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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김승옥 문학의 본질이 냉정의 운동성에 있다고 보고 그 의미

를 밝히려는 글이다. 1960년대에 청년 지식인의 열정은 여성이나 하층민

의 열정과 달리 정치적 동력으로서 그 지위를 배타적으로 존중받았다.

그런데 이는 청년 지식인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마땅한 열정을 가지지 않

은 자들은 시민성을 할당받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간

김승옥의 문학이 그 뛰어난 언어감각에 비해 현실에 대한 참여의식은 부

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김승옥의 문

학을 참여나 저항의 부재로 비판하는 시각은, 참여나 저항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올바름을 보증 받으려는 한국 지성사 특유의 성향을 염두

에 두고 수용되어야 한다. 김승옥의 작품에 중점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은

참여나 저항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없는 자들, 혹은 과잉되게/잘못된

방향으로 있어서 폐해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김승옥은 이들에 대한 거리

감을 조율해가며 특유의 대응방식을 보여준다. 본고는 그간 비가시화되

어있었던 김승옥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대응방식을 각각 열정(熱情)과

냉정(冷情)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시화하고자 했다.

냉정과 열정은 기쁨이나 슬픔처럼 주체의 현재적인 감정 상태로서 전

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징후와 표지를 일정 기간 이상 집적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배후의 감정’이다. 배후의 감정은 인간이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고 대응하는 성향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고는 냉

정과 열정을 본질주의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

로부터 접근하고자 했다. 1960년대 한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전후(戰

後)의 혼란과 부유감을 미처 다 해소하지 못한 채로 사회 재건의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는 교착성(交錯性)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다시금

삶에 의미와 안정감을 부여해줄 이상이나 목표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삶

을 살 수도 있고, 혹은 의미와 안정감이 부재하더라도 삶을 하나의 방향

으로 수렴시키지 않게끔 배리와 분열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본고는 전자의 태도에서 열정을, 후자의 태도에서 냉정을 도출할 수 있



다고 보았다.

냉정과 열정에 대해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2장에서는 김승옥의 1965

년 이전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삼아 열정에 대한 그의 비판의식의 태동과

냉정적 태세의 모색을 살펴보았다. 생명연습 , 건 , 환상수첩 , 누이

를 이해하기 위해서 와 같은 초기작들은 일면적으로 경화된 세계에 대한

경계심을 공통요소로 지니고 있다. 이 작품들은 삶의 방식을 배타적으로

선택, 고집하는 일이 폭력성을 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분

석을 통해 본고는 김승옥 문학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는 ‘자

기세계’가, 선행연구들이 주장한 바와 달리 완성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깨뜨려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자 했다. 한편 확인해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 은 경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모색해본 작품이라

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즈음 제출된 역사 , 무진기행 , 서울

1964년 겨울 또한 다면체로서의 인간 본연의 성질을 유지하거나 회복함

으로써 경화된 세계를 타파하려는 시도를 그리고 있다.

3장은 지금까지 살펴본 1965년 이전의 작품들이 당시의 세대론에 의

해 억압적으로 의미화된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논의를 시작했다.

1960년대 중반 김승옥이 주목받는 신인작가로 크게 부상하자, 당대의 많

은 비평가들은 그의 문학에 대한 저마다의 시각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들의 논의는 기존의 전후문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문학세대의 출범 및 자

기증명에 대한 논자들 스스로의 욕망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승옥의 1965년 이전의 작품들은 4.19 문학의 전

형으로 다소 억압적으로 자리매김되었고, 반대로 1966년 이후의 작품들

은 상업주의로 경사되었다는 평가 하에 지나치게 도외시되었다. 그러나

본고는 1966년 이후 세대론에서 벗어난 뒤 제출된 김승옥의 작품들이 도

리어 그의 심화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본다. 다산성 , 염소는 힘이

세다 , 더 많은 덫을 , 빛의 무덤 속 과 같은 작품에는 통제와 감시로

이어지는 ‘불가해한 힘’의 모티프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내가

훔친 여름 은 이 힘이 폭력적으로 향유자를 늘려가며 생명력을 이어가는

대서사로 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인물들은 직접적인 비판의



발화, 거리 두기, 모방을 통한 조롱, 무응답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대

항한다. 이 대항의 과정이 가장 완결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이 60년대식

이다.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승옥 문학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김승옥의 문학이 1960년대에 시작

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그의 문학을 4.19 문학으로 규정짓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김승옥의 문학은 4.19라는 경험 혹은 가치가 아니라

전후의 부유감과 무의미감에서 출발했다고 볼 때 좀 더 깊은 이해가 가

능하다. 김승옥은 파편적이고 분열된 상태에 익숙한 ‘전후의 인간’으로

자랐고, 이것이 그에게 1960년대의 과열된 사회재건의 열기에 경계심을

품게 했다. 균질적이고 통합적인 세계관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에 산다는

것은 김승옥에게 우울감을 안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거짓 급박감에 기반

한 폭력적인 대서사의 날조를 통찰할 수 있는 우월감과 자기애, 그리고

엘리트주의에 굴하지 않는 가벼움과 경쾌함을 주었다. 나아가, 본고는 이

것이 언어감각보다도 더 중요한 김승옥식 감수성의 요체일 수 있다고 주

장한다. 김승옥의 문학에 열광한 수많은 독자들은 표면적으로는 그의 세

련된 문체나 묘사를 향유하는 것처럼 보여도, 근원적으로는 그가 보여주

는 전후의 감각 즉 냉정에 공명해 그것으로서 감정의 소통을 이루었을

수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보여주는 집합감정의 정치성에 대한, 그리고 그것

이 재편해갈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고려할 때, 냉정과 열정

이라는 개념은 비단 김승옥의 문학과 시대에 국한되지 않은 현재성과 문

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연료로서의 집단적

인 열정의 감정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다만 그 곁에는

열정의 폐해를 경계하고 단독자로서의 판단력을 잃지 않으려는 거대한

냉정의 감정구조가 공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요어 : 김승옥, 냉정, 열정, 대서사, 소서사, 경화(硬化), 유동, 전후감

각, 세대론, 전후대중문학

학 번 : 2016-2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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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 제기와 연구사 검토

본고는 김승옥의 문학을 관통하는 기저음을 ‘냉정’으로 파악하고 그

의미를 밝히려는 글이다. 1960년대 이후의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은 개발독재 대 자유민주의 대립으로 꼽히며 그 기점으로는 4.19가 지적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적인 두 힘의 충돌로 시대를 이해하는 방식은

충돌 이전에 예감되었던, 혹은 충돌 이후에 파생되었던 다양한 감정들을

이데올로기적 옳고 그름에 따라 처단하고 비가시화할 위험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1960년대 한국사회의 지형도를, 행동으로 표출되었던 힘들이

아니라 아직 행동되지 않았던 상태의 냉정과 열정의 충돌에서부터 그려

보고자 한다. 이때 본고의 초점은 행동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가시화보다

는, 행동하지 않는 자에 대한 억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올바름을 보증

받으려는 한국 지성사 특유의 성향의 가시화에 있음을 명시해둔다.

“한국문학의 신화적인 존재”1)와 같은 수식어가 곧잘 붙는 김승옥은

작품 수나 활동기간에 비해 문학적 생명력이 상당히 긴 작가이다. 1980

년 이후로는 새 작품을 거의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2) 그의 문학

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이 가운데 1960년대 당대비평부

터 2018년 오늘날의 연구에까지 일관적으로 등장하여 양적으로 가장 많

이 축적된 주된 논의는 ‘근대에 반응하는 개인’에 대한 해명이라고 거칠

게 요약할 수 있다. 한국문학사에서 김승옥이 1960년대 대표작가의 하나

로 자리매김된 만큼, 김승옥 문학이 보여주는 ‘외부에 압도당하지 않는

개인의식’에 대한 평가는 1960년대 문학 혹은 1960년대 자체에 대한 고

1) 주인석, 김승옥과의 만남 , 김승옥 소설전집4, 문학동네, 2004, 393쪽.
2) 김승옥의 마지막 작품은 본래 먼지의 방 (동아일보, 1980.6.2.-19.)이었으나 2018년

7월 보랏빛소에서 출간한 가짜와 진짜에 미발표작 가짜와 진짜 가 수록되었다. 
가짜와 진짜는 김승옥의 콩트 가운데 22편을 골라 다시 펴낸 콩트선집으로, 가짜와

진짜 역시 원고지 9매 분량의 짧은 작품이다. 생활고로 인해 어머니가 자식들과 동

반자살을 한 두 개의 유사한 사건을 신문기사처럼 정보나열식으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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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근대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동경과 환멸이라는 양가감정을 요체로 한

다. 이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김승옥의 문학을 1930년대에 팽배했던 모

더니즘 문학의 뒤를 이은 1960년대 모더니즘 문학으로 파악하며, 특히

역사적 근대성과 구분되는 미적 근대성의 성립에 초점을 맞춘다. 대표적

으로 김영찬3), 오양진4), 김민수5)와 같은 연구들은 1960년대라는 종합국

면의 핵심을 ‘근대성’과 그에 대한 ‘미학적 반응’ 양자의 본격적 구축으로

지적한 뒤, 김승옥을 최인훈․이청준 등과 더불어 1960년대 모더니즘 작

가로 규정한다. 김승옥 문학 속 인물들이 근대적 욕망과 반근대적 욕망

사이에서 진자운동을 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미적 모더니티의 표현형

식이 그의 문학의 핵심이라는 이러한 시각은 김승옥 문학연구의 가장 오

래된 지반이라고 할 것이다.6)

반(反/半)성장, 공간구조, 인물․성(性)표상, 미학적 특징 등 김승옥 문

학연구의 여타의 주요 주제들도 근원적으로는 이 ‘근대에 반응하는 개인’

이라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파생된 것이다. 먼저 김승옥 소

설의 인물들이 근대-성인-사회에 대한 동경과 환멸을 오가는 것은 이

소설들을 곧잘 통과제의 혹은 입사 모티프를 가진 성장소설로 분석되도

록 한다. 단 이 연구들은 김승옥의 소설에서 일반적인 교양소설과는 다

른 비전형적인 요소를 부각시켜 한국식 성장소설로 의미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이 ‘반(反/半)성장’이라는 개념을 도출해왔다.7) 그런데 이러

3) 김영찬, 근대의 불안과 모더니즘, 소명출판, 2006.
4) 오양진, 소설의 비인간화, 월인, 2008.
5) 김민수, 환멸의 세계, 매혹의 서사, 거름, 2002.
6) 이 외에도 김정관, 김승옥 초기 소설의 인식 구조 연구 , 현대문학이론연구35, 현
대문학이론학회, 2008; 김지혜,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병리적 몸 인식과 근대적 주체

연구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노희준, 김승옥 소

설의 근대주체연구, 국학자료원, 2012 등이 주목된다.
한편, 역사적 근대성과 미적 근대성을 이분하는 시각을 비판하면서 김승옥의 내면

세계는 내용이 아니라 그 구조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는 보완적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차혜영, 소유, 교환, 화폐 - 자본주의와 소설시학 , 현대문학의 연구27, 한국
문학연구학회, 2005.)

7) 예컨대 권오현은 일반적으로 성장소설은 통과제의를 중심으로 양 극단에 혼돈의 세계

와 질서의 세계가 있지만, 김승옥의 성장소설은 두 가지 세계가 모두 통과제의 이전

단계에 있고 그곳에서 대립한다는 특이점이 있다고 보았다. (권오현, 김승옥 소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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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장의 과정은 고향․지방․주변부에서 서울․도시․중심부로 이동하

는 과정과 맞물려있기에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항대립적인 두 공간 자체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들과, 두 공간 사이를

오가는 여로구조를 산책자나 크로노토프 등의 개념을 활용해 분석하는

연구들이 모두 많이 축적된 편이다.8) 나아가 공간구조에 대한 논의는 인

물․성(性)표상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이 깊다. 근대시민사회로 편입되기

구 , 어문학60, 한국어문학회, 1997.)
김슬기의 경우 김승옥의 인물들이 비록 시련은 겪지만 성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

하고 외부 세계에 굴종하고 만다는 점에서 그의 소설은 반(半)성장소설이며, 이는 성

장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슬기, 염소는 힘이 세다 의 반(半)성장소설적 통과제의 연구 , 인문학연구95, 충
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박다솜은 김승옥의 성장소설은 순수한 아이에서 타락한 어른으로의 변화를 보여주

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장을 마친 성인에 의해 순수한 어린 시절이 소급 구성되는 것

이 특징이라고 보았다. (박다솜, 김승옥의 건 에 나타난 주체화 과정과 소급적 서사

구성 , 한국현대문학연구53, 한국현대문학회, 2017.)
한편 가장 최근에 복도훈은 유럽의 교양소설은 중간계급의 문학적 표현에 가까운

반면 김승옥의 소설을 포함한 1960년대 한국의 교양소설은 젊음의 자기형성과정이 압

축성장의 논리에 의해 위축됨에 따라 반(反)성장, 반교양의 특징을 갖는다고 말했다.

(복도훈, 자폭하는 속물, b, 2018.)
이 외에도 최애순, 김승옥 소설의 성장소설적 의미 , 어문논집47, 민족어문학회,

2003; 이은애, ‘성장소설’의 측면에서 본 김승옥의 작품세계 , 성심어문논집26, 성심
어문학회, 2004; 이창남, 성장소설의 기호학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4, 한국문학이
론과비평학회, 2009 등이 반(反/半)성장이라는 주제로 김승옥의 문학을 분석했다.

8) 특히 흥미롭게 여겨지는 몇 가지 연구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재원은 김승

옥 소설의 인물들은 탈향과 귀향을 반복하면서 지방-서울-국가-세계의 중층화된 질

서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경험이 근대의 이분법적 공간 질서로 환원되지 않는 지점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문재원, 고향의 발견과 서울/지방의 (탈)구축 , 한국문예비평
연구3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이평전은 원래부터 주어진 것으로 인식되기 쉬운 시공간의 조직화야말로 자본주의

지배체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뒤, 김승옥의 소설은 도시 공간 속에 은폐된 일상의

체계에 다가서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평전, 김승옥의 ‘도시’ 인

식과 ‘공간’의 정치학 , 비교문학42, 한국비교문학회, 2007.)
김옥선은 김승옥의 소설이 서울시민(국민)의 내면을 형성하는 풍경으로서 고향을

발견해내고 있다고 본다. 1960년대에 서울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성이라는 근

대적 가치와 동일시되었고, 이에 지방 출신의 김승옥은 서울을 사수하려는 욕망에서

‘그립지만 공포스러운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김옥선, 1960-70

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지역 식민화 연구 , 경성대학교 박사논문, 2015.)

이 외에도 조명기, 중심/주변 공간 위계의 내면화 기제 , 로컬리티 인문학(2), 부
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정미선, 1960년대 도시 소설의 장소상실과 기획

공간 , 어문논총(25),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4; 류보선, 탈향의 정치경

제학과 미완의 귀향들 , 현대소설연구(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등이 공간구조

를 중심으로 김승옥의 문학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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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고향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청년’ 혹은 ‘대학생’이 ‘누이’․

‘어머니’․‘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

문이다.9) 마지막으로 미학적 특징의 경우 문체를 포함한 다양한 서술상

의 특징을 고찰한 연구들이 해당하는데, 이 연구들이야말로 앞서 언급한

미적 근대성에 대한 고찰과 가장 뚜렷한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10)11)

9) 차미령과 김은하가 공간 구조와 젠더 표상의 문제를 긴밀히 연결지어 논한 대표적인

논자들이다. 차미령은 1960년대 서울이라는 ‘중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식민구조의

형성 과정으로 파악하며, 이때 도시 하위 계층 여성들이 훼손당하는 구도를 이중 식

민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했다. (차미령, 김승옥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 서울대학

교 석사논문, 2002.)

김은하는 김승옥 소설에서 주변부의 남성이 도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

기혐오와 수치심을 여성에게 투사하는가를 난민 의식 혹은 지방민 의식을 통해 읽어

내고자 했다. (김은하, 이동하는 모더니티와 난민의 감각 , 한국학연구60, 고려대학
교 한국학연구소, 2017.)

이 외에도 노지승, 대학생과 건달, 김승옥 소설과 청춘 영화에 나타난 1960년대 청

년 표상 , 한국현대문학연구22, 한국현대문학회, 2007; 이호규, 1960년대 서사에 나

타나는 ‘청년’ 표상의 조건과 선택 , 대중서사연구23(3), 대중서사학회, 2017; 오윤호,
썩은 음부에 대한 남성 욕망과 타자적 정체성 , 현대소설연구(41), 한국현대소설학
회, 2009; 정미지, 1960년대 국가주의적 남성성과 젠더 표상 , 우리문학연구43, 우
리문학회, 2014; 유홍주, 김승옥 소설의 여성 인물 유형 연구 , 인문사회219(2), 아
시아문화학술원, 2018 등 많은 연구들이 김승옥 문학에 나타난 청년․대학생 표상이

나 젠더 표상을 분석했다.

10) 예컨대 박진영은 1960년대에 새롭게 형성된 문학주체인 ‘청년’이 ‘문체’와 어떤 상관

성을 지니는지를 고찰하는데, 이 청년주체는 근대에 대해 매혹되는 동시에 거부하는

양가적 태도를 지녔음을 중요한 전제로 삼는다. (박진영, 1960년대 ‘문학주체’의 형성

과 문체의 변화 , 열린정신 인문학연구15(1),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이 외에도 서영채, 한글세대의 문학 언어의 특징 , 대동문화연구59, 성균관대학
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정원채, 1960년대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웃음의 미학 , 
현대소설연구(38),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백지은,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글쓰기

특징 , 국제어문44, 국제어문학회, 2008; 최용석, 1960년대 시대상과 김승옥 서사문

법의 상관성 고찰 , 우리문학연구30, 우리문학회, 2010; 박진영, 1960년대 지배담론

의 수사와 서울 1964년 겨울 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 Journal of Korean Culture
27,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4 등의 연구들이 김승옥 문학의 서술상의 특징들을

다시 1960년대 시대현실과 맞물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1) 한편, 장르나 매체의 차원에 주목해 영화시나리오, 시사만화 등 소설장르 외의 김승

옥의 창작활동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다수 제출되고 있다. 이정숙의 일련의 연구가 대

표적이다. 이정숙은 김승옥 소설전집(문학동네, 1995)의 권위주의적 정전화에 따라

김승옥의 ‘1960년대’ ‘소설’에만 주목하는 것은 이미 ‘1970년대’ ‘소설창작 외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내재한다면서, 김승옥의 1970년대 이후의 작품이나 콩트,

시사만화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의 대상에 올려 김승옥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정숙, 김승옥 소설의 소통구조와 양상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4; 이정숙, 김승옥 정전의 재구성 , 한국근대문학연구(18), 한국근대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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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혹은 내면의 발견은 비단 김승옥의 문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1960년대 문학 전반에서 중요시되는 주제이나, 주지하듯이 김승옥의 경

우 이것은 ‘감수성’이라는 특정한 이름표를 얻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감

수성이 김승옥의 문학을 대단히 사랑받게도 하고 대단히 비판받게도 하

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다. 한편에는 그의 감수성이 현실인식 혹은 역

사의식의 결여로 인해 근대사회의 바람직한 주체(시민/민중)가 아니라

일상에 침잠된 소외된 소시민을 낳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것은 특히

김승옥을 4.19세대의 일원으로 규정하는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도달하는

결론이다. 이 연구들은 김승옥 문학의 근원이 4.19라는 경험 또는 그 가

치에 있다고 전제한 뒤, 김승옥과 그의 인물들은 이 가치를 지켜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위악’, ‘죄의식’, ‘낙오자 모티프’ 등 김승옥 문학

연구사에서 빈번하게 거론되는 키워드들은 모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등

장한 것이다.12) 반면 다른 한편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오랜 호응과 사

랑은 차치하고 문학연구의 차원에서만 보았을 때, 김승옥식 감수성이 근

대사회의 제반문제를 직시하는 윤리적인 견지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반대

급부의 시각이 존재한다. 예컨대 김경민13)이나 송은정14)은 김승옥 문학

이 보여주는 소극적 태세 혹은 소시민적 면모를 박정희 정권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일종의 저항적 선택으로 읽으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그런데 위 논의들은 1960년대 당대에 이루어졌던 논쟁의 기나긴 연장

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69년 백낙청이 김승옥의 문학에 대해 “일시적

도피의 길이요 시민의식 파산의 길이며 새로운 노예화의 길”15)이라고 한

2008; 백문임 외, 르네상스인 김승옥, 앨피, 2005; 천정환 외, 혁명과 웃음, 앨피,
2005 등.)

12)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는 상당히 많은데 특히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예시들

만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김건우, 4.19세대 작가들의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낙오자’ 모티프의 의미 , 한국근
대문학연구(16), 한국근대문학회, 2007; 설혜경, 김승옥 소설의 죄의식의 경제와 자

본주의 논리 , 현대문학의 연구48,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고지혜, 4.19세대 소설

의 자기형성과 분화 ,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7 등.

13) 김경민, 1960년대 인권 보장 기제로서의 반공주의 , 구보학보6, 구보학회, 2011.
14) 송은정, ‘무선택적 적응’을 요구하는 구조에 대한 해체적 저항 , 현대소설연구(6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15) 백낙청, 시민문학론 , 창작과비평4(2), 1969.6, 5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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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반세기가 지난 후에도 권보드래․천정환이 그대로 인용하는 장

면은 전자의 경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16) 반대로 김승옥의 문학이 해

체적 저항을 보여준다는 주장은 1960-70년대에 김현을 비롯한 신진 비

평가들이 보여주었던, 소시민의식의 지각이 곧 역사의식이고17) 위악적

행위는 곧 극복의지의 표명이라는18) 다소 비약적인 논리구조와 유사성

이 없지 않다.

주목할 것은 김승옥의 감수성이 현실인식 혹은 역사의식을 결여하는

지 수반하는지에 대한 이 오랜 논쟁 속에서, 일견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상반된 주장이 사실은 동일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문학작품과 문학연구에서 ‘감수성’은 특수한 성취이지만 ‘역사의식’은 보

편적 기반이어야 하고, ‘감수성’과 달리 ‘역사의식’은 부재해서는 곤란한

존재라는 사고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4.19로 벽두를 연 1960년대에, 혁명과 재건의 분위기는 바람직한 사회

를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독려하면서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도피, 나태, 패배주의, 소시민화로 규정했다. 이는 당시 개발독재와 자유

민주의 대립과 무관하게 양 진영에 의해 공통적으로 행사된 것이었다.

무언가를 도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태도는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어떤

집단에게도 환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단죄는 후대 연구자들

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조금 더 은밀하고도 확고한 방식으로 작

동한다. 196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를 설명할 때 독재정권과 민주화운동

의 대결이 가장 언급할만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양쪽 어디에도 가

담하지 않은 것들은 적게/늦게 언급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는 방식이

그것이다. 현실에 대한 이러한 언어화는 현실 그 자체와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말과 기록을 통해 되돌아온다. 되돌아온 후에는 그 외의 것들

16) “김승옥은 완전한 속물이나 순정한 패배자, 차라리 둘 중 하나를 꿈꾼다고 자백하지

만, 용의주도하게 그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 ‘안다, 그렇지만’의 이 기만의 자리는

백낙청의 지적마따나 “일시적 도피의 길이요 시민의식 파산의 길이며 새로운 노예화

의 길”이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가?” (권보드래․천정환, 앞의 책, 81쪽.)

17) 김치수, 반속주의 문학과 그 전통 , 김치수 문학전집1, 문학과지성사, 2016, 75쪽.
이 글은 본래 1968년에 작성된 것이다.

18) 김현, 세대교체의 진정한 의미 , 세대7, 1969.3,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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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만들면서 현실을 재규정한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참여․저항․투쟁․행동 등의 단어는 당위적인

존재가 되었다. 즉 그것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좋다. ‘행동하지 않는

다, 투쟁이 없다…’라는 말은 ‘밥을 먹지 않는다, 우산이 없다…’라는 말

과 달리 결코 중립적인 ‘말’이 아니라, 듣는 이에게 수치심을 주는 ‘지적’

이다.

1960년대에 호기롭게 등장한 신진 문인들이 처음에 공유했던 욕망은

감수성과 역사의식을 고루 갖춘 새로운 문학세대를 구성하고 싶다는 것

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1970-80년대의 지난한 민주화투쟁을 거치면서

이 욕망은 지성인으로서의 사명을 척도로 부단히 검열되고 굴절될 수밖

에 없었다. 이로 인해 문학작품과 문학연구에서 현실인식 혹은 역사의식

의 부재는 발화되는 그 순간 그간의 내용을 종결시켜버릴 수 있는 결정

적인 패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승옥 문학이 비판받는

진정한 이유는 그의 감수성이 지닌 결함과 한계에 있다기보다는, 애초부

터 ‘감수성’ 자체가 ‘역사의식’의 가치를 넘을 수 없다고 선험적으로 규정

된, 지는 게임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험적 규정은 그것이 은폐하는 광경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되어야 한다. 행동하지 않을 때 감당해야 할 비판과 도태감을 두

려워한 자들이 그것을 성급하게 해소하기 위해 그릇된 행동을 일으키고,

또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단순화해 비난하면서 편견을 낳는 광경이 그것

이다. 행동하지 않는 자를 논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비가시화하는 것은

행동된 것들만을 꿰어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태도는 현실을 고정적인 기반으로 상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집중

하기 때문에, 현실을 유동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에 기입된 절합 구

조를 들여다보려는 오늘날의 정치적 운동과 거리가 멀다. 또한 이상(理

想)을 향해 치열하게 고뇌하고 행동하는 인간상을 반박 불가능한 판단의

척도로 삼는 것은 권위주의․엄숙주의․엘리트주의적인 태도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러한 태도 자체나 이를 바탕으로 한 당위적 언사는 실제 바람

직한 행동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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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 인간상만을 아름다운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키치

적19)이다.

이상을 염두에 둘 때 김승옥의 문학도 다시 의미화해볼 여지가 있다.

김승옥의 작품에 중점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은 참여․저항․투쟁․행동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없는 자들, 혹은 과잉되게/잘못된 방향으로 있어

서 폐해를 일으키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김승옥은 이들에 대한 거리감을

조율해가며 특유의 대응방식을 보여준다. 이를 이 글은 열정(熱情)과 냉

정(冷情)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검토할 것이다. 즉 이 글은 1960년대 한

국에 대한 김승옥의 비판적 인식의 중심에 열정이 자리한다고 보고, 이

와 대결하는 김승옥의 위치를 냉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냉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김승옥의 문학을 독해하는 것은 오랫동안

‘4.19세대’라는 자장 속에서 억압적으로 굴절되었던 지점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또한 김승옥의 1960년대 후반기 작품들이 상업주의로 경사되었

다는 그간의 인식과는 달리, 오히려 그것들이 어떻게 초기작의 문제의식

을 심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 한국사회가 보여

주는 집합감정의 정치성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재편해갈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고려할 때, 냉정과 열정이라는 개념은 비단 김승옥

의 문학과 시대에 국한되지 않은 현재성과 문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다.

19) 본고는 키치에 대해 산업적 대량생산이나 복제기술의 발달, 계급적 분화 등에 따른

문화사회학적 측면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야기한 인간의 근본태도로서의 측면에 주

목한다. 키치는 인간이 고귀함과 추악함이라는 모순을 본질적인 조건으로 내재한다는

사실을 회피하고자 아름다운 거짓에 매달리는, “똥의 절대적 부정”이다. (정용환, 키

치적 허위와 소설적 진실 , 브레히트와 현대연극29, 한국브레이트학회,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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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용어의 개념 및 연구방법론

이 글은 열정(熱情)에 대한 비판의식이 김승옥의 작품 전반을 관통하

는 문제의식이라는 점, 따라서 이를 규명하는 것은 그의 문학을 이해하

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밝힐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그간 도피, 기만,

절망 등으로 간주되었던 김승옥의 현실인식태도를 냉정(冷情)이라는 개

념을 통해 재검토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냉정과 열정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상세하

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먼저 감정연구의 개괄

적인 흐름 및 오늘날 감정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본고가

취할 입장을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감정 가운데서도 특히 냉정과 열정

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1960년대 한국사회가 놓였던 상황을 염

두에 두며 상론할 것이다. 끝으로 냉정과 열정에 대한 논의된 개념을 바

탕으로 김승옥의 작품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본고의 주안

점 및 구성을 밝힐 것이다.

 본고는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감정연구를 가

장 기본적인 인식틀로 참조한다. 감정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있어왔지만

그것이 감정연구(emotion studies)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학술화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세기 후반경이다.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감정연구는

활발하게 논의가 축적되며 변해왔는데, 크게 (1)몸과 감정의 복권, (2)정

동적 전회, (3)정동이론에 대한 비판이라는 세 가지로 그 경향 또는 시기

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몸과 감정의 지위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근대 사유체계가 정신

과 이성을 몸과 감정보다 우위에 놓아온 데 대한 비판의식이 강해지면서

제기된 것이다.20) 정신 대 몸, 혹은 이성 대 감정의 불균형적인 이항대립

속에서 감정은 오랫동안 남성에 비해 덜 문화화된 여성 특유의 비이성적

20) 이명호, 문화연구의 감정론적 전환을 위하여 , 비평과이론20(1), 한국비평이론학
회, 2015, 113쪽; 김지영, 오늘날의 정동 이론 ,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2016, 362-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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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산물로 폄하되어왔다. 또한 감정은 개인의 심리에 국한된 유동적이고

모호한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21)

이에 대항하여 근대 사유체계의 이분법과 감정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감정이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집합적인 것임을 증명하려는 움직임이 일

어났다. 특히 1960-70년대 사회학, 역사학, 문화연구 등에서 이 작업이

공통적으로 행해졌다. 1세대 문화연구자인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논의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감정구조(structure of feeling)22)라는

새로운 개념을 세우고 이를 한 시대나 세대가 공유하는 용해된 형태의

사회적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회적 체험은 세계관이나 이데올

로기와는 다르다. 오히려 감정구조는 이데올로기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23)

그런데 윌리엄스가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도 이미 드러나듯

이 시기의 감정연구는 인간을 개별적 정체성이 아닌 구조적 관계성을 중

심으로 파악하려는 구조주의적 사고와 맞닿아있었다. 1980년대 정동이론

(affect theory)의 등장은 초기 감정연구의 이와 같은 구조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여러 논자가 있지만 처음부터 정동

이론의 기반을 다지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이로는 로렌스 그로스버그와

브라이언 마수미가 꼽힌다. 그로스버그와 마수미는 각자 정동이론에 발

을 들이게 된 학문적, 경험적 계기나 연구의 방향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와 들뢰즈를 주요한 사유의 거점으로 삼아 ‘감정’과 구분

되는 ‘정동’의 성격을 고찰하고, ‘구조’ 이전의 ‘국면’에 주목하여 이를 정

치적인 질문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정동에 대한 이들의

논의는 이후에 제기될 비판들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짚어둘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정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그것은 신체

의 능력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

념이다.24) 즉 정동은 한 신체가 다른 신체를 만날 때 일어나는 활동능력

21) 이명호, 위의 글, 116쪽;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29-31쪽.
22) 이 용어는 논자에 따라 ‘감정구조’(손유경(2008)), ‘정서구조’(김홍중(2009)), ‘마음의

구조’(권명아(2013)), ‘느낌의 구조’(이명호(2015)) 등으로 다르게 번역된다.

23) 레이몬드 윌리엄스, 박만준 역,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259-275쪽; 손유경, 앞의 책, 28-29쪽; 이명호, 앞의 글, 119-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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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감의 상태이다. 여기에서 다른 신체란 다른 인간의 신체만을 말하

는 것이 아니라 한 신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물 전체를 가리킨다. 신

체의 능력의 증대에 상응하는 정동은 ‘기쁨’이고 감소에 상응하는 정동은

‘슬픔’이다. 스피노자는 이 두 가지 항에 ‘욕망’을 더해 세 가지 기본적인

정동을 규정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정동들은 이 세 가지 기본정동의

합성으로 생긴다고 보았다.25) 정동은 신체의 힘의 증감을 가리킨다는 점

에서 동역학적인 양상이지만, 동시에 그 힘의 증감이 명증한 인식의 증

감과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인식론적인 양상이기도 하다. 스피노자는 신

체 변용의 원인에 대한 명석판명한 지각은 능력의 증대를, 부적합한 인

식은 감소를 가져온다고 보았던 것이다.26) 이처럼 정동에 대한 스피노자

의 시각은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측면을 모두 조망한다는 점

에서 주목받아왔다.27)

그로스버그와 마수미는 스피노자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정동

(affect)과 감정(emotion)28)의 명확한 구분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긴다. 이

24) B.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서광사, 2007, 153쪽(제3부 정의 3).

25) B. 스피노자, 위의 책, 166쪽(제3부 정리 11)과 220쪽(제3부 정동의 정의 2와 3).

26) B. 스피노자, 위의 책, 154-162쪽(제3부 정리 1-3).

27) 기실 스피노자는 정동에 대해서라기보다 몸과 감정의 폄하된 지위를 복원시켜야 한

다는 문제의식에 있어서 선구적이었다. 오늘날 정동이론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스피노자의 유명한 경구,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

지 아직 아무도 규정하지 않았”다는 말도 사실은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물심평

행론(物心平行論)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가 정신의 자유

로운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신과 마찬가지로 신체 역시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은 자신의 정신만큼이나 신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스피노자의 견해이다. 이에 따라 스피노자는 인간의 행위의 원인이 사유의 속성

에 의해 설명될 때는 그것을 결단(decretum)이라고 부르고, 신체의 운동과 정지의 법

칙에 의해 설명될 때는 결정(determinatio)이라고 부른다. (B. 스피노자, 위의 책,

155-160쪽(제3부 정리 2).)

한편 스피노자식 의미의 정동에 대해서는 질 들뢰즈, 박기순 역, 스피노자의 철학

, 민음사, 1999, 34쪽; 김상환, 데카르트의 정념론과 그 이후 , 기호학연구28, 한국
기호학회, 2010, 39-42쪽; 홍영미, 스피노자철학에서의 정서와 자유의 문제 , 철학
89, 한국철학회, 2006, 53-61쪽; 진은영, 감응(Affect)과 유머의 정치학 , 시대와 철

학18(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7, 427-429쪽을 더 참고할 수 있다.

28) 한국에서는 ‘emotion’이라는 개념이 단독으로 등장할 때는 이를 ‘감정’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로스버그나 마수미의 논의에 등장하는 ‘emotion’과 ‘affect’는 짝을

맞추어 ‘정서’와 ‘정동’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다. 본고에서는 논의 전개의 통일성을

위해 ‘emotion’과 ‘affect’를 ‘감정’과 ‘정동’으로 표기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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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따르면 정동은 신체의 지속적인 변용이기에 필연적으로 ‘운동성’을

내재한다. 마수미는 운동에 관한 베르그송의 논지를 경유하며 정동의 운

동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날아가는 화살의 운동을 점들과 위치들로 분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화살을 상상으로 정지시키고 그 운동의 연속성

을 소거하는 일에 불과하다. 날아가는 화살은 목표물을 맞혀 멈추기 전

까지는 어떤 한 점에도 온전히 위치하지 않는다. 화살의 궤적은 운동이

끝난 뒤에야 다시 소급해서 회고적으로 그려질 뿐이다.29) 마수미는 화살

과 마찬가지로 인간 신체의 변용, 즉 정동도 측정과 분할이 불가능한 운

동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감정은 정동을 봉인한

것으로서 그 위치가 구조 속에서 포착될 수 있다. 감정은 인간의 경험의

질을 사회언어학적으로 고정하여 특정한 자격을 부여한 것인 동시에, 대

신 그 본연의 강렬함을 내러티브화할 수 있는 기능과 의미 속으로 삽입

해버린 어떤 것이다.30) 그로스버그의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감정은 정동

과 이데올로기의 절합, 즉 정동의 생산물들을 이해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시도이다.31)

정동은 운동․이행이고 감정은 고정․봉인이라는 이러한 사유는 앞서

언급했듯 구조주의적 감정연구에 대한 회의로부터 불거진 것이다. 마수

미는 그동안의 문화연구와 지역연구가 해온 일은 인간의 몸을 문화적으

로 형성된 어떤 지도 위의 한 지점에 위치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이

작업은 특정한 시공간 속 특수한 몸에 주목함으로서 데카르트적 보편적

주체성이나 이데올로기에 저항할 수 있게 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마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대한 이러한 격자화․코드화․구조화

는 실상으로부터 운동을 빼는 과정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32) 즉

“구조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장소이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들

의 순열이 불변의 생식적 질서의 자기-동일적인 집합 속에서 예측이 가

29)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 가상계, 갈무리, 2011, 17-19쪽. 베르그송의 이 논의는

본래 이동과 정지로 운동을 이해하는 방식에 반박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30) 브라이언 마수미, 위의 책, 54쪽.

