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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이번 호 ‘비교한국학Comparative Korean Studies’에서는 특집기획 ‘팬데믹
시대를 바라보는 비교한국학’ 하에 두 편의 논문을 싣는다. 이 논문들은
2021년 12월 4일 본 학회와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
연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43회 국내학술대회 및 제10차 경희대학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국내학술대회 ‘팬데믹 시대의 비교한국학’에 발
표된 글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수정 보완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
양한 문제들을 국제비교학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한국학의 외연을 확장
하고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획이었다. ‘비교한국학Comparative
Korean Studies’에서는 상기 학술대회에 대응하는 특집기획으로 이 논문들을
수록했다.
박인성의 ｢사이버펑크 장르를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심리스 리얼리
티(Seamless Reality)에 대한 비판 – 기술 중심 미래 전망에 대한 대항서사들
속 심리스 리얼리티 재현 양상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각광받기
시작한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오늘날 한국에서도
주목받는 ‘메타버스’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심리스 리얼
리티에 대한 몰입과 탈몰입을 재현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펑크’ 장르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 과정에서 심리스 리얼리티가 실제 현실을 어
떻게 비가시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서사적 텍스트들이 메타
버스를 핵심으로 하는 기술 중심 미래사회에 어떠한 비판적 인식을 선제적
으로 공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비단 사이버펑크 장르
에 대한 리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의 출현과 발전에 열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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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한국 사회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로
읽어낼 수 있다.
조태구의 ｢코로나19와 프랑스 철학: 낭시와 바디우 그리고 한국｣은 코로
나19 팬데믹 속에서 이러한 신종감염병으로 인해 예각화된 다양한 철학적
문제들을 비교학제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코로나19가 야기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 이를테면 의료자원분배와 관련된 의료윤리학의 문제로부터
환경과 기술, 자유와 인권, 나아가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혹은 ‘생명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철학의 전통적인 주제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환기한 다양한 층위에 대한 반성의 요청을 낭시와 알랭 바디유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되, 이를 한국에서의 접근과 비교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방식에 대한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움’ 앞에서
철학이 가장 먼저 취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교한국학Comparative Korean Studies’은 2015년 하반기부터 ‘비교한국
학의 쟁점과 전망’란을 통해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한국학 연구를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논문, 혹은 한국학 연구의 전망을 갱신할 수 있는 연구 주제
를 기획하거나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 ‘비교한국학의 쟁점과 전망’의 주제는
‘해체와 재구축 – 전환기의 한국학’이다. 전환기라는 시대는 기존 체제에 대
한 비판과 해체를 시도하는 동시에 새로운 주체를 호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체계를 재구축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박성태의 ｢조선
청년의 ‘동정(同情)’ 함양을 위하여, 혹은 공감에서 연민으로 미끄러지는 ‘동
정’ – 1910년대 이광수 소설을 중심으로｣는 20세기 전환기의 끝자락이었던
1910년대에 아직 미정형의 상태로 있었던 ‘조선청년’이라는 주체를 호명하
고 구축하는 과정에서 동정(同情)의 개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광수의
1910년대 저작들을 중심으로 탐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소연의 ｢1980
년대 전위-실험 문학이 갖는 소수문학적 특성 연구 – 이인성, 뺷낯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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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뺸를 중심으로｣는 기존 관념에 대한 비판과 해체를 꾀하는 ‘전위문학’
으로서의 이인성 소설에 주목하여 이러한 시도들이 당대의 문지-창비 대립
구도와는 다른 층위를 형성하면서 ‘소수문학’의 관점에서 민중에 대한 새로
운 사유를 시도하는 과정을 논증하였다.
‘비교한국학 리뷰’란에 실린 이만영의 ｢냉전의 문학사: 제3세계론의 문학
(사)적 전유｣는 박연희의 뺷제3세계의 기억: 민족문학론의 전후 인식과 세계
표상뺸(소명출판, 2020)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논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제3세계론이 문학 담론과 교섭하는 사적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뺷제3세계의 기억뺸은 냉전 시대의 문학사를 미소 간의 진영 대
립이라는 프레임으로 다루어온 기존의 연구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서 제3세계
론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환기한 바 있다. 제3세계론은 1970년대에 급부상
하면서 미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후진성’이라는 자각
으로부터 벗어나 세계문학으로 나아가는 참조점을 마련하였고, 이는 다시
민족문학론, 민중시 담론, 제3세계문학론, 흑인문학론 등과 같이 한국문학의
방향성을 다각화하는 지점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본 리뷰는 이러한
뺷제3세계의 기억뺸의 논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와 저서를 참고하여 이러
한 논의의 학술적 의의와 가치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 이번 호에 투고된 일반 논문들도 ‘비교한국학’이라는 본 학회의
문제의식에 여러 고민할 지점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 후기 <언간독>과 메이
지 시대 <통속서간문>을 중심으로 하여 19세기 한국과 일본의 언어문화를
비교 검토한 김수정⋅마츠키 료코의 ｢19세기 한국과 일본의 편지쓰기 교재
비교 연구｣, 이승우의 ‘소설가 소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존재의 증명을 요
구받으면서도 소설적 진실을 향한 모순되고 고통스러운 도정을 걷는 이야기
꾼의 형상과 그 고난 속에서의 성공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논구한 양정현의
｢죄의식 앞에서의 채무 정산과 소설 쓰기｣,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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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화 뺷마당을 나온 암탉뺸에 대한 분석과 그 주제 의식의 예각화를 통해
에코페미니즘을 한국학의 새로운 논점으로 수렴하고자 한 김창현의 ｢뺷마당
을 나온 암탉뺸에 나타난 우화적 상상력과 에코페미니즘｣, 남북한문학사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적 궤적을 남김으로써 분단의 정치적 한계를 뛰어넘는
한국문학사의 연구 대상으로서의 작가 박팔양에 대해 주목한 최현식의 ｢‘도
시 산책자에서 ’광장의 투사‘로｣ 등 다양한 이론과 연구 대상을 바탕으로
한 논문들이 수록되었다.
‘비교한국학Comparative Korean Studies’에 소중한 원고를 투고해 주신 선
생님, 기획과 편집 과정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제43회 국내학술대회 ‘팬
데믹 시대의 비교한국학’을 기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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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코로나 팬데믹과 메타버스라는 심리스(seamless) 리얼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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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분열적 재현과 급진적 행위화 : 〈사이버펑크 2077〉
5. 나가며 : 다시 울퉁불퉁하고 갈라진 세계를 위하여

| 국문초록 |

본고는 기술 중심의 미래 전망을 중심으로 심리스 리얼리티가 각광 받는 오늘날의
분위기에서, 소설과 게임을 포함하는 서사 창작물이 어떻게 심리스 리얼리티을 비판적
으로 재현하는지를 살피는 연구다. 심리스 리얼리티란 현실을 어떤 단절과 제한 없이
매끄러운 일원론적 세계로 재현하는 시각적 기술, 그리고 그러한 일원적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능동적 인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고는 ‘메타버스’로 통칭되고 있는 디지
털 세계와의 완전한 일원화를 꿈꾸는 대안적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넘어서
그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되살리고자 한다. 따라서 소설과 영화, 게임을 포함하는 서사
창작물들이 그동안 재현했던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더
*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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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심리스 리얼리티가 비가시화하는 울퉁불퉁한 현실을 되살리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레디 플레이어 원〉, 뺷스노크래시뺸, 〈사이버펑크 2077〉이며, 세 텍스
트는 각각 영화, 소설, 게임의 영역에서 사이버펑크 장르 서사를 선보인다. 특히 이
텍스트들이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재현 방식과 비판을 수행한다는 점
에서, 각각의 양상을 비교하여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이해와 위험성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레디 플레이어 원〉이 심리스 리얼리티와 실제 세계를 이분법적 재현함으
로써 편의적으로 절충한다면, 뺷스노크래시뺸는 두 세계를 이원적으로 그리면서 그 경
계를 계속해서 의식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2077〉는 두 세계를 분열적으로 그
리면서 더욱 급진적인 행위들로 나아간다. 본고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 기술 중심의
미래 전망이 오늘날 우리 삶과 현실을 비가시화하는 방식에 대하여 되묻는다.

주제어 : 사이버펑크, 메타버스, 심리스 리얼리티, 포스트코로나, 대항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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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코로나 팬데믹과 메타버스라는 심리스(seamless)
리얼리티
본고는 코로나(COVID-19) 팬데믹 시대 심리스 리얼리티가 각광 받는 현실
속에서, 소설과 게임을 포함하는 서사 창작물이 어떻게 심리스 리얼리티를
비판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지를 살핀다. 특히 최근 들어 ‘메타버스’로 통칭
되고 있는 기술 중심의 미래를 지향하는 대안적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을 넘어서서, 다양한 서사 창작물들이 그러한 가상현실을 재현해 온 주요
양상들을 통해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해당 텍스트들이 심리스 리얼리티에 의해 비가시화된 울퉁불퉁한 현실을 환
기하는 방안 역시 구체화할 것이다. 우선 본고에서 언급하는 심리스 리얼리
티는 ‘어떤 끊어짐이나 분절 없는 일원적, 연속적 세계’에 대한 시각적 이해
를 함축한다. 무엇보다도 이는 디지털과 오프라인 현실 사이를 매끄럽게 연
결하는 기술적 매개로 이루어진 세계 인식이다.1 따라서 사람들이 원칙적으
로는 분절된 세계 인식에서 벗어나 디지털에 접속해 있다는 인식 자체조차
무감각해지고 매끄럽게 이를 받아들이게 되는 현실 인식을 표현하고자 한다.
심리스 리얼리티는 무엇보다도 ‘비대면’이라는 말이 일상화된 시대에 ‘비
대면’을 ‘디지털 대면’으로 전환하는 기술적 연결이며, 동시에 디지털 접속과
소통에 전제된 물질적-시각적 단절을 비가시화하는 기술로 특징된다. 코로
1

심리스 기술은 영화에서의 원테이크 연출 기법처럼, 디지털 이미지를 어떤 단절도 없이 연결되는
매끄러운 시각 정보로 전달한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여러 디지털 게임들이 궁극적으
로 플레이어의 끊임없는 몰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게임 속 세계에 대한 경험을 심리스하게 연출하
는 것이다. 최근 게임의 사례들은 〈갓 오브 워〉(God of War, 2018)와 〈레드 데드 리뎀션〉(Red
Dead Redemption 2, 2018) 같은 게임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심리스 리얼리티는 비단 게임의
기술만이 아니라 VR로 불리는 가상현실의 시각적 연출이 지향하는 디지털 세계의 인식방식이기
도 하다.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적 구현은 필연적으로 VR과 현실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강력한
심리스 리얼리티를 필요로 한다. 박인성, ｢2010년대 비디오 게임에서 나타는 서사와 플레이의
결합 방식 연구 - AAA급 게임의 심리스(Seamless)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1권
1호, 2020, 83-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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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팬데믹은 압도적인 바이러스의 영향력만이 아니라, 그 영향력에 의해 발
생한 모든 형태의 ‘단절’을 극복하고자 하는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필요성을 출현시켰다.2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팬데믹의 현실을 냉
정하게 되돌아보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미래 산업에 대한
기술 중심의 담론과 기업들이 선도하는 미래 전망이 얼마나 빠르게 시대적
흐름을 지배했는지에 대하여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단순히 물질적
인 거리두기만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바이러스의 공포 앞에 서
구 지성 중심 담론의 공백 상태를 불러왔다. 이 공백을 빠르게 점유한 것은
디지털 중심의 기술 중심 사유다.3 모든 사람들이 비대면의 소통과 디지털
중심의 대안적 삶에 대한 필요성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IT 중심의 거대 공룡
기업들은 빠르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독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2

이러한 의미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심리스 리얼리티라는 개념은 기술에 의해 구현된 매끄러운
시각적 재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기피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현실인식에 대한 비가시화를 포함한다. 심리스 리얼리티는 현실에 대한 편의적인 ‘편집술’이자
능동적인 현실재구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리두기의 현실과 격리의 시공간은 그
모든 거리와 공백을 기술적 매개물, 혹은 제3의 손과 발을 빌려 해결하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발달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Youtube)나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 아마
존(Amazon)과 쿠팡과 같은 배달 유통 산업은 팬데믹을 통해서 노동의 구조적 현실을 비가시화하
고 노동자를 소외시키며 성장하고 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 작업하는 수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은
플랫폼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독립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와중에
육체노동자들의 처우는 수많은 외주와 하청을 통해서 그 누구와도 연루되지 않는 형태로 가려지고

3

휘발된다.” 박인성, ｢과거도 미래도 말하지 않는 팬데믹 서사｣, 뺷현대비평뺸 제8권, 한국문학평론가
협회, 2021, 48-49쪽.
코로나 팬데믹과 증상적인 독해 및 포스트 코로나에 징후적인 전망을 드러내는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특히 팬데믹에 대한 다양한 서구 지성의 해석은 팬데믹을 통한
사유와 현대 인간 중심 문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그 철학적 사유와 현대 사회에
대한 총체적 비판이라는 지난한 목표를 달성하는 어려움에 비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술 중심의 비전과 기업의 방향성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 오히려 팬데믹에 대한
다양한 해석적 과잉이야말로 일종의 거짓 문제로서 포스트코로나를 지배하는 미래 전망으로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진태원, ｢거짓 문제로서의 포스트코로나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증상적 독해｣, 비평과이론 26권 3호, 2021, 197-228쪽; 슬라보예 지젝, 『팬데믹 패닉』, 강우성
옮김, 북하우스, 2020; 슬라보예 지젝,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 강우성 옮김, 북하우스, 2021;
조르조 아감벤, 『얼굴 없는 인간』, 박문정 옮김, 효형출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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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들을 디지털 중심의 삶으로 재편하고자 시도하는 중이다. 단적으로 사례
를 말하자면,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유령 같은
개념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기회로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휩쓸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메타버스 개념이 어떻게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판타지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결코 이러한 개념이 기술 산업의 독점
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다양한 서사 창작물에서의 선취적인 재현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메타버스를 포함하는 기술 중심 미래사회에 전망은 그 자체로 심리스적인
측면이 있다. 기술 중심 미래사회에 대한 낙관론은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
현실에서 발생 중인 많은 문제들을 비가시화함으로써만 매력적인 미래 전망
을 매끄러운 시각적 판타지처럼 구성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세계
적인 IT 기업들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고 창의적인 것처럼
주목하는 반면에, 문학을 비롯한 문화콘텐츠의 영역에서 그러한 개념은 새롭
지도 않을뿐더러 대단히 낡았고 심지어 위험한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비가시화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술 중심의 미래사회에
대한 해석적 각축전이 사실상 지나치게 낙관적인 미래 전망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팬데믹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미래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다양한 전망과 가치들을 기술 중심의 거대 기업들의
기술 중심적 사유에 독점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메타버스에 대한 페이스북(FACEBOOK, 페이스북은 아예 메타(Meta)로 사명을
변경했다)과

에픽

게임즈(Epic Games),

월트

디즈니(WALT DISNEY

COMPANY)와 같은 거대 기업들의 긍정적인 전망은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경직된 모든 실물 경제의 유동 자산을 가상현실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산업 쪽의 가치투자로 전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메타버스라는 단어만 붙어도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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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주장들 또한 조심스럽지만 속속 등장하고 있
다.4 이러한 비판적 관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전적인 사이버펑크
장르 소설들에서 묘사하고 있는 근미래의 사회다. 정부가 아니라 거대 기업
들이 모든 권력과 재화를 독점하는 사이버펑크 세계는 기술 중심의 미래사회
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비전을 함축한다. 또한 윌리엄 깁슨(William Ford
Gibson)의 소설 뺷뉴로맨서뺸(Neuromancer, 1984)가 압축적으로 전달하듯이 사

이버펑크 장르란 결국 양극화된 미래사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문제가 불공평한 분배의 문제라는 사실, 또한 새로운 계급 투쟁이 필연적이
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장르다. 기업 주도의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미래
전망이 이러한 사이버펑크 장르의 기술적 비전을 전유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디스토피아적 비전을 누락하거나 비가시화하는 것은 다분히 편의적 해석이라
고밖에 말할 수 없다. 본고의 연구 주제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해석적 전망을 독점하고자 하는 기술 중심의 미래 전망에 저항하는 대항
서사(counter narrative)로 일련의 사이버펑크 장르 소설과 문화콘텐츠를 다시 읽
어내려는 시도다. 이러한 대항 서사들은 심리스 리얼리티가 비가시화하는 대
상들을 다시금 복원하고 우리의 현실에 재매개하는 중요성을 알려준다.
본고가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구성 요소 가운데 심리스 리얼리티라는 개
념에 주목한다. 메타버스가 궁극적으로 디지털 중심의 미래사회 전망에 있어

4

본격적인 포문을 연 것은 해외의 유명 게임저널 뺷PC Gaming뺸에 Wes Fenlon이 쓴 〈The Metaverse
is Bullshit〉(October 30, 2021)다. 이 칼럼은 메타버스에 대한 낙관론에 대한 4가지 비판적 관점을
정리한다. ① 메타버스는 사실상 이미 존재하는 인터넷과 다르지 않다 ② 기업들은 전유하고
있는 사이버펑크 세계관이 디스토피아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③ 메타버스가 약속하는
크로스 호환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④ 메타버스가 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인지 설득하기
어렵다. 또한 DOOM 시리즈의 개발자이자 오큘러스(Oculus)에서 VR 디바이스의 최고기술책임
자(CTO)를 맡기도 했던 존 카맥John Carmack 역시 메타버스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현재의
기술적 성취에 비해서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적 시선들
과 우려를 무시하고 2021년 현재 모든 산업 분야가 메타버스를 실존하는 마법의 가루처럼 주목하
고 있다. URL : https://www.pcgamer.com/the-metaverse-is-bullshi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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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상위의 개념이라면,5 그 아래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적 개념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확
장현실(eXtended Reality) 개념을 포함하여,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과 암호
화폐, NFT(Non-Fungible Token)에 이르기까지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는 기술
적 대상들이 메타버스라는 개념 아래로 집결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결
국 모든 기술적 적용들 최종적인 상위 개념인 메타버스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매개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다. 본고는 그러한 기술적 구현에 있
어 결국 수용자의 적극적인 세계 인식이 완성되기 위한 매개물이 심리스
리얼리티임을 강조한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결국 실제 세계에 접붙이기
위해서 매끄러운 연결성이 필요하며, 이것은 메타버스가 궁극적으로는 메타
버스에 대한 접속 자체를 잊어버리는 궁극적인 몰입 상태를 지향한다는 사실
로 귀결된다.6 예를 들어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 1999)에 등장하는 ‘매트
릭스’라는 가상현실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접속자가 접속 사실 자체를 모르
고 평생의 인생을 아바타로서의 삶과 완벽하게 동기화한다는 점이다. 가장
강력한 심리스 리얼리티를 ‘매트릭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본고에서는 그러

5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연구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지만, 본고와 관련하여 인문학
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최근 저작 및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인화, 뺷메타버스란 무엇인가뺸,
스토리프렌즈, 2021; 이임복, 뺷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뺸, 천그루숲, 2021; 김윤정, ｢게임과
비게임 메타버스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유형의 융합화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7권 3호,
2021, 80-99쪽; 윤현정⋅이진⋅윤혜영, ｢메타버스 개념과 유형에 관한 시론 : 가능세계 이론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2호, 2021, 57-81쪽; 이병권, ｢메타버스(Metaverse) 세계와 우리의 미래｣,

6

한국콘텐츠학회지 19권 1호, 2021, 13-17쪽; 이지영, ｢메타버스에서의 이야기 문화｣, 구비문학연
구 62호, 2021, 5-32쪽;
물론 심리스 리얼리티를 지향하는 일련의 기술적 방향성 자체를 비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본고에서 더욱 엄밀한 기준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심리스 리얼리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
고 규정하고자 하는 인식적인 경향이며, 이를 기술적으로 더욱 보완하여 실제 우리의 현실을
더욱 매끄러운 일원론적 세상인 것처럼 구성하는 기술과 인식 사이의 결합이다. 이러한 결합을
실제로 시각화하는 대안적 현실이 바로 ‘메타버스’이며, 이러한 심리스 리얼리티가 자체적으로
완결된 현실 인식만을 지향한다면 그 사용자들의 강한 몰입 상태로 인해 비판적 현실 인식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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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리스 리얼리티의 균열과 붕괴에 대하여 주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텍스트들은 메타버스에 대한 장밋빛 미래들이
그리지 않는 다른 미래의 형상, 심리스 리얼리티의 이면을 살피는 양상들에
주목한다. 본고는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몰입과 탈몰입을 재현하는 텍스트
들이 서로 다른 대응의 양상을 보이는지 갈래화하여 살피고, 그 각각의 저항
적 의미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각각의
텍스트의 재현 및 그에 대한 몰입-탈몰입을 살피기 위한 기준을 서사적 구성
안에서 세우는 것이다. 여러 텍스트 사이를 비교하기에 앞서서, 앞서 언급한
<매트릭스>은 좋은 기준을 제공해준다. 이 텍스트는 ‘매트릭스’라는 가장 완
벽한 메타버스이자 심리스 리얼리티가 어떻게 기존의 현실 개념을 대체함으
로써, 그것이 가장 충격적인 형태의 악몽으로 실현되는지를 보여준다. ‘네오’
가 처음으로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와 머리 뒤의 연결 케이블을 뽑아내는 장면
은 가장 강한 몰입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탈몰입으로 이동하는 낙차를 시각
화한다. 그 다음에는 기계-프로그램들과의 대결을 통해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가장 비판적이고 혁명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매트릭스를 극단적인 사이
버펑크 디스토피아로 설정할 경우, 본고에서 살펴볼 다른 텍스트들은 메타버
스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재현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기술 중심 미래사회에 대한 서사 창작물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줄 것이다.
본고는 크게 각각의 서사 창작물에서 ① 심리스 리얼리티가 현실과 관계
맺는 방법, ② 주체가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하여 느끼는 몰입과 탈몰입, ③
최종적으로 심리스 리얼리티가 비가시화하는 실제 현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대상으로는 메타버스를 가장 스펙터클한 심리스
리얼리티로 재현한 〈레디플레이어 원〉(Ready Player One, 2018). 그리고 무엇보
다도 최근 기업들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추출하기 위하여 가장 열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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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하면서 인용한 닐 스티븐스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크래시｣(1992)
에 대하여 살펴보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게임의 영역에서 가장 최근에 사
이버펑크 장르를 게임화한 CD Projekt S.A.의 〈사이버펑크 2077〉(Cyberpunk
2077, 2020)을 다루고자 한다. 세 텍스트는 큰 틀에서는 사이버펑크 장르의

범주에서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메타버스와 기술 중심 미래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각각의 텍스트들은 최근 〈매트릭스〉 이
후에는 대중적인 장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이버펑크에 대하여 각각의 매체
적 대표성을 가진 텍스트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판의 관점, 그리고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재현의 양상 및 심리스 리얼리티로 인해 비가시화된 현실을
드러내는 강조점은 각각 다른 텍스트들이다. 본고는 의도적으로 메타버스
개념이 출발점이 된 사이버펑크 소설 텍스트는 물론이고, 새롭게 사이버펑크
장르를 변형하고 갱신한 영화와 게임 텍스트를 비교함으로써 심리스 리얼리
티의 문제가 장르나 매체의 문제를 넘어서는 공통 주제라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다.

2.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모순적 재현과 편의적 통제화 :
〈레디 플레이어 원〉
메타버스라는 개념과 그에 대한 기대의 핵심은 메타버스가 플레이어에게
끊임없는 몰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치 있는 리얼리티 개념을 획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인식론적 차원에서 심리스 리얼리티는 시각적 분절이나
인지상의 단절 없이 디지털 세계와의 접속을 수행하며, 이를 기존의 현실에
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달성된다.
물론 이에 대한 메타버스 비판론이 제기하듯이 인터넷이야말로 메타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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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고 상정되는 대부분의 행위를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다른 점
이 있다면 그 인식론적-경험적 피드백이 온전한 가상현실 개념의 심리스 리
얼리티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 개념이 온전
히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니터 화면이라는 규격화된 프레임을 벗어나, 가상현
실 개념이 육안으로든 혹은 기술적 매개물(VR 디바이스)를 통해서든지 간에
어떠한 시각적 제한이나 몰입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더 나아가 오감에
대한 피드백의 제공은 별도의 기술적 구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미래사회를 그리는 동시에, 심리스 리얼리
티로 매끄럽게 매개된 메타버스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시각적 재현을 수행한
최근 영화는 〈레디 플레이어 원〉(2018)이다. 주인공 웨이드는 ‘그리게리어스
게임즈(Gregarious Games)’가 개발한 OASIS(Ontologically Anthropocentric Sensory
Immersive Simulation)라는 가상현실 게임에서 ‘파시발’이라는 아바타의 모습을

통해서 현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 OASIS는 단순한 가상현실 게임이라기
보다 오늘날의 개념대로 완전한 메타버스를 제시한다. 원작 소설의 설정을
빌리자면 OASIS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제 현실 이상으로 몰두하고 있는
디지털 세계이며, 예를 들어 실제 세계의 모든 공립학교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아시스 안에 설립되어 학생들은 게임 안에서 실제 교육을
받을 정도다. 또한 오아시스는 별도의 경제활동 및 경제 구조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직업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의 노동 활동을
통해서 게임 내 재화를 획득하고 그 재화를 통해서 현실 경제력을 획득한다.7
7

이러한 OASIS에서의 경제활동은 2021년 현재 엄청나게 주목 받고 있는 게임 내 화폐 경제의
실물경제화를 포함하는, 소위 ‘P2E’(Play to Earn) 개념과 거의 흡사하다. 물론 아직까지 실제
세계에서는 OASIS처럼 압도적인 경제 규모를 가진 메타버스가 존재하지 않을 뿐, 여러 게임
플랫폼들은 게임 내 재화를 암호화폐와 교환하기 시작했으며, 다시 암호화폐는 현실의 실물 화폐
로 교환되는 방식으로 게임 내 노동을 현실의 경제활동과 동기화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NFT
개념이 더해지면서 게임 내 경제 구조는 더욱 강력하게 현실 경제 구조에 개입하게 될 예정이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 대체 불가능한 게임 아이템으로 취급되는 할리데이의 3가지 열쇠는 NF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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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중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비판은 그 서사적 내용의 차원에서 적절하게
환기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 메타버스에 일반적인 우려와 같은
맥락이다. 바로 메타버스의 과도한 심리스 리얼리티에 빠져 실제 세계를 잊
고 OASIS에서의 삶만을 현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소외와
중독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또한 가상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특정 기업 권력에 의한 지배력의 행사, 경제적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
기도 한다. 특히 작중에서 그리게리어스 게임즈에 이어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I.O.I.(Innovative Online Industries)사는 OASIS에 대한 지배력을 얻기 위
하여, 자신들의 하수인인 식서(sixer)들을 통해 스토리 전반에 걸쳐 주인공
일행을 방해하는 물리력을 행사한다. IOI는 메타버스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
적 착취 구조 전반을 암시하는 납작한 악당의 포지션을 담당하는데, 특히
IOI의 로열티 센터는 채무자들을 OASIS에서 강제 노역하게 하여 디지털
재화를 수급하는 ‘작업장’을 구축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IOI는 OASIS를 지
배한 이후 그 경제적 독점 구조를 활용해서 각종 광고의 배치와 고가의 아이
템 판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애초에 이 영화의 전체 서사 구조는 IOI와의 적대적 구도 속에서 메타버
스의 심리스 리얼리티가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비판적 시선
에 도달하기 위하여 주인공이 모든 퀘스트를 부여받고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퀘스트를 제공한 것이 바로 오아시스의 개발자 ‘제임
스 도노반 할리데이’의 유언으로, 그는 오아시스 안에 자신이 숨겨둔 임무를
대표적 사례다. NTF에 대한 저작과 연구들 역시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성소라, 롤프 회퍼, 스콧
맥러플린, 뺷NFT 레볼루션뺸, 더퀘스트, 2021; 신현우, ｢디지털게임에서의 ‘플레이노동’에 대한
이론적 연구: 플레이의 ‘기계적 예속’의 정치경제학 비판｣, 한국언론정보학보 97호, 2019, 7-36쪽;
최성원・김정수・이승목・고중언・김현지, ｢대체불가능토큰(NFT)기반 블록체인 게임의 비즈
니스모델 혁신요소 연구 : 게임 내 디지털 자산 유통 플랫폼 ‘플레이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게임
학회 논문지, 21권 2호, 2021. 123-138쪽; 임종욱, ｢메타버스 시대, NFT 아이템의 도입에 따른
게임산업법의 쟁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2권 3호, 2021, 83-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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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하고 세 개의 열쇠를 얻어 자신의 ‘이스터 에그’를 찾아낸 플레이어에게
오아시스의 모든 운영권과 회사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공언한다. 할리데이의
유언의 핵심은 OASIS가 가지는 과도한 심리스 리얼리티가 가진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이 게임의 유저에게 직접 위임하겠다는 발상이다. 또
한 이러한 유언의 배경은 할리데이가 OASI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삶을, 소중한 인간관계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후회로부터 온다.
즉 웨이드의 모든 퀘스트 달성은 할리데이의 삶에 대한 이해를 경유하면서
가상현실보다도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주제적인 차원에
서의 비판적 의식은 선명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재현과 표현에 있어서는 주
제와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인공 웨이드의 모
든 OASIS에서의 경험과 행위들은 심리스 리얼리티에 강하게 몰입한 주체의
즐거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웨이드는 3개의 열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할리데이가 겪은 진짜 삶에 있어서의 후회를 목격하게 되며, 이에
공감하게 되지만 그 모든 과정 역시 강한 심리스 리얼리티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는다. 주제 차원에서의 비판적 의식
과 텍스트의 형식적 차원에서의 몰입이 서로 상반된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다. 이러한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기본적으로 심리스 리얼
리티와 실제 현실 사이의 인지적 구분이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근본적인 주제의식의 차원에서 심리스 리얼리티는 어디까지나
현실의 유효한 보조적 수단일 때에야만 의미를 가진다. 이는 게임에 대한
보수적인 비판 의식과 일맥상통한다. 과도한 몰입은 나쁜 것이며, 언제나
적절한 몰입과 현실로부터의 이완과 거리감을 통제할 수 있을 때야만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는 철저하게 통제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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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도구적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가진다.8 이러한 태도는 심리스 리얼리티
에 위험성과 함께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심리스 리얼
리티가 가진 매혹적인 성격을 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모순과의 충돌이나
충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라 말할 수 있는
‘절망의 요새’에서의 대규모 전투씬은 말 그대로 심리스 리얼리티 안으로
소환된 서브컬쳐 아이콘들(건담과 메카 고지라의 대결)에 대한 오마주이자 게이
머들의 판타지에 대한 강한 몰입을 강조한다. 결국 이 영화에서는 메타버스
는 위험히지만 매혹적이다. 따라서 잘 길들이고 통제되기만 하면 문제는 해
결된다.
이 영화에서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몰입의 수준은 강하지만 탈몰입의
수준은 약하며, 따라서 OASIS에 대한 부자유 때문에 현실 세계로 이탈하게
끔 만들지 않는다. 어디까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OASIS가 아니라 현실 세계
임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는 문제를 급진적인 차원으로 몰아가거나 현실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악의 원인을 IOI에 떠넘
김으로써 현실로의 탈몰입 효과를 더욱 감당할 만한 것으로 수정할 뿐이다.
이 영화가 아동을 위한 성장 서사에 기반해 있다고 할지라도 편의적인 심리
스 리얼리티와 매혹적인 메타버스의 시각성은 명백하게 현실의 문제를 비가
시화한다. OASIS에 대한 심리스 리얼리티로의 강한 몰입 효과가 사실 사람
8

이 영화의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미국중심적이며 편의적이라는 사실은 오늘날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 게임 속 가상현실에 대한 구속력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영화에서 사람들의 메타버스에 대한 구속과 중독은 단순히 그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잊기
위해 시각적 판타지에 회피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앞서 언급한 P2E의 개념처럼
가상현실 자체가 실제 현실의 경제 활동을 대체하고, 실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은 P2E 게임을 대체 노동시장으로 활용 중이다. 이러한 메타버
스 개념의 말단적인 전개와 실체화는 다분히 오늘날의 특수한 세계시장 논리와 지정학적인 노동환
경에 기대어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는 필연적인 노동의 영역으로 발전해
버린 가상현실을,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제1세계에서 바라보는 도구적이고 편의적인 메타버스
개념만을 보편화할 수 없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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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계급적-경제적 차원의 문제라는 이데올로기적 문제의
식을 손쉽게 삭제해 버리기 때문이다. 웨이드는 OASIS에서의 대안적인 능력
을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현실 세계에서의 자신의 계급적-경제적 문제를 개
인적 수준에서 해결해버린다. 그는 최종적으로 부자인 동시에 OASIS의 절대
적 권력자가 되었다. 따라서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적극적인 몰입을 수단
으로 활용하여 탈몰입의 순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하
는 셈이다.
최종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재현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 사이의 아이러니
는 〈레디 플레이어 원〉의 결말에서 손쉽게 해결되어버린다. 이 결말에서 가
장 문제적인 것은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탈몰입이 유저들의 자발적인 선택
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OASIS의 운영권을 획득한 웨이드가 화요
일과 목요일마다 서버를 통째로 셧다운시키는 방식으로 과도한 메타버스에
의 몰입을 제한해버리기 때문이다. 유저의 접속을 막는 것은 단순한 운영자
로서의 특권이라기에는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반영이다.
하지만 이러한 묘사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피상적
인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이 텍스트는 어디까지나
메타버스의 향유자들을 심리스 리얼리티를 자발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취
약한 존재들로 그리기 때문이다. 주인공 웨이드가 그러한 위험성을 인지했음
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운영자의 위치에서 예외적이며 특권적인 지점을 확보
하게 되는 것 역시 그렇다. 이러한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탈몰입과 메타버
스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편의적이며 이분법적이다. VR 디바이스만 벗으면
현실과 가상현실의 구분을 손쉽게 구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결책은
근본적이거나 혁명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텍스트는 결국 심리스 리얼
리티를 현실의 적절한 대안적 휴식처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결말은 절충적이며 수동적인 결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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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이원적 재현과 경계적 의식화 :
뺷스노크래시뺸9
뺷스노크래시뺸에서 주인공 ‘히로 프로타고니스트’는 사이버펑크 세계관 속
에 놓인 복합적 정체성을 가진 인물로 살아간다. “최후의 프리랜서 해커 /
세계 최고의 검객 / 중앙 정보 회사 정보 조사 요원”(29쪽)이라 자칭하는 히로
는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의 혼혈 혈통에 있어서도 복합적인
정체성을 강하게 의식한다. 이는 히로가 이 사이버펑크 미래 세계에도 손쉽
게 소속감을 획득하거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소설 초반 그는 피자 배달부로서의 자기 정체
성과 아주 단순한 직업적 업무,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소속감에
이르기까지 직업적인 만족감을 드러낸다.(물론 이 피자 업체는 도시에 하나뿐인
피자 마피아의 독점적 기업이며, 배달부들은 열악한 조건 아래에서 일한다) 피자 배달

부야말로 실제로 그가 가진 복합적 정체성에 비해 실제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의적인 직업일 뿐 아니라, 복잡한 디지털 기술도 필요하지 않으며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
한 배달 업무조차 복잡하게 만드는 미래사회의 복잡한 도시 구성과 수많은
장애물과의 충돌로 인해 그는 배달부 직업조차 그만둘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 강조되는 주된 이미지와 감각은 히로의 정체성만큼이
나 복잡하게 그어진 경계선들과 그에 따른 이원적 단절감이다. 주인공 히로
는 자신이 위치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세계가 단속적으로 연결되
어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환기한다. 메타버스로의 접속은 간단하지만,
동시에 메타버스와 실제 세계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강조된

9

이후 이 책에 대한 인용의 서지사항은 닐 스티븐스, 뺷스노크래시뺸 1~2, 남명성 옮김, 문학세계사,
2021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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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적으로 메타버스의 핵심 지역인 ‘스트리트’에는 거대 번화가를 방불
케 하는 복잡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수많은 아바타들이 자신들의 구역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스트리트에 자기 부동산을 구매하지 못한 빈털터리
들은 공용 접속자들을 위한 ‘포트’를 통해서만 메타버스에 입장해야 한다.
히로가 계속해서 환기하듯이 메타버스는 경제적으로 한정된 사람들의 유흥
이며 메타버스 내부에서의 아바타들은 그 생김새와 구체성만으로도 그 사람
의 계층을 짐작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메타버스에 대한 접속은 방대한
정보에 접속하고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가상적 경험을 제공해주지만 결국
그 접속 자체가 제한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
다. 메타버스 안에서 히로의 거주지 블랙 선은 스트리트와 구별되는 현실의
슬럼가에 가깝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이원적인 관계일 뿐 아니
라, 그 세계 안에서도 다시 복잡하게 계층화되고 다양하게 경계 지어진다.
현실 세계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붕괴하였고 다양한 정치 연합체들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더이상 과거의
공적 기관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각각의 분야로 파편화된 민간기업들이 봉건
주의 시대의 영주들처럼 저마다의 영역과 분야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다층화한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으며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세계와는 무관한 삶을 산다. 반대로 “도시에 남은 유일한 사람들은 쓰레기를
뒤지며 먹고사는 거지들이나 파멸하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파편처럼 튕겨
나온 이민자들, 젊은 보헤미안들, 그리고 이 선생의 위대한 홍콩에서 근무하
며 첨단 기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 뿐이다. 바로 디파이비드나 히로처럼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극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위험
을 무릅쓰고 도시에 산다.”(296쪽) 메타버스를 지배하는 부자들을 제외한다면,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나 해커들은 메타버스에 접속하
고 있지만 철저한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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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는 비록 현실에서는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지만 아바타의 개발
에도 참여했던 해커로서 메타버스에 적극적으로 접속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
한다. 그는 휴대용 소형 컴퓨터와 자신의 안구의 렌즈를 통해서 어느 순간이
나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접속의 상태는 경계적이며 의식적
이다. 그는 실제 세계에도 존재하고 메타버스에도 존재하지만 양쪽 모두의
작업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그의 표현대로 세계는 이원적이기 때문이
다. “컴퓨터는 0 아니면 1로 이진법을 이용해서 정보를 표현하지. 그러니까
두 개로 나뉜 세상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 나는 이원론자라고 한
거야.”(322쪽) 히로는 이원론자인 동시에 경계인으로서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
사이의 이중생활을 지속한다. 메타버스의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완전한
몰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메타버스의 사용자
스스로 경계성에 대한 의식을 지속하며 이원론자가 되는 방법뿐이다.
문제는 메타버스에서 비밀스럽게 유포되고 있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스
노크래시’가 등장하면서, 이원론의 세계를 파괴하고 메타버스에 지배하려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소설에서 스노크래시와 관련된
음모를 담당하는 자들은 단순히 추상적인 사이버펑크 장르의 거대 기업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과 결합한 형태의 거대 미디어 회사다. 거대 미디어 회사
의 소유주인 L. 밥 라이프는 오순절 종파에 속하는 ‘천국의 문’ 교회의 웨인
목사과 협력하는데 단순히 기업의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종류의 욕망
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지배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그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뿌리 깊은 신화적인 힘에서부터
파생된 메타 바이러스를 활용하여 전 인류에 직접적인 지배를 수행할 수
있는 ‘오지만디아스’와 같은 통제력을 얻으려는 것이다. 단순화하여 말하자
면 라이프와 웨인 목사는 세계를 일원화된 것으로 회귀시키고자 하는, 고대
수메르 신화 속 아세라 종파의 숭배 집단으로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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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스노크래시뺸는 일반적인 사이버펑크 장르가 으레 그러하듯 가상현실의
현란한 이미지들에 집중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대 신화에 대한 이야기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히로는 과거의 연인이었으며 함께 아바타 개
발을 수행했던 프로그래머 ‘후아니타’가 암시한 힌트들을 따라서, ‘엔키’와
‘이난나’를 중심으로 한 수메르 신화, 그리고 바벨탑과 관련된 언어학적 이론
들에 주목한다. 엔키의 존재를 프로그램에 대한 조작적 변화를 수행한 해커
와 등치하고. 그러한 역할에 입각하여 수메르 신화의 전체 이야기를 재해석
하게 하는 것이다. 신화 속에서 인류를 움직이는 문화적인 동질성은 이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개념으로 환원하여 받아들여진다.
히로에 의하면 “언어를 배우는 일이 마치 PROM에 코드를 박아 넣는 일과
비슷하”며 “스프트웨어가 칩에 들어박혀 고정되는 거지. 소프트웨어가 하드
웨어의 일부가 되어 버리는 거야”(2권 58-59쪽) 언어신경학적인 지배력은 프
로그램에 대한 “신의 이름”은 곧 “세상을 움직이는 기계어”이며 “에덴의 언
어”다. 따라서 수많은 프로그램 언어를 지배하는 최종심급의 기계어를 입력
하는 프로그래머는 신의 이름을 획득하는 것과 같다. 달리 말하자면 신의
언어에 근접한 수메르어는 모든 언어를 종합하지만 동시에 바이러스를 만들
고 퍼트리기에도 가장 적합한 언어다. 그런 의미에서 히로는 일원론적 세계
의 치명적인 성격을 경계하는 것이다.
실제로 후아니타의 표현에 의하면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통해 감염되고
실제로 그 아바타 사용자의 뇌까지 파괴할 수 있는 ‘스노크래시’는 바이러스
이며 마약이거나 동시에 종교다. 히로는 이를 다시 ‘메타 바이러스’라는 표현
으로 확장하는데, 메타 바이러스가 메타버스의 시대에 다시금 인간 전체를
감염시킬 수 있는 일종의 일원적 회귀의 매개물이라는 사실을 추적해 나가
며, 이를 수메르 신화 속 바벨탑의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다. 뺷스노
크래시뺸에서 메타 바이러스의 개념은 인류라는 종에게 운영체제처럼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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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들의 삶을 보편화하는 일종의 문화적 유전자(meme)처럼 보인다. 그것은
수메르 신화의 시기 일원적이며 유물론적인 형태의 삶의 형태와 패턴만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기원, 그리고 단일한 삶의 패턴으로 모든 것을 동기화
하고자 하는 힘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바벨탑은 신의 언어에 도달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과정이며, 모든 언어에 개입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언어
는 전 인류를 통제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수메르 신화에서 엔키는 메타 바이러스를 무효화화는 일종의 역바이러스, 백신의 개념을 통해 보편화되어가던 인류의 언어와 문화를 나누고
개별화하게 만든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히로의 표현대로라면 “인간
을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이원론적인 세상,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진 바이너리 세상으로 이끈 것”(2권 249쪽)이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 다시 원형적 수메르 신화의 세계(일원론적 세계)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발현되는 것이 끊임없이 인류 문명에 발생해온 각종 바이러스들이
다. 히로는 모든 인류를 전염시키는 생물학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개념만이 아니라, 집단 히스테리, 종교와 이데올로기까지 강력한 전파력으로
사람들을 동기화하고자 하는 ‘아세라 바이러스’라고 파악한다. 이를 막아주
는 것이 바로 엔키에 의해 발생한 바벨탑 사건이며, 역-바이러스를 통해서
개별화되고 다양화된 인류의 생존 수단이다. 바벨랍 사건 이후 수없이 늘어
난 인간의 언어는 일원적인 세계로의 복귀를 막는 방화벽이 된 것이다. 반대
로 메타버스의 출현은 다시 전체 인류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프로그램
언어의 가능성을 새로운 시대의 바이러스로 발생시켰다.
이 소설에서 메타버스는 메타 바이러스를 막아내기에는 지나치게 취약한
세계이며,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모든 취약성과 약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메타버스라는 세계는 이제 전체적
으로 모두가 참여한 근본적인 재건설이 필요하다.”(2권 172쪽) 여기에서 중요

사이버펑크 장르를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심리스 리얼리티(Seamless Reality)에 대한 비판 | 박인성 33

한 발언은 바로 “모두가 참여한”에 있다. 소수의 프로그래머가 구축하고, 기
업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개발된 메타버스 세계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메타버스에 접속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계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기술 중심의 해결 방법은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강력
한 프로그램 언어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소설의 주제의식은 그러
한 기술 중심의 방향성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그램이 독점할 수 없는 형태의
개별적 언어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언어들은 결
코 메타버스가 지원하는 심리스 리얼리티처럼 수많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화
려하게 표현하거나 전달하지 않는다. 모든 개인들의 언어와 그들 사이의 소
통은 결코 매끄러운 심리스 리얼리티가 아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의 심리스 리얼리티가 얼마나 비가시적인 작업과 노동, 이면의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이 소설은 명확하게 재현한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이미지는 히로가 해킹을 위해 이차원의 단순한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는 다음의 장면이다.
해커들이 해킹할 때는 허울뿐인 메타버스나 아바타 따위는 사용하지 않는
법이다. 그들은 그런 표면에 불과한 세상을 버리고 코드와 얽히고설킨 남섭
을 이용해야 하는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 메타버스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아
름답게, 입체적으로 보였다고 해도 이 지하 세계에서는 그저 단순한 텍스트
파일에 자니자 않는다. 전자 화면에 일련의 문자로 표현된다는 뜻이다. 마치
원시적인 텔레타이프나 IBM의 펀치 카드 따위의 장비로 프로그래밍하던 시
절처럼 말이다.(2권 170-171쪽)

메타버스가 비가시화해버린 평면적이고 단순한 언어들로의 복귀만큼이
나, 이 소설은 심리스 리얼리티가 비가시화한 경계 이면의 영역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식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오늘날 뺷스노크래시뺸를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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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독해한 메타버스 관련 장밋빛 전망들이 말하듯, 이 소설은 분명 오늘
날의 현실을 1991년도에 선취한 예언적인 소설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때의 예언은 메타버스라는 기술적 성취와 미래사회를 매끄럽게 재현했기
때문엔 선취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의 파급력으로 인해
공포에 질린 사람들로 하여금 손쉬운 미래 전망 아래 다시 일원화된 세계를
지향하게 만드는 전망들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선취적이다.
소설의 결말부 라이프의 음모를 막아낸 히로는 메타버스 이용자들에게 다음
과 같은 경고를 보낸다. “만일 이것이 바이러스였다면, 당신은 지금 사망했
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건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위험한 곳
입니다. 당신의 보안 체계는 어떻습니까?”(2권 341쪽)

4.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분열적 재현과 급진적 행위화 :
〈사이버펑크 2077〉
〈사이버펑크 2077〉은 제목에서부터 강조하듯 사이버펑크 장르에 대한 전
체적인 오마주를 바탕에 깔고, 복잡한 오픈월드 게임 세계를 구축했다. 하지
만 이때 오마주의 대상이 되는 사이버펑크 장르는 앞서 언급된 뺷스노크래시
뺸와는 달리 1980년대의 원형적인 사이버펑크로, 윌리엄 깁슨의 소설 뺷뉴로
맨서뺸가 제안한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다. 사이버펑크
의 미래사회는 복합적인 디스토피아로서, 1980년대의 미국이 전망했던 미래
사회에 대한 암울한 비전을 시각화한다. 소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미
국 정부는 유명무실해진 대신 그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메가
코프들이다. 1980년대 일본이 압도적으로 발전한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세계
를 지배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통해 왜곡된 판타지의 반영이 전반적으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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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구축할 뿐 아니라. 주인공을 사회의 억압에 저항하게 마든다. 윌리엄
깁슨 역시 이 게임의 오마주가 지나치게 80년대적이라고 평했는데,10 이때의
‘레트로-퓨쳐’에 대한 이해를 단순히 비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구
성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11
〈사이버펑크 2077〉의 원형이자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펑크
2020〉12의 제작자 마이크 폰드스미스(Mike Pondsmith)에 설명에 의하면 사이
버펑크 장르에서 “밑바닥 인생들은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권력 앞에서 으깨
지며 살아간다. 하지만 밑바닥 인생들은 그들의 기술을 변형시키고 훔쳐내
어, 다시 그 기술을 이용해 반격해 개인의 자유를 지키려 한다.” 사이버펑크
장르의 핵심은 결국 사회적 정의와 분배의 차원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과 기술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다.13 기술의
발전이 실제로는 삶을 구원해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
활에 어떤 충격과 영향을 줄 것인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받아들여
야 할지, 그리고 인간이 기업에게 있어서 처분 가능한 자원이 되어버린 세상
에서 인간성이란 무엇인지를 개인과 주체의 차원에서 성찰하게 만드는 장르

10

깁슨은 〈사이버펑크 2077〉의 트레일러 영상을 보고 “GTA에다가 평범한 80년대 레트로퓨쳐 스킨
을 덮어씌운 것 같다(“The trailer for Cyberpunk 2077 strikes me as GTA skinned-over with a
generic 80s retro-future”)고 평했다. Tyler Wilde, 〈William Gibson doesn’t think Cyberpunk 2077

11

is cyberpunk enough〉, PC Gamer, June 11, 2018.
URL:https://www.pcgamer.com/william-gibson-doesnt-think-cyberpunk-2077-is-cyberpunk-enough/
WIRED에 실린 〈사이버펑크 2077〉에 대한 비판은 이 게임이 자니치게 ‘장르 파스티슈’(genre
pastiche)적이며, 시대착오(anachronism)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 게임이 장르에 대한 고민 없는
고전의 반복이라고 말하기에, 시대착오는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남아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은 필요하다. 〈Even without the glitches, Cyberpunk 2077 is deeply average〉, WIRED,

12
13

19. 12. 2020. URL: https://www.wired.co.uk/article/cyberpunk-2077-review
사이버펑크 장르 기반 TRPG. R Talsorian Games, 1990.
“하지만 그것은 기술이 인간을 변환, 진화시키는 트랜스휴머니즘적인 방식과는 다르다. 어떻게
기술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이다. (중략)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이야기이다.” 〈Cyberpunk 2077 - Mike Pondsmith about Cyberpunk World〉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xYxt7cwDk4E&ab_channel=Cyberpunk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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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사이버펑크는 근본적으로 비정치적일 수 없는 장르다. 〈사이버펑
크 2077〉의 시대착오는 정확히 우리의 동시대에 필요한 시대착오이며, 심리
스 리얼리티처럼 작동하는 오늘날의 미래 전망 중심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한 의도적인 덜그럭거림, 안티-심리스적 차원에 있다.
흥미로운 것은 〈사이버펑크 2077〉이 사이버펑크 장르에서 시도했던 모든
종류의 주제적 질문과 그 혁명적인 저항의 실패를 바탕으로 하는 후일담이라
는 사실이다. 아라사카 그룹에 대한 ‘조니 실버핸드’와 ‘알트 커닝햄’의 저항
이 이미 철저한 실패로 돌아간 시점에서 벌써 50여년이 지났다. 주인공 V는
해결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50년전 아라사카 그룹에 의해 육
체로부터 뜯겨 나온 조니 실버핸드의 정신이 담긴 칩을 탈취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칩을 자신에게 삽입하게 되고 조니와의 정신적인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그 이후로 유령처럼 V의 눈앞에 일종의 아바타의 형태로
나타나는 조니는 계속해서 V로 하여금 기업에 저항할 것을 요구하며 급진적
인 수단으로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조니와 V는 충돌하고 서로를 비난하거
나 밀어내기도 하지만, 필연적인 동반자로서 사이버펑크 장르가 지향했던
고전적인 수단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 굴복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
해야 한다.
이 게임은 오늘날 효과적으로 생존하지 못했던 사이버펑크 장르의 미래
재현을 지금의 기술중심 시대의 미래 전망에 다시금 복권하기 위한 시도이면
서, 심리스 리얼리티로 구성하고자 하는 지배적인 세계관에 대하여 균열을
내고 충격을 주는 다양한 스펙터클들을 제공한다. V는 조니와의 정신적 동
거에 의해서 정신과 육체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사이버펑크
세계관의 이물감을 확인한다. 이러한 이물감은 변화하는 기술적 세계에 비하
여 진보하지 않고 인간적 비전과 욕망을 유지하려는 기업 중심의 지배 이데
올로기다. 아라사카 그룹과 같은 메가코프 기업들이 지배하는 미래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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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은 사이버펑크의 진보한 기술들이 제공하는 온갖 변형적인 트랜스휴머
니즘과 가상현실을 통한 편의적인 삶을 영위하지만, 철저하게 기존의 휴머니
즘 중심의 심리스 리얼리티만을 지향하고 있다. 아무리 신체에 보철물을 더
해 몸의 기능을 추구하고 강화한다고 해도 그 기반의 인간중심주의만이 두드
러진다.
따라서 V의 정신에 침투한 조니 실버핸드의 의식은 이러한 인간중심적이
고 체제 친화적인 방식으로만 발전한 기술적 미래에 대한 인지적 부조화를
사회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버그, 오류에 가깝다. 조니는 미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기술 발전을 비판할 뿐 아니라, 아라사카
가 지배하는 미래사회의 모든 것을 혐오한다. 그 자신의 표현처럼 조니는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나 옛 미국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아라사카 그룹으
로 대변되는 메가코프들의 통제 시스템을 벗어나기 위해 싸운다. 유령처럼
V와 동거하는 조니의 존재가 명확한 개별 주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아바타
상태에서 일종의 인격적인 노이즈 역할에 충실함에 따라서, V가 직면하고
있는 기업 중심의 미래사회와 그 심리스 리얼리티, 그리고 인간중심의 정체
성에까지 지속적으로 균열을 내는 것이다.
이러한 조니의 존재와 정반대로 아라사카 그룹이 최종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사회의 비전이 극단적 휴머니즘의 형태라는 사실은 ‘아라사카 사부
로’의 디지털 데이터로서의 영생의 꿈에서 드러난다. 아라사카 그룹의 총수
인 아라사카 사부로는 메가코프의 총수로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정신과 인격을 디지털 세계로
백업하여 죽지 않는 세계의 신으로 군림하고자 한다. 그가 자신의 프로그램
으로서의 존재를 이사회에 드러내는 과정에서 고작 홀로그램 아바타의 존재
가 자기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아라사카 그룹의 임원들은 그의 정체와 인격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한다. 이러한 심리스 리얼리티의 극단적 동기화 및 현실

38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9 No.3

세계에 대한 지배력의 행사는 조니 실버핸드와 대립적이다. V의 눈에만 보
이며 그에게 개입하는 조니 실버핸드는 결국 V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이
물질이기 때문이다. 조니는 일종의 증강현실 아바타처럼 보이지만 V에게 계
속해서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충격을 준다. 그는 급진적인 저항가라기보다
는 철저하게 경계적인 인물이며 아나키스트이기 때문이다. 그와의 완전한
공존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V는 단순히 조니 실버핸드에게 동기화되거나 그에게 인격을 빼앗
기는 것이 아니다. 실제 세계와 가상현실 사이의 이질적인 뒤섞임과 혼합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니 실버핸드의 존재는 심리스
리얼리티의 몰입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탈몰입과 분열
적 정체성으로 특정된다. 결과적으로 V의 신체는 조니와의 동거를 통해서
점점 자신의 의식과 온전히 접합할 수 없는 하드웨어로 변형되어 버린다.
V는 V로서의 삶, 정신과 신체의 유기적인 결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스
리얼리티조차 붕괴되어 가는 방식으로 기술적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존재에 대한 소외,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불일치를 소재화한다는 점에서 주제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사이버펑크
2077〉의 세계관은 레트로 퓨쳐리즘을 통해서 우리의 동시대를 표현한다. 시
대착오적인 장르적 세계를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이 게임의 세계관은 심리스
적 리얼리티를 지속적으로 덜그럭거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게임에서 그려지고 있는 디지털 세계 ‘사이버스페이스’란 편의
적이며 도구적인 보충적 세계이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경계 너머의 통제할
수 없는 암흑 지대로 구분되어 드러난다. 윌리엄 깁슨의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추상적 묘사를 그대로 시각화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이 게임에서의
가상현실은 너무 가상적이어서 이질적이며, 현실 세계와의 시각적 구분이
명확하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위험지대를 격리하기 위해 건설된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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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Blackwall)은 일종의 인위적인 방화벽으로, 그 너머의 영역은 인간이 길들
이고 도구화할 수 없는 세계다. 한 번 블랙월을 넘어가 버리면 원래의 안쪽
세계로 복귀하기 어려우며, 인간 정체성에 통제받지 않는 인공지능들이 지배
하는 탈인격화된 세계에 동화되어 갈 것이다. 이 게임에서 가상현실에 대한
묘사는 이처럼 철저하게 심리스 리얼리티에 분열을 만들고 경계를 짓는다.
결말에 이르러 이 게임은 더욱 급진적인 형태의 선택만을 남겨 놓는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저항을 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육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사이버 스페이스로의 이행을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아라사카
에 굴복하여 정신만으로도 보존할 것인가. 이 선택은 알트 커닝햄-조니 실버
핸드-아라사카 그룹 사이의 삼각 구도 속에서 주인공 V가 선택을 내리게
되어있다. ① 조니 실버핸드와 결별하여 V가 원래 세계로 돌아와서 시한부
의 삶을 받아들인다 ② 조니가 V의 몸으로 들어가고 V는 알트 커닝햄과
함께 미지의 사이버스페이스로 넘어간다 ③ 아라사카 그룹에 굴복하여 기약
없는 육체의 부활을 위해 ‘미코시’라는 디지털 감옥에 정신만을 보존한다.
그 외에 V가 죽거나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결말을 제외하면 의미 있는
선택지는 위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종합적으로는 사어버펑크의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결말들이므로 큰 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결말들은 V가 어떠한 심리스 리얼리티를 유의미하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위치를 스펙트럼화하여 보여준다.
첫번째는 알트 커닝햄과의 동행하여 사이버 스페이스로의 이행하는 것이
다.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디지털 세계에 대한 긍정이며, 기존의 인간성을
넘어서는 비인간성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50여년을 미코시에
갇혀 있었던 알트 커닝햄은 인격이 마모된 인공지능처럼 변화했으며, 선택에
따라서는 V 역시 비슷한 존재가 되어갈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오시이 마모
루(押井守)의 〈공각기동대〉(1995)에서 인형사와의 융합을 통해 ‘방대한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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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세계로 이행한 ‘쿠사나기 모토코’를 환기시킨다. 반대로 아라사카 그룹
에 대한 굴복은 기약 없는 자기 몸에 대한 복귀를 희망하며 자신을 폐쇄적
서버에 격리시키는 것으로 언젠가 도달할 것이라 믿는 미래사회에 대한 절망
적인 기대를 반영한다. 그것은 아라사카 사부로의 영생을 긍정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이 결말은 오늘날에도 미래가 모든 부작용을 극복하고 더 나은 기술
을 제공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흡사하다. 마지막으로 V의 몸으로 되돌
아가 죽음을 기다리는 선택은 가장 명백한 끝에 대한 이해와 울퉁불퉁한
현실에 대한 긍정으로 이해된다. 여기서도 다소의 선택지는 나뉘지만, V는
‘나이트시티’라는 미래사회의 모든 심리스 리얼리티를 빠져나와 그동안 비가
시화되었던 자신의 삶을 되찾는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 게임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은 인간성에
대한 집착과 실제 세계와의 연결성을 끊어내지 못하는 분열적인 주체성 자체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결말의 선택과 무관하게 엔딩 시퀀스에서는 그동
안 V가 나이트시티에서 맺어온 모든 인간관계의 등장인물들이 화상 메시지
를 통해서 V에 대한 인사를 전한다. 그들은 생사가 불분명해져 연락이 닿지
않는 V를 향해서 다양한 감정적 소회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모든 화상 연결
은 단절적이며 쌍방향의 소통이 아니지만, V로서 플레이어가 선택한 모든
결과에 대한 소급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결말에서 V가 어떤 결
말을 선택하든지 간에 온전한 심리스 리얼리티는 달성될 수 없으며, 모든
분절된 인간관계야말로 비가시화된 삶의 진실로 되돌아온다.
이 게임은 가장 최신의 기술로 만들어진 게임임에도, 역설적으로 가장 고
전적인 사이버펑크의 주제의식으로 되돌아가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
에 인간의 삶이란 파편화된 관계성과 기억들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느슨한
다발체일뿐, 결코 하나의 명료한 심리스 리얼리티를 배경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반복은 동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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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미한 차이를 낳는다. 최근 AAA급 게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최신의 게임들은 점점 더 심리스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매체로 흔히
이해되며, 플레이어로 하여금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 속 가상현실에 대
하여 높은 몰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게임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서 AAA급 게임이 제공해야 하는 수준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지 못한 게임으
로 평가받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되살리는 시도로 평가받을 여지가 남아있다.

