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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삶의 장면에서 직면하는 딜레마에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환

적 학습의 맥락을 드러내기 위해 문학작품 속 핵심인물들의 학습경험을 분석했다. 

작품 속 핵심인물들이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계기에 의해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그

러한 전환이 어떻게 삶을 구성해 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

을 맞춘 딜레마의 종류는 사회적 관습 또는 문화적 맥락과 존재양식의 충돌이다. 그 

동안 사회‧문화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져 온 왜곡된 인식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함으

로써 신념, 가치체계, 사회‧문화적 가정(assumption) 등을 수정하고 재구성해가는 

학습에 주목하였다. 

  그 동안 시민교육 영역에서는 시민성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능력, 

실천적 역량으로 이해해왔다. 가르치고 배워야할 모종의 형질이 있고, 이를 학습해

가는 것을 시민학습이라고 간주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시민교

육은 이상적인 좋은 시민의 역할과 능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한계에 직면했

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에 투영된 사회적, 문화적 맥락들을 읽어내고, 복잡하

게 얽혀 있는 구조적 갈등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민성 학습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시민학습은 일상적 삶의 경험과 분리될 수 없으며, 삶을 이

루는 경험들은 시민성을 구성해가는 학습의 장(場)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일상에 얽혀 있는 사회적 부조리, 부당한 사회적 관행, 억압과 착

취구조를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적 학습을 새로운 차원의 시민성 학습으

로 포착하였다. 시민은 자신이 놓인 상황들에 배태되어 있는 구조의 모순을 간파하

거나 이에 적응하며 삶을 구성해간다. 붙박여 있는 다양한 삶의 맥락들 사이에서 혼

란과 갈등을 느끼며 시민들은 딜레마를 겪는다. 특히 외부세계의 환경적 조건이 개

인의 실존적 탐색을 제약하는 경우, 내부세계에서 모순된 욕망이 공존하는 경우에 

개인들은 내적분열과 혼란을 크게 겪는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개인들은 사회적 공동

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가꿔가면서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삶의 양식

을 구성해간다. 

  이처럼 삶과 연계된 시민학습은 일상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구자는 당위



- ii -

적 차원에서 강조되는 시민성에서 나아가 일상 속 딜레마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구

성되는 삶의 양식 자체를 시민성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문학작품 속 인물들이 인식하는 사회

의 모습은 어떠한가? 둘째, 문학작품 속 핵심인물이 겪는 딜레마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딜레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은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어떻

게 나타나는가?

  이러한 세 가지 연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딜레마 상황의 복잡성과 여러 인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상황과 

맥락들을 살펴보았다. 1차적으로는 ‘내러티브의 분석(analysis of narrative)’ 

방법을 통해 문학작품 속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심층적 의미를 드러내

는 분석을 시도했다. 이후 2차적으로 이야기된 이야기(told stories)를 핵심인물이 

겪는 딜레마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내러티브 분석

(narrative analysis)’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82년생 김지영』에 제시된 사회 모습은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었지만 젠더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 

여전히 작동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지영은 구조적 좌절을 느꼈지만 

사회에서 통용되어온 규범, 질서들을 낯설게 인식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틈을 

만들어간다. 부당하고 느끼는 순간에 목소리를 삼키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작은 시도를 만들어간다. 『죽은 자로 하여금』에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시스템의 변화를 꾀하기 어려운 ‘폐쇄되고 닫힌’ 사회가 제시되어 있다. 병원조직 

시스템에 속박된 작품 속 인물들은 부패와 비리를 방조한다. 무주는 병원조직의 부

패한 관행과 비리를 상부에 고발하지만 여러 상황적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점차 ‘생

존을 위한 자기합리화’를 하며 윤리적 자아와 멀어지는 선택을 한다. 이처럼 윤리

적 자아와 세속적 자아 사이를 오가며 딜레마를 겪는 모습이 나타난다. 『서른의 반

격』에는 부당한 권력관계를 지속시키는 규칙(rule)들이 통용되는 가운데 힘없는 약

자들의 삶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제시된다. 작품 속 인물들은 정당한 권

리를 박탈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저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부당함에 

맞서는 한 두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 시도들은 이내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지혜는 

권위에 대한 복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에 씁쓸함을 보이면서도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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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편입되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부당한 권위에 작은 반격

을 가하는 실천에 동참하면서 변화가능성에 대한 비극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꿔나

간다.

  각 작품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작품

에서 핵심인물이 겪는 크고 작은 딜레마들은 이중구속(double bind)상태로부터 비롯

되었다. 외부세계의 환경적 조건이 개인의 실존적 탐색을 제약하는 경우나 내부세계

에서 모순된 욕망이 공존하는 경우에 개인들은 명시적인 억압을 받는 상황은 아니지

만 내적 분열과 혼란을 겪었다. 개인은 폐쇄성과 개방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마련

된 틈새를 확장해가며 자신의 삶을 제약하는 구조에 균열을 가하지만 때때로 한계에 

부딪혔다. 또한 모순된 욕망을 추구하는 경우 개인은 외부세계에 ‘적응’하면서 

‘자기성장’을 이루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딜레마를 겪는 양상이 포착되었다. 

  둘째, 세 작품 속 핵심인물들은 딜레마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과 문화를 재구성

해갔다. 이들은 딜레마 상황에서 ‘적응, 회피, 조정, 전략적 대응’이라는 다양한 

대응전략을 오가며 소극적 대응과 적극적 대응을 변주해갔다. 딜레마 경험은 학습을 

촉발하는 상황 또는 자극일 뿐 그 자체가 학습사건은 아니며, 딜레마 상황을 직면하

고 해석해가고 대응해가는 행위자성(agency)을 발휘해갈 때 학습이 이루어졌다. 세 

작품 속 인물들은 여러 경험들을 거치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부조리한 

사회적 관행에‘순응하는 주체’에서 ‘비판적인 주체’로 나아가는 패턴을 보였다.

  셋째,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을 통해 외부환경과 직접적으로 부딪혀가면서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치체계를 일관성 있게 구성해가는 학습이 이루어졌다. 딜레마를 

겪는 개인은 비판적 성찰을 통해 경험을 의미화(signification)하고 해석해 가는 모

습을 보였다. 특히, ‘존중, 인정, 무시, 위협, 비난’ 등과 같은 타인의 반응과 

‘대화, 연대’와 같은 상호작용을 매개로 비판적 성찰이 일어나고 인식의 균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딜레마 경험을 통해 삶의 양

식을 일관성 있게 구성해가는 것이 시민성 학습의 새로운 원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했다. 

  본 연구는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딜레마 상황들을 통과함으로써 나타나는 전환적 

학습 경험들의 추이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물들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적 맥락들과 인물들의 성찰적 인식의 변화과정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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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학작품을 연구텍스트로 삼았다. 문학작품을 통해 제시된 ‘소설 속 현실’은  

현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작가에 의해 구성된 세계로 당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

이 일상적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어떤 삶의 모습, 사회 모습을 지향하는지

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질적 자료가 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보통의 평범한 존재의 시민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 부당함에 맞서 작은 균열을 내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는지 그 맥락

을 드러냈으며, 고군분투하는 삶을 통해 구성해가는 삶의 양식 자체를 시민성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문학 작품 안에 드러난 시민들의 삶

의 모습에 흐르는 시민성, 즉‘문학 속 시민성’을 통해 현실세계에서 작동하는 시

민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이중구속 상황, 딜레마 경험, 대응양식, 문학 속 시민성, 시민성 학습

학번 : 2017-21299



- v -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4

II. 이론적 배경 ···················································································6

1. 시민성 학습 ···························································································6

2. 문학작품과 시민성 학습 ···································································14

3. 딜레마와 학습 ·····················································································20

III. 연구방법 ·····················································································27

1. 연구방법: 내러티브 탐구 ··································································27

2. 연구사례 ·······························································································30

3. 자료 분석 방법 ···················································································34

IV.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서: 『82년생 김지영』 ·············36

1. 줄거리, 등장인물 관계도 ··································································36

2. 딜레마 구조: 제도적 진보와 사회․문화적 인식의 불일치 ···· 39

3. 김지영: 구조적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42

4. 소결: 자발적 침묵으로부터의 탈주 ················································55

V. 얼룩진 삶들의 모자이크 세계:『죽은 자로 하여금』 ···· 56

1. 줄거리, 등장인물 관계도 ································································56

2. 딜레마 구조: 시스템에 속박된 개인들의 생존을 위한

자기합리화 ··························································································59

3. 무주: 윤리적 자아와 세속적 자아의 상호교차 ··························61



- vi -

4. 소결: 시스템적 부조리에 대한 인식 공유 ····································74

VI. 경쾌한 놀이를 통해 꿈꾼 가치의 전복:『서른의 반격』 ·· 76

1. 줄거리, 등장인물 관계도 ··································································76

2. 딜레마 구조: 주류에 편입되고 싶은 욕망과 시스템의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의지의 충돌 ························································80

3. 지혜: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외로운 분투 ····································81

4. 소결: ‘세계 관찰자’에서 ‘세계 참여자’로 ······································99

VII. 학습과정: 딜레마 구조와 대응양상 ································101

1. 이중구속과 ‘포함과 배제’ 논리 ·····················································101

2. 딜레마 상황에서의 대응양식 ·························································105

3. 딜레마 경험을 통한 학습 패턴 ·····················································116

VIII. 논의 및 결론 ········································································121

1. 논의 ·····································································································121

1) 인식의 전환과 문화의 재구성 관계 ·········································121

2) 일상생활에서 시민성 학습이 일어나는 맥락 ·························125

2. 요약 및 결론 ·····················································································128

참고문헌 ······································································································132

Abstract ······································································································140



- vii -

표 목 차

[표 1] 능동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의 내용요소 ····································8

[표 2] Mezirow의 전환학습 10단계 ·································································25

[표 3] 연구사례로 선정한 문학작품 비교 ·······················································32

[표 4] 세 작품에 나타난 딜레마 구조 종합 ·················································105

[표 5] 『82년생 김지영 ‘딜레마 상황-매개요인-대응방식’ 구조 ············107

[표 6] 『82년생 김지영』작품 속 인물 김지영의 대응양식 변화 ···········108

[표 7] 『죽은 자로 하여금』 ‘딜레마 상황-매개요인-대응방식’ 구조 ·· 109

[표 8] 『죽은 자로 하여금』작품 속 인물 무주의 대응양식 변화 ·········111

[표 9] 『서른의 반격』‘딜레마 상황-매개요인-대응방식’ 구조 ··············112

[표 10] 『서른의 반격』작품 속 인물 지혜의 대응양식 변화 ·················114

그 림 목 차

[그림 1] 현실세계-문학작품-작가의 관계 ························································17

[그림 2] 『82년생 김지영』김지영의 가족관계 ···············································38

[그림 3] 『82년생 김지영』김지영에게 영향을 준 인물들 ···························39

[그림 4] 『죽은 자로 하여금』 인물 관계도 ···················································58

[그림 5] 『서른의 반격』인물 관계도 ·······························································79

[그림 6] 이중적 메시지가 공존하는 사회구조 ···············································103

[그림 7] 모순된 욕망을 동시에 추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 ·········104





- 1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현대사회는 양극화, 사회적 착취, 문화적 편견, 부당한 관행 등 일상에 

만연한 사회적 부정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해결해가고 있지만 사회·문화적 차원의 부정의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개인의 편견과 사회적 편견은 일상 속 상호작용을 통해 재생산 된

다. 생활 속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항방식으로 탄생했다. 생활 

속 민주주의란 광장민주주의를 넘어 일상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환경, 인

권, 노동, 성 평등, 교육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 생활세계의 합리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광장을 넘어 일상적 관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며, 일상

적 생활세계에 민주주의 원칙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Bentley, 2005). 생활 속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삶을 이루는 현안들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

어지는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삶이 배제된 정치, 시

장, 사회질서를 해체하고 실질적인 주권자로서 시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시민의 삶은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사회적 관계망 속

에 둘러싸인 개인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지평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가고 자신의 삶을 구성해간다. 따라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해가기 위해서는 시

민을 둘러싼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양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사회정의를 향한 사회적 삶의 양식으로 재구조화해 나가는 일상적 

실천이 필요하다. 

  시민의 삶에는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구조와 문화적 흐름이 엮여있다. 사회는 시

민들이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일상적인 현실의 공간이자, 시민들이 

지향하는 일종의 세계관 및 삶의 모습이 상호주관적으로 얽혀서 구성되는 실재이다

(Berger &  Luckmann, 1967/2013). 즉 사회란 사회공동체 구성원인 시민들의 사회

적 실천 행위를 통해 구성되고 변형될 수 있는 실체이자 생활양식을 구속하는 이중

적 공간이다1). 사회는 시민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한편 시민들은 사회의 외연을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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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가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은 자신이 거하고 

있는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과 사회를 보다 변화시켜가는 이중적 과제를 요청받는

다. 이와 같은 이중적 과제는 삶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이중구속(double-bind)상황과 

그로 인한 딜레마를 만들어 낸다.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딜레마는 공적존재와 사적존재라는 두 가지 정체성

이 부딪치면서 발생한다. 시민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과 현실적인 이익에 민감한 사적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이중적으로 갖고 있다(한숭희, 

2013: 43).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에 둘러싸여 살아온 개인이 사회적 

가치와 공동선을 위한 실천적 행위를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개인 간 경

쟁이 심화되고 개인주의적 풍조가 짙어짐에 따라 개인의 사적인 특수이익이 공적인 

보편이익에 비해 우선시되는 경향이 보편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

름 속에서 시민교육은 공적존재로서 시민의 역할과 책무성에 대해 환기시키는 당위

론적 접근을 취해왔다.

  시민교육에 있어 핵심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민성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

도, 덕목, 자질의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다(신형식, 2012; 도정일, 2011; 이승훈, 

2011; 강대현, 2008; 심익섭, 2001; 박승관, 2000).  따라서 시민교육 연구자들은 

‘좋은 시민’의 모습을 어떻게 규정짓고, 이것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를 고민해왔다(Heater, 2007; Westheimer and Kahne 2004). 그렇지만, 시민들 개개

인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 및 맥락, 생활세계의 다양성과 중층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상적인 좋은 시민의 역할과 능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온 시민교육은 한계에 직면하

게 되었다. 

  당위적 차원에서 시민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삶의 장면 속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이익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 수 있는지

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민학습이 요구된다. 모든 시민은 사회 내에서 저마다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이해관계 끈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사적 관심사들 위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다. 자신의 삶에 붙박여 있는 맥락들을 걷어 내거나 간과한 채 사

회정의와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가치와 태도를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박제

1) 구조와 행동의 관계를 긴밀하게 엮어낸 기든스(A. Giddens)는 “사회구조는 행위의 매개

이면서 그 산물이기도 하다”는 명제로 표현되는 구조화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사회

구조는 사회구성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을 가능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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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민학습’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민들의 일상에 투영된 사회적, 문화적 맥락들

을 읽어내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 갈등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민성 학습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삶에서 겪는 딜레마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일상적 시민성 학습이 이

루어지며, 시민성 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교실을 넘어 실제적 삶의 경험을 학습

의 장(場)으로 확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시민은 자신이 놓인 상황들 가운데 

삶을 구성해간다. 상황에 배태되어 있는 구조의 모순을 간파하거나 이에 적응하며 

자신이 느끼는 혼란을 조정해간다. 즉, 딜레마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추구해가고,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장해가는 실천적 경

험들을 통해 시민성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자는 일상

에 얽혀 있는 사회적 부조리, 부당한 사회적 관행, 억압과 착취구조를 직면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행위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이유에서 좌절되는지에 대

한 맥락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자는 시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문학작품을 시민성

을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해했다. 문학작품은 현실세계를 살아가는 사

람들이 사적이익과 공적이익 사이에서 겪는 갈등 및 혼란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또

한 작품 속 가상세계는 작가에 의해 창조된 세계다. 즉 동시대를 살아온 작가의 가

치관, 삶의 경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녹아있다. 이 세계는 현실세계와 맞물

려 극단적인 상황적 조건에서 혹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

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문학 작품 안에 드러난 시민들의 삶의 모습에 흐르는 시민성을 연구자는 

‘문학 속 시민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문학 속 시민성’이란 문학

작품에 드러난 등장인물들이 구체적인 사건을 겪으며 그들의 삶을 통해 구현해내는 

시민성을 의미한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고군분투하는 삶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시민성을 학습해나가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보통의 평범한 존

재의 주인공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 부당함에 맞서 작은 균열을 내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드러내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딜레마 경험을 통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전환적 학습 경험들의 추이를 종단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는 딜레마 상황에 대응해가는 양식의 변화가 잘 드러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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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학작품 세 편을 연구사례로 선정했다. 이때 딜레마는 외부세계의 환경적 조건

이 개인의 실존적 탐색을 제약하는 경우나 내부세계에서 모순된 욕망이 공존하는 경

우 발생하는 혼란을 의미한다. 전자와 후자 모두 딜레마를 발생시킨 상황적 구조의 

이면에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배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인 내면에서 일어나

는 갈등이 아닌 개인의 삶속에 스며든 구조적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

는 딜레마 경험을 통해 시민성을 구성해가고 학습해가는 양상을 드러내기 위해 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세 편의 문학작품 『82년생 김지영, 『죽은 자로 하여금』, 『서른

의 반격』을 연구사례로 선정하였다. 

  각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Ⅳ,Ⅴ,Ⅵ장의  1)항에서는 핵심적인 줄거리와 

인물관계도를 제시하고, 2)항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인식하는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

고, 3)항에서는 핵심인물이 겪는 딜레마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 4)항에서

는 딜레마 경험을 통해 변화된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후 Ⅶ장에서 세 

작품별 논의를 종합하여 딜레마를 통한 학습과정의 구조와 패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위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제안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작품 속 인물들이 인식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연구는 등장인물들이 딜레마를 겪으면서 경험하는 전환적 학습양상을 분석하

기 위해 제안되었다. 개인은 특정 사회구조 및 문화적 맥락 안에서 딜레마를 경험한

다. 딜레마 양상을 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 인물들이 인식하는 사회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자는 작품 속 인물들이 일련의 딜레마를 경험

하면서 그 딜레마를 둘러싼 사회 구조적 맥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작품 분석

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문학작품 속 핵심인물이 겪는 딜레마 양상은 어떠한가?

  일상세계에서 어떤 상황가운데 사회‧문화적 구조와 개인의 존재양식이 충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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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가 발생하는지, 그 딜레마의 구체적인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또한 딜레마 상황과 딜레마를 직면하고 대응해가는 방식을 매개하는 요인

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맥락을 제시함으로써 딜레마에 대응하는 인간의 행위양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셋째, 딜레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은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어

떻게 나타나는가?

   딜레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환적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태를 인식하는 사고습관(habits of mind),신

념, 가치체계, 사회‧ 문화적 가정(assumption) 등을 어떻게 수정하고 재구성해 나가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집단적 차원에서 기존의 사회적 관행, 문화적 관습이 

전제하고 있던 가치체계에 대해 집단적인 성찰과 비판적인 공론화가 어떻게 일어나

는지 그 맥락을 드러내고자 한다.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환적 학습

을 시민성 학습으로 포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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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시민성 학습

1) 시민성에 관한 개념적 검토

  시민은 공동체내에서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 구성원’(공화주

의적 전통)이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율적인 개인’(자유주의적 전통)을 의

미한다(주선미, 2010: 175). 사회에 속해있는 모든 인간은 이미 시민(citizen)이지

만 더 나아가 좋은 시민(good citizen)이 되기를 요청받는다. 하지만 모든 사회에서 

‘좋은 시민(good citizen)’의 모습의 결은 같지 않으며, 해당 사회에서 어떤 가치

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시민성2)의 모습은 달라진다(Heater, 2007).

   그동안 시민성은 ‘국민국가 내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smith, 2000; 

Mitchell, 2009; chouinard, 2009: 107; 조철기, 2016: 720 재인용)로 정의되어 왔

지만.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며 확장되고 

있다(Mullard, 2004). 시민성은 사회적･문화적 흐름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양

상으로 개념이 재구조화되어 왔다. 변화를 거듭해온 시민성 개념을 유형화하고 범주

화하여 제시한 연구자들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개별적 시민성’과 ‘공동체적 시민성’이

라는 커다란 두 줄기에서 이루어져 왔다. 개별적 시민성은 법과 제도를 통해 시민으

로서 누려야할 지위와 권리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시민성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탐구한 사회학자 마셜(T. H. Marshall)의 논의에 따르면, 시민성이란 “공동체의 완

전한 성원에게 부여되는 지위”로 자유적(civil) 요소, 정치적(political) 요소, 사

회적(social) 요소로 구성된다(Marshall, 1949). 오늘날 세 가지 기본권으로 거론

되는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이 이에 해당한다. Janoski and Gran(2002) 역시 ‘자

유주의적 시민성(liberal citizenship)’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개별 시민의 법적 

2)  이 때 시민성은 바람직하고 지향할만한 모습을 갖춘 이상적인 시민의 모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현실세계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층위의 시민성 차원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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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실제적 권리의 신장을 위해  국가와 제도에 맞서 능동적으로 정치적 참여를 

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공동체적 시민성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실천을 강조하는데, 민주적 원리

에 따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

미한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으로 “공동의 이익에 우선권을 부여하

고자 하는” 의지(Shils, 1997: 345), “공공선에 대한 헌신” 또는 “관련 집단의 

총체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각적 의도”(Dahl, 1982: 142)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공동체적 시민성에서는 상호존중과 연대, 협력, 실천적 행동과 같은 가치를 중시한

다. 시민성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한 Janoski and Gran(2002)은 국민국가라

는 큰 스케일이 아닌 자발적 결사체와 같은 로컬 스케일에서의 참여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지역 및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 참

여를 강조하는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꾸준히 전개되어왔다(설규주, 

2000; 김민호, 2011, 2014; 이은미, 2014)3).

  시민성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의 대비는 킴리카와 노만(Kymlicka and Norman)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민주주의적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한 시민의 지위를 일

컫는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성’과 공적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문제에 참

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일컫는 ‘바람직한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시민성’을 제

시한 바 있다(Kymlicka and Norman, 1995). 다웬하우어(Dauenhauer)는 전자의 시민

성이 우리 삶의 외적 틀을 구성하는 한편 후자의 시민성은 우리 삶의 중핵을 구성하

는 것으로 파악하며(Dauenhauer, 1996: 6), 시민성의 질적 확장을 위해서 참여적 

시민 역할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시민참여란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정치적 형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모

두를 포함”(Macedo et al., 2005: 6)하는데 크게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와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로 구분된다. 달튼(Dalton)은 

이전 세대와 달리 오늘날에는 의무기반 시민성(“duty-based” citizenship)4)이 아

3) 설규주(2000)는 세계 시민성, 국가적 시민성과 구별되는 ‘지역시민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하며, ‘지역 및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정체성 획득’을 지역사회 시

민이 지녀야 할 요건으로 제안했다. 이후, 김민호(2011)는 지역사회 시민의 자질을 대외

적·대내적 자질, 특수·보편적 자질로 구체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4) 의무기반 시민성은 투표권 행사, 정부기능의 감시활동, 준법정신 등을 통해 발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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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참여적 시민성(“engaged” citizenship)을 발휘하는 시민을 좋은 시민(Good 

citizen)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했다(Dalton, 2008: 5). 이 때, 참여적 

시민이란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시민들의 견해를 이해하려 노력

함으로써 보다 평화적이고 관대한 방식으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방해주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삶의 조건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좋은 

잠재력을 가진 주체로 여긴다(Dalton, 2008: 27; Mebeth et. al., 2010: 5).

   이처럼 시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고,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능동적인 시민성(active citizenship)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Alistair, 2007; Jarvis, 2008; Crick & Lockyer, 2010; Kenny et. al., 2015; 

Akar, 2016). 1997년 유럽위원회보고서(The European Commission, 1997)에서는 

‘능동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자율성, 공정성, 참여적 의사소통과 같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

는 능력으로 규정한다. 이후 2000년에 유럽에서 발표된 ’리스본 전략‘5)에서는 ’

지식사회에서의 더 나은 민주주의, 인권, 사회적 연대‘를 위해 추구해야 할 교육적 

목표로‘능동적 시민성’을 제안했다(Hoskins & Hombres, 2008; Hoskins & 

Mascherini,2009; Clarke & Missingham,2009; 박새롬, 2016: 23 재인용). 즉 능동

적 시민성이란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연대를 실천하고 다양한 개인적, 사

회적 문제에 시민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 역량을 의미한다.

[표1] 능동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의 내용요소

(Dalton, 2008: 27; Mebeth et. al., 2010: 5).

5) 리스본(Lisbon)전략이란 2000년 3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유럽연합(EU) 15개국 

정상들이 합의, 서약한 유럽연합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말한다. 100년 이상 추진되어온 

유럽통합을 완성하자는 구상에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채택한 전략이

다(조본문, 2013; 박영자, 2012 재인용). 

비판적 
사고력

민주적 
가치

참여적 
태도

공동체적
 삶 사회정의

Roseanne
Benn(2000)

적절한 정보
를 수집하여 
독립적인 자
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

다른 사람과 
협력, 협할 
수 있는 능
력

- 옳다고 생
각할 때 독
립적으로 행
동하는 태도
- 적극적으

책무성을 갖
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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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ston(1999)은 일찍이 사회의 실재적 구조를 재구성하는 시민성 학습을 강조

하면서 포괄적 시민성(inclusive citizenship), 다원적 시민성(pluralistic 

citizenship), 성찰적 시민성(reflexive citizenship), 능동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포괄적 시민성’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상

의 심화로 인해 소외되고 배제되는 이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포괄할 수 있는 사회구

조와 시민들의 역량을 강조한다. ‘다원적 시민성’은 근대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강

조된 인간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문화적 다원주의를 인정하며 다양성 

속의 연대를 함께 강조하는 시민성이다. ‘성찰적 시민성’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대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의 상호연관성을 비판적으로 성찰

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능동적 시민성’은 사회의 권력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며 참여

하는 것을 중시한다. 시민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공공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

적 실천행동을 통해 실천적 변혁을 꾀하는 시민성을 의미한다(전현심, 2005).

는 역량
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
하는 태도

Davies 
&Evans(2002)

사회적 이슈, 
문제, 사건에 
대한 분석역
량

- 상호간의 
다양성 존중
- 사회적 이
슈에 관해 
의 사 소 통 할 
수 있는 역
량

능동적 참여
의 중요성 
인식

Hoskins
& Campbell

(2008)
투표행위 사회변혁 멤버십

Hoskins
& Mascherini

(2009)

- 대의민주
주의
- 민주적 가
치

저항과 사회
변혁 공동체적 삶

Ersoy(2014)
비 정 부 기 구
에 대한 지
지적 태도

- 자선단체 
참여
- 비정부기
구 참여

사회적 위기 
및 갈등에 
대한 책임의
식

Hoskins
& Saisana &
Villalba(2015)

시민적 가치 참여적 태도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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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도 오늘날에는 지구화, 정보화와 같은 사회변화 및 환경오염, 윤리적 소

비의 필요성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의 출현으로 인해 글로벌 시민성(이은경 외, 

2015; 강순원, 2014; 박성인, 2012), 다문화 시민성(이선영, 2013; 김미현, 2011; 

구정화·박선웅, 2011), 디지털 시민성(이지혜, 2017; 최문선·박형준, 2016; 김만

권, 2014), 생태적 시민성(심광택, 2012; 김찬국, 2013; 김희경, 2012), 소비자 시

민성(장일훈, 2017; 박선미, 2013; 김정은·이기춘, 2009) 등 다양한 차원의 시민성

이 강조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봤을 때, 시민성이란 공동체 구성원이자 자율적인 개인으

로서 사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및 책임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인

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삶의 맥락에서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나 갈등들을 방지하거나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민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실천을 강

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경향은 시민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에

서도 관찰된다. 좋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들을 교실에서 ‘명시적 지식’을 

통해 전달받는 방식의 시민교육에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생활세계에서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암묵적 지식’의 형태로 시민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참여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6) 

  시민으로서의 역량은 선형적 학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회 문제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하고, 다양한 가치들의 충돌에 함축된 정치

적·경제적·문화적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인식능력과 더불어 실제로 문

제제기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 함양된다. 즉, 현실세계의 맥

락을 지운 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 지식, 기능 등을 강조하는 시

민교육은 의미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오히려, 실제로 일상적인 삶에

서 어떤 계기에 의해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와 사회적 규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이

루어지는지, 비판적 성찰이 어떤 맥락에서 공적인 담론화가 되어 관계의 변화, 문화

6) M. Polanyi(2009)에 따르면 지식은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와 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로 구분된다. 전자는 의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 진술이 가능한 지식

을 의미하며, 후자는 언어화해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경험(experience)이나 자

기성찰(introspection)을 통해 귀납적으로 획득되는 지식으로 대개 방법적 앎

(knowing-how)과 앎(knowing)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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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지 생생하게 살펴보는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문학작품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시민들의 삶의 조건과 그 안에서 어떤 삶의 선

택이 이루어지는지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시민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시민성 학습 양상에 관한 논의

  시민성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다. 시민적 지식, 시민적 

기술, 시민적 실천의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논의가 시민성의 

내용에 포함되면서 시민성 개념이 확장되어 왔다.  

   Schugurensky(2010)에 따르면 시민성은 네 가지 다층적 의미를 지닌다. 특정 정

치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에게 부여된 지위(status), 정체성(identity), 시민적 덕

목(civic virtue), 사회적 행위자(agency)로서의 시민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교육 안에서의 시민교육 맥락에서 지금까지 강조되어온 시민성은 주로 시민적 덕

목(civic virtue)에 해당한다. 좋은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지식, 가치, 태

도 등을 강조하며 사회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공동선에 대한 지향, 다양

성을 존중하는 태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는 자세 등을 학

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교육공간 안에서만 논의되는 박제된 시민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맥

락에서 발휘되는 시민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민성 학습 공간을 생활세계 영역으로 

확장하고, 학습방법 역시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혁신해나갈 필요

가 있다(이은미·진성미, 2014). 시민성의 실천은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

루어지므로, 시민교육의 설계와 실행 전 과정에서 다른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영제·김윤철·윤종희, 2016: 26). 

   김민호(2016)는‘교수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온 기존의 시민교육의 한

계를 지적하며, ‘학습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시민성 학습의 일상화’를 그 대안

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시민으로서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시민성을 학

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시민과 시민성을 연계하는 학습의 공간은 가정, 학교, 

직장, 마을, 공공기관, 교회 등 생활세계이며, 자신의 직접경험과 타인을 통한 간접

경험 모두 학습을 일으키는 좋은 소재가 된다. 이와 같은 학습의 일상성은 인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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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획된 교육공간을 넘어 생활세계를 학습의 소재로 삼을 때 확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민성 학습이 일상화’되는 것은 시민성 학습의 차원을 무형식 학

습 (informal learning)을 통해 논의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무형식 학습이란 학습

자가 생활 속 자신의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시도하면서, 경험에 담긴 의미를 

논리적 추론과 해석과정을 통해 학습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가정들, 신념, 가치체계 등을 고려하여 경험에 대한 의미 해석을 시도한

다는 점이 특징이다(Fenwick, 2003; 김한별, 2006: 27-28). 이처럼 시민학습이 일

상 속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상에 대한 존재론적, 비판적 성찰’

이 필요하다(English & Mayo, 2012). 시민성 학습은 개인이 처한 각각의 특수한 삶

의 맥락에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시작하며, 실현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1항). 이 헌법조문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시민이라는 지위(status)를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나 시민으로서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아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성을 학습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

릴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는 사회구조 및 문화적 관습, 부당한 사회적 관행들에 대

항하여 새로운 규칙(rule)을 생성하는 사회적 실천을 하는 것이다. 

   부당한 차별과 배제, 폭력이 가시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비가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면 그것을 마주하고 저항할 필요가 있다. 사회 불의를 재생산하는 사회제도와 

권력구조, 문화적 관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공정한 사회로 변화시켜가기 위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시민성(citizenship)은 이러한 사회적 실천을 

통해 학습된다. 

   시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고,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능

동적인 시민성(active citizenship)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를 삶으로 실천해가는 ‘능동적 시민

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교육은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의 형태로 실행된다. 이 때, ‘능동적 학습’이란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참여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Mitchell,1999; 

Mayo & Rooke, 2008; Ahrari et al, 2014, 박새롬,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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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능동적 시민성은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민

적 가치가 재생산되는 문화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사회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진

다. 구체적으로, 시민성 학습은 ‘낯설게 보기’와 ‘시민적 용기의 발휘’를 통해 

이루어진다. 

   ‘낯설게 보기’란 당연하게 인식해온 습관적인 인식 틀에서 벗어나 사물 및 현

상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생생한 인식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현상이 반

복해지고 익숙해질수록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던 신비한 장막은 시시한 것이 되어버

린다. 일상 속 마주침의 대상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 대상에 부여된 보편적인 명명

이 담아내던 의미를 넘어서 은폐되어 있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은 대상을 낯설게 바

라봄으로써 가능해진다. 이처럼 일상에서 마주하는 관례화된 시선에 의문을 던지는 

과정 속에서 시민성 학습의 첫 출발이 이뤄진다. 

   또한 시민적 용기를 발휘한다는 것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온 문화가 전제하

고 있던 가치의 폭력성을 들춰내는 시도에 발을 딛는 것을 의미한다. 낯설게 보기를 

통해 명징하게 얻은 판단에 비추어 용기 있게 사회적 실천을 하는 것이다. 사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공론화 시키고, 부당한 권력이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제기를 하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정

의가 회복되는 공정한 사회의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갈 수 있다.  

   위 연구에서는 시민성을 학습해나가는 양상을 앞서 논의한 ‘낯설게 하기’와 

‘시민적 용기의 발휘’의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여러 차원의 시민성 

중 일상에 침투해 있는 공동체의 부조리 문제에 대응해가는 시민성 학습이 일상에서

의 어떤 경험을 통해 촉진되고, 제약되는지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문학 속 시민성 학습’이라는 개념은 문학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작품 속 맥락과 조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통해 시민-되기의 과정을 

겪어내는지를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포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문학작품

에 제시된 인물들의 행위양식을 그를 둘러싼 사회구조적·문화적 흐름 속에서 비판

적, 해석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딜레마를 일으키는 문화적 관습과 사

회적 관행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나가는지에 주목하여 일상세

계에서 시민성을 학습해가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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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학작품과 시민성 학습

1) 현실세계-문학작품-작가의 관계

  “문학작품은 그것을 태어나게 한 사회의 특수성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인간 현상의 보편적이지만 감추어진 모습들을 사회 이상으로 다양하고 복합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치수, 2015: 7). 문학작품 속 가상세계는 인간현상의 복합

적이고, 쟁송적이고, 가치충돌적인 삶의 문제가 압축적으로 극대화되어 구현되는 하

나의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이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지점은 무엇인지, 문화 속에 배어있는 권력의 관습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확장된다.   

