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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인간은 ‘기억’ 능력을 통해서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현재 겪

고 있는 고통, 그리고 미래에 겪을 수도 있는 고통에 대해 인식할 수 있

다는 추정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더욱이 인간은 과거의 기억과 관

련하여 현재와 미래의 자신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통한 고통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고통’과 ‘기억’ 사이의 불가분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작품화하고 있는 최윤(1953.7.3.~)의 초기 대표작

들인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1988)와 「회색 눈사람」

(1992)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이 두 작

품이 ‘기억’과 ‘고통’의 문제와 연관하여 여러 가지 공통적인 속성을 갖

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두 작품에서는 모두 여성 주인공이 역사적·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소외된 희생자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공통점

을 지닌다. 서사의 전개 과정에서 이들은 세계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고, 

결국 뿌리 뽑힌 방랑자가 된다. 이들은 자신이 과거에 겪은 상처와 아픔

을 홀로 회고하면서, 소리 없이 고통 받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다음으로 

최윤이 이 두 작품에서 사건의 날짜나 장소를 분명히 언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사건들이 역사적 사건들과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암시된다는 점 역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소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설 「회색 눈사람」은 

1970년대 유신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아울러 이 두 작품은 실제 다루

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시기의 직후에 출판되어 작품 외부의 현실

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유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

다. 이 두 작품에서 역사적 배경이 이처럼 암시적이고 단지 유추 가능한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출판 시기상 여전히 정부의 통제로 인해 긴

장된 사회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작가가 책을 출

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 검열이 요구되었던 당시 정황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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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네 번째 공통점이자 가장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두 작품이 모두 과거의 상처로 인해 겪었던 ‘고통’에 대한 ‘기억’(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망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3인

칭 시점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스토리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신, 

작가는 주인공들이 1인칭 시점에서 개인적 기억과 회상에 의존한 자신

의 서사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 두 편의 소설에서 최윤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고 또 기억하기 위해 분투하는 두 인물을 국외자로 형상화함으

로써, 고통과 연관된 기억이라는 주제를 부각한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에서 소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엄마의 총살을 

목격한 후, 그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작용한 그 사건을 잊어버리는 한편

으로 이를 다시 기억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또한 보인다. 「회색 눈

사람」의 젊은 여성 주인공인 강하원은 1970년대 지하운동권의 일원으

로 활동할 당시의 기억을 잊기 위해 20년 동안 노력해왔지만, 현재 그는 

애써 억눌러 온 그 고통스러운 과거가 환기되는 상황에 놓인다. 최윤은 

이 두 소설에서 주인공의 기억을 통해 70년대 유신 정권과 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경이 된 한국의 격동적 현대사를 조명하고, 나아가 사

회에 대한 비판을 여러 층위에서 내포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전제로 본고는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

고」와 「회색 눈사람」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최윤이 ‘고통’과 

‘기억’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는지 밝히고, 더 나아가 한 개인의 

기억 속에 각인된 과거의 고통에 대한 대처방식을 더욱 깊이 이해해 보

고자 한다. 최윤의 작품인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와 

「회색 눈사람」은 모두 기억과 고통 사이의 연관성의 문제를 집중적으

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비교 및 분석 

작업을 통해 최윤이 기억을 재현해내는 방식에 대해서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알라이다 아스만의 기억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기대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알라이다 아스만의 이론에 기대어 최윤의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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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최윤의 작품들은 생물학적으로 전달

하는 개인적인 기억에 대한 서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작

품은 물질적인 책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문화적 기억의 일부로서 상

징적으로 전달되는 집단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최윤의 두 작품을 이러한 두 차원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

의 차원으로, 소설에서 나타나는 기억과 연관시켜 작중인물들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망각하는지 또한 왜 다시 기억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의 차원으로, 기억을 전달할 수 있는 물질적인 수단으로

서의 소설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다차원적인 접

근방법으로, 개인적 기억은 어떻게 집단기억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또

한 더 넓은 집단적‧문화적인 기억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최윤의 작가의식을 파

악하고 텍스트 밖에 있는 역사적 맥락과 연관된 소설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시각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크게 두 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해나갈 것이다. 2장은 최윤의 「꽃잎」과 「회색 눈사람」에 

나타나는 생물학적으로 전달되는 개인적 기억과 사회적 기억에 주목하고

자 한다. 개인적·사회적 기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인들이 역사적 사

건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분석하는 사회학자와 마찬가지로, 이 장에서

는 작중인물의 상처와 고통을 불러일으킨 허구적인 세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본고는 우선 작중인물들이 상

처와 고통을 겪은 경험에 대한 기억을 왜 망각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처와 고통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뿐만 아니

라 다른 작중인물과 함께 형성하는 사회적 기억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과정에서 최윤의 소설에는 이러한 사회적 기억이 드러

나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회적 기억이 부재하는 상태의 

이유, 그리고 최윤이 이 부재를 극복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탐구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최윤의 두 작품에 나타난, 상징적으로 전달되는 고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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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억에 주목하고자 한다. 2장에서 논의한 대로 최윤의 작품들이, 사

회적 기억이 부재한 문화적 기억의 인공물이라는 판단 하에, 최윤이 이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작중인물 사이의 사회적 기억의 부재를 극복하려는 최윤은 독자로 

하여금 기억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 특정한 문학

적 전략을 사용하였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텍스트 분석을 통

해 최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였는지 밝히는 한편 이러한 전략이 어느 

정도까지 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최

윤의 두 작품들이 사회적 기억의 부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박

스’(memory box)로 기능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기억의 상자들은 

문화적 기억을 가지는 매개물로서, 중요한 기억을 저장하고 인간이 망각

하는 경향을 방지한다. 이 메모리 박스 안에는 작가가 창조한 개인적 상

처와 고통에 대한 작중인물의 기억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의 상처와 고통

과 관련된 경험, 의견, 그리고 기억도 어느 정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

한 다양한 기억의 융합을 구현하는 최윤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본고는 

최윤의 사상과 의도를 밝히고, 최윤의 작품을 상처와 고통을 재현하는 

기억과 관련된 다른 메모리 박스와 비교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3장

에서는 최윤이 이 두 소설을 창작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기억을 파악하고, 최윤의 작품들이 문화적 기억의 광범위한 범주 중에서 

어떤 위치에 놓일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최윤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하여 ‘고통’과 ‘기억’ 사이의 연

관성에 주목하는 본고의 접근방식을 통해, 최윤 문학을 보다 심도 있게 

독해하는 한편 작가로서의 최윤 및 그의 작품의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최윤, 고통, 기억, 알라이다 아스만, 부재, 사회적 기억, 문화

적 기억, 메모리 박스, 서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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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고통’과 ‘기억’은 명백히 상호 연결되며 인간 존재에 있어 매우 중요

한 두 개념으로 의학, 심리학, 사회학, 문학 등 많은 학문 분야에서 연구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아픔, 고난을 겪는 

상태를 ‘고통’1)이라 부르고, 마음이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기억’이라고 일컫는다. 보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기억’이란 우리가 만났

던 것과 경험했던 것에 대한 지식을 저장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으로서, 

우리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지식들은 ‘기억’에 저장된다. 따라서 과거에 

겪었던 고통, 현재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미래에 겪을 수도 있는 고통

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억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

다고 할 수 있다. 최윤2)의 초기 대표작들인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

1) 웨인 허드슨(Wayne Hudson)은 『인간 고통에 대한 관점』의 14장 「고통을 역사화

하기」(Historicizing Suffering)에서 “표준적 의미에 따르면 고통이란 부정적인 기본 

감정으로 묘사된 보편적인 인간 경험이고, 이 부정적인 감정에는 일반적으로 몸이나 

마음에 대한 불쾌감, 혐오감, 해악 또는 위협의 주관적 특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한

다. Malpas, Jeff; Lickiss, Norelle(ed), Perspectives on Human Suffering, 

Dordrecht: Springer, 2012, Chapter 14 “Historicizing Suffering”, 171~179면. 다

시 말해서, 고통 또는 넓은 의미의 아픔이란 개인의 해악이나 그 해악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불쾌감과 혐오감을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은 정서

적인 현상의 부정적인 원자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며,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는 쾌락 또는 행복을 들 수 있다.

2) 최윤(본명: 최현무)은 1953년에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1966년 경기여중과 1969년 

경기여고를 거쳐 1972년 서강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하여 교지 편집을 하였다. 

1976년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에 입학하였고 1978년 첫 평론 「소설의 의미구

조분석」을 『문학사상』에 발표한다. 이후 5년간 프랑스 엑상 프로방스의 프로방스

대학교에서 프랑스 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에 관한 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받고, 

1983년 귀국하여 서강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가 되었다. 1988년 광주민주화운동

의 비극을 다룬 중편소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문학과 사회』

에 발표하면서 소설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최윤은 1988년에 등단한 이

후 지금도 평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이다. 작가가 현재까지 창작 활동을 하고 있

으며, 그 창작 활동의 기간이 29년 남짓인 만큼, 현재까지 최윤에 대한 연구는 평론

이 주를 이루고 있다. 평론에서는 최윤의 여러 텍스트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

도한 작가론적 연구와, 한 텍스트를 선정해서 논의한 개별 텍스트 연구가 함께 이루

어져 왔다.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최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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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이 지고」(1988)(이하 「꽃잎」)와 「회색 눈사람」(1992)은 바로 이

러한 ‘고통’과 ‘기억’ 사이의 불가분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

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고는 이 두 작품이 ‘기억’과 ‘고

통’의 문제와 연관하여 여러 가지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

악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두 작품에서는 모두 여성 주인공이 역사적·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소외된 희생자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공통점

을 지닌다. 서사의 전개 과정에서 이들은 세계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고, 

결국 뿌리 뽑힌 방랑자가 된다. 이들은 자신이 과거에 겪은 상처와 아픔

을 홀로 회고하면서, 소리 없이 고통 받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다음으로 

최윤이 이 두 작품에서 사건의 날짜나 장소를 분명히 언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사건들이 역사적 사건들과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암시된다는 점 역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소설 「꽃잎」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3)을, 소설 「회색 눈사람」은 1970년대 유신 시대4)를 배경

(https://www.krpia.co.kr/viewer/open?plctId=PLCT00004652&nodeId=NODE0415

3393&medaId=MEDA04286945#none, 2016.12.15.)

3) 광주 항쟁이라고도 하는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한국 남

부의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진 남한 군사 정부에 대한 대규모 항의 시위를 가리킨다. 

광주의 시위에는 거의 2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식적인 통계에 따

르면 사망자 수는 200명이며 천 여 명의 시위자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

다. 그러나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200명이 아니라 실제로 약 1~2천 명이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민주적 정부가 출범하기까지는 10년이 더 걸렸

고 광주에서 벌어지는 살벌한 억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까지는 더욱 

오래 걸렸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잔인하게 진압되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에서 

최초이자 중추적인 역사적 순간으로 간주된다. 광주민주운동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통계는 Choi, Jungwoon(최정운), The Gwangju Uprising: The Pivotal Democratic 
Movement That Changed the History of Modern Korea, NJ: Homa & Sekey, 

2006. 그리고 Chung, Sangyong(정상용); Rhyu, Simin(유시민), Memories of May 
1980: A Documentary History of the Kwangju Uprising in Korea(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Seoul: Korea Democracy Foundation, 2003을 참고. 최윤의 소설 「꽃

잎」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광주민주화운동의 여파가 역사적인 배

경으로 남아 있음이 암시된다.

4) 유신시대는 대한민국의 제4공화국(第四共和國)을 가리킨다. 제4공화국은 1972년 10

월에 채택된 유신 헌법에 의해 규제되고 1972년 11월 21일에 국민 투표에서 확증된 

1972년과 1981년 사이의 대한민국의 네 번째 공화 헌정 체제였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하여 10월 17일, 당시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을 추구하

던 대통령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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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아울러 이 두 작품은 실제 다루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시기의 직후에 출판되어 작품 외부의 현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유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에서는 역사적 

배경이 이처럼 암시적이고 단지 유추 가능한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출판 시기상 여전히 정부의 통제로 인해 긴장된 사회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작가가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 검열이 요구되었던 당시 정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공통점이자 가장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두 작품이 모두 과거의 상처로 인해 겪었던 ‘고통’에 대한 ‘기억’(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망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3인

칭 시점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스토리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신, 

작가는 주인공들이 1인칭 시점에서 개인적 기억과 회상에 의존한 자신

의 서사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 두 편의 소설에서 최윤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고 또 기억하기 위해 분투하는 두 인물을 국외자로 형상화함으

로써, 고통과 연관된 기억이라는 주제를 부각한다. 「꽃잎」에서 소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엄마의 총살을 목격한 후, 그에게 정신적 충

격으로 작용한 그 사건을 잊어버리는 한편으로 이를 다시 기억해내기 위

해 노력하는 모습 또한 보인다. 「회색 눈사람」의 젊은 여성 주인공인 

강하원은 1970년대 지하운동권의 일원으로 활동할 당시의 기억을 잊기 

위해 20년 동안 노력해왔지만, 현재 그는 애써 억눌러 온 그 고통스러운 

과거가 환기되는 상황에 놓인다. 최윤은 이 두 소설에서 주인공의 기억

을 통해 70년대 유신 정권과 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경이 된 한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였다. 11월 

21일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23일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 

27일 취임하였다. 이것이 바로 10월 유신이며, 이 시기를 유신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

다. 제4공화국 정부는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1972

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민주공화당(民主共和黨)은 대단히 중앙집

권화된 정부 제체 하에서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문화적 산출물은 정

부의 검열 조치에 의해 강력하게 규제되었다. Kim, Byung-Kook; Pyo ̆ng-guk; 

Vogel, Ezra F.,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Introduction”을 참고. 최윤

의 소설 「회색 눈사람」의 소설적 배경에 영감을 준 것이 바로 이상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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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격동적 현대사를 조명하고, 나아가 사회에 대한 비판을 여러 층위

에서 내포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전제로 본고는 「꽃잎」과 「회색 눈사람」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최윤이 ‘고통’과 ‘기억’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접근

했는지 밝히고, 더 나아가 한 개인의 기억 속에 각인된 과거의 고통에 

대한 대처방식을 더욱 깊이 이해해 보고자 한다.

최윤 문학의 선행 연구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방법론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먼저 역사의 재현과 한 세대의 내면화된 고통을 다룬 연

구가 양진오5), 최성실6), 주인7)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안혜련8), 

양현미9), 오주영10), 임근혜11) 등에 의해 여성 특유의 문체, 말하기 방식 

등 작가 최윤의 페미니스트적 글쓰기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있다. 셋

째는 정신분석학을 통해 작가 및 등장인물의 심리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 

연구로, 권민정12), 김혜경13) 등이 이에 해당하는 주요 연구자들이다. 한

편 이러한 분류와 다른 차원에서, 최윤 작품에 나타나는 ‘기억’과 ‘고통’

의 연결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고의 주제와 관련되는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는 각각 ‘기억’이라는 주제를 다루

5) 양진오, 「영원한 신인의 신생의 소설」, 『한국 소설의 논리』, 새미, 1988.

6) 최성실, 「‘텍스트화한 역사’ 혹은 ‘떠 있는 텍스트 만들기’와 그의 의미 연쇄망」, 

『문학과 사회』 6-1, 1993.

7) 주인,  「5ㆍ18 문학의 세 지평: 문순태, 최윤, 정찬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론

집』 31, 중앙어문학회, 2003.

8) 안혜련, 「5·18 문학의 대안적 여성성 구현 항상 연구 공선옥·송기숙·최윤·홍희담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1,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2.

9) 양현미, 「부재, 타자성, 그리고 여성적 글쓰기 –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 『한

국문예비평연구』 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2.

10) 오주영, 「최윤 소설 연구 - ‘여성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1) 임근혜, 「최윤: 남성적인 것을 여성적으로 말하기」, 『한국 페미니스트는 있는

가』, 도서출판삼인, 1998.

12) 권민정, 「최윤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부재’에서 길어 올리는 삶, 서사」, 연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3) 김혜경, 「최윤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 중편,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6-1,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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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 ‘고통’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그리고 「꽃잎」과 

「회색 눈사람」의 두 작품을 아울러 비교하는 연구이다.

첫째, ‘기억’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연구는 양진오, 최성실, 김명숙, 유

홍주, 강경희, 김윤경, 양현진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먼저 양진오14)는 “최윤의 소설을 기억의 현상학이라고 호칭해도 별 

무리가 없을 만큼 기억은 최윤이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이며, 그의 

소설은 기억이라는 어휘를 통해 열고 닫혀진다”(64면)라고 분석한다. 그

에 따르면 작가 최윤은 ‘기억’의 행위를 통해 과거를 재현해 내고, 과거

의 그 역사적 사건들은 인물들의 내면화 과정으로 형상화되어 독자에게 

전해지고 있다. 즉 양진오에 따르면 개인적인 고통은 역사적 과거를 다

시 말해주기 위한 도구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본고

는 최윤의 두 작품이 역사적 고통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역사 서술에서

조차 종종 배제되는 개인적 고통 자체에 주목하며 그 개인적 고통의 양

상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려 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

의 논의는 개인적 고통에 초점을 두어 진행될 것이다.

한편 최성실15)은, 작가는 텍스트와 독자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장치를 ‘떨림판’이라고 명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작가 최윤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텍스트 띄우기’를 시도하는데, 이를 통

해 역사적 사실은 텍스트 속에 용해되어 ‘텍스트화한 역사’로 변주되고, 

언어는 사회적 상징 행위로서 다뤄진다. 객관적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

는 ‘떠 있는 텍스트’는 궁극적으로 ‘텍스트화한 역사’ 속에서 구체화된다

는 것이다. 이어 최성실은 문학에서 ‘기억’은 과거의 ‘나’와 관련된 사건

과 인물들을 재현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며, 역사적 사실은 결코 관

념이 아니며 존재했고 또 존재할 수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

조하였다. 본고는 문학의 기억이 인간으로 하여금 역사적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이며, 텍스트가 과거와 동등하지 않다는 최성실

의 논의에 동의한다. 문학은 과거 자체가 아니라, 텍스트 속의 개인적 

14) 양진오, 「영원한 신인의 신생의 소설」, 『한국 소설의 논리』, 새미, 1988.

15) 최성실, 「‘텍스트화한 역사’ 혹은 ‘떠 있는 텍스트 만들기’와 그의 의미 연쇄망」, 

『문학과 사회』 6-1,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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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거의 재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성실의 논의는 역사의 ‘텍스트화’에 주목하면서 텍스트의 역사성에 지

나치게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해당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식이 없는 독자는 역사와 텍스트의 본질적인 연관성을 볼 수 없

고, 결국 텍스트 감상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본고는 

이와 달리, 역사적 배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 해도 독자는 보편적인 

테마들을 통하여 텍스트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 텍스

트는 텍스트 밖의 세계를 반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것에 의해 제한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역사적 배경을 지나치

게 강조하지 않으면서 소설 텍스트의 세계 자체를 더욱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김명숙16)은 조르쥬 페렉의 「W 혹은 유년시절의 기억」과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를 비교하여, 70·80년대 한국 사회의 격변기를 체험한 

최윤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기억과 상처를 소설의 중심 

테마로 삼고 있음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최윤은 기억의 본질이 허구라

는 것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이행해가는 기억의 재구성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를 통해 김명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 개인의 작은 역사

(historie)를 통해 인류의 큰 역사(Historie)를 이야기하는 것이 최윤 문

학의 생명력이라고 분석하였다. 나아가 김명숙은 서술자의 기억에 근거

한 설명을 통해 부재한 주인공인 하나코에 대한 이미지의 창작을 분석하

여, 페렉과 최윤이 모두 집단 기억과 개인 기억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개인들은 다른 개인의 기억을 통해 이전에 자신들이 

직접 보지 못했던 것을 재구성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한 집단의 구성원

인 어떤 개인의 기억은 많은 부분을 그 집단의 여타 구성원들에 의존한

다는 것이다. 요컨대, 김명숙은 「하나코는 없다」를 통해, 기억은 허구

적이며 개인이 의도적으로 왜곡할 때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작가

16) 김명숙, 「기억의 문학적 형상화 - 조르쥬 페렉의 『W 혹은 유년시절의 기억』과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를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80, 한국불어불문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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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조하고 있다고 보았다. 본고는 기억은 사실이 아니며 개인의 의도

에 따라 왜곡되고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나 허구의 한 형태라는 데 

동의한다. 또한 「하나코는 없다」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상 「회색 눈사

람」과 「꽃잎」에서도 그러한 최윤의 강조점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 보고, 이 두 작품의 주인공들이 기억을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논증하고자 한다. 

유홍주17)는 오월 소설에 나타난 트라우마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는 

한국 사회의 ‘고통의 유물’을 기록해 놓은 오월 소설 중 임철우의 「봄

날」, 이순원의 「얼굴」 그리고 최윤의 「꽃잎」을 기본 텍스트로 하

여, 소설들에 드러나는 트라우마의 양상을 죄의식의 현재화된 그날의 침

투, 부재증명을 위한 과각성 외상기억의 억제라는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유홍주에 따르면 이들 소설은 오월 광주의 문제가 5·18의 직접

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기실 한국 사회 전체에 트라우마가 되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유홍주가 보기에 최윤은 이 사건이 집단 기억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한편으로, 광주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고 믿는데 그 치료법은 문학이다. 「꽃잎」을 분석하

며 유홍주는 주로 트라우마의 결과로 소녀가 시도하는 ‘기억의 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억제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소녀가 겪었던 

트라우마는 잊힐 수 있는 기억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트라우마

의 기억은 소녀가 그것을 아무리 억제하려 하더라도, 영원히 소녀의 몸

에 각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개인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최윤의 형상화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나아가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

는 능력이 한 개인에게 결과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의 과정에서 본고

는 소녀의 트라우마에 대한 묘사에서 외상의 기억과 밀접하게 관련된 장

애,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또한 본고는 고통의 경험이 기억에 각인됨으로 인

해 계속되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꽃

17) 유홍주, 「일반논문: 오월 소설의 트라우마 유형과 문학적 치유 방안 연구」, 『현

대문학이론연구』 6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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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의 소녀와 매우 비슷한, 「회색 눈사람」의 주인공 하원에 대한 자

세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의 두 번째 분류로, ‘고통’이라는 주제를 다룬 연구는 주인, 

차원현, 송선령, 김혜경, 장혜련, 나병철 등에 의해 제출되었다.

주인18)은 광주 항쟁을 다룬 세 작품인 문순태의 「일어서는 땅」, 최

윤의 「꽃잎」, 정찬의 「완전한 영혼」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인에 따

르면 민중 대다수가 광주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이 최윤의 작품에서 발견

된다. 그는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의 주인공 소

녀가 자신이 만나는 인물들을 끌어 들여, 광주 밖 인물들에게 자신이 겪

어온 아픔을 전이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고통의 전이 과정에서 

전염된 2차 상처를 지니게 된 인물들은 곧바로 독자와 동일시된다. 주인

은 작가 최윤이 소설을 통하여 광주의 의미를 광주 밖의 인물들에게 확

산하고 현실의 일상적 삶 속에 전이시키고자 한다고 보았다. 본고는 주

인의 논의를 염두에 두되, 이 전이의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자세히 드러내고자 한다. 나아가 본고는 이러한 유형의 전이가 최

윤의 다른 소설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이처럼 「꽃잎」과 

「회색 눈사람」의 기억 전이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본고는 최윤의 서사 

전략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원현19)은 5·18이 일어난 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폭력의 인간학과 

그로 말미암은 한국사회의 병리학이라는 두 주제를 한국 소설에서 다루

는 양상을 논의하였다. 그의 연구는 임철우의 「봄날」(1997), 정찬의 

「광야」(2003), 홍희담의 「깃발」과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1988)가 수록된 5·18주년 기념 작품집인 『꽃잎처럼-5월 

광주대표소설집』(1995)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차원현에 따르면 5·18 광

주와 관련된 고통은 연구 당시 아직 충분한 숙성의 시간을 경과하지 못

했으며, 저주로 말미암은 삶의 분열과 모순, 의미의 부재와 침묵은 더 

길고 복잡한 우회로를 거쳐야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18) 주인,  「5ㆍ18 문학의 세 지평: 문순태, 최윤, 정찬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론

집』 31, 중앙어문학회, 2003.

19) 차원현, 「5.18과 한국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31, 한국현대문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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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폭력이 한국 작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때 

「꽃잎」은 간략하게 분석되는 데 그치고 있다. 「꽃잎」에서 도덕적으

로 고통 받는 ‘우리’ 서술자를 분석함으로써, 차원현은 최윤의 작품이 광

주 사건의 폭력과 그 여파에 대한 윤리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

한다. 그에 따르면 최윤의 작품은 “일관성, 정합성에 입각해 5·18의 역

사적 진실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 대해 윤리적 

중지를 요구하는 급진 윤리주의의 소설화”(460면)이기 때문이다. 그는 

「꽃잎」에 묘사된 개인적·집단적 고통이 광주의 폭력으로 인한 직접적

인 결과라고 간주하지만, 텍스트 자체에 나타나는 폭력과 고통의 형상화

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에 본고는 「꽃잎」에 나

타나는 개인적 고통을 분석함으로써 광주 사건과 그 폭력에 대한 최윤의 

태도를 드러내고자 한다.

송선령20)은 「꽃잎」에 사용된 다양한 시점과 이것으로 말미암은 결

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시점을 비교하여 송선령은 “소설에서 주인공 

소녀는 오월 광주를 끊임없이 환기시킨다는 점에서나 견딜 수 없는 끔찍

한 기억으로부터 도피한 상처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모두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178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그는 “독자들

은 제각기 다른 시선과 목소리를 가진 각각의 이야기가 어떻게 교차되는

지, 그리고 그 각각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 시선과 만나 정체성을 찾아가

는지 관심을 가져야만 소설의 서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정되거

나 안정되기를 거부하는, 가변적이며 역동적인 이 텍스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독자이기 때문이다”(178면)라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

여 송선령은 이미지와 상징 장치에도 주목한다. 검은색은 공포의 기억을 

의미하고, 빨간색은 활력을 상징하고, 흰색은 어둠이나 악몽을 제거한다

는 것이다. 이에 그는 꽃잎, 기차 창문, 검은 휘장, 거울과 같은 상징적

인 장치가 광주에 대한 죄와 죄책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고 분석하였

다. 본고는 이를 참조하여 텍스트에 관련된 독자의 역할을 살펴보고, 인

간 간의 기억 전달 과정뿐만 아니라 개인과 텍스트 사이에서 기억이 전

20) 송선령, 「문학과 시각주의 - 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중심

으로」, 『이화어문논집』 22, 이화어문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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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되는 과정도 분석하고자 한다.

김혜경21)은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중심으로 주인

공의 내면에서 유동하는 욕망의 방식들과, 분열된 서사의 의미생산 기호

들, 결핍되고 상실된 존재의 이유들을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의 입장

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로 드러나는 것은 첫째, 소녀는 라캉이 ‘아버지

의 이름’으로 부르는 상징적인 질서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정신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다. 둘째로, 정신병적 상태인 소녀는 은유를 사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며, 

상상계로 회귀하기 때문에 거의 침묵한다. 소녀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어휘를 발화하는 것은 오직 독백일 경우

에서뿐이다. 셋째, 소녀는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상처를 받는다.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후 소녀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

해 죄책감을 느끼며 끊임없는 자기 학대를 행하고 끝내는 실종되는데, 

라캉의 관점에 따르면 이는 양심의 내면화된 목소리인 초자아의 가혹성

이 ‘주이상스(향락, 쾌락)를 위한 매개체’로써 기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남자’는 소녀를 강간하지만 그 소녀에게 공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이에 

그녀를 찾고자 한다. ‘남자’과 ‘우리’는 모두 광주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실제와 진실을 알고 있고, 증언할 수 있는 민중에 해당한다. 이들의 내

면은 모두 인간의 역사가 외면했던 진실을 되찾고자 하는 양심적 노력이

자 진정성의 존재확인으로 풀이된다. 본고는 이러한 김혜경의 논의를 바

탕으로 하되, 소녀가 느끼는 고통과 죄책감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아브젝션(abjection)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장혜련22)은 「꽃잎」의 시점 변화와 그 문체적 특징을 살펴보았고, 다

양한 시점은 다양한 효과를 갖는다고 결론지었다. 그에 따르면 특히 1인

21) 김혜경, 「최윤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중편,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6-1,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22) 장혜련, 「삭제된 말의 복원을 위한 여정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4,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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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복수서술자 ‘우리’와 1인칭 단수 서술자 소녀인 ‘나’는 독자를 이야기

에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우리’는 독자가 여정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

하며, ‘나’는 고통, 두려움, 공포와 아픔을 표현하는 독백을 통해 피의 대

학살에 대한 기억을 세밀히 묘사하고 보여준다는 것이다. 장혜련은 최윤

이 시점을 변화시킴으로써 소녀의 고통을 전경화할 수 있었다고 보며, 

특히 남자와 ‘우리’의 시점이 과거형으로 소녀를 회상하는 것과 달리, 

“현재형으로 전개되는 소녀의 독백은 역사의 비극적 사건을 현재화하고 

소녀의 고통이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재현한

다.”(271면)라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소녀의 영혼과 육체에 가해진 폭

력을 역사적 사건으로 한정시키기보다 그 고통의 전이에 초점을 맞춤으

로써 작품은 보다 보편적이고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게 된다. 이는 역사

가 일상화되는 방식, 역사와 개인의 관계, 역사가 삶에 파고드는 여정을 

반영하는 시점의 다원화라는 문체적 특성으로 드러나고 있다”(271~272

면)라고 평가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장혜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언어

적 접근법을 추가로 활용하여 한국어 대명사 ‘우리’와 ‘나’는 독자/청자/

피서술자 모두가 작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임을 

보일 것이다.

강경희23)는 최윤 문학에 대한 작가론적 연구에서 「꽃잎」과 「속삭

임 속삭임」에 나타나는 ‘침묵’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 두 작품에 

나타나는 침묵과 초월적 대화와 같은 소외된 양상의 의사소통이, 본질적

으로 언어가 부재하고 대화의 잠재적 가능성이 결핍되어 보이는 억압된 

사회적 상황을 재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와 잘 부합된 형식적 장치라

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는 「꽃잎」에서 언어적 발화를 통한 대화와 같

이 완전한 형태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침묵의 근원이 비

언어적 요소인 멍과 상처, 웃는 표정 등을 통하여 상대 인물에게 전이된

다고 주장한다. 장경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화에서는 직면

(confrontation)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며, 대화과정에서 이러한 직면

을 통하여 인물들은 변화하고 진전한다. 그는 「꽃잎」의 장 씨와 소녀

23) 강경희, 「최윤 소설의 담론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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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는데, 이들의 침묵의 대화 속에서도 면대면의 직면이 이루어짐

으로써 인물들은 변화하고 전환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파편화된 소녀의 의식이 일관성 있는, 그리고 의사소통 가능한 일

관된 서사의 형태가 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소녀의 정신적 외상은 일정 정도 회복될 수 있게 된다. 강경희

는 “이러한 개인적 상처는 객관적 내면 독백적, 주관적 서술 시점의 중

층적인 다원 묘사를 통하여 동심원적 과정을 그리면서 역사적 비극의 흔

적으로 사회화를 획득하게 된다”(31~32면)라고 결론적으로 평가한다. 

요컨대, 강경희에 따르면 상처는 침묵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본고는 텍스트적 분석을 통해 기실 소녀가 치유될 수 없음을 밝히

고자 한다. 최윤은 그 소녀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정신적 외상을 잊고 다

시 기억하기를 반복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녀는 결국 계

속해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리했듯, 선행 연구의 주된 경향은 「꽃잎」에서 묘사된 고

통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 고통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광

주 대학살이 유발한 집단적 고통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선행 

연구들의 초점은 시대적 고통의 내면화에 있었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

구는 텍스트 속의 역사에만 주목함으로써, 주인공이 과거의 개인적 경험

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통을 기억한다는 점을, 그 개인적이고 다층적인 

형상화와 관련하여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 본고는 역사적, 집단적 고

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인공의 개인적 고통 자체를 더욱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시대 전체의 집단적 고통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고통의 여러 경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최윤의 작품은 오직 하나의 개별 사례만 묘사하고 있으므로, 

「꽃잎」에 나타난 개인적 고통의 형상화가 한 역사적 시대 전체의 집단

적 고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역사적, 집단적 고통의 

가능한 몇 가지의 측면만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최윤

의 작품이 한 시대의 고통을 재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주인공인 

‘소녀’가 자신의 기억을 통해 개인적 고통을 다루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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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들을 분석함으로써 엄밀히 추론 가능한 측면에만 주목할 것이다.

또한 본고는 역사적인 측면에만 주된 초점을 두게 되면 미처 고려되지 

못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까지 포용하는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즉 최윤

이 소설에서 역사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정

부의 검열을 피하고자 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그럼으로써 작품을 통해 

익명의,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윤의 작품에서 묘사된 개별적 경우들을 이처럼 익명적·일반적인 특성

을 지닌 것으로 독해할 경우 그것은 암시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측면을 

밝히는 것 외에, 더욱 보편적인 수준에서 인간의 조건적 양상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독자는 설령 광주 대학살에 대한 지식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적 폭력에 의해 발생한 대학살과 그 여

파로 인해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고통의 형상화를 통하여 최윤의 소설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혜련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본고는 최윤의 소설에서 묘사된 개인적인 고통을 분석하며, 동시에 최윤

이 역사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간 경험의 보편적 성격을 독

자들에게 보이고자 했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둘 것이다. 그 보편적 성격

이란, 인간은 과거에 겪었던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억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선행 연구는 비교 문학적 접근법을 사

용하여 두 작품을 다룬 논의들이다. 그러나 본고의 대상인 두 작품을 본

격적으로 서로 비교하거나 대조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이들 작품이 

공통적인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연구로 권민정의 연구가 유일

하다.

권민정24)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최윤의 서사를 논의하기 위해 정신

분석적 방법론을 택하여, 텍스트의 모호함을 ‘부재’로 보고, 작품이라는 

서사와 ‘부재’라는 테마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에 따르면 

최윤의 작품에 나타난 인물과 상황은 모두 불분명하며, 독서의 완결지점

에서 남는 것은 모호한 이미지뿐이다. 권민정은 그 모호성을 해결하기 

24) 권민정, 「최윤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부재’에서 길어 올리는 삶, 서사」, 연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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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언어적 구조물, 서사물의 내재적 구조와 형식을 탐구해야 하며, 그

럼으로써 텍스트의 심충으로 들어가야 하고, 내면적 의식과 무의식이 얽

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최

윤의 「꽃잎」, 「회색 눈사람」 그리고 「속삭임 속삭임」의 세 작품을 

함께 분석하여, 이들 세 작품의 “주인공들은 각각 80년 5월의 광주에서 

오빠와 엄마를 잃고 정신병자가 되어 버린 한 소녀, 민주화 운동의 주변

부에서 그저 흔적처럼 존재했던 나, 역사의 주변부로 영원히 밀려나 버

린 아재비이다. 그들은 어떤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 결코 주인공이 아

니었으며, 마치 그 역사적 상황의 배경처럼 그 존재가 거의 드러나지 않

는 주변의 인물, 부재하는 인물들이라”(29면)고 결론짓는다.

권민정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고에서도 「꽃잎」과 「회색 눈사람」 

두 작품에 주목하고 이들을 함께 비교할 것이지만, 「속삭임 속삭임」의 

경우는 주인공의 회상에서 어떤 종류의 고통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부재’라는 테마 대신, 「꽃

잎」과 「회색 눈사람」에 나타나는 ‘기억을 통해 유발된 고통’의 형상

화와 관련된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그럼으

로써 본고는 두 여주인공들이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소외된 존재라는 

분석에서는 권민정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그들 자신이 ‘부재’한다기보다

는 의사소통의 부재와 그들 삶에 배어드는 침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국

외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이 사회적 환경에 

소속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자기 인식과 기억을 통해 유발되는 끊임없

는 고통, 그리고 의사소통의 불가능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고통에 관

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물들은 그러한 의사소통을 통해 

가능한 일종의 치유를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고찰해본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는 두 작품에서 드

러나는 공통적인 테마인 ‘기억’, 그리고 그와 관련해 인물들이 과거의 상

처로 인한 ‘고통’을 망각하고 다시 떠올린다는 점을 대부분 주목하지 않

았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두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중요한 공통

점은 인간들이 기억에 각인된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어떻게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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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는 작가의 시도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격동의 역사적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

어야 하는지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인 견해 또한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

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단서로 본고에서는 최윤

의 대표작인 「꽃잎」과 「회색 눈사람」이 ‘고통’에 대한 ‘기억’과 ‘망

각’이라는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 두 작

품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

행 연구의 경향과 달리, 고통의 근원으로서의 역사적 배경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인공들이 개인으로서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

로 인한 고통과 그들이 자신의 기억을 통해 어떻게 그러한 고통에 대처

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사적 배경과 작가적 비판

의식을 구명하는 한편, 두 작품에서 침묵의 형태로 드러나는 개인적 고

통의 성격을 파악하여 두 작품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1.2. 연구의 시각

‘고통’과 연결된 ‘기억’(과 ‘망각’)이라는 테마를 분석하기 이전에 우선 

‘기억’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

억’은 ‘개인적 기억’과 ‘집단적 기억’으로 분류되어 논의되어 왔다.25) 이

25) ‘기억’에 대한 기존의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저서들을 참고할 수 있다.

Locke, John; Yolton, John W.(ed),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Vol. 2: XXVII, London, 1964.

Hume, David; Moosner, Ernest, C.(ed), A Treatise of Human Nature, 

Maryland: Penguin Books, 1969.

Nora, Pierre,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émoire”, 

Representations,  26, 1989.

Halbwachs, Maurice; Coser, Lewis A.(ed),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Assmann, Jan, Das kulturelle Gedächtnis. Schrift, Erinnerung und politische 
Identität in frühen Hochkulturen, München: C. H. Beck, 1992.

Draaisma, Douwe, Metaphors of Memory: A History of Ideas about the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Russell, Nicolas, “Collective Memory before and after Halbwachs”, The 
French Review, 79-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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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견해를 이해하기에 앞서 본고는 먼저 기억을 언급한 플라톤, 로크, 

노라 등의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 연구자들 중 하나인 

알라이다 아스만의 기억에 대한 이론과 통찰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중심

으로 논하고자 한다.

플라톤(437~347)과 키케로(106~43)와 같은 대사상가들26) 역시 기억

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지만 처음으로 회상기억과 정체성 사이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준 이는 로크이다.27) 정체성을 계보학을 통해 설

명했던 당시의 통례를 깨고, 로크는 근대 시민사회 이후의 철학자로서 

정체성 개념을 개인의 삶의 모습과 관련지었다. 이에 가족, 제도, 왕조 

또는 민족의 계보학적 정체성의 자리에 개인사의 특수한 지평에서 본 개

인적 정체성이 들어서게 되었다. 로크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의식과 정체

성이 있는 개체이다. 의식의 협조를 받아 과거 삶의 에피소드들이 만들

어지고 그것들은 개인의 자아로 통합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로크가 ‘의

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억의 성취이다. 개체는 기억을 할 수 있을 만

큼의 존재이므로, 기억이 정체성과 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로크는 생

각한다. 따라서 기억회상은 과거를 현재에 통합하고 자아를 통제, 조직, 

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28) 그러나 로크가 주장한 기억의 가교 기능

Confino, Alon,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History: Problems of Method”,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2-5, 1997. 