5. 나가며 : 다시 울퉁불퉁하고 갈라진 세계를 위하여
본고는 코로나 팬데믹의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지향이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긍정하면서, 어떻게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술적인 심리
스 리얼리티를 자연화(naturalization)하고 있는지를 주목했다. 반대로 본고에
서 다루고 있는 사이버펑크 장르에 속하는 각각의 텍스트들은 미래사회에
구현되리라고 기대되는 심리스 리얼리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인 재현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각각의 텍스트들이 심리스 리얼리티를
재현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며, 그 차이는 오늘날 우리가 메타
버스에 대한 긍정과 부정, 낙관론과 비판론으로 나뉘어있는 것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을 드러낸다. 하지만 사이버펑크 장르는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심리스 리얼리티가 비가시화하고 소외시
키는 우리 현실에 대해여 여러 가지 시선을 일깨워준다. 본고가 지금까지
살펴본 각각의 텍스트에서의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재현 양상과 그에 따른
서사적 전개 및 주제의식의 구체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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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레디 플레이어 원

스노크래시

접속 수단

VR 디바이스

컴퓨터와

휴대용
안구의 렌즈
주인공의
직업
갈등의
대상

학생-게이머
메타버스를
지배하려는
기업

아바타와
동기화

해커-경계인
일원론적
세계로의 회귀

사이버펑크
2077

매트릭스

신체 컴퓨터와

신체에 케이블

안구의 렌즈

삽입

해커-해결사

해커-구원자

기업과의

인류를

투쟁-자기

에너지화한

정체성의 유지

기계 문명

유동적이며

점점 약해지며

변화 가능함

이질적임

높음

경계적

낮음

극도로 높음

낮음

경계적

높음

극도로 높음

경계적, 이원적

구별적, 잠재적

억압적, 지배적

회의적,

인간적 죽음

경계성의 유지

혹은 비인간적

높은 동기화

수준

완전한 동기화

심리스
리얼리티
에의 몰입
심리스
리얼리티
에의
탈몰입
메타버스와
현실세계
의 관계

대립적,
이분법적
편의적.

결말

메타버스의
셧다운

선택적,

이행

혁명적,
매트릭스의
리셋

본고의 논의는 단순히 메타버스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되새김질하거나,
무턱대고 심리스 리얼리티를 기술 중심 미래사회의 비전으로부터 배제하자
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사용자들이 심취할 수밖에 없는 심리스 리얼
리티의 마술적인 몰입 효과를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균열들
을 지워내는 비가시적인 시각화 작용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심리스 리얼리티가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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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강현실, 가상현실, 확장현실 속에서도 동시에 곁눈질로 지워지지 않
는 현실의 균열과 공백을 환기하는 작업들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소위 디지털 인문학과 미래사회 대응 인문학들이 주도적으로 발전
시켜야 할 내적인 방법론으로서 고전적인 문학 이해, 그리고 문학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 디지털 문화를 교차하며 비교문학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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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 of Seamless Reality in the Post-Corona Era through
Cyberpunk Genre
A Study on the Pattern of Reproduction of Seamless Reality in Counter Narratives
Against Technology-oriented Future Prospects
Park, Inseong |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This study examines how narrative creations including novels and games critically reproduce seamless reality in today’s atmosphere where seamless reality is in the spotlight with
a focus on technology-oriented future prospects. Seamless reality is a concept that encompasses visual technology that reproduces reality as a seamless monistic world without any
break or limitation, and people’s active perception of such a monistic world. This paper
seeks to revive a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alternative reality, which dreams of complete
unification with the digital world, commonly referred to as the ‘metaverse’, beyond the positive outlook. Therefore, we present a critical point of view on seamless reality that has been
reproduced by narrative creations including novels, movies, and games, and furthermore,
we want to revive the rugged reality that seamless reality makes invisible.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Ready Player One〉, 〈Snow Crash〉, and 〈Cyberpunk 207
7〉, and the three texts present a cyberpunk genre narrative in the realms of movies, novels,
and games, respectively. In particular, in that these texts carry out different methods of representation and criticism of seamless reality, they will make a concrete understanding of and
risks of seamless reality by comparing each aspect. If 〈Ready Player One〉 conveniently compromises seamless reality and the real world by dichotomous representation, 〈Snow Crash〉
continues to be conscious of the boundary by portraying the two worlds dually. Lastly,
〈Cyberpunk 2077〉 divisively portrays the two worlds, moving forward with more radical
actions. Through this comparison, this paper asks the way in which technology-oriented
future prospects make our lives and reality invisible today.
Key words : Cyberpunk, Metaverse, Seamless Reality, Post-Corona, Counter 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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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프랑스 철학*,**
낭시와 바디우 그리고 한국1415
조태구***

1. 들어가는 말
2. 낭시와 아감벤의 경우: 이론을 사건에 적용하기
3. 바디우의 경우: 사건을 이론에 적용하기
4. 한국의 경우: 수용한 이론 활용하기
5. 맺음말

| 국문초록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견된 이래 프랑
스와 한국에서는 많은 철학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에서 발표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논의들 가운데, 장-뤽 낭시(그리고 조르조 아감벤)과 알랭 바
디우의 논의를 중심으로 철학이 사태를 사유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그것을 한국의
경우에 적용해 볼 것이다. 이 두 철학자들이 보여준 코로나19 사태를 다루는 방식은
각각 ‘상황을 기준으로 이론을 평가하는 입장’과 ‘이론을 기준으로 상황을 평가하는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

**

A3A04058286).
이 논문은 2021년 12월 4일, 국제비교한국학회와 경희대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이 공동 주최
한 학술대회 <팬데믹 시대의 비교한국학>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시 비판적
조언을 해주셨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논평을 맡아주신 이재훈 선생님께서 제시

해주신 여러 생산적인 논점들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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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으로 구분되고, 이 방식은 ‘새로움’ 앞에서 철학이 취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비록 이 구분이 정태적 관점을 유지할 때 성립되는 구분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철학
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류하여 규정하기에 매우 유
용하다. 이 구분에 따라 한국에서 이루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관련된 논의들
을 분류하여 규정할 때, 몇몇 연구의 특징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의
적절한 기준으로 이러한 구분이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지성의 방향
으로 진화해온 인간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어떤 새로운 것을 접하고 그것을 알
고자 할 때, 인간이 보이는 태도는 둘 중 하나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바를 가지고
내 앞에 놓인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거나, 이 새로운 것에 내가 알고 있던
바를 비추어 보는 것이다. 프랑스나 한국이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는 이 새로
운 사건 앞에서 철학자들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코로나19, 아감벤, 낭시, 바디우,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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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지난 8월 사망한 프랑스 철학자 장-뤽 낭시(Jean-Luc Nancy)는 코로나 사태
와 관련해 쓴 자신의 책 『너무나 인간적인 바이러스』에서 자신에게 “바이러
스에 의한 철학의 중단” 여부를 묻는 사람들의 질문을 소개한 뒤, 이를 “흥미
로운 현상”이라고 평가한다.1 물론 노철학자는 이러한 종류의 질문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질문의 의도 역시 잘 알고 있다. 이 질문에
는 사유를 통해 위기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담겨있다. 그
럼에도 이러한 질문이 그에게 “재미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마주
한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일련의 기술적이고 실천적
인 조치들”임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2 사람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 지
식을 갖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이 마련한 대책에 따라 실천해야
할 때, 사유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의 습관이다. 인류가 마주했던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언제나 사유했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했다. “우리는 어려움, 무지, 결정불가능에 대해 오랜
습관을 가지고 있다.”3 낭시 그 자신이 말하듯이, 불확실성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태도는, 그것
이 비록 무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다.”4
실제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발견된 이래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수많은 철학적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수의 학술 논문들이 발표되고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담론의
1
2
3
4

J.-L. Nancy, Un trop humain virus, Bayard, 2020, p. 67.
Ibid., p. 67.
Ibid., p. 16.
Ibid.,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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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은 낭시가 말한 것처럼 우선 ‘너무나 인간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모두 기술적이고 실천적인 조치
들에 의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은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기인
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감염병 시대에 철학하기
(Philosopher en temps d’épidémie)”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제로므 레브르(Jérôme Lèbre)가 말한 것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 단체, “정치 단체와 의학 단체”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이 두 단체
가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른 단체
들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영혼의 의사들, 철학자들이 있다.”5 당장 코로나
19 사태가 야기한 여러 윤리적 문제들, 보다 직접적으로는 의료자원분배와
관련된 의료윤리학의 문제로부터, 환경과 기술의 문제, 자유와 인권,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란 무엇인가?’ 혹은 ‘생명이란 무엇인가?’처럼 전통적으로 철
학이 다루어 왔던 많은 문제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금 반성되
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에서 발표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수많은 논의들
가운데, 낭시(그리고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과 알랭 바디우(Alain
Badiou)의 논의를 중심으로 철학이 사태를 사유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그것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두 철학자들이 국내에 가장 널리 알려
진 철학자들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 둘(혹은 셋)이 보여주는 코로나19 사태
를 다루는 서로 다른 방식(그러나 결코 서로 독립적일 수 없는 방식)이 ‘새로움’
앞에서 철학이(사실 인간 지성이) 가장 먼저 취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가장 분명

5

https://www.youtube.com/watch?v=vycLdnQGhjk&t=51s. 2020년 3월 18일 처음 만들어진 이 유튜
브 채널은 현재까지 100편에 가까운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낭시와 프랑스와-다비드-세바
(François-David Sebbah)와 같은 프랑스의 철학자들과 미셸 드귀(Michel Deguy)와 같은 문학가들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과 이탈리아,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철학자들이 참여해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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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낭시와 아감벤의 경우: 이론을 사건에 적용하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관련하여 낭시는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
를 전개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2020년 2월 28일 『안티노미에(Antinomie)』라
는 이탈리아 웹진에 발표한 「바이러스성 예외(exception virale)」6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낭시는 이 글을 아감벤이 2020년 2월 26일 이탈리아 일간지 『일
마니페스토(Il manifesto)』에 발표한 「전염병의 발명(L’invenzione di un’epidemia)」
이라는 제목의 글7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했으며, “조르조 아감벤, 오래된 친
구”라는 친밀한 호명으로 시작하는 이 글은 약 30년 전 아감벤이 자신에게
심장이식 수술을 받지 말라고 권유했었고, 아감벤의 그 조언을 따랐더라면
자신은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낭시의 폭로로 끝이 난다.
글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이 폭로는 노철학자가 자신의 오랜 친구에게
하는 때늦은 책망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 폭로는 낭시와 아감벤의 사적인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겨누고 있다. 즉 낭시가 아감벤
의 조언을 따랐다면 자신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곧바로

6

J.-L. Nancy, “Excepion virale”, Antinomia, 2020.2.27.(https://antinomie.it/index.php/2020/02/27/ecce

7

zione-virale/)
G. Agamben, “L’invenzione di un’epidemia”, Il manifesto, 2020.2.26. 이탈리아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며(https://www.quodlibet.it/giorgio-agamben-l-invenzione-di-un-epidemia) “코로나 바이
러스와 예외 상태(Coronavirus et état d’exception)”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불어본은 다음 주소에서(h
ttps://acta.zone/giorgio-agamben-coronavirus-etat-dexception/), 한글 번역은 조르조 아감벤, 「전염병
의 발명」, 『얼굴 없는 인간』, 박문정 옮김, 효형출판, 2021년, 33-36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낭시
외에 로베르토 에스토지토(Roberto Esposito) 역시 아감벤의 이 글에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 글들의
영어번역은 모두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lacan.com/symptom/philosophy-the-co
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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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틀릴 수 있어”라고 적었을 때, 그가 환기시키는 아감벤의 오류 가능성
은 다만 심장이식을 받지 말 것을 권유했던 그의 조언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
며, 심지어 아감벤이 「전염병의 발명」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주장
한 바와 관련되는 것만도 아니다. 낭시가 다른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 바,
아감벤이 그에게 심장이식을 받지 말라고 조언했을 때, “아감벤의 공리는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8 건강이라는 단순한 생명
현상에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감벤의 주장이며, 따라서 심장이식을
받지 말라는 아감벤의 조언은 탄생과 죽음, 성장과 생식, 건강과 질병 같은
생명 현상을 주요한 문제로 부각시키는 생명 정치(biopolitque)에 대한 그의
비판적 태도로부터 기인한다. 결국 낭시가 아감벤이 자신에게 했던 조언을
상기시키며 그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을 때, 이 폭로가 겨누는 것은 정확히
생명 정치에 대한 아감벤의 입장이며, 나아가 생명 정치라는 개념 그 자체이
다. “생명과 부당하게 뒤섞였다고 가정된 정치에 많은 악명을 부여하는 데
기여하는 생명 정치라는 용어는 속이 빈 용어이다,”9

(1) 생명 정치: 푸코와 아감벤
잘 알려져 있듯이, 오늘날 정치 철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생명 정치와 관련된 논의는 푸코로부터 시작된다. 푸코는 자신의
책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의 5장에서 18세기에 발생한 권력 형태의
단절을 탐구한다. 그에 따르면 17세기 이전까지의 권력은 “주권 권력(pouvoir
souverain)”으로서 그 적용 대상은 법적 주체였으며 그 작동 방식은 “징수
8
9

J.-L. Nancy, Un trop humain virus, op. cit., p. 98.
Ibid., p. 96. ‘생명 정치’에 대한 낭시의 비판적 태도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생명 정치
담론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아감벤에게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에스포지토는 아감벤에 대한 낭시의 이번 비판을 아주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앞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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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élèvement)”였다. 주권 권력은 법적 주체인 신민들로부터 부와 생산물, 시간

과 노동 등을 징수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생명까지 징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
었다. “주권 권력을 특징짓는 특권 중 하나는 생사여탈권(droit de vie et de
mort)”이며, 이런 생사여탈권을 푸코는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권

리”로 정식한다.10 그런데 이러한 “주권 권력”은 점점 국력의 중요성이 강조
됨에 따라 17세기부터 점차 국가 경제력의 원천인 신민들의 생명을 보호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권력(bio-pouvoir)”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이제
문제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신민들을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다.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
두는 권리는 살게 만들고 죽게 내던져두는 권력으로 대체”11되고, 이때 권력
의 적용 대상은 더 이상 법적인 주체로서의 신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로서의 신민이며, 이러한 신민들이 모여 이룬 집단, 즉 인구이다. 따라서 푸
코는 생명 권력으로 인한 주권 권력의 대체가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는 권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학교나 군대 등을 통해
각각의 살아있는 신민들의 신체를 잘 훈육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출생
율과 사망률, 수명과 건강수준 등을 고려함으로써 인구를 잘 조절하는 방식
이다. 푸코는 신민들 각자의 신체를 훈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되는 생명
권력의 형태를 “해부-정치학”이라고 부르고, 이보다 조금 늦게 18세기 중반
에 등장한 인구 조절에 중점을 두고 운용되는 생명 권력의 형태를 “생명-정
치”라고 부른다.12
그런데 푸코가 “생명-정치”라는 용어를 다만 생명 권력이 작동하는 하나
의 특수한 형태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만은 아니다. 푸코는 “생명과

10
11
12

수정 인용, 미셸 푸코, 『성의 역사1: 지식의 의지』, 이규현 옮김, 나남, 2020, 175-176쪽.
수정 인용, 위의 책, 179쪽.
위의 책,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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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메커니즘들을 명확한 계산의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만들고, 지식-권
력(pouvoir-savoir)을 인간적 삶을 변형시키는 동인으로 만드는” 모든 상황을
“생명-정치”라고 불러야 한다고 또한 주장한다. 즉 그가 말하는 18세기에
이루어진 권력 형태의 변화, “생물학적인 것이 정치에 반영”되고, 살아있다
는 사실이 다만 토대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의해 통제되고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권력이 더 이상 권리의 주체들과
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들과도 관계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배가
생명 그 자체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이 생명 정치이다. 이 경우,
“생명-정치”라는 용어는 “생명-권력”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외연을 갖게 되
며, 다만 생명 권력이 작동하는 하나의 특수한 형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이 작동하는 모든 형태를 지칭하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가 된다.
아감벤은 푸코가 사용한 두 가지 용례 중 이 보다 넓은 의미의 “생명-정치”
라는 용어를 받아들여 자신의 정치 철학을 전개한다. 다만 그는 푸코와는
달리 생명 정치를 주권 권력과의 단절로부터 탄생한 새로운 권력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 권력의 심화된 형태로 파악한다. 즉 푸코가 “근
대적 인간은 그의 생명 자체가 정치에 의해 문제시되는 동물”13이라고 말하
면서, 생명과 정치가 근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조우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아감벤은 생명과 정치는 처음부터 함께였음을 주장한다. 달라지는 것은 정치
가 생명을 포함하는 방식이지, 정치가 생명을 포함하는가의 여부가 아니다.
아감벤에 따르면 서양 정치는 무엇보다 먼저 “배제”라는 방식을 통해 생
명을 자신 안에 포함했다.14 가령 고대 그리스에서 생명(삶)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용어, “살아있음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의미하는 조에(zoe)와 “개인이나
집단에 특유한 삶의 형태나 방식”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로 표현되었는
13
14

수정 인용, 위의 책, 185쪽.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새물결, 2008년,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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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15 살아있는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조에를 배제함으로써만 정치의 영역인
폴리스에서 비오스로서의 삶을 향유할 수 있었다. 이는 조에, 즉 어떠한 법적
이고 정치적인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 “벌거벗은 생명”이 정치 체제의 설
립의 토대이며, 그것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은폐된 토대라는 점을 의미한
다. 따라서 근대 정치의 특징은 “폴리스에 조에를 포함시키는 것”이나 “생명
자체가 국가 권력의 계산과 예측의 남다른 대상이 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에
있지 않다.16 근대 정치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명과 정치의
조우가 아니라, 기존의 정치 체제에서 “법질서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던 벌거
벗은 생명의 공간이 서서히 정치 공간과 일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17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바,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결정이 모든
정치적 판단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버렸을 때, 그 끝에 위치해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치즘과 파시즘이라는 사실이다. 생명 이외의 다른 가치들이 사라지
고, 법적이거나 정치적 질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태”가 일상적인 상황
이 되었을 때, 이 생명의 공간은 누구나 생명을 위해 생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나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버린다.

(2) 검증된 이론: 아감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이탈리아
정부의 긴급 조치에 아감벤이 강력히 반발했다는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앞서 언급한 「전염병의 발명」이라는 글에서 아감벤은 우선 이탈리아
국가연구센터가 발표한 객관적 사실을 열거한다. “이탈리아에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없”으며, “수만 건의 데이터에 따르면 감염자의 80~90%에게서 일
15
16
17

위의 책, 33쪽.
위의 책, 46쪽.
위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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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독감과 같은 경증 혹은 중증 증세가 나타”나고, 무엇보다 “중환자실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환자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18 아감
벤이 보기에, 이것이 실제상황이라면 코로나19는 매년 발생하는 유행성 독
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동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모든 지역에서
일상적인 삶과 업무를 중지시키면서 “예외 상태”를 조장하고 있는 이탈리아
당국의 조치는 실제 벌어진 상황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아감벤은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를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한다. 하
나는 “예외 상태를 통치의 정상적인 패러다임으로 사용하려는 증가하는 경
향”19이다. 더 이상 테러리즘이 예외 조치를 취하기 위한 효과적인 이유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발명은 모든 한계 너머로 예외 조치들
을 확장하기 위한 이상적인 구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 두
번째 요인은 “최근 몇 년간 개개인의 의식 속에 뚜렷하게 확산된 두려움의
상태”이다.21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안전을 욕구하고, 이러한 안전에 대한
욕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를 순순히 받아들이도
록 만든다. 안전에 대한 욕구 자체가 예외 상태를 통치의 정상적인 패러다임
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에 의해 조장된 것이라는 점에서 여기에는 순환이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안전을 욕구하도록 조장하고, 이 욕구
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입하여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한다.
아감벤이 이 글에서 범한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오판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물론 그의 글이 실제 벌어진 상황과
당국이 취한 조치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는 판단에 토대를 두고 작성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올바로 알고 있었다고 할
18
19
20
21

조르조 아감벤, 『얼굴 없는 인간』, 「전염병의 발명」, 34-35쪽.
수정 인용, 위의 책, 34쪽.
수정 인용, 위의 책, 35쪽.
수정 인용,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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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그는 정부의 조치를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의 글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글이 발표되고 한 달이 지난 2020년
3월 24일, 코로나19의 위험성이 확연히 드러난 이후 가진 『르몽드』와의 인
터뷰에서 아감벤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 그에 따르면, 과거 유럽에는
훨씬 더 심각한 감염병들이 발생했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지금처럼 “우리가
사는 것을 실제로 방해하는 예외 상태”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
다.22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예외 상태는 신속하게 선언되
었고, 사람들은 이러한 예외 상태를 그럭저럭 받아들였다. 아감벤의 관점에
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알려주는 바는 “정부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친숙
하게 만든 예외 상태가 정상적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이다.23 예외 상태를
통치의 정상적인 패러다임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권 권력의 시도는 두려움의
상태를 내면화한 채 다만 생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미 실현되었다.
결국 아감벤에게 코로나19 팬데믹은 아감벤 자신이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바가 옳았음을 확인해 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주권 권력 본래의 핵심은
벌거벗은 생명을 정치 영역에 포섭하는 것이며, 서양 역사를 통해 이러한
포섭의 한계는 계속 확대된 끝에 이제 “벌거벗은 생명은 더 이상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범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생
물학적 신체 속에 깃들어 있다.”24

(3) 생명 정치에 대한 비판
앞서 말한 것처럼, 아감벤에 대한 낭시의 비판은 정확히 생명 정치와 관련
22

23
24

G. Agamben, “L’épidémie montre clairement que l’état d’exception est devenu la condition normale”,
Le monde, 2020.3.24.(www.lemonde.fr/idees/article/2020/03/24/giorgio-agamben-l-epidemie-montre-c
lairement-que-l-etat-d-exception-est-devenu-la-condition-normale_6034245_3232.html)
Ibid.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42쪽, 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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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아감벤의 이러한 사유 자체를 겨눈다. 낭시는 아감벤을 친근하게 호명한
후, 코로나19가 왜 “정상적인” 독감과 다른지(코로나19가 왜 예외인지) 짧게
설명한 뒤, “정부가 지속적인 예외 상태를 수립하기 위해 온갖 구실을 사용
한다”고 주장하는 아감벤이 정작 “예외가 실제로 규칙이 되었다”는 사실에
는 주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25 아감벤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코로나19 팬
데믹 사태로 인해 자신도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예외가 규칙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예외가 규칙이
되는 그 세계의 성격이다. 낭시에 따르면 예외는 실제로 규칙이 되었는데,
다름 아닌 “각종 기술적 연결들(이주, 온갖 종류의 이동, 물질의 전시(exposition)26
혹은 확산 등)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강도에 도달한 세계”에서 규칙이
되었다.27 예외를 규칙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니다. 고도로 발달한 인류
의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낸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인류가 이룩한 근대 문명
자체가 예외를 규칙으로 만든다. 이러한 문명 세계에는 모든 경계를 넘나들
며 그것을 지워버리는 “일종의 바이러스성 예외”가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생물학적 바이러스성 예외만이 아니라, 인터넷, 문화와 같은 바이러스성 예
외가 또한 우리 모두를 감염시킨다. “과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28 정부는
“실행자”에 불과하며, 그럼에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보다 곤란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마주하지 않으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25
26

J.-L. Nancy, “Excepion virale”, op. cit.
“exposition”은 낭시가 자신의 고유한 의미로 사용하는 철학 용어로서 흔히 “외존”이라고 번역되며,
타자에게로 열려있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존재론적 상황을 의미한다(이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준상, 「정치적 ‘행위’와 공동체 –장-뤽 낭시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78집, 제4권,
새한철학회, 2014, 352쪽, 각주5를 참조할 수 있다). 인용한 문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간
존재가 아니라는 점과 낭시가 이 용어를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기서는 “외존” 대신에 일상적인 용어인 “전시”를 번역어로 선택했다. 지나가는 길에 덧붙이자면,
낭시가 철학적 논의를 할 때 사용하는 “exposition”을 번역할 때도, 굳이 “외존”이라는 낯선 용어를

27
28

번역어로 채택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Ibid.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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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낭시는 아감벤이 묘사하는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
다. 오늘날 건강과 질병, 출산율과 사망률 등 생명 자체와 관련된 현상들이,
아감벤의 용어로 말하자면 벌거벗은 생명이, 정치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사람들은 언제나 살기를 욕구했었고, 언제
나 가용한 조건에 따라 그러하기를 욕구했었다”29는 점이다. 오늘날 사람들
이 생명 자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아감벤은 낭시에게 건강 같은 사소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심장이식을 받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여기
서 핵심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심장이식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살 수
있다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지식과 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시켰고, 보다 나은 삶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조건 속에
서 사람들은 보다 더 살고자 하고, 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정부로 특정되는 주권 권력이 아니라 그 누군가로도
특정될 수 없는 “기술경제 권력(pouvoirs technoéconomiques)”30이다. 낭시가 보
기에, 생명 정치와 관련된 담론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점이다.
생명과 정치는 결코 1대 1로 만나지 않는다. 그 만남에는 언제나 지식과 기술
이, 인류의 문명 자체가 개입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마주해야만 하는
곤란하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4) 검증의 시작: 낭시
낭시에 따르면 인류의 문명 전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에 쳐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명의 위기가 어떤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고양시켜왔던 문명의 발전 그 자체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위기는
29
30

J.-L. Nancy, Un trop humain virus, op. cit., p. 98.
Ibid.,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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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가령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
들이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도(아감벤과 같은 사람들을 제외한
다면) 이 의료 기술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문명이 인권

이라는 가치 아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습관들인 탓이기도 하겠지만,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낭시가 말한 것처럼, “[건강] 대신 제안할 수
있는 것을 안다”는 조건이라면,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아감
벤의 공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31 그러나 아감벤도 낭시도, 다른 어떤 누구도
“대신 제안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런 경우라면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정당하다.”32 대안이 없는 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은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당하다. 더구나 이 길,
인류의 문명은 오늘날 마주한 위기의 원인이지만, 그와 동시에 혹은 그 이전
에, 인류가 이룩한 정복의 역사이며 승리의 기록이다.
이것이 환경문제와 증가하는 경제적 불평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받는
민주주의 등 여러 위기의 징후들이 발견되고, 과학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
야의 사람들이 이를 경고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이다. 상황은 “계
산과 생산의 논리”와 결별하는 “정신의 혁명”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궤도
수정에 착수할 수는 없었다.33 인류가 이룩한 지식과 기술은 완전하지는 않

31
32
33

Ibid., p. 98.
Ibid.
Ibid., p. 101-102. 『너무나 인간적인 바이러스』에 「도래할 미래: 바이러스 혁명(Du futur à l’avenir:
La révolution du virus)」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이 글은 2020년 5월 18일 『르몽드』에 「오직
민주주의만이 우리 역사의 통재되지-않음에 우리를 함께 적응시켜줄 것이다(Seule la démocratie
peut nous permettre de nous accommoder collectivement de la non-maîtrise de notre histoire)」(https://
www.lemonde.fr/idees/article/2020/05/18/coronavirus-seule-la-democratie-peut-nous-permettre-de-no
us-accommoder-collectivement-de-la-non-maitrise-de-notre-histoire_6039973_3232.html)라는 제목
으로 수록되었던 글이다. 문장이 다소 수정되었으나, 내용 상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르몽드』
판을 인용할 경우에도 『너무나 인간적인 바이러스』로 인용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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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고, 전 세계를 하나로 엮어 완성
된 지식-기술-경제 체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기계를 잠시라도 멈춰 세
우는 일은 그 후폭풍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없는 일이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완전하고 매우 위험하며 잠
재적으로는 재앙에 가까운 현재가 우리 앞에 있는 알 수 없는 것보다 선호할
만한 것”이었다.34
낭시의 놀라움은 여기에 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그것,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바이러스가 급작스럽게 해냈다. “<기계>, 매우 자주
비난받았지만 결코 해체된 적이 없던 <체계>가 거의 멈춰 버렸다.”35 바이러
스가 상기시킨 죽음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은 지금까지 확실한 것으로 믿고
따라왔던 길 위에서, 아직 아무런 대안도 없음에도, 사람들을 멈춰 서게 만들
었다.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믿음이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함이 사람들
을 사로잡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미래가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
을 깨달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분명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인류
의 문명이 위기에 처했음은, 이 체계가 생각만큼 완전하지 않으며 군데군데
균열이 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폭로자”다. 그것은 “우리 문명의 취약하고 불확실한 상태”를
폭로하고, 사람들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미래의 극단적인 불확실성 앞
에 내버려둔다.”36 이제 사람들은 확실성이 사라진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감염이든 연대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존재를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37 사람들은 “무-지(non-savoir)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위
험을 감히 감수”해야 하며, 그렇게 “바이러스는 영혼의 진정한 혁명의 가능
34
35
36
37

Ibid.,
Ibid.,
Ibid.,
Ibid.,

p.
p.
p.
p.

103.
104.
8, 10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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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열어놓는다.”38
낭시는 결코 말하지 않지만, 사실 그가 이 “영혼의 진정한 혁명”으로부터
도래하기를 꿈꾸는 것은 그가 『무위의 공동체』39에서 제안했던 열린 공동체
의 성립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어떠한 원리나 이념에 따라 유지되지 않으며,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어떠한 동일성도 전제하지 않는다. 구성원들은 이
열린 공동체 안에서 공동으로 추구하는 뚜렷한 목표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외존(exposition)”40하며 함께 존재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낭시는 이러한
공동체가 구성되기 위한 조건이 이미 마련되었음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을 논하는 그의 글 곳곳에서 암시하고 있다. 지식-기술-경제 체계를 유지하던
“자기충족성(autosuffisance)”의 환상이 깨짐으로써, 사회든 개인이든 인간 종
이든, 그 동일성의 구조 속에 “내적 타자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났
으며,41 무위의 공동체를 성립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제시되었던 “죽음”42이
코로나19와 함께 망각의 상태에서 벗어나 전면에 등장했다.43 그리고 무엇보
다 전체주의적 공동체를 대체하고 들어선 “이익사회(Gesellschaft)”44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던 확실성, 그리고 이 확실성에 토대를 둔 무한한 성장이라
는 믿음이 다만 착각에 불과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래서 낭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호소하는 것은 그가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45 다시 민주주
의다.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미래로 향하는 삶에게 필요한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정으로 정의되는 믿음(foi)”이며, 신탁정치가 행하던 확실성에 의한

38
39
40
41
42
43
44
45

Ibid., p. 109.
장-뤽 낭시, 『무위의 공동체』, 박준상 옮김, 인간사랑, 2010, 21쪽.
본 글의 각주 26참조.
J.-L. Nancy, Un trop humain virus, op. cit., p. 79-81.
장-뤽 낭시, 앞의 책, 98쪽.
J.-L. Nancy, Un trop humain virus, op. cit., p. 93.
장-뤽 낭시, 앞의 책, 41쪽.
장-뤽 낭시, 「유한하고 무한한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새로운 논쟁을 위하여』, 난장,
2017,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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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의 붕괴로부터 태어난 “민주주의는 이 극단적으로 세속적인 믿음의 작
용에 정치적 몸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46
결국 낭시도 아감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자신의 이론을
시험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종이처럼 다루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감
벤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의 이론이 맞았음을 팬데믹 상황을 통해 이미
확신했던 반면, 낭시는 진행되는 상황을 가만히 주시하며 은밀히 갈망하고
있었다. 그의 이론은 이제 막 시험대에 올랐지만, 너무 빠르거나 느린 기회였
다. 많은 사상가들이 그러하듯, 낭시 역시 자신의 이론이 가진 현실성을 미처
확인하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3. 바디우의 경우: 사건을 이론에 적용하기
아감벤과 낭시가 자신들의 이론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이론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바디우는 반대로 자신
의 이론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상황 판단
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결과, 낭시와 아감벤이 그 세부적인 내용은
서로 다르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어떤 변화를 가져올 예외 상황이
라고 평가하는 데 동의하는 것과는 달리, 바디우는 현 상황이 예외 상황이라
는 평가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관련하여
총 두 편의 글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2020년 3월 26일 발표한 첫 번째
글, 「감염병 상황에 대하여」에서 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기술
하고 있다.47 그의 평가는 단순하고 단호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전혀
46
47

J.-L. Nancy, Un trop humain virus, op. cit., p. 109-110.
A. Badiou, “Sur la situation épidémique”(https://qg.media/2020/03/26/sur-la-situation-epidemique-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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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며, 새로운 일, 그의 고유한 철학 용어로 말하자면 “사
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겪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에는 아무런 근본적인 변화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1) 상황 평가
바디우는 우선 그의 글에서 세계 시장이 열악한 의료 상황에 놓여있는
거대한 지역들과 연계되어 있는 탓에, 에이즈의 출현 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류독감,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SARS) 등 수많은 감염병을 불
가피하게 발생시켜 왔음을 상기시킨다. 코로나19도 이런 감염병 중 하나일
뿐이며, 다만 이번에는 “서구라 불리는 제법 안락한 세계”가 바이러스에 타
격을 받았다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혁신적인 의미가
없는” 이 사실을 제외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현 상황에서 예외적이
라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는 코로나19라고 불리는 이 감염병
의 실제 이름이 “SARS-2”, 즉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2)”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바이다. 이 바이

러스는 두 번째 바이러스이며, 극단적으로 새로운 어떤 것도, 전대미문의
어떠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처하면 된다. 방역조
치를 잘 따르고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는 것 외에 그로서는 달리
할 일이 없다.48
-alain-badiou/). 두 번째 글은 「팬데믹, 무지와 새로운 공동의 장소(Pandémie, ignrance et nouveaux
lieux collectifs)」라는 제목으로 2020년 6월 2일 『리베라시옹』에 발표되었다(https://www.liberation.f
r/debats/2020/06/02/pandemie-ignorance-et-nouveaux-lieux-collectifs_1790106/). 첫 번째 글에서 자
신이 취했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디우는 이 두 번째 글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동의 장소, 즉 “우리의 사회 속에서

48

살고 행동하고 창조하기 위해 알아야할 모든 것이 원하는 누구에게나 교육될 수 있는 학교들의
거대한 네트워크”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 단락의 모든 내용과 인용은 A. Badiou, “Sur la situation épidém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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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상황에 맞지 않는 너무 많은 글들과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다.
그가 보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비극과 싸우기 보다는 그것을
즐기려” 하고 있고, 이들은 이러한 은밀한 즐거움 외에, 현재 상황이 가지고
있는 “가공할 만한 단순성과 새로움의 부재에 대한 기이한 무시”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상황은 단순하다. 감염병은 언제나 “자연적인 규
정과 사회적인 규정이 만나는 접점”에서 발생하여 확산되며, 이러한 확산은
현대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순, 즉 경제는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 규모로
작동하는 반면 정치권력은 국가 단위로 작동할 뿐이라는 모순 때문에 쉽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는
좀 더 강압적이 될 수밖에 없고,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 언제나 그랬듯이
부르주아 계급을 포함한 모든 계급에게 다른 상황이라면 그들에게 부여하지
않았을 의무를 부여한다. “이 모든 상황에는 놀라운 것도, 역설적인 것도
없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나 가게 문을 닫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예산을 소비하고, 사설 호텔을 감염자들의 격리 시설로 사용하며,
심지어 “국유화” 조치까지 언급되는 현 상황은 가능한 확실하게 감염병 확산
을 막고자하는 “상황의 논리적 결과”일 뿐이다. 그 어디에도 전체주의 국가
로 나아가는 징후도 공산주의 혁명이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도 없다. 현 상황
에서 취해지는 모든 조치들은 기존의 질서, 현대 자본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정상적인 노력일 뿐이다.49
따라서 바디우는 그것이 무엇이든 현재 상황이 정치적으로 혁신적인 무언
가로 향해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생각들을 엄격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국가로 하여금 보다 일반적인 이득에 계급의 이득을 통합하면서 상황
을 관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상황은 “정치적 차원
에서 특히 중립적”이다. 역사적으로 서양의 강대국들 가운데 전쟁이 성공적
49

이 단락의 모든 내용과 인용은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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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혁명으로 귀결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상대적으로 변방에 있던 나라에서 혁명이 발생했지만, 이 혁명은 사실 전쟁
과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현대 계급
사회의 역사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는 현대 자본주의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위험하고 일관성 없는 몽상이
다.” 코로나19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혁신적인 것도 아니다. 그로 인해 주목
할 만한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결과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50

(2) 이론에 의한 상황 평가
이러한 바디우의 입장은 외견상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대수롭지 않다고 여겼던 “서구라
불리는 제법 안락한 세계”를 타격했다는 코로나19의 특별함은 백신의 빠른
개발과 세계 경제의 위축, 감염병 관련 소식의 전 세계적이고 동시적인 전파
(즉 두려움의 전 세계적이고 동시적인 전파) 등 명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차이를

이미 발생시켰다. 또 전쟁과 방역의 비유가 다만 비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떠한 변화도 도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
에 이르는 근거로 사용될 때, 과연 그러한 추론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19를 예외적인 것으로 보
지 않는 그의 판단이 매우 익숙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장태순이 상기하듯이,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9.11 테러, 세계적인 경제 위기 등 “바디우는 현실에
서 벌어지는 큰 변화에 대해 이번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51
50
51

이 단락의 모든 내용과 인용은 ibid.
장태순, 「팬데믹과 타자의 개념: 바디우와 지젝의 타자 이해를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Trans-Hu
manities』, 제14집, 제2호, 2021, 13쪽. 장태순은 이 논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해 바디우
와 지젝이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유를 그들의 철학 내에서 타자가 수행하는
역할의 차이로부터 매우 설득력 있게 분석해낸다. 철학자의 발언에 대한 수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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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의 이런 일관된 평가가 단순히 우연의 결과라기보다는 어떤 이론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태순
에 따르면, 바디우의 이런 일관된 평가는 무엇보다 그의 타자에 대한 입장으
로부터 비롯된다.
장태순에 따르면, 바디우의 집합론에는 세 가지 타자가 존재한다.52 그리
고 이 중 무한을 의미하는 절대적 타자는 결코 구조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
는 “사건의 자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철학적 구도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입했을 때, 바이러스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절대적
타자의 자리이다. 사실 헤겔과 마르크스의 전통에 따라 “자연과 인간(또는
역사)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설정”53하고 있는 바디우에게 자연이란 인간 사

회의 밖,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타자인 무한을 의미하고, 따라서 자연으로부
터 온 바이러스 역시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타자인 무한에 속할 수밖에 없
다.54 장태순은 이를 바디우의 자연 개념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55
결국 바디우가 감염병이 “자연적인 규정과 사회적인 규정이 만나는 접점”에
서 발생한다고 말했을 때,56 이 말로 바디우는 인간 사회의 복잡한 관계망을
타고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자연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즉 바이러스가 절대적
타자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바디우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의 철학 체계
내에서 절대적 타자가 결코 “사건의 자리”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면, 절대적

52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이 될 만한 작업이라고 감히 평가한다.
세계 안에 있으면서 나와 비교될 수 있는 상대적 타자(가령 나와 다른 인간), 세계 밖에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와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 타자(가령 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내에 있되

53
54
55
56

나와 비교될 수 없는 내재적이면서도 절대적인 타자(가령 예수)가 있다. 장태순, 앞의 책, 14쪽.
장태순, 앞의 책, 23쪽.
위의 책, 21쪽.
위의 책.
A. Badiou, “Sur la situation épidém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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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인 코로나19가 인간 사회 내부에 어떤 결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장태순에 따르면, 바디우는 바이러스 외에 다른 외부
개입에 대해 평가할 때도 동일한 논리를 사용해 왔다. “사건은 철저히 사회
질서 내부에서 일어나야 하며”,57 따라서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외부로부
터의 개입은 절대적 타자로서 사회 질서 내부에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적 상황을 사유하는 바디우에게 정치
적 사건은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58
결국 바디우는 아감벤이나 낭시와는 달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코로나19 팬데
믹 상황을 규정하고 판단한다. 물론 팬데믹의 이후 진행 상황이 그의 예측과
다를 경우, 그의 이론은 시험대에 오르고, 이제 이론에 의해 상황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이론이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디우의 코로
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한 첫 접근 방식은 이론에 의한 상황에 대한 평가였다.
시험 받는 것은 우선 이론이 아니라 상황이다.

4. 한국의 경우: 수용한 이론 활용하기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주제로 발표된 아감벤과 낭시 그리고
바디우의 글을 그들의 철학적 배경과 함께 살펴보았다. 이들의 논의는 ‘상황
을 기준으로 이론을 평가하는가’(아감벤과 낭시) 아니면 ‘이론을 기준으로 상황
을 평가하는가’(바디우)로 나누어볼 수 있었는데, 방금 바디우의 경우를 통해
암시했듯이, 이러한 구분은 사실 정태적 관점을 유지할 때 가능한 구분이다.
57
58

장태순, 앞의 책, 23쪽, 각주 23.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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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성을 부여했을 때, 이 구분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상황이 이론을 평가하
는지, 이론이 상황을 평가하는지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가령
낭시의 경우, 그의 공동체 이론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현 상황에 대한 그의
글들은, 앞서 보았던 바대로, 분명 상황에 의한 이론의 평가라고 규정되어야
한다. 그가 전개했던 공동체 이론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그
현실성을 시험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아감벤에 대한 비판만을 살펴본다면,
여기에는 생명 정치 담론에 대한 그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신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사회와 인간에 대한 그의 철학적 입장에
분명하게 토대를 두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해 그가 내리는 아감
벤과는 다른 판단에는 분명 그의 철학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구분은 철학을 직접 생산하기보
다는, 생산된 철학을 수용하여 연구하는 입장에 있는 한국의 철학자들이 코
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류하여 규정하기에 매우 유용
하다. 수용한 이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한국에서 전개된 논의들은
‘상황을 기준으로 이론을 평가하는 입장’과 ‘이론을 기준으로 상황을 평가하
는 입장’으로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수용한 이론을 문제 해결의 대안
으로 제시하거나 어떤 정당화의 근거로 사용할 때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 수용한 이론을 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의 틀로서 활용할
때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검
색기준으로 총16편의 코로나19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59 이 가운데 우선
59

이 결과는 윤리학 혹은 의료윤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철학 연구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현재 이 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윤리학과 같은 실천적인 철학 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검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와 “철학”이라는 주제어로 단순 검색한 이후(144편),
‘학술지명’을 기준으로 교육과 종교, 경제 등과 관련된 연구들을 배제하였다. 그리고 남은 논문들
(39편)을 검토하여 다시 교육과 종교, 경제 그리고 의료윤리 관련 논문들과, 코로나19를 다만
연구의 계기로 삼은 논문들을 제외하였다. 이 마지막 과정에서 『철학과 현실』 125집과 126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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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60 김시천,61 이경도와 구영모,62 이회진과 김현,63, 정우진64, 하윤
서65의 논문들을 ‘상황을 기준으로 이론을 평가하는 입장’으로 묶어볼 수 있
다. 이들의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를 발생시켰거나 그것이 드러냈다
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수용한 이론을 대안으로 제시
하고 있다. 다만 이경도와 구영모의 논문이 다소 독특한데, 이들은 자신들이
수용한 이론들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방역 조치가 어떠한 이론에 의해 잘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
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주어진 상황에 이론을 적용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이 논문 역시 다른 논문들과 그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같은 묶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에 대한 대안적 담론을 제시하려는 이 연구들을 이렇게 한데 묶어
놓았을 때, 단번에 드러나는 사실은 동양철학 논문들이 이 묶음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를 발생시킨 원인이 서구 중심적 사유에 토대
를 둔 인류의 자본주의 문명에 있다고 전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이와 다른
무언가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의 흐름
수록된 김기봉(「포스트코로나 시대 ‘문명의 충돌’과 한국」,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과 신문명 패러
다임」), 임동균(「코로나 시대의 시민사회」), 임성호(「코로나 사태로 급해진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61

변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를 향해」)와 같은 사회학자들의 글 역시 본 글의 취지를
고려하여 배제하였다.
김명식, 「코로나 시대 공동체의 범위와 공익실현의 방법」, 『동서철학연구』, 제101호, 한국동서철
학회, 2021, 523-542쪽.
김시천, 「‘K-철학’은 가능한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동양철학의 길 -」, 『동양철학』, 제55호,

62

한국동양철학회, 2021, 197-222쪽.
이경도, 구영모,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딜레마: 인구 집단의 리스크와 개인의 복지 간 대립에

63

대한 도덕 이론들과 그 한계」, 『철학』, 제146호, 한국철학회, 2021, 221-253쪽.
이회진, 김현, 「자연의 유물론과 생태 민주주의－칼 맑스(K.Marx) 『경제학-철학 초고』와 코로나

64

이후 새로운 삶의 양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제98집, 제3호, 범한철학회, 2020, 125-156쪽.
정우진, 「현대의학의 본체론적 질병관에 대한 철학적 반성과 대안적 질병관에 대한 고찰: 코로나

60

65

바이러스-19 사태를 단서로 삼아」, 『동서철학연구』, 제101호, 한국동서철학회, 2021, 543-562쪽.
하윤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정명론(正名論) 소고」, 『철학논집』, 제102집, 제4호, 새한철학
회, 2020, 419-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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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경윤리학자인 피터 싱어(Peter Singer)와 버드 캘리코트(J. B. Callicitt)를
논의에 활용하고 있는 김명식과 맑스를 소환하고 있는 이회진과 김현의 서양
철학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론을 기준으로 상황을 평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논문들의
묶음에는 고도연66과 신응철,67 이진우68의 논문과 최혁이 발표한 두 편의
논문69 그리고 홍경자의 논문70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논문들은 자신들이
수용한 이론들을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틀로서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최혁은 코로나19 사태
로 인해 변화된 죽음과 수치심의 의미를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를 매개로 분석
하고, 고도연과 신응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취해진 방역 조치를 성리학과
벤담의 파놉티콘을 통해 설명하며, 이진우와 홍경자는 생명 정치 이론을 이
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 자체를 분석하고 해명한다.
이 묶음의 논문들 가운데 우선 주목을 끄는 것은 고도연의 논문이다. 코로
나19와 관련하여 전개된 동양철학 논의들이 거의 예외 없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고도연의 논문은 동양철학 분야의 논
문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자신이 수용한 이론을 대안이 아닌 분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동서양의 방역 방식의 차이, 특히 한국의 방역
방식을 성리학에 기초하여 풀어낸다.

68

고도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동서양 철학적 지향과 한국철학의 가치연구」, 『인문사회21』, 제12
집, 제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1983-1997쪽.
신응철, 「코로나19 시대와 파놉티콘 다시 보기」, 『현대유럽철학연구』, 제60호, 한국하이데거학회,
2021, 75-98쪽.
이진우, 「코로나의 철학적 도전: 안전인가 아니면 자유인가?」, 『철학과 현실』, 제126집, 철학문화연

69

구소, 2020, 67-85쪽.
최혁,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의 죽음 이해: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66

67

제130호, 철학연구회, 2020, 303-332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치심 문제: 사르트르의 수치심
70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연구』, 제89집, 한국현상학회, 2021, 1-30쪽.
홍경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명정치」, 『현대유럽철학연구』, 제62호, 한국하이데거학회, 2021,
185-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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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묶음의 논문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생명 정치
철학이 아감벤에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해 검증되는 이론이었던
반면, 한국의 연구자들에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
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71 물론 이러한 차이는 이론의 생산자와 수용자
라는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시
킨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 자체를 분석
하고 규정하려는 국내의 시도들이, 바디우가 그러했듯, 어떤 이론에 의존하
고 있다는 점은 새겨둘 만하다.
물론 어떠한 이론에도 의존하지 않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에 직
접 접근하려는 시도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묶음 어디에도 포함시킬 수
없는 논문으로 팬데믹 상황과 관련된 아감벤의 논의를 소개한 박문정72의
논문과 앞서 인용했던 장태순의 논문,73 그리고 엄정식74과 정세근75의 논문
이 있는데, 이 마지막 두 논문이 그러한 성격의 글들이다. 이 글들은 어떤
이론의 도움도 없이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다만 지금
까지 벌어졌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여러 단면들을 기술하며 그곳에 내
재한 철학적 쟁점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무언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는 않는다. 기록하듯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여러 측면들을 기술한 끝에
엄정식은 하이데거가 말한 실존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71

물론 홍경자의 논문이 다만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논문은 아감벤이 놓치고
있는 생명 정치의 “자율적인 주체의 영역”을 강조하며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명 정치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홍경자, 위의 책, 207쪽) 따라서 이 마지막 부분을
강조할 경우, 이 논문은 ‘상황을 기준으로 이론을 평가하는 입장’을 취하는 묶음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논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명 정치에 대한 설명과 이를 통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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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5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다. 지금의 분류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박문정, 「유럽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아감벤의 관점」, 『유럽연구』, 제39집, 제1호, 한국유럽학
회, 2021, 119-137쪽.
장태순, 앞의 책, 7-27쪽.
엄정식, 「코로나19의 도전과 응전」, 『철학과 현실』, 제126집, 철학문화연구소, 2020, 5-26쪽.
정세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감염 윤리」, 『대동철학』, 제95집, 대동철학회, 2021, 119-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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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근은 “코로나 윤리학” 혹은 “감염 윤리학”을 전개해야 함을 차분히 권할
뿐이다.

5. 맺음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벌어진 이후, 프랑스와 한국에서는 많은 철학적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글에서는 낭시(그리고 아감벤)과 바디우의 논의를 소개
하고, 이들의 논의를 ‘상황을 기준으로 이론을 평가하는가’ 아니면 ‘이론을
기준으로 상황을 평가하는가’로 구분한 뒤, 이 구분 틀을 가지고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논문들을 분류해 보았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했듯이
이 구분은 정태적인 관점에서 성립하는 구분일 뿐이다. 시간성을 도입했을
때, 즉 철학 연구자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그러나 이 구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구분이 알려
주는 사실, 즉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앎이, 어떤 이론이 전제된다는 사실은
진리로 남는다. 앞서 보았듯이, ‘상황을 기준으로 이론을 평가하는’ 연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으며, 그렇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한 앎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 ‘이론을
기준으로 상황을 평가하는’ 연구들도 다르지 않다. 이 연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로 가정하고 그것을 규정하려
고 하지만, 무언가로 규정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이미 가지고 있다. 상황을
기준으로 ‘이론’을 평가하든 아니면 ‘이론’을 기준으로 상황을 평가하든, 이
론은 언제나 존재한다.
아무런 이론도 없이 상황 자체에 접근하려는 시도들도 마찬가지다.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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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윤리학” 혹은 “감염 윤리학”을 다만 필요한 것이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무엇으로 제시하려고 할 때, 논의는 어떤 다른 이론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특정 이론이 되어 현실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시된 두 묶음 중 하나에 필연적으로 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
한 상황은 이것이 한국의 철학 연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칙이 아니
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론의 생산자인가, 생산된 이론의 연구자인가는 중요
하지 않다. 아감벤과 낭시에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이미 무언가로 규
정되어 있었고, 바디우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너무나 확신했기에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무엇인지 규정해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이론의
존재는 여기 어디서도 결코 부정되지 않는다.
어떤 특수한 신비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이, 지성의 방향으로 진화해
온 인간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어떤 새로운 것을 접하고 그것을 알고자
할 때, 인간이 보이는 태도는 둘 중 하나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바를
가지고 내 앞에 이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거나, 이 새로운 것에 내가
알고 있던 바를 비추어 보는 것이다.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이 짧은 질문
사이에 상반되는 두 태도는 빠르게 교차하고, 잠정적으로라도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교차한다.
물론 아무런 편견 없이, 어떠한 앎도 미리 참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주어진
문제를 성찰하는 태도는 데카르트 이래 철학하는 기본자세처럼 받아들여졌
다. 그러나 사람들은 데카르트가 이 “방법론적 회의”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
나 많은 것을 알아야 했는지, 얼마나 강한 의지가 필요했는지 쉽게 잊는다.
또 이미 너무 많은 것은 알고 있던 데카르트가 강한 의지로 아무 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 했던 이유가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찾아 학문을 세우기 위함
이었으며, 이 토대는 17세기에 데카르트 자신에 의해 발견되었고, 그 위에
이미 거대한 학문의 체계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더 쉽게 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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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백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꺼이 백지가 되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이며, 낭시가 아감벤에게 했던 바로 그 말, “너는 [그러므
로 나는] 틀릴 수 있어”라는 말을 잊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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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COVID-19 and French Philosophy
Nancy, Badiou and Korea

Joe, Tegu | Kyung

Hee University Institutes of Humanities

Since COVID-19 was first discovered in Wuhan, China in December 2019, there has
been a lot of philosophical discussion in France and Korea.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how philosophy thinks about the situation, focusing on the discussion developed by
Jean-Luc Nancy(and Giorgio Agamben) and Alain Badiou. The method of handling the
COVID-19 situation shown by these two philosophers is divided into ‘the position of evaluating the theory based on the situation’ and ‘the position of evaluating the situation based
on the theory’. Although this classification is established when maintaining a static perspective, it is very useful for classifying and defining how Korean philosophers responded
to the COVID-19 pandemic. When we classify the discussions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in Korea according to this classification, the characteristics of some
studies will be revealed. However, the reason that this classification can be used as an appropriate criterion to classify discussions in the field of philosophy made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is not due to any special circumstances. This is because humans who
have evolved in the direction of intellect are like that. When encountering something new
and wanting to know it, the human attitude is one of two things. Trying to understand
something new with what I already knew, or reflecting what I knew on this new thing.
Whether in France or Korea, in the face of this new case of the COVID-19 pandemic, philosophers are showing a ‘human, all too human’ attitude.