  한편, 문학은 단지 현실을 반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

여 동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유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을 

구성해간다. 소설은 자신이 딛고 있는 사회를 배태하고 있지만, 사회적 현상 속에 

흡수되지 않고 전위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상적 상태인 인간의 완전한 자유를 목표

로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를 재구성해가며 생동한다. 소설에 재료를 재공해주는 현실

은 소설이라는 공간 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해서 ’소설적 현실‘7)이 된다. 이러한 소설적 현실은 현실세계에서 은밀하게 작동

하는 사회구조를 드러내고, 경험적 대상들을 지각하는 구조 자체를 ’해체 구성

‘(decomposition) 한다(김치수, 2015: 16-29). 이러한 점에서 문학은 단순한 현실

의 반영이 아니라 현실과 정합적 관계8)를 맺음으로써 동시대에서 호흡하는 사람들

7) 이러한 소설적 현실은 ‘문학의 내적 요소로 변형된 현실’과도 연계된다. 문학의 생산

조건은 한 시대를 지배하는 이념, 가치체계, 지배적 인식틀, 상질질서 등에 의해 마련된

다. 따라서 복합적 관계들로 중층화된 현실 속에서 문학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렇게 중층

화된 현실은 문학을 그 내적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과 현실은 상호 모순적이

면서도 서로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통합하기도 하는 뒤얽힘 가운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관

계를 맺는다 (권명아, 1995: 408-409).

8) 물리적 세계와 심리적 구성을 대응되는 관계로 파악하여 일방이 다른 일방을 구성하는데 

인과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대응이론(correspondence theory)’과 달리 ‘정합

이론(coherence theories)’에서는 인식주체와 세계(환경)사이의 근본적인 구분을 거부한



- 15 -

에게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인식방법을 제안하는 역동적인 사회적 실천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문학작품은 작가의 목소리이자, 작가를 둘러싼 세계의 목소리다. 작

가를 이루고 있는 정체성은 그 자체로 관찰되지 않는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타인

과의 관계맺음에서 생성되는 경험을 통해 정체성은 매번 새롭게 구성되며, 그 정체

성은 경험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작가의 정체성이 표현되는 중요한 

경험은 창작이다. 

  창작활동은 하나의 세계를 구성해가는 것이다. 작가가 자신에게 스며든 다양한 

개인적 경험들을 숙성시켜 문학적 언어로 세계를 표현해내는 작업이다. 작가는 문학

적 장치들을 활용하여 특정한 조건과 상황에 놓인 시민들의 생생한 삶의 단면을 독

자들에게 보여준다. 창작과정에는 작가가 살아가면서 주관적으로 체득하고 자신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투영된 것들을 성찰하는 과정이 동반된다9). 또한 창작활동은 

작가가 자신의 세계관을 문학적 장치들을 활용하여 공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따라

서 작가의 창작과정은 공적인 발화행위이며, 작가의 창작물은 자신의 삶을 소재로 

하지만 보다 큰 의미에서는 생활세계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인류(인간)의 삶을 소재

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공유될만한 삶의 진실성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이라는 바다 안에 자신의 삶을 던져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를 살아가는 방

식,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장악하고 있는 담론적 파워, 우선순위를 매기기 

어려운 가치들 가운데 역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적 조건 등을 

비판적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작가의 개

인적인 삶의 욕망’이라는 특수성과 ‘인류 보편적인 진정한 가치질서의 실현’이라

다. 전체 시스템 안에서 각 부분들은 내적 정합성(coherence)을 가지며 호환된다. 새로운 

아이디어, 문화적 관습 등과 같은 시스템을 이루는 하위요소들은 외부세계의 물리적 실재

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질서를 더 적절(adequacy)하고 자기충족적인

(sufficiency)방식으로 재편해나간다(Davis, B., Sumara, D., & Luce-Kapler, R.저, 한숭

희·양은아 역, 2017: 154-180). 

9) 문학·예술사(史)에서 낭만주의 사조에 이르러 생겨난 문학관으로, 문학작품을 작가가 

겪었고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경험의 진실한 표현으로 간주한다. 작품 속에 흐르는 세

계관은 작가가 소속된 사회의 세계관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에 흐르는 가치관을 가능하게 한 구조와 한계를 인식하는 ‘의미화

(signification)’작업이 필요하다(김치수, 2015: 25). 



- 16 -

는 보편성을 함께 추구해나가는 발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학작품 속 인물들에 투영된 삶은 현실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선택지들을 보여주는 거울이다10). 수많은 가치들, 관계들, 욕구들, 이상들 가운데 

갈등을 겪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해당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준

다. 문학작품 속의 가상세계든 현실세계든 사람들이 살아내는 관계적 기반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불신과 오해에 냉소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상호 이해를 통해 화해국

면으로 전환시켜가기도 한다. 작가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역설적인 삶의 무늬를 상징적으로 표현해낸다. 이러한 창작활동은 

‘시민들의 시민됨11)’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독자들과 소통을 시

도하는 고도의 지적작업이자 예술활동이다.  

   따라서 문학작품(text)은 작가를 둘러싼 생활세계(writer’s life-world) 및 현

실세계(context)의 맥락위에 세워진 누각이며, 이 셋은 들숨과 날숨처럼 서로가 서

로를 구성해내는 특성을 지닌다.

10) 문학사회학자 뤼시앙 골드만(Lucien Goldman)은 문학작품과 사회 사이에 ‘구조적 상동

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문학을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따라서 문학작

품 이면에 숨은 의미와 구조를 밝혀내고 이해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위

는 의미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고, 하나의 의미는 그것 자체가 부분구조가 되는 보다 넓은 

의미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인간 행위의 의미구조 자체를 밝히는 것

은 구조분석에 해당하고, 그 의미구조를 더 넓은 의미구조 즉, 사회집단의 정신구조 속에

서 밝히는 것은 발생분석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학사회학의 조류는 게오르그 루카치, 르네 

지라르, 미셸 제라파, 로베르 에르카르피에 의해 전승되어왔다(Goldmann, 1974). 

11) ‘시민들의 시민됨’에서 전자의 시민은 보통명사로서의 시민을 의미한다. 도시 지역 

및 국가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오늘날 현대 민주국가에서 

주권자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지칭한다. 한편 후자의 시민은 이미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부여받은 것에서 나아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자발적

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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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현실세계-문학작품-작가의 관계

2) ‘문학 속 시민성’이 현실맥락에서 갖는 의의

  시민교육계에서 논의되어 온 ‘좋은 시민’의 자질들과 관련한 규범적 원칙들은 

시민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개별적으로 도달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부대끼

며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시민성의 차원들을 확장하고 혁신해나가는 것이다. 민주, 

자유, 정의, 평등, 평화, 인권 등 공공적 가치들을 사회 속에서 실현시켜가는 과정

은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민주주의의 성숙수준에 따라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한숭희 외, 2002: 137-138). 따라서 시민주체를 통한 공공적 가치의 사회적 

실현이 시민교육에서 내거는 이상적인 기치라면, 실제 삶의 맥락에서 공동선을 추구

할 때 직면하는 개인적·사회구조적 갈등이 드러나고, 조정되고, 해결되는지를 경험

해볼 수 있는 학습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적인 경험은 현실세계를 통

해서뿐만 아니라 문학작품 속 가상세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삶의 모든 시·공간에서 ‘경험의 재구성’이 일어나고, 이것이 학습이

다’(Dewey, 1938)는 명제는 일상 가운데 편재되어 있는 학습의 속성을 잘 보여준

다. 학습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을 통

해 스며든다. 현실세계에서 경험들은 대부분 사회적 관계를 통해 생성된다. 나와 너

의 생활세계가 중첩되는 시·공간에서 다양한 결의 경험들이 삶에 걸어 들어온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의미화 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 특히, 경험의 의미

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학습의 폭이 달라진다. 감각적인 경험은 현실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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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인지적인 경험은 실제적 현실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다. 따라서, 현실세계에서 삶으로 겪어내는 사건과 만남들뿐만 아니라, 허구로 엮어

지긴 했지만 삶의 진실한 면모를 담아내고 있는 가상세계에서의 경험을 통해서도 학

습은 일어난다. 

  따라서 연구자는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에 흐르고 있는 시민성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삶과 비교하여 이해할 때 시민성이 학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학 속 시민성이라는 개념을 먼저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문학 속 시민성’이란 문학작품에 드러난 등장인물들이 구체적

인 사건을 겪으며 그들의 삶을 통해 구현해내는 시민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문

학작품에 드러난 시민들이 삶의 모습에 흐르는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작품속의 인물들은 허구적 인물이지만 특정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구조

와 맥락에 발을 딛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들

이 처해있는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함께 들여다보는 일이다. 조건화된 가상적 삶의 

공간에서 작품 속 인물들이 선택한 수많은 삶의 방식을 통해 현실세계에서 시민적 

삶을 제약하고 있는 사회구조와 제도, 문화적 관습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비판적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일상적인 현실의 제 모습을 지각하고, 

현실을 지배하는 논리와 해석 관습적 기호들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가 안

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상황에 대한 의식화’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타인들의 입장을 탐색하는 데 열려있을 때 ‘비판적 의식’이 형성된다. 

   신역사주의 비평이론12)에 따르면, 문학 텍스트는 텍스트가 생산된 시공간 속에

서 작동하던 담론들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의미들을 길어올리는 그물망이자 일종의 

문화적 가공물이다(Tyson, L.저, 윤동구 역, 2012: 597). 즉, 모든 사건은 어떤 문

화의 산물이지만,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해당 문화에 다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문

화와 재귀적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감상하는 활동 역시 해

12) 신역사주의는 역사를 각 문화가 해당사회에 전하는 자신들에 관한 이야기로 간주하며, 객
관적 역사분석 대신 다양한 역사적 목소리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집중한다. 주변화된 역사
적 서사들에 대해 관심을 갖으며, 두터운 묘사(중층기술, thick description)을 통해 해당 사
회에서 통용되는 문화적 생산물이 갖는 의미를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의 규칙, 세계 이해방식 
등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Tyson, L.저, 윤동구 역, 2012: 59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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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작품을 둘러싼 현실세계의 사회문화적 구조와 맥락과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학적 경험을 통해 비판적으로 사회를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시민적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학 창작과 수용에 있어서 작용하는 언어적 상상력은 문학 작품 속 인물들의 

감정 및 정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해가며 이해하도록 한다. 문학적 상상력13)은 다

양한 인간 삶의 복잡한 맥락을 공감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자신과 동떨어

진 삶의 맥락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타인의 좋음good에 관심을 갖도록 하며, 

많은 사람들의 뿌리 깊은 편견에 맞서 싸워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Nussbaum. M. 

C., 1995: 16-19) 이처럼 ‘문학은 우리가 자기다움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이동하여, 나와 타자 사이의 삶과 사고의 유사성과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

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공적인 삶에 기여한다(Nussbaum. M. C., 2008; 황은덕 역, 

2010: 45).  

   이상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문학작품은 현실세계에서의 삶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실과 정합적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사유방식을 제안하는 실천적 구

성물이다. ‘문학에서 다루는 대상은 삶의 모습이며 그 지향점은 인간’(김중신, 유

미향, 2016: 123 재인용)이기 때문에, 문학은 현실세계를 ‘소설적 현실’로 각색하

여 인간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노마드적 정체성을 갖는

다. 이러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는 그가 겪어온 삶에 투영된 가치, 삶의 양식

들을 작품 속 서사의 큰 줄기에 적절하게 배치하며 새로운 ‘소설적 현실’을 만들

어간다. 구성된 플롯 안에서 시민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들과 고민의 문제들은 현

실세계 시민들의 삶의 면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양식을 성찰해보도록 

한다. 따라서 허구적 세계지만 삶의 진실성이 공유되는 문학 작품 속 인물들의 세계

를 들여다봄으로써 현실세계에서 작동되는 시민적 삶의 에토스(ethos)14)를 깊이 이

13) 누스바움이 다른 저서에서 서사적 상상력으로 표현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자기 자신이 

다른 이의 입장에 있다면 사태가 어떠할지 생각할 줄 아는 능력,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적

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위치에 처한 이라면 가질지 모르는 감정·소망·욕구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Nussbaum. M. C., 2010; 우석영 역, 2011: 163).

14) 에토스(ethos)는 육화된 윤리로서, 인간을 내면으로부터 일정한 행동 양식으로 이끌어

내는 실천적인 추진력인데, 어떤 시대의 에토스, 어떤 민족의 에토스로서, 인류의 역사에 

대하여 구성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함유하고 있다(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09; 최선주, 

2013: 19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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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딜레마와 학습

1) 딜레마의 개념

  딜레마 개념에 관한 연구는 행정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으며 주로 정책

분석에 있어서 딜레마 개념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종범 외, 

1992; 이종범, 2005; 김상돈, 2004; 김태은, 2008; 소영진, 1999, 2015). 상기 연

구들에서는 정책 딜레마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들로 분절성(discreteness), 상충성

(trade-off), 균등성(equality), 선택 불가피성(unavoidability)15)을 제시했다. 위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딜레마 발생의 형식적 조건들은 딜레마의 개념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준거가 되었다. 

 한편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딜레마 연구는 주로 교사가 수업실천과정에서 경험하

는 딜레마(강기원, 2003; 정정훈·김영천, 2005; 송현종 외, 2013; 조수진, 2016; 

김희경·이봉우, 2016)를 다루거나, 수업 내용으로 딜레마 상황을 다루는 것의 교육

적 효과(김종순, 1999; 최지영, 2010; 조철기, 2013; 주현철, 2015; 김경애, 2016; 

김경래·박성혁, 2016)를 주로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딜레마는 특정한 행위목적이나 상황적 조건을 내포하는 

특수한 형태의 딜레마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딜레마이다. 즉 

삶 가운데 다양한 상황을 매개로 발생하는 일상적 딜레마는 주로 개인의 심리적인 

혼란 및 갈등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에 딜레마의 발생 조건에 대해 보다 느슨한 

개념화를 시도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에 따르고자 한다. 

  딜레마(dilemma)란 ①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충되는 가치들 가운데 ②하나를 선

15) 분절성(discreteness)이란 두 개의 대안이 절충 불가능하며 분절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하고, 상충성(trade-off)은 두 대안이 상충되므로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는 것, 균등성(equality)은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가치가 균등해야한다는 것, 선택 불가피

성(unavoidability) 이란 대안 중 최소 하나의 대안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소영진, 1999: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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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③개인이 겪는 혼란을 의미한다. 즉, 이율배반적인 두 개 

이상의 메시지를 동시에 추구하기를 요구 받는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 느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혼란을 나타낸다. 딜레마가 성립하기 위해

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경합하는 모순된 선택항이 존재해야 한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가치들이

면서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모순된 선택항들이 존재해야한다. 예를 들면, 정의로움

을 추구하는 원칙주의자와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아는 유연한 사람이라는 

모순된 선택항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이 모순된 선택항들이 동시에 장려되지만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의를 추구하는 원칙

주의자이면서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아는 유연한 사람이 되길 요구받는 상황 속에서 

모순되는 두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

는 상황을 의미한다. 셋째, 그런 상황 가운데 개인이 혼란을 느끼는 것이다. 혼란의 

수준과 정도는 경미한 수준에서 심각한 수준까지 다양하며,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될 

수 있다기보다 주관적인 인식을 통해 경험된다. 딜레마를 유발하는 상황에 놓여있더

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나, 딜레마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딜레마로 인

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딜레마 상황에서의 학습: Jack Mezirow의 전환학습이론

  딜레마 상황은 개인의 인식, 감정 등에 균열을 일으킨다.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

조한 Dewey는 “학습이란 과거의 경험을 새로운 상황에 대입하고 적용하는 것이 포

함된 삶의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규정했다(Dewey, 1963: 44; Merriam et 

al,.2014: 160). 과거의 경험은 새로운 학습을 매개하는 자원이자 매개항이다. 과거

의 신념이나 행동, 습관이 현재 경험을 설명하지 못할 때 배움이 활발히 일어나며, 

그 과정에서 지성과 지식이 연합된 성찰적 인식이 학습을 촉발시킨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딜레마 상황은 단순히 혼란스럽고 균열을 일으키는 상황이 아니라 개인이 세

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틀(frame of reference)을 변화시켜가는 핵심적인 경험

이라고 볼 수 있다. 

  딜레마 상황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황적, 조건적 불일치를 내포하고 있

는 딜레마 상황에서 개인이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 학습은 ‘개인적 생애와 외부세



- 22 -

계를 경험을 통해 인식해가는 것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gap)와 모순(disjuncture)’

에 의해 발생한다(Jarvis, 2006: 49). 현 상황의 모순을 통해 문제의 차원이 드러나

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을 직시하고 분석하는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 및 구조는 개인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개인

은 자신을 둘러싼 맥락들을 성찰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균열을 일으킨다. 

Mezirow(1991)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바가 흔들리는 딜레마를 겪음으로써 전환학습

이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Mezirow의 전환학습은 개인적 차원의 전환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는 사회 해방적(social-emancipatory) 측면을 띄기도 한다(Taylor, 2008). 

자신의 삶 가운데 사회의 억압적 구조가 침투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내면화한 가

치, 신념, 규범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전환학습은 사회 변혁의 가능성을 노정한

다. Mezirow는 전환을 경험한 개인들이 연합하여 세상의 이치에 의문을 갖고, 사회 

지배적인 이념들을 재조명함으로써 사회 변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한다

(Merriam et al,.2014: 138). 즉, 사회적 차원의 전환은 개인적 차원의 전환을 통

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자는 전환적 학습경험이 개인에서 사회로 확대되

어 가는 것으로 시민학습의 개념을 이해했다. 

  Mezirow는 경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기존의 ‘의미도식’과 ‘의미관점’

을 전환시켜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학습이 일어나며 이러한 학습을 관점전환학습

(transformative learning)으로 제안했다(Mezirow, 1991)16). 의미도식(meaning 

scheme)과 의미관점(meaning perspective)은 경험의 의미 해석하고 이해하는 틀로

서 전자는 인식하는 대상을 이해하는 데 작동하는 습관적인 기대(habitual 

expectations)를, 후자는 인지과정에서 작동하는 가정, 전제의 구조(structure of 

assumptions)를 의미한다(Mezirow, 1990: 2). 

  Mezirow는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기존의 의미관점을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이라는 용어로 수정해서 제안했다. 즉, 기존의 준거틀로 새로운 경험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어려울 때 이 준거틀을 변화시켜가는 활동 자체에

16) Mezirow(1990)는 의미도식의 변화와 의미관점의 변화 모두를 전환학습에서 기대하는 

‘전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지만, 궁극적인 전환학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제에 

대한 성찰을 통한 관점의 전환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Mezirow, 1991; 김한별,허효

인, 2017:1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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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습이 일어나고 이를 전환학습이라고 보았다(Mezirow, 2000).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은 경험에 일관성과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해석하는 문화와 언어의 구조다. 이는 인지적, 능동적 정서적인 요소들을 망라하며 

의식의 안팎에서 작동한다. 준거틀은 크게 사고의 습관(habits of mind), 시점

(point of view)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Mezirow, 2000). 사고의 습관(habits 

of mind)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특성, 경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세상

을 파악하는 경향”(Cranton, 2006: 24-25; 김한별, 허효인, 2017: 115 재인용)으

로 개인이 자신의 경험, 신념, 사람, 사건, 자기 자신 등을 범주화하는 방식을 수반

한다. 사고와 감정, 행동의 기초가 되는 구조, 규칙, 준거 등을 포함하며 문화적 규

범이나 사회적 규준, 관습 등에 영향을 받는다. 한편 시점(point of view)은 사고의 

습관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으로 “사고의 습관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형태”를 의

미한다. 이는 일련의 “의미도식들의 묶음들(clusters of meaning schemes)”로 이

루어진다(Mezirow, 2012: 83; 김한별, 허효인, 2017:115 재인용). 즉, 개인이 세상

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은 사고의 습관과 경험을 해

석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구체적인 지식, 신념, 판단준거, 감정들과 같은 의미도식

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준거틀을 변화시켜감으로 써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의미구조

의 재구조화와 타당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관점전환은 “외부에서 부과된 새로운 종류의 딜레마나 일련의 딜레마를 겪으면

서 의미도식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Mezirow, 1991: 168). 이

러한 전환을 촉발하는 경험을 Mezirow는 매우 혼란스러운 딜레마(disorienting 

dilemma)라고 명명했다. 혼란스러운 딜레마는 사랑했던 사람과의 사별, 직장에서의 

해고, 이혼, 질병, 출산 등과 같이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을 겪을 때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딜레마들은 개인의 기존 신념, 감정, 가치체계, 사회‧문화적 가정

(assumption) 등에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우며, 수치심과 분노, 

두려움, 죄책감, 당혹스러움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중요한 삶의 사건이 위기를 촉발할 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나 축

적된 경험들이 기존의 사회‧문화적 가정(social-cultural assumption)에 균열을 일

으킬 때 역시 전환을 야기할 수도 있다(Mezirow, 1991). 이 때 중요한 것은 부정적

인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자체가 아니라 그 균열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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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판단(assessment)이다. 즉,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내부세계에 균열

을 일으키는 외부세계의 자극을 기존의 의미구조를 뒤흔드는 혼란으로 개인이 인식

하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자존감, 만족

감, 성취감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 역시 전환학습을 일으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박경호, 2009; 박성관, 김영석, 2015).

  혼란스러운 딜레마를 겪으면서 인간은 그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왜곡된 인식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하게 된다. 기존 가정(assumption)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17)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판적 

성찰은 경험을 회고해봄으로써 경험을 인식하는데 작용하는 자신의 가정, 조건, 가

치, 신념들을 의심하고 이것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Mezirow, 1998). 

전환학습에 있어서 비판적 성찰은 매우 핵심적인데 인식의 왜곡을 알아차리고 바로

잡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18). 

  비판적 성찰은 크게 외부세계의 인식대상이나 상황과 관련된 기본가정에 대한 비

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 of assumpions: CRA)과 그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개

인의 인식체계가 전제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ciritical 

self-reflection on assumptions: CSRA)’ 두 가지 유형이 있다(Mezirow, 1998). 

CRA가 개인 외부 세계에 대한 관습화된 가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을 하는 것이라

면, CSRA는 개인이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습관적 인식이 전제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Mezirow는 전자를 객관적 재규정(objective 

reframing) 후자를 주관적 재규정(subjective reframing)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Mezirow, 1998).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외부세계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딜레마와 혼

17) 성찰에 대한 개념은 크게 어떤 부분에서의 성찰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내용성찰

(content reflection)’, ‘과정성찰(Process reflection)’,‘전제성찰(Premise 

reflection)’로 구분된다. 내용성찰은 인식대상 즉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와 관련 있고, 

과정성찰은 인식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다. 전제성찰은 기존의 인식틀, 행동방식을 작동하게 한 전제에 대해 돌아보는 것을 의미

하며, 전제성찰 만이 관점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Meziorw, 1991: 

107-108). 

18) 관점전환이 비판적 성찰이 아닌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켜가는 동화(assimilation)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

힌 바 있다(Mezirow,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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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모순 등을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딜레마를 느끼는 원인을 추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전제하고 있던 가정들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전환학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비판적 성찰에 의해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개인들이 성찰적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이성적 담론(rational discourse)을 형성해가게 된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타인도 겪었다는 사실이 공유됨으로써 감정적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양식을 탐색하며 적절한 변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진다. 그 과정에서 모두의 동의에 기반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소수의 힘

(power)있는 세력 주도로 마련된 합의안에 동의를 표함으로써 함께 변화를 모색해가

기도 한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해감

으로써 새로운 전환을 삶에 재통합시켜가는 과정이 제시된다. 한준상(2001)은 관점

전환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행위와 행동변화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조

(reformatting)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메지로우는 전환학습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10단계로 제시했으나 후속 연구들

을 통해 필요에 따라 각 단계가 통합되거나 건너뛸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일어나다

가 순환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김연정, 2012: 2).

 

[표 2] Mezirow의 전환학습 10단계

자료: Mezirow. (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P.168-169.

단계 주요내용

1단계 혼란스러운 딜레마에 직면

2단계 두려움, 분노, 죄책감, 수치심의 감정에 대한 자성

3단계 자신의 기존 가정(assumption)에 대한 비판적 성찰

4단계 개인의 불만족과 전환과정의 공유

5단계 새로운 역할, 관계, 활동을 위한 대안탐색

6단계 새로운 행동과정의 계획

7단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8단계 새로운 역할을 시험적으로 시도

9단계 새로운 역할과 관계에서 자신감 구축

10단계 새롭게 형성된 관점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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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혼란스러운 딜레마 상황에서 기존 신념, 가치체계, 가정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하고, 개인들이 느낀 성찰적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실천적 행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도를 하

는 과정에서 전환학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문학작품 속 인물들이 딜

레마 상황을 통과하면서 어떤 전환적 학습을 경험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메지로우

의 전환학습과정을 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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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내러티브 탐구

  본 연구는 세 편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겪는 딜레마 

양상을 이해하고, 매개요인들의 작용에 따라 딜레마에 대한 대응양식이 어떻게 변화

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텍스트(문학작

품)의 서술에 의해 구성된 등장인물들의 삶을 내러티브로 재구성하여 그들이 어떤 

딜레마를 겪고 있으며, 그 딜레마를 대응해가는 방식을 알아보는 내러티브 탐구

((narrative inquiry)를 활용하였다. 

1)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내러티브(narrative)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요건으로 ‘일련의 사건 또는 경험’, ‘시간성’, ‘사건 또는 경험들 간의 관련

성’, ‘경험의 해석과 재현’ 중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지에 따라 내러티브 개념이 

조금씩 다르게 이해된다.  

  먼저, ‘일련의 사건 또는 경험’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제시된 것을 내러티브로 

보는 경우가 있다. Czarniawska(2004)는 내러티브를 “연대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행동 또는 일련의 사건/행동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공하는 음성 혹은 문자텍

스트”(p.17)로 이해했으며, 조지형(1998)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발생한 일련의 사

건들에 대한 글과 말로 된 담론으로 내러티브를 이해했다.

  다음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전체의 맥락 안에서 관련성 있게 제시된 것을 내러티

브로 보는 경우가 있다. Polkinghorne(1988)은 내러티브를 “서로 관련이 없는 개별 

사건들을 전체 이야기 속에 모으는데 적합한 렌즈”(p.36)로 이해했다. 그는 일련의 

사건들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단순히 나열하는 연대기와 구별하여 개별적인 사건들

이 전체의 완결된 이야기 형태로 구성하는 것을 내러티브로 보았다. Clandinin & 

Connelly(1988) 역시 내러티브를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삶의 사건들 간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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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시간적 연속성(temporal continuity) 안에서 드러내는 틀로 보았다. 이러

한 점에서 내러티브는 특정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화인 ‘이야기

(story)’와 구별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된 경험에 관한 이야기’로서의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전하

는 과정에서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고 재현하는 행위를 내포한 것을 의미한다. 내러

티브는 단순히 열거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사건들이 어떤 의

미를 형성해가고 있는지, 동시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다

(Lauritzen & Jaeger, 1996/2007; 김수미, 2016: 20 재인용). 

  이상을 종합하면, 내러티브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일련의 사건/경험들이 전체 

삶의 맥락 안에서 연결되고, 해석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게 된 ‘이야기’ 

혹은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야기하기’를 의미한다.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란 인간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이야기 하기’(story telling) 또는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 

story)의 방법을 통해 삶의 경험을 질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Clandinin & 

Connelly, 1988, 1990, 2000). 연구자가 개인의 “경험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방

법”(p.18)으로 인간의 개인적 경험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이야기로 구성함으로써 

경험의 의미를 밝혀내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내러티브를 탐구하는 방법은 크게 ‘내러티브의 분석(analysis of narrative)’

와 ‘내러티브 분석(narrative analysis)’가 있다. 전자는 이야기된 이야기(told 

stories)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고, 후자는 연구자가 사건에 관한 내러티브 자료들을 

수집하고 해석하여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Polkinghorne, 

1995; Creswell, 2007). 한편 연구자와 참여자가 대화 혹은 상호작용을 하여 내러

티브를 구성해내는 협력적 과정 자체를 내러티브 탐구로 보는 경우도 있다(Chase, 

2005; Creswell, 2015). 이러한 접근들을 종합하여 Riessman(2008)은 내러티브 탐

구방법을 ‘이야기 된 것(told)에 관한 분석(주제 분석)’, ‘이야기하는 방식

(telling)에 관한 분석(구조분석)’,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performance)에 

관한 분석(대화/행위분석)’ 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내러티브의 분석(analysis of narrative)’ 방법을 

통해 문학작품 속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심층적 의미를 드러내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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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2차적으로는 이야기된 이야기(told stories)를 핵심인물이 겪는 딜레마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내러티브 분석(narrative 

analysis)’를 했다. 작품 속 핵심인물이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딜레마를 겪으며, 

그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해가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학습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새롭게 내러티브를 구성함으로써 딜레마 경험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2) 내러티브 탐구 방법

  내러티브 형태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 적절하며, 인간의 경험을 이해

하는 데 중심이 된다(MacIntyre, 1981; Plkinghorne, 1988; Clandinin & Connelly, 

1990; 염지숙, 2001: 38).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밝히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 시, ‘경험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드러

내기 위해 경험들이 특정 상황과 맥락 속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Clandinin & Connelly(2000, 2013)는 ‘은유적인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공간’으

로 ‘시간적 차원(temporality), 공간적 차원(place), 개인적·사회적 차원

(sociality)’을 제시했다. 이는 회고(backward)와 전망(Forward)을 하고, 경험을 

특정 장소 내에 두며(Situated), 내면(inward)과 외부(outward)를 살피는 텍스트로 

내러티브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Creswell, 2015: 263). 

  첫 번째 시간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삶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과거, 현재, 미래라

는 연속적인 시간성에 배치하여 경험의 선후관계를 분석한다. 삶에서 중요한 사건들

을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된 경험들에 시간적 순

서를 되찾아주는 것이다. 단순히 시간적 선‧후 관계에 따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의 내적 정합성에 따라 시간적으로 “앞-뒤로”(Clandinin & Connelly, 

2000: 57)오가며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각 문학작품에 제시된 핵심인물이 

겪은 경험들을 의미단위별로 시간적 차원에서 재배열하여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는 분

석을 시도하였다. 

  두 번째 공간적 차원에서는 경험이 발생하는 특정 장소 및 상황,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내러티브를 분석한다(Clandinin, 2013: 42). 물리적 공간은 경험에 실재성

을 부여하며, 경험은 물리적 공간을 매개로 발생한다. 따라서 일련의 장소에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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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경험들을 공간을 매개로 해석하고 재해석함으로써 

내러티브를 구성해가는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딜레

마를 경험하는 장소, 상황, 사회구조, 문화적 풍토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세 번째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는 특정 경험을 매개로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

(내부적 관계)와 타인 및 외부 환경과 맺는 관계(외부적 관계)를 분석한다

(Clandinin, 2013: 40). 개인의 가치판단, 감정, 반응 등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변

화되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중요한 경험을 함께 한 타인과의 관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작품 속 인물들이 특정 경험을 매개로 겪는 딜

레마에 어떻게 대응해가고, 그 결과 어떤 개인적, 집단적,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변

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분석을 시도

하였다. 

2. 연구사례 - 『82년생 김지영』(조남주), 『죽은 자로 하

여금』(편혜영), 『서른의 반격』(손원평)

  이 연구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부조리로 인해 딜레마를 겪는 개인들의 변화과

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사례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① 일상에서의 부조리 혹은 부당함과 관련된 소재나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② 

현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19), ③ 작품 속 등장인

물들이 딜레마를 직면하고 대응해가는 과정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였다. 이러한 텍스

트 선정 기준을 가지고 당대 사회에서 파급력을 갖는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했

다.

   2000년 이후 국내 3대 문학상(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에서 대상 

및 우수상을 수상한 작가의 작품20)들을 살펴보았으며, 문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

19) 작품세계는 작가에 의해 구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작가의 사회에 대한 이해 및 해석이 

작품의‘소설 속 현실’로 제시된다고 이론적 배경 3절에서 논의한 바 있다. 연구자는 이

러한 관점에서 작가가 현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포착하여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문

제의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검토했다. 언론에 공개된 작품에 관한 작가의 인터뷰자료를 참

조하여 ②번 텍스트 선정 준거를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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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고 있는 작가들의 다른 작품들도 검토해보았다. 또한 문단에서 주요인사로 거론

되진 않더라도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받은 작품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자극했다는 측

면에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동시대 독자들에게 높은 소구력을 갖

는 문학작품들 중 이 연구주제와 부합하는 주제의식을 가진 작품들도 연구사례를 선

정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8년 3월 26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관정관, 오프라인 서점을 수차례 방문하여 약 70여 편의 단편·중편·장편 소설을 

열람하였으며, 그 중 위 연구의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장편소설 세 작품을 분석할 

텍스트로 선정했다. 시민성이 발휘되는 양상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긴 호

흡으로 인물들에 대한 서사가 제시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판단이 들

어, 최종적으로 장편소설들을 연구사례로 채택했다. 

   먼저 『82년생 김지영』(조남주, 2016)은 한국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어려움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100만 명 독자들의 호평을 받아온 작품이다. 이 소설은 82

년생 김지영씨로 대변되는 30대를 살고 있는 한국여성들이 일상에서 겪어온 성차별

적 시선을 통해 받은 상처들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제도적 차별이 사라진 시대

에도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성차별적 요소들이 어떻게 여성들의 삶을 

제약하고 억압해왔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때 그 상황에서 겪은 혼란과 

분노를 쌓아가며 그 시간을 버텨온 여성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김지영이라는 

화자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난다.

