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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손창섭 1960년대 장편소설에서 드러나는 역전적인 젠더

양상에 주목해 그 정치적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는 글이다. 손창

섭 1960년대 장편소설에서 역전적인 젠더의 양상이 중요한 이유

는 그것이 손창섭의 당대 정치적인 발화이자 발현이기 때문이다.

‘전후작가’인 손창섭이 창작해온 1950년대 작품들은 병리적인 인물

과 전후사회의 풍경을 제시하며 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구성해왔

다. 이와 반대로, 손창섭 1960년대 장편소설은 지금까지 일반적으

로 통속소설에 불과하다고 여겨져 왔으므로, 제대로 가치평가 받

지 못해왔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은 손창섭을 당대 이데올로기

와 무관한 작가라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손창섭은 젠더를 바탕으

로 1960년대 정치·사회를 조망했으며, 나아가 인간의 무의식을 작

품에 드러내왔다. 본고는 이를 ‘젠더 정치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

하고자 한다.

‘젠더 정치성’은 사회적 성이라는 기본적인 젠더의 개념과 현실적

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손창섭이 활발하게 작

품 활동을 했던 1960년대는 독재 정권으로, 당시 다수의 문학들은

비민주적인 권력에 저항하고자 했다. 그 대항 방식으로서 적극적

으로 정치 이데올로기를 표면화한 문학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시

대적 상황은 이를 내재화한 문학 또한 가능하게 했다. 당대 손창

섭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젠더의 교란, 불화 등의 비정상적이고 합

일되지 않은 남녀관계는 수동적이고 정체된 가부장제 하의 가족

형태와 국가주의적 사회체계에 정치적 균열을 가한다. 젠더 정치

성은 이처럼 현실에서 무한대로 차이를 발생시키고, 역사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갖는 권력 및 위계질서의 갈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을 재배치시킨다. 동시에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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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이거나 비가시적인 정치적 영역을 젠더가 가시화할 수

있게 한다. 기성 남성 작가들은 작품에서 젠더를 소재라는 범주로

만 한정시키면서 단지 젠더 정체성에 주목했고 젠더 이데올로기

를 그대로 답습해왔다. 반면 손창섭은 전복적인 젠더 위치를 확인

함으로써, 젠더 정치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문

학계의 화두였던 순수/참여 논쟁을 떠나 그는 젠더 정치성 개념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갔다. 즉, 손창섭의 1960년대 장편소설을 재독

한다면, 손창섭의 작품과 그의 작가적 역량 및 의의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젠더 정치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손창섭 1960년대

장편소설의 총체적인 주제의식과 각 작품의 개별적인 전개 양상

을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1960년대 남성성을 상실한 ‘잉여

남성’과 이를 재남성화 하고자 했던 국가주의 남성성을 살펴보았

다. 산업화와 근대화의 시초라고 여겨지는 1960년대는 전후 사회

인 1950년대 연장선으로 재건이 불가능해 보이는 폐허에 불과했

다. 한국전쟁 이후 재편된 젠더 위치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었다. 가정과 국가에서는 이전처럼 남성(성)을 요구하지 않았고

자연히 남성들은 필요불충분의 잉여가 된다. 1950년대 단편소설

「잉여인간」과 1960년대 장편소설「통속의 벽」의 주인공에는

각각 천봉우라는 동명이인이 등장한다. 이 설정은 1960년대의 ‘잉

여남성’이라는 역전적인 젠더 재현을 명시화한다. ‘잉여남성’은 여

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대 여성에게 물

질적·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잉여남성’은 가정과 사

회에서 남성성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결혼을 기피하게 된다. 여성

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남성과의 결혼을 추진하더라도, 남성은 자

신의 전복된 자신의 남성성을 직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결혼을 회피하기만 한다. 『세월이 가면』의 주인공 차성철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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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품고 있던 진숙이 그에게 직접적인 애정 표현을 원했을 때,

막상 그는 불안해한다. 이와 관계없이 1960년대를 재건하고자 했

던 당대 국가주의는 역전되어 있는 젠더를 권력으로 재배치시키

고자 한다. 박정희 정부는 국가 재건을 위해 남성(성)을 호명하고

여성(성)을 가정 내부에 종속시키면서 국가 권력을 공고화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위적인 젠더 재배치는 오히려 남성(성)의 부재를

지시하게 되어 국가주의의 허상을 드러나게 한다. 「여자의 전

부」, 『결혼의 의미』는 결혼 후 임신/출산을 통해 젠더 배치/재

배치, 생산/재생산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

한다.

3장에서는 알레고리화 된 역전적인 젠더 위치를 통해 국가권력

이 지닌 남성(성)의 허실을 밝히고자 한다. 사적인 부부 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부부」, 『이성 연구』는 알레고리

로 독해할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부부」, 『이성

연구』가 공통적으로 지니는 비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기반으로

서사를 해석하면, 각자의 새로운 문학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부부」, 『이성 연구』는 동일하게 여성 우위의 역전적인 젠더

위치, 의처증/의부증, 성인군자 남성 인물, 배우자 직업의 불투명

성, 자선 사업이라는 모티프를 갖고 있다. 이 모티프들은 1960년

대 근대화·산업화란 근대화 프로젝트를 이끈 국가주의의 정당화를

위해 강요되었던 민중의 복종과 희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의심하는 인물들은 민중이 순응하는 표면상으로 건전해 보이는

독재 정권의 질서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을 가한다. 그들은 젠더

역할을 변화시키고 재조합하면서 억압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정

치적인 저항을 표출한다. 이처럼 손창섭은 독재 정권 폐해를 적출

하면서 가부장제로 회귀하려는 국가주의의 시도를 차단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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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역전적인 젠더 위치를 통해 가부장적인 가족 형태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공동체를 결합시키는 시도를 그리고 있다.

『인간교실』, 『삼부녀』는 난잡하고 비정상적인 젠더 양상으로

인해 비판받아왔다. 그러나 손창섭은 기형적인 남녀관계라는 아이

러니로 획일화된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회의한다. 그

는 『인간교실』, 『삼부녀』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한

국사회의 혈연주의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탈가부장적인 남성 주인

공들은 여성 인물의 대상화를 거부하며 권위주의를 지양한다. 이

로 인해 부계 가족 제도는 해체되고 새로운 계약 공동체의 결합

시도들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여성 인물은 비로소 하나의 주체

로 거듭나며 기존 가족 형태가 아닌 자신의 필요에 따른 계약 공

동체를 형성한다. 특히 계약 공동체는 모두가 합의한 계약 조항을

따르기 때문에 젠더 평등을 유지하게 된다. 손창섭은 국가가 형성

한 정치·사회적인 젠더 불평등을 가로질러 대안적 계약 공동체를

체현한다.