Key words : COVID-19, Philosophy, Agamben, Nancy, Badi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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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의해 국권을 피탈당하는 민족의 아픔을 경험한 이광수는 유식하고 유능하
며 유정한 조선의 청년들을 새로운 대한의 건설자로 정립하고자 했다. 본 논의는
1910년대 이광수의 소설을 조선청년들의 ‘동정’ 함양을 위한 텍스트로 보고 그의 소
설에 나타나는 무정한 세계의 희생자들과 무정한 자의 형상화 양상을 살폈다.
「사랑인가」(1909)의 문길, 「소년의 비애」(1917)의 문호, 그리고 「어린 벗에게」
(1917)의 임보형은 모두 무정한 세계의 희생자들로 그려진다. 이광수는 이를 통해 조

선청년을 비롯한 독자들의 공감과 연민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사랑인가」는 남성 친
우인 미사오에게 성애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지만 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동경유학
생 문길의 내면을 전면화했다. 「소년의 비애」는 감정적인 문호와 이성적인 문해의
차이가 누이의 조혼을 통해 소거되는 서사를 통해 조혼제도에 희생당하는 소년의 모

*

고려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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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형상화했다. 「어린 벗에게」는 자신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는 기혼자 임보형에
게 편지라는 안전한 언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혁명가’라는 자의식과 ‘누이’라는 합
리화로 구성된 그의 변호담론을 제시한다.
「윤광호」(1918)와 『무정』(1917)은 무정한 세계의 희생자들 곁에 무정한 자와 무
정한 자를 정죄하는 자를 배치한다. 「윤광호」에서 준원은 동성애자 윤광호의 성적
지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에게 여성이 있다면 병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하며 윤광호를
연민한다. 『무정』에서 순결 콤플렉스를 지닌 형식은 영채를 향한 자신의 무정함을
회개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공감 없는 연민의 주체를 벗어나지 못한다. 『무정』
의 인물들은 불쌍한 동포를 위하는 연민을 바탕으로 결속되기에 이들이 만들 유정한
조선은 결국 공감 없는 연민의 공동체를 넘어서기 어렵다.
이광수는 조선청년을 새시대의 주체로 만들고자 했고 그들에게 ‘동정’을 배양하고
자 했으나 그때의 조선청년은 공감 없는 연민의 주체로 만족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주제어 : 이광수, 「사랑인가」, 「어린 벗에게」, 「소년의 비애」, 「윤광호」, 『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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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청년이라는 미지의 정체성과 ‘동정’
주지하듯이 이광수는 기성세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일합병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하기 직전인 1910년 6월, 『소년』지에 게재된 「금일 아한(我韓)
청년의 경우」(1910)에서 이광수는 “우리들의 부로(父老)”1 대다수는 “앎이 없
는 인물”이므로 “우리들을 교도(敎導)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나이는 열아홉
에 불과했으나 오산학교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당시의 그는
조선청년들이 “피교육자 되는 동시에 교육자”가 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수양하여 “신대한 건설자”
가(529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성세대를 부정하는 이광수의 인식은 「조선사람인 청년에게」(1910)에서
단순한 불만을 넘어 조선청년의 정체성을 재창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까
지 나아갔다. 일본유학시절 일본인들이 자신을 “조선인”2이라고 칭하면 모욕
을 받는 것 같았으나, “한인”이라 불리면 대우를 받는 것 같았다고 고백한
그는 인접한 과거 대신 자랑스럽고 무구한 기원으로서의 “대황제 단군”을
언급하며 이를 중심으로 “조선인”에게 새로운 “정신의 혈통”을(533면) 부여
하고자 했다. 조선에서 나고 자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군의 대의를
이어받아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만이 “조선 사람인 청년이라는 귀중한 칭
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그는 “육신의 혈통보담 정신의 혈통이 더 중한
것인 줄을 알아 두”라고 일갈했다.
조선청년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자청한 이광수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들

1

이광수, 「금일 아한 청년의 경우」(『소년』 3년 6권, 1910.6.), 『이광수 전집』 1, 삼중당, 1971, 528면.
(이하 1971년에 삼중당에서 전11권으로 출판한 『이광수 전집』을 인용할 때는 『전집』으로 표기하

2

겠다. 그리고 각주를 포함한 본문의 맥락상 인용 텍스트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 괄호 안에 면수만 밝히도록 하겠다.)
이광수, 「조선 사람인 청년에게」(『소년』 3년 6권, 1910.6.), 『전집』 1, 5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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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정육(情育)론을 역설했다. 지덕체 대신 지정의론을 내세운 그는 「금일
아한 청년과 정육」(1910)에서도 열녀효부와 충열지사가 고초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정에 있다고 말했다. 인간은 “실로 정적 동물”3이기에 지이불
행(知而不行), 즉 무엇이 올바른지 안다고 하더라도 지혜와 도덕과 건강을 함
양하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정
육을 기면(其勉)하라”는(526면) 권면은 그러므로 전술한 조선청년의 정신적
정체성 형성과 무관한 것일 수 없었다. 조선청년들에게 단군의 이상을 가르
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은 결국 정일 것이기 때문
이다. 이후 그가 「조선 가정의 개혁」(1916)과 「조혼의 악습」(1916) 등을 통해
계몽주의자로서 가부장제 타파 및 조혼 폐지와 자유결혼을 주장할 때에도
정은 중요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조선청년들의 정을 함양하고자 했던 이광수는 정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론
을 정립했다. 「문학의 가치」(1910)에서 그는 문학을 “정적 분자를 포함한 문
장”4이라 정의했고, 「문학이란 하오」(1916)에서도 “문학은 정의 만족을 목적
삼는다”5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문학에 정의 요소가 포함된다고 할 때 그
것은 이성이 아닌 감정적 요소(feeling, emotion)를 포함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에 희노애락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그것들은
모두 문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애초에 정을 민족적 이상과 결부시
켜 사유하는 것이 익숙했던 그에게 있어 문학이 만족시키는 정은 결국 개인
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민족의 이상을 실현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한정될 수밖
에 없었다. 정에 대한 이광수 특유의 공동체적 인식으로 인해 정의 만족을
목적으로 삼는 그의 문학은 필연적으로 조선청년들이 형성해나갈 새로운 민

3
4
5

이광수, 「금일 아한 청년과 정육」(『대한흥학보』 10, 1910.2.), 『전집』 1, 526면.
이광수, 「문학의 가치」(『대한흥학보』 11, 1910.3.), 『전집』 1, 546면.
이광수, 「문학이란 하오」(『매일신보』, 1916.11.10~23.), 『전집』 1, 5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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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공동체에 복무하는 것으로서의 정만을 함양하는 문학이 될 운명에 놓여
있었다.
민족의 대의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조선청년의 정체성을 재형성하고
자 했던 이광수가 발견한 지고의 정은 바로 ‘동정(同情)’이었다. 『청춘』에 수
록된 글 「동정」(1914)에서 그는 동정에 대해 “동정이란 나의 몸과 맘을 그
사람의 처지와 경우에 두어 그 사람의 심사와 행위를 생각하여 줌이니, 실로
인류의 영귀(靈貴)한 특질중에 가장 영귀한 자”6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
에 따르면 애초에 이광수가 생각한 ‘동정’은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
(compassion)을 넘어 자신을 대상과 동일한 상황에 놓는 공감(empathy)까지 포

괄하는 개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학이란 하오」에서도 그는 문학의 효과
중 하나가 “각 방면 각 계급의 인정 세태를 이해하므로 인류의 최각(最覺)한
덕이요, 다수 선행의 원동력되는 동정심이 발하여 부자가 빈자를, 귀자가
천자를, 선자가 악자를 동정하게”(550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수는
문학을 통해 조선청년의 동정심 혹은 공감능력 함양을 기대했고 그것은 그의
소설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했다.
이광수의 초기소설과 정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은 그가 말한 정을 예술교
육, 일제 식민주의, 남성 젠더, 개인과 민족 간 관계 등 다양한 요소와 결부시
켜 논의했다. 이를 통해 이광수가 감정론을 내세워 자아해방의 논리와 국가
공동체의 가능성, 그리고 근대문학의 문명론적 측면과 미적 자율성의 차원을
해명하고자 했다는 점이 정리되었다.7 그리고 그에게 있어 동정이 창작과
독서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예술 교육의 목표로 의미화되었다는 점,8 그의
동정론은 일제가 내세운 우승열패식 사회진화론의 대척점에 자리9하여 식민
6
7
8

이광수, 「동정」(『청춘』 3, 1914.11.), 『전집』 1, 580면.
김행숙, 「이광수의 감정론」, 『상허학보』 33, 상허학회, 2011.
김현주, 「문학・예술교육과 ‘동정(同情)’- 이광수의 『무정』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2, 상허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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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담론을 분열시켰다는 점,10 그가 감정담론을 통해 기존에 여성적인 적
으로 간주되던 자질들을 전유하여 새로운 근대적 남성상을 제시했다는 점,11
그가 설정한 개인적 감정과 민족 사이의 연결 고리가 허약하며12 이후 그의
문학에서 개인의 감정이 신경증과 결부됨에 따라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억제
되었다는 점13 등이 밝혀졌다.
본고는 1910년대 이광수 소설들을 조선청년의 동정 함양을 위하여 창작
된 텍스트로 보고자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1910년대 이광수 소설이 조선청
년들의 감정 교육을 의도한 것이었다는 기존의 논의를 따르지만, 그의 소설
이 온갖 종류의 감정 일반을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동정 함양을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화된 논의이다. 조선청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아가 민족공동체를 재구성하고자 했던 이광수는 조선청년들의
교사이자 지도자라는 확고한 자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문학은 그런 그가 독
자들에게 지고의 정으로서의 ‘동정’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광수의 ‘동정’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관점은 자신의 내밀한 감정을 자유롭
게 표현하고자 하는 개인으로서의 이광수보다는 조선청년들로 하여금 ‘신대
한 건설자’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하기를 바라는 민족주의자 이광수의 면모를
비판적으로 부각시킬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사랑인가」(1909), 「소년의 비애」(1917),
「어린 벗에게」(1917)에서 주요 인물들이 무정한 세계의 희생자들로 형상화되
는 양상과 관련하여, 3장에서는 『무정』(1917)과 「윤광호」(1918)에서 ‘사랑받
지 못한 자’의 곁에 ‘사랑하지 않은 자’와 회개 모티프가 병치되는 현상에
9

10
11
12
13

최주한,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 그리고 이광수 – 제2차 유학시절 이광수의 사상적 궤적을 중심으
로」, 『어문연구』 36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김경미, 「1910년대 이광수 단편소설의 ‘정’의 양가성 연구」, 『어문학』 89, 한국어문학회, 2005.
신수정, 「감정교육과 근대남성의 탄생」, 『여성문학연구』 15,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배개화, 「이광수 초기 글쓰기에 나타난 ‘감정’의 의미」, 『어문학』 95, 한국어문학회, 2007.
이수형, 「1910년대 이광수 문학과 감정의 현상학」, 『상허학보』 36, 상허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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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정 함양을 추구하는 1910년대 이광수 소설
이 변화하는 양상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술했듯이 초기에 그가 정의
한 ‘동정’은 연민(compassion)과 공감(empathy)을 포괄하는 개념이었으나 창작
활동이 이어질수록 그것이 공감보다는 연민으로 기울어지고 말았음을 본 논
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정한 세계의 희생자와 공감의 시도
「문학이란 하오」에서 이광수는 문학에서의 묘사의 힘에 이렇게 설명했다.
“최정(最正)하게 묘사한다 함은 진(眞)인 듯이 과연 그러하다 하고, 있을 일이
라 하고, 독자가 격절(擊節)하게 함이요, 최정(最精)이라 함은 모(某)사건을 묘
사하되, 대강대강 하지 말고 극히 목도하는 듯하게 함이라.”(549면) 이어서
그는 문학의 실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학은 인생을 묘사한 자이므로 문학을 독하는 자는 소위 세태인정의 기미를
규(窺)할지라. 천인(賤人)으로서 귀인의 사상과 감정도 가지(可知)할지요, 안
락한 인으로 궁곤(窮困)한 자의 그것도 가지할지며, 도회인으로서, 전사인(田
舍人)으로서 상인으로서, 학자, 악인으로서 선인사상과 감정을 통효(通曉)하

게 될지며, 또 외국인이나 고대인도 그 문학을 통하여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이해할지라. 여사(如斯)히 인생의 정신적 방면에 관한 지식을 득하니 처세와
교육에 심요(心要)할지오.(550면)

‘문학은 교육에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문학은 독자들로 하여금 묘사의 대
상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며, 이를 통해 독자는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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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적, 문화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렇게 정리하면 이광수에게 있어 문학에서의 묘사는 곧 타자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는 방책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그가 습작을 시작할 때 본격적으
로 묘사한 인물은 벗이 없어 탄식하고 비애에 젖은 동경유학생 문길이었다.
『시로가네학보(白金學報)』에 수록된 일본어 단편소설 「사랑인가」에서는
동경유학생 문길의 사랑과 좌절이 다뤄진다. 문길은 “정신없이 벗을 찾”14다
미사오를 만난다.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사람을 만난 문길은 미사
오를 보고 “소년의 얼굴에는 사랑스러운 빛깔 넘치고, 눈에는 천사의 미소가
떠돌고” 있었다고 느낀다. “가슴속에 타오르는 불꽃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
는 서술을 볼 때 문길의 감정은 우정이라기보다는 성애(sexual love)에 가까워
보이지만 문길의 감정의 정체를 규명하는 일이나 미사오와 문길이 동성이라
는 이성애중심적 문제의식은 소설에서 논쟁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우정과
연정, 동성애와 이성애를 구분하여 감정의 구조를 조형하는 일은 당시 이광
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15 그가 주력한 것은 그저 사랑받지 못한 자의 내면
을 전면화하고 그를 무정한 세상의 희생자로 의미화하는 것이었다.
미사오의 무관심에 비관한 문길은 철도 자살을 시도한다.

아아, 18년 간의 나의 목숨은 이것이 마지막인 것이다, 부디 죽은 후에는 스러져
14

이광수, 「사랑인가」(『白金學報』 19, 明治學院同窓會, 1909.12.), 최주한, 『이광수와 식민지 문학의

15

윤리』, 소명출판, 2014, 540면.
이광수의 1910년대 소설에서는 동성애적 요소가 다수 발견된다. 「어린 벗에게」(1917)의 임보형은
와세다대학 친구 김일홍과 “형제같이 애인같이 사귀”며(이광수, 「어린 벗에게」(『청춘』 9~11,
1917.11.), 『전집』 8, 75면.) “산보할 때에도 반드시 손을 꼭 잡”는다. 「윤광호」(1918)에서 윤광호는
P의 얼굴과 몸과 음성 등 모든 것에 “열렬한 사랑을”(이광수, 「윤광호」(『청춘』 13, 1918.4.), 『전집』
8, 98면.) 느껴 그에게 “당신을 사랑”한다(100면) 고백한다. 『무정』(1917)에서 박영채는 자다가
월화에게 입을 맞출 뿐만 아니라 깨어나 부끄러워 “낯을 월화의 가슴에 비비고 월화의 하얀
젖꼭지를”(이광수, 『무정』(『매일신보』, 1917.1.1~6.14.), 『전집』 1, 64면.) 문다. 동성인 상대와의
정신적 유대감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육체적으로도 끌림을 경험하는 이들의 뜨거운 감정은
연애감정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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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무감각한 것이 되어라, 아아,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다.
작은 머릿속에 품고 있던 이상은 지금 어디에, 아아, 이것이 나의 최후다, 아아,
쓸쓸하다. 한번이라도 좋으니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다, 아아, 단 한번이라도 좋으
니. 별은 무정하다. 기차는 어째서 오지 않는 것일까,(541~542면)

뜨거운 비애감을 토로하는 문길은 자신이 품었던 “이상”을 상실한 상태이
다. 문길의 “이상”이란 “만세 후의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이름을 흠모케 하”
는(539면) 것으로, 한 마디로 말하자면 입신출세이다. 미사오를 향한 문길의
사랑은 입신출세의 욕망보다 강하고 간절한 것이다. 동경으로 건너오기 전에
고향에서 품었던 꿈마저 잊어버리게 만드는 강렬한 감정, 상대의 무관심만으
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마음의 지향이 바로 문길의 사랑이다.
「사랑인가」에서 동경유학생 문길의 사랑은 억압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화자는 문길의 과거사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알고 있는 위치에
서 서술하지만 윤리적 관점에서 그의 사랑의 적절성을 따지는 도덕교사의
지위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문길의 사랑이 이성애적 금기를 넘나들거나 감당
하기 어려운 우울장애를 유발한다 하더라도 그의 욕망을 승화시키려는 서사
적 시도는 작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문길을 묘사하
는 과정에서 이광수는 그에게 비판적 시선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그의
감정을 절대화한다. 덕분에 「사랑인가」는 “한번이라도 좋으니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다”며(541면) 철도 자살을 기도하는 청년 문길을 무비판적으로 묘
사한 작품이 되었고, 독자들에게 문길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에게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텍스트가 되었다. 물론 이것은 김윤식이 말했던 것처
럼 이광수의 「사랑인가」가 “많은 점에서 당시의 그 자신을 짙게 내포하고
있”16는 작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16

김윤식은 이 작품에서 가장 “춘원다운 특징”은 “사랑 기갈증 콤플렉스”라고 말했다. (김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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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적 대중지를 표방한 잡지 『청춘』 8호에 게재된 「소년의 비애」(1917)
는 십대 후반 소년들의 생각과 감정을 다룬 소설이다. 동경유학생 이광수가
자신과 같은 동경유학생 문길의 이야기를 쓴 「사랑인가」의 경우와 달리, 「소
년의 비애」에서 이광수는 스물여섯인 자신보다 일고여덟 살이나 어린 인물
들을 형상화했으므로 그들과 충분한 심리적 거리감을 가질 만했다. 그럼에도
이광수는 작품에서 소년 문호의 심정적 좌절에 주목할 뿐 그에게 어른다움의
당위성을 변호하거나 그의 감정을 풍자하는 플롯 혹은 적대적 인물을 채택하
지 않았다.
「소년의 비애」는 문호의 “감상적이”17고 “다혈질인”(58면) 성격 묘사에서
시작한다. 열여덟 살 문호는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며 “천성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자기가 자유로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자매들을 다
사랑한다.” 이러한 문호의 성격은 “냉정하고 이지적인”(59면) 문해와 대조를
이룬다. 문호가 “시인”이라면(61면) 문해는 “도덕가”이다.
정육론을 주창했던 이광수는 문호와 문해의 성격을 대조하되 둘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문호에게 편향하여 그의 생각과 감정을 전면화하
는 방식으로 「소년의 비애」를 창작했다. 「소년의 비애」의 화자는 모든 인물
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오직 문호를 묘사하는 경우에만
해소되지 않은 그의 심리적 긴장 상태까지 서술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내적 갈등에 대한 실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든다. 독자는 문호의 서사
를 추체험하며 그에게 심정적으로 이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또한 “문
호는 문해를 사랑하건만 문해는 문호의 감상적인 것을 싫어”한다거나(59면),
자매들이 문해보다 문호의 소설을 더 좋아한다는 데서 알 수 있듯 소설은
문해보다 문호에게 창작적 탁월성과 인격적 우월성을 부여한다. 그로 인해

17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솔, 1999, 254면.)
이광수, 「소년의 비애」(『청춘』 8, 1917.6.), 『전집』 8,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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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비애」에서는 이성보다 감정을, 문학의 계몽성보다 미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주제의식이 생산된다.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난수의 결혼을 통해 드러난다. 문호가 “교제하는
여자는 오직 종매들과 기타 사, 오인되는 족매(族妹)들”인데(58면) 그중에서도
“특별히 난수를 사랑한다.” 난수는 감수성이 풍부하며 문호가 볼 때 시인의
자질이 있다. 그런 난수가 겨우 열여섯 살에 어떤 부잣집 열다섯 살 자제와
약혼을 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듯이 이광수는 「조혼의 악습」(1916)에서 “소
위 만물의 영장이라는”18 인간에게는 개체의 보존 및 생성뿐만 아니라 “무수
한 귀중한 목적이” 있다며 조혼제도를 반대한 바 있다. 문해에게 난수의 조
혼은 특별할 것 없는 일이지만 문호는 난수의 조혼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격정적으로 분출시킨다.
「소년의 비애」에서 조혼은 소년의 시절, 즉, 감정이 승하는 시기를 강제로
종결시키는 부정적 사건으로 의미화된다. 문호는 “이전에는 서로 안고 손을
잡고 하던 누이들이 차차차차 가까이 안기를 그치고 손을 잡기를 그치고
피차의 사이에 점점 다소의 거리가 생기는 것”을(59면) 슬퍼한다. 난수는 그
런 문호가 가장 사랑했던 동생이니 난수가 조혼 때문에 자신과 멀어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문호는 견딜 수 없었다. 문호는 난수에게 서울로 도망가자
는 제안도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난수를 “발길로”(64면) 차면서 물리적
폭력을 가하기까지 한다.
첫날밤을 보낸 후 비단옷을 입은 난수를 보며 문호는 “형언치 못할 비애와
혐오”를(64면) 느낀다. 난수의 남편을 보고는 “그 눈이 마치 죽은 소 눈깔
같이 보여” 구역질이 나기까지 한다. 난수 부부를 향한 문호의 혐오 감정은
자신의 좌절된 욕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문호는 결혼으로 인한 상징적
질서의 구속력이 작동하기 이전의 제도적 제약이 없는 친밀한 관계를 난수에
18

이광수, 「조혼의 악습」(『매일신보』, 1916.11.23~26.), 『전집』 1, 5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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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원했다. 결혼제도로 구획되는 자신의 한정적 위치를 수용하고 난수와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당연한 것으로 용인하며 살아가는 상황을 문호는 견
딜 수 없었다. 이제 문호는 난수를 혐오하고 때로 그녀에게 폭행을 가하기까
지 하는 병리적 인물이 되고 만다. 자신 역시 결혼을 통해 상징적 질서로의
입사를 수행하든지, 아니면 난수를 혐오하며 그녀의 곁에 머무를 것인지 문
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듬해 문호는 동경 유학을 떠나고 이 년 뒤에 돌아온다. 본문에 나타나지
는 않지만 문호의 아이가 세 살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문호 역시 난수의
결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소년의 비애」의
말미에서 문호가 자신의 아들과 문해의 아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은 상징
적이다.

문호는 하나이 자기의 아들이기요. 하나이 문해의 아들인 줄은 아나, 어느 것이
자기의 아들인 줄을 몰라 우두커니 우는 아이들을 보고 앉았다가 자탄하는 모양
으로,
“흥, 우리도 벌써 아버질세 그려. 소년의 천국은 영원히 지나갔네 그려.”
하고 웃으면서도 눈물이 고인다. (65면)

자신의 누이들을 향해 그토록 다감했던 문호의 면모가 정작 자신의 아이
를 향해서는 전혀 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문호의 감정적인 성격에 감춰진
내적 진실을 노정한다. “아직 여자라는 것을 모르”지만(58면) “천성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문호는 누이를 향한 애정과 애인을 향한 연정을
구분하지 못했다. 상징적 질서에 따라 감정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
이것이 바로 이광수가 문호를 통해 그려낸 소년의 시기이다.
감상적인 문호와 이지적인 문해의 성격적 차이가 사라진다는 의미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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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상징적 장면을 끝으로 “소년의 천국”은 종결된다. 결국 「소년의
비애」에서 다뤄지는 소년의 시절이란 감정이 이성에 승하는 시기이며 도덕
가보다는 시인의 시기이고 문학에 있어서 계몽성보다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시기인데, 주목할 것은 그 시기가 소년의 시절만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광수는 「소년의 비애」에서 이성에 대해 감정이 승리하는 시기를 인생 전반
이 아닌 소년의 시기로 한정시키는 자조적인 서사를 구성한 것이다. 「소년의
비애」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정육론의 논리가 아니라 정 많은 세계를
상실하여 비애를 느끼는 소년의 모습이다.
이광수는 문호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텍스트에 도입하지 않았고 감상적인
소년의 시기를 필수적인 성장기 통과의례로 의미화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문호를 무정한 조혼제도의 희생자로 형상화하여 독자들에게 ‘보여줬을’ 뿐이
다. 「소년의 비애」는 시인에서 도덕가로, 감정 위주에서 이성 위주로의 전환
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으로 의미화하지 않으며 다만 그 과정을 겪는
소년들의 곤혹스러운 내적 현실을 부각시키는 작품이다. 난수와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문호의 좌절된 욕망은 난수를 향한 폭력으로까지 이어졌으나
소설은 그러한 문호의 신경증적 증상조차 비판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물론
어떤 독자들은 문호의 그와 같은 돌발적 행위에 거부감을 느끼며 그와의
정서적 거리감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품은 문호의 증상에
대한 내적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기에 대다수의 독자들에게 문호의 절망은
그에게 공감하고 연민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여지가 더 크다.
『청춘』 9, 10, 11호에 연재된 「어린 벗에게」(1917)에서도 이광수는 일인칭
화자인 임보형을 무정한 세계의 희생자로 그린다. 다만 「소년의 비애」의 문
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임보형은 이제 자신과 대등한 인격을 지닌 타자의
비판과 마주한다는 점이다. 임보형은 막역한 친구 김일홍의 여동생 김일련을
사랑하지만 김일홍은 임보형이 기혼자라는 이유로 그와 김일련의 관계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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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다. 이때 임보형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오누이’와
‘혁명가’라는 합리화의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그의 논리가 충분히 설
득력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임보형이 풍자나 해학의 대상으
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어린 벗에게」가 서간체
형식의 소설이라는 점에 있다. 이광수는 소설을 임보형이 “어린 벗”이라는
모호한 대상에게 보내는 편지로 구성함으로써, 달리 말해 그에게 신뢰하는
“어린 벗”이라는 수신자를 제공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언술의 공간을 확보한다.
「어린 벗에게」는 화자인 “나” 임보형이 정체불명의 “어린 벗”에게 보내는
장광설로 시작된다. 임보형은 “어제 죽으면 어떻고 내일 죽으면 어떠며 어제
죽었으면 어떠”19냐는 자신의 생사관을 제시한다. 조선의 남녀는 계약결혼을
하고 “생식하는 기계”가(71면) 되는 “부모의 완구”라며 자유연애를 우회적으
로 옹호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그는 조선인을 사랑의 주체로 만들고자 한다.
“조선인의 애정은 두 잎도 피기 전에 사회의 습관과 도덕이라는 바위에 눌리
어 그만 말라 죽고 말았”다며 비판하는 그는 사랑의 본능을 억제하지 않고
“이를 자연한 방면으로 계발시켜 인생의 완전한 발현을 기할”(72면) 것이라
다짐한다. 임보형의 이러한 다짐은 곧 그가 기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장벽에
부닥친다.
임보형은 와세다대학 정치과 유학시절에 형제같이 지내던 김일홍의 소개
로 그의 여동생 김일련을 만나 그녀에게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누이여”로
(76면) 시작하는 이 편지에서 보형은 일련에게 “누이가 오라비에게 하는 그대

로”(77면)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달라 청한다.

그대여, 그대는 내가 그대에게 요구하는 바를 오해하지 말으소서. 내가 장난으로
19

이광수, 「어린 벗에게」(『청춘』 9~11, 1917.), 『전집』 8,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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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흉악한 맘으로 이러한 말을 한다고 말으소서. 내가 그대에게 요구하는 바는
오직 하나-아주 쉬운 하나이니, 즉 “보형아 내 너를 사랑하노라, 누이가 오라비에
게 하는 그대로” 한 마디면 그만이로소이다. 만일 그대가 이 한 마디만 주시면
나는 그를 나의 호신부로 삼아 일생을 그를 의지하고 살며 활동할 것이로소이다.
(77면)

임보형은 김일련과 자신을 오누이의 관계라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연애
감정을 합리화하려 한다. 하지만 그가 편지를 쓴 다음 “나는 벌써 결혼한
몸이니 다른 여자를 사랑함이 죄가 아닐까”(77면) 하고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것만 봐도 그가 김일련을 누이로만 여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
의 결혼이 부모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결혼에 자신의 자유의지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가 김일련을 진정으로 여동생과 같이 여겼다면
자신이 계약결혼을 했든 자유결혼을 했든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굳이 이러한
성찰을 할 까닭이 없다. 임보형은 누이와 오라비라는 호칭으로 자기 감정의
본질을 감추고자 한다.
오누이 간의 애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위장하려 했던 임보형의 시도는 김
일홍에 의해 좌절된다. 일홍은 보형에게 ”형은 기혼남자인 줄을”(80면) 기억
하라는 질책을 듣고 괴로워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린다. 이때 보형을 구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동족을 위함”의(81면) 마음이다. “‘동족의 교화’에 내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여 이에 나는 새 희망과 새 정력을 얻”었다고 보형은
고백한다. 하지만 민족운동의 사상이나 조직이 부재하므로 보형의 민족애는
추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민족에 대한
헌신으로도 일련을 향한 보형의 마음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보형
은 일련으로 인해 “한숨과 우울과 비애가 생기”고(81면) 꿈속에서 일련을 만
나기도 한다. 보형은 일련을 향한 마음을 동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승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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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하지만, 꿈에서도 일련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유추할 수 있듯 일련을 향한
보형의 감정은 그저 일시적으로 억압되었을 뿐이다.
종종 꿈과 현실이 뒤섞인 서술이 나타나기도 하거니와 보형의 언술이 감
정적 과장과 계몽담론을 통한 이성적 합리화를 동반하므로 그는 충분히 신뢰
할 수 있는 화자가 아니다. 그의 서술을 따라가 보자면 이후 그는 영국 의용
함대 프라타와 호에서 극적으로 김일련을 살리고, 상해에서 그녀의 간호를
받으며, 둘은 함께 소백산을 통과하는 기차를 탄다. 보형은 이제 일련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려 하지만 역시 “기혼남자가 다른 여성을 사랑함은 도
덕과 법률이 금하는 바”라는(87면) 사실을 떠올린다. 이때 보형은 자연과 인
위를 대립시켜 자연을 긍정하는 루소의 논리를 차용함으로써 일련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합리화한다.

인생의 의지는 자연이요, 도덕⋅법률은 인위며, 따라서 의지는 불가변이요, 절대
적이요, 도덕⋅법률은 가변이요, 상대적이라. 그러므로 오인의 의지가 항상 도덕
과 법률에 대하여 우월권이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내 의지가 현재 김양을 사랑하
는 이상 도덕과 법률을 위반할 권리가 있다 하나이다.(중략) 예수가 십자가에 박
힘도 상시의 도덕과 법률에 위반하였음이요, 모든 국사와 혁명가가 중죄인으로
혹은 천역을 하며 혹은 생명을 잃음도 영의 요구를 귀중하게 여기어 현시의 제도
를 위반함이로소이다. (중략) 나는 불행히 범인이 되어 정치상 또는 종교상 이러
한 혁명가가 되지 못하나 인도상 일혁명가나 되어 보려 하나이다. (87~88면)

보형은 기혼자로서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신이 종교적, 정
치적 지도자와 동일한 “혁명가”라고 생각한다. 이때 보형은 일련을 향한 자
신의 마음을 누이를 향한 마음으로 위장하지는 않으므로 그의 감정은 한층
솔직하게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법률적, 풍속적 위반을
합리화하기 위해 예수와 자신을 동일화하는 논리를 내세우는 등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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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된 자의식을 보인다.
보형을 향한 비판적 시선은 그의 무리한 합리화와 과잉된 자의식을 파생
시켰다. 앞서 문길과 문호는 자신의 감정을 사회적 규준에 의해 직접적으로
재단당하지 않았지만, 보형은 친구 일홍과 양심의 소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성찰을 강요당한다. 이러한 비판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려
하다 보니 자의식 과잉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어린 벗에게」는
보형을 무정한 세계의 희생자로 의미화하는 일을 포기하는 텍스트가 아니다.
이광수는 그의 말을 들어줄 “어린 벗”을 상정함으로써, 일련을 향한 자신의
애정은 오누이 간의 정이며 자신은 일종의 혁명가라고 말하는 보형의 주장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소설을 구성했다. 이때 “어린 벗”은 소설 속 편지의 수신
자이면서 동시에 소설의 수신자, 즉 독자를 향한 호명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보자면 이광수는 독자를 보형의 “어린 벗”으로 초대하여, 독자에게
보형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텍스트를 제공한 셈이다. 만약 보형이
내세운 오누이와 혁명가라는 합리화의 기제, 그리고 무정한 김일홍과 희생자
임보형의 구도를 수용할 수 있는 독자라면 그는 보형의 처지에 공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무정한 자의 회개와 공감 없는 연민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을 알리는 조서를 발견한 이광수는 다음
날 새벽에 오산학교 학생들을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 새벽기도회를 열었다.
나라 잃은 슬픔에 구약성경의 「예레미야애가」를 낭독하며 학생들과 함께 울
던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희망을”20 준다는
20

이광수, 「나의 고백」(춘추사, 1948.), 『전집』 7,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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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깨닫고는 “나는 주의 계명을 어기었나이다”라며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민족이 멸망
하리라는 예언을 한 덕분에 자기 민족에게까지 모욕과 박해를 당한 예언자
다. 3.1운동 이후 상해에서 돌아온 그가 제창한 「민족개조론」(1922) 역시 조
선인의 품성을 개조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에게 있어 조선인들
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종용하는 일은 온갖 비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수행해야만 하는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동정 함양을 위한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이광수의 소설을 볼 때 『무정』
(1917)과 「윤광호」(1918)에서 나타나는 주목할 만한 모티프는 바로 ‘무정한

청년들의 회개 혹은 그들에 대한 정죄’이다. 여기서의 ‘무정함’이란 차분하고
이성적인 기질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동정하지 않음’이
다. 비정한 세계의 희생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무정한 자를 질책하거나(「윤
광호」), 혹은 무정했던 자신을 반성하는(『무정』) 모습들은 이광수 소설의 주된

관심사가 점차 ‘사랑받지 못한 자’에서 ‘사랑하지 않은 자’로 옮아가고 있음
을 보여준다. 작가가 ‘사랑받지 못한 자’를 묘사하는 데 주력할 때 독자는
그에게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작가가 ‘사랑하지 않은
자’를 묘사하는 데 공을 들이면 정작 ‘사랑받지 않은 자’는 독자의 관심사에
서 뒷전이 되기 쉽다. 이때 독자는 ‘사랑하지 않은 자’의 경험을 추적하며
그에 비추어 자신을 반성하느라, 정작 ‘사랑받지 못한 자’의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일은 난망해질 우려가 크다. 왜 동정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하거나
자책하는 자를 바라보는 와중에 불행한 자에게 공감하는 일은, 직접 불행한
자를 접하며 그에게 공감하는 일보다 어렵다.
「윤광호」는 「사랑인가」와 마찬가지로 동성애 모티프가 나타나는 소설이
다. 부친의 사망과 모친의 재가 이후 동경 유학길에 오른 경제과 이학년 특대
생 윤광호는 자주 공허해하며 비애와 외로움을 느낀다. 친구 준원에게 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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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로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결국 윤광호는 친구의 애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은 “구체적 사랑”임을 깨닫는다.

광호는 막연히 인류에 대한 사랑, 동족에 대한 사랑, 친우에 대한 사랑, 자기
의 명예와 성공에 대한 갈증만으로 만족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누구나 하나
를 안아야 하겠고 누구나 하나에게 안겨야 하겠다. 그는 미지근한 추상적
사랑으로 만족지 못하고 뜨거운 구체적 사랑을 요구한다.21

「사랑인가」에서 문길이 사랑 때문에 잊었던 ‘이상’은 기껏해야 명예와 성
공에 대한 갈증 정도였다. 그런데 윤광호는 거기에 더해 친우애, 민족애, 그
리고 인류애보다도 한 사람과 나누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윤광호
의 상사병은 특대생이라는 사회적 인정이나 준원의 우정을 통해서도 치료될
수 없다. 정이 덕의 원동력이 되리라는 이광수의 믿음을 배반한다는 점에서
도 윤광호는 문제적이다. P를 향한 윤광호의 애끓는 감정은 인류애나 민족애
가 실은 공허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의식을 생산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광
수는 「사랑인가」의 문길처럼 윤광호만을 전면화하는 방식으로 소설을 창작
하는데 곤란함을 느꼈으리라 짐작된다.
실제로 이후 1920년대 초반의 이광수는 과거에 자신이 쓴 글들 중 일부는
쓰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한 바 있다. 「문사와 수양」(1922)에서
그는 건전한 문사를 “민중의 인도자인 성도(聖徒)”22에 비유했다. “불량한 문
사”가(354면) 사람들의 “덕성과 지혜와 용기와 건강을 마비”시키므로, 문인들
은 마땅히 “데카당스의 망국 정조”에서(357면) 벗어나 “덕성과 건강과 지식,
성직(聖職)에 합당한 건전한 인격”을(358면)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글

21
22

이광수, 「윤광호」(『청춘』 13, 1918.4.), 『전집』 8, 98면.
이광수, 「문사와 수양」(『창조』 8, 1921.1.), 『전집』 10, 삼중당, 1971, 3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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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는 지난 십여 년간 자신이 써온 소설과 논문들 중 “열에 칠, 팔은
아니 썼더면 하는 것뿐이”며,(355면) 자신의 글들이 “청년 형제 자매에게 해
독을 끼쳤으리라고 생각하면, 이 붓대를 잡은 손을 끊어 버리고 싶도록” 괴
롭다고 고백했다.
같은 달 『개벽』 19호에 게재된 「예술과 인생-신세계와 조선민족의 사명」
에서도 이광수는 “인생에게 기쁨을 주고, 활기를 주고, 향상을 주”는23 “생의
예술”과 달리, “사의 예술”은 “고통과 낙담과 타락과 갈등을” 준다며 그 예로
당시 유행하던 노래들인 “「카추우샤」, 「표박가」, 「심순애가」”를(367면) 꼽았
다. 「이상준이 편찬한 <신유행창가집>」에서 “카추샤 처롭다”24, “장차 어
에서 몸을 맛칠”(57면), “악수론정 는 것도 오날이요”(21면)와 같은
가사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이 창가들은 주로 비탄의 정조를 노래한다.
1925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문예쇄담-신문예의 가치」에서도 그는 “세기
말적 정조는 외아들 죽인 과부의 정조”25에 비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정조가
강화되면 “보오들레에르 모양으로 사를 찬미”하거나 “베를레에느 모양으로
압샌트의 독주에 자극을 구하거나” 아니면 “오스카 와일드 모양으로 부자연
한 남색의 쾌미”를 구하게 된다며 데카당스를 경계했다. 이렇게 봤을 때 동
성애 모티프가 등장하는 「윤광호」는 1918년의 이광수가 데카당스의 악영향
을 받은 결과물인 셈이다.
윤광호가 P에게 고백하자 P는 돈 없고 용모가 나쁘다는 이유로 그의 고백
을 거절한다. 말하자면 P는 사랑 대신 물질적 조건을 따지는 속물이기 때문
에 윤광호의 고백을 거절한 셈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P의 잘못이라 지적하기
는 어렵다. 윤광호의 고백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당위성이 P에게는
23
24

25

이광수, 「예술과 인생-신세계와 조선민족의 사명」(『개벽』 19, 1921.1.), 『전집』 10, 367면.
민경찬, 「이상준이 편찬한 <신유행창가집>」(삼성사, 1922.), 『낭만음악』 46, 낭만음악사, 2003, 10
면. 이 자료에 따르면 이광수가 언급한 노래들의 제목은 각각 「카추샤」, 「표박가」, 「장한몽가」이다.
이광수, 「문예쇄담-신문예의 가치」(『동아일보』, 1925.11.14.), 『전집』 10, 4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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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이다. 윤광호의 고백과 P의 거절은 모두 개인적인 일이다. P 역시
윤광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망을 가질 수 있는 개인이며, 윤광호의 감정
또한 민족이나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윤광호가 단도로 자결한 이후 준원이 P를 찾아와 “그대는 우리 친구 한 분을
죽이셨소”라고(104면) 정죄하는 장면에서 소설은 개인의 감정보다 중요한 도
덕명령을 생산한다. 윤광호는 “우리 친구”, 즉, 조선청년이므로 그에게 무정
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바로 그것이다.
「사랑인가」와 「윤광호」의 차이는 윤광호의 친구인 준원의 존재 유무에서
발생한다. 「사랑인가」에서는 문길과 미사오만 있었으나 「윤광호」에는 윤광
호와 P뿐만 아니라 P를 비판하고 윤광호를 옹호하며 동정의 함양을 종용하
는 준원의 자리가 있다. 「사랑인가」에서 문길은 이광수와 동일인물로까지
여겨졌으나, 적극적으로 정육론을 설파한 이광수의 모습을 감안할 때 「윤광
호」에서 그와 유사한 인물은 윤광호나 P가 아니라 준원이다. 윤광호는 한
개인과 나누는 내밀한 사랑이 관념적 인류애나 동족애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으나, P를 질책하는 준호의 논리를 통해 소설의 결말에서는 다시금 인류
애나 민족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결과적으로 정이 덕의 원동력이 되리라는
이광수의 믿음을 배반하는 사례였던 윤광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광수의
정육론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도구로 다시금 변모한다. 말하자면 이광수는
준원의 자리에서 P를 비판하고 조선청년들의 동정심 함양을 주장하기 위해
윤광호를 이용한 것이다.
준원에게 윤광호는 연민의 대상일지언정 공감의 대상은 아니다. 「윤광호」
의 결말부에서 준원은 윤광호에 대해 “부드러운 여자의 손”이 있었다면 괜찮
았으리라 생각하기까지 하는데, 이는 윤광호의 성적 지향을 부정하는 착각에
불과하다. 준원은 윤광호의 입장에서 생각할 의사가 없으며 다만 그를 불쌍
히 여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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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원은 더욱 광호를 불쌍히 여긴다. 만일 지금이라도 어떤 부드러운 여자의
손이 비참과 실망으로 파열하려 하는 광호의 가슴을 만져 주면 광호는 소복
(蘇復)할 여망이 있으리라.

그러나 준원 자신은 이미 광호에게 위안을 줄 힘이 없는 줄을 알았다.
(세상에 따뜻한 여성의 손이 많기는 많건마는.)

하고 준원도 눈물이 흐른다.
준원의 눈물은 다만 광호를 불쌍히 여기는 생각뿐이 아니요, 동시에 자기를
불쌍히 여김이었다.26

윤광호는 “빙세계에 나서 빙세계에 살다가 빙세계에 죽”었고,(104면) P는
빙세계에 윤광호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P는 윤광호를 사랑하
지 않았으며 추후 윤광호를 연애대상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따라서 P가 자신의 무정함을 반성하고 윤광호의 마음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만적 행위에 불과하다. 준원과 같이 P도 윤광호의 친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윤광호에게 필요한 것은 우정이 아니라 단 하나의 연정이다. 이러
한 역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체적 감각을 앞세워 P의 무정함을
질책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무정한 세계의 희생자인 윤광호 곁에 무정한
자인 P를 정죄하는 준원을 병치함으로써 소설은 윤광호를 공감보다는 연민
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다. 연민 또한 이광수가 말하는 ‘동정’이겠으나 정작
소설에서 동성애자인 윤광호는 병들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자신에게 ‘여자’가
있으면 괜찮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을 타자화하는 친구 준원을 곁에 둬야
했다. 이광수는 이러한 준원의 생각을 동성애혐오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윤광호」에서 무정한 세계의 희생자 윤광호 곁에 무정한 자를 질책하는
준원이 배치되었다면 『무정』에서는 사랑받지 못한 영채 곁에 무정한 이형식

26

이광수, 「윤광호」, 같은 책, 103~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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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한다. 준원이 P를 정죄하는 반면 형식은 스스로 참회한다는 점에서
『무정』과 「윤광호」의 차이를 찾을 수 있다. 『무정』은 일견 선형과 영채 그리
고 형식의 삼각관계를 다루는 것 같지만, 동정 함양을 위한 문학이라는 관점
에서 볼 때 선형은 그다지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선형은 무정한 세계의 희생
자도, 무정한 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선형과 영채가 대등한 연적의 구도를
형성할 수 없었던 까닭 중 하나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성학교 영어교사인 이형식은 “워낙 정직하”27여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정이 많은”(41면) 인물이다. 교사로서 “불쌍한
학생에게 특별히 동정을 표하”기도 하며 “재주 있는 학생, 얌전한 생학을
더욱 사랑하는 버릇이” 있다. 영채가 형식을 찾아와 자신의 아버지인 박진사
가 옥사한 사실을 알릴 때에도 형식은 “가슴이 터져오는 것을 아니 울면
어찌하”냐며(23면) 연민의 눈물을 흘린다. 박진사가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
길러낸 십여 명의 청년들 중 하나가 바로 형식이니 은인의 딸에게 연민의
정을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영채에게 있어 형식은 결국 무정한 사람일 뿐이다. 어릴 때 아버
지 박진사로부터 “소학 열녀전을 배운 까닭도”(26면) 있거니와 “너는 형식의
아내가 되어라”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며 자란 영채는 오직 형식만을 미래
의 지아비로 믿고 그에게 의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형식은 그런
영채의 소망에 부응하지 않는데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형식의 순결
콤플렉스에서 찾을 수 있다. 소설의 도입부에서부터 “아직 독신이라 남의
여자와 가까이 교제하여 본 적이 없”는(15면) “순결한 청년”이라고 설명될
만큼 형식의 캐릭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 순결 콤플렉스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다.
형식은 영채의 ‘처녀성’ 훼손 여부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다. 영채가 그간
27

이광수, ｢무정｣(뺷매일신보뺸, 1917.1.1~6.14.), 뺷전집뺸 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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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어온 “기구한 운명을 듣고”도(29면) 형식은 “영채의 그 몸이 그 악한에게
더럽혀지지나 아니하였으면” 하고 바란다. 그러고는 “그렇게 꽃송이같이 어
여쁘던 영채가 설마 그렇게 몸을 더럽혔을 리가 있으랴”며 자신의 의심을
부인한다. 영채는 옥에 갇힌 “아버지와 두 오라비를 건져내려고 기생”이(33
면) 되었지만, 형식은 영채가 “버린 계집”, “더럽고 썩어진 창기가”(38면) 되

었으며 그것은 “부모를 잊고 형제를 잊고 유혹에 빠져 그만 개똥같이 더러운
몸이” 된 것이라 생각한다. 영채가 아버지를 위해 내린 선택을 두고 그것은
아버지를 저버린 것이라 비판하는 것이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이 영채에게
공감하기란 요원해 보인다.
형식이 영채에게 무정한 사람일 수밖에 없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선형과
의 비교 때문이다. 형식의 순결 콤플렉스가 작동할 때마다 그는 영채와 선형
을 비교한다. “저 선형은 참 아름다운 처녀다. 얼굴도 아름답거니와 마음조
차 아름다운 처녀다. 저 선형과 이 영채를 비교하면 실로 선녀와 매음녀의
차이가 아닐까”라고(29면) 형식은 생각한다. 형식에게 선형의 마음이 아름답
다고 여기게 될 만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형식은 ‘처녀성’과
아름다운 마음을 동일시한다. 선형은 “선녀”, 영채는 “매음녀”라는 대조적
구도는 일회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서 반복된다. 형식은 영채의
‘처녀성’에 관심을 가질 때마다 선형은 “선녀 같은 처녀”라는(85면) 생각을
덧붙인다.
형식은 “일변 영채를 불쌍히도 여기고, 일변 영채가 더러운 듯이도 생각”
한다.(30면) 영채를 연민하되 혐오하는 형식의 역설적 인식은 “나는 영채를
구원할 의무가 있다”는(39면) 구원자 콤플렉스로 나아간다. “운수가 기박하
여 일시 더러운 곳에 몸이 빠졌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건져낼 책임이 있다”
고 생각하는 형식에게 영채는 기껏해야 연민의 대상일 뿐이다. 영채의 입장
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공감능력이 형식에게서는 발현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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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자신이 영채에게 무정한 사람이었음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다가 영채
의 자살시도 이후 노파와의 대화를 통해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정했음을 자각
한다.

“이선생이 잘못해서 죽었구려.”
“어째서요?”
“그렇게 십여 년을 그립게 지내다가 찾아왔는데 그렇게 무정하게 구시니까.”
‘무정하게’라는 말에 형식은 놀랐다. 그래서,
“무정하게? 내가 무엇을 무정하게 했어요?”
“무정하지 않구. 손이라도 따뜻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어떻게 잡아요?”
“손을 왜 못 잡아요? 내가 보니까, 명채......”
“명채가 아니라 영채야요.”
“옳지, 내가 보니까 영채씨는 선생께 마음을 바친 모양이던데, 그렇게 무정하
게 어떻게 하시오. 또 간다고 할 적에도 붙들어 만류를 하든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형식을 원망한다.
노파의 말에 형식은 더욱 놀랐다. 과연 자기가 영채에게 대하여 무정하였던
가. 과연 그때에 영채의 손을 잡으며 나도 지금껏 자기를 그리워하던 말을
할 것이 아니었던가.(132면)

노파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영채에게 무정한 사람이었음을 비로소 깨달
은 형식은 “옳아요. 내가 영채를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나를 위하여 살아
오던 영채를 내 손으로 죽였어요!”라며(132면) 괴로워한다. 자신의 무정함 때
문에 영채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형식은 무정한 세계의 희생자가 아니라
가해자이며 참회를 통해 갱생해야 마땅한 주체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
조차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후에 김장로를 통해 형식과 선형의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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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나올 때 형식은 “사랑하던 미인과 일생에 원하던 서양 유학”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에 찬 나머지 “영채가 마침 죽은 것이 다행이다 하는
생각까지”(135면) 한다. 형식의 회개가 이토록 일회적이고 무의미한 것으로
소비되고 마는 까닭은 결국 그가 참회를 통해 회복한 ‘동정’이 공감이 아니라
연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전에도 형식은 영채를 불쌍히 여
겼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형식의 회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가 아니다.
무정한 형식과 달리 영채는 무정한 세계의 희생자이다. 아버지 박진사가
투옥된 이후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살아온 영채는 “자기를 가장 동정하는 사
람”에게(32면) “실컷 신세 타령을 하”는 것 정도를 바라왔으나 “세상에서 만
나는 사람들은 백이면 백이 다 자기를 희롱하고, 잡아먹으려는 사람뿐이”었
다.(33면) 그런 영채가 “세상에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남자”가(60면) 바로
형식이었으나 “정작 만나고 보니 이형식은 나를 건져 줄 것 같지도” 않다.(69
면) 결국 영채는 자신은 ‘기생’에 불과하다는 자괴감에 괴로워하다 자살을

결심하게 된다.
무정한 세상에서 희생된 영채를 구원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신여성 병
욱이다. 병욱은 영채에게 당신은 “형식이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공연히 정절을 지켜왔”다고(154면) “힘 있는 목소리로” 말한다. “삼종지도라
는 것이 여러 천년간 여러 천만 여자를 죽”였다고(155면) 열녀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병욱 덕분에 영채는 구도덕에서 벗어나 “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될 계기를 얻는다. 그러니 영채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알며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형식이 아니라 병욱이었던 셈이다.
정리해 보자면 무정한 형식은 영채의 고난을 계기로 회개의 기회를 얻으
며, 무정한 세계의 희생자인 영채는 신여성의 계몽담론을 통해 새로운 주체
로 거듭나는 것이 『무정』에 나타나는 형식와 영채의 서사의 골자라 하겠다.
『무정』에서는 무정한 자의 회개가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정작 형식의 회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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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채에게, 그리고 형식 자신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소설의 말미에서 이들을 모두 한마음으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연민으로서의
‘동정’과 ‘불행한 민족’이다.
삼랑진 수해 현장에서 형식과 영채, 그리고 선형과 병욱은 “불쌍한 동포”
를(203면) 위해 사람들에게 “동정을 줍시사” 음악회를 연다. “문명이 없
는”(204면) 동포에게 힘과 지식, 생활의 근거를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그들 모두는 긴밀하게 결속된다. 무정한 자와 무정한 세계의 희생자가 병치
된 『무정』의 세계는 결국 민족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찬 조선청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어둡던 세상이 평생 어두울 것이 아니요 무정
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밝게 하고, 유정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가멸케 하고, 굳세게 할 것이로다”라고(209면) 힘차게 외치는 서술자는 이광
수 자신에 다름아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유정한 조선은 안타깝게도 공감보다
는 연민으로서의 ‘동정’이 넘치는 세계일 것이다.

4. 결론
일제에 의해 국권을 피탈당하는 민족의 아픔을 경험한 이광수는 조선의
청년들을 새로운 대한의 건설자로 정립하고자 했다. 무지하고 무능하며 무정
한 기성세대가 아니라 유식하고 유능하며 유정한 조선청년들이 만들어갈 새
로운 민족공동체를 그는 상상했다. 정의 자유로운 발현을 문학의 핵심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문학을 계몽의 수단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에게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견고한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논의는 1910년대
이광수의 소설을 조선청년들의 ‘동정’ 함양을 위한 텍스트로 보고 그의 소설
에 나타나는 무정한 세계의 희생자들과 무정한 자의 형상화 양상을 살폈다.

조선청년의 ‘동정(同情)’ 함양을 위하여, 혹은 공감에서 연민으로 미끄러지는 ‘동정’ | 박성태 109

「사랑인가」(1909)의 문길, 「소년의 비애」(1917)의 문호, 그리고 「어린 벗에
게」(1917)의 임보형은 모두 무정한 세계의 희생자들로 그려진다. 이광수는
이를 통해 조선청년을 비롯한 독자들의 공감과 연민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사랑인가」는 남성 친우인 미사오에게 성애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지만 그에
게 사랑받지 못하는 동경유학생 문길의 내면을 전면화했다. 문길의 감정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이광수는 애정의 구조를 조형하거나 이성애중심주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소년의 비애」는 감정적인 문호와 이성적인 문해의 차이가
누이의 조혼을 통해 소거되는 서사를 통해 조혼제도에 희생당하는 소년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광수는 소년의 시기를 감상적인 시기로 그리되 감정의
상실을 성장기의 긍정적 통과의례로 의미화하지 않았다. 「어린 벗에게」는
자신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는 기혼자 임보형에게 편지라는 안전한 언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혁명가’라는 자의식과 ‘누이’라는 합리화로 구성된 그
의 변호담론을 제시한다. 임보형의 자의식은 지나치게 과잉되고 합리화의
논리는 허술하지만 이광수는 “어린 벗”을 수신자로 하는 언술공간에 대항주
체의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다.
「윤광호」(1918)와 『무정』(1917)은 무정한 세계의 희생자들 곁에 무정한 자
와 무정한 자를 정죄하는 자를 배치한다. 「윤광호」에서는 사랑받지 못한 윤
광호 곁에 무정한 P를 정죄하는 준원을 둔다. 윤광호에게서 민족애의 지위는
개인적 사랑에 도전받지만 준원에게서 다시 민족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윤
광호는 이를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 준원은 윤광호의 성적 지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에게 여성이 있다면 병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하며 윤광호를 타자화한
다. 「윤광호」는 준원이 그러했던 것처럼 공감보다는 연민을 이끌어내는 텍스
트다. 『무정』은 사랑받지 못한 영채와 무정한 이형식의 서사를 병치한다.
형식은 순결 콤플렉스로 인해 영채를 가엾지만 부정한 존재로 여기던 자신의
무정함을 회개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공감 없는 연민의 주체이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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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는 형식이 아니라 신여성 병욱의 열녀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 구원받는
다. 『무정』의 인물들은 삼랑진에서 불쌍한 동포에게 문명을 주겠다는 다짐
하에 연민을 바탕으로 결속된다. 소설의 말미에서 이광수가 상상한 ‘유정한
조선’은 결국 공감이 아닌 연민의 공동체를 넘어서지 못한다. 조선청년들의
동정 교육과 관련하여 연민하되 공감하지는 않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 이광수
문학의 한계였다.
이광수의 관심이 ‘사랑받지 못한 자’에서 점차 ‘사랑하지 않은 자’로 이행
함에 따라 그가 소설을 통해 함양하고자 한 ‘동정’은 점차 공감 없는 연민으
로 축소되고 말았다. 누구보다 정육론을 강조했으며 ‘동정’을 지고의 정으로
여긴 이광수의 소설이 공감보다 연민에 적합한 텍스트로 변모해가는 양상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광수는 조선청년을 새시대의 주체로 만들고자 했고 그들
에게 ‘동정’을 배양하고자 했으나 그때의 조선청년은 공감 없는 연민의 주체
로 만족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동정심’을 말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감보다 연민을 먼저 떠올린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남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연민과 공감을 아우르는 개념
인 ‘동정’이 연민만으로 한정되는 현상은 공감의 어려움을 보여줄 뿐만 아니
라 공감교육의 필요성을 재고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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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For the Education of ‘sympathy’ of Joseon Youth, or ‘Sympathy’ that
Slides from Empathy to Compassion
Focusing on Lee Kwang-soo’s Novels in the 1910’s

Park, Seong-tae | Korea

University lecturer

This discussion regards Lee Kwang-soo’s novels in the 1910s as a text for cultivating the
‘sympathy’ of Joseon youths, and examines the aspects of portraying the victims of the heartless world and the heartless characters appearing in his novels.
Moon-gil in Is it Love(1909), Moon-ho in A Boy’s Sorrow(1917), and Im Bo-hyung in
To My Little Friend(1917) are all portrayed as victims of a heartless world. Through this,
Lee Kwang-soo tried to elicit sympathy and compassion from readers, including the youth
of Joseon. “Is it Love” depicts the inner world of Moon-gil, a Tokyo student who feels close
to sexual love for his male friend, Misao, but is not loved by him. “A Boy’s Sorrow” portrays
a boy victimized by the early marriage system through the narrative in which the difference
between emotional literacy and rational literacy is erased through his sister’s early marriage.
To My Little Friend presents his defense discourse composed of the self-consciousness of being a ‘revolutionary’ and the rationalization of ‘sister’ by providing a safe space for speech
to Im Bo-hyung, a married man who is not recognized for his love.
Yoon Kwang-ho(1918) and Mujeong(1917) place the heartless and those who condemn
the heartless next to the victims of the heartless world. In Yoon Kwang-ho, Jun-won sympathizes with Kwang-ho, a homosexual, but does not consider his sexual orientation. In
Mujeong, the form with the chastity complex repents of his heartlessness toward
Yeong-chae, but even after that, he still cannot escape from the subject of compassion without empathy. Since the characters of Mujeong are united based on compassion for their poor
compatriots, it is difficult for them to create a sympathetic Joseon beyond the community
of compassion without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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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위-실험 문학이 갖는 소수문학적
특성 연구
이인성, 『낯선 시간 속으로』를 중심으로

28이소연*

1. 들어가며
2. 소수문학으로서 전위-실험 문학이 갖는 위상
3. 『낯선 시간 속으로』의 소수문학적 특성
4. 나가며

| 국문초록 |

‘전위 문학’은 기존의 관념에 반기를 들고 그것을 해체시키려는 성향을 일컫는다.
하지만 한국문학사에서 전위문학이란 70-80년대 형성된 문지와 창비의 대립 구도 아
래에서 주로 순수문학과 모더니즘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언어의 실험과 형식
파괴를 통해 기존의 문학적 전통을 혁신하려 했던 일군의 작가들의 작품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었다. 민족주의적 민중 문학이 주도하던 80년대 문학장에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문학들은 민중문학론과 확실한 거리를 벌리면서 80년대 문학 담론에서 소
수적이고 예외적인 위치에 놓인다. 이러한 80년대의 전위 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들뢰즈와 가타리가 주장한 ‘소수문학론’이다. 들뢰즈⋅가타리는 소수적인
문학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꼽는다. 언어의 탈영토화,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직
접성의 연결, 언표행위의 집합적 배치다. 이인성의 연작소설 『낯선 시간 속으로』는

*

서강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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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볼 수 없었던 낯선 형식과 언어를 선보임으로써 80년대 문단에 큰 충격을 던
졌다. 그의 작품은 다수적인 언어 안에서 탈주선을 그리며 일탈하는 소수자의 문학으
로서 존재한다. 당대에는 소수문학으로 여겨졌던 전위-실험 문학들은 탈영토화의 움
직임을 통해 현실의 질서에 반기를 든다는 점에서 더욱 혁명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
다. 이 소설은 80년대를 지배하는 영토화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강도 높은 흐름
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중’에 대한 사유를 시도하는 탈영토적 에너지를 지
닌 텍스트이다.

