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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금까지 최인훈의 『회색인』과 『서유기』 연작을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

가의 초상』1)과 『율리시즈』 연작과 비교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연작이 표

면적으로는 내용도 형식도 너무나 상이해서 비교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최인훈의 독고준 연작을 세계문학사

적 차원에서 비교문학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한 예조차도 희소하다. 최인훈이 한

국 문학뿐만 아니라 고전과 현대의 외국 문학 작품에 대한 풍부하고 심도 있는 

독서를 자양분으로 작품 활동을 한 작가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연구 현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데가 있다.  

본 연구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동력은 이와 같은 최인훈 연구의 중대

한 결여를 조금이라도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

식에서 특히 최인훈의 독고준 연작이 조이스의 스티븐 디댈러스 연작과 아주 중

요한 두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나는 

두 연작 모두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 지망생이 현실과 고투하며 입

문하는 과정을 그린 자전적 예술가소설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예술가소설로서

는 특이하게도 대단히 폭넓은 현실 세계, 초국적 범위의 세계를 재현하는 방대한 

서사시적 규모와 차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조이스도 최인훈도 예술가의 문

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인 동시에 자기 사회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현실을 자기 

사회의 세계사적 특수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초국적 차원에서 재현한다. 간

단히 말하면 두 연작은 예술가소설이자 ‘세계텍스트’(프랑코 모레티)이다. 예술가

소설로서 스티븐 연작과 독고준 연작은 개인적 운명의 서사이고, 세계텍스트로서 

두 연작은 초국적 차원의 방대한 세계사적, 문명사적 맥락을 재현하고 이에 대해 

사유하는 ‘서사시’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중심으로 두 작품을 비교하며 세밀하게 

읽어나가면 처음에는 명백히 드러나지 않던 유사성, 상동성, 상호텍스트적 연관성

이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최인훈이 일찍이 조이스의 연작을 심도 있

게 읽은 작가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이러한 상호텍스트적 연관성을 비교문학적

으로 고찰할 정당성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이때 해명되어야 하는 것은 우선 조

1) 이후 『초상』으로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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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의 스티븐 연작과 최인훈의 독고준 연작 사이의 상동성은 무엇이고, 그러한 

상동성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러한 동일성과 차이가 문학사적 영향 관계라는 문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다. 

지마는 비교문학의 연구방법을 우선적으로 ‘유형학적 비교’와 ‘발생학적 비

교’로 대별한다.2) 이는 각각 작품의 주제와 그 전개의 유사성 또는 작품의 문학

사 속에서의 연속성을 전제로 하는 비교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유형학적 비교

는 접촉 없이 유사한 생산 조건과 수용 조건에서 형성된 유사성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인 데 비해, 발생학적 비교는 접촉, 즉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 아래 발

생한 연속성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3) 지마는 그러나 두 연구방법이 상보적임을 

지적한다. 연구 실례(實例)에서 두 방법이 서로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으며, 유형학적 연관성들이 영향관계들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는 특히 같은 시대(Epoche)에 속하는 작품들의 경우 유형학적 측면과 발생학적 

측면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비록 같은 시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복합적 

역사 발전 사이에 유형학적 친연성이 있는 경우 우연한 접촉에서도 발생학적인 

영향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4)

이런 의미에서 지마는 자신의 영향관계 연구, ‘발생학적 비교’를 프랑스 비교

문학의 실증적 영향관계 비교와 분명하게 차별화한다. 그에게 영향관계는 “생산

적 상호텍스트적 과정”5)이다. 그에게 접촉관계의 확인이나 규명에 그치는 단순한 

실증적 비교는 문학사적 발전 맥락에서 접촉과 영향 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기 때문에 불충분하고 부적합한 방법이다. 방법론적으로 그는 단순한 실증적 비

교를 ‘추상적 비교’로 명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구체적 비교’를 제시한다. 

그가 말하는 구체적 비교는 역사적, 사회적, 언어적 연관을 중시하는 비교로서, 

최소한 4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a) 작가들 사이의 접촉 또는 영향 증명, 

b) 접촉이 어떤 사회적, 문화적 또는 언어적 (미학적) 친연성을 통해 이루어졌는

지 제시, c) 국가 간의 관계의 양상 또는 관계 유무(有無)의 제시, d) 끝으로 구조

적 차원의 문제로서, 한 작가의 텍스트가 수용하는 측의 작가에 의해 어떻게 형

2) Peter V. Zima, Komparatistik, München: Francke Verlag, 1992, 제3장과 제4장:

   III. Der typologische Vergleich,  IV. Der genetische Vergleich.

3) 앞의 책, p.94.

4) 앞의 책, p.95.

5) 최인훈은 이를 “환상의 생태계”라고 부른다 : 최인훈, 『화두』 II, 문이재, 2002, p.52.



- 3 -

태와 의미의 변형을 겪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6)

지마가 구체적 비교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이중 네 번째인 상호텍스트적 

차원의 비교, 한 작품이 국경을 넘어 생산적 또는 창조적으로 어떻게 ‘가공 

Verarbeitung’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통해 외국 작가가 언급되거나 인용

됨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 작가의 담론이 새로운 텍스트구조 속에 편입

되어 의미론적으로, 경우에 따라 서사 차원에서까지 존재를 드러냄을 밝힐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학적 비교는 유형학적 비교를 포함하며, 여러 차원에서의 유형학

적 유사성의 확인이 발생학적 영향 관계 내지 연속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작가들 사이의 영향 

연구에 있어서 유효성을 지닌다. 조이스와 최인훈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

다. 조이스의 아일랜드와 최인훈의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각각 다른 관계망에 속

할 뿐 아니라 시대적으로 인류사를 뒤흔든 양차(兩次) 세계대전을 사이에 두고 전

과 후에 속한다. 이러한 시공간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조이스의 아일랜드와 최인

훈의 한국은 식민지 역사를 공유하고, 최인훈의 한국은 종전(終戰)과 함께 해방됐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민지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른바 후식민지 상태에 있

다. 식민지 또는 후식민지의 경험은 복합성을 갖는 역사 현상이다. 식민지 또는 

후식민지 국가들은 각각의 관계망 속에서 그 나름의 복합적 양상을 띠며 발전한

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힘의 관계에서 지배당하는 쪽에 속하는 데서 연유하는 

‘친연성’을 갖게 된다. 최인훈은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의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사

회를 역사적, 문화사적 맥락에서 제시하는 작가로서 이 친연성, 즉 사회 성격의 

대비관계를 인식했을 것이다. 그의 선배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에서 성장한 

작가 최인훈이 모더니즘의 최고봉으로 등장한 식민지 아일랜드 작가들에게 특별

히 주의를 기울인 것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의 친연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최인훈의 조이스와의 만남은 역사적 발전 과정의 상응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더

욱 긴밀한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상황의 친연성은 조이스와 최인훈이 자기 사회의 현실에 정면으로 맞

서서 자기 사회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작가라는 점에서 더욱 결정적인 의미를 지

닌다. 두 작가의 문학의 전제이자 조건은 자국의 사회 현실이다. 두 작가는 모두 

6) Peter V. Zima, Komparatistik, München: Francke Verlag, 1992,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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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회의 현실을 식민지 또는 후식민지의 정체성 혼돈 상태로 인식한다. 조이

스와 최인훈은 자기 사회의 역사와 현실의 혼돈을 직시하고 자신과 사회의 정체

성을 탐색하는 자전적 예술가이며, 이로써 이들이 직면한 유사한 사회 역사적 현

실은 그들의 작품 속에도 상당한 정도로 반영된다. 아일랜드의 식민지 사회 현실

과 맞서는 조이스의 작품 세계가 ‘분단문학 작가’를 자처하는, 즉 식민지에서 비

롯되는 한국의 사회 현실과 맞서는 작가 최인훈에게 깊은 영향을 준 것은 필연적

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의 결과는 작품 세계의 상응 관계로 나타난다.

조이스와 최인훈이 마주하는 현실의 친연성은 문화적, 문학적 차원의 친연성

으로도 확대된다. 두 작가는 공히 자국의 문화적 주변성이라는 문제와 대결했으

며, 이 주변성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은 중심부 

문학의 흐름을 추종할 것인가, 아니면 중심부에서 소외된 자국의 고유한 전통으

로 회귀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작가가 모

두 중심부에의 추종도 전통 속으로의 고립도 거부하고, 중심부의 문학적 전통 전

체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전위적 문학의 길을 개척하고자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이스는 자신의 스티븐 연작을 통해 형성기와 편력기의 결

합이라는 서양문학사의 장르사적 전통을 계승하며, 최인훈 역시 조이스의 연작에

까지 승계된 이러한 장르사적 전통을 자신의 독고준 연작 속에서 이어나간다. 동

시에 조이스는 이러한 승계 속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내고자 하며, 그의 뒤를 

이은 최인훈은 조이스의 연작을 포함한 전통 전체를 대상으로 혁신을 시도한다.

문학사 속에서의 발생론적 연속성, 즉 영향과 승계의 관계는 크리스테바가 

명명한 ‘상호텍스트적’7) 관계의 일종이며, 이 관계에서 후속작은 전작(前作)의 ‘다

시 쓰기’ 또는 ‘패러디’로 불린다.8) 스티븐 디댈러스를 공유하는 조이스의 연작과 

독고준을 공유하는 최인훈의 연작은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각각 괴테의 연작들(빌

헬름 마이스터 연작과 파우스트 연작)과 단테의 연작(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

7) ‘intertextual’. 한편 제라르 주네트는 ‘transtextu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8) 주네트는 패러디로 새로 태어난 텍스트를 ‘hypertext’라고 칭한다. 그리고 그는 패러디

의 대상이 된 텍스트는 ‘hypotext’라고 칭한다. 이들은 각각 ‘표면 텍스트’와 ‘바탕 텍

스트’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용어들은 주네트가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이루는 텍스트들

을 ‘덧 쓰인 고문서 palimpsest’, 즉 원래의 텍스트가 흐릿해져서 그 바탕 위에 똑같이 

새로 가필된 문서에 비유함으로써 파생된다. 이 비유를 통해 그는 패러디 대상이 된 텍

스트를 ‘가필된 고문서’의 바탕 텍스트로, 새로 태어난 패러디 텍스트를 표면 텍스트로 

지칭한다 : Gérard  Genette, Palimpsestes. La littérature au second degré, 

Paris: Editions du Seui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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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인생』과 『신곡』)의 패러디이며, 나아가 독고준 연작은 스티븐 연작의 

패러디이다. 이때 이전 작품과 후속 작품 사이에 의미 있는 영향 관계를 논할 수 

있으려면, 지마가 말하듯이 패러디로서의 후속 작품이 이전 작품과 유사한 등가

적 양상을 나타내면서도 혁신적 요소의 도입을 통해 이전 작품을 창조적으로 가

공해야 한다. 조이스는 이전 시대의 ‘수업기와 편력기 연작’의 형식을 의식의 흐

름이나 다성성과 같은 실험적 장치를 통해 혁신하고, 최인훈은 이러한 혁신을 특

유의 방식으로 다시 계승한다. 조이스와 최인훈이 도입한 공통의 혁신적 장치들

은 두 연작을 현대 세계의 상황에 상응하는 세계텍스트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최인훈 연작은 조이스가 도입한 의식 재현 

장치를 변형하고 그 독자적인 구사법을 개발함으로써 조이스의 연작과 확연히 구

별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즉 최인훈은 조이스를 포함한 수업기와 편력기 

연작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창조적으로 가공한다. 이 논문의 의의는 무

엇보다도 최인훈이 시도한 조이스 작품의 창조적 가공의 실상을 규명하는 데 있

다.    

요컨대 최인훈의 연작은 아일랜드 사회와 한국 사회 사이에서 친연성을 발견

함과 동시에 조이스 작품에서 자신과 상통하는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한국과 자신

의 특유의 상황에서 조이스 작품을 패러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인훈의 『회

색인』과 『서유기』 연작은 한국 문학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특이한 작품

으로서, 외국 문학의 영향을 도외시하고 그 발생 내력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지

마는 한 작가의 작품의 발생이 그 나라 문학사의 범주 내에서만 설명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바로 이때 ‘발생학적 비교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한다. 발생학적 비교연구는 작품의 발생이 해당 작품의 사회적 맥락이나 문학

사적 맥락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 요청되며, 외국 작가나 외국 문학의 

영향을 추적하는 데로 나아간다.9) 최인훈은 세계문학사적 지평을 의식하면서 형

식 실험을 부단히 해온 작가이며, 이 때문에 그의 실험적 시도들은 한국 문학사

에서 신기원을 열어왔다. 그런 의미에서 최인훈이야말로 비교문학적인 접근을 그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요청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지마가 말하는 유형학적 비교와 발생학적 비교의 보완적 관계에 유의

9) Peter V. Zima, Komparatistik, München: Francke Verlag, 1992,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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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조이스의 연작과 최인훈의 연작을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여, 양자의 긴밀

한 상호텍스트적 연관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갈 것이다. 

제2장은 조이스 연작과 최인훈 연작의 콘텍스트, 즉 발생론적 맥락의 개괄적

인 조감을 시도한다. 우선 제1절에서는 사회적 발생 맥락으로서 두 작가의 자기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의 상동성에 대해 상술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품 세계의 

상응 관계로 귀결되는지를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우선 조이스와 최인훈 문학의 

전위성과 세계무대 지향을 밝힌다. 다음으로 두 연작이 공통적으로 계승하고 환

기하며 창조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장르사적 맥락을 재구성하여, 스티븐 연작과 

독고준 연작이 공통적으로 ‘수업기와 편력기 연작’이라는 세계문학사상 중요한 형

식의 전통 위에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러한 전통과의 대비 속에서만 두 연작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혁신적 형식의 의의가 제대로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

다. 끝으로 최인훈 연작 중 『서유기』에 대해 시도된 비교문학적 고찰의 성취와 

한계가 점검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구체적인 텍스트 비교 분석을 통해 작품 자체에서 나타

나는 상동성 혹은 대비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연작 사이에 의미 있

는 발생론적 영향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비교 분석의 결과는 

최인훈이 조이스의 스티븐 연작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영감을 받고 

이를 창조적으로 변형하려 했다는 가설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선 제3장은 주인공의 개인적 정체성과 운명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가소설의 

서사에 대해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두 연작에서 개진되는 주인공의 사회관과 예

술가관이 뚜렷한 유사 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그리고 제2절과 제3절에서는 서사 

전개의 비교를 통해 두 연작이 예술가소설로서 유사한 서사적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부연 설명하면 제2절에서는 『초상』과 『회색인』

의 비교를 통해 예술가의 형성기 서사가, 제3절에서는 『율리시즈』와 『서유기』의 

비교를 통해 예술가 지망생의 방황과 진로 재확인의 서사가 공통적으로 전개됨을 

밝힐 것이다. 서사 구조의 비교 작업을 통해 주인공의 운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두 작품의 서사적 줄기가 부각되며, 결과적으로 소설적 서사로서의 성격이 해체

된 것으로 알려진 『율리시즈』와 『서유기』에 여전히 전통적 서사 형식이 살아 있

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제4장은 스티븐 연작과 독고준 연작을 개인적 운명의 차원을 뛰어넘는 세계

텍스트라는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다. 먼저 제1절에서 모레티의 ‘세계텍스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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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이뤄지는 동시에 조이스와 최인훈 연작의 세계텍스트로서

의 의미와 특성이 제시된다. 그리고나서 조이스와 최인훈이 의식 활동이나 다성

성 같은 혁신적 장치를 도입하여 식민지 아일랜드 또는 후식민지 한국을 하나의 

세계체제 속에 제시함으로써 초국적 차원의 서사시적 세계텍스트를 만들어가는 

양상을 드러낼 것이다.  두 연작이 공히 주인공의 정신적 성장 과정을 다루는 수

업기와 주인공이 세계를 주유하는 편력기라는 장르사적 전통에 기원하고 있다면, 

세계텍스트로서의 성격은 편력기에 해당하는 후편, 즉 『율리시즈』와 『서유기』에

서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두 작가는 이미 전편, 즉 

『초상』과 『회색인』에서 후편에서 확장 전개될 세계텍스트를 준비해두고 있다. 편

력기인 후편에서 개인적 운명의 서사가 살아 있듯이, 수업기인 전편에서 세계텍

스트로의 발전이 준비돼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두 연작을 세계텍스트로서 비교 

분석한다는 것은 어떻게 조이스의 경우 『초상』에서 싹튼 세계텍스트적 형식이 

『율리시즈』의 방대한 서사시적 규모로 발전하는가(제2절), 그리고 최인훈의 경우 

『회색인』에서 보여준 세계텍스트의 가능성이 어떻게 『서유기』에서 더욱 진전된 

형식에 이르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제3절). 

이러한 방식으로 조이스 연작과 최인훈 연작을 대비시킴으로써, 두 작가 사

이의 발생론적 영향 관계, 창조적 가공으로서의 상호텍스트적 연관 관계가 뚜렷

이 드러난다. 『초상』과 『율리시즈』를 이미 읽은 후에 연작을 쓰기 시작한 최인훈

은 『회색인』 속에 『초상』뿐만 아니라 『율리시즈』의 혁신적 기법들을 구사하고 있

고, 『서유기』에서는 편력의 폭과 의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조이스에서 볼 수 

없는 ‘환청의 흐름’과 같은 새로운 장치들을 도입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

구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려는 바는 최인훈 연작이 조이스 연작과 공통의 세계문학

사적 전통을 전유하는 동시에 조이스를 포함하는 이러한 전통을 창조적으로 뛰어

넘어 자신의 문학을 개척하고자 한 성취라는 점이다. 



- 8 -

II. 조이스와 최인훈 문학의 콘텍스트

1. 조이스와 최인훈 문학의 사회적 여건과 문제의식    

조이스(1882~1941)와 최인훈(1934~  )은 반세기 남짓을 격하여 19세기 후반

과 20세기 전반에 식민지에서 태어났으며, 이들의 성장기는 영국의 제국주의와 

그를 본뜬 일본의 후발 제국주의가 각각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해당한다. 작가 

조이스와 최인훈은 자국의 식민지 또는 후식민지 상황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자신

과 자기 사회와 자국 예술의 정체성의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한 작가들이다. 

‘분단 작가’ 최인훈은 한국 분단사를 한국의 문제로 국한하여 다루지 않고, 

세계 제국주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제시한다. 이미 『광장』에서 그리고 

특히 후에 『태풍』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영국 제국주의의 모방으로 제시한 그가 

영국-아일랜드의 관계와 일본-한국의 관계의 평행성에 주목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뿐 아니라 한국의 문인들에게 식민지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나 기타 세

계무대에서의 성공은 특별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식민지 시인 타고르의 1913

년 노벨문학상 수상이 당시 한국 문인들에게 열풍에 가까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듯

이,10) 식민지 아일랜드의 두 명의 문인 예이츠와 버나드 쇼가 불과 한 해를 사이

에 두고 1923년과 192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세계문학사적 사건이며, 식

민지 역사를 공유하는 한국의 어느 문인도 지나칠 수 없는 세계문학사적 대사건

이었다.   

『초상』은 1916년 단행본 출간 직후 서구 독서계와 문단에서 높은 평판을 누

리기 시작하며 한국 문인들에게도 잘 알려졌으며, 한국어 번역판이 비교적 일찍

이 1950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후 지식인 독자층에 의해 폭넓게 애독되고, 대학

들이 학생들에게 추천되는 필수 독서 목록의 상단을 지키고 있다. 『율리시즈』는 

한국 작가와 문학 연구자들에게 『파우스트』에 버금가는 정도의 필수적 독서 대상

의 자리를 지켜왔으며, 1980년대 말 한국어 번역판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많은 

문인들이 일본어 번역판으로 읽었다. 『율리시즈』가 유명하게 된 데는 떠들썩했던 

10) 김용직, 『한국근대시사(韓國近代詩史)』 상, 제8장 해외시 수용의 본론화와 그 양상, 제

6절 (2) 타고르의 수입·소개, p.51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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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出版史)도 한몫했다. 『율리시즈』는 1922년 단행본으로 출판되기 훨씬 전

인 1918년부터 연재되며 그 전위성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외설문서 유포 혐

의로 고소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더욱 이목을 끌게 됐다. 작품의 외설을 

이유로 내려진 출판 금지로 인해 『율리시즈』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해적판이 

유통되기에 이르렀고, 당대 최고 문인들이 외설문서가 아니라며 조이스 지지를 

선언하는 한편 해적판 판금 조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와중에서 『율리

시즈』는 1933년 미국 법정에서 외설문서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출간이 가능해

지기 전에 이미 필독서로서 회자됐다. 『율리시즈』는 난해성으로 인해 실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읽히지는 않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우여곡절의 출판사(出

版史)는 『율리시즈』의 아우라를 이루는 데 일익을 담당하며 수용사에서 작품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일본은 미국 법정에서 출판 금지가 풀리기 전인 

1932년부터 『율리시즈』를 5년에 걸쳐 5권으로 완역, 출간했다. 한국어 번역은 

1960년대 말 부분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여, 그 후 20년이 지나서야 완역이 출간

된다. 

이에 훨씬 앞서 박태원은 이미 1934년 연재된 『소설가 구보(仇甫)씨의 일일』

에서 자전적 소설가 주인공 구보씨를 통해 『율리시즈』에 대해 논평한다. 박태원

의 이 소설 자체가 일종의 『율리시즈』 패러디이며, 최인훈은 이 박태원의 소설을 

『소설가 구보(丘甫)씨의 일일』로 패러디했다. 최인훈은 일본어 교육을 받은 많은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조이스의 작품들이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되기 전 이미 일본

어 번역본으로 읽었다. 무엇보다도 최인훈은 작품, 문학 에세이, 인터뷰에서 조이

스의 작품에 대해 말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회색인』에서 독고준은 『율리시즈』

에서 『오뒤세이아』 패러디 방식을 신(神)을 잃은 유럽 문학의 시도로서 평가한다.

그래서 작가들도 족보 없는 왕자를 만들어내는 데 속을 썩인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찮은 걱정과 쑤시고 부글거리는 성욕으

로 어지러운 도시의 서민에게, ‘율리시즈’의 환상을 도금(淘金)하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그러는 수밖에 없다. (...) 신은 죽었으므로. (『회색

인』11), p.233.)

11) 이후 『회색인』의 인용 페이지 출전 : 최인훈, 『회색인』(최인훈 문학전집 2), 문학과 지

성사, 1998[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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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최인훈이 일찍부터 조이스를 읽은 일은 단순한 접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 깊고 본질적인 영향 관계가 형성되는 출발점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

측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추측은 두 작가의 문학을 발생시킨 사회적 토양이 단순

히 식민지라는 조건 이상의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문제의식에도 상통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아일랜드와 한국은 식민종주국과 지근거리에 있는 식민지라는 특수한 위치로 

인해 어느 식민지보다 철저히 착취당하며, 식민종주국의 식민지 확장전을 위해, 

즉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건설 또는 소위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을 위해 산업

인력과 병력으로서 인력이 직접 동원 당한다. 영국의 아일랜드 침입은 12세기 중

반에 시작되나 아일랜드가 완전히 정복되고 본격적 식민화와 탄압이 시작된 것은 

17세기 중반 크롬멜에 의해서이다. 이후 아일랜드의 민족종교라 할 수 있는 가톨

릭교에 대한 금지 형법의 도입, 아일랜드 의회에서 영국과의 합병법 통과, 토지 

수탈과 토지 소유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아일랜드에 대한 정신적, 정치적, 경제

적 탄압과 착취가 진행된다. 일본의 한국 식민화 역사는 이에 비해 짧으나, 아일

랜드와 마찬가지로 강제 합병 이후 식민화 작업은 정치적 탄압 외에도 정신적, 

경제적 강제조치들, 즉 조선사찰령을 통한 불교 억압과 신사참배 강요, 동양척식

회사와 토지조사 사업 등을 통한 토지 수탈 등이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영국과 일본은 각각 아일랜드인과 한국인에게 원천적으로 우매하고 자립이 

불가능한 민족이라는 열등감을 조직적으로 주입하여,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에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운 훼손을 행한다. 이처럼 아일랜드와 한국은 영국 또는 일

본의 제국으로서의 성장에 물적 바탕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식민종주국의 식민

지 확장 전쟁에 흡수되고 동참하는 보기 드문 역설의 역사를 겪게 된다. 식민지 

아일랜드와 한국은 경제기반 붕괴와 흉년으로 인해 민족의 대이동이라 할 만한 

대규모의 경제 유민 사태를 겪은 점에서도 비슷하다. 아일랜드 유민사태의 직접

적 원인은 19세기 전반(前半) 지속된 감자 전염병이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아일

랜드인의 생존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대규모의 유

민이 발생하기에 이른 근본적 원인은 영국 제국주의의 수탈과 착취, 병참기지화

에 따른 왜곡된 경제 구조가 전반적 빈곤을 심화시킨 데 있으며, 사회 전체가 감

자 기근에 강타당한 아일랜드에 대해 영국이 취한 소극적 태도 역시 결과적으로 

유민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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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간도와 연해주로, 불모의 미지의 땅으로 향해야 했던 한국인의 유민사태도 아

일랜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는 흉년이 계기가 됐으나 역시 더욱 근본

적으로는 식민종주국의 부당한 토지 국유화, 즉 토지의 총독부 귀속과 강제 수탈, 

자국민을 위한 특혜 분양, 일본인 대지주의 과대한 소작료 요구 등으로 문자 그

대로 설 땅을 잃은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아일랜드에도 한국에도 제국의 흡수 정책에 순응하는 사람들과 

지배자와 협력하거나 결탁하는 사람들, 심지어 민족을 배신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민족 내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된다. 피지배 상황이 길어질수록 

이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누적되고 복합적으로 착종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이 자아의식과 판단력이 훼손되어 상황 타개를 위한 방향 판단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방향 상실은 민족을 깊이 분열시키며, 이는 피지배의 역사가 

긴 아일랜드의 경우에 한국의 경우보다 더욱 복잡다단한 양상을 보인다. 

다른 한편 아일랜드와 한국은 정신문화의 선진국이었다는 자부심이 유난히 

강한 민족이다. 조이스가 『초상』을 집필 중이던 1907년 이탈리아 북단 트리에스

테의 시민대학에서 했던 「성인(聖人)과 현인(賢人)의 섬 아일랜드」라는 제목의 강

연에서와 같이, 아일랜드는 일찍이 7~8세기 유럽의 암흑시대에 유럽대륙의 가톨

릭교계와 학문분야에 진출하여 큰 영향을 끼치고 유럽으로부터 유학생들을 받아

들여 교육시킬 만큼 유럽의 정신적, 문화적 중심지였고, 아일랜드인은 그런 역사

에서 유래하는 정신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인 

역시 일찍이 백제가 미개한 일본에 불교와 한자를 전해 주고 신라가 불교문화와 

한자문화 전파국인 중국에 필적하는 원효, 의상, 혜초 같은 고승들과 최치원 같은 

문장가를 배출했다는 문화적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다. 아일랜드가 수백 년간 영

국의 지배에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이어오고 한국이 중국을 포함해 아태 지역

의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 항일 운동을 전개한 것은 이 같은 양국 민족의 자부심

과 무관할 수 없다. 아일랜드인과 한국인, 두 민족은 공히 해외와 국내를 무대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자국어를 지키기 위해 분투한 역사를 가진다.

아일랜드와 한국의 식민지 역사에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사점, 상응 관

계가 발견된다. 아일랜드는 1919년 2월 영국과 독립전쟁을 시작하여 ‘자유국’으

로 독립하였으며, 한국은 같은 해 3월 거국적 독립운동으로 일제로부터 이른바 

문화정치를 끌어냈다.12) 또한 두 나라는 해방과 독립 과정에서 독립국가의 지위

와 범주를 둘러싼 내부 대립과 남북 분단을 경험했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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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영국과 휴전조약에 따라 북부 얼스터 지방, 즉 영국에 의해 집중적으

로 식민화된 친영(親英) 지역을 제외하고 영연방 산하 자치국으로 독립하며, 이 

분단은 즉각 내전을 촉발한다. 영국의 북부 지역 제외 조건을 받아들인 정부와 

북부 지역의 양보가 분단을 고착시킬 것으로 우려한 야당 진영 사이에 벌어진 내

전(內戰)이다. 한국 역시 해방 후 분단되며, 분단 상태에서 미군이 점령한 남쪽 

지역에서는 우선 남한 단독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냐의 여부를 두고 정파적 갈등

을 겪고, 북한 지역에서는 소련의 주도 속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확립되어간다. 아

일랜드는 결국 북부를 제외한 채 독자적 헌법을 갖추고 영연방에서도 탈퇴한 완

전한 독립국가가 됐고, 한국도 거의 같은 시기에 유엔의 신탁통치를 거부하고 북

한 지역이 배제된 채 총선과 헌법 제정을 거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 

이후 남북의 분단은 한국의 경우 제3차 세계대전으로 지칭될 만큼 세계 대리전의 

양상 속에 전개된 동족상잔의 내전을 겪고, 휴전 형식으로 전쟁을 끝낸 뒤 여전

히 남북 대치가 지속된다. 아일랜드는 북부 회복을 위한 민간 게릴라전을 끈질기

게 계속했으며, 아일랜드 남북 간의 유혈 충돌은 1990년대 세계 평화의 주요 이

슈로서 세계 정상들의 오랜 중재 끝에 반세기만에 공식적으로 종식됐다. 물론 분

단의 구체적인 양상은 상당히 다르지만, 두 나라의 분단은 식민지 역사에서 비롯

되며 긴 시간에 걸쳐 폭력적 투쟁을 동반한 상시적 갈등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현대사에서 최인훈의 『회색인』과 『서유기』는 해방 다

음 해부터 1959년까지 약 13년간을 시간 배경으로 취한다. 이 시기의 한국은 일

본으로부터 해방됐으나 남쪽과 북쪽이 각각 또 다른 외세의 영향 아래 들어가 혼

돈에 빠져 있는 이른바 후식민지 상황이다. 조이스는 『율리시즈』의 시간 배경을 

1904년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영국·아일랜드 통합의회에서 아일랜드 자치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민족적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파넬이 실각한 후 13년 된 시

기이다. 이때는 독립운동이 침체에 빠지고 대신 고유문화 부흥 운동이 활발해진 

12) 두 나라 식민지 역사의 상응성은 아일린드계 영국인에게도 인식됐다. 중국 단동에서 

영국인 신분으로 운송업을 하던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George Lewis 

Shaw)(1880~1943)는 1919년부터 신체적 위협과 사업의 위험을 무릅쓰며 김구를 비롯

한 임시정부와 의열단의 독립 지도자들과 독립 운동가들을 헌신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했음은 물론 몸소 비밀 투쟁수단을 운반하며 일경에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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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이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독립운동가들과 가톨릭 사제 및 신도들이 반

목하며 독립운동 세력이 내분하고 문화운동 진영에서는 편협한 논리에 따라 누가 

아일랜드 민족인가 또는 무엇이 민족적인가를 둘러싸고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면

서 분열이 복잡다단해진 상황이기도 하다. 조이스는 『초상』과 『율리시즈』에서, 최

인훈은 『회색인』과 『서유기』에서 식민지 또는 후식민지의 정체성 혼돈 상황을 심

도 있게 해부하며 예술가를 지망하는 청년의 자신과 자기 사회의 정체성을 찾으

려는 고투(苦鬪)를 제시한다.

조이스는 영국 제국주의 외에 아일랜드의 개인적, 사회적 자아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억압체제로서 가톨릭교회를 문제 삼는다. 조이스의 작품에서 가톨릭교

회는 아일랜드인의 정신을 지배함으로써 자아를 소외시키는 외래 이데올로기이자 

정치적, 사회적으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하나의 외래 권력체제의 성격

을 지닌다. 최인훈은 북한에서 만 11세에 해방을 맞으나, 월남하기까지 5년 동안 

단지 종주국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식민지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다. 그 사회는 

낯선 이데올로기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주민의 정신을 무차별적으로 개조하려는 

사회이다. 북한 공산정권은 소련에서 파견된 외래 세력이자 이데올로기의 강요자

인 것이다. 『초상』에서 조이스의 자전적 주인공 스티븐이 가톨릭 예수회 학교의 

영어교사로부터 “이단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기도 하고 자아 소거에 가까

운 신앙 교육을 받고 자진하여 신앙 훈련을 하듯이, 『회색인』에서 최인훈의 자전

적 주인공은 신생 공산국 북한에서 국어교사로부터 “반동 부르조아 집안”으로 낙

인찍히고 자아비판, 즉 자아 부정의 이데올로기 훈련을 강요당한다. 중학생 소년

이 당하는 이데올로기적 박해는 최인훈의 다른 자전적 소설가소설 『소설가 구보

(丘甫)씨의 일일(一日)』과 『화두(話頭』에서도 소년시절의 정신적 외상을 입힌 악

몽 같은 경험으로서 제시된다.13)

이 장의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이스와 최인훈은 예술가와 그의 사회, 

즉 자신과 자기 사회에 대해 쓴 작가들이다. 이들의 문학은 자기 사회와 자기 자

13) 그런데 『회색인』에서 독고준을 학급재판에 세워서 자아비판을 하도록 한 교사가 ‘지도

원교사’, 즉 이데올로기 담당 교사이자 국어교사인 것과 달리 자전적 소설가소설 『구보

씨』와 『화두』에서는 지도원교사와 국어교사가 별개의 사람들로 등장한다. 지도원교사는 

『회색인』에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국어교사는 소년이 조명희의 「낙동강」에 대한 독후

감 숙제로 쓴 일종의 패러디를 칭찬한다. 최인훈의 자전적 소설가 주인공에게 이데올로

기 교사는 부당한 핍박으로 사회에 대해 의문을 갖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바탕을 제공

하고, 국어교사는 장래 소설가가 될 것을 예언함으로써 사회 속의 개인이라는 문제를 

천착하는 그의 작가로서의 정체성의 초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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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분석하고 탐구하며 길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당대적이며 

현실적이다. 이런 점에서 조이스의 문학은 아일랜드 당대 문단의 선도자(先導者)

들, 조지 러셀과 예이츠 등이 이끌던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의 신비주의와 농민

을 신화화하는 원시성 지향 등과 방향을 달리한다. 최인훈은 소설가소설 연작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一日)』의 첫 단편 「느릅나무가 있는 풍경」에서 자전적 분

신 구보씨를 통해 작가는 우선 ‘환경’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골자로 하는 강

연을 한다.14) 1969년 연말 한 대학의 문학 강연회에서 한 이 주장은 그에 앞선 

강연에서 소개된 1960년대 문학의 특성, ‘새로운 감수성’과 상반되는 성격의 문학

을 지향하는 것이다. 구보씨가 말하는 ‘환경’은 『회색인』과 『서유기』에서 독고준

이 강조하는 ‘우리 시대’와 ‘고향’, 즉 당대 사회와 그에 이른 내력을 아우르는 사

회적 여건을 뜻한다. 구보씨의 환경론은 1960년대 작가들, 즉 최인훈의 동세대 

젊은 작가들의 당대 현실과 자아의 근원에서 유리된 경향에 대한 간접적 반론이

다. 김현은 최인훈을 혼돈의 후식민지 한국 사회의 문제들과 정면으로, 전면적으

로 맞선 독보적 작가라고 평가한다. 그는 『한국문학사』에서 해방 후 자주독립으

로 성취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건강한 민족주의에 대한 자각 없는 

이데올로기 싸움, 국가의 마땅한 역할 등 한국 사회가 맞은 “해방의 의미”가 

“4·19 이후에 특히 최인훈의 고독한 작업에 의해 그 전모를 드러낸다”고 지적한

다.15)

조이스가 제시하는 아일랜드, 최인훈이 제시하는 한국은 공히 총체적 혼돈과 

정체성 상실과 방향성 부재의 상태이며, 이들이 추구하는 바는 억압과 왜곡을 떨

쳐내고 자신의 원점에 도달하는 것, 자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의 

주인공은 자신의 환경, 자신의 조건이자 여건인 사회를 탐구하며 자아를 형성해 

간다. 김현은 최인훈 문학의 내면 탐구가 자기중심주의가 아니라 자신과 자기 사

회의 삶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의 내면 탐구는 자기중심주의 égotisme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개

인주의의 한 변형이다. 그것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 생

존하고 있는 타인들에 대한 책임감이 숨겨져 있다. 그의 내면 탐구가 항

14)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一日』(최인훈 문학전집 4), 문학과 지성사, 1999[1976], 

p.14~15.

15)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2011[초판 1975, 개정판 1999], 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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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 그의 내면 탐구를 통해 그는 성

(性)과 식량 분배라는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재확인하고 있

다.16)

이 평가는 조이스의 경우에도 부합하는 말이다. 조이스와 최인훈의 자전적 주인

공은 자기 사회의 고유성과 위상을 역사와 세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며, 외래의 

힘에 의한 왜곡과 이로 인한 위축 상태를 벗어나 당당한 활로를 찾는 비전을 추

구한다. 이들 주인공의 이 같은 문제의식과 탐구는 자아 찾기를 위한 노력과 예

술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결부된다. 

조이스는 과작(寡作)의 작가로서, 소설로서는 초기의 단편모음집인 『더블린 

사람들』과 이후 『초상』, 『율리시즈』, 『피네건즈 웨이크』 등 세 편을 쓰는 데 그

쳤다.17) 그러나 그는 이들 작품을 쓰는 데 40년 가까이 전업 작가로서 매진했으

며, 위의 세 편의 소설에 차례로 10년, 8년, 16년씩 연달아 매달렸다. 14편의 단

편소설과 마지막의 중편소설로 구성되는 『더블린 사람들』은 더블린 사람들의 모

습을 다각적으로 담아, 전반적 ‘마비’ 상태에 빠진 당대 아일랜드 사회의 모습을 

파노라마를 펼치듯 총체적으로 재현한다. 『초상』은 그런 마비된 사회 속에서 한 

소년이 자아를 주장하고 예술가를 지향하는 형성과정을 보여준다. 『율리시즈』는 

문제의 더블린 사회에서 고통당하고 방황하면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예술가 지망

생의 역정과 당대 사회를 다각적으로 드러내며 자기 삶을 모색하는 사회인 레오

폴드 블룸의 역정을 더불어 엮은 소설로서, 『초상』과 『더블린 사람들』을 유기적

으로 융합하여 확대, 발전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최인훈은 꾸준히 다양한 작품을 낸 작가이다. 그는 자타에 의해 ‘분단 작가’, 

즉 분단에 대해 쓴 작가로 자리매김 된다. 이때 ‘분단’이라는 말은 식민지 시대, 

해방, 이데올로기 대립 등 분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남과 북 각각의 정부 수립, 한

국전쟁, 휴전, 이후 분단이 삶을 지배하는 현실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최인훈

의 작품 중 1960년 일거에 그를 한국현대문학사 속에 우뚝 세운 초기작 중편소

설 『광장』에서 1970년대 초반 그의 소설 창작을 일단락 짓는 장편 『태풍』에 이

르기까지 격변의 세계현대사 속의 한국 분단을 다루지 않는 작품은 없다. 분단 

현실 속의 예술가의 문제를 다룬 작품은 데뷔작인 「GREY 구락부 전말기」에서 

16) 앞의 책, p,412.

17) 조이스는 초기에 시작을 겸했으며, 짧은 희곡 「망명자들」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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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우상의 집」, 「낙타섬」, 「하늘의 소」, 「주석의 소리」와 같은 단편들, 

『열하일기』, 『가면고』, 『구운몽』, 『총독의 소리』, 『하늘의 다리』 등의 중편들, 이 

논문의 고찰 대상인 『회색인』과 『서유기』, 연작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대

작(大作) 『화두』 등을 망라한다. 

최인훈은 1979년 전집 완간에 맞춰 쓴 ‘문학적 자화상’이라 할 수 있는 에세

이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에서 ‘『광장』→ 『회색인』→ 『서유기』→ 『소

설가 구보씨의 일일』→ 『태풍』→’이 결과적으로 5부작으로 읽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한다.18) 그의 작품 활동의 뼈대를 이루는 이 ‘5부작’에서 최인훈은 『광장』에 이

어 『회색인』과 『서유기』에서 다시 한 번 대학생 청년을 통해 분단의 문제와 정면

으로 대결한다. 『광장』의 시간 배경이 1950년 전후(前後), 즉 남북 대립이 전쟁으

로 터진 6·25전쟁 전후(前後)이고, 『회색인』과 『서유기』의 시간 배경은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1950년대 말, 즉 남한의 정치 파행이 4·19 학생혁명으로 치닫던 

시기이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과 『회색인』과 『서유기』 연작의 주인공 독고준

은 약 10년을 격하여 철학과 3학년생과 국문학과 3학년생으로서 첫 모습을 드러

낸다. 이명준이 남한에 살다가 월북한 후 북한군의 일원으로 다시 남하하는 것과 

반대로 독고준은 북한에서 살다가 월남하여 남한에서 살다가, 환상 속에서 북한

의 고향을 찾아간다. 『광장』이 분단 문제를 정치와 개인의 운명 차원에서 다루는  

데 비해 『회색인』과 『서유기』는 시간 배경을 학생혁명 직전까지로 확장하여 좀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회와 자아를 규정하는 문제로서 다시 천착한 작품이다. 『광

장』은 최인훈이 4·19 학생혁명 직후 자유의 흥분과 희망 속에서 쓴 작품으로서, 

삶을 탐구하던 철학과 학생이 남과 북에서 차례로 박해당하고 급기야 생명을 허

망하게 잃는 역정을 통해 남북의 분단 현실과 대립과 적대를 문제 삼는다. 『회색

인』과 『서유기』는 학생혁명이 이듬해 군사쿠데타로 무효화되고 사회가 더욱 암울

한 동결국면에 처한 상태에서 쓰였다. 최인훈은 이 연작에서 소설가를 지망하는 

국문과 학생을 통해 학생혁명으로 분출돼야 했던, 그리고 학생혁명이 다시 군사

쿠데타로 무효화되기에 이른 해방 이후 혼돈의 사회 현실을 되짚는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一日)』은 『회색인』와 『서유기』 연작에서 다시 10년 이후의 시대배

경 속에서 독고준과 같은 남한에 사는 피난민, 그러나 이미 중견 전업 소설가로 

활동하는 구보씨를 통해 남한 사회와 분단의 문제를 세계사적 맥락과 구도 속에

18)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길에 관한 명상』(최인훈 전집 13), 문학

과 지성사, 2010,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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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시 천착한다. 『태풍』은 시간배경을 『광장』의 앞과 『구보씨』의 뒤로 확장하

여 일제 말기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로 삼고, 소설의 무대를 직접 세계사 속으로 

확대한다. 『태풍』은 일제의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 장교로서 동남아에 주둔하게 

된 한국인 청년 인텔리를 통해 식민지 한국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 연루, 제국의 

패망으로 귀결된 종전(終戰), 한국 분단을 거쳐 가상(假想)의 통일 이후까지를 다

룬다. 최인훈은 여기서 개인이 세계사 차원에서 어떤 위해(危害)에 연루될 수 있

는지 그리고 역사에 얽혀 끼친 위해를 개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에 보상하며 살 수 

있을지에 관해, 즉 개인의 삶과 세계사의 관계에 대해 말한다. 『태풍』은 톨스토이

의 러시아-유럽 대륙 대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무대로 하는 ‘전쟁과 평화’의 

대서사이며, ‘부활’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체역사소설’이다.19)         

조이스와 최인훈은 공히 후기 작품 활동을 신화(神話) 창작에 경주(傾注)하는

데, 이는 자신들이 분석하고 비판해온 자민족의 신화 망각에 대해 창작으로써 대

안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이스는 『초상』의 제5장에서 자전적 주인공 스

티븐을 통해 자민족의 민담과 전설이 형체를 알 수 없이 파편화되어 본 모습을 

잃은 채 물신화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대의 문예부흥운동에도 불구하고 자민족

의 민담과 전설에서 제대로 된 작품 하나 탄생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조이스의 

수수께끼 같은 창작 신화 『피네건즈 웨이크』는 아일랜드 민담과 풍습과 더블린의 

지리를 바탕 삼아 전개되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성경(聖經)』과의 연관이 지적

돼 왔다. 해리 버럴은 조이스가 『창세기』 제3장 아담과 이브의 타락과 고역(苦役)

의 서사를 더블린을 배경으로 세속적 차원에서 새로 쓰는 한편20) 인간을 죽게 하

는 구약(舊約)의 신(神)을 성교(性交)와 출산의 지모신(地母神, a Mother 

Goddess)으로 대체했다고 분석한다. 그는 『피네건즈 웨이크』를  조이스가 ‘양심’

19) 『태풍』의 마지막 장(章)은 1973년에 쓰이고 발표됐다. 그런데 이 장의 시간배경은 종

전 “30년 후”로서, 그보다 2년 후인 1975년이다. 즉 이 장을 쓴 작가는 아직 오지 않

은 시간에 대해 말한 것이다. 이때 한국은 통일을 달성하고 평화로운 국가가 되어 있

다. 『태풍』은 희망적 미래상을 현실로서 제시한 대체역사소설이다. 

     『태풍』은 일본 대학에 다니며 일본인으로서 자아를 구축하고, 모범적 일본군 장교로

서 식민지의 상징적 지도자를 감시하고, 일본의 패망 과정에서 일본 패잔군을 지휘하는 

역설적 운명의 조선인 청년의 삶과 사랑을 12개 장에 걸쳐 펼친다. 마지막 장에서 이 

한국인 일본군 장교는 대통령이 된 그의 피감시자의 정치참모로서 현지에서 30년 동안 

살아온 것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그는 세계평화의 지도자로 부상한 이 동남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 통일에도 중요한 기여를 해온 것으로 밝혀진다. 

20) Harry Burrell, Narrative Design in Finnegans Wake,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6,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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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깨우고자 하는 자기 민족에게 나태와 후진적 착오에서 깨어나라고 호소하는 

작품이라고 해석한다.21) 이 작품에도 작가가 등장하는데(제1권 제7장), 버럴은 쉠

(Shem)이라는 이 작가의 행태, 처지, 저작의 괴팍함 등을 조이스의 경우와 등치

시키며22) 이 작품이 조이스의 작품 중에서 “아마도 가장 자전적일 것”23)이라고 

말한다. 최인훈은 『회색인』에서 신화를 역사 또는 정체성의 뿌리라는 의미로 사

용하며, 한국의 정치도 문학도 자기 신화를 잃고 남의 신화를 흉내 낸다고 지적

한다. 그는 『서유기』보다 3년 후에 쓴 『구보씨』의 첫 단편 「느릅나무가 있는 풍

경」에서 구보씨의 사유(思惟)를 통해 수천 년 지속된 한국의 불교문화로부터 한국

문학이 제대로 된 불교 미학 하나 도출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한다. 최인훈은 한국 

민담과 전설 여섯 개와 독일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새로운 해석으로 되살려 

‘다시 쓰기’하는데, 이중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는 한국 고유의 전설인 장수

(將帥) 전설을 「마태복음」 2장의 아기예수 탄생과 헤롯왕의 유아 학살과 연결시

켜, 세계종교의 구원자 서사와 같은 보편적 신화로서 다시 쓴 것이다. 

한편 조이스가 병과 싸우며 『피네건즈 웨이크』를 출간한 후 2년이 못 되어 

59세 생일을 앞두고 사망한 것과 달리 최인훈은 회갑을 맞은 해에 20여 년 만의 

소설 작품 『화두』를 발표한다. 1천여 쪽에 이르는 대작 『화두』는 시간 배경을 

1990년대 초 집필 당시까지, 즉 세계를 이데올로기로 양분하며 한국 분단에 한 

축을 담당했던 소련이 해체되고 그 위성국들의 정권이 붕괴한 후까지 확장한 현

대사로 넓힌다. 이는 최인훈이 35년에 걸친 자신의 작가로서의 삶과 자신의 소설

과 극작(劇作) 전반(全般)을 되새김질하여 보여주는 자전적 소설로서, 역사와 세계 

속의 한국인과 한국 사회와 한국 작가라는 그의 필생의 테마를 총체적으로 다시 

보여주는 작품이다.

2. 문학사적 맥락

2.1. 전위주의와 “유럽 소설” 

21) 위의 책  p.1과 제8장.

22) 위의 책, p.39~40.

23) 위의 책, p.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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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스와 최인훈은 과감한 형식 실험을 한 실험적 문학의 작가라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율리시즈』는 엘리엇이 이전까지 소설의 모든 것을 무화(無化)했으며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24)했을 정도로 전위적인 작품으로서, 모더니즘

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소설이다. 『피네건즈 웨이크』는 아예 인물도 구조도 의미

도 해득이 어려운, 더욱 극단적으로 전위적인 작품이다. 최인훈은 한국문학사상 

형식 실험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그의 실험성은 한국문학의 범위를 넘

어서더라도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인훈 문학의 실험성은 한국문학

사의 범주를 넘어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인훈 자신이 조이스 문학의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성격에 대

한 논평을 남기고 있음이 주목된다. 최인훈은 「작가와 성찰 ― 시점 · 가치 · 앙

가주망」이라는 에세이25)에서 『율리시즈』의 리얼리즘을 문학사적 진화의 한 극단

으로서 진단한다. 작가의 시점(視點)과 작품이 지시하는 가치에 관한 이 에세이에

서 그는 소설사를 회화사에 대비시킨다. 그는 『율리시즈』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상(物理像)의 그림들과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심리상(心理像)26)의 그림들의 

뒤를 이어 마지막으로 등장한 그림에 대응시킨다. 

마지막으로 한 폭을 더 보자. (...)

엄청나게도 ‘율리시즈’란 제목이 붙은 이 그림에는 원본이 가지는 모험과 

파란, 로맨스와 스릴 대신에 하찮은 일상사의 나열뿐이다. 이 그림은 무

얼 가지고 봐야 하나? 27)

최인훈은 일단 조이스가 다시 육안으로 보는 그림을 그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는 다시 육안으로 봐야 하는 조이스의 그림이 이전의 육안으로 보던 그림과는 다

른 차원이며, 사실과 예술의 경계선까지 이르렀다고 진단한다.28) 최인훈이 조이스

24) 버지니아 울프의 1922년 9월의 일기 기록(V. Woolf, A Writer’s Diary, Harcourt 

Brace, New York 1954, p.49.) : 프랑코 모레티/ 조형준 역, 『근대의 서사시』, 새물

결, 2001, p.283. 

25) 최인훈, 「작가와 성찰 – 시점 · 가치 · 앙가주망」, 『문학과 이데올로기』(최인훈 전집 

12), 문학과 지성사, 1998[1980], p.17. 

26) 여기서 최인훈은 카프카의 작품들은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그림들에 비유한다.

27) 최인훈, 「작가와 성찰 – 시점 · 가치 · 앙가주망」, 『문학과 이데올로기』(최인훈 전집 

12), 문학과 지성사, 1998[1980], p.17.

28) 최인훈의 앞의 책, p. 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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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시적 리얼리즘의 마지막 극단까지 갔다고 진단하는 것은 그의 뒤에 온 자신

은 이제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서유기』는 연구자들에 

의해 ‘환상문학’으로서 고찰돼 왔다. 그러나 『율리시즈』의 리얼리즘이 종래의 눈

으로 보는 리얼리즘과 다르듯이, 『서유기』도 이전의 환상문학과는 차원이 다른 

리얼리즘의 작품이다. 『율리시즈』가 가시적 리얼리즘의 작품인데 비해 최인훈의 

환상문학은 현실을 심도 있게 재현하기 위해 문학 장치로서 환상의 틀을 이용하

는 그 특유의 ‘환상적 리얼리즘’의 문학이다.29) 최인훈의 환상적 리얼리즘은 현실 

사태를 내력과 연관성 등과 함께 드러내려는, 사태의 전모를 심도 있게 드러내려

는 리얼리즘이다(제4장). 조이스의 가시적 리얼리즘이 문학사에서 하나의 극단으

로 진화한 리얼리즘이라면, 최인훈의 환상적 리얼리즘 역시 그 나름의 방식으로 

또 다른 극단으로 진화한 리얼리즘이다. 

‘형식이 곧 내용’이라는 지론을 여러 곳에서 밝혀온 최인훈은 작가로서 출발 

직후부터 다양한 형식 실험을 계속해 왔으며, 그런 그에게 전위 작가 조이스는 

중요한 참조대상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소설을 통해 도달한 실

험의 지점을 『율리시즈』에, 희곡으로 창작한 신화(神話) 작품들이 이른 지점을 조

이스의 『율리시즈』와 그의 창작 신화 『피네건즈 웨이크』에 견준다. 이는 1979년 

한 연극평론가와 가진 인터뷰에서 『율리시즈』에서의 조이스의 언어 탐구와 베케

트의 언어 해체 작업에 대해 의견을 말해 달라는 요청에 그가 답한 것이다.

저는 소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설의 통상적인 관습에 비하

면 다른 것을 하긴 했으나 저는 기껏해야 『율리시즈』 정도의 것을 소설

에서 해봤고, 거기서 더 나간 것은 해보지 못했는데요. 그것을 『율리시

즈』와 『피네건즈 웨이크』에 해당하는 단계를 연극을 가지고 해결했다 

할까 대체했다 할 수 있죠.30)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는 하지만, 최인훈이 자신의 문학을 외국 작가의 작품과  

29) 배경렬의 경우 필자와 논지는 다르나, 최인훈의 환상문학을 ‘환상의 리얼리즘’으로 본

다 : 배경렬, 「최인훈 소설의 환상성 연구」, 『국제어문』44집, 국제어문학회, 2008년 12

월, p.199~226. 그는 이 논문의 서론에서 이태동, 송재영, 박정수 등이 최인훈의 환상

문학을 리얼리즘으로 본다고 소개한다.    

30) 최인훈, 「하늘의 뜻과 인간의 뜻 – 연극평론가 한상철씨와 나눈 말」, 『문학과 이데올

로기』(최인훈 전집12), 문학과 지성사, 1998[1980], p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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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비시키며 논한 경우는 아마 달리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는 『피네

건즈 웨이크』에서 조이스의 실험적 언어 사용에 대해서, “언어가 부담할 수 없는 

것까지를 언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한 것 같이 느껴진다”며, 자신의 

경우와 거리를 지적한다. 

이러한 논평은 최인훈이 조이스가 가져온 문학사적 혁신을 의식하면서 스스

로는 조이스의 혁신을 넘어서는 또 다른 혁신의 길을 모색해왔음을 암시한다. 그

런데 조이스와 최인훈이 모두 혁신과 전위의 작가로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은 또

한 그들이 자국의 문학적 맥락에 얽매이지 않고 초국적 차원에서의 문학사적 전

통에 대한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작업하는 작가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조이스와 최인훈을 묶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나타난

다. 두 작가는 식민종주국의 언어로 유럽 문학을 폭넓게 습득하고 이를 창작의 

준거점이자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조이스와 최인훈이 일찍부터 

독서를 폭넓고 깊게 해온 작가라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들의 독서 자취는 

작품 속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풍부하게 반영된다. 두 작가는 평생 독서에 매진했

고, 일찍이 시작된 이들의 독서 편력은 자전적 성장기를 보여주는 『초상』과 『회

색인』 속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10대 전반의 소년 스티븐과 독고준은 독서에 몰

두하며, 이미 나름의 문학적 축적과 소양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다.

이미 앞서 밝힌 대로 아일랜드는 1920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여 세계적

으로 주목받은 예이츠와 버나드 쇼 그리고 그 이전에 전위성으로 문학계를 놀라게 

한 오스카 와일드 등 걸출한 세계문학의 대가들을 배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영국계로서, 영어가 이들의 모국어였다. 반면 조이스에게 영어는 식민종주국

의 언어이다. 조이스 당대에 아일랜드의 게일어는 궁벽진 서부의 극소수 사람만이 

사용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다. 20세기 전환기에 게일어 부활운동이 전개됐으나, 

게일어는 이미 온전한 언어로서 기능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고, 현대 문학의 언

어로서는 더욱 부적절한 처지에 있었다. 조이스는 식민종주국의 언어로 문학 수업

을 하고 사고해야 했으며, 후에 작품 활동을 영어로 할 수밖에 없었다. 영어에 대

한 조이스의 불편한 자의식은 『초상』에서 스티븐이 영어를 사용하며 느낄 수밖에 

없는 복잡한 심리에서 드러난다.31) 그가 『율리시즈』에서 그리고 『피네건의 경야』

31) 대학생 스티븐과 영국인 학감 사이의 담소에서 학감은 스티븐이 말하는 영어 단어들을 

모르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 역설적 상황에서 스티븐은 자기가 사용하

는 영어와 자신의 정서 사이의 괴리를 새삼 절감한다 : How different are the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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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더욱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사상 유례없는 영어의 변형, 다른 언어들과의 

결합, 전위적 언어 실험 등은 영어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그가 와일드, 예이츠, 쇼 등의 선배 문인들과 달리 유럽 문학을 지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들 선배 문인들은 영국인의 아일랜드인에 대한 

폄훼를 역전시켜 아일랜드의 고유한 가치로 내세우며 기존의 영국 문단과 다른 새

로운 문학을 일으킨 것으로 인정받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아일랜드로 이주

해온 영국인의 후손으로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으며, 영국인과 다름을 주장하

면서도 영국으로 가서 또는 영국 문단을 상대로 활동했다. 조이스는 이들과 거리

를 두며, 유럽을 향한다. 유럽은 그에게 단순히 영국이나 아일랜드와 구별되는 지

리적 공간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 세계무대를 의미한다. 그는 세계적 무대인 유

럽에서 영국 문단과 독립적으로 자신의 아일랜드 문학을 개척하고자 했다. 『초상』 

제5장에서 대학생 스티븐은 편협하고 국수주의적인 민족문화 부활 운동에 열을 올

리는 친구 대빈에게 “타라로 가는 지름길은 홀리헤드를 거치는 것”32)이라고, 즉 

본연의 아일랜드 정체성을 찾는 길은 영국에 있는 국제선 항구를 거쳐 넓은 세계

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넓은 세계로 나가 독립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도전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그가 소장한 도서의 규모와 그의 작품 속의 셀 수 없

이 많은 인유들이 증명하듯이 남달리 광범한 유럽 문학 탐구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엘먼은 조이스가 폭넓은 독서와 나름의 분석과 비평을 통해 “세계문학 속에

서의 자신의 위치”를 찾아내고자 했으며, “1906년까지는 20세기 소설의 전체적인 

어법이 조이스의 마음속에 정립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말한다.33)

최인훈은 조선어가 학교교육에서 폐기되고 학생들 사이의 사용조차 금지되던 

일제 말기에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해방을 맞았다. 이에 따라 그가 초기 독서를 

일본어로 했을 것임은 짐작 가능하며, 해방 후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 출판 

산업이 자리를 잡기까지 그는 한동안 일본어로 독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는 해방 후 북한의 공산정권 아래서도 일본어로 독서를 계속했다고 여러 곳에서 

home, Christ, ale, master, on his lips and on my mine! I cannot speak or 

write these words without unrest of spirit. (...) My soul frets in the shadow 

of his language. : James Joyc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s, 1993, p.205.    

32) 타라는 고대 아일랜드 민족의 왕도(王都). 홀리헤드는 영국 웨일스의 항구로서, 아일랜

드와 영국 간의 연락선이 입출항하는 곳.

33) 리처드 엘먼/ 전은경 역, 『제임스 조이스』 I, 책세상, p.41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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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다. 그들 나름의 문화혁명을 진행하던 공산정권이 요행히 그가 살던 원산의 

공공 도서관을 미처 정리하지 못했고, 그는 거기서 한동안 일본어로 된 소설들과 

인문서적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학 재학 중에도 그는 출석이 부족하여 

졸업을 포기했을 정도로 전공인 법학 공부 대신 독서에 매진했다고 작품 안팎에

서 밝힌다. 최인훈은 데뷔작인 「GREY 구락부 전말기」에서 대학시절의 자신의 분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현을 통해 “책에 음(淫)한 무렵”에서 나아가 “한마디로 아무

것도 모른 다른 것”을 깨우치기까지의 독서 편력에 대해 말한다. 현은 신문의 정

부인사란에서 마르세유 주재 총영사 발령이 눈에 띄자 자신이 총영사로 부임하여 

현지 예술가와 학자 사회에서 프랑스 문학에 대해 문학사적 조예와 철학적 논평

으로 뽐내고 대학에서 비교철학 강의를 의뢰받는 공상을 하는데,34) 이 공상 내용

은 최인훈의 독서 폭과 깊이를 암시하는 하나의 예이다. 이 같은 그의 독서는 그

의 전체 작품에 걸쳐 드러나는 세계사적, 정신사적 사유 구조와 수없이 많은 인

유에서 증명된다.35) 물론 그의 대표적 창작 방식인 패러디는 일찍부터 광범한 독

서를 통해  문학적 구조 그리고 문학작품과 사회와의 관계를 그 나름으로 파악한 

결과이다. 『회색인』에서 소년 독고준은 러시아와 프랑스의 성장소설을 읽으며 

“어느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라는 “생명의 원(原) 리듬 혹은 원(原) 데생”을 찾아

내며,36) 『소설가 구보씨의 一日』에서 최인훈의 또 다른 자전적 분신 구보씨는 

“미학적 구조는 영원불변”하다고 전제하고 “그와 같은 구조에 이르게 하는 매개

체인 환경은 바뀌기 때문에 작가는 이 환경에 대한 앎이 있어야”한다고 말한

다.37) 최인훈의 패러디는 광범한 독서를 바탕으로 세계문학사의 심도 있는 비교

와 시대적, 문화적 치환작업을 거친 결과로서, 거의 모든 작품에 매우 다양한 방

34) 최인훈, 「GREY 구락부 전말기」, 『우상의 집』(최인훈 전집 8』, 문학과 지성사, 

1995[1976], p.11~13.

35) 최인훈의 문학세계는 그의 부단한 비교문학적, 비교문화적, 비교철학적 성찰이 낳은 

궤적을 보여준다. 『열하일기(熱河日記)』는 6.25 직후 한국에 온 미국인 고고학자의 눈

을 통해 한국의 시(詩)와 회화, 정치, 학문, 선불교, 지식인 여성 등을 대상화하여 보는 

작품이며, 다섯 편의 단편소설로 이루어진 『크리스마스 캐럴』은 기독교의 성탄절이 전

국민적 집단 외출의 날이 되고 서양인의 생활과 미신조차도 학문, 논리, 교양으로 받아

들이는 한국인의 서양문화 수용의 문제를 짚어낸다. 「라울전傳」, 『假面考』, 『태풍』 등

은 동서양의 종교와 역사에 대한 폭넓고 깊은 지식이 없이는 쓸 수 없는 작품들이며, 

『구운몽』을 비롯한 다수의 작품들은 그 형상화나 서서논리에 있어서 정신분석학에 관한 

조예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들이다.   

36) 최인훈, 『회색인』(최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9[1977], p.39.

37) 최인훈, 「느릅나무가 있는 風景」, 『소설가 구보씨의 一日』(최인훈 전집 4), 문학과 지

성사, 1999[1976],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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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실현된다. 일례로서, 『광장』은 괴테의 『파우스트』의 구조 속에 독일 근대

의 노철학자 대신 1950년 전후(前後) 한국의 철학과 3학년 학생을 대입한 이야기

이다.38) 『회색인』에서 독고준이 명시적으로 거명하는 작가들만도 괴테를 비롯하

여 밀턴, 하이네, 바이런, 위고, 고리키, 아라공, 사르트르, 발자크, 괴테, 횔덜린, 

니체, 카프카, 조나단 스위프트, 토머스 모어,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등등 다

양한 국적과 특성을 망라한다.39) 최인훈은 이 다양하고 광범한 스펙트럼을 통틀

어 ‘서양’ 문학이라 칭한다. 이들은 밀란 쿤테라가 말하는 “유럽 소설”의 범주를 

이루는 작가들이다. 조이스가 아일랜드적인 것, 아일랜드의 고유한 가치를 추구하

는 문화운동과 거리를 둔 것처럼, 최인훈 역시 서양 주도의 근대 물결을 외면하

고 한국 고유의 것을 주장하는 전통주의에 퇴각하고자 하지 않은 작가이다. 

이렇듯 조이스와 최인훈이 지향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유럽’ 또는 ‘서양’의 

소설은 단순히 지리적 의미의 유럽 또는 서양의 문학이 아니라 초국가적 가치기

준의 역할을 하는 문학으로서, 밀란 쿤데라가 말하는 “유럽 소설”이다. 쿤데라에

게 유럽 소설은 유럽인들이 유럽에서 창조한 소설이 아니다. 그것은 근대가 시작

된 이래 4세기에 걸쳐 범(凡)유럽적으로 형성된 초국가적 역사의 문학이며, 그 역

사를 통해 소설의 진화 방향이나 개별 작품들의 가치를 드러내는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 문학이다.

내가 유럽 소설을 거론하는 것은 그것을 (예를 들면) 중국 소설과 구분 

짓기 위함일 뿐 아니라, 그 역사가 초국가적임을 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프랑스 소설, 영국 소설, 혹은 헝가리 소설은 자신들 고유의 자율

적 역사를 만들지 못하며, 모두가 하나의 공통된 초국가적 역사에 참여

하고, 그 역사가 소설 진화의 방향이나 개개 작품들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가치 맥락을 만들고 있음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40)

소설의 여러 발달단계에서 여러 나라가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하듯 돌아가

며 주도권을 잡았다. 먼저 위대한 선구자 보카치오의 이탈리아가 주도권

을 잡았고, 그 다음에는 라블레의 프랑스, 그 다음에는 세르반테스와 악

38) 조주옥, 『『광장』과  『파우스트』의 대비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3.

39) 최인훈, 『회색인』(최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8[1977], p.204~208.

40) 밀란 쿤데라/ 김병욱 역, 『배신당한 유언들』, 민음사, 2013,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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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소설의 에스파냐가 주도권을 잡았다. 18세기에는 대하소설의 영국이, 

18세기 말경에는 괴테의 독일이 잡았으며, 19세기에는 전적으로 프랑스 

소설의 시대였으나 마지막 3분기 때 러시아 소설이 등장했고, 그 직후 

스칸디나비아 소설이 출현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카프카, 무질, 브로

흐, 곰브리치 등 중앙 유럽이 소설이라는 모험을 주도했다.41)

김태환은 『문학의 질서』에서 쿤데라가 말하는 “유럽 소설”의 요지를 소설이

라는 장르 자체에는 국적이 없다는 것, 소설은 국경을 건너다니면서 새로운 자양

분을 얻고 성장하고 진화해 왔다는 것. 그러니 소설사는 오직 세계문학사로서만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압축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세계문

학’의 개념 규정에서 보편과 특수의 범주를 가지고 민족문학과 대비시키는 전통

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42) 이는 세계문학을 쿤데라가 “유럽 소설”을 통해 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동참하고 기여하는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장으로 

볼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스티븐이 지향하는 문학 그리고 실제 조이스가 지향한 유럽 문학은 영국 문

학과 영국 문단에 한정되지 않는 문학으로서, 쿤데라가 말하는 소설의 본류 역할

을 하는 문학일 것이다. 그러한 지향을 고수하는 가운데 결국 조이스 자신이 “유

럽 소설”에서 새로운 첨단이 됐다. 최인훈 역시 『회색인』에서 독고준을 통해 그

리고 에세이나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조이스의 문학, 특히 『율리시즈』의 전위성

에 대해 말한다. 

한편 쿤데라의 “유럽 소설”론은 ‘작은 나라들’의 문학적 성취가 유럽 문학의 

대맥락 위에서 평가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 자신이 ‘작은 나라’ 체코 출신

으로서 “유럽 소설”의 대표적 일원이 된 쿤데라는 ‘작은 나라들’이 그들 나름의 

독특한 양상으로 발전하며 ‘큰 나라들’의 유럽 문학과 대위법을 이루며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가 말하는 ‘작은 나라’는 “역사의 어느 순간에 존재가 위협당

하는 운명을 겪었던 나라들”이며, 그 역사적 굴곡으로 인해 문화적 비동시성들이 

교착됨으로써 오히려 풍요로운 결실을 낸 나라들이다.43) 하지만 그러한 성취를 

이룬 작가들도 작은 나라의 맥락에 갇힘으로써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고립되

41) 앞의 책, p.46.

42) 김태환, 『문학의 질서 – 현대 문학이론의 문제들』, 문학과 지성사, 2008, p251.

43) 밀란 쿤데라/김병욱 역, 『배신당한 유언들』, 민음사, 2013, p.28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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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묻혀버릴 위험 또한 크다. 쿤데라는 『몽유병자들』의 출간 당시만 해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헤르만 브로흐가 표지광고문 작성 과정에서 자신의 비교대상을 

조이스나 지드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던 일화44)를 소개하며, 고립돼 있는 작가

일수록 국제적인, 세계적인 맥락 속에서 평가돼야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역설한다.   

브로흐의 요구는 비중 있는 모든 작품에 유효하다. 나는 이 점을 아무리 

되풀이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작품의 가치와 의미는 오직 

국제적인 대맥락 안에서만 평가될 수 있다는 점 말이다. 이 진실은 비교

적 고립된 편인 모든 예술가들에게 특히 소중하다.45)

최인훈 자신이 브로흐가 요구하고 쿤데라가 지지하는 세계문학에서 인정받고

자 하는 포부를 일찍이 데뷔작(作)인 「GREY 구락부 전말기」(1959)에서 주인공의 

사유를 통해 드러낸다.46) 『회색인』-『서유기』 연작을 『초상』-『율리시즈』 연작과 

비교 고찰하는 본고의 노력은 소설사의 국제적 대맥락 속에서 하나의 가늠자 역

할을 할 수 있게 된 조이스를 상대축으로 삼아 최인훈의 두 작품을  ‘세계문학’의 

무대에서 다시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인훈 문학 자체가 그렇

게 할 것을, 즉 그러한 대맥락 속에서 이해받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44) 쿤데라가 소개한 일화에 의하면, 브로흐는 자신의 소설을 후고 폰 호프만스탈이나 이

탈로 스베보와 비교하는 광고 문구를 『몽유병자들』의 표지에 넣으려는 편집자에게 편지

를 보내 항의한다. 그들 대신 조이스나 (『위폐범들』의) 지드와 비교하자는 것이다. 쿤데

라는 브로흐가 소맥락, 즉 지역적인, 중앙유럽적인 맥락 대신 대맥락, 즉 국제적인, 세

계적인 맥락에서 이해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한다. 그리고 그는 브로흐의 소설 미

학이 ‘소설 자체의 역사’, 즉 “유럽 소설”이라는 대맥락 위에서 비로소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브로흐의 주장이 타당한 것이었음을 인정한다 : 앞의 책, 

p.370.

45) 앞의 책, p.370.

46) 어디 한국 사람이 재주가 모자라서 세계적이 못 되나. 못난 나라에 태어난 탓으로 늘 

밑지는 거지. 현대인의 불안을 상징풍으로 다룬 아름다운 장편시를 써내지. 아 담박 베

스트 셀러가 되고 영·독역이 되는 통에 한국에 역수입되거든. 흥, 서양 문학이 무에 대

단한 게 있어. 가락이 높고 은은한 우리네 마음을 나타내는 주인공을 그려내는 날이면, 

모든 명작 소설이 무색하게 될 테거든. 온통 파리의 예술계가 뒤끓는 가운데 출판 축하

회가 열리고 ... : 「GREY 구락부 전말기」, 『우상의 집』(최인훈 전집 8), 문학과 지성사, 

1995[197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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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르사적 전통 : 수업기와 편력기 연작

그렇다면 조이스와 최인훈의 연작에 영향을 준, 또는 두 작가가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전유하고자 한 세계문학사적 전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르의 차원에서 작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이스는 『초상』을 중간쯤 썼을 때 연작 구상, 즉 오뒤세우스 이야기로 후편

을 쓸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고, 최인훈은 『회색인』을 쓰기 전부터 연작 구상을 

갖고 있었다. 조이스는 『초상』을 반쯤 썼을 때, 『초상』을 완성하고 『율리시즈』 집

필에 들어간 1914년보다 7년 앞선 1907년에 『초상』과 『율리시즈』가 연작을 이루

게 할 구상을 갖고 있었음이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된다.47) 조이스는 『율리시즈』

의 첫 몇 쪽을 마친 1915년 여름 후원자이자 적극적인 출판 주선자였던 파운드

에게 보낸 편지에서 집필을 알리며, 『율리시즈』가 『초상』의 연속이며, 『더블린 사

람들』의 등장인물 다수가 거기에 등장한다고 설명한다.48) 최인훈은 3부작 계획  

아래 『회색인』을 마치나, 이 계획은 결국 『서유기』와의 2부 연작으로 변경, 완결

된다. 최인훈은 『세대』에 연재한 『회색인』의 마지막 회(1964년 6월)와 1966년 신

구문화사가 발행한 문학전집 속에 실린 『회색인』의 완간 텍스트49)의 말미에 “제1

부 끝”이라고 부기함으로써 속편이 이어질 것임을 계속 예고한다. 속편으로는 어

떤 식으로든 『서유기』가 이어질 계획이었음은 후에 상술할 그의 중국 『서유기(西

遊記)』에 관한 탐구에서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회색인』 속에서 암시된다. 

『회색인』의 제12장은 독고준이 조상이 살던 한 지방 도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

루어진다. 독고준은 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이유정에게 “서유기를 갔었지요.”라고 

말하는데, 『회색인』의 후편인 『서유기』는 바로 독고준의 고향 방문 편력기이다. 

한편 최인훈의 3부작 계획이 『서유기』를 쓴 후 본의 아니게 포기된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회색인』과 『서유기』의 2부작으로서의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

47) 일례로 게오르게스 브라흐는 1917년 8월 1일 대화에서 조이스가 “로마에서 『젊은 예

술가의 초상』을 반쯤 썼을 때, 『오디세이』가 그 속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율리시

즈』를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 Georges Brach, ‘Conversations with 

Joyce’(translated by Joseph Prescott), College English, XV(1954.3) : 리처드 엘먼

/ 전은경 역, 『제임스 조이스』 II, 책세상, 2002, p.805~806에서 재인용.

48) “3년간의 공백 후에 쓴 『초상』의 연속으로, 『더블린 사람들』의 등장인물 다수가 등장

합니다.” : 파운드에게 보낸 1915년 6월 30일자 미발표 편지 : 리처드 엘먼/ 전은경 

역, 『제임스 조이스』 I, 책세상, 2002, p.667에서 재인용.

49) 신구문화사간(刊), 현대한국문학전집 제16권 『최인훈』,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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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포하는 ‘3부작의 중도 포기’라는 인식은 최인훈의 혼돈된 기억 또는 불충분

한 표현에서 오도된 잘못된 인식이다. 최인훈은 1979년 발표한 그의 첫 문학적 

자서전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에서 “3부는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할지 

몰라서, 그 다음에 쓴 것이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이 되었다”고 말한다.50) 작가

의 이 말로 인해 3부작 계획이 『서유기』에서 미완성으로 중단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서유기』의 연재가 시작된  당시 『크리스마스 캐럴』은 이미 마무리

된 것으로 확인된다.51) 5부로 이루어지는 『크리스마스 캐럴』은 1963년 6월 발표

되기 시작하여 1966년 『한국문학』 여름호에서 마지막 5부가 발표됨으로써 3년 

만에 발표가 마감된다. 『서유기』는 1966년 5월 『文學』 창간호에 연재되기 시작하

여 10월호에까지 연재되는데, 미리 써 둔 작품이 아니라 당시 집필과 연재가 동

시적으로 연계됐던 것으로 작가에 의해 확인된다. 1981년 김현과의 인터뷰에서도 

최인훈이 당초 3부작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최인훈은 3부의 구상

이 변경되어 『서유기』 속에 담겼음을, 즉 당초 3부작 구상이 2부 연작으로 완결

됐음을 밝힌다. 이는 당초에 독고준과 이유정과의 관계를 3부에서 어떻게 해결하

려 했느냐는 김현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에서 밝혀진다. 

“대강 생각하기로는 독고준이 4·19의 와중에서 무엇인가 각성을 얻게 되

고 그 여자는 외국으로 다시 가버리고 ...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요. 그런

데 후에 그것이 초점이 잘 안 잡혀서 지금의 상태로 돼 버렸지요.”52)

결국 2부로 완결된 『회색인』과 『서유기』 연작은 조이스의 『초상』과 『율리시즈』 

연작과 내용상, 구조상 상통하는 완결성을 가지며, 함께 수업기와 편력기 연작이

라는 세계문학사적 전통에 접속된다.

조이스 연작과 최인훈 연작 모두 당대 자기 사회의 혼돈을 세계사적 맥락에

서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직시하면서 그 구체적 현실 속에서 예술가의 길을 모색

50)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길에 관한 명상』(최인훈 전집 13), 문학

과 지성사, 2010, p.25.

51) 『크리스마스 캐럴』은 5부로 이뤄진  연작인데, 1~4부는 1963년 6월, 1964년 12월, 

1966년 2월과 3월 서로 다른 잡지에 발표됐고, 마지막 제5부도 1966년 『한국문학』 여

름호에 발표됐다. 

52) 김현의 최인훈 인터뷰 : 「변동하는 시대의 예술가 탐구」(1981), 『길에 관한 명상』(최인

훈 전집 13), 문학과 지성사, 2010, 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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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예술가의 사회적 사명을 자임하는 자전적 인물이 이야기가 중심에 놓여 있

다. 조이스 연작도 최인훈 연작도 예술가소설로서, 타의가 아니라 자주적 결단에

서 삶의 출발점을 찾는 청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더 나아가 혼돈 속의 

자기 사회에 정체성을 찾아주고 지키기 위해 예술가의 길을 선택하고, 집요한 모

색과 방황과 편력을 거쳐 자기 목표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우선 『초상』과 『회색인』은 스티븐과 독고준이 예술가의 길을 지향하며 예술가관

을 확립하기까지의 지적 형성과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예술가소설이자 교양소설

이다. 젊은이가 교육과 현실 경험을 통해 자아로서 성장하고 형성되어가는 과정

을 그린다는 점에서 교양소설이고, 그 주인공이 작가 지망생이라는 점에서 예술

가소설인 것이다. 그런데 예술가소설은 흔히 예술가를 주인공으로 하는 교양소설

로서 교양소설의 하위 장르라고 간주되기도 하지만, 모든 예술가소설이 교양소설

인 것은 아니다. 예술가를 주인공으로 하지만 교육과 형성이라는 테마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양소설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 지망생

인 독고준과 스티븐이 계속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서유기』와 『율리시즈』는 여전

히 예술가소설로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교양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두 작품은 

진로에서 이탈한 예술가 지망생이 전개하는 자기 점검의 편력을 그리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편력기의 성격을 지닌 예술가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두 작품은 그 제목 자체가 세계문학사에서 각각 서양과 동양을 대표하는 편력기, 

즉 호메로스의 『오뒤세이아』와 명나라 오승은의 『西遊記』53)를 환기하며 편력기의 

문학사적 전통에 스스로 접속된다. 따라서 『회색인』과 『서유기』, 『초상』과 『율리

시즈』의 연작은 교양소설과 편력기, 좀 더 일반화하여 표현한다면 수업기와 편력

기가 연접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수업기와 편력기의 접합으로 규정되는 연작 형식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수업기는 주인공이 유년시절에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얻기까

지의 형성 과정을 다루며, 편력기는 그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현실과 맞서는 

다양한 시련 끝에 재발견, 재확인되는 과정을 다룬다. 이러한 편력기를 조이스는 

서양문학사 최초의 장편 모험 서사시 『오디세이아』로부터 승계하고, 최인훈은 동

53) 7세기 당(唐)나라 현장법사가 인도에 불경 원전을 구하려 다녀온 후 기록한 『대당서역

기』와 그의 서역행(西域行)에서 파생돼 전승되어온 이야기들을 오승은(吳承恩, 

1500~1582 혹은 1504~1582년)이 집대성하여 창작한 작품. 본고에서는 최인훈의 작품

과 구별하기 위해 이후 한자(漢字)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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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학 전통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작 모험소설 『西遊記』로부터 승계한다. (『율리

시즈』와 『오뒤세이아』, 최인훈의 『서유기』와 중국 편력기 『西遊記』 그리고 『오뒤

세이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소절의 말미와 다음 소절에서 상론한다.)

전통적인 편력기는 주인공이 자신을 증명한다는 모티프를 통해 다양한 모험 

이야기를 하나의 실로 엮어내는 동시에 주인공이 광활한 공간을 이동하는 과정에

서 마주치는 다채롭고 잡다한 세계의 모습을 재현한다. 수업기에서 공간적 변화

가 완만하게만 이루어지고 비교적 긴 시간 동안의 내적 변화 과정이 핵심적이라

면 편력기에서는 공간적 이동이야말로 이야기의 진행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 

된다. 수업기에서 세계는 대체로 주인공이 개인적 주체로서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편력기에서는 주인공의 운명을 중심으로 하

는 일관된 서사의 구심력보다 편력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서사의 원심력이 더 크

게 작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심지어 주인공의 이야기는 넓은 세계를 펼쳐 보이기 

위한 구실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편력기는 하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다양한 

이야기의 병렬적 연결에 가깝다. 뒤에서 보게 되듯이 이는 프랑코 모레티가 말하

는 ‘근대서사시’ 혹은 ‘세계텍스트’의 형식적 특성이기도 하다. 수업기와 편력기 

사이의 이러한 대조는 『초상』과 『율리시즈』, 『회색인』과 『서유기』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초상』에서 『율리시즈』로, 『회색인』에서 『서유기』로 넘어가

면서 사회와 대결하는 개인의 운명을 중심 서사로 하는 예술가소설은 방만하면서

도 일관된 서사를 상실한 듯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기보다는 세계를 펼쳐 보이

는 것이 더 중시되는 세계텍스트로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런데 수업기와 편력기의 연접으로 이루어진 조이스와 최인훈의 연작 서사

는 세계문학사의 고전들을 선례로 가진다. 우선 교양소설의 시조인 『빌헬름 마이

스터의 수업시대』와 그 후속작인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가 있다.54) 괴테

의 연작은 제목 그대로 빌헬름 마이스터라는 청년이 인생의 의미를 배워가는 수

업 과정과 그 의미를 찾아 나선 시행착오의 편력 과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편력

시대』는 잡다한 텍스트들이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더 이상 빌헬름 마이

스터만의 이야기라고 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소설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54) 스티븐이 도서관 문학모임에서 셰익스피어론(論)을 발표하는 『율리시즈』 제9 에피소드

는 도서관장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의 셰익스피어론(論) 거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 “And we have, have we not, those priceless pages of Wilhelm 
Meister. A great poet on a great brother poet.” : James Joyce, Ulysses, 

Vintage Books, ⓒ1986, p.151, 2~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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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성이 약화되어 있다. 학자에 따라서 『편력시대』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

즈』를 선취한 전위적 작품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파우스트』 1부와 『파우스

트』 2부 역시 이와 유사한 연접 형태를 보여준다. 『파우스트』 연작은 청년의 이

야기가 아니라 학문 속에서 삶과 우주의 이치를 알고자 노력하다가 결국 벽에 부

딪친 노학자의 이야기이지만, 뒤늦게나마 마법의 힘으로 회춘하여 현실 속에서 

삶을 배우고자 하다가 편력에 나선다는 점에서 역시 수업기와 편력기의 연접으로 

이루어진 연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파우스트 연작에서는 삶의 수업 과정이 사

회적 일탈로 끝나고, 그 일탈을 기점으로 하여 넓은 세계로 나가 제약 없는 자유 

속에서 삶을 체험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편력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최인훈과 조이

스의 연작과 상통한다. 『파우스트』 2부 역시 서사적 전개는 편력기 특유의 방만

한 원심적 전개를 특징으로 한다.55) 모레티는 『파우스트』 2부를 『율리시즈』와 함

께 대표적 세계텍스트로 꼽는다. 

그러나 조이스와 최인훈의 연작은 작가의 자전적 작품이라는 점에서, 즉 작

가의 자전적 분신이 작가 당대의 사회 현실을 직시하며 자기 길을 찾는 서사라는 

점에서 완전한 허구인 괴테의 두 연작과 차별된다. 또한 조이스와 최인훈의 연작

은 예술가를 지향하는 수업과 편력의 역정이라는 점에서도 괴테의 두 연작과 다

르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는 원래 제목이 ‘빌헬름 마이스터의 연극적 

사명’이었으나, 긴 집필 과정에서 연극은 자아실현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수업 과

정과 사회공헌의 수단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파우스트 박사의 편력

은 자유로운 자아실현의 서사라는 점에서 조이스와 최인훈의 연작과 상통하나, 

그 실현이 목적하는 바는 상반된다. 파우스트 박사는 서구 근대의 확장 지향적 

체제를 추수하는 반면에 조이스와 최인훈의 연작은 그 확장 지향의 피해자측이 

그 피해 과정에서 훼손된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모색과 방황과 결의의 서사이

다. 또한 『서유기』는 『파우스트』 2부의 환상 편력기라는 장르를 승계하나, 『파우

스트』 2부의 편력 세계가 신화의 세계인 데 비해 『서유기』의 편력 세계는 당대 

사회 현실과 역사라는 점에서 차별된다. 

괴테의 연작들보다 5백 년 가량 앞선 단테의 『새로운 인생』과 『신곡』도 각각 

55) 엘먼은 조이스가 동생 스태니슬로스에게 『율리시즈』는 아일랜드의 파우스트를 묘사하

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스태니슬로스의 1907년 11월 10일 일기), 스튜어트 길벗에게  

브록켄산(山)과 코헨 부인의 매음굴(「키르케」 에피소드)과의 공통점들을 인정했다고 밝

히고, ‘부정의 정신’ 메피스토펠레스가 멀리건의 형상화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

적한다 : 리처드 엘먼/ 전은경 역, 『제임스 조이스』 I, 책세상, 2007, p.47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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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과정과 편력 과정을 제시하는 작품이다. 두 작품은 단테가 연작으로 쓴 것

은 아니나, 수용사에서 그 연속성으로 인해 함께 읽을 필요성이 강조되며 연작처

럼 읽혀왔다. 『새로운 인생』은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향한 사모(思慕)의 역정을 일

련의 자작(自作) 연시(戀詩)와 그 해설을 통해 순차적으로 재현한 작품으로서, 예

술가 지망생이 일인칭으로 쓴 문학적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의 

말미에서 단테가 보는 환상은 『신곡』의 세계를 미리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볼 때 결어에 해당하는 말, “그녀에 관해 여태껏 어느 여인에 관

해서도 써진 적이 없는 바를 쓰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56)는 단테가 막연하게나마 

『신곡』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신곡』도 일인칭 주인공의 서사일 

뿐 아니라 작중에서 주인공이 ‘단테’로 직접 호명57)되는 단테의 자전적인 작품이

다. 단테의 두 작품은 예술가 서사라는 점에서도 두 현대작가의 연작과 일치한다. 

단테 역시 전체 저작을 통틀어 세계 속의 자기 사회와 자기 사회의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의 시작(詩作)에 대해 쓴 작가라는 점에서 그의 작품세계는 최인훈과 조

이스의 작품세계와 같은 맥을 이룬다. 『새로운 인생』은 당대로서는 혁신적인 표

현 시도인 자기 사회의 지방어로 쓰인 작품으로 인정되며, 『신곡』은 문학적으로 

전위적인 동시에 작가 당대 사회를 국제적 관계 속에 파악하며 비판한다는 점에

서도 조이스와 최인훈 문학의 전위성과 당대성과 상통한다. 조이스와 최인훈은 

권력다툼의 세계에서 어느 파벌에도 편중되지 않는 단테의 사회 비판과 집권 권

력에 굴복하는 대신 기약 없는 망명 생활을  감수한 평생의 망명 생활에 동류의

식을 밝히며, 이를 작품 속에서 드러낸다.58)

『신곡』은 현실 비판과 혁신적 형식으로 인해 서구 근대문학의 효시로 간주되

며, 이 두 특성은 바로 『율리시즈』와 『서유기』를 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대표

적 특성이기도 하다. 『신곡』은 당대 세계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재현

56) 단테 알리기에리/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영역(英譯)/ 박우수 역, 『새로운 인생』, 민음

사, 2005, p.107.

57) 연옥편 제30곡 55행에서 베르길리우스가 떠나서 단테가 울고 있을 때 베아트리체가  

그의 이름(‘단테’)을 부르며 나타난다. 

58) 조이스는 학창시절 단테 탐구자로 알려지며, ‘더블린의 단테’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조이스와 단테의 관계는 다양한 연구 업적에 의해 확인된다.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

의 一日』 제4장의 제목은 「위대한 단테는」이며, 여기서 최인훈의 자전적 소설가 구보씨

는 꿈에 단테를 만난다. 특히 조이스와 최인훈은 단테의 망명자로서의 삶에서 작가의 

운명을 공감한다. 조이스는 실제 스스로 타국에 나가 살면서 망명자와 같은 생활을 했

고, 최인훈은 자신의 피난민으로서의 삶을 단테와 같은 명명자의 삶 또는 유적(流謫)의 

삶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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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에서도 『율리시즈』와 『서유기』와 상통한다. 플로렌스 최고위급 정치 지

도자였던 단테는 해외 용무 중에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추방당한다. 단테의 당대

에 플로렌스는 정치파벌들 간의 합종연횡의 야합과 세력다툼, 영토 확장을 위한 

이웃 국가들 또는 교황과의 결탁이나 배신 등으로 극도로 분열되고 정의가 결여

된 사회이다. 단테는 굴복을 전제로 귀국을 허용하겠다는 집권세력의 제의를 거

부하여 유랑 끝에 객지에서 사망한다. 망명 중에 쓴 『신곡』에서 단테는 스스로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환상 편력의 도정에

서 각양각색의 죄인들과 함께 교황들을 위시하여 많은 부정한 현실 권력자들과 

마주치며, 이로써 기독교적 세계관의 세계와 플로렌스와 그 일원을 무대로 하는 

현실의 권력다툼의 세계를 동시에 그려낸다. 『신곡』은 세계를 총체적으로 재현한

다는 평가를 받으며, 『율리시즈』도 같은 의미에서 ‘현대의 『신곡』’으로 불린다. 

최인훈 연작도 당대 한국 사회를 세계사의 맥락과 세계 권력구조 속에서 제시하

는 작품으로서, 역시 세계를 총체적으로 재현한 작품이다.  

『신곡』은 주제와 서사 양면에서 괴테의 편력기보다 두 현대작가의 편력기와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신곡』은 ‘어두운 숲’에서 헤매던, 즉 스티븐과 

독고준처럼 자신의 지향에서 일탈하여 방황하던 단테가 30대 중반에 숲에서 벗어

나 시작하는 편력의 이야기다. 『신곡』의 편력은 자기 길에서 벗어난 단테가 다시 

사회 현실 또는 역사를 마주하며 자기 사회의 문제와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새로

운 출발을 준비하는 역정이라는 점에서 『율리시즈』 및 『서유기』의 편력과 상통한

다. 단테의 편력은 목요일에 시작해서 목요일에 끝나고,59) 스티븐의 편력 역시 목

요일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일의 일치는 조이스의 작품 전반에 산재하는 단편

적(斷片的) 인유(引喩) 방식 중의 하나이다. 『율리시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스티븐이 자신의 처지를 ‘쓰디쓴 남의 빵을 씹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신

곡』의 인유이다.60) 그러나 『신곡』은 환상 속에서 역사를 오르내리며 실재했거나 

59) 『신곡』 초두에서 단테는 목요일에 길을 나섰다고 말하며, 실제 편력은 그가 금요일 아

침에 깨어나면서 시작된다.   

60) “Now I ate his salt  bread”, Ulysses, New York: Vantage Books, 1986, p.17, 

제1 에피소드 631행 : 스티븐이 자신의 적빈의 삶, 친구 멀리건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굴욕을 당하는 삶을 이렇게 생각함.

    『신곡』의 천국편 제17곡에서 단테의 조상 카치아구이다가 앞으로 단테가 겪게 될 망

명생활의 괴로움을 예언하면서, “남의 빵이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함: Don 

Gifford with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1988,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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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하는 인물과 만나는 편력이라는 점에서 『서유기』의 환상 편력과 더욱 밀접하

게 연결된다. 『신곡』은 다양한 입장의 인물들과 차례로 만나는 정신적 편력기라

는 점에서도 『서유기』와 상통한다. 『신곡』에서 단테의 지옥과 연옥을 통과하여 

천국에 이르는 편력이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전개되듯이, 『서유기』에서 

독고준의 남한과 북한에서의 현실과 역사 편력도 극히 짧은 시간, 불과 몇 분 사

이에 이루어진다. 최인훈은 자신에게는 “단테가 가졌던 ‘천국편’의 마련이 없었”

다며, 『서유기』를 “‘나의 지옥편’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한다.61)

단테 또는 『새로운 인생』과 『신곡』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존재는 단테의 현실과 작품 속에서 뮤즈이자 구원의 여성성의 역할을 하는 베

아트리체일 것이다. 『새로운 인생』은 단테가 베아트리체라는 여성을 향한 연시(戀

詩)들과 그 창작 배경에 대한 해설을 통해 자신의 청년기의 삶과 시적(詩的) 성장

을 제시하는 작품이다. 『초상』의 스티븐과 『회색인』의 독고준도 각각 엠마 클러

리와 김순임이라는 ‘뮤즈’를 갖는다. 『새로운 인생』의 원제(原題) ‘la vita nuova’

는 한국어 번역본 제목으로 이용되는 ‘새로운 인생’ 또는 ‘신생(新生)’이라는 의미 

외에 ‘젊은 시절’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과 제

목이 상통한다. 단테에게 청춘의 뮤즈이던 베아트리체는 『신곡』에서는 방황하는 

중년의 단테를 삼계(三界) 편력에 나서게 주선하고, 그가 천국의 직전 단계에 이

르러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자 그를 직접 천국으로 이

끌어주는 ‘구원의 여성성’이다. 이로써 베아트리체는 『새로운 인생』에서도, 『신

곡』에서도 서사 전개를 추동한다. 이에 비해 스티븐과 독고준은 『초상』 또는 『회

색인』에서 사회로 나가기에 앞서서 각자의 뮤즈 엠마 또는 김순임과 스스로 결별

한다.62) 단테의 『새로운 인생』과 『신곡』에서 괴테의 『파우스트』 연작으로 이어지

는 천국으로 이끄는 구원의 여성성은 기독교의 구원 신화가 의미를 잃은 현대의 

조이스와 최인훈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후 스티븐과 독고준이 갈망하는 여성성

은 풍만하고 부드러운 육체성이다. 스티븐은 중세 할렘의 꿈을 꾸고 홍등가를 할

렘과 같은 의미로 찾아가며, 환상 편력 중인 독고준은 중학시절 공습 대피 중에 

61)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길에 관한 명상』(최인훈 전집 13), 문학

과 지성사, 2010, p.24.

62) 스티븐은 출국에 앞서서 엠마와 거리를 취하며 관계를 접고, 독고준은 현호성의 집에 

입주하기에 앞서서 김순임에게 거리를 보이며 돌아선다. 독고준은 현호성의 집 별채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에게 현호성은 당대 정경유착의 화신이고, 그 가정은 ‘생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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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뜨겁고 풍만한 가슴으로 품어줬던 여성을 향해 고향을 찾아간다. 이때 이

들에게 여성의 육체성은 물리적 또는 성적(性的) 의미를 넘어 원천적 결여를 채워

주고 새로운 삶의 시작 또는 예술의 생성을 가능케 하는 에로스의 의미를 지닌

다.    