주요어 : 손창섭, 1960년대, 젠더 정치성, 잉여남성, 재배치, 남성성,

남녀관계, 국가주의, 공동체, 탈가부장, 가족 제도

학 번 : 2017-2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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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손창섭은 흔히 1950년대를 대표하는 전후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단

편 「얄구진 비」(『연합신문』, 1949.3.29.-3.30.)를 1949년 3월 부산의

『연합신문』에 독자 투고로 게재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정식 등

단은 김동리의 추천을 받아 1952년 「공휴일」이 『문예』에 실리면서

이뤄진다. 이듬해 동일 잡지에 「사연기」를 2회 추천받아 등단하는데

「싸움의 원인은 동태 대가리와 꼬리에 있다」(『연합신문』, 1949.3.6.)

는 최근에 새로 발굴되면서 그의 작품 활동의 시작점을 앞당긴다. 발굴

작품의 발표 시기는 날짜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는 그가

신문연재소설 작품 활동을 일찍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새롭게 알려준다.

1950년대에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는 병적인 인물들을 제시하며 전후

사회의 이념갈등 대신 현존하는 인물들의 피폐함을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아낸다. 기존의 연구들은 1950년대 작품 중 가장 징후적인 단편소설

을 위주로 분석해 왔으며 특히 작품에서 도드라지는 정신적 불구성에

천착한다. ‘병자의 노래’1), ‘모멸의 인간상’2)와 같은 1950년대 단평이 주

목한 손창섭 소설의 부정성은 현재까지도 손창섭을 따라다니는 수식어

이다. 이후 이어령3)을 필두로 손창섭의 문학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시

작한다. 윤병로4)는 병리적 인물들의 반복적 등장이 ‘부도난 지성과 상실

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 현실과 대결’하기 위한 것이라 평가하며 손

창섭 문학의 실존적 의의를 모색한다. 이처럼 병자를 인식하면서 전후사

회를 바라본다는 점은 당대 초기 단평들의 유형이었다.

하나의 작품으로 손창섭의 특색을 평가하고자 한 김상일5)은 윤병로와

1) 조연현, 「병자의 노래-손창섭의 작품세계」, 『현대문학』, 1955.4.
2) 유종호, 「모멸과 연민」, 『현대문학』, 1959.9.
3) 이어령, 「流星群의 위치」, 『문학예술』, 1957.2.
4) 윤병로, 「혈서의 내용-손창섭론」, 『현대문학』, 1958.12.
5) 김상일, 「손창섭 또는 비정(非情)의 신화(神話)」, 『현대문학』, 1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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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지를 같이 하며 작품 내 인물의 특이성을 형성시킨, 즉 비인간성을 생

성한 사회적 현실의 메커니즘을 짚어낸다. 그 중 이선영6)은 ‘아웃사이

더’라며 인물들을 적극적 행위자로 정의 내리고 그들의 절망이 부정적

사회 구조에 저항하는 근본이라고 지목한다. 이 두 연구들은 앞선 평가

보다 좀더 사회에 대항하는 실천적인 입장에서 인물을 분석한다.

이후 송기숙7)과 정창범8)의 정신분석학, 인물 분석, 서사학적 분석 등

의 연구가 진행되는데, 인물 위주의 논의는 ‘자화상’이라는 부제를 지닌

「신의 희작」(1961)9)의 발표 이후 정신분석학적 연구로 넘어간다. 당대

논의들은 부제 ‘자화상’에 천착하여 작가와 작품의 서술자를 일치시켜

작품을 해석한다. 송기숙과 정창범은 작가와 작품 사이의 연계점을 탐색

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신의 희작」이라는 작품과 작가와의 거리를 사

라지게 했다는 한계를 남긴다.

기존까지가 단평 중심이었다면, 1980년대 들어서는 손창섭을 주제로 삼

은 학위논문이 등장했으며, 인물 분석과 정신분석학 분석을 포함한 다채

로운 논의들이 전개된다. 인물분석에서 김영화10)는 긍정적 인물과 본능

적, 세속적 인물, 백치형 인물로 손창섭 소설의 인물 유형을 분류한다.

김영화는 손창섭이 이들을 통해 인간성 탐구라고 하는 근대성 본령에

대한 접근과 한국소설의 폭을 확대를 가능케 했다고 평가하였다. 최종

민11)은 초기의 의식적 인간형과 후기의 적극적 삶을 추구하는 인간형으

로 인물 유형을 구분하여 인간관이 변화하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으며, 이

완된 긴장감을 변화의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정은경12)은 손창섭 소설

의 인물들이 무의미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손창섭이 기존 가치

에 의해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부정적 인간들에 주목한 것은 오히려

기성 사회에서 의미 및 가치 부여한 것들을 과장, 희화화하여 가치전복

6) 이선영, 「아웃사이더의 반항」, 『현대문학』, 1966.12.
7) 송기숙, 「창작과정을 통해 본 손창섭」, 『현대문학』, 1964.9.
8) 정창범, 「손창섭론-자기모멸의 신화」, 『문학춘추』, 1965.2.
9) 손창섭, 「神의 戲作-自畵像」, 『현대문학』, 1961.2.
10) 김영화, 「손창섭론-권태형 인간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월간문학』, 1978.4.
11) 최종민,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인간형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
12) 정은경, 「손창섭 소설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3.



- 3 -

을 꾀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손창섭의 전기적 내용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의 생애와

작품의 연관성에 관련한 연구가 진행됐다. 그러나 대부분은 「신의 희

작」을 바탕으로 한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의존했다. 초기 프로이트 이론

에서 시작하여 라깡에 이르기까지 욕망구조, 주체형성 등의 측면에서 많

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미진13)은 라깡 등의 욕망이론을 이용하여 가

족 텍스트와 사회 텍스트로 텍스트를 구분한 후 가족과 사회의 인간관

계에서 드러나는 욕망구조를 분석한다. 김지영14)은 라깡의 거울 단계

이론을 통해 손창섭 소설의 인물군이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한다고 본다.

인물군이 자기 내부로 침잠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세계와의 화합을 유

도하는 결혼이라는 장치는 적극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오히려 죽음과 동

일시된다.

1990년대 들어서는 초기의 주제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서사학적 방

법론15)으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된다. 이화경16)은 공간적 배경인 ‘방’, 종

결어미 ‘-것이었다’, ‘비’와 ‘어둠’ 등 특정 어휘의 반복이 소외와 허무의

분위기를 발생시키는 근거라고 논의한다. 안용희17)는 자기 희화화와 자

기 합리화라는 서술자의 모순적 태도를 토대로 소설 속 서술자와 초점

화자 사이의 효과를 규명한다. 류동규18)는 ‘담화 자체에서 발생하는 아

이러니’를 ‘이중 부정의 아이러니’로, ‘담화와 이야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이러니’를 ‘환멸의 아이러니’로 설명했다. 나아가 이러한 아이러니를

전쟁 소설의 성격과 결부시켜 논의했다. 그리고 루카치의 아이러니의 정

의를 중심으로 하여 소외된 인간과 부조리한 세계가 아이러니로 형상화

되어 있으며 존재론적 조건으로서 주인공의 내면과 외부세계가 대립하

13) 최미진, 「손창섭 소설의 욕망구조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5.
14) 김지영,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주체형성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15) 서사적 연구는 이대욱,「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풍자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7; 홍순애,「손창섭 소설의 아이러니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0.; 박유희,
「1950년대 소설의 반어적 기법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2.; 이화경,「손창
섭 연구의 문체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9.; 연미경,「손창섭 소설 연구」, 한
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과 같은 기법을 중심으로 분석된다.

