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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죽음 의식에 주목하여 그 미학적 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오정희 소설의 죽음 의식은 생명을 수태

하는 여성(female)으로서의 작가의 자의식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이

에 대한 해명은 오정희 소설의 ‘여성’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독자에게 미적 쾌감을 선사하는 비극성의 실체에 다가가

도록 만들 것이다.

인간의 유한성은 오정희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제가 된다. 오정희

의 죽음에 대한 사유는 나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에 대한 고

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로 인해 죽음에 대한 사유는 유한한 물질로서의

몸의 탄생에 대한 사유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몸을 탄생시키

는 매개인 성(性)이 죽음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찰된다. 육체에 성이 있

다는 것은 그 단일한 개체가 영속(永續)할 수 없어 자손을 남겨야 함을

가리킨다. 이러한 성과 죽음은 인간 육체의 동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오

정희 소설에서 성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유한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부정

의 대상이 된다.

죽음을 부정하고자 하는 주체는 일상을 성과 죽음으로 구동되는 폭력

의 세계로서 인식한다. 이들에게 세계는 성과 죽음의 일방적인 폭력으로

구동되는 공포스러운 곳으로 성교를 통해 육체로 탄생한 인간들이 죽어

부패하고 그 폭력의 과정 속에서 또 다시 태어난 인간들이 죽어 부패하

는, 생사의 끊임없는 연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주체는 생존을 향한 본

능적 욕구로써 유지되는 탄생과 죽음의 끊임없는 순환을 혐오한다. 더러

움, 끈적임, 냄새에 대한 혐오감은 죽을 수밖에 없는 물질적 육체로 태어

난 자기를 부정하고자 하는 주체의 기본적인 감정 상태가 된다. 주체에

게 일상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배설하고, 성교하는 과정

의 무한한 반복과도 같다. 점액질의 이미지로 표상되는 일상은 주체에게

한 치의 비켜섬도 허용하지 않는 완고한 폐쇄성을 지니며, 주체는 죽음

으로 침윤된 일상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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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는 일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고자 한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고자 하는 주체의 저항은 어머니의 육체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의 육체로부터 탄생하며, 그렇게 탄생한 생명이 또

다시 번식하고 죽어 부패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육체는 주체로 하여금

탄생과 죽음이 순환하는 세계 속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어머니의 자궁은 생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죽

음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인식된다. 죽음을 공포스러워 하는 주체는 어머

니의 자궁으로부터 물질적 육체로 태어난 자신을 비천하게 여긴다. 성행

위의 결과 우연히 만들어진 부산물에 불과한 자신은 배설물이 배설되듯

이 어머니의 몸 밖으로 배출된 물질적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멸하

는 물질인 육체를 만들어내는 성행위는 주체에게 죽음의 원인으로 인식

됨에 따라, 죽음은 성행위라는 ‘죄’를 범한 ‘처벌’로서 여겨진다. 본고의 2

장 1절에서는 「한밤중에 화장하는 여자」(1968), 「안개의 둑」(1976),

「한낮의 꿈」(1977)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주체가 성과 죽음이라는 동

물성을 내재한 자기 육체에 수치심을 가지며, 주체의 수치심은 어머니의

육체에 대한 혐오감과 자기 파괴 욕망으로 변형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은 성욕에 대한 혐오감과 죄의식으로 이어진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고 병들어 소멸하는 육체는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

는 욕구를 지니며, 이 욕구는 폭력성을 내재한 성욕으로 나타난다. 육체

의 생(生)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은 맹목적이며, 맹목적인 만큼 공격성을

띠기 때문이다. 주체는 ‘살의’와 같은 ‘욕정’을 분출할 때 생성되는 쾌락

의 결과 자신이 생겨났다고 인식하며 성욕에 대해 죄의식을 갖는다. 육

체의 맹목적이고 공격적인 성욕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은 아버지의 성기

에 대한 주체의 공포와 혐오감으로 나타난다. 오정희 소설에서 아버지의

가부장적 면모는 자신의 성욕을 표출하는 데 거리낌이 없으며 성의 쾌락

을 탐닉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 아버지의 가부장적 면모는 자신의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비롯하여 딸, 어린 아이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중심적이고 유아적인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

이다. 주체는 성과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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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육체에 대한 혐오감은 자기 자신에 대

한 혐오감과 구분되지 않는다. 주체는 아버지의 늙고 병든 육체에서 자

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수치심과 적개심, 그럼에도 이에 저항할 수 없

는 무력감을 동시에 느낀다. 본고의 2장 2절에서는 「관계」(1973), 「적

요」(1976), 「저녁의 게임」(1979), 「동경」(1982)을 대상으로 삼아 아

버지의 육체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에는 주체의 성욕에 대한 혐오감과 공

포가 내재하고 있으며, 주체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자기 자신을

향해 혐오감을 느끼게 됨을 분석한다.

성에 죄의식을 지닌 주체에게 있어 자신이 성적 육체로 태어났다는 사

실은 결코 해소될 수 없는 성욕으로 죽을 때까지 괴로워해야 됨을 의미

한다. 성을 지닌 육체로 태어난다는 것은 완전한 합일의 상태에 이를 수

없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성으로 분할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을 통해 존재의 불연속성을 극복하여 다른 존재와

합일의 상태를 이루고자 하는 주체의 애욕(愛慾)은 ‘꽃’으로 비유된다. 그

러나 애욕 역시 태아의 수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체에게 부정의 대상

이 되어야 한다. 주체는 자신의 애욕이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를 추동

하는 혐오스런 성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도 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좌절한다. 이러한 주체의 비애는 ‘서러움’이라는 감정 상태로 나

타난다. 본고의 2장 3절에서는 「직녀」(1970), 「봄날」(1973), 「미명」

(1977)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애욕이 자신이 혐오하는 성욕, 즉 출산으로

이어지는 성욕과 궁극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죄의식을

갖는 주체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다.

자기 육체에 구속되어 사는 삶은 주체의 의지로 조정할 수 없는 성과

죽음에 속박되어 사는 삶, 곧 죄로서의 삶이다. 따라서 주체는 육체라는

감금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육체로부터의 해방은 성과 죽음

으로부터의 해방이므로 이로써 탄생과 죽음의 순환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육체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오직 죽음

으로만 가능하므로 삶과 양립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자유는 오직 생존하

고자 하는 욕구로만 가득 차있는 삶 속에서 ‘금기의 위반’이라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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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며, 살아있는 육체로서 도달할 수 없는 신성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

게 된다. 아름다운 식물의 이미지로 표상되는 일상의 바깥은 탄생과 죽

음의 순환 고리로 진입하기 이전의 공간, 즉 탄생 이전의 공간으로 상정

된다. 주체는 성스러운 어머니와의 재결합 혹은 육체를 불에 태우는 속

죄를 통해 일상의 바깥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속죄에 성공하기 위

해서는 궁극적으로 자기 육체를 불에 태워 정화해야한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주체는 속죄에 실패하고 만다. 본고의 3장 1절에서는 「칩

거」(1969), 「번제」(1971), 「목련초」(1975), 「불의 강」(1977)을 통해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로부터의 이탈 시도와 그 실패 양상을 분석한

다.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로부터 완전히 이탈하는 것은 오직 죽음으로

만 가능하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주체는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로부

터 완전히 이탈할 수 없다. 대신 주체는 동성애가 주는 관능을 통해 일

상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주체는 동성과의 성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몰아(沒我)적 쾌락으로 죽음을 대신한다. 주체는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속에서 동성과의 성관계에 몰두하는 것으로 일상으로부터 도피한다. 주

체의 동성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은 모두 정상적인 육체 즉 ‘살의’와 같은

‘욕정’을 발휘하는 육체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동성

애는 성과 죽음이 지배하는 폭력의 세계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하다. 결국 이들의 동성애는 외부의 일상 세계에

노출되고 동성애 대상을 상실하는 것으로써 끝맺는다. 본고의 3장 2절에

서는 「완구점 여인」(1968), 「주자」(1969), 「산조」(1970) 분석을 통

해 동성애에 침잠함으로써 일상을 거부하고 죽음을 대리 충족하는 주체

의 심리 양상을 분석한다.

본고의 3장 3절에서는 「중국인 거리」(1979), 「유년의 뜰」(1980),

「멀고 먼 저 북방에」(1984) 분석을 통해 일상의 바깥을 향한 주체의

희구가 향수의 형태로 축소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일상에 종속되어있으

면서도 일상의 바깥을 향수하는 주체는 사치스러운 것에서 일상을 벗어

난 것의 편린을 발견한다. 일상은 육체의 보존과 또 다른 육체의 생산이



v

라는 유용성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반면, 사치스러운 것

은 유용성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특히 아

이를 낳지 않는 여성의 몸으로 재현된다.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에 종

속되지 않고 오히려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를 끊는 이들의 몸은 ‘생산’

이라는 일상의 경제적 원리에서 이탈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주체에게 죽

음을 재생산하지 않는 여자의 아름다운 몸은 동경의 대상이 된다. 그러

나 일상의 영속(永續)을 위협하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의 몸은 일상인

들에 의해 철저하게 배척된다. 이로써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를 부정

하기 위한 주체의 시도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주요어 : 성, 탄생, 죽음, 육체, 사멸, 동물성, 여성, 죄의식, 일상, 속

죄, 동성애, 식물적 육체, 비극성, 미적 쾌감

*학 번 : 2012-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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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사랑인가, 성인가, 소멸인가.”1) 본고의 논의

는 이 문장을 실마리로 삼아 시작된다. 오정희(吳貞姬, 1947.11.9. ∼ )는

196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完具店 女人」이 당선되어 등단한

다. 문장에 완벽을 기하는 오정희의 결벽성이 빚어낸 독특한 문체는 인

간의 삶 속에서 탄생과 죽음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예리하게 포착한

다. 독자가 감지하는 오정희 소설의 미적 쾌감은 이것과의 연관선상에

놓여있다.

오정희는 급격한 산업화와 유신 체제로 인한 사회적 긴장이 팽배했던

1970-80년대에 주로 작품 활동을 전개한다. 이 시기에는 독재적인 국가

권력과 급속한 산업화에 기인하는 계급 갈등 혹은 분단 상황에 저항하는

소설이 문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오정희의 소설은 이 당시 문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소설의 특성에서 비켜나 있어 크게 주목을 받지 못

한다. 대신 오정희는 1970년에 등단한 박완서와 함께 ‘여류적’ 경향에서

벗어난 여성 소설가로 주목받는다. 오정희는 여성성의 하나로 취급받는

‘내면성’의 심화를 통해 여성문학의 수준을 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1960년대 이후의 여성문학은 ‘고독’과 ‘자아에 눈뜬’ 여성의 내면, 개인성

의 탐구를 주제로 삼는 특성을 보인다.2) 오정희는 이러한 여성문학의 새

로운 경향을 심화시킨 작가로 얘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면성은

사적인 세계에 갇혀있는 부르주아 여성의 의식 세계로부터 기인하는 것

이므로 한계점을 지닌다는 비판을 고려해볼 때, 오정희가 성취해냈다고

평가받는 내면성의 심화는 현재 여성성의 심화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

고 있을 뿐이다.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연구들을 살펴 볼

때, 오정희 문학은 여성이 창작한, 그리하여 여성의 심리 상태가 세밀하

게 잘 표현된 문학이라는 암묵적인 전제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1) 오정희, 「꿈꾸는 새」,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1981, p. 130.

2)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소명출판, 2012, pp. 219-2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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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로 인해 오정희가 천착한 실존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다룬 연

구들은 소략한 상태에 놓여있다. 여성이라는 특수한 입장에 기반하면서

도 보편적 지평에서 논의될 수 있는 실존적 차원의 문제를 작가가 어떻

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아직까지 미약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

이다.

1970-80년대 동시대 비평들은 오정희 소설이 다루는 성(性)과 일상,

허무의식이 실존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지닌다고 지적한다. 오정희는 김

현의 평론 「요나 콤플렉스의 한 증상」(1969)을 통해 처음으로 비평계

의 주목을 받는다. 이후 1976년 2월에 『문학사상』을 통해 발표한 「적

요」가 1976년 여름호 『문학과지성』에 재수록되고, 첫 창작집 『불의

강』이 1977년 문학과지성사에서 출판되면서부터 오정희는 본격적으로

문지 계열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로써 오정희 소설 비평은 김현,

김치수, 김병익 등 문지 계열 평론가들이 주도하게 된다. 일상과 욕망을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전제하는 이들 비평은 오정희 소설이 일상에 의해

억눌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원적 욕망과 그로 인한 실존적 고통을 형

상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현은 「살의의 섬뜩한 아름다움」(1977)에

서 오정희의 첫 창작집 『불의 강』의 인물들이 가족과 같은 범속한 일

상 세계에 대해 ‘살의’를 느끼고 이에 대한 반항으로 성적 금기들을 깨뜨

려 생산의 풍요를 지향하고 있다고 분석한다.3) 김치수는 「전율, 그리고

사랑」(1981)에서 오정희의 두 번째 소설집 『유년의 뜰』의 인물들이

타성화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을 지니면서도 이를 실현하지 못

하고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온다고 설명한다. 김치수는 이때의 일상이

“생성과 소멸의 이중적 짐”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임을 처음으로 포착

해낸다.4)

김병익은 「세계에의 비극적 비전」(1982)에서 오정희 소설의 서정시

적 특성이 세계와 단절된 자아의 내면 세계가 투영되면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김병익은 세계와 융합하지 못하는 폐쇄적 자아의 모습이 소설

속에서 비정상적 성관계, 무분별한 살의, 불구의 육체로 나타나며, 이로

3) 김현, 「살의의 섬뜩한 아름다움」, 『불의 강』 해설, 문학과지성사, 1977.

4) 김치수, 「전율, 그리고 사랑」, 『유년의 뜰』 해설, 문학과지성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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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자아의 허무감이 소설의 전반적인 주조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한

다.5) 김병익에 의해 ‘비극적 비전’으로 명명된 오정희 소설의 허무 의식

은 이후 오정희 문학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사용된다. 성민엽은 「존재의

심연에의 응시」(1986)에서 권태롭고 무의미한 일상을 파괴하려는 충동

에 사로잡혀 있는 오정희 소설의 인물들이 허무의 심연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감지해내고 있다고 분석한다.6) 오생근은 「허구적 삶과 비관적

인식」(1990)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는 허구적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비관적 인식이 오정희 소설의 세계관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한

다. 여기서 오생근은 일상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가정이라는 테

두리를 포함하여 상처 입은 유년 시절 및 인간의 육체성 등으로 확대한

다.7)

김병익에 의해 오정희 소설의 비극성으로 지목된, 세계와 단절된 자아

의 허무감은 개인의 역사 인식의 부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김병익은 「세계에의 비극적 비전」(1982)에서 오정희의 초기 소

설이 추상적인 서정시와 같은 것이었다면 80년대 이후 발표된 소설은 구

체적인 역사 현실을 담아내는 서사 형식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모는 작가의식의 ‘성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의미 짓는다.8) 김윤식은

「회상의 형식」(1985)에서 오정희가 “세계와 자아의 불안정성”을 소설

형식에 걸맞지 않은 “모호한 이미지의 비유”로 그려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아가 세계에 대해 눈떠가는 과정이 아닌 자아와 세계의 공고한

단절만이 소설에서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9) 신철하는 「성과 죽음의

고리」(1987)에서 오정희 소설이 ‘나는 누구인가’, ‘나를 낳고 버린 사람

은 누구인가’에 대한 개인의 집착적인 물음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신철

하는 자기 존재의 기원에 대한 물음이 작가가 성장기에 해방과 한국 전

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겪어야했던 심리적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고 분석한다. 그러나 작가 본인은 그 역사적 맥락을 거시적으로 바라보

5) 김병익, 「세계에의 비극적 비전」, 『월간조선』, 1982년 7월호.

6) 성민엽, 「존재의 심연에의 응시」, 『바람의 넋』 해설, 문학과지성사, 1986.

7) 오생근, 「허구적 삶과 비관적 인식」, 『야회』 해설, 나남, 1990.

8) 김병익, 앞의 글.

9)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pp. 4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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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실패해 단지 “감정의 편벽”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라고 비판한

다.10) 이러한 비평들은 오정희 소설을 서사 형식에 못 미치는 자폐적 개

인 의식의 투영일 뿐이며, 세계와 대결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에서 역사에 대한 전망이 없는 소설, 소설에 미치지 못하는 시적(詩的)

소설이라고 평가한다.

1970-80년대 평론들은 오정희 소설의 화자가 대체로 여성임을 지적하

고 있으나 이에 크게 주목하지는 않는다. 소설의 화자가 여성이라는 사

실은 오정희 소설의 주제적 측면인 인간 실존의 비극성과 관계 없는 것

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80년대 비평은 오정희가 여성 작가라

는 사실을 의식하며 오정희 소설이 갖는 주제 의식의 한계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오정희 소설의 한계로 지적되는 비역사성, 세계와

의 대결 의지의 부재 등은 오정희가 여성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한계로

여겨지는 것이다. 일례로 권오룡은 「원체험과 변형 의식」(1984)에서

오정희의 소설 쓰기를 고립된 내면 의식세계를 서술하는 글쓰기로 규정

하면서 이러한 글쓰기가 주체의 외부세계에 대한 수동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평가한다. 즉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강한 대상

과 마주쳤을 때의 절망감이 외부 세계에 대한 비관주의로 발전하면서 외

부 세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대상의 객관적 의미와는 상

관없이 이를 주체의 심리에 따라 주관적으로 변형시킨다는 것이다. 권오

룡은 외부적 대상과 매개되지 못하는 의식의 가냘픔이 오정희 소설을 낳

았으며, 이를 오정희의 “여류적 특성과 한계”라고 비판한다.11) 이처럼

1970-80년대 비평은 오정희가 다루는 실존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여성의

시선과 연관하여 해명하는 데 실패한다. 이로써 오정희가 제기하는 문제

를 역사적 맥락을 읽지 못해 나타난 편협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이를 오

정희의 ‘여류’적 한계로 치부한다. 여성 작가에 대한 차별적 시선에서 비

롯된 이와 같은 오류는 특히 오정희 소설에 나타나는 성의 의미를 남성

중심적 성담론에 맞춰 재단하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10) 신철하, 「성과 죽음의 고리」, 『현대문학』, 1987년 10월호.

11) 권오룡, 「원체험과 변형 의식 – 오정희론」, 『우리세대의 문학』, 1985년 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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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희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이 본격적인 연구 주제로 부각되기 시작

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1990년대부터 페미니즘 비평이 담론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게 되면서 그동안 남성중심적인 문단 안에서 소외

당했던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한다. 페미니즘 비평에

의해 호출된 오정희 소설은 더 이상 세계에 대항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여성의 자의식 과잉의 글쓰기가 아닌, 가부장제라는 남성 중심적 사회

속에서 타자의 위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의 전복적인 글쓰기로 새

롭게 평가되기 시작한다. 특히 오정희 소설의 여성성을 규명하여 고평하

기 위한 노력으로 정신분석 이론이 적극적으로 차용된다. 정신분석 이론

이 차용된 연구는 가부장제라는 상징계 안에서 여성은 상징계의 타자로

자리매김 된다고 전제한다. 상징계(가부장제) 안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단

지 남성들에 의해 규정된 ‘어머니’, 남성의 ‘아내’ 혹은 아버지의 ‘딸’만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남성과 달리 ‘여성’ 그 자체의 지위로 상징계에

포섭될 수 없는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가 억압되어 히스테

리와 같은 신경증 증세를 보이거나, 상징계에서 규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여성적 정체성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 또한 여성들은 상징계에 의해

억압당해야만 했던 모성적 존재와의 유대 즉 타자와의 결합을 소망하는

존재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은 여성의 세 가지 유형,

신경증적 여성의 히스테리12),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탐색(성장서사)13), 타

자(어머니)와의 융합14)으로 분기하여 오정희 소설의 여성성을 해명하고

12) 박미란,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트로마의 시학」,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00;

배성희, 「오정희 소설 연구 : 신경증적 욕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3; 최영자, 「오정희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 히스테리적 발화양상을 중심

으로」, 『인문과학연구』 제12집, 2004; 정연희, 「오정희 소설의 표상 연구 :

「비어 있는 들」과 「야회」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44집, 2008; 김민정,

「유신체제의 남성성과 오정희 문학의 여성성」, 『한국현대소설이 걸어온 길 -

작품으로 본 한국소설사(1945∼2010)』, 문학동네, 2013.

13) 김경수, 「여성성의 탐구와 그 소설화」, 『외국문학』 제22호, 1990년 봄호; 나

병철, 「여성 성장소설과 아버지의 부재」, 『여성문학연구』 제10집, 2003; 김영

애, 「오정희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 성장소설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학연

구』 제20집, 2004; 김은혜, 「오정희 성장소설의 트라우마 양상 고찰」, 경희대

학교 석사논문, 2013.

14) 권다니엘, 「오정희 소설에 나타나는 ‘물’의 이미지와 여성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2; 윤주영,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적 환상성 연구」, 이화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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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정신분석과 페미니즘 이론에 기반한 연구들은 오정희 소설에 페미니즘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부여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이나,

이론의 무게에 의해 만들어진 정형화된 틀로 환원적 해석만을 반복 생산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가해자로서의

가부장제와 피해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여성성을 가부장제로 포섭할 수 없는 여성 고유의 특질과 같은 것으로

전제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들은 여성적 특질이 곧 가부장

제에 대항하는 정치성이 된다는 논리 구조 하에 진행된다.15)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원적 대립은 그대로 선과 악의 이분법적 대립으로도 연결되

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시도들에서는 이미 여성이란 무엇인가, 혹은 여성

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전제가 선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리타 펠스키

는 이러한 연구 경향이 여성적인 것에 대한 환상에서부터 비롯되며, 사

회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남성적인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을 상징화

이전의 타자성과 계속 동일시할 위험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16) 본고의

논의는 오정희 소설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기반하

고 있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적 시각을 지닌다. 그러나 본고는

양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오정희가 제기하는 문

제의식은 여전히 희석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점을 동시에 주목한다. 본고

는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의 반항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오정희 소설

의 의의를 환원하는 것을 경계하며, 여성성에 대한 선입관으로 오정희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성을 생명을 존중하고 타자와의 결합을 지향한다는

대학교 석사논문, 2005; 이유진, 「오정희 소설의 모성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논문, 2008; 강지희,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숭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

사논문, 2011; 최수완, 「오정희 소설의 젠더정치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논문, 2013.

15) 이외에도 오정희 소설의 정치성을 규명하기 위해 당대 산업사회, 군부정치와 같

은 사회적 맥락과의 관련성을 부각시킨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박혜경, 「오정희

소설 연구 : 주제의식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박사논문, 2010; 정

지원, 「오정희 초기소설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논문, 2013.

16) Rita Felski, 김영찬·심진경 옮김, 『근대성의 젠더』, 자음과모음, 2010, pp.

30-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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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해석하는 일을 경계하고자 한다.

본고 역시 1970-80년대 비평이 오정희 소설의 비극성으로 지적하고,

1990년대 연구가 이러한 평가에 반기를 들며 오정희 소설의 정치성으로

해석한 ‘세계와의 단절과 그에 따른 절망감’에 주목한다. 본고는 오정희

소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변화시킬 수 없는 강력한 외부 대상으로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기존 연구의 관점에 동의하지만, 그 ‘세계’가 무

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기존 연구의 한계로 지적한

다. 기존 연구에서 ‘세계’는 인간의 본원적 욕망을 좌절하게 만드는 일상

으로 모호하게 얘기되거나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로 한정되어왔다.

본고는 오정희 소설의 세계가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지칭하

고 있음을 주목한다. 죽음은 초기 평론에서부터 오정희 소설의 주요한

주제 의식으로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소논문을

통해 몇몇 단편에 한정된 분석만이 시도되었을 뿐이다.17) 이들 연구는

대체로 삶과 죽음의 무화된 경계,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그

극복으로서의 순환적 시간관이라는 결론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들 연

구는 죽음을 바라보는 작가의 인식을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해명하

지 않으며 다만 소설 속에서 탄생과 죽음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어 그려

지고 있는지 피상적으로 짚어내고 있을 뿐이다.

본고는 오정희 소설에 나타나는 죽음 의식이 생명을 수태하는 여성

(female)으로서의 작가의 자의식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에 대한 해명은 그동안 끊임없이 시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함을 남겼던 오정희 소설의 ‘여성’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17) 성현자, 「오정희 소설의 공간성과 죽음」, 『인문학지』 제4호, 1989; 김예림,

「세계의 겹과 존재의 틈, 그 음각의 사이를 향하는 응시」, 『문학과사회』,

1996년 겨울호; 남금희,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과 죽음의 비의」, 『한국

말글학』 제19호, 2002; 안숙원, 「오정희와 섬광의 수사학-「동경」의 정신분석

학적 접근」, 『한국 여성 서사체와 그 시학』, 예림기획, 2003; 김민옥,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생성과 소멸의 순환적 인식」, 『개신어문연구』 제21호, 2004; 윤

애경, 「오정희 소설에 나타나는 ‘죽음’의 의미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5집, 2007; 심재호, 「하이데거 철학으로 본 오정희의 「동경」 연구」, 『국

어문학』 제50호, 2011; 허명숙, 「소설이 죽음을 사유하는 방식」, 『한국문예비

평연구』 제34호, 2011; 곽상순,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죽음」, 『여성문학연

구』 제29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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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할 것이다.18) 또한 이에 대한 해명은 독자에게 미적 쾌감을 선사하

는 오정희 소설의 비극성의 실체에 다가가도록 만들 것이다. 그동안 “섬

뜩한 아름다움”(김현), “전율”(김치수), “비의”(박혜경) 등의 단편적 수식

어로만 얘기되어왔던 오정희 소설의 미적 특질을 규명하기 위해 문체 분

석 등 텍스트의 형식적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왔다.19) 그러나

문학의 아름다움은 ‘잘’ 표현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진행

되는 문체 연구들은 오정희 소설의 주제의식을 ‘삶과 죽음의 동일성’으로

막연하게 상정해놓고 텍스트의 표현 방식이 이에 어떻게 부합되고 있는

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본고는 오정희 소설의 아름다움을

규명하고자 하는 문체 연구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이를 보다 치밀

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와 같은 형식적

자질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시각을 견지한다.20) 문학 작

품에서 독자가 느끼는 미적 쾌감은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객관적 자질

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텍스트와 얼마나 밀접하게 공명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어

떤 텍스트를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단지 작가의 ‘기교’에 의해

18) 페미니즘 문학을 성차별적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정의한 토릴 모이에

따를 때, 오정희 소설은 페미니즘적 특성 보다는, 여성(female)이라는 태어나면서

부터 주어지는 생물학적 조건인 성(sex)의 문제에 천착하는 특성이 더욱 두드러

진다.(Toril Moi, “female, feminine, feminist”, Catherine Belsey, Jane

Moore(edt.), The Feminist Reader, Blackwell Publishers, 1997.)
19) 황도경, 「빛과 어둠의 이중 문체」, 『문학사상』, 1991년 1월호; 박혜경, 「오

정희 특집 : 불모의 삶을 감싸안은 비의적 문체의 힘」, 『작가세계』 제25집,

1995; 김복순, 「여성의 광기와 그 비관적 내면의 문체」, 『인문과학연구논총』

제17집, 1998; 오은정, 「오정희 소설의 불확실성의 시학」,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02; 허윤진, 「문학 텍스트의 젠더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05; 이병헌,

「오정희 소설의 문체」, 『우리어문연구』 제27집, 2006; 정재림, 「「별사(別

辭)」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연구 : 문체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33집, 2007; 현효민, 「은유의 텍스트 효과와 의미작용」,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07; 박진영, 「한국 현대소설의 비극성에 관한 수사학적 연구 : 김승옥·조세희·

오정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0; 정혜재, 「오정희의 「직녀」

분석 : 구성과 문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1.

20) 수사학에서 표현술은 담론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담론의 귀결점이

기는 하지만 결코 담론의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표현술은 다른

부분들과 독립된 개별적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박성창, 『수

사학과 현대 프랑스 문화이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참조.)



- 9 -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주관적인 가치평가가

적극적으로 개입됨으로써 가능해진다.

오정희 소설의 미학적 특질을 빚어내는 비극성은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에서 비롯된다. 기존 연구가 일상과 욕망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가정해왔던 것과 반대로, 오정희 소설에서 일상

과 욕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인물들은 육체적 욕망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지시하고 있다고 여기며, 육체적 욕

망으로 추동되는 일상 속에서 죽음을 예민하게 감지한다. 본고는 죽음의

운명과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주체 사이의 날카로운 긴장 관계가 오정희

소설의 미학적 특질을 주조한다는 판단 아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로써 본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육체로 탄생한 인간의 고통, 그

리고 죽음을 재생산하도록 만들어진 여성의 몸에 주어진 운명과 이를 부

정하고자 하는 주체의 자유 의지 사이의 긴장이 오정희가 글을 쓰는 내

적 동력이 되며, 이 사이의 타협될 수 없는 긴장 관계가 소설의 미학적

특질을 이루고 있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21)

1.2. 연구의 시각

본고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으로서 주어진 죽음을 부정하려는 주체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오정희 소설의 미학적 특질을 이루고 있음을 밝히고

21)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작품은 오정희의 작품 활동 전반기에 쓰인 총 20

편의 작품으로, 각 장절 별로 분석할 작품은 다음과 같다.

2장 1절
「한밤중에 화장하는 여자」(1968), 「안개의 둑」(1976), 「한낮의 꿈」

(1977)

2장 2절 「관계」(1973), 「적요」(1976), 「저녁의 게임」(1979), 「동경」(1982)

2장 3절 「직녀」(1970), 「봄날」(1973), 「미명」(1977)

3장 1절 「칩거」(1969), 「번제」(1971), 「목련초」(1975), 「불의 강」(1977)

3장 2절 「완구점 여인」(1968), 「주자」(1969), 「산조」(1970)

3장 3절
「중국인 거리」(1979), 「유년의 뜰」(1980), 「멀고 먼 저 북방에」

(1984)

본고는 ‘죽음’이 오정희 소설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 의식임은 변하지 않으

나, 초기작들에서 특히 이에 대한 ‘부정’이 핍진하게 묘사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전반기 작품을 분석의 주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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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인간의 유한성은 오정희가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제

가 된다. 오정희의 죽음에 대한 사유는 나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가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로 인해 죽음에 대한 사유는 유

한한 물질로서의 몸과 그러한 몸의 탄생에 대한 사유와 동시에 이루어진

다.

오정희는 죽음을 몸의 소멸과 동일한 것으로 다룬다. 이에 따라 덧없

이 사라질 몸의 탄생과 몸을 탄생시키는 매개인 성(性)이 죽음과 관련하

여 중요하게 고찰된다. 기존 오정희 소설 연구는 성이 일상에 의해 억압

되어있다고 전제하여, 오정희 소설의 파괴적인 면모가 억압된 성욕을 분

출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 구도는 1970-80년대 비

평에서는 물론이고 1990년대 페미니즘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에서도 공통

된다. 억압된 성을 해방시킨다는 것에 대한 가치부여는 각 논문의 지향

점에 따라 달라지나 성의 해방이 ‘생산의 풍요’, ‘원초적인 에너지’ 혹은

‘여성 해방’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이들 연구에서 긍정적인 가치로

다루어진다는 점은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오정희 소설에서 성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유한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죽음과 함께 부정의 대상

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기존의 관점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

인간의 실존적 조건으로서 주어진 죽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화하

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연적 존재인 육체로 인해 초래된다. 인간을 비롯

한 모든 동물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화하고 소멸하는 유한한 물질이

며, 그 단일 개체만으로 영속(永續)할 수 없어 이성(異性)과 성적으로 결

합하여 자손을 남긴다. 따라서 육체에 성이 있다는 것은 그 단일한 개체

가 죽어 소멸하는 물질임을 지시한다. 이러한 성과 죽음은 인간의 물질

적인 육체에 내재하고 있는 동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가 사용하는

동물성 개념은 동물과 대비되는 인간만의 특별한 위상을 고찰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으며,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오히려 무화시키는 인간의 물질

적 육체성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 인간에게 있어 “항상 어떤 이타적

인 낯선 모습”22)으로 나타나는 동물들이 외재하는 타자들이라고 할 때,

22) Dominique Lestel, 김승철 옮김, 『동물성-인간의 위상에 관하여』, 동문선,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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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은 자기 육체 안에 내재하고 있는 타자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바따이유는 인간의 동물성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

한다. 첫째 성적 본능, 둘째 배설 본능, 셋째 죽음. 성과 배설, 죽음은 인

간이 동물로부터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 혐오와 수치의 감정들을 통해 부

정하는 것들이다. 바따이유는 이 세 가지 동물성의 차원 중 가장 “역겨

움의 밑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죽음에 관한 공포”라고 말한다. 성과 배설

은 그것이 죽음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부정된다.23) 크리스테바는 인간이

주체로 자신을 정립하기 위해 물질적 육체에 내재하고 있는 동물성을 끊

임없이 부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한다.24) 본고가 사용하는 주체 개념

은 이에 근거를 두어 자신이 덧없이 소멸하는 물질적 육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불변하는 개별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개인을 지칭하기 위해 사

용된다.

성과 죽음이라는 동물성을 내재한 육체적 존재의 탄생과 죽음은 주체

의 의지에 따라 조정될 수 없으며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다. 주체가 육체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주체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자연의 법칙은 따라서 폭력적이다. 오정희는

특히 남성의 육체보다 여성의 육체에 가해지는 자연의 폭력에 천착한다.

여성은 성교의 수동적인 대상화, 월경, 임신, 출산과 같은 여성 육체만이

겪을 수 있는 특수한 경험으로 인해 자기 육체의 동물성을 남성보다 더

빈번하게 확인한다. 자기 육체의 동물성의 확인은 매순간 여성에게 자연

에 종속된 존재로서의 물질적 유한함을 확연하게 각인시킨다. 김미현은

이러한 의미에서 육체의 동물성은 특히 여성에게 있어 주체가 거부하고

자 하는 인간 이하의 그림자적 속성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남성 육

체와는 달리 마조히즘적 특성을 지니는 여성 육체의 동물성은 여성의 주

체성을 와해시킬 위험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25)

이로 인해 오정희 소설에서 자기 육체에 주어진 동물성에 대한 피해의

23) Georges Bataille,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의 역사』, 민음사, p. 108 참조.

24) Noëlle McAfee, 이부순 옮김,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엘피, 2007, pp.

91-99 참조.

25) 김미현, 「동물성의 수사학-1990년대 소설에 나타난 문명의 은유」, 『젠더 프

리즘』, 민음사, 2008, pp. 298-2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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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대체로 여성 인물들을 통해 형상화된다. 그러나 육체의 동물성에

대한 피해의식은 탈역사적인 소산이 아니라 작가의 구체적인 역사 및 현

실 체험에서 비롯된다. 김윤식이 지적한 바 있듯이 ‘유년기 전쟁 체험 세

대’인 오정희에게 전쟁은 철저히 내면화되어있어 전쟁 상황은 소설의 배

경으로 물러나있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단순히 소설의 배경으

로 머무는 것이 아닌 인물들이 갖는 불안과 공포의 감정에 밀접하게 연

관되어있다.27) 기존 연구는 전쟁 상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중국인

거리」(1979), 「유년의 뜰」(1980), 「바람의 넋」(1982)만을 분석 대상

으로 삼아 인물이 유년기에 겪은 전쟁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현재 인

물의 의식을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한다.28) 그러나 오정희 소설에서 전쟁

은 단편 몇 개에 국한되어있지 않으며 작품 전반에 걸쳐 산재해있다. 스

쳐 지나가듯 간간이 묘사되는 예비군복 입은 남자들, 군대의 행렬, 군인

들,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침입은 전쟁을 간접적으로 형상화한다. 전쟁을

환기하는 이와 같은 소재들은 여성 인물들에게 전쟁이란 무엇보다 살해

의 위협, 강간의 위협과 같은 폭력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임을 나타낸

다.29) 이는 소설 속에서 왜 전쟁이 여성 인물들이 일상적으로 갖는 죽음

26) 김윤식, 「창조적 기억, 회상의 형식 : 오정희 소설에 대하여」, 『소설문학』,

1985, p. 11 참조.