주제어 : 전위 문학, 소수문학, 실험 문학, 탈영토화, 민중 문학, 아나크로니즘,

대항문화, 모더니즘, 문학 기계, 이방인-되기,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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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한 평자는 1980년대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그 시절을 특
별한 날들로 만드는 위력을 갖고 있”던 때라고 회고한다.1 70년대 군부 독재
에 저항하며 양강 구도를 만들었던 모더니즘 대 리얼리즘, 문지 대 창비 등의
대결 양상은 80년대 들어 훨씬 다원화되었으며 제 3의 길을 모색하는 시도도
새롭게 일어났다.
70-80년대 문학장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앞세운 민족주의적 민중문학이
공식문화처럼 여겨지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전위문학 작가들이 기성
문화에 저항하는 문학적 실험에 몰두했다. 한국문학에서 ‘전위 문학’이라는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된, 특정한 범주를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기존
의 관념에 반기를 들고 그것을 해체시키려는 성향을 일컫는다는 점에서 얼마
든지 보편명사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다.2 이 시기에 참여문학 진영 비평가들
에 의해 전유되었던 리얼리즘, 민중 같은 용어와 더불어 모더니즘적 언어
실험을 주로 지칭하던 ‘전위’ 역시 원뜻 외에 다른 함의가 더해지면서 신화화
된 측면이 강했다. 바꿔 말하면 이 시기 문학장을 둘러싸고 형성된 문화적
헤게모니 구도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들 용어들이 당대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어떠한 맥락에서 점유/전유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독재 정권에 항거해야 한다는 급박한 요청이 문학 및 사회과학 담론을
휩쓸던 가운데서 전위적인 형식 실험을 통해 사회에 충격을 던지려던 작가들
1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 『민족문학사 연구』 47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

2011, 226쪽.
이러한 ‘전위’란 용어가 지닌 모호한 특성에 대해 이인성은 직접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전위’는 어떤 기존의 관념에 충격을 가해 그것을 해체시키려는 반전통적 성향을 막연히 총칭할
따름이다. (...) 그래서 ‘전위’는 ‘전위적’이라는 형용사적 기능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고, 실험적
작법을 구사하는 작가들을 두루 지칭하는 용어로, 그리고 다분히 저널리스틱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이인성, 『식물성의 저항』, 열림원, 2000,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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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단아, 소수자 취급을 받았다. 주류에 속하지 못한 대항문화
(counter-culture)로서 좌충우돌 했던 전위-실험 문학 작가들이 맞서 싸우던 대

상은 다중적이었다. 첫 번째는 신군부 독재 하에서 가해진 정치, 사회적 억
압, 그리고 민중문학 계열의 비평가, 작가들, 그리고 자기 자신 즉 ‘전위’라는
이름 자체였다. 또한 이들은 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는 상업적인
대중문학과도 대결해야 했다. 아방가르드(avant-garde)란 말의 사전적 의미처
럼 전위를 이끌던 ‘소수적’ 작가들은 동시대 문화와의 접면에서 다양한 전선
을 형성하면서 문학적 자원을 축적해갔다.
80년대의 상황 속에서 전위-실험 문학이 전개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복잡한 헤게모니 지형에서 이들 작품이 갖는 위상을 한층 정밀하게
탐색할 수 있다. 신군부 정권이 내린 출판금지 조치에 의해 문학과지성, 창작
과비평 등의 주요 문예지가 폐간되자 80년대는 수많은 무크지, 동인지들을
낳는 산실로 바뀌었다. 특히 문지 동인들이 1982년부터 1987년까지 펴낸
무크지 『우리 세대의 문학』은 이인성, 정다비(정과리)이성복 등이 편집동인으
로 활동하였고 김정환, 황지우 등의 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80년대 전위 문
학의 근거지 역할을 했다. 이들은 70년대의 군부독재를 이어받아 더욱 교묘
한 억압기제를 통해 사회를 장악했던 신군부 권력에 저항하는 한편, 동시대
의 주도적인 문학적 흐름이었던 민중문학과도 선명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리
고 대중문화의 저변이 서서히 확대되면서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부상하기
시작한 상업적인 문학에도 대립각을 세운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산 수단이자
저항 수단이 철저하게 ‘언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문학의 현실
참여가 이데올로기적 비판이 아닌, 이데올로기 자체의 내적 해체라는 경로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이념은 80년대 전위 문학이 당대의 정치⋅사회적인 모순
에 맞서는 문지 2세대의 이념을 수립하는 근거가 된다.
한편 80년대 전위문학을 추구했던 작가들은 자신들이 당대의 정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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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위에서 위태롭게 서있다는 자의식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동시에 그로
부터 탈주선을 그리면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생성 중이었다. 문학사
의 과거와 현재는 그렇게 당시대의 좌표로부터 사라지는 ‘되기’의 수행에
의해 미래로 연결되었다. 때로 그것은 문학적 관습을 비롯한 일체의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가부장적체제에 균열을 내어 여성적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몸짓이 될 수도 있으며 정치적 억압, 산업화⋅상업화되
어 가는 현실에 풍자의 칼날을 대는 언어적 실천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
한 다양한 욕망과 불만의 분출은 중층적인 억압 기제에 억눌려있는 제3세계
적인 현실을 ‘리얼하게’ 재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읽히기도 한다.3
“남미의 붐문학처럼 ‘마술’로써, 또는 모더니즘적인 수법으로 ‘현실’을 비판
하거나 저항하면 안 되었는가?”4라는 질문은 실로 진영 투쟁으로 많은 정치
한 문학 논의가 환원되었던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을 항변하고 있다.
80년대의 전위문학의 문서고는 일반 독자에게도 낯익은 이름이 된 이인성
의 『낯선 시간 속으로』(1983)와 『한없이 낮은 숨결』(1989),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1983)를 비롯해서 오정희의 소설집 『유년의 뜰』(1981), 『바
람의 넋』(1986) 최승자 『이 시대의 사랑』(1981) 등의 기념비적인 저작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그밖에 이성복, 장정일, 오규원, 김승희, 김혜순 등
의 이름도 이 목록에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80년대 문학장에서 전위 혹은 실험적 문학으로 지칭되던 텍스
3

4

황지우는 그래서 “‘모던’한 것이야말로 리얼한 것이며 리얼리스틱한 것은 리얼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리얼리스트다, 굳이 원한다면 모던 리얼리스트다”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황지우, 「끔찍한 모더니티」, 『문학과사회』 5(4), 1992 겨울호, 1505쪽.
천정환, 앞의 글, 400쪽. 이러한 질문에 이어 “‘리얼’한 것들과 ‘리얼리티’의 힘은 20세기 초에
카프카가 그랬고 최재서도 의식했듯, 심리⋅환상⋅알레고리 등의 범주 때문에 침해 받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과 함께 재구성⋅갱신될 수 있다. (...) ‘시뮬라크르의 시대’ 혹은 파타피직스의
시대를 사는 오늘에도 ‘리얼한 것’은 여전히 추구될 수 있다.”(402쪽) 는 어찌 보면 당연한 논변을
덧붙여야 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한국 문학계에서 ‘리얼리즘’, ‘민중’이라는 용어가 특정 집단에
전유되어 강박적인 교의로 사용되었던 현실에 대한 비판도 섞여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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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을 이해하고 그 위상을 자리매김하기 위해 들뢰즈와 가타리가 주장한
‘소수(적) 문학’ 이론을 참고하기로 한다. 특히 1983년과 1989년에 각각 『한
없이 낮은 숨결』과 『낯선 시간 속으로』를 발표하여 한국문학에서의 전위를
독자적이면서 자율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한 이인성의 작품들을 집중적으
로 분석하여 한국 문학장에서 비주류에 속하는 소수 문학이 탈정체화
(disidentification) 운동을 거쳐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기

로 하겠다. 이인성의 소설은 ‘비평이 작품보다 앞서 갔던 시대’라고 평가되는
1980년대에 “문학 담론에 맞는 작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력 생산의 방식”에
의해 나타난 텍스트적 결과물로서 전위문학의 이념을 가장 적실하게 체현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5 유현성은 같은 논문에서 이인성의 『낯선 시간 속으
로』는 ‘문학 텍스트로서의 해체주의(혹은 후기-구조주의) 시도’로 볼 수 있으며
『한 없이 낮은 숨결』은 ‘해체주의의 텍스트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다. 또한 한정현은 “당시 주류라고 할 수 있었던 리얼리즘과는 다른 메타픽
션의 형식을 보임”으로써 “그 자체로 새롭게 형성된 억압에 대한 도전이자
비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인성의 소설 쓰기야말로 “그 자체로서
자기 반영, 자기 성찰의 행위가 되는 동시에 사회적⋅정치적⋅역사적 억압에
대한 문학적 저항”6이라고 고평하기도 했다. 그 가운데서도 본 연구는 작가
의 데뷔작이자 당시 문학장에 충격을 일으켰던 『낯선 시간 속으로』를 집중적
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5

6

유현성, 『이인성 소설의 해체주의 연구: 1980년도 문학 담론과 관련하여』, 건국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57-58쪽.
한정현, 『이인성 소설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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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수문학으로서 전위-실험 문학이 갖는 위상
80년대의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메시지보다는 언어와 형식
실험을 추구하는 문학은 민중 문학 계열의 평론가들에게 현실 인식이 부족한
소시민적 문학으로 비판받았다. 더욱 극단적인 입장의 비평가들은 언어의
해체, 분열적이고 자기 확신이 결여된 인물들이 등장하는 전위적인 작품들을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변혁에 대한 긴급한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고 우려했다. 한편 전위-실험 문학 작가들은 자신들이 한층 근원적인 층위에
서 현실의 질서에 저항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인성은 한국어를
소수적 언어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문법을 파괴하고 서사적 흐름을 교란시
키는 기법을 집중적으로 구사하는 대표적인 전위작가였다. 또한 황지우는
TV 광고 문구나 시사만화의 컷, 그리고 악보나 신문기사 등 다양한 기호들
을 삽입함으로써 시적 언어라고 여겼던 범주를 해체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전위문학에서 언어를 활용하는 방식은 이인성의 소설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몸이 말하는 방식, 통사론적인 문법을 벗어
나 심하게 더듬거리는 그의 말투는 외견상 실어증의 증상을 보인다. (...) 그것
은 타자의 육체성을 더듬고 있기에 더듬거리며 말할 수밖에 없는 언어이고,
의식의 끝에 개입하는 몸의 언어이며, 광기의 언어이다.”7 이러한 평가는 소
수문학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어떤 독자는 이런 문
학에서 언어가 의미로부터 탈주하여 지르는 비명, 더듬는 소리, 불연속적인
웅얼거림들을 듣는다. 이러한 효과는 말을 웅얼거려서가 아니라 ‘언어 자체’
를 더듬기 때문에 산출되는 것이다.” 나아가 소수문학의 작가들은 언어를
관습이 가지고 있는 주름이나 홈에서 벗어나 정신착란의 상태가 되게 한다.8
7

김동식, 「상처의 계보학, 또는 생성의 의미론」, 『낯선 시간 속으로』 해설, 문학과지성사, 2013,
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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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와 가타리는 체코 프라하에 사는 유태인으로서 독일어로 글을 썼던
프란츠 카프카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소수문학론을 펼쳤다. 두 철학자가
쓴 비교적 초기저작인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는 『안티 오이디푸스』
와 『천개의 고원』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 책에서
두 철학자는 이전 저작에서 펼쳤던 분열 분석과 욕망의 생산하는 작용에 대한
사유를 발전시켜 내재성의 장이자 탈영토화하는 기계로서 문학 작품을 해석한
다. 이들이 읽는 카프카는 공식적인 다수 언어를 사용해서 이를 소수적인 방식
으로 탈영토화하는 글을 쓴 작가였으며 이를 통해 당대의 현실에 반기를 들고
지배문화를 해체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실천을 감행한 혁명가였다.
들뢰즈⋅가타리에 따르면 소수문학 언어의 용법은 기존의 상태에서 끊임
없이 달아남으로써 불균형을 초래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동시에 변화하며,
의미와 형식 모든 면에서 안정을 거부함으로써 쉴 새 없이 진동하는 모습을
띤다. 그리고 그런 한에서 소수적 문학은 문학의 자율성을 구현하는 혁명적인
정치가 된다. 이러한 특징 역시 이인성의 소설이 추구하는 언어적 효과와 상당
히 일치한다. 들뢰즈⋅가타리는 소수적인 문학의 특징들 가운데 대표적인 특질
을 추려내어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바 있다. 언어의 탈영토화,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직접성의 연결, 언표행위의 집합적 배치가 그것이다.9 이러한 문학적
특징들은 당대 주류 문학의 흐름과 맞서서 창작되었던 이인성의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에도 마찬가지로 소수문학적인 예외성을 부여한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하는 소수적인 문학은 특수한 문학 형태가 아니며
문학의 종류나 속성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다. 또한 용어가 직관적으로 연상
시키는 것처럼 ‘소수적인 언어로 된’ 문학이라기보다는 다수적인 언어 안에
8

한의정, 「소수 예술: 들뢰즈의 미학과 아르 브뤼」, 『미학예술학 연구』 41권, 한국미학예술학회,
2014, , 219-220쪽. 한의정은 언어와 예술을 ‘더듬게 만든’ 다다를 모더니즘 흐름 안에서도 반기를
든 모더니티 내부의 소수문학으로 간주한다.

9

들뢰즈⋅가타리,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이진경 옮김, 동문선, 2001,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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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들어진 소수자의 문학을 지칭한다. 세간의 많은 오해처럼 이때 말하는
소수성은 양적인 면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다수는 평가의 기준이 되며
권력과 지배를 갖는 데 반해, 소수는 다수의 기준 밖에서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생성과 변화 중인 창조적인 존재이다.10 또한 소수문학을 소수자의 문
학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다. 소수문학은 소수자의 문학이라기보다 ‘소수
자-되기(becoming minority)’의 문학으로 이해해야 한다. 소수자가 다수자-되기
에 참여하는 경우, 다수자가 되며 마찬가지로 다수자도 소수자-되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80년대 문학장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창비 계통
의 민족, 민중문학이나 점차 지배력을 넓히던 상업적인 대중문학의 흐름에 저항
했으며 지배적인 마스터플롯과 소설 문법, 그리고 언어의 일상적인 용법을 파괴
했던 전위-실험적 문학의 작가들은 소수문학의 특질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
들뢰즈⋅가타리가 주장한 소수문학의 개념은 진은영의 글에선 ‘아나크로
니즘’11, 강동호에게선 ‘반시대적 문학’12 등의 용어로 변주된다. 진은영은
역시 카프카의 ‘소수문학’을 논하면서 ‘시대착오’라는 뜻을 지닌 아나크로니
즘이라는 용어를 굳이 강조하는 것에 대해 “예술의 동시대성을 위반하는 것
이 아니라 도래할 가까운 미래를 들여다보면서 현존하는 과거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배치를 만드는 운동으로의 당대적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진정으로 동시대적 활동 속에 불러들인다”13고 의미를 부여한다. 동시대의
지배적인 문화적 배치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가장 동시대적인 문학이 되는
‘반시대성’의 역설은 아나크로니즘과 유사하다. 80년대의 지형 속에서 주류
10

11

12

13

한의정, 앞의 글, 214쪽.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3,
203-204쪽 참조.
진은영, 「문학의 아나크로니즘: ‘작은’ 문학과 ‘소수’ 문학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 67집,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2012 참조.
강동호, 「반시대적 고찰: 1980년대 ‘문학과지성’과 『우리 세대의 문학』」, 『상허학보』 52권, 2018,
44쪽.
진은영, 앞의 글, 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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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해체하는 작품을 창작했던 작가들은
들뢰즈적 의미에서 소수적인 작가이며 ‘반시대적인’ 동시대성이라는 아나크
로니즘의 역설을 체현한 작가이다.
이러한 반시대성인 소수 문학에 대한 사유는 문학의 정치성에 대해 기존
에 갖고 있던 협소한 시각을 넓혀주고 혁명의 본질이 직관적인 구호나 주제
의 선명성이라는 단면적인 차원에 국한될 수 없는 문제임을 일깨운다. 탈영
토화를 지향하는 글쓰기-기계가 되는 것, 움직임을 포착하는 어떤 영토화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강도 높은 흐름을 생성하는 것이야말로 완고한 체제
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실천이 될 수 있다.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람이며, 기계 사람이고 실험적인 사람이다.”14라는 들뢰즈⋅가타
리의 언급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문학의 정치성은 작가가 ‘무엇을’ 쓰는가에
앞서 작가 자신이 문학 기계로서 ‘되기(becoming)’의 흐름에 참여함으로써 얻
어지는 효과이다.
한국문학의 상황에서 이인성을 비롯한 80년대의 전위-실험 작가들에게
카프카가 마주했던 것 같은 ‘민족어’ 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수 문학 작가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급진적인 언어 실험을 통해 “자기 자신의 언어를 소수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구했고 “자기 자신의 언어 안에서 이방인처럼 되는 것”
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15
다음 장에서는 들뢰즈⋅가타리가 소수문학론에서 언급한 소수문학의 세
가지 특징인 ‘언어의 탈영토화’,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직접성의 연결’,
‘언표행위의 집합적 배치’가 의미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소
수적 문학의 특질들이 이인성의 소설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차례로 살펴
14

들뢰즈⋅가타리, 앞의 책, 25쪽.

15

들뢰즈⋅가타리, 앞의 책,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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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과 함께 소수문학의 ‘소수성’이 단순히 구성원의
숫자, 규모, 영향력의 크기만으로 셈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학의
‘태도’와 목표 그리고 존재양식 자체에 걸쳐있는 복잡한 개념임을 규명하는
작업도 이루어질 것이다.

3. 『낯선 시간 속으로』의 소수문학적 특징
(1) 언어의 탈영토화

소수문학의 작가는 아버지의 상징계로부터 물려받은 ‘문서 언어’ 즉 공식
적 다수 언어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이인성의 소설에서
두드러지는 소수문학적 특징은 바로 이 언어에 새로운 강도들을 부여함으로
써 기존의 용법으로부터 탈주시키고자 하는 실험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는 점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많은 소수 문학운동들이 언어활동의 다수적
기능이 되기를, 즉 국가의 언어, 공식적 언어로서 복무하길 꿈꾸고 있지만
소수 문학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지배
언어에 균열을 내고 낯선 사용법을 만들면서 모든 공식화와 준거화를 피해가
려는 노력을 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러한 시도를 가리켜 ‘자기 언어 안에
서 이방인-되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노력은 외국어를 쓰듯 작품 속에서 더듬
거리며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진재남은 이인성의 소설
이 기존 문학이 강조하던 언어적 재현의 기능, 서사의 일관성을 해체하고
일탈하는 방식을 통해 언어 이전의 본질에 다가서고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언어를 비틀고 자르고 거기에 틈새를 만들며 이는 작품 속에서 쉼표와 말줄
임표의 빈번한 사용, 임의의 행갈이, 불규칙한 문단갈이, 문장부호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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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드러난다.16 구지연은 이러한 이인성 소설 언어의 전위성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로 혼종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즉 그의 소설이 연극, 영상,
시, 제의 등 다양한 장르들의 언어들이 차용, 전유되어 소설의 문법 체계와
결합함으로써 해체와 생성이라는 운동성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17
들뢰즈⋅가타리는 카프카를 위시하여, 이러한 언어의 탈영토화를 추구했
던 작가들을 차례로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카프카는 표상 체계에 근거한
모든 은유, 상징, 의미화로부터 언어를 탈영토화하여 언어의 비의미적이고
강렬도적인 사용18으로 전유했던 작가였다. 그의 소수적인 문학 안에서 “언어
는 이제 표상적이기를 그치고 그 극단 내지 극한을 향해 나아간다.”19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영어와 프랑스어로 창작 활동을 했던 조이스와 베케트
그리고 프랑스어를 갖고 극도의 강도 실험을 했던 아르토, 셀린 같은 위대한
작가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거명한다. 이들은 다수어인 프랑스어를 사용해서
비명-호흡을 만들기도 하고 최고조의 감탄문으로 바꾸기도 한다. 그밖에도
침묵과 중단, 장광설, 혹은 ‘그보다 더 나쁜’ 용법이 존재한다. 가장 강도 높게
언어의 탈주선을 그리는 작가들은 언어를 음악처럼 사용하는 이들일 것이다.
『낯선 시간 속으로』에서 작가는 서술자의 진술을 빌려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 태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연작의 첫 단편에서 작가는 서술자의
목소리를 빌려 다음과 같은 언어관을 피력한다. “뒤늦게, 그는 저 딱딱한
말들이 돌임을 알았다. 지금까지 그의 둘레에서 그를 억압하던, 버스 안의
사람들이 저만큼 짝지어 웅성대던 말들은, 거기에 비하자면 차라리 엷고 투
명하고 연약한 유리벽처럼 여겨졌다. 말-돌이 말-유리를 깨부수며 쏟아지고

16
17

진재남, 『이인성 소설의 탈서사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16-17쪽.
구지연, 『이인성 소설 연구: 장르 문법의 혼종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13-14쪽.

18

들뢰즈⋅가타리, 앞의 책, 58쪽.

19

들뢰즈⋅가타리, 앞의 책,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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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쏟아져 쌓이고 있었다.” (「길, 한 이십 년」, 57쪽)
주인공의 눈에 비친 세계 속에서 이미 해체의 징후를 드러내던 언어들은
이어지는 단편들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스스로 이를 자신의 몸을 통해 실현하
기 시작한다. 나아가 이러한 강도 높은 언어 실험은 문자를 해체해서 아나그
램(anagram) 혹은 구체시나 형태시의 기법처럼 도상적으로 사용하는 단계에
까지 도달한다.

①(...) 붉게 노랗게 푸르게 흔들리며 다가오는 그녀의 어깨 위로 춤추는 가수
의 목소리이이가아 우우울리일 때(,) 그녀의 웃음진 표정 앞에 휙 던지는 말
“커피 둘. 그리고 메모지 좀 주세요”와 동시에 돌아서는 그녀(,)의 잔등을 부드
럽게 타고 내리다가 한 순간 폭포처럼 곧이어 튀어오르는 물방울처럼 선율을
탄 내 시선 앞에 뿌옇게 일어나는 소리의 먼지가 푸른 조명 속에 스미고 그
너머로 멀어지는 탈 탈 탈의 입(,)과 입 속의 어어둠(!) 쿵 쿵쿠궁 쿵 드럼 소리
(!) 테이블을 두드리는 내 손(,) 가락 끝에 묻어나는 작은 단단함  노래를
따르는 네 작은 목소리 뾺 끝없어라~ 끝없어~ 를   헤치며 레(,)지(,)가
다시   다가오고 가볍게 건네진 흰 메모지 달그락거리며 내려진 커피잔 찰랑
이는 커어피 소오리의 향기 번져라~ 번져~ 가벼운 걸음과 허리의 교태로 거듭
떠난 저 아가씨(,)를 배웅하듯 웃음과 웃음 몸을 굽히면(?)...20

(「낯선 시간 속으로」, 245쪽)

20

이인성, 「낯선 시간 속으로」, 『낯선 시간 속으로』, 문학과지성사, 2013, 196쪽. 앞으로 이 책의
내용을 옮겨올 때는 인용구 뒤에 단편명과 쪽수만 덧붙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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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득히

열린

바다가
유일한
황홀한

진실처럼

죽음처럼
출,렁,거,린,다...
(「낯선 시간 속으로」, 258쪽)

①은 문자와 기호를 이용해 음악 혹은 노래를 지면 위에 구현하려는 작가
의 실험적 시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작가는 의성어는 물론 음표와 괄호,
알파벳, 말줄임표 등 다양한 기호들을 사용해 음악이 지닌 리듬감과 곡조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의미의 전달을 주로 담당해온 언어를 기존의 용도에서
탈영토화 시켜서 음성과 리듬을 전달하는 한편 제한된 영역에 사용되었던
음표, 괄호, 쉼표 등에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는 새로운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또 다른 방향의 탈영토적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험이다.
②에서는 같은 의미를 지닌 영어와 한국어 단어 ‘POST’와 ‘우편’을 각각
철자 단위로 해체해서 다양한 유희를 벌인다. 단어에서 떼어낸 철자들을 다
양하게 조합시키는가 하면 각각의 음소 기호를 90도, 180도, 270도 씩 회전
시키는 유희를 통해 본래 갖고 있던 단어의 의미에서 기표를 떼어낼 뿐 아니
라 이들을 도상적 기호로 전환시키는 과격한 시도마저 감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대하는 의미의 영토로부터 탈주하여 물리
적인 형태로 환원되거나 전혀 새로운 의미망에 포획되기도 한다.
③은 역시 단어의 배열을 통해 음악적 운율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
을 구사한 대목이다. 이 부분에서 언어는 띄어쓰기와 행갈이를 통해 행과
행이 일정한 형태를 이루도록 배열된다. 이러한 행 단위의 단어 배열 방식은
시연의 형태를 통해 이미지를 구현하는 구체시의 한 대목을 연상시킨다. 동
시에 여러 음계의 배열을 묶어서 동시에 여러 음으로 이루어진 화성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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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내는 악보의 대위법적 구조를 모방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의 탈영토화
기법들을 통해 언어는 기존에 갖고 있던 표상적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원래
갖고 있던 의미와는 다른 부가적인 의미 혹은 효과를 부여받는다.
그밖에도 이인성이 소설에서 사용한 언어 실험의 사례는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양상을 띤다. 『낯선 시간 속으로』 자체가 언어로 빚어
낸 한편의 거대한 실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홍정선에 따르면 “이인성의
소설에 와서 언어는 언어 자체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언어는 무엇을 의미하
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무엇이 되기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언어는 대상
과 떨어져서 언어가 대상 혹은 사물로도 될 수 있음을 이인성은 자신의 소설
에서 보여 준다.”21 그에 따르면 언어가 자율적인 힘을 갖고 정치성을 획득하
려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경유해야 한다.
한편 이인성의 소설을 종래의 언어라는 기표로 이루어진 양식이 아니라
음악 미학을 통해 해석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22 이는 이인성의 언어
실험이 언어적 표상의 단계를 넘어서서 소리와 비명, 호흡 같은 전혀 새로운
의미 구조로 탈영토화되는 단계로까지 도약했음을 드러내는 증거다. “이 소
설집의 목소리들은 모든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는 기존의 언어
체계에 부딪쳐 흩어짐으로써 살아남은 존재들”23이라는 논문의 결론은 이인
성의 소설이 다수언어의 체계 속에서 소수 문학으로서 생존해온 예외적이고
도 특별한 문학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다.

21
22

홍정선, 「언어 의식과 서술 방법-이인성론」, 『우리 시대의 문학』, 4권, 1986, 243~244쪽.
홍정희는 논문에서 아도르노의 음악 미학을 사용하여 이인성의 소설 『한없이 낮은 숨결』(1989)을
분석하는 독특한 시도를 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이인성의 글이 아도르노가 분석한 말러 음악의
특징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설을 펼치자 환영의 목소리가, 일종의 리듬과 가락을 지닌
목소리-음악이 시작된”다고 말하며 이제껏 문학 연구자들이 작품을 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이한
접근을 시도한다. 홍정희, 「이인성 소설 『한없이 낮은 숨결』의 음조(音調)와 어조(語調): 아도르노

23

의 음악 미학을 경유하여」, 『한국언어문화』 68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410쪽.
홍정희, 앞의 글, 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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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학의 정치성
들뢰즈⋅가타리가 꼽은 소수적인 문학의 두 번째 특징은 문학의 정치성
논의와 관련이 있다. 소수문학에서는 모든 것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소수문학 안에서는 각각의 개인적인 문제는 직접 정치적인 것으로 연
결되며 가족 삼각형 역시 그것의 의미를 규정하는 상업적⋅경제적⋅관료적
⋅법적 삼각형과 결부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테면 들뢰즈와 가타리는 카프카의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를 독해
하면서 그 안에서 강압적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이디푸스적
갈등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단순히 가족의
범주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카프카의 편지에서 신경증적 유
형의 오이디푸스 관계의 확장 가능성을 읽어낸다. 즉 독자는 카프카가 이야
기한 부자 간의 갈등 관계로부터 더 큰 문제인 사회적, 정치적 프로그램의
투사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들뢰즈 가타리가 말한 ‘오이디푸스의 확
장’ 즉 “우주의 오이디푸스화”24는 이인성의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명제이다. 카프카와 마찬가지로 이인성의 작품에는 아버지와의 관계
에서 발생한 다양한 억압, 강박증, 콤플렉스 등이 주요한 주제로 다뤄지며
특히 작가의 삶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진 『낯선 시간 속으로』는
대부분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후회, 번민에서 출발한 사건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소설의 전체적인 구성은 네 편의 중단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의 구조를
취한다.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주인공이 군대에서 제대한 1973년
겨울에 시작되어 1974년 봄을 거쳐 그해 겨울에 이르는 시간적 순서를 따르
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들의 구조는 선조적인 시간대에 근거한 플롯을 오히
24

들뢰즈⋅가타리, 앞의 책,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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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파괴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다. 이 소설은 복수의 시간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동시에 혹은 수시로 교차하거나 심지어 역행하기도 하면서 전통적
인 서사 형식에 익숙해진 독자를 혼란에 빠뜨린다. 또한 그의 소설 속에서는
일인칭과 삼인칭의 뒤섞이거나 바뀌기도 하고 갑자기 이인칭의 ‘당신’을 호
명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형식적인 실험은
앞서 언급한 언어의 실험적인 활용과 함께 관습적인 서사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깨뜨리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한편 『낯선 시간 속으로』에 사용된 수많은 형식적인 파격은 오이디푸스
적 ‘아버지 죽이기’ 욕망이 글쓰기에 투사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인성을 비롯
해 많은 전위적인 작가들이 즐겨썼던 우상 파괴 전략은 이전 세대와의 단절
이후 독자적인 소설 문법을 만들고자 하는 자식 세대의 열망을 예술적으로
승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나는 과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할아버지처럼 행동했어. 나는
당신들에 대한 반항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사실
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버지의 책을 베고 잠 자며 할아버지와 같은 믿음
을 꿈꾸고, 그 핏줄의 밥을 먹은 거야. 나에겐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 세월의 무덤」, 112쪽)

“아버지! 당신께서도 죽어서 법이 되셨습니까?” (「지금 그가 내 앞에서」, 144쪽)

기존의 양식을 깨뜨리려는 정치적 욕망은 소설의 형식 뿐 아니라 내용과
주제 면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소설의 주인공은 구세대적 법과 질서
를 상징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달아나려고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점
에서 반전통적인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도 결국 오이디푸스적 인물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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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습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성장 서사를 따른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 삼대를 통해 이어지는 가부장적 질서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세상으로부
터 뛰쳐나오게 하는 원인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몸짓을 통해 더욱 세상에
단단히 결박시키게 하는 양가적인 힘으로 작동한다.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
는 군부 독재에 의해 억압당하던 사회 현실에 대한 정치적 구호나 실천적
담론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던 당시 문학의 추세로부터 탈주하는 의지를 확고
하게 드러낸다.
연작소설의 첫 단편인 「길, 한 이십 년」에서 독자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로 인해 주인공은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
를 한다. 이 소설은 부대에서 제대복을 입고 막 사회로 복귀한 주인공의 의식
의 흐름을 쫓아간다. 군대와 아버지의 존재라는 속박에서 벗어난 주인공은
마음의 줏대를 잃어버리고 허물어진 상태에서 이곳저곳을 헤매며 음주와 방
황을 일삼는다. 이는 곧 근대문명에서 아버지라는 존재와 아버지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초자아적 권위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인성의 소설에
서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아버지의 죽음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의식, 이런 현실로부터 달아나고자 하는 의지 등이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작품 전반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울음기가 섞이며 “네가... 처음 죄를 지
은 후... 사흘을 앉아... 굶으시더니... 흐윽... 그리구... 줄곧 앓아... 누우시더
니... 흐흐... 네가 나온다던 날... 온다면서... 네가 오니까... 일어나 앉아야 한다
더니... 그만... 흑흑... 그렇게...” 그가 말을 잃고 사물에 기댄다. (...) / 갑자기,
다시 화면으로 바뀌는 배경막. 커다랗게 확대된 신문 기사: ‘부친 살해범 수사
망 압축’ 군중들이 그 앞에 모여 서 있다.
(「지금 그가 내 앞에서」, 147-149쪽,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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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주인공의 일생에서 일어났던 일회적인 사건
으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소설 속에서 재생되고 메아리치고 주인공의 분신
들을 통해 의식의 무대 위에서 재상연된다. 그리고 마침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이러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얻은 상처를 마음속 받아들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돌이킬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313쪽)는
운명애적 결단을 내리는 순간과 함께 마무리된다.
이밖에도 소설 속에는 실제의 ‘아버지’ 외에도 가국(家國)주의적 현실을
반영하는 존재 즉 엄혹했던 시절의 정치 권력, 경찰 및 사법 권력, 검열과
감시 체제 등을 은유하는 존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특히 소설에서는
70-80년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라디오 뉴스 소리, 신문 기사 등이 중요한
소재 혹은 장치로 활용된다. 직접적인 풍자의 의도도 있었겠지만 작가는 이
러한 장치들을 사용해 초자아적 통제가 지배하던 시절의 불안한 분위기를
끊임없이 조성한다. 이를테면 무대 위에 끌려올라간 주인공을 심문하는 남자
의 목소리에서도 당시 엄혹하던 국가의 통제와 폭력을 읽어낼 수 있다.

“자네를 내보내기로 결정했네.” “내, 보내다니?...”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또는 기가 막히다는 투로, “그게, 무슨 소리요?” “법이 그것을 허락했네. 법의
관용이다.” “법?” “자, 일어나라.”

(「지금 그가 내 앞에서」, 123-124쪽)

소설이 정치적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을 때에도 당대의 억압적인
정치적 상황은 등장인물의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작품 속의 서사세계 전면
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등장인물의 고뇌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함으
로써 소설의 여러 사건과 갈등을 생성한다. 요컨대 이인성의 소설에서 정치
는 오히려 지엽적이거나 비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세
계’이자 실존의 조건 자체로 작용한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아버지의 법으

1980년대 전위-실험 문학이 갖는 소수문학적 특성 연구 | 이소연 133

로 상징되는 일체의 질서와 억압으로부터 탈출하고 자율적인 주체로 재탄생
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정신적인 투쟁을 그림으로써 더욱 근원적이고 급진적
인 층위의 정치적 혁명을 촉구한다. 이는 근대소설의 기율이었던 인과성과
일관성 나아가 세계관의 총체성 같은 법칙이 무너지고 세계의 무/비목적성
과 개인의 자율성이 중시되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근대 세계의 질서로부터 탈주하고 새로운 질서가 적용되는 또 다른 ‘낯선’
세계를 열겠다는 주체의 의지가 소설의 형식과 내용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
소설의 분열적이면서 해체적 형식은 이렇게 내용과 함께 조응한다.
이인성의 소설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그로부
터 탈주하려는 양가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것은 소수적인 문학이 위치한 시대
적인 딜레마에 대한 정치적인 반응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인성은 당시 문
학장의 주류를 형성했던 민중 문학 작가들과는 달리 특정 시대에 한정된
정권 차원의 혁명을 넘어서서 독재적이고 폭력적인 정치를 낳은 교조적이고
권위적인 문명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3) 언표 행위의 집합적 배치
『낯선 시간 속으로』의 이러한 정치성은 들뢰즈⋅가타리가 소수 문학의
세 번째 특징으로 거론한 ‘언표 행위의 집합적 배치’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된
다. 들뢰즈⋅가타리는 “소수적인 문학에서는 각각의 작가가 말한 것이 이미
하나의 공동 행동이고, 그가 말하거나 행한 것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이다”25
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주장은 소수적 작가가 쓴 글들이 개인적인 차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 차원에 속하면서 그 배치를 표현한다는 사실을
25

들뢰즈⋅가타리, 앞의 책,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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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문학에서 작가는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글쓰
기-기계, 문학-기계로서 집합적인 배치를 생성하고 그가 쓴 문학 속에 등장하
는 인물들 역시 기계적 배치로서 작동한다. 따라서 소수문학은 선재하는 통
일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중인 다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된다.26 이
러한 소수문학 속에서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언표행위의 집단적인
배치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들뢰즈⋅가타리는 “문학 기계만이 그같은 환경에 처한 다른 모든 곳에서
결여되어 있는 집합적 언표행위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며 그로 인해 “문학은
민중의 문제”27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80년대의 화두가 되었
던 ‘민중’이라는 단어를 재삼 의미심장하게 사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때의
민중은 민족주의적 민중 문학 진영에서 점유/전유했던 개념인 ‘민중’과는 당
연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 같은 맥락에서 이인성 역시 80년대 상황 속에서
민중이란 개념을 특정 운동에서 전유된 의미로만 한정시키는 데 대해 깊이
사유했다는 흔적을 소설에서 드러낸다.

야, 역사적으로 볼 때 연극이란 건 애당초 민중을 기반으로 자란 거야. 그런데
서구 부르주아 연극이 그대로 이식된 오늘날 우리 연극이란 게 이런 식으로
반민중적이니... 잠깐...,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 같은걸. 니 말마따나 역사적으
로 보자면, 서구 근대 연극은 부르주아 계층의 등장과 함께 생겨났는데, 그
초기의 부르주아가 지금의 민중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도대체 민중이 뭔가를
우선 따져봐야 할 거고, 또 모든 게 달라진 지금 이 시대의 연극이 겨냥할
게 단지 그런 계층 문제로만... (「낯선 시간 속으로」, 199-200쪽, 강조는 인용자)

26

아르노 빌라니 외 책임편집, 『들뢰즈 개념어 사전』, 아르노 빌라니 외 책임편집, 갈무리, 2012,
254쪽.

27

들뢰즈⋅가타리, 앞의 책,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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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카의 소수문학을 민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80년대 한국 민중
문학에서 지향하던 방향성과는 사뭇 다르다. 마찬가지로 이인성의 소설을
소수적이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민중성은 민족주의 논리를 실현할
주체로서 특정 계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문화 안에서 이방인되기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미래 혹은 ‘전미래’적인 개념이다. 들뢰즈
철학에서 말하는 소수적 문학에서 개인들은 내재성의 장 안에서 작동하는
문학-기계가 되어 스스로 증식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선분화되지만 또한 끊
임없이 모든 선분 위로 흘러가는 존재”28가 된다.
이인성의 소설 속에서 서술자와 작중인물을 집합적인 배치로 바라보는
인식은 소설에서 그, 우리, 그들, 너 같은 등장인물들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
를 수시로 혼용, 남용, 전용하는 기법으로 표현된다. 인물들의 일관성과 통일
성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이들은 소설 속에서 점차 서술자나 인물로서의 특징
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기계적 배치를 가리키는 표식으로 바뀌어간다. 소설에
서 일인칭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 ‘그’라는 삼인칭으로 끊임없이 대상화
될 뿐만 아니라 소설이 진행되어 갈수록 복수의 개체로 끊임없이 분화되는
과정을 겪는데 이는 서술의 시점과 초점의 일관성이라는 소설의 기본적인
문법을 해체하며 의식의 분열 상태를 재현한 것이다. 이를 위해 1인칭과 2인
칭 그리고 3인칭이 겹치는 상황을 표시하기 위해 나, 너, 그, 우리 같은 인칭
대명사를 붙여 쓴다든지(그-나),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해 기존의 통사구조
와 연대기적 흐름, 공간의 일관성을 파괴하는 문장을 구사한다든지 하는 기
법들을 종횡무진으로 구사한다.

28

들뢰즈⋅가타리, 앞의 책,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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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나뉘어, 셋, 넷, 다섯으로 나뉘어, 그는 얼마나 더 떠돌아야 할까? 그래야
떠나가 돌아갈 수 있을까?

(「길, 한 이십 년」, 53쪽)

그와 그들이 얽혀 있는 이 방. 믿음의 편차와 의혹과 그들 내부의 새로운 관계
와 저 혼자의 몸짓을 숨기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우리’로 남을 것인가?
꺼져가는 ‘우리’의 불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겠
는가? 아직도 무엇을 더 유보시키려는 것일까?... 그러면 막연히 그들에게 돌아
와 있는 그, ‘그’의 ‘나’는 이제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그는 자기 자신에
게 삼인칭의 거리를 두며 질문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새로 꿈꾸는 것 자체가
지금의 그의 몫이 아니지―하고, 그는 다시 삼인칭으로 대답했다.
(「그 세월의 무덤」, 82쪽)

소설의 초반부에서 ‘나’라는 존재가 텅 빈 익명성으로 와해되고 ‘너’, ‘그’
라고 호명되는 존재와 뒤섞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인공은 고전적
인 ‘주체’로서의 자아가 타인 나아가 타인이 복수화된 ‘저희들’과 ‘우리’ 무리
와 혼융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는 글쓰기는 근대
소설이 주로 “존재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던 데 반해 성장 또는 추구의 마스
터플롯을 해체하면서 “의식하는 존재의 미시적 분화를 감행한”다는 특징을
보인다.29 「길, 한 이십 년」의 서술은 1973년 겨울과 1974년 봄의 시공간을
겹쳐놓고 진행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이 첫 단편을 시작으로 『낯선 시간
속으로』의 전체적인 구성은 겹칩과 분화, 비약과 단절을 특징으로 하는 극도
의 실험적인 형식을 취하면서 의식의 일관성을 해체한다.
소설 속에서 작중인물들은 거울상, 극중극의 장치와 더불어 숱하게 많은
정신의 분열과 혼돈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는 자아의 상실이라기보다 (들뢰즈
⋅가타리에 의해 ‘민중’으로 표현되는) 생성하는 다수성 안에 휩쓸려 무한한 내재
29

정연희, 「존재의 동요로서의 글쓰기: 이인성의 「길, 한 이십 년」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5집,
민족어문학회, 2007, 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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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장 속으로 확장되는 강도 높은 생성, 탈영토화의 경험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주저 없이 거울의 방문을 열고 들어선다. 동시에, 기계적으로, 우리의
분열이 사방 팔방으로 퍼진다. 우리는 움직임을 따라 번지는 우리의 분열된
영상들을 휘둘러본다.(...) 팔과 팔이 허공 속에서 얽히고 너와 나 사이의 어떤
힘이 우리의 발을 동시에 이끌고 우리의 두 몸은 비어 있는 공간의 완성을
위해 어떤 형태를 향하여 나아간다 우리는 이 모든 분열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분열의 한 가운데서 불굴의 실체로 존재하는 서로의 정신과 육체를 으스러지
게 껴안는다...

(「낯선 시간 속으로」, 305쪽)

앞에서 차례로 살펴본 것처럼 이인성의 소설은 80년대라는 복잡한 상황에
서 특정한 이념과 도그마에 얽매이길 거부하고 상징계적 문법, 상품화되어가
는 현실, 타율적으로 부과된 정치적 구호와 맞서는 의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신을 ‘나’로 고정시키는 과도한 자의식으로부터도 탈주하기 위해 그는 소
설 속에 몇 겹의 연극적 장치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서술
자, 등장인물, 그를 바라보는 관중, 그에 의해 관찰당하는 배우, 연출가 등으
로 분열시킴으로써 개인의 협소한 의식으로부터 탈영토화하는 실험을 멈추
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주체, 삼중체를 만드는 무제한적인 분열적 증식과
변형을 통해 작가는 소설을 내재성의 장으로 바꾸었으며 그 안에서 새로운
선분을 열고 언표의 배치를 가속화하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만든다. 이
는 카프카가 소설 속에서 “주체(즉 권위적 저자)가 아니라 스스로 증식하는
일반적 기능인 K로 변하”는 실험을 했던 것과 일치한다.30 즉 들뢰즈 가타리
는 소설 속에서 K는 하나의 인물이나 서술자가 아니라 기계적인 배치로,

30

박은주, 「카프카의 탈영토화하는 글쓰기: 들뢰즈와 가타리의 카프카론」, 『카프카연구』 13, 한국카
프카학회, 2005,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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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고독 속에서 거기에 잇닿아 있는 언표의 집합적인 담지자로 변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배치의 발견 내지 법의 해체’31가 일어난다고 해석한다.
이것은 이인성의 소설적 주체 또는 행위자가 타자-되기, 이방인-되기를
경유하여 지각할 수 없는 것-되기의 상태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쓰는 소설을 작가 개인의 발화 수준을 넘어서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민중 집단’의 발화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그것이 문학이 도달할 수 있는 혁명적 상태이며 기존 의
억압적인 정치적 질서를 해체해 자율성을 획득하는 방법이라고 본 것이다.

4. 나가며
소수문학은 지배적인 정체성으로부터 탈주하려고 했지만 그 탈주에 성공
해서 자신의 영토를 만들고 안주하는 순간 스스로 와해되는 운명에 처한다.
이인성이 「‘전위’의 인식, 그리고 소설」이란 글에서 전위라는 용어에 거부감
을 표시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는 ‘전위’ 조차 ‘민중’ 못지않게 화석
화된 기표이자 신화가 되어 엘리트 지식인들에 의해 점유/전유되는 사태를
경계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1980년대 한국 문학장에 펼쳐진 전위 문학의 모습과
의의를 진단하기 위해, 들뢰즈와 가타리가 주장한 ‘소수문학론’을 한국의 현
실에 맞추어 적용시켰다. 그 가운데서도 이인성이 1983년에 발표한 『낯선
시간 속으로』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80년대 전위 문학이 지닌 소수문
학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전위는 전위를 ‘전위’라는 이름 아래 고정시키고 물화하는 압력에 맞서
31

박은주, 앞의 글,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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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하는 힘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대의 정점 혹은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
게 서있다는 자의식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동시에 그로부터 탈주선을 그리면
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생성하려 했다. 문학사의 과거와 현재는 그렇
게 당시대의 좌표로부터 사라지는 ‘되기’의 수행에 의해 미래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80년대의 전위 문학이 한 시대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혁명의 맨 앞자리를 다투면서도 ‘전위’라는 용어로 고정되기
를 거부했던 부정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기 자신조차 해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운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운 도저한 자기반성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80년대 문학이 문학사의 지나간 한 장으로 박제되지 않
고 끊임없이 현재로 돌아오는 생성적 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그 80년대의 유산을 지닌 작가와 비평가들이 지금의 정체된 문학장
권력과 관성화된 문법들을 해체하고 혁명적인 상상력과 실천을 통해 기존의
고착된 언어와는 ‘다른’ 문학을 꿈꾸며 탈주선을 그릴 때만 가능하다. 그런
수행만이 2021년에 80년대 문학을 읽으면서 ‘동시대적인’ 영감을 받는 일을
현실태로 만든다. 동시에 이는 도래할 미래를 꿈꾸면서 반시대적인 글을 썼
던 80년대의 작가들에게 ‘현재적인’ 생명을 불어넣는 사후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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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inor Literature of
Avant-garde Literature in the 1980s
Focusing on Yi In Seong’s Into a Strange Time
Yi, Soh-yon | Sogang

University

“Avant-garde literature” refers to the tendency to dissociate and deconstruct existing
ideologies. However, in Korean literature, avant-garde literature was used to refer to the
works of a group of writers who tried to innovate existing literary traditions through language experiments and format destruction, taking a stance on pure literature and modernism under the confrontation between Moonji and Changbi in the 70s and 80s. The
avant-garde and experimental literature in the 80s, led by nationalist people’s literature, is
placed in a minority and exceptional position in literary discourse in the 80s, opening a clear
distance from people’s literature. It is the “minority literature” theory that Deleuze and
Guattari claimed to help them understand the avant-garde literature of the 80s. Deleuze
and Guattari referred to literature created in minority languages within the dominant culture as “minority literature” and cited Kafka’s works as representative works of minority
literature. Deleuze and Guattari named three characteristics of minority literature: First, the
de-territorialization of language, second, the connection between personal and political directness, and third, the collective arrangement of locutionary acts. Yi In-seong’s serial novel
Into a Strange Time shocked the literary field of the 80s by presenting unfamiliar forms and
languages that had never been seen before. Yi’s works exists in the literature of the minority
who deviate by drawing a line of escape in majority languages. The avant-experimental literature, which was considered minority literature at the time, is considered to contain more
revolutionary energy in that it rebels against the order of reality through the movement of
de-territorialization. Into a Strange Time is a text with a de-territorial energy that not only
creates an intense flow away from the human resources of territorialization that dominates
the 80s, but also tries to reason for the new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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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문학사: 제3세계론의 문학(사)적 전유
박연희, 뺷제3세계의 기억: 민족문학론의 전후 인식과 세계 표상뺸(소명출판, 2020)

이만영

10.19115/CKS.29.3.5

제3세계론의 계보와 냉전의 문학사
박연희, 뺷제3세계의 기억: 민족문학론의 전후 인식과 세계 표상뺸,
소명출판, 2020
32이만영*

1. 들어가기 – 냉전과 김수영
2. 제3세계론의 맹아와 그 한계
3. 제3세계적 자기인식과 세계문학에의 길
4. 나가며

| 국문초록 |

이 글에서는 뺷제3세계의 기억뺸(소명출판, 2020)에 제기된 주요 논점들을 논의함
으로써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제3세계론이 문학 담론과 교섭해왔던 양상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책은 제3세계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한국의 사상적・문학
적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미소 간 진영 대립의 프레임으로 한국문학의 정체성
을 서술해왔던 연구 관행을 벗어나, 미소 양극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출된 ‘제3세계
론’으로 초점을 이동시킨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저자는 ‘모더니스트’의 범
주에 포함되어 있는 김기림이나 박인환과 같은 작가를 소환하면서 해방기에 제출되
었던 탈식민적 목소리의 실체와 그 의미를 해독하고자 했다. 해방기 김기림은 민족주
의와 식민주의가 착종되었던 근대적 사유로부터 탈피하기를, 그리하여 비서구 주변
부라는 자기인식에 결박되지 않고 한국이 세계민족의 일원이자 해방적 민족주체로서

*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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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한편 해방기에 미국에 대한 부정적 담론을 생산했던
박인환은 한국전쟁을 경험한 이후 그는 미국을 우방국이자 선진적인 국가 표상으로
간주하는 한편 한국의 후진적 지위에 대해서 자각하게 된다. 둘째, 미국의 대아시아
문화지원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세계문학의 길’로 나아가려는 한국 문단의 동향을 검
토하였다. 아시아재단은 전후 아시아 지역의 개인 및 단체를 후원하는 미국의 민간
원조 단체로, 비블록화된 아시아를 미국식 자유주의체제로 재구조화하는 데 결정적
인 기여를 했다. 당시 펜대회 경험을 했던 문인들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적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전쟁과 반공사상을 기반으로 한 휴머니즘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사실 이는 아시아재단을 주축으로 한 미국 문화원조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에 합치되는 것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한국 측에서는 한국문학의 세계
문학적 가능성이 공론화될 수 있는 계기를, 미국 측에서는 냉전의 주변부에 속해 있
었던 한국을 자신의 세력권 안에 재편입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셈이었다. 셋
째, 1960년대 중후반부터 1980년대 이르는 기간에 제출되었던 제3세계적・탈식민
적 민족주의를 고찰하였다. 1970년대에는 백낙청을 중심으로 한 뺷창작과비평뺸 계열
의 필진들이 민족문학론, 민중시 담론, 제3세계문학론 등을 주창했다. 1970년대 창
비 계열 지식인들은 당대를 분단 시대로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문학의 당위성을 적극
적으로 개진했다. 그리고 그들은 1970년대 민중문학론의 표본으로 신경림을 내세우
고 제3세계문학을 수용・전유하면서 ‘흑인문학’을 재발견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서는 유신체제에 저항한 시인으로 통념화된 김지하를 제3세계문학 담론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켰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이 책은 ‘제3세계’라는 키워
드로 냉전의 사상사/문학사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냉전, 미국, 제3세계, 탈식민, 아시아재단, 민족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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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없다—.
나가다오 너희들 다 나가다오
너희들 美國人과 蘇聯人은 하루바삐 나가다오
(...)
소리없이 가다오 나가다오
다녀오는 사람처럼 아주 가다오!
- 김수영, ｢가다오, 나가다오｣

1. 들어가기 – 냉전과 김수영
4.19혁명의 열기가 채 가라앉지 않았던 시점에, 김수영은 ｢가다오, 나가다
오｣라는 시 한 편을 제출한 바 있다. “미국인과 소련인은 하루바삐 나가다
오”라는 도발적인 시구로 구성된 이 시는, 한국 사회가 미소 양국의 그늘로
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작가적 전언을 잘 응축하고 있다. 4.19혁명이 “친미
일변도의 이승만 정권을 거부하는 일치단결한 한국 국민의 역량”1을 확인하
는 사건이었다는 리영희의 회고를 상기해 보자면, 1960년의 시공간에서 미
국 혹은 소련이라는 제국주의적 표상을 소거해버리고자 했던 김수영의 욕망
을 납득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던 시대 상황 속에서 김수영은 또다시 미소 양국을 소환・비판하는
글을 발표한다. 월북 친구 김병욱에게 보내는 이 글에서 그는 “사실 4.19
때에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통일을 느꼈소. (…) 그때는 정말 ‘남’도 ‘북’도
없고 ‘미국’도 ‘소련’도 아무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가
온통 ‘자유 독립’ 그것뿐입디다……. ‘4월’의 재산은 이런 것이었소.”2라는 메
1
2

리영희, 뺷대화뺸, 한길사, 2005, 534면.
김수영, ｢저 하늘 열릴 때-김병욱 형에게｣, 뺷민족일보뺸 1961.5.9; 이영준 편, 뺷김수영전집 2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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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남긴다. 여기에서 ‘4월의 재산’이란 4.19혁명을 통해서 비로소 마련
될 수 있었던 일종의 비의적 신념, 다시 말해 그것은 미소 양국이 구축했던
이념에 결박되지 않고 남-북의 경계선이 무화된 세계가 기필코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자체를 의미한다.
당시 한국전쟁으로 인해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가 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동아시아 블록에서 중공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부상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대칭쌍을 이루는 ‘냉전체제의 바깥’을
사유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반둥회의가 하나의 아시
아가 존재한다는 명백히 그릇된 인식 밑에 亞・阿와 서방간의 유대를 약화
시키는 불미한 움직임을 결과하지 않기를 바”3란다거나 “중공의 당면 목표
가 대만, 전한국 및 전월남을 공산권 내에 병탄함에 있다는 것이 명백히 간취
된다.”4는 목소리가 불과 4~5년 전에 발화되었다는 점만 봐도 그러하다. 미
국의 자유주의와 소련의 맑스-레닌주의의 메시아적 성격이 한껏 고창되었던
그 시기에, 미국의 ‘줄세우기’ 정책에 반발했던 김수영의 목소리는 이색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김수영은 분명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이극구조bipolarity 속에 한국을 좌표화하려는 태도는, 적어도 김수
영에게 있어서만큼은 각색될 필요가 있었다. 4.19혁명을 통해 마련된 ‘자유’
와 ‘독립’에의 꿈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리고 자주적 통
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미소 양국이 구축한 냉전의 감
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각이 수반되어야 했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반공주의의 표상으로 간주되었던 한국에서 그러한 꿈이 실현되기란

3
4

민음사, 2018, 244면.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다｣, 뺷동아일보뺸, 1955.4.20.
｢냉전전략중점은 아시아에 있다｣, 뺷경향신문뺸, 1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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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 요원한 일이었다. 1950~60년대와 같이 반공 이념이 횡행했던 제한적
환경 속에서 제3세계적 관점이 체계적인 담론으로 제련되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1970년대 중후반 급부상했던 ‘제3세계론’은 그러한 불모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모색 속에서 산출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제3
세계는 과거 식민지였던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으로 구성된 일련의 국가들
을 지칭한다. 비자이(Vijay Prashad)가 지적한 것처럼 ‘제3세계’는 인종적・문
화적 단일성이 없는 국가들이 정치세력화된 특성 없는 용어라고 평가절하되
곤 하지만,5 사실상 이들이 생산해낸 반식민주의적 언어는 제3세계적 정체성
을 명료하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당시에는 대외적으로
아프리카-아시아 국가의 연대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점차 부상하고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4.19혁명과 한일협상반대운동 등의 사건을 통해서 한국을 ‘양
대국에 의해 희생된 분단 민족’으로 인식하려는 흐름이 조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적 동향을 고려해볼 때, 제3세계론은 미국 대 소련의 대립 구도
속에서 새로운 틈입을 만들어내는 지성사적 행보였음은 분명했다. 왜냐하면
미소 양국을 중심으로 한 정세 변동에만 주목하게 된다면, 비동맹・탈식민
운동이 전개되었던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독립・통일・민족과
같은 탈식민적 가치를 어떻게 전유했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세계라는 자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던 한국(문학)이
후진이라는 자기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탐독하기 위해서는, 미
소 양국의 노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목소리까지 포획할 수 있어야 한다.
박연희의 뺷제3세계의 기억: 민족문학론의 전후 인식과 세계 표상뺸(소명출
판, 2020, 이하 이 책을 인용할 시에는 괄호 안 면수만을 표기함)은 바로 그러한 연구
5

이에 대해서는 비자이 프라샤드, 박소현 역, 뺷갈색의 세계사: 새로 쓴 제3세계 인민의 역사뺸,
뿌리와 이파리, 2015, 34~37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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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필요에 부응하는 저작이라고 할 만하다. 이 책은 제3세계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한국의 사상적・문학적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미소 간 진
영 대립의 프레임으로 한국문학의 정체성을 서술해왔던 연구 관행을 벗어나,
미소 양극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출된 ‘제3세계론’으로 초점을 이동시킨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루는 논의들은 미국을 매개로
구축된 반공의 사상사뿐만 아니라 이에 개입하고 반발해왔던 신생국 지식인
의 담론을 기술하는 데 유효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이 글에
서는 뺷제3세계의 기억뺸에 제기된 주요 논점들을 논의함으로써 해방 이후부
터 1970년대까지 제3세계론이 문학 담론과 교섭해왔던 양상을 검토해보고
자 한다.

2. 제3세계론의 맹아와 그 한계
｢책머리에｣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제3세계론은 냉전의 정치적 산물
및 대타의식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전방위적으로 후진성을
자각하고 위기의식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5면)라고 할 수 있다. 저자
의 말대로 1970년대에 급부상했던 제3세계론은 미국과의 정치적・정신적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후진성’이라는 자각으로부터 벗어나 세계문학으로 나
아갈 수 있는 참조점을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민족문학론,
민중시 담론, 제3세계문학론, 흑인문학론 등이었다.
저자는 제3세계론이 본격적으로 부상했던 시기를 1970년대로 상정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맹아적으로 형성되었던 해방기~1950년대를 논의의 대
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의 반공주의적 시각에서 제3세계론을 주
창했던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의 냉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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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제3세계론은 미소 양국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로부
터 벗어나기 위해 산출된 담론이다. 이렇듯 반제와 반식민이라는 개념 규정
에 근거할 경우에는, 1950~60년대 제3세계 연결체에서 반공블록에 해당되
었던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1950~60년대 시
점의 남한은 미소 양극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중립적 시각을 견지했다기보다
는, 제3세계지역 반공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국주
의와 식민주의 극복을 위해 기획된 개념으로 ‘제3세계’를 이해하게 된다면,
해방기~1950년대 지식인들이 제출했던 다층적인 제3세계 담론들을 조망할
수 없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1부까지는 제3세계론의 맹아를 살펴볼 수 있다
는 점에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 해방 직후에는 제3세계적 시각에 입각해서
미소 양국의 제국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는 글이 두루 발표되는데, 저자는 특
히 뺷신천지뺸이 실린 웬델 L. 윌키의 뺷하나의 세계뺸(옥명찬 역)가 미친 영향력
에 대해 주목한다. 그러면서 “반제국주의적인 ‘하나의 세계’, 곧 웬델 L. 윌키
의 세계평화론이 유통되었을 당시에 인도, 베트남, 흑노 등 제국주의의 청산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려는 시도들이 있었다.”(24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소 양국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던 1948년 즈음에 아시아 냉전블록에 대한
제3세계적 시각이 다수 제출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6 해방 직후부터
6

이 시기 ‘민족’과 ‘자주’, ‘해방’과 같은 용어들이 부상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미소
양국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민족적 운명을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힘으로 결정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를테면 “바야흐로 전세계의 약소민족은 강자의 기반에서 벗어나
그들의 주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인류 문화복지향상발전에 주체적으로 협동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고 있다. 이것이 자유협동에의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는 현단계의 세계사적 요청이다.”(전
진한, ｢민족협동의 길(1)｣, 뺷조선일보뺸, 1957.5.15.)이라든지 “10년 간의 냉전기에서 양대진영의
대립을 말해왔고 공산과 자유 양대사상의 혈전이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견해왔다.
그러나 (…) 도리어 舊世紀의 유물로서 ‘집 모퉁이에 버려두었던’ 민족자주주의의 힘으로 전개되게
되었다. 그럼으로 해서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은 ‘아이젠하워’나 ‘후루시쵸프’나 모택동이나
‘네루’의 어깨에 메워지기보다도 약소민족의 수많은 무명용사들의 손에 달리게 된 것이다.”(｢1957
년의 세계정국｣, 뺷경향신문뺸, 1957.1.1.)과 같은 주장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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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적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저자의 주장은 타당한 것이라고 판
단된다. 그러나 앞서 말했다시피, 해방 직후 제3세계적 시각이 대두되었다
할지라도 한국전쟁이라는 참화를 경험한 이상 한국 사회에서 ‘민족’, ‘통일’,
‘자유’ 등의 탈식민적 언어들을 여과없이 표현하기는 불가능했다. 더군다나
1948년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남한은 제3세계 연결체에서 반공 아시아
적 가치를 지닌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된 상황 속에서, 제3세계 담론이 자유
롭게 발화되기란 쉽지 않았다. 그에 따라 루즈벨트 대통령과 윌키의 세계평
화정책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발맞춰 ‘미소 양극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제3세계 국가’라는 자기 정립의 목소리는 소실되기에 이른다.
저자는 이러한 해방 직후의 제3세계 담론의 흐름을 조망한 이후, 1부에서
크게 두 가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로는 ‘모더니스트’의 범주에 포함
되어 있는 김기림이나 박인환과 같은 작가를 소환하면서, 해방기에 제출되었
던 탈식민적 목소리의 실체와 그 의미를 해독하고자 했다. 둘째, 아시아재단
을 중심으로 한 미국 원조 정책에 의해 한국의 제3세계적 시각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했다. 이 중 김기림과 박인환에 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보
자. 저자는 문학가동맹의 시부 위원장이었던 김기림을 탈냉전을 꿈꾸는 진보
적인 문학가 중 하나로 호명하고 있다. 윌키의 뺷하나의 세계뺸에 경도되었던
해방기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김기림 또한 세계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물이 도출되기를 갈망했다. 예컨대 ｢세계에 외치노라｣(1945.12)과
같은 시를 통해서 좌우 이념의 대립을 가로질러 민족해방운동의 길로 나아가
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는가 하면, ｢하나 또는 두 세계｣(1947.4)와 같은 평
문에서는 “세계는 끊임없이 그 조각난 상태로부터 분할되지 않은 한 세계로
향해”7 나아가야 한다는 코스모폴리턴적 감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바 있다.
그만큼 해방기 김기림은 민족주의와 식민주의가 착종되었던 근대적 사유로
7

김기림, ｢하나 또는 두 세계｣, 뺷신문평론뺸, 1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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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탈피하기를, 그리하여 비서구 주변부라는 자기인식에 결박되지 않고
한국이 세계민족의 일원이자 해방적 민족주체로서 호명되기를 간절히 소망
했던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 입각하여 저자는 김기림의 ‘초근대인’이라는 개
념어에 주목하면서 아래와 같이 논의를 마무리한다.