또한 편력을 돕는 길잡이의 역할도 단테에서 조이스와 최인훈에 이르는 사이

에 여성성과 유사한 변화를 겪는다. 『신곡』에서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의 편력을 

곁에서 돕듯이, 『율리시즈』에서는 레오폴드 블룸이 스티븐의 편력을 돕고 『서유

기』에서는 역장(驛長)이 독고준의 편력을 동행하고 지원한다. 베르길리우스는 기

독교 이전의 사람으로서 기독교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단테를 천국까지 인도하

지는 못하나, 그 직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겁을 먹거나 주저하는 단테를 직접 돕

거나 격려하여 천국을 향한 편력을 멈추지 않도록 한사코 돕는다. 이에 비해 블

룸과 역장의 역할은 조력자에 한정되며, 특히 베르길리우스와 반대로 스티븐 또

는 독고준이 이상(理想)을 향해 매진하는 것을 염려하거나 만류한다. 블룸은 스티

븐이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룬 후 예술가 이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구상하며 스티븐에게 자기 집에 머물라고 제안한다. 역장은 블룸보

다 더 현실 우선주의자이며 독고준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는 독고준

을 현실에 안주시키기 위해, 편안히 살도록 부단히 애쓰며, 독고준이 편력을 강행

하면 마지못해 동행하여 돕고, 대단원에서도 독고준에게 다시 현실 안주를 설득

하다가 그가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알게 되자 가라고 등을 밀어준다.63) 20세기

의 전위적 작품 『율리시즈』와 『서유기』에는 『신곡』에서와 달리 이상(理想)을 향

해 가는 주인공의 길을 전력으로 돕는 멘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멘토들은 현실에 우선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거론된 단테의 두 작

품과 스티븐 연작 및 독고준 연작과의 공통점들과 차이점들은 이들 사이의 특유

한 상호텍스트적 관계 또는 두 현대 작가가 각각 시도한 단테 작품의 패러디 양

상을 드러내준다.

요컨대 스티븐 연작과 독고준 연작을 교양소설과 편력기의 연접으로 보는 시

63) 역장은 자신의 역(驛)을 철도운행망에서 분리하여, 철길 사이에까지 해바라기를 심으며 

역 전체를 정원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그는 독고준이 기차역에 도착한 이후 사랑한다

며, 함께 살기를 때론 위협적으로까지 강권하며, 현장법사가 손오공의 머리에 씌운 철

테를 연상시키는 것을 팔에 걸고 다닌다. 독고준과 북한 영역에 들어간 이후 대단원에 

이르기까지는 입에서 핏줄기를 흘리면서 독고준을 붙잡는다. 이는 드라큘라를 가리키는

데, 이때 드라큘라는 독고준에게 사랑을 전파하려는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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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문학사 속에서 수업과 편력으로 이루어지는 연작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이 전통 속에서 교양소설과 편력기의 연작 또는 수업기와 편력

기의 연작은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 점차 세계텍스트로 확장되는 것

으로 확인된다. 최인훈에게는 이 문학사적 전통 속에서 조이스 역시 선배 이다. 

엘리엇은 『율리시즈』의 문학사적 위상을 “현시대(現時代)가 찾은 가장 중요한 표

현”이며, “우리 모두가 빚지고 있고, 그로부터 우리 중 아무도 도망칠 수 없는 

책”이라고 규정한다.64) 조이스는 최인훈에게 한편으로는 반(半)주변부65)라는 유사

한 여건 속에서 자신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지닌 작가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

사에서 하나의 첨단을 개척한 현대 고전의 작가로서 고찰과 도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두 현대작가의 연작은 수업기와 편력기의 접합으로서 문학사적 연속성을 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파격적인 혁신을 꾀함으로써 전통을 넘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전위 문학의 면모를 보여준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두 

연작은 우선 편력기 속에 예술가 (지망생)의 개인 드라마를 직조하고, 공통되는 

새로운 형상화 수단, 즉 새로운 문학장치로서  다성성과 의식의 흐름 등을 도입

한다. 그리고 최인훈은 의식 활동의 재현을 조이스의 의식의 흐름보다 더욱 다층

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의식 활동의 표현을 청각 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로 확

대한다. 새로 도입된 문학장치들은 특히 편력기의 경우 극도의 시간적, 공간적 압

축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서사 지평을 입체화하고 확대하는 데 기

여한다. 의식 재현의 매체를 통해 편력기는 광활한 공간적 이동에 추가하여 광대

한 내적 공간을 재현하게 되는 반면에 극도로 압축된 시공간 속에 세계 전체를가 

담게 된다. 이는 두 연작을 백과사전적이고 초국적인 작품, 즉 프랑코 모레티가 

말하는 ‘세계텍스트’로 만든다. 

본고는 모레티의 세계 경제체제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보다 확대한 세계텍스

트 개념을 상정하고, 조이스와 최인훈의 연작들을 세계텍스트로 규정한다. 근대 

64) I hold this book to be the most important expression which the present age 

found; it is a book to which we are all indebted, and from which none of 

aus can escape. : T. S. Eliot, “Ulysses, Order, and Myth”(in the Dial, 75, 

Nov.1923), Critical Essays on James Joyce, edited by Bernard Benstock, 

Boston: G. K. Hall & Co., 1985, p.25.

65) 임마누엘 월러스틴이 『근대 세계체제』에서 사용하는 경제권 개념인 중심부, 반(半)주변

부, 주변부를 프랑코 모레티는 자신의 ‘근대서사시’와 ‘세계텍스트’의 이론 전개에 이용

한다. 본고가 모레티의 ‘세계텍스트’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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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국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지배와 영향 속에 세계가 하나의 체제 속에 편입

됐으며, 이 하나의 체제는 모레티가 말하는 경제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면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이러한 세계 체제에

서는 스티븐의 더블린이나 독고준의 서울 또는 W시(‘북한의 수도’)와 같은 한 도

시 속에 이미 이러한 초국적 세계 전체가 작용하고 있으니, 바로 그것이 응축된 

형태의 편력기라는 형식이 나오게 된 현실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조이스와 최인훈이 도입한 의식 재현 매체를 통해 외적 편력이 응축된 내적 

편력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적 변화로서의 수업기와 외적 이동으로서의 편력기 사

이의 이분법도 완화되기에 이른다. 수업은 어떤 의미에서 편력이고, 편력 역시 수

업의 연장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수업기의 자아 형성 과정에도 세계텍스트가 

내재되어 있고, 편력기에도 자아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세계텍스트 개념을 제안한 모레티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측

면이다. 모레티는 전통적 편력기 –그에 따르면 서사시 또는 세계텍스트- 속의 주

인공을 단순히 다양한 모험,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구실로밖에 인식하지 

않는다. 모레티에게 『파우스트』 2부는 백과사전적이고 서사시적이며, 1부의 주인

공 파우스트와 2부의 주인공 파우스트는 동일한 인물이 아닌 셈이다. 2부의 파우

스트는 세계텍스트의 잡다함을 묶어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뿐이다. 이와 마찬

가지로 그는 『초상』과 『율리시즈』 사이의 연속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율리시

즈』의 주인공을 레오폴드 블룸으로 파악하면서, 블룸이 세계텍스트를 전개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초상』에서 전개된 스티븐의 이

야기는 『율리시즈』에서 일관되게 이어지면서 작품의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블룸

의 편력 역시 무의미하고 무작위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심

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의 수업기와 정체성 재확인 과정의 편력기 사이의 연속

성은 최인훈 연작에서 독고준을 통해 좀 더 뚜렷한 모습을 드러낸다. 두 연작에

서 개인적 운명을 중심으로 한 서사적 전개의 상응 관계가 편력기를 수업기 혹은 

예술가소설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면, 다성성이나 의식의 흐름과 같

은 의식 활동 재현의 장치들은 수업기 역시 일종의 내적 편력의 장으로 변화시키

면서 편력기에서 펼쳐지는 본격적인 서사시적, 백과사전적 세계텍스트를 준비하

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론할 것은 편력기로서 『율리시즈』와 『서유기』가 서양과 동양 

문학에서 최고의 편력기 고전 『오뒤세이아』 또는 『西遊記』와 맺는 관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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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율리시즈』와 『서유기』는 그 제목이 전시적으로 드러내듯이 각각 호머의 

『오뒤세이아』와 명나라 오승은(吳承恩)의 『西遊記』를 패러디한 작품이다. 호머와 

오승은의 생존연대는 2천 년 이상 차이가 난다. 호머의 존재에 대해서는 주지하

다시피 다양한 추측이 존재하며, 그의 생존 연대 추정도 기원전 12세기에서 기원

전 8세기에 이르까지 다양하다. 오승은은 16세기 명나라의 실존인물이다. 그러나 

호머와 오승은의 생존연대에 비해 『오뒤세이아』가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기와 오승은의 『西遊記』 창작 연대는 현격히 가깝다. 호머의 텍스트들이 유럽

세계에서 재발견된 것은 르네상스시기이며, 13세기 前後에 살았던 단테도 『오뒤

세이아』를 읽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승은의 『西遊記』는 7세기 현장법사

의 實話(실화)를 바탕으로 전승돼온 이야기들을 집대성하여 창작한 것이다. 현장

법사의 서역행 이야기가 오승은에 앞서서 꾸준히 전승돼 왔음을 감안할 때, 유럽

과 한자문화권을 각각 대표하는 오뒤세우스의 편력담과 현장법사의 편력담은 각

각의 문화권에서 동시적으로 다양한 이본(異本)을 통해 알려져 있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두 고전 편력기, 호머에게서 유래하는 『오뒤세이아』와 오승은의 『西遊記』와 

두 현대 편력기, 조이스와 최인훈의 편력기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우선 고전 편력

기들이 신화적 또는 신귀적(神鬼的) 존재들을 극복하는 모험의 역정으로 이루어지

는 데 비해 두 현대 편력기는 현실을 문제 삼는 편력기라는 점이다. 『율리시즈』

는 문자 그대로 일상적 현실 속에서 전개되며, 『서유기』는 『오뒤세이아』와 『西遊

記』 그리고 『신곡』의 환상성을 전위적으로 전유하여 환상 공간에서 현실과 실제 

역사를 다룬다. 이 같은 최인훈의 서양 고전의 전위적 전유는 『회색인』 제10장에

서 독고준이 희랍 고대극을 원형무대에 올린 한 대학의 연극 공연을 보고나서 갖

는 생각에서도 확인된다. 독고준은 희랍 인물들이 20세기 한국의 관객들 사이에 

있다가 등장하고 다시 그 사이로 퇴장함에 따라 분위기가 어색하고 희극적이 됨

을 느끼고, 원형무대를 국내 창작극을 올리는 새로운 실험으로 수용했더라면, 즉 

전위적으로 전유했더라면 희랍극의 전통적 수용이 유발한 이질감 대신 무대와 관

객 간의 공감이 이뤄지는 효과와 의미가 성취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66)  

『율리시즈』는 서구 서사문학의 원천으로 간주되는 『오뒤세이아』의 구조를 승

계하면서 각 에피소드의 서사 전개와 주제를 전복에 가깝게 변전(變轉)시킨 패러

66) 최인훈, 『회색인』(최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8[1977], p.2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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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이다. 조이스는 소년시절 『율리시즈』를 처음 읽은 이후 그에 매료돼 있었음을 

여러 사람에게 밝혔다. 그는 『율리시즈』의 완성에 앞서 연재하던 당시 작품에 대

한 논의가 분분하자 카를로 리나티에게 작품 계획표를 보내면서 작품의 기획에 

관해 “나의 의도는 신화를 우리 시대의 형태 위에 놓는 것”이라고 말한다.67) 조

이스는 『율리시즈』를 연재할 당시 각 에피소드에 그에 상응하는 『오뒤세이아』 각 

권의 제목을 붙였다. 단행본으로 출간할 때 그는 이 소제목들을 없애고, 일련번호

를 붙인다. 이후 작품의 난해성이 문제되고 공격당하기도 하자 그는 몇몇 지인에

게 다시 『율리시즈』의 에피소드들과 『오뒤세이아』의 권명(券名)들을 대비시킨 해

설 도표를 제공한다. 『오뒤세이아』와 『율리시즈』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율

리시즈』가 『오뒤세이아』를 바탕 텍스트 삼아서 쓴 작품임을, 즉 『오뒤세이아』를 

패러디한 작품임을 조이스 자신이 직접 밝힌 것이다.  

『西遊記』는 당나라 현장법사가 왜곡과 오류가 난무하는 번역 불경이 통용되

는 사태를 바로잡고자 원전(原典)을 구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겪으며 서

역(西域), 즉 인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역정을 보여주는 편력기이다. 『서유기』는 

독고준이 자신의 정체성의 원점인 고향에 갔다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편력기

이다. 『서유기』에서 독고준의 고향 편력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필생의 목적으

로 제시된다.68) 『西遊記』와 『서유기』 둘 다 혼란한 사회에서 원래의 것을 찾아 

나선 편력기라는 점에서 일종의 ‘원본(原本)’ 구(求)하기의 편력기라고 할 수 있

다. 두 편력기는 ‘원본 구하기’가 편력자의 개인적 목적인 동시에 사회적 사명의

식의 발로라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최인훈은 『서유기』의 창작에 앞서 『西遊記』을 심도 있게 탐구했으며,  자신

의 창작 『서유기』가 『西遊記』의 후예임을 여러 방법으로 부각시킨다. 그는 『회색

인』의 초두에서 독고준을 통해 김학과 대화 중에 ‘우리’를 서양과 대비시키며 “손

오공의 후예”라고 칭한다.69) 앞서 거론했듯이, 『회색인』의 제12장은 독고준이 아

버지로부터 들은 선조들이 살았다는 도시를 찾아갔다 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독고준은 이 여행을 자신의 ‘서유기’라고 칭한다. 그는 어디 갔다 왔느냐는 이유

정의 물음에 “서유기를 갔었지요”라고 답하고, 이유정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

67) 조이스의 1920년 9월 21일자 편지 : 리처드 엘먼/ 전은경 역, 『제임스 조이스』 II, 책

세상, 2002, p.989.

68) 독고준은 고향의 초입에 이르러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를 색출하여 처형

하라는 공산정권의 선동 연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간다.

69) 최인훈, 『회색인』(최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8[1977],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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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손오공의 서유기(西遊記)지 무슨 서유길까”라고 설명한다. 『서유기』에서

는 역장이 독고준과 이야기할 때 손오공을 길들이는 현장법사의 철테와 비슷한 

것을 팔에 걸고 다니는 등 『西遊記』의 인유가 다수 등장한다. 무엇보다도 『서유

기』에서 독고준은 그의 사회철학이자 예술가론인 ‘공간론’ 속에서 『西遊記』에 대

한 일종의 작품론을 분석적으로 전개하며, 『西遊記』를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철학적, 종교적으로 서구문화의 것과 대등한 것으로서 맞세운다. 

『西遊記』의 사상은 깊다. 손오공을 다루지 못해서 부처들에게 응원을 청

하러 가는 마귀들은 극락의 연못에 있던 고기이기도 하고, 말이기도 하

고, 기르던 새이기도 하고, 고양이이기도 하고, 오래 가까이 두고 쓰던 

물건들이기도 하는 그 이야기에는 깊은 사상이 있다. (...) 생명이 없는 

물건이, 혹은 제 분수를 넘은 동물들이 부처의 뜰에서 도망쳐 나와 소동

을 피운 끝에 부처의 호통 한마디로 쥐구멍을 찾듯 본모습을 드러낸다는 

그 이야기는 훌륭한 자연철학이며, 논리학이며 신학(神學)이다. (...)그대

로 기독교의 창조 · 죄 · 구원의 이야기 아닌가. 『西遊記』는 위대한 책  

        이다.(『서유기』70), p.221.)   

또한 최인훈은 『西遊記』를 일찍이 본격적으로 탐구해온 것으로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창작 『서유기』를 쓰기에 앞서서 『西遊記』를 2백여 쪽으로 압축하여 『불교

신문』에 연재, 출간하기도 했다. 후에 문학과 지성사의 전집 제9권에 실린 이 압

축본 『西遊記』의 서문에서 그는 대중적 편력기의 서문으로서는 다소 특이하게 

“『西遊記』는 소설로 쓴 소설 글”이라는 작품론을 펼친다.71) 손오공의 분신 만들

어내기와 작가가 작품에서 분신을 만들어내는 일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한 것이

다. 『화두』에서 최인훈은 자신의 창작 『서유기』에 대해 “중국 소설 『西遊記』의 

틀을 이용”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다.72) 이상과 같은 최인훈의 『西遊記』에 대한 

오랜 탐색과 분석의 역정은 유럽의 극서(極西)에서 조이스가 유럽 서사문학의 원

천인 『오뒤세이아』를 전위적으로 승계했듯이 그가 한자문화권의 대표적 편력기 

70) 이후 『서유기』의 인용 페이지 출전 : 최인훈, 『서유기』(최인훈 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6[1977], p.221.

71) 최인훈, 『총독의 소리』, (최인훈 전집 9). 문학과 지성사, 1999[1980], p.219.

72) 최인훈, 『화두』 II, 문이재, 2002,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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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西遊記』의 전위적 승계자를 자임하려는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 왔음을 드

러낸다. 

한편 『서유기』는 필사적(必死的) 귀향의 편력기라는 점에서 그리고 귀향이 

한 여성을 향해 가는 역정이라는 점에서, 서사와 주제가 『오뒤세이아』와 상통한

다. 오뒤세우스의 귀향을 단순히 빼앗길 위기에 있는 자기의 권력과 재산과 배우

자를 찾겠다는 현실적 욕망의 의미를 넘어서 위협받는 자기의 권리를 찾고 자기

를 주장하기 위한 역정으로 본다면, 오뒤세우스의 귀향 목적은 독고준의 귀향 목

적, 즉 자기 정체성의 원점을 회복하려는 귀향 목적과 상통한다. 환상 편력기 장

르로서도 『서유기』는 『西遊記』는 물론 이렇게 『오뒤세이아』와도 연결된다. 

『율리시즈』와 『서유기』는 두 고전 편력기의 편력 공간을 신화 세계에서 당대

의 현실 세계로 옮긴 패러디이다. 그리고 오뒤세우스와 현장법사의 편력이 물리

적인 시험을 통과하는 모험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스티븐과 독고준의 편력은 

정신적인 역정이다. 조이스에게도, 최인훈에게도 패러디는 그 대상 작품을 희화화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것은 고전적 전통의 상징성을 현대적 상황에 적

합하게 변용시켜 계승하며 다시 살리는 작업이다. 전위적 전유(專有)란 바로 그러

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혁신을 위해 전통을 부정하고 파괴하

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 전통을 재창조하는 데 의의를 둔다. 그렇게 하여 조

이스와 최인훈은 두 고전 편력기를 전위적 현대소설로 환생시킨다.

이상에서 논의된 조이스와 최인훈의 유럽 근대문학의 대표적 고전의 승

계, 나아가 유럽 서사문학 원천(源泉)의 승계는 유럽 주류문화로부터 먼 극서(極

西)의 식민지 출신 작가 또는 문화권이 전혀 다른 극동(極東)의 후식민지 출신 작

가의 도전과 성취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2.3. 『서유기』의 비교연구사에 대한 보론

앞서 소절(小節) 2.1.에서 논의됐듯이 최인훈이 세계문학을 광범하고 심도 있

게 읽고 그의 대표적 창작기법이 패러디임에도 불구하고, 최인훈의 작품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은 극히 드물다. 그중 『서유기』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이 그래

도 많은 편이나, 그 사례 역시 극히 제한적이고 내용에 있어서도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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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기』를 『오뒤세이아』나 『西遊記』에 견주는 비교문학적 시도는 미미한 편

이다. 『서유기』를 『오뒤세이아』에 견주는 사례는 본격적 연구라기보다 단편적 언

급에 머무는 수준으로서, 편력기로서의 공통성을 지적하며 『오뒤세이아』가 갖는 

문학사적 상징성에 『서유기』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서유기』를 『西遊記』와 비교하는 시도는 『오뒤세이아』에 견주는 시도들보다 조금 

더 진지한 것이지만, 역시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오뒤세이아』에 견주는 시도들

보다 크게 다른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유기』를 『西遊記』를 비교하는 시

도들에서 빠지지 않는 것 역시 고전 대작(大作)을 승계하는 최인훈의 문학사적 도

전을 강조하는 것이며, 상호텍스트적 관계에 대한 분석적 고찰에는 기본적 미흡

함을 드러낸다. 김성렬의 연구는 『서유기』를 『오뒤세이아』와 『西遊記』와 비교한

다.73) 그는 『서유기』를 『西遊記』의 공관(空觀)을 공유하는 패러디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율리시즈』를 “진리를 향한 구도의 역정기라는 측면에서” 『오뒤세이

아』의 패러디라고 본다. 그리고 그는 최인훈이 “『율리시즈』에 버금가는 동양적 

구도의 여정기로서 『서유기』를 창작했다”고 주장한다. 이 거시적 비교 시도는 우

선 『오뒤세이아』와 『율리시즈』에 대한 파악이 작품의 실제와 멀다는 결함을 드러

낸다. 그러나 비교문학적 고찰 부분을 떠나서, 『서유기』가 현실에 대한 의식을 

“통역사적으로 교직”한 것이고 “대하소설을 능가하는 방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작품이라는 논평74)과 “매우 리얼한 작품”라는 지적75)은 명쾌한 통찰이다. 이는 

『서유기』를 여타의 환상문학과 같이 치부하는 연구들은 물론 대부분의 리얼리즘 

관점의 논의들이 보여주는 한계를 벗어난 통찰이다. 김미영의 연구는 『서유기』가 

‘혼성적 패러디’라는 전제 아래, 『서유기』를 『西遊記』 외에 『오뒤세이아』, 『신

곡』, 한국 고소설 임제의 『원생몽유록(願生夢遊錄)』 등과 비교함으로써 그 형식적 

측면과 주제적 측면을 함께 분석한다는 거시적 목표를 내건 시도이다.76) 이  시

도 역시 『서유기』의 패러디로서의 특징에 대한 구체적 지적 없이, 독고준이 석왕

사역(驛)에 세 번 회귀했음을 근거로 『서유기』가 『오뒤세이아』, 『신곡』, 『西遊記』

의 편력을 나선형 여행구조로 변형시켰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 속에 마무리된

73) 김성렬, 「한국적 문화형의 탐색과 구원 혹은 보편에 이르기 – 최인훈의 『서유기』 연구

-」, 『우리어문연구』 22집(p.274-308), 2001, p280, 304. 

74) 앞의 책, p.283.

75) 앞의 책, p.304.

76) 김미영, 「최인훈의 『서유기』 고찰 – 패러디와 탈식민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32집(p.175-207), 2004,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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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성열과 김미영의 고찰은 형식 또는 서사전개를 밝히겠다는 목표를 공유한

다. 이들이 드러낸 한계는 『서유기』 연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서유기』

의 복잡한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나온 이정석의 논문 「최인훈의 5부작 속 『서유기』 읽기」77)는 『서유기』

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서유기』에서 정체성이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

인 것의 통합으로서 실현된다고 지적하는 것으로서, 이 점에서 이전 연구들의 서

사 분석에서 크게 진일보한 것이다. 그의 논문은 『서유기』의 난해성과 기존 연구

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으로써 시작된다.

『서유기』는 최인훈 소설 중 가장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은 채 별다른 조

명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많지 않은 연구들도 과도한 억측과 주관적 해

석으로 말미암아 텍스트 이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78)

이정석은 『서유기』의 패러디적 특성 역시 “특정 작품의 내용이나 모티프의 패러

디라기보다 서사 구성의 원리라고 정확하게 포착한다. 그러나 이때 서사 구성의 

원리를 ”환상성의 패러디”79)라고 규정하는 것은 다소 추상적 고찰이며, 그는 작

품 분석에 있어서도 이전 연구들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의 기존 연구들과

의 차별성은 『서유기』의 패러디를 작가 당대의 현실의 문제를 바탕으로 작가의 

리얼리즘에 대한 반발과 예술관이 요구한 필연적 형식으로서 설명80)하는 것이다. 

그는 『서유기』가 패러디로서 갖는 문학사적 의미를 “당대의 역사적 현실감각에 

입각해 동아시아의 고전을 창조적으로 재변용한 작품 중 하나”이며, “전통의 단

절과 식민지 근대성의 극복이라는 원대한 야망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이

77) 이정석, 「최인훈의 5부작 속 『서유기』 읽기」, 『현대문학이론연구』 58집(p329-352), 

2014. 이정석의 성취는 『서유기』를 단독으로 읽지 않고 최인훈의 이른바 5부작의 맥락

에서, 특히 『회색인』과의 접속관계 속에서 읽는 기획 속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78) 앞의 논문, p.330.

79) 앞의 논문 p. 331.

80) 이는 『화두』에서 최인훈이 『구운몽』 등의 환상 서사에 대해서 한 말을 이정석이 『서유

기』에 확대 적용한 것이다 :  “그 환상성과 부조리야말로 현실의 가장 사실주의적이고 

조리 있는 반영이었다. (...) 세상도 아닌 것을 세상처럼 그려서는 안 되지 않는가. 예술

의 마지막 메시지는 언제나 그 형식이다.”(최인훈, 『화두』 I, 민음사, 1994, p.339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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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타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西遊記』의 패러디가 

이뤄지는 “구체적 실천”의 양상을 분석하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서

유기』가 『西遊記』의 패러디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며, 다른 패러디 대상들

과 그 전유(專有) 방식들로서 『오뒤세이아』의 서사구조의 차용, 『신곡』의 순례역

정의 패러디, 「변신」의 패러디, 법정 장면을 비롯한 카프카 작품의 “분위기” 차용 

등을 든다. 그의 지적은 작품 분석이 결여되고 추상적 단계에 머무는 편이지만, 

작품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이며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타당한 지적을 최

인훈이 “목표와 실천 사이에 적잖은 괴리가 존재”함을 드러낸다는 주장의 근거로

서 제시한다.81) 최인훈이 실천에 있어서 서구(西歐)에 경도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서양 작품의 틀을 전유하는 것이 작가의 한계일 수 없다. 앞서 논의 

됐듯이, 최인훈은 독고준을 통해, 구보씨를 통해 문학의 형식은 국경을 넘어 동일

하고 영구불변함을 지적한다. 이것이 패러디 작가 최인훈이 세계문학사의 고전을 

전유하여 새로운 한국 문학을 개척하는 실험의 기저를 이루는 인식이며, 문학 연

구의 한 분과로서 비교문학의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이다. 최인훈은 『회색인』

과 『서유기』에서 이정석이 지적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많은 현대문학 작품들을 부

분적으로 패러디하거나 인유하며, 많은 경우 그 대상을 드러낸다. 이정석이 최인

훈의 패러디 대상을 다수 찾아낸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다. 『회색인』과 『서유

기』에서 최인훈은 패러디 대상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며 독고준의 문학관을 확인시

키는 것으로 보인다. 패러디 대상의 의도적 노출은 동일한 틀 속에 쓰인 자신의 

작품이 그로부터 얼마나 다른지 과시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회색인』과 

『서유기』가 발표된 지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 두 작품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

가 출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다름’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최인훈에게서 나타나는 세계문학적 영향을 서구에 대한 경도가 아

니라 작가 자신의 고유한 입지에서 세계문학의 전통을 전유하여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시도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81) 앞의 각주 이후의 인용과 설명의 출전은 이정석의 앞의 논문, p.335.



- 45 -

III. 예술가의 형성과 편력

위에서 스티븐 연작과 독고준 연작의 장르사적 맥락을 검토하면서 수업기와 

편력기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예술가소설이라고 정의하고, 편력기에 해당되는 �율

리시즈�와 �서유기�에서 특히 세계텍스트로서의 특성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양소설로서의 예술가소설이 일반적으로 사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회와 맞서기도 하는 개인으로서의 주인공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데 

반해,82) 편력기에서는 개인보다는 그가 마주하는 다양한 세계가 소설의 중심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술가 개인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고 세계를 독

자에게 보여주는 눈으로서의 역할만을 한다면 그것을 과연 예술가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프랑코 모레티는 이러한 논리를 극단화하여 �율리시즈�가 아예 

소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초국적 세계체제의 재현을 

목표로 하는 세계텍스트, 또는 그의 장르 개념에 따르면 근대서사시다. 그것은 개

인의 운명을 문제 삼는 근대소설과는 완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장르에 속한다. 하

지만 편력기는 언제나 양면성을 지닌다. �오뒤세이아�는 문명 세계 변방에 있는 

신화적 상상 세계의 주유기인 동시에 10년 동안의 온갖 난관과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을 영웅으로 입증하며 귀향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서유기� 역시 

현장법사 일행이 당나라에서 인도로 가는 역정의 온갖 신귀(神鬼)들의 세계를 펼

82) 예술가소설은 교양소설과 대립되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교양소설의 전개가 일반

적으로 청년의 사회화로 귀결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조이스와 최인훈 연작은 청년의 독

립적 가치 추구와 그에 따른 자아의 실현을 지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이다. 

이는 바로 프랑코 모레티와 페터 지마가 교양소설과 대립되는 예술가소설의 핵심 요소

로서 지적하는 특징이다. 

   모레티는 유럽 교양소설의 위기에 관한 논문에서 예술가소설의 핵심이 청년의 사회화로 

귀결되는 교양소설과 대조되는 저항과 소명의식에 있다고 지적하며, 『초상』을 그 예로 

든다 : Franco Moretti, “‘A Useless Longing for Myself’: The Crisis of the 

European Bildungsroman 1898-1914”, The Way of the World - The 
Bildungsroman in European Culture, London · New York: Verso, 2000(new 

edition), p.229-245. 번역본: 프랑코 모레티/ 성은애 역, 「‘자신에 대한 쓸데없는 갈

망’: 유럽 교양소설의 위기 1898~1914」, 『세상의 이치 – 유럽 문화 속의 교양소설』, 

문학동네, 2005, p. 413~440. 

   지마 역시 『초상』을 예로 들며, 예술가소설은 “자신의 재능을 깨닫고 환경의 몰이해에 

저항하며 예술가가 되어 가치를 제시하고자 결심하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한다”고 정의

하면서 예술가소설의 기본적 의미를 “소명의 이야기”로 규정한다 : Peter V. Zima, 

Der europäische Künstlerroman, Tübingen: Francke Verlag, 2008, p.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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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보이는 동시에 현장법사가 재주꾼이자 말썽꾼인 손오공을 다스려 돕게 함으로

써 생명을 위협하는 만난을 물리치고 불경 원전들을 무사히 중국으로 가지고 오

는 사명완수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문제는 무엇에 강조점이 놓여 있는가라

고 할 수 있으며, 모레티의 논리는 편력기가 함축하고 있는 개인의 이야기를 세

계 재현을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봄으로써 성립한다. 하지만 이미 언

급되었듯이, 본고에서는 �율리시즈�와 �서유기�를 세계 텍스트인 동시에 각각 �

초상�과 �회색인�에서 연속된 예술가소설로 파악한다. 두 작품에서 편력기의 양

면성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 않은 채 팽팽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리하

여 이 장에서는 스티븐 연작과 독고준 연작을 예술가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순차적

으로 분석하고 비교해볼 것이다. 

1. 사회관과 예술가관: 정체성 부재의 사회와 정체성 수호자로서의 예술가 

스티븐과 독고준은 자국 사회와 자국 문학에 대해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진

다. 이들은 자국 사회와 자국 문학이 외래의 힘에 의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배

되는 가운데 제 뿌리에서 유리되어 자기다운 모습과 방향을 잃었다고 판단한다. 

이들은 외래 힘의 지배에 순응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당대 자기 민족 또는 

자국의 집단운동 또는 시류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직시한다. 우선 이들은 동참

을 강요하는 집단의 압력을 거부하고 무비판적으로 집단에 순응하는 부화뇌동의 

집단 심리에 반발한다. 스티븐도 독고준도 정의를 자처하는 거창한 구호나 대의

명분에 압도되지 않으며, 그 진정성, 현실 부합 여부, 사회적 파장 등에 눈감지 

않는다. 이들은 자기 눈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판단을 

삶과 행동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며, 독자적 견해와 삶의 태도를 양보하지 않는

다. 이로 인해 이들은 주위 사람들이나 친구로부터 배척당하거나 반발을 사지만, 

이들이 자임하는 소명은 바로 집단이나 시류에 흔들리는 혼돈 속의 자기 사회가 

자각해야 할 정체성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잃고 난파될 위험에 처해 있는 자기 사

회의 정체성을 찾고 지키는 일이다.  

스티븐도 독고준도 자신을 여건 또는 환경, 즉 자기 사회의 산물로 인식한

다.83) 따라서 이들은 왜곡된 사회를 직시하고 바로 파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왜

곡되지 않은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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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지망생으로서 외래 힘의 지배와 그에 따른 정체성의 왜곡과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사회의 정체성을 제

시 또는 수호하고자 한다. 이들에게 사회적 왜곡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확보한 자기 정체성은 왜곡된 사회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전제가 된다.   

1.1. 사회관

스티븐의 사회관

스티븐 연작에서 스티븐이 사회를 자신의 시각에서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자

각적으로 비판하는 시기는 『초상』 제5장의 대학시절에서 『율리시즈』의 시간배경

인 1904년 6월에 이르는 시기로서, 20세기 벽두이다. 이때 아일랜드는 파넬의 실

각 후 10여 년이 지난 시기로서, 독립운동이 침체에 빠지고 게일어 부활, 전통 

스포츠 진흥, 문예부흥 등 문화운동을 비롯한 대안 운동들이 한창이던 시기이다. 

『초상』과 『율리시즈』에서 이 시기는 독립운동 진영의 와해, 독립운동가들과 가톨

릭 사제와 신자들의 갈등, 문화운동 진영의 폐쇄성과 배타성에 더하여 세계주의 

등이 목소리를 높이 혼돈의 시기이다.  

스티븐은 『율리시즈』의 첫 에피소드에서 자신을 “두 주인을 섬기는 하인”이

라고 말한다. 이는 영국인 아일랜드 민속학자 헤인즈가 그에게 “자기 자신을 해

방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자기 자신의 주인”인 것 같다고 말한 데 대

한 답변이다. 헤인즈는 스티븐의 지적(知的) 날카로움과 자기 집중적인 태도, 즉  

개인적 자질과 기질을 스티븐의 ‘자기 자신’으로 본 것과 달리, 스티븐은 ‘자기 

자신’을 사회적 여건 속의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그는 이에 앞서 『초상』 제5

장에서 친구 대빈과 다투는 장면에서 “이 민족, 이 나라, 이 삶이 나를 만들었

어”84)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사회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한다. 

83) 최인훈은 에세이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1979)에서 『서유기』에 대해 설명

하며 개인 속에 내재하는 사회에 대해, “개인에 있어서 ‘사회’라는 것은 프로이트가 말

하는 ‘초자아’의 형태로 개인의 의식 속에 모형이 ‘빌트-인 built-in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 최인훈, 『길에 관한 명상』(최인훈 문학전집 13), 문학과 

지성사, 2010, p.24.

84) 제임스 조이스/ 이상옥 역, 『초상』, 민음사, 2006[2001],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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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두 주인이 영국 주인과 이탈리아 주인이라고 부연하여 밝힌다. 영국

은 아일랜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배하는 식민종주국이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지칭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탈리아 주인, 즉 

가톨릭교회를 지배자로 간주하는 것은 당대 아일랜드 사람으로서는 문제적인 입

장이다. 가톨릭교는 천오백 년 가까이 거의 모든 아일랜드인이 믿어온 민족적 종

교로서 아일랜드인의 생활과 정신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일찍, 즉 이미 4세기에 성 패트릭에 의해 전체가 가톨릭화되고 7~8세

기에는 유럽의 신학을 선도하는 신학자들을 배출함에 따라, 가톨릭교는 아일랜드

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자부심의 바탕이기도 했다. 스티븐이 가톨릭 사회의 신앙 

압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해방시키려는 고투가 『초상』과 『율리시즈』에서 그의 

형성과 방황의 기저를 이룬다. 

스티븐이 ‘두 주인’의 지배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일찍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시기에 집안에서 벌어진 찰스 스튜어트 파넬의 실각과 사망을 

둘러싼 격론을 통해서이다. 파넬은 아일랜드인의 독립 여망을 최고조로 결집시킨 

아일랜드 독립운동사상 최대의 영웅이다. 그는 아일랜드 의회를 흡수한 영국 하

원에 진출한 아일랜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극심한 흉작을 계기로 분출된 소작

농들의 요구를 대변하여 1870년대 말 토지법 개정을 관철시킨 데 이어 1886년 

아일랜드 자치법안의 상정까지 관철함으로써 아일랜드인의 오랜 자치 열망을 곧 

현실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무관의 왕’으로 추앙받던 인물

이다. 1890년 그의 유부녀와의 사랑이 공개되자 그는 가톨릭 성직자들의 공격 속

에 동지들의 배신과 가톨릭교도인 민중의 이반으로 정치적 입지를 잃은 후 이듬

해 사망한다. 『초상』 제1장에서 아홉 살 즈음이던 스티븐은 가족의 크리스마스 

정찬에서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 케이시씨(氏)가 가톨릭 성직자들에 대해 영국 편

을 들어 파넬을 규탄하는 설교로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파넬을 실각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비난하고, 가정교사 단티 아주머니는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은 성

직자의 의무이며 하느님과 도덕과 종교가 무엇보다 앞선다고 맞서며 격돌하는 것

을 목도한다. 케이시 씨는 당국의 체포를 피해 도주해야할 정도로 적극적 독립운

동가인 동시에 가톨릭 신자라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며, 단티는 교조적 가톨릭 

신자인 동시에 영국 국가가 연주될 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는 신사의 머리를 

우산으로 때린 일화를 가진, 식민종주국에 굽히기를 거부하는 인물이다. 이런 이

들의 격돌은 파넬의 실각을 둘러싼 독립운동가들과 가톨릭교 측의 갈등이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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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 격돌장면은 가톨릭교회가 아일랜드의 독립보다 교의(敎

義)를 우선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침체에 빠뜨리고 영국의 

지배를 돕는 역할을 했음을 확인시킨다. 소년 스티븐은 어른들의 격론을 주의 깊

게 듣는데, 아버지와 케이시 씨가 표출한 독립 열망에 대한 공감과 가톨릭교회가 

아일랜드인의 교회에 대한 복종, 즉 주민의 장악을 우선시했다는 인식은 그에게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의 단초가 된다. 이 같은 인식을 떠나서도 그는 아일랜드에

서 교육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는 부유한 가톨릭 교파 예수회로부터 형성기 내내 

외래 특권집단이라는 위화감을 느낀다. 중등학교 과정까지 예수회가 운영하는 학

교를 다닌 그는 초등학교의 교사진에게서 위압감을 느끼며, 그에게 신학교를 권

유하는 교장에게서 특권의식을 파악하며, 일반대학에 다니는 시절에도 예수회 회

원인 총장과 경영자들과 교수들 개개인의 모습과 그들끼리 어울리는 모습을 떠올

리며 외래의 특권집단과 같다는 위화감을 느낀다.85)

스티븐은 이중(二重)의 외래 지배 속에 구속돼 있는 ‘자기 자신’을 해방할 수 

있는 자유를 갈구하며, 자유는 그에게 넓은 세계로 무한히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

다. 그는 이 체험이 자신과 자기 사회에 대해 구속의 테두리를 벗어나 생각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 체험을 삶과 예술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그는 

이로써 자기 삶은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삶이 될 것이며, 그의 예술은 자기의  사

회에 피지배 역사의 혼돈 속에 결여돼 있는 자아의식, 자기 민족다운 정체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그의 자유 갈구는 그의 인생관과 예술

가관과 연결된다. 예술가 지망생 청년 스티븐은 『초상』에서 우선 자유롭기 위해 

아일랜드 사회를 떠나고자 하며, 『율리시즈』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귀국하여 머물

러 있다가 일련의 역정을 거친 후 다시 떠나고자 한다.

스티븐의 두 주인을 섬기는 아일랜드 사회에 대한 인식 중 정치적 피지배 사

회로서의 아일랜드 사회에 대한 인식은 우선 『초상』의 제5장에서 동료 대학생들

과의 대치와 충돌 속에서 드러난다. 이들은 좌절된 정치적 독립운동의 자리에 들

어선 당대 식민지 아일랜드의 대안 운동들을 대학사회 속에서 대변한다. 스티븐

은 이들을 공히 한편으로는 아일랜드 밖의 세계를 잘 모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기여하겠다는 민족의 현실과 유리돼 있거나 진정한 민족주의가 못 되는 

것으로 파악하며 비판한다. 이 같은 그의 정치적, 사회적 입장은 세계주의 운동을 

85) 제임스 조이스/ 이상옥 역,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2006,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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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생과 민족문화 운동을 하는 친구와 맞서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여기서 세

계주의 운동은 물론 민족문화 운동 역시 강한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 스티븐은 

식민지 국민의 세계주의 운동의 허황됨과 민족문화 부흥운동의 폐쇄적이고 국수

주의와 회고주의를 비판하며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집단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며 집단을 키우려 하거나 집단의 힘에 편승하려는 동료 대학생들로

부터 배척당한다. 스티븐은 자국의 식민지 현실은 간과한 채 세계 차원의 이상주

의 구호를 떠들며 세계평화 운동에 동참하라고 선동하는 동료학생과 역시 자기편

에 들어오라고 채근하는 무지하고 단순한 민족문화 운동 진영 친구와 충돌한다.

스티븐은 제5장 시작 부분의 아침 등굣길 산책에서 매캔이 ‘민주주의자’를 자

처하고 장차 창건될 유럽합중국에서 모든 계급과 성별의 사회적 자유와 평등을 

위해 일할 것이라면서 자기를 “자신 속에 싸여 있는 비사회적 존재”로 단정했었

던 일을 상기한다.86) 매캔은 이날 학교에서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2세의 평화조칙

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는 일에 열을 올린다. 그가 유럽합중국, 전면적 군비 축소, 

국제분쟁 중재, 최소 비용을 통한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 등과 같은 거창한 

구호들을 떠들자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서명하며, 매캔을 비판적으로 보며 서명하

지 않겠다던 그의 친구 린치도 집단 심리에 저항하지 못하고 결국 서명하고, 린

치의 서명을 비웃던 스티븐의 절친한 친구이자 그가 유일하게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로 평가하는 크랜리마저 린치의 뒤를 따른다. 마지막으로 남은 스티븐은 매

캔으로부터 직접 서명 요구를 받자, “우리에게 예수 같은 분이 필요하더라도 좀 

정당한 legitimate 예수를 갖자”며 거부한다.87) 스티븐이 니콜라이 2세를 합당한 

예수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명시되지 않는다. 그가 서명 대열에 끼었던 

자신의 민족문화 진영 친구 대빈에게 가서 비아냥거리는 말은 매캔의 세계주의 

진영 사람들이 실제에 있어서 민족문화 진영에 적대적 행동을 함을 암시한다. 스

티븐은 후에 『율리시즈』의 홍등가 에피소드 말미에서 니콜라이 2세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이와 다른 각도에서 암시한다. 그는 블룸에게 자신이 약간 취한 상

태임을 알린 후 러시아황제와 영국여왕이 함께 주도하던 국제 평화 중재활동에 

86) “Dedalus, you’re an antisocial being, wrapped up in yourself. I’m not. I’m a 

democrat: and I’ll work and act for the social liberty and equality among all 

classes and sexes in the United States of the Europe of the future.” : James 

Joyce, A Portrait of the Young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s, 2003, 

p.191~192.

87) 제임스 조이스/ 이상옥 역,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2006,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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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적인 입장을 드러낸다. 매캔은 거창하고 허황한 구호를 외치는 인물답게 스

티븐을 “반동분자”, ‘애타주의의 존엄성과 개개인의 책임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

창한 말로 다시 매도하며,88) 서명한 학생들은 스티븐의 독자적 태도를 “삼류시

인”이라며 인신 공격적으로 배척한다.

스티븐이 『초상』의 제5장에서 당대의 소수 청년 인텔리 집단인 대학생들에게

서 공통적으로 아쉬워하는 것은 매캔에서 대빈에 이르기까지 성향에 관계없이 모

두 현실 인식과 지적 판단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며, 그가 이들보다 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는 자신의 친구 린치와 크랜리에게서 아쉬워하는 것은 사고

(思考)와 판단 의지의 부재이다. 매캔이 세계 정치의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한 세

계주의자이자 자국의 식민지 현실에서 유리된 이상주의자인 반면 스티븐의 농촌 

출신 친구 대빈은 바깥 세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무지하고 단순한 국수주의

자이다. 스티븐은 농촌 출신 대빈의 우직한 점잖음에 호감을 느끼며 유일하게 속

마음을 털어놓으면서도 그의 극히 조잡한 지성에 절망하며 그를 “돌대가리”라고 

부르기도 한다.89) 대빈은 “나는 무엇보다 앞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90)라고 자처

하고, 스티븐을 “항상 혼자”의 입장을 고집한다는 이유에서 끔찍한 사람이며 “타

고난 냉소가”라고 간주한다.91) 그는 게일체육협회 창설자를 숭앙하며, 전통 스포

츠 확산 운동과 게일어 부활 운동에 열성적이며, 바로 그 진영의 부정적 속성들, 

즉 민족주의를 독점하려는 듯한 독선과 배타성, 우물안개구리 같은 폐쇄성, 민속

적인 것을 교조적으로 신봉하는 무지와 경직성을 보여주는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영국인을 축출하려는 비밀결사 피니어회(會)(Fenian Brotherhood)의 

훈련교범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매캔의 서명운동에 당연스럽게 동참하며, 스

티븐은 그에게 이제 훈련교본은 필요 없게 된 것이냐, 체육인들이 다시 폭동을 

일으킬 때 밀고자들을 구해주겠다고 비아냥댄다. 그의 비아냥은 매캔 진영이 실

제에 있어서 대빈 진영과 상치되는 행동을 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빈

은 스티븐의 말을 파악하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스티븐이 아일랜드 밀고자들

을 욕한다는 이유로 “너를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92)고 반발한다. 

대빈의 반발은 ‘누가 아일랜드 사람인가’를 둘러싼 당대 문화운동 진영들 사이의 

88) 제임스 조이스/ 이상옥 역,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2006, p.305~306.  

89) 앞의 책, p.279.

90) 앞의 책, p.311.

91) 앞의 책, p.310~311.

92) 앞의 책,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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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드러내는 한편 고유 스포츠와 고유 언어 부활 운동 진영의 배타적 태도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대빈이 게 게일어 학습 모임에 나오라며 “우리 편”이 되

라고 강권하자, 스티븐은 “나는 차라리 너희 민족이 망하는 꼴부터 보고 싶구나

!”93)라며 그의 폐쇄적이고 파당적인 민족주의를 거부한다. 매캔과 대빈은 지향하

는 방향은 정반대이지만, 스스로 직접 사회현실을 마주보고자 하지 않고, 자신이 

가담한 운동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스티븐의 생각에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집단을 키우는 것을 가장 중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스티븐은 후에 『율리시즈』의 제17 에피소드 「이타카」

(마부 대기소)에서 블룸이 애국적 기여에 대해 말하자, ‘아일랜드가 나에게 속한

다’고 응수하여 블룸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데, 아일랜드가 그에게 속한다는 인식

은 그가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아일랜드를 위한 일이 됨을 뜻한다. 

이는 그 나름의 애국심에 대한 인식으로서, 애국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요

란스런 집단주의보다 눈에 띄지 않지만 진정성 있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독고

준이 『회색인』의 말미에서 말하는 ‘성실성’과 상통한다. 독선적, 패권적 민족주의 

운동은 자신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결여되고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호언하는 민족 자체에 대한 정직한, 정당한 인식도 부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스티

븐은 대빈의 아일랜드 사람이 되라, 우리 편이 되라는 채근에 “너희 민족”, 즉 대

빈과 같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하는 대상으로서의 민족에 대해 그들이 

바로 고유어를 버리고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배신하여 독립운동을 좌절시킨 장본

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자기네 언어를 버리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택했    

        어” 스티븐이 말했다. “그들은 소수의 외국인들이 자기네를 예속하는 것  

        을 허용했던 거야.”94)

  톤의 시대에서 파넬의 시대에 이르도록 명예를 아끼는 성실한 사람  

93) 앞의 책, p.313.

94) 앞의 책, p.312.

   영국의 아일랜드 합병은 1800년 아일랜드 의회가 스스로 의회 해산을 의결함으로서 공

식화된다. 물론 이를 유도한 것은 영국이었고, 의원들은 대부분 영국계인 신교도였다. 

   박지향은 아일랜드어의 쇠퇴가 영국의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19세기를 

통해 영어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아일랜드어의 쇠퇴는 영국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이 아니었다.” : 박지향, 『슬픈 아일랜드』, 기파랑,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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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젊음과 애정을 너희에게 바쳤지만, 너희는 그분    

          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분들을 적에게 팔아넘기거나 낙담케 했고 아   

          니면 그분들을 비난하여 다른 사람들 편을 들곤 했었지. 그런데도 나    

          더러 너희 편이 되라는 거니? 나는 차라리 너희 민족이 망하는 꼴부터   

          보고 싶구나.95)

『율리시즈』의 제12 에피소드 「키클롭스」는 대빈 진영이 추앙하는 영웅의 악폐를 

극단적으로 예시한다. 스포츠 영웅이자 독립운동가를 피신시킨 경력이 있는 ‘시

민’의 행태는 민족주의자를 자처하고 독립운동 전력(前歷)을 내세우며 영웅으로 

군림하는 인물의 폐해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스티븐의 입장은 우선 현실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보고, 아일랜드 사회

가 만들어낸 그 자신을 호도하지 않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겠다”는 것

이다.96) 그는 그러한 그를 억압하는 것이면 비록 그것이 아일랜드인의 기본을 이

루는 국가, 국어, 종교와 관련된 것일지라도, 그 폐쇄적 압박을 벗어나 자신의 독

립적 정신, 자아를 지키겠다고 선언한다. 

이 나라에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탄생할 때 그물이 그것을 뒤집어 씌워 

날지 못하게 한다고. 너는 나에게 국적이니 국어니 종교니 말하지만, 나

는 그 그물을 빠져 도망치려고 노력할 거야.97)

스티븐이 홀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회의 피지배성으로부터의 해방은 종교

로부터의 해방이며, 그의 형성과 방황은 가톨릭 신앙으로부터 자신의 생활과 정

신을 해방하는 역정이다. 『초상』에서 그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제가 되는 길이 

사회적 권위체제이자 개인적 구속체제로 진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신학교 진학 

대신 영혼의 자유를 택하고, 일반대학을 졸업한 직후 가톨릭 신앙을 포기하며, 

『율리시즈』에서 그 직후 어머니가 임종 침상에서 요구했던 천국 기원(祈願) 기도

를 거부하는 것으로써 신앙 포기 의지를 관철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는 신학교 

진학을 포기할 때  무한히 방랑하며 체험하고 삶과 예술로 이를 표현하겠다고 외

95) 제임스 조이스/ 이상옥 역,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2006, p.313.

96) 앞의 책, p.312.

97) 앞의 책,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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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신앙을 포기할 때 넓은 세계로 나가 현실과 부딪치며 체험하겠다고 다시 

다짐하며 예술을 통해 자기 사회에 정체성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선언한다. 『율

리시즈』에서 스티븐은 임종 순간까지 지속됐던 어머니의 신앙 강요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여, 자정 넘어 홍등가에서 어머니의 망령과 

대결하여 신앙 압박의 트라우마를 떨쳐낸다. 그의 이 트라우마 극복은 그를 그간

의 정신적 결박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으로서, 그의 예술가 지향에 결정적 전

기(轉機)가 된다.

스티븐이 가톨릭 신앙을 포기 또는 거부하는 이유는 『초상』의 제5장에서 크

랜리와의 산책에서 밝혀진다. 대학 졸업 몇 달 후의 이른 봄 스티븐은 크랜리에

게 부활절 성찬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어머니와 심하게 다퉜다고 이야기하며, 이

제 “믿지 않겠다”98)며 신앙 포기를 밝힌다. 그는 어머니가 그에게 성체성서(聖體

聖事)의 강요를 그치지 않는다며, 완고한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와 절연하겠다는 

뜻을 아울러 밝힌다. 크랜리는 우선 어머니의 사랑은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니 어

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한다는 논지에서 스티븐에게 신앙을 버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에 비하면 사상이나 야심 같은 것은 장난에 불과하

고, 어머니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은 예수가 위선자였을 수도, 불한당이었을 수도 

있다고까지 말하며99) 스티븐의 결심을 돌리고자 한다. 스티븐의 신앙은 유년기 

이후 성모(聖母) 신앙이었으며, 성모는 그에게 소망을 기원하고 용서를 비는 대

상,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상징이었다. 그는 가톨릭 사회의 어린이답게 일상의 소

망을 성모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자랐으며, 성년으로 들어서며 매음에 빠져 극한

적 죄의식에 시달릴 때 성모에게 매달려 죄를 사해 주십사 빌고자 한다. 그는 크

랜리에게 이제 가톨릭이 예수의 종교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아일랜드는 크

랜리에게서 드러나듯이 ‘모성(母性) 신화’가 강한 사회이며, 아일랜드인에게 성모 

신앙은 그 때문에 더욱 자연스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티븐은 후에 『율리시

즈』의 제9 에피소드에서 성모를 교활한 이탈리아 교부(敎父)가 몽매한 유럽 민중

에게 던진 것, 즉 유럽을 향한 포교 전략으로 가톨릭교를 모성애와 결합시킨 것

이라는 생각을 드러낸다.100) 스티븐의 신앙 포기는 오히려 종교 자체를 진지하게 

98) “I will not serve.” : James Joyc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s, 2002, p.206.

99) 앞의 책,  p.264.

100) (On that mystery and not on) the madonna which the cunning Italian 

intellect flung to the mob of Europe (the church is founded ...) : J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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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면의 전략과 권력체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스티븐의 

관점에서는 아일랜드가 가톨릭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교의

와 체제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크랜리는 훌륭한 신자들도 신앙에 회의를 갖는 

사람이 많지만, “교회란 그 속에 태어난 모든 것의 총합체”101), 즉 세계 자체와 

같은 것으로서 선택 여부의 대상이 아니라며 스티븐을 만류한다. 크랜리의 말들

은 친구 사이의 표현으로서 과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종교관은 대부분의 당

대 아일랜드인의 종교관을 충실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스티븐은 크랜리에게 

자기가 성체성사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체가 하느님의 아들의 살과 피일 것 같

은 생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그가 교회 의식(儀式)을 따르

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유는 성찬식 이면에 악의에 찬 현실, 즉 현실적 권력

체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며,102)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성체성사를 하

는 것은 2천 년에 걸친 권위와 외경의 상징에 거짓된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서 자

신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03) 뿐만 아니라 스티븐은 

크랜리가 “우리의 종교”라고 불렀던 가톨릭교가 사실은 그의 라틴어 교수의 나

라, 즉 이탈리아의 종교임을 의식하는데,104) 이는 민족종교로 인식되는 가톨릭교

가 사실은 아일랜드 민족에게서 도출된 종교가 아니라 남의 종교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스티븐이 가톨릭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아일랜드의 모성 신화와 얽힌 외

래 신앙의 지배체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종교문제에서도 크랜리는 사회를 지

배하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신화를 따르는 반면 스티븐은 자기 자신과 자기 사회

에게서 비롯되는 가치와 판단을 지향한다. 스티븐은 크랜리에게 어머니와 절연할 

생각과 신앙을 포기한다는 결의를 밝힌 후 출국 계획을 알린다. 스티븐의 예술가

로서의 결의, “아직 창조되지 않은 민족의 양심을 자신의 영혼의 대장간에서 벼

리겠다”는 결의는 그를 반(反)사회적 반동분자로 매도한 매캔의 세계주의나 그를 

Joyce, Ulysses, Vintage Books, 1986, p.170, 제9 에피소드 339~840행.

101) The church is not the stone building nor even the clergy and their 

dogmas. It is the whole mass of those born into it. : James Joyc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s, 2002, p.267.   

102) I imagine, Stephen said, that there is a malevolent reality behind those 

things I say I fear. : 앞의 책, p.264.

103) (...) I fear more than that the chemical action which would be set up in 

my soul by a false homage to a symbol behind wihich are massed twenty 

centuries of authority and veneration. : 앞의 책, p.265.

104) 스티븐의 3월 24일자 일기 : 앞의 책,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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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지탄한 대빈의 민족주의보다 근본적이고 진정

성 있는 애국 의지를 드러낸다.

한편 스티븐이 가톨릭이라는 종교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님은 크랜리가 그에

게 믿지 않는다는 종교에 흠뻑 젖어 있다고 의아해하는 데서도 드러난다.105) 크

랜리의 지적은 스티븐의 가톨릭적 표현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스티븐이 신앙을 

거부하나 가톨릭적 상상력을 거부하지는 않음을 말해준다. 스티븐이 영어를 사용

할 때의 복잡한 심리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그에게 최선의 언어이듯이, 스티븐에

게 가톨릭적 상상력은 『초상』과 『율리시즈』를 관통하여 그에게 또 다른 차원의 

언어, 즉 사고의 형식이자 표현 체계의 역할을 한다. 엘먼은 조이스의 “마음속에 

기독교는 종교에서 은유 체계로 미묘하게 발전했는데 은유 체계로서의 기독교는 

그의 맹렬한 충성을 요구했다”106)고 지적한다. 이는 스티븐에게도 해당하는 지적

이다. 

독고준의 사회관

『회색인』과 『서유기』에서 독고준에게 현재인 시점은 대학교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까지, 1958년 가을부터 1959년 7월까지의 시간이다. 이는 해방 후 

13년, 남과 북에서 각각 정부가 출범한 지 10년, 6·25 사변의 정전(停戰)이 5년  

지난 뒤의 1년 동안으로서, 해방 후 계속돼 온 혼돈의 시기이다. 이때는 피난민 

독고준에게 월남한 후 8년 즈음 되는 시간이다. 

독고준이 파악하는 당대 남한과 북한의 근본 문제는 해방됐으면서도 독립국

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데다 낯선 정치체제의 이식과 그에 동반

된 압도적 외래문화의 범람 속에 사회가 전면적 혼돈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독

고준은 『서유기』에서 기차에 앉아 얼핏 잠이 들자 일본 헌병의 검문을 받는 꿈을 

꾼다. 그의 꿈속에서 일본은 여전히 한국인에게 굴욕을 주고 정체성을 말살하려 

한다. 그에 앞서 그는 그의 사회적 자의식이 외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장

면에서, 해방 당시 퇴각하지 않고 숨어서 자하활동을 벌여온 일본 총독이 일제의 

지하세력에게 한국 재점령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격려하는 연설을 듣는다.   

독고준이 인식하는 당대 한국의 상황은 해방됐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외세

105) It is a curious thing, do you know, Cranly said dispassionately, how your 

mind is supersaturated with the religion in which you say you disbelieve. : 앞

의 책, p.261. 

106) 리처드 엘먼/ 전은경 역, 『제임스 조이스』 I, 책세상, 2002,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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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 아래 국민이 소외되고 사회가 혼돈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스티븐이 파악

하는 식민지 아일랜드의 상황과 상통한다. 그에게 한국은 정치에서부터 소소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외세의 영향을 받고 낯선 외래

문화가 범람하는 상태이다. 그에게 사회 혼돈의 근본적 이유는 우선 남과 북에 

각각 역사가 다른 세계로부터 외래 정치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갑자기 그

리고 민족적 정통성을 갖지 못한 정권을 통해 이식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

통성 없는 집권자는 사익을 위해 정체를 왜곡시키며 정권을 절대화하는 반면 국

민 또는 인민은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에 대해 알지 못하여 그 본연의 정신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자각도 올바른 방향에 대한 판단도 가지지 못한다. 

『초상』에서 사회의 문제가 스티븐과 타인들 사이의 충돌 속에 재현되는 데 

비해 『회색인』에서는 당대 사회에 대한 분석과 방향 모색 등이 한편으로는 독고

준과 그의 친구 김학의 대비 속에 다른 한편으로는 독고준이 등장하지 않는 장면

들에서 이루어진다. 『율리시즈』에서 스티븐이 모든 에피소드에 등장하지 않듯이 

『회색인』에서도 독고준이 등장하지 않는 장(章)들이 있으며, 이들 장은 토론장의 

성격을 갖는다. 독고준이 등장하지 않는 장들은 김학의 이동을 통해 연결되는데, 

각 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주요 목소리를 내는 인물들, 오승은, 김학의 형, 황

선생 등의 견해는 독고준의 철학과 맥을 같이 하면서 작품 전체가 대변하는 철학

을 다성적으로 보강한다. 

독고준의 남한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회색인』에서 비교적 직접적으로 제시

된다. 그가 인식하는 문제들은 민주주의의 갑작스런 이식에서 비롯되며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 야욕, 정경유착의 부정부패, 부정선거, 일반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유권자 의식 결여, ‘2·4 파동’ 등이다. ‘2·4 파동’은 1958년 12월 24

일 집권당이 무력을 동원하여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통

과시킨 사태이다. ‘2·4 파동’은 독고준이 당대 민주주의의 파행을 가장 예각적으

로 겪는 사건이다. 『회색인』의 제7장은 독고준의 ‘2·4 파동’ 자체와 그 여파에 대

한 문제 인식으로 시작하고 이후 언론의 보도와 문제 제기에 관한 그의 인식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태가 그에게 중요한 관심사임을 보여준다. 

1959년은 이른바 2·4 파동의 떠들썩한 소문을 안고 시작되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무리의 무인(武人)들이 국회에 나타나서 눈부

신 활약을 한 이 사건은 분명히 한국의 정치사에 길이 남을 만한 큰일임

에는 틀림없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2천만 국민이 모두 다 이 일에 비분강

개해서 인심이 흉흉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사실 그렇지도 

않았다.(『회색인』,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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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는 아직도 2·4 파동의 뒷이야기가 한창이었다. 민주주의의 조종(弔

鐘), 독재의 횡포, 다수당 횡포, 빈사(瀕死)의 국민 주권. 그런 말들이 들

어왔다.(『회색인』, p.143.)

2·4 파동의 역사적 의미는 『서유기』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로 처형당한 조

봉암이 등장하는 것으로서 강조된다. 당대 집권세력이 정권을 위협하는 정적(政

敵)의 제거를 통해 결정적 위기를 모면했음은 이에 앞서 제4장에서 김학을 비롯

한 정치학과 학생들의 김구의 암살에 대한 이야기와 김구 묘소 방문의 일화에서 

제시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대를 정치적 자유는 허용되지 않고 생존만 허용되

는 죄수처럼 갇혀 있는 세대라고 파악하며, 『갇힌 세대』라는 동인지(同人誌)를 내

는 학생들이다. 이들의 이야기와 일화는 김구 암살을 거론하거나 김구에 대한 존

경을 표하는 일이 당대 정국에서 위험한 일임을 말해준다. 이들은 김구 묘소에 

가서 묘한 기분, 스릴, 대통령이 지나가는 연도에서 손뼉을 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며, 한 학생이 “앗, 앉아라!”라고 속삭이자 일

제히 엎드렸다가 곧 장난임을 깨닫고 일어나서 실소한다.107) 이 일화는 당대 민

주주의 정권이 정치적 공포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구는 

1949년 암살을 통해 제거됐으나, 조봉암은 2·4 파동으로 통과된 국가보안법에 따

라 1959년 7월 합법적으로 처형, 제거된다.108)

독고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회색인』에서 그의 소년시절 회상과 『서유기』

에서 환상 편력 중 북한 방문 시에 제시된다. 그의 남한에서의 회상, 북한 방문 

시 추억의 현장에서의 회상, 그리고 청년으로서 마주하는 북한의 실상 등은 북한

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박래품(舶來品)정권’이라는 것이며, 그 박래성이 좀 더 심

각한 사회라는 것이다. 북한은 소련이 데리고 들어온 집단에 의해 벼락치기로 세

워진 정권이며,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무지한 집단이 공산주

의를 권력수단으로 왜곡하여 주민의 정신을 일제히 개조하여 일인숭배의 전제주

의 국가로 만들어 놓은 사회이다. 독고준에게 남한과 북한 모두 본연의 정체성을 

잃은 사회이며, 정체성에 대한 자각조차 부재하는 사회이다.     

독고준은 남한 민주주의 파행의 본질적 원인을 세계사적 시각에서 파악한다. 

『회색인』 제1장은 『갇힌 세대』에 실린 독고준의 초대(招待) 기고문(寄稿文)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독고준은 “만일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가졌다면 참 좋을 것이

다”라는 학생 동인지에서 통하는 진담반농담반의 화법 속에 영국과 일본의 제국

107) 최인훈, 『회색인』(최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88[1977], p.85~86.

108) 조봉암은 2011년 대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는다. 그에 대해서는 제3장의 ‘3.2.1. 

역사 종단 : 남한’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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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국가들을 부러워한다. 이들이 식민지 민족을 박해하고 착취하고 식민지 민

족의 민족적 자긍심 와해하며 그를 바탕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

전을 이뤘으며 그 발전을 토대 삼아 민족적 자부심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

다. 결론적으로 독고준은 서구의 민주주의는 식민지를 ‘거름으로 써서’ 발전한 것

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한국은 식민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착에서 

난관을 겪고 있다고 농담 식으로 사실을 지적한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제국주의 역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착에 난관을 겪는다는 말은 한

국의 민주주의가 내재적  발전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질적 세계로부터 뜻

하지 않게 갑자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파행을 겪는다는 뜻이다. 독고준은 한국 

사회가 정치적 파행만 겪는 것이 아니라, 생소한 정치체제가 하루아침에 이식되

는 것과 더불어 유형, 무형의 모든 것, 정신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모두 외국 

것으로 속속들이 대체되었으며, 급기야 외국어 능력이 지성의 척도가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우리는 원주민이다. 우리의 정치제도는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나사못 하나도 발명하지 않았다. 지성이 있기 위해서는 될수록 

많은 외국어를 알아야 할 형편이다. 우리가 쓰는 일용품 ― 정신적인 것

이건 물질적인 것이건 ― 의 전부가 외래품. (...)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두 한국이라는 풍토에 이식된 서양이 아닌가.(『회색인』, p.101.)

독고준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방향을 찾고 중심을 잡기가 실로 지난함을 인정한다. 

남의 덕분에 자유를 선사받은 다음에는 방향치가 되어서 (...) 눈 귀에 보

고 듣는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서양 사람들이 만들고 보급시킨 심벌. 

(...) 몸가짐을 바로잡으려야 잡는 재주가 없다.(『회색인』, p.32.)    

독고준은 『서유기』에서 북한 편력 중 북한의 공산주의도 내재적 발전과정 없

이 갑작스럽게 이식된 것이고, 북한정권도 소련이 내세운 사람들 손에 들어간, 정

통성 없이 급조된 정권임을 지적한다. 

생활의 필요가 이념을 낳고, 이념이 행동을 조직하고, 그렇게 조직된 행

동이 생활을 바꾼다― 는 모양으로 공산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

령군이 데리고 들어온 공산주의자들이 벼락치기로 군림함으로써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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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박래품(舶來品)임에는 마찬가지다. (『서유기』, p.234.)

남한의 민주주의가 박래품이기 때문에 남한 주민에게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권

의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듯이,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공산주의가 

삶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며 이물감(異物感)을 느끼게 한다고 그는 지

적한다. 그리고 그는 남한의 박래품 민주주의가 기본 정신과 무관한 파행으로 치

달아왔듯이 북한의 이식된 공산주의도 그 기본 정신과 전혀 다르게 전개된 것으

로 파악한다. 청년 독고준의 눈으로 돌이켜 볼 때 그가 북한에서 6·25전쟁 발발 

직후까지 겪은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새 사회를 건설한다며 척결 대상으로 내건 

모든 부정적 적폐의 집합이다. 

그 무렵 북한 사회는 새 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칠한 무덤, 봉건적, 

권위 신봉적, 폐쇄적, 일본 군국주의적, 관존민비적 삶의 근본 태도 위에 

공산주의라는 회칠을 한 추악한 무덤이었다.(『서유기』, p.235.)

『서유기』에서 환상 편력으로 1950년대 말 북한을 다시 찾은 대학생 독고준은 고

향이자 북한의 수도인 W시109)가 외세에 의해 점령된 도시 같다는 인상을 받는

다. 도시 전경(全景)을 조망할 수 있는 고개에서 W시를 내려다보는 그에게 북한

의 수도는 “상륙해서 포진하고 있는, 바다에서의 침입자들같이” 보인다.110) 뿐만 

아니라 그는 W시를 관통하며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

는데, 이는 북한 사회가 주민이 소외된 사회임을 뜻한다. 그는 북한 공산주의의 

실상을 성찰하며, 자기 민족의 역사에서 분출된 염원이 아닌 외국이 이식한 이념

은 그것이 정의의 이름으로 들어온 것일지라도 가짜 정의이기 때문에 결국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깊은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삶에 대한 넘치는 욕망에서가 아니라 개화한 사회의 정의라는 자격으로 

들어온 어떤 이념도 가짜다. 정의라고 해서 공짜일 리가 없다. 공짜로 

주어진 것은 반드시 갚음이 따르는 법. 자손대대로 두고두고 갚을 것.

109) W시는 『서유기』에서 제공되는 지지학상 정보에 의하면 실제는 원산으로 추정되나, 

작중에서 북한의 “서울”로 지칭된다.

110) 최인훈, 『서유기』(최인훈 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6[1977],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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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기』, p.235.)  

한마디로 독고준에게 남한과 북한은 “조지와 이반의 편싸움에 징발된 똘마니

들”111), 미국과 소련 주축의 세계 이념 대결에 이용당하면서도 희생당하고 있다

는 자각이 없이 그 주축국을 추종하는 사회이다. 

우리는 지금 현지에서 사냥에 내몰린 니그로들이다. 곰을 잡기 위해서. 

내가 북한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였다. 자존심의 한 조각도 없는 사대주

의.(『회색인』, p.229.)

독고준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문한다. 그는 “정치의 악을 ‘에고의 사

랑’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을 나는 거부한다.”112)고 자답한다. 이때 ‘에고의 사

랑’은 세속적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자기애, 공명심(功名心)에서 비롯되는 자기

애를 뜻한다. 이러한 자기애에서 비롯되는 정치 참여는 애국의 대의명분을 표방

하고 집단의 힘을 이용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회색인』에서 혁명을 주장하며 독

고준과 대립하는 김학이 일종의 그런 경우임을 보여준다. 독고준은 김학이 결국 

권부에 진출할 것으로 짐작하며, 김학은 독고준의 짐작을 시인한다. 이들은 자기

성찰의 의식 없이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집단 속에서 자기의 의미를 확인하고 집

단 속에서 자기 힘을 인식한다. 이는 스티븐의 동료 학생 매캔과 친구 대빈과 상

통하는 성향이다. 독고준은 외세에 의해 좌우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애국의 대의

명분을 내세우며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당대의 “자존심의 한 조각도 없는 

사대주의” 정국의 파행을 지속시키는 것이며, 결국 세계의 이념대결에 이용되는 

셈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정치 속에서 살고 그 정치가 남북을 통틀어 남의 다리 긁는 희극

일진대, 그 속에 사는 개인은 어떻게 손발을 놀려야 하는가. (...) 애국자

는 싫다. 무슨 수를 쓰든지 애국자가 되는 길만은 피해야 한다. 최소한 

애국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 애국자가 된다는 건 사냥의 몰이꾼이 되는 

일이니까.(『회색인』, p.230.)

111) 최인훈, 『회색인』(최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8[1977], p.228.

112) 앞의 책,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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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애국자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은 ‘애국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뜻으로서, 독

고준은 『회색인』의 말미에서 김학에게 이를 자기가 지향하는 “성실”의 방식이라

고 말한다. 그는 애국이라는 명분을 표방하며 집단의 힘을 빌려 사태를 뒤엎고자 

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가치와 판단에 따라 시간 속에서 사태 해결

에 기여하려는 삶의 자세를 ‘성실’로 보며, ‘성실’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

다고 설명한다. 이는 애족을 내세우는 대신 자신의 민족에 대한 기여의 필연성을 

의미하는 스티븐의 말, ‘아일랜드가 자기에게 속한다’는 말과 상통한다. 또한 스

티븐이 애족을 내세우는 대빈에게 민족 자신에게 과오가 있음을  지적하듯이, 독

고준도 정권 교체의 혁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김학을 

향한 독백에서 일반 국민에게도 당대 사태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 사람들은 밸도 없고 쓸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내지도 않고 울지

도 않습니다. (...) 가끔 신문 삼면에 나는 기사를 못 보십니까? 칠십 평

생을 조국에 바친 노지사(志士)의 말로. 그런 기사를 대할 때마다 소름이 

끼치더군요. 무슨 오산이었을까 하고. 당자는 그만두고라도 사랑하는 이

를 밤낮 꿈속에서만 만난 그의 아내며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자

녀들은 누가 갚아줍니까? 그런 것도 보람이라고요? 거짓말. 가장 나쁜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만 해왔기 때문에 이 꼴인지도 모르지.(『회색

인』, p.67.) 

일반 국민들의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특히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일생

은 물론 가족의 삶과 미래까지 바친 애국지사들이 해방된 나라에서 생활의 곤경

에 방치돼온 현실에 독고준은 절망감을 느낀다. 독고준의 자국민의 배은망덕에 

대한 분노의 말은 스티븐이 대빈에게 톤과 파넬 등 생명과 젊음과 애정을 독립운

동에 바친 영웅들을 좌절시키거나 배신한 것이 바로 자기 국민이라고 분노했던 

스티븐의 지적과 상통한다. 

독고준은 “내 심장이 믿을 수 있는 증오에만 의지”하겠다고 자신의 성실성을  

다짐한다.113) 이는 스티븐의 대의명분이나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진정으

113) 최인훈, 『회색인』(최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8[1977],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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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기 판단에서 비롯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태도와 상통한다. 스티븐도 독고

준도 집단적 행동 대신 사회를 위한 개개인의 근본적인 해결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대의 혼돈과 파행의 근본 원인이 정치를 비롯하여 전분야가 서양의 

것으로 대체된 가운데 사회가 방향성을 잃은 데 있다고 보는 독고준은 사태의 근

본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시도는 자기 사회를 휘두르는 힘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리가 서양에 대한 집단 열등 콤플렉스를 넘어서자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는 수밖에 없다. 아마 시간이 걸릴 것이다.(『회색인』, 

p.226.)

그 길은 물론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정국을 좌시할 수 없다며 당장 혁명을 

주장하는 김학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정치학과 학생 김학은 당대 시국에서 행동

을 외면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문과 학생 독고준은 혁명론을 한국

의 역사의식이나 현실에서 동떨어진 발상, 천년왕국을 앞당기자는 서구적 발상으

로 보며, 김학의 혁명 주장을 서구적 정치논리의 추수(追隨)라고 판단한다. 

천하를 구한다는 건, 우리도 빨리 서양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다? 그리

고 우리는 서양 사람도 될 수 없다. 우리가 서양이 됐을 때는 서양은 다

른 것이 돼 있으리라. 또 그 꼴이다. 그런 속임수에 자꾸 따라갈 게 아

니라 주저앉자. 나만이라도. 그리고 전혀 다른 해결을 생각해보자. 한없

이 계속될 이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를 단번에 역전시킬 궁리를 하

자. (...) 어떤 거북이는 따라가게 버려두자. 김학이네처럼. 어떤 거북이는 

주저앉아서 궁리를 하게 하라. 나처럼.(『회색인』, p.227.)

독고준이 북한에서 경험한 공산주의도 생산수단의 소재(所在)를 단번에 뒤바

꿔서 지상에 프롤레타리아의 낙원을 건설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혁명이다. 

『회색인』과 『서유기』를 관통하여 독고준의 철학과 작품 전체의 철학을 대변하는 

황선생에 의하면 공산주의 역시 서양 종교의 산물, 기독교 신앙의 변형이다. 

서양 사회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아직도 그것은 기독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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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조차도 그래. 공산주의는 절대 진리고,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멸망

할 것이며, 소련은 공산주의를 먼저 이룬 나라니까 모든 국민은 소련을 

도와야 한다. 이게 어떤 광신적 기독교도들의 민망스런 사명감하고 어디

가 틀리는가? 공산주의는 말하자면 역(逆)의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 자

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라는 대립은 서로마제국과 동로마제국의 대립, 플

러스의 기독교와 마이너스의 기독교의 싸움이야.(『회색인』, p.171.) 

황선생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의 악을 비판하고 제국주의를 공격하면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적 기독교 사회의 무력과 기만을 비판했다는 의미에서 

“또 하나의 종교개혁”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공산주의가 다음 단계에서 

인접 국가들을 식민지화하여 슬라브 제국을 건설함으로써 비판 대상이었던 제국

주의의 국가들과 같아졌다고 지적한다. 더욱 큰 문제로서 그는 소련이 공산주의

와 슬라브적 전제주의를 결합시킴으로써 체제에 대한 비판 여지를 없애고 절대화

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황선생의 이 지적은 후에 독고준이 『서유기』에서 환상 편

력으로 방문하는 북한에서 스탈린 정권의 아류와 같은 북한 정권의 실상으로서 

확인된다. 

북한에서 청소년기에 직접 공산주의를 경험한 독고준은 무엇보다 개인의 삶

을 등한시하는 혁명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거부한다. 그는 혁명론을 남들에게 끼

치는 위해(危害), 경우에 따라 개인에게 목숨의 상실이 될 수도 있는 치명적 여파

에 눈감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주의로 본다. 

독고준은 자기 자신을 사회가 배태한 존재로 인식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정

체성을 찾고자 한다. 혼돈의 사회 속에서 우선 그 자신의 정체성, 개인으로서의 

출발점을 인식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자기 몫의 기여, 사회적 정체성을 찾고 지키

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스티븐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 스티븐도 독고준도 자기 사회를 혼돈 속에 방향을 찾지 못하는 정체성 

부재의 사회라고 본다. 그리고 스티븐도 독고준도 대의명분이나 부화뇌동의 집단

적 행동이 인정받고 싶은 자기애의 발로일 뿐 현실을 직시하지도, 바르게 보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현실을 깊이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이들은 둘 다 근본적 비전이 필요하며,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

임을 인식한다. 

스티븐과 독고준은 표면상 정반대되는 방향을 선택한다. 스티븐은 아일랜드 

사회라는 ‘그물을 빠져 도망치려,’ 자유롭고 넓은 해외로 나가려 하는 반면 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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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유일한 희망은 고향에 가는 것이다. 그에게 고향은 공산주의 사상 교육으로 

그를 박해하며 정신적 외상을 입힌 곳이지만 운명에 향한 첫 도전과 그를 새롭게 

탄생시킨 포옹이 공존하는 “소년의 날”, 즉 정체성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독고

준은 자기가 소년 시절 북한에서 겪은 일들을 개인을 보지 않는 혁명론자 김학이

라면 ‘정치의 잘못’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하겠지만, 자신에게는 이 일들이 ‘아주 

많은 것을 내포한다’고 여긴다. 독고준이 고향을 찾고자 하는 이유는 당대의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풍토에 이식된 서양이므로, “정신의 독립을 찾기 전에는, 에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어느 것도 제목소리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

이다.114) 이처럼 독고준은 후식민지 한국이 서구의 것이 갑작스레 범람함에 따라 

제 모습을 잃었다고 진단하며 자신의 뿌리를 향해 나아간다. 그것은 스티븐이 ‘두  

주인’ 아래서 자아가 질곡에 빠질 위협을 느낌에 따라 아일랜드를 떠나 무한한 

자유 속에서 자아를 찾고자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그

러나 자아를 찾고자 한다고 점에서 두 인물의 지향은 동일하다. 방향의 차이는 

조이스와 최인훈이 처한 식민지와 후식민지라는 상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자아를 찾는 일은 스티븐에게도 독고준에게도 모험이다. 스티븐에게 유

럽행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도전이다. 독고준에게 고향 방문은 어떤 異邦

보다도 높은 장벽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한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살고 있

지만 고향에서 뿌리 뽑힌 이방인이며 망명객이다. 그의 귀향은 현실적으로 불가

한 것을 상상의 자유로 대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독고준의 이 상상은 

4·19 학생혁명 전야에 시기에 꿈 꿀 수 있었던 최대의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으

며, 그런 의미에서 그의 북한 편력은 스티븐의 유럽행만큼이나 도전적인 정신을 

보여준다. 

1.2. 예술가관

스티븐과 독고준의 예술가관은 여기서 동시적으로 네 단계에 걸쳐 상술된다. 

이 네 단계는 상호 위계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스티븐과 독고준의 예술가 인

식이 상통함을 상술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한 네 개의 범주로서, 다음과 같다 : 사

114) 최인훈, 『회색인』(최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8[1977],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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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존재로서의 예술가, 당대 문학에 대한 비판적 진단, 정체성 수호자, 자기소

외 극복으로서의 예술가의 삶. 

사회적 존재로서의 예술가

스티븐은 “예술가”를 지망하는 데 비해 독고준은 “소설가”를 지망한다. 그러

나 이는 이들의 문학적 지향의 차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대적 차이

에서 기인하는 예술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제목에 드러나듯이, 스티븐은 “예술가”가 되고자 한다. 그에게 예술

가는 무엇보다 ‘창조자’이다. 그에게 예술가는 창조돼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새로

운 것을 만들어내는 제2의 창조자, 일상의 소소한 물건들, 주어진 물건들을 이용

해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예술가를 

“영원한 상상력을 가진 사제”115)로 자리매김한다. 창작의 방법론을 그는 아퀴나

스가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세 요소라고 말한 ‘전일성, 조화, 광채’로부터 발전시

키고, 이를 예술작품 분석의 세 단계와 연결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그는 문학의 

세 형식, 즉 서정적 형식, 서사적 형식, 극적 형식을 창작사의 발전단계로서 파악

한다. 이중에서 그는 극적 형식의 단계를 작가가 작품에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순화시켜서 수용자로 하여금 그 존재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한 단계라고 설명하

며, 가장 발전된 단계로 꼽는다. 이는 인간이 창조돼 있는 사물에서 창조자를 보

지 못하듯이 작품의 수용자들이 예술가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단계를 뜻한다. 그

리고 그는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예술가의 위상을 “창조의 신처럼” 무심하게 손

톱을 다듬는 존재116)라고 평가한다. 이같이 예술가를 창조신이나 상상력의 사제

와 비교하는 스티븐의 인식과 자부심은 기독교 사회의 젊은이가 가질 수 있는 최

대 야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초상』의 말미에서 크랜리에게 예술가가 

되기 위해 유럽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예술가가 되는 역정에서 자신을 방

어하기 위해서라면 “침묵, 유배, 간계”를 불사하겠다고 말한다.  

독고준은 『회색인』의 첫 장(章)에서 김학과의 대화 중 자신을 “소설가 지망

생”117)이라고 자칭한다. 독고준도 소설가 또는 예술가를 신(神)과 연관시킨다. 그

115) 앞의 책, p.340.

116) 앞의 책, p.331.

117) 앞의 책,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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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설 쓰는 일을 ‘신(神)이 되는’ 일118)로, 예술가를 “신의 뜻을 지니는 무

당”119)으로 생각한다. 전자의 이유는 소설가가 소설 쓰는 과정에서 상상의 자유

를 누리기 때문이며, 후자의 이유는 예술가를 토속신앙과 같이 사회의 저류에 흐

르는 고유성을 표현하는 또는 그래야 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독고준이 뜻하

는 신(神)과 무당은 스티븐의 신이나 사제처럼 위계적 함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자유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드러난 

예술가의 위상에 대한 스티븐과 독고준이 갖는 생각의 차이는 유일 창조신을 믿

는 기독교 사회냐 아니냐에서 오는 사고방식의 차이와 반세기를 격한 시대의 차

이, 즉 문화와 시대의 차이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도 있다. 

한편 스티븐과 독고준의 예술가 인식의 차이는 이들의 작가 조이스와 최인훈

이 자기 주인공을 어떤 성향의 인물로 설정했는가와도 관계된다. 『초상』에서 스

티븐이 질곡을 뚫고 날아오르려는 상승 지향적 인물형으로 제시되는 데 비해 『회

색인』에서 독고준은 극도로 자기반성적, 자기 성찰적 인물형으로서 제시된다. 스

티븐의 예술가로서의 사명의식 표명, “아직 창조되지 않은 민족의 양심을 내 영

혼의 대장간에서 벼리어 내겠다”에 비해 독고준의 사명의식은 현대 사회에서 해

체되어가는 에고, 실종 위기에 있는 에고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120)으로서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스티븐의 경우에 비해 보수적이며 영웅적이지도 않다. 게다

가 독고준은 자기가 소설을 쓴다는 일은 누구를 무엇에서 구원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쓰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121) 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짐짓 의심케 

하는데, 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국자만은 되지 않겠다’와 같은 그의 성실 원칙

의 또 다른 표현이다. 부단히 자기반성적으로 사유하는 독고준은 자칫 소극적으

로 보일 수 있으나, 스티븐 못지않게 강고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는 소설을 쓰

기 위해 누나의 배신자이자 아버지와 자신에게 굴욕을 주었던 현호성의 집에 들

어가는 “간계”122)를 실제로 불사한다. 

앞서 말했듯이 스티븐에게도 독고준에게도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은 물론 

아니고, 자기만족으로 끝나는 예술도 아니며,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 영

향을 미치는 것이다. 『초상』에서 스티븐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원용하여 전개하는 

118) 앞의 책, p.184.

119) 앞의 책, p.190.

120) 앞의 책, p.213.

121) 앞의 책, p.214.

122) 앞의 책, p.220.



- 68 -

미학론은 문학작품이 유발하는 반응에 관한 것으로서, 문학작품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 미칠 것인가와 관련된다. 스티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의 효과라고 말

한 ‘연민’과 ‘공포’를 자기 나름으로 발전시킨다. 그는 바람직한 예술이 불러일으

키는 감정을 ‘정적(靜的) static’ 감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예술작품이 불러일으

키는 감정을 ‘동적(動的) kinetic’ 감정으로 각각 명명하며 대조시킨다. 이때 동적

인 감정은 어떤 방향으로든 행동을 유발하는 감정을 뜻한다. 반면 정적인 감정은 

그와 대조되는 감정으로서, 근본적으로 반성적인 인식의 계기가 되는 감정을 뜻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초상』의 대단원을 이루는 ‘민족의 양심을 창조하겠다’는 

스티븐의 결의는 직접적으로 행동을 유발하는 문학이 아니라 ‘정적인’ 감정, 즉 

근본적 정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포부의 표명이라고 봐

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된 스티븐이 말하는 극적 형식의 문학도 예술가가 전면

에 나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그가 말하는 정적(靜的) 감

정을 유발하는 문학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회색인』에서 독고준의 사회를 향한 의지는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서, 사회의 

증언자가 되겠다는 것, 민족의 분단사에서 증언자가 되겠다는 목적에 연결된다. 

그는 “쓰디쓴 풀피리”를 불게 될망정, 즉 크게 실망할망정 꼭 한번은 고향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야 남한이 북한에서 유토피아로 동경하던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게 증언은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사태를 역사 속에서 바르게 이해해

야 함을 전제로 하는 보고로서, 극히 어려운 과제이다. 그는 『서유기』에서 북한 

편력 중 세계사 속의 민족의 역사와 앞으로 나갈 길에 관한 상해임시정부의 연설

을 들은 후, 과제의 어려움과 보고의 책무를 무겁게 확인한다. 

눈이 된 자기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아무것도 보고할 수 없었다. 눈

에 보이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들을 무엇이라 보고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했다. 그런데도 그가 반드시 보고해야 할 것은 분명했

다. 그것은 자기, 눈이 된 그가 봉사하고 있는 머리의 대뇌 중추의 바람

일 것이 분명하였다. 마치 자기 뜻처럼 그것은 분명한 일이었다.(『서유

기』, p.265~266.)

여기서 보고자의 책무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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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역사 속에서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며, 이 책무는 소설가에게 역사가 요구

하는 엄중한 책무이다.123) 이 같은 독고준의 증언자로서의 작가의식은 『신곡』의 

주인공 단테가 자임하는 증언의 책무와 맞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편력자 단

테는 자기가 본 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자 하며, 과연 그가 본 것을 모두 제

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써서 전할 수 있을지 거듭 걱정스러워한다. 이후 독고준은 

북한 법정에서 지도원 교사에게 ‘당신들이 말하던 남한 괴뢰 허깨비는 없더라’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이때 증언은 기소자, 즉 자신의 신상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맞선다는 의미에서 용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회색인』과 『서유기』에서 이루어지는 독고준의 문학에 관한 사유는 소설 속

에 사회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와 맞닿는다. 

『회색인』에서 그는 하이네의 경우와 같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문학은 당

대를 지나면 의미를 상당 부분 잃는 것으로 보며, 반대로 프랑스혁명의 여파로 

번진 독일의 혁명을 외면한 괴테는 역겨워한다. 그는 사태를 있는 그대로 그리는 

리얼리즘 문학에도, 사회주의의 이상을 제시하는 문학을 높이 평가한 루카치의 

리얼리즘 문학론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독고준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문학은 카

프카적 리얼리즘의 문학이다. 그는 카프카를 위대한 스승이라 부르며, 카프카의 

문학을 리얼리즘의 모든 규칙을 지킨 재현이면서도 거기서 일상적 의미를 탈색하

고 전통과 질서에 대해 묻는 문학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독고준이 지향하는 리

얼리즘은 답을 말하는 리얼리즘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에 대해 묻는 리얼리즘이

다. 그는 카프카의 상징주의와 반대항이라 할 수 있는, 사회 정보로 가득한 발자

크의 사회소설 역시 현실을 모두 이야기할 수 없다며 문학을 근본적으로 수수께

끼라고  전제하며, 문제는 스타일이 아니라 작가의식, 작가가 어떤 길을 지향하는

가의 문제라고 결론짓는다. 

당대 문학에 대한 비판적 진단

당대 자국 문학에 대한 스티븐과 독고준의 기본적 진단은 자기, 즉 자신과 

자기 사회를 직시하는 노력이 결여돼 있으며, 따라서 자기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 이들에게 이 같은 당대 자국 문학의 문제는 정치와 사회의 문제와 마

123) 이 문제는 제3장의 ‘3..2.2. 하계 편력 : 북한’에서 상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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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식민지 또는 후식민지라는 여건의 산물이다. 스티븐은 『율리시즈』에서 

자국 문학을 “하인의 금간 거울”에 비유한다. 이 비유는 『율리시즈』 첫 에피소드

에서 스티븐과 같이 사는 친구 멀리건이 면도하며 들여다보던 거울에서 파생된

다. 멀리건이 그 거울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며 하녀의 방에서 가져온 거울

이라고 말하자, 스티븐은 거울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국 문학이 바로 

“하인의 금간 거울”이라고 답한다. 아일랜드 문학은 피지배자의 속성을 드러내는 

문학이자 파손되어서 온전치 못한 문학으로서, 자기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문학이라는 뜻이다. 

스티븐은 당대에 아일랜드적인 것으로 인정되거나 아일랜드적임을 주장하는 

문학이나 문예운동이 과연 진정으로 아일랜드적인 것을 직시하는가 또는 진정으

로 아일랜드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을 비판적으로 제기한다. 『초상』의 제5장에서 

대학생 스티븐은 등굣길에 “국민시인(the national poet)” 토머스 무어의 동상을 

바라보며, 몸과 영혼의 나태가 전신에 번져나가는 모멸을 겸허하게 감수하고 있

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는 이 동상의 외형에서 퍼볼그 사람이 마일리시어 사람들

의 외투를 빌어 입은 듯한 어색함, 즉 고대 아일랜드 주민이 후대의 문명화된 내

침자(來侵者)의 옷을 입은 듯한 괴리감을 느낀다. 토머스 무어는 그의 감상적 시

(詩)가 대중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아일랜드 국민시인으로 인식됐던 인물이다. 

스티븐이 그의 동상에서 나태하다는 인상을 받는 것은 그가 아일랜드적인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내침자의 외래적 표현 형식과 타협한 것으로 판단함을 의

미한다. 

또한 스티븐은 당대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 진영의 문학에서 시대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허위성과 배타적 폐쇄성을 보며 비판한다. 그가 비판하는 것은 민

속(民俗)의 신화화(神話化)와 그 과장적 의미 부여에 미치지 못하는 문학적 성취, 

시대착오적 농민 신화화와 신비주의, 과거 지향성, 셰익스피어 절대 숭배 등이다. 

등굣길의 스티븐의 농촌 출신 친구 대빈에 대한 생각은 당대의 민속에 대한 과장

적 의미 부여와 문학적 내실의 결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그는 대빈이 

어렸을 때 유모로부터 들었던 민담을 로마가톨릭교와 같은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

나, 대빈 같은 국수주의자들이 추앙하는 민담이 사실은 “여러 단계를 거쳐 내려

오면서 자꾸 갈라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된 것, 즉 파편화되어 본모습을 잃은 것

이며, 이들이 신성시하는 민족 신화에서 “어느 누구도 아름다운 글 한 줄을 끌어

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124) 스티븐은 문예부흥운동의 핵심적 선도자 예이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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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를 떠올리며 과거 지향성을 거부하고, 그 자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것을 기대한다. 

마이클 로버츠는 잊혀진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팔로 그녀를 

감쌀 때면 이 세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는 사랑스러움을 품속에 꼭 껴

안는다. 하지만 이게 아니다. 전혀 아니다. 나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

지 않고 있는 사랑스러움을 품속에 꼭 껴안고 싶다.125)

또한 스티븐은 『초상』의 대단원을 차지하는 약 한 달간의 일기의 끝 무렵 기록에

서, 언론에서 야단스럽게 보도하는 서부지역 산골 노인과 그날 밤 끝까지 싸우겠

다고 다짐한다. 서부지역, 산골, 노인은 아일랜드의 고유어와 원시적 토속성을 담

보하는 요건들이다. 스티븐의 기록은 이 노인이 그를 찾은 방문자에게 아일랜드 

말로 말을 걸었다가 상대방이 아일랜드 말로 답하자 영어를 쓰기 시작했고, 방문

자가 우주와 별에 대해 이야기하자 세상의 종말에 끔찍한 괴물들이 나타날 것이

라고 답했다고 기록한다. 빈센트 J.쳉은 이 노인이 게일어 부활 운동이나 문예부

흥운동 진영이 아일랜드적인 것의 화신으로 내세우는  존재126)라고 지적한다. 스

티븐의 기록은 아일랜드적인 것의 화신으로서의 이 노인의 진실성을 의심케 하

고, 이 노인이 당대의 고유문화 부흥 운동이 만들어낸 허위의 우상임을 암시한다. 

스티븐이 이 노인과 싸우고자 하는 의미도 허위 우상을 파괴하겠다는 뜻으로 보

인다.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이 주장하는 아일랜드적 ‘원시성’은 영국이 아일랜드

인을 폄하하는 ‘야만성’을 긍정적 의미로 역전시킨 것으로서, 산업사회 영국의 물

신주의에 대척되는 아일랜드적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 개발되고 주장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타자의 눈 속에 왜곡돼 있는 자기 모습을 타자의 눈을 위해 뒤집어

서 만든 작위적  자화상인 셈이다.  

『율리시즈』 제9 에피소드의 도서관 문학모임에서 스티븐은 당대 문예부흥운

124) 제임스 조이스/ 이상옥 역,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2006, p.280.

125) 앞의 책, p.387.