31) 로렌스 그로스버그, 정동의 미래 ,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 최성희

외 역, 정동 이론, 갈무리, 2015, 495-496쪽.
32) 브라이언 마수미, 앞의 책,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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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해설의 천국”33)이라는 것이다. 그가 구조화에 선행하는 정동의 자

율적인 이행을 문화연구의 주요한 출처로 내세우는 것은 이러한 까닭에

서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정동이론의 방향성에 의문을 품고 정동이론

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가 다시 행해지고 있다. 몸과 감정의 복

권의 필요성에 동조하고 그 적합한 방식을 고민하면서도, ‘정동적 전회’

로까지 불리는 정동이론의 급속한 유행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이 입

장이 본고에서 세 번째로 언급할 감정연구의 경향이다. 이것은 오늘날

정동이론 안팎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재적인 경향이기에 본고에서 그 내

용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속단이 되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판적 검토는 특히 한국의 학계에

서 정동이론을 어떻게 수용했는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짚고 넘

어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다룬 최원34), 함돈균35) 등 한

국 논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우선 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로스버그나 마수미와 같은

자율주의 문화연구가들이 스피노자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굴절시켜 사용

한다는 점이다. 들뢰즈는 스피노자가 사용했던 affectus와 affectio라는

두 개념이 각각 불어의 affect와 affection에 엄밀히 대응한다고 말하며

양자의 구분을 ‘중시’했다.36) 그런데 그로스버그와 마수미는 두 개념을

affect와 emotion으로 번역해 사용하며 양자의 차이를 ‘극대화’한다. 이에

따라 본래 ‘변용’의 의미에 가까웠던 affectio(affection)는 뚜렷하게 ‘감정’

을 환기시키는 개념으로 수정되었고, 더 나아가 유동적이고 지속적인 ‘정

동’과 대립되어 봉인․고정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함돈균과 최원은 또한

정동이론이 언어 이전의 미결정적 물질의 차원에 주목하는 것이 (특히

시 분석에서) 이미 예전부터 행해져온 것이라거나37) 구조주의 이전으로

33) 브라이언 마수미, 위의 책, 52쪽.

34) 최원, ‘정동 이론’ 비판 , 문화과학86, 문화과학사, 2016, 82-112쪽.
35) 함돈균, 한국문학사 또는 한국 현대시와 정동(affect) 담론의 양태들 , 상허학보49,
상허학회, 2017, 71-105쪽.

36) 질 들뢰즈, 정동이란 무엇인가? , 질 들뢰즈․안또니오 네그리 외, 서창현 외 역, 
비물질노동과 다중, 갈무리, 2005,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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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하는 것일 수 있음을38)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적인 언급들은 비단 정동이론만이 아니라 감정연구를 방

법론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참고할 만한 것들이다. 혹자가 이야

기했듯이 몸의 복권 이전에 감정을 학술화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절

하했던 것만큼이나, 정동적 전회 이후에 감정을 성급하게 과대평가하는

것 또한 감정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39) 그러나 감정이 언어 이전

의 유동성을 핵심으로 한다는 사실은 정동이론에 대한 상이한 입장과 무

관하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주목은 최원과 함돈균 등이 제

기한 비판을 무릅쓰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애초에 한국에

서 감정과 정동이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한국의 특수한 맥락에서

비롯된 절박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본래 한국에서는 자기계발서류를

중심으로 자기통치를 위한 감정의 주목이 이루어졌다가, 2010년대 중반

세월호 참사나 국정농단 사건 등 일련의 일들을 거치면서 집합감정의 정

치성과 그에 따른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분

노, 애도, 혐오 등 특정한 감정이 한국사회에서 집단적으로 경험, 논의되

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스버그나 마수미의 문제설정방식이 한국에서 각

광을 받았던 것도 감정을 통해 인문학이 사회에 실천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기인한 것이었다.40)

이렇게 볼 때, 감정과 정동에 대한 정동이론가들의 엄격한 구분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구조주의적 격자들 틈의 비-육체의 지대에서 비가시

화되어있던 것들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여전히 유효한 접근법이라고 판단

된다. 단 누락되는 내용들이 있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명명하여 가시화하

는 작업까지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사회에서 성차별과 젠더위

계가 부재했던 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성혐오라는 명명(그리

고 여성혐오 자체)을 통해 그것이 활발하게 사유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

을 요한다.41) 본고의 연구대상에 맞추어 생각해보자면, 김승옥은 그의 문

37) 함돈균, 앞의 글, 79-83쪽.

38) 최원, 앞의 글, 99쪽.

39) 소영현, 감정연구의 도전 , 한국근대문학연구17(2), 한국근대문학회, 2016, 404쪽.
40) 한국에서 집합감정의 정치성을 중심으로 감정연구를 수용하게 된 맥락과 양상에 대

해서는 소영현, 위의 글, 381-386쪽, 395-397쪽, 400-405쪽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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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자유와 빵, 사회와 개인 등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비가시적이고

미결정적인 감정들을 ‘통해서’ 1960년대 한국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

로의 길을 모색했다. 그리고 본고는 그 유동적인 감정들을 냉정과 열정

이라고 명명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논함으로써 은폐된 지점들을 가시화

하려는 것이다.

 이상에서 감정연구의 흐름 및 감정연구를 방법론으로 채택하는 것

의 유효성, 그리고 감정연구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본고에서 취할 입장

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감정 가운데서 냉정과 열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감정을 시민성과 관련지어 논해온 권명아의 작업을 경유하는 것

이 도움이 된다. 권명아는 시민성의 규정은 통치의 규정과 동궤에 있다

고 하면서, 시민성을 규정하는 것은 다스릴 자격이 있는 자와 다스려져

야 하는 자를 경계 짓는 일임을 지적한다. 다스릴 자격이 있는 자는 가

부장(시민)이다. 가부장은 여성과 미성년자처럼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자들을 보호, 훈육함으로써 시민의 경계 안으로 데려온다. 그리고 가부장

의 다스림을 통해서도 시민이 될 수 없는 자들은 정신병자, 범죄자, 광인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42) 권명아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스릴 수

없는 자들(ungovernables)이 보여주는 감정의 과잉됨, 즉 권력 주체의

해석 규범(법․모럴․윤리)으로 번역되지 않는 감정의 흘러넘침과, 이 감

정을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배치함으로써 다스리려는 통치성 사이의

관계이다.43)

이때 본고의 주제와 특히 관련되는 지점은 4.19에 대해 분석하는 지

점이다. 권명아에 따르면 “혁명이란 자유나 민주주의의 경계를 둘러싼

41) 소영현, 위의 글, 396쪽.

42) 권명아, 정동의 과잉됨과 시민성의 공간 , 서강인문논총37, 서강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13, 116-117쪽.

43) 권명아는 이를 191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줄곧 이어진 풍기문란 규제양상을 통해

논증하기도 하고(권명아, 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3), 홍수나 떼(衆)처럼 시민성의

공간을 위협하는 표상 체계를 들어 설명하기도 한다(권명아, 정동의 과잉됨과 시민

성의 공간 , 위의 책; 권명아, 비교 역사적 연구를 통해 본 정동 연구의 사회정치적

의제 , 여성문학연구39,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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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축장일 뿐 아니라, 열정이나 열정의 주체들이 그 ‘정당성’을 둘러싸고

격전을 벌이는 전장”44)이다. 여기에서 권명아가 목적을 두는 것은 같은

열정이라 할지라도 젊은 청년들의 열정은 사회적 연대나 정치적 결사의

동력으로 간주되는 반면, 여성들의 열정은 그에 미달하는 부적절하고 문

란한 결속의 형식으로 간주되는 부조리한 서사의 폭로에 있다. “특정 주

체의 열정은 정치적인 것의 입구로 간주되고, 그 밖의 주체들의 열정은

사적인 것, 하찮은 것, 또는 탈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서사”45)는 5.16

이라는 외적 요인과는 다른 내적인 차원에서 이미 혁명을 분열․변절시

켰다.

이러한 논의는 4.19 전후의 풍경을 비가시적인 감정의 층위에서 상상

하게 해준다는 점과, 특정 집단은 그 감정의 억압적 배치에 따라 시민성

을 할당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다만 본

고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해보고자 한다. 누군가의 열정만이 배타

적으로 정치적 동력으로 간주된다고 했을 때, 그 ‘누군가’의 위치에 서야

만 하는 자가 열정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역시 시민의

경계 안으로 포함되지 못한다는 것이 본고의 가정이다. 백낙청이 김승옥

을 “시민의식 파산”46)이라고 비판한 것은 청년주체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열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4.19 전후 여성들의 열정이 시민성의

규정을 위해 통제되어야 할 ‘부적절한 감정’이었다면, 규정된 가부장(시

민)이 시민사회를 다스려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의 ‘적절한 감정’ 또

한 요구되었던 것이다.

감정은 현실을 절합시키는 엔진이다. 감정적으로 충전되어있지 않은

인간은 외부의 의미-구조를 자신의 경험으로 구성할 수 없다.47) 감정은

주어진 상황을 즉각적으로 평가하게 하며 그것에 대응하는 성향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48) 시민으로서의 열정을 요구하는 시대에 응답하지

44) 권명아, 음란과 혁명, 위의 책, 241쪽.
45) 권명아, 위의 책, 230쪽.

46) 백낙청, 앞의 글.

47) 로렌스 그로스버그, 앞의 글, 499-503쪽, 515-516쪽.

48) 잭 바바렛, 왜 감정이 중요한가 , 잭 바바렛 편, 박형신 역, 감정과 사회학, 이학
사, 2009,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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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자들은 ‘열정으로 현실을 절합해가는 방식’을 ‘자신이 현실을 경험

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이들

을 단순히 감정이 결핍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고 가정할 경우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본고는 그간 바람직

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어 배제당해왔던 이 다른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냉정이라고 본다.

한국사회에서 1960년대가 비단 전후 복구만이 아닌 발전의 단계로 도

약하려 했던 시기임은 부정할 수 없다. 벽두에 자리한 4.19의 아우라와

경제문화면의 급변은 1960년대를 맞이한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예전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강한 낙차감을 주었다. 특히

서울은 고향과 전통을 잃어버린 자들이 모여드는 혼잡한 피난지이자 가

장 먼저 변화를 일으켜야 할 뜨거운 땅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집단적인

좌충우돌과 시행착오를 일으켰고, 이로부터 뿌리 없이 부유하는 듯한 감

각, 혹은 김승옥의 표현을 따르자면 “혼란과 무의미감”49)이 빚어졌다. 권

명아의 주장대로 이 혼돈의 상태에서 청년들만이 아닌 수많은 주체가 저

마다의 이상향을 향해 분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의 혼란스러운 부유감을 안정된 질서에 대한 기대감으로 곧장 치

환하거나, 새 시대의 건축을 위한 원료로만 상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 10년 단위로 시대를 구분하는 데 익숙한 인간의 인식구조와는 별개

로 매 시대에는 언제나 그 이전까지의 산물이 잔존해있기 마련이다.

1960년대가 이전 시대로부터 이어받은 산물이란 흔히 지적되는 정치적

부정부패나 원조경제만이 아니라 전후 생존자, 피난자, 이민자로서의 불

안정한 감각도 해당된다. 이 불안정한 감각을 미처 다 해소하지 못한 채

로 사회재건에 착수해야만 했다는 특유의 착종이, 1950년대 이전이나

1970년대 이후와 구별되는 1960년대만의 특징일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불안정한 감각들이 한국 안에서만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당시 범세계적으로 공유되던 두터운 감각이라는 점이다. 즉 1960

년대 한국의 혼란과 무의미감은, 신 없는 시대의 보편적 우울이 1차 대

49) 김승옥, 작가의 말―나의 소설 쓰기 , 김승옥 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4,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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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후에 냉소주의로 폭발하고 2차 대전으로 다시 한 번 재현되었던 세

계사적 상황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고대 견유주의자 디오게네스

에게 그 기원을 두고 냉소주의의 역사를 검토한 페터 슬로터다이크는 1

차 대전이 전쟁의 본질이나 사회의 질서, 진보나 시민적 가치에 대한 인

간의 소박한 믿음을 철저하게 와해시켰다면서 이 시기를 현대 냉소주의

의 출발점으로 잡는다.50) 정확히 세계대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19세기

말-20세기 초를 현대 우울증의 시작점으로 파악하는 앤드류 솔로몬의

논의도 유사한 맥락을 공유한다. 우울증에 관한 그의 기념비적인 저작에

서 솔로몬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우울증의 역사를 추적해나가는데, 그가

19-20세기부터를 현대 우울증의 시기로 규정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 시

기의 ‘신을 잃은 슬픔’이 과거 어느 때의 ‘신의 저주를 받은 슬픔’보다 강

했고, 둘째로 우울증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지그문트 프로이트)이고 정신

생물학적(에밀 크레펠린)인 진실의 폭로가 진화론과 함께 인류를 새로운

소외에 빠뜨렸기 때문이다.51) 이 중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솔로몬은

현대 우울증의 측면에서 본 실존주의의 발생배경을 제시하기도 한다. 우

울증에 대한 현대적 인식은 미국에서는 정신의학분야의 발전을 가져왔지

만, 유럽에서는 인간 존재의 황폐함에 기반한 문학과 철학의 강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52)

이처럼 전후 냉소주의, 우울증, 무신론, 실존주의적 사유는 서로가 서

로를 투영하며 맞물려있고 시대에 따라 그 세기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완

전히 제거되기는 어렵다. 1960년대 한국도 전시의 광적인 절망은 사라졌

을지라도 전후의 무감각하고 포괄적인 절망의 자장에서53) 예외는 아니

었을 것이다. 이로부터 우선, 냉정과 열정을 우울하거나 불안정한 감각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도리어 냉정과

열정의 차이는 똑같이 신이나 사회에 대한 회의와 불안에 빠진다 할지라

50) 페터 슬로터다이크, 이진우․박미애 역, 냉소적 이성 비판1, 에코리브르, 2005, 238
쪽.

51) 앤드류 솔로몬, 민승남 역, 한낮의 우울, 민음사, 2004, 422-423쪽, 474-486쪽.
52) 앤드류 솔로몬, 위의 책, 485쪽.

53) 솔로몬에 따르면 “전시의 절망 심리는 대개 광적인 데 반해 참화 이후의 절망은 무

감각하고 포괄적”이다. (앤드류 솔로몬, 위의 책, 51쪽.)



- 19 -

도, 그것을 해결해나가는 방식이 어떠한지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전쟁-복구-재건이 야기한 혼란 속에서 다시금 삶에 의미와 안

정감을 부여해줄 무언가를 찾아가는 자는 열정을, 의미와 안정감이 부재

하더라도 통합을 도모하려하지 않는 자는 냉정을 지녔다고 보고자 한다.

이것은 장 리오타르가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를 구분하며 제시했던

시각을 참조한 것이다. 그는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를 시대성이 아

니라 사고나 발화 또는 감수성의 형태(mode)로 인식하고자 했다. 포스트

모던론은 근대국가의 운영을 뒷받침하던 대서사들이 오늘날 신뢰와 유효

성을 잃고 무수한 작은 규범들로 교체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예컨

대 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착취와 소외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마르크스

적 서사는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더 이상 국가적 차원의 서사로 작동

하지 않는다. 대서사의 실조라는 이와 같은 현상의 전제 하에 리오타르

는 사회를 하나의 규범적 서사로 통합하고자 하는 태도를 모더니티로,

통합을 거부하고 차이와 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포스트모더니티

로 정의했다.54) 본고에서 사용하는 냉정과 열정이라는 개념은 리오타르

식 포스트모더니티와 모더니티에 각각 상응한다. 단 리오타르의 논의가

학문과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냉정과 열정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냉정과 열정을 본질주의적으로 정의내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

으로부터 접근하는 까닭은 두 감정이 지닌 고유한 특성 때문이다. 냉정

과 열정은 정(情)의 하위 양상이지만 희로애락으로 대변되는 일반적인

감정과는 차이가 있다. ‘A는 기쁘다’라는 말은 감정 주체의 현재적이거나

단발적인 심리상태를 가리킨다. 이와 달리 ‘A는 냉정하다’라는 말은 상대

적으로 긴 시간동안 축적된 바를 토대로 판단되는 성정을 가리킨다. 이

점에서 냉정과 열정은 어떤 행위에 수반되는 직접적인 감정과는 다른,

그 기저에 깔려있어 감정이 아닌 것으로 쉽게 오해되지만 근원적으로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배후의 감정(back-ground emotion)55)이라고 할

54)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유정완 외 역,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1992, 230-231쪽.
이와 관련하여 아즈마 히로키, 이은미 역,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문학동네, 2007,
59-60쪽, 122-127쪽을 더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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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편 냉정과 열정은 어디까지나 비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행동으로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윤리성이나 가치의 우위를 따질 수 없음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열정을 맹목적으로 비판할 경우 포스

트모더니즘이 언제나 듣는 비판, 즉 대서사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부정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전망마저 소거시켰다는 비

판56)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만약 냉정을 맹목적으로 비판할 경

우, 설령 대서사에 대한 오해와 단순화에서 비롯되었을지언정 그것에 대

한 불신과 무관심은 오늘날 환상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간과

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김승옥의 작품을 대상으로 냉정이 가진 가능성

을 짚어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이 지적받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본론에서

상술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왜 긴급지령과 심층적 의미를 거부하고 시체

옆의 방어태세를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적했던 슬라보예 지젝과 도

미야마 이치로의 시각을 참고할 것이다.

 이상에서 냉정과 열정의 개념을 1960년대 한국이 놓인 상황과 관

련하여 논의하였다. 그런데, 냉정과 열정은 그 자체로는 눈에 보이지 않

는 감정이지만, 본 논의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들이 텍스트의 외피를 입은

모습을 상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문학연구에서 어떻게 감정연구를 방

법론으로 도입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무관하지 않다. 감정연구

는 실제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연구이다. 그런데 감정연구법을 활용한

문학연구의 경우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창작물로 그 대상이 변경된

55) 이는 잭 바바렛이 고안한 개념이다. 바바렛은 여타의 감정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감

정과 이성을 대립시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 감정은 이성의 통제나 지시

를 받을 정도로 그것과 대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성이나 행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을 촉진하는 적절한 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J.M. 바바렛, 박형

신․정수남 역, 감정의 거시사회학, 일신사, 2007, 101-111쪽; 잭 바바렛, 앞의 글,

8-9쪽). 소래섭은 1900-1930년대에 한국근대문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열정이라는 감

정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분석하며, 바바렛의 개념을 참고해 열정을 배후의 감

정으로 규정한 바 있다(소래섭, 근대문학 형성 과정에 나타난 열정이라는 감정의 역

할 , 한국현대문학연구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56) 테리 이글턴, 김준환 역, 포스트모더니즘의 환상, 실천문학사, 2000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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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작중 인물의 감정과 작가의 감정이라는 두 개

의 층위가 생겨난다. 이 글의 목적은 김승옥이 그의 문학을 통해 보여준

문제의식과 대응방식을 열정과 냉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하는 데 있

으므로, 어디까지나 초점은 인물이 아닌 작가의 감정에 맞추어져있다. 그

런데 작가의 감정은 작중 인물의 감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에 문면에

드러난 인물의 감정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나 냉정과 열정은 앞서 언급했듯이 주체의 현재적인 감정 상

태로서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징후와 표지를 일정 기간 이

상 집적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성정에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

다. 이에 따라 본고는 직접적인 발화나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는 인물들

의 감정만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양상이나 사건을 경험해

나가는 방식, 나아가 작품의 형식적인 특징까지도 작가의 감정이 투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임을 밝혀둔다.

끝으로 본고의 주안점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글은 김승옥

의 작품을 발표된 순서대로 읽어나가되, 그의 문학의 출발점이 4.19라는

경험 혹은 가치보다는 전후의 부유감과 무의미감에 있다고 전제할 것이

다. 김승옥의 문학이 4.19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혹은 그의 언어감각

이 새로운 문학세대의 그것으로서 얼마나 전형성이 갖추었는지 등 그간

4.19세대의 자장 속에서 통용되어온 물음들과는 거리를 둔 채, 그의 작품

에서 가장 일관적으로 비판되는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재탐색하고자 한

다.

둘째, 이 글은 김승옥의 작품을 1966년을 기준으로 구분해 살필 것이

다. 1966년이 기준인 이유는 이 시기부터 당대 신진비평가들의 세대론이

크게 대두되었고, 이것이 김승옥의 문학을 두 가지 방향으로 굴절시켜

의미화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1965년까지의 작품들은 다소 억압

적으로 신화화된 측면이 있고, 반대로 1966년 이후의 작품들은 지나치게

도외시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1966년 이후의 작품이 도리어 김승옥이

세대론에서 이탈한 뒤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켜간 작

품이라고 간주하여 무게를 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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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 글이 특히 1966년 이후의 작품에 방점을 찍으며 김승옥의

문학을 재독하는 것은 그의 초기작품을 소위 ‘순문학’․‘본격소설’로, 그

이후의 작품을 ‘대중문학’․‘통속소설’로 구분하는 이항대립적 시각을 해

소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본고는 산문시대 시절을 포함해 김승옥의

문학이 대중문학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음을 주장한다. 이는 김승옥 문학

의 냉정이 지닌 반(反)엄숙주의, 반(反)엘리트주의적 속성과 긴밀히 연결

되어 있다. 본론에서 상술하겠지만 대중문학이라는 키워드는 1966년 이

후의 김승옥의 작품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문학 전반을 더

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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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후 감각으로서의 냉정의 태동

2.1. 경화된 ‘자기세계’의 폭력적 형성논리 인식

한국의 1960년대는 전후의 감각이 아직 채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재건을 일으켜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부유감과 혼란 속에서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야 했

다. 김승옥은 한 인터뷰에서 그에게 1960년대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이것은 내가 대학에 입학한 20대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20

대란 것은 성인으로서의 첫걸음입니다. 자유의사에 의해서 세상전체와

마주 서야 되는 그런 나이고 모든 걸 내 책임 하에서 인생과 사회를 바

라보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때였읍니다. 사회적으로는 6.25가 끝나고 대

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초기인데, 초기 과정에서의 진통이 이승만 박

사와 함께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나의 청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격

동기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유교적인 질서 같은 것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6.25때 이북에서 본의 아니게 전쟁을 피해 내려온 피난

민들에겐 자기의 고향땅이 아니기 때문에 생존만을 위해 윤리라든가 가

치를 도외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전통적인 사회가 완전

히 붕괴되어 버리고 안정된 사회가 오기 전에 모두가 과도적인 아주 철

저한 피난민 의식과 피난민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환언해 말하자면 사람들은 신뢰감을 가지고 성장해 오

다가 사람에 대해 불신해야 되는 가치관과 부딪치게 되는 수많은 갈등

이 있었던 것입니다.57) (강조-인용자)

1960년대에 압축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며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과거와 강한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은 “피난민적인 가치관”을

57) 김승옥, 서울 1960년의 외로운 방랑자 , 33인의 자서전, 양우당, 1989,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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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했다. 김승옥의 경우에 이 낙차감은 특히 강렬했을 것이다. 독립, 상

경, 대학입학, 4.19혁명까지는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스무 살의

나이로 일간지에 시사만화를 연재하면서 경제활동을 시작하고58) 스물두

살에 등단을 함과 동시에 일약 천재신인작가로 불리게 되는 것은 그리

흔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승옥 스스로도 “그것은 확실히 낯선 것

이었다”59)고 수삼 차 언급한다. 문제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특

정 방향으로 몰아 이용하려는 세력이다. 4.19가 만들어낸 다양한 어휘들

을 5.16 이후 “ 고무적 이니 재건 이니 과잉충성 이니 하는 생소한 언

어들”로 수렴시켜 새 시대의 일꾼상(像)을 형성하려고 했던 정권60)만이

아니라, 앙가주망을 내세웠지만 그것을 단체의 보직을 맡기 위한 구실로

쓰거나61) 사상의 밀수 속에서 해적판 지성과 교양에 만족하게 된 지식

인 집단,62) 그리고 4.19 이후 “사색하고 고민하고 신중히 행동하는 세대”

로 자신들을 차별화했지만 실제로는 폭력의 주체이자 폭력수습의 주체로

내분되어 있었던 학생 집단63) 모두에게 이러한 면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걸 내 책임 하에서 인생과 사회를 바라보아야 되는” 시기에

있었던 김승옥은 이 혼란 속에서 무엇을 긍정하고 부정할 것인지를 고민

하며 자신의 위치를 조율해나갔을 것이다. 산문시대64) 시절의 초기작

58) 김승옥은 소설가로 등단하기 전인 1960년 9월 1일부터 1961년 2월 14일까지 서울경
제신문에 ‘김이구(金二究)’라는 필명으로 시사만화 파고다 영감 을 연재했다. ‘이구’

는 김승옥의 순천 고향 집의 번지수였다. (천정환 외, 앞의 책, 25쪽.)

59) 김승옥, 산문시대 이야기 , 뜬 세상에 살기에, 지식산업사, 1977, 208쪽.
60) 혁명유행어 앙데빵당 , 세대1(1), 1963.6, 258쪽.
61) 서기원, 문학적 세일즈맨 , 세대1(2), 1963.7, 55-57쪽; 오화섭, 예술인과 마이다

스왕의 꿈 , 세대1(2), 1963.7, 62-63쪽.
62) 김재원, 교수와 원대복귀 , 세대1(2), 1963.7, 72-73쪽; 오혜진, 카뮈, 마르크스, 이
어령―1960년대 에세이즘을 통해 본 교양의 문화정치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

1960년대 문학과 문화의 정치,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5, 124쪽. 1960년대 초반 대학

교육을 받은 이들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지식층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

었다. 한국의 지식층 특집 (사상계9(9), 1961.9)이나 임방현의 한국지식인론―서

설・그 병리진단 (세대1(4), 1963.9)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966년 창작과 비평
창간호의 권두논문에서 백낙청이 지식인의 소임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문인을

지식인에 종속시키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1960년대 초반의 지식인논쟁을 나름대로 정

리하고 나아가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63) 캠퍼스여론 , 세대1(1), 1963.6, 214-215쪽.
64) 김승옥․김현․최하림이 1962년 6월 창간호를 낸 서울대학교 문학동인지이다. 2호

(1962.10), 3호(1963.6), 4호(1963.10), 5호(1964.9)를 내고 종간된다. 간행 과정에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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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분투가 잘 담겨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경화(硬化)된 세계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나타난다.

김승옥의 등단작 생명연습 65)은 열 명이 넘는 인물들이 특정한 키워

드를 트리거 삼아 화자에게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다소 산만한 텍스트이

나, 그 뼈대는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화자와 한 교수 사이의 대화라

고 할 수 있다. 이 대화는 화자로 하여금 한 교수를 자신의 거울상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화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형 사이에서 형을 죽이고

어머니를 택함으로써 성장한 인물이고, 한 교수는 자신의 미래와 애인

정순 사이에서 정순을 죽이고 자신의 미래를 택함으로써 성장한 인물이

기 때문이다.

작품은 화자와 한 교수가 눈썹과 머리를 전부 밀어버린 어느 학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요즘 학생들간에 유행이랍니다. 우습죠?

나의 이런 물음에 그러나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 젓고 계셨다. 미소는

여전히 띄우셨으나.

―안 우스우세요?

―자넨 우습나?

―네, 우스운걸요.

나는 우습다.66) (강조-인용자)

작중 표현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눈썹과 머리를 미는 것은 일종의 “극

기(克己)”67)이다. 흥미로운 것은,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화자가

극기에 대해 ‘우습다’는 반응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화자의 심리를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 대화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화자의 회

차 동인이 늘어나 5호에는 강호무, 곽광수, 김산초, 김성일, 김승옥, 김치수, 김현, 서

정인, 염무웅, 최하림 등 10명의 동인이 참여했다.

65) 김승옥의 등단작인 생명연습 은 1962년 1월 5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일보에 분재되

었다. 이후 김승옥은 산문시대 창간호(1962.6)에 이 작품을 다시 싣는다. 본고에서

는 산문시대본을 대본으로 삼았다.

66) 김승옥, 생명연습 , 산문시대1, 1962.6, 51-52쪽.
67) 김승옥, 위의 글,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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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주목해야 한다.

‘극기’라는 단어가 화자에게 환기한 것은 약 10년 전인 6.25전쟁 부근

의 기억이다. 본래 여수에 살던 화자의 가족은 전쟁 발발 후 피난을 갔

다가 이듬해 봄 다시 여수로 돌아온다. 여수의 부두 근처에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화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구호물품을 배급받기 위해 부지

런히 다니고 있었다. 당시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신 이나

라에 부흥회는 얼마든지 있어도 좋다는 듯이 부흥회가 유행하던”68) 때였

다. 어느 날의 한 부흥회는 스무 살 무렵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자신의

생식기를 자른 전도사가 주관한다는 선전이 돌아 유독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언제나 침울하던 화자의 어머니와 형도 이 부흥회에 대해서만큼

은 재미있다는 듯이 굴었다. 그것이 어린 화자를 기쁘게 했다. 화자는 누

나와 함께 교회 강단의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부흥회에 참가했고

문제의 전도사를 똑똑히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화자의 기대와 달리 부흥회는 “악몽과 같은”69) 기억으로 남게

된다. 우선 화자는 전도사가 “얼굴이 약간 창백하달뿐 보통사람과 다름

이 없었다”70)는 점에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그 충격은 “내게도 성령이

찾아오는 어느 순간이 있어 내스스로의 목이라도 잘라버려야할 경우가

있을는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71)으로 이어진다. 즉 자신과 같은 평범

한 사람에게도 스스로의 이성과 의지를 휩쓸어가는 힘이 미쳐올지 모른

다는 공포를 느낀 것이다. 이 공포는 부흥회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서 화

자는 전도사의 쉰 목소리가 떠오를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게 된다.

화자의 이야기를 들은 한 교수는 “왜? 그것도 극기?”72)라고 의문을

던지며 화자가 어째서 눈썹을 민 대학생으로부터 생식기를 자른 전도사

를 연상하는지 의아해한다. 그리고는 이내 “원 자네두……”73)하며 그것

을 짓궂은 농담으로 치부해버린다. 그러나 화자는 이 두 개의 극기에서

68) 김승옥, 위의 글, 52쪽.

69) 김승옥, 위의 글, 53쪽.

70) 김승옥, 위의 글.

71) 김승옥, 위의 글.

72) 김승옥, 위의 글, 54쪽.

73) 김승옥,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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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양자 모두 인간을 극단

적인 행위로 수렴시키는 어떤 열성의 일종이라는 점이다. 화자는 이 열

성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땀과 노래와 노래박자에 맞추어 치는 손벽

소리가 미친듯이 날뛰”는 부흥회에서, “나지막이 들려오는 파도의 찰싹

거리는 소리가 못견디게 그리웠”다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74) 화자에게 있어 미친 듯이 날뛰는 기도와 찬송 소리는 바

다의 자연스러운 파도소리와 대조되는 부자연스러운 과잉의 상태였던 것

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위들은 과거 어린 화자에게 당혹감과 공포심만

을 유발했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대학생들을 통해 다시 한 번 그와

같은 광경을 마주한 화자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우

습다고 여기게 되었다.

극기에 대한 화자의 웃음은, 희극성의 원천이 ‘생명적인 것에 덧붙여

진 기계적인 것’에 있다고 한 앙리 베르그송의 지적과 상통한다. 베르그

송은 인간이 ‘긴장’과 ‘유연성’이라는 두 개의 상보적인 힘을 통해 삶을

살아간다고 보았다. 즉 현실의 우여곡절을 분간해내는 부단히 깨어있는

주의와, 그러한 우여곡절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심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을 파악해내는 긴장감을 잃고 삶을 살아

가는 방식이 둔화될 때, 인간은 자신의 생명의 본질에서 점차 멀어져 기

계적인 것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을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면전에서 보려고 하는 ‘희극적

부조리’를 야기한다. 요컨대 희극적인 것은 추한 것이라기보다 뻣뻣한 것

이고, 아름다움보다는 운동성과 대조되는 것이다.75) 생명연습 의 화자

가 우습다고 여긴 것도 이와 같은 삶에 대한 경화된 태도이다. 어떤 이

상을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하나의 방식만을 과

신하는 것은, 도리어 현실의 면면을 부단히 깨어있는 채로 파악할 수 없

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편 극기에 대한 화자의 이와 같은 거부감을 염두에 둔다면, 김승옥

문학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논의되는 ‘자기세계’에 대해서도 보다 섬

74) 김승옥, 위의 글, 53쪽.

75) 앙리 베르그송, 정연복 역, 웃음, 세계사, 2007, 17-31쪽, 147-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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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접근이 가능해진다. 생명연습 에서 화자가 자기세계에 대해 묘사

하는 다음 대목은 상당히 빈번하게 인용된다.

자기세계 라면 분명히 남의세계와는 다른 것으로서 마치 함락시킬

수 없는 성곽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성곽에서, 대기는 연

초록빛에 함뿍 물들어 아른대고 그 사이로 장미 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

으리라고 나는 상상을 불러 일으켜보는 것이지만 웬일인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세계 를 가졌다고 하는 이들은 모두가 그 성

곽에서도 특히 지하실을 차지하고 사는 모양이었다. 그 지하실에는 곰팡

이와 거미줄이 쉴새없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게는 모두 그들이

가진 귀한 재산처럼 생각된다.76)

비록 지하실과 같은 생김새이더라도 그런대로 그것은 속세에 영합하

지 않고 고뇌하는 예술가상에 어울린다고 할 수 있고, 화자 스스로도 그

것을 “귀한 재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기세계’는 김승옥이

자신의 ‘내면’ 또는 ‘자의식’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특권적인 지위

를 쉽게 걸머쥘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세계를 내면 또는 자의식과 유사

한 것으로 취급하는 시각의 문제점은 이 작품에서 김승옥이 자기세계에

대해 보이는 강한 비판의식을 소홀히 다루게 된다는 점이다. 당장 화자

가 자기세계의 예시로 드는 것이 무엇인지만 살펴보아도 귀한 재산이라

는 표현은 반어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화자의 친구 강영수는 “자기의

천재에 의지하여 한 세계를 형성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거창하게 소개되

는데, 실상 그가 하는 “사업”이란 가능한 한 많은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

는 것이며 화자는 이것이 “또 하나의 인생을 좌절시”키는 악행일 뿐임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77)

본고는 김승옥의 문학 전반에서 ‘자기세계’가 뜻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극기’에 대한 거부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이어지는 한

교수와의 대화에서 화자는 “선생님께서는 자기세계가 있으십니까?” “이

76) 김승옥, 생명연습 , 앞의 책, 56쪽.

77) 김승옥,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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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봬도 나의 세계는 옥스포드 제인데……”78) 따위의 가벼운 말을 나누

다가, “하나의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이 한마디로 얼마나 기막힌다는 것

을 나는 잘 알고있다”79)며 전쟁의 기억을 다시 떠올린다. 화자는 1940년

대 초반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어머니는 살림살이를 팔고 바느질을 하며

삼남매를 키웠다. 그러다 전쟁이 나 피난을 갔을 때 어머니는 집안에 남

자들을 들였다. 일본을 상대로 하는 밀수선의 선장과 세관 관리를 지나

헌병문관이 다녀갈 때부터, 화자의 형은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한다. 피난

지에서 여수로 돌아온 뒤로 어머니는 생선장수가 되어 더 이상 남자를

들이지 않았지만 형의 폭력은 계속되었다. 어머니 역시도 형과의 관계에

별다른 변화를 일으킬 마음이 없어 보였다. 어머니는 형이 자신을 때릴

때마다 눈에 비상한 파란 불을 켤 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것은 형이

벌이는 전쟁을 “승리처럼 보이나 실은 패배인 결과로서 끝”80)나게 만들

었다.

그 시기 화자에게 형의 다락방은 “지옥”이었고 형은 “지옥을 지키는

마귀”였다.81) 형이 “어두운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숨기며 쉬지않고 무엇

인가를 만들어가”82)는 것은, 함락시킬 수 없는 견고한 자기세계를 만들

어가는 과정과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화자가 이미 한 차례 강렬한 공포

를 느낀 바 있는 비이성적인 극기의 표출이기도 했다. 마침내 형은 화자

와 누나에게 어머니를 살해하자고 꾀기 시작함으로써 그 비이성적인 극

기를 현실화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흥회에서 본 전도사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화자는 형과 어머니의 극단적 대립에 대해서도 동조하지 않

는다. 그는 “형과 어머니는 주고받는 시선 속에서 우습도록 차디찬 오해

를 나누고 있었다. 그 뿐이다. 그 뿐이다. 둘다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뿐이다.”83)라고 생각한다. 형과 어머니의 극기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진

실이 아니라 ‘오해’였고, 그것은 ‘우스운’ 일이었다.

78) 김승옥, 위의 글, 58쪽.

79) 김승옥, 위의 글, 59쪽.

80) 김승옥, 위의 글, 60쪽.