   다음으로 『죽은 자로 하여금』(편혜영, 2018)라는 작품에는 지방도시의 한 종

합병원을 배경으로 윤리적 존재로서의 자의식과 관계적 존재로서의 자의식이 충돌하

며 겪는 갈등이 제시된다. 부패한 조직의 생리에 따르며 자본의 욕망을 쫓는 삶(이

20)  편혜영(『저녁의 구애』, 『몬순』, 『소년이로 少年易老』), 김영하(『검은꽃』, 

『옥수수와 나』), 김연수(『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 『산책하는 이들의 다섯가지 즐거

움』), 이승우(『지상의 노래』, 『전기수傳奇叟 이야기』), 김경욱(『위험한 독서』, 

『천국의 문』, 『99%』), 김훈(『칼의 노래』, 『화장』), 김애란(『바깥은 여름』, 『침

묵의 미래』), 전경린(『천사는 여기 머문다』, 『강변마을』), 김숨(『뿌리 이야기』, 

『그 밤의 경숙』), 성석제(『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내 고운 벗님』), 권지예(『꽃

게무덤』, 『뱀장어 스튜』), 권여선(『안녕 주정뱅이』, 『사랑을 믿다』), 조경란(『좁

은 문』, 『풍선을 샀어』), 구효서(『별명의 달인』, 『풍경소리』)등 많은 작가들이 국

내 3대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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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거대한 사회의 기만에 맞서 윤리적 양심을 지켜내려는 삶(무주)은 저마다의 

복잡한 맥락들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히 선과 악의 대립구도를 넘어서 삶의 페이소

스(Pathos)를 느끼게 한다. 용기 내어 내부고발을 시도한 무주가 겪어내는 힘든 시

간을 함께 따라가며 모순적 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을 위치지울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

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서른의 반격』(손원평, 2017)은 88년에 태어나 2017년에 서른 살

이 된 주인공들의 목소리를 빌어 한국사회의 권위의식과 위선, 부당하고 비열한 착

취구조를 재치있게 비틀어대는 작품이다. 일상에서 겪는 부당함에 작은 반격을 가하

며 존재론적 회복을 경험해가는 주인공들은 ‘세상 전체는 못 바꾸더라도, 작은 부

당함 하나에 일침을 놓을 수는 있다’고 믿으며 유쾌하고 경쾌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대면한다. 

[표 3] 연구사례로 선정한 문학작품 비교

21) 편혜영 작가는 현실고발의 목적으로 이 소설을 창작했다기보다 ‘무주라는 인물이 겪는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2016)

『죽은 자로 하여금』
(편혜영, 2018)

『서른의 반격』
(손원평, 2017)

소재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삶
병원에 얽힌 부조리와 

비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구조적 모순 

중심인물의 태도변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 → O(김지영)

저항적→ 순응적 태도
(무주)

냉소적→변혁적 태도
(지혜)

갈등양상
김지영 VS 

문화적 관습
무주 VS 
병원조직 

지혜 VS
사회의 위선

작가의 태도

사회의 현 모습에 대한 성찰 필요성 인식
○ △21) ○

“육아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폭력적인 시선에 
충격 받아”22)

“확신에 차서 
행동하지만 

자기모순에 빠져 
고통받는 인물을 
그리고 싶었다”23)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에 개인이 
일침을 가하는 게 

핵심”24)

작품의 성격
르포르타주 문학

(장편)
문학 (장편) 문학 (장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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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세 작품에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패한 관습들로 인해 딜레마를 겪는 인물들

이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을 시도하고, 그 저항이 좌절되기도 하는 모습이 제시된다. 

세 작품 속 핵심인물들은 딜레마 경험을 통해 부조리한 상황을 만들어낸 사회구조의 

무게를 실존적으로 마주하며 딜레마에 대한 대응양식을 변화시켜가는 모습을 보인

다. 따라서 그동안 당위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온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각각 작품 

속 주인공들의 삶의 맥락에서 어떻게 발현되어 가고, 꺾이는지 구체적인 양상을 살

펴보기에 적합한 작품들이라고 판단하여 연구자를 위 세 작품을 연구사례로 선정하

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2010년대 한국 문학작품에 담긴 시민성의 양상을 개념화하기 위

해, 선정한 세 권의 문학작품들 및 이와 관련된 문학평론들을 읽고, 분석하고, 해석

하는 문헌연구를 진행했다. 세 권의 문학작품을 독자의 관점 및 연구자의 관점을 오

가며 감상함으로써, 작품의 외연에 떠오르는 사건 및 감정, 행동들의 의미를 심층적

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학작품을 전개해 나가는 핵심적인 플롯을 넘어 

거시적, 미시적 장치 및 행위들에 내재된 의미와 구조를 읽어내고자 했다. 

   문학작품은 작가에 의해 재창조된 세계다. 즉, 작가의 현실경험 및 간접경험이 

투영되어 개성 있게 창조된 공간이다. 작가들의 세계관은 주제, 인물, 배경, 사건 

등을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민들의 생활양태 및 실제 사회 안에서 사

람들 간의 관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회구조적·문화적 흐름에 대해 작가가 이해한 바

가 작품 속에 투영되어 있다고 연구자는 생각했고, 작품에 대한 작가의 인터뷰 내용

을 참고하여 이를 확인했다. 

혼돈과 자기모순에 빠져 고통받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싶었다’고 인터뷰에서 답변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 병원에 얽힌 비리와 음모, 배경으로 제시된 이인

시의 모습은 현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겹쳐 보이는 지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구자는 

이 소설을 연구텍스트로 선정했다. 

22) 소설 ‘82년생 김지영’… 30대 여성들의 인생보고서. (노컷뉴스, 2016. 10. 23) 

https://nocutnews.co.kr/news/4673083 참조. 

23) 편혜영의 어두운 상상력, 지방 종합병원에서 무슨 일이.. (중앙일보, 2018.05.09). 

https://news.joins.com/article/22606696 참조. 

24) [인터뷰] 『서른의 반격』 손원평 ‘없는 사람’에서 ‘있는 사람’으로 전복을 꿈꾸

다.(독서신문, 2017.11.23.).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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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의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분석을 시도했

다.  연구자는 등장인물들의 내러티브가 담긴 질적 자료로 소설을 간주했다. 면담을 

통해 얻은 1차적 내러티브 자료는 아니지만 작가의 시선에 의해 그려진 인물들의 삶

과 그들의 주관적 세계 해석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2차적 내러티브 자료로 이해했다.  

  먼저 분석 이전에 세 권의 문학작품을 읽으며 텍스트 내용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딜레마를 유발하는 상황, 전환을 야기한 사건/성찰적 인식이 나타난 부

분을 따로 표시해두었으며 여백공간에 간단한 메모를 남겨 핵심적인 흐름을 이해하

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연구문제와 이론적 얼개, 연구목적을 생각하며 중요한 

전환이 되는 지점들에 대한 분석적 메모를 남겼다. 

  다음으로는 각 작품을 에피소드별25)로 구분하여 에피소드 별로 줄거리(plot)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인‘인물, 장소, 문제, 행동, 해결’정보를 파악하였다. 이는 

에피소드 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해 수행한 보조적 분석에 해당한다. 한

글파일에 서식을 만들어 에피소드별로 분석을 시도했다.

 이후에는 텍스트와 분석적 메모, 에피소드별 분석자료를 참조하여 엑셀에 코딩분

석을 하였다.‘에피소드 번호, 내러티브 단계, 인물, 상위범주, 하위범주, 코드

(code), 페이지번호, 원자료’ 로 구분하여 코딩작업을 실시했다. 1차 코딩 과정에

서는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보며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좋은’ 질적 

자료들을 선별했으며, 원자료의 의미와 특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나 어구들

을 코드(code)로 표현했다. 기본적으로 에피소드 순서대로 1차 코딩을 실시했지만 

이론을 생성하기 위한 하위범주를 구성하기 위해 순환적이고 지속적인 재코딩

(recoding)작업을 거쳤다. 

  2차 코딩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료를 

재구조화하고, 상위범주를 구성해갔다. 핵심인물이 포함된 장면(상황 혹은 성찰적 

고백)들을 에피소드별로 나열한 뒤 시간적 순서에 맞게 사건들을 재배열했다. 이는 

전체 소설 줄거리 안에서 핵심인물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25) 『82년생 김지영』을 30개의 에피소드로, 『죽은 자로 하여금』을 23개의 에피소드로, 

『서른의 반격』을 21개의 에피소드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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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이후, 핵심인물이 딜레마 경험을 통해 변화된 흐름을 5-6가지의 범주로 구

분한 뒤 그 안에서의 전환적 학습의 의미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 적합한 코드들을 

활용하여 위한 글쓰기를 시작했다. 사건과 행위 속에서 범주의 지시자(indicators)

를 찾기 위해 지속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ison)을 실시26)하며 글쓰기와 자료 

분석 과정에서 해석학적 순환을 시도했다. 

  

26) 지속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ison)이란 질적연구에서 내용분석을 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분석기법으로 사건과 행위 속에서 범주의 

지시자(indicators)를 찾는 방법을 의미한다(Glaser& Strauss, 1967; Leech & 

Onwuegbuzie, 2007; Westbrook,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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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서: 『82년생 김지영』

 『82년생 김지영』은 김지영이라는 여성의 개인적인 삶의 서사이면서 동시에 1982

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삶을 꾸려온 인물들이 겪어온 사회에 대한 서사다. 학

령기를 거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의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 속

에서 김지영은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모순을 느끼고, 때로는 소심한 저항을 하며 

자신을 형성해나간다. 

   이 작품에서 주로 다루는 사회적 문제는 ‘젠더’문제다. 그렇지만 젠더 자체가 

이 소설의 핵심은 아니다. 일상에서 작동하는 관계의 민주성, 정당성, 공정성에 대

한 의문을 던지는 데 젠더 문제를 핵심적인 소재로 활용한 것이다. 구성원 개개인이 

동등한 주권을 가진 민주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member)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들에 의문을 던짐으로써 생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데 제약이 되는 지점들을 짚어내

는 데 이 소설의 의의가 있다. 그 지점들을 짚어내기 위해 이 소설은 김지영이라는 

개인적인 삶의 서사에서 포착되는 집단의 모습, 조직의 모습, 사회의 모습을 딜레마

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따라서 연구자는 김지영이라는 인물이 삶의 터전 

속에서 어떤 딜레마를 겪으며, 그 딜레마에 대응하면서 김지영의 삶이 어떻게 변화

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줄거리, 등장인물 관계도

1) 줄거리

  어느 날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이는 김지영을 보며 남편 정대현은 정신상담을 주

선했다. 김지영은 일주일에 두 번 씩 담당 의사를 찾아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회고하며 인생 마디마디에서 겪은 당황스러움을 담담히 풀어놓는다. 

  김지영의 가족관계는 9급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명예퇴직하신 아버지와 전업주

부 어머니, 두 살 많은 언니와 다섯 살 어린 남동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린 시절, 

열평 남짓 단독주택에서 할머니까지 여섯 식구가 함께 모여 살면서 김지영은 가정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갔다. 남동생에게 좋은 것을 항상 양보하는 게 당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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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가끔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 원래 그래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상황을 합리화

하는데 익숙했다.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가족에서 학교로 생활반경이 더욱 넓어졌다. 남자짝꿍의 괴

롭힘이 폭력처럼 느껴졌고 너무 괴로웠지만 언니와 어머니에게 울면서 하소연하는 

게 전부였다. 출석번호 순으로 급식을 받아서 밥을 늦게 먹는다고 혼나는 여자아이

들의 성토대회 이후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반장인 유나가 건의를 했고, 그 덕분에 

급식순서가 바뀌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항의를 통해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이후 중학생 때에는 유독 여자아이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복장규정에 항의한 

친구 덕분에 여학생들에 대한 복장 규정이 완화되었으며, 학교 근처에 자주 출몰하

는 바바리맨을 잡은 친구들이 근신처분을 받았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곳곳에서 성

희롱의 위험을 받았으며 같은 학원에 다니던 남학생이 밤늦게 집 근처 정류장까지 

따라와서 남성 공포증이 생겼다. 당시 도움을 준 여자가 건넨 ‘세상에 이상한 남자

가 너무 많지만, 좋은 남자가 더 많다’는 말 덕분에 남성 공포증에서 벗어날 수 있

었다. 그 무렵 IMP사태가 일어나서 공무원인 아버지가 명예퇴직 위기에 놓이는 등 

가계상황이 불안정했는데, 그 여파로 언니는 PD의 꿈을 접고 교대를 진학했다.     

  이후 대학생이 되어서는 동아리 남자 선배로부터 남자친구와 사귀다 헤어진 자신

을 ‘씹다 버린 껌’에 비유해 표현한 것에 충격을 받았으며, 녹록치 않은 취업현실

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면접관들에게 화가 나면서도 취직을 하

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적당한 선에서 대답을 둘러댔다. 각고의 노력 끝에 들어

간 회사는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광고홍보대행사였다. 

  회사에 있는 4명의 팀장 중 유일한 여자 팀장인 김은실 팀장은 여자 같지 않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직장에서 궂은일을 도맡으며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 온 덕분에 관리자가 되었다. 클라이언트와의 불편한 회식자리를 정리해주고, 사

내 몰카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분명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직장 내에서 부

당한 관행을 변화시키는데 적극적이었다. 

  김지영은 회사에서 새로 꾸려지는 기획팀에 합류하고 싶었지만 여직원을 오래 같

이 갈 동료로 여기지 않는 대표의 의사 때문에 결국 합류되지 못했으며 ‘미로 한가

운데 선 기분’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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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김지영은 같은 대학 3년 선배인 정대현과 결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산을 했다.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기우이길 바랐지만 출

산 후 김지영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퇴사라는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경제

적 상황도 상황이지만 아이를 부모님께 맡길 수 없는 여건에서 입주 도우미는 쓰고 

싶지 않아 결국 김지영은 직장을 그만두었다. 능력이나 성실과 무관하게 이런 선택

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씁쓸함을 느꼈다.   

  출산 이후에는 가사노동을 하면서 아이 양육을 하다 보니 신체적으로 고단함을 

느꼈다. 돌이 조금 지난 딸 지원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부터는 집값, 물가, 교

육비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아이스크림 가게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

아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는 길에 간만의 여유를 느끼고자 김

지영은 커피 한 잔을 테이크 아웃해서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곳에서 서른 전후로 

보이는 남자 직장인이 ‘나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커피나 마시면서 돌아다니

고 싶다.. 맘충 팔자가 상팔자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김지영은 한동안 충격에

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그 사건 이후 김지영은 주변 여성들의 목소리를 빌려 그들

의 삼켰던 목소리를 뱉어내기 시작했다. 

2) 등장인물 관계도

[그림 2] 김지영의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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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김지영에게 영향을 준 인물들

2. 딜레마 구조: 제도적 진보와 사회․문화적 인식의 불일치 

  김지영이 경험한 한국사회는 젠더에 대한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구조

적 좌절을 경험하는 사회다. 1982년에 태어나 2015년까지 한국사회에서 살아온 김지

영의 이야기는 낯익은 풍경들과 기억들을 소환해낸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

지는 제약과 굴레에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분노하고, 극복해보려 하다가, 잦은 좌절

을 겪는 과정이 김지영의 삶에 투영되어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사회는 성별에 의한 제도적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1999년에는 여성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

년에는 여성부가 신설되고, 2008년에는 호주제가 폐지되는 등 여성권리신장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처럼 제도적 차원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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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영역에서 반영하려는 움직임들은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와 속도를 달리했

다. 제도적 장치들은 꾸준히 마련되어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들의 폭은 

넓어졌지만, 그 권리들을 일상에서 누리고자 하면 거부당했다. 

  이 작품에는 김지영의 생애를 매개로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에서 여성에 대

한 문화적 편견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그 편견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구조적 좌절을 경험하는지가 생생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작품은“한국사회에서 여

성이 경험한 차별, 폭력의 문제를 언어화”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해체”함으로

써, “여성에 대한 기존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해왔던 성차별 혹은 여성혐오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최숙기, 2018:166). 

  김지영이 여성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구조적 좌절을 경험

했던 사건들을 공간적 차원에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에서는 ‘남동생

에게 항상 양보하는 누나’,‘출산과 양육 부담을 지는 아내’,‘가족을 위해 그림

자 노동을 하는 며느리’로 호명되었다. 한 가정에서 딸, 누나, 손녀, 아내, 어머

니,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한 희생이 뒤따랐다. 특히, 어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각종 살림과 가사노동을 하고 아이의 양육을 담당하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그 

결과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이라는 이중적 굴레에 갇히게 되었다27). 이러한 희생은 

가족이라는 하나의 구성단위가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기제로 이해되었다. 

  다음으로 학교에서는 ‘조신한 여학생’과 같이 수동적인 존재가 될 것을 요구받

았다. 여학생에게만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복장규정을 비롯하여 바바리맨을 잡은 친

구들에게 면박을 주던 선생님들, 남자친구와 헤어진 여자 후배를 ‘씹다 버린 껌’

27)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15~54세인 기혼 여성 취업자 

554만9000명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일)을 

그만둔 적이 있는 경험자는 208만3000명(37.5%)이었다. 경력 단절 비율은 연령별로는 

40~49세(46.7%)가 가장 높고, 30~39세(26.5%), 50~54세(23.9%) 순이었다. 경력단절 사유로

는 30~39세에선 임신·출산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결혼이 가장 많았다. 가사노동에 있어

서는‘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9.1%였으나, 부부가 함께 사

는 가구 중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의견은 남편이 20.2%, 부인이 19.5%

로 낮은 수준이었다. 공평하게 가사노동을 분담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지만 현

실에서는 이러한 인식과 실천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사 공평하게 분담해야” 

60%지만.. 실제 분담률은 고작 20%(중앙일보, 2018년 12월 14일)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25&aid=0002870890&sid1=101&date=201

8121416&ntype=MEMORANKIN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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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유한 동아리 선배 등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참하고 조신한 여성상’을 내

면화하고 있었다. 문화적으로 당연하게 통용되어 온 여성상은 성 정체성을 학습해가

는 학령기 여학생들에게 상징적 폭력28)으로 작동했다. 

  이후 직장에서는‘오래 함께할 동료’가 아닌 ‘출산 이후 직장을 곧 떠날 여직

원’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여성이 관리자로 승진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중요한 

업무 배정에 있어서도 배제를 당했다. 이는 출산 이후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1차적으로 있다고 인식하는 문화적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직에서 남성과 여성

은 동일한 노동자로 여겨지지 않았고 그 결과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 실현이 어려워

졌다.

  그 밖에도 사회 전반에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바라보는 ‘성애적 시선’

과 ‘가사노동과 양육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만연해 있었다. 회사 내 여자 화장실

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 여성을 벌레에 빗대어 표현한 

‘맘충’등은 여성으로 한국사회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환기시켰다. 

  가정, 학교, 직장, 사회전반에서 김지영은 그 동안 당연하게 통용되어온 문화적 

관습을 불편하게 인식했다. 이러한 문화적 관습은 여성의 삶을 제약해왔을 뿐만 아

니라 남성에게도 폭력적으로 작동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한다

는 경제적 부담감을 크게 느끼게 했으며29), 여성을 성적대상화해서 바라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입을 닫게 만들었다30). 사회

가 여성과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평등한 문화적 관습을 재생산해왔으며, 그 결

과 남성과 여성 모두 원치 않는 구조적 불평등에 갇히게 된 것이다. 

  작품 속에 등장인물들은 일상에서 소소하게 겪어왔지만 민감하게 여기지 않았던 

불평등 경험들을 낯설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소극적 저항으로 

28) 상징적 폭력이란 피에르 부르디외가 사회 곳곳에 불평등이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문화적 생활양식을 통해 개인의 무의식과 습관을 지배하는 권

력관계가 작동하며 이를 ‘상징폭력’이라고 규정했다(Bourdieu, 1979).

29) 이 작품 속에서는 아내가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속상하고 무거운 마음에 

김지영의 아버지가“너 고생만 시키고, 미안하다”(32쪽)고 말하며 크게 한숨을 내쉬는 장

면이 제시되었다. 

30) 이 작품에서는 회식자리에서 김지영이 홍보부 부장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인해 불쾌

함을 느끼는 것을 보고서도 동기였던 남자 직원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

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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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기도 했다. 남자형제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꿈을 포기했던 김지영의 어머니는 

딸 김지영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며, 딸에게“그냥 얌전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105쪽)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지금 때가 어느 땐데 그런 고리타분한 

소릴 하고 있느냐”(105쪽)며 반격을 했다. 뿐만 아니라 남학생부터 항상 출석부 번

호가 시작되어 여학생들의 급식순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항의한 유나, 차별적 복

장규율에 항의한 친구, 사내에서 발생한 몰카범죄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이를 조용히 덮으려고 한 남자대표에게 ‘생각을 고치라

고’말한 김은실 팀장 등은 자신이 마주한 부당함에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저항들을 통해 동등하고 평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확보해갈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개인적 차원의 저항과 무관하게 여전히 

구조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해왔다. 상황과 조건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 

싹틈으로써 변화를 위한 틈새는 확보되었지만, 관계가 작동해온 방식이나 그 동안 

통용되어온 문화적 관습은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았다. 이

런 상황 가운데 등장인물들은 심리적 좌절과 구조적 좌절을 경험했다.

  가정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비민주적 관계는 생활 속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데 결

정적인 장애물로 작동한다. 민주적 관계에 대한 정의가 일상 곳곳에 스며들도록 하

기 위해서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부조리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공유된 성찰이 필

요하다. 즉, 개인적 차원의 인식의 변화에서 나아가 관계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 집단적인 관찰자로서 타자의 시선을 공유하고, “내가 미처 생각

하지 못한 세상이 있다”(170쪽)는 사회적 고백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격적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

성의 공간이 확장되어 해방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김지영: 구조적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어린 시절 김지영은 자신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

왔다. 평소에 가정에서는 어른들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 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에 자리에 잘 앉아있고 칠판에 써 있는 내용도 알림장에 잘 옮겨왔으며, 받아쓰기에

서는 곧잘 100점을 맞는”(37-38쪽) 모범생이었다. 무언가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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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대신 그저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마는 아이었다.  

  자신이 마주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역할에 순응하며 살아온 김지영은 일상을 낯

설게 보기 시작하면서 딜레마를 겪기 시작한다. 일상적 관계들 속에서 ‘여성’이라

는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member)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면서 

김지영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불편했던 건지, 왜 그것이 불편하게 느

껴졌던 것인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

을 던진다. 

  김지영이 처음부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황스럽고 무섭고 어떻

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겼어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들

에 등장한 타자들은 김지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었고 위로해주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통용되어온 질서는 그 자체로 힘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쉽게 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러한 질서가 정당한 것인지에 의문을 

던지고, 그 의문들이 공유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틈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

다.

1) “원래 그랬으니까. 가끔 뭔가 억울하다는 느낌..”

  김지영은 어린 시절 일상에서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더라도 “원래 그랬으니까”

라는 합리화를 통해 불편한 마음을 외면해왔다. 특히, 남동생의 분유를 빼앗아먹다

가 할머니에게 혼났던 경험, 함께 라면을 먹다가 일어난 엄마와 언니의 언쟁을 겪으

며 가정 내에서‘손녀’와 딸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예닐곱 살 즈음, 김지영은 분유사건을 계기로 남동생과의 관계에서 느낀 차별대

우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김지영에게는 위로 두 살 차이나는 언니와 아래로 

다섯 살 차이나는 남동생이 있다. 남동생의 분유가루를 먹다가 할머니에게 들키기라

도 하면 “입과 코로 가루가 다 튀어나오도록 등짝을 맞았다.” 할머니는 남동생을 

끔찍이 아끼셨다. 

 할머니의 억양과 눈빛, 고개의 각도와 어깨의 높이, 내쉬고 들이쉬는 숨까지 모두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표현하

자면, ‘감히’ 귀한 내 손자 것에 욕심을 내? 하는 느낌이었다. 남동생과 남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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몫은 소중하고 귀해서 아무나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고，김지영 씨는 그 ‘아무’보다

도 못한 존재인 듯했다. (25쪽)

  김지영의 언니는 예전에 할머니에게 혼난 이후로 절대 분유를 먹지 않았는데, 

“치사해서 안 먹는”다고 했다. 김지영은 치사하다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는 몰랐지

만 격앙되어 자신을 나무랐던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려보니 언니가 어떤 감정을 느꼈

을지 공감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지영은 지금까지 집에서 당연하게 행해져 

온 사소한 차별들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아버지, 동생, 할머니 순서로 퍼 담는 것이 당연했고, 모양이 

온전한 두부와 만두와 동그랑땡이 동생 입에 들어가는 동안 언니와 김지영 씨가 부서

진 조각들을 먹는 것이 당연했고, 젓가락이나 양말, 내복 상하의, 책가방과 신발주머

니들이 동생 것은 온전하게 짝이 맞는데 언니와 김지영 씨 것은 제각각인 것도 당연

했다. 우산이 두 개면 동생이 하나를 쓰고 김지영 씨와 언니가 하나를 같이 썼고, 이

불이 두 개면 동생이 하나를 덮고 김지영 씨와 언니가 하나를 같이 덮었고, 간식이 

두 개면 동생이 한 개를 먹고 김지영 씨와 언니가 나머지 한 개를 나눠 먹었다.(25쪽)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생활 속에서 김지영은 “가끔 뭔가 억울

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동생이 특별대우를 받는다거나 그래

서 부럽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원래 그래왔기” 때문이다. 

  남동생이 집에서 받는 특별대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다. 김지영은 중학교 2때 월경을 시작했고 언니와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한다. 그 

날 저녁 라면으로 저녁 끼니를 때울 때, 자신의 몫을 양껏 덜어가는 남동생의 철없

는 행동에 대해 언니가 나무라면서 갈등은 촉발되었다. 아들을 위하는 어머니와, 어

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언니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 …(중략)… 나도 설거지, 청소 할 만큼 해. 빨래 마르면 꼬박꼬박 개켜서 정리하

고. 지영이도 그래. 우리 집에서 집안일 안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김은영 씨는 남동생을 노려보았고, 어머니는 남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직 어린애잖아.”

“뭐가 어려? 난 열 살 때부터 지영이 가방이랑 준비물 챙겨주고, 숙제도 다 봐줬는

데. 우리는 재만 할 때 걸레질도 하고, 빨래도 널고, 라면이나 달걀 프라이 같은 건 

알아서 해 먹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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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잖아.”

“막내라서가 아니라 아들이라서겠지!”(60쪽)

  그날 밤 김지영은 “월경과 라면”, “라면과 아들”, “아들과 딸, 그리고 집안

일”에 대해 생각하며 복잡한 마음을 돌아보았다.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며 가정(家

庭)에서 작동하는 당연한 루틴(routine)을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보았던 것이다. 

  요약하자면, 김지영은 어린 시절 가족 내에서 ‘손녀’, ‘딸’이라는 역할과 위

치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배제의 경험을 인

식하게 된다. 차별의 다른 이름은 포함되지 못하는 것, 혹은 배제되는 것이다. 김지

영은 포함과 배제의 경계에서 혼란을 느꼈던 경험을 통해 가정 내에서 통용되어온 

규범들을 불편하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인식은 “원래 그랬으니까”라는 

명제에 갇혀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 능력도 상실한 상태에 머물렀다. 

2)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문화란 관계망 속에 둘러싸인 개인들이 공유하는 가치체계와 행위양식을 의미한

다. 따라서 개인들이 어떤 관계들에 둘러싸여 있는지, 그 안에서 공유되는 가치체계

와 행위양식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해당 집단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학창시

절 처음 경험한 사회인 학교에서 김지영은 선생님께 감히 항의를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부당한 일에 맞설 수 있는 

최초의 용기를 갖게 되었다. 

  학령기에 이르자 김지영은 ‘여학생’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으며, 주변 사람

들과의 관계를 통해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에게만 부과되는 문화적 압박을 낯설게 인

식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김지영은 남자 짝꿍의 괴롭힘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힘들었

다. 이유 없이 툭툭 건드리거나, 학용품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았으며, 옷차림이나 

말실수를 꼬투리 잡아 놀리기 일쑤였다. 어느 날 짝꿍은 수업시간에 김지영의 실내

화를 걷어찼고, 실내화 주인인 김지영은 선생님한테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혼났다. 같은 반 친구의 소명(疎明)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고, 그제야 짝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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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실토했다. 선생님은 김지영에게 “상황파악부터 하지 않고 무조건 혼내서 미

안하다”며 사과했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아이들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

기 위해 덧붙인 선생님의 말은 김지영을 힘들게 했다. 

“남자애들은 원래 좋아하는 여자한테 더 못되게 굴고, 괴롭히고 그래. 선생님이 잘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오해한 채로 짝 바꾸지 말고, 이번 기회에 둘이 더 친해지면 

좋겠는데.”

 짝꿍이 나를 좋아한다고? 괴롭히는 게 좋아한다는 뜻이라고? 김지영 씨는 혼란스러

웠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빠르게 되짚어 봤지만 아무래도 선생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좋아한다면 더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 그 아이의 괴롭힘 때문에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껏 당해 온 것도 억울한데, 친구를 오해하는 

나쁜 아이가 되기까지 했다. 김지영 씨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41-42쪽)

  선생님은 남자애들의 괴롭힘과 장난을 ‘원래’ 그런 것으로 여겼으며, 김지영에

게 이해를 바랐다. 짝꿍의 잘못된 행동을 혼내는 한편 김지영에게는 짝꿍의 행동을 

이해하고 친하게 지내보라고 권유했다. 선생님과 얘기를 하다가 혼란스러움을 느낀 

김지영은 불편하고 억울한 마음을 “싫어요, 너무 싫어요.”라는 말에 담아 표현을 

했다. 뭔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어도 원래 그런 거라고 합리화했던 지난시절에 비

하면 작은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이후 3학년이 되어서는 출석번호 순서대로 급식을 받아서 밥을 늦게 먹는다고 매

번 혼나는 여자아이들의 성토대회가 열렸다. 선생님은 식사 종료 5분 전부터 밥을 

다 먹지 못한 아이들 주변을 돌아다니며 재촉했고 아이들은 눈칫밥을 먹으며“알약

을 삼키듯 밥과 반찬을 넣고 물과 함께 꿀꺽꿀꺽”삼켰다.

“자꾸 옆에서 먹으라고 먹으라고 재촉하니까 더 안 먹혀.”

“일부러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먹는 게 느린데 어쩌

라고?”

 김지영 씨도 같은 생각이었다. 선생님의 행동은 옳지 않다. 정확히 어떤 지점이 어

떻게 잘못되었는지 집어 지적할 수는 없지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자

기 생각을 말해 버릇하지 않아서인지 푸념도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다.(44쪽)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김지영은 생각했지만 평소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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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표현할 언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때 

평소 공부도 잘하고 또박또박 차분하게 의사표현을 잘하는 유나가 밥 먹는 순서를 

다시 정하자고 건의를 하겠다고 했다. 유나의 건의 덕분에 배식순서가 정기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끝 번호 여자아이들은 환호를 질렀다. 김지영은 “작은 성취감”을 

느꼈으며 당시에는 몰랐지만“약간의 비판의식과 자신감” 같은 게 그 경험을 계기

로 생겨났다. 

  요약하자면, 김지영은 학교에서 겪은 짝꿍사건과 급식사건을 통해 권위에 휩쓸리

지 않고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길렀다. 가까스로 내뱉은 말이었지만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라는 말을 통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권위에 대

한 비판의식은 생겼지만,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직접 표현하는 게 여전히 익숙하진 

않았다.

 

3)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자신의 존재를 들킬까봐 조마조마”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은 신체적 조건과 문화적 편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대중교통, 학교, 학원,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성희롱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김지영은 두려움을 학습해갔다. 김지영은 여성의 몸을 성(性)을 눈요깃거리로 여기

는 사회에서 위험을 느꼈고, 심리적 두려움과 좌절을 겪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시선들에 단호하게 저항하기보다 ‘회피’

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는 “엉덩이나 가슴께를 스치는 미심쩍은 손들”이 있었

고, 학원, 교회, 과외 등 여러 생활반경에서 여학생들은 “늘어난 셔츠 목둘레와 벌

어진 남방 단추 사이를 흘끔거리는” 남자들의 시선을 느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은 상품을 구매하면서 “어린 여자를 희롱할 권리도 샀다고 착각하는 손님

들”을 마주했다. 학교라고 해서 안전하진 않았는데 “이름표 검사를 핑계로 여학생

들의 가슴을 지시봉으로 쿡쿡 찌르고, 교복 검사를 핑계로 치마를 들추는” 교사가 

있었다. 이처럼 생활에 만연한 성희롱으로 인해 여학생들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

는 사이에 남자에 대한 환멸과 두려움을 쌓아” 가게 되었다고 김지영은 말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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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 않게 성적대상으로 호명당하는 경험을 통해 김지영을 비롯한 또래 여학생들은 

심리적 좌절을 겪었으며, 남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키워갔다.

  남성에 대한 두려움은 학원특강 이후 늦은 귀갓길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증

폭되었다. 학원에서 수업을 같이 듣던 남학생은 학원근처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김지

영이 내린 집근처 버스정류장에까지 김지영을 쫓아갔다. 밤늦게 낯선 남자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김지영은 버스에 동승한 여자분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에게 연락했으나, 아버지는 정류장에 보이지 않았다. 김지영은 무서운 마음을 안고 

집근처 정류장에 내렸는데, 남학생이 자신을 뒤따라 내리자 “그 자리에 그대로 얼

어붙고” 말았다.

 “너 항상 내 앞자리에 앉잖아. 프린트도 존나 웃으면서 주잖아. 맨날 갈게요. 그러

면서 존나 흘리다가 왜 치한 취급하냐?”(67쪽)

  남학생은 김지영의 일상적 행동을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오해했으며, 자

신을 무서워하는 김지영을 “존나 흘리다가” “치한 취급”하는 여자로 여겼다. 당

황스럽고 무서워서 순간 얼어붙은 김지영은 버스에서 만난 여자분의 도움으로 위기

상황을 넘기게 되었다. 여자분은 많이 놀란 김지영에게 “세상에는 이상한 남자가 

너무 많고, 그들이 문제지 학생은 잘못한 게 없다”며 위로를 건네며, “근데, 세상

에는 좋은 남자가 더 많다”는 말을 덧붙였다. 버스정류장 사건으로 인해 남자들에 

대한 무서움과 트라우마가 생겼던 김지영은 여자분이 건넨 마지막 말 덕분에 공포에

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어 동아리에서 다녀온 엠티에서 김지영은 남자에 대한 실망감

을 다시 느끼게 된다. 평소에 합리적이고 깔끔하고 단정한 태도를 보여서 김지영도 

우호적으로 생각하던 복학생 선배가 하는 얘기를 잠에서 깨어나 우연치 않게 듣게 

되었다. 김지영과 잘해보라고 부추기는 무리들에게 복학생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

 “아, 됐어. 씹다 버린 껌을 누가 씹냐?”(93쪽)

  남자친구와 헤어진 자신을 “씹다 버린 껌”에 비유한 선배의 말을 듣고 김지영

은 “처참한 기분”을 느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지영은 “일상에서 대체로 합리

적이고 멀쩡한 태도를 유지하는 남자도, 저렇게 막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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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 순간 이불을 박차고 나가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느냐며 항의하지 못했다.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되고 숨도 막혔”지만 이불을 

계속 뒤집어쓴 채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자신의 존재를 들킬까 조마조마해”했다.