27) 작가는 자신의 최초의 기억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깜깜한 굴속에 갇혀 있었

던 것, 숨이 막힐 듯 답답하게 내 입을 막고 있던 어떤 두텁고 끈끈한 손의 느낌,

커다란 개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던 광경, 어둠침침한 방 안에서 고통스러운 신음

을 내뱉던 사람의 모습, 볶은 콩 한 줌을 쥐고 툇마루에 앉아서 울던 장면”을 꼽

는다. 작가는 전쟁 중에 겪어야 했던 유년기의 불쾌하고 공포스러운 기억이 자신

의 “문학적 감수성의 원형질”을 이루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오정희·우찬제 대

담, 「한없이 내성적인, 한없이 다성적인」,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p. 31.)

28) 전쟁에 대한 인물들의 무의식적 피해의식은 트라우마를 주제로 한 기존 연구에

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중 전쟁이 트라우마로 연결된다고 지적하는 연구들

은 다음과 같다. 박미란,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트로마의 시학」,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02; 지주현, 「오정희 소설의 트라우마와 치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5집, 2009; 정재림, 앞의 논문, 2006; 채화영, 「오정희 소설 작중 인물

의 트라우마와 욕망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3.

29) 여성들이 군사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군사화된 맥락에

서 일어나는 남성의 폭력, 특히 남성의 섹스/성폭력에 대한 경계심이다. 전쟁과

전쟁 이후 상황을 연구하는 페미니스트들은 군사화된 상황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이 강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들 연구들은 무력 분쟁이 일어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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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에 대한 공포의 무의식적 메타포로서 사용되는지 설명해준다.30)

오정희는 전쟁 상황을 무엇보다 인간 상호간에 발휘되는 원초적인 공

격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인식한다.31) 오정희 소설에서 ‘살의’와

‘욕정’은 물질적 육체로서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망으로 이해된다. ‘살

의’와 ‘욕정’은 서로 발휘되는 양상이 다를 뿐 그 근원은 남녀를 불문하

고 인간이 생을 유지하기 위해 본원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공격성으로 여

겨지며, 이러한 공격성을 바탕으로 인간은 종(種)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

정된다.32)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종족유지를 위한 본능적

욕구, 즉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본다. 쇼펜하우어는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는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는 것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서

안이나 전쟁 후에 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이 더 빈번해지고 더 심각해짐을 밝히

며, 전쟁이나 알코올, 스트레스, 경제적 빈곤과 같은 공동체 내의 갈등이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Cynthia Cockburn, 김엘리 옮김, 「8장.

‘여성’ 되기를 선택하기 : 페미니즘을 깨우는 전쟁」, 『여성, 총 앞에 서다』, 삼

인, 2009, pp. 400-406 참조.)

30) 오정희 소설에서 성교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 인물들이 갖는 강간에 대한 두려움

으로 나타나며, 특히 폭력을 상기시키는 전쟁과 군인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나타

난다. 「바람의 넋」(1982)에서 집을 나온 은수는 예비군복을 입은 세 명의 사내

들에게 윤간을 당하면서 어린 시절 폭도들의 갑작스러운 침입에 의해 가족들이

몰살당했던 공포스러운 기억을 떠올린다. 「어둠의 집」(1980)에서의 등화관제는

‘그 여자’에게 과거 전쟁 시절 군인들의 침입과 그들에 의해 강간당했던 여자로서

의 무력함을 고통스럽게 상기시킨다. 어둠이 불러일으킨 강간에 대한 공포로 질

려있는 ‘그 여자’는 성숙한 여인이 된 딸이 오늘밤 집에 들어오지 않고 남자와 성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에 극도로 불안해한다. 「구부러진 길 저쪽」(1995)에서 전

쟁을 대비하기 위해 훈련하는 남자 아이들을 공포스럽게 바라보는 인자의 시선에

는 “송이버섯”으로 암시되는 남자의 성기에 대한 두려움 즉 성폭력에 대한 두려

움이 내재해있다. 인자 역시 성적으로 성숙한 딸이 남자에게 몸을 내줄 것을 두

려워한다.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전쟁과 여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여성

작가와의 비교와 함께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31) 정재림은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 「바람의 넋」 분석을 통해 오정희

소설에서 전쟁이 일상에 편재된 ‘폭력’의 기억으로 각인되어있음을 분석한다.(정

재림, 「전쟁 기억의 소설적 재현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6.)

32) 모든 종은 그 종의 개체들을 자연적으로 죽게 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리

고 종 자신의 신선한 새로움을 보전한다. 개체를 자연사할 수 없게 만드는 공격

과 위험으로부터 종의 절멸을 막기 위해 모든 개체에게 자기 보호 본능이 주어진

다. 본능은 모든 종의 큰 보호 시스템 속에 통합되므로 그만큼 더 전적으로 그

종 특유의 의미를 지닌다.(Edgar Morin, 김명숙 옮김, 『인간과 죽음』, 동문선,

2000 p. 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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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향한 공격성이 발휘되고 경쟁이 싹튼다고 말한다. 생존을 위한 경

쟁으로 인해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된다.33) 오정희 소설의 세계 역

시 이 같은 토대 위에 서있다. 오정희 소설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삶의

현장은 흔히 빈민촌으로 비유된다. 빈민촌으로 비유되는 황폐한 삶의 공

간 속에서 생존 경쟁에 취약한 약자의 몸은 개의 도살과 포식의 메타포

로 나타나는 강간과 살해의 폭력 앞에 무력하게 노출된다.34) 이로써 오

정희는 동시대 작가들은 물론, 이전의 여성 작가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제 의식을 보여주게 된다. 세계는 성과 죽음의 일방적인 폭력으

로 구동되는 공포스러운 곳으로 성교를 통해 육체로 탄생한 인간들이 죽

어 부패하고 그 폭력의 과정 속에서 또 다시 태어난 인간들이 죽어 부패

하는, 생사의 끊임없는 연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 세계 속에서 약자

의 위치에 처해있는 육체는 언제 자신에게 가해질지 모르는 성과 죽음의

폭력으로 인해 항상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35) 그러나 이러한 세

계를 부정한다는 것은 동물성을 내재하고 있는 자기 육체의 부정으로까

지 이어져야 하므로 주체는 내적 갈등을 겪는다.

성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를 폭력적이라고 인식하는 주체는 생존을

향한 본능적 욕구로써 유지되는 탄생과 죽음의 끊임없는 순환을 혐오한

다. 탄생과 죽음의 물질적 순환에 대한 주체의 혐오감은 냄새에 대한 혐

오감, 끈적거리며 부패하는 물질에 대한 혐오감, 땀과 오줌, 똥과 같은

오물에 대한 혐오감, 털에 대한 혐오감, 시체에 대한 혐오감과 같은 육체

33) 정동호, 『죽음의 철학』, 청람, 2004, p. 36 참조.

34) 여기서 약자는 여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고는 성차별적 구조(ex. 남-여), 가

부장적 구조(ex. 아버지-어머니, 딸), 물리적 힘(ex. 남-여), 사회적 지위(ex. 임금

주-피고용인), 지적 능력(ex. 정상인-광인), 경제적 능력(ex. 어른-아이)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를 약자라고 칭한다. 오정희

소설에서 성욕이 공격적이라는 전제는 성욕은 누구나 공평하게 지니고 있는 자연

스러운 것일지라도 그 표출은 자신이 상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제압할 수 있는

약자를 향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35) 오정희 소설에서의 폭력의 문제는 조회경에 의해 지목된 바가 있다. 조회경은

소설 『새』가 세계의 폭력성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 천착하는 작품이며, 세계의

폭력성은 불완전한 인간의 생로병사의 우발성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밝혀낸다.(조

회경, 「오정희의 『새』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구원의 징후」, 『우리문학연

구』 제27집, 2009.)



- 15 -

의 물질성에 대한 혐오감으로 나타난다.36) 더러움, 끈적임, 냄새에 대한

혐오감은 죽을 수밖에 없는 물질적 육체로 태어난 자기를 부정하고자 하

는 주체의 기본적인 감정 상태가 된다. 바따이유는 인간이 자연을 혐오

하는 것은 더러움, 성적 기능,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유리시킴으써 자신의

물질적 탄생과 죽음을 외면하고자 하는 충동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37)

크리스테바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신이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배

출된 물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육체의 유동적인 부산물들은

주체에게 물질적 유한성 즉 죽음의 필연성을 암시하므로 공포를 불러일

으킨다고 설명한다.38) 자기 존재의 필연성을 보장하고자, 탄생과 죽음의

그치지 않는 순환을 혐오하고 죽음을 공포스러워 하는 주체에게 있어 일

상이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배설하고, 성교하는 과정의

무한한 반복일 뿐이다. 이와 같은 일상의 반복은 주체에게 한 치의 비켜

섬도 허용하지 않는 완고한 폐쇄성을 지닌다.

오정희 소설의 인물들은 육체적 존재인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부과된

성과 죽음의 폭력을 혐오함과 동시에 자신이 동물성을 내재하고 있는 육

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수치스러워 하며, 자기 육체가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 죄의식을 지닌다. 생의

유지를 위해 식물처럼 자족할 수 없는 육체는 항상 결핍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결핍은 끊임없이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욕망을 만들어낸

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은 결코 완전하게 충족될 수 없다. 육체의 욕망이

36) 프로이트는 ‘혐오’를 히스테리의 기준 자체로 간주한다. 히스테리자는 육체가 유

기체의 차원으로 전락하는 순간을 혐오한다. 안나 O는 친구가 자기 컵으로 개에

게 물을 먹이는 것을 보면서 혐오감에 실언한다. 컵의 인간적 기능이 그녀의 눈

앞에서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도라는 K씨가 갑자기 그녀에게 키스하자 강

렬한 혐오를 느끼고 음식물에 구토를 느끼게 된다. 도라에게 입술과 입이 소화관

의 한 부분으로 축소되어 키스가 외설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특

히 프로이트는 혐오의 예로 시체를 언급한다. 시체가 상기시키는 죽음, 살의 부패

는 육체란 쓰레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실재를 드러낸다.

육체의 순수한 욕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그러한 수치심이 인간의 본질에 속한다.(Serge André, 홍준기·

박선영·조성란 옮김,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 히스테리, 여자동성애, 여성

성』, 아난케, 2010, pp. 153-175 참조.)

37) Georges Bataille, 앞의 책, p. 92.

38) Julia Kristeva,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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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될 때 생성되는 순간적인 쾌락은 주체에게 자신이 유한한 물질인 육

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므로 내적 갈등을 일으킨다. 더욱이 식

욕·성욕과 같은 육체의 욕망은 그것이 충족되어 쾌락을 얻기 위해서 와

해되어야 할 타자의 몸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따라서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육체는 불완전하며, 이러한 육체의 불

완전함을 의식하는 주체는 죄의식을 갖게 된다.39) 자신의 불완전한 육체

에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는 주체는 육체적 욕망이 충족될 때 발생하는

쾌에 의해 탄생과 죽음이 끝없이 순환하는 현상을 추(醜)하다고 인식한

다.

주체가 내면화한 죄의식은 죄의식에 의해 억압당한 것과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일으킨다. 주체의 내적 갈등은 오정희의 초기 소

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특히 여성에게 가중되어 있다.40) 인간은 누

구나 여성의 육체로부터 탄생하며, 그렇게 탄생한 생명이 또다시 번식하

고 죽어 부패한다.41) 바따이유에 따르면 “하나의 죽음은 다른 하나의 출

생을 예고”42)하는 것으로, “번식에 기여한 인간”은 다른 존재를 출생하

39) 특히 육체의 성욕은 주체가 억압한 성욕을 위반할 때 폭력성도 같이 위반하게

되므로 죄의식을 더욱 내면화시킨다. 죄의식은 본래 외부세계로 나가야 하는 폭

력성이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Antoine Vergote, 김

성민 옮김, 『죄의식과 욕망』, 학지사, 2009, p. 149 참조.)

40) 초기소설의 파괴적인 면모가 어디서 기인하는지에 관한 물음에 대해 작가는 다

음과 같이 언급한다.

“문학청년들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였지만 사춘기 시절부터 사로잡혔던 금욕주의

는 개인적인 기쁨과 자유를 죄악시했다. 문학적 재능과 작가로서의 가능성에는

진작 절망해 버렸지만 연애도, 술도,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타협이고 도피 같았

다. 엄격한 규율과 규제 속에 자신을 묶고 보다 큰 가치와 목적에 헌신하고자 하

는 열망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오정희, 「나의 소설, 나의 삶」, 『작가세계』,

1995년 여름호, p. 148.)

“작가를 꿈꾸었지만 기실 마음 깊이에서 지향하고 가치를 부여한 것은 수도자의

삶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거부하는 듯

한 세상에 대한 원한과 지독한 외로움, 단절감에 시달리면서도 스스로 부과한 규

제와 금기가 너무 강하다보니 광기와 억압이 동시에 팽팽히 맞서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오정희·박혜경 대담, 「안과 밖이 함께 어우러져 드러내보이는 무

늬」, 『문학과사회』, 1996년 겨울호, p. 1522.)

41) 오정희는 여성의 육체에는 “생산하는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 슬픔이 있

다고 말한다.(오정희·한강·나카가미 노리 대담, 「여성은 왜 세계와 불화하는가」,

『여성신문』, 2013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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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했으므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 받은 것과도 같다.43) 오정희의 소설 속

에서 여성은 자신의 욕망하는 몸, 성행위하는 몸, 출산하는 몸으로 인해

끊임없이 죽음을 감지한다. 따라서 오정희의 소설에서 탄생과 죽음의 순

환을 매개하는 어머니의 자궁은 생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죽음을 생산

하는 기관으로 여겨진다. 본고의 2장 1절에서는 죽음을 공포스러워 하는

주체가 사멸하는 육체적 존재로 태어난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가지며 이

러한 수치심이 주체의 죄의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

서 주체는 자신의 죽음이 어머니로부터 기원한 것이라고 여김으로써 자

신을 물질적 육체로 낳은 어머니를 혐오하게 된다. 어머니의 출산 행위

에 대한 혐오감에는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이 내재하며,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은 성욕을 지녀 어머니를 임신하게 한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어진다. 본고의 2장 2절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고 병들어 소멸

하는 육체가 본능적으로 갖는 살고자 하는 욕구가 폭력성을 내재한 성욕

으로 나타나며, 이때의 성욕이 주체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

을 지시함에 따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육체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수치스러워하는 여성 주체에게 있어 성교는

쾌락의 탐닉만으로 의미지어질 수 없다. 오정희 소설에서 성은 죄의 의

미를 띰에 따라, 주체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바따이유에 의하면 성과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서 육체로 살아가야 하는 주체는 ‘고독한

단절 상태’에 놓인다.44) 유성 번식하는 존재들은 육체의 개별성에 의해

서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각 육체적 존재의 탄생과 죽음은 오로지 그 육

체만의 일이므로 한 존재와 다른 존재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심연

이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바따이유는 유성 번식에 의해 육체로 태어난

인간들을 ‘불연속적’이라고 말한다. 육체적 존재로 탄생한다는 것은 다른

존재와 단절된 ‘불연속적’인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의

고독한 단절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주체는 이성과의 성적 결합을 희구한

42) Georges Bataille,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 민음사, 2005, pp. 62-63.

43) 위의 책, p. 115.

44) 고독한 단절 상태에 놓인 불연속적인 인간은 연속성을 향수하는 것으로 살아 있

는 동안의 외로움과 고립감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 뿐이다.(Georges Bataille,

위의 책,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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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따이유는 이를 에로티즘이라고 칭하며, 에로티즘을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오정희 소설에서 에로티즘 역시

육체로 인해 비롯되는 욕망이므로 동물성으로 인식되어 주체에게 부정의

대상이 된다. 본고의 2장 3절에서는 성을 통해 존재의 불연속성을 극복

하여 다른 존재와 합일의 상태를 이루고자 하는 주체의 애욕 역시 태아

의 수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체에게 부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분석

한다. 주체는 자신의 애욕이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를 추동하는 혐오

스런 성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도 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좌

절한다.

성에 죄의식을 지닌 주체에게 있어 자신이 성적 육체로 태어났다는 사

실은 결코 해소될 수 없는 성욕으로 죽을 때까지 괴로워해야 됨을 의미

한다. 성을 지닌 육체로 태어난다는 것은 완전한 합일의 상태에 이를 수

없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성으로 분할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기 육체에 구속되어 사는 삶은 주체의 의지로 조

정할 수 없는 성과 죽음에 속박되어 사는 삶, 곧 죄로서의 삶이다. 따라

서 주체는 육체라는 감금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육체로부터

의 해방은 성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므로 주체는 이로써 탄생과 죽음

의 순환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육체로부

터의 완전한 해방은 오직 주체의 죽음으로만 가능하므로 삶과 양립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자유는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로만 가득 차있는 삶 속에

서 ‘금기의 위반’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살아있는 육체로서 도달할 수 없

는 신성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게 된다. 본고의 3장 1절에서는 탄생과 죽

음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오정희 소설에서 어떻게 추구되고 있는

지 분석한다. 동물성의 추(醜)가 지배하는 일상과 반대되는 일상의 바깥

은 아름다운 식물의 이미지로 표상되며45) 주체는 육체를 불에 태우는

45) 오정희 소설에 나타나는 식물 이미지에 대해서는 현효민에 의해 연구된 바가 있

다.(현효민, 「은유의 텍스트 효과와 의미작용-오정희 소설을 대상으로」, 서강대

학교 석사논문, 2006) 현효민은 오정희 소설에서 식물 은유가 재생성과 초월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고 분석한다. 식물은 타자를 소멸시키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효민은 식물성과 대비되는 동물성을

식물성과 연계하여 설명하지 않고 산업화와 근대화의 폐해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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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죄를 통해 일상의 바깥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속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기 육체를 불에 태워 정화해야한다. 따라서 죽음

을 두려워하는 주체는 속죄에 실패하고 만다.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의 바깥은 죽어서만 도달가능하므로, 살아있

는 육체인 주체는 결코 이 바깥으로 도달할 수 없다. 오정희 소설에서

동성애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로부터 도피하고

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 본고의 3장 2절에서는 동성과의 성관계로 침잠

함으로써 성과 죽음의 폭력으로 구동되는 외부 세계를 부정하고자 하는

인물들의 양상을 분석한다. 이성과의 성관계가 생을 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부정으로 등장하는 동성애는 주체의 죽음을 향한 희구를 나타낸다.

그러나 일상으로부터의 이탈과 도피 모두 이미 육체로 태어난 주체에게

있어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다. 본고의 3장 3절에서는 일상의 바깥을

향한 주체의 희구가 향수의 형태로 축소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일상에

종속되어있으면서도 일상의 바깥을 향수하는 이들은 사치스러운 것에서

일상을 벗어난 것의 편린을 발견한다. 일상은 육체의 보존과 또 다른 육

체의 생산이라는 유용성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반면, 사

치스러운 것은 유용성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의 바깥을 향수하는 이들은 사치스러움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아름다움은 특히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의 몸으로 재현된다. 탄생과 죽

음의 순환 고리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를 끊

는 이들의 몸은 ‘생산’이라는 일상의 경제적 원리에서 이탈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상의 영속(永續)을 위협하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

의 몸은 일상인들에 의해 배척된다. 이로써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를

부정하기 위한 시도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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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생과 죽음의 통로로서의 성과 죄의식

2.1. 배설하는 자궁과 사멸하는 육체

오정희의 소설에서 주체는 자신이 어머니의 육체로부터 배출되었기 때

문에 죽음의 운명을 타고 났다고 인식한다. 주체에게 자신을 몸 밖으로

배출한 어머니는 성충동에 따르는 동물임과 동시에 마모하고 부패되는

물질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육체에는 자연의 법칙에 종속된 성과 죽음이

동시에 집적되어 있다. 탄생의 기원이 되는 어머니의 육체가 사멸하는

물질이라는 사실은 그 육체의 일부였던 자신 역시 사멸하는 물질에 불과

함을 가리킨다. 따라서 주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모되어 소멸될 자

신을 ‘비천한 존재’로 인식한다. 주체는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세상에 배

출한 어머니의 육체를 혐오하며, 이를 부정하기 위해 어머니의 육체로부

터 벗어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한밤중에 화장하는 여자」(1968), 「한낮의 꿈」

(1976), 「안개의 둑」(1977)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46) 이들 작

품에서 병에 걸려 의식이 불분명한 어머니는 자신의 몸속에 있던 대소

변, 피, 구토를 주체에게 그대로 내보인다. 주체는 어머니의 몸 밖으로

나온 불순한 물질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육체를 추하다고 여기며, 어머니

의 몸 안에 있다 밖으로 나온 자신 역시 어머니가 배출한 더러운 물질들

과 다름없다고 여긴다. 이로 인해 주체에게 태아를 출산하는 것은 배설

물을 배설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된다.47) 주체는 배설물을 비롯해

46) 본고가 2장 1절의 분석 대상으로 삼는 작품 중 「한밤중에 화장하는 여자」

(『주간한국』, 1968년 3월호)와 「한낮의 꿈」(『한국문학』, 1977년 6월호)은

『불의 강』 단행본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다. 어머니의 물질성이 부각되는 작

품들과 어머니에게 버림받는 모티프의 작품(「동행」(『문학사상』, 1978년 3월

호))들은 친연관계를 갖는데,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은 단행본의 작품 목록에서 대

부분 제외되어 있다.

47) 따라서 오정희 소설의 인물들은 대체로 고아의식을 지니며, 모녀관계가 소원한

양상을 보인다. 고아의식을 지닌 인물들이 나오는 작품으로는 「완구점 여인」

(1968), 「주자」(1969), 「동행」(1978), 「중국인 거리」(1979), 「유년의 뜰」

(1980), 「별사」(1981), 「인어」(1981), 「바람의 넋」(1982), 「저 언덕」(1989),

「옛 우물」(1994), 「새」(1995) 등이 있다. 이 작품들에서 어머니는 계모 혹은

아이에게 애정이 없는 인물로 등장하며, 친자식을 버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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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밖으로 떨어져나갔음을 상기시키는 육체적 부산물에 혐오감과 수치심

을 느끼게 된다.

어머니의 몸 밖으로 나온 육체적 부산물에 대해 주체가 느끼는 혐오감

과 수치심에는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과 죽음의 공포가 내재되어 있다.48)

자궁 밖으로 폐기된 주체는 물질에 불과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모

되고 부패하여 반드시 소멸한다. 주체는 자신의 죽음을 ‘육체’라는 배설

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처벌’로 여긴다. 육체는 어머니의 성

행위의 결과 우연히 만들어진 부산물이다. 이로써 주체에게 육체를 만들

어내는 성행위는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49) 죽음은 성행위라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처벌인 것이다.50)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주체는 어머니로부터

놓여날 수 없다는 데 절망한다. 오정희 소설의 인물들은 성을 매개로 한

탄생과 죽음의 폐쇄적인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한 자기 자신에

48) 바따이유는 배설물이 성에 대한 공포와 관련되는 이유를 성적 기관과 배설 기관

의 근접성과 유사성에서 찾는다.(Georges Bataille, 조한경 옮김, 「제1장 성 행위

와 배설」, 『에로티즘의 역사』, 민음사, 1998, p. 79.)

49) 윤애경은 본고와 같은 의미에서 오정희 초기 소설에서의 원죄 의식을 지적한다.

윤애경은 오정희의 초기 작품에서 아이의 상실과 낙태 등 다양한 모성성 훼손의

형태로 나타나는 죽음의 양상이 자궁을 가진 사람들의 원죄 의식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여성 인물들은 생명과 함께 죽음을 잉태하기 때문이다.(윤애경, 앞의 논

문, p. 312.) 그러나 본고는 여성으로서의 원죄 의식이 유한한 생명의 ‘출산’에 국

한되지 않고, 생명을 낳게 만드는 인간의 성(性)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전제한다.

50) 오정희 소설에 나타나는 성에 대한 원죄 의식은 교회 종소리, 속죄 의식, 기도

소리 등 기독교 모티프를 통해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초기 소설인 『불

의 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에드가 모랭에 따르면 기독교는 죄의식을 죽

음의 문제로 집중시킨 종교로, 대속(代贖)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고 믿는다. 죽음의 내적 필요가 생물의 역사 속에서 성본능과 함께 나타나는 것

이라는 종(種)의 비밀을 간파하고 있는 기독교는 성을 죄악시함으로써 죽음을 증

오하는 것이다. 죽음은 죄에 대한, 즉 성행위에 대한 처벌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기독교적 원죄의식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이로 인

해 처음으로 수치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원죄의 우화 속에 억압되어 있다.

아담과 하와는 신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즉 성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그

처벌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신이 약속했던 불멸성을 잃고 노동과 출산의 고통

을 받게 된다.(Edgar Morin, 앞의 책, p. 235 참조.) 크리스테바 역시 육체에서 배

출되는 유동하는 물질에 대한 주체의 아브젝시옹은 종교적 차원의 원죄의식과 연

관되어 있음을 얘기한다.(Julia Kristeva,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p.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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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절망감을 느끼고 자기 파괴 욕망을 표출하게 된다.

배설하는 어머니에 대한 주체의 혐오감과 죽음의 공포는 「한밤중에

화장하는 여자」(1968)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밤중에 화장하는 여

자」의 공간적 배경은 ‘비천한 존재’인 극빈자를 위해 지어진 4층짜리 요

양원 건물로 설정된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있는 요양원에서 환자들

은 마치 죄수처럼 수감되어있다. 환자들은 죽기 전에는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 이 요양원의 4층은 ‘4’가 환자들에게 죽음을 상기시킨다는 이유

로 5층으로 표기된다. 그러나 4층은 오히려 3과 5 사이의 부재를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에게 더욱 강하게 환기된다. 그리고 폐쇄적인 요

양원 건물로 암시되는 죽음이라는 정해진 운명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

다는 절망감을 가져다준다.

죽음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절망감은 어머니의 육체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시작된다. ‘각혈’로 상징되는 죽음의 불안에 시달

리는 ‘나’는 밤마다 어머니의 꿈을 꾼다. ‘나’는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쓰

러져 돌아가시기 일 년 전까지 치매 상태에 있는 어머니의 대소변 수발

을 들었던 경험이 있다. 이 당시의 어머니의 모습이 죽음의 불안에 시달

리는 ‘나’의 꿈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비행기를 탈까요. 아니, 기차를 탈까요. 아이고, 시간이 자꾸 늦네요. 문

득 잠이 깬 어머니는 이불을 걷어차며 당황해한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배를 문지르며 쩔쩔맨다. 도둑놈이, 도둑놈이 다섯놈이나 왔다갔

다 해요. 나는 어머니의 아랫도리를 가린 홑이불을 걷고 등을 안아서 요강

에 앉힌다.

팔에 느껴지는 체중이 짚단처럼 가볍다. 요강을 타고앉은 어머니는 다시

잠이 오는지 눈을 감고 있다. 푹꺼진 눈두덩이 가끔 약하게 경련한다. 어머

니가 입술을 들썩인다. 나는 얼른 귀를 갖다댄다.

얘야, 쫌 내려다고. 나는 다시 어머니를 안아서 자리에 누인다. 어머니는

조금 정신이 드는지 두다리를 가슴팍에 닿도록 오므리고 이불찾는 시늉을

한다. 나는 태아와도 같은 어머니의 자세에서 어머니의 치부를 엿본다. 밤

은 한없이 길다.51)



- 23 -

발병하기 전 어머니는 밤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아들이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죄를 심판하는 법관이 되기를 기도한다. 어머니는 “육이오때

부역을 한 혐의로” “동네청년들 손에 맞아 죽”은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

에 한을 가지고 있는 전쟁미망인이다. 어머니는 ‘나’가 고등고시에 합격

하여 육체의 비천한 죽음이라는 자연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머니는 병에 걸리자마자 “이불을 걷어차며” 대소변의

즉각적인 욕구에만 반응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이제까지 숨겨져왔던 “어

머니의 아랫도리”는 ‘나’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되면서 ‘나’는 “어머니의 치

부를” 엿보게 된다.

어머니가 발병하기 전 ‘나’는 이종사촌 숙이와의 연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여름날 숙이의 빨래대야에서 본 불그레한 핏물을, 갑자기 낯설어

진 숙이를, 그리고 그녀에게서 느낀 땀내와 체온과, 감전된 듯 날카롭게

떨던 나의 세포들”로 ‘나’가 숙이를 연애의 대상으로 처음 느꼈던 순간을

설명한다. ‘나’는 이러한 순간을 어머니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고 말

하는데, ‘나’가 숙이에게 느꼈던 것은 생리혈, 땀냄새와 같은 여자의 육체

로부터 자극되는 성욕이었기 때문이다. 체액으로 상징되는 육체와 거리

가 먼 어머니는 ‘나’가 성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야하는 존재,

‘나’의 성욕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존재였다. ‘나’는 골방에서

자위를 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 치성을 드리는 어머니의 행위를 “희극적”

이라고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나’의 조소 뒤

에는 자신의 성욕에 대해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감정이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어머니는 ‘나’가 근친인 숙이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충

격으로 쓰러진다. 그러나 그동안 흰옷, 찬 물 목욕, 정화수 등으로 자신

은 물질적이고 동물적인 육체를 가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이러한 육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던 어머니는 의식을 잃자마자 ‘나’에

게 죽을 때까지 자기 육체의 분비물의 해소와 처리를 맡긴다. “어머니의

치부”인 어머니의 대소변을 확인하면서 ‘나’는 ‘나’의 치부와 정면으로 맞

부딪치게 된다. 어머니의 몸에서 나온 자신은 어머니의 대소변과 같은

51) 오정희, 「한밤중에 화장하는 여자」, 『주간한국』, 1968년 3월 17일,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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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물질에 불과한 것이다.

어머니는 꼬박 일년을 누워서 평생 싸대었고 그것을 나는 그 무렵 급작스

레 가슴을 치게된 죄책감으로 감수했던 것이다. 꼭 일년을 앓은 어머니는

작년 겨울 결국 기차도 비행기도 아닌 영구차를 타고 말았다.52)

“기차”와 “비행기”와 같은 탈 것으로 비유되는 배설은 “영구차”로 비

유되는 죽음으로 이어지면서 끝이 난다. 오줌과 똥처럼 육체가 생존하면

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배설물은 물질적 육체의 유한함 즉 죽음으로 이

어진다. 이로써 ‘나’는 배설물이 곧 죽음의 운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긴

다. ‘나’는 탄생의 기원이 되는 어머니가 배설하는 물질적 육체라는 사실

을 직시하면서 그로부터 태어난 자신 역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자각한

다. 이를 “죄책감”으로 받아들인 ‘나’는 대변을 볼 때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이것이 유아적인 공포일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변의(便意)

를 느낄 때마다 이를 매번 참아 만성 변비에 시달린다.

나는 공동을 의식할 때마다 어머니의 임종을 생각한다. 어머니는 임종의 순

간까지 방 구석구석을 헤매며 토악질을 했다. 나는 인간이, 더구나 나의 어

머니가 그처럼 추할수 있다는데 대해 놀랐던 것을 기억한다.53)

‘나’는 자기 폐에 나있는 두 개의 공동(空洞)으로 표상되는 죽음을 의

식할 때마다 “어머니의 임종” 순간을 기억한다. ‘나’의 기억 속에서 어머

니가 임종 때 보였던 모습은 극도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죽는

순간까지 구토를 해대었던, 불순물로 가득 찬 어머니의 육체를 보며 어

머니가 “그처럼 추(醜)할수 있다”는 데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나’ 역시

어머니의 육체적 부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육체의 혐오스러운 죽음의

상태인 시체에 이를 수밖에 없다. ‘나’는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

니의 육체 즉 죽음의 운명에 반항하기 위해 집을 나가나 결국 병을 얻어

52) 위의 글, p. 18.

53) 위의 글,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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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나’는 요양원에 폐쇄되어있으면서도 윗

층 여자가 화장하는 모습을 밤마다 훔쳐본다. 죽을 수밖에 없는 추한 육

체에 대한 저항으로 자기 얼굴을 아름답게 화장하는 여자를 훔쳐보면서

‘나’ 역시 죽음으로부터의 탈출 욕망을 키운다. ‘화장하는 여자’는 ‘나’를

대신하여 요양원을 탈출한다. 요양원에서 탈출한 ‘화장하는 여자’는 죽음

에 대한 저항으로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도중에 각혈을 하게

되면서 그녀는 결국 요양원으로 다시 실려 돌아오게 된다. 이로써 ‘나’의

탈출 욕망 역시 좌절된다. ‘나’는 어머니의 배설물로 출생한 죗값인 죽음

의 운명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한밤중에 화장하는 여자」에서 ‘나’의 필연적인 죽음이 어머니의 배

설하는 육체로 나타난다면 「한낮의 꿈」(1977)에서 ‘나’의 죽음은 성행

위하는 어머니의 육체로 나타난다.

“어머니는 다시금 혼수상태로 빠져들어 갔고 그러나 나는 어머니의 손이

억세게 아버지의 손을 그러잡아 풀어헤친 앞가슴에, 열이 펄펄 이는 앞가슴

에 갖다대는 것을 보고 병실을 나왔다.54)

‘자궁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는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

다. 그러나 인사불성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헤어져 살아왔던 아버지를 보

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성욕을 그대로 표출한다. 그동안 전쟁미망인을 위

한 자활원에서 생활하던 어머니는 병에 걸려 온전한 의식을 잃기 전까지

자기 안의 “속깊은 원망과 아우성”을 통곡하는 기도로 해소하고 “씻긴

듯 맑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던, 부정(不貞)과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

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욕을 죄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던 어머니는 병

에 걸려 의식이 온전치 못하게 되자 자신의 성욕을 생생하게 표출한다.

‘나’는 그동안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동안 가식적이라고 여겨왔음

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새롭게 원망과 정념이 이는” 눈빛을 뿜어내

는, 어머니가 숨겨왔던 성욕을 마주하게 되자 수치심을 느낀다. 이로써

54) 오정희, 「한낮의 꿈」, 『한국문학』, 1977년 6월호,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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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라는 존재의 기원이 어머니의 성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직감한다. ‘나’는 성행위를 죄짓는 것으로 여긴다. ‘나’가 두 남녀의 ‘간통’

으로 태어난 서출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탄생을 성행위

라는 죄의 댓가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두 남녀 사이에 일어

난 욕정의 우연한 물질적 결과물로 탄생한 비천한 존재일 뿐이다. 따라

서 ‘나’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존재는 “나를 배태시킨 자” 이상의 의

미를 지니지 못한다. 이 때문에 ‘나’는 자기 안에서 거칠게 일어나는 성

욕을 감지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배태시키지 않기 위해 애인인 정애와

성관계를 갖지 않으며 결국 결혼하지 않기 위해 그녀와 이별한다.