81) 김승옥, 위의 글.

82) 김승옥, 위의 글, 64쪽.

83) 김승옥, 위의 글,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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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화자가 형과 어머니의 싸움을 지켜보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형이 자기세계를 만

들어나가는 동안, 화자도 누나와 함께 “형과 어머니에게서 몇가지 비밀

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평안과 생명을 그 비밀왕국 안에서 찾고 있었”84)

던 사정에 기인한다. 화자는 누나의 하학을 기다렸다가 밤마다 함께 항

구 근처의 산비탈에 오른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 아일랜드 선교사의 수

음 장면을 지켜본다. 이 선교사는 낮이면 “전연 딴 사람처럼 명랑”하게

자동차를 타고 지나다녔지만, 밤이면 “흥청대는 항구의 여름 밤과는 상

관없이 바위처럼 고독한 자세”로 수음을 했다.85) 기묘하게도 이 선교사

의 두 얼굴을 통해 화자와 누나는 형과 어머니 사이의 전쟁이 주는 공포

를 잠재우고 있었다.

우리의 왕국에서 우리는 그렇게도 항상 땀이 흐르고 기진맥진 하였다.

그러나 한 오라기의 죄도 거기에는 섞여있지 않은 것이었다. 오히려 거

기에서 우리는 평안했고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을 생각하고 있었다. (...)

그러한 왕국에서는 누구나 정당하게 살고 누구나 정당하게 죽어간다. 피

하려고 애쓸 패륜도 아예 없고 그것의 온상을 만들어주는 고독도 없는

것이며 전쟁은 더구나 있을 필요가 없다.86) (강조-인용자)

화자가 그의 비밀왕국으로부터 평안을 얻었던 것은 그곳이 “사람은

다면체(多面體)”87)라는 깨달음을 주는 세계였기 때문이다. 다시 베르그송

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일랜드 선교사가 명랑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인간의 일면만을 극대화한 ‘기계적인 것’ 혹은

‘경화된 것’과 같다. 반면 그의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유지시켜주는 ‘생명

적인 것’은 선교와 수음의 공존이라는 다면성이다. 화자가 생각하기에

“죄”란 수음을 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에게 낮의 명랑함만 기대하

는 부자연스러운 열성인 것이다. 경화된 자기세계가 하나의 옳음만을 배

84) 김승옥, 위의 글, 64쪽.

85) 김승옥, 위의 글, 65쪽.

86) 김승옥, 위의 글, 65-66쪽.

87) 김승옥, 위의 글,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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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적으로 인정한다면 다면성의 비밀왕국은 어떤 것도 배타적으로 옳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곳이었다. 화자는 이 비밀왕국 안에서만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88) 작품의 제목으로 걸린 ‘생명’이 이 대

목에서 유일하게 언급된다는 점으로도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의 다면성의 비밀왕국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화자와

누나는 형과 어머니가 공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고자 노력했지만,

형은 “발광하는듯한 몸짓으로 픽 웃”89)을 뿐이었다. 결국 화자와 누나는

“절망. 풀수 없는 오해들. 다스릴 수 없는 기만들.”90)이라는 결론을 내고

바닷가의 낭떠러지에서 형의 등을 밀어버린다. 그날 밤 흠뻑 젖은 형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 화자와 누나를 공포에 떨게 한 해프닝이 있기는

했으나, 사흘 뒤 형은 스스로 그 낭떠러지에서 투신한다. 형의 죽음에

“나와 누나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번쩍”91)였다. 그러나 그것은 곧 그

들의 비밀왕국과 결별하는 것과도 같았다. “우리는 결국 형쪽을 택한

것”92)이라는 선택의 행위는 다면성의 세계로부터 어느 하나만을 골라 결

론을 내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폭력과 희생을 수

반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성장하고 만 것”93)이라는 화자의 언급에서 명

확히 드러나듯 화자는 형을 죽이고 어머니를 살리는 선택을 통해 경화된

세계로 편입된 것이다.

화자가 형과 어머니 사이에서 어머니를 선택함으로써 스스로는 경화

된 성곽을 얻고 형을 희생시켰다면, 한 교수는 자신의 미래와 정순 사이

에서 미래를 선택함으로써 경화된 성곽을 얻고 정순을 희생시켰다는 점

에서 거울상이다. 다음은 이 작품의 마지막 대목이다.

88) 이 점에서 김정수가 김승옥 문학의 핵심을 다원적 존재에 대한 희구로 파악한 것은

적실하다. 그러나 김정수는 이 다원성을 결국 ‘자기세계’의 형성원리로 간주한다는 점

에서 본고의 시각과 크게 다르다. (김정수,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존재의 다원성에

대한 사유 고찰 , 한국학논집42,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261-284쪽.)
89) 김승옥, 생명연습 , 앞의 책, 67쪽.

90) 김승옥, 위의 글, 68쪽.

91) 김승옥, 위의 글.

92) 김승옥, 위의 글. 강조는 인용자.

93) 김승옥,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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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의 죽은 얼굴을 보고 내가 울까?

―물론 안 우시겠죠.

―……

―……

―그렇다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군.

옳은 말씀이다. 이제 와서 눈물을 뿌린다고해서 성벽(城壁)이 쉽사리

무너져 날 것 같지도 않은 것이다.

―슬프세요?

내가 웃으며 물었더니

―글쎄. 지금 생각중이야.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할 수 없이 또 한번 웃고 말았다.94) (강조-인

용자)

한 교수가 영국 유학과 정순과의 결혼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그 해결

이랍시고 정순을 수차례 범한 뒤 미련 없이 유학을 선택해 떠난 지도 30

년이 지났다. 그리고 30년 후 현재 정순의 부고를 듣자 한 교수는 미약

한 혼란을 느끼던 참이었다. 그러나 화자와 한 교수는 결국 자신들의 성

곽이 더 이상 그 정도의 사건으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확인

시킨다.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자기세계는 자연스러운 파도소리 같은 생

명은커녕 기쁘고 슬픈 감정조차도 ‘생각’을 거친 후에야 느낄 수 있는 곳

이다. 즉 “긍정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하는 따위의 의미를 일체 떠난 순

종(順從)의 성곽”95)이다. 그곳에서도 물론 “문득 윤리의 위기 같은 걸 느

낄 때가 있”96)지만, 결코 예전과 같은 다면성의 세계로 돌아갈 수는 없

는 것이다.

김승옥이 등단작에서부터 탐구하기 시작한 ‘자기세계’는 이처럼 결국

생명연습이 불가능한 고정되고 경화된 일면성의 세계였다. 그것은 완성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깨뜨려야 할 대상이었다. 이 문제의식은 산문시

94) 김승옥, 위의 글, 69쪽.

95) 김승옥, 위의 글, 68쪽.

96) 김승옥,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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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실린 이후의 작품들에서 크고 작게 변주되면서 이어진다. 생명연

습 의 다음 작품인 건(乾) 97)에서 화자가 “하나를 따르기 위해 다른 여

러 개 위에 먹칠을 해버”98)렸다고 고백하게 된 경위도 이 맥락에서 접근

이 가능하다.

건 은 6.25가 터진 지 이태 째 되던 어느 날, 빨치산의 습격으로 마

을이 엉망진창이 된 일로부터 시작한다. 마을의 방위대가 일선의 전투부

대나 다름없는 대원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기에 빨치산은 하룻밤 만에 물

러갔다. 그러나 시립병원과 방위대 본부에는 화재의 흔적이 진하게 남으

며, 벽돌공장에는 접전 중 사망한 빨치산의 시체 한 구가 놓이게 된다.

이때 이 시체 한 구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건 은

이 제각각의 반응 가운데 어린 소년의 화자가 어떤 것을 택하는지의 과

정을 요체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본래 화자가 속해있던 세계는 또래 아이들의 놀이세계였다. 이들은

생명연습 의 화자와 누이가 그러했듯 자신들만의 비밀왕국을 가지고 있

었다. 방위대 본부가 그 장소로 사용되었다. 본래 어느 부호(富豪)의 저

택이었던 그곳은 6.25 발발 후 인민군에 의해 군사본부로 이용되다가, 다

시 국군이 점령하여 시방위대 본부가 된 이력이 있었다. 그러나 “육이오

도 나기 전엔, 그집은 아무도 살고 있는 사람이 없이 썩어가는 빈 집으

로서 우리들 아이들의 놀이터”99)로 충실히 기능했다. 괴석이 이리저리

얽어 붙어 만들어진 동굴, 다섯 개의 문이 가지각색의 장식으로 꾸며져

달린 커다란 창고, 바람이 불어도 그 안에 세운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키 큰 석등, 썩은 다다미가 깔린 넓은 안방, 다다미 아래의 어두컴컴한

지하실과 같은 묘사들은 그곳이 얼마나 아이들의 구미를 당기는 매력적

인 비밀왕국이었을지를 쉽게 수긍하게 한다. 그곳에서의 아이들의 놀이

감은 그림과 이야기였다. 가장 그림 솜씨가 좋았던 화자가 크레용으로

지하실 벽에 그림을 그리면 나머지 아이들은 “그 그림 속에서 많은 얘기

97) 이 작품은 본래 산문시대 창간호(1962.6)에 발표되었다가 후에 약간 수정되어 1965

년 3월 청맥2(2)에 다시 실렸다. 김승옥 전집에서는 청맥본을 수록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도 이를 대본으로 삼는다.

98) 김승옥, 건 , 청맥2(2), 1965.3, 228쪽. 강조는 인용자.
99) 김승옥, 위의 글,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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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끄집어 내어서 지꺼리며[sic] 떠들고”100) 놀았다.

이야기가 자산의 전부인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사건과 정보가 곧 경쟁

력이다. 빨치산 습격 이튿날에도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만이 가진 이야기

를 떠벌리며 놀이를 이어간다. 화자 또한 “벌써부터 학급 애들이 쉬임없

이 종알대는 입들을 보는듯 싶어서 기쁨에 가슴이 두근거”101)리는 채로

학교로 달려간다. 가는 길에 윤희 누나에게서 벽돌공장의 시체 이야기까

지 전해들었으므로 더욱 가슴이 벅찼다. 예상대로 아이들은 저마다 겪은

습격의 여파를 “아무래도 거짓말이 섞였을 얘기”102)들로 주고받고 있었

다. 화자는 벽돌공장의 시체에 대해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그 뉴스를 오

직 나혼자만이 간직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아무래도 그 뉴스가 몇 시간

후엔 전 시내에 파다하니 퍼져버릴 것은 뻔한 일이니 그럴 바에야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고

얘기해 버리는 게 영리한 일”103)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공표한다.

그러나 곧 자기보다 더 먼저 그 사실을 획득한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있

지도 않을 것임을 깨달은 화자는, 곧장 나머지 아이들을 이끌고 선두를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면서 벽돌공장으로 달려간다.

전시의 급박한 상황을 놀이의 상황으로 바꾸어내는 이러한 아이들의

세계에서 화자가 별안간 벗어나게 되는 것은 실제 시체를 엄연한 현실로

맞닥뜨렸을 때였다.

그것은 간밤의 소란스럽던 총소리와 그 날 아침의 황폐한 시가가 내

게 상상을 떠맡기던 그런 거대한 마치 탱크를 닮은 괴물도 아니고 그리

고 그때 시체 주위에 둘러선 어른들이 어쩌면 자조까지 섞어서 속삭이

던, 돌뎅이처럼 꽁꽁뭉친 그런 신념덩어리도 아니었다. 땅에 얼굴을 비

비고 약간 괴로운 표정으로 죽은 한 남자가 내 앞에 그의 조그만 시체

를 던져주고 있을 뿐이었다.104) (강조-인용자)

100) 김승옥, 위의 글.

101) 김승옥, 위의 글, 219쪽.

102) 김승옥, 위의 글, 221쪽.

103) 김승옥, 위의 글.

104) 김승옥, 위의 글,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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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는 결코 아이들의 그림에서나 나올법한 “괴물”이 아니었다. 학교

로 돌아온 아이들은 간밤의 전투로 허물어진 흙담을 고쳐쌓으면서 시체

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화자는 시체로부터 “아무래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105)을 느낀 이후로 더 이상 그들의 놀이세계에 동

조할 수가 없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 그렇다, 할 얘기란 없었다. 나는 그저 어지러움만을

느끼고 있었다.”고 화자는 토로한다.106)

중요한 것은 벽돌공장의 시체가 아이들 세계의 괴물이 아닌 만큼이

나, 어른들이 믿는 것처럼 “신념덩어리”도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기실 화

자가 아이들의 세계에서 빠져나온 직후에 곧장 이행하려고 했던 세계는

이미 선과 악이 명확히 정해져있는 이 어른들의 세계였다. 빨치산 시체

구경도 한 이태 만에 한다며 한 노인이 침을 뱉고 돌아서자 몇 사람이

그 뒤를 이어 역시 땅에 침을 뱉고 가버렸고, 화자도 “나도 그래야만 하

는 것처럼” 느껴 땅바닥에 침을 뱉고 살그머니 빠져나왔던 것이다.107)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모방에 불과할 뿐 화자의 알 수 없는 어지

러움과 혼란에 답을 내려주지는 못했다.

화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것은 그날 오후 마을의 반장이 식육

조합원인 아버지에게 시체 매장을 부탁해왔을 때였다. 처음에 화자는 아

버지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반장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아버지가 의외

로 선선한 대답을 내놓고, 우렁찬 목소리로 형을 불러 데려가면서 미소

를 짓자 “한숨이 나오도록 유쾌”108)해진다. “아버지가 시체를 다루러 가

는 모습이 몹시 우울하지나 않을가 하는 걱정이 약간 있던 나는 무거운

책임을 벗은 듯한 기분”109)을 느낀다. 이때 아버지와 형을 따라나서기

전 화자가 떠올리는 환상은 주목을 요한다.

105) 김승옥, 위의 글.

106) 김승옥, 위의 글, 222-223쪽.

107) 김승옥, 위의 글, 222쪽.

108) 김승옥, 위의 글, 225쪽.

109) 김승옥,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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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체가 눈 앞에 떠올랐다. 문득 애착이 가는 환상(幻想). 시체가 손

발을 쭉 뻗고 엎드린 그 자세대로 공중을 둥둥떠서 팔을 벌리고 서 있

는 아버지에게로 날아오고 있다. 공중을 느릿느릿 비행해오는 시체는 가

느다란 바람에도 흔들린다. 우선 시체의 머리카락이 쉬임없이 흩날리고

그러므로써 시체는 그가 지니고 있던 모든 잡된 요소를 바람에 실려 보

내버리고 이제야 태어나기 전의 사람 아니 모든 것을 살았기 때문에 가

장 가벼워져서, 마치 병아리의 노오란 한개의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공중

을 날으는 것이다. 그건, 부모나 친척이 아무도 없는 한 고아가 자기를

맡아주겠다고 나선 사람에게 약간 두려워하는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닥아오고 있는,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 오는 그런 환상이었다.110)

지니고 있던 모든 잡된 요소를 떨어버리고 깃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날아오는 시체의 이미지는 이데올로기의 흑백논리를 벗어나 다면적인 존

재로 돌아간 인간의 이미지이다. 이것은 화자에게 따뜻한 안도감을 준다.

빨치산의 시체를 보고 습관적으로 침을 뱉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화자

의 부친은 아무 망설임과 두려움 없이 시체의 염을 하고 묻어주었다. 이

모습은 재룡이 111)에서 “빨갱이든 뭐든 그저 탑골사람이 죽었다 하기만

하면 힘닿는대로 엄숙하고 성대한 초상을 치뤄주려 애”112)쓰는 성필부친

과, 성필부친을 돕던 중 “자기생각엔 여기 묻으나 저기 묻으나 매한가지

로 여겨지는 문이의 시체를 놓고 편을 갈라 열을 올려 싸우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 이해할 수 없는 타향사람들 같아”113) 어리둥절해하는 재룡

이의 모습으로 변주된다. 전시 상황을 지나 1960년대 현재의 시점에서

전쟁을 논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사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의 달빛 0장 에서 한영숙은 정부와 언론이 선전하는 ‘가상의 적’을,

고아가 될 아이들이나 목숨을 잃을 어른들이라는 ‘실제 인간’으로 치환,

현실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다.114)

110) 김승옥, 위의 글, 224쪽.

111) 이 작품은 본래 동두천 이라는 제목으로 신동아에 2회 연재되다가(1968.3,

1968.5) 미완으로 종료되었다. 김승옥은 후에 이 작품을 재룡이 로 개제한다.

112) 김승옥, 동두천 , 신동아, 1968.5, 465쪽.
113) 김승옥, 위의 글, 468쪽.

114) “전쟁이 나면 이번엔 아무 데도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걸 어린애까지도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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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아버지, 재룡이 의 성필부친과 재룡이, 서울의 달빛 0장 의

한영숙이 보여주는 이러한 태도는, 하나의 공통인류라는 의식은 문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문화가 배반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서 생겨난다고 했

던 수전 벅모스의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 특정한 집단성의 설정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당국자는 민족․계급․종교․인종 등을 매개로 인

간을 집단 속에 소유하고자 한다. 그리고 집단의 보호라는 목적 하에 공

식적 질서를 관철시킨다. 벅모스가 주목하는 것은 이 공식적 질서라는

사회적 환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빚어지는 죄의식이다.115) 전후 남

한에서는 반공주의 남한인이라는 일면성 속에서 빨치산 앞에 침을 뱉어

야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식적 질서가 규정한 적과

실제 눈앞에 놓인 시체 사이의 간극은 문화의 배반을 감지하게 한다. 시

체 옆에 있는 인간은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살해자와 공범으로

여기지만, 동시에 자신도 언제든 시체가 될 수 있다는 배반의 예감 속에

서 시체와도 일체화할 수 있다.116) 이로부터 시체를 낳은 폭력을 인지하

고 방어태세를 취하는 것이 보편인류성의 발현이라고 할 것이다.

김승옥이 이러한 사유를 레드 콤플렉스가 강하지 않았던 1960년대 초

중반117)에만이 아니라 1970년대 후반까지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반체제분자의 자식”118)으로서의 고민 덕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잘 알

지난번 전쟁보다 더 끔찍하리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은 자본주의도 정치권력도 아녜요. 종말에 대한 불안이에요. 적개심을 돋운다고 하지

만 그건 전쟁 이후에도 살아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죠. 집은 불타고 자기는

죽고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간다는 것쯤 누구나 알고 있어요. 슬픔이 적개심을 휩싸서

녹여 버려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적개심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적들에게

도 불탈 집이 있고 고아원으로 갈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처럼 슬퍼하고 있는지 하는

사실에 대해서뿐예요.” (김승옥, 서울의 달빛 0장 , 문학사상6(7), 1977.7, 404쪽.)
115) 수전 벅모스, 김성호 역, 헤겔, 아이티, 보편사, 문학동네, 2012, 184쪽, 120-122쪽.
116) 도미야마 이치로, 손지연 외 역, 폭력의 예감, 그린비, 2009, 27-30쪽.
117) 좌담: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 최원식․임규찬 편, 4월혁명과 한국문

학, 창작과비평사, 2002, 49쪽. 김병익․김승옥․염무웅․이성부․임헌영․최원식이
참여한 이 좌담에서 임헌영은 1960년대 초반 어떻게 박정희가 진보인사로 환영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박정희는 민심을 읽고 있었죠.

6.25의 갈등 속에서 영호남 지역의 좌파 희생가족들 중에 연좌제에 묶인 사람들이 많

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민주당은 그걸 몰랐던 거죠. 친일집권세력이었으니까. 김형
욱 회고록은 분명히 윤보선의 사상비판 덕에 오히려 박정희가 당선되었다고 쓰고 있

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것은 60년대까지도 레드 콤플렉스가 강하지 않았다는 사

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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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듯 김승옥의 부친 김기선은 일제강점기부터 남로당 당원으로 활

동했다. 그는 고향에서 세포를 조직해 교육을 시키곤 했고 여수순천 반

란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했다. 또 여순이 있던 당시 그의 외삼촌은 순

천중학교 학생동맹 위원장이었는데 그도 좌익 군인들과 학생시위를 주도

하다가 진압군에게 쫓겨 지리산으로 피신했던 바 있었다.119) 김승옥은

감시와 도망의 기억 때문에 집안 내의 좌익적 분위기에 대해 반감을 품

으면서도, “아버지가 옳으냐 내가 받은 교육이 옳으냐”는 고민이 결국

자신으로 하여금 이기영과 한설야 등의 문학을 일찍부터 독파하게 했고,

마르크시스트에 대해서도 피압박민족의 해방의 차원에서 이해해보게끔

시각을 터주었다고 말했다.120)

건 의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한 보편인류라면,

빨치산의 관을 짊어지고 가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며 “나도 어느 새 아버

지의 호흡을 흉내내고 있었다”121)는 화자도 동일한 지평으로 나아갈 가

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김승옥은 생명연습 에서 그랬듯 건 의 화자 또

한 일면적으로 경화된 세계로 이동시켜버린다. 화자는 구덩이 속에 관을

내려놓고 그 위로 돌을 던져 넣는 과정에서 시체와 그것을 매장하는 사

람들 모두에게 갑작스러운 미움을 느끼며 힘껏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한

다. 그리고는 “관 속에 누은 사람이 내가 던진 돌을 맞고 드디어 내지르

는 비명”122)에 귀를 기울인다. 이 대목에서 화자의 심리변화는 상당히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탓에 다소 미흡하게 느껴지기도 하나, 확실한 것은

화자가 종전의 마음이 따뜻해오는 환상을 저버리고 살해자와의 동일시를

택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살해자와의 동일시는 하산 후의 윤희 누나

에 대한 폭력으로 가시화된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화자의 형과 그 친

구들은 “시체나 치워야 할 날인줄은 꿈에도 몰랐”123)다며 분개하다가 윤

희를 마주쳤고 충동적으로 윤간을 모의한다. 화자는 거짓말로 윤희를 불

118) 위의 글, 42쪽.

119) 위의 글, 41-42쪽; 백문임 외, 앞의 책, 328-329쪽.

120) 위의 글, 42쪽.

121) 김승옥, 건 , 앞의 책, 225쪽.

122) 김승옥, 위의 글, 226쪽.

123) 김승옥,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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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오라는 형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다. 다음은 형의 모의에 가담하기로

결정한 화자가 자신의 심리를 드러낸 대목이다.

아아, 모든 것이 항상 그렇지 않았더냐. 하나를 따르기 위해서 다른

여러개 위에 먹칠을 해 버리려할 때,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보다

훨씬 앞서 맛보는 섭섭함. 허기야 그것이 〈자라난다〉는 것인지도 모른

다.124) (강조-인용자)

하나를 따르기 위해 다른 여러 개 위에 먹칠을 하는 것은 다면성의

세계에서 일면성의 세계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 결론

지음은 생명연습 에서 형과 정순의 피해를 야기했듯 건 에서도 윤희의

피해를 야기한다.125) 화자는 이것을 성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는 “동무와 시립병원의 폐허를 구경가기로 한 약속”이 떠올라도 “이젠

그럴 필요는 없어졌다”126)고 이야기한다. 즉 더 이상 자신은 아이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으며 경화된 일면성의 세계로 편입을 마쳤다는 것이다.

산문시대 2호에 실린 환상수첩 은 경화된 세계에 대해 또 다른 방

식의 접근을 꾀하고 있어 흥미로운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서울생활에 환

멸을 느끼고 귀향한 화자 정우가 고향친구 김윤수와 함께 남해를 여행하

는 이야기인데, 이 여행의 과정은 “하나의 얼굴”127)에 대해 품었던 희망

이 파괴되는 과정과도 같다.

정우는 조로감(早老感)128)에서 벗어나 본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

124) 김승옥, 위의 글, 228쪽.

125) 일면적으로 경화된 자기세계의 확립이 곧 생명의 소진이라는 사유는 이 작품의 제

목에 대해서도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건(乾)’은 하늘․임금․남자의 의미를 한 축으

로 가지는 한편, 텅 빔․근거나 이유가 부재함․형식적임이라는 의미를 다른 축으로

가지기 때문이다.

126) 김승옥, 건 , 앞의 책, 229쪽.

127) 김승옥, 환상수첩 , 산문시대2, 1962.10, 160쪽. 강조는 인용자.
128) 조로감은 김승옥 문학 연구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

분의 논의들은 김승옥의 문학 속 조로감에 대해, 4.19를 통해 맛본 자유와 성취감이

5.16에 의해 빠르게 유폐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본고는

김승옥의 조로감이 세상을 일찍 알았다는 환멸감이 아니라, 세상을 일찍 안 것으로

타인이 나를 착각한다는 초조함에 가깝다고 본다. 또한 김승옥의 문학에서 조로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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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윤수를 비롯해

임수영, 김형기 등 고향의 친구들도 자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간으로

자라있음을 깨닫는다. 정우는 그들에게서 위조되지 않은 진심을 발견하

고자 부단히 애쓰면서도 점차 그들과 동화되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우는 부모로부터 젖비린내 나는 고뇌는 관두고 제대로 살아보라는 간곡

한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 때문에 다소 충격을 받은 상태로 여행을 시

작하게 된다.

정우의 뒤틀린 심사가 풀리기 시작한 것은 여수에 도착하여 어느 서

커스단을 만나고부터였다. 서커스단의 훈련부장 이씨는 얼마동안 이 일

을 해왔느냐는 정우의 물음에 그럭저럭 삼십 년이 된다고 대답한다. 이

에 정우는 “놀랍고 그리고 부러운 시간”129)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정우

와 김윤수는 충동적으로 서커스단을 따라 거문도로 향했고 둘 모두 생활

자의 세계에 매혹당한다. 김윤수는 서커스단의 미아와 가까워져 결혼을

약속하고는 “이제부터 생활전선”130)이라고 굳게 선언한다. 김윤수만큼

극단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우 또한 이씨와 미아의 공연에 남다른 깨달음

을 얻고 있었다. 어릴 적 신비롭게만 여겨졌던 서커스단의 공연과 달리,

그들의 공연은 “화려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생활형태”131)

로 다가온다. 생활자의 얼굴은 “슬프도록 서먹서먹했”지만 동시에 “그

서먹서먹하다는 느낌 속에 존경의 감정이 끼어”132)든다. 이 존경의 감정

간들이 펼치는 방랑서사도 그간의 연구와는 다르게 이해할 지점이 있다. 1960년대 이

후 한국소설에서 방랑서사는 대개 성장소설의 틀로 분석된다. 환상수첩 을 비롯한

김승옥의 소설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서론에서 서술했듯 김승옥의 소설은 종래의

유럽식 교양소설과 달리 반(反/半)성장소설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연구

들은 성장의 목적지에 ‘교양 쌓기’ 혹은 ‘시민 되기’를 설정해둔 채 그에 도달하는/하

지 못하는 구도로 김승옥의 작품을 설명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김승옥의 인

물들의 방랑은 교양을 쌓기 위한 방랑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허구적인 교양

을 덜어내고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방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미숙한 개인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인 집단성에서 본

래의 개인성으로 돌아오는 과정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환상수첩 의 쌍둥이 작품

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훔친 여름 을 분석하며 3장 2절에서 상론한다.

129) 김승옥, 환상수첩 , 앞의 책, 154쪽.

130) 김승옥, 위의 글, 161쪽.

131) 김승옥, 위의 글, 159-160쪽.

132) 김승옥, 위의 글,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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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지막 공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씨를 보며 더욱 강해진다.

나의 연민을 받고있던 사람들이 나의 가족으로 그리고 나의 스승으로

되는 까닭은 알고보면 그렇게도 단순한 것이었다. 내가 무서워하며 들어

가기를 무서워하고 있던 것은 실상은 아주 간단한 모습을 한 하나의 얼

굴이었던가?

(...)

결국 한가지 이상의 얼굴은 있을 수 없나 보다. 일생을 걸고 목숨을

건다는 말이 좀 유치하게 들릴른지 모르나 그러나 일생을 걸고 목숨을

걸 얼굴은 아무래도 하나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씨는 행복한 사람

이었다.133) (강조-인용자)

정우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하나의 얼굴’이란 기실 일면적으로 경화

된 세계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여타의 작품에서 부정적으로만 인식되던

일면적 세계는 이 작품 속 이씨의 생애를 경유할 때만큼은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정우는 그간 연민의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생활자

가 사실은 가장 존경받을 인간상이자 행복한 인간상일지도 모른다고 생

각한다. “윤수는 이른바 〈밝은 세계〉 속으로 아무 미련없이 뛰어들어

갔고 나로 말하드래도, 그 따스한 여행에서 생활의 안팎을 대강은 안듯

하여 이제는 흡족한 마음으로 작은 일이나마 시작할 수도 있을듯 했”134)

다는 정우의 발언은 생활자의 세계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도로 드러내

며, 김승옥의 소설에서 흔치 않은 행복한 결말에 다다를 것만 같이 보인

다.

그러나 정우와 김윤수의 여행이 끝남과 동시에 닥쳐온 가혹한 비극들

은 생활자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정우와 김윤수가

여행 중이던 사이 고향에서는 임수영의 동생 임진영이 윤간을 당하는 일

이 있었다. 임수영이 춘화장수라는 사실을 들먹이며 동네의 깡패들이 벌

인 짓이었다. 여행 후 이 사실을 들은 김윤수는 분노하여 깡패들을 찾아

133) 김승옥, 위의 글.

134) 김승옥, 위의 글,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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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싸우다가 병원에서 사망한다. 결혼을 약속했던 미아에게 사과를 전해

달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후였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우와

함께 바다를 찾은 김형기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실성한다. 정우는 웅크리

고 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김형기의 모습을 보며 비명

을 지르다가, 집으로 돌아와 유서와도 같은 수기를 쓰고는 며칠 후에 자

살한다.

김윤수의 사망, 김형기의 실성, 정우의 자살이라는 다소 돌출적인 이

사건들은 작품의 마지막 절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개된다. 작품의

설정 상 이 대목은 정우가 작성하는 유서의 마지막 대목이기 때문에 급

박한 전개는 정우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드러지게 발휘되는 효과는 정우와 김윤수가

경험했던 행복한 생활자의 세계와의 뚜렷한 대조이다. 소설 속에서 인물

이 평화롭고 안온한 생활자의 세계로 순응하자마자 그의 현실이 처절하

게 파괴된다는 것은, 작가 김승옥이 결코 생활자의 세계를 답으로 삼을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고향으로 내려오던 기차 안에서 정우가 “세상이

내미는 모든 것을 고분고분히 받아드리자”는 스스로의 약속에 대해 곧바

로 “뒤집어보면 그러한 나의 생각엔 일종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135)다고

덧붙이는 것도, 생활자의 세계에 대한 김승옥의 입장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생명연습 , 건 , 환상수첩 은 일면적으로 경화된 ‘하나’의

세계에 대한 비판의식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후로도 김승

옥의 문학세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지반이 된다. 이 절에서 마지막

으로 살펴볼 작품은 산문시대 4호에 실린 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치한(痴漢) 소묘 습작 (이하 누이 )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

김이 누이동생에게 짧은 전보를 보내면서 느끼는 뒤엉킨 감정을 다루고

있다. 여섯 개의 절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도 김의 기억, 농담, 감

상 등이 조각나있어 혼란스럽고 불안한 분위기가 더해진다. 김이 실제로

135) 김승옥, 위의 글,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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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에게 보내는 전보는 ‘축 순산’이 그 내용의 전부이다. 그러나 김은

그 글자 속에서 “우리의 이 모든 괴로움 속에서 태어난 네 자식은 우리

가 그것을 겪었었다는 이유로써 구원받을 미래인이 아니겠는가”136)라는

속마음을 누이가 읽어내주기를 소망한다. 그가 가리키는 괴로움이란 누

이와 자신이 겪은 도시에 대한 경험,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도시를 경험한

뒤 고향과 도시 어디에도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된 절망감에 대한 경험이

다. 누이가 탄생시킨 새 생명은 이 절망감에 대한 나름대로의 종지부를

상징한다. 그리고 김은 그에 대한 심경을 작품이 진행되는 내내 고백하

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염두에 둘 때 다음의 두 장면은 주목을 요한다.

(가) 들을 건너서 해풍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해풍에는 아무런 이야기

가 실려 있지 않았다. 짠 냄새 뿐 말하자면 감각만이 우리에게 자신을

떠맡기고 지나갈 뿐이었다. 우리는 모두 그것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그래

서 오히려 우리들은 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던 것일까. 설화(說話)가

없어서 우리는 좀 우둔했고 판단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

듯이 세상을 느끼고만 싶어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종말엔 패배를 느

끼고말듯이 우리도 그러했다. 들과 바다―아름다운 황혼과 설화가 실려

있지 않은 해풍 속에서 사람들은 영원의 토대를 장만할 수가 없다. 그래

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갔다. 그리고 더러는 뿌리를 가지게 됐고 그렇

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시들어져갔다는 소식이었다.137)

(강조-인용자)

(나) 나는 누이로 하여금 도시의 모든 기억을 토해버리게 할 생각이었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이를 위해서였다. 이년동안을 씻어버리고

다시 이 짠 냄새만을 싣고오는 해풍으로 목욕시키고 싶었다. 숲 속의 짐

승들이 감각만으로써 살아갈 수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싶었다.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란? 저 도시가 침범해 오지않는한, 우리는 한 고

장을 지키기에 충분한 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영원의 토대를 만든

136) 김승옥, 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 산문시대4, 1963.6, 405쪽.
137) 김승옥, 위의 글, 3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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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 의지의 신화들을 배운다는 것, 우는 법을 배운다는 것, 침묵을

배운다는 것, 그것만이 인간인 것이냐? 인간의 허영이 아닌가, 라고 나

는 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다.138) (강조-인용자)

(가)는 누이 가 단순히 상경에 대한 소설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삶을 통합해줄 수 있는 대서사를 찾아나서는 과정을 다루고 있음을 알려

준다. 본래 김은 누이, 어머니와 함께 너른 들의 한 복판을 강이 가로지

르는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 강은 바다로 끝나는 강이 아니라 바다로부

터 시작되는 강이어서 마을에는 늘 해풍이 불어왔다. 김은 그 해풍으로

부터 만족감을 느꼈지만, 그것은 결코 자신의 삶이나 세계에 대한 이해

에서 비롯되는 만족감은 아니었다. 그가 느끼기에 고향에는 “이야기” 혹

은 “설화”가 부재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영원의 토대”를 가질 수 없었

다. 이것은 신, 이상(理想), 의미가 사라져버린 근대에 대한 감각이다. 총

체성을 상실한 세계에서 인간은 심연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죽음을 떠안고 살아가야만 한다. 자신이 사는 세계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부유감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공간인 고향

에서조차 마찬가지이며, 혹은 고향에서 느끼는 부유감이기에 더욱 처참

하다. 이 처참한 패배감 끝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토대를 발견하고자

도시로 향했다. 김의 마을에서 도시는 소문으로밖에 상상할 수 없는 먼

곳이었고, 그렇기에 직접 방문하기 전까지는 어떤 엉뚱한 일이든 가능한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139)

김의 누이 역시 이와 같은 기대를 품은 어머니와 김에 의해 도시로

138) 김승옥, 위의 글, 399-400쪽.

139) 여기에는 서울에 대해 어린 날의 김승옥이 보였던 태도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김승옥은 여섯 살 때쯤 마을 빈집의 어두컴컴한 방에서 그때까지 아무도 서울을 가보

지 못했던 친구들을 앞에 두고 서울에 대한 거짓말을 꾸며댔던 것이 자신이 기억하는

첫 창작이라고 말하곤 한다. 사실은 자신 역시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슬그

머니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는 “아마 나는 서울이란 이상한 일이 얼마든지 있는 곳

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후로도 내가 친구들에게 이상한 일을 얘기할

때는 이건 서울에서 일어난 얘기다 라고 했으니까.”라고 덧붙인다(김승옥, 나의 첫

창작 , 뜬 세상에 살기에, 앞의 책, 101-102쪽). 사라진 설화의 뿌리를 대신 찾으러

가기에 도시가 적합한 곳이었던 까닭은 이처럼 도시가 일단 발을 들이기 전까진 무엇

이든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신비로운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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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졌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누이는 갑작스럽게 귀향한다. 어머

니와 김의 상상과는 달리 “완성되기 위해서” 도시로 갔던 누이는 마치

“훈련만을 받고”140) 돌아온 것 같았다. 누이는 도시에서 겪은 일을 일체

침묵에 부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했느냐는 어머니의 다

정한 물음에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에서 어느 정도 사정이 짐작된다. 이

후로도 누이의 고독과 침묵은 해소되지 않았고 그것은 점차 김과 어머니

에게 옮아간다.

처음에 김은 그런 누이를 과거의 삶으로 되돌려오고자 애쓴다. (나)는

이 지점에서 등장한 장면이다. 김은 인간에게 애초부터 없었던 영원의

토대, 즉 대서사를 만들고 싶어 하는 태도를 “허영”이라고 생각한다. 의

미를 찾아 헤매는 것만이 인간이 사는 유일한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은 서사가 없이도 “감각”만으로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음을 확

신하고 있었다.