“김기림은 해방기에 이례적으로 초근대인 개념을 언급했다. 초근대인은 반근
대적인 봉건주의의 억압, 비근대적인 전체주의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체
표상이다. 해방된 민족 주체를 매개로 한 자유의 기제는 “찬란한 자유의 새
나라”라는 민족국가의 수식어와 결합한다. ‘초근대인’이라는 주체 표상은 민족
국가 건설이라는 당대의 상징적 패러다임을 공유하면서도 이와 변별되는 탈이
념적 민족표상을 보여준다.” (93면)

위에서 언급된 ‘초근대인’은 ‘조선문학자대회’(1946.2.18)에서 행한 강연문
｢우리 시의 방향｣에서 활용한 용어로, 김기림이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착
종되었던 근대성의 구조를 비판하면서 고안한 개념어이다. 좀 더 풀어서 말
하자면 개인이나 민족이라는 한정적이고 특수한 범주에 귀속된 인간이 아니
라, 궁극적으로 세계사적 대의를 수행하는 주체를 호명하기 위해 고안한 것
이 바로 ‘초근대인’인 것이다. 따라서 김기림이 말한 “찬란한 자유의 새 나
라”는 이념적 냉전 구도로부터 탈피하고 전 지구적인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
로 구성된 민족국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저자는 김기림의 코스모폴리턴적 이상에 대해 밀도 높
은 분석을 시도하면서, 해방기에 해방과 탈식민을 상상했던 김기림의 인식론
적 틀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의 치밀한 학술적 시도와는 별개로, 과연
김기림이 꿈꿨던 이상이 해방 직후의 지식인 담론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물론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가담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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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세계 시민의 감각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의의를 인정해
야 마땅하지만, 코스모폴리턴적 모델 내지는 그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초근대인’이라는 탈이념적 민족 표상은 실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
인 의미체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미국이라는 보편적 표상이
엄연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기에, 적어도 탈식민적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언설이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비전을 성취한 국가모델이 상정
되거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보편으로서의 미국/소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제3세계라는
대항보편이 새롭게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8 내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
는 이유는 또 다른 모더니스트인 박인환의 행보가 이러한 질문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저자는 김기림에 대한 논의에 이어 박인환의 아메리카니즘 변모 양상에
대해서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박인환은 해방기에 제3세계적 관점에서 미국
의 신식민지적 경향을 비판했지만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중심주의 담론을
수용한 전형적인 선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박인환은 ｢아메리카 영화 시론｣
(뺷신천지뺸, 1946.9)에서 영화 <공작부인>(1936)과 <잃어버린 지평선>(1937)에

나타난 미국 사회의 상실감을 지적한다. 말하자면 이들 영화에서 물질문명의
풍요로움과는 대척되는 미국 사회의 정신적 한계를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해방기에 미국에 대한 부정적 담론을 생산했던 박인환은 한국전쟁

8

이와 관련하여 해방기 김기림의 인식론이 1970년대 백낙청의 그것과 대비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백낙청은 1970년대 민족문학론, 민중문학론, 제3세계문학론을 주창하면서 프란츠 파농이나
리처드 라이트와 같은 흑인 작가들을 제3세계 민중문학의 전범으로 칭송했다. 그는 민중적 저항을
농후하게 담고 있는 흑인문학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이 미소 냉전체제에 예속되는 것을 애써 거부
하고자 했다. 이러한 태도는 제3세계 문학이 전세계 문학의 전위가 될 수 있다는 나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듯 백낙청은 다소 선언적이긴 하지만 자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면서 제3세계론을 체계화했던 반면, 해방기 김기림이 제시한 제3세계 담론은 백낙
청의 그것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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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급격한 인식론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이후 그는
미국을 우방국이자 선진적인 국가 표상으로 간주하는 한편 한국의 후진적
지위에 대해서 자각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 끝에 저자는 박인환을 “미국이라
는 새로운 서구에 대한 욕망, 곧 세계성을 획득하려는 후진국 지식인의 범
례”라고 명명한다.
박인환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해방기에 제출된 제3세계적 관점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경유하면서 반공주의 내지는 미국주의로 수
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어느 정도는 내재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 등장했던 신생 국가들은 미소 양 진영의 세력권 안으로 재편입되
기를 종용받고 있었던 데다가 아시아 국가 간의 연대의 끈 또한 느슨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나 소련 외의 제3의 국가
모델이 상정되지 않는 한, 그리고 ‘탈식민적 정체성의 확보’라는 비전을 실현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략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제3세계적 관점은 추상적이면
서도 단발적인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해방기에 등장했던 제3
세계 담론은 미국 측의 대아시아 문화전략에 의해 탈식민성이라는 문제의식
이 점차 약해지게 된다.
다음으로, 1부의 후반부에 배치된 ｢1950년대 한국 펜클럽과 아시아재단
의 문화원조｣와 ｢제29차 도쿄 국제펜대회의 냉전문화사적 의미와 지평｣은
미국의 대아시아 문화지원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세계문학의 길’로 나아가려
는 한국 문단의 동향을 검토한 글이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의 원조 프로그램에 주목하는데, 최근 이에 관한 연구성과들

이 다수 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내용은 특히 관심을 요한다.9 아시아재단
9

2010년 스탠포드대학교 후버 인스티튜션 아카이브(Hoover Institution Archive)에 보관되어 있는
아시아재단 서류가 공개된 이래 그에 관한 연구성과들이 다수 제출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재단과
한국문학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
-1950~60년대 미국 민간재단의 원조와 한국문화｣, 뺷한국학연구뺸39, 한국학연구소, 2015; 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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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후 아시아 지역의 개인 및 단체를 후원하는 미국의 민간 원조 단
체”(157)로, 비블록화된 아시아를 미국식 자유주의체제로 재구조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저자가 아시아재단에 주목하는 이유는, 당시 예총이
나 문화자유회의, 한국비교문학협회, 한국펜클럽 등 한국의 여러 문화단체들
이 아시아재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재단은
한국 펜 회원의 여비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펜클럽 가입과 대회
참석을 진행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원조했다.
아시아재단의 문화전략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
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낸 일본을 아시아의 롤모델로 삼아 자유 아시아 진영을
재편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할 경우, 한국을 비롯
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를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계심
을 피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일까. 1957년 제29차 동경펜대회에 참
가했던 최완복은 “그들(일본: 인용자 주)과 비슷한 모습을 한 아시아제국(諸國)
의 여러 작가에게는 환영은커녕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다. (…) 아시아 나라
는 일본이 전시 중에 죄를 저지른 곳이니 응당 더욱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10”와 같은 반발심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펜대회에 참가했던 문인들은 국제 펜대회의 압도적인 규모에 찬사를 보내
고 있었고, 국제 펜대회를 참관하면서 한국문학도 세계적 위상을 갖고 있다
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펜 문인들은 한국전쟁의 참상과
｢아시아재단의 ‘Korean Research Center(KRC)’ 연구-사회과학연구도서관(1956)/한국연구도서관
(1958)/한국연구원(1964)으로의 전개를 중심으로｣, 뺷한국학연구뺸40, 한국학연구소, 2016; 이순진,
｢아시아재단의 한국에서의 문화사업-1954~1959년 예산서류를 중심으로｣, 뺷한국학연구뺸40, 한국
학연구소, 2016; 정종현, ｢‘조선학/한국학’의 국교정상화: 한국학자들의 ‘조선학회’ 연차대회 참가
와 아시아재단의 지원을 중심으로｣, 뺷상허학보뺸49, 상허학회, 2017;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대한
민국과 미국-냉전의 맥락에서 본 문화적 재기와 아시아재단의 역할｣, 뺷한국학연구뺸47, 한국학연

10

구소, 2017; 정종현, ｢뺷엔카운터뺸 혹은 빌려드릴 수 없는 서적-아시아재단의 김수영 잡지 구독
지원 연구｣, 뺷한국학연구뺸56, 한국학연구소, 2020 등을 참조.
최완복, ｢펜대회 보고기(2)｣, 뺷동아일보뺸, 195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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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사상을 문학적 소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초기에 전쟁동원론, 문화전선구축론 등 반공사상을 배가시키는 차원에서 출
발한 전쟁문학론은 애국, 민족, 휴머니즘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창작론 중 하나
였지만, 백철, 이헌구, 김광섭 등에게 그 모든 의의란 세계문학의 가능성으로
공감되었다. (…) 한국문학-전쟁문학-세계문학으로 명기되는 전후문학에 대한
초점화 방식은 한국 펜클럽이 세계작가회의에 참석하는 기회가 잦아질수록
더욱 구체화될 수밖에 없었다.” (176면)

저자가 말한 것처럼, 당시 펜대회 경험을 했던 문인들은 한국문학이 세계
문학적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전쟁과 반공사상을 기반으로 한 휴머니즘
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사실 이는 아시아재단을 주축
으로 한 미국 문화원조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에 합치되는 것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한국 측에서는 한국문학의 세계문학적 가능성이 공론화될 수 있는
계기를, 미국 측에서는 냉전의 주변부에 속해 있었던 한국을 자신의 세력권
안에 재편입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셈이었다.

3. 제3세계적 자기인식과 세계문학에의 길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방기부터 1950년대에 대두되었던 제3세계적 관점
은 한국 사회에서 냉전 진영론이 크게 확산된 환경 속에서 중추적 담론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앞서 지적했듯이 담론 자체의 내재적 한
계를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해방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발발했던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반공 이념의 확산, 아시아재단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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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원조 시스템 구축 등의 제반 환경에 의해 초래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1950년대까지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던 제3세계 담론은 1970년대
‘데탕트détente’ 기조에 힘입어 한국 사회에서 탈서구・탈냉전 지향의 변혁적
이론으로 원용되기에 이른다. 저자는 이 시기의 제3세계론을 검토하기 위해
뺷창작과 비평뺸 계열의 필진, 구체적으로는 백낙청이 제기한 민족문학론, 민중
시 담론, 제3세계문학론 등을 살피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아울러 뺷창작
과 비평뺸 외에도 뺷청맥뺸, 뺷세계의 문학뺸, 뺷월간문학뺸 등의 매체를 폭넓게
섭렵하면서 1960년대 중후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 제출되었던 제3
세계적・탈식민적 민족주의의 시각을 고찰한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의 질문
을 제기하고 싶다. 이 책은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중반에 대두된 제3세계
론에 대해서는 상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자는 이 시기를 제3세계론
의 공백기로 상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 시기의 제3세계 담론이 해방기~1950년
대의 그것과 큰 변별점을 갖지 않았다고 본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저자가
이미 밝힌 바 있듯, 한국전쟁 발발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제3세계 민족주의나
비동맹 노선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한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냉전 진영론으로 환원될 수 없는 논의들
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1956년 소련에서 ‘평화공존’ 노선이 채택되고, 제3세계 국가들의 비동맹 중립
노선이나 반식민주의에 근거한 자립적 경제체제 건설운동 등이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면서 한국 지식인층 또한 일정한 이념적 편차 속에서 냉전 진영
론으로 환원될 수 없는 영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가운데 한스 모겐소
의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냉전 질서 하에서 이데올로기가 갖는 위상과 규
정력을 상대화할 수 있는 이론 체계로 수용・전유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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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 민족주의의 대두와 ‘원조 경쟁’이라 일컬어진 미・소의 제3세계 정책
등 새로운 국제정세의 좌표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한국이 그동안
밟아온 대내외적 경로와 여건을 비판적으로 객관화하고, 이를 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의 관점에서 재정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이다.11

위 인용문에서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듯, 1950년대 후반부터 이집트 나세
르(G. A. Nasser)의 반식민주의 운동을 ‘민족해방운동’으로 규정하는 목소리12
내지는 아시아가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를 분쇄하고 특히 구미 제국에 대해서
도 소아병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13가 공공연히 발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이데올로기’가 갖는 규정성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중시했던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정치 이론도 이건호, 민병기 등에
의해 정력적으로 소개되고 있었다.14 특히나 1955년에 반둥에서 개최된 1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기점으로 ‘중립 아시아’ 구상에 대한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염두에 둔다면,15 저자가 1950년대 후반~1960
년대 중반의 제3세계론에 대해 소략하게 다룬 것은 다소 의외라 할 만하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1970년대 이후 제3
세계론의 동향을 집약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논리화해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먼저 민족문학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면, 저자는 남북적십자회담(1971),
7・4남북공동선언(1972)을 기점으로 자주통일국가 건설의 의지가 적극적으
11
12
13

14

홍정완, 뺷한국 사회과학의 기원-이데올로기와 근대화의 이론 체계뺸, 역사비평사, 2021, 289~290면.
김준엽, ｢아시아민족해방운동｣, 뺷사상계뺸, 1957년 3월호, 139~140면.
서석순, ｢세계의 아세아-오늘의 아세아의 역사적 현실과 정치적 과제｣, 뺷신세계뺸 1권 2호, 1957년
1월, 64~65면.
한스 모겐소의 Politics among Nations는 1948년에 출간되었고, 한국에서는 1987년 이호재에 의해
첫 번역본이 출간된 바 있다. 물론 번역본이 뒤늦게 출간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시카고 대학에서
한스 모겐소에게 수학했던 민병기뿐만 아니라 김영달이나 이건호와 같은 지식인들은 한스 모겐소의

15

국제정치이론을 한국 사회에 널리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홍정완, 위의 책, 282~287면을 참조.
이에 대해서는 장세진, 뺷숨겨진 미래: 탈냉전 상상의 계보 1945~1972뺸, 푸른역사, 2018, 156~168면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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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백낙청을 비롯한 창비 계열의 지식
인들이 민중의 주체적 역량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민중문학론 또는 농민문학
론을 제시했다고 말한다. 요컨대 1970년대 창비 계열 지식인들은 당대를
분단 시대로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문학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는
것이다. 창비 계열 지식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통일 담론의 기조는 뺷문학과
지성뺸의 그것과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뺷문학과 지성뺸에서는 ‘민족’이라는
것을 이데올로기적・감정적 어휘로 활용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한다.16 문지
계열의 지식인들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주의로
굴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뿐더러 그로 인해 문학적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저자는 1970년대 민족문학론의 전개
과정을 통일 담론의 교호 양상을 통해 설명하고, 뺷창작과 비평뺸과 뺷문학과
지성뺸 더 나아가 뺷월간문학뺸 등의 매체들이 ‘민족’과 ‘자주’와 ‘통일’이라는
탈식민적 용어에 대해서 어떠한 시선차를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뺷창작과 비평뺸이 1970년대 민중문학론의 표본
으로서 신경림을 내세운 과정, 1970년대 제3세계문학을 수용・전유하면서
‘흑인문학’을 재발견하는 과정 등을 논의한다. 이 시기 백낙청은 민중의 주체
적이고 자주적인 역량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통일의 주체로 호명한 바 있다.
이러한 백낙청의 시각에 입각하여, 뺷창작과 비평뺸은 시 지면을 확대하고 창
비 시선을 기획 출간하는 데 주력할 뿐 아니라 새로이 제정된 만해문학상의
1회 수상자로 신경림을 선정하는 등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준다. 이는 역사
적 모순을 타개할 정치적 주체로서 민중을 재호명하고자 했던 뺷창작과 비평뺸
의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백낙청은 민중시의 가치에 대해서 숙고했던
바로 시기에 제3세계문학 논의를 선점하고 주도한다. 그는 1964년 한일협정
을 계기로 신식민지적 예속을 염려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프란츠 파
16

이에 대해서는 ｢창간 2주년 기념호를 내면서｣, 뺷문학과 지성뺸, 1972년 가을호, 473~4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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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Frantz Fannn)과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 등을 내세우며 제3세계문학
의 범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했다. 그에게 있어서 흑인문학에 나타난 저
항적 요소는 민족의 정신적 예속을 배척하고 폐쇄적인 냉전체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백낙청에게는 하나의 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3세계’라는 위계화된 기호 때문에 제3세
계문학이 세계문학에 미달된 수준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 민족문학이 세계사적인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가와도 연관된 문제였다.
따라서 백낙청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만한 테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백낙청에게 있어서 제3세계문학은 “세계를 셋으로 갈라놓는
말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로 묶어서 보는 데 참 뜻이 있는 것이며 하나로
묶어서 보되 제1세계 또는 제2세계의 강자와 부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민중의 입장에서 보자는”17 의도 속에서 조명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3세계문학은 단순히 세계문학에 미달된 후진적인 문학이 아니라,
미국/소련과 같은 제국주의적 보편 표상으로부터 탈피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지점은, 김지하가 1980년대 유신체
제에 저항한 시인으로 통념화됨에 따라 제3세계문학 담론에서 중요한 인물
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이다. 잘 알려져 있듯, 1975년에 발표된 ｢타는 목마름
으로｣는 유신시대에 대한 저항적 목소리가 전면화되어 있다. “타는 목마름으
로/민주주의여 만세”를 “남 몰래” 쓰려는 시적 자아의 형상은 반독재 투쟁을
통해 고통과 탄식을 반복하더라도 끝내 진보와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낙관주
의적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 저자가 잘 지적했듯이, 백낙청은 이러한 점에
착목하여 “김지하를 제3세계문학론의 한국문학 대표로 평가하기도 했
17

백낙청, ｢제3세계의 문학을 보는 눈｣(1982), 뺷민족문학과 세계문학 2뺸, 창작과비평사, 1995,
167~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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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29면) 하지만 김지하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3세계문학의 특질로
간주되었던 저항성과는 거리를 두면서, 점차 생명론을 기반으로 한 초역사적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그 결과 저항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거나 추상적 역사
관에 매몰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요컨대 1980년대의 김지하는 “제
3세계문학의 한국적 표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정작 “그 시기에 시작된
김지하의 생명사상은 오히려 제3세계문학론의 정합성에 흠집”(446면)을 내
고 말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자는 제3세계론과 민족문학론을
매개하는 작가로 김지하를 호명하고 그 위상과 한계를 분석해냈다. 이는 냉
전체제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해왔던 제3세계론을 맥락화하고
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4. 나가며
박연희의 뺷제3세계의 기억뺸은 해방기부터 1980년대를 아우르면서 제3세
계 담론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살펴본 노작이다. ‘제3세계’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문학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기획에서 출발한 이 책은, 시와 소설과
영화와 비평 텍스트를 떠받치고 있는 제3세계적인 탈식민의 욕망을 재의미
화하고 있다. 만약 미소 양국으로 구획되는 냉전체제만을 응시하게 된다면,
‘제3세계론’과 같은 예외적 목소리를 포착하기는 불가능하다. 단언컨대 지정
학적인 분단 구도라는 대내 환경과 냉전 체제라는 대외적 환경 속에서 ‘제3
세계’는 냉전의 사상사/문학사를 입체적으로 재구할 수 있는 키워드임에 틀
림없다. 저자가 밝힌 바대로 제3세계론이 꾸준하게 한반도 냉전을 극복하는
기제로 거론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탈)냉전의 문학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
서 필수불가결한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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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대전 이후 미국은 지배적 자본주의 국가인 동시에 경제・군사・이
데올로기적으로 압도적인 국가가 되었다.18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두 사건을 경험하였던 한국 사회는 공산주의를 향한 두려움
과 미국의 지원에 대한 갈망이 상시 공존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한 연구자가
한국전쟁 직후 피란길에서 썼던 유진오의 ｢서울탈출기｣ 한 대목을 인용하면
서 “대한민국은 미국 없인 불가능했던, 적어도 불가능하기 쉬웠던 존재다.”
라고 단언한 바 있듯,19 해방 직후부터 미국은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
의 영역에서 일종의 젖줄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칫 매몰되기 쉬운 제3세계적 목소리를 복원하여, 해방
직후부터 자유로운 세계인이 되고자 했던 이들의 열망을 읽어낸다.
한편 1955년에 개최된 반둥회의는 “우선 유럽이 아닌 미국과 소련이라는
신생의 냉전 양대 ‘제국’을 주요 타깃으로 설정했다는 점, 그리고 아시아・아
프리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정치 연합 및 인종적 연대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는 점에서 소위 1세계와 2세계 모두에 신선한 충격을 야기한 사건”20
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한국 문단에서 제3세계론이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
는 차원에서 널리 활용된 시점은 1970년대였다. 이 시기 제3세계 담론 생산
을 주도했던 이들은 백낙청으로 대표되는 창비 계열의 필진이었다. 이 책은
이들이 제출했던 민족문학론, 민중시 담론, 민중문학론, 흑인문학론 등의 담
론 저변에 공유되고 있는 제3세계적 인식을 추출하고 맥락화하였다.
더군다나 이 책은 1980~90년대의 김지하와 최승자를 호출하여 이들 작품
에 내재해있는 제3세계적 인식을 독해하는데, 이러한 확장적인 사유는 시사

18

19

20

오드 아르네 베스타, 옥창준・오석주・김동욱・강유지 역, 뺷냉전의 지구사: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세계뺸, 에코리브르, 2020, 189면.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뺷상허학보뺸
34, 상허학회, 2012, 268~269면 참조.
장세진, 앞의 책,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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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가 많아 보인다. 중국과 미국이 이념적・경제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여전히 주변부 국가로서의 자의식이 남아있는 우리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제3세계적 인식은 단순히 ‘종결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진행될 것’으로 간주
될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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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Genealogy of the Third World Discourse and
the Literary History of the Cold War
Lee, Manyoung | Korea

Univercity

In this article, by discussing the main issues raised in “Memories of the Third World,”
I would like to examine the aspects of third world theory negotiating with literary discourse
from liberation to the 1970s. This book focuses on the ideological and literary trends of
Korea that developed around the third world theory. First, the author summoned writers
such as Kim Ki-rim and Park In-hwan, who we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Modernist,
and tried to decipher the substance and meaning of the decolonial voice submitted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Second, the trend of Korean literature to move toward ‘the path to
world literature’ based on the US cultural support policy in Asia was reviewed. Third, the
third global and postcolonial nationalism submitted during the mid- to late 1960s to the
1980s was considered. As can be seen from the above, this book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of the history of thought and literature of the Cold War
under the keyword “third world.”

Key words : Cold War, America, Third World, Decolonization, The Asia Foundation,
National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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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는 19세기 한국과 일본의 실용 서적인 편지쓰기 교재를 비교 연구함으로
써 한국과 일본의 언어문화를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조선후기
편지쓰기 교재 이본 가운데 하나인 <증보언간독>(1886), 메이지시대 편지쓰기 교재
가운데 하나인 <통속서간문>(1896)의 역사적 의미와 내용 체계를 살펴보고 본문을
분석하였다. 편지는 신분, 계층, 성별에 따라 작성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공적인 일부터 일상의 사적인 감정을 나누는 중요한 통신 수단이다. 그러므로 대상과
상황에 맞는 편지 작성을 위해 간행된 편지쓰기 교재는 당대 언어생활을 살펴보기에
매우 좋은 자료이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선행 연구와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두 책
의 의미를 살펴보고 서지학적 특징, 표지에 나타나는 특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
다. 3장에서는 두 책에 나타난 규식을 대상과 상황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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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을 토대로 두 책의 주요 특징을 제시하였다. 특히 3.2.에서는 <언간독>과
<통속서간문>에 나타나는 대상, 소재, 상황 등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두 책에 나타나
는 높임 표현, 편지쓰기 상황의 다양성에 주목하였다. <언간독>과 <통속서간문>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는 데에서 나아가 양국의 언어문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한국어생활사, 일본어생활사, <언간독>, <통속서간문>, 편지쓰기교재,

한일언어문화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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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과거에서 현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실용서적인 편지쓰기 교재가 널리 유포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19세기 한국과 일본의 실용 서적인 편지쓰기 교재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언어생활사와 언어문화를 비교 연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조선후기 편지쓰기 교재 이본 가운데 하나인 <증보언간독>(1886년)의
역사적 의미와 내용 체계, 메이지 시대 편지쓰기 실용서 가운데 하나인 <通
俗書簡文(통속서간문)>(1896)의 역사적 의미와 내용 체계를 살펴보고 선행 연
구 분석을 토대로 자료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언간독>과 <通俗
書簡文(통속서간문)>의 목차와 본문 사연을 중심으로 언어문화의 두드러진 특
징들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편지’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계층에 상관없이 개개인
의 일상적인 사연과 감정을 나누고 공적인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통신 수단이다. 조선 후기에 사용되었던 편지 역시 왕에서부터 하층민에 이
르기까지 폭넓게 사용한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통신 수단이다. 이러한 배경은
일본도 다르지 않다. 일본에서 역시 편지를 보내는 관습은 오래전부터 존재
해왔으며 편지쓰기 교재와 관련된 실용 서적에서 신분이나 계층, 성별에 따
라 편지를 작성하는 방법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편지 작성
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둔 편지쓰기 교재는 당대 언어생활을 살펴보기에
좋은 자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대시기 한국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편
지쓰기 실용서 두 권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규식과 내용체계, 대상과
상황에 따른 편지 주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언어문화를 비교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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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보언간독>과 <통속서간문>의 역사적 의미
2장에서는 <증보언간독>과 <통속서간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작 시기와 배경, 표지에 나타난 제목의 의미, 표기 방식 등을 중심으로
두 책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언간독>과 <통속서간문>은 일상의 주요
상황과 대상을 가정하여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언어생활,
담화관습, 생활사를 비교 분석하기에도 매우 의미 있는 자료이다. 또한 중세
와 현대를 잇는 과도기 한국과 일본의 사회 문화를 파악하는 데에도 그 의의
가 크다.1 황문환(2010), 이래호(2015) 등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언간독>은
‘일상성, 자연성, 구어성/문어성, 개인성, 사실성’을 갖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
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언간독>은 조선 후기 한글 편지의 대표적인 규식을 모아 놓은 책으로
김남경(2001), 김봉좌(2004), 홍은진(1997, 1999), 장요한(2019), 황문환(2015)
등에서 ‘언간’과 더불어 <언간독>의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김남경(2001), 김봉좌(2004), 홍은진(1997, 1999) 등에서는 목판본
<언간독>, <증보언간독>, <징보언간독> 등 근대에 대량 보급을 목적으로 간
행된 방각본 <언간독>류의 목록과 특징들을 비교하고 있으며, 김수정(2018,
2019), 김종철(2015), 백낙천(2008), 조용림 외(2014, 2015) 등에서는 ‘언간’,

<언간독>을 활용한 교육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1

일본의 경우 19세기에 이미 학교 제도, 서적이 보급되는 형태가 상당히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출판 문화나 교육 환경, 글쓰기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언간독>과 <통속서
간문>을 동등한 선에서 비교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언간독>
과 <통속서간문> 모두 과거에서 현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실용 서적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았다 또한 그 당시 한국이 비록 양질의 서적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만한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지
만 가정에서 편지쓰기와 관련한 지속적인 실용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상업적으로 확대되어
간다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즉 교재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편지 수신자, 편지 사연들을 파악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당대 언어문화를 추출하고 비교하기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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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언간독>은 한문 편지에서 한글 편지
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사대부가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도 편지쓰기 교
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편지마다 봉투의 서식과 본문, 맺음말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데 17세기 전후에 필사본으로 유포되다가 조선후기 방각본으
로 간행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었다.
남성을 위한 편지 범례는 한문편지 교재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으며, 여성을 위한
편지 범례는 신부 문안 편지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이렇듯 <언간독>은 계층과
성별,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편지의 예시를 제시한 편지 쓰기 교재라고 볼 수 있다.
1886년 이전 간행된 <언간독>, <언간독>을 증보하여 1907년에 간행된
<증보언간독>, 1925년 발행된 <징보언간독> 등이 전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이본들에 대해 이미 연구된 바 있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야동판 <증
보언간독>(1886)은《언간독》을

증보(增

補)하여 간행한 책으로 상⋅하로 나뉘어

진 《언간독》과 달리 상하의 구별 없이
합편(合編)되었다. 1책 24장의 목판본으
로, 서명(書名)은 ‘징보언간독’이지만 목
차에 해당하는 권수(卷首)의 2장을 제외
하고는 판심(版心) 서명이 모두 ‘언간독’
으로 되어 있다.2
<그림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권말(卷末)에 ‘丙戌十一月冶洞新刊’이라
는 간기(刊記)가 있어 1886년 서울 서부
의 야동(冶洞)에서 간행된 것을 알 수 있
2

<그림 1> <증보언간독>에 기록된 간기

디지털한글박물관 http://archives.hangeul.go.kr/archives/external/organization/11230/biblo 최종열람
일: 20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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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언간독>류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야동판 <증보언
간독>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3
<언간독>이 출판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편지를 쓰는 방법에
대한 실용서가 많이 간행되었다. <언간독>이 출판된 조선후기는 일본의 메
이지 시대(明治時代：1868~1912)에 해당한다. 19세기 한국이 그러했듯 일본의
메이지 시대는 중세와 현대의 과도기에 놓여 있었다. 서양 여러 나라들과
활발하게 외교를 시작하고 서양 사상과 학문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킨 시기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일본의 글쓰기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타치바나(1975)에 의하면 1872년(明治4) 일본에서는 우편제도의 시행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을 위한 편지 작성법에
관한 서적들이 연이어 나오게 되었다.4 편지뿐만 아니라 엽서를 쓰기 위한
교재로 출판된 <우편단서용문장(郵便端書用文章)>(1874), <우편단서통신문언(郵
便端書通信文言)>(1876), <우편엽서문통자유자재(郵便葉書文通自由自在)>(1877) 등

이 있었으며, 학교 교육에서도 국정 교과서에 서간문 작성을 위한 내용이
실릴 정도로 편지쓰기 교육이 강조되었다. 남성의 문체와 여성의 문체를 명
확하게 구별하였던 과거와 달리 메이지 시대 초기부터는 남녀 문체를 통일시
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재가 간행되었는데, 초등학교 교재인 <서독일용문(書
牘日用文)>(1874)이 대표적이다.5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통속서간문(通俗書簡文)>은 타치바나(1975)에서
도 밝히고 있듯이 국가 차원에서 간행된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쓴 대표적인
편지 작성법에 관한 서적이다. 편지 예절에 대해 통시적 시점으로 연구한

3

4
5

이하 <증보언간독>, <언간독> 등 언간독류를 언급할 때에는 <언간독>이라 통칭하고 특정 책을
언급할 경우 야동판 <증보언간독>임을 명시하기로 한다.
橘豊「書簡作法の通時的展望」, 『茨城大学教育学部紀要』25号, 茨城大学, 1975, 10쪽.
中嶋真弓,「高等小学読本にみられる書簡文教材の一考察―坪内雄蔵読本と国定高等小学読本を中
心に―」,『国語科教育』 第87巻, 全国大学国語教育学会, 2020, 4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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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치바나(1975)에서 <통속서간문>을 언급하였는데 이후 세키(関, 1886), 아라
이(荒井, 1997), 사카키바라(榊原, 2011), 아이치(愛知, 2020)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될 만큼 일본에서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형식과
서지 사항이라기보다는 당시 여성 작가로 인기를 얻은 저자 히구치이치요(樋口一葉)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즉, 여성 저자의 표현 방식, 여성을 위한 편지쓰기
교재가 가지는 의의 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6 특히 모리(森,
1996)에서는 저자 히구치이치요(樋口一葉)의 개인사를 비롯하여 <통속서간

문>의 시대적 배경, 해석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통속서간문>을 이해하
기에 매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책의 표지를 살펴보면 <증보언간독>에는 표지에 특별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통속서간문>은 <그림 2>과
같이 편지를 접는 모양에 책의 제목을 기록
하고 기모노를 입은 여성의 그림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그림 2>에 제시된 ‘일용백과전
서 제십이편’이라는 한자는 ‘일용백과전서’
라는 여성 잡지에서 12편 기획으로 <통속서
간문> 즉, 편지 작성법을 다루고 있음을 의
미한다.7
<언간독>이 현대 한국어와는 다른 한자
번역식 표현과 근대국어 표기법을 취하고 있
듯이 <통속서간문>에 나타는 표기와 표현
6

<그림 2> 통속서간문 표지

<언간독>의 경우 저자와 제작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다만 <증보언간독>의 간기에 명시되어 있는
‘丙戌十一月治洞刊’이라는 기록을 통해 1886년을 하한선으로 보고 있다. 반면 <통속서간문>의
경우 서문에 ‘明治二十九年五月’(1896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남성 작가 오우무이와타치카츠

7

(鷗夢岩田千克), 여성 작가 히그치이치요(樋口一葉)에 대한 정보도 제시되어 있다.
<일용백과전서> ‘제칠편’에서는 ‘제봉과 뜨개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성 독자를 중심으
로 매 편, 새로운 주제를 기획하여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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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현대 일본어와는 큰 차이가 있다. 현대 일본어에서 표준규정으로 사용
되는 ‘漢字(한자)’, ‘ひらがな(히라가나)’, ‘カタカナ(가타카나)’는 제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에 체계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통속서간문>이 쓰인 메이
지시대에는 현대 일본어와 달리 ‘가나(仮名)’와 ‘한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고전 방식으로 사용된 ‘歴史的仮名遣い(역사적 가나 사용법)’이 쓰였으며
‘変体仮名(변체가나)’라고 불리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였다.
일본의 편지교재에 대해 연구한 미무라(2014)에 따르면 메이지시대 편지
교재는 ‘(1) 文例, (2) 規範, (3) 用語集, (4) 名文集, (5) 習字手本’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이는 ‘(1) 문장의 예시, (2) 모범이 되는 글, (3) 용어집, (4) 명문집,
(4) 글자 학습의 본보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분류로 보았을 때 <통속서간
문>은 ‘(1)(2)(3)’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8 알기 쉽다는 의미를 가지는 ‘通俗
(통속)’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상성을 중심으로 자주 사용하는
문장의 예시를 모은 책으로 <언간독>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근대시기의 표기법과 대표적 소통 사례를 담고 있는 <언간독>과
<통속서간문> 각각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으나 이 둘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인접한 지리에 위치하여 역사와 문화
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비슷한 시기 동일한 목적으로 간행된
편지교재는 양국의 문화 교육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 <언간독>과 <통속서간문>의 내용 체계 비교
2장에서 살펴본 자료의 가치를 토대로 3장에서는 <언간독>과 <통속서간
8

三村泰一,『手紙の書き方』本の研究」, 東北大学大学院 修士論文, 2014, 1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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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896)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체계와 구성, 상황과 대상에 따른 주요
특징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책의 규식, 제시된 편지들의
내용 체계, 편지에 나타난 주된 사연 등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언간독>과 <통속서간문>의 규식
<언간독>의 대표적인 규식에 대해서는 김남경(2001)을 통하여 제시된 바
있으며, 장요한(2019)에서는 필사본 <언간독>의 규식을 목판본 <언간독>과
비교하여 제시한 바 있다. 2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고에서는 <언간독>,
<증보언간독>, <언찰투>, <간독> 등 여러 <언간독> 류를 참고하되, 야동판
<증보언간독>을 중심으로 <언간독>의 규식을 살펴보고 이를 일본의 <통속
서간문>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그림 3>에서와 같이 <언간독>은 ‘아들의게, 아비게, 족하의
게, 쵼의게, 아오의게, 형의게, 외쵼의게, 쟝인의게, 돈의게, 존쟝의게’
순으로 대상을 지정하여 상대에 따른 인
사말과 상황에 따른 사연, 형식 등을 제시
하고 있다. 야동판 <증보언간독>의 경우
목차는 제시되어 있지만 편지의 대상과
상황에 따른 주요 제목만 제시되어 있고
페이지나 여성 발신자와 남성 발신자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 내용 분류는 나타나
지 않는다.
반면, 일본 <통속서간문>의 경우 <언
간독>과 비슷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현대
<그림 3> <증보언간독>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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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되고 있는 책의 형식에 보다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서처럼 ‘범
례(凡例)’를 제시하여 간략하게 ‘책의 내용’
과 ‘목적’, ‘작가’, ‘표지 그림’을 설명하고
있으며 뒤이어 <그림 5>에서처럼 책의 ‘목
차’를 페이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통속서간문> ‘범례’에 제시된 설명에
따르면 <통속서간문>은 여성 잡지를 만드
는 출판사에서 만든 서적으로 1~3쪽은 여
성 발신자를 위한 목차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림 4> <통속서간문>의 범례

이 부분의 내용은 여성작가 히그치이치요
(樋口一葉)가 글을 썼으며 4~6쪽은 남성 발

신자를 위한 목차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남성 작가 오우무이와타치
카츠(鷗夢岩田千克)가 글을 썼다.9
여성 작가 부분 목차에서는 크게 ‘신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1년 사계절
의 흐름에 따라 편지 주제를 제시하고 있
으며 ‘잡(雑)의 부’라고 하여 계절과 상관
없는 ‘결혼, 출산, 개업, 주례 부탁’ 등의
편지 예시를 다루고 있다. ‘신년, 봄, 여름,
<그림 5> <통속서간문>의 여성 작가
부분 목차

9

가을, 겨울’ 부분에서는 주로 그 시기에 있

사카키바라(榊原 2011)에서 오우무이와타치카츠(鷗夢岩田千克)가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 남자를
주된 독자로 하여 만들어진 내용임을 밝히고 있다. (榊原千鶴,「女子用書簡文範の鼇頭と軍記物語—
通俗書簡文』を手がかりとして—」, 『日本文学』60巻 7号, 日本文学協会, 2011, 4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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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사나 기후를 소재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계절 행사에 초대하는
편지로 봄에는 매화구경과 벚꽃구경, 여름에는 단오절, 꽃창포 구경, 가을에
는 단풍구경, 겨울에는 천장절(천황의 생일)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후에 대한
편지 주제로 봄에는 여한(余寒), 즉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늦추위에 대해
안부를 전하는 편지, 여름에는 장맛비 내리는 날 고인을 애도하는 글, 무더
위, 강한 천둥을 소재로 편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가을에는 ‘가을바람, 추석
비’ 등을 소재로, 겨울에는 초겨울 비, 첫서리, 눈 오는 날을 소재로 한 편지
를 제시하고 있다.
‘잡의 부’에서는 계절과 상관없는 일상의 크고 작은 사건, 사연들을 제시하
고 있는데 결혼, 출산, 개업 등을 축하하는 글뿐만 아니라 주례, 부탁과 관련
된 사연, 이혼, 퇴학 등에 대하여 충고하는 글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애완견
이 실종되었음을 알리는 글’, ‘새끼 고양이를 주는 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唯いささか(타다 이사사카)’10에는 일상적으로 편지를 쓰기 위
해 유의해야 할 점과 형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문장을 쓰는 방법과 글 앞부분
에 쓰는 인사말, 마무리에 쓰는 문구, 봉투에 쓰는 글, 추가로 적는 글 등에
대한 예시가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부록’에서는 다소 일
반적이지 않은 대상과 상황, 즉 일본 황실과 관련된 사람들이 주고받는 편지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남성 부분의 목차는 여성을 위한 목차에 비해 훨씬 단순하게 내용이 제시
되어 있다. 여성 부분의 경우 계절 순서로 편지의 예시가 작성되고 마지막에
편지 형식을 다룬 것과 달리 남성 부분에서는 <그림 6>에서처럼 ‘서간 문법’
과 ‘작성 예’로 나누어 작성 방법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11
10

‘唯いささか’를 직역하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들, 소소한 내용’으로 그 의미를

11

파악할 수 있다. 남성 작가가 쓴 내용에서는 ‘편지작성법’이라고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반면 소설가로
활동한 여성 작가는 보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편지의 형식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작가 부분에서는 ‘서간 문법(書簡文法)’과 ‘작성 예(作例)’, ‘증서 및 여러 원서(證書及び諸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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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 문법’에서는 서간문을 작
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배
치, 머리말, 사실, 종결, 추신, 용어,
날짜 및 서명’ 등의 순으로 작성 방
법을 안내하고 있고 그 외 여백이
나 말의 배치, 글씨체 등에 대한 작
<그림 6> <통속서간문>의 남성 작가 부분 목차

성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작성 예’에서는 여성 부분에 비하여 매우 간략한 예시가 제시되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타’와 같은 대분류는 나타나지 않지만 크게 ‘축하’,
‘초대’, ‘권유’, ‘의뢰(부탁)’, ‘문안’, ‘문의’ 순으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축하’
에서는 주로 ‘의원 당선, 포상 수령, 이사, 신축 준공’을 축하하는 글, ‘의뢰’에
서는 단골 거래처에 소개를 부탁하거나 장인(匠人)에게 연수를 부탁하는 글,
공사 견적을 부탁하는 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계를 중심으로 사연이 제시된
여성 부분과 달리 대외적인 일과 관련된 사연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식을 통해 살펴본 전반적인 특징으로 <증보언간독>과 <통속서간문> 두
책 모두 가족을 대상으로 쓰는 편지 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며 인간이 삶에서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출산, 결혼, 취업, 병문안, 조문’ 등이 잘 나타난
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모, 자식, 사위, 며느리, 외삼촌, 시삼
촌, 사돈’에 이르는 가족 문화를 중심으로 교재가 구성된 반면, 일본의 경우
‘친구’나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편지 예시가 많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장상
희⋅조정문(2004:69)12에서 밝히고 있듯이 서양인의 관점에서는 두 나라 모
두 가족중심적인 문화로 볼 수 있지만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 비해 가족주의
書)’, ‘용어유찬(用語類纂)’, ‘단간영목(断簡零墨)’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12

‘단간영목’은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 및 그 주변인이 작성한 편지가 소개되어 있다.
장상희⋅조정문, 「문화와 일에 대한 태도-한국과 일본 노동자의 일에 대한 헌신도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 2004, 69쪽.

182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9 No.3

성향이 더 강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언간독>과 <통속서간문>의 주요 내용
3.1.에서 살펴본 규식 목록을 토대로 <언간독>과 <통속서간문>의 두드러
진 차이점을 대상, 소재, 구체적인 사연을 토대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언간독>류의 책들을 살펴보면 목차에서 특별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표 1>에서처럼 수신자나 상황을 제목으로 제시한 후 각각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제목으로 제시된 규식을 분류해 보면 크게 대상, 상
황, 여성화자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김남경(2001)13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
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규장각 소장본 등 일반적인 <언간독>류에는 <표
2>의 ㄱ, ㄴ, ㄷ이 제시되어 있으며 ㄷ의 ‘웃의게위쟝, 손아의게
위쟝, 고목⋅답디’ 등이 추가된 이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본도 있다. 또
한 내용이 추가되었더라도 목록에는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ㅁ의 내용
은 김무조 소장본 <언간독>, 김무조 소장본 <증보언간독>, 영남대 소장본
<언간독>, 필사본 언간독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언간독>에 제시된 주요 수신자를 살펴보면 조선 후기 가족 중심의 한국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뒤이어 제시되는 편지 쓰기 목록을 살펴보면 ‘답교날쳥
, 화류쳥, 관등날쳥, 가을의놀쳥난, 무근셰찬, 인
, 남치하, 과거치하, 외임치하, 샹고, 샹고간환매, 물건아니
밧, 문병, 됴쟝, 위쟝, 신부문안’ 등 계절의 변화와 새해, 출산, 사회진출,
병에 대한 위로, 사망에 대한 위로, 결혼 등의 관혼상제 문화를 중시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3

김남경, 「<언간독>과 <증보언간독>비교연구」,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1, 3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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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인 <언간독>의 규식 목록

ㄱ. 대상

ㄴ. 상황

ㄷ. 여성발신자 ㄹ. 주종간

ㅁ. 기타

·답교날쳥
·화류쳥
·관등날쳥
·아들의게

·복날쳥

·아비의게

·가을의놀쳥

·죡하의게

·무근셰찬

·쵼의게

·인

·아오의게

·남치하

·형의게

·과거치하

·외쵼의게

·외임치하

·쟝인의게

·샹고

·돈의게

·샹고간환매

·존쟝의게

·물건아니밧

·사외게편지/답쟝

·신부문안

·사사돈에편지/답쟝

·싀촌의게

·싀아바니신편지/답쟝

·싀촌게

·싀어마니신편지/답쟝

·싀아비게
·싀누의게
·싀동셔의게
· 웃의게
위쟝
·손아
의게위쟝

·문병

·싀삼촌의신편지/답쟝
·고목

·생신편지/답쟝

·답디

·졔인편지/답쟝
·남남기리편지/답쟝
·동셔간죠쟝/답쟝
·의게됴쟝/답쟝
·웃게됴쟝/답쟝
·아의됴쟝/답쟝

·됴쟝
·위쟝

<통속서간문>은 3.1.1.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남성 발신자를 위해 작성한
부분과 여성 발신자를 위해 작성한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 페이지를 반으로
나누어 윗부분은 남성 작가가, 아랫부분은 여성 작가가 작성한 글이 제시된
다. 남성 작가의 경우 상황순으로 내용 정리를 하였으나 여성 작가의 경우
계절 순으로 편지 작성 예시를 제시하였다.
<표 2>는 여성 작가가 작성한 내용을 대상과 상황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
남성 발신자를 위해 작성한 내용에 비하여 소재가 매우 다양하고 일상에서 일어
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대상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4

제목 중 목차 제목과 본문 제목이 다른 경우가 있다. “애완견 행방불명을 친구에게 알리는 글(123
쪽)”을 보면 애완견을 나타낼 때 “犬(견)”에 대해서 목차에서는 집을 의미하는 “家”와 함께 “家犬”
이라고 표현하나 본문 중에서는 애정을 의미하는 “愛”와 함께 “愛犬”라고 표기하였다. 또한 “벚꽃
구경에서 돌아와서 친구에게 제비꽃을 선물한다(21쪽)”가 목차에서는 선물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
는 “贈”이 히라가나로 표기되어 있으나 본문에서는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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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속서간문>의 여성 발신자를 위한 규식 목록 (1~209쪽)14

ㄱ. 대상

ㄴ. 상황

ㄷ. 비고

·친구
·조모
·사람15

·연하장

·딸

·거절(신년회)

·선생님(舊師16,師)

·초대(모임, 제사, 생일 등)

·부모

·문안(한중, 서중, 납량, 지진, 병, 화제, 도난 등)

·노인

·권유(벚꽃구경, 단풍구경, 조개잡이 등)

·여동생

·축하(졸업, 결혼, 출산, 신축낙성 등)

·친족

·선물 보내기(등꽃, 누에콩, 신차 등)

·나이 많은 여자하

·물건 돌려주기(분실물, 빌린 우산 등)

인(老婢)

·요청 및 의뢰(물건 대여, 중매 등)

·유모(乳母)

·사죄(대여물건 파손, 불참, 납부 지연 등)

·자식을 징병을 보

·위로(이혼, 시험낙제, 자식 잃음 등)

낸 부모

·친구를 대신하여, 남편을 대신하여

· 목차 구성은 새해관
련 편지 시작으로 계
절 순으로 시기에 맞
는 편지 예시가 이루
어진다(신년의 부, 봄
의 부, 여름의 부, 가
을의 부, 겨울의 부).
이어서 계절과 관련
없이 작성할 수 있는
편지로 이어진다(잡
의 부).

·사촌동생
·어머니

<표 3>은 <표 1>, <표 2>와 마찬가지로 남성 작가가 작성한 목차를 대상
과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제시한 것이다. 여성 작가의 내용보다 소재와
대상이 간략하게 나타나 있으며 편지 작성 예시 또한 여성 작가에 비해 간략
하게 제시하고 있다. 남성 작가가 작성한 내용의 목차 부분은 주로 상황별로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성 작가가 작성한 내용과 비교했을 때 직장이나
지위, 직업, 고용 관련 내용 등 보다 대외적이고 격식을 갖춘 내용으로 이루
어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녀 모두 ‘축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지
만 여성의 경우는 졸업, 결혼, 출산 등 일상적인 삶을 소재로 한다면 남성의
경우 ‘위원 당선을 축하하는 글’, ‘훈장 수상을 축하하는 글’이 제시되어 대외
15

16

“등꽃을 사람에게 선물한다(28쪽)”와 같이 수식어가 붙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피서로 가는 사람에
게(46쪽)”같이 수식어가 부여되어 어떠한 사람인지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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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직업, 지위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 <통속서간문>의 남성 발신자를 위한 규식 목록 (37~77쪽)

ㄱ. 대상

ㄴ. 상황

ㄷ. 비고

·연하장
·축하(위원 당선, 촌장 임명, 수상 등)
·사람17
·친구(友人、
友)
·거래처
·학교

·안내(벚꽃구경, 달구경)
·초대(공장개업식, 망년회)
·권유(여행, 낚시 등)
·의뢰(금전 대여, 봉공처, 사죄 의뢰 등)
·문의(공사 견적, 학교, 물건 불착 등)
·문안(홍수, 도난, 지진, 한중, 병, 불
행18 등)

·목차 구성은 크게 상황별로 이루어지
고 있다.
·봉공(奉公: 상위 계층 집안에서 고용되
어 일하는 것을 의미함.)을 의뢰하는
글이나 주인집 출입이 금지 되어 대신
사과를 의뢰하는 글 등 신분과 관련된
사연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위로(실업)

<표 1>, <표 2>, <표 3>을 토대로 <언간독>과 <통속서간문>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대상과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상과
관련된 특징을 대상의 다양성, 계층, 성별, 대상의 명시성과 높임 등 네 가지
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의 다양성 측면에서 <언간독>은 수신
인이 가족 중심으로 다소 제한적이나 <통속서간문>은 <언간독>에 비해 수신
인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언간독>에는 주종간에 주고 받
는 편지 예시인 ‘고목’, ‘남남끼리 하는 편지’ 예시가 각각 한 편씩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들, 아비, 조카, 삼촌, 아우, 형, 외삼촌, 장인, 사돈’, 등 가족 중심의
편지가 주로 나타난다. 반면 <통속서간문>의 경우 남녀 발신자 모두 가족에서
보다 확대된 대상으로 친구, 지인, 선생님 등의 수신자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17

18

여성과 동일하게 “공진회(共進会)로부터 상장을 받은 사람을 축하하는 글(40쪽)”과 같이 수식어가
붙는 경우와 “공장개업식에 사람을 초대하는 글(44쪽)”과 같이 수식어가 붙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본어로 가족을 잃는 것을 나타내는 완곡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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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독자의 계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언간독>의 경우 주종 간에 오가
는 편지 양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1)의 고목(告目)에서도 나타나듯 종이 주인
에게 쓰는 편지 예시가 나타나고 있다.19 반면 <통속서간문>에서는 (2ㄱ,
ㄴ, ㄷ)에서처럼 본문 가운데 ‘雇人’이라고 하여 하인을 지칭한다거나 하인이
도망간 내용을 소재로 하는 내용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언간독>에서처럼
주인이 하인에게, 혹은 하인이 주인에게 보내는 편지 예시는 등장하지 않는
다. <표2>의 ‘대상’ 안에 ‘老婢’라고 하여 나이가 많은 여자 하인이 수신자로
설정된 예시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 역시 주인이 하인에게 쓰는 내용이 아니
라 주인과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인집 하인에게 쓴 편지이다. 이러한
내용은 <통속서간문>에만 나타나는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았을 때 <언간독>은 하층민도 독자층으로 아우르고 있는 반면, <통속서간
문>은 중산층 대상의 편지쓰기 교재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1) <증보언간독>에서 ‘하인’이 언급된 부분
고목
곡목 고목것봉 아모 하인아모고목
황공복디근북문 아모 시하인 락 근봉

(2) <통속서간문>에서 ‘하인’이 언급된 부분
ㄱ. 雇人（やとひにん）の逃亡を人に告る文 (아랫사람이 도망간 내용
을 사람에게 알리는 글)
19

황문환(2002) “19세기부터 등장하는 <언간독>의 존재는 언간 사용이 이미 사대부 계층을 넘어서
일반화된 양상을 여실히 보여 준다. - 중 략 - 또한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언간독>의 내용을
증보한 <증보언간독>이 방각본으로 널리 유통되는데 이 또한 언간 사용이 이전보다 확대된 현실을
반영한다. <증보언간독>에 증보된 내용 중에는 이른바 ‘배지’나 ‘고목’의 서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서식이 주종간(主從間)에 오가는 언간의 서식인 점을 감안하면 언간 사용이 하층민
에게까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黃文煥,『16, 17世紀 諺簡의
相對敬語法』, 『國語學叢書』35. 태학사, 2002,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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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下男（しもおとこ）うながして~(남성하인을 보내서~)
ㄷ. 御めしつかひの園どの20~ (귀 하녀인 소노씨~)

셋째, 성별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언간독>의 경우 여성 발신자
를 위한 사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남성 중심의 편지 예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 발신자의 경우 시집간 딸의 문안 편지, 시집 식구
들에게 하는 편지 등으로 매우 제한적인 대상이 나타나는 반면 <통속서간
문>의 경우 여성 독자를 위한 사례가 매우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
독자를 위한 예시는 여성 독자에 비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여성 발신자의
경우도 가족 이외에 친구, 선생님, 이웃 지인 등 매우 다양한 대상이 나타나
활동 영역이 한국의 근대 여성에 비해 조금 더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을 유추
해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언간독>의 경우 남자 발신자이든 여자 발신자이든 표기, 사용
하는 인사말이나 높임 표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고 문
안, 조문 인사 등 편지를 쓰는 상황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여자가 남자
에게(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아버지, 혹은 아버지에게), 남자가 여자에게(예를 들어
아들이 어머니나 장모에게) 쓰는 편지 예시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통속서간문>

의 경우 여성 발신자는 여성에게 남성 발신자는 남성에게 작성하는 편지
예시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즉 <통속서간문>의 규식을 살펴보면 엄마가
딸에게 쓰는 편지 예시는 있지만 아들에게 쓰는 편지 예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남성 편지의 표기는 한자가 주를 이루는 반면 여성은 히라가나 표기가
나타난다. 이는 과거 일본에서 히라가나가 여성 문자라는 인식이 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편지 형식상 말미에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시
하는 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남성은 ‘敬具’, 여성은 ‘かしこ’로 다르게
20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수신자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을 지목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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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하고 있으며 상황 역시 여성은 일상의 사건과 감정 교류에 초점을 두는
반면, 남성은 대외적 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네 번째로 대상의 명시성과 높임 표현에 대해 살펴보면 <언간독>의 경우
<표 1>에서처럼 대상이 비교적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3ㄱ, ㄴ)에
서 나타나는 표현들을 살펴보면 대상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3ㄱ)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쓰는 편지에는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과 상대높임 표현인 “라이다”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답장을 쓴 (3ㄴ)에서는 “못 깃부다”,
“다 목젹다”에서 상대 높임 등급 중 낮춤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통속서간문>의 경우 (4)에서처럼 편지 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제목으로 예시되는 내용들이 있다.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웃이나 지인에게
쓰는 편지임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연초의 글’, ‘여한 문안의 글’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을 밝히지 않는 내용도 있다. 이는 상대를 특정하지 않아
도 쓸 수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목차에서도 대상을 ‘사람’으로 통칭하여
누구에게 쓰든 적용할 수 있는 편지 예시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대상에
따른 높임 표현과 낮춤말보다는 문어체와 구어체의 구분을 명확하게 보여주
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현대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낮춤말
을 사용하지만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 편지 등 문어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일본의 문화가 <통속
서간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아랫사람에게 쓰는 편지에도 높임 표현이 나
타나며, 대상을 ‘사람’으로 통칭하여 손윗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경우나 손아
랫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경우 모두 적용되는 편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5)에서 ‘부’는 다른 글자에 비해 작게 표기되어 있는데 <언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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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높임 표현을 매우 강조하여 시아버지 앞에서
‘부’(며느리) 스스로를 낮추는 의미로 글자를 더 작게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통속서간문>에서는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도 높임의
문어체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 <언간독>은 대상에 따른 높임 표현에, <통속서
간문>은 문어체로서의 높임 표현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언간독>에 나타나는 대상에 따른 높임 표현
ㄱ. 싀아바니 신 편지
문
안 알외고 일긔 고로지 못온 - 중략 긔후 안녕심 라이다
ㄴ. 답쟝
무망 글시 탐〃 반기고 무양 일 못 깃부다 –중략음의 셥〃다 춍요 다 목젹다

(4) <통속서간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대상을 통칭하는 ‘사람’
ㄱ. 藤の花を人におくる(등꽃을 사람에게 보낸다)
ㄴ. 避暑に行きつる人へ(피소 간 사람에게)

다음으로 상황에 따른 편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첫 사연의 특성에 주목해 보았는데 <언간독>의 경우 부자지간 편지로 시작
하여 관계 중심의 목차, 그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
짐을 알 수 있다. 반면 <통속서간문>을 비롯한 다른 편지쓰기 교재에서도
남녀 발신자 모두 신년 인사로 시작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편지 배열을
계절에 따른 시간 순서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상황의 다양성 측면에서 <언간독>의 경우 ‘관혼상제’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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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일’, ‘문안’, ‘문병’, ‘장례’, ‘제사’ 등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일반
적인 상황들이 주를 이루는 반면, <통속서간문>의 경우 애완견을 잃어버린
글, 이연 즉 이혼과 관련된 사연, 하인이 도망간 내용, 식사에 대한 감사,
지진, 재난 등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5)에서는 <언간독> 가운데 시아버님 생신 편지를 예시 글로 제시하고
있는데 날씨가 고르지 않다는 인사로 시작하여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축하
인사를 전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읽는
사람의 수고로움을 두려워하여 이만 줄인다는 말과 함께 건강과 안녕을 기원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대상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첫인사
와 사연, 끝인사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만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언간독>에 나타나는 사연
싀아바니 신 편지
문
안 알외고 일긔 고로지 못온
긔후 안녕신 문 안 아고져 라오며 오날 신이 되시오니 듯
와 든〃시랴 하졍의 부리지 못오며 부 외오 잇와 뫼고
못 지오니 하졍의 괴롭와 오며 알외올 말 하감심 졋와 이
만 알외오며  긔후 안녕심 이다

년월며츤날 부 이

(6)에서는 <통속서간문> 가운데 ‘애완견 행방불명을 친구에게 알리는 글’
이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편지 예시라기보다는
‘오빠들과 애완견을 데리고 밖에 나갔는데 다른 집 큰 개와 우리 개가 싸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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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황’, ‘광고로 개의 행방을 찾는 내용’ 등 개인의 상황과 사연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6) <통속서간문>에 나타나는 특이할 만한 사연 - 애완견 행방불명을 친구에
게 알리는 글
- きのふの夕がた私方かひ犬の赤こと昼のほど暑さにくるしみを＜中
略＞供につれ例の勧工場まで納涼ながら兄たち私ども四五人にて遊び
に参りし処横町に柳の木のたけ高きがある門構への家のを御存じもや
あの邸内より耳のたれし大いなる黒犬がかけ出てゝ一声たかくうなり
かゝり候処此方赤犬なりの小さきに似ず氣のつよう候まゝ走りかゝり
て咽喉をとねらひ申候兄達はいつもの通り面白がりて＜中略＞赤犬と
びかゝりては哮えたてたていつしか横町より大通へと追ひ出申候 - 中
略 - 早足の兄たち其処此処追ひありき候ひしかど適わで遂ひに見うし
なひ候＜中略＞萬一人にでも盗まれしならばいかにせんとて連れ行つ
らん首輪かけさせて鮮かに主の名志らせ置たるなればよも打ころされ
はすまじと思へど如何にも物の案じられ候まゝ今人はしらせて三つ四
つの新聞に在処やしるゝと広告出させ申候折ふしの使ひいとよく仕候
て御わたりに文奉らんとする時など帛につゝみて何時も首にさせつる
を今日は郵便にてさし出し候こと何となく心淋しく候うさの紛るゝ方
なく斯る事ども書ちさし参らするを物ぐるほしとも思し召さんや御わ
たりの誰君さまにも別しては告げ聞え給ふかな かしこ

(의역: 오빠들과 애완견을 데리고 밖에 나갔는데 다른 집 큰 개와 우리
개가 싸우게 되었고 오빠들을 그것을 재미있어 했어요. 그러다가 개들은
큰 길로 나가 버리고 여기저기 따라갔으나 끝내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 중략 – 혹시나 해서 주인 이름을 알리는 목줄을 달고 있으니 누가 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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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없을 것 같지만 걱정이 되어서 3~4개 신문에 행방을 찾는 글을
광고로 내게 하였어요.21 평소라면 심부름도 잘해서 봉투를 목에 걸어
편지를 보내지만 오늘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마음이 허전해요. 허전함
이 사라지지 않아 글을 마구 쓴 점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실까봐
말해 놓습니다.)