성행위를 하여 ‘나’를 탄생시켰던 어머니의 자궁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암덩어리가 되었다는 설정은 성과 탄생, 그리고 죽음이 서로

맞물려 있음을 암시한다.55) 다음의 예문에서 어머니가 죽은 수술실로 걸

어가는 도중 ‘나’가 지나치는 산과 병동은 탄생과 죽음의 끊임없는 순환

을 보여준다.

산과 병동을 외과 병동을 지났다.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줄기차게

들려왔다.

나는 개미굴처럼 복잡하게 갈라지고 구부러진, 미로와 같은 복도를 지나

치며 어머니를 실은 밀차가 가던 길을 똑똑히 기억할 수 있었다.56)

구부러진 복도의 저편, 내가 지나온 산과 병동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끊일 듯 끊일 듯 가늘게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를 지우기 위해 일부러 크

게 발소리를 내었고 텅빈 복도에 울리는 소리에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 듯

하여 가끔씩 멈춰서서 그것이 복도에 울리는 내 발소리의 반향임을 확인한

55) 성과 탄생, 죽음이 맞물려있음은 오정희의 소설에서 어머니가 생명을 생산하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며, 어머니가 생산한 생명 역시 어머니가 걸어가는 죽음의 길

을 똑같이 걸어간다는 설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행」(1978)에서 어머니는

‘나’와 ‘나’의 오빠를 버리기 위해 무덤가로 향하며, 「별사」(1981)에서 어머니는

‘나’와 ‘나’의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무덤을 향해 걸어간다. 「꿈꾸는 새」(1978)에

서 어머니인 ‘나’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업고 선산을 향해 걸어가며, “죽은 사람

을 생각하듯 아이와 남편을 먼눈으로 보는 자신에 공포”를 느낀다.(오정희, 「꿈

꾸는 새」,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p. 169.)

56) 앞의 글,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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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57)

탄생의 기원이 되었던 어머니의 육체는 죽어 핏자국, 시체와 같은 무

기물이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소멸한 반면 이와 동시에 아무 것도 존재

하지 않았던 곳에서 ‘아이’라는 살아있는 육체가 태어난다. ‘나’는 살아있

던 존재가 무(無)로 변하고, 무였던 곳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생겨나는 중

간 길목을 걸어가며 탄생을 곧 죽음으로 여기게 된다. ‘나’는 다음과 같

이 어머니의 시체가 남긴 부산물들을 청소부들이 치우는 소리를 들으면

서 인간은 살아있는 물질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라는 점에 절망한다.

바로 한겹 벽을 통해 쏴 세차게 물트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에 철철 물

넘치는 소리가 들렸다. 철벅거리는 물소리에 섞여 긴 걸레를 바닥에 치대어

빠는 소리, 왁자지껄한 부인네들의 말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발소리가 사라

진 뒤에도 물넘치는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우리는 모두 그 소리에 날카

롭게 신경을 세우고 있었으나 누구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고 그러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킁킁 헛기침을 했다.58)

죽어버린 어머니의 육체는 청소부들에 의해 깨끗이 치워져야할 폐기물

이상의 것이 아니다. 성행위의 부산물인 ‘나’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모하고 부패되어 소멸해갈 물질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는 성을 고리

로 하는 탄생과 죽음의 물질적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인간의

“동물적인 생생한 생의 냄새”에 절망하여 수면제를 복용해 자살을 기도

하고 이로써 “어머니로부터 놓여나고”자 한다. 그러나 자살이 실패로 돌

아가면서 ‘나’는 누이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이민가기를 소망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 태어난 자신의 비천함에 절망하는 ‘나’는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고작 애인 정애를 데리고 안개 낀 인천

바다에 갈 수 있을 뿐이다. 비천한 육체로 태어난 자기 자신에 대한 절

망감으로 ‘나’는 정애의 뺨을 때리고 폭음을 한다. 그 다음날 혼자 남은

57) 위의 글, p. 274.

58) 위의 글, p. 275.



- 28 -

‘나’는 여관에서 샤워를 하는 도중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자기 속에 “아

지못할 분노”가 끓어오름을 느낀다.

「한낮의 꿈」에서 ‘바퀴벌레’를 향해 끓어오르는 분노로 나타나는 자

기 파괴 욕망은 「안개의 둑」(1976)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안개의

둑」에서 성과 죽음에 종속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수치심은 “살

의”라는 자기 파괴 욕망으로 변형된다.

팔베개를 한 탓에 시계의 초침 소리는 마치 다족류의 벌레가 수많은 발

로 뇌세포를 핥아내듯 한 겹 두피 아래에서 근지럽게 들려왔다. 나는 그 소

리를 들으며 뚜렷한 연관성도 없이 언젠가 외국 잡지의 표지에서 본, 온 얼

굴의 털구멍마다에 침을 꽂고 있던 중국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러자 이어

재빨리, 오래 전에 어머니를 업고 찾아갔던, 밤마다 거울을 보며 온몸에 침

을 꽂고야 잠이 든다는 소문이 나 있던 한의사가 떠올랐다. ...(중략)... 나는

이내 혀를 빼물고 허덕이기 시작했고 나와 마찬가지로 흥건히 젖은 어머니

는 내 등에 찰싹 달라붙어 어눌한 음성으로 오줌이 마렵다고 사뭇 절박하

게 칭얼거렸다.59)

「안개의 둑」 서두에 해당하는 ‘나’의 회상은 “초침 소리”, “다족류의

벌레”, “침을 꽂고 있던 중국인의 얼굴”, “오줌에 젖은 어머니의 몸”과

같은 이미지의 연상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

로부터 “다족류의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를 연상하고, 이렇게 연상된 징

그러운 벌레의 이미지는 온 얼굴에 침을 꽂은 중국인의 얼굴이라는 혐오

스러운 이미지를 상기시킨다. 이 이미지는 오줌에 젖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으로 수렴되는데, 이는 ‘나’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내재하고 있는

감정이 어머니의 육체에 대한 혐오감임을 암시한다. 이때 어머니의 육체

에 대한 혐오감의 기억은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이어진다.

아낙네들은 방안에 앉은 채 태연한 낯으로 열어제친 문밖을 향해 요강을

쏟아부었다. ...(중략)... 내가 눈을 떴을 때 시선에 잡힌 것은 빛이 전혀 들

59) 오정희, 「안개의 둑」,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1997,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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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어두운 방안에서 귀신처럼 늙은 노파가 벌거벗은 몸으로 문지방을

짚고 나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순간 섬뜩해졌다. 그러자 길에서 조

금 비켜 돌아앉아 하염없이 오줌을 누고 있는 어머니를 다시금 들쳐업고

한의사에게로 가서 땀과 오줌에 젖은 어머니의 몸을 열어보여야 한다는 것

에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중략)... 모시 중의에 역시 깨끗이 손질이

된 모시 등걸이를 걸친 중년의 풍신 좋은 사내를 보자 나는 직감적으로 그

가 한의사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어머니를 업

고 되돌아 내려왔던 것이다.60)

중풍에 걸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상하(上下)가 위계적으로 설정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나’와 함께 “땀과 오줌에 젖은 어머니”, “태연

한 낯으로 열어제친 문밖을 향해 요강을 쏟아”붇는 아낙네들, 그리고

“벌거 벗은 몸”의 노파가 있는 곳은 낮은 곳이며, “깨끗이 손질이 된 모

시 등걸이”를 입은 한의사가 있는 곳은 언덕 위인 높은 곳이다. ‘나’는

오줌을 누는 어머니에게서 “의당 그래야 할 것처럼” 시선을 돌리고자 한

다. 그러나 오줌을 누는 어머니로부터 눈을 돌린 곳에는 “벌거 벗은 몸”

의 노파가 있다. 이로 인해 “벌거 벗은 몸”의 노파를 봄으로써 외면하고

자 한 어머니의 성기가 눈앞에 드러나버린다. ‘나’는 자기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 “벌거 벗은 몸”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노파의 시

선에서 날것 그대로의 성욕을 감지한다. 육체의 생생한 성욕에 섬뜩함을

느낀 ‘나’는 “땀과 오줌에 젖은 어머니”를 “풍신 좋은” 한의사에게 “열어

보여야” 하는 일에 성행위를 연상하고 이에 대해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때 촉발된 “부끄러움”은 자신이 성행위의 결과로 생겨나 “땀

과 오줌”처럼 몸 밖으로 배출된 물질적 육체에 불과하다는 직관에서 비

롯된다.

오줌과 땀처럼 불순하고 끈적한 물질에 젖어있는 어머니의 육체에 대

한 ‘나’의 수치심은 잠재된 기억의 형태로 ‘나’의 일상을 지배한다. ‘나’는

‘나’의 원죄인 땀과 오줌에 젖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살아가며 죄의식의

무게로 인한 죽음의 공포가 ‘나’의 일상을 지배한다. 기억의 연상작용을

60) 위의 글, pp.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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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촉발시켰던 시계 소리는 시간의 흐름을 가시화한다. 어머니의 육체

로부터 떨어져나온 물질인 ‘나’가 죽음을 향해 계속해서 마모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시키는 시계 소리는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한낮

의 꿈」에서 비천한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이 ‘바퀴벌레’로 나타났던 것과

같이, 「안개의 둑」에서도 성행위의 우연한 결과로 태어나 시간의 흐름

에 종속된 비천한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은 “노래기떼”라는 벌레로 표상

된다.61)

그러나 그 환한 방안에서 나는 누구에겐가 엿보인다는 느낌에 행위를 조

급히 끝내버리곤 했다. 그리고 성급히 담배를 빼어물면 늘 서리처럼 유리창

에 스멀거리는 노래기떼들을 보는 듯하였다. ... 옅은 잠속에서 땅땅 백보드

맞는 소리에 눈을 뜨면 안집의 벽시계는 엉뚱하게 두시, 세시를 치곤 했다.

그러면 더 잠들지 못하고 성냥불을 그어 창 가득히 기어오르는 노래기떼들

을 내 눈앞에서 가려버리곤 하는 것이었다. 피난지에서 괴질이 돌아 어린애

들이 숱하게 죽어갔을 때 나는 네 살짜리 동생을 잃었다. 그애를 거적짐에

싸서 내던져버리듯 묻고 온 날 밤 나는 한밤중 눈을 떠서 창호지 문에 벌

겋게 기어오르는 노래기를 보았다. 달빛에 희게 부풀어 보이는 문에 설렁설

렁 기어오르던 노래기떼는 부조처럼 새겨져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보며 동생이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요가 흠뻑 젖도록 오줌을

쌌다.62)

항상 죽음의 불안에 시달리는 ‘나’에게 성행위는 자신이 죽음에 종속된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만든다. ‘나’는 아내와 성교할 때마다

수치심과 죄의식으로 누군가 환한 빛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

박감에 시달린다. 이로 인해 ‘나’는 아내와의 성교를 매번 성급하게 끝낸

다. 아내와의 성교를 끝낼 때마다 ‘나’는 “노래기떼”의 환영을 본다. “노

래기떼”의 환영은 피난지에서 동생이 괴질에 걸려 죽던 날 보았던 “노래

기떼”의 기억에서부터 유발된다. 전쟁 상황 하의 피난지라는, 비천한 육

61) 「칩거」(1969), 「불의 강」(1977)에서도 벌레의 징그러운 이미지는 육체의 비

천함, 성교하는 육체에 대한 비유로 쓰인다.

62) 위의 글,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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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동물성이 여과 없이 표출되는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의 약한 육체는

쉽게 병에 걸려 죽고 시체가 된다. ‘나’는 괴질로 설사와 구토를 하며 죽

어간 동생을 “노래기떼”와 동일시한다. “거적짐에 싸서” 쓰레기처럼 버려

지는 유한한 물질인 육체의 비천함으로 인해 인간은 가장 혐오스러운 형

태의 생명체인 벌레와도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다. 이로써 “노래기떼”

는 비천한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과 함께 죽음에 대한 공포를 표상하게

된다. ‘나’는 성행위가 불러일으키는 죽음의 공포에 의해 유발된 환영인

“노래기떼”를 몰아내기 위해 성냥불을 켠다. 그러나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에 종속되어있다는 무력한 절망감이 만든 비천한 존재로서의 부정적

인 자기 인식은 극복되지 못하고 자기 파괴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자기 파괴 욕망은 다음과 같이 외부 대상을 향한 ‘살의’로 표출된다.63)

불빛을 따라 들어온 나방이가 머리맡 근처에서 퍼덕거렸다. 나는 성냥불

을 가까이 대어 손잔등까지 유인한 뒤 분가루가 두텁게 앉은 날개를 모아

쥐었다. 그리곤 무력하고 무겁게 늘어진 배에 불을 갖다 대었다. 갑자기 불

꽃이 길게 오르고 날개를 통해, 쥐고 있는 손에 약한 떨림이 전해졌다. 한

알의 분가루도 흩트리지 않고 나방은 움직임을 멈추었다.64)

“선생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누구든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말입니다. 말이 너무 노골적이라면, 닥치는 대로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이라

고 바꿔 말하죠.”

사내가 부르짖었다. 낸들 왜 그런 때가 없을까. 밤마다 번한 불빛에 잠을

뺏겨버리고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산책을 나서면 테니스 코트에 잇달린

꼭 축사 모양의 샤워장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좍좍 물소리를 내며 샤워를

63) ‘나’가 갖는 자기 파괴 욕망으로서의 살의는 성에 대한 죄의식으로 인해 해소되

지 못하고 남아있는 성욕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죄의식은 외부를 향한 폭

력성을 억압하고 내부로 돌린 결과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지원은 ‘나’가 생명력을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 자신의 성욕을 억눌러왔으나 결국에는 ‘살의’라

는 폭력으로 분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출을 통해 ‘나’가 자신

의 성욕을 인정하게 되고 작품의 말미에 아내와의 화해가 유도되고 있다고 얘기

함으로써 ‘나’의 내적 갈등을 성급하게 마무리 짓는다.(정지원, 앞의 논문, pp.

30-43.)

64) 위의 글,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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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곤 했다. 높이 달린 창 너머 물 묻은 얼굴을 내밀며 건강한 흰 이를 드러

내고 휘파람을 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이유 모르게 끓어오르는 증오로

급히 그곳을 피하지 않았던가.65)

성을 매개로 한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에 종속되어있다는 절망감은

위의 예문에서처럼 살의로 표출된다. ‘나’는 “누구든 죽여버리고 싶은 충

동”으로 또 다른 벌레인 “나방”을 태워 죽인다. 이때의 살의는 벌레로

표상되는 비천한 자기 자신에 대한 파괴 욕망을 외부의 대상에게 돌림으

로써 발생한다. 덧없이 소멸해갈 우연한 물질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을 감행할 수도 없는

주체의 감정 상태가 비천한 자기 자신을 상기시키는 외부 대상을 향한

살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나’가 나방을 태워 죽이는 행위와 젊

은 청년들의 동물적인 건강한 육체를 향한 증오, 그리고 ‘나’의 분신인

맹인 안마사가 싸움판에 끼어들어 구체적인 공격 대상을 갖지도 않은 채

지팡이를 마구 휘두르는 행위는 비천한 자기 자신을 향한 파괴 욕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맹인 안마사가 발휘하는 살의, 자신의 안

에도 동일하게 내재하고 있는 살의를 보고 “참을 수 없는 배반감과 싫

증”을 느껴 그를 방죽에 혼자 버려두고 떠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향

한 파괴 욕망과 그러한 파괴 욕망을 외부로 돌린 살의는 ‘나’의 내부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다로 여행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욱한 안개 때문에 바다가 보이지 않아 단지 ‘나’는

방죽에 서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나’는 안마사를 떠나면서도 일상을

의미하는 아내에게 돌아가기 전 “바지춤에 끈끈한 손을 문지르며 바지

단추를 끄르고 바다를 향해 오줌을” 눈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방식으로

나마 외부를 향한 공격성을 표출하고서야 일상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65) 위의 글, pp.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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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화하는 아버지의 성욕과 살의

어머니로부터 배설(출산)된 주체는 육체적 존재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고 병들어 죽는다.66)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 존재

는 죽은 뒤에도 계속 살아남기 위해 성교를 하여 자손을 남긴다. 자신을

성행위의 부산물로 인식하는 주체는 성행위를 혐오함과 동시에 성행위를

하게 만드는 성욕을 혐오한다. 젊고 건강한 육체와 성교하여 자식을 얻

기 위해 만들어지는 성욕은 유한한 물질인 육체가 본능적으로 갖는 생에

대한 집착과 다르지 않다.67) 살아남기 위해 발휘되는 육체의 성욕은 맹

목적이며 공격적이다. 따라서 오정희 소설에서 ‘욕정’은 ‘살의’와 같은 것

으로 표현되며 전쟁의 메타포로 나타난다. 주체는 ‘살의’와 같은 ‘욕정’을

분출할 때 생성되는 쾌락의 결과로 자신이 생겨났다고 인식하며 성욕에

대해 죄의식을 갖는다. 육체의 맹목적이고 공격적인 성욕에 대한 공포와

혐오는 성기에 대한 공포와 혐오로 나타난다.

성행위의 결과인 출산에 대한 혐오감이 어머니의 육체로 나타난다면,

성행위의 기제가 되는 성욕/성기에 대한 혐오감은 아버지의 육체로 나타

난다. 가장 초기의 소설이 어머니의 비천한 육체에 집중하고 있다면 아

버지의 육체에 대한 혐오감은 1973년에 발표한 「관계」(1973)와 「둔

주」(1974)를 비롯하여 「적요」(1976), 「저녁의 게임」(1979), 「동경」

(1982), 「저 언덕」(1989) 등을 통해 활동 시기 전반에 걸쳐 꾸준하게

다루어진다.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이므로 성욕을 지니는

66) 탄생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죽음을 향해 마모되어가는 육체는 시간이 육체에

축적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재생될 수 없다. 소설 속에서 이러한 육체의 비가역성

(非可逆性)은 식이 기능과 같은 육체적 기능의 상실, 병, 사지의 마비, 흰머리, 젊

음을 잃어가는 여자의 얼굴 등으로 형상화된다.

67) 칼리시가 내린 죽음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생물학적 죽음은 각 신체기관의 죽

음을 의미한다. 이는 죽은 후에도 우리의 신체 일부분이 살아남을 때 우리는 생

물학적으로 계속 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왜 자녀를 갖는 것이 많은 사람

들에게 중요한지를 설명해준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신체를 물려받는다. 부모는 자

녀, 손자녀를 통해서 영구히 존속하게 된다. 후손이 자녀를 계속 갖고 인류가 존

속하는 한, 우리의 일부분은 계속 존속하고 우리는 생물학적 불멸(biological

immoratality)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이정, 「제13장 불멸과 내세관」, 『죽음학

총론』, 학지사, 2011, p.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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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육체는 어머니의 육체와 마찬가지로 주체에 의해 비천하고 추

하게 여겨진다. 맹렬한 성욕으로 한때 어머니를 임신시켰던 아버지의 젊

은 육체가 지금은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은 그로부터 태어난 자신

역시 지금은 젊은 몸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결국에는 늙고 병들어 죽어

갈 육체의 물질적 생의 메커니즘을 무력하게 뒤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정희 소설에서 아버지의 육체에 대

한 혐오는 육체적 존재인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도 구분되지 않는다.

주체는 아버지의 늙고 병든 육체를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수치심과 적개심, 그럼에도 죽음에 저항할 수 없는 무력함을 동시에 느

낀다.68)

어머니가 자신의 성욕을 주체에게 숨겨왔던 것과 달리 아버지는 자신

의 성욕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으며 성의 쾌락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정희 소설에서 아버지가 갖는 가부장적 면모는 자신의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아내를 비롯한 딸, 어린 아이를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기중심적이고 유아적인 특성으로 나타난다. 주

체에게 이러한 가부장적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여겨진다. 주

체는 성의 쾌락에 탐닉하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저녁의

게임」(1979), 「유년의 뜰」(1980), 「저 언덕」(1989), 「새」(1995)), 도

박하는 아버지(「저녁의 게임」(1979), 「저 언덕」(1989))로 묘사함으로

써 육체의 쾌락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을

표현한다.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

지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생에 집착하며 여전히 성욕을 갖는

68) 식욕, 성욕과 같은 육체의 생을 향한 본능적 집착을 향한 주체의 혐오감과 수치

심 역시 외부 대상을 향한 살의로 표출된다. 이때의 살의는 늙고 병들어 죽어가

는 수컷을 살해함으로써 충족된다. 「불꽃놀이」(1986)에서 강간당해 아이를 임

신하고 출산한 인자는 끊임없이 암탉을 ‘건드려’ 알을 낳게 만드는 늙은 수탉의

목을 벤다. 목이 베이는 순간까지 탐식하는 늙은 수탉의 욕정에 찬 모습은 인자

를 격분하게 만든다. 「파로호」(1989)의 혜순은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떠나온

미국에서도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더욱 피폐해져 가는 자신을 혐

오한다. 혜순은 거세시키지 않아 “처량한 울음 소리”를 내는 늙고 병든 고양이를

꾀어내 때려 죽임으로써 자신을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을 대리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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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늙고 병든 아버지의 성욕은 자신보다 젊은 육체에 대한 시기

심으로 나타난다. 또한 늙고 병든 육체로 인해 성욕을 해소할 수 없는

아버지는 항상 고독하다.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오직 일방적인 성적

행위로만 표현해왔던 가부장적 아버지들은 현재의 늙고 병든 육체로 인

해 성욕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아버지의 고독은 주체에

게 아버지의 음습한 성욕과 함께 그 안에 내재해있는 폭력성을 환기하면

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69)

주체는 성과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탈출하

고자 했던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자신의 비천한 탄생을

암시하는 어머니의 배설하는 육체가 이미 죽어 없어져 잠재적인 기억의

형태로 주체의 일상을 지배했다면, 아버지의 늙고 병든 육체는 주체의

일상에 실체로 존재함으로써 주체와 동거한다. 어머니의 죽음은 아버지

의 폭력적인 세계에 주체를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시킨다. 주체에게 있어

자신의 탄생이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면, 노화와 죽음은 멀지 않은 미래

69) 오정희의 소설에서 가부장적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은 성에 대한 공포를 비롯하

여 고독에 대한 혐오감으로 나타난다. 미완으로 끝난 장편 「목련꽃 피는 날」

(2004)에서 자기가 어린 시절 살았던 인천을 찾아간 화자는 그곳에서 어린 아이

를 과자로 유인하여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하는 늙은 노인을 만난다. 「새」(1995)

에서 주인공 여자 아이인 우미는 꿈에서 자기 성기를 쥐고 괴로워하고 있는 남자

를 만난다. 그 남자는 우미를 부르며 자기 성기를 만져줄 것을 부탁한다. 우미는

고독과 결부되어있는 그들의 성욕이 자신에게 폭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이

로부터 유년 시절의 정신적 상처를 받는다.

남성 인물들의 고독이 성적 폭력과 결부되는 것은 이들이 공감을 기반으로 하

는 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주디스 루이스 허먼은

강간, 아동 성추행, 그리고 근친 성폭력을 포함하여 남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행동 경향은 가부장적 가족 내에서 이루어진 남성 사회화의 결

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가부장적 구조 아래서 성인 남성들은 공감을

기반으로 한 관계 맺기 능력이 축소되어 그에게서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 공감

하거나 동일시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공감 능력이 없으므로, 그는 학대 행위를

막아 줄 중요한 내면의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 또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유형의 관계 역시 제한하기 때문에, 고분고분하고 복종하는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는 더욱 격화된다. 성인 남성들이 자기보다 더 어리고 약한

성인 여성들뿐만 아니라 어린 여자 아이들과 성관계를 맺으려는 것은 그 때문이

다.(Judith Lewis Herman, 박은미·김은영 옮김, 『근친 성폭력, 감춰진 진실』,

삼인, 2010, p. 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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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곧 맞닥뜨려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동경」(1982)의 그는 “낡고 무력하게 늘어진” 위장이 제 기능을 하

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벼운 산책이 필요한, 그렇지 않으면 식사가 불가

능할 정도로 쇠약한 육체를 지닌 노인이다. “육체와 생활을 지배하는 규

칙과 리듬”에 순응하는 것을 삶의 전부로 알아왔던 그는 그 순응의 끝인

죽음에 직면해있다. 그는 정년퇴직 이후 “위장을 비롯한 몸의 모든 기관

들이 무력해”짐에 따라 비로소 죽음을 의식하게 된다. 그는 늙고 쇠약해

진 육체가 죽고 그 빈 자리를 새롭게 태어난 젊은 생명들이 채우는 일에

“심한 배반감과 노여움”을 느낀다. 이로 인해 그는 이웃집 여자 아이로

나타나는 젊은 육체의 생명력을 위협적인 것으로 여기며 두려워한다.70)

「동경」 서두에서 “짧고 꼭 끼는 면바지”, “팽팽히 알이” 선 종아리,

“꼿꼿이 선 자세”와 같이 단단한 육체로 묘사되는 이웃집 여자 아이는

그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아내가 심어놓은 꽃들을 마구 꺾어 놓으며, 그

의 물건들을 훔쳐간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모되는 육체의 물

질성으로 인해 더 이상 생명력을 갖지 못하는 그와 아내는 여자 아이의

침입을 막을 수 없다. 여자 아이의 젊은 육체가 갖는 공격적인 생명력이

죽어가는 그에게 주는 공포감은 여자 아이의 거울 장난으로 극대화된다.

여자 아이는 “날카롭게 모가 선 거울”로 그에게 강한 거울 빛을 반사하

며 “얼굴이 졸아드는 공포”를 느끼게 한다. 그는 강한 생명력 앞에 무력

한 자기의 죽어가는 육체를 부정하기 위해 노화의 징표인 흰 머리를 검

게 염색하고, 약한 이빨을 뽑아 틀니를 맞춘다.

틀니를 빼내자 거울 속으로 꺼멓게 문드러진 잇몸이 드러났다. 연한 잇몸

은 틀니의 완강함을 감당하지 못해 이지러지고 뭉개지고 졸아들었다. 때문

에 틀니를 빼내었을 때의 입은 공허하고 냄새나는, 무의미하게 뚫린 구멍에

지나지 않았다. 잠긴 문을 확인하고 마치 헛된, 역시 덧없음을 알면서도 순

70) 그의 아들 영로는 스무 살 봄에 “세상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민

주화 운동에 투신하여 죽는다. 자기 육체의 연장으로서 아들을 잃은 그는 더욱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다. 육체적 생명의 연장인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그

가 죽는 순간이 곧 그라는 존재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는 죽은 자신의 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으로 생에 집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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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지나가 버릴 것에 틀림없는 작은 위안을 구해 자신의 시든 성기를 쥘

때와 같은 음습하고 씁쓸한 쾌락과 수치를 동시에 느끼며 틀니를 닦기 시

작했다. 치약 묻힌 칫솔로 표면에 달라붙은, 칼국수를 먹고 난 뒤의 고춧가

루 따위 찌꺼기를 꼼꼼히 닦아내자 틀니는 싱싱하고 정결하게 빛났다. 틀니

의 잇몸은 갓 떼어낸 살점처럼 연분홍빛으로 건강해 보였다. 그는 헐떡이

며, 치약 거품을 가득 물고 허옇게 웃고 있는 이빨들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으로, 청년처럼 검은 머리는, 무너진 입과 졸아든 인중, 참혹하게 패인 볼

때문에 더 젊어 보였다.71)

“자신의 시든 성기”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없는 그는 대신 틀니를

“갓 떼어낸 살점처럼 연분홍빛”으로 건강하게 보이도록 닦는다. 그러나

자기 육신의 일부가 아닌 틀니의 이물스러움은 오히려 그가 죽어가는 물

질적 육체임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젊은 육체의 생명력에 심한 질투를 느낀다. 그는 여자

아이의 “분홍빛의 작은 성기”를 “고통에 가까운 감정으로” 몰래 숨어 훔

쳐보며, 공격적인 생명력의 상징인 강한 빛을 반사하는 여자 아이의 거

울을 훔치기도 한다. 그러나 여자 아이는 새로운 거울을 들고 찾아와 다

시 거울 빛을 비추며 이들 부부를 죽음의 공포로 질리게 만든다.

아이는 마당에서 공처럼 뛰어다니며 거울을 비쳤다. 아내는 겁에 질려 마

루로 올라왔다. 거울 빛은 마루턱에 늘어서 하얗고 단단하게 말라 가는 짐

승들을 지나 재빠르게 아내의 얼굴에 달라붙었다. 구겼다 편 은박지처럼 빈

틈없이 주름살 진 얼굴이 환히 드러났다.

“얘, 얘야, 제발 저리가, 그러지 마라.”

아내가 우는 소리를 내며 아이에게 애원했으나 아이는 아내의 돌연한 공

포가 재미있는지 작은 악마처럼 깔깔거리며 거울을 거두지 않았다. 아내는

빛을 피해 그가 누워 있는 방에 주춤주춤 들어왔다.

빛은 이제 눈물에 젖은 아내의 조그만 얼굴과 그의 눈시울, 무너진 입가

로 쉴 새 없이 번득였다. 그것은 어쩌면 아득한 땅 속에 묻힌 거울 빛의 반

사일 듯도 싶었다.72)

71) 오정희, 「동경」, 『바람의 넋』, 문학과지성사, 1986,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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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아무리 아이의 거울을 훔쳐도 아이의 젊음을 빼앗을 수는 없다.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그의 아내가 죽음의 불안을 쫓기 위해 빚은 맥과

그의 아내를 차례로 비추며 죽음의 불안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그들의 행

동이 하잘 것 없는 것임을 말한다. 여자 아이가 반사하는 거울 빛은 그

들의 늙은 얼굴 위에서 “쉴 새 없이 번득”이며 육체적 존재인 그들이 얼

마나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인지 고통스럽게 마주보도록 만드는 것이다.

「동경」이 노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물질적 육체의 무력함을 보여

준다면, 「적요」(1976)는 죽음 앞에 무력한 육체가 죽기 직전까지 보이

는 생에 대한 끈질긴 집착을 보여준다. 「적요」에서 ‘나’의 육체는 “두

텁게 앉은 비듬”, “끈적한 기름기”, “더러운 이빨 부스러기”와 같이 마모

되고 부패해가는 육체의 더럽고 끈적한 물질성이 부각되어 묘사된다. 젊

은 시절 ‘나’는 원할 때마다 돈을 주고 여자를 안았다. 그러나 이제 ‘나’

는 “쓸모 없이 의자 팔걸이에 축 늘어져 있는 왼쪽 팔”로 암시되는 죽어

버린 성기로 인해 더 이상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반신

불수의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생에 대한 끈질긴 집착으로 여전히 성욕을

지닌다. 그러나 이를 해소할 수 없어 고독감을 느끼는 ‘나’는 딸인 부용

이 자신을 방문하기만을 기다린다.

「적요」의 ‘나’는 딸 부용을 자신의 고독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성적

대상으로 바라본다. 자신과 딸과의 관계를 사랑의 선물을 주고받는 남녀

의 관계처럼 여기는 ‘나’는 빈민촌 아이가 먹던 복숭아를 보며 어린 시절

딸의 “통통한 볼기짝”을 생각해낸다. 그리고 복숭아에서 연상된 어린 시

절 딸에 대한 기억은 빈민촌 아이를 유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아버지

인 ‘나’가 딸을 성애의 대상으로서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뒤에는 딸

인 부용이 이를 (성)폭력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감추어져있다. 이와

같은 성욕의 폭력성은 죽음의 공포를 홀로 감당해야하는 ‘나’의 고독감으

로 인해 가중된다.

72) 위의 글, p. 180.



- 39 -

며칠 전에는 어금니 두 개가 한꺼번에 으스러져버렸다. 피도 나지 않은 채

더러운 이빨 부스러기가 흡사 모래를 한 입 문 듯 입 안 가득 지금거렸다.

통증도 없었다.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은 이미 죽어버린 모양이었다. ...

(중략)... 밤새도록 새김질하듯 혀를 내둘러 목 안의 침을 다 말리며 애를

태우다가 이튿날 아침, 들어서는 가정부에게 대뜸 입을 벌려보았다.

...(중략)...

분홍빛의 건강한 손가락이 부드럽게 잇몸을 어루만졌다. 순간 나는 온몸이

스멀거리는 듯한 근지러움에 몸을 뒤틀었다. 그 근지러움은 이상하게도 이

미 오래 전에 마비된 몸의 왼쪽 부분에도 전해져 그것들은 일어나려고, 소

생하려고 꿈틀거렸다.

내가 그녀의 싱싱한 손가락을 힘껏 깨문 것과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내

입을 후려친 것은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의 검지손가락 둘째마디쯤

에 이빨 자국이 깊이 박혀 파랗게 죽어 있었다.73)

그러나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모르는 ‘나’는 돈이나 먹을 것을 미끼로

만 자기 곁에 사람을 붙들어 둘 수 있을 뿐이다. 사채놀이 이자로 생을

유지하고 있는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진 가정부를 자기 곁에서 떠나보내

지 않기 위해 임금 지급을 미룬다. 따라서 ‘나’의 성욕은 상대에게 폭력

의 행사로 느껴지는 일방적인 면모만을 갖는다. ‘나’는 입안에 들어온 가

정부의 건강한 손가락을 감각하는 순간 신경이 마비된 몸임에도 불구하

고 성욕을 느낀다. 젊음을 지닌 손가락을 감각한 순간에 발생하는 성욕

은 그 젊음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자 한다. ‘나’는 “그녀의 싱싱한 손가

락을 힘껏 깨”물어 그녀의 손가락을 “파랗게 죽”게 만든다. ‘나’의 성욕

은 돈과 먹을 것을 미끼삼아 쉽게 집으로 유인할 수 있는 빈민촌 아이를

향해 분출된다.

나는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아 그애를 불렀다. 그애의 잇자국이 박힌 수

밀도의 물 많은 과육이 진한 분홍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있는 사이 언젠가 가정부의 손가락이 잇몸을 간질였을 때처럼 참을 수 없

는 근지러움에 아아 소리를 칠 뻔하였다.74)

73) 오정희, 「적요」,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2009, pp.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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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빈민촌 아이가 먹고 있는 “잇자국이 박힌 수밀도”를 보고 성욕

을 느낀다. 물 많은 과일을 먹는 아이는 ‘나’에게 ‘나’의 육체와는 대비되

는 생명으로 가득 찬 육체를 연상시키고 성욕을 불러일으킨다. 성욕의

맹목적이고 공격적인 면모는 다음 예문에서처럼 성인 남자들이 행하는

개의 도살과 포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늘 사람들은 내 개를 죽였어요. 지난 장마 때 솔밭에 새끼를 낳은 개

예요. 난 그 개에게 먹을 걸 훔쳐다주었어요. 새끼는 다섯 마리였는데 두

마리는 죽어 있었어요. 다른 새끼들은 아직 눈도 안 떴어요. 그런데 사람들

이 내게 복숭아를 주고 그 개를 끌어갔어요. 들개가 되면 미쳐서 사람들을

문다나요.”

나는 아이의 말을 들으며 낮에 솔밭에서 피어오르던 생솔 타는 푸른 연

기를 생각했다.

“아, 나도 그걸 봤지.”

아이의 말이 잠시 끊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개를 어떻게 했지?”

“큰 개는 모가지에 줄을 걸어 나무에 매달았지요. 개는 두 눈에 퍼렇게

불을 켜고 버둥대다가 그만 축 늘어졌어요. 사람들은 눈 안 뜬 강아지를 펄

펄 끓는 물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내게는 복숭아를 세 개 주고 가라고 그

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먹--”75)

‘긴말 동네’라는 난민 부락에 사는 아이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마을 사

람들에게 빼앗긴 후 그 대가로 복숭아를 얻는다. 오정희 소설에서 빈민

촌이 인간 육체가 갖는 동물적 본능을 가리키기 위한 공간적 비유이며,

육식은 그러한 동물적 본능의 맹목성이 제어되지 않고 분출되는 것을 가

리킨다는 점에서, 육체의 동물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어린 아이에게서

개를 빼앗아 때려 죽여 잡아먹는 빈민촌 어른들의 행위는 성욕이 극도로

발현되고 있는 예가 된다.