이 작품에서 이러한 김의 태도가 대서사에 대한 대항으로까지 이어지

는 것은 아니다. 김은 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뒤이어 도시로 떠났고, 그

또한 삶의 토대를 찾기는커녕 어디에도 정주할 수 없는 인간이 되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나)와 같은 장면은 누이 를 김승옥이

본고에서 규정한 대로의 냉정의 태도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보여준 작

품으로 이해하게 해준다. 또한 앞선 작품들에서 ‘경화된 자기세계’로 형

상화되었던 것이 이후의 작품들에서 왜 ‘경화된 대서사’로 심화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김승옥의 전략들이 왜 ‘유동적 소서사’를 요체로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누이 는 유의미한 징검다리가 되어준다.

140) 김승옥, 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 앞의 책, 3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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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면성의 유지를 통한 탈-경화의 시도

산문시대 종간호에 실린 확인해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 (이하

고정관념 )141)은 경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모색해본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작품은 특별한 사건 없이 화자가 가진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이 마치 뼈마디처럼 하나하나 언급된 뒤 끝나는 작품이다.

먼저 이 고정관념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벽의 그 귀퉁이가 허술해 보이는 그것은 이젠 내 고정관념 중의 하

나이다.

(2) 직선은 몬드리안에서 그쳐버렸다는 생각도 이젠 내 고정관념 중의

하나이다.

(3) 나는 일본 사람들은 금빛을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젠 내 고정관념 중의 하나이다.

(4) 예쁜 여자 앞에서 내 약점이 들어날[sic] 때는 더욱 창피한 법이라는

생각도 이젠 내 고정관념 중의 하나이다.

(5) 수단이 흔히 목적을 배반한다는 그것도 이젠 내 고정관념 중의 하나

이다.

(6) 손처럼 처리하기 곤란한 물건은 없다는 생각도 이젠 내 고정관념 중

의 하나이다.

(7) 그 전쟁이 꼭 한 번만 일어나면 세계엔 평화가 온다는 생각도 이젠

내 고정관념 중의 하나이다.

(8)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해명은 하지 않는 게 정직하다는 생각도 이젠

내 고정관념 중의 하나이다.

(9) 부잣집 아가씨들에겐 이해하기 곤란한 취미가 있다는 생각도 이젠

내 고정관념 중의 하나이다.

(10) 프라이드가 아름다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생각도 이젠 내

고정관념 중의 하나이다.

141) 이 작품의 원제는 사디리아시스―제1장 확인해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 이다. 처

음에는 연재소설로 기획했던 것으로 보이나, 김승옥의 다른 여러 작품이 그러하듯 1

장 이후에 더 이어지는 것이 없어 그 1장의 제목이 본 제목으로 바뀌고 독립적인 단

편소설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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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직해보고 싶은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세상이다 라는 생각도, 퍽

흔한 생각이지만, 이젠 내 고정관념 중의 하나이다.

(12) 괴로워하며 〈사이〉에 위치하는 게 최선의 태도라는 생각도 이젠

내 고정관념 중의 하나이다.

(13) 현재 있는 것은 옛날 부터 쭈욱 있어 왔을 거다. 이것도 이젠 내

고정관념 중의 하나이다.

(14) 사람들을 영화의 압박에서 해방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것도 이

젠 내 고정관념 중의 하나이다.

(15) 동그래미를 저 벽에 붙이러 일어나 보자. 할 수 있겠지? 자아, 내게

가장 귀한 고정관념으로써.

화자의 고정관념들은 마지막을 제외하면 주로 ‘―라는 생각도 이젠

내 고정관념 중의 하나이다.’라는 표현으로 반복되며 작품 내 제법 고르

게 분포되어 있다. 이 고정관념들은 서로 아무런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없는 이질적인 것들이다.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메커니즘도 단순하다. 화

자가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생각한 사실은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는 식이

기 때문이다. 예컨대 (2)는 하숙방 벽에 선반이 직선으로 붙어 있고 그

위에 직사각형 가방이 놓인 모양을 보고 화자가 “몬드리안의 캔버스”를

연상한 이후로, “언젠가 우연히 본 일본제 부채”도 “결국은 몬드리안의

모방”이고 “거리를 걸을 때도 나는 건물들을 눈여겨 봤지만 모두가 몬드

리안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형성된 고정관념이다.142) (3)은 화자

가 보았다는 그 일본제 부채가 “금빛과 자줏빛의 컴비네이숀”인 퍽 예쁜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친구의 집에서 본 일본제 카드 한 장에도 “〈근

하신년〉이라는 송조체의 글씨가 금빛으로 찍혀져 있”는 것을 보고 가지

게 된 고정관념이다.143)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은 모두가 이런 식으로 화

자가 일상에서 지각한 사실이 우연히 유사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만들어진다. 이 자의적인 조합에 대해 화자가 어떤 메시지를 부여하

거나 읽어내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그저 말놀이에 가까운 형태로 의미

142) 김승옥, 사디리아시스 , 산문시대5, 1964.9, 466-467쪽.
143) 김승옥, 위의 글, 4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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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란, 혹은 무의미감을 쌓아나갈 뿐이다.

작품 전체로 시각을 넓히면 이 무의미감은 더욱 강해진다. 문단 나눔

이나 대화 인용을 최소화 하고 여백을 줄여 글자들은 빼곡한데, 사건이

라고 부를 만한 것은 부재하기 때문이다. 파편적인 정보들을 모아 화자

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화자는 어느 골방에 하숙을 하고 있

는 대학생이다. 그는 이주일 동안 불을 때지 않은 냉기 속에서 아침밥을

굶기 위해 오후 세시까지 가만히 누워있다. 돈과 에너지가 모두 소진된

상태인 그는 “동면성”의 “시체” 같은 몰골이다.144) 최근에 화자는 어느

신문사의 소설 모집에 응모했다가 어제 낙선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오늘은 영이와 만나기로 한 날이지만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고 있다. 영

이는 아마도 위의 두 정보를 인과관계로 받아들이겠지만 화자에 따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화자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하숙방의 텅

빈 벽을 킴 노백의 볼 사진으로 꾸밀 수 있는가 없는가이다.

이와 같은 지극히 정적인 무위의 상황에서 화자는 일정한 리듬으로

자신의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것이다. 타인의 눈에도 가시화될

만한 행동은 작품 전체에서 “〈아주머니이!〉(...)〈지금 몇시 쯤 됐어

요?〉 〈세시 조금 넘었오.〉”145)라는 짧은 대화가 전부이다. 그 밖의 것

들은 모두 화자의 머릿속 안에서만 진행되며, 연상․상상․갑작스러운

감각 등의 전개방식을 취한다. 손이 시려서 등 뒤로 깔고 누우면 전쟁에

서 팔 하나를 잃고 돌아온 친형이 연상되고, 바람맞은 영이가 쓸쓸하게

거리를 걷다가 낯선 남자와 만나게 되는 장면을 상상하고, 중간 중간 춥

고 배고픈 감각을 느끼면 그에 대한 사유를 이어나가는 식이다. 영이와

의 교제가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듯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작품 말미

에 가면 그는 “내일은 영이와 만나기로 했다. 그 때문에 남아 있는 거다.

내일도 내일도 또 내일도 영이와 만나기로 한 거다. 그러나 나는 그 내

일에 이렇게 멀거니 벽만 바라보며 누워있다.”146)와 같은 언급을 통해

교제의 진위마저도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144) 김승옥, 위의 글, 468-470쪽.

145) 김승옥, 위의 글, 469쪽.

146) 김승옥, 위의 글, 4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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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행동으로 가시화되지 않기에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사적인

사유들, 혹은 소서사들을 화자는 왜 이렇게까지 유지하려는 것일까? 달

리 말하자면 왜 김승옥은 서사물로서의 지위가 의심될 만큼 산만한 생각

들을 그대로 노출한 것일까? 외부에서 보기에 화자의 끝없는 공상들은

“웬 잠이 그리 많”147)냐는 한 마디로 요약될 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인간의 영역들은 잠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곧잘 내면세계로의 침잠이나 무기력한 도피로 규정되어 핀잔과 동

정의 대상이 된다.

그간 수많은 선행연구들이 김승옥의 소설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분열

적 내면이나 소통의 부재를 절망의 기조로 설명해왔던 것은 이러한 맥락

에서일 것이다.148) 그런데 사실 이 ‘절망하고 있을 것’이라는 해석은 ‘절

망해야 마땅하다’는 단죄에 다름없다. 서론에서 상술했듯 이것은 근원적

으로는 김승옥의 인물들이 현실에 대한 참여나 투쟁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김승옥의 인물들이 비록 지금은 분열되고 파편

화되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소통과 조화를 희구하고 있으리라는 시

각149) 역시, 얼핏 보기에는 상반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위와 동일한 입장

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고정관념 에서 화자는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해명은 하지

않는 게 정직하다”150)면서 별다른 불만도 없이 자신의 태도를 태평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는 고립되고 소외된 상태나 파편적이고 분열적인 내면

을 버거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절망적인 것이 아니며, 또 어떤 발전

적이고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기에 실패한 열등하거나 미완적인 단계도

아니다. 핵심은 고정관념 의 화자가 사회적으로 의미나 가치가 인정되

147) 김승옥, 위의 글, 469쪽.

148) 일례만 들자면 백지연은 “김승옥의 소설인물들이 도시적 일상에서 느끼는 강박감은

밀실 속에 강제된 건조하고 황막한 인간관계에 대한 절망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백지연, 도시의 거울에 갇힌 나르키쏘스 , 최원식․임규찬 편, 앞의

책, 87쪽.)

149) 예컨대 서연주는 김승옥의 소설이 사랑을 매개로 한 공동체의 소통을 최종 목적으

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서연주, 김승옥 소설 연구 , 한국문예창작13(2), 한국문예
창작학회, 2014, 121-145쪽.)

150) 김승옥, 사디리아시스 , 앞의 책, 4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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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서사를 자기 삶의 작동 조건으로 삼지 않는 인물이라는 데 있다.

“결국은 제 나름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제 나름으로 살다

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밖에 서있는 어떤 미치광이가 그 사람들의 공통점

을 만들어 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죽어간 사

람들의 다음에 사는 사람들이 그 미치광이에게 홀려서 미치광이가 만들

어놓은 공통점에 자기 자신들을 맞추어 보려고 역시 미치광이가 되어가

는 것이다.”151)라는 구절이 보여주듯, 그는 과거에서부터 축적되어 향유

자를 늘려가는 대서사들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며 그저 제 나름대로 살

다가 죽기를 택한다.

이러한 태도는 김승옥 문학 특유의 경쾌한 우울함과 이어진다. 고정

관념 의 화자는 어떤 대서사도 그에게 별로 유효해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우울함을 느끼지만, 이것은 결코 초조함이나 절망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는 의도적으로 우울을 고집하고 있다. 화자는 전쟁터에서 한 팔을 잃은

친형에 대해, 먹고 자고 일하고 여자를 소재로 한 농담밖에 할 줄 모르

던 그가 이제는 때때로 우울해할 줄 알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뒤이

어 화자는 팔만 떼어버린다는 조건으로 전쟁이 꼭 한번만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으로써 인간을 우울해 할 줄 알도록 만들면,

그 단 한 번의 전쟁이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전쟁을 차단할 수 있으리라

는 생각에서이다.152) 즉 우울함을 통해 인간은 현실에서 한 걸음 물러날

줄 알게 되고, 그것이 더 큰 대립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우울한 상태를 무한히 지속시키는 힘으로부터 대서사의 해

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화자의 열다섯 번째 고정관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마지막 고정관념은 형식적으로도 앞의 열네

개의 고정관념과 차이가 나며 의미도 모호하다. 편의상 문장을 재구성해

보면 ‘자아, 내게 가장 귀한 고정관념으로써 동그라미를 저 벽에 붙이러

일어나보자’가 될 것이다. 화자에게 가장 귀한 고정관념이란 무엇이며 왜

그것으로 벽을 꾸미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가 이 고정관념에 도달

하기 직전에 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151) 김승옥, 위의 글, 473쪽.

152) 김승옥, 위의 글, 469쪽.



- 51 -

무엇을 신음하고 있느냐, 나는. 거지의 정열을, 그것을 신음하고 있다.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왜 정열만은 남는 것일가, 거지에게는. 가가호호

의 대문을 두드리는, 거지에게 남아서 사라질 것 같아 뵈지 않는 그 정

열. 차분히 생각해보자. 저 벽이 어쨌단 말인가. 왜 그것이 허술하게, 균

형 잡히지 않아 보인다는 말인가. 가방은 그냥 가방일 뿐이고 선반은 그

냥 선반일 뿐이고 벽은 그냥 벽일 뿐이다. 몬드리안이 어째서 저기에 적

용될 수 있단 말인가. 거지의 정열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던적스러운

정열이. 그러나 생각해보자. 가방은 가방인 동시에 직사각형이 아닐까?

선반은 선반인 동시에 직선이 아닐까? 벽은 벽인 동시에 정사각형이 아

닐까? 나는 인간인 동시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곡선의 평면이다.

(...) 동그래미를 저 벽에 붙이러 일어나보자. 할 수 있겠지? 자아, 내게

가장 귀한 고정관념으로써.153)

거지154)는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가호호의 대문을 두드리

는 정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돈과 에너지가 모두 소진된 화자가 가가

호호의 소서사들을 경유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동면하는 시체나 다

름없는 거지에게 있어 정열은 생명력의 원천이다. 그것은 일종의 자부심

까지 부여해준다. 화자에게 가장 귀한 고정관념이란 이러한 거지의 정열

을 가져야한다는 것이었다.155) 그렇다면 이 정열을 가지고 왜 벽에 동그

라미를 붙여야 할까? 거지의 정열은 가방을 가방으로만, 선반을 선반으

153) 김승옥, 위의 글, 474쪽.

154) ‘거지’라는 존재는 김승옥에게 인연이 깊다. 그의 시사만화 파고다 영감 에서도 거

지는 주요 등장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거지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지만 그

만큼 가장 자유로운 존재이기도 하기에, 김승옥은 이들을 통해 한국사회의 어두움을

블랙유머처럼 형상화할 수 있었다(천정환 외, 앞의 책, 157-163쪽). 한편 김승옥은 서

울대 문리대 학생신문인 새세대의 기자로 일하던 시절 신문사 사무실 안에 야전

침대를 들여놓고 자취를 한 적이 있었다. 이 시기 그는 “거지 중의 거지”로서 김지

하․하길종․주섭일․김송현 등 문리대 안의 다른 “거지”들로부터 매우 우호적인 대

접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과의 교류는 김승옥에게 무척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았고, 또

한 “동세대(同世代)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좀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

었다(김승옥, 산문시대 이야기 , 앞의 책, 226-227쪽).

155) 이수형 역시 이 작품 속 화자의 고정관념들이 관습적인 고정관념을 부정하기 위해

제시되는 역설적인 것이라고 보고, 그 원천을 거지의 정열로 지적하고 있다. (이수형,

1960년대 소설 연구, 소명출판, 2013,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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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보고 마는 태도를 경계시켜주고, 균형 잡힌 듯 보이는 벽의 모습을

균형 잡히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거지

의 정열이 화자가 앞서 비판했던 골방 밖 “미치광이”의 정열과 다르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골방 밖의 정열은 타인의 사고방식을 특정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대서사를 만드는 데 할애된다. 반면 화자가 가진 거지의 정

열은 골방 밖에서는 아예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화자 자신에게

는 결코 소진되지 않는 연료가 되어 그의 사고가 거침없이 경쾌하게 조

합, 분열되게끔 한다.

이는 기존에 잡힌 질서들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보는 과정이자, 무

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이다. 화자의 공상들은 예컨

대 “진짜” 프라이드나 “가짜” 소설156) 따위를 가려내는 메커니즘으로 이

루어지고 있었다. 이 진짜/가짜의 구분은 김승옥 소설에서 빈번히 등장

하는 테마 중 하나이기에157) 짚어둘 필요가 있는데, 뒤에서 다룰 역사

와 서울 1964년 겨울 로부터 두 장면을 미리 가져와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역사 에 등장하는 서씨는 자신이 가진 신비한 힘을 “약간 더

많은 보수”로서 측량되게끔 하는 것을 거부하는 인물이다. 그는 그의 힘

을 비가시적이고 무용한 것으로 유지했고, 그것은 곧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가 된다. 돈으로 굴러가는 외부체계에 휘둘리지 않는 이러한

서씨의 태도에 대해 화자가 고른 수사는 강직하다거나 순수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짓 없”다는 것이었다.158)

한편, 서울 1964년 겨울 에는 화자가 대화 상대자인 안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꿈틀거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에 안이 “퍽 음탕한 얘기군요”

라고 반응하는 장면이 있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안의 반응에 분개한 화

자가 “아니, 음탕한 얘기가 아닙니다. (...) 그 얘기는 정말입니다.”라고

엉뚱하게 대꾸한다는 점이다. 안이 의아해하며 “음탕하지 않다는 것과

156) 김승옥, 사디리아시스 , 앞의 책, 470-471쪽.

157) 예컨대 환상수첩 의 정우가 하향을 결심한 이유도 “나는 말하자면 덜렁뱅이 가짜”

이고 선애는 “말하자면 진짜”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승옥, 환상수첩 , 앞

의 책, 123쪽.)

158) 김승옥, 역사 , 문학춘추1(4), 1964.7, 223-224쪽.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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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라는 것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죠?”라고 묻지만, 김은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듯 “관계 같은 것은 난 모릅니다.”라고 잘라 말한

다.159)

역사 의 서씨의 힘과 서울 1964년 겨울 의 김의 이야기는 어떤 까

닭에서 ‘진짜’라고 말해지는 것일까? 핵심은 양자 모두 외부사회에 의해

해석 내지 코드화되기를 거부한다는 데 있다. 그럴 때만이 외부사회에

의해 측정되거나 통제되지 않고 단독자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은 인간에게 ‘자기감’을 유지시켜준다. 즉 김승옥의 작품에서 진짜/가

짜는 참/거짓이나 가식/진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만이 소유한 소서사인

지 사회적 인식틀로 코드화시킨 대서사인지의 문제인 것이다.

대서사로의 코드화에 대한 김승옥의 비판의식은 언어의 차원을 벗어

나지 않고 관용구나 거짓말에 대한 비판으로 형상화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차나 한 잔 (세대, 1964.10)은 실직당한 만화가 이(李)가 일자

리를 구하러 온종일 인사만 하고 다니는 하루를 그린 작품으로서, ‘차나

한 잔’으로 대변되는 형식적인 관용구의 세계와, 재봉틀 소리와 방귀 소

리로 대변되는 도저히 형식일 수 없는 생활의 세계를 대조시킨다. 또한

싸게 사들이기 (문학춘추, 1964.10)는 문화와 교양의 온상인 학교와

서점을 배경으로 거짓말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이 작품에서는 모두가 모

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는 곳이 이미 거짓말을 룰로 삼

아 굴러가는 세계이기에 아이러니하게도 표면적인 소통에 불편함이 없

다. 보다 문제적인 것은 대서사로의 코드화가 말의 차원을 넘어 폭력과

악으로 심화되어 나타날 때인데,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앞서 이 장의 1절에서 다룬 작품들이 주로 화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보여주었다면, 고정관념 을 쓰던 즈음에 김승옥은 화자와 다른

인물 사이의 갈등을 통해 경화된 세계를 타파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역사 (문학춘추, 1964), 무진기행 (사상계, 1964), 서울 1964

년 겨울 (사상계, 1965)이 모두 그와 같은 시도를 담고 있다. 이 작품

159) 김승옥, 서울․1964년 겨울 , 사상계13(6), 1965.6, 403-404쪽.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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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김승옥이 대학생 신분과 동인지 산문시대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문학장 내부에 진입하며 발표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역사 는 창신동 빈민가와 깨끗한 양옥집이라는 두 공간의 극명한 대

립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연극을 전공하는 청년인 화자는 본래

창신동의 판자를 얽어 만든 작은 하숙집의 방 한 간을 차지하고 각양각

색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술을 살 돈도 없

어 에틸알코올을 사다가 물에 타 마시며 홀로 훌쩍일 정도의 빈곤하고

궁색한 것이었다. 그런 화자의 모습을 보다 못한 한 친구가 퍽 가풍이

좋다는 자신의 친척 집안에 화자의 하숙을 부탁해주었고, 때를 맞추어

화자가 어느 극단에 촌극용 코미디 각본을 팔면서 그는 새 양옥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양옥집은 가장인 할아버지의 철저한 통제 아래 모든

구성원들의 일정이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매일 아침 6시

에 세 살배기 아이마저 기상이 이루어졌고 밤 10시 5-6분 경 다 같이

보리차를 마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를 한 차례 돌려야 잠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6.25로 인해 사라진 가풍을 엄격한 질서정신에 의

해 되살려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창신동 빈민가와

새 양옥집은 버스 하나만 타면 곧장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화자

가 두 집에 대해 “측량할 길 없는 간격”160)을 느끼는 것은 당연했다. 두

공간의 차이는 화자가 그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로도 뚜렷

이 알 수 있다.

Ÿ 창신동: “무질서”(215) “퇴폐”(215) “무궤도”(215) “부랑아(浮浪

兒)”(215) “가지가지”(220) “소란”(220) “그때 그때”(220) “싱글싱

글”(220) “고래고래”(220) “물씬물씬”(220) “가물가물”(220)

Ÿ 양옥집: “질서”(215) “규칙”(215) “가풍(家風)”(215) “정식(正式)”(217)

“교양”(217) “한결”(224) “계획성”(224) “훈련”(224) “전진적”(224) “창

조”(224) “문화”(224)161)

160) 김승옥, 역사 , 문학춘추1(4), 1964.7, 219쪽.
161) 괄호 안은 인용 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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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빈민가와 깨끗한 양옥집은 각각 다면성의 세계와 일면성의 세

계를 상징한다. 창신동에서의 삶은 “교과서의 직업목록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리책에는 없는”162) 요소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정에 따라 되는 대로 삶을 창조해나갔고 그 다양성은

그들을 한 줄기로 요약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은 그들이 먹는 음식만큼이나 “나라와 나라 사이의 풍토보

다도 더 다”163)른 이질성을 지녔지만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매일

소란스럽고 흥성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차이를 초월한 문화적

동일성이 아닌, 각자의 경험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실제적 보편

성164)을 보여준다. 화자도 여기에 취해 매일 저녁 단골 술집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이들을 기꺼이 구경했던 것이다.

화자가 창신동을 사랑하는 만큼 양옥 속의 생활은 더욱 낯설게 느껴

졌다. 처음에 화자는 양옥집의 생활에 대해 안정감과 존경심을 느꼈지만

곧 그것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부당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양

옥집의 생활이 인간 본연의 다면성을 “약간의 균렬 쯤은 금방 땜질해 버

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전진적 태도”165)로 한 방향으로 몰아붙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자는 감정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른 악기 연주까

지도 정해진 시간을 배당 받은 상태였고, 그러한 억압은 “이 사람들의

태도야말로 자신들은 걷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매일 매일 제자리 걸

음을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166)하는 의심을 품게 만든다. 결국

화자는 양옥집의 일면적이고 경화된 세계가 “빈 껍데기”167)임을 인지한

다.

문제는 화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양옥집의 삶의 방식을 답

습해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162) 김승옥, 역사 , 앞의 책, 220쪽.

163) 김승옥, 위의 글.

164)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 외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219쪽.
165) 김승옥, 위의 글, 224쪽.

166) 김승옥, 위의 글, 225쪽.

167) 김승옥,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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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목시계를 집어

올렸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를 깨닫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피

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서씨의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서씨가 내게 보여준 게 있다

면 다소 몽상적(夢想的)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양

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 데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

닌가고 내게 생각되는 것이었다.168) (강조-인용자)

피아노 연주 시간을 ‘재고’ 그 시간들을 ‘비교하는’ 것은 인간을 측

량․활용하려는 방식이다. 이것은 소서사의 층위에 머무르는 냉정한 인

간들이 가장 경계하고자 하는 방식이었다. 화자는 스스로가 이러한 태도

를 지니게 된 것에 어이가 없다고 느끼고, 이러한 깨달음이 서씨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온 것임을 언급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서씨는 역사(力士)로

서의 힘을 금전으로 치환시키기를 거부함으로써 자기감을 유지하고 있었

다. 그는 그의 비밀을 일부러 무용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자신의 힘처럼

자기 자신 또한 외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서씨는

무형의 세계에 머무름으로써 자본주의 시스템에 포섭되지 않았고 다스려

지지 않았다. 따라서 화자가 서씨에게서 보았다는 “다소 몽상적인 의미

에서의 성실”은 고정관념 의 화자가 품었던 거지의 정열과 동일한 것이

다. 즉 타인의 눈에 서씨의 행위나 고정관념 의 화자의 공상은 잠 혹은

몽상으로 치부해 버릴만한 무의미하고 비가시적인 것이지만, 기실 그것

은 한 면으로 굳어지지 않고 다면체로 존재하기 위한 성실한 운동이다.

화자는 이 현실/행위/결론 이전의 유동성을 기준으로 양옥집의 생활

을 비판하면서, 일면적으로 경화된 세계를 깨뜨려야겠다고 생각한다. 스

스로를 “이 평온한, 부자유하게 평온한 마을을 해방시켜주러 온 악마

(...) 혹은 그 빈민가가 파견한 척후”169)처럼 여기며 화자는 약국에서 양

168) 김승옥, 위의 글,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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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집 식구 수대로 흥분제를 구입한다. 그리고 그들이 잠들기 전 마시는

보리차에 성공적으로 투입한다. 화자는 식구들이 자신들의 시간표를 깨

고 나오기를,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리기를 고대하며 거실의 피아노를

광포하게 두드린다. 그 피아노는 그간 하루에 한 시간 오직 며느리의

엘리제를 위하여 를 위해서만 존재해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화자가

끝내 맞이한 것은 그를 저지하러 나온 할아버지뿐이었다. 양옥집의 다른

식구들은 늦은 밤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다.

결국 김승옥은 타인의 경화된 자기세계를 깨부수는 행위를 실패로 그

린 것인데, 기실 이는 흥분제를 보리차에 타는 행동에 착수하기 전 화자

의 심리에서부터 이미 암시되어 있었다. 화자는 “만일 내가 이 집 식구

들의 음료수에 가루약을 타지 않고 지금 바로 그 빈민가로 돌아간다면

거기서 나는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생

각해낼 수가 없었다. 오히려 나는 내가 결코 그곳으로 돌아가지는 않으

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 그렇다고, 스스로 무의미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 계획을 중지하고 싶지도 않았다.”170)고 이야기한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무의미하고 결국 실패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 자

신 또한 창신동의 다면성의 세계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돌아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치는 것이다.171)

무진기행 의 윤희중은 제약회사 전무로의 승진을 눈앞에 두었지만

사실 장인과 아내에 의해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휘둘리는 인물이다. 이

작품은 전무 선출 전 윤희중이 장인과 아내의 요구로 잠시 고향 무진에

서 시간을 보내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역사 와 유사하

게 무진기행 도 서울과 무진이라는 두 공간의 뚜렷한 대립을 바탕으로

전개된다.172) 단 역사 가 타인이 가진 일면성의 세계를 타파하려는 시

169) 김승옥, 위의 글, 226쪽.

170) 김승옥, 위의 글.

171) 김승옥이 경화된 세계를 타파하려는 화자의 시도를 실패로 그린 까닭에 대해서는

그의 작품 전반을 검토하는 4장에서 상술한다.

172) 두 공간은 대개 ‘도시’와 ‘고향’으로 의미화되며 때로는 ‘남성-도시-현재’와 ‘여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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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여주었다면, 이 작품은 자기 자신이 가진 그것을 벗어나려는 시

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윤희중이 무진에 “반수면상태”173)로 도착했다는 작품의 첫머리에서부

터 알 수 있듯이, 무진은 불분명하고 흐릿하고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공간이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

을 둘러쌓았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174)았다는 무

진의 명물 안개의 이미지가 이러한 성질을 탁월하게 심화시킨다. 무진에

서는 언제나 “엉뚱한 공상들”이 “뒤죽박죽”으로 일어났고 윤희중은 매번

“자신을 상실”했다.175) 고정관념 의 화자나 60년대식 의 김도인처럼

윤희중은 무진에 오면 “더러운 옷차림과 누우런 얼굴로 (...) 항상 골방

안에서 딩굴”곤 했다.176)

그곳은 또한 “속삭임”과 “수근거림”이 “소용돌이”처럼 일어나는 곳이

다.177) 무진중학교에 음악선생으로 와 있는 하인숙을 처음 소개받고 집

으로 데려다준 날 윤희중이 내뱉는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이것이 단적으

로 드러난다. “나는 얼마 전까지 그 여자와 주고 받던 얘기들을 다시 생

각해보려 했다. 많은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귓 속에는 우리의

대화가 몇개 남아 있지 않았다. 좀더 시간이 지난 후, 그 대화들이 내 귓

속에서 내 머리 속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그리고 머리 속에서 심장 속으

로 옮겨갈 때는 또 몇개가 더 없어져버릴 것인가. 아니 결국엔 모두 없

어져 버릴지도 모른다.”178) 명료하지 않은 말들은 분절되고 망각되며 결

국 의미를 잃어간다. 이것은 윤희중이 꼽는 “서울과의 차이점”179)의 핵

향-과거’와 같이 해석이 확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는 1)‘고향의 도시화’라고 할 만

한 김승옥 특유의 인식이 여러 작품에서 명료히 드러나므로 고향과 도시를 이항대립

물로 단정할 수 없고, 2)그의 소설 속에서 여성이 고향에만, 남성이 도시에만 귀속된

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서울과 무진을 각기 경화된

세계와 유동적 세계로 분석하고자 한다.

173) 김승옥, 무진기행 , 사상계12(10), 1964.10, 329쪽.
174) 김승옥, 위의 글.

175) 김승옥, 위의 글, 331쪽.

176) 김승옥, 위의 글.

177) 김승옥, 위의 글, 333쪽.

178) 김승옥, 위의 글, 340쪽.

179) 김승옥, 위의 글, 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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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기도 하다. 고향의 신문지국을 방문한 윤희중이 듣기를 기대했지만

끝내 들을 수 없었던 서울의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예의바른 인사말이

나, 아내로부터 받은 간단명료하고 직선적인 전보 같은 것들은 무진의

무질서한 말들의 소용돌이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무진의 다면성은 역사 속 창신동 빈민가의 그것과는 달리

건강한 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무진은 윤희중의 죄의식으

로 점철된 공간이다. 6.25가 발발해 윤희중이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왔

을 때 모친은 그를 골방에 가두었다. 그리고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 다

시 대학에서 강의가 재개될 때까지도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덕분에 윤

희중은 의용군으로도 국군으로도 징용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동기들이 전장에 나가 목숨을 잃는 동안 자신은 골방에서 자괴감과 모멸

감에 휩싸여 수음이나 하고 있었다는 기억은 결코 잊힐 수 없었다.

또한 무진이 보여주는 다면성의 세계는 역사 의 창신동과 달리 광기

와 질병의 이미지가 더해져있다. “미친 여자”(332), “폐병”(333), “광녀의

냉소”(337), “시체가 썩어가는듯한 무진의 그 냄새”(337), “우울한 유령

들”(340), “자살 시체”(341), “더러워진 나의 폐”(343)180) 등의 어휘들이

만들어가는 무진의 병리적 이미지는, 서울이라는 일면성의 세계가 ‘약’의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것과 짝을 이룬다. 서울에서의 그가 엄연한 제약회

사의 일원으로 설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서울은 무진의 광기를 용납

하지 않는 곳이며 그 모호한 소용돌이를 각성되고 긴장된 상태로 예각화

한다. 윤희중이 서울에서의 생활을 “책임, 책임뿐”181)이라고 요약하는 것

이나, 아내로부터 받은 전보가 “무진에 와서 내가 한 모든 행동과 사고

(思考)를 내게 점점 명료하게 드러내보여 주었다”182)고 하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이처럼 무진은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흐릿하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명료

하게 각성된 서울에 비해 다면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의 다

면성은 역사 의 창신동처럼 구성원들의 생기 있는 약동에서가 아니라

180) 괄호 안은 인용 쪽수.

181) 김승옥, 무진기행 , 앞의 책, 339쪽.

182) 김승옥, 위의 글, 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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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어둠과 우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희중이 급

히 상경하라는 아내의 전보를 받았을 때 오랫동안 그것과 다투며 망설이

는 것은, 이 우울하고 혼란스러운 세계가 자기 본연의 모습과 더욱 가깝

다고 여기기 때문이다.183) “한번만, 마지막으로 한번만 이 무진을, 안개

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

을 긍정하기로 하자.”184)라는 윤희중의 말은 서울에서 쌓은 완고한 자신

의 성곽을 허물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내비친다.

그러나 일면성에서 다면성으로의 이동은 역사 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미 실패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생명연습 의 화자가 형의 죽음

으로 얻은 가정의 평화에 감사했듯, 그리고 한 교수가 정순의 죽음에 슬

퍼할 수 없듯, 윤희중은 “〈빽이 좋고 돈 많은 과부〉를 만난 것을 반드

시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

람”185)으로 굳어졌다. 윤희중은 하인숙을 무진에서 서울로, 광기에서 약

으로,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옮겨주겠다는 요지의 편지를 썼다가 이내 찢

어버린다. 그의 편지는 아무 일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역사 의

화자가 산 흥분제처럼 소멸해버리고 만다.

김승옥이 역사 와 무진기행 에서 경화된 세계를 타파하려는 시도를

모두 실패로 그린 것은 왜일까? 이것을 우연히 반복된 결말로 치부하거

나, 혹은 인물들의 실패를 작가 차원의 실패로 환원하는 것은 안이한 접

근일 수 있다. 김승옥의 작품이 거듭 실패와 좌절로 끝맺어지는 이유는

그의 문학 전반의 문학사적 맥락과 의의를 구명하는 과정에서 보다 명확

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한편, 서울 1964년 겨울 은 누이 의 인물들이 그랬듯이 내면의 불

안과 공허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삶의 심층적 의미를 찾아 헤매는 ‘안’과,

183) 무진에 대해 류보선이 “식별불가능하고 계산불가능한 세계”라고 한 것이나 오덕애

가 “망각한 자기 자신의 본래성”이라고 한 것도 유사한 시각이다. (류보선, 앞의 글,

112쪽; 오덕애, 무진기행 속에 나타난 가면성 연구 , 한국문학논총66, 한국문학
회, 2014, 194쪽.)

184) 김승옥, 무진기행 , 앞의 책, 346쪽.

185) 김승옥, 위의 글,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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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며 시종일관 무심하게 대응하는 화자 ‘김’의 하

루 동안의 방랑을 그린 작품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김과 안 중에서 안의

발화들이 김승옥의 내면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

다.186) 이는 안이 4.19를 경험한 대학원생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안과 같은 인물은 김승옥

이 자주 비판적으로 형상화하는 조로한 인간의 전형적인 예이다. 조로한

인간형에 대해서는 3장 2절에서 내가 훔친 여름 을 분석하며 상론할 것

이다. 여기에서는 김을 대하는 안의 태도가 내가 훔친 여름 속 조로한

인간 장영일의 태도와 동일한 것이라는 점만 밝혀둔다. 안이나 장영일은

타인에게 “엄숙하고, 장중하고 심각하고 날카로운 듯한 얘기를” 하려고

애쓰는데, 이것은 “그런 식의 화제를 그런 식의 화법으로 했을 때, 그 얘

기를 듣는 상대에 따라서는 굉장한 효과를 거”187)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그러한 안의 화법에 냉담한 김이야말로, 김승옥의 기본적

인 성향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김과 안의 대화는 흔히 김승옥 특유

의 무의미한 말놀이의 대표적인 예로 분석되는 데서 그친다. 그러나 조

로한 인간형에 대한 위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들의 대화로

부터 좀 더 많은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다.

밤거리에 나오면 뭔가 좀 풍부해지는 느낌이 안듭니까?

뭐가요?

그 뭔가가. 그러니까 생(生)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난 김형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를 조끔은 알 거 같습니다. 내 대답은 이렇습니

다. 밤이 됩니다. 난 집에서 거리로 나옵니다. 난 모든 곳에서 해방된 것

을 느낍니다. 아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낀다

는 말입니다. 김형은 그렇게 안 느낍니까?

글쎄요.

186) 예컨대 류양선은 두 인물에 대해 “이 두 사람 중 보다 중요한 인물이 ‘안’임은 말할

것도 없다”면서 “‘나’는 다만 ‘안’을 드러내는 또는 ‘안’을 은폐하는 장치로 기능할 뿐”

이라고 주장한다. (류양선, 김승옥의 소설 세계 또는 ‘서울, 1964년 겨울’에 유폐된

영혼 , 작가연구6, 새미, 1998, 27쪽.)
187)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13), 중앙일보, 1967.3.15.,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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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물의 틈에 끼어서가 아니라 사물을 멀리 두고 바라보게 됩니

다. 안그렇습니까?

