 『조선일보』, 1935.4.6.
266) 손정수,『개념사로서의 한국근대비평사』, 역락, 2002,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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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불안’ 논의의 핵심 인물인 셰스토프와 『비극의 철학』에 대
한 관심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심이 도스토예프스키 문학
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30년대 일본에서 ‘불안’의 문제로부
터 시작된 셰스토프 논의는 곧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논의였던 것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일단 당시의 문단이나 저널리즘을 통해서는 본격적, 개별적
으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른바 ‘불
안’의 사상가들의 일련의 전언들은 과연 ‘부정적인 참조틀’267)로만 존재하였
을 뿐, 지식인들의 인식에 아무러한 변화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는가의 문제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예컨대 1930년대 후반기에 ‘실존
주의’라는 개념 체계는 일반화되어 유포되고 있지 않았으나, ‘실존’ 사상의
보편화, 내면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268)에 주목할 수 있
다. 이러한 내면화는 다름 아닌 ‘불안’의 사상을 통한 것이었다.
한편 1930년대 중반 평론계의 생철학 및 실존철학 수용을 고찰한 연구
에 따르면, 그 실질적 수용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조건 속에 놓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근대적 지성이 비이성주의에 의해 부정된 세
계사적 상황과 그에 따른 반응들이 존재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
다.269) 이상의 연구들은 조선 문단의 표면에서 외쳐지는 목소리들과 소리
없는 내면화의 과정이 구분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본 절에
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우선적으로 전자를 검토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드러난 목소리들에 관한 한, 이미 살펴본 일본에서의 수
용의 내면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식민지적 상황 및 파시즘에 대한 인식인
267) 김예림은 1930년대 후반의 역사철학적 사유에서 생철학이나 실존철학은 변증법적 사
유 틀을 옹호하는 조선 지식인의 역사관에 부정적인 참조틀로서만 작용했다고 말한다. 김
예림, 「1930년대 후반 몰락/재생의 서사와 역사기획 연구 - 역사철학 담론을 중심으
로」, 『한국근대문학연구』, Vol. 3, No. 2, 한국근대문학회, 2002, 203면.
268) 한형구는 일제 말기 시에 나타난 ‘시적 실존’에 관해 언급하는 가운데, 1930년대 당시
셰스토프의 『비극의 철학』이나 니체, 쇼펜하우어, 키에르케고르의 사상, 도스토예프스
키, 지드의 소설 등이 문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졌던 사실을 ‘실존’ 사상의 내면
화의 근거로서 들고 있다. 한형구, 『일제 말기 세대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
사논문, 1992, 183면.
269) 손정수, 위의 책,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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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불안’이나 셰스토프, 도스토예
프스키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프로문학의 몰락이라는 상황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한다. 『비극의 철학』의 등장은 새로운 차원의 현실 직시의 자세와의
대면을 요구했으며, 진리나 이상과 같은 기존의 확고 불변한 가치들을 의심
하고 회의하는 정신들은 이를 계기로 더욱 외면화 되었다. 이에 비한다면,
이 시기 조선 문단과 철학계의 논자들은 이성 혹은 지성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에 근거해 있다. 또한 파시즘의 시대에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해결책은
현실에서 구해져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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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무력(無力)에의 거부 : 김남천과 임화의 문학적 모색
과 도스토예프스키
1. 하나의 가설 : ‘발자크 대(對) 도스토예프스키’라는 구도
1.1.

1930년대 후반 김남천과 임화의 문제의식과 발자크 연구

: 카프의 해산과 반성 및 모색의 필요성 - 주체의 재건 문제와 리얼리즘이라는 출
구 - 엥겔스의 발자크론에 대한 이해와 주체 재건의 희망 - 조선 문단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본격소설의 이상 - 김남천의 창작방법론 모색과 발자크적인 묘사의 정
신 - <발자크 연구 노트>

1930년대 후반, 김남천270)과 임화271)의 시대적, 문학적 문제의식은 대
체로 주체와 리얼리즘 논의를 통해 표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남천과
임화는 1929년 동경에서 카프(KAPF) 동경지부의 기관지 『무산자(無産
者)』에 함께 관여한 이래, 카프의 맹원이자 선도적 비평가로서 조직 및 문
학 활동에서 한 대오(隊伍) 속에 서 있었던 만큼272) 기본적으로 유사한 문
제의식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논의에서 주체와 리얼리즘의
문제는 사실상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려운 내적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이
는 문학 이전의 차원에서는 주체와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270) 본명 김효식(金孝植, 1911-1953?). 소설가. 비평가. 사망 시기에 대해서는 1953년, 55
년, 78년 당시 생존이라는 세 가지 설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정호웅 ․ 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Ⅰ』, 박이정, 2000, 885면 참조 ; 이후 본 장에서 김남천 전집은 『김남천
Ⅰ』과 같이 표기함.
271) 본명 임인식(林仁植, 1908-1953). 시인. 비평가. 문학사가.
272) 김남천은 자신과 ‘동지’ 임화와의 관계에 대해 “(...) 1929년 7월 어느 저녁 때 경성역
대합실에서 안막(安漠)과 내가 임화를 만난 그 후부터 나와 임화는 항상 여러 가지 일을
중심 두고 한 가지 대오 속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김남천, 「임화(林
和)에 관하여 -그에 대한 수감(隨感)의 이 토막 저 토막-」(『조선일보』,
1933.7.22.-25), 『김남천Ⅰ』, 37면 ; 평생에 걸친 문학적, 이념적 동지로서의 김남천과
임화의 공통점과 주요 활동의 요약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권성우, 「임화와
김남천 -동지, 우정, 고독」, 임화문학연구회, 『임화문학연구3』, 소명출판, 2012,
102-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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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살 직전에 마르크스주의 활동에 뛰어들어 1930년대 후반에 이르기
까지 김남천과 임화의 삶의 이력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 조
직 활동 및 카프와 관련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이들의 행보를 일별해 보
면 다음과 같다. 평안남도 성천 출신인 김남천은 평양고보 졸업 후 동경유
학 중이던 19세 때, 카프와 인연을 맺은 후, 다음 해 여름방학에 귀향하여
성천청년동맹을 조직하고, 평양 고무공장 노동자 총파업에 관여하였다. 그리
고 다시 일본 호세이(法定) 대학에서 좌익 단체인 ‘독서회 및 적색스포츠단’,
좌익신문잡지의 배포망인 ‘무산자사(無産者社)신문법정반과 무산청년 법정반
및 전기(戰旗)법정반’에 가입했다가 1931년에 제적되었다. 그 후 귀국하여
활동하던 중 같은 해 10월, 카프 제1차 검거 때,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사
건’에 연루되어 검거되었으며, 카프 맹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재판 본심에 회
부되어 2년여 수감 생활을 거친 후 병 보석으로 출옥하였다. 그러나 1934
년 카프 제2차 검거 때, 다시 검거되어 전주로 이송되었다가 이전의 투옥
경력 때문에 제외된다.
서울에서 출생한 임화는 보성중학 중퇴 후 성아(星兒)라는 필명으로 시
와 평론을 발표하다 19세 때인 1926년, 윤기정의 추천으로 카프에 가입하
였다. 이후 카프의 이론적 지도자 박영희의 문하에 들어갔으며, 그의 도움으
로 영화 공부를 위해 동경으로 갔으나, 카프동경지부 책임자 이북만 아래서
김남천, 안막 등과 함께 무산자사(無産者社)의 일을 도우며 조직훈련을 받았
다. 1931년 귀국 후엔 소장파로서 카프의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카프 제1차
검거로 약 3개월간 수감되었다. 1932년에는 카프 서기장이 되어 카프의 제
2차 방향전환을 주도한다. 카프 제2차 검거 때는 폐결핵으로 투옥을 면했으
며, 병 치료를 위해 평양, 서울의 탑골승방 등 여러 곳을 전전하다, 마산으
로 내려가 요양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굴곡들을 경험했기에 새
로운 진보적 사상의 기반 위에서 목적론적, 미래지향적 활동을 펼치고자 하
는, 뚜렷한 역사철학적 좌표를 지닌 두 사람에게 점점 강화되어 가는 지배
체제 속의 식민지 현실은 어느 때고 문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남천과 임화가 맞닥뜨린 엄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의 이상
이 좌절된 사건으로서 손꼽을 만한 것은 1935년 5월, 카프의 해체였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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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조직원들이 극단 ‘신건설’ 사건(카프 제2차 검거)에 연루되어 전주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카프의 해산서는 신병 요양 중에 있었던 서
기장 임화, 김남천, 김기진의 의논 하에 경기도 경찰부에 제출되었으며, 이
는 경찰의 강권에 의한 강제 해체에 다름 아니었다.273) 후일 임화가 예술단
체 카프의 성격을 문단 내에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가운데 훌륭한 하나의
정치 단위였다고 정리하고 있듯이,274) 카프는 마르크스주의 당파성의 근거
지로서 소속 문인들의 모든 활동에 강한 규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1935년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조직 해산의 주장이 대두되는 등 와해의
분위기를 맞이하고는 있었지만, 이제 “자신의 출신 계급을 따라 일개의 독
립된 자기로 귀환”275)하게 된 상황은 적지 않은 상실감과 무력감을 불러일
으키게 된다. 더욱이 주변을 둘러볼 때, 김남천과 임화의 관점에서는 한때
카프에 몸담았던 프로문학 작가들의 행보는 어지러운 혼미 혹은 정체 속에
있거나, 시간이 흐를수록 퇴보의 길을 걷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통일된
창작의 이념은 상실되었고, 자기비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한편에서는 사
회주의 리얼리즘을 방패삼아 부르주아문학으로의 전회를 기도하고, 과거 경
멸하였던 문단이나 저널리즘, 출판 자본에 종속되어 가는 양상이 두드러졌
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과거의 프로문
학 내지 주체에 대한 반성과 막막한 현실 속에서의 새로운 방향 찾기였다.
이런 점에서 카프 해산 이후 ‘전형기’의 상황에서 김남천과 임화가 당면한
문학상의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현실에 맞서 있는 주체
의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었다.
1937년경의 시점에서 임화가 ‘주체의 재건’을 거론하고, 김남천이 마찬
가지로 주체를 문제 삼는 ‘고발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반성과 모색의 결과물이다. 김남천의 경우, 카프 해체 이전 그의 문학비평에
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도적 이념에 대한 절대적 추종과 ‘조직’을

273) 권영민, 『한국 계급문학 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338-342면 참조.
274) 임화, 「최근 10년간 문예비평의 주조와 변천」(『비판』, 1939.5-6), 임화문학예술전
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집5 -평론2』, 소명출판, 2009, 113면 ; 이후 본 장
에서 임화 전집은 『임화 5』와 같이 표기함.
275) 김남천, 「고발의 정신과 작가」(『조선일보』, 1937.6.5.), 『김남천 Ⅰ』,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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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마르크스주의자로서의 의식이다. 그는 여러 글들에
서 ‘문화적 공작(工作)’, ‘문학공작’, ‘작품공작’ 등의 어휘를 구사하면서 문학
(예술)에서의 ‘정치주의’를 주장하는 등 이념적 집단에 소속되어 ‘문학선상의
일 병졸’로서 활동하는 자의식을 유감없이 드러내었다.276) 그러나 1930년대
후반, 김남천의 반성은 카프문학의 도식주의적인 경향 극복과 외국이론의
무조건적인 추수에서 벗어나 조선의 현실에서 고민하고 시작하려는 자세에
모아진다. 또한 김남천의 개인적 특성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임화와 달리 그가 문제의 근원을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단위인 작가
개인에서부터 따지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는 소설 창작을 했던 김남천의
사유가 기본적으로 작가로서의 실천적 관점에 보다 많이 근거하고 있었던
때문으로 짐작되기도 하는데, 김남천이 보기에 현재의 문학적 위기의 원인
은 무엇보다 작가 내부의 소시민성에 있었다. 그러므로 소시민 출신 작가의
주체 재건은 철저한 자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 방법이 바로 자기
고발이다. 여기서 ‘고발’이란 말하자면 리얼리스트의 ‘리얼’의 자세를 더 심
화시킨 것으로, 김남천은 이 자기 고발에서 더 나아가 조선적 상황에서 시
대적 운무(雲霧)에 해당하는 일체의 것을 고발하는 고발문학론을 주창한다.
김남천에 따르면, 이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우리 실정에서 구체화시킨 이
론이기도 하였다.277)
한편 임화는 이 시대 조선문학의 성격을 “누구에게나 생활에 대한 확신
이 없고 명일에 대하여 우연을 기다리는 외엔 절망 밖에 갖지 않은 시대,
방황하는 시대의 인간정신의 표현”278)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조선

276) 「문학시평 -문화적 공작(工作)에 관한 약간의 시감(時感)」, 『신계단』제8호, 1933.5
; 「문학적 치기(稚氣)를 웃노라 -박승극의 잡문을 반박함」, 『조선일보』, 1933.10.12 ;
「당면과제의 인식 -1934년도 문학건설- 창작태도와 실제」, 『조선일보』, 1934.1.9 등
참조.
277) 김남천, 「고발의 정신과 작가 -신 창작이론의 구체화를 위하여-」, 『조선일보』,
1937.6.3-5 ; 김남천, 「창작방법의 신 국면 -고발의 문학에 관한 재론-」, 『조선일
보』, 1937.7.10-15 ; 김남천, 「유다적인 것과 문학」, 『조선일보』, 1937.12.14-18 ;
「명일의 조선문학 -장래할 사조와 경향; 문단중진 14씨에게 재검토된 리얼리즘과 휴머
니즘」, 『동아일보』, 1938.1.1-3 등 참조.
278)
임화,
「방황하는
문학정신
-정축(丁丑)
문단의
회고」(『동아일보』,
1937.12.12.-15), 『임화 3』,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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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이 불안과 혼돈, 방향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에
게 공통된 신념이 결여되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사상의 상실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279) 그런데 임화가 분열상을 극복하고 재건하기를 강조하는 주
체는 카프 시기의 세계관을 사실상 더 강도 높게 체화한 주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주체의 재건이란 어떤 세계관을 다시 한 번 이론적으로
재인식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이론적으로 파악되었던 세계관이 실천의 마당에서 산새와
같이 우리를 두고 떠나간 쓰라린 경험에 아직도 혈흔이 생생하지
않은가? 패배의 황야에서 우리는 정신과 육체가 승려와 같이 분열
된 추한 시체로서의 자기를 폭로한 것이다.
우리는 이론이란 것이 대뇌의 일부에만 아니라 나의 육체, 나의
모세관의 세부까지를 충만 시킬 한 사람의 사상인(思想人)으로서의
자기를 갈망하고 있다.280)

이 점에서 임화의 주체 논의는 정공적인 해결책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나
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품고 있다. 왜냐하면 임화의 입장에서 이상적으로
내세운 이러한 주체를 기왕의 방법으로 재구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
이기 때문이다. 임화 역시 이 시점에서 작가들이 생활 실천을 통해 이러한
주체를 재건한다는 것은 현 세태 속에서는 이미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은 유일한 길로서 제시되는 것은 임화
의 의식 속에서 이제 생활 실천으로부터 분리된 작가적 실천의 길이다.281)
279) 임화는 작가들의 사상적 붕괴를 가장 중요하게 문제 삼지만, 문제를 이를 작가의 개인
적 주체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지는 않는다. 이 점에 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서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학이 주체의 각도에(서) 반성될 때는 반드시 그 시대의 문학 정
신이 좁고 얕은 황무지를 저미(低迷)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개의 작가적 현실
에서가 아니라 넓은 문학적 현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시대적 역사적 반성으로서 주체의
성질이 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의 주체에 대한 반성은 이 시대의 인간이 존재하
고 살아가는 방식과 의의에 관한 근본 성찰에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임화,
「현대문학의 정신적 기축 -주체의 재건과 현실의 의의」(『조선일보』, 1938.3.23.-27),
위의 책, 87면.
280) 임화, 「주체의 재건과 문학의 세계」(『동아일보』, 1937.11.11.-16), 위의 책,
50-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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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무렵 김남천도 임화와 유사하게 문학적, 예술적 실천의 길을 자
기 분열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말하고 있음으로써282) 주체의 논의
는 보다 구체적인 문예이론상의 리얼리즘의 문제로 본격화된다.
사실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혼란에 빠진 분열된 주체를 재건하여 시
대적으로 봉착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김남천과 임화의 노력이 오직
리얼리즘을 통해 그 출구를 찾으려고 했던 점은 그들의 세계관이 낳은 한계
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83) 임화는 “사실 리얼리즘이 과학적 이론에 의
하여 철저적으로 승인되는 유일의 문학적 경향이라든가, 인식 활동으로서의
문학의 본질이 다시 없이 명확하게 표현된 문학적 ‘이즘’이라든가, 경향문학
의 기본적 성격이라든가는 반복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284)라고 말한다.
이처럼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모더니즘 문학으로 지칭할 수 있
는 동시대의 뛰어난 문학적 성과들에 대해서도 쉽게 긍정할 수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김남천이 고발문학론 이후 모랄론, 풍속론, 로만개조론을 거쳐
관찰문학론에 이르는 탐구를 수행해 나간 과정과 임화가 ‘낭만적 정신’을 강
조하거나 ‘사실주의의 재인식’ 등을 거론하는 과정은 여전히 그 내부에는 일
종의 편향성, 독단성을 품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
떠한 이론적 추구이든 자신의 세계관에 입각한 나름의 경계 규정과 그로 인
한 사고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보다 중요
하게 기억되어야 할 점은 카프 시기로부터 문예이론의 주된 관심사였던 리
얼리즘에 대한 이들의 천착과 이해가 당시의 시대가 허용한 어떤 정점까지
281) 위의 책, 53면.
282) “그러나 대체 문학자에게 있어서의 생활적 실천이란 무엇이며 작가에게 있어서의 사회
적 실천이란 무엇일 것이냐? 나는 그것을 문학적 예술적 실천이라고 말하려고 하며 또한
이것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 문학자는 문학적 실천을 가지고 문학적
생활을 가지고 이 가운데로 간다는 것만이 유일의 진리이고 또한 예술과 생활, 문학과 정
치와를 통일하는 유일의 일원(一元)이다. 이것이 또한 주체의 자기 분열을 초극하는 유일
의 방향이며 객관과 교섭하여 통일되는 단 하나의 고발정신의 가는 길이다.” 김남천,
「자기분열의 초극 -문학에 있어서의 주체와 객체-」( 『조선일보』, 1938.1.26.-2.2),
『김남천 Ⅰ』, 329-330면.
283) 이러한 관점에서 임화의 리얼리즘론을 다룬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외곤,
『임화 문학의 근대성 비판』, 새물결, 2009, 113-132면 참조.
284) 임화, 「사실주의의 재인식 -새로운 문학적 탐구에 기(寄)하여」(『동아일보』,
1937.10.8.-14), 『임화 3』,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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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갔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김남천과 임화의 주체 및 리얼리즘 논의에서 19세기 서구 리얼
리즘의 거장 오노레 드 발자크가 호출되고 있는 점은 각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의 발자크 수용은 이른바 엥겔스의 발자크론285)을 핵심적인 계
기로 삼는 것이었으며, 김남천의 경우는 발자크의 구체적인 작품에까지 관
심을 확장시켰다. 물론 1933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소개 및 수용 이후 리
얼리즘 논의에서 엥겔스의 발자크론이 등장하는 것은 김남천과 임화의 글에
서만이 아니다. 그 내용은 안막, 권환, 한효, 안함광, 박승극, 박영희 등의
논의에서도 널리 검토되었는데, 당시 비평계의 관심사는 세부적인 진실의
재현 및 전형성, ‘리얼리즘의 승리’라는 명제, 두 가지로 정리된다.286) 그런
데 특히 쟁점이 된 것은 세계관과 창작방법의 모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리얼리즘의 승리’ 명제였으며, 이는 당시 프로문학이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엥겔스의 발자크론은 진보적 세계관이 아니더라도 훌륭
한 문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예시로 이해되어 창작에 있어 세계관의
문제를 가장 중시하는 카프의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론에서 벗어나는 구실
로 내세워졌던 것이다. 이는 자유로운 창작욕의 억눌림을 경험하던 작가들
로서는 그간의 불만이 분출된, 이유 있는 대응일 수 있었고, 다른 한편의 시
각에서는 전향의 논리로 이해되었다. 임화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엥겔스가
규수 작가 하크니스에게 보낸 짧은 서간이 우리에게 예상치 안 했던 해독을
끼쳤다는 것은 가소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287)라고 쓰고 있다.
285)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도시의 소녀』를 쓴 영국 작가 마가렛 하크니스에게 보낸 편지
는 1888년에 쓰여졌으며, 이 편지가 처음 공개된 것은 1932년, 독일 프롤레타리아혁명작
가동맹의 기관지 <좌선회>를 통해서이다. 소련에서는 다음 해인 1933년, 『칼 마르크스
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예술론』으로 출간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소련에서의 출간보다
앞선 1932년에 <사상>지를 통해 번역 소개되었다. 칼 마르크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최
인호 외 역,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6, 박종철출판사, 1993, 481-484면
; M. S. 까간, 진중권 역, 『미학강의』, 새길, 1989, 51면 ; 이건우 외, 『한국근현대문
학의 프랑스문학수용』,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184면 ; 와다 도모미, 「김남천의
취재원(取材源)에 관한 일고찰」, 『관악어문연구』23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8,
223면 참조.
286) 신재기, 『한국근대문학비평가론』, 월인, 1999, 375-376면.
287) 임화, 「사실주의의 재인식 -새로운 문학적 탐구에 기(寄)하여」, 앞의 글, 『임화 3』,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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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입장에 따른 아전인수식의 해석이 아니더라도 발자크의 ‘리얼리
즘의 승리’의 내용은 짧은 편지글 속에 함축적으로 서술된 까닭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288) 그런데 조금 다른 맥락에서
임화는 이 명제의 이해와 관련하여, “당시에 우리는 엥겔스의 발자크론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관과 예술적 방법, 사상과 리얼리즘의 관계에
대하여 명백한 이해를 가졌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 고백의 지점은 임화의 리얼리즘론의 전개 과정에서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임화가 낭만주의론 제기289)에 대한 자기비판을
겸하여 반성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과오는 의연히 과오로서, 문학에 있어 주체성의 문제를 낭
만주의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한 곳에 병인이 있었다.
즉 경향성 자신이 철저한 리얼리즘 그것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하여 부가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290)

다시 말해, 철저한 리얼리즘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해당 작품 속에 경향
성이 담기게 되며, 이 경향성은 작가가 일부러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깨
달음을 이전에는 갖지 못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화에게 엥겔스의 발
자크론이 갖는 의의는 모두로부터 비난받는 과거 카프의 공식주의를 지양할
수 있는, 적어도 논리상으로는 새로운 발전이 예견되는 출구를 발견한 사실
에 있다.291) 이러한 이해는 표면적으로는 창작방법론으로서의 세계관의 압
288) ‘리얼리즘의 승리’를 둘러싼 해석을 상세하게 다룬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동식, 「‘리얼리즘의 승리’와 텍스트의 무의식 -임화의 「의도와 작품의 낙차와 비평」
에 관한 몇 개의 주석」, 『민족문학사연구』Vol.38, 민족문학사학회, 2008, 107-113면.
289) 카프 해산 전인 1934년에서 1936년에 걸쳐 임화는 카프의 낡은 공식주의적 입장에 대
한 지양과 당시의 관조주의적 문학 경향에 대한 반발로서 ‘낭만적 정신’을 제출한 바 있
으나, 이는 많은 오해와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290) 임화, 「사실주의의 재인식 -새로운 문학적 탐구에 기(寄)하여」, 앞의 글, 『임화 3』,
79면.
291) 엥겔스의 발자크론으로부터 임화가 얻은 깨달음은 대체로 세계관을 넘어 구현되는 리
얼리즘의 승리 가능성 및 잉여세계의 발견으로 분석된다. 임화는 「의도와 작품의 낙차
(落差)와 비평 -특히 비평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감상」(『비판』, 1938.4)에서 지적 세
계와 직관 세계가 갈등하는 창작과정에서 작가의 의도와 결과와의 모순인 잉여의 세계가
탄생한다고 보고, 이 ‘신성한 잉여물’이 작가가 목적한 진정한 예술적 대상이었을지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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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서 벗어나려는 구 카프 문인들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
내면적 지향에 있어서는 반대의 방향을 향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실천이
인식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진리의 유일한 객관적 기준이 된다고 보는 마르
크스주의의 사고 체계 내에서292) 문학을 하나의 생활 실천으로 파악해왔던
임화에게 예술 실천, 특히 리얼리즘적 실천의 구체적 위력을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각성에서 더 나아가 ‘리얼리즘의 승리’ 명제에 대한 임화
의 이해는 리얼리즘적 실천이 역으로 작가의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독특한 사유의 장을 형성한다.

그러나 왕왕 작가의 세계관과도 모순하면서 위력을 발휘하는 리
얼리즘이란 것은 결코 문학으로부터 세계관을 거세하고 일상생활의
비속한 표면을 기어 다니는 리얼리즘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이
다.
이러한 리얼리즘은 작가의 그릇된 세계관을 격파할 만큼 현상의
본질에 투철하고 협소한 자의식과 하등의 관계없이 현실이 발전해
가는 역사적 대도(大途)를 조명하려는 작가의 고매한 정신의 표현이
다.293)
발자크론에 의하면 리얼리스트 작가 발자크와 왕당파 정치가 발
자크가 대립하였다고 하였다. 왕당파 정치자(政治者) 발자크의 사상
은 물론 불란서 인민으로, 즉 문학 이전의 과정에서 성립한 것이다.
그러면 예술을 통한 현실 인식, 다시 말하면 리얼리즘을 통한 예
술 창조상의 결과는 과연 하나의 사상이라 볼 수가 없을까?
신념 ․ 희망으로서는 왕당 ․ 귀족의 승리를 바랐음에 불구하고 그
른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르크스나 비평가 얀코 라브린, 시몬즈 등이 발자크와 관련하여
작가의 의도에 반해 작품 가운데 발생하는 이 잉여의 세계를 말했음을 밝히고 있다. 『임
화 3』, 560-571면 참조 ; 임화의 ‘엥겔스의 발자크론’ 수용에서 잉여세계의 발견을 거론
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신재기, 앞의 책, 385-386면 ; 김동식, 「‘리얼리즘
의 승리’와 텍스트의 무의식 -임화의 「의도와 작품의 낙차와 비평」에 관한 몇 개의 주
석」, 앞의 글, 121-129면.
292)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주체철학 철학사전』, 힘, 1988, 259면.
293) 임화, 「사실주의의 재인식 -새로운 문학적 탐구에 기(寄)하여」, 앞의 글, 『임화 3』,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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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품을 통하여 표시한 귀족의 몰락과 시민의 승리의 필연성이란
확고한 사상이 아니고 무엇일까?
리얼리즘의 승리! 그것은 사상에 대한 예술의 승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사상에 대한 옳은 사상의 승리다. 리얼리즘은 그릇된
생활 실천에 의하여 주체화된 작가의 사상을 현실의 객관적 파악에
의한 과학적 사상을 가지고 격충한 것이다.294)

엥겔스의 발자크론에 대한 임화의 이해의 요체가 담긴 이상의 인용에서
우선적으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작가 의식의 두 차원이 상정되고 있는 점이
다. 임화에 따르면, 작가는 그릇된 세계관의 소유자이기도 하고, 역사 발전
의 대도(大途)를 조명하려는 고매한 정신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또한 위의
두 번째 인용에서 “그릇된 생활 실천에 의하여 주체화된 작가의 사상”을
“현실의 객관적 파악에 의한 과학적 사상”을 가지고 충격을 주는 상황 역시
철저한 리얼리즘을 구현하는 작가 의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작품 밖의 작
가 의식과 작품 안의 작가 의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차원은 루카치가 말한, 작가의 표층적 세계관과 심층적 세계
관에 대응된다. 루카치는 『발자크와 프랑스 리얼리즘』(1952)에서 작가의
세계관과 그에게 보여진 세계의 충실한 반영 사이의 모순을 작가의 세계관
이 갖는 심층과 표층 사이의 모순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발자크와 스
탕달, 톨스토이와 같은 리얼리스트들은 세계관과 세계의 충실한 반영 간의
갈등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들의 현실적 세계관을 그저 피상적인 것일 뿐
이라고 여겼고, 그들 세계관의 실제적 깊이, 즉 존재는 당대의 중요한 문제
및 인민의 고통과 얽혀 있으며 그들 인물들의 본질과 운명 안에서만 적절한
표현을 담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고 있다.”295) 왕당파 정치가
발자크와 리얼리스트 작가 발자크가 대립하여 사상에 대한 예술의 승리의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 ‘리얼리즘의 승리’라면, 임화는 나아가 리얼리즘적 실
천의 과정에서 작가의 애초의 표층적 세계관이 심층적 세계관에 투항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로써 분열되고 와해된 주체가 리얼리즘을 통해 재

294) 임화, 「주체의 재건과 문학의 세계」, 앞의 글, 위의 책, 55면.
295) 게오르그 루카치, 변상출 역,『발자크와 프랑스 리얼리즘』, 문예미학사, 199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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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될 수 있음을 확신했던 것으로 보인다.296)
한편 발자크의 예시를 계기로 리얼리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결국 '전형기' 문단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의도로 환원된다고 할 때,
당시의 문단 상황에 대한 임화의 시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화는 ‘사실주의의 재인식’을 주장할 무렵 조선 문단의 부르주아문학
진영도, 과거 카프 작가들도 파행적인 창작 상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았
다. 임화의 사유 체계에서 현실은 생활과 다른 차원으로 구분된다.297) 임화
가 문학을 통해 지향하는 바는 사물의 현상을 뚫고 본질을 드러내는 일이
며, 리얼리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상성의 세계인 생활 속에서 본질로서의
현실을 묘출해낸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당시 창작의 부정적인 경향으로서
본질 대신 현상, 즉 현실의 잡연(雜然)한 표면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관조주의’로, 사물의 본질을 현상을 통하지 않고 작가의 주관 속에서 만들
어내는 태도를 ‘주관주의’로 규정한다. 임화에 따르면, 이 두 경향은 모두
표면 아래 있는 현실의 심부를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임화는 한설야와 같
은 비전향작가의 작품에서도 카프문학의 낡은 공식주의와 관조주의의 결합
을 발견한다. 한설야의 경우는 이 시기에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굳건히 유
지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창작상의 혼돈을 보여준다. 즉 임화는 그
의 작품에서 작가의 양심적 주관은 카프문학의 공식주의로서 나타나는 한
편, 작품에 그려진 온갖 사실은 표면적으로 긍정하는 전도(顚倒)된 모티프가
나타난다고 판단했다.298)
이처럼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조선문학은 관조주의와 주관주의, 즉
296) 발자크의 ‘리얼리즘의 승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철저한 리얼리즘적 실천이 역으
로 작용하여 작가의 세계관을 변화시킨다는 이러한 논리는 직접적으로는 아마카스 세키스
케(甘粕石介)의 『예술론』으로부터 참조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카스의 『예술론』은 김
남천에게도 중요한 참고도서로 기능하였다. 임화 혹은 김남천, 그리고 아마카스의 『예술
론』의 관련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김외곤, 『한국근대리얼리
즘문학비판』, 태학사, 1995, 390-403면 ; 김윤식, 『임화와 신남철』, 역락, 2011,
212-224면.
297) 그러나 1940년에 이르면 ‘생활’에 “소중히 할 것으로서의 생활, 혹은 그것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무슨 새 의의를 찾아보려는 세계로서 생활”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임화, 「생활의 발견」(『태양』, 1940.1), 『임화 3』, 267면.
298) 이상 ‘관조주의’와 ‘주관주의’에 대한 언급은 임화, 「사실주의의 재인식 -새로운 문학
적 탐구에 기(寄)하여」, 79-81면, 「주체의 재건과 문학의 세계」, 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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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태 묘사와 심리 내성(內省)이라는 두 방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임화는 이 상황을 문학의 분열로 파악한다. 그리고 문학의 분열은 인간 존
재의 분열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인간의 분열은 원천적으로 세계의 분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상황 전체를 해석하는 임화의 논리이다. 이 분열의 연쇄
에 대해 임화는 “결국은 현대라는 특유한 시대를 한 인간의 존재가 문학 위
에는 두 개의 현상으로 표현한 것”299)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모
든 분열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300)의 정확한 탐색에 있지만, 임화가 일단
비평을 통해 제시하는 것은 소설의 이상적인 기준으로서의 본격소설이다.
이른바 본격소설이란 묘사와 표현, 즉 환경과 자기가 조화를 이룬 소설로,
발자크, 졸라, 톨스토이, 디킨스 등 성격의 운명을 소설 구조의 기축으로 삼
아 온 고전적 의미의 소설을 말한다.301) 여기서 임화가 중시하는 것이 묘사
와 표현, 환경과 성격의 조화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에 따르면, 조선문학의
전통에서도 본격소설에 대한 지향이 존재했었으며, 이는 최서해, 이기영, 송
영, 한설야, 김남천 등과 같은 경향문학 작가들과 이광수, 염상섭, 김동인,
이태준 등 경향문학에 선행한 작가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구가 미처 결실을 맺기도 전에 세태소설이나 심리소설이 등장하는
지금의 단계로 넘어오게 되었다고 본다.
특히 임화는 「본격소설론」, 「세태소설론」 등에서 박태원의 『천변풍
경』, 채만식의 『탁류』 등 세태소설의 문제에 주목한다. 임화의 관점에서
는 세태 묘사의 방법 자체는 고전적 의미의 소설이 남겨놓은 유산이지만,
발자크 등의 고전 작가의 상상성(想像性), 역사적 파악의 능력, 보편적 구성
력에 비하면 한 부분만이 중심이 된 것으로, 소설사에서는 기술적인 퇴화에
해당된다.302) 그럼에도 임화가 세태소설에 많은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그것이
299) 임화, 「사실의 재인식」(『동아일보』, 1938.8.24.-28), 『임화 3』, 108면.
300) 1930년대 후반 비평에서 ‘사실’이라는 용어는 발레리가 말한 ‘사실의 세기’라는 표현과
관련된다. 위의 글 참조.
301) “발자크, 졸라, 혹은 톨스토이, 디킨스 어느 사람을 물론하고 고전적 의미의 소설은 고
전적인 의미의 드라마와 같이 성격과 환경과 그 사이에 얽어지는 생활과 생활의 부단한
연속이 만들어내는 성격의 운명이란 것을 소설 구조의 기축으로 삼았고, 그 구조를 통하
여 작가는 제 사상을 표현해온 것이다.” 임화, 「본격소설론」(『조선일보』,
1938.5.24.-28), 『임화 3』, 291면.
302) 위의 책, 300-3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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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선 문단에서 압도적인 조류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소설의 본질인
묘사에 근간을 두고 있음으로써 그나마 현실 묘사를 통해 정신적 가치를 구
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부분은 임화가 “문학이 되려면 정치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심리로, 심리에
서 생활로 내려오지 않으면 아니 된다”303)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이 위
계에서 생활은 최하위 단계에 자리 잡고 있지만, 임화가 동시에 “문학의 기
초인 사상이란 것이 그(기)실은 생활의 정신적 에센스”304)라고 파악하고 있
는 점을 감안하면, 임화가 사상을 대체하여 검토할 내용은 생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설가 이상에 대한 다소의 언급들을 제외
하면, 조선 문단의 심리소설적 경향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발자크의 문학과 같은 본격소설의 이상을 제시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선 문학의 현재의 분열상에 대한 의미 있는 해결
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임화는 잘 알고 있었다.305) 「세태소설론」에서
그는 작가들이 창작에서 주체의 분열상을 드러내는 이유를 ‘말하려는 것과
그리려는 것과의 분열’로 진단하였다.306) 세계관과 창작방법의 모순을 지양
할 가능성을 이론상으로 엿보기도 하였으나, 작가들의 실천은 또 다른 차원
의 문제였다. 따라서 이 시기 비평에서의 임화의 행보는 어쩔 수 없는 늠렬
(凜烈)한 현실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작가들이 창작과정에서 주관과 객관의
일치, 성격과 환경의 조화라는 이상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데 대한 질타
와 아쉬움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었다.

303) 임화, 「사실의 재인식」, 앞의 글, 『임화 3 』, 107면.
304) 위의 책, 108면.
305) “나는 최근의 소설이 세태소설과 내성소설로 분열되고 있음을 분석하면서, 그 통일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작가들에게 제시해야 할지 실로 막막치 아니할 수 없었다. 물
론 나는 그것을 소위 ‘본격소설’의 길을 개척함에 있다고 결론하였으나, 유감인 것은 그
논리가 작가들로 하여금 창작하는 붓대에 흘러내리는 산 혈액이 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무래도 부정할 수가 없다.” 위의 책, 106면.
306) 말하려는 것과 그리려는 것의 분열이란 “작가가 주장하려는 바를 표현하려면 묘사되는
세계가 그것과 부합되지 않고, 묘사되는 세계를 충실하게 살리려면 작가의 생각이 그것과
일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임화, 「세태소설론」(『동아일보』, 1938.4.1.-6), 위의
책, 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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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남천은 엥겔스의 발자크론의 수용을 넘어서서 <발자크 연구 노
트>라는 제목이 붙은 총 4편의 비평문을 발표함으로써 당시 문단에서 발자
크의 문학에 대한 가장 본격적인 탐구를 보여주고 있다. 김남천에게서 이러
한 탐구가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 창작방법론에 대한 그의 부단한 추구와 맞
물려 있다는 점에 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카프 해산 이후 김남천은 고발문
학론으로부터 관찰문학론에 이르는, 리얼리즘적 실천의 다양한 단계를 제창
한 바 있으며, 발자크의 문학으로부터 방법론 전환의 중요한 계기들을 흡수
하였다.
1935년부터 시작된 김남천의 발자크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첫 장면은
반성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비평문 「비판하는 것과 합리화
하는 것과 -박영희 씨의 문장을 독(讀)함-」(1936.7-8)에서 김남천은 발자
크의 예에서처럼 작가의 세계관과 창작적 실천과의 모순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에, ‘보수적 세계관인가, 진보적 세계관인가’, 그리고 ‘리얼리스
트인가, 아이디얼리스트인가’에 따라 도출될 수 있는 경우들을 상정한다.307)
그 이유는 이렇게 도출된 각 경우들에 비추어 볼 때에야 발자크의 ‘리얼리
즘의 승리’가 갖는 의미가 비로소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수적이고
관념적인 세계관을 가졌음에도 리얼리스트였던 발자크의 경우가 갖는 의미
는 정당한 세계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작품만을 생산한 카프
작가들의 경우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따라서 이 두 경우를 나란히 놓고 보
는 김남천의 행동은 발자크의 ‘리얼리즘의 승리’ 예를 통해 과거 카프 작가
들의 실천적 오류를 직시하는 장면에 다름 아니다. 즉 김남천에 따르면, 카
프가 실패한 이유는 철저한 리얼리즘을 그 창작방법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대로 엥겔스의 발자크론에 ‘리얼리스트인
가, 아이디얼리스트인가’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방식은 김남천의 발자크 논의
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김남천의
절박한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리얼리스트로 자처한 우리들이 창작과
307) 4가지 경우가 도출될 수 있으나, 이 비평문에서는 그 중 셋 만을 설명하고 있다. 김남
천, 「비판하는 것과 합리화하는 것과 -박영희 씨의 문장을 독(讀)함-」(『조선중앙일
보』, 1936.7.26.-8.2), 『김남천 Ⅰ』, 186-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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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혹은 아이디얼리스트적인 과오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는가”308)라는 질
문은 카프 해산 이후 김남천에게 화두로서 자리 잡은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
다. 창작방법의 2대 방향으로서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이라는 이 구분
틀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문예에 대한 견해에서 연원한 것이다. 마르크스
와 엥겔스의 미학적, 예술적 견해들은 엥겔스의 몇몇 예술비평문들, 독일 작
가 민나 카우츠키와 영국 작가 마가렛 하크니스에게 보낸 엥겔스의 편지,
라쌀레의 비극 『프란쯔 폰 지킹엔』에 관한 마르크스, 엥겔스, 라쌀레 간의
왕복서한 등에서 부분적으로 표현되었으며, 1930년대 초에 소비에트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후 각국에 소개되어 미학적 사
유의 역사에 큰 변혁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309)
그런데 이 내용들 가운데 페르디난트 라쌀레의 작품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른바 ‘지킹엔 논쟁’에서 관념적인 쉴러와 사실주의적인 셰익스피어라는 대
립 항이 등장한다.310)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라쌀레에게 보낸 편지에서 셰익
스피어의 사실주의적인 형상화 방식을 적극 권고하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쉴러를 대비시켰다. 김남천은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이라는 이 구분을
“금일의 과학적 예술학의 한 개의 중요한 기본적 관점”으로 받아들이면서,
308) 1930년대 후반 김남천의 비평에서 이 질문은 거듭 제기된다. 다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리얼리스트라고 자처한 우리들 작가가 여하히 하여 아이디얼리즘의 침범을 방기하
지 못하고 혹은 그 밑에 부서져서 붓을 들 수 없게 되었고 또는 사상성의 저하와 신판 공
식주의의 과오를 범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김남천, 「창작방법의 신 국면 고발의 문학에 대한 재론」(『조선일보』, 1937.7.10.-15), 『김남천 Ⅰ』, 237, 239면.
309) M. S. 까간, 진중권 역, 『미학강의』, 앞의 책, 50-51면 참조.
310) 지킹엔 논쟁에서 관념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의 구분은 직접적으로는 문체, 즉 인물의
성격 묘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프란쯔 폰 지킹엔』에 나
타난 인물의 묘사와 극적 갈등의 형상화가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을 비판
했다. 셰익스피어와 쉴러를 거론하는 마르크스의 지적의 해당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
다. “그랬다면, 자네는 저절로 더욱 더 셰익스피어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네.
그런데 반대로 자네는 쉴러 풍이더군. 자네는 개인을 시대정신의 단순한 메가폰으로 바꾸
어 버렸다는 것이지. 나는 이것을 자네의 가장 중대한 오류라고 생각하네. (...) 더욱이 나
는 등장인물들에게서 성격적인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네. (...) 후텐은 지나치
게 ‘감격’의 대표자일 뿐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던데, 이는 내게 매우 지루한 감을 주었네.
동시에 그는 재기 발랄하고 기지가 넘치는 인물이기도 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그는 부
당하게 다루어진 것이 아닌가?” 칼 마르크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최인호 외 역, 『칼 맑
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5, 앞의 책, 528면 ; 지킹엔 논쟁 전반에 대해서는 다음
을 참조. 신상전, 「지킹엔 논쟁의 수용에 관한 연구」, 『독일문학』Vol. 60, 한국독어독
문학회, 1996, 86-102면.

135

“리얼리즘은 객관적 현실에 주관을 종속시키려는 창작 태도이고, 아이디얼
리즘은 주관적 관념에 의하여 객관적 현실을 재단하려는 태도이다”311)라고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김남천에게는 문예이론의 유일한 최상의 방법으로서
리얼리즘에 대한 인식 이외에 동전의 앞뒷면을 보듯 아이디얼리즘에 대한
경계가 있었다. 따라서 창작방법의 문제에서 김남천이 가장 경계한 것은 다
름 아닌 현실의 왜곡이었으며, 부정적이기에 보다 분명한 이 기준을 통해
관찰문학론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분별을 유지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김남천은 과학적, 논리적으로 분석된 객관 세계
의 진리를 작가가 자기 자신의 문제로 주체화시키는 모랄론을312) 거쳐, “발
랄한 생기 있는 인물로 된 이데(*이데올로기)를 현세인의 형성 내지는 생성과
정에서 잡아보려는”313) 풍속론 및 로만개조론에 이른 상태에서 발자크적인
‘강렬한 묘사의 정신’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제사 리얼리즘은 새로운 발전의 단초에 서 있다. ‘발자크’는 이
제사 오래인 잠을 깨고 그 정력적인 거대한 체구를 이곳에 나타내
일 시기에 이르렀다.
세스토프적인 것, 지드적인 것, 도스토예프스키적인 것, 심지어는
괴테적인 것, 톨스토이적인 것까지도 완강히 거부하며 일로(一路)
‘발자크’의 웅대하고 치밀한 티끌 하나도 용서하지 않는 가혹한 묘
사 정신에 젊은 정열을 의탁할 만한 절호의 시기에 당도하였다. 역
사의 필연성을 폭로하는 것은 문학의 사명이다.314)
311) 김남천, 「창작방법의 신 국면 -고발의 문학에 대한 재론」, 앞의 글 ; 『김남천 Ⅰ』,
238면 ; 김남천은 이러한 내용의 정리에 있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예술에 대한 평문들
외에 아마카스 세키스케(甘粕石介)의 견해를 참조하고 있다.
312) 김남천의 모랄론에서 ‘모랄’은 일반적인 용법에서 윤리적 기준을 뜻하는 도덕이 아니
며, 한마디로 사상의 주체화라고 할 수 있다. “과학과 문학의 차별, 동일을 성찰하여 그의
교섭을 규명하고 그의 기능을 따라서 본 결과 (...) 과학적 개념과 논리적 범주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된 진리를 일신상의 애스펙트를 거쳐서 재체출한 것, 그러므로 이 주체화
의 과정을 통과하여 종국적으로 표상된 것을 가리켜 문학이라고 부르며 동시에 이 일신상
각도를 지날 때에 제기되는 것이 ‘모랄’이라는 데에 있었다.” 김남천, 「일신상(一身上) 진
리와 모랄 -‘자기’의 성찰과 개념의 주체화」( 『조선일보』, 1938.4.4.), 『김남천 Ⅰ』,
350-351면.
313) 김남천, 「현대 조선소설의 이념 -로만 개조에 대한 일(一) 작가의 각서-」(『조선일
보』, 1938.9.10.-18), 위의 책, 405면.
314) 김남천, 「시대와 문학의 정신 -‘발자크적인 것’에의 정열-」(『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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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문학적 선언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단호한 서술은 적지 않은 노
력을 들여 획득하게 된 문학적 확신에서 비롯되는 자신감을 보여준다. 즉
고발문학론의 주장으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김남천은 발자크
를 비로소 자기만의 방식으로 안착시켰다고 할 수 있다. 김남천은 유행처럼
번졌다 잠잠해진 기존의 ‘리얼리즘의 승리’ 논의를 비판한다. 리얼리스트로
서 철저한 묘사의 정신에 눈을 뜨게 되는 일은 당연한 일로 간주할 수 있지
만, 카프의 공식주의적 문학 원칙으로부터 시작한 김남천으로서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사유의 논리화 과정 속에 다다른 결과였다. 그러나 이 ‘발자크적
인 것’의 주장이 다른 많은 문학들을 배제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은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모랄’에 이어 ‘풍속’을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소설에 대한 김남천의
이해는 마가렛 하크니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엥겔스가 밝힌 예술작품에 대한
견해를 자신의 용어로 재정리하고 있는 데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리얼리스트가 가지는 로만에 대한 이상적 원망(願望)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 말로써 표현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역시 이렇게
개괄해봄이 본질적이 아닐까. 과학이 가진 이론의 합리적 핵심-바
꾸어 말하면 이론적 모랄이 심리를 통하여 윤리를 통하여 성격을
통하여 풍속에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다시 말하면 작가가 이론
적으로 파악하고 인식한 결과 얻은 사상이 뼈다귀째로가 아니고 활
짝 풀어져서 독자에게 어느 것이라고 잡아낼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감성화되어 풍속에까지 침윤된 것으로 표상화 되기를 우리들은 항
상 희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엥겔스가
경향소설에 대해서 말한 바 예술작품 가운데는 작가의 의도나 사상
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 아름답다는 의미의 말
을 연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이론적 모랄이 완전히 감성화하여
풍속에까지 풀어져 나오기를 희망한 말 이외의 별다른 것이 아니다.
(...) 사상이 주체화되기를, 다시 말하면 세계관과 일신화한 것으로
되기를, 또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론적 모랄과 풍속이 완전히 융합되
1939.5.7.), 위의 책, 4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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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희망한 것뿐이다. 과거의 위대한 문학은 모두가 이러한 것이었
다. 예술적 척도는 이리하여 훌륭한 기준으로 된다. 왜냐하면 세계
관 위에 예의 논자들과 같이 절대의 우월권을 주어 버리면 “프로문
학은 괴테보다도 위대하다”는 엉터리없는 자긍(自矜)이 용허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315)

작가에게 주체화된 사상을 드러내되, 생경한 채로가 아닌, 풍속에 활짝
풀어져 침윤된 상태로 드러내기 위해서 발자크의 묘사와 같은 예술적, 기술
적 측면이 필요함을 깨달은 후, 김남천이 나아간 길은 전형, 혹은 성격에 대
한 탐구이다. 1939, 40년에 발표한 <발자크 연구 노트>316)는 이처럼 창작
방법론에 대한 김남천의 관심이 이제 매우 구체적인 부분의 이해를 도모하
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전형에 대한 탐색은 발자크가 ‘풍속’을 어떻게 그려
내었는가에 대한 탐색이기도 하였다.317) 발자크라는 대수해(大樹海)를 향해
탐색의 길을 떠난다는 선언을 모두에 내건 이 연구 노트는 1, 2편은 『고리
오 영감』과 『으제니 그랑데』에 대한 고찰을 앞세우고 있으며, 3, 4편은
‘관찰문학소론’이라는 제목 또는 부제를 달고 있다. 김남천은 연구 노트 2편
에서 전형적 성격 창조에 대한 리얼리즘의 정칙이라 할 만한 것을 발자크에
게서 새롭게 발견한다. 즉 우리 문단에서의 일반적인 인물 형상화 방식과는
달리, 속물을 비웃고 경멸하는 고고한 인물 대신 편집광이나 악당과 같은
부정적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사회의 부정성, 속물성을 묘파하는 기법의 발
견이다. 이어 연구 노트 3편에서는 ‘몰아성(沒我性)’과 ‘객관성’ 개념을, 4편
에서는 ‘관찰’을 내세워 성격 창조에 대한 견해를 심화시켜 나갔다. 특히 주
목할 만한 개념으로서 3편의 ‘몰아성’은 거대한 사회를 이루는 각양각색의

315) 김남천, 「세태 ․ 풍속 묘사 기타 -채만식 『탁류』와 안회남의 단편-」(『비판』,
1938.5), 위의 책, 364면.
316) 김남천의 발자크 연구 노트 4편은 다음과 같다. 「「고리오옹」과 부성애 ․ 기타 -발자
크 연구 노트 1」, 『인문평론』, 1939.10 ; 「성격과 편집광의 문제(발자크 연구 노트
2) -「으제느 ․ 그랑데」에 대한 일고찰- 」,『인문평론』, 1939.12 ; 「관찰문학소론(발
자크 연구 노트 3)」, 『인문평론』, 1940.4 ; 「체험적인 것과 관찰적인 것(발자크 연구
노트 4) -속 ․ 관찰문학소론」, 『인문평론』, 1940.5.
317) 서경석, 「김남천의 <발자크 연구노트>론」, 『인문예술논총』Vol. 19, 대구대학교 인
문과학연구소, 199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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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인물들을 그려내기 위해 작가가 반드시 보유해야 할 자세로 설명된
다. 즉 ‘몰아성’의 태도는 김남천이 아이디얼리즘에 대비되는 리얼리즘의 특
성으로서 정리한 바 있는 “관찰자의(작자의 주관의) 관찰의 대상(현실 세계)
에 대한 종속”이라는 명제에 연결된다. 그러나 동시에 김남천은 이번에도
“이러한 명제 가운데서 작자의 사상이나 세계관이 몰각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우매한 이해력이다”318)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물론 그러면서도 김
남천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몰아’라는 용어로서 작가의 주체를 문제
삼는 이유는 설혹 그것이 마르크스주의적인 주체라 할지라도 자기 과신, 자
아 과시 등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일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남천이 <발자크 연구 노트>를 통해 성격 창조의 문제에 집중
한 사실에는 임화의 견해를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소설 창작에서 주
인공 및 성격의 문제에 관한 임화와 김남천의 대조적인 견해는 이른바 ‘주
인공=성격=사상’과 ‘세태=사실=생활’이라는 도식으로 표현되었다.319) 다시
말해 임화가 적극적인 성격의 인물을 통해 사상을 드러내는 기존의 방식을
지향한다면, 김남천은 “관념이나 사상에서가 아니라 항상 생활적 현실에서
부터 출발하는 리얼리즘”320)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 시점에서 김남천은 인
물의 성격을 통해 두드러지게 사상성을 드러내기보다 객관적 묘사 자체에서
궁극적으로 사상성이 구현되는 방식을 선택한다. 동일한 문학적 이념과 방
법론을 공유하던 두 사람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우선은
현실에 대한 시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현실의 본질적
측면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현실을 주체가 단련되어 나가는 시련의 장소로
서 생각하고자 했던 임화의 시각이 현실에 대해 보다 낙관적이었는지의 여
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김남천이 ‘사실의 세기’에 소설가가 사는 방법
을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생각했음은 분명하다.321)
318) 김남천, 「관찰문학소론(발자크 연구 노트 3)」, 앞의 글, 『김남천 Ⅰ』, 598면.
319) ‘세태=사실=생활’ 주장에서 김남천이 ‘세태’ 및 ‘사실’을 온전히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세태소설 작가인 박태원, 채만식 등이 세태소설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마땅한 노력으로 간주하면서, 세태나 사실은 그것을 한 차원 올라서서 넘지 않는 한, 문
학이 찾으려는 진정한 의미의 생활적 진실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남천, 「토
픽 중심으로 본 기묘년의 산문 문학」(『동아일보』, 1939.12.19.-22), 위의 책, 563면.
320) 위의 책, 5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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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문학에 있어 사상성의 진수를 객관적, 사실적 방법에 두는
것,322) 즉 작품 속에 사상성이 간접적, 총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론의
추구가 <발자크 연구 노트 4>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관찰문학론의 요체이다.
‘관찰’이라는 용어는 엄밀히 말하면, 창작 이전의 행동에 해당되는 것이지
만, 김남천에게 그것은 ‘묘사’를 대체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발
자크 연구 노트>는 로만의 개조, 즉 장편소설 장르에 대한 김남천의 모색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풍속’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관찰/묘사, 성격/전형
의 탐구는 궁극적으로 전형들 간의 관계를 통해 총체적으로 사회를 구현해
내는 발자크식 장편소설의 구성 방식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323) 김남천은
발자크 연구 노트 4편에 뒤이은 「명일에 기대하는 인간 타입 -소설가의
입장에서」(1940.6)에서 최재서, 임화 등의 ‘성격’에 대한 견해를 언급하는
가운데, ‘전형적 성격’에 대한 진전된 이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취할 바 길은 어디 열려 있는 것일까. ‘전형적 성
격’에 대한 별개의 해석을 가져야 한다고 나는 대답한다. 다시 말하
면 전형적 성격 내지 타입이란 것을 한 사람의 피라미드의 상층으
로 이해하지 말고 당해 시대가 대표하는 각층의 각 계층의 타입으
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도자나 사상가나 돌격대원만
을 시대정신의 구현자라 보지 말고 그리고 이러한 한 사람의 주인
공의 운명을 통하여서만 사상을 읽으려 하지 말고 역사적 전환기가
산출하는 각층의 대표자의 개별적 성격 창조를 통하여 역사적 법칙
의 폭로에 도달하는 문학의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
321) 김남천은 임화의 ‘주인공=성격=사상’ 공식을 비판하는 가운데, 소설가 이무영에게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무영씨가 농촌으로 찾아든 것에 기대를 느
낀다. 아무 괴력도, 힘도, 가치도 없어진 독단적인 상식에 불과한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
고, 일로(一路) 농촌의 현실적 생활에서 시작해 주기 바란다. 이것만이 사실의 시대에 사
는 소설가의 가장 바른 길이다.” 위의 책, 562면.
322) 김남천, 「체험적인 것과 관찰적인 것(발자크 연구 노트 4) -속 ․ 관찰문학소론」, 앞의
글, 위의 책, 608면.
323) 김남천의 발자크 수용에 있어서 장편소설의 구성 방식에 대한 이해를 거론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이진형,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소설 이론 -임화, 최재
서, 김남천의 소설 장르 논의』, 소명출판, 2013, 222-227면 ; 발자크 소설 전체의 구성
방식인 연작소설 형식과 김남천의 관련 양상을 다룬 연구로는 장성규, 『1930년대 후반
기 소설 장르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12, 163-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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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발자크에 이르면 더욱 철저하다. 그에게 있어서는 작품의
하나 하나 또는 작중 인물의 주인공이란 것도 무의미하여진다. 「인
간 희곡」은 백편에 가까운 소설로서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등장하
는 각층 각 계급의 각양 각색한 수천의 인물들이 죽는가 죽이는가
의 맹렬한 생존 투쟁을 통하여 불란서의 특정한 역사적 시대의 내
적 행진을 모순의 양태 째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324)

적극적 주인공이 창출되지 못하는 현재의 조선 문단에 대해 임화가 가치
부여를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가공할 절망론에 빠지고 말았다”325)고 일갈
하면서, 주인공까지도 무의미해지는 발자크 소설의 구성 방식에 눈을 뜬 김
남천의 창작방법론 이해는 카프 시기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걸
음을 옮겨온 것이었다.