74) 위의 글, p. 91.

75) 위의 글,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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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의 선홍빛은 시들어, 베어먹은 자리는 거무스름하게 수분이 말라가

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파리떼가 끈질기게 달라붙었다.76)

소설의 말미에 ‘나’는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에 빠뜨린다. 늙고 병

든 육체로 인해 더 이상 성행위를 할 수 없는 ‘나’는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여 집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고독감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로써

아이가 먹던 싱싱하고 물이 많은 복숭아는 “수분이 말라가”고 시들어 생

명력을 상실한다.

「관계」(1973)의 반신불수 노인인 ‘나’ 역시 더 이상 성행위를 할 수

없을 만큼 늙고 병든 아버지이다. ‘나’가 죽어버린 성기를 지닌 늙고 병

든 아버지임은 「적요」와 마찬가지로 “의수(義手)처럼 달려 있는, 이미

내 것이라는 느낌조차 들지 않는 마비된 왼손”을 통해 암시된다. 그러나

「관계」의 ‘나’는 「적요」의 ‘나’와 달리 자신이 늙고 병든 아버지의 육

체를 가졌다는 사실을 혐오한다. 「관계」에서 아버지의 죽어버린 성기

에 대한 혐오는 아버지인 ‘나’를 바라보는 작품 밖의 시선 혹은 작품 안

의 또 다른 인물의 시선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나’가

자기의 늙고 병든 육체를 바라보는 데서 비롯된다. 아버지의 성기에 대

한 혐오가 자기 성기에 대한 혐오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아버

지는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구별된다. 「관계」의 ‘나’는 젊었

을 때 자살하지 않고 “일상의 궤도”에 몸을 실어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노인이 될 때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비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늙는다는 것은 추한 것이라고 흐느끼며 말한다. 따라서 ‘나’는

아들을 자신의 육체적 생의 연장으로만 여기지 않으며, 노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부정하기 위해 자살한 아들과 동질감을 느끼기도 한

다.

사춘기 이후 ‘나’의 아들은 “자기를 배태시킨 자를 마주보고 있다는 데

대한 치욕과 분노”를 느낀다. 육체가 성숙함에 따라 맹렬해지는 자신의

76) 위의 글,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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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을 수치스러워 하는 ‘나’의 아들은 정구를 치는 것으로 비천한 자기

자신을 향한 파괴 욕망을 대리 충족한다. 그러나 ‘나’의 아들은 결혼을

하고 군에 입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육체와 타협하고자 한다. 성과 죽음

을 내재한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나’와 개

고기를 게걸스럽게 포식하던 아들은 ‘나’에게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교회

에 갔던 얘기를 하며, 거기서 우연히 만난 목사에게 자기를 엉겁결에 ‘죄

인’이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전한다. 이처럼 ‘나’와 아들은 결혼과 같은 일

상을 영위한다는 것은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이들은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을 “이교도답게” 낄낄거리며

자조한다. 그러나 ‘나’의 아들은 결국 자살함으로써 성욕으로 가득 찬 자

신의 육체,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육체로부터 벗어난다.

아들과의 동질감은 죽음으로 귀결되는 삶의 허무를 잊기 위해 술과

춤, 남자와의 외박과 같은 도피적인 향락을 벌이는 며느리에 대한 연민

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며느리가 출근하는 술집인 ‘에덴’은 13층에 있다.

며느리는 시간과 죽음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을 상징하는 ‘에덴’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죽음으로 귀결되는 삶에 대한 허무함을 잊고자 한

다. 그러나 ‘에덴’이 죽음을 상징하는 13층에 있다는 역설은 며느리가 ‘에

덴’에서 벌이는 술과 춤이 단지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행각에 불과한 것임을, 지상 어디에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

는 공간은 없음을 암시한다. 며느리가 ‘에덴’이 있는 1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남자에게 불현 듯 느끼는 성욕 역시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남자의 팔에 매달

린 상장(喪章)은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의 순간을 통해서도 죽음의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근본적인 도피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상장(喪章)

을 보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의 허무함을 느낀 며느리는 “오늘

술을 되도록 적게 마시든가 아니면 폭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들의 자살과 며느리의 도피적 향락에 공감하는 ‘나’는 자신의 마비된

손을 혐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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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른손으로 어항에 잠겨 있는 왼손을 집어올려 저고리 앞자락으로

물기를 닦았어. 그것은 여간 힘드는 작업이 아니었어. 닦고 닦아도 손은 여

전히 더러웠어. 무섭게 불결하게 느껴져 그만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지경

이어서 저고리 주머니에 틀어넣고 말았지.77)

성기를 상기시키는 자기 손을 무섭고 불결하다고 느끼는 ‘나’는 수분네

의 물기로 번들거리는 팔을 두려워한다. 「동경」의 그와 「적요」의

‘나’가 생명으로 가득 찬 아이의 육체를 보며 그 육체의 젊음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님을 시기했다면, 「관계」의 ‘나’는 육체가 갖는 맹목적인

생명력을 혐오하는 것이다. 생을 향한 본능적인 성욕으로 가득 찬 성기

를 연상시키는 수분네의 “물이 뚝뚝 떨어지는” “푸르뎅뎅”한 팔목은 ‘나’

에게 “생리적인 혐오감”을 주며, ‘나’는 수분네가 갑작스럽게 팔을 들이

댈 때마다 “극심한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나’는 성욕으로 가득 찬 성기를 혐오하면서도 죽어가는 자의

고독으로 인해 성욕을 갖는다. ‘나’는 며느리가 외출하고 집에 혼자 남았

다는 고독감에 괴로워하며 며느리가 외출하면서 잠그고 간 방문을 열고

자 한다. 그러나 ‘나’는 늙고 병든 육체로 인해 더 이상 성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닫힌 방문을 열 수 없다. ‘나’는 해소할 수 없는 성욕으로 인한

외로움을 똥을 누는 쾌락으로 위로하면서, 이러한 쾌락으로밖에 죽어가

는 자의 고독을 해소할 수 없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고 비참한

늙은이”라고 추하게 여긴다.

자신의 성욕을 혐오하면서도 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는 며느리와의

성관계를 상상한다. 소설의 말미에 “살의와 정욕이 번득이”는 수분네는

‘나’를 위협하고 며느리의 닫힌 방문을 칼로 찍어 강제로 열고 들어가 물

건을 훔쳐간다. 수분네의 정력은 ‘나’가 그토록 원했으나 불가능했던 며

느리의 굳게 닫힌 방문을 열도록 만든다. 수분네의 강한 생명력은 성관

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보며 ‘나’는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육체로서의 무력감을 느낀다. 대신 ‘나’는 며느리와의 성관계를 상상함으

로써 수분네라는 육체의 생생한 정욕으로부터 받은 공포감과 무력감을

77) 오정희, 「관계」,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2009,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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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고자 한다.

그네는 오늘밤도 강을 건네지.

사내의 팔을 끼고 얼어붙은 강을 건네지. ...(중략)... 모래는 얼어있어 버

석거리며 발가락 사이로 둔하게 흘러내리고 사내는 마침내 그네의 거칠고

딱딱한 몸을 끄르지. ...(중략)... 사내가 그네의 몸을 치받으며 고꾸라지자

그네는 사내의 얼굴에 언 모래를 흩뿌리며 깊고 날카롭게 신음하지.

그리고 그네의 흐릿하게 빛나는 손톱을 세워 사내의 붉은 목덜미에 깊이

깊이 박지. 사내의 살 깊은 목덜미에 은빛 비늘이 파도처럼 번득이고 사내

는 이제 움직이지 않지. 그러나 그네는 사내의 어두운 곳에 아직 살아 꿈틀

거리는 신비한 힘을 자궁 속에 깊이 빨아들이지.

나는 그네의 납빛 이마와 따스하고 부드러운 허벅지를 생각하지. 난 그네

에게 아이를 낳게 할 수도 있지. 그러한 내 능력을 의심해본 적은 한번도

없어.

자, 좀더 편한 자세로 몸을 눕히고 눈을 붙이자. 내가 눈을 떴을 땐 그네

도 들짐승처럼 날렵한 발목의 언 모래를 털며 돌아와 있겠지. 결코 되살아

날 리 없는 아들의 망령을 위해, 그네를 품에 안고 스무 명, 서른 명, 아니

그 이상의 자식을 잉태시키려면 한숨 푹 자두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길이지.78)

‘나’는 며느리가 밖에서 어떤 사내와 벌이고 있을 싸움과 같은 성관계

를 상상한다. ‘나’는 젊은 며느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 살아가

는 일을 허무하다고 느끼고 여기서 도피하기 위해 성교를 하고 있다고

상상한다. ‘나’는 자신 역시 여전히 공격적인 성욕을 지닌 젊은 육체이며,

그러므로 “그네를 품에 안고 스무 명, 서른 명, 아니 그 이상의 자식을

잉태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상상한다. 이로써 ‘나’는 수분네의

침입에 무력했던 자기 자신을 위로한다.

「저녁의 게임」(1979)에서는 아버지의 육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딸이 1인칭 화자로 등장한다. 「동경」, 「관계」의 아들들은 스스로 목

숨을 버림으로써, 「적요」의 딸은 아버지를 방문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78) 위의 글, pp.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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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육체를 부여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나, 「저녁의 게임」의 ‘나’는

이들과 달리 아버지와 동거한다. 다음과 같은 서두로 시작하는 「저녁의

게임」은 끈적거리는 점액질의 이미지를 통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에 보이지 않게 침윤되어 있는 죽음을 암시한다.

꼭 내장까지 들여다보이는 것 같잖아. 밥물이 끓어 넘친 자국을 처음에는

젖은 행주로, 다음에는 마른 행주로 꼼꼼히 문지르며 나는 새삼 마루와 부

엌을 훤히 튼, 소위 입식 구조라는 것을 원망하는 시늉으로 등을 보이는 불

안을 무마하려 애썼다. 그래도 가스 레인지 주변의, 점점이 뿌려진 몇 점의

얼룩은 여전히 희미한 자국으로 남았다. 아마 지난 겨울 아버지가 약을 끓

이다가 부주의로 흘린 자국일 것이다. 승검초의 뿌리와 비단개구리, 검은콩

과 두꺼비 기름을 넣고 불 위에 얹어 갈색의 거품이 끓어오를 즈음 꿀을

넣고 천천히 휘저어 검은 묵처럼 만든 그것을 겨우내 장복하며 아버지는,

피가 맑아지고 변비가 없어진단다라고 말했었다. 내의 바람으로 군용 항고

에 콜타르처럼 꺼멓게 엉기는 액체를 긴 나무젓가락으로 휘젓고 있는 아버

지는 영락없이 중세의 연금술사였다.

약을 달이는 동안 내내 누릿하고 매움한 냄새는 집안 곳곳에 스며들고

비단개구리의 살과 뼈는 독한 연기로 피어올라 마침내 낙진처럼 무겁고 끈

끈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빈혈증과 구역질로 헐떡이며 건성의 피부에 더럽

게 피어나는 버짐과 잔주름으로 거울 앞에 매달렸다. 얼룩은 변질된 스테인

리스로 기억보다 독하고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어제와 다름없이 잘되었다. 부엌 선반의 시계는 다섯시 반을

가리키고 밥은 한참 뜸이 들어가는 중이고 노릇노릇 구워진 생선에서는 비

늘 타는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79)

“꼭 내장까지 들여다보이는 것 같잖아”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저녁의 게임」은 부엌의 구조 묘사에서부터 서술이 시작된다. 몸을 지

닌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일상적 공간

인 부엌은 “내장”이라는 육체의 물질성이 적나라하게 현시되면서부터 묘

사된다. ‘부엌’으로 나타나는 일상성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끊

79) 오정희, 「저녁의 게임」,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2006, pp. 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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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이 물질을 섭취하고, 섭취한 물질을 배출해내는 신체대사의 과정, 이

러한 신체대사 과정의 끈적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과정을 ‘나’는 “밥물이 끓어 넘친

자국”과 같은 없애버려야 할 더러움으로 인식하며, 더러운 일상에 대한

환멸은 늙고 병든 아버지를 혐오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저녁의 게임」

텍스트 전반에 걸쳐 아버지는 귀지, 대소변, 잘려진 위장, 늘어진 얼굴,

트림, 거품 이는 오줌, 손에 나는 질척한 땀처럼 끈적끈적한 육체적 부산

물, 형태가 어그러진 육체 혹은 육체의 파편들로 묘사된다. 죽음에 근접

해가는 쇠락한 육체의 아버지는 “피가 맑아지고 변비가 없어”지기 위해,

유한한 생에 집착하며 직접 약을 달인다. “승검초의 뿌리와 비단개구리,

검은콩과 두꺼비 기름”과 같은 어둡고 습하며 축축한 느낌을 환기하는

재료들은 검고 끈적한 액체의 약을 만들어내고 그 약을 달인 냄새는 부

엌이라는 일상적 공간을 눈에 보이지 않게 빈틈없이 메우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생을 향한 끈적한 정욕으로 만들어진 점액질의 일상, 그러나

죽음으로 귀결되고 말 “썩은 냄새”가 나는 일상에 구역질을 느낀다.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은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어진다. ‘나’는 아

버지가 자기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주의로 흘린 자국”, 즉 ‘나’가

없애버려야 할 더러움으로 여기는 바로 그 자국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

다. ‘나’는 아버지의 죽어버린 성기와 같은 “끝이 조금 처”져 “더욱 길게

늘어져” 보이는 콧날이 마치 자기 얼굴과도 같다고 여기며 이를 초조해

한다. 따라서 ‘나’는 아버지의 끈적한 정욕을 상기시키는 약 냄새에 구역

질을 느낄 때마다 “거울 앞에 매달”려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을 확인한

다.80)

80) 오정희 소설에서 자기 정체성이 변화하는 물질로서의 몸에 기반한다고 할 때,

‘나’라는 고유한 자의식은 특히 ‘얼굴’이라는 특정한 육체적 공간에 새겨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거울은 자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현재 여기 있음을

확인하는 매개로 기능하며, 인물들은 거울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근접해가는 자기

육체를 확인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다. 「미명」(1977)에서 ‘나’는 창밖을 하

루 종일 바라보다 사내가 자신에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거울을 보며 자기가 얼마

만큼 늙었는지 확인하며, 「저녁의 게임」(1979)의 ‘나’ 역시 자기가 에로틱한 성

적 욕망을 실현시키기에 이미 늙어버렸다고 자조한다. 또한 「봄날」(1973)의 ‘나’

도 남자가 자신의 집을 떠나가 버리자 거울에 자신의 늙은 얼굴을 비춰보며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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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정욕이라는 죄의 댓가인 자신의 죽음을 불안해

하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점액질의 일상을 “공범이 된 기분으로” 영위할

뿐이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이고 미친 여

자가 된 어머니나, 가출한 오빠와 달리81) ‘나’는 아버지와 동거한다. 항상

긴장된 상태로 일상을 영위하는 ‘나’에게 있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희망 음악’과 티브이에서 방송되는 ‘행복의 쇼’는 더러운 점액질의 일상

을 분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버지의 음습한 성욕으로 가득 찬 집에

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는 소년원 아이들의 행렬을 바라보며 그들과 동

질감을 느낀다.

칠팔십 명 정도는 좋이 될 그들은 한결같이 바랜 듯한 회색 작업복에 같

은 색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수의라는 이쪽의 선입견이 작용한 탓일까, 아

니면 빈터에 흐름직한 바람을 짐작한 탓일까, 나는 늘상 헐겁게 걸친 작업

복 아래 소름이 돋은 깔깔한 맨살을 만지는 듯한 쓸쓸함을 느끼곤 했다. 귀

가 맞지 않게 잘라진 낡은 천조각처럼 펄럭이며 느리게 움직이는 그 행렬

은 거대한 수레바퀴가 느리고 둔중하게 굴러가는 모습이나 어쩌면 길고 긴

라단조의 휘파람 소리 같기도 했다.

행렬의 앞과 뒤에는 각각 한걸음 정도 떨어져 감시원인 듯한, 점퍼 차림

의 사내가 호위하고 있었다.82)

그들이 들판을 거의 다 지날 무렵 무리의 중간쯤에서 조그만 동요가 생겼

다. 한 소년이 벗겨진 신발을 고쳐 신기 위해 엎드린 것이다. 소년의 뒤로

갑자기 행렬이 주춤하고 곧 뒤에서 따라가던 점퍼 차림의 사내가 다가갔다.

나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그 소년이 집어올려 소매 속에 재빨리 집어넣

었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신발 속에 감추었을지도. 소년은 사내가 다가가자

허리를 펴고 손바닥을 털었다.83)

흘린다.

81) 오빠의 가출은 자살로 해석할 수 있다. 오빠는 아버지와의 화투 놀이를 하는 도

중 “더러운 게임이야”라고 말한 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출한다. “총알이 장

전된 총을 귀 밑에 들이대”는 “절대적 긴박감과 자유를 사랑”했던 오빠는 자살

(혹은 가출)함으로써 아버지의 정욕에 의해 태어나 늙어 죽어가는 육체로 살아가

야 할 자기 삶으로부터 탈출한다.

82) 위의 글,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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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창을 통해 소년원을 바라보는 ‘나’는 수의(囚衣)를 입고 있는 그

들의 행렬이 “느리고 둔중하게 굴러가는” “거대한 수레바퀴”와 같다고

생각한다. “인과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한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를

성을 매개로 돌아가는 탄생과 죽음의 끊임없는 순환의 은유라고 볼 때,

이들이 입고 있는 수의(囚衣)는 육체로 태어난 죄를 가리킨다. 교관의 호

루라기 소리와 같은 위협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육체들은 마치 자신을

보는 듯한 굴욕감을 불러일으킨다.84) 그러나 소년은 ‘나’가 일상을 불안

해하면서도 여기서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과 달리 “거대한 수레바

퀴”와 같은 폐쇄적인 소년원을 벗어나고자 한다. 소년이 행렬이라는 틀

지워진 흐름을 멈춰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집어들어 숨기는 것을 ‘나’

는 목격한다.

일상을 잠식하고 있는 성욕과 죽음에 불안을 느끼는 ‘나’ 역시 소년이

집어든 “무언가 반짝이는 것”과 같은 은밀한 탈출 욕망을 갖는다. 일상

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나’와 일상을 영속하려는 아버지 사이의 긴장

관계는 “공범끼리의 적의와 친밀감으로, 그리고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

배반감”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아버지와 ‘나’ 사이의 긴장 관계는 「저녁

의 게임」의 표제이기도 한 아버지와의 화투 놀이에서 드러난다.85) 더

83) 위의 글, p. 129.

84) 통제당하는 육체를 보는 모욕감은 다음과 같은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별사」(1981)의 군대행렬, 「구부러진 길 저쪽」(1995)의 교관 선생에게 벌 받

는 아이.

85) 김경수는 아버지와 딸인 ‘나’가 벌이는 게임을 가부장제의 폭력성에 반항하는 딸

의 대립으로 이해한다.(김경수, 「가부장제와 여성의 섹슈얼리티-오정희의 「저녁

의 게임」론」, 『현대소설연구』제22호, 2004.) 본고 역시 아버지와 ‘나’의 대립

이 가부장제와 여성의 대립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창부가 되고 집에 돌

아와 자위를 벌이는 ‘나’의 행위가 가부장제에 의해 억압되어왔던 여성의 섹슈얼

리티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나’의 성행위에 들어있는 자기 파괴적인 면모

를 도외시하는 해석이다. 김미현은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해 ‘나’가 가부장제에 반

항하면서도 이를 체념하고 수용하는 자신을 자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의 반항이 전오이디푸스기 어머니와의 미분리 상태에서 비

롯되고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여성을 상징화 이전의 타자의 위치에 고정시킨다.

(김미현, 「오정희 소설의 우울증적 여성언어 : 「저녁의 게임」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49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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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아버지는 현란한 꽃들이 그려진 화투를 치는

것으로 성적인 쾌락을 탐닉한다. 화투놀이에 집착하는 아버지의 유아적

인 면모와 아버지가 화투로 재수패를 땔 때마다 떨어지는 ‘님’은 ‘나’에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사그라지지 않는 아버지의 성욕을 암시하면서 혐오

감을 불러일으킨다. 「저녁의 게임」에서도 아버지의 가부장적 면모는

아버지의 성적 폭력성으로 암시된다. 아버지와 딸의 화투놀이 장면은 그

둘 사이의 성적 긴장감을 반영한다. 음침한 눈으로 ‘나’의 패를 넘겨다보

는 아버지의 시선과 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나’의 긴장감이

바로 그것이다. 「저녁의 게임」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죽이고 미칠 수밖

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에게는 폭력의 행사로 느껴지는, 끊임없이 아이를

낳게 만드는 남편의 성욕을 거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86)

‘나’는 아버지의 화투 놀이의 상대가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간접

적으로 표출한다. 텍스트 안에서 간접 화법으로 처리되는 이들 사이의

암묵적인 대화는 어린 아이를 달래는 윗층 여자의 노랫소리로부터 연상

되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시작한다. 끝도 없이 성교의 쾌락에

탐닉하는 “생활이 문란”한 늙은 아버지의 오입의 대상, 그 결과로서의

“다산”을 부정하고자 했던 어머니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죽인다. 이로

인해 아버지에게 “동자혼이 씐” 미친 여자로 취급받은 어머니는 정신 병

원에 강제로 수용된다.

그러나 ‘나’는 정신 병원에 수용되어 죽어간 어머니에 대해 연민과 죄

책감을 느끼면서도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여기고 일상을 지속해나갈 뿐

이다.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상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나’는 ‘나’가 죄로 여기는 성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십여 년 전인 젊은 날에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그애’를 상기시키는 소년

86) 근친 성폭력이 발생하는 가부장적 가정에서 어머니들은 대체로 병약하고 무기력

하다는 공통점을 지니는데, 이때 어머니들의 무기력함은 반복적으로 강요된 임신

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가사 노동의 성적인 분화가 확고한 가부장적 가정에

서 어머니는 잦은 임신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과 여러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위축된다. 이러한 어머니들은 남편에게 경제

적으로 의존적이며 건강도 좋지 않으므로 남편의 (성)학대로부터 자신뿐만 아니

라 자식들도 보호할 수가 없다.(Judith Lewis Herman, 앞의 책, pp. 134-136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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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소년을 보고 “본능적인 수치심”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

히 밖에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와 바람결에 묻어오는 “마른 꽃냄새”

를 맡으며 자기 속에서 피어나는 성욕을 감지하는 것이다.

그애가 오지 않게 되면서부터 나는 종종 자운영이 핀 논둑길을 열아홉 살

그애와 나란히 걷는 꿈을 꾸었다. 대개 잠옷 차림에 머리에는 붉은 리본을

묶고 있었는데 늘 바람이 불고 어디선가 흐릿한 꽃냄새가 풍겼다. 벗은 채

로인 발바닥 아래에서 부드러운 흙이 갯지렁이처럼 미끄럽게 꿈틀거렸다.

종달새 소리가 자욱이 눈 위로 덮이어 그애는 눈을 껌벅이며 내게 말했다.

리본이 안 어울려요. 그래, 나는 붉은 리본을 달기에는 너무 나이를 먹었어.

어린애처럼 붉은 리본으로 묶는 것은 미치광이나 창부뿐이지. 나는 아버지

의 손가락 사이에서 팔랑개비처럼 돌아가는 사쿠라를 보았다.87)

‘나’는 “마른 꽃냄새”로부터 꿈속에 나왔던 그애를 상기한다. 그애는

꿈속에서 “붉은 리본”을 단 ‘나’에게 “리본이 안 어울려요”라고 말한다.

“붉은 리본을 달기에는 너무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 역

시 여전히 성에 집착하는 자신을 혐오한다. ‘나’는 이에 대해 어쩔 수 없

다고 체념하면서도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자학으로 “대단히 더럽고 거

칠게 보이는 손”을 가진 공사장 인부와 성관계를 갖는다. 아버지의 소유

물 즉 아버지의 성적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는 스스로를 성적으

로 타락한 여자로 취급한다.88) ‘나’는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으로

창녀를 연기하며 공사장 인부에게 돈을 요구한다. ‘나’와 관계를 맺은 사

내는 돈을 요구하는 ‘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라이터 불을 키고 “철지난

장사로군”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자조하는 미소를 짓

는다. 소설 마지막에 ‘나’의 자기 혐오와 자기 파괴 욕망은 성적으로 타

락했다는 또 하나의 징표인 자위하는 여자의 형상으로서 나타나기도 한

87) 위의 글, p. 143.

88)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쾌락을 충족하는 일이 그 대상이 된 딸에게는 학대의 경

험, 폭력의 경험으로 인식된다.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받은 여성은 대체로 죄의

식, 수치심, 열등감, 낮은 자존감, 불안증, 소외감, 남성에 대한 불신 등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갖는다.(Judith Lewis Herman, 앞의 책, pp. 66-67 참조.) 오정희 소

설에서 아버지에 대한 딸의 피해의식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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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3. 일상 속 애욕의 동물성

육체로 태어난 주체가 영위해야하는 일상은 성을 매개로 탄생과 죽음

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시공간에 결부되어있다.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에 구속되어있는 주체의 일상은 끈적한 점액질의 이미지와 함께 폐

쇄된 공간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 미세한 먼지 혹은 냄새로 묘사된다.

일상에 정착했음을 의미하는 결혼 생활은 개털(「봄날」(1973)) 혹은 먼

지(「지금은 고요할 때」(1983))로 숨 쉴 틈 없이 채워져 있으며, 아이는

몸을 맞대고 싶지 않은 끈적한 땀과 오줌(「꿈꾸는 새」(1978), 「비어

있는 들」(1979), 「별사」(1981))으로 오염되어있다. 따라서 일상을 영위

하는 공간인 집에서는 죽음의 냄새인 썩어가는 냄새(「저녁의 게임」

(1979), 「얼굴」(1999))와 시체 냄새(「멀고 먼 저 북방에」(1984))가 진

동한다.

죽음으로 침윤되어있는 일상에 유폐되었다고 여기는 주체는 불안을 느

낀다. 탄생과 죽음의 끈적한 순환 속에 갇혀있다는 인식은 집(「봄날」

(1973), 「미명」(1977), 「불의 강」(1977), 「어둠의 집」(1980)), 교도소

(「미명」(1977)), 소년원(「저녁의 게임」(1979)), 요양원(「한밤중에 화

장하는 여자」(1968)), 정신병원(「번제」(1971)), 지방도시(「꿈꾸는

새」(1978), 「비어있는 들」(1979), 「멀고 먼 저 북방에」(1984), 「구

부러진 길 저쪽」(1995))와 같은 환자 혹은 죄인을 가두는 폐쇄적 공간

을 통해 표상된다.89) 또한 비천한 일상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인식은 오정희 소설 전반을 관통하며 등장하는 ‘새’의 모티프, 새

장 안에 갇힌 새(「칩거」(1969), 「미명」(1977), 「저 언덕」(1989),

89) 기존 연구에서 오정희 소설의 ‘집’과 같은 폐쇄적 공간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여성 인물에게 강제하여 여성 인물의 자아 정체성 탐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공

간으로 해석되어왔다.(이정희, 앞의 논문, 『여성문학연구』 제4집, 2000; 정하늬,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식 연구 : ‘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

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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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1995)), 날개가 부러진 새(「불의 강」(1977)) 등의 반복되는 모티

프를 통해 나타난다.90)

「직녀」(1970), 「봄날」(1973), 「미명」(1977)의 여성 인물들은 죽음

으로 귀결되는 끈적한 점액질의 일상을 혐오하며 이로부터 자신을 분리

하고자 한다. 자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덧없이 소멸하고 말 육체로 규

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의 자의식은 자신의 성욕 역시 물질적 육체의

그것과 구분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주체는 자신들의 성욕이 태아의 수태

로 수렴되는 죄로서의 성욕과는 무관한 것으로, 점액질의 일상에서부터

일탈하는 쾌락을 맛보게 해주는 것으로 여긴다.91) 이러한 주체의 자의식

은 자신의 성욕을 애욕(愛慾)으로 바꾸어놓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애욕이

두 개의 성으로 분할된 육체로 태어났음으로 인해 이성을 갈망하게 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주체가 성관계에서 얻기를 바라

는 쾌락은 두 개의 성으로 분할되어 태어난 육체가 다시 한 몸이 되는

쾌락이다. 바따이유가 에로티즘으로 명명하는, 불연속적 육체의 연속성의

지향으로서의 주체의 애욕은 ‘꽃’으로 비유된다.

주체의 자의식에 의해 ‘꽃’으로 미화되는 주체의 애욕은 실제 성행위가

주는 끈적한 느낌 혹은 쾌락을 맛보았던 성교가 임신으로 이어지면서 깨

지게 된다. 성관계가 수태로 이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애욕이 죄로서의

성욕과 다른 것이 아님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체에게 임신은

성행위라는 죄를 범했다는 흔적과도 같은 것으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킨

다. 이때의 죄책감은 수치심을 동반한다. 성행위를 하여 사멸의 운명을

지닌 생명체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자신이 탄생과 죽음의 순

환 고리에 종속된 비천한 육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체는 탄생과 죽음을 순환하게 만드는 자신의 애

90) 오정희 소설에서 ‘새’의 상징성은 다음의 인용에서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난

다. “새는 원래 천사나 신선처럼 하늘에서 사는 거잖니? 지저분하게 질척거리고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나쁜 놈들이 우글거리는 땅세상이 뭐가 좋겠니?”(오정희,

『새』, 문학과지성사, 1996, p. 37.)

91) 「저녁의 게임」에서 아버지의 정욕이 끈적이는 점액질로 나타났다면, 이를 혐

오스러워 하는 ‘나’의 성욕은 “마른 꽃냄새”로 나타난다. 이는 ‘나’의 성욕이 늙은

아버지라는 끈적이는 점액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욕망과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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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비천하게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죄의식을 지닌다.

「직녀」(1970)는 이와 같은 주체의 애욕을 “활짝 핀 꽃의 징그러움”

으로 묘사한다. 밤마다 ‘나’와 교합하던 남편은 “문득 올이 성근 마포(麻

布)에 감겨 내게 돌아”온다. ‘나’가 “회임(懷妊) 못 하는 여자의 석질(石

質)의 자궁”을 지녔다는 이유로 ‘나’를 떠난 남편은 죽어서야 ‘나’에게 돌

아온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남편의 죽음은 실제의 죽음인지 상상 속의

죽음인지 모호하게 처리된다. 남편의 죽음은 수태하지 않고 성교하는 쾌

락만을 얻고자 하는 ‘나’의 애욕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이는 ‘나’의 애욕

이 남편을 비롯한 일상 세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임을 암시한다.

임신하지 않는 ‘나’는 성을 매개로 탄생과 죽음이 연쇄를 이루는 일상 세

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나’는 밤마다 아이들이 배태되어 태어나는

국민주택과 아파트가 “빼곡이 들어찬 집들의 밀림”인 개천 너머에 산다.

‘나’는 그 일상의 공간으로부터 유리된 곳에 홀로 유폐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남편이 살아있다고 여기며 그가 다리를 건너 ‘나’

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나’의 이러한 기다림은 개천 위에 놓인 다리

로 나타난다. 「직녀」는 ‘나’와 세계 사이의 완강한 거리를 암시하는

“꽤 물이 많고 빛이 짙”은 개천에 곧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놓인 다리

를 묘사하는 것으로 서두를 시작한다. 물을 건너는 남자를 매일 관찰하

는 ‘나’의 시선에는 성관계에 대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남편과 “신선과 동자가 거(居)하는 산채 뒤로 멀고 아득한 산이 굽이

굽이 구름처럼 돌아간 여덟 폭의 병풍” 뒤에서 교합했던 ‘나’는 남편의

귀갓길이 언젠가부터 “어둠 속에 함몰”되면서 남편과 성관계를 갖지 못

한다. ‘나’에게 있어 밤이란 “어둡고 은밀한 동굴”이며, “개구리 울음이

기승”스럽게 들려오고, “발정한 개의 울음이 소름끼치게” 들려오는 시간

이다. 비천한 일상 세계가 아닌 “신선과 동자가 거(居)하는” 세계로 ‘나’

를 이끌어주었던 남편과의 성관계는 남편이 성관계의 결과로 아이를 원

하면서부터 밤의 시간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남편과 ‘나’ 사이의 좁혀

질 수 없는 거리를 만든다. 남편과 맺은 “부부의 인연”이 “일곱 송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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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꽃”과 같은 석가와 그의 아내 야수다라의 인연 같기를 바랐던 ‘나’의

애욕은 회임을 원하는 그의 비천한 성욕에 의해 깨어진다. 이윽고 남편

이 죽어서 ‘나’를 완전히 떠나자 ‘나’는 그네를 타는 것으로 성관계에 대

한 욕망을 대리 실현한다. 임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편과 할 수 없었던

성관계에 대한 욕망이 그네 타기로 해소되면서 ‘나’는 “한 마리 새처럼”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네에 오른다. 하늘이 어둡다. 공기는 비를 품어 여간 무겁지 않고, 또 무

거워진 공기의 압력에 그네를 구르기에도 무척 힘이 든다. 두 발에 힘을 주

어 버티고 힘껏 몸을 흔든다.

몇 번 세게 구르기를 반복하여 허공에 높이 올라가면 당신 방의 창문에

붉은 불빛이 보이고 그 창 너머 엎드린 당신의 검은 머리와 반만큼 들려진

이마가 보인다.

나는 힘껏 그네를 구른다. 그네가 뒤집어질 듯 높이 올라가면 치마가 날리

고 드러난 다리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고 미끄럽게 드나든다.

치마가 부풀기 시작한다. 가슴이 물결처럼 출렁이고 꽉 조인 치마 말기 아

래 심장이 더 세게 출렁인다. 치마는 점점 둥글게 낙하산처럼 퍼져서 곧 당

신의 창문을 뒤덮고 지붕을 압도한다.

당신은 절대로 고개를 들지 않는다.92)

짙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 창의 불빛은 홀로 낮같이 밝다. 그것을 바라보

며 나는 당신 방의 불빛과 내가 타고 있는 그네와의 사이에 굳게 버틴 어

두운 공간을 잊는다. 한 마리 새처럼 훨훨 날아갈 수 있으리라, 몸을 내밀

면 불현 듯 아랫배에 격렬한 통증을 느낀다.

내 밋밋한 아랫배에선 당신의 아들이 둥둥둥둥 북을 울리고 있다.93)

그러나 ‘나’는 그네를 타며 “한 마리 새처럼 훨훨 날아”가는 자유로운

기분을 느끼는 동시에 “아랫배에 격렬한 통증”을 느낀다. 아이를 낳지

않아 남편이 ‘나’에게서 떠나갔다는 자책으로 ‘나’는 자신의 벗은 몸을 거

92) 오정희, 「직녀」,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2009, p. 186.