글쎄요. 좀……

아니,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를테면 낮엔 그저 스쳐지나가던 모

든 것이 밤이 되면 내 시선 앞에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송두리째

드러내놓고 쩔쩔 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그

런 사물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일이 말입니다.

의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읍니까? 난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로 이가에 있는 삘딩들의 벽돌 수를 헤아리는 일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무의미한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난

아직 그걸 모릅니다. 김형도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한번 함께 그거

나 찾아 볼까요. 일부러 만들어 붙이지는 말고요.

좀 어리둥절 하군요. 그게 안형의 대답입니까? 난 좀 어리둥절 한데

요. 갑자기 의미라는 말이 나오니까. 188)

위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은 심오하고 심층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안

의 태도에 김이 전혀 공감하지 못할뿐더러, 그러한 추구 자체의 필요성

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안은 계속해서 김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판

단하며 그 이유를 읽어내려고 한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의미를 찾아나

가자며 그를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김은 “글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읍니까?”라고 무심하게 대응하며 일관적으로 안에게 거리를 두

고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안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고 김과의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해나가는 것 같지만, 기실 그가 김의 말을 군데군

데 자르고 끊임없이 동조를 구하는 것은 그의 내면이 그만큼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188) 김승옥, 서울․1964년 겨울 , 사상계13(6), 1965.6, 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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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론 이탈 이후의 냉정의 확장

3.1. ‘불가해한 힘’ 모티프의 변주와 대서사 비판의 심화

이상의 작품들을 발표하고 맞이한 1966년은 김승옥에게 중요한 분기

점이었다. 그는 1962년 생명연습 으로 등단한 이래로 줄곧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1966년이라는 해는 그것이 한 정점을 찍었던 해였다. 그는

1964년에 다섯 작품을 발표했는데189) 그 게재지 중에는 산문시대와 같
은 대학생 동인지만이 아니라 권위 있는 종합교양지 사상계도 포함되

어있다는 점에서 대중과 비평계의 이목을 끌었다.190) 이듬해인 1965년

김승옥은 동인문학상을 수상하여 또 한 번 세간을 놀라게 한다. 그리고

1966년 그간의 작품들을 모아 출간한 첫 단행본 서울 1964년 겨울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완연히 문단의 총아가 된 것이다. 이에 천이두․

이어령․유종호․백낙청․김병익․김치수․염무웅․김주연․김현 등 당

대에 활동하던 비평가들이 저마다 김승옥에 대한 시각을 내놓았다.191)

189) 역사 (문학춘추, 1964.7), 확인해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 (산문시대, 1964.9),
싸게 사들이기 (문학춘추 1964.10), 차나 한 잔 (세대 1964.10), 무진기행 (사
상계 1964.10).

190) 송은영, 김승옥과 60년대 청년들의 초상 , 백문임 외, 앞의 책, 215쪽.

191) 김승옥의 행보에 가장 열렬히 환호했던 것은 산문시대 동인을 비롯한 동세대 비

평가들이었다. 그런데 사실 새로운 문학세대의 등장을 명명하는 데는 이어령이 이들

보다 조금 더 앞섰다고 할 수 있다. 이어령은 전후기질의 청산 (1965), 제3세대 선

언 (1966) 등의 글에서 6.25 직후에 20대가 된 자신을 제2세대로 규정한 뒤, 제2세대

는 권위주의에 빠져 직무를 유기하던 제1세대 문인들로부터 탈피해 새로운 문학을 개

척하기 위해 부단히 투쟁해왔다고 강조한다. 이어서 이어령은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현재, 제2세대의 무국적자적 무드를 벗어나 4.19정신과 모국어감각을 동원한 제3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며 그들에게 관심을 돌릴 시기라고 이야기한다(이어령, 제3세

대 선언 , 이어령전작집3, 동화출판공사, 1974, 300-306쪽. 이 글은 본래 1966년 1월

5일자 중앙일보에 새 차원의 음악을 듣자 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인데 이후 제3

세대 선언 이라는 개제(改題)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어령의 글에 대해 김현․김병익․김치수 등의 신진 비평가들은 공통적으

로 반감을 표했다. “30대의 한 젊은 비평가가 제3세대 라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어

휘를 내던진 이후로, 문학에 있어서의 세대교체라는 말이 때때로 문화계인사들의 잡

담 속에 무의식중에 끼게 된 것은 어느 편에서 보면 매우 위험하고 어느 편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인 그런 일이다. (...) 그 글 자체는 유행에 뒤지길 싫어하는 한 평론가의

신경질적인 현실파악의 소산에 지나지 않는다.”와 같은 김현의 반응이 대표적인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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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논의는 김승옥의 문학을 특정 방향으로 굴절시켜 의미화하게

된다.

창작과비평은 출범했지만 문학과지성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1966-69년, 사후적으로는 서로 다른 진영의 수장으로 인식되는 백낙청과

김현이 이 시기에는 신진 비평가라는 커다란 하나의 집단 속에서 길항했

고, 그 사이에 김승옥이 있었다. 백낙청은 김승옥을 서구현대문학의 영향

을 가장 잘 흡수․소화한 작가로 꼽으면서도 그의 작품이 환상과 입담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의 작품은 한국의 보수적 요소와

서구의 퇴폐적 요소가 진보라는 이름 아래 결합되어 조성한 일종의 허무

주의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백낙청은 이 소극적 허무주의가 최악의 경

우 파시즘이라는 능동적 허무주의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계했

다.192) 또한 백낙청은 비록 김승옥이 소시민의식의 한계를 한계로서 충

실히 그려보였기에 나름대로의 리얼리즘에 도달했다는 점은 긍정할 만하

지만, 그것 또한 언젠가 넘어서야 할 단계라고 못 박았다.193)

김승옥에게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수식어를 남겨준 유종호의 비평도

실제로는 김승옥에 대한 상찬이 아니라 비판을 표명하기 위한 글이었다.

유종호가 언급한 감수성의 혁명이란 김승옥의 언어재능의 혁신을 빗댄

표현이다. 그는 이를 대단히 고평한다. 그러나 곧이어 유종호는 “보다 중

요하고 기본적인 사실을 첨가할 의사가 없었다면 나는 이 글을 쓰지 않

았을지도 모른다”면서, “날카로운 감성이나 언어에 대한 감각이 보다 중

요한 윤리 의식이나 종합력과 제휴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러한 것의 빈곤

의 대상으로 획득된 듯이 보일 때 과연 그 재능을 말의 엄격한 의미에서

재능이라 부를 수 있는가”194)라고 비판의 날을 세운다. 정당한 윤리 의

다(김현, 세대교체의 진정한 의미 , 앞의 책, 201-203쪽).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어령

의 선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에는 1960년대 문인을 가

리킬 때 제3세대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 이어령의 제3세대론은

꽤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1966년 서울 1964년 겨울의 광고에서도 김승옥을 소개하

는 문구는 “ 제삼세대 의 기수”였고, 이 용어는 제3세대 한국문학과 같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 1980년대까지도 명맥을 유지했다(제3세대 한국문학(전24권), 삼성출판
사, 1983. 이 중 김승옥은 제12권에서 다루어진다).

192) 백낙청, 서구문학의 영향과 수용 , 신동아29, 1967.1, 402-403쪽.
193) 백낙청, 시민문학론 , 앞의 책, 501-503쪽.

194) 유종호, 감수성의 혁명 , 백철 외, 현대한국문학전집17: 13인단편집, 신구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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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종합력이 없는 내면세계는 외부현실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의 빛나는 언어재능도 재능이기를 그친

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김현․김치수․김병익․김주연 등의 비평가

들은 허무주의와 그 극복 이라든지 〈소시민의식〉 파악이 갖는 방법

론적 의미 와 같은 제목을 내세워 김승옥 문학을 재론한다. 김현은 김승

옥이 자기기만과 작위로써 세계를 살아가는 인물들을 매우 실감나게 그

리기 때문에 독자들은 김승옥이 그들을 옹호하고 있다고 착각할 뿐만 아

니라 그 인물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지만, 사실 그 인물들은 김승옥

의 독특한 풍자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한다.195) 비슷한 맥락에

서 김치수 또한 소시민의식은 김승옥의 ‘위치’가 아니라 김승옥이 의도적

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치수는 1960년대 문학의

성격을 반속주의(反俗主義)로 규정하고자 했는데 이때 그가 말하는 반속

주의란 바로 소시민 의식의 자각이다. 소시민이 자신의 안이한 생활에

머무르려고만 할 때는 ‘소시민 근성’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소시민으로서

의 위치를 자각할 때는 ‘소시민 의식의 자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196)

이들의 이러한 논리는 김승옥에게 현실인식이나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논리로도 심화된다. 이들이 취하는 공통적인 입

장은 다음과 같다. 김승옥의 문학에 허무주의나 소시민의식이 나타나는

1967, 491-492쪽.

195) 김현, 김승옥론―존재와 소유 , 현대문학, 1966.3, 296-297쪽. 김현은 또한 세대

교체의 진정한 의미 에서 다음 두 가지 주장을 전개하기도 한다. 첫째, 김승옥에게 역

사의식이 없다는 인상은 신세대 작가들을 인기투표로 줄을 세워 그들의 새로운 감수

성을 ‘쇼’로 변질시켜버린 악질적 저널리즘 때문에 퍼지게 된 것이다. 둘째, 앞 세대

문인들은 역사의식을 마치 역사에 대한 몸부림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패

배주의의 소산일 뿐, 김승옥을 비롯한 새로운 세대는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나가기 위

한 지적조작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서 김현이 언급하는 인기투표는 1966년 주간한국이 통권 100호를 기

념하면서 진행한 것을 가리킨다. 주간한국은 한국의 지식인 100명을 임의로 선정한

뒤 그들에게 ‘오늘의 작가 5인’ 선정을 요청했다. 이 투표에서 김승옥이 1위를 차지했

고 주간한국은 100호에 김승옥의 더 많은 덫을 을 실었다. 이 작품은 오랫동안 사

장되어 있었다가 2010년 김영찬에 의해 발굴되었다. 관련 내용은 김영찬, 열등의식의

문학적 탐구 , 한국근대문학연구(21), 한국근대문학회, 2010, 458-463쪽을 참고.
196) 김치수, 앞의 글,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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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실이지만 김승옥이 그것을 옹호한다거나 이미 체념한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허무주의나 소시민의식에 대한 직시․풍자를 방법론적으

로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극복했다는 것이다. “허무주의”를 “극복”하

고,197) “사소주의”를 “극복”하고,198) “패배감”을 “극복”하고,199) “상황”을

“극복”한다200)는 이 ‘극복’에의 열망 혹은 강박은 1970년대까지 그대로

이어진다.201)

김현․김치수․김병익․김주연 등이 김승옥의 문학을 ‘극복’으로 부단

히 의미화했던 것은 텍스트 자체에서 도출한 결과라기보다 비평가들 스

스로의 세대론적 자기증명을 위한 것이었다. 김승옥에 대한 1960-70년대

의 이들의 글을 읽다 보면 ‘소설가와 비평가가 길항하며 함께 성장하는

세대’에 대한 청사진이 쉽게 짐작된다. 빈번하게 세대를 나누고 세대교체

에 희망을 거는 인정욕망,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자신들 세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자부심이 이들에게는 짙게 깔려있다.202) 그러한 ‘하나

의 세대감’을 탄탄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김승옥의 문학은 시민의식과 소

시민의식, 혹은 감수성과 역사의식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

다.203)204)

197) 김현, 허무주의와 그 극복 , 사상계16(2), 1968.2, 300쪽.
198) 김현, 세대교체의 진정한 의미 , 앞의 책, 205쪽.

199) 김병익, 60년대문학의 가능성 , 김병익 외,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4,
264쪽.

200) 김주연, 60년대 소설가 별견 , 김병익 외, 위의 책, 273쪽.

201) “시민의식과 소시민의식은 상호배타적으로보다 같은 차원의 문제를 둘러싼 보완적

관계로 봐야 할 것이다. 김승옥 이청준 서정인 박태순에게 자주 등장하는 소시민 내

지 쁘띠 인텔리가 결국 참다운 개아의 발견으로 귀착되고 있음은 이 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김병익의 말은, 1970년대에 창작과비평과의 거리가 점차

멀어져갈 때 그들이 어떻게 김승옥으로 대표되는 1960년대 문학을 규정하고 그것으로

써 자신들의 위치를 잡으려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김병익, 앞의 글, 269쪽.)

202) “이들[1960년대 작가들―인용자]에게 무척 다행스런 일은 김현, 김치수, 김주연등

자기들의 문학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비평가들을 얻고 있다는 점”이라는 언급이

나(김병익, 위의 글, 266쪽), “1960년대의 세대의식은 (...) 그 시대의 주목할 만한 정신

의 질을 추출하고 그것을 동시대의 아픔으로 받아들여 하나의 세대감으로 묶어놓을

수 있었다”는 발언에서 그 자부심이 확인된다(김치수, 앞의 글, 59쪽).

203) 이들 비평가들은 김승옥 문학에 대한 세간의 인정을 동세대 전체에 대한 인정과 동

일시하기도 했다. 예컨대 1965년 김승옥이 동인문학상을 수상했을 때 김현은 그것이

두 가지의 뜻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는 새로운 세대의 문학이 있다

는 것을 대중에게 알린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문학을 통해 문학의 재정비가 불가피

해졌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는 김현이 일반 독자와 문학장 내부 모두를 향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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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1966년경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김승옥 문학에 대한 논의

는 한국문학사에서 그의 위치를 공고하게 자리매김해주는 초석이 되었지

만, 이 논의들이 새로운 문학세대의 출범과 자기증명을 향한 당대 신진

비평가들의 욕망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졌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는데, 본고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이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김승옥의 1960년

대 전반기 작품들이 신선한 언어감각을 요체로 하는 4.19세대의 문학으

로 신화화된 것에 대한 재검토이다. 다른 하나는 1960년대 후반기 작품

들이 그 문학적 생명력을 잃고 점차 상업주의적 통속소설로 경사되었다

는 저평가에 대한 재검토이다.

전자와 관련해서, 논자들이 김승옥을 새로운 문학세대의 기수로 꼽은

것은 그의 문학을 1950년대 문학과 지나치게 대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김승옥을 4.19세대의 일원으로 선험적으로 규정한 뒤 그의 작품을 검토

하는 경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시

각은 ‘1960년대 문학’을 ‘4.19에 기원을 둔 문학’으로 단편적으로 인식하

게 함으로써, ‘김승옥과 4.19’ 혹은 ‘김승옥과 6.25’의 관계를 사유하는 데

도리어 한계지점을 형성한다. 또한 김승옥의 감수성의 요체를 언어감각

으로 파악하는 것은 논자를 막론하고 공유된 시각인데 이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문학작품이 언어를 매개로 교류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는

자연스러운 주장처럼 보이지만, 김승옥의 감수성에 현실에 대한 인식은

문학세대의 출범을 선언하고 싶어 했음을 알려준다. 김병익 또한 “65년의 동인문학상

이 20대 전반을 채 넘기지 못한 이 약관의 작가에게 주어진 것은 우선 그의 문학이

갖는 세대적 의미에 대한 공적인 평가와 인정”이라고 표현하면서, 김승옥에 대한 평

가를 세대 전체에 대한 평가로 확장하려는 몸짓을 보였다. (김현, 세대교체의 진정한

의미 , 앞의 책, 202쪽; 김병익, 시대와 삶―60년대식 풍속변화 , 상황과 상상력, 문
학과지성사, 1982, 268쪽.)

204) 산문시대에 대한 김윤식의 평가도 이러한 맥락 위에 있다. “기성세대를 우상이라

규정하고, 그 우상 파괴를 외침으로써 전후문학(50년대)을 대변했던 이어령의 목소리

와 흡사하지만 산문시대 가 떼를 지은 동인이란 점에서 다만 혼자 서 나섰던 이어

령과 구분된다. 전후세대 작가군이라 하여 손창섭․장용학․김성한 그 밑으로 오상

원․이호철․이문희․서기원 등이 등장했지만 그들은 저절로 떼가 되었지 의식적으론

떼를 지어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비해 산문시대 는 떼를 지어 등장하였음이

특징적이다. 떼는 떼를 부르고 떼만이 힘차고 순수하다.” (김윤식, 60년대 문학의 특

질―김승옥론 , 김윤식평론문학선, 문학사상사, 1991, 102-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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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거되어있다는 인상을 은연중 강화하기 때문이다.205)

후자와 관련해서, 당대 비평들은 무엇보다도 막상 1966년 이후의 김

승옥의 새 작품은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김승옥의 빛나는 문

학적 생명력은 1965년 이전의 작품들에 국한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

고 1960년대가 끝나자 김승옥의 문학은 그 시대와 함께 이미 ‘정리’ 또는

‘회고’되기 시작한다. 그의 최신작들을 동시간적으로 비평하기보다는

1960년대 초반의 작품을 다시 읽는 작업을 우선시하게 된 것이다.206) 이

는 김승옥이 1966년 이후 선데이서울이나 주간한국과 같은 주간오

락지와 영화계로 무게를 옮겨갔고, 그것을 문단에서 상업주의적 외도로

비난하는 경향이 짙었던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각도를 달리해 보면, 1966년 이후의 김승옥의 행보는 문학적

생명력을 소진해가는 상업주의로의 경사가 아니라 도리어 당대 비평가들

의 세대론과 결별하고 자기만의 진영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김승옥의 1960년대 후반기의 작품들은 1960년대 전반기의 작

품들과는 달리, 세대론에 얽매이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자유롭게 그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설득력 있게 입증되기 위

해서는 실제 이 시기의 작품에 대한 주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것이

다.

1966년 김승옥은 다산성 (창작과비평, 1965.12, 1966.6), 염소는 힘

이 세다 (자유공론, 1966.4), 빛의 무덤 속 (문학, 1966.6-7), 더 많

은 덫을 (주간한국, 1966.8.21.)의 네 작품을 발표했다. 이 작품들은 모

두 ‘불가해한 힘’의 모티프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특히 다산성 에

205) 이상의 문제점과 관련해 김승옥과 6.25의 관계 및 감수성의 성격에 대한 본고의 시

각은 4장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206) 이로 인해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출된 김승옥

연구는 평론․학위논문․소논문․단평․주요기사를 모두 합해도 40편 가량에 그친다.

사정을 전환한 것은 1995년 문학동네에서 발간한 김승옥 소설전집(전5권)이다. 이
전집 발간은 김승옥 문학의 정전과 장르구분을 억압적으로 고착화했다는 문제점을 야

기했지만, 그럼에도 이 이후로 김승옥 문학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시각도 넓어졌다는 점은 사실이다. 김승옥 전집의 억압적 정전화와 관련해서는 이정

숙, 김승옥 정전의 재구성 , 앞의 책, 101-105쪽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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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가 전면화되어있다. 다산성 은 중편 분량에서 미완으로 끝났으

나 김승옥이 처음으로 장편소설을 겨냥하고 쓴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중

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기 김승옥이 집중적으로 보여주었

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작품에 대한 상세

한 독해가 필요할 것이다.

다산성 은 신문사 연예 담당 기자인 김이 화자로 등장하며 세 개의

절로 이루어져있다. 첫 번째 절 ‘돼지는 뛴다’에서 화자는 열 명 남짓한

친구들과 더불어 “서부영화나 봐이킹영화”207)처럼 돼지 한 마리를 통째

로 구워먹으려는 소란을 벌인다. 두 번째 절 ‘토끼도 뛴다’는 화자가 극

단 ‘국민무대’의 새 연극을 취재하는 내용을 다룬다. 그리고 세 번째 절

‘노인이 없다’에서는 화자가 허 영감이라는 인물을 미행하며 벌어지는 일

이 그려진다. 이 세 이야기는 필연적인 동기에 의해 연결되는 것이 아니

기에 일관된 의미나 메시지를 추출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다.208) 그간 이 작품이 1965년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같은

해 발표된 단편소설 염소는 힘이 세다 에 비해서도 현저히 덜 주목된

것은 서사 전개가 산만하다는 이와 같은 인상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김승옥이 초기작부터 지속적으로 보여

준 주제가 경화된 대서사를 통해 삶의 통합을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불

신과, 그에 포섭되지 않으려는 유동적 소서사의 대응이었음을 고려한다

면 이 작품 역시 새롭게 독해할 수 있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이 작품의

세 절은 기실 통제와 감시의 주제로 수렴되고 있고, 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변화는 김승옥이 가진 문제의식의 심화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절은 화자가 늘 함께 몰려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방에 가

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자신을 포함하여 지난해에 갓 대학을 졸업하고

일만 원 미만의 월급쟁이가 된 열 명의 친구들에 대해 화자는 다음과 같

이 이야기한다.

이상한 일이다. 하나 하나를 보면 모두 소심하고 말이 드문 애들이다.

207) 김승옥, 다산성 (1), 창작과비평1(1), 1965.12, 67쪽.
208) 백지은, 앞의 글, 309-310쪽, 32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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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우리 열 명이라는 밀가루는 반죽이 되면 엉

뚱하게도 찐빵이 된다. 하나 하나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서로 비슷하

면서도 그들이 모였을 때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어 버린다. 조용한 밀

가루들은 떠들썩한 찐빵이 되는 것이다.

물론 나는 그게 싫은 건 아니다. 가끔 감당해내기에 벅찰 때가 있을

뿐이다. 그 자체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찐빵은 때때로 우리를, 찬 겨

울 날 밤에 남산 꼭대기에 올려놓기도 하고 종삼 골목 속에 몰아 넣기

도 하고 술집의 사기그릇 든 찬장을 뒤집어 엎는데 끌어내기도 하고 또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누깔사탕 봉지를 안고 양로원들의 썩어가는 대문

을 두드리게도 한다. 모두 찐빵의 횡포 때문인데 우리는 찐빵에게 질질

끌려다니기만 한다.

찐빵, 두려운 찐빵. 나는 다방 입구에서 처음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

는 자의 상판때기를 똑똑히 보았다. 그 왕초의 주먹이 내 등을 아프도록

치는 것을 이따금 느끼기는 했지만, 그날 오후에야 나는 왕초의 푸르딩

딩한 얼굴을 똑똑히 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왕초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음도 동시에 보았다. 마치 원숭이가 부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 날

수 없음과 같이.209) (강조-인용자)

화자는 집단은 개인의 합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이 힘

이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집단을 좌우한다고 믿는다. 이 불가해한

힘을 화자는 (단순한 밀가루의 합 이상인) “찐빵”이라고 부른다. 이후 이

것은 “왕초”, “다수결”, “서취․라잍” 등으로 변칭되면서 권위자적 면모

를 조금씩 더해간다. 화자는 이 힘에 대해 두려움을 품고 있다. 그는 자

신들 무리가 자의를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찐빵의 횡포”에 의해

끌려 다니고 있으며, 결코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본다. 불가해한

힘과 인간의 관계는 마치 부처와 원숭이의 관계만큼이나 불균형한 것이

다. “찐빵”에 대한 이러한 화자의 복종적인 태도는 무리의 일원인 운길,

정태와의 대화를 통해 더욱 심화된다.

209) 김승옥, 다산성 (1), 앞의 책,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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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네가 말하고 있는 건 예수쟁이들의 하느님이냐? 운길이가 물었다.

―천만에. 그 하느님은 이브가 설마 능금을 훔쳐먹을 것 까지는 미처

몰랐지만 찐빵은 그것까지도 미리 알 수 있는 존재야.

가로등의 불빛과 여러 상점에서 쏟아져 나온 불빛과 삘딩의 창마다에

서 새어나온 불빛들이 밤하늘과 우리 사이를 돼지 오줌보 만큼의 두께

로써 가로막고 있었다.

―이 녀석아, 농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빨리 알아보고 집으로

가얄 거 아냐?

운길이가 투덜거렸다. 히히 하고 나는 웃었다. 그러나 나는 슬펐다. 운

길이가 찐빵을 의식하지 못하는 한 찐빵은 그에게 구원의 자비로운 손

길을 내밀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는 사지로 밀파되는 간첩이 될 것이

다. 어느 새 이중간첩 노릇을 하게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엔가는 어느 어

두운 골목이나 밤 깊은 강변으로 끌려가서 칼로 목을 찍혀 피를 내뿜으

며 거꾸러질 것이다. 찐빵은 자기의 얼굴을 보아버린 자를 그냥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

―찐빵은 훌륭한 분이야.

나는 주문을 외우듯이 말하고 나서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210)

(강조-인용자)

(나)

정태는 내가 간단히 설명한 찐빵에 대하여 운길이보다는 훨씬 진지한

반응을 보였다.

―알겠어. 너의 용어로 말하면 찐빵이라는 작자는 나의 용어로 말하자

면 장난감인데, 네 얘기는 장난감도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생

명만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우수한 두뇌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할 줄

도 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기는 되돌아가서, 장난감에 대해서 가령

이쪽에서 믿지 않는다고 떠들어 보았댔자 믿지 않으면 안되는, 적어도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생겨서

꼼짝 없이 이쪽을 끌고 간다는 얘기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내가 말했다.

210) 김승옥, 위의 글,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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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대로 그 사실, 그러니까 찐빵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은 어

쩔 수 없다고 하지.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을까?

―그럼 무엇이 문제지? 내가 물었다.

―그 어쩔 수 없는 사실에 대처하는 태도가 개인 개인에게는 문제겠

지. 자세히 예를 들면, 찐빵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찐빵의 눈에

들려고 애쓰는 너의 태도가 문제란 말이야.

―나로서는 그게 최상의 태도라고 생각한 것인걸. 그렇지 않고서

는……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겠지.

―그래.211) (강조-인용자)

화자와 친구들은 행주산성으로 들놀이를 갈 계획이었고 화자와 운길

이 돼지고기를 구하는 일을 맡았다. 화자는 직접 돼지를 치는 곳으로 가

서 고기를 사는 것이 푸줏간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주

장한다. 그런데 운길이 귀찮다는 내색을 비치자, 화자는 얼결에 귀찮은

일을 감수해야만 “찐빵”의 신뢰를 얻는 법이라고 말해버린다. (가)는 그

뒤에 이어진 대화의 일부이다. 운길은 무리 중에서도 가장 판단이 빠르

고 추진력이 있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운길은 처음에 화자의 말을 어

떤 교리로 간주했다가 그것이 아님을 깨닫자 곧 실없는 농담으로 치부해

버린다. 운길의 반응에 화자는 슬픔을 느낀다. 이것은 운길이 “찐빵”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운길은 “찐빵”을 의식하지 못

한다는 바로 그 이유 덕분에 오히려 자유롭다. 반면 자신은 “찐빵”의 힘

을 감지한 이상 그에 복종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찐빵은 훌륭한

분”이라는 화자의 간절한 “주문”은 운길에게가 아니라 공포스러운 힘 그

자체에게 향하는 말인 것이다.

불가해한 힘에 대한 공포는 어두운 밤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강변에

서 아무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이 두려움은 정

태와의 대화에서도 선연히 드러난다. (나)는 살아있는 새끼 돼지를 구해

능곡역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화자와 정태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211) 김승옥, 위의 글,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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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길과 달리 정태는 엉뚱한 아이디어도 종종 내놓는 인물이다. 그렇기에

화자의 “찐빵”에 대한 이야기도 수월하게 받아들인다. 정태는 인간이 만

든 모든 것은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오고 있었는데, 신이라는

관념 또한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증명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신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기분”, 즉 감각뿐

이며, 그것이야말로 곧 ‘나’ 자체였다. 화자와 정태는 한동안 초월적 존재

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즉흥적으로 주고받는다. 그러다 정태는 위 인용

문에서처럼 중요한 것은 신의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인간의

태도라고 지적한다. “찐빵의 눈에 들려고 애쓰는 너의 태도가 문제”라는

정태의 말에, 화자는 복종하지 않으면 죽음뿐이라고 대답한다. 정태는 죽

음 역시도 복종만큼이나 자발적인 선택이 가능한 태도라고 보지만 화자

는 “죽어버린다는 것은 태도 중의 하나가 아닐 꺼”212)라며 수동적인 자

세를 유지한다.

능곡에 도착해 “오늘의 카니발”213)을 시작하려 했을 때 벌어진 해프

닝은 마치 “찐빵”이 그의 위력을 실제로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화자

와 친구들이 새끼줄로 돼지를 묶고 산성으로 몰고 가던 중, 돼지는 순식

간에 들 속으로 달아난다. 처음에 화자와 친구들은 “그 놈이 잡힐 것은

시간 문제”214)라고 여기곤 한바탕 웃는다. 그러나 막상 뿔뿔이 흩어져

들 안으로 발을 들이자 상황은 달라진다.

들은 돼지의 탈출을 도웁는지 깊은 밤 처럼 조용했고 그러나 그것도

내가 걸음을 멈추었을 때 뿐, 움직이기 시작하면 들의 시민인 벼들이 내

몸에 부딪쳐 걸음을 늦추게 하면서 바스락 바스락 소리 지르며 내 신경

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온 들이 나에게 저항했다. 텅 빈 허공 조차 이젠

멀리 떨어진 내 전우의 외침을 나에게 정확히 전해주지 않음으로써 돼

지의 탈출을 돕고 있었다. 메뚜기들은 나에게 육탄돌격을 감행해 왔고

진짜 뱀 몇 마리가 나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시위했다. (...) 벼들은 더욱

요란스럽게 나를 향하여 짖어대고 논두렁은 자기 몸을 갑자기 꼬아 버

212) 김승옥, 위의 글.

213) 김승옥, 위의 글, 82쪽.

214) 김승옥, 위의 글,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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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으로써 내가 헛발을 디딜 수 밖에 없게도 만들었다. 한번은 논두렁이

정식으로 나를 논 속으로 밀어서 자빠뜨렸다. 까칠까칠한 벼잎들이 무자

비하게 나를 찌르고 할퀴었다. 벼잎 하나는 자기의 예리한 칼을 정통으

로 내 눈에 꽂았다. 겨우 벼잎들의 고문에서 몸을 빼내긴 했으나 한 쪽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볼과 턱과 손등이 긁혀서 쓰라렸다. (...) 나는 우

리가 꼼짝할 수 없이 들의 포로가 되어버렸음을 알았다. 돼지를 결국 잡

았는지, 사람들이 얼켜 있는 모습과 그 쪽에서 바람이 싣고 온 짧고 희

미한 환호소리 조차 들녘의 풍부한 색채와 허공의 형태 없는 숨결을 예

배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 나는 들녘이 우리에게 던져 준 돼지의

껍질을 우리가 굽고 있는 것만 같았다. (...) 돼지는 잡히고 말았지만 너

무 처참한 상처를 나에게 주고 나서 잡혔다.215)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도살당할 위기에 처한 돼지가 본능적으로 달아

났고 화자의 무리가 그것을 다시 잡아온 것뿐이다. 그러나 화자는 마치

출애굽 재앙처럼 자연 전체가 자신에게 전쟁을 걸어왔다고 느낀다. “들

의 시민인 벼들”은 화자를 “찌르고 할퀴었”고, “메뚜기들”은 “육탄돌격을

감행”한다. “뱀 몇 마리”가 “시위”를 하는가하면 “텅 빈 허공”마저도 돼

지의 탈출을 돕는다. 화자도 자신들 무리를 “전우”로 명명하며 전쟁에

임한다. 이와 같은 과잉된 상상과 불안한 감정들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상황이 초월적 존재의 유희거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에서 야기된 것이다.

화자는 “찐빵은 너무 변덕스럽고 장난스러운 성격을 가졌다”면서 “돼지

가 잡히기만 하면 내 손으로 그 놈의 목에 칼을 찌르겠다고”216) 다짐한

다. 그러나 마침내 돼지를 잡았을 때, 화자는 자신들이 “들의 포로”가 되

어 그 풍경에 용해되고 불가해한 힘에 “예배”를 드렸을 뿐이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한다.

이처럼 불가해한 힘에 대한 믿음과 그로부터 어떤 심오한 의미를 읽

어내려는 태도는 화자로 하여금 바람에 의한 풀의 움직임 하나까지도 의

미심장한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 화자는 자신이 이 힘을 이길 수 없으리

라고 생각했고 언제나 복종의 태세를 취했다. 그런데 화자의 이러한 견

215) 김승옥, 위의 글, 84-85쪽.

216) 김승옥, 위의 글,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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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믿음은, 두 번째 절에서 그려지는 어느 연극 연출가와의 만남으로

인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화자는 ‘과학은 예술을 돕는다’는 문구를 걸고 색다른 연극을 준비하

고 있다는 극단 ‘국민무대’의 취재를 맡는다. 연출자는 화자에게 그의 과

학관과 연극관을 자신만만하게 설파한다. 그의 요지는 자연의 생명력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 하에 자신이 토끼의 보편적

행동원리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어떤 토끼든 동일

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특정한 조건들을 알아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토끼를 연극에 활용했다고 설명한다. 연출자가 맛보기로 보여준 연습 과

정에서 토끼는 정말로 훌륭한 연기자처럼 보였다. 화자는 “이 도시의 어

느 숨겨진 장소에서 위대한 실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 진심으로 기

뻐하”면서 “위대한 시대”217)가 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막상 연극이 초

연되었을 때 연출자와 화자의 기대는 무너져버린다. 토끼는 연출자의 계

획대로 움직였지만 이 광경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

다. 관객들의 흥분에 놀란 토끼는 정해진 동선에서 이탈했고 연출자는

결국 연극을 중단한다. 관객들은 이에 불평하기는커녕 대단히 재미있는

쇼를 구경했다는 듯이 만족스럽게 떠나간다.

‘국민무대’ 연출자의 궤변에 가까운 언술 및 연극의 실패는 과학기술

의 발전이 민족의 중흥을 불러오리라는 당대 기술민족주의적 시각을 비

튼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서은혜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가설에서 출발

한 연출자의 토끼 실험이 인류를 위한 위대한 발견으로 비약하고, 그것

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아이러니에서 당시 팽배했던 과학주의에 대한

김승옥의 비판의식을 읽어낸다.218)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이 대목에서 감지되는 김승옥의 비판이 비단 ‘자연’을 대상으로 한 인간

의 욕망에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연극이 막

을 올리기 직전 연출가가 내세운 주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17) 김승옥, 위의 글, 94-95쪽.

218) 서은혜, 김승옥 소설의 대화적 담론성과 정치적 (무)의식 , 현대소설연구(70), 한
국현대소설학회, 2018, 88-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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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마침 좋은 때에 여러분 자신의 추악한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추악한 모

습을 깨닫지 못하고 지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읍니다. 우리 〈국민무

대〉는 생각했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볼 기회를 갖

지못하는 한 여러분은 파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하여 우리는 장만했

읍니다. 여러분이 환영할 수 밖에 없는 레퍼토리를 가지고 가장 효과적

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그렇다고 여러분은

우리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읍니다. 여러분을 구제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의 의무이니까요.219) (강조-인용자)

위 언설은 연출자가 화자와 단둘이 있을 때 전개했던 논리와는 상당

한 차이가 있다. 과학이 예술을, 혹은 자연이 인간을 돕는다는 주장은 사

라진다. 대신 이 연극이 인간의 추악한 면을 깨우치고 그것을 통해 인간

을 구제할 것이라는 주장이 들어섰다. 연출자가 거듭 강조하는 “추악한

면”이 무엇인지는 모호하게 처리된다. 그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

간은 “파멸”에 이를 것이며, 자신들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선의에

서 인간을 구제해주려 한다고 연출자는 설파하고 있다. 이로부터 연출자

의 궁극적 계획은 ‘자연’의 통제와 활용이 아니라 ‘인간’의 통제와 활용이

었음이 밝혀진다. 그가 과학의 탈을 쓰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처럼

내세웠던 것은 실제로는 인간에게 폭력적으로 주입되는 자의적인 서사였

던 것이다. 연극의 실패 역시 자연에 대한 통제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통제의 실패를 의미한다. 연극의 성공을 기원했던 화자는 처음에

연출자의 좌절을 보면서 “마치 나조차 극단의 한 사람이라도 된 듯이 관

객들에게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관객

들의 “기쁜 흥분”과 연출자의 “분노와 굴욕감”이 뚜렷이 대조되는 모습

을 지켜보면서 화자는 점차 무언가가 “이상”220)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데, 이 지점이 곧 인간집단을 좌우하는 불가해한 힘에 대한 화자의 인식

에 변화가 생기는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219) 김승옥, 다산성 (1), 앞의 책, 98쪽.

220) 김승옥, 위의 글,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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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화자의 인식의 변화는 작품의 마지막 절에서 계속해서 이

어진다. 이 절은 화자를 비롯한 기자들이 취재를 나가기 전 모여서 담소

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다.

오후 4시. 나에겐 없어도 좋은 시간. 난로를 둘러싸고 앉아서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며, 그러나 화제는 일관된 것으로서 작은 조리를 갖추기

조차 하며 진행되는 시간이다.