1.2. 김남천과 임화 비평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
: 누시노프의 평가 : 대조적 예술가로서의 도스토예프스키와 발자크 - 발자크와 도
스토예프스키의 대립적 경향에 대한 인식 - 김남천의 도스토예프스키 이해 - 임화
의 『죄와 벌』 이해 : 자의식의 비극 - 생철학에 대한 비판 - 실존적 경향 비판 문학적 거장들이 참고 되는 방식과 ‘전형기’의 주체

1933년,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처음 소개되면서 엥겔스의 발
자크론이 그 중심적 논제로서 문단에서 활발히 논의되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이 과정에서 세계관과 창작방법 사이의 모순을 보여주는 작가로
서 발자크는 거의 클리셰에 가까울 만큼 톨스토이와 짝을 이루어 거듭 거론
되었다.326) 그런데 한편으로 발자크와 반대되는 경향을 가진 작가로서 도스
토예프스키가 등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카프 소속이었던 비
평가 한효는 1940년대 중반에 발표한 비평문「새로운 성격의 창조」
324) 김남천, 「명일에 기대하는 인간 타입 -소설가의 입장에서」(『조선일보』,
1940.6.11.-12), 『김남천 Ⅰ』, 614-615면.
325) 위의 책, 612면.
326) 이건우 외, 『한국근현대문학의 프랑스문학수용』, 앞의 책, 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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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3)에서 발자크와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해 흥미로운 비교를 하고 있다.
여기서 한효의 관심은 창작에 있어서 성격 묘사의 문제에 놓여 있으며, 해
방 후 고무된 상황에서 진보적, 혁명적 세계관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
에 따르면,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 심리의 섬세한 굴절을 그려내고, 인간 정
신의 심오한 비밀을 폭로한 작가로서, 그 인물들은 당대 러시아 현실의 전
형적인 표현이다. 그렇다면 성격 창조의 한 모범이 될 수도 있겠으나, 한효
는 비평가 누시노프의 견해를 빌어, 인물 묘사에 있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심리적 기법은 배울 점은 있으되, 추종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한다. 그 이유
는 도스토예프스키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격을 “당해 시대의 객관적 현실
의 결과로 그리지 못하고 언제나 그 자신의 인간적 본성의 결과로”327) 그리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효는 이와 대조적으로 발자크에게서는 도스토예프스
키의 종교적, 윤리적 추구 대신 사회적, 역사적 관점의 추구가 나타난다고
보고,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와 『고리오 영감』의 라스띠냐끄의 형
상화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예로 들고 있다.
그런데 한효가 비평문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듯이 이러한 내용들은 소비
에트 작가동맹의 지도적 이론가인 이사악 누시노프의 견해를 전적으로 참조
한 것이다.328) 누시노프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지향해야 할 심리적 기법
을 설명하기 위해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발자크, 고리키와 같은 문학적
거장들의 방법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누시노프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과
거의 부르주아 리얼리즘에서의 심리적 방법의 부분적 계승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근본 명제인 사회주의의 승리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새
로운 문학적 방법의 요구에 맞춰져 있다. 그에 의하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심
리주의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안드레예프, 솔로구프, 쿠프린 등 현대의
부르주아 데카당스 작가들에 비해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의 관료적, 귀족
적, 부르주아적 현실의 전형적 현상을 그려냄으로써 세계문학사에 위대한

327) 한효, 「새로운 성격의 창조」, 『적성』, 1946.3 ; 김윤식 편, 『한국 현대 현실주의
비평 선집』, 나남, 1989, 258면.
328) 누시노프의 논문은 1931년에 발표되었다. 이하 논문의 내용 소개는 다음 책에 의한다.
루나찰스키 외, 김휴 편, 『사회주의 리얼리즘 -세계관과 창작방법의 문제-』, 일월서각,
1987, 137-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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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로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은 전적으
로 추종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는 그가 지하생활을 하는 인간의 극복을 지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긍정하고 복귀하려는 쪽을 지향하기 때
문이다. 즉 도스토예프스키는 본질적으로 러시아적 현실보다 인간의 본성에
서 문제의 근원을 찾으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과제는 도스
토예프스키의 과제와 완전히 대립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평가에 입각하여
누시노프는 마찬가지로 사회적 계급보다 본성에 의해 인간을 그려내고자 하
는 톨스토이를 도스토예프스키와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심리적
표현에 있어 초계급적, 초역사적, 종교적, 회의적, 윤리적 경향을 갖는 것으
로 설명한다.
한편 이들과 대조적인 유형으로서는 발자크와 스탕달이 제시된다. 누시
노프는 특히 발자크의 경우를 도스토예프스키와 대조하여 분석한다. 그의
분석으로는, 도스토예프스키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문제를 종교적, 윤리적 문
제로서 취급하여 고뇌와 미에 대한 기독교적 순종의 찬미로서 해결한다면,
발자크는 라스띠냐끄의 문제에 있어 윤리적인 철학적 사색의 사회적 기초를
밝혀 인간의 모든 사상과 행위가 사회적 실천의 결과임을 드러낸다. 그런데
누시노프의 설명은 도스토예프스키와 발자크의 대조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
으로 고리키의 예를 제시한다. 즉 고리키는 발자크적 방식에서 나아가 계급
적, 역사적 관점에서 부르주아의 부정적 측면을 자본주의의 본질 그 자체인
것으로 폭로했다는 설명으로, 이는 한효의 글에도 소개되어 있다. 고리키의
방법은 물론 누시노프가 강조하고자 한 가장 발전적인 형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스토예프스키와 발자크의 문학적 기법을
뚜렷하게 대조적인 경향으로 파악하고, 수용하는 태도는 특정한 시대적 맥
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특히 누시노프의 견해에서 도스토예프스키와 톨
스토이의 심리적 기법을 초역사적, 초사회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한 점
은 러시아에서의 이후의 해석과 대조될 수 있을 것이다.329) 사실 도스토예
329) 러시아에서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여
러 차례의 굴곡을 경험한다. 현대에 이르러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문학연구가 중의 한
사람인 프리들렌제르는 러시아의 리얼리스트 작가들, 특히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가
보여준 심리적 기법의 탁월함을 서구 리얼리즘의 자연주의와 비교하면서 도스토예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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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스키와 발자크의 문학은 그 근본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친연성을 갖는다
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최초의
문학적 데뷰는 1844년, 발자크의 『으제니 그랑데』를 번역함으로써 이루
어졌다. 그리고 사망하기 1년 전인 1880년, 그의 마지막 출판물이라 할 수
있는, 모스크바의 푸쉬킨 동상 제막식 연설문에서는 장 자크 루소에게서 비
롯된 ‘중국 관리의 죽음에 대한 질문’을 원전이 아닌 발자크의 『고리오 영
감』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 두 사건 사이의 긴 시간 동안 도스토예프스키
의 문학적 활동은 발자크의 문학에 대한 커다란 감응을 간직한 채 진행되었
다.330) 예컨대 ‘중국 관리의 죽음에 대한 질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존재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서 개인의
행복을 구축하거나, 심지어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는
관념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철학적 신조들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죄와 벌』이나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같은 작품에서 주요한 모티프
로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스토예프스키는 일찍이 발자크 작품의 인물들
에 대해서 당대 사회를 넘어서는 창조물들로서의 가치를 발견한 바 있었다.
즉 문학적 습작기에 발자크의 작품들을 통독한 후, 그는 “발자크는 위대하
다! 그의 등장인물들은 우주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 영혼에 있어서
의 그러한 발전은 한 시대의 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수천 년
의 세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331)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발자크의
등의 심리주의가 사회적 상황에 대한 관심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평
가하고 있다. “(...) 이와 동시에 그들은 인간의 내적 ․ 정신적 삶의 분석을 개인의 삶을
형성하고 규정하는 사회적 상황과 유리시키지 않았고, 외부의 물질적 상황에 의해 인간
심리 상태가 발전하는 복잡한 필연성을 보여주었다.” G. M. 프리들렌제르, 이항재 역,
『러시아 리얼리즘의 시학』, 문원출판, 175면.
330) 도스토예프스키와 발자크의 문학적 관련 양상 가운데 중요한 대목에 해당되는 ‘중국
관리의 죽음에 대한 질문’이란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일 때, 자신의 몸은 파리에 있는
채로 멀리 떨어진 중국에 있는 늙고 병든 관리를 자기 의사대로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면, 또한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일을 실행하겠는가, 라는 것이다.
두 작가의 구체적인 관련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저서들을 참조할 수 있다. Leonid
Grossman, Trans. Lena Karpov, Balzac and Dostoevsky (Ardis, 1973), p. 11-49 ;
Donald Fanger, Dostoevsky and Romantic Realism: A Study of Dostoevsky in
Relation to Balzac, Dickens, and Gogol (Evanston :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98).
331) Leonid Grossman, ibid.,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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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에 대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이해의 원점이 되는 것으로, 그는 발자크에
게서 인간을 창조하고, 새로운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을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발자크가 도스토예프스키에게 보여준 것은 어떻게 거대한 범주가
소설가의 야망에 성공적으로 허락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332)
그런데 김남천 또한 발자크와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적 경향을 대립시키
는 당대의 견해를 접하고, 이를 <발자크 연구 노트>에 인용하고 있는 사실
은 주목할 만하다. 즉 김남천은 발자크가 성격 창조에 있어서 편집광과 악
당과 같은 부정적 인물을 전형으로 내세운 점에 깊은 인상을 받은 후, 그
원인을 탐색하는 가운데 발자크가 성격이란 것, 또는 인간이란 것을 어떻게
간주하는지 보다 근본적인 지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분석으로서 얀코 라브린의 「발자크론」을 참고하고 있다. 김남천의 인용
가운데 일부를 다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발자크는 도스토예프스키처럼 주관적은 아니었다. 도스토
예프스키가 즐겨서 주인공으로 삼은 내면적으로 복잡한 성격은 발
자크의 기피한 바이다. 발자크의 작품에는, 복잡한 것은 인간적 관
계이었고, 묘사된 성격은 단순한 것이었다. 적어도 단화(單化)되어
있었다. 발자크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동일 개인의 내면계(內面
界)에 있어서의 수종(數種)의 감정의 상호작용도 아니고, 그 개인의
변화무상한 제상모(諸相貌)의 문제도 아니었다. (...) 그리고, 많은
속성으로부터 중심적인 속성을 꼭 하나만 선택하여, 그것을 과장하
고, 이여(爾餘)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그것을 그 성격의 토대로 하
고, 요소적인 노력으로 하고, 하나의 숙명으로 하였다.333)

위의 인용에서 얀코 라브린이 지적한 발자크의 인물 창조의 특징은 거꾸
로 뒤집으면, 아마도 김남천이 이해했을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의 인물의 특
성이 된다. 얀코 라브린이 지적한 내용과 같은 평가는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프랑스의 평론가 자크 리비에르가 인물의 행동과 그 동기에
332) Donald Fanger, ibid., p. 246.
333) 김남천, 「성격과 편집광의 문제(발자크 연구 노트 2) -「으제느 ․ 그랑데」에 대한 일
고찰- 」, 앞의 글, 『김남천 Ⅰ』, 5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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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고 논리적인 분석을 가함으로써 인물의 완벽한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발자크를 포함하는 프랑스 소설가들과 주인공들의 심리 속에 어
둠에 싸인 채 해명되지 않은 부분들을 적당히 남겨두는 도스토예프스키를
대립적인 경향으로 놓고 보았던 점도 참조할 수 있다.334)
이처럼 1930년대 이후 한국 근대문학에서 발자크 및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을 대립적인 경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일반적인 인식의 전모를
확인할 수는 없을지라도,335) 하나의 가설로나마 ‘발자크 대(對) 도스토예프
스키’라는 구도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설적 구도에 의거
하여 본 장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김남천과 임화의 문학적 모색의 과정
에 다가가 보고자 한다. 김남천과 임화는 때로는 치열한 논전을 부르는 비
평 활동 및 문예학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全)방위적인 지적 탐구의 여
정에서 적지 않은 문학자, 비평가, 문예이론가의 저작들을 접했던 것으로 확
인된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대로 이 과정에서 발자크의 문학적 유산으로서
의 리얼리즘 기법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에 비한다면, 그들의 비평에 나
타난 도스토예프스키의 존재감은 극히 미미하다.
김남천의 경우, 「청년 솔로호프: 내가 영향 받은 외국 작가」(1939.3)에
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이름을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죄와 벌』과 『지하
실의 수기』등의 독서 사실과 전집을 수집했다는 점 이상의 내용을 드러내
고 있지는 않다.336) 또한 장편소설의 개조에 대한 관심 속에서 가족사 연대
기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붓덴부르크 일가』, 『티
보 일가』는 물론, 그보다 더 유명한 『카라마조프의 형제』도 연구해 보지
는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337) 그런데 김남천의 독서 편력 가운데 스스로 매
334) 미셸 레몽, 김화영 역, 『프랑스 현대소설사』, 현대문학, 2007, 350면.
335) 김남천이 인용한 얀코 라브린의 분석 이외에 앙드레 지드의 『도스토예프스키』에서도
발자크와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을 대조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Ⅲ장에서 살펴본 대
로 지드의 이 책은 1930년과 1933년에 일본에 번역되었으며,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
한 당시의 가장 주요한 참고문헌이었다.
336) “『죄와 벌』과 『지하실의 수기』같은 것을 읽은 기억으로 도스토예프스키를 연구해
보려고 전집을 모았고, 발자크와 셰익스피어를 읽으려고 그들의 작품도 모아 놓았으나,
아직 계통적으로 연구한 적이 없고, (...)” 김남천, 「청년 솔로호프: 내가 영향 받은 외국
작가」(『조광』, 1939.3), 위의 책, 478-479면.
337) 이 글에서 김남천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龍之介), 막심 고리키, 고바야시 다키지

146

우 경도되었다고 인정하는 유일한 작가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龍之介)
이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중학 3학년 때 문학을 하겠다고 뜻을 세운 이후,
평양고보 안에 만든 동인지 '월역(月域)'의 동인들과 함께 처음 빠져든 작가
들은 무샤노코지 사네아쓰(武者小路實篤),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郞), 사토
미 돈 등 일본의 ‘순수파’였으며, 다음으로 『신사조』파의 아쿠타가와 류노
스케(芥川龍之介)를 거쳐, 마지막으로 시가 나오야(志賀直哉), 요코미쓰 리이
치(橫光利一) 등 신감각파에 경도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특히 아쿠타가와
는 김남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338) 물론 졸업 즈음하여
동경에서 발행되는 『문예전선』, 콜론타이의 저서들, 기타 정치서적 몇 권
의 영향으로 김남천의 관심은 그의 필생의 운명인 ‘신흥문학’으로 기울어지
게 된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김남천과 도스토예프스키의 관계로서
기본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김남천이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에 대한
독서를 집중적으로 실천하지는 않았다는 점, 그러나 물론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해서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학사 상의 주요한 작가로 여기고
있다는 점 정도이다.
한편 임화도 김남천과 마찬가지로 문학에 입문하던 시절은 물론 그 이후
의 독서 경험과 관련해서 특별히 도스토예프스키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는
다.339) 그러나 그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을 접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아니다. 임화는 『현대문학의 정신적 기축 -주체의 재건과 현실의 의의』

(小林多喜二), 솔로호프 등 많은 작가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대체로 어떠한 작가, 작품으
로부터 뚜렷한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습작기 이후 본격적인
문학 활동의 과정에서 주목한 작가들에 대해서는 독서의 대상을 넘어서 연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 글에서는 발자크에 대해서도 아직 계통적으로 연구한 적
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김남천의 경우, 이러한 작가들에 대한 관심, 그들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고백은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위의 책, 477-480면 참조.
338) “개천(芥川)에게 활짝 홀려 돌아갈 때 그가 자살을 하였다. 작가를 이렇게 순수한 마음
으로 숭배해 보긴 전무후무다” 김남천, 「자작안내(自作案內)」(『사해공론』, 1938.7),
위의 책, 383면.
339) 참고로 임화가 자신의 문학적 여정을 돌아보는 가운데 몹시 감동되었다고 밝힌 책은
표트르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고함』이다. 이 책은 임화가 경제학자인 후쿠다 도쿠조
(福田德三) 등의 글을 통해 처음으로 접한 ‘계급’이란 개념 이해의 기초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화, 「어떤 청년의 참회 -나의 문학 반생기(半生記)」, 『문장』, 1940.2 ; 김
외곤, 『임화 문학의 근대성 비판』, 앞의 책, 2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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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3)에서 보들레르의 문학 세계와 함께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이 글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에 대한 임화의
견해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임화는 먼저 이 글에서 근대
문학 이래 문학정신이 걸어온 길을 개괄하는 가운데, 세계에 대응해 온 작
가들의 태도이자 무기로서 ‘지성’, ‘의지’, ‘새 지성’이 차례로 등장하는 세
단계를 말한다. 즉 지금까지 세계는 인간의 ‘지성’에 의해 파악되고 정복되
었으나, ‘지성’이 이룩한 문명이 낳은 비극 속에서 다시 ‘지성’은 패배하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세기말의 페시미즘이나 데카당 예술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지성’에 이어 ‘의지’가 주창되고, 20세기는 문학하는 중심을
사회로부터 ‘생(生)’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나 이 ‘의지’ 역시 새로운 세계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의지의 비극’을 낳게 되며, 그 결과 현대문학
이 거대한 절망의 심연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 임화의 설명이다. 한편 이 과
정에서 ‘지성’, ‘의지’와 함께 임화가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새 지성’이란 다
름 아닌 마르크스주의를 뜻한다. 임화에 따르면, 새로운 세계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낡은 지성이 아닌 새로운 지성이 필요하였으나, 새롭게 등장한 지성
마저 불의의 패배를 겪게 되었고, 따라서 이제 주체론이 당면과제로서 대두
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상의 구도에 비추어 볼 때, 19세기적 ‘지성’
이 패배한 후 그 결과물로서 등장한 대표적인 것이 보들레르의 문학이라면,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은 ‘의지’가 패배한 후에 나타난, 한층 더 비극적인
결과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들레르 다음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이름을
생각한다.
보들레르는 인간의 혼 가운데 파진 자기 분열의 과정을 완성하였
으면, 도스토예프스키는 실로 가중된 비극을 계시한 사람이다.
작가는 회한의 정열을 노래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비탄의 오열도
죽음의 공포도 이젠 노래할 수 없는 심리, 심연이란 실로 죽기 벌써
전에 죽어버린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선풍(旋風) 속을 방황하는 세계
다.
이것은 아마 절망한 인간의 의식계가 아니라 산 망령의 의식계다.
이러한 두려운 상태를 그려낼 수 있는 힘이 아직도 작가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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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 실로 기적에 대한
경탄의 염 없이 도스토예프스키를 읽을 수는 없는 것도 이 때문이
다.340)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 세계에 대한 임화의 이러한 서술에는 셰스토프의
『비극의 철학』의 분위기가 충만하다. 임화에게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이 ‘비극’의 세계이다. 그는 가중된 비극의 예로서 『죄와 벌』
의 라스콜리니코프가 처한 상황을 고찰한다. 자기를 의식하는 것이 자기의
무력(無力)을 의식하는 것이 된 시대에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무력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살인을 저지른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맞이하게 된 것
은 무력에 대한 오히려 더 강화된 의식이라는 것이 임화의 분석이다. 그런
까닭에 이 작품에서 살인 후의 장면은 “실로 현대인의 자의식이 체험한 절
망적 비극의 거대한 심볼”341)이 된다. 따라서 임화에게『죄와 벌』의 의미
는 무엇보다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침잠해 들어간 자의식의 비극으로 각
인되며, 이 작품의 결말이 제시하는 부활의 암시 등 종교적 차원에 대해서
는 “하나의 공허한 소설적 픽션에 불과”한 것으로 하등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처럼 임화가 라스콜리니코프의 비극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모
두의 앞에 압박해오는 새로운 세계를 파악하기엔 턱없이 역부족이라고 생각
되는 ‘의지’에 대해서였다. 그런데 이 ‘의지’는 정확히 말한다면, 19세기 후
반부터 철학계를 풍미한 쇼펜하우어, 니체, 짐멜, 베르그송, 딜타이 등의 이
른바 생철학(生哲學)에서 부르짖어진 것이다. 전통적인 이성주의에 반발하여
합리적, 과학적 사고 대신 직관 또는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생철학은
1930년대 중반부터 우리 문단에도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즉 백철, 김오성
등이 당시의 휴머니즘 논의에 그 이론적 근거로서 생철학을 수용한 논자들
이다. 그러나 김남천, 임화, 안함광 등은 생철학이 유물론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으로서 등장한 까닭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342) 그러기에 임화가
340) 임화, 『현대문학의 정신적 기축 -주체의 재건과 현실의 의의』, 앞의 글, 『임화 3
』, 93면.
341) 위의 책,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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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에 대해 “노파를 죽인 피 묻은 팔이 걷잡을 수 없는 허망에 떨
린 것은 실로 새 세계를 파악할 수 없는 의지의 절망적 전율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 언급은 ‘의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기반
으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보는 임화의 해석의 결론에 해당된다.
그런데 임화의 이러한 분석에서 더불어 간취할 수 있는 점은 임화에게
있어 자의식의 문학이란 곧 외부 현실을 외면하는 문학으로서의 의미를 갖
는다는 점이다. 임화는 주체의 자기 분열을 분열된 세계의 심리적 반영으로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인간의 내면세계와 외부 현실의 관련 양상을 고려하지
않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임화에게 중요한 것은 주체의 자기 분열을 통
합하는 것으로서, 내면의 심리적 투쟁으로는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에 대한 분석 끝에 우리의 무력에
대한 의식을 시험할 장소로서 현실의 의의를 강조한다.

그러면 자기의 약함에 대한 의식이 아직 죽음의 절망이 아닌 것을
시험할 장소는 어딘가? 그것은 보들레르적 회한의 세계도 아니며
도스토예프스키적 신의 천국도 아니다. 오직 ‘회한’에 의하여서도
‘신’에 의하여서도 구원되지 못한 비극적 자기가 서 있는 세계, 우
리를 무력하고 약하게 만든 그 장소가 있을 뿐이다.343)

임화는 ‘새 지성’은 현실을 알아야 하되, 현실 속에서 행위, 즉 실천을
함으로써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실천이 전제
될 때, “미완의 주체에 있어서 현실은 항상 그릇된 의식은 패배하며 옳은
의식은 살아, 차차로 현실을 지배할 완전한 의식을 형성해가는 시련의 장
소”344)이다. 임화는 이 글의 말미에서 다시 “하크니스에의 서한(書翰)의 거
대한 의의”를 강조한다. 즉 임화에게 있어 발자크와 도스토예프스키는 외부
의 현실을 추구하는가, 자기 내부의 의식을 추구하는가로 이해되는, 분명하
게 변별되는 구도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42) 손정수, 『개념사로서의 한국근대비평사』, 앞의 책, 159-168면 참조.
343) 임화, 『현대문학의 정신적 기축 -주체의 재건과 현실의 의의』, 앞의 글, 『임화 3』,
95면.
344) 위의 책,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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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덧붙여,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김남천과 임화의 이해와 관련
하여 한 가지 사항이 좀 더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930년대 당시
에 주요하게 거론된 철학적, 정신적 경향에 대한 태도로서, 앞에서 언급한
생철학은 물론 실존적 사유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주목된다. 김남천은 생철
학과 관련되는 인물들로 하이데거, 야스퍼스, 니체, 키에르케고르, 셰스토프
등을 지목하고,345) 그 일반적인 인상을 “절대적인 생명을 설정하고 이 절대
적인 생명이 지적 능력을 넘어서 우리들과 및 일체의 것을 그 곳에 있게 하
는 궁극의 것이라는 것”346)으로 파악한다. 이는 이상의 실존철학자들의 사
유가 거의 종교적인 경향성까지 갖는다고 보는 것으로, 합리적, 과학적 사고
를 지향하는 유물론자인 김남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또한
김남천은 과학적 방법의 예술적 방법으로의 침투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
서, 반대로 문학적 표상이 과학 속으로 들어가면 폐해가 발생한다는 예로서
니체, 베르그송, 셰스토프, 키에르케고르 등을 들고 있다. 김남천이 보기에
그들은 “신용할 수 없는 망상의 체계를 건설”347)하였다. 니체, 셰스토프 등
이 보여주는 특유의 문학적 스타일과 관련된 이러한 언급은 곧 이들의 비합
리주의, 비이성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특히 셰스토프의 유행에 대해서 김남
천은 그 내용이 건전하지 못한 점, 회의와 불안의 정조 등 현 시대의 문제
를 해결하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348)

(...) 더구나 최근 유행하면서 있는 ‘세스토프’적인 모든 유행에 대
하여도 움직이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를 해하고 몽롱하게 하
345) “이 즈음 철학계나 혹은 널리 학문의 위를 횡행하는 생의 철학이란 하이데거나 야스퍼
스를 대표로 하여 좀 오랜 것으로는 니체라든가 키에르케고르 또는 좀 버드러져서는 셰스
토프 등과도 관련을 갖고 있지는 아니한가.” 김남천, 「논단시감」(『동아일보』,
1938.6.28.-30), 『김남천 Ⅰ』, 376면.
346) 위의 책, 376면.
347) “니이체, 베르그송, 셰스토프, 키에르케고르 등의 일련의 문학주의적 철학자들이 논리
적 개념과 범주를 중도에서 파기하고 시적 표상에 몸을 맡겨 그곳에 신용할 수 없는 망상
의 체계를 건설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 김남천, 「도덕의 문학적 파악 -과학 ․ 문
학과 모랄 개념」(『조선일보』, 1938.3.8.-12), 위의 책, 345면.
348) 그러나 김남천은 한편으로 셰스토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의식을 보여준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4장 2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51

고 흐리게 하는 일체의 잡물(雜物)을 엄밀히 받아내야 할 것이다.
‘나파륜(奈巴崙)의 칼’은 이 방면에 있어서도 조금치도 무디어져서는
안될 것이다.349)
회의와 불안의 분석은 이것을 떠나 이 위에 설 수 있는 과학 정
신의 파지자에게만 가능하다. 문학주의를 두 발에 감고는 이것의 초
극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 좋은 실례로는 ‘세스토프적인 것’의 유
행이 일찍이 얼마나 현대의 불안을 해소하였는지를 아무개도 모른
다는 곳에 있다.350)

또한 임화 역시 딜타이 등의 생철학을 순수한 개념으로서의 ‘생’에 주목
하는 형이상학으로 간주하고, 인간을 사회적, 역사적 측면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351) 이처럼 1930년대 당시의 철학적, 정신적 유행 사조에
대한 김남천과 임화의 부정적 반응은 단적으로 말해 이들 사조가 갖는 반이
성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반이성적, 반근대적 지향성 및 실존적 사유 역시 이러한
사조와 기본적으로 상통하는 면을 갖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김남천과 임화의 문학적 모색은 그 기본
적인 사유의 틀, 구체적인 창작방법의 지향 등에 있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
품들이 보여주는 성격과 매우 대조적인 지점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런 만큼 이들의 비평에서 발자크와 대조적으로 도스토예프스키가 외
면되는 일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 ‘전형기’의 조선 문
단에서 서구 문학의 거장들이 참조되는 방식은 이 시기의 성격을 적시해주
는 측면이 있다. 즉 김남천의 비평에서 자주 인용되었던 것처럼, ‘쉴러와 셰
익스피어’의 예와 같이 문학자를 상반된 경향으로 인식하여 문학적 지향으
로 삼는 일 자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주체
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
349) 나파륜(奈巴崙)의 칼이란 나폴레옹의 칼을 말한다. 김남천, 「건전한 사실주의의 길 작가여 나파륜(奈巴崙)의 칼을 들라-」(『조선문단』, 1936.1), 『김남천 Ⅰ』, 150면.
350) 김남천, 「파우스트와 혼란」(『조선일보』, 1937.10.12.), 『김남천 Ⅱ』, 281면.
351)임화, 「조선문학의 신정세와 현대적 제상(諸相)」(『조선중앙일보』, 1936.1.26.-2.13),
『임화 4』, 565-566면.

152

에 직면한 내면적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카
프 해체 이후 문제가 되었던 전향의 상황과도 관련된다. 김남천과 임화에게
발자크가 주요하고 지속적인 탐구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같은 경우이다. 김
남천과 임화는 전향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응 논리로서 발자크로부터 전환의
계기들을 마련하는 문학적 모색의 시도들을 펼쳐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즉
발자크의 수용은 카프가 해체되는 강제적 전향 상황에서 신념의 내면적 보
유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가령
“세스토프적인 것, 지드적인 것, 도스토예프스키적인 것, 심지어는 괴테적인
것, 톨스토이적인 것까지도 완강히 거부”352)하는 선택이 있었다. 그런데 이
거장들의 수용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전형기’의 시대를 의식하며 전향의
상황을 견디는 한 문학자의 경우, 발자크가 아닌 도스토예프스키를 이야기
하는 다소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다.

352) 김남천, 「시대와 문학의 정신 -‘발자크적인 것’에의 정열-」,앞의 글, 『김남천 Ⅰ』,
4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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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학과 정치의 길항
2.1. 가메이 가쓰이치로(龜井勝一郞)와 도스토예프스키
: 가메이 가쓰이치로의 『전형기의 문학』 - ‘전형기’의 자아에 대한 가메이의 인식
: 자아의 재검토와 ‘반역 정신’ - 도스토예프스키의 ‘전향’ 탐구 - 가메이 가쓰이치
로와 프로 문단의 시각 차이 - 「살아있는 유다」 : 죄와 치욕을 통한 역설적 생존
- 무력에의 무자비한 응시

일본의 평론가 가메이 가쓰이치로(1907-1966)의 첫 평론집 『전형기(轉
形期)의 문학』이 간행된 것은 1934년 9월이었다. 같은 해 1월에 레프 셰
스토프의 『비극의 철학』이 번역되었으며, 9월에 미키 기요시(三木淸)의
「셰스토프적 불안에 대하여」가 발표되었다. 또한 앞서 2월에는 나프
(NAPF)가 동맹의 해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었다. 한 해 전인 1933
년 2월에는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대표적 작가인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
二)가 경찰서에서 고문으로 학살당했으며, 6월에는 일본 공산당의 최고 지
도자인 사노 마나부(佐野學)와 나베야마 사다치카(鍋山貞親)의 전향 선언이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353) 이러한 시점에 가메이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아’의 문제였다. 『전형기의 문학』의 첫 머리에는 「전형기의 자아」(원
제는 「전형기에 있어서의 작가의 자아에 대하여」, 1934.3)가 실려 있다.
그리고 이 자아는 가메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1930년 가을, ‘좌익’에서 ‘좌익
적’으로 전환한354) 이래 갈등하고 번민해 온 자아에 다름 아니었다.
가메이 가쓰이치로의 내면적 갈등은 그가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193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그 뿌리를 확인할 수 있다. 홋카이
도 하코다테(函館)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가메이는 1926년, 동경제국대
353) 두 공산당 거두의 성명서는 옥중에 있는 공산당 피고들에게 돌려 읽히기 위해 1933년
6월, 형무소 안에서 쓰였으며, 7월에 『개조』에 발표되었다. 이 문서는 일본 공산주의자
의 전향의 효시가 된다. 吉本隆明 외, 노상래 역, 『전향이란 무엇인가』, 영한, 2000, 4,
29면 참조.
354) 가메이 가쓰이치로에게 있어 1930년의 가을을 ‘좌익’에서 ‘좌익적’으로의 경계로 표현
한 사람은 가메이 자신이다. 思想の科學硏究會 編. 『共同硏究轉向』3, 平凡社, 昭和34,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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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문학부 미학과에 입학하여 ‘마르크스주의 예술연구회’를 거쳐, 당시 제국
대학 좌익단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인회’에 가입했다. 그 무렵 신인
회 학생들은 2, 3년 안에 혁명이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고, 가메
이는 이 때의 자신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부르고 있다.355)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공산주의 청년동맹’의 일원이 되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도적 위치에
서게 되었으나, 1928년에 퇴학으로 학교를 떠나게 된다. 그런데 사회 정세
가 급변하여 이 해 3월, 공산당 대검거가 있게 되었고, 가메이 자신은 4월
에 치안유지법위반 혐의로 투옥되었다. 그 후 감옥에서 병을 앓고 나서 보
석으로 나오기까지 3년 반의 옥중생활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가메이 가쓰이치로의 석방은 검사와의 밀약, 즉 금후 공산주의의
비합법적 정치 운동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고서야 가능해진
일이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고바야시 다키지의 죽음을 전해 듣고 정신적으
로 크게 동요하게 되면서, 예술과 정치 사이의 양자택일의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원래 가메이에게는 그리스도교적인 죄악감에서 출발한 사회주의 운동
에의 헌신 한편으로 예술에 의한 인간의 구제라는 정신적 모티프가 있었
다.356) 가메이는 예술의 길을 택한다면 배신자가 되고, 정치의 길을 택한다
면 순교자가 된다는 생각, 예술과 정치가 양립하는 이상의 실현은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 속에서 내적 혼란과 절망감을 체험한 끝에 죽음 대신 석
방을 선택한다. 이 때 그는 더 이상 정치 활동은 할 수 없지만, 프롤레타리
아문학 운동은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출옥 후 나프에
소속되어 문예평론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현실』동인을 거쳐
1935년, 야스다 요주로(保田与重郞) 등과 『일본낭만파』를 창간하여 그 중
심인물이 되었으며, 같은 해 있었던 재판에서 전향을 표명함으로써 집행유
예가 되었다. 따라서 평론집『전형기의 문학』은 가메이가 문학 활동을 시
작한 1932년부터 재판에서 정식으로 전향을 표명하기 이전 약 3년 사이의
정신적 흐름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55) 위의 책, 261-262면 ; 이하 가메이 가쓰이치로의 기본 약력에 대해서는 이 책을 중심
으로 서술할 것임.
356) 菅原 潤, 「龜井勝一郞 におけるニヒリズム: 「近代の超克」再考(その3)」, 『長崎大學
總合環境硏究』, Vol. 10, No. 2, 2008.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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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메이 가쓰이치로의 글에서 ‘전형기’란 ‘혁명기 내지 변혁기’와 ‘전향 시
대’라는 이중의 의미로 사용된다.357) 가메이는 이 ‘전형기’를 살아나가고자
하는 모색으로서 “자아의 집요하고도 가혹한 재검토”358)를 주장한다. 그가
자아의 문제를 모든 창작 방법의 전제로서 솔직히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할 때, 문제적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반성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
는 ‘좌익문학’이다. 1932년 10월에 있었던 소비에트 작가동맹 제1회 조직위
원회 보고의 소개를 통해 일본에 사회주의 리얼리즘 및 혁명적 낭만주의 등
이 소개된 것은 1933년 2월이었다.359) 이후 조선 문단에서 그랬듯이 일본
에서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용 찬반의 문제와 함께 세계관과 창작방법의
문제가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메이는 솔직한 자기
재평가의 고백만이 진정한 문학 재건의 의지로 간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격렬한 논쟁의 말들이 층을 이룬 가운데에서 솔직한 자기 재평가
적 고백의 현현(顯現)만을 나는 진정한 문학 재건의 의지로서 간취
할 수밖에 없다. 그 격화된 상태 속에서 도대체 어디에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고부동하게 설정해야 할까 라는 열렬하고도 꽤 당황스러
운 탐구의 소리, 그 정신적 위기에 직면한 소리를. 실천적인 자아가
언젠가 봉착할 비극적인 부르짖음을. 약함도 추함도 숨김없이 드러
내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지금 묻고 있다.
はげしい論爭の言葉の層のなかに、卒直な自己再評價的告白の顯現
をのみ、私はまことの文學再建の意志として看取せざるをえないの
だ。この激化した狀態のなかで、一體どこに自分自身の位置をゆるぎ
なく設定すべきかといふ熱烈な、そしてかなり狼狽的な探究の聲、そ
の精神的危機に直面した聲を。實踐的な自我のいつかは逢着するであ
らう悲劇的な叫びを。弱さも醜さもさらけ出して、私は何をなすべき
かとそれをいま問ひつつある。360)

357) 위의 책, 286면 참조.
358) 龜井勝一郞,『轉形期の文學』, ナウカ社, 昭和9(1934), 5면.
359) 조진기, 「한일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비교연구(Ⅱ-2) -1930년대 창작방법론을 중심으로
-」, 『한민족어문학』, Vol. 28, 한민족어문학회, 1995, 3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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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메이 가쓰이치로의 시각은 프롤레타리아문학 진영 안의 내부
비판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는 우선적으로 프롤레타리아문학이 사실의
‘혼미’ 그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합리적인 결말을 지으려고 하는 점
에 대해 그 방식이 관념적으로 주어진 테제로서의 해결이라는 점을 비판한
다. 가메이가 ‘전형기’에 있는 작가의 자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
을 “자기의 실감적 심리로서 문자 그대로 주체적으로 소화”361)하는 태도이
다. 이러한 논조 속에서 가메이는 ‘반역 정신’과 ‘회의 정신’을 말하는데, 그
중 ‘반역 정신’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을 빌어 설
명하고 있다. 가메이에 따르면,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 ‘반역의 피’를 거론한
인물은 원래 톨스토이이다. 그런데 가메이가 주목한 것은 도스토예프스키에
게서 발견되는 ‘반역’이 종래에는 “자기 반역의 과중함”362)으로 전이되는
사정이다. 즉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서 드미트리, 이반, 알료샤의
‘반역’의 대상은 몰락지주의 퇴폐성을 온 몸으로 보여주는 아버지 표트르로
보이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으로 이야기의 줄거리에 지나지 않으며, ‘반
역’이 그 깊이를 더해갈수록 내부 성찰에 의한 세 인물의 특유의 자아가 형
성되어가는 과정이 드러난다고 본다. 그런데 나아가 이 외부를 향한 반역과
내부를 향한 반역의 교차 가운데에서 저항해야 할 대상은 점차로 모호해지
고 자기 반역의 과중함만이 남게 된다. 그와 함께 고뇌의 밑바닥으로부터
‘구제의 관념’이 점차 현실화되어 온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설명의 의도
는 ‘구제의 관념’으로서의 현실적인 출구는 자기 반역을 하는 자의 정신에
있어서의 혼미, 그 혼미가 갖는 리얼리티에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점에 있다. 프롤레타리아문학 작가에게 있어 혼미란 곧 한계로 생각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작품의 리얼리티를 확보하
게 해주며, 작가 스스로 한계를 인지하는 것에 이미 자아의 능동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363) 또한 가메이는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
360)
361)
362)
363)

龜井勝一郞,『轉形期の文學』, 위의 책, 5-6면.
위의 책, 15면.
가메이의 어휘 사용에서 ‘반역’은 비판, 반항, 거부의 대상 등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위의 책,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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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드미트리의 경우,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 받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고통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해
가는 특성을 러시아 인텔리겐챠의 정신적 유산으로 언급하는데, 도스토예프
스키에게서 그가 자아의 문제를 주목하는 기본적인 배경을 여기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가메이에게서 자아의 문제는 고통 및 재생의 관념과 연결
되어 있다.
이처럼 「전형기의 자아」에서 가메이는 일본의 프롤레타리아문학 작가
들이 “정신적 고뇌나 자기모순에 대해 누구보다도 예민한 이해를 보이지 않
으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그것을 솔직히 말하는 것을 치욕처
럼 생각하고 있었”364)으며, 그로부터 작품의 리얼리티가 상실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주도적 이론가인 모리야마
게이(森山 啓) 등은 가메이의 자아 재검토 주장의 개념과 방법이 혼란스럽
다는 점, 자아란 생활적 실천에 의해 객관적 현실의 일부로서 우리에게 인
식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현실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자아’를 생각하고 있
다는 점, 자아의 구제가 내면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자아의 검토를 위해서도, 발전을 위해서도 신뢰할 수 없는 ‘자위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365)
그런데 사실상 가메이 가쓰이치로에게서 자아의 문제는 전향과 관련하여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거론할 수 있다. 가메이는 1932년, 정치와 문학
사이에서 이제 문학의 길을 걷겠노라고 선언한 하야시 후사오(林房雄)의 견
해에 일부 동조하여 프롤레타리아문학 진영 내에서 ‘조정파’로 비판받은 바
가 있었으나, 대체로 전향문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는 세인의 시선
속에서 전향자로 간주된 것은 아니었다.366) 그러나 그의 내면은 1930년의
출옥 이래 자기 성찰 속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선 정
치적 이상을 위해 순교하는 순교자의 심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러한 사고
의 중심에 문학가였으나 동시에 직업 혁명가로서 죽어간 고바야시 다키지의
364) 위의 책, 20면.
365) 平野謙, 小田切秀雄, 山本健吉 編, 『現代日本文學論爭史』, Vol. 2, 未來社, 2006.
486-497면 참조.
366) 吉本隆明 외, 노상래 역, 『전향이란 무엇인가』, 앞의 책, 37-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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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가메이의 회고에 따르면,
이 때 “정치범 도스토예프스키의 한 시기가 절호의 전형으로서”367) 그의 앞
에 있었다. 즉 가메이에게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자신의 신념을 굳게 유지했던 인물, 그러나 뒷날에는 원래 지녔던 정
치적 신념을 내팽개치고 ‘이단(異端)의 왕’이 되었던 인물이었다. 가메이는
도스토예프스키가 남긴 서간 등을 탐색한다. 그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신념이
추상적이었기에 더 강인한 것일 수 있었다고 본다. 이는 ‘주관적 자아’로서
의 신념을 ‘객관화 ․ 추상화’하고 있는 상태로 인지되었다.368) 그러나 순교
자로서 죽을 수도 있었던 순간이 지나자 도스토예프스키의 내면이 내보이는
변화를 가메이는 예민하게 응시한다. 그러한 탐구의 결과, 가메이가 내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은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아마 그는 옥중에 있으면서 자기가 받았던 생애의 상처에 소스
라치게 놀랐던 것은 아니었을까. 『지하실의 수기』라는 것은 이 상
처가 그에게 가져온 복수의 선언은 아니었을까. 여기에는 순교에 대
한 감상성을 극도로 부끄러워한 인간의 고백이 있다.
나는 이 경우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토록 아름답고 숭고한 순교적 행위도 인간에게 주어진 잠깐 동안
의 모습이고, 그것은 그 이면에 무한히 수수께끼 같은 심리를, 아니
인간의 가련한 약함마저 거느리고 있어, 순교는 배교(背敎)의 찰나
와 종이 한 장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도스토예
프스키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동란의 한가운데에 놓인 인간에
게 보편적인 심리는 아닐까, 라고. 이 결론은 나를 조금 불유쾌하게
하고, 공포감을 주었지만, 목전의 사태는 이 결론에 어쩔 수 없이
집착하게끔 되어 있었다.
나는 유추해 보았다. 고바야시 다키지가 신념 때문에 쓰러진 것은
그의 관념주의, 오히려 광신의 결과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자아의
고뇌가 최후의 이유인 듯이 말해지고 있다. 광신은 항상 그 자신의
위기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광신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 살아남았
다면 아마 극단적인 배신자가 되었을 것이다. 난폭한 유추일지도 모
367) 龜井勝一郞, 『龜井勝一郞全集』6, 講談社, 1971, 17면.
368) 松本健一, 앞의 책,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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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만, 동시에 그를 축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던 무수한 문학자들의
몰락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이를 확신했다. 가지각색의 당사자의
자아를 나는 그 실체에서 파악하려고 했다. 온갖 가면의 박탈을 협
동자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시도해 보려 했다. 자기의 약함을 고
백하고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주위의 연민을 고려하면서 여전히 한
조각 양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무의미하다. 비참한 몰락, 그 죄
과와 배교를 응시하는 것, 발판을 잃은 것이 회의의 시작이라면, 발
판을 잃었을 때, 무엇에 회의했는가를 자아에 입각해서 검토하는
것.
おそらく彼は、獄中に在つて自己の受けた生涯の傷に愕然としたの
ではなからうか。「地下室の手記」とはこの傷が彼にもたらした復讐
の宣言ではなかつたらうか。こゝには殉敎といふものに対する感傷性
を、極度に恥ぢた人間の告白がある。
私はこゝから次のやうな結論を下さざるをえなかつた。あれはほど
美しい崇高な殉敎的行為も、人間に与へられた束の間の姿であり、そ
れはその裏側に無限の謎めいた心理を、否人間の痛々しい弱さをすら
宿してゐる、殉敎は背敎の刹那と紙一重にすぎぬと。そして、これは
単にドストエフスキイ個人の問題であるに止まらず、動乱のたゞ中に
おかれた人間に普遍的な心理ではあるまいかと。この結論は私をい
さゝか不愉快にし、恐怖感を与へたのであつたが、目前の事態はこの
結論に執することを余儀なくさせるやうに出来あがつてゐた。
私は類推した。小林多喜二が信念の故に倒れえたのは、彼の観念主
義、むしろ狂信のたまものに相違ない。しかも自我の苦惱が最後のご
とく語られてゐる。狂信はつねにそれ自身の危機と戦つてゐるからこ
そ狂信なのだ。かゝる人間が生きのびてゐたら多分極端な裏切者にな
つてゐたらうと。乱暴な類推かもしれないが、同時に、彼を軸として
動いてゐた無数の文学者達の慘落を眺めた時、私はこれを固執した。
当事者たりしさまざまの自我を、私はその実体においてとらへてみよ
うとした。ありとあらゆる仮面の剝奪を、協同者に対し自分自身に対
し試みようとした。自己の弱さを告白し反省し懺悔し、周囲の憐憫を
顧慮にいれつゝ尙一片の良心を呈示するだけでは無意味である。慘
落、その罪禍と背敎を疑視すること、足場を失ふことが懷疑の始りで
あるならば、足場を失つたとき何に懷疑したかを自我に即して検討す

160

ること。369)

극적인 상황에 마주했었던 도스토예프스키의 경우를 앞에 놓고 사실의
실체를 들여다보고자 했을 때, 가메이 가쓰이치로가 얻은 결론은 “순교는
배교의 찰나와 종이 한 장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었다. 물론 이
러한 탐구는 신념의 변모, 즉 정신적 전향을 경험한 인물을 대상으로 했다
는 점에서 순교자의 심리를 파헤쳐 보겠다는 가메이의 원래의 의도에 순수
하게 들어맞는 경우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예컨대 자신의 전향 체험을 스
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도스토예프스키를 끌어 들인 혐의가 짙다. 그렇다
고 해서 그것이 순교자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 스스로의 합리화를 위한 것이
었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일본의
혁명운동 및 프롤레타리아문학 운동의 “비참한 몰락, 그 죄과와 배교”를 응
시하고자 했다. 전후의 대표적 평론가인 히라노 켄(平野謙)은 이에 대해 “전
향, 비전향을 넘어 혁명운동 그 자체의 엄청난 패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370)라는 의문이 근본적인 비판의 모티프로서 가메이의 마음에 일어
났던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가메이의 주장을 집약하는 용어로서
‘온갖 가면의 박탈’, ‘자아의 재검토’ 등이 원점에서부터 상황을 바라보고 극
복하고자 하는 모색의 일환으로서 제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평론 「전형기의 자아」에 대한 당시의 평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가메이의 이러한 시각은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몰락기를 경험하는 당
시 프로문단의 주된 흐름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프로문단에서는 나프 해체
를 전후하여 프로문학 체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모색으로서 현실에 대한
객관적 묘사의 창작방법이 호응을 얻고 있었다. 이는 곧 엥겔스의 발자크론
을 계기로 한 것이다. 가메이에게는 프로문단 내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상황
이 당면한 문제로서의 위기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객관성’이라는 말
자체가 기만적인 언어로 다가왔다.

369) 龜井勝一郞, 『龜井勝一郞全集』6, 앞의 책, 18-19면.
370) 히라노 겐, 고재석 ․ 김환기 역, 『일본 쇼와 문학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19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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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때, 우스꽝스럽게도 발자크를 구제자로서 등장시킨 일단
(一團)의 사람들이 있다. 괴멸한 좌익문학자의 사이에서는 머지않아
다음과 같은 말이 생겼다. 발자크는 왕통파(王統派)였음에도 불구하
고 묘사의 객관성 때문에 그의 작품은 당대 사회를 드러내는 결과
를 낳았다. 그러므로 작가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객관 묘사의 가운
데에 침잠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불안과 혼란의 직후에 이처럼 선명
한 전환이 회의(懷疑) 없이 일어날 수 있을까. 2, 3인의 비평가가
나타나 자아의 고뇌를 말하는 일의 무의미에 관하여 그럴싸한 설교
를 하고 돌아다녔다. 나는 당시 ‘객관성’이라고 하는 기만적인 말에
얼마나 괴로웠던가. 확실히 이들의 말은 옳은 것이다. 옳음에도 불
구하고 그것을 말하는 인간에 의해 완전한 허위로 보였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직면한 사건의 문제성을 회피하고 거세해 버리는 듯한 작
용을 미쳤던 까닭이다. 그들의 이론의 특징을 요약하면, 그것은 좌
익으로부터 전락한 인간이 어떻게 좌익적 체재를 정비할까, 라는 화
장술(化粧術)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요즘 유행하는 진
보주의자가 되었다.
ちやうどこの時、滑稽にもバルザックを救済者として登場せしめた
一団がある。壞滅した左翼文学者の間にはまもなく次のやうな合言葉
が生じた。バルザックは王統派であつた、にも拘らず描写そのものの
客観性の故に、彼の作品は当代社会の摘発を結果した。作家の第一義
的行爲とは客観描写のなかに沈潜すること。不安と混乱の直後に、か
くも鮮かな転換が懷疑なしに起りうるものだらうか。二三の批評家が
あらはれて、自我の苦悩を語ることの無意味について尤もらしい說敎
をして廻つた。私は当時、「客観性」といふ欺瞞的言葉にいかに悩ま
されたことだらう。たしかに、これから合言葉は正しいのである。正
しいにも拘らずそれを語る人間によつて全くの虛偽にみえた。何故な
ら、我々の直面した事件の問題性を回避し去勢してしまふやうな作用
を及ぼしたからである。彼らの理論の特徵を要約すれば、それは左翼
から転落した人間がいかに左翼的体裁をとゝのへるかの化粧術であつ
たといへる。彼らは悉く今日流行の進步主義者となつた。371)

이처럼 당시 프롤레타리아문학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메
371) 龜井勝一郞, 『龜井勝一郞全集』6, 앞의 책,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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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쓰이치로와 프로문학의 주류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각의 차이는 원
천적으로 가메이의 사유가 갖는 윤리적 특성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느꼈던, ‘부(富)’로부터 오는 죄의식
에서 탈피하고자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였듯이, 자신이 참여했었던 혁명운
동 및 프롤레타리아문학 운동이 붕괴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를 자아의 문제
로 받아들이면서 윤리적 태도로 접근했다. 물론 순교냐 배교냐 등의 개인
윤리적 관점에서 사태를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마르크스주의로부터의 이
탈을 더욱 분명하게 현실화시켰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
건 이러한 태도는 가메이 가쓰이치로의 인간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인 만큼
우선적으로 반성과 모색의 방법론이 이러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그는 조직이나 무리가 아닌, 각
개인의 정신적 차원에서의 주체에 대한 반성 없이 기법적인 차원에서 서둘
러 새로운 창작 방법이 논의되는 일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정신에서의 투
쟁은 가메이로서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과의 싸움이었다. 가메이는 ‘반역 정
신’과 함께 ‘회의 정신’을 말한 바 있다. 그는 “발판을 잃은 채로, 회의하는
일조차 알지 못하는 인간의 이전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마도 신앙의 위태(僞
態)에 다름 아니다”372)고 판단했다. 그가 이상을 위해 목숨을 건다고 생각
했던 순교자에 대한 찬탄에서 벗어나고, 안이한 태도로 정치적 순교를 추앙
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게 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였다.
가메이 가쓰이치로의 평론 「살아있는 유다 (셰스토프론)」(1935.5-6)은
그의 전향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글이다. 전체가 5장으로 이루어진 이
글은 『일본낭만파』에 2회에 걸쳐 게재되었으며, 셰스토프를 빌어 본격적
으로 배교자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가메이는 글의 첫 대목에서 “셰스토프
가 나의 흥미를 끄는 것은 배교자라든가 이단자로 불리는 인간의 심리를 그
가 열렬히 탐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어 “일찍이 열렬한 신앙
인이었던 자, 극단적인 이상주의자였던 자가 그 반대의 극단에 선 때의 모
습에는 무언가 인간의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생각 된다”373)라고
372) 위의 책,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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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말한다. 이것이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 등의 내면세계를 분석한 러시아
의 철학자 레프 셰스토프가 호출된 이유이다. 따라서 좀 더 일찍이 스스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정신적 전환을 탐구하고자 했던 시도가 이제 가와카미 데
쓰타로(河上徹太郞)와 아베 로쿠로(阿部六郞) 등에 의해 소개된 셰스토프의
저서들을 통해 그 전환의 의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을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에 이르러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의 전환을 경
험한 자는 도스토예프스키만이 아니라, 셰스토프이기도 하며, 사실상 글의
내용은 셰스토프의 사상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가메이가 이 글의 서두에서 순교자가 아닌 배교자를 말하고, 셰스토프의
‘과제’를 말할 때, 이제 관심의 초점은 반성이나 회의의 차원에 있지 않으
며,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살아있는
유다’라는 독특한 제목에서도 그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널리 알려져 있
듯이 예수의 열두 제자 중의 한 사람인 유다는 예수를 판 그 행위에 의해서
배신자의 대표적 인물이 되었으며, 자살이라는 참회의 형식을 통해서도 그
배교의 죄는 씻기지 않았다. 그런데 가메이는 이러한 유다의 위상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발언을 한다. 즉 “배교자 유다야말로 영원히 저
주받은 죄인이라면, 오히려 그야말로 진정한 순교자이고, 위대한 순교자는
가장 추악한 배교자라는 뜻에 다름 아니라고 하는 역설이 성립한다”374)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은 일견 쉽게 수긍되지 않는 일면이 있지만, 가메이는

373) 위의 책, 20면 ; 본 논문에서 「살아있는 유다 (셰스토프론)」의 인용은 『인간교육』
(1937)에 수록되었던 초간본을 바탕으로 한다. 이 초간본은 5장의 내용이 손질되었다는
점에서 『일본낭만파』에 실린 초출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374) 이 역설의 논리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그러나 배신이라는 추악을
짊어진 것은 유다 한 사람이었던 것일까. 수천의 승려나 수천만의 신도들은 그렇다면 모
두 그들의 주(主)와 같이 고난의 길에서 죽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곧 일어난다. 너
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을 승인한다면, 유다를 비
난하는 천만의 신도들은 모두 ‘죄 없는 자’이고, 세상의 죄는 모두 유다가 온 몸에 떠맡아
망해간 것은 아닐까. 여기에 니체의 단호한 항의의 말이 있다. 「벌이 아니라 죄를 자기
위에 떠맡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신적(神的)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이 사람을 보
라』)고. 진리는 어느 쪽 편에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에게인가, 유다에게인가. 배교자 유
다야말로 영원히 저주받은 죄인이라면, 오히려 그야말로 진정한 순교자이고, 위대한 순교
자는 가장 추악한 배교자라는 뜻에 다름 아니라고 하는 역설이 성립한다.” 위의 책,
2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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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모든 추악과 죄를 짊어진 존재로서 배교자에 대한 새롭고도 대담한
의미 규정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은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서술에 해당하는 다음 대목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
다.