126) Stephen, as an artist seeking to create the “uncreated conscience” of the 

Irish race, realizes that it is with this old man, the personified figure of Irish 

provincial narrowness, that he must battle in seeking a spiritual liberation 

for Ireland that looks to a wider, internationalist perspective. : Vincent J. 

Cheng,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5,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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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도자들에게 도전한다. 『햄릿』에 대해 발표하기로 돼 있던 그는 논의를 작가 

셰익스피어로 확장하며, 그의 주장의 요지는 작가와 현실과 작품이 밀접한 관계

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작가는 자신의 삶의 경험에 의해 현실을 보게 되며, 그에 

따라 소재가 무엇이든 작품은 작가의 인생 경험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당대 문예부흥운동의 선도자들을 상대로 펼친 것이어서 도전적이며 논쟁적 성격

이 부각된다. 당대 아일랜드 문단의 성자(聖者)로 지칭되던 신비주의 시인 AE127)

와 당대 문예부흥운동 진영의 대표적 비평가이글린턴128)은 스티븐의 주장을 난센

스로 치부하거나 반박한다. AE는 작가의 삶은 작품과 무관하고 작품만이 중요하

고 영원하다며 스티븐의 주장을 일축한다. 스티븐의 발표에 앞서 한 참가자가 영

국인 민속학자 헤인즈가 『코노트 연가(戀歌)』129)에 푹 빠져 있다고 말하자, AE는 

아일랜드 농민에게서 세계 혁명의 힘이 나올 것이며, 『코노트 연가』는 ‘위험성’, 

즉 전복성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이글린턴은 스티븐이 셰익스피어의 사생활과 그

의 작품들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한 데 대해 위대한 작가를 폄훼한다고 비난하고, 

삼백 년 동안의 문학사적 평가에 맞설 셈이냐고 반발한다. 그는 아일랜드 문학도 

『햄릿』에 견줄만한 인물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아일랜드적인 문학의 

건설을 추구하는 그의 문학 운동과 당착을 보인다. AE는 현실의 민족을 직시하지 

않고 농민을 원시성의 상징으로서 신화화하고 문학을 신비화하며, 이글린턴은 셰

익스피어를 신성불가침의 기준으로 내세운다. 스티븐은 이들과 반대 극에 있는 

아일랜드 문인들, 즉 영국 문단에서 전위적인 문학으로 평가받는 문인들에 대해

서도 비판적이다. 『율리시즈』의 둘째 에피소드에서 그가 영국에서 활동하는 작가

들을 주인의 호의 속에 방종의 재롱을 부리는 광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대 아일

랜드 문인들이 영국 문단에서 전위성으로 주목받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독고준은 당대 한국 문학이 역사에서 단절돼 있는 정치와 똑같은 문제 상황

에 있다고 진단한다. 스티븐의 “하인의 금간 거울”이 당대 아일랜드 문학의 식민

지성을 가리키듯이, 당대 한국 문학에 대한 독고준의 비판은 바로 후식민지적 혼

돈을 지적하는 것이다. 독고준은 『회색인』 제1장의 김학과의 대화에서 당대 한국 

127) 실제 인물 조지 러셀의 실제 필명. 당대 문예부흥운동의 정신적 지주이자 예이츠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128) 실제 인물이며, 실제 필명. 문예부흥운동 진영의 농민 신문 『다나』의 편집인. 

129) Love Songs of Connacht : 후에 대통령이 된 더글러스 하이드가 민담과 전설을 채

집하여 아일랜드식 영어를 사용해 민요풍으로 쓴 작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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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이 당대 한국의 문제와 한국 정치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한다.  

한국 문학의 문제도 역시 한국적 상황 일반의 부분적인 형태라는 게 내 

생각이야. 한국 문화에는 신화(神話)가 없어. 한국의 정치처럼 말이야.

(『회색인』, p.14.)

그는 신화(神話)를 “인간과 풍토가, 시간과 공간이 빚어낸 영혼의 성감대(性感

帶”130), 즉 특정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환경과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진 고

유성으로 파악한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이 식민지 역사 속에서 신화

를 파괴당하고 “백인들의 노예로서 세계사에 끌려나왔다”고 본다.131) 그는 그에 

따라 “파리도 서라벌도 우리에겐 이방(異邦)”이라며, 당대 한국에게 서양만큼이나 

전통도 낯선 것이 됐다고 본다. 이 같은 난국에 처한 당대 한국의 전반적 문제는 

“‘우리들’의 ‘현재’에 통과시킴 없이 엉뚱하게 파리에 혹은 서라벌에 비약한 데” 

있다.132) 즉 자신과 당대에 대한 자각 없이 서양을 모방하거나 전통으로 도피하

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독고준 자신은 서양 모방도 전통 고집도 원치 않으나, 

그 사이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그는 미국 유학을 다

녀온 화가 이유정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없어서” 내셔널리스트가 될 수도 없고, 

“자존심 때문에” 돈키호테가 되고 싶지 않다133)고 표현한다. 그는 현재 『춘향전』

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이길 수 없음을, 즉 『춘향전』으로 세계문학 차원에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춘향이는 어차피 파마할 것이라고. 즉 한국 문학이 

서양 문학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가 의미하는 서양문학은 쿤데라

가 말하는 ‘유럽 소설’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신화에서 해방된 사과

를 여전히 신화로 받아들이는’ 시대착오적 서양 모방도 거부하고, 서양의 역사 전

개에 무지한 채 서양의 전위문학을 모방하는 한국의 모더니즘도 거부한다. 

여기 국내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에피고넨들. 문화적 문맥이 어

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베껴낸단 말씀예요. (...) 전위라고 하

130) 최인훈, 『회색인』(최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8[1977], p.15.

131) 앞의 책, p.16.

132) 앞의 책, p.17.

133) 앞의 책,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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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 무엇을 위한 전위입니까? 누구에 대한 레지스탕습니까? 정립(定立)

이 없는 반(反)정립.(『회색인』, p.189.) 

독고준의 한국문학의 시대착오적 서양문학 모방과 서양 전위문학 모방에 대한 비

판은 스티븐의 아일랜드 문인의 셰익스피어 추앙과 영국에서 전위문학으로 주목

받는 아일랜드인의 작가들에 대한 스티븐의 반발이나 비판적 시각과 상통한다. 

독고준은 앞서 김학과의 대화에서 인간의 창조나 비전 제시는 자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거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창조나 예언도 운명에 대한 모험이란 뜻일 테고, 운명에 대한 모험이란 

어차피 역사에 대한 ‘반격 형식’이 아닌가?(『회색인』, p.17.)

독고준은 문학의 창조도 마땅히 자기 역사와의 대결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는 서양은 “낡은 신화를 부수고 새 신화를 세우기 위해” 시를 쓰며, 서양 사람들

의 신화는 서양 시인들이 부술 것이라고 말한다.134) 자기의 사회와 자기 문학을 

외면하고 서양사의 주체도 아니면서 그리고 서양사의 맥락을 모른 채 서양의 전

위문학을 모방하며 전위를 자처하는 것은 전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독고준에게 바람직한 문학은 앞서 지적됐듯이 ‘우리들의 현재’에 통과시키는 

문학이며, 문학작품이 생산된 시대를 넘어서 살아남는 위대한 문학이 되는 것은 

“그 시대를 가장 잘 그려낸 때문”이다.135) 대학생 독고준은 소년시절 애독했던 

『집 없는 소년』과 『강철은 어떻게 단련됐는가?』가 성장소설임에도 여전히 감동을 

주는 것은 각각의 시대가 그 속에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조이스의 『율리시즈』가 서양 고전의 영웅을 성욕이 넘치는 일개 시민으로 바꾼 

것을 신(神)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것이 그 사회와 

그 시대에 통과시킨 결과임을 인정한다. 한편 그는 아프리카인의 눈으로 아프리

카를 본 한 단편소설에서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일체감을 느낀다. 그는 

이 소설을 한 미국 잡지의 아프리카 특집에서 다른 글들과 함께 읽고 그들의 연

장선상에서 이야기 하는데, 이 글들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식민지 역사의 유산에 

괴로워하며 자각적으로 길을 모색하는 아프리카인의 고민하는 모습이다. 

134) 앞의 책, p.15~16.

135) 앞의 책,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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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문명과 침공을 받고 괴로워하면서, 자기 조종을 하고 있는, 역사 

있는 전통 사회의 모습이었다. 낡은 것과 새것. 애착과 결의. 해체되어가

는 가족 제도와 도시인의 고독. 전통 종교와 기독교의 사이에서 방황하

는 사람들의 사회가 있었다.(『회색인』, p.222.) 

독고준은 이 작품에서 대륙을 넘어선 공감과 서양 사람의 소설에서 느끼지 못한 

동시대성(同時代性)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글쓴이의 “그 공간에 발붙인 사랑” 때

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136) 이는 이 작품이 아프리카인 자신의 눈으로 자기 시

대의 자기 사회의 문제를 고민함을 뜻한다. 그는 조이스의 『율리시즈』에서도, 아

프리카의 한 단편소설에서도 각각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사회와 시대를 이야기했

음을, 그들 식으로 ‘우리들의 현재’에 통과시켰음을 본 것이다.

독고준이 서양과 전통 사이에서 결론적으로 지향하는 대안은 서양을 모방하

거나 추수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길, 서양을 극복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사냥꾼의 사냥 대상

이 되지 말고, 방향을 돌려서 이쪽에서 사냥꾼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 즉 우리

의 눈으로 서양을 파악하고 전유(專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체성의 수호자

스티븐과 독고준이 공통적으로 자임하는 작가로서의 사명은 사회의 자아, 즉 

사회의 정체성을 제시하거나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스티븐의 

작가관은 『초상』의 결어(結語)를 이루는 그의 유명한 예술가 선언에서 제시된다.

다가오라, 삶이여! 나는 체험의 현실을 몇 백만 번이고 부닥쳐보기 위해, 

그리고 내 영혼의 대장간 속에서 아직 창조되지 않은 내 민족의 양심을 

벼리어내기 위해 떠난다.137)

136) 앞의 책, p.223.

137) 제임스 조이스/ 이상옥 역,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2006, p.390.

   Welcome, O life! I go to encounter for the millionth time the reality of 

experience and to forge in the smithy of my soul the uncreated conscience 

of my race. : James Joyc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s, 2002, 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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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은 아직 창조되지 않는 민족의 바람직한 정체성을 자기가 만들어내겠다고 

자임한다. 독고준은 자기 사회의 에고,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자임한다. 

어떠한 이름 아래서도 에고의 포기를 거부하는 것. 현대 사회에서 해체되

어가는 에고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작가의 임무일 것이다. 이

광수처럼 ‘살여울’에 가야만 하는가. 허숭은 물론 가도 좋을 것이다. 그러

나 예술가는 아니다.  그들은 흙 대신 종이를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

고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작가의 임무일 것이다. (...) 그들은 

노동을 하지 않는 대신 에고의 난파를 막을 책임이 있다.(『회색인』, 

p.213~214.)

표현은 다소 다르지만 두 예술가 지망생이 자임하는 예술가관의 요점은 공히 자

기 사회의 정체성에 관한 책무이다. 스티븐의 성격은 작가에 의해 다소 과장적인 

것으로 제시되는 반면에 독고준의 성격은 다소 지나치게 자기반성적인 것으로 제

시된다. 스티븐은 크랜리에게 출국 결의를 밝힐 때 크랜리가 흥분 잘 하는 성격

이라고 지적하자 이를 인정한다. 독고준은 자신이 반성적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며, 스스로를 다소 지나치게 객관적으로 보고자 한다는 것도 의식한다. 

사회의 자아를 만들어 내거나 지키기 위해서 우선 이들은 자신의 자아를 찾

아야 하며, 두 주인의 압박 속에 사는 식민지 청년 스티븐은 자유로운 체험 속에 

자아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데 반해 갑작스레 서양 문명이 범람한 

후식민지의 독고준은 한사코 ‘고향’을 향한다. 독고준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 단절돼 있는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기 냉소적인 그가 내면에서 증식하

는 “부스럼”이라고 칭하는 향수(鄕愁)는 그에게 “진주(眞珠)”, “사람의 가슴 속 제

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가장 소중한 물건”이며, “거기를 건드리면 언제나 울

리고 아프다.”138) 개인으로서 그리고 예술가 지망생으로서 그는 정체성의 바탕을 

파악하는 것을 삶의 승패를 가르는 전제로 삼는다. 

그 부스럼이 피어난 토양, 그 허허한 바람의 토양을 들여다보는 일은 아

직도 내게는 버릴 수 없는 보람이었으므로. 조국도 이웃도 다 망하는 날

138) 최인훈, 『회색인』(최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8[1977],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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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꼼짝없이 나의 에고를 속속들이 해부해보는 것에 걸었기[賭] 때

문에. 아니 걸렸기[緣] 때문에.(『회색인』, p.220.)

자기소외의 극복으로서의 예술가의 삶 

사회의 정체성 수호자로서의 예술가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스티븐과 독고

준이 자임하는 예술가상은 삶의 의미를 찾아 허무를 무릅쓰고 자신의 전존재를 

던지는 인간형, 기투(企投)의 인간형이다. 

스티븐은 도서관 문학모임에서 셰익스피어론을 펼치고 나서 한낮의 시내를 

걸으며(「배회하는 바위들」) 발전소에서 들러오는 규칙적 굉음에 몸이 추동되는 것

을 감지한다. 그는 자신이 이 같은 외부의 동력(動力)과 내부의 동력, 즉 자기의 

심장의 고동의 소용돌이 사이에 있음을 느낀다.  

발전소에서 들리는 타닥거리는 피대(皮帶)의  굉음과 발전기의 웅웅거리

는 소리가 스티븐을 추동했다. 존재 없는 존재. 멈춰라! 외부에서 항상 

쿵쿵 그리고 내부에서 항상 쿵쿵. 네가 구가(謳歌)하는 너의 심장.  나는

그 사이. 어디에? 그것들이 소용돌이치는 두 으르렁거리는 세계 사이에, 

나.139)

스티븐의 안과 밖 그리고 그 사이의 ‘나’의 삼자(三者) 개념은 독고준이 ‘공간론’

에서 말하는 안과 밖 그리고 그 접점에 있는 나라는 3자 개념과 상통하는 구조이

다. 스티븐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장애(障碍)를 향해, 두 동력을 분쇄하고 그 

타격으로 자기까지도 기절시키라며 도전을 선언한다.

그것들을 분쇄하라, 둘 다. 그러나 그 타격 속에 나 자신도 기절케 하라. 

할 수 있는 자 나를 분쇄하라. 포주와 백정이 그들이다.140)

139) The whirr of flapping leathern bands and hum of dynamos from the 

powerhouse urged Stephen to be on. Beingless beings. Stop! Throb always 

without you and the throb always within. Your heart you sing of. I between 

them. Where? Between two roaring worlds where they swirl, I. : James Joyce, 

Ulysses, Vintage Books, 1986, p.199, 제10 에피소드 821~824행.

140) Shatter them, one and both. But stun myself too in the blow. Shatte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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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주와 백정 bawd and butcher”은 돈 기포드의 주해에 의하면 ‘죽음의 신’ 또

는 ‘희망과 운명을 좌절시키는 힘’이다.141) 자신을 좌절시킬 힘을 향해 자기를 기

절시킬 만큼 와서 부딪치라고 선언하는 것은 자기가 그 장애를 향해 그만큼 강력

하게 부딪쳐 나가겠음을 뜻한다. 그는 부단히 도전하면 끝내 자기 자신에게 도달

하여 미리 정해져 있던 자기라는 운명을 완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자기 자신과 만나려던 것이 아니라 세계의 끝까지 간 자, 신    

        (神), 태양, 셰익스피어, 외판원, 이들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관통하여  

        바로 그 자기 자신이 된다. (...)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것이 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었던 그 자신이지.142)

이 말은 스티븐이 자정 무렵 홍등가에서 전개되는 제15 에피소드 「키르케」(홍등

가)에서 친구 린치를 상대로 이날 처음으로 속마음을 드러내며 한 말이다. 신(神)

과 태양조차도 끝까지 감으로써 신이 되고 태양이 되고, 셰익스피어도 그리고 외

판원도 자기가 갈 수 있는 최후의 지점까지 감으로써 셰익스피어가 되고 외판원

이 된다는 말은 부단한 도전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난다는 뜻, 자기 길을 

완주하면 자기라는 운명적 존재를 완성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자기를 만나겠다

는, 자기 운명을 완성하겠다는 필생의 투지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7 에피소드 「이타카」에서 스티븐은 이 길이 자각적이고 이성적인 동물로

서 그 나름의 추론에 의지하여 ‘허무’라는 불확정성 위에서 가야 하는 길을 자각

하고 자임한다.

   

그는 삼단논법에 따라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미지의 것으로 나아가

you who can. Bawd and butcher were the words. I say! A look around. :  앞

의 책, p.199, 제10 에피소드 824~5행.

141) Don Gifford, Ulysses Annotat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제9 에피소드 1050행과 제10에피소드 826행의 주해.

142) (abruptly) What went forth to the end of the world to traverse not itself, 

God, the sun, Shakespeare, a commercial traveler, having itself traversed in 

reality becomes that self. (...) Self which it itself was ineluctably 

preconditioned to become. : James Joyce, Ulysses, Vintage Books, 1986,, 

p.412, 제15 에피소드 211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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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각적, 이성적 동물로서의 자신의 의미, 허무라는 불확실성 위에 냉

혹하게 자리 잡은 소우주와 대우주 사이의 자각적, 이성적 반응자로서 

자신의 의미를 시인했다.143)

그리고나서 그는 블룸의 집을 떠난다. 확실하고 편안한 세계를 떠나 어두운 빈 

거리를 향해, 예속의 집에서 광야로 나선 모세의 출애급처럼 ‘적막한 광야’를 향

해, ‘허무’를 무릅써야 하는 길을 출발한다.144)

독고준도 『서유기』에서 자신의 자아의 출발점에 이른 편력을 ‘허무’를 무릅쓴 

역정으로 인식한다. 그의 편력을 촉발하는 것은 소년시절 자아를 처음 자각한 날, 

운명의 얼굴을 처음 보고 운명의 향방을 예감한 날, 자아의 출발점을 상기한 것

이다. 소년시절 그는 학교가 학생에게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습 기

간 중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간 길의 끝에서 자기 운명의 얼굴을 처음 본다. 

소설가 지망생 독고준은 자신의 길에서 이유정의 방으로 순간적으로 일탈했다가 

돌아 나와, 이 ‘소년의 날’을 상기하고, 운명의 얼굴, 자아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일념에서 편력에 나선다. 처음에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 지 알 수 없었던 그는 다

음 단계에서 고향을 향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출발과 

회귀를 반복하게 되고, 고향에 도착해서는 생명을 위협당하는 한편 자신이 무엇

을 향하는지 명확히 모르고 추억의 장소들을 답파한 끝에 마침내 ‘소년의 날’의 

현장에 도착한다. 자신을 소년에서 성년을 향해 변신시켜준 방공호 즈음에 이르

러 그는 목적지에 왔음을 깨닫고, 허무의 끝장까지 감으로써 거기에 이르렀음을  

자각한다. 

그가 가는 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가는 것이 옳았다. 왜냐

하면 그는 학생이었고 학생은 학교가 오라고 하면 가는 것이 옳았기 때

문에. (...) 그래서 그는 이른 아침의 시골길을 걸어서 가고 있었다. 그의 

143) He affirmed his significance as a conscious rational animal proceeding 

syllogistically from the known to the unknown and a conscious rational 

reagent between a micro and a macrocosm ineluctably constructed upon the 

incertitude of the void. : 앞의 책, p.572, 1011행.  

144) (In what order of precedence, with what attendant ceremony was) the 

exodus from the house of bondage to the wilderness of inhabitation effected? 

: 앞의 책, p.572, 1021~102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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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을 만나기 위하여. 운명이란, 허무의 끝장까지 가본 사람에게만 나타

나는 신비한 얼굴이다. 운명을 만나지 않은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그는 

물건일 뿐이다. 그의 윤리는 물건들의 저 인색한 법칙만을 따른다. 운명

을 만나본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본다. 없는 속

에서 푸짐함을 본다. (...) 나의 운명을 만난 날, 폭음의 여름, 저 강철의 

새들이 잔인한 계절의 장막을 열고 도시의 하늘에 날아온 그날을. 오, 얼

마나 사랑하는가, 나의 생애의 자북(磁北)을 알리던 그 바늘의 와들거림

을 나는 생각한다. (『회색인』, p.274) (밑줄은 필자의 강조.)

      

독고준의 고향 방문은 허무를 무릅쓴 첫 편력이며, 그에게 진정한 예술가는 허무

를 향한 기투(企投)를 부단히 하는 존재이다. 

독고준도 스티븐처럼 예술가를 ‘안, 밖, 그 접점 사이의 나’라는 3자의 삼중

주로 인식한다. 스티븐이 『율리시즈』에서 셰익스피어의 내면과 그가 대면한 세계

와 그의 작품들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피력했던 예술가관을 독고준은 『서유기』

에서 철학적으로 추상화하고 도표까지 곁들인 ‘공간론’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구조

적으로 전개한다.145) 무려 22쪽에 걸친 이 텍스트에서 독고준은 자기소외가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기소외 없는 예술가의 삶이 어떤 것인지 피력한다.  

먼저 독고준은 자신이 공간론에서 펼치는 논리가 철학자들의 이분법과 다른 것임

을 분명하게 전제한다. 그는 도입부에서 철학자들이 세계를 정신과 물질, 외적 얼

굴과 내적 얼굴, 즉 자연계인 밖과 정신인 안의 둘로 가른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 

이분법에서는 안과 밖은 총량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것으로 규정되며, 미적 창조

는 밖에다 어떤 조작을 줌으로써 안을 붙잡는 것, 즉 안의 물체를 밖으로 옮기고 

145) 독고준의 추상적 공간론은 노트가 펼쳐지기 바로 전에 그가 벤치에서 꾼 꿈과 대조관

계를 이룸으로써 좀더 현실성을 얻는다. 꿈이 극단적 자기소외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독고준의 꿈의 전반부는 카프카의 「변신」의 매우 충실한 번안으로서, 

두 동생을 데리고 북한에서 피난 온 맏아들이 부모 대신 동생들을 중고등학교에까지 보

내며 전심전력을 기울여 살던 중 갑자기 구렁이로 변한 이야기이다. 구렁이 청년은 자

신에게도 낯선, 완전히 자아가 소외된 존재이며, 그 결과 동생들로부터도 거부당한다. 

하지만 그가 차츰 생각에 잠기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변신」의 그레고르 잠자의 경우

와 다른 반전이다. 구렁이 청년은 소년시절을 회상하기에 이르는데, 그 소년시절은 바

로 독고준이 『회색인』에서 회상한 그의 소년시절과 일치한다. 독고준에게 향수의 대상, 

고향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름날’을 구렁이 청년은 증오한다. 그것이 그에게 

생활에 몰두하는 데 심각한 방해가 됐다는 의미이다. 청년은 살기 위해 ‘그 여름날’, 자

아의 터전인 고향을 깡그리 잊으며, 결국 스스로에게도 낯선 존재,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존재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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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물체를 안으로 옮기는 일로서 인식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 이분법이 ‘나’

와 정신을 혼동하여 안 = 작가의 정신 = ‘나’라는 등식을 성립시킨다고 지적한다. 

독고준의 주장은 이 ‘경험상의 나’, 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뒤에 ‘또 하나

의 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또 하나의 나’는 안과 밖의 접점에서 나를 지켜보는 

‘눈’이다. 그에게 인간행위는 이 ‘눈’과 나의 내적 공간상과 외적 공간상의 ‘삼중

주’이다. 물론 문학도 인간행위이므로 이들의 삼중주이다. 그는 내적 공간상과 외

적 공간상은 이유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접경에 있는 ‘눈’은 절대 파악

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양심, 주체성, 의지, 데몬, 무의식, 일

자(一者), 물자체(物自體), 절대정신, 가치, 이데아, 로고스, 길 등이 이와 상통한

다고 말한다. 

우선 위의 요약에서 철학자들이 ‘양심’과 ‘주체성’ 등으로 칭한다는 개념은 

스티븐이 『초상』 말미에서 창조하겠다던 민족의 ‘양심’, 즉 주체성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고준의 ‘안과 밖과 그 접점’의 공간 개념은 앞서 제시된 스티

븐의 안과 밖과 그 접점의 개념과 그대로 일치한다. 독고준의 ‘외적 공간상’은 스

티븐의 외부 동력, 즉 “발전소의 피대가 타닥거리는 굉음과 발전기가 웅웅 울리

는 소리”와, 독고준의 ‘내적 공간상’은 스티븐의 내부 동력, 즉 “네가 구가(謳歌)

하는 너의 심장”과 상통한다. 그리고 스티븐도 독고준도 안과 밖의 접점에 일반

적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의 ‘나’, 나의 정체성을 상정한다. 스티븐의 “으르렁

대는 두 세계 사이에 있는” “나 자신”은 독고준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뒤에 있는 “또 하나의 나”’, 안과 밖의 접점에서 나를 지켜보는 ‘눈’으로서

의 ‘나’에 상응한다. 스티븐의 자기에게 장애가 될 힘을 향한 와서 부딪치라는 선

언은 자신이 장애를 향해 부딪쳐 나갈 것임을 다짐하는 예술가로서의 결의로서, 

독고준이 인간행위로서의 문학을 내적 공간상과 외적 공간상의 ‘삼중주’로 보고 

아류(亞流) 예술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접점, 즉 나를 향해 피투성이의 부딪

침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상통한다. 독고준은 예술가가 아류(亞流)가 되

지 않기 위해서는 죽음이 올 때까지 보기만 하는 ‘나’, 소유할 수 없는 ‘나’, 그 

‘허무’를 향해 피투성이의 부딪침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실에서 인간의 삶

은 안에서만 또는 밖에서만 이뤄질 수도 있지만,146) 자아와 자아의 뿌리를 자각

146) 최인훈은 『회색인』에서 자기소외의 정도가 다른 다양한 인물을 제시한다. “내가 죽고 

싶어야... 죽지”, “그만 아프기로 했다”고 말하는 김학의 부친은 ‘밖’을 모르고 살아온,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환경의 인간형, 즉 ‘안’의 인간형의 한 전형이며, 번성한 요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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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기소외 없는 삶과 문학은 안 · 밖 · 그 접점의  삼중주를 통해서만 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스티븐에게도 독고준에게도 ‘허무’를 향한 기투는 자기 정체성

과 자기 운명, 자아에 닿으려는 노력인 것이다.  

조이스의 연작도 최인훈의 연작도 자기소외의 사회에서 자기소외가 없는 삶

과 예술을 지향하는 예술가 지망생을 제시한다. 독고준이 공간론을 통해 설파하

는 삶, 즉 ‘안’ 또는 ‘밖’에 머무르지 않고 그 접점인 ‘눈’을 향해 기투(企投)하는 

삶은 자기를 자각하려는 삶, 자기소외를 거부하는 삶이다. 스티븐이 온몸을 던져 

끝까지 정진하려는 예술가의 길이 허무를 무릅쓰는 길임을 자각하면서도 그 길을 

자임하듯이, 독고준도 허무를 행해 피투성이의 부딪침을 계속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 길을 자임한다. 

스티븐도 독고준도 소외 없는 삶,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삶을 자신의 삶과 예

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두 사람 모두 안과 밖과 그 접점의 삼자(三者)의 개념구

조를 통해 소외 없는 ‘나’와 자기 소외 없는 예술가의 길을 인식한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 ‘나’를 향해 전력투구하겠다고 결의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가기로 다

짐한다. 이들은 그 길이 허무를 향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자 한다. 그 

길을 지향함으로써만 자기의 운명에 이르고 자기가 지향하는 예술가가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스티븐과 독고준의 예술가관도, 이들이 자임하는 예술가의 길도 이

렇게 부합한다. 이렇게 예술가가 될 때 스티븐은 자기 영혼의 대장간에서 아직 

창조되지 않은 자기 민족의 양심을 벼리어낼 수 있고 자기 사회의 현실을 바로 

비추는 깨어지지 않은 거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며, 독고준은 자기 사회의 

에고의 난파를 막을 책임과 자기 사회를 역사 속에서 올바로 파악하여 보고(報告)

하고 증언해야 할 예술가의 역사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스티븐이 ‘광

야’ 속으로 원심적 길을 나서는 것과 달리 독고준은 자아를 확인한 후 자기 방으

로, 구심적으로 회귀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온몸을 던져 부딪치는 기투(企投)

를 향해 출발하는 것이다. 

2. 사회 인식과 예술가상의 형성 과정 : 『초상』과 『회색인』

를 보며 폭격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기 어려웠던, 결국 정신적 장애로 낙향할 수밖에 없

었던 김학 형의 해양대학 동기생은 ‘밖’으로 균형추가 심하게 기운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망망대해에서 석굴암이 보고 싶었다는, 고향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꼈다는, 정

지용의 「향수」 전편(全篇)을 동생에게 암송해주는 김학의 형은 ‘안’을 향해 다소 기우는 

경향을 보이는 인물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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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과 독고준은 반세기 남짓한 격차를 두고 산 인물들이다. 『초상』과 『율

리시즈』를 바탕으로 추산되는 스티븐의 출생 시기는 조이스의 경우와 같은 1880

년대 초이며, 『회색인과 『서유기』를 바탕으로 추산되는 독고준의 출생 시기는 최

인훈의 경우와 같은 1930년대 전반이다. 스티븐의 대학시절은 2년제 대학으로서 

1900~1902년이며, 이듬해 4월까지가 『초상』에서 다뤄지고, 그 뒤 1년 남짓 지난 

1904년 6월 16일 하루가 『율리시즈』의 시간배경이다. 독고준 연작의 경우 그의 

대학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까지, 1958년 가을부터 1959년 7월까지가 작

중 현재이다. 

『초상』과 『회색인』은 스티븐과 독고준이 사회를 인식하고 예술가상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제시한다. 두 경우 모두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체제나 시대의 흐름

에 흡수되는 데 저항하며 독자적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스티븐에게도, 독고

준에게도, 자기정체성을 가진 예술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희생을 수용해야 하

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초상』과 『회색인』은 전개와 구성과 스타일에서 서로 매우 다른 소설

이다. 우선 『초상』에서는 스티븐의 형성과정이 유년기에서 대학 졸업 후 반 년 

정도까지가 순차적으로 재현된다.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시기는 스티븐의 

대학생활과 졸업 직후의 시기로서, 소설 전체의 1/3 정도의 분량을 차지한다. 이

와 달리 『회색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학교 3학년 가을에서 4학년 7월에 

이르는 대학생 독고준이 전면에 나서서,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

를 회상하며 현재를 살아간다. 대학생 독고준의 생활에서 압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색이며, 유년기에서 대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과거는 그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실제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그리고 과거의 사실과 현

재의 평가가 뒤섞인 채로 제시된다. 과거의 회상은 『회색인』의 초반부에 집중되

는데, 독자는 이를 바탕으로 그의 과거 역정을 순차적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그의 

현재의 생활, 즉 3학년 2학기 초에서 4학년 1학기 말에 이르는 생활은 순차적으

로 전개된다.  

전개뿐만 아니라 전체적 구성에서도 『초상』과 『회색인』은 매우 다르며, 『회

색인』은 『초상』보다 오히려 『율리시즈』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율리시즈』의 

18개 에피소드에서 스티븐과 레오폴드 블룸의 두 편력자가 번갈아 또는 함께 나

타나듯이, 『회색인』도 독고준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독고준과 김학 두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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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모두 14개 장 가운데 3개의 장, 제4, 6, 8장은 독

고준이 모르는 가운데 김학의 단독 편력으로 이루어진다. 독고준이 중심을 이루

는 11개 장 중 제1~3장은 전기적 의미에서 『초상』의 1~4장에 상응한다. 독고준

의 유년기부터 “소설가 지망생”으로서 자칭하기 이전까지의 과정을 제시하기 때

문이다. 제1~3장의 현재에 관한 부분과 이후 8개의 장, 즉 제5, 7장과 9~14장은 

대학생 독고준의 생활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초상』에서 스티븐의 대학생활 이

후를 보여주는 제5장에 상응한다. 『초상』의 제5장이 대학생 스티븐의 적빈한 생

활형편 속의 문학적 사색과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듯이, 『회색인』

에서도 대학생 독고준의 생활은 생계와 학업을 위협하는 경제적 사정 속의 문학

적 사색과 비판적 사회의식을 보여준다. 『초상』의 제5장이 스티븐의 사색과 대화

로 이루어지는 편력 형식을 취하듯이 대학생 독고준의 생활도 전체적으로 사색과 

대화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5장 이후가 편력의 형식에 가깝다는 점에

서 『초상』의 제5장과 상통한다. 독고준의 편력기적 역정은 현호성이 변수로 등장

함으로써 비롯되고, 그와의 담판으로 모험에 진입하며, 이유정과 대화와 외출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예술을 접하고, 자신의 ‘서유기(西遊記)’라고 치부하는 조상이 

살던 도시를 여행147)하는 것 등으로 전개된다. 김학의 역정을 이루는 제4장에선 

그의 정치학과 친구들이 시국 토론을 벌이고 김구 묘소를 참배하며, 제6장에선 

그의 경주 고향집에서 그와 그의 형이 대의(大義)가 중요하냐 ‘향토’가 중요하냐

를 둘러싸고 논쟁하며, 제8장에선 최근 경주에 정착한 ‘현자(賢者)’ 황선생이 김학

을 상대로 한국, 일본, 세계를 아우르는 역사관과 세계관을 펼친다. 『초상』에서  

스티븐이 여러 사람과 차례로 대화함으로써 서로 다른 견해들이 직접적으로 대비

되는 것과 달리 『회색인』에서 독고준의 입장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입장의 입

장과 직접적으로 대비됨은 물론 그가 만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과도 간접적으로 

대비된다. 

주인공을 상대화하는 이 다성적 구성은 인물의 기질의 차이와도 연결된다. 

기본적으로 스티븐과 독고준은 유사한 자질과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이들은 소

년기부터 탁월한 지적 능력과 사유 능력을 드러낸다. 청년기 스티븐과 독고준은 

시류나 집단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분석과 판단을 따르는 독립적 입장을 

147) 『회색인』의 제12장은 독고준이 아버지로부터 조부가 구한말에 이북으로 이주하기 전

에 살았고 이후 친척들이 살았다고 들은 P시(市)를 찾아갔다 오는 이야기이며, 독고준

은 이 여행을 자신의 “서유기”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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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한다. 이들은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을 거부하여 친한 친구로부터도 반감을 

사지만, 자기 판단을 끝까지 지킨다. 그러나 기질이라는 면에서 보면 스티븐이 다

혈질적, 낭만주의적 영웅형 인물인 데 반해 독고준은 자신을 상대화하는 반성적 

성찰형 인물이다. 독고준은 자신에 대해 객관적이고자 하며, 그로 인해 때로 과장

적으로 냉소적이다. 일례로 그는 자기 내부에서 점점 커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로서 “진주(眞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격

상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부스럼’이라고 칭한다. 스티븐과 독고준이 자임하는 예

술가상이 사회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

고, 이들의 기질이 다르게 설정됨에 따라 이들의 언어와 포즈 역시 다른 모습을 

취한다. 그 차이는 “내 영혼의 대장간 속에서 아직 창조되지 않은 내 민족의 양

심을 벼리어 내겠다”는 야심만만한 스티븐의 선언과 예술가에게 “노동을 않는 대

신 에고의 난파를 막을 책임이 있다”는 독고준의 논리적 입장 표명에서 잘 드러

난다. 스티븐은 열띤 감성의 소유자로서 자신이 남다른 운명을 가졌다고 믿으며, 

자신의 지적 능력이 탁월함을 알고 우월감을 감추지 않는다. 독고준 역시 자신의 

사고력이나 판단력의 우월함을 알지만,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기보다 자기

가 해야 할 몫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스티븐이 형성과

정에서 단계마다 독자적 결단으로 자신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반해 독고준의 역

정은 전체적으로 역사적 격변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스타일과 

인물형의 차이는 시대적 여건의 차이와 그에 따른 역사 인식의 차이와도 맞물려 

있다. 그것은 20세기 전환기의 아일랜드와 20세기 중반 한국의 차이다. �초상�의 

배경이 아일랜드의 정치적 침체기, 사회 격변이 없는 시기라면, 대학생 독고준은 

북한의 공산화와 6·25 전쟁의 역사적 격변을 몸소 겪고, 학생혁명으로 치닫는 위

기가 고조되는 시간을 사는 인물이다. 

『초상』과 『회색인』의 전개, 구성, 주인공의 인물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

티븐과 독고준의 기본적 여건과 예술가를 향한 형성의 과정은 매우 유사하다. 다

음에서는 예술가를 향해 나아가는 두 인물의 여정을 차례차례 살펴보고, 두 스토

리 사이의 상응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2.1. 『초상』  

앞에서 말한 것처럼 『초상』에서는 스티븐의 유년기에서 대학 졸업 직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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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기간이 5개의 장(章) 속에 나뉘어 전기(傳記)와 같이 순차적으로 제시된다. 

각 장은 스티븐이 각 성장단계에서 사회와의 갈등에 직면하여 출구를 선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제1~4장에서 스티븐이 선택하는 출구는 사회화, 반동, 다시 

사회화, 또 다시 반동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1장에서 스스로 위축되고 또 놀림의 

대상이었던 초등학생 스티븐은 결국 학교의 최고 권위인 교장으로부터 인정받고 

학생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으며, 제2장에서 사춘기와 성년 사이의 스티븐은 정

신적, 생리적 변화와 동요 끝에 홍등가로 일탈한다. 그러던 스티븐은 제3장에서 

기독교 교육에 유도되어 철저한 신앙인이 된다. 그러나 제4장에서 그는 기독교 

체제에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자유와 방랑의 길을 선택하고 예술가가 되고자 한

다. 제5장에서 그는 사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하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사회에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사명을 스스로 자임함으로써 자신의 예술가

로서의 삶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화해에 이른다.  

제1장에서는 스티븐의 유아시절을 거쳐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시절이 

집중적으로 재구성된다. 이 시기에 어린 스티븐에게 처음으로 지적, 사회적 호기

심이 생기고, 인식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스티븐은 일찍이 독서에 몰두하여 그 

나름의 소양을 쌓고, 어른들의 논쟁에 귀를 기울이며 그 나름의 사회인식을 갖기 

시작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정에서 파넬의 실각을 둘

러싸고 벌어진 격론148)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는 일찍이 자기 사회의 근본 갈등

을 인식하게 된다(이 장(章)의 ‘1.1. 사회관’을 참조할 것). 크리스마스 정찬임에도 

불구하고 파넬의 열렬한 지지자인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 케이시씨(氏)는 가톨릭 

성직자들이 신도들을 파넬로부터 이반시키는 설교를 하여 그를 실각시켰다고 비

난하고, 완고한 가톨릭 신자인 단티 아주머니는 성직자들이 신도들에게 옳고 그

름을 가르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맞선다. 논쟁을 격화되며 스티븐의 아버지측은 

그간 가톨릭 성직자들이 아일랜드 자치운동을 배신했던 사례를 열거하며, 급기야 

하느님이 아일랜드의 독립보다 앞서는 것이라면 아일랜드에 하느님은 필요 없다

고 선언한다. 단티는 이에 격분하여 “지옥에서 갓 나온 악마 같으니라고! 우리는 

이겼단 말이야! 그 놈을 짓눌러 죽였단 말이야! 악마 같으니라고!”라고 외치며 아

버지와 케이시 씨와 파넬을 모두 악마로 몰아붙인다. 케이시씨는 독립의 꿈이 무

산된 것에 안타까움을 참지 못하여 “가엾은 파넬!” “나의 죽은 왕이시여!”라며 흐

148) 제임스 조이스/ 이상옥 역,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2006, p.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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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고, 스티븐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인다. 스티븐이 단티를 냉정한 사

람으로 느끼는 반면에 케이시씨는 거칠지만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끼는데, 이는 

그가 파넬 지지 쪽에 마음이 쏠렸음을 뜻한다. 이날의 격론이 그를 파넬 지지자

로 만들었음은 그가 2년 후 10대 초반에 첫 연시(戀詩)를 쓰면서 격론 직후 파넬

에 관한 시(詩)를 시도했었음149)을 상기함으로써 그리고 제5장에서 대빈과의 논쟁 

중에 자기 민족이 톤과 파넬 같은 독립지도자들 배신했다고 비난하는 데서 확인

된다. 

부모의 욕심으로 상류층 아이들이 다니는 예수회 기숙학교에 입학한 스티븐

은 출신 계층이 남과 다른 데다 유약하여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른 학생

들의 집안이 상류층임을 의식하고 부러워하며 위축되기도 한다. 이렇게 불안하고 

열등한 위치에 있던 그는 학감의 오해로 부당하게 체벌을 받자, 역사책에서 읽은 

위인을 생각하며 교장을 찾아가 항의한다.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어. 어떤 위대한 

분이었는데, 그의 얼굴이 역사책마다 나오곤 했지. (...) 원로원과 로마의 

시민들도 고발당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처벌받았음을 늘 만천하에 선언하

곤 했으니까. (...) 역사란 온통 그런 분들과 그런 분들의 행적으로 가득

했으니까.150)

학생들은 스티븐을 놀리기 위해서 그에게 교장에게 항의하라고 부추긴 것이었으

나, 스티븐은 어느 학생도 엄두내지 못하는 용기 있는 일을 해냈고, 이를 통해 교

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학생들로부터 야단스런 영웅대접을 받는다. 

제2장은 스티븐이 사춘기에서 성년의 문턱에 들어서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그의 가족이 농촌에 가진 토지자산을 바탕으로 지방도시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다

가 더블린의 빈민으로 전락하는 시기이다. 이 장은 스티븐이 경제형편 상 더 이

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는 사춘기의 2년간 방치되어 지방

도시에서 그리고 더블린 화물 항구에서 홀로 배회하고 독서에 몰입하며, 좌절 속

149) 실제로 조이스는 9세 즈음 파넬의 동지 힐리가 파넬을 배반한 것을 브루투스가 시저

를 배반한 것에 빗대어 「힐리, 너도?」라는 시를 썼으며, 그의 아버지가 이 시를 자랑스

럽게 여겨 인쇄해서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0) 제임스 조이스/ 이상옥 역,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2006,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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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상(飛翔)을 꿈꾼다. 독서를 통해 그는 자신을 ‘변신’하게 해 줄 메르세데스

를 동경하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처럼 성공하여 자신을 증명할 수 있기를 염원하게 

된다. 이때 그에게 같은 또래의 유복하고 명랑한 소녀 엠마 클러리(“E- C-”)가 

다가오고, 이성에게서 느낀 특별한 감정을 그에게 첫 서정시를 쓰게 한다. 그는 

더블린의 학교로 전근 온 옛 교장의 주선으로 다시 일반 예수회 학교에 다니게 

되며,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는 반면에 여전히 ‘거친’ 독서, 즉 학교에서 허용하는 

범주 밖의 독서를 계속한다. 그의 에세이는 작문교사로부터 “이단적 생각”151)을 

가졌다는 진단을 받고, 바이런을 최고 시인으로 꼽는 그 나름의 문학관으로 인해 

그는 동료 학생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다. 이 장의 후반부는 스티븐이 사춘기

에서 청년의 문턱을 넘어서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는 빚 청산을 위해 재산을 처

분하러 고향에 내려가는 아버지를 동행하여 아버지와 고향사람들로부터 그의 조

부와 아버지 자신에 대한 옛 이야기들을 듣고 지방 사람들의 격의 없는 환대를 

받으며 아일랜드적인 삶의 모습을 마주하지만 아무런 유대감도 느끼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관한 아버지의 조언에도 주위에서 가난한 집 맏아들에게 거는 기대에

도 전혀 무감하며, 스스로 사춘기와 결별했음을 자각한다. 반면에 그는 스스로 통

제하기 어려운 몽상벽(夢想癖)과 성적 욕망에 빠지는 시기를 맞는다. 그의 몽상벽

은 아버지가 다니던 대학교의 나무책상에 각인된 ‘태아 Foetus’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그의 눈앞에 그걸 새기는 대학생들의 활력 넘치는 야성적 모습을 펼쳐냄으

로써 그를 전율케 한다. 이같이 스티븐의 지적, 정서적 세계가 사회의 통제망을 

벗어나는 가운데, 그의 성적 욕망은 그가 예수회 학교 학생의 최고 명예직인 심

신회 회장이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기독교의 최대 금기를 깨고 홍

등가를 찾아 첫 경험에 이르게 한다. 

제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간 성적(性的) 탐닉에 빠져 있던 스티븐이 역(逆)

으로 철저히 사회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는 그의 예수회 학교의 피정(避靜) 

기간 초등학교 은사가 설교자로 와서 지옥을 극도의 공포를 야기하도록 형상화하

는 긴 설교를 듣는 것을 계기로 그간의 생활을 돌이켜보며 자신이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는 자기혐오를 느낀다. 이 장은 이후 스티븐의 정신이 전회(前悔)와 고해

(告解) 그리고 철저한 신앙 훈련을 통해 완전히 기독교의 가르침에 흡수되는 과

정, 그의 개인적 자아가 소거되는 과정으로 채워진다. 

151) “This fellow has heresy in his essay.” : James Joyc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s, 1993,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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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 그간 종교적 희열까지 학교가 제시하는 매뉴얼에 따라 통제하며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규범적 신앙생활로 채웠던 스티븐의 삶은 다시 반전(反轉)

된다. 학업과 품행에서 최고인 그에게 교장은 특수한 학생에게 부여되는 신학교 

진학을 제안한다. 신학교 진학은 사제가 되는 통로이며, 사제직은 그가 조용히 여

유로운 정신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꿈꿔오던 자리다. 사제직은 또한 당

대 아일랜드에서 권위는 물론 상대적 부(富)를 보장받는 선망의 지위로서 독실한 

신자인 그의 어머니가 기대하던 바이기도 하고, 특히 빈곤한 가족을 생각한다면 

그가 마땅히 진출해야 하는 지위이다. 하지만 막상 꿈의 실현 가능성이 열리자 

스티븐은 사제의 길이 체제 속에 구속되는 것이며 자신의 길은 자유와 방랑임을 

깨닫는다. 이후 스티븐은 일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행운을 맞아 자유의 희망

과 예술가의 꿈을 구가한다. 자유의 기대에 부풀어 해변을 거닐던 그는 예술가가 

되는 길이 어릴 적부터 막연히 느껴온 소명이었음을 자각하고, 마음껏 방랑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무한한 자유 속에 다이달로스처럼 지상의 소소한 물질을 가지

고 지상에 없던 아름답고 신비한 비상체(飛翔體)를 창조하겠노라 다짐하며 예술가

를 향한 꿈의 절정에 이른다.

그의 영혼은 소년시절의 무덤에서 일어나 그 시절의 수의를 떨쳐버렸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옛날의 위대한 명장

처럼, 그도 이제는 영혼의 자유와 힘을 밑천으로 하나의 살아 있는 것, 

아름답고 신비한 새 비상체를 오만하게 창조해 보리라.152)

제5장은 스티븐의 대학생활과 졸업 후 반년 정도까지를 보여주는데, 여러 면

에서 제1~4장의 변형된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존 폴 리퀄미는 제5장의 구조가 

이 제1~4장의 구조를 반복한다고 말한다.153) 제5장은 대체로 대학생 스티븐의 긴 

하루의 편력과 졸업 후 출국을 앞둔 그가 크랜리와 걸으면 나누는 대화로서 이루

어진다. 제5장에서도 우선 스티븐의 적빈한 가정형편이 드러나고, 다음으로 그의 

문학적 소양, 사회관, 예술가관, 종교관이 표명되고, 마지막으로 제4장 말미에서 

152) 제임스 조이스/ 이상옥 역,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2006, p.262.

153) The narrative structure of V, then, duplicates the structure of the entire 

book. : John Paul Riquelme, “The Parts and the Structural Rhythm of 

Portrait”, John Paul Riquelme(edited by),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7,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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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구가했던 자유와 방황을 통한 무한한 체험과 예술가의 꿈이 다시 구가된다. 

스티븐의 긴 하루의 편력은 『율리시즈』에서 스티븐와 블룸의 경우처럼 집에

서 아침식사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의 가정의 생활 형편은 “그의 오만한 젊음을 

꺾으려 위협하는”, “그의 영혼을 참담하게 하는” 정도로 적빈의 상황154)에 처해 

있다. 그의 아침식사는 헌 신발과 헌 옷을 맡긴 전당표 물표들이 있는 식탁에서 

세 번 우린 홍차와 고기기름에 찍어 먹는 빵부스러기로 때워지며, 그의 집골목은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비명이 들려나오고 쓰레기가 쌓여 있고 바닥이 질퍽거린다.  

스티븐은 큰 길로 들어섬으로써 적빈의 참담함에서 벗어나 학교로 향해 걸으

며, 그의 등굣길은 그 나름의 문학사 산책이 된다. 그는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 

뉴먼, 기도 카발칸티, 입센, 벤 존슨, 아리스토텔레스, 토머스 아퀴나스 등으로 의

식의 흐름을 따라 종횡무진 산책하는데, 그는 학생들과 어울리기보다 문학작품과 

미학 관련 서적을 읽으며 주로 홀로 시간을 보내온 것으로 드러난다. 학교에 가

까워지며 그는 문학사 산책에서 빠져 나와, 숭앙받는 민족 시인의 동상을 바라보

기도 하고 당대 사회 운동에 열심인 동료 학생들도 생각한다.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스티븐은 국민시인으로 추앙받는 토머스 무어의 동상을 바라보며 그의 

시가 과연 외래문화와 타협하지 않은 아일랜드적인 시인가에 의문을 제기하

고,155) 자신을 반(反)사회적이라고 비난한 세계주의자 동료 학생 매캔과 민족문화 

운동을 하는 농촌 출신의 무지한 친구 대빈을 생각한다. 이들과 스티븐은 곧 격

론을 벌인다.  

학교에 도착한 스티븐은 학감과 이야기를 나누고, 매캔과 대빈과 차례로 다

툰다. 대화와 논쟁이나 판단에 있어서 스티븐에게 핵심적 가치를 갖는 것은 삶이

든 사회운동이든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자기정체성의 

문제이다. 그의 대화 상대들은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나 사유가 결여된 인물

들로 드러난다. 이들을 포함하여 스티븐이 문제 삼거나 대화하거나 생각하거나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 아일랜드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생각이 극히 제한돼 있어서, 스티븐은 답답함을 느낀다. 제5장에서 제

기되는 일들은 모두 스티븐에게 실망스럽거나 답답하게 구속하는 일들로서, 그가 

떠날 수밖에 없고 떠나야 함을 정당화해 준다. 

학감은 스티븐에게 미학 문제에 대한 그의 견해를 언제 들을 수 있냐고 건성

154) 제임스 조이스/ 이상옥 역,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2006, p.271, p.272.

155) III. 1.2. 예술가관의 ‘당대 문학에 대한 비판적 진단’ 항목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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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묻고 나서, 심오한 문제들을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친절하게 경고

함으로써 사유를 만류한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 속으로 뛰어들지만 다시 떠오르지 못하고 있어. 오

직 숙련된 다이버만이 바다 속 깊은 곳에 뛰어들어 탐색을 마친 후 다시 

물위로 올라올 수 있다네.”156)

예수회 신부이며 영국인인 학감은 스티븐과의 대화에서 단순한 비유적 표현도 못 

알아듣고 다소 오래 된 영어 단어를 모르는 등 사유 능력과 의지 그리고 언어에 

대한 자각이 결여된 사람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는 학생들을 위한 난로 불 피

우기와 같은 봉사로 크랜리를 비롯한 학생들로부터 헌신적 사제의 전범(典範)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다. 스티븐은 그에게서 가치관도 소명의식도 결여된 단순한 직업

인임을 확인하며, 그의 출발점’이 어디일까, 즉 그가 과연 자신의 선택이나 결단

에서 비롯되는 삶의 방향을 선택한 인물일까 의심하게 된다. 학감은 다시 스티븐

에게 사색에는 “굶주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하고,157) 우선 

학위를 받고 무넌을 본받으라고 권유한다. 무넌은 이날 인도 근무 행정관 시험에 

5등으로 합격한 것으로 밝혀지며 학생들 사이에서 특보(特報)의 주인공이 되는

데,158) 학감은 스티븐에게 무넌을 오랜 노력 끝에 정상(頂上)에 오른 예로 든다. 

학감이 스티븐에게 주는 사색에 대한 경고와 현실 우선의 조언 역시 학생을 체제 

속에 순응시키고자 하는 기독교적 순치(馴致) 교육으로서, 즉 제2장에서 스티븐의 

작문에 대한 영어교사의 이단적이라는 지적과 제3장의 지옥 설교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영국의 식민지 관리 시험 합격은 선망의 대상이며, 

합격자 발표는 중대 뉴스로서 급속히 확산된다. 민족주의자들이 영국 관리 시험 

156) 제임스 조이스/ 이상옥 역,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2006, p.288. 

   한편 최인훈은 1973년 민음사에서 발간한 『광장』의 서문 「이명준의 진혼을 위하여」에

서, 이명준을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바다 속에 내려간 후 다시 떠오르지 못한 

잠수부에 비유한다 : 

      나는 (...) 이명준이라는 잠수부를 상상의 공방(工房)에서 제작해서, 삶의 깊은 바다

에 내려 보냈다. 그는 ‘이데올로기’와 ‘사랑’이라는 심해의 숨은 바위에 걸려 다시는 떠

오르지 않았다. 

      여러 사람이 나를 탓하였다. (...) 충분한 가르침도 없이 그런 위험한 깊이에 내려보

내서,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를 세상 버리게 한 것을 나무랐다.

157) 제임스 조이스/ 이상옥 역,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2006, p.293.

158) 앞의 책,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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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들을 축하하여 한 턱 낸 것으로 이날 알려지는데, 이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관계는 복잡하게 착종돼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스티븐이 동료들과 벌이는 논쟁은 당대의 정치적, 문화적 ‘운동’들의 한

계와 이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부화뇌동의 시류를 드러내는 한편, 그가  집단

에 순응하거나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배척당하는 처지임을 보여준다.159) 매캔은 

자국이 제국주의에 지배당하는 식민지라는 현실은 도외시한 채 러시아황제 니콜

라이 2세의 평화칙서에 지지 서명을 하라고 선동하며, 아일랜드 밖의 세계에 대

해 전혀 모르는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자 대빈을 포함해 모든 학생들이 자동적으

로 서명한다. 스티븐은 유일하게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반동분자”160)라는 비난을 

듣고, 동료학생들로부터 오만한 삼류시인이라는 인신공격을 받는다. 스티븐은 바

로 전 학교에 오는 동안 매캔이 민주주의 시민임을 자처하며 남녀노소가 평등한 

유럽합중국의 이상(理想)을 떠들고 그에게 “반(反)사회적 인간”161)이라고 비난했

던 것을 상기하며 실소했었다. ‘예수를 가지려거든 합당한 예수를 가지라’라는 스

티븐의 서명 거부 이유는 어느 누구의 주의도 끌지 못한다.162) 스티븐은 매캔의 

세계 평화 운동이 실제에 있어서 대빈의 민족주의 운동에 상치(相馳)되는 세력임

을 대빈에게 암시하는데, 무엇보다 국가가 먼저라며 자신을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로 자처하는 대빈은 스티븐에게 홀로 서명하지 않고 항상 자기주장을 내세우며 

이상한 말, 즉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아일랜드인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스티븐을 “냉소가”다, “아일랜드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한다.163) 대빈

은 스티븐에게 게일어 학습 모임에 나오라며 “우리 편”이 되라고 설득하는데, 대

빈의 판단력의 아둔함과 지적 협소함에 대한 스티븐의 발발은 당대 민족문화 운

159) III.  1.1. 사회관을 참조할 것.

160) 제임스 조이스/ 이상옥 역,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2006, p.306.

161) 앞의 책, p.274.

162) 여기서 스티븐이 서명하지 않는 의중은 더 이상 밝혀지지 않는다. 『율리시즈』 제15장 

「키르케」 에피소드에서 스티븐의 의중이 암시된다. 이 에피소드 말미에서 스티븐은 영

국 병사에게 실랑이를 거는 것을 만류하는 블룸에게 자기가 좀 취했다면서 ‘생존 투쟁

은 존재의 방식인데 황제와 영국 여왕이 중재를 창조했다’고 말한다(Vintage Books, 

1986, 4433~7행). 이 말은 역설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즉 스티븐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내세우는 평화 중재를 불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율리시즈』에서 시민들이 일

본의 러시아 함대 격파도 거론하지만, 러시아의 제국 확장에 대해서도 거론하기 때문이

다. 특히 영국이 여왕의 평화 중재 활동 중에도 남아프리카에서 보어족(族)을 상대로 계

속 식민지 확장 전쟁을 벌인 것은 그 전쟁에 대거 참전한 아일랜드인들이 모를 수 없는 

사실이다. 

163) 제임스 조이스/ 이상옥 번역,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2006,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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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진영에 대한 그의 거부감이기도 하다. 스티븐의 자기 입장 고수에 대한  매캔

과 대빈의 격한 비난은 중고등학교 시절 교사의 그의 작품에 대한 “이단적”이라

는 진단 후 그에게 바이런이 최고 시인이라는 주장을 굽히기를 강요하던 동료 학

생들의 집단구타와 엠마와의 연애를 시인하라는 집단적 괴롭힘의 한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티븐은 계속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은 격론들을 뒤로 하고 그가 가장 머리

가 좋은 학생으로 평가하는 친구 린치를 끌고 산책에 나서서, 지적 게으름을 피

우는 린치를 각성시켜 가며 학감이 물어놓고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의 예술론 또

는 미학을 끈질기게 설파한다. 스티븐이 가장 자기중심을 가진 학생으로 평가하

는 크랜리에게서는 물론 가장 지적인 린치에게서조차 그기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지적 게으름이다. 스티븐은 린치에게 ‘정적(靜的)인’ 정서와 ‘동적(動的)인’ 정서에 

대해, 예술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름다움을 이루는 요소들에 대해, 문

학작품의 세 형식에 따른 예술가와 수용자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하여 이야기한

다.164) 앞서 제1절에서 소개된 그의 예술가관이 대체로 예술가와 사회와의 관계

에 관한 것인 데 비해 그가 린치에게 설파하는 예술론은 우선적으로 미학론이거

나 창작론이다. 그러나 그의 예술론도 예술작품이 수용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

해서 말하거나 작중에서 예술가가 수용자에게 어떻게 대변되는가에 대해서 말한

다는 점에서는 예술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티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arrest) 정서를 

연민과 공포라고 지적한 것을 발전시켜서, 이들 두 정서를 정적인 정서라고 규정

한다. 그는 이와 상반되는 동적인 정서라는 개념을 창안하여, 부적절한 예술이 자

극하는 욕망이나 혐오와 같은 감정이 이에 속한다고 말한다. 그에게 정적인 정서

는 욕망이나 혐오와 같은 자극을 초월하는 고양된 미적 정서이다. 즉 그에게 바

람직한 예술이 유발하는 정서는 이상적인 연민이나 이상적인 공포와 같은 정적인 

정서이며, 이것이 바로 예술가가 표현하는 아름다움이 불러일으키거나 불러일으

켜야 하는 정서이다. 『율리시즈』에서 블룸이 스티븐의 아버지가 부르는 아리아에

서 느끼는 카타르시스를 그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타븐은 “미적인 목표를 위해 감각적인 것과 이지적인 것을 처리하는 것”165)이

라고 정의한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는 단적으로 정의하지 못한 채 토

164) 앞의 책, p.315~331.

165) 앞의 책,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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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 아퀴나스의 ‘즐거움의 인식을 주는 것’이라는 정의와 플라톤의 ‘진실의 광

채’라는 정의를 소개한다. 결국 그는 아름다움에 대해 아름답다는 합의를 도출한 

작품은 모든 미적 이해(理解)의 단계들을 충족시키는 특정한 관계를 갖추고 있다

고 전제하고, 이 관계를 토머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아름다움의 세 가지 필수적 

성질, 전일성(全一性, integritas, wholeness), 조화(調和, consonatia, 

harmony), 빛(claritas, radiance)으로서 설명한다. 또한 그는 문학의 세 형식, 

서정적 형식, 서사적 형식, 극적 형식을 예술가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형

식에서 완전히 순화되어 수용자에게 감지되지 않는 형식에 이르는 문학사적 발전 

과정으로 설명한다.     

스티븐은 졸업 후, 출국 한 달 전 정도로 추정되는 어느 날 새벽녘에  엠마

를 향한 빌라넬 형식의 연시(戀詩) 창작한다. 스티븐은 밝고 사교적인 엠마를 그

가 아일랜드 여성상으로 여기는 낯선 사람을 침대에 끌어들이는 여성상의 방향에

서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아왔었다. 이번 연시는 10대 초에 처음 만날 날 쓴 시에 

이어 그녀를 향해 두 번째로 쓰는 시로서,  소극적이었으나 10년 간 지속돼온 엠

마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성격을 갖는다. 원망이 담긴 이 시를 쓰면서 스티븐은 

비로소 그가 그녀에게 한 행동들이 ‘경의(敬意, homage)’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이후 그는 출국 직전 엠마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마주치

기를 기다리다가 근 한 달 만에야, 출국에 임박하여 시내 군중들 틈에서 마주쳐

서 작별 인사를 나눈다. 그는 단테의 “냉각장치”를 가동하여, 즉 단테가 베아트리

체에게 연정을 숨겼듯이 반가운 마음을 누르는데, 이날 일기 속에서 그녀를 좋았

다는 마음을 자인한다. 그러나 그는 좋아하면서 왜 결별하는가 하는 자문이 일자, 

생각을 중단해 버림으로써 엠마를 자신의 삶에서 밀어낸다.166)

엠마를 향한 연시를 쓴 직후로 추정되는 어느 날  스티븐은 가장 친한 친구 

크랜리에게 산책을 청하여 함께 걸으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강요하는 어

머니와 절연할 것이며 곧 출국할 계획임을 알린다.167) 그에게 삶과 예술의 전제

는 제4장의 말미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이다. 이는 그가 했던 말을 크랜리가 기

억해내는 식으로 확인된다.

166) 스티븐과 엠마와의 관계는 III. 2.3. 스티븐 서사와 독고준 서사의 상응 관계에서 ‘인

물 구도의 상응성 : 스티븐-엠마-크랜리, 독고준-김순임-김학’ 항목에서 상술됨.

167) 스티븐이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III. 1.1. 사회관의 ‘스티븐의 사

회관’ 항목에서 상술됨.



- 95 -

“너는 네 정신이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 자체를 표현하게 

해줄 삶 혹은 예술양식을 찾아야겠다고 했었지.”168)

스티븐은 지적 열망을 위해 고향과 아내와 아버지와 자식을 모두 등지겠다는 단

테의 오뒤세우스처럼 자유로운 삶과 예술을 위해 그를 구속하는 것은 가족도 조

국도 교회도 모두 버리겠으며, 자기 길을 지키기 위해 “침묵, 유배, 간계”를 무기

로 사용하는 것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다.169)

“내가 믿지 않게 된 것은 그것이 나의 가정이든 나의 조국이든 나의 교

회든, 결코 섬기지 않겠어.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이나 예술양식을 빌려  

내 자신을 가능한 한 자유로이, 가능한 한 완전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에게 허용할 수 있는 

무기인 침묵, 유배, 간계를 이용하도록 하겠어.”170)

『초상』의 끝부분을 이루는 일기는 산발적 내용의 기록으로 채워지는데, 스티

븐은 여기서 당대의 문예부흥운동이 주도하던 예술과 게일어 부활운동의 허위성

에 거부하는 뜻을 분명하게 기록한다. 그는 예이츠 시(詩)의 과거지향성에 반발하

고, 게일어 부활운동 진영이 내세우는 우상의 허위성과 싸우겠다고 다짐한다.171)

그의 대안적 길은 『초상』의 대단원을 이루는 유명한 출사표 속에서 선언되는 

민족 양심의 창조이다. 

다가오라, 삶이여! 나는 체험의 현실을 몇 백만 번이고 부닥쳐보기 위해, 

그리고 내 영혼의 대장간 속에서 아직 창조되지 않은 내 민족의 양심을 

벼리어내기 위해 떠난다.

168) 제임스 조이스/ 이상옥 역,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2006, p.378.

169) 앞의 책, p.379.

   (and I will try to express myself in some mode of life or art as freely as I 

can and as wholly as I can, using for my defence the only arms I allow 

myself to use – silence, exile, and cunning.: Jame Joyc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s, 1993, p.269.)

170) 앞의 책, p.379.

171) III. 1.2. 예술가관의 ‘당대 문학에 대한 비판적 진단’ 항목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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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회색인』

『회색인』의 전개와 구성이 『초상』과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추출되

는 독고준의 형성과정은 전체적으로 스티븐의 경우와 상통한다. 『회색인』 속의 

현재 시점(時點), 독고준의 대학교 3학년 가을에서 4학년 7월에 이르는 독고준의 

모습은 그가 주인공으로서 중심을 이루면서도 김학과 대비 속에서 제시된다. 두 

사람은 정치와 문학에 대한 견해에서도 대비를 이루고, 작품의 전개에 있어서도 

각각의 역정을 갖는다. 『회색인』의 시작은 1958년 가을의 어느 날 김학이 독고준

의 하숙집을 방문하여 둘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김학이 독고준의 초대

(招待) 기고문이 실린 정치학과 학생들의 동인지 『갇힌 세대』의 최신호를 가져온 

것이다. 독고준의 기고문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어려움을 세계적 지평

에서 민주주의 발전사를 펼친 후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고문은 우선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 경영을 통해 거둔 발전을 다방면에 걸쳐 기

술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 국가가 당한 피해와 후유증을 지

적한다. 기고문은 그중 특히 당대 한국에서 파행을 겪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논하면서, 민주주의란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경제적 번영의 보장이자 정치

적 긴장의 출구로 이용함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한다. 끝으로 

이 기고문은 민주주의를 갑자기 선사 받은 한국은 이제 식민지를 구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니 어찌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고 자문한 후 해법으로서 

“사랑과 시간”172)을 제시한다. 기고문은 학생 동인지에 실린 글답게 장난스런 스

타일로 쓰였으나, 내용은 날카롭고 진지하다. ‘사랑과 시간’은 정체성을 문제 삼

는 독고준 연작이 지향하는 중심 메시지로서, 『회색인』을 관통하여 독고준의 견

지하는 진지한 신념으로서 김학의 혁명론과 대치되며, 『서유기』에서 중심 테마로

서 역시 혁명과 대비 속에 다각적으로 변주된다. 

김학은 독고준의 글을 잘 썼다고 논평하며 독고준에게 동인(同人)이 되라고  

설득하고, 독고준은 국문과 학생임을 핑계로 거절한다. 독고준이 국문과 학생이라

는 것을 계기로 김학은 당대 한국 문학에 시공(時空)의 좌표가 부재하다고 비판한

다. 독고준이 한국의 상황 일반이 그렇다고 답하자, 김학은 “그렇다면 행동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혁명을 주장하고, 독고준은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으

172) 최인훈, 『회색인』(최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8[1977],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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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거야”라며 다시 ‘사랑과 시간’을 해법으로 주장한다. 김학은 독고준의 입장

을 “비겁한 도피”라고 꼬집고, 독고준은 혁명이 알라딘의 램프처럼 홀연히 유토

피아를 건설하지 못한다며 혁명 신화를 부정하는 한편 남들에게 끼치는 피해를 

생각하지 않는다며 혁명의 무책임성을 지적한다. 이에 행동주의자 김학은 “앉아

서 굶어죽자는 식”이라고 반박하고, 독고준은 문제는 용기의 유무가 아니라 한국

의 상황이 매우 복잡해서 혁명이 불가능하다며 현실적 실현 불가능성을 주장한

다. 김학의 지론은 혁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독고준은 제

3장 말미에서 김학을 상대로 하는 독백에서 “서양 아이들 등쌀에 제대로 되겠

어?”173)라며 혁명이 불가능한 또 다른 이유로서 국제적 요인을 든다. 독고준이 

암시하는 복잡한 한국의 상황과 서양 아이들의 요인은 제4장에서 『갇힌 세대』 동

인들의 토론에서 논리적으로 제시된다. 

대학생 독고준의 생활도 스티븐의 경우처럼 주로 홀로 읽고 사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성찰의 방향이 독고준의 경우는 주로 자기 자신을 향하며, 시종일

관 ‘고향’을 향해 집중된다. 독고준은 자신의 이런 생활을 늦잠 자도 되는 “일요

일의 인간”이다, “자기의 에고를 마치 구경거리이기나 한 듯이 바라보았다”, “깊

은 회의와 권태의 의자에 앉아서 일어날 수 없었다”, “회색의 의자에 깊숙이 파

묻혀서 세상을 바라보기만” 했다174)고 그 특유의 날카로우면서도 자신을 다소 짐

짓 냉소적으로 객관화하는 언어를 통해 논평한다. 그의 이런 생활은 군대생활 중

에 고향이 그에게 “새로운 신(神)”이 됐고, 제대 후엔 향수(鄕愁)가 그를 사회로부

터 막는 차단막 구실을 하는 때문이기도 하다. 고향은 그에게 “가슴속 제일 깊숙

한 곳에 자리 잡은 가장 소중한 물건”이고 “진주(眞珠)”이며, “거기를 건드리면 

언제나 울리고 아프다.”175) 독고준의 유일한 소망은 언젠가 고향에 가보고 싶다

는 것, 비록 실망하더라도 고향의 모습을 다시 보고 자신이 본 남한도 이상향이 

아니더라는 얘기도 해주고 싶다는 것이다.176) 독고준 연작에서 고향은 상징적 의

미로 더욱 중요하게 쓰이며, 자아 또는 정체성 터전 또는 출발점 또는 뿌리 등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 독고준이 에고에 대해 조직의 맹점이지만 장기적으로 조직

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북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듯이177), 

173) 앞의 책, p.71.

174) 앞의 책, p.66~67. 『회색인』의 원래 제목, 작가가 붙였던 제목은 ‘회색 의자’였다.

175) 앞의 책, p.66.

176) 앞의 책, p.70.

177) 앞의 책, p.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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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懷疑) 역시 그가 공산정권을 탈출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자기 

길을 찾는 데 장기적으로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후에 『서유기』에서 환

상 여행으로 고향을 찾아간 독고준에게 북한정권은 그가 명상(冥想)의 죄를 저질

렀다는 이유로, 즉 즉답을 하지 않고 사유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그를 찾아서 

처결하라고 선동하는데, 독고준이 누리는 이 회의와 판단의 유보가 바로 북한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로 만드는 것으로 드러난다. 

독고준의 친구는 김학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난다. 김학이 간 후 독고준은 외

로움 속에서 회상에 잠기며, 이후의 제1장에서부터 제3장까지는 그가 당일과 다

음 날 이틀에 걸쳐 유년기에서 당시에 이르기까지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다. 독고준의 회상은 해방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그는 초등학교 중반이

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이 공식 국가로서 출범하기에 앞서서 이미 공산주의 

집권자들에 의해 장악돼 있는 시기이다. 그의 북한에서의 생활은 1950년 연말 유

엔군 LST 함정을 타고 월남함으로써 마감된다. 전쟁이 발발한 그 해 여름 그는 

W시 ‘제2 중학교’의 학생이다.178) 『서유기』에서 독고준은 시(市)운동장에서 학교 

대항 체육대회에 동원되어 W고(高)의 응원가를 불렀던 것을 회상하는데, 이때 그

는 W고에 다니는 고등학생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계열 학교의 중학생으로서 동원

되어 함께 응원가를 불렀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시간 논리상 합당하다.179)

소년 독고준 역시 스티븐처럼 일찍이 독서에 몰두하여 그 나름의 문학적 감

수성과 작문 능력을 갖게 되고, 그 나름의 지식을 축적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

고 그도 작문과 독서로 인해 스티븐처럼, 그러나 스티븐의 경우보다 훨씬 가혹하

게, 교사와 동료 학생들로부터 박해 당한다. 그러나 그도 스티븐처럼 독서를 통해 

이해력과 용기도 얻는다. 중학생 독고준은 ‘봄’을 주제로 하는 작문과제에 봄비와 

제련소의 드높은 굴뚝 등을 소재로 삼아 제법 서정적인 글을 쓴 것으로 추정된

다. 역사시간에 그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교사의 물음에 “역사란 과거를 돌이

켜보고 미래의 지침으로 삼는 과학입니다”180)라고 답한다. 역사교사로부터 “부르

178) 앞의 책, p.46.

179) 『회색인』에서 독고준이 공습 중 비상소집에 응해 등교할 때 ‘제2 중학’의 학생이고, 

이후 그가 피난선에 오른 것도 같은 해의 겨울이다. 『서유기』에서 독고준이 W고의 응

원가를 회상하는 장면은 그의 절절한 정서로 볼 때 그리고 이 장면이 작중에서 차지하

는 의미로 볼 때 응원가를 불렀던 독고준을 동원됐던 중학생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

다. 사정 설명이 누락됐거나 작가의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 최인훈과 독고준의 전기가 

대체로 일치하는 데, 최인훈 자신은 월남할 당시 고등학생이었다. 

180) 최인훈, 『회색인』(최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8[1977],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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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 역사가”와 같다는 촌평을 받은 그의 답은 “지도원교사” 즉 사상교육 담당자

인 국어교사에게 보고되고, 이미 그의 작문으로 그를 “반동 부르주아 집안”181)

출신으로 낙인찍었던 국어교사는 급기야 학생들을 조종하여 학급재판을 열어 그

에게 자아비판을 강요한다. 이후 그의 사소한 행실들과 그의 독서가 학급재판에 

계속 부쳐지는 가운데 그는 재판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부정을 해야 하

는 나날을 보낸다. 독고준이 국어교사와 동료 학생들로부터 받은 박해는 스티븐

이 작문교사로부터 받은 이단적이라는 진단과 동료 학생들이 그에게 최고의 시인

이 바이런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테니슨경(卿)이라고 말할 것을 강요하며 가한 

집단구타와 상통한다. 중학생 독고준이 받았던 박해는 대학생 독고준이 중세의 

이단심문소의 배교자가 받은 박해에 견줄 만큼 폭력성이 직접적이고 심각한 것으

로서, 그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그러나 이 박해는 개인의 설자리를 부정한 

사회적 배척이라는 의미에서 가톨릭 교육체계 속에서 스티븐이 받은 배척과 기본

적으로 유사하다. 자아비판을 요구받은 독고준의 자기부정은 스티븐이 이단적이

라고 지적받은 구절을 문법적 실수라고 거짓으로 변명하는 하는 자기부정과 상통

한다. 상황이 다른 만큼 심각성의 수위가 다를 뿐이지,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자기 부정을 해야 했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요

구하는 자아의 부정이 결국 스티븐에게 자아 소거에 이르는 신앙훈련을 겪게 하

듯이 독고준에게도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며 등교하는 철저한 사회화의 노력을 

유도한다. 한편 스티븐이 일찍이 집안에서 파넬을 둘러싼 독립운동가들과 가톨릭 

교회 간의 알력을 알게 되듯이, 독고준도 집안에서 당대 사회를 규정하는 근본 

알력, 남과 북의 정치적 대치에 대해 알게 된다. 독고준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스

스로 토지를 소작농에게 나눠준 진보적인 사람이며 토지개혁으로 토지를 거의 다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주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북한에서 설자리를 잃자 

독고준이 초등학생이던 1946년 늦봄 월남했고, 그의 가족은 밤마다 몰래 남한의 

대북방송을 듣는다. 어린 스티븐이 크리스마스 정찬의 정치 논쟁을 듣고 파넬 지

지자가 되듯이, 독고준도 대북방송을 듣고 남쪽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진리보다 

더한 것, 아름다운 동화로 여기며, 남한을 동경하게 된다.182) 그리고 그는 자기와 

자기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도 대북방송을 들으며 남한을 동경하고 자기들의 정권

을 거부하며, 1950년 여름 남한군의 공습으로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

181) 앞의 책, p.43.

182) 앞의 책,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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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지켜본다는 것도 알게 된다.  

소년 독고준의 가정형편도 스티븐의 경우처럼 당대의 사회적 요인에 의해 시

골의 지주 집안에서 빈곤한 처지로 전락하고, 그 여파로 스티븐처럼 학교를 중단

하지는 않으나 그도 가족으로부터 방치되다시피 한 가운데 독서에 몰두한다. 

1946년의 토지개혁으로 현재 그가 살고 있는 곳, 그가 중학교에 다니는 W시에서 

꽤 떨어진 지방도시에 있는 그의 집안의 과수원과 논은 거의 다 빼앗긴다. 이후 

어머니, 형 부부, 누나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남겨진 작은 과수원과 몇 마지기 논

의 농사에 모두 매달리게 됨에 따라 그는  학교생활에도 방과 후에도 간섭 받지 

않고 홀로 독서에 몰두한다. 그는 학교에서 받는 상처의 보상으로 더욱 독서에 

몰두하며, 남한군의 W시 공습 시기에도 안전한 교외의 나무 위에 올라앉아서 파

괴된 도시를 내려다보며 성장소설들에 탐닉한다. 그 결과 그는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를 읽으며 『집 없는 소년』의 번안이라는 느낌, 즉 전자가 소년이 

제정 러시아 말엽에서 소비에트 혁명과 국내전쟁을 거치며 공산당원이 되는 이야

기인 데 비해 후자는 소년이 씩씩한 청년이 되고 예쁘고 영리한 색시를 얻는 이

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시대와 무대만 다를 뿐 같은 이야기라는 그 나름

의 문학적 인식에 이른다. 대학생 독고준은 중학생 독고준이 갖게 된 이 같은 문

학적 이해를 “다채로운 현상(現象) 저편에서 울리는 생명의 원(原) 리듬, 혹은 원

(原) 데생을 찾아낸 것이었다. 어느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였다”고 풀이하는데, 이

는 바로 패러디 작가 최인훈의 문학적 인식의 기저를 이루는 성찰이기도 하다. 

1950년 여름 전쟁이 발발하고, 방학 중이던 7월 W시가 남측군의 공습으로 나날

이 대파되던 중 학교를 무서워하며 비상소집 연락이 올 것을 두려워하던 독고준

은 마침내 공산당 청년조직 민청(民靑)의 조직원으로부터 다음 날 등교하라는 비

상소집 연락을 받는다. 그는 등교하지 않을 경우 지도원교사를 다시 보기가 두려

워서, 지도원교사의 마음에 들기 위해, 위험하니 등교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어머

니, 형, 누나의 눈을 피해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선다. 통학열차가 끊긴 등굣길을 

걸으며 그는 폭격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대신 “해야 할 일”183)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지도원교사에게 떳떳하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낀다. 이때 

그는 성장소설 주인공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데, 홀로 나선 그의 용기는 근본적

으로는 성장소설 주인공들의 모험의 역정으로부터 받은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183) 앞의 책,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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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는 문득 『집 없는 아이』의 레미를 생각했다. 그리고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의 주인공 소년을 생각했다. 그들의 모험과 같은 일을 하

고 있는 듯한 생각이 그를 기쁘게 했다.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한 그럴

듯한 설명도 거기서 찾아낸 듯싶었다. 어른들의 말이 다 옳은 건 아냐, 

왜냐하면 그 책의 주인공들은 여러 번 어른들의 말을 거슬렀지만 그 어

른들은 다 옳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회색인』, p.45~46.)  

공습의 위험을 무릅쓴 이때의 등교, “해야할 일”을 한 것에 대해 후에 『서유기』

에서 청년 독고준은 학생에게 요구되는 “의무”의 끝까지 간 행위로, 즉 극단적 

사회화 행위로 규정한다. 중학생 독고준은 독자적 결단으로 홀로 장도(壯途)에 나

선 이날의 모험이 책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제 세계에 발을 내디딘 것임을 자각

하며,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중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될 것임을 예감한다.

오늘 새벽의 탈출과 지금의 이 탈출은 그러므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

렇게 작은 사건이 아니었고, 그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상징적 의미마저

도 될 만하였다.(『회색인』, p.46.)  

후에 『서유기』의 환상 편력에서 독고준은 자기 운명을 처음 만난 순간을 다

시 만나기 위해 나선 편력에서 그의 개인사에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이 길을 다

시 걷게 된다. 학교에 도착한 독고준은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통틀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음을, 그를 박해하던 교사가 ‘도망쳤음’을 확인하며, 파괴된 교정은 

그의 내면에 기둥처럼 존재하던 것, 그가 감지해온 사회체제를 무화시킨다. 스티

븐이 기독교 교육이 요구하는 사회화의 극단에서 기독교 체제를 구속 체제로 파

악하고 돌아서듯이, 독고준은 사회화 노력의 극단에서 그에게 내재돼 있던 체제

가 부재함을 목도하게 된다. 독고준의 독자적 결단과 용기는 체제로부터 인정받

는 대신 예상치 못한 ‘보상’을 받는다. 귀가 길에 공습 사이렌이 울리자 한 젊은 

여성이 그의 손을 낚아채어 방공호로 데리고 들어간 후 폭격음 속에서 그를 뜨겁

게 포옹한 것이다. 이 특별한 육체적 결합 속에 독고준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공습에서 살아남음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님을 느낀다. 성장소설과 함

께 몰래 『나나』를 읽던 사춘기 소년 독고준이 책 밖의 현실에서 메르체데스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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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며 꿈꾸던 스티븐의 ‘변신’ 또는 신생(新生)을 경험한 것이다. 도전하고 신생

을 경험한 고향에서의 이 날은 이후 『서유기』에서 대학생 독고준에게 자기 운명

의 얼굴을 처음 본 날이자 성년(成年)의 문턱에 오른 역사적인 날로서, 이후 “그 

여름” 또는 “소년의 날”로 지칭된다. 부드러운 가슴으로 그를 포옹한 젊은 여성

은 독고준 연작을 관통하여 청년 독고준에게 여성의 이상적 원형(原形)의 의미를 

지닌다. 사회화 단계를 벗어나 개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추구하고자 하는 스티븐

의 이상적 여성성의 상징이 성모(聖母)에서 맨발의 바닷가 소녀, 즉 비상(飛翔)과 

관능을 아우르는 여성성으로 대체되듯이, 독고준에게도 신생과 관능이 영원한 여

성성의 의미를 갖게 된다. 김순임을 뮤즈로 여기게 된 독고준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대뜸 성적 욕망을 느꼈던 것을 내심 민망한 일로 생각해오다가, 그녀가 방

공호 여인을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신이 느꼈던 욕망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스티븐의 여성성도 『율리시즈』에서 관능적 의미를 갖게 된다.   

제3장에서 대학생 독고준의 회상은 1950년 연말 후퇴하는 유엔군의 피난민 

수송선에 극적으로 편승하여 이뤄지는 북한 탈출부터 대학교 3학년 가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남한에서의 역정을 보여준다. 사회체제로부터의 탈출이 스티븐의 

경우 스스로의 고민과 결단으로 사제의 길을 포기함으로써 이뤄지는 데 비해, 독

고준의 탈출은 역사의 격변, 즉 6·25 발발과 남측의 북진에 이은 후퇴라는 그 개

인과 무관한 역사적 격변에 의해 주어진다. 독고준이 소설가가 되기로 하는 결정

도 스티븐의 경우 극적으로 선언되는 것과 달리 결단의 순간이 제시되지 않는다. 

독고준은 3학년 2학기에 재학하는 대학생으로서 출현하는 첫 장면에서 자신이 

“소설가 지망생”임을 자처한다. 이 말은 그가 『갇힌 세대』의 동인으로 가입하라

는 김학의 권유를 거절하면서 한 것인데, 김학이 이 말을 당연시하는 것으로 미

루어볼 때 독고준이 소설가 지망생임은 김학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독고준이 소설가 지향의 의미를 과시하려 하지 않듯이 그의 소설가 지망의 

계기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데, 군대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나 

필연적으로 귀결된 것으로 보인다. 향수(鄕愁)는 독고준의 소설가 지향과 불가분

의 관계를 갖는데, 그의 군대생활 중에 고향이 그에게 새로이 신(神)이 됐기 때문

이다. 

누나와 함께 월남을 시도했던 독고준은 홀로 승선하게 되어 북한에서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꿈꾸던 동경의 세계 남한에서 살게 되지만, 아버지와 그는 피난민

의 극심한 외로움과 굶주림 속에 지낸다. 아버지는 그런 중에도 그를 대학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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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시켰으나, 그의 2학년 1학기 중에 사망한다. 자립이 불가능한 그는 군에 입대

하며, 여기서 그는 피난 후 처음으로 안정된 생활 속에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된다. 

한 최전방 수색중대에서 복무하게 된 그의 군대생활은 개인으로서의 그의 인격이 

정립되는 중요한 전기(轉機)가 된다. 독고준은 이 시기를 허공에 떠 있던 그가 

“독립한 에고의 뿌리를 내리기까지”의 시간으로 보고, 이 시기의 의미를 객관적

으로는 “한 피난민 청년이 생활의 밑바닥에 제 발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불과

하지만 그 개인에게 이것은 “3·1운동이나 6·25 동란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

한다.184) 이런 의미에서 독고준의 군대시절은 스티븐의 대학 진학에 이르는 시기 

못지않게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군대생활 중에 그의 고향은 

그에게 “새로운 신(神)”185), 즉 삶의 절대가치가 된다. OP(관측소)에서 북한군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던 그는 북한 땅을 마주하며 힘겨운 피난살이 속에 잊고 지

냈던 고향을 생각하게 되며, 향수(鄕愁)가 사랑처럼 그의 내면에서 결정작용(結晶

作用)”186)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그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것을 마주하

고 있는 하나의 존재로서의 자각, 즉 자아의 존재감을 의식하는 한편 우주적 고

독 속에서 ‘이웃’의 필요를 느낀다. 즉 최전방 군대생활 중 독고준에게 자아의 자

각, 연대(連帶)의 필요 절감, 자기 근원 즉 고향에 대한 절대가치 인식 등 개인으

로서의 인격이 확립된다. ‘고향’은 독고준 연작을 관통하여 그 개인으로서의 그리

고 소설가 지망생으로서의 그의 출발점의 의미를 갖는 동시에 개인도 사회도 회

복해야 할 뿌리의 의미를 갖는다. 독고준의 향수는 스티븐의 넓은 세계로의 지향

과 방향이 정반대이나, 지리적 의미를 떠나서 자기 정체성의 출발점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서로 상통한다. 작품 초두에서 소설가 지망생을 자처하는 독고준이 고

향을 자신의 신(神)으로 재확인하고  언젠가 고향에 가보는 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으며, 『서유기』에서 고향으로의 환상 여행, 즉 향수의 회복이 그의 소설가를 향

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독고준이 소설가를 지망하는 계기는 그에게 고

향이 새로운 신이 된 군대생활에서 연유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학생 독고준의 경제형편도 스티븐 이상으로 곤궁에 처해 있다. 그는 제대 

후 생활이 막막하다가 김학이 가정교사 자리를 알선해 준 덕분에 요행으로 복학

184) 앞의 책, p.63.

185) 앞의 책, p.63.

186) 앞의 책, p.64.

  ‘사랑의 결정작용(結晶作用)’은 스탕달의 『연애론』을 참조하라 : 스탕달/권오석 역, 『연

애론』, 홍신문화사, 2009, p.13-15(제2장 사랑의 발생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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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가정교사로 전전하며 서울 변두리의 낡은 집에 세 들어 1년여 동안 버텨온 

것으로 밝혀진다. 적빈 속에서 스티븐이 장차 영예로우면서도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게 될 신학교 진학을 거부하듯이, 독고준도 혈혈단신의 피난민에게 평생 사회

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줄 교수가 되는 길을 사양한다. 시점(時點)이 명

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으나, 교수가 “자네 학교에 남지?” “생각해보게...” “참 이

번 논문 좋더군”이라며 교수의 길을 권유한 데 대해 그는 “글쎄요”라고 답하고 

만다.187)

제5장부터는 독고준의 회상 대신 현재가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데, 제5장에서 

독고준의 침체돼 있던 외톨이 생활에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다. 하나는 

그가 하숙집에 말세신앙을 전도하러 오는 김순임에게서 방공호 여성의 모습을 보

며 강하게 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난선에 함께 오르지 못했던 누나의 가

방에서 예상치 못한 ‘매부’ 현호성의 공산당원증이 떨어져 나온 것이다. 김순임은 

방공호 여성과 연결며 누나와 함께 셋이서 독고준의 뮤즈가 되는 한편 그의 고향 

지향을 더욱 강화한다.188) 현호성은 그로 하여금 생활세계로 나가게 한다. 독고준

에게 현호성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이다. 그는 누나

의 약혼자로서 이미 가족의 일원인 셈이었으나, 1946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월남

한 직후 부잣집 딸과 결혼했으며, 처가의 사업을 물려받아 특혜융자로 사업가로 

성공하고 집권당의 돈줄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경유착의 거물이 돼 있

다. 그는 피난민 ‘장인’의 자존심을 굽힌 도움 요청을 물리쳤고 장례식에도 나타

나지 않았으며, 제대한 후 살아갈 대책이 없던 독고준의 도움 요청도 외면했었다. 

현호성의 당증을 발견했을 때 독고준은 가르치던 학생이 봄에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리를 구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러지 못하면 다음 학기, 4학년 

1학기 등록을 할 수 없게 되고, 열악한 조건의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습작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니 소설가의 길도 접어야 한다. 현호성의 당증이 그

를 추락시킬 것을 아는 독고준은 당증으로 현호성에게서 복수하고 돈도 받아내는 

공상을 펼치기도 하지만, 2월말 현재 새 가정교사 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현호성에게 당증도 돌려주고 도움도 청할 마음에서 편지를 

낸다. 현호성이 나오지 않자 독고준의 다음 편지 어투는 강경해지며, 현호성은 성

187) 최인훈, 『회색인』(최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8[1977], p.269.

188) 독고준과 김순임의 관계는 이 장의 2.3. 스티븐 서사와 독고준 서사의 상응 관계의 

‘인물 구도의 상응성 : 스티븐-엠마-크랜리, 독고준-김순임-김학’ 항목에서 상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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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게 거듭된 요구에 마지못해 나타나서 거만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그는 당

증 얘기가 나오자 태도를 돌변하여 후견자가 되겠다며 독고준에게 자기 집에 입

주하여 살라고 한다. 현호성의 전략은 독고준을 자기 울안에 잡아두는 것이었으

나, 독고준은 소설 쓸 시간을 벌기 위한 ‘간계’로서 현호성의 제의에 응하여, 고

향 후배라는 구실을 내걸고 그의 집 별채에 들어서 살게 된다. 독고준은 자신을 

현호성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며 자기가 그의 집에 입주하여 사는 것 자체가 

그에게 복수와 응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그가 워낙 바빠서 마주

칠 기회도 없고 마주치더라도 그가 고향 선배의 연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바람에 그의 복수 기도는 무력해진다. 그의 현호성의 집 입주는 그가 돈 걱정 없

이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게 된 것으로 귀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는 “매수”189)

당한 셈이 된다.  

현호성의 집에서 그는 남의 돈에 얹혀사는 것에 떳떳하지 못함을 느끼면서도 

돈을 벌 필요가 없는 생활 속에서 많은 시간을 문학과 정치, 리얼리즘, 도식과 구

체성 등과 같은 문학에 관한 사유와 방향 모색 그리고 습작에 투입한다. 동시에 

그는 때마침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현호성의 처제인 화가 이유정과 별채를 

함께 쓰게 되어 그녀의 방에서 함께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녀가 그림 그리는 것

을 보며 추상예술과 구상예술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함께 나가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원형무대에 올린 희랍 고전극을 보고 희랍 고전의 전위적 수용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한다. 다른 한편 그는 조부가 살았었고 이후 친척들이 살았

다는 지방도시를 방문하고, 드라큘라 영화를 보고 드라큘라를 기독교의 지배에 

투항하지 않은 토속신, 즉 서양 세계 지배에서 살아남은 변방의 고유성 또는 특

수성 등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현호성의 집 입주는 여유로운 생활 속에 문

학과 예술에 관해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고향’에 닻을 내리고 ‘고향’을 

지향하는 문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준다. 그는 습작에서 비록 성취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자아의 터전을 속속들이 천착하는 문학에 명운을 걸기로 다짐

한다. 

그 부스럼이 피어난 토양, 그 칙칙한 바람의 토양을 들여다보는 일은 아

직도 내게는 버릴 수 없는 보람이었으므로. 조국도 이웃도 다 망하는 날

까지도. 꼼짝없이 나의 에고를 속속들이 해부해보는 것에 걸었기(賭) 때

189) 최인훈, 『회색인』(최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8[1977],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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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아니. 걸렸기(緣) 때문에.(『회색인』, p.220.)

그리고 그는 어렵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것이며 그 길에서 성취에 이를 수 있

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갖는다.

어떤 다른 힘이 끼어들지 않는 한 그는 이 승부에서 거꾸러지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고통스럽고 두려울망정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 이 대

결을 풀어버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길뿐이다.

(『회색인』, p.221.)

이처럼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길을 다짐해온 독고준은 『회색인』의 결말에서 

『광장』의 결말에서 이명준의 실족사에 버금갈 만큼 허망하게 이유정의 방으로 실

족한다. 그는 김학을 바래다주고 들어오며 이유정의 방 앞을 지나다가, 들어와서 

음악을 듣다 가라는 이유정의 말을 듣고 그녀의 방에 들어간다. 음악에 취하기를 

거부해온 그는 술기운 때문인지 음악에 녹아들어 음악과 혼연일체가 된다. 이에 

앞서 독고준은 음악을 취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것 사이의 문이라고 생각하여 음악

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두려웠었다고 말한다. 이에 이유정은 음악의 건너

편에 술뿐 아니라 “인간”도 있다고 답한다.190) 독고준은 자기 방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북한의 가족이 ‘미뇽의 노래’처럼 들었던 대북방송을 들으며, 그것

이 끝나자 북한의 대남방송을 듣는다. 그는 대북방송 아나운서의 달콤한 목소리

에 취하고, 다시 대남방송 아나운서의 난수표 암호방송의 단조로운 반복음에 취

해든다. 돌연 그는 자기를 현호성의 집에 입주케 한 그의 공산당원증을 모르는 

곳에서 보내온 초대장으로 받아들이자는 돌연한 논리의 비약 속에 이유정의 방을 

향해 가서 문을 열고 들어선다. 현호성의 집에 입주한 후 안채 쪽, “생활”을 기웃

거리게 됐던 그가 결국 자기 길에서 일탈하여 “인간”, 즉 ‘사람들 사이’로 실족한 

것이다. 