―아아, 이젠 슬슬 그놈이나 찾아가 볼까?

라고 누군지가 하품을 하며 말하고 나서 그 작은 조리 속으로부터 아

무런 미련없이 떠나갈 수 있는 시간이다. 미련이 남는다면, 난로가 내

뿜고 있는 열기에 대한 그것이 남는다는 정도이다. 무력한 작은 조리는

곧잘 가던 길을 멈추고 한다. 《아무개 씨가 죽었대.》 누군지가 눈을

툭툭 털며 들어와서 난로가에 끼어 앉으며 신문기사식으로 뉴스를 전하

면, 조리를 세우거나 두들겨 맞추고 있던 사람들은 단번에 순진한 독자

가 되어 그 뉴스․맨에게 시선을 쏟는다. 《왜?》 《심장마비라나?》 그

러면 복상사쯤을 기대하고 있던 좌중은 피시시해지고 만다. 그러나 생전

의 고인에 대한 얘기가 새로운 화제로서 시작되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고인이 남긴 에피소드를 모두들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얘기하

기 시작하여 차츰 고인의 결과적인 견지에서의 존재이유까지 얘기하게

된다. 결국은 또 다른 작은 조리가 대두하는 것이다.221)

화자는 신문기사를 쓰는 작업을 “조리”들이 길을 걸어가며 몸집을 불

려나가는 모습으로 설명한다. 기자들은 이 조리들을 “세우거나 두들겨

맞추”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부터, 그가 기사를 객관적인 정보의 기술

이라기보다는 임의적인 논리의 설계에 가깝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기자들이 저마다의 조리를 갖추고 떠나가는 오후 4시를 화자는 “내

게는 없어도 좋을 시간”이라고 부른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오후 4

시는 “나도 그것을 해야 한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만 같은 느낌

때문에 숨 쉬는 것도 그쳐 버리고 싶은 시간”222)이다. 즉 화자는 조리를

221) 김승옥, 다산성 (2), 창작과비평1(3), 1966.7, 259쪽.
222) 김승옥, 위의 글, 261-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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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 맞추면서 기사를 작성하는 일에 거부감과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그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중 화자는 동료 정 기자로부터 수상한 부업을 얻으면서부터

단순한 ‘조리’가 아닌 ‘사건’을 만들어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화자

는 가정교사의 일을 예상했지만 그 부업이란 다름 아닌 흥신소를 배후에

둔 미행이었다. 미행 대상은 미국에서 사업을 통해 큰돈을 벌어왔다는

허 영감이었고, 미행을 제의한 인물은 이십 년의 터울이 지는 동생 허

사장이었다. 허 사장은 형으로부터 무언가를 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

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행을 부탁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화자

는 “영감의 하염없는 느리고 태평한 걸음거리[sic]에서는 아무런 사건이

일어날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도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허둥거리

는” 스스로를 보며 “내가 나를 잃어버”223)린 듯한 불쾌감을 느낀다. 없던

조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대해서 그랬듯, 사전에 위험을 차단한다는 이유

로 사건 없이 사건을 좇는 감시의 논리에 의문을 품게 된 것이다.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 허 영감은 화자의 엉성한 미행을 눈치 챈다. 두 사람

은 식당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헤어진다.

문제는 그날 밤 허 영감이 동생의 집을 떠나 감쪽같이 사라졌고 흥신

소의 박 소장이 그 실종을 이용하려 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박 소장은

4.19 이후 사찰계에서 물러나있었지만 본래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활약했

던 형사였다. 그는 허 영감의 실종이 복잡한 이권에 관계되어있으리라고

추측하고 가능한 한 사건을 확대하고자 한다. 나아가 박 소장은 “그 영

감을 찾아내는 일을 우리가 맡기로 했”224)다며 화자를 그의 기획에 끌어

들이려는 기색까지 보인다. 실체 없이 조작되는 사건을 바라보며 경악한

화자는, 영감이 사라진 까닭은 “어쩌면 영감 자신조차도 모르고 있을 것

같”다고 느끼며 박 소장의 음흉함을 허 사장에게 경계시킨다.

작품은 이 지점에서 미완으로 끝나고 있으나, 이상의 내용으로도 김

승옥이 형상화하려던 바는 충분히 전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불가해한 힘에 대해 가졌던 화자의 기대가 점차 깨지고, 감시와 통제라

223) 김승옥, 위의 글, 269쪽.

224) 김승옥, 위의 글, 281쪽.



- 79 -

는 폭력적 논리의 실체를 발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슬라보

예 지젝이 강조했던 신적 폭력의 탈신비화 과정과도 같다. 신적 폭력은

법을 넘어선 정의를 가리킨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재앙이 닥쳤을

때 인간은 그것에 신만이 알 수 있는 심오한 의미와 이유가 담겨있으리

라고 믿는다. 9.11 테러와 같은 대규모적인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인간이 저질러온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보는 시각과, 인간이 망각하고

있던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얼핏

보기에 서로 상반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 두 행위는 모두 신

적 폭력에 기대어 재난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신에게

는 언제나 계획이 있다는 이러한 발상은 인간의 고통을 달래주고 불안을

잠재워준다. 그러나 지젝은 재난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배후의

심층적 의미로 거슬러 올라가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신적

폭력을 규정하는 합의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에, 누군가에게는 신성한

가르침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현실 이상도 이하도 아닌 고

통일 뿐이다. 초월적 관장자로서의 신과 그가 행사하는 불가해한 신적

폭력에 대한 관념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에이즈나 생태적인 재난,

혹은 대량 학살로부터 신의 숭고한 계획을 읽어내려는 잔인한 행위나 마

찬가지인 것이다.225) 다산성 의 화자는 처음에 인간집단을 좌우하는 초

월적 존재가 있음을 믿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배후에 초월자의 의도가 자리하리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화자를 복종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고방식이었지만, 동시에

그로 하여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무대’의 실패와 허 영감의 실종사건을 겪으면서 화자

는 선험적으로 완성되어있으리라고 믿었던 모든 의미들이 사실은 자신이

매일같이 만들어내던 “조리”처럼 자의적으로 날조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신적 폭력의 탈신비화는 의미에 대한 화자 나름대로의

저항과 맞물려 일어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화자에게 답답함과 거

225)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245-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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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함을 주는 “조리”의 반대편에는 화자의 “엉뚱한 작문”226)이 존재한다.

문득 떠오른 동사 하나를 가지고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장

들을 하나씩 곱씹어보는 것이 화자의 엉뚱한 작문이다. 화자는 그 문장

들이 하나의 조리로 수렴되지 않고 그렇기에 돈을 벌어다주지도 않는

“비생산적인 문귀”227)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무용한 시간 속

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찾아 헤매는 즐거움을 놓지 않는다. 한편 화자

에게는 그의 애인 유숙이 하루 동안 그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나는 대로

빠짐없이 종이에 적어두는 버릇도 가지고 있다. 이를 그가 “가난뱅이들

의 종교”228)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화자의 대사는 제외되고

오직 유숙의 발화들만이 남아있는 이 말들은, 매끄럽게 연결되거나 하나

의 주제로 수렴되지 않으며 그저 무의미한 말놀이처럼 부유한다. 기실

이 작품 전반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인용부호나 줄갈이 없이 페이지를

빼곡히 채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자 스스로도 “5톤 쯤”229) 무

게가 나갈 것이라고 농담할 만큼 분방하게 이어지는 그들의 대화는 분명

어떤 심오한 의미도 또는 생산성도 지니지 않은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종교”의 대체재나 다름없다.

이처럼 다산성 이 불가해한 힘에 대한 기대가 점차 깨지는 과정을

통해 신적 폭력의 탈신화화를 보여준다고 할 때, 염소는 힘이 세다 에

서도 유사한 주제를 읽어낼 수 있다. “산문시(散文詩)”230)를 겨냥했다는

김승옥의 말마따나 이 작품은 ‘염소는 힘이 세다’로 시작되는 구절들이

테마음처럼 반복․변주되면서 리듬감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 구절은 서

사가 전개되면서 미묘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

염소는 힘이 세다. 그러나 염소는 오늘 아침에 죽었다. 이제 우리집에

226) 김승옥, 다산성 (2), 앞의 책, 260쪽.

227) 김승옥, 위의 글, 260쪽.

228) 김승옥, 다산성 (1), 앞의 책, 86쪽.

229) 김승옥, 위의 글, 74쪽.

230) 김승옥, 자작해설 , 뜬 세상에 살기에, 앞의 책,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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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힘센 것은 하나도 없다.231)

(나)

염소는 힘이 세다. 그러나 염소는 오늘 아침에 죽었다. 이제 우리 집

에는 힘 센 것은 하나도 없다. 힘 센 것은 모두 우리 집의 밖에 있다.

아저씨는 우리 집에 살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아저씨는 힘이 세었

다.232)

(다)

염소는 힘이 세다. 그러나 염소는 며칠 전에 죽었다. 이제 우리 집에

힘 센 것은 하나도 없다. 힘 센 것은 모두 우리 집의 밖에있다. 아저씨

는 우리 집의 밖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아저씨는 힘이 세다.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에게 복종할 수 밖에 없다.233)

‘우리 집에는 힘센 것이 없다’는 인식은 ‘힘센 것은 모두 우리 집의

밖에 있다’는 논리로 전복된다. 이것은 점차 ‘우리 집의 밖에 있으므로

힘이 세다’는 논리로 확장되며, 마침내 집안의 존재들이 집밖의 존재들에

게 복종해야 한다는 비약적 결론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폭력과 복종의 메커니즘이 시스템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것인데,

이는 ‘염소’로 상징되는 불가해한 힘이 화자의 집안으로 침투해오는 과정

과 맞물려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 화자의 집의 안팎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집안은 힘이 부

재하는 공간이다. “어금니 세 개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귀머거리 할머니

는 목소리를 제외하면 힘이 세지 않았다. (...) 끙끙 앓으며 이불을 둘러

쓰고 누워 있는 어머니도 힘이 세지 않았고 (...) 나로서는 열일곱살이 힘

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모르니까 누나도 완전히 힘이 세지 않았고 (...) 우

리 집의 썩어가는 판자담과 판자로 된 쪽대문도 힘이 세지 않았고 (...)

아니 우리 집 전체가, 그것이 날이 갈수록 키가 자라나는 벽돌 건물들

231) 김승옥, 염소는 힘이 세다 , 자유공론1(1), 1966.4, 240쪽. 강조는 인용자.

232) 김승옥, 위의 글, 243쪽. 강조는 인용자.

233) 김승옥, 위의 글, 243-244쪽.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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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에 끼어 있기 때문에 힘이 세지 않았다”234)는 식이다. 대조적으로 화

자의 집밖은 힘이 넘쳐나는 공간인데, 이것이 청각과 후각의 자극으로

형상화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235) 화자의 집을 감싼 시끄러운 도시의 소

음은 언젠가 화자에게 “생명과 의지를 가진 괴물처럼”236) 다가와 공포를

주었던 홍수 소리처럼 범람한다. 생사탕(生蛇湯)을 판매하는 옆집에는 화

자가 “최악의 지옥”237)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화로 속에서 뱀 떼가 끓고

있다. 또한 화자의 눈에 하나 같이 힘이 세어 보이는 지게꾼들은 역겨운

고기기름 냄새가 나는 국수를 먹곤 하는데, 화자는 서울엔 고기 기름 냄

새가 나는 거리가 너무나 많다고 힘겨워하면서도 자신도 고기 기름을 먹

으면 힘이 세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기도 한다.238)

이처럼 힘의 불균형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염소는 화자의 집안에 있

는 유일한 힘 센 존재였다. 그런데 어느 날 염소가 고삐를 풀고 나가 생

사탕을 엎어뜨렸다가 가게 주인에 의해 죽는 일이 발생한다. 죽은 염소

는 화자의 집밖에만 존재했던 힘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집밖

의 생사탕에 맞먹는 “정력보강약 염소탕”239)이 화자의 집안에서 판매되

게 된 것이다. 그러자 집밖에만 존재했던 “기운 센 그 사람들”240) 또한

집안으로 밀려들어온다.

염소가 지닌 힘의 침투 양상은 냄새의 전염으로 형상화된다. 염소탕

의 냄새는 화자가 질색하던 돼지고기 기름 냄새보다도 더 고약했다. 그

냄새는 화자의 마당, 마루, 방, 뒤안, 누나의 옷, 할머니의 머리칼, 그리고

돈에까지 전염된다. 화자는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며 조마조마해하기도

하고 서러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그 냄새는 이젠 나 조차도 휩싸

234) 김승옥, 위의 글, 242-243쪽.

235) 김지희는 청각경험은 시각으로는 온전히 포착할 수 없는 도시의 역동성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도시경험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염소는 힘이 세다 에서 화자

가 홍수 소리와 자동차 소리에 대해 느끼는 공포를 근대도시의 폭력성과 연결시켜 분

석한다. (김지희, 염소는 힘이 세다 의 ‘사운드스케이프’(소리풍경) , 동서비교문학
저널(42),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7, 7-11쪽.)

236) 김승옥, 염소는 힘이 세다 , 앞의 책, 240쪽.

237) 김승옥, 위의 글, 242쪽.

238) 김승옥, 위의 글, 243쪽.

239) 김승옥, 위의 글, 244쪽.

240) 김승옥,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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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렸다. 이제 나는 그 냄새가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241)며 무감각해

진다.

화자가 돈과 힘의 체계에 익숙해지게 된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누이

가 단골손님인 이씨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본래 염소의 우리

였던 곳에서 퍼지는 누이의 울음소리는 화자와 가족들이 환청으로 듣곤

했던 염소의 울음소리와 겹쳐진다.242) 처음에 화자와 누이는 이씨에 대

한 살의와 공포를 공유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누이는 이씨가 근무하

는 버스합승회사에 취직한다. “염소는 죽어서도 힘이 세다. 어쨌든 누나

를 힘 세게 만들어 주었다.”243)는 화자의 말은 더 이상 그에게 힘이 호

기심이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준다. 이제 힘은 폭력을 의미할

뿐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 다산성 과 염소는 힘이 세다 가 불가해한 힘의 폭

력성을 폭로하는 데 보다 치중하고 있다면, 더 많은 덫을 은 그 폭력성

이 유동적인 소서사들을 대서사로 경화시키려는 태도와 어떻게 관련되는

지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작품은 전집에 수록되지 못하고

그간 사장되어 있었다가 2010년 김영찬244)에 의해 발굴되었다. 전라도

출신 삼류대학 재학생인 화자가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여름방학을 맞이

한 뒤의 약 일주일 동안, 역시 전라도 출신의 식모인 남순과 얽히는 이

야기를 다루고 있다. 김영찬은 이 작품을 1)학기말 시험을 보던 날 아침

에 있었던 두 개의 에피소드, 2)시험을 보며 일어난 일, 3)남순과의 만남

이라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눈 뒤, 이를 전라도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열

등의식을 성욕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자기해명․보존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라고 설명한다. 이 해석은 이정숙245)에게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다만

241) 김승옥, 위의 글.

242) 양윤의, 한국 현대 소설에 나타난 다수(多數) , 한국문예비평연구56, 한국현대문
예비평학회, 2017, 242-243쪽.

243) 김승옥, 염소는 힘이 세다 , 앞의 책, 249쪽.

244) 김영찬, 열등의식의 문학적 탐구 , 앞의 책, 455-502쪽. 이 작품이 주간한국에 실

리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각주 195번을 참고.

245) 이정숙, ‘나’에 이르는 공백과 서사적 곤궁의 윤리 , 한성어문학35,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16, 93-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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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찬이 이 자기보존의 욕망을 자신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덫을 마주하

겠다는 화자의 “체념적 의지”로 보고 긍정246)한다면, 이정숙은 그것을

앞날에 장애가 될 만한 덫을 제거하며 인정욕망을 이어가려는 “속물적인

의지”로 보고 비판247)한다고 할 수 있다.

위 두 글은 더 많은 덫을 이라는 새로운 작품에 대해 충실하고 섬세

한 해석으로 연구의 길을 터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이 작품에서 화

자가 자신의 성욕에 대해 처음 언급하는 장면에는 열패감의 해소만으로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기실 김영찬과 이정숙이

이 작품을 열등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독해하는 것은 김승옥을 “4.19세

대”248)로 규정짓고 출발한 탓이 크다. 그럴 경우 화자가 보여주는 열등

의식은 5.16 이후에 무기력해진 4.19세대의 낙오자 의식의 한 변이형태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김승옥을 4.19세대로 위치

지우는 것은 적절한 전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이 작품의 화자의 심리에

관해서도 4.19세대에 가해지는 선험적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고 텍스트

내부의 논리만을 따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쯤에서 남순이와 나 사이에 생겼던 일을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날 그러니까 학기말시험이 끝나고 동시에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날

오후가됐을때 나의 기분이 어떠했었겠는가는 앞의 몇가지 얘기를 종합

하면 짐작할수있을 것이다. 구태여 얘기하자면 의식이 맑아지면 (또는

헛갈려졌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항상 그렇듯이 나는 무어가 뭔지 잘 알

수없게 돼버렸었고 그런 상태가 되고보니 나는 그 뭐가 뭔지 알수없는

상태에서 무엇은 뭐다고 아는상태로 뛰어가고 싶었다는 것이다.

필요한것은 내게 걸려서 나를 중심으로 하여 빙빙 돌던것들을 이젠

내주위를 그만돌고 물에 떠내려 가게 하는일이고 토치카처럼 둘러싸고

높이를 키워가던 통조림 무더기를 무너뜨려 버리는 일이었다. 그러기위

해서 내게 가장 손쉽고 적절한 상담자는 나의 성욕이거나 아니면 딱정

벌레가 무기로서 등에 짊어지고다니던 바로 그것일 수밖에 없었다.249)

246) 김영찬, 열등의식의 문학적 탐구 , 앞의 책, 475쪽.

247) 이정숙, ‘나’에 이르는 공백과 서사적 곤궁의 윤리 , 앞의 책, 105-106쪽.

248) 김영찬, 열등의식의 문학적 탐구 , 앞의 책, 455쪽; 이정숙, 위의 글,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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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인용자)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무엇이 무엇인지를 아는’ 명료한

상태로 이행하기를 원한다. 둘째, 그 이행을 위한 방법으로서 화자는 성

욕만이 아니라 “딱정벌레가 무기로서 등에 짊어지고다니던 바로 그것”도

동일한 위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이 작품에서 화자는 처음에 “이

건 무얼의미한다, 저건 무얼 의미한다 하고 뚜렷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

만 “내가보고 듣고 당한 모든 크고 작은 사물들이 (...) 나를 중심으로하

여 빙빙 돌고있는것 같”250)은 상태에 있었다. 화자는 이 사물들이 순서

도 필연성도 지니지 않은 채 무작위적으로 자신에게 닥쳐온다고 느낀다.

본고의 용어로 말하자면 화자는 배후의 심층적 의미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소서사들에 둘러싸여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 화자가 극심한 피로를 느낀 나머지 변화

를 이루고 싶어졌다는 것이다. 화자는 이제 소서사들 사이를 떠도는 무

의미감과 혼란에서 벗어나 의미화․코드화된 안정적인 상태로 이행하고

자 한다. 이것을 위해 화자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성욕과 딱정벌레의 등

껍질이었다. 이 작품에서 딱정벌레의 등껍질은 “죽음 그 자체”251)를 상

징한다. 마지막 학기말 시험을 치르던 날 아침 화자는 죽은 딱정벌레가

토해놓은 누런 진물 한 방울과 옆집에 사는 병든 세 살 여자아이의 묽은

연두색 똥을 겹쳐보며 죽음을 떠올린다. 의미를 알 수 없이 부유하는 것

같던 화자의 생활에서, 죽음은 대단히 강렬하고 뚜렷한 하나의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화자의 불안을 잠재워줄 수

있는 강렬하고 뚜렷한 또 하나의 의미가 바로 성욕이었다. 즉 화자에게

는 자기보존의 욕망만이 아니라 자기파괴의 충동도 함께 존재했으며, 이

것들은 화자가 소서사들의 층위에서 대서사로 의미화․코드화를 행하고

249) 김승옥, 더 많은 덫을 , 주간한국100, 1966.8.21., 6쪽.
250) 김승옥, 위의 글, 4쪽.

251) 김승옥,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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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을 때 찾게 되는 것들이었다. 성욕과 죽음이라는 해결책은 남순이 자

신과 똑같이 전라도 출신임을 알기 이전부터 화자에게 존재했던 것이기

에 이를 전라도 콤플렉스에서 야기된 열패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통합을 추구하지 않던 인간이 불안을 감당하지 못하고 총체성에의 향

수를 느낄 때 죽음(살해)과 성(폭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논리는, 더

많은 덫을 에서 단적으로 발화되었지만 사실 김승옥의 많은 작품에 스며

들어있다. 생명연습 이나 건 등의 초기작에서 화자가 자기세계로 경

화될 때 왜 죽음과 성폭행이 수반되었는지 이 지점에서 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빛의 무덤 속 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252) 주인공 공군

이 “폭음이나 저 철벅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될 운명”253)에 처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빛의 무덤 속 은 동화적인

소재를 취하고 있고 미완으로 끝나기도 하여 그간 거의 논의된 적이 없

는 작품이다. 그러나 연재를 시작하면서 김승옥이 “이런 건 소설이 아니

라”는 평가가 내려질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 작품 속에서 무슨 냄새를

맡”254)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것을 염두에 둘 때, 공군의 귀가 듣는

두 가지 소리의 상징성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교통사고로 귀 한 쪽을 잃은 공군에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새 귀가 자라난다. 그런데 귀가 바뀔 때마다 그는 전쟁의 소리와 성행위

의 소리를 번갈아가며 듣게 된다. 애초에 공군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몇 사람의 생명이 꺼져버릴 뿐만 아니라 역사가 멈칫거리기도 할” 것만

같은 “굉장한 폭음”255)을 듣고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었다. 사고 이후 새

로 자라난 귀는 이번에는 성행위의 소리를 들려주며, 공군에게 병적인

성욕을 불어넣고 그를 막무가내로 조종한다. 공군은 이 불가해한 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자신의 귀를 잘라서 먹어버린다. 그러나 또 다시 자

252) 빛의 무덤 속 은 서로 다른 짧은 이야기들에 저마다의 소제목을 붙이는 방식으로

연재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라나는 귀를 가진 사내 이야

기’와 ‘신데렐라’라는 두 개의 이야기로 그쳤다.

253) 김승옥, 빛의 무덤 속 (2), 문학1(3), 1966.7, 295쪽.
254) 김승옥, 빛의 무덤 속 (1), 문학1(2), 1966.6, 166쪽.
255) 김승옥, 위의 글,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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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난 귀는 예의 폭음을 들려줄 뿐이었다. 앞서 보았던 다산성 , 염소는

힘이 세다 , 그리고 더 많은 덫을 등 같은 시기에 발표된 작품들과 이

작품을 함께 두고 보면, 이 작품 역시 불가해한 힘에 대한 변주를 중심

으로 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김승옥에게 이 불가해한 힘은

죽음(살해)과 성(폭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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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포섭 불가능한 소서사를 통한 냉정의 대항

이상의 작품들을 발표한 뒤 김승옥은 두 편의 장편소설 내가 훔친

여름 256)과 60년대식 257)을 연재한다. 1966년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두 장편소설은 1965년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 그다지 주목받지도, 좋

은 평가를 받지도 않았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김승옥의 1965년 이전의

작품들은 당대 문학장의 세대론에 의해 특수하게 굴절되어 의미화된 경

향이 짙고, 이 억압적 신화화가 1966년 이후의 작품들을 경시하게끔 하

는 데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1966년 이후의 작품들이 도리

어 세대론에서 이탈한 김승옥의 문제의식을 보다 자유롭고 선명하게 드

러내 보인다고 판단한다. 그 중에서도 내가 훔친 여름 과 60년대식 은

열정에 대한 비판과 냉정을 통한 대항을 잘 형상화하고 있어 특히 중요

하다. 또한 이 두 작품은 각각 환상수첩 과 고정관념 의 쌍둥이 작품

으로서 독해할만한 면모가 있어 더욱 흥미롭다. 즉 내가 훔친 여름 을

환상수첩 과, 그리고 60년대식 을 고정관념 과 함께 두고 보면 김승

옥이 초기부터 담지했던 문제의식을 이 시기에 어떻게 심화했는가를 자

세히 확인할 수 있다.

내가 훔친 여름 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화자가 그곳의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귀향한 뒤, 자기와 똑같이 조로한 인간으로 자라버린 고

향 친구와 함께 남쪽 지방을 여행하는 이야기이다. 곧 환상수첩 과 동

일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환상수첩 이 ‘조로한 인간

들 내부’의 교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내가 훔친 여름 은 ‘조로한 인

간들’이 ‘정력적 인간들’을 만나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조로한 인간과 정

력적 인간은 김승옥이 일관적으로 비판해온 열정의 담지자로서, 그의 작

품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물유형이다. 따라서 이들의 속성을 상

세히 분석하는 것이 내가 훔친 여름 을 독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로한 인간형은 대학이라는 집단의 자장 안에서 탄생했던 김승옥의

256)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 중앙일보, 1967.3.1.-6.15.
257) 김승옥, 육십년대식 , 선데이서울, 1968.9.22.-196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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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작품 대부분에 등장한다. 그간의 연구들은 이들을 4.19를 통해 형성

한 자유의 감각과 ‘젊은 사자’로서의 정체성이 5.16 이후 유보, 변질되는

것을 목도한 데서 기인했다고 판단한다.258) 그러나 김승옥의 문학에서

포착되는 조로감은 세상을 일찍 알았다는 환멸감이 아니라, 세상을 일찍

안 것으로 타인이 나를 착각한다는 초조함이 그 실체이다. 해방 직후 7

천여 명에 불과했던 대학생은 1960년에 10만 명 가까이로 늘어났고 급속

한 대학의 비대화는 자연히 질적 저하와 그에 대한 비판을 낳았다.259)

4.19 이후에는 판도가 바뀌어 대학생이 기성세대보다 정치적․인식론적

으로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지만,260) 이것은 대학생들의 불안

정한 내면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갑자기 받게 된 어른대접”

은 그들로 하여금 “당황을 감추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근엄한 표정을 짓

고 다니게 했”고 “애늙은이들이 우글”거릴 수밖에 없었다.261) 즉 이 시기

의 대학생들은 그들이 받는 불신과 기대에 동시에 답하기 위해 빈 시간

없이 어른이 되어야만 했으며, 이에 따라 내적 논리 없이 형식만을 뒤집

어썼던 것이다.

김승옥의 작품 속에서 “연륜을 조작하기 위해서” 거짓 외양을 꾸미는

( 싸게 사들이기 ), “절규가 어디서 나온 것인 줄도 모르고 그 절규의 메

아리만 배워서 실천하려고 드는”( 환상수첩 ), “심각한 체라도 하지 않고

서는 살 수가 없”는( 누이 ) 조로한 인간형은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했다.

조로한 인간이 가장 전면적으로 묘사된 것은 누이 의 ‘프로필’ 절이다.

김승옥은 이 절을 상경 후 도시의 기교를 철저하게 습득해 살아가는 김

의 모습을 풍자하는 데 할애했다. 김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빠지지 않

고 가면서도 우정을 가져본 적이 없고, 누구도 위하지 않으면서 모두를

불쌍해하는 척한다.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때는 오직 진위를 알 수 없

258) 예컨대 복도훈은 김승옥의 소설을 “4.19 혁명과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 전후로 모

더니티의 충격과 체험을 문학의 질료로 삼고 그것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형상화”

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김승옥 소설의 인물들은 (...) 현실에 대한 체념과 환멸을 일

찌감치 삶의 선험적인 조건으로 승낙한 듯한, 조로(早老)하는 젊음의 형상”이라고 설

명한다. (복도훈, 앞의 책, 136-137쪽.)

259) 권보드래․천정환, 앞의 책, 37-38쪽.

260) 권명아, 음란과 혁명, 앞의 책, 262-265쪽.

261) 김승옥, 산문시대 이야기 , 앞의 책,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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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거에서만이며, 늘 품에 지니고 다닌다는 유서에서조차 진심을 기대

할 수 없다. 또 김은 한 권의 소설을 낸 것을 핑계 삼아 예술가 행세를

하기도 하는데 그 한 권의 소설이란 “사랑, 오뇌, 회오, 연민, 죄, 벌, 자

세, 인간, 미덕, 신, 악마, 종교, 사회, 정신의 후진 후진……”262) 등의 단

어들만 난무하는 허영적인 것이다. “영원의 토대를 장만”263)하고자 도시

로 왔던 김은 오히려 내실을 잃고 공허한 지식과 관습들로 보호막을 짜

게 되었다. 그가 신이나 사회에 대해서 고뇌하는 척하는 것은, 거북하고

이해 불가능한 불안을 익숙하고 이해 가능한 불안으로 치환하려는 시도

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훔친 여름 의 이창수(화자)와 장영일도 “어린애로서의 상태를

유지하는 어르신이 되어버”264)린 조로한 인간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텅

빈 내면을 들키지 않기 위해 경구, 농담, 거짓말, 관용구들로 자신을 둘

러싼다. 이 때문에 조로한 인간들 사이의 교류는 “넌 유붕자원방래 불역

낙호도 모르는 모양이다만,”265)하며 누가 더 진중하고 성숙한지를 따지

는 내기와, “헤, 너무 유식하게 얘기하지 마라야.”266)하며 누가 더 쾌활하

고 유치한지를 따지는 내기를 동시에 벌이며 진행된다. 즉 진리나 이상

에 대해 치열하게 고뇌하는 청년상과, 현실에 무심한 척 가볍고 경쾌하

게 구는 청년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장영일의 경우 특히 속내를 알 수 없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는 장

영일이 작품이 진행되는 내내 즉흥적인 거짓말과 사기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뿐 진위가 분명한 정보는 전혀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장영일에 대

해 화자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고향에서 같은 중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이

유일하다. 처음에 장영일은 서울대 법대 배지를 달고 있어 실제 서울대

문리대생인 화자에게 쉽게 동질감을 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단

과대학별로 열 개가 넘는 서울대 배지를 가지고 다니는 괴짜임이 밝혀진

다. 그럼에도 화자는 무료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장영일이 제안한 남

262) 김승옥, 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 앞의 책, 395쪽.

263) 김승옥, 위의 글, 398쪽.

264)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5), 중앙일보, 1967.3.6., 2쪽.
265)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17), 중앙일보, 1967.3.20., 2쪽.
266) 김승옥, 위의 글.



- 91 -

해로의 여행에 동참한다. 이 여행은 무전여행이었기에 장영일은 기차에

올라타서부터 돈을 내지 않기 위한 거짓말을 끊임없이 꾸며낸다. 이 거

짓말은 여수에 내려 강동우라는 사내를 만났을 때 정점을 찍는다. 카바

레를 운영한다는 강동우가 실내 장식가를 찾자, 장영일이 곧장 화자를

서울대 미술대학 학생으로 속여 소개한 뒤 일자리를 얻었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부터 이창수와 장영일이라는 조로한 인간의 ‘사기꾼 서사’는 강

동우와 남형진이라는 정력적 인간의 ‘혁명가 서사’와 교섭하게 된다.

김승옥 문학에서 ‘정력’이라는 키워드는 조로와 달리 거의 검토된 적

이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염소는 힘이 세다 에서도 화자의 집안으

로 침투해 들어오는 폭력적 힘은 ‘정력보강약’ 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

던 바, 김승옥의 작품 속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인물들은 ‘정력적’이

라는 수식어가 곧잘 붙는다는 점에서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주제이다.

- 아 곧 올거야. 똑똑한 친구지. 정력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의 소유자

야. (43, 1967.4.20., 5)

-굵은 눈썹이 아닌 게 아니라 정력적으로 생겼다. (43, 1967.4.20., 5)

-완강하고 정력적으로 생긴 사내는 우리와 번갈아 악수를 하면서 굵

은 음성으로 말했다. (44, 1967.4.21., 2)

-우리가 막 홀안으로 들어서는데 우리 뒤에서 정력적으로 생긴 영감

과 국민학생 두명이 우리 뒤를 따라 들어왔다. (55, 1967.5.4., 5)

-할아버지로 보이는, 정력적으로 생긴 영감님의 한 손을 하나씩잡고

우리 뒤를따라 홀안으로 들어서며 육학년짜리가 삼촌! 하고 강동우씨

를 불렀다. (56, 1967.5.5., 3)

-영감님은 얼굴생김이나 몸생김까지도 강동우씨를 그대로 닮았다. 아

니 강동우씨가 영감님을 닮은것이겠지. 아마 아버지쯤 되는 모양이었다.

좀 달라 보이는게 있다면, 강동우씨에게 풍기는 정력의 냄새는 청결하고

세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영감님에게서 풍기는 정력냄새는 좀 지저분하

고 막되어먹은 것 같다는 점이었다. (56, 1967.5.5., 3)267)

위 인용문들은 강동우와 그의 부친 강상호가 등장하는 장면에 수반된

267) 괄호 안은 연재회차, 연재날짜, 인용쪽수.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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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다. 조로한 인간이 내적 불안과 균열을 은폐하기 위해 자기 자신

에 대한 허구적인 서사를 만들어냈다면, 정력적 인간은 내적 불안과 균

열을 아예 망각해버리고 외부세계에 대한 자의적인 기획을 모종의 대서

사로 가다듬고 이것을 타인에게까지 밀어붙인다.268) 강상호의 대서사는

그의 집안의 가족사를 날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젊은 시절 어

느 일본인 부호에게 큰돈을 빌렸다가 상황이 나빠지자 아내를 버리고 홀

로 만주로 도망친다. 그런데 그곳에서 해방을 맞자 그는 독립투사로 변

장하여 귀국하고는 예의 일본인의 재산을 강탈해 부자가 된다. 여순사건

이 일어났을 때, 강상호는 과거에 술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향

에서 내쫓았던 청년들이 사건의 주동자인 것을 보고는 열혈 반공주의자

로 급변하여 그들에게 잔인하게 복수한다. 이 일은 강상호의 집안을 더

욱 윤택하게 만들어주었다.

강상호는 강씨 집안의 내력을 애국자의 그것으로 조작해 자식들에게

교육시켰다. 그의 큰아들과 둘째아들은 이 허구적인 서사를 충실하게 수

용한다. 다만 셋째아들 강동우와 막내딸 강동순은 외조부로부터 실상을

전해들어 강상호의 서사를 믿지 않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

우가 강상호의 서사를 자신의 야망에 맞추어 확장시켜나간다는 점이다.

“동우 오빠가 말하자면 후라이보이고 우리 아빠가 흥행사인 셈”269)이라

는 강동순의 표현은 이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강동우는 강씨 집안의, 혹은 자신의 영향력을 여수 지역 전체로 넓히

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여수지역사회문제연구소’를 창립하고 집회와

좌담회를 추진한다. 이는 “시장, 경찰서장, 병원장들, 어업조합이사들, 푸

줏간 주인, 식당의 주인, 여관업자. 학교교장…하옇든[sic] 높은 사람들과

낮은사람들을 몽땅 끌어모을 작정”270)으로 벌어지는 대단히 야심찬 것이

다. 화자와 장영일이 강동우를 만난 것은 그가 첫 번째 집회를 준비하던

시점이었다. 이때 장영일이 강동우의 계획에 쉽게 편승하는 것은 그다지

268) 조로와 정력의 이러한 차이가 나이에 따른 변화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강상호의 경우 젊은 시절에는 맹목적으로 축재에 몰두하다가 말년에 지

식과 문화를 급조하여 보충하고자 했다.

269)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69), 중앙일보, 1967.5.20., 5쪽.
270)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59), 중앙일보, 1967.5.9.,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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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거야 미스터․리가 맡은일이고, 미스터․장은 나하고 음모를하나

꾸며줬으면 고맙겠는데….

음모라구요?

영일이는 신이 난듯이 외쳤다.

야, 신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음모라

음모…. 271)

장영일이 강동우가 가진 “음모”를 퍼뜨리는 일에 흥미를 가지는 까닭

은, 그 역시 그간 자신의 날조된 서사에 타인을 끌어들이고자 애써왔기

때문이다. 잠시 작품의 초반부에 화자가 장영일의 사기꾼적 면모를 간파

하던 장면을 살펴보자.