93) 위의 글,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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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 비추며 “나는 당신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혼잣말을 하지만,

여전히 ‘나’는 성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지는 것, 그로 인해 탄생과 죽음의

비천한 순환 고리에 종속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남편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나’는 거세게 내리는 비에 개천이 불어

둑까지 넘치고 다리가 소실되자 기다림을 완전히 포기한다. 당신을 기다

리는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낮잠에 든 ‘나’가 꿈에서 자

신의 애욕이 은폐하고 있던 성욕을 보면서부터이다.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당신은 결코 뒤를 돌아보는 법이 없이 더불

더불한 뒤통수만 보여주며 올라간다. 나뭇잎들이 와아와아 흔들린다. 당신

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저 좀 보세요오. 입에 두 손을 대고 길게 부르

다가 나는 두 손을 들어 눈을 가려버린다. 쏘는 듯 강렬한 빛에 눈이 시었

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벌려진 손가락 새로 언덕을 살핀다. 햇빛은

어디에나 만연해 있다. 나는 플라타너스 같기도 하고 은백양 같기도 한, 잎

을 휘도록 달고 있는 나무를 바라본다. 그것은 햇빛에 부딪혀 쟁강거리는

잎새로 가지마다 다닥다닥 열매를 은폐하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를 좀더 넓

히고 반짝이는 잎들을 바라보다가 나는 아, 소리를 지르며 두 눈을 감아버

렸다. 무성한 잎 사이로 얼핏얼핏 내뵈는 것은 풍작의 과일처럼 주렁주렁

달린 남근(男根)이었다.94)

꿈속에서 ‘나’는 당신을 뒤따라 언덕길을 올라간다. 그러나 ‘나’는 “다

리가 무거워” 당신처럼 성큼성큼 언덕길을 올라갈 수가 없다. 당신과

‘나’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고, 이윽고 ‘나’는 “쏘는 듯 강렬한 빛”에

의해 완전히 걸음을 멈춘다. 강한 햇빛은 언덕길가에 심긴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를 비춘다. ‘나’는 강한 햇빛에 비친 “풍작의 과일처럼 주렁주

렁 달린 남근(男根)”을 보면서 ‘나’의 애욕의 실체와 맞부딪힌다. 꿈에서

확인한 ‘나’의 애욕의 실체는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가 죄로

여기는 성욕, 즉 성기로 암시되었던 생을 향한 육체의 맹목적인 본능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쏘는 듯 강렬한 빛”, “풍작의 과일처럼 주렁주렁

94) 위의 글,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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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린 남근(男根)”과 같은 ‘나’의 강한 성욕은 ‘나’가 언덕길이라는 높은

곳을 향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나’의 애욕이 수태로서의 성행위를 향한

욕망과도 다르지 않다는 절망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애욕을 상징했던 꽃

을 뜯어내는 것으로 이어진다.

찻길로는 이따금 버스가 먼지를 날리며 나타나 잠시 멈추어섰다가 이내

떠나곤 한다. 나는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에게 유의하지 않는다.

...(중략)... 한쪽 바퀴가 빠져 달아난 세발자전거가 방치되어 있고 부스러

진 블록의 잔해 위로 홍도화의 줄기가 솟아 있다. 그 꽃나무는 가지마다 진

홍의 꽃들을 무더기로 달고 있어 나무 전체가 불꽃 같아 보인다. 나는 창가

를 떠나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다. 그리고 무너져내린 담장 밑으로 바

짝 다가서서 손을 길게 뻗어 홍도화의 가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꽃을 좌

악 훑는다. 손바닥에 피가 맺히듯 점점이 아픔이 왔다. 햇볕에 눈이 시다.

담 바깥쪽은 햇빛을 받아 거대한 거울면처럼 반짝거리고 있다.

활짝 핀 꽃의 징그러움을 아시는가. 눈꺼풀이 두꺼워지도록 깊은 잠에서

깨어난 오후, 그 부어오른 눈두덩에 푸른 칠을 하고 입술을 붉게 그려 일곱

송이의 꽃을 쥐고 대문을 나서면 볕 바른 개천을 조심조심 건너가는 아, 당

신은 육손이. 손가락이 여섯 개.95)

‘나’는 비가 그쳐 “개천의 사나운 물살”도 잠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자신의

성욕을 비유하는 “홍도화의 가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꽃을 좌악 훑”으

며, “아픔”을 느낀다. “일곱 송이의 꽃”으로 아름답게 여겼던 자신의 애

욕이 사실은 남자의 여섯 번째 손가락 ‘남근’을 바라는 “징그러움”이었기

때문이다.

「직녀」의 ‘나’가 자신의 애욕을 처음에 긍정했던 것과 달리, 「봄

날」(1973)의 ‘나’는 자신의 애욕이 제어할 수 없는 강렬한 성욕과 동일

한 것임을 알며, 이에 대해 죄의식을 갖는다. 「봄날」에서 부부인 ‘나’와

승우의 일상은 “독침으로 빈틈없이 꽂히는 개털”만이 가득 차있는 집으

95) 위의 글, pp. 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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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묘사된다. 집은 “절대로 깨어질 리 없는, 나뭇잎 하나도 흔들릴 수 없

이 잠겨 있는 평화”로 충만해있으나 ‘나’는 그 평화에서 “무서운 침식 작

용”과 “거대한 파괴력”을 느낀다.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있는 ‘나’와 승우는 개털로 칼칼해진 목을 끊임없이 콜라

를 마셔대며 축이는 것으로 소일할 뿐이다. 승우가 외출한 집에 혼자 남

은 ‘나’는 밖에서 들려오는 아낙네의 꽃 사라는 소리를 듣는다.

눈자위가 시큰거릴 즈음해서 까맣게 움직이던 것이 점차 커지며 확실하

게 잡혀 들어왔다. 그것은 머리에 함지를 인 여인이었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아낙네가 채 집 가까이 이르기도 전에 그네의 것인 듯 걸쭉한 타령이 먼

저 담을 넘었다. 산에서 꽃을 꺾어다 팔러 가는 모양이었다.

여보, 꽃장수.

나는 그 소리가 좀더 가까워지길 기다려 목청을 돋우어 그네를 불렀다.96)

‘나’는 꽃장수를 소리쳐 부른다. 그러나 “사랑의 꽃”을 파는 꽃장수는

집밖에 있으므로, 집 안에 유폐되어 꽃을 갈망하고 있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질식할 듯 화창한 봄날”과 같은 제어할 수 없는 애욕에

강하게 사로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밖으로 나가 꽃을 사지 않는

다. 대신에 ‘나’는 “무력감”에 빠져들 뿐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감정의 표백 상태, 어떠한 느낌도 생각도 완벽하게

잃어버린, 단지 한 장의 흰 종이가 머릿속에 막처럼 펼쳐지는 상태의 무력

감에 빠져들어갔다. 햇빛 때문이었다.

햇빛이 너무 완벽하게 가득차 있어서 사물은 움직임이 정지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언제였던가, 퍽 오래 전의 기억이, 손등을 간질이고 눈시울에

내려앉은 햇살처럼, 두터운 먼지의 켜를 후욱 불어버릴 때처럼 아무런 감동

없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꼭 죽어야겠다는 계획으로 뱃속에 오개월이 넘은 태아를 지니

고 길을 떠났다. 가뭄이 끈질기게 버티어온 여름의 막바지여서 겨드랑이나

96) 오정희, 「봄날」,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2009,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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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이나 골이 지는 곳은 어디나 땀이 물을 들이붓듯 맥없이 흘러내

렸다.97)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존을 향한 맹목적이고 공격적인 욕구는 온 세

상을 가득 채우는 강렬한 햇빛으로 암시된다. 강렬한 햇빛은 ‘나’의 사고

를 정지시키면서 과거의 기억을 상기하도록 만든다. 과거 애인과의 성관

계에서 의도치 않게 아이가 생기자 ‘나’는 자살할 계획으로 산에 올라간

다. 그러나 거기서도 내리쬐는 강렬한 햇빛은 자살할 의지마저 발휘할

수 없도록 ‘나’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나’는 “숨막힐 듯한 열기를 뚫고”

들려오는 “새의 울음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려 산에 내려가 성행위의

부산물인 아이를 “더러운 종양을 제거하는 기분”으로 낙태한다. 그러나

‘나’는 낙태를 한 후 죄책감을 느낀다. 낙태한 태아의 기억은 “잠재성 간

질”로 평화로운 일상의 잔잔한 수면 아래 “진득한 거품으로 부글대”고

있다. ‘나’는 애욕으로 온 몸이 달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으로 인해

꽃장수를 불러 세울 수 없다. 그러나 내리쬐는 강렬한 햇빛을 피할 도리

가 없듯이, ‘나’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끈질기게 생겨나는 애욕을

제어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나’는 자신도 모르게 집밖을 바라보며 남자

를 기다리게 된다.

‘나’의 기다림은 남편 승우의 고향 후배의 방문으로 이어진다. ‘나’는

“함부로 흩어진 머리칼 아래 눈매가 소년처럼 싱싱”한 젊은 남자를 보고

서 자신도 모르게 그를 집으로 불러들인다. 방으로 젊은 남자를 데려온

‘나’는 남자에게 과거에 미대생이었던 이야기를 하고, 손을 뻗어 그의 몸

에 닿고자 한다. 그러나 자신을 거부하는 듯한 그의 몸짓에서 ‘나’는 수

치심을 느끼고, 그가 돌아가자 “손거울을 꺼내들”어 “이미 눈동자의 빛

이 흉하게 바래서 엷어진, 나이 먹고 지친 여자의 얼굴”을 비춰보며 눈

물 흘린다. “셔츠 깃 위로 무심히 내민 목덜미”와 같은 젊은 남자의 몸

에서 느끼는 애욕이 과거 애인과 했던 “더위, 더위 뿐”이었던 진득거리

는 성관계에 대한 욕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욕으로부터

97) 위의 글, pp.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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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놓여날 수 없는 ‘나’는 더 이상 남자의 이목을 끌 수 없는 늙은 여

자로서의 자기 얼굴을 한탄하는 것이다.

밤새 콩밭을 매었다. 호미를 들고 무릎걸음으로 뭉깃거리며 두 골을 매고

나면 적삼이 등에 찰싹 달라붙어 등가죽이 쓸렸다. 들머리 질펀하게 더위에

축 늘어진 콩잎이 널렸다. 누렁잎을 쳐줘야지, 가뭄에도 원수처럼 억세게

돋아나는 잡초를 뽑아줘야지. 흙은 거북이 등처럼 단단해서 호미날이 휠 지

경이니 언제 이걸 다 매나 허둥대다가 왜 이렇게 오줌은 자주 마렵담, 설레

설레 고개를 빼어 사방을 살피고 뭉게구름이 꽃처럼 피어오르는 하늘을 올

려다보며 잠시 호미를 놓고 앉은 자리에서 치마를 훌쩍 걷어올릴라치면 까

마득한 콩밭 끄트머리에서 아이 울음 소리가 자지러진다.98)

젊은 남자가 돌아간 후, 낮잠에 든 ‘나’는 더위 속에서 콩밭을 매는 꿈

을 꾼다. 오줌이 마려운 것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로 하게 되는 성관계는

그 욕구가 해소되면서 “뭉게구름이 꽃처럼 피어오르는 하늘”과 같은 쾌

락을 맛보게 하지만, 이는 바로 자지러지는 “아이 울음 소리”로 이어진

다. “원수처럼 억세게 돋아나는 잡초”와 같은 아이와 그 아이를 만들어

내는 ‘나’의 성욕이 혐오스러우면서도 ‘나’는 이를 제어할 수 없음에 죄의

식을 지닌다. 따라서 ‘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씨가 벌게끔 영근 몸”을

찬 물로 식히는 일 뿐이다.

비행기 소리가 밤 파도 소리처럼 우울하게 들려왔다. 이마에 끈끈하게 기

름땀이 배었다. 목욕을 해야지. 우선 물 속에 한번 깊이 머리를 담갔다가

다음엔 활랑활랑 옷을 벗고 펌프로 뿜어올린 차가운 지하수로, 땅 깊이깊이

숨어 흐르는 차갑고 이슬처럼 순결한 물로 온몸을 씻어야지. 새벽 물줄기는

핏줄이 파랗게 튕겨져 나오게끔 차가워서 신열이 끓는 몸에 붉은 자국을

남기지만 몸의 열꽃이 흑흑 느껴지며 사그라질 때까지 끼얹어야지. 옛날의

독부(毒婦)들처럼 이빨을 사려물고. 그보다 먼저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콜

라의 병마개를 따서 싸늘하고 매운 액체를 목 안 깊숙이 들이부었다.99)

98) 위의 글, pp. 133-134.

99) 위의 글,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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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열이 끓는 몸”에 “차갑고 이슬처럼 순결한 물”을 끼얹으며

자신의 애욕을 가라앉히려고 한다. 애욕은 사멸의 운명을 지닌 육체를

만들어내는 죄를 범하게 하므로 ‘나’는 “독부(毒婦)들처럼 이빨을 사려물

고” “열꽃”으로 피어나는 몸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다.

꽃이 만개하는 화창한 봄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나가버리는 것처

럼, ‘봄’과 ‘꽃’으로 나타나는 주체의 애욕은 노화하는 육체 그러므로 자

손을 남기고 죽는 육체의 동물성에 굴복한다. 늙은 여자가 갖는 애욕은

늙고 병든 아버지가 성욕을 지니는 것처럼 추한 것이므로, 주체는 늙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욕을 지니는 자신을 비참하다고 여긴다. 「미

명」(1977)의 ‘나’는 간음한 죄로 보호소에 수감된 적이 있으며, 수감되는

동안 아이를 낳은 미혼모이다. 아이를 낳아 젖이 도는 것을 느끼는 ‘나’

는 자신의 애욕이 육체의 동물성에 종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몸의 감각으

로 느끼고 있는 여자이다. ‘나’는 자기 육체의 동물성을 어쩔 수 없는 것

으로 여기고 이를 체념하며 살아간다. 보호소에서 출소하여 간병인이 된

‘나’는 쇠락한 집에서 식물인간 상태의 노파가 죽기를 기다리는 일로 일

상을 영위한다. ‘나’가 살고 있는 집은 먼지, 털, 기름때, 끊임없이 새끼

치는 쥐들만이 있는 곳으로, ‘나’는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집의 더

러움에 진저리를 치며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한다. 「미명」의 ‘나’

가 성을 매개로 하는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를 혐오하는 여자임은,

‘나’가 보호소에 수감되기 전에 한 일이 “산과 병동에서 나오는 지긋지긋

한 피빨래를 하고 증기 소독을 하고 변기를 씻던 일”이라는 데에서도 암

시된다. 그러나 ‘나’는 결국 “끊임없이 쌓여가는 더러움”을 없애기를 포

기하고, “무기력감, 죽어가는 것”으로 가득 찬 집 안의 분위기에 자신을

맡기는 데에서 오히려 안락함을 느낀다.

며칠 전에도 고속도로 위에는 보닛을 열어제친 택시가 한 대 서 있었고

비탈길을 따라 모범 운전사의 완장을 두른 사내가 걸어 올라왔다.

“아주머니,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엔진이 과열되어서요.”

언덕 아래에서 사내는 창을 올려다보며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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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때 사내가 올라오는 것을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

음에도 새삼스런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100)

“거기서 왔지요?”

나는 얼떨결에 퉁퉁 불어오른 젖가슴을 여미는 시늉을 하며 고개를 끄덕

였다.

“내 그런 줄 알았어요. 나도 거기 신셀 좀 졌지요.”

그녀가 눈을 찡긋했다. 그리곤 새삼스런 호기를 보이며 활달하게 말했다.

“아무렴 어때요. 이마에 써붙이고 다닌답니까? 암튼 여기보다 더 편한 일

자리는 없다구요. 지내보면 알겠지만.”101)

그러나 ‘나’는 육체의 동물성을 체념했을지라도 여전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성교한 결과로 아이를 낳고 이들이 가족을 이루어 함께 살아야 한

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만이 일상에서 용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

들이지 못한다. ‘나’는 “죽어가는 것으로 충만되어” 있는 집에서 “온기와

안락함”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일상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숨겨진 욕망으

로 인해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남자가 아니라 가죽 잠바를 입고 오줌을 누

는 남자, 팔에 “모범 운전사의 완장”을 두른 남자이다. 이는 일상에서 일

탈하고자 생겨난 ‘나’의 애욕이 이미 좌절된 것임을 암시한다. ‘나’의 애

욕은 ‘가죽 잠바’로 암시되는 남자 육체의 동물성, 즉 ‘오줌’으로 암시되

는 남자의 성기를 향한 비천한 욕망일 뿐이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나’는 “모범 운전사의 완장”을 찬 남자와도 결합할 수 없다. 따라

서 ‘나’는 ‘나’의 내면에 숨겨져 ‘나’조차도 감지하지 못하는, 창밖의 일상

세계를 향한 은밀한 ‘적의’를 느낀다. ‘나’는 창밖의 남자가 팔에 “모범

운전사의 완장”을 두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남자를 기다리는 아내와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소외감을 느낀다.

십오 년 전 ‘나’는 자신의 성욕이 임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무시하

100) 오정희, 「미명」,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2009, pp. 29-30.

101) 위의 글,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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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교가 주는 쾌락에 몸을 맡겼다. 그 결과 ‘나’는 보호소에 수감되어

일상인들에 의해 처벌받고, 자신이 낳은 아이마저 빼앗긴다. 그러나 이제

‘나’는 같은 보호소에서 나온 선임자 여자처럼 가족이라는 제도 밖에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렴 어때요”라고 쉽게 얘기

할 수도 없다. “퉁퉁 분 젖”과 같은 ‘나’의 육체는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든 집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든 모든 성관계가 태아의 수태

로 이어져 탄생과 죽음의 순환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 그러므로 죄와 같

은 것임을 말하기 때문이다. ‘나’는 먼지와 기름때에 절어있는 가족 사진

을 보며, 함께 모여 살던 이들이 지금은 뿔뿔이 흩어지고 식물 인간 노

파만이 혼자 남겨져 고독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 결국 일상에서

용납되는 성욕이든, 용납되지 않는 성욕이든 죽음으로 귀결되는 육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나’의 이와 같은 모순된 심리는 자기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던 애욕의

대상이 「봄날」에서처럼 젊은 육체를 지닌 남자가 아닌, 자신처럼 죄를

범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막 출감한 “늙음과 병색”이 완연한 남자로 나타

나도록 만든다.

“이십오 년형을 받았습니다.”

사내는 쥐소리에 어지간히 신경이 쓰이고 불안한 모양이었다. 이십오 년

형을 받을 죄라면 대략 어떠한 죄과일까. 나는 빠르게 손을 놀리며 생각했

다. 사람을 죽였을까.

“몇 번의 감형이 있었고 거기선 선반공으로 있었지요.”

나는 네 손가락이 둘째마디부터 나란히 잘린 그의 손을 보았다.

“결국 십오 년 칠개월을 산 셈이지요.”

“내가 열다섯 살 때의 일이군요.”

내가 열다섯 살 나던 해 어느 날 그는 살인을 했다. 십오 년 전, 노파는

사진틀 속의 어느 날일는지도 모른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끝나고 내일의

날씨를 예보하고 있었다. 나는 십오 년 전의 동일한 어느 날 경험한 갖가지

다른 일들을 생각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주 맑은 날이었거나 혹

은 흐린 날이었을 것이다. 사내는 살인을 하고 노파는 들놀이를 나갔고 나

는 해당화 꽃잎을 붙이고 해변의 솔밭에서 치마를 걷었다. 머리를 깎이겠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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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집에서 내쫓기겠느냐. 젖통도 덜 여문 것이 벌써부터 사내를 밝히다니.

머리를 깎이느니 집에서 내쫓기는 편이 백 배나 나았다.102)

십 오년 전인 젊은 시절의 어느 날 자신의 욕정을 충족시켰던 ‘나’, 자

신의 살의를 충족시켰던 남자, 그리고 가족을 이루고 모범적인 삶을 살

아간 노파 모두 지금은 죽음으로 침윤되어있는 집에 모여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와 남자 그리고 노파 모두 육체로 태어나 죽음이라는

벌을 받는 죄인이며, 죽음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서 벗어

나려고 하는 것과 벗어나지 않고 순응하며 사는 것 모두 결과적으로 다

르지 않다. 따라서 ‘나’는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가 차라리 일탈의 욕망

을 갖지 못하도록 검은 보자기를 뒤집어 씌운다. ‘나’는 새벽에 사내가

집을 떠나고 “달라진 것” 없는 일상을 계속해서 영위해갈 뿐이다.

성에 대해 죄의식을 갖는 주체는 자신의 애욕을 해소하지 못하므로 일

상에서 고독을 느낀다. 성적 육체로 태어나 고독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고통은 ‘서러움’이라는 감정 상태로 표출된다.103) 어머니와 아버지

의 성교로 인해 육체를 받아 세상에 탄생하게 된 주체는 자신의 의지와

는 상관없이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탄

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 속으로 들어간 주체는 자신의 불연속적 육체로

인해 죽기 전까지 성욕 혹은 애욕에 지배당하는 삶을 서러워하며 살아간

다. 따라서 육체로서의 삶을 비천하게 여기는 주체에게 있어 삶은 무엇

보다 고통스러운 형벌로 인식된다. 이로 인해 주체는 자신에게 일방적으

로 부과된 형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를 향한 의지를 지니게 된

다.

102) 위의 글, p. 51.

103) 「비어 있는 들」(1979)의 ‘나’는 아이의 “팬티 위로 조그만 잠지가 비죽 솟아

있는 것을 보자 잠깐 서글픔 같은 것이 가슴을” 적셔옴을 느낀다. 성적 육체로

태어난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는 자신의

애욕을 존재하지 않는 이에 대한 기다림으로 바꾼다. ‘나’는 비애의 감정 속에서

‘그’라는 남자가 지방 소도시의 일상에 갇혀있는 자신을 만나러 오기만을 절박하

게 기다린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동안 보게 되는 것은 죽은 개구리의 피부,

다리 잘린 벌레, 익사한 시체와 같은 죽음의 이미지들일 뿐이다. 이는 이미 ‘나’가

죽음으로 침윤된 일상에 철저하게 절망한 인물임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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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생과 죽음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3.1. 자유에의 의지와 불가능한 속죄

육체로 태어나 성교하여 또 다른 육체를 탄생시킨 후 죽어갈 운명에서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 바깥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는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로 진입하기 이전, 즉 탄생

이전으로 돌아가야 함을 뜻한다. 주체에게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가

인간 육체의 물질적 욕망에 의해 추동되는 추(醜)한 것이었다면 탄생 이

전은 신성하고 영원불변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된다.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 바깥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주체의 자유를 향

한 의지는 바다를 건너고자 하는 주체의 열망으로 나타난다. 바다 건너

에 있다고 믿어지는 탄생 이전의 공간은 섬과 꽃밭(「칩거」(1969), 「번

제」(1971))으로 형상화된다.104) 꽃밭에서 생명은 육체로 존재하지 않고

아름다운 식물인 꽃으로 존재하므로 주체는 육체의 모든 더러운 물질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곳에서 주체는 죽지 않으므로 성적인

육체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는 주체가 완전함으로 존재할 수 있음

을 뜻한다. 성과 죽음에 속박된 육체의 삶을 비천하다고 여기는 주체는

아름다운 꽃밭을 유토피아로 상상하며, 이곳에서 꽃으로 존재했던 자신

이 성행위라는 죄를 범한 두 남녀로 인해 몸을 받고 태어나게 되면서 탄

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 속에 유폐되었다고 여긴다. 무원죄의 공간으로의

이행 즉,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 바깥으로의 이행은 육체의 생을 영속

하려는 일상과 대척되므로 금기시된다.

현재 “철로 밑 빈민촌”에 살고 있는 「칩거」(1969)의 ‘나’는, “개구리

들은 미친 듯 울고, 닭들은 핏똥을 싸며 죽어”가는 집에서 “아내를 안고

104) 완전한 자유가 실현되는 공간으로서의 ‘꽃밭’은 등단 초기 소설에서만 확인되는

모티프이다. 그러나 ‘꽃밭’으로 나타나는 오정희의 유토피아적 상상력은 아동을

독자로 상정하는 동화 장르를 통해 재생된다. 동화 『목마 타고 날아간 이야기』

(2000)에서 명이는 엄마가 진통을 겪고 있던 날 밤, 목마를 타고 “생명의 꽃밭”으

로 날아가 꽃 한 송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을 꾼다. 그 다음날 아침

엄마는 예쁜 여자 아기를 낳는다.(오정희, 『목마 타고 날아간 이야기』, 삼성출

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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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처럼 구겨져 딩”굴고 있다. ‘나’는 고무를 주무르고 그 냄새를 맡는

등 자신의 성욕을 자폐적으로 채우는 데 몰두한다. 그러나 ‘나’는 아이

낳길 원하는 아내에게서 “정욕과, 분간할 수 없는 살의를 느”끼며, 아내

와의 성적 교합은 단지 “서로 나뉜 몸”의 “구차스러운 재확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성욕을 충족시키길 원하지만 성행위가 태아의 출산

으로 이어지는 것에 죄의식을 갖고 있는 ‘나’는 성행위가 육체의 탄생과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공간으로 이행하길 원한다. ‘나’는 무원죄의 공

간인 꽃밭으로 가고자 애인인 윤숙과 함께 동굴 탐사에 나선다.

피난지인 성에서였다. 그곳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그 굴은 주욱 두 갈래로 뚫려져 있다더라. 한끝은 다른 바다로 연해있고

다른 끝에는 넓은 벌판이 있단다. 그 벌판에는 언제나 갖가지 꽃이 피어 있

단다.

날이 맑게 개인 날 언덕엘 올라가면 아주 멀리 조그만 성의 윤곽이 나타

난다. 다시 사람들은 그곳을 손짓하며 말했다.

저어기를 넘어서 한없이 배를 저어가면 다다르는 섬이 있단다. 그 곳은

조금도 춥지 않고, 파도도 치지 않는 곳이란다. 그리고 죽음이 없는 섬이지.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없어. 바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

는 데란다. 우린 절대로 갈 수 없어. 그러나 한없이 배를 저어가면 다다를

수 있어.105)

어린 시절 ‘나’는 피난지에서 동네 아이들과 전쟁 놀이를 하고 있던 도

중 한 동굴의 입구를 발견하게 된다. 어른들은 ‘나’에게 그 동굴은 무척

길고 어두우며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므로 절대 들어가서

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금지된 굴은 “한끝은 다른 바다로 연해

있고 다른 끝에는 넓은 벌판이” 있는 곳으로 “언제나 갖가지 꽃이 피어”

‘나’를 매혹한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무엇보다 “죽음이 없는 섬”이 있다.

동굴의 입구가 피난 중인 가난한 아이들의 전쟁놀이가 벌어지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라면 동굴의 끝은 살아있는 비천한 육체들이 만들

105) 오정희, 「칩거」, 『여류문학』, 1969년 5월호,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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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는 물질적 욕망이 없는 아름다운 곳이다. ‘나’는 이곳을 ‘나’와 다른

성을 지닌 윤숙과 함께 도달하여 그곳에서 수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교

하면서 한 몸처럼 지내고자 한다. 그러나 육체가 탄생해 나온 통로인 동

굴을 거슬러 탄생하기 이전의 꽃밭으로 가는 것은 이미 육체로 탄생한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탄생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곳은 오직 죽은 자들만이 갈 수 있으며, 살아있는 “우린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나’는 애인인 윤숙과 함께 살아 있는 자들에게 금지된 그곳을

찾아 동굴 탐사에 나선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비현실적인 환상과 같은

꽃밭을 찾아 동굴 깊숙이 들어갈수록 ‘나’와 윤숙은 어둠으로 길을 잃고

헤맬 뿐이다.

어서 이곳을 빠져 나가고 싶어. 윤숙이 힘없이 굴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추워요. 그녀가 몸을 옹송그렸다. 그녀의 머리가 내 어깨에 기대왔다. 무서

워요, 집엘 가고 싶어. 어서 여기서 나가게 해줘. 윤숙이 흐느낌을 잇새로

내 뿜었다. 널 사랑해, 그리고 우린 나갈 수 있어. 내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

렸다. 나는 내 목소리를, 그것이 갖는 내용을 실감할 수 없었다. 나는 윤숙

을 끌어당겼다. 뺨에 차디찬 그녀의 눈물을 느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린

확신을 가져야 해. 그녀는 거의 듣지 않고 있었다.

...(중략)...

나는 반발하듯 그녀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나의 밑에, 공포에

싸인 갑충을 느꼈다. 윤숙의 피부는 싸느랗게 식고 긴장해 있었다. 끈끈한

정욕은 조금치도 현상에의 망각을 도와주지 않았다. 나는 탈진했을 뿐이다.

우린 다시 굴바닥에 쭈그리고 앉았다. 윤숙은,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라든

가 이제부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든가 공포로 죽을 수밖엔 없다든가, 라는

말들을 하지 않았다. 그저 쥐가 날 정도로 내손을 쥐고 있을 뿐이었다. 윤

숙의 손은 아아 이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저편 어느

만큼 쯤에 우리를 위하여 마련된 꽃밭의 전설은 믿지 않고 있었다.106)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동굴에서 ‘나’는 죽음

106) 위의 글,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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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포로 우는 윤숙을 달래며 우리는 사랑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윤숙과 성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나’는 “끈끈한 정욕”으로 인해 탈진하

고 윤숙은 “공포에 싸인 갑충”이 되면서 꽃밭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각

자의 비천한 육체를 확인했을 뿐이다. 이로써 ‘나’와 윤숙의 “꽃밭의 전

설”을 찾아가고자 하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그들은 일상인들에

의해 동굴 밖으로 강제로 끌려나온다.

윤숙은 한갓 짐승처럼 나동그라져 있었다. 윤숙의 왼쪽 다리는 허벅지까지

완전히 없었고 눈에 띄게 부른 배를 하고 있었다. 윤숙은 다리의 고통을 외

치고 있었다. 나를 알아보는 성싶지는 않았다. 나는 두 눈을 가리고 돌아섰

다.

수치심과, 참으로 처음 고개드는 죄책감과, 그보다도 은폐하려는, 그녀에

게 반영된 자신을 보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강하게 작용했다. 내 속에

서 은밀히 작용하던 그녀에의 배반이 윤숙의 좁고 어두운 자궁안에서 확실

한 형태로 형성되어 나에게 도전하고 있었다.107)

꽃밭으로의 도달이 좌절되고 동굴 바깥으로 구조되어 나온 ‘나’와 윤숙

은 사고 이후로 불구의 육체를 지니게 된다. ‘나’는 장님이 되었으며, 윤

숙은 정신분열이 되고 한쪽 다리가 잘린다. 이들이 불구의 육체가 되어

동굴 밖으로 끌려나갔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성적 육체로 태어나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암시한다.108) 따라서 ‘나’에게 성관계의 결과로 생겨

난 태아는 “윤숙의 좁고 어두운 자궁안에서 확실한 형태로 형성되어 나

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뱃속의 태아는 ‘나’가 육체로부터 자율

적일 수 없는 존재, 결코 완전으로 존재할 수 없는 비천한 육체라는 사

실을 확인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임신한 윤숙을 보며 “수치심과,

참으로 고개드는 죄책감”을 느낀다.

107) 위의 글, p. 154.

108) 최윤정은 불구의 육체를 세계와 화해할 수 없는 주체의 자폐적 내면 공간으로

해석한다.(최윤정, 「부재(不在)의 정치성(精緻性)」, 『작가세계』, 1995년 여름

호,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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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알을 옮기고 있어요. 아내는 자꾸 외친다. 나는 안경을 눈에 갖다

댄다. 나는 처음으로 볼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러나 눈앞은 검은막뿐이다. 샛카맣고 탄력 있는,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커어튼이었다.

어머, 저걸 봐요. 알을 나르고 있어요. 아내가 내 손을 잡아 끌며 안타깝

게 소리쳤다. 단지 그 사실만을 인정한다면 다시 눈이 밝아져서 일체의 모

든 것을 환히 볼 수 있는데 왜 당신은 쭈그리고만 있느냐는 힐난이 숨어

있는 외침이었다.

나는 오싹 추위를 느꼈다.

목이 몹시 마르다.

나는 아직도 윤숙이, 그녀와 결합했던 굴 속에서 까마득한 굴벽을 더듬고

있음을 알았다.109)

그러나 ‘나’는 동굴 탐사에 실패하여 다시 점액질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므로 성을 지니고 태어난

비천한 육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가 맹인이 되었다는 소설

의 설정은 불완전한 육체적 존재인 ‘나’의 비천함을 상징함과 동시에 ‘나’

가 성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고 있음을 나타내

기도 한다. 소설의 말미에서 ‘나’의 아내는 알을 나르는 개미들의 행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그래야 세상을 다

시 볼 수 있다고 힐난한다. 그러나 ‘나’는 성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로

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기 위해 스스로 눈을 감고 맹인으로 살기를 선택한

다. 개미들의 알을 보지 않는 대신 ‘나’는 눈을 뜨지 않고 꽃밭의 비경을,

파도치는 바다와 푸른 숲을 윤숙과 함께 보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칩거」의 ‘나’가 꽃밭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은 ‘나’가 결코 성욕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번제」(1971)의 ‘나’는 성에 죄

의식을 지니고 이를 속죄함으로써 바다를 건너고자 한다. 이때의 속죄는

파괴와 정화의 원형상징인 ‘불’로써 이루어진다.110) 「번제」에서 자신을

109) 위의 글, p. 155.

110) 오정희 소설에서 불은 파괴와 정화라는 원형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바슐라르는

불이 물질들을 분리시키고 물질적 불순성들을 소멸시킴으로써 정화 기능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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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의 감옥에 감금된 죄인으로 여기는 ‘나’는 바다 건너에 있는 성스러

운 어머니와 재결합함으로써 육체로 탄생한 자신을 부정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논의하는 ‘성스러운 어머니’는 기존 연구에서 오정희 소설이 지니

는 원초적 모성성으로 해석되어왔다.111) 이들 연구는 주체가 원초적 모

성성을 추구함으로써 상징계에 의해 강제로 분리된 전오이디푸스적 어머

니와 결합하고 이로써 가부장제에 반항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와 같

은 해석은 어머니를 완전무결한 존재로 신성시하는 가부장적 해석과 차

별성을 획득하는 데 실패한다. 어머니와의 결합을 퇴행으로 보는 정신분

석학의 발전론적 관점과 거리를 두고 여기에 페미니즘적 의의를 부여하

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라는 타자와의 결합이 어

떻게 상징계를 타파하여 (혹은 타파를 시도하여)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

고 있는지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예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들 연구에서 이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며, 단지 바뀐 것은 분석 용

어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논조의 연구들은 본고가 육체성의

부정이라고 해석한 어머니에 대한 혐오를 가부장제가 강제로 부과한 모

성 이데올로기의 거부로 해석한다.112) 이와 같은 가부장제와 원초적 모

성성의 분리는 모성의 긍정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생명 존중의 윤리로

연결된다. 모성성은 무엇보다 생명의 원천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113)

본고는 오정희 소설에서 그려지는 결합의 대상으로서의 어머니 상(像)

이 전오이디푸스기에 대한 무의식적 기억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육

다고 말한다.(Gaston Bachelard, 김병욱 옮김, 『불의 정신분석』, 이학사, p. 190

참조.) 이와 같은 불의 정화 의식은 불이 인간을 불멸하는 존재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결된다. 물질인 육체를 불에 태움으로써 신성한 영혼은 불멸

하는 신들의 세계로 상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은 속죄와 희생제의의 의

미를 지니기도 한다.(장영란, 「불의 상징과 형이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38집, 2008 참조.)

111) 윤주영, 앞의 논문, 2005; 이유진, 앞의 논문, 2008; 강지희, 앞의 논문, 2011.