그(*셰스토프를 말함)가 도스토예프스키나 니체의 연구를 통해 얻
은 한 가지 결의는 지상의 배덕, 불행, 좌절, 추악, 그것들 일체의
괴물을 우리 몸 위에 짊어진다고 하는 일이었다. 유다와 같이 모든
죄와 치욕을 우리 몸 위에 짊어지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순교의 길
을 가는 것이 좋다. 수천만의 인간은 ‘겉보기의 이상(理想)’에 기쁨
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좋다. 「나는 유다로서 살겠다」. 벌이 아니
라 죄를 자기 위에 떠맡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신적(神的)이라고 말
할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 불가사의한 영광을 상상하는 것이다. 모
든 추악을, 배덕을, 배신을, 그것들을 모두 짊어지고 감람산(橄欖山)
에 오르려 한다. 이러한 불온한 결의는 물론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셰스토프가 인용하고 검토한 모든 작가의 말
은 결국 이 결의를 결의로서 자각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변명으
로서 이용되었던 것이고, 마침내 「신을 죽이는 일, 신을 추악한 죽
음에 의해 모욕하는 일」 - 「치욕을 치욕으로 생각하지 마라」라
는 악마의 절규에까지 이르는 긴 긴 복수의 과정이다.
彼がドストエフスキイやニイチェの硏究をとほして得た一つの決意
といふのは、地上の背德、不幸、挫折、醜惡、それら一切の怪物をわ
が身の上に担ふといふことであつた。ユダの如く一切の罪と恥辱とを
わが身の上に背負ふことである。キリストは殉敎の道を辿るがいゝ。
数千万の人間は「みせかけの理想」に隨喜の淚を流すがいゝ。「おれ
はユダとして生きる」。罰ではなく、罪を自分の上に引き受けてこ
そ、はじめて神的ともいはれよう。こゝに不思議な光栄を思ひゑがく
のである。あらゆる醜惡を、背德を、裏切りを、それらを悉く担つて
橄欖の山へ登らうとする。かゝる不逞の決意は、勿論一朝一夕でなつ
たものではない。シェストフの引用し検討するすべての作家の言葉
は、畢竟、この決意を決意として自覚し强固にするための弁明として
用ひられたものであつて、つひには、「神を殺すこと、神を醜惡な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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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よつて侮辱すること」ー「恥辱を恥辱と思ふな」といふ惡魔の絶叫
にまで到達する長い長い復讐の過程である。375)

전향을 정당화 할 수도 없고,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때, 어
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배덕의 원점이다.376) 이 원점에서 가메이가 취
한 방법이 바로 스스로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책임, 즉 죄와 치욕의
무게를 부과하면서 이를 통해 살아나고자 하는 역설의 방법이다. 유다는 그
리스도교의 역사에서 영원히 저주 받은 인물로서, 그나마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셰스토프나 가메이 가쓰이치로 자신은 ‘살아있는 유다’로서
죽음을 택하기보다 지상의 모든 배덕, 불행, 좌절, 추악 등을 걸머지고 감람
산에 오르는 인고의 길을 가고자 한다. 셰스토프가 『비극의 철학』에서
“여기쯤에서 ‘비극의 철학’은 시작된다. 희망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으나, 삶
은 존재한다. 그리고 삶의 많은 날들이 우리 앞에 남아 있다. 비록 죽고 싶
어도, 죽을 수도 없다”라고 말한 바의 상황이 가메이의 서술에 구현되어 있
다. 이처럼 배교자의 상황을 부각시키면서 가메이는 동시에 무수한 희생과
배교를 낳은 마르크스주의 및 일본의 프롤레타리아문학 운동에서의 오류와
과오를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1933년 이래 유행하는 전향문학이 무력한
전향자의 마음의 빚을 서술하는 일을 통해 양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대
한 비판으로, 전향을 보다 복원 불가능한 배교자의 삶의 방식에 끌어들여
표현하고자 한 측면도 있었다.377)
가메이 가쓰이치로는 「살아있는 유다 (셰스토프론)」에서 셰스토프에
대한 많은 내용을 이야기 하지만, 셰스토프의 방식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은 아니다. 가메이에 의하면, 그가 결국 셰스토프로부터 보았던 것은 신봉해
왔던 사회적 이상이 붕괴했을 때, 모든 이상이나 희망, 선에 대해 다만 복수
의 영혼으로서만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던 자아였다. 그러한 상실감이 도달
하게 되는 종착역은 자살이나 광기 이외에 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살아

375) 위의 책, 25-26면.
376) 大石紗都子, 「龜井勝一郞 『生けるユダ (シェストフ論)』」, 『東京大学國文学論集』7,
東京大学文学部國文学硏究室, 2012, 190면.
377) 위의 글,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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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셰스토프는 유다의 후예로 인식되었다고 본다. 다만 가메이 자신은 그
러한 셰스토프를 통과하면서 셰스토프로부터 이탈하기를 원한다. 가메이가
셰스토프를 통해 얻은 자각의 내용을 좀 더 덧붙이자면, 미래에 대한 장밋
빛 예언이 갖는 허위성과 함께 인간의 무력에 대한 인식이 그 한 내용을 이
루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행복하게 한다는 약속에 마르크스주의가 포함되
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악마가 가진 절대적 진실이 있었다. 인간의 미
래, 그 행복에 관한 모든 예언은 모두 어딘가 기만을 내포하고 있
다. (...) 그러나 신이 아닌 인간의 이 무력 위에 모든 예언이 성립
한다. 무력의 위에 ‘천국’이라든가 ‘이상 사회’ 등이 꿈같이 말해진
다. 셰스토프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무력을 잔혹하게 적발하고, 예언
이 갖는 위태(僞態)를 파괴해 보였던 것이다. 미래에 의해 현재가
변호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 현재가 갖는 모든 추악
을 호도하는 한, 자신은 절망의 부정의 정신을 가지고 이것에 복수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얼마나 많은 예언자, 순교자들이 자기
의 내적 고뇌를 숨김으로써 거짓 신앙을 강요했던가. 숭고하고 아름
다운 순교적 행위도 인간에게 주어진 잠깐 동안의 모습이고, 그것은
이면에 무한히 수수께끼 같은 심리를, 아니, 인간의 가련한 약함마
저 거느리고 있다. 순교는 배교(背敎)의 찰나와 종이 한 장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 이 무력을 무자비하도록까지 응시하려 한다.
しかし彼には、惡魔のもつ絶対的真実があつた。人間の将来、その
幸福に関するすべて予言は、悉く何らかの欺滿を內包してゐる。多少
の誇張はあらうと、こゝには拔きさしならぬ真実があるのだ。何故な
ら、予言は、それが実際に際して遭遇するあらゆる現在性を計算して
はゐないからである。これは当然のことであり、将来の幸福を実現す
る実際的可能を一挙にわがものとすることなどは何びとにも出来ない
に相違ない。しかし、神ならぬ人間のこの非力の上にすべての予言と
いふものが成立つ。非力の上に「天国」 とか

「理想社会」 等が夢

のごとく語られる。シェストフは、云ふまでもなくこの非力を残酷に
摘発し、予言のもつ偽態を破壞してみせたのである。将来によつて現
在が弁護されてはならぬ。将来への予言が、現在のもつ一切の醜惡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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糊塗する限り、われは絶望の否定の精神をもつてそのものに復讐する
といふのが彼の信念である。いかに多くの予言者·殉敎者達が、自己の
內的苦惱を隠すことによつて偽りの信仰を強ひたか。崇高な美しい殉
敎的行為も人間に与へられた束の間の姿であり、それは裏側に無限の
謎めいた心理を、否人間の痛々しい弱さをすら宿してゐる。殉敎は背
敎の刹那と紙一重にすぎぬ ―この非力を無慈悲にまで凝視しようとす
る。378)

이처럼 인간의 무력을 무자비한 정도로까지 응시하여 삶 속에서의 위태
(僞態)를 가려내겠다는 자세, 스스로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죄와 치욕
의 무게를 부과하여 현재를 살아내는 자세는 그 응시와 자계(自戒)의 방식
을 통해 ‘자기 반역’을 넘어서서 사회 비판의 목소리를 갖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379)
가메이 가쓰이치로가 자신의 문학의 최대의 주제였던 문학과 정치, 즉
구체적으로는 전향의 문제를 도스토예프스키를 통해 궁구해 나갔음은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는 1930년 10월,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 『전형
기의 문학』에 실린 여러 평론들과 「살아있는 유다 (셰스토프론)」를 쓰기
까지 점차로 마르크스주의라는 이전의 이상으로부터 벗어나, 이른바 ‘좌익
적’인 상태로부터도 전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셰스토프의 도스토예프스
키 문학의 해석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즉 셰스토프가
해석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전향’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은 것이었다.380)
이런 점에서 가메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관계를 말할 때, 셰스토프의 존재
는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가메이가 도스토예프스키 및 셰스토프
와 맺는 정신적 연쇄의 관계는 어느 한 면과의 관계의 경계를 다른 쪽과 명

378) 龜井勝一郞, 『龜井勝一郞全集』6, 앞의 책, 43면.
379) 가메이 가쓰이치로가 전향의 문제를 내면적 현실의 문제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물론
비판의 시각도 존재한다. 즉 가메이의 전향 역시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국가 권력과 자기와의 사이에 내적 긴장이 부정되며,
종국에는 권력에의 굴복이 생겨난다고 보는 시각이다. 思想の科學硏究會 編. 『共同硏究
轉向』3, 앞의 책, 277-284면 참조.
380) 川崎 浹, 「日本における レフ ․ シェストフ」, 『早稲田大学大学院文硏究科紀要 文学 ․
藝術学編』39, 1993,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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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러한 사실 자체가 1930년대 당시 일본
의 도스토예프스키 수용이 보여주는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 문학과 정치 : 김남천과 가메이 가쓰이치로(龜井勝一郞)
: 가메이 가쓰이치로의 ‘온갖 가면의 박탈’ - 김남천의 ‘가면 박탈’과 고발문학론 김남천의 ‘체험적인 것’과 ‘관찰적인 것’ - 가메이 가쓰이치로의 ‘체험하는 정열’과
‘묘사하는 정열’ - ‘체험적인 것’에서 ‘관찰적인 것’으로의 이행 - 김남천의 ‘주체’와
가메이의 ‘자아’ - 자기 고발과 유다(Judas)의 상징 - 감람산을 오르는 유다 : 발자
크적인 리얼리즘에의 의지 - 김남천의 문학적 행정(行程) - 무력에의 거부 :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남천 및 임화의 비평에 나타
나는 ‘발자크 대(對) 도스토예프스키’의 구도가 갖는 의미를 가메이 가쓰이
치로의 문학적 지향과의 비교를 통해 좀 더 깊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특히 김남천과 가메이의 문학적 관련성을 확인하는 가운데, ‘전형기’를 사는
주체의 대응이 발자크 또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작가에 대한 탐색으로 표출
되는 과정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가메이 가쓰이치로의 평론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무엇보다 ‘문학과 정치’라
는 주제이다. 평론집 『'전형기'의 문학』에 실린 대부분의 글들이 사실상
이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1934년 한 해에만도 그는 ‘문
학과 정치’를 직접 제목으로 내건 글들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즉

‘정치

와 문학’이라는 장을 포함하고 있는 「문학에 있어서의 의지적 정열」
(1934.3-4), 「예술적 기질로서의 정치욕(政治慾)」(1934.7), 「정치와 문학
에 관하여」(1934.8) 등이 그것이다. 또한 「「회상」에 있어서의 막심 고
리키」(1933.12), 「막심 고리키의 교훈」(1932.10)에서 볼 수 있듯이 고리
키에 대한 관심도 기본적으로는 정치와 문학의 길항에 대한 의식에서 비롯
된 것이다. 가령 가메이는 「정치와 문학에 관하여」의 서두에서 정치인가,
문학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재능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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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아닌, 전형기에 있는 지식인의 복잡한 양심의 문제”381)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메이와 유사한 정치적, 문학적 활동을 체험한 가운데 카프
해체 이후 거의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김남천이 그의 평론에 주목한
것은 당연한 일로 짐작된다. 김남천은 우선적으로 가메이의 글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 반역’ 혹은 ‘자아의 재검토’의 정신에, 그리고 주체가 처한 ‘생활
적 진실’의 실감을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메이의 「온갖 가면의 박탈」(1934.3)은 ‘가면의 박탈’382)이라는 인상
적인 용어로서 나프 해산 직후의 시점에서 프로문학 문인이 지향해야 할 자
세를 강조하고 있다. 즉 가메이에 따르면, “자기의 주위에 있는 일체의 현실
적인 것을 우선 가면이라고 보는” 일은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간주
될 수도 있겠지만, ‘온갖 가면의 박탈’이라는 자신의 주장은 실상 “암흑의
시대 한가운데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는 행동적인 정열”383)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현실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진실을 발견하려는 과감한 추구이
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면의 박탈이란 외부의 속인(俗人)들의 가면을 박탈하
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속인들과 타협하여 안주하려는 자기 자신의 가면을
박탈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가메이 자신을 비판하는 구
보카와 쓰루지로(窪川鶴次郞) 등 프로문학 강경파가 공식주의적 태도로서
일본의 현실에 대한 실감을 외면하고 허위의식을 보여 온 점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가메이는 조직을 잃고 고립된 심정에서 프로문학 운동의 패배의
원인을 성찰하고자 한다. 그는 자신들의 사회적 이상이 언젠가는 실현될 것
이란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의 현실은 암담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는 지식계급의 심리는
부정적인 그대로 철저히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이에 대해 “래디컬
이라는 것은 사물을 그 근본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다. 인테리의
381) 龜井勝一郞,『轉形期の文學』, 앞의 책, 103면.
382) ‘온갖 가면의 박탈(срывание всех и всяческих масок)’은 레닌의 논문 「러시아 혁명의
거울로서의 레프 톨스토이」(1908)에서 차용된 것이다. 레닌은 톨스토이 작품에서의 ‘명
백한 모순’을 폭로하면서 “한편에는 가장 진지한 리얼리즘, 온갖 가면을 벗기는 일이 있
고, 다른 한편에는 세상에만 존재하는 가장 추악한 것들 중의 하나인 설교, 즉 종교의 설
교가 있고 (...)”라고 지적한다. http://www.bibliotekar.ru/ensSlov/17/176.htm
383) 龜井勝一郞, 『轉形期の文學』, 앞의 책, 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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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悲鳴)이 그 근본에 있어 추구되지 않고 어디에서 그 재기의 길이 구해
질까. 나는 이러한 과정이 다만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
에 그 과정에 눈을 돌리는 위험을 되풀이하여 설명했던 것이다”384)라고 말
하고 있다. 이처럼 가메이 가쓰이치로에게서 ‘가면의 박탈’은 도스토예프스
키에게서 발견한 ‘반역 정신’ 내지 ‘자기 반역’과 같은 지평에 있는 개념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김남천이 이러한 가메이의 논의로부터 ‘가면 박탈’의 용어와 개념을 전유
하는 것은 일 년 남짓 후의 일이다. 그는 이른바 ‘물 논쟁’ 당시의 회고 및
관조주의적 비평 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감행하고 있는 「창작과정에
대한 감상 -작품 이전과 비평」(1935.5)에서 자신에 대한 ‘가면 박탈’을 선
언하는 동시에 외부에 대한 가면 박탈을 시도하고 있다. 이 비평의 제목에
서 볼 수 있는 대로 ‘작품 이전(以前)’이란 김남천이나 가메이 가쓰이치로와
같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385)
김남천은 1933년 출옥 후, 자신의 옥중 체험을 형상화한 단편 「물」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임화로부터 부자유스러운 현실의 상황에 대해
투쟁하는 계급적 인간 대신 감옥 안에서 ‘물을 갈망하는 인간’이라는 생물학
적 심리주의만이 그려져 있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는다. 심지어 임화는 이를
“우리들의 문학의 최대의 위험인 우익적 일화견주의(日和見主義) -그것은
정치적으로 문화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는- 의 명백한 현현의 하나이다”386)
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카프 제1차 검거 사건 당시 카프 맹원으로서는 유
일하게 수감 생활을 한 김남천으로서는 자신의 실천적 체험이 담긴 작품이
결론적으로 우익적 편향을 드러낸다는 평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에 김남천은 다소의 자기비판과 함께 임화의 창작평에 대한 항의를 표명한
다. 이때의 김남천의 주장은 “작품을 결정하는 것은 작가이며 작가를 결정
하는 것은 어떤 혹자의 이론보다도 그 당자의 실천이다. 그러므로 작품을
논평하는 기준은 그의 실천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387)라는 말에 요약되어
384) 위의 책, 286면.
385) 가메이는 ‘문학 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386) 일화견주의(日和見主義)란 형세를 보아 유리한 쪽에 붙으려고 기회를 엿보는 태도를 말
한다. 임화, 「6월 중의 창작」(『조선일보』, 1933.7.12.-19), 『임화 1』,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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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실천’이 바로 ‘작품 이전’에 해당된다. 김남천에게 ‘실천’은 엄연히
작가의 창작 과정의 일부이자 실제 형상화된 작품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항의는 많은 인사들로부터 더 커다란 비난을 불러일으킴
과 동시에 김남천의 내면에 그 조소와 경멸로 인한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러한 과거가 존재하는 만큼 김남천이 이 평론의 결론에 이르러 “작가의 세
계관과 머리와 마음과 전사회적 실천을 고양시키지 않고 헛되이 육체적 실
질을 떠나서 모험을 시도할 때 그것은 공허한 슬로건의 절규로 되었”388)다
고 과거의 오류를 지적할 때, ‘가면 박탈’의 개념은 상당히 강력한 비판의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
들은 ‘물 논쟁’ 당시의 상대방인 임화를 비롯하여 사실상 프로문학 비평가들
전부였다. 김남천은 ‘물 논쟁’ 이후 2년 만에 다시 이들을 향해 작품을 현상
적으로 분석할 뿐 작품 이전의 과정을 추구하지 않는 비평 태도를 재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 김남천은 두 달 후의 평론에서 이기영의 장편 『고향』의 주인공
김희준을 분석하면서, 그 형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지식계급
자체에 대한 준열한 ‘가면 박탈’이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린다.389)
이는 곧 리얼리즘적 실천의 성공과 ‘가면 박탈’의 정신 및 기법을 연결 지은
것이다. 이처럼 김남천에게 있어 ‘가면 박탈’의 정신은 점차 리얼리스트 작
가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자세로서 인식되었다. 이후 김남천은 ‘가면 박
탈’, ‘자기 폭로’, ‘자기비판’, ‘자기 격파’ 등의 용어로 표현되는 개념으로부
터 고발의 정신 및 고발문학론을 발전시켜 나간다.
그런데 작품 이전의 작가적 실천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태도는 김남천의
초기 문학의 특징이라 할 만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창작방법론은 발자크의 리얼리즘을 통과함으로써 커다란 변화를
387) 김남천, 「임화적 창작평과 자기비판」(『조선일보』, 1933.7.29.-8.4), 『김남천 Ⅰ』,
45면.
388) 김남천, 「창작과정에 대한 감상 -작품 이전과 비평」(『조선일보』, 1935.5.17.-22),
82면.
389) 김남천, 「지식계급 전형의 창조와 『고향』 주인공에 대한 감상」(『조선중앙일보』,
1935.6.28.-7.4), 『김남천 Ⅰ』, 83-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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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다. 즉 김남천이 관찰문학론에 이르러 다다른 자리는 발자크적인 객관
묘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상성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김남천은 자신이 그
간 경험한 이 양극의 지향성을 ‘체험적인 것’과 ‘관찰적인 것’으로 정리한다.
발자크 연구의 마지막 결과물인 <발자크 연구 노트 4>에서 김남천은 ‘체험’
을 추구하는 작가와 ‘관찰’을 추구하는 작가를 구분하고, 그 특징으로서 다
음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는 자기 검토와 자기 개조
를 중시하며, 이러한 체험을 문학에서 최우선으로 주장한다. 또한 ‘체험’을
추구하는 작가에게 작품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인격의 도야가 무엇보
다 중요하다. 따라서 그는 작품이 없더라도 종교가나 도덕가로서 훌륭히 존
재할 수 있다. 반면, 후자(後者)는 자기보다는 대상을 중시하여 “투철한 통
찰과 용서 없는 가혹한 관찰로써 사회의 전체를, 그 모순과 갈등과 길항과
기만의 상모(相貌)를 티끌 하나 놓치지 않고 묘사”390)하는 데서 작가의 의
의를 찾는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을 떠나서는 그는 의미 있는 존재로 남을
수 없다. 김남천은 이 두 경우의 대표적인 작가로 톨스토이와 발자크를 들
고 있다. 그런데 김남천의 이러한 도달점은 가메이 가쓰이치로가 「문학에
있어서의 의지적 정열」(1934.3-4)에서 ‘문학 이전’을 중시하면서 ‘발자크적
인 것’ 대신 ‘톨스토이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는 사실과 흥미롭게 대비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두 비평가의 글은 6년의 시간차를 두고 쓰인 것
이며, 먼저 발표된 가메이의 글로부터 김남천은 작가 분류의 틀을 가져오고
있다.391)
원래 가메이 가쓰이치로가 문학자의 두 유형으로서 ‘체험하는 정열’과
‘묘사하는 정열’을 이야기한 것은 소비에트에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의
390) 김남천, 「체험적인 것과 관찰적인 것(발자크 연구 노트 4) - 속 관찰문학소론」(『인
문평론』, 1940.5), 『김남천 Ⅰ』, 601면 ; 이하 이 글에서의 인용은 본문 및 각주의 괄
호 안에 면수만 표기함.
391) 김남천은 「체험적인 것과 관찰적인 것(발자크 연구 노트 4)」에서 가메이 가쓰이치로
의 글을 참조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가령 문학자가 사회적
생존의 방식에 따라 두 개의 유형으로 보아질 수 있다면, 그의 하나는 체험적인 것에서
자기를 살리려는 방법에 몸을 의탁하는 작가, 그의 다른 하나는 관찰적인 묘사 가운데서
그것만을 가지고 자기의 사회적 존재 이유를 삼으려는 작가- 이러한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지는 아니할까. 어떤 사람처럼 그대로 간단히, 하나는 체험하려는 정열, 하나는 묘사하
려는 정열이라고 불러버려도 무망하다.”(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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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주목한 결과이다. 그에 따르면, 이 논의에서 젊은 비평가 길포친은
소비에트의 많은 작가들이 정치적 시야는 넓지만, 그 예술적 구체화 능력은
빈약하고, 도식적이며, 수사적(修辭的)인 점 등을 들어 유물변증법적 창작방
법의 결함을 지적하고, 작가의 ‘묘사하는 정열’을 강조한다. 반면 고리키는
백해(白海)와 발틱해(海) 사이의 운하의 개통, 새로운 기사(技師),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등 변화하고 있는 거대한 인간군과 그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작가의 ‘체험하는 정열’에 대해 말함으로써 대조를 보였다. 가메이는 이에
대해 “이 두 가지의 태도는 원래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각각의 측면으로부
터 문학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두 개의 강한 정열로서, 두
개의 것으로서 나타나는 바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392)고 말한다. 그런데 사
실상 가메이의 눈에 더 문제적으로 비친 것은 일본에서의 사회주의 리얼리
즘 논의의 대체적인 향방이었다. 그 내용이 바로 가메이로 하여금 논문에
가까운 장문의 비평을 쓰게 한 것으로, 길포친의 이론으로부터는 많은 영향
을 받고 있는 한편, ‘체험하는 정열’에 대해서는 거론하는 이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가메이에게는 리얼리즘의 탐구를 빙
자하여 현실을 교묘히 회피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만큼, 그는 그 내적인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가메이의 이 글이 발표되었을 때, 그가 제시한 작가 유형의 대표성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했다. 평론가 나카무라 미쓰오(中村光
夫)는 ‘체험하는 정열’과 ‘묘사하는 정열’이라는 구분의 착상에 대해 “‘부르
주아 문학’의 작가는 발자크와 톨스토이 두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세상
에는 ‘발자크적’이지도 않고 ‘톨스토이적’이지도 않은 작가가 많다”고 비난
했다.393) 그런데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 가메이는 “톨스토이와 발자크를, 도
스토예프스키와 발자크를 혹은 누구와 누구를 그 작품에 있어서 비교해 볼
수 있다394)”라고 말하기도 한다. 즉 톨스토이가 도스토예프스키나 다른 작
가로 대체되어도 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여기서 발자크가 선택되는 것은 사
회주의 리얼리즘의 논제로서 엥겔스의 발자크론이 주요하게 거론되는 상황
392) 龜井勝一郞,『轉形期の文學』, 앞의 책, 24면.
393) 히라노 겐, 『일본 쇼와 문학사』, 앞의 책, 189면에서 재인용.
394) 龜井勝一郞,『轉形期の文學』, 앞의 책,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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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맞닿아 있다. 가메이는 톨스토이와 발자크 중 어느 편이 더 위대한가, 라
는 소박한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다고 밝혔던 만큼 이 두 작가의 작품 세
계의 특성에 대해 치우치지 않은 시각에서 상세한 설명을 행하고 있다. 그
러나 결국 가메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체험하는 정열’ 쪽이며,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역사적 시기에 있어 나는 톨스토이적인
것을 추구할 것이다. 나는 발자크의 크기를 배우면서도 그 세계를
나의 경향상에 있어서의 규범으로 삼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는 혜택
받은 시대의 혜택 받은 재능이며, 오히려 나의 미래의 꿈이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개인적 성격으로부터 비롯된 기호의 문제라고 부르
기보다는 내가 사는 이 시대의 불행이라고 말하고 싶다. 근대 시민
사회의 상승기에 있어서의 묘사하는 정열보다도 나는 제정 러시아
에 있어서의 체험하는 정열을, 그것과 묘사하는 정열과의 상극(相
剋)을 동경한다. 소비에트의 신진 평론가들이 자국(自國)이 낳은 거
대한 리얼리스트와 발자크를 동렬에 놓고 칭찬하면서, 그 내면적 차
이를 집요하게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씁쓸하게 생각한다. 나
는 도처에서 문학 이전의 커다란 체험적 정열을 동경하고, 생활적
진실을 인지하는 일에 우선 향하지 않을 수 없다. 자아와 대상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심연을 나는 도처에서 느낀다. 우선 「어떻게 살
까」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덮쳐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불행한 시
대의 불행한 심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오
늘날 「발자크적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얼굴을 정면에서 응
시하고, 나는 무언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것을 느낀다.
最後に、今日の歷史的時期において私はトルストイ的なるものを追
求するであらう。私はバルザツクの大いさを學びつゝもその世界を自
己の傾向上における規範とすることを出來ない。彼はめぐまれた時代
のめぐまれた才能であつて、むしろ私の未來の夢である。私はこのこ
とをもつて、個人的性格から出發する嗜好の問題とよぶよりは、私の
住むこの時代の不幸だと言ひたい。近代市民社會の上昇期における描
く情熱よりも、私は帝政ロシアにおける體驗する情熱を、それと描く
情熱との相剋を憧憬する。ソヴエートの新進評論家達が、自國の生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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だ巨大なりアリストとバルザツクを同列に稱場しつゝ、その內面的差
異を執拗に追求しようとしない態度を苦々しく思ふ。私は到るところ
に、文學以前の大いなる體驗的情熱を憧憬し、生活的眞實について認
知にまづ赴かざるをえないのである。自我と對象との間に存する深淵
を私は到るところに感じる。まづ

「いかに生きるか」

といふこと

が壓倒的にのしかゝつてくるのだ。私はそれを不幸なる時代の不幸な
る心理だと思つてゐるが、他のひとびとはどうであろうか。今日「バ
ルザツク的方法」を說く人の顔をまともにみつめ、私は何かそらぞら
しいものを感じるのだ。395)

이 글을 쓴 시점에서 가메이 가쓰이치로가 발자크에 대해 “오히려 나의
미래의 꿈”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은 인상적이다. 톨스토이인가, 발자크인가
의 선택은 그에게 있어 문학적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였다. 그
는 아직은 톨스토이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사회를 향한 비판 혹은 투
쟁의 정신, 그 능동적 의지를 높이 산다. 발자크의 경우는 그 리얼리즘이
‘승리’라고 부를 만한 결과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발자크가 애초에 의
도한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가메이에게 발자크는 “의식이 없는 인간”이
다.396) 가메이의 글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바, 인간의 능동적 정신, 혹은
능동적인 의지에 대한 그의 애호는 각별하다. 또한 오직 문학의 길을 걷겠
다고 선언한 하야시 후사오(林房雄)의 예에서 가메이는 발자크 정신의 부활
을 본다. 그 또한 하야시 후사오의 견해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
만, 현재의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가메이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은 이 발자크적인 것이 과연 이 일본적 현실의 풍속사
일 수 있을지, 최소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밑바닥까지 투철하게
꿰뚫을 수 있는 의지로 빛나고 있는지를 음미해 본다면 좋을 것이다”397)라
고 말하고 있다.
395) 위의 책, 60-61면.
396) 가메이는 엥겔스가 말한 것처럼 발자크가 미래의 진실한 인간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그 운명의 필연성을 믿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본다. 가메이에게 발자크는 작품 이전의 실제 생활과 관련하여 ‘목적의식
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식이 없는 인간이다. 위의 책, 56면 참조.
397) 위의 책,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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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한다면, 1934년 당시 가메이가 서 있었던 자리를 고정점으로 할
때, 김남천이 관찰문학론에 이른 과정은 애초에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가메이 가쓰이치로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남천은 <발자크 연구 노트 4>에서 그간의 행로를 압축적으로 제시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체험적인 것’에서 ‘관찰적인 것’으로 옮겨간 내면적
변화의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문학적 행정(行程) - 그것은 사람들이 다분히 조소적으로
말하듯이 변모일는지도 알 수 없다. 아니 그것은 확실한 변모다. 그
러나 요(要)는 변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하히 변모하였으며,
또 변모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리얼리스트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주
관적 자기 성찰에서 점차로 리얼리즘 본래의 입장으로 변모하는 것
이것은 내가 가장 자아 중심의 문학 세계에 허덕이고 있던 자기 고
발의 맹렬한 제창자이었을 때에도 무한히 갈망하여 오히려 가능치
못한 바이었다. (...)
이렇게 생각하여 보면 필자 왕년의 자기 고발 문학은 일종의 체
험적인 문학이었다. 그것은 주체 재건(자기 개조)을 꾀하는 내부 성
찰의 문학이었으니까. 이러한 과정은 여하히 하여 나와 같은 작가에
게는 필연적인 과정이었던가. 추상적으로 배운 이데, 현실 속에서
배우지 않은 사상의 눈이 현실을 도식화하는데 대하여, 자기 자신의
눈을 통하여 현실 속에서 사상을 배우고, 이것에 의하여 자기를 현
실적인 것으로서 인식하자는 필요에 응하여서였다. 자아와 자의식의
상실이 리얼리즘을 오히려 그 반대의 경향에 몰아넣어 돌아보지 않
는 문학정신의 추락을 구출하기 위하여서였다. 그러나 나는 아무러
한 경계나 용의가 없이 이것에 시종(始終)한 것은 아니었다. 자의식
자체가 문학의 목적이 되는 것, 자의식의 관념적 발전이 문학적 자
아를 건질 수 없는 자기 혼미 속에 몰아넣는 것 - 이것은 내가 극
도로 경계한 바이었다. 자기 검토의 뒤에 합리적인 인간 정신을 두
어야만 비로소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리라는 것, 모랄 탐구의 뒤에는
과학적인 합리적 핵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 - 이런 것들은 문학상으
로는 리얼리즘을 언제나 나의 뒤에다 지니고 있었다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60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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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서술에서 확인되는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합리적인 인간 정
신”이나 “과학적인 합리적 핵심”에 대한 그의 확신과 추구이다. 그간의 부
단한 변모 과정, 즉 김남천 자신에 의해 ‘자기 고발-모랄론-도덕론-풍속론장편소설 개조론-관찰문학론’으로 정리되는 문학적 탐구의 과정에서 이러한
지향은 변함없이 존재해 왔음을 김남천은 말하고 있다. 반면 그가 받아들이
지 못하는 것은 “자의식의 관념적 발전”이다. 김남천은 한때 ‘자아’를 얘기
했으나, 문학에서 ‘자아’가 혼돈스러운 ‘자의식’ 자체만이 되는 차원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다. ‘체험’의 작가로 분류된 톨스토이에 대한 김남천의 비판적
서술은 이 ‘자기’의 문제를 향하고 있다. 톨스토이는 “대상과 외부 세계에
돌려야 할 관찰을 자기 자신의 내부 세계로 돌리고 이곳에 자기 적발의 무
기를”(602) 든 인물, 그 결과 사회 비판 대신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서버린
인물로 설명된다.
그런데 김남천의 이 글에서 이제 ‘체험’은 사회 비판적 정신, 사회적 진
실의 자각과 같은 의미가 아닌, ‘체험’이라는 말과는 다소 거리가 먼, 주관
적인 자기 성찰의 의미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가메이 가쓰이치로와
는 달리 사회 비판의 정신으로 충만한 리얼리스트로서의 톨스토이는 말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문학 내에서의 ‘체험’ 추구의 작가로 지목한 이광수에 대
한 언급398)에서는 이 유형의 작가를 자신의 체험을 문학의 테마로 작품화하
는 작가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가메이 가쓰이치로에게서 이를테
면 ‘문학 이전’을 중시하는 태도였던 ‘체험하는 정열’이 김남천에게서는 자
아 재검토 혹은 자기 고발의 태도 등으로 재조정된 이유는 자기라는 것을
내던진 것으로 간주된, 발자크의 객관적인 묘사 정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
이다. 김남천은 ‘체험’의 작가와 ‘관찰’의 작가를 자기 체험을 중시하는 작가
와 대상의 관찰을 중시하는 작가인 것으로 대비시켰으나, 여기서 작가 분류
의 기준이 된 ‘체험’과 ‘관찰’ 자체는 엄밀히 말해 작가의 창작 과정과 관련
하여 대립적인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
찰’이라는 용어가 내세워진 것은 발자크의 창작 과정에서 관찰이란 대상과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성격의 창조가 이루어지며, 나아가 거시
398) 김남천은 이 글에서 한국문학 내에서의 두 유형의 작가로 이광수와 홍명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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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시대적 환경의 묘사가 탄생함을 김남천이 주목한 때문이다.399) 김남천
이 “체험적인 것과 관찰적인 것을 절대로 대립하는 두 개의 개념으로서 설
정하고 싶지 않다”(608)고 말하고 있는 점, 글의 말미에서 “체험적인 것은
어느 때에나 관찰적인 것 가운데 혈액의 한 덩어리가 되어 있을 것을 믿는
다”(610)라고 덧붙이고 있는 점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김남천도 가메
이 가쓰이치로도 ‘체험’과 ‘묘사/관찰’가 원칙적으로는 도식적인 구분일 뿐이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40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가 동맹의 해체 이후 프롤레타리아문학 운
동의 추상성 및 도식성을 근본에서부터 반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김남천과
가메이 가쓰이치로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었다. 가메이는 『'전형기'의 문
학』을 통해 만연한 허위의식을 거부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고독한 비판자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드러내었으며,401) 김남천 역시 어두운 현실의 출구를
399) 김남천, 「체험적인 것과 관찰적인 것(발자크 연구 노트 4) - 속 관찰문학소론」, 앞의
글, 앞의 책, 605-607면 참조.
400) 채호석이 “김남천의 자기 부정의 과정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김남천이
도달한 관찰문학론의 리얼리즘이란 대상에 대한 개입의 부재, 그리고 대상 사이의 차별성
의 부정이라는 점에서 고발문학론에서의 대상에 대한 부정과 거의 다름이 없는 것이다”라
고 말하고 있는 점, 이진형이 “김남천이 고발문학과 관찰문학을 통해서 각각 비판적 인식
과 객관적 인식을 강조하려고 했을지는 몰라도, 그의 리얼리즘 논의에서 고발문학과 관찰
문학의 차이란 결코 본질적인 게 아니었다. 고발문학과 관찰문학이란 식민지 조선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문학들이었으며, 오직 이론적으로만 구
분 가능한 리얼리즘의 두 측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은 김남천에게도 그러한 인
식이 결코 없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해서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채호석의 견
해에서 김남천의 창작방법론에서의 주체의 부재 혹은 배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재고의 여
지가 있다. 채호석, 『한국 근대문학과 계몽의 서사』, 소명출판, 2002, 108-110,
219-220면 ; 이진형,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소설 이론 -임화, 최재서, 김남천
의 소설 장르 논의』, 소명출판, 2013, 207면 참조.
401) 가메이 가쓰이치로가 『'전형기'의 문학』을 통해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 진영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사실과 관련하여 혼다 슈고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일찍이 ‘우익적 편향’이라 낙인 찍혔던 林房雄의 글을 지금 다시 읽어보면, 당시 그같은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도 용케 이 정도까지 마음껏 ‘멋대로 말’할 수 있었던 것과 그 용기
에 차라리 감탄한다. 龜井勝一郞의 ‘조정파’적 언설 및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여러 언설들
을 모은 『'전형기'의 문학』을 읽어도 역시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거기에는 공식을 무조
건 받아들이려는 주의로부터의 탈출을 홀로 꾀했던 ‘의지적 열정’이 생동하고 있어, 이것
이야말로 그의 비지땀과 피가 스며든 최고의 저작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혼다 슈고
의 이어지는 서술은 이들이 이후 애초에 자유주의자였던 사람들보다 더욱 우익 쪽으로 나
아간 사실에 대한 내용이다. 吉本隆明 외, 노상래 역, 『전향이란 무엇인가』, 앞의 책,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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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는 과정에서 문단의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부단한 문학적 추구의
시도를 이어갔다. 그러나 발자크에 대한 두 인물의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적인 추구에서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각각의 반응 간의 시
간차의 측면을 일단 고려하지 않는다면,402) 김남천의 경우가 보다 실천적인
방법론의 모색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남천의 ‘주체’와 가메이
의 ‘자아’는 같은 것이 될 수 없었다. 가메이 가쓰이치로가 프로문단 내의
내부 비판자의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철저한 자기 재검토를 통해 완전한 전
향으로 나아가는 노상에 있었다고 한다면, 김남천은 이를테면 위장 전향의
상황에서403) 여전히 과거의 신념을 내던지지 않은 채로 끊임없이 자신을 추
스려 나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문학과의 관련 속에서 김남천은 좀
더 긴 길을 걸어 나갔다.
한편, 전향의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김남천과 가메이의 관련성 속에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유다(Judas)’에 대한 것이다. ‘전형기’의 문학
적 모색 속에서 김남천의 내면을 지탱해 준 두 가지 상징이 있다면, ‘나폴레
옹의 검’과 ‘감람산을 오르는 유다’를 말할 수 있다. 우선, 김남천이 “검을
가지고 나파륜이 이루지 못한 것을 나는 붓을 가지고 이룰 것이다”404)라는
발자크의 말을 하나의 문학적 지표로 삼고 있는 사실은 그의 글 도처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그는 “붓 한 자루를 나파륜(奈巴崙)의 창검에다 비긴 발자
크의 말은 산문정신과 소설가의 지위와 사명을 가장 단적으로 표명한 만고
402) 가령 조선문단에서 발자크의 ‘리얼리즘의 승리’가 활발하게 거론된 상황에 대해 김남천
이 “이 년 전에 씨 등이 ‘발자크’적 방법을 표방한 것은 순전히 주체에 대한 성찰과 작가
의 자기 분열과 통틀어 사색적인 것 전부를 거부하고 망각하기 위하여 방편적으로 불러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선반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객관세계
에 몰입할 것만을 주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은 가메이 가쓰이치로가 1934년, 일본
문단의 상황에 대해 보인 반응과 다르지 않다. ‘방편적’이 아닌, 발자크적인 객관 묘사의
주장은 김남천에게 있어 사실상 보다 늦게 이루어진 셈이다. 김남천, 「시대와 문학의 정
신 -‘발자크적인 것’에의 정열-」, 앞의 글, 위의 책, 493면.
403) 노상래의 분류에 의하면, 김남천과 임화 등이 택한 전향의 방식은 위장 전향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수면 밑으로 잠재운 채 문학적 행위를 통한 소극적 저항 방식을
택하는 길”이다. 노상래, 『한국 문인의 전향 연구』, 영한, 2000, 178면.
404) 이 글귀는 원래 발자크의 서재에 있던 나폴레옹의 조상(彫像)이 들고 있던 칼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 “그가 칼로 이루었던 것을 나는 펜으로 이룰 것이다.” 김동식,
「텍스트로서의 주체와 ‘리얼리즘의 승리’: 김남천 비평에 관한 몇 개의 주석」, 『한국
현대문학연구』 Vol. 34, 한국현대문학회, 2011, 215면 주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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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오(萬古不杇)의 명언이다”405)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폴레옹의 검’은
발자크의 길이자, 사실주의의 길로서 자신을 포함한 작가들의 문학적 실천
을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차원에서 고취시키는 수사어구이다. 이에 비해 ‘유
다’는 좀 더 복잡한 의미망을 갖는다.
김남천의 비평 「유다적인 것과 문학 -소시민 출신 작가의 최초 모랄
-」(1937.12)은 성경 속의 인물 유다를 등장시켜 고발문학론의 논지를 강
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 김남천은 예수를 팔고 목을 맨 유다의 죽음 앞에서
자신과 같은 소시민 작가들의 죄업과 한계를 본다.

(...) 유다의 속에는 우리들 현대 소시민과 가장 육체적으로 근사한
곳이 있으며 다시 그의 민사(悶死)의 속에서 소시민 출신 작가가 제
출하여야 할 최초의 모랄을 발견하게 되는 때문은 아닐까 하고 나
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실로 모든 것을 고발하려는 높은 문학 정신의 최초의 과제로서
작가 자신 속에 있는 유다적인 것을 박탈하려고 그곳에 민사(悶死)
에 가까운 타협 없는 성전(聖戰)을 전개하는 마당에서 문학적 실천
의 최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작가의 모랄은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상술한 바와 같은 고귀한 감흥 이외의 것이 아니다. 이곳에 유다를
성서에서 뺏어다가 우리들의 선조로 끌어 세우려는 가공할 만한 현
실성이 있는 것이다. 실로 현대는 그가 날개를 뻗치고 있는 구석구
석까지 유다적인 것을 안고 있다는 것으로 고유의 특징을 삼고 있
다. 이러한 대상의 전 포위진을 향하여 리얼리스트 작가가 그의 필
검을 휘두르기 전에 우선 무엇보다도 자기 심내(心內)에서 유다적인
것을 발견하려는 태도가 작가의 최초의 모랄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나 이곳에 약간의 문학적, 사회적 해명이 필요할까 한다.406)

김남천에 따르면, 성경 속에서 가장 날카롭고 준엄하게 고발당하는 인물
인 유다는 현대의 소시민 작가들과 육체적 친연성을 갖고 있다. 자신을 비

405) 김남천, 「체험적인 것과 관찰적인 것(발자크 연구 노트 4) - 속 관찰문학소론」, 앞
의 글, 『김남천 Ⅰ』, 603면.
406) 김남천, 「유다적인 것과 문학 - 소시민 출신 작가의 최초 모랄」, 앞의 글, 위의 책,
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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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작가들의 원초적인 약점인 소시민성을 철저하게 고발하려는 김남천의
정신은 그 소시민성의 뿌리로서 성경 속의 유다를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김남천의 수사 속에서 유다가 소시민 작가들의 선조가 될 때, 자기 고발의
과제는 보다 비장하고 극적인 고투의 차원을 획득하게 된다. 더욱이 ‘유다적
인 것’이란 작가의 내면에만이 아니라 외부 곳곳에까지 포진해 있기에 자기
고발을 통한 “작가의 최초의 모랄”의 확립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런데 김남천에게서 이러한 ‘유다’의 상징은 감람산의 이미지와 결부됨
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시대와 문학의 정신 - ‘발자크
적인 것’에의 정열」(1939.5)에서 김남천은 예외적으로 셰스토프에 대해 약
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셰스토프가 그의 저서에서 이상주의를 통렬히
공격했다는 점을 거론한 사실 이외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셰스토프를 배교
자 유다와 동일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는 드디어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의 연구를 거쳐서, 땅 위에
일어나는 일체의 배덕(背德)과 불행과 좌절과 추악과 배신을 제 자
신의 등에 짊어지고 배교자 ‘유다’와 같이 감람산을 향하리라 결심
한 것이었다.
(...)
이리하여 세스토프는 「신에의 신앙을 거부하고 미래에의 신앙을
거부하고 드디어는 악마에의 신앙까지도 거부」함에 이르는 것이나
끝까지 제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지는 못한 채 지상의 온갖 치욕
과 죄악을 한 몸에 지니고 ‘유다’와 같이 저주의 등산을 시험하는
것이었다.407)

김남천이 이처럼 건전하지 못한, 회의와 불안을 몰고 오는 인물로서의
셰스토프에 대한 기존의 인식 대신 고독한 고행자로서의 셰스토프의 면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 및 주변의 인사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
때문이다. 이 글을 쓴 시점에서 김남천은 발자크적인 묘사의 리얼리즘을 주
장하려 하는 가운데, 그간 자신의 문학적 행로를 비판하여 마지않던 인물들
407) 김남천, 「시대와 문학의 정신 -‘발자크적인 것’에의 정열-」, 앞의 글, 위의 책,
489-4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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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해 당신들은 과연 얼마만큼 진실하고 성실하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다. 김남천이 보기에 그들 무리에서는 “호령과 절규의 사변을 정지하고 잠
시 동안이나마 제가 서 있는 자리를 둘러볼 만한 진실성을 토로한 자는 드
물었”으며, “요설의 뒤에 있는 공허한 마음을 통절히 느끼는 이”도 드물었
다. 따라서 그들 모두는 ‘유다’를 비난만 할 뿐, “일체의 추악과 치욕을 잔
등에 걸머지고 감람산으로 향하려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408)고 비판할 때,
김남천은 사실상 셰스토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러나 유다 및 감람산과 관련한 수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김남천의 의
식이 가메이 가쓰이치로나 가메이가 『살아있는 유다』에서 분석한 셰스토
프적 지향과 동일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가메이가 말한 셰
스토프의 ‘불온한 결의’는 김남천에게서는 배교자의 도착된 결의라기보다는
순교자의 의연한 결의와 같은 것으로 전화되어 있다. 예컨대 「소설의 운
명」(1940.11)에서도 그는 ‘소설의 운명’을 짊어지고 감람산으로 향하고자
한다.409) 유다, 도스토예프스키, 셰스토프, 가메이 가쓰이치로를 연결하는
배교(背敎) 혹은 전향의 내면은 진정한 전향자로 자신을 인식하지 않는 김
남천에게 있어서는 판이한 세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김남천과 가메이 가쓰이치로의 비교에서 일단 주목할 만한
점은 가메이 가쓰이치로라는 지점이 ‘문학과 정치’라는 문제 아래 도스토예
프스키, 셰스토프, 발자크, 톨스토이 등이 복잡하게 얽히는 현장이라는 사실
이다. 이들 작가들에 대한 가메이의 견해는 단순한 문학적 호오(好惡)의 반
영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김남천이 가메이 가쓰이치로의 글들을 통해 이
들 문학적 거장들에 대한 가메이의 견해와 이와 관련된 당시의 문단 논의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임화 역시 가메이
의 평론을 접하고 그 내용들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
408) 위의 책, 490면.
409) “(...) 그가 상망(相望)코자 한 것은 의연히 소설의 운명을 지니고 감람산(橄欖山)으로
향하려는 것임에 다름은 없었던 것이다.” 김남천, 「소설의 운명」(『인문평론』,
1940.11), 위의 책, 669면 ; 김남천의 「유다적인 것과 문학」이나 「소설의 운명」은 유
다를 이야기하는 그 특유의 수사와 내용으로 인해 ‘신화적 상상력’이나 희생적인 ‘십자가
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전기철, 『한국현대문학비평입문』, 느티나무,
1999, 338-343, 393-4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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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만큼 가메이의 글과 사유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도스토예
프스키나 셰스토프의 존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김남천의 내면을 비추는 역
할을 한다. 한편으로, 김남천이 ‘자기 고발’이나 ‘감람산을 오르는 유다’를
말할 때, 이는 사실상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정신과도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연결된다.
일본에서의 프로문학의 몰락의 시점에서 가메이는 ‘자아의 재검토’가 능
동적인 힘으로 역전되어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고 보았다. 김남천이 가메이
의 그러한 주장으로부터 프로문학자로서는 예외적으로 ‘자아’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얻게 되고, 이와 관련한 주장을 펼치게 된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
구나 김남천은 가메이의 평론으로부터 종종 여러 용어와 문구들을 차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할 점
은 그가 가메이의 지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사실의 의미에 대해서이다.
예컨대 그는 자신만의 이론을 부단히 다듬어 나가는 가운데, 가메이가 ‘좌익
분자의 화장술’이라고 비난한 엥겔스의 발자크론 수용을 거쳐 관찰문학론으
로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발자크의 문학 이외에도 다양한 이론적 저작들에
대한 탐구가 수행되었다. 김남천은 일찍이 카프의 해산이라는 사태를 경험
한 후, 주어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현실에서부터 출발하여 결론
에 이르는 과정을 집요한 자세로 추구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410)
이것이 김남천의 문학적 행정(行程)에서의 기본 자세였다. 따라서 김남천의
발자크 수용은 가메이가 비난한 현실 도피적인 성질의 것이 될 수는 없었
다.
한편 발자크나 도스토예프스키에 반응하는 김남천과 임화의 문학적 이해
에는 근본적으로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가메이 가쓰이치로가 발자크와 톨스토이를 앞에 두고
“개인적 성격으로부터 비롯된 기호의 문제라고 부르기보다는 내가 사는 이

410) “확실히 나에게 있어서는 한, 두 줄의 결론보다도 그곳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집요하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였다. 도달한 공식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구체적 설정과
객체에 대한 면밀한 성찰에서 비로소 공식과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가능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실로 현실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김남천, 「도덕의 문학
적 파악 -과학 ․ 문학과 모랄 개념」, 앞의 글, 위의 책, 337-3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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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불행”이라고 말한, 그 문학을 넘어선 상황에, 김남천과 임화의 경우
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가장 거대한 이해의 조건으로서 더해
진다. 도스토예프스키나 셰스토프에 대한 가메이 가쓰이치로의 이해는 ‘무력
에의 무자비한 응시’를 말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보다도 현실에
서의 자기의 무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김남천과 임화는
한사코 그 무력을 거부하고자 한다. 임화는 『죄와 벌』에 대해 말하면서
‘무력’에 대한 자신의 의식을 드러내었다. 그에 따르면, 현재의 시대란 자기
라는 것을 의식한다는 것이 너무도 쓰라린 일이 되어버린 시대이다. 왜냐하
면 이제 ‘자기’란 무력한 존재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는 “무력에 대
한 의식! 그것은 절망의 사멸에 대한 공포다. 우리들은 도저히 공포란 상태
를 오래 참을 수는 없는 것이다”411)라고 말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의식의 비극을 체험하게 했지만, 임화는 그 체험이 아
무런 현실적 소득 없이 다시 자기 자신의 무력에 대한 인식이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길 거부한다. 1930년대 후반 무렵, ‘전형기’의 상황에서 김남천과
임화는 오로지 개인적, 윤리적 차원의 ‘자아’로는 남을 수 없었으며, 식민지
조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문학의 운명이라는 짐을 떠맡은 존재들로서 현실적
인 ‘주체’의 길을 가고자 했다.

411) 임화, 『현대문학의 정신적 기축 -주체의 재건과 현실의 의의』, 앞의 글, 앞의 책, 9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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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비극적 세계 인식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물음 : 단층
파와 최명익의 문학과 도스토예프스키
1. 단층파 ∙ 셰스토프 ∙ 도스토예프스키
1.1. 단층파의 문학적 경향과 독서 체험
: 단층파 문학의 대체적 경향 - 최재서와 김남천의 단층파 문학 평가 - ‘경성 모더
니즘’에 대한 대응 의식 - 단층파의 독서 체험 - 단층파의 문학적, 사상적 원천들

1937년 4월, 첫 호가 발간된 동인지 『단층(斷層)』412)은 그 지면을 통
해 창간의 동기나 자신들의 문학적 각오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곁들이지 않
은 채 오로지 작품들만을 선보임으로써 역설적으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문학 신인들의 자신감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단층’이라는 제호가 “새
로운 문학으로서 문단과 층계를 지어보겠다는 기백”을 담고 있었다는 사
실413) 또한 동인의 한 사람이었던 김이석의 회고를 통해 훗날 확인된다. 이

412)『단층』은 계간지를 표방하며 총 4호가 발간된 문예 동인지이다. 주요 동인은 대부분
평양 광성고보 출신들인 김이석, 김화청, 이휘창, 김여창, 유항림, 양운한(시), 김환민(시),
최정익, 구연묵, 김조규(시), 김성집이며, 4호에 이르러 최구원, 한주현, 황순원(시)이 새롭
게 참여하였다. 이들의 출생년도는 대체로 1914년~1916년이다. 『단층』 2호는 1937년
9월, 3호는 1938년 3월, 4호는 한참 늦어진 시기인 1940년 6월에 간행되었다. 1호와 2
호에는 ‘단층’이라는 제호와 함께 ‘LA DISLOCATION’이라는 표기가, 3호에는
‘LIBRAIRIE DANCHEUNG’라는 불어 표기가 있는 등 프랑스문화 지향적인 특성을 보이
기도 한다. 또한 “그 당시에 있어서는 신기할 정도인 신국판 체제의 고급 모조지를 사용
한 백여 면의 참신한 잡지”로서 눈길을 끌었다.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85, 509면). 그러나 예기치 않게 4호로 폐간된 이유는 일제의 출판 탄압 정책에 의해
서이다. 『단층』에 발표된 작품은 총 소설 17편, 시 29편, 평론 4편이며, 본 논문에서는
소설과 평론을 중심으로 살피는 가운데 유항림이 『단층』 이외의 지면에 발표한 작품들
도 고찰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단층』 동인들을 지칭할 때는 ‘단층파’로 표기하고
자 한다.
413) 김이석의 회고는 정확히는 다음과 같다. “그때에 우리가 지명(誌名)을 『단층』이라고
붙인 것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구태여 설명하자면 새로운 문학으
로서 문단과 층계를 지어보겠다는 기백이었다고나 할는지.” 김이석, 「동인지 「단층」에
서」, 『서울신문』, 195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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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등장은 작품 외적으로는 그 문학적 근거지가 평양이라는 점에서 일단
이채를 띠었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1930년대 후반 동인지 개화의 시대를
맞아 다수의 문예동인지가 명멸하는 과정 속에서414) 무엇보다 특유의 문학
적 지향성을 내보이는 점이 주목되었다. 즉 이들의 작품은 ‘단층파’라는 명
칭으로부터 하나의 특정한 경향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공통적인 세계 인식
과 감각 및 기법을 보여줌으로써 동질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양상은
1930년대 후반기 문학에서의 하나의 새로운 면모, 즉 “심리주의적 모더니
즘의 작풍”415)이라고도 표현된 특징을 갖추고 있었기에 여러 사람의 눈길을
끌게 되었다. 그 전형적인 문학적 형상화를 추출해 보자면, 단층파의 작품들
에는 대체로 학업을 마치고 현재로서는 무위(無爲)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젊은 지식인이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그들은 취업, 사랑, 결혼 등의 문제에
서 주변의 인물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나, 보다 근원적인 갈등은 여전히 과
거의 ‘신념’을 간직한 채 실생활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거나 이미 퇴폐와 타
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이들의
‘신념’은 그 지향점이 다소 불명확하나마 한때 가담했던 사회주의 이념 활동
과 관련을 갖는다. 그리고 갈등의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자의식 과잉과 정체
성 분열의 양상이 의식의 흐름, 내적 독백, 문체 실험 등 다양한 모더니즘적
기법으로 형상화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요약 외에 『단층』에 수록된 작
품들 가운데에는 이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경향의 작품들이 존재하며, 마지
막 호인 4호에 이르러서는 수록 작품들의 형식과 분위기 등에 새로운 변화
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상의 경향이 단층파만의 문학적 특징으로
서 두드러진다고 할 때, 그 표면적인 분위기는 적잖이 퇴폐적, 퇴영적인 색
채를 띠고 있었다.
414) 조연현의 문학사 서술에 따르면, 1936년을 전후하여 『단층』, 『삼사문학』, 『창
작』, 『탐구』, 『자오선』 등 각종의 문예지가 출몰하기 시작한 이유는 첫째, 30년대
들어 강화된 순수문학적 경향이 점차로 세력을 확대해가는 대중문학에 합류하기를 거절하
면서 그 의욕과 정열을 동인지 활동으로 구체화 시켰다는 점, 둘째, 1935년을 전후하여
우리 문학의 근대문학적인 성격이 현대문학적인 성격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참
신한 것, 즉 현대적인 것에의 욕망이 동인지로서 나타났다는 점, 셋째, 1935년 이후 문단
에의 진출이 한층 엄격하게 관리되어 신인들의 활동무대가 필요하게 되었던 점 등이다.
조연현, 앞의 책, 508-509면 참조.
415) 이석훈, 「문학풍토기- 평양편」, 『인문평론』, 1940.8,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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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서는 단층파의 문학을 최초로 거론한 평론가였으며, 그 문학적 경향
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몇몇 견해들을 제출하였
다. 즉 『단층』 2호를 대상으로 구연묵의 「유령(幽靈)」, 최정익의 「자극
(刺戟)의 전말(顚末)」, 유항림의 「구구(區區)」 등을 상세히 검토한 그는
“사회적 양심과 이론은 갖이면서도 그것을 신념에까지 윤리화 식힐 수 없는
인테리의 회의와 고민을 심리적 분석으로 그리랴는 것이 공통된 경향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실험은 허다한 무리와 미숙을 보히고 있다”416)라는 총평
을 내린다. 이는 곧 내용면에서는 지식인이 처한 정신적 상황을 주제로서
다루고 있는 점, 형식면에서는 심리 분석의 기법 적용을 그 특징으로 요약
한 것이나, 「『단층』파의 심리주의적 경향」이라는 글의 제목을 보더라도
최재서가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꼽은 것은 사실상 단층파 문학의 형식
적 측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 2호를 통틀어 최재서가 그 역량에 많은 관심을 보인 동인은
유항림이었다. 최재서는 『단층』 1호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유항림의
「마권(馬券)」에 대해 인텔리의 문제를 다룬 참신한 작품이자 “당연히 문
제 삼을 만한 우수작”으로 평가한다.417) 이때 그의 분석의 초점은 이 작품
의 중심인물인 만성이 보이는 무위에 대한 강박관념 또는 ‘행동마니아’로서
의 특성에 모아졌으며, 병적으로 보이는 그 “행동적 가장(假裝)”이 부르주아
및 인텔리의 무위, 공허, 비행동성에 대한 작가의 풍자라는 점, 나아가 작가
의 의도와는 달리 예기치 않게 행동 편집증에 대한 풍자가 되기도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그는 「마권」을 고(故) 이상의 「종생기」와 함께
자의식의 문제를 취급한 최근의 주요 작품 가운데 한 편으로 꼽았다. 그런
데 「마권」에 대한 최재서의 이러한 관심은 지식인까지 행동으로 내몰리거
나, 행동에 뛰어드는 시대, 즉 지성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시대 인식과
그에 따른 그의 지성 옹호의 주장과 맞물려 있었다.418) 이후 『단층』 2호

416) 최재서,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187면.
417) 이하「마권」에 대한 최재서의 평가는 다음 글에 실려 있다. 「현대적 지성에 관하
야」,『조선일보』, 1937.5.15-5.18.
418) ‘지성’은 최재서의 비평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
구』, 앞의 책, 244-2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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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린 유항림의 「구구(區區)」를 접하고 최재서는 이제 유항림 문학의
내부적 동력을 좀 더 명확히 헤아리게 된다. 이 작품에 대해 내려진 결론은
“시대의 중압으로 말미아마 생활 목표를 일흔 양심적 인테리가 허무와 회의
에서 향락과 자조로 타락 하야가는 모양을 그리랴는 것”419)이었으며, 계급
운동의 쇠락에 따른 여파가 이 ‘시대의 중압’ 상황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소
설 구성의 한 동력을 이루고 있음을 읽어내었다. 그러나 최재서가 보기에
「구구(區區)」의 주인공 면우의 행태는 사실상 자의식 과잉 상태의 “전형
적인 타락된 인테리”의 그것일 뿐이었다. 따라서 여기서 최재서가 제기하는
질문은 인테리의 단순한 타락을 신비화시키기 위해 시대의 중압이라는 막
(幕)과 사회적 양심이라는 환영을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 작품의 의도가 “맑시즘과 푸로이드즘의 종합”을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묻는다. 즉 한때 마르크시즘의 세례를 받았던 주인공 면우가 기생
과의 향락 생활에서 “악마주의자가 되려는 것”과 동시에 여전히 “사회적 윤
리성을 암시하랴는” 의도를 보이는 것, 이 두 경향이 서로 조화되지 않는
문제적 상황으로 남는 것에 대해 최재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의문을 갖는
다.420)
한편 최재서 이상으로 동인지 『단층』에 관심을 표명한 김남천은 이들
의 공통된 문제의식이 “지식계급의 운명”421)에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
적한다. 그러나 그는 이들이 취급한 지식인과 지성의 문제가 하나도 정당히
해결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단층』의 예술적 경향을 “소시민 문
학의 일 형태”로 규정짓고자 한다. 김남천이 이들 작품에서 문제 삼고자 하
는 것은 작가의 내면적 성향인 감상주의, 허무주의, 페시미즘 등이 작품에
419) 최재서, 『문학과 지성』, 앞의 책, 186면. 이하 같은 글에서의 인용임.
420) 최재서는 면우라는 인물 속에 절대로 타협되지 못할 두 개념이 들어 있다고 말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류보선은 유항림의 문학이 “양립할 수 없는 두 세계가 마주 보고 서 있
는 모습”, 즉 마르크시즘적 세계관과 모더니즘적 귀결이라는 이율배반성을 특성으로 하
며, 이는 1930년대 후반의 작가들이 서 있던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그러나 류보선은 유항림의 소설이 당대의 현실적 운동성을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이율배반성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인다. 류보선, 『한국 근
대문학의 정치적 (무)의식』, 소명출판, 2005, 338면.
421) 김남천, 「동인지의 임무와 그 동향」, 『김남천 전집Ⅰ』, 앞의 책, 269면. 이하 같은
글에서의 인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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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란히, 혼란스럽게 드러나는 점과 그에 따라 인물의 성격, 재현의 리얼리
티 등 그가 생각하는 문학적 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었다. 이러한 진단이 초기의 평가라고 한다면, 3년 후인 1940년 말에 이르
러서 김남천은 단층파 전체의 경향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종합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예컨대 이들의 작품에 대체로 생활이 결여된 점, 불건전한 퇴
폐 취미(데카당스적 경향)가 심한 점, 서구 소설에 대한 모방을 시도하여
“마치 뎃상도 모르면서 데포르마시옹부터 시험하려는 회화를 보는 때처럼
성격과 심리 묘사에 협잡이 끼인” 점, 1집에서 4집까지 정신적으로나 문학
적으로나 발전과 진경(進境)이 확실하지 않은 점422) 등이 그가 정리해 낸
결함의 항목들이다.
이처럼 단층파에 대한 김남천의 평가는 대체로 비판을 앞세우고, 반성을
촉구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김남천이 애초에 이러한 분석들을 시도한 이
유는 여러 동인지들 가운데