16) 이화경, 「손창섭 소설의 문체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1989.
17) 안용희, 「손창섭 소설의 서술자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18) 류동규, 「손창섭 소설의 아이러니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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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여러 논의가 전개됐지만 손창섭의 1960년대 소설은 1950년대

단편소설과 달리 미진한 평가만을 받아왔다. 논평뿐만 아니라 앞선 학위

논문들은 시기적으로 1950년대, 장르적으로는 단편소설에 한정되어 있

다. 1960년대 소설 중 특히 장편소설은 형식과 내용상의 기준 미달이라

는 평가 때문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여왔다.

손창섭의 장편소설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2000년대 이뤄지기 시작

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손창섭의 장편소설에 대한 학위논문을

살펴보면, 김현정19)은 라캉의 욕망 이론을 중심으로 『부부』에서 자신

과 타인의 성적 욕망에서 갈등하는 인물을 분석한다. 『길』은 물질적

욕망에 치우친 권력 순응형 인물들을 묘사하고 『유맹』은 조국의 의미

를 되새기며 귀국하고자하는 인물의 욕망에 초점을 맞춘다. 김현정은 부

부 관계를 중심 소재로 한 『부부』, 『길』이라는 1960년대 작품과 역

사를 재구성하고자 한 『유맹』이라는 1970년대 작품을 욕망이라는 관

점으로 포괄하여 해석했다.

손병이20)도 1950년대 단편소설에서 1960년대 장편소설로 넘어가는 시

기의 작품을 전쟁문학으로만 한정시켜 평가하지 않는다. 1950년대 손창

섭의 작품 세계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1960년대 작품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한다. 손병이는 ‘통속성’에서 출발한 욕망을 추적하면서 양면적 인물

상들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연구자는 당대 신문연재소설의 가장 큰 특

징인 통속성에만 천착하면서, 손창섭을 문학사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박재연21)은 1950년대 단편소설과 손창섭 장편

소설의 연결점을 부부관계에서 확장해 연애와 결혼 모티프로 분석한다.

「잉여인간」에서 드러난 이상적인 부부관계는 장편소설에서 『부부』

와 『이성연구』로 변주되는 애정 관계와 유사하다. 더 나아가 『통속의

벽』과 『여자의 전부』 양자를 ‘배우자 탐색’이라는 스토리로 해석한다.

19) 김현정, 「손창섭의 장편소설 연구 : 작중 인물의 욕망을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학
위논문, 2006.

20) 손병이, 「손창섭 소설『부부』의 통속성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7.
21) 박재연, 「손창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연애와 결혼 양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
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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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남녀 관계라는 범주는 손창섭 문학에서 지속적으

로 변주하는 소재다. 박재연의 논의는 이 점을 잘 지적했지만, 연애 과

정과 결혼 생활 유지, 부부관계에만 분석을 한정시킨다.

박정선22)은 손창섭의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소설 전체 맥락을

‘결핍’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연구자는 기존 연구가

손창섭 소설을 분석하는 데 사용했던 프로이트 이론과 달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손창섭 소설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특정 시기의 작품

에 국한하여 손창섭 문학을 논의했다면, 박정선은 손창섭 문학 전반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손창섭의 장편소설에 대한 연구는 학위논문보다 학술지를 중심으로 이

뤄져왔다. 예컨대 최미진23)은 부부를 비롯한 초기부터 후기 소설까지

소설 속 인물들이 몸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이정옥24)

또한 『부부』에 주목하지만, 몸보다도 성의 측면에서 손창섭 소설의 사

회적 맥락을 고찰하였다. 특히 위 연구는 손창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사

회적 맥락으로서의 ‘경제총력전시대’에 대해 날카롭게 주목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정옥의 연구가 섹슈얼리티 구성방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공종구25)는 『인간교실』과 같은 손창섭의 1960년대 작

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1970년

대 역사소설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특성을26) 파악하는 등, 다양한 연구

를 진행한다.

손창섭 소설 내부의 모티프가 아닌 손창섭 작가 자체에 집중한 연구

또한 이뤄졌다. 예컨대 강유진은 손창섭 작품 전체에 외부인적 태도에서

기인한 사회 비판적 태도가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강유진은 “손창섭

22) 박정선,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결핍’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2016.
23) 최미진, 손창섭의 『부부』에 나타난 몸의 서사화 방식 연구 , 『현대문학이론연
구』 16, 현대문학이론학회, 2001.

24) 이정옥, 「경제개발총력전시대 장편소설의 섹슈얼리티 구성 방식」, 『아시아여성연
구』 4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3.

25) 공종구, 「손창섭의 『인간교실』론」, 『현대문학이론연구』 41,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26) 공종구, 「손창섭 역사소설의 알레고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3, 한국문학이
론과 비평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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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은 작가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사회’와 ‘개인’에 대한 비판적 탐구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27) 방민호28)의 경우 강유진이 이러

한 논의에서 사용한 ‘재류외인(metoikos)’이라는 개념에 영향을 받아, ‘손

창섭 문학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서의 ‘외부성’ 개념을 주창하였다.

방민호는 손창섭의 작가의식을 ‘외부성’으로 규정하면서, 그의 장편소설

의 연구 미비29)를 지적하였다.

기존 연구사에서 공통적인 문제는 손창섭 1960년대 장편소설에 대한

연구가 단일 소재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세부적으

로 묘사된 이성의 욕망, 갈등, 섹슈얼리티에 방점을 두지만 일상 소재에

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는 문제의식의 부재로 이어진다. 또한 대부분의

장편소설에 관한 논문들 중에서 여경아30), 최지현31) 등은 1960년대 장

편소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고 특정 작품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

행한다. 최지현은 관객성이라는 시각에서 『인간교실』을 다양한 욕망

의 발현과 당대 사회의 부조리함을 예리하게 짚어낸다. 이는 1950년대

에 비해 평가 절하됐던 손창섭 1960년대 작품의 의의를 찾고자 하는 탁

월한 시각의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매체의 변환과 시대에 따른 변모 양

상을 언급하는 데에 그친다. 작품의 시기별 공통성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현재까진 연구가 매우 미비한 상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후 손창섭 1960년대 장편소설만의 전반적인 특질을 고려해보는 시도 또

한 존재하지만, 여전히 작품 대다수가 아닌 일부만을 다루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 들어 전개되는 논의는 손창섭 작품의 연속성에 주목해 전반

적인 해석을 하고자 한다. 김민수32)는 1960년대 작품이 지닌 문제의식

27) 강유진, 「손창섭 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2.
28) 방민호, 「손창섭 소설의 외부성 –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8, 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한국문화), 2012.