내가 그를 사기꾼으로 생각하게 한 것은 그런 그의 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그런 엄숙하고, 장중하고 심각하고 날카로운 듯한 얘기를 내게

하려고 애쓰는 그의 태도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런 식의 화제를 그런 식

의 화법으로 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상대에 따라서는 굉장한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말하자면 상대방이 순진하고, 또는 멍

청하고, 격정적이고, 또는 미친 개 같은 사람일 경우엔 그런 설굣조의

얘기를 비분강개의 형식으로써 하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큰 효과를 얻

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 효과란 뭔가? 내 얘기를 듣고 있던 멍청이가,

또는 미친 개가 그만 나를 존경해버리고, 또는 나한테 반해버린다는 것

이다. 멍청이나 미친 개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항상 위대

한 영도자 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272) (강조-인용자)

장영일과 강동우는 공통적으로 혼란한 현실 속에서도 도태되지 않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어떤 균질

적인 의미체를 추구한다. 그리고 자신의 대서사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271)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51), 중앙일보, 1967.4.29., 5쪽.
272)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13),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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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그것을 설득시켜 동일한 시각을 가지게끔 유도하는 포섭 전략

을 편다. “위대한 영도자”가 되어 타인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장영일

의 욕망과, 자신이 기획한 미래계획으로 군중을 좌우하려는 하는 강동우

의 욕망은 이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집회와 좌담회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강동우는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273)라는 평범한 목표를 내걸고, “자기는 어떤 정

치적인 야심이나 경제적인 계략이 있어서 이런 집회를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두 가지 광경은 그의 폭력

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첫 번째는 강동우가 여수의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공상해보자고 제안

한 데서 촉발된 광경이다. 강동우가 먼저 오동도에서 남해까지 다리를

놓으면 어떠하겠는가고 예시를 들자, 장내는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하

며 “어린애들 만화에 나오는 얘기”274) 같은 공상들을 내놓는다. 이 공상

들은 ‘여수지역사회문제연구소’가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현실성 없는 것들

이었다. 이에 강동우를 곧잘 따르던 장영일마저도 “왜 강선생님은 사람

들을 정신병자로 만드시려고 합니까?”275)라며 불만을 제기한다. 그러나

강동우는 도리어 “영일이와의 대화를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함으로써 무

식한 사람들이 무언가 조금씩 알아갈수 있도록 하겠다는 듯”276) 여유 있

는 태도로, “우리에겐 먼저 해답이 있어야하오. 그 뒤에 문제가 따르는

것이오.”277)라는 모순적인 논리를 편다. 그리고 이때 “해답”이란 “이상”

과 동의어라고 덧붙인다.278) 즉 강동우는 일단 원하는 사회상을 세워둔

뒤 현실의 문제를 그것에 맞게 인식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회상은 강동

우에 의해 자의적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자 장영일의 표현대로 “아편

주사”279)처럼 사람들을 홀리는 것이다.

273)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60), 중앙일보, 1967.5.10., 2쪽.
274)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76), 중앙일보, 1967.5.29., 2쪽.
275) 김승옥, 위의 글.

276) 김승옥, 위의 글.

277) 김승옥, 위의 글.

278) 김승옥, 위의 글.

279) 김승옥,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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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광경은 강동우가 만화 같은 공상들로 좌중을 즐겁게 만들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집회 장소의 바깥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다. 참석자

들이 여수의 미래에 대해 논하며 정신이 팔린 사이 강상호의 첫째 아들

은 한 사내를 불러내가서는 구타한다. 이 사내는 남형진으로, 강동우와는

다른 종류의 정력가이다. 한 마디로 그는 “필요 없는데에 정력을 많이

쏟아버리고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할 때엔 지쳐버”280)린 인물

이다. 여기에서 “필요 없는 데”란 남형진이 평생 가져왔던 레드 콤플렉

스와의 싸움을, “필요한 일”이란 강동순과의 사랑의 성공을 가리킨다. 공

산주의자의 아들인 남형진은 피해망상증과 강박증에 시달리며 누구보다

도 열심히 부르주아지를 흉내 내며 살아왔다. 그런데 강동순을 사랑하게

되고부터 “그 여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동시에 자기와 전세계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생겼고, “책임지고 싶으니까 우

선 자유를”281) 얻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형진이 레드 콤

플렉스로부터 자유를 얻은들 강동순과의 사랑은 순탄하지 않았다. 강동

순의 남편으로 부산의 어느 부호를 내정해두고 있었던 강씨 집안의 서사

와 충돌했기 때문이다. 남형진이 집회장 밖에서 강상호의 첫째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이러한 사정에서였다. 남형진은 피투성이가 된 채 집

회장으로 돌아와 “여러분은 속고 있는거요, 저 빈대같은 영감이 언제 우

리들 좋아라고 한 일이 하나라도 있소? 오늘 저녁 여기서 여러분들을 모

아서 얘기하게한 것도 정말 이 여수의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인줄 아십니

까?”282)라고 외친다. 그리고는 집회를 종료하려는 강동우를 저지하고 그

간의 사정을 좌중에게 낱낱이 알린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저와 저

의 사랑을 지켜주십시오”283)라는 남형진의 마지막 언급은, 강씨 집안의

대서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상황을 전환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다.

그러나 남형진의 서사는 강동우의 서사에 처참하게 패배한다. 남형진

280)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81), 중앙일보, 1967.6.3., 5쪽.
281)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80), 중앙일보, 1967.6.2., 2쪽.
282)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77), 중앙일보, 1967.5.30., 5쪽.
283)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80),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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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장연설을 마치고 퇴장한 뒤 그의 말에 설득된 한 떼의 청년들이 강

상호에게 폭력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지만, 누군가 데모를 할 작정이냐며

호통을 치자 그들은 겁을 먹고 너무도 싱겁게 해산해버린다. 뿐만 아니

라 남형진은 가족들 몰래 함께 도망을 가자고 하는 강동순의 제안도 결

국 “가면 어디까지 가겠다구….”284) 하는 마음으로 포기해버리고 만다.

남형진의 몰락을 통해 강동우의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지게 된다. 강

동우의 이와 같은 행보는 폭력적으로 향유자를 늘림으로써 자신의 생명

을 보존하려고 하는 근대 이후 대서사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두려운 것은 신을 애도하던 시기인 근대에 시작되고 타자의 정복이라

는 근대의 기획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행해졌던 애도가 오늘날까지도 단

순히 그것도 맹목적으로(또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타자의 정복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근대가

수행하던 정복작업의 영속화일 뿐이며 단지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오늘

날에는 근대가 가지고 있던 만장일치에 도달하려는 생각이 거부된다는

점이다. 폭력은 더 이상 자유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서의 〈우리〉는 근대가 갖던 보편성

을 갖지 못하고 한정된 문맥만을 제공받는 단수형으로서의 우리이다.285)

주지하듯이 본래 대서사는 근대 이전에 신이 위치했던 자리를 대신하

며 들어선 것이다. 사랑을 통해 아담이 저지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는 기독교 서사, 지식을 통해 무지와 굴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계

몽주의 서사, 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착취와 소외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는 마르크스적 서사,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통해 가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자본주의 서사 등286)은 모두 근대 이전에 삶과 사회를 안정적

으로 통합해주던 신의 역할을 대신하며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 리오타

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대서사가 인류라는 하나의 종을 위한

284)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82), 중앙일보, 1967.6.5., 2쪽.
285)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앞의 책, 233쪽.

286)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위의 책, 230-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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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을 상실하고 ‘우리’라는 배타적인 집단의 만족을 위해서 작동한다

는 점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공포하는 법”을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들에게, 제삼자에게, 즉 우리와는 구별되는 타자에게 적용”하

게끔 만든다. 즉 ‘우리’의 대서사를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덧씌움으로써

‘우리’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다. 내가 훔친 여름 에서 여수 지역을 대

상으로 한 강동우의 도시 계획은 공상과 토론을 통해 무질서과 저개발로

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서사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는 여수 주민들에게

희망과 열의를 안겨준다. 그러나 앞서 장영일과 남형진에게 보여주는 강

동우의 태도에서 잘 드러났듯 이 서사의 확장과정은 명백히 폭력성을 수

반하는 배타적인 것이다.

한편 이 모든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는 내가 훔친 여름 의 화자 이창

수는 어떤 인물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화자는 장영일과 마찬가지로

조로한 인간이며 스스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장영일이 위대한 영도

자가 되어 타인을 포섭하려는 욕망을 가졌음을 화자가 쉽게 파악한 까닭

은, “나역시 그 녀석과 똑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짖어댄 경험이 있

었”287)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영일과 화자의 태도

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장영일은 강동우와 남형진이 갈등관계에 있다

는 사실은 아랑곳 않고 두 개의 서사를 모두 돕는 인물이다. 집회가 끝

난 뒤 장영일은 남형진과 강동순의 비밀도피에 자신이 더 흥분하여 “우

선 단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습하는 거예요. 성공했던 모든 혁명은

그랬어요.”288)라고 용기를 북돋아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수지역 사

회문제연구소는 어떻게 되는것 입니까? (...) 전, 그 연구소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하고있거든요.”289)라며 강동우의 사업에도 계속해서 동조할 태

세를 보인다. 반면, 화자는 장영일이 “혁명”이라는 말을 쓴 것에 웃기만

할 뿐 강동우와 남형진 어느 쪽의 서사에도 기대를 걸지 않는다. 그는

집회 과정에서 남형진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마음이 쏠려, 자신의 거

짓말들을 솔직하게 고백한 뒤 그를 어떻게든 위로하고자 애쓰기도 했다.

287)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13), 앞의 책.

288)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83), 중앙일보, 1967.6.6., 5쪽.
289)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85), 중앙일보, 1967.6.8.,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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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화자가 장영일처럼 남형진의 서사의 향유자가 된

것은 아니다. 화자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됨으로써 자기불신을 씻을 수

있었다느니하는 따위의 얘기는 나로서는 결코실감이 나지 않”290)는다고

선을 긋는다.

화자의 이러한 태도로부터 대서사에 대한 명료한 비판의식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내가 훔친 여름 은 조로한 인간과 정력적 인

간이라는 두 유형이 어떻게 자신들의 대서사를 타인을 향해 확장해나가

는지, 즉 본고에서 정의했던 열정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폭력성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서 그친다고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60년대

식 에서는 열정에 대한 비판의식과 함께 냉정의 대항전략 또한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간 60년대식 은 초기 소설에서와 같은 미적 긴장감을 상실하고 안

이한 통속적 세태소설로 전락한 결과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291)

그러나 본고는 이 작품이 1965년 이전 작품의 중요 분기점이었던 고정

관념 의 문제의식을 심화해 보여주는 작품이며, 이에 따라 김승옥이 초

기부터 탐구해오던 냉정의 논리가 가장 완결적으로 드러난 작품이라고

판단한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승옥의 문학은 경화된 세계에 대한

비판의식에 중심을 둔 일련의 작품들을 제출하며 출발했고 고정관념 을

통해 처음으로 경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모색해 보여주었다. 60년대식

은 고정관념 과 발표 시기나 게재지면의 성격이 달라 서로 무관한 작품

으로 간주되어왔지만, 냉정이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었을 때는 유의미한

비교항이 될 수 있다.

60년대식 의 주인공 김도인은 28세 모 사립고의 일반사회과목 담당

교사로, 이 작품은 그가 신문사에 투고한 한 장의 유서에서부터 시작된

다.

290)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81), 앞의 책.

291) 김민수, 앞의 책, 254-263쪽; 김희진, 김승옥의 60년대식 연구 , 한국어문학국제
학술포럼 학술대회,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07, 199-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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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답답하다. 지금 누군가 죽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나다.

이 시대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모든사람을 대신하여 나는 죽으려

한다.

누군가가 우리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답답함

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죽으려한다…292)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연재 시기와 동일한 1960년대 후반으로 설정되

어 있으므로, 김도인이 ‘답답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1960년대

에 대한 전반적 회고와도 같을 것이다. 그러나 신문사의 편집자는 김도

인의 유서와 게재를 부탁하는 편지 어느 것에도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

다. 김도인은 크게 실망하면서도 마지막 세간정리를 계속한다. 그러던 중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과오가 떠오르자, 그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거

리로 나서게 된다. 이 시점까지는 아직 김도인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는다. 집을 나선 김도

인이 이틀 동안 벌이는 방랑은 바로 이것을 파헤치는 여정으로 볼 수 있

다.

김도인의 과오란 그가 대학생이던 8년 전의 일을 가리킨다. 그는 하

숙집의 다섯 번째 딸 고애경과 연인이 되어 그녀를 임신시키고 말았는데

김도인은 자신이 사회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편지를 남기고 하숙

집에서 도망친다. 고애경은 김도인에게 그를 사랑하지만 결혼할 생각은

없고 자신의 집에서도 그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답장을 보내온다. 김도

인은 이에 해방감을 느끼며 도망을 계속할 수 있었다. 김도인은 그 후

자신이 8년 동안 고애경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떠올리며

그녀를 찾아 나선다. 그리하여 그는 하숙집 주인인 고바우 영감의 복덕

방 → 남대문 시장 퇴계로의 춘목 결혼상담소 → 다방 ‘고향’ → 장충단

공원의 타워호텔 → 남산공원 → 돈암동의 셋방 → 김도인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 청계천 6가의 헌책점 → 서울운동장 앞 노점 → 근처 골목

의 어느 한옥집 → 시장 거리의 술집으로 숨 가쁘게 이동한다.

292) 김승옥, 육십년대식 (1), 선데이 서울1(1), 1968.9.22., 70-71쪽.



- 100 -

김도인의 여정의 특징은 고바우 영감과 고애경만이 아니라 북어 영

감, 택시 기사, 춘목 결혼상담소의 사장 장민, 화학기사 손명우, 황 영감

의 손자, 아내의 친구인 계의 ‘오야’, 교장 선생 등 상당히 많은 인물들과

의도치 않게 교류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김도인과 기존에 알던

사이이든 모르던 사이이든 관계없이 그를 붙들고 자신의 인생사와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스스로의 대사를 통해 전

달되는 손명우와 ‘오야’의 인생사는 몇 회에 걸쳐 연재될 만큼 확장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고애경이 지어낸 용서에 대한 이야기, 김도인의 공상

으로 설정된 기체 판매와 가난한 과부 이야기, 황 영감의 손자가 들려주

는 조부 이야기 등 크고 작은 삽화들이 삽입되고, 택시 기사나 장민과

같은 인물의 농담과 거짓말들이 더해지면서 60년대식 은 더욱 분방한

이야기들의 집합이 되어간다. 즉 얼핏 보기에 60년대식 은 김도인과 고

애경이 재회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고애경과의 사정은 김도인을 집밖

으로 끌어내는 계기였을 뿐 실제로는 그가 거리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인

물들과 그들에 대한 김도인의 반응이 작품의 핵심인 것이다.293) 그리고

이로부터 김승옥이 1960년대를 답답하다고 여겼던 원인이 무엇인지가 서

서히 포착되게 된다.

이러한 방랑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은 60년대식 과 고정관

념 을 겹쳐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가) 나는 꼼지락 한번 하는데도 조심을 하며 누워있다. 쓸 데 없이

움직여서 에너지를 소모하기가 싫다. 육체 속에 있는 에너지란 돈과 같

은 성질이다. 많이 있을 때는 축나는 줄을 모르지만 적게 있을 때는 그

소모가 금방 눈에 뜨인다. 기초대사량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내 몸둥이는 〈이젠 정말 이것 밖에 없으니까 더 달라는 소리 말아〉하

는 듯이 식은 땀만 조금씩, 그것도 사타구니로만 조금씩 홀려 내보내주

고 있다. (...) 미안하다, 영이. 난 지금 멀거니 천정을 올려보며 시체처럼

누워 있어. 아직 시체는 되지 않았지만 얼마 후에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293) 이것은 김승옥 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은 한두 개의 주

요 서사를 따라가며 이야기적인 박력을 추구하기보다, 중심인물이 다른 여러 인물들

을 경유하면서 그 관련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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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가 될른지도 모른다.294)

(나)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아서, 우선 그때까지도 입고 있던 와이샤쓰

와 넥타이와 양복바지를 벗었다. 옷저고리는 책이 든 사과상자들 위에

걸레처럼 내팽개쳐져 있는 채로였다. 겉옷을 벗고나서 그는 이부자리를

정식으로 깔았다. / 그리고 잠깐 망설이다가 속옷도 홀랑 벗어버리고 이

불 속으로 들어갔다. 잠을 좀 더 잘 작정이었다. / 어제 짐을 정리하느라

고 어수선해진 채인 방 안에 이불을 펴고 그 속에 알몸으로 누워 있으

려니 마치 무덤 속에라도 있는 듯 편안했다. (...) 마침내 난 알거지가

돼 버렸군요. 하지만 언젠가 이런 공상을 해본 적이 있었죠. 알거지가

되고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295)

(가)와 (나)는 각각 고정관념 의 화자와 60년대식 의 김도인이 돈과

에너지와 열기를 모두 소진한 채 방바닥에 멀거니 누워있는 광경이다.

고정관념 의 화자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몇 주 동안 불을 때지 않은 냉

골에서 사지의 말단을 성가셔하며 누워있다. 60년대식 의 김도인은 상

황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다가 심한 피로와 현기증으로

기절한 뒤, 새벽녘 겨우 하숙방으로 돌아와 알몸으로 누운 상태이다. 김

도인은 자살을 준비하면서 이미 세간을 많이 정리한 후였다. 그런데다

이혼한 아내 주리에게 받을 빚이 있다면서 찾아온 ‘오야’가 책을 제외한

김도인의 모든 재산을 수거해가자 그의 심신은 더욱 가벼워진다. 고정

관념 의 화자가 스스로를 머릿속에서만 돌아다니는 거지로 비유했다면

60년대식 의 김도인은 실제로 거지가 되어 거리를 돌아다니게 된 셈이

다.

고정관념 의 화자가 스스로를 “동면성”의 “시체”296)로 부르고 60년

대식 의 김도인이 자신의 하숙방을 “무덤 속”297)처럼 느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두 인물이 놓인 무위의 상황은 마치 죽음과도 같다. 그러나

294) 김승옥, 사디리아시스 , 앞의 책, 468-470쪽.

295) 김승옥, 육십년대식 (10), 선데이 서울1(10), 1968.11.24., 68-71쪽.
296) 김승옥, 사디리아시스 , 앞의 책, 470쪽.

297) 김승옥, 육십년대식 (10), 앞의 책,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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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 의 화자는 자신을 향한 하숙방 주인의 불만을 잘 알고 있음에

도 자신의 태도를 해명하지 않았다. 김도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잠

싯동안 나로 하여금 완전한 무위와 더불어 있게하라. (...) 잠싯동안만 이

대로 두어두기 바란다. (...) 지금은 잠싯동안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순수

한 무위를 두어두기 바란다.”298)고 누차 강조한다.

일견 퇴행적이거나 패배주의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이들의 고집스

러운 무위는 외부의 대서사에 포섭되지 않으려는 의지이다. 고정관념

의 화자는 대서사에 대한 불신을 직접적으로 발화하며 단독자로서의 판

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다. 반면 60년대식 의 김도인은 또 다른

방식으로 대서사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는데,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주목

을 요한다.

이틀의 여정 중 김도인이 첫날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새벽마다 남산

공원을 산책하는 황 영감의 손자라는 인물이다. 황 손자는 앞서 내가

훔친 여름 을 통해 살펴본 정력적 인간형의 또 다른 예이다. 그는 자신

의 조부가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존경스럽다면서 조부의 “그 투지력, 그

욕망, 쓰러질 때까지 한 번 해 보자는 그 배짱”을 치켜세운다. 그리고 한

국에도 “정력”과 “스태미너” 내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단히 흡

족해한다. “먹겠다는 놈과 먹히지 않겠다는 놈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법이라고 믿는 황 손자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기꾼과 사업가, 경찰과 범

죄자가 상호 극악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얼마 전에

정부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건의했다면서 김도인에게 들려준다.299)

내용인즉슨 한국이 해적국가가 되어 외국의 상품을 밀수입․밀수출하는

비밀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황손자의 아이디어는 그가 추구

하는 대서사, 즉 그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투영하는 의미체이다.

황 손자는 마치 김도인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이라도 할까봐 걱정된

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사실은 김도인을 자신의 대서사의 향유자로

끌어들이고자 애를 쓰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황 손자에 대한 김도

298) 김승옥, 육십년대식 (10), 앞의 책.

299) 이 문단의 인용문은 모두 김승옥, 육십년대식 (9), 선데이 서울1(9), 1968.11.17.,
70-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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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반응이다.

도인은 그칠 줄 모르고 떠들어대는 황영감 손자의 정력에 입을 멍하

니 벌리고 말았다. (...) 황손자는 잠바 호주머니에서 외국제 엽연초를 두

대 꺼내더니 하나를 도인에게 권했다. 수면부족인 도인의 머릿속을 엽연

초의 지독히 독한 연기가 한바탕 뒤집어 놓았다. 그러나 그 독한 연기도

황손자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작용을 하는 것 같았다. 헝클어진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진정한 신념에서 나온 얘기라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종

용하는 작용.

그는 믿을 수 있는 제자에게 은밀한 비방(祕方)을 가르쳐 주는 선생

같은 표정으로 그의 좋은 아이디어 를 말하기 시작했다.

(...)

말하자면 해적국가가 되라는 말씀이시군요?
자넨 보기 보다 영리하군.
황손자는 만족한 듯 말했다.

그 아이디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글쎄 묵살 당했다니까. 멍텅구리들
멍텅구리…
도인은 황손자의 말투를 흉내내어 말하려다가 코피를 흘리며 그 자리

에 쓰러졌다.

엽연초의 연기 때문에 현깃증을 일으킨 것이었다.300) (강조-인용자)

황 손자의 엽연초는 그의 정력의 상징이다. 그것은 황 손자로 하여금

잡다한 생각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시키게 한다. 또한 그렇게 기획된

스스로의 대서사에 진정한 신념으로 투신하게 하고, 타인에게까지 그것

을 종용하도록 만든다. 김도인은 이러한 황 손자의 정력의 실체에 경악

한다. 그러나 겉으로는 마치 그의 은밀한 비방을 모범적으로 수학하는

듯한 제자처럼 행동하여 황 손자에게 만족감을 안겨준다. 즉 김도인은

황 손자의 폭력적인 세계관을 냉철하게 응시하고 그의 태도를 모방함으

로써, 도리어 그를 강하게 조롱하는 것이다. 황손자의 엽연초 연기가 김

300) 김승옥, 위의 글,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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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을 혼절시키는 장면은 양자의 극명한 대립을 보여준다.

정력적 인간에 대한 이러한 모방 조롱은 방랑의 두 번째 날 교장과의

대면에서 또 한 번 이루어진다. ‘사장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교장은 말

그대로 “교육자적인 냄새보다는 회사의 사장님 냄새가 더”301) 나는 인물

이다. 그는 김도인이 사표를 낸 것이 더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었기 때

문이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경쟁이 최선의 교육법이고 재벌이 현대의

영웅이라는 교장의 논리는 황 손자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그런 교

장의 정력 앞에서 김도인은 또 한 번 거짓 맞장구를 쳐준다.

맥주공장에서 일하게 됐읍니다 하고 도인은 웃지도 않고 말했다.

XY맥주라고 혹 아시는지요?
오, 알마다마
교장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거기 사장님이 집안 아저씨뻘이에요
정말?
이번에 부장자리를 하나 저한테 맡기시더군요
오오!
뭐 그렇습죠 뭐, 헤헤
잘했소, 정말 잘 했소
교장은 어깨라도 두들겨 줄 듯이 칭찬했다.

김선생은 역시 학교에서나 썩을 인물이 아니야. 사회에 나갔으니 웅

지를 한 번 펴보시오. 김선생, 우리 내기 하나 할까?
(...)

좋습니다
도인은 자못 감격하여 굳은 결심을 한 듯이 주먹조차 불끈 쥐어보이

며 말했다.

교장선생님과 내기를 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허허허, 역시 김선생과는 의기가 투합하는군. 그런데 내기는 자신 있

소? 허허허…302) (강조-인용자)

301) 김승옥, 육십년대식 (12), 선데이 서울1(12), 1968.12.8., 70쪽.
302) 김승옥, 위의 글, 70-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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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황 손자가 “스태미너 내기”를 강조했듯 교장은 김도인에게 누가

더 빨리 재벌이 될 것인지 내기를 제안한다. 김도인은 선뜻 그 판에 들

어서는 척한다. 능수능란한 김도인의 거짓말은 교장을 쉽게 속여 넘긴다.

그리고 진지하게 내기에 임하는 듯한 그의 태도는 황 손자와 마찬가지로

교장을 흡족하게 만든다. 그러나 교장이 김도인의 ‘감격’과 ‘영광’에 만족

하면 할수록 사실 그는 더 우스꽝스러워질 뿐이다. 김도인은 황 손자와

교장과 같은 정력적 인간들이 자신이 벌이는 싸움에 타인을 끌어들임으

로써 세력을 확장해나간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이것을 역이용하며 그

들의 정력을 우습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이처럼 60년대식 을 비롯하여 김승옥의 작품에 그려지는 냉정한 인

물들은 직접적인 비판의 발화, 거리 두기, 모방을 통한 조롱, 무응답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열정적 인물들의 대서사에 대항한다.303) 냉정은

외부에 쉽게 휘둘리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요체이기에 김도인과 같은 냉

정한 인간들은 당장 무언가를 도모해야 한다는 거짓 급박감이나 긴급 지

령들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지젝이 눈에 보이는 주관적 폭력이 아닌, 눈

에 보이지 않게 ‘폭력’과 ‘폭력 아닌 것’을 규정짓는 객관적 폭력에 대한

대항논리로서 강조했던 태도이다. 촌각을 다투는 듯 선전되는 대서사의

기획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동원하거나 회유하기

가 어렵다. 이들은 새로운 세계기획을 도모하는 것보다 사실상 더 비용

이 많이 드는, ‘사회적 무[無]’ 또는 ‘불길한 수동성’을 전략으로 삼아 단

독자로서의 판단을 수행할 수 있다.304) 김도인이 황 손자나 교장이 분출

하는 정력을 “판단이 결핍됐을때 나오는 우격다짐의 행동”, “무기교를

감추려는 광란의 몸짓”, 혹은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느끼고 있는 절망감

303) 박진영이 서울 1964년 겨울 을 분석하면서 “60년대 한국사회의 ‘리얼리티’를 주조

했던 지배질서와 그러한 메시지를 유포했던 ‘권력의 언어’에 비추어, (...) 스물다섯 두

젊은이의 대화는 요컨대 그 사실성을 무화하고 현실성을 교란하는 지점, 다시 말해

의미의 불가능성을 구성할뿐 아니라, 엄숙한 거대담론의 허위성을 파편적 세계의 물

질성을 통해 현시하려는 시도”라고 본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적실하다. 다만 박진영

은 이 대화를 ‘4.19세대의 자기 준거로서의 자유담론’으로 결론내리고 있어 본고의 시

각과 큰 차이가 있다. (박진영, 앞의 글, 101-120쪽.)

304)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293쪽, 296-297쪽.



- 106 -

에 호소하는 과격한 프로파간다 ”305)로 보는 것도 이 맥락에서이다. 그

들의 태도는 기실 텅 빈 내면의 불능을 은폐․망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면 또 누군가

를 만날 것이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 것이며 그리

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잘잘못을 부분적으로 구현

하고 있는 존재들이란 것을. 그리고 나는 안다. 그들에 대한 나의 호기

심은 별다른 사건이 없는 한 계속 될 것이며, 호기심이 발동하고 있는

한 나는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을.306)

김도인은 골방 밖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관찰과 호기심이 자신의 생

명을 유지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호기심은 고정관념 의

화자가 늘어놓는 끝없는 상념들과 유사하게, 대서사로 수렴되지 않는 소

서사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소서사들은 대서사의 총체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특히 활성화되며307) 사회에 의해 요약․측정․통제․활용되지 않

는다. 그리고 소서사들 사이를 오가는 인간 역시 그러한 존재로 유지시

켜준다. 상징적 질서 안에 구멍이 열리고 하나의 담화에서 또 다른 담화

로 이행해야 할 때,308) 실질적으로 그 구멍을 채우며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겁쟁이들의 비전문적이고 비학술적인 말들309)이 바로 소서사이다.

고정관념 의 화자가 늘어놓는 상념이나 60년대식 에 삽입된 삽화들뿐

만이 아니라, 다산성 의 화자가 가진 대화복기(復記)의 습관, 더 많은

덫을 의 화자의 주위를 빙빙 도는 사물들, 서울 1964년 겨울 의 김과

안이 나누는 대화 등 무용하고 무의미한 말의 집합이 김승옥의 문학에

305) 김승옥, 육십년대식 (끝), 앞의 책, 70쪽.

306) 김승옥, 육십년대식 (10), 앞의 책, 68쪽.

307) “현존하는 사회체제의 도처에서 국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작은 서사단위들의 활력

뒤에는 역설적이게도 서사 일반의 기능 중에서 보다 크고 총체화하는 기능이 <위기>

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프레드릭 제임슨, 서문 , 장 프랑수아 리오

타르, 앞의 책, 18쪽.)

308) 슬라보예 지젝, 이성민 역,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b, 2007, 10쪽.
309) 도미야마 이치로, 앞의 책, 10-11쪽, 2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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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해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이다.

요컨대, 열정이 요구되던 시대에 성급하게 자기 자리를 찾고자 한 자

들은 내적 불안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은 채로 삶의 목적이나 의미, 이유

를 만들어냈고 그것의 향유자를 늘리고자 했다. 반면 그런 방식의 기획

에 동조할 수 없었던 자들은 무기력한 패배자로 비가시화될지라도 측

량․활용 불가능한 소서사의 층위에 머무름으로써 불길한 수동성을 유지

하고자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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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냉정의 운동성을 중심으로 본 김승옥 문학

의 위치와 의의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기반으로 김승옥의 문학사적 위치

와 의의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김승옥의 문학사적 좌표와 관련하여, 우선

이 글은 김승옥의 문학이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그의

문학을 4.19문학으로 규정짓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출발했

다. 김승옥을 제3세대, 65세대, 혹은 4.19세대로 자리매김한 것이 김승옥

스스로가 아니라 주변의 비평가나 후대의 연구자들이었음을 생각할 때

그의 문학을 4.19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310) 김승옥의

문학은 4.19 이후의 혁명과 발전의 분위기가 아니라 전후 냉소주의에서

부터 출발했다고 보아야 보다 적합하다.311) 이는 비단 김승옥 스스로가

자신의 문학의 기원을 4.19가 아닌 6.25에 두고 있어서만이 아니라,312)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현실인식의 태도가 그것을 증명해주기 때문

이다.

물론 김승옥의 문학과 6.25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소재의 차원에서 볼 때 김승옥이 6.25를 전면적

으로 형상화한 작품은 건 과 재룡이 정도로,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것은 논자에 따라 정반대의 해석을 낳는다. 한편에

는 김승옥의 문학이 전쟁에 대한 거리감을 확보하고 새로운 세대로서의

감수성을 보여주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 시각은 김승옥의 문학과

310) 송은영 또한 “김승옥을 젊음의 대변자로 만든 당사자는 김승옥 자신이 아니라, 그

의 감수성을 세대론적인 담론 구조 안에서 증폭시킨 지식인들이었던 것”이라고 지적

했다. (송은영, 앞의 글, 217쪽.)

311) 방민호는 전후문학을 특정 시대에 국한시켜 이해하는 사고를 비판하면서 1940년 전

후에 출생한 작가들의 문학에 대해 6.25를 사후적으로 해석, 재구성한 전후문학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 연구의 방법 , 춘원연구학보(11), 춘원
연구학회, 2017.)

312) 좌담: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 앞의 책, 32쪽. 이 좌담에서 김승옥은

“우리 세대의 문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6.25문학이라고 봐야 해요. 4.19세대의 문학이

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세대가 어린시절에 겪은 6.25 이후의 체험담들이 결국은

우리 60년대 문학의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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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전후문학 사이의 차이점을 최대한 부각시킨다. 예컨대 천이두

는 1950년대의 문학은 6.25와 밀착․직결되어 경화된 엄숙주의와 강력한

교훈주의의 성향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전쟁의 현장감이 어느

정도 사라진 이후에 등장한 김승옥의 문학은 재기발랄한 유희성과 싱싱

한 위트로 개별성․개인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313) 반면 다른

한편에는 김승옥의 문학에서 개별성․개인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도리어

현실에 대한 무력감 때문이며, 이것의 근원에 6.25가 자리한다고 보는 시

각이 존재한다. 예컨대 김영찬은 건 을 분석하면서 화자가 빨치산의 시

체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주황색 구도로부터 강렬한 인상을 받는 장면은

큰 타자의 응시에 노출된 주체가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는 장면으로 독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비록 다른 소설들에서 비슷한 형태의 장면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인물들의 행동 양식은 건 의 화자의 그것

이 변주된 것이라고 주장한다.314)

이와 같은 두 상반된 견해는 어느 한 쪽만이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

다. 김승옥의 문학에 6.25가 많이 형상화되지 않은 것은 그 환부가 지나

치게 옅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심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

다. 자신은 큰 변화 없이 이방인처럼 6.25를 지냈다는 김승옥의 직접발

화315)에 방점을 찍을 수도 있고, 혹은 그가 여덟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여순사건으로 남로당원이었던 부친을 잃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무게를

둘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승옥의 문학을 1950

년대 전후문학과 지나치게 대립시키거나, 반대로 전쟁을 김승옥의 원체

험적인 환부로 상정하여 신화화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전자의 시각

은 앞 장에서 살펴본 1960년대의 세대론에서부터 기인했다고 할 것이다.

313) 천이두, 존재로서의 고독 , 제3세대 한국문학12, 삼성출판사, 1990, 425-426쪽.
314) 김영찬, 앞의 책, 258-263쪽.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시각은 쉽게 찾아볼 수 있

다. 복도훈은 김승옥을 최인훈․김원일․이동하 등과 함께 4.19세대로 묶고 “4.19세대

작가들의 공통적인 원체험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유년시절에 겪은 6.25 전쟁”이라고

전제한다(복도훈, 앞의 책, 47쪽). 박찬효 또한 김승옥을 이청준․김원일과 함께 분석

하면서 “이 시기 작가들에게 6.25는 (...) ‘트라우마’로서 외상의 기원으로 자리하게 되

는 것”이라고 말한다(박찬효, 1960-1970년대 소설의 ‘고향’ 이미지 연구 , 이화여자대

학교 박사논문, 2009, 33쪽).

315) 김승옥, 산문시대 이야기 , 앞의 책, 213-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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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두가 김승옥 문학의 특징을 “강력한 이슈에의 집착 내지 교훈주의에

의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점”316)으로 꼽은 것은 중요한 지적이

다. 그러나 이를 1950년대 문학과의 차이점으로만 설명할 경우, 6.25와

김승옥이 마치 단절되어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그 관계를 충분히 탐구할

수 없다. 또한 1950년대만이 아닌 1960년대 당대에 존재했던 경화된 엄

숙주의에 대한 김승옥의 비판의식을 간과할 위험성이 있다. 한편, 1960년

대 문학의 의미를 4.19의 반향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는 김영찬의 문제의

식 및 그에 따른 1960년대 작가들과 6.25 사이의 관계 고찰은 본고가 계

승하고자 하는 성과이다. 그러나 건 에 등장하는 단편적인 장면을 최인

훈 문학의 자기비판 모티프나 이청준 문학의 전짓불 모티프처럼 반복적

으로 형상화되는 작가의 원체험과 동일선상에 두고 분석하는 것은 무리

가 있어 보인다.

서론에서 서술했듯이 본고는 김승옥과 그의 문학이 전후의 불안정하

고 혼란스러운 감각에 익숙해진 눈으로 재건의 시대를 살아야했던 인간

을 대변해준다고 판단한다. 시공간적으로 전쟁의 한복판에 있지 않기 때

문에 분명히 1950년대의 전후문학과 차이가 있지만, 유년시절에 경험한

전시와 전후의 감각은 성인이 되기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

는 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에서 6.25로부터 비롯된 감각들은 2차 대

전 후의 전세계적인 냉소주의나 신에 대한 불신과도 맞물려 있다. 한국

에서 처음 실존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한 1950년대 초엽에는 전쟁의 체험

을 근거로 세계사적 동시성 혹은 보편성을 공유하려는 의식이 존재했

다.317) 물론 1950년대 후반이 되면 한국에서의 실존주의는 특히 앙가주

망의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적 특수성의 논리와 결부된다. 당시 한국에서

앙가주망의 의미가 정치적 근대화나 지성인으로서의 사명 등으로 굴절하

면서 참여론과 접맥하기 때문이다.318) 그러나 이와 같은 다소 왜곡된 수

316) 천이두, 앞의 글, 426쪽.