(5)와 (6)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언간독>은 독자들이 상황과 대
상이 일치하는 편지 사례를 발췌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지 작성 순서
(대상-첫인사-사연-끝인사-날짜)나 인사말 예시 정도가 나타나고 사연은 매우 간

략하게 제시되어 있는 반면 <통속서간문>에는 인사말보다는 상황과 사연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실제 주고받은 편지를 그대로 사례로 제시한 듯한
느낌을 준다. 전반적으로 근대 한국에 비해 근대 일본의 편지쓰기 교재에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통속서간문>의 경우는
여성 작가인 히구치이치요가 원래 소설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작가의 성향이
글에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22

4. 결론
본 연구는 19세기 한국과 일본의 편지쓰기 실용 서적인 <증보언간
독>(1886)과 <통속서간문>(1896)의 역사적 의미와 내용 체계를 살펴보고 두
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언어문화를 살펴보았다.
21

한국과 달리 일본은 애완견을 키우는 문화가 빨리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애완견의 경우

22

목줄에 주인 이름을 달아 소유를 명확하게 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모리(森:1996)에서는 애초에 <일용백과전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편지쓰기 교재를 기획
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상세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소설가인 히구치이치요에게 의뢰하였을 것이라
고 추측하고 있다.(森まゆみ, 『かしこ一葉『通俗書簡文』を読む』, 筑摩書房, 1996, 3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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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하며 문화를 축적하고 발전시켜 나간
다. 개개인이 일상에서 표현하고 이해하는 언어생활이 언어공동체를 만들고
나아가 언어문화를 만들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생활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알아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편지는 신분, 계층, 성별에 따라 작성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공
적인 일부터 일상의 사적인 감정을 나누는 중요한 통신 수단이다. 그러므로
대상과 상황에 맞는 편지 작성을 위해 간행된 편지쓰기 교재는 당대 언어생
활을 살펴보기에 매우 좋은 자료이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선행 연구와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두 책의 의미를
살펴보고 서지학적 특징, 표지에 나타나는 특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3.에서는 2.에서 살펴본 두 책의 역사적 의미를 토대로 두 책에 나타난 규식
을 대상과 상황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토대로 두 책의
주요 특징을 제시하였다. 특히 3.2.에서는 <언간독>과 <통속서간문>에 나타
나는 대상, 소재, 상황 등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두 책에 나타나는 높임 표현,
편지쓰기 상황의 다양성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언간독>과 <통속서간문>의 의미와 가치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언어생활사를 비교 분석하고 양국의 언어문화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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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Letter Writing Textbooks in Korea and
Japan in the 19th Century
Focusing on <Eongandok>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sūzoku shokanbun> in the Meiji Period

Kim, Su-Jeong⋅Matsuki Ryoko |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s and studies practical letter writing textbooks from Korea and Japan
in the 19th century.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anguage culture of
Korea and Japan.To achieve this, the historical meaning and content system were examined
and analyzed with materials from <Jungboeongandok>(1886), one of the letter writing
textbook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suzzoku Shokanbun>(1896), one of the Meiji
period. Letter writing methods vary according to status, class, and gender. And it is an important means of communication to share personal feelings from public affairs.Letter writing textbooks published to tell you this method are very good materials to examine the language life of that era.
In Chapter 2 of this study,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two books,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appearing on the cover were examined. In Chapter 3, the table
of contents shown in the two books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subject and situation.
In addition,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two books were presented based on specific case
analysis.In particular, in Chapter 3 and Section 2, the subjects, materials, and situations appearing in <Eongandok> and <Tsūzoku shokanbun>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attention was paid to the diversity of honorific expressions and letter writing situations in the
two books.In conclusion, this study can be expected to explore the meaning and value of
<Eongandok> and <Tsūzoku shokanbun> as well as to be actively used as a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material for both countr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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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마당을 나온 암탉뺸에 나타난 우화적 상상력과
에코페미니즘
23김창현*

1. 서론
2. 우화의 길, 알레고리화된 공간의 층위들
3. 자유의 길, 마당을 나와 어미가 된다는 것
4. 초월의 길, 아이를 보내고 홀로 된다는 것
5. 결론

| 국문초록 |

뺷마당을 나온 암탉뺸은 잎싹이라는 암탉의 모성을 통해 에코페미니즘적 주제를 형
상화하고 있다. 이 글은 이 작품 안에서 실존주의와 에코페미니즘이 만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이 작품의 주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작품의 시
작에 이미 주제의 단서가 있고 그것은 알을 낳는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잎싹의 실존
적 고뇌이기 때문이다. 이 고뇌를 통해 잎싹은 자유와 모성을 자기 보존과 확장이라
는 생명 자체의 의지로 인식하게 된다. 또 난용종 암탉이라는 소재로 인해 이 우화는
닭장과 마당을 자본주의와 봉건주의적 억압을 지닌 공간으로 구조화하게 된다. 그리
고 잎싹은 이 억압들을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하고 들판으로 나아간다. 들판에서
잎싹은 스스로 보금자리와 먹이를 구하면서 다른 존재들과 공생하는데, 이는 에코페
미니즘의 경제관인 자급의 관점에 부합한다. 잎싹의 가장 큰 특징은 긍정적인 모성애

*

공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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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녀는 오로지 자유의지에 따라 알을 품고 새끼를 지키
고 떠나보낸다. 그리고 이 모성애를 확장하여 원수인 족제비를 포함하여 모든 생명을
포용하고 자연 전체로 자신의 생명의지를 확산시킨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은 모성성
의 신비화라는 에코페미니즘의 문화적 관점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문명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비판을 통해 대안인 자급적 관점의 단초들까지 보여준다.
주제어 : 뺷마당을 나온 암탉뺸, 우화, 에코페미니즘, 실존주의, 모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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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글은 창작동화 뺷마당을 나온 암탉뺸의 주제의식을 우화의 미학적 특징
과 관련하여 살펴보면서 이 작품이 에코페미니즘의 문학적 형상물이 된 이유
와 그 의미를 궁구해 보고자 한다.1
이 작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널리 호평을 받고 애니메이션 영화로
도 제작되는 등 큰 성공을 거둔 데에는 시대정신과 호흡을 같이하는 이 작품
의 주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환경위기, 기후위기
는 결국 인간의 자연에 대한 수탈과 관련이 있다는 성찰이 제기되면서 인문
학은 물론 여러 학문의 제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이 생태주의에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이 문제는 결국 자기 이외의 존재를 타자화해 온 인류의 의식
변화와 실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지구공동체에 기반을
둔 지구생태시민 운동이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뺷마당을 나온 암
탉뺸과 에코페미니즘은 이 지구생태시민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을 제시하
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관련된다.
에코페미니즘은 남성중심의 현대사회에 대한 단순한 저항에 머무르지 않
고 이 사회의 정치경제학적 기반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약자를 만들고
수탈하는 구조인 위계의 철폐와 다양하고 탈중심적이며 자급에 기초한 정치
경제를 지향한다.2 이렇게 에코페미니즘이 비판을 넘어 대안에 이를 수 있는
힘은 여성들의 삶과 여성성에 대한 고찰에 있다.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들은
약자로 생존해 왔다. 여러 문화권에서 여성들은 자연친화적인, 즉 생태적인

1

이 글에서 생태여성주의가 아니라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생태주의와 여성주

2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단어의 사용이 에코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연대의식의 표명이 되길
희망해서이다.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손덕수‧이난아 역, 뺷에코페미니즘뺸, 창비, 2020.

의가 모두 전 지구적 인식과 실천을 요구하는 운동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페미니즘’이 공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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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남성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남성들이 사냥이나 토목 같은 자연수
탈적인 노동과 침략이나 방어를 위한 전투 훈련 등에 종사하는 동안 여성들
은 임신, 출산과 함께 채집이나 소규모 농사 같은 자연에 기댄 노동을 기반으
로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여
성의 임신, 출산, 보육 활동은 한 집단의 유지, 발전을 위한 기초로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여성성인 모성은 특히 중시된다. 모성은 자기 아이에 대한
본능을 넘어 약자에 대한 공감과 보호로 이어지며 이는 자연과의 공생이라는
생태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뺷마당을 나온 암탉뺸은 출간된 지 20년여에 불과하고 작가가 여전히 활발
히 활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명세에 힘입어 적지 않은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글과 지향점이 겹치는 연구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인기
있는 동화책이이라는 성격 때문인지 교육학적 접근이나 대중미학적 방법론
을 활용한 연구들이 꽤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제외하고 에코페미니즘과 관련
된 연구만 살펴보기로 한다. 또 애니메이션에 대한 연구 중에도 페미니즘이
나 생태주의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3 하지만 애니메이션은 원작과 적지 않은
변개가 있어 인용할 경우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하기로 한다.4
여기서는 창작동화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모성성이나 페미니즘, 생태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들만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주인공 잎싹의 꿈이 알을 낳아 생명의 탄생을 보는 것이고 이후 대부분의
3

몇 편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김은영,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에 드러난
전통 여성영웅서사담의 계승 양상-설화 속 여성영웅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뺷청람어문교육뺸
58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16, 209-236쪽; 강신영‧김은주, ｢현대사회의 모성성의 의미탐색: 만
화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과 <고 녀석 맛나겠다>에 그려진 보육행동을 바탕으로｣, 뺷어린이미디
어연구뺸 11-1,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2012, 169-187쪽; 김은주, ｢한국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 찾은 생태적 인식 및 유아교육적 의미 탐색｣, 뺷어린이문학교육뺸 12-2, 한국어린이문학

4

교육학회, 2011, 183-199쪽.
혹자는 핵심서사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수탉의 희화화나 초록머리가 동족들과 경쟁하
는 것 등 주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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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들도 자식인 초록머리를 지키려는 투쟁이어서 이 작품의 주제가 어머니
인 잎싹의 모성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중에서 김상한은
이 작품에 나타난 모성성을 원형적인 것으로 보고 출산성, 인내력, 포용력,
양육과 보호의 본능, 기다림, 영원성 등 긍정적인 면이 주로 구현되어 있다고
보았다.5 모성성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심화된 논의를 위한 기초를 놓았다고
하겠다. 모성성을 에코페미니즘과 연관시킨 연구로는 류미향과 김춘경의 연
구가 눈에 띈다. 이들은 모성성을 몸, 마음, 영성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보면
서 영적 모성성을 지향해야 할 이상적 차원으로 보고 생명에의 의지와 사랑,
이타(利他) 지향, 초월성 및 신의 대리자로서의 모성성 등을 제시하였다.6 뺷마
당을 나온 암탉뺸과 에코페미니즘의 유사점에 주목하고 이를 주제의식 및
작품의 결구와 관련시킨 점에서 이 글의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직접 에코페미니즘적 시각을 적용하진 않았지만 살펴볼 논의가 있다. 초
월성에 관한 연구인데, 박혜숙은 잎싹이 자기 위에 가해진 배제와 폭력을
초월하여 이타적 죽음이라는 완성된 초월성에 이른다고 보았다.7 이 초월은
기본적으로 실존적 고뇌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글과 맥이 닿는
다. 잎싹은 돌연한 깨달음을 통해 이타에 이른 것이 아니라 자기 실존의 조건
들에 대한 고민을 통해 이타에 이른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들의 수탈당하는
자기 삶의 조건에 대한 실존적 인식과 그 극복을 위한 연대에 기초하며, 뺷마
당을 나온 암탉뺸의 주제 역시 여기에 있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8
이 작품이 생태론적 의미를 지향한다는 것은 작가의 증언에서도 확인된
5

김상한, ｢창작동화에 나타난 모성성의 의미 탐색-뺷마당을 나온 암탉뺸을 중심으로｣, 뺷한국아동문

6

학연구뺸 18, 한국아동문학학회, 2010, 157-174쪽.
류미향‧김춘경, ｢창작동화 뺷마당을 나온 암탉뺸에 나타난 모성성에 대한 치유적 독법과 그 의미｣,

7

뺷문학치료연구뺸 42권,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213-236쪽.
박혜숙, ｢『마당을 나온 암탉』과 『강아지똥』의 초월성｣, 뺷동화와 번역뺸 24권, 건국대학교 동화와번

8

역연구소, 2012, 219-238쪽.
실존에 대해서는 뺷존재와 무뺸를 비롯한 사르트르의 저작들을 주로 참조했다. 즉자와 대자 등
상식에 해당할 만큼 널리 알려진 개념과 사상들을 활용할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주를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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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9 하지만 이 글은 작품을 보다 복합적인 하나의 전체로 보는 차원에
서 접근하려고 한다. 한편의 소설은 작가의 의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때로 작가가 선택한 소재나 인물들이 저마다 고유의 목소리를 내면서 작가의
의도를 넘어서 버리기도 한다. 우화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 글은 이러한
우화의 서사적 특징과 작가의 전략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뺷마당을 나온 암탉뺸
에 나타난 공간적 배경들을 에코페미니즘의 정치경제학에 입각하여 분석하
고 이를 잎싹의 형상에 구현된 실존적 여성성과 종합함으로써 이 작품이
에코페미니즘적 주제를 구현하는 양상을 드러내 보이도록 할 것이다.

2. 우화의 길, 알레고리화된 공간의 층위들
우화는 그 자체로 알레고리이다. 인간이 아닌 어떤 것이나 실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내세워 서사를 구축하지만 그 이면에 인간사회 혹은 실재하는
현상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평가를 담기 때문이다. 특히 우화가 자연물을
내세워 인간사회의 어떤 측면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를 담고자 할 때 작가가
어떤 자연물을 선택하였는가 하는 것은 서사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 작가는 자기가 우의하고자 하는 관념 이상으로 자기가 선택한 보조관념
인 자연물의 속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심지어 그에 이끌리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아지똥』과 같은 경우, 주인공으로 선택된 자연물이 개똥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서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거의 결정되다시피 한다. 현실
적으로 개똥은 더럽고 가치가 적은 물건이다. 그래서 개똥의 가치를 생각할

9

뺷마당을 나온 암탉뺸을 창작할 당시 생태주의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나 결말에 작가 아버지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여러 강연이나 대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2020년
9월 20일자 OBS뉴스 ‘인사이드스토리’에서의 대담이 찾아보기 쉽고 비교적 간명한 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o_aC95wbo_0&t=23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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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의 통념
을 벗어나 서사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렵다. 주 보조관
념인 자연물에 대한 독자 대중의 인식을 거스르면 독자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
이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가는 자신의 의도와 보조관념의 속성을
통합하기 위해 이질적 요소들을 적절히 통제하는 전략을 구상하게 된다.
우화에서 보조관념인 자연물의 속성이란 대체로 일반적 통념이지만 작가
는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가 의도했던 원관념을 재조명해
나간다. 『강아지똥』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은 작가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작가는 어느 날 처마 밑에 버려진 강아지똥이 흐물흐물 녹아 땅속으로 스며
드는 옆에 민들레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작품을 썼다고 한다.10 작품의 서사와
결말, 주제까지 모두 결정된 상태에서 글을 썼던 것이다. 하지만 그 장면을
목격한 작가는 그것을 자연의 이치, 혹은 초월자의 섭리 속에서 새로이 인식
하고 그러한 인식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사적 장치를
하게 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등장인물들인데 이 역시
주인공인 강아지똥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존재들을 선택하게 된다.
강아지똥이 놓여있는 시골길에 등장할 개연성이 있고 강아지똥과 어떤 식으
로든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존재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화는
그 주요 소재인 보조관념을 선택하는 순간 서사가 나아갈 길이 제한되고
스토리의 방향성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그 영향력의 발생 시기와 포
괄적 규모를 고려할 때 발생론적 전제라고 부를만한 것이다.11
이러한 현상은 뺷마당을 나온 암탉뺸에서 전형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작가
10
11

이재복, ‘이 세상 가장 낮은 곳 이야기’, 권정생 글‧권정각 그림, 『강아지똥』, 길벗어린이, 2001.
이 개념은 윌리엄 하비의 ‘동물발생론’에서 착안하였다. 그는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는 과정을
도해하고 “모든 동물은 알에서 나온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같은 관점은 당시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앞선 것이었다. 그는 모든 생물이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각각의 형태가 알 속에 형성되어 있으며 발생과정에서 점차 성장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동물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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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길들여진 오리는 자기 알을 품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암탉에
게 오리 알을 주면 달걀보다 부화기간이 길어 몹시 힘들어하면서도 결국
그것을 부화시킨다는 말도 듣게 된다. 그리고 고민 끝에 오리보다 친숙한
닭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12 작가가 암탉 중에서도 ‘난용종 암탉’을 주인
공으로 선택했던 그 순간 서사가 나아갈 길이 정해졌던 것이다. 그리고 작가
는 이 난용종 암탉의 속성을 철저히 추종함으로써 이 우화의 소설적 개연성
을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알을 얻기 위해 가두어 키우는 암탉에게
인격을 부여하자 그녀는 갇힌 체 사육되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자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알을 낳으면서도 단 하나도 품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
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전개로 난용종 암탉의 속성에서 직접 기인하는
것이다. 갇힌 현실은 그녀에게 자유를, 알을 빼앗기는 현실은 그녀에게 ‘알을
품어 생명의 탄생을 보는’ 꿈을 염원하게 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잎싹을 둘러싼 환경은 그녀를 에코페미니즘의 전사로 구현해 간다.13 그녀의
모성성은 그녀를 더 넓은 공간, 더 철저한 자유로 이끈다. 뺷마당을 나온 암탉뺸
에 나타난 공간 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닭장

마당

들판

세상

뺷마당을 나온 암탉뺸에 나타난 공간 구조
12
13

2020년 9월 20일자 OBS뉴스 ‘인사이드스토리’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o_aC95wbo_0&t=232s)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은 억압된 주체인 여성의 자유를 지향하는 반면 모성성은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기제의 하나로 보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자유와 모성성 모두에 대한 지향은 다른 페미니즘과
변별되는 에코페미니즘의 주요한 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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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싹은 마당과 들판을 넘나들기도 하지만 서사적 지향은 닭장에서 마당을
거쳐 들판으로 지속적인 확장을 꾀한다. 그리고 결국 결말에서 잎싹은 들판
의 한계마저 넘어 온 세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한다. 이 서사의 과정을
조금 단순하게 의미화하면, 공간이 넓어지는 것과 비례해 자유의 크기가 커
지고 있으며 자유가 커지는 것과 비례해 그 책임과 대가의 크기도 커진다고
정리할 수 있다. 즉 이 작품을 잎싹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녀의
성장은 공간의 확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공간의 의미
가 중요한 이유이다.
닭장은 철저히 자본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공간으로 그 성격상 대량생산을
위한 공장을 연상시킨다.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은 이곳이 난용종 암
탉이라는 소재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 원래 잎싹이 있을 곳이기 때문
이다.
양계장 문이 열리고 주인 남자가 외바퀴 수레를 밀고 들어왔다.
“꼬꼬꼬, 아침밥이다!”
“배고프다, 빨리빨리 줘, 꼬꼬꼬!”
암탉들이 보채는 소리로 양계장 안이 시끄러워졌다.
“먹성이 좋은 만큼 값을 해야지! 사료 값이 또 올랐으니까!”
주인 남자가 바가지로 모이를 퍼내며 큰 소리로 말했다.(11-12)14

이 작품에서 시종 자본주의 원리를 대변하는 인물은 사람인 주인 부부이
다. 이들은 닭장에서 모이를 줄 때마다 큼직한 알을 쑥쑥 낳으라고 입버릇처
럼 말하는 인물이며, 잎싹이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게 되자 폐계로 분류하고
고기값이라도 받을 수 있을 지만 가늠하는 인물이다. 잎싹이 갓난아기인 초
14

앞으로 황선미, 뺷마당을 나온 암탉뺸(사계절, 2002)에서 인용할 때에는 이와 같이 서지사항을
생략하고 쪽수만 인용문 뒤에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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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머리를 보호하려고 마당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초록머리가 무리가 그리워
마당에 끼어들었을 때에도 이들은 잎싹과 초록머리를 오직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로만 여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한 이들 부부는
몇 번 등장하지 않지만 이렇게 일관된 인상을 남긴다. 그러므로 오직 이들의
욕망만이 관철되는 닭장은 자본주의 가치의 몰인간성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닭장의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고 처절하게 하는 것은 다른 암탉들
과 잎싹의 대조이다. 암탉들은 철저하게 즉자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들은 그저 배불리 먹고 알을 낳는 생활에 길들여져 있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는커녕 자기들이 낳은 알에 대한 관심도 없다.
잎싹은 난용종 암탉이다. 알을 얻기 위해 기르는 암탉이라는 말이다. 잎싹
은 양계장에 들어온 뒤부터 알만 낳으며 일 년 넘게 살아왔다. 돌아다니거
나 날개를 푸덕거릴 수 없고, 알도 품을 수 없는 철망 속에서 나가 본 일이
없었다.(10)

잎싹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위와 같은 처지가 다른 수많
은 난용종 암탉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그들은 오직 알을 낳기 위해 알을
낳기에 효율적인 최소한의 공간에 수용되어 있다. 그리고 알을 낳자마자 그
것은 기울어진 경사를 따라 주인이 꺼내가기 좋게 닭장의 앞쪽으로 굴러
내려가 버린다. 좁은 공간, 효율적인 생산인력의 배치, 원료 투입과 생산물의
수집이 용이한 구조 등 모든 것이 대량생산을 위한 공장과 유사하다. 아니,
엄밀히 말해 이것은 달걀 공장, 그 자체다. 더 엄혹한 조건이 있다면 생명을
가진 암탉들은 일꾼이면서 동시에 생산기계라는 점이다. 이들은 더 이상 알
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 ‘폐계’라 불리는 쓸모없는 물건이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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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탉들 중 하나가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이 우화적 알레고리는 가혹하리만큼
현실적이다.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는 하시라
도 생산수단의 하나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계로 구덩이에 버려진 잎싹은 청둥오리 나그네의 도움으로 살아나 마당
으로 가게 된다. 이 구덩이 이야기는 짧지만 매우 인상적이다. 가장 비극적이
고 처절한 공간이지만 여기에서 일어난 두 생명의 상호작용은 감동을 준다.
모든 것을 포기한 뒤에 버려진 잎싹과 장애로 인해 동료들과 헤어진 뒤 마당
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나그네, 이 두 약자는 오직 살고자 하는 의지와 살리
고자 하는 의지로 하나가 된다. 죽음의 공간이 공생의 공간이 된 것이다.
마당은 전형적인 봉건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공간으로 그 성격상 가부장이
지배하는 신분제 사회를 연상시킨다. 이 마당은 닭장보다 크고 복잡해서,
헛간과 텃밭 그리고 대나무 숲과 닭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잎싹은 우화의
발생론적 전제가 이끄는 길을 따라 마당으로 왔다. 난용종 암탉인 잎싹이
알을 낳지 못하게 되면 무엇일까? 이 작품에서 그것은 먼저 폐계이다. 폐계는
살처분의 대상이다. 그러나 잎싹은 살아나서 다시 닭이 되었다. 닭이 있을
곳은 마당이다.
수탉 부부는 횃대에 올라가서 헛간의 모두를 내려다보았고, 오리들은 저희끼
리 몸을 맞대고 있었다. 하지만 청둥오리는 그들과 떨어져서 거의 문 쪽에
웅크리고 않았다. 아마도 그 곳이 청둥오리의 자리인 것 같았다. 잎싹은 청둥
오리보다 더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39)

수탉을 귀족인 마당의 지배 영주로 보면 오리들은 중간 계층쯤 되고 청둥
오리와 잎싹은 천민이 된다. 개는 귀족의 눈치를 보는 무신 계급 정도 되겠
다. 봉건 신분제 구조와 빈틈없이 들어맞는다. 이런 가설에 확신을 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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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탉의 다음과 같은 말이다.
“엊저녁에 잠자리를 내준 건 네가 볏을 가진 족속이기 때문이야. 볏을 가진
족속은 웃음거리가 되면 안 돼. 그러니 네 자리로 가.”(42)

봉건적 혈통주의를 이렇게 간명하게 선언하긴 쉽지 않다. 볏으로 상징되
는 혈통을 기초로 나면서부터 신분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체통과 분수를
중시하는 모습도 중세 봉건제 사회와 판박이로 닮았다. 혈통에 따라 구분된
위계가 이 마당의 체제이고 법이다. 그리고 이 위계로 인해 마당은 개별자들
의 존엄성이 수시로 무시되며, 생명과 자유의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공간이
된다.15 잎싹은 족제비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마당의 가장 낮은
자리만을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이 봉건 체제는 완전하지는
않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인부부가 개입하는 순간에는 아주 잠시 균열이
온다. 잎싹이 살이 오른 상태로 초록머리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처럼. 하지만
수탉은 자기 위의 절대 권력에 얼렁뚱땅 영합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성을 수호
한다. 그리고 사실 이마저도 중세 봉건 영주들 대부분의 실제 처지와 흡사해
보인다.
들판은 자연의 원리가 적용되는 공간으로 그 성격상 생존을 위한 가혹한
투쟁이 점철된 야생의 전장이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자유의
터전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가진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순된
것도 이원적인 것도 아니다. 전자가 후자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이 공간의
이중성은 야생의 투쟁을 바라보는 작가의 해석이 적용됨으로써 형성된다.
개별자들에게 자유에 대한 가혹한 대가를 요구하는 이 들판은 해석에 따라

15

이 작품에서 생명과 자유, 이 두 가지 가치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자유는 생명 가진 것이 본능적
으로 추구하는 생명 활동의 하나처럼 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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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들이 공존하는 생태의 공간일 수도 있는 것이다. 들판의 다양성은 그
광활함에 해석의 폭까지 더해져 이룩된다. 마당 밖에는 밭도 있고 야산도
있으며, 저수지와 갈대 숲, 비탈진 풀밭들도 있다. 그런데 들판은 닭이 있을
곳이 아니다. 여기에서 서사는 난용종 암탉이 지닌 소재의 전형성에서 벗어
난 것일까? 아니다. 결핍으로부터 시작한 서사는 그 결핍을 보상하기 위한
길을 간다.
왜 잎싹은 닭장에서 마당을 거쳐 들판으로 나아갔을까? 그것은 그녀가 난
용종 암탉이었기 때문이다. 좁은 곳에 갇혀 알만 낳으면서도 한 번도 알을
품어보지 못한 존재. 이것은 생명의 의지가 결핍된 존재이다. 잎싹은 이 결핍
을 인식하고 그 타개를 꿈꾸는 대자적 존재이다. 생명은 자유롭기를 원하고
자기의 보전(保全)과 확장을 원한다. 처음에 마당은 자유와 자기 보전이 균형
을 이룬 이상적 공간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유도 자기 보전의 가능
성도 없었다. 잎싹의 입장에서 들판은 위험하고 냉혹한 전쟁터인데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특히 그녀가 나그네의 알을 품어
초록머리의 어미가 됨으로써 그녀는 더 이상 단지 암탉이 아니라 어머니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 작품의 제목이 닭장을 나온 암탉이 아니라 뺷마당을 나온 암탉뺸이 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최하위의 존재였던 난용종 암탉 잎싹은 최하위의 존재였
기 때문에 마당에 머물 수 없었다. 수탉의 가부장적 보호 아래 있는 마당의
암탉이 가진 자유와 번식은 진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호의 이름 아래
구속된 자유이며 그래서 그 번식 또한 구속된 자기로서 새끼를 낳는 행위일
뿐이다. 그것은 수탉도 마찬가지이다. 억압적 가부장제 안에서는 가부장 역
시 구속된 희생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잎싹은 자유와 번식이 둘이 아니
라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온전히 자기 의지에 의한 번식만이 자기와 새끼
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잎싹이 결핍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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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 질곡과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는 봉건주의적 억압에 대한 동시
적 저항이라는 알레고리가 되는 것이다. 마당이 닭장을 담고 있듯이 이 두
가지 모순은 하나로 존재한다.
마당과 들판 사이에는 경계가 있었지만 들판과 더 넓은 세상 사이에는
경계가 없다. 들판의 다양성은 곧 무한성이기도 하다. 들판은 흔적 없이 무한
한 공간, 세상과 이어진다. 세상이라는 공간이 무한하다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을 대가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날 수 없는 닭인 잎싹에게 그런 대가를
치루고 무한한 공간을 얻을 이유가 있을까? 이 작품은 이 궁극적 질문에마저
답하고자 한다. 그렇게 잎싹은 에코페미니즘의 전사가 된다. 작가가 원했든,
그렇지 않았든.

3. 자유의 길, 마당을 나와 어미가 된다는 것
닭장에 있는 암탉들은 철저히 소외된 존재이다. 좁은 공간에 모여 있지만,
즉자적 존재인 이들은 자기들의 생존의 조건이나 희망의 좌절을 말하지 않는
다. 그저 배불리 먹고 알이 나오니까 낳을 뿐이다. 말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충만한, 존재 이외의 의미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들인 것이다. 그들은 각자
고립되어 있지만 외로움조차 느끼지 않는다. 이 속에 자기와 마주하여 자기
를 인식하고 있는, 대자적 존재인 잎싹이 있다. 수많은 닭들 속에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내던져진 자기 삶의 조건을 직시하는 잎싹은 고통스럽고
외롭다. 다른 닭들의 시각으로 보면 잎싹에게도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잎싹은 매순간 자신의 의지로 처절한 선택을 해 나간다. 먹이를 먹고
알을 낳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녀는 스스로 먹이를 끊고 알을
낳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자기의 운명과 억압의 주체인 주인들에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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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처절한
선택의 순간들로 인해 그녀는 실존주의 전사의 형상을 획득한다. 그런데 그
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를 억압하는 운명과 주인에게는
저항하지만 그 밖의 존재들에 대해서는 관심과 존경의 끈을 놓지 않는다.
개와 오리 같은 마당 식구들에 대해 관심과 동경을 가지고 관찰한다. 특히
자신과 닮은 수탉과 암탉에 대해서는 존경과 부러움을 지니고 그러한 삶을
꿈꾸지만 시기나 미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다른 존재들에 대한 그녀의 관
심과 애정은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에 대한 관찰과 심적(心的) 연대에서 극적
으로 드러난다.
초록색 잎사귀는 늦은 가을까지 살다가 노랗게 물들었고, 나중에 조용히 졌
다. 거친 바람과 사나운 빗줄기를 견딘 잎사귀들이 노랗게 질 때 잎싹은 감탄
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연한 초록색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감탄했다.
잎싹은 ‘잎사귀’라는 뜻을 가진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은 세상에 또 없을 거
라고 믿었다. 바람과 햇빛을 한껏 받아들이고, 떨어진 뒤에는 썩어서 거름이
되는 잎사귀. 그래서 결국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게 잎사귀니까. 잎싹도
아카시아나무의 그 잎사귀처럼 뭔가를 하고 싶었다.(13)

잎싹이 잎사귀가 부러워서 ‘잎싹’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은 이 심적 연대에
대한 상징적 선언이다. 그런데 잎싹은 이러한 일시적인 심적 연대를 넘어
타인에 대한 책임으로 자신을 이끈다. 바람, 햇빛과 나무를 매개하여 꽃을
피우는 잎사귀처럼 타인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는 꿈을 지니는 것이다.
이것은 실존적이며 동시에 생태적인 꿈이며 책임감이다. 여기에서 사르트르
의 실존주의와 에코페미니즘이 만나는 것이다.
잎싹의 선택은 결국 그녀를 닭장 밖으로 인도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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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다. 자신이 폐계여서 닭장에서 꺼낸다는 말을 들은
잎싹은 희망을 품게 되어 거부하던 물과 모이를 먹는다. 밖에서의 생활에
대비한 것이다. 이 작은 선택은 구덩이에서 잎싹을 구해내기 위한 복선이
된다. 나그네의 도움이 있었어도 잎싹이 스스로 ‘아우성치며’ ‘팔팔’함을 증
명하지 못했다면 족제비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다.
나그네에 의지해 헛간으로 갈 때에도 잎싹은 수동적이지 않다. 그녀는 결
코 선택할 수 없는 것과 희망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한다. 전자는 닭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잎싹에게 말 그대로 ‘털끝만큼’도 고려할 여지조차
없는 선택지이다. 닭장 밖 사회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데도 밖에 살기를 선택
한 잎싹은 염치 불구하고 나그네에게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마당
으로. 부끄러움이 자기 의지에 따른 삶을 가로막을 때 그것은 생존의 적일뿐
아니라 실존의 적이다. 위계에 의한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잎싹은 지켜야 할
체면 따위도 없다.
위계가 지배하는 마당에서 잎싹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유일한 존재이
다. 야생의 세계에서 온, 족제비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그네조차도 그 위계의
권위 앞에서는 복종한다. 개와 오리들앞에서 잎싹을 변호하던 그의 용기는
자기가 소속된 오리 우두머리의 등장에 사그라든다. 위계상 분명히 자기의
위에 있고, 마당에서 사는 한 그 위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두머리 오리는 다시 마당 전체의 우두머리인 수탉의 등장에 뒤로 물러난
다. 개조차도 남은 불만을 억누르고 수탉의 말에 따른다. 잎싹도 금방 이
위계질서의 힘을 깨닫는다. 그녀는 자기를 쫓아낼 궁리만 하는 암탉의 풍만
하고 단정한 몸에 부러움을 느낀다.
잎싹은 마당 식구들이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소리에 부끄러움을 느낀
다. 또 병을 옮길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주눅이 든다. 마당이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마당에서 살고 싶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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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을 분명히 밝힌다. 그녀는 마당의 식구가 되어 모두와 함께 살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수탉은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아”라는 선고를 내린다. 이렇
게 헛간에서 밀려난 잎싹은 그러나 희망적이다. 그녀는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마당에 와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마당에 주어지는 먹이
역시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마당은 또 다른 즉자들의 세계였다. 나그네를
빼고는 아무도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해진 질서에 순응할 뿐
이었다. 그것은 선택권을 가진 듯 보이는 수탉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정해진
질서의 수호자일 뿐이다. 그에게 잎싹은 단지 그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존재일 뿐인 것이다. 그의 고민은 딱 거기까지여서 그것은 선택의 여지를
가진 것이 아니다.
마당에서조차 축출된 잎싹은 뜻밖에도 다시 희망을 발견한다.
“마당에서 멀기는 해도 밭은 얼마든지 있었다.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는 셈
이었다. 잎싹은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가슴을 폈다. 그리고 목청을 돋워서
기쁘게 꼬꼬 거렸다. 수탉 부부가 이렇게 넓은 밭을 다 차지할 수는 없을
테니까.(47-50)

잎싹은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기술을 가졌다. 하지만 또 현실을 직시
하는 힘도 있다. 이미 족제비를 경험한 그녀에게 문지기인 개의 보호가 있는
마당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마당의 위계와 거기
에서 기인한 허위의식에 분노하면서도 마당의 곁불을 쬘 방안을 강구한다.
잎싹은 마당을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갈 곳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마당
끝으로 가서 아카시아나무 아래를 발톱으로 후벼 파기 시작했다. 아랫배가
폭 들어갈 정도의 구덩이가 생길 때까지.
마당을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개는 잎싹이 하는 짓을 눈을 끔뻑이며 바라볼

뺷마당을 나온 암탉뺸에 나타난 우화적 상상력과 에코페미니즘 | 김창현 215

뿐이었다. 발톱이 아프도록 땅을 파헤치는 동안 잎싹의 가슴은 슬픔과 분노
로 뒤범벅이 되었다.
‘할 수만 있다면 마당을 떠나고 싶어!’(55)

마당 식구들에 대한 잎싹의 연대의식은 외면당했다. 그녀는 그들과 자신
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경계인이 되었다. 마당과 들판의 경계에서 잎
싹은 이제 더 이상 마당을 동경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그녀는
더욱 외로워졌다. 그래서 더욱 그녀는 알을 품기를 소망했다. 마당의 암탉이
알을 품는 것을 보면서, 나그네가 뽀얀 오리와 짝이 되어 마당 밖으로 나돌게
되면서 잎싹은 더욱 외로웠고 더욱 알을 원했다. 결국 그녀는 나그네도 보이
지 않는 마당을 떠나기로 한다. 개의 보호가 있는 마당을 버리고 위험한 들판
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울타리를 찾아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그녀가 마당을 나오는 과정은 마당에 대한 실망과 알에 대한 욕망이 교직되
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녀는 마당을 나오자마자 알 하나를 갖게 된다. 처음에는 보금자
리로 만들고 싶은 찔레덤불을 발견한다. 그리고 비명소리와 함께 뭉툭한 꼬
리 같은 것이 쓱 지나간다. 잎싹은 심장이 서늘해지도록 아픈 소리와 붉은
빛을 본다. 박힌 듯 얼어있던 잎싹은 그 비명소리가 나그네의 소리라고 생각
하고 힘을 낸다. 이때 실존주의 전사로서 잎싹의 진면모가 다시 나타난다.
그녀는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게 설사 족제비라고
해도 청둥오리 일이라면.(60)”하고 각오를 다진다. 청둥오리 나그네는 잎싹에
게 자기를 투사할 수 있는 존재였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잎싹은 나그
네의 생존과 자유를 자신의 생존과 자유와 똑같이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잎싹은 찔레덤불 안에서 약간 푸른빛이 도는 흰 알 하나를 발견
한다. 이 연결점은 작가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잎싹과 나그네가 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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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이미 반려라고 선언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독자도 앞선 잎싹의 각오
때문에 이 알이 나그네의 알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 효과로 이 장면에 죽음
이 암시되어 있는 뽀얀 오리의 존재는 희미해지게 된다. 그러나 이 알은 뽀얀
오리의 알이다. 그리고 잎싹은 이 알의 부모가 누군지 이때는 몰랐다. 다소
그 의미가 약화되긴 했어도 이 알에 부여되는 잎싹의 모성애는 그것이 자신
이나 나그네의 새끼인지 아닌지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아직 따뜻하구나. 낳은 지 얼마 안 됐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지. 내가
너를 품어 주마.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운 마음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평온해졌다. 조금 뒤에는 여태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기쁨마저 솟아났다. 잎싹은 눈을 지그시 감고 가슴 밑의 생명
이 전하는 따뜻함을 느꼈다.(63)

잎싹은 알을 품으며 이제까지 부정해오던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것은
자기가 알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잎싹은 어미가 돌아와 알을 뺏기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가슴에 닿는 알을 더욱 사랑스럽게 느낀다. 그녀는 껍데기 속
에서 뛰는 심장소리마저 느끼는 상상의 소통을 경험한다. 그녀는 알을 위해
먹는 것마저 최소화한다. 자기 실존의 모든 조건을 알에 맞추는 것이다. 여기
서 중요한 것은 이 돌봄이 잎싹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잎싹은
어떤 타자나 제도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본능이 요구하는
어떤 욕망에서 출발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본능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잎싹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다. 이렇게 잎싹의 이미지는 실존주의로부터
에코페미니즘의 전사로 넘어간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서사가 실존
주의를 통합하면서 에코페미니즘의 주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에코페미니즘 밖에서 혹은 어쩌면 여전히 그 안에서 다른 하나의 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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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을 감싼다. 나그네의 헌신이다. 그는 잎싹과 달리 어떤 도덕적 의무감
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는 배우자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자기 알과 그 알을 품고 있는 잎싹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다. 잎싹이 자기
욕망과 의지를 따를 때 그는 무엇을 따르고 있었을까? 이 부성애는 잎싹의
모성애와 동질의 것일까? 잎싹이 알과 대화를 나누며 알을 품는 데 집중할
때 나그네는 진실을 숨긴 체 혼자만의 전쟁을 치른다. 이 아름다운 부성애가
가부장의 이상화처럼 느껴지는 것은 오해일까? 가슴 아픈 현실을 숨긴 체
홀로 고군분투하는 나그네에게 물고기를 얻어먹으며 투정이나 하는 잎싹이
가부장의 보호 하에 있는 철없는 아낙처럼 보이는 것도. 이것은 작가가 에코
페미니즘의 투철한 사상가가 아니라 순진한 생태주의자로서 소재가 만든 알
레고리의 길을 걸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일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그와 같은
보통의 독자들에게 더 보편적인 감동을 주게 된 것 역시 사실일 것이고.16
하지만 자신과 알만 생각하는 잎싹의 이 철없는 모습이 그녀의 행위가
그녀의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기도 한다. 흔히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고 한다. 자유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녀는 알의 부모가 나그네와 뽀얀 오리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것
을 알았다고 해도─실제로 알고 난 뒤에도─그녀의 선택은 바뀔 이유가 전혀
없었다. 아마도 그 알이 자신이 전혀 모르는 어떤 새의 알이었어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만큼 그 선택에 대한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던 것이
다. 이렇게 그녀가 어머니가 되는 길은 곧 자유의 길이기도 했다.

16

이 대목은 그녀가 나그네에게 입은 일방적 도움을 그의 알을 품음으로써 단번에 갚고 둘이 대등한
관계에 이르게 되는 설정이기도 해서 이 대목에 대한 불만은 오직 에코페미니즘의 사상만 주장하
는 이론가의 불평일 뿐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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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월의 길, 아이를 보내고 홀로 된다는 것
생명의 견지에서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을 보전하면서 그 가능성
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닭장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들판으로 이어진 잎
싹의 행로가 그것이다. 공간을 확장하면서 자기 삶의 방식을 확장했다. 그
과정은 고립에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닭
장에서 나와 나그네와 관계를 맺었다. 비록 성공적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녀는 마당의 식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런 약한
연대를 넘어 가장 강력한 연대의 길에 도달했다. 나그네가 죽고 잎싹은 어머
니로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새로운 선택을 홀로 해야 했다. 연대는
그 자체로는 자유나 억압이 아니다. 하지만 연대는 생명의 가능성을 확장하
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한에서 자유에 기여한다.
나그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잎싹은 마당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마당은 잎싹의 선택, 암탉과
새끼 오리의 연대를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혈통주의 사회인 마당
에서 이를 뒤흔드는 이 조합은 비난과 배척의 대상이었다.
수탉이 엄하게 말했다.
“음식점의 요릿감이 되는 게 훨씬 닭답게 죽는 일이란 말이다. 볏을 가진
족속이 남의 새끼를 까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게 말이야, 닭이 오리를 까다니. 오래 살다 보니 별 희한한 꼴을 다 보는군!”
개가 빈정거렸다.(95)

혈통을 앞세우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안티페미니즘적 성격과 반생태
주의적 성격이 한 번에 드러나는 장면이다.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로 추앙된다. 그들이 아기를 오리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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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잎싹도 비로소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아기는 청둥오리 나그네의 새끼였
다. 하지만 잎싹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잎싹의 모성은 아기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았다. 에코페미니즘이 모성성의 확장에서 공존의 희망을 발견한
것처럼 잎싹은 혈통이나 종에 구애받지 않는 모성으로 자기의 선택을 긍정한
다. 이 긍정은 잎싹 자신에게 삶의 이유가 되고 아기 초록머리에게는 생존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인 부부의 의지 때문에 잎싹과 아기는 마당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잎싹은 곧 주인 부부의 이익에 대한 욕망이 마당 식구
들의 신분 질서에 대한 집착보다 더 무서운 것임을 알게 된다. 주인 부부에게
살이 오른 잎싹은 탕거리에 불과하고 야생 오리인 아기는 날개 끝을 잘라야
하는 소유물에 불과했다. 날개는 잎싹이 갖지 못한 초록머리의 가능성이다.
결국 마당으로의 회귀는 생명의 확장 가능성을 축소하고 말살하는 선택이었
다. 아기를 위해 돌아왔지만 이제 잎싹은 아기를 위해서라도 들판, 야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들판에서 아기, 초록머리를 키우면서 잎싹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친다.
족제비의 공격, 먹이의 부족 같은 것은 야생의 삶에서 일상적인 것이다. 하지
만 약자에게 그것은 생존을 위한 냉혹한 시험이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자에
게 야생은 그 시험을 치룰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우두머리 오리는 나그네가
야생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뽀얀 오리와 함께 족제비의 밥이 되었다는 사실
을 지적하면서 야생 오리도 집오리도 아닌 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것이 될지 경고한다. 하지만 잎싹은 야생의 삶을 택했다. 여기서 이 선택은
단지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아기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이 선택의 대가로 잎싹은 초록머리를 지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지속해야
했다. 수시로, 나중에는 거의 매일 보금자리를 옮겨야 했던 것은 사소한 것이
다. 잎싹은 심지어 족제비와 정면 대결도 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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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제비가 눈길을 돌리려는 순간, 잎싹은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마치 불길 속
으로 달려드는 나방처럼. 그리고 앙칼지게 쪼았다.
“캬악!”
족제비가 비명을 지르며 초록머리 쪽으로 튀었다. 부리를 단단히 죈 잎싹은
무작정 끌려갔다. 초록머리의 아우성이 들렸다. 잎싹과 족제비는 한 덩어리
가 되어 비탈을 구르기 시작했다. 발버둥치는 족제비의 발톱이 잎싹의 배를
할퀴었다. 비탈에 솟은 돌에 걸려서야 족제비는 떨어져 나갔고 잎싹은 그대
로 정신을 잃었다.
“아가, 도망쳐.”(130)

잎싹은 천적인 족제비를 쪼아 살점을 문 채로 한 덩어리가 되어 비탈을
굴러 내려간다. 이때 그녀는 살점과 함께 족제비의 눈까지 쪼아 버려서 족제
비는 애꾸가 된다. 이 대결은 잎싹에게 자신의 목숨보다 초록머리를 지키는
것이 더 큰 가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성의 전사로서 잎싹을 가장 극적
으로 그려낸 대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위험 속에서 초록머리를 지켜야 하는
잎싹은 적게 먹고 많이 활동하면서 살은 빠지고 기질은 강해져 간다.
에코페미니즘의 전사로서 잎싹을 이야기하려면 모성성 외에 이 지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닭장과 마당의 동물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
는다. 그렇다고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닭장의 암탉들은 알을 낳는
다. 그리고 마당의 짐승들도 위계에 따라 집을 지키거나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직접 먹이를 구하는 노동은 아니다.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먹이를 제공받고 자기들의 알과 새끼들, 심지어 자기
자신을 그 대가로 내놓는 예속된 삶을 산다. 이들의 경제활동은 집과 먹이를
가진 주인에 철저히 복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야생에서 잎싹과 초록
머리는 스스로 먹이와 보금자리를 구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에

뺷마당을 나온 암탉뺸에 나타난 우화적 상상력과 에코페미니즘 | 김창현 221

대한 존중, 그로부터 가능해질 공존을 위한 경제적 기초로 자급적 관점을
제시한다.17 자연수탈을 기초로 한 과소비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이 볼 때 빈
약하고 힘겨워 보이는 이 관점 때문에 에코페미니즘의 경제학은 사회주의보
다 근본적이고 급진적으로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오류가 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18 하지만 에코페미니즘은 여기에서 물러나면 더 이상 지속가능한 길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 작품은 닭을 주인공으로 한 동물우화라는 한계로 인해 자급적 관점의
경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알을 품는 잎싹과 나그네,
모자 관계인 잎싹과 초록머리는 그 단초를 보여준다. 나그네가 매일 물어다
주는 물고기를 먹으면서 잎싹은 알을 품어 깔 수 있었다. 또 초록머리가 성장
한 이후에는 날고 헤엄칠 수 있는 초록머리와 족제비나 들판에 대해 잘 아는
잎싹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서로 돕고 지킨다. 여기에서 나아가
잎싹은 개개비와 같은 이웃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걱정한다.
그들은 수련 밭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장난을 쳤는데 잎싹은 그것이 무척 못
마땅했다. 개개비 암컷이 불안해서 ‘개개개’ 울어댔고 수컷은 몇 번이나 주변
을 살피려고 날아올랐다.
‘철없는 오리들! 알을 품어보지 못했으니 어미 심정을 알 턱이 없지.’(115)

잎싹은 어미로서 자신의 경험을 미루어 개개비 이웃에 공감한다. 이렇게
확대된 모성성은 약자들의 연대감으로 이어져 자급적 공동체의 기초가 되기
17
18

마리아 미스, 앞의 책, 126-515쪽 참조.
정호영은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에 대해 분석하면서 마리아 미스의 자급적 경제관
의 일부, 특히 사회적 기업론에 대해서 비판한 바 있다.(정호영, ｢마리아 미즈의 에코페미니즘
비판을 위한 자료―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NGO, 국가｣, 뺷정세와 노동뺸 158호, 노동사
회과학연구소, 2020, 135-166쪽.)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자급적 경제관 자체의 정당성 혹은
‘선한 의도’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은 어렵다.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은 사회적 기업론보다는 경제에 있어서 자급적 관점 자체를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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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수지로 놀러 나온 집오리들은 야생에서 알을 품는
개개비나 족제비로부터 보금자리의 안전성을 지키려는 잎싹의 입장을 이해
하지 못한다. 개발주의에 길든 인간들에게 생태적 관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런데 잎싹은 초록머리가 성장할수록 그가 자기와 다른 존재라는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가장 강력한 연대의 하나인 모자 관계는 그러나 그 초기에
권력의 절대적 비대칭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모성성에는 파토스적
인 애정으로 인한 집착과 독점욕 같은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19 하지만
잎싹의 모습은 모성의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을 극복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야생의 삶은 초록머리가 아니라 잎싹이 선
택한 것이었다. 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초록머리는 자기의 의사와 관계
없이 야생의 삶을 강요당한 것이다. 초록머리가 어미인 잎싹과 자기의 다름
을 인식하면서 우울해 할 때 잎싹은 답답하고 불안해진다. 하지만 그가 집오
리 무리를 따라 마당으로 갈 때 잎싹은 걱정하면서도 그의 뒤를 따라 마당으
로 간다. 어미의 위치와 육아의 수고를 내세워 아이를 핍박하지도, 자기 선택
을 따르고 지키도록 강요하지도 않는다. 단지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아이의
처지를 안타까워할 뿐이다.
아이에게 자신을 투사하는 것은 부모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와 달리 헤엄치고 날 수 있는 초록머리를 경이와 애정으로 지켜
본다. 그리고 자기에게 없는 아이의 가능성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끈을 밤새도록 쪼아댔더니 새벽이 되었을 때는 부리가 얼얼해서 벌릴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머리가 몹시 어지러웠다. 하지만 끈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너덜너덜해졌다.
19

김상한 앞의 글, 163-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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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에서 깬 초록머리가 그것을 보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초록머리가 발쪽의
끈을 물고, 잎싹이 다른 쪽을 물고 잡아당기자 끈이 마침내 끊어졌다. 매듭을
풀지 못해서 고리를 찬 것처럼 끈이 남기는 했지만 거추장스럽지는 않았다.
잎싹은 너무나 지치고 아파서 바닥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했다.(170)

끈은 인간문명의 상징이다. 그것으로 인해 초록머리는 청둥오리 무리에
끼지 못한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길 원하는 아이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잎싹은 밤새 그 끈을 제거한다. 처음에 그것은 초록머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고리처럼 남은 부분은 잎싹의 모성성을 상징하는 징표가 된다.
잎싹은 초록머리의 생명을 지키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초록머리의 가
능성을 최대로 열어주려고 한다. 그것은 결국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선택
인데도.
이 작품에서 잎싹의 모성성의 크기를 보여주는 장면은 결말일 것이다. 잎
싹은 우연히 족제비의 갓 난 새끼들을 발견하고 초록머리를 구하기 위해
그 새끼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한다. 그 와중에도 잎싹은 털도 나지 않은 새끼
들에 대한 연민을 느낀다. 그리고 심지어 평생의 천적이었던 족제비에게 어
미로서 동병상련의 정을 느낀다. 결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가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생태적 관점을 표면화한다. 잎싹에게 족제비는 정신적 반려자인
나그네의 원수이고 몇 번이나 자신과 아기의 생명을 노렸던 평생의 원수이
다. 족제비 역시 잎싹은 자기의 한쪽 눈을 해친 원수로서 반드시 복수할 것을
다짐하던 원수이다. 잎싹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서사를 따라왔을 어린 독자들
이 족제비와 잎싹을 같은 어머니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작가의
의도는 생태적 관점을 내면화한 독자라야 겨우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것이다. 어린 독자들은 다만 몸의 변화를 통해서 암시한 족제비의 임신과
출산, 잎싹과 새끼들의 사전 만남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들이 만드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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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개연성 때문에 족제비도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만을 간신히 받아들일
것이다. 이를 의식했던 것인지 작가는 마지막에 비장의 한수를 던진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카시아 꽃잎도, 향기도,
부드러운 바람까지도. 잎싹의 앞에는 굶주린 족제비가 있을 뿐이었다.
“그래, 너로구나.”
잎싹은 퀭한 족제비 눈을 보면서 물컹하던 어린것들을 떠올렸다. 부드럽게
느껴지던 살덩이. 왠지 그 살덩이가 잎싹이 마지막으로 낳았던 알처럼 느껴
졌다. 단단한 껍데기도 없이 나와서 마당에 던져졌던 알. 너무나 가엾어서
가슴이 긁히듯이 아프던 기억. 또다시 온몸이 뻣뻣해지려고 했다.(190)

결국 작가는 모성성을 동원해 결말을 설득한다. 족제비의 새끼들과 이야
기 서두에서 버려진 잎싹의 마지막 알을 병치하면서. 이렇게 자연의 질서
속에서 모성성은 궁극의 이념이 된다. 아이를 떠나보낸 잎싹은 혼자가 된다.
그러나 결말은 이 혼자의 의미를 역전시킨다. 원수의 새끼까지 품은 잎싹은
이제 모두의 어머니가 된다. 그녀는 하나의 자유로운 정령이 되어 하늘 위로
날아오른다. 몸으로부터 떠난 그녀의 영혼은 이제 모든 공간의 한계를 넘어
모든 세상에 미친다. 날개 있는 존재로서의 꿈이라는 설정 같은 것은 아무래
도 좋다. 이 결말은 분명히 잎싹의 죽음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비상
은 오직 자연의 정령으로서만 가능하다.20 또 이 결말은 생태주의에서 애니
미즘에 거는 기대를 떠올리게 한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구생태시민주의는
몸을 떠나 정령이 된 잎싹처럼 생명체를 넘어 바람, 물, 흙 같은 지구에 존재
하는 모든 것들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과 공감하는 감수성과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20

뽀얀 오리의 죽음에 사용했던 눈앞의 붉은 빛은 마지막 알처럼 결말을 위한 상징적 복선으로
활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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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뺷마당을 나온 암탉뺸은 잎싹이라는 암탉의 모성을 통해 에코페미니즘적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글은 이 작품 안에서 실존주의적 사유와 생태여
성주의적 사유가 통합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주제를 보다 심층적으
로 고찰하고자 했다. 작품의 시작에 이미 주제가 있고 그것은 알을 낳는 수단
으로만 존재하는 잎싹의 실존적 고뇌이기 때문이다. 이 고뇌를 통해 잎싹은
자유와 번식을 모두 자기 보존과 확장이라는 생명 자체의 의지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난용종 암탉이라는 소재로 인해 이 우화는 닭장과 마당을 자본주
의와 봉건주의적 억압을 지닌 공간으로 구조화하게 된다. 그리고 잎싹은 이
억압들을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하고 들판으로 나아간다. 들판에서 잎싹은
스스로 보금자리와 먹이를 구하면서 다른 존재들과 공생하는데, 이는 에코페
미니즘의 경제관인 자급의 관점에 부합한다. 잎싹의 가장 큰 특징은 긍정적
모성애로 그녀는 오로지 자유의지에 따라 알을 품고 새끼를 지키고 떠나보낸
다. 그리고 이 모성애를 확장하여 원수인 족제비를 포함하여 모든 생명을
품고 자연 전체로 자신의 생명의지를 확산시킨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은 모
성성의 신비화라는 문화적 관점의 에코페미니즘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문명
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비판을 통해 대안인 자급적 관점의 단초들까지 보여준
다. 여기에는 우화의 알레고리가 가진 특성이 크게 기여했다. 이 글이 장제로
삼은 우화, 자유, 초월의 세 길은 뺷마당을 나온 암탉뺸의 서사가 걸어간 길이
며, 문학적 상상력이 그 소재인 자연물과 조응하면서 주체 자신에 대한 인식
을 기반으로 자기를 확장하여 자기와 자연을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인식하게
되는 생태론적 사유의 길이기도 하다.
이 작품의 공간들이 지닌 알레고리는 이 작품의 생태론적 주제를 보다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여주기도 했다. 노동자가 생산의 수단으로 전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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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본주의적 모순과 위계가 생명의 가치 위에 서는 봉건적 모순을 전형화
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닭장이 마당보다 더 비인간적
이고 참혹하다. 자본주의가 봉건주의보다 근대가 중세보다 더 비인간적이고
참혹하게 보이는 것인데, 이것 역시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근대가 중세보다 나아
보인다. 비약적인 생산력의 증가로 중산층의 폭이 넓어지면서 적어도 개발국
가의 경우에는 빈민의 수가 줄어들고 인간 삶의 평균 수준이 높아졌다. 하지
만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도 시간을 횡으로 잘라 비교했을 경우에만
그렇다. 지구 모든 생물들의 삶은 자본주의가 인간 삶을 개선한 바로 그 생산
력 때문에 크게 피폐해졌다. 심지어 적지 않은 생물종들이 멸종 수준의 재난
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 인간들의 삶도 이런 수준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인간들의 현실도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국가 간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코페미니즘의 입장에
서 보면 이 두 모순은 어느 것도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 안에 하나가
되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하나의 정령이 된 잎싹이 하늘 높이 비상하면서 원수인 족제비
를 비롯해 모든 자연을 품는 이미지로 끝이 난다. 잎싹은 죽어서 자연 그
자체, 스스로 들판이 된 것이다.
그랬다. 모든 것이 아래에 있었다.(191)
들판 구석구석에서는 쉬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누가 죽는가 하면 또
누가 태어나기도 한다. 이별과 만남을 동시에 경험하는 일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슬퍼할 수만은 없다.(88)

지금 인류는 마당과 들판의 경계에 서 있다. 안온한 공멸의 마당으로 돌아
갈 것인가, 거친 공생의 들판으로 나아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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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Allegorical Imagination and Ecofeminism
in The Hen Who Left the Yard
Kim, Chang-Hyun |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Hen Who Left the Yard embodies the theme of ecofeminism through the motherhood
of a hen called ‘Ipssak’. This article examines the subject of this work in depth through the
point where existentialism and ecofeminism meet. This work begins with the existential agony of Ipssak, which exist only as a means of laying eggs. Through this agony, Ipssak become
aware of the will of life itself: freedom and reproduction. Also, due to the subject matter
of a hen, this fable structures the hencoop and yard as a space with capitalist and feudal
suppressions. And Ipssak overcomes these suppressions, expands freedom and goes into the
field. In the field, Ipssak gets shelter and food on her own and coexists with other beings,
which is in line with ecofeminism’s economic view of self-reliance. Ipssak has a positive
motherhood. She incubates her eggs, guards her young, and lets him go, solely according
to her free will. And by expanding this maternal love, she embraces all life, including the
weasel, the enemy, and spreads the will of life throughout nature. However, this work is not
immersed in the cultural perspective of the mystification of maternity, but also shows the
beginnings of an alternative, self-reliant viewpoint through political and economic criticism of human civilization.
Key words : The Hen Who Left the Yard, Fable, Ecofeminism, Existentialism,
Mothe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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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식 앞에서의 채무 정산과 소설 쓰기
이승우의 ‘소설가 소설’을 중심으로
21양정현*

1. 서론
2. 주관적 실종과 소설적 교환의 (불)균형
3. 소설적 개연성과 존재의 이율배반
4. 죄의식의 이율배반과 고통스러운 진실
5. 결론

| 국문초록 |

이승우의 작품세계를 관류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소설쓰기 그 자체이다. 그는
소설가를 다루는 여러 형태의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왔는데, 이러한 소설적 자의식은
죄의식이나 근본 선의 문제라는 작가적 관심사의 원형과 따로 떼어 이해할 수 없다.
이승우 소설은 일방적인 존재증명의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서 쓰인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거래를 내포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을 소설 내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상징화라
는 점에서 부당한 거래와 작가의식 사이의 길항을 첨예하게 보여준다. 본고는 ‘교환’
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이승우의 소설가 소설에 대한 주제적 독해를 제시한다. 대상
작품들의 문제상황은 말하기와 듣기라는 의사소통 상황과의 유비 속에서 제시되며,
궁극적으로 ‘죄 앞에서 이야기를 지어내는 소설가’의 여러 양태의 이본으로 독해될
*

세종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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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승우의 소설은 이처럼 소설 속 인물의 채무와 소설가의
채무가 일종의 미장아빔을 이루면서 부조리를 상징화한다. 결국 이승우의 소설가 소
설을 ‘교환’을 매개로 그 형식과 내용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때, 실패 속에서의 성공이
라는 독특한 국면을 식별하게 된다.
주제어 : 이승우, 교환, 서사적거래, 소설가소설, 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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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승우는 인간 삶의 근본적인 주제에 깊이 천착해온 작가이다. 등단 이후
짧지 않은 시간에 걸친 그의 작품 스펙트럼에는 권력이나 종교, 성애와 같은
주제에 모두 걸쳐 있다. 이 가운데 작가 자신이 신학대학 출신이라는 점과,
첫 소설집의 중편 「에릭직톤의 초상」, 그리고 그것을 확대한 장편소설1과
같이 기독교적 초월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소설들의 존재 등에 말미암아
이승우의 소설은 다분히 신학적인 맥락 위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2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이승우의 작품세계를 관류하는 문제는 소설쓰기
그 자체이다. 이승우는 첫 작품집 『구평목 씨의 바퀴벌레』(문학사상, 1987)에
수록된 「예언자론」을 시작으로, 『生의 이면』(문이당, 1992)에서부터 비교적
최근의 『오래된 일기』(창비, 2008)에 수록된 단편들에 이르기까지 소설가를
다루는 여러 형태의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소설에 대한 자의식이 그
의 작품 세계 일부를 이루는 셈인데, 여기에는 이승우 자신이 소설 창작과
관련된 글이나 소설가로서의 성찰을 다룬 글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는 사실3,
그리고 일찍이 최성민이 지적한 바 있는 이승우 자신이 이청준의 영향관계4,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이청준의 「예언자」와 이승우의 「예언자론」과
「오래된 일기」 사이의 상호텍스트성 등 또한 근거가 된다.5
1

2

중편 「에릭직톤의 초상」은 1981년 『한국문학』에 발표되어 첫 소설집 『구평목씨의 바퀴벌레』에
수록되었다. 장편 『에릭직톤의 초상』은 1989년 『문예중앙』에 발표된 「에릭직톤의 초상 2」를 함께
묶어 1990년 살림출판사에서 발행된 것이다.
가령 이동하는 『에릭직톤의 초상』을 분석하면서 그것이 “관념의 축에 완전한 헌신을 맹세함으로
써 자신의 존재의의를 확립한 작품”, 즉 관념소설의 한 전형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관념의

3
4

5

구체적인 내포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적 초월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동하, 「관념소설의
한 전형」, 『작가세계』 1999. 5., 362쪽.)
『당신은 이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마음산책, 2006), 『소설을 살다』(마음산책, 2008) 등.
여기서 최성민은 이승우가 밝히어 널리 알려진 사실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최성민, 「신 앞에
선 소설(가)의 운명―이승우론」, 『작가세계』, 2004. 11., 99쪽.
아울러 박남훈 또한 이승우 소설의 지형을 종교적 계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리얼리즘 계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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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장 비평은 물론이고 학술 연구의 장에서도 『에릭직톤의 초상』과
더불어 빈번히 분석되는 『生의 이면』은 자전적 요소가 짙다는 면에서도 작
가적 관심사의 원형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상징적인 유폐
공간으로서의 방이나 아버지 부재의 모티프가 그것인데, 넓게 보아 “죄의식
의 문제, 근본 선의 문제”6가 그 연장선 위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성민이
『에릭직톤의 초상』을 여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이청준의 전짓불 모티
프를 읽어낸 것은 적절하다. 아우 아벨의 행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신의 호통
앞에 거짓으로써 죽음을 면한 카인의 형상은, 일방적으로 존재 증명을 요구
하는 전짓불을 앞에 두고 생존 그 자체를 위해 말을 지어내야 했던 작가
이청준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승우가 “신과 인간의 죄에
대하여 거짓을 지어내는 이야기꾼”7이라고 한다면, 이는 비단 『에릭직톤의
초상』에 한정되지 않고 그의 소설적 자의식의 단면을 포착하는 진술로 보기
에 충분하다.
소설은 “문화의 생산, 순환 및 소비의 체계에 포함”8된 것으로서 그것을
포섭하는 한 문화의 상징적 체계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형성된다. 현대소설
의 의미 구조와 ‘교환’을 통해 형식화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드러
낸다는 통찰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9 여기에 더해 서사가 발신자와 수신
자 사이의 거래(narrative transaction)라는 점을 고려하면10, 이야기하기의 원초

소설과, 이러한 계시가 “논술이나 강연이나 편지나 소설 속의 소설이라는 소도구에 의해 제시”되

6
7
8
9
10

는 소설로 양분하고 있다. 박남훈, 「이승우 論: 계시와 상상력」, 『오늘의 문예비평』, 1991. 12.,
97쪽.
정호웅, 「죄와 사랑 ―이승우론」, 『작가세계』 2004. 11., 125쪽.
최성민, 위의 글, 100쪽.
송기섭, ｢문화 재현과 생성으로서의 소설｣,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6집, 2008, 366쪽.
설혜경, ｢김승옥 소설의 죄의식의 경제와 자본주의 논리｣, 뺷현대문학의 연구뺸 제48집, 2012 참조.
서사적 거래에 대해서는 Patric O’Neill, Fictions of Discourse: Reading Narrative Theor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4, pp. 71-76 참조. 해당 개념을 적극적인 분석도구로 삼은 연구로는 장일구
(2013, 201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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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티프로서 ‘일방적인 존재 증명’은 이승우 소설세계의 특징을 구명하기
위한 특징적인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모티프가 그의 소설에 나타
나는 것은 작법 차원의 반복이 아니라 일정한 주제의식의 형식화 그 자체임
을 뜻하기 때문이다.11 이승우 소설은 일방적인 존재증명의 요구에 대한 대
응으로서 쓰인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거래를 내포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
을 소설 내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상징화라는 점에서 부당한 거래에 대한
작가의식 사이의 길항을 첨예하게 보여준다.
이 같은 맥락 위에서 본고는 ‘교환’이라는 추상화된 틀이 소설의 형식과
내용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독법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그에 따라
이야기하기 자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승우의 소설을 대상으로, (비대칭
적) 교환의 측면에서 주제론적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전술한 논의 외에도

소설쓰기에 대한 자의식이 전경화된 작품을 다루고 있는 학술 연구로는 최재
선의 글12이 있는데, 이 연구는 책이라는 구체적인 모티프를 중심으로 해석
론을 전개하고 있는 탓에 소설가적 자의식을 포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다소 한정되는 측면이 있다. 본고는 이야기하기 모티프의 범위를 보다 넓혀,
「심인 광고」(『작가세계』, 2003. 봄), 「사령(辭令)」(『문학동네』 2003. 여름), 「실종
사례」(『세계의 문학』 2007. 가을), 「오래된 일기」(『창작과비평』, 2008. 여름)와 같
은 ‘소설가 소설’13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해보고자 한다. 대상 작품들에서
11

최근 김수연의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승우 소설의 메타픽션적 성격과 죄의식 내지는 부채의식
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당신은 지금 한 편의 연재소설을
쓰려고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메타픽션 뺷욕조가 놓인 방뺸은 메타제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면서 소설이라는 서술공간과, 소설 속 소설이라는 가상공간을 설정하면서 경계가 불분명한 임계공
간을 창출해내는데, 이것은 “‘이해받기 어려운 상대’와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
이다. 김수연, ｢이승우 뺷욕조가 놓인 방뺸의 서사전략 연구｣, 뺷한국문학이론과 비평뺸 제88집,

12
13

2020, 152-4쪽.
최재선, 「‘책’에 관한 이승우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43집, 한중인문학회, 2014, 57-77쪽.
본고는 최재선이 연구 범주로 명명하고 있는 ‘소설가 소설’을 수용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소설가 소설은 소설가가 자신을 주인공이나 화자로 삼아 소설과 세계, 혹은 소설가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소설가로서의 자기 인식을 형상화하는 소설로, 소설가의 사회・경제一문화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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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적 교환이라는 소재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말하기와 듣기
라는 의사의 교통 상황과의 유비 속에서 제시되는 경향을 포착할 수 있다.
교환이라는 추상화된 법칙성이 이야기하기 자체에 대한 작가의 주제의식을
교환의 논리를 경유해 해석하고, 이를 통해 ‘죄 앞에서 이야기를 지어내는
소설가’라는 이승우의 근본 형상 아래에 포섭될 수 있는 독해의 계열을 제시
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2. 주관적 실종과 소설적 교환의 (불)균형
굳이 자본주의에 특유한 것이 아니더라도, 교환이 인간들의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일찍이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과
같은 저작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교훈도 바로 그것인데, 그에 따르면
직접적이고 시간적 격차가 거의 없는 일방적 증여라 하더라도 사실상 공동체
의 구성원들 사이의 어떤 형태의 주고받음을 만들어낸다. 레비스트로스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모스는 사회적 삶의 개별적이고 이질적인 활동들을 교
환이라는 하나의 이성적 원칙을 통해 판단하려고 시도했던 것”14이며, 그러
한 의미에서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주고받음이라도 교환의 논리로써 이해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언어와 욕망, 상품으로서의 여성 등을 추상적 교환의
체계 속에서 동일한 것으로 인식했던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인류학적 분석 또
한 모스의 교환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관점 아래에서는 말의 교환은 일정한 경제적 원리를 적용할 가능
소설쓰기 자체에 대한 고뇌 등 자기의 삶과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소설이며, 소설 작품
14

속에 소설과 세계의 갈등, 소설가와 세계의 갈등이 담겨 있는 소설을 의미한다. 위의 글, 65쪽.
박일형, 「선물(膳物)의 경제: 모스, 바타이유, 데리다, 베케트」, 『비평과 이론』 제7집, 한국비평과이
론학회, 2002,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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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내포한다. 말을 통한 서사적 거래는 상품의 교환과 유추적 관계에 놓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즉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교환으
로서 상품의 교환논리에서 그 구체적 질료가 사상된 것에 다름 아니다. 「사
령(辭令)」은 바로 그처럼 말과 비용 사이의 직접적인 동일시를 전경화한다.