29) 그는 첫째 손창섭이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다 생을 마쳤다는 점, 둘째
손창섭의 장편소설들이 통속성, 대중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대적 전개를 그리지 못했
다는 점, 셋째 작품들 사이의 연계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연구 미비의 원인이
라고 한다. 방민호, 위의 글, 199면.

30) 여경아, 「손창섭 장편소설 연구 : 『인간교실』, 『삼부녀』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1.

31) 최지현, 「손창섭의 『인간교실』에 나타난 관객성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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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순수/통속 문학으로 나누지 않고 자전적 시각을 취하며 서사에 나타

난 치정문제를 고찰한다. 손창섭 문학이 전후문학으로 한정되는 기존 평

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는 손창섭의 일본 유학시절과 독서체험 정

황이라는 자전적 분석으로부터 시작해 그 내부에 잠재된 공동체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정수영33)은 1950년대의 핵심 주제로 다뤄진 허무주의

가 1960-70년대 작품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단순한 공허함

에 그친다기보다도 오히려 시대와의 투쟁 정신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연구는 손창섭 1960년대 작품 연구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부족하고, 1960년대 작품에 대한 총체적 연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손창섭은 1960년대에 와서 문예지 중심으로 발표했던 1950년대 작품과

는 달리 장편 신문연재소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손창섭의 1960년대

장편소설은 모두 신문연재소설이며, 신문매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소설의

통속성과 대중성이 강해지자 기존 단편 소설과는 내용적으로 큰 차이를

드러낸다. 2000년대부터 장편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지만,

그들의 평가는 소설의 통속성과 형식적 미완성만을 지적하는 등 부정적

반응만을 보인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1960년대 신문연재소설엔 1950년

대 단편소설의 문제의식이 부재하다고 논평한다.

당대에도 손창섭의 신문연재소설을 대중소설로 간주하는 시각이 팽배

했다. 또한 기존 연구는 대중소설을 본격 문학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

으로 판명해왔다. 이는 1950년대부터 이어진 한국 문단의 순수/통속문학

의 분할 구도로 비롯된다.34) 예컨대 한원영은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

인간의 진실을 드러내는 본격 문학과 달리, 세태 소설의 가치는 단순히

특정 시대의 특정 계급을 그리는 데 머문다고 보았다. 또한 본격 문학이

사회를 재창조한다면, 세태 소설은 단지 작가의 관념을 예증하는 수단으

로서 사회를 취급한다고 간주했다.35)

32) 김민수,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7.
33) 정수영,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변모와 극복 양상」,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2018.

34) 이봉범, 1950년대 신문 저널리즘과 문학 , 『반교어문연구』 29, 반교어문학회,
2010, 215면.

35) 한원영, 『한국현대신문연재소설연구(하)』, 국학자료원, 1999, 7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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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단편소설이 직접적으로 전후 사회의 문제를 전달했다면, 신문

연재소설은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성36)을 필연적으로 지니

기 때문에 대중의 기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

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정비석의 『자유부인』의 외설성은 신문연재소

설의 성격을 외설성으로만 한정시켰다. 이로 인해 당대 신문연재소설은

본격 문학으로서의 평가를 받지 못했다. 사회 반응에 민감한 신문사들은

문단과 달리 작가에게 외설성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으며, 삽화에서도 노

출 등의 선정적 이미지를 선호했다. 그러다보니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삽화에서 외설적 묘사가 종종 나타나게 되었다고 손창섭은 전한다.37)

그러나 분명 선정성을 강요하는 신문연재소설의 매체적 특성에도 불구

하고, 손창섭의 신문연재소설은 그가 대중과 만나는 하나의 통로였다.

그는 순수문예지나 신문매체에 작품을 게재한다고 해서, 해당 매체가 작

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다. 실제로 손창섭의 신

문연재소설은 분명 단순한 통속소설에 멈춰있지 않았다. 한명환38)은 손

창섭의 신문연재소설에 담긴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면서, 신문연재소설의

통속성도 1960년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연관이 있기 때

문에 그 의미를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1960년대 신문소설을

창작한 손창섭이 ‘통속적인 신문 소설 작가로 변질되었다’39)라는 견해는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는 사회적 문제를 작품에 펼쳐 놓으며 당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손창섭의 1960년대 장편소설은 사회 비판이란 주제 의식을 작

품 내에서 반복 및 변주하고 있지만, 외설성과 통속성으로 인해 충분한

36) 신문연재소설이 대중성을 획득하게 된 요인은 첫째 사회적 이슈들을 노골적으로 표
현한다는 점, 둘째 독자들에게 친숙한 문학적 도식을 사용하여 안정감을 준다는 점,
셋째 환상과 위안을 제공하여 현실의 삶을 살게 하는 것, 넷째 대중적 성공을 거둘
경우 그것이 집단적으로 공유된 경험과 연결된다는 것, 다섯째 대중의 사회적 정체
성을 생산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김창식, 『대중문학을 넘어서』, 청동거울, 2000,
220-221면.

37) 손창섭, 소설 『길』 을 끝내고-만인에 맞는 기성복 있을 수 없다 , 『동아일보』,
1969.5.24.

38) 한명환, 「1960년대 손창섭 신문소설의 사회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52, 한국현
대소설학회, 2013.

39) 천이두, 「60년대의 문학, 문학사적 위치」, 『월간문학』, 19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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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곽상인40)과 진기환41)의 연구는 1960

년대 장편소설이 지닌 문제의식을 파악하면서 일관성 있는 논지를 제시

한다. 우선 곽상인은 신문연재소설 10편 전반을 분석하면서 유기적 흐

름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1950년대에 발표된 신문연재단편소

설 세 편과, 도일 직전까지 신문에 연재했던 장편 10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 중 곽상인은 손창섭이 발표한 신문연재소설을 중심에 두고

서사 자체와 인물들의 욕망발현을 분석한다. 곽상인에 따르면, 손창섭은

1949년부터 1950년 후반까지 총 세 편의 단편소설을 신문에 연재한 바

있었다. 그 중 1960년대에서 주로 등장하는 부정한 피, 난잡한 성생활,

부패한 시대상 등이 단편소설「미스테이크」에 드러난다. 때문에 1960

년대 장편 소설의 시작을 이 작품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손창섭은 이

유래로부터 여러 가지 서사를 발전시켜 마침내 『삼부녀』에서 드러나

는 가족 해체와 재결합과 같은 복잡한 플롯의 발전까지 다다른다. 진기

환은 곽상인의 연구에 뒤이어, 1950년대 「생활적」, 「신의 희작」에서

나타난 작자의 전기적 사실에 주목하여 ‘고백’과 ‘결혼’이라는 테마로

1960년대 장편소설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곽상인은 ‘신문’이라는 대중매체에 대한 선입견이 손창섭 작품을

올바로 평가하는 데 미친 영향을 지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손창섭의

1960년대 신문연재소설을 단순히 대중성과 오락성으로만 폄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이에 관해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곽상

인은 손창섭에 대한 더욱 세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

면서, 발굴되지 않은 1960년대 작품, 인터뷰 등을 재조명·재해석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는 손창섭의 1960년대 소설에서는 “당시 국가가 강요

했던 이데올로기를 엿볼 수” 있다고 본다.