112) 심진경, 「오정희 초기 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한국문학과 모성성』,

1998; 김미현, 「오정희 소설의 모성성에 대한 재해석 - 「번제」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7집, 2010; 김경수, 「여성적 광기와 그 심리적 원천-오정희 초

기소설의 재해석」, 『작가세계』 제25집, 1995.

113) 황도경, 「뒤틀린 성(性), 부서진 육체-오정희 소설의 한 풍경」, 『욕망의 그

늘』, 하늘연못,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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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동물성과 물질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주체의 심리적 환상에서 비롯

되는 것임을 전제한다. 어머니의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않았다는 환

상은 자신이 어머니 육체의 잉여물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행위의 결과

우연히 만들어진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은폐해준다. ‘성스러운 어머니’의

임신은 남녀 간 성행위의 결과가 아닌 무원죄 잉태이므로 주체를 성과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며 따라서 자기를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도 보호해준다.114)

「번제」의 ‘나’는 천주교 계통에서 경영하는 자선 병원에 정신병으로

입원해있는 여성 환자이다. ‘나’는 창을 경계로 지상과 지하가 위계적으

로 구분되어 있는 병원의 지하 병실에 갇혀 의사에 의해 동물처럼 “사

육”되고 있다. ‘나’는 창밖의 세계를 ‘외계’라고 지칭하며 하루 종일 지나

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남♂과 여♀로 구분하여 세고 그 사람들의 성기를

암시하는 다리를 센다. ‘나’에게 있어 세상은 반드시 소멸이 예정되어 있

는 육체들, 그러므로 성을 가지고 태어난 육체들로 이루어진 곳이다. ‘나’

는 자신 역시 그러한 생명으로 태어나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속에

서 한 마리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성(性)도, 색정도, 간단없이 찾아와 축

축이 가슴을 적시는 사랑”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 좌절한

다. 이러한 좌절감은 자기를 파괴하고자 하는 ‘살의’로 이어지고 거기서

‘나’는 마조히즘적 ‘쾌락’을 느낀다.

침대머리에 매달린 천 시시 링거병이 삼분의 일쯤 비어 있고 나는 내 팔

에 꽂힌 금속의 바늘과 과도의 무딘 날에서 번득이는 살의를 감지하여 칼

날이 물체에 파고들어 묵직한 니켈제의 자루를 통해 손에 느껴지는 살아

있는 것의 꿈틀거림, 지방질의 두꺼운 켜에서 전해지던 눅눅함이 주는 거의

관능적인 쾌락을 감득하고 몸서리를 쳤다.115)

114) 크리스테바는 이러한 성스러운 어머니에 대한 환상을 ‘동정녀’ 환상이라 일컫는

다. 동정녀 환상은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사이의 주름을 은폐해줌으로써

나를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여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 크리스테바는 주체의 동

정녀 환상이 자신이 어머니와 분리된 존재라는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일차 나르시

시즘을 유지하게 해주는 여성적 편집증의 대용품이라고 말한다.(Kelly Oliver, 박

재열 옮김, 『크리스테바 읽기』, 시와반시사, 1997, p. 85 참조.)

115) 오정희, 「번제」,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2009, pp. 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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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틀에는 먹다 남긴 한 조각의 비프스테이크가 축축이 썩어가고 있었다. 살

모넬라, 살모넬라의 원무. 나는 부패되어가는 한 점의 고깃덩어리를, 살아

있는 것, 생명 있는 물체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와 반감으로 집요하게 관찰

했다. 팔뚝에는 잘디잔 소름이 돋아 있었다.116)

반드시 죽어 부패하는 “생명 있는 물체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와 반

감”,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길들지 않은 한 마리의 작은 짐승”117)과 같

은,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성욕을 타고나는 생명체들에 대한 혐오와 반

감은 자기 자신과 외부의 대상을 향한 “번득이는 살의”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혐오와 반감”은 육체로서의 자신을 부정하기 위해 이성인 남자

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게 만들기도 한다. 다음의 예문에서처럼 ‘나’에게

있어 남자와의 성교는 서로 다른 몸과 몸이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싸움”

과 같은 폭력의 경험, “들짐승”과 같은 동물의 교접 경험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순경의 호각 소리가 들리자 그는 나를 후미진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우리는 밤새도록 싸웠다. 누군가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듯한 싸움이었

다.

그는 내가 빠져 있는 바다에서, 늙은 영감의 손아귀에서 나를 빼내려는

기사처럼 용감하게 두들겨대고 나는 날이 밝을 무렵에는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그의 지껄이는 소리를 환청처럼 듣고 있었다.

우리가 결합하는 데 그렇게 많은 단서와 왜곡이 필요했던 것이냐. 우리는

한 쌍의 새처럼, 들짐승처럼 그렇게 교접할 수는 없는 것이냐. 우리는 이미

신의 자식도, 광대도 아니다. 나뭇잎을 엮어 행악을 가리고 서로의 어깨를

의지하여 어디건 떠나야 했던 마르고 보기 흉한 두 개의 다리들을 인정해

주자꾸나. 그는 이런 따위 연극조의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주절거렸다.118)

116) 위의 글, p. 167.

117) 위의 글, p. 172.

118) 위의 글, p. 174.



- 72 -

‘나’에게 이성과의 성관계란 육체의 동물적인 충동에 의해 행해지는 것

에 지나지 않으므로, 육체가 느끼는 성적인 자극은 불쾌와 혐오를 유발

하여 성적 자극을 쾌락이 아닌 폭력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나’의 애인인

그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나’를 설득하기 위해 “우리는 이미 신의 자식”

이 아닌 “한 쌍의 새”와 “들짐승”에 불과하며, 에덴을 쫓겨나면서부터 얻

어진 “마르고 보기 흉한 두 개의 다리들” 즉 성기를 인정해야한다고 말

한다.119) ‘나’는 그와의 지속된 성관계의 결과 임신하게 된 아이를 낙태

하면서 “우리는 이미 신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그의 말을 절망적으로 되

풀이한다. ‘나’에게 있어 이성과의 성관계와 그것의 부수적 결과인 임신

은 또 다른 육체, 즉 성과 죽음에 종속되는 육체를 만드는 일, 곧 죄를

짓는 일에 불과하므로 육체를 재탄생시키지 않기 위해 낙태하는 것이다.

이성과의 성관계와 임신은 자신이 어머니의 육체로부터 탄생하여 성과

죽음에 붙들려 있는 비천한 육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

시키므로 ‘나’는 남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때 ‘나’의 육체의 부정은 기독교 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의 죽은 어머니를 향한다. ‘나’에게 있어 기독교의 신은 “질투심이 많고

노여움이 많은 늙은 영감”으로 ‘나’가 또 다른 알을 “생성”할 수 있는 성

관계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며 비난하는 존재일 뿐이다. 오히려 ‘나’는 애

인과 함께 교회에서 들려오는 기도소리를 들으며 “속죄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 틈에서 떨어져나와 홀로 있다는, 혹은 연대감의 상실”을 느낀다.

‘나’는 그와 “달짝지근한 서러움으로 밀착”되었다고 말한 이후 그와 첫

관계를 갖는다. 육체로 탄생한 죄는 신에 의지하여 속죄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가 성관계에

대해 갖는 거부감은 성을 금지함으로써 ‘나’를 일방적으로 구속하는 부성

적인 기독교 신을 향한 죄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죽음에 대한 공

119) 이지우는 ‘나’가 성을 죄로 여기며 ‘나’에게 성관계를 유혹하는 그가 에덴 동산

에서의 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바다에 ‘빠지는’ 것과 죄악에 ‘빠

지는’ 것이 동일한 것임을 밝혀낸다. 그러나 ‘나’가 성을 죄로 인식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어머니와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신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

고 분석함으로써, 본고와 논조를 달리 한다.(이지우, 「오정희 소설의 상징성 연

구」,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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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와 죄의식에서 비롯된다. ‘나’가 육체를 부정하기 위해 결합하려고 하

는 어머니는 육체로 ‘나’를 낳지 않은 성스러운 어머니이므로 신과 마찬

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화와 죽음에서 벗어나 있다. 시간과 죽음

에 종속된 혐오스러운 어머니의 육체와 달리 성스러운 어머니는 ‘꽃’처럼

우아하고 아름답다.

간단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먹혀 톱날같이 들쭉날쭉한 해변을 걸으며 어

머니는 자주 쥐고 있던 내 손을 놓고 머리칼을 쓸어올렸다. 머리칼을 긁어

올리는 어머니의 여윈 손길은 종내 슬며시 목덜미로 흘러내리고 그러한 동

작은 거의 무의식적인 듯했으나 그네의 창백하고 섬세해 뵈는 목덜미처럼

여간 우아한 것이 아니어서 나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따라가는 중에도

매양 감탄을 하곤 했다.

나는 자주 걸음을 멈춰 고무신의 모래를 터는 시늉으로 허리를 굽혔다.

치마의 앞이 들리도록 불룩한 배가 어머니의 눈에 뜨일 게 두려웠던 것이

다.120)

성스러운 어머니와 결합하고자 하는 ‘나’의 열망은 꿈으로 실현된다.

꿈에서 ‘나’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어머니를 뒤쫓아 가며 어머니가 ‘나’의

임신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한다. 어머니가 ‘나’의 임신 사실을

안 순간 “한 개의 알”로 표현되는 어머니와 ‘나’의 결합은 깨어지기 때문

이다. “어머니가 손에 십자가를 쥐고 타계했을 때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나는 그녀와 굳게 결합되어 있었다.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친화력이 생겨 있었다”라는 언급은 ‘나’와 어머

니의 결합이 ‘나’의 비현실적인 믿음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

이 아직 어머니의 몸 밖으로 태어나지 않은 “한 개의 알”이라는 믿음은

자신이 육체를 부여받지 않은 존재 즉 성과 죽음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

라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며, 이러한 비현실적인 믿음은 죄의식으로부

터 주체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나’의 환상은 자신이 육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임신

120) 위의 글,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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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깨어질 수밖에 없다. 성스러운 어머니와 ‘나’의 결합은 ‘나’가 바

다에 빠져 “뱃속의 아이가 목에 건 돌멩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중량감으

로 끌어내”121)림으로써 깨어진다. ‘나’와 어머니 사이의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심연을 상징하는 바다는 「번제」의 첫 문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기독교에서 원죄를 상징하는 “거대한 한 마리의 뱀”으로 비유된

다.122)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는 곧 ‘죄’인 것으로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육체로 태어났다는 것은 성과 죽음에의 속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나’는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는 자신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

해, 이로써 자신의 육체를 부정하기 위해 임신한 아이를 낙태한다.

그러나 밤마다 거듭되는 그와의 끈질긴 싸움 끝에 어느 날 문득 최초로

잉태의 기미를 손끝으로 느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서 완벽하게

떨어져나온 격렬한 충격을 맛보아야 했다. 나는 내 속에 또 다른 하나의 알

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아이를 죽여버리기로 작정한 순간 나는 이미 두 손에 피

를 잔뜩 묻힌 듯 섬뜩한 느낌이 들었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양의 모

습을 본 듯하였다. 나는 그 일을 조용히 은밀하게 해치울 수 있었다. 그것

은 너무도 쉽게 치러진 것이어서 오히려 어머니가 이러한 것을 제물로서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아할 정도였다.123)

아브라함이 신을 향한 굳은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아들 이삭을 번제하

듯이 ‘나’는 임신한 아이를 속죄양으로 삼아 성행위한 죄를 사면 받고 어

머니와의 굳건한 결합에 대한 ‘나’의 비현실적인 믿음을 증명하고자 한

다. 그러나 ‘나’는 정작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고 난 이후, 어머니와 결합

되어 있다는 환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낙태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나’는 자신이 낙태한 아이의 환영

121) 위의 글, p. 159.

122) 오정희의 소설에서 뱀이 등장하는 소설은 「유년의 뜰」(1980), 「하지」

(1982), 「지금은 고요할 때」(1983) 등이 있다. 이들 소설에서는 남녀 간의 성관

계가 뱀으로 암시되면서 성을 인간의 죄로 여긴다. 「구부러진 길 저쪽」(1995)

에서 인자는 자기가 임신한 아이가 뱀의 알일지 모른다고도 생각한다.

123) 위의 글,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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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등산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혼이 꽃으로 가득 피어 있단다. 그 한 송이 한 송이의 꽃들이

머지않아 지상에 태어날 아이들의 영혼이지. 그런데 심술궂고 늙은 마녀

가 때때로 몰래 숨어 들어가 꽃송이를 잘라 치마폭에 감춰 사라지곤 한

대나. 그럼 시든 꽃들은 다시는 생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야.”124) 꽃밭

에서 꽃으로 존재하던 자신의 뱃속 아이를 육체로 탄생시키지 않기 위해

낙태했으나, 결국 생명을 영원히 받지 못하는 “시든 꽃”으로 만들어버렸

기 때문이다.

햇빛이 안 드는 오전 내내 하릴없이 나는 자주 손을 씻었다. 이즈음 내게

생긴 새로운 버릇은 쉴새없이 손을 씻는 것이었다. 죽여버린 아이가 생각키

울 때, 의사의 완고하고 건조한 눈이 생각키울 때, 또한 어젯밤처럼 꿈속에

서 어머니를 보았을 때 나는 씻고 씻고 또 씻었다.125)

위의 예문과 같은 ‘나’의 강박적인 손씻기는 ‘나’가 낙태한 아이에 대해

갖는 죄책감을 단면적으로 드러낸다. ‘나’는 예수 인형으로부터 들려오는

“태어나지 않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환

청에 공포에 가까운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자신이 육체

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성스러운 어머니와의 상상적 결합을 고집한

다. ‘나’의 정신병은 낙태한 아이에 대해 갖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

고 고집하는 성스러운 어머니에 대한 환상의 마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두 양립불가능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또 다른 환상을 만들

어낸다. 부활절날 아이들이 노란 수선화를 든 예수 인형을 들고 자신을

방문하자. ‘나’는 자신이 낙태한 아이가 부활하여 자기 곁으로 온 것이라

고 망상한다. ‘나’는 예수 인형에게 수유를 시도하기도 하고, 의사에게

“나일론제의, 탯줄보다 질기고 강인한 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로써

‘나’는 성스러운 어머니와의 결합 대상을 죽은 어머니가 아닌 낙태한 아

이로 바꾼다. ‘나’는 죽은 어머니가 아닌 낙태한 아이의 대리물인 예수

124) 오정희, 앞의 글, p. 177. 여기서 “등산”은 “동산”의 오기(誤記)로 추정된다.

125) 위의 글,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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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과 굳건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믿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어머니의 자

궁에 부착된 “한 개의 알”이 아니라 그 “한 개의 알”을 품은 성스러운

어머니 즉 동정녀로 치환한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나’의 이러한 환상은 여전한 죄책감을 남겨 “바다 건너 한 마리의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이 남아있어 나는 자꾸 손을 씻는 것이었

다”라는 소설의 마지막 서술을 남기게 된다. 이로써 임신한 아이를 속죄

양으로 삼아 성행위한 죄를 사면 받고 성스러운 어머니와 재결합하고자

한 ‘나’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다.

육체로 태어나 성행위하며 살아가야 하는 죄를 궁극적으로 사면받기

위해서는 자기 육체를 직접 속죄의 제물로 삼아야 한다. 「목련초」

(1975)에서 ‘나’는 자기 육체를 불에 태워 죽임으로써 이루어지는 속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벌인다. 이와 같은 내적 갈등

은 ‘나’가 목련을 그리고자 하지만 차마 그릴 수 없는 고뇌로 나타난다.

‘나’는 남편의 외도로 남편과 헤어지게 된 이후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불

타 죽은 몸에서 밤마다 피어났던 목련을 그리고자 하는 열망에 강하게

사로잡힌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영예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했

던 남편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시앗’을 만드는 걸 보면서 ‘나’는

어린 시절 목격했던 진실, 오로지 죽음으로써만 비천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게 된다. 다음 예문은 ‘나’가 생

(生)을 유지하기 위해 외면해왔던 진실을 처음 접하게 된 순간을 보여준

다. 이 장면은 ‘나’를 사로잡는 목련의 이미지가 죽음이라는 절정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한다.

간신히 마루로 나온 어머니가 툇돌 아래로 구른다고 생각한 순간 어머니

는 벌떡 일어섰다. 굉장히 큰 키였다. 이제 불은 저고리 소매에 붙어 원색

의 휘장처럼 펄럭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불꽃나무였다. 그리고 불을 끄기

위해,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달려나오려 하는 듯했으나 선 자리에서 그

긴 두 팔을 휘둘러대며 춤추듯 겅중겅중 뛰기만 할 뿐이었다. 마치 굿판에

서처럼 어머니는 거대한 불꽃나무가 되어 타고 있었다. 나는 도대체 달려들

엄두를 못 내고 허둥대기만 하는 사람들 틈에 숨어 서서 그것을 끝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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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귀신이란 귀신은 모

조리 불러내어 일생 단 한 번의 성대한 굿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넋이야, 넋이로구나. 녹양심산 첫 넋이여, 넋을랑 넋반에 담고 신의 신첸

관에 담어 올려다보니 만학천봉, 내려다보니 백사지라.

어허허 왔소 내가 왔소. 만신의 입을 빌고 몸을 빌어 내가 왔소. 어허허,

생전에 이루지 못하고 황천객 되어 왔소.

나는 그때 분명히 굿거리 장단에 맞춘 어머니의 구성진 지노귀 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쓰러졌다. 쓰러져서도 어머니의 몸은 생솔가지에

불붙듯 그렇게 오래오래 기름진 불꽃으로 타고 있었고 그 위로 대들보가

흡사 한 마리의 구렁이처럼 무겁게 눌러내렸다.

어머니의 시체는 풀에 덮여 뒷산에 버려졌다. 풀도 썩고 살도 썩어 뼈만

희게 남아야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뒷산에는 여름내, 가으내, 온

갖 들짐승 날짐승이 들끓고 새파란 쉬파리떼들이 다글거렸다. 그러나 어머

니의 뼈는 여름을 넘기고 가을이 되고 흰 눈을 둘러쓰고 겨울을 지난 뒤에

도 백골이 되지 못했다. 두텁게 덮였던 풀들도 썩고 마르고, 먼지처럼 날아

흐트러져버렸는데도 군데군데 송진처럼 살점이 엉긴 뼈는 시커멓기만 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것은 하얗게 빛을 내고 있었다. 희푸르게 파작파작

타오르는 그것은 흡사 꽃이었다. 밤으론 마디마디 흰 꽃을 피워내고 마침내

하나의 커다란 꽃으로 피어나는 어머니의 뼈는 아침이 되면, 꽃을 다 피워

내어 껍질만 남은 고목의 등걸처럼 더욱 시커멓게 썩어 있었다.126)

어린 시절 ‘나’는 무당인 어머니가 불에 타 죽는 장면을 몰래 숨어서

끝까지 지켜보는 경험을 한다. ‘나’는 불에 타고 있는 어머니가 죽음이라

는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폭력에 의해 시체라는 ‘무(無)’의 상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 단 한 번의 성대한 굿”을 벌이고 있으며,

“거대한 불꽃나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불에 의해 태워

지는 것이 아닌 직접 자신의 육신을 불에 집어던진 것으로, 불에 자신을

격렬하게 태움으로써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자유, 어머니가 살아있

을 적에 노래로만 불렀던 “청산”에 가는 자유를 성취해낸다. 어머니는

자기 육체를 직접 희생 제물로 삼아 죽음을 제의로 만들어 신성을 획득

126) 오정희, 「목련초」,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1997, pp.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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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연 법칙으로서의 죽음을 초월하게 된다. 어머니는 죽어서도 계절

의 순환이라는 자연 법칙에 종속되지 않고, 밤마다 ‘꽃’으로 피어나며 신

성을 향한 정념을 무한히 발산한다. ‘불꽃나무’라는 존재의 자유를 이루

어낸 어머니에게는 살아있는 육체적 존재로서는 불가능했던 무한정, 영

원이 부여되면서 신성의 세계에 돌입한다. 죽은 후에도 사그라들지 않는

신성을 향한 정념은 목련꽃으로 피어나, 목련은 죽음의 동물성을 부정하

고 신성의 의미를 띠게 된 순수 자유를 상징하게 된다.

어머니가 이루어낸 존재의 자유는 어린 ‘나’에게 떨쳐낼 수 없는 매혹

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공포스러운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나’는 불 타 죽

은 “어머니의 죄 많은 뼈”에서 “순결한 처녀의 혼백”으로 피어나는 목련

을 보면서 이에 매혹을 느끼는 동시에 공포스러워 한다. 어머니가 죽기

이전에 ‘나’는 무당인 어머니의 신성한 세계와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일

상 세계를 왕래하면서 자신이 속할 세계를 명확하게 경계 짓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기 육체를 불에 태워 속죄하고 자유를 얻어내자 신성

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나’에게 죽음의 공포로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

오게 된다. 죽음에 의해 얻어지는 자유는 일상 세계에서 금기이기 때문

에 어머니의 시체는 사람들에 의해 매장되지 못하고 버려진다. ‘나’를 포

함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일상 세계의 사람들은 자유가 성취되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 양 어머니의 시체를 외면한다. 이로 인해 어머니가 이루

어낸 자유는 일상 세계에서 범접이 금지된 금기의 의미를 갖게 된다. 따

라서 어머니의 뼈에서 피어나는 목련꽃은 낮에는 필 수 없고 밤에만 피

어나게 된다.

아, 밤의 이야기라면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누구나가 늑골 깊숙이

숨겨가지고 있는 밤, 밤의 기억, 기억들. 나는 손안에 쥐고 있던 소주를 단

숨에 입 안에 털어넣었다.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와 함께 거룻배를 타고 밤도망질을

치던 자욱한 밤, 그때 나는 뱃멀미와 두려움 속에서 바다의 울음처럼 들리

는 어머니의 음성을 아침이 올 때까지 듣고 있었다. 삼현육각(三絃六角)에

잡힌 시나위 가락이 밤새 꿈결같이 들려왔던 것이다. 그것은 내 생애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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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미세한 부분까지 휘어잡고 지배하리라는, 그리고 어떠한 열기도 투명

함도 자욱이 뒤덮어버리리라는 예감과 공포로 어느 꿈결에서도 잠결에서도

나를 깨어나게 했다.

밤이라면 나도 잘 알아요.

나는 두 번째 소주잔을 입에 가져가며 한수씨에게 자신있게 말했다.

밤마다 목련이 핀다는 얘기?127)

목련꽃이라는 죽음이 이루어낸 자유는 아름답지만 금기의 위반을 의미

한다는 점에서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나’는 아버지와 의붓 어머니

와 함께 “밤도망”을 쳐 어머니가 이루어낸 두려운 신성의 세계로부터 도

망간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욕망은 완전히 억압되지 못하고, “내 생애의

어떠한 미세한 부분”까지 지배한다. 죽음이 이루어내는 자유에 대한 매

혹은 여전히 ‘나’에게 잠재되어 ‘나’의 내면에서 목련의 이미지로 떠올라

목련을 그려야 한다는 열망을 낳는다. 낮에는 용납될 수 없는 “밤의 이

야기”로 치부되는, 일상의 세계에서는 부정되어야 할 죽음에 대한 욕망

은 이를 외면하고자 하는 ‘나’의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죽지 않고서

는 ‘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자유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목련은 존

재의 자유의 차원을 넘어서 ‘나’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신성한 우주 원

리의 비밀을 의미하게 된다.

목련(木蓮)을 그리시오, 만다라(曼茶羅)를 그리시오.128)

목련은 순수 자유의 차원을 넘어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를 표상하는 만

다라의 지위를 갖게 된다. ‘나’가 처해있는 가변적인 물질 세계를 초월하

는 만다라는 영원과 불멸하는 본질을 상징하게 되며, 목련이 ‘나’에게 보

다 적극적인 의미를 띠어갈수록 목련을 그리고자하는 ‘나’의 열망 역시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우주의 신성한 이치를 깨닫는 것은 살아있는

육체적 존재에게는 불가능한 일로 결국 신성한 목련, 만다라를 그리고자

127) 위의 글, p. 106.

128) 위의 글,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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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나’의 자유를 향한 열망, 자유의 가장 극단에 가닿고자 하는 ‘나’의

열망은 실현되지 못한다. 단지 ‘나’는 자신이 결코 신성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살아있는 육체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비관하고 자조하는

한수 씨와 하룻밤의 정사를 벌일 뿐이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고 재차 묻는 내게 한수씨는 다문 입새로 나지막이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라고 내뱉었다. 나는 퍼뜩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웃음기 하나 없이 차가운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팔을 풀

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내 속에는 어머니를 버리고 달아나던 날 밤

의 자욱한 어둠이 급류가 되어 밀려들어오고 그 너머 어디선가에 흰 목련

들이 소리를 내며 터지고 있었다. 나를 이윽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함몰시

키고야 말 꽃들이.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밤의 어지러운 꿈자리에서, 그리

고 새벽, 세숫물에 손을 담그다가 선뜩한 느낌에 진저리를 치며 아아, 나는

여태껏 느낌으로만 살아왔구나, 곤충이 촉각으로 살 듯 나는 그저 느낌으로

만 살아왔구나, 라는 것이 날카로운 정으로 골을 쪼개듯 쨍하니 선명한 의

식으로 다가들 때마다, 무언가 저질러버리고 싶다는, 풀무처럼 단내를 풍기

며 뜨겁게 달아오르는 온갖 타락에 대한 열망, 죄악에 대한 열망에 시달릴

때마다 어머니의 뼈에서 피어나던 목련은 어둡고 민감하게 스멀대며 살아

나곤 하였다.

좋아요.

나는 한수씨의 팔에 자연스럽게 내 팔을 끼었다.

우리는 서둘러 자욱한 바다를 건넜다.

귀에는 밤새도록 칭칭한 시나위 가락이 감겨들었다.

넋이야, 넋이로구나, 녹양심산 첫 넋이여, 넋을랑 넋반에 담고 ---

그러나 아무리 내가 밤마다 끝없는 절망과 비상(飛翔)과 추락을 거듭하여

거대한 잠속에 빠져든다 해도 내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목련을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밤마다, 남편의 지문이 화인(火印)처럼 묻어나는

곳곳에서 피어나던 목련. 차라리 수천, 수만 송이의 만다라로 흐트러져 피

어나던 그것을 그릴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129)

129) 위의 글, pp.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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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성욕이라는 자기 육체에 잠재한 “타락에 대한 열망, 죄악에 대

한 열망”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자신은 결코 목련꽃을 그

릴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한수 씨와 자기 파괴적인 심사에서 정사

를 벌인다. 그러나 ‘나’는 한수 씨와 “자욱한 바다”로 표현되는 격렬하고

도피적인 정사를 벌이는 동안에도 만다라로 피어나는 목련의 환영에 여

전히 붙잡혀있다. ‘나’는 죽지 않고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자

유를 향한 괴로운 정념에 여전히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130)

성을 고리로 한 탄생과 죽음의 연쇄에서 벗어나 신성한 아름다움, 완

전함에 가닿으려는 주체의 노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을 요구한다.

주체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세계는 성과 죽음에 지배당하는 육체가 없는

세계이나, 주체는 자신의 육체를 벗어나서는 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신성한 아름다움, 완전함을 희구하면 희구할수록 육체를 떠날 수 없

는 주체는 더욱 큰 고통을 받을 뿐이다. 따라서 주체가 본질적 세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실재하는 자신의 자연적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자기 자

신을 기만했다는 위선의 극치를 반증할 뿐이다.131)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를 이탈하고자 하는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 자체를 불로써 파괴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불의 강」(1977)에서 “거미가 등에 새끼를 잔뜩 싣고”가는 “거미의 생

리”를 끔찍하게 여기는 ‘나’의 남편은 일상 세계를 향한 적의를 발전소를

방화하는 것으로 표출한다.

그때 그는 타지에서 온 손님에게 자기 고장의 명소를 소개하는 학생처럼

겸손하게, 그러나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발전소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강둑에 천막을 치고 살았지. 우리뿐이 아니었어.

집을 잃은 사람들은 거적 하나만 들고 이곳으로 모여들었으니까. 아침에 눈

130) 그러므로 아름다운 목련꽃의 의미는 ‘나’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성욕의 예술적

승화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목련이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두

개의 머리가 돋은 독사처럼 강렬하게 피어나고 있는 목련”(위의 글, pp. 98-99)과

같은 뱀으로 비유됨으로써 암시되기도 한다.

131) 이종영, 「제1장 자유의 윤곽」, 『가학증, 타자성, 자유』, p.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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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뜨면 강을 향해 오줌을 깔기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곤 했어. 늘 배가

고팠지. 그래서 배가 참을 수 없이 고파질 때까지 강에서 헤엄을 치곤 했

어. 섬까지 헤엄쳐가서 설익은 땅콩밭을 두더지처럼 뒤집는 것이 일과였지.

그리곤 지쳐 늘어져 모래펄에 널브러져 하염없이 강 건너의 발전소를 바라

보는 것이었어. 정신이 까무러칠 정도로 배가 고파진 눈에 발전소는 굉장해

보였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훌륭한 집을 두고도 움막에서만 살 뿐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 살 엄두를 못 내었어. 전쟁 때 그 안에서 대량학살이

있었거든. 사람들은 한데 몰아넣고 그냥 개 패듯 때려 죽였다는 거야. 벽에

는 그때의 사람들의 핏자국과 살점이 남아 있다느니, 때로 우리들이 건져내

는, 강물에 떠내려오는 갓난 핏덩이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느니, 발

전소가 돌아갈 무렵 감전되어 죽은 사람들이 밤마다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느니, 남의 눈을 피해 발전소 속에 들어가 아이를 낳은 처녀가 아이를

죽이고 끝내 미쳐 그 주위를 아이를 찾으며 어슬렁거린다는 말들이 종잡을

수 없이 떠돌고, 그것은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차츰 불가사의한 모습

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온갖 신화를 만들어내었지.132)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에 종속된 비천한 육체의 삶은 위의 인용에서

처럼, 배고픔에 허덕이고 배설하는 육체,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가치도

지니지 않으므로 대량학살되고 맞아 죽는 육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다시 태어나는 육체로 나타난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발전

소를 향해 적의를 갖는다. ‘나’는 발전소를 배경으로 “시체가 되어 목에

돌을 단 채 강물에 던져지고 죽음과 같은 정사(情事)를 나누기도 하며

배반자에 대한 린치를 가하기도” 하는 영화 촬영을 보며 적의로 성냥불

을 켜고 “손안에서 타오르는 불”을 바라본다. 그러나 죽음(시체), 성(정

사), 폭력(린치)이 공고하게 맞물려 있음을 암시하는 견고한 발전소 건물

은 이러한 육체의 비천한 삶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것임을 암시한다.

발전소를 방화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불로도 무너질 수 없는 발전소

건물에 절망하며 ‘나’의 팔에 안겨 흐느껴 운다. 「불의 강」의 건조하고

메마른 분위기는 불에 곧 타오를 것 같은 긴장감을 주조한다.

132) 오정희, 「불의 강」,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1997,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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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죽음의 대리 실현으로서의 동성애적 쾌락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로부터 완전히 이탈하는 것은 오직 죽음으로

만 가능하다. 그러나 주체는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수 없다. 대신 주체는 동성애가 주는 관능을

통해 일상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주체는 동성과의 성행위를 통해 얻

어지는 몰아(沒我)적 쾌락으로 죽음을 대신한다. 태아의 수태로 이어지는

이성과의 성행위에 죄의식을 갖는 주체는 자신의 성욕을 억압하나 억압

된 성욕은 그것이 강하게 억압된 만큼 주체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온다.

이로 인해 주체는 성욕의 대상을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 돌림으로써 자기

내부에 억눌러두었던 성욕을 발산하게 된다.

죽음을 현실적으로 대신하기 위해 나타나는 동성애는 도피적인 성향을

갖는다.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주체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비천한 육체를 벗어나려는 상승을 향한 의지였다면, 동성애

를 통해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주체의 심리는

자기 안으로 침몰하는 양상을 보인다. 탄생 이전의 공간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성스러운 어머니에게로 직접 되돌아가려는 노력으로 나타난

다면, 동성애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비천한 육체가 지배하는 세계로부터

자기를 분리하여 고립시키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다. 세계를 성과 죽음의

폭력으로 구동되는 공포스러운 곳으로 보는 주체에게 있어 외부로의 나

아감이란 폭력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주체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차단하여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죽음의 대리 추구와도 같다. 이성과의 성교가 생을 추구하는

육체적 본능의 발현이라면, 동성애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루어지는 것

이기 때문이다.

오정희 소설에서 동성애는 등단 초기 작품인 「완구점 여인」(1968),

「주자」(1969), 「산조」(1970)에 등장한다. 이들 소설에서 동성과의 성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대체로 어두운 밤, 공간은 외부와 완전히 차

단되어 밀폐된 방이다.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외부에서는 주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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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안을 느끼는 일상의 공간 즉 탄생과 죽음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

다. 주체들은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속에서 동성과의 성관계에 몰두하

는 것으로 일상으로부터 도피한다. 이로 인해 소설에서 동성애 대상이

되는 인물 역시 주체와 마찬가지로 일상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인물

로 설정된다. 또한 주체의 동성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은 모두 정상적인

육체 즉 ‘살의’와 같은 ‘욕정’을 발휘하는 육체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완구점 여인」에서 ‘나’의 동성애 대상이 되는 인물은 두 다

리를 못 쓰는 중년 여인이며, 「주자」에서 ‘나’의 동성애 대상이 되는

인물은 전혀 남성적이지 않은 “흰 손”을 가진 심약한 청년이다. 또한

「산조」에서 ‘나’의 동성애 대상이 되는 인물은 창병에 걸린 어린 남자

아이이다.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의 성교가 아닌, 어린 여자와 중년 여

자, 혹은 여성스러운 남성과 성인 남성, 어린 남자 아이와 성인 남성 간

의 정사(情事)는 ‘살의’와 같은 ‘욕정’의 발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들

의 정상적이지 않은 몸은 성기를 지니지 않은 육체를 암시하며, 따라서

성교의 비생산적 측면인 몰아(沒我)적 쾌락에 탐닉하는 모습만이 부각될

뿐이다.

그러나 일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추구되는 동성애는 성과 죽음이

지배하는 폭력의 세계가 주는 불안과 공포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

안정하다. 결국 이들의 동성애는 외부의 일상 세계에 노출되고 동성애

대상을 상실하는 것으로써 끝맺는다.

「산조」(1970)의 ‘나’는 아마오라는 만주의 유곽 거리에서 만난 어린

사내 아이와 동성애 관계를 맺는다. 꼭두각시 놀이를 노는 무형문화재인

인 ‘나’는 현재 주한 외국인들 앞에서 장구를 두드리며 공연 중이다. 그

러나 ‘나’는 그들과의 사이에서 단단한 이질감을 느낄 뿐이다. 홍동지의

피가 돋은 듯 붉은 몸과 나무 성기, 그리고 이를 보는 관객들의 킬킬거

리는 웃음소리는 ‘나’에게 벌거벗겨졌다는 수치심을 준다. ‘나’는 이 상황

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만 개의 달”과 같은 무아지경 속으로 빠져 들기

만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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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뜬다. 잊혀졌던 감각이 기억의 늪에서 서서히 떠오르고 닫힌 관능이

열려 저마다의 달로 뜬다. 낮처럼 환해지는 의식 세계에 날라리는 어지럽게

흔들리고 달은 풍성한 매듭을 푼다. 객석에서부터 다가드는 낡은 탈들의 아

우성이 나를 밀어내고 나는 그예 나의 내부 가장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 서

서히 썩어가며, 후텁지근한 열기를 발산하는 한 상황으로 말려들어가버린

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게 부패되어가는 구역질나는 달짝지근함을 풍기고

있었다.