언제나 그렇듯 회사는 필요한 말만 했다. 기대되는 소득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모든 경제 활동의 목표이다. 회사는 경제 원리에 부합
하지 않는 비용의 과다 지출을 금한다. 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말도 비용
이다. 말의 유통은 시간의 소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시간이 돈이라는 명제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15

소설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은 실천적인 수준에서 교환의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만한데, 그것은 경제적 영역과 말, 즉 의사소통의 영역에
서 공히 마찬가지이다. 기대되는 소득과 그에 합당한 지출비용 사이의 대응
이 경제 원리라면, 말 또한 마찬가지여서 사령(辭令)의 수신인인 소설 속 인물
은 발신인인 회사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추가적인 말의 ‘지출’을 요구
할 수도 없다. 부당한 교환 관계요, 비대칭적인 의사소통 상황이다.
소설 구성의 차원에서 이 작품은 ‘사회’라고 불리는 잊힌 지역으로의 사령
을 받은 직원, 그 고립된 지역의 초병처럼 묘사되는 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
의 오지에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종종 접촉하곤 하는 공무원 몇몇의 목소
리를 균형 있게 배분하면서 여러 시점에서의 묘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 수준에서 볼 때 이러한 다성성(多聲性)은 한갓 형식적인 의장에 불과
한데, 김주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소설은 “언어를 포함한 모든 소통의
15

이승우, 「사령(辭令)」, 『심인 광고』, 문이당, 2005, 9쪽. 이하 인용 쪽수는 본문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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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은 교통의 무력함을 노출하고 있”16
기 때문이다.

㉮ 그는 우리에게 어떤 임무나 메시지를 가져오는 대신 우리로부터 어떤 임
무나 메시지를 받으려 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온 그가 회사라고 생각했고,
그는 우리가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는 식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 그나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14쪽)

㉯ 그[근무자 ―인용자]는 적어도 아홉 달 동안 도시 구경을 하지 못했고,
아홉 달 동안 도시에서 온 사람을 만나 보지 못했다. 나[사령을 받은 직원
―인용자]는 도시에서 온 것이 사실이었고, 따라서 그자의 질문을 받을 자격
이 충분했다. 그는 물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질문보다 말을 더 많이 했다.
질문에 답하려고 하면 자기가 낚아채서 다음 말을 완성해버리는 데에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23쪽)

인용문 ㉯에서 보이듯 ‘그’와 ‘나’ 사이의 말의 오고감은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일방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또한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물들 사이의 “메시지”의 교환은 상대방에 대한 오해 위에 서 있는 것으로
서, 서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철저한 인식의 비대칭에 근거하기에 말의
오고감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소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초점화자를 통해 지속된다. 부조리한 교환의 지속 상황이다. 실로 경제
논리의 유비를 통해 제시되었던 회사의 말(辭令)의 논리는 조리나 옳고 그름
의 차원에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후에 밝혀지듯, ‘사회’로 가라는 회사
의 명령은 그 지역이 행정적으로 폐쇄되어 이미 존재하지 않기에 애당초

16

김주연, 「광야에서 살기, 혹은 죽기」, 위의 책, 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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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명령의 수행적 힘을 감쇄하지는 못한다. 그와
같은 사실이 “회사가 명령한 이상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34쪽)기 때문이다. 그 같은 관점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면서 사회로 “가는 길이 없어진 내력을 이야기해 주어야
했”(28쪽)다는 근무자의 서술은 작중 인물이 처한 맥락적 상황에 아무런 영향
을 끼치지 않는, 순수한 자기지시적 효과만을 갖는다.
문제적인 것은 그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명백히 현실적인 힘을
갖는 명령으로 인해 인간 존재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다. 사회로 가라는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직원의 행방은 묘연하다. 그는 지금
은 ‘0404’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사회로 향했지만, “기차도 타지 않았고 버스도
타지 않았”고 비행기를 통해서도 이동한 행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사령」은 부조리한 말의 명령과 억압으로 인해 실존적 실종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형상을 보여준다. 비대칭적인 교환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의무의 수행을 요구받는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통한 상황의 개
선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실종 사례」의 실종 상황은 대칭적인 교환 관계 속에서 균형을 회복한다
는 점에서 ｢사령｣과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균형 상황은 실제의 금전적 채무
관계를 거쳐 말의 평형적 오고감으로써 제시된다. 소설은 화자가 9년 전 외
환위기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한 홍동철 내외를 텔레비전에서 발견하
면서 시작한다. 텔레비전은 대구 지하철 참사를 암시하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고, 남편 홍동철의 실종에 읍소하는 아내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던 것
이다. 이들의 소재지가 분명했기에 화자는 해묵은 채무를 비로소 추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히 풀리지 않는다. 화자가 애써 외면하려
하면서도 윤리의식의 불편감에 말미암아 조금씩 그 전모를 밝히는 이들의
채권채무관계는 이제 “더 이상 누가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지 말하기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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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황”(294쪽)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화자와 홍동철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사정인즉, 홍
동철은 외환위기 당시 돈을 빌려가면서 강원도의 땅 몇 마지기를 담보물로
제공했는데, 그가 잠적했던 사이 그 지역에 휴게소가 들어섬에 따라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았던 것이다. 시종일관 화자를 불편하게 하는 윤리의식 내지는
부채감은 어떤 면에서는 부당한 것으로까지 보이는 이 우연한 일확천금의
사정으로부터 기인한다. 그가 홍동철에게 미상환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도리어 자기 자신이 담보물로부터 취할 수 있었던 이득을 공유해야
하는 것인지와 같은 문제가 화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처럼 뒤바뀐 채권채무관계로부터 파생된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대구의 사건 현장에 찾아간 화자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문제의 지하철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홍동철은 이미 집 밖을 전전하던 시기였고, 아내
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실종 신고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홍동철에
게 실종 신고는 도리어 하나의 기회로까지 여겨졌다. 외환위기 이후 극도의
빈곤과 채무로부터 시달리던 상황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가 진정으로 실종자가 된다면 이 경제적 위기 상황은 타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이 지점에서 홍동철과 화자 사이에 새로운 채권채무를 설정함으로써
양자의 관계에 균형점을 마련한다. 홍동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의
사연이 비밀에 부쳐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화자는 ‘공적으로’ 실종되기
를 원하는 홍동철의 사연에 눈감음으로써 자신을 괴롭혔던 부채감을 해소하고,
홍동철은 자신의 계획에 성공하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성립한 것이다.

그는 말을 하는 내내 먼 하늘에다 주고 있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나도
덩달아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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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듣기 힘든 말을 들었다. 그런데 말하는 그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신기하
게도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말이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게 들렸다.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뜻일까. 만일 그렇다면, 이야기를 시작할 때와는 달리 어느 순
간부터 거침없이 말을 놀리던 그 역시 협상이 성사된 걸 확신한 것이 아닐까.
아마도 그럴 거라고 나는 단정했다. (315쪽)

결국 ｢실종사례｣의 이야기선은 화자가 홍동철에 대해 갖는 부채감이 의식
에 떠올랐다가 해소되는 과정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작중 결말에서
이러한 경제적‧심리적 불균형이 의사소통 상황을 통해 제시되는 것에 주목해
봄직하다. 경제적‧심리적 차원에서 성립하는 인물들의 상호주관적 관계의 불
균형이 언어적 관계를 통해 상징적으로 벌충되는 것이다. 이들의 이해가 일
치하는 과정은 이야기의 교통 상황, 즉 말이 균형 있게 오고 가는 상황에
이르러 비로소 해소된다. 우리는 「사령」과 「실종 사례」에서의 실존적 실종상
황은 말의 교환관계라는 소설적 부조(浮彫)를 통해 이해될 수 있는 한편, 말을
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의 균형에 따라 전혀 상반된 성격을 갖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3. 소설적 개연성과 존재의 이율배반
「심인 광고」는 일종의 한 인물의 사연과 그 사연을 탐색하는 소설가의
반성적 상황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이 소설은 여러 모로 「사령」과 「실종
사례」와 비교해 볼만한 공통점을 갖는다. 사연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인 김명
구가 시한부의 삶을 선고받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으레 그러하듯 미뤄 두었
던 삶의 부채를 청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시간 속에 묻혀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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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의 충격을 추적하는 과정이 소설의 골자를 이룬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
다 「사령」과 「실종 사례」에서 나타나는 말(이야기)의 교환관계를 전경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흥미로운 것은 「사령」과 같이 여러 인물의 목소리
를 빌어 사건을 설명하는 가운데, 「사령」과 「실종 사례」에서 대비되었던 이
야기의 (불)균형관계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 종로에 있는 대입 학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스물다섯 살의 여자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눈물은 소설가로 하여금 그녀가 자기
안의 이야기를 들어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기왕의 짐
작을 더욱 확고하게 했다. 그들은 성공했다. 그녀는 이야기를 하는 데 성공했
고, 그는 이야기를 들어 주는 데 성공했다.17

㉱ 소설가는 들을 준비만 하면 된다는 걸 눈치로 알아차렸다. 얼마 전에 이
다방에 찾아온 남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 역시 어쩔 수 없이 27년 전의
시간으로 소환되어 온 셈이었다. 아니면 27년 전의 시간을 소환해야 할 책무
를 떠안았거나. (…) 그리하여 자기 세계도 재미도 확보하지 못한 서른여섯
살의 무명 소설가는 들었다. (98쪽)

죽음을 앞둔 아버지 김명구의 석연치 않은 모습에서 사연의 전말을 파헤
치려는 딸 김정화의 시도, 그리고 그 시도로부터 소설적 소재를 찾고 흥미를
가져 접근한 소설가 임상희의 시도가 이야기를 이루는 두 축이다. ㉰는 임상
희와 김정화의 대화 관계 속에서 드러난 김명구의 사연이고, ㉱는 그로부터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껴 사연의 현장인 초원 다방을 찾아가 듣게 된 사연
으로서, 초원 다방 주방장과 임상희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 형식적으

17

이승우, 「심인 광고」, 『심인 광고』, 문이당, 2005, 92쪽. 이하 쪽수는 본문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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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 이 두 상황은 각각 말의 대칭적, 비대칭적 교환관계라 할 만하다.
㉰와 ㉱ 사이에 임상희는 ㉰를 토대로 한 소설을 적다가 쓰기를 중단하는
데, 이는 ㉰가 제시하는 이야기가 무언가 불완전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숫제
소설의 개연성에 관한 강론처럼 제시되는 이 대목에서, 임상희는 김명구의
사연이 “필연과 합리와 조리를 추궁”(95쪽)당해야 할 정도로 부자연스러움에
의구심을 갖는다.
실제로 소설을 읽다보면 정황상 ㉱는 사건의 실상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
하게 되는데, 이는 단지 당시의 사건에 밀착해 있었을 초원다방 주방장의
이야기를 그저 들음으로써 획득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작품 속에서 제시
되는 미처 쓰이지 못한 임상희 소설의 초고와, 작품의 서두가 완전히 동일하
다는 점을 볼 때 이야기의 최후 판본이라는 점에서 ㉰에 근거한 이야기와
㉱에 근거한 이야기 사이에는 모종의 위계 관계가 성립하며, ㉱로부터 파생
된 비대칭적 이야기가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처럼 합리적인 추론과 설득력 있는 인과 관계에 근거한 임상희
의 이야기 ㉱가 이율배반적으로 제시된다는 데에 있다.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임상희는 자신이 탐색한 이야기의 무상함에 회의를 느끼며 “집에 가자마
자 그동안 써놓은 원고를 지워 버렸”(102-3쪽)다고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분
명히 하나의 작품으로서 「심인 광고」는 실재하는 바, 작품의 내용과 존재
사이의 이율배반이 발생하며, 그것이 이야기의 해석적 공백을 창출해낸다.
여기서 우리는 앞선 김정화의 판본인 ㉰에서 이야기가 명확한 오고감 속
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주목할 수 있다. 「사령」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불균형한 말의 교환 관계와 같은 묘사는 ㉱에서도 반복되는데, 소설은
이 이야기의 사실성에 무게를 실어주기는 하나, 그로부터 온전히 풀릴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남겨두고 있다. 정황상 미스 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에
대해 부채 의식을 지녀야 마땅한 사람은 김명구이며, 그가 바로 사건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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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임은 분명하다. ㉰에서 제시된 것과 달리, 전역과 함께 군생활을 청산하고
자 미스 윤과 헤어졌던 것은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대위가 아니라 당시 정훈
장교였던 김명구 자신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는 정 반대
의 땅끝 해남에서 이 부채를 청산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임상
희로부터 철원에 갈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김정화는 어떤 행동
을 취할 것인가. 이것들 모두 확정되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그런
면에서 작품의 내용과 존재 사이의 이율배반은 하나의 공백이며, 작중 임상
희의 생각을 빌자면 그것이야말로 이야기의 본질과도 같다.

하기야 모든 이야기는 인간의 삶과 같아서, 왜냐하면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
걸어간 족적에 대한 기록에 다름 아니니까, 공백이 없을 수 없다. 공백이 없
는 이야기라니. 공백이 없는 삶이라니. 마치 속이 꽉 찬 통조림 깡통 같지
않겠는가. (…) 이 자리에서 소설가란 이야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존재하는
자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넘어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은 아니더라도, 아주 무익한 일은 아닐 것이다. (67-68쪽)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공백을 메우는 것, 미처 채워지지 못한
인과의 연쇄를 연결하는 이야기꾼의 능동성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에서
제시된 “필연과 합리와 조리를 추궁”당해야만 할 김명구의 사연이 ㉱와 의미
심장한 대비를 이룬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 그녀는 오지 않으면 죽겠다고 했다. 나는 가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죽었을까? 불현 듯 정신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렬한 죄책감이 전율을 몰고
들이닥쳤다. 그녀가 죽었다면, 만일 그날 밤 내가 그녀에게 가지 않아서, 그
때문에 죽은 거라면, 나는 그녀의 죽음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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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적극적인 개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겁이 났다. (88쪽)

㉳ 이름도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간접적인 관계의 여자가 폭음 상
태에서 부린 주정을 무시해 버린 그 단순한 일이 그를 기소할 수 있을까?
죽음 운운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술주정에 지나지 않았으리라는 걸 감안하
면(술 취한 상태에서 무슨 말인들 못 하겠는가!) 그 사람의 반응은 어딘가 부자
연스럽지 않은가? (94쪽)

“필연과 합리와 조리”의 차원에서 볼 때 ㉲에서 나타나는 김명구의 심리
상태는 무언가 부자연스럽다. 상식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일에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김명구는 합리적으로는
인과성이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능동적인 인과적 연결성을 스스로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말의 교환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진정 이야기를 이야
기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필연과 합리와 조리”로 설명될 수 있는 사건의 리
얼리티 내지는 개연성이 아니라, 그 개연성을 능동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확
정하는 이야기꾼의 태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의 자발
성은 ｢사령｣에서 확인한 바와 같은, 이야기 자체의 맹목적인 자기지시적 수
행성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야기꾼은 이야기의 공백을 부조리가
아니라 하나의 숙명과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4. 죄의식의 이율배반과 고통스러운 진실
「오래된 일기」의 주된 정서인 죄의식은 바로 이 ‘이야기꾼’의 근본적인
심리구조로 읽힐 여지가 다분하다. 아버지 부재의 모티프라든가, 일종의 ‘소

죄의식 앞에서의 채무 정산과 소설 쓰기 | 양정현 245

설가 소설’이라는 면에서 이 작품은 『生의 이면』의 이본으로까지 보인다.
여기서 소설의 화자인 ‘나’는 이청준의 「예언자」를 지시하는 것이 분명한
소설을 읽고 소설을 써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나’를 자극한 것은 그 소설
의 내용이 아니라 그처럼 자기변명을 계속하는 작품 속 소설가가 얻어냈을
효과였다. 그가 마치 일기를 쓰는 기분으로 써내려간 소설의 내용은 죄의식
에 관한 것으로서, 숙제를 하지 않은 날 담임선생님이 사라질 것을 상상했던
일이나 구슬을 훔쳤던 일, 우연히 마주친 같은 반 친구의 눈빛을 보고 느꼈던
불안감 같은 것들이다. 이미 『生의 이면』에서 상세히 제시된 바 있는 “드러
내려는 욕구와 은폐하려는 욕구”(21쪽)의 치열한 싸움, 그리고 그로부터 도출
된 고통스러운 문장들이 ‘나’의 소설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에 ‘나’의 소설을 읽은 규는 자신에게 재능이 없음을
깨닫고 소설 쓰기를 관두었다는 사실에 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돌아온 규가
던졌던 “나에게 안 미안한가?”라는 말은 ‘나’에게 비수가 되어 꽂힌다.

부러 흘려넘기려 했던 그의 말, ‘나에게 안 미안한가?’가 망치처럼 뒤통수를
때렸다. 의당 무슨 말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18 (밑줄은 인용자)

‘나에게 안 미안한가?’ 나는 그 목소리를 향해 소리쳤다. 네가 사라지기를
바란 적 없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나 그의 목소리가 더 컸다. 나에게 안
미안하냐. 내 말은 그의 목소리에 눌려 들리지 않았다. (26쪽, 밑줄은 인용자)

술에 취해 규가 했던 말을 보건대 그가 사라졌던 이유는, 자신의 존재 이
유를 증명해 줄 소설쓰기의 재능이 자신에게는 없고 ‘나’에게 있음을 깨달았
18

이승우, 「오래된 일기」, 『오래된 일기』, 창비, 2008, 23쪽. 이하 쪽수는 본문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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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 사실로부터 모종의 부채감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네가 사라지기를 바란 적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무언가 부자연
스럽다. 앞서 보았던 「심인 광고」와 같이 필연과 합리와 조리의 차원에서
납득할만한 단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 전체에서 울리는 정서는 이
변명을 해명할 수 있게 해주는데, ‘나’의 원죄의식이 그것이다. 소설에서 거
듭 반복되는 아비 실종의 모티프에서 ‘나’가 느꼈던 불안감과 부채의식은
그 내심의 욕망을 원인으로 한다.

징벌에 대한 그와 같은 과도한 공포와 염려는 벌을 내릴 대상이 없어져버렸
으면 좋겠다는 염원으로 쉽게 모습을 바꾸곤 했다. 나에게 벌을 줄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사라져준다면 나는 벌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
다. 그가 없어진다면, 내가 그와 같은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아무
도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자백이나 변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한
어떤 비난도 받지 않을 것이다. (10쪽)

죄를 지었다는 느낌과 그로 인한 공포는 “대상이 없어져버렸으면 좋겠다
는 염원”을 낳고, 공교롭게도 그날 ‘나’의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둘을 매개하는 주관적 죄의식이 여전히 현실적인 작인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심리구조는 규에 대해서도 정확히 동일한 것으로
서, “나에게 안 미안한가?”라는 규의 물음이 그 자체로 ‘나’의 근본적인 죄의
식의 표상임을 알 수 있다. 규가 나에게 원초적인 죄의식을 일깨우지 않았던
들, ‘나’가 규가 사라지기를 바란 적 없다며 변명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오래된 일기」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소설의 모순적인 특성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앞서 보았듯 ‘나’의 소설쓰기는 드러내려는 욕구와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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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욕구의 치열한 싸움의 소산이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모순적인 작업이
자, 소설 속 ‘나’의 말처럼 “묶임을 조건으로 한 해방, 해방의 지속을 위한
묶임”(29쪽)이다. 마치 운명과도 같은 진퇴양난의 형국이 소설가가 놓인 상황
인 것이다. 그런데 이 모순적인 자기 해명의 욕구는 무엇으로부터 촉발되는
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불가해한 얼굴은
누구의 것인가. 여기서 ‘나’는 죄의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순순히 밝히고
있다.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 의도적으로 그를 선 밖으로 몰아내려고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다. 이를테면 나는 그를 소설 같은 것은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으
로 간주하고 싶어했다 (…) 나는 글을 쓰면서, 규가 이 문장을 읽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늘 생각했다. 그가 지음직한 표정이 저절로 떠올랐다. 그는
언제나 내 문장은 첫번째 독자였다. 그 독자는 대개 표정으로 말했다. 표정의
변화가 또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의중을 헤아리기 위해 온 신경을
다 기울여야 했다. 나는 미세한 표정의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마침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 어떤 문장은 지우고 어떤 문장은 비틀었
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한 것은, 사실은 그였다. 내 문장은 자주 그가 원하
는 대로 씌어졌다. 독자는 사실상의 작가였다. (29쪽)

규는 ‘나’의 명확한 진술처럼 독자 그 자체에 다름 아니다. 의중을 헤아리
기 힘든 표정으로부터 불안을 몰아내기 위해 끝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기에 그는 소설쓰기의 현실적인 작인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는 “사실상의 작가”이다. 이제 규에 대한 ‘나’의 죄의식은 둘의 상
호관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숫제 작가와 독자의 자리바꿈에 관한 것으
로서, 소설쓰기의 근저에 놓인 심리적 작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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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죄의식 내지는 부채의식은 온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면에서 ‘나에게 안 미안한가?’라는 핵심을 꿰뚫는 질문에 대한
반응 형성물이 ‘나’의 소설쓰기 전부라 할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규
사이의 말은 서로에게 적중 불가능하다. 앞서 인용한 ‘나에게 안 미안한가’에
관한 서술처럼, ‘나’와 규의 목소리는 대등하게 오고가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나’의 목소리가 억눌리는 정황 속에서 제시된다. 심지어 그 오랜 오해와 감
정이 해소될 법한 국면으로서 규가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에조차도 ‘나’의
부채의식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명확해진다.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신음처럼 내뱉었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누군가 나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떳떳한 일인가? (34쪽)

확실히 ‘나’는 규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오직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규의 실종을 욕망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욕망과, 욕망으로부터
발생하는 죄의식의 ‘나’의 소설쓰기를 추동하는 현실적인 작인이다. ‘나’는
자신과 규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부조리한 인과관계를 자신의 것으로
추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두 인물 사이의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다. 다음은
소설의 마지막 대목이다.

나의 어눌한 낭독에 맞춰 그의 입이 살짝살짝 들렸다가 닫혔다. 그것은 그가
그 문장들을 외우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무서웠다. 나는 죄를 짓는 것 같
았다. 문득 내가 읽는 문장들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 어느 순간,
그의 목소리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달싹거리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도
감겨 있었다. 그는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잠들어 있는 그를 위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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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들을 읽었다. 눈물이 나왔다. 눈물이 떨어져 노트에 얼룩을 만들었다.
나는 계속해서 끝까지 읽었다. 나의 읽기는 필사적이었다…… 나는 끝내 미
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35쪽)

여기서 ‘나’는 여전히 죄의식을 느끼고, 둘 사이에 벌어졌던 일을 해소해줄
만한 사과는 전달되지 못한다. 도리어 ‘나’가 계속해서 소설을 “끝까지 읽”는
일방적인 상황으로 종결되기에, 이 작품은 「심인 광고」에서 불확정적인 것으
로 남아 있는 가능성 하나를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봄직하다. 「심인
광고」에서 이야기의 진실은 소설 개연성의 차원에서 대비를 이루며 각각 대
화적이고 균형적인 관계와, 일방적이고 불균형적인 관계 속에서 제시된다.
여기서 작품에 대한 추론적 독해를 통해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반면 「오래된 일기」는 이야기하기의 상황은 오직 일방적이고 불균
형적인 관계 속에서 제시될 수밖에 없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제시하는 듯
보이며, 그런 의미에서 작품이 담지하는 추론적 진실에 이율배반이 없다.
여기서 이야기꾼은 이야기의 불가피한 공백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수용의 제스처마저 포기하는 자기철회의 형상을 정립하게 된다.

5. 결론
지금까지 확인한 바, 교환 관계와 유비 속에서 제시되는 이승우의 이야기
론(論)은 일정한 주제의식 아래 수렴될 수 있다. 말의 균형 있는 교환 관계라
는 측면에서 볼 때, 이승우 소설의 실종 모티프는 일정한 경향성을 띠는 듯
보인다. 「사령」은 부조리한 말의 명령과 억압으로 인한 실존적 실종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형상을 보여준다. 요컨대 말의 불균형한 교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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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설 속 인물이 처한 주관적인 실종 상황의 단서가 되며, 「사령」은 이야기
수준에서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소통적 단절로 인한 이율배
반을 보여주고 있다.
「실종 사례」는 「사령」의 전도된 형태로서, 심정적・윤리적・금전적 교환
관계 속에서 대칭적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소설 속 인물들의 채무관계를 적절
히 청산하고 있다. 여기서의 균형 관계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에 대응
하는 것으로서 이 소설들의 교환 양상을 일종의 이야기론 내지는 소설론의
함수로서 이해하게 해 준다.
「심인 광고」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균형관계와 불균형 관계를 모두
제시하면서 추론적 독해를 요구한다. 이 소설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제시되는
이야기의 진실은 「사령」과 같이 무질서하게 산포되지 않고, 가능한 두 가지
해석의 판본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소설의 내용과 존재 사이의 이율배반은
하나의 추론적 독해로 수렴하면서 이야기의 근본 원칙이 사건들의 개연성을
능동적으로 확정하는 이야기꾼의 태도에 있음을 암시한다.
「오래된 일기」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꾼의 근본적인 심리구조를 제시하
며, 우리는 그것을 ‘죄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소설의 화자인 ‘나’를 사로잡
는 부채의식은 작가-독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그것은 ‘나’와
규의 관계를 통해 구체화된다. 그리고 이 죄의식-부채의식은 말하기와 듣기
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이 암시되지만, 바로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소설 자체의 추론적 진실은 소설 쓰기의 고통스러움
그 자체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오래된 일기｣는 일방적 존재증명이라는 부
당한 요구 자체에 대한 대응이면서, 그 대응이 결코 채무를 탕감시키지 못하
는 부조리한 상황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꾼의 숙
명적인 조건이다. 이야기꾼은 부조리한 상황의 공백을 채우기도다는, 바로
그 부조리 속에서만, 고통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

죄의식 앞에서의 채무 정산과 소설 쓰기 | 양정현 251

서 「오래된 일기」는 「심인 광고」에서와 같은 이율배반의 상황을 작품의 추
론적 진실의 차원에서는 조화롭게 화해시키고 있다 하겠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는 대상 소설들이 말하기와 듣기라는
의사의 교통 상황과의 유비 속에서 제시되며, 궁극적으로 ‘죄 앞에서 이야기
를 지어내는 소설가’의 여러 양태의 이본으로 독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문학사적으로 보면 이 소설가의
형상은 이청준의 그것과도 닮아 있으며, 작품들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단서
들을 통해서도 추단할 수 있다. 끊임없이 존재의 증명을 요구받으면서 소설
적 진실을 향한 모순되고 고통스러운 도정을 걷는 이야기꾼은 결코 부채를
탕감할 수 없는 부당한 거래의 수용자이다. 한편 이 수용자에게 결코 해소될
수 없는 고통을 소설 속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 속에서 제시한다. 이승
우의 소설은 이처럼 소설 속 인물의 채무와 소설가의 채무가 일종의 미장아
빔을 이루면서 부조리를 상징화한다. 결국 이승우의 소설가 소설을 ‘교환’을
매개로 그 형식과 내용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때, 실패 속에서의 성공이라는
독특한 국면을 식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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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as Dept Payment
Themes of Guilty Consciousness and its Exchange in Lee’s Novelist-novel

Yang, JeongHyeon | Se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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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crucial theme that covers the world of Seung-Woo Lee’s oeuvre is writing a
fiction itself. He has steadily published various types of works dealing with novelists, and
we could scarcely separate authorship from the fundamental guilty-consciousness.
Seungwoo Lee’s fiction implies an unfair transaction which itself contains, namely it means
that Lee’s fiction is a response to the unilateral request for the proof of existence, while sharply showing the antagonism between the writer’s consciousness about the unfair transaction
in that it is symbolized to resolve this situation within the work.
This paper draws on thematic reading of Seung-woo Lee’s novelist-novel, viewing from
“exchange”, or narrative transaction. The main situation of the fiction has an analogy to the
communicative situation like speaking and listening. Consequently, we can address these
works are the other versions of Lee’s literary consciousness, that is guilty-consciousness. Lee
Seung-woo’s novel symbolizes this irrationality in a form of Mise en abyme which mutually
disposes the debt of the character in the novel and the debt of the novelist. Consequently
when Lee Seung-woo’s novelist novel is interpreted in a unified way through the frame of
‘exchange’, the unique aspect of success lies latent in failure is discerned.

Key words : Lee Seung-Woo, Exchange, Narrative transaction, Novelist-novel, Guilty
Con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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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산책자’에서 ‘광장의 투사’로*
남북한문학사에서 박팔양 시의 위상과 가치
19최현식**

1. 박팔양의 시와 이념적 공간의 선택
2. 남북한 문학사에서 뺷여수시초뺸의 위상과 가치
3. ‘유산과 전통’으로서 박팔양 시―뺷현대조선문학선집뺸의 경우
4. 두 뺷박팔양 시선집뺸의 이념적⋅미학적 차이
5. 박팔양 시가 다다른 마지막 심연

| 국문초록 |

이 글은 남한, 만주, 북한의 세 공간에서 펼쳐진 박팔양의 굴곡진 삶과 시의 궤적
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다. 1920년대 등단한 그는 카프(KAPF)와 구인회 활동을 하
며 이념적 시, 다다이즘 시, 식민도시 관련 시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벌였다. 이후
일제가 통치하던 만주로 건너가 ‘오족협화’ 이념에 충실한 시를 몇 편 쓰면서 친일적
인 ‘만주국협화회’의 일을 보기도 한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그는 북한을 선택하여
사회주의 문학과 체제의 건설에 주력한다. 친일과 월북으로 상징되는 불온한 이력은
그의 작품이 남한에서 금지 처분을 당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1960년대 중반까지 북
한문단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는 김일성 유일사상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숙청되어 창작

*

이 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문학주간’ 프로그램의 하나인 “남북의 문학적 통합과 정전―현
대조선문학선집을 중심으로”에서 발표된 초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발표와 토론의 기회를

**

만들어준 원광대 김재용 교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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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펜을 빼앗기게 된다. 남북한에서 동시에 고초를 겪던 박팔양의 시는 1980년 후반
들어 극적인 생환을 이룬다. 남한에서는 첫 시집 뺷여수시초뺸(1940)를 중심으로 해방
전의 시가 모두 복권된다. 북한에서 창작된 서정시도 수십 편 소개되는데, 대체로 사
회주의 이념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들이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뺷현대조선문학선집뺸의 편찬 과정에서 해방 이전의 시가 대거 수록된다. 이 문학적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9년과 1992년에 발행된 뺷박팔양 시선집뺸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두 시선집 모두 해방 전~1950년대 시를 수록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1992년의 뺷박
팔양 시선집뺸은 서시와 결시를 김일성주의와 김정일 지도체제에 대한 찬양이라는
‘정치의 예술화’로 확연히 경도되고 있다. 문제는 서시와 결시가 박팔양 사후에 ‘유고
시’ 형태로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두 시가 박팔양의 창작이라면, 해방 이전
시편을 복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찬양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이
해된다. 반대로 시인의 이름을 빌려 북한의 수령 영도 체제를 빛내고자 했다면 가장
타락한 형태로 한 시인의 영혼과 작품을 날조한 것이 된다.

주제어 : 박팔양, 카프, 체제협력, 월북작가, 김일성주의, 주체문학론, 작품의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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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팔양의 시와 이념적 공간의 선택
여수(麗水) 박팔양(朴八陽, 1905~1988)은 남북한문학사에서 시와 삶, 이념과
언어, 또 시공간의 궤적 모두에서 풍운의 일생을 살다간 문인으로 손꼽힌다.
그는 수원에서 출생하여 식민도회 경성에서 성장했으며, 배재고보 및 경성법
전을 거치며 습작의 시대를 통과했다. 1923년 뺷동아일보뺸 신춘문예에 ｢신의
주(酒)｣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뒤 경성법전 시절 정지용 등과 함께 동인지
뺷요람(搖籃)뺸을 발행함으로써 근대적 실험과 낯선 표현의 잉크방울을 거칠고
야윈 식민의 땅에 본격적으로 흘려 넣기 시작했다. 이후 카프에 참여, 노동해
방의 이념 시로 기울었다가, 1934년 지용 등과 함께 ‘구인회’에 동참, 식민도
회의 우울과 소외의 현실을 아방가르드의 기법으로 모자이크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내선일체’의 식민화가 숨통을 죄는 조선을 돌연히 벗어나 만주
(국)로 건너가 뺷만선일보뺸의 사회부장과 학예부장으로, 또 재만조선시단의

중심인물로, 그리고 마침내는 체제협력(친일)의 결정적 혐의로 간주되는 ‘만
주국협화회’에서 근무했다. 해방 후 미군 지배의 남한으로 귀향하는 대신
사회주의의 깃발을 올린 북한 평양에 새로운 호적을 기입한 뒤 북조선문학예
술총동맹 중앙위원, 당 기관지 뺷정로뺸 및 뺷노동신문뺸의 편집국장, 김일성종
합대 교수, 한국전쟁 시의 종군작가, 휴전 후 조선작가동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북한 사회주의 및 그 문학의 건설에 ‘모범 일꾼’으로 승승장구했다.
이 과정에서 뺷박팔양시선집뺸(1956／1959)을 필두로 뺷민족의 영예뺸(1946∼47)
를 위시한 서너 편의 장편서사시를 창작하여, 북한 인민의 노고와 김일성의
위대성을 기렸다. 그러나 주체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1966년 반당종파분자로
숙청되어 문학 활동을 거의 금지 당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른바 숙청의
근거가 되었던 ‘김주의’에 대한 머뭇거림을 철회하고 김일성 신격화의 ‘주체
문학’에 낡은 펜촉을 다시 적심으로써 문학적 복권의 영예와 미학적 자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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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를 이율배반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박팔양의 해방 후 활동에 대한 궤적을 북한의 평양 중심으로 기술했지만,
남한에서의 궤적은 어떤 면에서 뺷여수시초(麗水詩抄)뺸(1940)와 더불어 단절
및 금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해방과 더불어 그는 의욕적으로 ‘북의
시인’으로 변신했다. 이 정치적⋅미학적 선택은 박팔양에게 남한 중심의 민
족／국민을 버리거나 밀어내는 배반의 행위를 결정화한 생애사적 사건이 되
었다. 첫째, 친일잔재청산과 보수적에스닉에 토대한민족문화의 건설을 내
세웠던 남한 민족문학 진영에 의해 시 자체보다는 협화회 활동을 빌미로
‘친일문인’으로 호명되었다. 둘째, 북한문단의 중심인물로 우뚝 섬으로써 계
급해방의 ‘붉은 이념’을 민족통합의 ‘단일민족’에 앞세우는 분단체제 관련
‘정치의 예술화’의 주도자로 낙인찍혔다. 이른바 ‘친일’과 ‘공산당’이라는 남
한 체제의 두 가지 금기를 동시에 위반함으로써 박팔양은 결국 1988년 해금
문인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눈으로 읽어도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감시와
처벌의 시인으로 괄호쳐짐과 동시에 먹칠되었다.
이 은폐와 억압의 시공간을 생각하면, 적어도 물리적으로는 남한에서의
감시와 처벌이 더욱 자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남한은 박팔양을
문학사에서 은폐, 삭제하거나, 대중의 독서에서 탈락시키는 이중의 금지를
통해 오히려 뺷여수시초뺸 및 그 이전의 시에 대한 의도적 변형 내지 왜곡을
저지르지 않는 기이한 보존에 성공하게 된다. 그 결과를 모은 대표적 선집이
뺷태양을 등진 거리뺸(정한모 외 편, 1991)와 뺷박팔양시선집뺸(유성호 편, 2009)이
다. 전자는 남한에서 쓰인 시만을 모음으로써 북한의 그것을 공백으로 처리
했다. 후자는 남한의 시편에 더해 비교적 짧은 20여 편의 서정시를 실음으로
써 남북에 걸친 박팔양의 시력을 얼추 짐작할 수 있게끔 배려했다. 물론 뺷박
팔양시선집뺸을 편한 유성호의 작업에도 아쉬운 점이 없잖다. 생애사에서 북
한의 문학 활동을 잠시 거론했을 뿐, 그 자신이 선한 북한 창작시편에 대한

258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9 No.3

해석과 평가를 생략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상의 남북에서 벌어진 박팔양의 시와 삶에 대한 관리와 처분은 1990년
대를 전후한 양 체제에서 그의 문학적 복권과 작품집 재생산의 성격과 목적
을 엿보고 해석하는 작업의 토대가 된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박팔양의 문학
사적 활동과 중단, 수십 년 후의 복권과 재평가에 대한 사실의 확인에만 그치
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벌어졌을 법한 체제의 논리와 그에 대응한 박팔양의
시적 행위 사이의 미묘한 갈등과 타협의 지점, 그와 관련된 까닭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문학의 언어가 어떻게 정치적⋅이념적 프로파겐다의
포획물로 휘둘려갔는지를 꼼꼼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이 있을 때야
박팔양 시편의 복권 및 복원은 내적 논리와 미적 감각을 더욱 탄탄히 갖추게
될 것이다.

2. 남북한 문학사에서 뺷여수시초뺸의 위상과 가치
만약 남북한 공통의 ‘박팔양론’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그 기준은 뺷여수시
초뺸(1940)를 필두로 앞으로는 1923년 등단 이후의 시편, 뒤로는 해방 이전의
만주국 신경(新京, 현 창춘)시대의 문학 활동까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박팔양
의 신경시대는, 창작 활동만큼은 소략적인 편이며, 게다가 북한에서는 의도
적이고 암묵적인 공백의 시공간으로 처리되고 있다. 실제로 그는 뺷만주시인
집뺸(1942) 소재의 시 ｢계절의 환상｣과 ｢사랑함｣을 제외하고는 뺷만몽일보뺸와
뺷만선일보뺸에 7~8편의 수필과 산문, 몇 편의 동시를 발표했던 것으로 알려
진다. 이와 관련하여 신경시대의 여백을 얼마간 메꾼 두 편의 글이 있어 박팔
양의 북한 시편은 겨우 새로운 해석과 평가의 길을 내게 되었다. 연변의 비평
가 최삼룡과 원광대 김재용 교수의 작업이 그것이다. 두 연구자는 남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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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곤혹스런 지점으로 남아 있는 박팔양의 만주국 신경시대와 북한 평양
지대를 전자는 시적⋅생애사적 모순과 한계의 관점에서, 후자는 변화의 모색
과 시대사적 좌절의 관점에서 읽음으로써 박팔양 읽기와 해석의 입체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시편에 대한 이들의 논의는 이후 참조하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신경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먼저 눈길을
모아보기로 한다.
최삼룡은 박팔양의 신경 시대를 ‘곤혹스러운 표정,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협화회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아니라 박팔양 편찬의
뺷만주시인집뺸(1942)에 보이는 이중적, 양가적 태도에서 찾아진 성격 규정이
다. 그에 따르면 뺷만주시인집뺸에 실린 재만조선시인의 시편들 대부분이 “동
포들의 망국과 실향의 한을 눈물겹게 읊조린 데 반하여 박팔양 자신의 시
2수는 오히려 시국에 대한 긍정의 정서가 충만하다”.1 이 점, 박팔양의 시와
삶에서 어떤 유동성 또는 변신의 흐름이 유독 두드러진다는 이 글 서두의
기술과도 얼마간 맞물리는 평가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김재용은 박팔양의
만주행을 ‘내선일체’에 맞서 만주국의 이념 ‘오족협화’에서 어떤 일말의 가능
성을 찾기 위한 모험의 형식으로 파악한다. 그는 박팔양의 시 ｢사랑함｣과
｢길손｣, 산문 ｢밤 신경의 인상｣을 통해 일제의 파쇼적 군국주의에 맞서는
‘코스모폴리탄’의 면모와 더불어 시대현실에 대한 반응으로서 ‘니힐리즘’, 그
것의 탈출구로서 ‘낙천주의자’의 자유로움을 읽어낸다.2 이러한 견해는 박팔
양 시의 유동성과 액체성의 활동을 현실 회피의 측면3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
1

최삼룡, ｢박팔양의 두 얼굴과 그 표정｣, 뺷세계한국어문학뺸 5, 세계한국어문학회, 2011, 42∼

2

43쪽.
김재용, ｢만주국과 남북의 문학―박팔양과 염상섭을 중심으로｣, 뺷한민족문화연구뺸 67, 한민

3

족문화학회, 2019, 10∼13쪽.
유성호는 1930년대 후반 박팔양 시의 고향 상실감에 주목하여 ｢길손｣에서 이질적인 항목들
인 “코스모폴리탄/니힐리스트/낙천주의자”의 낯선 통합과 결속을 실향감의 확인과 그에
따르는 방황으로 파악한다. 유성호, ｢현실성과 서정성의 갈등과 통합｣, 유성호 편, 뺷박팔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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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맞서는 시와 내면의 행동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청의 필요
성이 충분하다.
가령 ｢계절의 환상｣은 신경의 대동광장을 중심으로 박팔양 특유의 근대적
도회의 정조, 곧 “오리지널 향수 내음새”에 취해 자신의 “무거운 행진 속에
서” “오색의 꿈과 무지개”를 보는 “세기의 경이”를 노래하고 있다. 물론 화려
한 신경의 모습과 찬란한 만주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은 언뜻 ‘오족협화’와
‘왕도낙토’에 토대한 ‘복지만리’의 신세계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체
제협력의 시편으로 읽힐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지만 같이 실린 ｢사랑함｣은
‘오족협화’의 이념을 인간과 자연, 사물 모두를 포괄하는 생태주의적 코스모
폴리탄의 감각으로 전이시키고 있어 인상적이다. 이때 문제적인 대목은 “나
의 일본―조선과 만주를 사랑하며／동양과 서양과 나의 세계를 사랑하며”이
다. 제국을 구성하는 세 나라와 동, 서양을 동등하게 호명한다는 것은 그것들
사이의 갈등과 균열을 넘어 ‘사해동포주의’에 궁극적 가치를 둔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박팔양의 신경지대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김재용의 말처럼
“제국 일본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지 않으려”4는 식민주의에 대한 거부와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당시 생산된 각종 대중매체에서는 경성
과 하얼빈, 봉천 등이 동양과 서양을 잇는 ‘무지개다리’이자 ‘세계평화’의 동
양적 거점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흔했다. 이 때문에 여기 보이는 근대천황제
의 ‘팔굉일우’ 이념에 대한 선전선동과 박팔양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뚜렷한 증빙과 해석이 더욱 필요해진다. 이후 연구
자들의 재재바른 발품과 냉철한 분석을 통해 ‘세계주의자’와 ‘체제협력자’
사이에서 유동하는 박팔양의 신경시대가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대
한다.

4

선집뺸, 현대문학, 2009, 217쪽.
김재용, 앞의 글,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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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경시대’ 이전으로 돌아와 식민지 조선에서 오롯했던 박팔양 시의
문학사적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자. 1923년∼1940년 사이 박팔양 시편을 살
펴볼 때, 뺷태양을 등진 거리뺸(1991)와 뺷박팔양시선집뺸(2009) 어느 것을 취하
든 문제되지 않는다. 전자는 월북문인 해금 이후 최초로 편찬된 시선으로
1부를 뺷여수시초뺸에, 2부에 거기 포함되지 않는 시편을 배치했다. 북한이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의욕적으로 간행한 뺷현대조선문학선집뺸 45권 가운
데 박팔양 시는 뺷1920년대 시선 (3)뺸(1992)과 뺷1930년대 시선 (1)뺸(2004)에
실렸다. 만약 북한에서 남한의 문학 저작을 어떤 방식으로든 참조할 것이라
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뺷태양을 등진 거리뺸가 첫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과연 이 책의 75편 가운데 45편이 북한의 두 책에서도 찾아진다.
이러한 사정은 유성호가 편한 뺷박팔양시선집뺸도 마찬가지인데, 해방 전 87
편 가운데 50편 가량이 북한 시선집에도 실렸다. 북한 문학선집에 실린 작품
들의 면면과 그것들의 복원에 관련된 계기는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남한에서 박팔양의 시가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가를 먼저 짚어본다.
시적 이념과 형식의 변화와 관련한 박팔양의 결정적 선택은 계급해방의
카프 참여 및 정조와 형식 실험의 구인회 활동에서 찾아진다. 뺷여수시초뺸로
본다면, 제4부 ‘사색’과 제3부 ‘도회’, 그리고 제5부 ‘애상’이 두 경향과 깊이
관련된다. 이를 중심으로 박팔양 시의 선택과 변화 과정을 정리하자면, 대체
로 다음과 같은 흐름과 의미화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초기의 ‘신경향파’
경향의 시는 집단적 주체를 통한 현실 인식의 노력으로 규정된다. 이때의
경향은 신경향파 시 대개가 그러했듯이 시적 상황이나 인물의 구체성보다는
시적 화자의 우의적 현실 해석과 낙관적 전망이 우세한 형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박팔양이 3년 아래의 후배 임화와 마찬가지로 ‘다다이즘’의 세례를 흠뻑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다’에의 투신이 단순한 형식과 문법 파괴의

262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9 No.3

미학적 전복을 넘어 세계 변혁의 욕망과 직결되어 있음은 ‘다다’가 “양식상의
과거 부정일뿐만 아니라 생활, 세계관 그것에 있어서 보다 더 큰 반항가의
정열이었다”고 주장한 임화의 회고에 잘 드러난다. 그러면서 임화는 자신과
더불어 박팔양, 김화산 등이 “일시적으로나마 그 급진적 정열로 말미암아
프로문학에까지 도달했다”고 파악했다.5 박팔양이 시도한 다다이즘의 내용
과 형식의 동시적 전복은 이를테면 “옛다 받아라! 증오의 화살／네 집 뒤에는
윤전기가／죽어 넘어져 신음한다”, “DADA, ROCOCO(오식도 좋다)／비행
기, 피뢰침, ×광선／문명병, 말초신경병／무의미다! 무의미다!”(｢윤전기와 사
층집｣)에 분명하다. ‘윤전기’에 비유된 무력한 노동자를 억압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문명현실에 대한 비판과 증오가 세계의 무의미함과 병적인 훼손의
폭로 및 전시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임화는 식민지 조선의 다다이즘을 “현대의 혁명시일랴는 이들 기
교파의 시인들은 시의 내용과 사상을 방기하고 있”으며, “다만 있는 것은
언어의 표현의 기교와 현실 대한 비관주의 그것”으로 차갑게 비판함으로써
그 미학적 실천과 효과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박팔양이 카프 가입과 프로시
창작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도 식민지 계급현실의 변혁에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형식 파괴 및 맹목적 현실 부정의 공소성에 지쳤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초기시의 두 흐름과 연결되는 카프 참여 및 구인회 활동은 남북한문학사
에서 박팔양의 입지와 위상을 결정했던 핵심 지대에 해당한다. ‘주체문학’의
신화화와 더불어 그 성취와 의미가 대폭 삭감되었지만, 카프문학은 식민지
조선의 반제반봉건투쟁을 이끌며 식민권력에 맞선 또 다른 의미의 ‘전선문
학’이었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주의문학의 주요한 수원지이자 마중물로 기능
했다. 이에 반해, ‘구인회’ 참여의 모더니스트들은 1990년대 초반까지의 괄
5

임화, ｢담천하(曇天下)의 시단 1년｣, 뺷문학의 논리뺸, 학예사, 1940, 6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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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치기를 벗어나 뺷현대조선문학선집뺸에서 박팔양, 정지용, 김기림에 더해
김광균까지 복권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단 한 사람, 시인 이상만이 유일하게
귀환되지 못했는바, 그의 문학에 담긴 두 가지의 퇴폐성내지 반동성이 그의
복권을 가로막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나는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에 현저히
미달하는 소부르주아지의 분열적 형식에 대한 지나친 탐닉 때문이었을 것이
다. 다른 하나는 사회현실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적인 불
안과 소외에 파편화된 소시민의 내면에만 집착하는 비변증법적 사유의 부정
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박팔양의 경우, 북한에서 출간된 그 어떤 시집에서도
식민지 도회의 회색빛 풍경과 우울한 정조를 노래한 ｢도회정조｣는 실리지
못했다. 아마도 이 시의 핵심 구절일 “히스테리 환자”가 “눈물 흘리는 것
같”은 “짜긋하고 가슴 빠근한 엷은 비애”가 당문학의 차원에서 보면 노동과
혁명의 인민에게 전혀 계몽적이지도 감흥적이지도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
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식민지 ‘도시산책자’의 서글픈 관조와 상심
의 내면이 채집한 식민도회의 “회색 눈”과 그에 반응하는 주체의 “잿빛 환
멸”(｢점경｣)은, 유성호의 말처럼 급격한 도시화와 비주체적 근대화에 따른
고향 상실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엇갈리며 생산된 ‘소외의식’의 표상이자
잔상이었다. 물론 북한의 시선에서도 선택된 것이지만 ｢태양을 등진 거리｣
가 남한 박팔양시선집의 제목으로 오르고, 박팔양의 모더니즘을 식민지 현실
의 가난이나 도시문명이 빚어낸 “신음 소리”(｢탄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상
과 분노 동시의 표현6으로 이해하게 되는 까닭도 저 날카로운 소외의식과
관련된다.
상당히 짧았던 박팔양의 카프 활동과 프로시의 창작은 당시 그것들이 봉
착했던 한계이기도 했던 프로레타리아 의식에 기댄 관념적인 계급정서의 표
6

홍신선,｢서정성 혹은 정신의 순환축｣, 박팔양, 뺷태양을 등진 거리뺸, 미래사, 1991,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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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과 피상적인 혁명적 미래의식의 표출에 그쳤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작은 목소리라도／속임 없는 현실을 대담히 호소하”(｢연설회의 밤｣)고 싶다
는 진보적 혁명의식은 현실성과 서정성의 모범적 결합에 빛나는 ｢너무도
슬픈 사실―봄의 선구자 진달래를 노래함｣ 같은 명편을 낳는 토대와 힘이
된다. 아마도 박팔양 시를 대표하는 시구를 꼽으라면 누구라도 다음 대목을
앞세울 것이다. “오래오래 피는 것이 꽃이 아니라／봄철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이라”고―”. 자연(봄)과 혁명가(새 시대)의 지혜와 행동 원리를 ‘진달
래’의 개화를 통해 엿보는 기쁨과 더불어 그 소소한 욕망마저 억압하고 배제하는
식민권력에 대한 비판(“찬바람 오고 가는 산허리”)을 함께 담은 모습이 역력한
구절이다. 이 시는 북한에서 ｢진달래｣로 개제되어 모든 박팔양 시선에 실림
으로써 그의 혁명의식을 대변하는 시로 떠오른다. 선구자로서 ‘진달래’의 모
습에서 엄혹한 현실에 처했던 사회주의 혁명가를 넘어 그들을 지도하고 살려
낸 김일성의 모습을 읽어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보아 무방하다.