곽상인은 1960년대 장편소설 전체를 총체적으로 해석하지만, 성적 환상

과 욕망이나 부정적인 현실 인식에만 주목한다. 본고는 기존 연구가 파

악하지 못한 1960년대 장편소설이 지닌 당대 사회상과 그 안에 내포된

젠더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 연구사 검토를 통해 본고는 다음

40) 곽상인, 「손창섭 신문연재소설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13.
41) 진기환, 「1960년대 손창섭 장편소설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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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문제제기를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손창섭의 작품 연구는 「비오는 날」, 「잉여인간」,

『유맹』, 『봉술랑』 등 1950년대, 1970년대 작품에만 집중돼왔다. 손창

섭이 1960년대 동안 지속적으로 10편의 장편을 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장편소설은 신문연재라는 매체적 특성 때문에 그 존재 가치가

묵살됐다. 또한 1960년대 작품들 중 일부를 다루는 연구는 있었지만, 10

편의 작품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는 찾기 힘들다. 1960년대 장편소설의 연구가 증가하는 지금, 1960

년대 장편소설의 독자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장편소설을 재고찰하는 작업은 손창섭 문학 세계 고유의 일관

된 문제의식을 규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고는 기존 연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온 통속 연애 서사와 성적

소재의 측면에서 벗어나, 1960년대 장편소설들이 지닌 젠더 정치성을 검

토하고자 한다. 폭력의 산물인 전후 사회를 기형적 인물상으로 표현한

손창섭은 세태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작가라기보다도, 부정직하고 타락한

한국 사회를 경계하는 작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42) 그는 1960년대

박정희 국가주의와 근대화 경제 정책을 젠더 정치성으로 포착하고자 했

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는 손창섭의 1960년대 문학사적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1950년대에 한정적으로 논의되어온 그의 문학사적 의의는 마지막 창작

이 이뤄졌던 시기로 넓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로 인

해, 손창섭 작품 세계의 연속성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1960년대 장편소설 분석을 통해 그동안 외면되었던 손창섭의 문

학사 전반적인 위치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 2. 연구의 시각

42) 방민호는 손창섭이 견유학파적 시각으로 현실을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로 바
라본다고 논평한다. 즉 그가 국가, 가족, 성별이란 경계를 넘어서 세계시민의 보편성
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방민호, 『서울문학기행』, arte, 2017, 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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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손창섭이 1960년대에 발표한 장편소설 10편43) 중 작품 8편44)을

선정해 분석한다. 1960년대 장편소설 전부를 다루고자 했으나 『아들

들』, 『길』은 다른 작품과 달리 성장소설45)의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

에 보조적인 수준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손창섭 1950년대 단편소설은 ‘병자의 문학’이라 불리며 전후문학의 대

표작으로 여겨졌고, 1970년대 소설 『유맹』, 『봉술랑』은 한국 역사를

외부자적 시각에서 추적,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이에 비해 1960년대 장편소설은 통속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편이다.

1950년대 작품은 독자적으로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왔으며, 전후 시기만

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970년대 작품인 『유

맹』과 『봉술랑』은 당대 풍속 묘사가 아닌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

기 때문에 또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맹』은 현실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재일 한인으로서 자신의 정

체성을 모색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봉술랑』은 원나라 지배하의

고려 말로 시대적 배경을 설정한 역사소설로서, 역사인식의 결여라는 부

43) 『세월이 가면』(대구일보, 1959.11.1.-1960.3.30.), 『저마다 가슴속에』(『세계일
보』, 1960.6.15.-1960.6.30, 『민국일보』, 1960.7.1.-1961.1.31.), 『내 이름은 여자』
(『국제신문』, 1961.4.10.-1961.10.29.), 『부부』(『동아일보』, 1962.7.1.-1962.12.29.),
『인간교실』(『경향신문』, 1963.4.22.-1964.1.10.), 『결혼의 의미』(『영남일보』,
1964.2.1.-1964.9.29.), 『아들들』(『국제신문』, 1965.7.14.-1966.12.30.), 『이성연구』
(『서울신문』, 1965.12.1.-1966.12.30.), 『길』(『동아일보』, 1965.12.1.-1966.12.30.),
『삼부녀』(『주간여성』, 1969.12.30.-1970.10.28.)를 대상으로 한다.

44) 본고는 『세월이 가면』, 『통속의 벽(저마다 가슴속에)』, 『여자의 전부(내 이름은
여자)』, 『부부』, 『인간교실』, 『결혼의 의미』, 『이성연구』, 『삼부녀』를 대상
으로 하며 『손창섭 대표작 전집』1-5, 예문관, 1970, 『여자의 전부(내 이름은 여
자)』, 예문관, 1970, 『이성연구』, 동방서원, 1967, 『인간교실』, 예옥, 2008, 『삼부
녀』, 예옥, 2010.을 위의 목록처럼 단행본으로 출간됐을 경우 인용 시 단행본으로
표시한다.

45) 성장소설의 최소 요건은 주인공이 어떠한 내·외적 계기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즉 성
장소설은 주인공이 변화되는 성장의 계기가 있기 마련인데, 성장소설 양식이 대중연
애서사의 구조적 공시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과 사랑, 결혼에 관련된 것들이
주인공의 성장 모티프가 되어야 한다. 성장소설의 기본틀은 어느 소설이나 같지만
성장소설이 어느 작품이나 천편인률적이지 않은 까닭은 주인공의 성장이 서로 다른
모티프에 의해 유도되기 때문이다.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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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지적받고 있다.