Hutton, Patrick H., “The Memory Phenomenon as a Never-ending Story”, 

History and Theory, 47-4, 2008.

26) 플라톤은 인간의 기억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창고’에 대한 은유를 사용하였

다. Assmann, Aleida, 변학수, 백설자, 채연숙, 『기억의 공간』,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200면. 키케로(기원전 106~43)는 케오스의 시모니데스(~기원전 469

년)와 같은 인물에 대한 전설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전설은 죽은 사람들을 문화적 기

억의 패러다임으로 가져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책, 42면.

27) 위의 책, 127면.

28) 로크는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2권 27장에서 시간이 지

나도 우리를 동일한 인물로 만드는 개인적 정체성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로크에 

따르면 동일한 사람으로 머무는 것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동일한 물체로 남는 것

과 연관성이 없다. 대신, 개인적 정체성은 의식과 관련이 있을 뿐이다. 이 의식은 한 

사람이 스스로 한 것이며 과거와 연관이 있는 기억을 통해 자아는 과거의 의식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로크의 견해는 그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에 근거

한다. 그 생각은 현재 존재하는 것과 과거에 존재했던 것과의 비교 속에서 정의된다.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같은 종류의 두 개의 물체는 같은 순간, 같은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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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박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흄(1711~76)은 기억을 신빙성 없는 

신비화라고 보며 불변하고 단절되지 않는 본질로 정체성을 정의하기 때

문에 로크의 개인적 정체성 사상을 거부할 수 있었다. 로크에 반해서 흄

은 이처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 로크가 ‘정체성’이라

고 말한 것을 흄은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은폐하는 ‘허구’라고 말하였다. 

그는 개인의 총체적 경험과 행동 내에서 발견되는 단순하고 지속적인 

‘자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는 개인은 대신 

자신의 주관성에 근거하여 색칠된 ‘소설’을 보게 된다. 따라서 흄에 따르

면 진실한 자아 또는 정체성을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일이다. 또한 

회의주의자 흄에게 개체는 인상, 느낌, 생각이 급속히 변화하는 현장일 

뿐이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이 기억하는 것을 통해 자아를 구성할 수 있

다는 점을 믿지 않았다.29)

프랑스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모리스 알브바슈(Maurice Halbwachs, 

1877~1945)는 1920년대 이래로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 개념

을 소개했고 사용해왔다. 기억이 정신분석학 연구 분야30)에서 배타적으

로 사용되어오는 동안 알브바슈는 기억을 사회적 구성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기억을 오로지 과거의 개인적인 무의식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알브바슈에 의하면 인간은 스스로 속해있는 사회적 단체와 

관련하여 기억하고 망각한다.31) 기억하는 것은 공유된 데이터와 개념들

존재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또한 이러한 원리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두 개의 물체는 같은 시작을 공유할 수 없으며 한 개의 물체는 두 개의 시작을 

가질 수도 없다. 물체들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그 

이유는 어떠한 것이 바뀌게 되면 그것은 새로운 물체로서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은 계속적인 역사를 통하여 유지되는 것이다. 

Locke, John; Yolton, John W.(ed),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Vol. 2: XXVII, London, 1964

29) Hume, David; Moosner, Ernest, C.(ed), A Treatise of Human Nature, 

Maryland: Penguin Books, 1969, 302면, 252면, 253면.

30) 정신분석학의 분야에서 기억은 주로 ‘억압된 기억’의 개념과 연결된다. ‘억압된다’는 

표현은 1893년에 출판된 요제프 브로이어와 프로이드의 Preliminary 

communication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 작업에서 ‘트라우마적인’ 기억은 어떠한 것

을 계기로 이루어진 망각에 의해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Boag, Simon, Freudian 
Repression, the Unconscious, and the Dynamics of Inhibition, London: Karnac 

Books, 20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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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구성된 공통적인 참고점의 수단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 집단은 개인적인 기억을 발생시키고 그에 의미를 부여하는 집단 기

억을 형성시킨다. 알브바슈의 개척 이론의 기반을 형성하는, 개인적인 

기억과 집단 기억 사이의 긴장과,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기억과 심리적

(이후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기억 사이의 긴장은 이후 기억에 관련된 다

른 이론들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가 되어서야 알브바슈

의 연구는 부분적으로 프랑스 역사가 피에르 노라(Pierre Nora, 1931)

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알브바슈와는 달리 노라는 집단 기억을 근대의 ‘국민 국가’ 개념에 연

결 지었다. 그는 국민 국가의 과거와 관련된 사물과 장소를 사라진 과거 

집단 기억의 물질적, 인위적인 대체물로서 간주한다.32) 노라의 이론의 

혁신적인 측면은 기억을 구현하고 발생시키는 특정한 ‘기억의 장

소’(lieux de mémoire)와 기억의 ‘진실성’에 대한 강조에서 나타난다. 이 

‘기억의 장소’라는 용어는 기념물, 박물관, 행사, 깃발과 같은 대중적 집

단기억에 역사적 중요성이 부여된 모든 물건과 개념을 가리킨다.33) 기억

을 구현하는 프랑스의 장소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영향력 있는 그의 연구

는 기억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 기반으로 그때까지 널리 사용되어 온 알

브바슈의 연구에 근거한다. 1980년대부터 문화적 역사학 연구 분야에서 

기억은 가장 중요한 용어 중 하나가 되었다. 당시까지 기억은 하나의 연

구 주제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 이후가 되어서는 자체적인 이론적 관

념, 개념, 그리고 논의를 가진 연구 분야로 발전하였다.34) 

알브바슈와 노라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온 문화학자 부부인 얀 아스만

31) Halbwachs, Maurice; Coser, Lewis A.(ed),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그리고 Russell, Nicolas. “Collective 

Memory before and after Halbwachs”, The French Review, 79-4, 2006, 796면.

32) Nora, Pierre,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émoire”, 

Representations,  26, 1989, 7~26면.

33) 위의 글, 8면.

34) Confino, Alon,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History: Problems of 

Method”,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2-5, 1997, 1386면; Hutton, 

Patrick H., “The Memory Phenomenon as a Never-ending Story”, History and 
Theory, 47-4, 2008, 584면.



- 19 -

(Jan Assmann, 1938~)과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 1947~)

은 영향력 있는 기억의 전문가이며 집단기억에 대한 이론 형성에 있어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알브바슈의 집단 기억에 대한 연구에 기초를 

두면서도 그들은 주로 집단 기억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다. 얀 아스만

의 이론의 핵심은 ‘문화적 기억’의 개념이다. 그는 이것을 인간 행동과 

관찰에 대한 모든 지식을 포괄하며 기관, 전통, 기념물, 그리고 성전에 

박혀 있는 지식이 대대로 전해지는 것으로 묘사한다. 알브바슈가 집단 

기억을 개인적 기억과 반대되는 위치에 놓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얀 아

스만 역시 개인적인 기억을 문화적 기억과 대척점의 위치에 놓고 이를 

소통적 기억(communicative memory)이라 부른다. 이러한 소통적 기억

은 문화적 기억과 달리, 수명이 3세대(75년에서 100년 사이) 정도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마지막 생존자가 죽을 때에는 이야기와 역사적 사건

의 관계도 사라진다. 이 순간부터 소통적 기억은 문화적 기억으로 전해

지고 과거의 특정한 부분은 물질적 진술을 통해서만 언급되고 연구될 수 

있게 된다.35)

1990년대 말부터 알라이다 아스만36)은 ‘기억’에 대한 기존 이분법적 

분류의 단순함을 넘어서는 참신한 견해를 제기하게 된다. 아스만은 문화

적 기억의 개념에 의거하는 한편, ‘집단 기억’의 용어보다는 다양하고 대

안적인 용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37) 기억에 대한 아스만

35) Assmann, Jan, Das kulturelle Gedächtnis. Schrift, Erinnerung und politische 
Identität in frühen Hochkulturen, München: C. H. Beck, 1992, 29~34면.

36)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은 하이델베르그 대학과 튀빙겐 대학에서 영문학

과 이집트학을 전공하였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튀빙겐 대학

에서 이집트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2년 하이델베르크 대학 철학부에서 교수자

격을 취득하였다. 빌레펠트 학제간 심화연구소, 미국 프린스턴 대학, 텍사스 주 라이

스 대학에서 펠로우 활동을 했으며, 베를린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독일 

콘스탄츠 대학 일반문학부 영어영문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1990년대부터 문화인류

학과 문화적 기억, 기억과 망각에 대해 주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억의 공

간』(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1999), 『과거의 그림자』(Der Lange Schatten der 
Vergangenheit, 2006),  『문학의 입문』(Einführung in die Kulturwissenschaft, 
2006), 『기억 속의 역사』(Geschichte im Gedächtnis, 2007) 등이 있다. 

Assmann, Aleida, 변학수, 백설자, 채연숙, 『기억의 공간』,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

부, 20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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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성과는 기억을 생물학적으로 전달되는 기억과 상징적으로 전

달되는 기억으로 분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억을 ‘네 가지의 기억 

형성’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네 가지 형성은 바로 개인적 기억, 사회적 

기억, 정치적 기억 그리고 문화적 기억이다. 이 기억 형성은 시간과 장

소에 따라 구별되며 대화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 분류를 제공함

으로써 아스만은 개인적 기억과 집단 기억 사이의 모호한 이분법적 접근 

방식이 아닌 대안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38)

알라이다 아스만의 기억에 대한 논의는 모든 기억이 생물학적 차원과 

상징적 차원으로 구별되어 기록되고 확산된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에 따르면 생물학적 차원은 개인적 기억과 사회적 기억을 포괄하며 사

람에 의한 기억의 확산과 그 기억에 대한 반응을 가리키는데, 이 차원에

서는 공유된 경험과 기억이 소통을 통해 세대 사이에 확산된다. 한편, 

상징적인 차원은 구조의 차원으로서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 초세대적으로 

퍼지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기억을 포괄하게 된다. 따라서 이 차원에서

는 문화적 기억을 개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구성과 연결시킬 수 있다. 

같은 상징적 차원에서 정치적 기억은 기억을 수집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기관과 같은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다.39) 바꾸어 말하면, 공유된 기억은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단을 통해 의도적으로 구

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스만은 모든 기억들이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도 펼쳐진다고 주장하며, 개인적 기억들이 어떻게 공유

37) 아스만에 따르면 집단 기억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역동적이다. 그 이

유는 집단 기억이 재구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기록보관소, 기념물, 그리고 기관과 

같은 것에 의해 형성된 집단 기억은 정적이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 “Die 

Erinerrung”은 사건에 대한 기억을 의미한다. 그리고 “Das Gedächtnis”는 그 기억이 

보관된 장소를 의미한다. Assmann, Aleida,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München: C. H. Beck, 1999, 29면. 

또한 아스만이 집단 기억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자제한 이유는 이 단어가 지나치게 모

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ssmann, Aleida, Der lange Schatten der 
Vergangenheit: Erinnerungskultur und Geschichtspolitik, München: C. H. Beck, 

2006, 35면. 

38) Assmann, Aleida, Der lange Schatten der Vergangenheit: Erinnerungskultur 
und Geschichtspolitik, München: C. H. Beck, 2006, 22~23면.

39) 위의 책, 3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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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물학적 전달 상징적 전달

처리방법 신경적으로 소통적으로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기억의 종류 개인적 기억 사회적 기억 정치적 기억 문화적 기억

되어 문화적 기억으로 구성되는지 보여준다.40) 

또한 기존의 연구자들과 달리 아스만은 개인적 기억과 집단적 기억 사

이의 이분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아스만은 개인적 기억과 집단적 

기억의 이분법은 인간의 복잡한 기억의 조직망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

족하다고 비판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네 가지의 기억 형성’ 분류41)를 

제시하는데, 개인적 기억, 사회적 기억, 정치적 기억, 문화적 기억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기억의 분류법은 최윤 소설에 나타나는 ‘기억’의 문

제에 주목하고자 하는 본고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아

스만의 ‘네 가지의 기억 형성’에 대한 이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 기억의 형성42)

먼저, 개인적 기억에 대하여 아스만은 개인이 갖는 의식적 기억과 무

의식적 기억을 구별한다. 아스만은 개인들이 무의식 속에 죄책감으로 인

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간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극이 존재할 때 이

러한 기억은 의식적으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아스만에 따르면 개인

적인 기억은 네 가지 기본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다양한 

기억은 특정한 지점에서의 관찰과 인식을 통해서 개인에게 형성된다. 둘

40) 위의 책, 23면.

41) 위의 책, 19~36면.

42) 알라이다 아스만이 제공하는 표이다. 위의 책, 36면. 한국어 번역은 필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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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이 개인적인 기억들은 기억의 조직망(“vernetzt”)내에서 서로 연결

된다. 셋째로, 기억들은 중복되고 서로 연결되며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그리고 무정형의 형상(“fragmentarisch”)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적 기억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flüchtig”) 변동한다. 즉, 그들의 타당

성과 진실성의 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43)

개인적 기억과 집단기억을 대조하면서, 알라이다 아스만은 기억의 시

공간적 구조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스만에 따르면 

개인적 기억과 집단기억의 차이는 기억의 시공간적 구조에서 발견된다. 

아스만에 의하면 개인적 기억은 한 사람의 인생과 일치하는 3대의 시간 

수평선 내에 구체화된다. 반면에, 집단기억은 인간의 수명을 초월하여 

구체화된다. 집단기억의 매개물은 기억의 전달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공

물, 기관과 같은 상징적 매개체이다. 아스만에 따르면 개인들은 이러한 

인공물, 전통, 관례, 상징 등을 비롯하여 기억의 공동체 내에서 기억을 

가지는 매개물을 점령하기 때문에 문화적 기억을 위한 받침기둥의 역할

을 한다.44)

둘째, 사회적 기억이다. 이는 기억의 한 형태로서의 세대의 기억을 말

한다. 기억은 세대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도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얻게 되며 상향 과정 속에서 현실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인간의 

소통 기억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3대를 거칠 때마다 종료된다. 3대의 기

간 내에 공동의 경험을 수집하고 전달함으로써 한 세대 동안 만들어진 

공유의 정체성이 개인 속에 형성될 수 있다. 30년마다 발생하는 세대교

체의 과정에서 기억을 회상하는 프레임과 환경 역시 현저하게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레임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규범과 가치도 역동적

으로 변화된다. 이 과정에서 공유된 기억의 공동체는 세대가 교체될 때

마다 진화한다. 그렇지만 대단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거나 극심한 죄책감

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보통 15, 30년의 시간이 지나야만 이러한 고통스

러운 기억이 박물관, 영화, 소설 등을 통해 공공연히 기념되기 시작할 

43) 위의 책, 24~25면.

44) 위의 책,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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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사회적인 기념은 개인 간 소통적 기억을 통해 대화로 발생한

다.45) 요컨대, 사회적 기억은 개인들이 사회적 공동체와 내집단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과거의 기억을 현재에 다시 구성한다는 의미이다. 소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억은 과거의 경험에 대해 함께 기억함으로써 소통과 

대화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통해 작중 인물 간에 발생된다.

셋째, 정치적 기억이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개인적, 사회적 기억에서 

정치적, 문화적 기억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시간의 문지방을 넘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개인적·사회적 기억은 인생의 체험에 근거하는 반면, 

정치적·문화적 기억은 매체를 통해 구체화되고 생성된다. 정치적·문화적 

기억은 신체 외부의 표상과 유물적 표현을 가지고 있는 오래가는 매개물

에 근거를 두어 만들어진다. 게다가 집단 참여와 회상에 이르기 위해 도

서관, 박물관, 기념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 반복되는 행사에 의존

한다. 또한 사회적 기억은 의사소통을 통해 상향 과정으로 세대 내에서 

확산되는 현상으로 여겨지는 반면, 정치적·문화적 기억은 정치적 기관을 

통해 세대 간에 구성되고 분포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억과 정치

적 기억은 서로 뒤얽혀 사실상 다양한 연구 분야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상향식의 사회적 기억은 사회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개

인들이 인생 속에서 정치적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

진다. 반면에 하향식으로 확산된 정치적 기억은 정치학자에 의해 연구되

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데올로기와 집단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한 이러한 구성 과정에서 기억들이 실제

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한다.46) 요컨대, 정치학자들은 ‘국민 국가’

와 관련 기관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기억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거

나 남용하는지를 살펴본다.

정치적 기억이 구성되는 과정을 상술하는 데 있어, 아스만은 국민 국

가, 교회와 같은 기관이나 거대한 사회적 단체들 자체는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먼저 설명한다. 하지만 그들은 상징, 텍스트, 이미지, 의례, 

45) 위의 책, 25~29면.

46) 위의 책, 36~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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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기념물과 같은 기념 표시를 통해 기억을 만든다. 다른 말로, 정치

적 기억은 과거의 경험 중에서 선택된 기억이며, 많은 세대를 거쳐 이어

져 내려갈 수 있는 물질적인 형태가 된다.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선택

된 기억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스만은 정치적 기억의 예로서 

국가의 기억을 제시한다. 이 기구에서는 국가의 적극적 이미지를 강화하

거나 구체적인 목표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역사적 기억들만 선택

되어 사용된다. 흔히 영웅적 패턴에 적응하기에 어려운 기억들은 제외되

고 잊혀진다. 이러한 국민 국가의 정치적 기억은 과거의 승리나 트라우

마에 대한 기억과 망각의 투쟁을 다루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기억에

서 흔히 제외되는 것은 집단으로 하여금 과거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상

기시키는 기억이다. 따라서 아스만은 적극적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하는 

기억의 운동가, 정치적 로비, 경제적 지원 등이 없으면 과거의 트라우마

에 대해 장기적으로 공유되는 기억이 형성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47) 최윤의 소설을 이러한 정치적 기억과 연결해본다면 연구자들은 그

녀의 작품 자체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적 기억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 의해 이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분

석해야 할 것이다. 또는 작가로서의 최윤 자신이 어떻게 집단적, 정치적 

기억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렇듯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질 연구를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 최윤과 그의 작품,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기억 사이의 

연관성에 한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넷째, 문화적 기억이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모든 기억은 인간들이 

기억하거나 망각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기억은 기억과 망각 사이

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정의된다. 다른 기억의 형성과 비교하여 

아스만은 문화적 기억이 이원적인 구조가 아니라 사실상 삼원의 구조 하

에 있다고 주장한다. 기억과 망각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의 부류도 삽입함으로써 기억과 망각의 양분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 세 번째의 부류는 인간 기억의 능력을 넘어서는 도서관, 박물관, 기

47) 위의 책, 39~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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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보관소 등에서 광범위한 정보를 저장하는 문화적 기억의 역할을 가리

킨다. 아스만은 문화적 기억을 두 가지 기억의 유형으로 구별함으로써 

적극적 기억을 공적 기록에 보관된 소극적 기억과 대비한다. 적극적 기

억은 사회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억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가 필

수적이고 눈에 띄는 도구로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유지하는 것으로서 여

겨진다. 이는 특정 전통, 세습 재산, 문화유산, 기타의 문화적 측면을 역

사적 상징의 수준까지 승격시키면서 매체를 통해 영구히 전하고 보관한

다. 이 과정에서 망각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실용적인 문화적 기억의 

내용이 구체적 관례와 기관으로 보존되고 있다.48) 다른 말로, 문화적 기

억은 한 공동체 내의 모든 개인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

택하여 수집한 기억을 의미한다. 이 기억은 물질적인 수단을 통해 보존

되며 묘사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최윤의 두 소설은 대한민

국의 집단적, 문화적 기억의 일부로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기억에 대한 이론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아스만은 정체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적극적 기억들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접근

하기 쉬운 반면 문화적 보관소에서 저장된 서류는 전문가들만 접근 가능

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정보는 공유된 지식으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문화적 기관과 공유의 매체

를 통해 살아 있는 기억으로 변형될 수 없다. 그러나 적극적 기억은 소

극적인 보관소의 기억으로 양방향 변화가 가능하다. 공동체의 구성원들

이 기억하기 위해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문화적 기억들이 대중

의 관심 범위에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른 기억들이 

주변으로부터 회복된 후에 공공의 관심범위의 중심으로 옮겨질 수도 있

다. 아스만은 적극적 기억과 기록의 차원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

에 문화적 기억은 지속적인 변화, 혁신, 변형, 재구성을 위해 내재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49) 요컨대, 문화적 기억은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

48) 위의 책, 51~54면.

49) 위의 책, 5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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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억 문화적 기억

생물학적 매개물 물질적 매개물

제한의

(3대 동안, 약 80-100년) 
무제한의

세대 내부와 3대 간에 세대 횡단의

소통을 통해 상징과 텍스트

소통적으로 기억회상
기념물, 기념일

텍스트, 이미지

실용적·적극적인 기억 보관된 기억

확실성의 방식: 

반복

(상징적 관례)

확실성의 방식: 

장수

(물질적 표현)

전통

의례

인공물을 정전으로 인정함

책, 이미지, 영화, 

도서관, 박물관, 보관소

야 한다.

표 2. 사회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의 비교50)

표 3. 문화적 기억51)

게다가, 아스만에 따르면 이러한 ‘네 가지의 기억 형성’은 서로 서서히 

진화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문화적 기억은 개인적, 사회적 기억과 공

통적인 특징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사회적 기억

과 정치적 기억 사이에는 문제적인 이행이 존재한다. 이 기억의 분석 모

50) 알라이다 아스만이 제공하는 표이다. 위의 책, 54면. 한국어 번역은 필자의 것.

51) 알라이다 아스만이 제공하는 표이다. 위의 책, 58면. 한국어 번역은 필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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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로 아스만은 사회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 사이에 전달하는 과정이 있음

을 주장하지만 사실상 사회적 기억과 집단 기억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

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연관될 수 있는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개인적 기억 차원에서 집단기억 차원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최윤이 소설을 통해 개인

적 기억을 집단기억으로 만들고자 시도하는 전략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

는 것이다.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독자들은 작중인물의 개인적 기억에 

말려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작중인물과 함께 기억하도록 유도된다. 이러

한 독서 과정에서는 독자들에게 집단적인 기억을 구성한다는 중요한 역

할이 부여된다.

알라이다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에 대한 이론은 기억의 연구 분야에서 

유용한 도구로 여겨진다.52) 본고 또한 아스만의 이론을 유용한 수단으로 

다룰 예정이다. 역사적 맥락과 연관된 과거의 트라우마와 고통스러운 기

억과 망각을 중심에 두는 최윤 소설을 분석하는 데 알라이다 아스만의 

이론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윤의 두 작품은 기억

과 망각의 과정을 다룰 뿐 아니라 소설 그 자체가 문화적인 기억이기도 

하므로 아스만의 이론을 바탕에 두면 최윤의 작품을 다차원적 입장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볼 수 있다. 최윤의 소설에 나타나는 

개인적 기억과 집단적 기억 (주로 문화적 기억), 그리고 기억하기와 망

각하기 사이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데 본고는 알라이다 아스만의 이론을 

응용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고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과거와 기억 사이의 관련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알라이다 아스만의 이론에 기대어 최윤의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

52) 예를 들면 마르타 카르코브스카(Marta Karkowska)는 알라이다 아스만의 이론이 현

대의 폴란드에 있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연구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찾아냈다. 카르코

브스카 연구의 목표는 올스틴이라는 폴란드 도시의 거주자들의 기억을 예시로 사용하

여 지역적인 기억에 대한 연구에 아스만의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결론은 유럽에 있는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연구하기 위해 

알라이다 아스만과 얀 아스만의 이론적인 관점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이 마주

하는 어려움을 다룬다. Karkowska, Marta, “On the Usefulness of Aleida and Jan 

Assmann’s Concept of Cultural Memory for Studying Local Communities in 

Contemporary Poland—the Case of Olsztyn”, Polish Sociological Review, 183, 

2013, 369~3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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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최윤의 작품들은 생물학적으로 전달

하는 개인적인 기억에 대한 서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작

품은 물질적인 책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문화적 기억의 일부로서 상

징적으로 전달되는 집단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최윤의 두 작품을 이러한 두 차원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

의 차원으로, 소설에서 나타나는 기억과 연관시켜 작중인물들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망각하는지 또한 왜 다시 기억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의 차원으로, 기억을 전달할 수 있는 물질적인 수단으로

서의 소설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다차원적인 접

근방법으로, 개인적 기억은 어떻게 집단기억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또

한 더 넓은 집단적‧문화적인 기억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최윤의 작가의식을 파

악하고 텍스트 밖에 있는 역사적 맥락과 연관된 소설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시각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크게 두 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해나갈 것이다. 2장은 최윤의 「꽃잎」과 「회색 눈사람」에 

나타나는 생물학적으로 전달되는 개인적 기억과 사회적 기억에 주목하고

자 한다. 개인적·사회적 기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인들이 역사적 사

건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분석하는 사회학자와 마찬가지로, 이 장에서

는 작중인물의 상처와 고통을 불러일으킨 허구적인 세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본고는 우선 작중인물들이 상

처와 고통을 겪은 경험에 대한 기억을 왜 망각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처와 고통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뿐만 아니

라 다른 작중인물과 함께 형성하는 사회적 기억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과정에서 최윤의 소설에는 이러한 사회적 기억이 드러

나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회적 기억이 부재하는 상태의 

이유, 그리고 최윤이 이 부재를 극복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탐구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최윤의 두 작품에 나타난, 상징적으로 전달되는 고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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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억에 주목하고자 한다. 2장에서 논의한 대로 최윤의 작품들이, 사

회적 기억이 부재한 문화적 기억의 인공물이라는 판단 하에, 최윤이 이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작중인물 사이의 사회적 기억의 부재를 극복하려는 최윤은 독자로 

하여금 기억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 특정한 문학

적 전략을 사용하였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텍스트 분석을 통

해 최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였는지 밝히는 한편 이러한 전략이 어느 

정도까지 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최

윤의 두 작품들이 사회적 기억의 부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상

자’(memory box)로 기능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기억의 상자들은 

문화적 기억을 가지는 매개물로서, 중요한 기억을 저장하고 인간이 망각

하는 경향을 방지한다. 이 메모리 박스 안에는 작가가 창조한 개인적 상

처와 고통에 대한 작중인물의 기억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의 상처와 고통

과 관련된 경험, 의견, 그리고 기억도 어느 정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

한 다양한 기억의 융합을 구현하는 최윤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본고는 

최윤의 사상과 의도를 밝히고, 최윤의 작품을 상처와 고통을 재현하는 

기억과 관련된 다른 메모리 박스와 비교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3장

에서는 최윤이 이 두 소설을 창작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기억을 파악하고, 최윤의 작품들이 문화적 기억의 광범위한 범주 중에서 

어떤 위치에 놓일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생물학적으로 전달되는 기억

2.1. 상처로 인한 고통에 대한 개인적 기억

최윤의 소설 「꽃잎」과 「회색 눈사람」에서는 공통적으로 과거의 고

통스러운 상처를 망각하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기 때문에 힘겨워하는 두 

여자주인공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2장에서는 이 두 소설의 중심부에 

있는 ‘개인적 기억’(이 역시 ‘망각’하고 회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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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우선 2장 1절에서는 이 두 소설의 

주인공들이 왜 그리고 어떠한 과거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망각하고 또 회

상하려고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최윤 소설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기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인공들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욱 의식하게 되는 

과정을 최윤이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최윤이 

어떤 방식으로 인물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억을 다루게 하는지를 분석해

야 한다. 최윤 소설의 주인공들이 지니는 고통스러운 기억 이면에 주목

하는 이유는, 최윤 소설에서 인물에게 각인된 강렬한 과거의 경험 및 그

것이 가져다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함이다.

「꽃잎」의 주인공은 10대의 어린 소녀이고 다른 인물들에 의해 ‘미친 

여자’로 간주되며 동정을 받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어머니의 참

혹한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후 그녀는 현장으로부터 달아나 한국의 

지방을 떠돌아다니며 끝이 없고 목표도 없는 여정을 시작한다. 죽은 오

빠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그녀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친구와 적을 

마주치게 되고 우정과 성적 학대를 경험한다. 그녀의 여정은 거대한 산

이나 남한의 외곽 지역으로의 여행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

지 못하는 한 가지, 엄마의 죽음을 목격한 시점을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

서 자신의 내면으로의 여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10장으로 이루어진 이 소설은53)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간접적으로 다루

며 네 개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여러 명의 주인공들의 복잡한 심리를 보

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차별성을 지닌다.54) 첫째로, 방황하는 

53) 이작 품을 시점과 문체에 따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프롤로그: 전지적 시점 –권유문체

2. 제 1절: 남자의 시점 -주관적 서술문체

3. 제 2절: 소녀의 1인칭 시점 -독백체

4. 제 3절: 소녀를 추적하는 우리의 시점 –객관적 서술문체

5. 제 4절: 소녀의 1인칭 시점 -독백체

6. 제 5절: 남자의 시점 -주관적 서술문체

7. 제 6절: 소녀를 추적하는 우리의 시점 -객관적 서술문체

8. 제 7절: 소녀의 1인칭 시점 -독백체

9. 제 8절: 남자의 시점 -주관적 서술문체

10. 제 9절: 소녀의 1인칭 시점 -독백체

11. 제 10절: 소녀를 추적하는 우리의 시점 -객관적 서술문체

54) 광주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작품은 공선옥, 정찬, 이순원, 최윤, 홍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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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의 관점이 있다(2, 4, 7, 9절). 그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닌 1

인칭 시점으로 쓰였으며 오빠와 엄마를 모두 잃은 그녀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내면적인 독백을 포함한다. 둘째, 소녀를 성적으로 학

대하는 노동자인 남자 주인공 ‘장’에 의한 3인칭 시점이 있다(1, 5, 8

절). 하지만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남자 주인공은 서서히 소녀에게 

동질감을 갖게 되며 그녀를 보살피고, 결국 그녀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

에 감염되게 된다. 다음으로, 사망한 소녀의 오빠의 친구들인 ‘우리’의 

집단적인 시점이 있다(3, 6, 10절). 그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고통스러

운 기억과 강렬한 도덕적인 감정으로 인해 소녀를 찾아간다. 그러나 그

들은 방황하고, 비논리적인 소녀보다 항상 한 발짝 늦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2인칭 복수 시점에서 서술되며 

그녀를 찾고자 하는 여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물들의 대화를 인용하며 

내적 독백을 포함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작가의, 또는 특정화되지 않은 

서술자의 시점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소 모호한 시점에서 쓰인 프롤로그

가 있다.

본고는 「꽃잎」의 소녀가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망각하고 다시 기억

하려는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 그녀가 어떤 은폐된 과거 사건으로 인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뒤의 내적 독백의 

첫대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머릿속의 속삭임에 시달리는 소녀는 잊어

버린 사건을 다시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아직 정의되지 않은 모처로

의 여정을 출발한다. 헤매는 과정에서 그녀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인한 수치심을 느낄 뿐 아니라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한 죄의식도 

갖고 있다.

몇 밤이나 지났나. 몇십 밤이, 몇백 밤이……[...] 그렇게 많이 걸었는데도 발가락 

하나 부러지지 않았어. 아, 내 저주받은 창자는 어떻고. 시작해야지. 지금부터 정말 

시작해야지. 그런데 무슨 시작이지. 벌써 여름이 한창이야. 아니면 여름이 이미 가

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는 늦봄이었는데. [...] 전에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이 냄새가……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분명해. 빗속에서도 이 냄새가 났어. 나는 비

정도상, 윤정모, 임철우, 『꽃잎처럼: 5월 광주대표 소설집』, 서울: 풀빛, 1996을 참

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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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냄새를 씻어내릴 줄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내 몸에 스며들어와 내피와 섞

였을까. 누가 나를 가만 내버려두겠어.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쳐버릴지도 몰

라. [...] 차라리……나는 없어져버렸어야 했어. 머릿속의 속삭임도, 잠자는 동안에

도 쉬지 않는 영사기처럼 철컥철컥 돌아가면서 춤추며 맞부딪치는 사진들도 운동을 

멈추겠지. 그날부터 한 달이 지났을까, 두 달이 지났을까. 내 다리가 좀 더 길었으

면, 내 팔이 좀더 굵었으면…… 흐흐 끔찍해. 빠작거리며 갈라지기만 하는 이 가슴

은 아직도 무심하게 통통 뛰기만 하고 있으니. (꽃잎:227~228)55)

위의 인용문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망각과 기억 사이에 놓여 있는 

작중 소녀를 그리고 있다. 여기서의 기억은 과거에 대한 플래시백과 같

은 ‘춤추며 맞부딪치는 사진들’의 비유로 묘사된다. 반면에, 망각은 소녀

가 “몇 밤이나 지났나”라고 궁금해하면서도 확실히 알지는 못하는 상태

에서 결정하고, 아울러 “지금부터 정말 시작해야지”라고 확신함에도 불

구하고 어떠한 시작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독백을 통해 묘사

된다. 이 대목에서 냄새는 소녀의 망각과 기억 사이에 끼어 있는 위치를 

상징한다. 이 냄새는 그녀로 하여금 망각한 것에 대해 억지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비가 씻어 내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자신의 몸에 스며들어와 피와 섞였”을지 모를 이 냄새는 기

억하지 못하는 과거를 역설적으로 연상시킨다. 따라서 이 냄새는 과거의 

나쁜 것을 예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증오와 수치심에 대한 소녀의 의식

을 보여주는 것이다.56) “다리가 좀 더 길었으면, 팔이 좀더 굵었으면”이

라는 소녀의 소원은 “아직도 무심하게 통통 뛰기만 하고 있는 가슴”으로 

인해 혼란스럽게 만드는 후회를 암시한다. 요컨대, 최윤은 이 내적 독백

을 통해 소설의 분위기와 어조를 확립하고, 아울러 후회, 자기 증오, 수

55) 인용문의 괄호 안 숫자는 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재판), 문학

과지성사, 2011의 쪽수이다. 본고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이하도 마찬가지이다.

56) 소녀의 자기혐오와 수치심은 자신의 몸의 냄새와 강하게 관련이 있다. 폴 길버트

(Paul Gilbert)와 제레미 마일즈 (Jeremy Miles)에 따르면 냄새는 신체에 대한 수치

심의 초점이 될 수 있으며 망상증을 동반할 수 있다. Gilbert, Paul; Miles, Jeremy, 

Body Shame: Conceptualisation, Research and Treatment, Routledge, 2014, 28

면.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심한 악취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냄새 특히 자기 몸에서 나는 악취는 종종 부끄럽

고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 33 -

치심, 죄책감57)과 같은 격한 감정을 암시하고 있다. 작가는 애초부터 내

적 독백을 통해 독자에게 기억을 상실한 두서없는 소녀의 정신 상태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기억을 상실한 소녀의 정신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됨에 따라, 독

자는 소녀의 수치심과 죄의식이, 소녀를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어느 경

험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 이 경험은 바로 엄마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했다는 것이었다. 엄마의 시체에 “구멍”이 난 것을 본 후부

터 소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검은 휘장이 걸려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기

억을 숨긴다고 믿게 되었다.

1) 내가 엄마 손아귀의 뼈마디를 느꼈을 때 구멍은 이미 콸콸 흐르는 피에 엉겨 보

이지도 않았어. 엄마가 내 손에 얼마나 힘을 주었을까. 아니 내가 엄마 몸에 구멍이 

나는 걸 봤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시커먼 휘장이 펄럭거리고 다가와 나를 덮쳤고 내 

손을 움켜쥔 엄마와 같이…… 그냥 엎어졌나? [...] 그 휘장 다음은 아무것도 없어. 

어지럽게 움직이는 사람들 소리치는 목소리들. 난 땅바닥 저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

를 듣고 있었던 건가. [...] 그날은, 그날전날은? 모든 기억이 내 눈을 덮치던 검은 

휘장에 말려 다 녹아버렸어. (꽃잎:229) (강조-인용자)

2)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어떻게 해서 엄마랑 나는, 잔칫집에라도 가는 것처

럼 외출복을 차려입고…… 제발 어서 빨리 내 머릿속 어느 구석에 쳐져 있는 검

은 휘장이 걷혀야 될 텐데. 모든 게 모두 뒤섞이고, 대답은 없이 나는 질문만 던

지고. 엄마가 억세게 잡아채던 내손. 

(꽃잎:230) (강조-인용자)

3) 아,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빨리·····  한꺼번에····· 파도가 더 빨리 사방

으로 몰리고····· 흩어졌다····· 다시 모이고····· 그러고는 또 검은 장막. 그 이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손톱으로 아무리 찢어 내리려 해 봐야 다시 휘덮는 휘장. 

매 순간 뇌를 휘감은 이 뱀 같은 휘장. (꽃잎:233) (강조-인용자)

4) 나는 자고 있었던 게 아니야.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거지. 부서지는 것 같은 

엄마의 몸뚱어리, 일그러져 허겁지겁 맞기 전에 내 이름을 입안에 담은 엄마의 

57) 소설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소녀의 내면에 숨겨진 수치심과 죄책감은 바로 알라이

다 아스만이 말하는 이른바 무의식적·개인적 기억과 연결된 감정들이 숨겨져 있다가 

어떤 자극에 의해 유발될 때 의식적으로 다시 기억되는 감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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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보는 순간 검은 휘장, 두껍고 깜깜한 휘장이 내 눈을 덮어버렸어. 휘장이 

덮어지는 그 순간. 엄마가 비틀거리는 바로 그 순간의 전도, 그 순간의 후도 나는 

볼 수가 없었어. 그 휘장을 걷어야 되는데. 아 나는 그 휘장을 죽는 한이 있더라

도 찢어냈어야 하는데. 멍청이처럼 기절을 해버렸다니. 나중에 어떻게 엄마 얼굴

을 볼 거야. 그 휘장을 아직까지 머리 어느 구석에 씌워두고선. 그 순간부터 얼마 

동안이나 내가 휘장에 덮여 그 자리에 쓰러져 누워 있었을까. 그렇게 휘장 덮여 

쓰러져 있는 내 몸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는지도 몰라. (꽃잎:243) (강조-인용

자)

위 인용문의 소녀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검은 휘장은 엄마의 끔찍한 죽

음에 대한 상실된 기억으로 상징된다. 이 검은 휘장은 엄마의 몸에서 피

가 흐르기 시작했던 순간부터 꾸준히 나타났고, 충격적인 기억에 대한 

접근을 막아냈으며, 많이 싸워도 허물 수 없는 장애물 같은 것이었다.

