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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 “중산층의 생활”을 소설의 소재로 다루며 “소시민적 자기성찰과 소시민의 한계를 넘
어서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백낙청, 「사회비평 이상의 것」, 『창작과 비평』, 1979년 봄호, 
349-351면.) 평가 이후로 비슷한 평가들이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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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선영, 「세파 속의 생명주의와 비판의식」, 『박완서론』, 삼인행, 1991, 59면. 
3) 홍정선, 「한 여자 작가의 자기 사랑」, 위의 책, 48면. 
4) 김윤식, 「박완서론: 천의무봉과 대중성의 근거」, 『80년대 우리 문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

판부, 1989, 51면. 
5) 성민엽, 「윤리적 결단과 소설적 진실」, 『박완서론』, 38면. 
6) 김양선, 오세은, 「안주와 탈출의 이중심리-박완서, 김향숙의 중산층 여성문제 소설을 증심으

로」, 『오늘의 문예비평』 3, 1991, 52-67. 이 글은 중산층 여성의 문제를 소설화 한 김향숙, 
박완서 두 작가를 중심으로 중산층 여성의 올바른 형상화 방식을 살피고 있으나 박완서에 
대한 논의 자체는 적은 편이다. 박완서 소설의 중산층 자체를 중점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중산층 가정이라는 주제를 다룬 논문은 몇 편 있다. 김은하, 「중산층 가정소설과 불안의 상
상력: 강신재의 장편 연재소설을 대상으로」, 『대중서사연구』 no22, 2009; 김예림, 「1960년
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32호, 
2007. 등.

7) 김주연, 「순응과 탈출」, 『변동사회와 작가』, 문학과 지성사, 1979,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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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의 책, 130면. 
9) 박완서 스스로도 등단 당시 여성지 등단이 갖는 한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만일 

그때 앞으로 주욱 작가 생활을 하겠단 생각을 했더라면 다른 데 투고도 할 수 있었을 거예
요. 신문에 당선됐다는 게 났을 때 제일 먼저 한말숙이가 전화를 해가지고 축하한다면서 아 
네가 글쓸 줄 알았지만 진짜로 쓸거였더라면 왜 여성지에다 했냐? 그래요. 걔도 현대문학 
통해서 나왔어요. 현대문학이나 다른 데 얼마든지 투고를 할 수 있는걸... 나도 그땐 벌써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박완서 구술집, 『박완서-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1981~2011년』, 
수류산방, 2012, 195면. 

10) 조남현, 「건강한 세태소설의 모형 : 「저문 날의 삽화」, 박완서 著」, 『서평문화』 제4집, 
1991, 42면. 

11) 김양선, 「‘복원’과 ‘복수’의 네버앤딩 스토리-박완서론」, 『작가연구』 15호, 깊은샘, 2003, 
222면. 김양선의 글은 박완서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의 세목을 잘 정리하면서 이에 대한 
재수정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12) 이를테면 “박완서의 현실인식이 풍속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 관점을 상실하
고 부정적 현상들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와 같은 언급이 그러하다. 성민엽, 앞의 책, 42면. 

13) 조한혜정, 「한 페미니스트 인류학자가 읽은 박완서와 1980-90년대 문단」, 『한국 근현대사
와 박완서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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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윤송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이은하, 
「박완서 소설 연구: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미영, 「박
완서의 성장소설과 여성주체의 성장」, 『한중인문학연구』, vol25, 2008; 임선숙, 「197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가족담론의 이중성 연구: 박완서와 오정희 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 의식 연구 : 수행성을 중심으
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등. 

15) 김양선, 「증언의 양식, 생존·성장의 서사 : 박완서의 전쟁 재현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5집, 2002; 최정자, 「박완서 소설의 전쟁
체험 양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이평전, 「한국전쟁의 기억과 장소 연구
-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회』, 2013; 김정은, 「박완서 전쟁체험 소설에 나
타난 여성 목소리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16)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기억으로 발언하기: 1990년대 박완서 
자전소설의 의미 연구」, 『상허학보』 no12, 2004;  임혜림, 「여성 작가의 자전 소설 연구 : 
박완서, 신경숙의 과거 체험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윤정화, 「박완서의 자서전적 글쓰기 서사 전략과 그 탈식민주의 의미」, 『한국문학 이
론과 비평』 66집, 2015; 정윤희, 「박완서 소설의 자전적 글쓰기 방법 고찰」, 중앙대학교 석
사학위 논문, 2015. 등. 