손창섭은 1922년에 평양에서 태어나 1935년에 만주로 건너갔으며 1936

년에는 일본으로 넘어갔으며 니혼(日本)대학에서 수학 중 1945년에 중

퇴했다. 보통학교 6년까지 평양에서 거주했고, 만주에서 2년, 일본 교토

에서 4년, 도쿄에서 6년, 해방 직후 서울에서 1년, 평양에서 2년을 살았

다. 이후 피난 시와 그 뒤의 전거(轉居)들을 합치면 부산에서 근 5년을

거주했으며, 환도 후 서울에서 셋방을 떠돌다가 흑석동에 정착해 그곳에

서 17년간 살았다.46)

손창섭과 같은 세대의 작가들은 1920년대에 태어나 1930년대에 성장기

를 보내고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거치며, 일제말기 동안에 심각한 정체

성의 위기를 노정했다. 1937년의 중일전쟁, 1941년의 태평양 전쟁 등을

겪으며 1945년 해방을 맞이한다. 게다가 한국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전

쟁을 겪는다. 방황과 유맹으로 점철된 그들의 삶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겪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가리키는 개념으

로서는, 전쟁 직후의 상황을 강조하는 용어인 ‘전후세대’보다도, 여러 전

쟁들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용어인 ‘전쟁세대’가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47)

이처럼 방랑하는 삶을 보내온 ‘전쟁세대’인 손창섭은 자신의 외부자적

기질을 바탕으로 전후사회가 이행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본다. 한국 사회

에서 방랑하면서 일본 사회에서도 쉽게 정착하지 않은 그는 외부자적

기질을 쉽게 놓지 못했으며, 자신의 기질을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한

국사회를 진단했다. 즉 이중 세대이면서 메토이코스인48) 그는 1950년대

에서 1960년대로 움직이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

면서 이를 자신의 작품에 녹여낸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1960년대 손창섭

문학은 ‘신문연재소설’의 매체적 특성 위주로 논의되어왔다. 손창섭은 창

46) 정철훈, 『내가 만난 손창섭』, 도서출판b, 2014 참조.
47) 방민호, 「손창섭의 ≪낙서족≫에 관한 일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13, 한국현
대문학회, 2003, 322면.

48) 방민호, 「손창섭 소설의 외부성」, 『한국문화』 5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
원, 2012, 212-2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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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활동 과정에서 자기 문학의 일관된 주제의식과 기법을 여러 가지로

변주하며 매체적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는 당대의 신문 매체가 요구했던

통속성과 외설성으로 점철된 젠더라는 소재를 오히려 정치사회적으로

반전시킨다. 젠더는 당대 사실의 정치성을 지닐 수 있다. 때문에 손창섭

에게 젠더 관념은 단순히 젠더를 인식하는 것이 아닌 그가 추구하던

정치적 내면의 패러다임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손창섭 소설을 젠더 정치성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정의된 젠더 개념은 손창섭 소설에 나타나는 젠

더의 특성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한 점이 있다. 기존의 젠더 개념은 남성

성 여성성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성을 뜻한다. 이와 달리 본고에서 활용

하고자 하는 ‘젠더 정치성’ 개념은 젠더가 단순히 사회적 성에 그칠 뿐

만 아니라, 현실의 정치적 맥락과 연관됨을 가리킨다. 젠더 정치성은 현

실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바탕으로 정치사회적 삶에 대한 성찰과 비판으

로까지 나아가며 시대적 무의식을 실천하고 있는 역사적 맥락에서 남성

(성)과 여성(성)이 배치/재배치, 생산/재생산되는 과정과 갈등 양상을 드

러낸다. 젠더 정치성은 젠더의 차이가 현실에서 발생하는 권력 및 위계

의 차이와 밀접하게 연동됨을 뜻한다. 또한 젠더 정치성은 그러한 정치

권력의 젠더적 차이에 대한 성찰 및 비판을 함의할 수 있다. 나아가 이

개념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정치적 맥락이 젠더의 관점으로써

포착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젠더에 얽혀 있는 정치적 권력 관

계는 여타의 제도나 규범과 달리 무의식적인 층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젠더 정치성은 젠더가 함의하는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

라, 정치적 권력 관계가 다시 젠더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까지 포함한다.

남성작가가 젠더에 주목했을 때,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 정

체성만을 다루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손창섭은 정치경

제학의 문제와 사회 구조적 한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젠더를 바라본다.

손창섭의 1960년대 소설은 당시 한국문단의 순수/참여 논쟁이라는 이분

법적 구도로부터 벗어나, 젠더 정치성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3의

관점을 제시한다. 거시적 관점뿐만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서 손창섭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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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젠더는 대중의 삶속까지 파고든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바라볼 수 있

게 한다. 이러한 젠더 정치성의 개념을 통해서 1960년대 손창섭 문학은

보다 효과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의한 젠더 정치성

의 개념은 1960년대 손창섭 문학을 보다 섬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젠더 정치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손창섭 1960년대 장편소설

은 통속소설로서 젠더를 기본 구성요소로 하며 무한정으로 반복되는 정

형화된 인물들과 멜로드라마적 사건 구조49)는 통속소설이란 일종의 제

한을 넘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생활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입니다. 잡지에만

써 가지곤 용돈벌이도 어려우니까요. 둘째는, 나 자신 소위 고급

독자보다도 일반 대중에게 더 친근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무엇이든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입니다.50)(강조-인용자)

기존 연구들은 “생활”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손창섭이 통속소설을 쓰게

된 이유를 이에 한정지었으며 손창섭의 통속소설에 어떤 정치적 가치도

부여하지 않았고 실제로 손창섭이 정치성을 가지고 소설을 창작하지 않

았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기존과 달리 통속소설 창작 원인으로 지목

된 생활 문제 대신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부분이 창작 원인임을 파악해

야한다.

통속적인 연애 서사에서 젠더는 하나의 소재로 출몰하거나 풍속 묘사

에 불과한 정도로만 드러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1960년대 신문연재소

설과 같은 통속소설에서 젠더는 상투적인 역할 설정에 그쳐있으며 젠더

자체의 정치성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인 정치적 의식을 소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통속 소설, 가령 연애, 결혼 혹은 근친상간, 매춘과 같은

49) 강렬한 주정주의에의 탐닉, 도덕적 양극화와 도식화, 존재와 상황, 행위의 극단적 상
태, 공공연한 악행, 선한 사람들에 대한 박해, 덕행에 대한 최후의 보상, 야단스럽고
과장된 표현, 모호한 플롯 구성, 서스펜스, 숨 막히는 반전. 등을 멜로드라마의 수사
학이라고 볼 수 있다. 피터 브룩스,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소명출판, 2013 참조.

50) 손창섭, 「나는 왜 신문소설을 쓰는가」, 『세대』3, 1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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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역을 포괄해 소재가 통속적이라고 해서 작가 의식이 전무하다고

는 볼 순 없다. 문학 작품에서도 작품 내적으로 의미를 생산하는 이데올

로기가 존재하며 작가 개인의 이데올로기와 당대의 정치 이데올로기 또

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작가는 통속화된 것처럼 보이는 젠더로 대중과

정치적 교류를 한다.