최윤은 소녀의 시각에서 회상적인 독백을 통해 독자에게 트라우마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상처를 입은 소녀의 반응을 보여준다. 외상

을 겪은 소녀는 검은 휘장으로 인해 기억하지 못하고 사회와 모든 관계

를 끊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았으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의

사소통의 무능력으로 인해 다른 주변 인물들은 소녀를 이해하지 못하여 

“넋이 빠지”고(꽃잎:239) 실성한 여자애로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소녀의 내적 독백에 주목해본다면, 소녀는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외견상으로 광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었다. 따라서 본고

는 이 점에서 소녀의 성격을 광기 있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의 학자들은 소녀에게 

‘정신병자’라는 칭호를 붙여 접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광범위한 칭

호는 모호할뿐더러, 소녀의 정신 상태에 대한 설명은 제공할 수 있다 하

더라도 사실상 정신 상태로 인해 일으킨 소녀의 행동의 연관성은 해명하

지 못할 것이다.58)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여 본고는 최윤이 그

58) 예를 들어, 김혜경은 “소녀의 정신병은 ‘오빠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후에, ‘엄마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 ‘그날’의 ‘외상’기억 속에 갇혀버리면서 촉발되었다”라고 하면서 

소녀의 정신병의 원인을 제시하지만 정신 질환을 앓고 난 후의 그녀가 보이는 행동과 

관련된 이 정신 질환의 원인을 연관시키지 않는다. 김혜경, 「최윤 소설의 정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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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소녀의 상태는 광기가 아니라고 설명하고자 한다. 대신, 본고는 그녀

가 광기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의 환자와 더욱 밀접한 관련성

을 갖는다는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다. 

소녀에 대한 최윤의 묘사는 사실상 광기가 서려있는 소녀의 내면세계

보다 PTSD로 고통을 받는 소녀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자들은 

최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녀의 광기 있는 내면 상태를 묘사하고 

보여주려는 시도를 했다고 추정하기 쉽다. 이와 같이 추정하는 이유는 

최윤이 소녀를 묘사할 때 다른 등장인물로 하여금 소녀의 정신 상태를 

여러 번 참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많은 학자들도 이 ‘광

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녀를 설명하게 되었다.59) 간접적으로 소녀의 

광기를 언급함으로써, 최윤은 독자로 하여금 소녀가 정말로 미친 사람이

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최윤은 3인칭 서술자보다 내적 독백을 

선택하였다. 3인칭 서술은 작중인물의 행동과 정신 상태에 대해 독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특징과 정보를 서술하고 제공하는 반면에, 내적 

독백은 객관적 서술에 집중하기보다는 단지 특정 인물의 관점을 보여주

는 기법이다. 다시 말해, 내적 독백은 텍스트 밖에 있는 현실과 관련된 

관찰 또는 의식에 근거하고 쓰이는 것으로서, 텍스트 이면에 존재하는 

작가의 규범과 가치, 혹은 의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

학적 고찰 - 중편,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중심으로」, 『비교한국

학』 16-1,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232면.

그리고 권민정은 소녀가 폭력과 어머니 살해를 목격 한 후에 정신적으로 아무런 선택

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신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는 정신병자라는 용어에 대하여 모호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권민정, 「최윤 소설

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부재’에서 길어 올리는 삶, 서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4면.

59) 예를 들어서 강경희는 “정신을 잃고 헤매 다니는 한 소녀”(17면) “그리고 이 체험

은 또한 문득문득 그녀에게 정신 질환과 광기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면서 소녀의 특

징을 광기로 여긴다. 강경희, 「최윤 소설의 담론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4, 18면. 주인도 “이런 입장에서 살펴볼 때 미치광이 소녀는 단순한 여성으로

서의 소녀가 아니라 “80년 5월 광주의 기의를 – 그것이 완전하던 불안전하단 – 통째

로 전이시키고 있는 것이다.”라며 소녀를 광녀로 간주한다. 주인, 「5ㆍ18 문학의 세 

지평: 문순태, 최윤, 정찬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31, 중앙어문학회, 2003, 

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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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점에서, 최윤의 내적 독백에 크게 의존하는 묘사 방법은 작

가의 관점에서 완전히 독립된 정신 이상자 작중인물을 창조하는 데 다소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최윤이 묘사

한 소녀의 정신세계를 분석하기보다, 암시된 외적 영향과 더욱 밀접한 

그녀의 장애를 분석하기로 한다. 따라서 소녀의 정신 상태를 광증보다 

피해자의 PTSD)로 생각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접근법이라고 주장하고

자 한다. PTSD로의 진단은 기억과 망각을 반복하는 소녀에 대해 최윤

이 묘사하는 이유를 밝히는 데 유용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60)

마이클 쇼네벨그(Michael Schönenberg)61)와 같은 임상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PTSD는 트라우마적 기억에 대한 공포 반응과 관련되는 불안 장

애로 여겨진다. 또한 외상을 겪은 개인이 세 차원과 관련된 증상으로부

터 고통을 받은 경우에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증상 차원들은 바로 ‘재경험’(re-experiencing), ‘회피’(avoidance) 그리

고 ‘과다각성’(hyperarousal)62)이다. 아울러 외상을 겪은 후부터 최소한 

1개월 동안 계속 나타나야 PTSD라 일컬을 수 있다.63) 본고는 「꽃잎」

에 나타난 소녀의 특징이 광기와 실성보다는 PTSD에 가깝다는 점을 염

두에 두고, 지금부터 PTSD 진단의 세 가지 차원에 따라 소녀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재경험 증상의 차원은 외상의 반복 경험과 괴로움이 집요하게 

반복되는 악몽과 사건이 재발되는 비자발적이고 침입적인 회상

(intrusions)이 포함된다.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단편적인 

시각 심상, 보다 적은 신체감각(즉, 고통), 소리, 냄새 또는 맛으로 인해 

외상을 재경험한다. 따라서 원치 않는 기억의 감각적 파편을 보는 것, 

60) 소녀의 독백을 통해서 독자는 소녀가 사실상 그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더 크게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1) Michael Schönenberg는 University of Tübingen의 심리학과와 연관되어 임상 심

리학, 건강 심리학 및 개인 심리학을 전공하였다.

62) Linden, Michael; Rutkowski, Krzysztof, Hurting Memories and Beneficial 
Forgett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Biographical Developments, and 
Social Conflicts, Amsterdam; New York: Elsevier, 2013, 73면.

63) 위의 책,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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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외상과 비슷하거나 외상을 상징하고 기억을 촉발시키는 자극(예를 

들어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나 가해자와 신체적으로 닮은 사람)에 직면하

게 되면 일반적으로 극심한 감정적, 심리적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64)

1) 예비군복에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던 강씨 집 막내를 보자마자 그녀가 자꾸 마

을 쪽으로 도망을 쳐 한참 애를 먹었다고 한다. (꽃잎:236) (강조-인용자)

2) 그러나 작은 소리, 막연한 어떤 얼굴, 냄새, 잠깐의 침묵, 하찮은 무엇이 다시

금 그녀를 벌떡 일어서게 하거나 혹은 그녀를 마비시킨 채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속으로 내던진다. 늘 동일한 질문, 왜, 그날, 거기에, 왜 엄마를…… 늘 동일한 강

도의 고통이 되살아났을 것이다. 이 고통 속에 어느 순간 얼굴들이 둥둥 떠오르

고 사건이 거센 물살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흐른다. (꽃잎:237) (강조

-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우리’라는 서술자는 소녀와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무른 

후 옥포댁이 증언했던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재설명한다. 옥포댁의 증

언에 따르면 소녀는 PTSD의 첫 증상을 보여주며, 외상과 비슷하거나 

이것을 상징하는 자극에 직면할 때 매번 극심한 감정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진다. 예컨대, 엄마가 죽임 당한 순간을 상기시키는 

“예비군복”을 입은 청년을 보자마자 도망갔던 소녀는, 단순히 소리나 냄

새를 지각만 하여도 엄마를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자극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외상을 재경험하기도 하였다.

1) 그리고 미친 학처럼 춤추러 갔어. 사람들의, 함성의, 냄새의 홍수에 실려 그 

물살에 뼈가 녹을 때까지 나도 물살에 섞였지. 점점 더 물살이 높아졌어. 사방에 

소리와 높은 벽이 앞으로 앞으로 나를 운반했어. 엄마는 내 손을 으스러지게 움

켜잡고 내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앞으로 앞으로 나갔다가는 밀물처럼 밀려오곤 

했어. 귓속에 가득, 멀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함성이 밀려오고 물살이 내 

입안으로 들어오듯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 이 파도의 밀물 썰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되었을까. 나는 엄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 엄마는 딴 세상에

서 단 세상 사람들과 춤추고 있었어. 엄마 얼굴이 그렇게 불그스레하게 빛나는 

걸 보는 게 눈이 부셨어. 그러면서도 마치 내가 잇는 세상과 한 가닥 인연을 가

64) 위의 책, 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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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려는 것처럼 내손을 놓지 않았지. 내 머리 뒤에서 합창하는 그 수많은 얼굴들, 

잊어버릴 수 없는 얼굴들. (꽃잎:295)

2) 갑자기 아우성이 터졌어. 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거대한 물살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 그 빛나던 얼굴이 일그러지고 찢기

고 젖혀지면서 무더기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어. 그래 얼굴들을 똑같이 물들이고 

있었던, 피, 피. 빨간 피. (꽃잎:295)

 

3) 갑자기 그 큰 시가지가 비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물살이 사방으로 흩어졌어. 

악을 쓰면서, 신음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엎어지고. 그 위로 덜어지는 광간의 막

대기들, 번쩍이는 금속의 날들. 잔혹한 웃음을 낭자하게 흘리면서 도망가는 학 떼

를 덮치는 얼굴들. 빛을 모두 잃은, 순식간에 비어버리는 얼굴들. 나는 도망가야

만 했어. 누군가가, 나는 먼저 마치 한밤중의 고요 속을 혼자 걷기라도 하는 것처

럼 우리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것을 들었지. 그리고 엄마가 달려 나가는 저

쪽에서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을 보았지. (꽃잎:295~296) (강

조-인용자)

4) 쓰러지는 얼굴, 이러서다가 다시 억 하고 쓰러지는 얼굴, 신음하고 다시 일어

서다가 소리도 없이 풀썩 쓰러지는 얼굴, 잠시 땅바닥에 내던져진 붕어처럼 팔딱

거리며 경련하다가 보기 지를 시간이 없이, 고통스러워할 시간도 없이 굳어져버

리는 얼굴들, 영원히 굳어져버린 얼굴들. 깔린 얼굴, 얼굴 없는 얼굴. (꽃잎:296) 

(강조-인용자) 

위 인용문은 소녀가 충격적인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악몽 같은 경험의 특성 또한 드러내고 있다. 소녀의 회

상은 처음에 매우 상세하고 긴 서술로 시작하지만(인용문 1, 2, 3) 서서

히 모든 충격을 다시 경험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서술로 끝난다(인용문 

4). 최윤은 동사가 아닌 명사로 끝나는 짧은 문장들을 통해 말로 다시 

설명하기 어려운 외상에 대한 기억의 단편적인 특성을 묘사한다. 또한, 

독특한 문체를 사용함으로써 행위가 없는 회상 장면의 공포를 그리는 강

한 이미지의 반복을 간접적으로 강조한다. 이 단편적인 반복성은 ‘얼굴’

과 관련된 단어 ‘피’로 구체화되고, 소녀뿐만 아니라 독자도 외상의 공포

와 폭력을 다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생생한 회상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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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의 반복성은 PTSD로 인해 괴로워하며 공포를 반복적으로 재경험하는 

소녀의 비극성을 그리려는 작가의 시도로 볼 수 있다.

둘째, 회피 증상의 차원은 개인이 상황, 장소, 사람과 같은 외상을 상

기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가리킨다. 증상에는 환자

가 외상 신호로 인한 격렬한 반응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

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행동적·인지적·감정적인 회피 전략이 포함된다.

65) 따라서 이 두 번째 차원을 고려한다면 소녀의 기억을 덮는 검은 휘

장은 외상을 상기시키지 않도록 스스로 만든 회피 전략으로 여겨질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 휘장은 사실상 소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진 전략이다. 휘장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를 다시 기

억하려 하는 소녀는 휘장 허물기를 시도하지만 기억 재생에 재차 실패한

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녀는 “그런데 장막조차······ 그런데 정

말 검은 휘장이 내골 속 어디에 정말 쳐져 있기나 한 것일까”(꽃잎:270)

라고 자문하며 휘장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 무의식적 회피 전

략은 소녀가 휘장의 진짜 특성을 인정하고 과거를 다시 기억함으로써 이

루어진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기억을 되찾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 소녀의 회피 전략은 검은 휘

장의 허위성과 숨겨진 기억을 폭로하려는 위협적인 목소리에 의하여 비

판을 받는다. 한밤중에 기차를 타는 소녀는 한 노파의 얼굴이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거는 환각을 느끼기 시작한다. 기실 노파의 얼굴이 아닌, 후

에 창구에 비친 자기 모습으로 밝혀진 이 얼굴은 “흉악한 그림을 그려

봐”(꽃잎:270)라고 요청하면서 휘장의 가짜 특성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진실 또한 밝혀내라고 독촉하며 소녀를 괴롭힌다.

갑자기 창 속의 얼굴이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그러나 지하에서 쿵쿵대는 발소리

65) 뿐만 아니라 회피 증상에는 감각 증상, 가령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 지난 과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타인으로부터 소외된 느낌과 제한된 감정 범위, 말하자면, 감

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의 감소를 포함한다. Linden, Michael; Rutkowski, 

Krzysztof, Hurting Memories and Beneficial Forgett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Biographical Developments, and Social Conflicts, Amsterdam; New 

York: Elsevier, 2013, 74면. 이러한 증상들은 소녀의 행동에서도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회피’의 주요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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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점 커지니까 그 작은 소리가 고함으로 변했어. 그 얼굴은 입을 벌리고, 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 내가 네 검은 휘장을 벗져주마. 언제부터 

그 휘장이 네 머리를 덮었다는 거야. 거짓말, 나를 똑바로 쳐다봐, 자 어디 덤벼

봐, 네 골을 열고 그 막을 단번에 이 손톱으로 빼내줄 테니. 자 내가 다시 얘기해

주지. 싫어? 싫어? 자 덤벼봐. 나를 똑바로 보고 그 뻔뻔한 입술로 흉악한 그림을 

그려봐. 그 얼굴이 악을 쓰기 시작했어. 나는 유리창을 마구 두들겼지. 더 엄청난 

말들, 더 끔찍한 말들이 새어 나올까 봐, 그 입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무엇

이 안 보인다는 거야. 네 엄마의 움켜쥔 손의 촉감이 여전히 뜨겁게 남아 있는

데…… 뭐 오빠를 찾겠다구? 오빠의 무덤을 찾아내겠다구? 그 몰골로, 그 더러운 

벌레처럼 우글거리는 기억들을 보자기에 가두고 대체 네가 뭘 하겠다는 거야. 넌 

늘 저주받은 멍청이였어. 생물 선생님은 네게 자주 얘기했잖아. 너는 늘 음지 식

물일 거라고. 자 사라져버려, 네 주제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는 고함으로 

벌어진 입을 다물게 하려고 죽을힘을 다해 유리창을 두드렸지. 힘이 모자랐어. 그 

얼굴은 여전히 근육을 씰룩거리며, 눈을 부릅뜨고 나를 향해 덤벼들었고…… 달

콤한 유혹이 순간 손을 벌렸어. 저 얼굴이 내게 덤벼들어 단번에 말들을 쏟아내

고 그리고 내 목을 졸라 하얀 평화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게끔 나를 내맡기는 것. 

그것은 순간이었고 하나 둘 모든 사람들의 희미한 모습이 창에 비치자 그 유혹보

다 더 큰 힘, 수치의 힘이 내 몸을 온통 경련하게 했어. 주먹에 힘이 빠지고 나는 

정말, 1초라도 빨리 그 얼굴의 입을 막아야 했기에 머리로 유리창을 들이받았어. 

점점 세게 한 번, 두 번, 세 번……몇 번인지도 모르겠어. 유리가 깨어져가는 투

명한 소리와 함께 고함은 사라지고, 그 얼굴은 산산조각이 나서 보이지 않았어. 

그 얼굴이 마침내 박살나버린 거야. (꽃잎:273~274) (강조-인용자)

그러나 이 창구에 비친 얼굴의 목소리로 고통받으면서도 소녀는 과거

에 대한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계속 부정한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외상에 대한 기억을 회피하면서도 외상 전에 가졌던 기억을 붙잡기 위해 

노력한다. 목소리가 “더러운 벌레처럼 우글거리는 기억들”이라고 일컫는 

것은 소녀가 항상 들고 다니는 가장 아끼는 복장을 뜻한다. 이 복장은 

바로 엄마가 죽은 당일에 입고 있었던 옷이었다. 이 옷은 오빠에게서 받

은 선물로, 오빠를 상기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외상을 겪은 당일의 

자신의 흔적도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다. “너무 많이 울어서 나는 하룻밤 

사이에 쪼글쪼글하게 늙어버렸을 거야”(꽃잎:245)라고 한탄하는 소녀는 

울음으로 늙은 자기 얼굴을 아무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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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오빠를 찾는 것이라 믿는 소녀는 이 복장을 착용하기만 하면 오빠가 

자기를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녀는 함께 겪었던 과거를 직접 상

기시켜주는 복장을 통해 오빠가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고백을 받

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억을 통해 정체성

을 재확인하려는 소녀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만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검은 휘장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소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휘장은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녀가 오빠와 연결된 복장을 통해 기억하려는 시도는 로크가 

제안하던 것처럼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즉, 

한 개인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와 관련된 과거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협적인 목소리

는 그녀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굳이 오빠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한다. 목소리는 그녀가 거짓말을 거부하고, 잘못을 기억하지 못한 척, 

“복장에 가둔 더러운 벌레처럼 우글거리는 기억들”을 아끼는 행동을 질

책할 뿐이다. 이에 다시 기억하기를 회피하려는 소녀는 괴롭힌 얼굴의 

고함으로 벌어진 입을 다물려고 죽을힘을 다해 유리창을 두드린다. 그러

나 소녀가 늙은 얼굴이 외치는 소리를 맹렬히 회피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와 부정을 비판하는 얼굴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머리를 유리에 

부딪침으로써 모든 얼굴들을 사라지게 한 뒤에야 소녀는 회피하기를 그

만두고 상상에서만 존재했던 휘장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듯 소녀가 휘장을 인정하는 행동은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다

시 기억하는 데 “로크”적인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여겨질 수 있다. 

다시 기억하는 과정의 두 번째 단계에서 소녀는 검은 휘장을 직접 만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 자신의 회피 전략을 채택한다. 그 후에 소

녀는 엄마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까지의 모든 순간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

다. 머릿속의 목소리는 다시 한 번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충격적인 사건

을 더욱 자세히 기억해보자고 요청한다. “자 천천히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을 되새겨봐”(꽃잎:296)라고 명령하면서 목소리는 엄마가 사망했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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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실을 밝히도록 촉구한다. “그래 그 순간 내

가 뭣을 했는지 가르쳐주지. 자 잘 봐. 내가 세세하게 말해주지.”(꽃

잎:297)라고 합의하는 소녀는 이제 서서히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어 더

욱 자세히 고백하기 시작한다. 다음의 세 인용문은, 기억 과정의 두 번

째 단계에 놓인 다양한 전환점들을 보여준다. 이때의 전환점이란 첫째, 

소녀가 휘장의 허위성을 모두 인정하고 회피전략을 포기하는 순간(인용

문1), 둘째, 과거 사건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세한 회상을 보이며 소

녀가 모든 기억을 떠올리고 고백하는 순간(인용문2)이다. 마지막으로는,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고백한 소녀가 잘못에 대해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인용문3)이다.

1) 그래 검은 휘장은 있지도 않았어. 내가 내 마귀 같은 손으로 검은 휘장을 짜

서 두껍게 쳐놓았던 거야. 그리고 말하곤 했지. 절대 다시는 생각하지 만. 매번 

그 일을 생각하면 그때마다 휘장의 천이 조금씩 닳을 것이고 나중에는 올이 성기

어져서, 그 사이로 탐조등 불빛에 드러난 밤의 골짜기처럼 그날의 일이 모두 알

려질 테니까. 나는 너무 배가 고팠던 날이 많았고 그때마다 나하고 한 약속을 잊

어버리고, 배고픈 것을 잊느라고, 자꾸 잠 속으로 오그라져 들어가는 나를 깨우느

라고 그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꼭 무엇을 잊기 위해서 아니었어. 생각

들이 줄을 지어서 나를 방문했어. 수시로. 내가 내 손으로 짜놓은 검은 휘장은 이

제 다 낡아버린 거야. 아니, 그러니까 검은 휘장은 있지도 않았어. (꽃잎:286) (강

조-인용자)

2)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아니면 엄마의 뒤집힌 흰

자위를 괴물 보듯 바라보면서. 그런데 소용돌이 속에서 굳어져버린 엄마의 손이 

너를 놔주지 않았어. 너는 이미 마른 장자처럼 쓰러지는 엄마의 무게에 끌려가면

서 다른 손으로, 그래 잔인하게 엄마 손 가락의 갈쿠리를 하나씩 떼어내려 했어. 

그다음에 너는 어떻게 했지? 눈을 크게 뜨고 그 1분도 안 될 순간에 네가 한 일

들을 천천히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다시 돌려봐. 독이 펴져 네 몸을 태우더라도, 

억눌린 뜨거운 호흡에 네 피가 말라 가루가 되어버리더라도. 너는 급기야 한 발

로 엄마의 내팽개쳐진 팔을 힘껏 누르고 네 손을 빼어 냈어. 엄마의 근육살이 발

밑에서 미끈거렸지. 너는 사력을 다해 밟았어. 그러고는 무더기로 이동하는 무리

를 피해 달아났지. 몇 얼굴을 밟았는지도 모르는 채, 몇 얼굴이나 네 다급한 발길

로 차 내던졌는지도 모르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으로 뛰어 들어갔어. 눈을 감

고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면서 뛰었어. 넘어지면서, 등 뒤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 43 -

산만한 발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때까지. 아니 엄마의 손이 점점 늘어나 나를 다

시 덮칠 것만 같아서 두 손을 겨드랑이 끼워 놓고. 아 발 밑에서 미끈거리던 엄

마 팔의 느낌, 내 손아귀 속에서 아직도 뜨거운 엄마 손의 촉감. 눈앞에 선연하게 

흔들거리면서 달라붙는 영상들을 쫓기 위해 연신 도리질을 하면서 나는 뛰었어. 

함성은 여전히 나를 따라오고 있었고 숨이 막혀서 꼭 피를 토할 것만 같았지. 등 

뒤에서는 거머리처럼 발소리가 달라붙고. (꽃잎:297~298) (강조-인용자)

3) 그리고 이후 나는 다시 그날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없었어. 내 끔찍한 범죄의 

자리.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나는 엄마의 손, 팔, 흰 눈자위를 내 발로 짓이겼어. 

엄마 눈자위도 없이 나를 보고 있었어. (꽃잎:298) (강조-인용자)

위의 첫째 인용문에서는 소녀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미명 하에 취했

던 휘장과 관련된 회피전략을 완전히 인식하고 휘장에서 벗어나자 망각

했던 과거를 서서히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된 장면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소녀가 스스로 휘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유 또한 설명한

다. 그 이유는 바로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약속이라는 점이다. 존

재를 허용하는 한 이 휘장은 머릿속에 걸려 있을 것을 이제 소녀는 확실

하게 깨닫는다. 또한 육체적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힘이 빠졌기 때문

에 휘장을 살려 둘 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러한 순간에 

기억들이 “줄을 지어서 방문했”기 때문에 소녀는 기억을 더욱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소녀는 회피전략을 버리고 휘장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도출 과정을 통해 휘장에 대한 진실에 이르

렀다는 점은 소녀의 자기반성과 의식수준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격렬한 

정신적 외상 때문에 소녀가 실성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독자들은 

가히 짐작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소녀는 계속해서 재발하는 기억

상실증과 그에 수반하는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기반성과 자기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미 앞서 언급했듯, 소

녀를 묘사하는 단어로 쉽게 ‘광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의 소녀를 괴롭히는 목소리는 소녀가 엄마의 끔찍한 신

체를 목격하는 경험으로 인해 공포와 혐오를 느꼈고 정신 외상적인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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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러한 공포의 느낌은 줄리아 크리스

테바(Julia Kristeva)가 ‘아브젝션’(abjection)66)이라고 명명한 개념을 통

해 설명할 수 있다. 크리스테바의 ‘아브젝트’(abject)란 자기와 조금이라

도 다른 대상은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고 거부하는 것이며, 자신과 타자의 

경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는 ‘코라’에서 나아가는 이동을 의미하여 ‘모

성’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아브젝션(abjection)이란 자신의 일부가 아니

라는 것을 거부한다는 행동이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자기·타자 또는 주

체·대상의 구별을 상실함으로써 기존의 의미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개인

의 반응(공포, 구토)과 관련성을 갖는다. 가장 중요한 사례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물질성을 대단히 충격적으로 상기시키는 시체이다. 그러

나 상처·똥·오물·특별한 범죄(예를 들면 아우슈비츠)와 같은 다른 것들도 

시체와 마찬가지로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크리스테바에 따

르면 아브젝션은 성(性)심리적 성장에서 자기·타자·인간·동물과 같은 경

계를 보여주는 ‘거울 단계’(mirror stage)에 들어가기 전에 꼭 경험해야

만 하는 것이다.

소녀의 경우에는 구멍과 피로 덮인 엄마의 시체를 보고 나서 그녀는 

‘자기’가 아닌 ‘타자’도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기의 물질성과 덧

없음을 한 순간에 상기한다. 따라서 엄마의 시체를 갑작스럽게 보았을 

때 소녀가 ‘아브젝션’을 하는 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때까

지는 자신의 일부처럼 나타났지만 궁극적으로 이는 자신이 아니라는 것

(소녀의 경우 그것은 엄마의 몸이다)을 거부하는 행동이었다. 다른 회상

66) 「공포의 권력(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에서 크리스테바는 

억압된 어머니의 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주체가 상징계에 진입한 후에도 상징

계를 분열시키는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이를 설명하

기 위해 크리스테바는 ‘아브젝트’(abject)와 ‘아브젝션’(abjection)이라는 개념을 통하

여 적합한 주체와 주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 부적합하고 더럽고 무질서한 것들이 어

떻게 배제되어 왔는가를 분석한다. 크리스테바는 오염된 것과 성스러운 것 사이의 경

계형성과 구별짓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서 ‘레위기’에서 묘사하는 혐오감의 논리에 

주목한다. 이것은 메리 더글라스가 『순수와 위험』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 크

리스테바는 더글라스가 인류학적 고찰을 토대로 구강과 항문 아브젝션(abjection)이 

더러운 음식, 부정한 것에 대한 사회적 금기와 관계있음을 밝힌다. Kristeva, Julia; 

Roudiez, Leon S.(trans),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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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소녀가 오랫동안 엄마와 헤어질까봐 두려움을 느꼈고 자신을 엄

마의 일부로 생각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나 엄마의 죽음을 통해 자

신의 살아 있는 신체가 엄마의 시체에 반대되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은 

소녀는 이제 자신의 일부가 아닌 것, 즉 자신의 손을 부여잡는 죽은 엄

마의 팔을 미친 듯이 거부한다. 공포를 목격하고, 깨닫고, 아브젝션을 하

는 이러한 행동은 소녀의 마음속에서 극도의 수치심·죄의식의 감정들을 

일으켰다. 이야말로 소녀가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려고 회피하려는 끔찍한 

감정들이었다.

세 번째의 인용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거부하고 회피하려 했던 수치심

과 죄책감의 숨겨진 이 감정은 소녀로 하여금 자기검열도 없이 모든 기

억을 다시 떠오르게 만든다. 자기를 공포의 기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검은 휘장을 없애버린 소녀는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자기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엄마를 거부하고 버린 것

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에 휩싸인 것이다. 이것을 고려해보면 검은 휘

장을 이용한 회피전략의 이유는 엄마의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기억을 덮

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엄마를 미친 듯이 거부했던 ‘아브젝

션의 죄’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덮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수치심과 

죄책감은 알라이다 아스만이 지적하는 개인의 무의식적 기억 속에서 숨

겨진 수치심 및 죄책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또한 이 감정은 

PTSD로 고통을 받는 희생자들이 종종 경험하는 감정들이다. 즉, ‘생존

자의 죄책감(survivor guilt)’67)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생존자의 죄책감’

을 느낄 경우, 소중한 사람이 생존하지 못하고 자신만 살아남은 사람은 

원치 않는 기억을 무의식적 기억의 영역으로 밀어 넣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식적으로 기억을 허용하지 않는 행동은 ‘생존의 범죄’와 ‘생존의 

아브젝션’의 필연성에 대한 죄의식을 망각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꽃잎」의 경우는 소녀가, 고통에 대해 침묵하는 피해자와 도덕적 고뇌

를 겪는 가해자를 모두 상징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소녀의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듯이, 소녀는 PTSD를 일으키는 

67) Leys, Ruth, From Guilt to Shame: Auschwitz and after, Princeton, N.J.;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17~55면 (1장: ‘Survivor G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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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의 단계에 관련된 회피증상을 극도로 앓고 있었다. 소녀가 혼자 

살아남았던 경험으로 인해 느끼는 ‘생존의 죄책감’와 ‘생존의 아브젝션’

에 대한 기억을 회피하는 전략은 검은 휘장의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그

러나 소녀는 애초부터 머릿속 목소리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소녀의 무의

식과 잠재의식68)에서부터 오는 이 목소리는 소녀(와 독자)에게 숨겨진 

현실을 보여주고 회피 전략을 인정하도록 하는 작가의 전략이다. 따라서 

상상속의 목소리는 광기라기보다 소녀 스스로의 잠재의식69)에서 온 내

면의 목소리를 통해 숨겨진 지식을 찾아내려는 매개체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매개체와 같은 소녀의 몸이 가져가는 것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할 잠재의식 속 5·18 광주사건에 대한 지식이다. 그러므로 읽

는 행위를 통해 독자는 소녀와 함께 그 지식을 기억하고, 또 동시에 발

견할 수 있다. 즉, 광범위한 관점에서 보면 소녀의 상상된 목소리는 소

녀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진실을 덮은 ‘검은 휘장을 버리자’는, 또는 

‘광주 사건에 대한 회피전략을 그만두자’고 하는 도덕적인 목소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적적인 목소리의 명령을 경청하는 순간에 검은 휘장

과 회피전략에 대한 진실을 인정하면서, 소녀는 어느 정도의 안도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게 된다. “달콤한 유혹이 순간 손을 벌렸어. 저 

얼굴이 내게 덤벼들어 단번에 말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내목을 졸라 하얀 

평화의 나라로 나를 데라가게끔 나를 내맡기는 것. 그것은 순간이었고”

(꽃잎:273)라고 하면서 묵묵히 고통을 받고 있는 소녀는 어느 정도까지

는 PTSD를 위한 자기진단과 자기치료를 혼자 행할 수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래 나는 수천 번이나 내 몸이 가루가 되어서 넓고 넓은 우주 위를 소리 없이 

떠다니기를 바랐었지. 그런데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눈만 뜨면 동일하게 다가오

68) 여기에서 ‘잠재의식’이란 의식하지 못하는 정신 과정을 뜻한다. 이는 정신분석학에서 

기억, 동기 및 의도를 모두 포함하여 순간적으로 의식에 존재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쉽게 다시 회상될 수 있는 기억, 동기 그리고 의도를 의미한다. Martin, Elizabeth 

A., Concise Medical Dictionary, Oxford: Oxford University, 2010, 704면. 용어 

‘잠재의식’(subconscious)을 참고.

69) 위의 책, 7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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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검은 휘장. 아니 눈만 뜨면 나는 허겁지겁 내 얼굴을 두꺼운 휘장으로 덮었지. 

언제까지 이 어두움이 계속 될 수 있을까. (꽃잎:298) (강조-인용자)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 최윤은 소녀가 완치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카타르시스를 이루었어도, 상처를 주는 과거에 대한 통찰력과 반성을 보

였어도 소녀는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며 휘장이 머릿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부정하고 다시 인정하는 모

든 과정을 반복하도록 강요된다. 

PTSD의 세 번째 또는 마지막 차원은 “과다각성”(hyperarousal)이다. 

이것은 집중력 감소, 조급증, 자기파괴충동, 수면장애 악몽으로 인한 불

면증 같은 증상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가중된 불안감, 긴장성, 위험에 

대한 과도한 경계, 과장되게 놀라는 반응의 증상도 포함된다.70)

1)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괴물들이 무서워 눈을 떴지. (꽃잎:244)

2) 서서히, 독약이 퍼지는 것처럼, 누웠던 신경을 모두 일으키면서. 그 무서움이 

너무 켜서 나는 부서질 것만 같은 등뼈를 추스르고 벌떡 일어나 사방을 휘돌아보

며 꺼억꺼억 까마귀를 냈어. (꽃잎:244) 

소녀의 반복되는 악몽으로 인한 수면장애(인용문1), 과장되게 놀라는 

반응(인용문2)을 암시하는 대목은 몇몇 장면에서 두루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그 뒤의 장면은 소녀의 과다각성의 상태를 정밀하게 독자에게 

보여준다. 소녀는 이유도 없이 놀랐다가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것처럼 과도하게 자해를 시작한다.

갑자기 여자애가 눈을 번쩍 떴다. 미친 것처럼 부르르 치아를 떨면서 모공이 파

랗게 질릴 때까지, 물통이 바닥날 때까지, 네거티브 필름 속에서처럼 아상하게 드

러나는 뼈마디 위로 물을 들이붓기 시작했다. 추한 동물처럼 푸르륵거리면서 여

자애는 바닥에서 깨진 시멘트 조각 하나를 집어 들었다. 남자가 말릴 틈도 없이, 

70) Linden, Michael; Rutkowski, Krzysztof, Hurting Memories and Beneficial 
Forgett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Biographical Developments, and 
Social Conflicts, Amsterdam; New York: Elsevier, 2013,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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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남자의 손아귀에 잡혔다 해도 어디서 솟는지 모를 힘으로 그것에서 빠져나

오면서, 빠른 동작으로 경련적인 리듬에 사로잡힌 것처럼 집어든 돌조각으로 몸

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돌조각의 날카로운 이빨이 허벅지에 뱃가죽에 등허리에 

종아리에 마구잡이로 가로세로 붉은 선들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돌의 이빨이 만

들어낸 출현의 자국이 풀리기도 전에 다시 거친 여자애의 손길이, 더 어찌해볼 

수도 없는 빈곤한 몸뚱어리 위에서 마구 춤추었다. 붉은 빗발이 후려쳐지고 또 

후려쳐져 붉은 면이 되고 그녀의 손이 닿지 않은 부위에 흉측한 흰 얼룩을 드문

드문 남긴 채 한참을 경련을 계속되었고, 어느 한순간 자리저리는 듯한 외마디소

리를 내지르는 것과 동시에 그녀는 피에 전 장작처럼 모로 쓰러졌다.  

(꽃잎:225) (강조- 인용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기존의 논의는 「꽃잎」의 소녀가 상처를 기억·

망각하는 이유를 광기 때문이라고 간주하였으나, 본고는 사실상 소녀의 

독백에 근거하여 ‘광기’에 대한 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소녀는 광기

보다 오히려 재경험·회피·과다각성을 포함하는 PTSD의 세 가지 증상에 

근거하여 그려진다. PTSD는 근본적으로 외상적 기억에 강한 공포 반응

으로 인한 회피전략과 연결되는 상태이다. 따라서 PTSD를 통하여 소녀

가 상처를 기억·망각하는 이유를 밝히는 본고의 작업이, 소녀를 오롯이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망각할 수밖에 없는 소녀는 자기를 혐오하여 자해를 

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또한 그녀는 악몽과 같은 회상 장면으로 트라우

마를 재경험하는 공포스럽고 충격적인 경험에 대한 기억을 회피하려는 

전략도 구사하였다. 소녀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머니의 신체를 ‘아브

젝션’했다는 사실로 인한 수치심·죄책감과 그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회피전략은, 잠재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검은 휘장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소녀의 회상이 세 가지의 PTSD 클러스터를 따르고 있다는 주장

은 그녀의 회상이 연대순으로 나타나지 않고 파편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도 설명할 수 있다. 최윤은 소녀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피전략을 버리

기만 하면 자가 치료를 허락하려는 듯 보인다. 그러나 외상적인 사건을 

겪은 피해자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도덕적 

고뇌도 강조하려는 최윤은 기존의 카타르시스를 없애면서 소녀를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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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시 데려오고 PTSD의 단계를 시시포스처럼 반복하게 만든다. 반

복적으로 기억·망각하는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꽃잎」의 묘사는 독

자에게, 숨겨진 정보를 전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즉, 침묵 속의 고

통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 또 과거 자신의 잘못을 망각하지 않고 자

기반성과 자기인식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전달하고 있

는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최윤은 정부의 검열 때문에 광주 항쟁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의도적인 선

택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는 바로 기억의 고통이 특정한 시

공간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것

을 뜻한다.

다음으로, 「회색 눈사람」에 나타난 ‘생물학적으로 전달되는 기억’을 

살펴보고자 한다. 「회색 눈사람」의 작중인물은 70년대 운동권에 참여

했고 가난한 학생이었던 시기에 대한 기억을 잊으려는 40대 여성인 강

하원이다. 이 1인칭 시점으로 쓴 소설은 70년대의 고통스러운 시대상을 

하원의 회상을 통해 그려낸다. 이 회상으로 밝혀진 것은 당시 하원이 희

망을 느꼈음에도 아직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과 거대한 실망으

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점, 아울러 이 상처는 하원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치유될 줄 알았던 하원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를 망각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원이 아픈 과거를 다시 기억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운동권에 참여

한 지 20년 만에 어떤 자극이 과거를 다시 기억하도록 촉발했다는 것을 

그녀의 회상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순간부터 하원은 억지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대한 기억을 토막토막 다시 떠올리기 시작한다.