  학교를 벗어나자 여성을 성애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더욱 편재해있음을 김

지영은 실감했다. 취업면접에서 거래처 상사가 불편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해올 때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질문에 김지영은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채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겠다”는 답변으로 일축했다. 그 밖에도 숱하게 본 면접들에서 “종종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옷차림에 대한 저속한 농담, 특정 신체부위를 향한 음흉한 시선, 불

필요한 신체 접촉”을 겼었다. 

  이후, 취직을 한 김지영은 클라이언트인 한 중견 기업의 홍보부와의 회식자리에

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부장 옆에 앉기를 강요당했으며, 부장은 김지영에게 술을 

강권했다. 불필요한 외모 품평회가 이루어지고, 19금 유머가 남발되는 자리가 김지

영은 매우 불편했다. “눈치껏 술을 버리며” 자리를 버틴 김지영은 김은실 팀장이 

선을 그어준 덕분에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김지영이 육아문제로 퇴사한 이후 

회사 내에서 발생한 몰카범죄 얘기를 들으면서도 “하, 더러워. 너무 더러워.”라는 

말을 뱉고 있었지만 “나도 찍혔을까, 회사 사람들도 봤을까,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을까”라는 우려와 두려움이 앞섰다. 

  요약하자면, 김지영은 학교, 학원,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음흉한 시선과 신체접촉’을 겪으면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성적인 대

상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꼈다. 그렇지만 여성을 성적대상화 시키는 

문화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김지영은 불쾌함을 

느꼈던 순간마다 솔직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얼

어붙고”말거나,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듣고도 듣지 않은 척’하며 

자리를 버틸 뿐이었다. 

4) “미로 한가운데 선 기분”

  

  모든 주체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마련

된 사회로의 이행은 사회의 진보를 의미한다. 김지영의 어머니 오미숙 여사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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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에 비하면 김지영이 경험한 사회는 제도적 차원에서 많은 진보가 이루어진 

사회이다. “이제 여자니까 공부를 못하거나 덜 배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

는 듯”했으며, “여자아이들도 남자 아이들과 다름없이 적성을 고민하고, 직업인으

로서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했다. 사회적인 차원

에서도 “여자라고 못할 것이 없다는 사회적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

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여자’라는 꼬리표가 슬그머

니 튀어나와 시선을 가리고, 뻗은 손을 붙잡고, 발걸음을 돌려놓았다”고 김지영은 

고백한다.31)  제도적 차원에서의 진보를 사회·문화적 인식이 따라잡지 못하는 형

국이다. 

  김지영은 초등학생 시절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총 여섯 번의 반장선거에서 

모두 남학생이 반장이 되었던 사실을 떠올렸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여학생들이 더 

“똘똘하고, 공부도 잘하고 차분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했지만, 반장선거 결과를 보

면 항상 남학생이 뽑혔다. 

   많은 선생님들이 똘똘한 여자애들 대여섯 명을 정해 놓고 심부름도 시키고 채점이

나 숙제 검사도 시켰다. 확실히 여자애들이 더 똑똑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아

이들 역시 여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하고 차분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했는데, 반장 선거

를 하면 꼭 남학생이 뽑혔다. 김지영 씨만의 특별한 경험은 아니었다. 그때는 확실히 

남자 반장이 더 많았다. (46-47쪽)

  반장은 한 반이라는 작은 집단의 리더지만, 상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다. 특정 성별의 학생들이 리더의 자리에 계속 앉게 되

는 것은 상징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누가 반장이 되느냐는 

훨씬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서도 김지영은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팀에 합류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그녀는 새로 꾸려진 기획팀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팀장에게 표했지만, 결국 그 자리는 회사대표의 뜻에 따라 

31) 조남주(2016). 『82년생 김지영』, 서울: 민음사, p.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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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동기 두 명이 가게 되었다.

   기획팀 인력 구성은 전적으로 대표의 뜻이었다고 한다. 일 잘하는 과장급이 선발

된 이유는 기획팀이 자리를 잘 잡아야하기 때문이고, 남자 신입 사원들이 선발된 이유

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대표는 업무 강도와 특성상 일과 결혼 생활, 특히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직원들을 오래갈 동료로 여

기지 않는다. … 못 버틸 직원이 버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보다, 버틸 직원을 

더 키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대표의 판단이다. (123쪽)

 “여직원을 오래갈 동료로 여기지 않는 대표”를 보며 김지영은 “미로 한가운데 

선 기분”을 느꼈다. “성실하고 차분하게 출구를 찾고 있는데 애초부터 출구가 없

었던”느낌이었다. 이처럼 조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

가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편견은 김지영을 좌절시켰다. 거대한 구조적 벽

을 직면한 김지영은 혼란을 느끼면서“예전과 다름없이 시키는 대로 주어진 일을 해

냈다”. 

  공적 영역에서 원하는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특정성별에 귀속되어 

있음으로 인해 제한된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이다. 능력이나 자질은 노력을 통해 

계발해나갈 수 있지만, 자신이 처한 맥락과 조건은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

럼 자신이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없는 조건에 의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배

제당하는 경험이 쌓이면 결국 학습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요약하자면, 김지영을 비롯한 여성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진

입하거나, 중요한 업무를 맡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벽을 마주했다. 성별에 상관

없이 노력과 능력에 따라 삶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넓혀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

련되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이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선택의 순간에서 

배제되었다. 그 결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되는 방식과 스

스로에게 기대하는 정체성 사이의 충돌이 발생했다. 김지영은 이런 상황 가운데 

“미로 한가운데 선 기분”을 느꼈다.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를 인식했지만 저항하거나 주저앉는 대신 마음을 비운 채 적응하는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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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놈의 돕는다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재생산의 문제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 걸쳐 있다. 임신과 출산은 1차적

으로 부부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적정한 

인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생산 문제는 공적인 논쟁과 관리의 대상이 되어왔다. 

사회적 측면에서 재생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떻게 재생산의 권리와 책임을 공

유할 것인가’에서부터 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지영의 삶은 아이를 출산하기 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달라진다. 임신과 출산으

로 인해 잃게 된 직장, 사회적 네트워크, 계획, 미래 등은 그 동안 구축해 온 세계

의 무너짐이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인

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여성들의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김지영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아이를 잘 키울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모성애’를 강

요하는 사회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다. 

 김지영과 남편 정대현은 자녀계획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며, 남편

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낳아서 키우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지영은 선뜻 동

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임신으로 인해 겪게 될 변화를 가늠할 수 없었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잃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며. 나는 지금의 젊음도, 건강도, 직장, 동료, 친구 같

은 사회적 네트워크도, 계획도, 미래도 다 잃을지 몰라. 그래서 자꾸 잃는 걸 생각하

게 돼. 근데 오빠는 뭘 잃게 돼?” (136쪽)

   자신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데에 비하면 남편이 열거한 

것들은 너무 사소하게 느껴졌다. …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억울하고 손해 보는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137쪽)

  임신과 출산 이후, 자신이 애써 구축한 삶들이 무너질까봐 김지영은 두려워했다. 

김지영이 경험해온 한국사회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여성, 어머니에게 전

가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은 남성, 아버지에게 

부과되었다. 즉, 여성과 남성이 각각 1차적인 책임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가정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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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어왔다.

  이와 같은 성별분업을 통해 가정단위에서의 일‧가정 양립은 가능해졌지만, 개인 

단위에서의 일‧가정 양립은 오히려 어려워졌다. 가정 내에서 부부는 서로의 희생과 

수고를 딛고서만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뿐, 각자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김지영은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출산 이후 직장생활에 대해 고민이 많아졌

다. “출산휴가만 낼지, 육아휴직을 할지, 퇴사할지” 고민하다가 “부부가 같은 일

을 계속하는 한, 아이를 아예 부산의 부모님께 맡기거나 입주 도우미를 들이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보다가 결국 김지영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기로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남편이 일하고, 아내가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하는 것이 일반적”(143쪽)이었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닌데”도 김지영은 괜히 우울해졌다. 더 이상 직장생

활을 통해 성취감과 보람, 경제적 책임감을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다. “능력이 없거나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도 아이 양육을 위해 직장

을 그만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김지영은 달라진 일상 속에서 씁쓸한 눈물을 

흘렸다.

   이러한 선택은 남편과의 합의하에 내린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필연적으로 어느 한쪽의 희생을 요구했다. 김지영의 남편 정대현은 출산

이후 아내가 육아와 살림에 많은 부담을 맡게 될 것을 진심으로 미안해했으며, “내

가 많이 도울게”라고 말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응축된 

위로였지만 김지영의 마음에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놈의 돕는다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살림도 돕겠다, 애 키우는 것도 돕겠다, 

내가 일하는 것도 돕겠다, 이 집 오빠집 아니야? 오빠 살림 아니야? 애는 오빠 애 아

니야? 그리고 내가 일하면, 그 돈은 나만 써? 왜 남의 일에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143-144쪽)

  가족 모두를 위한 선택이 김지영 개인에게는 좌절을 안겨줬다. 김지영은 순간 억

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그놈의 돕는다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라



- 54 -

고 말했지만, 이내 미안함을 느꼈다.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서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많

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살림과 양육을 주로 전담하는 쪽은 아내였으며, 남편

은 “도와주는”존재가 되기만 해도 의식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이런 상황이 안

겨주는 좌절에 김지영은 주저앉거나 순응하지 않고, 그 동안 마음속에 흩어져 있었

던 말들을 사적인 공간에서 발화를 시도했다. 

  김지영의 좌절은 공원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극대화되

었다. 딸 지원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길에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공원벤치에 

앉아 간만의 여유를 부렸다. 그런 김지영을 흘끔 보며 서른 전후로 보이는 직장인 

무리 중 한 명이 “맘충 팔자가 상팔자”라고 말을 하는 걸 듣고 김지영은 ‘수치

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 

 

 나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커피나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싶다…… 맘충 팔자가 

상팔자야…… 한국 여자랑은 결혼 안 하려고. (163쪽)

“ … 오빠, 나 1500원짜리 커피 한잔 마실 자격도 없어? 아니, 1500원 아니라 1500

만 원이라도 그래. 내 남편이 번 돈으로 내가 뭘 사든 그건 우리 가족 일이잖아. 내

가 오빠 돈을 훔친 것도 아니잖아. 죽을 만큼 아프면서 아이를 낳았고, 내 생활도, 

일도, 꿈도, 내 인생，나 자신을 전부 포기하고 아이를 키웠어. 그랬더니 벌레가 됐

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165쪽)

  “자신을 전부 포기하고 아이를 키웠더니” 그녀는 “벌레”가 되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말을 듣고 김지영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김지영 주변에 

있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빌려 순간순간 여성으로서의 삶을 옹호하고 지지했다. “정

말, 감쪽같이, 완벽하게,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아내가 정대현은 낯설었으며 이상

증세를 치료받기 위해 정신과를 데리고 갔다. 

  요약하자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겪게 될 변화에 대해 느꼈던 두려움이 현실로 

되는 삶을 김지영은 경험했다.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통용되어온 성별 역할규범은 

‘정당성’과 ‘공정성’을 따지는 절차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재생산되어 왔다. 남

성이 오래 전부터 ‘노동자’이자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것에 비해 

여성은 비로소 최근에 들어 ‘노동자’로서의 자기존립 가능성을 확장시켜갔다. 그



- 55 -

렇지만 여성에게 1차적으로 부여된 역할인 ‘양육자’로서의 정체성 위에 덧붙여진 

정체성에 불과했다. 그 결과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단절 여성이 되는 경

우가 많아졌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낳고 있다.‘맘충’이라는 말은 그 

동안 김지영이 느낀 구조적 좌절을 한번에 직면하게 만든 촉매제(trigger)였다. 그  

이후, 김지영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세계에서 벗어나 ‘여성 화자들이 연대하여 서

로의 목소리를 찾아주는’대안세계를 구축함으로서 탈주를 선택했다. 

4. 소결: 자발적 침묵으로부터의 탈주

  이상 내용을 종합해보면, 유년시절 김지영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를 낯

설어 했던 소극적인 아이였다. 때문에 무언가 부당함을 느끼는 일에 대해서도 침묵

하며 오히려 자기합리화를 통해 문제 상황을 외면해왔다. 그렇지만 학령기에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

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

는 용기를 획득해갔다. 이후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여성을 바라보는 

성애적 시선에 직접적으로 당황스러움을 느낄만한 사건들이 더욱 많아졌지만, 사회

적 시선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보다 개인적 수준에서 상황을 적당히 피해가

는 모습을 보인다. 김지영이 적극적으로 상황의 불합리성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하면서부터다. 일·

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와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 대한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에 대항하여 김지영은 자신의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한다. 자

발적으로 침묵했던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변화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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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얼룩진 삶들의 모자이크 세계:『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하여금』은 윤리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충돌하고 경합하는 쟁송지

대로서의 삶의 터전을 조명한다. 중소도시 이인시에 있는 선도병원은 딜레마를 안고 

있는 공간이다. 이인시의 몰락과 함께 거주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선도병원은 노인

요양시설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노인들을 “우리 병원의 

‘것’”으로 호명하며, “돈 되는 일”을 해보자며 요양시설의 개발, 신축을 제안

하는 병원 관리자들의 모습은 윤리적 가치가 경제적 이윤 추구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주로 다루는 사회적 문제는 거대한 기만의 구조에 의해 지지되고 

재생산되는‘부패한 사회적 관행’이다. 사회에 만연한 여러 부패한 관행들이 작동

하는 원리를 등장인물들이 겪는 내적, 외적갈등을 통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드러

내고 있다. 리베이트 의혹을 위시하여 소홀한 약품관리로 인한 의료사고, 요양시설 

신축 사업 추진, 미납환자 축출 등 핵심적인 사건들의 진실에 다가갈수록“겹겹이 

싸인 거대한 기만의 구조와 대면”하게 된다. 등장인물들은 생존을 위해 모멸감을 

견디거나 스스로를 합리화해감으로서 분노와 불안, 공포 사이를 떠돈다. 본 연구자

는 부패한 관행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투명성과 공정성,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꺾여서 냉소적으로 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줄거리, 등장인물 관계도 

1) 줄거리
 
  한때 조선업으로 호황을 누리다가 쇠락한 이인시의 선도병원을 배경으로 병원 관

리자와 병원 직원들의 각자도생 생존게임이 펼쳐진다. 무주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서 구매과 직원으로 일하다가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고 지방도시의 선도병원으로 내

려오게 된다. 선도병원에서 만난 상사 이석은 무주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막역한 

우정과 배려”를 베풀었다. 평소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이석은 사람들에게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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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무주의 고발 이후 이석에 대한 평가는 뒤바뀐다. 

  선도병원에서는 병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자 자금확보 등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해 병원장 직속 기관인 혁신위원회를 신설했다. 입사한지 8개월 만에 무주는 혁신

위원회에 발탁되었고,  사무장은 무주와 권을 불러 병원 발전을 위해 ‘개발, 신

축’을 강조하는 한편  ‘불법, 비리를 다 근절해보자’며 독려한다. 그 과정에서 

이석의 비리를 알게 된 무주는 조직의 요구와 인간적인 연민 사이에서 갈등한다.

  무주는 자신에게 찾아온 아이에게 당당하고 싶었다. 편치 않은 마음이었지만 부

끄러움에 맞서라고 말하는 아버지고 되고 싶었기에 이석의 비리를 묵인할 수 없었

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박수가 아니라 야유를 받았다. 동료들은 의례대로 행해져 

온 부당한 관행을 문제삼지 않았다. 다만 생계터전이 흔들리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병원의 안정성을 해친 무주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비난했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을 둔 이석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면서 

“고작 몇 푼 챙긴” 걸 야박하게 내부고발까지 해야겠느냐는 게 중론이었고, 무주

는 점차 동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며 고립되어간다. 무주는 자신의 고발행위에 대해 

점차 후회를 하면서, 조직의 명령에 순응하는 인간으로 객체화되어 간다.

  이석의 비리가 수면위로 드러나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병원에서는 비상사태가 발

생한다. 헤파린 용액을 주입받은 환자들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다. 약품보

관실의 헤파린 수액을 검사해본 결과 일부 수액 주머니가 훼손된 채 인슐린이 검출

되었다. 간호사들은 투약과실에 대해 의심받는 상황에 처하자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실수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길 꺼려했으며 오히려 의료진들을 

질타했다.

  그러던 중  이석의 아이가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김과장을 비롯한 동료

들은 무주를 더욱 비난하고 몰아세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주의 아내도 유산을 하

게 되면서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일상이 무너져갔다.

  무주는 관리부 구매담당에서 원무과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며 야간근무 전담을 요

구받았다. 격무에 시달려서 자진 퇴사를 하도록 하려는 병원측의 불합리한 업무배정

이었지만, 응급실 근무를 맡은 효와 친해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생긴 덕분

에 몸은 고되더라도 마음은 편해졌다. 효는 헤파린 사고를 흐지부지 덮고 넘어간 것

을 이상하게 생각했으며 사고 당일의 cctv를 확인하고 나서 사무장이 범인이라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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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했다.

 그 무렵 무주의 고발로 인해 곧바로 사직 처리되었던 이석이 개원 예정인 요양시

설의 본부장으로 복직했다. 이석의 당당한 복귀를 보며 무주는 허탈함과 적의를 느

꼈다. 하지만 곧 적의를 거두고 생존을 위해 지나치게 필사적인 사람이라고 이해를 

한다. 체납액 관리 담당자로 발령을 받아 미납환자를 끌어내는 일을 하면서 무주 역

시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관행과 지시를 따라 매몰차게 환자를 이끌어냈기 때문이

다. 

  이석은 무주에게 거대한 조직과 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당함을 증명해야 하는

데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부조리로부터 

소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일을 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토로했다. 하지만 자

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앞으로 비관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이석은 직감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도병원은 위기를 맞는다. 사무장은 횡령과 부당편취 이후 

달아났고, 이석은 무주가 남긴 비리고발 보고서로 인해 횡령혐의로 고발되었다. 전

화로 소식을 전해들은 무주는 선도병원에 남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이 반복될 줄 알

면서도 달리 기대할 게 없기에 다른 사무장이나 인수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

고 거대한 부조리가 지속되는 이유를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것을 애써 생

각하며 아내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발을 내딛는다. 

 
2) 등장인물 관계도

[그림4] 『죽은 자로 하여금』 인물 관계도



- 59 -

2. 딜레마 구조: 시스템에 속박된 개인들의 생존을 위한 자

기합리화

 『죽은 자로 하여금』을 통해 그려진 세계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변화를 꾀하

기 어려운 ‘폐쇄되고 닫힌’ 사회다. 시스템의 존속을 위해 개인들은 그동안의 관

행에 따라 움직였다. 시스템에 이중구속(double-bind)된 개인들은 시스템의 작동을 

변화시키고 바로잡기보다 시스템 유지와 재생산에 동조하는 삶을 선택해갔다. 그리

고 시스템 작동과정에서의 잘못을 포착하더라도 이를 묵과하거나 사소한 일로 여겼

다.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도병원 직원들은 “탁월해지는”대신 위에서 지시한 

일들을 처리하며 “타락해져”갔다. 그 결과 이들은 안전시설이 없는 “18층”에서 

함께 뛰어내려야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이 작품의 배경인 선도병원을 통해 제시된 사회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가 물

건과 물건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는 물화된 사회이다. 병원조직이 사람을 대하는 방

식은 비인격적이다. 노인들, 환자들은 조직에 이윤을 제공할 수 있을 때만이 환영받

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다. “돈이 되는 일 좀 해봅시다.… 개발, 신축, 이런 거 

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무장과 “노인들은 우리 병원의 ‘것’이 될”거라고 말하며 

“버려진 이인시를 노인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새로운 원장은 시스템 존

속을 제1의 가치로 두었다. 대의를 내세우며 사적 욕망을 포장했으며, 노인들에 대

한 존경을 표하는 듯 해보이지만 노인들을 사업을 위한 고객으로 여길 뿐이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체납환자를 관리하는 대목에서 더

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병원비를 미납한 환자 명부를 무주에게 건네며 박은 “병

원이 자선 사업 단체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으며, 미납환자를 병상에서 끌어낸 

후 복잡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무주를 보며 이석은 “성과가 바로 자본금이 

되는 일은 흔치 않아” 라는 말을 무표정하게 뱉었다. 이처럼 병원 관계자들이 환자

를 대하는 방식은 도구적, 수단적이었으며 직원들 역시 서로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적당한 관계를 형식적으로 유지해갔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성실했

던”사람들은 “정작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물화된 사회는 병원조직의 존속을 위해 시스템이 선택한 자기생존방식이

었다. “병원에서 중요한 것은 규칙 뿐”이었고, “규칙이 곧 기록”이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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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상 잘못된 게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설령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

도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기록에 따라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

하는 방법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시스템이 부패해가는 것을 방조

하는 역할을 했다. 

  상사의 요구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보다 두 배 정도 비싼 가격을 장부에 기록하며 

차액을 리베이트로 챙겼던 이석의 비리를 마주하며 무주는 모종의 진실을 발견했다. 

회계장부상의 기록은 오차가 없을지라도 상식을 대입하면 부당한 관행이 포착된다는 

점이다. 이후에 병원에서 일어난 헤파린 용액 사고의 진실을 알아내고자 약물 보관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도 구매량, 사용량, 재고량이 정확히 일치했다. “숫자를 바꿔 

균형을 잡는 일은 간단”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기록 너머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기

록 이전의 실제 상황적 자료들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부당함이 은폐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단순했다. 평범한 사람이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탁월해지”거나, “타락해져”야 했

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더라도 ‘조직의 관행’과‘명목상의 규

칙’에 기대어 넘어가야 했다. 침몰하는 난파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곳에서 탈출하

거나 남아있기를 선택해야했다. 선도병원에 있던 직원들은 탈출 대신 자신들이 타고 

있던 난파선을 구조해 줄 새로운 선원, 즉“다른 사무장”이 나타나갈 바랐다.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겠지만, 달라질 게 없겠지만 달리 기대할 게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율성은 조직에서의 생존이라는 목적 앞에서 힘을 잃었으며 개인들은 조

직을 지탱해온 시스템의 존속을 위해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움직였다. 이러한 행위

들이 축적되어 폐쇄적이고 닫힌 시스템을 만들어갔다. “원하지 않은 일을 시작하

면”점차 “자신이 배제된 채로 행해지는 일들을 겪을 것”이고, 한참이 지나 “자

신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한 주체임을 깨닫고 경악할”것이라는 무주의 

자조적 고백은 시스템에 속박된 채 삶을 살아가게 된 개인들의 비극을 선명하게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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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주: 윤리적 자아와 세속적 자아의 상호교차 

  무주는 “일말의 정의감과 도덕심”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지만, 관행과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진 못하는 순응적인 인간이다. 그는 직장생활을 하며 자신의 신념과 

대치되는 상사의 지시와 요구에 문제제기를 해보기도 했지만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일이라는 설득과 “눈치껏 굴라는” 듯한 분위기로 

인해 “편하고 안전한 관행”에 따르길 선택한다.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내부고

발을 시도해보기도 하지만 조직으로부터 배척당하며 일상이 무너져간다. 그 과정에

서 무주는 윤리적 자아와 세속적 자아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한다. 

1) “똑바로 서면 균형을 잃는 곳”

  무주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해당 조직에서 통용되는 규칙과 논리를 파악해갔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도덕적 신념은 “편하고 안전한 관행”에게 쉽게 자리를 내주었

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똑바로 서면 균형을 있는” 기울어진 세

계에서는 “균형을 잃은 태도”야 말로 “균형 잡힌 태도”가 된다고 여겼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구매과 직원으로 근무했던 시절, 무주는 과장의 지시대

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거나 장부에서 숫자를 부풀려 병원 운영 자금을 융통해두

었다. 비리를 포장한 관행이라는 이름은 무주의 의심과 불안을 희석시켰다. 

관행만큼 편하고 안전한 건 없었다. 문제가 불거지면 ‘관행’이 비난받을 것이었다. 

자신 말고도 그렇게 한 선배와 지시를 내린 과장이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 다소 편해

졌다. 장부에서 부풀린 수많은 돈 중 자신이 직접 주머니에 챙겨 넣은 돈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놓았다.(75쪽)

  비록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공공연하게 모두가 공범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은 무주를 안심시켰다. 더욱이 자신이 행한 비리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죄책감이 덜어졌다. 사리사욕을 위해 부패하고 타락해지는 

인간과 거리두기를 했다. 이러한 자기합리화는 ‘윤리적 자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잘못된 관행에 동조한 대가로 무주는 자신이 지켜내고자 했던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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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를 잠식당했다. 무주는 업체 직원이 대접하는 값비싼 저녁식사자리에 과장과 

함께 동석했으며, 차비라고 하기에는 두툼한 봉투를 건네받았다. 또한 고가의 시계

나 가방, 상품권 등을 선물로 받았다. 처음에는 “꺼림칙”했으나 차츰 “당연한 것

으로 여기게” 되었고, 대접받는 자신을 보며 “조금 우쭐해”하게 되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무주는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무주는 공범인 과장을 걸고

넘어지는 대신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대가를 치르는” 마음으로 해고를 받아

들였다. 무주는 자신이“무슨 말을 하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떄

문에 “비난을 받는 중에도 의리를 지켰”다. 그리고 과장이 소개해준 선도병원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하지만 무주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던 과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

지 않은 채 일상을 유지했다. “잠잠해지면 다시 부르겠다”는 과장의 말이 실현가

능하지 않음을 무주는 직감했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무주는 ‘기울어진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결론을 내린다. 

무주는 완벽하게 좌우대칭이 맞는 세계, 균형이 잡힌 세계란 없다고 생각해왔다. 모

든 것은 비뚤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기 마련이라고. 그런 점에서 세계는 애초 구球나 

정육면체처럼 정확하고 완벽한 형상이 아니라 오히려 트램펄린 같은 것이었다. 똑바로 

서면 균형을 잃는 곳, 균형을 유지하려면 비틀거리거나 한쪽 발을 구부리고 팔을 뻗어

야 하는 곳, 뒤뚱거려야만 가까스로 설 수 있는 곳 말이다. 그런 세계이므로 균형을 

잃은 태도를 오히려 균형 잡힌 태도로 여겼다.(40쪽)

  무주가 파악한 세계는 똑바로 서면 균형을 잃는 기울어진 세계였다. 기울어진 시

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의 규칙이 생성되고, 유지되는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

는 규칙의 옳고 그름과 같은 도덕적 가치판단은 유예된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작

동시키는 규칙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따지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을 작동시켜온 규칙

이 지속되어 시스템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균형을 잃은 세계에서는 “균형

을 잃은 태도”야말로 “균형 잡힌 태도”가 된다.

  이러한 씁쓸한 현실인식은 선도병원에서 마주한 비리를 대면하면서 더욱 선명해

졌다. 선도병원 사무장은 입사한 지 8개월 된 무주를 혁신위원회로 발탁한 뒤, 혁신

과 개발을 모두 추진해보자는 제안과 함께 “불법, 비리, 다 근절해보자”는 지시를 

내린다. 무주는 병원 운영에 있었던 불법과 비리를 찾아보라는 지시로 받아들였고, 

회계장부와 약품장부를 살펴보다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기만적인 숫자를 마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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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실제 구매단가보다 부풀려진 차액은 리베이트였고, 내부담당자는 무주를 아껴

주고 챙겨준 선임인 이석이었다. 무주는 자신이 마주한 진실을 조직에 알릴 것인지, 

덮을 것인지를 놓고 고민했다.

보고일이 다가올수록 무주는 자신이 이런 일에 맞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석의 월급과 

지출을 감안하면 숨이 턱 막혔다. 서울의 병원에 있는 이석의 아이와 이석 아내의 사

력을 다한 간호를 떠올리면 죄책감이 들었다. 이 일로 이석이나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심하게 자책할 것 같았다. (43쪽)

동시에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사로잡힌 생각, 세상이 나아져야 한다는 신념도 떠

올랐다. 확실히 무주는 순도 높은 정의감과 도덕심에 홀려 있었다. 다시는 잘못된 판

단을 내리고 싶지 않았다. 신념 때문만이 아니었다.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게 두

려웠다. (43쪽)

  무주는 조직의 요구와 인간적인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석의 처지를 생각하

면 차마 비리사실을 고발할 수 없었고, 이전 직장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대가를 

치른” 것을 생각하면 올바름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마땅했다. 무주가 

겪은 딜레마에는 올바름의 가치와 우정의 가치 사이의 대립을 넘어 훨씬 복잡한 가

치들이 얽혀 있었다.

   요약하자면, 무주는 이전 직장에서 관행에 따라 업체 직원으로부터 봉투나 선물

을 받았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조직에서 통용되는 규칙과 논리를 파악하고 그것에 

적응해갔다. 새로 옮긴 직장인 선도병원도 역시 기울어진 세계였다. 조직에서 중요

한 것은 시스템을 작동시켜온 규칙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 아니라 그 규칙을 잘 지속

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무주는 균형을 잃은 시스템의 규칙과 논리를 파

악하면서“균형을 잃은 태도”로 시스템에 적응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세상이 나아져야 한다는 신념”

  이석의 비리를 고발하는 일은 무주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

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표현인 동시에 조직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무주

가 스스로에게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자기에게 찾아온 아이를 생각하며 다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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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나아져야 한다는 신념”이었지만, 그보다 무주가 더 두려워 한 것은 조직

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버림받는 것이었다. 무주는 자신이 “공모자 취급”을 받게 되

거나, “부주의하고 태만하다는 비난”을 두려워했다. 이석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 밝혀질 때 자신에게 가해질 비난과 책임을 겁냈다.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무주는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남겨 이석의 비리를 고발하

기로 결심했다.

아무리 이석이 고맙고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 해도 보고를 누락함으로써 자신에

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분명해졌다. 이석 때문에 자신

이 업무적으로 위기에 놓이거나 심할 경우 병원을 그만둬야 한다면,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하면, 덜컥 겁이 났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만큼 이석이 고마운지, 

이석과의 우정이 돈독한지, 우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킬 만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 여겨졌다. (46쪽)

  공명정대한 선택을 결심하는 개인들의 동기는 “순도 높은 정의감과 도덕심”만

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무주의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마

음’에서 내부고발을 결심했다. 물론 때마침 무주에게 찾아온 아이는 무주의 결심을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심장박동을 들으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리고 “아이가 존재하지 않던 과거의 자신이 몹시 

무가치하게 여겨”지면서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낙오된 느낌이 들 때마다 무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마음으로, 언젠가 끝나리라는 

생각으로 버려왔다. 아이는 무주가 치러야 할 대가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말하자면 다

시 인생을 시작해도 좋다는 의미였다. … 할 수 있는 한 모조리 다시 시작할 작정이

었다. 선한 의지로 우정을 쌓아가고 순간적인 충동에 굴복하지 않고 신념과 신의를 지

키고 동료와 신뢰를 만들어가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가족과 사랑을 나누고 나날의 삶

을 좀 더 살 만한 것으로 만드는 소소한 웃음과 농담과 잡담을 나눌 작정이었다. 

(54-55쪽)

  새로운 삶을 결심한 무주는 “훗날 아이에게 부끄러움에 맞서라고 말하는 아버지

가 되고 싶었”기에 이석의 비리를 모른 체 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찾아온 소중한 

존재와의 행복을 지켜내고 싶은 마음은 무주를 용감하게 만들었다. 

  무주가 이석의 비리로 고발하기로 결심한 또 다른 이유에는 “자신이 특별히 나



- 65 -

쁜 게 아님을 증명하고 싶은”호기와 급작스러운 이직을 묵묵히 이해해준 아내에게 

“자신이 무능해서 시골까지 흘러온 게 아님”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장부를 보자마자 무주는 익숙한 기분을 느꼈다.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목소리가 들려

왔다. 과거로부터 온 목소리였다. 무주는 그 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였고, 모든 사

람이 자신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리라 쉽게 단정했다. 짐작이 맞았을 때는 자못 통쾌했

다. 거의 모든 구매 건에서 리베이트를 찾아내어 몹시 흥분했다. 잘못된 것을 적시하

고 싶어 안달이 났다. 자신만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 무주

는 자신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님을 증명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는 쪽

을 택했다.(84-85쪽)

  요약하자면, 무주는 소중한 존재(아이와 아내)에게 떳떳해지고 싶은 마음과 조직

에서 배척당할지 모는 두려움, ‘자신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

은 마음 때문에 이석의 비리를 고발하기로 했다. 무주가 가진 “세상이 나아져야 한

다는 신념”과 추상적인 정의감은 자신의 삶에 붙박인 구체적인 이유들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것이다. 

3) “변명하고 싶었다”

  무주의 내부고발은 옳고 그름의 기준에 의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료

들의 비난과 질타를 받았다. 헤파린 용액사건에 묻혔던 이석의 비리는 사건이 일단

락되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무주가 고발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병원에 알려

졌고, 무주는 점차 조직 안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갔다. 동료들은 무주를 피하다가 

나중에는 대놓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들어 어디에서든 홀로 남겨진 경우가 많다는 것에도 생각이 미쳤다. 점심을 

먹으러 구내식당으로 몰려가는 무리에서 뒤처지거나 휴게실에서의 짧은 커피타임에 끼

지 못한 것, 함께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권하는 사람이 없어진 것, 간호사들이 좀 더 

무뚝뚝해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 (중략) … 처음에는 동료들도 무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모여 있다가도 무주가 나타나면 어색하게 표

정이 굳거나 허둥대며 업무에 몰두하는 척했다. 자기만 아는 비밀인 듯 겉으로는 드러

내지 않으려 했고 간혹 친밀한 사람과만 낮은 목소리로 얘기를 나눴다. 나중에는 무주

가 잠깐만 자리를 비우면 화제로 삼았다. 무주가 나타나도 사람들은 키득거리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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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72-74쪽)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따돌림에 무주는 지쳐갔다. 무주의 이직 사연이 알려진 이

후, 동료들은 눈치를 보지 않고 무주에 대한 뒷담화를 나눴으며 무주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무주는 분노하는 대신 억울함을 느꼈고 “변명하

고 싶어”했다. “자신은 그저 관행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이석과 구별된다고 생각했다.