17)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김나정, 「박완서 
장편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박성혜, 「박완서 소설의 창
작방법론 연구: 중단편 소설의 서사화 기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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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김미라, 「박완서 소설을 통해 본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연구: 부르디외의 이론을 바탕
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이 논문은 “허위의식”이라는 키워드를 전면화하고 
있지만 부르디외의 이론 적용을 박완서 소설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에 의미를 한정시켰다. 

19) 염무웅, 「사회적 허위에 대한 인생론적 출발- 박완서 저 『휘청거리는 오후』」, 『세계의 문
학』 4호, 1977년.

20) 김우종, 「속물적 삶의 비판」, 『한국현대문학전집 42』, 삼성출판사, 1978. 
21) 김재희, 「한국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식 연구: 이호철, 최일남, 박완서를 중심으로」, 중앙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2) 신수정, 「증언과 기록에의 소명」, 『오늘의 문예비평』, 1998. 
23) 이정숙, 「19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소영현, 「전쟁경험의 역사화, 한국 사회의 속물화: 헝그리 정신과 시민사회의 불가능성」, 
『한국학연구』 vol32, 2014. 특히 이정숙의 논문은 박완서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글은 아니
지만 논문의 후반부에서 “중산층 속물”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작가의 의식적 고통과 “부
끄러움”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기에 기존의 속물 논의를 발전시켰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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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수정, 「박완서 소설과 전시 여성 가장의 미군 PX 경험」, 『인문과학연구논총』 37,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6.

    신수정, 「1970- 1980년대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와 중동 건설 노동자 가족의 에토스- 박
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공모와 균열의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0, 2016.

    송은영, 「‘문밖의식’으로 바라본 도시화- 박완서 문학과 서울」, 『여성문학연구』 25호, 
2011. 

25) 우현주,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수평적 신가족 공동체 형성-『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중
심으로」, 『한국 문학 이론과 비평』 66집, 2015; 허정인,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근대 
재고의 한 형식」,『한국 문학 이론과 비평』 58집, 2013. 

26) 우현주,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환대 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27) 김문정, 「도시의 흉년에 나타난 여성상과 중산층의 형성」, 『한국문학연구』 vol4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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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 글의 중산층 담론 논의는 오자은, 「1980년대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존재
방식과 윤리」, 『민족문학사연구』 vol50, 2012;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욕망과 존재방식-박
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론」, 『국어국문학』 no164, 2013;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데모하
는 딸들」, 『한국현대문학연구』 vol45, 2015.의 논의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포함하였음. 

29) 강희경, 「중산층 의식을 진단한다｣,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1993.05.31. 
30) 함인희 외,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 집문당, 2001, 29면. 
31)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9면.



- 8 -

32) 위의 책, 5면 참조. 위의 분류는 이 책의 정리를 참조한 것임. 
33) 한상진, 「민중과 중산층 귀속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운동과 사회계급』, 전예원, 1988, 

267-298면 참조. 한상진은 “중민”을 문자 그대로 중산층이면서 민중이란 뜻으로 사용하여 
개혁 추진세력의 사회적 기반으로서 이들을 개념화하고자 했다. 한상진이 이론화한 중민은 
근대적이면서 민주화와 평등화에 열망을 보내고, 혁명보다는 개혁을 원하는 합리주의적인 
사무직들이다. 한상진, 『동아일보』 칼럼, 1988. 06.03. 참조. 

34) 중산층의 생활의식이나 생활행동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는 문숙재, 최혜경, 정순희, 『한국 
중산층의 생활문화』, 집문당,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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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Pierre Bourdieu, 김현경 역, 『언어와 상징권력』, 나남, 2104, 450면. 
36) 위의 책, 315면. 이는 당이 곧 노동자 계급이고 노동자 계급이 곧 당이라는 공식이나, 교

회가 곧 교황이며 교황이 곧 교회라는 공식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37) 양춘, 「한국사회 계층연구 동향과 전망」, 『한국 사회학』 제36집 1호, 20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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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위의 글, 12면. 
39) 신광영, 「90년대 한국사회 계급연구의 심화를 위하여」, 『창작과 비평』, 제18권 제1호, 

1990, 325면. 
40) 위의 글, 326면. 
41) 위의 글, 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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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김성국, ｢한국사회 중산층의 실체와 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 1993.05.31.
43) 위의 글, 같은 면.
44) 위의 글, 같은 면.
45) 홍두승, 앞의 책, 9면. 
46) 『조선일보』, 198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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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김성수,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한국 중산층의 역할: 민주화 운동 참여 동기에 대한 분석」, 
『국제정치논총』, vol.43 no.1, 2003, 141면. 