1) 거의 20년 저의 그 시기가 조명 속의 무대처럼 환하게 떠올랐다. 그 시기를 

연상할 때면 내 머릿속에는 온통 청록색으로 뒤덮인 어두운 구도가 잡힌다. 그렇

지만 어두운 구두의 한쪽에 쳐진 창문의 저쪽에서 새어 들어오는 따뜻한 빛이 있

는 것도 같다. 그것은 혼란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픔이었다. 그것이 미완성

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삶의 단계에 정말 완성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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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하고 가볍게 일축해버릴 수 없는 과거의 시기가 있다. 짧지만 일생을 두

고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기. 그래도 일상의 반복의 힘은 강한 것이었어, 많은 

시간 그 청록색의 구도 위해 눈비가 내리고 꽃이 지고 피면서 서서히 둔감한 상

처처럼 더께가 내려앉아 있었던 모양이다. (회색:36) (강조-인용자)

2) 우리―그렇다 지금쯤은 우리라고 불러도 좋겠다―는 매일매일 저녁을 알 수 없

는 열기에 젖어 그 퇴락한 인쇄소에 갇혀서 보냈다. (회색:36) (강조-인용자)

3) 우리는 거의 석 달을 매일 저녁 만나.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이 일에 매달

렸다. 그 평범한 인쇄소의 이름이 왜 지금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

는지 알 수 없다. 아주 정교하게 고안된 기억의 제동 당치의 결과라고밖에는 그

것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회색:37) (강조-인용자)

4) 그 시절 우리―왜 나는 우리라는 단어 앞에서 여전히 수줍고 불편함을 겪는가

―는 모두 넷이었다. 몰론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아니었다. 그들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이 우리라는 단어의 사용에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감히, 

그들의 견해와는 부관하게 이 단어를 쓰기로 한다. (회색:39) (강조-인용자)

5) 참 이상한 일이다. 아주 드물게 내가 이때를 생각할 때면 나는 기억의 왜곡을 

경험한다. (회색:61) (강조-인용자)

위 인용문은 하원이 「꽃잎」의 소녀와 마찬가지로 어떤 외적 자극으

로 인해 잠재기억을 일깨우게 되고, 그로 인해 그 시기에 겪었던 모든 

상처를 다시 기억하게 된 순간을 보여준다(인용문1). 그러나 과거를 상

세하게 다시 기억함으로써 ‘로크’적인 정체성을 재확립할 수 있는 소녀

와 비교하면 하원의 상황은 다르다. 즉, 그녀는 과거의 실상 전부를 기

억하지도 않고, 특정한 측면만 선택적으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인용문

3,5) 심지어 거짓된 기억까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한다(인

용문2,4). 흥미롭게도, 작가는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인 주인공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경고함으로써 기억을 왜곡하는 이유에 대해 호

기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하원이 자신의 기억을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떠올리는 것은 심

리학자와 기억전문가들이 ‘기억왜곡’(記憶歪曲, memory distortion)7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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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르는 것이다. 이때, 기억왜곡을 겪는 사람들은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상충된 정보를 직면하더라도 이

를 피하려 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부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자신

의 기억 속에서 오류를 찾을 수 있는 경우에도 아욕(我欲)이 증거를 거

부하도록 스스로 이유를 만드는 경향도 보인다.72) ‘기억왜곡’과 ‘허위기

억’(false memory)을 연구하는 로버트 나쉬(Robert Nash)와 제임스 오

스(James Ost)(2016)는 ‘기억왜곡’이 자기 보호 기제(self-preservation 

mechanism)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부정적인 기억을 객관

적인 현실 상황보다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경우에, 또는 시간이 지

나면서 바뀌는 태도가 일관성을 갖는 것처럼 하려는 경우에 사람들은 

‘기억을 왜곡’함으로써 자기보호를 시도한다.7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회색 눈사람」에 나타나는 ‘기억왜곡’도 하원이 자기보호를 하려는 방

어 기제로 여길 수 있다. 이는 상처를 주는 과거를 이상화하려는 하원도 

부정적인 기억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기억을 왜곡하는 하원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최윤은 

독자에게 하원이 기억을 왜곡하려는 이유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독자는 하원의 내성적이고 왜곡된 회상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

해해야만 그 이유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가 기억이 왜곡된 이유

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하원이 기억을 상기하게 된 원인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원의 상처에 대한 기억 왜곡의 원인이 되는 외적 

자극으로부터 시작하면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적 자극

은 바로 기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그 시기가 다시 어제의 일로, 현

71) Nash, A. Robert; Ost, James, False and Distorted Memories, New York: 

Routledge, 2016, chapter 1 ‘Introduction: false and distorted memories’, 1~9

면.

72) Kunda, Ziva,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 1990, 480면; Nickerson, Raymond S.,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1998, 

176~220면.

73) Nash, A. Robert; Ost, James, False and Distorted Memories, New York: 

Routledge, 2016, Chapter 1 ‘Introduction: False and Distorted Memories’, 1~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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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일로 다가온 것은 아주 우연히 시선을 던진 한 일간지의 서너 줄짜

리 사회면 기사”(회색:37)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사는 하원으로 하여금 

상반되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1) 커다랗게 확대되어 나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고 그러자마자 내 심장이 미친 듯

이 뛰었다. 그 뛰는 심장의로 한참을 망연히 앉아 있다가 나는 또 놀란 듯이 주

변을 훑어보았다. [...] 그제야 나는 입술을 움직거리면서 지극한 애무의 말을 연

습하듯이 그 기사를 속살거리며 읽었다.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공식을 암기

하듯이 여러 번을. 그 기사는 다음과 같았다.

지난 26일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 한 한인 여인이 죽어 있는 채로 발견

되었다. 이 여인은 이미 오래전에 무효가 된 강하원(41세)이라는 이름의 

여권을 지니고 있었으며 한인회는 그녀의 신분을 부인한 바 있다. 불법 채

류자 명단에 올라 있던 이 여인의 사인은 쇠약에 의한 아사로 판명되었다.

 

(회색:37~38) (강조-인용자)

2) 맨 먼저 그것은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도저히 수리될 수 없을 것 같은 후

회의 감정이었다.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지닌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 후회의 

자리에 서서히 들어앉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안도감이었다. (회색:38) (강조-인용

자)

위의 첫째 인용문에서, 동명이인인 한 여자의 사망 기사를 우연히 찾

아낸 하원은 과거를 다시 생생하게 기억하게 된다. 그러나 두 번째의 인

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역설적이게도 이 기사는 하원에게 후회뿐만 아

니라 안도감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

서 최윤은 이 상반된 감정을 경험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독자

가 하원의 회상을 통해 하원의 사생활, 사고방식, 과거의 경험을 직접 

살펴보게 만든다. 내적인 회상에 따라 하원이 치유되지 못할 정도로 심

한 상처를 네 번 입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상반되

는 감정과 기억왜곡을 살펴본다는 목표 하에, 과거 회상에 근거하여 이 

상처에 대한 고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상처를 어느 정

도까지 ‘기억왜곡’과 상반되는 감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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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것이다.  

우선 독자는 내적 회상에 근거하여 하원의 이력과 생활환경에 대한 결

정적인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새로운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던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은 하원은 이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20

살 된 하원은 이모 몰래 이모부의 치료비로 쓰려던 돈을 훔쳐 서울로 도

망을 치며 이모의 가족과도 소원해진다. 이 낯선 도시에서 하원은 훔친 

돈을 모두 대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해야 하였다. 가난하고 불행한 상황에 

처한 하원은 공부를 위한 책도 팔아야 했고, 가르치는 내용을 잘 모르는 

채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도 한다. 그리고 사교육이 제한을 받게 되자 하

원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고 서점에서 금지 도서를 사고 재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배운 적이 없

는 그녀는 여유시간에는 낯선 언어로 쓰인 금지 도서를 번역하는 데 만

족한다. 한마디로, 주인공인 하원은 보다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큰 도

시로 도망을 쳤지만 결국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비극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나만큼 서울의 구석구석을 많이 걸어본 사람이 있을 것인가. 마치 내가 한번 지

나침으로써 그곳이 조금은 나의 삶의 일부가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도시에서 아무리 만지고 냄새 맡고 열망해보아야 어느 거리, 어느 사람에게도 나

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여전히 내가 처음에 기차에서 내렸던 바로 그 순간처

럼 이 도시는 생소한 차가움으로 나를 거부하고, 나는 이 지상에서 여전히 유령

처럼 적을 둔 곳 없이 부유할 뿐이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것일까? (회

색:49~50)

최윤이 하원의 회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전통적인 가족 관계가 단절

되고, 아울러 인간들이 육체적 빈곤뿐만 아니라 지적 빈곤에도 시달리고 

있는 암담한 사회상에 대한 모습이다. 이러한 이중 빈곤 상태는 하원의 

모습으로 신랄하게 구체화된다. 한편, 하원은 매우 열악한 생활을 해결

하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돈을 훔쳐야 했고, 행복하게 사는 대

신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아사 직전의 빈곤한 인물로 등장한다. 다른 

한편, 그는 언어 실력이 없음에도 낯선 외국어로 쓰인 책을 번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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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동류에게서 부당한 대우만 받는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인

물로도 묘사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한 주인공

의 지적·신체적 이중의 빈곤을 통해 70년대 한국의 대도시에 내재했던 

빈곤의 양태가 미묘하게 암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치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가 전환점을 맞이하려는 

듯이, 하원은 자주 다니던 서점에서 ‘안’이라는 한 남자를 만난다. 인쇄

소 주인인 안은 금지된 사상을 보급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검열된 외국 

작품을 번역하며 밤늦게 인쇄소에서 불법으로 복사한 팸플릿으로 정부 

검열 사상을 퍼뜨리는 지하 학생 운동의 지도자로 등장한다. 암울한 생

활에서 자신을 구해줄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원에게 안은 직장을 제

의하는 구원자였다. 인쇄소에서 심부름을 하게 된 하원은 자신의 인생에 

다양함을 제공해준 안을 고맙게 여기며 마음속으로 막연한 감정을 키우

기 시작한다.

1) 안의 고른 숨소리와 뒤척임을 들으면서 나는 잠이 들었다. 한밤중, 누군가 목

까지 담요를 끌어다가 가볍게 눌러주는 것을 그리고 그 동일한 손이 나의 움푹 

들어가고 까칠한 뺨을 살짝 스치는 것을 멀리, 마치 먼 과거의 꿈처럼 느끼면서 

나는 깊고 짧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흐느껴 울었던 것 같

다. (회색:60) (강조-인용자)

2)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나는 사는 일이 그다지 지옥 같지는 않을 수도 있

다는 엷은 희망이 생겨나기도 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좀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들과 한 식구가 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걸음을 걸어도 그것이 푹푹 발이 

빠지는 모래밭을 걷는 기분이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낙천적인 마음이 들기

도 했다. (회색:53) (강조-인용자)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 안과 함께 일하며 인쇄소에서 머물렀던 밤

에 하원은 부모에게 따뜻한 애정을 품는 아이와 같은 감정을 경험한다. 

비록 7년의 나이차이지만 하원에게 안은 부모의 따뜻함과 소속감을 느

끼게 해주는 남자가 된 것이다. 안에 대한 그의 정신적인 의존 수준은 

가장 우울한 순간에도 안에 대한 생각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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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정도였다.74) 두 번째의 인용문에서, 안과 인쇄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

료들에게서 항상 의심을 받은 하원은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나는 

사는 일이 그다지 지옥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엷은 희망이 생겨나기

도 했다”(회색:63)75)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소속감과 희망을 느낄 수 있

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여기서 최윤은 부모의 따뜻한 마음이나 친절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도 주체적으로 인생의 목적과 희망을 찾은 한 여

자를 그린다. 인쇄소에서 일한 덕분에 희망을 한번이라도 경험했던 하원

은 어느 정도 외로움을 덜 수 있는 희망을 붙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

한다. 그러나 하원이 절망적인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최윤은 대신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깊은 실망을 안기는 경험만을 제공한

다.

첫 번째의 상처는 하원이 인쇄소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몇 개월 동

안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웃사이더 위치를 뼈저리게 느

끼게 한 것으로 요약된다. 인쇄소에서 간단한 심부름만 하는 하원이 우

연히 인쇄소의 진짜 목적, 즉 불법 팸플릿을 퍼뜨리는 것을 알아차리자 

안은 사상 전도 운동을 함께 하자며 하원을 내부 그룹으로 초대한다. 그

러나 몇 개월 동안 불법 활동에 충실히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하원은 계

속해서 타자로 여겨지고 의심을 받는다.

74) “나는 그 시절, 내가 틀림없이 곧 죽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막연히 죽

는 일자까지 상상해두었다. 그것이 그해가 될지 다음 해가 될지는 몰랐지만 사월일 

것이 틀림없었고, 나의 죽음은 아무의 관심도 끌지 못한 채 한참이 지나서야 난의 단 

하나의 혈육인 이모에게 알려질 것이다. 어쩌면 이모는 “저것이 고렇게 도둑질까지 

하고 도망을 쳐대더니 결국 제명을 다하지도 못했구먼……”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는지도 모른다. 나의 죽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가돌 때 나는 안절부절못하면서 좁

은 방 안을 휘둘러보았다. 그렇지만 방에서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 이런 순간 

가끔 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사실에 나 자신이 먼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안을 알

게 된 지 벌써 여러 주가 지났지만 그가 인쇄소에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었고, 그와 

개인적으로 말을 나눌 기회는 그 후 한 번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처구니없는 

연상이었기 때문이었다. 딱한 애야, 안은 서울에서 네게 친절을 베풀어준 단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이야, 나는 자신에게 중얼거리곤 했다.” (회색:42~43) (강조-인용자).

75)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나는 사는 일이 그다지 지옥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엷은 희망이 생겨나기도 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좀도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들과 

한 식구가 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걸음을 걸어도 그것이 푹푹 발이 빠지는 모래

밭을 걷는 기분이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낙천적인 마음이 들기도 했다.” (회

색: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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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가 내게는 제일 어려웠다. 나의 존재가 그들의 언쟁에조차 방해가 되는지 

나의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기 때문이었다. 일이 없다고 먼저 자리를 뜨기도 어

색했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을 수도 없었다. 나는 인쇄소에 오기 전에 긴긴 낮 

시간을 메우기 위해 읽던 책들에 건성으로 시선을 주면서 이 긴장과 불안의 시간

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단 한번 정은 아주 간접적이기는 했지만 나를 두고 안을 

공격한 적도 있었다. 나의 참여가 위험하다는 식의 발언이었고, 안은 그런 나에 

대해 드러내놓은 정의 의심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정을 보고 씩 웃을 

뿐이었다. 나는 나를 더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은 안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안으로서도 나에 대해 달리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회색:56~57) (강조-

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하원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지루한 

“긴긴 낮 시간”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인쇄소의 일은 뜻있는 것으로 생각

한다. 인쇄소에서 하는 일은 외로운 하원에게 희망의 근원이자 인생의 

목적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그룹 회원들의 뿌리 깊은 불신

과 의심, 특히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견으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그녀를 변호하지 않은 안의 반응으로 인해 하원은 깊은 상처를 받는다. 

특히 위 인용문의 마지막 대목은, 상처를 입은 하원의 마음을 암시하며 

이 순간은 하원의 첫 번째의 상처로 여길 수 있다.

하원의 두 번째 상처는 인쇄소의 정체가 갑작스럽게 노출되고 와해된 

후에 안 때문에 생긴다. 인쇄소의 강제 철거 때문에 일자리뿐만 아니라 

인생의 유일한 목적도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하원은 다시 고독에 빠져버

린다. 안이 집으로 친히 찾아온다면 인쇄소의 모든 일이 정상으로 되돌

아오고, 함께 새롭게 일하기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하원은 동

료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며 몇 주일 동안 안이 찾아올 날만 갈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었다. 대신에 오랜 시

간이 지난 후에야 안에게서 한 편지가 온다. 하원에게 큰 부탁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편지는 하원이 겪었던 두 번째 상처의 근원으로 등장

한다.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가버린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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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득한 느낌을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었다. [...] 나는 시멘트 부뚜막에 앉아 

편지를 뜯었다.

강 양!

급히 몇 자 적습니다. 내 몸처럼 중요한 사람을 보내니 도움을 부탁하오. 우

리 당분간을 만나기 힘들 것이오. 거두절미하고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강 

양이 지니고 있는 여권을 빌렸으면 하오. 큰 도움이 될 것이오. 일의 성질이 

그러하니만큼 거절한다고 해도 이의는 없소.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건대, 

만약 강 양이 동의한다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소. 

그럴 경우 나머지는 김희진과 항의하기 바라오. 안.

짧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사무적인 편지였다. 나는 안의 그런 편지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이것이 정말 안이 쓴 편지인가 확실히 안의 글씨였다. 그는 내게 

이런 일을 부탁할 권리가 이는가? 있었다. 왜? 그러나 왜인지에 대해서는 나도 

대답을 하 수가 없었다. 안은 다른 식의 편지를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만약 다른 식의 편지를 썼더라면 나는 정말, 위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받

았을는지도 모른다. (회색:69~70) (강조-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하원이 고대하던 연락은 기회주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무적인 편지일 뿐인 것으로 밝혀진다. 또한 편지의 성격

조차 부탁이라기보다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요청으로 압박감을 느

끼게 한다. 편지의 진실성을 믿기로 한 하원은 두말 않고 요청을 수락했

지만 마지막 문장은 깊은 상처를 받은 실망감을 드러낸다.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안에게 “몸처럼 중요한 사람”을 돌본다면 안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채 하원은 지시에 따라 건강이 약해진 상태에 있는 

낯선 여자 김희진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그녀의 여권까지 준비하기 시

작하였다.

세 번째의 상처는 함께 일했던 동료가 희망을 맛본 하원에게 안의 기

회주의적인 속셈을 드러낸 후에 일어났다. 안은 애초에 하원의 여권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초대장을 통해 그녀에게 미국행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

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 여권 위조와 동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이 무슨 여관이 있는지 알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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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사흘 후에 정은 나의 사진이 들어 있는 자리에 김희진의 사진이 감쪽같이 

대치된 여권을 내 앞에 내밀어보였다. 그러나 그것을 건네주기를 꺼리면서 다시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 다방 뒤켠의 한 방구석에서 취할 대로 취해 있던 정은 늦

은 시간인데도 나를 자꾸 붙잡아 앉혀놓고 안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내가 

인쇄소에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하기 전부터 안이 나의 여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

라고 말하기도 했다. 애초부터 그것은 안과 나 사이에 비밀리에 계획되었던 일이

었다고 했다. 그러나 정은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듣기에는 너무 취해 있었다. 정은 

또 안이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김희진의 미국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분

개했다. 나는 그가 술에 취해 나가떨어지기를 기다렸다. 다행히 그는 통행금지가 

되기 전에 코를 골았고 나는 서랍 속에 여권을 집어가지고 나왔다. 내 등 뒤에 

대고 정은 크게 소리쳤다.

“미안합니다, 하원 씨”

나는 무엇에 대한 사과인가를 묻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도 않

고 뒤돌아서서 그 다방을 나왔다. 저 사람은 나를 영원히 모르는 채로 다시는 보

지 못하겠지. 그러나 그런 독백도 내게 조금의 감흥을 주지 않았다. (회

색:73~74) (강조-인용자)

2) 나는 아직까지도 왜 안의 그 시절의 나를 더 오래 문책하지 않고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회색:50)

위의 인용문에서 하원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에 세 번째의 상처

를 입는다. 하원의 여권에 김희진의 사진을 위조하는 것을 도와준 정은 

하원에게 안의 본색을 드러낸다. 기회주의자인 안이 하원에게 함께 일하

자고 초대한 이유는 여권밖에 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정이 설명한 것이

다. 최윤은 안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상처를 입은 하원이 ‘기억의 

왜곡’을 통해 상처를 숨기고 해결하는 것으로 만든다. 이 장면은 실망감

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하원이 당혹감을 감추며 기억을 왜곡하기 시작하

는 순간으로 볼 수 있다. 안이 기회주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정

의 고백을 무시하고, 심지어 안과 모든 것이 함께 비밀리에 계획되었다

는 것을 믿기로 한 하원은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회상을 독자에게 전하는 현시점에도 여전히 사실을 부정하며 기

억을 왜곡하고 있는 하원의 행동이 드러난다.

네 번째의 마지막 상처는 김희진이 하원의 여권을 통해 미국으로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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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몇 주일 후에 일어난다. 김희진을 미국으로 보내고 나서 하원은 안이 

직접 찾아옴으로써 희생에 화답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며 여러 날 동안 

그를 기다린다. 그러나 안이 직접 찾아오는 날은 결코 오지 않았다. 대

신 하원에게 상처를 주는 사무적인 편지가 하나 더 왔을 뿐이다.

그녀가 떠난 직후, 이번에 나는 집안 식구 아닌 누군가가 나를 연행하러 올 것

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에서 보냈다. 그러나 내게는 아무 일도 일

어나지 않았다. 내가 하던 논문의 재구성이 다 끝났고 김희진이 남기고 간 글들

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을 때까지 내 누추한 거처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

었다. 김희진은 무사하게 떠났음에 틀림없었다. 봄이 오는 기색이 완연했건만 내 

마음의 계절은 여전히 끝도 없는 겨울이었다. 햇볕이 짧은 이 동네의 눈사람은 

여전히 녹지 않고 비탈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일이 있는 후 딱 한번 발신인

도, 주소도 적히지 않은 엽서 한 장이 도착했을 뿐이었다.

“강 양, 고맙소.”

그것이 내용의 전부였다. (회색:75) (강조-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 상처는 안의 감정도 없는 짧은 

편지, 즉 하원에 대한 안의 최종적인 거부로 인해 일어났다. 이 편지는 

고대하던 하원으로 하여금 기회주의자인 안의 성격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원은 상처를 입은 것과 안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 것을 한 

번도 직접 하지 않지만 “뿐이었다”, “그것이 내용의 전부였다” 등의 문

장이 아픔을 암시하고 있다. 안이 사라졌을 때 안과 관련된 것, 즉 인생

의 목적, 부모의 애정, 소속감 등 또한 한꺼번에 사라졌기 때문에 하원

은 결국 대도시로 올라왔을 때와 같이 빈곤하고 외로운 상태로 추락하게 

된다. 이렇듯 과거에 받은 상처에 대한 회상은 때때로 의도적으로 왜곡

된 기억으로 나타나지만 어느 정도 하원의 상황을 또렷하게 보여준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하원의 회상을 분석하면 왜 그녀가 상처를 망각한 

후에 다시 기억해냈는지, 그리고 왜 후회와 안도감이라는 상반되는 감정

을 느꼈는지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다. 하원이 기억을 망각하려 했던 이

유는 기회주의자인 안에게 받았던 부당한 대우와 실망감으로 인한 네 가

지 상처 때문이었다. 첫 번째 상처는 안이 하원을 동료들의 의심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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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입었고, 두 번째의 상처는 사무적인 어투를 

한 안의 의뢰서로 인한 실망감 때문이었다. 세 번째의 상처는 안이 여권

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인쇄소에서 일하도록 허락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된 후에 입었던 것이었다. 마지막 상처는 김희진을 미국으

로 보낸 후에 안이 친히 찾아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냉정한 짧은 감사 

편지밖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안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

으로 인해 희망이 몇 번이나 무너진 하원은 상처에 대한 기억을 덮어버

리려 노력하였다. 그 상처를 다시 기억해낸 이유는 비참한 최후를 맞은 

김희진에 대한 사망 기사가 자극제로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이 기사를 

읽음으로써 억지로 떠오른 상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하원은 이 아

픈 기억을 왜곡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윤은 하원으로 하

여금 역설적이게도 상반되는 감정인 후회와 안도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때 최윤이 김희진의 죽음과 상반되는 감정의 관련성을 독자

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원의 이력, 과거의 상

처에 대한 기억, 그리고 기억을 왜곡하는 회상을 모두 고려한다면 그 관

련성을 더욱 명백히 찾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하원이 느끼는 후

회의 감정은 이루지 못한 갈망과 김희진을 위한 낭비가 돼버린 희생에 

대한 실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원은 끊임없이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심지어 하원의 도움을 

받은 김희진은 행복하게 살기는커녕 먼 나라에서 불쌍하게 아사해버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은 김희진의 죽음으로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

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어머니와의 연결고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아픈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원인인 김희진이 사라진 후에 하원은 마지막 

장을 종결하는 것처럼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로크가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윤도 하원이라는 인물을 통해 정체성과 기억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의 서운한 대우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던 하원은 상처를 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 기억하기를 통하여 정체성 재확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모순적이

게도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기억을 왜곡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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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고, 심지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보다 더욱 긍정

적인 자아상을 의도적으로 창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밝혀진 바와 같이 최윤은 외로움, 실망, 이루지 못한 갈망으로 

상처입었던 자신의 고통스런 과거를 억지로 기억하는 여성 인물로서 하

원을 그려낸다. 여기서 작가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70년대 “그즈

음 검열과 조사가 극에 달했던” 사회76)의 어두운 그림이다. 이러한 사회

는 암울한 분위기뿐만 아니라 권위국가에 저항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

평등과 도덕적 애매성으로 얼룩진 70년대의 학생운동으로 특징지어진다. 

학생운동 지도자로서의 안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남성 인물인 반면에 하원과 김희진과 같은 여성 인물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던 약자일 뿐이었다. 즉, 김희진은 외로움과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을 맞았고, 하원에게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도 없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여 암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을 뿐이었다. 그 시기에 

단 한 번 희망을 맛보았던 하원은 그 후에 이를 다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설 결말까지도 희망을 맛본 시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로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결혼하지 못했으며 고독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

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의 삶은 얘기될 만한 흔적이 없다. 안이 일

할 때면 가끔 틀어놓던 그 높낮이도 없고 비슷비슷하게 연결되어 하오의 

잠 같기도 한 음악의 소절 같은 나의 삶에 대체 그 누구가 (sic) 관심을 

가질 것인가. 당치도 않은 일이다”(회색:76)라고 반성하며 자기 인생을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결국 “그리고 그 시절의 아픔은 

76) 최윤의 소설은 정부 억압이 강화되는 한국 70년대의 역사적 맥락에 놓을 수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자인 김호기는 70년대 후반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태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커다란 사회구조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하지만 이 기간은 유신체제가 공고화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정치·사회적 억압이 강화되던 암울한 시기이기도 하다. 70년대 후반 박정희정

권은 국가안보와 경제 성장이라는 이중적 목표 아래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탈정치화시

키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했는데, 이 가운데 노동정책은 박정희정권의 억압적인 사

회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박정희정권의 노동정책은 한편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노동통제를 극대화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이데올로기와 발전-안정이데올

로기 전략을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가부장적 노사관계를 강요해 왔다. 김호기, 

「1970년대 후반기의 사회구조와 사회정책의 변화 –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중심으

로」, 『1970년대 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백산 서당, 

1999,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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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리도 생생할까. 아픔은 늙을 줄을 모른다. 아픔을 치유해줄 무

언가에 대한 기구가 그만큼 생생하고 질기기 때문일까.”(회색:77)라고 

한탄하면서 많은 상처를 입은 하원은 여전히 과거 때문에 외롭고 고통 

받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것에 덧붙여, 최윤에 의해 그려진 하원은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과

거의 기억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아울러 정체성을 재

확립하기 위해 다시 기억하는 ‘로크’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그녀는 재확

립함으로써 기억을 왜곡하고, 심지어 이상화된 자아상을 만들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행동은 사실상 흄이 ‘허구의 수집’

이라고 부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의도적으로 과거를 허구

로 재구성하는 ‘흄’적인 서술자로 하여금 개인적 기억을 직접 전달하게 

함으로써 최윤은 독자가 서술자의 기억, 즉 어떠한 기억이 의도적으로 

왜곡되는지 의심하도록 미묘하게 유인한다. 다른 말로, 자신의 모순성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기억을 왜곡하는 서술자인 하원을 통해 최윤은 독

자로 하여금 그를 도덕적으로 비판하기보다 개인적 기억의 본질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또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에 접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꽃잎」과 「회색 눈사람」을 비교해보면, 최윤이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과 관련된 두 여성 주인공의 개인적 기억을 묘사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소설에는 기억과 고통 사이의 관계성이 다른 

방식으로 묘사된다. 즉 「꽃잎」에서 이 관계성은 외상에 대해 반복적으

로 망각하고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에 침묵된 고통을 받은 피해

자와 가해자인 주인공을 통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외상적인 사건 자

체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잊으려 해도 피하지 못하는 피해자에

게는 영구적인 침묵이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회색 

눈사람」에서는 상처에 대한 기억을 망각한 후에 이 기억을 왜곡하면서 

다시 기억하는 것이, 과거에 겪었던 상처를 이상화하며 치유하기 위한 

자기보호의 기제로 작용한다. 제목의 “회색”은 가부장적인 학생 운동 내

에 있는 상처를 일으키는 ‘흙’과 불순물의 존재성, 아울러 늘 아웃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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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술자가 ‘흑백’으로 상징되는 명확한 도덕 판단을 하거나 정치적으

로 제휴하기에 무능력함을 암시한다. “눈사람”은 일시성 그리고 협력과 

관련된 상징이라 볼 수 있다. 즉,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

이 함께 노력할 수 있지만 눈이 녹으면 눈사람은 사라질 것이다. 하원에

게 이 눈사람은 처음에는 희망을 주는 공동의 협력을 상징하는 것이었

다. 그러나 희망과 인생목적을 제공하는 학생운동에 있는 협력은 결국 

영구적이지 않은 눈사람처럼 녹아가고 도덕적으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난

다. 다시 말해, 녹아가며 흙만 남긴 비영구적인 눈사람처럼 희망과 인생

목적과 관련된 공동의 협력도 결국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사라져버린 “눈사람”의 “흙”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극복하려는 그녀

는 얼룩진 과거를 이상화할 수 있는 왜곡된 기억을 창조하기도 하였다.

요약하자면, 이 두 소설에서 최윤은 과거 경험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

에 대하여 인물이 보이는 반응의 다양성을 회상을 통해 묘사한다. 이러

한 방식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대로 전달하는 관찰자와 같이77) 작가는 

독자에게 인간들이 상처로 인해 남겨진 각인을 어떻게 다루는지, 즉 인

간들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이 각인을 어떻게 망각하고 다시 기억해내

는지를 중립적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달성한다. 이처럼 최윤은 소설의 주제를 인간 존재의 특징인 ‘고통’과 

‘기억’의 주제에 집중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인 기

억을 통해 과거에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대처하고자 하는 기본적 욕망을 

느끼는지를 소상하게 보여준다. 작가는 개인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고통’과 ‘기억’이라는 두 가지의 보편적인 주제를 통합하여 제시한다. 

또한 최윤은 익명성이 높은 작중 인물의 배경과 역사 배경에 대해서 뚜

렷하게 언급하지 않아 독자가 역사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의 보편성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이 두 소설을 

77) “저는 늘 사회를 관찰합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제 소설의 소재가 

됩니다. 소재는 고유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설 또한 내가 바라보고 겪는 세상의 

이야기지요. 제가 겪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회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느 상황이든 저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문학은 현실의 요구에 대해 자유자재의 가능

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윤, 「최윤, 안경수: 소설은 우리가 바라보고 겪은 세상

의 이야기입니다」, 『문학사상』, 1994,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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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적 세계의 외부에 있는 한국 사회와 관련하여 볼 때, 최윤은 역사적

인 사건의 원인보다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래 지속되어 망각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 보다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를 

관찰하는 방외자로서 작가 최윤은 범인을 직접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간

접적으로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2.2. 상처로 인한 고통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부재

2장 2절에서는 아스만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주인공들이 다른 인물들

과 함께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기억하는가에 대해서 분석하

고자 한다. 과거를 함께 기억함으로써 개인들에게 공유된 정체성은 형성

되고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소설 속의 세계에 적용시킬 때, 

한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정체성을 추출하는 것은 어떻게 개인적

인 기억이 소설 속에서 소통되고 공유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억이 어

떻게 주인공들 내부에 고착화되는지에 대한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

나 최윤의 두 소설 안에서 사회적 기억의 형태는 부재하므로, 어떻게 주

인공들이 사회적으로 기억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없게 된다. 이

러한 사회적인 기억의 부재는 본고의 분석에서 새로운 질문을 다시금 던

지게 한다. 이 새로운 질문은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한 것들이 된다. 즉, 

주인공들과 다른 인물들 사이에 어떠한 종류의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관계가 기억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사

회적 기억이 사실상 최윤의 소설에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들이다.

연구의 시각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알라이다 아스만의 기억에 관한 이

론은 기억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78) 이유는 사회

적 기억이 형성되려면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의

사소통을 통해 기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공동체에서 서

면으로든 구두로든 의사소통하는 행위는 인간의 인생에서 경험을 공유하

기 위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본래 대화에 둘러싸

78) Assmann, Aleida, Der lange Schatten der Vergangenheit: Erinnerungskultur 
und Geschichtspolitik, München: C. H. Beck, 2006, 25~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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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고 대화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화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즉, 혼자 또는 사회에 있는 인간은 다른 인간

에게 향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타자와 의사소통을 한다.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인간은 바로 자기 속에 존재하는 이름도 없는 ‘타자’, 불확정한 ‘타

자’, 말할 때 서로 얼굴을 보는 ‘타자’, 멀리서 오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타자’이다. 또는 리처드 스타멀만(Richard Stamelman)(1987)이 이미 

적절하게 표현했듯이, “표현되었든지 들리지 않든지 인간의 언어는 자아

를 타자와 마주치려 한다. 언어는 말하는 ‘나’와 말한 것을 듣고 응답을 

준비하는 ‘너’ 사이에 대화를 설정하는 것이다. 인간을 구별하는 역사, 

문화, 성격, 성별, 인생 등과 같은 근본적인 차이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인

간이 참여하는 대화는 그 차이점을 보존하며 이어지는 관계, 즉 만남으

로 만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 인간의 인생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자

와의 차이점을 통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79)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대화로 서로 소통함으로써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고, 아울러 공동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만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인 기억을 구축할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사회적 기억이 사회적 교류

를 통해서만 획득된다고 강조하는 알라이다 아스만의 이론에 근거하여 

본고 또한 사회적으로 기억을 공유하는 과정에 있어 대화의 중요성을 인

지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대화의 중요성은 미하일 바흐친(1895~1975)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는 그의 대화주의 이론(dialogism)에 관한 글에서 인간들이 인

생의 중요한 순간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그 순간은 타자의 의식 속에 반

영돼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한 인간은 출생부터, 개인의 정체

성, 모습, 이름까지도 다른 인간에 의해 부여받는다. 바흐친은 “한 인생

에 있어서 최소한 두 개의 목소리가 필요하며, 자기 자신의 모습은 타자

와 상호 작용함으로써만 타자뿐만 아니라 자아에게도(man in man) 밝

혀진다.”라고 말한다.80) 또한 바흐친에 따르면 인간의 존재와 의식의 본

79) 번역은 인용자의 것. Stamelman, Richard, “The Dialogue of Absence,” Studies 
in 20th Century Literature, 12-1, Article 10, 1987, 93면.

80) 번역은 인용자의 것. Bakhtin, Mikhail; Emerson, Caryl(trans), Proble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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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의사소통, 즉 타자와 대화를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다.

The single adequate form of verbally expressing authentic human life is 

the open-ended dialogue. Life by its very nature is dialogic. To live 

means to participate in dialogue: to ask questions, to heed, to respond, to 

agree, and so forth. In this dialogue a person participates wholly and 

through his whole life: with his eyes, lips, hands, soul, spirit, with his 

whole body and deeds. He invests his entire life In discourse, and this 

discourse enters into the dialogic fabric of human life, into the world 

symposium.81)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바흐친은 타자의 존재나 개입이 없다면 의식도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다. 그의 논리에 의하면 ‘나’가 자신의 행동

과 경험을 인식하는 방식은 거울과 같은 타자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

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나는 자신을 인식하고 있으며 타자를 위

해, 타자를 통해, 타자의 도움으로 내 자신이 된다.”라고 말한다.82) 구체

적으로, 바흐친에게 세상에 모든 것은 타자의 행위, 몸짓, 말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동소체적인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항상 타자를 

향하면서도 다시 자아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결국 또다

시 타자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일으킨다. 따라서 바흐친의 세상에서는 자

신을 타자로부터, 또한 의식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명확한 경계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To be means to communicate.... To be means to be for another and 

through the other, for oneself. A person has no internal sovereign 

territory, he is wholly and always on the boundary; looking inside himself, 

Dostoevsky’s Poetic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252

면.

81) “Towards a Reworking of the Dostoevsky Book,” in Bakhtin, Mikhail; 

Emerson, Caryl(trans),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293면.

82) 위의 책, 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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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looks into the yes of another or with the eyes of another.83)

일상생활에 있는 사람들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바흐친

은 의사소통 능력을 인간 존재의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하였다. 요컨대, 

그에게 존재라는 것은 자아가 타자와 대화를 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꽃잎」과 「회색눈사람」의 경우에, 최윤은 사회적 환경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주인공들을 묘사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주변 타자와 대화하는 것을 어렵게 느낀다. 인관관계가 또

렷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의사소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인물

들을 고립되고 소외되게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두 경우 모두, 서로

에 대한 교류와 대화의 부재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알라이다 아스만

이 상정하는 세대 간의 공유된 경험에 관한 사회적 기억도 두 소설에서

는 부재하다. 즉, 「꽃잎」에서 사회적 기억은 완전히 부재하고, 「회색

눈사람」에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억의 증거를 찾는 대신에 

본고는 사회적 기억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의 증거와 이유를 밝힘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 기억이 부재하다

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본고는 우선 다른 등장인물과 서로 교류 하

는 주인공의 특성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

에서 사회적 기억의 부재를 텍스트적 증거에 근거하여 보이고자 한다.

「꽃잎」의 경우, 학살 사건을 경험하고 충격적인 외상을 받은 소녀에

게는 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는 한 번

도 언급되지 않으며 ‘엄마’와 ‘오빠’가 죽은 후에 소녀만 혼자 남는다. 가

족이 없어진 소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돌아다니면서 그녀와 서

로 교류하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만 마주친다. 바흐친이 중요하게 생각한 

의사소통과 대화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소녀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

고, 결국 ‘남자’와 ‘우리’와 같은 다른 인물에 의해 ‘죽은 목숨’84)으로 불

83) 위의 책, 287면.

84) 예를 들어 ‘남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녀는 미끄럼을 타듯 그 속으로 빨

려 들어가, 점점 잦아지는 그녀 특유의 웃음소리를 멈추지도 못하고 즐거이, 조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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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존재가 되었다. 「꽃잎」 전반에 보이는 것은 소녀와 다른 작중인

물 사이의 관계가 두 가지 방식의 좁은 범위로만 제한되는 것이다. 우

선, 소설에 있는 모든 작중인물들 사이에 대화는 거의 없다. 각각의 인

물은 단지 자기 관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만 전달할 뿐이다. 즉, ‘소녀’와 

‘우리’는 둘 다 1인칭 시점에서 내적 독백을 통해 자기반성을 하며, ‘남

자’는 제한적인 3인칭 시점에서 관찰했던 것에 대해 증언할 뿐이다. 둘

째, PTSD로 인해 소외된 소녀가 의사소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사회

적으로 함께 기억하는 행위는 전혀 없다. 또한, 이런 사회적 기억의 부

재는 소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남자’와 ‘우리’의 서술을 통해도 드러난

다.