  무주의 비리 폭로 이후, 이석은 바로 정식 조사절차도 밟지 않은 채 사직처리 되

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석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려왔다. 이석을 동정하

는 여론이 일어났고, 무주는 자신의 행위가 옳았는지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석의 아이가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 무주는 아내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

다. 아내가 아니라 배 속 아이가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것 같아서였다. (86쪽)

  무주는 자신이 “태어날 아이를 위해”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올바르게 살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에서 이석의 비리를 폭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행

동에 대한 정당성이 흔들리자 무주는 이석의 비리를 고발한 일이 “공명심에 눈먼 

비열한 행동”처럼 여겨졌다. 아이를 위해 했던 일이 오히려 아이에게 부끄러워졌

다. 

  계속되는 비난과 조롱에 지친 무주는 직장에서 원치 않는 “수모를 감수하느니 

모든 일을 아는 듯 굴기로” 전략을 바꿨다. “조심해요”라는 한마디는 조롱받는 

입장에서 오히려 위협을 가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줬다. 

“제가 입을 열면 많이 다칠 겁니다.”

“이번엔 누가 다쳐요?”

앞자리의 송이 피식 웃으며 물었다. (중략) 송을 똑바로 보며 무주가 싸늘하게 말했

다.

“조심해요.” (88쪽)

  “조심해요”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더 이상 무주를 몰아세우지도, 닦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주는 “자존심을 지켰지만 외로워”졌다. 놀림과 비아냥

거림을 받는 것은 사라졌지만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 이러한 외부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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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격은 무주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몸무게가 줄고 옷매무새가 흐뜨러졌”으며, 

“업무실수도 잦아졌”다. 

   요약하자면, 무주는 내부고발 이후 조직에서 따돌림을 당하자“변명”을 통해 

스스로를 소명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석 아이의 죽음소식이 들은 후 자신의 행위

가 옳았는지 ‘혼란’을 느꼈다. 하지만 계속되는 비난과 조롱에 지친 나머지 ‘모

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자신을 지켜냈다. 

4) “바리새인이 된 기분”

  무주의 일상이 무너져간 데는 직장에서 겪는 소외와 배제가 심화된 것뿐만 아니

라 아내의 유산소식이 큰 충격으로 작용했다. 이석의 비리를 폭로한 이후 무주는 심

리적 압박감을 느꼈지만, 아내에게는 얘기할 수 없었다. “헛된 공명심과 정의감에 

사로잡혀 벌인 일”을 말했다가 아내에게 비난받거나 아내가 상심하게 될 것이 두려

웠기 때문이다. 

  “무주가 가장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은 아내”였다. 하지만 무주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데 서툴렀다. 아내는 무주가 무엇이든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렸으나 

무주는 말을 아꼈고, 무주와 아내 사이에는 거리감이 생겼다. 이런 상황가운데 아내

는 유산을 하게 되었다. 아내의 유산 이후 무주는 삶의 의지를 잃었다. 

무주는 그 모든 가능성을 지닌 아이를 잃었다. 질서와 명분을 잃었다. 선하고 바르려

는 의지를 잃었다. … 아내가 예고 없이 돌아오지 않은 날, 자정까지 기다리며 어두

운 집에 홀로 있던 무주는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아기 용품을 정리했다. … 무주는 

자그마한 물건을, 주인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쓸모없어진 물건을, 가운데가 텅 비어 있

는 물건을 한참 바라보았다. … 꺽꺽 소리 내어 볼품없이 울었다. (93-94쪽)

  소중한 존재를 떠나보내고 나서 무주는 그 동안 자신을 압박했던 행동을 되돌아

보았다. 이석에 대한 고발을 결심하던 순간에 선명했던 결연한 의지와 정당한 명분

은 점차 희미해졌다. 무주는 “환상과 무지의 장막 아래에서 싸구려 도덕심에 고

취”되어 있었다고 스스로를 인식했으며, “바리새인이 된 기분”을 느꼈다. 

무엇을 위해 이석을 고발할 작정을 한 건지, 어떤 공명심과 정의감에 홀린 건지 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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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다. 무주는 환상과 무지의 장막 아래에서 싸구려 도덕심에 고취되어 있었다. 비밀

을 알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비리를 저지르고 묵인한 사람이 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

를 주도했다고 믿었다. 이제는 아니었다. 그들이 옳았다. 바리새인이 된 기분이었다. 

(95쪽)

  그가 느낀 혼란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은 쪽

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의지가 외부세계의 방해요소들로 인해 꺾이면서 증폭되

었다. 직장에서 소외당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한 이유가 되었던 아이가 떠나갔으며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무주는 자신이 지켜내고자 했던 세계가 지켜낼 만한 

것이었는지, 과연 지켜낼 수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세상의 타락

과 부패”로 명명했던 것들이 ‘세상의 논리이자 루틴(routine)’이라는 사실을 깨

달으면서 세상을 정죄하는 대신 세상을 정죄했던 자신을 정죄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무주는 내부고발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겪으며 과거 자신의 선

택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무주의 삶에서 원치 않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극

심한 혼란을 느끼면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수정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5) “이미 더한 일을 저지른 기분”

  무주가 내부세계의 균열을 겪는 동안 병원에서는 시스템의 논리에 따라 부조리가 

묵과되는 일이 발생했다. 조직이 중시하는 규칙과 기록, 형식주의는 시스템을 유지

시키는 핵심장치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시스템의 논리는 조직 

구성원들의 삶을 규정하기 시작했고, 부조리를 묵과하거나 방조 또는 동조하며 구성

원들은 생계의 안정을 보장받았다. 무주는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거대한 조직의 위

력을 실감했으며, 삶의 굴욕을 참으면서도 다른 이들의 삶의 굴욕을 재생산하는 조

직 구성원들의 비극적인 선택을 씁쓸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자기인식에 이르게 된다. 

  무주가 이석의 비리를 폭로했던 시기에 선도병원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

했다. 헤파린 용액을 주입받은 환자들의 상태가 악화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

다. 약품보관실의 헤파린 수액을 조사해본 결과, 일부 수액 주머니가 훼손되어 있었

고 그 안에서 인슐린이 검출되었다. 더욱이 “수액 주머니 겉면의 모서리 쪽에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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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늘로 찌른 흔적”이 나 있었기에 단순과실로 치부하기에는 의심되는 상황이었

으며 간호사들은 이에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위기를 

겪은 환자들과 특정한 인물을 연관 지을 방도가 없고 어쨌거나 우연의 가능성도 분

명히 존재하므로 병원 측의 실수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했다.

“다망하자는 겁니까?”

사무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크게 소리쳤다.  …

“병원 문 닫을까요? 누구는 착복하고 누구는 약물을 주입해 환자를 죽게 할 작정이

었다고 경찰에게 말해볼까요?”

기세 좋게 사무장실을 두드린 수간호사와 간호사들도 묵묵히 고개를 수그렸다. 오해

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지, 병원에 누를 끼치자는 건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64-65

쪽)

  간호사들이 헤파린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던 것은 자신들이 투약과실의 오해

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따져 자신들의 과실이 아님

을 입증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병원 관리자의 의견에 가로막혔다. 

“병원에서는 성공은 크게 알리고 실패는 숨겨야 하는 법입니다. 의료사고는 실패가 

아닙니다. 의료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시행착옵니다. 실수해야 나아집니다. 의술

은 그렇게 발전해온 것 아닙니까?” … 이 일로 무주는 병원이 걱정하는 게 환자는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병원이 바라는 건 병상이 비지 않는 것이지, 환

자의 완치가 아니었다. (68-69쪽)

  헤파린 용액 사건에 대한 병원 측의 대응은 시스템의 안정성이 제1의 목적이 될 

때 발생하는 부조리를 보여준다. 병원의 ‘혁신과 개발’을 외치던 사무장은 병원의 

쇄신을 바랐던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업화된 병

원을 원했다. 병원 측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훼손되어 환자유치가 어려워질 것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무주는 ‘기업화된 병원’을 씁쓸하게 생각하는 한편, 헤파린 사건을 일으킨 범

인으로 이석을 의심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이석의 비리가 묻혔기 때문이다. 정황

상 근거 외에도 무주는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믿고 싶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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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사람이 둘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 

이러다 병원이 망하는 건 아닌가 걱정될 정도였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

다. 수액 주머니에 일부러 약물을 주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도 말입니다. … 어느 

제약회사에서, 어느 간호사가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한답니까?”

 효가 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더 낮췄다.

“제일 이상한 건 누구도 CCTV 보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 애당초 문제 삼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155쪽)

“진짜 문제는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CCTV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약품 보관실에 머물렀던 것으로는 혐의를 물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다들 너무 손을 놓고 있으니까 잡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잡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요. 간호사도 안 도와줄 겁니다. 복직도 되고 명예도 회복된 마당에 왜 무리하겠어

요.” (178쪽)

  효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사건을 겪고도 병원에서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cctv를 통해 약사와 간호사 외에 약품보

관실에 들어간 사람이 ‘사무장’임을 확인한 이후, 효는 사무장이 벌인 일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단순히 사무장 개인의 범죄가 아님이 분명했다. “병원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한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무주 역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으며 퇴근 이후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

로 돌아가 사고가 있던 무렵의 약물보관 기록을 살펴보았다. 기록상의 오차가 전혀 

없었다. 이전에 사무장의 지시로 회계장부와 약품장부를 검토했을 때도 “날마다의 

정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무주는 “상식을 대입”해서 “기만적인 숫자에 감춰

진 진실”을 알아냈다. 그는 숫자를 바꿔 균형을 잡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을 알았기에 약물보관기록을 너머의 진실을 마주하고자 했다. 이석의 잘못으로 믿고 

싶었지만 그는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는 대신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

했다. 적어도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겠다는 그의 의지는 

사무장과 이석의 등장으로 꺾였다. “시키는 일은 뭐든 척척 해낸다”는 무주에 대

한 평가를 사무장으로부터 건너들으며 무주는 “거대한 거짓말에 속은 기분”을 느

꼈다. 이전 직장에서 저지른 잘못은 무주를 여전히 결박하고 있었으며, 정의롭고 윤

리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했던 일말의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린 느낌이었다. 

  복직한 이석과 재회했을 때, 무주는 이석에게 사과를 했었다. ‘사무장이 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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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줄 알았’다고, ‘그래야 하는 줄 았았’다고 변명했다. 이석은 자신이 이해한 

조직의 생리를 무주에게 얘기했다. “거미줄 하나에 거미 두 마리가 함께 있는 게 

공존이 아니며, 다른 거미줄을 넘보지 않도록”조직 내 에서 각자의 자리를 구축하

는 게 공존이라고 했다.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성

실”하게 타락해지거나, “탁월해”지는 수밖에 없지만 보통은 후자를 택한다고 말

했다. 병원에서는 “규칙만 중요”하기 때문에“기록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것”이라고 했다. “불리한 건 전대 들춰내지 않고, 또 원하면 뭐든 감출수도 들출 

수도 있는”곳이라고 했다. 이석과 대화를 나누며 무주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무

주는 버려졌지만 이석은 살아남은”이유가 궁금해졌다. “잘못이 없다는 건지, 쓸모

가 남았다는 의미인지”혼란스러웠다. 

   이후 체납액 관리 담당으로 인사이동을 한 무주는 미납환자를 병상에서 끌어내

는 일을 하게 되었다. “아직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무참히 끌어내는 일”은 “무주

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이전처럼 원치 않는 삶으로 내몰리지 않기”위해서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져야한

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조직에서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자 자신에게 

떳떳하고자 한 윤리적 의지는 힘을 잃었다. 

일단 원하지 않는 일을 시작하면 끝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점차로 무주는 

자신이 배제된 채로 행해지는 일들을 겪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한 주체임을 깨닫고 경악할 테지만 그때는 늦을 것이다. 한

동안 자신이 그 일을 왜 했는지 질문하고 스스로를 비난할 것이다. 무주는 이미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럼에도 돌아 나가지 않았다. …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 (162-164쪽)

  무주는 보호자의 저항과 애원을 뿌리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다. 

치료비를 내지 않고 병원에 있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하지 못한”일이

라고 합리화를 하며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고자 했다. 무주에게 끌려 나간 환자는 

“미안하다”고 했고 무주는 “다 빼앗길 게 분명”한데도 ‘ 굴욕과 함께 삶을 지

켜내고자’ 하는 환자를 보며 화가 났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생의 의지를 무참

하게 짓밟는 시스템에 모순을 느꼈다. 하지만 매몰차게 환자를 끌어낸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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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복한 기분이 들지 않는 게 이상했다. 앞으로 자신은 아픈 사람에게 악랄하게 구는 

일을 해야겠지만, 기어이 푼돈이나 받아내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에 화가 나

지 않았다. 이미 더한 일을 저지른 기분이었다.(168쪽)

무주는 지키고자 했던 일말의 정의감과 도덕심을 생존을 위해 외면했다. 시스템의 

논리에 저항하는 삶은 고되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시스템의 규칙을 

기준으로 삼으니 괴로움이 사라졌다. 

  요약하자면, 헤파린 사고에 대한 병원의 대응방식을 지켜보고 이석과의 대화를 

통해 무주는 병원 조직이 고수하는 논리와 규칙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논리에 저항하기보다 적응하는 편을 선택한다. 병원비 미납환자를 끌어내며 잠깐 구

조적 모순을 느꼈지만 ‘시스템의 규칙’에 따름으로써 죄책감을 덜어냈다. 조직에

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6) “우리는 지금 18층에 있어”
 

  무주는 이석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느낀 시스템의 부조리를 이석도 느끼고 있

음을 알게 된다. 부당한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각자의 생존을 위해 모른 척 넘어간 

행동들이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다가왔다. 거대한 부조리로부터 소중한 것

을 지키기 위해 택한 작은 악(惡)들은 실타래처럼 얽혀 조직의 배를 침몰시켰다.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뿐이고 그 결과 “애당초 안전시설”이 

없는 불난 건물의 “18층”에 모두가 놓이게 되었다는 이석의 말을 통해 부조리에 

동조한 비극적인 대가를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석은 무주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조직의 부조리를 

터뜨리려고 했으나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이미 다 삭제”되어 버려 할 수 있

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따돌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

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굴었던’무주에게 알고 있는 바를 털어놓으라며 회유와 

설득 종용을 했다. 무주는 무언가 이 조직 안에 거대한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짐작

하긴 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증명해 낼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았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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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할 것 없어. 나는 그저 용접공에 지나지 않으니까.”

“용접공이오?”

“처음이지만 끝은 아니라는 말이야. 모두 같은 처지가 될 거야.”

“다 망한다는 겁니까?”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말이야. 불이 나서 그랬나, 하여튼 18층에서 사람들이 

죄다 뛰어내렸어. 그런데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왜 그랬을 거 같아?”…

“우리는 지금 18층에 있어. 애당초 안전시설 같은 건 없어. 그러니 자네가 자책할 

필요도 없지.”(194-195쪽)

 

 이석과 대화를 나눈 이후 무주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다. 버스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 송에게 전화를 걸어 그 동안 자신의 이름 대신 부른‘양수 씨’가 누군지 물었

다. 그는 무주의 전임자였으며 사무장이 시킨 부당한 일을 거절하고 일을 그만둔 사

람이라고 했다. 송은 무주에게‘어떤 사람은 부당한 일을 거절하기도 한다고’ 알려

줄 생각으로 일부러 이름을 잘못 불렀다고 했다. 무주는 송에게 “처음으로 존중받

은 기분”이 들었고 저마다 부조리에 맞서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석은 병원 조직의 거대한 부조리를 폭로하고자 다시 돌아온 것이었으며, 송은 

무주에게 시그널을 계속 보내왔었다.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들 인식하

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무주는 뒤엉켜버린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

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서울에 올라가 처음 한 일은 이전 직장 과장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의 과거를 직면

하는 것이었다. 무주는 허심탄회한 솔직한 얘기를 기대하며 선도병원에서 겪은 일을 

푸념하듯 털어놓았다. 무주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듣던 과장은 겉도는 얘기로 상황을 

회피했고, 무주는 무서움을 느꼈다. 

 과장과의 대면 이후 무주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마음이 닿지 

않는 대화가 오갔고, 소중한 사람과 생겨난 거리감에 무주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리

고 문득 이석이 다신 이유가 궁금해져 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이석의 아이가 있다는 병원을 무작정 찾아갔다. 그리고 그 곳에서 이석의 아이가 얼

마 전 죽었다는 걸 알게 된다. 며칠간 “무거운 기분”으로 “무용한 시간”을 보냈

다. 권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무단결근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선도병원

의 비리가 전면적으로 드러나 위기에 빠져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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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편취 해온 사무장은 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투자금을 횡령

해서 달아났고, 이석은 무주가 남긴 보고서로 인해 이미 횡령혐의로 고발되었다. 동

료들은 무주를 한패라고 여겼으며, 비슷한 일이 반복될 줄 알면서도 달리 기대할 게 

없기에 다른 사무장이나 인수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여기에 없는 사람을 욕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딱히 다른 일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 다른 사무장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겠지만, 달라질 게 없겠지만 달리 기대할 게 

없으니까요.”(223쪽)

  모든 소식을 접하고 무주는 “이석의 안부가 걱정”되었으며, “무언가 완결되었

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무주는 “자신에게 남은 것을 애써 생각”하다가 아내가 떠올랐다. 아내에게 모든 

일들을 다 털어놓은 후 하고 싶은 말이 선명이 떠올랐다. 

  요약하자면, 무주는 이석과의 대화와 송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느낀 시스템의 

부조리를 다른 이들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대항

할 힘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모두가 나름의 방식으로 부조리를 직면하고 있었다. 혼

란을 느끼던 무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과 같

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실망과 외로움을 느꼈지만, 선도병원의 비리가 밝혀졌다는 

소식과 이인시를 잠식하던 거대한 크레인이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소실을 듣고 작은 

희망을 발견한다.

4. 소결: 시스템적 부조리에 대한 인식 공유

  무주는 조직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 적응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를 폭로하는 선

택을 하면서 혼란과 소외, 좌절을 겪는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구매과에서 근무하던 

시절 무주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횡령과 비리를 방조했다. 균형을 잃은 세계에 적응

하기 위해 무주는“균형을 잃은 태도”로 시스템에 적응해가던 무주는 자기에게 찾

아온 아이를 생각하며 “세상이 나아져야 한다는 신념”을 다짐했다. 새로 옮긴 직

장 선도병원에서 무주는 이석의 비리를 폭로했지만, 이후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따돌

림을 당하고 아내가 유산을 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며 혼란을 겪는다. 계속되

는 비난과 조롱에 지친 무주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명분을 잃어갔으며,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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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인이 된 기분”을 느꼈다. 무주는 혼란과 소외, 좌절을 겪으며 자책과 자기부정, 

자기합리화를 오갔다. 

  무주는 시스템의 부조리에 동조하다가 이에 맞서는 삶의 결단을 내리지만, 이후 

동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소외되어가면서 조직에 적응해가기로 스스로를 합리화한

다.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꺾인 무주는 이석과의 대화를 통해 선도병원의 많

은 동료들이 거대한 병원조직의 부조리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부조리에 대응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선도병원에서 이루어져온 비리들로 점철

된 부조리의 핵심을 폭로하기 위해 이석은 무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예기치 못한 

상황의 전환으로 인해 선도병원의 비리가 세상에 전면적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일

단락되고, 무주 역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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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경쾌한 놀이를 통해 꿈꾼 가치의 전복: 『서른의

반격』

  『서른의 반격』은 1988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를 살아온 소시민들

의 삶의 애환을 그려낸 소설이다. 열정과 꿈을 갖고 삶을 최선으로 살아내려는 의지

가 좌절당할 때마다 소시민들의 삶은 현실에 적당히 적응하며 살아가는 선택지로 기

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좌절하고 무기력을 느끼며 살아가던 이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에 원치 않는 균열을 일으킨 부당함에 맞서 저항하기 시작한다. 이들의 저

항은 “비장하거나 영웅적”이지 않으며, “놀이하듯 경쾌 ”하다. 우스꽝스러운 장

난처럼 보이는 작은 행동들이 공기에 “어떤 진폭”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부당함에 맞선다.

  이 소설에서는‘공정한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핵심적으로 

다룬다. 공정한 규칙의 부재는 힘없는 약자들의 삶에 대한 착취로 이어진다. 부당한 

권력관계를 지속시키는 규칙(rule)들이 통용되는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며, ‘잘못된 

것에 잘못됐다고’ 말함으로써 착취구조를 비틀기 시작한 이들의 생생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서른이 되도록 취업을 하지 못하여 대기업 산하 아카데미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지혜와 규옥, 자신의 작품을 도용당한 시나리오 작가 무인, 자신의 레시피를 

유명인에게 빼앗긴 남은 등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마다의 삶의 맥락에서 

부당함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원치 않는 

균열을 낸 부당함에 대해 반격을 가하는 작은 행동들을 계획하고 실천해간다. 따라

서 본 연구자는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부당함에 맞서 저항하게 된 계기와 저항방식, 

그 과정에서 인물들이 겪는 딜레마 양상에 초점을 맞춰 이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줄거리, 등장인물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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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줄거리

  주인공 김지혜는 1988년에 태어나 2017년에 서른 살이 된 비정규직 인턴이다. 학

창시절에는 여러‘지혜’들에 묻혀 ‘김지혜 삐(B)’로 불리기도 했으며, 특별히 돋

보이거나 튀지 않게 무던한 삶을 살아왔다. 작더라도 의미 있는 문화기획을 해보고 

싶었지만 문화산업 자본의 논리에 따라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고 대

기업 공채를 준비했다. 여러 번의 고배 끝에 DM본사 정규직이라는 혹시 모를 희망을 

품고 계열사인 아카데미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복사와 의자정리를 반복하며 그렇다할 재미가 없던 일상이 새로운 동갑내기 인턴 

규옥의 등장으로 달라졌다. 지혜는 규옥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얼마 전 외근을 나갔

던 차에 우연치 않게 카페에서 박 교수를 향해 원고 대필을 시키고 알바비까지 떼먹

은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면박을 줬던 남자를 목격했는데, 그가 바로 규옥

이었던 것이다. 늘 밝고 적극적인 규옥은 아카데미 직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지혜

와 규옥은 아카데미 직원에게 제공되는 강의 중 우쿠렐레 강좌를 함께 듣게 되면서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수업이 끝나고 뒷풀이 자리에서 수강생들은 저마다의 삶의 애환을 조금씩 털어놓

았다. 자신의 시나리오를 헐값에 넘기고 작가로서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해 슬럼프에 

빠져 있는 무인과 유명인에게 자신의 레시피를 빼앗기는 사기를 당한 남은 아저씨의 

사연을 들으며 그들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어차피 항의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거

라는 무기력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규옥은 작은 부당함 하나에 일침을 놓을 수 있다

고 믿는 ‘가치의 전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아카데미 사무실에서 아무 

때나 트림하고 방귀를 뀌어서 동료들을 불쾌하게 했던 김 부장의 행동이 규옥의 

‘장난 편지’이후 바뀌자 그들은 고무되었다. 그 이후 규옥과 지혜, 무인, 남은 아

저씨 넷은 장난스러운 반격을 공모하기 시작한다.

  홍대 근처 굴다리에서 함께 그라피티 활동을 하며 내면에 자리잡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깨는 연습을 했던 게 시작이었다. 그 이후 남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작전을 세우며 본격적인 공모를 시작했다. 남은은 한때 동업자였던 한영철로부터 레

시피를 빼앗기고 사기를 당한 사연을 풀어놓았다. 90년대 청춘드라마 출신의 미남배

우이자 요식업계의 전설로 알려진 한영철은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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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 유명인사였다. 남은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방송에 제보도 하고 일인시위도

하고 변호사도 찾아가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자포자기했다. 남은의 

사연을 듣고 그들은 조심스러운 저항계획을 세웠다.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의 재래시장을 둘러보는 한영철의 일정에 맞추어 넷은 일사

분란하게 움직였다. 이들의 계획은 한영철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서 시선을 끌어들인 

다음 계란을 투척한 후 남은이 못다한 말을 전할 때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계

획은 성공적이었고 남은은 통쾌함을 느꼈다. 

  그 이후 넷은 장난인 듯 장난 아닌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공모했다. 배금주의

와 세습적 행정으로 악명 높은 목사가 있는 교회에 가서 그 목사가 복도를 지나칠 

때 목탁을 두들기며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기도 했고, 장애인이라고 손님을 쫓아낸 힙

한 레스토랑에 넝마 같은 옷을 입고 가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대형 마트에서 지점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지불하라’라고 쓰여 있는 

마스크를 뒤집어쓰고 춤을 추며 짧은 노래를 부른 뒤 일 분 만에 사라지기도 했

다32)약자를 착취하는 권위주의와, 부당한 착취구조의 모순을 들춰내는 작은 반격을 

하며 네 사람은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하지만 지혜의 내면은 ‘현실의 논리

에 적응하며 영리하게 살라는’지환의 명제와 ‘부당한 현실에 균열을 일으키며 살

라는’규옥의 명제 사이에서 부유(浮遊)했다.

  아카데미에서는 김 부장의 뜻밖의 퇴사소식이 들려왔고, 그의 추천 덕분으로 지

혜는 정규직 전환을 제의받았다. 정직원이 되고 난 뒤 지혜는 여름학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맡았다. 지혜는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공윤을 아카데미 강사

로 섭외하기 위해 미팅을 가졌고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 그림자를 드리웠던 친구임을 

알아보았다. 고등학생 시절 공윤과 왜곡된 친구관계를 힘들게 유지해오면서 많은 상

처를 받았던 지혜에게는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대였다. 

  지혜와 공윤의 대립이 가시화 된 것은 갑작스럽게 강의를 펑크낸 공윤의 잘못을  

지혜가 지적하면서부터였다. 공윤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아카데미에서 지혜의 지

위를 거론하며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 사인회를 하러 대형서점에 간 공윤을 찾

아가서 사과를 요구한 지혜는 그 이후로 공윤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게 되었다. 이후 

공윤은 강의를 중도하차했으며 그 일을 계기로 지혜는 마음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

32) 손원평(2018).『서른의 반격』. 은행나무.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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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혜는 전에 입사서류를 넣어둔 회사로부터 면접통보 연락을 

받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가구회사 휴(休) 대표와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낭만

적인 현실주의자’라고 자칭하는 대표는 평범함 속에 담긴 특별함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주 뒤부터 휴(休)에서 함께하기로 했던 지혜는 무인의 억울함을 풀

어주기 위해 도모했던 일의 결과가 좋지 않게 되자 지혜는 결정을 번복했다. 

 무인은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DM에게 도용당했다. 무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규옥

과 지혜 남은은 영화 무대인사 일정을 확인한 후 그 곳에서 작품을 도용당한 무인의 

이야기를 전할 셈이었다. 이들의 마지막 반격은 일종의 소동으로 일단락되었다. 무

인은 DM관계자로부터 봉투를 받고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기로 각서를 썼기 때문이다. 

  그 사건 이후로 이들이 공유해온 연대의식은 증발되었고 넷은 각자의 길을 걸어

갔다. 지혜는 DM에서 나온 이후 포트폴리오를 꾸려 다시 휴(休)에 입사했고, 오랫동

안 꿈꿔왔던 작지만 의미있는 문화기획을 준비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무대 위

로 올라올 수 있는 열린 무대를 준비했다. 여러 실패와 방황 끝에 다시 일어설 용기

를 얻은 지혜는 자신을 보듬어가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에 변화를 주는 살기로 

선택한다.

2) 등장인물 관계도

[그림 5] 『서른의 반격』인물 관계도



- 80 -

2. 딜레마 구조: 주류에 편입되고 싶은 욕망과 시스템의 질

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의지의 충돌

  작품 속에 제시된 사회는 시스템에 대한 공포로 인해 힘없는 다수가 무력감을 경

험하는 사회이다. 사회 권력체계에서 상부에 위치한 힘 있는 소수들과 권력의 하부

에 위치한 다수는 긴장과 갈등을 겪는다. 이들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권력관계를 

매개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측 모두 시스템의 논리와 질서에 

종속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각자의 삶의 맥락에서 생존을 위해 부당함

에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삶을 선택한 결과로 부당한 관행과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이

다. 

  이런 사회에서 등장인물들은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저항하지 못한다. 시스템에서 통용되는 규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봤자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을 학습해왔기 때문이다. 부당함에 맞서는 한 두 번

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 시도들은 이내 좌절당하고 만다. 따라서 이들은 저항 대신 

‘자발적 복종’을 선택하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자조적 시각을 키워간다. 

  시스템에 대한 공포는 개인들로 하여금‘통치받는 주체자’로서 자신을 규율하도

록 만든다. 시스템의 질서를 재편하고 재구성해가는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를 

통치하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이 때 개인들은 시스템의 주류에 편입되고 싶은 욕망

을 느끼는 한편 시스템에 의한 배제를 두려워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응적 주체’가 

되기를 선택한다. 이들의 선택은 자발적이면서도 강요된 성격을 띤다. 구조에 적응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한편 스스로를 규율하는 순응적 주체자가 규율대상을 외부세계, 즉 시스템으로 

상정하게 되면 균열이 시작된다.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고, 허위세계에 대항하여 존

재세계를 구축하고, “누가, 감히, 나에게”라는 권위에 적절한 방법으로 심리적 압

박을 줌으로써 시스템의 질서를 해체한다. 주체들은 시스템에 대한 저항을 통해 존

재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시스템에 새로운 질서를 제안한다. 이 작품은 체계의 

중심부를 건드리는 무거운 저항이 아닌 주변부의 일상적 관계에서 작동하는 부당함

에 일침을 가하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스템에 대한 공포가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인물들은 그 공포에 잠식당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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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장한 각오로 임하는 투쟁이나 혁명이 아닌 

“끝없는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  어느 방향으로든 앞으로 나아가는 것”(88쪽)이

다. 주인공 김지혜의 말을 빌리자면“내가 우주 속의 먼지일지언정 그 먼지도 어딘

가 착지하는 순간 빛을 발하는 무지개가 될 수도 있다”(232쪽). 이러한 인식의 전

환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공포에 휩싸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공정한 규

칙’이 통용되는 신뢰할만한 사회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작품은 

보여준다. 

3. 지혜: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외로운 분투

  김지혜는 이 시대의 평범한 소시민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88년 즈음에 태어난 여

자아이들 중 가장 흔한 이름으로 태어나, 학창시절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무렵까

지 주목받지 못하는 주변인으로 살아왔다. 세상의 부조리 앞에 무기력함을 느끼며 

대기업 산하 아카데미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규옥을 만나 진짜로 자신이 하고 싶

은 걸 들여다보게 된다. 비주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고 위로하는 예술과 

문화”를 기획하고 제공하고 싶어 한다. 주류에 끼지 못한데서 오는 열패감을 극복

하고 힘없는 다수가 직면한 부당함에 함께 저항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수많

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한다. 

1) “야, 삐!”

  지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사건을 겪었으며, 그 

이후 트라우마로 대인기피증이 생겼다. 괴로운 기억을 안고 외롭고 힘겹게 학창생활

을 해오며 “삐”로 전락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자신이 사라져가는 

느낌”을 겪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이 점차 증발되었다. 

  같은 반으로 전학 온 친구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다가 지혜는 원래 친했던 무

리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전학생 친구는 “어디서나 눈에 띄는 또렷

한 외모와 독특한 아우라” 덕분에 쉽게 그녀의 ‘격에 맞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

었다. 처음에는 ‘고마운 친구’로 존재했던 지혜는 머지않아 “잔심부름꾼, 비서, 

시녀나 몸종”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다. 전학생은 친구사이의 부탁을 빙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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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혜에게 부당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다. 매점에서의 간식 심부름뿐만 아니라 

수업 준비물도 챙기기 등을 하면서 지혜는 “자신이 사라져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늘 헷갈리는 기분으로” 전학생 친구의 말을 따를 수밖

에 없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린 친구잖아.”라는 말로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

었으며 “가끔은 호의를 베풀 듯 선물”을 했기 때문이다. 

“우린 친구잖아.”

잊을 만하면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그녀가 즐겨 쓰는 회유이자 달콤한 고문

이었다. … (중략) … 나는 그 애의 심복이었고, 초라하지만 버리기엔 유용한 도구였

으며, 우린 친구잖아, 라는 말 한마디에 쉽게 설득되는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친구는 

이런 게 아니잖아. 먼저 그렇게 말할 용기가 내게는 없었다. (154-156쪽)

  전학생 친구의 이름도 김지혜였기 때문에 지혜는 ‘김지혜 B’가 되었고, 전학생 

친구를 위시한 반 아이들은 모두 지혜를 ‘삐’라고 불렀다. 이름을 잃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를 겪으며 지혜의 일상은 외로움으로 점철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지혜는 용기를 내어 전학생 친구에게 

“앞으로는 나에게 뭔가를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용기는 

곧 무색해졌다. 전학생 친구가 예기치 못한 진실을 지혜에게 보여주며 “우정 전체

를 의심”하는 친구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 (중략) … 난 항상 널 특별하게 생각했어. 그런데도 너는 일방적으로 우리 관계

를 끝내려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정 전체를 의심하고 있지.” (161쪽)

  전학생 친구는 담임의 물건을 훔쳐서 홀로 사시는 노파에게 갖다 주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자리에 갖다놓을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했다. 

그리고 우정을 의심하는 나쁜 친구로 여겨지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지혜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을 대신해서 담임의 유리코끼리를 제자리에 돌려놔달라는 부탁을 했

다. 