『단층』이 가장 두드러진 수준을 내보이는 점

에 주목한 때문이었으며, 특히 유항림의 작품에 대해서는 김남천 자신의 문
학적, 사상적 관심사와 일치하는 점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다. 즉 유항림
이 소시민 지식인의 자기 분열의 양상을 다룬다는 점과 관련하여 “나보다도
문제의 제출된 범위 내에서 퍽 많이 성공하고 있는 것에 감탄”423)한다고 하
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허무주의를 경계하는 충고를 전하기도 한
다. 그리하여 유항림 작품의 추천자가 되어 중앙문단에의 길을 열어주는 역
할을 맡기도 하였다.424)
이상 단층파에 대한 동시대의 견해를 살피는 방식으로 단층파 문학의 대
체적인 경향을 살펴보았거니와, 특히 그 심리주의적 측면에 주목한 최재서
의 언급은 이후의 연구에서 단층파 이해의 가장 기본적인 시각으로서 수용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이들의 평가는
지성에의 옹호, 리얼리즘 편향의 문학관 등 이 시기 각자의 문학적 입장에
입각한 것이었던 만큼 단층파 문학의 중요한 일면들을 짚어내는 한편으로
422) 김남천, 「추수기의
423) 김남천, 「동인지의
424) 유항림은 김남천에
써 정식으로 등단하게

작단- 10월 창작평」, 위의 책, 657면.
임무와 그 동향」, 앞의 글, 273면.
의해 단편 「부호(符號)」가 『인문평론』(1940.10)에 추천됨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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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한계를 지닌 것이기도 하였다. 단층파에 대한 최재서와 김남천의 평
가들을 뒤집어 생각하면, 역으로 당시의 시각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단
층파 문학의 특징이 일정 부분 드러난다. 김남천은 이미 초기의 평가에서
이들 문학과의 격절감을 토로하기도 하는데,425) 이는 단층파의 문학이 신인
집단으로서 문학적 형상화의 미숙성을 적잖이 드러내고 있으나마 이른바 신
세대의 감각과 인식으로 무장한 채 기존의 이해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자
리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단층파 동인들 스스로 앞 세대의
문학이나 ‘경성 모더니즘’426)을 경원하는 나름의 문학적 자각을 갖고 있었
으며, 그러한 견해를 표명하는 데에 거침이 없었던 점은 주목을 요한다. 유
항림의 경우, 『단층』 4호에 발표한 평론 「소설의 창조성」에서 작가가
어떤 “정신적 지향” 없이 다만 묘사에 치중하는 일로서 문학하는 일을 수행
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주제의 상실이란 탄식이 아모런 정열도 없이 되푸리되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세태문학론이 성행되고 예술품이 되기 몇 보(步)인가
전에 멎어버린 천변풍경이 레알리즘의 확대(?)의 공헌이 있고 - 대
관절 허영심이란 걸 제(除)하고 보자면 무엇 때문에 문학을 하는지
몇 사람이나 의식하고 다시 추구하고 있는가. (...) 그저 막연히 무
엇이든 그럼즉히 그려서 소설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자연주
의 말류의 독소를 무자각 중에 너무도 많이 흡수한 때문이 아니고
무엇일까. 예술가는 사진사가 아니라고 했다. 사진의 정확을 의도하
는 정열도 방법의 추구까지도 갖지 못한 사진사란 무엇이 될른지.
(4호, 119)

425) 『단층』 과 『창작』, 두 동인지를 대상으로 한 평가이기는 하지만, 김남천은 이들 잡
지의 수록작들의 제목이 지나치게 “신기하게” 붙여진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
고 있다. “더구나 유항림 씨의 「구구(區區)」란 무엇인지 상상도 못하겠다. 문장도 지나
치게 상식과 문법을 무시한 것이 많아 나와 같이 젊은 사람도 좀처럼 그러한 묘사가 그려
내는 분위기와 감능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곳이 많았다.” 김남천, 「동인지의 임무
와 그 동향」, 앞의 글, 274면.
426) 박성란은 단층파가 보여준 ‘경성 모더니즘’의 극복 논리를 세태문학론 비판, 주지주의
비판, 현대인의 내면적 본질 추구 등의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박성란, 『‘단층파’ 모더니즘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12, 56-8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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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지목되는 인물들이 당시의 대표적 모더니스트 작가인 박태
원 및 박태원의 『천변풍경』을 ‘리얼리즘의 확대’로 설명한 최재서임은 말
할 것도 없으며,427) 앞뒤의 문맥상 마르크스주의 문학가들 역시 비판적 시
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항림이 소
설 창작에 있어서 작가의 정신적 내용 추구를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보
고, 이를 묘사에 대립시킨 사실로서, 이는 곧 기법 상의 특징을 통해 주목받
거나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는 것으로 보여지는 구인회를 중심으로 하는 모
더니즘 문학에 대한 단층파 전체의 대응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항림은
이 글에서 ‘현실’과 ‘진실’을 구분하고, “현실만으로는 어떻게도 설명할 수
없는 진실”(4호, 120)을 드러내고자 현실의 도약으로서의 허구를 창조해내
는 일을 소설의 본령으로 파악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문학에 대한 그의 지향
이 형식적인 기법의 문제와는 구분되는 정신적 추구의 차원에 있음을 밝힌
427) 최재서는 박태원의 「천변풍경」과 이상의 「날개」를 현대 세계문학의 두 경향인 ‘리
얼리즘의 확대’와 ‘리얼리즘의 심화’의 예로서 평가하고, 카메라와 같이 가급적 주관을 배
제하고 대상을 보려 한 점을 두 작품의 공통된 특색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에서 최재서가 이들 작품의 ‘공헌’의 측면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가령 박태원의 작품
에 대해서 최재서는 “묘사의 모든 디테일(細部)을 뚫고 나가는 통일적 의식”, 카메라의
눈의 “배후에 살아 있는 작자 자신의 의식”을 요구하였다.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여」, 『조선일보』, 1936.10.31.-11.7. ; 한편 유항림은
평론 「소설의 창조성」 이외에 소설 「구구」에서도 최재서와 마르크스주의 문학가들의
태도를 비판한 바 있다. 즉 이 작품의 주인공 면우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지
드의 소련 여행기에 대한 단상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독일서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는가
쏘벳트서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는가 하는 종류의 영리한 회의로 자기의 무능을 신비화
식히기에도 지-드의 개인주의를 공박함으로 자기의 결벽 지조를 허장(虛葬)하기에도 이성
은 너무 냉철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데, 이는 「현대적 지성에 관하야」에서의 최재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문제 삼은 것이다. 「현대적 지성에 관하야」에서 최재서는 세계적
인 지성의 위기 상황과 이에 따른 문학의 입장을 거론하면서 오늘날 지성의 자유가 독일
(파시즘)에서 더 보장되는지, 노서아(사회주의)에서 더 보장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바 있었다. 따라서 이 상황은 정리하자면, 유항림의 첫 작품 「마권」에 대한 최재서의
비평이 「현대적 지성에 관하야」에서 이루어진 후, 유항림이 다음 작품인 「구구」에서
최재서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시 최재서는 「『단
층』파의 심리주의적 경향」에서 “(...) 작자는 이성이라는 말에 무한한 역점을 두었을 것
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영리한 회의」와 「허장된 지조」를 폭로함으로써 자기의 무
능을 더욱 신비화 식히고 이성을 허장함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일련의 전개로
보건대, 새로운 세대로서 기존의 문학적 입장과 세계 인식에 대응하는 단층파의 태도는
상상 이상으로 대담하고 결연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스스로의 문학적 자각에 대한 단
층파의 자신감 및 문학 자체에 대한 순도 높은 열정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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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단층파 문학의 성격과 그 특질을 가늠할 때, 단층파의 정신적, 문
학적 자각의 주요한 원천으로서 독서 체험이 그들 소설의 안과 밖에 자리하
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단층파 문학의
근간에는 기본적으로 그 동인들의 문화 및 예술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체험이 존재한다. 미술 작업을 담당한 인물들까지를 포함하여 『단층』의
동인들은 출신 상의 배경으로 보자면, 대체로 평양의 기독교 집안 출신이자
상당한 재력가 혹은 신흥 중산층의 자제들로서 당시로서는 선택 받은 문화
수혜자들이었다.428) 이들은 문학은 물론, 미술, 음악, 영화 등 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교양을 쌓는 가운데 나름의 안목을 선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서구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과 사조를 통해 현대적 감각과 사
유를 내면화 시켰다.429) 이때 모더니즘 관련 지식의 통로가 된 것은 미래
파, 다다이즘, 표현파, 쉬르리얼리즘, 신심리주의 등을 소개하여 당시 문학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일본 잡지 『시와 시론』 및 『세르팡(セル
パン)』으로서, 작가 이상이 그러했듯이 『단층』 동인들도 이 잡지들을 탐
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430) 그리고 이와 같은 점들은 『단층』에 실린 작
품들 속에 여러 형태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가령 『단층』 1호에 첫 순
서로 실린 김이석의 『감정세포(感情細胞)의 전복(顚覆)』은 이토 세이(伊藤
整)의 『감정세포의 단면』(1930)으로부터 그 제목을 본 딴 것이다.431) 또
428) 최근에 이루어진 박성란의 연구는 상세한 실증 조사를 통해 단층파 동인들에 관한 기
본적인 인적 사항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다수 확보하
였다. 그런데 유항림(본명 김영혁)의 경우는 다른 동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편이
었다고 한다. 박성란, 앞의 논문, 45, 149-164면 참조.
429) 이러한 점이 『단층』에 드러나는 한 예로서 미술 작업의 결과물인 삽화를 들 수 있다.
이 삽화들의 원 작품은 20세기 초의 전위예술인 초현실주의, 입체파 등의 특징을 보여주
는 자코메티, 피카소, 클레, 마티스, 샤갈 등의 것이며, 단층파의 미학적 지향을 짐작케 하
고 있다. 『단층』에는 화가인 김병기, 문학수, 이범승이 참여하여 삽화, 표지, 권두화 작
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논문, 13-14면 참조.
430) 위의 논문, 22, 82면.
431) 이토 세이는 일본 신심리주의 문학의 대표자로, 프루스트, 조이스, 울프, 로렌스 등의
작품을 번역, 소개한 인물이다. 그는 조이스 등과 함께 프로이트의 저서들을 읽으면서 심
층심리의 세계에 몰입하였으며,「감정세포의 단면」(1930)은 그의 프로이트주의가 노골적
으로 실험된 소설로 평가된다. 즉 이 작품에서 그는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관찰하고 분석
한 노트의 제시를 통해 그 심층의식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려 하였다. 강인숙, 『일본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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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항림이나 최정익의 평론에서 이토 세이, 조이스, D. H. 로렌스 등이
언급되거나 문학적 탐구의 대상으로서 고찰되는 사실도432) 동시대의 서구
모더니즘 사조에 대한 예민한 관심의 소산에 해당된다.
그러나 단층파의 독서 체험이 오로지 새롭고 감각적인 모더니즘적 경향
에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보다는 상당 부분 시류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는 그 독서 체험이 평론은 물론 소설 속에도 고스
란히 드러나 있어 당시의 젊은 문학 세대의 독서 경향 내지 문학 수업의 구
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도 기능할 만하다. 『단층』
의 지면 속에서 작중 인물들은 발자크의 소설을 읽거나, 소비에트 시인 알
렉산드르 베즈이멘스키의 시를 읊조리거나,433) 셰스토프 저작에서의 구절을
인용하며 논쟁을 한다.
이처럼 『단층』 동인들의 독서가 자신들의 문학적 발전을 위한 치열한
탐구로서 활발히 행해졌던 점과 독서 모티프 자체가 작품 속에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는 점은 기왕의 연구에서 단층파 문학의 특징을 문학적, 사상적
원천들과 관련하여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낳았다. 예컨대 류철상은 유
항림이 앙드레 지드의 독서에 창작 상의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보고, 그 연장
선상에서 니체 사상의 허무주의에 닿아 있는 절망과 불안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구자황은 단층파의 사상적 원류는 무엇 하나가 규정적
이고 단일한 주조를 이루었다기보다 다양하게 혼용, 체험되는 양상을 띠고
있음을 강조하고, 셰스토프의 불안과 허무주의의 사상, 생철학(生哲學), 지성
니즘소설연구: 요코미쓰 리이치, 류탄지 유, 이토 세이를 중심으로』, 생각의나무, 2006,
188-199면 참조.
432) 유항림은 『단층』 3호에 실린 「개성 ∙ 작가 ∙나」에서 조이스의 『율리시즈』에만 절
대 가치를 부여하여 이를 기준으로 다른 작품들을 평가 내지 폄하하는 이토 세이의 경우
를 언급하였다. (여기서 유항림 자신은 조이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한 소설가 최명익의 동생이기도 한 최정익은 『단층』 1호에 ‘로렌스 연구 노트’를 표방
하는 「D. H. 로렌쓰의 「성과 자의식」」을 발표하였다.
433) 알렉산드르 일리취 베즈이멘스키(1898-1973)는 러시아 라프(RAPF)의 일원이다. 그는
콤소몰(전 연방 공산주의 청년 동맹)에 관한 시를 많이 써 ‘콤소몰의 시인’으로 불린, 가
장 인기 있었던 콤소몰 시인의 한 사람이었다. 『단층』 1호에 실린 김여창의 「육체」에
서 병을 앓으며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주인공은 작품 전반의 우울한 분위기에도 불
구하고 베즈이멘스키의 시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http://dic.academic.ru/dic.nsf/enc_literature/577/Безыменски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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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하여 단층파 문학의 사상적 원류는 근대적 이성에
대한 회의나 반역을 지향하는, 강렬한 능동성을 지닌 ‘낭만적 파토스’를 기
본항으로 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김윤식은 유항림을 비롯한 『단층』의
동인들이 지드, 도스토예프스키, 조이스, 이토 세이, D. H. 로렌스 등에게
깊이 경도되어 있었음을 간략히 지적하고, 동인들의 독서를 30년대 식민지
독서 체험에 폐쇄된 경우로 보았다. 그리고 복도훈은 단층파 소설의 발생
배경인 ‘전형기’ 문학의 인식론적 조건의 하나로서, 일본과 조선의 사상계와
문학계에 영향을 미친 셰스토프적 불안 사상을 주목하였다.434)
이러한 연구들을 수렴하면서 본 논문이 주목하는 내용은 도스토예프스키
와 셰스토프의 문학과 사상이 단층파의 세계 인식 및 작품 경향과 맞닿는
부분에 대해서이다. 1930년대 중, 후반 ‘전형기’의 상황 속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도스토예프스키와 셰스토프의 저작들은 단층파에게도 섭렵되
었다. 이 경우의 독서는 먼 과거의 독서가 아닌, 그 자체가 시대적 분위기라
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층파 동인들의 내면과 상통함으로써 깊이 공명
되는 동시에 그 문학적 방향성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본 장의 기
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 단층파의 문학과 셰스토프와의 관련성은 도스토
예프스키와의 관련성 이상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는 단층파 작품에서 셰스
토프라는 이름의 노출의 빈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의 경
우 역시 유항림의 평론만을 보더라도 그 문학적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도스토예프스키를 통해 단층파의 작품을 읽어내는 실제적인
검토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단층파와 셰스토프의 관계는 물론 도
스토예프스키와 별개로 다루어지는 일이 가능하다.435) 다만 그 구체적인 내
434) 류철상, 「유항림 소설에 나타난 불안의식과 존재탐구」, 『운당 구인환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대학사, 1995, 621-624면 ; 구자황, 「‘단층’파 문학의 성격과 의미」,
『상허학보』, No. 4, 상허학회, 1998, 426-432면 ; 김윤식 ∙ 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280면 ; 복도훈, 『<단층>파 소설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1,
12-18면 ; 이외에 이해년의 연구는 프랑스, 일본, 한국 문단의 행동주의 문학을 연계하여
살피려는 시도 속에서 단층파의 일부 작품에 행동과 능동 의지를 강하게 지향하는 행동주
의 사상의 특성이 구현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이해년, 「한 ∙ 일 ∙ 불문단 행동주의 작품
양상의 비교 연구 -앙드레 말로에서 舟橋聖一과 ‘단층파’로의 변용」, 『문창어문논집』,
Vol. 37, 문창어문학회, 2000, 301-334면.

196

면을 파악하고자 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단층파와 도스토예프스키와의 사이에 셰스토프가 자
리하는 상황이야말로 이 시기 도스토예프스키와의 만남의 한 특별한 양상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인물들의 자기 인식 : 개구리들과 유령들, 그리고 지하실
: 현실에 대한 비관적 인식 - 어둠을 탄식하는 개구리들 - 지식인이 처한 위기의
상황과 유령들의 무리 - 데카당스의 양상 - 봉쇄된 현실로서의 ‘지하실’에 대한 인
식 - 열리지 않는 ‘지하실’의 출구

단층파의 작품에서 중심인물들이 느끼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인
435) 단층파 문학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셰스토프와의 관련성에 대해 단지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좀 더 상세히 다룬 연구로서 복도훈과 정주아의 논문을 들 수 있다. 복
도훈은 단층파 소설의 발생 배경으로 ‘셰스토프적 불안사상’에 처음으로 주목하였으며, 이
를 일본과 조선에서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개념 획득 및 리얼리즘 개념의 변모와 연결
지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설명되는 ‘일상성의 대두’에서의 ‘일상성’은 셰스토
프의 ‘일상성’과는 다른 것이다. 즉 논자는 “세스토후는 실재를 일상성과 비일상성으로 구
별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김형준의 글을 검토하는 가운데 1930년대 후반의 일상성
의 대두를 설명하는데, 그가 말하는 ‘일상성’이 그간 “변혁적 주체에 의해 파악된 객체적
현실”의 반대 항으로서의 개념이라면, 셰스토프의 ‘일상성(обыденность)’은 합리주의, 이
상주의, 실증주의 등과 통하는 개념이다. 셰스토프는 ‘비극의 철학’과 ‘일상성의 철학’을
상반되는 개념으로 배치했다. 한편, 평양 지역 고유의 문학사상사적 전통을 참조하여 단
층파 문학의 정체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정주아의 연구는 “『단층』의 세스토프적 수용의
요체”를 “이상주의라는 ‘狂氣’에 의해 위협받는 개인들에 의해서 제출된, 이상주의적 신념
의 존재의의에 대한 탐구”라고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단층파의 문학은 “신념
의 해체 시대가 가져온 공동체적 이상주의, 신념의 유효성 등에 대한 질문”이 된다. 그러
나 단층파의 작품에 그러한 면모가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의 작품에서 드러나
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신념/행동에의 추구(사회주의 이념 포함)는 적절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논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갈등이라는, 평양의 정치사회적 특성에
대한 작품 외적 지식을 바탕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못한 인물들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멸”을 갖게 되었다는 진단을 작품을 통한 구체적인 논증
없이 끌어내고 있다. 따라서 셰스토프 사상의 대표적 특성이 이상주의에 대한 회의이자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이 단층파의 셰스토프 수용의 요체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 복도훈, 위의 논문, 11-21면 참조 ; 정주아, 「不安의 문학과 轉向時代
의 균형 감각 -1930年代 平壤의 학생운동과 『斷層』派의 문학」, 『어문연구』, Vol,
39, No, 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309-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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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기본적으로 비관적이다. 그 이유는 단적으로 말하자면, 인물들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도 해볼 수 없는 현실이 자신 앞에 가로놓여 있다고
느끼기 때문으로, 그러한 암울한 현실 인식과 함께 그 속에서의 자기 정체
성 인식이 여러 작품들의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유항림의 「마권」에서 친구 사이인 만성, 종서, 창세는 각자가 처한 입
장에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각기 다른 대응의 자세를 보여준
다. 먼저, S상회에서 근무하는 이십오 원짜리 월급쟁이인 종서는 변증법적
유물론자로 지칭되는 인물이다. 그는 “시대의 거도(巨濤)와 보조를 같이 하
는 세계관과 젊은 열정을 가지고 졸업했건만 세상은 벌써 혼미한 적막이 있
을 뿐이고 졸업 후로 미뤄뒀던 포부를 살릴 길 없는 현실”에 맞닥뜨렸으며,
그 결과로서 “이론으로서는 극복했다고 믿든 가정과 빵을 위하야”(1호, 87)
초라한 일자리에 매이게 되었다. 그러나 품었던 이상의 추구가 좌절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성 및 ‘이론’을 신뢰하고 추구하는 한편으로, 어
디까지나 사는 것 자체의 의의를 확신하는 그는 친구들에게서 발견되는 삶
에 대한 허무주의적 경향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는 만성 등과는 달리
현재의 상황을 절망이 아닌, ‘곤란’으로 판단하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현
실 속에 아직도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다고 믿고자 하는 쪽이다. 이에 비해
무위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만성은 종서의 이러한 변증법적 유물론자로서
의 이론적인 측면에 반발을 느끼며, 현실 인식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이 세 친구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어떻게 살까, 라는 화두를 앞에 놓고 펼쳐지는 대화는 다음과 같다.

「너는 왜 자기 생각에서 한 발자국 내딥기를 그렇게 무서워하
니」하고 만성은 또 한마디 던지듯이 배앗어 놓고 눕는다. 종서는
맥풀린 눈으로 만성의 얼골을 들여다본다. 그가 경계하든 동모들보
담도 절망과 슲음이 가득 찬 표정이라고 만성은 마주 처다보며 생
각했다.
「너는 언제나 어떻게 살가 하는 걸 말하지만 어떻게도 할 수 없
는 것이 현실이 아니(닌)가」
「어떻게도 할 수 없어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해볼래는 것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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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을 아직도 자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너 다운 곳
이다」(1호, 79)

여기서 현실에 대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인
물은 만성으로 짐작되지만, 그 역시 중학교 시절에는 독서회 사건에 연루되
어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되는 등 모종의 행동을 추구했
던 전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그의 삶의 태도는 “무엇 때문에 사는
가 물을 때 그 목적이 없는 사람의 생활”(78)436)에 해당된다. 사실 이 작품
에서 만성의 행보는 매우 독특한데, 초반부에서 인상적으로 제시되는 상황
은 뚜렷한 목적 없이 빈둥빈둥 보내는 하루하루를 남 보기에 분주한 생활인
양 가장하는 만성의 우스꽝스러운 행태이다. 비교적 넉넉한 집안 형편인 만
성은 아버지의 간섭 아래에 있을망정 종서처럼 집안의 생계에 대한 걱정은
없다. 그런데 그는 삐삐골프장, 도서관, 은행 등을 쳇바퀴 돌 듯 오가면서
바쁜 듯 시계를 들여다보거나, 이미 읽었던 책을 되풀이하여 읽고, 이른바
은행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가장한다. 그러면서 거의 비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함으로써 자의식에 가득 찬 인물로서의 독특한 면
모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창세는 억눌린 내면에 위험한 폭발성을 지닌 경
우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높인
다. 그러나 만성의 판단에 따르면, 창세는 절망을 감각하거나 부르짖는 가운
데 오히려 일종의 안이한 쾌감을 찾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마권」에서 사실상 가장 사건다운 사건은 종서와 혜경의 에피
소드로서, 이 가난한 연인들의 로맨스가 파탄을 맞게 되는 일은 삶에 대한
이성적 자세만을 추구하는 종서의 문제점을 드러내준 동시에 만성의 현실
인식을 보다 예민하게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 즉 종서의 경우는 자신의 무
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는 살아갈 수 없어 “한 개의 포즈”(1호, 93)로서
436) 이 표현은 만성에 의해 발화되었으되,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의 소재가 된 장 콕토의
말에 대한 해석이다. 즉 “사는 것은 수평적 타락이다”라는 장 콕토의 말에 대해 만성은
내심 자신의 하루하루를 의식하면서 “그거야 생의 의의란 것과 련결되는 말이겠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물을 때 그 목적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말함이겠지”라고 응수한다. 따라서
이는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한 자기 진단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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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한 외양을 자처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이론’의 매혹에 기대고 있음
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러한 위장의 결과가 사랑의 상실로 이어졌음에도 여
전히 자신의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에 만성은 친구들과 함께 걷는
어두운 밤거리에서 “열정 없는 청춘이여. 어둠을 탄식하는 개구리의 무리
여”(93)라는 소리 없는 부르짖음으로, 무기력하게 떠들어대기만 하는 자신
들의 상황을 자조한다. 그의 표현으로는 이 개구리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자
가 될려다가 못된 무리들”(92)이기도 하다. 결국 만성은 하나의 ‘자각’의 순
간을 맞이하는데, 어떠한 헛된 마술에도 기대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현실
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 첫걸음으로서 이제 현재의 삶은 알맹이를 잃고 빈껍
데기만 남은 “형해(形骸)의 생활”인 것으로 명확히 진단된다.

(...) 개구리와 같이 어둠을 탄식한다. 몸서리친다. 다시 自慰의 방
법을 찾는다. 一時的인 줄 알면서도 다른 마술에 魅惑되고 만다.
形骸의 생활에 리론은 처음부터 필요치 않은 것이다. 인간의 문
제는 生의 문제다. 生의 蟄居를 辨明할려는 인간의 문제는 그 「파
라독시칼」한 魅力으로 약간의 自慰를 베풀어 준다. 無의 形骸를 분
장하고 다른 그것과 자기의 그것을 구별할려고 한다.
아! 形骸. 生活. 形骸의 生活. 生活의 形骸. 그것에 미련이 있는가
애착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버릴 용기가 없는가 용기란
무언가. 그것도 形骸의 요소가 않인가. 미련이 없고 애착이 없는 것
을 버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치 않다. 形骸는 애착이나 미련의 喪失
과 동시에 버리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形骸를
버린 다음에 붓잡는 그것이 또 다른 그것일 것이 두려운가.
개구리와 같히 어둠을 탄식하며 새벽을 맞고 다음 날의 탄식만을
위하야 아츰 이슬을 마시지 않으면 않되는가.
개구리의 不幸은 오히려 가벼울런지도 몰은다. 不幸은 自覺하는
때부터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지 않는가. (1호, 93-94)

「마권」에서의 현실 인식이 이러하다면, 마찬가지로 부유하는 젊은 군
상들의 상황을 그려낸 구연묵의 「유령」에서 현실의 문제는 지식계급의 그
것으로 좀 더 구체화 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대학 졸업과 함께 6년 만에
동경 유학에서 돌아온 엘리트인 영식이 봉착하게 되는 것은 취직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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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를 아버지로 둔, 부유한 집안 형편의 영식에게 취직이란 생활의
절박함으로 인한 압력이 없는 대신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는 점에서 적잖이 문제적인 상황이 된다. 즉 영식은 사회주의를 자신의 희
망이자 생활의 지주로 여겼던 과거의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로 다
른 생활을 향해 선뜻 나서질 못한다. 그에게는 지식계급으로서의 자각은 있
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지식을 살려 무슨 일을 해야 좋을지 스스로 구체적
인 실천의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그는 사회생활을 통해 자신의
양심을 지켜나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은연중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 같은 생각은 영식의 친구들에게도 공유되고 있어 그들에게 취직이란 청
년의 고결한 정신을 세속에서 더럽히게 되는, 일종의 타락을 의미한다. 이러
한 태도는 물론 이들이 약간의 보수를 위해 “의의 있는 생활”에 대한 자신
들의 꿈을 희생할 만큼 절박한 처지에 처해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해주지
만, 그 내면에 식민지 현실의 왜곡된 질서 아래서 “순응적인 지식인으로 전
락하지 않으려는 열렬한 도덕의식이 내재되어 있”437)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들의 토론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은 ‘지성’과 ‘행동’의 문제
로서, ‘지성’에게 ‘행동’을 강요하는 작금의 현실, 즉 지식인이 처한 위기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 현재 위축된 상태인 ‘지
성’을 옹호하는 영식의 경우, 「마권」의 만성과 다른 점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고민은 할지언정 절망은 않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지식계급이라고 죽으란 법이 있나. 지식계급에는 지식계급의 취할 길
이 있다. 문제는 어느 계급에 진영을 치자느냐에 걸렸다”(2호, 32)438)라는
말로서 신념지향적인 내면을 암시한다.
그러나 집안 형편 때문에 생활의 길로 나선 이후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
되고 있는 금융조합서기 윤배의 눈에 영식을 포함한 친구들 무리는 한갓
‘유령’일 따름이다. 즉 탁상공론만으로 몰려다니는 이 무리들은 사실상 현실
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유령’들인 것으로 비친다.
437) 김진석, 『한국심리소설연구』, 태학사, 1998, 210면.
438) 최재서는 「『단층』파의 심리주의적 경향」에서 이를 작가의 하고 싶은 말이 요약된
문장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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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윤배의 힘든 처지를 이해하게 된 동시에 그의 지적에 자극을 받은
영식은 스스로를 향해 “나는 과연 유령일까”(37)라고 묻는다. 그러나 이 작
품의 결말에서 영식은 취직 의사를 묻는 아버지의 물음에 또다시 부정적으
로 답하며, 여전히 “그러나 나는 대체 무엇을 해야 옳단 말인가”(39)라고
자문함으로써 삶의 방향에 대해 해답을 찾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변
함없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이처럼 「마권」과 「유령」에서의 현실 인식, 자기 인식이 출구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의 무기력과 방황의 모습으로 정리될 수 있다면, 「구구
(區區)」나 「환등(幻燈)」과 같은 작품에서는 유사한 주제 아래 주인공이
빠져드는 퇴폐와 타락, 즉 데카당스의 양상이 좀 더 두드러진다.
유항림이 『단층』 2호에 발표한 「구구(區區)」에서 주인공 면우가 처
한 상황은 “자기가 택한 길은 단념하지 않을 수 없고 무릇 리론의 원동녁일
실천의 의무를 해제 내지 조소하는 지금”(2호, 84)이라는 말에서 우선적으
로 그 단초를 얻을 수 있다. 학생운동의 선을 넘어서서 ‘지하운동’까지를 감
행했던 과거를 가진 면우는 현재 기생 록주와 자신도 이해 못할 애정 관계
를 이어가고 있으며, 책사에나 들리는 등 하는 일 없이 소일한다. 그런데 그
가 록주를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거부하는 등 자신들의 관계를 한낱 향
락을 위한 관계인 것으로 규정하여 여자의 순정과 자존심을 일부러 짓밟으
려 들거나, 독서에 있어서도 중요한 화제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를
애써 자제하는 일 등은 다름 아닌 일종의 도착 증세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면우의 예는 자신의 이상이 무참히 좌절된 상황 및 그 과정에서의 상처, 행
동과 지식이 절연된 현재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의 이상, 순정,
신념 등을 외면하거나 조소하게 된 경우로서, 이 작품의 전반부에서 그의
모든 행동이나 사고는 도착된 감정, 도착된 사고의 형식으로 외면화된다. 더
욱이 과거 운동의 동료였던 근조가 전향자이자 철저한 세속인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현실에서 면우는 한편으로 경멸과 증오를 느끼면서도, 그를 향
한 증오와 어쩔 수 없는 순정의 감정 사이를 오가는 등 혼란스러운 내면을
경험한다.
그러나 스스로에게도 위장되어 있었을 뿐 면우의 가슴이 진정으로 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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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은 대상에 대한 ‘순정’이거나 ‘윤리’였던 만큼, 이 작품의 후반부에서
면우의 태도는 급반전하여 적어도 록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착이나 위장
이 아닌, 본래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하게 된다. 그럼에도 그것으로 결코 면우
의 내면의 어두움이 온전히 밝음으로 전환될 수 없음은 결말에서의 인상적
인 장면이 보여준다. 즉 록주와의 한낮의 밀회의 시간에 록주가 새로 살림
을 차린 장본인인 최변호사가 불시에 찾아들자 급한 나머지 면우는 좁은 골
방에 숨게 된다. 그리고 자칫 들킬지도 모른다는 긴장 속에서 숨을 죽이고
쪼그려 앉은 가운데 “자기란 사람은 어데까지 비굴한 사람이 될려는 것인
지”(101)라고 생각한다. 그런 탓에 록주가 최변호사를 꾀어 함께 집 밖으로
나간 후, 비로소 골방에서 나온 면우가 내쉬는 것은 급박한 상황을 모면한
데서 오는 안도의 한숨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한숨”(102)이
다.
한편 문체, 구성 등에서 상당히 실험적인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김이
석의 「환등」에서 주인공의 생활과 그 심리는 「구구(區區)」에 그려진 내
용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유곽에서의 환락의 묘사 등 좀
더 심화된 데카당스적 분위기가 ‘환등’이라는 제목과 어울리게 펼쳐지고 있
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예컨대 소설을 쓰는 주인공 ‘나’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권태 속에 썩어빠진 나의 무기력한 생활”(3호, 9)로 인식하고 있는
점, 그러한 무기력 속에서 기생이자 유행 가수인 난연과 새로운 관계를 만
들어 가는 점, 과거에 함께 운동을 하다 전향한 인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되읽어내는 점 등이 「환등」과 「구구(區區)」의 인물을 하나의 형상으로
연결시킨다.439)

439) 「환등」과 「구구」, 두 작품이 내용상 유사한 모티프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 이
외에 단층파 작품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동인들 작품 상호 간의, 또는 한 사람의 작품 간
의 상호텍스트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김이석의 「환등」과 「공간」은 그
전에 발표한 「감정세포의 전복」의 일부 내용을 작품 안에 끌어들이고 있으며, 3호에 발
표된 김여창의 「동가(凍街)」에는 「마권」에서 동경으로 떠난 만성의 경우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러한 점들은 기법 상의 실험적인 시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동시
에 단층파의 문학적 실천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며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도 이
해할 수 있다.

203

거리로 나와 나는 어데로 가야 좋을지를 몰은다. 모른다는 발거름
은 찻집으로 향해지는 대로 그곳에서 일어날 사건까지 머리속에 일
부러 그려본다. 먼저 마담에게 인사를 하야 한다. 담배를 피워 물며
홍차를 청한다. 영화잡지를 쥐여본다. 으레히 말동무를 만나 화제는
자연히 문화를 중심 삼고 버러지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면한 문
제에 진지한 태도로 熱意를 품어본 적이 없다. 아니 熱意를 품는다
는 것이 맹랑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면한 문제에 태도와
흥미를 그때그때의 홍차를 마시는 태도와 흥미에 표준을 두면 그뿐
이라고 생각한다. 임이 마드릿트 함락의 비보를 접하고 심금을 울리
든 것도 아득히 먼 역사의 기록으로 기억되면 그만이고 물의를 이
르킨 지이드의 여행기를 읽고 나서도 그의 귀족적 소시민을 경멸할
수 있다는 영웅적 심리를 품어보든 것으로 그뿐이고 지금에 와서는
호외 속에서 느껴지는 권태를 정열의 시스템인 줄도 모르고 구겨버
리면 그만이고 (...). (3호, 23)

당면한 문제에 열의를 품어본 적도 없거니와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을
찻집에서 홍차를 마시는 행위에 부여하는 정도의 관심과 대처로서 해나가겠
다는 태도며, 스페인 내전의 마드리드 함락의 뉴스나 지드의 여행기에 대한
대응 태도의 원칙 등을 말하는 이러한 장면은 곧 「구구(區區)」에서의 왜
곡된 면우의 태도를 그대로 연상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층파의 작품에서
일부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심리의 메커니즘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추구할 수 없게 된 상황의 인물들이 자기 보호의 차원에서 취하는 자세의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로부터 새로운 탈출구가 마련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440) 따라서 이 작품에서 결국 주인공이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 확

440) 그러나 아무래도 좋다는 식의, 혹은 흥미가 없다는 식의 이러한 태도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강인한 태도, 가령 파시즘에 대한 암묵적인 비판으로서 표현되었을 가능성
은 충분히 존재한다. 「환등」에서 주인공은 무작정 들어간 영화관에서 파스퇴르의 일대
기를 다룬 <과학자의 길>이 상영되자 겁을 먹다시피 하여 분주히 극장을 뛰쳐 나오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 “그곳에 나오는 파스츠루가 과학자로써의 요구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무서운 세균과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직면한 투쟁 속에서 여러가지의
장해를 물러치고 한결같이 무서운 불굴의 정신으로 나가는 그의 강인한 의지와 정열은 나
에겐 정도를 넘어서서 단지 무서운 대상 뿐이였든 것이였다.”(3호, 25면) 이처럼 긍정적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강인한 의지와 정열”을 공포스러운 대상으로까지
느끼는 것은 주인공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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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게 되는 것은 “단지 명백한 것은 자신의 무력과 허위 뿐”(24)이라는 사
실이다. 그는 누구 앞에서도 떳떳치 못한 현재의 생활에 부끄러움을 느끼면
서도 엉겹결에 다시 난연이에게 끌리어 그 숙소로 향하는 상황 앞에서 “아허위의 로만치슴 허위의 로만치슴이여......”(28)라고 탄식한다.
이렇듯 생의 의의를 상실한 가운데 나아갈 방향을 몰라 방황하거나, 무
력함을 넘어서서 비굴한 존재, 허위 속의 존재로서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단층파 작품의 인물들은 현 상황을 자신들을 옥죄는 ‘지하실’인 것으로 감각
함으로써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과 연결된다.

김화청의 짧은 단편 「담즙

(膽汁)」에서 싸구려 대중 극단의 배우로 연명하는 지식인 주인공이 자신의
현실을 “지하실의 생활”(3호, 48)로 간주하고, 그로부터 탈출할 의지가 있는
지를 스스로 자문할 때, 이는 단층파 작품 전체의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는 어깨를 추으며 개쪽으로 달리었다. 물을 움켜서 얼골 우에
끼얹었다. 갯물은 달빛이 빛외어 준만큼 차거웁지 않았다. 나는 담
배를 피어물고 모래판 우에 번뜻 누었다. 눈 우에 별과 같이 새깜한
하늘이 있다. 여름의 은하는 젖빛으로 흘으고.
한 잔의 커피-를 위해서는 전 인류를 전 우주를 버려도 좋다! 문
득 눈앞에 대지를 호흡하며 이런 지하실의 사나히의 상념이 떠올은
다.
내게 커피-는 있는가 던저버릴 우주는 있는가
나는 벌떡 일어나 돌을 집었다. 멀리 허공으로 향해 돌을 발마첬
다. 별을 향하고 하늘을 견우고 돌을 던졌다. (3호, 52)

이 장면에서 주인공 항규는 1930년대 중, 후반 일본과 조선의 독서계에
회자되던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주인공의 대사를 마음속으로 읊조리고
있다. 3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
품에 나타난 새로운 주인공 유형의 상징적인 선언으로 부각된 것은 셰스토
프를 통해서였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의 인간’은 자신이 차를 마실 수
있다면 세상 같은 것은 망해버려도 좋다는 지극히 대담하고 독선적인 말로
서 거대한 세상을 향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주장한다. 동시에 그와
같은 주장으로서 사랑과 구원, 갱생에 대한 희구 속에 자신을 찾아온 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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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리자 앞에서 스스로의 정체를 밝히고, 그 존재를 형편없이 격하시키는
역설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대목에서 주인공의 이러
한 자기 선언은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세상과의 불화를 원인으로 한다.
또한 ‘살아 있는 삶’과 유리되어 몽상 속에서 살아온 까닭에 현실이나 현실
의 인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하의 인간’의 사정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
다. 그런 이유로, 같은 대목에서 그는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하지만 않는다
면, 그걸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온 세상을 단돈 1코페이카에 팔아 넘기겠
어”(237)441)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출스키의 말에 따르면, “어떤
정신 나간 괴짜의 변덕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인간의 새로운 폭로”442)에 해
당되는, 즉 우리들 모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 의식인 ‘지
하의 인간’의 이러한 상념들의 진의는 사실 여기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고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봉쇄된 현실로서의 ‘지하(실)’에 대한 인식이
며,443) “버려도 좋다!”는 도발적인 선언에 대한 인물의 내면의 호응이다. 즉
441)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десяти томах, Том 4,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56 ; 이후 본 장에서의 『지하로부터의 수
기』 인용은 본문의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함.
442) 콘스탄틴 모출스키, 앞의 책, 363면.
443) 1930년대 후반의 상황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실’은 우리 문인들에게 강력한 상징
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지하실’의 상징이란 무엇보다 폐색되어 답답한 현실에 대
한 부정과 저항의 의미로 생각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단층파의 동인들에
게 암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관적, 비극적 인식과 통하는 ‘지하실’에 대
한 이해는 비슷한 시기의 한설야의 ‘지하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한설야는 「지하실의
수기 -어리석은 자의 독백 일척(一齣)」(『조선일보』, 1938.7.8)이라는 글의 서두에서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일절을 인용한다. 즉 “범인이 가장 손쉽게 이야기 할 수 잇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자신에 대해서다. 그러면 조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리
라”라는 1장의 한 대목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용된 제사에 따라 그는 “그 어느 것
보다도 영육(靈肉)을 두드리는 아프고 절실한” 불행감을 느끼는 자신의 내면을 고백한다.
한설야가 이러한 불행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때는 정히 이른바 시속 눈이 밝은 지
자(智者)와 지레 약은 인간을 무수히 남조(濫造)하는 세기에 이른 것”을 목도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이자 ‘무위(無爲)의 인(人)’이라 규정한다. 일부 지자
(智者)들(카프 해체 이후 과거의 프로문학에 대해 반성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
는 동시에 자신의 소설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는 임화, 김남천 등을 지칭함)과 같
이 일순간에 과거의 세기와 작별하지 못하는 그는 자신을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주인
공과 비견되는 ‘지하실’의 거주자로 표현한다. 그런데 한설야의 경우, 이 ‘지하실’은 지자
(智者)들과 약은 자들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 보존의 공간이다. 이 ‘지하실’의 거주
자는 단층파의 인물들과는 달리 현실에 대한 비관주의적 인식에 매몰되어 있지 않으며,
지향점 또한 분명하다. 물론 한설야에게도 ‘지하실’은 궁극적으로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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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즙」에서 ‘지하의 인간’의 새로운 인간 선언은 출구 없이 답답하기만 한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우울과 절망, 그로부터의 벗어남의 욕구를 형상화하
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 작품이 지식인 주인공의 내면의 고뇌를 그려냄
에 있어서 지나친 감상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등444) 『단층』에 실린 작품들
가운데 결코 비중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없는 미흡한 작품성을 보여주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이러한 독백은 단층파 전체의 세계 인식과 관련
되는 진실을 엿보는 의미 있는 창구가 된다.
한편 이러한 ‘지하실’의 상징은 김려창의 「동가(凍街)」에서는 ‘울타리’
로 표현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취직 재촉에 시달리는 종호는 입

버릇처럼 외우던 ‘울타리’를 벗어나 동경 행을 감행한 친구 상철의 경우를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종호가 자신의 소
설 쓰기를 통해 구현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뚫고 나간다는 것”(3호, 105)
이다. 즉 그는 “이런 절박한 환경에서도 예술을 사랑하고 추구해 나간다는
것 이러한 도로혀 적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잘 포족(착)해서 표
현한다면 우울을 연막화 식히여 그리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적확한 것을
찾을 수 없을가”(104)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울을 연막화 하여 그려내는 일
이 다른 소설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는데, 종호 자신이
야말로 ‘능률 제일주의’를 목표로 삼아 소설조차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하
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등 우울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를 견뎌내 왔다. 그럼
에도 종호가 이를 뛰어넘어 어떠한 ‘추구’ 혹은 ‘뚫고 나감’을 지향하는 것
다. 그는 ‘지하실’을 벗어나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답답함을 느낀
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한설야가 작성한 ‘지하실의 수기’는 자신의 길을 끝까지 추구해 나
가겠다는 굳은 각오를 드러냄으로써 마무리 된다 ; 한설야의 이 글의 맥락에 대한 고찰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서경석, 「1930년대 후반의 카프(KAPF) -한설야의 「지하
실의 수기」와 임화의 「어느 청년의 참회」를 중심으로」, 『어문학』, Vol. 66, 한국어
문학회, 1999, 245-257면.
444) 김화청의 「담즙」은 지나친 감상성이 노출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령 이 작품
에서 현재의 상황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는 주인공은 이를 벗어날 가능성을 가늠해 보면서
“천재의 출발이다. 비약이냐, 자살이냐”(50면)를 외치는데, 그러한 목소리의 절박함과 진
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큼 인물의 내면 및 대화의 처리가 신파적인 감상주의의 양상을 드
러내고 있다. 셰스토프 외에도 니체의 짜라투스투라가 전하는 한 구절을 인용하며 지식인
연하는 가운데 극단의 동료들이나 관중들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으며, 거듭 눈물을
보이는 주인공은 스스로를 “더러운 쎈치멘탈리스트”(53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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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층파 문학이 내장하고 있는 중요한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취
직을 위해 이곳저곳 추운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인물의 고군분투를 그려낸
이 작품에서 결국 주인공은 밤이면 붙들고 있던 소설 「동가(凍街)」를 끝
마치지 못한 채, 현실의 압박에 밀려 철재고물점의 고용인으로 들어가게 된
다. 이로써 「담즙」과 마찬가지로 「동가(凍街)」에서도 꽉 막힌 현실로부
터의 해방을 꿈꾸거나, 현실에의 순응을 거부하는 몸짓들에도 불구하고 ‘지
하실’의 출구는 굳게 닫힌 채로 남는다.

1.3. 조선적 ‘지하실’의 딜레마
: 인물들이 선 자리 - 신념에 대한 미련 - 행동과 지식의 절연(絶緣) - 조선적
‘지하실’의 딜레마 - 실생활에의 거부 - 독서: 신념과 실생활 사이의 제3의 영
역 -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 -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지하의 인간’의 딜
레마와 출구의 가능성 - 신념의 실체 - 신념 소멸 이후의 풍경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층파의 여러 작품에서 중심인물들은 비유
하자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가 아닌, 조선적 ‘지하실’의 상황에 갇힌 인
물들이다.445) 이 ‘지하실’의 존재와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젊은 지식인
들의 내면 묘사가 단층파의 작품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하실’을 다름 아닌 조선적 ‘지하실’이라고 할 때, 인물들
이 자신 앞의 현실을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성벽’446)이라고 느끼는 데는
445) 단층파가 그려낸 현대 지식인의 내면에 주목한 박성란은 ‘조선적 지하실’과 유사하게
“‘지하실의 사나이’의 식민지 조선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담즙」의 주인공이
19세기 러시아 사나이의 우울에 자신의 우울을 겹쳐놓을 때 이것이 소외되고 불안한 조
건에 놓인 현대지식인의 심리를 암시하려는 의도라는 점은 분명하다. 단층파에게서 도스
토예프스키에 대한 문학수업의 흔적이 있음을 볼 때, 어찌 보면 「담즙」의 주인공뿐 아
니라 『단층』 소설의 주인공들은 모두 ‘지하실의 사나이’의 식민지 조선판이기도 한 것
이다.” 박성란, 앞의 논문, 78면.
446) “그 진리를 또 다시 행동의 세계로 옴기기엔 백지 한 장에 가까운 사이에면서도 성벽
처럼 엄청나게 튼튼한 것이 않이였든가. 그 성벽을 뚤코나갈 힘- 내게서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든가-”, “나의 가뿐 숨을 따라 다달을 끝장은 또다시 없었다. 반듯이 열러저야
할 나의 앞은 성벽처럼 아득하지 않는가” (「감정세포의 전복」 1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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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후반의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이들이 인식하는 하나의 딜레마 상
황이 존재한다.
단층파 작품 속의 인물들이 선 자리가 이전 세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드러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지적해 왔다. 신념의
문제가 중심 소재로서 다루어지는 점을 단층파 문학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
나로 간주할 때, 기본적으로 이 인물들의 자리는 세계를 변혁하려는 이데올
로기와 함께 분출되었던 강한 열정의 불꽃들이 이미 사위어 든 지점에 위치
하고 있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마권」의 중심인물 가운데 한 명
인 종서가 “세상은 벌써 혼미한 적막이 있을 뿐이고”라고 말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층파 작품의 인물들은 “운동의 막차에 올라탔다가 관념적
으로 선취된 이념을 잃고 만 세대”447)인 것으로 규정되거나, 그들이 처한
상황은 “자신들이 물려받은 이론을 현실 속에서 검증해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의심하거나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448)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유
사한 맥락의 견해로서, 가령 유항림 작품에서의 절망은 “실천의 좌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좌절과 학습을 실천으로 검증하려는 시도 자체의
좌절로 나타난다”449)고 설명되기도 한다.
그런데 과거의 혁명가나 여전한 신념의 보유자, 그리고 전향자 혹은 변
절자가 등장하는 까닭에 이른바 전향소설로 분류될 수도 있음직한 외피를
갖는 단층파의 소설에서 신념의 온전한 상실, 즉 신념을 향한 지향의 폐기
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 인물들은 자신들만의 열정의 시간,
열정의 기억에 대해 회의하는 몸짓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타고 남
은 재 속에 묻힌, 꺼져가는 불씨들을 들여다보며 헤집어 내기를 꿈꾸는 듯
이 보인다. 가령 김이석의 「감정세포의 전복」에서 주인공은 독서회를 지
도했던 과거의 참된 생활을 회고하던 끝에 “결국 계급적 량심이란 번민에
허덕이는 위선자를 만들어 주는 것 밖에 무엇이 있었든가 - 신렴이 참말로
필요하였든 것인가 - 인류의 운명이란 애초부터 아무레도 좋은 것이며 자기
447) 구자황, 앞의 글, 415-416면.
448) 박성란, 앞의 논문, 107면.
449) 김한식, 「유항림 소설에 나타난 ‘절망’의 의미」, 『상허학보』, No. 4, 상허학회,
1998, 3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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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충실만 하면 그뿐이다”(1호, 5)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그러나 이후
의 전개는 그의 진정한 지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준다. 그는 ‘☓고무공장
☓사건’에 가담한 정규라는 인물의 상황에 강하게 공감하는 가운데 숨죽이
고 있던 내면의 정열을 일깨우기도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거리의 운동 속
으로 뛰어든 사랑하는 여인 경희를 통해 삶의 새로운 원기를 얻는다. 이 작
품의 제목이 ‘감정세포의 전복’인 것은 주인공이 빠져있던 절망과 공허의 분
위기가 ‘팽팽한 탄력’(21)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그려낸 때문이다.
「감정세포의 전복」에서처럼 주인공의 지향이 뚜렷이 드러난 경우는 아
니라고 할지라도 여러 작품에서 인물들은 신념에 대한 미련으로부터 자신의
의식을 온전히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유령」에서 영식은 “아직 나는 그
世界觀을 버릴 아무런 理由도 條件도 발견치 못하지 않었는가. 그것은 나의
希望이요 生活의 支柱가 아니였든가”(2호, 13)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독
백의 저층에는 변화된 상황에서 오는 일말의 동요가 섞여있기도 하지만, 그
에게 사회주의 이념은 여전히 삶의 희망으로 존재한다. 또한 「구구(區區)」
의 면우 역시 의도적으로라도 신념을 거부하고 더 이상 생각지 않겠다는 자
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근조로부터 “유물론을 읽고 있는 관념
론자. 젓비린내 나는 리상주의자의 구(굴)레를 벗기가 힘드나. 실증도 않나
고 저런 걸 읽고 있다니”(2호, 87) 라는 핀잔을 듣는다.
단층파 작품의 인물들에게 참되고 진정한 생활이란 과거의 시간에만 존
재한다는 점도 신념에의 지향이 사그라지지 않은 간접적인 예증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과거에 투신했던 활동은 작품 속에서 ‘독서회’, ‘학생사건’, 학
생운동을 뛰어 넘은 ‘지하운동’으로 나타난다. 계급사상을 가졌던 과거란 전
향의 여부를 떠나 카프 문사에겐 일단 자존심의 한 가지 발현이라는 설
명450)은 단층파 작품의 인물들에게도 해당된다. 이들이 가졌던 신념의 정체
와 그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의 문제와는 별개로, 학생시절에 잠시나마 체험
했던 진보적 이념과 행동의 세계는 가치 있는 삶의 추구의 표상으로서 이들
450) 김윤식은 전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내적 고민은 거의 없는 반면, 감옥에 갔
다 왔다는 사실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이 작품 전체의 핵을 이루고 있는 점을 전
향소설의 한국적 특징으로 지목했다. 감옥 체험은 계급사상 운동보다 항일운동의 하나로
간주되어 자부심과 연결된다.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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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면을 지배한다.
그러기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는 ‘행동과 지식의 절연’은 과거의 이상을
잊지 않고 있는 단층파 작품의 인물들이 맞닥뜨린 최대의 문제적 상황이 된
다.