1) “이제는 엄마도 없는데 누가 나한테 말을 걸겠어. 엄마 뒤를 울면서 황급히 

좇아나가던 나를 본 동네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제 와서 내가 혼자 돌아가면 모

두들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겠어. 난 이제 혼자야…… 그날 이후 난 혼자가 된거

야” (꽃잎:230) (강조-인용자)

2) 꿈이어서 그랬을까. 허리 부근에 여전히 나를 잡고 있었던 큰 손의 느낌이 그

대로 남은 채 가만히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더니 

내가 누워 있는 곳을 빙 둘러싸고 밑도 끝도 없이 사실대로 본 것을 모두 말하라

고 윽박지르는 거야. 내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발로 등을 누르면서 말하

지 않으면 꼼짝 못 한다고 말했고 둘러섰던 사람들도 모두 박자를 맞춘 듯이 그 

말을 반복해서. 꿈속에서도 나는 입을 꼭 다물고 꿈이니까 눈을 떠야지. 눈만 뜨

면 되는데 하고 중얼거렸지만 내 눈에 모래가 들어차서 너무 껄끄러웠어. (꽃

잎:241~242) (강조-인용자)

3) 어느샌가 배 속 저 깊은 곳에서 공허한 공기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나는 그 공

기를 밖으로 내보려고 입을 벌렸지. 사람들은 내가 웃는다고 다시 때리고 윽박질

렀어. 나는 죽을힘을 다해 입을 다물었지. 갑자기 내가 입을 벌리면 악취 나는 오

물이나 흑록색의 벌레들, 번들거리는 가죽에 덮인 파충류가 기어 나올까 무서웠

던 거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입을 다물면 다물수록 더욱더 이를 악물고 내게 덤

벼들었지. 내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벙어리가 아니

는 망각의 행복 속에 갇혀버릴 것이다. 그리고 죽음 속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꽃

잎: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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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을 알았을까. 내가 만났던 그 벙어리처럼 진짜 벙어리였더라도 사람들은 

나에게 윽박질렀을까. 아마도 내 폐 속에서 어김없이 독가스로 변하는 공기를 뿜

어내는 것을 사람들은 웃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거야. 내가 조금씩 소리를 흘려 

내보내는 것을 웃는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들은 무엇을 알고 싶었길래 그렇게 내

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구박했을까. 내 이름? 내 나이? 아니면? 내가 무슨 몹쓸 

비밀이나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 입을 쳐다봤어. 나는 그들에게 

내 머리를 덮고 있는 장막을 찢어 버려달라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걸 다 보여

주겠다고 빌고 싶을 때도 있었지. (꽃잎:269~270) (강조-인용자)

4) 나는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가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나를 기억하고 있겠지. 얼마나 지옥같이 긴 시간 동안 나는 엄마의 손아귀에서 

내 손을 빼내려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무순한 입

을 통해 그 끔찍한 소문이 여름 산의 불처럼 퍼져 나갔겠지. 늘 귓전에서 들리는 

쉿쉿거리는 소리들. 소문이 숨가쁘게 퍼지는 소리. 그래 동네 사람들이 모두 막대

기를 들고 마을 어귀에서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등불을 밝히고 

밤이나 낮이나, 손에는 각목을 들고. 나는 이제 갈 데가 없어. 오빠의 무덤밖에

는. 오빠를 두 번 죽이게 된다 해도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돼. 그리고 나면 나는 

그 자리에서 가루로 변해 땅 속으로 스며들 수 있겠지. 자 이제는 무섭지 않아. 

검은 휘장을 뜯어내고 내 흉악한 얼굴을 달처럼 무덤 위에 떠올리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내일 다시 곰팡이 난 내 몸을 햇볕에 말려야지. 그리고 

오빠에게 모두를 말해야지. 사방에서 서성거리는 무수한 오빠들, 무덤 속에서 기

지개를 켜고 일어나 앉아 그들이 다른 행사에 몰두하기 전에. (꽃잎:298~299) 

(강조-인용자)

첫 번째의 인용문에서는 소녀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며 이웃 사람들이 자기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까봐 두려

워하게 된다. 그녀의 어머니와 형제가 모두 죽었기 때문에 소녀는 이야

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기며,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가족과 대화

가 모두 부재하는 상황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의 부재뿐만 아니라 사

회적 기억의 부재로 드러난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인용문에서, 소녀는 

다른 사람들이 당일에 봤던 것을 고백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대한 꿈을 

꾼다. 그러나 이 장면의 꿈은 진짜 꿈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독자에게는 

애매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이 꿈속에 갑자기 하나둘씩 나타난 마을 

사람들은 소녀가 목격했던 대학살에 대한 기억을 그들에게 얘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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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한다. 폭력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화를 거부

하는 소녀는 침묵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여기서 암시되어 있는 것은 소

녀가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기억을 형

성하는 것도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마을 사람들이 소통에 있어서의 좌절

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형태의 의사소통

을 하지 못하여 소녀를 오해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결국 쫓아내게 된

다. 네 번째의 인용문에서, 범죄를 자백하고 싶어 하는 소녀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죽은 오빠를 찾기로 결심한다. 오빠를 찾는 데 성공한다

면 소녀는 사회적 기억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

하게도, 그녀는 오빠 무덤을 찾지 못한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나

듯이 소녀는 사실상 애초부터 오빠 무덤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소녀는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의 가족인 엄마와 오빠가 의사소통 

범위의 전부인 소녀의 상태는 최윤이 한국 사회에서 가족에 큰 사회적인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외상을 입고 가족 구성원을 모두 잃

어버린 소녀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 침을 뱉거나 괴롭히고, 심지

어 도망가게 만드는 정도로 사회 공동체로부터 서서히 외면되고 소외당

한다. 엄마가 죽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소녀는 자신의 경험

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찾기를 갈구한

다. 그러나 엄마가 없어진 후에 다른 방법도 알지 못한 그녀는 죽은 오

빠의 무덤을 찾으러 헤매기 시작하였다. 이 점에서, 소설 전반에 있어 

죽은 오빠의 무덤은 함께 대화를 함으로써 사회적 기억에 참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소녀는 애초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소녀가 오빠를 찾는 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오빠의 무덤을 찾을 가망이 전혀 없는 이 소녀는 의사

소통과 대화를 할 가망도 없다. 소설의 결말에서도 소녀가 영원히 오빠

를 찾아볼 것이라는 점이 암시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녀가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적 기억을 형성할 기회가 한 번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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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소녀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의 부재로 부정적인 영

향을 받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남자의 상태가 의사소통을 꺼리는 소녀

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자가 참을 수 없었던 것

은 그녀의 침묵이었다. 남자의 뒤를 쫓아 숙소에 기거한지 한 달이 넘도

록 여자애는 정말 한 번도 입을 떼지 않았고,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

지 않았다.”(꽃잎:223)라는 대목을 통해 학대를 당한 후에도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소녀의 냉담한 태도가 남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는 것이 드러난다. 남자는 빈약한 신체의 소녀에게 폭행을 가하고, 아울

러 어떠한 형태의 의사소통이나 기억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

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는 결국 소녀의 정신 상태에 감염되며 자기고

립과 정신적 불안정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그녀의 행동을 모방하기 시

작한다.

1) 그렇지 않아도 불규칙한 남자의 생활이 더욱 불규칙하게 되어갔다. 그것은 꼭 

여자애의 탓만은 아니었다. 실상 그녀가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없었고 무엇이

든지 스펀지 조각처럼 부으면 빨아들이고 쥐어짜면 내뱉으면서 한 번도 남자의 

생활에 방해를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그녀였

다. 그러한 그녀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악몽이었다. 완벽한 무반응이 고통이었다. 

그녀를 깨우고, 정상은 아니더라도 조금만이라도 사람 비슷한 무엇으로 돌려놓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깜깜한 것이 미칠 일이었다. 그렇다. (꽃잎:280) 

(강조-인용자)

2) 서서히 광인들만이 사는 지하 지대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행동이 이상해 보이지도 않았고, 그녀가 중얼거리는 말을 듣지 않아도 무조건 받

아들일 수 있었다고나 할까. 그 지하 지대가 남자에게는 백색으로 보였다. 시신이 

타고 난 다음의 뼛가루의 그 백색. 그러니까 이야기될 만한 고통거리마저, 타버린 

살처럼 모두 제거된 곳. 남자는 그녀가 언젠가는 그 백색의 구멍 속으로 완전히 

미끄러져 들어가 다시는 그의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

다. 그녀는 미끄럼을 타듯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 점점 잦아지는 그녀 특유의 웃

음소리를 멈추지도 못하고 즐거이, 조건 없는 망각의 행복 속에 갇혀버릴 것이다. 

그리고 죽음 속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남자 혼자로서는 그녀를 운반하는 그 속

도를 멈출 수 없음을 그는 점점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어찌 그녀가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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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그 거대한 태산을 그 혼자 거두어줄 수 있다는 말인가. 갑자기 남자는, 

그녀가 창고에 와서 거처를 정한 이후에 그에게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음을 

새삼 기이한 사실처럼 상기했다. 그 사실이 남자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아픔

을 주었다. 그녀의 빈 시선 앞에서 남자는 매번 배반되었고, 그건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다. (꽃잎:285) (강조-인용자)

첫 번째의 인용문에서, ‘여자애’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내려는 

‘남자’는 서로 말이 통할 수 있도록 그녀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회복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녀의 무반응은 남자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만

든다. 시간이 지나도 그녀와의 의사소통에 성공하지 못하여 남자는 더욱 

좌절하게 되고, 서서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편 

두 번째 인용문에서, 남자는 소녀에 대해 아버지와 같은 애정으로 그녀

를 돌보고 그녀가 정상적 정신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시작

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소녀와 공감하고 그녀의 접근하기 어려운 

마음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무반응의 태도를 취하는 소녀는 

결코 남자에게 마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이 침묵

을 깨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고 일종의 인정을 얻

기 위한 남자의 모든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버린다. 결과적

으로 실망감이 쌓인 남자는 배신감을 느낀다.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강조되는 것은 대인 관계를 위한 대화의 중요

성이다. 최윤은 ‘남자’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대화가 없으면 인간들

이 상대방과의 대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에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암시한다. 따라서 ‘남자’와 ‘소녀’의 경우와 같이 대화가 

침묵으로 바뀌면, 최윤이 그려낸 인간들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전에 이미 확립된 정체성의 일부도 잃어버리게 된다. 

즉 한편으로 소녀는 과거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타자를 찾지 못했기 때

문에 과거의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반면에 침묵을 깨도록 노력하는 

‘남자’도 이전 자신이 소유했던 정신적 안정을 잃어버린다. 결과적으로 

이 스며든 침묵 상태에 놓여 있는 ‘소녀’와 ‘남자’는 둘 다 사회적 기억 

형성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더 소외되면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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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괴로워한다.

소녀와 남자 외에도 제3의 서술자인 집단적인 ‘우리’도 소녀와 연락과 

소통을 취하는 데 실패함으로 인한 좌절감을 경험한다.

우리는 부지하세월로 대천에서 머물렀다. 그녀를 되찾으리라는 가능성 없는 어두

움 속에서 머물렀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매일매일 이 그녀와 우리 사이에 점점 

더 큰 시간적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몸은 마치 마비되

기라도 한 것처럼 끝없는 무기력 속에서 무든 일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결정

적으로 어긋나기만을 가다리는 듯했다. 우리는 안절부절못하지도 않았다. (꽃

잎:299) (강조-인용자)

대학살을 목격하는 한편 죽은 친구에게 도덕적인 의무를 느끼게 된 

‘우리’는 그 친구의 여동생을 찾기 위한 임무에 착수한다. ‘우리’는 그녀

를 보거나 만났을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내보고 인터뷰함으로써 

소녀를 추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소녀에게 한 발 뒤처진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녀가 만났던 다른 사람들과 구두로 대화하지 않았

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녀의 동기와 움직임에 대한 지식도 없는 ‘우리’

는 그녀의 여정을 분석하고 다음 수사할 위치를 결정하도록 자신의 직감

을 신뢰해야 하였다. 그러나 직감에 의존하는 접근법은 소녀의 여정만큼

이나 비논리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절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녀를 찾지 못하고 수색을 포기해야 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소녀와 

‘우리’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화, 소통, 또는 기억을 공유하는 대목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알 수 있다시피, 「꽃잎」의 모든 이

야기에는, 즉 ‘남자’와 ‘소녀’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와 ‘소녀’ 사이에서

도, 사회적 기억 현상이 없고 부재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회색 눈사람」의 경우는 주인공과 다른 작중인물사이의 상호

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기억의 부재 상태가 드러난다. 주인공인 하

원은 정부 검열로 인한 긴장감과 편집증적 분위기가 특징인 70년대의 

한국에서 빈곤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하원은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지만, 그녀에게는 의존하고 함께 생활할 사람이 아무

도 없었다. 이에 「꽃잎」의 소녀와 마찬가지로 하원도 자신을 항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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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처럼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을 소외되고 우울한 존재

로 간주하며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으며 항상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는 인물로 나타난다.85) 자신의 불쌍한 삶의 모습을 자각한 하원은 결

정론적 세계관을 지니게 된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모든 것을 차라리 말하지 않는 채로 두는 것이 

낫다는 것을 믿게 된다. 또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의 부재, 인간미 없고 

짧은 편지로 드러난 비인격적인 모녀 사이, 다른 작중인물과 서로 교류

하지 못하는 측면은 하원의 생활에 있어 정상적인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의사소통조차 부재하다는 것을 암시한다.86) 보다 구체적으로, 

85) 이는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나를 이모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미군 

운전병을 따라가버린 후 소식이 없었던 어머니에게서 최근에 도착한 초청장과 짤막한 

편지였다. 그곳에서도 고국 소식의 끔찍한 정도가 오랫동안 무감해진 어머니의 감각

을 순간적으로 자극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아니면 사는 정도가 조금 나야졌거나. 

그것도 아니면 내가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부려본 변덕이거나.” (회색:48)

“어느 날 아침, 나는 발작적으로 일어나 미국으로 주소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내가 그리워했던 것은 어머니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로, 초청장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그 당시의 어려운 여권 신청 절차를 밟

았다. 어머니, 어제로 나는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살기 시작한지 어언 

10여 년이 되었고 어머니가 미국으로 가신 지 4년째군요. 하신다는 봉제 공장 일은 

힘들지 않은지요…… 더 쓸 말이 없었다. 나는 미국행 편지에 나의 주소를 알리지 않

았고 내가 여권 수속을 밟고 있다든지, 서울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든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회색:51)

86) “나를 이모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미군 운전병을 따라가버린 후 소식이 없었던 어머

니에게서 최근에 도착한 초청장과 짤막한 편지였다. 그곳에서도 고국 소식의 끔찍한 

정도가 오랫동안 무감해진 어머니의 감각을 순간적으로 자극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

다. 아니면 사는 정도가 조금 나야졌거나. 그것도 아니면 내가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부려본 변덕이거나.” (회색:48) 

“어느 날 아침, 나는 발작적으로 일어나 미국으로 주소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내가 그리워했던 것은 어머니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로, 초청장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그 당시의 어려운 여권 신청 절차를 밟

았다. 어머니, 어제로 나는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살기 시작한지 어언 

10여 년이 되었고 어머니가 미국으로 가신 지 4년째군요. 하신다는 봉제 공장 일은 

힘들지 않은지요(sic)…… 더 쓸 말이 없었다. 나는 미국행 편지에 나의 주소를 알리

지 않았고 내가 여권 수속을 밟고 있다든지, 서울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든지에(sic)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회색:51)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하원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강력

한 모녀애착을 형성하지 못하였기에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차단되었고 그 기회조차 

잃게 되었다. 또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은 하원이 나중에 사회적 결속을 

형성할 수 없다는 점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사십 대까지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기 드문 현상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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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불행한 가족 상황과, 우울한 성격, 또한 결정론적인 세계관으로 

인해 소외된 상태 때문에 결코 사회적인 기억을 형성할 수 없는 인물이

다. 결과적으로, 이 무능력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려고 했을 때도 결국 

그녀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대화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난다.

1) 예를 들면 고향이 어디냐는 질문에 자취방 주소를 대는 식의 절름발이 대화였

다. 게다가 나는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일자리를 주어서 고마웠다고, 그렇지 않았

으면 나는 도둑년이란 표딱지(를 달고 고향의 이모에게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일이 죽기보다 싫었으므로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나 자신도 알 수 없

었을 것이라는 말만 멍청하게 머릿속을 휘돌 뿐 입은 점점 더 꽉 다물어질 뿐이

었다. (회색:45) (강조-인용자)

2) 내 가방 속에는 인쇄소의 뒷문 열쇠가 들어 있었다. 철문을 내려져 있었지만 

거기서 의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불의 스위치를 내리던 나의 동작을 선명히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혹에 사로

잡혔다.

가까이 다가가자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왔다. 쪽문을 살짝 당겨보

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나는 감히 열쇠를 넣고 돌려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문 저

쪽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무실로 꾸며져 있는 안에서는 남자들의 

낮은 목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웅얼거림으로 낮아졌다가는 격해지기도 하

는 삼중주는 모두 남자들의 낮은 목소리였다. 그 삼중주의 부드러운 화합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안의 목소리를 구별해내었고 그것을 좇아가고자 애썼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그의 음색보다는 약간 굵은 

다른 음색이 곧잘 그의 음색을 덮어버렸다.

몰론 나는 문을 두드리거나 그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한

참을 서 있었다. 앞쪽 철문에서는 규칙적인 인쇄기 도는 소리가 먼 곳에서 다가

오는 기차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회색:44~45) (강조-인용자)

첫째의 인용문에서 안은 첫 만남에서 하원의 이력을 일대일로 대화함

으로써 확인하려 한다. 그러나 회상을 통해 자신의 고향에 관한 가장 쉬

운 질문조차도 하원에게 혼란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다. “고향이 어디냐”는 흔히 묻는 질문에 그녀는 실수로 자신의 주소를 

안에게 알려주게 된다. 소설의 결말 무렵에 오해를 하는 인물은 하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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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이 오해를 기회로 사용할 인물은 안이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진

다. 즉, 안이 이 실수로 알게 된 주소는 나중에 김희진을 하원의 집으로 

보냈을 때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러한 “절름발

이 대화”는 하원이 안과 자신의 기억을 공유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

국에는 어떤 애매한 이유로 인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으며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장면은 주인공인 하원이 타

자와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반영하는 수많은 어색한 대화 

중 한 대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두 번째의 인용문에서, 안의 제안 이후 인쇄소에서 일하기 시작

한 하원은 교정, 인쇄된 카드와 초대장 접기, 주문 배달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심부름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에 그녀는 우연히 인

쇄소 가게의 창문에서 온 희미한 불빛을 보게 된다.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을 느끼며, 그녀는 뒷문에 가까이 다가

갔다. 이러한 장면이야말로 주인공이 외부인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더욱 잘 들을 수 있도록 

닫힌 문에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문지방을 넘어갈 수 없

었으며 소외된 외부인이라는 라벨을 벗어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지 못하

였다. 이 장면은 타자들이 내부의 위치에 있을 때, 늘 그녀는 외부의 위

치에 혼자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윤경(1998)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하원은 “뫼비우스의 띠”(Möbius band)와 비교될 수 있다.87) 

‘이 뫼비우스의 띠’는 하원의 사회적 위치와 내면 갈등에 대한 은유에 

사용될 수 있다. 즉, ‘타자’가 내부에 있으면 그녀는 외부에 있을 것이다. 

또한 그녀가 내부에 있으면 ‘타자’는 외부에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외

87) 김윤경은 처음으로 강하원의 모습을 흥미로운 ‘뫼비우스의 띠’라는 은유와 연상하고 

분석하였다. 그는 “이 소설에서 강하원이라는 주인공은 뫼비우스의 띠 같은 성격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고, 밖에 있으면서도 또한 안에 있는 존재, 

그래서 안과 밖에 경계를 해체하도 있는 인불, 그가 바로 작가 최윤이 창조한 강하원

이었던 것이다. 작가는 이 인물이 안에 있으면서 밖으로 끊임없이 나가려 한다든가, 

혹은 밖에 있으면서 부단히 안으로 틈입하려 하는 탈영역화 경향을 표나지 않게 고통

스런 내면 갈등 묘사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소설에서 갈등의 제자리를 마련해 주는 

데 성공했다. 강하원의 진정성 있는 갈등에 의해, 있던 안과 밖의 경계는 해제되고, 

있던 인식의 지도는 허물어진다.”고 하원의 갈등적인 존재를 설명한다. 김윤경, 「최

윤 소설 연구」, 『목원국어국문학』 5, 목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8,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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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입장에서 내부를 엿보는 하원의 행위야말로 ‘타자성’을 소유하고 

있는 ‘타자’에 대한 호기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

에는,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타자’와 대화하고 서로 교류하려는 

그녀의 욕망도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그녀가 몰래 듣고 있었음을 

안에게 들킨 후, 비밀스러운 야간 활동에 함께 참여하자는 초대를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은 한 번도 내부적인 그룹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요컨대, 하원이 집단에 소속되기를 열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타자’와 상호 작용하지 못하는 외부인으로서 남아 있다.

이 두 가지의 상황은 하원이 의사소통하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을 원함

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능력이 없었으며 기회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이것은 하원에게 있어, 다른 작중인물과 상호작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종종 침묵의 요소가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꽃잎」

에서 소녀의 회상과 마찬가지로, 「회색 눈사람」의 주인공이 전달하는 

회상에도 이 침묵으로 인해 대화뿐만 아니라 공동의 경험과 관련된 흔적

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침묵 때문에 그녀는 기억을 공유하

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억에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다음의 대

목을 통해 하원의 경우 이 침묵은 사회적 기억이 부재하는 결정적인 요

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 내가 죽음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오고, 갈 속이 없기 

때문에 인쇄소 근처를 서성이고, 문 되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심

이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이해할 것인가. 그건 분명 구체적이건 막

연한 것이건 호기심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건……호기심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공연히 속이 꽉 막혀왔기 때문이었다. 

한밤중에 여행을 할 때 당신은 불빛이 있는 쪽으로 걷지 않나요. 내가 불빛을 당

신의 인쇄소로 정했다 해서 내 여행이 죄스러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가끔 당

신에게는 하찮은 것이 위로가 될 때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사림의 목소리나 어

떤 분위기 같은 것 말입니다. 내가 당신의 목소리와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선

망으로 바라보면서 약간의 안도와 위로를 얻었다고 해서 당신에게 누가 된 것이 

뭣입니까. 나는 핌을 꿀꺽 삼키는 것으로 안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이 말을 삼켜

버렸다. 그는 여전히 나의 답변을 기다리는 기색이었다.  (회색:46~47) (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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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2) “어떤 일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저 사람은 결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생각

만 되뇌었다. (회색:48) (강조-인용자)

위의 첫째 인용문은 하원이 인쇄소의 뒷문에서 몰래 엿들은 것을 들켜 

안에 의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문을 받는 대목이다. 그녀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으면 큰 안도감을 느끼고 동료 간 서로 교류하는 것을 부러

워한다고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내적 회상을 읽은 독자는 하원이 안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는 욕

망을 억누르고 침묵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독자는 한 순

간의 갈등을 느끼는 하원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이 장

면은 독자에게 그녀가 대화보다 침묵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의 인용문은 하원이 구두로 의사소통하고, 질문을 하고, 대화를 나

누기를 꺼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무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고 믿어온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과 동기를 전달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요컨대, 망설이면서 괴로워하는 주인공은 결국 침묵을 지키

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본고는 “주인공들과 다른 인물들 사이에 어떠한 종류의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관계가 기억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왜 그러한 사회적인 기억이 사실상 최윤의 소설에 나타나

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들에 주목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소설을 깊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처음 두 질문

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주인공들과 다른 인물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에 답하자면 최윤이 다른 사람과 역기능 관계에만 놓여 있는 주인공 두 

명을 묘사했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그들은 「꽃잎」과 「회색 눈

사람」에서 경험과 기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원하는 인물들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갈망을 성취하는 데 실패한 그들은 결국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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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의 말로 의사소통

하기 위한 능력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물화 전략

의 결과는 최윤이 바흐친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이 점을 통해 두 번째의 질문에 대한 대답

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주인공의 제한된 의사소통 능력을 특징짓는 역

기능적 대인 관계는 사회적으로 기억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소설의 경우에 주인공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었다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을 방지하도록 열쇠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녀와 하원은 둘 다 여러 이유로 인해 ‘타자’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과의 교류에 있어 침묵을 지

켰을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상처받은 경험도 공유할 수 없게 되

며 자신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더욱 소외된다. 결국 그들은 조용히 혼

자서 고통을 감내하게 된다.

또한 이 두 여성 주인공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뿐만 아니라 해체

되어버린 가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결국 알라이다 아스만이 제안하는 세

대 간 사회적 기억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사회적 기억이 항

상 부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상처에 대한 고통을 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상처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생활에 있어 사회적 관계와 세

대 간의 기억 전달이 부재하기 때문에 몸뿐 아니라 정신의 안정 또한 충

족되지 않은 상태로 비참하게 생활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사회적으로 시

들고 있는 소녀의 몸, 그리고 강하원과 김희진까지 수척해져버린 몸들은 

이러한 이중적인 굶주린 상태를 또렷하게 구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왜 그러한 사회적인 기억이 사실상 최윤의 소설에 나타나지 않는지’의 

세 번째 질문에 대답하자면, 최윤이 대화보다 침묵을 우선시하였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들은 대화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

라 침묵을 깨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다른 

말로, 이 무능력은 그들의 일생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또한 「꽃잎」과 

「회색 눈사람」에 나타나는 회상과 독백, 그리고 ‘타자’인 작중인물을 

향한 침묵, 이 모든 것은 바로 독자에게 상황에 대한 내부자의 견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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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불 수 있다. 특히 이 침묵은 독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최윤이 서술 전략의 일부로 채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서술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자 한다.

결론적으로, 최윤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가난한 주

인공인 여성 두 명에 대해 묘사함으로써, 인간이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인공들의 개인적인 기억과 회상을 통

해 밝혀진 것은 그들의 대인 관계의 대부분이 역기능적이거나 일반적인 

관계들뿐이라는 것이다. ‘타자’ 없이 그들은 자신의 기억에 대해 아는 유

일한 존재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

기 때문에 알라이다 아스만이 주장한 사회적 기억에 참여하는 것도 불가

능하다.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상호 작용이 부재한 이러한 경우들은, 인

간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개인적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컨대 최윤은 이 두 작품을 통해, 현대 사회

에서 조용하게 숨겨진 상태로 이루어지는 개인적 투쟁을 볼 수 있는 하

나의 그림을 제공하고 있다.

3. 상징적으로 전달되는 기억

3.1. 고통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부재의 극복을 위한 서사 전략

앞선 장에서 본고는 알라이다 아스만의 이론을 바탕으로 「꽃잎」과 

「회색 눈사람」에 나타난 상처에 대한 개인적 기억을 살피는 동시에 사

회적 기억이 부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장에서는 기억이 상

징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문화적 기억에 주목하고자 한다. 3장 1절에서

는 먼저 텍스트에서 독자를 향한 주인공들의 개인적 기억의 전달이 어떠

한 서사 전략을 통해 자극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전략

은 2장 2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사회적 기억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또한 3장 2절에서 본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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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이 문화적 기억을 담고 있는 ‘메모리 박스’(memory box)라는 관점

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전에 밝혀진 바와 같이 최윤은 「꽃잎」과 「회색 눈사람」의 주인

공에게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혹은 사회적 기억을 만들 수 있는 능

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고는 이러한 방식의 이면에는 특정한 

서술적 전략이 존재하며, 이러한 기법을 통해 최윤의 작품 속 주인공들

이 대화에 참여하고 사회적 기억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문학 작품에서 의사소통이 서술자(어떠한 점에서는 

작가 자신도 포함할 수 있다)와 내포독자 간의 것이라고 볼 때,88) 이러

한 형태의 의사소통 과정에(즉 독서 과정에) 참여하는 독자는 대화상대

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독서 행위는 사회적 기억을 얻기 위한 연결고

리가 될 수 있다. 즉 물질적 책이나 서적 형태로 둔갑한 작가의 서사는 

전달될 수 있는 상징적 기억(언어로 쓴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이야말로 독자가 책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의 노력을 통해89)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장에서는 최윤의 작품 속에서

의 나타나는 개인적 기억을 작중 인물에서부터 독자에게 상징적으로 전

달하는 과정을 통해, 침묵과 사회적 기억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

떠한 서사 전략을 작용하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꽃잎」과 「회색 

88) 문학 작품이란 내포독자 간의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언급해야 한다는 것은 웨인 부

스가 그의 문학 서사에 대한 선구적 연구 『소설의 수사학(The Rhetoric of Fictio
n)』에서 이미 강조하였다. Booth, Wayne C., The Rhetoric of Fiction,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89) 독자 반응(reader-response)에 대한 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는데, 그

것은 서사란 누군가가 서사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는, 미리 결정된 명확한 의미를 담

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사의 의미는 독서의 행위에서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

이다. 따라서 독자는 언제나 텍스트 속에서 특정된 서사 전략에 따라 결정적인 역할

을 담지하게 된다. Martin, Wallace, Recent Theories of Narrative, 1986, 161면. 

그리고 Delconte, Matthew; James, Phelan, “Who speaks, Who Listens, Who 

Acts: A New Model for Understanding Narrative”, Ohio State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2003, 5~7면.

최윤의 소설에서 독자들은 능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최윤이 직접

적으로 말하기보다 오히려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최윤은 대위법

(polyphonic)적인, 즉 소설 속의 작중 인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여주는데, 이와 같

이 다양하고도 불분명한 서술자를 설정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지니고 독

서 행위의 전반 과정에서 서사에 대해서 의심의 태도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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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에서 작품의 서사에 독자를 개입시키기 위한 전략과 그것을 통

한 독자와의 소통 및 사회적 기억의 부재를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

이다.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장에서는 최윤의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기억을 작중 인물에서부터 독자에게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침묵과 사회적 기억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서사 전략을 작용

하는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꽃잎」과 「회색 눈사람」에서 작품

의 서사에 독자를 개입시키기 위한 전략과 그것을 통한 독자와의 소통 

및 사회적 기억의 부재를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최윤은 사회적 기억의 부재 상태를 극복하는 역동적인 과정에 독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독자를 개입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서사 전략을 사용한다. 첫 번째로는 「꽃잎」의 프롤로그에서 가정법적

인(subjunctive) 2인칭의 서술자인 ‘당신’에 관한 전략이다.90) 두 번째로

는 「꽃잎」과 「회색 눈사람」에 나타난 내성적인 1인칭 서술자인 ‘나’

와 2인칭 집단적인 ‘우리’를 결합하는 전략이다. 세 번째로는 「꽃잎」에 

나타난 1인칭 단수 ‘나’와 2인칭 단수 ‘너’ 서술자 사이를 전환하는 전략

이고, 마지막으로는 두 작품 모두에서 자성을 촉구하는 질문을 반복하는 

전략이다.

먼저 첫 번째 서사 전략으로서, 「꽃잎」의 프롤로그에서 가정법적인

(subjunctive) 2인칭의 서술자인 ‘당신’에 관한 전략을 들 수 있다.91) 다

음의 인용문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꽃잎」의 프롤로그에서는 2인칭 

90) 문학연구자 브라이언 리처드슨(Brian Richardson)은 2인칭 내레이션에 관련하여 세 

가지의 내레이션 형식을 구별한다. 그것들은 각기 ‘표준’의 형식(standard), ‘가정법’

의 형식(subjunctive) 및 ‘자기 목적적’(autotelic) 형식이다. 리처드슨에 따르면 ‘표

준’ 형식의 2인칭 내레이션은 1인칭 또는 3인칭 서술로 쉽게 변환될 수 있다. ‘가정

법’ 형식은 사용자 설명서 또는 자조(self-help)의 스타일로 작성되며 명령의 일관된 

사용, 미래 시제의 사용, 그리고 서술자와 피서술자(narratee) 사이의 분명한 구분이 

특징이다. ‘자기 목적적’ 형식은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실제 독자이자 소설의 등장인물

과 병치되고 병합할 수 있는 ‘당신’(you)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다. Richardson, 

Brian, “The Poetics and Politics of Second Person Narratives”, Genre XXIV, 

1991, 209~330면.

91) Richardson, Brian, “The Poetics and Politics of Second Person Narratives”, 

Genre XXIV, 1991, 209~3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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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인 ‘당신’이 독백함으로써 독자(피서술자)를 직접 언급하고, 아울

러 독자를 서사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이 어쩌다가 도시의 여러 곳에 누워 있는 묘지 옆을 지나갈 때 당신은 꽃자

주 빛깔의 우단 치마를 간신히 걸치고 묘지 근처를 배회하는 한 소녀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로 다가오더라도 걸음을 멈추지 말고, 그녀가 지나간 

후 뒤를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찢어지고 때 묻은 치마폭 사이로 상처처럼 드러난 

맨살이 행여 당신의 눈에 띄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 

주십시오. 당신이 이십대의 청년이라면, 당신의 나이에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야생의 빛나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먼지 낀 때에 절어 가닥난 긴 머리채에 시

든 꽃송이로 화관 장식을 하고 꼭 당신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은 초점 잃은 시

선으로 머리채에 꽂힌 꽃보다 더 붉은 웃음을 흘리면서 당신 뒤를 쫓아올 것입니

다. 그녀가 당신의 상의나 팔꿈치를 뒤에서 잡아당길 때, 원컨대, 무엇을 하는지

도 모르고 당신에게 자석처럼 접근하는 그녀의 손을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떼어 

놓아 주십시오. 그녀를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녀를 피해 뛰면서 위협의 말을 던지

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녀의 얼굴을 잠시 관심 있게 바라보아 주시기만 하면 됩

니다. 그리고 바쁜 당신에게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다면, 번진 분 자국과 입술의 

윤곽을 무참히 벗어난 자줏빛이 범벅이 된 뺨을 그저 가볍게 만져 주시면 됩니

다. 언성을 높이지도 말고 더더욱, 당신의 옷자락에 감히 때 낀 손가락을 대고자 

하는 그녀에게 냉소적인 야유나 욕설을 삼가 주십시오. 음지에서 양지를 갈망하

다 시들어 버린 그 소녀를 섣불리 동정하지도 말고 당신의 무관심, 혹은 실수처

럼 일어난 당신의 미소와 손짓에 온순히 멀어져 가는 그녀의 뒤에 대고 액땜하

듯, 입 안의 농축된 침을 힘껏 모아 그녀가 남긴 발자국 위에 퉤 내뱉지도 마십

시오. 당신의 길을 잠시 막아서는 그녀를 구타하고 넘어뜨리고 짓밟고 목을 졸라 

흔적도 없이 없애 버리고 싶은 무지스런 도피의 욕구가 일어난다 해도 말입니다. 

설령 당신이 그렇게 한다 해도 또 다른 수많은 소녀들이 여전히, 언젠가는, 실성

한 시선과 충격에 마모된 몸짓으로 젊은 당신의 뒤를 쫓아와 오빠라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꽃잎:217) (강조-인용자)

인용문에서 가령, ‘너’를 ‘나’로 변경한다면, 텍스트의 내용과 의미도 

함께 변화된다. 그 원인은 ‘나’는 서술자(때로는 작가 자신)가 직접 경험

하고 있거나 경험했던 이야기를 다시 서술하고 서술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대명사인 반면에, ‘당신’은 독자에게 이야기하고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사용되는 대명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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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1인칭 서사는 말하는 서술자에 의해 정의내려지는 것인데 비

해, ‘당신’이라는 2인칭 서사는 듣고 있는 피서술자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이다.92) 또한 1인칭(혹은 3인칭) 서사에 있어 독자는 텍스트 밖에 

있다는 자신의 위치(extra-diegetic)를 의식하며, 독서가 이루어지는 놀

이의 일부로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키고 있다는 것을 가장(假裝)할 뿐

이다. 이러한 1인칭과 다르게 2인칭 서사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밖에 있

는 독자를 방심시키며 서사의 내부로 끌어들이는 전략이다. 이렇듯 ‘당

신’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2인칭 서사가 독서 경험에 대해 두 가지의 

즉각적인 영향과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꽃잎」의 경우를 통해 설

명해볼 수 있다.

첫째로, 언어학자들은 ‘당신’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서술하는 

사람과 경험을 겪고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93) 

그들에 따르면 2인칭 텍스트에서 스토리와 언술의 구분, 동종이야기와 

이종이야기의 구분이 확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신’이라는 2

인칭 대명사와 현재시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술자(화자)와 피서

술자(청자), 작가(쓰기)와 독자(읽기)가 동일한 시간적 틀을 지니고 있다

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시간과 이야기되는 시간의 분리와 서술

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의 구분은 불가능하다.94) 이러한 상황에 있어 

92) Delconte, Matthew; James, Phelan, “Who speaks, Who Listens, Who Acts: A 

New Model for Understanding Narrative”, Ohio State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2003, 2면.

93) 예컨대, 이인칭 소설의 서사 전략에 대해 연구한 이미란은 “이인칭 소설은 서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게 ‘너/당신’이라는 이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소설을 읽는 독자

로 하여금 자신을 수화자처럼 느끼게 하고 개인적 책임자를 부여하는 독특한 효과를 

서사 전략으로 삼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미란, 「이인칭 소설의 서사

전략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41,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88면.

94) ‘나’와 ‘당신’을 사용하는 서사에 대한 다양한 효과의 차이점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황국명은 다음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1) “지금, 당신은 읽고 있다.” (이인성, <당신에 대해서>)

2) “지금, 당신은 나무를 보고 있다.” (김영하, <당신의 나무>)

3) “나는 지금 마침내 당신을 향해 이 말을 한다. 개새끼 (이승우, <야유>)

황국명에 따르면 1)에서 ‘당신’은 서술자의 말을 듣고 있는 피서술자이면서 동시에 

주어진 문장을 읽고 있을 경험적 독자로 이해된다. 2)의 ‘당신’은 이야기층위의 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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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피서술자, 청자)는 텍스트의 문장과 발언들이 자신에게 향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것을 자기 자신에 의해 서술되는 것으로 느

끼는 독특한 효과를 경험한다. 결과적으로 독자의 반응은 서술과 경험 

사이의 공간에 끼어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독자의 반응이 생길 때에도 텍스트는 

그와 동시에 묘사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꽃잎」의 경우, 

프롤로그에 나타난 이러한 2인칭 ‘당신’의 서사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최

윤은 독자가 자신의 내적 목소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목소리로 서술되는 

것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도록 촉구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최윤은 현대 소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의를 표하

는 문법적 구조인 ‘~ㅂ시오’를 합쇼체인 ‘~ㅂ니다’의 구조와 일치시키며 

‘당신’의 서사를 사용한다. 이러한 문법적 구조는 청자에게 직접 이야기

하기 위한 것이며 ‘당신’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즉 경의를 표하는 문

법적 구조라 볼 수 있다. 특히 「꽃잎」의 경우, 최윤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독자(피서술자)의 경험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서술자에 

의해 직접 언급되는 인물에 독자가 감정적으로 이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면’의 문법적 구조는 서술자가 조건/가설을 내세우면서 독자(피

서술자)와 담화를 나누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서

사 방식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지 알려준다. 즉 이러한 서사 전략은 정의되지 않은 독자(피서술자)를 

향한 프롤로그에 예측과 경고라는 특징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밖에 동시에 존재한다. ‘당신’은 거대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의 피서술자이며, 동시에 

이야기세계에서 나무를 보고 있는 작중인물이다. 3)에서 명시적인 서술자 ‘나’는 ‘당

신’의 이야기세계를 공유하면서 언술층위의 피서술자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설명한

다.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황국명은 2인칭 텍스트에서 스토리와 언술의 구분, 동종

이야기와 이종이야기의 구분이 확연하지 않음을 밝힌다. 또 ’지금‘이라는 시간표지와 

현재시제는 서술자(화자)와 피서술자(청자), 작가(쓰는 이)와 독자(읽는 이)가 동일한 

시간적 틀을 지닌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시간과 이야기되는 시간의 분리, 

서술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의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황국명, 「2인칭서

사의 서술특성과 의미 연구」, 『현대소설연구』 4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367

면. 그리고 이미란, 「이인칭 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41, 현

대문학이론학회, 2010, 78면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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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경의를 표하는 이러한 문법 구조와 ‘당신’에 관련된 ‘경험효

과’를 지닌 조건부의 결합하는 서사는, ‘너/당신’으로서의 독자(피서술자)

가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험을 적극적으로 예상할 수 있도록 

정중한 말씨로 경고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독특한 프롤로그에 있어 

계속해서 ‘당신’으로 언급되는 독자(피서술자)는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

할지에 대한 암시를 받게 된다. 그리고 프롤로그 끝 무렵에 강력한 명령

으로 강요되는 독자(피서술자)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녀를 

무시하거나 없애지 못하는 ‘남자’라는 도덕적으로 모호한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또한 명령적인 어조의 서술자는 독자(피서술자)가 소

녀에게 적어도 “잠시 관심 있게 바라보아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녀나 그녀와 같

은 처지의 또 다른 소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을 주는 미래의 상

황을 예시하는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포작가는 (소녀의 상처를 

이해하려 하면서 공감을 느끼게 되며 그녀의 정신 상태에 감염되어버린 

남자와 마찬가지로) 독자 또한 소녀를 보았을 때 피할 수 없을 ‘감정적

인 감염’을 경험하는 상황을 예상케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꽃잎」의 프롤로그에 나타나는 가정법적인 2인칭 ‘당신’

을 사용하는 서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

째, 이는 마치 ‘네 번째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이 독자가 작가의 서

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 서사 전략이다. 둘

째로, 2인칭 ‘당신’의 서사는 독자에게 작가의 서사 속에 독자 자신을 개

입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한편으로, 소녀를 향해 역설적이지만 조심스러

우면서도 동시에 감정을 보여주는 태도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최윤

은 독자와 이야기하는 식의 2인칭 서술자를 사용함으로써, 독자가 적극

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소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전략을 「꽃잎」에서 묘사된 인물 

간의 사회적 기억의 부재와 관련하여 보면, 프롤로그에서 드러난 2인칭 

서술자를 통해서 독자의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

는 프롤로그 이후의 서사에서 독자는 ‘서사적 공감’(narrative empathy)



- 87 -

95)을 보여주는 청취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주인공이 이야기

를 펼쳐나가면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경험과 개인적 기억을 쫓아가는 주

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2인칭 

서사 전략으로, 독자는 프롤로그를 읽은 후 그 다음에 전개하게 되는 이

야기에서 펼쳐질 상호작용의 과정에 있어 자신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

성에 대해 의식하게 된다.