317) 김건우, 현대 한국문학의 실존주의 수용에 있어 ‘참여(engagement)’의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 , 비교문학29, 한국비교문학회, 2002, 182쪽; 김현주, 1950년대 비평의

재인식 , 한어문교육28,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3, 427쪽.
318) 한국의 실존주의 수용 양상 및 앙가주망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는 김건우, 위의 글;

윤정임, 사르트르 한국 수용사 연구 , 프랑스문화예술연구36, 프랑스문화예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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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는 별개로 1950-60년대에 문인들이 실존철학과 전후문학에 많이 노

출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김승옥 또한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고등학

생이던 김승옥에게 “문학이 심상치 않음”을 처음 알려준 것은 카뮈와 릴

케였고, 신구문화사판 전후세계문학전집은 인간의 정신적 폐허와 혼란에

대해 소설이 할 수 있는 바에 대해 사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319) 또

한 그가 다자이 오사무․엔도 슈사쿠․오오에 켄자부로․시이나 린조 등

2차 대전 이후의 일본사회를 다룬 작가들에 매료되었다는 것도 잘 알려

져 있는 사실이다.320) 김승옥의 문학은 당대 한국사회가 요청했던 방식

으로서의 앙가주망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후 무신론적 경

향을 바탕으로 선천적이거나 초월적인 가치에 반감을 품는다는 점에서는

다분히 실존주의적이다. “정열이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지옥

으로 만들고 있는 가장 나쁜 원인들 중 하나”라는 60년대식 의 김도인

의 외침이, “실존주의자는 열정의 힘을 믿지 않”321)는다는 사르트르의

외침과 공명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 그간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던 김승옥의 몇몇 산문을 함

께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1965년 대학 졸업 후 김승옥은 크리

스찬아카데미(1965-67)322), 문학(1966)323), 청년문학가협회(1967)324), 
2011; 박지영, 번역된 냉전, 그리고 혁명; 사르트르, 마르크시즘, 실존과 혁명 , 서강
인문논총3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등을 참고.

319) 주인석, 앞의 글, 399쪽.

320) 좌담: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 앞의 책, 30-32쪽.

321) “실존주의자는 열정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실존주의자는 강한 열정이 인간을 어떤

행위를 향해 숙명적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격류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 열정이 하나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는 인간은 자신의 열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존

주의자는 또한 이 땅 위에 주어진 그 어떤 징표 속에서 자신에게 방향을 일러줄 도움

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 폴 사르트르, 박정태 역, 실존
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학사, 2008, 45쪽.)

322) 크리스찬아카데미는 2차 대전 이후 대화운동으로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던

독일의 에반젤리켈아카데미의 이념을 수용해, 사회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대화운동,

교육과 훈련 등을 진행했던 단체이다. 1959년 구성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회’가

모체이며 1965년 2월 ‘한국크리스챤아카데미’로 개칭했다. 19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

반공법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단체는 체계적인 중간집단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농민․노동운동가를 양성했다. 김승옥이 이러한 개신교계 민주화운동에까지 가담한

것은 아니나, 그는 크리스찬아카데미의 기관지 대화 1, 2호를 편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크리스찬아카데미의 초기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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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문학(1969)325) 등에 크고 작게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동

시대 문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도 점차 자기만의 진영으로 분화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승옥은 빈번하지는 않지만 문학장 내

의 논쟁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65년에 발표된

작가와 현대사회 부터 짚어볼 수 있다.

이 글에서 김승옥은 먼저 작가와 사회의 관계변화에 따라 서구현대문

학사를 삼분한다. 사회가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의 공허성을 의식하지 못

하도록 하자 작가들이 반항이라는 윤리적 무기로 그것에 대항하던 양차

또한 그는 크리스찬아카데미가 주최한 ‘문학과 현실’(1965), ‘문학과 자유정신’(1971)

등의 세미나에 여러 문인들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후자는 이 당시 불거지던

순수참여논쟁의 하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2009, 362-363쪽, 603-607쪽, 656-657쪽; 김건우, 한국 현대지성사에서 ‘한신

(韓神)’이 가지는 의미 , 상허학보42, 상허학회, 2014; 문학과 현실의 대화 , 
동아일보, 1965.7.15.; 작가는 왜 글을 못 쓰나―문학과 자유정신 세미나 , 동아일
보, 1971.10.15.)

323) 문학은 1966년 5월 창간, 이듬해 2월 종간된 월간문예지이다. 경향신문의 1966

년 4월 9일자 기사 문예지 문학 창간 에 따르면 김승옥은 이 잡지의 편집장으로

내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실제 잡지에는 발행 겸 편집인이 윤영달로만 나와 있어 확

인이 더 필요하다. 현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인 윤영달은 이 시기 문학계 지기가 많아

문예지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가 어느 정도 편집을 담당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324) 이는 해방기의 조선청년문학가협회와는 무관하다. 1967년 4월 5일 발족한 청년문학

가협회에는 이근배(총무), 임중빈(섭외), 조동일(기획), 염무웅(출판), 김광협(권익옹

호), 이탄(시분과 간사), 김승옥(소설분과 간사), 김현(평론분과 간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월례합평회 및 문학세미나 개최, 관련 자료집 제작, 남정현 7년 구형에 대한

성명서 발표, 6.8선거 반대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했다. 4.19를 기념해 4월문학제도

기획했으나 실행되지는 않은 듯하다.

한편 박정희 정권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을 일으킬 당시 청년문학가협회를 새

문화연구회, 학사주점과 함께 통혁당의 9개 지하서클 중 하나로 발표했다. 임중빈의

주도 하에 청년문학가협회가 공산주의에 입각한 비판적인 문학 활동을 했다는 것이었

다. 이와 더불어 당시 중앙정보부는 김일성의 지령을 받는 통혁당의 기관지로 청맥
을 지목했는데, 이에 청맥에 글을 실었던 김광협, 조동일, 임중빈 등은 남산에서 곤

경을 치러야 했다. 청년문학가협회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규정과 보도는 사실이 아니

었으나 이 일로 말미암아 청년문학가협회는 1968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산된다. ( 청
년문학가협회 발족 , 동아일보, 1967.4.8.; 청년문학가협회 제1회 문학세미나 , 동
아일보, 1967.4.25.; 남정현 씨 사건에 문학가협서 성명 , 경향신문, 1967.6.3.; 의
사표시에 탄압치 말라―청년문협서 성명 , 동아일보, 1967.6.17.; 염무웅, 4.19, 다양
성 억압한 전후 ‘순수문학’의 판을 뒤흔들다 , 경향신문, 2016.8.8.; 이근배, 문학동
네에 살고지고 (44), 중앙일보, 2003.3.7. 등)

325) 김승옥은 68문학에 편집 동인으로 가담했으나 글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며, 다른 
산문시대 동인들과 달리 문학과지성이나 창작과비평으로 나아가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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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기, ‘신과 인간’이 아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눈을 돌리고 인간

그 자체를 탐구하던 전후(戰後) 시기, 그리고 사회라는 주제가 다시금 작

가들의 관심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현재의 시기가 그것이다. 김승옥이

서구현대문학사를 이해하는 데 실존주의가 축이 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사회’의 기능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인식이다. 김승옥에 따르면 사회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의 공허함을 망각시키는 존재이다. 특히 전시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

황일 때 이러한 면모가 더욱 두드러진다. 글의 후반부에서 김승옥이 오

늘날 한국의 작가들도 “사회가 인간의 공허감을 가려주는 방법이 정당한

가를 감시해야할 것”326)이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작가가 사회와 무관할 수 없고 언제나 사회에 대해 올바르게 직시․

대결해야 한다고 할 때, 김승옥은 이를 참여나 투쟁의 방식으로가 아니

라 사회가 인간에게 투여하는 의사(疑似) 안정성에 반항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승옥의 이와 같은 입장은 당시 대두되었던 순수참여논쟁의 지류로

위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 순수참여논쟁의 중요 결절점

중 하나로 평가되는 김붕구의 작가와 사회 는 1967년 10월 12일 제35

회 세계문화자유회의 원탁토론의 주제발제로 강연된 것인데, 뒤에 이어

진 토론에서 김승옥은 작가와 현대사회 에서 보여주었던 위와 같은 견

해를 다시금 피력하기도 했다.327)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김승옥이 순수

참여논쟁의 주요 논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김승옥은 이 논쟁을

관조하면서 자신과 동세대 비평가들 사이에 거리를 두고자 했다고 하는

326) 김승옥, 지상토론: 작가와 현대사회 , 동아일보, 1965.6.19. 이것은 이 해의 세계

펜클럽 대회의 주제였던 ‘작가와 현대사회’에 대해 쓴 글이다.

327) 김붕구의 핵심 논지는 작가의 자아는 ‘사회적 자아’와 ‘창조적 자아’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이 중 우위에 놓여야 할 것은 창조적 자아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김붕구의 주장

에 대해 임중빈은 사회를 의식하지 않는 창작은 허상적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러자 김승옥은 작가가 역사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이상 어떤 작품이든 언어를 매

개로 하는 윤리나 가치를 배제할 수 없으며, 이것이 근본적인 의미로서의 작가의 사

회참여라고 반박했다. ( 작가와 사회 , 동아일보, 1967.10.14.; 한강희, 1960년대 중

후반기 참여론의 지형과 변모양상 , 우리어문연구24, 우리어문학회, 2005; 권보드래,
사상계와 세계문화자유회의 , 아세아연구54(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1.)



- 114 -

것이 좀 더 타당하다. 김주연의 소시민론을 전후하여 재차 논쟁이 불거

졌을 때, 김승옥은 이 논쟁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현역비평가들이 비판

을 위한 비판이나 목적의식적인 분류를 행한다고 지적했던 것이다.328)

나아가 이 과정에서 김승옥이 ‘소설가’와 ‘비평가’ 간의 거리를 반복적으

로 확보하려드는 것은329) 동세대 비평가들이 꿈꾸었던 ‘하나의 세대감’에

균열을 내는 목소리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작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김승옥의 사유도 순수참여논쟁 속에서 파악하기보다는 그간

그가 작품을 통해 추구해왔던 문제의식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해 보인다. 즉 김승옥이 그의 산문에서 ‘사회’라는 이름을 붙여 부정

적으로 파악했던 대상은, 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차원의 규범적

이고 경화된 대서사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사회에 대해 작가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 역시, 대서사를 불신하

고 단독자의 소서사를 중시하는 사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김승옥은 파편적이고 분열된 세계에 익숙한 전후의 인간으로 자랐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1960년대의 집단적으로 과열된 사회재건의 열기에

경계심을 품게 했다. 균질적이고 통합적인 세계관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

에 산다는 것은 김승옥에게 우울감을 안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짓 급

박감에 기반한 폭력적인 대서사의 날조를 통찰할 수 있는 우월감과 자기

애, 그리고 엘리트주의에 굴하지 않는 가벼움과 경쾌함을 준 것이다.

이것은 성역(聖域)의 부재라고 부를 수 있는 김승옥만의 독특한 언어

습관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김승옥은 6.25전쟁과 조수(潮水),330) 여순과

어린아이들의 오답,331) 인민군 방송과 들놀이 초대장,332) 동학란과 음란

328) 김승옥, 작가와 비평가의 현실적 원근론 , 뜬 세상에 살기에, 앞의 책, 179-187

쪽. 이 글은 본래 1970년에 작성된 것이다.

329)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김승옥은 “나는 현역 비평가 들이라는 퍽 막연한 대상

을 좀 나무라려고 하는데”, “적지않은 숫자의 비평가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어슷비슷

한가! 작품을 향하여 구체적인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요컨대, 비평가들

이 곧잘 작가들에게 들려준 말을 되돌려주고 싶다는 것이다. 고민하고, 고독하고, 그

래서 좀 재미있게 써라. ”와 같은 표현으로 당대 비평가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그들과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짓고 있다. (김승옥, 위의 글, 184-189쪽.)

330) 김승옥, 산문시대 이야기 , 위의 책, 213쪽.

331) 김승옥, 50년 동안의 충격 , 내가 만난 하나님, 작가, 2004, 135쪽.
332) 김승옥, 들놀이 , 청맥2(6), 1965.7,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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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비디오 시청333) 등 무겁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것만 같은 대상과 일

상적인 대상을 쌍방향의 비유로 손쉽게 엮곤 한다. 언제나 약간의 발칙

함을 동반하는 이러한 연상은 마치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이 소서사들 사

이를 왕래하듯 그 스스로도 자유로운 사고에서 작동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각들은 모두 김승옥 문학세계의 본질인 유동적 냉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한편, 김승옥의 소설이 경화된 열정과 유동적 냉정의 대립을 끈질기

게 탐구하면서도 왜 언제나 실패의 결말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생

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역사 의 흥분제나 무진기행 의 편지는 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소멸되어야만 했을까? 이것이 그저 김승

옥의 소시민성과 일상으로의 침잠을 보여주는 것일 뿐일까? 김승옥의 문

학에서 냉정의 유동이 열정의 경화에 꾸준히 패배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대립을 보여주는 것은, 양자의 대결에서 성공을 거두는 순간 그것이

부조리에 대한 기만이 되기 때문이다. 알베르 카뮈에 따르면 ‘부조리하

다’는 감각은 비교하는 두 대상 사이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강해진다. 카

뮈가 주목하는 부조리는 ‘인간의 이성’과 ‘세계의 심연에 대한 불가해성’

사이의 불일치에서 야기되는 부조리이며, 이 불일치를 깨달았으면서도

회피하거나 비약하지 않고 계속해서 각성 상태로 살아가는 인간이 부조

리한 인간이다.334) 카뮈는 “신 없는 이 부조리의 세계는 분명하게 생각

하고 아무런 희망도 갖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찰 것”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부조리한 인간은 “창조자”라고 말했다. 이는 예술작품이 총체성을

구현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부조리 그 자체를 묘사해줄 수 있기 때문

이다.335) 중요한 것은 이성, 신, 죽음 등 어떤 비약적인 출구도 만들지

않는 것이다. 희망은 없지만 체념도 거부한 반복적인 운명의 확인만이

부조리의 인간의 진정한 반항인 것이다.336)

김승옥은 삶의 유동성을 문학의 유동성으로 온전히 번역하여 형상화

333) 김승옥, 육십년대식 (14), 선데이서울1(14), 1968.12.22., 72쪽.
334) 알베르 카뮈, 김화영 역, 시지프 신화, 책세상, 1998, 51-54쪽.
335) 알베르 카뮈, 위의 책, 141-148쪽.

336) 알베르 카뮈, 위의 책, 8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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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지 않았다. 그렇기에 언제나 파괴와 분열의

상태로 재귀했다. 물론 그는 “소설을 구상하고 파지를 내가며 지금 쓰고

있는 장면의 의미를 정리하는 동안은 인생의 혼란과 무의미감에서 일시

적으로 벗어나 이 세계가 제법 조리 있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는 구원

의 시간이 되”337)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문학의 화두가 정말로 ‘조

리’와 ‘의미’와 ‘구원’이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실패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

다. 김승옥의 소설은 도리어 혼란과 무의미감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묘사

함으로써 결코 그것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가치가 있다. 1981년 종

교적 계시를 받고 이제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자신만만한 주장보다, “무

신론자 또는 불가지론자였던 시절에는 인간들의 어둠이 때로는 귀엽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인 적도 있었”338)다는 그 뒤의 중얼거림이 훨씬 진솔하

게 다가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때 김승옥의 작품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는 결코 작가적 차원의 실패나 우연으로 빚어진 결과가 아

니다. 그것은 부조리한 반항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실패 이상이다.

나아가, 이것은 언어감각보다도 더 근본적인 김승옥식 감수성의 핵심

일 수 있다. 이정숙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 ‘하루키 현상’을 통해 시

대적 감수성이라고 부를 만한 정서적 연대가 대중들 사이에서 광범위하

게 형성되었듯이, 1960년대는 김승옥의 문학을 중심으로 감수성의 연대

가 이루어진 시대였다.339) 이것을 가능케 하는 데 김승옥의 신선한 언어

구사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지 문체의 차원에

서 김승옥이 감수성의 작가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모호하고 불

충분한 결론이다. 정확히 어떤 문체가 감수성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그저

묘사가 뛰어나다는 설명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논증하기가 지극히 까

다롭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승옥의 감수성이 “감각적 문체만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사고’로부터 유래한다”340)거나, “오관을 통해 빠

337) 김승옥, 작가의 말―나의 소설 쓰기 , 앞의 책, 6쪽.

338) 김승옥, 위의 글, 7쪽.

339) 이정숙, 대중 속으로, 60년대가 사랑한 감수성 , 백문임 외, 앞의 책, 176-177쪽.

340) 김명석, 김승옥 문학의 감수성과 일상성, 푸른사상, 2004,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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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생생하게 반응하는 유동적인 ‘감각적 체험의 능력’”341)이라는 보완

적 설명이 시도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도는 김승옥의 감수성이 현실의식

이 결여된 언어표현에 불과하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오히려 현실을

감각하는 태도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재인식하게 해준다는 의의가 있

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도 그 ‘감각적 사고’나 ‘감각적 체험’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글은 김승옥의 문학을 통해 당대 독자들이 공유했던 감각적 사고

나 체험이 ‘전후의 인간’으로서의 그것이었으리라고 본다. 김승옥은 스스

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남들의 눈에는 아무렇지 않거나 역겨워 보이는

풍경에서도 아름답게 분해되어 재구성되는 경이적인 풍경을 볼 수 있

는”342) 눈으로 소설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정숙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김승옥의 작품을 읽으며 독자들 또한 황폐하고 어지러운 풍경과 삶을 아

름답게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독자들은 단지 김승옥의

문장으로 재현된 결과로서의 아름다운 풍경만을 향유한 것이 아니라, 황

폐하고 어지러운 현실을 버거워하지 않고 익숙하게 여기는 그의 감각에

서부터 먼저 감응했을 수 있다. 전후의 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로 사회 재건을 수행해야 했던 1960년대에 이러한 감각은 현실을 특정한

방향으로 성급히 수렴시키려는 자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단독자로 살아가

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했다. 앞 장까지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승옥

은 삶의 목적과 이상을 찾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을 이

용하여 타인에게 모종의 대서사를 설파하려는 이들을 경계했다. 그는 이

러한 자들을 때로는 조로한 인물로, 때로는 정력적 인물로 형상화해 작

품 속에 등장시켰다. 그리고는 대서사로 수렴되지 않는 소서사들의 층위

에서 살아가는 냉정한 인물들을 통해 외부에 통제당하지 않는 방식을 보

여주었다. 김승옥의 문학에 열광한 당대의 수많은 독자들도 표면적으로

는 그의 세련된 문체나 묘사를 향유하는 것처럼 보여도, 근본적으로는

그가 보여주는 전후의 감각 즉 냉정에 공명해 그것으로서 감정의 소통을

이루었을 수 있다.343) 김승옥 문학의 독자들이 이룬 감수성의 연대가 ‘냉

341) 김민수, 앞의 책, 188쪽.

342) 김승옥, 색채와 나 , 뜬 세상에 살기에, 앞의 책,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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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핵심으로 했다고 보는 이와 같은 시각은 1960년대 한국에 바람직

한 시민사회를 위한 동력으로서의 열정의 감정구조만이 아니라 그것의

폐해를 감지하여 동조하지 않으려 했던 냉정의 감정구조도 함께 존재했

다고 이해하게 해준다.

이렇게 볼 때 김승옥의 문학을 ‘전후 대중문학’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른다. 대중문화를 상업자본주의나 퇴폐적 청년문화로 직결시

키는 사고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은 오늘날 잘 알려져 있다. 혹자

가 지적하듯 대중문화는 권위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집단의 ‘촌스러

움’을 ‘감각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내재하고 있다.344) 김승옥은 등

단 직후부터 천재신인작가로 조명되어 일반 독자와 비평가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설가로서의 자신의 위상이나 위치를 고

고하게 유지하는 데 별 관심이 없었다. “김승옥의 평생에 문학은 가장

소중했지만 ‘모든 것’은 아니었”345)다는 말처럼, 그는 장르와 매체를 손

쉽게 넘나들며 대중과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김승옥은 대학동인지

산문시대부터, 사상계․창작과비평 등 한국 지성사․문학사를 지

탱해온 잡지, 선데이서울과 같은 대표적인 주간오락지 모두와 친연성

을 지니는 작가이다. 또한 김승옥은 1967년 무진기행 을 영화 〈안개〉

로 각색해 성공을 거둔 이후 16편 가량의 영화에 작가나 연출자로 참여

했고 1960년대 말부터 영화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쩍 강해진다. 이것은

4.19세대로 곧잘 함께 묶이곤 하는 동시대 문인들과 김승옥의 주목할 만

한 차이점이다. 김현․김주연․김병익 등의 비평가들이 산업사회에 대해

서는 공통된 비판의식을 보였지만 대중사회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았다346)는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 당시 김승옥 주변의 지식인들은

343) 이 점에서 이정숙이 김승옥의 감수성을 관찰자의 시선에서 나오는 시니컬한 유머라

고 설명한 것은 적실하다고 여겨진다(이정숙, 대중 속으로, 60년대가 사랑한 감수성

, 앞의 책, 187-191쪽). 다만 본고에서는 김승옥이 그러한 시니컬한 유머를 지니게

된 연유가 현실이 균질적이고 통합적일 수 있다는 믿음을 상실한 전후의 감각에 있다

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344) 이주라, 음란 소녀 탄생기―1960년대 대중오락지 명랑과 하이틴소설 , 한국어문
화연구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41,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8, 31-42쪽.

345) 백문임 외, 앞의 책, 7쪽.

346) 인아영, 문학과지성의 이론적 기반과 미학적 실천 ,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7,

68-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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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를 충분히 수용․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김승옥은 “‘소설

은 이야기’라는 소설 쓰기의 ABC를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347)고

주장하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대중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348) 김승옥

에게 대중문화는 그가 가진 냉정의 운동성을 정서적 연대로 이끌 잠재적

인 동력이자, 1970년대 창작과비평․문학과지성과는 다른 진영을 마

련해줄 특권적인 발판이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보통여자 (주간여성, 1969.7.9.-12.3.)와 강변부인 (
일요신문, 1977.4.3.-9.4.)으로 대표되는 김승옥의 후기 장편소설을 어떻

게 평가할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급한 주간지”에 실린 “포르

노소설”349)이라는 혹자의 강한 비난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 이 작품들

은 문학사적 가치를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 그동안 김승옥의 문학세계가

1960년대 경향과 1970년대 경향으로 쉽게 양분되고 전자만이 긍정, 연구

되어온 것은 이 두 편의 소설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여자 와 강변부인 이 연대로서의 대중문학이 아니라 우민화로서의 대중

문학에 가깝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작품들을 “관능적 소재주의”350)라는 이유만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는 점

이다. 외도, 성폭행, 거짓말, 허영, 배신 등의 요소는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것으로서 이 시기 새롭게 등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통여자 나 강

변부인 이 우민화로서의 대중문학이 되고 만 까닭은 소재나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윤리 또는 절대가치가 붕괴되는 시대에는 모럴리스트

들이 할말이 많아지는 법”351)이라는 김승옥의 참칭자로의 돌변에 있다.

마치 유해에 대한 보호에서 ‘보호’를 강조하는 순간 ‘유해’는 어느 정도

합의․승인됨을 막을 수 없듯, 비윤리를 대상화하겠다는 목적의식은 비

윤리에 대한 자의적인 정의와 경계지음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비윤리의

코미디를 그리겠다는 김승옥의 발언에서부터 자신은 비윤리와 떨어져있

는 존재라는 전제가 암시되며, 이것은 그전까지 스스로 경계해왔던 성곽

347) 김승옥, 작가의 말―나의 소설 쓰기 , 앞의 책, 14쪽.

348) 이정숙, 대중 속으로, 60년대가 사랑한 감수성 , 앞의 책, 183쪽.

349) 조진기, 불안한 감수성과 퇴폐적 일상 , 작가연구6, 새미, 1998, 68쪽, 74쪽.
350) 조진기, 위의 글, 81쪽.

351) 김승옥, 작가의 말―나의 소설 쓰기 , 앞의 책,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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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화를 촉진시키는 일이었다. 두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마치 하나의

인물처럼 천편일률적인 사고방식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짚어둘 것은, 소재나 사건의 차원에서 김승옥의 문학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후반 이후의 작품을 ‘대중문학’․‘통속소설’로 규정한 뒤 1960년

대 후반 이전의 작품을 ‘순문학’․‘본격소설’로 소급 규정하는 것도 바람

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승옥의 문학이 대중문학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

다. 산문시대나 사상계에 발표된 초기작들도 당대 독자들에게 강렬

한 감응을 일으켰던 대중문화의 하나였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중문학이라는 키워드는 1970년대의 작품들을 비판하

기 위해서가 아니라, 1960년대의 작품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

해서 활용되어야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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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김승옥 문학의 본질이 냉정의 운동성에 있음을 밝히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1960년대에 청년 지식인의 열정은 여성이나 하층민

의 열정과 달리 정치적 동력으로서 그 지위를 배타적으로 존중받았다.

그런데 이는 청년 지식인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마땅한 열정을 가지지 않

은 자들은 시민성을 할당받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간

김승옥의 문학이 그 뛰어난 언어감각에 비해 현실에 대한 참여의식은 부

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김승옥의 문

학을 참여나 저항의 부재로 비판하는 시각은, 참여나 저항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올바름을 보증 받으려는 한국 지성사 특유의 성향을 염두

에 두고 수용되어야 한다. 김승옥의 작품에 중점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은

참여나 저항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없는 자들, 혹은 과잉되게/잘못된

방향으로 있어서 폐해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김승옥은 이들에 대한 거리

감을 조율해가며 특유의 대응방식을 보여준다. 본고는 그간 비가시화되

어있었던 김승옥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대응방식을 각각 열정(熱情)과

냉정(冷情)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시화하고자 했다.

냉정과 열정은 기쁨이나 슬픔처럼 주체의 현재적인 감정 상태로서 전

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징후와 표지를 일정 기간 이상 집적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배후의 감정’이다. 배후의 감정은 인간이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고 대응하는 성향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고는 냉

정과 열정을 본질주의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

로부터 접근하고자 했다. 1960년대 한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전후(戰

後)의 혼란과 부유감을 미처 다 해소하지 못한 채로 사회 재건의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는 교착성(交錯性)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다시금

삶에 의미와 안정감을 부여해줄 이상이나 목표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삶

을 살 수도 있고, 혹은 의미와 안정감이 부재하더라도 삶을 하나의 방향

으로 수렴시키지 않게끔 배리와 분열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본고는 전자의 태도에서 열정을, 후자의 태도에서 냉정을 도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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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냉정과 열정에 대해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2장에서는 김승옥의 1965

년 이전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삼아 열정에 대한 그의 비판의식의 태동과

냉정적 태세의 모색을 살펴보았다. 생명연습 , 건 , 환상수첩 , 누이

를 이해하기 위해서 와 같은 초기작들은 일면적으로 경화된 세계에 대한

경계심을 공통요소로 지니고 있다. 이 작품들은 삶의 방식을 배타적으로

선택, 고집하는 일이 폭력성을 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분

석을 통해 본고는 김승옥 문학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는 ‘자

기세계’가, 선행연구들이 주장한 바와 달리 완성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깨뜨려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자 했다. 한편 확인해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 은 경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모색해본 작품이라

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즈음 제출된 역사 , 무진기행 , 서울

1964년 겨울 또한 다면체로서의 인간 본연의 성질을 유지하거나 회복함

으로써 경화된 세계를 타파하려는 시도를 그리고 있다.

3장은 지금까지 살펴본 1965년 이전의 작품들이 당시의 세대론에 의

해 억압적으로 의미화된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논의를 시작했다.

1960년대 중반 김승옥이 주목받는 신인작가로 크게 부상하자, 당대의 많

은 비평가들은 그의 문학에 대한 저마다의 시각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들의 논의는 기존의 전후문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문학세대의 출범 및 자

기증명에 대한 논자들 스스로의 욕망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승옥의 1965년 이전의 작품들은 4.19 문학의 전

형으로 다소 억압적으로 자리매김되었고, 반대로 1966년 이후의 작품들

은 상업주의로 경사되었다는 평가 하에 지나치게 도외시되었다. 그러나

본고는 1966년 이후 세대론에서 벗어난 뒤 제출된 김승옥의 작품들이 도

리어 그의 심화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본다. 다산성 , 염소는 힘이

세다 , 더 많은 덫을 , 빛의 무덤 속 과 같은 작품에는 통제와 감시로

이어지는 ‘불가해한 힘’의 모티프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내가

훔친 여름 은 이 힘이 폭력적으로 향유자를 늘려가며 생명력을 이어가는

대서사로 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인물들은 직접적인 비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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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거리 두기, 모방을 통한 조롱, 무응답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대

항한다. 이 대항의 과정이 가장 완결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이 60년대식

이다.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승옥 문학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김승옥의 문학이 1960년대에 시작

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그의 문학을 4.19 문학으로 규정짓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김승옥의 문학은 4.19라는 경험 혹은 가치가 아니라

전후의 부유감과 무의미감에서 출발했다고 볼 때 좀 더 깊은 이해가 가

능하다. 김승옥은 파편적이고 분열된 상태에 익숙한 ‘전후의 인간’으로

자랐고, 이것이 그에게 1960년대의 과열된 사회재건의 열기에 경계심을

품게 했다. 균질적이고 통합적인 세계관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에 산다는

것은 김승옥에게 우울감을 안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거짓 급박감에 기반

한 폭력적인 대서사의 날조를 통찰할 수 있는 우월감과 자기애, 그리고

엘리트주의에 굴하지 않는 가벼움과 경쾌함을 주었다. 나아가, 본고는 이

것이 언어감각보다도 더 중요한 김승옥식 감수성의 요체일 수 있다고 주

장한다. 김승옥의 문학에 열광한 수많은 독자들은 표면적으로는 그의 세

련된 문체나 묘사를 향유하는 것처럼 보여도, 근원적으로는 그가 보여주

는 전후의 감각 즉 냉정에 공명해 그것으로서 감정의 소통을 이루었을

수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보여주는 집합감정의 정치성에 대한, 그리고 그것

이 재편해갈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고려할 때 냉정과 열정

이라는 개념은 비단 김승옥의 시대에 국한되지 않은 현재성과 문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연료로서의 집단적인 열정

의 감정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다만 그 곁에는 열정의

폐해를 경계하고 단독자로서의 판단력을 잃지 않으려는 거대한 냉정의

감정구조가 공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아

직 많은 보완이 필요한 시론이지만 냉정과 열정이라는 개념을 보다 잘

벼린다면 한국문학사에서 그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수도 있을 것이

다. 예컨대 근대 초기 한국문학의 기반을 닦은 두 대표적 작가인 이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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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염상섭을 각각 열정을 담지한 이상주의적 계열과 냉정을 담지한 현실

주의적 계열로 구분한 뒤, 두 계열이 오늘날의 한국문학까지 어떤 양상

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살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한국문

학사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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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要約

金承鈺文学にあらわれた
冷情の運動性

ソウル大学大学院
国語国文学科現代文学専門

柳書鉉
本稿は、金承鈺文学の本質が冷情の運動性にあるとした上で、その意味

を明らかにしたものである。1960年代、青年知識人の熱情は女性や下層民
の熱情とは異なり、政治的な動力としてその地位が排他的に尊重された。
しかしこれは青年知識人の位置にありながらも、まともな熱情をもたない
者は、市民性を与えられなかったことを暗示するものでもあった。従来金
承鈺の文學が、その並外れた言語感覚に比べ現実への参与意識が不足して
いるという批判を受けたのも、このような文脈であった。しかし金承鈺の
文学を参与や抵抗の不在として批判する見方は、参与や抵抗を語ることで
自身の政治的な正しさを保障しようとする、韓国知性史特有の傾向を念頭
に置き受容する必要がある。金承鈺の作品の中で重点的に描かれるもの
は、参与や抵抗のようにみえつつも、実際にはそうではない者、あるいは
過剰に／間違った方向に弊害を起こす者たちであった。金承鈺はこのよう
な人物との距離を調節しつつ、特有の対応方法をとった。本稿は、従来可
視化されてこなかった金承鈺のこのような問題意識と対応方法を、熱情と
冷情という概念を通して可視化したものである。

冷情と熱情とは、喜びや悲しみのように主体の現在的な感情の状態とし
て表面にあらわれるものではなく、様々な徴候と標識を一定の期間以上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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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することで、判断可能な「背後の感情」である。背後の感情は、人間が
与えられた状況を受け入れかつ対応するにあたり、大きな影響を及ぼす。
この問題について本稿は、冷情と熱情を本質的に規定するよりも、人間が
生を営む方法として接近する。1960年代韓国社会の最も大きな特徴は、戦
後の混乱と浮遊感を完全に解消することができないままに、社会の再建と
いう課題を実行せざるを得ない交錯性にあった。このような状況におい
て、人間は再び生の意味と安定感を付与する理想や目標を探すことで、生
を営むことができたり、あるいはその意味と安定感が不在であっても生を
一つの方向に修練させないために、配慮と分裂を維持しながら生きること
も可能である。本稿は前者の態度から熱情、後者の態度から冷情を導くこ
とが出来ると考える。

冷情と熱情に對する上記の議論を踏まえ、第2章では金承鈺の1965年以
前の作品を対象に熱情に対する彼の批判意識の胎動と、冷情な態度を模索
する様相を考察する。『生命演習』、『乾』、『幻想手帖』、『妹を理解
するために』をはじめとする初期作品には、一面的に硬化した世界に対す
る警戒心が共通の要素としてあらわれる。これらの作品は、生の方法を排
他的に選択及び固執することが、暴力性を内在させられることを示す。こ
の問題に関する分析を通じて、本稿は金承鈺文学の核心的な概念の一つと
される「自己世界」が、従来の主張と異なり完成させる対象ではなく破壊
の対象であることを明示した。一方で『確認した十六個の固定觀念』は、
硬化しない可能性をはじめて模索した作品であるために注目を要する。同
時期に発表された『力士』、『霧津紀行』、『ソウル1964年冬』なども多
面体としての人間の本然の性質を維持したり、回復することで硬化した世
界を打破しようとする試みを描いている。

第3章では、ここまで見てきた1965年以前の作品が、当時の世代論によ
り抑圧的に意味が与えられた傾向がみられる点にふれつつ議論を始めた。
1960年代中盤、金承鈺は注目の新人作家として大きく浮上すると、当時の
多くの批評家たちは彼の文学に対する自身の見方を提出した。しかしこれ
らの議論は、既存の戦後文学と区別される新たな文学の時代の出発及び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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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証明に対する、論者自らの欲望に大きな影響を受けた上で提出された。
この過程において、金承鈺の1965年以前の作品は4.19文学の典型として多
少抑圧的に位置づけられ、これとは反対に1966年以降の作品は商業主義に
傾いたという評価の下で過剰なほど度外視された。しかし本稿は1966年以
降、世代論から抜け出した後に提出された金承鈺の作品が、むしろ彼の深
化した問題意識を含んでいるとみた。『多産性』、『山羊は力が強い』、
『さらなる罠を』、『光の墓の中』のような作品には、統制と監視により
成り立つ不可解な力のモチーフが共通してあらわれる。そして『わたしが
盗んだ夏』は、この力が暴力的に享有者を増加させ、生命力を受け継ぐ大
叙事として形成される姿を描いた。これに対して人物たちは直接的な批判
の発話、距離感を取ること、模倣を通しての嘲弄、無応答など多様な戦略
を活用することで対抗する。この対抗の過程が最も完結的に描かれた作品
が、『60年代式』であった。

第4章では上記の議論をに基づき、金承鈺文学の文学史的な位置とその
意を再検討した。本稿は、金承鈺の文學が1960年代に始まったという事実
が、すなわち彼の文学を4.19文学であると規定する条件にはならないと考
える。金承鈺の文学が4.19という経験あるいは価値ではなく、戦後の浮遊
感と無意味感から始まったとすることで、さらに深く理解することが可能
となる。金承鈺は破片的であり分裂した状態に慣れた「戦後の人間」とし
て成長し、それが彼に1960年代の過熱した社会再建の熱気に対して警戒感
を抱かせた。均質かつ統合した世界観を持ちにくい時代に生きるというこ
とは金承鈺に優越感を抱かせたが、同時に偽の切迫感に基づいた暴力的な
大叙事のねつ造を通察可能な優越感と自己愛、そしてエリート主義に屈し
ない軽さと軽快さを与えた。さらに本稿は、これらが言語感覚よりもさら
に重要な金承鈺式感受性の核心であると主張した。金承鈺の文学に熱狂し
た数多くの読者は、表面的には彼のの洗練された文体や描写を享有するよ
うにみえるが、根源的には彼が見せた戦後の感覚即ち冷情に共鳴し、感情
の疎通をなし得たのであった。

今日の韓国社会が見せる集合感情の政治性に対する、そしてそれが再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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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れる新たな社会に対する期待と関心を考慮する際、冷情と熱情という概
念は単に金承鈺の文学と時代に限らない現在生と問題性をもつことを信じ
たい。望ましき社会のための燃料としての集団的熱情の感情構造を研究す
ることは、常に重要である。ただそのそばに、熱情の弊害を警戒し単独者
としての判断力を失わせまいとする、巨大な冷情の感情構造が共存し得る
可能性を見過ごしてはならない。

キーワード：金承鈺、冷情、熱情、大叙事、小叙事、硬化、流動、戦後感
覚、世代論、戦後大衆文学
学 籍 番 号 : 2016-2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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