「근조」의 비열을 증오하기는 자기 속에 「근조」의 위험이 있
기 때문이고 「근조」의 위험과 싸우는 가운데 실천의 반면이 봉쇠
(쇄)된 이데올로기-의 반면만으로는 결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데서 억제할 수 없는 생활녁에 끌리여 들어가며 그것을 변명하는데
리용되는 리론의 존재를 두려워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륜리의 지배
에서 실천을 해방함으로 「행동」에 환원하고 실천의 년대성을 해
임함으로 이데올로기-를 「지식」에 환원하지 않었든가. 절연된 행
동과 지식은 배우와 관중의 관계를 맺어 변명의 생활 비겁한 인격
을 분열하고 해산하지 않었든가. 지식의 힘은 손 하나 움직일 수 없
고 행동은 래일을 계획할 수 없지 않는가. (2호, 87)

실천, 이데올로기, 생활, 이론, 윤리, 행동, 지식 등에 대한 상념으로 쇠
사슬처럼 이어지는 이와 같은 내면의 독백은 「구구(區區)」의 주인공 면우
를 당혹케 하는 현실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면우와 근조는
‘지하운동’에 가담한 결과로서 또 다른 친구인 P와 함께 2년 징역에 4년 집
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과거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면우는 생명보험
외판원이자 눈앞의 이익을 놓치지 않는 속물적 인간으로 변신한 친구 근조
의 모습 속에서 언젠가는 현재의 자신을 무너뜨리고 그와 같은 변절자가 될
수도 있을 자신을 상상하며 불안한 마음을 느낀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면우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실천과 이데올로기’의 쌍이
든, ‘행동과 지식’의 쌍이든, 각 쌍 가운데 한쪽만을 취할 수 있는 반쪽짜리
무기일 따름이다. 즉 실제로 기댈 수 있는 무기로 남겨진 것은 이데올로기
혹은 지식이며, 실천 혹은 행동은 봉쇄되어 있는 것이 1930년대 후반 식민
지의 현실이다.451)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면우와 같은 인물이 원하는 바가
451) 행동의 봉쇄와 관련하여 「구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은 면우 등이 집
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서로를 밀고자로 의심하게 하는 음모에 말려든 일이다. 이는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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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아니며, 반쪽짜리 무기는 결국 어떠한 효력도 발휘할 수 없는 쓸모없
는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마지막 구절이 보여준다. 더욱이 행
동과 지식이 절연된 상태가 인격의 분열과 해체를 낳고, 순정 혹은 윤리를
배격하게도 한다는 점은 면우 스스로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이처럼 행동과 지식이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
는 불구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로서 「환등」의 주인공을 들
수 있다. 즉 그의 내밀한 속내는 “행동이 봉쇠(쇄)된 쩔룸바리의 이데오로기
-를 붓안은 채 그것마자 붕해될가 두려워 전률을 일으키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3호, 23) 라고 표현된다. 따라서 단층파의 작품에서 행동의
측면이 제거된 반쪽짜리 신념, 다시 말해 ‘이론’ 내지 ‘지식’은 희망 없는 현
실에서 인물들이 스스로를 지탱하게 해주는 최소한의 도구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다. ‘이론’은 「마권」의 종서, 「유령」의 영식, 「구구(區區)」의 면
우, 「환등」의 주인공 등에게 정신적 피난처452)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동시
에 ‘이론’은 정신적 피난처에 불과할 뿐, 결론적으로 모두의 지속적인 절망
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반복하건대, 이는 현 시
점에서는 동강난 칼과 같이 제대로 휘두를 수 없는 무용지물의 무기이기 때
문이다. 행동과 이론의 절연 상황에서 무기력한 ‘이론’으로만 남은 신념을
추구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야말로 이들이 처한 딜레마 상황
에 해당된다.
한편 단층파 작품의 인물들이 신념의 영역의 반대편에 자리한 실생활의
영역으로 뛰어들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살펴본 딜레
마 상황을 더욱 공고히 한다. 지식계급의 진로가 밝은 미래를 약속받지 못
하고 물질적 전락의 처지에 처하는 시대 상황이었던 만큼 취업의 어려움이
실생활로의 전환을 막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지만, 여러 작품들에
서 주체의 심리적 상황은 보다 중요한 현실로서 부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전향소설에서 전향 후(감옥에서 나온 후) 생활고의 문제가 가장 긴
를 통해 이들을 세상과 격리시키기보다 밀고의 혐의를 씌움으로써 “자연 세상과 절연되도
록 그들의 행동을 영영 봉쇄할려는 계략”(2호, 86면)이었다.
452) 구연묵의 「유령」에서 영식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理論이 없이는 하로도 살지 못한다
고 자처하는 나도 理論을 유일의 피난처로 삼을 뿐이네”(2화, 35면)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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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현실로서 다루어졌던 점에 비해 단층파의 소설들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층파 소설의 주인공들은 이른바 룸펜 인텔리로 볼
수 있으며, 가난 때문에만 절망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내면의
탐색 쪽으로 기울어진 이 시기 소설에서 룸펜 인텔리들이 보여주는 태도의
특징이기도 하다.453) 단층파의 소설에서 의식적으로 취업을 기피하는 젊은
지식인들의 심리가 그려진 대표적인 작품은 이미 살펴본 「유령」이다. 또
한 여러 작품에서 인물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거나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화청의 짧은 단편 「별」에서 “생활에 대한 어떤 조고마한 신념 속
에서나마 몸을 두어보는 일이 없”(1호, 22)는 주인공은 금융조합원인 친구
로부터 “명규 자네는 언제까지나 늙은이의 뼈를 긁어먹고 살 작정인
가?”(27) 라는 말을 듣는다. 그는 여러모로 밉살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친구
의 기름진 몸뚱이를 깊숙한 시궁창 속으로 밀어 넣어 버리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이처럼 특히 금융조합과 같은 번듯한 직장을 가진 인물이 속물적인
인간으로서 부정적 형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단층파의 작품에서 자주 눈에
띄는 현상이다.
실생활을 기피하는 대신 단층파 작품의 인물들이 선택하거나 놓이게 되
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형태로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신념
을 버리고 실생활로 뛰어들어 가족의 생계를 떠맡을 힘도, 의지도 없었던
주인공이 집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있을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끝에 극단
(劇團) 생활로 눈을 돌리게 된 경우는 「감정세포의 전복」이 보여준다.454)
여기서 극단은 계급운동의 대체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진보적 사회 활동의 방향보다는

453) 가난 못지않게 ‘자유 없음’도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조남현, 『한국
현대문학사상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367면.
454) 단층파의 소설에서 극단 활동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점은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점과 관련하여 단층파와 동경학생예술좌의 관계가 거론된다. 박성란의 연구에
따르면, 동경학생예술좌는 1934년 동경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이 만든 연극 연구 ∙ 운동 단
체로서, 『단층』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이휘창, 황순원, 김병기는 이 단체의 창립과 초기
과정을 함께 했다고 한다. 또한 평양에서의 학생극 체험도 주목할 수 있다. 박성란, 앞의
논문, 24-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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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극단으로 떨어지고 마는 상황 속에서 주인공의 내면의 지향은 충족되지
못한 채 좌절을 맛본다. 다음으로, 여인들과의 부적절하고 비밀스러운 관계
를 유지하거나, 유곽을 출입하고 술을 가까이하는 것으로 나날을 보내는 예
들은 「구구(區區)」, 「환등」, 「스텐카∙라-진의 노래」, 「별」 등에서 찾
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생활은 말 그대로의 향락생활이라고 하기 어
렵다. 여성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다른 남자의 첩살이를 하는 기생 출신의
여자의 거처를 드나들고, 기생 출신의 여자에게 처지를 의탁하고 살아가는
등 젊은 지식인의 외양에 어울리지 않는 기묘한 애정의 관계를 이어나감으
로써 스스로 환멸을 맛보는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권」에
서의 만성이 보여주듯이 고의적이고도 역설적인 방식의 무위(無爲)의 생활
이 있다. 마지막으로, 희망과 열정의 한 형태로서 소설 쓰기와 같은 의미 있
는 추구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 「동가(凍街)」의 주인공 종호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때 종호의 추구는 실생활을 외면하지 않는 가운
데 삶의 일선에서 분투를 벌이면서라도 끈을 놓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것
이었다. 그러나 그의 소설 쓰기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지언정 험난한 장
애물들을 앞길에 두고 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바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그야말로 하는 일 없이 항용 우울 속에 잠겨 있거나, 이론적
논쟁만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 등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념 추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도, 실생활로 본격적으로 뛰어들
지도, 그도 아니면, 의미 있는 제3의 영역을 마련하지도 못하는 인물들은
사실상 신념과 실생활 사이에서 무기력한 방황을 거듭하는 경우로서만 남는
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서, 단층파 작품의 인물들이 자신
들의 진정한 현실이라고 간주하기도 한,455) 또 다른 생활의 형태는 다름 아
닌 독서이다. 독서는 행위의 한 형태로서, 생활의 형태라고 지칭하기엔 부적
절한 면이 있지만, 단층파 작품의 인물들에게 있어 이는 활동의 총체로서의
전 생활에 맞먹는 의미심장한 위상을 갖는다.
455) “몬(먼)지 오른 그대로 오래동안 내버려 두었든 책상을 물걸레로 정하게 닦고 다시 책
상에 맛붙어 철학을 읽고 문학을 읽고 나날의 진리를 머리속에 정리시키며 생활의 활기를
얻었든 것이다. (...중략...) 그것이 나로써 환영 않인 현실의 길이었든지 몰으겠다.” (1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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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째는 부닥쳐 볼 일이 아닌가고 自身의 주저심을 꾸짓다가도

지금의 生活形体에서 뛰여나야 할 다른 새로운 生活形体가 나서지
않는 이상 아무리 조바짐(심)을 친대도 그것은 觀念이 만들어준 喜
劇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이를 눌렀다. 사실 永植이로서는 곁에
서 보는 사람이 증이 나도록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생활에서 다른
생활에 뛰여들기를 꺼리였다. 飛躍이 있어야 할 곳에는 그것을 助長
식히는 幻滅이 따른다. 幻滅의 맛이 쓰다고 그것을 버리는 것은 意
識의 自殺이다. 쓰면 쓴 대로 死守하자. 死守하다 넘어지면 넘어지
는 대로 울고 斷念하는 것도 생활이다. 幻滅을 지니고 나갈 信念이
문제일 뿐이다.
생각에 지치면 잠이 들고 잠이 깨이고 나면 沙漠과 같다기에는
너머나 인간 냄새가 濃厚한 적막이 몸과 마음을 사로잡었다. 그러나
책을 읽고 책을 읽는 가운데서 생각을 수습하리라고 마음을 먹어가
며 책 읽기를 시작하여 읽거나 못읽거나 책을 펴들고 앉어 있는 동
안에 처음보다는 점점 마움(음)이 갈어앉었고 지금은 도리여 책도
않읽고 아무것도 않하고 있기가 두러울만큼 기나긴 하로 낮을 어떤
때는 밤까지 책과 씨름을 하였다. (2호, 20)
2)

담배를 피우는 것이 그렇고 茶房에서 두세 시간 걸리며 차를 마

시는 것도 그렇고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모도가 한갓 嗜好品에 지
나지 못하는 것임을 몰으는 배 않이지만 거리로 나오면 의례히 책
사에 들리여 新刊을 찾게 된다. 자기가 택한 길은 단념하지 않을 수
없고 무릇 리론의 원동녁일 실천의 義務를 해제 乃至 조소하는 지
금 아모런 책을 읽는대야 생활의 도움이 되리라고는 기대부터 갖지
않지만 잉크 내음새가 코를 찔으는 신간을 대하면 效用은 둘째로
한갑의 담배를 사는 따위의 가벼운 동기에 지배되고 마는 것이다.
절실한 요구를 잃은 惰性的 讀書癖은 모든 것에 대하여 거진 일률
적으로 흥미를 갖게 되고 또 흥미 이상의 아모런 공명도 갖이는 법
이 없다.
(...)
애써 책 한권이라도 더 읽고 조금이라도 더 思索을 만지작거리면
더욱 사상의 浸潤은 어지러워진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는 것이 또한 한갓 지식이고 사실이지 아모런 倫理도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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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곳에 지식은 끄친다. 그것이 곳(곧) 지식의 終点이다고 생각
되였다. (2호, 84-85)

위의 첫 번째 인용문은 「유령」의 한 대목으로서, 주인공 영식의 독서
가 어떠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여기서 영식은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지금의 생활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새로운
생활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그는 어떠한 비약을 바라지만, 명확하지 않
은 새로운 생활로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그는 식민지의 지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일상을 이어가는 현재의 환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환멸이 깊어야
새로운 비약이 당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되는
책 읽기는 제3의 생활의 영역을 형성한다. 이 영역에서 영식은 차분히 생각
과 마음을 다스리며, 자신이 기피하는 현재의 왜곡된 체계의 ‘실생활’이 아
닌, 앞날의 ‘의의 있는 생활’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대로 시간을 채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인용문에서 「구구(區區)」의 면우가 보여주는 독서에
대한 태도는 「유령」의 경우와 비교하여 사뭇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우
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일상의 활동과 함께 싸잡아 독서
의 의미 내지 효용성을 폄훼하는 태도이다. 책을 일종의 기호품으로 취급하
면서 그는 진정한 독서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인, 세상과 연결되는
어떠한 ‘공명’도 느끼지 못함을 애써 증명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서
구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지드의 소련 여행기456)에 대한 면우의 감상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개인적 견해도 제출하지 않는 입장으로 마무리된다. 물
론 이러한 자세는 의도적인 것으로서, 사실인즉 그는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
고 있는 이 세계로부터 이미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
다. 그는 독서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효용의 집합체인 지식의 한계를 충분
히 체감하고 있다. 면우의 사고 속에서는 지식의 영역에서 나아간 곳에 윤
리의 영역이 자리한다. 이는 곧 외부세계에 대한 판단이 책임 있게 제출되
고, 개인적인 신념이 주장되거나 실천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윤

456) 앙드레 지드의 『소비에트 기행』(1936)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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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차원에 이르지 못하는 독서는 기호(嗜好) 행위 이상의 거창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봉쇄된 상
황에서 면우가 실제로 유일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생활다운 생활은, ‘타성적
독서’라는 말로 위장되어 있을지언정 독서일 뿐이라는 점은 그가 처한 입장
의 아이러니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독서란 일반적으로 참된 자신, 참된 삶을 발견하려는 노력이면서,
한편으로 그것이 유일하게 추구하는 활동이 되는 경우, 살아 있는 삶과 유
리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단층파 작품의 인물들이 ‘행동’을 열망하면서
도 결론적으로 독서라는 별개의 영역에 머무르고 마는 점은 지식인의 전형
으로서 이들의 특징을 알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
하자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주인공 역시 “외적인
감각 중 그나마 나한테 가능했던 것은 오직 독서 하나 뿐”(172)이었던 인물
이다. 그는 모든 것을 책에 따라 생각하고 상상하는 데에 익숙해 있으며, 심
지어 그가 작정하고 구사하는 고상하거나, 생생하거나, 청산유수로 흘러나오
는 말들은 책의 어조와 내용을 흉내 낸 것들이다. 이 작품에서 리자는 이러
한 주인공의 특징을 대하고 “당신은 왠지...... 꼭 책을 따라하는 것 같아
요”(216) 라고 말한다.457) 다시 말해 이 인물은 독서와 몽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이따금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리워하거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상
상을 안 하는 바는 아니지만, 실제로 현실과 맞부딪칠 때면 모든 것을 망쳐
놓을 만큼의 미숙하고도 절제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
‘살아 있는 삶’과의 유리라는 문제는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작가가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문제이다. 독서가 삶과 유리된 ‘지하의 인간’이 보
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라면, 그 아래에는 ‘관념’의
세계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이 ‘관념’은 ‘살아 있는 삶’과 대립되
는 구도 안에서의 ‘관념’이기에 결국 이러한 내용들은 1840-60년대 러시아
457) 이와 동일한 대사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야』(1848)에서 나스쩬까도 말하고 있다.
홀퀴스트는 『백야』와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유사성을 거론하면서 두 작품의 주인공
들이 이러한 문학적 능변을 구사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현실적인 삶이 거의 존재하지 않
기에 문학적 클리셰를 통해 행동하거나 말할 내용을 빌어 와야 하는 ‘몽상가’의 상황을
들고 있다. Michael Holquist, Dostoevsky and the Novel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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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한 표본으로서의 ‘지하의 인간’이 처한 딜레마라는 상황과 연결된
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단층파 작품에 나타나는 조선적 ‘지하실’의 딜
레마 상황과 비교하여 여기서는 잠시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의 의미 및 그
딜레마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이 두 경우의 지식인 전형의 비교임은
물론이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주인공의 거처로 알려진 ‘지하’는 실제의 ‘지
하실’은 아니다. 주인공의 실제적인 거주지는 페테르부르크의 변두리이며,
그의 방은 더럽고 열악한 환경의 ‘방구석’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주인공이
때로는 “나의 이 집은 나만의 은신처요, 나만의 껍질이요, 내가 온 인류를
피해 숨어든 나만의 상자”(229)라고 말할 때, 이 공간은 사십 세가 된 현재
까지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져 살아온 주인공의
삶까지를 중의적으로 상징한다. 한편으로, 이 작품의 1부의 제목이기도 한
‘지하’는 자의식 과잉의 인간이 ‘자연의 법칙’이나, 어떠한 의심과 고민도 없
이 그 법칙에 따르는 ‘활동가’들의 위세 앞에서 모욕감을 안고 기어들어가는
장소이다. 이때의 ‘지하’는 말할 것도 없이 의식의 장소로서, 스스로를 생쥐
로 비하하는 ‘강렬하게 의식하는 인간’의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공간이
기도 하다.

그곳, 더럽고 악취 나는 자신의 지하에서, 모욕당하고 짓이겨지고
조롱당한 우리의 쥐는 싸늘하고 유독한, 가장 중요하게는, 영원히
계속될 악 속으로 곧바로 가라앉는다. (...) 그러나 바로 이 싸늘하
고 혐오스러운 절반의 절망과 절반의 믿음 속에, 슬픈 나머지 산 채
로 자기 자신을 사십 년간 지하에 의식적으로 매장하는 일에, 이렇
게 강하게 창조되었지만 얼마쯤은 의심스러운 출구 없는 자신의 상
황에, 내면으로 침투한 충족되지 않은 갈망의 이 모든 독 안에, 영
원한 결정을 내리고 일분 뒤엔 다시 후회가 찾아드는 이 모든 망설
임의 열병 속에, 내가 말했던 그 이상한 쾌감의 정수가 있다.
Там, в своем мерзком, вонючем подполье, наша обиженная, прибитая и осмеянная мышь немедленно погружается в холодную, ядовитую и, главное, вековеч-ную злость. (...) Но именно вот в это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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холодном, омерзительном полуотчаянии, полувере, в этом сознательном

погребении самого себя заживо

с горя, в подполье на сорок

лет, в этой усиленно созданной и все-таки отчасти сомнительной
безвыходности своего положения, во всем этом яде неудовлетворенных желаний, вошедших внутрь, во всей этой лихорадке колебаний,
принятых навеки решений и через минуту опять наступающих раскаяний ―

и заключается сок того странного наслаждения, о кото-

ром я говорил. (140-141)

이처럼 ‘지하’는 굴욕감과 쾌감이 공존하는 장소이다. 양 극단의 위치로
떨어져 있을 법한 이 두 감정이 부글부글 엉켜 있는 점이야말로 특정 세대
의 대표자라 하기엔 지나치게 특이해 보이는 주인공의 정체를 확인시켜 준
다. 그런데 주인공의 상황에서 보다 괴이한 감정이 될 수 있는 쾌감은 굴욕
감보다도 오히려 그가 느끼는 절망의 깊이를 드러내주는 지표가 된다. 왜냐
하면 그가 느끼는 쾌감이란 갖은 부정적인 감정의 세례에 시달린 후에 맛보
게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자신의 굴욕을 너무도 선명히 의식하는 가운데
‘막다른 벽’의 존재를 확인할 때,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주인공의 상황에서 쾌감은 ‘출구 없음’과 동의어이다.
‘지하의 인간’은 현란한 ‘지하’의 논리와 들끓는 ‘지하’의 감정 속에 살아
가고 있지만, 그와 불화하는 ‘지하’ 밖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생한 실상으
로서 알려주는 것은 이 작품의 2부이다. 그 세계, 즉 ‘지하’에 대비되는 ‘지
상’이라고나 불러야 할 현실 세계 속에서 주인공은 열등감과 고독의 덩어리
이다. 아직 완전한 ‘지하’의 사상을 주장하기 전의 상태인 그는 “‘나는 혼자
건만 저들은 모두다’”(169) 라고 생각하는 의기소침한 상태에 빠져 있다. 물
론 그는 내면 깊숙이 타인의 관심과 칭찬과 사랑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어
딘가 왜곡되어 있는 그의 정신은 그 모든 것을 권력과 정복의 형태로 맛보
길 원하며, 그런 까닭에 더욱더 실제로는 굴욕의 상황만을 만들어 낸다. 한
편 주인공은 살아오는 과정을 통해 오직 지식을 통해서 만큼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지적으로 성숙
한 현대의 교양인’(224)으로 인식하고 뿌듯해 한다. 그런데 지적으로 성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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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특징과 관련하여 ‘지하의 인간’을 바라보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즉 이 작품에서 ‘지하의 인간’의 사회적, 역사적 조
건은 유럽 문화에 중독되어 대지와 민중으로부터 이탈한 지식인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써 특유의 성격을 드러낸다.458)
러시아 역사에서 지식인 계층과 민중 사이의 커다란 사회적 격차는 표트
르 대제의 개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개혁이 곧 서구화와 연결된 그 시점
이후, 러시아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절반은 러시아인이고 절반은 외국인인 새
로운 엘리트 지배계급은 민중으로부터 점점 더 소원해져 갔다.459) 도스토예
프스키는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의 지식인과 민중의 유리,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의 문제 등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쏟은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861년에서 1865년에 이르는 동안 형과 함께 꾸려 낸 잡지 <시대>와
<세기>에서의 논쟁적인 저널 활동을 통해서도 특히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
에 대한 질문을 중요하게 던진 바 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도스토예
프스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으로 비치는 대상이자 가장 쓸모 있는 논쟁
적 표적이 되었던 것은 체르니셰프스키나 도브롤류보프 등에 의해 주장되는
급진적 형태의 서구주의였다. 가령 이성과 과학의 이름으로 선양되는 서구
주의의 입장들은 무질서한 현실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스
토예프스키에게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극단적으로 단순하며, 이론 중심인 것
으로 간주되었다.460) 이와 같은 점에서, 도스토예프스키를 가장 걸출한 사
회철학자이자 역사철학자로 생각한 마사릭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역사철학의
근본에 자리한 몇 개의 핵심 명제 가운데 하나로 유럽에 대한 사고를 꼽는
다. 즉 작가의 명제 속에서 러시아의 서구화는 러시아에 자유주의 및 그에
맞서는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를 가져온 것으로 정리되며, 표면적인 서구화
는 반(半)교육(полуобразованность), 무익한 회의론, 정신적 분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본다.461) 따라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마
458) 콘스탄틴 모출스키, 앞의 책, 362면.
459) 이사야 벌린, 조준래 역, 『러시아 사상가』, 생각의 나무, 2008, 201-202면 참조.
460) 도스토예프스키는 이외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예술의 기능과 중요성, 철학적 유물론,
이타주의를 부정하는 공리주의적 도덕 체계의 문제 등에 있어서 급진적 사상가들의 견해
에 맞섰다. The Cambridge Companion to Dostoevskii, Ed. W. J. Leatherbarrow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 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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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페이지에서 “우리는 사산아이며, 더욱이 이미 오래전부터 살아있는 아
버지에게서 태어나지도 않는다”, “머잖아 우리는 어떻게든 관념으로부터 태
어나는 일을 생각해 낼 것이다”(244) 라고 말할 때, ‘살아 있는 삶’, 즉 러
시아의 토양으로부터 유리되어 관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지하의 인간’에
대한 비판은 결국 ‘우리 모두’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된다.
물론 이 작품의 도입부에서부터 주인공이 “전 지구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인 페테르부르크에서 살아가는”(136) 불행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하’의 거주는 지식인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의식의 행태인 것으로
만 단순히 설명될 수는 없다. 작품 전체를 통틀어 그토록 끊임없는 모욕감
혹은 굴욕감의 표현에는 원천적으로 살과 뼈라는 살아 있는 실체를 가진 현
실의 모순과 억압이 존재한다. 그 부정적인 실체를 피해 ‘지하’로 숨어들었
기에 주인공의 삶에서 ‘지상’과 ‘지하’, 다시 말해 ‘현실’과 ‘관념(의식)’은 물
고 물리는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이 ‘지상’과 ‘지하’ 사이의 관계가 조
정되어야만 주인공은 그만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지하’의 공간에서 ‘막다른 벽’을 확인
하고 있는 그에게 출구의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보인다. 무엇보다 그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지하’ 밖의 세계에서 “뭔가
다른 것, 완전히 다른 것을 갈망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걸 찾지 못할 것이라
는 것을”(164) 스스로 2☓2=4의 법칙처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출구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창작과 출
판의 과정에서 작가의 원래 의도가 담긴 핵심적인 부분이 검열관들의 손에
의해 삭제된 사실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사라진 부분에서 애초
에 작가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유도해 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462)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고통에 공감하는
리자의 순수하고 이기심 없는 사랑에서 출구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견해
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셉 프랭크는 리자의 이기심 없
는 사랑의 능력이 주인공의 자기중심주의를 깨트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
461) Т. Г. Масарик, Россия и Европа : Эссе о духовных течениях в Россия, Книга Ⅲ (С.
П. : Издательство Русского Христианского гуманитарного института, 2003), С. 23.
462) 콘스탄틴 모출스키, 앞의 책, 3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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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마지막 페이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
는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이러한 모든, 책에 코 박고 있는, 외국산의, 가
짜 서구 이데올로기를 물리치고, 이타적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상과 자
연스레 결합하는 러시아의 ‘대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하의 인간’의 문
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해 내고 있다.463)
한편, 이에 덧붙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수기의 작성, 즉
쓰기 행위라는 새로운 영역의 전개이다. 이 작품에서 ‘쓰기’는 끝까지 가겠
다는 다짐의 형태 속에 이루어진다. 즉 애초에 주인공은 “그래도 어쨌든 나
는 끝까지 가보겠다! 그래서 손에 펜을 잡은 것이다......”(138)라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이 아무것도 될 수 없었으며, 어떤 것으로 되는 변화를 원하지도,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 주인공의 말을 받아들이자면, 이러
한 천명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간다’는 사실이 다른 모든
특징들을 제치고 ‘지하의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극명한 특징이 될 수도 있
다는 점은 이 작품의 결말에서 확인된다.

나는 당신들이 감히 절반도 할 엄두를 못 냈던 것을 내 삶에서
극단까지 밀고 나갔을 뿐인데, 당신들은 자신의 소심함을 사려 깊음
이라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면서 위안을 얻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당신들보다는 훨씬 더 ‘살아 있다’는 결론이
된다.
Что же собственно до меня касается, то ведь я только доводил в
моей жизни до крайности то, что вы не осмеливались доводить и
до половины, да еще трусость свою принимали за благоразумие, и
тем утешались, обманывая сами себя. Так что я, пожалуй, еще
<живее> вас выхожу. (244)

여기서 극단까지 밀고 나간 ‘지하의 인간’의 추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기의 작성 또한 그 한 형태인 것만
463) Joseph Frank, Dostoevsky : A Writer in His Time, Ed. Mary Petrusewicz
(Princeton and Oxford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p.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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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극단까지 나아감으로써 그의 삶은
‘살아 있는 삶’과 유리된 무리 가운데서 보다 더 ‘살아 있는’ 상태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쩌면 역설로 가득한 이 작품 전체가 최종적
으로 보여주는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지하의 인간’의 쓰기 행
위는 수기가 끝나고서도 끝나지 않는다.464)
다시 단층파의 작품들로 돌아와 살펴볼 때, 의식의 감옥 속에 유폐된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주인공에 비한다면, 이 인물들의 사상 혹은 관념
은 아직 분명한 형체를 갖지 못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마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그 의식 세계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들만의 신념
의 실체에 대해서이다. 단층파 작품의 인물들이 되새기는 과거의 활동은 사
실상 본격적인 사회주의 이념 실천의 운동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었
다.465) 그러한 점은 「마권」의 만성이 말한 “변증법적 유물론자가 될려다
가 못된 무리들”이라는 표현 속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른바 신념에 대한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앙금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운동’을
체험해보지 못한 그들의 과거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층파의 작품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치 지향의 어휘들에
주목하여 살펴볼 때, 이 인물들에게 신념이란 다름 아닌 이상, 열정(정열),
양심이라는 가치의 추상적 응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념이 보유함직한
구체적인 이념적, 사상적 내용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대신, 인물들은 줄곧
열정이나 양심을 말한다. 「감정세포의 전복」에서 몸을 상하여 혈담을 토
하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에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는, 과거의
464)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수기의 작자가 수기를 마치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에도 참지
못하고 계속 써 나가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마무리 된다. ; 도스토예프스키 주인공의 모든
독백적 자기 표출의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도피구(лазейка)가 있는 담론’을 거론하는 바
흐친은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이러한 결말을 이 담론의 형식과 관련지어 바라본다.
‘도피구가 있는 담론’이란 의미의 최종화가 불가능한, 끝에서 두 번째의 준(準)최종적 담
론을 말한다. M. 바흐찐, 김근식 역, 『도스또예프스끼 창작론』,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3, 308-311면 참조.
465) 작품 밖에서의 ‘독서회 사건’ 및 ‘학생사건’과『단층』 동인들의 관련성 여부, 『단층』
동인들에게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박성란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박성
란은 이들에게 사회주의란 초현실주의의 정치성, 사회주의를 민족주의의 일환으로 이해한
수양동우회의 논리, 행동적 휴머니즘 등의 이상이 응축된 것으로 보았다. 박성란, 앞의 논
문, 143-145면.

223

활동가 정규를 지켜보며 주인공이 되뇌이는 것은 “죽엄을 넘어설 수 있는
정열!”(1호, 16), 또는 “죽음을 다하야 세게(계)를 찾어야 할 정열”(20)이다.
이에는 세계를 찾아야 한다는 목표가 담겨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는 지극
히 추상적인 목표라 할 수 있으며, 강조점은 ‘정열’이라는 가치 위에 놓인
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행동’이 희구된다. 「스텐카∙라-진의 노래」에서
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폐병을 얻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회주의자 남식
의 입을 통해 왕년의 혁명가가 지켜온 가치가 무엇보다 양심을 지키는 일에
있었음이 드러난다. 예컨대 남식은 자신을 찾아온 주인공에게 “여지껏 내가
량심을 놓지 않고 잃지 않고 살어왓다는 것을 나는 홀로 기뻐한다 감격한
다”(2호, 50)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남식의 진정의 토로 앞에서 의미
없는 방황의 시간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주인공은 가슴이 창연해짐을 느낀
다. 마찬가지로 「유령」의 영식에게도, 「환등」의 주인공에게도 양심은 현
실로부터 상처를 받아가면서도 지켜야 할 가치이자 현실과의 싸움을 위해
필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단층파 작품의
인물들에게 신념이란 상당 부분 추상적인 지향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는 점
과 함께 그럼에도 이들 젊은 지식인들은 올바른 정신적 가치에의 지향을 멈
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해준다.
그러나 추상적으로 부르짖어진 신념이나마 소멸하게 된 이후의 모습은
『단층』 4호의 작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호는 3호가 나온 뒤 2년여의
시간을 지나 1940년 6월에 간행 되었으며,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를
싣고 있는 등 훨씬 더 엄혹해진 시대적 상황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된 것으
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문학적 예증과도 같이 최구원의 「회신(灰
燼)」은 제목 그대로 주인공의 내면의 불꽃이 꺼져 버린 상태를 보여준다.
주인공 영수는 이제 “아무런 信念도 없이 거진 자기를 이져버리다싶이 하
던”(4호, 51)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생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느낄 뿐
만 아니라, 끊임없이 생의 의미 자체를 회의한다. 그런 까닭에 삶 속에서 인
간이 기울이는 노력, 이를테면 창조도, 발명도, 혁명도 의심과 회의의 대상
이 된다. 그에게 여인과의 사랑이 막을 내린 상황보다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급기야는 “구데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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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人間,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 여기 한 사나희가 있다. 먹
고, 자고, 똥 싸고, 그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끝난다”(64) 라는 처절한 자기
규정을 내리기에 이르며, 나아가 죽음까지 받아들이기에 마땅한 것으로 생
각한다.
또한 김이석의 「공간」에서는 3호의 「환등」에서부터 이어지는, 주인
공과 란연의 관계가 다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때 진실의 문학을 부르짖었
던 주인공이 유행가 작사가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준다. 란연의 희생에 기대
어 비굴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은 「회신(灰燼)」의 경우와 유사하게 자신을
기생충으로까지 비하한다. 그는 소설 쓰기를 통해 상상과 현실 사이를 오가
는데, 실제로는 지극히 추하고 복잡한 현실을 즐거운 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능을 소설 공간 속에서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의식은 결과적
으로 허구의 공간, 즉 “아름답고 自由스럽고 또한 反逆的인 自己流의 小宇
宙”(37) 속으로 도피한 셈이 되게 된다. 한편 이휘창의 「한일(閑日)」과 같
은 작품은 「회신(灰燼)」이나 「공간」과는 달리 절망도, 환멸도, 허무도
없는 분위기 속에서 주인공이 거주하는 무미무색(無味無色)의 방에 빗대어
인물의 내면 상태를 보여준다. 예컨대 이 주인공은 ‘적막’으로 상징되는 정
신 상태 안에 놓이며, 그러한 상태에 파문을 던지는 어떠한 외부 존재에 대
해서도 거부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외면하고자 한다. 이 작품의 결말부에서
낚시질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계회
(획)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기다리는 것도 아닌”(22) 상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내면의 풍경이 등장하였음을 알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4. 단층파의 셰스토프 수용과 실존에 대한 자각
: 살아 나가야만 하는 현실과 셰스토프의 언명 - ‘카타스트로피(catastrophe)’의 국
면과 주체에 대한 각성 - 과거 청산의 새로운 방식과 절망의 힘 - 실존적 자각의
문학적 형상화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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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파의 작품들이 현실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그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보여주는 가운데 한편으로 젊은 지식인들의 내면적 고투를 그려내고 있다고
할 때, 무기력한 방황, 퇴폐적 생활과 환멸, 신념에 대한 미련 등과 전혀 다
른 국면으로서 인물의 실존적 자각의 장면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특히 셰스토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셰스토프의 『비극의 철학』 등
이 부각시킨 현대 인간의 존재 조건의 문제와 단층파의 내면이 만나는 지점
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단층파의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되기도 하는 셰스토프는 구연묵의
「유령」의 경우, 현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등장한다. 작품 속의 인물들
에게 현실은 희망 없는, 무소불위의 것인 한편으로, 깊은 고민을 요구하는
현실이다. 또한 어떻게든 헤쳐 나가야만 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유령」에
서 젊은 지식인들에게 셰스토프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는 맥락은 바로 그러
한 것이다.

「行動이 없는 知性 그것은 知性의 완전한 패북(배)을 말함이다」
永植이가 들어섬으로 하여 잠시 중단되였든 말을 泰燮이가 이렇
게 계속하였다.
「行動과 知性은 완전히 대립된 개념이면서도 그 어느 한편을 떼
놓고 생각할 수도 없다. 知性의 완전한 패북(배)이란 지나친 판단이
다. 지금에 이르러 知性은 다만 從來의 지배권을 잃었을 다름이지
知性 本來의 性格은 依然히 存在해 있다. 行動 역시 그렇다. 知性에
게 行動을 强要하는 것이 현실이라는데 知性의 고민이 있다」
「그 현실을 거부치 못하는 한 그것이 知性의 패북(배)이 아니고
무었인가」
「歷史는 때로는 인간에게 죽임을 강요한다. 그러나 생명이 남어
있는 한 살지 않을 수 없다. 지리지리 고민을 하며 살어 나가지 않
으면 않 되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것은 쉐스토프의 말이지? 그러나 知性을 고집하고 고민할 필
요가 어데 있는가 行動이 知性을 動員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知性
을 버리고 行動을 따르는 것도 현실이여야 한다」
「그러나 知性은 행동보다 優位에 있을 것을 歷史的으로 약속하
고 있다. 知性을 拒否하거나 知性을 자기 圈內로 動員할려는 行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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歷史를 逆行할 수는 있어도 創造할 수는 없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現代의 知性은 그 얼마나 歷史를 創造할
수 있는가」(2호, 31)

“희망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으나, 삶은 존재한다. 그리고 삶의 많은 날들
이 우리 앞에 남아 있다. 비록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다”는 셰스토프의
언명은 이처럼 1930년대 후반 조선의 현실 속으로 들어와 있다. 위의 대화
에서 지성과 행동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은 실제 1930년대
후반 ‘전형기’의 문단에서 지식인들의 자기 존재 확인 및 존립의 문제가 가
장 절실한 당면과제로서 부각되었던 사실과 일치한다.466) 이때 특히 지성에
대한 옹호는 지식인들이 내세우는 현실 대응 논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
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위의 「유령」의 인물들 역시 지성의 운명의
향방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근심이 무엇보다 ‘전형
기’의 실제적인 외부 정세의 불안함에서 비롯되고 있는 점은 플라톤 이래
장구한 시간 동안 인간의 정신을 지배해 온 이상주의를 염두에 두는 셰스토
프의 형이상학적 차원과는 배경 상의 차이를 갖는다.467) 그러나 여기서 기
본적으로 주목되어야 할 점은 현실에서의 삶의 조건에 대한 인식, 즉 지식
인의 존재 기반이 위협 받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함께 현 상황을 뚫고 나가
려는 모색에의 의지이다. 물론 위의 대화의 풍경은 각자의 현실을 떠나 개
념과 개념 사이를 오간다는 점에서 관념적, 추상적인 면모를 갖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작품 밖의 현실에서 실제로 행해졌던 이 시기의
모든 논의들 역시 현실의 제약과 통제 아래서 추상적인 차원의 형태로 펼쳐
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468) 그런 의미에서 삶
466) 이 시기 비평에 나타난 지성 담론 등 자유의 상실과 지성의 파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된, 지식인들의 자기 존재 증명의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조
연정, 『1930년대 문학에 나타난 ‘숭고’에 관한 연구 : 주체의 ‘윤리’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박사논문, 2008, 25-35면 참조.
467) 셰스토프가 이상주의의 역사를 2천년 이상의 시간 동안 존재해 온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보다 문제시하는 ‘순수한’ 이상주의는 최근 2세기 동안의 것이다.
즉 이러한 이상주의는 과학에서 일원론적 세계관이 확실한 경향이 됨과 더불어 나타난 것
으로 말하고 있다. Леф Шестов, Сочинения (1, Водолей), Там же, С. 320.
468) 이를테면 ‘전형기’ 비평에서 ‘실천’에 관한 논의는 행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모색한다는 식의 역설적인 논리를 담고 있었다. 조연정,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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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극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라는 셰스토프의 메시지를 사유하는
일은 인물들이 취할 수 있는 그나마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모색의 시작이라
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희망이 사라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을 말하는 셰스토프의 ‘비극의 철학’의 맥락에서는 과거의 신념으로부터의
전환을 이루기 전, 현대의 인간이 체험하는 내면의 회의(懷疑)가 매우 중요
한 사건임에 비해 「유령」에서는 이러한 차원은 상기되지 않는다. 그 회의
와 성찰의 장면이 나타나는 것은 이휘창의 「기사창(騎士唱)」과 유항림의
「마권」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아무에게도 전가할 수 없이 한 개별자로서
의 주체가 감당해야 하는 실존에 대한 자각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단
층』 첫 호에 발표된 「기사창(騎士唱)」은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현실을 마치 즐거운 꿈과도 같이 느끼고 있는 주인공의 상황으
로부터 시작한다. 동경 유학생인 변식은 ‘인민좌(人民座)’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배우이다. 첫 공연은 연일 대성공이고, 혜원과의 사랑도 만족스럽게 성
취된, 나무랄 데 없는 생활 속에서 그는 머리 위에 흰 눈을 이고 있는 그림
같은 자태의 부사산(富士山, 후지산)에 삶에 대한 자신의 꿈을 투영한다. 즉
이 작품에서 부사산은 주인공이 품고 있는 이상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이
상은 구체적으로는 민중과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 변식은 극단 활동을 통해
민중과 함께 하며, 민중을 위해 나섰고, 동시에 민중을 안일한 요람으로 느
낀다. 그러므로 부사산에 대한 변식의 이러한 감정이입을 익히 알고 있는
혜원이 “그 산이 허무러저 나릴 때는”(1호, 48)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물을
때, 변식은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답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활에 파란을 일으키는 것은 고국으로부터의 전보가
전하는 어머니의 위독 소식이다. 자신의 꿈에 취해 있던 변식은 어머니가
맞이하는 운명에 놀랍도록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지만, 죽음과 맞닥뜨린 상
황에서 삶에 대해 한없는 굴종과 애착의 자세를 보이며 하루하루 목숨을 이
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은 예기치 않게 변식을 커다란 혼란 속에 빠트린다.
그는 “자기 자신에 어떤 형용할 수 없는 空虛와 不安이 느껴”지는 상태에
논문, 35-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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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게 되며, “이상한 懷疑를 피할 수 없”(53)게 된다. 이는 곧 삶이란 것에
여지없이 머리를 숙이는 어머니의 태도를 통해 지금껏 한 번도 의식하지 못
했던 자신의 자아를 되돌아보게 된 상황이다.

(...) 운명이란 것에 머리를 푹 숙여 버리고 자아 - 그렇다 이 自我
라는 게 문제이다 - 어머니 내부에 담겨 있는 어떤 「나」라는 것
을 모르는지 잃어버렸는지 한 듯한 태도에서부터 변식이 자신이 지
금까지 거러온 너무나 「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대중이며 민
중이란 것에 몰살 식혓든 생활을 도라다 볼 때에는 앉어서도 서서
도 못 잊을 듯한 초조를 느끼는 것이였으며 生活의 밑엣 밑바닥부
터 산산히 흐터저 나리는 듯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 탓다. 지금까
지 쌓아 올렸다든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전현 않이엿고 그것
의 간열픈 그림자뿐 아모것도 않이였다. 오 완전한 「카다스트로-푸」이였다.
(...)
지금 이 이상한 저녁에 변식의 두 눈에는 어쩔 줄을 모르는 空虛
와 不安이 떠 흐르지 않는가, 여짓껏 두 다리를 든든히 집(짚)고 우
둑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든 발밑의 땅바닥이 불시에 여지없이 꺼저
나려 그는 너무나 뜻하지 않은 재난에 팔다리를 팔방으로 휘저어
매다릴 곧(곳)을 찾었으나 잡히는 것이라고는 썩어빠진 터럭 끝 한
올가기(오라기) 없고 모든 것이 無와 零의 蓄積이였다. 밑으로 밑으
로 奈落의 심원으로 빠저 나리는 듯하여 차라리 부닥처 깨처서 버
리는 決末을 구하였으나 머즐 곧(곳) 없는 빈 허공간이였다. 것잡을
수 없는 고독이였다. (54-55)

이 작품에서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둔 병자가 보여주는 생에 대한 집착에
서 자아 상실을 이끌어 내는 작가의 형상화는 그리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
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보듯이 이를 통해 작가가 부각시키고자 한 상황은
주인공의 내면에서 벌어진 ‘카타스트로피(catastrophe)’의 국면이다. 이 대
목에서 매우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대로 주인공은 지금껏 어떠한 의심도
품지 않고 딛고 서 있던 발밑의 대지가 불시에 무너져 내리는 정신적 체험
을 한다. 이는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셰스토프가 지적한, 깊이 신봉해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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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선과 진실, 모든 아름다움과 숭고함 등에 회의를 품게 된 인간의 경
우 그대로이다. 셰스토프는 절대적 가치로 간주되던 이상에 대한 어느 날의
정신적 전변의 상황을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의 ‘신념 재생’을 통해 이야기
했다. 이제 「기사창(騎士唱)」에서 변식은 자신이 그토록 일체감을 느껴왔
던 민중 속에서의 생활을 처음 보는 듯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그의 지
난 시간은 민중과의 삶을 지향하는 행동의 세계 언저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죽음을 거치면서 변식의 내면에서 새롭게 눈뜬 것은
외부의 태양에 기대지 않는 ‘개인주의자’의 자아이다. 그는 자신 속의 또 다
른 ‘나’와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나의 바른 길은 나에게만 있다”(57)라는
깨달음을 말한다. 또한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지는 개인주의자의 윤리를 말
한다. 나아가 자신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따르지 않는다면 허수아비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되뇌인다. 이처럼 세계 속에서 개별자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주체성의 문제, 그 주도성에 따르는 책임의 문제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주인공의 인식의 전환은 다름 아닌 실존적 자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휘창의 「기사창(騎士唱)」에서 부사산의 이상이 깨어져 나가
는 과정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자아의 상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외부 세
계와 내적 자아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하려는 주인공의 의식이 이른 지점으
로서, 결말부에 이르러 또 하나의 장면이 제시된다. 즉 주인공 변식은 자신
의 실존에 대한 자각 이후에도 심한 내적 갈등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분열
된 자아의 충돌이 정리의 단계에 들어선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결말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 형상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내면이 민중 운동에 대한 지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음을 어렴풋이 짐
작하게 해준다. 물론 이 시점에 이르러 주인공의 마음속의 이상은 처음의
부사산의 이상과 동일한 것일 수는 없다. 따라서 「기사창(騎士唱)」은 내면
의 깊은 성찰 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이상에 휩쓸린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실존적 자각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의 과정을 거쳐, 주인공의 정신적 지향이
다시 보다 확고하고 정련된 상태를 얻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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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권」에서 인물의 새로운 현실 직시는 만성의 경우에서 확인된
다. 이 작품에서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의식적으로 ‘무위의 생활’을 꾸려
가던 만성은 결말에 이르러 삶에 대한 지금까지의 역설적 대응의 방식469)을
청산하고 갑작스러운 동경행을 선언한다. 그러한 결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눈앞의 현실을 ‘형해(形骸)의 생활’로 자각
하게 된 일로서, 이는 불시에 찾아온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셰스토프 식으
로 말한다면 ‘지반 상실’ 혹은 ‘지반 붕괴’의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만성은
어떤 생활을 바라고 떠나는 것이냐는 종서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점은 어떤 것인
가 이렇게 뭇는 말이겠지. 그것도 한 「쩨네레이숀」 전의 일이다.
발전 가운데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내게는 유쾌한 고담소설의 이야
기에 지나지 못한다. 나는 단순히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 생활
의욕이나 리지적 판단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버린다면 자살
이다. 나는 生活 없는 形骸를 버릴 뿐이다. 이것으로 나를 좀 더 발
전식힐 수 있다면 횡재다 다행이다. 또 그렇기를 바란다. 여기 통용
치 못하는 「루불」 지페(폐)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馬券을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도박이라고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나. 나는 요행
을 바라고 마권을 산 것이다」 (1호, 96)

이 대목은 만성의 선택을 이해하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마
권」 전체의 메시지가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내
용에 앞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마권」의 도입부에서 만성이 무심한 듯 끼
적인 짧은 메모이다. 만성은 바쁨을 가장하며 들른 도서관에서 이미 집에서
읽은 바 있는 셰스토프 선집을 다시 대출한 후, 다음과 같은 메모를 작성한
다.

469) 「마권」에서 만성의 ‘무위의 생활’은 “‘현실, 삶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서의 ‘무행
동성’”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견해를 수긍한다면, ‘무위의 생활’은 삶에 대한 역설적 방식
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신수정, 『<단층>파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2,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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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二는 四는 死의 처음이다」 그 아래 난잡한 글시(씨)로 「그
리고

二二는 五는 발광의 처음이다 死가 生 生이 死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세스토프 너의 고백이다. 산 보람이 없는
生, 발광에만 전도가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고백이 또한 그렇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76)

‘2☓2=4’를 삶이 아니라 죽음의 시작이라고 말한 이는 도스토예프스키이
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2☓2=4’는 반박될 수도 없고, 거부하기도
어려운 ‘자연의 법칙’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달리 말해 이는 인간의 본성과
삶의 우연성을 무시하는 이성과 과학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
2=4’는 삶의 모든 논리가 공식화된 하나의 완결체로서, 삶의 과정에서의 온
갖 면면들을 삼켜 무화시켜 버린, 인류의 삶에서의 목적 추구가 다다르게
되는 마지막 지점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지하로부터의 수기』
의 주인공은 이 ‘2☓2=4’의 법칙을 두려워하며, 참을 수 없어 한다. 그가 보
기에 인간은 목적 자체보다 목적 달성을 위한 끊임없는 과정, 즉 삶 자체를
좋아하는 족속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에게 인간의 자유 의지와 욕망 등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인간이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로 되는 ‘2☓2=4’
의 세계는 삶이 아닌, 죽음의 시작이 된다. 위의 메모에서 만성은 이러한 ‘2
☓2=4’를 넘어서 ‘2☓2=5’가 갖는 새로운 차원에 주목한다. 도스토예프스키
의 의식 체계에서 죽음과 같은 나날의 시작이자, 말하자면 아무 것도 존재
하지 않는 것이 되는 ‘2☓2=4’의 세계는 만성에게는 형해만 남은, 그를 둘
러싼 현실이다. 이에 그간 주체가 기대어 왔던 굳건한 사유체계가 믿지 못
할 것으로 허물어져 버린 장면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만성이 그의
메모를 도스토예프스키의 ‘2☓2=4’의 공식으로 시작하는 의미는 이와 같은
것이다. 또한 그는 “삶이 죽음이라면, 죽음도 삶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는
가”470) 라는 셰스토프의 전언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즉 셰스토프의 ‘고백’
에 자신의 고백을 일치시키는 이 메모는 결말에서의 만성의 선택을 일찌감
치 암시한다.
결국 메모에 쓰인 바대로 “산 보람이 없는 生, 발광에만 전도가 있다”라
470) 각주 1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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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에 이름으로써 만성은 ‘형해의 생활’을 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버림의 방식은 앞 세대와는 달리 그저 “단순히 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단층파의 실존적 자각은 비슷한 시기, 임화나 김남천 등이 주체의 자리를
재점검한 일과는 사뭇 다른 차원을 갖게 된다. 만성은 그의 말대로라면, 통
용치 못하는 루블 지폐로 요행을 바라며 마권을 사는 길을 선택한다. 즉 알
지 못할 미래를 향한 그의 기투471)는 더 이상 제대로 된 현실이 아닌, 형해
뿐인 현실을 값으로 지불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472)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과거 청산의 방식이 인물의 자포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만성은
종서와 달리 현재의 상황을 절망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그는 ‘비극의 철학’
을 말하는 셰스토프와 마찬가지로 거기서부터 비로소 맹렬한 주관의 활동이
시작된다는 것, 즉 절망의 힘이 생긴다는 것을 믿고 있다.473) 비극이 희망
으로 연결되고, 절망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셰스토프로부터 샤르트르로
이어지는 실존철학의 문법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만성의 이러한 선택
을 도피적인 행동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일부 있어 왔으며, 대체로는 극도의
환멸감 또는 절망감으로부터의 탈출 욕구라는 점이 지적되었다.474) 또한 이
러한 견해들에서는 만성의 극적인 선택에도 불구하고 「마권」의 결말이 구
체적인 가능성이나 희망적인 전망을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뒤따른다.
그러나 『단층』에서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할 때, 절망을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절망을 통해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만성의 선택은 단

471) 실존주의의 용어로서 ‘기투(projet)’는 인간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 스스로를 던
짐으로써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마권」에서 만성의 선택은 별다른
희망이 엿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자신을 기투하는 것이다. 장 폴 사
르트르, 앞의 책, 125면.
472) 만성이 말하는 “통용치 못하는 루블 지폐”는 이제는 쓸모없어진 신념으로서의 마르크
스주의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형해뿐인 현재의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런데 전자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도 이는 크게 보아 후자에 포함된다.
473) “나는 주관이 섞이지 않은 객관적 립장으로 현실을 봣다. 思惟의 결과는 절망이다. 거
기 비로서 맹렬한 주관의 활동이 시작된다. 절망의 힘이 생기는 것이다. 무소유자의 힘이
생기는 것이다. 너는 절망적 현실에서 눈을 가리우고 理論이란 장님의 집행이만을 의지하
고 것(걷)고 있다. 어째서 눈을 뜨고 다름질 칠래고는 하지 않나” (97)
474) 류보선, 「전환기적 현실과 환멸주의」, 『한국현대문학연구』, Vol. 3, 한국현대문학
회, 1994, 66-69면 ; 김한식, 앞의 글, 335면 ; 김명석, 「단층파 모더니스트의 행로와
작품세계」,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작가 연구』, 평민사, 1999,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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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파의 시대 대응 혹은 현실 대응이 나아간 최대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475)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셰스토프의 저작을 통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단층파 작품에서의 인물의 실존적 자각은 주체가 딛고 선 기반의 상실과 그
로 인한 의식의 새로운 전환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단층파가 받아들인 셰스
토프는 전적으로 비극의 고지자(告知者)로서의 셰스토프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절망, 우울, 불안, 환멸과 관련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는 자리에 있다. 이는 ‘전형기’의 국내 평론계가 보여준 ‘불안의 사상가’로서
의 셰스토프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 것이다. 또한 이
는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혁명운동 및 프로문학 운동의 좌절과 그에 따른
사상적 전향의 문제와 직결되는 수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보다는 어느
무엇에도 기대지 않고 냉엄히 바라보고자 하는 현실 직시의 태도와 함께 주
체의 나아갈 바를 비어 있는 원점에서부터 가늠해 보고자 하는 자세와 관계
된다. 이는 특히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마권」의 결말에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도스
토예프스키의 문학은 단층파의 작품 속에 침투된다. 즉 도스토예프스키가
체험한 내적인 갈등들과 인식 상의 전환은 셰스토프를 디딤돌 삼아 단층파
의 세계 인식으로까지 이어진다.
단층파의 일부 작품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실존적 자각의 태도는 국내에
서 1950년대에야 이루어진 본격적인 실존주의 문학의 소개 이전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이러한 측면은 1930년대 후반 ‘전형
기’에 이루어진 셰스토프 및 도스토예프스키 수용의 구체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1930년대에 소개된 실존주의
계열의 작가로는 앙드레 지드, 앙드레 말로, 생텍쥐페리가 주로 지목되어 왔
으며,476) 활발한 수용이 시작되기 전인 해방 이전 시기 문학에서의 실존주
475) 김명석은 만성의 동경행에 대해 “객관적 전망이 부재한 시대에는 주관적인 전망을 찾
아야 하며, 그 도달점이 어딘지 몰라도 주인공은 출발해야 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1930년대라는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상황에 그대로 순응할 수만은 없었
던 한 작가의 성실한 노력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평가한다. 김명석, 위의 글, 250-251면.
476) 조남현, 『한국 현대문학사상 탐구』, 문학동네, 2001, 60-61면 ; 김종욱, 「1950년대
문학 비평과 실존주의」, 이건우 외, 『한국 근현대문학의 프랑스문학 수용』,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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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경향은 본격적인 조명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더욱이 1930년대 중반,
실존철학의 초기 소개에서 신남철 등이 이를 현실적인 사회성과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비판한 점,477) 해방 후인 1948년, 『신천지』의 실존
주의 특집의 제목이 “포기, 고민, 절망의 철학”이었다는 점478) 등을 고려한
다면, 비록 적은 수의 작품일지라도 「마권」이나 「기사창(騎士唱)」에서와
같은 형상화는 기억할 만한 경우이다. 이들 작품에서의 실존에 대한 자각은
해방 이전과 이후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내놓은 실존주의 비판의 내용처럼
개인주의적 자아의 현실 도피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처럼 실존적 자각의 내
용이 덧붙여짐으로써 단층파의 작품에서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내면화는
인물들의 비극적 세계 인식과도, 실존적 세계 인식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1.5. 유항림의 경우: 소설 창작에 관한 사유와 도스토예프스키
: 영향에 대한 두려움 - 전형(典型)의 문제와 『백치』 - 유항림의 소설에 관한 탐
구와 도스토예프스키의 ‘현실’ 개념 - 작가의 정신과 소설에서의 ‘진실’ 추구 - 단
편 「부호(符號)」에 나타난 ‘리얼리티’ 개념 - 유항림의 문학적 각성의 계보

『단층』의 동인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역량을 보인 인물이자 1930년
대 후반 당시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온 유항림은 『단층』에 소설 이외
에 2편의 평론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평론에서 확인되는 유항림의 내면
은 해럴드 블룸에 의해 설명된, “문학적 영향의 가장 큰 진리는 그것이 불
가항력적인 불안이라는 점”을479) 예증하는 듯한 상태에 있다. 즉 『단층』
3호에 발표한 평론 「개성(個性) ∙ 작가(作家) ∙ 나」에서 그는 창작 생활에
출판문화원, 2009, 234-235면.
477) 김석수, 「맑시즘과 실존주의 수용에서 본 한국 현대(1920-60년대) 정신의 갈등 구조
- 한국 현대철학의 위상에 대한 반성적 고찰」, 『동아 연구』, Vol. 37, 서강대학교 동
아연구소, 1999, 121-122면 참조.
478) 김종욱, 「1950년대 문학 비평과 실존주의」, 앞의 책, 235면.
479) 해럴드 블룸, 양석원 역, 『영향에 대한 불안』, 문학과지성사, 2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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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 작가의 불안한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
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글의 주된 문제의식은 작가 고
유의 개성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480) 그 과정에
서 ‘영향에 대한 두려움’이 토로된다. 유항림은 자신의 책상머리를 차지한
세계문학의 거장들 앞에서 자기 보존의 두려움을 느낀다. 그것은 거장들의
개성이 “너무도 역연(歷然)한 개성”(3호, 138)인 때문으로, 작가로서 자신만
의 돌올한 개성을 갖기를 강렬히 희망하는 유항림은 그 거장들의 영향 아래
서 “자기가 갖이고 있든 개성의 모(角)가 모도 문질러진다면 차라리 영향을
막어버리는 편이 좋지 않은가”(138-139)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결
국 여러 작가들로부터의 모든 영향이 자신의 개성의 부분 부분을 이루게 된
다는 점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전력투구한 개개의 작품들은 예측조차도 못
했던 모습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유항림이 도스토예프스키의 거대한 개성에 깊은 인
상을 받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몇 차례의 언급을 통해 도
스토예프스키는 이 글을 쓰는 해에 유항림이 가장 열중하고 있는 작가이자,
깊은 감명을 준 작가임이 드러난다.481) 즉 유항림이 말하는 ‘영향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 부분 도스토예프스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때문이라고 보아
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482) 그런데 유항림이 다만 감명을 받는 일에 그치지

480) 이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절에서는 작가의 개성에 관한 숙고가, 2절에서
는 작중인물의 개성에 관한 탐구가 이루어진다. 2절에서는 전형과 개성을 대비하여 생각
해 보는 등 소설에서 인물 창조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481) 유항림은 작년에 심취했었던 작가로 발자크를 거론하며, 금년에 열중하고 있는 작가는
도스토예프스키라고 밝힌다.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서술에서 유항림이 마르크스
와 엥겔스의 미학적 견해에서 연원한 것이자 김남천이 발자크 관련 논의에서 강조한 바
있었던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 논의를 의식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당시 프로
문학 진영에서 비롯된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평가가 그 문학에의 접근과 이해에 일
정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確實
히 感銘 깊은 떠스터엡스키-를 레알리즘의 反對物인 아이데알리즘의 惡影響을 받지나 않
을런지 하는 생각에 별반 흥미가 없었든 듯이 생각하여야 正當한 것 같어서 조금 더 읽어
볼 必要는 없다고 自身을 타일르거나 (...)” (137면).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유항림이 프
로문학 쪽의 문학적 지향에 상당히 동조적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자크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에 끌렸음도 알 수 있다.
482) 유항림은 제임스 조이스만을 추종하는 伊藤整의 예를 통해 “한 作家에 對한 私淑”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같은 意味로 떠스터엡스키-의 文學을 價値짓고 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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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진지한 문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은 『백치』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성(個性) ∙ 작가(作家) ∙
나」의 후반부에서 소설에서의 작중인물의 개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
에서 살펴보는 고골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은 다름 아닌 『백치』의 일부분
이다.