다음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두 번째의 서사 전략은 「꽃잎」과 「회색 

눈사람」에 모두 나타나는 2인칭 복수형 서술자와 1인칭 단수 서술자의 

조합이다. 소설에 사용된 1인칭 서술자는 일반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자

의식이 강한 서술자와 자신을 동일시시키고, 그들의 경험과 긴밀한 연결

을 만들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사 전략이다.96) 본고는 최윤의 두 작품

에 나타나는 이러한 서사 전략이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들과 자신을 동일

시하게 하고, 주인공의 경험, 기억, 회상을 공감하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꽃잎」과 「회색 눈사람」의 경

95) 수잔 킨(Suzanne Keen)은 워싱턴대학교 및 리대학교(Lee University) 영문학과 교

수로서 ‘서사적 공감’에 대한 연구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공감에 대해, 대리적이고 

자발적인 감정 공유이고 타인의 상태를 목격하거나, 듣거나, 심지어 그것에 대해 읽

음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감은 사람이 어느 상황이나 맥락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낄지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친밀한 관계나 동정의 전조라

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혐오 감정

이나 타인의 감정에 대한 두려움과는 차별되는데, 그것은 자기에 초점을 맞추며 동정

이 아니라 회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감과 다르다. 킨에 따르면 감정 이입과 개인

적 괴로움의 이러한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공감이 도덕적 감정 동조(‘공감

적 관심사’(empathetic concern)라고도 함) 및 친사회적 또는 이타적인 행동과 관련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감정 이입이란 정의에 따라 타자의 방향

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개인적인 고통(자기중심적이고 혐오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지나치게 자극받은 감정 이입 응답이란 상대방의 도발적인 조건에서 돌

이킬 수 없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킨은 때때로 감정으로 묘사된 감정 이입을 

느낄 때 사람들이 타인들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인다. 따

라서 공감은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효과적이고 인지적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다. 감정 이입은 (비록 대중적인 사용은 아니지만) 심리학과 철학에서 

또 다른 감정이 발생하는 동정심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나는 당신의 고통을 느

낄 수 있다.”(공감이입) 대 “당신의 고통 에 대한 연민을 느낀다.”(동정)라는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공감을 이러한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Keen, Suzanne, 

“A Theory of Narrative Empathy”, Narrative, 14, 2006, 208~209면.

96) Dillard, Amanda J.; Hisler, Garrett, “Enhancing the Effects of a Narrative 

Message through Experiential Information Processing: An Experimental Study,” 

Psychology & Health, 2015, 814~8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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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두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환경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1인칭 서술자가 모두 깊은 각인을 남기고 있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

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볼 수 있다. 즉, 앞서 논의했듯이, 「꽃잎」의 소

녀는 광주 대학살 및 그 여파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인물

이고, 「회색 눈사람」의 하원은 정부의 검열로 말미암아 불신과 피해망

상과의 어두운 분위기가 스며들어 있는 사회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인

물로 설정된다. 최윤은 1인칭 서술자를 활용함으로써 두 주인공들을 자

의식을 가지는 인물로 묘사하고, 아울러 그들로 하여금 다른 인물이 아

니라 독자에게만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기억을 직접 증언하듯 자전적(自

傳的)으로 전달하게 한다.

1) 그리고 저녁이 왔어. 벙어리 남자는 그때까지 내 옆에 누워서 내 머리도 쓰다

듬고 목에 붙은 검불을 떼어주고는 했지. 그리고 채 밤이 되기도 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잠시 눈을 붙인 사이에 파랑새 한 마리가 내 가랑이 사이로 해서 내 

몸속으로 들어왔지. [...] 나는 그때 내가 조금씩 돌로 변하고 있는 걸 알았어. 내 

양손 안에는 언제 주워 들었는지 모르게 돌멩이가 들어 있었어. 그리고 아주 막

연하게, 내용 없는 나쁜 꿈의 언저리처럼, 흐릿하게 왜 내 몸속에 파랑새가 들어

와 뾰족한 부리로 나를 쪼아댔는지, 그리고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것 같았

어. 그렇지만 그건 잠시 동안의 착각일 뿐이야. 나는 어떤 일 하나 제대로 이해해

본 것이 없는걸. 모든 일은 비집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해지고 내 작은 머

릿속에는 수없는 끈들이 마구 집을 치다가는 이해 온통 뒤엉켜버려 꺼먼 석탄으

로 굳어져버리니 말이지. 그러고는 끝이야. 파랑새가 비집고 들어올 때 많이 아팠

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어. 그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수천 마리가 덤벼보

라지. 나는 절대 소리를 지르고 무릎을 꿇거나 빌거나 하지 않을 거야. (꽃

잎:250) (강조-인용자)

2) 나는 오랫동안 잠이 들지 못한 채 뒤척이면서 소음을 내지 않으려 애썼다. 숨

소리를 가다듬으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큰 한숨이 솟아나기도 했다. 나는 눈을 

감고 안에게 얘기하는 것을 상상했다. 선생님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나

는 말이죠,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요? 가난하고 불행했어요. 좀 

더 큰 다음에는 이모네 집에서 살았어요. 어머니가 일자리를 구해 도회지로 나갔

기 때문인데 이모네도 시골이었어요. 엄마가 돈을 보내오긴 한 모양인데 가난하

고 불행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중학교는 중간에 그만두고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쳤어요. 그때도 역시…… 모든 것이. 내가 거쳐온) 짧은 시간들이 이렇게 생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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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말이죠.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조금쯤은 그렇게 느끼는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 선생님은 전혀 그

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떠세요? (회색:60) (강조-인용자)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 최윤은 자기 성찰적인 1인칭 서술자를 활용

함으로써 개인적인 증언과 회상인 것처럼 서술하여, 독자에게 이야기를 

더욱 쉽게 전달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인용문에서 소녀와 독자의 인식 수준 사이의 격차

가 커지는 것은 ‘파랑새’라는 단어의 사용을 통해 강조된다. 이 장면에서 

‘파랑새’라는 것은 소녀의 음부를 관통하는 남성 생식기를 지칭하는데 

이는 소녀의 순진함을 상징하면서 어린 아이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난다. 

소녀가 참고 겪고 있는 것은 실제로 성희롱, 즉, 그녀의 의지에 반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소녀와 다르게 박식한 독자(informed reader)는 이 장

면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위의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소녀는 자신

의 몸이 아픈 상태를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벙어리’ 남자의 행동

으로 인해 자신이 입었던 피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적절히 표현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청소년들 사이에서 매우 일반적인 것이다.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 능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위해에 대한 직관적인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는 

나이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97) 그러나 나이가 많은 청소년

(약 17.8세)은 어린 청소년(약 14.8세)보다 가해와 위해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명백한 변호를 더욱 적절히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결과 또한 드러

났다. 이유는 나이 많은 청소년의 언어 실력이 보다 충분히 발달되었기 

때문이었다.98) 「꽃잎」의 경우에 “한 열넷 열다섯” 세(꽃잎:219)의 소

녀는 일반적인 위해와 상처에 대한 원칙과 관련된 도덕적 판단을 이미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소녀의 언어 실력은 아직도 완벽한 상태라고 할 수 없는데, 

97) Stey, Paul; Lapsley, Daniel; Mckeever, Mary, “Moral Judgement in 

Adolescents: Age differences in applying and justifying three principles of 

harm”,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0-2, 2013, 206~220면.

98) 위의 글, 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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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상 소녀의 도덕적 판단을 작품 속 다른 인물이 아닌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독자는 소녀가 아직 성년기

까지 완전히 성장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아차리는 동시에, 그녀를 일반

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과 관련되는 순수한 동심을 아직도 잃지 않은 존

재로서 여길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본다면, 최윤은 작품 속에서 

동심을 아직도 갖고 있는 순진한 1인칭 ‘나’라는 서술자를 사용함으로써, 

상처와 고통에 대한 기억을 독자에게만 전달하는 소녀의 내적 증언에 신

뢰성의 느낌을 추가하는 효과를 주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두 번째 인용문에서, 자기반성을 보여주는 하원은 자신의 빈곤과 

불행의 상태에 대해 자각하고 있으며 이렇게 새로 찾은 행복이 안과 동

료와의 상호작용 덕분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녀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다른 인물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독자는 작품 속에 존재하는 그녀의 독백을 통해 그 인물의 내

면에 접근하고 증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접근성은 다른 인물들보다 

독자 자신이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있다는 감각을 주는 동시에, 하원의 

증언에 독점성과 진실성의 느낌을 더해준다고 할 수 있다.

보다시피, 「꽃잎」과 「회색 눈사람」에서 자의식이 있고 자성적인 1

인칭 서술자는 다른 작중인물에게 의도적으로 숨겨진 자기인식, 개인적 

경험, 감정 등을 독자와 공유한다. 이렇듯 서술자가 친밀하고 독점적으

로 독자와 기억을 나누는 것은, 독자 자신이 서사 속에서 누락되어 있었

던 인물의 대화상대가 되고, 주인공들의 서사에 진실성과 독점성을 더해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주인공들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느낌을 독자에게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독자가 서

사적 공감을 구축하고 주인공들과 함께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 가장 중요

한 전제조건이다.

1인칭 단수 서술과 결합하여 최윤은 두 작품 모두에서 1인칭 복수 ‘우

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문학적 분야에서 ‘우리’의 허구적 서사는 지난 

30년간 주목을 얻고 많이 논의되어 온 독특한 서술법이다.99) 특히 ‘우

99) 1인칭 복수 서사의 특징과 중요성에 대해서 Margolin, Uri, “Telling Our Story: 

On ‘We’ Literary Narratives”, Language and Literature: Journal of the Po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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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서사에 관련된 역사와 그 희귀성100)과 분류(즉, 권위주의적인 ‘우리’ 

서사(authoritative we-narratives), 방향의 감각 상실감을 혼란시키는 

‘우리’ 서사(disorienting we-narratives), 대위법의 ‘우리’ 서사

(polyphonic we-narratives)101)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꾸준히 많이 수

and Linguistics Association, 5-2, 1996, 그리고 Richardson, Brian, Unnatural 
Voices: Extreme Narration in Modern and Contemporary Fiction,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06, 또한 Marcus, Amit, “Dialogue and 

Authoritativeness in “We” Fictional Narratives: a Bakthinian Approach”, Partial 
Answers: Journal of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Ideas, 6-1, 2008의 논문과 

책을 참고할 수 있다. 허구적인 ‘우리’ 서사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본고는 

「회색」과 같은 소설 전체의 부분 또는 소설의 대부분이 1인칭 복수형으로 쓰여 있

는 서사뿐만 아니라 「꽃잎」과 같은 ‘우리’ 서사에서 다른 대명사를 쓰는, 주제별로 

중요한 변화가 있는 서사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한다.

100) 예를 들어, 우리 마르골린(Uri Margolin)은 20세기 문학 작품에서 ‘우리’ 서사의 

독특한 특징을 깊이 연구하면서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문학적 서사를 조명한다. 그

에 따르면 ‘우리’는 다양한 ‘나’를 가리키기보다 개인적으로 ‘우리’를 말하는 화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대명사이다. 또한 그는 ‘우리’ 서사가 왜 문학에서 흔하지 않

은 것인지에 대해 세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시한다. 우선, ‘우리’ 대명사는 의미론적 

불안정성과 내적 모순을 지니고 있어 독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문학 작품에서 

사용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다음으로는 ‘우리’ 대명사를 사용하고 집단적 그룹

을 대표하여 말하는 개인적 연설자에 정신적 접근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한 개인은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타인들을 대신한 진술을 

표현하는 ‘우리’ 화자는 종종 더 쉽게 신중한 태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나’ 화자/서술자(’I’-speaker)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지, 심지어 다

른 사람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독자들에게 남

아 있을지 모른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서사에 중심을 둔 집중적인 감각(즉 연대

감, 일체감, 독특성, 공유성)은 아마도 상황과 사건경로에 대한 설명을 통해 표출하기

보다는 서정적 또는 명상적인 텍스트를 통해 직접 전달하기가 더욱 쉽다는 사실 때문

이다. 마르골린에 따르면 이런 이유들로 픽션과 문학 텍스트에서는 강한 감정을 표현

하기 위해 ’우리’ 서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직도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argolin, Uri, “Telling Our Story: On ‘We’ Literary Narratives”, Language and 
Literature: Journal of the Poetics and Linguistics Association, 5-2, 1996, 115

면, 132면.

101) 예를 들어, 아미트 마커스(Amit Marcus)는 주요 1인칭 복수(We) 허구적 서사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이것은 독백적인 ‘우리’서사부터 대화체의 ‘우리’서사까지 

다루며 권위주의적인 ‘우리’ 서사(authoritative ’we’-narratives), 방향 감각 상실감

을 혼란시키는 ‘우리’ 서사(disorienting ’we’ narratives), 대위법의 ‘우리’ 서사

(polyphonic ’we’ narratives)이다. 마커스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들은 “나”(I), “우

리”(We), 그리고 “타인”(Others) 사이의 세 가지 가능한 관계 패턴과 연관성이 있고 

일치하는 것이다. 첫 번째 유형으로, 권위주의적인 ‘우리’ 서사에서는 개인 자체가 서

사에서 말소되며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우리”의 그룹과 “타인”의 

그룹은 계층적인 이항대립으로 간주되며, 이런 사이에서 “타인”의 절대적이고 부정적

인 특성이라는 것이 완벽한 “우리”와 반대되고 날조된 이미지라고 한다. (마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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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사가 갖는 이데올로기적 용법과 정치적 

선전, ‘우리’ 서사가 전제하는 주관성과 상호주관성의 모델, ‘우리’의 서

사가 지니는 의미(즉, ‘우리’의 전지적 서사와 신뢰할 수 없는 서사 간의 

차이점, 그리고 자연적 특징 대 부자연적 특징 등에 관하여)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언급하며 논의된 바 있다.

연구의 주제와 접근법의 다양성을 통해 드러나듯, ‘우리’는 허구적 서

사, 특히 최윤의 「꽃잎」과 「회색 눈사람」과 같은 역사적 시기를 다

룬 작품의 독서 경험에 다양한 효과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윤의 두 

작품에서 ‘우리’ 서사의 활용으로 말미암은 효과와 영향을 보다 섬세히 

들여다보기 위하여, 우선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에 관한 의사소통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문학적 서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된 ‘우리’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어 대명사 ‘우리’의 다양한 의미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02) 

2008, 139면). 두 번째 유형으로, 방향 감각 상실감을 혼란시키는 ‘우리’ 서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쟁 상대인 커뮤니티(rival community)에 속한 타인들보다 작은 커뮤니

티 속에 있는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서사에서 그룹의 

규범은 그들을 비난하는 개인들에 의해 산산이 부서진다. (마커스 2008, 152~153

면). 세 번째 유형으로, 대위법의 ‘우리’ 서사에서는 주인공이 관련되어 있다. 그 주인

공의 의식은 작가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판단에 종속되지 않는다. 주인공의 목소리

는 작가의 목소리만큼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우리’ 서사에서 작가는 주

인공을 결정적이고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공이 자유롭고 불확정

한 의식을 가진 개인인 것처럼 주인공과 대화를 한다. 대위법성(polyphonia)은 보기 

드문 것이지만 ‘우리’ 다중시점을 포함하는 허구적 서사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중시점의 서사에서 ‘우리’ 서사는 하나의 통일된 집단적인 목소리에 사회·이

데올로기적 다양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

지 본격적인 대위법성은 ‘우리’라는 허구적 서사에서 성취되지 못하였다. 성취된 것은 

‘우리’의 대명사, ‘나’의 대명사, 그리고 ‘그들’의 대명사들 사이의 경계선이 유동적이

고 상황에 얽매어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나타내는 이중어(heteroglossia)의 한 형태

이다. 이러한 서사에서 똑같은 대명사는 상황, 대화, 맥락 등에 따라 종종 다른 인물

을 가리킬 수도 있다. (마커스, 154면) Amit, Marcus, “Dialogue and 

Authoritativeness in “We” Fictional Narratives: a Bakhtinian Approach”, Partial 
Answers: Journal of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Ideas, 6-1, 2008, 135~161

면.

102) 한국어 ‘우리’ 대명사의 의미와 사용법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김정

남, 「한국어 대명사 ‘우리’의 의미와 용법」, 『한국어 의미학』 13, 2003, 그리고 

정경옥, 「논문 : 한국어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용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16-3, 2005, 또한 황국명, 「2인칭서사의 서술특성과 의미 연구」, 『현대소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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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반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우리’라는 대명사가 있는 문장은 다

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에 쓰인다. 첫째의 경우, ‘우리’라는 토큰을 공동

으로 함께 말함으로써 참조된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은 현재 담론(즉, 집

단 기도와 찬송 등)의 공동적인 창작자가 된다. 둘째의 경우, 보다 넓은 

계층의 적절한 부분 집합(적어도 두 개인)이 전체 계층을 위해 이야기하

도록 ‘우리’의 토큰을 사용한다. 보다 큰 그룹에 대해 말하고, 자주 이 

그룹 대신에 집단적으로 말하려는 이러한 부분 집합적 집단은, 외부 수

취인에게 건의하거나 보고하는 대표 그룹의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예컨대, 그리스 비극에서 약 25-30명의 부분 집합적 집단이 

왕이나 여왕을 향해 말하는 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우리’를 사용하면서 

대표자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셋째의 경우, 한 그룹

의 여러 구성원들 또는 모든 구성원들이 전체 그룹을 지칭하기 위해 개

인적으로, 연속적으로 또는 교대로 말하면서 ‘우리’라는 토큰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예를 들면 집단적 디아스포라에 대해 개인적으로 증언하는 유

대인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넷째의 경우, 그룹의 한 구성원이 전체 

그룹을 지칭하는 담론에서 ‘우리’의 모든 토큰을 상용하여 표현한다. 예

컨대, 이것은 자신이 속한 그룹이 겪었던 일이나 행동에 대해 그룹에 속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이것을 했다’라고 보고서

에 서명한 의장이나 회장과 같은 화자의 경우이다.103) 바로 이 점에 의

하여 「꽃잎」과 「회색 눈사람」은 바로 네 번째 범주로 분류될 수 있

다. 「꽃잎」의 ‘우리’와 「회색 눈사람」의 하원은 모두 그룹의 한 구성

원으로서 전체 그룹을 지칭하는 담론에서 ‘우리’의 모든 토큰을 상용하

여 표현하는 서술자다.

다음으로, 문학적 서사와 관하여 ‘우리’는 다양한 ‘나’를 가리키기보다 

개인적으로 ‘우리’를 말하는 화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대명사다. 

그리고 ‘우리’ 대명사를 사용하는 화자는 ‘우리’의 참조 계층에 모두 속

구』 4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103) Margolin, Uri, “Telling Our Story: On ‘We’ Literary Narratives, Language 

and Literature: Journal of the Poetics and Linguistics Association, 5-2, 1996,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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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나 이상의 공동의 다른 화자와 함께 말하는 개체로서 역할을 한

다. 바꾸어 말하면, 일반적인 의사소통 상황과 달리 문학적 서사에서는 

‘우리’의 발언자가 그룹을 위해 지정된 대변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용하는 발언자는 그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룹의 대표로서 이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학적 ‘우리’의 서사는 사실상 집단 

연설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문학

적 서사에 있어 주제 독립체로서의 ‘우리’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차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즉 집단적으로 하

는 행동(group acts) 특히 공동 행동(joint actions), 그룹의 ‘우리

성’(we-ness)에 대한 감각, 그리고 그룹의 자기인식과 자기이미지가 이 

세 가지 차원에 해당한다.104) 그러나 문학적 ‘우리’의 서사는 완전히 집

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서사는 특히 언어적 행동

과 정신적 행동과 관련하여 행동에 대한 개인적 기록과 집단적 기록 간

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서사는 종종 ‘나’, ‘너’, 

‘그’, 또는 ‘그녀’의 서술 모드에서 말해진 구절도 포함되며, ‘우리’ 서사

에 나타나는 서술자는 공표하는 비개인적 ‘우리’일뿐 아니라, 자신을 뚜

렷하고 인식 가능한 ‘나’로 나타내며 언급한다는 것이다.105)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상황과 문학적 서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우리’의 용법과 의미에 더하여, 한국어에 사용된 1인칭 복수 서술은 

‘우리’의 대명사에 관한 언어별 의미와 용법으로 인해 상당히 복잡하다

고 말할 수 있다. 한국어 대명사 ‘우리’는106) 네 가지의 의미가 있다. 

104) ‘우리’ 서사에서 공동 행동(joint actions)이 발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 요소는 타인을 잠재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대리자들로 

여기는 견해, 그리고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최소한의 부분적 성공이라는 것이다. 두 번

째 요소는 그룹의 여러 구성원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공식화하고 승인하

는 것이다. 마지막 요소는 공유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룹 구성원들이 일제히 

헌신하여야 하는 단체인 것처럼 설정하고, 개인의 목표보다 그러한 공유된 목표를 우

선적으로 여기는 것이다. Margolin, Uri, “Telling Our Story: On ‘We’ Literary 

Narratives”, Language and Literature: Journal of the Poetics and Linguistics 
Association, 5-2, 1996, 127면.

105) 위의 글, 115면.

106)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우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뜻풀이하고 있다.

“우리03 「대」 「1」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 95 -

‘우리’의 첫 번째 의미는 숫자와 관련된다. 대화 상황에 있어 발언자는 

항상 복수형으로 나타날 수 없으며 흔히 동시에 여러 명의 화자가 일제

히 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한국인 화자는 맥락에 따라 자신 또한 자신

과 관련된 타인을 가리키기 위해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한다. 다른 말

로, 한국어의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는 화자가 자기를 포함한 무리를 

지시하는 데에 사용되는 말이다.107)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의 의미에서 

파생된다. 한국어의 ‘우리’ 대명사는 복수형을 함축하여 ‘낮춤’의 의미가 

없다.108)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와 대립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낮춤’

의 의미를 가진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높임’의 

의미 자질만을 가지지는 않고 다만 ‘낮춤’이 아니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

지는 것이다.109) 세 번째의 의미는 청자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두 번째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희’와 대조될 수 있다. ‘저희’

는 ‘우리’와 달리 청자를 포함할 수 없다. ‘저희’는 화자와 함께 지시되는 

사람을 낮추는 것이지만 그 피수식어를 낮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자가 청자를 ‘우리’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우리’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

으면 ‘저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자가 포함되지 않으려면 화자는 

‘낮춤’ 표현인 ‘저희’를 쓰기 된 것이다.110) 네 번째이자 마지막의 의미

는 ‘친근감’111)과 관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내/나의’와 대조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2」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

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3」 (일부 명사 

앞에 쓰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 ⁋우리 엄마/우리 마누라/우리 신랑/우리 아기/우

리 동네/우리 학교 교정을 넓지는 않지만 깨끗하다.§ 「준」<3>울04 「낮」<2><3>

저희01 「1」「2」. [우리<용가>]”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

연구원 편, 두산동아, 1999.

107) 김정남, 「한국어 대명사 ‘우리’의 의미와 용법」, 『한국어 의미학』 13, 한국어의

미학회, 2003, 261~265면.

108) 그 이유는 한국어의 화자는 맥락에 따라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자신을 낮출 수 있

지만 자기를 포함하는 ‘우리’를 사용할 때 타인과 청자 앞에서는 그들을 낮추지 못하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09) 김정남, 앞의 글, 265~266면.

110) 위의 글, 266~268면.

111) 이 경우에 한국어 ‘우리’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화자에게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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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화자는 타인과 느끼는 ‘친근감’을 강조하기 위해 ‘나/’내’ 

대신 ‘우리’를 소유대명사로서 사용할 수 있다.112) 요컨대, 한국어의 ‘우

리’ 대명사는 복수의 인물/화자를 지시하고 ‘저희’와 존비 관계 및 청자 

포함 여부로 대립되고, 아울러 ‘친근감’을 강조하는 용법을 가진다.

‘우리’의 의미에 주목하면, 최윤의 두 작품에서 사용된 ‘우리’ 대명사는 

네 번째의 ‘친근감’ 의미를 제외하고도 다른 ‘우리’의 의미를 가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작품에 나타나는 ‘우리’의 서사 전략을 자

세히 논의하기 위하여 우선 「꽃잎」의 ‘우리’ 서사를 주목하고, 그 다음

으로 「회색 눈사람」을 분석하고자 한다. 

「꽃잎」에서 ‘우리’의 서사 전략은 ‘우리’ 그룹에 속한 개인이 없어지

게 하는 권위적인 1인칭 복수의 서사(authoritative we-narration)와 개

인이 의식을 유지하면서 없어지게 하지 않는 대위법의 1인칭 복수의 서

사(polyphonic we-narrative)의 조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 권위적인 ‘우

리’ 서사 전략은 3장에서 사용되며, 대위법의 ‘우리’ 서사는 6장과 10장

에서 사용된다.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녀의 신원에 대한 외적 정보들은, 그날 아침 그녀의 모친

과 마을을 떠난 이래 사라져버린 그녀를 찾아내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거

니와, 마을 사람의 도움으로 얻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을 때 그나마 사람들은 아

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꽃잎:235) (중략)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우리를 먼저 떠

나버린 친구의 누이동생의 흔적은 이미 상실해버린 꿈처럼 우리의 빈곤한 일상의 

갈피에서 매 순간 생생한 상처로 되살아났다. (꽃잎:240-241) (강조-인용자) (3

장에 사용된 권위적인 1인칭 복수의 서사)  

2) 갑자기 우리 중의 하나가 낮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 우리 중 어느 누

구도 그의 등을 토닥여주고 눈물을 씻어주지 않았다. 우리 대신 그가 소리를 터

뜨리고 핏줄을 조이고 있을 뿐이었다. (꽃잎:260) (강조-인용자) (6장에 사용된 

대위법의 1인칭 복수의 서사)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가 ‘우리’ 뒤에 붙어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엄마를 

언급할 때 ‘내 엄마’라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 엄마’라는 말이 더욱 자연스러운 표현

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김정남, 「한국어 대명사 ‘우리의 의미와 용법」, 『한국어 발

음학』 13, 한국어의미학회, 2003, 2.4. ‘친근감’과 ‘우리’, 268~273면.

112) 위의 글, 268~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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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밤중에 우리들 중의 하나가 소스라쳐 우리를 모두 깨웠다. 우리는 허둥대면

서 황망히 창밖을 바라다보았다. 기차는 천안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우

리를 깨운 친구는 말도 못한 채 입만 벌리고 기차의 통로 쪽을 가리켰다. (꽃

잎:300~303) (강조-인용자) 

(10장에 사용된 대위법의 1인칭 복수의 서사) 

「꽃잎」의 ‘우리’는 ‘우리성’(we-ness)을 가지는 집단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대명사다. 이러한 ‘우리성’은 광주 대학살을 목격했던 경험뿐만 

아니라 죽은 친구의 동생을 찾으려는 공동의 목표/행동에 바탕을 둔 집

단으로서 공유하는 ‘자기인식’과 ‘자기이미지’로 형성된 것이었다. 1인칭 

복수 서술자는 다른 작중인물과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한다. ‘우

리’는 죽은 친구에 의해 도덕적인 의무를 느끼게 되었으므로 소녀를 찾

겠다는 욕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단체적 인물이다. 반면에 ‘남자’, 

‘옥포댁’, ‘김상태’ 등 다른 작중 인물들은 ‘우리’와 달리 소녀를 만났음

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도덕적인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앞서 지적했듯

이, 「꽃잎」의 ‘우리’ 서사는 ‘네 번째의 의사소통 상황’과 관련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그룹의 한 구성원은 ‘나’ 대명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

으면서도 ‘우리’, ‘우리들’, ‘우리의’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룹에 속한 

‘나’와 ‘타인’에 대해 집단적 관점에서 서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

에 속한 다른 구성원은 (특히 6장과 10장에서)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개

인성을 유지할 수 있다. 「꽃잎」의 ‘우리’ 서사에서는 서술자가 ‘우리 

중 하나’, ‘(우리의) 그 친구’, (우리의) ‘그의 손’, (우리의) ‘그가’의 대명

사를 사용함으로써 그룹에 속한 다른 구성원의 개인적 존재성을 인정한

다. 「꽃잎」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점은, 한국어 대명사 ‘우리’의 용법, 

그리고 권위적인 1인칭 복수 서사와 대위법의 1인칭 복수 서사의 이 독

특한 조합이 독자로 하여금 ‘우리’의 그룹을 지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

는 전략이라고 보고자 하는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이를 위해 작

품에 나타나는 ‘우리’ 서사의 특징을 주목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

러 한국어 대명사 용법이 이러한 서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밝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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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우선, 권위적인 ‘우리’ 서사가 있는 3장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집합성의 일부이지만 개인 간의 구별 없이 서술자는 견고한 집단 실체로

서 묘사된다. ‘우리’라는 단체를 대신해서 말하고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

는 권위적 서술자는 그룹의 ‘우리성’을 표현하며 그룹 속에 다른 개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그룹은 몰개성화

(de-individuated)되는 것이다. 이것의 결과로서 작가는 독자로 하여금 

‘우리’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동일한 목표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든다. 공통의 목표는 바로 죽은 친구에 대한 고통스러운 마

음을 덜 수 있도록 그 친구의 동생을 찾으러 간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

로, 대위법의 ‘우리’ 서사가 있는 6장과 10장에서는 사용된 ‘우리’의 집

합성 내에서 개인이 여전히 구별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장에서 

‘우리’ 서술자는 더 이상 비인격적인 집단적 실체가 아니게 된다. ‘우리’ 

그룹의 한 개인이 전체 그룹에 대해, 또한 전체 그룹 대신에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서술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룹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라는 토큰을 사용하지만 3장과 다르게 동시에 ‘우리’ 

단체 내의 다른 개인을 구별하고 인정하기도 한다. 이것의 결과로서 독

자는 ‘우리’의 단체가 동일한 공동적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집단적 단체 내에서 자신의 개성, 의견,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인들이 여전히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덧

붙여, 앞서 논의한 ‘우리’라는 대명사의 특수의 용법을 고려하여 본고는 

이 독특한 조합이 독자가 집단적인 ‘우리’ 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된 전략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미 논의했듯이, 한국어의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화자뿐만 아니라 수취인/청자/독자 또한 포함시키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대명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꽃잎」의 경우에 ‘우리’ 서술자

는 독자를 ‘우리’ 그룹에 포함시키는 느낌을 주기 위하여 사용된 서사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독자를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이 아



- 99 -

니었다면 작가/서술자는 독자를 포함시키는 ‘우리’를 사용하는 대신에 독

자를 제외하는 ‘저희’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꽃잎」

의 서술자가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할 때마다, 독자에 의해 읽힌 발언

이 직접 독자를 향해 발화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청자

로서의 독자가 ‘우리’의 그룹에 포함하게 된다는 것도 암시하게 된다. 그

러므로 한국어에서 독특한 의미를 갖는 ‘우리’ 대명사에 관한 서사 전략

은 독자로 하여금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느끼게 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라는 말은 집단 및 단체를 의미함에도, 

‘우리’를 언급하는 서술자/화자는 단체 내에서의 개인성을 여전히 인정하

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화자는 ‘우리’라는 집단적인 대명사만 사용하는 

대신 개인성을 보여주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들 중 하나”라는 

대명사도 사용한다. 또한 서술자/화자는 그룹의 일원 수가 엄격하게 정

의되고 제한된 집단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그룹이 일원 

수가 모호하기 때문에 독자가 포함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독자는 자신을 포

함한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성을 잃지 않고 집단적 단체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는 ‘남자’와 반대

되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머무르는 ‘우리’가 느끼는 좌절감과 의무적 

부담감에 동조하면서 ‘우리’와 동일시하도록 유도된다. 더욱이 이러한 이

데올로기적 갈등은, 바로 보여주지 않고 다만 그것을 알려주는 3인칭 서

술자(‘남자’, ‘그’)를 통해 미묘하게 강조된다. 즉, ‘남자’의 3인칭 서술자

는 보다 자성적이고 친밀한 1인칭 단수와 1인칭 복수의 서술자와 대비

되며, 어느 정도까지 객관적인 서술거리를 이르기 위하여 사용된 서사 

전략이다. 결국 독자는 남자와 밀접하게 동일시하기보다 그를 다소 먼 

거리의 관찰자로 간주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 논한 것을 요약하면, 「꽃잎」에서는 다양한 시점에 관한 서

사 전략이 사용된다. 여기서 친밀한 ‘나’와 참여하게 만드는 ‘우리’, 그리

고 먼 입장에서 관찰되는 ‘남자’야말로 다양한 서술자들이다. 이러한 독

특한 서사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최윤은 독자로 하여금 작품 속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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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작중인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갖도록 한다. 독자는 희생자로

서 묘사된 ‘나’(소녀)와 ‘우리’와 동일시하고 동정하게 하는 반면에 도덕

적인 갈등을 겪는 남자로부터 여전히 중립적이고 관찰하는 시선을 유지

하게 된다.

「회색 눈사람」의 경우, 「꽃잎」과 마찬가지로, ‘나’ 서술자는 ‘우리’ 

서술자와 함께 개인을 집단과 구별하기 위한 서사 전략으로서 사용된다. 

이는, 개인적 목표를 가져가는 것과 집단적인 목표를 가져가는 것을 구

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즉, 「꽃잎」에서 소녀인 ‘나’는 오빠를 

찾고자 하는 개인적 목표를 가지는 반면에 ‘우리’는 소녀를 찾고자 하는 

집단적 목표가 있다. 「회색 눈사람」의 경우, 역시 「꽃잎」에 나타나

는 대립과 마찬가지로, 하원은 소속감을 느끼고 우울증을 치유하려는 목

표를 지니는 반면에 ‘우리’는 금지된 팸플릿을 인쇄하려는 목표를 가지

고 있다.

1) 우리―그렇다, 지금쯤은 우리라고 불러도 좋겠다―는 매일매일 저녁을 알 수 

없는 열기에 접어 그 퇴락한 인쇄소에 갇혀서 보냈다. (회색:36) (강조-인용자)

2) 그 시절 우리―왜 나는 우리라는 단어 앞에서 여전히 수줍고 불편함을 겪는가

―는 모두 넷이었다.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아니었다. 그들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이 우리라는 단어의 사용에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감히, 

그들의 견해와는 무관하게 이 단어를 쓰기로 한다. (회색:39) (강조-인용자)

그러나 한편 ‘우리’ 서사 전략에 관하여 「꽃잎」과 「회색 눈사람」의 

주요한 차이점으로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로, 「꽃잎」에 나타

나는 1인칭 단수 서술자와 1인칭 복수의 서술자는 하나의 동일한 인물

이 아닌 반면에 「회색 눈사람」의 1인칭 단수와 1인칭 복수 대명사는 

모두 하나의 동일한 서술자에 의해 사용된다는 점이다. 엄밀히 말하면, 

「회색 눈사람」에 나타나는 ‘우리’ 서술자는 사실상 1인칭 복수 서술자

가 아니라 1인칭 복수 서사를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는 1인

칭 단수 서술자다. 이러한 차이점은 바로 두 번째 차이점을 제기한다. 