나는 그애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애는 꽃처럼 붉게 내 팔에 안

겨 있었고, 그애에게서 맡아지는 살비듬내로 나는 조금씩 떨고 있었다.133)

무아지경에 빠진 ‘나’는 “잊혀졌던 감각이 기억의 늪에서 서서히 떠오

르고 닫힌 관능이 열려 저마다의 달로” 뜨는 기억의 세계 속으로 빨려들

어간다. ‘나’는 그애와 성관계하던 기억인 “후텁지근한 열기”, “구역질나

는 달짝지근함”의 기억을 상기하고 그것에서부터 관능을 느낀다.

아이의 볼이 까칠하게 드러났다. 눈두덩이 푸르게 떠올랐다. 수숫대 위로

달이 뜨고 있었다. 아이가 부신 듯 눈을 뜨고 비슥 웃었다. 그러나 정말 그

애가 웃은 것인지, 아니면 수숫대에 스치는 달의 그림자 때문에 그렇게 뵌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달은 크고 맑았다. ...(중략)... 나는 아이를 품에 안

았다. 달은 바로 머리 위에 와 있다. 그것은 아이의 검푸른 눈두덩을 슬몃

감기고 그 테의 한 귀를 헐었다. 아이는 물처럼 부드러웠다. 달은 그애의

갈라진 손을 핥고 발을 핥았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이삭 패이는 소리가 바

람결에 스산히 묻어왔다. 나는 불현 듯 등 복판에 둥글고 무거운 혹이 솟아

남을 감득했다. 아, 어머니. 나는 모르는 결에 부르짖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애가 빠져나간 자리에 어둠이 이물(異物)처럼 선뜻하고 미끄럽게 기어들

었다.134)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든 ‘나’는 그애와 달 아래에서 성애를 나눈다.

아마오는 수염과 같은 성인 남자의 징후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아직

133) 오정희, 「산조」,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2009, p. 200.

134) 위의 글,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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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되지 않은 그애와의 성애 장면은 달과 그애가 성애를 나누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하며, 달과 ‘나’가 성애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달은 그애의 갈라진 손을 핥고 발을 핥”으며, ‘나’는 내 몸속으로 달이

들어와 “불현 듯 등 복판에 둥글고 무거운 혹이 솟아남을 감득”한다. 내

속에 들어온 달을 느끼며 ‘나’는 “아, 어머니”라고 부르짖는다. ‘나’가 그

애와 벌이는 성애는 ‘나’와 어머니의 성애로, ‘나’의 기억 속에서 이루어

지는 “잃어버린 소년과의 급작스런 해후”란 곧 어머니를 잃어버려야했던

어린 시절 ‘나’와의 해후와도 같다. 아마오는 만인과 러시아 창부 사이에

서 태어난 혼혈아로, “짓물러진 뒤통수”와 같은 창병의 흔적은 그 아이

의 비천한 육체, 남녀 간의 성행위로 태어나 그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리키며, 이는 ‘나’에게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의 모

습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나’가 달 아래에서 느끼는 관능은 죽음

의 냄새를 풍기며, 이때 체현되는 죽음은 달이라는 성스러운 어머니와의

결합을 통해 얻어진다.

운봉아. 숲의 모습이 훤히 드러났다. 누나가 가리키는 손 끝에 달이 둥실

뜨고 있었다. 누나의 흰 저고리 위로 둥글게 혹이 솟았다. 엄마가 보시잖

니? 누나가 속삭였다. 나는 울음을 삼키고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무척

컸다.

누나는 내가 울음을 그친 것이 대견해서인지 아니면 그녀 자신이 진정으

로 믿고 있는 것인지 자꾸 달을 가리키며 것 봐, 엄마가 보시잖니? 우리 운

봉이 울지 말라고 엄마가 현신하신 거야, 라고 되뇌이고 있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절 쪽에서는 간간이 바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달은 점점 커

졌다. 숲을 가득 채우고 다시 숲 사잇길로 흘러 누나와 나를 잠그며 믿어지

지 않게 커지고 누나의 등에 솟은 혹은 더욱 둥글고 불룩해졌다.135)

‘나’가 달을 어머니로 여기게 된 것은 어머니의 사십구재를 지내던 절

에서 누나가 우는 ‘나’를 달래기 위해 달이 어머니의 현신이라고 말했던

것에서 시작된다. 죽은 어머니의 현신인 달이 “누나의 등에 솟은 둥근

135) 위의 글,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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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과 같은 것이라고도 여겨지면서, 이때부터 ‘나’는 곱사등이 누나를 어

머니 대신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죽음으로 ‘나’의 곁을 떠난 것

처럼 누나는 성(性)으로 ‘나’를 떠난다. “동리 처녀 꾀어내는” 풍각쟁이들

의 피리 소리를 따라 간 누나는, “더욱 불룩해진 저고리 등판에 푸른 풀

물을 들이”는 것 즉 남자와 육체적 성관계를 맺으면서 ‘나’를 떠나간 것

이다. 따라서 ‘나’는 아마오와 성교함으로써, ‘나’에게서 떠나간 어머니와

재결합하고자 한다. 아마오와 성교하는 동안 아마오는 어린 시절의 ‘나’

가 되고 ‘나’는 달인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아마오와 성애를 나눌 때에

만 ‘나’는 “환히 열려진 감각” 즉 자아의 경계가 사라지는 몰아(沒我)의

쾌락인 죽음의 쾌락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나’가 무아지경 속에서 만나는 것은 아마오를 잃어야 했던 자

기 자신의 환영이기도 하다. ‘나’를 열려 있게 만들어주었던 단 하나의

존재인 아마오가 화재로 죽은 이후 ‘나’는 거울 안이나 유리 안에 자신이

갇혀있다고 느끼며, 현실의 사람들이란 유리면에 비친 표정 없는 얼굴들

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과거의 깊숙한 기억 속에서 만나는

“죽어 있는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낯선 사내”로서의 자신을 ‘나’는 “깊은

연민”을 가지고 “다정한 손길로 애무”한다.

여보시오. 깊은 연민으로 그의 등을 두드렸다. 그러나 이내 손을 내민 채

멈칫했다. 내 손에 닿은 것은 차가운 유리였다. 유리 안쪽의 사내도 여보시

오, 하고 부르는 듯 손을 쳐들고 있었다. ...(중략)... 나는 사내가 그러했듯

차가운 유리면에 이마를 묻었다. 사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유리 안쪽

은 컴컴한,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이었다. 연화대가 현란하게 그려진 불화

와 각종 제기들, 무더기로 핀 종이꽃들이 죽어버린 시간, 어두운 공간을 채

우고 있었다. 맑은 유리를 타고 눈물이 모든 죽어진 것, 비현실적인 것 속

에 다만 살아 있는 단 하나의 것으로 흘러내렸다. 나는 유리를 더듬었다.

더없이 다정한 손길로 사내를 애무했다. 자네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어

디에 있는가. 더듬어지는 까끌까끌한 볼과 짓물러터진 뒤통수가 손바닥에

칼자국을 내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재차 물었다.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

다. 순간 나는 나 자신의 삶이, 아니 더 정확히 아마오를 잃고나서부터의

일체의 행위가 내게서부터 떨어져나감을, 더없이 허황하게 내던져짐을 의식



- 88 -

했다.

아마오의 죽음으로 인해 ‘나’는 더 이상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로부

터 도피할 수 없다. 단지 ‘나’는 탄생과 죽음이 순환하는 시공간 속에서

고립감으로 괴로워할 뿐이다. ‘나’는 유리 진열장에 비쳐진 자신의 얼굴

을 바라보며 더 이상 그 자신과 조우할 수 없음에 눈물 흘린다. 유리 진

열장을 사이에 두고 ‘나’와 분리된 또 다른 ‘나’는 “연화대가 현란하게 그

려진 불화와 각종 제기들, 무더기로 핀 종이꽃들이 죽어버린 시간, 어두

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곳 즉 시공간이 없는 신성한 공간에 있으며, 현

실의 ‘나’는 불가항력적인 시간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 늙고 병들어 죽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산조」의 동성애가 자신과 분리된 어머니와 재결합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면, 「주자」(1969)에서 ‘나’의 동성애는 비천한 어머니의 육체에

대한 혐오감으로부터 시작된 이성애에 대한 거부감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이성 애인인 채희와 만나는 다방에서 “네 벽이 모두 개방된 듯 휑

뎅그렁”함을 느끼고 “조금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 성과

죽음의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나’는 이성에 대한

성적 욕구에 죄의식을 지니며, 이로 인해 억압된 성욕은 동성애에 대한

욕망으로 변질된다.

때때로 생리적인 욕구처럼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었다. 우리는 자주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내가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을 하고 싶어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때였다. 그러나 그녀에게로 짐짓 몸을

기울일 때 잠잠히 술잔을 비우기에만 골몰한 듯한 그녀의 손에 문득 눈길

이 가 닿으면 나는 그만 헛것을 짚은 듯 아뜩 흔들리며 탁자에 엎드려버리

곤 하는 것이다. 채희의 손은 그의 손을 방불케 희고, 차가워 보였으며, 아

주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독자적이었다. 나는 모르는 새 주머니 속

의 열쇠를 떠올리고, 그것은 일종의 강박관념으로 풀려 나의 몸을 짓누르

고, 어쩔 수 없이 그의 흰 손아귀에 휘말리는 자신을 느껴야 했기 때문이

다.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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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채희의 손놀림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는 대답이 없다. 고개를 숙

이고 성냥개비를 좀더 잘게 자르기에 완전히 열중한 듯 보였다. 목덜미로

흘러내린 머리칼에 불빛이 미끄럽다. 귀대할 시간이 임박한 늦은 저녁, 나

는 그녀를 송두리째, 검은 머리칼과 드러난 동그란 발꿈치까지 빈틈없이 품

에 안고 싶다는 욕망을 여러 번 느끼곤 했다. ‘접근하면 발사’ 혹은

‘DANGER’라고 붉은 글씨의 팻말이 붙어 있는, 부대를 경계한 철조망에 기

대어 희뜩희뜩 눈 안에 들어오는 막사를 바라보면서였다. 그녀는 흠칫 어깨

를 떨곤 했다. 그 서슬에 그녀의 어깨에서 내 손은 후르르 미끄러져내렸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그녀의 저항은 그다지 완강한 것은 아니었고, 어쩌면

일종의 반사 작용이 아닐까 생각되었지만 역시 그녀가 어깨를 떨면 나는

맥없이 손을 떨구었고 욕망은 싸늘하게 식는 것이다. 그리고 대신 거의 의

식적으로 주머니 속의 열쇠에 저항을 느끼는 것이다.137)

‘나’는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생리적인 욕구”처럼 채희에게 “사

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지나, 이는 성에 대한 공포로 인해 곧 억압된다.

‘나’는 자기 안에서 분출되는 성욕이 “‘접근하면 발사’ 혹은 ‘DANGER’”

와 같은 전쟁 상황에 놓였을 때 발휘되는 맹목적이고 공격적인 생존 본

능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한다. ‘나’는 남자로서 자신이 갖는 성욕

은 공격적이며, 여자인 채희가 이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저항”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는 ‘나’에게 공격하고 공격당하는 데서

쾌락이 발생하는 성행위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만든다. 소설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되는 ‘나’와 채희의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은 이와 같은 이성과

의 성교에 대한 거부감으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나’가 자신에게 다가

오기를 기다리는 채희와 누군가에게 성적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폭력적인

것으로 여기는 ‘나’의 관계는 계속해서 어긋나기만 한다.

대신 ‘나’는 채희의 손에서 ‘나’와 동성애 관계에 있던 그의 흰 손, 마

치 여자의 손과 같은 희고 마디 없는 손을 연상한다. 죄의식에 의해 억

압된 성욕은 그와의 동성애 관계가 이루어졌던 방문을 열 수 있는 “주머

니 속의 열쇠”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산조」의 ‘나’가 아마오와의 동성

136) 오정희, 「주자」,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2009, p. 213.

137) 위의 글,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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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지속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스스로 그와의 동성애 관계를 정리한

‘나’에게 있어서 그와의 기억은 “일종의 강박관념”처럼 여겨져, ‘나’는 “그

의 흰 손아귀에 휘말리는 자신”을 의식하며 괴로워한다.

우송되어온 열쇠는 두낱이었다. 몇 겹의 견고한 포장을 끄르고 손안에 집

어올리는 순간 열쇠는 흡사 생명 있는 물체처럼 반짝거렸다. 그 반짝거림은

나에게 일종의 예감으로 와 닿았는데 그것은 그의 죽음이었다. 나는 역시

달려가 확인해야 옳았다. 채희의 어깨를 안고, 우리 높은 곳으로 가자, 그리

고 노래를 부르자꾸나, 따위의 객쩍은 수작을 지껄이며 징징 울어대는 대신

갯가 모래밭에 비스듬히 누워 있을, 아니면 무성한 수풀 더미에 숨어 끈끈

한 웃음을 흘리고 있을 그의 죽음을 뒤졌어야 옳았다. 그리고 굳어진 손아

귀를 벌려 죽음을 나의 손가락 안에 단단히 움켜쥐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 대신 나는 채희를 안고 모르는 사이 그의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를 버리고 달아나던 즈음, 그는 눈에 띄게 비틀거리고 있었다. 더

욱 내게로 깊이 침투했고 그의 남성과 나의 것은 끈덕지게 야합을 계속했

다.138)

정수야, 높은 곳으로 가자.

나무엔 물이 오르는 계절이었다. 연한 잎들은 밤인 듯싶지 않게 번쩍거리

고 나는 좀더 어두운 수풀 속으로, 수풀 속으로 그를 유인했으나 그는 아니

야, 아니야라고 소리죽여 대꾸하며 자신의 가슴을 두드려 통곡을 멈추지 않

았다.139)

‘나’와 동성애 관계에 있던 그는 술에 취할 때마다 ‘나’에게 “높은 곳으

로 가자”고 말한다. 어머니로부터 버려진 그가 살고 있는 곳은 “허용되

는 것은 오로지 식욕과 성욕뿐”인, “목조 건물의 갈라진 틈서리마다 그

들 생활의 냄새가 역겹게 풍”기는 ‘낮은 곳’이다. 그는 낮은 곳에 사는

비천한 자신에 대해 죄의식을 지녀 외부로부터 밀폐된 방에서 죄를 회개

138) 위의 글, pp. 215-216.

139) 위의 글,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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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성경의 예레미야 구절을 읽는다. ‘나’ 역시 공유하고 있는 죄의식

은 그와 ‘나’가 맺는 동성애 관계의 기반이 된다. 그들 관계의 기반은 탑

돌이 하는 젊은 여자들에게 결박당하는 것과 같은 공포, 즉 성에 대한

공포와 “묘지에서 돌아오는 행렬”이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죽음에 대

한 비애가 그 기반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성과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외부로 나아간 ‘나’와 그 외부

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해 방에 웅크리고 있는 그는 한 인물의 두 자아라

고 할 수 있다. 그와 ‘나’는 성과 죽음의 공포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

리고 성과 죽음의 폭력으로 구동되는 일상을 영위하는 자신이 수치스러

우면 수치스러울수록 서로에게 성적으로 집착한다. 그러나 ‘나’는 그와의

나르시시즘적 관계를 청산하고 일상에 순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고 채희와 사귐으로써 그를 배반한다. ‘나’에게 배반당한 그는 “두

낱의 열쇠”를 남기고 자살한다.

‘나’는 살의(군대)와 욕정(채희)이 지배하는 일상 생활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여자의 것처럼 마디가 없는 흰 손”의 기억에서부

터 놓여나지 못한다. 여전히 죽음에 매혹을 느끼는 ‘나’는 그의 방으로

돌아간다. 그가 자살을 통해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를 벗어났다는 사

실은 ‘나’에게 일종의 자책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내 아일 낳아주겠어?”

저쪽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재차 헐떡거리며 말했다.

“내 아일 낳아주겠니? 내 아일 말야.”

이어 아주 건조한, 그래서 담담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채희가 말했다.

“원하지 않아요.”140)

그러나 그와 채희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는 결국 그의 어두운 방밖으

로 나와 강한 햇빛이 비치는 길거리로 나온다. 방밖으로 나온 ‘나’는 채

희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일 낳아”달라고 말한다. 이성과의 성관계를

결심한 ‘나’는 소설의 말미에 그가 보내온 두 개의 열쇠를 던지며 그의

140) 위의 글,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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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적한 흰 손아귀”로부터 놓여나고자 한다.

「완구점 여인」(1968)의 ‘나’는 일상에서 도피하기 위해 동성과 정사

를 벌이나 이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 관계를 지속하지 못한다. 「완구점

여인」의 ‘나’는 “나를 항상 공포와 죄의식 속에 몰아넣는 어머니”141)를

증오하여, 밤마다 꿈속에서 어머니와 어머니가 낳은 아이들을 죽이는 상

상을 하는 여자 아이이다. 성행위를 하여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어

머니에 대한 혐오감과 죄의식은 동생의 죽음에 대한 ‘나’의 죄의식으로

나타난다. 두 다리를 못 써 휠체어를 타고 방 안에서만 생활했던 남동생

은 성에 대해 어떤 의식도 가지지 않았다. 어린 ‘나’ 역시 동생이 ‘나’의

벗은 몸과 동생의 벗은 몸을 그린 그림이 남녀의 벗은 몸을 그린 그림이

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으며, 가정부 어머니가 이 그림을 보며 “킬킬

거”리고, “투박한 손바닥으로 쓸어보”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이유를

알지 못했다. 동생의 죽음은 ‘나’가 이전에는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행했

던 성적 유희들에 대하여 비로소 죄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

한다. 동생은 앞면에는 “붉은 크레용”으로 그린 “꽃”이, 뒷면에는 “벌거

벗은 여자”가 그려진 그림을 ‘나’에게 보여주려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죽게 된다. 동생의 죽음 이후 동생과 ‘나’, 가정부 어머니만이 살았던 집

에 아버지가 돌아오게 되며, 아버지의 귀환은 아버지와 가정부 어머니가

동침하고 아이를 낳는 것으로 이어진다. 즉 동생의 죽음은 아버지와 어

머니의 성교,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출산에 대해 ‘나’가 비로소 죄의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전에 했던 성적 행동들에 대해 수치심을 지니고 그것

을 부정하고자 한 결과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동생의 죽음이 ‘나’와 동생이 벌인 성적 유희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

고 자책하면서도, 동시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동생과 벌였던 성적 유희

를 “낮달처럼 창백한 그애의 환상”으로 여기면서 이에 여전히 매혹되어

있기도 하다.

‘나’가 성에 대해 보이는 이와 같은 이중적인 심리는 “빨간 플라스틱

오뚝이”들을 사 모으는 것으로 이어진다.

141) 위의 글,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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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쯤도 휠체어에 앉아서 거리를 내다보고 있을 여인을 생각했다.

오뚝이를 하나씩 방바닥에 굴려본다. 빨간 점들이 방안 가득 뿌려진다. 백

개의 오뚝이들, 그들은 사랑스러운 나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전혀 소외된 세계에서 나와 더불어 있었다. 하늘이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고

태양은 곧 쪼개질 듯 하얗게 빛나고 있던 날, 심한 현기증으로 비틀거리던

내가 무심코 들여다본 것이 오뚝이가 가득찬 장난감 가게였다.

그리고 가득 늘어선 오뚝이들 너머로 휠체어에 앉은 여인이 보였다. 인형

처럼 앉아 있는 여인을 보고 나는 잠시 정신이 혼란해짐을 느꼈었다. 현기

증 탓만도 아니었다. 햇빛이 쏟아지는 베란다와, 침침한 팔조 다다미방과,

역시 휠체어의 바퀴를 굴리고 있는 사내아이와 벽에 가득한 그림들이 필름

처럼 스쳐갔다.142)

강한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 일상 세계를 혼몽한 상태로 걸어가는 ‘나’

는 완구점 유리창에 진열되어 있는 “빨간 플라스틱 오뚝이”와 “휠체어에

앉은 여인”을 본다. 길을 가다 무심히 보게 된 오뚝이와 “휠체어에 앉은

여인”은 ‘나’에게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동생과 동생이 그린 그림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나’에게 내재하고 있는 죄의식과 그만큼 강

한 성애에 대한 매혹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죽은 동생, 오뚝이 인형,

그리고 완구점 여인 모두 두 다리가 없으며, 이는 그들이 성기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암시한다. ‘나’에게 성기와 그것을 통한 성교와 임신은 죄와

같은 것이므로, ‘두 다리’가 있는 ‘나’ 역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나’는 동생을 단지 기억 속에서만, 그리고 오뚝이와 완구점 여인

을 ‘나’와 그들을 차단시키는 진열장 너머로만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오뚝이 인형의 ‘빨간색’은 그것이 갖는 에로틱한 성격을 암시한

다. 성기가 없는 그들과 벌이는 성애 즉 출산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성애는 ‘나’에게 관능적으로 여겨지며 ‘나’를 매혹한다. ‘나’는 성기가 없

는 오뚝이 인형을 사 모으는 것으로써 ‘나’의 관능을 충족하고자 한다.

“사랑스러운 나의 분신”과도 같은 빨간 오뚝이들은 “전혀 소외된 세계에

142) 오정희, 「완구점 여인」,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2009,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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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와 더불어” 있다. 성적 육체들이 살아가는 일상 세계를 거부하기

위해 빨간 오뚝이를 사 모으는 ‘나’는 완구점 여인을 찾아가 그녀와 성애

를 나눈다.

그래서 몸의 마디마디에 가래처럼 걸찍하게 괸 혐오를 털어버리고 싶다.

완구점의 여인이 보고 싶다. 내가 찾아갔던 그녀의 방, 자잘한 꽃무늬가 찍

힌 커튼과 창백한 불빛과 무엇보다도 여윈 그녀가 보고 싶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찾아갈 수 없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감각한 그녀의 체온과 뭉텅

잘린 두 다리와 또 나의 행위는 한갓 춘화처럼 생생하게 남아있었다.143)

가정부 어머니가 몸집이 크고, “커다란 젖”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완

구점 여인은 여윈 몸에 “아주 빈약한 가슴”을 갖고 있다. ‘나’는 어머니

와 달리 육체를 지니지 않은 완구점 여인과의 동성애를 통해 “몸의 마디

마디에 가래처럼 걸찍하게 괸 혐오를 털어버리고 싶”어한다. 어머니에게

서 받은 실망감, 더 정확하게는 자기를 성과 죽음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해주지 않고 아버지와 성교하여 아이를 끊임없이 출산하고 있다는 데 대

한 실망감은 ‘나’가 어머니로부터 절연되었다고 느끼게 만들며, 이는 어

머니로부터 받은 실망을 위로해줄 또 다른 어머니를 찾아 나서도록 만든

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로부터 버려져 비천한 일상에 내던져졌다는 사

실을 위로해주기를 바랐던 완구점 여인이 자기 몸을 ‘나’의 몸에 밀착시

켜 오면서 “그녀의 체온과 뭉텅 잘린 두 다리”와 같은 육체를 감각한다.

일상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의식의 공유로 완구점 여인과 정사를 벌이게

되었지만, 여기서 느껴진 성적 관능은 또 다시 ‘나’에게 죄의식을 불러일

으키는 것이다.144)

143) 위의 글, p. 235.

144) 심진경은 「완구점 여인」의 ‘나’가 성적 관능에 대해 죄의식을 갖는 것은 가부

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성이 비도덕적이고 일탈적인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심진경, 「여성의 성장과 근대성의 상징적

형식」, 『여성문학연구』 제1집, 1999.)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쾌락을 느끼는

여성의 몸과 생산하는 여성의 몸을 구분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보수적 담론을 전

제한다. 본고 역시 여성의 성적 쾌락이 인정되지 않는 제도 속에서 여성이 쾌락

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성적 주체로 서게 됨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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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둠 속에서 이불이 버석거리는 소리와 내 몸 속에서 물살처럼 화

안히 열리는 관능의 움직임을 듣고 있었다.

여인과 나는 서로의 가슴을 밀착시켜서 팔닥거리는 심장의 고동을 또렷

이 느꼈다. 여인은 아주 성숙한 자세로 나의 팔 가득히 안겨 있었다.

...(중략)...

날이 훨씬 밝았을 때야 나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났다. 주섬주섬 옷을 입으

며 나는 심한 수치를 느꼈다.145)

‘나’는 육체적인 관능을 느끼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면서 더 이상

완구점을 방문하지 못한다. 완구점 여인을 보고 싶어 하고 사랑하면서도

성행위를 하고 그것에서 관능을 느꼈다는 죄의식은 극복되지 않는다. 소

설의 마지막에는 ‘나’의 결핍을 매워줄 수 있다고 여겼던 완구점이 완전

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방이 새로 생긴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자리를 채우고 있”고 사랑 노래가 흘러나오는 다방에서 ‘나’는 소외감을

느끼며 그 자리를 나온다.

3.3. 식물적 육체를 향한 동경

육체로 태어난 이상 일상으로부터 이탈할 수는 없다. 일상을 영위하는

주체는 유년 시절 등 과거를 회상(「중국인 거리」(1979), 「유년의 뜰」

(1980), 「멀고 먼 저 북방에」(1984))하거나 미국과 같이 공간적으로 멀

리 떨어진 곳을 향수하는 것(「둔주」(1974), 「한낮의 꿈」(1977), 「중

국인 거리」(1979), 「멀고 먼 저 북방에」(1984))으로 일상의 바깥을 희

구한다.

일상에 종속되어있으면서도 일상의 바깥을 희구하는 이들은 사치스러

운 것에서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의 편린을 본다. 일상은 육체의 보존

오정희 소설에서 육체의 쾌락은 주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부정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담론의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145) 앞의 글, p.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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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또 다른 육체의 생산과 같은 유용성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면에서 경

제적인 반면, 사치스러운 것은 일상의 유용성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의 바깥을 향수하는 이들은 사치스러움에서 아름

다움을 발견한다. 이때의 아름다움은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의 몸으로

재현된다.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탄생과 죽

음의 순환 고리를 끊는 이들의 몸은 ‘생산’이라는 일상의 경제적 원리에

서 이탈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주체에게 죽음을 재생산하지 않는 여자의

아름다운 몸은 동경의 대상이 된다.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의 몸을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유년

화자의 시선으로 나타난다는 특성을 지닌다. 아직 일상 세계의 비천함을

뚜렷하게 직시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의 몸,

그래서 일상 세계에서 무용한 여자의 몸은 찬탄의 대상이 된다. 유년 화

자들의 ‘성장’은 그들이 찬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움이 현실과 부

딪쳤을 때 얼마나 가차 없이 깨지는 것인지 확인하면서 이루어진다.

「중국인 거리」(1979)에서 ‘나’가 동경하는 사치스러운 아름다움은 양

공주 매기 언니로 재현된다. 어린 여자 아이인 ‘나’의 일상은 다산하는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는 어머니와 이러한 동물성을 혐오하여 어미 고

양이가 낳고 바로 죽인 새끼들을 기다렸다는 듯 치우는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이루어진다.

할머니나 어머니는 치옥이네를 양갈보집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거리의

적산 가옥들 중 양갈보에게 방을 세주지 않은 곳은 우리집뿐이었다. 그네들

은 거리로 면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리낌없이 미군에게 허리를 안겼으며,

볕 잘 드는 베란다에 레이스가 달린 여러 가지 빛깔의 속옷들과 때묻은 담

요를 널어 지난밤의 분방한 습기를 말렸다. 여자의 옷은 더욱이 속엣것은

방안에 줄을 매고야 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할머니는, 천하의 망종들이라고

고개를 돌렸다.146)

양공주들의 “레이스가 달린 여러 가지 빛깔의 속옷”은 아이를 생산하

146) 오정희, 「중국인 거리」,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2006,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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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자의 추한 동물적 성(性)과 대비되어 사치스럽고 아름답다. 어머니

나 할머니와 달리 노동하지 않는 아름다운 매기언니는 항상 “침대 속에

머리칼을 흩뜨리고 누워” 잠을 자고 있다. “노란빛”의 “이해할 수 없는

나른한 혼미”로 표현되는 ‘나’의 유년시절은 ‘나’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관능적 분위기에 도취되어 있다. 유년의 ‘나’에게 있어 집이라는 일상적

공간과 대비되는 양공주 매기언니의 방은 ‘나’에게 매혹적인 호기심의 대

상으로, 검둥이가 이 공간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기언니의 에로틱한 방을 탐험한다.

매기언니의 방에서는 무엇이든 신기했다. 치옥이는 내가 매양 탄성으로

어루만지는 유리병, 화장품, 패티코트, 속눈썹 따위를 조금씩만 만지게 하고

는 이내 손댄 흔적이 없이 본대대로 해놓았다.147)

매기언니의 방에서는 무엇이든 비밀이었다. 서랍장의 옷갈피짬에서 꺼낸

비로드 상자 속에는 세 줄짜리 진주 목걸이, 여러 가지 빛깔로 야단스럽게

물들인 유리알 브로치, 귀걸이 따위가 들어 있었다. 치옥이는 그 중 알이

굵은 유리 목걸이를 걸고 거울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난 커서 양갈보가 될 테야. 매기언니가 목걸이도 구두도 옷도 다 준댔어.

손끝도 발끝도 저리듯 나른히 맥이 풀려왔다. 눈꺼풀이 무겁고 숨이 차오

는 건 방안이 너무 어둡기 때문일까. 숨을 내쉴 때마다 박하 냄새가 하얗게

뿜어져나왔다. 나는 베란다로 통한 유리문의 커튼을 열었다. 노오란 햇빛이

다글다글 끓으며 들어와 먼지를 떠올려 방안은 온실과도 같았다. 나는 문의

쇠장식에 달아오른 뺨을 대며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중국인 거리

의 이층집 열린 덧문과 이켠을 보고 있는 젊은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

자 알지 못할 슬픔이 가슴에서부터 파상(波狀)을 이루며 전신으로 퍼져나갔

다.

왜 그러니? 어지럽니?

이미 초록색 물의 성질을, 그 효과를 알고 있는 치옥이가 다가와 나란히

문에 매달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이층집

창문에서부터 비롯되는 감정을 알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으며, 그 순간 나

147) 위의 글,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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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덧문이 무겁게 닫혀지고 남자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148)

‘나’는 매기언니의 방에 들어가 “유리병, 화장품, 패티코트, 속눈썹”,

“진주 목걸이, 유리알 브로치,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를 걸쳐보기도 하고

술을 마셔보기도 한다.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기언니의 예쁜 물건

들은 ‘나’가 처음 보는 경이의 대상으로, 유용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

의 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나’에게 양공주 매기언니가 지니

고 있는 술과 장신구 같은, 실용성과 무관한 사치스러운 미국산 소비재

들은 ‘나’에게 신기하고 매혹적인 것들로 여겨진다.149)

그러나 동물적 일상의 유용성의 원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창녀의 아름

다움을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즐기고 있는 ‘나’는 건너편 집에 사는

중국인 남자와 눈을 마주치게 되면서 “알지 못할 슬픔”을 느낀다.150) ‘나’

가 곧 마주해야 할 세계에 대한 환멸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중국인 남자

의 시선은 아직 죽음을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나’에겐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모호한 것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나’는 점차 성장해나감에 따라 차차 성과 죽음에 지배당하는

폭력의 세계를 감지하기 시작한다. ‘나’는 미군 병사가 던진 칼에 맞아

고양이가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지리면서 처음으로 죽음

의 공포를 느낀다. 또한 ‘나’는 여덟 번째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의 헛구

148) 위의 글, p. 83.

149) ‘나’의 경이의 대상이 되는 예쁜 물건들은, ‘미국’의 물건들이기도 하다. 「둔

주」(1974)와 「멀고 먼 저 북방에」(1984)에서도 ‘미국’은 일상에 갇혀 있는 주

체들에게 일상을 벗어나게 해줄 유사(類似) 해방 공간으로서 호명된다. 「둔주」

의 ‘나’는 ‘늙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애인인 수지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기를 바

라며, 「멀고 먼 저 북방에」에서 첫사랑에 실패한 언니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

미국으로 결혼하러 간다. 「중국인 거리」(1979)의 매기 언니는 검둥이와 국제결

혼을 하여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행복해한다.

150) 중국인 남자의 시선이 성적 유혹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김경희,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 「중국인 거리」, 「번제」

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33집, 2005; 김경수, 앞의 논문.) 중국인 남자의

시선이 성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가정한다면, 중국인 남자의 시선에 의해 유

발되는 ‘나’의 슬픔은 위에서 분석한 성적 육체로 살아야 하는 서러움과도 상통한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어린 ‘나’는 서러움의 이유를 명확하게 인

지할 수 없으므로 ‘알 수 없는’ 서러움, ‘이해할 수 없는’ 서러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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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질을 보며 어머니는 끊임없이 아이만 낳다 죽을 것이라고 처음으로

“여자의 동물적인 삶”을 비통해한다. 그러나 ‘나’가 성과 죽음에 지배당

하는 일상의 폭력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느낀 것은 매기언니의 죽음을 목

도하면서부터이다.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아름다운 매기언니는 국제 결

혼을 하여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한 검둥이에 의해 길바닥으로 내

던져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길고 숱 많은 머리털이 흩어져 후광처

럼 얼굴을 감싸고 있”는, 마치 성녀의 모습으로 죽은 매기 언니의 아름

다운 시신을 보며 ‘나’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추한 동물성의 세계를

차차 감지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전히 모호하게 머물러있던 그 세계는

죽음이 바로 ‘나’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부터 명확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나는 미장원 앞을 떠났다. 수천의 깃털이 날아오르듯 거리는 노란 햇빛으

로 가득 차 있었다. 언제였지, 언제였지, 나는 좀체로 기억나지 않는 먼 꿈

을 되살리려는 안타까움으로 고개를 흔들며 집을 향해 걸었다. 집 앞에 이

르러 언덕 위의 이층집 열린 덧창을 바라보았다. 그가 창으로 상체를 내밀

어 나를 손짓해 부르고 있었다.

내가 끌리듯 언덕 위로 올라가자 그는 창문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닫힌 대문을 무겁게 밀고 나왔다. 코허리가 낮고 누른 빛의 얼굴에 여전

히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내게 종이 꾸러미를 내밀었다. 내가 받아들자 그는 몸을 돌려 안으

로 들어갔다. 열린 문으로 어둡고 좁은, 안채로 들어가는 통로와 갑자기 나

타나는 볕 바른 마당과, 걸음을 옮길 대마다 투명한 맨발에 찰랑대며 묻어

오르는 햇빛을 보았다.

나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종이 뭉치를 끌렀다. 속에 든 것은 중

국인들이 명절 때 먹는 세 가지 색의 물감을 들인 빵과, 용이 장식된 엄지

손가락만한 등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금이 가서 쓰지 않는 빈 항아리 속에 넣었다. 안방에서는

어머니가 산고(産苦)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나 나는 이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숨바꼭질을 할 때처럼 몰래 벽장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한낮이어도

벽장 속은 한 점의 빛도 들이지 않아 어두웠다. 나는 차라리 죽여줘라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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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짖는 어머니의 비명과 언제부터인가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를 들으며 죽

음과도 같은 낮잠에 빠져들어갔다.

내가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는 지독한 난산이었지만 여덟 번째 아

이를 밀어내었다. 어두운 벽장 속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막막

함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그리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거미줄처럼 온몸을 끈

끈하게 죄고 있는 후덥덥한 열기를, 그 열기의 정체를 찾아내었다.