“널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혜가 동작을 멈추고 나를 흡족하게 바라보았다. 이제야 말을 알아들어서 반갑다는 

얼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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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우정을 보여줘. 네가 제자리에 돌려놔. 날 대신해서. 친구를 대신해서 그 정도

는 할 수 있잖아.” (161쪽)

  전학생은 지혜에게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지혜에게 위력을 행사

했다. ‘왜곡된 친구관계’를 빌어 부당하고 무리한 부탁과 요구를 서슴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줄 것을 요구했다. 지혜는 ‘자신의 우정을 

증명하기 위해’ 전학생 친구가 시키는 대로 담임의 유리코끼리를 제자리에 돌려놓

다가 범인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다. 지혜는 억울했지만 우정을 생각하며 “구원을 

바라는 눈길”로 전학생 친구를 바라보았으나 그녀는 “태연한 얼굴,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모른 척했다. 

  학창시절의 그 사건은 지혜에게 괴로운 기억을 안겨줬다. 그리고 아무리 억울함

을 호소해도 다른 이들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키워가게 되었다. 악몽을 속

에서 지혜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크게 외쳤지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

무도 듣고 있지 않았”다.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더라도 자신의 목소리가 흩어지고 

사라져버리는 상황 앞에서 지혜는 “점점 크게 악을 쓰다가 마침내 주저앉아 울어”

버렸다.

  요약하자면, 지혜는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며,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진한 열패감에 휩싸여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전학생 친구의 부당한 요구를 지혜가 거절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미 외톨이가 되어버린 자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친구였기 때

문이다. 홀로 남겨지지 않기 위해 마지막 남은 끈을 붙잡았지만 그것은 ‘썩은 동아

줄’이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흩어지고, ‘스스로 사라지는 느낌’을 경험하며 지혜

는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2) “전혀 변수가 될 수 없는 함수”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다가 지혜는 대기업 산하의 아카데미(DM 아카데

미)의 인턴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강의자료 복사와 강의실 세팅 등 잡무를 맡으

며 조직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갔으며 주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갔다. 지

혜는 스스로를 “복사기의 토너나 나사정도의 부품”, 또는 “전혀 변수가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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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함수”라고 여겼다. 

  봄 학기 초,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자 아카데미에서는 새로운 인턴을 더 뽑았다. 

면접당일 김 부장의 갑작스런 외근으로 유 팀장 혼자 면접장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 

되자 유 팀장은 지혜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했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지혜

는 승낙을 했다. 

   “같이 들어갈래?”

  나는 잠깐 침묵하다 곧 그러겠다고 했다. 여기서 나와 유 팀장의 역학관계는 그런 

식이다. 그녀가 제안하면 나는 대개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 (31쪽)

  면접장에서 지혜에게 요구된 바는 “적당히 도도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기

만 하는” 것이었다. 면접관의 자리가 상징하는 권력과 여유에 대해 생각하다가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소품처럼 앉아 있는” 자신을 인식하고 씁쓸함을 느꼈다. 

요구된 바의 경계 안에서만 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 그것이 조직 안에서 스스로를 

규정한 방식이었다. 

  새로 들어온 인턴은 같은 나이의 이규옥이라는 남자였다. 그는 눈치도 빠르고 사

회성도 좋았으며, 싹싹하고 예의바르며 늘 적극적일뿐만 아니라 활기찬 태도를 보였

다. 규옥은 인서울 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이력이 없었다. 지혜

가 우려했던 바처럼 “여기서 일하기에 너무 모자람이 없는 이력”을 가진 사람은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모자람이 되어” 인턴으로 채용되지 못했고, 이력은 

없지만 인상이 좋은 규옥이 그 자리를 들어오게 되었다. 

  지혜는 전에 업무상 아카데미 강사인 박 교수를 만나러 가다가 예기치 못한 사건

을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당사자가 규옥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박 교수와 

규옥의 사건을 유 팀장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정직원이 아니라 인턴이었기 때문이

다. 

내가 정직원만 됐어도 당연히 유 팀장에게 박 교수와 규옥의 사건을 털어놨을 거다. 

하지만 굳이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다. 나는 이곳에서 주변인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비밀을 알 필요도,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는 주변인 그게 나였다. 그

러므로 나에게 손해도 이익도 끼치지 않는 일에 나설 이유가 없었다.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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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이라는 자리는 조직에서 있어도 없어도 큰 존재감이 없는 주변인에 지나지 

않는 자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할 책임감을 느낄 이유가 굳이 없었다. 지혜

는 “주어진 시간과 급여에 맞게, 분수에 맞게, 적당히 일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비정규직인 우리에게 일이라는 건 꼼수, 눈치, 요령의 삼 요

소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최소한의 노동이라야만 한다. 그래야 헤프게 이용당하지 

않고, 당연한 듯 착취당하지 않고, 적당히 치고 빠질 수 있다. 계속 못하다가 갑자기 

잘하면 칭찬을 받지만 계속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본전도 못 뽑고 신랄히 욕만 먹

는다. 아슬아슬 선을 지키는 수준에서 일하고, 할 수 있는 일도 가끔은 못하는 척 피

해 가고, 귀찮더라도 가끔 핀잔을 듣는 상황을 만들어 상사를 우쭐하게 만들 줄도 알

아야 한다. 당신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그럭저럭 보통은 해. 가끔 덤벙대기도 하지

만 발전 가능성은 있어' 정도면 충분하다. 그게 자신을 지키며 일하는 방법이다. (43

쪽)

  지혜는 요령껏 자신을 지켜가며 일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너무 

닳고 닳은 인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씁쓸함을 느꼈다. 

  요약하자면, 지혜는 조직에서 환영받는 중심인물이 되지 못했다는 데서 오는 열

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합리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딜레마를 겪었다. 인턴이라는 

위치에 걸맞게 권위에 순종하거나, 적당한 눈치와 요령을 익혀갔으나 변해가는 자신

의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3) “설령 뭔갈 한다고 쳐요. 뭐가 바뀝니까”

  지혜는 아카데미 상사 유 팀장, 우쿠렐레 교실에서 만난 남은 아저씨, 무인과 대

화를 나누며 힘없는 다수가 부당함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힘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은 ‘공정한 질서’를 상실한 채 작동된

다. 그 질서에 저항해봤자 바뀌는 게 없다는 무력감과, 오히려 자신의 삶이 위협 당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항의 움직임을 거두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실망스러운 중간관리자의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유 팀

장에게 왜 가만히 있느냐고 지혜가 묻자 유 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혜 씨, 나 애 둘 놔두고 오는 거다? 때맞춰 퇴근해야 할 일도 많고 애들 감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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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걸리면 사정 봐달란 말도 가끔은 해야 해. 그러면서 계속 일하려면 내가 어떤 것

까지 참아야 하는지 자긴 아직 알 수가 없겠지."

  "팀장님,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김 부장님이 팀장님 성희롱하고 있다는 생각

은 안 해보셨어요?"

  "그럼 자기는 왜 김 부장한테 직접 말 안하고 나한테 말하는 거지?"

유 팀장이 조용히 물었다. 화내지 않는 진지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곤 내 

등을 두들기고 자리를 떴다. (72쪽)

 지혜는 유 팀장의 대답을 듣고 “입바른 말 한번 했다가 미운털이 박히고, 궂은 

일을 맡게 되고 견딜 수 없게 되고 밥줄이 끊길”것을 두려워하게 만든 ‘시스템 자

체가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혜도 역시 유 팀장과의 관계에서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33)를 들었을 때 ‘정진 씨를 만난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

던 적이 있었다. 상사에게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당

함에 저항하다가 찍혀서 “지능적으로 갈굼 당하면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을 두려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부당함에 맞서지 못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부럽네요. 그 용기가.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까지는 하는데, 그게 절대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

는 거죠. 안 하니까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난요, 박수쳐주는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아

니라 관객이고 예술가가 아니라 대중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행이라면 대부

분의 사람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 정도." (82-83쪽)

  부당함에 저항하는 용기를 내지 않는 것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지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선

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고, 통용되는 것들에 대부분 고개를 

주억거리거나 자신 없게, 네, 라고 말해버리는” 삶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라도 결국 잊혀질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34). 따라서 자신의 삶을 위협할 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저항

33) 새로 인턴을 뽑는 면접을 본 이후 유 팀장은 “문화백수들이 너무 많으며 그들이 사회

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다”,“돈이 되지 않는 이상 문화가 아니다”와 같은 말을 지혜에게 

했다. 지혜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34) 대학생이 되었을 때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갔던 경험을 반추하며 지혜는 “모두가 함께 

모여 있을 때 혼자였던 순간”의 느낌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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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키워가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현실에서 통용되는 부당함에 저항하지 않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거대한 

시스템의 논리 앞에서 느낀 무력감 때문이다. 자본을 힘을 탑재한 시스템은 철저하

게 자본 앞에 순응적인 인간이 되도록 위력을 행사한다. 지혜는 우쿨렐레 수업을 같

이 듣는 남은 아저씨, 무인의 사연을 들으며 그들이 느끼는 무력감에 공감하고 연민

을 느꼈다. 

“ … (중략) … 설령 뭔갈 한다고 쳐요 뭐가 바뀝니까. 당신이 말하는 힘 있는 소수

가 가진 게 뭔 줄 알아? 결국 돈이야 돈.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니고 전 세계가 자본

에 놀아나고 있는데 뭘. 그건 신도 못 바꿔." - 남은 (67쪽)

“여기 메인 투자사가 어딘 줄 알아요? DM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극장 체인을 

가지고 있는 DM이라고요. 이런 일에 대기업이 연루됐다는 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뜻이죠.”… (중략) … “항의한다고 소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선례는 수두룩해

요. 증거를 들이대면서 인터넷이니 게시판이니 SNS에 토로해봤자, 하늘 아래 새로운 

얘기는 없다는 답이 달리겠죠. 혹시 나중에 내가 작품을 발표하면 그땐 내가 그들을 

표절한 게 되겠죠. 그게 내 신세예요. 빼앗겨도 되찾아올 수 없고 내 거여도 내 거가 

아니에요. 난 그냥 없는 사람이라구요……" - 무인 (201-202쪽)

  남은 아저씨는 배우 출신의 요식업계 전설로 알려진 ‘한영철’에게 사기를 당했

다. 남은이 만든 떡볶이 장맛을 쏙 빼가서 다른 체인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방송

에 제보도 하고, 일인시위도 하고, 변호사도 찾아가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

지 않았다. 어디서도 “그의 존재와 노력을 인정받을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자포자기’하게 되었다. 

  무인 역시 자신의 시나리오를 영화사에게 도용당했다. 무인이 시나리오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과 줄거리가 완전 똑같은 영화가 제작된 것이다. 메인 투자사가 대기업

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빼앗겨도 되찾아 올 수 없고 내 거여도 내 거가 아

닌” 설움을 홀로 삼켰다.

  지혜는 이 두 사람의 사연을 들으며 힘 있는 소수가 가진 자본의 힘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삶에 대한 페이소스(pathos)를 느꼈다. 

  요약하자면, 지혜는 유 팀장, 남은 아저씨, 무인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없는 

지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씁쓸하게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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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왜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지, 부당함을 보고도 보지 않은 척 듣고

도 듣지 않은 척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생계를 위협받을지 모른다는 두

려움과 어차피 저항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 그 이유였다. 

4) “그런 가치의 전복이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거대한 시스템의 논리 안에서 희생당하고 자발적으

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임을 인식하면서 지혜는 인간적인 연민과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당함에 맞서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고 반신반의했다. 

그 때 규옥과의 대화를 통해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 발 앞으

로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규옥은 남인 아저씨와 무인의 억울한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정당한 방

식을 거쳐 오지 않았”음을 말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힘없는 다

수가 자신들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따

라서 그는 “작은 부당함 하나에 일침을 놓을 수는 있다고 믿는 ‘가치의 전복’”

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질걸요? 억울함에 대해 뒷얘기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야죠. 내가 말하는 전복은 그런 겁니다. 내가 세상 전체는 못 바꾸더라도, 

작은 부당함 하나에 일침을 놓을 수는 있다고 믿는 것. 그런 가치의 전복이요." (67

쪽)

  지혜는 규옥이 박 교수에게 항의했던 사건의 전말35)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반신

반의했다. 지혜는 자신은 부당함에 행동으로 맞서는 사람이 아니라 “박수쳐주는 사

람”,“대중”이라고 얘기했고, 다른 사람들도 다르지 않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 때 규옥은 지혜에게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관객 없이는 그 누구도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대중없이는 예술가도 탄생할 수 없구

35) 잘못을 했는데도 대가를 받지 않고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박 교수에게 “잘못된 걸 잘

못됐다고 말하고”나자 규옥은“맘속의 체증이 사라지는”것을 느꼈었다. 그 이후 그는 부

당함을 마주할 때 피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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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방 안에서 혼자 쇼 하는 것도 예술이라 생각하는 예술가가 아닌 이상은요. …  

바꿔 말하면 관객이고 대중이기 때문에 지혜씨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 관성일 뿐이에요. 관객이 무대 위에 올라갈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관객은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해요, 이제. 세상은 원래 그래요. 누군가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

뀌지 않죠.”

“행동한다고 바뀌나요?”

“글쎄요, 확실한 건, 무언가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걸 누구도 행동하지 않았

다는 거죠.”(83쪽)

  규옥은 “누군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혜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었다. 지혜는 자신에 대한 관심과 

인격적인 존중이 느껴지는 질문 앞에서 마음의 문이 열렸다. 통제나 검열이 불가능

한 방식의 놀이를 통해 부당한 곳에 일침을 가하는 행동들을 시도해보자는 규옥의 

제안에 동참하기로 한다. “끝없이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보다는 어느 방향이든 한

번 앞으로 나아가 보고 싶어”졌고 “한 번쯤은 자신 있게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고’ 외쳐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혜, 규옥, 무인, 남인이 함께 참여한 첫 번째 행위는 그라피티였다. 시민 누구

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굴다리 벽면에는 이름 있는 작가의 작품이 그려져 있었으

며, 이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는 문구가 함께 붙어있었다. 권위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

는 그라피티 정신과 모순되는 그라피티를 보며 그들은 그 위에 글자와 그림을 새기

며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해갔다. 지혜는 그라피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

었던 지난날들을 되돌아보며 해방감을 느꼈다. 

내 인생에서 나는 누구도 덮거나 지우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걸 손에 든 스프레이가 

대신하는 건 꽤나 설레는 일이었다. 어떤 의미로는 서글프기도 했지만. (95쪽)

  용기를 갖게 된 지혜는 또 다른 시도에 동참하게 된다. 이들이 계획한 두 번째 

행위는 남인의 노력과 존재를 짓밟은 한영철을 골탕 먹이는 일이었다. “남의 노고

를 가로채고도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한영철을 보며 지혜는 분노했다. 이들

은 한영철이 지역구 재래시장을 방문할 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계획은 그에게 접

근해서 말을 건네고 그에게 계란을 투척한 뒤 기념사진을 찍을 때 남은 아저씨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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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계획한 바대로 골탕 먹이기는 성공했고 지혜는 

“다행스러우면서도 아슬아슬한” 마음을 느꼈다. 

  그 이후 넷은 “부당한 권위를 이용해 세상을 뻣뻣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곤란

하게 하고, 면박을 주고,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장난스런 반격을 시도했다. “배금

주의와 세습적 행동으로 악명이 높은 목사가 있는 교회에 가서 그 목사가 복도를 지

나칠 때 목탁을 두들기며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기”, “장애인이라고 손님을 쫓아낸 

힙한 레스토랑에 넝마 같은 옷을 입고 가 신용카드를 내밀기”, “근로자들에게 임

금을 체불한 대형마트에서 지점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지불하라’라고 쓰여 

있는 마스크를 뒤집어쓰고 춤을 추며 짧은 노래를 부른 뒤 일 분 만에 사라지기”와 

같은 행위들이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 그들은 “살아있는 기분”과 그들이 “열쇠

를 쥔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 

  그렇지만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적정선을 유지하는 내에서의 시도라는 점이 지혜

는 마음에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자신을 던져서 세상을 바꿀 마음은 없

었기 때문에 찜찜함을 표출하지 않았으며,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꼈

다. 

내게 그들과의 만남은 세상과 소통하는 최소한의 사교클럽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안

전해야 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세상을 바꿀 용기도 꿈도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고 있었다. … 그들과 내가 한 부류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고, 곧 스쳐지나 잊혀지게 될 사람들이라고, 아주 깊은 마음속에서는 치사하

게도 그렇게 생각했다. 할 수만 있다면 위로 가고 싶었다. 말은 안 해도 다들 그럴 

거라는 생각이 죄책감을 면해주었다. 그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언제나 동질감과 위로를 

느꼈지만 실은 그 동질감이야말로, 내가 가장 벗어나고 싶은 것이었다. (130-131쪽)

  지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만 하는 사람’에서 ‘작더라도 의미 있는 

행동을 시도해 본 사람’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변화는 딱 거기까지였다. 의미 있는 

행동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다. 시스템으로부터 보호

를 받을 수 있는 주류인 또는 내부자가 된다면 언제든지 돌아설 마음이 있었기 때문

이다. 

  요약하자면, 지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부당한 권위들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을 시도하며 통쾌함을 느꼈다. 그라피티 활동과 남은 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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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를 위한 한영철 골탕먹이기, 그 밖에도 장난과 경범죄 사이의 아슬아슬한 행위들

을 통해 “누가, 감히, 나에게”라는 권위에 균열을 냈다. 이를 통해 거대한 시스템

의 부조리에 무력감을 느끼고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만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시도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었다.

5) “정반대의 명제들” 사이에서의 혼란
  
  지혜는 “지환과 규옥이 던진 정반대의 명제들”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남동생 지환36)은 “현실을 영리하게 따르라고” 

했고, 같은 회사 인턴으로 만난 규옥은 “현실에 균열을 일으킬 용기를 가져보라

고” 했다. 두 가지 명제 사이에서 어떤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가치체계의 혼란을 

느꼈다.

 가치체계의 혼란을 느꼈던 첫 번째 계기는 대학 친구 다빈과의 만남이었다. 다빈

은 결혼 후 여행사에서 일하던 것을 그만뒀고,‘나 홀로 육아’의 스트레스와 남편

과의 소통부재로 힘들어했다. 20대 시절 기성제도와 한국의 사회문화정치이념적 분

위기에 강한 반감을 가졌고 진취적이었던 다빈37)은 결혼 이후 내 가족과 아이의 안

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보수적인 사람이 되어있었다. 

“ 너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보수화되는지 알아? 명백한 자기 재산이 생길 때야. 절대 

빼앗기거나 침해될 수 없는 것, 집이나 돈이나 그럴듯한 밥그릇이 생길 때. 근데 나

한텐 그게 애야. 그런 게 생기면 있지, 이 세상이 갑자기 되게 위험해 보인다? 코웃

음 치며 부렸던 객기는 다 증발하고, 교통사고, 전쟁, 사이코패스, 환경호르몬, 미세

먼지, 그런 것만 생각하게 돼. 그리고 나는 집 밖의 몹쓸 것들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투사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점점 보수화되지. 나와 다른 세계에 있

36) 지혜의 남동생 지환은 공고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일하다가 영업사원으로 나름 성공

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는 빠릿빠릿한 청춘이었다. 인문학의 쓸모에 대해 자조적이었으며,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해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잘 살고 싶어 했다. 그는 누나인 지혜

에게 적당히 콧대를 낮추고 현실을 바라보라고 조언했다. 

37) 오래 전 백화점이 무너졌던 사고현장에서 다빈은 쌍둥이 동생을 잃었다. 살아남았다는 

죄로 “방황”했고, 구해졌다는 죄로 “하고 싶은 걸 밀어붙이지도 못한”채 다빈은 떠밀

리듯 결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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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어지거든. 기본적으로 팔짱 탁 끼고, 걸려봐, 된통 쏘아줄 테

니까. 이 마인드야. 왜 이렇게 된 거지…… 나도 참 젊은 나이인데.”(101쪽)

  다빈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보수화되었다고 했다. 영어유치원 레

벨테스트를 위해 다섯 살 된 아들에게 공부를 시켰으며, 엄마들 사이에서 따를 당하

지 않기 위해 대세에 묻혀 아이를 교육시켰다. 혼자서만 “독야정하기 생각보다 쉽

지”않다고 말하는 다빈이 지혜는 낯설었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되었다. “아직은 모

르는 세계”였지만“나라고 안 그런다는 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지혜는 자

신도 역시 비슷한 상황과 조건에 놓인다면 지금의 소신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았다.  

  두 번째 사건은 그동안 실망스러운 중간관리자로 혹평을 받아온 김 부장이 갑자

기 퇴사소식을 전해오며 지혜에게 정규직 자리를 건네준 것이었다. 김 부장은 조심

스럽게 사표를 낸 소식을 전하며 회사에서 겪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김 

부장은 원래 본사 식품마케팅부 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 당시 부서 내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고, 회사에서 책상을 빼서 “매일매

일 동기를 찾아가 사정사정”한 결과 간신히 아카데미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이다. 그래서 그는 보란 듯이 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지고, 

용쓰면 쓸수록 빠져드는 더럽고 치졸한 게임”이었다고 고백했다. 지혜는 김 부장이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했던 사연을 들으며 커다란 혼란을 느꼈다. 

김 부장의 사직은 내게 커다란 혼란이었다. 세상에 대한 분노는 내가 아니라 김 부장

이 느껴야 마땅했다. 그의 인사평가에 그 쪽지가 보탬이 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도 없

었다. 모르긴 해도 규옥조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말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다. 그 이면에는, 그 반동으로 이익을 누린 사람이 나

라는 죄책감이 숨어 있었다. 다시는 그를 볼 일이 없을 거라는 사실만이 그 죄책감의 

면죄부였다. (147쪽)

  권위주의적 태도와 곤란한 습관들이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해

온 핵심인사나 다름없었던 그의 퇴사소식은 충격적이었다. 또한 김 부장의 불편한 

행동들 때문에 괴로워했던 직원들을 대표해서 규옥이 남긴 쪽지가 인사평가에 부정

적으로 참고되었을 거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이 모든 일

들의 “반동으로 이익을 누린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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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는 자신의 이분법적 잣대 하에서 부당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

던 김 부장 역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자신과 다름없는 존재라는 걸 알

게 되면서 그에게 미안함과 안쓰러움, 고마움이 얽힌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어떤 

삶은 ‘현실을 영리하게 따르려고 하는 것’ 조차 은밀하게 거부당할 수 있으며 거

기에서 비롯되는 열패감은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이 지혜를 혼란스럽게 했다. 

  세 번째로 가치체계에 혼란을 느꼈던 건 자기 인생에 그늘을 드리운 사람을 예기

치 못한 상황에서 다시 만나면서부터였다. 고등학생 시절 지혜에게 괴로움을 안겨줬

던 전학생 친구 지혜가 ‘공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혜 앞에 나타난 것이다. 

공윤은 자기계발계에서 잘나가는 “지적이면서 도시적인 이미지의 여자”였으며, 지

혜가 근무하는 아카데미 강사로 섭외되었다. 강의를 갑작스럽게 펑크내고서 적절한 

사과도 없이 강의실 밖으로 나서는 공윤에게 지혜가 그녀의 잘못을 지적하자 오히려 

공윤은 당당하게 조직에서의 위계를 따져가며 할 말을 했다. 공윤의 태도에 당황한 

지혜는 “머릿속을 몽땅 긁어 딜리트 버튼을 누른 듯 눈앞이 하얘”졌으며, “수많

은 의자들 중 내 자리는 없다”는 씁쓸한 자기인식에 이렀다.

  지혜는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핀잔을 들으며 침묵하는 것을 거부하

기로 했고, 공윤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윤은 조소를 머금은 채 지혜

에게 “네 인생이 이렇게 된 이유”는 “네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값싼 연민”을 보였다. 지혜는 우스워진 자신이 견딜 수 없었고, 깊숙이 있

던 열등감이 올라왔다. 그 때 규옥이 전해준 말이 지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보잘것없다는 것. 정말로, 하찮기 그지없는 존재들이죠. 특별한 척해

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누구나 아등바등 살아가요. 어떻게든, 그저 존재를 확인받

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존재를 어떻게 확인받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뭘 확인받느고요.”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울음에 섞어 뱉었다. … (중략) …

“아마 그 고민은 죽을 때까지 하게 될 거예요. 백 살이 될 때까지 같은 생각할걸요. 

외롭다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괴롭고 끔찍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질문을 외면하죠. 마주하면 괴로운 데다 답도 없고, 의

심하고 탐구하는 것만 반복이니까. 산다는 건 결국 존재를 의심하는 끝없는 과정일 뿐

이에요. 스스로의 존재를 의심하는 게 얼마나 드물고 고통스러운지 알아가는……”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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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옥은 인생을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생각했다. “의자는 의자

일 뿐38)”이며 돋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특별해 보이는 사람도, 평범해 보이는 사람

도 결국은 자신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고 존재로서의 가치를 확인받고

자 분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지혜를 위로하고 있었지만 규옥 역시 위로가 필요

한 존재였다.

“나는 모순덩어리예요.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정작 진심은 표현하지 못하죠. 미래에 

저당 잡혀 늘 현재를 놓쳐버려요. 더 끔찍한 건 언제나 자기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한 악몽에 시

달리지 않으니까……" (182쪽)

  부당함을 마주했을 때 주저앉을 게 아니라“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기만 해도 

세상이 조금은 바뀔 것” 이라며 지혜와 무인 남은을 독려했던 규옥도 자신의 삶에 

확신이 없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

오면서 자기합리화를 해온 스스로를 “모순덩어리”라고 여겼다. 그의 불안한 내면

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와 무관하게 인간 존재라면 누구나 자신의 선택

에 대한 의심과 후회를 거듭하며 삶을 세워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지혜는 규옥의 위로 덕분에 공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두

가 있는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공윤과 자신을 친구로 엮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 

이후로 공윤은 강의를 중도하차했으며, 지혜에게는 마음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만

으로도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작은 확신이 생겼다. 부당함에 더욱 적극적으

로 저항할 수 있는 내적 동기가 생겨났다. 

  요약하자면, 다빈의 변화는 지혜에게 비슷한 상황이 던져진다면 소신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고, 김부장의 퇴사 소식은 생계를 위해 모멸감을 견디며 

조직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든 시스템의 부조리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39). 

38) 지혜와 강의실 의자정리를 하던 중 규옥은 ‘의자의 마법’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앞에 

있는 의자를 앉으면 권위와 힘을 가진 줄 착각하고, 수없이 깔린 의자에 앉으면 힘없는 대

중이 되어 앞에 있는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마법에 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자

는 의자일 뿐이란 걸 다들 까먹고 있다고 얘기했다. 

39) 김부장의 퇴사소식을 들은 이후 지혜는 DM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를 완전히 거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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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혜의 인생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던 전학생 친구 지혜(‘공윤’)와의 재회

를 통해 존재론적 회의를 느꼈다. 

  사회에서 제대로 된 자리 하나 차지하지 못한 스스로가 하찮고 보잘 것 없이 느

껴졌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게 어려웠다. 그 때 ‘누구나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규옥의 위로가 지혜의 마음에 닿았다. 그 

이후 지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분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긍정함으로써 외부세계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6) “현실적인 낭만주의자”

  공윤의 그림자를 극복한 이후 지혜는 삶에 대한 ‘무력감’을 걷어내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갔다. 예전에 지원서를 넣어 둔 가구회사 휴(休)

에서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면서 지혜는 새로운 대안세계를 경험했다. 

  대표는 면접이라기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혜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실력 

있는 목수들을 영입해 즐거운 일터를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우리의 

가구를 쓰는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라”기 때문에 “합리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찾

고” 있다고 했다. 그는 평범함 속에 담긴 특별한 가치를 알아볼 줄 알았고, “현실

적인 낭만주의자”가 되어 목수들에게 문화적 “자양분”을 공급해줄 사람이 필요하

다고 했다. 

“먹고살기 위해서, 라는 말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살려면 먹어야

겠죠.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먹는 건 살기 위한 수단이고, 놀면서 

살아야죠. 저는 일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요. 

그게 가능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192쪽)

  대표는 삶의 가치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했

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원치 않는 일들을 기꺼이 감수하

거나 선택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 생계를 해결하는 

고, 퇴사를 결심했다. 거대한 조직체계에서 한 단계씩 올라가더라도 언제든지 내쳐질 수 

있는 불안감을 안고 가야하며, 자신의 존재를 새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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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중요한 문제지만 삶이 거기에 종속되는 순간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힘겨워지기 때문이다. 대표는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서 직원들

이 먹고사는 문제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성을 발현하며 즐겁게 놀 수 있길 바랐다.  

  대화 도중에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자는 제스쳐가 오갔고 대표가 제시한 연봉과 

각종 수당, 근무여건 등 복지도 훌륭했다. 지혜는 “꿈꾸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기뻤”으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이곳에서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희미해졌다. 무인이 겪은 억울한 일을 듣고 

도모한 행동이 실망스럽게 끝나버리면서 함께하는 좋은 세상을 꿈꾸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다. DM이 투자한 영화사에게 자신의 쓴 시나리오를 

도용당한 무인은 착잡한 마음으로 글쓰는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무인은 대기업

이 연루됐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항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찌질한 사람의 넋두리라고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포자기하며“난 그냥 없

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무인 앞에서 지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러움과 미

안함을 느꼈다.

없는 사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뭔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 없는 사람이

다. 늘 소리치고 있는데도 없는 사람이다. 수면 위에 올라있지 않으면 없는 사람이다. 

반지하방에 살면 없는 사람이고, 문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없는 사람이고, 인생과의 게

임에서 지면 없는 사람이다.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동안 대체 무얼 한 걸까. 이들과 

어울리는 내내 나는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발버둥쳤다. 미친 듯이 헛발질을 한 끝

에 어부지리로 정직원이 되고, 어쩌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준비를 하고 있는 나는 

무인의 말에 떳떳하지 못했다. DM 본사에서 내게 채용을 제안했더라면 어땠을까. 두말 

않고 아카데미를 떠났을 거다. 그리고 다시는 이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으리라. 그러곤 

아주 쉽게 운이 따르지 않은 건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그 외의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 거다. 나는, 무인을 이렇게 만든 현실의 잠재적인 공범이었다. (202쪽)

  지혜는 조건에 따라 누군가를‘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현실에 화가 나면서도 

‘없는 사람’이라는 부류에 속하고 싶진 않았었다. 현실에 잘 적응해서 최대한 그

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 했다. 하지만 무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야말로‘없는 

사람’의 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잠재적인 공범”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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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지혜는 공윤의 그림자를 떨쳐냈던 걸 떠올리며 무인에게 그가 겪은 부당한 

일을 덮고 넘어가지 말고 “가서 항의하라고” 용기를 주었다.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없을 거고, “용써봐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남은에게 현실에서 무력감을 

느끼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부딪쳐야 한다고 설득했다. 

“가서 항의해요. 가만있으면 그게 당연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대한다구요.… 

설령 지금 당장 뭔가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요.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다는 걸 자꾸자

꾸 보여줘야 해요.”(202-203쪽)

  지혜는 가치체계의 혼란을 느끼다가 그 혼란을 극복한 이후 부당함을 피하지 않

고 맞설 용기를 회복했다. 그렇지만 지혜의 변화는 곧 좌절되었다. 무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규옥과 지혜, 남은은 무인의 시나리오를 도용해서 제작된 영화의 무대인사 

일정을 확인한 후, 가면을 쓰고 그 무대에 올라가서 무인의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

만 이들의 목소리는 마이크가 꺼지면서 차단되었고, 경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내동댕

이쳐졌다. 영화사 측은 “홍보용으로 준비한 이벤트”라는 임기응변으로 사건을 무

마했으며, 셋은 본의 아니게 인터넷에서 신상이 털려 유명인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

라 소동을 일으킨 대가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지혜는 뉴스에 나온 그들이“시시하고, 한심하고, 애잔하게”느껴졌으며, 남은은 

“삼류 인형극의 꼭두각시가 된 기분”을 느꼈다. 사건이 일단락 된 이후 무인은 셋

을 불러 “아침에 관계자가 찾아”와서 “각서를 내밀면서 서명”하라고 했다는 사

실을 밝혔다. 무인의 처사를 비판하는 규옥에게 무인은“당신이 충분히 배고파보지 

않아서 사치부리는 거”라고 말을 꺼냈다.

“당신은 그러니까 말이죠. 체 게바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체 게바라 티

셔츠를 입은 채, 도용당한 자기 작품을 돈 몇 푼에 팔아놓고는 진실을 진실이 아니라

고 주장하는 겁쟁이야.”- 규옥 (213쪽)

“매번 좌절하고 이용당하면서 무슨 생각하고 산 줄 알아? 이 모든 게 내가 힘이 없

어서라고 생각했다고.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나를 우습게 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

줄 거라고 매일 다짐했어. 나 알던 사람들, 하나같이 짜여 있는 판을 탓하고 자본의 

힘을 욕하면서, 시스템을 흉보고 세상의 부조리를 애석해했다고. 그때까진 늘 동지죠. 

그러다 고깃덩이 하나 던져주면 다들 잽싸게 물곤 너무도 쉽게 변해요. 왜 그럴까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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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했었는데 어느 순간 알겠더라고요. 성공에 가까워지는 게 너무 어렵거든. 세상이 그

런 거야. 이번에 어떻게 된다고 해도 결국은 다시 똑같아져. 당신이 그런 세상에 대

해 아는 게 있기나 해? 멋 부리지 마. 당신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선동할 자격이 없

어. 우린 아등바등하면서 밥그릇 싸움하는데 넌 다 갖고 태어났잖아. 그러면서 권위니 

놀이니, 놀아난 것 같아서 아주 기분 더러워. … 넌 말야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냥, 

가짜야.”- 무인 (213-124쪽)

  규옥과 무인의 충돌은 ‘용감한 가진 자’와 ‘세상에 굴복당한 없는 자’의 충

돌이었다. 현실을 이상쪽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규옥과 여러 좌절을 경험하면서 이상

을 현실쪽을 끌어당겨 세상의 부조리에 체념을 한 무인은 서로 어긋난 전제를 갖고 

있었다. 