48) 이병렬, 「일제 식민지 유산과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소고」, 『사회와 문화』 9
권, 1995, 56면.

49) 손향숙, 「영국 중산층의 성장과 탄생기 아동문학」, 『동화와 번역』 제10집, 2005, 237면.
50) Amal amireh, The factory girl and the seamstress: imagining gender and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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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Vol.66, 2000. 107-108면 참조. 
52) Joel Pfister. The production of personal life: class, gender, and the 

psychological in hawthorne’s fiction,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91. 5면.
53) Stuart Hall 외, 고동현 김수정 역, 『모더니티의 미래』, 현실문화연구, 2000,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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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예를 들어 김원우의 경우 세태소설 혹은 중산층 의식을 다룬 작가라고 평가받아왔으나 이
는 사실 어디에 소설적 계보를 둘지 애매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했다.(김정란, 「김원
우 소설의 윤리적 정결주의 연구」,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14, 139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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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했으며 가치 평가를 유보한 채 여성 인물들이 자신이 기반한 사회와 계급에 대해 올바른 
자각을 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았다(김양선, 오세은, 앞의 논문, 64-65면)는 식으로 
평가되곤 했는데, 사회와 계급에 대한 자각의 부재를 지적한다는 것은 사실 논자들이 중산
층 자체를 비판할 때에 주로 언급하는 맥락이다. 물론 80년대 문학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산층을 다룬 문학을 하나의 경향으로 간주하고, “1987년 6월 항쟁의 전형적인 산물”(서영
채, 「1980년대의 우울」, 『소설의 운명』, 문학동네, 1996, 421면)로서 양귀자의 「천마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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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기도 한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한
국현대예술사대계 V: 1980년대』, 시공사, 1999. 이 책의 “문학” 부분 참조) 다만 이 작품들
은 중산층이 초점이라기보다는 중산층 직업군을 가진 인물들이 87년 6월 항쟁을 어떻게 소
화하고 있느냐를 그린 소설들이다. 

    오정희 역시 중산층 여성의 내적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는 평가의 기본적인 틀이 있
지만 모두 주인공이 중산층의 범주에 속하고 주변 인물들이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으며 중
산층적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는 정도의 보충적인 설명 이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대 현장
비평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오정희, 서영은, 박완서, 김채원, 이순 등 7-80년대 여
성 작가들을 한데 묶은 뒤, ‘주로 중산층 여성을 그리는 여류작가들’이라는 범주 속에서 읽
는 한정된 독법이 더 많았다. 또는 윤흥길이나 박영한 같은 작가가 전면적으로 중산층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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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중산층은 개념화하기에는 여전히 애매한 존재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문열의 경우 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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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프랑스 “보통사람”- 월 생활비 8천프랑에 두 자녀, 인스턴트 식품과 tv시청을 즐기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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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오늘의 TV 총정보」, 『경향신문』. 1991. 09.07.
194) 원작에서 이 에피소드는 “부부는 단둘이다” 편에 나오는데, 진범은 “리시버 꽂고 팝송 들

으면서 공부”하다가 행분에게 꾸지람을 듣자 자신은 나중에 절대로 부모를 모시지 않을테니 
양로원에 가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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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시의 흉년』, 『휘청거리는 오후』, 1978년 『목마른 계절』, 1979년 『오만과 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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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중산층 진입을 욕망하는 사람들의 서사다. 

197) 여기에서 “자아이상”은 프로이트의 용어로서 프로이트는 자아이상을 종교나 도덕, 사회적 
감정처럼“인간의 고차원적 성격에 대해서 걸 수 있는 모든 기대에 부응”(Sigmund Freud, 
윤희기, 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04, 378면)하는 것이자 “초자아”
이며 “부모의 목소리”(같은 책, 346면)로서 설명한다. 이는 결국 자신이 닮고 싶어하고 자신
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권위있고 이상적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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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표준적 국민->중산층->보통사람으로 이어지는 동어반복의 변주를 보여주면서 ‘이 정
도는 되어야 하는’ 보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부응해야 함을 행간에 드러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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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은 중산층 인물들의 속물성, 가식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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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들어, “미니스커트를 입은 웨이트리스들의 황갈색으로 염색한 머리가 썩 어울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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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 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자”(370면)는 태수의 물질적이고 합리
적인 셈법에 따라 허물어진다. 