초조(初潮)였다.151)

「중국인 거리」의 말미에서 ‘나’는 “노란 햇빛”으로 가득 찬 거리를

혼몽한 상태에서 걸어가는 도중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있는

중국인 남자와 다시 조우한다. ‘나’는 중국인 남자로부터 ‘나’가 곧 부딪

치게 될 환멸의 세계에 대한, 그러나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막막함”에 대한 작은 위로와 같은 선물을 받는다. ‘나’에게 선물을 건넨

중국인 남자는 “몸을 돌려” 곧 유년을 끝내게 될 ‘나’와는 더 이상 조우

할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진다.

‘나’가 맞부딪힌 환멸의 세계는 「중국인 거리」의 마지막 문장인 “초

조(初潮)였다”로 압축되어 표현된다. ‘나’의 초경은 물질적 육체로서의 자

기 존재, 따라서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에 종속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물질적 유한함에 직접 맞닥뜨리게 한다.152) ‘나’는 초경을 경험하

면서 ‘나’ 역시 성을 지닌 물질적 육체에 불과하며, 따라서 옆방에서 “여

덟 번째 아이를” 막 밀어낸 어머니의 동물적 삶의 여정을 따르거나, 이

삶의 여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아름다웠던 매기언니처럼 죽임을 당할 것

임을 직감한다. 따라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막막함”의 감정

을 또 다시 느낀다. 절망감과 막막함의 정서가 압축되어있는 마지막 문

장 “초조(初潮)였다”는 ‘나’의 세계에 대한 환멸 이전과 환멸 이후의 경

계를 이루며, 이로써 혼미한 노란빛의 이미지로 표상되었던 ‘나’의 유년

151) 앞의 글, pp. 98-100.

152) 「중국인 거리」의 ‘초경’의 의미는 많은 논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불러온 바 있

다. 그러나 대체로 초경을 부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심리에 주목하여

이를 제도화된 여성성/모성성의 거부, 가부장제로의 입사의 거부로 해석하는 경

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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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끝을 맺게 된다.

「유년의 뜰」(1980)의 노랑눈이 가족은 전쟁으로 아버지가 부재한 상

황에서 생존을 위해 각박하고 가난한 피난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

다. 유년화자인 노랑눈이에게 피난 생활은 무엇보다 육체로 태어난 인간

들의 비천한 삶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현장이다.

맹렬히 이빨 가는 소리 속에 우리들이 저마다 뿜어대는 땀 냄새, 떨어져

내리는 살비듬내, 풀썩풀썩 뀌어대는 방귀 냄새, 비리고 무구한 정욕의 냄

새, 이 모든 살아 있는 우리들의 냄새는 음험하게 끓어올랐다.153)

노랑눈이에게 일상 세계는 “땀 냄새”, “방귀 냄새”, “비리고 무구한 정

욕의 냄새”처럼 사람의 동물적 육체에서 풍기는 냄새로 감각된다. 빈곤

하고 각박한 피난 생활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의 동

물적 욕망에 몸을 맡긴다. 오히려 전쟁과 피난이라는 사회적으로 불안정

한 상태는 사람들의 동물적 욕망을 부추긴다. “끈끈한 정념으로 가득

찬” 시내 저잣거리의 밤은 언제나 융성하고,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들은

그곳에서 서로를 유혹한다. 이는 노랑눈이의 가족에게도 해당된다. 전쟁

으로 인한 아버지의 부재는 어머니의 수상쩍은 외박과 언니의 읍내 외출

로 이어진다. 노랑눈이는 큰오빠가 자신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폭

력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보면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남자의 육체를 두려

워한다. 그러나 ‘노랑눈이’는 큰오빠가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휘두르는 폭

력마저도 어떻게 해소해야 좋을지 모르는 고독함의 발현이라는 사실을

민감하게 눈치 채고 있다.

그러나 아직 유년 화자인 노랑눈이는 이러한 일상을 무덤덤하게 바라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노랑눈이의 끊임없는 허기는 노랑눈이가 일상

에서 불안과 결핍감으로 허덕이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노랑눈이의

불안과 결핍감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네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진다.

부네, 나는 그녀를 한 번쯤 본 듯도 하고 전혀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153) 오정희, 「유년의 뜰」,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2006,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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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런데도 창호지 한 겹 너머 문의 안쪽에서 숨쉬고 있는 그녀를 생각

할 때면 이상한 두려움과 가슴 한 귀퉁이가 무너져내리는 듯한 슬픔에 잠

기곤 했다. 나는 이러한 감정을 달래듯 풋감을 또 하나 주워 씹었다. 떫고

단맛이 위로처럼 따뜻하고 축축히 목 안으로 차오르고 까닭 모르게 눈물이

고여왔다.154)

노랑눈이는 아버지 외눈박이 목수에 의해 방에 감금되어있는 부네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녀에게 애착을 느낀다. 가부장적 아버지인 외눈

박이 목수는 딸을 자기 소유의 여자로 취급하면서 딸에 대해 성적인 사

랑의 감정을 갖는다. 이는 질투의 감정으로 나타난다. 그는 부네가 자기

곁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노랑눈이는 아버

지가 지배하는 집밖으로 이탈하고자 했으나 결국 아버지에 의해 끌려와

다시 방에 갇힌, “귀신처럼 예쁘다는” 부네의 모습을 상상한다. 노랑눈이

는 부네와 비천한 일상에 갇혀있는 자신을 동일시한다. 노랑눈이는 자신

이 무덤덤한 눈으로 바라보는 일상, 그러나 그 무덤덤한 시선의 저층에

깔려있는 일상에 대한 지독한 환멸을 서러움이라는 감정으로 표출한

다.155) 노랑눈이는 부네를 떠올리며 감을 씹을 때마다 자신도 알 수 없

는 서러움에 몸이 휘감김을 느낀다. 초판본에서는 “서러움과 같은 욕정”

으로 표현되는 노랑눈이의 “따뜻한 서러움”은 성을 지닌 육체, 그러므로

죽음의 운명을 내재하는 육체로 태어나 끊임없이 애욕에 휩쓸리며 살아

야하는 서러움을 막연하게나마 노랑눈이가 감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후 부네는 혀를 깨물고 자살함으로써 아버지와 일상으로부터 자유로워

진다. “죽은 지 백일이 되는 날, 부네는 청홍의 비단실로 묶은 사주를 받

154) 위의 글, p. 23.

155) 손유경은 노랑눈이가 삶이란 죽음과 직결되어있는 것임을 어린 아이 특유의 민

감함으로 감지하고 있음을 말하며, 노랑눈이의 알 수 없는 서러움을 죽음과 상실

을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연유한다고 본다.(손유경,

「유년의 기억과 각성의 순간 : 산업화시대 ‘성장’ ‘서사’의 무의식에 관한 일고

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7집, 2012.) 본고는 이러한 죽음과 상실을 직시하

는 것을 유년에서 어른으로의 성장 조건으로 본 반면, 손유경은 현재의 ‘나-어른’

이 유년 시절 예민하게 감각했던 죽음을 잊어버린 존재임을 말하면서 유년 시절

의 섬광과 같은 기억을 통해 현재 산업사회의 가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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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집”을 간다. 안집 여자는 영혼 결혼을 통해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진 부네에게 “다시는 짐승으로도 인간으로도, 몸을 받아 이승에

나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부네의 짚각시 인형을 태운다.

노랑눈이는 부네의 죽음을 지켜보며 비천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서러워하면서도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한다.

할머니의 벗은 몸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시들고 메마른, 팔다리와는

달리 속살은 눈부시게 희고 특히 어머니처럼 다산(多産)의 흉한 주름이 없

는 배는 둥글고 풍요했다. 할머니의 거뭇한 가랑이 사이에서 거품을 내던

물은 조금 아래쪽에 선 내 허리를 휘감고 흘러갔다.

나는 개울의 가운데 잠깐 망연해져 서 있는 할머니에게서 문득 흩날리는

눈발에 꽃잎처럼 묻어들어오던 날의 놀라움을 생생하게 되살렸다.

할머니는 아름다웠다. 내 눈길을 느낀 할머니는 잇몸을 내보이며 흐흐 웃

었다. 햇빛 아래 입을 벌리고 웃는 할머니는 마른 꽃잎 같았다. 봉지 봉지

꽃봉지. 할머니는 정말 새까맣게 여문 씨앗이 배게 들어찬 주머니와도 같았

다.156)

노랑눈이는 자기 가족의 생활을 돌봐주는 억척스러운 할머니의 벗은

몸을 처음 보고, 그 숨겨져있던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전쟁 전 외할아버

지는 “아흔 칸 고래등 기와집”을 지어주고 할머니를 소실로 들여왔으며,

첩인 할머니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재산을 탕진하는 것으로 살아온다. 노

랑눈이의 가족으로 들어오기 전의 할머니는 육체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기울이는 일상 세계와 유리된 “해맑고 천연한” 존재로

묘사된다. 피난지라는 더럽고 비천한 일상에 완전히 물들지 않은 흔적은

할머니의 잦은 목욕이라는 여전한 습관으로 남아있다. 일상 세계가 더럽

고 끈적거리는 점액질의 성격을 지닌다면, 목욕은 이러한 점액질의 일상

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자 하는 성격을 지닌다. 노랑눈이는 할머니

가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단단히 문을 잠그고” 몸 닦는 소리를 들

156) 위의 글,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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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젊은 시절 너무나도 예뻐서 “봉지 봉지 꽃봉지”라고 불렸던 아름다

운 할머니를 상상한다.

육체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소멸하는 일상 세계에 대해 환멸을 가지

고 있는 노랑눈이는 할머니의 “다산의 흉한 주름이 없는” 벗은 몸을 “새

까맣게 여문 씨앗이 배게 들어찬 주머니”처럼 아름답다고 감탄한다. 아

이를 낳지 않은 할머니의 몸은 노화한 흔적이 없으며, “흩날리는 눈발

에” 묻어온 “꽃잎”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순결하다. 아이를 낳지 않아 탄

생과 죽음의 순환 고리 속으로 완전히 종속되지 않은 할머니의 벗은 몸

에 안겨 목욕을 하는 노랑눈이는 소설 속에서 오직 이 순간에만 유일하

게 관능적인 정서를 느낀다.

물 가운데 우뚝 선 할머니는 물감처럼 엷게 한없이 풀리고 내 주름지고

볼품없는 가랑이 사이에서 거품을 내고 흘러갔다.

얼굴 위로 개미라도 기어가는지 동생이 가냘픈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물

소리에 섞여 그것은 마치 개울 바닥에 모래가 쌓여가는, 혹은 풀벌레 소리

처럼 심상하고 자연스럽게 들려 어서 가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동생이 있는 풀숲으로부터 나타난 팔

뚝 굵기의 번지르르한 구렁이 한 마리가 대가리를 물에 묻고 느릿느릿 물

을 따라 헤엄쳐가는 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문득 생각난 듯 무심히 중

얼거렸다.

얘가 혼절을 했겠구나.157)

노랑눈이가 할머니의 벗은 몸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고, 할머니는 자신

의 몸을 경탄하며 넋을 잃고 바라보는 노랑눈이의 시선을 만끽하는 관능

적인 순간은 비천한 일상 세계로부터 그들이 잠시 떠나있도록 만든다.

그러나 뱀에 놀라 “가냘픈 소리로” 우는 동생의 울음 소리는 그들을 다

시 일상 세계 속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육체로 태어난 인간의 원죄를 암

시하는 “팔뚝 굵기의 번지르르한 구렁이”는 노랑눈이와 할머니가 성과

죽음의 폭력으로 구동되는 비천한 일상 세계 속에 종속되어있는 존재에

157) 위의 글,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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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자신이 비천한 일상 세계에 종속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유년

의 뜰」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버지에 의해 보다 명확해진다.

변소의 창으로 거위처럼 두 팔을 휘저으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언니의 모습이 보였다. ...(중략)... 교문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

이다. 탱자나무 울타리 위로 솜사탕이 구름송이처럼 둥실 떠올랐다.

나는 이러한 광경을 보며 주머니 속의 케이크를 꺼내 베어물었다. 그것을

다 먹고 났을 때 갑자기 욕지기가 치밀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꾸역

꾸역 토해냈다. 단 케이크는 한없이 한없이 목을 타고 넘어왔다. 까닭 모를

서러움으로 눈물이 자꾸자꾸 흘러내렸다.

나는 다리 사이에 머리를 박고 구역질을 하며 똥통 속을 들여다보았다.

어두운 똥통 속으로 어디선가 한 줄기 햇빛이 스며들고 눈물이 어려 어

룽어룽 퍼져 보이는 눈길에 부옇게 끓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무엇인가 빛

속에서 소리치며 일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158)

전쟁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이제까지 노랑눈이가 부재하는 대상으로 막

연하게 그리워해온 아버지가 아닌 “거렁뱅이처럼 다리를 끌며” “벌건 얼

굴에 키가 훌쩍 큰” 남자로 돌아온다. 노랑눈이는 아버지를 찾아가라는

교장의 말이 끝난 뒤, 불안으로 케잌을 허겁지겁 먹어치우나 결국에는

똥통에 머리를 박고 구역질을 하며 먹은 것을 다 게워낸다. 아버지의 육

체는 노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그러므로 정욕을 지니는 육체로

서의 비천한 삶을 가리키면서 노랑눈이로 하여금 똥통 속을 들여다보도

록 만든다. 똥통 속과 같은 비천한 육체의 삶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에

직면한 노랑눈이는 눈물이 차오른 눈길로 “부옇게 끓어오르는” 어떤 것

을 본다. 노랑눈이는 똥통을 들여다보며 비천한 삶에 대한 저항감 혹은

비천한 삶에 종속되어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파괴 욕망 등으로

발현될 격정을 느낀다. 일상에 대한 자신의 환멸을 비로소 직시하게 되

면서 「중국인 거리」의 ‘나’의 유년이 끝을 맺은 것처럼 노랑눈이의 유

158) 위의 글,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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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역시 이로써 막을 내린다.

「중국인 거리」와 「유년의 뜰」의 ‘나’가 유년의 1인칭 화자였다면,

「멀고 먼 저 북방에」(1984)의 ‘나’는 성인 화자로 등장한다. 성인 화자

인 ‘나’는 비천한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

미 알고 있다. 반면 나이만 들었지 유년 시절의 동화와 같은 기억 속에

서 살아가는 ‘나’의 언니는 비천한 일상을 이탈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천한 일상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나’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음으로써 육체의 유지와 재생산에만 충실한 경

제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비천한 일상이라는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

려는 언니는 “시체 냄새”가 진동할 뿐인 결혼을 두 번이나 파경으로 끝

내고 이제까지 아이도 낳지 않는다. 언니는 ‘나’를 포함한 일상인들에게

낭비하는 여자로 비춰진다. 특히 ‘나’의 가부장적 남편은 언니를 향해 가

차 없는 비난을 퍼붓는다. 언니는 오랜 시간 목욕하는 여자이며, 비싼 티

슈를 함부로 쓰고 아이들의 우유를 제 것처럼 마신다.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성과 죽음의 폭력으로 구동되는 일상 세계 속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언니의 육체는 노화하지 않는다. “화장기 없는 얼

굴이 소녀”같고 “포도 나무” 같은 “신선하고 맑은” 얼굴을 지닌 언니는

일상에 충실한 ‘나’에게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짐과 동시에 애증을 불러일

으키기도 한다.

언니가 딸아이와 쓰는 방의 휴지통을 비울 때면, 나는 글씨를 알아볼 수 없

이 잘게 찢은 종이부스러기나 혹은 ‘안녕하신지요...’ ‘거처를 옮겼답니다. 조

용한 소도시지요’ 따위의 서두만 쓰다가 구겨버린 종이들을 발견하곤 했다.

언니는 대체 누구를 향해, 어디로 그렇게 숱한 종이를 찢고 구겨 없애며 편

지를 띄우는 걸까. 대체 마흔 세 살의 중년 여자가 바깥을 향해 쓰는 편지

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중략)... 그러나 나는 어떤 소식이든 답신이 날아

와서 변화가 있기를, 그래서 언니의 등 뒤에서 진행되는 은밀한 모의에서

내가 손을 떼게 되기를 바랬다.159)

159) 오정희, 「멀고 먼 저 북방에」, 『주부생활』, 1984년 1월호, p.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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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의 낭비벽은 언니의 감상적인 기질로도 통한다. ‘나’의 집에서 여

섯 달 전부터 얹혀살고 있는 언니는 첫사랑에 대한 기억에 매달려 일도

전혀 하지 않고 남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만 소일한다. 현실을 도외

시하는 언니의 애정에 대한 갈증, 궁극적으로는 탄생과 죽음의 순환 고

리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소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

고, “마흔 세 살의 중년 여자”인 언니는 그 “바깥을 향해” 여전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언니는 일상의 바깥을 향한 향수를 과거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써, 그리고 유년 시절의 기억을 고집함으로써 고수한다. 과거 언

니는 첫 사랑과 헤어지자 한국을 떠나 미국에 가 결혼하는 것으로 일상

의 바깥을 희구한다. 그러나 언니는 미국에서의 결혼 생활에서 환멸만을

느끼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도 자신의 향수

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자 언니는 일상의 바깥을 향한

향수를 과거의 기억에 매달림으로써 고수한다. “멀고 먼 저” “북방의 처

녀”라는 시 제목으로 표현되는 언니의 일상 바깥을 향한 끊임없는 희구

는 언니가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언니는 현실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느껴야 하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과 타협할 수 없다. 언니

는 아버지가 주었던 무한한 사랑과 어린 시절 자신과 분리되지 않은 존

재였던 ‘나’와의 추억에 매달려 현실을 외면하고자 한다.

따라서 언니는 일상과 타협하여 살고 있으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

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나’의 또 다른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

끝에서 둘만 남았다는 고독감을 공유했던 이들 자매의 어린 시절은 이들

이 한때 일체화된 인물이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나’는 일상에 종

속되기를 거부하는 언니, 아직 유년기를 끝내지 못한 언니에게 애증의

감정을 가지면서도 남편과 일상인들 몰래 언니를 연민하고 안타까워한

다. 그러나 언니의 저항은 결국 ‘나’를 포함한 일상 세계의 사람들에 의

해 저지된다. ‘나’와 남편은 점점 더 언니의 존재로 인해 궁색해져가는

살림을 들며 언니가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즉 또 다시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댄다. 이로 인해 언니는 타의에 이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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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불수 노인의 재취로 또 다시 결혼한다. 언니와 ‘나’의 기억 속에 유

년 시절의 아버지가 무한한 사랑을 제공했던, 비현실적이고 이상화된 아

버지의 모습을 띠었다면, 언니가 실제로 결혼하는 남자는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비천한 육체, 그러므로 젊은 여자와 결혼해서 성욕을 충족하고

일상을 영속하고자 하는 현실의 아버지이다. 이로써 언니는 다시 한 번

결혼하여 아버지의 비천한 육체가 지배하는 일상에 결국 종속된다.



- 109 -

4. 결론

오정희 소설에서 죽음을 부정하기 위한 시도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간

다. 죽음을 부정하고자 하는 주체의 자유를 향한 의지는 결국 좌절되면

서 오정희 소설의 인물들은 사멸하는 물질인 육체로 인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절망한다. 일상 속에서 죽음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인물

들은 육체적 욕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지시하고 있다고

여기며, 이를 ‘죄’로 감각한다. 오정희 소설의 비극성은 이와 같은 세계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세계에 순응한다는 것은 곧 죽음의 운명에 순응

하는 것이므로, 죽음에 저항하고자 하는 주체는 세계와 타협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세계와의 대결은 주체의 필연적인 실패로

이어질 뿐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은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

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죽음을 부정하려는 데서 오는 주체의 필연적인

실패는 비극성을 빚어냄과 동시에 오정희 소설만의 독특한 미학적 효과

를 발생시킨다.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성(性)이라는 인간

삶의 원형을 작가적 직관을 통해 치열하게 언어로 형상화한 오정희의 소

설은 그 자체로 세계와 주체 사이의 날카로운 긴장 관계를 반영한다. 물

질적인 세계를 벗어나 완전함, 신성함이라는 높은 차원을 향해 나아가고

자 하는 주체는 세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필연적으로 대립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주체와 세계 사이의 긴장 관계는 자기 자신마저 겨루어

야 할 세계의 일부로 여겨짐으로써 더욱 치열해진다. 낮은 곳을 벗어나

높은 곳을 향하고자 하는 초월 의지, 혹은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을 지향

해나가는 주체의 초월 의지에서 독자는 소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

는 기반을 발견한다.

그러나 오정희 소설의 근저에 있는 초월 의지는 그 자체만으로 ‘아름

다움’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오정희 소설의 미학적 특질은 그 초월 의지

가 좌절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한 초월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결코 인간은 초월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작가의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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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육체로 태어난 이상 인간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비극적

인식이 주체의 자유를 향한 의지와 팽팽히 길항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에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주체의 태도를 통해 독자는 순결한 삶을 향한 작가의 진정성을 읽

어낸다. 이때의 진정성은 세계와 주체의 긴장 관계가 치열하면 치열할수

록 더욱 심화된다. 오정희 소설에서 주체는 세계와의 대결에서 좌절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필연적인 좌절을 초래하고 그 좌절을 끝

까지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한다. 여기서 독자는 깊

은 전율을 얻어낸다. 포기할 수 없는 자유에의 의지가 갖는 진정성,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비극성에서 독자는 비로소 강렬한 미적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정희 소설의 미학성은 『불의 강』에 실린 단편들을 비롯

한 초기 소설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흔히 ‘적의’라는 표현으로 설

명되어왔던 초기 소설의 특성은 좌절할 것이 분명하면서도 세계와 끝까

지 대립하고자 하는 주체의 감정 상태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의’는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다른 모습들

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세계와 벌이는 대결이 주체의 거듭되는 패배로

이어지면서 세계에 대한 주체의 ‘적의’는 크게 약화되고 대신 짙은 허무

감의 색채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작품들의 주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작품들에서는 인물들과

일상 세계와의 날카로운 긴장 관계가 사라지고 결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체의 암울한 절망만이 남게 된다. 이와 같은 주체의 암울한 절

망은 특히 세 번째 단편집 『바람의 넋』의 주조를 이룬다. 이로 인해

비극성이라기보다는 비관성만이 더욱 짙어진 오정희의 소설은 초기 소설

이 지녔던 미적 쾌감 혹은 전율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세계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는 동시에 세계를 긍정하

고 타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네 번째 단편집 『옛우물』

에 실려 있는 「파로호」(1989)와 「파로호」 이후 오랜 공백 기간을 깨

고 발표한 「옛우물」(1994)에서는 처음으로 죽음과 타협을 시도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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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나타난다. 이때 타협을 시도하는 세계는 이제까지 부정되어왔던 동

물성이 아닌 식물성의 이미지가 적극적으로 차용됨으로써 묘사된다. 우

연히 태어나 덧없이 소멸할 존재의 허무함으로 파로호로 간 「파로호」

의 여성 화자 혜순은 죽음으로부터 재생하는 식물들을 통해 생성과 소멸

의 지속되는 순환을 경험하면서 그 “조화 속”을 알 수 없는 우주의 신비

를 체험한다. 혜순은 이러한 우주의 신비를 ‘돌’로 표상되는 영원으로 느

낀다. 또한 「옛우물」(1994)의 ‘나’는 혜순이 영원으로 감각한 생성과 소

멸의 무한한 순환 속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자신의 유한

성을 받아들인다. ‘나’는 탄생과 죽음의 연쇄를 혐오스러운 동물성의 것

이 아닌 “아이를 낳는 것은, 밤송이가 벌어 저절로 알밤이 툭 떨어지는

것, 봉숭아 여문 씨들이 바람에 화르르 흐트러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범상한 일”과 같은 순환하는 식물성으로 상상한다. 여자의 몸으로 태어

나 성장하고 노화하는 과정을 나무에 달린 열매의 성숙과정처럼 상상하

는 ‘나’는 자신의 소멸을 더 이상 무(無)로의 환원으로 여기지 않으며, 또

다른 태어남의 예비로 여긴다.

그러나 「파로호」와 「옛우물」에서 예외적으로 잠시 극복되는 듯이

보였던 암울한 절망의 비관적인 포즈는 중단편 「새」(1995) 그리고 마

지막 단편이라 할 수 있는 「얼굴」(1999)에 이르러 다시 한 번 원점으

로 복귀한다. 「새」의 어린 여자 아이인 우미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

들어낸 세계의 폭력과 맞닥뜨리며 조로(早老)한 얼굴의 소녀가 되며,

「얼굴」의 화자로 또다시 등장하는 반신불수의 늙은 아버지는 쥐가 썩

어가는 냄새를 풍기는 방안에서 고독하게 죽어간다. 이후 작가는 『문학

과 사회』에 장편 「목련 꽃 피는 날」(2004)을 1회 연재하고 미완으로

끝낸 것으로 실질적인 소설 집필을 마치게 된다.

「목련 꽃 피는 날」에서 원로 소설가인 작중 화자 ‘나’는 유년 시절을

보낸 인천의 중국인 거리를 찾아가 인간 삶의 생로병사(生老病死)의 풀

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해 고민하며, 이것을 소설로 쓴다는 것의 의미

를 물어나간다. 자신의 글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문자에서도 “석연치 않

음, 부정직함, 불편함”을 용납할 수 없는 작중 화자의 글쓰기에 대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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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적일 만큼 순수한 집념은 그동안 오정희 소설이 보여주었던 높은 완결

성과 미학성의 근원이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인지 일별해볼 수 있게 해준

다. 소설 쓰기는 작가에게 있어 죽음에 저항하는 한 방식으로, 죽음에 순

응하는 것은 곧 타락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글쓰기에 대한 작가의 태

도는 순교자적이며 구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의 글쓰기에 대한 결

벽성은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이렇게 실질적인 소설 집필을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정희는 현재

에 이르는 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견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 오정

희는 후배 여성 소설가들의 등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작가로 꼽힌

다. 1990년대 여성 소설가를 대표하는 신경숙, 공지영, 은희경을 비롯하

여 전경린, 조경란, 하성란, 윤성희 등과 같은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

년대 초반에 등장한 많은 여성 소설가들은 오정희를 자신의 문학적 등대

로 삼아 작가로서의 꿈을 키워왔다고 고백한다. 이들의 초기 소설에서

보이는 오정희의 흔적은 이들이 오정희의 소설을 교과서로 삼아 습작 과

정을 거쳤음을 말해준다. 오정희가 처음으로 한국문학사에 제기한 성과

죽음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편혜영, 천운영과 같은 작가의 소설을 통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글쓰기를 통해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의미를, 이에 천착하여 궁극적으

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미세하게 파헤쳐나간 오정희의 소설은 한국현대

소설에 있어서 실존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심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여성이라는 특수한 입장에서 보편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고민

했을 때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무후무한 한국문

학사의 전범(典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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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and Death in Oh Junghee's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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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sense of death as it is expressed in Oh

Junghee's fiction, and aims to reveal its aesthetic effect. It directs its

attention on how the author's self-consciousness as a woman,

especially in her biological function as a conceiver of life through

pregnancy, is closely related with her fiction's sense of death.

Understanding this relationship will give us a new step toward

perceiving the 'feminine' in Oh Junghee's fiction, and get us nearer

to the reality of her fiction's tragic qualities that provide the reader

with an experience of aesthetic ecstasy.

The finitude of human beings is the premise of how Oh Junghee

perceives life. Her thoughts on death begins with her meditation on

'why' I am a being who has to die. Her thoughts on death is

realized at the same time as her thoughts on the body as a finite

thing and its birth. Therefore, sex, which is the medium of giving

birth, is considered importantly in relation to death. The fact that the

body has a sexual function points to the fact that the body itself

cannot last forever, and must leave behind an offspring. In this way,

the sex in Oh Junghee's fiction implies death as the human

finiteness, and this human body's animalistic qualities, which are sex

and death, becomes the objects of rejection for Oh Junghee's subject

who seeks to reject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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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ject, sharply opposing the daily life that is permeating with

death, seeks to reject it, and sees the daily life as a world of

violence that sex and death activates. For such a subject, the world

is a place of horror that functions through one-sided violence of sex

and death, and it is a place in which human beings, born from the

sexual activity of the bodies, die and rot, and in this process of

violence the born humans die and rot again and again: the world is

an endless chain of life and death. The subject is disgusted of the

endless cycle of birth and death that is perpetuated by the instinctive

drive for life. The disgust of dirtiness, stickiness, and smell becomes

the basic emotional attitude of the subject that seeks to reject its

own self that was born as a physical body, which must die. For the

subject, a daily life, the quotidian, is the infinite repetition of feeding,

excreting, and sex that goes on to preserve life, and it is symbolized

by the image of mucus. The daily life does not step back from the

subject, and it is utterly claustrophobic; the subject perceives that he

is imprisoned within the daily life, and feels anxiety within it.

The subject ceaselessly seeks to find a way out of the daily life of

death. The subject's resistance in its search to escape death begins

with its rejection of mother's body. All human beings come from

their mother's body, and breed and die and rot. Accordingly, mother's

body becomes the medium through which the subject enters the

world of life and death's endless cycle. Because for this, mother's

womb is conceived as an organ that produces death. The subject,

terrified of death, takes pity on herself as a being of physical body,

and sees her mother's body as the origin of her pitiful body. The

subject came into being only because she was excreted from her

mother's body after the mother's sexual activity; the subject is

nothing but a by-product of sex. Because the subject accep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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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activity as the cause of death, death is seen as the

'punishment' of the crime known as 'sex'. In chapter 2 section 1,

this study analyzes 「Lady who Puts on her Make-up at Night」

(1968), 「Mist's Levee」(1976), and 「A Midday's Dream」(1977), and

shows that the subject becomes ashamed of her body's animal

qualities known as sex and death, and discuses how the subject's

shame transforms into the disgust of the mother's body and the

desire for self-destruction.

The disgust of sexual activity leads to the guilt and disgust of

sexual desires. As time passes by, the body that ages and dies

instinctively desires to live, and this desire manifests itself as sexual

desire that is imbued with violence. The body's instinctive obsession

with life is unconditional, and as it is unconditional it is also

aggressive. The subject perceives that she was born as a result of

'murderous intent' and 'lust', and feels guilty about having sexual

desires. The horror and disgust felt for the body's obsessive and

aggressive sexual desire appears as the horror and disgust that the

subject feels against the father's penis. In Oh Junghee's fiction,

patriarchal figure of the father freely expresses his sexual desires,

and appears to enjoy the sex's ecstasies. The father's patriarchal

aspects is shown to be self-centered and childish for believing that

he may freely use his wife, his daughter, and even children for the

fulfillment of his desires. The subject, in order to escape the fate of

sex and death, seeks to escape her mother, and she seeks to escape

her father as well. However, the disgust of her father's body is not

distinguished from the disgust of the subject's own body. The

subject witnesses her father's aged and diseased body, and feels

enmity and shame, and the powerlessness before death, as if she is

witnessing her own body. In Chapter 2 section 2, this study looks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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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1973), 「Desolation」(1976), 「Evening's Game」

(1979), 「Bronze Mirror」(1982), and analyzes how the subject's

horror and disgust at the father's body implies her horror and

disgust of sexual desires, and the self-hatred that comes from the

subject's inability to escape her father.

For the subject, who feels conscious guilt for sex, the fact that she

was born with a sexual body means that she must suffer the

insatiable sexual desires until her death. To be born as a body of sex

means that one must live as either male or female who cannot have

a perfect union. The subject's desire for love, which seeks to

overcome the discontinuous nature of existence and be united with

another subject, is likened to the image of 'flower'. However, desire

for love also leads to the impregnation of fetus, and therefore, it

becomes an object of rejection for the subject. The subject utterly

feels that her desire for love is nothing but a disgusting sexual

desire that activates the cycle of life and death's chain, but because

she cannot escape it, she becomes frustrated. In Oh Junghee's fiction,

this grief of the subject appears as an emotion known as 'sorrow'. In

Chapter 2 Section 3, 「Weaver」(1970), 「Spring Day」(1973), and

「Before Dawn」 (1977) are analyzed to show that desire for love is

ultimately the same as the sexual desire, which leads to pregnancy

that the subject detests, and for which the subject feels guilt. The

subject's psychological state is analyzed as well.

Life that is imprisoned within one's body is a life that cannot be

changed by the will of the subject; caught in the chains of sex and

death, it is a life of sin. Therefore, the subject seeks to be freed

from the imprisonment of the body. Liberation from the body is the

liberation from sex and death, so the subject is able to achieve her

ultimate freedom from life and death's cycle. But, becau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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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tion from the body can only be achieved by dying, it cannot

coexist with life. Because of this, freedom comes to mean 'violation

of taboo' in a life that is filled only with desire to live, and it also

gains a sacred meaning that a living body cannot reach. The outside

of the daily life is signified as images of beautiful vegetables, and it

is a space that is just before the entrance into the cyclical chain of

life and death: a space before the birth itself. The subject seeks to be

reunited with the sacred mother, or atone for sins by burning the

body, and by doing so reach the outside of the daily life. However, in

order to be successful in the atonement, the subject must ultimately

burn and cleanse her own body. Therefore, the subject, in constant

fear of her own death, always fails in her atonement. In Chapter 3

Section 1, this study analyzes「Living in Seclusion」(1969), 「Burnt

Offering」 (1971), 「Magnolia」 (1975), and「River of Fire」 (1977)

to trace the attempts to breakaway from the cycle of life and death's

chains, and the resulting failures.

It is only through death that the liberation from the cycle of life

and death can be achieved; for the subject that fears death, there is

no way out of the cycle. Instead, the subject seeks to escape the

daily life through the carnal desires of homosexuality. The subject

replaces death with the self-obliterating ecstasy that she gets from

homosexuality. The subject keeps her attention on homosexual

relationships in a space closed from the outside world, and thus

escapes from the daily life. Because of this, the person who becomes

the object of homosexual love in the stories is also the one who is

alienated from the daily life. It is also the case that those who

become the object of homosexual love do not possess the body that

is able to normally show 'muderous intent' and 'lust'. However,

homosexuality proves to be unstable as an agent of seeking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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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daily life because it comes from the anxiety and horror

from the world that sex and death controls. Ultimately, their

homosexuality ends with being discovered by the world of the daily

life, and thus losing the object of homosexual love. In chapter 3

section 2, 「Toy Store Lady」(1968), 「Runner」(1969), and「Sanjo」

(1970) are analyzed to show how the subject's engaging in

homosexuality is a way of rejecting the daily life and acts as a

replacement of death.

In Chapter 3 Section 3, 「China Town」 (1979), 「Childhood's

Garden」 (1980), and「Faraway North」(1984) are analyzed to show

how the subject's aspiration toward the outside of the daily life turns

into the form of nostalgia. The subject, born as a body, can never

escape from the daily life. Therefore, even though she is enslaved by

the daily life, the subject feels nostalgic for the outside of the daily

life, and she finds in luxury a fragment of what has escaped the

daily life. The daily life loyally follows the principle of necessity that

is the preservation of the body and the production of another body,

and it is economical. Whereas, the luxuriousness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necessity. Beauty is represented in the body of the

woman who has not given birth to a child. Not bound to the cyclical

chain of life and death, these women's bodies actually cut off this

chain, and has therefore overcome the daily life's economic principle

of 'production'. For the subject, the woman's body that does not

produce any more death becomes an object of idealization. However,

because they endanger the continuation of the daily life, the bodies of

the women who do not give birth are excluded by those who are

content with the daily life. In this way, all attempts to reject the

cyclical chain of life and death all end up as fail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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