3. ‘유산과 전통’으로서 박팔양 시―뺷현대조선문학선집뺸의 경우
북한문학에서 박팔양 시의 획기를 찾는다는 뜻에서 뺷현대조선문학선집뺸
의 뺷1920년대 시선 (3)뺸(1992)과 뺷1930년대 시선 (1)뺸(2004)의 문제를 따로
떼어내 다시 읽어보기로 한다. 박팔양 시는 전자에 30편, 후자에 20편에 실
렸으며, 이들 총 50편 중 29편이 뺷여수시초뺸, 19편이 ‘신경시대’를 제외한
해방 이전의 시편과 일치한다. 나머지 2편은 후자에 실린 ｢건설자｣와 ｢침묵
｣인데, 여타의 시들과 비교함으로써 제목 변경이나 개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예의 시선집이 의미 깊은 까닭은 해방 이전의 시가 뺷박팔양시
선집뺸(1959, 재판)에 12편이, 뺷박팔양 시선집뺸(1992)에 27편이 실렸을 따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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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실 때문이다. 박팔양은 앞의 시선집을 “투쟁적 호소의 노래로써 인민
에게 복무하려고 노력”7해온 산물로 일렀다. 이에 비해 문학도서편집부는
뒤의 시선집을 김정일이 고인이 된 “시인 박팔양에게 그가 해방 후에 창작한
시작품들과 함께 해방 전에 창작한 작품들도 포함시켜 시집으로 출판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8푼 결과로 일렀다. 뺷박팔양 시선집뺸(1992)에 수록된 27편
가운데 6편은 뺷현대조선문학선집뺸의 두 권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남쪽 해
변에 계신 그를 생각함｣을 제외하면 유성호가 편한 뺷박팔양시선집뺸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결국 1990년대 이후 발간된 세 권의 작품집에 1920년대∼뺷
여수시초뺸에 실린 53여 편이 보이는데, 이 시기의 작품 총 85여 편을 수록한
남쪽 뺷박팔양시선집뺸에서 거의 모두 찾아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성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과제는 매우 분명해진다. 하나가 해방 이전
박팔양 시의 대량 복권과 출판이 의미하는 바를 찾는 일이라면, 다른 하나는
북한에서 선택받지 못한 시편들의 성격과 그것들이 선집에서 제외된 까닭을
내밀하게 짚어보는 작업이다. 이 점, 박팔양 시를 둘러싼 남북한문학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 시편
까지를 포함한 박팔양 전집(또는 선집)을 편찬할 때의 어떤 기준과 방법을
남북한 서로가 찾아볼 수 있는 누빔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문에라도
1992년~2004년 출간된 박팔양 시선 관련 세 권의 작품집이 놓여 있던 북한
문단 또는 문학출판사의 사상적⋅이념적 상황 및 세 권에 실린 박팔양(작품)
론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규명
된다면 세 권에 실리지 못한 박팔양 시의 성격과 이념, 형식과 내용에 대한
원인의 파악은 의외로 쉽게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8

박팔양, 뺷박팔양시선집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재판), 12쪽.
박팔양, 뺷박팔양 시선집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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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이뤄진 최대의 문학선집 발간 사업에 해당하는 뺷현대조선문학
선집뺸(이하 뺷선집뺸)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이 사업은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인멸되였거나 파묻혀 있는 문학 작품을
더 많이 찾아내야 하며 작가와 작품을 우리나라 문학사와 예술사 발전의
견지에서 정확히 평가하”9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작품과 비평 양면에서
수행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 ‘문학적 정전화’로서의 뺷선집뺸 간행 및 여기
실린 작품들의 이념적⋅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역사화하는 총 15권의 뺷조선
문학사뺸(1991∼2000) 편찬이었다. 인용한 김정일의 지시에서 보듯이, 뺷총서뺸
는 북한 문학 발전의 역사를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새롭게 체계화하기
위해 진행된 국가적 사업에 해당된다.
뺷주체문학론뺸에 근거하자면, 박팔양 시가 실린 1920년대, 1930년대 시선
집은 “민족 문학예술 유산을 주체적 입장에서 바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유
산과 전통’ 항목에 의거하여 편찬되었다.10 김정일의 지시라곤 해도, 문학사
적 ‘유산과 전통’이 강조됨으로써 뺷선집뺸은 그간 대거 누락되었던 근대시인
과 문학적 감식안의 따스한 볕을 거의 쐬지 못한 군소시인의 시편들을 대중
의 독서와 연구자의 가치화 대상으로 밀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면모는 개인 문학전집의 발행에는 열심이지만, 독서와 학문적 대상으로서의
문학사적 시전집(선집)의 간행에는 게으른 한국의 출판 및 연구의 장에 어떤
계고를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런 약점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우리는
‘유산과 전통’의 영예를 가르는 미적⋅이념적 기준, 이것에 토대하여 선택된
작품의 성격과 가치를 면밀히 살핌으로써 남한문학사와의 대화 및 소통의
장을 넓혀가는 과제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억하며 뺷선집뺸 및
9
10

김정일, 뺷주체문학론뺸,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33쪽.
이 단락은 유문선, ｢최근 북한 근대문학사 인식의 변화―뺷현대조선문학선집(1987∼)의 ‘1920
∼30년대 시선’을 중심으로｣, 뺷민족문학사연구뺸 35, 민족문학사학회, 2007, 427∼431쪽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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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조선문학사뺸에서는 박팔양의 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본다.
미리 밝혀둘 것이 있다. 박팔양의 뺷여수시초뺸를 비롯한 해방 이전의 시편
이 실린 뺷1920년대 시선 (3)뺸(1992)과 뺷1930년대 시선 (1)뺸(2004)의 편자는
남한 출신으로 알려진 류희정으로 되어 있으며, 전자는 부교수 리동수가,
후자는 박사 류만이 해설자로 참여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920∼30년대
의 근대시에 대한 비평이 담긴 뺷조선문학사 7뺸(2000)의 저자는 류만, 리동수
로, 뺷조선문학사 9뺸(1995)의 저자는 류만으로 되어 있다. 선집과 연구의 시대
적 엇갈림 또는 부조화는 둘이 동시에 진행되었거나 ‘주체문학론’을 앞세운
문학비평의 관점에서 작품을 선하고 편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런 까닭으로
류만과 리동수의 지도 아래 류희정의 실무 작업이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판단
이 가능해진다. 이를 감안하여 뺷선집뺸과 뺷조선문학사뺸를 대응시키는 방식으
로 박팔양 시의 선택과 비평적 의미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글을 진행시키고
자 한다. 먼저 뺷1920년대 시선 (3)뺸과 뺷조선문학사 7뺸의 경우이다.

1) 짓밟힌 가난한 근로대중의 해방을 위한 사회운동의 길에 한몸을 바친 선
구자의 모습을 그리며 시인은 그들의 수난과 시련, 숭고한 희생정신을 참다
운 삶의 가치로 자랑스럽게 구가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시인은 미래에 대한
희열과 확신의 감정을 선구자의 형상에 재현시키면서 랑만적 기백과 열정으
로 긍지 높이 호소할 수 있었다.11

2) 이처럼 시는 어둠과 밝음, 지난 밤과 새날의 뚜렷한 대조, 지난 밤의 그
악몽과 새날의 해와 무지개와의 뚜렷한 대조를 시 형상의 전반에서 잘 살림
으로써 당시의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저주와 분노를 터뜨리고 새날, 새 사회
에 대한 지향을 랑만적 정서 속에 조직하였다.12
11

리동수, ｢<카프> 시문학의 출발점에서｣, 류희정 편, 뺷현대조선문학선집 15―1920년대 시선
(3)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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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너무도 슬픈 사실―봄의 선구가 진달래를 노래함｣을 개제한 ｢진달
래꽃｣(뺷학생뺸 1930년 4월호)을, 2)는 ｢려명 이전｣(｢개벽뺸 1925년 7월호)을 비평
한 문장들이다. 뺷1920년대 시선 (3)뺸(1992)에는 박팔양 시 30편이 실리는데,
뺷여수시초뺸에서 ‘사색’, ‘애상’, ‘구작(舊作)’에 담긴 시편들이 주로 담겼다. 이
곳의 시편들은 “조선의 치운 하늘 밑에／떨면서 울면서 재주를 파는 이국의
가난한 조그만 아가씨”(｢곡마단 풍경｣)처럼 불우한 조선 민중의 궁핍과 고통을
도시와 산하 곳곳의 모습으로 재현하는 작업이 중심이다. 또 이러한 현실을
봄 속의 자연에 대한 동경을 통해 넘어섬과 동시에 민중의 새로운 미래로
삼고자 하는 생명 충동, 곧 혁명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리동수는 이 가운데
서 ｢려명 이전｣, ｢나를 부르는 소리 있어 가로되｣, ｢밤차｣, ｢데모｣, ｢진달래
꽃｣을 당시의 카프문학에 연관시켜 박팔양의 대표작으로 꼽았다. 제목이나
분위기가 “무산대중의 생활과 반항의식을 구현하고 미래에 대한 지향을 노
래한 시문학”13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명 이전｣은 시인 스스로 선했을 뺷여수시초뺸에 실리지 않았으
며, ｢진달래꽃｣은 원제를 버리고 부제의 일부를 제목으로 다시 취했다. 박팔
양 사후(1988)에 편찬되었다는 점에서 뺷1920년대 시선 (3)뺸(1992) 소재 시편
은 시인의 동의를 완전히 득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두
시에 담긴 박팔양의 ‘낭만적’ 기백과 열정, 정서, 곧 ‘혁명적 사회주의’에의
동경과 헌신의 의지가 인민의 계몽과 감격의 실현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을 내렸기 때문에 작가를 넘어선 선택과 변형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그의 시는 현실의 모순을 적발한 데 그치지 않고 고통 분노의 한계
를 넘어 새날에 대한 동경과 투쟁에 대한 호소를 격발시키는 진취적 정신으
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데서 주목을 끈다”14는 리동수의 주장에서
12

류만⋅리동수, 뺷조선문학사 7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 171쪽.

13

류만⋅리동수, 위의 책,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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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잖게 확인된다. 다음으로 뺷1930년대 시선 (1)뺸과 뺷조선문학사 9뺸의 경
우이다.

1) 1930년대 그의 시를 보면 새날, 새 사회에 대한 지향과 락관, 시대의 선구
자로서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시에서는 새 시대에 대한 갈망을 직접 표현도 하였고 엄혹한 현실 속에서의
체험과 리상을 제 나름대로의 서정으로 토로하면서 1930년대 진보적 시문학
에 특색 있는 보탬을 하였다.15

2) 시인은 때로는 자연을, 때로는 사회에 대한 울분과 불만을 그리고 때로는
고달픈 인생과 이러저러한 투쟁과 항거의 세계를 노래하면서도 줄곧 새 시대
를 갈망하고 락관하였으며 그를 위해 내닫는 선구자, 선각자의 모습과 그들
의 리상을 구현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시는 일련의 고유한 형상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자연에 의탁한 형상의 상징성과 시적 표현들에
서 나타나고 있다.16

둘 모두 류만의 글로 1930년대 “프로레타리아 시문학을 비롯한 진보적
시문학 창작의 길을 걸어온 대표적 시인들”을 다루고 있다. 1)에서는 리동수
의 비평에서도 중심이 된 ｢진달래꽃｣이 재차 소환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진
달래꽃｣의 미학적 특징과 이념적 지향, 곧 “새 세계와 이상에 대한 갈망을
주로 봄의 도래 등과 같이 자연에 의탁하면서 우회적으로, 상징적으로 노래”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과연 류만은 뺷선집뺸과 뺷조선문학사뺸
에서 차디찬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진달래꽃을 ‘선구자’로 상징화, 가치화했
14
15

16

리동수, 앞의 글, 31∼32쪽.
류 만, ｢뺷1930년대 시선뺸 (1)에 대하여｣, 류희정 편, 뺷현대조선문학선집 26―1930년대 시선
(1)뺸, 문학예술출판사, 2004, 21∼22쪽.
류 만, 뺷조선문학사 9뺸, 과학백과종합출판사, 1995,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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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이 작업은 박팔양 서정시의 이념적 성격을 밝히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뺷주체문학론뺸이 요구하는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에 대한 연대와 동
참의 면모를 새로 밝히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류만이 제시한 ｢선구자｣, ｢연설회의 밤｣, ｢건설자｣ 등은 제목만으로 새로
운 세상을 향한 변혁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이에 반해 근대적 도회를 다룬
｢가로등하 풍경｣과 ｢새로운 도시｣는 상반된 내용과 분위기가 울울하다. 전
자는 “부모도 집도 고향도／아무것도 없다고 하소연턴 그”의 고독과 가난을
다루고 있다. 후자는 “새로운 사람들의 오고감”으로 북적거리며 “행복에 미
소하는 거리의 사나이와 여인／그들의 춤추는 듯한 걸음걸이”와 “청량하게
들려오는 저 백성들의 소리 높은 합창”을 예찬하고 있다. 류만은 두 시를
인민의 파탄으로 점철된 부정성의 도회를 변혁운동을 통해 모든 것이 충족된
혁명의 도시로 뒤바꾸는 희망의 서정과 감격이 하나의 서사로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을 더욱 자연화⋅상징화하기 위해 ｢시내물｣, ｢승리의 봄｣과 같
은 우의의 시를 함께 배치한 것이다.
이러한 류만의 의도는 “무산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그의 시가 외형
적으로 잔잔하면서도 서정이 격류하는 열도가 느껴”진다, 그 까닭은 시인이
객관적 입장에 서서 ‘그’ ‘그대들’에 대해 “정서적 교감을 하면서 사상적 지향
을 짙은 서정 속에서”17 밝혀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서 충분히 확인된
다. 이와 관련하여 박팔양 시의 상징성과 미학성에 대한 류만의 해석은 상당
히 깊은 의미를 갖는 것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혁명’과 ‘김일성’의 그림자
가 어른거리기는 해도, 아니 어쩌면 그것을 방패삼아 박팔양 시가 성취한
미학의 최대치를 암암리에 드러내고 있다는 느낌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뺷현
대조선문학선집뺸의 편찬에 관련된 시 작품의 영역 확장과 미학적 감각의
넓혀짐이 비평의 그것도 가져왔을지도 모른다는 판단도 이곳에서 비롯된다.
17

류 만, 위의 책,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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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뺷선집뺸도 뺷조선문학사뺸도, 앞서 밝힌 대로 박팔양의 ‘다다’와 모더
니즘을 대표하는 ｢윤전기와 사층집｣, ｢도회정조｣에는 냉담했다. 뺷여수시초뺸
의 ‘도회’에 실린 ｢하루의 과정｣, ｢점경(點景)｣, ｢근영수제(近咏數題)｣, ｢태양
을 등진 거리 위에서｣가 한 마디의 언급도, 짧은 해설도 없이 뺷선집뺸에 수록
되는 치사한 호사를 누렸을 뿐이다. ‘다다’가 서정과 문법의 파괴, 기존 세계
에 대한 환멸과 부정의 시선으로 부조리한 현실을 파편화시키련다는 ‘부정의
미학’임은 분명하다. 혁명문학의 입장에서는 “과로와 더위로 데어 죽은 윤전
기의／거대한 시체에／구더기 구더기가 끓는다”(｢윤전기와 사층집｣)는 구절
따위는 새로운 세계의 건설과 변혁의 삶으로 충만한 사회주의미학에 반하는
퇴폐적 상상력에 불과할 따름이다. 또 노동자의 혁명도시와 무관한 자본의
도회, 곧 “불규칙한 직선의 나열, 곡선의 배회,／아아 표현파의 그림 같은
도회의 기분”이 흐느적거리고, “철학자가 혼도(昏徒)하고 상인이 만세 부르는
좋은 곳”(｢도회정조｣)은 건강한 인민의 삶과 혁명적 실천을 배반하거나 억압
하는 죽음의 공간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뺷문학예술사전뺸에서는 모더니즘 문학 예술의 특징과 반동성을 다
음과 같이 규정했다. “문학 예술의 사상적 내용과 인식 교양적 기능을 부정
하고 신비주의와 극단의 리기주의를 설교하며 죽음과 공포, 고독과 절망,
허무와 방탕을 등을 찬미하고 이른바 언어의 〈공간성〉⋅〈회화성〉의 미명 하
에 허식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면서 문학 예술의 형식 자체를 기형화하
고 파괴”한다.18 이 기준 속에서 북한문학사는 뺷선집뺸에서 이상의 초현실주
의적 시와 소설, 박태원, 최명익, 허준의 모더니즘 소설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들에 붙인 검열과 배제의 패찰 “자연주의⋅감상주의⋅형식주의 등 부르죠
아 문학사조에 편승하여 무사상적이며 퇴폐적인 작품들을 적잖게 창작하였
다”는 퇴폐성과 반동성은 박팔양의 ‘다다’와 도회시에도 그대로 해당되었
18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편, 뺷문학예술사전뺸 상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7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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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 여기에 비추어볼 때 박팔양의 뺷선집뺸에서 배제된 ‘도회’ 시는 북한 당
국이 모더니즘 문학의 부정성과 퇴폐성에 대한 전격적인 입장의 선회가 이뤄
지지 않는 한 북한문학사에서는 일말의 복원도, 가치평가도 행해지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4. 두 뺷박팔양 시선집뺸의 이념적⋅미학적 차이
박팔양은 상당히 다채로운 혁명문학을 남겼다. 우선 1966년 반당종파분
자로 숙청되어 집필의 부자유 상황에 놓이기까지 스스로 편한 뺷박팔양시선
집뺸〔1956(초판), 1959(재판)〕20과 4인 공동시집 뺷빛나는 태양뺸(1954), 장편서
사시 뺷민족의 영예뺸(1946∼47), 뺷황해의 노래뺸(1958), 뺷눈보라 만리뺸(1961),
뺷인민을 노래한다뺸(1962) 등을 발표했다. 특히 장편서사시의 집중적 창작이
눈에 띠는데, 이것은 북조선에서의 “진정한 인민의 자유, 위대한 민주주의적
생활”21의 보람찬 건설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치가 뜨겁게 반영된 소산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뺷민족의 영예뺸는 시인이 밝혔듯이 “김일성 원수의 항일
무장투쟁을 개괄적 노래한” 일종의 ‘송가’였다.22 한국전쟁 후 발표된 뺷황해
의 노래뺸와 뺷인민을 노래한다뺸는 전후복구사업과 천리마운동을 통해 빛나
는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에 열성을 다하는 인민들의 노고를 기리고 격려하는
송가 형식의 서사시로 짐작된다. 예의 서사시들은 집단의 열정과 공훈이 중

19
20

21

22

북한의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비판은 유문선, 앞의 책, 423∼426쪽.
현대조선문학선집 편찬위원회 편, 뺷현대조선문학선집 (2)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에는
해방 이전 작품 30편이 실려 있다. 두 선집에 실린 해방 이전 시집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장렬, ｢시인 박팔양과 그의 창작—뺷박팔양선집뺸을 중심으로｣(뺷조선문학뺸 111, 1956. 11),
이상숙 외 편, 뺷북한의 시학 연구—시뺸, 소명출판, 2013, 1032쪽.
박팔양, 뺷눈보라 만리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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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 그래서 공동체의 단결과 실천, 다시 말해 김일성과 노동당, 사회주의에
대한 찬양과 새로운 조국의 건설이 그 내용과 이념의 중심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 개인의 서정시집 뺷박팔양시선집뺸은 사회주의 건설의 집단적
이념과 실천을 토대로 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시인 자신의 내면이 반영
및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시인 자신의 “나의 30여 년간의 창작 생활
과 그 내면 세계의 발전 행정을 계통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펴냈다는 고백에
잘 드러나 있다. 물론 그것의 궁극적 지향점은 “오늘 조국의 자유 독립과 평화
적 통일의 위업에 전 인민이 궐기한 영광스러운 이 시대”(이상 ｢초판 서문｣)에
대한 감격과 찬양에 있다는 것으로 재차 서술되고 있지만 말이다. 초판은
1925∼1936년의 시를 담은 ‘밤길’(뺷여수시초뺸 수록작), 해방 이후 평화적 건설
시기의 시편을 모은 ‘영광의 날’, 이른바 ‘조국해방전쟁’ 시기의 시편을 모은
‘불비 속에서’, 전후 복구 건설 시기의 작품을 담은 ‘건설의 노래’로 구성되었
다. 3년 후 재판을 내면서 김일성의 위대성과 탁월한 지도력을 예찬하는 ‘승
리의 깃발’, 소련과 중공 방문의 감개를 노래한 ‘형제의 나라’가 덧붙여졌다.
그는 “공산주의 락원 건설을 지향하면서 천리마의 기세로 사회주의 조국 건
설에로 내닫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적 랑만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어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뺷박팔양시전집뺸의 대중적 의미와 그들에 끼칠 영향
성을 살뜰하게 적어 두었다.
그러나 이때 확인되는 뜻밖의 사실은 1990∼2000년대 초반 편찬된 뺷선집뺸
과 그것을 대상으로 한 비평연구서에서 해방 이후의 박팔양의 시와 이름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비치된 뺷현대조선문학선집뺸에서 박팔양을 검색어로 찾아본 결과 다음과 같
은 정보가 확인된다. 먼저 류희정 편, 뺷현대조선문학선집 55―1940년대 시
선 (해방후 편)뺸(문학예술출판사, 2011)에서는 박팔양의 이름이 아예 보이지 않
는다. 수 편에서 수십 편이 실리는 조기천, 리찬, 박세영, 리정구, 김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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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 정문향, 김상오 등과 무척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국전쟁기의 시로는
｢영용하게 싸워 이기리라｣, 전쟁 복구기의 시로는 ｢건설의 노래｣와 ｢평양｣
정도가 실려 있다.23 여기서도 위의 시인을 비롯한 안룡만, 리용악, 조영출,
박아지, 김철 등의 시편이 박팔양의 그것을 수적으로 압도하는 양상이 예외
없이 관철되고 있다.
북한문단상의 연배로나 역할로나, 또 창작 능력에서도 단연 문단권력의
중심부에 위치했던 시인의 위상을 생각하면, 해방기∼1950년대 박팔양 시에
대한 홀대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그들이 기술한 당대 북한문학사를
참조한다면, 첫 번째 요인은 전쟁기와 복구기의 현실과 미래에의 이상을 탁
월하게 그려낸 재능과 이념의 젊은 시인들이 촘촘하게 등장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그렇지만 1950년대의 경우 이찬, 박세영, 조기천, 이용악 등이
문학사 서술의 중심에서 여전히 활약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창작 능력의
문제가 배제의 요인은 아닐 듯하다. 더군다나 이후 ‘김일성주의’의 서막을
열게 되는 1956∼58년의 ‘반종파투쟁’과 수령의 탁월한 지도력을 상징하게
되는 ‘천리마운동’을 함께 담은 ‘승리의 깃발’에 실린 시편들조차 괄호 안에
넣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짐작할 수밖에 없게 한다.
그 까닭을 찾아본 결과 뺷박팔양시선집뺸의 배제는 매우 놀랍게도 ‘김일성
주의’와 그것을 실현하는 ‘당문학’, 곧 ‘주체사상’과 ‘주체문학론’과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 문제의 사달은 항일혁명투쟁을 복원하고 기리는 서사시 뺷눈보
라 만리뺸(1961)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김일성 유일사상’이
본격적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1960년대 ‘천리마운동’의 시대 간
행되었다. 문제는 저 서사시의 주인공이 김일성과 김정숙이 아니라 동료 빨
치산 최현과 작식대원이자 재봉책임자였던 김명화였다는 사실이다. 김재용
23

차례로 김철민 편, 뺷현대조선문학선집 61―1950년대시선 (1)뺸, 문학예술출판사, 2014과 김철
민 편, 뺷현대조선문학선집 62―1950년대시선 (2)뺸, 문학예술출판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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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적대로, 박팔양은 김일성 주변의 인물을 그림으로써 항일혁명투쟁의
생생한 장면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한편 김일성 개인의 숭배의 덫에서 벗어
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부로의 서사 이동은 김일성 유
일사상이 주창되는 “현재의 열린 공간과 항일운동이라는 완결된 과거를 연
결”시키는 작업에 균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24 또한 김일성 중심의 항일
유격투쟁에 대한 복원과 기념이 본격화된 당대 현실에서 오히려 김일성의
위대성과 지도력을 빛바래게 하는 내부의 반동적 행위, 곧 ‘반당종파분자’의
반혁명적 행위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창작 행위이기도 했다. 그 결과 남한
대신 북한을 택한 박팔양의 문학 창작은 ‘조선인민의 새 생활현실의 반영’,
‘새 인간들의 빛나는 새 정신적 풍모’의 표현, 북조선에 새로이 등장한 “창조
적 로력 투쟁, 대중적 영웅주의, 광활한 사회주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절실한 념원으로 표현된 새 인간 특질”25의 형상화에도 불구
하고 뺷눈보라 만리뺸의 발행 5년 뒤 ‘반당종파분자’의 반역 행위로 낙인찍혀
강력한 감시와 처벌, 검열과 배제의 감옥에 던져지게 된다.
그렇다면 ‘유산과 전통’의 복원과 계승이라는 김정일의 뺷주체문학론뺸의
배려에 힘입었을지라도, 여전히 1950년대 말의 뺷박팔양시선집뺸은 감시와
금지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데도 뺷선집뺸에서 해방 이전 박팔양 시
의 복원과 수록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미리 말해 이것도 ‘김일성주의’와
깊이 연관되는 데, 박팔양 시의 배제와 선택은 ‘수령 유일체제’라는 기준점과
누빔점을 중심으로 재단된 이념적⋅권력적 행위의 결과였다. 이것은 시인의
사후 편집, 발행된 뺷박팔양 시선집뺸(1992)의 구성 및 이곳에 실린 시편들과
연동된 여러 유고시집의 성격에 의해 어렵잖게 증빙된다. 이 시선집은 박팔

24

25

뺷눈보라 만리뺸를 ‘김일성주의’에 대한 저항과 그것에 의한 패배의 관점에서 살펴본 글로는
김재용, 앞의 글, 13∼19쪽.
연장렬, 앞의 글, 1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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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일생의 시를 ‘진달래’, ‘해방된 강산에서’, ‘전화의 불비 속에서’, ‘천리마의
노래’, ‘내 조국의 숨결’, ‘항쟁의 남녘이여’라는 각 장 아래 나누어 수록했다.
뒤의 두 장이 뺷박팔양시선집뺸(1959)에 더해진 형태로, 이곳의 ‘승리의 깃발’
이 뒷날의 시선집에서 ‘천리마의 노래’로 부(部) 제목으로 바뀌며 ‘김일성주
의’와의 연관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그럼에도 사후의 시선집에서 문단권력 및 혁명체제의 중심에서 밀려난
박팔양의 생애 및 시 창작과 관련된 뜻밖의 요소들이 발견된다. 먼저 뺷박팔
양 시선집뺸(1992)은 매 시편마다 창작 연도를 붙여 놓았다. 친절한 안내 덕분
에 시인이 숙청에 처해진 1967년의 1편을 제외하고는 이후 단 한 편의 시도
발표하지 못했음이 확인된다. 박팔양이 시인으로서는 치욕적인 집필과 발표
금지라는 미학적 사형선고에 처해졌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시선집의 6∼7
부에 해당하는 ‘내 조국의 숨결’, ‘항쟁의 남녘이여’ 부분은 대체로 뺷눈보라
만리뺸(1961) 이후에 창작된 시편을 담았다. 7부는 남한의 4⋅19혁명을 비롯
한 조국통일의 과제를 노래한 것이므로 시의 형식이나 내용에서 큰 변화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6부 ‘내 조국의 숨결’에는 전통적인 3⋅4조 형식의 ‘가
사’가 자유시 형식의 서정시만큼이나 실려 있는 특이성이 발견된다. 이 가사
장르는 근로대중의 사회주의 건설을 기리는 몇 편을 제외하고는 김일성의
탁월한 영도성과 혁명적 공훈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점철되고 있다. 이 지점,
뺷눈보라 만리뺸에 집중된 당문학의 비판을 ‘가사’라는 전통적 형식을 활용한
김일성 신격화로 넘어서려 했던 박팔양의 안간힘이 느껴지는 대목인지라 비
극성의 정도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그러나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김일성주의’와 연관된 박팔양의 비극성이
이른바 ‘유고시’로 실린 1부의 ｢헌시｣와 5부 ‘전화의 불비 속에서’에 실린
한국전쟁 관련 ｢종군4행시초｣, 결시(結詩)인 ｢이름 없는 한 풀잎의 노래｣에
서 정점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헌시｣의 경우이다. 이 시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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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김일성의 찬양에 바쳐진 듯하지만, 김일성의 모든 것을 그대로 체
현하며 영명하게 인민을 이끌고 있는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 환호와 충성의
맹세이다. 가령 ｢헌시｣의 서두는 조선의 독립과 그를 위한 항일혁명투쟁에
나서는 압록강변의 김일성의 비장한 모습과 그 맹세를 지킨 끝에 “수십 년
세월의 피에 젖은 고난을／끝끝내 이겨내시고／조국을 안고오신／위대하신
수령님”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일제와 미제의 폭압적 침략에
맞서 “천리마 조선의 찬란한 건설”을 앞당겨 성취한 김일성의 영웅적인 지도
력을 찬양하는 가사로 일이관지한다. 그리고 드디어는 김일성이 지닌 모든
것을 체현한 상태로 “영명하게 인민을 이끌어 주시는 김정일동지”를 찬양하
는 “끝없는 환호성소리”를 그려내는 한편 김일성과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축
원하는 만세 소리를 묘사한다.26
｢헌시｣는 창작 시기가 1981년 9월로 되어 있는바, 김정일의 후계구도가
거의 굳어지던 1976년 이후의 북한 상황, 곧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급격한
권력 이양의 상황에 맞춘 시로 읽힌다. 실제로 ｢헌시｣가 창작되기 1년 전인
1980년 10월 북한은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식화하고 김일성주의 유일체계의
완성을 선언하는 ‘제6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박팔
양은 김부자의 성공적 권력 이양과 수령유일체계의 완성을 축하하고 북한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 ｢헌시｣를 창작한 셈이 된다. 그러나 끝내 발표 지면을
얻지 못한 채 그의 책상서랍에 보관되어 있다가 1988년 사후 4년이 지나서
야 ‘유고시’로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헌시｣의 당대적 가치와 영향력을 제한
한 꼴이 된다는 점에서 잠시 뒤에 말하게 될 창작상의 어떤 의심을 자아내기
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
다음으로 ｢종군4행시초｣와 ｢이름 없는 한 풀잎의 노래｣는 이른바 ‘조국해
방전쟁’에 참여한 나이 많은 종군 지식인의 활약상을 그림과 동시에 해방
26

박팔양, ｢헌시｣, 뺷박팔양 시선집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7∼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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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의 탁월한 지도자로 우뚝 선 김일성의 찬양에 바쳐지고 있다. 문제는
언제 창작되었는지 불확실한, 그러나 구절구절 ‘주체문학론’의 영향과 이입
이 분명한 유고작에서 30∼40여 전의 총력전을 뜨겁게 회고하며 감격스럽게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모로 보나 조국해방전쟁에 참여하여 김일성
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아바이’(지식인)의 모습은 박팔양 자신을 닮아 있다.
박팔양에게 항일유격투쟁을 다룬 뺷눈보라 만리뺸가 사적에 대한 조사와 경험
부재의 상황에 대한 상상의 글쓰기였다면, 한국전쟁을 회고하는 ｢이름 없는
한 풀잎의 노래｣는 참전 경험과 당시의 웅지를 되살린 결코 잃어질 리 없는
현재성 현현의 글쓰기라 할 만하다. 이 시간성 초월의 글쓰기는 박팔양과
김일성의 유대 관계가 가장 깊고 단단했던 해방 후 사회주의 건설기∼1950
년대 후반 전쟁 복구 및 새로운 조국 건설기를 ‘지금 여기’의 현실로 소환하
는 시공간의 마법과 깊이 관련된다. 그러므로 이 시의 핵심은 다른 무엇도
아닌 김일성의 시적 화자의 글쓰기에 대한 격려 곧 “안심하고 인민대중을
위한／민주 건국에 도움이 될／좋은 글을 많이 쓰라시는／그이의 뜨거운 고
무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은 “영광이여 재생의 기쁨
이여／다시금 붓을 들고 잠 못 이룬／잊지 못할 감격, 흥분의 나날”27에 분명
하다.
이처럼 유고시로 발표된 ｢헌시｣와 ｢종군4행시초｣, ｢이름 없는 한 풀잎의
노래｣는 박팔양의 약점이던 ‘김일성주의’에 대한 전면적 복종, 그 후계자로
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서정과 서사의 핵심으로 취하고 있다. 이것
은 주체의 시대를 맞아 박팔양의 시선과 유고시 출간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은 어쩌면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일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굳히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민족의 영예｣를 제외한 세 편의 유고
시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첫째, 뺷눈보라 만리뺸의 반혁명성을 대속(代
27

박팔양, ｢이름 없는 한 풀잎의 노래｣, 위의 책,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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贖)하는 한편 그 대가로 ‘김일성주의’에 완전히 굴복한 박팔양의 마지막 패배

를 상징하는 시편에 해당한다. 둘째, ‘유고시’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쩌면 박
팔양의 것으로 위조되어 김정일의 뺷주체문학론뺸의 완전성과 위대성에 복무
하기 위해 활용된 ‘날조의 기호’일지도 모른다.
물론 유고시 세 편은 주체의 시대 문학적 복권과 삶의 안정성을 위해 박팔
양이 스스로 제출한 또 다른 사면 요청서였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김정일 시대의 당문학은 김일성과 김정일 찬양을 조건으로 한 세
편의 유고시를 접수한 후 박팔양에게 면죄부를 발부하는 한편, ‘유산과 전통’
이라는 명목 아래 해방 전 박팔양 시의 복권을 승인하는 정치와 미학의 교환
에 나선 셈이 된다. 비록 사후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박팔양의 입장
에서는 권력 중심부의 정치를 빌미로 자신만의 오롯한 개성이 빛나는 1925
년∼뺷여수시초뺸(1940)의 시어와 음역을 되돌려 받은 셈이니 손해만은 아닌
교환의 작업에 성공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1950년대 이후를 다룬
뺷조선문학사뺸와 뺷선집뺸은 시기상 어긋났는지 아니면 편찬자의 의도가 그랬
는지 권력의 정점에 섰다가 가장 하층부로 떨어진 박팔양의 복권과 현재화를
슬며시 회피했다. 이렇게 하여 이후 언젠가 재개될 남북한 문학의 교류 과정
에서 꼭 확인되어야할 핵심 과제가 새로이 주어진 셈이다.

5. 박팔양 시가 다다른 마지막 심연
박팔양의 시는 현재 행운과 불우의 양면을 모두 소지하고 있다. 1990년을
전후한 남북한에서의 해금과 복권은 적어도 해방 이전의 시에 대한 공통된
독서와 향유를 다시 가져왔다. 물론 북한에서는 이 가운데 몇 편이 여전히
금지 상태이거나 그들의 체제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된 채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잖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남북한이 박팔양에 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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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된 지식과 정보를 대상으로 박팔양 미학의 본질과 성격을 함께 논할 기회
와 가능성이 마련되었으므로, 해방 이전 박팔양 시의 문학사적 위상과 가치
를 재정립하는 작업에 큰 어려움은 따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결국 문제는 40여 년간 북한에서 창작된 시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방법과 해석의 관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남게 되었다. ‘정치의
예술화’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창작 활동이었지만, 박팔양은 자신의 생명과
언어를 사회주의 조국의 건설에 아낌없이 바쳤다. 그가 걸어간 시적 행보에
대한 판단은 사회주의 변혁을 빙자한 김일성 유일체계의 권력화와 전제화의
폭력성과 편협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거기에 연동된 형식과 이념의 수취
및 변화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 시인의 사후 승인된
뺷박팔양 시선집뺸(1992)의 유고시 3편은 미적 개성과 모험을 생명으로 삼는
시인의 영혼과 언어를 체제협력의 공양물로 뒤바꿔 헌납한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박팔양 문학 전체를 뒤흔들만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박
팔양의 창작이라는 사실성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유고시 3편
은 그의 시사에서 삭제되어 마땅할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해방 이전 창작
된 후 북한에서 슬며시 개작된 시편들의 정치적⋅이념적 함의에 대한 냉정하
고 객관적인 확인과 비평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이 진행된 다음에야 박팔양이 소리 높여 외쳤던 “근로자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노동과 평화의 깃발을 고수하자”(｢젊은 벗에게｣)라는 1956년의
구호는 “씨를 뿌리자 우리의 손으로／황막(荒漠)한 우리 동산에 씨를 뿌리자”(｢
씨를 뿌리자｣)던 1923년의 브나로드 운동의 주장과 별다른 모순 없이 조우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확인되는 미적⋅혁명성 진정성에 의해 유고시 3편에 대한
진실성 여부도 어느 정도 살펴질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 자리로부터 남북한
문학사 동시의 본격적인 박팔양 읽기와 평가가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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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Status and Value of Park Pal-Yang in the Literary History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Choi, HyunSik | Inha

University

This article is written to take a look at the turbulent life and time of Park Pal-Yang who
spent time in three spaces of South Korea, Manchuria and North Korea. With his emergence
in 1920s, he engaged in KAPF and Guinhoe activities to work on various creative work activities in ideological poetry, dadaism poetry, colonial city related poetry and others.
Thereafter, he went to Manchuria that was under the ruling of the Japanese Imperialist to
write a few poems with the ‘Ojokhyephwa(Japanese initiated movement to have united cooperation of five races in the area)’ ideology and engaged in pro-Japanese ‘Manchuria
National Hyeophwahoe’ affairs. In 1945, upon the liberation, he opted for North Korea
to focus on constructing socialist literature and system. His unfortunate record of pro-Japan
and opting for North Korea became the key factor to sanction him to prohibit his works
in South Korea. By the middle of 1960s, he was in the main stream in the North Korean
literature sector but he was prosecuted for insulting the only ideal of Kim Il-Sung that hie
pen for creative work was taken away. The poems of Park Pal-Yang who had the troubled
water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came back dramatically in late 1980s.
In South Korea, his poems before the liberation including his first poetry collection
Yeosusicho (1940) were all restored. In North Korea, tens of his creative works in lyrics were
introduced and most of such works were not specifically displaying the socialist ideology.
In North Korea, many of his poems before the liberation was recorded in the compilation
process of Contemporary Joseon Literature Collection that was undertaken in full scale after
1990s. In order to understand this literature event, it is important to disclose the identical
points and different features of Park Pal-Yang Poetry Collection published in 1959 and 1992.
These two poetry collections have the poems of pre-liberation period ~ 1950s, and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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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s conviction and passion on the socialist system. However, the Park Pal-Yang Poetry
Collection of 1992 clearly tilted toward the ‘politics-focused arts’ with its introductory poem
and concluding poem in praising Kim Il-Sung-ism and Kim Jeong-il leadership system. The
issues are that the introductory poem and concluding poem were published in the ‘passing
poetry’ type after the death of Park Pal-Yang. If these two poems were creative works of Park
Pal-Yang, it could be understood as opting the path of praising Kim Il-Sung and Kim
Jeong-il with the intent to restore the poetry works before the liberation. Conversely, if it
was intended to borrow the name of a poet to propaganda the leadership system of North
Korea, it would be the falsification of a soup and works of a poet in most corrupted way.

Key words : Park Pal-Yang, KAPF, Pro-Japanese, The writer who went to North Korea,
Kim Il-sungism, Juche Literature Theory, Fabrication of Works

논문접수일: 2021.11.15 심사기간: 2021.11.16∼12.5 게재확정일: 2021.12.10.

284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9 No.3

국제비교한국학회

연혁

1991.12.29

국제한국학및비교학회(Association Internationale Etudes Coréennes et
Comparées) 창립총회 및 학술토론회 (독일 베를린: 참가자 6명)
홀머 브로흘로스(독일 본대학교 교수)
Baasanjav Lakhva (국립몽골대학교 교수)
김문학(일본 경도대학교 학위과정 이수중)
송영인(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헤이워드 캠퍼스 교수)
고송무(카자흐스탄 알마티 사범대학교 교수)
김필영(파리대학교 한국학 박사과정 수료)

1992. 5

프랑스 법에 따라 학회 등록 및 로고 창안 (법인 대표 : 김필영)

1992.10.22-26 제2회 국제학술대회 (카자흐스탄 알마티 과학아카데미)

공동개최: 카자흐스탄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약 80여 명이 참가했으며 구소련 붕괴 후 개최된 최초의 대규모 한국학 학
술대회
1993. 7.12-16 제3회 국제학술대회 (벨기에 루벵 카톨릭대학교)
1994

국제비교한국학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mparative Korean
Studies : IACKS)로 학회 명칭 변경

1995. 7.24-26 제4회 국제학술대회 (카자흐스탄 크질오다 사범대학)

크질오다 사범대학 당국으로부터 “쌀알 위에 그려진 홍범도 장군의 영정”을
기증받아 귀국 후 독립기념관에 희사함
1995.12.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권 발간

1996. 8.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권 발간

1996.10. 4- 5 제5회 국내학술대회 (부경대학교)
1997. 7.29

제6회 국제학술대회 (몽고 울란바토르대학교)

1997. 8.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3권 발간

1998.10.24

제7회 국내학술대회 (경기대학교)

1998.12.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4권 발간

285

1999. 7.26

제8회 국제학술대회 (터키 이스탄불대학교)
“21세기 한국문화의 전망과 과제”

1999.12.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5권 발간

2000. 6. 9

제9회 국내학술대회 (경북대학교)
“21세기 한국학의 전망과 과제”

2000. 6.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6권 발간

2000.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7권 발간

2001. 6.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8권 발간

2001. 7. 3

제10회 국제학술대회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USA)
“Korean Studies in the 21st Century”
후원 : 한국번역금고, 한국교류재단, 뉴욕 버팔로대학교 아시아연구전공

2001.12.31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선정

2001.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9권 발간

2002. 6. 7

제11회 국내학술대회 (서울대학교)
“Korean Studies at the Crossroads”
후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2. 6.29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0권 1호 발간

2002.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0권 2호 발간

2003. 5.23

제12회 국제학술대회 (서울대학교)
“Diaspora in Korean (Immigrant) Literature”
후원 : 대산문화재단
한인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로 UC Berkeley, Korean Studies
Center와 공동 기획하였으나 SARS로 인하여 각각 따로 개최하고 단행본은
공동 발간함

2003. 6.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1권 1호 발간

2003.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1권 2호 발간

2004. 6.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2권 1호 발간

2004.11.30

단행본 뺷Diaspora in Korean (Immigrant) Literature뺸 발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12.10-11 제13회 국제학술대회 (UC/Berkeley, USA)
2004.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2권 2호 발간

2005. 6.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3권 1호 발간

2005. 9.23

제14회 국내학술대회 (서울대학교)

2005.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3권 2호 발간

2006. 6.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4권 1호 발간

286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9 No.3

2006.11.22-23 제15회 국제학술대회 (Tottori University, Japan)

“Cultural Exchange and Hallyu in Northeast Asia”
후원 : 고려대학교 BK21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2006.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4권 2호 발간

2006.12.31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선정

2007. 6.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5권 1호 발간

2007.08.24-25 제16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세계 속의 한국현대문학”
공동주최: 한국현대문학회,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5권 2호 발간

2008. 6.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6권 1호 발간

2008. 7. 1- 2 제17회 국제학술대회 (Burapha University, Thailand)

“Korean Studies throughout the World : Language, Literature and Education”
2008.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6권 2호 발간

2009. 4.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7권 1호 발간

2009. 8.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7권 2호 발간

2009.10.30-31 제18회 학회 및 연구소 연합학술대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 연구와 디아스포라”
공동주최: 한국비평문학회, 현대문학이론학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후원: 동국대학교 BK21 인재양성사업단
2009.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7권 3호 발간

2010. 4.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8권 1호 발간

2010. 5.08

제19회 국내학술대회 (전남대학교)
“이상과 모더니즘” (이상 탄생 백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주최: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2010. 8.19

제19차 국제비교문학대회 (ICLA)에 패널 구성 참가

2010. 8.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8권 2호 발간

2010.10.15-17 제20회 국내학술대회 (제주대학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공동주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12.31
2011. 4.2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8권 3호 발간
창립 20주년 기념 제21회 국제학술대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
USA)
“Colonial Modernity and Cultural Politics in 1930s Korea/East Asia”

287

공동주최: Korean Studies Institute, USC, LA, USA, 후원: 대산문화재단,
USC East Asian Studies Center, USC Korean Studies Center, USC Korean
Heritage Library, NEAC(North East Asian Council) in 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11. 4.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9권 1호 발간

2011. 6.11

창립 20주년 기념 제22회 국내학술대회 (서강대학교) “고정희와 여성문학:
여성적 글쓰기와 시적 언어” (주관: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8.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9권 2호 발간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호)

2011.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19권 3호 발간

2012. 4.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0권 1호 발간

2012. 6.15-16 제23회 국내학술대회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문화 속의 아리랑, 세계 속의 아리랑”
공동주최: 문화관광부
2012. 8.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0권 2호 발간

2012.10.13

제24회 국내학술대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근현대 한국문화와 미국”
공동주최: 경희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12.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0권 3호 발간

2013. 4.23

제25회 국제학술대회 (Rutgers University,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Politics of Korean Literature :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후원: 한국문학번역원

2013. 4.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1권 1호 발간

2013. 6.15

제26회 국내학술대회(서강대학교)
“미국한국학에 관한 질문과 모색: 문학, 영화, 번역의 문제”
후원: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8.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1권 2호 발간

2013.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1권 3호 발간

2014. 4.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2권 1호 발간

2014. 6.21

제27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후원: 한국연구재단

2014. 8.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2권 2호 발간

2014. 9.19-20 제28회 국제학술대회 (일본 도시샤 대학교)

288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9 No.3

“동아시아의 타자 인식과 담론의 과제”
공동주최: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도시샤대학교 코리아센터
후원: 대산문화재단
2014.12.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2권 3호 발간

2015. 3.28

제29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비교문학의 현황과 과제”

2015. 4.30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3권 1호 발간

2015. 7. 4

제30회 국내학술대회 (연세대학교)
“문학･문화 연구의 탈경계적 지평과 재구성”
공동주최․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8.31

뺷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3권 2호 발간

2015.12.12

제31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2015.12.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3권 3호 발간

2016. 4.30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4권 1호 발간

2016. 7. 2

제32회 국내학술대회 (상명대학교)

2016. 8.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4권 2호 발간

2016.10.29

제33회 국내학술대회 (인하대학교)

“폭력의 정동과 노모스”

“한국과 외국의 상호 문화수용과 쟁점”

“인문주의와 인문교육의 현황 및 과제”
(공동주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2016.12.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4권 3호 발간

2017. 4.30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5권 1호 발간

2017. 7. 8

제34회 국제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한국의 사회문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재성찰”

2017. 8.30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5권 2호 발간

2017.12.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5권 3호 발간

2018. 2. 3

제35회 국제학술대회 (릿쿄대학교 이케부쿠로 캠퍼스)
“윤동주 문학과 동아시아의 미래적 가치”

2018. 4.30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6권 1호 발간

2018. 7. 7

제36회 국내학술대회 (경희대학교)
“문학의 정치사회학의 국제적 변화 양상－문학연구와 인문사회과학의
새로운 접점을 모색하며”

2018.7.13-20 제37회 국제학술대회, (Adam Mickiewicz University, Poznan, Poland)

289

“The 1st International Asian Congress－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공동주최: Adam Mickiewicz University, King Sejong Institute, Poznan
2018. 8.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6권 2호 발간

2018.12.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6권 3호 발간

2019. 4.20

제38회 국제학술대회(중국 산동대학교)
“한중 근대화 및 근대화 담론”
(공동주최: 중국 산동대학교 동북아대학(한국학원))

2019. 4.30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7권 1호 발간

2019. 8.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7권 2호 발간

2019.10.26

제 39회 국내학술대회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사옥)

2019.12.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7권 3호 발간

2019. 4.30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제28권 1호 발간

2020. 8.12

제 40회 국내학술대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2020. 8.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뺸 제28권 2호 발간

2020.12.31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뺸 제28권 3호 발간

2021. 2. 6

제 41회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학술대회)

“한국에서의 외국문학연구, 그 역사와 전망”

“김현 30주기 추모 학술대회－김현의 프랑스문학 연구와 한국문학 비평”

“포스트 팬데믹 시대 페미니즘/젠더의 향방”
2021. 4.30
2021. 8.2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9권 1호 발간
제 42회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학술대회)
“횡단하는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2021.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9권 2호 발간

2021. 12.04 제 43회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학술대회)

“팬데믹 시대의 비교한국학”
공동주최: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2021.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9권 3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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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한국학회

역대 회장 목록

제1대

1991-1992

고송무
1947-1993

카자흐스탄 알마티 사범대학교 한국어 교수

제2대

Baasanjav
Lakhva

국립몽골대학교 교수,
현재 몽고 울란토르대학교 한국학 교수

제3대

1993-1995

이여복
1936-2003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역사학 교수

제4대

김남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한국학 교수

제5대

현종민

Georgetown University 정치학 교수

제6대

김보희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제7대

김성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제8대

권영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9대

최동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0대

손종호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1대

이소희

한양여자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제12대

김승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3대

정명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4대

이철의

상명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제15대

홍정선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6대

우찬제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992-1993

1995-1997
1997-1999
1999-2001
2001-2003
2003-2005
2005-2007
2007-2009
2009-2011
2011-2013
2013-2015
2015-2017
2017-2020
202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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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한국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제비교한국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실무를 관장하는 집행부가 있는 국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학제적 협조를 통해 한국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비교학적 측면에서

한국학의 독자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및 뉴스레터의 발간
2. 연 1회 국내/국제학술회의 개최 (격년으로 해외 개최)
3. 한국학 및 주변학 관련 학술서적의 출판
4. 한국학에 공헌한 인사에 대한 포상 및 표창
5. 기 타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회원은 세계 각처에서 한국학 및 비교한국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명예회원) 본회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7조(고문)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한국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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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 관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상
3. 상임이사(총무, 편집, 연구, 재무, 섭외, 출판) 약간명
4.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는 회장단이 협의 지명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사업전반을 총괄한다.
제12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특히 총무이사

와 함께 해외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제13조(이사의 업무)

1.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관리 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발행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3.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문적 발전 전반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4. 재무이사는 학회의 회계관리 및 재정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관계 업무를 전담한다.
6. 출판이사는 학회지 배포 및 도서관 연계사업을 담당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제위원회) 본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

와 15명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한국학의 제 분야를 대표할 수 있
는 국내외 학자들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요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회 의
제16조(구성)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제17조(총회)

1. 정기총회는 격년으로(회장 임기만료 1년전) 한국에서 개최하고 차기회장과 감사를
미리 선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 및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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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정관변경
3. 예 ·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5.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19조(이사회)

1. 이사회는 제9조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0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사항

제5장 재 정
제21조(수입)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후원비
(3) 기타수입
2.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3. 단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정관은 개정된 직후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정관은 2015년 12월 12일 개정 시행한다.
4. 개정된 정관은 2021년 12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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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비교한국학회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

국제비교한국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의 논문
작성 및 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논문 투고 절차

1. 논문은 다른 출판물(단행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으로 한국학의 제분야 및 이
와 관련된 비교학적, 학제적 연구 내용이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국제비교한국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게재는 회원당 연 1회로 제
한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회원의 논문도 게재
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 마감은 학회지 발행 2개월 전인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4. 논문 투고는 학회 JAMS 홈페이지(http://iacks.jams.or.kr)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 투고자는 연구윤리서약과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
며 이를 포함한 국제비교한국학회 논문 투고 신청서를 학회 메일함(newiacks@empas.com)
으로 제출해야 한다.
6. 논문 투고자는 투고와 동시에 당해년도 연회비와 편당 6만 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평생회원(평생회비: 300,000원)의 경우, 입회비, 연회비가 면제되며 심사료가 50% 감
면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조판 25면 이내의 경우 게재료 (비전임) 100,000원/ (전
임)150,000원을 납부한다. 교내․교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게재료 300,000원을
납부한다. 조판 25면을 초과하는 경우, 1면당 10,00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7. 투고 논문의 분량은 한국어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며 영어 논문의 경
우 6,000~8,000 단어 내외로 한다. 다른 외국어 논문의 경우, 이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한글이나 영어 번역문(번역자는 투고자가 아니어도 됨)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 논문 작성

8. 투고 논문의 체재는 ①논문제목, ②성명과 소속, 직위, ③한국어초록과 주제어, ④본문, ⑤
참고문헌, ⑥서양어초록(서양어 제목과 저자명, 소속기관명 포함)과 주제어의 순서에 따

295

르며 주제어(Key-Words)는 5개 이상으로 표기한다. 서양어 논문의 경우, 서양어초록을 앞
에, 한국어초록을 뒤에 작성한다. 다른 외국어 논문도 서양어초록을 앞에, 한국어 초록을
뒤에 작성한다.
9. 한글 초록의 분량은 공백 포함 200자 원고지 4매 내외로 하며 서양어 초록의 분량은 200단
어 내외로 한다.
10. 투고 논문의 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11. 연구비 수혜사실은 투고 논문에는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첨가한다.
12. 원고 작성 시 글(HWP) 2002, MS Word 2003 또는 상위 버전을 사용한다.
13. 외국어 논문은 미국 현대어문협회(MLA)에서 발간한 『연구논문 필자를 위한 핸드북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에 제시된 규정을 따른다.
14. 한국어 논문의 경우 다음의 규정을 참조하되,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의 관행
을 따른다. (자세한 논문 작성의 예는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① 본문의 제목 번호는 1－(1)－①－㉠의 순서로 붙인다.
② 외국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여 한글을 적고 괄호 안에 원어를 적는다.
③ 논문, 작품은 「」로, 저서, 학술지, 잡지, 신문은 『』로, 인용문은 “ ”로, 강조할 때는 ‘ ’로
표시한다.
④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항목들에 맞추어 작성한다.
㉠ 저서는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쪽 순으로 표시한다.
㉡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연도,
쪽 순으로 표시하며, 단행본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쪽 순으로 표시한다.
㉢ 앞의 주석에서 다루어진 문헌을 다시 언급할 때는 ‘저자명, 앞의 책/글, 쪽 ’의 형식
으로 쓰되 서양서의 경우 ‘저자명, op. cit., p.(pp.)’를 쓴다. 다만 동일한 문헌을 언급
한 주석이 연이어 쓰일 경우 저자명을 생략하고 ‘위의 책/글, 쪽’의 형식으로, 서양
서의 경우 ‘Ibid., p.(pp.)’의 형식으로 쓴다.
⑤ 참고문헌은 한, 일, 중, 기타의 순서로 배열하며, 인용면을 밝힌다.
15.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특성상 특정 학문 분야에서 통용되
고 있는 각주 및 참고문헌의 형식에 따라야 할 경우 이를 존중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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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신청서
게재
희망

『비교한국학』
성명

권

호

한글:

영문:

휴대폰:

이메일 주소:

소속 및 직위
투고자
정보

연락처

우편물
수령 주소

우편번호:
주소:

제목(한글)
제목
논문
정보

(영문 혹은 기
타 서양어)
연구비

( ○ / X )

지원 여부
연구윤리서약
1. 투고자(들)는 <국제비교한국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제2조에 명시된
연구부정행위의 개념을 숙지하였습니다.
2. 투고자(들)는 ‘위조’, ‘변조’, ‘표절’, ‘자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자료의 중복 사용’ 등에 대한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제비교한국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치에 따를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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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합니다.
3. 투고자(들)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의 논문 유사도 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본 논문의 유사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본 논문을
수정⋅보완했음을 확인합니다.
4. 투고자(들)는 본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
1. 투고자(들)는 본 논문이 『비교한국학』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따른 권한의 행사 등을 국제비교한국학회에 이양합니다. 단,
투고자(들)가 다른 연구물에 본 논문 내용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내용의
출처로 본 논문을 인용하겠습니다.
2. 투고자(들)는 본 논문의 주저자에게 저작권 이양에 대한 대표 권한을
일임하며, 동 권한을 위임받아 주저자가 저자(들)를 대표하여 저작권 이양을
확인합니다.

위의 연구윤리서약과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확인하였고 이에 동의하며
『비교한국학』에 논문을 투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뺷비교한국학뺸 편집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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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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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비교한국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5조(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운영규
정 및 활동계획 및 운영)에 의하여, 논문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비교한국학회에서 발간하는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를 비롯한 학
술논문지(이하 ‘논문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
2. 논문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
3.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받은 기타 업무
제 3 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과 상임편집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 1인, 편집위원 15인 내외,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한국학의 제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외 학자들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요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4 조(회의소집 및 의결)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 연장자 위원,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본 학회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
사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분기마다(연 3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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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단, 위
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6.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 5 조(위촉 및 임기)

학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상임이사와 편집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선정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 상임이사, 편집위원,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편집 및 심사)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논문지는 학술지 발간 규정에 따라 발간하되,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2.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논문의 심사는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상임편
집이사,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4. 위원회는 위원회 명단,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심사규정을 논문지에 게재한다.
5. 투고된 논문은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논
문투고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6.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은 위원장 또는 상임편집이사의 제안으로, 위원회 재적위
원 과반의 찬성 또는 학회 총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7. 논문의 표절, 중복게재 등 기타 상세한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은 별도의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으로 규정한다.
제 7 조(게재 논문의 공개)

1. 본 학회 본문지는 도서 또는 전자책, 둘 중 하나 이상의 형태로 발간한다.
2.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본 학회와 계
약된 사이트 등에서 학회 회원들과 관련 연구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 8 조 (저작권)

1. 본 학회의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에서 저작권을 갖는다.
2. 특별한 경우 게재자와의 협약에 따라 논문이나 인용된 사진(게재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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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한함)의 저작권을 학회와 공유할 수도 있다.
제 9 조 (규정의 해석 및 적용)

본 규정의 항목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또는 관례
따른다.
부칙

1. 본 위원회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2021년 8월 21일부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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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논문 심사를 통해 연구 활동의 질을 높이고, 학회
차원에서 한국학 및 제 학문 간 비교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제2조 심사 대상

1) 학회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2) 특집 및 기획 등 학회의 의뢰에 의해 투고된 논문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1)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주제와 관련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3) 심사의뢰 시 심사자가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한다.
제4조 심사

1) 심사 위원은 논문 심사서에 명시된 아래의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 이를 종합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 상세 의견을 기재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반려 이유가 포함된 학문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5일 이내, 재심의 경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게재 여부 결정 및 조정

1)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 최우선 순위로 한다.
2) 심사위원 3인 중 1인 이상이 ‘게재 가’로,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이
1항의 차순위가 된다.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택한다.
3)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2항의 차순위가 된다. ‘수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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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
택한다.
4)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로, 1인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이 3항의 차순위가 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판단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택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새로운 심사위원이
재심하여 판단한다.
5)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로,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재심하여 판단한다.
6)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하지
않는다.
7) 수정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서를 참조하여 수정을 이행하고, 이행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결정한다.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와 투고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이월
게재할 수 있다.
8)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최종 판정이 ‘수정 후 재심’으로 내려졌을 때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는데, 이 때 투고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 및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최종 판정을 ‘게재불가’로 확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추가 통보
한다.
제6조 이의 신청

1) 투고자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게재 여부를 통고받는다. 논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를 거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제7조 교정 및 학회지 발간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을 위해 1회 교정쇄를 전달받는다. 이때 투고자는 출판에 필요
한 교정 처리를 하는데, 원 논문의 내용을 새롭게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
이 한 경우 할당된 지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
2)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은 연 3회 발행하며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3) 논문은 외국어 작성 논문, 한국어 작성 논문의 순으로 게재하며, 전공별로는 언어학, 문학,
사학, 철학, 사회학, 정치학, 기타 전공의 순으로 한다. 외국어 간이나 기타 전공 간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동일 전공 안의 게재 순서는 필자 이름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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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알파벳순을 따른다.
4)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내 다른 학회들의 일반적인 관행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부칙

(시행 및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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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요지서

점수

항목

10

8

6

4

2

비고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의 성실성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논문주제의 창의성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논문초록의 적합성
기타본학회지에게재논문으로서의
적합성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무(10)

유(0)

총점
논문 제목
심사 요지
게재 가능 ( )
평가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 ( )

게재 불가 ( )

심사구분: 게재가(80점이상), 수정후게재(79∼60점), 수정후재심(59∼50
점), 게재 불가(50점미만) * 심사항목별 점수의 총점을 각 최종판정의 해당
범위와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직급

소속
입금은행 (

월

일
심사위원

은행) 계좌번호 (

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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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한국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비교한국학회(I.A.C.K.S)의 학회지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
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
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
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을 제목만 변경해 발표하거나 논문 내
용 의 일부를 아무런 표시 없이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
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
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 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
판 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국제비교한국학회에게
알린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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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국제비교한국학회의 위원회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과 자문에 응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소속 및 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학회장이 위촉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예비조사
④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본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의 편집위원회에 구술ㆍ서면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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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
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고자의 출신 학부 및 소속 학교가 아닌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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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
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학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
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
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해당 게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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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판정)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
여 논문 취소 및 투고 제한 조치를 취하고, 뺷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뺸 및 국제
비 교한국학회(I.A.C.K.S)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① 부정행위
②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ㆍ조사위원ㆍ참고인ㆍ자문
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기 타
제18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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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및 편집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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