227)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2권』, 세계사, 2014, 이후 본문 내 인용은 괄호 안 면
수로 표기. 



- 86 -

228)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권』, 세계사, 2014, 16면. 



- 87 -

229) 이 시기 상업 광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산층 가정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맨션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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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부부 사이에 두 아이들이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배치된 것이다. 

230)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모두 ‘가정 만들기’를 가장 큰 목표로 삼는다. 수지는 상위 계층의 
부유한 남성과, 인재는 중산층 집안의 수지와, 오목이는 아직 돈은 많이 없지만 전망있는 
화이트칼라 인재와, 그리고 고아인 일환 조차도 고아인 오목이와 만나 고아가 아닌 가정을 
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철 역시 유복한 집안의 딸과 결혼하여 네 아이를 낳고 만든 가
정과 그 가정 지키기에 가장 큰 욕망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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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을 끓여 한 식탁에 앉아 먹는 것이다. “오목이가 고분고분 수지하고 겸상해서 마주 
앉았다. 그리고 스스럼없이 닭국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녀는 너무 소리내어 닭국물을 마
셨으므로 마치 흐느껴 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수지는 오목이의 그릇에다 보오얀 닭국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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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허기의 해소는 지속적이지 않고 일회적으로 연장될 뿐이다. 이는 나중에 수지
가 오목이 집에 방문했을 때 오목이가 차려준 밥상을 물리지도 먹지도 못하며 갈등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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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I)-이론적 검토」, 『대한지리학회지』 50권, 2015, 431면.) 누군가 강남에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경계짓기를 하는 동안 배제, 폭력, 타자화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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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2｣), 데려다 키운 남편 친구의 아들(｢저문 날의 삽화1｣), 혹은 주인공의 운동권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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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중산층 가정 내부에 존재하며,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 비교적 안온해 보이던 중산층 가정에는 혼란과 내분,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또는 대학생 때 운동권 전력을 가진 이들(「꿈과 같이」, 「꿈꾸는 인큐베이터」, 「꽃 지고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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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80년대 다수의 작품에 운동권 대학생이 등장하지만 이를 의미화한 연구는 이영아, 「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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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어머니의 심정을 통해 대문자 역사의 균열의 지점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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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학생운동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운동은 모든 민중운동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론과 사상을 발전시키고 실천하는데 학생운동은 민중운동을 대표하는 입장에 서게 되며, 이
른바 민중운동의 “묘목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생운동이다.(같은 책, 241면)

463) 한완상, 『역사의 벼랑 끝에 서서: 한완상 사회평론』, 동아일보사, 1986, 102-1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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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박완서를 제외하고도 80년대 중산층 가정이 정치적 공간으로 변모하는 모습들은 최일남
(「흐르는 북」), 김향숙(「바다여 바다여」, 「불의 터널」, 「종이로 만든 집」, 「가라앉는 섬」), 
오정희(「별사」, 「파로호」), 임철우(「볼록거울」), 문순태(「꿈꾸는 시계」), 김원일(「마음의 감
옥」) 등 꽤 여러 작가들에게서 나타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경향으로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소설 속에서 운동권 자식들과 갈등하고 충돌하는 중산층 가정의 부모, 아
니면 해직교수나 해직교사가 되어 무력해지거나 위악적으로 변해버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
의 시선 등으로 구체화된다. 

466) 김성수, 앞의 글, 142면. 
467) 위의 글, 143면.
468) Chantal Mouffe, 이보경역, 『정치적인 것의 귀환』, 후마니타스, 20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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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박완서, 「저문날의 삽화1」,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5권』, 문학동네, 2011. 이하 본문 내 
인용은 괄호 안 면수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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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서 소설연구: 분단의 시대경험과 소설의 형식 , 깊은샘, 2004, 197면.)이라고 분석하며, 
“자신도 모르게 미화시키고 은폐시킨 허위의식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억압된 자아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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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23권, 2015, 24면. 

524) J. Buttler(2013), 양효실 역, 앞의 책, 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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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위대열에 대거 동참한 사건이다. 80년대까지 이 “넥타이부대”는 고학력 사무직 노동자
를 상징하는 단어로서 양복에 넥타이를 맨 회사원은 일반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
리고 이 “넥타이부대”가 동참하고 움직였다는 말은 민심의 향방을 보여주는 척도처럼 쓰이
기도 했는데, 그것이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었다. (이상재, 정일영, 「민주화운동 연
구보고서 2006: 6월 항쟁과 넥타이부대-80년대 금융,사무직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민
주주의 연구소 연구보고서』 2006, 6면 참조) 그러나 사실 “침묵하던 화이트칼라”와 같은 수
사적 표현으로 이 중산층 사무직의 집단 행동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을 명동 성당 앞
에 서게 한 감정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는 축적된 연구가 없다. 