  규옥은 부당함에 맞서 저항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

다는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독려하며 살아왔었다. 그런 행동들이 기득권층이라는 

자신의 존재기반을 위협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길 선택

했다. 한편 무인은 “매번 좌절하고 이용당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실리 앞에서 

“너무도 쉽게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차피 바뀌지 않는’시스템에 기대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다. 규옥과 무인이 경험한 세계는 부조리하다는 점에서 같았

지만 그 세계에 대한 해석은 서로 달랐다. 삶의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규옥은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 싶다는 지향점을, 무인은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다는 지향

점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지혜는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애정과 연대의식”이 빠져나간 걸 느꼈고 “남루

해진 현실”을 바라보며 “세상따위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을 위하여”살겠다고 다짐

했다. 그들이 함께해온 행위로는 “세상을 바꿀 수도, 균열을 일으킬 수도 없다”고 

생각해 온 “얕은 진심”이 무인을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다. 

“부끄럽지만 고백할게요. 나도 무인 씨랑 다르지 않아요. 나는 말이에요. 용감한 사

람이 아니에요. 그런 척하고 싶어서, 잠깐 현실을 잊을 수 있어서，멋진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혼자이기 싫어서,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척했던 것뿐이에요. 마음속은 늘 

의심으로 가득했고 들킬까봐 불안 불안했죠. 허세에 찌든 위선자가 된 것 같아서 아주 

끔찍한 기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라도 솔직히 말할 수 있어 후련하네요. 내 앞

가림이나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젠 제발 내 갈길 가게 비켜줄래

요?"(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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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는 “맥이 빠지고 무기력한 끝”을 경험했다. 짐정리를 하러 아카데미에 들

른 날 유 팀장은 지혜에게 마트료시카 선물을 주면서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 깊

은 데엔 겹도 모양도 다른 사람이 끝없이 들어다는 걸”알게 될 거라고 얘기했다. 

가치체계의 혼란을 느끼며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던 지혜에게 그 말은 큰 위로가 

되었다. “마음에 기름이 끼면 끝”이라고 생각해 온 지혜는 때때로 상황에 따라 

‘마음에 기름이 낀’사람들과 자신을 마주하며 실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름 낀 

물웅덩이가 빚어낸 찬란한 무지개띠를 보며, 상황에 따라 휘청거리더라도 그 안에서 

세상에 작은 변화를 주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휘청거

리는 삶을 보듬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지혜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다시 가구회사 휴(休)에 들어갔으며,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에 변화를 주기 위해 ‘아무나 올라올 수 있는 무대, 열린무대’를 기

획하며 희망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해나갔다.

  요약하자면, 지혜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조직 구성원을 내칠 수 있는 DM의 조

직체계에 대한 회의로 다른 곳으로 이직을 준비했다. 가구회사 휴(休)에서 면접을 

보며 지혜는 잠시 대안세계를 경험했지만, 그곳을 곧바로 선택하진 못했다. 먹고 사

는 문제에 치여 결국 자본에 굴복당한 무인을 보며 “맥이 빠지고 무기력한 끝”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혼란을 느끼며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던 순간 지혜는 쉽게 변화

하지 않는 상황에 좌절하기보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기

로 마음먹는다. 이후, 다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가구회사 휴(休)에 들어갔으며, 오

래전부터 기획하고 싶었던 무대를 만들며 나름의 방식으로 현실세계에서 대안세계를 

구축해간다.  

4. 소결: ‘세계 관찰자’에서 ‘세계 참여자’로

  지혜는 권위 및 자본에 대한 복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에 씁쓸함을 보

이면서도 시스템의 주류에 편입되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정반대의 명제들 사이에서 

혼란을 겪던 지혜는 규옥의 제안으로 일상에서 부당한 권위에 작은 반격을 가하는 

실천에 동참하면서 변화가능성에 대한 비극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갔다.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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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가치의 전복을 꾀하는 행동들을 하며 부당한 권위에 맞서는 용기와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진취성을 회복해 갔다. 지혜는 규옥, 무인, 남

은과 함께 사소한 반격을 시도함으로써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들을 간파하는 ‘세계 

관찰자’에서 ‘세계 참여자’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새로운 직장인 가구

회사 휴(休)에서 대안세계를 구축하며 현실적인 낭만주의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

다. 이러한 지혜의 변화는 사소한 반격들을 시도해보는 경험들을 통해 일어났으며, 

상황이 바뀌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 크고 작은 실천들을 통해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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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학습과정: 딜레마 구조와 대응양상

1. 이중구속과 ‘포함과 배제’ 논리

  Ⅳ,Ⅴ,Ⅵ장에서 분석한 세 편의 문학작품에 제시된 딜레마는 구조적 상동성을 지

닌다. 각 작품의 핵심인물인 김지영, 무주, 지혜는 상황 속에 던져진 존재들로 상황

을 만들어낸 사회구조의 무게를 실존적 삶의 경험을 통해 마주한다. 가정, 학교, 직

장은 인간이 생애경로에서 학습을 경험하는 핵심적인 장소다. 개인적 수준에서 집단

적 수준, 조직적 수준, 사회적 수준으로 생활반경이 확장될수록 다양한 규칙(rule), 

의례(ritual), 통상적 규범(routine) 등이 복잡하게 얽혀 개인의 일상에 침투한다. 

그 결과 인간은 상충되는 가치들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모순을 겪으며 삶의 방향성

과 가치체계의 혼란을 겪는다. 

  상황에 둘러싸인 개인들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해간

다. 개인의 삶의 장면에서 포착되는 사회구조, 문화적 풍토, 사회적 관습은 개개인

의 삶의 전경에 배치할 요소들을 선택하는 데 가공(可恐)할만한 위력을 행사한다.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의 경계를 설정하며 포함(인정,칭찬)과 배제(비난,비판)를 통해 

개인의 행위양식을 통제한다. 개인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거나 균열을 가하며 자신

의 삶의 양식을 구성해간다. 

  딜레마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방식에 대해 물음을 갖는 경험을 의미한다. 사회 구

성자(構成者)로서의 인간은 세계 내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겹쳐가며 실존적 의미를 

구성해간다. 즉, 삶은 자신의 존재에 포함된 어떤 자리를 마련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혼란과 갈등을 내포하는 딜레마 상황을 통해 인간은 치열한 실존적 탐

색을 경험한다. 

   딜레마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완전한 만족에 이를 수 

없는 이중구속(double bind)40)상태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외부세계의 환경적 조건

40) 이중구속(double bind)이란 용어는 그레고리 베이트슨(G.Bateson)과 그 동료들에 의해 

제안된 정신의학적 개념으로 가족 간 모순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연쇄적으로 반복될 경우 

정신분열증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중구속 상황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필요로 한다. ① 둘 이상의 사람들에 둘러싸인 한 명의 희생자, ② 서로 다른 의사소통 수

준에서 요구되는 모순된 명령 또는 모순된 메시지, ③ 어떤 메시지가 더 유효한지 물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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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의 실존적 탐색을 제약하는 경우나 내부세계에서 모순된 욕망이 공존하는 경

우 개인은 자기분열을 겪는다. 분명하고 명시적인 억압을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상

충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적 혼란을 겪는 것이다. 이런 상

황 속에서 개인은 나름의 방식으로 딜레마 상황에 대응해간다. 

   Ⅳ,Ⅴ,Ⅵ장에서 분석한 세 편의 문학작품에는 이중구속(double bind)상황에 처

한 개인들이 겪는 모순과 혼란이 딜레마로 제시되어 있다. 각 작품에서 딜레마를 유

발하는 구조적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핵심인물들이 모순된 메시지를 사회로부터 혹

은 자기 내부로부터 받아서 혼란을 느낀다는 점은 비슷하다. 이러한 혼란은 사회 안

에서 자신의 존재 자리를 마련해가고 싶은 실존적 욕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사회

에서 요구하는 메시지들이 서로 모순적일 경우 혹은 사회에서 권장하는 삶의 양식이 

자신의 존재양식과 충돌을 일으킬 경우, 내부세계에서 모순된 욕망이 공존하는 경우

에 개인은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 딜레마를 겪게 된다.

  먼저 사회에서 요구하는 메시지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 개인은 어떤 메시지가 진

짜 메시지인지 헷갈리며 혼란을 겪는다. 표리부동 사회를 겪음으로 인해 세계에 대

한 이해를 일관성 있게 구성해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세 작품을 통해 제

시된 ‘소설 속 현실’에는 이러한 딜레마 상황이 생생하게 나타난다. 즉, 현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폐쇄적으로 자기보존을 하려는 사회의 모습과  현 

사회가 지닌 모순과 문제를 자각한 구성원들이 추동한 변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하려

는 사회의 모습이 공존한다.

  이미 형성된 사회 구조41)는 기존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한다. 한편 그 구

수 있는 메타커뮤니케이션(meta communication)이 불가능함, ④ 모순된 명령 또는 모순된 

메시지를 이행하지 못하면 처벌됨, ⑤ 희생자가 의사소통영역에서 도망가는 것이 금지됨. 

- Bateson, Gregory et al. (1983[1955]), “Toward a Theory of Schizophrenia," in 

Steps To an Ecology of Mind, New York: Ballentine Books. 원문번역은 『마음의 생태

학』, 박태식 옮김, 책세상, 2006 을 참고하였음. 

41) 개인들의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면서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일정한 틀을 형성하게 되는

데 이를 사회적 관계라 하고, 이 사회적 관계가 통일적이고 유형화된 상태를 사회 구조라

고 한다. 사회 구조는 ①구성원들이 바뀐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며

(지속성), ②구성원들로 하여금 구조화된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고(강제성), ③구성원들이 

구조화된 행위를 함으로써 안정된 사회관계가 유지되고(안정성), ④구성원들이 구조화된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사회구조 자체가 변동하는(변동성) 특징을 지닌다(권태환, 2009; 

민경배, 1994; 구정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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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기존 질서가 자신의 삶을 제약한다고 느낄 경우 변화

의 틈을 마련해간다. 이렇게 구성원들에 의해 마련된 틈은 사회를 개방시켜가고 그 

결과 사회는 조금씩 변화되고 재구성된다. 그 결과 사회구조는 폐쇄성과 개방성이 

공존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개인들은 비좁게 마련된 틈새 사이로 보이는 가능성

을 바라보고 변화를 추구해가지만 때때로 한계에 부딪힌다.

  예를 들어, 『82년생 김지영』에서 김지영은 양성평등 영역에 있어 제도적 차원

에서의 진보를 사회·문화적 인식이 따라잡지 못하는 사회구조로 인해 딜레마를 겪

는다. 제도적 차원에서 마련된 동등한 기회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는 특정 집단, 대상에 대한 ‘문화적 편견’ 때문이다. 작품에서는 조신한 여학생, 

출산 이후 곧 직장을 떠날 여직원, 가사노동과 양육을 도맡는 아내, 가족을 위해 그

림자 노동을 하는 며느리 등으로 여전이 여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

편 이러한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침묵상태로부터 벗어나 목소리를 내는 여성

화자들의 움직임으로 조금씩 사회구조가 조금씩 변화를 배태하게 된다. 

[그림 6] 이중적 메시지가 공존하는 사회구조

  한편 개인의 내부세계에서 모순된 욕망이 공존하는 경우에도 딜레마가 발생한다. 

상충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경우 어떠한 선택도 하지 못하고 내적 갈등을 겪는 

모습이 나타난다. 모순된 욕망은 대개 ‘사회 적응’과‘자기성장’기제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발생한다. 전자를 간과할 경우 외부 세계로부터‘소외와 배제’를 받고, 

후자를 간과할 경우 내부 세계에서‘자기모순’을 겪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외부세

계로부터 소외와 배제를 받지 않으면서 내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이중구속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개인은 끊임없는 흔들리는 가운데 혼란과 좌절을 겪기



- 104 -

도 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세 작품 속 핵심인물들이 겪은 자기모

순적 딜레마 양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모순된 욕망을 동시에 추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

   예를 들어 『죽은 자로 하여금』에서 무주는 부패한 관행이 통용되는 조직에서 

이를 묵인하고 타협하는 것과 좌시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린

다. 상사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르는 성실한 직원으로 살아가면 조직에서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기대가 좌절로 돌아오면서 무주는 다른 방

식의 삶을 선택한다. 병원조직의 부패한 관행과 비리를 상부에 고발하지만 여러 상

황적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점차 ‘생존을 위한 자기합리화’를 하며 윤리적 자아와 

멀어지는 선택을 한다. 즉, 무주는 조직에 잘 융화할 줄 아는 조직구성원과 정의롭

고 도덕적인 인간 사이를 오가며 딜레마를 겪는다.

  『서른의 반격』에 등장하는 지혜도 역시 시스템 안에서 주류로 편입되어 성공하

고 싶은 욕망과 시스템의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

다. 지혜는 사회에서 부당함이 재생산되는 이유가 권위에 대한 복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있음을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권위에 대한 저항을 통해 

부당함이 재생산되는 구조에 균열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깨닫는다. 그렇

지만 ‘변화 가능성에 대한 비극적 전망’으로 인해 부당한 권위에 대한 저항을 포

기하고 현실세계에 잘 적응하여 주류에 편입하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모순된 욕망

을 추구함으로 인해 딜레마를 겪는 모습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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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종합해보면, 한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구조에 순응하는 행위’를 

통해 사회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도 하며, ‘구조에 균열을 내는 행위’를 통

해 변화를 추동하기도 한다. 적응과 변화를 동시에 요구받는 상황에서 개인은 딜레

마를 겪으며 나름의 대응을 통해 혼란을 해결하고자 한다. 적응을 요구하는 기제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가시적으로 장려되는 것에 반해 혁신을 요구하는 기제는 가시적

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내적 열망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스템

의 질서를 개편하고자 하는 실천과정에서 개인은 때때로 한계에 직면한다. 세 작품

을 통해 시스템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에서 ‘문화적 편견’, ‘생존을 위한 자기 합

리화’, ‘변화 가능성에 대한 비극적 전망’이 제약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살

펴볼 수 있었다. 

[표 4] 세 작품에 나타난 딜레마 구조 종합

2. 딜레마 상황에서의 대응양식

  2절에서는 딜레마를 느끼는 상황에서 작품 속 인물들이 어떤 대응양식이 보이는 

지, 그러한 대응양식들의 집합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

적, 집단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변화는 한 번의 사건/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겪는 작은 사건/경험들을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자는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양식이 변화되어가는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①딜

레마 상황-매개요인-대응방식’의 구조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② 구체적인 대응양식

을 적극성의 정도에 따라‘적응’, ‘회피’, ‘조정’, ‘전략적 대응’으로 범주

현 상황 변화 상황

Ÿ 제도적 진보와 사회·문

화적 인식이 불일치함

Ÿ 부패한 사회적 관행이

공공연하게 통용됨

Ÿ 권위에 대한 복종이 공

공연하게 이루어짐

<해결과제>

Ÿ 문화적 편견

Ÿ 생존을 위한 자기합리화 
Ÿ 변화 가능성에 대한 비

극적 전망

Ÿ 제도적 진보와 사회·문

화적 인식이 일치됨

Ÿ 공정성, 투명성, 도덕성

이 회복됨

Ÿ 부당한 권위에 대한 반

격 및 저항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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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매개요인은 딜레마 상황과 개인의 대응방식을 연결 

짓는 요인으로 상황을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화하고 해석하도록 만든다. 그 과정에서 

딜레마 해결을 촉진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한다.

  먼저 『82년생 김지영』에서 김지영이 직면했던 딜레마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대

응양식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지영의 인식에 균열을 냈던 딜레마 상황들은 

여성이라는 성별을 매개로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경

험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김지영은 ‘간파, 자발적 복종-

소극적 의견 표출-침묵-재구성-회피-의견표출-조정-투시(반영)-투시(반영)-의견표출

-해체’로 대응양식을 변화시켜간다. 

  유년기/초등학생 시절에는 부당함을 느끼는 일에 대해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의

견을 표출하는 데 그쳤다면,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 문제제기

를 하는 친구들을 보며 문제의식을 키워갔다. 대학생/사회 생활기에는 여성을 바라

보는 성애적 시선에 당황스러움을 느꼈지만 적극적으로 상황에 맞서 저항하기보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회피’또는 ‘조정’을 했다. 또한 직장에서 여직원이라는 이

유로 새로운 팀에 합류하고자 하는 의지가 좌절당하자 한계를 인식하고 적응하는 

‘조정’적 대응을 보인다. 결혼 생활기에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 

및 문화적 풍토에 대해 보다 크게 좌절하지만, 상황의 불합리성에 대해 자신의 목소

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침묵으로부터의 탈주는 개인

적 차원에 그칠 뿐, 불합리한 관행을 공론화 시켜 사회적 의제로 발전시켜가는 모습

으로 나타나진 않는다.  

  김지영의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양식 변화를 살펴보면,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계기로 적극적 대응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일상적 경험들을 통과하면서 김지영 내면

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갈등상황을 직면하면

서 김지영은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좌절당하기

도 하는 순환적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상적 경험들이 쌓여 결국 김지영

은 자발적 침묵으로부터 탈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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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82년생 김지영』작품 속 ‘딜레마 상황-매개요인-대응방식’의 구조

1982~1994년

→

n 남동생의 분유를 뺏어먹다가 할머니에게 혼남42)(A)

Ÿ 언니와의 대화(인식의 공유)43) ⇒ 간파44)(당연하게 행해져 온 

사소한 차별에 눈을 뜸), 자발적 복종(“원래 그랬으니까.…자발

적으로 상황을 합리화하는 데 익숙함)

n 남자 짝꿍의 장난으로 억울하게 선생님께 혼남(B)

Ÿ 선생님의  사과 및 화해 권유 ⇒ 소극적인 의견표출(“싫어요, 

너무 싫어요.”)

n 밥을 늦게 먹는 여학생들을 선생님이 야단침(C)

Ÿ 평소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서툴렀음 ⇒ 침묵(푸념도 잘 

나오지 않음)

유년기

초등학생�

시절�

↓

1995~2000년

→
n 모르는 남학생이 늦은 밤에 뒤를 쫓아옴(D)

Ÿ 버스에 동승한 여자분의 도움을 위기를 넘김 ⇒ 재구성(남자에 

대한 공포, 트라우마가 생겼다가 극복함)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

↓

2000~2011년�

→

n 복학생 선배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음(E)

Ÿ 심리적 혼란 겪음 ⇒ 침묵(이불을 뒤집어쓴 채 나가지 않음)

n 클라이언트와의 회식자리에서 술 강권, 불필요한 외모 품평회가 

이루어지고, 19금 유머가 남발됨(F)

Ÿ 당황스러움, 수치감 느낌 ⇒ 의견표출(일행들과 앉겠다고 함)

Ÿ 클라이언트 남자 직원들의 부추김 ⇒ 일시적 적응(눈치껏 술

을 버리며 자리를 버팀)

n 기획팀에 합류하고 싶었지만 선발되지 못함(G)

Ÿ 여직원들을 오래갈 동료로 여기지 않는 대표의 의사를 알게 

됨 ⇒ 투시(반영)(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하고 

마음을 비운 채 적응함) 

대학생�시절

사회생활기�

↓

2012~2015년�

→

n 육아문제로 인해 출산 휴가, 육아 휴직, 퇴사를 고민함(H)

Ÿ 성별분업의 일반화(“남편이 일하고, 아내가 아이를 키우며 살

림을 하는 것이 일반적”)와 경제적인 이유로 김지영이 퇴사하

기로 결정함 ⇒ 의견표출(“그놈의 돕는다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n 공원에서 엄마로서의 존재가치를 부정당하는 말을 들음(I)

결혼생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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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82년생 김지영』작품 속 인물 김지영의 대응양식 변화

42) 딜레마 유발 상황: 딜레마 상황 혹은 갈등,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

43) 매개요인: 상황을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화(signification)하고 해석(interpretation)하

도록 하는 요인으로, 딜레마에 대한 대응양식을 결정짓는다. 

44) 대응양식: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양식을 의미하며, 적극성 정도에 따라 ‘적응’,

‘회피’,‘조정’,‘전략적 대응’으로 대응양식을 범주화할 수 있다. 

45) 김지영은 ‘맘충’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뒤,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상황에 

따라 오미숙 여사(김지영의 어머니), 차승연(동아리 선배) 등으로 변해 다른 여성화자들의 

목소리를 빌려 그 동안 마음에 담아뒀으나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전하는 모습이 제시된다.

          경험

대응양식 A B C D E F G H I

전략적 

대응

해체 ○

재구성 ○

의견표출 ○ ○

조정

위협

투시
(반영)

○

소극적
의견표출

○

간파 ○

회피

자기
합리화

도피

결정지연

침묵 ○ ○

일시적
적응

○

적응

자책
(자기부정)

동조

자발적
복종

○

Ÿ 당황스러움, 수치감, 분노를 느낌 ⇒ 해체(여성 화자들이 연대

하여 서로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대안세계를 구축함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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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자로 하여금』에서 무주가 직면했던 딜레마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대응양

식이 변화된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주는 이석의 비리를 조직에 알릴지 말

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자아와 세속적 자아가 충돌하는 딜레마를 겪었다. 딜

레마를 겪으며 무주는 ‘자리합리화-해체-자책-위협-자기부정-투시(반영)-결정지연-

자기합리화-투시(반영)-도피-재구성’으로 대응양식을 변화시켜갔다. 

  무주는‘적응기-혼란기-소외기-좌절기-탈주기’를 거치며 변화해왔다. 이전 직장

에서 그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당한 관행에 동참했지만 그 결과 삶에서 많은 것들

을 잃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으로의 이행을 다짐한다. 조직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 적응했던 시기에서 벗어나 이를 폭로하는 선택을 하면서 무주는 

혼란과 소외, 좌절을 겪는다. 무주는 딜레마 상황에서 이석의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해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양식을 보였지만, 이후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따돌림

을 당하고 아내가 유산을 하는 등 부정적 사건을 겪으며 자책과 자기부정, 자기합리

화를 오가며 ‘적응’,‘회피’를 맴도는 모습을 보인다. 선도병원 조직의 거대한 

부조리에 대해 동료들도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무주는 어떻게 이 상

황을 대응해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후 선도병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구성해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는 ‘전략적 대응’을 보인다. 

[표 7]  『죽은 자로 하여금』작품 속 ‘딜레마 상황-매개요인-대응방식’의 구조

이전�직장

→
n 상사의 지시와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음(A)

Ÿ 일반적인 관행으로 여겨짐 ⇒ 동조, 자기합리화(당연한 것으로 여

김, “균형을 잃은 태도”를 고수함)
적응기

↓

선도병원

→

n 이석의 비리를 조직에 알릴지 말지 고민함(B)

Ÿ 사무장의 지시, 아이가 생김, 이전 직장에서 저지른 과오(過誤)에 

대한 반성, 이석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 ⇒ 해체(이석의 비리사실

을 사내 게시판에 익명글을 통해 폭로함)

혼란기

↓

선도병원
→

n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소외받음(C)

Ÿ 이석 아이의 죽음 ⇒ 자책(억울하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소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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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비난과 조롱이 더 심해짐 ⇒ 위협(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굴기로 

함)

n 일상이 무너져감(D)

Ÿ 직장에서 소외와 배제를 당하는 게 심화됨 ⇒ 자기부정(“바리새

인이 된 기분”)

Ÿ 아내의 유산소식⇒ 투시(반영)(자신의 신념을 수정하여 세상의 

논리를 받아들임)

↓

선도병원

→

n 헤파린 용액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자 약물보관기록을 살펴봄(E)

Ÿ 사무장의 이석의 예기치 못한 등장(“시키는 일은 뭐든 척척 해낸

다”는 평을 전해 들음) ⇒ 간파(“거대한 거짓말에 속은 기분”)

Ÿ 이석과의 대화(“타락해지거나 탁월해지거나”)⇒ 결정지연(이석이 

살아남은 게 잘못이 없다는 건지, 쓸모가 남았다는 의미인지 혼란

스러워하며 어떻게 살아야할 지에 대한 결정을 미룸)

n 치료가 필요한 미납환자를 끌어내야 하는 업무를 맡게 됨(F)

Ÿ 내부고발 이후 무너진 삶에 대한 후회 ⇒ 자기합리화(병원비 미

납환자가 병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 볼 때 공정

하지 못한 일”)

Ÿ 조직에서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 ⇒ 투시(반영)(매몰차게 

환자를 끌어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음)

좌절기

↓
선도병원

→�외부세계

→

n 병원조직의 거대한 부조리를 폭로하기 위해 이석이 무주와 대화를 시

도함(G)

Ÿ 시스템의 부조리에 대한 생각을 동료들과 공유함(이석, 송) ⇒ 결

정지연, 도피(서울로 무작정 올라감)

Ÿ 선도병원의 비리가 전면적으로 드러남 ⇒ 재구성(아내에게 솔직하

게 모든 걸 말하고자 함)

탈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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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죽은 자로 하여금』작품 속 인물 무주의 대응양식 변화

  마지막으로 『서른의 반격』에서 지혜가 마주한 딜레마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대

응양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혜는 권위에 대한 복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에 씁쓸함을 보이면서도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규옥의 제안과 설득에 의해 일상에서 부당한 권

위에 작은 반격을 가하는 실천에 동참하게 되고 그 경험들을 통해 변화가능성에 대

한 비극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여러 딜레마 상황 가운데 

지혜는 ‘자발적 순종-묵인-간파-재구성-투시(반영)-투시(반영)-간파-재구성-의견표

          경험

대응양식 A B C D E F G

전략적 

대응

해체 ○

재구성 ○

의견표출

조정

위협 ○

투시
(반영)

○ ○

소극적
의견표출

간파 ○

회피

자기
합리화

○ ○

도피 ○

결정지연 ○ ○

침묵

일시적
적응

적응

자책
(자기부정)

○ ○

동조 ○

자발적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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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투시(반영)-재구성-도전’이라는 대응을 보인다. 

  지혜는 ‘소외기-적응기-간파기-혼란기-도전기’를 거치면서 부당한 권위에 맞서

는 용기와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진취성을 회복한다. 고등학

생 시절 ‘삐’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지혜는 사회에 나와서도‘없는 사

람’,‘주변인’,‘변수가 될 수 없는 함수’정도로 스스로를 인식했다.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였기에 ‘적응’과 ‘회피’에 머무르는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다. 한편, 

일상에서 간접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겪는 부당함을 마주하면서 부당함이 재생산되는 

이유를 간파한다. 이후 규옥의 제안에 동참하여‘놀이를 통해 균열을 일으키는 일’

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지만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순적 욕망(“할 수만 있다면 위

로 가고 싶다”는 욕망과 “자신의 존재를 새길 수 있는 곳을 구축하고 싶다”) 사

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상황에 대한 ‘조정’적 대응을 해 나간다. 이후 스스로를 들

여다봄으로써 지혜는 현실세계에서 나름의 대안세계를 구축해가는 삶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표 9] 『서른의 반격』작품 속 ‘딜레마 상황-매개요인-대응방식’의 구조

고등학생�때

→

n 전학생 친구로부터 자신이 훔친 담임의 물건을 대신해서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을 요구받음(A)

Ÿ 역할기대(“우정을 증명하기 위해”), 정서적 상태(“견디기가 힘들

었다.”) ⇒ 자발적 순종(“널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소외기

DM� 아카데미

인턴�시절

→

n 새로 채용된 인턴인 규옥과 박 교수의 사건을 유 팀장에게 털어놓

을지 말지 고민함(B)

Ÿ 자기인식(“이곳에서 주변인”) ⇒ 침묵(“나에게 손해도 이익도 

끼치지 않는 일에 나설 이유가 없었다”)
적응기

DM� 아카데미

인턴�시절

→

n 중간관리자의 선을 넘는 행동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유 팀장이 

이해되지 않음(C)

Ÿ 유 팀장과의 대화(“자기는 왜 김 부장한테 직접 말 안하고 나한

테 말하는 거지?”) ⇒ 간파(“그녀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

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이 문제일 수도 

있다”)

n 남은과 무인이 겪은 부당한 일에 대해 들음(D)

Ÿ 규옥의 제안(‘가치의 전복’이 필요함), 규옥의 설득(“누군가가 

간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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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규옥과의 대화(“나라

는 사람에 대한, 내 꿈에 대한 질문”) ⇒ 재구성(규옥의 제안에 

동참하기로 함)

DM� 아카데미

인턴→정직원�

→

n 그라피티 활동, 한영철 골탕 먹이기 등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적정

선을 유지하는 반격이 마음에 걸림(E)

Ÿ 성찰적 인식(“내 모든 것을 바쳐서 세상을 바꿀 용기도 꿈도 없

었다”) ⇒ 투시(반영)(“할 수만 있다면 위로 가고 싶었다.”)

n 지환과 규옥이 던진 정반대의 명제들 사이에서 혼란을 느낌(F)

Ÿ 다빈과의 만남 ⇒ 투시(반영)(“나라고 안 그런다는 법이 있을

까”)

Ÿ 김부장의 퇴사소식 ⇒ 간파(김 부장 역시 시스템의 희생자라는 

이해)

Ÿ 공윤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규옥이 위로를 건넴 

⇒ 재구성(공윤에 대한 두려움 극복 및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김)

혼란기

가구회사�

휴(休)� 정직원

→

n 가구회사 휴(休)에서 면접을 보고 꿈꾸던 대안세계를 찾은 듯해서 

기뻐했으나 무인과의 사건을 겪으며 그 동안 도모한 일에 대해 회

의를 느낌(G)

Ÿ 성찰적 인식(“나는…현실의 잠재적인 공범”) ⇒ 의견표출(“가서 

항의해요”)

Ÿ 무인의 고백(관계자가 찾아와 각서를 내밀며 서명하라고 했음), 

무인의 자기합리화(“당신이 충분히 배고파보지 않아서 사치부리

는 거”) ⇒ 투시(반영)(“세상따위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을 위하

여 살겠다”)

n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현실세계에서 나름의 대안세계

를 구축해가기로 함(H) 

Ÿ 유 팀장의 선물 ⇒ 재구성(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함)

Ÿ 취업 준비 중 기름 낀 물웅덩이가 빚어낸 찬란한 무지개띠를 보

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음 ⇒ 도전(포트폴리오를 꾸려 다시 ‘휴

(休)’에 들어감, 문화행사를 기획함)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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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서른의 반격』작품 속 인물 지혜의 대응양식 변화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세 작품 속 핵심인물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경험들

을 거치며 ‘순응적 주체’에서 ‘비판적 주체’로 거듭나는 패턴을 보인다. 딜레마 

상황에서 ‘적응, 회피, 조정, 전략적 대응’이라는 다양한 대응전략을 오가며 소극

적 대응과 적극적 대응을 변주하는 가운데 조금씩 용기를 얻어 딜레마 상황을 스스

로 극복해간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대응’을 

보이기 전에 ‘침묵’,‘자기합리화’,‘간파’,‘투시(반영)’와 같은 반응들을 통

과한다는 것이다. 딜레마 상황을 회피하거나 딜레마 상황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조

          경험

대응양식 A B C D E F G H

전략적 

대응

해체/도전 ○

재구성 ○ ○ ○

의견표출 ○

조정

위협

투시
(반영)

○ ○ ○

소극적
의견표출

간파 ○ ○

회피

자기
합리화

도피

결정지연

침묵 ○

일시적
적응

적응

자책
(자기부정)

동조

자발적
복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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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가며 어떤 삶의 양식을 구축해 갈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흔들림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흔들림 없이 부당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한다던가, 기존

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을 생성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삶의 흔들

림을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재단하는 게 아닌 새로운 도약/도전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경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딜레마 상황을 통

과하는 과정을 학습과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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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딜레마 경험을 통한 학습 패턴

  인간은 자신의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고 상황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응양

식을 선택함으로써 삶을 구성해간다. 2절에서 논의했듯이 딜레마에 대한 대응양식은 

크게 ‘적응’,‘회피’,‘조정’,‘전략적 대응’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대응양식

을 선택하는 데 어떠한 매개요인이 작동하는지, 경험의 축적에 따라 대응양식이 어

떻게 변화되는지를 2절에서 살펴보았다면 이번 절에서는 딜레마 경험을 통해 이루어

지는 학습의 특징 및 패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딜레마 경험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전환 또는 집단적 차원에서의 전환을 일으킨

다. 상황 가운데 던져진 개인들은 기존의 가치체계로 설명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 딜레마를 느끼며 사회구조 및 문화적 관습에 의해 형성된 왜곡된 가정

(assumption)을 수정해간다. 그 과정에서 삶의 준거로 삼을만한 새로운 의미체계, 

준거틀을 구성해간다. 경합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흔들림을 통과한 개인은 그 경험들

을 통해 자신의 내부를 일관성 있게 규정해가는 삶의 태도를 구성해간다. 이 과정 

자체를 딜레마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딜레마 경험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새로운 의미체계를 

구성한 개인들이 실천적 연대를 통해 해당 집단/사회가 문제를 다루는 합리성, 가치

체계를 변화시켜가는 행동(action)을 취할 때 집단/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전환은 개인의 사고습관(habits of mind), 의미도식

(meaning scheme)의 수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준거틀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딜

레마 상황에서 개인은 ‘인식의 균열’, ‘상황정의’, ‘대응양식 선택’을 통해 

일관성 있게 자신을 규정하는 삶의 양식을 구성해간다. 딜레마 경험을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다음과 같은 특징(패턴)을 보인다. 

  첫째, 특정 상황, 경험, 사건을 통해 인식의 균열이 일어난다. Mezirow(2000)는 

혼란스러운 딜레마(disorienting dilemma)가 발생할 때 두려움, 분노, 수치심, 죄

책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동반되고 그로 인해 기존 가정(assumption)에 대한 비

판적 성찰이 이루진다고 제시한 바 있다. 메지로우가 정의했던 혼란스러운 딜레마

(disorienting dilemma)는 사별, 이혼, 질병, 사고 등과 같이 부정적인 큰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발생할 때 일어났던 균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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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개인의 변화를 일으키는 인식의 균열은 반드시 큰 충격을 동반하는 부

정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겨져 온 역할, 

관계, 상호작용이 작동하는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도 인식의 균열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지영은 라면으로 저녁 끼니를 때우면서 일어난 언니와 엄마의 언쟁을 

계기로 ‘아들과 딸, 그리고 집안일’의 관계에 대해 복잡한 생각을 했다. 지혜 역

시 유 팀장의 제안으로 인턴 면접 시 면접관의 자리에 앉았던 경험을 통해 자리가 

갖는 권력의 의미와 조직 안에서 주변인으로 서성이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인식

의 균열을 겪었다. 김지영과 지혜의 사례는 매우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인식의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식의 균열은 기존의 가치체계로 현재 마주한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 발

생한다. 무언가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느끼거나 모순적 시그널을 인식함으로써 인식

의 균열이 일어난다. 김지영은 복학생 선배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순간, 클라

이언트와의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권당하고 불필요한 19금 유머가 남발되었던 순간 , 

공원에서 ‘맘충 팔자가 상팔자’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던 순간 부당함을 느꼈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정당하는 듯한 표현들은 당황스러움과 수치감 등을 안겨줬다. 