고-고리의 人物같이 個性이 뚜렷이 보이는 人物도 드물지만 이
또한 怪物에 가까운 性格의 所有者이고 創造主인 떠스터엡스키-의
말을 들으면 「作家는 小說에서 社會의 典型을 把握하여 그것을 살
게 藝術的으로 再現할려고 힘쓴다 - 그 典型을 바로 그대로 現實에
있어 찾어 보기는 極히 드물다. 그럼에도 그것은 거이 現實 그 물건
보다도 훨신 現實的인 것이다. 포도카료-신(고-고리 「結婚」의 主
人公)은 그 典型的인 点에서 모름이 誇張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決
코 架空의 人物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총명한 사람이 고-고리로
하여 포도카료-신을 알믈따라, 마음씨 고운 親知나 벗들 중에 몇
십 명 몇 백 명이 포도카료-신과 恰似한 것을 알어지었을 것인가」
(141)

장편 『백치』의 4부를 열면서 도스토예프스키는 현실 속에서는 매우 드
물게 나타나지만, 작가가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전형을 통해 인물이 현실에
서보다 더욱 현실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483) 작중 인물의 개
성 및 전형의 문제를 탐구하던 유항림은 이러한 내용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설명을 통해 유항림은 소
설에서의 인물 형상화의 한 측면을 이해하게 된다. 그가 알게 되는 사실은
고골의 희극 「결혼」이나 소설 「외투」에서처럼 결혼식 직전에 신랑이 도
망쳐 버린다든가, 아끼던 외투를 잃은 탓에 한 관리가 죽게 된다는, 지극히

지을려는 것이 아니다. 그이 作品이 아이데알리즘의 것이든 레알리즘의 것이든 影響 받기
를 두려워하는 境遇를 생각하는 것이다.” (138면)
483) 도스토예프스키가 『백치』의 제4부 1장의 첫머리에서 느닷없이 소설에서의 ‘전형’의
문제와 함께 고골과 몰리에르 작품의 인물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이유는 사실 평범한 인물
이 독자적인 전형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
스또예프스끼, 김근식 역, 『백치(하)』, 열린책들, 2003, 707-7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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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하거나 허황하거나 광적(狂的)으로 보이는 사건도 당시 현실의 한 전형
적 상황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결코 비현실적인 설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한 바, 고골 작품에서와 같은 인물이 현실에서보다
더욱 현실적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진실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의 바로 이어지는 대목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고골의 뽀드콜료신이나
몰리에르의 조르주 당댕 같은 인물들이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 전형
성은 물에 탄 듯 묽어져 있는 상태이며, “진실의 완전한 해명을 위해” 작가
에 의해 작품 속의 전형으로 창조되었다고 마무리 짓는다.484) 그런데 이러
한 내용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유항림이 피력하고 있는 소설 창작에 관
한 사유에서 ‘현실’과 ‘진실’의 구분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
문이다.
소설에 관한 유항림의 열띤 탐구가 1930년대 중반 당시, 20세기 서구소
설의 주류적 경향의 대표자들로 인식되었던 조이스나 프루스트보다도485) 도
스토예프스키 및 고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486) 여
기서 위의 「개성 ∙ 작가 ∙ 나」에서의 인용으로 보아, 유항림의 고골에 대
한 관심은 도스토예프스키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골은 톨스
토이, 투르게네프, 도스토예프스키, 체홉 등에 비한다면 한국 근대문학의 장
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작가였다. 유항림은 『단층』 4호에 실은 또
다른 평론 「소설(小說)의 창조성(創造性)」에서는 고골의 소설에 대한 탐구
484) 해당 서술은 다음과 같다. “현실 속에는 인물들의 전형성이 물에 탄 듯 묽어져 있다.
그러나 온갖 부류의 조르주 당댕과 뽀드꼴료신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들은 매일같이 우리
앞에 얼쩡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지만, 약간은 희석된 듯한 기분이 든다. 진실의 완전한 해
명을 위해 몰리에르가 창조한 조르주 당댕 같은 사람들이 역시 현실 속에서 드물게나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잡지 평론과 비슷해져 가는 우리의 고찰을 끝맺기로
하자.”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또예프스끼, 김근식 역, 『백치(하)』, 앞의 책, 708면.
485) 1933년 말, 백철은 조이스와 프루스트를 대표로 하는 ‘신심리주의’ 문학을 상세히 소개
하였다. 김기림과 임화의 견해 등 당시 평단에서의 조이스와 프루스트 문학에 관한 논의
의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백철, 『백철문학전집』2, 신구문화사,
1968, 48-62면 (「신심리주의문학 비판」) ; 손정수, 「조이스 현상을 수용하는 당대 비
평 담론의 양상과 그 의미」, 『구보학보』, Vol. 10, 구보학회, 2014, 11-40면.
486) 이와 같은 사실은 1930년대 한국문학에 등장한 이른바 심리소설이 조이스나 프루스트
의 문학적 영향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기존의 견해가 피상적, 일면적 추정임을 말해
준다. 이는 심리소설을 우선적으로 ‘의식의 흐름’과 같은 기법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해 온
시각과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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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집중적으로 시도했다. 즉 그는 이 글이 자신의 문학 수업의 방향을 모색
하는 하나의 시론임을 밝히고, 향후 탐구할 세 거장으로서 고골, 도스토예프
스키, 지드를 내세웠다. 그런데 『단층』의 출간은 4호로 중단되었으므로
그의 작가 연구 결과의 발표는 그의 표현대로라면 “고-고리 硏究의 簡略한
素描 程度”(4호, 118)에서 그치게 된다. 이처럼 유항림이 도스토예프스키
외에 고골과 지드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까지를 고려한다
면,487) 이후 살펴볼 유항림의 소설관이 반드시 도스토예프스키에게만 빚지
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아마도 이들 모두의 문학을 탐구하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고의 관점에서 보건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도스토예프스키가 ‘현
실’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과는 다소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는 사실이다.
‘현실’이나 ‘사실주의’에 대해 도스토예프스키가 다른 종류의 ‘현실’과 ‘사
실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예컨대 1868년, 도스
토예프스키는 오랜 친구인 마이코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현실(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과 사실주의(реализм)에 대해 우리의 리얼리스트들(реалисты)과
비평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네. 나의 관념주의(идеализм)는 그
들의 사실주의(реализм)보다 더 사실적이라네. (...) 그들의 사실주의로는 실
제이자 정말로 일어나는 사실들의 백분의 일도 설명하지 못한다네. 우리는
우리의 관념주의로 사실들까지도 예언했지.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네.”488)
라고 썼다. 또한 그가 ‘심리학자’로 불리는 일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나는
다만 더 높은 의미에서의 리얼리스트이며, 인간 영혼의 모든 깊은 곳을 묘
사한다”489)라고 말한 일 등은 ‘현실’ 또는 ‘사실주의’에 관한 도스토예프스
키 스스로의 언급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탁월한 해석자의 한 사람인 베르쟈예
487) 유항림의 지드에 대한 언급은 소설 「구구(區區)」 및 평론 「개성 ∙ 작가 ∙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488)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тридцати томах, Том 28 (Москва ;
Наука, 1990), С. 329.
489)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тридцати томах, Том 27 ,(Москва ;
Наука, 1990), С.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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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는 “도스토예프스키는 리얼리스트였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도스토예프
스키에 있어 경험적 세계, 생(生)의 외면적 형태, 표면적인 것은 궁극의 현
실이 아니다. 그에 있어 현실이란 인간의 정신적인 심연, 인간 정신의 운명
이다”490)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즉 이러한 설명에서 일상적인 경험적 현
실과 심오한 정신적 현실은 구분되며, 후자에 몰입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은 이른바 사실주의 소설과는 그다지 유사점이 없다고 파악된다.
한편 원천적으로 도스토예프스키에 있어서 현실이란 것이 일상적인 의미
의 현실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닌 현실로서 결정적으로 인식되게 된
계기로는 어느 추운 겨울날, 네바 강에서의 작가의 체험이 거론된다. 도스토
예프스키는 1861년의 소품 「시와 산문에 있어서의 페테르부르크의 꿈」에
서 이 날의 ‘인상’을 회고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세계, 즉 페테르부르크라는
물질적 실재가 “환상적인, 마법과 같은 몽상으로, 검푸른 하늘로 수증기로서
곧 사라져 없어지는 꿈이 되는” 환각을 경험하면서 세계에 대한 완전히 새
로운 감각을 얻게 된다.491) 모출스키에 의하면, 이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두
눈이 갑자기 뜨여 “현실보다 환상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일
이다.492)
그러나 물론 도스토예프스키나 고골의 문학 세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자 한 유항림이 관념성이나 환상성에 주목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평론 「소설의 창조성」에서 우선적으로 고골을 거론하는 핵심은
“現實의 飛躍으로서의 虛構性”(121)에 있다. 즉 기본적으로 유항림은 소설
이란 ‘작가의 정신’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정신’이란 작가
의 세계관이라고도, “어떤 정신적 지향”(120)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형식적 기법이 아닌, 작가의 정신을 통해 현실은 소설로 탈바꿈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저 漠然히 무엇이든 그럼즉히 그려서 小說이 되리라고 생
각”(119)하는 태도는 유항림으로서는 묵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된다. 그런데
490) 도스또옙스끼, 이종진 역, 『신과 인간의 비극』, 1982, 198-199면.
491)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체험에 대해 아무것도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자신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пятнадцати томах, Том 3 (Ленинград ; Наука, Ленинградское отдние, 1988), С. 484.
492) 콘스탄틴 모출스키, 앞의 책,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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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는 설명될 수 없는 진실이 존재하며, 작가의 정신이 최종적으로 드러
내고자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닌, 바로 그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은 유항
림의 소설관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小說은 어떤 精神이 現實을 生活하고 認識하고 消化하는 途中에
現實만으로는 어떻게도 說明할 수 없는 『眞實』을 부다끼는 때 現
實을 眞實에까지 끄러올릴려고 加工한 精神의 意匠이고 따라서 作
家에 依한 現實의 飛躍이다. (120)

즉 진실을 전달하고자 하나, 눈앞의 현실만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으
며, 그러기에 현실의 비약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이 비약의 구체
적인 방법은 허구의 창조가 된다. 따라서 소설가의 자격은 허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여부에 있다.493) 고골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유항림에게 주목
할 만한 작가가 된다. 즉 유항림에게 고골은 현실의 비약으로서의 이 허구
성을 근대문학에서 가장 깊이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활용한 작가의 한 사람
으로 파악된다.(124)
그런데 작가가 소설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진실이
라는 소설관은 사실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견해의 피력으로 비치기
도 한다. 그러나 소설과 관련한 현실이나 진실 개념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
는 것은 같은 시기 임화나 최재서의 관점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임화에게 있어서 ‘현실’이란 바로 눈앞에 나타나 있는 상태
를 뜻한다는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본질’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즉 그에
게 ‘현실’이란 ‘생활’과 대비되는 개념이며, 이들은 각각 ‘본질’과 ‘현상’에 대
응된다. 프로문학이 리얼리즘의 ‘현실’을 말할 때, 이에는 앞으로의 시간 속
에서 현실이 발전해 갈 것이라는 역사적 낙관의 관점이 확신되거나 요구되
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거론되는 ‘현실’은 ‘생활’에 비한다면, 오히
493) 유항림의 글에서 소설 창작에서의 허구성이 이처럼 강조되는 이유는 작가의 정신을 상
실한 채 ‘관찰’을 내세운 세태 묘사의 소설이 중심적인 경향이 되어가는 현 문단에 대한
반발 및 비판에 있다. 여기서 비난의 요체는 전달하고자 하는 진실이 없다는 것으로도 이
해할 수 있다. 「소설의 창조성」이 원천적으로 이러한 대항의식 아래 쓰여지고 있는 점
은 유항림 소설관의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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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비현실적인, 혹은 정신적인 개념이 된다. 임화는 이러한 ‘현실’을 “현상
으로서의 생활과 본질로서의 역사를 한꺼번에 통합한 추상물”인 것으로 정
리하고 있다.494) 한편 최재서가 사용하고 있는 ‘현실’의 개념은 ‘현상’에 가
깝다.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야」를 발표한
최재서에게 ‘리얼리티’란 주관, 즉 의식에 매개된 일체의 현상이며, 임화에
게서와 같은 본질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495)
이에 비해 유항림은 “현실만으로는 어떻게도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을
‘리얼리티’라고 지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현실’에 이른바 객관적 진
리로서의 ‘본질’의 측면을 개입시키고 있는 임화의 경우와도 또 다른 것이
다. 유항림이 2편의 평론을 통해 드러내었던, 현실을 넘어선 진실과 소설에
관한 사유는 1940년 『인문평론』에 발표한 단편 「부호(符號)」에서는 다
음과 같이 등장한다.

“태환씨의 <낙오>가 매우 평판이 좋은가본데요.”
(...)
“그렇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낙오>는 아무래도 1930년대의 문
제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단순한 허영이란 게 지금 인텔리
겐차에게 매력이 있을까요. 우스꽝스런 인기나 허영에 끌려들어 간
다는 데는 어쩌면 작자가 생각지 못한 좀 더 복잡한 심리가 있는지
도 모르지 않아요. 주인공의 성격만 하더라도 얼마간 기이한 외양이
나 행동을 통하여 겉으로만 그렸을 뿐이지 사랑하면서도 여자를 싸
늘히 떠나보낸다는 데는 좀 더 뿌리 깊은 현대적 의의가 있지 않았
을까요. 그걸 단지 신파 비극식으로 유치한 영웅주의로 만들어놓은
건 역시 -.”
“<낙오>는 어데까지나 하나의 창작이지 결코 무슨 기록이나 해설
서는 아니겠지요. 작품 속의 현실이 가지는 진실만이 그 작품의 진
실입니다. 그 이상은 결국 독자나 다른 사람이 가지는 진실이고 -.”
“그렇지만 작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표면의 사실보다는 본질적

494) 임화, 『임화문학예술전집3 -문학의 논리』, 앞의 책, 265면.
495) 권일경,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의 실재관(實在觀)과 ‘재현(再現)’ 개념에 관한 고찰
- 최재서의 리얼리즘론과 ‘내성(內省) 소설’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Vol. 21, 서
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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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진실을 인식해야 하지 않어요. 소박한 허영에 달뜬 여자란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비극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게 희극이지 무어에
요. 허영심은커녕 경멸하고 비웃고 침이라도 배앝고 싶고 그렇기 때
문에 유혹이 생기는 역설의 심리를 작자는 너무도 몰랐던 게 아니
예요. 이상에 피곤해졌을 땐 그것과 정반대로 하고 싶어지는 충동
- 불행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리로 들어가는 현대의 비극을 몰랐던
게 아니예요.”
“그게 <낙오>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오. 아무러나 낙오는 주위
에 일어나는 사건과 그것이 주인공의 심리에 미치는 과정을 - 말하
자면 사건과 심리를 엄밀히 구별해 놓고 병행시킨다는 능숙한 수완
만으로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런 디테일 문제가 아니예요. 리얼리티의 문제 말이에요. 비극
의 문제 말이에요.”496)

이상의 인용에서 ‘현대의 비극’을 말하며 내면의 격정을 감추지 못하는
인물인 혜은은 잡지의 동인으로 함께 활동한 동규와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돌연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감행함으로써 동규의 곁을 떠났었다. 그 후 혜
은과 동규의 헤어짐의 이야기는 또 다른 동인에 의해 소설화 되었고,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이 작품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는다. 그러므로 작품 속
의 여주인공에게 작품에 그려진 이상의 복잡한 심리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혜은이 주장할 때, 이는 곧 자신의 경우를 암시하는 항변이기도 하다. 혜은
의 관점에서 보자면, 소설은 표면적인 현실만을 드러내었을 뿐, 현실의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밝혀주지 못했는데, 그녀에 따르면 그 진실은 이상에 피
곤해졌을 때 원래의 이상과 정반대로 하고 싶어지는 충동, 혹은 불행할 줄
뻔히 알면서도 불행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역설의 심리이다. 혜은은 그러
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 어쩔 수 없는 사정 속에서 사랑하지 않는 남자에게
자신을 내던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혜은 내지 소설 <낙오> 속 여주인공의 개인적인 삶에서
의 본질적인 진실이 ‘현대의 비극’으로까지 규정되는 이유는 「부호」 전체
의 진실과 관련된다. 즉 「부호」에는 또 다른 장편소설 <호노리야>가 존재
496) 이주형, 권영민, 정호웅 편,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16, 태학사, 1988, 236-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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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는 혜은과 이별한 후 위암 선고를 받은 동규가 마지막 기력을 모
아 집필하고 있는 작품이다. 서로마제국의 왕녀인 호노리야는 “공허와 고독
과 무위를 어쩔 수 없”어 파멸에 몸을 던지는 인물로서, 동규는 “바바리즘
을 경멸하면서도 어처구니없이 그리로 끌려 들어가는” 호노리야의 모습을
통해 현대 인텔리겐차가 지닌 면모를 형상화 하고자 한다. 따라서 혜은과
호노리야와 현대 지식인이 함께 겹쳐지는 선명한 형상은 결국 파시즘의 위
협 속에서 지식인 스스로 잘못된 선택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현
대의 비극’으로 수렴되며,497) 이는 「부호」가 전달하고자 한, 작가의 정신
이 추구한 진실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표면적 사실만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심층적 진실을 진정한 리얼
리티로 생각하고 있는 점은 소설에 관한 유항림의 사유가 이른 확고한 지점
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심층적 진실이 ‘현대의 비극’을 말하고 있음으로
해서 개별자가 느끼는 심리적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점은 유항림 문
학의 한 특징이 된다. 따라서 압도적인 개성으로 작가적 자세를 일깨운 도
스토예프스키 문학에의 탐구가 유항림에게 소설에서의 ‘현실’ 혹은 ‘사실’과
‘진실’의 문제를 깊이 숙고하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
고 이러한 점은 단층파 이전의 모더니즘적 경향의 문학을 비판하는 유항림
의 문학적 각성의 근원에 해당된다. 유항림이 이른바 심리소설로 분류되는
작품들을 썼으면서도 기법적인 측면에 우선적으로 천착하지 않는 것은 조이
스나 프루스트와 같은 서구 심리소설의 계보를 지향하기보다 도스토예프스
키의 문학적 경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부호」에서 추구된 진실이 ‘현대의 비극’을 드러내는 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기억될 필요가 있다. 주인공 동규는 몇 해를 두고
싸워온 절망이라는 감정 자체의 무의미를 깨닫는 가운데, 비록 죽음을 앞둔
처지일지라도 창작을 통해 현재의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나름의 전망을
제시한다. 이는 유항림이 「마권」을 통해 절망의 힘을 역설하고자 했던 일
497) 「부호」에서 이러한 내용의 암시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 자기가 지금 이런 경지에 서서 호노리야를 볼 때 호노리야가 자기의 불안을 청산코
자 바바리즘에 위탁하던 선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망령들을, 5세기 아닌 20세기의 망령
들을 볼 수 있는 것이니 (...)” 위의 책, 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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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나아가 1940년의 시점에서 이르게 된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단층파의 문학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에 대한 비관적 인식과 가치 있는 삶을 향한 추구가 공존한다. 즉 단층파
작품 속의 지식인 인물들은 출구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무기력과 방황,
퇴폐와 환멸, 정신적 도착 혹은 위악 등의 모습을 보이는 한편으로, 부정적
인 현실을 뚫고 나아가려는 내면적 고투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때 후자의
측면은 전자의 전면적인 양상에 비해 일부적인 면모로서 드러난다고 할지라
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주목되어야 할, 단층파 문학의 또
하나의 본질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와 셰스토프의 문학
과 사상은 이러한 작품 경향 가운데 인물들의 비극적 세계 인식과도, 실존
적 세계 인식과도 관련을 갖는다. 특히 「마권」과 같은 작품에서 절망을
통해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물의 실존적 자각과 선택이 그려지는 점은
주체의 기반 상실에 대한 자각, 가치의 전도, 새로운 의식 전환의 국면을 보
여주는 도스토예프스키나 셰스토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단층파에 나타나는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관심에 주목할 때, ‘경성
모더니즘’과 달리 나아가고자 했던 문학적 지향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단
층파의 문학은 다양한 모더니즘적 기법과 함께 심리소설로서의 특성을 드러
내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문학에서의 기법적인 측면보다 작가의 정신이 추구
하는 삶의 진실의 측면, 예컨대 현 세계 속에서의 시대적 인식을 드러내는
일에 훨씬 강조점을 두었다. 이는 비단 유항림만의 문학적 지향이 아닌, 단
층파 전체의 경향에 해당된다. 이런 의미에서 단층파의 문학은 1930년대
모더니즘적 경향의 새로운 계보로서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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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통에의 공감과 역설의 방식
2.1. 최명익의 문학적 경향과 도스토예프스키와의 관련성
: 신세대 작가로서의 위상 - 신세대의 세대적 본질과의 불일치 - 중앙 문단과의 거
리 - 당대의 평가 - 중독 : 도스토예프스키 문학과의 만남 - 모욕과 상처 : 공감의
본령 -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으로부터의 이탈

1936년 4-5월, 잡지 『조광』에 「비 오는 길」을 발표함으로써 정식으
로 문단에 데뷔한 최명익은 30년대 후반 당시에는 이른바 세대 논의 속에
서 일군의 신세대 작가498)의 한 명으로 분류되었다. 즉 문단의 새로운 세대
에 대한 열띤 논의들 및 작품 평들 속에서 최명익은 김동리, 허준 등과 함
께 우수한 문학적 역량을 선보이는 대표적인 신세대 작가로 거론되었으며,
최명익 스스로도 신인들의 집단적인 발언에 참여한 바 있었다.499) 그러나
실제로는 최명익은 여타의 신세대 작가들과 함께 묶이기에는 다소 이질적인
개인적, 문학적 경력이나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1903
년에 태어난 최명익은500) 1930년대 후반에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르러
있었기에 대체로 20대에 해당되는 신인들과 나이 상의 격차가 있었다. 또한
신인들의 도전에 대해 신인비판론의 입장에서 활발하게 응대한 중견비평가
임화보다도 5살이나 연상인 입장이었다. 여기에 최명익의 문학적 활동이 일

498) 세대 논의는 1935년 ‘신인론(新人論)’의 이름으로 등장하여 1939년 본격화 되었으며,
신인들의 기성문단 비판 및 문학적 경향을 둘러싸고 신진작가들과 중견 비평가들이 대립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때 거론된 ‘신인’이란 1935년을 전후로 하여 문단에 진출한 작가
들로서, 김동리, 최인준, 오장환, 정비석, 김영수, 차자명, 최명익, 김소엽, 이운곡, 현경준,
박영준, 계용묵, 박노갑, 허준, 현덕 등을 말한다.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앞의 책, 343-344면.
499) 1939년 4월, 『조광』에서 기획된 ‘신진작가의 문단호소장’에 최명익은 「조망문단기
(眺望文壇記)」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최명익은 기성 문단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전적으로 신인들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지도 않는다.
500) 최명익의 생몰연도는 명확치 않다. 태어난 해는 대체로 1903년으로 알려져 왔으나,
1902년으로 기록된 글도 있다. 사망한 시기는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김해연, 「최명익 수필집 『글에 대한 생각』 연구」, 『한민족어문학』, Vol. 68,
한민족어문학회, 2014, 6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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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이 1928년, 평양의 문학 동인지 『백치(白鴙)』에 참여한 일로부터 시작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되어야 한다. 최명익은 이 지면에 습작 소설 「희련시
대(戱戀時代)」와 「처의 화장(化粧)」을 게재하였으며, 『백치(白稚)』에서
의 활동 이후로는 콩트 「붉은 코」와 「목사(牧師)」를 발표하였다.501)
다음으로, 예컨대 임화가 거론하는 ‘제너레이션’의 차원에서도 최명익은
신세대의 세대적 본질에 부합하는 작가라 하기에는 다른 면모를 지닌 모습
으로 파악된다. 임화는 이들 신세대로부터 “동시대에 살면서도 정신의 고향
을 달리하고 있음”502)을 느끼는 구(舊) 제너레이션의 공통된 감정을 토로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로서 ‘순수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 순수성은 말하자면 시대에 대한 감각으로서, 임화에 따르면, 시대를 받아
들이는 문제에 있어서의 단순성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임화가 신세대
들과 5-6년의 나이 차이가 날 뿐인 30대 작가들이 “현재와는 현저히 다른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와 그 속에서 보낸 청춘시대를 살아왔다”503)고 말할
때, 이러한 표현에는 이를테면 시대적 고뇌의 결여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화의 비판이 전적으로 신세대에 대한 부당한 혐
의만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최명익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현
실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 성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세대 작가들과 변
별점을 갖는다. 최명익은 일찍이 3·1 운동 당시 등사판으로 선전 삐라를 만
들어 평양 시내에 돌리는 등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평양고보를 그만두게
된 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504) 계급사상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05) 또한 지식인의 자의식을 중점적으로 그려
낸 것으로 평가 받는, 해방 이전 그의 문학 세계 자체도 심리 묘사라는 형
식적 측면에 강조점이 두어졌다기보다는 원천적으로 현실에 대한 관심과 번
501) 이 글들의 발표 시기는 다음과 같다. 「희련시대(戱戀時代)」(1928.1), 「처의 화장(化
粧)」(1928.7), 「붉은 코」(『중외일보』, 1930.2.6.), 「목사(牧師)」(『조선일보』,
1933.7.29, 8.2).
502) 임화, 『문학의 논리』, 앞의 책, 375면.
503) 위의 책, 381면.
504) 리기영 · 한설야 외 10인, 『우리 시대의 작가수업』, 역락, 2001, 250면 (최명익,
「소설 창작에서의 나의 고심」, 1956).
505) 이러한 추정은 평론 「이광수 씨의 작가적 태도를 논함」(『비판』, 1931.9)의 논조를
근거로 한다. 장수익, 『그들의 문학과 생애 최명익』, 한길사, 20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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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한편 해방 이전 최명익의 기본적인 문학적 위치는 중심이나 무리와는 일
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작가적 정체성을 짐작해 볼 수도
있다. 즉 평양 출신의 작가로서 최명익은 중앙 문단의 인물들과 그 분위기
를 모른다는 거리감을 가지는 한편으로, 문단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비친
다. 그가 보기에 현재의 문단에는 “군소리 잔소리로, 그저 家長然 하려고만
드는 批評家의 評論”, 즉 쓸 데 없는 잡문이 지나치게 많다. 이러한 견해에
는 평론가 개개인의 문학적 경향이나 주의(主義)에 따라 자신의 작품이 터
무니없이 부당하게 평가되는 현 상황에 대한 불긍(不肯) 또한 중요한 의식
으로서 포함되어 있다.506) 따라서 적어도 해방과 함께 평양이 그 자체로 중
심이 되고, 그의 대외적인 문학적 위상이 돌연 북한 지역 최초의 문화 단체
인 ‘평양예술문화협회’의 회장으로 변모되는 등507) 중심의 해체와 재구성이
있기 전까지 최명익의 기본 자리는 이중, 삼중의 주변부적 형상으로 자각되
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서 거론되어
왔던 단층파와의 관계는 실제로는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즉 최
명익의 동생 최정익이 『단층』에 참여하고 있는 점과 작품 경향의 유사성
을 이유로 오랫동안 최명익은 후원자의 위치에서 단층파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되어 연구의 대상으로 함께 다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
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명익은 단층파의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
며, 동생 최정익조차 모임에 주도적이지는 않았다고 한다.508)
해방 이전까지 최명익의 창작 활동은 1936년에서 41년에 이르는 6년간
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7편의 소설을 발표했다.509) 그런데 이들
506) 최명익, 「조망문단기(眺望文壇記)」, 앞의 글, 311-313면 참조.
507) 최명익은 1945년 8월, ‘평양예술문화협회’의 회장으로 추대된 후, 다시 이듬해 3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서 중앙상임위원 등을 맡게 된다. 이 단체에서는 ‘서울중심주의’
에 대비되는 ‘평양중심주의’가 내세워졌다. 김민정, 「근대주의자의 운명적 삶과 문학 최명익 소설 다시 읽기」, 김대행 · 최동호 외, 『어두운 시대의 빛과 꽃』, 민음사,
2004, 230-231면 참조.
508) 박성란, 앞의 논문, 7면.
509) 최명익은 1년에 한 편 꼴로 작품을 탈고했다고 할 수 있는 과작의 작가이다. 스스로
붓이 무척 굼뜨다고 밝히고 있으며, 등단작인 「비 오는 길」의 경우, 근 일 년 동안이나
두고두고 퇴고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그의 창작 스타일과 함께 창작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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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인물의 내면에 집중하는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일부 비평가들의 몰이해 및 세대 논의의 영향으로 견해가 나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이원조, 임화, 김남천, 김광섭 등이 기본적으로 비판의 입장을
보였다면, 김환태, 김동리, 백철 등은 긍정적인 평가의 입장에 섰다. 예컨대
이원조는 처음 대하는 신인 최명익의 「무성격자(無性格者)」를 두고 “일찌
기 우리 文壇에서는 별로 보기 드문 特殊한 作風”을 보여준다는 평을 내리
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무엇보다 자의식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즉 주
인공이 갖는 “現代人의 過剩한 自意識”으로 인해 작품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은 소설적 사건을 이루기보다는 “다만 이 主人公의 無數한 自意識의 反
射體로서 明滅”하거나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상의 「날개」에서의 자의식
의 표현과 비교하여 최명익 작품의 그것은 “한층 더 걷잡을 수가 없는 것”
으로 보았다.510) 그런데 「무성격자(無性格者)」의 주인공을 가장 병적인
현대인의 전형으로서 감정과 행동을 철저히 빼어버린 인물로 보는 이원조의
견해는 인물의 자의식과 행동의 파악에서 명민한 평론가로서의 위상에 걸맞
는 예리한 이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임화는 「심문(心紋)」에 대해 한 시대의 지적인 분위기를 재
현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출중한 작품이라 평하면서도, 그 분위기 자체
는 구시대의 분위기의 연장이라고 평가절하 하였다. 즉 임화는 여기서 재현
에 있어서의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작가적 차원에서는 절실한 체
험감의 부족과 ‘구전대인(舊前代人)’으로서의 감각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임화의 평가에 의해 「심문(心紋)」은 재현의 차원에서는 비교적 성공작이
되, 현재 조선문학 정신을 새로운 발전 단계로는 끌어올리지 못하는, 여느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그 주변부의 자리를 면치 못하는 작품이 된다.511) 또
련한 내면의 엄격성을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939년에는 3편의
단편을 발표한 만큼 「심문(心紋)」 등이 선보인 이 해가 해방 이전 그의 활동의 정점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최명익은 1941년 「장삼이사(張三李四)」를 끝으로, 해방
이 될 때까지 작품 활동을 전면 중단했으며, 1944년 무렵에는 일제의 압박을 피해 평남
강서군 소재의 외가에 은거하기도 하였다. 다음 작품인 단편 「맥령」은 1946년에 발표
된다. 리기영 · 한설야 외 10인, 앞의 책, 251면 참조.
510) 이원조, 『오늘의 문학과 문학의 오늘 - 이원조 문학평론집』, 형설출판사, 1990,
350-353면 참조.
511) 임화, 『평론 2』, 앞의 책,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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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남천은 최명익 작품의 문학적 본질이란 지식인 소시민 문제의 문학적
반영에 있다고 보았다. 특히 심각한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식인 소시민
의 정신적 일면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심리주
의 수법이 작가의 표현법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러 작품에
서 공통적으로 “같은 세계의 슬픈 노래를 되풀이할 뿐 신생(新生)의 싹은
조련히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김남천의 전체적인 감상이다. 「심문
(心紋)」에 대해서도 주인공에게 새로운 신념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함께 “지식인의 사상 문제의 취급이 어딘가 약간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어인 까닭인가?”라고 묻고 있다.512) 그런데 김남천 역시
도 임화와 마찬가지로 작가 최명익에게서 발견되는, 자신의 관점에서 어딘
가 부족해 보이는 그 지점을 작가의 경험의 문제, 즉 절실한 체험 부족의
문제로 미루어 헤아리고 있는 점은 역으로 비평가 자신이 기존 사고의 틀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측면을 갖는다.
이상 프로문학계 비평가들의 견해에 비해 비평가 김환태는 신진 작가들
에게서 발견되는 새로운 문학적 추구를 반기는 가운데 최명익의 작품들을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에게 깊은 문학적 흥분을 주었던
최명익의 「봄과 신작로(新作路)」가 신문 월평 란에서 거듭 혹평 받은 일
을 지적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명익의 「심문(心紋)」, 김동리의 「황토기
(黃土記)」등에서 보이는 신진작가들의 문학적 추구가 기성작가들이 이르지
못한 지점까지 나아가 있음을 역설한다. 즉 김환태가 보기에 최명익을 비롯
한 신진 작가들은 “일찌기 우리가 우리 文壇에서 볼 수 없었던 旺盛한 文學
精神을 各各 把握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513)
한편 김동리 또한 문단 신세대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쓴 글에서 “新進 作
家 中 그 作家的 技倆과 態度(作家的)에 있어 우리의 信任이 제일 두터운
이론 崔明翊氏다”라고 최명익의 작가적 역량과 무게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처음 문단에 나타난 작품인 「비 오는 길」에 대해
512) 김남천,『김남천 전집Ⅰ』, 앞의 책, 570-572면 참조.
513) 여기서 김환태가 말하는 ‘문학 정신’이란 문학상의 주의(主義)와 구분되는, 인간성의 탐
구 및 그 표현을 위한 창조적 노력을 말한다. 김환태, 「순수시비(純粹是非)」, 『문장』,
제1권 제10호, 1939.11. 144-1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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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 人生(內容)의 純粹性과 視覺의 素朴性과 淸新性”을, 최근의 역작인
「심문(心紋)」에 대해서는 “그 結構的 技術의 高度性”을 뛰어난 요소로서
꼽는다. 전반적인 작품 세계와 관련해서는 병일, 정일, 문일, 현일, 명일이라
는, 같은 돌림자를 쓰는 최명익 작품의 주인공들을 ‘분신’의 개념으로 이해
한다. 즉 이들을 작가의 “구경적(究竟的) 과제”를 짊어진 분신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첫 작품의 주인공을 여타의 주인공들의 원형적 인물인 것으로 보아,
이들의 인생의 변모가 시간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발전을 보인다기보다 동일
한 주체가 각각 상이한 환경과 운명 속에 놓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리고 그러한 시도를 거듭하는 과정에 작가의 강인한 의지가 일관되게 작용
하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김동리는 최명익 작품 세계의 “영롱한 조화감”을 지적한다. 이는
그의 표현에 따르면, “가령, 빛과 어둠, 生과 死, 常識과 神秘, 北歐的 人間
性과 東洋的 植物性” 등과 같은 것이다. 김동리는 이를 다시 “意志的 中庸
性에서 오는 調和感”이라고 표현하며, 최명익 작품의 주인공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이 ‘의지적 중용성’에서 열려져 간다고 말하고 있다.514) 따라서
김동리의 경우는 이후의 최명익 연구에서 작가적 시선 혹은 태도의 양가성,
이중성, 분열성, 회의주의 등으로 거론되어 온, 최명익 소설 고유의 특징을
의식의 동요와 혼란을 의미하는 부정적 상태로 파악하는 대신, 대조적인 요
소들이 병치되는 가운데 작가적 시선이 중간자적 입장에 서는, 혹은 양편
모두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빚어지는 미학성을 발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동시대의 최명익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견해로서 표출되었으나,
원천적으로 1930년대 지식인을 형상화함에 있어서 그의 소설이 내보인 뛰
어난 작가적 역량은 문단의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최명익의 작품은 “작중 인물의 내면 철학과 심리 묘사에 있어서 동시대
의 여타의 작가들 사이에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큰 의욕과 능력을 보이고
있”515)다는 점에서 심리소설의 대표적인 예로 간주되어 왔다.
514) 김동리, 「신세대의 정신 - 문단 「신생면(新生面)의 성격, 사명, 기타」, 『문장』, 2
권 5호, 1940.5, 86-87면 참조.
515) 조남현, 「패배의 삶, 그 다양성」, 『북으로 간 작가선집 8』, 을서문화사, 1988,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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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명익의 소설에 대한 문단 최초의 시선으로서, 엄흥섭의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간략하게나마 도스토예프스키적인 인상의 측면을 거론하고 있
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박게 「朝光四月號」에 連載된 崔明翊氏의 「비 오는 길」은
新人의 作品으로서 近來의 드문 力作이엿슴을 말하고 십다. 崔氏의
手法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또스토이엡스키-」를 吟味하게 된다.
紙面 關係로 여긔에다 一一히 作品을 檢討하기는 힘드나 近來 이만
한 무게를 가지고 나온 作品은 新人뿐만 아니라 旣成作家層에서도
求하기 힘든 일이엿다. 아프로 우리는 崔氏의 좀 더 조흔 作品 「비 오는 길」-에서 늦기여지는 것가튼 現代의 苦悶을 또 다시 檢
討하고 吟味할 때를 가젓슴을 깁버한다.516)

이로 보아 엄흥섭은 최명익의 작품으로부터 무엇보다 심리 묘사의 측면에서
도스토예프스키적인 분위기를 발견했던 것으로 보인다. 엄흥섭은 자신이 사
숙하는 작가로서 도스토예프스키를 꼽은 바 있는 만큼 처음으로 접한 신인
의 작품에서 두 작가 간의 유사성을 어렵지 않게 읽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 오는 길」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적인 인상이 단지 기법의 측면
에서만 파악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엄흥섭이 이 작품에서의 주제적인
요소로서 “현대의 고민”을 얘기하고 있기도 한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
오는 길」에서 발견되는 인상적인 기법적 요소와 묵직한 사유의 과제를 던
지는 주제적 요소 모두가 엄흥섭으로 하여금 도스토예프스키적인 분위기를
감지하게 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517)
그런데 최명익 소설에서의 심리 묘사의 ‘수법’을 유럽 작가도 일본 작가
도 아닌 도스토예프스키와 연결시키는 엄흥섭의 판단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
닌 근거는 사실 최명익 자신의 회고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최명익
은 1958년 조선작가동맹 기관지인 『조선문학』에 게재된 「레브 똘쓰또이
면.
516) 엄흥섭, 「문예시평 - 신인에 대한 압날의 기대 (7)」, 『조선일보』, 1936.5.10.
517) 물론 「비 오는 길」에 직접적으로 도스토예프스키 표상이 등장하고 있는 점은 도스토
예프스키적인 요소 파악의 최초의 단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음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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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에 대한 단상」518)에서 톨스토이보다도 오히려 도스토예프스키 문학과
의 만남에 대해 더 상세히 전하고 있다. 즉 그 만남의 계기가 된 것은 일본
유학이다. 최명익은 1921년 유학을 떠나 도쿄 세이소쿠(正則) 영어학교에
입학하는데, 그에 따르면, 이때의 일본 문단과 독서계에서는 일세를 풍미했
던 톨스토이 문학에 대한 관심이 한 고비를 넘고, 바야흐로 도스토예프스키
의 문학이 한창 이식되는 장면이 전개되고 있었다.

나도 도쓰또예브쓰끼를 읽기 시작했다. 이때의 내가 느꼈던 바를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 몰랐던 어떤 한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전개
된 듯했다. 일본 평론계에서는 그것을 <심령의 세계>라고 했다. 이
전에는 몰랐던 경지의 문학이라 우선 호기심에 끌렸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탐독해가는 동안에 어느덧 중독 상태에 이르렀
다.
다 아다싶이 도쓰또예브쓰끼의 작품들은 작중 인물들의 신음소리
로 가득 차 있는 문학이다. 그런데 바로 그 신음 소리에 매혹을 느
끼면서 파고들 듯이 거듭거듭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향> 운운으
로 설명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독 상태라고 할 것이다. 몸도 마음
도 창백했던 나는 도쓰또예브쓰끼의 신음 소리가 매혹적일 뿐만 아
니라 거기서 어떤 위안을 찾기도 했던 것이다. (157-158)

최명익과 도스토예프스키 문학과의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는지에 대해서
는 이처럼 작가 자신의 자술이 가장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런데 일본의 평론계가 ‘심령의 세계’라고 평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가 최
명익에게 다름 아닌 ‘신음소리의 매혹’으로 다가온 점은 도스토예프스키를
통해 최명익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최명익은 이 낯선 문학을 통해 인간의 내면 혹은 영혼의 상태에
눈을 뜬 가운데, 어떠한 측면보다도 인물들의 고통에 반응한다. 식민지 조선
을 조국으로 둔 19세의 청년이자 “문학에서 안심립명의 길을 찾으려고 모
색하던 순진하고 여린 심정”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전체를 통해 울리는
영혼의 신음소리에 사로잡힌다. 이러한 경우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
518) 최명익, 「레브 똘쓰또이 선생에 대한 단상」, 『조선문학』, 1958.9, 157-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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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건 근본적으로는 동병상련의 동질감 때문일 것임은 작가의 회고가
아니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최명익이 느끼는 동질감의
속고갱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술 역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 구절을 그대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이 어느 소
설에 있었던가조차 막연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절이
있다. - 나라는 어떤 사람이 전혀 예상도 안했던 누구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여 그 마음에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경우에,
- 그 같이 남의 인격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그 누구라는 자가
그 때문에 현세에서 처벌을 받고, 심지어는 죽어서 그 령혼까지도
지옥의 고초를 당하게 된다 하자.
설혹 그렇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상한 나라는 사람의 자존심과
심령의 상처는 회복될 것인가? 결코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다. 바로
이 내가 세상에서 그러한 모욕을 당한 사람이다. - 나라는 또 어떤
사람은 이같이 울부짖고 있는 것이다. (158)

최명익의 회고 속에 이러한 내용이 제시된 이유는 모욕, 자존심, 상처와 관
련한 이야기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에 대한 젊은 최명익의 공감의 본령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모욕 받은 자, 상처받은 자의 이미지는 최명익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박힌다. 그리고 작가 자신이 당한 굴욕과 연결된다. 단적으로
말해, 최명익이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욕은 시대가 가한 모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모욕과 상처에 대한 최명익의 감각은 일본에서 그가
겪은 사건에 의해 뒷받침 된다. 이는 곧 조선 사람인 탓에 하숙을 거절당한
경험으로서, 이 일은 그의 마음속에 모욕 받고, 멸시 당한 기억으로서 간직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은 조선이 경험한 역사적 굴욕으로 인해 한
없는 크기로 확장된다.519)
최명익은 자신의 문학 수업에서 도스토예프스키에 중독되었던 시기가 상
당히 오래 지속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상처에서 피를 흘리며 우는 어

519) 이는 다음과 같은 서술로 확인된다. - “3 · 1 운동 때에 우리 흘린 피와 우리가 당한
희생! 우리는 이 설분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설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아픈 기억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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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것을 얼싸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 같이” 정답게 느껴지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으로부터 위안을 받았다. 그러나 이어지는 최명익의
회고는 그가 어떻게 하여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로부터 서서히 빠져나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까지를 남김없이 들려준다.

그러나 그같이 빠져나갈 구멍도, 숨 쉴 틈바구니도 없는 무쇠 상
자 속은 아무래도 너무도 답답했다. 더 견디여 배길 수가 없었다.
마침내는 그러니 어떻단 말이냐? 하여 그 <잔인한 천재>(어떤 평론
가는 도쓰또예브쓰끼를 이렇게 불렀다)에게 대해서와, 나 자신에게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중략...)
도쓰또예브쓰끼는 어느 장편에선가, 그 끝에 가서 작자인 자기가
전 장편을 통해서 빚어낸 모든 비극적인 운명과 고통을 낱낱이 뒤
집어씌웠다고도 할, 한 영락한 여인과 그의 어린 것들을 거리에서
방황하게 하고 역시 또 그러한 ‘인생고’를 지니고 다니는 한 청년으
로 하여금 그들 앞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그들과 자기가 겪고 있
는 ‘인생고’ 앞에 머리를 조아려 절하면서 또 그런 허다한 고통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지 - 즉 ‘수난의 대지’인 땅에다 입을 맞
추는 장면을 소리 높여 울부짖는 듯한 문장으로써 묘사했다.
이 역시 내가 젊은 한때 매력을 느끼며 읽었던 한 장면이다. 그러
나 이러한 세계에서는 더 배겨낼 수 없고, 따라서 자기를 그런 투로
학대할 필요나 리유는 어디 있을가? 하는 생각이 들자부터는 도쓰
또예브쓰끼의 <심령의 세계>라는 것에 싫증이 났다. <잔인한 천재>
의 그 <심각성>이라는 것에서는 작위적인 포즈와, <신파>적으로 과
장된 목소리가 느껴지기도 했다. (158-159)

이러한 이탈의 과정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 세계에 입문한 젊은 정신이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도
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로부터 어떠한 다른 드높은 가치들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깊이 공감한 최명익에게 그 세계가 급기야는 ‘무쇠
상자’로 다가온 일은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회고를
통해 최명익이 도스토예프스키로부터 나아가 원래의 집필 의도에 따라 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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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이를 거론하는 일은 한국 근대문학에서 김동인이 이 두 작가를 비교한 최
초의 시도 이래 가장 주목할 만한 비교 논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 최명익은 톨스토이 역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도스토예프스키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착목
한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그러한 자세는 작품 속에서 한마디로 ‘인생 긍정’
의 이념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말한다. 톨스토이의 인물들은 “비록 그들이
일시 인생의 위기에 서게 된 때라도 착잡 혼란한 회의의 심연 속으로 전락
하지 않고, 자기 생의 보람을 찾아서 출로를 구하는 의지의 사람”으로 파악
되며, 이러한 ‘인생 긍정’은 최명익이 자기 삶의 주제로서도 받아들이고 싶
은 최고의 가치가 된다.
물론 이상과 같은 회고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수필 「레브 똘쓰또이 선생
에 대한 단상」이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이 격하되거나 배제되는 분위기의 사
회주의 사회에서 작성된 글이라는 점은 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이 글의 의도가 “해방 전의 자신의 소설 세계가 무기력하고 나약했음을
비판하고 자신이 새로운 세계, 인생 긍정의 대서사시적 세계로 나아가게 되
었다는 것을 설명”520)하는 데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글은 최명
익과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내밀한 감응의 역사에 대해 매우 핵심적인 정
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글에서 보듯이 최명익의 문학적 선택이 도
스토예프스키에서 톨스토이의 세계로 나아갔다고 할 때, 이러한 변화는 해
방을 기점으로 최명익의 문학 세계가 보인, 모더니즘에서 리얼리즘으로의
전환과 대응된다는 점에서 향후 더욱 깊이 있게 탐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의 시각에서 볼 때, 톨스토이의 인생 긍정의 세계를
수용하는 변화가 그의 회고처럼 해방 이전에 이미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시
기의 실제 작품을 통해서는 도스토예프스키 문학과의 관련성이 적지 않게
드러나는 점은 우선적으로 고찰해야 할 과제가 된다.

520) 김해연, 『최명익 소설의 문학사적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논문, 199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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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질병과 죽음의 상상력과 도스토예프스키 표상
: 한국문학에서의 ‘병리 애호의 미학’ - 폐결핵 환자의 절망과 허무주의자의 절망 ‘막다른 골목’의 지식인들과 창궐하는 질병 - 절망의 상실 - 도스토예프스키 표상 :
질병과 죽음의 상상력 및 비극적 세계 인식의 원천 - 나쓰메 소세키의 병상 체험과
도스토예프스키 - 『비극의 철학』의 관련성

1930년대 후반 최명익의 작품 세계는 우울, 절망, 권태, 무기력 등 무겁
고 암울한 비관주의의 분위기를 구현한다. 이는 많은 연구들이 어김없이 지
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러한 분위기의 중심에 특히 인물들이 체험하는
비극적 사건이자 일상으로서 질병과 죽음이 자리하고 있는 점은 최명익 작
품의 특징적인 면모가 되고 있다. 즉 그의 작품에서 질병은 폐결핵, 암, 성
병, 전염병 등 죽음으로 이어지는 뚜렷한 병증으로 제시되어 인물들의 운명
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정신의 평온을 허락지 않는 신경증적인 징후로서
끊임없이 인물의 삶을 내부로부터 훼손시킨다. 그러나 “문학, 특히 현대문학
은 삶과 인간적 조건의 손상이나 사회적 · 정치적인 이상 현상의 비유나 상
징으로서 질병을 원용하여” 즐겨 그 현상을 주제화 한다는 점에서521) 질병
과 죽음에 대해 근친성을 보이는 최명익의 경우가 유독 특별한 예는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한국문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근대문학의 시작 이래 수많은 작품을 통해
질병으로 인해 피폐한 육체와 정신, 그리고 이에 필연적으로 결부되는 죽음
을 등장시켜 온 만큼, 이는 상당한 정도로서 이른바 ‘병리 애호의 미학’522)
을 추구해 온 것으로 설명된다. 가령 근대문학의 형성기에는 주체의 내면을
보여줌으로써 작품의 근대적인 면모를 드러내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병
리성의 코드가 선택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예컨대 1920년대 문학에서 “섬
세하고 예민한 주체, 현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대적 주체”가 신경
쇠약에 걸려 있는 경우이다.523) 또한 1920년대에는 이전까지 없었던 현상
521)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 문학 모티프와 테마를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2007, 14면.
522) 위의 책, 13면.
523) 이수영,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미적 감각의 병리성」, 『민족문학사연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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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광기 또는 정신 이상성의 테마에 대한 괄목할 만한 관심이 나타나기
도 하였다.524) 한편 1930년대의 모더니즘 문학, 즉 기본적으로 최명익과 동
일한 시대적 환경에 놓여 있었던 이상, 박태원 등의 작품으로 눈을 돌릴 때,
질병은 이제 사회의 비정상적인 병리적 상태에 대한 고발이자 비판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심장한 위상으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경우, 결핵을 개인적인 병력으로 거느리는 가운데 일종의 포즈를 통
해 질병을 과장하거나 희화화 하는, 특유의 서사적 방법론으로 초기 자본주
의의 부정적 속성을 전달하는가 하면,525) 박태원 작품에서의 주인공의 도시
관찰은 온갖 종류의 사회 병리학적인 현상에 대한 관찰로 이어지는 등 사회
의 병적 상태에 대한 반응인 ‘질병의 수사학’의 특징을 보여준다.526)
그러나 미리 언급하자면, 질병 및 죽음의 상상력에 있어서 최명익의 문
학 세계는 여타의 어떠한 경우들과 비교하여도 한층 도저한 비극성의 경지
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세계는 병증에 관한 자못 충격적이기까
지 한 묘사에 더하여 동물, 물고기, 곤충 등을 끌어들이는 최명익 특유의 동
물학적(動物學的)인 비유 및 상징527)이 빚어내는 분위기 등으로 우리 문학
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병리적 세계를 창조해 내고 있다.
「비 오는 길」에 뒤이어 1937년에 발표한 「무성격자(無性格者)」는 폐
결핵과 위암이라는 가장 강력한 두 질병과 그로 인한 두 죽음의 과정을 여

26, 민족문학사학회, 2004, 259-284면 참조.
524) 이재선에 의하면, 이와 같은 테마는 대체로 3가지 유형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광기
의 병리적 징후가 사회 심리적 경험과 관련되는 동시에 광기의 주체를 광기를 유발하는
세계나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유화의 수단이 되는 경우, 광기가 예술가의 창조성과
관련되는 경우, 1920년대의 경향파소설 등에서 자주 제시되는 주인공의 일시적인 광란
상태나 환각 상태 및 이와 관련된 범죄 현상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재선, 앞의 책, 49-51
면 참조.
525) 김윤식,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1988, 109-138면 참조.
526) 임병권,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은유로서의 질병의 근대적 의미」, 『한
국문학이론과 비평』, Vol.1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2, 82-101면 참조 ; 방민호,
「경성모더니즘과 박태원 문학」, 『구보학보』, Vol. 9, 구보학회, 2013, 204, 211면.
527) 최명익이 우울과 절망의 세계와 그 속에서의 삶의 형태들을 형상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동물학적인 이미지로는 “옴두꺼비의 동면, 독사의 송곳 같은 냉혹, 사해(死海)에 뜨는 물
고기, 죽음의 음습함을 담은 박쥐의 날개, 청개구리 뱃가죽, 마른 지렁이, 성낸 소, 문어의
흡반, 뱀의 시체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82, 48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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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최명익의 작품 가운데 질병과 죽음의 장면들이 그
려진 대표적인 작품에 해당된다. 이 작품에서 폐결핵 및 위암의 희생자가
되는 인물들이 각각 주인공의 연인이고, 아버지인 점은 결국 주인공의 입장
에서는 전 세계가 죽음의 병증에 시달리는 상황에 다름 아니다. 주인공 정
일은 학교 교원의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의 생활은 사실상 권태와 우울에
잠식당한, 삶의 목적이 없는 허무주의자의 그것이다. 그런 그 앞에 아버지의
병세를 전하는 긴급한 소식이 도착하고, 그는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는다. 그런데 이러한 떠남은 한 죽음에서 또 한 죽음으로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병환을 목격하기 이전에 이미 정일은 연인인 문주가
풍기는 죽음의 분위기에 온 몸과 마음이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티룸 ‘알리
사’의 마담인 문주는 폐결핵의 심각한 병세와 함께 광기에 가까워져가는 히
스테리 증세로 정일의 삶을 데카당한 병독 속에 가두는 인물이다. 티룸과
술집을 전전하던 정일의 생활은 문주를 만나 더욱 지독한 정신적 퇴폐의 늪
을 경험하게 되었다. 「무성격자(無性格者)」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중증 폐
결핵 환자인 문주와 마찬가지로 중증의 의지 상실자인 정일이 만들어내는
절망과 자포자기의 장면은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그 절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위로하는 정일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문주는 이제 와서
이 지경이 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위로될 줄 아느냐고 몸
부림을 하고 울면서 (...중략...) 악을 쓰던 끝에 기침을 따라 피를
토하자 이 거짓말쟁이 하고 정일에게 달려들어 손수건에 받은 피를
그의 얼굴에 문질렀다.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정일이는 문주를 어르
고 달래서 자리에 누이고 머리와 가슴을 식혀주었다. 겨우 진정된
문주는 눈이 시리다고 전등을 끄라고 하였다. 창을 적신 듯한 늦은
봄 하현달 빛에 푸르도록 창백한 문주는 정일의 손을 자기 가슴 위
에 얹고 두 손으로 만지다가 조개인 입술이 떨리며 “우리 죽어요”
하고 속삭이듯이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던 정
일이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고 눈물에 젖은 문주의 얼굴을 가슴에
안았다. 그들은 다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꿈꾸는 어린애같이
이따금 느끼는 문주의 몸은 그때마다 떨렸다. 아직 잠들지 않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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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숨소리도 없이 무엇을 생각하는 모양이다. 죽음을 생각하고 있
을 문주! 밤중에 일어나서 전날 손톱을 깎던 면도를 들고 나를 흔들
어 깨우거나 자는 그대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정일이는 오히려 흥분이 가라앉아 신열에서 놓
여난 병인같이 잠 속으로 잦아져 들어감을 깨달았다. 얼마나 지났을
까, 문주의 포옹과 느끼는 울음소리에 정일이가 눈을 떴을 때에는
이미 창이 푸르고 맑은 새벽 기운이 싸늘하게 스며드는 머리맡에는
이슬방울이

흐르는

듯한

면도날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다.

(102-103)528)

이 장면에서 히스테릭한 발작 끝에 문주가 저지르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
득하기 힘든, 패악에 가까운 것이다. 문주는 자신이 토한 피를 남자의 얼굴
에 문지른다. 그간 그녀는 정일을 자신이 죽자고 하면 같이 죽어줄 사람으
로 말하며, 히스테릭한 상태의 표현이나마 자신이 가야 할 죽음의 길을 함
께 갈 것을 종용해 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정일의 태도
로서, 그는 문주의 이러한 행동에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문주가 자신이
잠든 사이 면도칼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러
한 죽음의 가능성에서 평온함을 느낀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문주의 절망이
더 깊은지, 정일의 절망이 더 깊은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39년 초에 발표된 「폐어인(肺魚人)」에서 질병과 죽음의 묘사는
「무성격자(無性格者)」를 넘어서는 비관적 전망 속에 제시된다. “쥐를 잡아
먹고 고양이가 죽었다”(7)라는 인상적인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작품에서 주
인공 현일은 폐결핵과 실직이라는 겹겹의 난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상실하
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수신과 영
어 과목의 교원이 된 현일에게 각혈은 처음 맞닥뜨렸을 당시엔 또 한 번 삶
의 투지를 불태워야 할 운명적인 대적 상대로 여겨진다. 그러나 근무하던
학교의 폐교로 생활고의 압박을 받으며 새로이 구직 활동에 나서게 된 상황
에서 현일은 자신에게 다가온 “냉정한 사실과 맹목적 운명”(21)을 직시하기
528) 최명익, 『최명익 단편선 비 오는 길』, 문학과지성사, 2007 ; 이후 본 장에서의 최명
익 작품의 인용은 이 책에 의거하며, 본문의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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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른다. 즉 그는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좋아지리라는 아내의 기대를
무지에서 나온 터무니없는 낙관주의로 비난하며, “어느 누가 내 병이 나으
리라고 하며 우리 집에 장차 행복이 다시 오리라고 누가 보증을 하더냐
고”(20) 드러내놓고 발설함으로써 그 ‘사실’과 ‘운명’을 더 이상 은폐하지 않
고자 한다.
그런데 실상 이 작품에서 현일이 겪는 시련은 오로지 현일 앞에만 배당
된 운명인 것은 아니다. 우선, 실직의 문제는 식민지 시대 말기에 문을 닫게
된 학교의 관련자 모두의 문제로서, 현일의 다른 동료들 역시 고향으로 돌
아가거나, 만주와 북지(北地)로 떠나거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퇴직금
으로 작은 장사를 시작하는 등 뿔뿔이 흩어졌다. 현일의 동료였던 미술 교
사 P가 밀레의 「만종」이 잔등에 조각된 빨래비누를 만들어 상점들을 전전
하는 상황은 “세상의 분위기가, 그리고 절박한 현실이 인텔렉트를 버리고
직업을 바꾸라고 강요하는”(30) 우울한 시대의 지식인들의 처지를 전하는
으뜸가는 풍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핵의 고통 역시 현일만의 문제
는 아니다. 「폐어인(肺魚人)」에는 현일의 처지와 거의 동일하게 과거의 교
원이자, 결핵 환자이자, 아내에 의지해 어려운 살림을 지탱해나가는 인물 도
영이 있다. 그런데 현재의 도영이 현일과 구분되는 점이 있다면, 도영에게는
신경쇠약의 병증까지 더해져 거의 실성한 사람이 되고만 사실이다. 요양소
나 병실의 서사 공간이 아니면서 한 작품 안에 결핵 환자가 복수화된 경우
는 드문 현상이지만,529) 이러한 설정은 결국 1930년대 말의 시대적 조건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이 “막다른 골목”(18)에 들어선 지식인들의 상황
과 창궐하는 질병의 상황을 연결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치명적인 질병이건 실직이건 드물지 않은 공통된 운명이 되는 상
황이라고 할 때, 「폐어인(肺魚人)」의 후반부는 두 결핵 환자인 현일과 도
영, 현일의 제자인 동경 유학생 병수, 이 세 인물이 현 상황을 바라보는 각
기 다른 자세를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즉 무엇보다 같은 병에 대면하여 분
투하는 현일과 도영의 삶의 철학은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인다. 도영의 경우,
삶의 목표는 어떻게든 살고 본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 덫 속에 갇힌 쥐는
529)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 문학 모티프와 테마를 찾아서』, 앞의 책,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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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덫 속의 미끼를 먹고 살아가듯이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살아가는 ‘쥐의
철학’을 배울 것을 현일에게 권한 바 있는 도영은 민간속설에 따라 뱀을 먹
든 지렁이를 먹든 어떠한 일을 해서라도 병이 낫기를 희망한다. 그러기에
도영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결벽성이다. 또한 부질없게 여기는 것은 세상에
대한 비관이나 염세 등으로 머리를 싸매는 일이다. 그는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죽잖고 사느냐”(34)의 문제로 전환
시킨지 오래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영 역시 원래는 결벽성을 가진 인물이었
기에 도영의 현재 상태는 최명익 소설의 원형적 인물이 처참하게 몰락하는
경우의 극단적인 결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현일은 도영의 현 상황을 삶에 대한 투지이기보다 삶에의 비
관이나 절망까지도 잊어버린 상태로 진단한다. 이로써 다만 살아남고자 육
신 자체에 집착하는 한편으로 삶의 정신적 가치들을 외면해 버리는 일은 현
일의 가치관과는 어긋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일의 관점은 젊은 제
자인 병수, 즉 새로운 세대의 삶의 태도에 대한 염려에서 명확히 표출되고
있다. 전공하는 영문학과 동경 문단의 새로운 소식 등을 전해주던 병수이건
만, 현일은 현재의 병수에게서 도영의 세계에 대한 동정 이상의 심정적 공
명을 발견하고 불쾌감과 우울함을 느낀다. 즉 “불안이라는 유행병”(38)에
감염되어 퇴폐적 기분에 빠져들고자 하는 기미를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현
일의 지적에 병수는 현일이 강조하는 의지나 패기는 실제로는 현일이 느끼
는 삶에 대한 절망의 반동으로 부르짖어지는 것이 아닌가를 묻는 한편으로,
그러한 의지나 패기를 보이기에는 용기를 갖지 못한 듯하다는 말로 응수한
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내리는 병수의 진단은 용기를 불러일으킬 사상도 신
념도 갖지 못한 것이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병
수의 태도는 설령 현일의 육감이 짚어내듯이 그가 불안이라는 시대적 조류
에 마냥 휩쓸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
는 가운데 다만 몸을 움츠린 채로 청춘의 시간만을 보내고 있음을 알게 한
다. 시대는 바야흐로 젊은 세대에게 용기를 부여해 줄 사상과 신념은 어디
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때이다. 더욱이 현일과 달리 병수에게는 자신의 문
제를 끝 간 데까지 추궁하는 정신적 치열함이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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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 인물의 각각의 처지와 시각은 이 작품의 결미를 이루는 다음
과 같은 충격적인 장면 속에서 다시 한 번 결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때 도영이는 죽은 지렁이 한 놈을 길게 드리워가지고 돌아왔다.
“자, 이것 보시우 이놈이 열 내리는 데는 제일이랍니다.”
하고 지렁이에 달라붙은 개미들을 툭여서 떨구고는 입에 집어넣고
사이다를 들이켜서 삼키고 말았다.
그것을 본 현일은 울컥 구역이 나고 뒤이어 기침이 발작되었다.
지렁이를 삼키고 태연히 앉아 있던 도영이도 따라서 기침을 시작
하였다. 두 사람은 이마를 맞대듯이 앉아서 언제 멎을지 모르게 기
처대였다.
현일은 코언저리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씻으면서 그저
망연히 눈앞에 서 있는 병수에게
“자네는 뭘 하러 거기 서 있나, 저리 가게나. 챙피할세.”
하며 간신히 웃어 보이려고 하였다. 사실 수치스러운 꼴이나 보인
사람같이 그 웃음은 일그러지고 어색한 것이었다.
병수가 무엇이라 대답할 사이도 없이 도영의 입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기 시작하였다.
피가 좀 멎자 기신을 못 차리는 그의 입언저리의 피를 씻으려고
병수는 손수건을 들고 다가앉았다. 그것을 본 현일은 병수를 떠밀어
내며 노기를 띤 언성으로 “저리 가라니까” 소리를 지르고 자기 손
수건을 내어 도영의 머리를 가슴에 안고 얼굴을 씻으며
“이런 더러운 피에 왜 손을 적시려나...... 정신 차리거든 내가 다
리구 갈게 자넨 가게나.”
병수는 할 수 없이 돌아서 성문으로 들어갔다. (41-42면)

이 대목에서 확인되는 “이런 더러운 피에 왜 손을 적시려나” 라는 부르짖음
은 ‘폐어인’의 마지막 전언으로 읽을 수 있다. 살기 위해 지렁이를 삼키고
피를 토하는 도영의 비참한 몰락이 빚어내는 분위기는 현일마저도 감염시킨
다. 현일은 도영의 처지를 절망까지도 잊어버린 상태로 파악함으로써 절망
에 기대어서나마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인간의 자세에 대한 인식을 드러
낸 바 있으나, 위의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자신 역시 절망마저도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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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음을 자각하고 허물어져 내린다. 즉 스스로의 상황에
대한 현일의 마지막 진단은 “그러나 지금 내게는 무엇이 남았으랴. 절망인
들 남았으랴. 죽어가는 폐어(肺魚)에게 물도 공기도 무슨 소용이랴”(43) 라
는 탄식으로 터져 나온다. 폐어란 보통 때는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하나
물이 없을 때는 부레로 공기 호흡을 하는 물고기를 말한다. 그러므로 현일
의 진단은 자신이 지금껏 오갔던 정반대의 감정과 생각들, 즉 패기와 낙관
은 물론 절망과 비관마저도 모두 잃고 죽어가는 상태에 대한 시인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는 이 작품의 서두를 상기해 보건대, 쥐를 잡아먹고 피를 토
하며 죽은 고양이의 죽음이 이미 송장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는 도영은 물론
자신의 운명으로도 언젠가는 닥쳐오리라는 예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폐어인(肺魚人)」에서 질병과 죽음의
형상화는 일견 그로테스크한 장면들로까지 연출되는 가운데 암울한 비극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주인공 현일의 의식의 본령
은 가혹한 현실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은 채 삶에서의 의지적인 자세를 지향
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특히 ‘더러운 피’에 대한 언급에서 드러
나는데, 현일의 의식이 젊은 세대의 앞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예컨대
「무성격자(無性格者)」에서 문주의 각혈을 받아들이는 정일의 경우와는 커
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최명익의 문학이 생생한 병증의 묘사, 죽음의 분위기 등
을 통해 인물의 삶 및 세계의 비극성을 그려내고 있다고 할 때, 그 병리적
상상력의 첫 자리에 도스토예프스키가 등장하고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즉
최명익의 데뷔작인 「비 오는 길」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질병과 죽음, 고
통의 표상으로서 주인공 병일의 꿈속에 나타난다. 병일은 신흥 상공도시의
공장에서 소사 겸 급사 등의 일로 근무하며, 사고무친한 도시에서의 고독한
일상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의 처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신원보증인을 구하지 못한 사실이다. 그런 이유 등으로 주인
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감시의 눈초리 아래서 모멸감을 느끼는 병일은 스스
로도 다른 사람들을 “노방(路傍)의 타인”(50)으로 여겨 공장과 하숙방을 단
조로이 오가는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사진사 이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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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우연한 교제는 단단히 껍질을 오므린 조개와도 같은 병일의 생활 태
도와 내면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다. 즉 “사람 사는 재미”(59)를 이야
기하는 사진사의 세속적 태도에 선뜩하고 번질번질한 청개구리의 뱃가죽을
떠올리며 침을 뱉던 그도 점차 “음산하게 벌어져 있는 현실은 산문적이면서
도 그 산문적 현실 속에는 일관하여 흐르고 있는 어떤 힘찬 리듬”(63)이 있
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간의 병일은 빈민촌의 허름한 하숙방에서 돈을
아껴 산 책을 읽는 일을 유일한 보람으로 삼아왔고, 그러한 독서 행위의 근
원에는 애초에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일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즉 사
람에게는 사람이란 무엇인가?”(69)하는 의문이 놓여 있었다. 따라서 자신이
지금껏 지향해 온 삶의 자세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새롭게 엿보게 된 생
활 세계의 억세고 힘찬 리듬 사이에서 병일은 동요와 혼란을 경험한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병일의 꿈속에 등장하는 것은 이처럼 병약한 몸과 예
민한 신경의 소유자530)인 병일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신의 생활을
무너뜨리게 된 때이다.