527) 타협론은 “6.29선언을 집권세력 중 개혁파인 노태우와 민주세력 중 온건파인 민주당의 
타협의 결과”(이갑윤, 문용직, 「한국의 민주화: 전개과정과 성격」, 『한국정치학회』 vol29, 
no2, 1995, 218면)로, 민주대연합론은 이를 중산층과 노동자가 연합을 구성하여 민주화가 
시작되었으나 이후 중산층의 보수화로 민주화가 중단되었다고 본다. 위의 글, 같은 면. 

528) 김원, 『87년 6월 항쟁』, 책세상, 2009년, 166면.
529) 위의 책, 같은 면, 김원은 이들이 제도 정치의 선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다른 시민들

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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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박완서, 「사람의 일기」, 앞의 책, 329면.
531) 홍철기, 「샹탈 무페-경합적 다원주의로서의 급진민주주의」, 홍태영 외, 앞의 책,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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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박완서, 「사람의 일기」, 앞의 책, 325면. 
533) 위의 책, 3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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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Judith Butler, 양효실역, 『불확실한 삶-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2008, 61면.
535) 위의 책, 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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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박완서, 「사람의 일기」, 앞의 책, 324면. 
537) 마사 누스바움에 따르면 이러한 연민이야말로 “윤리적 성취”를 담보한 것이라고 말한다. 

Martha C,  nussbaum, 조형준 역, 『감정의 격동』, 새물결, 2015. 611면-6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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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유선무, 「데리다와 함께 블레이크의 우정 읽기」, 『영미문학교육』 제17집 1호, 2013, 119
면. 

539) “To think friendship with an open heart- thatis, to think it as close as 
possible to its opposite”, Jacques Derrida, 앞의 책, 30면.

540) 유지황, 앞의 논문, 22-23면. 
541) “Zarathustra’s friend; this friend to come, this friend of the far removed.”, 

Jacques Derrida, 앞의 책, 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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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물론 「티타임의 모녀」 같은 경우에 공장노동자였던 아내와 운동권 대학생이자 위장 취업
자였던 남편 사이에서 여성 화자가 남편을 바라보며 자격지심과 사랑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묘사가 등장하지만, 남편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나 조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부잣
집 아들인 운동권 대학생이 공장 노동자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어렵게 살다가, 
다시 부잣집 아들로 돌아가면서 겪는 부득이한 혼란과 변화를 착잡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을 
뿐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저나 마찬가지」 의 경우에는 전직 운동권이었던 이들이 점차 
속물화되는 과정, 그리고 운동권 경력이 하나의 그럴듯한 이력으로 전락해버리는 과정을 드
러냄으로써 노골적인 조롱의 시선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에 전직 운동권의 
형상화가 너무 전형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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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박완서, 「꿈과 같이」, 앞의 책, 355면. 이후 본문 내 인용은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 
544) 이남희, 앞의 책, 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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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이를테면 권인숙 사건 재판 당시, 변호인은 “뒤틀린 역사에서 자신들 세대는 권력과 권위
를 추종하고 일신상의 안락만을 추구하면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비겁하게 속 좁은 마음
을 지니도록 배웠다”라고 설명하며 여기에서 권인숙은 “우리의 살아있는 도덕과 사회적 양
심을 대변”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위의 책, 256면. 

546) 박완서, 「꿈과 같이」, 앞의 책, 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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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박완서, 「꿈꾸는 인큐베이터」, 『엄마의 말뚝』, 세계사, 2012. 이후 본문 내 인용은 괄호 
안 면수로 표기. 

548) 92년에 MBC드라마 『아들과 딸』이 방영되면서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비판은 절정에 올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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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포화인구에 다각처방 인구정책 추진계획」, 『동아일보』, 1976.12.03.
550) 박완서, 「꿈꾸는 인큐베이터」, 앞의 책,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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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sought to analyze that the core of Park Wan-Seo’s novel lies in 

exploring the cracks of the formation of self-identity of Korean middle class. 

This thesis discussed the works as a political action of placing Others as 

respective positions, but it experiences continuous breakdown. Additionally, this 

premises that the middle class family, which was traditionally conceptualized as 

a personal space, would be a political space involving various strategies of 

Othering.