젠더와 정치성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앤 스콧(Joan Scott)은

젠더51)를 첫째, 양성 간에 인지된 차이에 입각한 사회 관계의 구성 요

소로 둘째, 권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방법52)으로 정의한다. 조

앤 스콧은 역사적 주체가 그렇게 구성되게끔 배경이 되는 이데올로기와

관념의 문제, 그리고 언어와 지식 안에서 주체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

가라는 문제를 중요한 쟁점으로 삼는다.53)

젠더는 정치적 영역 안에서의 차이를 더욱 가시화시킴으로써 여성 배

제의 원인이 아닌 효과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관계를 조직하는 다양

한 방식이자 역사적 변화에 대한 유용한 범주라고 볼 수 있다.54) 이처

럼 젠더는 단순히 젠더 현상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당대 이데올로기

를 투사하는 생동적인 매개체이다. 사회적으로 젠더는 남성성과 여성성

을 일정한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 구도를 바라보는 한 시

각이 된다. 젠더는 젠더가 생성한 차이들을 확인함으로써 정치적인 함

51) 젠더(Gender)는 1970년대부터 서구 제2물결 페미니스트로부터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성이 아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성으로 명명된다. 페미니즘 젠더이론에서 젠더 범주
는 두 가지 의미 층위를 갖는다. 그 중 젠더는‘여성성·남성성’이 아니라 ‘여성성·남성
성’이라는 구분을 만들어 내는 힘이고 이 힘을 분석하는 관점이다” 그러나 젠더의 개
념이 이분법적이며 다소 편협하기 때문에 조앤 스콧은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52) Joan Wallach Scott, “Some More Reflection on Gender and Politics”, Gender and
the politics of H istory(revised edi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NY 1999. 조앤
W 스콧,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성찰」, 『여성과 사회』 13, 한국여성연구
소, 2001 참조. 또한 젠더는 양성 간의 인지된 차이에 바탕에 둔 사회 관계의 구성
요소로서 네 가지 상호 관계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첫째는, 다수의 (흔히 서로 모순
하는) 표상들을 환기하는, 문화적으로 마련된 상징이다. 둘째 요소는, 상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그런 상징들이 가지는 은유적 가능성을 제한하고
가두어 버리는 규범적 개념이다. 세 번째는 정치와 사회적인 제도며 조직에 대한 유
희(有意)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네 번째는 자아 정체성(subjective
identity)이다. 위의 글, 314-315면 참조.

53) 김정화, 「젠더사의 정치학: 딜레마와 가능성성」, 『역사와 세계』 34, 효원사학회,
2008, 4면.

54) Joan Wallach Scott,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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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55)를 지닐 수 있다.

예컨대 젠더의 역사적 고찰을 강조한 크리스틴 델피에 따르면, 젠더라

는 개념은 인간을 남녀로 분리하는 원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위계

와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젠더의 문제의식에서 차이가 있느

냐 없느냐에 집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오히려 그 많은

‘차이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며, 이는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차이들이 그 속에서 작동한) 사건들이 놓인 구체적 맥락에 대

한 특정화된 연구를 통해 이루어 낼 수 있다.56) 가령, 여성 억압의 원인

을 마르크스 페미니즘과 달리 가부장제에서 찾으면서 여성 집단이 가정

외부로 나설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시한다.

손창섭 1960년대 장편소설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속 연애와 성적 소재

들은 천박하다는 이유로 독자와 연구자들에게 외면 받지만 연애 서사에

서 나타난 뒤틀린 남녀 관계 양상도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재현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으로 생성된 관계로57) 판단 가능하다. 또한 정치의 본질

에 관한 의견 중 하나는 정치 자체가 특별한 활동이 아닌 공식적이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른 행위자끼리 권력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정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구분 없이 존재한다.58) 다시 말해, 손창

섭 1960년대 장편소설에서 통속 연애와 성적 소재들도 천박한 유희, 농

락이 아닌 역사적 재현이자 생성이며 함축된 정치적 본질을 지닌다. 정

치는 일상과 내밀하게 접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면화 되지 않으며 간

55) 사회적 억압과 불합리성에 있어서 젠더적인 관점을 강조한 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여성주의를 결합시킨 콜론타이(Aleksandra M. Kollontai)에서부터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 콜론타이는 ‘계급’ 뿐만 아니라 ‘성별’ 또한 여성억압의 원인이라고 보았으
며, 여성의 권리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변혁을 추구하였다. 콜론타이는 여성이 가진
모성이라는 특수성과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이중적인 고통을 직시하고, 성해방과 여
성적 연대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김은실, 「콜론타이의
여성 인권과 자유의 정치사상」, 『민주주의와 인권』 9,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9, 106면 참조, 한우리, 「교차로에 선 여자들, 1968년, 미국」, 『교차성×페미니
즘』, 도서출판 여이연, 2018, 13면.

56) Delphy, C. “Rethinking Sex and Gender”, Sex in Question: French Materialist
Feminism? , London: Taylor&Francis, 1996, 33면.

57) 진선영, 『한국 대중연애서사의 이데올로기와 미학』, 소명출판, 2013, 46-47면 참
조.

58) 김민정, 『젠더정치학』, 한울아카데미, 2011, 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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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표현된다.

일상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깊은 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수잔 스나

이더 랜서는 서사가 시점에 따른 이데올로기를 함축하고 있다고 서술한

다. 이것은 인간의 인지행위가 인지자의 인지 대상에 대한 관계-시점-

에 의거하여 항상 구조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59) 간접적인 표현은 대

화나 단어들 간의 여백을 감지해 한 단계를 거쳐 심층적인 수준으로까

지 내려가 더욱 심도 있는 이해를 요구한다. 심층적 층위의 독해는 각

시점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실과 새로운 관계를 연속적으로 발

생시킨다. 젠더도 동일하게 작품 내적으로 기호화 된 목소리로써 존재하

며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기도 하며 그 자체로 다층적인 이데올로기가

되기도 한다.

시점의 또 다른 “심층구조” 양상은 “不在”의 문제이다. 특히 작가, 화자

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침묵의 문제는 가끔 목소리의 문

제만큼이나 결정적인 것이 된다. 즉 “누가 이야기하지 않는가?”라는 것

은 “누가 이야기하는가?”만큼이나 폭로성이 강하다.60) 표면적으로는 범

속한 서사에 불과한 통속 연애 서사도 텍스트 자체의 대상과 소거된 대

상이 분리되어 존재한다. 통속 연애 서사는 자체로 마스터플롯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재하는 시점을 찾아낼 때, 부재했던 시점

이 돋보이는 효과가 증폭된다. 특히 이는 독립된 ‘젠더’가 아닌 아니라

젠더와 무관하다고 다뤄졌던(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회·정치 이데올로

기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다시 말해 손창섭이 취한 그의 시점은 자신의 이데올로기 시각을 보다

도드라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자세이다. 손창섭 1960년대 장편소설은

공통적으로 사적 부분으로만 다뤄졌던 성적 소재들을 수면 위에서 다룬

다. 처녀 증명서, 근친상간, 부부 침실 관계, 사돈 간 불륜, 공개 매춘 등

과 같은 소재들은 분명 자극적인 은밀한 일상을 공개한다. 그러나 위 소

재들을 젠더 정치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사적 영역부터 공적 영

59) 수잔 스나이더 랜서, 『시점의 시학』, 좋은날, 1998, 8-9면.
60) 수잔 스나이더 랜서, 위의 글, 33-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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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까지 포함된 이데올로기를 해석할 수 있다. 정치(철학)은 영구적인 속

성을 지닌 본질이 아니고 대신 복합적인 활동으로서, 그것을 실천한 많

은 방식을 분석함으로써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61) 1960년대 장편소

설에서 반복되는 연애 서사를 비롯한 성적 소재 구조는 젠더 정치성이

라는 이중적 발신자로 작동하면서 손창섭 문학관을 변주·순환시킨다.