어느 날 밤엔가 늦도록 『백치(白痴)』를 읽다가 잠이 들었을 때
에 도스토예프스키가 속 궁근 기침을 하던 끝에 혈담을 뱉는 꿈을
꾸었다. 침과 혈담의 비말을 수염 끝에 묻힌 채 그는 혼몽해져서 의
자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의 검은 눈자위와 우므러진 뺨과 검은
정맥이 늘어선 벗어진 이마 위에 솟은 땀방울을 보고 그의 기진한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다. 그때에 방 안에는 4시를 치려는 목종
(木鐘)의 기름 마른 기계 소리만이 서걱서걱 들릴 뿐이었다.
이렇게 잠을 잃은 병일이는 『백치』 권두에 있는 작자의 전기를
다시 한 번 훑어보았다. 전기에는 역시 병일이가 기억하고 있는 대
로 이 문호의 숙환으로는 간질의 기록만이 있을 뿐이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동양인 같은 수염에 맺혔던 혈담은 어릴 적 기
억에 남아 있는 자기 아버지의 주검의 연상으로 생기는 환상이라고
생각하였다.
530) 이 작품에서 주인공 병일은 위중한 병의 환자는 아닌 대신 각기병으로 건강치 못한 다
리에, 특히 예민한 신경과 결벽성으로 고통 받는다. 신경의 예민하고 불안한 증세에 대한
언급은 거듭 등장하며, “빗물 고인 웅덩이에는 수없는 장구벌레들이 끊어낸 신경 줄기같
이 꼬불거리고 있었다”(64면)와 같은 표현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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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에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할 때에도 혹시 후원에
서 성낸 소와 같이 거닐고 있던 니체가 푸른 이끼 돋친 바위를 붙
안고 이마를 부딪치는 것을 상상하고 작은 신음 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깨닫고는 몸서리를 치기도 하였다. (64-65)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간질병을 앓았던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병일의 꿈속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간질이 아닌, 기침 끝에 혈담
을 뱉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병일 역시도 꿈에서 깨
어난 후, 작가의 병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런데 위의 대목에서 병일은
『백치』의 권두에 있는 작가의 전기를 들춰보지만, 『백치』는 사실상 작
가의 치명적인 질환인 간질을 작품 안에 매우 핵심적인 서사적 요소로서 끌
어들이고 있다.531) 즉 주인공인 믜쉬킨 공작은 백치인 동시에 간질 환자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순수하고 선한, 아름다운 인물이자 그 순수
함으로 타락한 현실 사회에 끝내 온전히 섞이지 못하는 믜쉬킨의 특성의 중
심을 이룬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간질 발작의 외적인 모습은 물론 발작 직
전에 경험하게 되는 최상의 순간에 대한 의식 차원의 생생한 묘사 등이 포
함되어 있어 간질에 관한 비밀의 한 자락을 풀어놓는다. 그런 의미에서
『백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다른 어떠한 작품보다도 간질 병증 체험을 상
세히 밝혀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 오는 길」에서 도
스토예프스키는 혈담이거나 각혈의 병증을 보여줌으로써 간질로서 신비로운
초월적 세계를 경험하는 천재적인 재능의 작가라기보다는 질병의 고통 속에
죽음을 지척에 둔 아버지의 모습으로 화한다. 그리고 얼핏 「무성격자」의
만수노인을 떠올리게도 하는 이 모습은 최명익의 이후의 작품들에서 나타나
는 병리적 상상력 및 비극적 세계 인식의 원형 혹은 원천으로 자리한다.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와 질병’ 혹은 ‘도스토예프스키와 죽음’이라는 항
목이 반드시 비극성으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은 잠시 일본 근대문
531)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 다른 어떠한 질병보다도 간질은 “작품의 본원적 측면에 직
접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작품을 일종의 질병의 문학으로 간주되게 한다.” 즉 이러한 작
품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백치』외에 『악령』,『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을 들 수 있
다. 권철근, 「도스토예프스키 장편소설의 병리학: 살인과 간질」, 『노어노문학』, Vol.
18, No. 3, 한국노어노문학회, 2006, 105-1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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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작가 나쓰메 소세키의 경우를 일별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나쓰메
소세키는 위중했던 병상 체험을 기록한 회상기 「생각나는 일들」(思い出す
事など, 1910)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간질과 형장 체험에 대해 이야기 한
다. 소세키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가 용케 되살아난 참이었다.532) 즉 목
숨을 위태롭게 한 각혈과 그 이후에 병상에서 맛본 현실을 초월한 기쁨은
소세키로 하여금 도스토예프스키의 간질 체험과의 비교를 수행하게 한다.
또한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극적으로 죽음을 면하게 된
일은 마찬가지로 죽음의 위기에서 회생한 소세키에게 보다 중요한 비교거리
가 된다. 소세키는 죽음 직전의 단계, 즉 어쩌면 잠시 죽은 상태로까지 갔다
가 자신의 존재가 그 고난을 극복해냈다는 점에 각별한 환희를 느꼈다. 따
라서 소세키에게 도스토예프스키의 질병과 죽음의 위기는 두 개의 환희로서
되새겨진다.533)
각혈, 간질, 사형 선고, 죽음 등에 대한 진지한 사유가 존재하는 「회
상」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 관련 내용이 이러한 ‘환희’로서 말해지는 점은
물론 소세키의 개인적인 체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비 오는 길」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 표상이 소세키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시대적 배경의 소산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한다. 이 작품에서
병일이 도스토예프스키의 꿈에 이어 니체에 관한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 일
은 셰스토프의 저서 『비극의 철학』과 관련을 갖는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비극의 철학』은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니체의 세계를 주요한 탐색
의 대상으로 삼았다. 셰스토프는 니체의 저작들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들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정신적 변화의 동기들과 경위를 발견했다. 최명익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물론 셰스토프의 저작에도 친숙했음은 해방 후 1946
년에 발표한 단편 「맥령(麥嶺)」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제 말의 엄혹한
532) 나쓰메 소세키는 44세 되던 1910년, 위궤양 진단을 받고 슈젠사(修善寺)로 요양을 떠
났으나, 이곳에서 많은 피를 토하고 인사불성의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이를 ‘슈젠사 대환
(大患)’이라 부른다. 나쓰메 소세키, 노재명 역, 『회상』, 하늘연못, 2010, 407면.
533) 이러한 내용은 「회상」 속에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 “지금 도스토
예프스키의 모습은 내게 단지 희미한 대상에 불과하다. 동시에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
아났다는 환희 역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그 환희가 내 곁에 영원히 존재한다면 - 도
스토예프스키는 내 인생에서 영원히 감사해야 할 사람이었다.” 위의 책,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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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해방을 거쳐 토지개혁에 이르기까지의 세월 동안 농민들의 삶을
그려낸 「맥령」에서 도시에서 시골로 ‘소개(疏開)’해 나온 주인공 상진의
도서목록에는 『비극의 철학』이 포함되어 있다. “일찍이 작가라고 다소나
마 이름이 팔렸고 중일전쟁 이래 오륙 년 간이나 붓을 던지고 있는”(247)
인물인 상진은 작가 최명익의 실제 면모를 반영하고 있거니와 그는 『비극
의 철학』, 『우울증의 해부』, 『악의 화』와 같은 일련의 책들을 “젊은 시
절의 창백하고 말쑥한 우울의 자취로 남은”(247) 책들이라고 표현한다. 따
라서 각혈의 흔적을 수염 끝에 묻히고 기진한 도스토예프스키의 형상은 푸
른 이끼 낀 바위를 붙안고 이마를 부딪는 니체의 모습과 더불어 1930년대
후반 ‘전형기’의 정신적 분위기의 반영이라는 측면을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발전과 확장의 진취적 움직임을 보이는 자본주의적 도시 근대화의 한
변두리에서 누구나가 추구하는 행복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서 받아들이지 못
하는 인물이 간직해 온 물음인, 왜 사는가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
는 정신적 고뇌와 고통의 표상이기도 하다.534)
그리고 최명익의 첫 작품 「비 오는 길」은 결말에 이르러 지루하고 우
울한 장마 끝의 갑작스러운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주인공의 내면의 물음이
생활 세계의 힘에 분쇄되지 않은 채 앞으로도 변함없는 추구를 이어가게 될
것임을 알게 한다. 즉 결말에서의 사건이란 아무런 의심 없이 “관념화한 행
복”(71)을 쫓아 미래의 시간들을 계획해 온 사진사 이칠성의 죽음이다. 평
양을 휩쓴 장질부사로 인한 그 죽음은 범속한 세계이자 탄탄한 생활인의 세
계가 갖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빈 구멍을 불시에 드러내며, 사진사의 죽음을
조상할 길도 없는 주인공은 다시 세상과의 관계에서 ‘노방의 타인’의 위치로
돌아간다. 그가 이전처럼 다시 독서에 매진할 것을 결심하는 일은 단순한

534) 「비 오는 길」에 등장하는 도스토예프스키를 병리성의 테마가 아닌, ‘산책자’ 유형과
관련지어 분석한 경우로 장수익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주인공 병일은 “근대
적 거리의 자연스러운 참여자로서 자신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는 보들레르적인 산책자에
비해 근대에 대한 자격지심 또는 열등감을 가”진 “도스토예프스키적 유형”의 산책자로 분
류된다. 그러나 논자는 이 작품의 결말에 비추어보아 주인공은 “거리의 경험에서 느낀 현
실의 모순을 자신의 고민으로 내면화시키는 도스토예프스키적 산책자”에도 어느 정도 미
달형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수익, 『그들의 문학과 생애 최명익』, 한길사, 2008,
37-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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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도피가 아니라, 도스토예프스키거나 니체의 표상이 갖는, 삶의 의미를
향한 고뇌와 모색으로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다.535)

2.3. ‘무성격자’라는 유형의 제시와 역설적 의미 구현
: 사회적, 시대적 차원의 병리적 현상과 유형의 제시 - ‘무성격자’라는 역설적 함의
의 명칭과 로베르트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 - 두 세계의 대립 : 데카당스의 세
계와 속악한 생활 세계 - ‘무의지자’ - 양자택일의 상황과 ‘무성격자’로부터의 이탈
- 병리적 현실에 대한 미학적 대응으로서의 데카당스와 ‘무성격자’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최명익 작품에서의 질병의 형상화가 단순히 개
인적인 차원의 병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혹은 시대적인 차원의 병리적
현상의 문제임을 짐작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애초에 최명익
스스로 병리적 사회와 예술가의 병증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1940년 8월, 『조광』 지에 발표된 수필 「장마비와
보-드레르」536)에서 최명익은 보들레르의 경우를 통해 시대로 인한 신경증
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보들레르가 피해망상, 강박관념 등을 보인 신경
병 환자임을 말하면서도 그 “세기말적 신경”을 병적인 것이라고만 간주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즉 그가 보기에 보들레르는 “한 社會를 構成한 大多數
의 사람이 그런 過敏한 神經과 不安한 精神狀態를 갖게” 된 시대의 시인으
로, 이러한 경우 특별히 한 개인에게 정신병자의 레테르를 붙이는 것은 적
535) 이 작품에서의 독서의 폐쇄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는 견해들은
적지 않다. 예컨대 독서를 통해 삶의 의미를 획득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노력을 타인 혹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관념적인 추구로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결말에서의
이러한 독서로의 회귀는 “자의식의 완전한 각질 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고” 마는 소시민
적 개인주의의 행위이다. (채호석, 「리얼리즘에의 도정 - 최명익론」, 『한국문학의 리얼
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260-261면 참조) 반면, 긍정적 의미를 읽어내는 경우
에는 이 때의 독서는 “이 도시(행복을 꿈꾸는 사진사와 같은 부류로 가득 찬)의 진부한
일상으로부터 정신의 주권을 지키려는 고통스런 농성(籠城)과 같은 것”이 되며, 작품에
등장하는 도스토예프스키는 “고뇌하는 모더니스트의 자화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신형기,
『분열의 기록 - 주변부 모더니즘 소설을 다시 읽다』, 문학과지성사, 2010, 115면.
536) 최명익, 「장마비와 보-드레르」, 『조광』, 1940.8, 136-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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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파리의 우울』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보들레
르는 다만 대다수의 파리 시민보다는 중증의 상태였을, 예민한 지성과 감각
의 소유자로 이해된다.
이처럼 시대 전체, 사회 전체가 경험하는 병리적 상태와 그 속에서의 인
간에 대한 최명익의 깊은 인식은 작품을 통해 하나의 유형의 제시로 나타난
다. 이러한 예로 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작품은 「무성격자(無性格者)」
이다. 최명익의 작품 가운데 「무성격자(無性格者)」는 일단 그 제목에 있어
서 「폐어인(肺魚人)」과 함께 특정의 인간 유형을 적시한다. 더욱이 이 작
품의 주인공이 특정한 시대 상황의 산물로서의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음은
작가의 글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즉 최명익은 그간 자신이 창조해
낸 주인공들을 돌아보는 한 글에서 「무성격자(無性格者)」의 정일에 대해
“한 시대의 병리학적 현상의 한 누형(樓形)”인 것으로 표현하였다.537) 정일
은 고아이자 공장의 사무원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는 「비 오는 길」의
병일에 비한다면 학력, 교양, 지위, 생활 조건 등의 면에서 훨씬 나은 처지
이지만, 그 처지와 심경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부러움보다는 오히려 동정
을 받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병일이 느끼게 될 동정은 동병상련의 동정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이러한 서술은 작가가 시대의 병리적
현상을 담지하는 인물로서 병일의 형상에 이어 정일을 거듭되는 하나의 ‘누
형(樓形)’으로서 그려내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물론 최명익의 일련의 작품에
서 주인공들은 우울한 내면, 결벽성, 신경증, 존재론적 물음의 추구 등 특유
의 공통된 면모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를 동일한 인물 전형에 해당
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들 인물들은
공통된 속성 이상으로 차별성 또한 지니고 있으며, 예를 들면, 이미 언급했
듯이 「무성격자(無性格者)」의 정일과 「폐어인(肺魚人)」의 현일은 그 본
질적 성격에 있어서 동일한 유형으로 함께 묶이기는 어려운 인물들이다.
그런데 「무성격자(無性格者)」에서 작품의 표제로 사용된 ‘무성격자’라
537) “그러나 丙一이가 丁一의 처지와 심경을 좀 더 잘 알게 된다면 그는 동정하게 될 것이
다. 그런 동정은 丁一이 일 개인에 대한 것은 물론 아니고 한 시대의 병리학적 현상의 한
누형(樓形)으로서의 동정이다.” 최명익, 「작중인물지(誌) - 궁금한 그들의 소식」, 『조
광』, 1940.12,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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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인상적인 명칭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비롯
된 것이다.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셰스토프의 『비극의 철학』이 커다란 관
심을 불러일으킨 결과로서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이해가 새로운 전기를 맞
이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지하의 인간’이 많
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사실은 3장에서 이미 상세히 살펴보았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활동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언급되는 ‘무성격
자’는 ‘지하의 인간’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말 그대로 성격이
없는 존재로서의 ‘무성격자’는 작품 속에서 영웅도, 벌레도,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채로 끊임없는 사유를 펼쳐내는 존재이자, 너무 많이 의식하는 자의식
의 병을 앓는 존재이자, ‘2×2=4’의 자연 법칙에 대항하여 인간으로서의 무
한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나타난다. 이렇듯 그 사유와 심리에 있어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형상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수(複數)의 인
간들, 즉 한 세대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그는 애초에 러시아의 땅과 국민들
로부터 떨어져 유럽 문화에 중독된 1840년대의 인텔리겐치아로서 16년간의
지하 생활의 결과로 조소적인 역설가로 변신하였다.538) 도스토예프스키는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첫 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석의 형식으로 이 인
물이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존재 가능한 인물이자 한 세대의 대표자임을 밝
히고 있으며, 이러한 인물 유형의 출현과 사회적, 시대적 배경의 관계에 주
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 수기의 저자도, ‘수기’ 자체도 물론 허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대체로 우리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런 수
기들의 작가와 같은 인물은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심지어 존재해야만 한다. 나는 최근 얼마 전의 성격들 중의 하나
를 좀 더 잘 보이도록 대중들 앞에 내세우고 싶었다. 이 인물은 지
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 중의 한 사람이다. <지
하>라는 제목이 붙은 이 단편에서 이 인물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견해를 소개하고, 자신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나타나고, 나타나야만
했던 원인들을 밝히고 싶어 하는 것 같다.

538) 권철근, 『도스토예프스키 장편소설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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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 автор записок и самые 《Записки》, разумеется, вымышлены.
Тем не менее такие лица,

как сочинитель таких записок,

не толь-

ко могут, но даже должны существовать в нашем обществе, взяв в
соображение т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при которых вообще складывалось
наше общество.

Я хотел вывести перед лицо публики, повиднее

обыкновенного,

один из характеров протекшег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Это ― один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еще дожив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В этом отрывке, озаглавленном 《Подполье》, это лицо рекомендует самого себя, свой вз-гляд и как бы хочет выяснить те причины, по
которым оно явилось и должно было явиться в нашей среде.

539)

한편 ‘무성격자’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는 점은 19세기의 현명한 인간은 성격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즉
‘없음’의 상태를 강조하는 주인공의 주장은 기존의 질서, 기존의 사유에 대
한 거부와 비판의 표시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무(無)’라는 기표를
통해 역설적으로 무한한 ‘유(有)’로서의 가능성을 지향하는 방식이다. 세계문
학에서 이러한 역설적인 성격 규정의 예는 로베르트 무질의 실험적인 미완
성 소설 『특성 없는 남자』(Der Mann ohne Eigenschaften, 1930, 1932)
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울리히, 즉 ‘특성 없는 남
자’는 ‘현실’ 자체보다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상상하는 ‘가능성’540)을 지
향하는 까닭에 스스로 어떤 특성을 소유하는 자로 남을 수 없다. 이는 무한
한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한 인간형을 창출하려는 작가의 의도에 의해 탄생
된 인물형이다.541) 특성들의 소유를 거부함으로써 현실 감각 대신 가능성의
감각을 갖는 ‘특성 없는 남자’는 그럼으로써 “공식의 체계들로 이루어진 주
539)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десяти томах, Том 4, Там же, С. 133.
540) 『특성 없는 남자』에서 ‘가능성 감각’은 “모든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상상하고, 실재
를 실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이 다루는 능력을 표현”하는 창조적인 소질이며, 동시에
“사람들이 놀랄 만한 것이라 칭송하는 것을 틀린 것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성향으로 설명된다. 로베르트 무질, 안병률 역, 『특성 없는 남자』,
북인더갭, 2013, 24-25면.
541) 장희권, 「소설 『특성 없는 남자』에 나타난 무질 문학의 실험적 성격」, 『오늘의 문
예비평』, 통권 23호, 1996, 252-2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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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거부하고 ‘자주적 주체’로서 등장한다.”542) 이처럼 성격, 혹은 자아, 혹
은 주체, 혹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다른 어떤 본질적인 것의 없음을 주장
하는 일은 그 부재를 통해 하나의 세계를 거부하고 또 다른 세계를 열고자
한다. 최명익이 작품의 표제로 ‘무성격자’라는 명칭을 취한 일은 그 근원적
인 동인에 있어 이러한 심리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무성격자(無性格者)」는 서사의 구성상 뚜렷이 대립되는 두 세계를 보
여준다. 한편에는 문주라는 여인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데카당스의 세계가,
또 다른 한편에는 아버지 만수노인으로 대표되는 의지적인 생활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두 세계의 사이에 공허한 동시에 분열된 내면을 갖는 주
인공 정일이 있다.

1) 동경 있을 때, 운학군이 사촌동생이라고 문주를 소개하며 의학에
서 무용 예술로 일대 비약을 한 소녀라고 웃었을 때 저렇게 인상적
으로 빛나는 눈은 역시 여의사의 눈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
던 자기가 3년 후인 지난 가을에 티룸 아리사의 마담으로 나타난
문주를 다시 보게 될 때 문주의 그 창백한 얼굴과 투명할 듯이 희
고 가느다란 손가락과 연지도 안 바른 조개인 입술과 언제나 피곤
해 보이는, 초점이 없이 빛나는 그 눈은 잊지 못하는 제롬의 이름을
부르며 황혼이 짙은 옛날의 정원을 배회하던 알리사가 저러지 않았
을까고 상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검은 상복과 베일에 싸인 알리사
의 빛나는 눈은 이 세상 사람이라기보다 천사의 아름다움이라고 하
였지만 흐르는 듯한 곡선이 어느 한 곳 구김살도 없이 가냘픈 몸에
초록빛 양장을 한 문주의 눈은 달 아래 빛나는 독한 버섯같이 요기
로웠다. (90-91)
2) 그가 스물이 넘도록 데릴사위 겸 머슴살이를 하다가 장인 장모
가 죽고 지금은 늙은 마누라이지만 그 때는 아직 십여 살밖에 안
된 코 흘리는 계집애만을 데리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부득
이 소작하던 농터를 떠나서 지금 사는 도시로 떠들어올 때 농촌을

542) 신지영, 「1부: 로베르트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에 나타난 유토피아 구상과 그 이
념사적 구상」, 『독일어문화권연구』, Vol. 16,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007,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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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게 된 그들에게는 다만 지게와 너덧 마리 씨암탉이 남았을 뿐
이었다고. 먼 길이었으므로 동구 밖까지 닭의 가리를 짊어졌던 지게
에 대신 장래의 처를 짊어지고 닭의 가리는 손에 들고 와서 성 밖
빈민굴 토막에 몸을 부치고 지게벌이로 시작하여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몇십만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모았다는 것이 그의 내력이
다. 말하자면 그의 일생은 오직 돈을 위하여 분망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103)

위의 첫 번째 인용문이 보여주듯 문주는 천상의 정신을 희구하는 『좁은
문』의 알리사와 같은 순결하고 가녀린 모습과 독버섯의 요기스러움을 떠올
리게 하는 퇴폐적 매혹으로서 정일의 정신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문주의 외
양과 내면에서 풍기는 분위기의 본질은 결핵 환자의 소진해가는 생명이 전
하는 위태로움이다. 즉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생명의 아슬아슬한 위태로움
의 분위기를 시시각각으로 함께 느끼며 정일은 죽음의 자극을 통해 오히려
의미를 상실한 삶의 권태와 우울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다. 문주의 세계에
는 각혈, 히스테릭한 웃음과 울음소리, 결핵균의 시독(屍毒)인 신열, 파랗게
빛나는 면도날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기에 정일은 “퇴폐적 도취가 그리
워 패잔한 자기의 영상을 눈앞에 바라보며 아편굴로 찾아가는 중독자와 같
이”(93) 어쩔 수 없이 문주에게로 향한다.
이에 비해 만수 노인의 세계는 정일의 마음을 끌어당기지 못한다. 그것
은 채무자와 거간, 토지 브로커, 대서인(代書人)들이 등장하는 세계이다. 인
생의 다른 의미에 눈을 돌리는 일 없이 오직 돈을 모으는 일에 수전노와 같
은 집착과 도취를 보이는 만수노인에 대해 정일은 존경의 마음도, 혈연의
애틋함도 느끼지 못한다. 또한 맨주먹으로 자수성가하여 적지 않은 부를 일
군 강인한 성정의 만수노인 역시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일
을 못마땅해 한다. 만수노인에게 정일은 대학 공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을 빛낼 벼슬도,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돈벌이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
라, 자신의 아래서 장사 문리를 배울 생각도 없이 객지를 떠돌아다니며 돈
만 축내는 “아무 짝에도 못쓸 위인”(96)일 뿐이다. 그런데 위암으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만수노인이 보이는 생에 대한 막무가내의 집착은 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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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연케 한다. 자신의 병에 자포자기 하는 문주가 육체보다 정신이 더욱
무너진 경우라면, 만수노인은 보기에 처참할 만큼의 육체의 몰락을 경험하
되 마지막까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문주
의 세계와 만수노인의 세계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빌어 각각 죽음 본능과 생
명 본능, 즉 타나토스와 에로스의 대극 구조인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543)
이 두 세계를 오가는 정일의 경우, 대학 시대의 그는 막연한 느낌일지언
정 삶에 대한 청신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삶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었
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3, 4년 만에 그는 연구와 독서의 계획들을 모두
흩트려 버리고 서재를 벗어나 급전직하 문주와의 퇴폐적인 생활로 날을 보
내는 인물로 변모해 버렸다. 그에게 한때나마 삶의 원대한 계획들이 존재했
던 일, 그리고 그 모든 꿈과 야망이 어느 순간 그에게서 빠져나가 버린 일
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바라보는 서가는 땀과 피의 입체
인 피라미드나 만리장성의 위관을 보는 듯한 숭엄감과 기쁨을 느끼
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기도 이 문화탑에 한 돌을 쌓아보겠다는 야
심을 가졌던 것이 먼 옛날 일같이 회상되었다. 그러한 전날의 야심
은 한순간 찬란한 빛으로 밤하늘에 금 그었던 별불같이 사라지고
만 듯하였다. 밤하늘에 금빛으로 그려졌던 별의 흐른 자취가 사라지
면 우리의 눈은 그 자리에 검은 선을 보게 되고 그 검은 선마저 사
라지면 부지중 한숨을 짓게 되는 것이다. (90)

정일의 내면이 이처럼 학생 시대의 꿈과 자존심을 상실하고 자신을 주체하
지 못하는 상태로 빠지게 된 이유는 이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학 졸업 후 무위도식자가 아닌, 교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생활 세계 속에서 그가 느끼는 갈등이나 번민 등은 생략되어 있다. 이
는 최명익 작품에서 지식인 인물의 고뇌가 「폐어인(肺魚人)」에서는 실직
문제, 「비 오는 길」에서는 자본주의적 근대화 현실에서의 소외와 일상 노
543) 박수현, 「에로스/ 타나토스 간(間) ‘내적 분열’의 양상과 의미 - 최명익의 소설 <무성
격자>와 <비 오는 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Vol. 37,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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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문제, 「역설」에서는 세속적 현실과 정체된 삶의 문제, 「심문(心
紋)」에서는 사회주의 운동가의 전락 등과 관련되어 여실히 그려지고 있는
점을 상기한다면, 「무성격자(無性格者)」의 인물 유형은 1930년대 후반,
‘전형기’의 시대 현실 속에서의 보다 원형적인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 인물만이 삶의 생기와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는
유일한 경우가 아니라, 이것이 시대의 풍경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그가 밤늦
도록 앉아 있는 티룸에서 보게 되는 우울한 젊은이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의 세계보다는 병적인 감수성의 문주의 세계를 가깝게 느
껴왔던 정일은 고향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자신에게도 속되고 탐욕스러운 생
활 세계의 본성이 내재하고 있음을 뜻밖에 발견하게 된다. 즉 아버지 대신
으로 집안 재산을 관리하는 매제 용팔이의 제안으로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를 옆에 둔 채로 새로 산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하는 서류
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정일은 평소 제2의 만수노인이라 할 만한 용팔이를
경멸해 왔으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도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로써 삶의 욕망과 욕구를 경시한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각
은 오히려 천박한 것이었다는 인식에 이른다. 또한 죽음과 대결을 벌이는
아버지의 몸의 고투를 지켜보는 과정에서도 정일은 점차 아버지의 세계를
지탱해온 본질을 깨닫게 된다. 이는 곧 만수노인이 보이는 놀라운 생의 의
지력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만든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으려는 끝없는 의지력”(116)은 외경심과 함께 정일의 눈에 눈물을 솟구치
게 한다. 이를 통해 정일이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
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114) 뿐임을 인식하는
일은 이 작품에서의 ‘무성격자’의 의미를 한편으로 ‘무의지자’와 겹치게 한
다.
결국 정일은 연인인 문주와 아버지의 죽음을 동시에 맞게 된다. 「무성
격자(無性格者)」는 다음과 같은 짧은 문단으로서 마무리되고 있다.

문주가 죽었다는 운학의 전보를 받은 날 저녁에 만수노인도 죽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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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사케 하라는 말대로 하자면
자기는 문주를 장사하러 가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정
일이는 아버지의 관을 맡았다. (117)

이렇듯 두 죽음의 동시적인 발생은 이제 정일이 두 세계 중 어느 한쪽을 선
택하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외아들로서 상주가 되어 아버지
의 장례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와는 별개로, 정일이 문주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 가운데 아버지 쪽을 선택하는 일은 인용된 문구의 의미심장함으로 인
해 잠시 해석을 요한다. 즉 여기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
사케 하라”는 문구의 사용은 작가 최명익에게 나타나는 셰스토프의 『비극
의 철학』의 영향을 다시 한 번 말해준다. 셰스토프는 『비극의 철학』의
서론 첫 페이지에 이 문장을 씀으로써544) 과거의 시간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인간들의 세계에서 통용되어 왔으나, 현재의 시간에는 죽은 자들보다도 더
지상에서의 희망을 찾지 못하는, 절망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산 자
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셰스토프
가 이후 비판하게 될 이상주의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이다. 따라서
셰스토프의 서술의 맥락에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사케 하
라”는 말은 죽은 자들의 세계와 산 자들의 세계를 구분한다는 의미를 갖는
다. 달리 말해, 이는 죽은 자와 절연하는 것 혹은 우선적으로 산 자들의 입
장을 내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무성격자(無性格者)」에서 정일은 이
문장을 빌어 그가 지금껏 죽은 자들의 세계에 속해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
다. 삶에의 의지를 상실한 죽은 자였던 정일이 또 다른 죽은 자로서 이제

544) “우리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지내게 하라고 배워왔다. 우리는 이것을 이
해하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을 기꺼이 승낙했다. 지난 세기의 위대한 이상주의자이자
저명한 한 시인은 이러한 해방의 말을 시 속에 자기 식으로 바꾸어서 “그러므로 살아 있
는 것들은 옳다네”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 “Нас учили: предоставьте мертвым хоронить своих мертвецов, - и мы сразу поняли и радостно согласились принять это учение.
Великий идеалист прошлого века, знаменитый поэт, по-своему переложил в стихи эти
освободительные слова: - und der Lebende hat recht - восклцал он.” Леф Шестов,
Сочинения (1, Водолей), Там же, С. 319 ;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지내게 하
라”는 문장의 원래의 출처는 성경이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마태복음 8장 2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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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인 죽음을 맞게 된 문주를 장사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일
이 된다.545) 그러나 정일은 아버지의 관을 맡으며, 이러한 선택은 그가 문
주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앞으로는 현실의 세계에서 산 자로서의 삶을 영위
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546)
「무성격자(無性格者)」의 결말은 이와 같이 주인공의 의식상의 새로운
전환의 기미를 보여줌으로써 ‘무성격자’라는 인물 유형이 비로소 ‘무성격’을
벗어나게 될 전망까지를 제시한다. 그러나 ‘무성격자’라는 유형은 삶의 의지
력이 결핍되었다는 점에서 벗어나야 할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친다 하더라
도, 시대의 병리성에 대한 미학적 대응의 차원에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형상
으로만 해석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에서 시대적 병리성의 소설적 구
현은 정일의 방황과 문주의 질병이 결합하는 데카당스의 분위기 속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퇴폐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카당으로서의
면모는 최명익이 그려낸 ‘무성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547) 그런데 폭력적이며 억압적인 세계에서 데카당스는 “보다 나은 가능
성을 위한 피신처”로서, “바로 이러한 삶과 그 문화 그리고 그것의 조야함
과 숭고함에 굴종하기를 거부”한다고 말해지는 점548)은 이러한 ‘무성격자’
의 특징과 관련하여 음미될 필요가 있다. 즉 아도르노는 데카당스를 굴종을
거부하는 부정의 문화로 인식함으로써 미적 데카당스 개념을 재평가할 수

545) 결말에서의 주인공의 이러한 양자택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도 존재한다. 즉
애인인 문주를 당위(Sollen)의 대상으로, 경멸해왔던 아버지를 존재(Sein)의 대상으로 보
고, 주인공의 “마음이나 정서와 행동이 당위를 지향하면서도 결국 존재에의 선택으로 방
향을 잡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일종의 서사적 전도로서 삶
의 궤도 수정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 문학 모티프와 테마
를 찾아서』, 앞의 책, 195면.
546) 이 부분의 해석을 정일이 자신을 여전히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기분 속에
서 다만 아들 된 도리를 다하여 아버지 쪽을 선택하는 것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
한 선택이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는 과
정이 주요한 내용으로서 강조되어 형상화된 끝에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547) 김남천이 「무성격자(無性格者)」의 정일을 “이 시대를 사는, 의지가 박약한 우유부단
한 지식인의 퇴폐적인 일면을 가장 뚜렷하게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규정한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다. 김남천,『김남천 전집Ⅰ』, 앞의 책, 570-571면.
548) M. 칼리니스쿠, 이영욱, 백한울, 오무석, 백지숙 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
언어, 1998, 248면 ; 테오도어 W. 아도르노, 홍승용 역, 『프리즘 : 문화비평과 사회』,
문학동네, 2004,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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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의 관점에서 “데카당스는 더 이상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유해한 표출로서 나타나지 않으며 그 반대로 그것에 대한 반
동으로서, 더 나아가 어떤 손쉬운 (심지어는 어려운) 처방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위기를 심도 있고 진정하게 인지한 결과로서 나타난다”549)고 설명된
다.
물론 「무성격자(無性格者)」에서 정일 스스로에 의해 내려지는, 문주와
의 생활에 대한 자기진단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합리
화의 성격을 보이지도 않는다.550) 예컨대 정일은 문주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최근 2, 3년간의 자신의 생활을 “썩을 대로 썩었다고 생각함이 솔직하지 않
을까?”(88)라고 평가한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는 후일 정일에 의해 “한때
침태한 내 생활의 희련(戱戀)이었을 뿐”(114)이라고 판단 내려질 가능성도
갖는다.551) 문주와의 생활에 대한 정일의 자괴감과 반성의 기분은 그로 하
여금 스스로 ‘퇴폐’라는 용어를 자기비하의 어조로서 발화하게 하며, 문주는
제3의 인물에 의해 “교양 없는 데카당”(91)인 문제적 여성으로 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 ‘무성격자’ 유형을 통해 그려진 데카당스한
(decadent) 세계의 깊은 심연은 동시대의 다른 작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
무겁고 어두운 형용만큼 역설적인 방식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동시에 새로운 세계에의 열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4. 굴욕과 미(美) : 시대의 상처와 정신적 재건에의 희구
: 최명익의 작품에 나타난 모욕 혹은 굴욕 - 「심문(心紋)」에서의 자굴(自屈)의 논
리와 전향자의 심리 - 『백치』에서의 자굴 모티프 - 앙드레 지드의 도스토예프스
키 문학 분석 - 『백치』에서 나스타시야의 자굴과 마조히즘적 성향 - 「심문(心
549) M. 칼리니스쿠, 위의 책, 249면.
550) 이 점과 관련하여 최명익 소설의 근본적인 특징으로 인물 및 상황에 대한 이중적, 양
가적 시선이 늘 작동된다는 점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
551) 이러한 말은 정일이 아닌, 문주의 표현에 의한 것이다. 병세가 깊어가는 상태에서 문주
는 정일에게 “문주 너와의 관계는 한때 침태한 내 생활의 희련(戱戀)이었을 뿐이라고 웃
을 수 있는 뱃심이 정일에게 생기기를 바란다”는 말을 적어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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紋)」에서 현혁의 자굴과 몰락의 풍경 - 「심문(心紋)」과 『백치』에서의 여성 인
물의 죽음 - 『백치』에서의 미의 문제와 얼굴 읽기 - 『백치』에서 연민이 도달한
지점 - ‘아름다운 심문(心紋)’과 지식인의 정신적 재건

1930년대 후반 최명익의 문학이 시대적 현실의 혼란과 전망 부재의 위
기감 속에서 병리적 세계의 구현을 통해 절망감을 드러내는 한편으로, 삶의
자세와 방향성에 대한 번민을 놓지 않는 지식인 주체의 모습을 그려낸다고
할 때,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주체의 정신적인 재건의
노력을 보여주는552) 작품으로 「심문(心紋)」을 말할 수 있다. 1939년 6월,
『문장』 지에 발표된 「심문(心紋)」은 모더니스트 작가로서의 최명익의
대표작으로 손꼽혀 온 작품이다. 작품에 나타나는 모더니즘적 경향에 주목
할 때, 최명익은 1930년대의 대체적인 모더니즘이 보여준 도시적 표상에의
몰두가 아닌, 그것의 심리적 반영태를 보여준 작가로 분류되었으며, 「심문
(心紋)」은 “30년대 모더니즘적 표상의 심리적 반영의 최고 수준을 보여
준”553) 작품이라는 평을 얻기도 하였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최명익은 “생동
하는 근대적 풍경에 대한 심리적 대응보다는 근대의 본질에 대한 개념적 인
식에 기울어져 있는”554) 경향성을 보이는 만큼, 그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심
리적 반영태를 단순한 심리주의적 묘사의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없음은 물
론이다. 이러한 심리적 반영은 모더니즘의 기법적 범주를 넘어서서 결국 가
치 있는 삶에 대한 탐구라는 주제로 수렴된다. 그리고 「심문(心紋)」은 정
552) 이 정신적인 재건은 기왕의 연구에서는 ‘윤리적 재건’으로 서술되었다. 김예림은 최명
익의 작품에서 자본주의적 근대의 부정성 및 근대의 진보적 시간관의 구현 불가능성에 대
한 인식이 지식인 집단으로 하여금 “윤리적 재건의 문제”에 몰두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
는 말하자면 주체의 자기 성찰 및 반성으로서, “의미 부재, 목적 상실, 이념 상실이라는
변화 불가능한 존재 조건 속에서 주체가 자기 인식 혹은 자기 보존의 형식으로 스스로의
‘결벽성’과 ‘자존심’을 지켜나가려 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서경석의 연구 또한 최명익
의 문학을 근대에 대한 대응 양상과 ‘윤리’의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김예림,
「1930년대 후반의 비관주의와 윤리의식에 대한 고찰 - 최명익을 중심으로」, 『1930년
대 후반문학의 근대성과 자기성찰』, 깊은샘, 1998, 318-319면 참조 ; 서경석, 「‘현일
영’의 선택과 실재의 윤리」, 『우리말 글』, Vol. 61, 우리말글학회, 2014, 273-291면
참조.
553) 김윤식, 『한국 현대 현실주의 소설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106-107면.
554) 진정석,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근대성의 경험양상」, 『민족문학사연구』, Vol. 8,
No. 1, 민족문학사학회, 1995,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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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짜임 속에 지식인 인물을 통한 자기 성찰적 가치 추구의 한 극점을 보
여준다는 점에서 최명익의 대표작이라는 위상에 값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주제의식을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 특히 장편 『백치』
(Идиот, 1868)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최명익의 작품들에 인물들이 느끼는 절망과 우울의 정서 이외에 기본적
으로 모욕감 혹은 굴욕감의 정서가 짙게 깔려있다는 점은 지금껏 크게 주목
받지 못한 사실이다. 「비 오는 길」에서 돈 모아서 집도 사고 남들과 같이
보란 듯이 살겠다는 사진사와 대조적으로 돈을 아껴 책을 사는 병일의 유별
난 독서욕의 이면에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근대도시의 현실에서 지속적
으로 경험하는 약자로서의 굴욕감이 존재한다. 즉 병일은 책 사는 일에 돈
을 쓰는 행동을 어이없어 하며 책망하는 사진사의 말에 “모두 자기네 일에
분망한 세상에서 나도 내 생활을 위하여 몰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는 것
이 나의 독서요”(69)라는 항변의 말을 삼킨다. 그는 ‘자기네 일에 분망한 세
상’과 대조되는 자리에 있는, 각기병과 신경증을 앓는 자신의 병약한 몸과
2년간이나 일터에서 주인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인격을 아프게 의
식하고 있다. 신원보증인을 구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어느 누구
도 믿지 않는 인물로서 하루도 변함없이 자신을 감시하는 주인의 태도는 병
일을 늘 불쾌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물론 예민한 신경에 헛구역의 충동을
일으키게까지 한다. 주인의 커다란 손가락에서 금고의 자물쇠가 절그럭거리
는 소리를 듣는 일은 물신숭배가 지배적인 가치가 된 자본주의적 현실의 상
징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환경은 매일 매일 똑같은 노동의 일상을 반복하
는 병일의 몸과 마음을 좀먹으며, 그를 더욱 폐쇄적인 성격으로 무장시킨다.
도시의 성곽 밖 빈민 지대와 공장을 오가는 중에 전등으로 휘황히 밝혀진
성안의 시가를 엿보며 그 곳의 사람들을 “자기네 일에 분망한 사람들”(49)
로 헤아리거나, “사람 사는 재미”(59)와 적소성대(積小成大)의 행복을 말하
는 사진사를 마지막까지 경계하는 병일의 태도의 한 구석에는 뜻밖에도 이
처럼 모욕으로 인한 울분의 감정이 응어리져 있다.
한편 「폐어인(肺魚人)」에서 현일이 느끼는 모욕감은 직접적으로는 실
직과 구직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그의 직장이었던 학교는 폐교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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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말기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결코 녹록치
않다. 실력과 열정 면에서 학생들의 존경을 받던 교원이었으나, 현일은 이제
면담 과정에서 수신 교사로서의 시대 인식을 지적당하며 다른 직업을 구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말을 듣는 처지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경험도 자본도
건강도 없는”(19) 그는 삶에서의 다른 가능성을 생각지 못한다. 그는 “지금
자기가 당하는 모욕과 실망을”(25)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한댔자 암울한 화
제일 뿐임을 알고 있다. 이 작품에서 굴욕의 상황에 처한 현일의 태도에는
“약자의 울분”(21)과 그러한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체념이 공존한다.
이외에 「비 오는 길」과 「폐어인(肺魚人)」에서만큼 직접적인 굴욕의
체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1938년에 발표된 「역설」에서도 주인공은 자각적
으로 느끼는, 인격의 훼손으로 인한 불쾌감과 쓰라림을 맛보고 있다. 즉 문
인이자 교원인 주인공 문일은 “가십파들이 심심풀이로 씹다가 뱉어버린 껌
과 같은”(124) 세간의 풍설의 주인공이 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과 결벽성이
세속에 더럽혀져 버린 것으로 생각한다. 이 작품에서 ‘가십파들이 씹다가 뱉
어버린 껌’이라는 표현은 수차례 등장하여 면전에서 당하는 모욕이 아니더
라도 주인공이 느끼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증거하고 있다.
이처럼 최명익의 주인공들이 맛보는 모욕감은 대체로 1930년대 말의 상
황 속에서 지식인 인물이 자신의 역량과 인격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자존감에 상처를 입거나 불운에 떨어지는 상황과 관련된다. 즉 이는 어
떤 형태이건 자신의 원래의 고결한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도록 하
는, 세계의 압박에 처하게 된 경우이다. 그런데 지식인을 둘러싼 모욕 혹은
굴욕의 문제가 작품의 기본적인 정서이자 서사 상의 중요한 모티프로서 다
루어진 작품이 다름 아닌 「심문(心紋)」이다. 해방 전 시기 최명익의 다른
단편들과 비교하여 분량 상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길이를 보여주는 「심문
(心紋)」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품고 있거니와
우선적으로 공간적 배경이 하얼빈인 점과 과거의 좌익운동가가 주요 인물로
서 등장하고 있는 점은 눈에 띄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명일
이라는 인물의 하얼빈 방문의 기록, 즉 ‘여행기’555)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
555) 이 작품에서 세 사람의 주요 등장인물 중의 한 명인 명일은 기본적으로 관찰자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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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넘어 하얼빈으로 향하는 특급 열차의 내부를 그 첫 공간으로 삼는다.
기차의 빠른 속도와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의 관조를 통해 거의 종말론에
가까운,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보여주는556) 명일은 전직 도화 선생이자 팔
리지 않는 그림을 몇 점 그렸을 뿐인 화가이다. 그러나 교원이나 화가라는
외적 규정과는 별개로 실제의 그는 상처(喪妻)한 이후로 딸 하나를 기숙사
에 들여보낸 후, 일정한 주소도 없이 방랑 내지 방탕의 생활을 영위해온 인
물이다. 따라서 명일이 경찰의 차내 검문에 오직 이름 석 자만이 박힌 “무
의미한 명함”(166)을 내미는 것은 그가 현실에 근거를 갖지 못한 인물이자
삶의 좌표를 상실한 상태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그런데 하얼빈에서 실업가로 성공한 지인을 만나 혹시 생활의 새로운 자
극이라도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시작한 이 여행에서 명일은 예기치 않게
“음울한 숙명”(176)의 비극에 휘말리게 된다. 즉 비극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인물들은 카바레의 조선인 댄서인 여옥과 그의 연인이자 아편중독자로 전락
한 좌익운동가 현혁(현일영)이며, 여기에 명일이 더해져 하얼빈에서의 이야
기는 삼각관계의 “인정극”(人情劇)(166) 혹은 “멜로드라마”(197)의 형식을
이루게 된다. 여옥은 명일이 방종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만난 여인으로,
“동경 유학 시대에 흔히 있는 문학소녀로 그 당시로 어떤 청년 투사의 연인
이었다는 염문을 지닌”(169) 다방 마담이었다. 여옥과 애정 관계를 맺게 된
명일은 그녀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지는 못한 채 명일의 태도에 실망한 여옥이 갑작스레 떠남
으로써 종료되었다. 그러나 하얼빈에서 다시 만난 여옥의 현재의 처지는 삼
류 카바레의 댄서 생활로 번 돈으로 아편중독자가 된 옛 연인 현혁을 책임
을 갖는다. 그는 작중에서 “나의 이 여행기는, 그런 건전하고 명랑한 기록은 아니
다.”(177)라고 말하고 있다.
556) 빠르게 지나치는 창밖의 모든 것들은 명일의 상상 속에서 “공간과 시간 저편 뒤의 가
로막힌 어떤 장벽”(164)에 부딪혀 캔버스 위의 한 터치, 한 터치의 오일과 같이 붙어버린
다. 이는 삶의 ‘속도’가 종료되는 시공간에 대한 상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명일의 눈
에는 맞은 편 플랫폼의 비질 자국 선명한 공간이나 정연히 빛나는 궤도는 폐허로,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기차는 폐물로, 기차 차창으로 보이는 얼굴들은 조난자로 비친다.
「심문(心紋)」에서의 ‘공간화 된 시간’은 목적론적 진보의 시간이 해체됨으로써 겪는 환
멸의 의식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상희, 『한국 모더니즘 소설론』, 문예출판
사, 1999,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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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황폐한 것이다. 더욱이 그녀조차도 현혁의 강제에 의해 마찬가지의 중
독자가 된 몰락한 풍경을 보여준다. 명일은 여옥을 쫓아 하얼빈에 온 것이
아니었으므로 방관자의 냉정한 시선으로 이들을 지켜보지만, 명일의 출현은
결과적으로 현혁과 여옥의 관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킴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
의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즉 현혁이 명일을 사랑의 경쟁자로 오해하게 된
가운데 여옥은 현혁을 떠나 조선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갱생을 꿈꾸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옥은 현혁으로 하여금 자신과 돈 사이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한다. 돈은 현혁에게 있어 곧 아편에 다름 아니다. 여옥은
명일이 자신을 데려가는 일을 허락하는 대신 현혁이 돈을 요구할 것을 예측
하며, 그렇게 된다면 자신은 미련 없이 그를 떠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자
신의 운명을 걸고 여옥이 던지는 이러한 승부수는 서사 전개상의 긴장감을
한껏 고조시킨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현혁의 반응은 여옥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현혁은 명일에게 돈을 요청함으로써 “여옥이를 돈으로 바
꾸는”(208) 일을 별다른 주저 없이 수행한다. 그런데 이때 현혁이 내세우는
‘자굴(自屈)’의 논리는 좀 독특한 것이다.

“사실입니다. 김선생의 의식적 모욕이 아니라고, 우리 앞에 나타
난 김선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는 모욕감과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김선생 때문에 받는 이 모욕감이 김선생이 책임이 아니라
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김선생의 책임이라고만도 할 수 없겠지요. 이런 내 모욕감은
김선생과의 대조로서 비교도 안 되는 약자의 모욕감이라고 할 것입
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지금의 내가 다시 강자가 되어 김선생에
게서 받은 모욕과 박해를 설욕할 수 있을까요? 지금 김선생은 내게
여옥이를 내놓으라고 내 앞에 뻗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박해와 모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나는 설욕할 만한 강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피로써 피를 씻는다는 격으로, 그렇다고 김선생
의 모욕을 모욕으로 갚을 수 없는 나는, 내 자신을 내가 철저히 모
욕하는 것으로 받은 모욕감을 씻어볼밖에 없습니다. 그러자면 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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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게 자진하여 여옥이를 내주는 것입니다.
김선생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여옥이를 그대로 내 옆에 두고두고
모욕감을 느끼기보다, 내가 자굴(自屈)해서 물러가는 것이 오히려
내 맘이 편하겠지요. 그렇다고, 김선생을 따라가는 여옥의 행복을
위한다거나, 김선생의 연애를 축복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
까지도 여옥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그런 인간다운
생각조차 남았을 리가 없지요. 그저 김선생과 겨룰 수 없는 폐인의
자굴입니다. (213-214)

여기서 현혁이 명일을 향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약자로서 감수해야 하는
모욕감과 고통에 대해서이다. 그는 스스로를 “한때 좌익 이론의 헤게모니를
잡았던 유명한”(191) 인물이자, “그때 지식 계급으로는 모르는 이가 없을
만치 유명한”(191) 인물로서 추억한다. 그러나 수감 생활 등 다년간의 간난
신고(艱難辛苦)로 병을 얻어 결국엔 중증의 아편중독자가 되어 “옛날 현혁
의 명성을 더 히로익하게 꾸미고, 그리 풍부하달 수도 없는 로맨스를 연문
학적으로 과장해서 씹어가며, 호수 같은 시간 위에 떠도는”(193-194) 현재
의 그는 “보잘것없는 낙오자”(190)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의 모습을
인식함으로써 그가 택한 대응 방법은 피로써 피를 씻는다는 것, 즉 자신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모욕함으로써 상대에게서 받은 모욕감을 씻어내는 방법
이다. 이 논리에 따라 그는 여옥과 함께 생활하는 방의 열쇠를 명일에게 팔
고, 그 대가로서 돈을 받는다.
「심문(心紋)」은 이러한 현혁의 존재로 인해 지금까지 전향의 문제를
다루는 전향소설 혹은 주의자소설557)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왔다. 당대의 가
장 중요한 정신사적 문제의 하나인 전향에 주목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작
품에 나타나는 독특한 자굴의 방식은 곧 전향자의 심리와 관련지어져 해석
된다. 가령 이는 “철저히 자굴해 보임으로써 전향자로서의 자책감을 보상하
고자 하는 삶의 방식은 전향자가 살아가는 방식의 특이한 한 유형을 이루어

557) 조남현은 「심문(心紋)」을 주의자소설 가운데 “전향 모티프 중심의 후일담”으로 분류
하고, 작가가 주의자소설을 “이기영, 한설야, 김남천처럼 사건소설, 시대소설, 가족소설로
형상화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사랑소설, 심리소설로 형상화하는 방법을 취했다”고 말하고
있다. 조남현, 『한국 현대소설사 2 : 1930~1945』, 문학과지성사, 2012, 398, 4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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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558)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견해는 분명 일부 타당한 면
을 갖지만, 보다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서 돈을 요구하는 현혁의 문제적 행
동을 여옥에 대한 애정의 발로로 보는 점, 나아가 이를 근거로 이 작품의
제목으로 내세워진 ‘심문(心紋)’의 의미를 현혁에게서 찾는 점559)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에 관한 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지 않은
연구들은 상반된 견해로 나뉨으로써 해석의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명익은 대상에 대한 양가적 시선과 함께 고도로 세련된 역설의 기법560)을
작품의 서사에 능란하게 적용하는 작가이며, 이런 까닭에 그의 작품들은 결
코 용이한 해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현혁의 자굴적 행동을 여옥에 대한 사
랑의 역설적 표현으로 파악하는 연구들은 현혁의 내면으로부터 이 작품의
윤리적 측면을 발견한다.561) 그러나 현혁의 형상에는 최명익의 다른 작품들
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부당한 모욕에 대한
작가의 근원적 정서가 스며들어 있으되, 그의 자굴의 행동을 여옥에 대한
사랑으로 전치시켜 이 작품의 궁극적 주제와 관련짓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살피기에 앞서 동일한 자굴의 모티프를 보
여주는 또 다른 작품인 『백치』의 경우를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558)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304면.
559) 위의 책, 300-304면 참조.
560)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최명익은 「역설」이라는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역설’의
방식은 문학적 기법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형기’의 시대적 상황을 버텨나가는 작가의 정
신적 대응 방식으로 이해함이 마땅하다. 또한 덧붙이자면, 뛰어난 ‘역설’의 작가라는 점에
서 최명익은 마찬가지로 뛰어난 ‘역설’의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와 상통하는 면을 갖는다.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의 역설적 논리들 및 수사적 역설을 상세히 고찰한 논문으로는 다음
을 참조. Gary Saul Morson, "Paradoxical Dostoevsky",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Vol. 43, No. 3 (1999), p. 471-494.
561)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앞의 책, 303면 ; 서경석, 앞의 글, 290면 ; 이외에
현혁의 자굴 행위를 여옥에 대한 사랑으로 설명한 연구들은 적지 않다. 최혜실, 『1930년
대 한국 심리소설 연구 : 최명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6, 87면 ; 신수
정, 『<단층>파 소설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2, 35면 ; 김민정, 『1930년대 후
반기 모더니즘 소설 연구 - 최명익과 허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4,
51면 ; 이에 비해 현혁이 보이는 자굴의 논리를 허위의식의 노출로서의 궤변으로 보거나,
다만 현재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아편을 구하기 위한 행동임이 여옥의 유서를 통해 해명되
었다고 본 견해들은 다음과 같다. 전영태, 「최명익론 : 자의식의 갈등과 그 해결의 양
상」, 『선청어문』, Vol. 10, No. 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79, 113면 ; 장수익,
『그들의 생애와 문학 최명익』, 한길사, 2008, 64면.

286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에서 주요한 등장인물인 나스타시야 필리포브
나는 성숙한 여인으로 변모하기 이전, 불가항력적인 환경 속에서 경험한 남
성의 성적 농락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게 된 인물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의 뛰어난 미모를 지닌 그녀는 어린 나이로부터 재산가인 토쯔키에
의해 양육되었으며, 그의 쾌락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토
쯔키는 페테르부르그 상류사회에서의 품격 있는 결혼을 원하게 되어 나스타
시야를 자신에게서 떼어낼 궁리를 한다. 즉 토쯔키는 거액의 금액과 함께
나스타시야를 형편이 어려운 야심가 청년과 결혼시킬 계획을 세운다. 한편
돈 많은 상인의 아들인 로고진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자 자신을 사로
잡은 나스타시야에게 토쯔키가 약속한 금액보다 더 많은 10만 루블을 가져
와 청혼한다. 그러나 사실상 돈으로 자신을 흥정하는 일과 다름

없는 이러

한 제안들에 나스타시야의 영혼은 더욱 깊이 상처받는다. 그녀는 그 뛰어난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토쯔키의 정부로서 순결하지 못한 여인으로 공인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페테르부르
그 사회에 갑자기 나타난 인물인 믜쉬킨 공작은 유일무이하게 나스타시야의
내면의 순결함과 고통을 알아본다. 믜쉬킨은 나스타시야에게 당신은 죄가
없다, 라고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스타시야는 지극히 아름다
운 인간인 믜쉬킨의 청혼을 거절하고,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예감하면서도
로고진을 택한다.
이처럼 『백치』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고통 받는 나스타시야는 돈이
나 권력, 어느 무엇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여인이며, 페테르부르그의 타락한
인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측불허의 행동을 보인다. 그런데 그녀의 독특한
행보는 다름 아닌 자굴의 방식에 따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나스타시야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부당하게 모욕을 받았다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그녀는
자신을 “세상 사람들의 희생자이자 도락가와 악당의 희생물”562)로 간주한
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자신이 진정으
로 형편없는 여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믜쉬킨에게서 늘 벗어나고자 한다. 나
562)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десяти томах, Том. 6 (Москва ; Государств
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57), С. 493. ; 이후 본 절에서의 『백
치』의 원문 인용은 이 책에 의거하되, 본문의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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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시야가 벌인 광란의 생일 파티가 끝난 후, 한 인물은 일본인에게서 간
혹 발견된다는 특이한 행동에 빗대어 나스타시야가 로고진과 함께 떠난 일
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이는 “거기서는 모욕을 당한 자가 모욕을 한 자를 찾
아가서 <너는 나를 모욕했다. 그래서 나는 네 눈앞에서 나의 배를 가르기
위해 왔다>라고 선언하고”(202) 이를 실행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믜쉬킨 공
작과 로고진, 토쯔키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나스타시야의
모든 행동은 믜쉬킨을 사이에 두고 나스타시야와 연적의 관계를 형성하는
아글라야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적된다.