한편 독고준이 등장하지 않는 3개의 장에서는 시국과 역사에 관해 독고준과 

김학 외의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시된다. 이 다양한 목소리들은 세계사적 

차원의 견해들로서, 이후 『서유기』에서 제기되는 견해들과 함께 최인훈 연작의  

190) 앞의 책,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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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텍스트적 성격을 결정한다. 『제4장』에서 정치학과 학생들의 토론은 한국에서 

혁명이 가능한가를 둘러싼 것이다. 김정도는 계급혁명의 불가능, 국내·외 정치의 

연계관계, 남북 분단 상황 등으로 인해 혁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김학은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 혁명이라면서 무조건적으로 혁명을 

주장하며, 현실론을 비겁한 것으로 치부한다. 나들이 겸 김구 묘소를 찾아간 이들

은 한 학생이 장난으로 “경찰이다!”라고 작게 외치자 일제히 엎드리는 데, 이 에

피소드는 당대 민주국가의 독재정권이 주는 공포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제6장

에서는 가장 가까운 것을 사랑하자는 깨달음을 느꼈다는 김학 형의 향토애와 이

를 비겁하다고 말하는 김학의 행동주의 혁명론이 맞선다. 제8장에서는 황선생이 

역사를 우연과 노력의 복합작용으로 전제하며 고대 이래 서양 문명의 확장적 발

전 내력과 그를 모방한 일본의 제국주의와 한국 식민화를 설명하고, 일본의 자만

도 식민사관이 한국인에게 주입한 열등의식도 근거 없는 것임을 설파한다. 그가 

생각하는 한국인이 나아갈 길은 우선 사회를 인도할 포괄적 가치와 방향을 찾아

야 한다는 것이며, 거인의 손이 던지는 주사위와도 같은 역사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각자 방향을 잡고 무한히 노력하는 것이다. 황선생의 역사관과 대

안은 『회색인』이 제시하는 역사관이자 독고준의 역사관을 간접적으로 대변한다. 

또한 황선생의 역사관은 『서유기』에서도 작품의 기저를 이루는 역사관으로서, 특

히 상해임시정부와 불교관음종의 연설 속에 승계된다. 

2.3. 스티븐 서사와 독고준 서사의 상응 관계

형성 과정의 상응성

예술가 지망생 스티븐과 독고준은 식민지 또는 후식민지라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 있다는 것 외에도 개인적으로는 적빈의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지닌다. 스티븐 가족의 빈곤이 식민지 경제의 몰락사의 한 사례라면 독고준 가족

의 빈곤은 후식민지적 공산국가의 전형적 상황이다. 적빈은 이들의 형성기 내내 

삶과 희망을 위협하고, 예술가 지망을 인생의 모든 것을 건 모험으로 만든다. 

스티븐과 독고준은 어린 나이에 독서에 몰두하기 시작하고, 집안 어른들이 

나누는 정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당대 식민지 또는 후식민지 사회의 근



- 108 -

본 갈등을 그 나름으로 파악한다. 소년기의 스티븐과 독고준은 경제적 어려움으

로 인해 한동안 방치되다시피 한다. 스티븐은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어 홀로 배

회할 수밖에 없고, 독고준은 아버지는 월남하고 어머니와 형과 누나 모두 생계를 

위해 일에 매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방치된 사이에 집중적으로 독서의 세

계에 빠져들며,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 그 나름의 정서와 정신을 키워나간다. 독서

는 이들의 정신세계를 학교가 허용하는 협소한 교과의 범위, 사회가 피교육자를 

통제하기 위해 강요하는 종교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울타리 너머로 성장시킨다. 

그 대가로 소년 스티븐과 독고준은 일찍이 사회체제로부터의 배척과 억압에 직면

한다. 중학생 스티븐과 독고준이 작문에 드러낸 자연스런 사유(思惟) 또는 정서의 

표현은 교사로부터 “이단적 생각” 또는 “반동 부르조아 집안”이라는 진단을 받는

다. 또한 이들은 동료 학생들로부터도 ‘반(反)사회적’ 독서 또는 행실을 이유로 집

단 응징을 받는다. 반면에 독서는 소년 스티븐과 독고준에게 독립적 판단능력과 

독자적 판단에 따른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스티븐과 독고준은 독자적 성격을 가진 청소년이었던 만큼 오히려 자진하여 

극단적인 방식으로 사회화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윤리적 일탈을 

했던 스티븐은 학교 피정(避靜) 기간의 미사와 설교를 계기로 가톨릭 사회가 불어

넣은 죄의식의 압력과 예수회 학교가 주입한 지옥의 공포에 굴복하여, 자진해서 

철저한 신앙 회복과 신앙 훈련 과정을 밟는다. 독고준은 신생 공산주의 국가 북

한의 학교에서 자아비판을 요구를 계속 받아오던 중, 방학동안 전쟁이 터지고 학

교가 있는 도시가 남측의 공습으로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 공습이 계속

되는 가운데 독고준은 청년당 조직원으로부터 비상 등교 연락을 받으며, 모두의 

만류를 무릅쓰고 몰래 집을 빠져나가 철도 운행도 끊어지고 인적도 드문 파괴된 

도시를 관통하여 등교한다. 대학생 독고준은 이때를 학생에게 요구되는 ‘의무’의 

끝까지 응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사회화의 끝에서 스티븐은 가톨릭 학교 당국으

로부터 완전히 인정받고 신부의 길을 제안받자,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음을 

자각한다. 폭격당할 위험을 무릅쓰며 학생의 의무를 다한 독고준은 학교가 반파

되고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교사도 학생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을 목도한다. 사

회 속에 철저히 편입되려는 노력의 끝에서 스티븐은 가톨릭 학교 당국으로부터 

완전히 인정받고 신부의 길을 제안 받지만, 그 길이 구속체제로 들어서는 길임을 

깨닫는다. 건물이 반파되고 박해자들이 도망가고 숨어버린 학교에서 억압체제가 

부재함을 보게 된다. 이후 스티븐은 자유를 향한 문으로 인식되는 일반대학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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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하고, 독고준은 피난사태 속에 북한 주민들이 꿈꾸던 ‘자유세계’ 남한으로 오게 

된다. 

스티븐은 일반 대학 진학이 가능해지는 순간 무한한 자유의 문에 들어선다는 

환희 속에 마음껏 방황하고 체험하고 그 체험을 삶을 통해 그리고 예술을 통해 

표현하겠노라고 바다를 향해 외친다. 독고준 역시 소설가를 지망하지만, 언제 소

설가가 되기로 결정했는지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는 대학교 3학년 2

학기 초에 김학과 이야기하는 중에 자신을 “소설가 지망생”이라고 자칭하는데, 

그가 소설가를 지향한 출발이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입대했던 군대생활에서 유래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군대생활 중에 그에게 고향이 “새로운 신(神)”이 

됐는데, 소설가 지망생을 자처하는 독고준의 새로운 신이 고향이고 그의 유일한 

희망이 고향에 가고 싶다는 것이며, 이후 고향은 그에게 정체성의 터전 또는 뿌

리로서 연작을 관통하여 그의 예술관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스티븐과 독고준의 대학 시절은 독자적인 사회 비판 능력을 획득하고 자기 

나름의 문학관을 정립하며 문학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생각을 확장해 가는 시기

이다. 이들의 대학시절 정서는 기본적으로 우울함에 의해 지배되며, 이는 기본적

으로는 이들의 개인적, 사회적 여건, 즉 경제적 압박과 사회의 혼돈 상황에 대한 

불만에서 연유한다. 스티븐은 세계주의 운동을 하는 친구와도, 고유문화 부흥 운

동을 하는 친구와도 충돌한다. 그가 축적한 문학적 소양과 문학적 지향은 등굣길 

사색 속에서 드러나고, 그의 문학론은 친구 린치와의 산책에서 피력된다. 그의 어

머니와 종교로부터의 해방 의지와 출국 계획은 절친한 친구 크랜리와의 산책에서 

밝혀진다. 독고준의 경우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은 당대의 극단적 파행정국에 대

해  김학과 각각 ‘시간’과 ‘혁명’을 주장하며 맞서는 가운데 드러난다. 그도 스티

븐 못지않게 홀로 독서하고 사유하는 생활을 한다. 그는 문학과 정치, 문학의 ㅅ

회 현실의 재현 방법을 집중적으로 사유하며, 화가 이유정과 보다 일반적 차원에

서 예술에 관해 대화한다. 스티븐과 독고준은 사회에 대해서든 문학에 대해서든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고, 반성적 성찰이 결여된 행동주의에 거리를 둔다. 

이들은 인물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유에서 비롯되는 판단을 결코 양보

하지 않는다는 공통성을 보이며, 그런 개인주의는 주변으로부터 오만하다는 반감

을 산다. 

『초상』과 『회색인』의 결말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스티븐이 예술가로서의 

포부를 선언하는 반면 독고준은 이제까지 고집해온 길에서 일탈한다. 독고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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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호성 집에 입주한 후 문학적 방향 탐색과 습작에 매진하지만, 한편으로 여유로

움에 적응해가던 생활이 음주 여파로 그를 이유정의 방으로, 즉 생활 또는 ‘사람 

사이’로 들어서는 극적 전환을 맞게 한 것이다. 생활세계 속에서의 예술가 준비라

는  단계는 스티븐의 스토리와 대비할 때 『초상』에서도 『율리시즈』에서도 직접 

제시되지는 않는 부분이다. 독고준의 잠재적 흔들림과 일탈 순간은 『초상』과 『율

리시즈』 사이에서 누락된 스티븐의 시간과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율리시즈』에

서 편력 당일 스티븐의 회상 내용과 그의 처지는 당일에 이르기까지 지난 일 년

여 동안 더블린에서 보낸 그의 시간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스티븐은 짧은 파

리 체류 동안 문화적 충격과 혼란을 겪은 뒤 귀국한 후 약 일 년 동안 방황해왔

음이 드러난다. 『서유기』는 독고준이 이유정의 방에서 다시 나오는 것으로 시작

된다. 독고준이 지향하던 길에 추락한 후 일어서서 자기 회복의 편력에 나서는 

것이다. 『율리시즈』도 유럽에서 돌아온 후 방황하던 스티븐이 사정이 최악에 이

른 시점에서 편력에 나서는 것으로 시작된다. 

스티븐은 적빈 가정의 장남이면서 장차 자신과 가족의 사회적 영예와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줄 사제가 되는 길을 외면하고 아무런 보장이 없는 자유의 길을 택

한다. 신학교를 포기한 대학생 스티븐의 생활은 그의 일상 속에서 적나라하게 모

습을 드러낸다. 대학생 스티븐은 헌 신발과 헌 옷을 맡긴 전당표 물표들이 있는 

식탁에서 식사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아침을 때우고, 극도로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산다. 스티븐은 이 참담한 적빈이 자신의  오만한 자존심을 위협함을 인

정한다. 그 가운데서도 스티븐은 체험과 예술을 위해 적빈의 가족을 방기하고 그

리고 자신의 생계 위협을 무릅쓰고 넓은 세상을 향한 출국을 선언한다. 이후 『율

리시즈』에서 파리 체류기간에 대한 그의 회상은 나날이 겪은 굶주림의 위협을, 

편력 당일 그의 모습은 귀국 후 그가 적빈 때문에 겪어온 수모와 굴욕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독고준도 스티븐과 마찬가지로 예술가의 길을 가기 위해 장차 영예와 경제적 

안정을 포기한다. 혈혈단신의 피난민 고학생 독고준은 자력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쫓기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되는 길을 사양한다. 제출한 논

문이 좋다며 학교에 남지 않겠느냐는 교수의 제의를 사양한 것이다. 곧 그는 기

존의 가정교사 자리가 끊기고 새로운 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어, 학업과 소설 쓰

기를 함께 포기해야 할 국면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 밀려서 독고준은 소설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세상 속으로 나간다. 뜻하지 않게 누나의 짐 속에서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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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나온 현호성의 공산당원증을 이용해 현호성의 집이라는 사람과 생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세상으로 나간 스티븐이 적빈과 굴욕에 시달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독고준은 남의 돈에 편승한 부르주아적 생활의 유혹에 점차 빠져든 

것이다. 스티븐과 독고준 모두에게 예술가의 길을 위해 선택한 희생은 역설적으

로 이들의 예술가를 향한 길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물 구도의 상응성 : 스티븐-엠마-크랜리, 독고준-김순임-김학 

『초상』과 『회색인』은 서사의 전개에서뿐 아니라 인물구도에서도 상응성을 보

인다.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스티븐과 크랜리의 친구관계는 독고준과 김학의 관

계와 유사하다. 스티븐과 독고준, 엠마와 김순임은 각각 매우 다른 성격의 소유자

들이다. 스티븐과 엠마, 독고준과 김순임은 공히 예술가 지망생과 뮤즈의 관계이

다. 스티븐과 엠마와 크렌리 3인의 관계와 독고준과 김학과 김순임 3인의 관계 

사이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대응 관계가 발견된다. 

스티븐은 크랜리가 지적 사유능력이 제한돼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언

제나 그에게 내밀한 생각을 털어놓는다. 그는 예술가를 향해 가는 최종 결단들, 

즉 신앙 포기, 어머니와의 절연 의사, 출국 계획 등을 크랜리에게 이야기한다. 독

고준은 김학에 대해 생각이 막힌 데가 있는 친구라고 여기면서도, 그와 시국문제

로 논쟁함으로써 사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며 좋은 “맞수”로 인정한다. 스티븐

은 크랜리가 여성을 강직하게 지킬 것으로 생각하고 든든한 가장으로 사는 미래  

모습을 상상하며, 독고준은 김학이 혁명의 대의를 외치나 결국 권부의 일원으로 

사회에 안전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엠마는 사춘기 이후 스티븐의 뮤즈이다. 그녀는 소년 스티븐으로 하여금 첫 

연시(戀詩)를 쓰고, 연극 공연에 몰입하게 하는 촉매와 같은 구실을 하고, 예술가

가 되기 위해 떠나기 전 다시 연시(戀詩)를 쓰게 한다.  독고준은 대학교 3학년 

겨울 김순임을 알게 되며, 그녀로 인해 갑자기 글을 쓰고 싶은 활력과 의욕을 느

끼면서, 그녀를 자신의 ‘뮤즈’로 생각한다. 그는 김순임을 “소년의 날” 방공호 여

인에게서 갖게 된 이상적 여성상의 현신으로 여긴다.

스티븐과 독고준은 여성 쪽에서 자기들에게 가까워지고 싶어 함을 의식하며 

자신들도 상대방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거리를 취하며 물러선다. 

그러면서 스티븐은 크랜리가 엠마에게 바람직한 배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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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독고준은 김학이 김순임과 잘 어울리며 좋은 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스티븐은 크랜리가 엠마 남매와 같이 찻집에 있었다는 단순한 전언(傳言)

에서 비약하여 둘 사이가 가까워진다고 단정하고, 독고준은 김학이 자기를 만나

러 옛 하숙집으로 찾아갔다가 허탕 친 길에 김순임과 마주쳐 함께 시간을 보낸 

것에서 비약하여 스티븐과 유사한 결론에 이른다. 엠마는 크랜리가 스티븐의 친

구임을, 김순임은 김학이 독고준의 친구임을 잘 안다. 

크랜리와 엠마 사이로 말하면, 크랜리는 엠마에게 다소 호감을 갖고, 엠마는 

그를 편안하게 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학도 김순임을 호감을 가지고 보고, 김순

임은 그를 편안하게 생각하며 독고준에 관해서 물어본다. 크랜리와 엠마, 김학과 

김순임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전개되는 것은 아니며, 스티븐도 독고준도 자신들

의 상상이 비약이고 억지라는 것을 안다. 이는 스티븐도 독고준도 여성과의 관계

에서 복잡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어려움 역시 공통적으로 그

들이 예술가 지망생이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스티븐은 열 살 즈음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좌절감 속에 지내던 시기에 또래 

아이들의 생일파티에서 엠마를 만난다. 명랑하고 유복해 보이는 엠마는 밝고 구

김 없는 태도로 스티븐에게 말을 걸며 호감을 표현한다. 이는 위축돼 있는 스티

븐에게 사춘기 소년의 이성(異性)을 향한 첫 동요(動搖)를 불러일으킨다. 귀가한 

후 그는 그 흥분 속에서 연정을 담은 그의 첫 서정시를 쓴다. 시를 완성한 후 그

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 속에서 자기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 즉 일종의 ‘변신’

을 자각한다. 엠마는 단테의 베아트리체와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스티븐에게 베

아트리체에 비견될 수 있는 뮤즈이다. 둘 사이의 관계는 활달한 엠마가 관심을 

드러내는 데 비해 스티븐은 내색을 하지 않는 채로 지속되며, 이는 스티븐이 유

럽으로 떠날 때까지 10년간 계속된다. 스티븐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시절 학교

연극 공연에서 엠마가 객석에서 자기를 지켜본다는 생각에 자극되어, 공연에 완

전히 몰입하는 예술적 자아실현을 체험한다. 이 체험으로 인해 그는 더 많은 예

술적 실현을 열망하게 된다. 대학생 스티븐은 엠마와 자주 마주치면서도 내내 주

시하기만 하며 접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녀의 사교적 성격을 짐짓 부정적으로 

생각하려든다. 그는 엠마가 그녀의 집에서 열리는 게일어 학습 모임에서 한 신부

와 지나치게 격의 없이 지낸다고 거부감을 드러내고, 급기야는 자기 친구 크랜리

와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엠마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스티븐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스티븐은 그녀를 아무 남자에게나 접근을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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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즉 그가 생각하는 아일랜드 여성의 전형으로서의 어두운 욕망의 소유자가 

아닐까 의심해온 것이한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신부가 엠마의 친척임을 알고 있

었고, 엠마와 신부가 이성적 호감을 갖는 사이가 아님도 알고 있었다. 그는 엠마

가 크랜리와 가까워지는 것으로 간주하며 엠마를 헤픈 여자로 단정하여 마음속에

서 밀어내지만, 사실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엠마와 크랜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크랜리의

가장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기정사실로 믿고자 한다. 

스티븐은 출국이 임박한 무렵 엠마의 사교적 태도를 원망하는 빌라넬을 짓고, 이 

시를 엠마에게 보여줄까 하다가 그것마저 그녀의 오빠가 함께 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한다. 이 시는 원망과 비판의 언어에도 불구하고 엠마를 

향해 쓴 연시이며, 이 시를 쓰면서 스티븐은 자기가 엠마에게 느끼는 경의

(homage) 때문에 그간 이상한 태도를 취해왔음을 자각한다. 그는 출국 전에 엠

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며 여느 때처럼 도서관 앞에서 볼 수 있기

를 기대하는데, 좀처럼 그녀가 보이지 않자 초조해하고 아프지 않은지 걱정한다. 

드디어 그녀와 마주치자 그는 반가워한다. 그리고 그녀가 요즘도 시를 쓰느냐고 

묻자, 누구를 위해 쓰겠느냐고 대꾸한다. 그녀에게 바치는 빌라넬을 써놓았기에 

그런 대답이 튀어나온 것이다. 그는 당황하여 ‘단테의 냉각장치’를 가동한다. 즉 

단테가 베아트리체에게 연정을 드러내기를 자제했듯이, 그도 속내를 들키지 않으

려 다시 경직된 태도를 취한 것이다. 엠마는 그에게 떠나기로 했다는 소리를 들

었다며 소기의 뜻을 이루기를 기원해준다. 그날 일기를 쓰며 그는 엠마와의 만남

을 떠올리며, “그녀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자 당황한다. 그리고 그는 그간 왜 그

녀에 대한 감정을 부정해 왔는지 본의 아니게 자문한다. 그러나 그는 곧 더 이상 

생각이 진행되는 것을 서둘러 차단한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 내가 느낀다고 여겼던 모든 것, 여기까지의 그 

모든 것, 사실은 ... 어이, 관둬, 이 친구야, 잠이나 자서 잊어버려! 191)

191) (Yes, I liked her today. A little or much? Don’t know. I liked her and it 

seems a new feeling to me.) Then, in that case, all the rest, all that I 

thought I thought and all that I felt I felt, all the rest before now, in fact ... 

O, give it up, old chap! Sleep it off! : James Joyc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s,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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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되는 시기의 아일랜드에서 성년에 이르는 스티븐

이 엠마에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접근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가 자

각한 대로 경의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적빈의 처지가 그를 위축시

키고, 그 처지가 다시 상대방에 대한 반발로 전환됐을 여지도 있다. 그가 예술가

를 지향하는 한 그런 그의 처지가 변하지 않을 것임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다른 한편 당시의 아일랜드에서 이성(異性)과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스티븐이 저항하는 사회체제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고준도 예술가의 길을 위해 자신의 뮤즈 김순임을 포기한다. 독고준은 김

순임을 3학년 겨울에 처음 보는 순간 욕정을 느낀다. 그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

는 이 초면의 욕정이 그녀에게서 무의식중에 그를 품어주었던 방공호의 여성을 

본 때문임을 생각해낸다. 독고준은 꿈에 그리는 그 여성이 삶 속에 현시했다는 

기쁨과 흥분을 느낀다. 그는 그녀를 본 이후 자신의 삶이 활력을 찾고 전변(轉變)

했음을 자각하며 그녀를 자신의 “뮤즈”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는 잠시나마 그녀

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전도사인 김순임은 독고준이 하느님에

게 의지하도록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한다. 그녀가 그것을 사랑으로 자각하는지 여

부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녀가 독고준을 방어의식 없이 대하고 그의 

소식을 궁금해 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그를 진정으로 구원하고 싶어 하는 그

녀의 마음은 그녀 식의 진정한 사랑인 것은 분명하다. 

독고준은 하숙집 자기 방에서 그녀 뒤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창문에 비친 

것을 보는 순간 자기 모습이 김순임의 목을 물려고 하는 드라큘라의 모습과 같다

는 느낌을 받고 흠칫 놀라서 물러선다. 후에 그는 드라큘라 영화를 보고나서 흡

혈로 알려진 드라큘라의 행위를 사랑을 전파하는 행위로 해석한다.192) 그는 순진

한 그녀의 머리를 혼란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가까워지기를 자제한

다. 또한 말세신앙을 진심으로 믿는 그녀가 김학처럼 꽉 막혀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고나면 삶이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하는 식의 냉소적 

생각으로 그녀를 마음으로부터 밀어내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느 날 그녀

192) 『회색인』의 제13장에서 독고준은 드라큘라가 본래 흡혈귀가 아니라 외로움 속에 갇

혀 지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의 신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미국

에서 만든 드라큘라 영화를 보고나서, 드라큘라가 풍차 날개의  十자 그림자가 겹쳐지

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결말을 단서로 이같이 추론한다. 그의 추론에 의하면, 드라큘라

는 그 전설의 당지(當地)에서 본래 사랑의 신이었으나, 기독교가 확장하며 토속신들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흡혈귀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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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키스를 시도한다. 이때 그녀가 실수로 팔꿈치를 그의 입에 다소 세게 부딪

치자, 그는 무안해하며 그녀가 자기를 밀쳤다는 억지 논리로 자신을 속이며 그녀

에게서 완전히 물러서는 구실로 삼는다. 그는 사실 그녀가 방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며, 그 충격이 물리적으로 큰 것이 아니었음을 자인하다. 그러나 그는 

그 충격으로 그녀에게 중첩돼 있던 방공호 여성의 이미지가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제 그 환영이 산산이 깨졌다고 생각하고자 한다. 그는  숙소, 즉 

현호성의 집 별채에서 혼자 당구를 치며 은연중에 그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의 생각이 ‘브레이크를 잃은 자동차가 꽃밭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녀를 

갖는 절차가 귀찮다’라는 데에 이르는 순간 그는 “그러니까 연민(憐憫) 때문은 아

니었구나”라며 사랑을 자인(自認)하게 된다. 그는 당황하여 서둘러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그대가 원하는 대답을 생각해낼 테니 생각

해봐 아마 이럴 거야 ...”  그러던 그는 큐대를 냅다 창문을 향해 던진다. 이 돌

발행동은 자신의 구실이 억지였음을, 그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

음을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랑의 자인이 왜 그런 격렬한 돌발행동을 

일으킨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큐대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들어온 이유정이 

발견한 그의 창백하고 호흡이 가쁜 모습은 그가 어떤 장애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

야 함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그는 사랑의 포기를 자인하지 않고 계속 결별의 정

당성을 주장할 구실을 찾아온 것으로 드러난다. 결국 그는 다른 문제를 다른 생

각하느라, 즉 드라큘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느라, 왜 사랑하면 안 되는지 생

각하는 것을 그 중요한 문제를 잊고 말았다는 식으로 김순임에 대한 생각을 일단

락 짓는다. 

후신약(後新約)의 드라큘라.193) 자기가 꾸며낸 생각에 만족하여 독고준은  

        아까까지 자기를 괴롭히던 물음 ― 사랑하는데 왜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문제를 잊어버리고 말았다.194)

이는 사유에 매달려 사는 독고준에게 어울리지 않는 태도로서, 그가 스티븐처럼 

193) 독고준은 드라큘라를 기독교가 장악한 세계에서 여전히 살아남아 암약하는 토속신으

로 보는 것이다.    

194) 이 인용문을 포함해 독고준의 김순임에 대한 자문자답의 출전 : 최인훈, 『회색인』 (최

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8[1977], p.28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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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찾는 노력을 회피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스티븐의 경우에 

짐작되듯이, 당장의 그의 현실적 처지와 예술가로서 보장할 수 없는 장래와 무관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김순임의 제한된 지성과 완고한 구원 신앙의 협소한 세

계에 구속될 위험을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성관계를 통해 사회체제로 편입

되는 것에 저항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장애들은 사랑을 수용하는 순간 

따라오기 마련이며, 시민적 시각에서 보면 고독이나 관계 부재의 나락으로 추락

하지 않게 보호해주는 안전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독고준도 스티븐과 마찬가지로 

은연중에 자신이 이성과의 결합이라는 시민적 생활을 누릴 처지가 못 되며, 또 

그런 생활에 구속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스티븐과 독고준은 각각 엠마와 김순임을 사랑함을 자인한다. 그 결

과 부지불식간에  두 사람은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 스티븐은 

왜 그동안 사랑을 부정했는가를, 독고준은 사랑하면서 왜 물러서야 하나를. 다음 

순간 이들은 그에 대한 답변을 보류한다. 그리고 물러서는 결정을 취소하지도 않

는다. 스티븐과 독고준이 사랑하는 여성에게서 물러선 것은 이들 예술가 지망생

이 독립적 자아를 자키기 위해, 그리고 이와 동시에 사회적 자아를 지키는 예술

가가 되기 위해 치르는 개인적  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서 스티븐은 

영예와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는 사제의 길을, 독고준은 바로 교수의 길을 외면한

다. 이 역시 이들이 사회의 권위 속에 흡수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기 위해 치른 

희생이다. 독고준도 스티븐도 예술가의 길을 가기 위해 장차의 영예와 경제적 안

정도, 사랑도 희생한다. 스티븐이 『율리시즈』에서 퇴장하기 직전 「이타카」 에피소

드에서 말하듯이, 독고준이 『서유기』에서 목적하던 “소년의 날”의 현장에 도달하

여 말하듯이, 이들의 길은 시민적 삶이 보장되는 길을 희생하고 “허무”를 향해 

가는 길이다.  

3. 사회 탐색과 자아 위기 극복의 편력 : 『율리시즈』와 『서유기』

      

스티븐과 독고준이 식민지 또는 후식민지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

기 사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예술을 성취하려는 노력은  『율리시즈』와 『서유기』에

서 편력을 통해 계속된다. 두 편력기는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향해 힘껏 날고자 

하던 스티븐과 독고준이 현실 속으로 추락하여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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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상』과 『회색인』은 예술가 지망생의 예술가상의 형성과 입사 의지의 선언

이며, 『율리시즈』와 『서유기』는 이들이 자임하는 예술가상을 실현할 의지를 현실

의 바탕 위에서 확인하는 역정이다. 이 역정은 스티븐에게는 당대 사회 현실을 

횡단하는 편력이며, 독고준에게는 당대 사회 현실을 역사 맥락 속에서 점검 하는 

역사 종단의 편력이다. 스티븐의 편력이 당대 더블린의 사회 현실을 다각적으로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정체성을 잃은 식민지 아일랜드의 실상을 전면적으로 보여

준다면, 독고준의 편력은 당대 남한과 북한의 사회 현실을 역사적 맥락에서 드러

냄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후식민지 남북한의 모습을 그 내력과 함께 

제시한다. 스티븐은 그가 『초상』의 마지막 장에서 대학생으로서 캠퍼스 속에서 

생각하고 토론하던 사회와 문학의 문제를 사회 초년생으로서 실제 사회 속에서 

겪는다. 독고준은 『회색인』에서나 『서유기』에서나 대학생인 것은 여전하나, 『서유

기』에서는 그가 『회색인』에서 ‘회색의 의자’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섭렵하던 것을 

환상의 테두리 속에서 직접 사회 현실과 대면하여 본격적으로 재검토한다. 스티

븐과 독고준은 현실을 상대로 하는 끈질긴 암중모색의 탐색 속에서 사회를 파악

하고 자아를 회복하며 다시 당초의 출발점에 올라선다.

스티븐과 독고준의 형성 단계들이 상응하듯이, 이들의 편력 단계 역시 역사 

횡단 또는 역사 종단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단계적으로 상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스티븐의 편력은 더블린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며, 차례로 낮의 영역과 

밤의 영역에서 진행된다. 낮의 영역은 스티븐의 일상적 생활권으로서 낮의 세계 

또는 사회적 양지(陽地)이고, 밤의 영역은 소위 밤의 세계 또는 소외된 사람들의 

세계, 즉 사회적 음지(陰地)이다. 

독고준의 편력은 현실에서 시작하여 역사 또는 과거로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환상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의 편력은 차례로 남한 영역과 북한 영역

에서 이루어진다. 스티븐의 낮의 영역과 밤의 영역처럼 독고준의 남한 영역과 북

한 영역은 서로 상치되거나 대비되면서도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서로 뒷받침하

면서 하나의 총체적 사회 현실을 이룬다. 북한이 있음으로써 남한이 있고 반대로 

남한이 있음으로써 북한이 있는 양태가 당대 한국이 사회의 성격이다. 그러나 스

티븐과 독고준 개인에게 일반적인 의미의 현실은 각각 낮의 영역과 남한 영역이

다. 스티븐의 밤의 세계와 독고준의 북한은 이들이 트라우마와 맞서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일상적 현실의 이면 또는 아래에 있는 세계이다. 스티븐은 자정 넘어 

홍등가에서 자기에게 가족의 짐을 전가하는 아버지의 환상과 신앙을 강요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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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망령을 싸워서 떨쳐낸다. 독고준은 중학시절 학생들에게 그의 자이비판을 

교사(敎唆)하던 이데올로기 교사에게 맞섬으로써 여전히 상시적으로 재판당하는 

압박감을 주는 트라우마를 떨쳐낸다. 서사적 의미에서 스티븐과 독고준의 밤의 

영역과 북한 영역은 神話의 하계(下界 Hades)이다. 오뒤세우스와 아에네아스가 

하계에 가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만나 용기를 얻어 새 출발을 하게 되듯이, 스

티븐과 독고준은 밤의 세계 또는 북한 영역의 편력을 통해 새 출발의 발판을 확

보하기  때문이다.

한편 『율리시즈』는 두 명의 편력자가 등장하는 이원(二元) 편력의 서사이다. 

『율리시즈』는 스티븐 외에 또 하나의 편력자 레오폴드 블룸의 편력을 병행시킨

다. 스티븐이 이날 자신의 여건을 극복하고  운명에 도전하는 길을 가기 위해 부

단히 노력하듯이, 블룸도 자신의 여건과 사정을 극복하고 살아나가기 위해 전심

전력을 투구한다. 두 사람은 각각의 영역 속에서 생활하며 낮에 잠깐씩 서로 지

나치기도 하다가, 밤의 영역에서 블룸이 스티븐을 동행하며 도와주고 위기에서 

구해준다. 스티븐의 역정이 지식인의 세계를 보여주는 데 비해 블룸의 역정은  

일반 시민의 세계를 노정한다. 『율리시즈』는 서로 다른 세계를 대변하는 두 인물

의 편력을 통해 더블린으로 대표되는 당대 아일랜드의 사회 현실을 총체적으로 

제시한다. 『서유기』의 독고준 편력에도 현실을 대표하는 인물, 기차역장이 동행한

다. 그는 독고준이 승차하는 것, 즉 역사 탐색에 나서는 것을 만류한다. 그러나 

독고준이 승차 기회를 얻으면 그를 동행해 주기도 하고, 북한 법정에서 그를 석

방시키는 변호인 역할을 해준다. 그러나 『율리시즈』에서 블룸이 고유의 운명을 

가진 독립적, 유기적 인물상인 것과 달리 『서유기』에서 역장은 단편적,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에 불과하다.195) 『율리시즈』에서 이원 편력이 전체 사회상

을 재현하는 데 기여한다면, 독고준이 단독으로 편력에 나서는 『서유기』에서 당

대 사회를 이면의 역사와 함께 재현하는 데 기여하는 문학적 수단은 환상 편력이

다. 독고준은 환상의 틀 속에서 단신으로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으며 편력할 수 

195) 최인훈 자신이 역장에게 공산주의 시대적 무효성을 설파하는 중요한 변호인 역할을 

맡긴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 『화두』 II, 문이재, 2002, p.140~142 : 역장은 

변호인이다. (...) 작품의 환상적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설명 없이 등장시킨 인물이었

을 것이다. 그 자리는 작문선생이 차지해도 됐을 터이고, 조명희가 (...), 박성운이 (...) 

로사가 차지해도 됐을 터이고,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 아버님이 차지해도 됐을 터이

고 (...) 그런 존재들의 자리이다. (...) 박성운을 변호인으로 삼지 못한 까닭은 그가 소

설의 주인공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미친 까닭일까? 역장은 실재 인물이므로 아무 

논리적 관련이 없는 인물에게 그 무거운 자리를 주었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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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서유기』의 환상 틀은 현실을 추상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현실과 역사

를 아울러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수단, 현실 재현의 수단이다. 『율리시즈』의 이원 

편력과 『서유기』의 환상 편력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두 작품을 세계텍스트의 관

점에서 분석하는 제4장에서 이루어진다.

이 절에서는 무엇보다도 위에서 제시한 단계 구분에 따라 『율리시즈』에서의 

스티븐의 역정과 『서유기』에서의 독고준의 역정을 차례차례 살펴본 뒤 두 인물의 

편력 사이에서 드러나는 대응 양상을 확인해볼 것이다. 

    

3.1. 『율리시즈』 

『율리시즈』의 주인공은 대체적으로 블룸으로 간주돼 왔고, 스티븐은 지엽적 

인물로 치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스티븐의 존재를 아예 도외시하는 입문서들

도 있다. 휴 케너는 스티븐을 도외시하는 극단적인 경우로서, ‘『율리시즈』는 블룸

의 책이고, 스티븐은 2차적 인물’이라고 단정한다.196)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

유는 극히 윤리적인 시각에서이다. 그는 스티븐이 파리에서 돌아와 아무 생각 없

는 더블린 청년의 하나로서 모든 면에서 술꾼인 친부를 닮아가며, 더 이상 『초

상』의 ‘아버지 찾기’를 하지 않고 고인이 된 어머니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한

다. 그는 모든 사태를 주시하면서 소소한 일로 다투지 않는, 술고래도 아니고 게

으르지도 않고 신중한 시민 레오폴드 블룸이 등장하여 책을 지배하기 때문에, 

『율리시즈』는 “그의 책”이라고 말한다. 이어 케너는 작품 분석에 있어서도 윤리

적 시각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다분히 편파적인 입장을 보인다. 『초상』이 

스티븐의 아버지를 차례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면 『율리시즈』는 스

티븐을 아들로 다루려는 블룸의 헛수고 이야기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스티븐에 대해서 『초상』의 높은 곳에서 매우 다른 책인 『율리시즈』로 굴러 떨어

졌으며, 『초상』을 지배한 것처럼 『율리시즈』를 지배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마치 

우주를 벗어나듯이 『율리시즈』에서 걸어 나갔다고 주장한다.197) 케너의 분석은 

본고가 앞으로 전개할 분석과 주제, 인물, 서사 등에서 매우 큰 편차를 보인다.   

스티븐과 블룸이 상보적으로 하나의 전체를 구성한다는 견해의 대표적인  예

196) Hugh Kenner, Ulyss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0, p.16~17.

197) 앞의 책,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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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리처드 엘먼이다. 엘먼은 『조이스의 의식』(1977)에서 조이스가 텔레마코스와 

오뒤세우스의 부자(父子)관계를 변경하여 스티븐과 블룸에게 오뒤세우스의 역할을 

분담시켜서 동등한 두 명의 오뒤세우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198) 그는 스티븐

과 블룸이 각각 지적인 세계와 감각적인 세계로 대비되는 가운데 공동으로 더블

린에 새로운 양심을 불어넣는 전투를 벌인다고 말한다.199) 한편 엘먼은 유명한 

傳記 『제임스 조이스』(1982)에서 블룸이 호머의 오뒤세우스의 평화주의에 단테의 

오뒤세우스의 왕성한 지식욕을 겸한 인물이라고 주장한다.200)  엘먼은 단테의 오

뒤세우스의 갈망이 『초상』 말미에서 스티븐이 부르짖는 경험과 삶에 대한 갈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엘먼은 스티븐이 아니라 블룸을 단테의 오

뒤세우스의 승계자로 본다. 블룸이 “단테의 오뒤세우스의 욕망에 대한 중산계급

적인 상관물인 끈덕지고 반추적인 호기심으로  그의 상념 속에서 스티븐보다 훨

씬 더 많은 인생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그가 말하는 블

룸은 단테의 오뒤세우스가 모든 것을 걸고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것과 큰 거리를 

보인다.     

본고는 스티븐과 블룸이 각각 서로 다른 성향의 오뒤세우스라는 엘먼의 『조

이스의 의식』에서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본고는 엘먼이 조이스 전기에서 블

룸을 단테의 오뒤세우스로 본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본고는 『율리시즈』의 스티

븐과 블룸의 인물로서의 성격과 이들의 서사가 각각 단테의 오뒤세우스와 호머의 

오뒤세우스에 상응한다고 생각한다. 해럴드 블룸은 단테가 지옥편 제26곡에서 가

장 독창적인 오뒤세우스를 창조했다고 지적한다.201) 여기서 오뒤세우스는 ‘어디서 

헤매다가 죽었느냐’의 베르길리우스의 물음에, 키르케를 떠난 후 자식과 늙은 아

버지와 아내가 있는 고향으로 향하지 않고 “세상과 인간의 악덕과 가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정을 이기지 못하여” 잔존하는 적은 무리와 함께 한 척의 배를 타

고 광활한 바다로 나갔다고 답한다. 오뒤세우스는 스페인과 모로코에 이르기까지 

해안들과 사르디니아를 비롯하여 많은 섬들을 보며 지브롤터에 이르렀으며, “짐

198) Richard Ellmann, The Consciousness of Joyce, London: Faber & Faber, 

1977, p.40.

199) Together, though unwittingly so, they wage the battle of Dublin, the 

attempt to instil a foreign conscience into their native city.: 앞의 책, p.40.

200) 리처드 엘먼/ 전은경 역, 『제임스 조이스』 I, p.629~630. 엘먼의 전기는 1959년 처

음 발간됐으며, 전은경 번역본은  1982년 개정판의 번역임.

201) Harold Bloom, Western Cannon, New York: Riverhead Books, ⓒ1994,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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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으로 살고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덕과 지혜를 따르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고 

일행을 격려하여 다시 천만 위험을 무릅쓰고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했다고 이야기

한다. 지중해를 벗어난 오뒤세우스는 계속 왼쪽으로 나아가서 다른 극(極)극의 모

든 별들을 보았고, 깊은 해협으로 들어가 이제까지 본 것 중 최고로 높은 산을 

만나서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는 새로 발견한 땅에서 닥쳐온 폭풍 때문에 배가 

침몰하고 말았다고 말한다.202)  엘먼의 지적과 같이 『초상』 말미의 스티븐은 단

테의 오뒤세우스와 상통한다. 그가 『초상』의 제4장 말미에서 자유와 방랑의 갈망

에 전율하고 대단원에서  가족과 친지를 모두 버리고 “체험의 현실을 몇 백만 번

이고 부닥쳐보기 위해” 보장 없는 미지의 넓은 세계로 향하기 때문이다. 이 결말 

바로 앞에서 스티븐이 엠마를 향한 자신의 태도를 베아트리체를 향한 단테의 속

내를 드러내지 않는 태도에 비유하는 것도 스티븐과 단테를 연결 짓도록 하는 중

요한 단서가 된다. 스티븐은 출국을 앞두고 엠마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다가 

한 달 만에 마주친 날 반가운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자제한 것을 “단테의 냉각

장치”를 가동했다고 일기에 적는다. 이는 단테가 『새로운 인생』에서 베아트리체

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철저히 감추는 것의 인유이다. 『율리시즈』에서 스티븐은 

“어두운 숲”에서 해매다 편력에 나선 단테처럼 추락한 이카로스로서 편력을 시작

한다. 긴 하루의 편력 끝에 그는  결국 그는 아직 해가 뜨기 먼 어둠 속에서 다

시 홀로 편력에 나서는데, 이제 그는 자신의 미지의 세계를 향한 출발이 보장이 

없는 길임을, ‘허무’를 향한 길임을 잘 알면서 다시 선택한 것이다. 원심적인 스

티븐에 비해 구심적인 블룸은 다사다난한 긴 하루의 편력 끝에 귀가하여 아내 옆

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제17 에피소드에서 스티븐과 블룸은 각각 원심적 

또는 구심적 인간형으로 밝혀지며, 원심적 인간 스티븐은 예술가 지망생으로서 

길을 떠나고, 구심적 인간 블룸은 시민세계를 지킨다. 블룸은 호머의 오뒤세우스

인 데 비해 스티븐은 단테의 오뒤세우스인 것이다. 이상의 의미에서 『초상』의 스

티븐뿐 아니라 『율리시즈』의 스티븐도 여전히 단테의 오뒤세우스라고 할 수 있

다. 

토머스 스테일리는 스티븐을 주인공으로 파악하는 소수적인 입장이다.「스티

븐 디댈러스와 현대적 영웅의 기질」이라는 논문203)에서 스테일리는 많은 비평가

202) 앞의 책 p.81~82에 인용된 것을 요약함.

203) Thomas F. Staley, “Stephen Dedalus and the Temper of the Modern 

Hero”(p.3~28), Thomas F.Staley and Bernard Benstock(edited by),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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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스티븐을 예술가 지망생에 국한시키고 주인공으로 취급하지 않은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블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 즉 조이스의 세

계를 반영하고 조이스의 세계에 기여하는 인물이 다름 아닌 스티븐이라고 지적한

다.204) 한편 엘먼에 의하면 조이스는 자신이 블룸과 동일시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조이스가 스위스 시인 슈피텔러의 조각상을 그의 시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데우스」에서 도출한 프로메테우스 이미지로 제작하고 있던 조각가 아우구

스트 주터에게 “나에게는 어떤 기념상을 만들어 주겠소?”라고 물었으며, 주터가 

“아마 블룸이겠지요”라고 답하자 당장 심각해지며 “아니! 그렇지 않소!”라고 답했

다는 것이다. 스테일리는 스티븐의 정신과 성격이 조이스에 의해 매우 조심스럽

게 그리고 완전하게 전개됐으며, 이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스티븐이 전체 작품의 

주제 틀 안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205) 그는 스티븐의 

성격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리고 때론 처참함 속에서도 ‘현대적 영웅의 기

질’을 반영한다고 보며, 조이스가 스티븐을 통해 ‘살아 있는 재료를 예술로 변화

시키지 못하는 예술가 지망생의 무능력을 성공적으로 창조함’으로써 한 인물을 

극히 예술적으로 창조하는 동시에 한 ‘현대적 영웅’의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초

상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206) 스테일리는 스티븐을 주인공에서 배제하는 비평사

에서 앞서 제시한 휴 케너의 『더블린의 조이스』(1956)207)에서 비롯된 주장이 압

도적인 영향을 미쳤고, 조이스가 프랭크 버전에게 보낸 편지208) 역시 큰 영향이 

미쳤다고 지적한다. 조이스는 취리히에서 『율리시즈』를 집필하는 동안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던 버전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스티븐)는 변경시킬 수 없는 모습을 

갖추었다”, “스티븐은 이제 그 정도로(블룸과 같은 정도로) 내 흥미를 끌지 못한

to Ulysses,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0.                              

204) 리처드 엘먼/ 전은경 역, 『제임스 조이스』 II, 책세상, 2002, p.999. 

205) The mind and character of Stephen, (,,,), are developed so carefully and 

completely by Joyce that a close scrutiny of them clearly reveals Stephen’s 

larger fuction within the thematic framework of the entire novel. :  Thomas 

F. Staley, “Stephen Dedalus and the Temper of the Modern Hero”(p.3~28), 

Thomas F.Staley and Bernard Benstock(edited by), Approaches to Ulysses,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0, p.5.

206) In Stephen Dedalus, Joyce had showed us that the successful creation of a 

would-be artist’s inability to “transmute” living matter in to art is itself a 

most artful creation of a character and a reliable and accurate portrait of 

the modern hero. : 앞의 책, p.5. 

207) Hugh Kenner, Dublin’s Joyc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6.

208) 1919년 6월 19일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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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했다. 스테일리는 편지 속 조이스의 말에 대해 많은 비평가들이 조이스

가 스티븐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하고, 조이스가 뜻한 바는 스티븐에 

대해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모습을 갖게 됐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스

테일리는 『율리시즈』의 스티븐을 “자기 시대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일에 매진

하는 예술가라고 보고, 조이스가 스티븐을 과거의 요구, 현재의 딜렘마, 미래의 

두려움에 의해 파편화된 삶을 영위하는 청년 엘리트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자

리”를 고통스럽게 탐색하는 현대적 예술가를 형상화하기 위해 창조했다고 설명한

다.209)

이후 본고가 전개하는 스티븐의 서사는 스티븐을 세계를 알고자하는 열망에 

불타서 허무를 무릅쓰고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단테의 오뒤세우스로 그리고 스테

일리가 말하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리고 때론 처참함 속에서도 ‘자기 시대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그리고 ‘세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고투하는 ‘현

대적 영웅’으로 파악함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한편 조이스는 『율리시즈』를 단행본으로 내놓기에 앞서 연재할 때 각 에피소

드에 『오뒤세이아』 각권에 상응하는 제목을 붙였으나, 단행본에서는 제목을 없애

고 일련번호를 붙인다. 그러나 그는 후에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몇 지인들

에게 나누어준 작품 조직표에서 연재시 사용했던 에피소드 제목들을 다시 사용한

다. 본고에서는 이후 개개의 에피소드를 지시할 때 일련번호와 연재 당시 제목을 

함께 제시한다.

3.1.1. 현실 횡단 : 낮의 세계

스티븐의 낮의 현실 횡단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에서는 스티븐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직면해 있는 기본적 상황과 이에 대한 그의 내적 정리 과정

이 제시되며, 『율리시즈』 초두의 숙소, 학교, 해변을 무대로 하는 세 개의 에피소

드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단계는 스티븐이 사회 활동 영역에서 그의 길을 확정

하고 결의를 다지는 과정으로서, 그가 신문사 편집실을 방문하는 제7 에피소드, 

209) Thomas F. Staley, “Stephen Dedalus and the Temper of the Modern 

Hero”(p.3~28), Thomas F.Staley and Bernard Benstock(edited by), Approaches 
to Ulysses,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0,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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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문학모임에서 햄릿론을 발표하는 제9 에피소드, 거리를 배회하는 제10 에

피소드로 이루어진다. 이 두 단계는 스티븐의 내적 드라마의 단계에서 기(起)와 

승(承)의 단계에 해당한다. 

『율리시즈』에서 스티븐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곳은 그의 숙소, 해안 요새

로 사용되던 원통형 석조건물 마텔로탑이다. 이 첫 에피소드에서 스티븐을 구속

하는 기본 여건들이 제시된다. 스티븐은 종교, 정치, 빈곤에서 비롯되는 삼중(三

重)의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 세 가지는 아일랜드 사회를 근본적으로 압박하

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신앙의 문제는 스티븐의 정신을 꼼짝하기 어려울 만큼 억압하고 있다. 

스티븐은 멀리건의 집을 방문했을 때 멀리건이 제 어머니에게 스티븐을 가리켜 

“어머니를 개처럼 죽게 한” 친구라고 말한 것에 항의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스

티븐의 신앙 포기에 따른 가톨릭 의식(儀式)의 거부이다. 그에게 신앙을 강요해온 

그의 어머니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에게 천국 기원 기도를 무릎 꿇

고 해줄 것을 요구했고, 그는 이를 거부했다. 어머니의 신앙 강요는 첫 기일이 며

칠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여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으며, 그는 결국 자정 넘어 

홍등가에서 감정이 격앙된 가운데 어머니의 유령을 지팡이로 후려침으로써 스스

로를 해방시킨다. 마텔로 탑에서의 아침에 그는 어머니가 수의를 입고 나타났던 

간밤의 꿈을 생각하며, 죽어가면서도 그를 굴복시키려 응시하던 어머니의 눈과 

어머니가 요구했던 천국 기도문을 떠올린다. 

백합처럼 하얀 참회자의 무리, 그대를 둘러싸기를

기쁨으로 노래하는 처녀들의 합창, 그대를 맞이하기를 210)

이 천국 기원 기도문은 그가 멀리건에게 숙소 열쇠를 내주고 떠나는 순간에

도, 다음날 이른 새벽 텅 빈 거리 속으로 들어서는 그의 작중(作中) 최후의 순간

210) 김성숙 역, 『율리시즈』 I, p.25, 43, 1087.

   Liliata rutilantium. Turma circumdet. 

   Iubilanitum te virginum. Chorus excipiat : Ulysses, Vintage Books, 1986, p.9, 

19, 578, 제1 에피소드 276~7, 736~8행, 제17 에피소드 1230~1행. 

   May the glittering throng of confessors, bright as lilies, gather about you.

   May the glorious choir of virgins receive you.: Don Gifford, Ulysses 
Annotat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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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그를 동반한다. 스티븐의 항의에 멀리건이 스티븐 어머니의 영혼을 모욕할 

생각은 없었다고 변명하자, 스티븐은 어머니를 모욕한 게 아니라 자기를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스티븐이 어머니의 임종이 가까워올 때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첫 기일까지 검은 옷을 입음으로써 어머니를 추모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멀리건과의 대화는 그의 가톨릭 의식(儀式) 거부가 기성세대에게 극

악의 패륜으로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개방적임을 과시하는 멀리건에게

조차 비난 또는 조롱의 대상이 됨을 보여준다. 멀리건은 어머니를 추모하는 스티

븐의 개인적 의식을 괴팍한 난센스로 무시하고, 검은 바지가 너무 남루해졌으니 

회색 헌 바지를 주겠다며 그를 조롱한다. 이날 저녁에 벌어지는 술판의 의학도들

도 신(神)도 사회적 윤리도 안중에 없는 속내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면서도 스티븐

이 사회적 윤리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두 명의 주인을 섬기는 하인’이라거나 ‘하인의 하인’이라는 스티븐의 식민지

인 인식도 여기서 제시된다. 스티븐은 간밤에 마텔로 탑에서 동숙한 옥스퍼드대

학 출신의 영국인 젊은 학자 헤인즈가 그에게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사

람”,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보인다고 말하자, 자기는 영국 주인과 이탈리아 주

인 “두 주인을 섬기는 하인”211)이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미친 여왕, 늙

고 질투하고. 내 앞에 무릎 꿇어라”212)라고 생각한다. 헤인즈는 『코노트 연가』를 

비롯한 아일랜드 민속문학의 연구자이다. 그는 아일랜드에서는 아일랜드 말을 해

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일랜드어를 제법 할 줄 아는 사람이다. 헤인즈가 등장하여 

스티븐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조그만 거울을 들여다보며 면도하던 멀리건이 거

울이 깨어져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불평하며 하녀의 방에서 가져온 거울

이라고 말하자, 스티븐은 그게 바로 아일랜드 예술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이 아일랜드 예술의 상징이야. 하인의 금이 간 거울.213)

헤인즈는 스티븐에게 그의 경구집을 만들고 싶다고 제안하고, 멀리건이 거론

한 스티븐의 햄릿론(論)에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스티븐의 ‘두 주인’이라는 말에 

211) I am a servant of two masters, Stephen said, an English and an Italian. : 

James Joyce, Ulysses, Vitage Books, 1986, p.17, 제1 에피소드 638행.

212) 앞의 책, p.17, 제1 에피소드 640행.

213) It is a symbol of Irish art. The cracked lookingglass of a servant.: 앞의 책,  

제1 에피소드 제14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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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영국인들이 아일랜드인들을 “부당하게 대해왔다”고 인정하면서도 “역사

를 탓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응답한다. 스티븐은 당장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

으나, 뒤에 가서 드러나듯이 그는 이 제국주의 국가 엘리트의 말을 결코 용서하

지 않는다. 그는 숙소를 떠나 봉급을 타러 단기간 일하던 사립학교에서 무작위적

으로 생각을 전개하던 중 헤인즈의 말을 떠올리며, “오늘 밤 술과 수다 속에서 

그의 정신의 갑옷을 뚫기 위해 세련된 독설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영국인 교장

의 모습을 보며 헤인즈의 말을 상기한다. 그는 실제로 밤중 술판에서 그리고 자

정 경 홍등가에서 영국 병사들과 실랑이할 때도 ‘역사 탓’이라는 헤인즈의 말을 

곱씹는다. 헤인즈의 역사 인식으로 볼 때, 식민지 민속문학과 재능 있는 식민지 

청년 스티븐에 대한 그의 관심은 제국주의 국가 학자의 식민지 탐색의 한 전형적

인 예이다. 그는 제10 에피소드 「배회하는 바위들」에서 한 오스트리아 학자의 학

설을 근거로 들며 아일랜드 신화에 지옥 없다며 아일랜드인에 대한 깊은 윤리적 

편견을 드러낸다.   스티븐은 이후 해변의 명상에서 멀리건과 헤인즈를 표범과 

사냥꾼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스티븐이 다짐한 제국주의에 대한 보복 방식은 “수

다”와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정신의 갑옷”, 견고한 우월의식을 해체하는 

“세련된 독설”이다. 직접적 공격 대신 권위해체를 기도하는 스티븐의 방식은 전

복 대신 ‘시간과 사랑’을 삶의 원칙으로 지향하는 독고준의 경우와 상통한다. 

스티븐은 멀리건과 함께 마텔로 탑에서 살며 그의 식비에 의존하고 그의 헌 

옷과 헌 신발을 물려 쓰며 지낸다. 빈곤은 스티븐을 멀리건에게 굴욕적으로 종속

시킨다. 멀리건은 스티븐에게 손수건을 달라고 해서 자기의 면도칼에 남은 거품

을 닦고, 사용하고 난 면도통을 스티븐이 들고 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우유 

배달부 노파에게 줄 동전을 내놓으며 스티븐에게 건네주도록 한다. 스티븐은 자

신이 “하인을 섬기는 하인”214)이라고 말한다. 멀리건은 급기야 스티븐에게서 숙

소 열쇠를 빼앗는다. 식사 후 해변에서 수영을 하던 멀리건은 스티븐에게 벗어놓

은 옷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열쇠로 눌러놓으라고 한다. 스티븐은 그가 헤인즈

를 새 동숙자로 맞아들이기 위해 자기를 내보내려함을 이미 눈치 채고 있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집세를 냈으니까. 지금은 내가 그의 쓴 빵을 먹

는다. 열쇠를 주자. 모든 걸. 달라고 할 거야. 눈빛이 그래.215)

214) A servant of a servant.: 앞의 책,  p.10, 제1 에피소드 313행.

215) 앞의 책, p.17, 제1 에피소드 631~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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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멀리건은 이날 밤 통금 직전 술집에서 나왔을 때 스티븐을 따돌리고, 

미리 만나기로 약속됐던 헤인즈와 둘이서 마지막 전차에 오른다. 스티븐은 숙소 

임대료는 자기가 냈지만, 멀리건에게 열쇠를 주고 그의 지출에 의존해온 생활을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멀리건은 스티븐이 재능 있고 장래 성공할 것으로 간주되는 한 그를 가까이 

두고 그와 친구임을 과시했으나, 이제 스티븐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단정하며 

헤인즈에게 그렇게 말하기까지 한다. 그는 지배국 사람을 들이기 위해 숙소에 대

한 권리를 가진 친구를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해온 약자라는 점을 빌미로 밀

쳐낸다. 그런 점에서 멀리건은 식민지 인텔리의 한 부정적 전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 에피소드는 “찬탈자 usurper”라는 스티븐의 읊조림으로 끝난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스티븐은 인근의 사립학교로 향한다. 그는 여기서 그

간 단기간 근무했으며, 이날은 수업이 없지만 봉급을 타러 간 것이다. 스티븐은 

그간 그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도 없고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예술가 지망생으

로서 떳떳하지 못한 마음으로 돈을 벌어온 것으로 드러난다. 밤에 술판에서 그는 

시를 써서 번 돈이라며 한턱내겠다고 말한다. 이 에피소드의 별칭이 「네스토르」

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스티븐이 근무한 학교는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곳, 즉 

아일랜드의 장래 가능성을 준비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 학교는 그런 기여와는 무

관한, 오히려 반대의 성격을 갖는 곳임이 드러난다. 스티븐은 여기서 역사와 가능

성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피러스의 어이없는 죽음과 시저의 암살을 생각하며, 역

사를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의 공간으로 생각한다. 그는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를 

지나간 일로 치부하는 헤인즈의 역사 인식을 떠올리고,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떠

올리며 그들에게도 역사는 그저 이야기일 따름임을 재인식한다. 그는 헤인즈의 

정신 위에 입은 갑옷을 찌르기 위해 쓰겠다고 다짐한다. 동시에 그는 광대짓은 

주인의 자비로운 칭찬을 기대하며 눈을 끄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왜들 그런 일을 

할까 자문한다. 이는 영국 문단에서 활동하는 아일랜드 문인들에 대한 부정적 견

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는 미래로 열린 교육장이 아니라 시간이 과거 속에 멎어 있는 곳이

다. 스티븐은 수집품 진열실과 같은 교장실에서 교장의 영원히 변치 않을 골동품 

같은 ‘지혜’를 들으며, 헤인즈의 역사 인식을 다시 떠올린다. 교장은 구제역의 치

료방법을 알리는 기고문을 써서 스티븐에게 신문에 실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런 

건설적 면모와 달리 그는 아일랜드 사회에 해가 되는 인물임이 드러난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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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일랜드의 영국 통합을 지지하는 영국인이며, 유대인과 여성을 극도로 혐

오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그가 스티븐에게 진심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지혜는 

“돈은 권력”이라는 것이며, 그에 의하면 영국인이 가장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해

가 지지 않는 제국이 아니라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이다. 교장이 선의로 풀어놓는 지혜와 그의 생활 행태는 그가 아일랜드의 현재는 

물론 장래에 커다란 위해가 되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교장은 제12 에피소드에서 

과거 독립운동 이력을 내세우며 횡포를 부리는 ‘시민’과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하나, ‘시민’ 못지않게  사회에 해악이 되는 인물임이 드러난다. 

스티븐이 조용히 듣는 동안 그의 장광설은 계속되며 자신의 사람됨을 스스로 폭

로한다. 후에 신문사 에피소드에서 이브닝 텔레그래프의 편집장이 전하는 그의 

폭력적 아내와 관계에 관한 소문216)은 그가 내세우는 권위와 자부심을 해체한다. 

학생들은 부유층 집안 아이들이다. 이들은 수업시간에 교사가 통제하기 어려

울 만큼 방자하며, 스티븐은 이들이 자신들의 부(富)와 교사의 빈곤을 간파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 그는 이날 운동장에서 이들 특권층 아이들은 활기차게 경

기하며 그들만의 결속된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가난한 집 아이는 끼지 못한다. 

한 왜소하고 초라하고 얼뜬 소년이 스티븐에게 다가와서 보충수업을 요청하는데, 

교장이 그를 학생들의 경기에 참가시키지 않고 스티븐에게서 부족한 수업을 보충 

받으라고 지시한 것이다. 스티븐은 이 변변치 못한 아이도 가난한 제 어머니에게

는 소중한 존재일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 특권층 집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예외적으로 아버지의 사회적 위상이 미미하고 유복하지 못한 데

다 자기 자신마저 유약하고 얼떠서 학생들의 놀림감과 폭력의 대상이 됐던 클롱

고우즈 학교 시절을 상기한다. 스티븐은 이날 밤 블룸의 집에서 부른 동요 속에

서 다시 ‘희생당하는 가장 약한 소년’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곳에 오래 있지 않을 것임을 안다는 교장의 말처럼 스티븐은 이날 이 학교

를 그만두기로 결정한다. 이는 그가 새벽 한 시경 마부 집합소로 가는 중에 그에

게 돈을 청하는 노숙자 지인에게 교사직에 결원이 생겼다며 알아보라는 말을 던

지는 것에서 드러난다. 그는 이날 봉급으로 그가 기고하던 신문사의 편집장을 위

시한 편집진과 편집실을 사랑방 삼아 드나드는 사람들 모두에게 점심을 사고, 형

편이 좋은 청년 엘리트들에게 실컷 마시라며 술값을 지불한다. 그는 그 돈을 교

216) 제임스 조이스/ 김성숙 역, 『율리시즈』, 동서문화사, 2011, p.232,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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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봉급이라고 밝히지 않고 시를 써서 번 돈이라고 말한다. 스티븐은 이날 여러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빈궁한 처지에 어울리지 않게 이날 

많은 사람들에게 밥과 술은 사는 것은 더블린에서의 이제까지의 생활을 청산하려

는 결의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로테우스」라는 별칭을 가진 제3 에피소드는 학교를 떠나 인근의 해변으로 

나간 스티븐의 긴 명상으로 채워진다. 여기서 그는 영원과 죽을 운명인 개인의 

삶을 생각하며, 죽음에 저항하기 위해 글을 쓸 것을 다짐한다. 스티븐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조류(潮流)와 해초와 표류물들을 보면서, 무상한 변화에 대해 그리고 

이브로부터 이어지는 인간 역사의 영속성, 아일랜드의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인간 역사 등에 대해 생각한다. 스티븐은 어머니를 병에서 구할 수 없었다는 안

타까움과 파리로 도주하여 모두에게 잊혔으면서도 여전히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

는 독립운동가 케빈 이건의 허망한 운명을 생각하기도 한다. 그는 자기가 쓰는 

글이 읽혀지기를 소망하며 여성 독자를 상상하고 여성의 부드러운 애무를 갈망한

다. 그의 생각과 눈은 현재 자신의 굴욕적 상태, 멀리건의 배신과 멀리건이 굴욕

을 주며 물려준 헌옷과 헌 신발에 이른다. 

그는 바다에서 썩은 익사체가 떠오른 것을 보고, 대양(大洋)이 일으키는 변화

를 생각한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며 드라큘라가 입맞추러 

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살 것임을 암시하는 짤막한 시를 쓰고, 자신이 있었다는 

흔적으로 바위 위에 코딱지를 남긴 후217) 시내로 들어간다. 스티븐의 해변 산책

은 그가 현실적, 정신적 정리 과정을 거쳐 프로테우스적 변신을 시작하려 함을 

보여준다. 

제7 에피소드에서 시내로 향한 스티븐은 그의 사회적 활동 영역인 신문사 편

집실과 도서관 문학모임을 찾는다. 신문사에 간 직접적인 동기는 교장의 구제역 

기고문을 실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이다. 스티븐은 그간 기고해온 신문(이브닝 

텔레그래프)의 편집실을 방문하여 환영을 받는다. 이는 그의 기고가 가치를 인정

받고 있음을 말해주는데, 편집장은 그를 잘 팔리는 글을 쓸 수 있는 재주 있고 

맹랑한 젊은이라고 여기며 ‘뭔가 자극적인 것’을 써달라고 부탁한다. 스티븐은 그

217) 스티븐이 코딱지를 남기는 행동은 고양된 상태로부터 현실감을 되찾으려는 행동으로 

보인다. 『초상』에서 그는 연극 공연에서 특별한 예술체험을 한 후 흥분하여 거리를 내

달리다가 시체보관소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맡고 진정한다. 한편 조이스가 『율리시

즈』의 18개 에피소드 중 3개를 코딱지, 변(便)의 배출, 방귀 분출로 종결짓는 것은 작품

의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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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편집장으로부터 교장의 장광설 못지않게 늘어놓는 

기자(記者) 신화를 듣는다. 에피소드의 별칭 ’아이올로스‘가 암시하듯이, 이 신문

사는 실체가 없으면서 넓고 빠르게 확산되는 바람과 같은 글을 파는 바람주머니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신문사는 당대의 민족주의 열풍에 부응하는 글과 자극

적인 글을 양축으로 삼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암시된다. 이는 당대 언론의 수

준과 신문 독자의 수준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현실에서 가난한 

지식인들은 기고문을 실을 기회를 잡기 위해 몇 푼을 벌 수 있다면 몇 번이라도 

사상을 바꿀 태세로 신문사를 기웃거리는 것으로 드러난다. 

스티븐은 이 신문사에서 유일하게 지적인 인물인 논설위원 맥휴 교수에게 두 

노파가 넬슨 탑(塔)에 힘겹게 올라가 넬슨 동상 바로 아래에 주저앉아서 마른 자

두를 씹으며 씨를 아래로 뱉는 우화를 꾸며내서 들려준다. 이 우화는 사소한 정

보까지 세세하게 제시하는 극사실주의적 방식으로 극히 천천히 진행되는데, 맥휴 

교수가 한 변호사의 법정 변론을 “내가 이제까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웅

변”이라고 칭송하며 재연(再演)해 보인 데 대한 응답이다. 이 변론은 게일어 부활 

운동에 반대하는 공소원장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거창한 비유와 비장한 어

조로 공소원장의 말을 모세를 모욕하는 고대 이집트 대사제의 말에, 게일어 부활 

운동을 모세가 이스라엘인들을 데리고 노예의 집을 나가는 것에 비유한다. 스티

븐의 우화는 맥휴 교수가 제시한 변론과 대조적으로 어떤 정의(正義)를 내세우지

도 않고 극히 일상적인 언어로 영국 제국주의의 권위를 조롱한다. 스티븐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세련된 수다로 영국 제국주의를 공격하겠다던 전략의 한 실례

(實例)라고 할 수 있다. 이 우화는 스타일에 있어서 맥휴 교수가 재연한 최고의 

명연설과 정반대이지만, 스티븐에게는 명연설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출애급에 비

유한 이야기이다. 그가 이 우화의 제목을 ‘피스가산(山)에서 팔레스트리나를 바라

보다’라고 붙이기 때문이다. 스티븐은 멀리건과의 점심 약속을 전보로 취소하고, 

편집장을 비롯해 편집실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점심에 초대하여 함께 나간다. 

제9 에피소드에서 스티븐은 2시경 도서관에서 목요일에 열리는 문학모임에 

나타나서, 셰익스피어의 삶과 작품 간의 관계에 대해 발표한다. 이 문학모임에 참

가한 주요 인물은 당대 문예부흥운동을 선도한 실존인물들, 문단의 ‘성자(聖者)’이

자 문예부흥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간주되던 실제 인물 AE(조지 러셀)와 문예부흥

운동의 대변인격인 문예비평가 이글린턴이다. 두 문단 지도자는 비현실성과 함께 

그들이 선도하는 운동과 상반되는 문학관, 셰익스피어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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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드러낸다. 스티븐은 두 문단 지도자에게 공격당하는데, 이 에피소드의 별칭 

‘스킬라와 카립디스’는 바로 이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괴물이 오뒤세우스 

일행의 배를 위협하듯이 스티븐의 견해를 공격하고 그를 배척하기 때문이다.

스티븐은 『햄릿』으로 시작하여 셰익스피어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그가 궁극

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작가와 현실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다. 그는 우선 

그가 조사했다는 셰익스피어의 사생활 에 관해 이야기한다. 셰익스피어가 연상의 

여자가 밀밭에서 덮치는 바람에 결혼했으며, 그 자괴감 때문에 고향을 일찍이 떠

났고, 아내는 그의 형제들과 간통했다는 것이다. 스티븐은 작가의 삶에 관한 사실

을 『햄릿』과 연결시켜서, 살해당한 부왕(父王)은 셰익스피어이고, 햄릿은 셰익스

피어의 아들 햄넷이며, 부정한 왕비는 그의 아내 앤이라고 주장한다. AE는 위대

한 인간의 가정생활을 그런 식으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 작가의 삶은 작품과 무

관하다, 우리에겐 작품만이 중요하고 영원하다고 말한다. 이글린턴은 셰익스피어 

숭배자임을 자인하며, 300년 전통에 맞설 셈이냐며 스티븐의 불경(不敬)에 불쾌해 

하고, 아일랜드인도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견줄만한 인물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스티븐은 셰익스피어 작품을 시대순으로 열거하며 그의 삶과 작품이 서

로 부합함을 주장한다. 어떤 형태, 어떤 소재의 작품이든 그것을 쓸 당시의 그의 

내면과 부합하며, 작품상의 변화는 그의 내면 변화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즉 셰익

스피어는 삶 속에서 변화를 겪으며 작품을 썼고, 그럼으로써 셰익스피어라는 작

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스티븐이 이후 밝히는 예술가관을 선취하는 것

이다. 즉 부단히 노력하는 길의 끝에서 자기 운명을 만나고 즉 자기 운명이 완성

되며, 하나의 작가가 그렇게 탄생한다는 것이다. 

스티븐은 AE가 발행할 예정인 젊은 시인들의 시선집에 선택받지 못하고, 그

가 주최하는 문인들의 모임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이글린턴으로부터 원고료를 요

구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가 편집장으로 있는 문예부흥운동 진영의 신

문 『다나』에 더 이상 작품을 실어줄 수 없다는 통고를 받는다. 여기서 스티븐은 

아일랜드 문단에서 설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 반면에 의학도들 사이에서 

재치 있는 외설시(猥褻詩)시로 유명한 멀리건은 AE의 신세대 시인에 선택되고, 

이글린턴으로부터 문인들의 모임에 초대된다. 

스티븐은 발표 중 두 문단 지도자를 비롯해 모든 참가자들로부터 조롱당하

자, 추락한 이카로스의 취급을 받음을 자각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하여 도전하고 

도전 받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이야기를 이어나간다.218) 모임이 해산된 후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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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멀리건이 그다운 외설 시구(詩句)를 남발하는 동안 스티븐은 미온적으로 대

응해주며,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가 앞서 문학모임에서 소크라테스

와 유다를 거론하며 운명적 행로를 이야기했듯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가 마땅

히 채워가야 할 여정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219) 그는 자신의 의지와 멀리건의 

의지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맞서는 것, 즉 정반대이면서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

각한다.220)

한편 이 에피소드에서 드러나는 문단 지도자들의 문학관은 스티븐의 하계 편

력에서 마부 대기소의 도시 민중의 이야기들과 대조된다. 문예부흥운동가들의 현

실에서 유리된 문학과 달리 그리고 이들이 농민들의 민담을 채집하여 창작한 농

민 이야기와 달리, 마부 대기소의 도시 민중의 이야기는 그들이 살면서 꿈꿔온 

상상과 소망을 펼치는 이야기이자 민중이 직접 전개하는 야화(野話)이며 야사(野

史)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 나온 스티븐은 한낮 3시경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더블린 거

리로 들어간다. 그는 발전소에서 들리는 피댓줄이 돌아가는 윙윙거리는 소리와 

발전기의 웅웅거리는 소리에 추동되어 걷는다. 그는 자신이 외부의 고동(鼓動)과 

자기 내부의 심장의 고동 사이에 있음을 느낀다. 그는 죽음의 신에게 할 수 있다

면 이 두 고동을 분쇄하며 자기도 기절시켜 보라고 속으로 외친다.221) 이는 그가 

현실적 장애와 죽음을 의식하며 그에 맞서 도전하겠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조금 걷다가 스티븐은 저희들끼리 방치된 채 굶다시피 하며 살고 있는 여동

생들 중 자기를 닮았다는 여동생을 만난다. 바로 전에 블룸도 걷다가 이 소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소녀의 너무도 허술한 옷이 블룸의 마음을 괴롭게 할 정도

였다. 스티븐이 동생의 손에 들려 있는 겉장이 떨어져 나간 헌 책을 받아들고 보

니 초급 프랑스어 책이다. 그가 이 동생에게 파리 이야기를 해주었었는데, 이 동

생은 프랑스어를 배울 생각으로 1페니를 주고 이 책을 산 것이다. 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동생은 얼굴을 붉히고 오빠는 놀라지 않은 척하려 한다. 프랑스어를 

218) Speech, speech. But act. Act speech. They mock to try you. Act. Be acted 

on. : James Joyce, Ulysses, Vintage Books, 1986, p.173, 제9 에피소드 978~9행.

219) Part. The moment is now. Where then? If Socrates leaves his house today, 

if Judas go forth tonight. Why? That lies in space which I in time must come 

to, ineluctably. : 앞의 책, p.178. 제9 에피소드 1199~1201행.

220) My will: his will that fronts me. Seas between. : 앞의 책, p.178, 제9 에피소드 

1202행.

221) 앞의 책, p.199, 제10 에피소드 821~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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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다는 것이 그들의 적빈과 너무도 동떨어진 일임을 둘 다 인식하는 것이다. 

동생과 헤어지고 난 스티븐은 동생이 익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동생을 방치한 

것에 극렬한 가책을 느낌과 동시에 동생으로 인해 자기까지 익사할 것을 두려워

하며 “비참하다!”를 거듭 외친다.222) 스티븐이 그러면서도 동생에게 아침에 받은 

봉급을 나눠주지 않는 것은 함께 익사할 것 같은 두려움을 멀리하는 것일 수 있

다. 한밤중 그는 홍등가에서 회전무를 춘 후 흥분 속에서 딸들을 방치하고 나가

서 사는 아버지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가족의 짐을 자신에게 지우는 데 대해 항

의한다.  

3.1.2. 하계 편력 : 밤의 세계 

3시경 시내에 있었던 스티븐은 저녁 9시 넘어서야 다시 등장하며, 이로써 비

롯되는 그의 밤의 편력은 그의 일탈이 고조되며 트라우마를 떨치는 술판-홍등가

의 역정(제14~15 에피소드)과 회복과 재출발을 보여주는 마부 대기소에서 블룸의 

집까지의 역정(제16~17 에피소드)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두 단계는 스티븐의 내

적 드라마에서 후반, 즉 전(傳)과 결(結)에 해당하는 단계들이다.

제14 에피소드에서 스티븐과 함께 술을 마시는 의학도들은 에피소드의 별칭 

「태양신의 황소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민족의 종우(種牛), 즉 동량(棟樑)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인텔리들이다. 첫 술자리는 홀리스가에 있는 혼 산부인과병원의 대

기실에서 벌어지는데, 당시 실제로 여기서 술판이 벌어지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

회적 물의가 빚어졌다고 한다. 의학도들은 당시 아일랜드에서 영예와 돈, 신망과 

선망을 누리던 의사가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동석해 있던 블룸은 이들의 

방종을 보며 현재의 이들에게서 훗날의 의사를 상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

들의 술자리는 『파우스트』의 「아우어바흐의 술집」 장면에 나오는 대학생들을 훨

씬 능가하는 일탈과 방종의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그 병원에 한 산모가 사흘째 산고를 겪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시고 떠들어댄다. 이들은 성관계와 성적 일탈과 관련한 온갖 농담을 의학도답

게 적나라하게 지껄이는데, 이 모습 속에 생명의 출산을 돕고 생명을 보호하는 

222) 앞의 책, p.200, 제10 에피소드 875~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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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도에게 그리고 가톨릭 신자에게 마땅히 기대되는 생명에 대한 경외는 보이지 

않는다. 때마침 들려오는 천둥소리에서 스티븐은 ‘번식하라’는 신의 명령을 듣고 

공황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끼는 반면 의학도들은 각종 피임에 관한 농담에 거리

낌 없이 한다. 스티븐의 공포는 인간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인간으로서의 근

본적 책임의식과 맞닿아 있다. 그가 오전의 해변 산책에서 자기의 글을 누가 읽

어줄 것인가 생각하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글을 쓰는 일을 미래를 기대하는 일이

기 때문이다. 술판의 엘리트들은 스티븐을 가장 매춘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지목

하여 놀리지만, 생명에 경외를 느끼고 인간 역사의 영속성에 엄숙함과 소임을 느

끼는 것은 오히려 스티븐이다.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의학도들은 스티븐이 

어머니 임종 때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거부한 것을 비난한다. 이들이 스티븐을 

비난하는 것은 성격이 괴팍하여 사회적 의례를 어겼다는 이유에서이지, 신앙이나 

신의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다.

병원에서 나가야 할 시간이 되자 스티븐은 또다시 돈을 내겠다고 앞장서며 

자정까지 마실 수 있는 시내 술집으로 가자고 소리치고, 모두들 목청 높여 떠들

며 함께 술집으로 향한다. 이들이 시내 술집으로 가는 모습과 술집에서 독주를 

요구하며 마셔대는 모습은 소란과 광란의 극치를 보여준다. 스티븐이 술판에 매

달리는 이유는 신앙을 강요하는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는 압박감을 떨치기 위해서

이다. 통행금지 시간인 자정이 임박하여 술집이 문을 닫으려하자 이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스티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각자 집을 

향해 황급히 사라진다. 뒤늦게 합석한, 따라서 별로 취하지 않은 멀리건은 전철역

에서 만취한 스티븐을 따돌리고 거기서 만나기로 했던 헤인즈와 둘이서 마지막 

전차에 올라 귀가한다. 

「키르케』라는 별칭을 가진 제15 에피소드의 홍등가는 스티븐의 무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고집스럽게 홍등가로 향하고, 친구 린

치는 마지못해 뒤따른다. 자정 무렵 홍등가는 「배회하는 바위들」 에피소드가 보

여주는 낮 3시경 더블린의 모습과 대칭을 이룬다. 이 낮의 에피소드에서 총독과 

가톨릭 관구장을 비롯하여 더블린에 사는 각양각색의 시민들이 거리를 누비듯이, 

밤의 홍등가도 치안경찰관들과 영국 병사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각양각색의 사

람들로 붐빈다. 이곳의 여성 종사자는 식민종주국 여성과 식민지 여성을 망라하

고, 남성 고객은 지배국 병사와 식민지인 그리고 성직자에서 명문대 학생을 포함

하여 각계각층을 망라한다. 양성적 낮의 세계 시민들이 용무를 위해 시내를 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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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음성적 밤의 세계인 홍등가는 본능을 분출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의 세

계이다. 낮의 세계가 위계와 체면의 세계라면 밤의 세계는 사회적 권위와 윤리가 

문제되지 않는 세계이다. 그러나 사실 홍등가는 낮의 세계와 절연된 세계가 아니

라 연결된 세계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낮의 현실세계와 무관한 사람들

이 아님이 드러난다. 빈곤한 일반가정의 어린이들이 홍등가 입구에서 놀고, 낮에 

어린 동생을 해변에 데리고나가 놀리던 젊은 처녀 시시 카프리가 여기서 일하며, 

스티븐이 단골로 찾던 창부 조지아나는 고객과 결혼하여 낮의 세계로 복귀하고, 

조지아나가 일하던 스티븐의 단골업소의 포주는 아들을 옥스퍼드 대학교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티븐에게 이날 홍등가는 매매춘의 장소가 아니라, 내면(內面)을 열고 자기 

성찰을 하는 곳이 된다. 단골업소의 음악실에서 그는 업소 여성들이 동석한 가운

데 편안하게 피아노를 치고, 린치를 상대로 이날 처음으로 자신의 예술가관을 드

러낸다. 그는 의식(儀式)을 위한 시는 ‘시인의 휴식’이라고 지적하고, 미지의 것을 

향해 세상의 끝까지 매진하여 자기 자신이라는 운명을 완성하는 존재들에 대해 

말함으로써, 도서관 문학모임이 끝난 후 가겠다고 한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

러내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결의을 드러낸다.  

스티븐                          

(갑자기) 자기 자신과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세계의 끝까지 간 자, 

신(神), 태양, 셰익스피어, 외판원, 이들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관통하

여 바로 그 자기 자신이 된다. (...)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것이 되도록 미

리 정해져 있었던 그 자신이지.223)

그리고 스티븐은 격렬하게 회전하는 춤을 추다가, “죽음의 무도다!”라고 외치

며 동작을 더욱 가속하여 이상(異常) 흥분상태에 이른다. 이 상태에서 그는 아버

지의 환상과 어머니의 망령과 싸워 자신을 해방시킨다.  함께 있던 사람들의 눈

에는 그가 싸우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 『율리시즈』는 세계를 여실히 제시하는 

223) (abruptly) What went forth to the end of the world to traverse not itself, 

God, the sun, Shakespeare, a commercial traveler, having itself traversed in 

reality becomes that self. (...) Self which it itself was ineluctably 

preconditioned to become. : 앞의 책, p.412,  제17 에피소드 2117~212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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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며,  의식 활동 역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든 모두 현실적 활동으로

서 간주하고 현실로서 재현한다. 스티븐은 남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지적 상상’ 

속에서, 적들을 내려다보며 다시 날 수 있는 자유를 갈구하며 아버지를 부른다. 

스티븐

아니야, 나는 날았었어. 적들을 내려다보며. 계속 그렇게 하겠어. 끝없는 

세계. (그는 외친다) 아버지! 자유! 224)

그는 날고자 하는 자기 영혼을 꺾지 말라며 재차 아버지에게 나오라고 재촉

하고, 거대한 독수리가 되어 날아온 아버지로부터 오만하게 날라는 격려를 듣는

다. 가족의 짐을 벗은 스티븐은  최후 순간까지 신앙을 강요하며 사랑한다는 말

을 하지 않고 떠남으로써 그의 정신을 꼼짝할 수 없이 옭죄고 있는 어머니의 망

령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망령은 기도와 속

죄 방법까지 가르쳐주며 기도하라고 완고하게 버틴다.

스티븐 

(열렬하게) 어머니, 아신다면 지금 말해주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

는 그 말을요.

어머니

기도하면 모든 게 이뤄진단다. 우스술라 수녀회 기도서대로 고통 받는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고 40일 간 속죄해라. 회개하라, 스티븐아. 

이후 모자는 입에 담기 험한 말을 내뱉으며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스티븐은 

어머니로부터 받는 신앙 강요를 어머니가 괴물이 되어 그의 심장을 깊이 찌르는 

것으로 상상한다. 모자의 대치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점점 더 열렬히 기도하고 

아들은 영혼을 파괴하지 말라며 점점 더 심한 저주를 하며 거세게 대들면서 극한

을 행해 치닫는다. 블룸이 스티븐을 심상치 않게 보고 웬일이냐고 묻자, 스티븐은 

“지적 상상”225)에 빠져 있을 뿐이라고 답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계속 대든다. 

224) No, I flew. My foes beneath me. And ever shall be. World without end. (he 

cries) Pater! Free! : 앞의 책, p. 466, 제15 에피소드 1935~6행.

225) the intellectual imagination! : 앞의 책, p.474, 제15 에피소드 422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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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닥쳐! 닥쳐! 닥쳐! 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을 부숴봐! 내가 이기고 말거야! 

226)

결국 이 극렬한 상상의 대치는  스티븐이 그의 지팡이를 두 손으로 잡아들고  

샹들리에를 후려쳐서 부수는 것으로 끝나며, 이로써 그는 신앙 압박에 종지부를 

찍는다. 내쳐서 그는 업소를 뛰쳐나가 자신을 하인으로 만든 “두 주인” 중 또 하

나의 ‘주인’인 영국의 지배로부터 받는 압박감과도 맞선다. 그는 홍등가 거리를 

활보하는 영국 병사들을 향해, “우리 손님들. 초대 받지 않은. (...) 역사 탓. (...)”

이라고 말한다.227) 그리고 그는 불상사를 막으려 말리는 블룸에게 “이 머릿속에 

그게 들어 있어요. 나는 사제와 왕을 죽여야 한단 말입니다.”228)라고 말한다. 돈 

기포드의 주해서229)는 ‘사제와 왕’에 대해 블레이크가 압제자를 통칭했다는 말로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스티븐이 자신을 가톨릭과 영국의 두 주인을 섬기

는 하인으로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위의 인용문의 사제와 왕을 아일랜드 사회를 

정신적,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가톨릭과 영국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영국 병사가 

“우리 왕에 대해 뭐라고 한 거냐?”고 묻자, 스티븐은 “지금 나에게 왕이 없

다”230)고 답한다.  스티븐은 결국 영국 병사들에게 가격당해 넘어지는데, 다음 에

피소드에서 블룸의 집으로 가는 중에 그는 자신이 넘어진 이유에 대해 “처음에 

여자 손바닥보다 크지 않았던 아침의 구름”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한

다.231) 스티븐의 이 말은 지난 일 년여 동안 그의 정신을 옭죄던 구속들을 떨쳐

내고 마침내 새로운 기대와 예감을 갖게 됐음을 뜻한다. ‘여자 손바닥만한 구름’

은 여러 해 만에 처음 내리게 될 비를 예고하는 「열왕기」의 ‘사람 손만한 구름’의 

226)  No! No! No! Break my spirit, all of you, if you can! I’ll bring you all to 

heel! : 앞의 책, p.475, 제15 에피소드 4235행.

227) 앞의 책, p.479, 제15 에피소드 4370~1행.

228) But in here it is I must kill the priest and the king.: 앞의 책, p.481, 제15 에

피소드 4436~7행.

229) Don Gifford with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p.523

230) I understand your point of view though I have no king for the moment.:  

James Joyce, Ulysses, Vintage Books, 1986, p.482, 제15 에피소드 4469~70행.

231) Stephen attributed to the reapparition of a matutinal cloud (perceived by 

both from two different points of observation, Sandycove and Dublin) at first 

no bigger than a woman’s hand.: 앞의 책, p.545, 제17장 40~42행(p.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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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유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232) 샹들리에를 후려치며 어머니 임종 때 받은 신앙 

압박 트라우마를 떨쳐낸 스티븐은 이번에는 자신이 가격당하여 넘어지는 한밤중 

길거리 소동을 벌여서 심리적 구속을 최종적으로 분출하고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게 된 것이다. 

스티븐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게 치안사범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는데, 블

룸이 지나가던 친영파 지인을 우연히 만나서 중재를 부탁하여 사태를 무마하고, 

누워 있는 스티븐을 일으켜 세운다. 스티븐의 마지막 친구 린치는 홍등가로 오는 

스티븐을 마지못해 동행했으나 그를 내내 못마땅해 하다가, 그가 영국 병사들에

게 실랑이를 걸자 떠나버렸다. 스티븐이 린치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음은 후에 그

가 블룸에게 린치를 ‘유다’라고 비난하는 데서 드러난다. 블룸은 병원 술판에서부

터 스티븐을 염려해 뒤따라와서 매춘업소에서 스티븐이 과다 지불한 화대와 부당

하게 지불된 샹들리에 배상금을 되찾은 후, 영국 병사들에게 스티븐을 교수라고 

둘러대며 폭력을 자제시키려 애쓰며, 체포될 위기에서 구해준다. 

이때부터 블룸이 스티븐을 이끌고 스티븐은 수동적, 수용적 태도를 취하며, 

둘은 마부 대기소를 거쳐 블룸의 집으로 간다. 이 과정에서 스티븐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재출발하게 된다. 블룸의 집에서 전개되는 제17 에피소드의  중

간과 결말에서 스티븐과 블룸의 서사가 각각 마무리된다. 그 다음의 마지막 에피

소드는 블룸의 아내 마리온에게 할애된다(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상론된다). 블

룸은 스티븐에게 우선 물을 먹이기 위해 한밤중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마부들의 

대기소로 데리고 간다. 제16 에피소드 「에우마이오스」에서 마부 대기소로 향하는 

중 블룸은 스티븐이 적빈 때문에 고도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스티븐에게 재능을 낭비하는 생활을 한다고 지적하고 멀리건을 경

계하라며 훈계에 가까운 충고를 한다. 블룸은 낮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시민이지

만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유대인으로서, 양지와 음지의 경계 위에서 사는 사람

이다. 스티븐 역시 사는 형편으로 볼 때는 밤에 일하거나 헤매는 사람들 쪽에 가

까운 사회적 약자이다. 이들이 이동하는 여정은 낮 시간 동안 블룸이 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거리와 가게와 건물들이 생략 없이 지적된다. 그러나 어둠속을 배회

232) 스티븐의 ‘여자 손바닥보다 크지 않은 구름‘은 「열왕기」 18:42-44에서 엘리야가 수년

간의 가뭄을 거두기로 했을 때 바다 위에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a little cloud out 

of the sea, like a man’s hand’이 나타났음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Gifford의 주해서

를 포함해 여러 연구서가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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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들은 한낮에 「배회하는 바위들」에서 내왕하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야

경꾼으로 전락한 스티븐 아버지의 옛 친구, 잘 곳이 없다며 푼돈을 요구하는 지

인 등 경제적 최하층의 부랑자들이다. 마부들의 대기소는 홍등가와 또 다른 의미

의 하계로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현실세계를 떠받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다. 

마부 대기소는 풍성한 이야기의 세계이기도 하다. 대기소 운영자부터 떠돌이 

선원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신원이나 개인사는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다. 그런대로 이곳은 그 나름으로 풍성한 이야기의 세계이자 정

치적 주장의 세계이다. 이들의 야화(野話)와 야사(野史)는 양지 세계의 이야기와 

화제를 공유하나, 도시 주변인의 특성과 한계를 그대로 노출한다. 블룸은 스티븐

에게 이들의 난센스를 지적하지만, 스티븐은 그에게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는다. 

이들의 이야기는 도서관 문학모임의 문예부흥운동 선도자들, 즉 낮의 문단 지도

자들이 지지하는 문학과 대치된다. 이들의 이야기 역시 농민 문학과 마찬가지로 

민중의 문학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공되거나 신비화되지 않은 민중의 목소리가 

그대로 노출된다. 이들은 어린 스티븐이 사망한 파넬의 귀환을 꿈꾸었듯이 그의 

귀환을 장담하는가 하면, 파넬과 오셰어 부인의 혼외관계를 통속화하기도 한다. 

전 세계를 두루 다니며 진귀한 체험을 한 선원을 자처하는 사람은 거짓이 훤히 

드러나는 그 나름의 ‘오뒤세이아’를 꾸며내 들려주고, 피닉스공원의 총독청 일등

비서관 카밴디쉬의 암살 사건에서 주모자가 도주할 수 있도록 혼란 작전을 맡았

던 인물로 통하는 찻집주인 ‘산양가죽’은 민족주의 지도자들에게 전형적인 영웅적 

포즈로 내용이 뻔한 연설을 한다. 이들은 영국의 패망 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로울 

것이 없는 사실들을 근거로 들며 가부를 다툰다. 그러나 오류나 잘못된 정보가 

이들의 세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이 블룸이 펼치는 신문에서 확인된다. 블룸

은 스티븐에게 이곳 사람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하고, 선원과 

산양가죽의 대립이 가짜라고 지적한다. 스티븐은 묵묵한 태도로 일관하는데, 이는 

체력과 정신력의 고갈 때문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블룸이 대기소를 들여다보

는 불법 매춘부의 문제를 지적하자, 스티븐은 ‘그녀가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을 팔아서 큰 이윤을 챙기는 자가 많다‘며 지하세계를 변호하기 때문이다. 

양지와 음지의 경계 위에 사는 블룸 역시 그 나름의 이야기, 그를 주인공으

로 하는 계획과 회상을 펼친다. 그는 자신의 여행 소망을 펼치고 여행과 음악을 

결합하는 문화여행사업 계획을 머릿속에서 전개한다. 반대로 그는 과거 젊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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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회상하기도 하는데, 그의 회상 속의 그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고 과격한 사

회개혁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 참여적 인물이었지만, 정치가 증오에 찬 

선동과 충돌을 통한 적자(賊子) 패망의 과정이라는 판단 아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접는다. 그는 미성(美聲)을 가진 스티븐을 가수로 성공시키는 꿈도 꾼다. 그는 또

한 스티븐에게 근면이 아일랜드의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자부심과 애

국심 갖는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건설적 청사진을 펼쳐 보인다. 이처럼 적극적이

고 건설적인 성향은  『율리시즈』가 보여주는 더블린에서 보기 귀한 경우인데, 스

티븐으로부터 호응을 받지는 못한다. 

새벽 2시경 블룸은 지치고 갈 곳 없는 스티븐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다. 

그의 집은 그의 끈질긴 생활력 덕분에 모든 것이 갖춰지고 제대로 작동하는 중산

층의 세계이다. 블룸은 하루 종일 굶고 마부들의 찻집에서도 적당한 음료를 마실 

수 없었던 스티븐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대접한다. 블룸은 낮에 위축된 상태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자유롭고 개방적 모습으로 바뀌며, 스티븐도 하루 내내 사로잡

혀 있던 정신적 압박과 분노와 원망과 광기로부터 해방되어 편안하고 자유롭고 

유화적으로 변한다. 이들은 끝없이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자신들의 공통점과 

대비점을 확인해 간다. 블룸의 놀랍도록 다방면에 걸친 왕성한 호기심과 박식이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끝없이 전개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스티븐과 블룸은 

지식의 폭에 있어서 대등하고, 깊이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블룸은 삶에 

방어적인 반면 스티븐은 공격적인 의지를 가졌음이 확인된다. 블룸의 방어적 입

장은 그가 아침거리를 사러 나갔다가 검은 구름을 보고 드러낸 공포심, 그의 종

족의 절멸할 수 있다는 잠재적 공포심과 맞닿아 있다. 블룸은 사회개선에 적극적

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세계를 파악 가능한 세계로 한정하고 미지의 세

계로의 도전은 특별한 사람의 몫이라고 치부한다. 그는 “알지 못하는 세계로부터 

아는 세계를 향해” 살아왔음을 자인하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회 개선의 문

제는 탁월한 지식인의 과제라고 말한다. 반면에 스티븐은 ‘아는 것으로부터 모르

는 것을 향해’, 허무를 향해 도전하는 데 인간적 삶의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233)

233) 이 장 1.1 사회관에서 인용된 대목을 참고하라. “그는 삼단논법에 따라 이미 알고 있

는 것으로부터 미지의 것으로 나아가는 자각적, 이성적 동물로서의 자신의 의미, 허무

라는 불확실성 위에 냉혹하게 자리 잡은 소우주와 대우주 사이의 자각적, 이성적 반응

자로서 자신의 의미를 시인했다. : He affirmed his significance as a conscious 

rational animal proceeding syllogistically from the known to the unknown 

and a conscious rational reagent between a micro and a macroco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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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블룸은 스티븐을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구상을 하며, 그 구상의 일단을 조심스럽게 내비친다. 결국 ‘원심적’ 인간 스티븐

은 안전을 추구하는 ‘구심적’ 인간 블룸과 결별한다. 두 사람은 앞으로 교류하자

는 약속으로써 서로의 선의를 확인하면서, 그러나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하는 자신

들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 작별한다. 스티븐은 새벽 2시 반을 알

리는 교회의 종소리가 인적 없는 포도 위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거리로 나간다. 

‘예속의 집에서 막막한 광야로 탈출’234)한 것이다. ‘유랑하는 유대인’은 집에 머물

고, 토박이 예술가 지망생은 새로운 의미의 유대인이 되어 유랑에 오르는 것이다. 