따라서 「회색 눈사람」의 ‘우리’ 서술자는 「꽃잎」의 ‘우리’와 달리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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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청자/피서술자와 포함하기 위한 서사 전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그것은 첫 번째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서술자로서 이

야기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사실상 자신을 그룹에 포함시키

고 아울러 ‘우리’ 그룹의 대표자인 듯이 말할 권리가 없다고 느끼고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느낌을 지니는 원인은 그녀가 한 번도 ‘우리’와 함

께 공동 행동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룹의 다른 구성

원들에게 정회원으로서 인정받지도 못했던 아웃사이더였다는 점에서 이

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요한 공통적 행동에서 소외된 

하원은 ‘우리’ 그룹을 대표하여 권위 있게 서술하는 데에 꼭 필요한 공

유의 경험이 부족한 여주인공이 되어버렸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권리를 부여해줄 수 있는 

공유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면서

도 결국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권리가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꽃잎」의 ‘우리’ 서술자와 다르게, 「회

색 눈사람」의 ‘우리’를 사용하는 하원은 ‘우리’ 그룹에 독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서술자로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하원이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를 사용하면서도 이때 자신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것

을 인식하는 서술자이라는 점에서, 독자/정차/피서술자는 마치 주인공 

자체와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 그룹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꽃잎」

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려하면, 「회색 눈사람」에 나타나는 독특한 

‘우리’ 서사는 독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일반적 ‘우리’ 서사가 아니다. 그

보다는 그 동안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여 생긴 상처로 인해 기억을 의도

적으로 왜곡하려는 주인공의 욕망을 보여주는 서사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인공의 확고한 절망을 밝히는 것에 더하여, 이러한 ‘우리’ 서사는 남

성이 지배하는 ‘우리’ 집단의 비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전략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비도덕성은 남성이 지배하는 ‘우리’의 

집단에 의해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여성 작중인물의 결백성과 대조가 된

다. 다른 한편 하원은 그룹을 위해 애쓰고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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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구성원에게 이용을 당하는 여성 인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두 

여성 작중인물은 결국 그룹에 의해 방치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위

의 두 번째 인용문에서 불 수 있듯이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여주인공 하원은 부도덕한 ‘우리’ 그룹을 여전히 지지

하려고 한다. 다른 한편, 남성 인물은 희생을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한다. 보다시피, 「꽃잎」과 달리 「회색 눈사람」의 ‘우

리’에 관한 서사 전략은 독자들에게 그룹 내부의 인식과 ‘우리성’을 보여

주는 이야기가 아니다. 「회색 눈사람」의 독특한 서사는 학생운동은 공

정하고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통념과 달리, 분열성과 비도덕성 또한 

내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즉, 이 작품은 집단적 학생운동

이 서로 같은 목표를 공유했던 중에도, 이중 잣대와 불공정한 대우로 인

해 분열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윤은 이러한 ‘우

리’ 집단에 대해 이야기할 권리가 없다고 느끼는 주인공을 묘사하는데, 

이를 통해 최윤은 바로 그 집단의 분리와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최윤은 화자와 독자를 배제하는 ‘우리’ 서술자를 사용

함으로써 자기 치유를 원하는 주인공의 욕구뿐만 아니라 집단적 운동 속

에 있는 냉혹한 불평등과 모순 또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란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주인공에 의해 사

용된 대명사다. 그러나 주인공은 계속 집단 속에 자신의 자리가 존재하

는지에 대한 문제로 회의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독자를 포함하기 위해 사용된 ‘우리’라는 대명사를 읽는 독자는 자신이 

‘우리’의 서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독자는 주인공의 외부인으로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 아울러 독자는 주인공과 

독자 자신도 속하지 않는 ‘우리’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이 실행하는 행동

에 대하여, 그 그룹의 외부인 위치에서 의문시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인공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는 1인칭 서술자는 그 자

신의 외부인으로서의 위치를 독자에게 상기시키는, 권위 없는 1인칭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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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우리’ 서술자와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비도덕적

이고 불공평하다고 암시된 다른 작중 인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보다는 

외부인인 하원의 입장과 경험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자극을 받게 될 것

이다. 결과적으로 공감을 느끼는 독자는 주인공의 개인적 의견, 감정 및 

추억에 더욱 동조하기 쉬운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70년대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하원은 여성의 갈등을 구현하며 

그 당시의 가부장적인 전통적 성 역할을 깨뜨리는 작중 인물로 볼 수 있

다. 젊은 여자로서 하원은 가족과 헤어져 독립하고 싶어 한다. 도시로 

떠나고 가족으로부터 독립된 후에, 그녀는 남성들로 주로 구성된 그룹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을 성취할 수 없

었으며 남성 그룹의 동등한 구성원이 아닌 도구로 취급된다. 결국 그녀

는 이모와 함께 다시 이사를 갔고, 그녀의 독립을 포기해야 했다. 그녀

는 결혼하지 않고 성 역할과 관련된 “현모양처”(賢母良妻)113)라는 현대 

한국의 이념에 반항한 여성인물로 묘사된다. 이 묘사를 통해 최윤은 신

자유주의적 가치에 근거한 가부장제의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여성

들이 직면하는 불평등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이 고난을 강조하려고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두 소설에서는 모두 1인칭 단수형과 1인칭 복수형 서술자가 

두 주인공에 대한 긴밀한 이해와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역사적 시기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허구적 이야기는 어느 정도의 신뢰성

을 얻고 있다. 이러한 허구적 기억의 신뢰성을 통해 독자는 주인공이 기

113) 현모양처(賢母良妻)는 현대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새롭고 이상적인 여성상인 ‘현모양처’의 개념은 강력한 근대 국가를 위한 것으

로 20세기부터 발생한 것이었고, 세 가지의 도덕적인 신념들, 즉 한국의 유교 관념인 

부덕(婦德), 일본의 명치시대(明治時代)에서 비롯된 료사이 켄보(良妻賢母)의 젠더 이

데올로기, 그리고 미국 개신교의 선교사 여성들이 장려했던 가정생활 등을 모두 결합

한 것이다. 이 결합된 개념은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여성상을 제시하여 드러났으며, 그 영

향은 현대 사회에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 

여성들은 봉제나 요리와 같은 가정생활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강하

고 지적인 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덕적·지적인 능력을 가를 것으로 기대되었다. 

Choi, Hyaeweol, “‘Wise Mother, Good Wife’: A Transcultural Discursive 

Construct in Modern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14-1, 2009, 3면, 그리

고 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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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 공유하는 과정에 없었던 대화 상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 고통에 

대한 개인적 기억을 사실로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

한 방식으로는 독자가 주인공의 기억들을 텍스트 밖의 역사적 사건과 관

련된 것으로 믿을 만한 증언인 것처럼 더욱 쉽게 생각하게 한다. 요컨

대, 작가는 독자가 모든 주인공과 공감을 느끼게 하려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최윤은 사회적·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로서 묘사

된 특정의 주인공과만 공감을 느끼게 만드는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 두 작품을 통해 과거의 아직 들리지 않은 침묵된 목소리를 포함하는 

중요한 대화를 자극하려고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최윤은 독자들의 독서경험을 주인공과 함께 기억하는 식으로 바꾸기 

위해 세 번째 서사 전략으로 「꽃잎」 9번째 장에서 1인칭 시점과 2인

칭 시점의 결합과 인칭 전환법을 사용한다. 2인칭 서술은 2인칭 대명사

가 주인공을 지칭하는 모든 내레이션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의 주

인공은 일반적으로 유일한 초점화자이며, 또한 작품안의 피서술자가 되

기도 한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현재형의 시점을 통해 서술되었지만, 가

끔 조건 또는 미래시제의 시점을 통해 서술되기도 한다.114) 또한, 한국

인 독자들에게는 독자나 청자를 직접 비판하거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115) 이에 이 절에서는 2인칭 서술은 소녀의 

시점을 통해 초점화가 시작되는 장에 거론되며, 2인칭 서술의 표준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116) 여기에는 이전 프롤로그에서 

나온 가정법 2인칭 서술과 차별화된 면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두 부분 

모두 2인칭 대명사와 관련이 있는 반면, 프롤로그의 ‘너’는 이야기의 주

인공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피서술자

가 ‘너’로 불리듯, ‘너’는 소녀뿐만 아니라 서사하는 주인공인 ‘나’이기도 

114) Richardson, Brian, “The Poetics and Politics of Second Person Narratives”, 

Genre XXIV, 1991, 211면.

115) 황국명, 「2인칭서사의 서술특성과 의미 연구」, 『현대소설연구』 41, 한국현대소

설학회, 2009, 402면.

116) 브라이언 리차드슨 (Brian Richardson)이 주장한 2인칭 서사와 관련된 ‘표준’의 형

식(standard), ‘가정법’의 형식(subjunctive) 및 ‘자기 목적적’(autotelic) 형식에 대한 

분류와 설명에 대해서는 90번 각주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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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그래 그 순간 내가 뭣을 했는지 가르쳐주지. 자 잘 봐. 내가 세세하게 말해주지. 

너는 눈을 똑바로 뜨고 엄마 복부의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액체를 바라보았

어. 갑자기 주위의 아우성 소리가 선명하게 가락가락 귓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지. 

그리고 소리로 되어 나오지 않고는 고통 때문에 너를 더욱 움켜쥐고 있는 엄마 

손, 뜨거운 손, 달아오른 돌, 내 손을 까맣게 태워버릴 것만 같은 엄마 손아귀에

서 손을 빼려고 너는 미친 듯이 팔을 휘둘렀지.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지 않

으려고 눈을 감고, 아니면 엄마의 뒤집힌 흰자위를 괴물 보듯 바라보면서. 그런데 

소용돌이 속에서 굳어져버린 엄마의 손이 너를 놔주지 않았어. 너는 이미 마른 

장작처럼 쓰러지는 엄마의 무게에 끌려가면서 다른 손으로, 그래 잔인하게 엄마 

손 가락의 갈쿠리를 하나씩 떼어내려 했어. 그다음에 너는 어떻게 했지? 눈을 크

게 뜨고 그 1분도 안 될 순간에 네가 한 일들을 천천히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다

시 돌려봐. 독이 펴져 네 몸을 태우더라도, 억눌린 뜨거운 호흡에 네 피가 말라 

가루가 되어버리더라도. 너는 급기야 한 발로 엄마의 내팽개쳐진 팔을 힘껏 누르

고 네 손을 빼어 냈어. 엄마의 근육살이 발밑에서 미끈거렸지. 너는 사력을 다해 

밟았어. 그러고는 무더기로 이동하는 무리를 피해 달아났지. 몇 얼굴을 밟았는지

도 모르는 채, 몇 얼굴이나 네 다급한 발길로 차 내던졌는지도 모르면서 뒤돌아

보지 않고 골목으로 뛰어 들어갔어. 눈을 감고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면서 뛰었어. 

넘어지면서, 등 뒤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산만한 발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때까

지. 아니 엄마의 손이 점점 늘어나 나를 다시 덮칠 것만 같아서 두 손을 겨드랑

이 끼워 놓고. 아 발 밑에서 미끈거리던 엄마 팔의 느낌, 내 손아귀 속에서 아직

도 뜨거운 엄마 손의 촉감. 눈앞에 선연하게 흔들거리면서 달라붙는 영상들을 쫓

기 위해 연신 도리질을 하면서 나는 뛰었어. 함성은 여전히 나를 따라오고 있었

고 숨이 막혀서 꼭 피를 토할 것만 같았지. 등 뒤에서는 거머리처럼 발소리가 달

라붙고. (꽃잎:297~298) (강조-인용자)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목소리는 1인칭 주인공인 소녀를 가

리키는 것이다. 소녀의 죄책감을 부르는 ‘너’는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도

망치는 한편으로 그녀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는 장면을 기억하게 한다. 

「꽃잎」의 9번째 장의 1인칭 서술과 2인칭 서술을 함께 쓴 이 특이한 

기법은 두 가지 방면에서 이야기 해석에 독특하고도 혼란스러운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먼저, 1인칭 서술과 2인칭 서술의 변화는 독자에게 혼란으로 다가올 



- 106 -

수 있다. 이야기 속에서 ‘너’를 사용하는 서술자가 애매모호하게 남겨질 

때가 여러 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녀가 서술하는 내용에서, “너”의 

두 가지 목소리가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 상황에는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 다 알고 있는 목소리 혹은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를 

담은 대화가 나온다. 이에 1인칭 서술자가 소녀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

지만, 대명사 ‘너’를 쓰는 서술자는 다른 인물이나 (예를 들어 작가, 소

녀의 어머니, 또는 상상 속의 노파의 목소리) 소녀의 의식 속에서 말하

는 것일 수도 있다. 첫 번째 상황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아니고 다른 인

물의 목소리라면, 이 목소리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진실을 드러내는 것

처럼 전지전능한 인물을 나타낸다. 두 번째 상황에서 목소리가 소녀 자

신에게서 오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소녀의 지혜로운 자아가 무지한 자

아에게 진리를 밝히고 다시 기억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

다. ‘나’와 ‘너’ 대명사 간의 전환은 프로이드가 주장한 이드(id)와 초자

아(superego) 사이의 대화처럼, 소녀가 자기 아닌 타자의 목소리를 사용

하여 자신을 심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사에서 ‘너’와 ‘나’ 대명사를 쓰는 두 가지 서술자의 조합이 

하나의 같은 문장에 나타날 때, 독자는 이러한 위협적인 ‘너’ 발언을 하

는 서술자가 누구인지 궁금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너’ 발언은 십대 

소녀가 생각해 내기에 너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을 주며, 다른 한편으로 

소녀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만 알려진 것을 기억하도록 어떻

게 강요할 수 있는지 독자는 궁금해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명확히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러한 질문과 가설을 모두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2인칭 서사의 특징을 통해 실현된다. 결과적으로, 목소리의 존재와 

화자가 결코 명확해지지 않으므로, 독자는 그것을 정의함에 있어서 스스

로 선택을 해야 하게 된다. 이렇듯 최윤의 독특한 서사 전략은 독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작성하고 단독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너’ 그리고 ‘우리’ 대명사는 (‘나’ 대명사

와 달리) 독자와 엿듣고 있는 자들이 이 대명사를 듣게 되면 공동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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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일원이 아니면서도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할 확률이 

크다.117) 다른 말해서, 어떤 메시지는 독자/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의도하지 않은 수신자(un-intented receiver)들이 이러한 

독특한 ‘너’ 또는 ‘우리’ 대명사에 있는 메시지를 자신을 향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1인칭 서술자와 2인칭 서술자의 전환은 독자

로 하여금 텍스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할뿐만 아

니라 그에게 서술자와 소녀 사이에 있는 기억을 상기시키는 대화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느낌 역시 일으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잘 봐”

라는 명령문을 통해 서술자의 목소리는 주인공과 독자 모두에게 다음에 

공개될 내용을 듣도록 촉구한다. 일단 독자의 관심이 확립되면 ‘너’의 과

거 행동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자세한 폭로가 바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폭로는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했지?”라는 

수사적 질문으로 중단된다. 독자는 일반적으로 독자/청자/피서술자를 포

함하는 ‘너’ 대명사가 있는 문장을 읽을 때 텍스트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러한 문장을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명령을 따르고 주인공과 자신 모두

에게 던져진 이러한 질문에 답하도록 유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문장 안의 1인칭 단수 서사와 2인칭 서사의 결합

은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태도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1인칭 서사를 사용하여 최윤은 독자로 하여금 서사에 참여하게 

하고 그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서사를 직접 경험하게 한다. 그에 더하

여 고의적 목적의 유무에 상관없이 수신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모호한 

대명사 ‘너’를 사용하여 꼭 기억해야 할 명령은 주인공인 소녀뿐만 아니

라 방관자인 독자에게도 향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서술자가 ‘너’에

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고통스러운 사건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너’를 통해 호명되는 독자는 단순한 소극적인 수령인이 아니라 청자, 서

술자 및 피서술자의 역할을 한꺼번에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독자로 

117) Margolin, Uri, “Telling Our Story: On ‘We’ Literary Narratives”, Language 
and Literature: Journal of the Poetics and Linguistics Association, 5-2, 1996,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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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소녀와 함께 숨겨진 과거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동일시를 위한 서사 전략은 독자가 어느 정도 

서사적 공감(narrative empathy)을 얻는 데 도움이 되며, 주인공의 기분

과 감정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쉽게 재구성하게 하는 장

치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의할 서사 전략은 주인공과 함께 기억하는 행위를 유도

하기 위한, 자성을 촉구하는 질문의 반복성이다.

텍스트 분석을 요약하자면, 우선 사회적 기억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하

여 최윤의 소설들은 독자들에게 소통과 사회적 기억의 과정(social 

remembering process)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서술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독자를 역동적으로 기억하는 과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작가는 주인공으로부터 독자들에게 기억

을 전송하며 그가 쓴 두 소설들 속 침묵과 사회적 기억의 부재를 극복한

다. 그러나 이런 부재가 만든 침묵은 반 침묵(semi-silence)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짜 침묵이 아닌 침묵은 

최윤이 다른 주인공 사이의 침묵을 깨뜨리고 독자들에게 증언하려는 주

인공을 등장시킨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둘째, 앞서 언급된 서술전략을 적용하면서 작가는 독자들이 주인공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아픈 기억을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상한다. 인물들 사이에서 사라진 사회적 기억과 내면화된 증언

의 조합은 독자만이 공감할 수 있는 구원의 외침으로 기능한다. 즉 서사

적 공감(narrative empathy)118)을 보여주는 태도를 자극함으로써 독자

에게는 주인공이 기억을 전달할 수 있는 실제에 없는 대화상대(dialogue 

partner)인 것처럼 이러한 역할이 주어진다. 이때 목소리가 상실된 주인

공들은 독자를 통해 그들에게 각인된 상처와 고통에 대한 기억을 전달하

기 위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독자는 주인공의 창작세계에서 부재한 사회적 기억을 극복하는 유대적인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다.

118) Keen, Suzanne, “A Theory of Narrative Empathy”, Narrative, 14, 2006, 

208~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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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소설의 경우에는 주인공에서 주인공으

로 또는 대대로 생물학적으로만 전달이 가능한 사회적 기억은 이제 소설

에서 다양한 세대의 개개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의 일부에 속한 최윤의 두 소설은 소설 

속 주인공의 기억이 텍스트 밖의 존재인 독자/피서술자에게 역동적으로 

전달됨으로써 ‘적극적인 문화적 기억’(active cultural memory)의 세계

에 도달할 수 있었다. 요컨대, 최윤은 물질적 수단으로서의 소설의 창작, 

즉 문화적 기억의 일부로서 상징, 서사 전략 등의 기법을 통해 효과적으

로 주인공의 개인적 기억을 독자들에게 전달시키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

었다.

3.2. 문화적 기억 일부로서의 작품 – 작가의 ‘메모리 박스’

앞선 장에서 살펴본 것에 따르면 최윤의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고통에 대한 물리적 기억이 독자의 독서 과정을 통해서 상징적으

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독자의 역

할을 통하여 텍스트의 문화적 기억을 역동적인 문화적 기억으로 전환시

킬 수 있게 된다. 이 절에서는 앞서 추출한 결론을 바탕으로 최윤의 소

설에 나타나는 ‘메모리 상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본고는 

최윤이 기억을 통해 고통을 재현하는 방식을 분석하며 그의 개인적 기억

이 텍스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최윤의 작품

과 비슷하게 ‘고통’과 ‘기억’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과의 비

교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주로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와 장선우 감독의 영화 <꽃잎>(1996)와의 비

교 작업, 그리고 「회색 눈사람」과 「하나코는 없다」(1994)와의 비교 

작업을 통해서 잘 드러날 것이다.

최윤의 소설이 고통을 묘사하는 방식과 이 묘사가 그의 개인적인 기억

을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메모리 박스”

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조그 로게(Jorg Rog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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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하누 살미(Hannu Salmi)는 2014년에 출판된 『메모리 박스: 

1500-2000까지 역사적인 문화의 전이에 대한 실험적 접근(Memory 

Boxes: An Experimental Approach to Cultural Transfer in History, 

1500-2000)』에서, ‘메모리 박스’의 기원을 설명한다. 그들에 따르면 

‘메모리 박스’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A memory box, or keepsake box, is associated with romantic fiction and 

childhood culture. It has often been a wooden chest, made for storing 

mementos. As cultural artefacts memory boxes have their own long 

history; they can be interpreted as artefactual expressions of the self, as 

vehicles of memory as well as transmitters of material reminiscences of 

the past to the future.119) 

A memory boxes is a carrier or a container of cultural meanings, 

symbols, emotions and memories. [...] Memory box encapsulates cultural 

features for later, potential activation”. [...] [A] memory box needs to be 

perceived and opened in order to be conceived as a chest of memories 

from the past.120)

 이와 같이, 로게(Rogge)와 살미(Salmi)는 “메모리 박스”라는 용어를 

과거의 측면과 연결되거나 그것을 재현한 기억을 담고 있는 물리적 객체

로 정의하며, 그것은 제작자 자신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상자를 열면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추억이 드러나고 감지되며, 그럼으

로써 다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기억할 수 있다.

 로게와 살미는 더 나아가서, 단어의 구체적인 용법이 이미 주변 환경

(상자)과 격리되어있는 어떤 것(기억)을 이미 휴대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문화 전이에 대한 분석에 메모리 박스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121) 메모리 박스는 기억의 보관함, 다시 말

119) Aali, Heta; Perämäki, Anna-Leena; Sarti, Cathleen, Memory Boxes: An 
Experimental Approach to Cultural Transfer in History, 1500-2000, 

Transcript-Verlag, 11면.

120) 위의 책, 18면.

121) 위의 책,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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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억에 대한 물질적 언급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리

적 의미에서 경계를 넘는 문화적 전이뿐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과거로의 시간 이동에 대해서도 매개가 될 수 있다.

로게와 살미에 이어서, 최윤의 소설들(그리고 고통의 경험과 기억을 

다루는 여타 유형의 문화적 인공물들)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기념품 상

자)가 아닌 은유적 의미(과거의 기억을 포함하여 사회의 문화적 측면을 

보여주는 스토리)의 메모리 박스라고 할 수 있다. 메모리 박스로서, 그의 

소설은 가상의 등장인물의 기억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그 주변의 세계 관찰에 의해 형성된 작가 자신의 기억을 어느 정도 반영

한다. 왜냐하면 최윤이 자신을 사회의 관찰자라고 주장했고, 그의 소설

이 그런 관찰의 산물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소설에는 

작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의 집단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작가의 개인적인 기억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메모리 박스로서의 소설이 열릴 때마다 그 내용은 활성화된 기억으로 옮

겨진다. 다른 말로 하면, 작가가 문학 작품으로 저장될 만큼 충분히 중

요하다고 생각한 자신의 경험과 결합하여, 그의 소설은 집단적, 공동 경

험에 대한 반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소설 안에 일단 포함됨

으로써, 이러한 허구적이며 공인된 기억은 인간의 망각 경향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

다. 이 절에서는 주로 소설에 반영된 작가의 존재와, 기억을 통한 고통

의 재현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특성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에 초점

을 맞출 것이다.

앞서 최윤의 소설은 문화의 전이 과정에 있어 메모리 박스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제 본고는 이 마지막 절에서 메모리 

박스와 관련된 시대를 함께 살핌으로써 최윤의 메모리 박스의 내용을 분

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억의 융합을 구현한 소설을 분석하면서 본고는 

소설에 반영된 최윤의 개인적 이념, 역사의식, 그리고 작가적 의도의 양

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윤 소설에서 고통을 묘사하는 방법을 

여타 기억의 상자에서 나타나는 묘사의 양상과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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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잎」의 경우는 소설에서 나타난 고통에 대한 묘사를 장선우의 영화 

<꽃잎>에 나타난 묘사와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회색 눈사람」의 경

우는, 최윤의 다른 작품인 「하나코는 없다」(1994)와의 비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단편소설은 기억과 회상을 다루지만 「회색 눈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여성의 관점보다는 남성의 관점에서 쓰인 것이다. 최윤의 

이 두 소설에 반영된 관점, 역사의식, 이념 및 작가적 의도를 분석함으

로써, 본고는 최윤의 문학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집단적 · 문화적 기억의 일부인 다양한 메모리 박스의 수집에 있

어 최윤의 두 소설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

다.

먼저 최윤의 소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이하 「꽃

잎」)와 장선우의 소설을 각색한 영화 <꽃잎>(1996)(이하 영화 <꽃잎>)

에 나타난 고통의 묘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설과 비교하면 영화는 선

행 연구들122)이 이미 논의했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즉 두 작품이 모

두 다른 시간에 등장하였고,123) 또한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 매체에 속한

다는 것 외에도, 각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저하게 다른 방식

122) 소설과 비교하면서 영화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채원, 「소설과 영화의 표현양식 연구」, 『문학과영상』 8.2, 문학과영상학, 2007.

이덕화, 「일반논문 :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와 영화 꽃잎의 비교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5,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김효정, 「소설과 영화의 서술 양상 연구 －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를 중심으로 －」, 『한국말글학』 27, 한국말글학회, 2010.

조미숙, 「소설의 영화화 연구 –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와 장

선우의 「꽃잎」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43, 2005.

황영미, 「소설의 영화화에 있어서의 시점 연구」, 『국어국문학』 159, 국어국문학

회, 2011.

123)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vel and film extend from formal 

considerations to their very conditions of production – which themselves have 

quite distinct meanings attached to them. [....] What is clear is that certain 

features of novelistic expression must be retained in order to guarantee a 

‘successful’ adaptation, but clearly the markers of success vary depending 

largely on which features of the literary narrative are deemed essential to a 

reproduction  of its core meaning.” Whelehan, Imelda, “Adaptations: The 

contemporary dilemmas”, in Cartmell, Deborah; Whelehan, Imelda(ed), 

Adaptations: From text to screen, screen to text,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9,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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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처로 인한 고통을 묘사한다는 차이가 있다. 고통이라는 공통적인 

테마를 다룸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두 작품에서 제시된 지

배적인 이념과 역사의식의 수준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차이를 드러내려면 우선 소설과 영화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논의하는 것

으로 시작해야 한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영화는 소설이라는 쓰인 텍스트

의 한 변형이며 텍스트뿐만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 및 사운드를 모두 결

합한 것이라는 점이다. 소설은 88면이며 프롤로그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영화는 상영 시간이 총 101분, 138장면(씬/공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소설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남자’, ‘소녀’ 그리고 ‘우리’ 

인물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대체로 유지한다. 그러나 매체를 변경함으로

써 필연적으로 소설의 특정 측면은 영화화 과정에 동일하게 반영되거나 

유지될 수 없었다. 그 주된 이유는 화면에 텍스트를 옮길 때, 감독이 일

반적으로 원작 텍스트를 해석하거나 그것에 어떤 부분을 추가하고 생략

하는 예술적 자유를 어느 정도 지니기 때문이다. 영화 <꽃잎>의 경우, 

이 자유는 원작에 비하여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조적 변화를 낳은 

해석으로 실현되었다.

두 번째 분명한 차이점으로, 소설에 독자를 서사로 끌어들이는 특유의 

‘당신’ 프롤로그가 영화에 있어서는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말 격의 에필로그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설의 독자와 

달리 관객은 영화의 서사 전체에서 소녀에 대한 공감을 나타낼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다. 관중/수용자를 향한 메시지로 시작하는 대신, 영화는 

흔들리는 카메라로 촬영된 탱크와 군인의 이미지로 시작된다. 라이브 영

상과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러한 다큐멘터리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서사에 특정 수준의 역사성을 추가하려는 영화에서 사용된다. 또한 역사

적인 언급이 거의 없는 소설과 달리, 영화는 5.18과 관련된 TV 연설, 

김추자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 ‘꽃잎’ 및 국가의 반복 사용 등, 영

화 외부의 역사적인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위한 기술을 전반

에 걸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관객으로 하여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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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영화를 역사성이 높은 영화로 생각하게 만드는 데 주요한 기능을 한

다. 이와 같은 도입부와 역사적 지시를 통해, 영화의 위치는 ‘완전한 허

구’(pure fiction)와 ‘다큐드라마’(documentary drama: 실제 사건을 재

현한 드라마)124)의 가느다란 경계선에 위치하게 된다. 영화감독은 다큐

멘터리 스타일 이미지를 추가함으로써, 원작의 스토리를 허구적 요소와 

실제 기록된 영상을 섞은 서사로 변경하였다. 다시 말해서, 영화는 역사

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소설의 개작이며 영화로 제작하는 과정에

서 개인적인 해석과 여러 겹의 역사적인 의미가 추가된 결과물이다. 이

런 특징을 통해 이 영화는 픽션과 다큐멘터리 드라마 사이의 장르에 속

하게 되고, 아울러 사회적·역사적 문제를 밝히는 영화의 효과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 차이점은, 영화에서 소녀의 기억은 소설에서와 같

이 주인공에 의해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플래시백과 다채로운 애

니메이션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복되는 흑백 플래시백

이 슬로우 모션으로 표시되어 장면에 극적효과를 추가하게 된다.

매체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메시지의 변화를 의미한다.125) 그러므로 영

124) ‘다큐멘터리 드라마’는 ‘하이브리드 영화’(hybrid film)로 분류되며 인터뷰, 문서, 

미디어 증언 등과 같은 실생활 자료에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드라

마이다. Žantovská, Ester, “The Limits of the Representation of Authenticity: 

Documentary Drama and Politics Today”, Litteraria Pragensia: Studies, 
Literature and Culture, 20(39), 2010, 73면. 스티븐 립킨(Steven Lipkin)이 다큐멘

터리 드라마에 대한 설명하는 것은 “Docudrama argues with the seriousness of 

documentary to the extent that it draws upon direct, motivated resemblances 

to its actual materials. As fictions, docudramas offer powerful, attractive 

persuasive arguments about actual subjects, depicting people, places, actions, 

and events that exist or have existed. To borrow a page from Nichols, it is 

on the basis of its close resemblances to actuality that docudrama argues for 

the validity of its metaphors. The stories of docudrama attempt to persuade 

us with a logic of motivated iconicity.”라고 한다. Lipkin, Steven N., Real 
Emotional Logic: Film and Television Docudrama as Persuasive Practice,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2, 4면. 다시 말해서 다큐멘터

리 드라마란 역사적인 현실을 묘사하지 않아도 이 역사적 현실과 유사한 그림을 보여

주면서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허구적인 영화 

형식인 것이다.

125) Rombes, Nicholas, Cinema in the Digital Age, London: Wallflower Press, 

2009,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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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소설 사이의 매체와 표상의 근본적인 차이가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

해 접근하고 묘사하는 방법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소설 「꽃잎」에서는 

고통이 소녀의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내면을 드러내는 내성적인 기억

을 통해 자세히 개인화된 방식으로 접근되고 묘사된 반면, 영화 <꽃잎>

에서는 개인화된 고통이 최소한의 수준까지 감소되고 대신 관찰자의 관

점에서 그 고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소

설에 나타난 트라우마적 사건에 대한 기억은 소녀의 관점에서 쓰이고 전

달된다. 그녀의 회상은 그녀가 느끼는 아픔, 죄책감, 통증, 고통의 개인

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독자는 소녀의 회상을 통해 그녀가 미

칠 듯이 어머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죄책감 때문에 검은 휘장과 관련된 회피전략이 형성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영화에서는 여러 번의 플래시백과 3번의 보이스 오버

(voice-over narration)를 통해 소녀의 기억을 관객에게 보여준다. 이러

한 플래시백은 종종 무음과 흑백으로 이루어지며, 소녀의 정신적 통증과 

고통을 나타내는 내성적인 표현은 거의 없다. 소녀의 트라우마를 초래한 

경험을 어느 정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소녀가 이러한 충격적인 

경험을 겪을 때 그녀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보

이스 오버는 첫 번째 애니메이션(옛집 방문 시), 기차를 탈 때, 그리고 

트럭을 타는 장면이 나올 때 나타난다. 소녀에게는 내면의 생각을 표현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지만 소설과 달리 영화의 소녀는 두려움과 같은 

기본 감정 외에는 표현하지 못한다. 한계가 있는 보이스 오버를 사용함

으로써, 영화는 소녀를 상처 입은 피해자의 역할에 제한되는 이미지로 

제시한다. 또한 소녀의 인식이나 자신의 계속되는 고통에 대한 원인도 

설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의 장면에서 소녀는 어딘가에 묻힐 시

체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있다. 이 장면에서 보이스 오버로 소녀의 개인

적인 생각이 관객에게 전달되며, 마지막 문장을 직접 발화하면서 우는 

소녀의 얼굴이 클로즈업 형식으로 이어지면서 끝난다.

난 커다란 차에 실려가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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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거기 왜 탔는지

내 몸에 피가 묻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나봐

얼굴 없는 사람들, 구멍 난 사람들이 거기 타고 있었어

근데 더 무서웠던 건 구멍난 엄마가 거기 같이 타고 있을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 오빠... 

(영화 <꽃잎>, 트럭 위의 씬 1:24:10~1:25:01) (강조-인용자)

위의 보이스 오버 텍스트에서 나타나듯, 이 장면에서 소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직접 표현한다.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

은 바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 둘러싸여 있다는 상황이고, 아울러 구멍

난 어머니도 그 시체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러나 소

설과 다르게 영화에는 소녀가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더 이상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트럭을 타는 씬에 이어지는 다음의 씬에서도(소녀가 

어머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장면) 이 두려움은 설명되지 않는

다. 그녀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혹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죄

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것인지, 영화는 소녀의 감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하지 않는다. 강한 두려움과 자신을 처벌하려는 소녀의 태도를 설명하는 

소설과 달리 영화에서는 내성적인 장면이 기본 감정에 대한 표현으로 축

소된다. 이에 영화는 소녀의 고통에 대한 소녀 자신의 인식이 거의 나타

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소녀는 다만 불쌍하고 정신이 미쳐버린 희생자

로 묘사되며 관객은 그녀의 기본 감정, 외모 및 신체 상태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소년의 두려움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관객은 위의 장면에

서, 트라우마 사건과 관련된 고통의 이유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외부인과 같은 관찰자가 될 뿐이다. 상황에 대한 추론과 심층적

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관객과 주인공 사이의 감정적인 거리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통의 묘사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다른 예는, 영화에서 소녀의 웃

음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소녀의 상태를 상징하는 데만 사용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소설에서 소녀는 자신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자각하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웃는다고 다시 때리고 윽박질렀어. 나는 죽을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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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 입을 다물었지”(꽃잎:296), “나는······ 그래. 자 천천히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을 되새겨봐. 내 뼈가 고통으로 녹을 정도로 천천히”(꽃

잎:296)라는 문장을 통해, 소설에서는 소녀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태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과 스스로를 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영화가 추론과 자기 인식이 없는 불쌍한 작중인

물을 묘사하는 것과 달리 소설은 반대의 결과, 즉 독자가 소녀를 단지 

미친 소녀 또는 목소리와 의지가 없는 불쌍한 희생자로 보지 않게끔 하

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3.1에서 이미 논의된 서사전략은 독자가 주인

공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마치 독자가 인물의 마음속

에 있는 것처럼 소녀의 눈으로 사건을 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영화의 

작중 인물과 고통에 대한 묘사와 비교하면, 소설은 독자와 소녀 인물과 

그녀의 고통 사이의 감정적인 거리를 더 좁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고통에 대한 묘사 방법을 면밀히 비교함으로써, 두 작품 

모두에서 지배적인 이념과 역사의식에 관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본고는 이념과 역사의식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자 

한다.

먼저, 지배적인 이념에 관하여 소설에서 작가는 역사적·집단적 고통보

다 개인적 고통에 중점을 둔다. 최윤은 자신을 단지 사회와 주변의 관찰

자로 여기고 있어, 서사 전체에서 정치적으로 특정한 입장을 선택하거나 

인물의 행동과 선택에 관한 도덕적 판단을 드러내는 것을 지양하고자 한

다. 예를 들어 집단적 트라우마와 폭력을 불러일으킨 원인을 보여주기보

다 작가는 고통과 그런 고통을 주는 트라우마의 지속적인 영향과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소녀의 회상을 통해 독자는 

각인된 기억 때문에 그녀가 겪었던 깊은 상처와 계속되는 고통에 대해 

잘 알게 된다. 이때 상처를 주는 경험을 상기시키는 회상은 과거형으로 

쓰임으로써 과거 사건과의 거리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

윤은 역사적, 집단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데 초

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후 개인에게 각인된 

상처와 고통의 결과를 보여준다. 요컨대, 최윤에게 과거란 개인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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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는 것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 자신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영화는 영상과 소리를 결합하는 매체적 성격을 활용하여, 

관객이 직접 경험하는 작중 인물이 된 것처럼 그 사건을 재창조하고 과

거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트라우마적 고통에 대한 극적인 재현 

방식을 서사적 감정 등과 결합하여 역사성의 수준을 높이는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장면을 통해, 영화는 역사적인 과거에 초점을 맞춘다. 이 과정

에서 영화는 개인적인 상처와 고통보다는, 집단적인 측면의 고통으로서 

과거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영화

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과거에 대한 이미지를 관객의 기억에 각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직접 언급되는 광주 학살로 인한 

사회적·정치적 사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역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객들에게 3인칭 관찰자의 관점에서 촬영된 다큐멘터리 스타일

의 여러 가지 강렬한 영상이 제공된다.

다음으로, 고통 묘사 방식의 차이점은 역사의식에 관한 차이를 드러낸

다. 소설의 경우, 우선 엄밀히 말해 최윤의 소설은 주로 외상과 고통의 

지속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고 원인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 것을 

앞서 밝혔다. 이에 상응하여, 소설에서 보여주는 역사의식의 수준도 높

다고 할 수 없다. 고통에 대한 최윤의 묘사는 광주 학살에서 영감을 얻

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작가는 소설과 역사적 과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화의 시도와 달

리 최윤은 소설 전체에서 역사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최윤이 이러한 직

접적인 언급을 생략한 이유와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처럼 간

접적 묘사라는 방식과 소설 속에서의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미

루어볼 때 그는 소설에서 오히려 보편적인 의미의 차원을 두텁게 하는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묘사된 트라우마적 경험이라는 테

마와 표현이, 천안문 학살(1989)126)과 스레브레니차 집단 학살(199

126)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라는 주제는 마 지안(Ma Jian)의 「베이징 코마」

(Beijing Coma), 신 통(Shen Tong)의 「거의 혁명」(Almost a Revolution)과 루이

자 림(Louisa Lim)의 「기억상실증의 공화국, 천안문의 재방문」(Republ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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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과 같은 또 다른 트라우마적 역사적 사건에 관한 개인적인 증언에

Amnesia: Tiananmen Revisited)과 같은 여러 작가의 작품들에서 언급되었다. 마 지

안의 소설 「베이징 코마」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가 자신이 1989년 6월 4일 천

안문 광장에서 총을 맞은 지 10년이 지났던 것을 알게 된 다이 웨이(Dai Wei)라는 

인물의 인생을 그린다. 따라서 이 소설의 내러티브는 다이 웨가 총을 맞기 이전 시절

에서 그가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의 시절로 전환되는 것이다. Ma, Jian; Flora, 

Drew(trans), Beijing Coma, New York, NY: Picador, 2009. 「거의 혁명」은 신 

통의 천안문과 관련한 자서전적인 작품이다. 1989년 봄에 베이징대학교의 학부생이

었던 신은 당시 성실한 아들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베이징의 출신인 낭만파 시인이

었고, 「거의 혁명」이라는 학생 운동의 지도자였다. 이 작품에서는 가족에 대한 초

상화과 통찰력 있는 목격자의 기록을 날카롭게 결합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천안문 

사태에 대해 상기시키는데, 이는 좌절된 개혁과 정치 구조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딜레

마에 대한 균형잡힌 분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천안문 대학살 몇 달 전의 혼돈, 낙관

주의, 자기중심주의, 학생 운동의 약속 등에 대한 생생한 내부자의 시각을 제공한다. 

작품은 만약 당시 더욱 나은 학생 전략이 있었다면 신이나 정부 개혁자들과 같은 책

임감 있는 젊은 지도자들이 원했던 바를 달성하고 비극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포한다. Shen Tong, Almost a Revolution: The Story of a Chinese 
Student’s Journey from Boyhood to Leadership in Tiananmen Squar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천안문 시위를 다루고 있는 논픽션 작품과 관

련하여 「기억상실증의 공화국, 천안문의 재방문」(Republic of Amnesia: 
Tiananmen Revisited) 또한 참조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저널리스트 루이자 림의 수

상작이며, 옥스퍼드대학출판부에서 2014년에 출판되었다. 림은 그의 역사적인 논픽션 

작품에서 1989년 천안문 광장의 시위와 및 6월 4일에 발생했던 천안문 광장 대학살

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깊이 천착해보고, 이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 가

해자, 목격자 등의 기억을 연구하여 1989년 학생 시위 사건과 여파에 대한 독자적이

고 개인적인 증언을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Lim, Louisa, The People’s Republic of 
Amnesia: The Tiananmen Revisit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허구와 논픽션의 여부와 상관없이 작품들의 공통된 주제는 모두 외상의 경험

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천안문 대학살에 대한 작가의 글은 

집단적인 외상이나 역사적인 진실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대신에 역사적

인 사건의 동력과 결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작가들은 최윤과 마찬가지로 희생자

의 개인적인 상처, 아픔과 고통을 묘사하는 작은 이야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최윤의 작품 「꽃잎」은, 집단적·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생긴 충격적

인 경험을 다루는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할 때 집단적 외상과 관련하여 유사점을 

뚜렷이 보인다. 바로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개인적 외상을 통해 언급한다는 점이다.