이런 경험들은 김지영에게 폭력으로 다가왔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인식의 균열

로 이어졌다. 한편 무주는 모순적인 시그널이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의미체

계의 혼란을 겪었다. 무주가 몸담고 있었던 병원조직은 윤리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가 공존하는 사회다. 생명을 살려낸다는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지만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적 이윤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약품 구매 시 리베이

트가 횡행했고, 물품 구매 차액을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 보관하는 일 등은 묵과되었

다. 정의감과 도덕심에 고취되어 무주는 이석의 비리를 조직 내부에 고발했지만 그

에게 돌아온 건 동료들의 비난과 따돌림, 수군거림이었다. 동료들은 보편화된 부당

한 관행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용인했지만, 사무장이 저질러온 거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꼈다. 적당히 윤리적이면서 적당히 실리를 추구할 것

을 요구하는 조직의 문화 가운데 무주는 갈팡질팡했고 큰 혼란을 겪었다. 

  이를 종합하자면, 인간은 그 동안 형성해 온 가치체계로 마주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인식의 균열을 겪으며 변화가 시작된다. 자기세계에서 온전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함, 불합리함을 겪으면서 일종의 변화를 위한 지각변동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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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것이다. 

  둘째, 인식의 균열 이후 ‘상황정의(definition of the situation)’를 내리고 

대응양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매개요인46)이 작동한다. 인식의 균열을 겪은 

이후 개인은 그 동안 자신이 구성해 온 삶의 가치정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한다. 일종의 상황과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신에게 모순과 혼란, 딜레마를 초래했던 상황과 자신을 분리

시켜 경험에 대한 간(間)주관적 해석을 시도한다. 이 상황이 왜 혼란스럽게 느껴지

는지, 혼란을 발생시킨 요인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 내리는지를 살펴보면서 이후의 대응양식을 결정한다.

  딜레마를 지각한 이후 딜레마를 유발한 상황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결정

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화하고 해석하도록 만드는 매개요인이 

작동한다. ‘적응’,‘회피’,‘조정’,‘전략적 대응’중 어떤 대응양식을 선택할

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에는 크게 심리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있다. 

  예를 들면, 무주는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조직에서 소외되고 배제당하면서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윤리적 자아의 선

택이 비난받는 이유에 대해 의아해하던 무주는 이석의 아이가 죽고, 아내의 유산소

식을 접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자기 부정을 하기에 이른다. 예전에는 “비리

를 저지르고 묵인한 사람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주도했다고 믿었”지만 무주의 삶

에서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되자 “그들이 옳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수정하여 세상의 논리를 반영하며 대응양식을 조정해가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딜레마 상황에 던져진 개인은 상황을 직면해가면서 다양한 대응양식을 오

가며 삶의 양식을 일관성 있게 구성해간다. 딜레마 경험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질적인 이해를 심화시켜간다. 그 동안 추구해온 추상적 가치와 실존

적 삶이 만날 때 일어나는 불협화음을 통해 개인은 스스로의 삶을 반추하며 앞으로

의 방향성을 재구조화한다. ‘정의’, ‘진실’,‘정직’, ‘공정’, ‘안정’,‘성

공’,‘인정’등과 같은 추상적 가치는 현실세계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다른 가치들과 복잡하게 얽혀서 작동한다.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삶을 

46) 딜레마 상황과 (개인의)대응양식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상황을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화

(signification)하고 해석(interpretation)하도록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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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할 수 있는‘성공’은 부당한 문화적 관습과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진

실’을 추구하는 것은 절차적 합리성과 규칙에 대한 해체를 요구하기도 한다. 다양

한 가치들 가운데 떠다니며 개인은 경합하고 충돌하고 때로는 접합되거나 왜곡되어 

등장하는 가치들을 삶에서 직면한다. 

  개인의 실존적 삶은 사태를 판별하고 해석하는 준거틀을 수정하고 재구성해가는 

공간이다. 특히 삶을 통해 겪는 딜레마 경험에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복합적

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부당함에 일침을 가하는 용기를 발휘할 줄 알면서도 원칙만을 

고수하진 않는 사람, 현실세계에서 주류에 끼고 싶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진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러한 모순적 욕망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개

인은 딜레마를 겪는다. 모순적 욕망을 이루는 가치들은 딜레마 경험을 통해 충돌되

며 개인은 경합하는 그 가치들을 조율하고 조정하며 새로운 평형상태를 만들어간다. 

이러한 전 과정이 딜레마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예를 들면, 김지영은 사회에서 동등한 인격적 존중을 받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꿈

꾸고 기대했다. 특정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배제

당한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 하는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김지영은 딜레마를 느

꼈다. 성역할에 관한 편견 및 여성다움에 대한 문화적 편견을 인식하면서 일상에서 

당연하게 행해져왔던 것들을 낯설게 보기 시작했다. 그러한 인식의 균열들은 부당함

을 느끼는 상황을 마주할 때 침묵하는 대신 의견을 표출하는 변화를 낳았다. 즉, 일

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김지영은 자발적 침묵으로부터 탈주하기를 결심했으며, 자신

의 인격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상황들을 피하는 대신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한편 무주는 선한의지로 정의감 도덕심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자신의 지난 과오

(過誤)를 용서받을 수 있고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세상이 나아져야 한다는 신념’은 동료들의 무시와 조롱, 

예기치 못한 아내의 유산, 이석의 아이의 죽음 등을 겪으면서 점점 옅어졌다. 무주

는 옳고 그름의 잣대로 세상과 타락과 부패를 재단했지만 그의 판단기준은 무주가 

이전 직장에서 저지른 비리(非理)로 인해 정당성과 명분을 상실했다. 선도병원이라

는 조직에서 소외당하고 배제당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무주는 시스템의 논리

에 따라 부조리를 묵과하거나 동조하며 생계의 안정을 보장받는 삶을 선택하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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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이후, 사무장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전면적 위기에 봉착한 선도병원을 바라보

며 무주는 무언가 해결되어야 할 거대한 부조리가 폭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 결과는 정의감의 회복이 아닌 소중한 존재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

다. 시스템의 부조리를 직면하면서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거대한 벽에 부딪치며 괴로

워하기보다 자신이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을 지켜내자는 쪽으로 가치체계를 수정해가

는 모습을 보인다. 

  지혜는 권위에 대한 복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공정한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

지 않는 사회에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변화 가능성에 대한 비극적 전망으로 인해 

현 시스템에 잘 적응해서 주류에 편입되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학창 시절 ‘삐’로 

불리며 자신이 사라져가는 느낌을 경험했던 지혜는 사회에서도 주변인으로 서성이며 

적당히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행에 따라 삶을 구성해갔다. 잠재되어 있던 문제의식은 

남은과 무주, 규옥을 만나면서 표출되었다. 자신의 삶에 원치 않는 균열을 낸 부당

함에 대해 반격을 가하는 작은 행동들을 계획하고 실천해감으로써 때때로 성공과 실

패를 경험하며 변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확장해갔다. 

  다시 말해, 세 작품 속 인물들은 삶 가운데 마주하는 여러 딜레마 상황들을 직면

하면서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의식구조를 변화시켜가고, 삶의 양식을 재구성해가는 

학습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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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논의 및 결론

1. 논의

1) 인식의 전환과 문화의 재구성 관계

  인간은 딜레마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과 문화를 재구성해간다. 삶 가운데 마주하

는 경험들은 살아있는 실존을 구성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삶 전체가 흔들리는 

총체적 위기를 겪을 때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구성해간다. 외부적 

환경과 부딪치면서 한계를 직면할 때, 내적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고 삶의 양식에 

대한 반성적 성찰(critical reflection)이 시작된다. 

  특히 삶의 장면에 불청객처럼 불쑥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딜레마 경험은 개인으로 

하여금 ‘사유하는 자’로 거듭나게 한다.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면서 

적절한 대응양식을 선택해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삶에 균열을 일으키는 상황의 근

저에는 상충하는 가치들이 존재한다. 상충되는 가치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쉽게 선

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인간됨의 조건을 숙고하기 시작

한다. 이러한 점에서 딜레마 경험은 그 자체로 삶에 대한 가치 준거를 수정하고 재

구성해가는 학습을 촉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딜레마 경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두 인식의 전환을 겪는 것은 아니다. 

딜레마 경험은 학습을 촉발하는 상황 또는 자극일 뿐 그 자체가 학습사건인 것은 아

니다.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을 통해 외부환경과 직접적으로 부딪혀가면서 자신의 

의미도식(meaning scheme) 및 의미관점(meaning perspective)을 수정해가는 학습이 

이루어진다. 상황에 내던져진 인간존재는 상황과 상호작용하며 나름의 대응양식을 

구축해간다. 딜레마 상황이 인간존재에게 혼란을 주는 작용을 시도했다면, 인간존재

는 나름의 대응을 통해 반작용을 시도하는 것이다.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학습활동은 이와 같은 작용-반작용의 논리가 순

환적 확장을 거듭하는 과정 가운데 위치한다. 학습자가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맥락

과 연결되는 양상 또는 학습활동을 통해 성취하는 행위자성(agency)을 표현한‘학습

자자세(learner position)’라는 개념은 사태를 판별하고 해석하고 재구성해가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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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인간존재를 학습자로 호명한다(강대중 외, 2017). 즉, 인간이 학습하는 원리

를 설명함에 있어서 상황맥락과 그에 대한 대응양식은 학습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딜레마 경험을 통과하면서 인식의 균열을 겪고, 상황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구축하며 대응양식을 실천하는 경험들 가운데 인간 존재의 학습

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인식의 전환이라는 학습경험은 딜레마 상황 자체

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직면하고 해석해가고 대응해가는 행위자성

(agency)을 발휘해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삶의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해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전 경험에 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양식을 구축해가는 것이다. 

상황에 대한 대응양식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기보다 이전 경험

에서 보였던 대응양식과 이율배반적인 다른 대응양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세 작품 속 핵심인물들은 딜레마 상황을 겪으며 ‘적응’,‘회피’,‘조정’.

‘전략적 대응’을 오가는 경향성을 보였다. 특정 상황에서 불쾌함과 당황스러움을 

느낀 뒤 이에 저항하거나 반격을 가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다가도 그런 자신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집단 구성원들에게 해석되지 않는 경우 소극적인 대응으로 바뀌

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변화를 ‘무(無)-유(有)-무(無)’ 로 회귀

하는 패턴으로 보기는 어렵다. 상황가운데 이따금 좌절을 겪더라도 그 좌절의 경험 

자체가 전환의 토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혜는 무주를 

대신해서 남은, 규옥과 함께 벌인 반격이 실패로 끝난 후 크게 좌절했지만 결국 휘

청거림을 딛고 일어나 현실 안에서 낭만적인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대안세계

를 구축해갔다. 

  인식의 전환은 결국 딜레마를 유발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 보이는 대응들의 흐름

이 만들어내는 개인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상황맥락과 관계 맺는 

방식, 상황맥락을 해석하는 틀을 재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삶 전체를 관통하

는 가치체계를 재구성해가는 학습과정인 셈이다. 

  전환학습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는 인식의 전환을‘사태를 판별하고 이해하는 

인지구조의 전환’(Mezirow, 1991, 2000; Merriam& Bierema, 2014)으로 협소하게 

이해해왔다. 이러한 이해는 인식과 실천의 구조를 이원적으로 분리시켜 생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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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하지만 인식과 실천은 분리되지 않으며 인식의 전환은 반드시 행위양식

(또는 대응양식)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개인의 인식의 전환과 문화의 재구성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식의 전환

이 개인적 측면에서 일어나는 질적 변화라면 문화의 재구성은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

나는 질적 변화다. 전자가 한 개인의 삶의 체계를 수정하고 재구성해가는 학습활동

이라면, 후자는 한 사회47)의 지배적인 선호체계를 재구성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

식의 전환과 문화의 재구성은 각각 개인적 변화, 집단/사회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

지만 각각의 차원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라기보다 두 차원의 변화는

‘재귀적 순환 관계’에 놓여있다.

  인식의 전환을 경험한 개인들은 전통적 권위로부터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세상의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믿으며, 합리적 판단을 시도한다. 개인적 차원의 변

화가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공유와 공론화’가 필요하

다. 지성적으로 합의된 대화규칙에 따라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다양한 개인들이 공존

할 수 있는 사회와 문화의 가치체계를 재구성해간다(Wain, 2004; Maclntyre, 1987: 

26). 한편 이렇게 재구성된 문화는 개인들의 삶을 둘러싸는 새로운 구조로 작동한

다. 즉, 인식의 전환을 경험한 개인들이 시도한 행위들로 인해 기존 문화적 질서에 

균열이 일어나고, 재구성된 문화는 사회구조 안에 위치한 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

친다. 

  『82년생 김지영』에서 김지영은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경험한 부당함에 대해 

언니, 친구들, 동료들과 인식을 공유한다. 이러한 인식의 공유를 통해 그동안 당연

한 것으로 여겨져 온 문화적 관행들을 낯설게 볼 수 있게 된다.『죽은 자로 하여

금』에서도 역시 무주는 이석, 효, 송 등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선도병원 시스템

의 근본적인 부조리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서른의 반격』에서의 지혜도 규

옥, 남은, 무인과 사소한 반격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차원으로 들어

47) 사회는 특수한 역사적·맥락을 품고 있으며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 

형성된 집단서사(또는 집단기억)를 딛고 세워진 시공간이다. 사회는 그 자체로 수많은 경

험과 서사를 확장적으로 안고 있는 공간으로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역사적 활

동이론(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CHAT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학습은 사회문

화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지며, 특히 해당 사회·문화가 공유하고 있는 집단적 활

동체계가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고 사회변화가 일어난다(Engestrom, 

198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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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맞서 반격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가

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인식의 공유와 공론화’를 통해 개인들은 공고한 사회구조의 틈을 벌려

갈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을 확보해간다. 자신의 의미체계에 균열을 일으켰던 딜레

마 상황에 대한 숙고(deliberation)는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

서 이뤄지기도 한다.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인식의 공

유가 이루어지고, 이는 새로운 문화를 재구성하기 위한 실천적 연대로 이어지는 기

반을 마련한다. 

  그렇지만 세 작품에서 결과적으로 새롭게 문화가 재구성되어가는 양상을 관찰하

기는 쉽지 않았다. 문화의 재구성은 일종의 암묵적으로 합의된 공론이 변화되는 것

이다.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체계 및 판단준거가 새롭게 재구성되기 때문에 매우 장

시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난다. 세 작품의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던 바는 인

식의 전환을 경험한 개인들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기 시작함으로

써 문화가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상황 자체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관찰되지 않더라도 부조리한 상황에 놓은 개인들

은 딜레마 경험을 통과하며 소극적인 대응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응양식을 변화

시켜갔다.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부당함과 부조리를 양산해 낸 구조에 대한 성찰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식의 공유는 사회구조가 변화되는 데 필요한 틈새를 마련

하기 위한 새로운 실천을 결단하게 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다만 인식의 공

유가 공적인 담화를 통해 공론화될 때, 결과적으로 문화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

다. 

  분석한 세 작품 중 『서른의 반격』에서 DM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비리가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고“옳지 않다고 생

각하는 것들”에 대해 비판할 용기를 지닌 시민들과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언론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개인 차원에서의 인

식의 전환이 사회·문화 전체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

어질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82년생 김지영』과 『죽은 자로 하여금』

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넘어 문화의 재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는 사회 전반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적 장치들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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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인식의 전환을 겪은 개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

응양식을 실천해감으로써 문화를 재구성해가는 가능성의 공간을 마련한다. 특히, 상

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넘어 공적인 담화를 통해 공론화가 이루어질 때 개인의 전

환은 문화적 재구성으로 확장된다. 그 결과 재구성된 사회구조와 문화는 개인에게 

변화된 상황맥락으로 작용하며 개인에게 다시 영향을 미치는 재귀적 순환구조를 형

성한다.

2) 일상생활에서 시민성 학습이 일어나는 맥락

   그 동안 시민학습 또는 시민교육 영역에서는 시민성을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갖

추어야 할 자질이나 능력, 실천적 역량으로 이해해왔다. 가르치고 배워야할 모종의 

형질이 있고, 이를 학습해가는 것을 시민학습이라고 간주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시민교육 또는 시민학습은 시민이라는 존재를 새롭게 재규정하

고, 시민성의 개념을 재구성해갈 가능성을 차단시킴으로써 시민교육의 지형을 협소

하게 만들었다. 

  시민성은 획득해야 할 자질이라기보다 자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딜레마 상황들에

서의 선택과 대응들의 집합을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는 삶의 경향성

(tendency)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정의, 평등, 자유, 존엄 등과 같은 추상적 가

치들로 환원되거나 대표될 수 없다. 실제적 삶의 맥락에서 이러한 가치들은 다양한 

무늬와 색깔, 질감을 가지며 독특한 방식으로 재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추구해야할 

명분이나 당위가 엇갈리거나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교과서나 추상적 논의를 수식하는 미사여구로 갇혀있게 된다면 

실제적 시민들의 삶을 구성하는 삶의 양식과 점점 더 멀어짐으로써 현실세계에서 어

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시민학습은 따라서 일상적 삶의 경험과 분리될 수 없다. 삶을 이루는 경험들은 

시민성을 구성해가는 학습의 장(場)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삶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딜레마 경험들을 통해 개인과 집단적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을 학습으로 해석했다. 이때 개인이 학습한 것은 ‘대상’이 아닌 ‘방법’이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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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가치규범으로 존재하는 닫힌 시민성이 아닌 일상적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시민

성으로 이해를 전환한다면, 시민성 학습은 자신의 내부세계를 일관성 있게 정렬하는 

‘방법’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가꿔가면서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을 구성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학습은 기존의 인식론적 접근에서 탈피해 존재론적으로 시민성이라는 개념을 이

해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이라는 존재가 구성해가는 삶의 양식 자체가 시민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시민성은 학습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 구성해가는 

실존 그 자체가 된다. 

  이처럼 삶과 연계된 시민성 학습을 연구자는 ‘실존-시민-되기’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실존적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딜레마에 대응해가는 방식이 만

들어가는 길, 삶의 양식 자체를 ‘시민-되기’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박제된 시민성을 배격하고, 삶을 구

성해가는 실존적 경험들을 통해 일관성 있게 삶의 양식을 구성해가는 것 자체를 시

민성 학습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세 작품 속 핵심인물들은 삶에서 중요한 전환을 일으키는 사

건들을 경험함으로써 나름의 방식으로 상황을 정의하고 대응방식을 선택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자신 안에 있는 모순된 욕망을 자각하기도 하고, 은밀하게 작동하는 구

조적인 좌절에 부딪치며 절망과 무기력을 학습해가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 

자체가 ‘실존-시민-되기’라는 학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험에 대한 해석

을 통해 공동체가 당면한 부조리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삶의 양식을 일관성 있게 구

성해가는 것이 시민학습이기 때문이다. 

  경험을 의미화(signification)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비판적 성찰을 촉발하거나 심화시키는 맥락

이‘실존-시민-되기’ 학습에서 핵심적이다. 이 연구를 통해 인정, 존중, 무시, 비

난, 위협 등과 같은 타인의 반응과 대화, 연대와 같은 상호작용을 매개로 비판적 성

찰이 일어나고 인식의 균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상황도 환경으로

만 구성된 상황 그 자체일 수는 없으며 결국 타인과의 연결에 의해 구성된 실재이

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은 상황에 던져진 순간 그 상황에 모종의 변화

를 가하는 행위자(agency)가 되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그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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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 실존적 삶은 나와 타인이 상황을 매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구성되

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이 삶에서 직면하는 실존적 부조리 또는 딜레마는 결국 ‘공유된 책

임성’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구조적 부정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찰과 감시를 하

고, 공적인 발화를 통해 투명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사회 부정의를 매개하는 수많은 인과관계 망의 일부가 우리 자신이

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과 타인의 실존적 삶에서 부조리가 재생산되는 것을 막

기 위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Young, 2006/2013)48).

  인간은 경험을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인간됨을 실감한다. 시민 역시 경험

을 통해 자신의 시민됨을 자각한다. 특히 딜레마 경험은 개인을 둘러싼 구조가 개인

의 실존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 모순을 직면하고 대응해

가는 것을 포함하는 딜레마 경험을 통해 사회구조와 문화를 정의롭고 공정한 방향으

로 새롭게 재구성해가는 시민됨을 학습한다. 이는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 회피하거나 

순응하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상황을 조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가는 변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적극성을 획득해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세 작품 속 

핵심인물들이 딜레마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양식으로 행위 양식을 변화시켜가는 것

은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부조리한 사회구조에 적극적으로 균열을 내는 시도와 연결

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차원으로 들어온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

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개인적 삶의 변화가 아닌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사회구조

와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실존적 삶을 통해 시민

성을 구성해가는 시민학습의 양상을 문학작품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문학 속 시민

성’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48) Iris Young이 제시한 ‘사회적 연결 모델(social connection model)’은 개별 행위를 

통해 재생산되는 관계로서의 구조 개념에 바탕을 둔다. ① 사회제도와 규칙과 같은 객관적 

제약으로서의 구조, ②사회적 지위로서의 구조, ③ 개인들의 일상적 행위와 상호작용과정

에서 동원되고 재생산되는 사회의 규칙과 자원으로서의 구조, ④ 개인들의 행위들이 얽혀 

의도치 않게 다른 이의 행위 조건을 형성하는 구조와 같이 네 가지 차원의 구조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는 결코 구조와 분리되지 않으며, 역으로 구

조나 구조적 불의는 개인의 선택 및 행위와 무관하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Young, 2006; 정인경, 2013: 

145-146).



- 128 -

  세상을 바라보는 개인들의 생각과 믿음, 실천과 행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는 외부로 반영되며, 이 반응에 따라 누군가는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개인들은 타자의 삶에 연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Peter Bieri, 2013/2014: 115). 공유된 책임성을 바탕으로 개입적 만남이 일어나

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삶과 연계된‘실존-시민-되기’를 강조함으

로써 새로운 시민학습의 가능성을 확장해갈 필요가  있다. 

  

2.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딜레마 경험을 통해 전환적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맥락을 드러내기 위해 문학작품 속 핵심인물들의 학습경험을 분석했다. 작품 

속 핵심인물들이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계기에 의해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그러한 

전환이 어떻게 삶을 구성해 가는지를 질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다루고자 했던 연구문제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작품 속 인물들이 인식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둘째, 문학작품 속 핵심인물이 겪는 딜레마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딜레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은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러한 세 가지 연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험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경험들이 

특정 상황과 맥락 속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지 맥락을 살펴보는 데  

적합한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했다. 1차적으로는 ‘내러티브의 분석(analysis 

of narrative)’ 방법을 통해 문학작품 속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심

층적 의미를 드러내는 분석을 시도했다. 이후 2차적으로 이야기된 이야기(told 

stories)를 핵심인물이 겪는 딜레마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

들어내는 ‘내러티브 분석(narrative analysis)’을 함으로써 연구문제를 해결해갔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작품 속 인물들은 상황 속

에 던져진 존재들로 실존적 삶의 경험을 통해 사회를 마주해갔다. 특히 혼란과 갈

등을 동반하는 딜레마 경험은 인식의 균열을 낳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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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다. 각 작품에서 핵심인물이 겪는 크고 작은 딜레마들은 이중구속(double 

bind)상태로부터 비롯되었다. 외부세계의 환경적 조건이 개인의 실존적 탐색을 제

약하는 경우나 내부세계에서 모순된 욕망이 공존하는 경우에 개인들은 명시적인 억

압을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내적 분열과 혼란을 겪었다. 개인은 폐쇄성과 개방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마련된 틈새를 확장해가며 자신의 삶을 제약하는 구조에 균열을 

가하지만 때때로 한계에 부딪혔다. 또한 모순된 욕망을 추구하는 경우 개인은 외부

세계에 ‘적응’하면서 ‘자기성장’을 이루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딜레마를 겪

는 양상이 포착되었다. 

  둘째, 작품 속 인물들은 딜레마 경험을 통과하면서 인식의 균열을 겪고, 상황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구축하며 대응양식을 실천해갔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을 통

해 자신의 삶과 문화를 재구성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딜레마 경험은 학습을 촉발하

는 상황 또는 자극일 뿐 그 자체가 학습사건은 아니며,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을 

통해 외부환경과 직접적으로 부딪혀가면서 자신의 의미도식(meaning scheme) 및 의

미관점(meaning perspective)을 수정해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구체적인 대응

양식을 적극성의 정도에 따라‘적응’, ‘회피’, ‘조정’, ‘전략적 대응’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 다양한 대응전략을 오가며 소극적 대응과 

적극적 대응을 변주하는 가운데 조금씩 용기를 얻어 딜레마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

간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딜레마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는 ‘전략적 대응’을 보이기 전에 ‘침묵’,‘자기합리화’,‘간파’,‘투시

(반영)’와 같은 반응들을 통과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흔들림을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재단하는 게 아닌 새로운 도약/도전을 위한 가능

성을 열어주는 경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일상적 삶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딜레마 경험들을 통해 상황과 관계 맺는 

방식을 재구조하고,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치체계를 일관성 있게 구성해가는 시민

성 학습이 이루어진다. 세 작품 속 핵심인물들은 삶에서 중요한 전환을 일으키는 

사건들을 경험함으로써 나름의 방식으로 상황을 정의하고 대응방식을 선택해갔다. 

그 과정에서 자신 안에 있는 모순된 욕망을 자각하기도 하고, 은밀하게 작동하는 

구조적인 좌절에 부딪치며 절망과 무기력을 느끼기도 했다. 이러한 딜레마를 겪는 

개인은 비판적 성찰을 통해 경험을 의미화(signification)하고 해석해 가는 모습을 



- 130 -

보였다. 특히, ‘존중, 인정, 무시, 위협, 비난’ 등과 같은 타인의 반응과 ‘대

화, 연대’와 같은 상호작용을 매개로 비판적 성찰이 일어나고 인식의 균열이 일어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삶의 양식을 일관성 

있게 구성해가는 것이 시민학습의 새로운 원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

해 제시하고자 했다. 모든 사람은 상황에 던져진 순간 그 상황에 모종의 변화를 가

하는 행위자(agency)가 되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그 행위는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나와 타인이 상황을 매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구성되는 실존적 

삶을 시민학습의 장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삶의 실천을 통해 구성해가는 삶의 

양식 자체를 ‘시민성’으로 개념화할 때 삶과 연계된 능동적 시민성 학습을 ‘실

존-시민-되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현실세계 사람들의 삶이 아닌 문학 작품 속 인물들의 삶

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작품들에 제시된 ‘소설 속 현

실’은 현실세계에서 일어날법한 충분히 개연성 있는 상황 및 사건들로 구성되었지

만 현실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딜레마 상

황들을 통과함으로써 나타나는 전환적 학습 경험들의 추이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는 현실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신 작품 속 인물들을 연구 참여자로 

초대했다. 문학작품에는 인물들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적 맥락들과 인물들의 성찰적 

인식의 변화과정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연구자는 작품 속 인물들이 여러 딜

레마 상황을 통과하면서 삶의 양식을 일관성 있게 변화시켜가는 양상을 생생하게 

관찰하는데 적합한 질적 자료로 문학작품을 간주했다. 

  물론 작품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현실세계에서 사람들이 딜레마를 겪으며 어떻

게 자신의 실존적 삶을 구축해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연구자는 문학작품이 현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작가가 어떤 삶의 모습, 사회

의 모습을 지향하는지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현실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질적 자료가 된다고 생각했다. 작가에 의해 구성된 ‘소설 속 현실’을 통해 당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일상적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어떤 삶의 모습, 

사회 모습을 지향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연구자는 기대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작품 인물들의 딜레마 경험을 분석하는 연구가 현실세계에 

충분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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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창조해낸 ‘소설 속 현실’에서 작동하는 문화와 삶의 방식, 인물들의 행동과 

태도가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추가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대 사회구성원들에게 잠재적으로 영향력

과 파급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구성물로 문학작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연구

자의 관점에 타당성을 제공하는 연구가 보완된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연구가 될 것

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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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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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learning experiences of main characters in 
literary works to reveal the context of the transformative learning that 
takes place in coping with dilemmas in daily life. How the character’s 
lives are transformed through the dilemma, and how such conversion 
constitutes the life are explored. In particular, the kind of dilemma 
focused on in this study is the clash of social customs or cultural 
contexts and the existence of humanity. This study has focused on 
learning to revise and reconstruct beliefs, value systems, and social 
and cultural assumptions by critically reflecting on distorted 
perceptions that have been taken for granted. 
  In the meantime, in the field of civic education, citizenship has been 
understood as qualities, abilities and practical capacities  that are 
needed to be citizens. There are some traits that must be taught and 
learned to become good citizens, and citizenship learning has been 
considered the way of learning such capacities. Civic education based 
on this paradigm faces limitations by overestimating only the i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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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citizens' roles and abilities.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learn 
about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reflected in the daily lives of 
citizens, and to develop the ability to recognize and resolve complex 
structural conflicts. Citizenship learning cannot be separated from 
everyday life experiences, and the experiences that make up life 
become a field of learning to build up citizenship.
  This study identifies the transformative learning as a dimension of 
new civic learning that faces and solves social absurdities, unjust 
social practices, oppression and exploitation structures intertwined in 
everyday life. Citizens perceive the contradictions of structures that 
are embedded in the circumstances, and organize their lives 
accordingly. They experience a dilemma, feeling confusion and conflict 
between the various contexts of life whe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external world constrain the existential exploration of individuals 
and contradictory desires coexist in the inner world. Individuals suffer 
greatly from internal conflict and confusion. In this situation, 
individuals make their lives more well-off in a social community and 
form a way to coexist with others.
  In this way, life-linked citizenship learning takes place through 
everyday experience. The researchers sought to capture the form of 
life, which is made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dilemma of everyday 
life, from the emphasis of citizenship on the supreme level to the 
concept of citizenship. Considering these problems, this study raises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ety that people in literary works recognize? second, what are the 
dilemmas faced by key characters in literary works? third, how does 
the learning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dilemma appear at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level?
   In order to deal with these thre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complexity of the dilemma situation and the contexts 
that are form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e characters using the 
narrative inquiry method. Firstly, this study attempts an analysis that 
reveal in-depth meaning of stories through the "analysis of 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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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After that, this study attempts “narrative analysis”, which 
reconstructs narrated stories based on the dilemma experienced by 
key characters in order to create new narrativ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social image 
presented in 『82 Years Old Kim Ji-young』 shows that although 
institutional devices have been provided to achieve gender equality, 
cultural prejudice against gender is still present. In this situation, Kim 
Ji-young felt a structural frustration, but she was unfamiliar with the 
norms and social order prevalent in society, creating an opportunity 
for a new change. At the moment of unreasonableness and injustice, 
she turns into a person who shares her voice rather than being silent. 
  『To the Dead』 is proposed as a closed society in which it is difficult 
to make changes to the system through individual autonomous 
choices. The characters in the work, whom are bound by the hospital 
organization system aid the corruption. Muju accuses the hospital 
organization of corrupt practices, but as he undergoes various 
circumstantial difficulties, he gradually experiences 'self–rationalization’ 
for survival and makes a choice to move away from the ethical-self. 
In this way, he is facing a dilemma between his ethical-self and 
secular-self. 
   『Counterattack of thirty』 presents a society in which the 
exploitation of the weak is carried out while governing bodies are 
made more powerful. Initially, the exploited characters do not resist 
being deprived of their rights and being treated unfairly.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against injustice, but they were soon frustrated. 
While Ji-hye shows bitterness to the reality where obedience to 
authority takes place openly, but still feels the desire to be 
incorporated into the mainstream of the system. However, she joins 
the practice of making small counterattacks against unjust authority in 
daily life and positively changes the tragic prospect on the possibility 
of change.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of the analysis in each work are as 
follows. First, the big and small dilemmas of the key characters in 



- 143 -

each work came from the double bind. Whe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constrain the existential exploration of individuals, or when 
contradictory desires coexist in the inner world, individuals are not 
explicitly oppressed but have experienced internal division and 
confusion. Individuals have sometimes faced limitations, though they 
have cracked structures that constrain their lives by expanding gaps 
in a society where openness and openness coexist.  In addition, when 
pursuing contradictory desires, individuals sought to achieve 
'self-growth' by 'adapting' to the outside world, and a dilemma was 
found in the process.
  Second, the key characters in three literary works have 
reconstructed their lives and culture through dilemma. Under the 
dilemma situations, they change their responses from passive such as 
'adaptation, avoidance’ to active such as 'coordination,  strategic 
response'. Dilemma experience is a situation or stimulus that triggers 
learning, not a learning event itself, and it is learned when it is 
exercised as an agent to face, interpret, and respond to it. The 
characters in the three literary works have shown a pattern of being 
reborn from 'adaptive subject' to 'critical subject' through various 
experiences.
   Third, through the response to the dilemma situation, learning is 
done by constructing consistently the value system penetrating the 
whole life while directly facing the external environment. Individuals 
experiencing dilemmas showed signif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experiences through critical reflection. Especially, it was confirmed 
that critical reflection occurs and the crack of recognition occurs 
through interaction such as 'respect, recognition, ignorance, threat 
and criticism' and interaction such as 'dialogue and solidarity'. The 
study suggested that consistent formulation of lifestyle through this 
series of dilemmas could be a new prototype of citizenship lear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ransitional learning 
experiences through various dilemma. The literature was used as a 
research text that details the various contexts surrounding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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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reflective perception of characters. 
The 'reality in a novel' presented through literary works is not a 
reality in itself, but it can be seen how citizens who live in society in 
the contemporary times interpret the everyday life. It is important 
qualitative data to understand real world in poin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e following points. It reveals the 
context in which ordinary citizens attempt to make small cracks 
against unfairness on what occasion, and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capturing the entire lifestyle formed through struggling life as a 
citizen.  In this way, it is meaningful to extend the discussion on 
citizenship that operates in the real world through 'Citizenship in 
Literature' which is a citizenship that flows in the daily life of citizens 
who are appeared in literary works.

Key words: double constraint situation, dilemma experience, response 
style, citizenship in literature, civic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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