앞서 스티븐은 블룸에게 동요를 들려주는데,235) 내용은 소년이 공놀이 하다가 유

대인 집의 창을 깨어 유대인 소녀로부터 목에 자상을 당해 죽는 것이다. 당황한 

유대인 블룸에게 스티븐이 설명한 요지는 종족 여부를 떠나 가장 약한 자가 희생

자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이 숙명적

인 희생자다. 그는 처음에는 부지불식간에, 다음번에는 계획을 짜서 그의 

운명에 도전한다. 운명은 그가 무방비 상태일 때 찾아와 내켜하지 않는 

그에게 도전하여, 희망과 청춘의 현현으로서 그를 저항할 수 없게 사로

잡는다.236)

사회적 약자이자 희생자인 유대인보다도 더 약하고 더 심하게 희생당하는 존

재가 있으며, 그는 희망과 청춘이라는 운명을 향한 도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

람이라는 것이다. 이는 물론 아무런 보장 없이 희생을 무릅쓰고 운명에 도전하겠

다는 스티븐 자신의 의지를 암시한다. 새벽 2시 30분을 알리는 성당의 종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스티븐은 뒷모습을 보이며 『율리시스』의 무대를 떠난다. 6월 중순 

ineluctably constructed upon th incertitude of the void. : James Joyce, 

Ulysses, Vintage Books, 1986, p.572, 1011행.

234) (...) the exodus from the house of bondage to the wilderness of 

inhabitation (...) : 앞의 책, p.572, 1021~2행. 

235) 이 동요는 악보와 가사 전문(全文)이 함께 제시된다 : 앞의 책, p.566~567.

236) One of all, the least of all, is the victim predestined. Once by inadvertence, 

twice by design he challenges his destiny. It comes when he is abandoned 

and challenges him reluctant and, as an apparition of hope and youth, holds 

him unresisting. : 앞의 책, p.567, 833~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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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 53도의 아일랜드의 일출시간은 3시 30분경이다. 새벽 2시 30분은 아직 동

이 트기 한참 전이다. 

스티븐은 전날 아침부터 더블린의 사회 현실과 맞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자신의 운명을 향한 결의를 다지던 끝에 하계에서 자기를 해방하고 회복한 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어둠속을 향해 나선다. 스티븐이 새 출발의 시각을 

알리는 성당 종소리의 여운이 그의 귓속에서 어머니가 요구하던 천국 기원 기도 

소리로 울리는 것237)은 이제까지와 달리 신앙 압박으로 듣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

다. 현실은 여전하나, 그가 새로이 출발하는 것이다. 

3.2. 『서유기』   

독고준의 편력은 ‘고향’, 즉 자기 정체성 또는 자아의 근원을 지향하던 그의 

사회의식과 예술가 의식이 『회색인』 말미에서 일탈한 후 일어서서 시작한 현실과 

역사를 점검하는 편력이다. 이 역정에서 독고준은 마침내 고향에 이르러 자기 정

체성을 재확인하고 본래의 길로 들어서서 다시 출발선에 선다.

환상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독고준의 편력은 그가 살고 있는 남한 영역에

서 시작하여 소년시절에 살았던 북한 영역으로 넘어간다. 남한 영역의 역정은 현

실의 점검에 이어 식민지 역사를 점검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의 역정이 현실

에서 시작하여 역사 속으로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그의 남한 영역 내의 편력은 역

사 종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독고준의 북한 영역에서의 역정은 전체가 독고준이 스티븐과 블룸처럼 북한

의 당대 수도(首都)를 직접 발로 편력하는 것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독고준의 

역정은 블룸의 역정에서처럼 그 역정이 대표적 시설이나 거리명이나 개인적 사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북한 영역에서의 역사 편력은 남한에서처럼 현

실 편력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지 편력과 동시적으로 이루어

진다. 독고준은 당대의 북한 수도를 걸으며 그가 떠난 후 달라진 모습을 마주하

237) What echoes of that sound were by both and each heard?

  By Stephen:

Liliata rutilantium. Turma circumdet.

Iubilantium te virginum. Chorus excipiat. :   

  앞의 책, 1986, p.578, 제17 에피소드 2228~3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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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추억의 현장을 방문하여 소년시절을 회상하며, 해방 후 6·25 직후까지 

북한 공산주의 정권 초기의 역사적 실상이 이 회상 속에서 제시된다. 이때 독고

준의 회상 속의 북한의 과거는 대학생 독고준의 평가와 비판을 만난다. 독고준 

편력의 정점을 이루는 북한 편력 중의 재판은 중학시절 자아비판을 요구받았던 

교실 법정에 대학생 독고준이 다시 서서 중학시절의 부당한 처사를 항변하는 것

으로서, 여기서도 과거와 현재가 충돌한다. 남한 영역 편력 중 기차 속에서 제시

되는 것과 같은 거시적 역사 논의는 독고준이 편력하는 동안 듣게 되는 일련의 

연설 중 상해임시정부와 불교 관음종의 연설 속에서 이루어진다. 두 연설은 『회

색인』에서 황선생의 역사 이야기처럼 세계사의 전개 속에서 한국이 당대에 이른 

과정을 점검하며 앞으로 지향할 비전을 제시한다. 

『서유기』는 자기 정체성의 출발점인 고향으로 접근해 가는 독고준의 드라마

라는 측면에서 네 단계로 분절될 수 있다. 남한 영역의 현실 편력과 역사 편력이 

각각 기(起)와 승(承)의 단계에 해당하고, 북한 영역에서 독고준이 법정에서 항변

하고 무죄석방을 받기까지가 전(轉)의 단계, 이후 그가 자기 방으로 회귀하기까지

가 결(結)의 단계에 해당한다.  

3.2.1. 역사 종단 : 남한

더블린의 낮의 사회 현실을 제시하는 스티븐의 편력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듯

이, 그에 상응하는 독고준의 남한 영역에서의 현실 문제 탐색을 위한 역사 종단

도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당대 남한의 현실이 점검되는 과정이며, 둘

째 단계는 당대 현실 문제의 해법이 역사 속에서 모색되는 과정이다. 당대 현실

의 문제는 민족의식을 바로 세우지 못하여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독고준도 스티븐처럼 문제적인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운명을 향

한 결의를 다지며 나아간다. 

독고준이 편력에 나서는 것은 그를 찾는 광고를 낸 여성에게 가기 위한 것으

로 설정된다. 이유정의 방에서 나온 독고준은 다섯 명의 낯선 사람에 의해 체포

되는 환상에 빠진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붙들려 지하통로를 걷다가 한층 깊은 

지하로 미끄러져서 정신을 잃은 후, 깨어나자 자신이 사슬에 묶인 채 독방에 갇

힌 상태임을 발견한다. 낭패감에 빠져 있던 그는 방바닥에서 한 여인이 그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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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광고가 실린 신문 쪽지를 발견한다. 그는 『회색인』 말미에서 이유정의 방

으로 내려가기 직전 자신의 방에서 잠깐 잠이 들어 이처럼 억류돼 있는 꿈을 꾸

었고, 그 꿈에서도 한 여인이 그에게 그 방에서 나오라고 애타게 불렀었다. 억류 

상태와 여성의 부름은 독고준이 『회색인』 후반에서 본 드라큘라 영화의 모티프이

다. 독고준은 그 영화의 드라큘라를 기독교 문화, 즉 서양 주류문화가 축출하려는 

한 토속종교의 사랑의 신으로, 그를 풀어주는 여학생을 토속 종교의 교의(敎義)인 

사랑의 포교를 돕는 것으로 해석했었다. 독고준의 처지는 자신의 토속성 또는 고

유성, 즉 ‘고향’의 추구가 중단돼 있는 상황의 은유라고 할 수 있다. 꼼짝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독고준이 발견한 신문쪽지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그를 찾는다

는 광고문이 실려 있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 여름날에 우리가 더불어 받았던 계시를 이야기

면서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하여,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당신이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서유기』, p.16.)

이 광고의 요지는 자기 자신을 찾자는 것이다. 독고준은 자기를 찾는 광고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여름날”이 언제인지, 그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대변

에 알아차린다. 그 여름날은 그가 처음 개인으로서 길을 나서서 자기 운명의 얼

굴을 처음 본 날, 즉 자아를 처음 자각한 날이며, 그 사람은 여름날 방공호에서 

그를 품어준 여인, 소년에서 성년으로 변신시켜준 존재이다. 그녀의 부름에 응하

려는 그의 강한 의지는 그를 고립시킨 문이 열리도록 하고 그를 막는 사람을 비

켜서게 하며, 또  내내 그의 편력을 추동한다. 그는 자신의 목적과 희망을 자각했

으며, 이제 방공호 속에서 그를 품어줬던 그녀, 그의 운명을 다시 만나기 위해 가

지 않을 수 없다. 

그에게는 지금 목적이 있었다. 그녀가 그를 찾고 있다. 그때는 그녀가 자

기의 운명인 줄은 몰랐다. (...) 운명을 두 번째 만난다는 것.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다는 일이 너무나 꿈만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통고만 받았을 

뿐 그녀에게로 가는 길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서유기』, p.18.)

이후 고향을 공습하던 비행기 소리가 크게 또는 작게, 그러나 간단없이 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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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에게로 또는 그 여름날로 갈 것을 재촉한다. 그는 가는 길을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그를 

붙드는 모든 시도를 뿌리치고 나아간다. 

독고준의 남한 영역에서의 현실세계 편력은 국가의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의

사들의 진찰실, 지하에서 암약 중인 일본총독의 라디오 연설이 나오고 논개가 고

문당하는 일본 경찰서, 그가 독서에 몰두하게 되는 숲속 정자로 이어진다. 

풀려난 독고준은 지하복도를 따라가다가 진찰실 문에 마주쳐서 그곳으로 들

어간다. 그곳에서는 두 명의 의사가 의료체계를 민간에 맡길 것이냐 국가에서 운

영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원론적 입장 교환으로 결론 도출

이 불가능해지자, 독고준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지 않고 또 파악하려 하지도 않

은 채 독고준에게 결정해 달라고 강권한다. 독고준이 거부하자, 이들은 상식선에

서 결정해 달라,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설득하려 든다. 독고준은 책임 추궁을 당

할까 걱정돼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한다. 

독고준은 그들의 일에 흥미가 없으며, 자신은 따로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한다. 

흥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독고준은 답을 거부한다. 독고준은 간호사의 접근에 

분격하여 들어온 방향과 반대쪽으로 난 문을 박차고 나간다. 간호사의 태도가 무

엇을 의미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으나, 독고준의 반응과 의사들의 행태로 볼 때 독

고준으로부터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간호사를 이용해 미인계를 시도한 것으로 추

측된다. 이들 정책 결정자들은 최선책을 찾으려는 진지성도 책임감도 열정도 갖

고 있지 않다. 이들은 결국 일을 매듭짓지 않은 채 집무실인 진찰실에서 술판을 

벌이고 유행가를 부른다.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의사들과 간호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펼쳐진 대한의료시보라는 책자의 목차에 ‘특집 의료행정의 당면문제’라

는 제목으로 두 사람의 글이 실려 있다. 진찰실 에피소드는 정부 수립 직후 발발

한 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지 불과 6년이 지난 이 시점, 즉 국가의 각종 기본제도

가 신설되는 시기에 국가행정의 당면문제가 얼마나 불성실하게 다뤄지는지 풍자

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진찰실을 나온 독고준은 자신이 지하철도 정거장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한다. 

정거장은 역원도 승객도 없는 휴무상태이지만, 레일이 빛나고 있어서 언제든 재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는 지하철로망의 일부임이 드러난다. 이 지하철로망

은 퇴각한 일제가 한국에 국지적으로 힘을 행사하면서 기다라고 있다가 기회를 

틈타서 전면적으로 장악할 태세를 암암리에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에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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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한국전쟁 덕분에 퇴각 후 불과 십여 년 만에 경제부흥을 맞은 일본이 한국

을 경제적으로 장악할 위험을 경고하는 동시에 일제에 의해 유린된 민족의식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처지를 드러낸다. 

지하철도 정거장에서 독고준은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본 헌병의 검문

에 걸리고, 그를 찾는 신문광고가 발견되어 그가 그 나름의 지향을 가진 인물로 

확인됨으로써 심한 폭행을 당한다. 파출소 같은 곳으로 끌려간 그는 여전히 퇴각

하지 않고 지하에 머물고 있는 일본총독의 라디오 연설을 듣게 된다. 자하에서 

준동하고 있는 일제 세력들에게 ‘반도(半島) 재영유의 영광’을 실현한 날이 임박

했으니 힘을 내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기다리라고 격려하는 연설이다. 여기서 

독고준은 한층 더 깊은 지하공간으로 인도되어, 논개 고문실에 들어가게 된다. 그

에게 논개는 수백 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다며 고문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호소한

다. 방법은 그가 결혼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면 되는 것이다. 이 서명은 논개로 

상징되는 민족주의적 대의에의 헌신을 약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실적

으로는 정치 참여를 의미할 것이다. 독고준은 논개의 호소만은 도저히 거절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서명으로 인해 자기 길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서명을 거절한다. 

논개의 청을 거절하는 독고준의 곤혹스러움은 그가 고문담당자인 일본 헌병으로

부터 서명을 채근당하는 데서 극한점에 이른다. 물론 소설적 작위이긴 하지만, 일

본 헌병은 독고준에게  서명은 결혼생활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에 불과하다, 고문하는 데 진력이 났으니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위해 제발 논개를 인수하라고 독촉하며 독고준에게 물러설 여지를 주지 않는다. 

독고준은 끝내 애원하는 논개를 뒤로 하고 떠나며, 이는 그에게 그의 길이 결코 

유보할 수 없는 절실한 것임을 뜻한다. 

논개 고문실을 떠난 그는 탁 트인 자연 속에 서 있는 한정(閒靜)한 정자에 

이른다. 스티븐이 세 번째 에피소드인 해변 산책에서 자신의 여건과 내면을 총체

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의지를 다지듯이, 독고준은 여기서 현대 

세계사를 다가각적으로 점검하고 나서 그녀, 그 여름을 향해 모든 것을 버리고 

정진하기로 굳게 결의한다. 독고준은 정자에서 “이야기책” 다섯 권을 발견하고 

정신없이 독서에 빠져든다. 독서는 독고준이 유소년기 이래 어떤 방황과 절망 상

황에서도 놓지 않던 것, 그의 생활의 축을 이루는 것이다. 이후 한사코 기차를 타

고 갈 기회를 노리는 그에게 역장이 읽을 책을 얼마든지 마련해줄 테니 함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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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설득하는 것은 독서가 독고준에게 유인책이 될 수 있을 만큼 그가 좋아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가 읽는 다섯 권의 이야기, 즉 여기서 제시되는 다섯 개의 이

야기는 현대 세계사라는 공통분모로 묶인다. 첫째, 둘째, 넷째 이야기는 우화형식

으로 기술된 자본주의사, 공산주의사, 기계문명의 인간 소외 등 산업사회사를 보

여주며, 다섯째 이야기는 허클베리 핀과 톰 소여의 모험을 결합한 패러디로서, 해

양 제국주의 국민의 생활사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안톤 슈낙의 수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의 패스티쉬로서, 다른 네 개의 이야기와 달리 한국 

사회의 일상적, 시사적(時事的) 단면들을 제시한다. 다섯 개의 이야기는 독고준이 

현대 세계사를 넓고 깊게 그리고 그 나름의 판단으로 수용하는 한편 한국 사회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포착함을 보여준다. 

불현듯 독고준은 자기가 무의식중에 노래를 듣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논개가 부르는 장한몽임을 깨닫는다. 그는 자기가 가려는 길이 논개의 호소조차 

뿌리쳐야 했던 길임을 자각하고, 독서 삼매경으로부터 떨치고 일어난다. 이는 세

계의 파악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임을 의미한다. 

나의 삶, 그것은 나만의 것이다. 그것을 살고 싶다는 욕망 앞에 있는 모

든 것을 나는 버린다. 나의 책임에서 너무도 멀리 벗어난 짐, 그것을 나

는 짊어질 힘이 없다. 힘이 없는 것을 맡아서 쓰러지는 데 어떤 뜻이 있

는지 나는 모른다. 나의 여름, 그것이 내 몫이다. 그것은 뜻도 아니다. 

목숨이다. 우리의 목숨이다. 우리의 목숨이 아니고 나의 목숨이다.(『서유

기』, p.64.)

여기서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자기의 삶의 의지에서 비롯되며 자기 생명과 같은 

길임이 다시 확인된다. 이는 그 길이 그 개인을 위한 고립적 지향임을 뜻하는 것

이 아니라, 『회색인』에서 그가 거듭 다짐한 자기 성실성의 원칙, ‘애국자만은 되

지 않겠다’는 것, 즉 애국을 내세우며 사회의 혼돈에 가세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또 다른 표현이다.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독고준은 기차역에 이르러,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이  

고향으로 가는 것임을 깨닫는다. 여기서 그는 남한 영역 편력의 두 번째 단계인 

역사(歷史) 편력에 들어선다. 그는 역사(歷史)를 상징하는 기차238)를 타고내리기를 

반복하며, 남한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식민지 후유증, 즉 친일파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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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사관의 처리와 극복의 문제를 대면한다. 그의 첫 승차에서는 친일파 처리 방

법과 범주에 관해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되고, 두 번째 승차에서는 식민사관을 대

체할 역사관이 제안되고, 세 번째 승차에서는 민족 정체성과 관련한 서로 다른 

삶의 사례가 제시된다. 

독고준은 다음 승차 기회를 기다리며 역(驛)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꿈을 꾸

기도 하고, 노트를 펼치기도 하고, 법정에 세워지기도 한다. 손과 발이 달린 구렁

이로 변한 꿈, 즉 동생들을 위해 생활에 몰두하다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존재가 되는 꿈을 꾸는 것도, 독고준의 예술관과 예술가관을 보여주는 ‘공

간론’239) 노트가 펼쳐지는 것도 북한당국이 그를 스파이로 고발하는 법정에 세워

지는 상상에 사로잡히는 것도 이 과도기적 시간 중의 일이다. 요컨대 승차는 그

가 역사(歷史)의 국면들과 마주하는 역사 편력의 과정이 제시되고, 회귀하여 기차

역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자신과 관련한 다각적 성찰이 제시되는 것이다. 이 역

의 역장은 역(驛)을 철도 운행망에서 탈퇴시켜, 철로 사이를 포함해 전역(全域)을 

정원으로 가꾼다. 그것은 역사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고립적으로 작은 세계에 안주

하는 삶을 상징한다. 역장은 독고준에게도 편안하게 함께 살자고 끈질기게 권유

하고, 독고준은 그로 인해 혹시라도 생길 승차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

다. 

첫 번째 승차에서 독고준은 기차에 설치돼 있는 라디오에서 친일파 처리 문

제와 관련하여 ‘상해정부’로 자칭하는 상해임시정부와 상해혁명위 위원장의 연설

을 차례로 듣는다. 상해임정의 입장은 미래지향적, 포용적이며, 이에 반대하여 상

해임시정부를 전복한 혁명위의 위원장의 입장은 광범하고 가차 없는 처벌을 주장

한다. 양측은 친일파 문제를 반드시 종결지어야 한다는 원칙에서는 일치하나, 처

리의 방법과 범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상해임시정부는 국가의 기초는 도

덕적 세력, 타인을 위한 희생자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신자들과 적의 치하

에서 잘 지내던 소인배들이 권력을 쥐고 민족 대신 강대국의 이데올로기에 아부

하는 정반대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결전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다. 그러나 

238) 기차는 사르트르의 자전적 예술가소설 『말』(1964)에서도 자기 운명을 걸고 사는 사람

이 타는 것이다. 어린 사르트르는 자기 어머니는 노래를 잘 하지만, 즉 가수의 능력을 

가졌지만, 기차를 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 장폴 사르트르/정명환 역, 『말』, 민음

사, 2011, p.121, 173, 178 등. 『말』의 초역은 1964년 말 김붕구와 정명환 공역으로 

민음사에서 발간됐다.

239) 제3장 1.2. 예술가관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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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임정측은 “대상이 내 겨레의 피이므로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상해정부는 이후 독고준의 북한 편력 중에 북한을 향해서도 친일파 처리

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데, 거기서는 처리 대상과 처벌 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일벌백계’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민족의 장래를 장기적으로 생각하여 처벌을 

분명히 하되 대상을 최소화하고자는 것으로서, 문제를 ‘시간’ 속에서 해소해 나가

느는 방침이다. 『회색인』에서 ‘사랑과 시간’을 주장한 독고준은 ‘시간’을 ‘역사에 

대한 사랑’이라고 풀이했었다. 상해 혁명위원장은 “자격 있는 사람들의 혁명은 정

당하다, 동지와 동포의 생명을 좌우할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국가의 기초

는 도덕이 아니라 피, 동족의 피”라며 “일대 살육의 마당으로 나가자”고 선동한

다. 이는 김학에게서 드러났던 혁명론의 독선적 애국자 의식과 생명 경시가 극단

화된 경우이다. 혁명위는 독고준에게 자기들의 사업에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촉

구한다.

연설을 듣고 난 독고준은 기차 안에서 잠들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일본 

헌병이 승객을 검문하면서 한국인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협박하고 구타하며, 

승객들로부터 민중 교육을 위한 책과 이광수가 전향하기 앞서 쓴 『흙』을 압수하

고, 독고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신문광고도 빼앗는다. 이 같은 독고준의 악몽은 

일제에 의한 한국인 존엄성의 파괴와 정체성 탄압을 재확인하는 것으로서,  친일

파가 활동하고 있는 문제가 꼭 정리돼야 할 이유를 확인시키는 것이다.

여기서도 독고준은 자기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즉 가겠다는 의지를 재

확인한다. 그는 창밖에 펼쳐진 지평선 위의 하얀 뭉게구름을 보고 “여름. 여름”하

며 잠시 잊었던 목표를 자각하고, ‘여름’이 자기 인생을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는

다. 여름이 내포하는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 하면서도, 왜 그를 지배하는지 

모르면서도 그는 그것을 지향할 수밖에 없음을 느낀다. 여름의 의미가 그가 운명

에 처음 도전하여 처음으로 운명의 얼굴을 본 날이라는 의미와 의의, 그리고 그

것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은 후에 그 운명의 출발점에 이르러서 명확해진다. 

두 번째 승차에서 독고준은 비교역사학적 견지에서 민족사를 민족의 국가관

이나 세계관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문화형(文化型) 연구가의 가설을 듣는다. 문화

형 사학자의 주장은 민족성을 생물학적으로, 즉 일제와 나치의 사이비 우생학으

로 볼 것이 아니라, 문화형, 즉 생각하는 방식으로서 보자는 것이다. 이른바 ‘한

국인의 민족성’은 일본 통치하에서 왜곡된 지식의 유통구조가 만들어낸 허구이기 

때문이다. 이 사학자는 이순신이 혁명을 일으킬 힘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혁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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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지 않은 것은 그의 선왕지도(先王之道라)라는 국가관 때문이며, 일본의 수

군을 침몰시킨 후 내쳐 일본에 상륙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동양삼국을 균형적 존재로 본 그의 세계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순신을 초빙

하여 이를 확인시킨다. 이 사학자의 시도는 일제의 식민사관에서 벗어나 객관적

이고 과학적인 역사철학을 세우려는 것이다. 그는 문화형 이론을 보편타당성을 

가진 이론으로 확장하기 위해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는 왜, 어떻게 일어나나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독고준이 적임자라며 연구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한다. 

그를 감찰관으로 대접하며 승차에 동행한 역장도 독고준에게 사학자의 신병을 인

수하라고 압박하고, 그가 응하지 않자 당신 누구냐, 당신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추

궁한다. 이 압박은 역설적으로 독고준에게 그의 비밀인 ‘여름’을, 즉 가야할 길을 

다시 자각하게 한다. 

문화형 사학자의 연구는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의 우생학적 민족사관을 극

복하는 하나의 시도일 수 있으나, 매우 추상적이고 도식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

다. 『회색인』에서 독고준은 에고와 도식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식은 

필요하나 지나칠 경우 에고의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양자의 균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후에 『서유기』에서 불교 관음종의 연설은 이 역사학자가의 가설, 문화형

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될 것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승차에서 독고준은 민족 독립에 상반되는 삶을 산 조봉암과 이광수

를 만난다. 정체성과 역사관을 바로잡아야 할 과제를 안은 당대 사회가 좋은 예

로서 또는 반면교사의 예로서 되새겨 봐야할 사람들이다. 독고준은 조봉암의 처

형을 안타까워 하지만, 이광수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독고준은 해골같이 수척한 조봉암이 좌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바

로 뒤에서 그가 이미 처형된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좌석에 앉아 있는 조봉암

은 그의 망령이다. 조봉암은 바로 뒤에 등장하는 이광수와 민족의식과 삶에서 극

명한 대비를 이룬다. 조봉암은 일제하에서 아나키스트였다가 공산주의자가 됐고, 

해방 직후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산주의에서 돌아섰다. 외견상 일관성 없는 

역정을 걸은 것으로 보이는 그는 특정 이데올로기나 노선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

운동과 국가건설에 실효성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상황에 따라 거리낌 없고 

숨김 없이 선택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반면에 이광수는 학병지원 연설을 하러

다니고 창씨개명을 하며 친일파의 거두가 됐으면서도 자신의 변절에 대해 해방 

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조봉암은 이광수의 행적과 상반되는 삶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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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자로 나타난다.240) 기차에 탄 간호원은 독고준에게 조봉암이 죽을 때 방

관하고 있었냐고 추궁하며, 조봉암이 잠시 치료받으러 내리는 동안 그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누가 그를 찾으면 대신 조봉암인 척해달라고 부탁한다. 조봉암이 죽

은 것인지 살아 있는 것인지 헷갈리게 하는 간호원의 태도는 그의 사형 날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서유기』의 시간 배경은 ‘1959년 7월’241) 학기말 즈음인

데, 조봉암이 처형된 것은 그 뒤일 수 있는 7월 31일이기 때문이다. 간호원의 부

탁을 받은 독고준은 논개 고문실에서와 비슷하게 감히 거부하기 어려운 요청에 

직면하여 곤혹스러워하지만, 결국 이 요청도 거부한다.

이광수는 『흙』의 윤정선이 자살을 기도하여 기차가 급정차하고 구출이 이뤄

지는 가운데 플랫폼에 서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이광수의 민족 주체성 

포기와 친일행적은 일본 헌병이 그의 행적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방식을 통해 희

화화된다. 

당신은 정말 논리적이고 정말 애국자였습니다. 국내에 망명한 이상 그

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길을 끝까지 논리적이고 그러면서 백성을 사랑하

는 길을 버리지 않으셨으니 조선민족의 애국자였습니다. 사실 국적이란 

게 대체 뭡니까? 저 유대의 거지같은 놈들이 국적이란 사상들, 이 균을 

퍼뜨렸단 말입니다. 로마에서는 시민권만 있으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이

게 문명사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서유기』, p.161.)

희화화를 참다 못해 이광수는 직접 나서서 자신이 친일행위에 나서게 된 내력을 

변명한다. 이광수는 그 나름으로 세계사적 지평 위에서 자신의 행적을 논리적으

로 설명하는데, 그의 변명은 견강부회와 책임회피로 일관된다. 일본이 서양 제국

주의의 동진에 맞서는 데 감동해서 일본이 우리를 점령한 제국주의 국가임을 깜

빡 잊었으며, 나 또는 민족을 버리는 것을 일종의 해탈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

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240) 『서유기』의 시간 배경은 작중에서 1959년 7월이지만, 조봉암은 1959년 7월 31일에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형됐다. 이는 당시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적 제거로 인식됐다. 그의 처형은 정국의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많

은 지지자들에게 슬픔과 절망을 안겨줬다. 2011년 대법원에서 그에 대한 혐의들이 부정

되고,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241) 최인훈, 『회색인』(최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8[1977], p.286,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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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본은 근세 이후의 서양 제국주의의 도덕적 악덕에서 비롯된 것이

오. (...) 아무튼 아시아의 대부분이 서양 사람들에게 강점돼 있던 무렵에 

그들 서양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고 나선 일본의 모습이 그만 깜빡 나를 

속인 거요. 나는 잊어버렸던 거요. 바로 그 일본이야말로 우리 조선에 대

해서는 서양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요. (...) 민족이란 것은 결국 ‘나’인데 

이 나를 버린 세계가 진정한 문화적 세계가 아니겠나 하는 것이오.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스스로 버린 나, 민족적 해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서유기』, p.169.)

억지 논리나마 더 이상 진척이 불가능해지자 그는 결국 자신의 행위가 민족과 역

사를 과소평가한 소치였음을 자인한다.

‘나’를 업수이 보고 우리 ‘나’가 세계에 나와서 능히 통한다는 자신이 없

었던 게 분명하오.(『서유기』, p.170.)

또한 그는 친일활동이 정치적 야심 때문이었음을, 상해로 망명하지 않은 대신 국

내에서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려다 민족과 역사를 개인 야심에 종속시켰음을 고백

한다.242) 일본 헌병은 이광수의 문학도 찬양하는데, 이는 이광수의 세계 명작의 

모방적 수용, 박해의 시대에 부적절한 리얼리즘, 문학과 정치적 야망의 미분리 등 

이광수 문학의 문제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일본 헌병은 기차로 뛰어든 윤정선

의 자살 기도가 『안나 카레니나』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하고, 이광수의 리얼리즘에 

대해서는 당시 국내에 살았던 식민지 인텔리의 뛰어난 전형을 그림으로써 허숭 

같은 불령선인을 밀고해주었다고 감사해한다. 앞서 『회색인』에서도 『흙』에 대해 

김학이 이광수가 『흙』에서 “그 시대를 산 가장 전형적인 한국 인텔리의 한 사람”

을, “그 당시 국내에서 살았던 낭만적인 인간의 꿈”을 그렸다며, 일본 헌병과 상

통하는 시각에서 평가했었다. 그러나 일본 헌병의 불령선인을 알려줬다는 감사의 

242) 여기서 이광수는 최인훈의 『태풍』에 등장하는 친일 거물인사 마야카에 상응하는 인물

이다. 마야카는 총독부 기관지의 주필을 지내고 동조동근설(同祖同根說)의 선전자로서 

일제에게 가장 중요한 조선인이 된다. 그는 일본의 패망 직전 이를 알아채고 일본군에 

복무 중인 자기 친구의 아들에게 무조건 탈출하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적을 역사에 “도

박”을 건 것이었다고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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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역설적으로 박해의 시대에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리얼리즘에 의문을 제기

하는데, 이 문제는 최인훈이 독고준 연작을 쓰던 당대의 문제이기도 했다. 최인훈

은 1960년대에 『서유기』를 위시해 일련의 실험적 ‘환상소설’로써 현실을 제시하

여, 여전히 현실 그대를 제시하는 리얼리즘을 현실 참여와 동일시하는 진영으로

부터 현실 도피라는 오해를 받았었다. 독고준은 일본 헌병이 이광수를 사사하라

고 권하자, 기차를 놓칠까 우려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기차에 오른다.

기차가 세 번째로 역으로 귀환하자 다음 승차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던 

독고준은 자기소외의 극단으로서 구렁이로 변신한 꿈을 꾸고 자신의 철학과 예술

가관을 전개한 ‘공간론’의 노트를 펼친 후, 이광수와 헌병과 간호원과 역장과 검

차원들 모두의 집단작전에 의해 중학시절 교실과 유사한 법정으로 옮겨진다. 독

고준은 북한 법정에서 공화국 전복 목적으로 잠입한 것으로 재판 받는데, 이는 

그가 북한을 탈출한 피난민이자 북한에 비판적인 사람으로서 북한당국에게 심판 

대상이라는 그의 자의식 또는 피해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남한에 살면서도 소년시절 학급재판 이후 부르주아로서 심판받는다는 피해의식에

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법정243)에서 독고준은 기소자로 나선 검

차원으로부터 “가장 악질적인 썩은 브루조아”이며 “기회주의자이며 자본가의 스

파이”로서, “옳은 역사의 노선에 대하여 말꼬리를 잡는 식의 모함”으로 적들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 당한다. 기소 이유는 비판정신 운운하며 

수령과 수령의 업적을 “의심”한 것인데, 수령의 신화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마르

크스 레닌주의자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소 내용은 북한이 공산주의를 극심하게 왜곡한 극한적 일인숭배의 신화적 

사회임을 말해준다. 또한 기소자의 “위대한 당의 영도자”와 그의 “애국적 투쟁의 

역사”를 찬양하는 표현, “역사의 전위대들을 이끌고 조국의 북쪽의 산맥을 비호

같이 넘나들면서 불의 역사를 만들고 있던 위대한 당의 영도자의 신성불가침한 

빛나는 기록” 또는 “애국적 투쟁의 역사는 공화국의 정신적 기초이며 상실되었던 

민족적 자부심의 유일한 회복제이며 보다 찬란한 승리를 위한 빠질 수 없는 활력

제” 등은 북한정권이 현실성 없는 언어의 바벨탑임을 스스로 폭로한다. 이 기소

자를 통해 제시되는 정치적 주장들과 예술에 대한 몰이해는 독고준의 북한 편력 

시 공산정권의 연설들과 검사와 재판관에게서 다시 확인된다. 이 재판에서도, 북

243) 최인훈, 『서유기』(최인훈 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6[1977], 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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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력 중의 재판에서도, 독고준이 목적 없이 예술을 좋아한다거나 예술가라는 

사실은 북한정권에 대한 도전 아니면 미친 일로 간주된다. 

   

3.2.2. 하계 편력 : 북한 

북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독고준이 고향 W시의 외곽에 자신이 서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서 W시는 북한의 수도이자 독고준의 고향이다. 그는 

자기가 갈망하던 고향에 도달한 것에 감격한다. 그는 고향에 옴으로써 “이제 한

이 없다”, “삶이 완성”됐다고 느낀다.244)

독고준의 북한 영역의 편력은 그의 옛 등굣길을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그가 W시 외곽으로부터 시내를 관통하여 중학교 교실에서 열린 법정에 

이르는 역정이고, 둘째 단계는 법정을 나와 자기 방으로 귀환하는 역정이다. 첫 

단계 역정은 추억의 장소들의 확인과 회상, 소년시절 자아 발견의 재확인, 학급법

정에서의 항변과 트라우마로부터의 해방 등으로 전개된다. 이 여정에서 그는 학

교 인근에 이르기까지 확성기와 전화를 통해 사회적 성격의 연설들, 즉 북한 사

회의 실상을 노출하거나 민족의 갈 길을 제안하는 연설들을 듣는다. 독고준의 개

인적, 물리적 편력을 사회적 성격의 연설들이 지속적으로 동반한다는 의미에서 

독고준의 북한 편력은 이원 편력의 성격을 지닌다. 독고준 서사의 셋째 단계에 

해당하는 북한 영역에서의 첫째 단계 역정은 독고준의 자기 해방의 전기(轉機)로 

끝나고, 독고준 서사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북한 영역의 두 번째 단계 역정

은 어머니와 형 등 가족도 외면하고 현실에 안주시키고자 하는  역장의 호소도 

뿌리치는 등 새로운 결전을 위해 자기 자신의 자리로 귀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다.

남한 영역에서 독고준의 편력이 사회 현실과 당대 역사관을 비판적으로 제시

하듯이,  북한 영역의 편력도 사회 현실과 역사관, 공산주의 정권과 공산주의 혁

명론을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비판들은 우선 독고준이 편력과정

에서 드러내는 6·25 이전 북한 공산정권의 실상에 대한 비판, 이성병원의 유물론

적, 혁명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신주의적, 논리적 비판, 상해임시정부와 불교 관

244) 앞의 책, p.232,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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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종245)의 역사와 세계를 속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비판, 독고준 변호인의 

경제사적, 인간학적 비판 등이다. 상해임정과 관음종은 비판에 이어 비전을 제시

한다.  

편력의 첫째 단계에서 독고준은 W시의 외곽에서 중심까지 이동하면서 추억 

속의 장소들을 확인한다. 독고준은 시내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넌 후 학교 대항 

체육대회에 동원됐었던 시(市)운동장에 들르고, 인민도위원회를 지나 조숙한 친구

들이 드나들던 인민극장에 들어가 본다. 그는 계속 학교 방향으로 이동하며 해안

통의 어업조합과 소방서를 지나 W역 구내를 통과한다. 그는 계속 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며 그의 추억 속에 한 장면으로 남아 있던 성당을 들어가 보고, 큰 길에 

들어서서 반(班)동무네 냉면집을 비롯해 가게들이 있던 자리를 지나며 추억에 잠

기며 학교로 넘어가는 고개에 이른다. 독고준이 여기까지 이르는 역정은 마치 블

룸의 역정이 더블린을 세세히 재현하듯이 W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한다. 

독고준은 추억 속의 고향을 확인하며 소년시절을 회상하며 감격에 젖는 한편 

당시와 달라진 눈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고 평가

한다. 그 대표적 사례는 학교 대항 체육대회 때마다 가서 자기 학교 선수들을 응

원했던 시운동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응원가를 부르던 스탠드에 올라앉아, 확성

기에서 울려나오는 응원가를 듣는다.246) 그는 응원가 가사 속에 담긴 애교심이 

개화기 일본이 서구를 흉내 낸 것이 다시 식민지 조선에 이식된 “촌스런 박래(舶

來)의 원숭이 놀음”임을 생각하며, 6·25 때까지 공산주의의 기본 외양조차 갖추지 

못했던 북한정권의 “촌스러움”, 즉 어설펐음을 깨닫는다. 대학생 독고준은 북한 

공산정권이 “점령군이 데리고 들어온 공산주의자들이 벼락치기로 군림함으로써 

비롯된 정권”임을, 북한의 공산주의가 남한의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이물감을 

주는 박래품임을 파악하고, 밖에서 들여온 이념은 사회정의의 이름으로 들어왔더

라도 가짜일 뿐 아니라 공짜로 들여온 대가를 두고두고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한

다. 독고준이 겪은 공산주의는 현재의 그에게는 “봉건적, 권위 신봉적, 폐쇄적, 

일본 군국주의적, 관존민비적 삶의 근본 바탕 위 공산주의라는 회칠을 한 추악한 

무덤”으로 인식된다. 이후 그의 역정을 동반하는 북한정권의 프로파간다와 선동

의 연설들은 본의 아니게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내며 독고준의 진단을 확인해준

다. 독고준이 운동장을 나와 뒤돌아보자 운동장이 있던 자리가 폐허더미가 돼 있

245) 여기서 관음종은 실재하는 종파가 아니다.

246) 최인훈, 『서유기』(최인훈 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6[1977], 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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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동장의 붕괴는 그가 중학시절 공산정권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로부터 자유

로워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냉면집 급우가 미군구두를 신었었음을, 순박한 

고무 공장 노동자였던 급우 어머니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었었음을 회상하

며 실소한다. 1950년대 말 북한에 대한 비판은 독고준이 시설 속에서도 거리에서

도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가 고개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무너져 있거나 바다에

서 진주해온 외래도시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으로써 이루어진다. 북한의 이 같은 

모습은 주민이 소외된 사회, 정체성이 부재하고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회임을 의

미한다. 독고준의 환상 속 귀향과 북한 편력은 자아의 원점 회복의 역정이자 자

기 속에 있는 북한과 마주하여 그 정체를 확인함으로써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역

정이기도 하다. 

독고준이 들른 시운동장과 극장 그리고 그가 통과한 W역 구내에서 북한정권

의 연설이 그곳에 설치돼 있는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고, 그 사이에 이성병원

의 연설이 두 차례 울려나온다. 이들의 연설 공방은 학교가 내려다보이는 고개에 

설치된 토치카 속에 있는 전화수화기를 통해 다시 한 차례씩 각각 네 차례와 세 

차례 이어진다. 독고준에 대해 북한정권의 연설은 명상(冥想)과 회상(回想)으로 공

화국을 파괴하는 제국주의의 간첩이라며 색출하여 처결하라고 선동하고, 이성병

원 연설은 학문적 열성으로 정신사(精神史) 병에 걸린 환자이니 신고해달라고 호

소한다. 독고준에게 북한정권의 격분한 연설은 “환청같이”247) 들리고, 양측의 연

설 공방은 새삼스럽게 들리지 않는다.248) 그의 무심한 반응은 공산주의와 이성(理

性)의 문제가 평소 그가 익히 아는 것, 즉 그가 사유해온 것임을 드러낸다.  

그의 정신을 사로잡는 것은 자신이 누군가를 찾고 있지만 누구를 찾는지 명

확히 떠오르지 않는 데서 오는 안타까움이다. 당초 그의 편력을 촉발한 것은 자

신을 찾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의지였다. 어디로 가야하는 지 모르는 채 가야한다

는 의지에 의해 추동되던 그는 기차역에 이르러 자기가 가려는 곳이 고향임을 깨

닫는다. 고향에 도착하자 그는 소원을 성취했음을, 오고자 한 곳에 마침내 왔음을 

기뻐하며 등굣길을 따라 학교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누구를 

향하는지 명확히 깨닫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던 중에 전화수화기에서 울려나오는 

247) 앞의 책, p.237.

248) “독고준은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도 별반 주의하지 않았다. 그는 고향에 돌아온 것으

로 그만이었다. 그의 삶이 완성된 지금에, 여기서, 이 고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

연스러웠으며 의당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 앞의 책,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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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정부’, 즉 상해임시정부와 불교 관음종의 긴 연설을 차례로 듣는다. 두 기관

의 연설은 각각 세계역사와 세계 종교사의 전개 속에서 한국의 자리를 짚어주며 

장차 민족이 지향해야 할 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정권과 이성병원의 공방

이 논리적으로 맞선 것인 데 비해, 상해임정과 관음종의 연설의 방향은 역사 속

에서 사회적 자아 찾기와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지향에 관한 것이다. 

그는 역사 속에 내재하는 사회적 자아를 “여름의 냄새가 나는 것”임을 느끼는데, 

이는 이것이 그가 지금 재확인하러 가고 있는 “그 여름”, 즉 자기 정체성과 연결

된 것임을 뜻한다. 

북한정권과 이성병원의 공방은 『회색인』에서 김학과 독고준이 벌였던 집단이

냐 개인이냐, ‘혁명이냐 시간이냐’의 공방과 상통하고, 독고준의 남한 편력에서 

친일파 처리를 둘러싼 상해임시정부와 상해 혁명위원회의 포용적 처벌과 독선적 

전면 척결과도 상통한다. 북한정권은 집단의 결속을 목적으로 당과 수령을 향한 

헌신을 강요하고 외부의 적과 개인적 사유(思惟)에 맞서라고 선동하며 스스로 체

제적, 이데올로기적 맹점을 드러낸다. 이성병원은 혁명집단의 독선과 위험성을 논

리적으로 비판한다. 

북한정권의 연설의 1차 연설249)은 외부의 적을 빌미로 내부 결속을 다진다. 

연설은 스파이가 잠입했으니, 공화국 공민은 일제히 일어서라, 모든 지구의 적위

대는 24시간 비상사태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스파이, 즉 독고준은 6.25때 “조국

을 배반하고 제국주의자들의 머슴 노릇을 하기 위해 어둠의 땅으로 달아났던 소

자산성(小資産性) 부르조아”이며, 그가 그간 한 일은 “당과 수령의 빛나는 전통과 

업적에 대하여 지극히 관념적이며 퇴폐적인 중상모략을 일삼아” 온 것이고, 따라

서 그를 찾아내지 않으면 “수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인민의 낙원은 하루아침에 

끔찍한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연설은 남한의 예술에 대해 조선에도 

‘현대’가 시작됐다며 소설과 시의 방향도 거기에 있다고 헛소리한다고 비난하고, 

독고준의 직업을 자본주의의 거짓말을 공급해온 “아편장사”라고 말한다.

북한정권의 2차 연설250)은 개인의 사유(思惟)를 극도로 위험시하며 척결 대

상으로 삼는다. 연설은 독고준이 “명상을 저질렀”다며, 적위대원들에게 그를 체포 

혹은 사살하는 사업에 일어서라고 선동한다. 그가 시운동장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평가한 것에 대해, “명상을 저지름으로써 공화국에 대한 적의를 확인하고, 인민을 

249) 앞의 책, p.235~237.

250) 앞의 책, P.23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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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했고, 인민이 건설한 운동장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이 연설은 “당과 수령에게 

목숨을 바칠 견결한 투쟁의욕을 지닌 인민”, “당과 자기, 수령과 자기”의 일체”, 

“수령에 보다 더 충성스러우려는 사회주의적 경쟁”을 주장하며, 주민에게 당과 

수령을 위해 살 것을 요구한다. 

같은 확성기에서 이성(理性)병원을 자처하는 연설251)이 울려나오며, 독고준이 

범죄가가 아니라 자기네 병원을 탈출한 정신사(精神史)병자이니 신고해 달라고 호

소한다. 이성병원과 북한정권의 공방은 이성이냐 혁명이냐, 즉 개인의 의문 제기 

권리냐 집단의 이데올로기 강요냐를 두고 이루어진다. 이성병원은 자기네는 세균

학파로서 정치에서 독립하여 병원체를 연구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에 ‘환경’학파, 

즉 ‘사회’주의는 환자를 공적(公賊)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야만이라고 주장한다. 이

성병원은 자기네는 개인의 생명을 중시하는 의학상의 주체학파인데 반해 환경학

파는 개인을 완전 무기(無機)로 본다며, 극단적인 예로서 나치, 즉 독일의 민족사

회주의의 유태인 집단 제거를 예로 든다. 이성병원은 정치가 사회 건강의 명분 

아래 개인을 제거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정권의 3차 연설252)은 과학의 계급적 성격을 경고하며, 이데올로기 교육

으로 주민을 단결시키고자 선동한다. 북한정권 연설은 간첩이 치욕스런 향토의 

적, 즉 피난민인 독고준으로 판명됐다며 그를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동시에 그가 

반동 팸플릿을 뿌려놓고 도망가는 혼란한 틈을 타서 음모자들이 해적방송을 하고 

있다며 적위대에게 전국에서 교양학습회를 조직하여 사상적 단결을 공고히 하라

고 명령한다. 북한정권 연설은 적(敵)들의 방송이 사회의 모순을 계급적 이해관계

에서 분리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며 현실을 추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양

학습회에 과학의 계급적 성격에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을 권고한다.

이성병원의 2차 연설253)은 독고준이 학문적 열정 때문에 정신사병에 걸린 것

이라며, 그를 범죄자로 억압하는 것을 과학자들에게 연구의 자유를 빼앗고 체제

의 현실적 정책에 편리한 활동만 강요하는 문화의 중대 위기라고 진단한다. 이성

병원은 이성이 인간을 현실 사회의 집단의 이해(利害)로부터 해방시켰다며, 과학

이 봉사할 대상이 있다면 이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성병원은 이성이 실

재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류의 경험이 창조해낸 “방법적 허구”이지만, 영원한 계

251) 앞의 책, p.240~242.

252) 앞의 책, p.242~244.

253) 앞의 책, p.2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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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영원한 국가라고 주장한다. 이성병원은 자기네는 인류발전에 공헌한 사업은 

어느 것이나 이성에 침투돼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어느 것도 이성 그 자체라고 보

지는 않는 반면에 혁명집단은 과격한 자기주장 요구의 본능으로 현실의 자기를 

이성 그 자체로서 실체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한다. 혁명집단은 자기를 절대화하며 

의사신(擬似神)으로 행세하며 즉시 선택하기를 요구하나, 과학자는 신이 한순간에 

이적처럼 나타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해결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 이성병원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4차 연설254)은 회상(回想), 즉 반성적 사고를 다시 극단적으로 위

험시하며 주민들에게 이를 적대시하도록 선동한다. 북한정권 연설은 독고준이 

“회상이라는 흉기”로 그가 지나간  역정을 모두 폭파하거나 파괴했으며 공화국의 

일상을 조롱하고 인민의 현재를 감상(感傷)으로 흙탕칠을 했다고 비난하며, 제국

주의자들이 보낸 이 스파이를 잡아내는 전인민적 투쟁에 일어서라고 선동한다. 

북한정권은 역사는 생산수단의 소유를 무기로 가진 지배계급의 압제에 대한 인민

의 항쟁의 과정이며 인민의 혁명적 독재는 그런  물질적 수단을 적으로부터 빼앗

아온 무력적 생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생산수단 소유의 변화는 새로운 인간정

신을 창조하는 객관적 보장자라고 주장한다. 공산정권은 과학에 대해 역사에서의 

옳고 그름, 인간생활의 선악에 대한 판단하기를 회피하고 시간을 달라며 혁명의 

독단성을 증명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에 대한 이성병원의 3차 연설255)은 과학은 당대가 이른 가장 높은 문명 

감각의 정상에서 당대가 이른 가장 높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조차 비판하는 것이

라며, 문명사회라면 과학자들에게 최소한의 공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성병원은 특정 현실이 절대라고 우기면서 과학자들에게 맹신적 선전원을 노릇을 

강요하는 것은 야만이며, 독고준은 이 야만세계의 희생자라고 주장한다. 이성병원

은 남과 북에서 과학자들을 범죄자 또는 광인으로 불리고 있다며, 타협책으로서 

독고준을 범죄자로 처형하는 대신 광인으로 보자고 제안한다. 이는 북한정권 아

래서 사유(思惟)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은 광인으로 취급받는 것이라는 뜻으로

서, 이후 독고준이 북한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것도 그를 미친 사람

으로 보자는 변론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독고준은 누군가를 찾고 있지만 그게 누군지 몰라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에 

254) 앞의 책, p.250~252.

255) 앞의 책, p.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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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치카의 전화수화기에서 상해임시정부의 연설이 들리자 귀를 기울인다. 상해임

정의 입장은 독고준의 입장이자 최인훈 연작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상

해임정 연설256)은 우선 민족이 “어둠의 골짜기”에 처하게 된 내력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역사와 현실 속에서 제자리를 인식하는 정통성의 계승이 민족의  갈 

길이라고 역설한다. 임정은 서세동점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중국의 국제 

정치 감각은 당시의 민족 판도를 천부적인 것으로 보고 그를 바탕으로 하는 민족

자치를 가장 합리적인 제도로 보는 균형의 원리였다는 것으로 설명을 시작한다. 

이 동양 평화는 과학과 산업과 정치개혁을 이룬 근세 유럽의 지리상의 발견, 즉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깨진다. 임정의 설명에 의하면 유럽이 그 같은 폭발적 

힘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개방적 잡종성과 통상으로 이룬 상업문화 덕분이며, 

미국은 유럽이 폐쇄주의의 길을 걷자 유럽의 본래 개방정신을 계승하여 새로 태

어난 나라이다. 유럽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 통상을 요구했을 때, 중국은 움직이

지 않았던 반면에 일본은 부유한 국내세력의 요구로 개항하여 급속히 유럽화한 

후 한국을 침략하여 합병하기에 이른다. 한국은 서세동점의 상황에서 독립을 유

지하기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일본에 의해 합병됨으로써 가장 야만

적 지배, 즉 민족성의 체계적 폄훼와 민족유산의 조직적 파괴를 겪는다. 그리고 

한국은 식민지 여파로 해방 과정에서 국토의 분단사태를 맞고, 남과 북에 바람직

하지 못한 정권이 들어섰다. 북쪽에는 무지한 점령군 추종자들이 정권을 잡고, 남

쪽에서는 옛 동지를 버리고 적에게 부역한 세력과 손잡은 세력이 집권하여 독재

와 부패의 정치를 편다. 

상해임정은 이 같은 민족문제의 해결은 외세에 대한 자주적 용기를 가진 사

람들이 정통을 승계할 때 진정으로 해결된다고 역설한다. 상해임정은 3천만 민중, 

즉 남과 북 전체의 한국인에게 유럽 제국주의와 러시아의 독선적 혁명노선이 오

늘날 세계 민중의 화근임을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은 상해임정이라고 

주장한다. 정통 감각이 무엇인지에 대해 임정은 “역사의 줄기와 그 속에서의 제

자리를 현실의 여러 요인 – 민족과 구체적인 자기 책임의 한계를 인식하고 실천

하는 ”깨어 있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임정은 이런 견지에서 정신주의자들과 정

치주의자들, 즉 이성병원과 북한정권의 당파적 편향은 모두 환상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그릇된 생각이라고 진단한다. 일제 부역자 처리에 대해 임정은 근세사 이

256) 앞의 책, p.25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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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공적(公的) 자리를 맡은 자들로서 과실이 있는 자는 범죄자로 취급돼야 하고 

대세를 좌우할 조직적 영향력이 없는 민중이 과실을 범한 경우는 방향감각을 잃

은 병자로 취급되어야 하되, 다중을 처벌하는 것이 왕도가 아니니 중죄자를 가려

서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하자는 원칙을 내놓는다. 독고준의 남한 편력 중 상

해임정은 자기 백성을 처벌해야 하는 고통을 호소했고, 상해 혁명위원장은 가차 

없는 즉각적 전면적 처벌을 주장했었다. 상해임정 연설은 남과 북의 3천만 민중

을 향해 적들의 간계와 부역자들의 위협에 굴하지 말고 민족의 바른 길을 잃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으로서 마감된다.       

독고준은 연설을 잘 이해하지는 못한 채 수화기를 들고 W시의 바다와 거리

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을 역사의 일부로 인식하며 자기가 본 것을 ‘보고’하

는 것이 역사의 요구일 것이라고 자각한다. 그는 자신이 “크낙한 어느 거인의 

눈”, 즉 역사를 보는 눈이며, 전화기는 거인의 시신경이고, 연설은 거인의 시각 

중추가 그의 시신경을 통해 그의 눈알인 자신에게 신경(시각중추)의 말을 속삭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기가 있는 곳이 거인의 크낙한 기관(器官) 속의 어디

에 해당하는지,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속한 기관이 무엇을 하

려는지 알려면, 즉 역사와 현실과 역사의 향방을 알려면 우선 거인의 대뇌에서 

분파된 신경선이 그에게 속삭인 말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 즉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자기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을 

자각한다. 그는 거인의 대뇌중추가 거인의 눈이 된 자기에게 보고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고 느끼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보고해야 할지 몰라 안타까

워한다. 이는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현실을 파악하고 말해야 한

다는 소설가 지망생 독고준의 역사적 증언의식을 뜻한다.      

이어서 들리는 불교 관음종의 연설257)은 신도와 국민에게 개방 사회에서 세

상이 변한만큼 현실에서 패배주의로 귀착되는 속세에 대한 경멸에서 벗어나, 부

단히 변화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집착 없는 비판자가 될 것을 호소한다. 

최인훈이 관음종이라는 종파를 만들어낸 것은 관음사상의 현세 구원적 의미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회색인』에서 황선생이 한 사회의 발전 이면에는 종

교가 있다며 한국 사회를 이끌 정신으로서 제안한 것이며, 이는 독고준의 입장과 

작가의 입장과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유기』 자체가 현장법사의 불경 

257) 앞의 책, p.26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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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구하기의 편력담을 승계함을 곳곳에서 스스로 드러내는 작품이다. 

상해임정이 한국이 처한 사태를 고대 이래 세계사의 발전 속에서 확인하듯

이, 관음종도 우선 세계 종교사 발전 과정 속에서 한국의 자리를 확인한다. 관음

종은 종교가 인류사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며 고대 이래 제정일치가 유지돼 오

다가 현재는 이슬람과 기독교와 유교만이 그 같은 정치적 위상을 지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관음종은 유교와 기독교가 동일한 사고양식, 즉 서로 상응하는 

구조를 가졌음을  분석, 제시한 후, 중국이나 한국이 근세에 대처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유교의 사고형 자체의 논리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두 나라가 농업을 대본

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논리적 사변력을 이질적 대상에 적용하는 습관을 갖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세계 여러 민족의 흥망성쇠를 그들의 문화의 관념 

형태형에 의해 해석하자는 것”, 즉 『회색인』에서 역사학자의 문화형 주장은 본말

이 전도된 것이며, 유교가 새 사회의 원리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논리를 구사하

는 사람 측이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유교나 불교보다 기독교나 

희랍문화가 추상적으로 더 우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관음종은 서양인들은 

기독교와 상업주의의 “쌍권총”으로 남을 정복하는 데 정력을 쏟은 반면에 동양인

들은 최대의 정력을 자기 정복에 썼다고 지적한 후, 속세에 대한 경멸에 있어서

는 불교가 더욱 철저했다고 자인한다. 관음종은 이것이 서세동점의 현실에서 패

배주의로 귀착됐다며, 이제 우리도 불경을 들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음종

은 불교의 싸움 임무는 무기를 만드는 것을 위임 받은 정치가들이 사심(私心) 없

도록 감시하는 하는 것이라며, 인류에게 무한한 자기부정을 가르치는 색즉시공(色

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의 공관(空觀)에 입각하여 어느 세력에도 가담하지 않

고 “가장 진보적인 당파의 가장 진보적인 행위의 가장 짧은 순간만을 지지”하겠

다고 밝힌다. 관음종은 직접 행동에 호소하지도 혁명하지도 않고, 종교로서 공관

의 체험을 유지하고 전달하는 일, “방법적으로 순수한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말

한다. 그리고 관음종은 이를 허락하고 안 하고는 그 사회의 문명의 정도에 달려 

있다며 거추장스럽다고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방법적 순수의 자리를 지

키겠다거나 그 자리의 허락 여부가 사회의  문명 정도의 지표라는 관음종의 입장

은 이성병원의 입장과 상통한다. 

학교가 가까워졌을 때 독고준은 절친했던 친구의 집이 있던 곳에 이르러 사

무치는 그리움을 느낀다. 그 순간 비행기의 뇌음(雷音)과 함께 “하늘 가득히 반짝

이며 떨어져 내려오는 수많은 빛의 조각들”258)을 본다. 팔랑팔랑 떨어져오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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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조각들로 밝혀지는 이 빛의 조각들의 세례는 불경과 불교설화 속의 꽃비를 연

상시킨다. 한동안 서서 빛의 조각들의 세례를 받던 그는 종잇조각에 그를 찾는다

던 광고문이 쓰여 있음을 발견한다. 이때 그는 광고문을 처음 봤던 순간의 감격

을 느끼며, 그 순간 들리던 비행기의 폭음을 다시 듣고, 편력에 나서기 직전 라디

오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고 듣던 자신의 독백259)을 다시 듣는다. 독고준의 편

력을 촉발시킨 『서유기』 서두의 상황이 24행에 걸쳐 그대로 반복된다. 자기 운

명, 즉 자아를 재확인하고자 나선 독고준이 운명을 재확인하는 순간이 이렇게 제

시된다. 그런데 긴 반복문 속에 단 하나의 단어, “의무”가 “허무”로 바뀐다. “운

명이란, 의무의 끝장까지 가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신비한 얼굴이다.”가 “운명이

란, 허무의 끝장까지 가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신비한 얼굴이다.”로. 학생에게 

요구된 의무에 응하여 나선 길에서 자기 운명의 얼굴을 처음 봤던 독고준이 소설

가 지망생으로서 그것을 재확인하기 위해 나선 길은 허무를 무릅쓴 길이었기 때

문이다.  

그랬었구나 하고 그는 기쁨에 숨이 막히면서 중얼거렸다. 그랬었구나 하

고 그는 거듭 중얼거렸다. 모든 일이 인제 분명하였다. ‘당신이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라구. 아무렴. 그는 너무나 벅차서 눈을 지그시 감았다. (폭

음) (...) 그가 가는 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건 그는 가는 것이 옳았다. 

왜냐하면 그는 학생이었고 학생은 학교가 오라고 하면 가는 것이 옳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른 아침의 시골길을 가고 있었다. 그의 운명을 

만나기 위하여. 운명이란, 허무의 끝장까지 가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신

비한 얼굴이다. (...) 나의 운명을 만난 날. 폭음의 여름. 저 강철의 새들

이 잔인한 계절의 장막을 열고 도시의 하늘에 날아온 그날을 오 나는 얼

마나 사랑하는가. 그 아름다운 파괴를. 그 때 묻은 시간을 떼내기 위한 

그 폭력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의 생애의 자북(磁北)을 알리던 그 

바늘의 와들거림을 나는 생각한다.(『서유기』, p.274)(밑줄 강조 필자.)  

이어 독고준은 속개된 법정260)에 서서 그것이 옛날의 교실임을 알아차린다. 

258) 앞의 책, p.273.

259) 앞의 책, p.16~17.

260) 앞의 책, p.275~292.



- 164 -

여기서 그는 옛 소년단 지도원 교사의 무엇이 불만이었냐는 신문에 “저는 무서웠

습니다”라고 답한다. 왜 무서웠냐로 시작되는 지도원 교사의 끈질긴 신문에 그는 

차례로 답한다.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 적으로 생각했다, 학교란 인간

이 되는 곳인데, 피교육자를 썩은 부르조아라며 이데올로기적으로 비난하며 있지

도 않은 공화국의 적을 만들어냈다. 남반부의 한 줌도 못 되는 썩은 부르조아라

든가 철옹성 같은 북반부의 민주 기지라든가 하는 허깨비를 만들어 주입했다 등. 

점차 신문이 수세에 몰리고 답변이 공격이 되는 가운데 지도원 교사가 “허깨비란 

무엇인가?”라고 묻자 독고준은 “허깨비란, 있지 않은 것이다, 즉 허깨비다.”라고 

답한다. 신문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서 법정은 휴정된다. 할 말을 모두 하며 지

도원 교사에게 끝까지 맞섰던 독고준은 자신이 한 답변들이 단순히 유년시절에 

대한 항변이 아니라 어린 학생에게 내재하는 엄연한 가능성에 가해진 폭력에 대

한 저항이었음을 자각한다.  

내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아직 인간이 아니라는 상태를 그렇게 소극적

으로만 주장하려고 한 것이었던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정해놓은 한 가

지 틀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 아직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틀에 

따라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힘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다

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었다.(『서유기』, p.279~280.)

『회색인』에서 독고준에게 자기 부정의 강요로 자각됐던 지도원 교사의 트라우마

는 여기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파괴의 의미로 확대된다. 학교가 가능성의 공간

이어야 함은 스티븐에게도 그가 근무하던 학교에 가서 하던 사유 중에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한다. 

속개된 법정에서 검찰역의 지도원교사는 독고준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근거

로 종신형을 구형한다. 첫째는 그가 공화국에 잠입하여 공작 중 체포된 것인데, 

잠입 목적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인민에게 해로운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가 인민의 적인가 벗인가를 명확히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인데, 

이는 행동으로써 인민에 적대하면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기를 꺼리는 것이

라는 것이다. 검찰은 독고준이 역사에 참여하려 하지 않고 역사더러 참아달라는 

미친 태도를 보이고, 그와 같은 모순의 태도를 특정 집단, 즉 승려나 과학자나 예

술가에게 허용하는 것이 개명한 사회의 약속이라는 주장을 한다며 경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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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우선 두 번째 비난한 원칙, 즉 문명사회에 존재하는 방법적 허구, 

특정 업종에 대해 회의가 허용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많은 문제에 이의를 제

기한 후 공산주의에 대해 두 가지 맹점을 지적한다. 변호인은 맹점 A는 노동이 

공산주의 체제의 채택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소외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이며 공산주의가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소련의 대국주의를 필두로 열 가지 제시한다. 그는 이중 마지막 것

은 앞의 이유들의 요약이라며, 독고준의 공간론 도표를 제시하면서 노동의 세계

에서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개인의 매개를 통한 노동만이 생명의 실감, 행

복에 도달하며, 이 노동량의 증대가 역사의 진보라고 설명한다. 맹점 B로서 변호

인은 현세계에서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봉건제도와 자본제도 사이에 있었던 이질

적 격차에서 대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수준의 기술형태 위에서 이뤄지고 있

는 노동의 대립이라고 지적한 후, 오늘의 역사 문제는 개산주의냐 공산주의냐의 

관념론에 있지 않고 자유냐 예속이냐의 인간학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정치와 무관하게 특정 분야 사람들의 이 분야 연구를 허용하는 것을 문명사회의 

약속된 허구로서 당연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검찰의 이데올로기적, 양자택일적, 

교조적, 체계적, 권위적 고발이 진리를 의심할 수 있다는 휴머니즘의 방법적 권리

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며 독고준의 무죄를 주장한다. 검찰의 첫 번째 

기소 이유, 즉 잠입 목적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공화국을 해칠 목적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의 상상력 빈곤 때문에 유죄 판결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변호인의 북한정권과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은  독고준의 벼락치기 박래품 정

권이라는 비판, 이성병원의 혁명집단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 상해임정의 점령군의 

추종자라는 원칙적 비판, 관음종의 집착 부정과 비판의 여지 허용의 요구에 독고

준의 북한 편력 과정에서 다섯 번째이다. 변호인의 회의와 비판의 권리 옹호는 

이성병원과 관음종의 입장과 일치한다. 북한 검찰측은 앞서 북한정권의 연설들이 

그랬듯이 인간 또는 개인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기계적 이데올로그로 나타나

는 데 반해, 변호인은 인간 중심의 이데올로기 통찰로 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독

고준이 석방되는 것은 앞서 검찰이 시간을 달라는 독고준의 태도를 “미쳤다”고 

한 말에 변호인이 전략적으로 동의하고, 그 증거로서 그가 쓴 시 네 편을 제시했

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독고준이 시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시들은 전문(全

文)이 공개되는데, 이 시들은 개인의 감성을 그대로 노출하는 서정시들로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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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비인간적 공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독고준은 자신의 시들이 수모를 

당하는 대가(代價), 즉 자기 자신을 모두 드러내는 대가를 치르며 북한정권으로부

터 받은 트라우마와 맞서서 마침내 그로부터 해방된다. 독고준은 끈질긴 귀향 의

지를 통해 북한 편력에서 자기 운명을 처음 만난 순간, 자아와 처음 대면한 순간

의 감격을 ‘꽃비’ 속에서 회복하고 그를 억압하던 자아 부정과 가능성 파괴의 트

라우마로부터 해방된다. 이는 그의 서사에서 세 번째 단계, 즉 일대 전환의 단계

에 해당한다. 

내면을 드러내야 했던 당황스러움 속에 법정에서 나온 독고준은 남한 편력에

서 기차역에 당도하기 전에 통과하던 것과 같은 석조 통로를 따라 계속 걸으며, 

그가 지나쳐가는 방들로부터 두런거림을 듣기도 하고 돌바닥에서 이름 모를 꽃들

이 피어난 것을 본다. 이는 그가 역사 속에서 역사의 편린들에 접하기도 하며 때

론 악조건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단서들을 발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길에서 

그는 자기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 어머니임을 뒤늦게나마 자각하지만, 일단 기본

적 인간관계조차 포기하고 재확인한 자기 운명의 길을 가고자 한다. 

내 마음이여 모질어다오. (...) 어떤 일이 있어도 착한 사람이 되는 것만

은 피할 수 있게 해다오. 그는 듣는 사람 없고 믿을 사람 없는 호소를 

속으로 던지며 자기를 부추겼다. 속아도 좋다는 그 아름다운 사슬에 묶

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끝장이다. 적어도 어느 때까지는, 이라고 양보

해도 좋다. 적어도 어느 때까지는 이 스산하지만 내가 계산해볼 수 있는 

이 시간 속에 있게 해다오. 나에게는 그것만이 확실한 이 시간 속에.(『서

유기』, p.296.)

독고준은 많은 사람을 스치며 지나가는 가운데 역장을 만나며, 그간 현실에 안주

하여 편안하게 살라고 설득했던 그로부터 마지막 강력한 압박을 받는다. 

탈 없이 사는 대로 살지 왜 허둥대느냐고 한다. 당하면 당하는 것이고, 

혼자 당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면서도 소리 없이 울면

서 한세상 사는데 왜 너만 이리 요란스러우냐고 한다. (...) 어느새 역장

의 낯빛은 검푸르고 입에서는 실오리 같은 피가 흐르는데 날카로운 덧니

가 입술 밖으로 내밀었다. 아아 모정(母情)까지 일러줬는데, 그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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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득 간다.(『서유기』, p.297.)

역장의 입에서 흐른 핏와 덧니는 독고준이 본 영화 속 드라큘라의 모습이다. 드

라큘라는 그에게 기독교가 축출한 사랑의 토착신이므로, 역장의 압박은 사랑 때

문이다. 멀리서 비행기들이 떼지어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역장이 물러가고 독

고준은 다시 앞을 향하여 가서, 어느 방문을 마주하게 된다. 비행기의 뇌음이 방

문 안쪽에서 들리는 것임을 깨닫고 “그 여름”이라고 생각하며 방안에 들어선다. 

그 여름이다, 하고 독고준은 생각하였다. 인제야 그 여름에 도착했구나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 소리는 문 저편에서, 그 문의 안쪽에서 들려오

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그는 뒷손으로 문을 닫고 자기 침대에 

가 걸터앉았다.(『서유기』, p.298.)       

그 방은 독고준 자신의 방이다. 그는 소년시절의 현장에서 자기 운명의 처음 대

면한 순간을 확인했으나, 여름, 즉 진정한 자기 운명, 자아는 자기가 생활에 흔들

리던 자신의 방, 자신의 현재에 있는 것이다. 자기 침대에 걸터앉아 이유정의 방

에 들어섰던 자신의 우행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독고준의 모습이 최인훈 

연작의 대단원을 이룬다.

3.3. 스티븐과 독고준의 편력 비교

우리는 『율리시즈』에서의 스티븐의 편력과 『서유기』에서의 독고준의 편력을 

차례로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두 주인공의 역정 사이에 구조적인 면에서나 의미론

적인 면에서나 상당한 정도의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지금까지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두 편력 사이의 유사성과 대비 관계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스티븐과 독고준은 편력의 계기에서 상응 관계를 보인다. 단테가 『신

곡』에서 “어두운 숲”으로부터 편력 길에 오르듯이, 스티븐은 마비와 방황으로부

터, 독고준은 생활로의 실족으로부터 편력에 나선다.  『율리시즈』의 시간 배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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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6월 16일은 『초상』에서 스티븐이 출국을 앞두고 ‘창조되지 않은 민족의 

양심을 벼리어 내겠다’고 다짐한 지 13개월 남짓 지난 시점이다. 『신곡』에서 단

테의 어두운 숲을 헤매는 생활이 이야기되지 않는 것처럼, 『율리시즈』도 이 13개

월을 다루지 않는다. 스티븐은 파리로 간 직후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아버지의 전

보를 받고 귀국했고, 곧 어머니가 사망했으며, 당일 현재 첫 기일을 며칠 앞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일 년여 동안 더블린에서 지낸 생활은 6월 16일 당일 스

티븐의 처지가 드러내준다. 스티븐의 정신은 어머니가 끝내 사랑한다는 말을 하

는 대신 종교에 굴복할 것을 요구하다 운명한 데서 오는 신앙 압박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정신이 마비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 이날 그는 경제적 도

움과 동시에 인격적 굴욕을 주는 친구에게 급기야 숙소 열쇠를 빼앗겨 잘 곳이 

없어지고, 남다른 예술관으로 인해 문단에서 배척당하고, 예술가 지망생으로서 재

능을 증명하지 못하여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한다. 『초상』에서 스티븐은 참담한 적

빈 속에서도 문학적 저력을 쌓고 당대 예술에 불만을 드러내며, 동료들의 사회 

운동을 비판하고, 신앙을 강요하는 어머니와 절연을 마다않고 신앙을 포기하여 

자기해방을 완성한다. 즉 대학생 스티븐은 자청한 고립 속에 지내면서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운명을 주도하겠음을 선언하는 영웅적 인물인 반면 『율리시즈』에

서 사회 초년생 스티븐은 정신적으로 마비돼 있고 사회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회색인』은 “조국도 이웃도 다 망하는 날까지도 꼼짝없이 나의 에고를 속속

들이 해부”하는 데 자신의 삶을 걸겠다던 독고준이 ‘생활’을 기웃거리다가 깊은 

밤 이유정의 방에 들어선 것, 즉 시민적 생활 영역에 실족한 것으로 끝나며, 『서

유기』는 그가 이유정의 방에서 되돌아 나오는 것으로써 시작된다. 

둘째, 스티븐과 독고준의 편력은 모두 일종의 라이트모티프를 통해 전체적 

일관성을 형성한다. 이들의 편력을 시종일관 이끄는 것은 스티븐의 경우 구름이

며, 독고준의 경우 비행기 소리이다. 스티븐에게 구름은 미래를 향한 기대(期待)

이다. 그는 아침에 숙소 마텔로탑의 꼭대기에서, 정오경 해변에서 긴 명상을 끝낼 

때, 끝으로 자정 너머 홍등가에서 나오며 영국 병사들에게 대든 후 구름을 본다. 

마지막 구름은 상상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구름이 스티븐에게 기대감의 상징으

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초상』의 제4장 말미에서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한 직

후261)이다. 구름은 조이스의 연작을 관통하여 예술가 지망생을 인도한다.

261) 제임스 조이스/ 이상옥 역,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2006, p.257, 258 :

   그는 마음속에 비장해 두었던 한 구절을 생각해 내고 혼자 조용히 되뇌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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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기』에서 독고준이 비행기 소리를 처음 듣는 것은 작품 초두에서 사슬에 

묶여 독방에 갇혀 있을 때이다. 거기서 그가 자신을 찾는 신문 광고문을 읽는 순

간 비행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자기를 찾는다는 광

고, 즉 자신의 자아를 찾아야 한다는 자각이 그의 편력을 촉발하고, 이때 들리기 

시작하는 공습기 엔진소리가 그의 편력 의지를 새롭게 각성시킨다. 독고준은 편

력 중간중간에 비행기 소리를 의식하고 편력 의지를 새로이 하며, 그가 비행기 

소리가 크게 울리는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편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공습기 엔진소리가 그를 각성시키며 그를 고향으로 가게 하고 다시 자신의 현실

로 데려온 것이다. 이 소리는 독고준의 북한 중학시절 그의 도시를 폭격한 공습

기의 엔진소리로서, 낡은 세계의 파괴를 상징한다. 독고준은 공습을 무릅쓰고 학

교의 소집에 응하여 억압체제가 사라졌음을 확인하고, 귀가 중에는 용기에 대한 

뜻하지 않은 보상을 받는다. 즉 방공호 속에서 여인의 포옹으로 소년에서 청년으

로 ‘변신’하는 것이다. 공습기 엔진소리에 인도되는 독고준의 편력은 현재의 상황

을 파괴, 탈피하고 다시 새로이 ‘변신’하기 위한 여정이다. 

셋째, 두 편력은 역사의 횡단과 종단이라는 대조적 양상으로 전개된다. 스티

븐의 편력은 그가 실제의 더블린에서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실제의 시간 경

과 속에서 이동하며 자신의 평소 삶의 현장들을 차례로 방문하는 것으로 이루어

진다. 더블린 일원이 실제대로 재현되고, 많은 실제 더블린 시민들이 실명 혹은 

변형된 이름으로 등장하고, 당대의 상황과 이슈와 사건들이 제시되면서 『율리시

즈』는 어느 소설보다 충실하게 역사의 횡단면을 광폭으로 재현한다. 독고준의 편

력은 당대 사회에서 역사 또는 과거 속으로 이동하며 당대 한국의 문제 상황과 

그에 이른 내력을 드러낸다. 독고준은 역사 편력 속에서 역사상의 실제 인물 및 

사건들과 마주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역사 속으로의 편력은 환상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진다. 독고준이 현실로부터 환상 편력에 오르는 것은 이유정의 방

에서 나오자마자 체포되는 순간이며, 환상 편력이 끝나는 것은 비행기 소리를 따

라가 어느 방문 앞에 이른 후 문을 열고 그곳이 자신의 방임을 확인하는 순간이

다. 역사 편력은 시간적, 공간적 비약 속에 전개될 수밖에 없다. 스티븐의 편력이 

더블린에서의 하루라는 현실적 시공간 논리에 충실하게 진행된다면, 독고준의 편

   “바다에 떠도는 얼룩배기 구름의 하루   A day of dappled seaborne clouds.”

       .........

  ( ...) 그는 눈을 쳐들어 바닷바람에 밀려 천천히 떠다니는 얼룩 구름을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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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새벽 2시 괘종이 울릴 때 이유정의 방을 나온 직후 카프카의 『심판』의 요제

프 K처럼 체포당함으로써 시작되어, 그가 다시 자기 방문에 들어서기까지의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수분 동안의 정신적 질주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독고준의 

편력은 역사 속으로의 여행이자 환상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편력임에도 불구

하고, 스티븐의 편력과 마찬가지로 당대 현실의 진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현

실 편력이다. 

역사의 횡단면인 당대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스티븐의 편력과 역사의 종단

면, 즉 현재의 내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독고준의 편력의 차이는 두 연작에서 스

티븐과 독고준이 내세우는 예술관의 차이와 상통한다. 『율리시즈』의 첫 에피소드

에서 스티븐은 아일랜드의 문학을 ‘하녀의 금간 거울’이라는 말로 정의한다. 이는 

아일랜드 문학이 타자의 지배 속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율리시즈』는 하녀의 금간 쪽거울이 아니라, 현실의 전모(全貌)를 굴절 없이 제대

로 확실하고 세세하게 보여주는 커다란 거울이다. 독고준은 『회색인』에서 유일한 

꿈이 고향에 가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고향은 개인으로서의 출발점, 자기 

정체성의 뿌리이며 터전이다. 그리고 그의 문학관은 자기 신화를 가진 문학, 즉 

자기 정체성을 가진 문학이며, 『서유기』는 자기 신화를 찾아나서는, 자아의 근원

을 재확인하러 나서는 편력기다. 

넷째, 이미 이 절의 서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편력의 구조와 단계 사이에 일

정한 상응 관계가 성립한다. 스티븐의 편력과 독고준의 편력은 모두 낮의 세계와 

밤의 세계, 남한과 북한이라는 이원적이면서도 변증법적인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낮의 세계에서 밤의 세계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현실 세계에서 하계로 

가는 과정은 모두 기승전결의 개인 드라마로 재구성될 수 있다. 

스티븐의 낮의 편력은 아침부터 정오 이전까지 숙소-학교-해변, 정오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신문사-도서관-거리로 이어진다. 스티븐의 오전과 오후의 여정은 

각각 그의 내면 드라마의 네 단계 중 기(起)와 승(承)에 해당한다. 아침에 스티븐

의 숙소는 그가 당면한 개인적 궁지와 사회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낸다. 스티

븐은 숙소에서 친구에게 배신당하며 당장 살 곳을 잃고, 학교에 가서 사회의 미

래가 암울함을 확인하며, 해변에 나가 긴 명상 끝에 미래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살기로 다짐한다. 정오경 스티븐은 신문사 편집실에 가서 만족스럽지 못한 민족

주의 ‘최고 명연설’의 재연(再演)과 기자 신화(神話)를 들어주며 친교적 시간을 가

진 데 이어 도서관 문학모임에서 햄릿론(작가의 삶과 작품 간의 관계)을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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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당한 후 멀리건과 바다만큼 벌어진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거리를 

걸으며 운명을 향해 온몸을 던져 기투(企投)할 것을 결의한다.

스티븐의 밤의 편력은 9시경부터 새벽 2시 반까지 병원의 술판과 술집-홍등

가-마부대기소-블룸의 집으로 이어진다. 청년 엘리트들의 허위의식이 드러나는 

병원과 시내 술집에서 스티븐은 이와 대조적으로 생에 대한 경외감을 자각하고, 

홍등가에서는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하고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된다(구름). 마지막으

로 마부대기소와 블룸의 집은 지친 그가 회복하여 힘을 찾고 다시 자신의 길로 

나서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밤의 편력의 홍등가 부분까지는 내적 드라마의 전

(轉)의 단계에 해당하고, 그 뒤는 결(結)의 단계라 할 수 있다. 

독고준의 남한 영역 편력은 우선 진찰실-논개 고문실-숲속 정자로 이어지는 

현실 또는 현재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다음 단계는 그가 기차를 타고 차례로 상

해임시정부와 혁명위원회의 라디오 연설을 듣고, 문화형 연구가와 함께 이순신을 

만나고, 조봉암과 함께 이광수를 만나는 역사 편력의 과정이다. 현실 편력 중 독

고준은 국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진찰실, 논개 고문실을 비롯한 지하에 잔존하는 

일제 시설을 통해 한국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정자에서 세계근대사를 다각적

으로 읽는다. 기차 승차를 통한 역사 편력에서는 식민지 잔재 청산, 식민사관 극

복, 친일사관 등의 문제와 차례차례 마주친다. 독고준은 정자에서 자신의 편력 목

적을 다시 각성하고, 기차 여행을 거듭하며 끝내 고향을 향한 의지를 관철한 끝

에 고향 W시 외곽에 당도하게 된다. 독고준 개인의 내적 드라마의 전개라는 관

점에서 볼 때 자기정체성 회복 의지를 상징하는 신문 광고를 일경에게 빼앗기는 

꿈을 꾸고 해방시켜 달라는 논개의 호소를 뿌리친 자책 때문에 편력에 매진키로 

다짐하는 정자까지의 역정을 기(起)의 단계로, 카프카의 「변신」과 같은 자기소외

의 두려운 꿈을 꾸기도 하며 한사코 고향으로 가고자 시도하다가 결국 W시 외곽

에 도착하는 순간까지를 승(承)의 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 

독고준의 북한 영역 편력은 옛 등굣길을 관통하여 다양한 추억의 장소를 거

쳐 중학교 교실에서 열린 법정에 이르기까지와 이후 법정을 나와 남한의 자기 방

에 이르기까지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앞 단계는 과거 재해석과 과거 대면을 

통한 자기 해방 과정으로서, 학급법정에서 과거 자신에게 자아비판, 즉 자아부정

의 트라우마를 안겨준 교사에게 항의하는 데서 절정을 이룬다. 그 직후 무죄석방

되기까지 포함하여 독고준의 내면 드라마에서 전(轉)의 단계에 해당한다. 법정에

서 나온 독고준은 어머니도 외면하고 역장의 현실 안주 권고도 뿌리치고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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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방에 돌아오며, 이로써 그의 내적 드라마는 결(結)의 단계에 이른다.  

이처럼 『율리시즈』와 『서유기』에서 편력의 결말은 스티븐에게도 독고준에게

도 사회 현실 위에서 자신의 지향을 재확인하고, 주어진 현실에서 재출발하는 것

이다. 스티븐도 독고준도 편력을 통해 현실을 확인하며 자신의 결의를 다지고 자

신을 사로잡던 트라우마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킨다. 그러나 그들을 좌절시킨 여

건은 달라지지 않았고, 스티븐도 독고준도 예술가의 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술

만을 향해 끝까지 기투(企投)해야  하는 길임을 확인하며 그 길에 매진하고자 한

다.

다섯째, 편력과 여성성의 관계이다. 『율리시즈』와 『서유기』에서 여성성은 이

미 베아트리체와 그레트헨의 ‘영원히 인도하는 구원의 여성성’이 아니라, 부드럽

고 풍만한 여성의 몸이 주는 위무와 기쁨으로 나타난다. 

『율리시즈』에서 스티븐은 어머니가 절명의 순간까지 신앙을 강요한 데 대해 

원망함과 동시에 신앙을 강요하느라 사랑한다는 말을 들려주지 않고 떠난 것을 

애통해 한다. 그의 사랑 결핍은 여성의 부드럽고 풍만한 육체를 향한 갈망으로 

향한다. 그는 해변 명상에서 부드러움을 갈망하며 간밤에 꿈속에서 천일야화 속 

할렘에 초대됐던 일을 생각한다. 술 취한 스티븐은 기어코 홍등가로 들어가는데, 

그곳은 그에게 휴식의 공간이다. 그는 그곳을 중세의 할렘과 등치시켜 블룸을 놀

라게 하고, 단골 여성 조안나 존슨이 결혼하여 나갔다는 말을 듣고 그녀가 자신

에게 유일한 기쁨이었다고 말한다. 스티븐에게 여성의 육체는 물리적 부드러움의 

의미를 넘어서는  위무의 의미를 갖는다. 

독고준은 그를 찾는 신문광고를 읽는 순간, 그 광고를 낸 사람이 폭격당한 

방공호 속에서 그를 뜨겁고 풍만한 가슴으로 질식할 정도로 품어준 여성임을 알

아챈다. 방공호 장면은 파괴와 신생, 즉 소년 독고준이 처음으로 개인으로 나서서 

자기를 증명한 후 청년으로 변신하는 체험을 한 전환점의 형상화이다. 독고준은 

자기 확인 의지는 따뜻하고 풍만한 가슴을 향한 의지와 연결되며, 그는 그녀를 

향한 강한 의지 속에 고향을 향한다. 방공호 여성은 『나나』를 몰래 읽던 중학생 

독고준에게 나나의 현신이다. 그는 그 포옹을 경험한 후 그녀를 ‘나의 나나’라고 

여기며, 많은 시간을 이불을 쓰고 지내고, 가족 몰래 시내로 진군하는 남쪽 군대

의 인력수송 트럭에 끼어 그녀를 찾아 나선다. 그는 김순임에게 방공호 여성이 

겹쳐보이며 성적 욕망을 느끼고 그녀의 몸을 눈여겨보며 좋은 몸을 가졌다고 생

가하고, 이유정의 가슴도 눈여겨보고 그녀의 방을 향해 나서기 직전 그녀 가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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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곡선을 생각한다.

스티븐이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되는 공간이 홍등가라는 사실과 독고준이 어머

니의 자궁과 같은 방공호 속의 체험의 현장을 다시 찾아감으로써 해방에 이른다

는 사실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다. 스티븐과 독고준에게서 여성성은 훨씬 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여

성성이라는 단테적, 괴테적 전통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예술가소설과 

모성성 내지 여성성 사이의 친화적 관계라는 더 넓은 장르사적 관점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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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세계텍스트

1. 세계텍스트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금까지 스티븐 연작과 독고준 연작을 주인공의 개인적 운명에 대한 서사로

서 해독하려고 시도했다면, 이 장에서는 두 연작을 세계텍스트라는 관점에서 비

교 분석한다. 그리하여 조이스와 최인훈은 특히 연작의 후속편인 『율리시즈』와 

『서유기』에서 주인공의 현실과 역사의 편력 과정에 의식의 흐름이나 다성성 같은 

혁신적 장치를 동반시키면서 식민지 아일랜드 또는 후식민지 한국을 하나의 세계

체제 속에 제시하고 이로써 초국적 차원의 서사시적 세계텍스트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세계텍스트로서의 성격은 이미 전편, 즉 『초상』과 『회색인』)에서도 예

비되어 있다. 제3장에서 편력기인 후속편에서 개인적 운명의 서사가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제4장의 논의는 스티븐과 독고준 개인의 예술가로서의 형성 

과정이 전면에 부각되는 전편에서도 세계텍스트의 단초가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출발할 것이다. 그리하여 어떻게 조이스의 경우 『초상』에서 싹튼 세계텍스트적 

형식이 『율리시즈』의 방대한 서사시적 규모로 발전하는가, 그리고 최인훈의 경우 

『회색인』에서 보여준 세계텍스트의 가능성이 어떻게 『서유기』에서 더욱 진전된 

형식에 이르는가를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세계텍스트라는 개념은 프랑코 모레티가 『근대서사시』에서 제시하였으며, 제

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는 이 개념의 이론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

기서는 모레티의 세계텍스트 개념과의 이론적 대결을 통해 조이스와 최인훈의 연

작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해줄 열쇠 개념으로서 ‘세계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해보고자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율리시즈』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기존의 어느 작품과도 

견줄 수 없는 형식의 다면적 파격성 앞에서 비평가들과 연구자들은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율리시즈』의 발간 직후인 1922년 9월의 버지니아 울프의 일기에

는 T. S. 엘리엇이 『율리시즈』의 스타일로부터 받은 충격에 대해 자기에게 이야

기한 내용이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율리시즈』는 기존의 모든 스타일을 무의미

하게 할 정도로 전복적인, 신기원을 여는 작품이며, 더 이상의 새로운 시도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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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정도로 스타일의 가능성을 탕진했다는 것이다.

(톰이 말하기를) 그 책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19세기의 모든 것

을 파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이스 본인에게 더 이상 다른 책을 쓸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것이 영국의 모든 스타일이 갖는 

무익함을 폭로했다는 것이다.262)

엘리엇이 받은 충격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그런 만큼 『율리시즈』에 

대한 연구는 그 파격적 형식에 집중돼 왔다. 스타일이 극단적 파격성에 가려 그 

아래 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의 어마어마한 집적을 통해 구성되어 있는 내

용의 측면은 그만큼 특별한 주의를 끌지 못해 왔다. 

내용에 집중한 일부 연구자들은 『율리시즈』가 현실 자체의 총체적 재현이라

는 점에 주목한다. 리처드 케인은 1947년 발간한 『율리시즈』에 관한 저서에서 조

이스의 문학사적 위상을 파격적 실험가로만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는 ‘부당함에 대하여 말하기: 현대문학에서 제임스 조이스’라는 장(章)에서 

『율리시즈』가 재현하는 내용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며, 『율리시즈』가 현대 세계를 

타협 없는 날카로운 눈으로 분석하며 재현한 “세계 책 world book”으로서 현대

의 『신곡』이라고 자리매김한다. 

  

율리시즈는 하나의 세계 책, 우리 시대의 ‘신곡’이기 때문이다. 율리시즈

는 타협 없는 지성을 통해 현대문명의 윤리적 결함들을 다룬다. 사회의 

전변(轉變)들과 영혼의 병이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드문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드문 재기(才器)와 그것들을 폭로하는 드

문 용기를 가진 사람의 명석한 재능으로 해부된다.263)

매릴린 프렌치는 『율리시즈』를 하나의 ‘세계’로, 실제 세계의 복사판으로서의 

262) 프랑코 모레티/ 조형준 역, 『근대의 서사시』, p.283에서 재인용. 원출전은 Virginia 

Woolf, A Writer’s Diary, New York: Harcourt Brace, 1954, p.49.  

263) Richard Kain, “Talking about Injustice: James Joyce in the Modern World”, 

Fabulous Voyager: James Joyce’s Ulysse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47. 인용처; Bernard Benstock(edited by), Critical Essays on James Joyce, 

Boston: G. K. Hall & Co., 1985,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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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규정한다. 프렌치는 『세계로서의 책.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1977)

에서 이를 조이스의 스콜라철학적 기획으로 본다. 『초상』에서 스티븐이 대변하는 

스콜라철학적 예술가관, 즉 세계를 신(神)이 창조한 책으로 그리고 예술가를 신의 

책을 읽고 창조하는 이차적 창조자로 보는 예술가관에 따라, 조이스는 『율리시

즈』에서 신의 책인 세계를 읽고 그 이미지 속에서 자신의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

이다. 

조이스는 아퀴나스학파 속으로 잠입하여 신의 책, 세계를 읽고 그 이미

지 속에서 그의 책을 창조했다.264)

따라서 프렌치에게는 현대 문명의 세계로서의 더블린뿐 아니라 스티븐도 블

룸도 함께 『율리시즈』라는 세계의 일부이며, 『율리시즈』라는 세계를 편력하는 사

람은 독자이다. 프렌치 역시 조이스가 재현한 세계가 단테의 천국, 연옥, 지옥의 

요소를 모두 담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율리시즈』를 『신곡』과 견준다. 하지만 『율

리시즈』는 이상(理想)과 변태를 모두 포함한 현실(the real)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곡』과 차별성을 나타낸다는 지적도 덧붙인다. 조이스는 『율리시즈』에서 현실

성의 세계, 문자 그대로 세계의 복사물을 만들고자 했으며, 그에 따라 『율리시즈』

는 실제 생활을 관통하는 모든 우연의 일치, 신비로운 것들, 불확실성 등을 담은 

세계가 됐다는 것이다. 『율리시즈』에서 더블린의 실제 지리와 지명 그리고 실존 

인물과 이름 등이 계속 제시되는 이유도 확실한 현실적 기저, 즉 실제 세계에서 

느끼는 것과 유사한 현실성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프렌치는 말한다.265)

프랑코 모레티는 『율리시즈』에서 재현되는 사태가 한 국가의 테두리를 넘어

서는 초국가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율리시즈』를 『파우스트』와 함께 ‘세계텍스

트’의 대표적인 예로 든다. 케인과 프렌치의 논의에서는 『율리시즈』 속에 재현된 

세계의 총체성뿐만 아니라 현실성과 사실성 역시 강조되는 데 비해, 모레티가 말

하는 『파우스트』와 『율리시즈』, 특히 『율리시즈』의 초국가적 성격은 근대의 속성 

또는 근대성으로서, 추상적 차원의 개념이다. 모레티는 『근대서사시 Modern 

Epic』(1996)266)에서 한 개인이 사회를 총체적으로 체현하는 고대 이래의 전통적 

264) Marilyn French, The Book as World. James Joyce’s Ulys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p.25.

265) 앞의 책,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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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시가 근대국가 제도의 확립과 함께 종언을 고하고, 괴테의 『파우스트』 2부를 

필두로 하여 주인공의 서사적 역할이 수동적인 데 그치는 새로운 유형의 서사시

가 등장했다고 주장하며, 이 새 시대의 서사시에 ‘근대서사시’라는 새로운 장르 

명칭을 붙인다. 

모레티는 19세기 이후의 서사문학을 근대소설과 근대서사시로 양분한다. 그

가 말하는 근대서사시는 한편으로 호메로스 이래 “한 사회의 문화의 진정한 백과

사전으로서 기능”해온 서사시의 “백과사전적 야심”267), 즉 자기 사회를 총체적으

로 재현하고자 하는 기본적 성향을 승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서사시

와 단절한다.268) 근대서사시의 새로운 양상 중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재현

되는 공간의 초국적 차원”이다. 모레티는 그런 의미에서 근대서사시를 ‘세계텍스

트 world text’라고 부르며,269) 민족국가의 동질적인 공간을 다루는 19세기 소설

과 구별한다.270) 이때 괴테의 『파우스트』는 근대서사시의 효시이자 19세기를 대

표하는 작품으로, 『율리시즈』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근대서사시로 간주된다. 『파

우스트』는 “산문으로 된 일종의 유럽”271)이며 『율리시즈』는 아일랜드 이야기이지

만 아일랜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272) 의미에서 세계텍스트다. 

『율리시즈』의 백과사전적이며 초국가적인 특성은 일찍이 아우어바하도 지적

한 바 있다. 그는 『율리시즈』를 “더블린과 전(全) 아일랜드의 거울일 뿐만 아니라 

구라파의 전경(全景) 및 그 유구한 역사를 일거(一擧)에 펼쳐 보여주는 백과사전

적 소설”273)이라고 규정한다. 아우어바하의 평가는 『율리시즈』의 서사시적 특성

을 지적하는 것이며, 모레티의 인식과도 부합한다. 

근대서사시와 세계텍스트에 대한 모레티의 논의는 『율리시즈』에서 세계를 총

체적으로 재현하는 서사시적 성격을 보는 이전의 견해들과 맥을 같이하면서도, 

266)  Franco Moretti, Modern Epic, verso, 1996. 한국어 번역본은 ‘modern epic’을 

“근대의 서사시”로 번역해 놓았다: 프랑코 모레티/ 조형준 역, 『근대의 서사시』, 새물

결, 2001. 그러나 ‘modern epic’은 모레티가 장르명으로서 제안한 것이므로, ‘근대서

사시’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김태환, 『문학의 질서 – 현대 문학이론의 문제들』, 문학

과 지성사, 2007, p.278. 

267) 프랑코 모레티/ 조형준 역, 『근대의 서사시』, 새물결, 2001, pp. 70~71.

268) 앞의 책, p.18.

269) 앞의 책, p.18~20. 

270) 앞의 책, p.85.

271) 앞의 책, p.74.

272) 앞의 책, p.89.