당신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수치만을 사랑하면서, 자신이 치욕
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일밖에 사랑
할 줄 몰라요. 당신에게 수치스런 일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면, 당신은 더 불행해질 거예요
Вы

(...)

могли полюбить только один свой позор и беспрерыв-

ную мысль о том, что вы опозорены и что вас оскорбили. Будь у
вас меньше позору, или не будь его вовсе, вы были бы несчастнее... (641-642)

그런데 이와 같은 모욕에 대한 감각 및 자굴의 행동 양식이 오로지 나스
타시야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 도스토예프스키 문학 전체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임을 예리하게 지적한 이는 앙드레 지드이다. 지드는 도스토예
프스키의 작품에서 겸허와 굴욕, 혹은 겸허와 오만함이라는 두 차원에 주목
한다.563) 겸허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에서 으뜸가는 미덕에 해당된다. 그
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작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겸허를 통
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며, 신 안에서 자신을 되찾는다.564) 지드는 도스토
예프스키의 작품에서 강조되는 이러한 겸허가 오만함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563) 앙드레 지드, 강민정 역, 『앙드레 지드, 도스토예프스키를 말하다』, 2005, 65-78면
참조.
564) George G. Strem, "The Moral World of Dostoevsky", Russian Review, Vol. 16,
No. 3, (1957), p. 15 ; 『백치』에서 믜쉬킨의 형상을 통해 그려진 겸허에 대해서는 다
음 연구를 참조. 권철근 , 앞의 책, 116-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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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은 반대로 오만함을 강화시킨다고 말한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모
든 인물들은 겸허와 오만함이라는 두 차원에 정렬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
런데 또 한편으로 지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 겸허와 오만함이 사실
상 동일한 차원에 있다는 점이다. 즉 지드는 『미성년』과 『지하로부터의
수기』 등 여러 작품의 예를 들어 겸허함이 별안간 반대의 감정인, 굴욕으
로 인한 오만함으로 바뀌는, 도스토예프스키 특유의 심리적 전도 현상을 주
목한다.
이처럼 겸허와 굴욕과 오만함으로 이어지는 심리의 전도 현상에 관한 설
명은 『백치』에서의 자굴 행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반복하자면, 나
스타시야의 고통은 굴욕으로 인한 오만함의 강화, 즉 자존심의 문제와 관련
된다. 나스타시야는 상처받은 오만한 여인이다. 그녀는 순결에 대한 이상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놓여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하다.565) 그리고 나스타샤의 자존심은 자굴의 형식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마조히즘적인 성향이라 할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에서 고통의 가장 거대한 원천은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의 양상 가운데
고의적인 ‘자기 비하’와 ‘자기 징벌’에 내재한 자존심은 도스토예프스키가
독자에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애와
자비에 대립하는 까닭에 속죄에 이를 수 없는 고통을 낳는다.566) 믜쉬킨 공
작은 나스타시야의 자굴의 행위가 갖는 고통과 쾌감을 아글라야에게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그녀가 도망간 것은 틀림없이 마음속으로부터 수치스런 일을 저
지르고 싶어했기 때문이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 넌 또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넌 저열한 짐승이라구!> 바로 이렇게 말하
고 싶어서 말이지요. 아, 어쩌면 당신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
요, 아글라야! 알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치욕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데에는 아마도 어떤 끔찍스럽고 자연스럽지 못한 쾌감, 정확히는 누
565) Frank F. Seeley, "Dostoevsky's Women",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39, No. 93, (1961), p. 305-309.
566) Richard L. Chapple, "A Catalogue of Suffering in the Works of Dostoevsky: His
Christian Foundation", The South Central Bulletin, Vol. 43, No. 4, (1983),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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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에 대한 복수가 있어요.
(...) а бежала потому, что ей непременно, внутренно хотелось сделать позорное дело,

чтобы самой себе сказать тут же:

<Вот ты с-

делала новый позор, стало быть ты низкая тварь!> О, может быть,
вы этого не поймете, Аглая! Знаете ли, что

в этом беспрерывном

сознании позора для нее, может быть, заключается какое-то ужасное, неестественное наслаждение, точно отмщение кому-то. (493)

이러한 지적은 나스타시야의 마조히즘적인 경향을 정확히 밝힌 것인 동시에
그녀가 자신에게 모욕과 상처를 준 대상을 결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치
욕에 머무르고자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567) 결국 나스타시야는 믜쉬킨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점점 미쳐 가며, 그녀
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모욕의 마지막 도달점은 로고진의 칼날 밑이 된다.
다시 「심문(心紋)」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현혁이 보이는 자굴의 행동은
일견 올곧은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애써
잊어버리려던 자존심과 반성력은 명일의 출현으로 인해 새로이 일으켜진 참
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반짝 정신이 든 일시적인 상태로 볼 수 있다.
보다 명확한 현혁의 상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즉 그는 이
제 시대를 원망할 힘마저를 상실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아편에 빠지게 된
이유로 병, 빈곤, 고독, 절망 등을 꼽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자포
자기’를 말한다. 그런데 동일한 역경에 직면한 동료들 가운데에서도 자신만
은 자포자기를 하였다는 그의 발언은 현재의 퇴락의 원인을 어느 무엇도 아
567)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은 『멸시당하고 모욕당한 사람들』에서 이러한 심리를 ‘고통의
이기주의(Эгоизи страдания)’라고 표현했다. - “그녀는 모욕당했고, 그녀의 상처는 아물어
질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비밀스러운 행동을 통해, 우리 모두에 대한 불신을 통해,
어떻게든 일부러 자신의 상처를 자극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이렇
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 고통의 이기주의를 즐기는 듯했다. 이것은 고통의 자극이었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모욕당하고 경멸당한 많은 사람들의,
운명에 억눌리고 운명의 부당함을 인식한 많은 사람들의 쾌락이었다.”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десяти томах, Том. 3 (Москва ;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56), С.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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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경우이다. 그는 “말하자면 아무런 시대나 환경이
라도, 사람을 타락시킬 힘은 없다고 봅니다. 그 반대로 타락하는 사람은 어
떤 시대나 환경에서든지 저 스스로 타락하고야 말, 성격적 결함이 있는 것
입니다”(193) 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로서는 환경이나 시대를 원망하
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 되며, 이러한 생각은 자신이 키우는 종달새의 기형
이 된 발톱을 “환경이나 처지의 힘”(184)으로 설명하는 여옥의 태도와는 극
명하게 대비되는 것이다.568) 다음으로, 현혁의 의식 속에서 미래란 텅 비어
있으며, 그는 다만 현재를 합리화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
다. 그는 “역사적 결론의 예측이나 이상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그 오류가 증
명되어왔고, 진리는 오직 과거로만 입증되는 것이므로, 현재나 더욱이 미래
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202-203) 운운의 논리를 펼침으로써 미래의
시간에 존재할 이상과 진리를 부정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간을 오로지 과
거로 향하게 한다. 이러한 태도에는 물론 진리와 이상을 좇던 과거의 활동
이 비참한 실패로만 남은 상황에 따른 마음의 상처가 역으로 작용하고 있
다.
이로써 현혁이 자신 주변의 모든 것을 지운 채 과거의 인물로서 박제되
었음은 분명해진다. 더욱이 ‘기타이스카야’ 거리를 중심으로 밤이면 ‘에로
그로’의 환락이 펼쳐지는 하얼빈569)의 공간에서 과거의 혁명 투사의 몰락한
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는 형상이다.570) 그는 자기 합리화와 허위의식이 아
568) 이 작품에서 여옥의 숙소에 있는 조롱 속의 종달새는 여옥의 현재 처지를 상징하는 분
신에 해당된다.
569) 당시의 하얼빈은 국제성을 표방하는 도시였다. 하얼빈을 방문한 조선 문인들은 특히
댄스홀과 카바레 등 유흥문화와 관련한 언급을 많이 남겼다. 「심문(心紋)」에서의 하얼
빈 묘사도 그러한 측면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현혁과 여옥의 황폐한 삶을 더욱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일제 말기 조선 문인들의 하얼빈 체험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조은주, 「일제 말기 만주의 도시 문화 공간과 문학적 표현 - 신경, 하얼빈을 중심
으로」, 신범순, 란명 외, 『동아시아 문화 공간과 한국 문학의 모색』, 어문학사, 2014,
179-203면 참조.
570) 1939년 당시 김기림은 「심문(心紋)」에 대한 짧은 평에서 세 명의 주요 인물들의 성
격을 “한결같이 「오늘」이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이상스러운 말하자면 「人生
의 亡命者」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 속에도 그러한 망명자가 깃들어 있
기에 이 작품의 정서에 공명하는 것일 거라고 말한다. 또한 현실을 뚫고 나가기에는 연약
한 의지와 행동의 인물들인 까닭에 아무 것에라도 도피할 곳을 찾는 이들 인물들을 “단순
한 사회적 죄인으로서 취급하지 않고 그들의 정신과 육체에 시대가 남긴 상처들을 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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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현재를 살아낼 수 없다. 열쇠를 넘기고 돈을 받는 현혁의 자굴적인 행
동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한갓 병자의 행동임을 가장 분명히 읽어내
는 인물은 여옥이다. 그녀에게 현혁의 논리는 “본시 지식인이던 사람이 벌
써 중독자의 필연적 증상이랄 수 있는 파렴치를 애써 변호해보려고 그같이
궤변을 늘어놓는”(216) 것으로 통찰된다.
현혁의 행동이 아편중독이라는 병 때문임을 알기에 원망도, 분노도 갖지
않는 여옥은 결국 죽음을 선택한다. 「심문(心紋)」의 결말은 명일이 여옥의
죽음을 발견하는 장면과 그녀의 유서를 읽은 후, 여옥의 얼굴에서 “아름다
운 심문(心紋)”(220)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여옥의 죽
음과 『백치』의 나스타시야의 죽음을 비교하는 일은 「심문(心紋)」에서의
‘아름다운 심문(心紋)’의 의미에 보다 심층적으로 다가서는 하나의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작품은 모두 ‘미’의 주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1)

판장문을 열었다. 그 안에 여옥이가 있었다. 비좁은 침실이라

빼곡 찬 더블베드 한가운데 그린 듯이 누운 여옥이는 잠들어 있었
다. 조롱도 그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내 앞에 내놓인 여옥이의 한 팔은, 그 발간 손톱으로 찢어지도록
침대요를 한 줌 그러쥐고 있었다. 그 손 아래 침대 밑에는 겉봉에
‘김명일선생전(金明一先生前)’이라 쓴 편지가 떨어져 있었다. 여옥이
의 손은 본시 이 편지를 쥐고 있던 모양으로 편지는 구기었다.
(218면)
2) ― Входи! ― кивал он за портьеру, приглашая проходить вперед. Князь прошел.
― Тут темно, ― сказал он.
― Видать! ― пробормотал Рогожин.
― Я чуть вижу... кровать.
― Подойди ближе-то, ― тихо предложил Рогожин.

는” 작가의 시선을 이 작품의 박력의 출처로 보고 있다. 이러한 평을 통해 당시에도 이
인물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시대의 중심에서 밀려난, 시대로부터 상처 받은 군상들로 이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기림, 『김기림 전집 6 - 문명비평 · 시론 · 설문답 · 과학개론』,
심설당, 1988,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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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нязь шагнул еще ближе, шаг, другой, и остановился. Он стоял
и всматривался минуту или две; оба, во все время, у кровати ничего не выговорили; у князя билось сердце, так что, казалось, слышно было в комнате, при мертвом молчании комнаты. Но он уже
пригляделся, так что мог различать всю постель; на ней кто-то спал, совершенно неподвижным сном; не слышно было ни малейше
-го шелеста, ни малейшего дыхания. Спавший был закрыт с головой белою простыней, но члены как-то неясно обозначались; видно
только было, по возвышению, что лежит протянувшись человек.
Кругом в беспорядке, на постели, в ногах, у самой кровати на креслах, на полу даже, разбросана была снятая одежда, богатое белое
шелковое платье, цветы, ленты. (686면)
「들어가 보게!」 로고진은 자기 앞쪽으로 지나가도록 청하면서
머리로 커튼 뒤를 가리켰다. 공작은 들어갔다.
「여긴 컴컴하군」 공작이 말했다.
「볼 순 있다네!」 로고진이 중얼거렸다.
「겨우...... 침대가 보이는군」
「더 가까이 가보게」 로고진이 조용히 제안했다.
공작은 한발 정도 더 가까이 내딛고는 멈춰 섰다. 그는 선 채로
1, 2분가량 안을 살펴보았다. 두 사람은 계속 침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의 죽음과 같은 정적 속에서 공작의 심장이
뛰는 소리는 방 전체에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제 어둠
에 익숙해져 침대 전체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침대 위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채로 누군가가 자고 있었다. 작게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 작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잠을 자는 사람은 머리부터
하얀 시트를 뒤집어쓰고 있었으나, 팔다리는 어떻든 희미하게나마
분간할 수 있었다. 침대가 높아서 손발을 쭉 펴고 누워 있는 것이
보일 뿐이었다. 사방에는 아무렇게나, 침상 위에, 발치에, 침대 옆의
안락의자에, 심지어 바닥에도 벗어놓은 옷가지, 값비싼 흰색 실크
드레스, 꽃송이, 리본들이 흩어져 있었다.

여옥과 나스타시야의 죽음은 두 작품 모두에서 결말 부분에 위치한다.
즉 「심문(心紋)」과 『백치』는 각각 몰락과 구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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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던 여성 주인공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서사 상의 모든 갈등과 혼란
을 종료시킴으로써 가장 극적인 마무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죽음의
모습 자체는 여옥의 경우, 침대에 그린 듯이 누운 모습과 시트를 움켜쥔 손,
떨어트린 편지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어둠 속의 나스타시야는 머리끝까지
하얀 시트를 뒤집어쓴 채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이다.571) 여기서 삶의 고통
속에 죽음을 선택한572) 여성 인물의 마지막 모습을 묘사하는 어조는 그 희
생물로서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공히 냉정하고 차분하다. 이러한 점은 각 작
품의 초반에서부터 이들의 죽음이 예정된 운명으로 거듭 암시되어 온 사실
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현실에서의 구원 혹은 갱생의 실패 및
그 실패 위에 오롯이 드러나는 미의 주제와 연결된다.
『백치』에서 미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인간”573)을 그리고자
한 작가의 창작 의도와 작품 속에 직접 등장하는 미에 관한 언급들로 인해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서 인식되어 왔다. 즉 이 작품은 “미를 현실적, 이상적
차원에서 모두 다루고 있으며 동시에 그 두 차원의 불협화음을 그리고
있”574)다는 점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미 개념에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텍스트가 된다. 『백치』에서의 미에 관한 언급 가운데 가장 의미심장한 표
현은 “미가 세상을 구원한다”(432)575) 라는 어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
571) 두 작품 모두에서 인물들은 잠들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위에 인용된 내
용 이상으로 더 상세한 서술을 보여주는 『백치』에서 죽음은 직접적으로 말해지지 않으
며, 다만 방안의 분위기에 대해 ‘죽은/죽은 것 같은(мёртвый)’이라는 표현이 한 차례 쓰이
고 있다.
572) 나스타시야의 죽음은 로고진에 의한 타살이지만, 그러한 죽음은 나스타시야 자신도 예
감하고 있었던 바였다.
573) 도스토예프스키는 『백치』를 쓰고 있던 1868년 1월, 조카 소냐에게 보낸 편지에서
“소설의 주된 관념은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을 표현하는 것이다 (Главная мысль рома
на - изобразить положительно прекрасного человека.)”라고 밝혔다. 또한 “세상에는 절대
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이 오직 한 사람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이다 (На свете есть только
одно положительно прекрасное лицо - Христос)”라고도 말한다.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тридцати томах, Том 28, Там же, С. 251.
574) 백준현, 「도스또예프스끼의 『백치』에 나타난 미(美)의 주제」, 『러시아연구』,
Vol.12, No.2,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02, 104면.
575) 『백치』에서 이 어구는 믜쉬킨이 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이폴리트라
는 인물을 통해 발화된다. 동일한 대목에서 이폴리트는 믜쉬킨에게 “어떤 아름다움이 세
상을 구할까요 (Какая красота спасет мир)”라고 묻지만, 믜쉬킨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다. 이외에 미에 대한 믜쉬킨의 주요한 언급으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 “미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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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언급 이전에 맨 처음 미의 문제는 인물의 얼굴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통해 대두된다. 예컨대 믜쉬킨 공작은 페테르부르그의 인간 사회에 발을 내
딛자마자 우연히 나스타시야 필리포브나의 사진을 보게 되고, 그 놀라운 미
모 속에서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과 오만함을 읽어낸다. 또한 그가 아
무도 몰래 두 번째로 나스타시야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얼굴에는
오만함, 경멸, 증오와 함께 쉽게 남을 믿을 듯한 기질, 놀랄만한 순박함 등
극히 대조적인 요소들이 뒤엉켜 있어 믜쉬킨은 이로부터 연민의 감정을 느
낀다. 이러한 연민은 나스타시야의 얼굴의 비밀, 즉 그녀의 원래의 본성인
천진함, 순박함 등이 삶에서의 모욕과 상처의 고통으로 인해 오만한 광포함,
증오 등으로 나아가게 된 과정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집약되어 있는 점을
믜쉬킨이 꿰뚫어본 까닭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믜쉬킨의
이러한 태도는 나스타시야의 얼굴에서 대상의 표면적인 미만을 확인하는 여
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특별한 것이다. 그들은 미의 본성보다는 그것이 세
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한다. 나스타시야는 물론 다른 사람들을 그 미로
서 복종시키지만, 믜쉬킨을 제외하고 이 작품에서 그녀의 본 모습에 상응하
는 태도를 취하는 인물은 없다. 『백치』에서 미의 문제는 선(善)의 운명과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고 보는 М. 바보비치에 따르면, “오직 믜쉬킨만이
미를 사랑할 능력이 있으며, 진실로 이 미란 그에게는 영혼의 미의 나타남
으로 인식된다.”576)
이처럼 나스타시야의 얼굴에 끌리는 믜쉬킨의 느낌의 근본에는 연민이
존재한다.577) 믜쉬킨에 따르면 “연민은 모든 인간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단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미란 수수께끼예요 (Красоту трудно
судить; я еще не приготовился. Красота - загадка)”(89면)
576) М. Бабович, “Судьба добра и красоты в свете гуманизма Достоевского”, Достоевский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Т. 1 (Ленинград ; Наука, 1974), С. 104-105 ; М. 바보비치
는 인간 사회에서 미란 그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본질적인 형상, 즉 육체적인 완
전성과 정신적인 완전성으로 귀착되며, 도스토예프스키의 주인공들은 이러한 미가 강력한
힘이자 선과 나란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미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의 의미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사실의 주목은 선에도 해당되며, 이는 선이 정신의 미(красота духа)이기 때문이라고 말하
고 있다. Там же, С. 101.
577) 미가 세상을 구원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연민과 결합함으로써이다. 즉 미는
연민을 불러일으키기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이것이 믜쉬킨이 나스타시야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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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유일한 법칙”(261)이다. 그는 사람들이 연민을 통해 타자에 대해 궁
극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로고진의 경우를 생각하는 가운데
말하고 있다. 그는 정욕의 관점에서 자신과 나스타시야의 관계를 질투하는
로고진에게도 연민을 느끼는 가슴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스타시
야가 상처 받은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로고진이 깨닫게 된다면, 로고진 역
시도 나스타시야로부터 받았던 모욕과 고통을 잊고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때 로고진은 상처 받은 여인의 “하인과 형제와 친구와 예지
자”(261)가 될 수 있으며, 연민은 그에게 삶의 의의를 부여하고, 교훈을 주
게 된다.
그러나 로고진에 대한 이러한 상상은 현실화되지 않으며, 작품 전체를
통해 믜쉬킨의 연민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나스타시야의 경우,
내면에 잠재되어 있었던 구원의 꿈은 믜쉬킨에 의해 일깨워진 것이 사실이
다.578) 그녀는 토쯔키의 시골집에서 5년 동안 수치스러운 생활로 인한 자괴
감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직하고 착한 한 사람에 대한 꿈을 간직해왔다. 즉
이는 믜쉬킨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 그녀의 무고함을 인정해
주고, 그녀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상상이다. 그녀는 이러한 내용을 믜쉬킨
에게 발설함으로써 순결한 존재로 환원되고자 하는 내면의 절실한 갈망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나스타시야는 실제로는 “순수한 미의 형상”(282)인 믜
쉬킨과 자신과의 결합을 견디지 못하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오만한 자
존심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나아간다. 또한 나스타시야를 구
원의 길로 이끌고자 했던 믜쉬킨의 행동은 나스타시야는 물론, 결과적으로
로고진, 아글라야까지를 모두 불행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
서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라는 인물이 나스타시야 때문에 아글라야에게 상처
를 준 믜쉬킨을 탓하며 “그러다가 연민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건
믿기 어려운 과장입니다!”(657-658)라고 말하는 일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보면서 갖게 되는 느낌의 근본이다. Тоёфуса Киносита, "Понятие красоты в свете идей эстетики Достоевского", Достоевский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Т. 11 (Ленинград ; Наук
а, 1993), С. 98-100.
578) Sarah J. Young, Dostoevsky's the idiot and the ethical foundations of narrative :
reading, narrating, scripting (London : Anthem Press, 2004), p.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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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는 충분히 나올 법한 질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백치』의 결말은 믜쉬킨 역시 로고진의 나스타시야 살해라는 충
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의 원래의 병적 상태였던 백치의 모
습으로 되돌아감으로써 환원적으로 마무리된다. 이처럼 『백치』에서 비극
성은 모든 인물들을 휘감으며, 이로써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에서는 미의
어떤 형태도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반대로 미는 인간의 고통의 원천이
된다”579)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은 선
과 미가 가닿는 이러한 비극성을 보여줌으로써 다만 연민의 가치를 표현하
는 일로 그치지 않게 된다. 즉 선과 미의 이러한 비극에는 “삶에서의 최고
의 가치를 필연적인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계를 탄핵하는 도스토예프
스키의 세계 인식과 강력한 휴머니즘이 나타난다.”580)
한편 「심문(心紋)」에서 명일이 죽은 여옥의 얼굴에서 발견하는 아름다
운 마음의 무늬는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로서의 미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백치』에서 믜쉬킨이 서사의 시작과 더불어 나스
타시야의 얼굴에서 고통 속의 미를 읽어내었다면, 「심문(心紋)」에서의 미
의 확인은 결말의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말하면, 죽음의
형식을 통해 여옥이 드러내 보여주는 고귀한 정신의 고갱이는 명일의 죽은
아내 혜숙과의 얼굴 비교를 통해 작품의 초반에서부터 언급되고 있기도 하
다. 즉 두 여성의 중정(中正)과 인당(印堂)은 “평생에 한 번도 찌푸려본 적
이 없는 듯한” 것이거나, “가는 주름살 작은 티 한 점 없이 맑고 너그러
운”(171) 형용이다. 얼굴 가운데 독특하게도 중정과 인당을 거론하는 이러
한 묘사에서 강조되는 것은 사실상 평범한 여인의 성정이라기보다는 정신적
차원의 절대성, 완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여옥은 죽은
혜숙의 모습과 닮은꼴이 된다. 또한 생전의 혜숙의 “어머니의 젖가슴같이
너그러우면서도 이지적으로 맑은” 인당과 “영롱한 구슬같이 맑고 도타
운”(171) 수주(垂珠)581)는 방종으로 거친 명일의 마음에 안식처가 되어 주
었던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심문(心紋)」에서 “온후한 보살
579) М. Бабович, Там же, С. 105.
580) Там же, С. 107.
581) 귓불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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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171)의 비유로도 표현되는 혜숙의 얼굴은 어떤 완전한 미, 즉 명일이
자신의 정신의 거처로 삼을 수 있었던 이상적인 가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명일이 아내를 잃은 일은 완전하고 굳건한 정신적 지향점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옥의 얼굴에서 죽은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면서도 명일은 오랫
동안 여옥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여옥을 모델로
한 명일의 그림이 실패하고 마는 것은 대체로 이런 이유에서다. 명일이 “분
열된 의식으로 갈피를 잡을 수 없는”(198-199) 인물인 여옥에게서 진면목
을 읽어내려 애쓰는 일은 결말에서의 ‘아름다운 심문(心紋)’의 발견에 이르
기까지 명일 자신의 가치 있는 삶을 향한 갈망과 탐구의 비유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명일의 얼굴 읽기는 여옥의 주검을 대하고서야 비로소 마
무리된다.

나는 여옥의 유서를 읽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다.
한 점의 티나 가는 한 줄기 주름살도 없는 여옥의 인당을 들여다
보면서 죽은 내 처 혜숙이의 그것을 다시 보는 듯이 반갑기도 하였
다.
그 영롱한 인당에 그들의 아름다운 심문(心紋)이 비쳐 보이는 것
이다.
여옥이는 그러한 제 심정을 바칠 곳이 없어 죽었거니! 나는 그러
한 여옥이의 심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니! 하는 생각에 자연 북받
쳐 오르는 설움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싸늘한 여옥이의 손을 이불 속에 넣어주면서 갱생을 위
하여 따라 나서기보다,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여옥이의 여옥이다운
운명이라고도 생각하였다. (220면)

「심문(心紋)」의 이와 같은 마지막 장면은 그간 작가의 유미주의(심미주
의)의 반영으로도,582)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인간이 자신을 영속적이고 완
582) 김윤식, 『한국 현대 현실주의 소설 연구』, 앞의 책, 109면 ;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해
서는, 이 작품에서 작가의 심미적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를 심미주의자로 부를 수 없는 근거는 오히려 여옥의 죽음에 나타난 아름다움의 성격에
있다고 보는 견해를 참조할 수 있다. 백정승, 『최명익의 『심문』 연구』, 중앙대학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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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곳으로 끌어올리는, 순수 주관의식의 표현인 절대주의 미학으로도 해
석되어 왔다.583) 또한 결과가 나쁘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기울인 마음
의 정성이야말로 진실로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는 일로 설명되거나,584) 이
때 명일이 발견한 미의 이미지는 “모성적 희생과 고통에 대한 긍정, 그리고
그 ‘여옥이 다운’ 선택의 슬픔”585)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이때의 ‘미’의 정
확한 내용이 무엇이든 여옥의 죽음과 함께 ‘아름다운 심문(心紋)’이 환기시
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현실에서의 갱생의 실패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는 고귀한 정신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선
적으로 여옥의 죽음은 어떤 대상을 향한 충심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황폐한 세계를 드러내 보인다. 이 작품에서 여옥이 가진 긍정적 본질은 ‘순
정’이라는 말로서 간혹 언급되었다. 그러나 여옥의 순정은 세상 안에서 자신
을 바칠 곳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로써 죽음의 결말이 재촉되었다. “선생
님을 따라가 완인이 된댔자, 제 앞에 무슨 희망이 있을 것입니까”(220)라는
여옥의 유서의 결구는 현실에서의 완전한 패배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미의 현존을 여옥의 내면의 고통과 고독의 결말인 죽음의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일은 여옥의 패배를 결코 패배로만 돌릴 수는 없게 한다. 이
상과 같은 의미에서 「심문(心紋)」은 1930년대 후반의 시점에서 현 시대를
사논문, 2000, 38면.
583) 문흥술은 「심문(心紋)」을 “추상에의 욕망으로 인해 형해화된 언술주체가 그 욕망을
끝까지 밀고 나아감으로써 추상운동의 한 극점인 절대주의 미학에 다다르고 있”는 작품으
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추상에의 욕망이란 구체적 현실이 미미해지고 상상력에 의해
인간의 순수 주관의식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명익 작품의 언술주체가
기본적으로 근대적 삶에 절망했다고 할지라도, 「심문(心紋)」을 “외부대상으로부터의 완
전한 이탈을 통해 순수한 주관의식만을 드러냄으로써 구체적 현실은 거의 제거되며, 그럼
으로써 절대주의 미학에 도달”한 작품으로 보는 점은 모더니즘 문학으로서의 성격에 집착
한 다소 극단적인 설명으로 보인다. ‘아름다운 심문(心紋)’의 제시만 하더라도 현실의 풍
경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 미의 추상적인 제시로 비침에도 불구하고, 최명익은 기본적으로
현실에의 강한 지향을 보여주는 작가로서 이 미의 문제는 오히려 작가의 현실지향적인 의
지의 차원에 속한다. 문흥술, 『한국 모더니즘 소설』, 청동거울, 2003, 282-294면 참조.
584) 그런데 장수익의 견해는 여옥의 얼굴의 중정과 인당을 대상에 대해 본래 품었던 마음
을 지키려는 맑은 심성을 뜻한다고 보면서도, 명일이 주검에서 발견한 마음의 무늬를 “현
혁 자신도 잊어버린 옛날 투쟁행위의 가치를 비록 홀로라도 애써 간직하면서 성심을 다했
던 흔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본고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 장수익, 앞의 책, 65-67면
참조.
585) 백정승, 앞의 논문,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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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 주체의 자기 보존 및 재
건에 대한 희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미의 존재를 통해 추구한 작
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 본 절에서는 최명익의 「심문(心紋)」에 나타난 모욕 혹은 굴욕과
‘아름다운 심문(心紋)’의 의미를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와 비교하는 가
운데 검토하였다. 여기서 굴욕의 문제는 두 차원을 갖는다. 첫째로는, 1930
년대 후반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식인 주체들이 불가항력적으로 경험하는
굴욕과 상처의 국면이 존재하며, 둘째로는, 현혁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인물
의 독특한 내적 논리로서 자굴의 모티프가 확인된다. 「심문(心紋)」에서는
전락한 혁명가 현혁뿐만 아니라, 삶의 좌표를 상실한 상태인 명일, 자살에
이르고 마는 여옥 모두 시대로 인한 굴욕과 상처를 감당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굴욕의 두 차원은 모두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과 중요
한 상관성을 갖는다. 또한 최명익의 작품들은 전면적인 질병과 죽음의 상상
력, 데카당스적인 형상화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세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
한 물음을 결코 중단하지 않고 있음을 지금까지 확인해 왔다. 이 물음이 어
쩔 수 없이 ‘운명’을 말하는 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1930년대 후반
최명익 소설의 풍경이 되고 있다. 아름다운 심문(心紋)’을 말하는 일은 중단
없는 추구의 몸짓에 속하며, 역설의 문법을 따른다. 이 장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1930년대 후반 최명익의 작품들을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을 통해 읽
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물음의 추구는 보다 명확히 그 숨은 내면을 드
러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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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논문은 한국 근대문학의 장(場)에서 만나게 되는 러시아 작가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에 주목하여, 한국문학과 도스토예프스키의 관
련 양상을 고찰하였다. 해방 이전 한국문학에서 도스토예프스키 작품들의
읽기는 상당히 광범위한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문인들에게 적지 않은
문학적, 인식적 자극을 주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한국 근대문학의 보
이지 않는 내면을 형성하는 그러한 현상을 둘러싸고 도출될 수 있는 문학사
적, 정신사적 의미는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탐구되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은
1910년대 후반 이래 한국문학과 도스토예프스키의 만남이 이루어진 여러
국면들 가운데 특히 1930년대 후반, 이른바 ‘전형기(轉形期)’의 상황을 중심
으로 도스토예프스키 이해의 양상이 갖는 의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전형기’로서의 1930년대 후반은 파시즘과 전쟁으로 요약되는 세계사적
인 격동의 분위기 속에서 위기와 불안의 정서가 주체의 내면을 지배한 시기
였다. 무엇보다 국내의 현실은 중일전쟁 이후 준전시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등 식민 당국에 의한 전반적 통제가 극심해진 폐색된 상황이었다. 또한 문
학계의 사정으로 보자면, 카프 해체 이후 전향과 ‘주조(主潮) 상실’의 분위기
속에서 정신적, 문학적 차원의 새로운 모색이 절실히 요청되었던, 고유한 시
대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런 만큼 이 시기의 모든 문학적 실천들 및 담론
들의 전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한 감각으로 지식인 주체의 존재 의미를
문제 삼는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삶의 자세와 방향에 대한 절박한
물음을 던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음들이 도스토예프스
키의 문학과 맞닿는 장면을 고찰한 것이 사실상 본 논문의 내용을 이룬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은 가난하거나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연민, 인간 영혼의 깊은 심저에 대한 탐색, 삶에 대한 비극적 직관 등의 특
징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자신의 나라와 시대를 넘어서서 현대인이 처한 상
황 혹은 현대인의 운명에 대한 예민한 감각과 인식을 일깨워왔다. 예컨대
그의 문학에는 이성과 합리주의로 지칭되는 명료성이 무너지는 시점에서 작
가 스스로가 체험한 시대의 과도기성 및 정신의 과도기성, 즉 ‘전형기’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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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처한 인간의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편재해 있다. 1930년대 한국문학
의 문인들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에 나타난 이러한 면모에 직관적으로 반
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문학이 보여주는 특성은 한국문
학 내에서의 진보 지향 및 이성 중심주의의 태도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
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30년대 후반,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수용이 기본
적으로 불안한 세계정세와 폐색된 국내 상황, 그에 따른 지식 계급의 인식
상의 변화의 맥락 속에 놓인다는 점을 주목하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양상
으로서 긍정적 감응과 거부의 복합적인 면모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시도하였
다.
이러한 고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논문
의 Ⅱ장에서는 1930년대 후반의 도스토예프스키 수용 상황을 다루기에 앞
서 그 전사(前史)를 정리하였다. Ⅱ장 1절에서는 도스토예프스키 소개에 있
어 사실상의 기점이라 할 만한 1919년 이래, 국내의 번역 상황과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해방 이전 도스토예프스
키 작품의 국내 번역은 그 전체적인 저작 목록을 감안할 때, 거의 부재라고
할 만한 상황을 보인다. 1919년 2월, 『삼광(三光)』 지에 처음 일부가 선
보여 1923년 6월, 단행본 출간에까지 이른 홍난파의 『가난한 사람들』 번
역은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의 국내 최초의 번역이자, 해방 이전까지의 유일
한 번역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의 번역 역량 및 제반 여건을 고려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 수용의 가장 특징적인 풍경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일문(日文) 번역서를 통한 독서라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일본에서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의 번역 작업이 활발히 진행된 일과
주요한 비평서, 연구서 등이 다수 소개되어 충분히 접할 수 있었던 점은 그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30년대 초반 무렵까지 대체로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적 진실의 추구를 작품 속에 담아낸 대문호로 인식되고 있다. 그
런데 일찍이 1920년대 초반에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의 주제적 측면이 아닌,
소설 창작의 기법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과 탐구가 등장한 일은 김동인과 염
상섭의 경우가 보여준다. 따라서 Ⅱ장 2절에서는 김동인의 예술-소설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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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져 있는 평론인 「자긔의 창조한 세계」와 염상섭의 「저수하(樗樹下)
에서」를 중심으로 이들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을 계기로 각자의 창작방
법 이론이나 소설 창작의 실질적인 문법을 사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사실들의 확인은 한국문학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해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살펴본 것으로서, 이후 ‘전형기’의 분위기 속에
서의 도스토예프스키 수용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사전적인
조감의 의미를 갖는다.
Ⅲ장에서는 1930년대 후반 한국문학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 이해의 각기
다른 반응들이 생성되는 시대적, 정신적 맥락을 검토하였다. 즉 Ⅲ장 1절에
서는 이 시기 도스토예프스키 이해의 복잡한 내면에 접근하기 위한 단계로
서 일본에서의 ‘불안’ 논의와 셰스토프 수용의 상황을 다루었다. 일본에서
철학자 미키 키요시에 의해 처음 제기된 ‘불안’의 문제에 관한 논의는 레프
셰스토프의 『비극의 철학』의 등장과 맞물리면서 그 논의의 확대와 심화를
이루게 된다. 이 과정에서 셰스토프의 사상은 ‘셰스토프적 불안’이라는 명명
(命名)을 통해 ‘불안의 문학’ 또는 ‘불안의 철학’이라는 문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의 정신적 근원을 파헤치고자 하는 『비극의
철학』은 이를 통해 일체의 보편적인 가치관의 붕괴를 경험한 인간에게 남
아 있는 ‘생의 가능성’을 묻는다. 이러한 내용은 ‘전형기’의 분위기 속에 있
는 당시 일본 지식인들의 정신에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이른바 ‘셰스토프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Ⅲ장 2절에서는 『비극의 철학』에 나타난 셰스토프의 도스토예프스키
문학 해석의 영향으로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
서 검토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그 이해가 전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게 된 사정을 상세히 밝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반 상실’, ‘삶이 죽
음, 죽음이 삶’, ‘제2의 눈’, ‘지하실의 인간(무성격자)’ 등의 개념과 인물 유
형을 통한 새로운 인식이며, 이는 다름 아닌 실존적 차원에서의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불안’의 문제나 셰스토프, 도스토예프스키를 바라
보는 시각에는 프로문학의 몰락이라는 상황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한다. 즉
세계사적인 차원의 위기의식 속에 전진된 미래에 대한 믿음이나 이상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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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회의와 좌절을 경험한 시대적 분위기가 그 이해의 가장 중요한 배경
이 되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Ⅲ장 3절에서는 국내에서의 ‘불안’의 사상에 관한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조선 지식계층의 정신적 지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이 시기 도스토예프스
키 문학의 수용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자리를 가늠하였다. 당시 ‘불안’ 문
제에 대해 견해를 표명한 이들은 거의 전부가 유물론적 시각을 가진 논자들
로서 ‘불안의 문학’ 및 ‘불안의 철학’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관
념적, 주관적인 논의에 불과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 지식인들은
파시즘의 거센 육박을 우려하는 만큼, 이성과 합리의 정신을 기반으로 현재
의 모순에 대응하고, 미래에의 주체적인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
고 있었다. 식민지적 현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들에게 셰스토프나
도스토예프스키의 비합리성, 즉 ‘비극적인 긍정’으로도 표현된 역설적 방식
은 추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안’의 사상가로 거론
된 도스토예프스키나 셰스토프에 관한 논의는 당시의 문단이나 저널리즘을
통해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Ⅳ장에서는 ‘전형기’의 상황을 뚫고 나가려는 김남천과 임화의 문학적 모
색과 도스토예프스키 문학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는 이를테면 도스토예
프스키 문학에 대한 외면 혹은 거부의 양상에 해당된다. Ⅳ장 1절에서는 먼
저, 카프 해체 이후 혼란에 빠진 분열된 주체를 재건하여 시대적으로 봉착
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김남천과 임화의 노력이 리얼리즘을 통해 그
출구를 찾으려 한 경과를 검토하였다. 이들은 엥겔스의 발자크론을 계기로
19세기 서구 리얼리즘의 거장 오노레 드 발자크에 주목한다. 특히 창작방법
론에 대한 부단한 추구를 이어간 김남천은 발자크의 문학으로부터 방법론
전환의 중요한 계기들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김남천과 임화의 평론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발자크와는 대조적
으로 외면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을 ‘발자크 대(對) 도스토예프스
키’라는 가설적 구도로서 새롭게 접근하고자 했다. 실제로 당시에는 발자크
와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적 기법을 뚜렷하게 대조적인 경향으로 파악하는
견해들이 존재했다. 자의식의 문학으로 인식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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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천과 임화에게는 현실 외면의 문학인 것으로 이해된다. 김남천과 임화
의 문학적 모색은 그 기본적인 사유의 틀, 구체적인 창작방법의 지향 등에
있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성격과 매우 대조적인 지점에 자
리하고 있었다. 이처럼 1930년대 후반 ‘전형기’의 조선 문단에서 서구 문학
의 거장들이 참조되는 방식은 이 시기의 성격을 적시해주는 측면을 갖는다.
즉 문학자들을 상반된 경향으로 인식하여 어느 한쪽을 문학적 지향으로 삼
는 일 자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주체의 절
박한 상황과 관련된다. 김남천과 임화에게 발자크의 선택은 카프가 해체되
는 강제적 전향 상황에서 신념의 내면적 보유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Ⅳ장 2절에서는 우선 김남천과 임화에게서 나타나는 ‘발자크 대(對) 도스
토예프스키’의 구도가 갖는 의미를 일본의 평론가 가메이 가쓰이치로(龜井
勝一郞)의 문학적 지향과의 비교를 통해 좀 더 깊이 고찰하고자 했다. 가메
이 가쓰이치로는 전향의 상황을 견디는 와중에 발자크가 아닌 도스토예프스
키를 통해 출구를 모색함으로써 김남천 및 임화와 대조된다. 가메이는 ‘전형
기’를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무엇보다 ‘자아’의 문제에 집중했다. 프
로문학 진영 안의 내부비판자로서 그는 ‘자아의 재검토’, ‘반역 정신’, ‘회의
정신’, ‘온갖 가면의 박탈’ 등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일부분 도스토예프
스키의 문학에서 그 정신을 도출한 것이다. 특히 그는 당시 자신의 문학의
최대의 주제였던 문학과 정치, 즉 구체적으로는 전향의 문제를 도스토예프
스키를 통해 궁구해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셰스토프의 도스토예프스키 문
학 해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 결과로서 그는 “죄와 치욕을 통
한 역설적 생존”, “무력에의 무자비한 응시”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메이 가쓰이치로와 김남천의 문학적 지향을 다시 비교
하는 일은 도스토예프스키 및 셰스토프라는 기호를 통해 김남천을 읽어내는
새로운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인물은 작가 동맹의 해체 이후 프
로문학 운동의 추상성 및 도식성을 근본에서부터 반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가메이 가쓰이치로라는 지점은 ‘문학과 정
치’라는 문제 아래 도스토예프스키, 셰스토프, 발자크, 톨스토이 등이 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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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장이었다. 그러나 김남천이 가메이의 평론으로부터 개념과 어휘들을
차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남천의 ‘주체’와 가메이의 ‘자아’는 같은 것
이 될 수 없었음이 확인된다. 발자크나 도스토예프스키에 반응하는 김남천
과 임화의 문학적 이해에는 근본적으로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이 자리하고
있었다. 즉 도스토예프스키나 셰스토프에 대한 가메이 가쓰이치로의 이해는
“무력에의 무자비한 응시”를 말할 수 있었던 데 비해,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의 자기의 무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김남천과 임화는
한사코 그 무력을 거부하고자 했다. 이것이야말로 김남천과 임화의 도스토
예프스키 거부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Ⅴ장에서는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긍정적인 감응과 수용의 예로서
단층파(斷層派) 및 최명익의 문학과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관련 양상을 탐
구하였다. Ⅴ장 1절에서는 1930년대 후반의 상황 속에서 단층파 소설 속
인물들의 세계 인식이 도스토예프스키 및 셰스토프의 문학과 사상에 맞닿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았다. 단층파 작품 속의 인물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
게 해 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과 방황, 퇴폐와 환멸, 도착 혹은 위악
등의 모습을 보인다. 나아가 이들은 현 상황을 자신들을 옥죄는 ‘지하실’인
것으로 감각함으로써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세계와 연결된다. 본 논문에서
는 이들 인물들을 조선적 ‘지하실’의 상황에 갇힌 인물들로 규정하고, 이 조
선적 ‘지하실’과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지하’를 비교
함으로써 이들 각각이 처한 딜레마 상황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1840-60년
대 러시아 지식인의 한 표본으로서의 ‘지하의 인간’이 처한 딜레마 상황이
관념과 ‘살아 있는 삶’ 사이의 물고 물림이라고 한다면, 단층파의 인물들이
처한 딜레마 상황이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없는, 행동과 지식의 절연
(絶緣)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층파의 작품이 현실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보여주는 한편으로 젊은 지식인들의 내면적 고투를 그려내고 있다고 할 때,
무기력한 방황 등과 전혀 다른 국면으로서 인물의 실존적 자각의 장면이 존
재하는 점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예컨대 유항림의 「마권(馬
券)」과 같은 작품에서 ‘절망의 힘’이 말해지는 가운데 인물의 실존적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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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선택이 그려지는 점은 도스토예프스키나 셰스토프적인 가치의 전도와 새
로운 의식 전환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에야
이루어진 본격적인 실존주의 문학의 소개에 앞선 문학적 형상화라는 점에서
193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도스토예프스키 및 셰스토프 수용의 문학적 의
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은 단층파의 가장 주목할 만한 작가인 유항림의 소설에
관한 사유가 특히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관심과 탐구의 결과로서 형
성된 점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도출하였다. 유항림은 모더니즘적 경향의 심
리소설로 분류되는 작품들을 썼으면서도 본질적으로 문학에서의 기법적인
측면보다 작가의 정신이 추구하는 삶의 진실의 형상화에 강조점을 두었다.
그가 조이스나 프루스트와 같은 서구 심리소설의 계보를 지향하기보다 도스
토예프스키의 문학을 문학적 지표로 삼은 점은 그를 포함하는 단층파의 문
학을 ‘경성 모더니즘’과 구분되는 별도의 모더니즘적 계보에 위치시킨다.
Ⅴ장 2절에서는 우선적으로 최명익 스스로가 밝힌 ‘도스토예프스키 체
험’을 검토함으로써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이른 시기의 최명익의 공
감의 본령이 인물들의 고통, 특히 모욕 받은 자, 상처 받은 자의 고통에 있
음을 확인하였다. 시대로 인한 모욕의 상황을 자각하고 있는 최명익에게 도
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은 동병상련의 세계였으며, 이러한 내면은 이후 최명익
의 작품에서 식민지 시대, 근대화의 일상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근원적인 정
서로서 드러난다.
1930년대 후반 최명익의 작품 세계는 무겁고 암울한 비관주의의 분위기
를 구현하며, 그 중심에는 질병과 죽음이 자리한다. 본 논문은 그 병리적 상
상력의 첫 자리에 도스토예프스키의 모습이 놓이는 점에 주목하고, ‘각혈하
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형상을 통해 최명익 문학의 본질적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즉 최명익의 데뷔작 「비 오는 길」에 직접 등장하는 도스토예프스
키의 모습은 무엇보다 이후 최명익 문학의 전반을 지배하는 병리적 상상력
및 비극적 세계 인식의 원형적인 표상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전형
기’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묻는, 가치 있는 삶을 향한
고뇌와 고통의 표상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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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논문은 최명익의 작품에 나타난 ‘무성격자(無性格者)’ 유형
의 분석을 통해 데카당스의 외양에 가려진 비판의 정신과 새로운 세계에의
숨은 열망을 논증하였다. ‘무성격자’는 1930년대 후반 ‘전형기’의 시대성을
드러내는 문제적 인물이자 원형적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비롯되어 최명익의 「무성격자」로 이어지는

‘무성격자’는 ‘무(無)’라는 기표를 통해 역설적으로 무한한 ‘유(有)’로서의 가
능성을 지향한다. 물론 최명익의 작품 속에서 ‘무성격자’는 ‘무의지자’의 특
성을 보이는 것으로 회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는 시대의 병리성에
대한 역설적 방식의 대응으로서 그 데카당스한 형용이 어두운 만큼 깊은 희
원(希願)의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는, 최명익의 「심문(心紋)」을 대상으로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탐구라는 작가의 본질적 지향을 도스토예프스키의 장편 『백치』와의 비교
를 수행함으로써 접근하였다. 두 작품은 ‘자굴의 모티프’를 포함하는 모욕
혹은 굴욕의 주제와 갱생의 실패 위에 겹쳐지는 ‘미(美)’의 주제에 있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사성을 보인다. 「심문(心紋)」의 인물들은 모두 시
대로 인한 굴욕과 상처를 감당하고 있으며, 갱생의 기원은 비극으로 마무리
된다. 또한 표면적으로 이 작품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운명’을
이야기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전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
운 정신의 자취를 확인하기까지의 긴 여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심문(心
紋)」은 예의 역설적인 방식을 통해 인물의 정신적 재건에의 희구가 표현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최명익의 경우는 당시의 지식인이 보여주
는, 삶의 가치 추구의 역설적 방식에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이 관련되어 있
다.
이상 본 논문에서의 고찰은 일본의 상황까지를 포함하는 도스토예프스키
수용의 문제를 통해 1930년대 후반 한국문학의 폭과 깊이를 재조명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드러난 도스토예프스키 수용의 문학
적, 정신사적 의미와 관련하여 강조하자면, 무엇보다 이 시기 한국문학의 고
투가 여실히 확인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분명한 목소리로
‘전형기’의 상황을 뚫고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준 김남천과 임화는 물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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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비관의 데카당한 작품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무기력과 체념, 절망의 세계
에 빠져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단층파나 최명익 문학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드러난다. 즉 이들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등으로 구분되어 온, 일치되
지 않는 문학적 지향을 드러내는 가운데에서도 각각의 방식으로 한국문학의
현실 대응의 자세와 미래지향적인 모색의 몸짓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시 돌아보자면, 193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문학과 도스토예
프스키의 만남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면적인 특징으로는 부재에 가까운 한
국어 번역의 빈곤과 독특한 위상의 철학자 셰스토프의 존재가 관여되어 있
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번역의 빈곤 상황은 비단 1930년대만
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1910년대 이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유명세를
감안할 때 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시의 여건상 여타
의 외국문학에 대해서도 활발한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문학적 논의가 활발히 개진된 일이 없다는
점까지를 아울러 생각할 때, 이는 결국 우리의 경우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
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한국문학의 관심은 지대했던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한국문학의 도스토예프스키 이
해를 일본의 상황과 면밀히 연결되게 한다. 한편, 셰스토프 비평의 틀을 통
해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한층 다가서거나 그 면모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일은 이 시기만의 특징적인 상황으로서, 이는 1930년대 후반 수용의 주요
한 성격을 결정짓게 된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관점에서라면, 이 시기 한국문학의 도스토예프스
키 수용은 무엇보다 삶과 세계에 대한 실존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존적 자각으로 인한 인물의 선택을 작품 속에 형상
화하고 있는 경우인 유항림의 「마권(馬券)」과 같은 작품만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단층파와 최명익의 작품 세계 전반은 기본적으
로 조선적 ‘전형기’의 현실 속에서 지식인이 처한 정신적 한계상황을 보여준
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비관적 인식, 그러한 세계 속에서의 개인의 상황에
대한 자각, 주체의 나아갈 바에 대한 모색 내지 가치 있는 삶의 추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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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내적 상황의 전개는 이들의 작품을 도스토예프스키와 셰스토프의 문
학 및 사상의 실존적 성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한다. 그 과정에서 특히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존재 및 그의 문학세계가 세상의 합리성, 이성, 법칙
등에 대한 거부와 비판의 측면으로서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정신적
고뇌와 고통의 차원에서, 즉 삶의 의미를 향한 고통스러운 모색의 세계로서
인식된 점은 주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국면들의 고찰을 통해 최명익의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경성
을 중심으로 하는 모더니즘과는 구분되는 모더니즘의 또 다른 경향성 - 이
들을 일단 모더니스트로 분류한다고 할 때 - 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부수적
인 결과이다. 박태원 등의 문학을 형식에 치중하는 기교주의로 바라보는 유
항림의 이해에는 일부 오해의 측면이 존재할지라도 평양을 근거지로 하는
동시에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에 관심을 보인 단층파와 최명익의 문학이 경
성의 모더니즘과 별개의 문학적 지향, 양상을 보이는 점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학적 구도는 기존 연구에 더하는, 세계문학적 지향 등과 관련된 세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대한 외면이나 거부의 경우
에도 시선을 돌림으로써 긍정적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으로부터 읽어
낼 수 있는, 이면의 의미들에 접근하였다. 도스토예프스키와 셰스토프의 이
름을 포함하는 ‘불안’의 문학이나 사상에 대한 담론장에서의 반응이나 김남
천과 임화의 문학적 모색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형기’의 지식인이자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이들의 깊은 내면이다. 1930
년대의 시간 동안 조선과 일본은 동일하게 ‘전형기’로 불린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양국 지식인들의 세계인식에는 자신이 선 자리로부터 비롯되는,
일치될 수 없는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전형
기’와 일본의 ‘전형기’는 하나의 동일한 개념으로 말해질 수 없는 것이 된
다.
이상의 내용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본 논문에서의 고찰은 이 시기 한국
문학과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형식적 측면에서의 관련 양상에 대해서는 본
격적인 탐구를 시도하지 못하였다.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1920년대 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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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인과 염상섭의 경우는 물론, 30년대의 엄흥섭, 장혁주 등의 예가 보여
주듯이 심리 묘사를 비롯하여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기법과 구성, 묘사와
같은 형식적 측면에 대한 관심 또한 적지 않았으며, 이는 도스토예프스키
수용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탐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구를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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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suits of Korean Literature in the Late 1930s
and Dostoevsky

Joh, Shi-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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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y serious exploration of Korean literature makes us meet
Russian

writer

Fyodor

Mikhailovich

Dostoevsky

in

the

Korean

context. Noticing his presence in the Korean literary locus,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impact of Dostoevsky on modern Korean
literature. Before the Korean Liberation in 1945, Dostoevsky was
fairly widely read by Korean writers who received significant literary
and

cognitive

stimuli

from

his

works.

Although

“Dostoevsky

phenomenon,” the introduction and influence of Dostoevsky in Korea,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invisible inner world of modern
Korean literature, the meaning of the phenomenon that can be
extracted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ry and intellectual history has
not been explored in earnest until now. Thus,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the meaning of various aspects of the Korean understanding
of Dostoevsky, focusing especially on the literary context of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late 1930s.
Dostoevsky’s works are characterized by heated compass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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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or and the afflicted, exploration of the depth of the human
soul, and intuitive understanding of the tragedy of life. Moreover,
Dostoevsky transcended his country and age to awaken a keen sense
and perception for understanding modern man’s condition and fate. In
other words, questions that people face in the context of “the
transitional period”—a period of change marked by the transitional
nature of the age and the spirit that Dostoevsky himself has
experienced as the clarity of the world symbolized by reason and
rationalism

was

collapsing—are

widely

present

in

his

works.

Arguably, Korea’s literary people in the 1930s instinctively responded
to such aspects of Dostoevsky’s works. In the meanwhile, attributes
of Dostoevsky’s works at times collided with progressive orientation
and reason-centric attitude that can be found in Korean literature.
The introduction of Dostoevsky to Korea in the late 1930s was
essentially shaped by an unstable world politics, deadlocked domestic
society,

and

intellectual

resulting

class.

perceptual

Having

noticed

changes
the

experienced

environment

by

the

affecting

the

introduction, this dissertation tried to examine the complexity found
in the details of the introduction, most importantly: positive response
and

rejection.

It

is

from

such

a

perspective

and

structural

understanding that this study focuses on the works of Lim Hwa, Kim
Nam-cheon,

“Dancheung-pa

(School

of

Dislocation)”

and

Choi

Myeong-ik. Their work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impact of
Dostoevsky, clearly show intellectuals’ understanding of their age—
the late 1930s.
Apparently, the most noticeable characteristics in the encounter
between Korean literature and Dostoevsky centered on the late
1930s are a near absence of Korean translation of Dostoevsky’s
works, and unique involvement of philosopher Lev Shestov.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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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ence of the Korean editions meant that the Korean understanding
of Dostoevsky was closely connected to the literary situation in
Japan. In addition, reliance on Lev Shestov’s review of Dostoevsky’s
works to get closer access to Dostoevsky or to renew understanding
of his works was a salient characteristic that determined the Korean
reception of Dostoevsky in the late 1930s.
From a deeper perspective, however, the reception of Dostoevsky
was primarily related to the existential recognition of life and the
world. The works of the School of Dislocation and Choi Myeong-ik
as a whole illustrate the intellectual Grenzsituation afflicting the
intellectuals
expression
development

who
that
of

were

living

summarizes
a

series

in

the

“the
reality

of

transitional

period,”

in

Korea.

internal

colonial
views—a

an
The

pessimistic

understanding of the world, individuals’ situational awareness in the
world, and subjects’ search for directions or pursuit of a valuable life
— naturally connects their works to the existential characteristics of
Dostoevsky and Lev Shestov’s literature and thought. In the process,
the person of Dostoevsky and his literary world in particular are
espoused at the level of psychological pain and suffering that look
for “what kind of life to live”—in other words, as a world outlook
that painfully seeks the meaning of life—rather than at the level of
irrational, anti-modern orientation.
In the case of Kim Nam-cheon and Lim Hwa, who attempted to
overcome difficulties of the times by reconstructing the dissolved
subjects that fell into a chaos after the break-up of Korea Artista
Proleta Federacio (KAPF), the focus was on Honoré de Balzac, the
great writer of the 19th century Western realism as they tried to
find an exit through realism. In contrast, Dostoevsky was overlooked
in the literary criticism written of Kim Nam-cheon and Lim Hw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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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pproach proposed by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ir choice
by

a

hypothetical

structure

of

“Balzac

vs.

Dostoevsky.”

Kim

Nam-cheon and Lim Hwa thought that Dostoevsky’s works—often
interpreted as works of self-consciousness—were avoiding reality.
Their literary pursuit was in sharp contrast with that of Dostoevsky
in terms of the basic framework of thought and the orientation of
concrete creative methods.
Unlike Kim Nam-cheon and Lim Hwa, Japanese critic Kamei
Katsuichiro—who suffered a conversion process—sought an exit not
through

Balzac

but

through

Dostoevsky.

Kamei

Katsuichiro’s

understanding of Dostoevsky and Lev Shestov involved talking about
“the self that stares at powerlessness.” Kim Nam-cheon and Lim
Hwa, who were likewise conscious of their powerlessness in reality,
consistently negated powerlessness. What this exercise in contrast
reveals is the differing deep inner world of the intellectuals who
faced “the transitional period.” During the 1930s, intellectuals of
colonial Korea and imperial Japan both experienced “the transitional
period.” However, their world view that stemmed from their “place”
could not be identical. In that sense,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two countries was not iden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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