  The prime issue in this regards is ‘emptiness’ of the middle class ideology 

as a nation-driven discourse. Due to the history of Korean wa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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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ed economic growth, Korean middle class persons lost the opportunity 

of forming self-identities as the counterpart of Western culture. Additionally, 

modern history of Korea was characterized by nation-driven economic growth 

and modernization, as well as the destruction of material and psychological 

inheritance during Korean war. In this regards, this thesis tried to show how 

the self-identity of middle class desirers had been formed. 

  To this end, I applied the theoretical methodology of “antagonism” by Carl 

Schmitt and Mouffe and “constitutive outside” by Henry Staten and Mouffe, 

both of which is closely related. “Antagonism” distinguishes friends and 

enemies, and also self and Others. “Constitutive outside” implies the 

necessary Others to construct the community of ‘we’. “constitutive 

outside” distinguishes ‘we’ and Others to form one ‘we’. This make 

boundaries, and which means defining ‘enemy’, during which implies the 

process of inclusion and exclusion to distinguish friends from enemies. The 

repetitive strategies of inclusion and exclusion eventually lead to fluid and 

non-specified status that cannot make specific boundaries. Due to this 

processes, the order of inside and outside are disrupted and boundaries may 

be perpetually floating. 

  Depending on the mindset of this issue, Chapter 2 was composed as a 

starting point for the main part of the thesis. Chapter 2 discussed the formation 

of self-identity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of middle class appeared on 

the Park Wan-Seo’s novel. There was a great discrepancy between the real 

situation and the nation-driven middle class ideology in 70s, and this shows the 

uncertainty of middle class, ‘emptiness’ As the word “middle class” 

started to appear in mid-60s, the government utilized strategic discourses to 

make middle class as a mean of political stability, while the middle class was 

considered as a non-political private sector. In this regards, I also analyzed that 

the nation-driven growth discourses during 70s and 80s was a process of 

finding authoritative Others, which was also a symbol of ‘emptiness’.

  In Chapter 3, I discussed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collective ego ideal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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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class figures and the delay point of forming self-identity. They sought 

values of self-identity, such as “ordinary people,” lifestyle of the wealthy, 

moral dignity, honor, pride of making wealth, and paternity of new middle class 

family. The main character tried to secure these, but he/she always failed to 

achieve and delayed. This phenomenon was discussed as a image of delay in 

the formation of self-identity by the middle class. 

  In Chapter 4, I showed that the formation of self-identity wa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ntagonism” and “constitutive outside,” and the process 

of positioning Others from “constitutive outside,” which was imaged as a 

collective memory or a real spatial space. This was embodied as the memory 

and poverty of Korean war, real estate brokers and Madam Doo from marriage 

market, pro-Japanese persons and nouveau riche, and ghettos out of 

Youngdong eighth school district. However, all the efforts by the main figure of 

Park Wan-Seo’s novel was failed, due to the paradox of dependency of inside 

on the outside. I discussed how this irony was concretized in the novel, and 

the intruding powers during the process. 

  In Chapter 5, I discussed the cracks and fears for the formation of 

“constitutive outside” and “antagonism”. New political figures appeared in 

the middle class after mid-80s, that were described as political college 

students, or father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anti-governmental activities. 

They are unspecified Others, so that encounters with such figures make cracks 

in the formation of self-identities as middle class families. They confused middle 

class family and make fundamental changes in experience of Others. This thesis 

analyzed how political guilty conscience, love and friendship developed during 

the chaos. Additionally, this thesis discussed how fathers of middle class family 

that had participated in the anti-governmental activities digest their past and 

explore the current. This led to the groping of constructing affordable middle 

class culture. In this thesis, this process was conceptualized as a identity of 

self-renewal. 

  The core of Park Wan-seo’s novels lies in the description of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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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ormation of self-confidence and desire, and the paradox and cracks during 

the process. It also lies in the process of creating “constitutive outside” of 

middle class during the formation of self-identity and the process of inclusion 

and exclusion of Others. Additionally, Park Wan-seo’s novel describes the 

process of evolution of such cracks and the introspection of power during 

Othering. In conclusion, Park Wan-seo’s novel shows that the middle class 

family is not a space of reproducing fixed self, but a dynamic scene of 

self-renewal. 

Keywords: Park Wan-seo, Middle class, Self-identity, Otherness, Constitutive 

outside, Antagonism, Politics

Student number: 2008-3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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