273) 에리히 아우어바하/ 김우창·유종호 역, 『미메시스 – 서구 문학에 나타난 현실 묘사』, 

민음사, 1999,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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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사의 관점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모레티는 ‘괴

테에서 가르시아 마르케스까지의 세계체제 The World System from Goethe to 

Garcia Marquez’라는 부제를 붙인 『근대서사시』에서 자신의 세계텍스트의 개념

이 “브로델과 월러스틴의 ‘세계경제’라는 개념을 연상”시키는 인식론적 메타포라

고 밝힌다.274) 그리고 그는 『파우스트』의 분석에서 괴테의 기획을 말로우의 파우

스트의 영토제국 건설의 한계를 넘어서는 근대적 세계체제의 꿈이라고 설명한

다.275) ‘근대 세계체제’는 월러스틴이 19세기 이후 자본주의에 의해 작동되는 세

계 차원의 경제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이다. 이 개념의 골자는 근대 

이후의 세계 경제가 생산체제의 효율성에 따라 중심부, 반(半)주변부, 주변부의 3

개 차등적 국가군(國家群)으로 나뉘는 국가들 사이에 수탈과 피(被)수탈 또는 영

합의 불평등한 지배와 의존의 관계 속에서, 즉 자본주의의 세계 지배 기제 속에

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모레티는 중심부 국가에서는 일탈 없는 구조 속에 동질적 

공간을 재현하는 소설이 지배적이고, 근대서사시는 주로 반주변부 국가에서 등장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파우스트』, 『율리시즈』, 『백년의 고독』을 예로 들며, 반

주변부 국가들에서 대표적 근대서사시가 나온 이유를 이들 사회가 블로흐가 말하

는 ‘비동시대성’의 사회, 즉 상대적 후진성으로 인해 시대적 배경이 다른 사태들

이 공존하며 그 비동시적인 사태들 중에 다른 사회에서 유래된 것들도 있는 사

회276)이기 때문이라 지적한다.

모레티의 세계텍스트 개념은 세계를 지배 또는 영향의 관계에 의해 하나로 

작동되는 체제로 본다는 의미에서, 그가 대표적 세계텍스트로 지목한 『율리시즈』

뿐만 아니라 스티븐 연작 전체, 독고준 연작 전체의 바탕에 놓인 세계관과 상통

한다. 하지만 모레티의 세계텍스트 개념이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데 비해, 조이

스와 최인훈의 연작은 아일랜드 또는 한국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피억압적 또는 

비자율적인 상황으로서의 식민지 또는 후식민지 조건, 즉 정치적 조건을 전전제

로 하는 세계텍스트라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물론 모레티의 이론에서나 두 연

작 속에서나 경제와 정치는 동일한 사태의 앞뒷면을 이루며 사회의 성격을 결정

짓는다. ‘식민지 colony’도, 그로부터 파생된 ‘후식민지’도 그 명칭 자체가 정치적 

장악과 함께 이루어진 경제적 이식을 뜻한다. 자본주의 선도 국가들, 세계체제의 

274) 프랑코 모레티/ 조형준 역, 『근대의 서사시』, 새물결, 2001, p.19.

275) 앞의 책, p.80~81.

276) 앞의 책,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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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부 국가들에게 이는 세계체제를 관철시키는 수단인 반면 식민지 또는 후식민

지 국가들에게는 타의에 의해 작동되는 근대 세계경제의 체제 속으로 타의에 의

해 끌려 들어가도록 만드는 올가미인 셈이다. 식민지인 또는 후식민지인에게 타

자의 지배는 원천적으로 정치적 장악에서 비롯되고 그것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며, 조이스와 최인훈의 연작이 정치적 예속을 자기 사회의 기본 조건으로 내세우

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조이스와 최인훈이 자기 사회를 성찰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기 사

회의 특수 상황, 세계체제 속에서의 피지배 상황을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

일랜드 또는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서사시적으로 재현하는 조이스와 최인훈의 

연작은 자기 사회를 바로 이 세계체제 속에서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즉 두 연

작은 아일랜드 또는 한국에 대해 말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세계체제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세계텍스트가 된다. 두 연작은 추상적 인식론적 차원

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역사, 문화 등의 구체적 차원에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세계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식민지 또는 후식민지 상황이 정

치나 경제에 국한되지 않는 매우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조이스와 최인훈 

연작은 경제는 물론 정치, 역사, 문화 등 모든 문제를 초국적 지평에서 구체적으

로 재현하는 세계텍스트라 할 수 있다. 또한 모레티가 『율리시즈』의 분석에서 초

국가적 현상으로서의 근대성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세계텍스트로 본 것

과 달리 본고는 『율리시즈』, 나아가 『초상』과 『율리시즈』 연작 그리고 『회색인』

과 『서유기』 연작이 세계체제의 현실적 구조를 사회 각분야 속에서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모레티의 『근대서사시』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뉜다. 그는 1부에서 『파우스

트』를 19세기의 자본주의적 세계 통합(incorporation)체제 구축, 자본주의의 세

계 지배의 야망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2부에서 『율리시즈』를 끊임없이 무수한 상

품의 자극에 노출된 20세기 자본주의 대도시의 소비사회를 재현하는 작품으로 규

정한다. 그는 괴테의 독일이 당대 영국은 물론 프랑스에 비해서도 후진상태인 반

주변부 국가였고 조이스의 아일랜드가 식민지였다고 명시하면서도, 그리고 두 작

품을 반주변부에서 나온 작품의 대표적 예로 들면서도, 정작 작품 분석에서는 두 

작품을 중심부 국가의 현실을 재현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가당착을 보인다. 『율

리시즈』는 물론 조이스와 최인훈의 연작 전체가 세계체제 속에서 정체성 혼돈에 

빠져 있는 아일랜드 또는 한국의 사회 현실을 제시한다. 조이스와 최인훈의 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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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래 힘의 지배를 받거나 외부의 강력한 영향에 구속됨으로 인해 정체성 혼돈

에 빠져 있는 사회를 문제 삼는다는 것이 본고의 시각이며, 이것이 두 연작을 비

교하는 중요한 전제 중의 하나이다. 모레티는 『근대서사시』의 마지막 장 ‘에필로

그: 『백 년의 고독』’에서 『백 년의 고독』을 라틴아메리카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끌려드는 과정을 재현한 것으로 보면서, 이 작품의 이면(裏面) 논리가 ‘피해자’측

에서 ‘가해자’측에 면죄부를 주는 성격을 갖는다고 진단한다. 조이스와 최인훈의 

연작은 이 과정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세계체제 속의 국가

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할 수 있다면, 조이스와 최인훈의 연작은 아일랜드

인 또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세계체제를 파악하며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세계텍

스트, 세계체제의 ‘피해자측’에서 제시하는 세계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율리시즈』를 자본주의 대도시 소비사회의 재현으로 보는 모레티의 판단은 

조이스 당대의 아일랜드가 자본주의 대도시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맞지 않

을 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된 모레티 자신의 전제에도 어긋나는 판단이다. 이 같

은 결과는 모레티가 장르를 사회를 재현하는 상징적 형식으로 보고, 장르를 결정

하는 것을 ‘문학장치’로 보면서 작품 분석을 거의 전적으로 문학 장치에 의존한 

데서 유래한다. 모레티는 근대서사시를 근대소설과 구별되는 서사 형식으로 만들

어주는 두드러진 특성을 주인공의 수동적 위상과 하나의 중심 줄거리보다 원심적 

에피소드들에 지배되는 일탈적 서사로 압축한다. 그에게 『율리시즈』는 그 극단적

인 예이다. 모레티는 『율리시즈』의 주인공을 블룸으로 보면서, 그를 서사의 동기

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인물로 단정한다. 그는 심지어 『율리시즈』의 주

인공이 인물이 아니라 2개의 문학장치, 즉 의식의 흐름과 다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77)

모레티에 따르면 블룸은 ‘세계문학사에서 가장 무심한 주인공’으로서, 아무런 

서사적 계기를 제공하지 않는 가운데 도시 속에서 이동한다. 이때 블룸의 의식의 

흐름은 걸어 다니는 거울처럼 대도시의 자극들을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되비출 

뿐이며, 이를 통해 재현되는 무차별적, 무제한적 단편들이 『율리시즈』를 단일 논

리의 민족국가적 테두리를 뛰어넘어 근대도시라는 초국가적 공간, “소비의 세계 

― 진정 거대한 세계”278)로 확장되는 세계텍스트로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레

티는 『율리시즈』에서 의식의 흐름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작품 전반부에 그

277) 앞의 책, p.284.

278) 앞의 책, p.224. 굵은 글씨는 출전에 있는 대로 옮겨놓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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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후반부에서는 다성성이 근대서사시의 문학장치로서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주장한다. 제7 에피소드 『아이올로스』의 신문기사형 텍스트와 작품 후반의 에피

소드들이 그가 말하는 다성성의 사례들이다. 그는 신문기사와 후반 에피소드들의 

스타일들이 다양할 뿐 아니라 그 제목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양상을 드러냄으

로써 재현 공간을 수렴하는 대신 확산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모레티에게 

두 문학 장치는 모두 동기화되지 않은 서사, 인간중심주의로부터 해방된 서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율리시즈』를 문학사상 가장 극단적 형태의 근대서사시이자 세

계텍스트로 만든 주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티븐도, 독고준도 자기정체성을 삶과 예술

의 기본 전제로 보고 정체성의 혼돈에 빠져 있는 사회에서 자아 찾기를 위해 고

투하는 예술가 지망생이며, 스티븐 연작과 독고준 연작은 이러한 개인의 형성과 

방황의 길 찾기를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예술가소설이다. 이들이 자임하는 예술가

는 개인적 자아 찾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사회에 정체성을 제시하는 존재이

다. 이들은 이 같은 사회적 의식 속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현실을 문제 삼

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식민지 또는 후식민지라는 당대 아일랜드 또는 한국의 특

수 상황, 즉 세계체제 속에서의 특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이어진다. 스

티븐과 독고준은 이 특수 상황을 자각하며 세계체제 자체를 직접 문제 삼으며, 

조이스와 최인훈의 연작이 아일랜드 또는 한국의 사회 현실 전체를 세계체제의 

지평에서 노정하는 세계텍스트라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작품의 중심인물의 문제

의식에 조응한다. 본고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는 조이스와 최인

훈 연작의 세계텍스트로서의 특성이 무엇보다 세계체제 속에 얽힌 사회를 문제 

삼는 개인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중심주의에서 해방된 근대

서사시와 인간중심주의에 사로잡힌 근대의 교양소설이라는 모레티의 이분법은 성

립하지 않는다. 『율리시즈』의 주인공은 결코 의식의 흐름이나 다성성 같은 장치

가 아니다. 

『율리시즈』의 또 하나의 주인공인 블룸 역시 일반 시민이자 유대인으로서 그 

나름으로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분투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스티븐과 마찬가지로 

자기 운명을 위해 싸우는 소설적 서사의 주인공이다. 『율리시즈』에서는 블룸의 

정체성 문제, 유대인이라는 테마 자체가 작품을 세계텍스트로 만드는 하나의 계

기가 된다. 유대인의 역사와 유대인으로서의 블룸의 개인적 처지는 세계체제적 

차원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는 작중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된다.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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븐이 지적, 문화적 분야에서 『율리시즈』를 세계텍스트로 만드는 데 더하여 블룸

은 생활인으로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세계체제를 체현한다.

이상의 고찰은 『율리시즈』의 세계텍스트 구성에서 주인공의 역할이 모레티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계를 비추는 수동적이고 무심한 거울로 단순하게 정의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 문제는 편력기라는 장르의 핵심적 구성 요소, 즉 편력자(주

인공)와 편력자가 거쳐가는 세계의 관계라는 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본고는 일

단 『율리시즈』가 세계텍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편력기이기 때문이

라고 본다. 편력기에서 서사시적 세계, 즉 세계텍스트를 이루는 것은 주인공이 아

니다. 주인공은 주어지는 국면을 통과하며, 그 국면들이 세계를 구성한다. 이때 

주인공은 세계의 관찰자, 혹은 세계를 재현하기 위한 매체로 나타난다. 따라서 모

레티가 말하는 블룸의 수동성은 전통적으로 편력기에서 세계를 재현하는 매체로 

기능하는 주인공의 특성이고, 다성성과 의식의 흐름은 전통적 편력기의 줄기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추가된 것이다. 『율리시즈』의 새로움은 편력기에 새로운 문학

장치 다성성과 의식의 흐름을 도입하여, 그것으로써 재현 공간을 무한하게 확장

하고 입체화한다는 것이다. 전통적 편력기에 속하는 『오뒤세이아』, 『西遊記』, 『신

곡』 등의 작중 세계에서 주인공 편력자는 외래자이거나 아웃사이더이며, 이들의 

역정은 이들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작은 세계들의 연쇄로 나타난다. 

편력자는 오뒤세우스처럼 독자적 능력으로든, 단테처럼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받든, 현장법사처럼 손오공을 부려서든, 모두 확실하고 일관된 돌파 의지로 명확

한 목표를 향해 개개의 고리를 관통하여 종점에 이른다. 이 고리들의 사슬은 『오

뒤세이아』와 『西遊記』에서는 적대적인 지리적 권역이고 『신곡』에서는 하나의 체

제, 기독교적 세계체제를 이룬다. 『오뒤세이아』와 『西遊記』에서 고리들의 돌파는 

그 하나하나가 장애 극복이라는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 데 비해(반복된 모험의 연

속) 『신곡』에서는 각각의 고리가 편력자에게 질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편력자의 역정 자체가 연속적인 주인공 개인의 서사이기

도 함을 뜻한다. 현대적인 편력기인 『율리시즈』와 『서유기』에서는 편력자의 문제

가 보다 심화되어 스티븐과 블룸 또는 독고준은 편력과정에서 기승전결의 내적 

드라마를 겪는다. 두 편력기는 주인공과 세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균형을 

취한다. 여기서 편력은 한편으로 주인공의 개인적, 내적 드라마이면서 이들이 통

과하는 기착지들은 아일랜드 또는 한국이라는 세계체제 속의 사회를 재현한다. 

『초상』과 『회색인』도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바로 이 같은 편력기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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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히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모레티가 세계텍스트를 만들어내는 핵심적 장치로 본 다성성과 

의식의 흐름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 이론적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조이스와 

최인훈의 편력 서사에서 다성적 전개는 세계체제를 여러 시각에서 그리고 다층적 

시각에서 재현하는 데 기여한다. 모레티도 다성성이 『율리시즈』를 초국적 차원의 

텍스트로 만든다고 말한다. 모레티가 말하는 다성성은 『율리시즈』 속의 스타일의 

다양성을 가리킨다. 모레티는 자신의 다성성과 바흐친의 다성성은 다른 것이라고 

구별 짓는다. 그에 의하면 바흐친의 다성성은 하나의 사태를 둘러싸고 대화관계

를 이루는 것으로서, 재현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렴한다. 이와 달리 『율

리시즈』의 다양한 스타일들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밖을 향하여 확산됨으로써 

재현 공간을 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레티적 의미의 공간 확장이라

는 명제는 매우 모호한 것이다. 그 자신이 『율리시즈』 후반부의 스타일적 다성성

이 공간 확장을 제어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가 예시하는 거의 

대부분의 근대서사시가 그에 의해 종국에는 공간을 수렴하는 서사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본고가 조이스와 최인훈 연작에서 파악하는 문학장치로서의 다성성은 바흐친

적인 것이다. 바흐친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시학의 특성으로서 파악하는 다성성은 

상호 대화적 관계를 이루는 다성성이다. 조이스와 최인훈의 연작에서 주인공의 

목소리를 포함하여 편력기의 전개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은 사태를 다각

적으로 재현하며 서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반향함으로써 재현 공간을  입체

적으로 확대한다.279)

모레티가 지적한 『율리시즈』의 또 하나의 문학장치인 의식의 흐름은 재현 공

간을 가시적 상황 너머로 확장할 뿐 아니라 광대한 의식세계로까지 확장한다. 모

레티는 블룸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의식의 단편들이 서로 조직을 이루지 않고 각

각 독립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재현 공간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

리고 이 같은 의식의 흐름의 역할은 『율리시즈』의 전반부에 한정된다고 본다. 하

279)  바흐친은 자본주의 유입으로 정체(停滯)돼 있던 모순들을 드러낸 당대 러시아 사회

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다성성을 요구했다는 오토 클라우스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도스토

예프스키는 다성성을 통해 다세계(multiple worlds)를 재현했으며 이로써 소설의 ‘전

(全)세계성’을 실현했다고 말한다.(M.바흐찐/ 김근식 역, 『도스또예프스끼 시학의 제문

제』, 중앙대학교, 2011, p.45, p. 51 참조.)  바흐친의 문학사회학적 시각은 비동시성의 

상황에서 대표적 세계텍스트가 나왔다는 모레티의 지적과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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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율리시즈』에서 편력자의 의식의 흐름은 단편적 인상에서 긴 명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양태로 전개되며, 모레티가 지목하는 의식의 흐름은 그 중 한 양태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모레티는 조이스가 이전까지 작중의 

특수한 순간에 국한하여 한정적으로 이용되던 의식의 흐름을 주요 서사장치로서 

무제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학사상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의식의 

흐름을 특수한 의미로 한정함으로써 『율리시즈』를 세계텍스트로 구성하는 데 의

식의 흐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온전히 규명하지 못한다.  

모레티는 블룸의 공간적 이동에 부대되는 것과 같은 유형만을 의식의 흐름으

로 보지만, 『율리시즈』의 세 번째 에피소드와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각각 스티

븐과 마리온의 의식의 흐름 자체가 전체 내용을 이루며 편력 사슬에서 독자적 고

리로서 재현 공간을 확대하기도 한다. 블룸의 의식의 흐름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째로 차지하는 경우는 없으나, 「나우시카」에서 5백여 행에 걸친 그의 명상과 

「키르케」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상상은 재현 공간을 다른 분야로 넓혀간다. 또한 

「키르케」에서 스티븐과 블룸의 의식의 흐름은 “지적 상상”으로서, 재현 공간을 

창작의 세계로까지 확대시킨다. 또한 『율리시즈』에서 의식의 흐름은 편력자의 내

면 드라마를 재현함으로써 『율리시즈』를 개인 서사가 전개되는 ‘소설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서유기』에서도 주인공의 의식 활동이 재현 공간을 확장하고 인물의 내면 드

라마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율리시즈』가 의식의 흐름을 다양한 양태로 운용

하면서 일반적 의식의 층위를 광대하게 확장한다면, 『서유기』는 개인의 잠재의식

에서 사회에 대한 인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의식을 다양한 형식을 통해 

제시한다. 특히 독고준의 잠재의식과 사회인식은 ‘환청의 흐름’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즉 공습기 폭음의 환청, 라디오, 스피커, 전화 등 소리매체를 통한 연

설의 환청, 본인 목소리의 환청이 지속적으로 그의 편력을 동반하면서, 그의 편력

을 추동하는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거나 편력 환경, 즉 세계에 대한 그의 인식을 

재현한다. 또한 『서유기』는 양극단을 이루는 내면과 세계에 관한 의식 활동들 사

이에 꿈, 창작(시 작품들), 철학적 서술(‘공간론’), 역사와 세계에 대한 텍스트(이

야기책들) 등을 통해 독고준의 의식세계를 재현하며, 이로써 『서유기』는 세계텍스

트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운명과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소설적 공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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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상』과 『율리시즈』

2.1. 세계텍스트로서의 『초상』

모두 5개의 장으로 이루어지는 『초상』은 제1~4장에서는 스티븐의 유년기에

서 대학 입학 이전까지 형성 과정을 제시하고, 작품 전체의 1/3 분량을 차지하는 

제5장에서는 스티븐의 대학 재학 중과 졸업 직후 시점까지의 그가 쌓아올린 문학

적 소양, 사회 인식, 예술론, 신앙 거부 등을 보여준다. 그가 유럽으로 떠나려 한

다는 것도 여기서 드러난다. 제5장의 대부분은 두 차례의 편력, 즉 어느 하루의 

긴 편력과 그 뒤 어느 날 이루어진 그보다 짧은 또 한 차례의 산책으로 이루어진

다. 스티븐의 첫 날의 편력은 대학 재학 중 어느 날 아침부터 늦은 저녁시간까지, 

『율리시즈』의 편력기간보다는 짧지만 역시 매우 긴 시간 동안 지속된다. 그의 이

날 편력은 문학적 사색과 정치적 논쟁과 예술론의 피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율리시즈』의 본격적 편력을 선취한다고 할 수 있다.

스티븐의 첫 날 편력은 『율리시즈』에서처럼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서기 전까

지 아침 식사를 비롯해 그의 처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적빈의 가정과 

동네를 벗어나 등굣길에 오른 스티븐은 그가 축적한 문학적 소양과 예술관을 펼

치고 동료 학생들의 황당무계한 세계주의와 아둔한 국수주의를 생각한다. 홀로 

걷는 스티븐의 머릿속은 『율리시즈』에서 이동 중인 블룸의 경우처럼 전반적으로 

의식의 흐름에 지배된다. 그리고 『율리시즈』에서 블룸의 동선이 더블린 거리의 

재현에 이용되듯이, 『초상』 제5장에서 스티븐의 이동도 실제 도로 상의 궤적으로

서 제시된다. 이는 이날 그가 린치에게 문학론을 피력하는 저녁 산책에서도 그리

고 다른 날 크랜리에게 신앙 포기와 출국 계획을 밝히는 산책에서도 계속된다. 

또한 『율리시즈』에서 시내를 걷는 블룸이 여러 지인들과 마주치듯이, 『초상』에서 

스티븐도 이동과 대화 중에 잠깐씩 10여 명의 동료 학생들과 마주친다. 『초상』 

제5장에서 스티븐의 편력은 『율리시즈』에서의 스티븐의 편력 내용과 블룸의 편력 

양상을 합해 놓은 듯한 형태를 보여준다. 

첫날 편력의 중반, 스티븐의 학교 생활에서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캠퍼스에서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세 사람과의 대화 또는 논쟁이 전개된다. 스티븐의 편력

에 부대되는 문학장치가 초반에 그가 홀로 걷는 동안에 의식의 흐름이었다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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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이용되는 문학장치는 다성성이다. 스티븐이 캠퍼스에서 이동하며 차례로 벌

이는 대화 또는 논쟁은 『율리시즈』에서 그의 낮의 편력 중에 이루어지는 대화와 

논쟁을 선취한다. 그는 계단식 강의실에서 난로 불을 피우는 학감과 이야기를 나

누다가 우선 취직하라는 권유를 듣고, 강의가 끝난 후 강의실 후문에서 세계주의 

캠페인을 벌이는 동료 학생 매캔과 격론을 벌이며, 운동장에서 국수주의적 민족

주의자 친구 대빈과 다툰다. 이날 스터븐의 후반 편력은 린치를 학교 밖으로 끌

고나가 걸으며 자신의 예술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스티븐의 일방

적 요구로 이루어지는 산책이며 예술론 피력이라는 점에서 『율리시즈』에서 두 사

람의 홍등가행을 선취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뒤 다른 날 이루어지는 스티븐의 두 

번째 편력은 크랜리와 함께 걸으며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강요하는 어머니와 

단절하겠다는 그의 결심에 대해 토론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율리시즈』에

서 그의 정신을 사로잡는 임종 순간까지 이어진 어머니의 신앙 강요와 그의 임종 

기도 거부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선취한다고 할 수 있다. 

스티븐의 등굣길 산책에서의 민족주의 문학에 대한 비판과 캠퍼스에서의  대

화와 논쟁, 크랜리와의 종교 토론 등은 그가 『율리시즈』에서 아일랜드의 근본 문

제로 제시하는 두 주인의 지배, 즉 영국과 가톨릭의 이중 지배 속에 있는 아일랜

드의 사회 현실을 다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율리시즈』의 본격적인 세계텍

스트로서의 성격을 선취한다고 할 수 있다. 

스티븐은 학교에 도착하여 학생들을 위해 연기와 싸우며 난롯불을 피우고 있

는 학감에게 인사하며 대화를 나눈다. 학감은 학생들로부터 궂은일을 자임하는 

헌신적 성직자의 전범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는 영국인이자 가톨릭 성직자이

며 교육자로서, 아일랜드를 지배하는 두 명의 주인이 그의 한 몸에 들어 있는 셈

이다. 그리고 교육은 비폭력적일 뿐 아니라 학생들의 멘토를 자처하지만,  다른 

어느 수단 못지않은 철저한 지배 수단이다. 학생들은 학감을 지배자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스승으로 신망하며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는 스

스로를 신뢰받는 조언자로서 느끼며 조언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식하고 있

다. 학생들의 학감에 대한 신망이 절대적임은 크랜리를 통해 확인된다. 스티븐에

게 신앙 포기를 만류하던 크랜리는 스티븐이 계속 믿으면 “학감과 영원한 환희를 

누리게 되느냐?”며 학감을 이야기에 끌어들이자, “그 분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

이야”라며 함부로 학감을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경고한다.280) 그러나 학감은 이날 

스티븐과의 대화에서 단순한 철학적 은유조차 번번이 이해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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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화를 희극적으로 만들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사고능력이 제한

적이며, 모국어인 영어에 대해서도 필요수단 이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사용하

고 있음을 드러낸다. 스티븐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이나 신앙에 대해 아무런 물음

을 가져보지 않은 채 신부로서 판에 박은 말을 반복하며 노역(勞役)에 충실한 데 

불과한 단순 노동자가 아닐까 의심하며, 과연 그의 ‘출발점’이 어디일까 의아해한

다. 학감은 스티븐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파악할 능력도 의지도 없이, 그 나름의 

선의에서 사색(思索)을 심해(深海)에서 되돌아오지 못하는 잠수부가 되거나 굶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것으로 경고한다. 그리고 그는 스티븐에게 우선 학교를 졸

업하고 직업을 가져야 한다면서 스티븐이 무시하는 영국 하급관리 시험 합격자를 

본받으라고 조언한다. 이날 스티븐의 편력 과정에서 동료 학생들이 특보로서 전

파시키는 데서 드러나듯이, 당시 특수층에 속하던 아일랜드 대학 졸업자들의 꿈

은 대체로 영국군의 장교가 되거나 영국 식민지의 관리되는 것이었다. 학감은 자

기가 누구인지 자각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영국인이자 

가톨릭 성직자이자 교육자로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당연하고도 자연스

럽게 아일랜드 청년 엘리트들을 지배하며, 아일랜드 청년 엘리트들은 지배받는다

는 의식도 없이 그로부터 지배당한다고 할 수 있다. 스티븐과 학감과의 대화는 

신망 대상인 지배자의 허상을 노출시킴으로써 그의 숭배자들의 주체적 판단능력

의 결여를 함께 드러낸다. 여기서 학감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지배와 예속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희석되면서 개인적, 인간적 

관계로 대체되어 가는 사회 현상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임을 자처하며 남녀노소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유럽합중국을 주장하

며 동조하지 않는 스티븐을 “반사회적 인물”로 규정했던 동료 학생 매캔의 세계

주의 운동은 20세기 초 아일랜드의 민족문화 운동들과 대조를이루는 것으로서, 

자국의 식민지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민족문화 진영과 의심스러운 것으로서 을 

외면한 이날 수업이 끝난 후 다시 유럽합중국의 이상(理想)과 새로운 공리주의 복

음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평화에 대해 떠들며 학생들이 퇴실하는 문에 지켜 서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평화조칙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매캔의 주장에 

거부감을 드러내던 학생들도, 주관을 강한 편인 린치와 가장 강한 카리스마를 풍

기는 크랜리 그리고 열렬한 민족주의자 대빈 등 스티븐의 친구들도 모두 서명한

280) 제임스 조이스/ 이상옥 역,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2006, p.368.



- 188 -

다. 스티븐만이 서명을 거부하여 매캔으로부터 다시 “반동분자”이며 애타주의와 

연대의식이 없는 인물이라는 공격을 받고 동기생들로부터도 “삼류시인”이며 “지

적으로 괴팍하다”는 비난을 받는다. 매켄에게 거부감을 느낀 학생들조차 모두 서

명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매켄의 대의명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매캔의 주

장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파악할 능력이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명 분위기를 거

스를 용기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상을 가지려면 합당한 우상을 가지라”는 

스티븐의 응수는  누구의 이해도 받지 못한다. 스티븐은 서명한 대빈에게 이제 

피니언 회원의 훈련교본을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다음 시위 때 밀고자

들을 구해주겠다고 비아냥하면서, 매캔의 세계주의 운동이 대빈의 민족주의 운동

과 반대되는 입장임을 일깨워주려 하지만, 대빈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매

캔은 당대 아일랜드 사회 일각에서 전개되던 세계주의 운동을 캠퍼스에서 대변하

고 있는 셈인데, 매캔의 운동이 당대 아일랜드의 식민지 처지와 부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반민족적 기능을 갖는 것임은 스티븐의 촌평에 의해 암시될 뿐, 운동

의 사회적 의미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매캔 자신

도 자신이 하는 일의 의의와 여파를 알지 못하는 듯하다.

스티븐의 대빈과의 대화는 당대 민족주의 운동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대빈은 농촌 출신 특유의 우직함과 점잖음을 가지고 있어서 스티븐이 신뢰

하며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이다. 대빈은 전통 스포츠 부활 운동과 게일어 회복 

운동 등 당대 민족주의 운동에 매진한다. 그는 아일랜드 밖의 세계에 대해서 극

도로 무지하며, 영국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여기고, 아일랜드 민담은 

어떤 것이건 종교처럼 신성시하며, 게일어 학습 모임 등 민족주의 모임에 출석하

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결국 그는 스티븐의 개인주의를 비애국적인 것으

로 단정하며 너를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한다. 대빈의 무지

와 폐쇄성, 단순한 집단주의적 성향에서 당대 민족주의 운동의 부정적 단면이 드

러난다. 일종의 종교적 파문과도 같은 대빈의 스티븐에 대한 평가는 당대 민족주

의 운동의 열기 속에서 이 운동에의 동참 여부가 인간적, 윤리적 판정 기준으로

까지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대빈은 ‘이 나라는 영혼이 태어나면 그물을 씌운다’는 

스티븐의 반발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

성능력을 결여돼 있으며, 이는 당대 민족주의 운동 전체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

다.        

스티븐의 토론 상대자들은 진지하게 충고하거나 주장하지만, 자기가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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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가 당대 사회 현실 전체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며 자기의 주장과 타

인의 주장과의 관계도 이해하지 못한다. 각 토론자들의 주장 속에 내포돼 있는 

반사회적 의미는 유일하게 스티븐의 촌평에 의해 암시된다. 그러나 스티븐은 토

론 상대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며, 오히려 반(反)사회적 인물, 반동주의자, 아일랜

드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 오만하고 잘난 척하며 개인주의적인 사람으로 몰리고 

배척당한다. 후에 그가 크랜리에게 신앙 포기와 출국 계획을 밝힐 때도 크랜리는 

이를 스티븐의 성격상의 문제로 간주한다. 스티븐은 진지한 고뇌 끝에 어머니와

의 절연까지 감수하고 자아와 자아의 가능성을 구속하는 신앙을 포기하고 이를 

실제 행동에 옮기고자 한다. 하지만 크랜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

기며, 성직자들조차 종교에 회의를 가지는 법이니, 신앙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

지 말고 종교의식에 계속 따르라고 권한다. 그는 스티븐에게 흥분 잘하는 성격이

라고 지적하고, 스티븐도 이를 인정한다. 스티븐이 아일랜드를 떠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크랜리는 쫓겨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답한다. 쫓겨서 출국하

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는 크랜리의 말은 마치 홀로 사회와 대결하는 듯이 

거국적 논리를 내세우지 말라는 지적일 수 있다. 이제까지 열변을 토하던 스티븐

은 크랜리의 이 말에 갑작스레 침묵하는데, 이는 자신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각이 이해받지 못하고 그저 성격상의 문제로 받아들여졌음을 알아챈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스티븐을 다른 토론자들과 근본적으로 구별 짓는 것은 그의 문제의식이 자기 

자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사람들은 당대의 사회 운동이나 관행 등 

집단을 추종할 뿐이어서, 스티븐은 그저 성격상 문제가 있어서 개인행동을 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당한다. 스티븐은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가운데 제목소리를 내

지 못하며 배척당하고 자신의 의견을 곡진히 밝히는 경우에는 친구들조차 불필요

하게 심각하다며 외면해버린다. 스티븐은 일반적으로 작가가 소설 주인공에게 주

는 특전, 다른 인물들의 경우보다 주장에 신빙성이 주어지는 특전을 누리지 못한

다. 이런 혼란 속에서 각각의 목소리는 그 나름의 한계 속에서 서로 대비되며 세

계체제 속의 식민지 아일랜드의 현실을 조명한다. 

한편 스티븐이 예술가로서 포부와 의지를 선언하는 『초상』의 대단원의 장면

도 주인공의 진지함과 작가의 거리두기라는 양면적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이 장

면이 수용사에서 독자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준 것은 스티븐의 문제의식이, 그리

고 그가 보이는 의지가 진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창조되지 않은 민족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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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내 영혼의 대장간에서 벼리어내겠다”고 선언하고 다이달로스를 향해 도움을 

호소할 때, 그의 의지는 결연하고 비장하다. 그의 출국 결심은 크랜리에게 ‘누구

를 사랑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비난 섞인 물음을 들어야 할 정도로 가족과 친구

를 등지는 것이고, 의지할 데도 없고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는 낯선 곳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각오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스티븐

의 포즈가 낭만주의 영웅을 연상시킬 정도로 다소 돌연하고 과장적인 모습을 보

이는 것은 사실이다. 『초상』의 대단원에서 스티븐이 보이는 영웅적 포즈는 청년

의 혈기와 치기 어린 진지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과장을 통해 주인공과 거리를 

두는 작가의 입장을 드러낸다. 즉 과장된 영웅적 포즈는 스티븐을 영웅으로서 절

대화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치기를 드러냄으로써 객관화, 상대화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대한 포부를 품고 결연한 의지를 선언하는 『초상』의 

스티븐과 현실의 곤경 속에 빠져 있는 『율리시즈』의 스티븐에 대한 조이스의 입

장은 일관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조이스는 『초상』에서 낭만적 영웅을 

그리고 『율리시즈』에서 추락한 현실 속의 영웅을 그린 것이 아니다. 『초상』 대단

원의 스티븐과 『율리시즈』 첫 장면의 스티븐은 외면상 극명한 대조를 보이나, 

『초상』 제5장의 스티븐과 『율리시즈』의 스티븐은 전반적으로 평행 관계를 보인

다. 크게 볼 때 스티븐은 『초상』에서 대학생활권에서 수행한 편력을 『율리시즈』

에서 사회 속에서 반복하는 셈이며, 스티븐이 부심하는 이슈 또한 대동소이하다. 

2.2. 이원(二元) 편력의 『율리시즈』

『율리시즈』에서 아일랜드는 문자 그대로 세계의 그물망 속에 들어있다. 피닉

스공원 암살사건이 즉각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보도됐듯이 언론이 전세계와 연

결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이야기이다. 뉴욕 이스트 강(江)에서 현지 시간으로 전날 

발생한 페리선(船) 제너럴 슬러컴의 폭발과 이로 인한 대형 인명참사는 이날 더블

린 시민에게 상세히 알려져 있다(제10 에피소드). 편력 당일 영국의 경마대회는 

하루 종일 언론과 일반 시민에게 초미의 관심사이다. 몇 달 전 후발(後發) 제국주

의 국가 일본의 러시아 함대 격파는 블룸이 길에서 마주친 동네 사람에게 건네는 

아침 인사, 술판을 벌이는 의학도들의 가십거리가 돼 있다. 「키클롭스」 에피소드

에서 술꾼들도 경기(景氣) 상승을 외국의 전쟁과 연결시켜 생각하고, 러시아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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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복 야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군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아프리카 남단에서 식민지 전쟁에 참가하고, 영국 관리로서 식민지 

인도에서 일한다. 

『율리시즈』를 근대의 서사시라 할 수 있을 만큼 백과사전적 작품으로, 초국

적인 세계텍스트로 만드는 구조적 수단은 무엇보다 서로 다른 사회적 위상을 가

진 두 사람이 동시에 각각의 영역에서 편력하다 만나고 헤어지는 이원편력이라는 

특이한 구성이다. 

스티븐은 20대 전반의 대학 출신 예술가 지망생이고, 블룸은 고등학교를 졸

업한 후 여러 가지 생업을 거쳐 신문사의 광고판촉 일을 하는 사회인이자 가장이

다. 이들의 삶과 활동과 행로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다. 스티븐과 블룸은 한밤

중 공동의 편력에 나서기까지 각각의 편력을 통해 사회의 서로 다른 면을 드러내

며 상보적으로 더블린의 하루를 총체적으로 재현하게 된다. 스티븐이 정신적, 문

화적 분야를 보여주는 데 비해 블룸은 가정과 사회의 일상과 일반 사회와 서민 

층의 삶을 보여준다.

『율리시즈』에서 스티븐과 블룸이 상보적으로 하나의 전체를 구성한다는 데는 

많은 연구자들이 의견을 같이 한다. 리처드 엘먼은 『조이스의 의식』에서 조이스

가 텔레마코스와 오뒤세우스의 부자(父子)관계를 변경하여 스티븐과 블룸에게 오

뒤세우스의 역할을 분담시켜서 동등한 두 명의 오뒤세우스를 만들었다고 말한

다.281) 이에 따르면 두 인물은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부분으로서 동

시에 존재하면서 전체를 이룬다.282) 그리고 블룸은 감각적 세계에서 스티븐보다 

더 완전하게 존재하고, 스티븐은 지적인 세계에서 블룸보다 더 완전하게 존재한

다.283) 엘먼은 제7 에피소드 「아이올로스」를 스티븐과 블룸의 첫 협력 사례로 들

며, “이들은 함께, 하지만 스스로는 그런 줄도 모른 채로, 공동으로 그들의 도시 

더블린에 낯선 양심을 불어넣으려 전투를 벌인다”284)고 주장한다. 또 다른 논자

는 블룸과 스티븐을 매슈 아널드가 문화를 번갈아 주도해온 힘으로 규정한 헤브

라이즘과 헬레니즘의 특성을 갖는 인물로서 대비시키기도 한다.285) 또는 블룸과 

281) Richard Ellmann, The Consciousness of Joyce, London: Faber & Faber, 

1977, p.40.

282) 앞의 책, p.40.

283) 앞의 책, p.62.

284) Together, though unwittingly so, they wage the battle of Dublin, the 

attempt to instil a foreign conscience into their native city.: 앞의 책,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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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의 대조는 현실의 가치를 지키는 호메로스의 오뒤세우스와 현실의 벽을 넘

어 이상적 가치를 지향하는 단테의 오뒤세우스 사이의 대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율리시즈』의 두 편력자는 소외당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스티븐

은 아무도 성공을 기대하지 않는 예술가 지망생, 적빈의 젊은 인텔리이며, 블룸은 

수군거림과 헛소문과 경멸의 대상인 유대인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회적 위상

과 기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관심 영역이 광범하게 겹치고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이들은 사회의 인습이나 시대 풍조에서 자유롭게, 근대적으로 사고하고 

개인으로서 행동한다. 두 사람은 당대 교회나 교회 의식 또는 문단의 성자(聖者)

로 추앙받던 신비주의자를 포함해 사회 현실과 전반적인 사회적 흐름에 대해 공

통되는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다만 그들의 삶이 정신적 영역과 생활 영역으로 구

별되듯이, 그들은 사태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스티븐이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는 가톨릭이 외래 종교로서 아일랜드인에게 독립적 국민으로서의 

삶보다 종교에 복종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며, 신비주의자 AE와 맞서는 이유는 

그가 현실의 작가와 그의 작품을 별개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블룸은 가톨

릭을 권력체제로, 미사를 공개적 집단 마취 행위로 보며, AE의 신비주의를 채식

주의와 연결시킨다. 스티븐과 블룸의 이날 편력은 궁극적으로 삶을 위협하는 죽

음에 대한 저항의 역정, 죽음에 맞서는 생과 미래 지향의 역정이다. 서로 다르면

서 상통하는 스티븐과 블룸의 두 줄기 서사가 『율리시즈』를 두 소외자의 자기 운

명을 향한 고투의 장이자 방대한 서사시적 공간으로 만든다. 

스티븐의 편력이 지향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체성을 가진 예술

가가 되는 것이라면, 블룸의 역정을 관통하는 것은 삶의 의지이다. 『율리시즈』에

서 삶을 지키려는 의지, 삶의 영속성을 향한 의지는 광야를 향하는 유대인의 모

티프로 제시된다. 블룸은 현실을 개선코자 하는 개혁주의자이며, 그가 어떤 굴욕

을 무릅쓰더라고 지키고자 하는 것은 삶의 계속 또는 영속이다. 그의 삶의 의지

는 유대인이 갖는 원천적 트라우마, 종족 절멸의 트라우마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

된다. 그에게 삶의 의지는 공생을 향한 연대(連帶) 의식의 근원이고, 이 원천적 

연대의식은 그를 타인을 돕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그 스스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285) H. Frew Waidner, III., “Ulysses by Way of Culture and Anarchy”, Thomas 

F. Staley and Bernard Benstock(edited by), Approaches to Ulysses,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0, 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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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게 한다. 그의 사회적 연대는 신생아에 대한 기대, 고인이 된 친구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 스티븐에 대한 지원 의지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인간 삶의 영속에 

대한 근본적 원망(遠望)의 표출이다. 블룸의 첫 등장은 고양이와 놀아주는 모습이

다. 그가 아침에 고양이에게 그리고 낮에 리피강의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광의에서 그의 생명 의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율리시즈』 수용사에서 회자돼온 블룸의 부단한 ‘관음증’(동네서 이웃집 하

녀, 아침의 거리에서 귀부인, 호텔 바에서 여급들 등)과 결국 자위로 마감되는 그

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성적 관심도 죽음 또는 마비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율리시즈』에서 성(性)은 생명력의 은유이다. 제6 에피소드 「하데스」

에서 장례식에 가는 더블린 남자들이 블룸 아내 마리온의 육감적 모습과 그녀로

부터 받은 성적 자극에 대해 수군거리고 킬킬거리며 성적 판타지를 노출하는 장

면에서 죽음과 성(性)은 척력관계로 나타난다.286) 블룸은 유럽을 횡단하며 정착과 

이주를 반복한  끝에 아일랜드에 정착287)한 아버지가 결국 70세에 우울증으로 음

독자살로 생을 마감하고288) 아들은 생후 며칠 만에 사망함으로써289) 11년째 위아

래로 대가 끊긴 채 혈혈단신으로 지내고 있다. 그는 홍등가에서 여성들에게 관심

을 보이지 않고 10년 이상 부부관계를 원치 않는 아내와 한 침대를 쓰며 거꾸로 

286) 더블린은 성적 판타지로 충만하지만 불모(不毛)의 도시이다. 블룸의 아내 마리온은 뭇 

사내들의 성적 판타지의 주인공이며 그녀 자신이 성적 판타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아

들이 죽은 후 부부관계 가지려 하지 않는다. 『오뒤세이아』에서 특별 보호되는 ‘태양신

의 황소들’과 같이 더블린 사회의 ‘종마(種馬)’라 할 수 있는 의학도들을 비롯한 엘리트 

청년들은 결혼에 관심 없이 성관계를 즐기며 피임한다(「태양신의 황소들」). 어린 처녀 

거티는 결혼을 꿈꾸지만 결혼할 처지가 못 됨을 알며, 블룸이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자

임을 눈치 채면서도 짐짓 그를 멋진 이방인 중년 남성이자 이상적 남편감으로 상상하며 

자위한다(「나우시카」). 스티븐은 신앙을 거부하면서도 후세를 잇는 것을 엄중한 신의 명

령으로 여기지만, 그의 삶은 결혼과 멀고 홍등가를 찾아 부드럽게 수용해주는 접대부에

게서 위안을 찾을 뿐이다.

287) 블룸은 제17 에피소드에서 한밤중 아버지로부터 여섯 살 때 들은 아버지의 정착과 

이민사를 들었음을 회상한다. 아버지는 더블린, 런던, 플로렌스, 밀라노, 빈, 부다페스

트, 솜버트헤이(Szombathely, 헝가리)에 그리고 그 사이에 정착하며 이동했던 이주(移

住) 이야기를 했고, 블룸은 아버지의 이야기들(these narrations)을 계속 유럽의 지도

를 확인해 가면서 들었다 : James Joyce, Ulysses, Vintage Books, 1986, p.595, 제

17 에피소드 1905~15행. 

   블룸 부자(父子)가 나눈 이주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세계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288) 제5 에피소드의 블룸의 거리에서의 회상을 통해 그리고 제6 에피소드에서 디그넘의 

장지에 가는 장례객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블룸의 아버지가 음독자살한 것으로 드러난

다. 우울증으로 자살했음은 제17 에피소드에서 드러난다 : 앞의 책 p.596.

289) 제6, 제17 에피소드에서 블룸의 회상을 통해 10년 전 아들이 태어났으나 키워보지 

못한 채 생후 며칠 만에 죽은 것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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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 자는데, 이를 보면 그가 성관계 자체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 성적인 관심은 삶에 대한 의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편력 당

일 아침 아내가 보일런과 통정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블룸은 젊은 펜팔 여성과의 

편지를 우체국에 가서 찾아 읽고 하루 종일 그 여성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

리고 그가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공상하는데, 그 공상 자체가 이날 그를 좌

절감 속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가 좌절감을 극복하는 펜

팔 답장 준비를 하고 제11 에피소드 「사이렌즈」에서 젊은 여성에게 답장을 쓰는 

일은 심리적으로 추락한 그에게 일종의 자부심, 남모르는 비밀과 할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준다. 그는 이날 저녁 해변에서 난파한 오뒤세우스가 

나우시카에게 구원받듯이 어린 처녀 거티에게 자극 받아 간접적 성교를 가지며, 

이때 그가 느끼는 성취감은 좌절감에서 완전히 치유됐다는 자각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블룸은 거티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제13 에피소드 「나우시

카」). 

블룸은 아일랜드인이라는 의식이 확고하고, 확실하게 아일랜드인으로서 사는 

사람이다.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 유대인 혐오자들의 이단심문식 사태

에 맞서서 아일랜드인임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동시에 지금도 박해당하고 있는 

유대민족에 속한다고 정확히 말한다. 블룸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배

척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아일랜드인보다 아일랜드 사회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고

자 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며 폐쇄적인 아일랜드인들과 

차별되는 근대인의 면모를 보인다. 그는 젊은 시절 반영(反英) 시위에 참가하여 

구금당하기도 하고 소요인파에 몰린 추락한 파넬에게 경의를 표하는 등 아일랜드

의 미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정치가가 되고자 했으며, 이후 인간적 실망으로 

정계 진출을 단념한 후에는 신문에 신페인당 광고를 내기도 하고 시청에 건설적

인 행정 개선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 행정에 기여한 것으로 드

러난다. 한편 『율리시즈』에 등장하는 더블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폐쇄적이거나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과 달리, 그는 철저히 근대적이다. 그의 외곽 도로 신

설 아이디어는 합리적인 것이며, 그가 제3 에피소드 「하데스」(묘지)에서 생각해 

내는 아이디어들은 기발하고 참신하면서도 타당성을 지닌다. 제12 에피소드 「키

클롭스」(술집)에서 개진하는 견해들 역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율리시즈』에 

등장하는 수많은 술꾼들과 실업자들과 달리, 그는 수없이 직업을 바꿔야 했으면

서도 생업에 철저히 매달려온 것으로 드러난다. 삶의 바탕이 위협받는 편력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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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하루 내내 광고 수주에 매달리거나 다음 날 할 일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아

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장차 계획을 펼치는 등 광고인으로서 철저한 직업의식을 보

인다. 블룸은 삶의 최고 목표가 멋진 광고를 만드는 것이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광고일 정도로 근대의 전문적 직업인이다. 뿐만 아니

라 그는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는 아

내가 부자(富者)인 정부(情夫) 보일런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위로가 된 미지의 펜팔 상대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책

정하여 다음날 송금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확인한다. 

무엇보다 블룸은 유대교를 비롯해 어느 종교로부터도 자유롭다. 이 점에서 

그는 스티븐을 내적, 사회적으로 신앙의 압박을 받는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과  

대비된다. 블룸은 아버지가 아일랜드에 정착하여 결혼할 때 상대방 여성(블룸의 

어머니)의 종교를 따라 개종함으로서 신교도가 된 블룸은 마리온과 결혼할 때 가

톨릭으로 개종했으나, 권익체제로서의 가톨릭의 실체와 집단 공개 마취의식으로

서의 미사의 역할을 간파한다. 그러나 블룸은 가톨릭 신앙을 강요하고 가톨릭 신

앙에 의지하여 사는 더블린 시민 누구보다도 이웃 사랑을 돈과 행동으로 적극 실

천한다. 그는 가장을 잃은 유가족을 위한 모금에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금액을 

내고 오랜 시간 식사를 하지 못한 스티븐을 위해 많은 음식을 사는 등 돕고 싶은 

마음만큼 돈을 지출하며 행동에 옮긴다. 조이스는 블룸에게 바람직한 삶의 모델

이라는 위상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으나, 모든 사람에게 경멸당하면서도 행

동과 돈으로 약자를 도우며 연대하는 그의 삶은 하나의 대안적 의미를 지닌다. 

사회적 연대 속에 자기 삶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블룸의 생명의지는 결속 속

에 종족 멸절의 위협으로부터 고유의 삶을 지키려는 유대인의 의지, 혈연적 유대

인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종교를 초월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근대인

의 삶의 의지이다. 근대인 블룸이 지향하는 유토피아는 지상의 낙원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아침에 정육점에 갔을 때 포장용 신문지에 농원(農園) 건설 광고가 실

린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귀가 길에 유심히 읽고, 낮에 정신적 위기에 처했을 때 

바지 주머니를 뒤지던 중에 이 광고가 나오자 다시 읽는다. 이 광고는 흑해 인근 

사막에 유실수에 과실이 풍성하게 열리고 젖소들이 풀을 뜯는 풍요롭고 수익성 

있는 농원을 건설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블룸의 궁극적인 야망

(ultimate ambition)은 그가 선량하고 자상한 군주처럼 다스리는 거대하고 저택

과 장원이다. 제17 에피소드 「이타카」에서 한밤중 홀로 그는 낙원의 건물과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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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기타 인프라 그리고 그가 부여하는 질서와 용원(傭員)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

갖 꿈을 세세하게 끝없이 풀어낸다.290) 블룸의 집은 그 규모와 비교가 되지 않지

만, 그는 그 나름으로 모든 것을 세세히 갖췄으며 집안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관

리하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온갖 종류의 보험을 들어둔 것으로 드러난다. 블룸의 

에덴동산은 아내와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호스 곶(串)이며, 그의  작은 낙원은 가

정이다. 블룸은 이날 바로 자신의 신화(神話)가 깨지고 낙원이 위협당하는 위기를 

겪는다. 

유대인으로서 근대인에 이른 블룸의 삶 자체가 세계텍스트를 체현한다. 그리

고 그의 생의 의지, 연대 의식, 합리적 사고, 직업의식 등이 편력 당일 그의 서사

를 동기화하며 그의 삶을 위기에서 구한다. 블룸은 아버지가 단신으로 헝가리를 

떠나 십여 개의 유럽 국가를 거쳐 아일랜드에 정착하여 아일랜드 여성과 결혼함

으로서 태어난 외아들이다.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차례로 사망하고 형제도 친

척도 없으며, 아들은 10년 전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었고 유일한 자식인 딸은 

성년에 임박해 외지에 나가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그는 유대인이라

는 이유로 의심과 헛소문의 대상인 아웃사이더이자 노골적 경멸과 공격을 당하는 

소수자이다. 그런 그에게 아내가 있는 가정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의 보루

이지만, 아내는 당일 다른 남자와 외도를 앞두고 있다. 

유대인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 박해받는 소수자의 자아 지키기의 의미는 『율

리시즈』에서 작품을 초국적 서사, 세계텍스트로 만드는 데 큰 바탕을 제공한다. 

유대인 테마와 모티프는 스티븐 서사와 블룸 서사를 하나의 커다란 서사로 엮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두 서사의 엮임을 통해 아일랜드인 스티븐

은 새로운 의미에서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 블룸은 새로운 의미에서 아일랜드를 

지키는 수호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율리시즈』는 자기 운명을 향해 가는 예술가

소설이 되고, 초국적 지평의 사회소설이 된다. 『율리시즈』의 이 큰 틀 안에서 유

대인 테마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여 거론된다. 제2 에피소드에서 학교장은 유대인

을 영국 경제를 망친 장본인으로 비난한다. 반면에 제7 에피소드(신문사)에서 편

집 위원 맥휴 교수가 재연한 ‘최고의 명연설’은 아일랜드인의 고유어 부활 운동을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는 유대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한 것과 등

치시킨다. 스티븐이 맥휴 교수에게 들려주는 자두 우화도 모세의 출애급에 비유

290) James Joyce, Ulysses, Vintage Books, 1986, 제17 에피소드 1500~176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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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아일랜드 노파들의 이야기이다. 제12 에피소드(술집)에서 술꾼들의 왕 ‘시민’

은 극단적 유대인 혐오자의 전형으로서, 블룸을 앞에 두고 유대인이 아일랜드 농

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다, 색슨 강도들, 영국인을 아일랜드에 끌어들인 

간부(姦婦)이며 정부(情夫)다 라고 공격하며, ‘이방인’의 아일랜드 거주를 배척한

다. 제16 에피소드(마부대기소)에서 블룸은 스티븐에게 ‘유대인은 탐욕스런 것이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한다’, ‘종교가 있는 곳에 가난이 있다’라며, 유대인에 대한 

비난을 근거 없는 것으로 부정한다. 

유대인 모티프는 제17 에피소드(블룸의 집)에서 스티븐의 동요(童謠)를 통해 

반전된다. 스티븐은 놀다가 유대인 집의 유리창을 깬 소년들 중 가장 약한 소년

이 유대인 소녀에게 붙잡혀서, 유대인 소녀가 그의 목을 칼로 그어 죽게 되는 내

용의 동요를 불러 블룸을 당황케 한다. 스티븐은 노래를 마치고나서, 가장 약한 

자가 희생당한다고 말한다. 스티븐은 『율리시즈』에서 예술가의 운명을 사회적 약

자 또는 희생자로 암시한다. 스티븐은 이 동요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불렀으며, 

블룸도 스티븐이 유대인을 비난하기 위해 이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님을 안다. 스

티븐이 문제의 동요를 부르기 바로 전에 블룸은 매우 복잡한 문장, 즉 자신이 유

대인이라는 것이 스티븐에게 문제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으며, 이 사실

을 스티븐이 알 것이며, 그 사실을 다시 그가 ... 하는 식의 문장으로 스티븐에게 

종족적 의미의 유대인이 문제되지 않음을 알고 있음을 드러낸다. 스티븐에게 예

술가는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의 희생자인 인 유대인보다 더 약한 존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것이다. 소녀가 온통 아일랜드의 상징인 초록색의 옷을 입었다

는 것 역시 소녀의 유대인적 의미를 재고케 하는 요인이다. 스티븐이 부른 동요

를 통해 ‘박해 받는 유대인’의 모티프는 혈연성을 벗고 보편성을 획득한다.  블룸

과 스티븐이 헤어질 때 유대인 블룸은 견실한 아일랜드인으로서 생활을 지키고 

아일랜드인 스티븐은 여명(黎明)이 아직 먼 도시의 빈 거리 속으로, ‘광야’로 들어

선다. 교리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제17 에피소드 「이타카」에서 스티븐의 출발

은 질문 형식 속에 유대인의 출애급 신화가 된다.

예속의 집으로부터의 적막한 황야로의 탈출은 어떤 사전 절차와 부대 의

식(儀式)으로 거행됐나?291)   

291) In what order of precedence, with what attendant ceremony was the 

exodus from the house of bondage to the wilderness of inhab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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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시즈』의 편력일 1904년 6월 16일은 스티븐에게와 마찬가지로 블룸에게

도 잠재해오던  위기가 마침내 표면으로 분출된 날이다. 이들의 이날 편력은 이

들이 각각 위기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 진력하는 내적 역정인 동시에 아일랜드 

사회 현실을 노정시키는 역정이다. 스티븐이 개인적 생활 영역과 사회활동 영역

에 이어 밤의 영역들을 거치며 기승전결의 격렬한 내적 드라마를 겪듯이, 블룸도 

그의 생활권 속에서 나름의 내적 드라마를 겪는다. 

편력 당일은 스티븐에게 그가 손 쓸 도리가 없이 사망한 어머니의 첫 기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날며, 블룸에게도 음독자살로 충격과 슬픔을 남긴 아버지의 

기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다. 이날 아침 스티븐과 마찬가지로 블룸도 죽

음의  압박감에 엄습 당한다. 스티븐과 블룸은 이날 아침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구름을 보며, 두 사람 모두 구름이 유발하는 죽음의 연상으로 공포에 

질린다. 스티븐은 어머니가 사망 때의 피폐한 모습으로 간밤 꿈에 나타나서 죽음

의 공포를 느낀 터라, 마텔로탑 위에서 바다 위의 구름을 바라보다가 바닷물이 

구름 때문에 암록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고 어머니가 임종침상에서 뱉었던 가래

를 떠올린다.292) 블룸은 정육점에서 귀가하는 길에 구름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주

위가 어두워지자 종족이 절멸할 수 있다는 원천적 트라우마에 습격당한다. 블룸

은 불모의 사해(死海)와 유대민족의 포로와 방황의 역사가 불현듯 떠오르자 “황

폐”와 “회색 공포”로 몸이 움츠러들며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찻물이 끓고 따뜻

하고 풍만한 몸의 아내가 있는 집이 그를 죽음의 공포 속으로 추락하지 않게 지

탱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차의 부드러운 김, 프라이팬에서 자글거리는 버터의 향기. 침대 속에 따

뜻한 그녀의 풍만한 몸 가까이. 그래, 그래.293)

effected?: 앞의 책, p.572, 1022행

292) 제17에피소드에서 이 구름은 스티븐이 더블린 남서쪽 교외의 그의 숙소 마텔로탑 위

에서 본 것과 같은 것으로 드러난다. 스티븐은 이 구름을 보다가 그것이 바다에 암청색

을 드리운 것을 보고, 어머니 임종 즈음의 가래를 연상하며 외면한다. 그러나 제17 에

피소드에서 이 구름 자체는 스티븐에게 상서로운 암시인 것으로 드러난다. 술 취한 그

가 홍등가에서 영국 병사에게 가격당해 넘어질 때 아침의 구름을 보았다는 것인데, 이 

졸도는 그에게 긍정적 전환점,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스티븐에게 

구름이 희망을 상징하는 것은 『초상』의 제4장 말미에서 예술가가 되기로 결정한 직후의 

흥분 속에서 바닷가를 거닐며 서풍에 밀려오는 구름조각을 보는 것으로써 시작된다. 이

로써 구름은 『초상』과 『율리시즈』에서 스티븐 서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293) James Joyce, Ulysses, Vintage Books, 1986, p.50, 제4 에피소드 238~9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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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이 갈등에 찬 긴 하루의 편력 끝에 집을 떠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유 역시 풍만한 아내의 육체로 따뜻해진 침대가 있기 때문이다. 아내의 따뜻한 

살은 그에게 성적(性的) 의미를 떠나서, 삶의 온기의 상징이다. 스티븐에게도 여

성성은 풍만하고 부드러운 몸이 주는 위무이다. 어머니의 완고한 신앙으로 인해 

모성애를 거부당한 스티븐은 제3 에피소드의 해변 산책 끝 무렵에 간밤 꿈에 갔

던 중세 할렘의 풍만한 여성의 가슴을 생각하고, 제9 에피소드에서 도서관 문학

모임에서 배척당하고 ‘떠나기로’ 작정한 후 에피소드의 말미에서 할렘 위로 날아

가는 공상을 하며, 취중에 홍등가를 중세 할렘과 등치시켜서 블룸을 놀라게 하고, 

그곳의 단골 접대부에게서 유일한 위안을 받았음이 드러내다. 

구름에 놀라 집으로 달려온 블룸은 아내에게 온 우편물과 그에 대한 아내의 

태도를 통해 아내가 이날 다른 남자를 그의 집에 받아들여 통정을 할 것임을 확

신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는 종일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으나, 고통스런 마음으

로 집을 나온 직후부터 하루 내내 아내를 위한 화장품, 통속소설, 속옷 등을 사려

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아내가 통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이 다가오

며 심적 압박이 극심해졌을 때도 쇼윈도를 보며 아내를 위한 물건들을 생각하고, 

문제의 시간이 불과 한 시간 정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선정

적 소설을 산다. 아내가 이미 통정했을 것으로 판단한 저녁시간에도 그는 다음날 

할 일을 점검하며 아내의 속옷을 사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다. 그만큼 가정은 그

에게 삶을 지탱하는 바탕이며, 파경에 이른 현재 아내와 처음 사랑을 나눈 호스 

곶은 그에게 에덴동산, 잃어버린 낙원의 의미를 갖게 된다. 

『율리시즈』의 처음 3개 에피소드는 스티븐에게, 다음 3개 에피소드는 블룸에

게 할애되며, 이들 두 줄기의 에피소드들은 각각의 아침 식사 전 8시경부터 시작

하여 정오 직전까지 평행으로 전개된다. 이후 제7~10 에피소드에서 두 사람은 잠

시 마주치거나 동시에 같은 무대에 등장한다. 제11~13 에피소드에서 스티븐은 자

취를 드러내지 않는 반면에 블룸은 계속 등장한다. 제14~17 에피소드에서는 두 

사람의 동행 편력이 이뤄진다. 마지막 제18 에피소드는 전적으로 블룸의 아내 마

리온의 독백에 주어진다. 

블룸의 편력은 기-승-전-결 네 단계의 내적 드라마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

어지며, 그 내적 변화에 따라 그의 편력 형태도 달라진다. 블룸의 내적 드라마는 

좌절, 방황, 극복, 연대(連帶)와 자기구원으로 전개된다. 이에 따라 그의 역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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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묘지의 죽은 자들 사이, 한낮의 분잡한 산 자들의 거리, 사람들의 세계 속으

로의 진입, 밤의 세계를 통과하는 긴 귀가 여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블룸의 첫 세 

에피소드 제4~6 에피소드는 아침 기상 직후부터 정오 이전의 시간 동안 그의 가

정에서의 모습과 개인적인 일로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그의 내적 드라마

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제7~10 에피소드에서 블룸은 정오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블룸이 광고일로 뛰어다니는 한편 아내가 외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이 가까워

오자 심리적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홀로 방황하는데, 이는 그의 내적 드라마의 

둘째 단계에 해당한다. 제11~13 에피소드는 블룸이 아내의 외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4시경부터 저녁 9시경까지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아내의 외도로 인

한 압박감을 해소하는 과정을 다루며, 변전과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내적 드라

마의 셋째 단계에 해당한다. 마지막 제14~17 에피소드는 밤 10경부터 다음날 새

벽 3시 이전까지 블룸이 스티븐을 동행하는 긴 편력과 홀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마음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그의 서사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동행(同行) 편력에서 블룸은 스티븐이 하데스를 건너는 것을 지원하며, 이 블룸의 

마지막 단계 편력은 스티븐 서사에서는 셋째와 넷째 단계, 전(轉)과 결(結)의 단계

에 해당한다.      

스티븐이 그가 등장하는 첫 에피소드의 아침 숙소에서 멀리건의 시중을 들듯

이, 블룸도 같은 시간 처음 등장하는 제4 에피소드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아내에

게 오가며 일방적으로 시중을 든다. 스티븐의 긴 편력은 멀리건이 영국인 헤인즈

를 새 동숙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스티븐에게서 집 열쇠를 받아내는 것에서 촉발

되듯이, 블룸의 긴 편력은 아내가 외관 남자를 그의 침대에 받아들일 것이 확실

시됨에서 비롯된다. 아내의 통정을 예고하는 편지는 성악가인 마리온의  연주여

행 사업자인 보일런이 보낸 것으로서, 이날 오후 4시에 협의차 그의 집을 방문하

겠다는 내용이다. 블룸은 마리온과의 대화에서 그들 두 사람 사이에 이성적 감정

이 그누구도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음을 확인했던 순간을 상기한다.

보일런은 부유한가? 부자예요. 왜? 춤출 때 숨결에서 좋은 냄새가 났어

요. 잔소리해도 소용없어. 넌지시 말하는 게 좋아.294)

294) 앞의 책, p.57, 제4 에피소드 529~53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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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이 얼마 전부터 그를 노골적으로 무시해오던 멀리건으로부터 영국인의 등

장으로 인해 편력 당일 내몰리듯이, 블룸은 내연(內燃)해 오던 아내의 보일런과의 

관계가 이날 발화(發火)하며 가정을 위협당하는 것이다.  

그의 집, 우체국과 목욕탕, 공원묘지로 이어지는 첫 단계 편력에서 블룸은 아

내의 통정을 불가피한 일로서 결론짓고 난 뒤 지속적인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제5 에피소드에서 블룸은 좌절감을 안고 일찍이 집을 나선다. 그는 우체국에 가

서 사서함을 통해 편지를 교환하는  펜팔 편지를 찾아서 길에서 남의 눈을 피해 

읽고, 걷다가 더워지자 성당에 들어가서 미사를 지켜보고, 친구 디그넘의 장례에 

가기 위해 목욕탕에 간다. 그 사이 그는 매우 많이 걸으며, 전반적으로 좌절과 불

안정 상태에 있다. 제6 에피소드에서 그는 시립묘지로 가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탄 장의사 마차에서 대화에 끼지 않고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보일런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며 우울감 속에 빠지는 것조차 누릴 수 없게 된다. 그

를 다잡아주는 것은 생의 의지이다. 스티븐이 정오가 가까워오는 시각에 해변에

서 명상 끝에 죽을 운명이기에 적극적으로 살기로 마음먹고 시내로 향해 신문사

로 가듯이, 블룸도 거의 같은 시간에 시립묘지에서 종횡무진 생각을 전개하던 중 

더 살고 싶다는 생의 의지를 느끼며 시내로 귀환하여 직장인 신문사로 간다. 

신문사, 식당이 많은 번화가, 도서관, 거리 등으로 이어지는 블룸의 둘째 단

계 편력(제7~10 에피소드)은 일과 거리 방황이 교차하는 가운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블룸의 정신적 압박이 고조된다. 

제7 에피소드에서 블룸과 스티븐이 일간지 프리먼즈 저널의 자매신문인 이브

닝 텔레그래프의 편집실에 차례로 들른다. 블룸은 프리먼즈 저널의 광고 담당자

로서, 본업인 광고 수주 일로 프리먼즈 편집장과 논의를 마치고 텔레그래프지의 

편집장과도 논의하러 들른 것이며, 스티븐은 단기간 근무한 학교의 교장이 쓴 구

제역 기고문을 실어달라고 부탁하러 간 것이다. 블룸이 편집실에 있는 동안 네드 

램버트란 기자가 신문에서 아일랜드의 자연을 허황한 감상(感傷)주의 문체로 미화

하는 글을 떠들썩하게 낭독한다. 

― 혹은 다시, 실개천이 졸졸거리며 흐를 때 수놓은 듯한 잔 줄기가 굽

이굽이 흐르는 모습을 보라, 돌에 부딪치면 말다툼하면서, 넵튠의 푸른 

수역의 거친 물결을 향해, 이끼낀 천변 사이로, 부드러운 미풍을 맞으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햇빛의 희롱을 받으며 또는 그 사려 깊은 가슴에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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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운 숲의 거인들이 녹음으로 아치를 이룬 그늘 아래서.295)  

램버트는 허황한 구절들을 되뇌며 어이없다는 감탄사를 반복하고, 연설문을 하나 

더 낭독하겠노라고 한다. 그가 읽을 연설은 그에 의하면 ‘발작’이고, 맥휴 교수가 

비꼬아 말하는 바에 의하면 키케로풍의 수사(修辭), 즉 화려한 허풍이다. 램퍼트

가 ‘우리의 아름다운 나라’라고 제목을 밝히자, 블룸이 “누구의 나라요?”라는 간

단한 물음으로 문제의 정곡을 찌른다.296) 이 글들은 국회의원(영국과 아일랜드 통

합 하원의 의원)과 법무장관을 지낸 최고위급 유지의 손자, 즉 실존인물의 연설문

을 전재(轉載)한 것이다. 이 글들은 당대 신문의 수준과 당대 사회의 국수주의적 

분위기와 수준을 동시에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나중에 도착한 스티븐은 맥휴 

교수로부터 또 다른 연설을 듣는데, 앞의 연설들과 달리 진지한 사명감에서 고유

어 부흥운동을 지지하는 연설이다. 그러나 스티븐은 그 비장한 스타일에 대응하

여 ‘자두 우화’를 내놓는다. 이 에피소드는 블룸과 스티븐이 아일랜드 사회를 재

현하는 데 있어서 담당하는 상보적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블룸이 있을 때는 

일반 대중을 향한 연설이 낭독되고 스티븐이 있을 때는 ‘최고의 명연설’이 재연

(再演)되며, 이들이 각각 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엘먼은 이 

에피소드에서 두 명의 오뒤세우스 스티븐과 블룸이 서로 모른 채 처음으로 협동

으로 더블린에 낯선 양심을 주입하는 데 힘을 합한다고 주장한다.297) 블룸은 광

고일로 다시 텔레그래프 편집장에게 가나, 편집장은 스티븐을 상대로 이야기에 

열중하며 음식점으로 가느라 블룸을 면박을 주며 쫓아버린다.  

제8 에피소드에서 점심시간에 홀로 남은 블룸은 리피강을 건너 음식점과 상

점이 많은 강남의 번화가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 동안 

내적 동요가 고조되는 가운데 쉼 없이 홀로 걷는다. 그는 수많은 먹거리와 식당

295) ― Or again, note the meanderings of some purling rill as it babbles on its 

way, tho’ quarrelling with the stony obstacles, to the tumbling waters of 

Neptune’s blue domain, ‘mid mossy banks, fanned by gentlest zephyrs, 

played on by the glorious sunlight or ’neath the shadows cast o’ver its 

pensive bosom by the overarching leafage of the giants of the forest.: 앞의 

책, p.102, 제7 에피소드 243~7행.

296) Our lovely land. 

     ― Whose land? Mr. Bloom said simply.: 앞의 책, p.102~103, 제7 에피소드 

271~2행.  

297) Richard Ellmann, The Consciousness of Joyce, London: Faber & Faber, 

1977,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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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서도 식욕을 느끼지 못하여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다가, 뒤늦게 샌드위치

와 포도주 한 잔으로 점심을 대신한다. 블룸은 가정이 파탄 위기를 맞자, 연애시

절을 비롯하여 아내와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돌이킬 수 없는 젊음에 애통해 

한다. 그는 다시 계속 걷다가 결혼 생활의 파국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정신이 

붕괴될 듯한 위기를 맞으며, 다시 계속 걷다가 보일런과 정면으로 마주칠 뻔하는 

곤혹스런 사태에 봉착한다. 그는 재빨리 피해 인근의 국립박물관으로 향하며 어

지러움을 느낀다. 광고 도안을 찾으러 인근의 국립도서관에 갈 예정인 그는 당황

한 가운데 주머니에 넣어둔 관련 자료를 찾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막에 건설

될 예정이라는 농원(農園) 광고를 읽으며, 그의 어머니가 준 감자 부적도 주머니

에서 나온다.

제9 에피소드에서 그는 국립도서관에 가서 지방신문을 찾아 필요한 광고 도

안을 찾아낸다. 이날 그는 결국 본의 아니게 협의 중이던 광고 건을 매듭지을 수 

없게 된다. 제10 에피소드에서 그는 거리에서 스티븐의 여동생이 소녀의 기본적 

존엄성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남루한 옷을 입은 것에 깊은 연민을 느낀다. 그리

고 그는 서점에 들어가서 아내가 좋아할 만한 선정적 소설을 찾다가 『죄의 감미

로움 Sweets of Sin』을 들고 내용을 살펴본다. 유부녀의 열렬한 통정(通情) 대목

들을 읽으며 그는 “젊어! 젊어!”298)하고 속으로 되뇌이며 이 책을 산다. 자신이 

아내의 통정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유부녀의 통정을 윤리적 시각에서가 아니나 

젊음으로 해석하는 블룸의 이 반응은 심리적 반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가 곧 다음 에피소드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배회하는 바위들」이

라는 별칭을 가진 이 에피소드는  한낮, 오후 3시경 더블린 시민들이 시내 가득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는 스티븐에게도 블룸에게도 중요한 심적 변

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블룸 편력의 세 번째 단계는 문제의 4시가 임박하자 그가 아내의 통정을 받

아들이기로 작정했음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단계는 그가 심리적 회복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호텔 식당, 술집, 해변으로 이어지는 제11~13 에피소드가 이

에 해당한다. 아내가 통정할 시간으로 예상되는 4시가 임박한 제11 에피소드에서 

블룸은 전적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혼자 목적 

없이 배회하지 않는다. 그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 즉 육식요리를 먹기 위

298) Young! Young! : James Joyce, Ulysses, Vintage Books, 1986, p.194, 62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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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호텔 식당으로 향하며, 보일런을 더 이상 피하지 않는다. 그는 보일런의 마차

가 앞서 가는 것을 발견하자 따라가서 잡을까 하는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호텔 

앞에 보일런의 마차가 정차돼 있는 것을 보고도 식당으로 들어가서 보일런이 바

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 보일런이 나가자 그는 보일런이 그의 집

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평정을 유지하며 점심때 역겨움을 느

꼈던 육식요리를 만끽한다. 그는 식사 후에 펜팔 여성에게 답장을 쓰는데, 누군지 

모르나마 젊은 여성과 편지를 주고받은 것 자체가 이날 위기에 처한 그에게 큰 

의지가 된다. 이어 그는 호텔 살롱에서 열리는 즉흥 음악회에서 스티븐의 아버지

가 부르는 서정적 아리아에 빠져들어, 이날의 심적 압박이 카타르시스됨을 경험

한다. 도취에서 깨어난 그는 펜팔 여성에게 특정액의 돈을 송금하기로 마음먹는

다. 이후 해변에서 블룸은 다음날 할 일을 점검하면서 송금 계획을 잊지 않고자 

기억한다. 이는 젊은 여성으로부터 받은 무형의 위로에 대한 블룸의 근대인적 대

가 지불이라고 할 수 있다. 

술집과 해변으로 이어지는 다음의 두 에피소드는 고인이 된 친구의 자녀들을 

돕고자 하는 블룸의 의지에 의해 동기화되어 발생한 장면들이다. 제13 에피소드

에서 블룸은 인근에 있는 술집의 밖에서 디그넘 유족을 돕기 위해 만나기로 한 

지인들을 기다린다. 유족을 방문하고 저당 잡혀 있는 보험 문제를 푸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이다. 그는 ‘시민’을 비롯한 술꾼들로부터 들어오라는 강권을 받아  

술집에 들어가게 된다. 이 자리는 술꾼들의 블룸을 향한 이단심문장이 되며, 이들

을 급기야 블룸을 ‘파문’한다. 블룸은 꼿꼿이 맞서며, 파문당한 후에도 여전히 굽

히지 않고 맞서는 뚝심을 보인다. 여기서 그는 독립운동 영웅의 한 사람이자 스

포츠 영웅이었던 경력을 바탕으로 폭군으로 군림하는 ‘시민’을 비롯한 술꾼들로부

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금주협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야비한 공격을 당

한다. 이에 앞서 그는 술꾼들의 무지한 주장이나 왜곡된 현실 인식을 일일이 보

편적 입장에서 지적하고 과학적 설명을 제시한다. 위압적인 집단 분위기에 주눅 

들지 않는 그의 태도는 술주정꾼들에게 반감을 더욱 불러일으킨다. 블룸은 술꾼

들로부터 아내가 바람난 남자라며 남자구실을 못할 것이라고 인신공격을 당하고, 

‘시민’으로부터는 유대인이 간부(姦婦) 역할을 해서 영국을 아일랜드에 끌어들였

다는 억지 주장을 듣는다. ‘시민’은 블룸을 아일랜드에 필요 없는 ‘외래인’이라고 

부르며 거주 권리를 부정하고, 급기야 “어느 민족(nation)에 속하시냐”고 비아냥

대며 육박한다. 블룸은 아일랜드인인 동시에 현재도 고통당하고 있는 종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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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답한다. 시민이 힘으로 겨루자고 하자, 블룸은 참다운 인생을 만드는 것

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답한다. 시민이 구세주인 척한다고 아니꼬워하며 

“파문”을 선고하고 침을 뱉자, 블룸은 당신들의 신(神)도 유대인이라고 맞받는다. 

전직 국가대표 투포환 선수 ‘시민’은 약이 올라 블룸에게 비스켓통 뚜껑을 던지나 

과녁을 맞추지 못하며, 블룸은 지인들과 함께 서둘러 마차에 오른다. 블룸은 이 

일을 밤에 “홀로코스트”였다고 생각한다.299) 술꾼들의 왕 ‘시민’은 스티븐이 다니

던 학교의 영국인 교장과 사회적 위상과 활동 범주는 다르지만, 유대인 혐오를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상통한다. 블룸

이 ‘시민’에게 거둔 승리는 그에게 자부심과 용기로 작용한다. 그는 이 사건을 나

중에 마부 대기소에서 스티븐에게 자랑하고, 집에서 하루를 결산하며 다시 상기

하며 대단한 소득으로 치부한다. 

블룸이 만나기로 한 마틴 커닝엄과 J, J. 오몰로이를 찾으러 나간 사이에 이

들이 그를 찾으러 술집에 들어오는데, 새로운 구세주로 자처한다는 ‘시민’의 비아

냥에 대해 이들은 술꾼들에게 블룸이 유대교도가 아니라고 알려준다. 더블린성 

직원인 마틴 커닝엄은 이날 내내 디그넘 유족을 위한 모금과 디그넘 아들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온 사람이며, 그를 돕고 있는 J.J. 오몰로이는 병고로 폐업했으나 

유능한 변호사였던 사람으로서, 둘다 바른 이해력과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들은 술꾼들에게 개종한 유대인도 여전히 구세주를 기다리며, 항상 새로 태어나

는 남자아이에게 기대를 건다고 말해준다.

-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 마틴이 말한

다. 

- 그래, J. J.가 말한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누구나 자기네 

구세주일지 모른다고 생각해.300)

여기서 블룸의 약자와의 연대가 그의 미래 의지와 연결되는 것임이 밝혀진다. 구

세주를 기다리는 것은 더 나은 세계를 기대한다는 것이며, 이는 그러한 미래를  

위해 각자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기다리는 것을 

뜻할 것이다. 영혼의 대장간 속에서 아직 창조되지 않은 민족의 양심을 벼려내겠

299) 앞의 책, p.599, 제17 에피소드 2051행. 

300) 앞의 책, p.277, 제12 에피소드 1642, 6~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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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스티븐의 예술가로서의 의지도, 산고를 겪는 지인을 위로 방문하고 곤경에 

처한 청년 스티븐을 지원하고자 하는 블룸의 연대감도, 디그넘의 어린 아들 셋에

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커닝엄의 노력도 모두 미래의지의 표출이라 할 수 있

다. 

이로써 블룸의 이후 역정이 무엇에 의해 동기화되는지 드러난다. 구원에 대

한 기대, 즉 미래 의지가 그를 지인들과 함께 디그넘의 유족 방문길에 나서게 함

을 물론 그후 홀로 산모를 위문하러 가도록 하고 스티븐을 동행케 한다. 제13 에

피소드에서 블룸은 해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한시도 무대를 

떠나지 않던 블룸이 ‘시민’에게 맞선 후 약 2시간 만에 이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 그 사이에 그는 더블린 남동쪽 외곽에 있는 디그넘의 집에 가서 유족을 

방문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난다.301) 그는 디그넘의 해결하기 어려운 보험문제를 

전담하기로 합의했음이 이 에피소드 후반에서 밝혀진다. 

블룸이 앉아 있는 바위는 오전에 스티븐이 해변을 걸으며 명상하던 끝에 앉

아서 적극적으로 살겠다는 시를 쓴 바위이다. 블룸이 여기에 오게 된 것은 디그

넘의 집에서 가깝고, 집으로 직접 갈 마음이 내키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을 정리

하러 이곳에 온 블룸은 가까이 앉아 있던 어린 처녀 거티의 성적 판타지에서 비

롯된 유혹에 자극받아, 뜻하지 않게 간접적 성관계, 즉 자위를 하게 된다. 음악을 

통한 카타르시스, 술꾼들을 상대로 거둔 승리, 이어 자위행위로써 그의 압박감 해

소가 완결된 것이다. 

블룸의 의식의 흐름은 달(月)과 연동되는 여성의 성적 생리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하여, 펜팔 여성과 거티를 포함한 모든 여성의 성적 갈망에 대해 생각하다가, 

보일런과 아내 사이에 일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치자는 생각으로 이어진다.302) 그

러다 그는 시계가 4시 30분에 멈춰 있는 것을 보고 기름칠할 것을 생각하다가 문

득 바로 그 시간에 아내와 보일런이 통정했을 것으로 생각하며 새삼 절망한다.

이게 그때였나, 그, 그녀?

301) a blank period of time including a cardrive, a visit to a house of 

mourning:  앞의 책, p.599.

302) 블룸은 홀리스 거리에서 가난하게 살 때 아내가 빗을 10실링 받고 팔았었던 것에 비

교하며, 만일 놈이 몰리에게 돈을 준다면, 안 될 것도 없다, 모두 편견이다, 아내는 10

실링, 15실링이 아니라 1파운드의 가치는 있다 ... 라며, 문제를 감정적으로 생각지 않

으려 애쓴다.: 앞의 책, p.303, 제13 에피소드 840~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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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가 했어. 그녀 속으로. 그녀가 했어. 끝났어.303)

그러나 그는 다시 남녀관계를 일반적 시각에서 생각하며, 상대가 누군지를 떠난  

성적 갈망 자체가 여성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즉 바로 거티에게도 그럴 것이라

고 생리학적으로 일반화한다.

여자도 그녀도 줄곧 누군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어. 

안 될 것 없지. 생각 좀 할 수 있게 된 뒤부터는 그랬을 거야. 그, 그, 

그.304)

남자가 누구건 모두 ‘그’로 치부하는 것은 「페넬로페」 에피소드에서 몰리에게서 

확인된다. 그리고 어두워지는 해변에서 블룸은 멀리 호스곶을 바라보며 이날의 

고통을 돌이켜본 후, 다음 날 할 일들을 점검하면서 만족스런 광고 아이디어(여성

들이 자주 보는 거울을 이용하는 광고)를 생각해 낸다. 나중에 잠들기 전에 그가 

최후로 생각하는 것도 멋진 광고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다.

마지막 넷째 단계는 블룸과 스티븐이 함께 하는 편력으로서, 산부인과 병원

과 술집, 홍등가, 마부 대기소를 거쳐 블룸 집으로 이어지는 제14~17 에피소드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단계는 블룸의 장래 세대에 대해 거는 기대와 연대 의지

에 의해 동기화되며, 이 과정에서 자신도 구원하게 된다. 이 긴 과정은 스티븐 서

사를 중심으로 볼 때 후반부에 해당한다. 블룸이 스티븐의 밤의 하데스 편력을 

동행하는 것이다. 스티븐의 밤의 편력은 그의 드라마 전개에서 전(轉)과 결(結)의 

단계를 이룬다. 술판과 홍등가를 보여주는 제14~15 에피소드와 술에서 깨어나는 

제16~17 에피소드가 각각 그것이다. 

제14 에피소드에서 블룸은 시내로 향하여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임에도 산

부인과 병원으로 가서, 낮에 산통으로 사흘째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산모를 격려한다. 병원 로비에서 블룸은 이웃이었던 간호사와 마주쳐서 잠시 이

야기를 나누는데, 의미 있는 대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날 새벽 집

에서 하루를 정리할 때 이 대화를 젊은 여성으로부터 인정받은 중요한 사건으로 

303)  Was that just when he, she?

   O, he did. Into her. She did. Done. : 앞의 책, p.303, 제13 에피소드 848~9행.

304) She must have been thinking of someone all the time. What harm? Must 

since she came to the use of reason, he, he and he. : 앞의 책, p.303~304, 제

13 에피소드 884~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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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한다. 블룸은 병원 대기실에서 벌어진 술판에서 스티븐이 취해서 좌중에게 

마음껏 마시라며 권하는 것을 발견한다. 한낮에 거리에서 모습을 보인 이후 작중

에서 사라졌던 스티븐이 약 7시간 만에 술판에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블룸은 

그가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 걱정스러워서 젊은이들 틈에 동석하여 머물며, 스티

븐을 필두로 시내 술집으로 몰려가는 청년 엘리트 술꾼들을 따라가서 이들이 『파

우스트』 2부의 ‘아우어바하 술집’의 대학생들에 못지않은 광란의 음주행각을  벌

이는 것을 지켜본다. 

제15 에피소드에서 블룸은 스티븐이 홍등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속이 비

었을 그에게 먹일 육식음식을 사서 뒤따라간다. 홍등가의 스티븐의 단골집인 코

헨부인의 업소 장면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파우스트』 2부의 ‘발푸르기스의 밤’

에 비견된다. 블룸이 이 「키르케」 에피소드의 초두에 스티븐을 찾아다니는 동안 

펼치는 일련의 대형 판타지들은 시공을 비약하는 무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블룸

의 다양한 변신으로 볼 때  파우스트의 변신과 편력 국면들과 상통하는 것으로

서, 『파우스트』 2부 전체의 압축판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블룸은 스티븐의 단골

업소에서 그를 찾아낸 후 술 취한 그를 지켜보며, 화대(花代) 계산을 바로잡아주

고, 샹들리에 파손 배상액을 정리해 주고, 영국 병사들과 실랑이를 벌여 구속될 

뻔한 위기를 수습해준다. 블룸은 땅에 드러누워 있는 스티븐을 보다가 생후 며칠 

만에 죽은 아들이 소년으로 자란 환상을 본다.

제16 에피소드에서 블룸은 스티븐에게 음료를 먹이기 위해 마부 대기소로 데

리고 가서 쉬게 한다. 가는 길에 그는 멀리건을 멀리 하라고 무섭게 충고한다. 블

룸은 이날 유일하게 스티븐의 재능을 믿는 사람으로 드러난다. 그는 스티븐이 적

빈 때문에 드문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경제적 도움 때문에 

멀리건을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블룸은 이제까지 그의 나서지 않던 태

도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인 태도로, 멀리건이 스티븐을 파괴시킬 것이며, 

스티븐의 아이디어를 훔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제17 에피소드에서 블룸은 스티븐이 취기에서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데다 갈 

곳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결국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다. 블룸은 스티븐이 홍등가

로 들어서기 전에 멀리건이 그를 따돌리고 막차에 오르는 것을 보고, 스티븐이 내

쫓긴 것임을 눈치 챘었다. 스티븐은 유년기에 부모와 함께 잔치 집에 갔을 때 블

룸을 보고 자기 집에 놀러오라고 인사를 했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이날 블룸이 

갈 곳 없는 스티븐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 간다. 스티븐을 쉬게 하기 위해 집에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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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야 한다는 것은 그가 귀가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도 한다. 블룸은 스티븐

에게 정성스럽게 따뜻한 코코아를 끓여 대접하고, 그가 향후 경제적 안정 속에 작

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며, 이날 밤 그를 자기 집에서 재우려 마음

먹는다. 결국 새벽 2시 반 성당의 종이 울리는 가운데 자기 길을 떠나는 스티븐

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블룸은 머잖아 여명이 밝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다.305)

혼자 하루를 정리한 후 아버지와의 첫 기억에 이어 아버지의 우울증으로 

인한 음독자살과 유서를 회상하다가 생각을 몇 단계의 건너서 ‘떠남’에 대해 생각

하고, ‘떠남을 막는 요인들’ 중 하나로 가까이에 사람의 몸이 들어 있는 침대(a 

occupied bed)를 생각한다. 이후 그는 자신의 사태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일반화

하여 생각하려 노력함으로써 생활을 정상화시킨다. 그는 사람이 들어 있는 침대

의 잇점으로 밤의 고독의 제거와 비인간적(열수통) 온열보다 인간적(성숙한 여성

의) 온열의 우수함 등을 생각하며 결국 아내가 누워 있는 침대로 들어간다. 그는 

침대에서 다른 남자의 몸자국을 느끼면서도, 그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 문제 삼지 

않는다. 누구도 첫 남자도 마지막 남자도 유일한 남자도 아니건만 누구나 자기가 

첫 남자이자 마지막 남자이자 유일한 남자라고 상상하면서 자기가 첫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의 뒤를 잇는 사람들의 선두일망정 그의 앞 사람들의 꼴지

일 뿐이라는 논리에서이다.306) 그가 꼽는 마리온의 남자들은 26명으로서, 더블린

의 각계각층을 망라한다. 그는 마지막 남자 보일런에게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지

만, 체념하고 평정을 찾는다. 타고난 본성에 따른 자연스런 행위이고, 대재앙도, 

중대 범죄도 아니고, 생존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변화들보다 이상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태이므로. 그는 복수도 고려해 보지

만, 지금은 이혼할 때가 아니고, 도덕률은 바뀌는 것이며, 승리나 항의나 복수는 

덧없는 것이라는 현실적 결론을 내린다. 

그는 아내에게 평소와 똑같이 간단한 애무를 하고, 스티븐을 교수이자 작가

로 소개하는 것을 비롯하여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들려준다. 그러나 아내가 문

305) the incipient intimation of proximate dawn : 앞의 책, p.578, 제17 에피소드

1247~8행.

306) To reflect that each one who enters imagines himself to be the first to 

enter whereas he is always the last term of preceding series even if the first 

term of a succeeding one, each imagining himself to be the first, last, only 

and alone whereas he is neither first nor last nor only nor alne in a series 

of originating in and repeated to infinity. : 앞의 책, p.601, 제17 에피소드 

2127~3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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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삼지 않을 정도로 발췌해서 들려준다. 이 에피소드의 말미에서 화자(話者)는 

이야기를 들으며 누워 있는 마리온의 자세를 “씨앗을 잉태하여 크게 부풀어 누워 

있는 대지의 여신의 자세”로 묘사한다.307) 그리고 화자는 이야기를 마치고 피곤

함에 지쳐 있는 블룸의 모습을 “그는 쉬고 있다. 그는 편력에서 돌아왔다308)”라

고 설명한다. 스티븐은 새로운 편력을 떠난 반면 그는 땅위에 정착한 것이다.

블룸이 스티븐의 뒷모습에서 다가올 여명을 기대했듯이, 그의 귀환도 단순한 

원점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마리온의 내적 독백의 

첫 마디에서 드러난다. 시티 암스 호텔에 살던 때 이후로, 즉 십여 년 전 이후로 

블룸이 달걀 두 개로 아침을 차려 침대로 가져다 달라고 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부드럽게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한 그의 요구는 전날 아침 예속된 듯 보이던 것과 

딴판이다. 전날 아침 블룸은 침대에 누운 마리온에게 우편물을 가져다주고, 의자

에 널브러져 있는 아내 속옷들을 정리하고, 아내로부터 차[茶]를 빨리 침대로 가

져다 달라고 독촉 받고, 차와 아침을 함께 차려다주었으나 늦었다는 불평을 들었

었다. 그동안 그는 아내가 보일런과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불안하여 아내에게 굴

종하다가, 마침내 우려하던 사태가 터지자 많은 고통을 겪은 후 새로운 자세로 

살기로 한 것이다. 

이날은 스티븐에게도 블룸에게도 굴욕으로 시작됐다. 이들의 이날 굴욕은 전

적으로  새로운 사태가 아니라 내연(內燃)하던 문제가 예각적으로 돌출했을 뿐이

다. 굴욕적 현실이 첨예하게 자각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예각적인 사건을 통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재점검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이 출발하게 된다. 즉 자각적 

편력 과정을 거쳐 자신의 길을 재확인하고 본래 출발점으로 돌아와 다시 출발함

을 뜻한다. 달라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현실을 자각적으로 점검하고 스스로 달라

진 것이며, 이른바 새 사람이 되어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들의 이날 편력

은 일종의 ‘환생(metempsychosis)’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율리시즈의 마지막 장은 오로지 침대에 누워 있는 마리온, 몰리의 내적 독백

에 바쳐진다. 블룸이 스티븐과 헤어진 시간이 2시 30분이므로, 이때 시간은 새벽 

3시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이스는 몇몇 지인들에게 준 일종의 『율리시

307) the attitude of Gea-Tellus : 앞의 책, p.606, 제17 에피소드 2313~4행.

   그리스신화의 대지의 여신과 로마 신화의 대지의 여신을 하이픈으로 연결해 놓은 것은  

대지의 여신의 의미를 중복함으로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308) He rests. He has traveled. : 앞의 책, p.606, 제17 에피소드 232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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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조직표에서 몰리 에피소드의 시간란에 ∞를 기입함으로써, 몰리를 일상적 시

간의 기준 밖에 두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몰리의 1,600행에 걸쳐 쉼표도 마

침표도 없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전개되는 독백은 회상과 몽상으로 이루

어진다. 내용은 생활인으로서의 블룸에 대한 생각과 생활과 관련한 소소한 회상

들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성적(性的)인 것이다. 몰리는 블룸의 의식의 흐름 속에

서 개들의 교미를 보고 남편에게 성교를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극히 속된 표현으

로 남편에게 성적 요구했음이 여러 차례 드러난다. 몰리의 독백 중 블룸의 여성

과의 펜팔, 성적 관심, 외도 가능성 등 블룸의 성과 관련된 생각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그녀 자신의 거침없는 성적 판타지이다. 그녀는 머릿

속을 지나치는 남자들이 바뀌어도 구별 없이 모두 ‘그’로 통칭한다. 그녀의 독백 

속에 특정한 대상과 외도했음을 명시적 드러내는 단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녀

는 사제를 포함하여 각양각색의 남자들과의 성적 접촉 혹은 성교를 상상하며, 외

도에 대해 거침없는 생각을 드러내고, 상대를 가리지 성교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그녀는 어린 아이 때 모습을 보았고 현재 자기보다 훨씬 젊은 스티븐

과도 관계를 가지는 상상을 한다.

이 나이가 되어 젊고 잘생긴 시인을 손에 넣는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 

(...) 그가 내 아래에서 반쯤 정신을 놓을 정도로 느끼게 해줄테야 그러면 

그는 나에 대한 시를 쓸 거야 연인이자 공공연한 애인 그가 유명해지면 

우리의 사진 두 장이 온 신문에 실리겠지.309)

블룸은 그녀에게 건조한 생활인으로 여겨진다. 그녀는 그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싶지도 않고 아플 때 간호하기도 싫다는 마음이다. 그러나 그녀는 블룸이 스티븐

을 데리고 올지 모른다는 기대에 부풀어 당장 집안을 청소하고 꾸밀 생각하며, 

함께 노래하고 자기가 반주할 공상에 달뜬다.