127) 예를 들면, 스레브레니차 대량 학살의 생존자 중 한 여성인 무니라 수바시(Munira 

Subaši)은 “유죄의 양심의 고통보다 손실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하였

다. Leydesdorff, Selma, Surviving the Bosnian Genocide: The Women of 
Srebrenica Speak,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1, chapter 

“Sabeheta’s Story”, 15면.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생존자의 외상 사건과 관련된 공

통적인 감정은 유죄이며, 이것은 바로 최윤이 대학살과 외상에 대한 묘사에서 강조한 

것과 정확히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유사점은 대량 학살 기간 동

안 가족 전체를 잃은 팀카(Timka)라는 다른 목격자의 정언에서 찾을 수 있다. 팀카

가 슬퍼하면서 “나는 외로움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어요. 이 네 개의 벽 안에서 밤낮

으로 앉아 있고요. 저는 형제, 누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배우자도,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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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견되는 테마와 표현과 밀접한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증언과 기억의 기록은 집단적 고통보다는 개인적

인 고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작가의 초점은 상실의 아

픔, 죄책감, 외로움으로 인한 고통에 있다. 그런 점에서 「꽃잎」의 서사

는 허구적인 묘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트라우마 및 희생자들의 개인

적인 증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5.18 광주민주화운

동에 대해 모르는 독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트라우마적 경험이나 과거에 

발생했던 다른 사건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면 허구적이라도 소설을 

읽을 때 상대적으로 쉽게 다른 트라우마에 대한 증언과 실화를 이어갈 

수 있고, 원인을 보다 쉽게 상상하며 희생자와 동정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윤은 역사적 사건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

접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시대를 초월한 개인적 고통에 집중하며, 소설을 

통해 개인이 개인적인 상처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고투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스토리를 묘사한 것이다.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일반화된 

서사와 축소된 역사성은 그녀의 작품에서 보편적 가치가 달성되는 데 기

여한다. 소설 「꽃잎」의 독자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는 욕망, 죽음을 환기할 때 느끼

는 죄책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느끼는 외로움과 같은 인간

의 일반적 본성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영화의 경우, 장선우 감독은 영화의 서사를 통해 광주라는 역

아무것도, 돌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높고 지구는 낮지만 저는 아직도 

살아야 하겠죠. 제가 어디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또는 다른 곳에서 있든지, 저는 

영혼이 아파하고 혼자만 남았어요.”라고 했을 때, 그의 증언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원문은 “I am dying of loneliness. I sit within these four walls, day and 

night, I have no one to take care of Ⲻno brother, no sister, no father, no 

mother, no spouse, nothing, nothing. But the heaven is high and the earth is 

low, and I have to live. Wherever I am, here or somewhere else, my soul 

aches and I am all alone.” Leydesdorff, Selma, Surviving the Bosnian 
Genocide: The Women of Srebrenica Speak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1, chapter “One Farewell: The Desolation, The Women”, 

15면.) 이러한 애통한 증언은 「꽃잎」의 소녀가 한탄하는 표현과 매우 흡사하고, 개

인적인 고통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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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건 자체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그는 역

사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이 사건에 대한 작중인물의 의견을 보여줌으

로써, 학살로 인한 고통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직접 비판한다. 관객에게 

역사적인 사건을 명백하게 지시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동시에 들리는 민

족주의적 음악을 통해서, 이러한 묘사전략은 감독의 사회·정치적 인식과 

비판을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감독은 역사와 사회 환

경에 의해 학대받는 한 소녀를 묘사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윤리적인 질

문, 즉 누가 행복하고 무죄한 소녀를 트라우마로 상처를 입은 미쳐버린 

소녀로 만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요컨대, 소설에서는 

작가의 정치적 인식이 명백하게 전달되지 않은 반면, 영화에서는 정치적

으로 명백한 의도로써 드러나는 것이다. 다만 소설의 경우에도, 독자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역사의 

격동기의 개인적인 고통을 묘사하는 최윤의 스토리에 또 다른 의미와 뉘

앙스가 추가될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감독이 역사적 배경을 잘 알

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얻은 독자는 스토리에 역사성을 추

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이러한 역사적 지식이 없는 

독자는 기억, 트라우마 및 고통과 관련된 인간 본성에 관한 정보를 새롭

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윤이 고통을 묘사하는 과정에서는 광주 사건에 대한 역

사적 지식이 배경으로 옮겨진 대신 인간 본성의 측면을 묘사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설과 영화 각색에서 고통에 대한 

묘사를 대비함으로써, 최윤은 말하기보다는 보여주기의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의 행동과 의도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

심을 요구한 것이다. 작가는 독자가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부사항을 소설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는 이

에 대해 궁금증을 느끼며 알고자 하는 한편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결국 관심을 기울이며 열의가 있는 독자만이 작가가 직접 보

여주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서사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숨겨 둔 차원을 발

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설에서는 인물의 내면화된 추론과 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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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이 추가됨으로써 독자들이 주인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이 

더욱 쉬워진다. 

반면 영화는 특이하게도 ‘보여주는 것’(showing)을 해주지 않고, 오히

려 ‘스토리를 말해주는 것’(telling)을 한다. 원작의 내면화하는 특성을 

지니지 않고, 영화는 독자 앞에서 영상을 보여주고 독자들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 지까지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개인의 참여와 

발견을 위한 여지를 거의 마련하지 않는다. 감독의 의도는 한국사에서의 

역사적 사건의 고통과 잔인성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사회적 사건에 대

한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데 있다. 감독이 최윤의 소설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그 스토리를 역사적으로 확실한 광주 사건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영화의 각색은 매체가 메시지를 어떻

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객이 영화를 메모리 박스와 같이 열 때마다 적극적인 기억의 

공간으로 오게 되는 기억은 바로 광주의 집단적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의 

현실이며, 당국과 가해자의 잘못을 의식적으로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

다는 감독의 요구이다. 반면 최윤의 메모리 박스를 여는 독자는 개인적

인 트라우마의 경험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건을 

기억하는 방법, 즉 개인적 기억을 담고 있는 개인화된 이야기를 보여주

는 방법에 대한 최윤의 개인적인 견해를 상기하게 될 것이다. 최윤이 광

주 사건 당시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광주 학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

므로 그는 그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호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비롯한 사회 속의 다른 개인들에게 그 사건의 지속적인 

영향과 결과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윤의 소설에 담긴 자신의 견해, 역사의식, 지배적인 이념 및 작가의 

동기를 더욱 깊이 드러내기 위해 이어서 본고는 「회색 눈사람」과 최윤

의 다른 단편 소설 「하나코는 없다」(1994)128)에 나타나는 상처와 고

128) 기억의 주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 「하나코는 없다」를 주요한 대

상으로 삼지 않은 이유는 「하나코는 없다」의 여성인물이 「회색」와 「꽃잎」의 여

성인물과는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상처와 고통을 경험한 하나코는 서술자가 

아니며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스토리에 목소리가 없는 인물이다. 이처럼 하

나코는 완전히 부재하기 때문에 독자는 절대로 개인적인 추억과 기억을 통해 그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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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묘사를 비교하고자 한다. 「하나코는 없다」는 전적으로 제한된 3

인칭 관점에서 묘사되어 “그”로만 알려지는, 약간 우울한 중년의 남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아내에게 말도 없이 장진자를 찾으러 베니스로 간다. 장진자는 

옛날에 “그”와 그의 남자인 친구 K, J, P와 W가 속한 그룹을 위한 뮤즈

와 같은 역할을 했던 여자이다. 실명이 없는 탈개인화된 평범한 삶에 지

친 이러한 인물들은 익명성이 높은 현대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을 상징한

다. 「회색 눈사람」의 주인공 하원, 「꽃잎」의 소녀와 마찬가지로 장

진자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그룹으로 들어가는 외부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들 작품들과의 차이점 또한 존재하는데, 이는 남자의 

그룹에서 처음에는 그녀를 소중히 여겼지만 결국 잔인한 힘으로 남자들

이 그룹에서 소외시켜 버린다는 점이다. 그녀가 그룹에서 소외된 후 그

녀는 “하나코”라는 별명을 얻었고, 실명은 그들에 의해 다시 말해지지 

않는다. 수 년 후에 장진자를 찾아 베니스의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는 

하나코와 함께 보냈던 시간에 대해 회상한다. 결국에 주인공 “그”는 하

나코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온다. 서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코는 없는 인물이고 그녀의 부재 상태가 유지된다.

김명숙129), 김은자130), 김화선131), 이미림132), 양현미133), 그리고 이소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스토리에서 그녀는 보조인물로 묘사되며, 독자

는 먼 곳의 관점에서부터 3인칭 서술자를 통해 하나코에 관해서만 알게 되는 것이다. 

「회색」과 「꽃잎」과는 달리, 하나코의 추억과 기억은 자신의 환경에 희생을 당하

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희생자였던 남성인물의 기억과 추억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는 「꽃잎」과 「회색」을 비교하며, 「회색」만 「하나코는 없다」와 비교하

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회색」과 「하나코는 없다」 이 두 소설은 공통분모로서의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주요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29) 김명숙, 「기억의 문학적 형상화 -조르쥬 페렉의 「W 혹은 유년시절의 기억」과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를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80, 한국불어불문학회, 

2009.

130) 김은자,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 연구」, 『인문학연구』 8, 한국어교육학회, 

2004.

131) 김화선, 「「하나코는 없다」에 나타난 징후로서의 여성에 대하여」, 『한국문학이

론과 비평』 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8.

132) 이미림, 「1990년대 여행소설의 탈근대적 사유와 타자성」, 『세계한국어문학』, 

세계한국어문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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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134) 등의 연구에서 이미 「하나코는 없다」가 언급되고 깊이 논의되

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경향은 남녀 작중인물의 관계와 여성 인물 하

나코가 없다는 상태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본고는 

「회색 눈사람」과 「하나코는 없다」라는 두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

이 겪은 상처와 고통을 묘사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하고자 한

다. 외면을 당하는 여성 인물을 그리는 「회색 눈사람」과 「하나코는 

없다」에서는 두 여성 인물이 겪는 성 불평등과 그것과 연결되는 부당한 

대우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최윤은 이 상처와 고

통을 같은 방식으로 묘사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소설은 

사실상 하나의 비슷한 기본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에 본

고는 먼저 상처와 고통에 대한 묘사 방식의 차이점을 논의하고, 다음으

로 그 기본 메시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첫째로 주목되는 차이점은 2.2절에서 자세히 논의했던 내용과 관련하

여, 「회색 눈사람」에서 회상을 통한 상처와 고통의 기억은 친밀한 방

식으로, 즉 여성 주인공인 하원의 관점에서 직접 묘사되는 반면 「하나

코는 없다」에서는 여성 인물의 상처와 고통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묘사

된다는 것이다. 「회색 눈사람」에서 하원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회상을 

통해서는 비록 그녀가 과거에 지속된 여러 상처로 인해 치료되지 못하는 

고통을 느꼈어도 그룹의 남성 구성원의 부당한 행동을 한 번도 공개적으

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독자에게 드러낸다. 이 소설의 서술방법은 

여성 주인공이 자신의 회상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진술하고 전달하게 함

으로써 관찰자의 먼 관점에서 냉담하게 서술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 

고통을 독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독자는 인물의 마음

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며, 남성 그룹이 일으킨 상처와 고통에 대한 여성 

인물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독자가 회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은 바로 여성인 하원과 희진이 다른 남성 그룹 구성원들에 의해 부도덕

133) 양현미, 「부재, 타자성, 그리고 여성적 글쓰기 – 최윤의 「한나코는 없다」」, 

『한국문예비평연구』 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2.

134) 이소운, 「「하나코는 없다」에 나타난 여로의 의미」, 『국어교육』 124, 한국어

교육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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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 집단 구성원 사이에 잠

재되어 있으며 미묘한, 그러나 결정적인 수준의 불평등을 드러내는 상황

이다. 즉 하원이 그룹을 위해 큰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그룹

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지 기만되는 반면, 그룹의 남성 구성원들은 결

국 성공을 거두거나 문제없이 똑같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남성 

동료인 정을 제외하고 다른 남성 작중인물들은 상황에 대해 후회하지 않

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두 여성 동료를 대하는 방식을 반대하거나 

비판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개인화되고 내성적인 회상을 통해 최

윤은 「회색 눈사람」에서 성 불평등과 부도덕한 대우로 특징지어지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의 상처와 고통을 직접적으로 형상화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코는 없다」에서도 여성 인물의 상처와 고통이 스토리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회색 눈사람」과 다른 차이점은 가까운 관점 

대신 멀리 떨어진 관점, 즉 남성 주인공의 눈과 추억을 통해 묘사된다는 

것이다. 이 스토리에서 하나코는 자신의 부재로만 존재하게 되는 여성 

인물일 뿐이다. 이것은 독자 앞에서 하나코의 모습, 성격 등을 재현하는 

남성 주인공인 “그”의 회상을 통해서만 독자가 하나코에 대해 알 수 있

다는 의미이다. 독자는 정기적으로만 하나코와 함께 어울리면서 위로할 

수 있도록 그녀를 초대하고 있었던 친구의 일원인 “그”의 회상을 바탕으

로만, 부재하고 서사에서 목소리 없는 하나코의 이미지를 스스로 형성해

야 하는 것이다. 「회색 눈사람」의 남성 그룹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코는 없다」의 남자 구성원끼리도 가끔 만났을지라도 하나코에 대

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코의 가족 배경, 성격, 꿈 또는 감

정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

코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편안함과 만족감의 감각밖에 없었다. 그녀의 

존재는 전체적으로 객관화되고 하나의 특징화된 신체 부위인, “나탈리 

우드의 코를 꼭 닮은 그녀의 코”로 축소된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코는 

남성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그들과 동등하지 않은 존재로 남는다. 독자가 

하나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그”의 제한된 회상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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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하나코에 대해 만들 수 있는 이미지는 불완전하고 일차원적인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묘사함에도 불구하고 두 소

설에서 여성 인물의 역할은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집단에서 내쳐지고 

부재하게 된 여성 인물들은 독자들에게 성 불평등과 여기에서 비롯된 학

대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받은 문제를 보여주고 상기시키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하원이 인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계속 의혹으로 괴

로워하지만 자신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경험을 독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하원과 달리 「하나코는 없다」에서 여성 인물은 부

재하고 목소리가 약화되며 남성의 모호한 추억 속에서만 생겨날 수 있

다. 이것은 여성 인물의 고통이 남성 인물의 시선을 통해 보이는 제한된 

관점에서만 주목되고 서술되는 스토리로 이어진다. 바꾸어 말하면 「회

색 눈사람」과 달리 「하나코는 없다」에서는 성 불평등으로 인한 상처

와 고통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고통에 

대한 좁은 인식 또한, 최윤의 성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강조하는 

장면으로 소설 중에 나타난다. 아래 인용된 장면에서 하나코와 그녀의 

여자 친구는 3일 간의 휴가 여행 중에 남자 그룹의 구성원들로부터 따

돌림을 받았고 결국 그룹에서 내쳐진다.

 

그뒤로는 순식간에 누구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미끄러져 버린 일이었다······. 

일곱 시간 이상을 달려온 후라 이야깃거리가 고갈된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아니, 

악을 써댔다. 돌아가면서 돼지 멱따는 소리로, 그리고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분위기 속에 당혹감을 숨기고 앉아, 조용히 술잔을 비우는 두 명의 여자에게 그

들 모두가 집중적으로 노래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니었다. 하나코가 그런 자리에서 노래라면 질색한다

는 정도는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녀는 노래 같은 것은 빵점이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농담 반, 협박 반 노래를 요구했다. 하나코의 

여자 친구가 일어났다. 모두가 입을 모아 하나코의 이름을 외쳐댔다. 하나코의 여

자 친구는 그때까지만 해도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래

도 하나코는 웬일인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 또한 조금은 변했던 것 같

다.

누군가가 벌떡 일어섰다. 부르나 안 부르나 내기하자면서 하나코에게 다가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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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악물어진 이가 드러났다. 동시에 하나코 건너편의 누군가가 그녀를 일으

키느라 팔을 위로 잡아당겼고 그녀의 친구는 하나코를 거머쥔 그 손을 떼어 놓으

려고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가 일어섰다. 뒤에서부터 하나코를 일으켜세우기 위해

서. 누군가가 술병을 벽에 던졌다. 또 누군가가 고함을 내질렀다. 아무런 뜻도 없

는 고함. 그리고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하나코도, 그녀를 일으켜세우려고 

몰려든 두 친구도 주저앉았다. (하나코:38~39)135)

 

“그”의 기억을 바탕으로, 주인공인 “그”, 그의 다른 친구 4명, 그리고 

하나코와 그녀의 여자 친구를 포함한 7명의 집단은 3일 간의 휴가 동안 

낙동강 옆에 있는 한 하숙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그전에 친한 친

구처럼 함께 지냈던 그룹은 운전하면서 몇 시간을 보낸 후에 화제가 다 

떨어지고 만다. 그들의 예상과 달리 이 모임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이

다. 위의 장면은 밤이 깊어감에 따라 술의 영향으로 모임의 분위기가 꾸

준히 악화된 것이 드러난다. 이에 두 여성은 노래를 부르라는 집단의 압

력에, 부르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지는 것은 

두 여성의 개인 공간에 대한 집단적 침해이고, 그녀들에 대한 배척이다. 

로라 멀비의 개념을 빌리자면 ‘남성의 시선’(male gaze)136)으로 보고 있

135) 「하나코는 없다」의 경우 인용문의 괄호 안 숫자는 최윤, 『열세 가지 이름의 꽃

향기』, 문학과지성사, 1999의 쪽수이다.

136) ‘메일 게이즈’(male gaze, 남성의 시선)라는 개념은 페미니스트 영화 비평가인 로

라 멀비(Laura Mulvey)가 1975년 “시각적 즐거움과 서사의 시네마”(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에세이에서 처음으로 지적하였다. 멀비는 젠더 파

워 비대칭(gender power asymmetry)이라는 것이 영화에서의 통제력이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담론에 깊이 뿌리박힌 남성 관객의 즐거움을 위해 구성되었다고 가정한

다. 멀비에 따르면 이 개념은 이후 페미니즘 영화 이론, 미디어 연구, 의사소통 및 문

화 연구에서 더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용어는 관음증, 절시증(窃視症), 

나르시즘의 모델과 연결될 수도 있다. Mulvey, Laura, Visual and Other Pleasures: 
Theories of Representation and Difference,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815면. 관객에게 ‘메일 게이즈’에서 이미지를 보여주면 그 

남자는 창조된 영화적 판타지 안에서 지배적인 권력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여자는 남

자의 능동적인 시선에 수동적인 것일 뿐이다. 이것은 “족장 주의적 질서”(patriarchal 

order)의 한 요소를 추가하며, 종종 “착각적인 서사 영화”(illusionist narrative film)

에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주류 영화에서 여성의 시선보다는 남성의 시선이 일반적

으로 기본적인 권력의 비대칭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Mulvey, Laura, 위

의 책, 815면. 이러한 ‘메일 게이지’는 영화와 같은 이미지로 직접 표현될 수는 없지

만 한 이야기를 통해 남성 화자·서술자의 기대와 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다. 가령 하나코라는 여성인물의 경우처럼 그녀가 남성인물에 의해 객관화되고 남자

들 위한 오락의 원천으로 여겨진 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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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각 그룹 구성원들은 하나코가 그들 자신의 재미를 위하여 그룹 앞

에서 노래할 것을 기대하였다. 술을 사용하여 자극받은 남성의 시선은 

다른 사람을 에로틱한 대상인 것처럼 객관화하면서 본능적으로 기대하는 

자신들의 쾌락을 찾는다. 그러나 이전에 모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 자

리에서 하나코를 변호하는 그녀의 여자 친구의 존재는 한 개인에게 압력

을 행사하는 데 사용되는 집단 압력의 메커니즘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반복적인 그룹의 위협과 이 남성의 시선으로부터의 예기치 

못한 자기 방어를 반복적으로 피하려고 함으로써, 그녀들이 속한 상황은 

더욱 심한 괴롭힘과 광란으로 번지게 되었다.

얼마 동안이나 이런 종류의 실랑이가 계속되었을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

다. 말리다니, 단언컨대 모두들 즐거이 엉켜들고 있었다. 하나코의 노래 따위는 

문제도 아니었다. 그녀의 친구가 지르는 고함 따위는 아무런 것도 막지 못했다. 

게다가 고함이라야 겨우 방 밖을 나갈까말까 한 크지 않은 우스꽝스러운 목소리

였다. 그 엉켜든 실랑이 속에 나름대로의 일사불란한 질서가 지배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야릇한 아수

라장이었다. 거친 몸싸움과 깨어져나가는 유리 조각과 서로에게 짖어대는 그들의 

고함. 그들은 그들끼리 걸고넘어지고 있었다. 적어도 그때까지 그들 중의 어느 누

구도 진짜 취해 있지 않았다. 취기를 가장하고 있었다. 모두가 어쩌면 하나코도. 

(하나코:39)

그날의 일시적인 격분에 의하여 하나코와 그녀의 여자 친구는 단체 괴

롭힘으로 집단 밖으로 추방을 당하였다. 두 여성 모두 한밤중에 서둘러 

모임을 나가고 피난처가 없는 어둠 속으로 도망쳐가는 것에 상황의 심각

성이 드러난다. 그러나 서술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만 두 여성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의 관점은 두 여성의 

외모에만 초점을 맞추며 멀리에서 본 모습밖에 제시하지 못한다. 

얼마 전부터 일으켜세워진 하나코와 그녀의 친구의 얼굴은 창백했고, 뒤로 올

려진 하나코의 머리는 볼품없이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의 상의가 반쯤은 옆으로 

돌아가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그런 몰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웃음을 터

의 스토리는 주로 남성의 시점·시선에서 이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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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렸다. 그것은 순식간에 모두를 감염시켜서 조금씩 퍼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전반적인 광란의 웃음이 되었다. 일종의 벌을 받고 있던 두 명의 여자들에게까지 

퍼져, 그녀들 또한 웃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것은 웃음인지 울음

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아주 찡그러진 표정의 웃음이었다.

하나코와 그 친구는 미친 듯이 웃으면서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벗어놓은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여전히 웃으면서, 한밤중의 역겨운 찬바람을 방 안으

로 밀어넣으면서 방문을 열었고, 이미 그사이 몇 배로 두터워진 어둠 속으로 걸

어나갔다. 그녀들이 그때까지도 웃고 있었는지는 기억에 없다. 마당 저쪽으로 긴 

방죽 같은 것이 어슴푸레 보일 뿐이었고 빛이라고는 마당을 밝히고 있던 낡은 촉

수의 불빛뿐. 그녀들의 멀어져가는 뒷모습이 점점 더 어둠 속에 검게 풀리고 더 

이상 아무런 것도 구별되어 보이지 않았다. 가끔 바람에 뒤집히면서 언뜻 여린 

빛을 반사하는 풀잎의 모서리 외에는. (하나코:39~40) (강조-인용자)

여기서 나타나듯, 하나코와 그녀의 여자 친구가 당한 희롱은 남성의 

시선을 갖는 제한된 3인칭 서술자의 시점을 통해 목격된 것이다. 남성 

주인공 “그”의 추억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말하는 서술자는 전지적 시

점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 제한된 시점은 주인공이 희롱을 회상하고 그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두 여성 인물이 느꼈던 감정을 깊이 이해하지 못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성들이 한밤중에 밖에 혼자 있기 때문에 위험

할 수도 있는 것을 남자 구성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불구

하고 “그”를 포함하여 아무도 여성 인물을 찾으러 가지 않았다. 남성 그

룹의 구성원들이 하나코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괴롭힌 

후에 그들 중 누구도 하나코와 그녀의 여자 친구를 다시 데려가려고 할 

의도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남성의 시선으로 스토리를 

접할 독자는 하나코의 외모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으나, 서술자가 여성

의 감정과 좌절감에 대해 어떤 공감이나 깊은 통찰력도 보이지 않으므

로, 그녀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관해서는 알 수 없을 것이

다. 따라서, 남성의 시선을 사용함으로써 고통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단지 암시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다음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여

성 인물과 그녀들의 고통은 소설의 다른 인물뿐만 아니라 독자 자신에게

서도 모두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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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시선을 그녀들이 사라진 어두움의 덩어리 쪽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녀들의 위험한 걸음을 되돌리려 뒤따라 뛰어나가지 않았다. 누구나가 그

녀가 인가를 찾을 때까지, 혹은 대로에 나설 때까지 오래 어둠 속을 걸어야 하는 것

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광란의 웃음을 계속하도록 태엽이 감겨진 장난감 악기

처럼 그들은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누군가가 문을 닫아버렸다. 모두가 침묵했

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릴 정도로 정신이 깨었기 때문에 다시, 새벽까지 

마셨던 것이다. 

이튿날 둘, 셋으로 나누어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은 무겁고 조용했다. 하

나코는 이렇게 해서 그들의 모임에서 사라졌다. (하나코:40)

 게다가 이러한 여성의 고통과 관련하여 전체 회상에 두 성별 간의 갈

등과 차이는 미묘하지만 부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코가 

그녀의 “여자 친구”로 불린 친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하나코의 친구는 그녀의 “여자 친구”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여성인 친구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인인 

여자 친구의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코를 항상 편

안하게 이용해 왔던 남성 그룹은 하나코의 여성인 애인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 때문에 그녀들을 괴롭히고 결국 내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럴 때 심층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바로 한국과 같은 남

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남성에 대해 덜 평등하게 대해지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은 종종 아내, 남성의 애인, 때로는 

위안과 오락을 주는 원천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하나코를 남성 시선으로

부터 지키려는 그녀의 여자 친구가 나타나자 남성 그룹은 어색함을 느끼

게 되었고,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코가 남자 구성

원들의 욕망을 실현시키지 못하자 그들은 하나코를 계속 남아있도록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날 하나코를 쫓

아냈던 것은 광범위한 충격적 결과를 낳았다. 그 사건 후에 하나코가 그

룹과 관계를 완전히 끊었고, 더욱이 성공한 경력과 여성 애인을 가질 자

유를 찾으러 한국 사회에서 영영 떠나 이탈리아로 이주하게 되었기 때문

이었다.

반면에 남자인 주인공 “그”는 하나코를 만날 기회 없이 빈손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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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돌아왔다. 베니스로 여행을 떠난 목표는 그녀의 부재로 인해 남겨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풀고, 현재 그가 살고 있는 삶보다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코를 다시 만나

지 못하였다. 그리고 하나코가 디자이너로서 이룬 업적과 그녀의 여성 

애인과 이룬 관계를 칭찬하고 있는 잡지 기사를 보고 나서, 그는 또 다

시 하나코의 부재로 인해 자신의 지루하고 늘 같은 생활을 인식하게 된

다. 그는 하나코의 부재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인생

의 공허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소설 마지막 부

분에서 나타난 다음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

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와 가족 사이에서 소외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며 바쁘게 지낼 뿐이라는 그의 느낌이 생생히 드러

나고 있다.

이탈리아 모자 원단 회사와의 거래는 끊임없이 번창했지만 그는 이후 한번도 출

장을 자청하지 않았다. 그의 욕구에 비해서는 늘 불충분했지만, 먹어가는 나이에 

걸맞은 위치로 승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

고 그런 일로 바빴다. 아내와 초등학교 입학을 눈앞에 둔 딸아이를 데리고 이탈

리아 베네치아로 가족 여행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코:42) (강조-인용

자)

소설에서 나타난 성역할과 남녀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하나코는 없

다」는 「회색 눈사람」와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그리고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바를 제한시키려는 세태에 대한 최

윤의 페미니즘 비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의 반려

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하나코는 외국으로 도망쳐야 했다. 또한 따

분한 삶으로 질식한 남성 주인공 “그”는 과거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

록 외국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다. 한국에서 떠나가고 돌아올 이유가 없

는 인물만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으므로, 「하나코는 없다」

에서는 현대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 즉 개인의 욕망 실현이 가로

막혀,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이 잘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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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다.

지금까지 상처와 고통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회색 눈사람」과 

「하나코는 없다」의 비교를 요약하자면, 본고는 최윤이 이 두 소설에서 

한국 사회에서 확고히 자리잡아왔던 기존의 성역할을 비판한다고 본다. 

전자는 상처와 고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반면, 후자는 그것을 간접적

으로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두 소설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즉 

여성은 현대 한국과 같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과 같은 정도로 성공할 

수 없고, 전통적에서 벗어난 태도를 인정받기 위한 기회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회색 눈사람」의 경우, 하원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큰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물이다. 그리고 희

진은 처음에 학생운동을 위한 중요한 구성원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잊히

고 아사하게 된다. 또한 화원은 그녀가 당했던 대우가 희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불공평한 상황에 대한 의문이

나 비판을 공공연히 하지 못하였다. 대신 그녀는 오히려 자신을 책망할 

뿐이었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부도덕하고 불평등한 대우

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좌절감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대

한 최윤의 사회적 비판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나코는 없다」의 경우, 

여성 인물은 「회색 눈사람」과 비슷하게 대상화되고, 심지어 남성의 오

락을 위한 존재가 될 뿐이었다. 착하고 참을성 있는 하나코는 남성 그룹

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남성의  

시선에서 보는 그녀는 목소리, 의견, 욕구가 모두 없는 여자로 비추어진

다. 결과적으로 안이 화원을 이용했던 것처럼 「하나코는 없다」의 남성 

인물들도 장진자/하나코를 자신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하게 된다.

3.2절의 결론으로, 본고는 최윤의 메모리 박스인 「꽃잎」과 「회색 

눈사람」을 더욱 깊이 분석하고, 이때 전자를 영화로 각색한 작품인 장

선우의 <꽃잎>, 후자를 최윤의 단편소설 「하나코는 없다」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이 두 작품을 기억과 상처와 고통에 대한 동일한 주제를 다

루는 다른 유형의 작품과 비교함으로써, 「꽃잎」과 「회색 눈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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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윤이 개별화된 회상을 통해 여성의 상처와 고통을 묘사하기 위해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소설을 각색한 영화와 최윤 

자신의 소설 「하나코는 없다」와 같은 다른 작품에서는 고통이 간접적

으로 묘사되었고, 독자에게 남성 인물의 시선으로 보인 여성의 고통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여성 인물의 관점에서 개인적인 기억

을 통해 서술된 작품인 「꽃잎」과 「회색 눈사람」이 모두 서사적 공감

과 여성의 고통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로 이끄는 힘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서사 전략을 갖는 최윤의 두 소설은 작가의 페미니즘 사상을 드

러내고, 이것을 당시 한국 사회의 상태에 대한 작가의 역사의식과 결합

시킨다. 이 두 소설에서 최윤은 강력하게 개별화된 이야기를 통해 여성 

인물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지속적으로 함께 기억할 것을 독자에게 촉구

한다. 따라서 독자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메모리 박스를 

열 때마다 시간에 고정된 여성 인물의 개인적 기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도록 유도된다. 섬세한 방식으로 반영된 이러한 기억들은 역사와 사회 

내에서 여성의 위치로 인해 발생되는 여성의 고통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

인 견해를 계속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여 기억하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

로 최윤의 소설은 독자가 아마도 깨닫지 못했을 과거의 양상들을 잊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여성 고통에 대한 작가의 역사의식과 

사회 비판을 전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이 연구는 인간은 ‘기억’ 능력을 통해서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현재 겪

고 있는 고통, 그리고 미래에 겪을 수도 있는 고통에 대해 인식할 수 있

다는 추정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더욱이 인간은 과거의 기억과 관

련하여 현재와 미래의 자신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통한 고통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고통’과 ‘기억’ 사이의 불가분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작품화하고 있는 최윤의 초기 대표작들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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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1988)와 「회색 눈사람」(1992)을 연구

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본고는 최윤 소설에서 나타나는 ‘기억’과 ‘고통’의 주제에 주목하

였다. 최윤의 작품인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와 「회색 

눈사람」은 모두 기억과 고통 사이의 연관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드러

내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비교 및 분석 작업을 

통해 최윤이 기억을 재현해내는 방식에 대해서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알라이다 아스만의 기억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기대어 논의

를 전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억은 생물학적 차원과 상징적 차원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각기 개인적 및 사회적 기억과 정치적 및 문

화적 기억으로 치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의 2장에서는 작품에 드

러나는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개인적 기억에 대해서, 3장에서는 상징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기억을 재현하는 방식, 즉 언어로 표현되고 전달되는 

기억의 재현방식인 소설적 서사 전략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2장에서 생물학적으로 전달되는 기억에 주목하여 본고는 먼저 주인공

들의 고통에 대한 개인적 기억, 즉 그들이 상처로 인한 고통에 대한 기

억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최윤은 고통의 영원성을 강조하

는데, 그것은 상처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잊히지 못한 채 주인공

들의 몸과 정신에 각인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억에 각인된 상처와 고

통, 그리고 그것을 잊기 위한 무능에 대한 소설화를 통해, 최윤이 상처

를 포함한 과거의 모든 양상을 기억하려는 인간의 보편적 경향, 또한 이 

상처와 고통이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제화하려고 시도했다

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소설 세계 속에 드러나는 사회적 기억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주인공들이 다른 작중 인물들과 기억

을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이 사실

상 이런 과정에 결코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기억 역시 완전히 

부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부재의 의미를 밝히고 

또한 부재를 극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어지는 3장에서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상징적으로 전달되는 기억에 초점을 맞추며 앞선 장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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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한, 사회적 기억의 부재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에 본고는 최

윤이 독자가 이 부재 상태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특정한 서사 전

략을 사용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다양한 서사 전략을 통해 서사적 공감

(narrative empathy)을 느낄 수 있게 된 독자에게는 주인공과 함께 사

회적 기억을 형성하기에 큰 역할이 부여된다. 독자는 독서 행위를 수행

함으로써 소설에 포함된 개인적 기억들이 그에게 전달되는 동시에 이 과

정을 통해 소설을 적극적인 문화적 기억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작가로서 최윤의 서사 전략은 역사적으로 배제되는 주변 인물들에

게 발화할 수 있는 목소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에 대한 망

각에 역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게 한다. 이때 최윤 

소설에서 집단적 문화적 기억은 ‘메모리 박스’로 볼 수 있는데, 기억의 

메모리 박스로서의 소설은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작가의 개인적인 

기억과 고통에 대한 견해와 의식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

상은 고통과 기억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며 한국의 집단적 문화적 기억

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다양한 메모리 박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보다 명확

하게 드러난다.

본고는 최윤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고통’과 ‘기억’ 사이

의 부인할 수 없는 연관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본고

는 최윤 문학에 대해 심도 깊게 독해하는 한편 작가로서의 최윤 및 그의 

작품의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최

윤 특유의 정교한 서사 전략을 밝혀내는 작업을 통해, 그의 작품 속에 

내재하는 인간 보편의 정신적 구조에 대한 성찰 내지는 나아가 현대 한

국사의 ‘침묵’된 목소리를 밝혀낼 수 있었다. 문학을 통한 작가의 정치적 

기억에 대한 영향에 관련하여 보다 폭넓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지면의 한계로 말미암아 본고는 이를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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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themes memory and suffering in 

Choe Yun’s novels, focusing on There a Petal 

Silently Falls and Gray Snowman

LARA CHUNG DEBOECK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arting point of this thesis is the assumption that we as 

humans can only be aware of the suffering we have experienced in 

the past, the suffering we are experiencing now, and the suffering 

we might experience in the future by depending on our memory. It 

can even be said that suffering through memory plays a pivotal role 

in our human existence since we tend to continuously understand our 

present and future existence in connection with our memory of the 

past. And it is exactly this undeniable connection between memory 

and suffering that is highlighted in two of Choe Yun’s signature early 

works, namely There a Petal Silently Falls (1988) and Gray Snowman 

(1992).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se two 

novels, both of which are centered around the themes of memory 

and suffering. Taking as starting point the novels’ remarkable 

similarities I analyze and compare how Choe Yun novelizes these two 

themes in two different stories, focusing on the connection between 

memory and suffering. I build upon Aleida Assman’s theory to off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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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to structure this thesis. Following this theory, I separate  

memories of suffering into two different levels: biologically 

transferable memories (personal and social) and symbolically 

transferable memories (political and cultural). Chapter two deals with 

the first type of memory within Choe Yun’s novels, while chapter 

three deals with the latter, approaching the novels in their material 

form as containing memories represented and transmitted through 

symbolic means, i.e. written language.

In chapter two, in focusing on biologically transferred memories, I 

first analyze the personal memories of suffering of the protagonists. 

Or more precisely, how they remember the suffering caused by 

wounds they experienced in the past. Through this analysis I reveal 

that in both novels Choe Yun puts great emphasis on the continuity 

of suffering: in both novels the memories of pain and wounds 

become ingrained in the mind and body and cannot be forgotten. I 

regard this portrayal of ingrained wounds and the inability to forget 

suffering as the writer’s attempt to emphasize not only the human 

tendency to remember all aspects of the past, including the painful 

parts, but also the lasting consequences pain has on individuals. Then 

in the second part, I look into the social memory within the novel’s 

fictional societies. In other words, I analyze how different characters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interpersonal memory sharing. However, 

I find that social memory is fully absent from the two novels. I then 

attempt to address the author’s motivation for this absence, which I 

discuss in detail in chapter three.

In chapter three, in focusing on symbolically transferred memories, 

I take as a starting point the absence of social memory discussed in 

the previous chapter. Here I argue that Choe Yun uses certain 

narrative strategies that enable the reader to overcome this absence. 

Encouraged by a variety of narrative strategies to feel narrative 

empathy, the reader plays a crucial role in shaping social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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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sonal memories the novels contain are shaped into collective 

memories and transferred to the reader through performance of the 

act of reading, while the novels are at the same time brought into 

the realm of active cultural memory. Thus, by creating these two 

novels Choe Yun not only gives a voice to marginal individuals left 

out of history, but also offers a means to shape collective memory 

and counter forgetfulness. Building upon this, in the second part of 

this chapter I analyze Choe Yun’s novels as memory boxes that are 

a part of the collective cultural memory. The novels as memory 

boxes contain not only the protagonist but also at the same time a 

reflection of the author’s personal memories and opinions about 

suffering. While revealing Choe Yun’s ideology and position as an 

author, I compare these two novels with other memory boxes which 

deal with similar topics and which are also a part of Korea’s 

collective cultural memory.

In this study, by analyzing Choe Yun’s novels with a focus on the 

undeniable connection between suffering and memory, I am able to 

attain not only a deeper understanding of her literature, but also of 

her value as a writer. In addition, I am able to provide a look into 

the human mind through her sophisticated narrative strategies, 

intended to reveal the silenced voices of modern Korean history. Due 

to this study’s limitations much room is left for further research, 

especially regarding the connection between her work and the 

political memory she is able to shape through her literary creation.

* Keywords: Choe Yun, Suffering, Memory, Aleida Assmann, Absence, 

Social Memory, Cultural Memory, Memory Box, Narrativ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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