몰리는 “여자의 몸은 어디나 꽃”이라고 믿으며, 블룸이 말한 유일한 진실은 

연애시절 그녀에게 “산에 피는 꽃과 같다”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긴 내적 

독백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녀는 자기가 블룸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또 느끼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게다가 그이라면 언제나 자기 마

309) 제임스 조이스/김성숙 역, 『율리시즈』 II, 동서문화사, 2011, p.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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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310)이라고 회상한다. 보일런과

의 성교에 대해 그녀는 상스럽고 자기중심적이었다고 생각하며, 흥미가 없어졌음

을 드러낸다. 결말을 이루는 독백은 처녀시절 지브롤터에서 애인과 주고받은 강

렬한 키스의 첫 경험에 이어 블룸이 그녀에게 “승낙한다면 대답해 달라”고 했던 

순간으로 이르고, 그때 그녀가 했던 대답 “예 yes”로 끝난다. 몰리의 긴 독백은 

현재의 블룸에서 시작하여, 무차별적 배회 끝에 과거의 블룸에서 끝난 것이다. 이 

결말은 블룸에 대한 전향적 긍정이라기보다, 그와의 생활이 이제까지와 같이 지

속될 것임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녀 자신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몰리는 스티븐과 블룸이 고투의 역정 끝에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것

과 달리, 과거로 돌아갔다. 스티븐과 블룸의 역정이 복귀와 확장 발전의 나선형적 

전개인 것과 달리 마리온의 하루는 사계절이 순환하듯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순환의 역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몰리가 성적 욕망에 대해 떳떳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이 준 것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블룸이 무신론자인 것을 싫어하며, 사제가 껴안아 

주기를 바라기도 한다. 여자를 꽃이라고 생각하는 그녀는 자연을 찬미하고 자연

을 창조한 하느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를 경멸한다. 꽃은 자연의 아름다움의 정

점이며 식물의 성기이다. 몰리는 그녀 자신에게도 남성들에게도 사회적 금기와 

신분과 나이를 뛰어넘는 잠재력으로서의 성(性)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성(性)

은 기독교가 그 잠재력 때문에 통제하고자 ‘자연’ 에너지로서 기독교의 최대 금기

이지만, 몰리는 특정 종교의 교리나 금기에 무심하며 그녀 나름으로 신(神)을 믿

는다. 몰리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생활규범이나 기본적 의무, 심지어 청결개념에도 

구애받지 않고 편한 대로 산다. 그녀는 무지하며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러나 블룸이 이따금 몰리 나름의 정확한 통찰에 놀라듯이, 그녀는 블룸이 밖에서 

하는 행동거지를 거의 정확하게 알아채고 있다. 블룸이 이날 수차례에 걸쳐 몰리

를 ‘에스파냐 피[血]로서, 즉 지브롤터 특유의 태양과 토양에서 성숙한 여성으로

서 생각하는 것도 그가 몰리를 단순히 자기 아내만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자연  

존재로서 봄을 드러내준다. 조이스는 「페넬로페」를 쓰던 중 버전에게 보낸 편지

에서 몰리에 대해 “이전의 어떤 에피소드보다 외설적일지 모르나, 나에겐 완벽하

게 건전하고 풍만하며 도덕과는 관계없고 수태시킬 수 있으며 믿을 수 없고 매력

310) 앞의 책, p.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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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기민하고 시야가 좁으며 신중하고 무관심한 여자로 보이네. 나는 항상 예

라고 말하는 육체”라고 밝힌다.311)

『율리시즈』에서 스티븐과 블룸 외에 제 나름의 성격을 가지고 작품 전체의 

구조와 더블린이라는 세계를 재현하는 데 참여하는 인물은 멀리건과 마리온이다. 

스티븐과 블룸이 대조적이면서도 상통하듯이, 마리온과 멀리건은 또 다른 의미에

서 대조적이면서도 상통하는 양상을 보인다. 『율리시즈』는 멀리건의 등장으로 시

작되며, 마리온으로 마무리된다. 멀리건의 등장은 아침 햇빛 아래 석조 요새 꼭대

기에 서서 스티븐을 불러올려 불경스런 미사 패러디로 가짜 미사를 주재하는 것

으로 시작된다. 마리온은 커텐이 쳐 있는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한다. 

멀리건은 옷을 두드러지게 눈에 띄면서도 멋지게 입고, 야성적 활력이 넘치

는 건강한 남성이다. 멀리건은 이곳저곳 출몰하여 재기 있는 입담과 독설을 과시

하며 좌중을 휘어잡는다. 그는 문단 지도자들로부터 차세대 시인 중 하나로 인정

받고, 그의 재치 있는 외설시(猥褻詩)는 청년 엘리트들 사이에서 인기리에 암송된

다. 마리온 역시 풍만한 여성미를 눈에 띄게 노출하며 자신의 미모를 과시한다.  

마리온은 글래머로서 많은 남자들과 정을 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가수

로서 모든 남자들의 연인이며, 뭇 남자들이 그녀의 풍만한 몸과 그로부터 받은 

자극에 대해 킬킬거리며 수군댄다. 그녀의 존재는 하루 내내 더블린 사내들 사이

에 현전(現前)한다.  

멀리건과 마리온은 이동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거나 이동하지 않는다. 

멀리건은 무수한 더블린 시민이 시내를 돌아다니는 「배회하는 바위들」 에피소드

에서도 영국인 헤인즈와 함께 찻집에 앉아 있다. 그러나 그는 도서관 문학모임에

도 의학도들의 술판에도 뒤늦게 출현하여 자신을 과시한다. 마리온은 이날 구걸

하는 사람에게 동전을 떨어뜨리며 창밖으로 팔을 내민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

일 밖에 몸을 드러내지 않는다. 멀리건과 마리온에게는 자신의 삶을 자각적으로 

성찰하는 편력이 없고, 그에 따라 새로워지지 않는다. 

멀리건도 마리온도 기본적 인간관계에서 폭군적인 부당함을 보인다. 멀리건

은 자기가 사용한 면도 용품 뒤치다꺼리를 스티븐이 하도록 유도하고 아침식탁에

서 스티븐에게 동전을 주어 우유배달 노파에게 건네게 하는 등 스티븐에게 ‘하인

311) 프랭크 버전에게 보낸 1921년 8월 16일자 편지: 리처드 엘먼/ 전은경 역, 『제임스 

조이스』, 책세상, 2002, p.959와 미주(尾(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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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인’이라는 굴욕감을 준다. 마리온은 이날 아침 블룸이 그녀가 누워 있는 침

대와 의지 등에 널브러져 있는 그녀의 속옷을 정리하고, 우편물을 가져다주고, 아

침식사를 가져다주는 등 시중을 들어준 후 외출할 때까지 내내 침대에 누워 있으

면서도, 독촉하고 늦다고 불평한다. 멀리건이 식민종주국 사람을 새 동숙자로 들

이기 위해 스티븐을 내쫓아 당일 그의 편력을 촉발하듯이, 마리온도 부유한 사업

가를 침대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블룸의 긴 편력을 유발한다. 

그러나 멀리건이 고의로 파괴적인 데 반해 마리온은 단지 자기중심적이기 때

문에 파괴력을 행사하게 된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메피스토펠레스에 견주어지

는 멀리건은 스티븐이 어머니 임종 때 기도를 거부한 사건으로 고통스러하는 것

을 알면서도 스티븐 나름의 추모(追慕)를 비웃고 숙모가 단교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하기도 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스티븐을 ‘제 어머니를 개처럼 죽게 한 녀석’이라

고 알리는 등 급소를 찌른다. 멀리건은 스티븐이 성공할 것으로 촉망받을 때 스

티븐을 친구로 삼아 내세우며 자기과시에 이용했으나, 스티븐이 쉽사리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보복이라도 하듯이 모욕적으로 대한다. 그는 스티븐의 또 다른 급

소들도 지속적으로 공격한다. 그는 스티븐의 적빈에 계속 굴욕감을 주고, 성공하

지 못하기를 기원하는 듯 아침에도 낮에도 알게 된지 얼마 안 되는 영국인 헤인

즈에게 거듭거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헤인즈에 대해서도 그를 

이용할 계획임을 스티븐에게도 밤중 술판에서도 떠벌인다. 특이하게도 헤인즈는 

스티븐의 미래 의지를 그 나름의 감각으로 감지한 듯, 스티븐이 운명 의식, 응보 

의식과 같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며 그가 결국 해낼 것이라고 믿는

다.312) 멀리건은 도서관 문학모임에 뒤늦게 나타나서 스티븐이 전개하던 주장을 

전격적으로 공격하고, 모임이 끝났을 때 블룸이 그들 사이를 지나가자, 블룸이 스

티븐을 동성애자의 눈으로 쳐다봤다고 우기며 인간관계가 형성되기도 전에 독을 

뿌린다. 그러나 마리온의 부당함은 계산적인 것도 의도적인 것도 아니다. 그녀도 

자신의 몸매와 인기를 의식하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감히 필적하려 

들면 눌러버리겠다는 잔인성을 드러낸다. 그녀는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고 무지하

고 천박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줄을 알아채지 못한다. 

312) 헤인즈는 빈(Wien)의 포코니 교수에 의하면 아일랜드 고대신화에 지옥의 개념이 없

고, 윤리 개념, 운명 의식, 응보(retribution)의 의식이 결여돼 있는데, 이상하게도 스티

븐은 바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멀리건이 스티븐의 

성공 가능성을 거듭거듭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이 결국 해낼 것이라고 전망한다 :  

James Joyce, Ulysses, Vintage Books, 1986, p.205, 제10 에피소드 1078~109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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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이 멀리건에 대해 그답잖게 극언을 사용하며 경고하는 것은 멀리건이 타인의 

재능을 편취할 만큼 사악하고 남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위험한 인물이 

될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마리온의 무차별적 성적 환상이 멀리건에게 미치

지 않은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멀리건은 스티븐이 묘사하는 바에 의하면 매

우 눈에 띄는 존재이고 블룸이 그를 잘 아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더블린에서 상

당히 유명한 존재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블린의 삶에서 블룸과 스티븐이 각각 정신과 생활 영역에서 각자의 확실한 

가치관과 의지로 삶을 지키거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인물이라면, 멀리건은 기회

를 포착하여 세상을 휘두르고 명성과 이익을 취하는 역사의 거품과 같은 기회주

의적, 권력지향적 남성성이며, 마리온은 세상의 변화에 무관심한, 언제나 똑같이 

자재(自在)하는 지모신(地母神) 같은 여성성이다. 앞의 에피소드 말미에서 화자(話

者)는 몰리가 누워 있는 모습을 ’대지의 여신 Gea-Tellus의 자세’라고 말한다. 멀

리건이 어떤 도덕률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리온은 현실의 규정이나 판단에 

무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스티븐과 블룸은 각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삶

의 영속성, 즉 인간의 역사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가진 인물들인 데 반해, 멀리건

과 마리온은 공히 역사의식이 부재하며 현재를 사는 인물들이다. 스티븐과 블룸

은 삶을 떠받치는 좌우 기둥으로서, 마리온은 변하지 않는 바탕으로서 그리고 멀

리건은 두 기둥이 떠받치는 사회의 표면에 출몰하는 시대적 현상으로서, 함께 더

블린의 삶의 구조를 이루는 전형들이다. 이 구조는 다른 모든 사회의 구조이기도 

하다.

『율리시즈』에서 블룸이 주목받아온 측면은 그의 개인 서사가 아니라 그를 매

개로 재현되는 구체적 현실성 또는 광범한 현실상일 것이다.  『율리시즈』는 『초

상』과 『더블린 사람들』이 함께 엮여 탄생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율리시즈』

에서 블룸은 자기 개인사의 드라마를 겪는 동시에 편력 과정에서 단편집 『더블린 

사람들』이 제시하는 더블린 서민사회의 파노라마를 펼쳐내는 역할을 한다. 스티

븐이 단독으로 드러내는 분야는 문단(文壇), 신문사, 청년 엘리트들의 사회 등 문

화계로서, 중요하지만 일반 서민사회와 떨어진 제한적인 세계이다. 스티븐이 블룸

의 집은 물론 홍등가와 마무 대기소를 가는 것도 블룸과 함께이다. 『율리시즈』는 

스티븐을 중심으로 볼 때 『초상』과 연작이며, 블룸을 중심으로 볼 때  『더블린 

사람들』과 연작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조이스는 『율리시즈』를 문학사상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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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보다도 백과사전적 작품으로 만드는 데 블룸의 생활과 일상의 행적은 물론 

내면까지 철저히 이용한다. 리처드 케인은 블룸이 문학사상 가장 속속들이 형상

화된 인물일 것이라고 말한다.313)

조이스는 더블린 전역의 지리를 실제대로 재현하며, 그 위에 시민들을 등장

시켜 지역마다 다른 삶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조이스가 재현하는 지리적 공간은 

시내에 국한되지 않고 남동쪽 외곽의 해변의 샌디코브(스티븐의 숙소)에서 동부 

해변 지역, 북서쪽 외곽의 시립 묘지공원, 북동쪽 외곽(콘미 신부의 행로)으로까

지 광범하게 뻗는다. 이 시내외 지역을 하나의 장면 속에 총체화한 것이 바로 에

피소드 「배회하는 바위들」이다. 그리고 조이스는 더블린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삶의 무대나 현장들로 블룸을 진입시켜서 더블린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모습

들도 두루 재현한다.

『율리시즈』의 구체적 현실 효과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보다 수없이 등장하는 

고유명사들, 즉 ① 거리들과 건물, 시설과 기관, 상점, 업소, 동상 등의 지형지물

의 실제 이름314) ② 실명과 가명의 그리고 실존 또는 비실존의 인물명들315)이다. 

더블린의 재현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동하는 「배회하는 바위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블룸의 행로가 낱낱이 거명되는 것으로써 이루어

진다. 거시적으로 그의 행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 더블린을 가로지르는 리

피강이다. 리피강 남쪽과 북쪽을 건너다니며 블룸이 지나치는 곳은 밤이건 낮이

건, 길든 짧든 거리(距離)의  비약 없이 낱낱이 거명된다. 

그는 아침 9시경부터 오후 4시 전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주로 걸어서 이동하

며, 그가 지나치는 곳은  일제히 샅샅이 재현된다. 그리고 그가 밤 9시경부터 새

벽 2시까지 단속적으로 이동하는 한밤중 행로도 스티븐에게 먹일 것을 사기 위해 

잠시 돌아다니는 홍등가 외곽, 스티븐을 홍등가에서 데리고 나와 마부 대기소로 

가는 여정, 마부 대기소에서 자기 집으로 가는 여정이 어둠에 잠긴 속에서도 자

313) “Leopold Bloom may well be the most exhaustively characterized figure in 

literature.”:  Richard M. Kain, “Motif as Meaning: The Case of Leopold 

Bloom”, Approaches to Ulysses, edited by Thomas F. Staley and Bernard 

Benstock,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0, p. 87. 

314) 조이스는 더블린 재현에 Thom’s Official Directory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라는 대형 연감, 매년 새로이 발행되는 도시 안내서에 크

게 의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5) 조이스는 모든 창녀 이름들을 포함하여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은 물론 회상 속에 나타

나는 사람들까지 수백 명의 성(姓)과 이름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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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재현된다. 이때 블룸이 마주치거나 쳐다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일제히 거명됨으로써 더블린이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인지 재현된다. 

뿐만 아니라 블룸의 편력을 부단히 동반하는 의식의 흐름은 수많은 삶의 단

편을 지명과 인명과 함께 부상시키며, 이를 통해 『율리시즈』의 물리적 재현 공간

을 블룸의 편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공간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곳을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 만든다. 블룸의 의식의 흐름이 수행하는 재현 공간의 확

장 역할은 이처럼 물리적, 단편적인 데 국한되지 않고, 과거의 특정한 시대상들 

또는 인물들의 정신세계로까지 미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상론될 예

정이다. 

『율리시즈』는 현실과 예술의 사이를 거의 없애는 극단적 리얼리즘의 작품으

로서, 가시적인 현실이든 의식세계든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방법을 취한다. 『율리

시즈』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충실하게 요약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율

리시즈』는 작가의 임의적 논리화를 거치지 않는 직접적 방식으로 현실과 의식의 

정보, 삶의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제시한다. 조이스는 물리적 공간과 의식의 흐름 

속에 논리적 연속성을 우선시하지 않은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투입한 것

이다. 베켓이 지적하듯이, “자료 통제에서 극단까지 갔다.” 조이스의 극단적 맥시

멀리즘은 또 하나의 문학사적 극단, 베켓의 미니멀리즘을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조이스의 비서를 하기도 한 베켓은 조이스의 영향으로 자신이 반대방향으로 가게 

됐다고 밝힌다.316)

『율리시즈』 속에 투입돼 있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고 또 정보를 조직할 논리

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율리시즈』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이루 파악하기 어렵

고, 충실히 요약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율리시즈』의 리

얼리즘, 즉 현실을 추상화하지 않고 직접 마주하여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리얼리즘일 것이다. 『율리시즈』가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지 파악하려

는 노력은 구체적 정보를 파악하는 노력과 전체상을 상정하는 노력이 동시적으로 

316) “I realized that Joyce had gone as far as one could in the direction of 

knowing more, in control of one’s material,” he told the biographer James 

Knowlson. “I realized my own way was in poverishment, in lack of knowledge 

and in taking away, in subtracting rather than adding.”: Greenblatt, 

Stephen(general editor),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8th 

edtion, volume 2,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6, p.2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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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될 때 가능해질 것이다. 

서사 작품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서사 구조가 파악되어야 하지만, 

『율리시즈』는 인물의 편력을 추동하는 사건이나 내적 동기를 부각시키지 않은 채 

사소한 사건이나 일상적인 계기를 편력을 연결시키는 빌미로 내세운다. 그리고 

편력기 『율리시즈』가 재현하는 공간은 편력자의 개인 생활이나 드라마와 직접 관

련을 갖지 않는 많은 잉여부분을 제시한다. 블룸의 이동에 따라 그 현장 또는 국

면 특유의 정보가 논리를 이루지 않은 가운데 종횡무진 쉼 없이 제공되며, 그에 

부대되는 의식의 흐름 역시 논리는 물론 시공을 비약한 단편들, 정보인지 가치평

가인지 구분할 수 없는 단편들을 쉼 없이 쏟아낸다. 이를 통해 『율리시즈』는 삶

이 가득한 백과사전적인, 엄청난 규모의 서사시적인 세계를 창출한다. 그러나 무

엇보다 인물의 동인이 확인되기 어려운 가운데 이뤄지는 정보의 물량 공세는 이

들을 체계화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율리시즈』는 스티븐이 만든 자

두 우화처럼 사태의 진행을 엄청나게 세세히, 사태 진행과 무관한 상표 등 사물 

자체의 정보들까지 샅샅이 제공하지만, 그것이 사태 파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

니라 사태를 오히려 수수께끼로 만든다. 자두 우화에서는 정보가 노파들이 넬슨 

탑을 올라가는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공되지만, 『율리시즈』에는 그런 정연한 

시공(時空) 상의 논리가 부재하다. 뿐만 아니라 조이스는 제시되는 사태에 입장에 

대해 부정과 긍정은 물론 어느 방향으로도 명시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현실에

서처럼 복합적 상태 그대로 제시하여, 독자가 정보들을  파악하고 조직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 

다음은 본고가 앞서 제시한 블룸의 인물로서의 특성과 내적 드라마를 전제로 

조이스의 더블린 재현 구상을 상정하며 정보들을 체계화한 결과이다. 즉 정보들

을 바탕으로 인물상과 드라마의 전개를 도출하고, 다시 그를 바탕으로 그가 통과

하는 역정들을 사회적으로 의미화한 것이다. 이 사회적 의미화 과정은 『율리시

즈』를 하나의 총체성의 세계로 상정하는 노력이 동시에 전개된 결과이기도 하다. 

블룸이 통과하는 역정은 우선 인간 삶의 전체 단계를 보여준다. 지상의 삶을 마

감하는 현장(공원묘지), 출생하는 현장(병원), 사내들의 세계(장례식 참가자들), 지

모신적 여성성(마리온), 청년들의 세계(병원)과 처녀들의 세계와 유아들(해변), 소

년들의 세계(학교) 등. 또한 『율리시즈』는 사회 현실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삶의 기운을 소생시키는 현장(즉흥 음악회)과 삶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현장(‘시민’

의 술집), 한낮의 세계(「배회하는 바위들」)와 한밤의 세계(홍등가), 공식적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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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언론의 세계(도서관 문학모임과 신문사)와 야화(野話)와 야사(野史)의 세계(마

부 대기소), 무덤 속의 독립활동 영웅들(공원묘지)과 현실 속 배신자들(「레스트리

고니언즈」에서 블룸의 정치활동 회상)과 사회적 악폐가 된 과거의 영웅(와 「키클

롭스」), 마취를 찾는 현장들(「로터스 이터스」)과 식욕이 만들어낸 문화(「레스트리

고니언」) 등. 이러한 현장들 속에 제시된 다양한 삶의 단면들이 복합적으로 더블

린 특유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즉 무수히 제시되는 삶의 구체적 단면들이 

더블린의 삶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317)

위에 열거된 현장들에는 스티븐이 주요 편력자이고 블룸이 지엽적으로  등장

하는 현장들이 포함된다. 스티븐의 편력으로 심도 있게 드러나는 사회 현실은 III

장의 제3절에서 제시됐듯이, 자국민에 대해 지배주의적이고 영국인에 대해 기회

주의적인 식민지 청년 엘리트와 제국주의적 ‘오리엔탈리즘’ 시각의 식민종주국 학

자(스티븐의 숙소), 가능성의 육성과 배치되는 교육현장(학교) 현실, 영국의 오리

엔탈리즘을 뒤집은 것에 불과한 원시적 신비주의와 농민 신화화의 문단지도자와 

아일랜드 문예부흥 운동에 앞장서면서도 셰익스피어를 불가침의 절대적 가치로서 

신봉하는 비평가(도서관 문학모임), 값싼 감상적 국수주의 글이 잘 팔리는 언론시

장과 과장적 애국 담론의 사회(신문사), 의학도들로 대표되는 국가 동량(棟樑)인 

청년 엘리트들의 생명과 미래에 무관심한 사육제적 사회관 등이다. 

한편 위에 열거된, 더블린을 하나의 총체적 세계로 이루는 삶의 현장들과 면

모들은 열거방식 자체에서 이미 암시됐듯이 묘지와 병원, 남성과 여성, 음악과 

술, 공식 담론과 야담 등처럼 서로 대비를 이루기도 하고, 학교 교장과 ‘시민’의 

경우처럼 대비되면서도 서로 상통하는 양상을 보이며 서로 반향하는 관계를 이룬

다. 이렇게 제시되는 사회 현실은 식민지로서 세계체제 속에 얽혀 있는 아일랜드

의 현실이며, 『율리시즈』를 식민지인의 세계텍스트가 되게 하는 현실이다.  

블룸이 등장하는 에피소드의 진행을 따라 삶의 현장을 들자면, 1) 제4 에피

소드 「칼립소」는 더블린 시내 북부 이클즈 7번지 블룸의 집 일대의 작은 생활권

을 재현한다. 블룸이 정육점에 가면서 보여주는 그의 동네는 『율리시즈』가 제시

하는 유일한 시민적 생활 구역이다. 주택들, 학교, 성당, 빵집, 정육점, 주류 판매

317) 본고가 『율리시즈』의 에피소드들을 삶의 단면으로 파악하는 시도는 프란츠 춤바하에

게서 시사(示唆) 받았다: Franz Zumbach, Joyce’ Ulysses, München: Piper, 2004. 

   물론 『율리시즈』의 에피소드들은 춤바하가 입문서라는 제한된 기획 속에서 파악하듯이, 

사회의 한 단면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매 에피소드가 서로 공통되는 기획 없이 각각 

사회의 여러 면을 복합적으로 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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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 빵집에서 나는  냄새, 학교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공부소리, 엉덩이가 커다

란 옆집 하녀, 푸줏간의 모습과 그 주인의 태도 등은 그 속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블룸은 주류 판매점이 번창하는 사회 현실을 생각하며 앞에 나와 앉아 

있는 주인 래리 노인에게 일본의 러시아함대 격파 얘기로 인사를 나눈다. 『율리

시즈』는 이곳 거리의 이름도 낱낱이 제시한다. 한편 이 에피소드와 제17 에피소

드는 『율리시즈』에서 유일하게 시민의 부부 생활과 가정의 내부와 살림을 보여준

다. 『율리시즈』에서 유대인 블룸이 시민의 가정생활을 대표하는 것이다.  

2) 제5 에피소드 「로터스이터스」는 집에서 나온 블룸이 거니는 리피강 하류

의 남쪽 구역으로, 우체국, 약국, 호텔, 성당 등 공공성을 가진 지역이다. 이곳에

서 블룸의 행적이 보여주는 세태는 마취 성격의 위안을 찾는 더블린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뒤세이아』의 망각의 열매 로터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제

목이 암시하듯이 잠시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들이 제시된다. 그가 거리에

서 만나는 지인들은 주벽, 도박, 영국의 애스콧 경마에 대한 열기가 더블린 사회

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른 아침부터 가난한 블룸의 지인이 경마정보를 수

집하러 다니고, 술꾼들이 술집에서 정보를 얻어올 그를 기다린다. 이날 영국 에스

콧 경마는 하루 종일 곳곳에서 온 더블린 시민의 관심사이다. 블룸이 더위를 식

히기 위해 들어선 성당에서는 미사가 진행 중인데, 그는 아일랜드인 거의 대부분

이 의지하는 가톨릭교의 미사를 공공연하게 단체로 이뤄지는 위무 의식으로 간주

한다. 이 구역에서 블룸은 12개의 거리와 가게를 포함해 28개의 거리지표를 통과

하며 리피강 하류의 강남의 한 구역을 재현하는 역할을 한다.

3) 제7 에피소드 「하데스」는 블룸이 친구 디그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규모 공원묘지 프로스펙트 공공묘지에 갔다 오는 역정을 통해 장례문화 전반을 

보여준다. 이 묘역은 역사적 영웅들의 묘를 통해 아일랜드 독립운동사의 자취를 

제시하기도 하고, 마리온의 몸에 대해 수군거리는 더블린 사내들의 성적 판타지

를 보여주기도 한다. 블룸은의 장례식 참가는 더블린 북서쪽 교외에 있는 프로스

펙트 묘지로 가는 역정, 도시 외곽의 도로사정, 붐비는 장지 사정, 10분마다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장례식, 끊임없이 장례식을 주관하는 신부의 모습 등 당대 장

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보여주며, 도정에서 다른 장지로 향하는 전통 장례마차 

등은 전통의 일단을 보여준다. 블룸은 디그넘의 집이 있는 더블린 남동쪽 외곽 

샌디마운트에서 친지들과 장례회사가 내주는 마차를 타고  북서쪽을 향해 더블린

을 대각선 방향으로 관통하여 프로스펙트 묘지에 이르는데, 이 역정은 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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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무소, 금주 호텔, 폴코너 철도 안내소, 공무원 양성소, 질 서점, 가톨릭 클

럽, 맹인 직업훈련소 등을 포함해 그들이 지나가는 50개가 넘는 지표를 통해 해

당 지역을 상세히 재현한다. 디그넘 장례식의 참석자는 블룸을 인간적으로 인정

해 주는 친구 마틴 커닝엄과 스티븐의 아버지를 비롯해 더블린의 남자들 20명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들 외에 50명 넘는 더블린 사람들이 블룸 일행의 대화 속에

서 그리고 블룸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블룸이 읽는 신문 부고에서 출현한다.  

4) 제7 에피소드 「아이올로스」는 당대 실존 신문사인 프리먼즈 저널로 들어

간 블룸의 동선을 따라 신문사가 어떤 곳인지 그 전반을 보여준다. 신문사에 진

입하는 과정부터 프리먼즈사(社)의 초대형 체구의 사장, 엄청난 소음을 내며 돌아

가는 윤전기와 거기서 돌아가는 기사를 들여다보며 일하는 편집국장, 여러 실무

부서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매지인 이브닝 텔레그래프의 편집실에서 한담

하는 기자와 단골 내방객들, 그리고 신문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블룸을 집단적 

놀림감으로 삼는 신문팔이 소년들 등. 스티븐도 이 신문사에 들르지만, 그를 통해

서는 신문사에 대한 어떠한 부대정보도 제시되지 않는다. 블룸이 들어간 이브닝 

텔레그래프의 기자와 내방객은 신문에 전재(轉載)된 연설문을 어처구니없다는 좌

절감 속에 낭독한다. 아일랜드 자연을 과장적으로 영탄하는 연설문은 감상적 국

수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당대 독자의 성향과 수준 그리고 신문사

의 수익 확대 전략을 동시에 드러낸다. 텔레그래프지의 편집장이 귀를 기울이지

도 않는 스티븐에게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갤러허 기자의 ‘전설’은 언론 붐이 일었

던 것으로 알려진 당대 아일랜드 언론의 수준을 드러낸다. 갤러허는 『더블린 사

람들』의 「작은 구름」에서 전설적 성공담이 허위로 밝혀지는 기자이다. 이 신문사

에서 유일하게 지적인 인물, 편집위원인 라틴어 교수 맥휴가 꼽는 최고의 명연설, 

게일어 부흥운동을 지지한 연설은 스티븐이 보기에 비장하지만 감상적이고 허황

하다. 이들 연설은 모두 실제의 것으로서 제시된다. 프리먼즈사의 편집국장은 실

명 아래 이탈리아인이며 시장 출마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 함께 일하는 모습이 자

세히 묘사되고 뒤에서도 런던의 의회로 가는 그의 정치참여 모습이 거론되는데, 

이후 그는 실제 시장을 지낸다.

5) 제8 에피소드 「레스트리고니언즈」는 리피강 남쪽의 더블린 중심부로서, 

아일랜드은행, 트리니티 대학, 국립도서관, 국립박물관 등 국립기관들과 번화한 

상업지역이 연접된 곳이다. 점심시간에 혼자 남아 이곳에 와서 걸어다는 블룸의 

행로는 당대 음식문화 전반을 백과사전적으로 보여준다. 캔디 가게로 시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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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식품 상점들, 블룸이 지나치거나 생각하는 수십 개의 먹거리, 무수한 식재료

들, 그 가공과정, 각종 음식점들과 목하 식사중인 각양각색의 식객들 등. 블룸은 

채식 식당에서 나오는 당대 문단의 성자(聖者) AE로 불리는 조지 러셀을 보고, 

그는 AE가 “주술적인 이야기, 상징주의를 강요하듯이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알아

본다. 그는 상징주의, 탐미주의를 “그런 시적인 두뇌의 물결”이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채식과 연관시킨다. 블룸은 부단히 걷는 과정에서 각종 가게와 사무실 

등 50개 가까운 거리 지표를 지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고 많은 사람들을 생

각함으로써 이 지역을 세세히 그리고 생생히 재현하는 역할을 한다. 

트리니티대학 근처에서 블룸의 의식의 흐름은 그의 젊은 시절이자 스티븐의 

유년시절인 19세기 말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의 장면들을 되살려낸다. 그는 경찰관 

한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 너무 잘 먹어서 얼굴이 벌겋다고 생각하며,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이 도주하는 시위자들 중에서 유독 자기만 표적 추적했던 날을 

회상한다. 그날의 시위는 영국 식민지 담당 장관으로서 보어전쟁에 대해 주전파

였던 조지프 체임벌린이 트리니티 대학에서 학위를 받던 날 그에 항의하는 것이

었다. 블룸은 이를 계기로 정치에 뜻을 두었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그의 의식

의 흐름 속에  독립활동 단체와 인물들과 조직원들, 그들의 활동과 비밀 지원자

(支援者) 등 그리고 표리가 다른 당대 사람들의 행태, 신페인당의 대응 허점도 드

러난다. 그의 의식의 흐름은 신페인당으로 옮겨가서, 배신 사태를 막기 위한 제임

스 스티븐스의 소단위 조직, 신페인당의 탈퇴자 처단, 교도관 딸의 신페인 당원 

탈출 지원 등에서 아서 그리피스의 과장과 선동이 없는 정직성, 그와 대조되는 

화제나 민족언어 주장자들의 선동성, 젊은 여성을 통한 신페인 당원 포섭 등등 

그 당시의 정치 분위기를 여실히 되살려낸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 목격해온 일

들을 떠올리며 사회적 전망이  암울하다는 평가를 드러낸다. 시위하던 젊은이들

도 몇 년 지나면 절반 이상은 치안판사나 관료가 되고, 단두대에 올라가도 전쟁

은 싫다고 하던 젊은이들이 앞 다투어 입대하여 식민지전쟁에 참전하고, 무적혁

명당 당원이 되어 젊은이들을 선동한 뒤 당국에 밀고하여 돈을 버는 등의 사례를 

보아왔음을 떠올리는 것이다. 이어 블룸은 번화한 곳에서 침통하게 앞만 바라보

고 걷는 사람을 보고, 경찰청장이 된 파넬 동생인 것을 알아본다. 파넬 동생은 하

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경찰청장이 됐으며, 취임한 후 청장 정복을 입은 

적이 없으며, 침통한 모습이지만 눈초리는 형처럼 무섭다는 것이다. 블룸의 이 같

은 생각은 파넬 동생의 복잡한 심경을 이해함을 드러내준다. (경찰청장 파넬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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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블린 시민들이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제10 에피소드에서 이와 유사한 모습으

로, 즉 찻집에 앉아 체스판을 들여다보는 모습으로 다시 제시된다.) 여기서 블룸

이 파넬에 대해 떠올린 생각들은 그의 실각 이후 식민지 아일랜드가 침체된 정치 

상황에 있음을 말해준다. 불룸도 스티븐도 파넬을 민족운동의 영웅으로 생각하며 

그의 실각으로 정치적 좌절감을 느낀다.318)

6) 제10 에피소드 「배회하는 바위들」은 이제까지 제시된 더블린의 삶과 사람

들을 모두 포함하여 더블린 전체를 보여주는 동영상 조감도(鳥瞰圖)와 같다. 이 

에피소드는 한낮, 오후 3시경 더블린 전역의 노상에서 이동하거나 만나는 사람들

을 총독과 유력한 가톨릭 수사에서 전당포 여주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영화의 롱 샷(long shot) 화면과 같이 보여준다. 

이 에피소드는 19개의 크고 작은 동선(動線)으로 구성된다. 

아일랜드를 지배하는 ‘두 주인’의 대리인으로서 스티븐의 예수회학교 교장인 

콘미신부와 아일랜드 최고 통치자 윌리엄 험블 총독이 가장 긴 동선의 주인공이

다. 콘미신부는 강북에 있는 사제관에서 출발하여 걸어서 동북쪽 시계(市界)) 밖

으로 나가서 전차를 타고 호스곶과 그가 교장이었고 스티븐이 다녔던 클론고우즈

학교를 지나 아테인까지 계속 나아간다. 육군 중장이자 아일랜드 총독 더들리백

작 윌리엄 험블은 마차행렬을 이루며 시내 서쪽 총독관저에서 나와서 동쪽을 향

해 주요 도로를 관통하여 남동쪽 외곽까지 더블린 일대를 횡단한다. 콘미신부는 

“착하고 유능한 가톨릭 교도”이자  “전도 사업에 쓸모 있는” 마틴 커닝엄의 요청

으로 이날 장례식이 치러진 디그넘의 맏아들을 취직시킬 가게를 찾아가는 중이

며, 총독은 병원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 주최자로서 마이러스 바자로 행차하는 중

이다. 콘미 신부는 걸어가며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고, 

소년들에게도 작은 심부름 시키며 허물없이 대하고, 심지어 당대 좋지 않은 평판

을 받던 전당포를 하는 여주인에게도 노상에서 친절하게 말을 건다. 총독의 긴 

행차로를 따라 연도의 시민들은 마상의 총독에게 마땅히 경의를 표하고, 어떤 이

318) 제16 에피소드 「마부 대기소」에서 블룸은 군중의 압박에 몰린 파넬의 모자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어서 돌려주었으며, 그때 파넬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고 회

상한다. 이는 조이스가 블룸을 통해 파넬에 대한 존경과 파넬의 인격에 대한 지지를 표

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넬은 조이스의 자전적 분신 스티븐에게도 유년기 이래 그의 

최고 민족영웅이다. 스티븐은 『초상』 제1장에서 어린 시절 가족의 크리스마스 정찬의 

격론에서 알게 된 파넬의 실각에 소년 나름으로 좌절과 분노를 느끼며, 마지막 장에서

도 아일랜드인이 파넬을 배신한 데 대해 분노를 표출한다. 그리고 그는 이후 대두된 아

일랜드 문예부흥운동과 게일어 부활 운동 등의 대안운동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 224 -

는 각하를 직접 올려다보며 경의를 표할 기회를 놓친 것을 안타까워하고, 스티븐

의 아버지를 비롯해 어떤 사람들은 못 본척하려다가 마지못해 경의를 표한다. 아

일래드를 지배하는 두 외래 세력의 상징인 총독과 콘미 신부는 주민들을 돕기 위

해 나선 것이나, 이는 물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외에 17개의 보다 작은 권역에서 각양각색의 시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동한다. 시민들의 작은 동선들은 서로 마주치기도 하고, 서로 접속되기도 하고, 

교차되기도 하며 무수한 이야기의 장(場)을 발생시킨다. 이 에피소드의 전개가 보

여주는 또 하나의 특이한 방식은 한 권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권역에서 일어

나는 일의 전개 속에 불쑥 삽입됨으로써, 여러 권역이 동시성을 띠며 더블린 전

체를 동시적으로 재현한다는 것이다. 이 더블린 전도(全圖) 속에 이제까지 등장했

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오후 3시경 더블린 일대에서 이동 중인 

주민은 단체나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100명에 육박하며, 이

들이 지나치는 거리와 관공서와 각종 상점 등 도시의 지형지물은 중복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도 170개를 넘는다. 직접 출현하지 않으나 이들 주민들이 거론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나 지명도 상당수에 이른다. 

여기서 스티븐 가족의 적빈이 적실하게 드러난다. 블룸은 스티븐 여동생의 

처참한 옷을 목격하고, 스티븐은 여동생이 굶주리는 자매들의 끼니를 잇기 위해 

하찮은 물건을 팔아 마련한 소액으로 1페니짜리 책을 산 것을 알게 되면서 함께 

익사할 듯한 생활의 위기를 느낀다. 이 한낮의 거리에서 스티븐은 자기 운명에 

전신투구하기로 다짐하고, 아내의 간통을 앞둔 블룸은 서점에서 아내가 좋아할 

만한 선정적인 소설, 유부녀의 간통을 그린 『죄의 감미로움』을 사고, 몰리는 노래

하며 구걸하는 상이군인에게 동전을 떨어뜨리려 창밖으로 팔을 뻗는다. 

이 에피소드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콘미 신부이나, 종반부는 총독의 행

차를 종합해 놓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콘미 신부와 총독의 행차가 에피소드를 수

미상관으로 앞뒤에서 묶는 것은 이들의 더블린 장악을 문학형식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에피소드 말미에서 행차가 종합, 요약되는 총독의 위상은 이후 밤 9시에 

바자의 불꽃축제로서 다시 존재를 확인시킨다.   

7) 제11 에피소드 「사이렌즈」의 블룸이 뒤늦은 식사를 하는 중에 오먼드 호

텔의 바에서 벌어지는 아마추어들의 즉석 음악회는 아일랜드인을 대표하는 음악

문화, 불행하고 가난한 아일랜드인들의 음악에 대한 사랑과 음악이 이들에게 주

는 위무와 집단의식을 보여준다. 음악에 대한 사랑은 아일랜드인의 대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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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당장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는 카울리 신부의 반주(伴奏)로, 

아내가 죽은 후 적빈의 낭인이 되어 굶주리는 딸들을 방기하고 떠돌아다니는 스

티븐의 술꾼 아버지 사이먼 디댈러스, 오래전 사업에 실패하여 극빈자 노인 구호

시설에서 사는 술꾼 바리톤 가수가 만들어내는 음악회는 아내의 외도 시간이 시

시각각 임박해오는 블룸의 압박감을 극적으로 카타르시스 시켜 주고, 음악소리를 

듣고 몰려드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하고 하나로 결합시킨다. 사이먼 디댈러스의 

아름다운 노래와 그것이 주는 감동은 『율리시즈』를 통틀어 조이스가 유일하게 거

리를 두지 않고 서정적으로 재현하는 부분이다. 이 에피소드에서 사이렌들은 젊

은 남자손님들을 유혹하는 두 명의 젊은 여성, 호텔 바의 종업원들이 아니라 노

래로 청중을 감동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사이먼 디댈러스와 벤 돌라드이다. 이들

의 음악은 듣는 이의 감성을 순화시키고 달래어 잠시나마 삶의 압박과 시름을 잊

고 행복하게, 살 힘을 찾게 해주는 역할, 힘겨운 더블린의 삶에 단비와 같은 역할

을 한다. 절절한 사랑을 노래하는 사이먼 디댈러스의 아리아는 블룸의 감성을 회

생시키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는다. 

한편 노래에 가열된 청중은 벤 돌라드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아일랜드 말로” 

불러달라고 노래를 신청하며, 돌라드는 어린 소년들의 대영(對英) 무장봉기를 벌

였던 단발당원 소년들을 기리는 발라드 ‘까까머리 소년’ 부르기 시작한다. 블룸은 

방귀가 터질듯하여 나가려다 벤 돌라드의 깊고 우울한 저음에 압도되어 잠시 주

저앉아서 듣다가 급히 식당을 빠져 나오는데, 그의 뒤에서 노래가 끝나며 열광적 

반응이 터져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 블룸은 한 상점 앞에 서서 방귀를 배출하는

데, 상점 쇼 윈도우 속에는 1803년 처형된 까까머리 소년들의 지도자 로버트 에

멧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블룸이 오전에 공원묘지에서 살찐 쥐가 드나드는 것을 

본 묘소도 바로 에멧의 묘소였다. 이 에피소드의 결말은 액자에 적힌 글귀, 에멧

의 마지막 말로 알려진 글귀를 블룸이 한 구절씩, 즉 “내 조국이 지위를 확보할 

때까지”, “지상의 여러 국가들 가운데서”, 라고 읽을 때마다 방귀가 거세게 방출

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에멧과 관련한 두 장면은 조이스가 에멧의 투쟁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를 영웅시하는 ‘신화’를 해체함을 보여준다. 시머스 딘은 조직

적인 페니어니즘 등장 이전 에멧의 봉기를 졸속적인 무장활동으로 간주하며, 조

이스는 정신의 자치에 초점을 맞추고 문학으로써 그것을 이뤘다고 평가한다.319)

319) Seamus Deane, “Introductio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s, 2003, p. xx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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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까까머리 소년’으로 열기가 고조되는 노래 현장을 블룸이 방귀 때문에 서둘

러 퇴장하는 것은 조이스가 음악의 집단감성을 선동하는 역할에 거리를 둠을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스티븐이 『초상』에서 개진한 ‘정적(靜的) 정서와 동적(動的) 

정서’의 구별에서 보면, 사이먼 디댈러스의 아리아는 바람직한 예술이 유발한 정

적 정서인데 비해 ‘까까머리 소년’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술이 유발하는 동적 정

서, 즉 구체적 반응을 촉발하는 예술의 한 예이기 때문이다.  

8) 제12 에피소드 「키클롭스」는 폭음(暴飮)이 일반화된 당대 더블린 사회의 

암울한 면을 첨예하게 보여준다. 이곳의 술꾼들은 정서도 인간성도 파괴돼 있는 

술꾼들이다. 늦지 않은 오후 시간인 5시경 버니 키어넌이라는 술집에 알콜중독자

가 몸과 정신의  통제를 잃은 채 널브러져 있고, 독립활동 경력의 퇴물 영웅 ‘시

민’을 비롯하여 술꾼들이 자기통제 없이 떠들고 주장하며 술을 마신다. 음악 사랑

과 함께 아일랜드인의 대표적 생활 문화인 음주는 『율리시즈』 곳곳에서 개인과 

사회에 파괴적으로 작용하고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 에피소드

에 앞서서 블룸의 행로는 거대한 맥주회사 기네스의 면모와 더블린 사람들의 생

활로서의 음주 행태를 도처에 드러냈었다. 블룸은 아침 일찍 자기 동네 주류 판

매상을 지나며 이 가게가 번창해가는 세태를 음주 세태와 연결시켜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침에 우체국에서 펜팔 편지를 찾았을 때 만난 지인이 경마 정

보를 물으며 술친구들이 술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자 암담해 한다. 사이먼 

디댈러스와 벤 돌라드는 아직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지만, 이들도 생계가 막

막하면서도 술에 절어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다. 아침에 장례가 치러진 디그

넘의 사인은 과음으로 인한 신부전 끝의 심장마비이다. 그는 과음으로 직장을 잃

고도 술을 절제하지 못하여 아내와 아이들을 무일푼 속에 방치한 채 사망했다. 

하루 내내 디그넘 유족을 위한 모금과 어린 사내아이들의 취직에 앞장서고 저당 

잡힌 디그넘의 보험 문제를 블룸과 함께 고민한 블룸의 친구 마틴 커닝엄의 아내

도 알콜중독자인 것으로 「하데스」에서 드러난다. 블룸은 마주앉아 점심식사를 하

게 된 스티븐의 친척 굴딩을 보며 과음으로 신부전을 앓으며 건강도 경제력도 남

성적 성격도 잃고 다른 사람이 돼버렸음을 느낀다. 

이곳은 블룸이 디그넘 유족을 방문하고 돕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만나기로 한 

지인들을 기다리다가, 술꾼들의 강권을 받고 들어가 유대인이라고 경멸당하고  

‘이단심문’을 받고 ‘파문’당한 곳, 거주 자격을 철저히 부인당한 곳이다. 이곳은 

술고래 ‘시민’이 폭군처럼 지배하는 세계, 『오뒤세이아』의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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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동굴과도 같은 세계이다. 『율리시즈』는 『오뒤세이아』를 철저히 비틀은 패러

디이나, ‘시민’은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와 비뚤어진 시각에 있어서나 폭력성에 

있어서나 아주 유사하게 재현된다. ‘시민’은 국가대표 포환던지기 선수를 지내고 

아일랜드 전통스포츠를 부활시킨 영웅이자 40여 년 전 아일랜드공화국형제단을 

청설하고 민족봉기를 계획하다 체포, 수감된 제임스 스티븐스를 탈출시킨 영웅적 

민족활동가이다. 이 인물은 영웅 전력을 기화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부정적 사

례라 할 수 있다. 그는 술집을 전전하며 남에게 술값을 지불시키고, 시의원에게 

술을 사게 하며, 세간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느 소작농의 소작지를 강탈한 것으

로 화자(話者)에 의해 드러난다. 이 에피소드의 화자(話者)는 『율리시즈』에서 유일

하게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정체불명의 존재이다. 그는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면

서 개인 간의 빚을 받아주는 비밀스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직업상 ‘시민’을 포

함해 많은 사람들의 비행과 비밀을 알고 있다.  

‘시민’은 투사(鬪士)연하며 터무니없고 비이성적이며 유대인 혐오와 극도로 

비이성적이며 비(非)건설적인 반영 감정과 국수주의적인 주장을 쏟아내고, 그에 

어울리는 인물들이 이곳으로 모여든다. 문제의 모사꾼 화자도 시민과 그 일당을 

경멸하면서도 술을 마시기 위해 이곳으로 오고, 프리맨즈 저널 기자 조 하인즈는 

광우병 농가의 소 도살을 막는데 ‘시민’의 영향력을 빌기 위해 이곳으로 오는데, 

술집 앞에서 강박증환자 브린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연민은커녕 재미있어서  

포복절도하며 술집으로 뛰어든다. ‘시민’은 뜬금없이 ‘신 페인당!’을 외치거나 영

국에 대한 적개심을 토로하는 것을 애국으로 착각하는 듯이, 영국과 관련한 것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배척하고 민족지도자 그리피스가 발행하는 신문의 

부고(訃告) 등에 영국인의 이름이 오른 것에 분개한다. 그리고 이들은 자국의 문

화와 생산물에 대해서는 극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영국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수

탈하여 망쳤다며, 올바른 문제 파악과 비판 대신 우물 안 개구리식의 과장과 단

순화를 한다. 그는 절대적 피해자의식을 내세우면서 자기 사회로부터 소외와 거

부를 당하는 유대인에 대해서도 역시 근거 없는 비난과 공격을 한다. 그는 유대

인이 영국을 아일랜드에 불러들인 간부(姦婦)이자 정부(情婦)이며, 국토를 더럽히

며, 몸에서 개를 쫓는 냄새를 풍긴다고 주장하며, 블룸을 노골적으로 “이방인”이

라고 부르며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술꾼들은 블룸을 아내가 바람났다거나 

남자구실을 못할 것이라는 등 인신공격하고, 음주반대 연맹을 저주하며 음주문화

를 비판하는 블룸에게 폭언한다. 이들은 적개심을 애국심으로, 피해의식을 자긍심



- 228 -

으로 여기는 듯이 보인다. 이곳 술꾼들은 음주반대연맹 활동이나 논리적 판단 등 

반성의 계기가 되는 것들에 무조건 배타적이다. ‘시민’을 비롯한 이들의 태도는 

영국이 주는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건설적으로 문제화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에 

대해 무반성적이며, 피해자로 자처하면서도 약자에 대해 부당한 당대 아일랜드인

의 일그러진 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블룸은 이날 저녁 해변에서 이들을 생

각하며, “두 살 먹은 아이처럼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 “언제나 패거리를 만

들어서 무턱대고 마시려 든다”고 생각한다. 급기야 이들은 블룸에게 ‘어느 민족

(nation)에 속하냐’고 힐문하며 그가 아일랜드인임을 부정한다. 블룸이 아일랜드

인이자 지금도 고통당하는 유대종족이라고 답하자, 이들은 사나이답게 힘으로 겨

루자고 육박한다. 블룸이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 참다운 삶을 만든다고 답하자, 

‘시민’은 블룸이 새로 나타난 구세주인 척한다고 아니꼬워하며 “아일랜드어로 종

(鐘)과 성서와 양초에 의거해 파문한다고 선고하고 침을 뱉는다, 영국적인 것에 

대한 혐오를 과시하는 이들에게도 영국의 에스콧 경마는 지대한 관심사이며, 블

룸은 그들의 좌절된 사행심의 속죄양이 된다. 시민의 분노가 폭발에 이른 직접적 

원인은 블룸이 지인이 찾으러 밖에 나간 이유를 오해하여, 횡재했으면서도 술값

을 내지 않으려고 사라진 것으로 단정했기 때문이다. 블룸이 예수도 유대인이었

다고 응수하자 그는 블룸을 향해 비스킷통 뚜껑을 던진다. 투포환 선수 경력을 

발휘한 셈인데, 결코 멀지 않은 과녁조차 맞히지 못한다. 술꾼들의 세계를 주재하

는 ‘시민’과 스티븐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소년들의 세계를 주재하는 통합주의자 

영국인 교장은 민족적 소속, 정치적 입장, 생활 형편, 활동무대 등이 모든 것이 

다르면서도 사회에 깊은 해악을 끼치는 사회 원로라는 의미에서 상통한다. 영국

인 교장이 구제역 백신치료 기고문을 쓴 데 반해 ‘시민’은 구제역에 걸린 소의 폐

기에 반대하는 측의 지원요청을 받는 것은 아일랜드 사회의 아이러니컬한 착종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블룸이 찾으러 나간 사이에 들어온 마틴 커닝엄이 술꾼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진정한 애국자는 애국지사를 자처하는 ‘시민’이나 국수주의 목소리를 높이는 술꾼

들이 아니라 블룸임을 드러내준다. 블룸이 신페인당을 위해 신문 광고를 내고, 시

청에 건설적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블린에는 ‘시민’과 그 추동자들뿐 아니라 커닝엄이나 J.J. 오몰로이처럼 판단이 

바르고, 어려움 속에서도 약자와 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커닝엄은 아내의 알코

올 중독으로 고생하면서도 『율리시즈』 전편을 통틀어 누구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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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깊고 진지하고 이웃을 돕고, 블룸을 유대인이라는 편견 없이 인정하고 존중하

는 유일한 인물로서 드러난다. 이러한 커닝엄이 총독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역시 더블린 사회의 또 하나의 아이러니이다. 한밤중 블룸이 체포될 위기의 

스티븐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친영파 지인의 덕분이었다는 사실도 지배자와 피

지배자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아일랜드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오몰로

이는 유능한 변호사였다가 폐병으로 폐업한 후 생계 때문에 이날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면서도 디그넘 유족을 함께 돕는데, 그도 블룸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

으로 드러난다. 두 사람 모두 블룸이 유대교도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구세주를 

기다리며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기대를 건다는 것을 안다.  

9) 제13 에피소드 「나우시카」는 샌디 마운드 해변을 무대로 『율리시즈』에 이

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처녀들과 영아와 유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시간은 8시경부

터이며, 6월 중순 북위 53도의 더블린은 여전히 환한 상태이다. 이 에피소드는 

청년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바로 다음의 에피소드 「태양신의 황소들」과 대비를 이

루는 한편 30대 유부녀 마리온이 등장하는 「페넬로페」 에피소드와 여성의 생활사

라는 측면에서 연속관계를 이룬다. 

처녀들은 세 명, 20대 초반 두 명과 십대 후반 한 명이며, 친구 사이이다. 

20대 초반 두 처녀는 어린 동생들을 해변에서 놀릴 겸 나온 것이며, 십대 처녀는 

친구들을 따라서 나온 것이다. 블룸은 인근에 있는 디그넘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

곳으로 나와서, 이들이 놀거나 앉아 있는 곳 바로 옆의 바위에 앉아 있다. 이 에

피소드의 전반은 아기들이 노는 모습과 그들을 돌보는 처녀들의 생생한 모습 그

리고 그중 한 처녀의 성적 흥분과 그에 호응하는 블룸을 제시하며, 후반은 처녀

들이 모두 귀가한 후 홀로 남은 블룸의 긴 의식의 흐름으로 이뤄진다. 

화자는 처녀들 각각의 이름과 나이는 물론 외모, 성격, 말투, 가정 사정 등을 

세세하게 이야기한다. 유아 둘이서 해변에서 놀며 다투는 모습, 유모차에 있는 영

아의 모습, 처녀들이 아기들을 놀리거나 달래며 돌보는 개성적 말투와 모습 등도 

세세히 묘사된다. 십대 처녀 거티는 다리를 저는 것을 보이기 싫어서 앉아 있는

데, 바위에 앉아 있는 블룸과 서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다. 17

세로 밝혀지는 거티는 해변에 표류한 오뒤세우스를 회복시켜 이타카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젊은 공주 나우시카처럼 삶에 지친 중년남자 블룸을 구원해 주는 역

할을 하게 된다. 이들 처녀들에 대한 묘사와 설명은 처녀들이 읽을 법한 통속 잡

지의 문체 속에 이루어진다. 당대 처녀들의 암울한 처지가 구태여 현실을 직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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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화려하고 달콤한 언어 속에 감추는 문체 속에 제시되는 것이다. 처녀들

은 다음 에피소드의 청년 엘리트들과 전혀 다른 암울한 처지인 것으로 드러난다. 

동생들을 돌보던 처녀 중의 하나인 키티는 밤에 홍등가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

난다. 거티는 자기에게 “결혼이 헛된 꿈”임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행복한 결혼

과 성(性)에 대한 꿈이 그만큼 강렬한 어린 처녀이다. 화자는 거티에 대한 이야기

를 “거티가 누구일까?”, “저항하기 힘든 그 신비로운 매력은 ... 사랑에 대한 동

경인지도 몰랐다”320)로 시작하여 20여 쪽(영어 원문)에 걸쳐 불행한 가정 형편 

속에서의 성장 과정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옷에서 속옷까지, 그에 쏟는 거티의 

노력과 취향 그리고 불가능한 결혼 전망과 결혼에 대한 갈망 등을 이야기한다. 

화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거티의 가정은 아버지의 음주와 폭력으로 불행하고 가난

하지만, 거티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처녀이다. 그녀는 이웃의 잘 사는 집 연하 남

학생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녀는 사회적 위상이 달라서 결혼이 불가능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고 자기는 남과 다르다는 자부심을 가지

고 치장에 공을 들이며, 시를 좋아한다. 그녀는 현실의 불행에 자기도취적 신데렐

라꿈으로 맞서는 처녀로 보인다. 거티를 비롯한 이들 처녀들의 이야기는 아일랜

드의 어려운 시대를 사는 처녀들의 삶을 제시하는 당대 아일랜드 통속사(通俗史)

의 한 장(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블룸과 거티의 상호 인식은 블룸이 자기 쪽으로 굴러온 꼬마들의 공을 던져

준 것이 거티 쪽으로 떨어진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다. 이때부터 거티는 블룸을 

의식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배려 깊은 중년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꿈을 꾸

며 앉아 있던 거티는 블룸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꿈이 이뤄졌다는 착

각 속에 블룸을 상대로 자아도취적 상상을 펼치며 모자를 벗어서 아름다운 머릿

결을 흔들어 보이고 다리를 점점 세게 흔들며 노출하는 등 일방적 에로스 관계에 

빠져든다. 거티가 블룸이 자기를 본다고 느낀 순간부터 성적 절정에 이르는 과정

은 블룸이 사이먼 디댈러스의 아리아에 몰입하여 절정감에 이르는 과정처럼 의식

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제시된다. 거티의 경우는 에디와 시시가 간간

히 부르는 소리를 제외하고 300행에 가까이에 이를 정도로321) 훨씬 길다. 조이스

는 이 과정을 성당의 미사 소리를 배음으로 삼고 총독이 참가한 바자의 불꽃놀이

320) 제임스 조이스/ 김성숙 역, 『율리시즈』 I, 동서문화사, 2011, p.579.

321) James Joyce, Ulysses, Vintage Books, 1986, p.293~300, 제13 에피소드 411~740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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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경으로 삼아 전개시킴으로써 ‘두 주인’의 권위를 해체한다. 

처녀들이 아기들을 돌보는 모습과 거기서 유도된 블룸의 여성의 삶, 즉 처녀

시절에서 결혼에 이르고 출산과 가족 부양으로 점차 힘들어지는 생활에 이르는 

여성의 삶은 인간의 삶을 영속시키는 여성의 역할을 보여준다. 

10) 제14~17 에피소드는 블룸이 스티븐을 동행하는 역할을 한다. 제14 에피

소드 「태양신의 황소들」은 병원 대기실과 시내 술집에서 의학도를 비롯한 청년 

엘리트이 벌이는 방종한 술판이다. 이 술판은 『파우스트』 2부의 대학생들의 술집, 

‘아우어바하 술집’보다 오히려 더 광란적이다. 이 에피소드는 한편으로는 청년들

의 셰계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바로 앞의 처녀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나우시카」 

에피소드와 짝을,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의 탄생 현장이라는 의미에서 장례를 보

여주는 제6 에피소드 「하데스」와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 에피소에서 제시

되는 당대 아일랜드의 청년 엘리트들의 행태는 바로 전 에피소드에서 제시된 처

녀들의 어두운 사정과 유리된 세계를 보여준다. 사흘째 산통을 겪는 부인을 포함

해 70명의 산모가 입원해 있는 산부인과 병원의  대기실에서 의학도들을 포함한 

청년들이 벌인 술판은 생명이나 출산에 대한 경외가 완전히 부재한 외설과 음담

의 경연장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태양신의 황소들’, 즉 민족의 종마(種馬)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자제해 달라는 젊은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산모와 간호사에 

대해서까지 용납될 수 없는 육담을 하여, 급기야 이 의사로부터 “민족의 장래가 

두렵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실제로 당시 홀리스가(街)의 산부인과의 대기실에서 

이런 술판들이 벌어져서 물의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5 에피소드 「키르케」의 홍등가는 「배회하는 바위들」의 한낮 더블린 거리

와 명과 암의 관계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국 병사들의 주둔과 아프리카에

서의 식민지 확장 전쟁의 여파로 당시 더블린의 홍등가는 도시 규모에 비해 엄청

나게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 홍등가는 영국 병사들이 상스럽고 방자하게 

활보하며, 이들과 실랑이가 벌어지면 당장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하는 것으로 드

러난다. 제16 에피소드 「마부 대기소」는 스티븐과 블룸이 함께 앉아 있는 가운데 

도시 노동민중의 세계를 보여주는 한편 이들 세계의 야화(野話)와 야사(野史)를 

들려준다. 가짜 선원이 세상을 두루 편력했다며 가짜 ‘오뒤세이아’를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파넬이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한다. 사회의 아웃사이더 블룸도 파넬

에 대한 회상을 비롯하여 정치에 열 올리던 젊은 날을 무용담처럼 회상하고, 보

일런이 하는 연주여행 사업을 확대하여 여행을 포함시키고 무대를 영국으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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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는 꿈을 펼침으로써 이에 동참한다. 이들의 야화와 야사는 낮에 도서관에 

등장한 문단지도자들의 비현실적 문학관과 신문사 편집실에 낭독되거나 재연된 

감상주의 애국 연설들과 대응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의 이야기는 무지하고 사

회의 응지에 소외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때문에 사회의 엘리트

들이 만들어낸 농민 신화와 달리 실제로 민중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이며, 피넬의 

귀환을 장담하는 등의 이들의 야사는 실제 민중의 소망을 말해준다.

제17 에피소드 「이타카」의 블룸의 집은 그가 처음 등장하여 보여주는  집 주

변과 집 내부와 함께 『율리시즈』에서 유일하게 제시되는 시민의 생활상이다. 블

룸의 가정 내의 시설과 부엌 살림도구들과 그를 다루는 블룸의 모습, 그가 장만

한 크고 작은 가구들과 장식품, 그의 장서(藏書), 그의 설합들에 들어 있는 소소

한 물건들, 그의 경제 계획과 가계부, 자신과 가족을 위한 각종 보험증서 등 견실

한 시민의 가정살림이 어떤 것인지 속속들이 보여준다. 블룸의 집은 소시민의 생

활을 보여주는 생활박물관과도 같다. 

2.3. ‘의식의 흐름’ 

이 소절에서는 『초상』의 경우보다는 물론 훨씬 확장적으로, 문학사상 유래 

없이 다양하고 광범하게 활용되는 『율리시즈』에서의 의식의 흐름 기법에 대해 논

의된다. 

조이스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율리시즈』에서 재현 공간을  의식세계 

전체로까지 확장한다. 의식의 흐름은 불수의적(不隨意적) 의식 활동이며,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이를 언어로 외화(外化)하는 문학장치이다. 『율리시즈』에서 현실을 

설명 없이 실제의 복사판같이 그대로 재현하는 특유의 리얼리즘이 의식의 영역으

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생리적 배출 현상들이 실제처럼 단계적으로 곡진히 제시

되듯이, 의식도 그 진행이 그대로 복사되듯이 제시되는 것이다. 『율리시즈』에서 

제시되는 의식의 흐름은 모레티도 지적하듯이, 무의식으로 가라앉지 않는다. 

『율리시즈』에서 의식의 흐름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양태 속에 이

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와 다양한 분야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의식의 흐름은 일

차적으로 편력기 『율리시즈』의 공간 재현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재현 공간

을 일반적으로 지적되듯이 편력자가 마주하는 가시적 현실 공간을 너머로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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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주요 인물들의 의식 영역 또는 정신영역으로 광범하게 확장한다.  더욱 

중요한 역할은 스티븐과 블룸에게서 진행되는 내적 드라마를 제시해 줌으로써 

『율리시즈』를 개인의 인생 드라마가 전개되는 장(場)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율리시즈』에서 제시되는 의식의 흐름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편력 무대인 가

시적, 물리적 공간을 확장한다.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받은  자극 의해 자동적으로 

촉발된 의식의 단편들이 추가 정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모레티가 말하는 

『율리시즈』의 의식의 흐름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모레티는 더블린 거리를 걷

는 블룸의 의식의 흐름이 근대도시가 유발하는 자극들을 단순 반사하면서 초국적 

근대성의 공간을 재현하며, 이로써 『율리시즈』를 세계텍스트로 만드는 데 기여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율리시즈』에서 제시되는 의식의 흐름의 다양한 양

태 중 하나일 뿐이다. 우선 거리를 걷거나 이동 중인 블룸의 의식의 흐름이 절대 

마주치는 자극을 의식 속으로 수용하지 않고 즉각 반사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걷는 블룸의 의식의 흐름에 회상과 연상이 있다. 이것의 역할도 『율리시즈』의 재

현 공간을 그가 마주치는 물리적 사태 너머로 확장시키며 그 사태의 의미를 드러

내는 역할을 한다. 이는 대체로 그의 개인사와 관련된 단편적인 것들로서, 재현 

공간을 구체화하며 확장한다. 

그러나 블룸의 의식의 흐름은 개인사 외에도 사회 현상에 대해 비교적 길게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때 그의 의식의 흐름은 시대정신 

또는 시대상을 재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더위

를 피해 성당에 들러서 미사 의식(儀式)을 지켜보며 광고업자로서 반복효과를 기

능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사회학적 의미에서 공개적 집단 마취행위로 규정하기도 

하고, 사회를 마취시키는 가톨릭을 실질적 권력체제이자 경제체제로서 규정하기

도 한다(「로터스 이터스」). 또한 그는 번화가를 걸으며 AE와 그를 추종하는 젊은 

여성 문인을 발견하고, 이들의 특이한 행태와 신비주의를 채식주의와 연결시키며 

희화화하기도 한다(「레스트리고니언즈」). 그가 벌겋게 살찐 경찰관들을 본 걸 계

기로 진행되는 그의 의식의 흐름은 공간을 과거로 확장하면서 그의 젊은 시절 아

일랜드 독립 활동들 그리고 이후 활동가들의 변절상을 상당히 광범하게 제시한

다. 블룸의 의식의 흐름이 극히 짧은 무작위적 단상(斷想)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도 흐름 가운데 간과하기 어려운 비판적 계기들을 돌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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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는 끝난 것 같다. 모두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를 이해 기

도해 주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되풀이할수록 효과가 있다. 광고도 마찬가지다. 우리 가게에서 구입하세

요. 우리 가게에서 구입하세요. 그렇다. 사제관에 등불이 켜졌다. 그들의 

조촐한 식사. 톰 인쇄소에 근무할 때 계산 착오를 저질렀던 게 기억나는

군. 28파운드. 교회는 집을 두 채 갖고 있다. 가브리엘 콘로이의 동생은 

보좌신부이다.322)

이는 블룸이 해변에서 자위를  끝낸 두 그의 의식이 해변의 성당으로 향한 

순간의 그의 의식의 흐름이다. 여기서 미사는 다시 한 번 상품 광고와 등치된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편린들, 즉 “조촐한 식사”와 몇 개의 무관한 편린들 뒤

에 곧 돌출하는 “교회는 집을 두 채 갖고 있다”는 독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새겨보도록 유도한다. 이는 사태를 극도로 여실히 재현하는 『율리시

즈』 특유의 리얼리즘이 물리적 공간의 재현에 있어서는 물론 의식 활동의 재현에 

있어서도 그 재현 자체가 문제 제기이자 비판이 되도록 하는 리얼리즘임을 확인

시켜 준다.     

『율리시즈』에서 의식의 흐름의 중요하고도 특이한 역할은 개인별로 저마다 

다른 의식의 지평 또는 영역을 편력기 속에서 펼쳐 보인다는 것이다. 세 주요인

물 스티븐, 블룸, 마리온의 서로 다른 정신세계가 편력기 역정을 구성하는 기착지

들의 대열에 편입된 것이다. 스티븐, 마리온, 블룸의 의식의 흐름이 펼치는 정신 

영역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그 자체가 국경이 없는 초국적 차원의 것들로서, 

『율리시즈』를 세계텍스트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

제3 에피소드 「프로테우스」는 스티븐의 해변 명상에 전적으로 할애되어, 탯

줄로 영속되는 시간의 영속성 속에서 인간의 한시성, 즉 역사의 교체와 삶의 무

상한 변화를 인지하는 가운데 인간의 죽을 운명을 날카롭게 자각하고 예술을 죽

음, 즉 개인의 한시성에 대한 저항으로서 인식하는 스티븐의 철학적 정신영역을 

펼치는 장이 된다. 마지막 에피소드 『페넬로페』는 전적으로 마리온에게 할애되어, 

두서없는 의식의 흐름 속에서 성(性)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리온의 정신세계를 

광범하게 전개하는 장이 된다. 

322) 제임스 조이스/김성숙 역, 『율리시즈』 I, 동서문화사, p.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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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의 정신세계 전개에도 제13 에피소드 『나우시카』의 후반 530여 행(영어 

원문)이 할애된다. 블룸의 명상 장소는 오전 스티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블룸의 명상의 마지막 단계는 그 자신의 삶과 계획이 차지하지만, 

그에 앞서 절대적으로 긴 부분이 과학적 사유로 이루어진다. 우선 블룸은 여성의 

삶에 관한 생물학적, 문화인류학적 사유를 전개한다. 그는 달(月)과 연동되는 여

성의 생리, 펜팔 여성과 거티를 포함한 모든 젊은 여성의 성적 갈망, 이들의 결혼

과 출산에서 비롯되는 여성으로서의 삶 등 여성의 삶을 과학적으로 객관화하고 

일반화하는 사유를 펼친다. 이어 그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자력(磁力)과 냄새와 

관련한 생태를 사유한다. 그는 자력(磁力)과 냄새가 유인하는 각종 사례들, 박쥐

와 꿀벌의 생의 본능과 대양을 누비는 선원(船員)의 기질 등에 관한 긴 사유 속에 

인간과 동물의 삶을  과학적으로 바라본다. 그의 직업인 광고는 해변에서도 그리

고 집에서 침대에 들기 직전 순간까지 하루 종일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새로

운 아이디어와 사업을 떠올리게 하며, 도시 외곽 순환로 건설을 포함한 시정(市

政)이나 일상생활의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그의 의식에 부단히 떠오

른다. 이보다 작은 잡다한 지식들과 당대인들에 대한 인식과 앞서 제시된 종교계

와 문학계에 관한 생각 등을 포함하여, 블룸의 의식세계는 실로 방대한 근대 생

활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사고하며 삶을 객관화하고 자기 삶 역

시 일반화하는 블룸의 기질은 물론 근대인적인 기질이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는 의지할 곳 없는 그를 사회의 적대와 가정의 파탄 위기에 침몰하지 않게 지탱

해주는 사고의 기제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자신이 닥친 위기, 몰리의 외도 사태

를 통념에서 벗어나서 과학적, 합리적으로 생각하고자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사태

를 개인적 비극으로 받아들여서 좌절에 빠지는 데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323)

이 같은 과학적 사고와 객관화는 근대인의 자기 소외의 특징이기도 하며, 자아에 

집중하는 스티븐의 사유와 대비를 이룬다.

블룸은 이 외에도 홍등가에서 또 다른 양태의 의식의 흐름을 통해 또 다른 

정신 영역을 제시한다. 블룸이 스티븐을 찾아다는 동안 제시되는 그의 머릿속에

서 전개되는 ‘환상’들은 홍등가를 순찰하는 경찰이 그를 수상히 여기는 데서 촉발

되는데, 실제로 그의 머릿속에 있는 일들, 즉 권력체제로서의 가톨릭에 대한 생

각, 거만한 귀부인이 남성에게 굴복하는 상상, 잘 먹어서 얼굴이 벌건 경찰관들이 

323) 블룸의 아버지는 우울증이 깊어져서 결국 음독자살했으며, 이는 블룸에게 가슴 아픈 

기억으로 각인돼 있다. 



- 236 -

유발한 젊은 시절 반영(反英)시위 때  폭력적이었던 경찰관들의 회상, 젊은 시절

의 정치가 꿈, 정의의 재판에 대한 소망, 그가 읽은 책들, 작중에서 거론된 그의 

개인사 등에서 발전된 것들이다. 블룸이 풀어내는 환상들은 신화 세계와 역사적 

세계로 시공을 종횡무진 비약하며 변신하여 다양한 삶을 사는 것을 내용으로 한

다는 점에서『파우스트』 2부에서 파우스트가 전개하는 역정의 압축판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파우스트의 역정을 서구 사회문화사의 압축판으로 본다면, 블룸의 

의식이 그려낸 환상들 역시 일종의 서구 사회문화사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모레

티가 『파우스트』 2부를 세계텍스트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블룸의 환상 

사슬도 세계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블룸이 환상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의식의 흐름은 문학작품을 탄생

시키는 의식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블룸의 환상은 『파우스트』 2부와 마찬가지

로 결과물로서 환상이지만, 환상을 작성하는 블룸 자신은 『파우스트』를 쓰던 괴

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 의식 활동에서 벗어난 환각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환상이 호객하는 접대부와의 대화를 포함해 그가 스티븐을 찾는 일에 방해

되지 않으며, 대화 상대방도 그의 판타지에 대해 눈치 채지 못한다는 것이 그 증

거이다. 즉 블룸의 환상은 예술가 지망생 스티븐이 말하는 ‘지적(知的) 상상 

intellectual imagination’과 같은 의식차원의 산물이다. 스티븐은 홍등가에서 어

머니의 유령과 맞서서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며, 그의 얼굴이 창백

해진 것을 의아해하는 접대부에게 ‘지적 상상’이라며 안심시킨다. 블룸의 홍등가 

환상은 평소에 소설가 진로를 꿈꾸기도 하며 몇 편의 짧을 구상을 펼치기도 한 

블룸의 지적 상상의 결과물로서, 환상을 만들어내는 의식의 흐름, 즉 문학작품을 

탄생시키는 의식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블룸은 소설을 쓰고자 하는 소망을 갖

고 있으며, 이날 세 차례 작품 구상을 한다. 그는 아침에 그의 집 화장실에서 신

문에 실린 소설을 읽으며, 몰리의 말을 섞어서 짧고 센스 있는 소설을 써서 공동

명의로 발표하는 공상을 한다. 저녁에 바닷가에서 그는 브린이 지나가는 것을 보

고, ‘해안의 신비로운 사나이’라는 단편을 현상 공모작으로 내서 입선하는 공상을 

한다. 한밤중 마부 대기소에서도 그는 ‘마부 대기소에서 나의 경험’이라는 소설을 

쓰는 생각을 해본다. 「배회하는 바위들」에서 그의 지인 매코이는 하루종일 경마 

정보를 구하고 전달하는 데 여념이 없는 레너헌이 마리온의 풍만한 육체에 대해 

이야기하며 블룸을 비웃자, ‘블룸은 당신네들과 다른 사람이며, 전방위적 교양을 

갖춘 사람이고, 예술가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진지하게 말해준다.324) 블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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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사를 통틀어 의식의 활동을 가장 광범하게 체현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율리시즈』에서 의식의 흐름이 담당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내면에서 

진행되는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편력기 『율리시즈』를 예술가소설로 만드

는 데 기여한다. 전통적 편력기에서 서사의 진행은 장소의 이동으로 이루어지며, 

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획득한다. 편력자 주인공은 목적지에 이르겠다

는 시종여일의 목표 속에 장애 극복이라는 동일한 의미의 모험을 반복한다. 현대

의 편력기 『율리시즈』는 스티븐의 자아를 지키려는 고투와 블룸의 삶의 붕괴를 

막는 분투의 내적 역정을 보여준다. 『율리시즈』의 서사의 진행도 장소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루어진다. 이 외적 진행은 편력자가 당면하는 사회 현실을 

구성한다. 의식의 흐름이 도입됨으로써 『율리시즈』는 스티븐과 블룸이 개인으로

서 겪는 기승전결의 내적 투쟁의 역정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편력기 『율리시

즈』가 예술가소설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로 인해서이다. 

모레티는 블룸이 근대 도시의 자극들 사이를 무심하게 걸어가는 가운데 동기

화되지 않은 그의 반사적 의식의 흐름이 근대 도시라는 초국적 현상을 재현한다

고 주장한다. 그는 블룸의 무심함이 바로 자극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근대인

다운 자기 방어라고 주장하며 이때 블룸의  무심함이 근대인 특성이라고 말함으

로써, 이때의 블룸이 그의 정상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는 블룸의 

이 같은 양태의 의식의 흐름이 『율리시즈』의 초반에 국한됨을 인정한다. 모레티

가 지적하듯, 거리를 걷는 블룸의 의식의 흐름 속에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사람

과 장소 그리고 삶의 구체적 단편들이 떠오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블

룸은 정상상태라기보다 이상상태, 즉 가정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여 불안, 좌절, 

절망으로 치닫는 감정이 흔들림 속에 있다. 이때 그의 의식의 흐름을 통해 단편

적 정보들이 수없이 제시되는 것은 오히려 이 이상상태의 징후, 즉 사유 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외부에 대해 수용 대신 단순한 반사로 반응함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율리시즈』에서 제시되는 의식의 흐름의 결정적 변화들은 인물의 내적 전기

(轉機)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스티븐 서사와 블룸 서사의 전기들을 이루는 것들

이다. 스티븐의 내적 전기는 그의 자각적 언어로 제시되는 데 비해 블룸의 내적 

324) He’s a cultured allroundman, Bloom is, he said seriously. He’s not one of 

your common or garden ... you know ... There’s a touch of the artist about 

old Bloom.: James Joyce, Ulysses, Vintage Books, 1986, p.193, 581~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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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그의 ‘편집’을 거치지 않은 채 그 진행 상황이 의식의 흐름 기법에 의해 

그대로 제시된다. 조이스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과 같은 세세한 리얼

리즘으로 블룸에게서 진행되는 의식의 전기들을 재현한다. 

우선 블룸에 대해 말하면, 블룸이 아침부터 그를 짓눌러온 압박감에서 해방

되는 결정적 전기는 음악 감상 때의 의식의 변화에서 드러난다. 

- 오라 ...

그것은 날아올랐다. 한 마리 새가. 계속 날았다. 빠르게 솟구치는 맑은 

울음소리, 고요하게, 점점더 속도를 더해가며, 직선으로 솟구쳐 오르는 

은빛 비상체, 돌아오려면, 너무 오래 끌지 마, 그는 호흡을 길게 길게 이

어간다, 기나긴 인생, 높이 솟아오르는, 높이 솟아오르는, 눈부시게 타오

르는, 상징의 광채 속으로, 포근한 그대 가슴 속으로, 높이, 사방으로 빛

을 내뿜으며, 모든 것이 솟구친다, 모든 것이, 끝없이, 무한 속으로, 무한 

내게로!

사이폴드!325)

이는 블룸이 오먼드 호텔 식당에서 스티븐의 아버지 사이먼 디댈러스가 호텔 음

악살롱에서 부르는 아리아 ‘마르타’를 들으며 빠져드는 순간의 의식 변화가 의식

의 흐름 기법으로 재현된 것이다. 블룸이 음악과 혼연일체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부터 이 마지막의 카타르시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추상화하거나 모호하게 표

현하지 않고, 블룸이 느꼈을 감각을 포착하여 과장 없이 선명하게 재현된 것이다. 

최인훈이 사실과 예술의 경계선까지 이른, 가시적 리얼리즘의 마지막 극단까지 

간 것이라고 분석한 『율리시즈』의 리얼리즘326)이 의식의 영역에도 적용된 것이

다. 그러나 조이스의 이 의식(意識) 묘사는 사실적이면서도 서정성을 아우르며 감

동의 순간을 재현한다.327) 조이스는 이 순간에 블룸이 겪는 변화가 서사전개 상 

325) 앞의 책, p.226~7, 제11 에피소드 744~753행. 

   제임스 조이스/김성숙 역, 『율리시즈』 I, 동서문화사, p.468.

   사이폴드는 노래를 부른 사람의 이름 ‘사이먼’과 블룸 자신의 이름 ‘레오폴드’를 합성한 

것. 이는 블룸의 감정이 사이먼 디댈러스의 노래에 완전히 이입되어 하나가 됐음을 뜻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6) 최인훈, 작가와 성찰 – 시점 · 가치 · 앙가주망, 『문학과 이데올로기』(최인훈 전집 

12), 문학과 지성사, 1998[1980], p. 17, 18~19.

327) 인용문의 영어 원문은 단편적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직감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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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의미를 말해주지 않는다. 전후 서사맥락 상 이것이 블룸의 카타르시스 순간

임이 드러날 뿐이다. 이 순간을 계기로 블룸은 압박감에서 벗어남을 보여주며, 이

어 그를 유대인이라고 공격하는 술꾼들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급기야 술꾼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군림하는 ‘시민’에게 감히 맞서고, 

분노하는 그를 향해 허위의 정곡을 찌르기에 이른다. 

블룸이 어두워지는 해변에서 아내와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호스 곶을 바라볼 

때의 의식의 흐름은 긴 하루의 외로운 내적 고투의 역정을 압축하며 새로운 단계

로 나아가려는 그의 의지를 드러낸다. 

이제 호스 곶은 아주 조용해졌다. 먼 언덕들은 마치... . 우리가 있던 곳. 

진달래곷. 내가 바보지. 자두 열매는 놈이 먹고. 내게 남은 것은 다 먹고 

뱉은 자두씨뿐이다. 예부터 저 언덕들은 모든 걸 보아왔다. 다만 사람의 

이름만이 바뀌었을 뿐. 단지 그것뿐이다. 연인들. 쪽. 쪽. 좀 피곤한 것 

같군. 일어설까? 아니, 기다려. 내 몸 안에서 남성적인 힘을 모두 빼앗아

갔어. 저 작은 마녀가. 그녀가 나에게 키스했다. 나의 젊음. 이제 돌아오

지 않는다. 그것은 단 한 번 닥쳐올 뿐. 그녀의 젊음도 그렇다. 내일 기

차를 타고 그곳에 가볼까. 아냐. 같은 것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어린

애처럼 같은 집으로 다시 가보다니. 나는 새로운 것을 원한다.328)

이 자연발생적 의식의 흐름의 재현 속에 블룸의 에덴동산(낙원), 호스 곶으로부터

의 추락, 시간의 영속성과 무상한 인간의 삶, 그 나름의 좌절 해소, 낙원 회복의 

갈망, 상실의 수용, 자신의 변화 자인(自認) 등이 압축돼 있다. 비약하는 의식의 

흐름 속에 출현하는 “저 작은 마녀”는 거티이며, 그가 앞서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반어적 표현이다. 거티 바로 뒤에 출현한 그에게 키

스한 “그녀”는 다시 아내 마리온이다. “나는 새로운 것을 원한다”는 이에 앞서서 

블룸이 거티가 앉았던 자리에 앉고 싶다라든가 낮에 도서관에서 봤던 여학교 졸

업생들의 의자는 행복했을 것이라고 느꼈었음으로 미루어볼 때 젊은 처녀들에 대

반면에 번역하기에는 까다로운 편이다.  프랑크 침바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이먼 디댈러

스의 목소리와 그 노래가 불러일으키는 희열에 대한 조이스의 이 묘사를  『율리시즈』를 

통틀어 가장 감동적(anrührend)인 부분이라고 말한다:  Frank Zumbach, Joyce’ 
Ulysses, München: Piper, 2004, p.82.

328) 제임스 조이스/김성숙 역, 『율리시즈』 I, 동서문화사, p.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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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갈망임이 드러난다. 이상과 같이 조이스는 블룸 서사의 전기(轉機)들을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그의 의식의 변화를 드러내냄으로써 제시한다. 

이와 달리 스티븐의 내적 전기는 그의 해변 명상이 그러하듯, 그 자신의 언

어로 치환되어 제시된다. 그리고 스티븐의 의식의 변화는 그의 자각적 의지와 지

향을 통해 제시된다. 스티븐은 문학모임에서 셰익스피어의 사생활 얘기에 참가들

이 비웃자,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이야기하는 “행동”으로써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자기를 공격하기를 일삼는 친구 멀리건을 떠나서 “나의 의지”를 펼치겠

다고 결심한다. 그는 한낮 거리를 배회하는 중에 윙윙거리는 외부의 세계와 쿵쿵

거리는 자기 심장 사이로 자신을 기투(企投)하겠다고 결의하고, 홍등가에서 린치

에게 태양과 셰익스피어 등이 자기 길을 완주하여 자기궤도를 완성하듯이 전력으

로 정진(精進)하여 자기 운명과 만나겠음을, 자기 운명을 완성하겠음을 암시하고, 

블룸의 집에서 대우주의 허무를 속으로 원심적인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등 내면

의 변화를 자각하고 그것을 그의 특유한 언어로 압축, 치환한다.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마리온의 의식의 흐름은 객관성이나 지향성과는 거리가 

멀다. 마리온의 의식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도취적인 세계 속에서 방향 없는 회

상과 갈망을 전개한 끝에 과거로 복귀한다. 프랭크 버전은 스티븐, 블룸, 몰 리가 

각각의 의식의 흐름에서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몰리의 경우에 대해 

가장 낮은 지면을 찾아 모든 방향으로 구비도는 저속 이동이라고 지적한다.329)   

  

3. 『회색인』과 『서유기』

3.1. 세계텍스트로서의 『회색인』   

『회색인』은 첫 장은 독고준과 김학의 대좌로 시작되고, 마지막 장은 첫 대좌

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서 시작된다. 그 사이 이들은 몇 차례 만나서 토론한 

것으로 보고된다. 그 사이  이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은 각자의 편력 속에서이다. 

독고준은 회상 속에서 유년기 이후 군대시절까지 단계적으로 되새기는 편력을 하

329) Molly’s, an oleaginous slow-moving stream, turning in every direction to 

find the lowest level. : Frank Budgen,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0,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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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생활의 격변을 맞아 실제 편력이 시작된다. 김학은 독고준이 모르는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되는 편력을 하며, 이는 정치학과 친구들과의 대화(제4장), 고향

집 방문(제6장), 현자(賢者) 황선생 방문(제8장)로 이어진다. 『회색인』은 독고준과 

김학의 편력이 하나로 엮이는 서사라는 점에서, 『율리시즈』의 이원 편력과 상통

하는 서사라이다. 

『회색인』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비됨을 통해 세계텍스트로 

만들어진다.  『회색인』의 작품 속 현재는 1958년 가을부터 1959년 7월까지, 주

인공 독고준의 대학교 3학년 2학기 초부터 4학년 1학기 말까지이다. 14개 장 중 

제1~3장은 독고준의 회상을 통한 과거 편력이다. 회상 당시 독고준은 학교에도 

나가고 과외교사도 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나지만, 이때 이것들은 언급되지 않는

다. 그의 생활은 자신을 일요일의 인간이다, 무기력하게 회색의 의자에 앉아 지낸

다, 고향이 신(神)이 되어서 사회와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자각하듯이, 친교에 

일방적으로 적극성을 보이는 김학과의 대화와 하숙집 주인 가족과의 간단한 접촉

을 제외하면 거의 회상 속에 묻혀 지낸다. 회상 속의 편력은 해방 직후 북한에서

의 유소년 시절로부터 중학 시절과 피란 온 후 남한에서 아버지와 지내던 시절을 

거쳐 군복무 시절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회상 속 편력에서 

독고준은 과거 북한의 사회상 속에서 자신을 재현하는 한편 이를 현재 시각에서 

논평한다. 이런 점에서 독고준의 회상 속 편력은 이중의 목소리 속에서 진행된다. 

과거의 재현과 그에 부대되는 현재의 논평이라는 점에서 『회색인』의 회상 속 편

력과 『서유기』의 환상 편력에서 독고준이 옛 등굣길을 따라 가는 편력과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 둘 사이의 차이는 독고준의 논평이 『회색인』에서는 개인 발달사

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서유기』에서는 사회사적 시각에서 이루어진다

는 것이다.  

『회색인』에서 ‘현재’에 발생하는 사태는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직접적으로 또

는 간접적으로 서로 대립하거나 보완하는 다성성의 구조 속에 전개된다. 작가는 

개개의 목소리, 서로 다른 입장들의 한계나 장점 혹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지 않는다. 작가는 목소리들에 거리를 두거나 목소리들이 서로 대비되게 

하여 상대화하며 평가를 독자에게 맡긴다. 이를 통해 사태는 다양한 입장에서 문

제시되는 가운데 전모를 드러낸다. 

『회색인』이 문제 삼는 사태는 정체성을 확보하여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남

한의 후식민지적 상황으로서, 독고준의 『갇힌 세대』 초대(招待) 투고문, 황(黃)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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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역사관, 김학의 『갇힌 세대』 기고문 등을 통해 설명된다. 작품 초두를 차지

하는 독고준의 기고문은 당대 한국의 민주주의 파행의 원인을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발판으로 서서히 발전시킨 민주주의가 한국에 갑작스럽게 이식된 데 있

는 것으로 지적한다. 독고준은 결론으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로서 ‘시간과 

사랑’을 제시한다. 제8장에서 경주의 현자(賢者) 황선생이 방문자 김학에게 들려

주는 역사관은 한국인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개하는 광대한 세계사 분석이다. 

이는 고대 지중해에서 현대 유럽에 이르기까지 문화와 경제, 종교와 정치를 아우

르며 세계사를 분석하고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진로를 제시하는 것으로

서, 작품 전체의 역사철학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황선생의 결론은 이 같은 역사 

배경 인식을 전제로 각자 자기 나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고준과 

황선생은 모르는 사이이다. 그러나 독고준의 역사 인식과 상황 분석은 상대적으

로 좁은 범주에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황선생의 것과 일치하는 것

으로 드러난다. 작품 말미에서 김학이 독고준에게 보여주는 『갇힌 세대』 기고문

은 ‘해방 후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가 됐더라면’이라는 가정 아래 전개

한 가상의 역사 전개이다. 이는 그랬더라면 정체성을 가진 정치의 초석이 확실히 

마련됐을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해방 직후 민족사를 올바로 시작할 기회를 안타

깝게 상실했다는 황선생의 지적을 그가 독고준의 시니컬한 말투를 빌어 전개한 

것이다. 김학의 글에서 잃은 것으로 지적된 것들은 만회해야할 역사적 숙제를 뜻

한다. 김학이 역사적 숙제를 자각하는 것은 혁명에 나서야 한다던 그가 작품 말

미에서 개혁주의가 돼 있는 것과 상통한다. 

세 사람의 역사 분석과 미래 제안은 작가의 문제의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파

악되나, 작가는 직접적 지지를 밝히지 않고 이들을 상대화하는 전략을 통해 재현 

공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한다. 독고준과 김학의 주장은 진지한 것이지만, 필자가  

짐짓 농담투의 어투를 취함으로써 다른 의견과 첨예하게 대치될 가능성이 다분히  

소거된다. 독고준은 자신의 결론을 여자 친구에게서 얻었다는 말함으로써, 김학은  

임시정부 지도자들을 다소 과장되게 고풍스럽게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짐짓 

희화화한다. 『회색인』과 『서유기』의 역사인식의 바탕을 이루는 황선생의 역사관

도 다소 희극적 요소를 통해 진지성이 다소 상대화된다. 매우 진지하고 타당한 

역사 에세이와 같은 황선생의 역사관 피력은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말해달

라고 다그치는 김학의 요청에 그가 계속 물러섬으로써 그리고 그의 일장연설이 

끝난 후 개가 짖음으로써 그 진지성이 다소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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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 사람이 제시하는 역사의식, 현실 진단, 역사적 숙제는 작가의 문제

의식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서유기』에서 본격적으로 문제화된다. 세계텍스트라는 

점에서 『회색인』과 『서유기』는 다르지 않다.  『회색인』은 이상과 같이 세 사람이 

제시하는 문제의 사태에서 우선 독고준과 김학이 해결책 모색을 두고 시간과 혁

명으로 맞서는 것으로 진행된다. 독고준은 김학을 서양의 역사의식을 추종한다 

또는 생각이 막한 데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자신에게 사회에 대해 생각하는 계

기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김학은 독고준의 개인주의를 오만하게 

생각하고 그의 ‘시간’ 주장을 비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신이 행동을 입으로 

주장하는 데 그침을 인정하다가 결국 시간 속의 개혁을 지향하게 된다. 정치학과 

학생 김학과 국문과 학생 독고준은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리얼리즘에 대해서도 

대립한다. 김학은 문학이 당대인의 꿈 대변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반면 독고준은 

답을 내놓지 않은 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하는 중이다. 

『회색인』에서 시국에 관한 문제나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의 문제는 김학의 편

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4장에서 김학의 『갇힌 세대』 동인들, 정치학과 친구들은 

독고준과 김학이 벌여온 혁명 찬반 논쟁을 국제관계의 지평으로 확대한다. 독고

준과 김학이 역사적 또는 인간적 차원에서 논쟁을 벌였다면, 정치학과 학생들은 

시국 분석과 혁명 실현 가능성 여부를 국제적 정치 역학 차원에서 논의한다. 대

표적인 것으로, 오승은은 남북 분단과 미국의 한국 후원이라는 관점에서 혁명 불

가론을 펼친다.

김학이 고향을 방문하는 제6장에서는 김학의 형, 김학의 아버지, 김학 형의 

해양대학 동기생의 자아의식이 사회와 조금씩 다른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김

학의 형은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기로 했다며 새로이 갖게 된 향토

애를 드러내며, 김학은 형과 비슷한 말을 하는 친구가 있다며 비겁한 생각이라고 

반발한다. 그럼 네가 한 것이 무엇이냐는 형의 반문에 김학은 자신의 주장이 허

언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자각하며 놀란다.    

독고준은 문제의식이 진정으로 자기자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비롯돼야 한다

는 입장인 반면 김학은 대의를 주장하며 독고준의 입장을 비겁한 것이라고 간주

해온 것이다. 독고준의 입장을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판단한 김학의 독

고준에 대한 평가가 그의 형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화되는 것이다. 여기서 일맥상

통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김학 형과 독고준의 사회적 자아는 정지용의 향토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별된다. 김학 형은 동생에게 정지용의 『향수(鄕愁)』 전문(全



- 244 -

文)을 읆어준다. 독고준은 정지용의 시가 달달하다며 거리를 두는데, 이로서 그는  

본의 아니게 김학 형의 향토애를 자기애적 퇴행성이라는 각도에서 비추게 된다. 

‘고향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의 말도 일종의 매저키즘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제 그만 아프기로 했다”는 김학 아버지는 촌로의 자기중심적 인생관을 보

여주는 것으로, 김학 형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사회적 자아를 드러낸다. 김학 아

버지의 말은 부친이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급히 고향집에 간 형제가 아버지의 

빠른 쾌차에 놀라자 답한 것이다. 김학 형이 들려주는 해양대학 동기생 이야기는 

개인적 자아가 공백에 가깝고 그 자리를 “전체”, 사회적 자아가 차지한 극단적 

사례에 속한다. 이 해양대학 동기생은 실습선이 요코하마 항에 정박했을 때 과거 

식민종주국이 화려하게 부흥한 것을 보고 포격하고 싶은 유혹을 간신히 참았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후에 정신 문제로 낙향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은 자아가 

소거된 대의와 행동주의의 위험성을 말해준다. 이 사람의 사회적 자아는 김학의 

부친, 그의 형, 김학 자신에 이어 극단적 왼쪽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김학의 행동

주의 주장을 상대화한다. 작품 말미에서 김학이 개혁주의자가 됐음을, 즉 시간 속

에서 사태를 개선키로 했음을 인정하자, 독고준은 중요한 것은 성실성이라고 지

적하고, 김학은 허를 찔렸다는 엄살로 이를 인정한다. 

독고준의 뮤즈인 김순임과 독고준이 대화하는 화가 이유정은 사회 구원의 대

의에 몰두하는 사람과 순수와 응용, 추상과 도식을 구분하지 않는 개방적 인물로

서 상반되는 사회적 자아를 드러낸다. 

『회색인』은 자아냐 시대적 구호(口號)냐 또는 개인이냐 행동주의적 대의냐를 

중심으로 실로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며 변주하고 상호 반향시키며 문제의 전모를 

드러내고자 한다. 우찬제는 이를 “상대 인물이나 위성 인물들도 나름의 관념적 

성찰의 몫을 일정하게 담당”한다고 지적한다330). 이들 다양한 목소리는 당대 상

황을 총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회색인』을 백과사전적, 서사시적 작품으로 만들

고, 다양한 목소리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 반향은 인식론적 지평을 확대함으

로서 『회색인』을 세계텍스트로 만든다.  

『회색인』에서 독고준의 과거도 현재도 모두 그의 의식의 흐름과 같이 자유롭

게 전개되는 성찰 속에서 그 의미를 드러낸다. 『회색인』에서 독고준의 의식의 흐

330) 우찬제, 「모나드의 창과 불안의 철학시(哲學詩)」, 『회색인』(최인훈 문학전집 2), 문학

과 지성사, 2008, p.39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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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은 그의 문학과 사회에 대한 의식과 그의 내면 드라마를 모두 드러낸다. 독고

준의 의식의 흐름은 블룸의 즉물적 인식 차원과 달리 성찰적 차원에서 전개된다. 

그러나  『회색인』은 의식의 흐름이 작품 전반을 장악한다는 점에서 『율리시즈』의 

광범한 의식의 흐름 활용과 상통한다.  

특히 『회색인』은 인물의 중대한 내적 전기가 음악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서

정적 과정이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재현되는 사례를 『율리시즈』와 공유한다. 독

고준이 맞는 결정적인 내적 변화, 즉 이유정의 방으로 ‘실족’하게 되는 계기 역시 

음악을 통해 마련된다. 평소에 음악에 빠져들기를 거부해온 그는 그날 밤 이유정

의 방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다가 음악 속으로 완전히 빠져든다. 그는 자기 방으

로 돌아오나, 북한의 대남방송에서 난수표 암호를 지속적으로 읽는 여자 아나운

서의 목소리에서 다시 음악이 주는 도취감에 빠져  이유정의 방으로 향한다. 그

리고 이때 독고준이 겪는 두 번의 내적 변화가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세세히 그

러나 서정적으로 재현된다. 이는 오먼드 호텔 식당에서 스티븐의 아버지가 부르

는 아리아 ‘마르타’를 듣는 블룸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블룸도 독고준도 음악

에 빠져들기에 앞서서 약간의 술을 마시며, 이것이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

한다. 

3.2. 환상 편력의 『서유기』

『서유기』의 서사는 청년 독고준이 자아의 재확인을 위해 자기 운명을 처음 

느낀, 자아를 처음 자각한 소년시절의 현장을 찾아가는 역정이며, 이 역정은 남북

한의 당대 현실 사회와 그에 이른 내력을 드러낸다. 『율리시즈』가 『초상』의 제5

장에서 캠퍼스를 무대로 이루어진 편력을 사회를 무대로 확장한 성격을 갖듯이, 

『서유기』는 『회색인』에서 독고준의 개인적 발달사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현실과 

역사에 관한 성찰과 편력을 사회적, 정신사적 지평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서유기』가 편력기로서 『율리시즈』와 형식상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환상 편력

이라는 점이다.  『율리시즈』가 스티븐과 독고준 두 사람의 상보적 편력자를 통해 

더블린의 하루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달리, 『서유기』는 환상의 조건 속에

서 독고준이 단독으로 시간과 공간을 비약하여 한국의 사회와 역사 속을 편력케 

함으로써 사회 현실을 역사적 내력 속에서 제시한다.  독고준은 남한의 당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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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시작하여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와 역사 속의 인물을 만나기도 하고, 현실

적으로 갈 수 없는 북한의 고향을 방문하여 북한의 당대 실상을 마주하며 자신의 

과거와 만난다. 환상 편력에서 독고준은 시공(時空)의 논리를 뛰어넘어 현실적  

상황들을 차례로 마주치는데, 이 발췌적 상황들이 현실과 역사의 총체상을 구성

한다.  

한편 『서유기』에서 독고준의 편력은 12건의 연설에 의해 동반되는데, 이 연

설들은 당대 사회 현실을 다각적으로 제시하는 것들로서 작품의 재현 공간을 독

고준의 물리적 편력 공간 너머로 크게 확장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서유기』도 일

종의 이원적 편력기라고 할 수 있다. 블룸의 편력이 사회의 생활면을 재현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연설들은 사회 근본 문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연설

들은 그 주체가 직접 나타나지 않고 독고준의 여정에 설치된 라디오, 스피커, 전

화 등을 통해 울려나오며, 정권의 주장, 민족 전체와 관련되는 사회 현실의 진단, 

사회에 대한 비판, 장래에 대한 제안 등이다.  

『율리시즈』를 사실과 예술의 경계선에 이른 가시적 리얼리즘의 마지막 극단

으로 분석한 최인훈은 비가시적 환상 편력 속에서 현실의 내력을 보여주고 현실

의 진상을 여러 목소리로 들려준다. 독고준은 편력의 기착지마다 동참을 강권 받

으나 뿌리치고 나아가며, 연설의 협박과 호소를 들어가며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최인훈이 『서유기』를 “나의 지옥편”331)이라고 칭하듯, 독고준의 편력은 지하로 

추락하여 시작되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옴으로써 끝난다. 독고준이 암중모색의 편

력 중에 물리적으로 만나는 상황들도 그의 역정을 동반하는 연설들도 모두 한국

의 문제를 초국적 차원에서 제시한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상보적으로 한국의 혼

란하고 어두운 현실을 세계사 속에서 그리고 세계적의 지평 위에서 총체적으로 

재현한다.  

『서유기』의 환상 편력은 독고준이 이유정의 방에서 돌아 나와, 카프카의 『심

판 Der Prozeß』332)에서 요제프 K와 같이 다섯 명의 낯선 사람들에게 체포되는 

331)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1979), 『길에 관한 명상』(최인훈 전집 

13), 문학과 지성사, 2010, p.24.

332) 『서유기』의 환상 편력은 우선 초두에 독고준이 다섯 사람에 의해 체포된다는 점에서 

『심판』과 눈에 띄게 유사하다. 체포자가 꼭 다섯 명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인

훈이 작품 초두를 『심판』과 동일하게 시작한다는 것은 그 나름의 목적을 가진 의도적  

과시라고 할 수 있다. 「변신」을 패러디한 독고준의 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심판』과 『서유기』는 위에서 제시한 기본 서사의 상통성 외에도 드라큘라 모티프로 엮이

는 요제프 K와 뷔르스트너양(孃), 독고준과 김순임의 관계에서도 상통성을 보인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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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異常) 사건에서 비롯된다. 독고준은 이들에 의해 지하통로로 끌려간 후, 앞

으로는 혼자 가라고 풀려난다. 요제프 K와 같이 이후 그는 체포됐으면서도 구금

되지 않은 이상한 상태에서 목적지를 모른 채 그리고 도달 가능성도 불확실한 상

황에서 낯선 곳에 끌려들어가고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편력을 계속한다(W시에 

도착하기 이전). 요제프 K의 편력도 독고준의 편력도 자신이 재판 대상이라는 상

시적 압박감 속에서 이루어진다. 요제프 K에게도 독고준에게도 법정은 자기가 누

군지를, 즉 자기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곳이다. 요제프 K가 자기 증명을 자임

하기를 회피하고 판결 이유를 모른 채 처형당하는 것과 달리, 독고준은 스스로 

법정에 나서서 자기에게 자아부정을 강요한 학급재판의 교사자에게 맞섬으로써 

스스로를 해방한다.   

독고준의 편력을 동기화하는 것은 그를 잘 아는 사람이 그를 찾는다는, 만나

자는 신문 광고문이다. 이로써 그의 편력은 자기를 다시 만나는 것, 즉 자아의 재

확인이라는 목적 속에 진행된다. 처음에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오로지 

가야 한다는 의지 속에 현실 속을 편력하며, 기차역에 이르러 자기가 가는 길이 

고향으로 향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W시 외곽에 이르러 자신의 목적지가 자기 

운명의 얼굴을 처음 본, 즉 자아를 처음 인식한 현장을 향하는 것임을 자각한다. 

우선 그는 남한 영역에서 진찰실, 즉 국가정책 결정 관행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는 상황과 만나고, 그의 자아가 유린당하고 논개가 고문당하는 일본 지하 경찰서, 

즉 여전히 개인과 국가의 존엄성이 일본에 의해 위협당하는 상황을 통과한다. 기

차역에 이른 그는 당해 역을 철도 운행망에서 분리시켜 정원으로 만든 역장, 즉 

역사 탐색 대신 현실 안주를 강력히 권하는 힘에 저항하여 기차를 타고 문화형 

연구 역사학자, 즉 나치와 일본의 생물학적 우생학 대신에 사고(思考)유형으로 민

족을 구별하는 시도로 식민사관을 극복하려는 역사학자의 가설을 듣고, 식민종주

국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식민종주국의 일원이 되어 미래를 맡기고자 했던 이광

수의 역사관 설명과 변명을 듣는다. 

유기』에서 역장, 검차원 2명, 간호원, 일본 헌병 등 다섯 명이 사태 진행에 개입하면서

도 오히려 사태 파악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이들이 『심판』의 체포자들과 마찬가지로 통

일성 있는 성격을 가진 유기적 인물이 아니라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국한되는 존

재들이기 때문이다. 이중 역장의 경우는 스티븐 보호자로서의 블룸의 역할을 일부 승계

함으로써 『심판』의 체포 지휘자로부터 굴절을 보인다.  

   독고준은 『회색인』에서 카프카를 “위대한 선배”로 칭하며, 카프카의 문학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한다(p.206~208). 『심판』과 『서유기』의 본격적 비교는 다른 맥락의 장(場)을 필

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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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영역에서 현실과 역사를 차례로 관통한 독고준은 W시 외곽에 이르러 

등굣길을 따라 시내로 향하며 중학시절의 추억의 현장들에 들러, 일제 잔재와 어

설픈 공산주의가 착종됐던 당시를 회상하며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으

로써 소년시절 각인된 공산주의 교육의 압박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나간

다. 그는 그가 들렀던 공공시설들이 붕괴되는 것을 돌아보며, 즉 자기 내면에 자

리잡고 있던 과거의 권위가 해체되는 것을 느끼며 학교를 향해 계속 시내로 들어

간다. 친구들이 살던 동네를 확인하며 친구들과의 애틋한 추억들 속에 근대 초기 

상업문화와 어설픈 공산주의가 우스꽝스럽게 착종돼 있던 당시의 생활상을 생생

히 떠올린다. 그가 통과하는 W시 는 인적없이 텅 빈 인간 소외의 도시이며, 시내

를 조망하는 언덕에서 내려다본 고향 도시의 전경(全景)은 외래도시로 변모해 있

다. 학교에 근접한 독고준은 하늘 가득히 쏟아져내리는 반짝이는 종이조각들의 

세례를 받으며, 종이쪽지 위에서 그를 찾는 광고문을 확인하고 목적지에 도달했

다는 감격에 젖는다. 자아감을 회복한 독고준은 중학교 교실의 법정에 들어가, 학

교가 가능태인 학생을 인민의 적으로 박해한 데 대해 항의한다. 그의 항변이 끝

난 후 그의 변호인은 공산주의에  대해 노동이 인간 소외를 극복한다는 무매개적 

주장, 정신노동의 배재, 이를 통한 인간 소외, 소련의 대국주의 등을 맹점으로 지

적하고, 기술이 확산된 현세계에서 공산주의는 무의미한 관념이 됐다고 주장하며 

공산주의의 시효성을 부정한다. 자아를 재확인하고 자기부정을 강요한 학급재판

에서 트라우마와 맞서 떨쳐낸 독고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스스로 일탈했던 자

기 방으로 귀환한다.  

독고준의 편력을 동반하는 연설들은 일본 총독. 상해임시정부와 상해 혁명위, 

북한 공산정권, 이성(理性)병원, 다시 상해임시정부와 불교 관음종 등 사회의 주

요 진영들을 대표한다. 『서유기』는 때로 8~10쪽에 이르는 길고 논리적 완결성을 

갖춘 텍스트들을 제시한다. 연설 텍스트들은 연설 주체마다 다른 특유의 어휘와 

어투와 논리를 담아, 각각의 진영을 대표하는 실제 인물이 등장하여 발표하듯이 

현실감 있게 제시된다. 이 같은 『서유기』의 다성성은 작중 세계를 현실적 쟁론의 

공간으로 만든다. 최인훈이 『서유기』에 대해 “사상을 의인화해서 사상의 극, 사상

의 서사시 같은 느낌을 준 것”333)이라고 말한 것은 이를 가리킬 것이다.  

독고준의 편력을 동반하는 12건의 연설 중 남한 영역의 것은 논개 고문실이 

333)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길에 관한 명상』(최인훈 전집 13), 문학

과 지성사, 2010,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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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본 지하 경찰서의 라디오에서 울려나오는 일본 총독의 연설과 그의 첫 기

차 승차시 기차 라디오에서 울려나오는 상해임시정부, 자칭 ‘상해정부’와 상해 혁

명위의 연설 등 3건이다. 이들의 내용은  해방 후 민족적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

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친일파 처리의 방식을 둘러싼 것이다.

일본 총독의 연설은 네 쪽 가득한 분량의 텍스트 속에서 전후 일본은 뜻하지 

않은 경제부흥을 이룬 반면 한국은 해방 후에도 민족적 경각심 없이 무방비상태

라고 분석하고, 지하에서, 즉 암암리에 한국을 재점령할 태세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일본인들을 격려한다.

“충용한 제국 신민 여러분, 제국이 재기하여 반도에 다시 영광이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은인자중 맡은 바 고난의 항쟁을 계속 하고 있는 모

든 군인과 경찰과 밀정 여러분. (...) 다행히 전후의 전세는 이측에 유리

하게 전개하여 제국은 뜻밖의 관대한 처분으로 부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반도는 일본을 대신하여 전쟁의 배상을 치른 감이 불무합니

다. (...) 반도의 영유는 조국의 비밀이었습니다. 영혼의 꿈이었습니다. 

(...) 이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 실지 회복, 반도의 재영유, 

이것이 제국의 꿈입니다. (...) 40년의 경영에서 뿌려진 씨는 무럭무럭 자

라고 있으며, 이는 폐하의 유덕을 흠모하는 충성스런 반도인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 해방된 노예의 꿈은 노예로 돌아가는 것입

니다. 그들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 반도의 그날이 오기까지, 충용한 

나의 장병과 유지 여러분, 자중자애하고 권토중래를 신념하십시오. 반도

는 갈 데 없는 제국의 꿈, 제국의 비밀입니다. ...”(『서유기』, p.32~36.)

‘상해정부’로 자칭하는 상해임시정부의 연설334)은 세 쪽 가득한 분량 속에서 

노인의 음성으로 우선 임시정부가 해방된 조국에서 정치 참여 기회가 차단당한 

가운데 남한은 소인배들이 정권을 잡고 북한은 소련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정권

을 쥐고 조국을 분단시켰음을 지적한다. 상해임정은 국가의 기초는 도덕적 세력, 

타인을 위한 희생자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신자들과 적의 치하에서 잘 지내

던 소인배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며, 국가의 기본인 도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결

334) 최인훈, 『서유기』(최인훈 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6[1977], 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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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한다. 그러나 상해임정은 처결 대상이 독립투쟁 때

처럼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민족이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통스

러워한다. 

“상해정부는 민족의 이름으로 정통(正統)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신성하고

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 우리는 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살할 대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분명했습니다. (...) 해

방된 조국의 천하는 국제정세의 해괴망측한 변덕과 장개석 총통의 영향

력 상실로 말미암아 소인배들의 손아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민족보

다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강대국에 아부하여 그들의 어리석은 심부름꾼 

노릇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호구지책과 치부에 여념이 없는 무리들은 오

늘날 조국을 두 토막으로 내어 쑥밭을 만들어놓고 말았습니다. (...) 국가

는 (...) 그것은 도덕을 필요로 합니다. (...) 은인자중하던 상해정부는 이

에 사생결단의 피비린내 나는 결전을 벌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그

러면 저 원수들의 피처럼 내 겨레의 피를 원할 것인가. (...) 아 마음 괴

로워라. (...) 나쁜 순환을 끊자고? 누군가 죽어야 한다고? (...) 그것을 

할 수 있는 손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자. 생각해보자. 도와주시오. 

동지들! (...)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서유기』, p.94~97.)   

상해임시정부의 연설 도중 혁명이 일어나, 새 정부 수반이 된 혁명위 위원장

의 연설335)이 세 쪽 가득한 분량에 걸쳐 이어진다. 혁명위원장은 임시정부의 신

중한 입장을 “패배주의와 무사안일주의”로 규탄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여, 자

격 있는 사람들은 동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극단적 독선과 좌고우면하지 

않는 즉결적이고 무차별적인 친일파 처단을 주장한다.

“그들은 한 사람의 매국노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을 휴머니즘이라고 칭하

고 만 사람의 민중이 압제와 우롱을 받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을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자격 있는 사람들이 치르는 혁명

적의 피 위에다 세운 국가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

335) 앞의 책, p.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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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는 도덕이라고요? (...) 국가의 기초는 피, 그것도 동족의 피입니

다. (...) 동지들, 위원회는 명백한 진리를 추구합니다. (...) 전열을 가다

듬고 일대 살육의 마당으로 나갑시다. (...) 운명을 피하지 맙시다. (...) 

이 치사한 연극에 끝장을 냅시다. 예술은 혁명의 요화를 먹고 자라난 독

화(毒花)이며 요화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서유기』, 

p.97~100.)

상해임시정부와 상해혁명위의 대립은 『회색인』에서 독고준과 김학의 ‘시간과 

혁명’의 대립이 친일파 처리라는 민족적 현안의 차원에서 변주된 것이다. 상해혁

명위의 언어가 지나친 과격성을 띠는 것은 독고준의 혁명의 무모함에 대한 우려, 

개인의 생명을 앗을 수 있는 혁명의 부대작용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 W시의  옛 등굣길을 따라 시내로 들어가는 독고준은 쉴 새 없는 

연설 세례를 받는다. 북한 정권과 이성병원의 연설이 그가 지나는 대로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세 차례와 두 차례, 토치카 전화기에서 각각 한 차례씩 모두 네 차례

와 세 차례 교대로 울려나온다. 학창시절 추억의 현장을 방문한 독고준이 파악한 

과거 공산정권은 “점령군이 데리고 들어온 공산주의자들이 벼락치기로 군림함으

로써 비롯된 정권”, 남한과 마찬가지로 “박래품” 정권336)이다. 그에 따라 북한 정

권은 “봉건적, 권위 신봉적, 폐쇄적, 일본 군국주의적, 관존민비적 삶의 근본 태

도 위에 공산주의라는 회칠을 한 추악한 무덤”337)이라는 것이 독고준의 결론이

다. 이때부터 시작된 북한정권의 연설은 독고준을 공화국 전복을 위해 잠입한 스

파이로 규정하며 색출, 처결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정권 연설들의 언어와 주장은 

그들이 바로 독고준이 내린 결론에 부합하는 문제의 정권임을 스스로 폭로한다. 

“모든 공화국 공민은 도시에서 농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일제히 일어

서십시오. 당과 수령의 부름을 맞받아 인민의 적을 색출하는 사업에 용

감하고 견결하게 일어서십시오. 간첩은 공화국 북반부에 건설된 사회주

의의 물질적 및 정신적 성과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남조선 괴뢰 도당들에 

의하여 밀파된 자입니다. 위대한 소련 인민과 스탈린 대원수의 힘으로 

336) 앞의 책, p.234.

337) 앞의 책,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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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된 조국의 북반부에 다시금 제국주의자들의 피의 사슬을 들씌우려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  공화국 북반부에서 그의 활동이 방치된다면 

수령님 은혜로 이루어진 인민의 낙원은 하루아침에 끔찍한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서유기』, p.235~236.)

세 쪽이 넘은 첫 번째 연설은 외부의 적을 가정하여 내부 결속을 다지고자 

하며, “간첩 침투 사건의 속보”인 두 번째 연설338)은 독고준이 “얼마 전에 서울

시 운동장에서 명상을 범하고 (...) 이 명상으로 그는 공화국에 대한 적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인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을 가했다”고 전하며, 독고준이 명

상으로 다음 공격 목표를 노리고 있을 것이니, “모든 적위대원은 그를 발견하여 

체포 혹은 사살하는 사업”에 일어서라며 선동한다. 이 연설은 사유 활동을 북한

정권에 대한 극악한 위해(危害)로 죄악시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아예 제거하라고 

선동하며, 당과 수령에게 무조건적으로 충성할 것을 촉구한다. 공산정권이 독고준

을 색출하라며 밝히는 그의 인상, “스파이의 인상”은 “관념적이며, 쇄말적이며, 

상징적이며, 회상적이며, 노예적인 얼굴”339)로서, 모든 사유활동의 특성을 아우른

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성병원의 이름 아래 울려나오는 연설340)은 독고준이 

사회 파괴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성병원에서 탈출한 “정신사(精神史) 병

자”라고 발표한다. 이성병원은 이 병이 근본적으로는 “서구 사람들의 지리상 발

견의 시대와 더불어 시작된” “가치 체계의 다원화 현상이 빚어낸 판단 감각의 혼

란”이라고 밝히며, “환자를 공적(公賊)으로 취급”하여 절멸시키는 것은 “인류가 

도달한 문명 감각에 어그러지는 것”이며, 병의 원인인 환경을 고치지 않고 환자

를 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탄압하는 ‘회상’과 ‘명상’을 ‘회의

(懷疑)’, 즉 의문의 제기로 치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회의의 권리는 보

장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환자를 제거할 것이 아니라 이성병원은 병의 원인을 규

명해야 한다며, 인류의 건강을 염려한다면 독고준을 발견할 시 병원에 신고해 달

라고 호소한다. 이성병원이 밝히는 독고준의 특성은 “정신적 무국적(無國籍), 패

러디 감각선(感覺腺)의 이상 분비, 도식벽(圖式癖), 가치무매개적(價値無媒介的) 

338) 앞의 책, p.238~240.

339) 앞의 책, p.239.

340) 앞의 책, p.2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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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방관벽 등”(p.242)이다. 이 특성들은 북한정권이 밝힌 그의 특성들을 중립

적 시각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제 공산정권과 이성병원의 연설은 독고준과 김학이 대립한 시간과 혁명을 

이성과 혁명으로 변주하여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인다. 북한정권은 한편으로는 이

성병원과 대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고준을 이성병원과 한편으로 보며 공격하

게 된다. 이성병원은 과학적 사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북한정권은 체제의 결속

에 금이 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무조건 방어태세를 취한다. 공산정권 연

설341)은 이성병원의 연설에 대해 “혼란을 틈탄 음모자들은 해적방송을 시작하여 

안으로부터 적에게 호응하고 있다”며 “교양 학습회를 조직하여 사상적 단결을 공

고히” 할 것을 촉구한다. 공산정권은 역사발전의 법칙은 “억압받는 계급의 혁명

에 의해서만”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으로서 이미 발견돼 있으며, 이는 결코 문제 

제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산정권은 이성병원측이 “모순을 계급적 이

해관계에서 분리하여 과학적으로 순수하게 연구한다고 주장한다”고 비난하고, 이

제 독고준의 목적이 “지하에 숨었던 부르조아 잔당을 선동하여 막강한 인민의 힘

에 대항하는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북한 정권은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

옹성처럼 뭉친 인민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그리고 지도

일꾼들이 교양학습회에서 “과학의 계급적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

러일으키도록 권고”342)함으로써 내부에서 대두될 과학적 사유에 방어와 경계의 

태세를 취한다.

이성병원의 재대응 연설343)은 독고준이 환자가 된 것은 학문적 열정 탓에 이

성(理性)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기 때문이며, 그 근거로 ‘공간론’이 동료들에 의해 

높이 평가된다는 것을 든다. 이성병원은 과학은 어느 집단 또는 국가가 아니라 

오직 이성에게만 봉사할 의무를 지며, 이성은 실재하는 사회 세력이 아니라 영원

한 계급, 영원한 국가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성병원은 혁명집단은 과격한 자기

정당화 요구의 본능으로 현실의 자기를 이성 그 자체로서 실체화하려 함으로써 

현실과 허구를 혼동한다고 지적한다. 이성병원은 이성은 허구이지만 환상은 아니

고, 방법적으로 선취된 미래의 인류의 법률이며 모든 현실은 이에 비추어 심판된

다고 주장한다. 이성병원은 신(神)이 역사의 시간 속에 한꺼번에 육화(肉化)하여 

341) 앞의 책, p.242~244.

342) 앞의 책, p.243.

343) 앞의 책, p.2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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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일이 없다며, 혁명이 주장하는 의사신(擬似神)의 현신은 검증할 수 없는 

이적(異蹟)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성병원은 혁명은 즉시 선

택,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찬성 아니면 적(敵)으로 치부하고, 경우에 따라 생명을 

차단하는데, 그런 혁명이 내일 압제가 안 되리라는 것을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해

결은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독고준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불가능한 선택

을 포기”했기 때문에 희생자가 된 것이라고 이성병원은 주장한다.

토치카의 전화 수화기를 통해 계속되는 양측의 공방에서 북한당국 연설344)은 

회상(回想)이라는 정신활동을 체제를 파괴하는 직접적인 위협으로서 규탄하고, 공

산주의 혁명의 절대적 객관성을 주장하며 과학에 대해 체제를 위협하는 제국주의

의 음모로 비난한다.

“W시 인민에게 고합니다. 간첩은 시내 곳곳 인민의 재산에 파괴적인 공

격을 가했습니다. 간첩은 W역을 폭파하고 정치보위부에 공격을 가하였

으며 천주교당에서 학교 고개 사이에 있는 가옥들을 파괴하였습니다. 그

는 이 모든 파괴 활동을 회상(回想)이라는 흉기로 범행하였습니다. 이 몰

락한 부르조아의 회상은 비뚤어진 과거의 독(毒)으로 인민의 건강하고 

올바른 현재에 대하여 보편성 없는 감상(感傷)의 흙탕칠을 하였습니

다.”(『서유기』, p.250.) 

이어 북한정권은 자신들의 혁명의 절대적 객관성을 독선적으로 역설한다.

“역사는 모든 개인의 자의적인 결심의 총화가 아닙니다. 역사는 생산수

단의 소유를 무기로 가진 지배계급의 압제에 대한 인민의 항쟁의 과정이

며 인민의 혁명적 독재는 그런 물질적 수단을 적으로부터 빼앗아온 무력

적 생활입니다. 그 어디에도 환상은 없으며 객관적 보장과 책임 아래 이

루어지는 움직일 수 없는 과정입니다.”(『서유기』, p.250~251.)

그리고 북한정권은 과학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시간을 요구하며, 프롤레타리아의 

새 기원(紀元)을 열려는 지금의, 미래를 위한 싸움에 혁명의 독단성을 증명하려 

344) 앞의 책, p.2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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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며, “제국주의자들이 보낸 스파이를 잡아내는 전인

민적 투쟁에 일어서라”는 선동으로 연설을 마친다.

이성병원의 연설은 ‘문명과 야만’에 대한 주장으로 마감된다. 이성병원 연

설345)은 비판, 지성, 과학을 동의어로 간주하며, “당대(當代)가 이른 가장 높은 문

명 감각의 정상에 서서 당대가 이른 가장 높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조차 비판하는 

것, 이것이 지성(知性)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과학은 그 이름으로 신용받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제한다. 그리고 이성병원은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비판은 보장돼야 할 것을 요구하며, 진리가 발성(發聲)되는 것을 허락하는 사회가 

문명이고, 특정 현실을 절대라고 우기며 과학자들에게 선전원 노릇을 강요하는 

사회는 야만이라고 단언한다.346) 이성병원은 공산주의를 지칭하는 대신 ‘야만’을 

비판하며, “야만이란 침묵과 한가(閑暇)와 환상의 생산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둔함”을 말하는 것이며, 야만인이란 침묵과 한가와 환상이 “웅변과 분망(奔忙)

과 상식과 짝을 이루어 생명의 두 수레바퀴군(群)이며 불가(不可) 배타적 상보(相

補) 원리의 한쪽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북한의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프로파간다를 주입시키고 독고준을  추적

토록 하는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와 이탈자 척결의 시스템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1932)와 조지 오웰의 『1884년』(1949)의 음향 시스템 또는 영상 시

스템을 통한 감시와 처벌의 전체주의 국가와 유사하다. 이들은 공히 사회를 하나

의 음향체계 또는 영상체계로 만들어 놓고, 세뇌, 감시, 추격, 처벌로 개인을 소

외시키고 인격을 파괴함으로써 개인이 연대하는 사회의 가능성을 절멸시키는 사

회이다. 

노스럽 프라이는 『1984』에서 오웰이 ‘폭군’을 재현한 방법에 대해 어불성설

의 품위 없는 말을 자동적으로 지껄이며 스스로를 노출하게 함으로써 폭군을 확

고하게 재현해 놓았다고 지적한다.

폭군을 영원부동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다시 말해서 지구상의 문자 

그대로의 지옥을 창조하는 유일한 방법은 뜻 모를 말을 자동적으로 지껄

이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언어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임을 조지 오웰은 

암시해 주려고 한 것이다.347)

345) 앞의 책, p.253~254.

346) 앞의 책,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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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의 오웰에 관한 지적은 『서유기』에서 북한정권을 독선적, 전제적, 무반성

적, 폭력적 언어를 무차별적으로 쓰게 한 최인훈에게 적확하게 부합하는 말이다.

북한정권과 이성병원의 공방이 끝난 후 전화 수화기에서 상해임시정부와 불

교 관음종의 연설이 차례로 흘러나온다. 전화 수화기는 무차별적 대중을 겨냥하

는 라디오나 거리의 스피커 시스템에 비해 듣는 측에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소통 

시스템이다. 상해임정 연설은 무려 10쪽에 걸쳐 고대 이래 한민족의 대외관계사

를 점검하며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제안한다. 상해 임정은 이조의 문화

국가 정신과 대일(對日)  평화 공존의 원칙, 근대 유럽의 상업형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과학과  산업의 발전과 정치개혁이 지리상의 발견과 결합하여 폭발적인 힘

을 획득하는 역사 전개, 이 세력의 동진(東進)과 일본과 중국의 서로 다른 대응, 

일본의 대서방 무역과 후발 제국주의로의 부상과 ‘비신사적’ 한국 지배, 해방된 

조국의 남북에 들어선 바람직하지 못한 정권 등을 설명한다. 

이어 상해임정은 민족의 살 길은 무엇보다 민족 정통성의 연속과 옹호라고 

전제하며, 민족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외세에 대한 자주적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정통을 계승할 때 이뤄진다고 설파한다. 상해임정은 삼천만 민중을 향해 한국인

이 유럽의 오랜 식민지 정치와 적색 러시아의 독선적 혁명 노선이 오늘날 세계 

민중에게 화근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라고 전제하고, 이 

시기에 ‘상해정부’는 현실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유일한 민족적 시점(視點)이라고 

주장한다. 상해임정은 정통감각에 입각한 대의명분으로 행동해야 한다면서, 정통

감각을 명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역사와 현실 속에서 자기 자리를 인식하고 실

천하는 ‘깨어 있는 힘’으로 정의한다.

정통감각이란 지엽 말단과 겉치레와 공리공담(公理公談)의 환상을, 유혹

을, 그 기만적 자기 변명성을 벗어나서 역사의 줄기와 그 속에서의 제자

리를 현실의 여러 요인 ― 민족과 구체적인 자기 책임의 한계를 인식하

고 실천하는 ‘깨어 있는 힘’을 말합니다.(『서유기』, p.263.)

상해임정은 이런 의미에서 한국인을 병자냐 범죄자냐 양자택일로 보는 정신주의

347) 노스럽 프라이/ 이상우 역, 『문학의 원형』, 명지대출판부(명지신서 15), 1998, 

p.98~99. (Northrop Frye, The Educated Imagination,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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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정치주의자들의 당파적 편향성을 모두 환상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지적한다. 이는 앞서 대립한 이성병원과 북한정권 양측에 대한 비판이다.  

상해임정은 병자와 범죄자 규정을 친일 부역자 처리와 관련지으며, 근세사 이래 

한국의 역사에서 공적(公的) 자리를 맡은 자들로서 과실이 있던 자는 동기의 선악

에 관계없이 범죄자로 취급하고, 대세를 좌우할 조직적 영향력이 없는 민중은 국

가적, 민족적 운명과의 관계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 방향감각을 상실한 병자로 취

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놓는다. 그러나 상해임정은 범죄자나 병자의 어느 쪽도 

증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일(一)에 해당하는 자를 가장 엄중하게 처벌하는 

일벌백계의 원칙을 제안한다. 임정은 민족을 향하여 호소하며 긴 연설을 마감한

다.

“국가 존망지추에 3천만 민중이여, 자중자애하여 민족의 바른 길을 잃지 

말기를. 적들의 간계와 부역자들의 위협에 굴치 말기를.”(『서유기』, 

p.264.)

상해임시정부의 연설들은 남쪽 연설의 경우 민족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도덕적 

기초 세우기, 즉 민족의식 정립을 진지하면서도 현실적 차원에서  고민한다는 점

에서, 북한 연설은 고대 이래 전세계사를 조망하며 한국사의 위치를 확인하고 한

국의 비전을 제시하며 민족에게 바른 길로 나가자고 진솔한 언어로 호소한다는 

점에서, 『서유기』의 역사관과 미래관을 대변하는 일종의 ‘기조연설’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설의 최종 고리를 이루는 것은 불교 관음종이다. 관음종은 8쪽 가득한 분

량348)에 걸쳐, 종교와 사회와의 관계사를 제시하며 불교가 자임할 수 있는 역할

을 밝힌다. 관음종의 연설은 집착 없는 비판,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정신을 지지

한다. 관음종 연설은 종교가 인류사 초창기 이래 절대적 영향력을 끼쳐왔음을 지

적하며, 현존하는 제정일치의 종교로서 이슬람, 기독교, 유교를 꼽는다. 연설은 

유교와 기독교의 상통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유교가 새 사회의 원리가 되지 

못한 것은 그 자체의 논리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그 논리를 구사하는 사람쪽, 즉 

한국과 중국이 새로운 상업문화의 이동성에 직면하여 무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348) 최인훈, 『서유기』(최인훈 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6[1977], p.26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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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관음종의 주장은 문화형 학자와 반대로, 세계 여러 민족의 흥망성쇠를 그들

의 문화의 관념형태형에 의해 해석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그 역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즉 유교나 불교보다 기독교나 희랍문화가 추상적으로 우수

한 것이 아니며, 잘난 것은 호기심을 끌 물건을 발명하도록 몰린 그 문화권 장사

꾼들의 투기심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음종은 유럽인들은 남을 정복하는 데 생명력을 발휘한 반면에 동양

인들은 자기를 정복하는 데 최대 정력을 기울였음을 지적하고, 불교는 이점에서 

더욱 철저하여 민족적 생존경쟁의 현실논리로서는 패배주의에 귀착했다고 자인한

다. 그리고 관음종은 세상이 달라져서 유럽이 동진하여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

든 이상, 우리도 그들과 불경을 받들고 싸워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관음종은 

우리가 유럽보다 부족한 것은 무기이며, 우수한 무기를 만드는 것은 정치의 핵심

이기 때문에, 유럽과의 싸움에서 불교가 자임할 역할은 정치를 위임받은 자들이 

사심(私心) 없도록 감시하는 것, “가장 집착 없는 비판자가‘가 되는 것이라고 선

언한다. 

“불교는 정적과 활동, 삶의 이 두 얼굴을 모두 자기 논리 속에 포섭하고 

있습니다. ‘色卽是空 空卽是色’입니다. 불교는 이 공과 색의 힘찬 상보적 

운동 속에 그 본질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한 불교 관음종은 현

실의 어떤 세력에도 가담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가장 진보적인 당파의 

가장 진보적인 행위의 가장 짧은 순간만을 지지합니다. (...) 우리는 혁명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행동에 호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가 

맡은 것은 순수 종교로서의 제사뿐입니다. 제사란 공관(空觀)의 체험을 

유지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에 입각해서 그 밖의 삶의 형식을 

비판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방법적으로 순수한 자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서유기』, p.271~272.)  

관음종 연설은 북한의 자폐성과 독선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동시에 이성병원의 논

리철학적 비판의식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이다. 상해정부와 관음종의 연설은 당

파를 초월하여 민족 전체를 향한 호소이며 제안인 동시에 세계사적 성찰을 바탕

으로 열린 미래를 지향하는 호소이며 제안이다. 상해정부의 연설이 정치적 차원

의 초국적 비전이라면, 관음종의 연설은 정신적 차원의 초국적 비전이다. 두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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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회색인』에서 황선생의 역사 이야기를 정치와 종교로 나누어 확장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설 중에서 상해 혁명위원장과 북한정권을 제외한 상해임시정부의 

연설들, 이성병원의 연설, 관음종의 연설은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모두 독고준과 

같이 ‘시간’을 옹호한다. 『서유기』는 개개의 연설 주체가 직접 무대에 등장하여 

말하듯이 저마다 다른 특유한  언어를 생생히 재현한다. 『회색인』에서 독고준이 

순수문학과 참여문학에 관한 사유에서 인식하듯이, 언어는 역사와 사회의 내력을 

지닌 살아 있는 동물과 같은 것이다.349) 『서유기』는 언어를 통해 연설 주체를 내

력 또는 이면을 가진 역사적 실체로서 제시한다. 이는 

『서유기』의 연설들 중 어느 하나도 세계텍스트가 아닌 것이 없다. 연설에서 

제시되는 시국관도, 역사관도, 철학관도, 종교관도 모두 초국적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것들이다.  이들은 후식민지 한국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그 자체가 국

제적으로 얽힌 세계체제 속의 문제이고, 그에 따라 세계적 지평 위에서 이루어지

는 담론들이다. 이들 연설들은 서로 대화관계를 이루며, 동시에 독고준이 물리적

으로 만나는 세계체제적 상황들과 상보적 관계를 이루며, 『서유기』를 거대한 세

계텍스트의 공간으로 만든다.

3.3. ‘환청의 흐름’ 

『율리시즈』와 마찬가지로 『서유기』도 의식 활동을 도입하여 재현 공간을 물

리적 역정 너머로 그리고 의식세계로까지 확장하기도 하고, 내면을 재현하기도 

한다. 『율리시즈』에서 의식의 흐름이 편력자를 동반하듯이, 환상 편력기 『서유기』

에서는 지속적으로 들리는 소리, ‘환청의 흐름’이 편력자 독고준을 동반한다. 독

고준에게 그 자신의 역정이 현실이듯이, 그가 듣는 소리들도 그에게 현실이다.

독고준이 듣는 소리들을 대별하면, 한편으로는 공습기 폭음과 그 자신의  목

소리, 다른 한편으로는 논개의 노래, 그리고 일본 총독, ‘상해정부’, 상해 혁명위, 

북한 정권, 이성(理性)병원, 불교 관음종 등의 연설이다. 독고준이 공습기 폭음과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내면에 잠재돼 있던 것을 자각하거나 각성함을 뜻하

349) 언어는 순수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와 풍토의 토양에서 자란 동물이다. : 최인

훈, 『회색인』(최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8[1977],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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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논개의 노래 소리를 인지하는 것은 그가 지녀온 사회의식을 자각하는 것을 

뜻하며, 이후 사회 각 진영이 호소하거나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연설을 듣는 것은 

그가 도달한 사회 인식을 상기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독고준의 편력

을 동반하는 ‘환청의 흐름’은 잠재의식의 자각이라는 그의 가장 내면적인 의식 활

동과 사회인식의 상기라는 가장 외면적 의식 활동을 아우른다. 

비행기 폭음과 독고준 자신의 목소리는 가장 내면적 의식 활동을 드러냄으로

서 독고준의 편력을 동기화하는 내적 변화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논개 노래소

리와 각 진영의 연설들은 독고준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 당장은 뿌리치거나 차치

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 의식과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이 두 줄기의 소리는 독고

준의 편력을 동시에 동반하면서 각각 독고준 개인 서사를 진행시키고 그의 사회 

현실을 구성한다. 두 줄기의 동시적 ‘환청의 흐름’은 앞의 소절(2.3. 환상 편력의 

『서유기』)에서 논의한 『서유기』의 이원적 편력 구조와 부합한다. 『서유기』에서 결

정적 역할을 하는 의식 활동, 잠재의식과 사회 인식의 각성은 『율리시즈』의 의식

의 흐름이 다루지 않는 차원의 의식 활동이다.    

우선 독고준의 편력을 촉발하는 것은 그를 잘 아는 사람이 그를 찾는다는 짧

은 광고문이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 여름날에 우리가 더불어 받았던 계시를 이야기하

면서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하여,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당신이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서유기』, p.16.)

독고준이 생활 속으로 실족했다가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며 되돌아 나와 자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자각하는 순간의 의식 활동이 그가 광고 텍스트를 읽고 그

의미를 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써 재현된 것이다. 그의 편력 목표는 자기 자신

을 찾으러 가는 것이며, 이후 “그 여름”이라는 말로 환치된 그의 목표는 모든 것

을 불사하고 도달해야 할 절대명령이 된다. 독고준이 광고의 의미, 즉 자기를 찾

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자각함과 동시에 그에게 비행기 폭음이 들린다. 비행기 폭

음은 독고준의 북한 중학시절 고향 도시와 학교를 파괴하고, 그가 대피한 방공호

도 폭격했던 남한측 공습기들의 폭음이다. 대학생 독고준에게 그 공습기는 낡은 

세계의 파괴를 상징하는 동시에 ‘변신’ 또는 ‘신생’과 결부되는 상징이 돼 있다. 

방공호가 폭격된 순간 젊은 여성의 뜨거운 포옹을 통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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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계기로 소년을 탈각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느꼈

기 때문이다. 공습기 폭음과 엔진소리는 그의 잠재의식 속에 구태의 파괴와 새로

운 출발이라는 의미로 각인되어 있다가 특별한 계기로 각성되며 그를 추동하게 

된다. 독고준에게 폭음이 들리는 순간 그의 눈앞에 W시의 중학시절 공습기가 도

시를 폭격하던 여름날 학교의 소집 요구에 응해서 생명의 위험과 가족의 만류를 

무릅쓰고 홀로 등굣길에 올랐던 날의 기억이 의식의 저변으로부터 솟아올라서 그

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진다. 독고준에게 이날은 자기 운명에 도전하여 자기 운

명의 얼굴을 처음 봤던 날, 개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자아의식을 처음 갖게 

된 날이다. 

그의 운명을 만나기 위하여. 운명이란, 의무의 끝장까지 가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신비한 얼굴이다.(『서유기』, p.16.)

동시에 그는 또 다른 소리, 라디오로부터 나오는 독백소리를 듣는다. 이 독백소리

가 하는 말은 운명을 만나야만, 즉 자기 운명을 자각해야만 비로소 인간이 된다

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폭음 속의 여름에 자기 운명을 자각함으로써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험을 했음을 상기하는 것이다.

운명을 만나지 않은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그는 물건일 뿐이다. (...) 나

의 운명을 만난 날, 폭음의 여름, (...) 나의 생애의 자북(磁北)을 알리던 

그 바늘의 와들거림을 나는 생각한다.(『서유기』, p.17.)   

이 소리를 “홀린 듯이” 듣고 있던 독고준은 그것이 자기 목소리임을 깨닫는다. 

즉 독고준은 라디오에서 울려나오는 자기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운명을 만나야 할 

의미와 필요성을 자각한다. 공습기 폭음 또는 엔진소리는 독고준의 목표에 대한 

각성으로서, 그를 편력에 나서게 한 이후 고비마다 거듭거듭 들리면서 그에게 길

을 재촉한다. 그리고 그의 편력은 그 폭음이 맹렬히 들리는 곳, 자기 방에 들어가

는 것으로 끝난다. 자아가 흔들린 공간이었던 자기 방이 자기 운명과 다시 만나

는 자아와의 싸움터가 되는 것이다.

그 여름으로 가야한다는 목표 아래 국책 결정에 동참해달라는 의사들의 강권

은 물론 고문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논개의 호소조차 뿌리치고 제 길을 향하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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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은 숲속 정자에서 “이야기 속에 사는 기쁨”350)에 취해 있다가 세 번째 소리, 

논개의 노랫소리를 듣는다. 그는 은연중에 노래를 듣고 있었으며, 그것이 논개가 

부르는 장한몽(長恨夢)임을 알아차린다. 

( ..... )

낭군의 부족함은 없지요마는 

당신을 외국 유학시키려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김중배의 가정으로 시집을 가오

순애야 반병신된 이수일이도

이 세상에 당당한 의기남아라

이상적인 나의 처를 돈과 바꾸어

외국 유학하려는 내가 아니라 (『서유기』, p.63~64.)

논개 노랫소리를 들으며 그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고351), “그 고결한 

아낙네를 뿌리치고 와야 했던 까닭을 새삼스럽게 생각하면서 길을 재촉”한다.352)

논개를 만나기에 앞서서 일본 총독의 라디오 연설은 그에게  일본의 경

제적 정복 야심과 한국 취약함을 확인시켰고, 한국이 여전히 일본의 손아귀를 벗

어나지 못했음을 확인시켜준 고문실의 논개는 노래로 다시 그에게 현실을 각성시

킨 것이다. 독고준은 논개 노래 소리에 망각하고 있던 자신의 목적, 자기 운명과

의 만남, 자아 발견의 재확인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편력 목적을 다시 각성한다. 

나의 삶, 그것은 나만의 것이다. 그것을 살고 싶다는 소망 앞에 있는 모

든 것을 나는 버린다. 나의 책임에서 너무도 멀리 벗어난 짐, 그것을 나

350) 최인훈, 『서유기』(최인훈 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6[1977], p.54.

351) 조중환의 『장한몽』에서 심순애는 김중배 집의 재물에 유혹됐던 것으로 그려지나,  독

고준은 심순애를 오로지 연인의 장래를 위해 현실에서 사랑의 실현을 희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순애에게 장래를 기약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달라고 설

득하는 이수일은 ‘시간’ 속에서 뜻을 이루자고 설득한다는 의미에서 독고준이 동질감을 

느낄 만한 인물이다. 

352) 최인훈, 『서유기』(최인훈 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6[1977],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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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짊어질 힘이 없다. 힘이 없는 것을 맡아서 쓰러지는 데 어떤 뜻이 있

는지 나는 모른다. 나의 여름. 그것이 내 뜻이다. 그것은 뜻도 아니다. 

목숨이다. 우리의 목숨이 아니고 나의 목숨이다.(『서유기』, p.64.)

독고준이 논개의 노래를 자각적으로 듣는 것은 그가 사회적 자아를 각성하는 것

이며, 사회적 자아의 각성이 그에게 목숨 걸고 자기 길을 가야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에게 성실성의 출발점이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폐적인 듯이 보이는 이 독고준의 편력 목적은 『회색인』의 말미에서 그

가 김학에게 확인한 그의 성실 원칙, “애국자만은 안 되겠다는 것”353) 즉 애국의 

명분을 내세우며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회색인』의 독고준에게 김학과 같은 

사람들의 혁명론은 서구의 역사의식과 종교관의 추종이며, 김학을 포함한 애국자

들, 즉 애국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당대 정치를 더욱 파행으로 모는 장본인

들이다. 

논개의 석방 호소, 일본에 장악돼 있는 현실을 타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그의 사회적 인식의 각성을 뿌리치고 자기 운명, 자아의 재확인의 길로 매진키로 

작정한 독고준은 이후 그의 편력 길에 동반되는 연설들을 들으며 자기 길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 정자에서 다시 자기 길에 오는 독고준은 곧 기차역에 당도하며, 

첫 승차에서 ‘상해정부’의 명의의 연설, 즉 상해임시정부의 연설과 상해임시정부

를 전복시켰다고 주장하는 상해 혁명위의 연설을 기차 라디오에서 묵묵히 듣는

다. 두 연설은 친일파 처리 방식을 둘러싼 당대 사회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으로

서, 전자는 동족을 처단해야 하는 고뇌를 토로하는 반면에 후자는 가차 없는 척

결을 중시하며 독고준에게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두 연설은 친일파 처리 문제와 

관련한 독고준의 성찰과 고민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 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영역에서 독고준이 W시에 들어선 직후 시작되어 학교 근처의 토치카에 

이르렀을 때까지 끊임없이 들리는 연설들 중 북한정권의 연설은 독고준의 색출과 

처결을 선동하는 동시에 그를 환자라며 신고해 달라는 이성병원과 논리적 대결을 

벌인다. 독고준이 북한정권의 처결 선동에 놀라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가 북한정

권에 대해 이미 갖고 있는 인식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북한정권 연설과 이성병원 

353) 최인훈, 『회색인』(최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8[1977],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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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은  ‘명상’과 ‘회상’의 탄압과 이성(理性)적 사고의 자유에 관한 논쟁을 통해 

공산주의 방어와 비판의 공방을 전개한다. 이 공방은 독고준이 김학과 논쟁을 벌

이며 사유해온 ‘혁명과 시간’의 변주이다. 

독고준은 토치카의 전화 수화기를 통해 상해임시정부의 긴 연설을 들은 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보고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불교 관음종의  연

설은 “주의해서 들었는데도” 연설이 끝나자마자 잊어버려서 허탈해 한다.354) 이

는 두 연설이 역사와 종교에 관한 방대한 스케일의 성찰이기 때문이다. 10쪽 분

량의 상해임시정부 연설은 고대 이래 서세동점에 이르는 서양의 발전사와  일본

의 서양에 대한 대응과 한국 지배, 한국의 장래 등을, 8쪽 분량의 관음종 연설은 

종교사와 민족사의 세계사적 관계와 오늘날 한국 불교의 역할 등을 고찰한 에세

이들로서 독고준의 그에 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설들은 독고준의 사회 인식과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그를 편력에 나

서게 한 근본적 원인이다. 최인훈이  『서유기』에서 “나는 내 마음 속 갈피와 동

굴 속에서 저희들대로 살고 있는, 내 안에 있으면서 내 힘 밖의 힘이기나 하듯이 

대항해 오는 그림자들과 싸웠다”355)라고 말하는 것은 독고준의 편력을 동반하는 

연설들이 자전적 주인공 독고준의 사유를 외화(外化)한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보

인다.

독고준은 연설들의 동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설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개입하지 않고, 또 연설들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길에 매진한다.  

독고준의 자아 확인은 해방 후 여전히 바로서지 못하고 있는 사회 현실에 동

참해달라는 애원과 사회의 장래를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호소뿐 아니라 가족을 외

면하는 “패륜”까지 불사해야 하는 것이다.356) 그는 북한 법정에서 석방되어 다시 

자기 길에 오른 후 형님의 모습을 알아차리지만 뒤쫓지 않고, 그간 어머니를 잊

고 지내려 했던 것에 자꾸 부끄러워진다. 그에게 자아 확인은 사회적 책임감이나 

인륜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가야 하는 길,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목숨, 즉 그의 의미 자체이므로, 사회의 위기나 사회적 가치

는 물론 기본적 인륜조차 그 다음인 것이다. 

354) 최인훈, 『서유기』(최인훈 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6[1977], p.272.

355) 최인훈, 『화두』 II, 문이재, 2002, p.177.

356) 최인훈, 『서유기』(최인훈 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6[1977],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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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는 안 된다. 모두 허물어지고 만다. 나는 거기서 멀리 전진(前進)

하지 않았는가. (...) 내 마음이여 모질어다오. (...) 어떤 일이 있어도 착

한 사람이 되는 것만은 피할 수 있게 해다오.(『서유기』 p.296)

그러면 끝장이다. (...) 적어도 어느 때까지는 이 스산하지만 내가 계산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속에 있게 해다오. 나에게는 그것만이 확실한 이 시

간 속에. 그 다음의 일을 또 그때 가서의 일이다.(『서유기』, p.296.)     

한편 『서유기』는 ‘환청의 흐름’을 구성하는 독고준의 양극단의 의식 활동들, 

잠재의식의 각성과 사회 인식의 대두 사이에 다양한 층위의 의식 활동들이 독고

준의 편력을 동반한다. 이들은 그의 사회 현실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잠재적 두

려움, 삶과 예술에 대한 사유, 세계에 대한 이해 등을 드러내며, 그의 편력 동기

와 의미를 밝혀준다.  

독고준은 남한 영역에서 기차역에 이른 후, 역사 탐색을 시작한 후 두 차례 

꿈을 꾼다. 첫 번째는 첫 기차 승차시 상해정부와 상해 혁명위의 연설을 들은 직

후 얼핏 잠들어 꾼 것이고, 두 번째는 세 번의 승차 후 다시 기차역으로 귀환된 

후 벤치에서 꾸는 것이다. 첫 번째 꿈은 독고준이 탄 객차의 조선인 승객들이 불

심검문당하는 장면이다. 꿈에서 일본 헌병은 조선인들을 구타하고, 『조선어독본』

과 『흙』을 압수하고, 독고준을 찾는 신문 광고문과 같은 글이 적힌 편지를 빼앗

으며 독고준 쪽으로 접근해온다. 일본에 의한 한국인의 정체성 훼손을 재연하는 

이 꿈은 상해정부와 상해 혁명 위원회가 문제 삼는 정체성 부재의 상황에 대한 

독고준의 두려움을 드러내준다. 두 번째 꿈에서 독고준은 동생들의 생활과 교육

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생활에 몰두하다가 자아를 완전히 잃고 이상한 동

물, 역겹고 무능한 구렁이로 변한다. 이 꿈은 기차 승차가 전진과 되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즉 그의 정체성 확인의 역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가 느끼는 

자기 소외의 두려움이 잠재의식으로부터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꿈들은 

독고준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하는 사회적, 개인적 두려움이 꿈이라는 양태의 의

식 활동을 통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이 꿈들은 독고준 서사를 

진행시키는 그의 내면 드라마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특이한 점은 최인훈이 비가시적인 현상인 잠재의식의 각성을 모두 완전한 문

장과 논리를 갖춘 텍스트로서 제시한다는 것이다. 자아를 찾아야 되겠다는 각성

은 신문 광고문으로 제시되고, 자아 확인이 가지는 의미는 라디오에서 낭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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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백문으로 제시되며, 꿈들은 프로이트의 꿈의 텍스트처럼 텍스트화 되어 제시된

다. 최인훈이 제시하는 텍스트들은 요약이나 간접전달의 형식이 아니라, 직접화법 

속에 논리적으로 완결된 형식으로 제시된다. 의식을 구조화된, 완결성 있는 텍스

트로 재현한 것이다. 이는 조이스가 의식 활동을 의식의 흐름을 따라 단편적 정

보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재현하는 것과 대조되는 방식이다. 조이스가 정보를 텍

스트로 조직하지 않고 동일 평면 위에 제시하는 의식의 흐름의 방식을 프랭크 버

전은 화가답게 인상파 화가의 현실 재현에 비유한다. 버전은 『율리시즈』의 의식

의 흐름에서 과거 일이건 최근의 기억들이건 오래 된 기억들이건 모두 인물의 현

재 상황에 의해 보충돼 있다고 지적한 후, 이 모든 복잡한 자료들이 조이스에 의

해 마치 인상파 화가가 강 건너 풍경을 재현하듯이 제시돼 있다고 설명한다. 요

점은 모든 개개의 대상이 ‘전면화(前面化)’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상파 그림이 그

늘도 색채 가득히 표현되는 등 전체가 입체적으로 ‘구조화’되는 대신에 뉘앙스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에서이다.357) 독고준은 『회색인』에서 “문학의 미디어로서의 

언어는 순수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와 풍토의 토양에서 자란 동물”358)이라

고 말한다. 이때 언어는 텍스트로 조직된, 구조화된 언어를 뜻하며, 꼭 문학텍스

트의 언어가 아니더라도 단순한 의사소통을 위한 텍스트가 아닌 경우 거의 모든 

텍스트가 이에 해당한다. 

조이스의 의식의 흐름 기법과 최인훈의 텍스트 제시의 차이는 이들이 각각의 

작품에서 운용하는 리얼리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조이스는 「배회

하는 바위들」 에피소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더블린의 사회 현실을 최대한 

광범하게 하나의 거대한 거울 속에 비춰보이고자 한다. 이에 비해 최인훈은 독고

준의 편력이 역사 여행의 형식을 취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한국의 사회 현실을 

그 내력 속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이에 따라 버전의 표현을 빌자면, 조이스는 사

태를 전면화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최인훈은 사태의 전면과 후면을 가려서 입

357) All this complicated mass of material is represented by Joyce as an 

impressionist painter might have rendered a view coss river – the 

foreground rushes, towpath and bushes, the water itself, the reflection of sky 

and opposite bank (...), the boats and the swans on the surface, (...) The 

shadows are full of colour; the whole is built up out of nuances instead of 

being constructed in broad masses; (...) Like impressionist art – any other 

art for that matter – it is an effort to approach reality. : Frank Budgen,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0, p.91~92.   

358) 최인훈, 『회색인』(최인훈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6[1977],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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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구조화한 방법, 즉 텍스트로 제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최인훈의 완결된 텍스트 제시는 『회색이』의 비교적 짧은 텍스트들,  즉 독고

준과 김학의 『닫힌 세대』 기고문들은 물론 20쪽에 가까운 황선생의 역사관 피력

에서, 『서유기』의 3~10쪽에 이르는 모든 연설과 22쪽 분량의 독고준의 ‘공간론’

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이어진다. 

독고준의 노트에 적혀 있는 ‘공간론’359)은 자아 소외가 없는  삶과 예술가의 

길에 대한 그의 사유의 기록이다. 독고준의 편력은 바로 이 자아를 회복하기 위

한 것이며, 자아를 가진 예술가가 되기 위한 여정이다. 소설 작품 속에서 무려 

22쪽에 걸쳐 연속되는 그의 공간론(제2장의 예술가관에서 상술됨)은 그의 자아 

확인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이다. 

독고준이 정자에서 읽은 다섯 권의 ‘이야기 책’은 자본주의 지배사와 민중운

동사 같은 세계의 역사, 자아가 소외되고 자아의 꿈을 잃은 현대인의 삶, 한국의 

다양한 시사(時事), 해양제국 시민의 세계제패의 모험사와 부르주아 역사 등 세계

적 차원의 역사와 현실을 이야기한다. 이들 이야기들 역시 완결된 텍스트로 제시

되는데, 근대사와 현대인의 이야기는 우화 형식, 한국 현실에 관한 글은 안톤 슈

낙 수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의 무대를 한국으로 치환한 패러디, 허클베리 

핀과 톰 소여의 모험을 하나로 묶은 통속적 패러디로 이루어져 있다. 텍스트들이 

우화나 패러디로 이루어져 있음은 수용자를 통한 굴절이 이루어진 결과임을 뜻한

다. 즉 다섯 권의 이야기책은 세계 근대사와 현대 그리고 한국의 현실을 독고준

이 어떻게 파악했는지 보여주는 텍스트들이다. 『서유기』에서 독고준의 노트에 담

긴 공간론, 정자의 이야기책들, 그리고 앞의 소절(3.2. 환상 편력의 『서유기』)에서  

텍스트가 요약, 소개된 연설들은 정신의 광대한 지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율

리시즈』에서 스티븐, 블룸, 마리온의 정신세계가 광범하게 펼쳐지는 것과 상통한

다. 두 작품에서 차별되는 것은 정신세계 전개에 동원되는 의식 활동의 양상이다. 

『율리시즈』는 의식의 흐름의 다양한 양태를 통해 일반적 의식 층위에서 전개

되는 의식 활동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서유기』에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전개되는 

의식 활동을 보여준다. 그러나 『율리시즈』도 『서유기』도 인물의 다양한 의식 활

동을 통해 한편으로는 인물의 내면 드라마를 드러냄으로써 편력기의 재현 공간을 

개인의 운명이 전개되는 ‘소설’의 공간, 예술가소설의 공간으로 만들고, 다른  한

359) 최인훈, 『서유기』(최인훈 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6[1977], p.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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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는 재현 공간을 물리적 역정 너머로 그리고 의식세계로까지 확장하면서 세

계텍스트의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 269 -

V. 결론

조이스와 최인훈은 ‘나’에 대해 쓴 작가이다. 이들의 작품은 개인이자 예술가

인 나의 이야기이고, 개인이자 아일랜드인 또는 한국인이며 세계인인 나의 이야

기이다. 이들의 작품은 나에서 비롯되는 예술가에 관한 이야기이고, 나에서 비롯

되는 당대 아일랜드 또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이자 세계체제에 관한 이야기이다. 

『초상』과 『율리시즈』 그리고 『회색인』과 『서유기』를 비롯하여 이들의 작품들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식민지 또는 후식민지의 정체성 혼돈과 방향성 상실 속에서 

‘나’, 즉 나와 내 사회의 본모습을 찾고, 그를 바탕으로 삶의 새로운 가치를 여는 

것이다.   

스티븐과 독고준은 정치와 정신이 타국 또는 외래의 힘에 의해 지배되는 20

세기 초 식민지 아일랜드 또는 20세기 중반 후식민지 한국의 예술가 지망생이다. 

스티븐과 독고준은 일찍이 어린 시절 독서에 몰두하여 사람들과 세계의 이야기를 

알아가고, 가족을 통해 자기가 사는 사회가 기회를 잃은 사회임을 알아차리게 된

다. 이들의 소년기 지적 성장은 자기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종교 또는 공산

주의)에 본의 아니게 충돌하고 경고를 받는다. 청년기를 향한 사회화 단계에서 이

들은 자신을 사회의 요구에 일치시키는 철저한 사회화(신앙의 체현 또는 공습 중 

등교)에 이른다. 여기서 이들은 자신이 온 길이 자신에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끊어진 길임을 발견한다. 사회적 당위로서 자신을 압박해온 가치체계가 권력 체

제임을 은근한 동료의식을 표하는 교장을 통해 또는 달아난 선생님들을 통해 확

인한 것이다. 이렇게 청년을 맞은 스티븐과 독고준은 자유를 향한 각각의 반전(신

부직 포기 또는 북한 탈출) 속에 대학생이 되며, 졸업을 앞둔 이들은 극도의 빈곤 

속에서 어떤 ‘간계’를 쓰더라도 예술가 또는 소설가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예술가 

또는 소설가의 길은 이들에게 도달할 목표가 아니라 탐구의 길이다. 이들은 유년

기에 시작된 독서를 계속하며 자력으로 문학수업을 하는 한편 기회를 잃은 자기 

사회의 혼돈을 마주보며 잃은 가능성이 무엇인지 천착하고 잃은 것을 회복하려는 

사회 운동이 올바른 방법인지 비판적으로 직시한다. 이는 자신과 자기 사회에 결

여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는 해야 할지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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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스티븐과 독고준에게 예술가 또는 소설가 지망은 식민지 

또는 후식민지의 혼돈과 착종 속에서 나와 내 성장을 결정지은 내 사회가 서야 

할 바탕을 찾아가는 길인 동시에 바로 서는 길을 열어 보이는 길이다. 이것이 

『초상』과 『회색인』 속의 이야기이다.

스티븐과 독고준의 길은 우선 적빈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자 적빈으로 인해 

위협받는 길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길은 포부가 원대한 만큼 쉽사리 성취에 이르

기 어려운 길이다. 또한 이들의 길은 대안을 찾는 것인 만큼 사회 현실과 갈등하

며 소외 속에 사는 길이다. 스티븐과 독고준은 진척을 막는 다중의 압박 속에 경

제적 진퇴양난의 덫에 걸려 침체와 방황을 겪는다(더블린으로 귀환 후 또는 현호

성의 집 입주 후). 이 방황은 결국 이들의 토대가 위협당하는 파국을 맞는다(숙소 

앗김 또는 ‘생활’ 속으로 실족). 이 결정적 사건을 계기로 스티븐과 독고준은 자

기 사회를 관통하는 편력에 나선다(스티븐은 발로, 독고준은 머릿속에서). 이 역

정을 거쳐 이들은 자신의 지향을 재확인하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스티븐은 사람

들 사이에 섞여 방황과 침체를 걷던 그간의 생활을 뒤로 하고 해뜨기 전 아직 어

둡고 텅 빈 거리 속으로 홀로 들어가고, 독고준은 자신의 토양까지 파헤치겠다는 

결의가 파국으로 끝났던 자기 방으로 돌아간다. 목적을 위협했던 현실에서 다시 

목적을 재확인하고 재출발에 나선 것이다. 이것이 『율리시즈』와 『서유기』 속의 

스티븐과 독고준의 이야기이다. 

『집 없는 아이』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는 같은 이야기라고 중학생 

독고준은 깨닫는다. 두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며, 어머니를 만나고 공산당

원이 되는 서로 다른 결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서유럽과 소비에트라는 사회 배

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이라는 반세기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독고준은 이때를 회상하며 생명의 원(原)리듬을 발견한 것이라

고 풀이한다. 이 인식은 패러디 작가 최인훈의 문학 인식의 기저이기도 하다. 『초

상』과 『율리시즈』 연작과 『회색인』과 『서유기』 연작은 ‘같은 이야기’이다. 극서와 

극동의 지정학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계 양차대전을 사이에 둔 

반세기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혼돈으로부터 나의 길을 찾는 작가 조이스와 최인훈에게 스티븐과 독고준의 

예술가 입사(入社) 서사는 길 찾기의 서사로서의 편력기가 된다. 스티븐과 독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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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대 혼돈의 와중에 집단의 힘이나 근시안적 행동으로 당장 개입하는 대신 자

기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는 바탕을 시간 속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상』

과 『회색인』은 스티븐과 독고준이 ‘나’를 자각하는 청년으로 성장하고, 혼돈의 사

회를 직시하며 나와 내 사회가 잃은 가능성, 본연을 찾는 것을 예술가의 길로 파

악하고, 그 길을 탐구하고 예술가의 길을 자기 길로 다짐하며 입사(入社) 뜻을 다

지기까지의 이야기이다. 『율리시즈』와 『서유기』는 이들이 현실에서 좌절을 겪고, 

현실을 대상으로 탐색과 방황을 거쳐 자기 길을 재확인하는, 입사 의지를 재확인

하는 역정의 이야기이다. 이들의 우여곡절(迂餘曲折) 행로는 ‘나’의 삶을 살기 위

해 자기가 선택하고 관철해 나가는 개인운명의 길이며, 이들이 관통하는 여로는 

이들을 배태하고 제약하는 세계체제 속의 현실, 따라서 ‘나’에서 비롯되는 삶을 

찾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세계이다. 이들이 직시하는 현실은 문학과 정치, 종교와 

역사의식, 사회와 경제 등 전분야를 망라하는 현실이며, 각 분야가 모두 마찬가지

로 세계체제 속에 식민지 또는 후식민지로서 얽혀 들어 있는 현실이다. 『초상』과 

『율리시즈』 연작, 『회색인』과 『서유기』 연작은 이 반(半)주변부 사회 현실을 자각

하는 예술가 지망생의 탐구와 방황을 그의 현실과 함께 보여주는 편력의 이야기

이다. 이로써 조이스와 최인훈 연작은 세계 속에서 자기 소수성을 인식한 예술가 

지망생이 길을 찾는 예술가소설이자 그가 극복하고자 대결하는 세계를 보여주는 

‘세계텍스트’가 된다.   

『초상』과 『율리시즈』 연작, 『회색인』과 『서유기』 연작은 조이스와 최인훈의 

20대 전반의 자전적 분신 스티븐과 독고준이 비판적 사회관과 예술가관을 드러내

는 작품이다. 한편 두 연작은 조이스가 30대의 작가로서, 최인훈이 30대 초반의 

작가로서 각각 스티븐과 독고준의 사회와 예술에 대한 비판과 방향 모색에 답한 

대안의 의미를 갖는 작품이기도 하다.  

스티븐에게 아일랜드는 ‘두 명의 주인을 섬기는 하인’(영국과 이탈리아, 즉 

로마가톨릭교)이며, 아일랜드 문학은 ‘하인의 금간 거울’이다. 조이스는 두 연작에

서 인물과 상황을 통한 다양한 전략으로 ‘두 주인’의 권위를 해체한다. 동시에 조

이스는 일그러진 아일랜드인의 삶과 두 주인의 폐해를 자신의 눈, 즉 자기정체성

이라는 균질 경면(鏡面)을 가진 온전하고 커다란 거울에 담아 제시한다. 이 거울

이 『초상』과 『율리시즈』이다.

조이스가 두 주인을 거부하는 전략은 무지하고 독선적인 애국자들, 즉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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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스티븐에게 ‘아일랜드 사람 맞냐’고 공박하는 그의 친구 대빈과 『율리시

즈』에서 블룸을 ‘어느 나라 사람이냐’며 배척하는 ‘시민’의 패거리 민족주의와 차

원을 달리 한다. 조이스는 옥스퍼드 출신 영국 학자 헤인즈를 표범에 공격당하는 

사냥꾼이자 익사 직전에 아일랜드인에 의해 구출되는 사람으로 만들고, 영국의 

아일랜드 식민화를 “역사 탓”으로 돌리는 헤인즈의 ‘정신의 갑옷’을 세련된 독설

로 뚫을 궁리를 하게 한다. 또 그는 밤의 마부 대기소에서 도시 하층민들이 영국

의 존망을 얘기 거리로 삼고, 영국은 아일랜드인이 군대를 지탱해줘서 망하지 않

을 것이라는 농(弄)을 하게 한다. 무엇보다 조이스는 블룸과 거티의 해변 자위행

위를 해변 성당의 미사 소리를 배음(背音)으로, 총독이 몸소 참석한 바자회 불꽃

놀이를 배경(背景)으로 하여 진행시킨다. 노파들이 넬슨 탑에 올라가 넬슨 동상 

밑에 앉아서 마른 자두 씨를 땅으로 내뱉는 스티븐의 자두 우화(寓話)는 영국을 

미래가 없는 불모의 나라로 희화화한다. 반면에 스티븐과 블룸은 고통스런 편력

에 끝내 꺾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로이 출발한다.

스티븐의 자두 우화(寓話)는 테마와 형식 양면에서 『율리시즈』의 맹아(萌芽)

와 같다. 문예부흥운동 진영의 신비주의적, 과거 회귀적 문학과 식민지인의 공허

한 자기 과장적 연설에 대응하여 스티븐이 내놓은 자두 우화를 조이스가 『율리시

즈』라는 새로운 리얼리즘의 거작으로 키운 것이다. 『율리시즈』의 리얼리즘은 현

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무엇인지 묻도록 하는 ‘상징적’ 리

얼리즘이다. 조이스 연작은  스티븐이 자탄한 ‘하인의 거울’ 대신 조이스가 내놓

은 대안, 자기정체성의 균질 경면(鏡面)에 아일랜드의 사회 현실을 그대로 담은 

온전한 거울이다. 이 거울은 조이스 당대 아일랜드의 삶과 사람을 모든 각도에서 

총체적으로 실제 모습 그대로 비춘다. 이 온전한 거울에 담긴 온전한 자화상은 

스티븐이 예술가가 되기 위해 첫발을 내딛을 때의 다짐, ‘내 영혼의 대장간에서 

민족의 양심을 창조하겠다’던 다짐의 이행이기도 하다. 조이스의 거울에서 민족의 

양심은 정답으로서가 아니라 물음으로서, 즉 사태를 바로 직면케 하여 비로소 문

제가 있음을 의식케 함으로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묻도록 하는 물음으로서 제시된 

다. 

독고준의 소설가 지망생으로서의 탐구는 현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집

중된다. 그가 고심하는 문제들은 예술과 순수, 예술과 정치, 구상과 추상 또는 스

토리와 도식이며, 그에게 카프카는 모방을 불허하는 “위대한 선배”이다. 카프카의 

리얼리즘은 리얼리즘의 모든 규칙을 지키면서도 그 결과는 일상적 의미가 탈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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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께끼, 즉 현실에 대한 물음이 되기 때문이다. 『서유기』는 독고준이 극복할 수 

없는 장벽처럼 마주 대하고 서 있는 카프카의 환상적 리얼리즘으로부터 최인훈이 

그 나름으로 찾아낸 대안, 그 나름으로 현실에 대해 말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찾

아낸 환상적 리얼리즘의 작품이다.    

최인훈의 연작에서 현실을 대표하는 것은 담론이다. 현실을 현장에서 보여주

는 조이스 연작에서 인물들의 대화나 주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즉 논리구조를 이

루지 않은 단편들로서 제시되는 데 비해 최인훈 연작은 대화나 주장들이 완결된  

형태를 취한다. 담론들은 인물의 입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음성매체를 통해 소

리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 담론들은 구조화된 것이긴 하나, 발화 주체 특유

의 어투와 어법과 어휘와 논리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담보하며, 작가가 

각 담론의 의미나 가치를 규정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며 주인공에게도 그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 속 다성성의 위상을 침해 받지 않는다. 그런 의

미에서 최인훈 연작의 리얼리즘의 문학이다.      

『초상』과 『율리시즈』, 『회색인』과 『서유기』는 ‘환생’ 또는 ‘부활’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제시하는 서사이다. 두 연작에서 환생 또는 부활은 인간이 지상에

서 자력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조이스도 최인훈도 형식으로 말하는 작가이다. 조

이스는 『초상』과 『율리시즈』를, 최인훈은 『회색인』과 『서유기』를 반복회귀하며 

나선형으로 확장하는 구조로 만든다. 동심원의 중첩을 이루며 확장돼 가는 나선

형의 구조에서 작은 동심원의 테마는 점점 커지는 동심원 속에서 의미와 외연을  

확장한다.   

『초상』은 존 폴 리퀄미가 지적하듯이 제1~4장이 제5장에서 반복되는 구조

이다.360) 예술가로 비상하겠다는 야망을 선언하기에 이르는 스티븐의 유년에서 

성년에 이르는 성장과정이  제5장에서 문학과 사회에 관한 준비의 차원에서 대학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끝에 다이달로스를 부르며 출발을 선언하는 것으로써 반복

된다. 이로써 『초상』은 이중(二重)의 동심원을 가진 나선형 구조의 전개가 된다. 

『율리시즈』는 세상으로 나가 추락한 이카로스가 된 스티븐이 경제적, 정신적 압

박 속에서 또 한 차례의 편력을 마치고 다시 출발하기에 이른다는 의미에서 나선

360) John Paul Riquelme, “The Parts an the Structural Rhythm of Portrait”, John 

Paul Riquelme(edited by),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7,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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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전개의 세 번째 동심원이 된다. 이번 편력에서 그는 자신의 길이 무한한 체험

과 희망을 향해 열린 길이 아니라 ‘허무’를 무릅써야 하는 길임을 알게 되며, 따

라서 그의 재출발은 광야로 들어서는 모세의 길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회색인』은 첫 장(章)과 마지막 장은 독고준과 김학이 대작(對酌)하며 대화하

는 것으로 시작된다. 첫 장에서 시국(時局)에 관해 ‘혁명’과 ‘사랑과 시간’의 주장

으로 맞서던 김학과 독고준은 네 계절이 흐른 후 마지막 장에서 조금씩 현실 속

으로 들어가 있다. 김학은 개혁주의자가 돼 있고 권부 진출의 뜻을 부정하지 않

으며, 독고준은 현호성의 집에 입주하여 시민적 생활세계에서 살고 있다. 김학은 

새로운 목표을 위해 고향으로 가고, 독고준은 그간 그가 자각했던 것 이상으로 

시민적 생활에 흔들렸었음을 드러내며 ‘고향’으로 향하던 길에서 ‘생활’(이유정의 

방) 속으로 실족하는 파국을 맞는다. 『서유기』는 추락한 독고준이 다시 일어서서 

마침내 고향을 방문하고 자기 방으로 귀환함으로써 다시 출발점에 서는 반복회귀

의 편력이다. 『서유기』의 역정은 『회색인』에서 ‘생각’ 속에서 섭렵했던 문제들을 

‘환상’ 속에서 직접 현실과 역사를 관통하며 다시 마주하는 역정이다. 그 끝에서 

독고준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살며 소설을 쓰겠다는 자신의 길이 허무를 무릅

써야 하는 길임을 알고 자임하게 된다.  

스티븐과 독고준이 긴 편력 끝에 다시 선 재출발선은 새벽이 먼 어둠 속의 

빈 거리이거나 생활의 유혹에 쓰러졌던 자기 방이다. 이들을 방황시킨 현실도 이

들의 삶도 전망도 편력 후에 달라지지 않았다. 마리온이 “metempsychosis”를 

띄엄띄엄 읽으며 그 뜻을 묻자, 블룸이 “영혼의 이주(移住) the transmigration 

of souls”라고 답해준다. 사태는 달라지지 않았으나, 스티븐과 독고준의 내부에  

새로운 마음이 이주해 온 것이다. 즉 이들이 다시 태어난 것, ‘환생’한 것이다. 스

티븐을 배웅한 블룸은 새벽과 태양의 출현을 기대하며 서 있고, 독고준은 자기가 

떠났던 방에서 그에게 낡은 세계의 파괴를 상징하며 ‘변신’을 예고하는 폭격기의 

요란한 굉음을 들리는 소리를 듣고 들어간다.  이처럼 조이스와 최인훈은 반복회

귀의 나선형 전개를 통해 스티븐과 독고준을 환생시키며 새로운 편력을 위한 출

로를 열어놓는다.

예술의 마지막 메시지는 형식이라는 것이 최인훈의 작가적 지론이다.361) 최

인훈의 전작(全作)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인간은 자력으로 부활할 수 있는 동물이

361) 최인훈, 『화두』 I, 문이재, 2002, 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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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거듭거듭 새로이 날 수 있고 새로이 나야한다는 것이다. 최인훈은 형식이 

내용임을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한 작가이다. 그는 『광장』의 ‘개작’에서부터 일련

의 작품의 내적 순환구조, 일련의 자작(自作) 작품의 새로 쓰기, ‘5부작’의 거대한 

순환 고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복회귀의 환생 또는 부활을 말한

다. 최인훈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말하고자 했음을 인류 

차원의 미래 구상을 펼친 대체 역사소설 『태풍』을 쓴 지의(志意)를 설명하며 밝힌

다.362)

그는 역시 자전적 예술가소설이자 세계텍스트인 『화두』(1994)에서 자기 확

립 역정으로서의 환생을 역사 승계의 개념으로 확대한다. 자신이 생각한 환생이 

“1920년대, 30년대의 식민지 지식인들이 인생을 던져 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자기 머리로 확인한 확실한 앎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고 싶다는 ‘몸부림’ 자체가 

나의 몸으로 알아진 상태”, 그들의 영혼을 계승한 “빙의(憑依)”임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즉 남에게 없는 새 경지를 이루는 것으로 알았던 자기 확립의 고투가 역

사의 승계이며 역사 속의 환생임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363) 그리고 최인훈은 “패

러디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 희미한 예감이 잡혔다”364)고 밝힌다. 최인훈의 

문학을 특징짓는 패러디는 그에게 문학사 속에서의 환생인 것이다. 피터 마혼도 

『율리시즈』 해설서에서 호머의 작품과 조이스의 작품 간의 “상호텍스트적 관계”, 

즉 패러디를 문학적 환생(metempsychosis)으로 본다.365)

개인의 거듭남을 통한 자기 확보와 그를 통한 역사와 문학사의 승계, 그리고 

다시 그를 통한 자력 구원의 보편적 가치의 제시가 최인훈이 예술가소설이자 세

계텍스트 『회색인』과 『서유기』를 포함해 전작(全作)을 통해 거듭 말하는 메시지이

다. 최인훈은 환갑(還甲)의 해에 발표한 대작 『화두』의 작중에서 예술과 사회에 

대해 말해온 자신의 작가 생활을 시초부터 다시 살고, 자신의 작품들을 차례로 

362) 나는 이 소설을 쓰면서 ‘유럽’ 문학의 바탕에라든지, 고전 ‘아시아’ 세계에 존재했던 

어떤 문화권을 머리에 그리면서 썼다. 즉 그 지역의 사람이면 국경을 넘어서도 이해할 

수도 있고 시인할 수도 있는 그런 형식으로 써 보았다. 국경 밖에서도 통하는 어떤 정

신의 기준화폐를 생각하고, 모든 인사(人事)를 그 화폐에 대한 환율에 따라 표시하는 방

법이다. 그 화폐란 부활의 논리이다. :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1979), 『길에 관한 명상』(최인훈 문학전집 13), 문학과 지성사, 2010, p.29. 

363) 최인훈, 『화두 II』, 문이재, 2002, p. 209. 

364) 앞의 책, p.211.

365) (...) metempsychosis points to an intertextual relationship: a relationship; 

that is, a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texts or books : Peter Mohon, Joyce: 
A Guide to the Purplexed, Bloomsbury Publishing, 2009, p.68.



- 276 -

되살린다. 『화두』의 서사는 중학생 최인훈에게 처음으로 흉내 낸 이야기, 즉 패러

디를 써서 칭찬받게 했던 「낙동강」의 서두 인용으로 시작되고 끝난다. 『화두』의 

전개는 「낙동강」의 저자 조명희의 자취를 찾아가는 여정을 따르며, 「낙동강」 서

두의 인용 사이에서 최인훈이 자기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정은 자신에게 빙의된 ‘베르길리우스’ 조명희의 자취를 따라 자아를  재확인하

는 역사 속의 환생(還生) 여정이며, 자신의 작품들을 되살리는 문학적 환생(還生)

의 여정이다. 문학사 속의 환생이라는 의미에서 『회색인』과 『서유기』는 세계문학

사 속에서 『초상』과 『율리시즈』를 승계한 환생이다.  

조이스와 최인훈은 당대 문학의 지평을 돌파한 전위적 작가들이다. 이들의 

문학적 성취는 일회적 돌연변이가 아니라 문학사적 탐색을 통한 전통 승계와 혁

신을 통해 이루어진 성취이다. 『율리시즈』와 『서유기』는 전위성 때문에 주인공의 

드라마가 인식되지 못하는 대표적 작품에 속한다. 그러나 독고준 서사, 스티븐 서

사와 블룸 서사에는 기승전결의 드라마, 즉 전통적 전개가 분명하게 살아 있다. 

조이스와 최인훈은 극히 지적인 작가들이다. 이들은 자기 정체성을 가진 문학을 

탐구하기 위해 자국 문학에 그치지 않고 서구 문화사 전반을 탐구한다. 이미 세

계체제를 이룬 서양 문학 속에서 자기 좌표를 확인하고 자기주장의 길을 찾기 위

해서이다. 이들의 작품 속에는 동(東)과 서(西), 고(古)와 금(今)의 문학은 물론 종

교,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인유로서 또는 작품 구조 속에 유형, 무

형의 모습을 드러낸다.  조이스와 최인훈은 매우 탐구적인 작가들이다. 이들의 작

품 속에 모습을 드러내는 책들은 이들에게 자신과 세계를 파는 데 이용된 삽의 

자취, 세계 속의 자신과 자기 사회를 조망하는 데 사용된 탐조등의 자취이다. 이 

삽과 탐조등의 자취는 한편으로는 전통 승계의 증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탐구

자들이 더 내딛은 성취를 증명해주는 가늠자이다. 

탐구하는 반(半)주변부 작가의 연작 『초상』과 『율리시즈』, 『회색인』과 『서유

기』는 수업기와 편력기 연작의 서양 근대문학 전통을 승계한다. 이는 괴테의 『마

이스터』 연작과 『파우스트』 연작으로 대표되고, 단테의 연속적 작품 『새로운 인

생』과 『신곡(神曲)』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이다. 조이스와 최인훈의 수업기-편

력기 연작은 형식과 내용 양면의 혁신성으로 인해 서양 근대문학의 효시로 인정  

받는 단테의 연속작으로부터 자전적 예술가 주인공의 길 찾기 서사이자 작가의 

세계상을 총체적으로 재현한 작품, 즉 예술가서사이자 세계텍스트라는 결정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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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승계한다. 조이스와 최인훈은 자신과 자기 시대와 자기 사회에 특유한 이야

기를 하기 위해 문학의 근대 세계체제의 중심으로부터, 즉 정통 서양 근대문학의 

원류(原流)로부터 수단을 취하는 동시에 이를 혁신한다. 

조이스는 『신곡』의 이원(二元) 편력을, 최인훈은 환상 편력을 수세기를 거슬

러 격세유전적으로 승계한다. 이 바탕 위에 조이스는 예술가의 등장을 예술가 서

사로 확대하여 세계 속에 직조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학장치들, 의식의 흐름과 다

성성을 도입하여 재현 공간을 인간 내면으로 확장하는 한편 입체화한다. 최인훈

은 단테와 조이스가 이원 편력으로 확보하는 총체성을 단신(單身)의 환상 편력이

라는 새로운 형태와 구조로써 성취한다. 또한 최인훈은 조이스로부터 예술가 서

사의 직조와 함께 의식 활동 도입을 통한 재현 공간의 확장과 다성성을 통한 재

현 공간의 입체화를 승계한다. 그러나 최인훈은 조이스가 사회현실을 최대한 광

폭으로 재현하는 것과 달리, 시공(時空)을 넘나드는 환상 편력을 통해 현실의 재

현 속에 역사, 즉 현실의 내력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최인훈은 문학장치

로서의 의식 활동과 다성성을 조이스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한다. 『회색

인』에서 최인훈은 『율리시즈』의 이원 편력의 구조 그리고 의식의 흐름과 다성성 

운용 방식을 승계하여, 중심 문학장치로서 활용한다. 그러나 『서유기』에서 최인훈

은 조이스의 의식의 흐름 대신 의식이 말로 직조된 텍스트를 다양한 형태의 매

체366)를 이용하며 활용한다. 조이스의 의식의 흐름 기법은 재현 대상을 현실 그 

자체처럼 출현하도록 하는 조이스 특유의 리얼리즘의 일환이다. 최인훈의 텍스트 

제시 기법은 각각의 사태가 제 목소리로 스스로 ‘말’하도록 하는 최인훈 특유의 

리얼리즘 장치이다. 이 서로 다른 의식 활동 기법은 공히 서사를 동기화하는 인

물 내면의 드라마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이용된다. 그리고 최인훈은 조이스의 

재현 공간을 입체화하는 다성성을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국(時局) 사태에 집중적으

로 활용하여, 사태의 전모를 드러내는 데 활용한다. 즉 그는 타력(他力)으로 해방

을 맞은 한국이 혼돈 속에서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진정한 

‘독립’을 비롯한 몇 가지 테마에서 꼭 고려돼야 하거나 경계돼야 할 입장들을 대

치 또는 대비시킴으로써 문제를 다면적으로 노출시킨다. 최인훈은 사태의 이면을 

제시하고 사태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한다는 점에서 조이스로부터 새로운 한 

366) 광고문과 책과 노트의 문자 텍스트, 꿈의 텍스트, 육성의 주장들, 특히 라디오나 거리 

확성기 그리고 전화 등 근대 국가의 정보 확산 체제인 음향시스템을 통한 연설 텍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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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반주변부의 작가 조이스와 최인훈의 서양 근대문학의 전위적 승계는 서양 서

사문학의 효시로 간주되는 『오뒤세이아』까지 거슬러 오른다. 『율리시즈』는 조이

스가 작품명과 에피소드 별칭들로써 공표하듯이, 호머의 편력기 서사를 비계(飛

階)로 이용한다. 그러나 스티븐은 호머의 텔레마코스가 아니라, 세상과 인간을 알

고 싶은 열정 때문에 귀향 대신 파멸을 무릅쓰고 일엽편주로 대해(大海) 항해에 

나선 단테의 오뒤세우스이다. 이를 비롯하여 『율리시즈』는 거의 모든 면에서 호

머의 서사시의 가치를 비틀고 뒤집는다. 『서유기』는 자아 회복을 위한 끈질긴 귀

향 서사라는 의미에서, 자기존재의 바탕을 되찾으려는 귀향 서사시 『오뒤세이아』

의 전통을 승계한다. 동시에 『서유기』는 ‘원본(原本) 찾기’ 사명(使命)의 편력기라

는 의미에서 한자문화권의 대표적 편력기 고전 『西遊記』을 승계하는 작품이다. 

오승은의 『西遊記』는 신앙의 원전(原典)을 구하여 오역이 난무하는 세상에 올바

른 신앙을 펼치고자 하는 사명의 편력기이며, 최인훈의 『서유기』는 정체성의 근

원을 확인하여 사회에 올바른 정체성을 제시하고 지키고자 하는 예술가 지망생의 

편력기이기 때문이다.   

시머스 딘은 조이스가 찰스 스튜어트 파넬이 정치적으로 시도했던 것, 즉 아

일랜드인의 국민성을 바꾸고자 했던 것을 에이츠와 싱 등의 허위 켈트주의

(Celticism)에 맞서서 예술 속에서 실현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딘은 조이스가 아

일랜드 예술의 ‘자치(自治)’를 성취하게 되며, 그와 함께 진정한 아일랜드 문학이 

시작된다고 말한다.367) 김현은 1960년대 최인훈의 “고독한 작업”이 해방 후 혼돈

의 후식민지 한국 사회의 문제들과 정면으로 맞서서, 당대 문제의  전모들 제시

했다고 지적한다.368) 김현은 최인훈 문학의 두드러진  특징, 즉 『회색인』과 『서유

기』를 포함하여 그의 문학의 전반적 특징인 내면의 탐구가 자기중심주의가 아니

라 자신과 자기 사회 속에 사는 타인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연유한다고 지적한

다.369) 최인훈은 1960년대 문학을 1950년대 문학과 급격히 차별화시킨 ‘새로운 

감수성’의 문학, 즉 서구식의 모더니즘의 조류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 즉 나를 

367) Seamus Deane, “Introduction” in: James Joyc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s, 2003, p. xxxv.

368) 김윤식 ·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2011, p. 374.

369) 앞의 책, p.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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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하고 제약하는 내 사회에 대한 천착을 멈추지 않은 작가이다. 

스티븐과 독고준에게, 조이스와 최인훈에게, 나를 찾는 것, 내 사회를 아는 

것, 예술가가 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들에게 자신의 몫, 예술가의 사회적 기여

는 자기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자기 민족 또는 내 사회의 정체성을 찾고, 그것

을 드러냄으로써 알리고 지키는 것이다. 조이스와 최인훈의 문학은 나를 찾는 것

에서 시작하여, 내 존재의 조건이자 환경인 내 사회 현실을 천착하고, 그를 통해 

내 사회가 얽혀 있는 세계체제를 확인하며, 이를 통해 다시 내가 처한 상황을 확

인한다. 이와 함께 조이스와 최인훈은 문학의 근대 세계체제 속에서 자기 좌표를 

탐색함으로써 서양 근대문학의 성취를 승계하는 동시에 그 지평을 뛰어넘고자 한 

작가들이다. 조이스는 그 첨단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며 현대 고전으로 자리를 잡

았다. 쿤데라의 말대로 ‘작은 나라’의 특별한 작가들은 서양의 대가들과 견주어볼 

때 그 가치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 더욱이 조이스 문학이 최인훈의 심도 있는 

탐구 대상이었으며 조이스의 연작이 문학사적 생성과정에서 최인훈 연작의 다시

쓰기 대상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두 연작의 구체적 비교 고찰은 정당성을 넘

어 필요성을 가진다. 최인훈의 문학적 성취는 조이스와 비교할 때 그 의미를 보

다 더 확연히 드러낸다. 역으로 조이스 연작도 최인훈 연작과 비교됨으로써 새로

운 각도의 조명을 받아 이전의 연구가 간과했던 모습들을 새로이 노정한다. 

두 연작의 비교에서 이루어진 발견들은 비동시성 사회의 문학 연구자가 비동

시성 사회의 작가들을 비교 고찰함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최인훈 연작이 발표된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 여전히 대표적 비동시성 사회의 하나인 한국에서 ‘나’와 

내 사회에 물음을 가진 문학 연구자는 최인훈의 연작을 읽고 그것이 같은 물음을 

가지고 그에 답하고자 한 시도임을 파악한다. 하나의 체제가 된 세계, 현실적으로 

하나의 장(場)이 된 세계문학 속에서 자국의 문학의 자리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이 문학 연구자는 조이스 연작을 읽고 그것이 최인훈 연작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

식과 그것의 문학적 표현에 있어서 친연성을 가짐을 발견한다. 이 발견은 두 연

작을 거시적 시각에서 대비하는 노력과 동시에 비교라는 고찰 방식에서 출현하는 

구체적 궁금증을 따라 분석하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본고는 한국의 문학 연구자

가 세계문학의 발전에서 조이스 연작과 최인훈 연작의 전통 승계와 각각의 성취

를 탐색한 기록이며, 그를 통해 한국 문학의 한 첨단으로서의 최인훈 문학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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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세계문학 속에서 확인코자 한 노력의 기록이다. 이 노력은 연구자가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며, 이 기록에서 새로운 것이 발견된다면 바로 이 

노력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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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RTIST NOVEL AND WORLD TEXT

A comparative study of A Grey Man(회색인) and Soyugi(서유기) by 

In-Hoon Choi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and Ulysses

by James Joyce

                                                                          

Joo-Ok Jo

Comparative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ovel sequence by In-Hoon Choi, A Grey Man and Soyugi and that 

of James Joyc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and Ulysses

are the authors’ autobiographical initiation stories. They seem to share 

any common features neither in the form nor in the contents. But in 

close comparison, two sequences show some correspondences and 

intertextuality. This thesis aims at showing what are the 

correspondences, what are the differences which keep the 

correspondences unnoticed, and what do these correspondences and 

differences mean in the process of literary history. Lastly will be 

discussed what would be the basic motivation of the narratives or the 

ultimate impetus which drives the authors.

The artist aspirants of both sequences have similar critical stance 

on their respective societies and on what should be the artist. For both 

aspirants,  being an artist means firtst of all freeing himself from his 

society, from the distortion of the self by the society.  Joyce’s Ireland 

and Choi’s Korea share common experiences as colonies and Ch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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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yet in a post-colonial  situation after the independence. Both 

aspirants diagnose that their societies are in identity confusion. They 

regard building the self-identity for themselves and defending the 

identity of their society as the role of the artist.  

Both sequences are consisted of the first Lehrjahre(formative years) 

part and the sequel Wanderjahre(wandering years) part. The narrative 

developments of respective parts also correspond. And in both 

sequences the authors show their societies in the international network, 

in the modern world system. The sequences, each as a whole, share 

the genre of the artist novel and paradoxically at the same time the 

epic demension of ‘world text’(Moretti).

Choi knew the corresponding historical situation of the two 

countries and who Joyce was through his already world-renowned 

works. And Choi is a novelist who is erudite in world literature and 

produced numerous parodies of various kind of works. When 

considered these facts, the similarities and correspondences between  

the sequences are not a pure coincidence. Choi’s sequence shows  

intertextuality concluding allusions pointing to Joyce’s sequence.

But the two sequences show striking discrepancies in the form, 

which in effect conceal the correspondences in the hero types and in 

the narrative structures. The discrepancies have mostly to do with the 

ways of constructing their respective world texts and thus appear 

mainly in the sequels, the Wanderjahre parts. 

Choi as well as Joyce are extremely experimental writers. Joyce 

reformed the Wanderjahre part Ulysses into an unprecedented 

two-track wandering-narrative. And at the same time he introduced in 

the narrative the literary devices, the stream of consciousness and the 

polyphony, which enlarge the space being represented in the work 

beyond the physical route up to the field of the consciousness and 

constitute a dialogic situation. Choi in his turn changed the 

Wanderjahre part Soyugi into a fantasy journey from the present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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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enabling the present scenes to have their historical backgrounds. 

At the same time Choi succeeded the two Joycian devices appropriating 

them respectively for ‘the stream of auditation’(hallucinated voices) and 

for a more issue-focused polyphony.  

The two novel sequences themselves are in many ways programmed 

answers of the artists Joyce and Choi to the criticisms about the 

literature of their respective societies raised by the aspirants.  Both 

sequences share the ultimate message of metempsychosis or rebirth of 

the soul through the circling structures of the narratives. In other 

sense, the sequence of Choi’s as a parody is a metempsychosis or a 

rebirth of that of Joyce’s. 

Keywords : A Grey Man, Soyugi,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Ulysses, artist novel, world text, Wanderjahre, polyphony, 

the stream of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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