검열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1960년대는 구현 가능한 문학 형식이 매

우 한정적이었다. 손창섭 1960년대 장편소설에서 통속적 요소 내부의

젠더는 의미소들을 약호 전환하면서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정치성을

재현하고 표면만으로는 독해될 수 없던 정치적 무의식을 낯설게 발현시

킨다. 당시 신문을 향한 검열은 신문·방송윤리위원회의 관건검열과 윤리

위원회의 민간검열로 더욱 강화된다.62) 손창섭은 검열63)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장 대중적인 통속소설에 알레고리적으로 이데올로기소를 배

치한다.

거의 변주되지 않고 반복되는 전형적인 인물과 사건은 오히려 상징적

이며 알레고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적인 것들의 반복은 거시적으로

하나의 틀을 추출할 수 있으며 이 때, 작품 내부적으로 정치성을 발견할

수 있다. 가동되는 약호는 분절된 언어의 약호로서 독자적으로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이런 이유로 의미의 가능성도 제공한다.64) 이는 박

61) 셸던 월린, 『정치와 비전 1』, 후마니타스, 2007, 26-27면 참조.
62) 이봉범, 「1960년대 검열체재와 민간검열기구」, 『대동문화연구』 75, 성균관대 대
동문화연구원, 2011 참조.

63) 군사정부는 5월 16일부터 언론정화에 나서 6월 22일까지 960명 중 819명이 공갈·사
기·횡령·협박· 기부금모집 등 파렴치범이었으며 포고령이나 반공법 위반 등 직무상
범죄가 141명이었다. 또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언론사가 정비되었는데 신문은
중앙지가 49개, 지방지가 27개 등 76개가 사라졌다. 살아남은 중앙지가 15개, 지방지
가 24개였다. 임경순, 「1960년대 검열과 문학, 문학제도의 재구조화」,『대동문화연
구』 74, 성균관 출판부, 2011, 120면.

64) 무언의 텍스트를 독해할 때 발생하는 문제의 일부분은 확실히 대본의 진행, 곧 무대
지시문에서 비롯된다. (..) 사실 대본에는 배우에게 요구되는 제스처 기호에 대한 묘
사로부터 이러한 기호의 의미를 말로 번역하는 이행이 발견된다. (..) 그러나 이 메시
지를 뚜렷이 하는 데 있어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약호도 없는 상태에서는, 기표
와 기의의 측면에서 제스처 자체를 사유할 수 없다. 어떤 기호작용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재정의가 시도된다고 해도, 기호의 관계항들 간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너무
나 엄청난 불확정성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피터 브룩스, 『멜로드라마적 상상
력』, 소명출판, 2013, 129-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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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정권의 경제·정치적 이념으로 인한 젠더의 분리 과정과 함께 젠더

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젠더의 모호성은 역으로 텍스트 외적으론 미지의

부분이던 당대 박정희 정권의 체제와 이념을 뚜렷하게 재현하고 지시하

면서 현존하게 된다.65) 뿐만 아니라 뚜렷한 정치적 사건을 배경으로 두

지 않고 있더라도 모호하게 진행된 정치적 사건들을 순간적으로 포착해

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젠더 정치성으로 독해할 가치가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2장은 국가주의 정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혼재된

정치경제 체제에 정착하지 못한 1960년대 남성성을 포착한다. 이들 모

두는 결혼 혹은 임신/출산에 실패하며 무질서한 가부장제에 정착하지

못한 ‘잉여남성’은 가부장제 질서를 이탈한 여성을 두려워한다. 국가주의

는 경제적 주체로서 남성을 호명하면서 그들이 재남성화 되길 바라지만

그들은 ‘남성 간의 차이’의 발생으로 인해 오히려 반작용으로 ‘가짜 남성

성’이 된다.

3장에서는 갈등하는 부부 관계는 박정희 국가주의 현대화 경제정책을

알레고리적으로 비판한다. 『부부』와 『이성 연구』는 ‘부부 관계’라는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까지 비유하면서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신

화적 인물과 복잡한 이성 관계를 박정희 정권에 대입시켜 당 정권의 폐

해를 밝힌다. 특히 역전적인 남녀관계를 통해 박정희 정권이 복지란 이

름으로 지원, 실행하던 정책이 폭력적인 통치성을 은닉하는 수단임을 드

러낸다.

4장에서는 『인간교실』과 『삼부녀』를 통해 가족 제도의 해체와 새

로운 형태의 가족 형성의 가능성을 사유하고자 한다. 『인간교실』은 혈

연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혈연 가족을 떠난 개인의 자유를 갈망하는

인물과 집단들을 보여준다. 이후 혈연, 성별, 장애 등과 관련 없이 공동

체를 재혼합 시키는 실험을 실행하지만 이는 실패하게 된다. 『삼부녀』

는 혈연 중심 가족이 아닌 교차성에 근거한 계약 공동체 예시를 제시하

며 공통된 목적으로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는 미래적 공동체의 실현성

을 부각한다.

65) 채운, 『재현이라는 개념』, 그린비, 2009, 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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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60년대 잉여남성과 재남성화

2.1. 잉여남성과 실패하는 결혼

손창섭은 1950년대 전쟁 자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이 아닌 인

간의 불구성에 착안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창작했다. 대표적인 작품인

「잉여인간」66)에서 주인공 3명의 남성은 행동하지 못하고 정체된 인간

군상을 보인다. 선량한 의사인 서만기, 부패한 사회에 분개하는 채익준,

간호원을 스토킹 하는 천봉우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생존 목적을 상실한

인물들이다. 생존 목적이 부재한 그들은 서만기의 병원으로 모여 방황하

기만 하고 소모적인 행위만을 지속한다.

채익준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신의 아내가 죽을 고

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대신 하루종일 신문만을

보면서 비분강개한다. 그는 “정의감”과 “의분”이 강한 사람으로 한국 사

회를 “도둑의 나라”라고까지 칭하며 분노를 표출하지만 직접적으로 “도

둑의 나라”에 맞서지 못한다. 아픈 아내를 돌보지 못하고 아이들은 제대

로 된 신발마저 없는 가난이 익숙하며 정의가 부재한 전후 사회에서 채

익준은 “흡사 미친 사람모양 입에 거품을 물고 핏발선 눈알을 뒹굴”67)

리는 필연적으로 정신적 불구가 된다.

천봉우는 극도로 무기력한 인물로 그의 무기력은 6.25전쟁 이후 불면

증으로부터 기인했으나 그의 처가 실질적인 경제권을 가지면서 그는 가

장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자아마저 상실한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천은 스토킹으로 그는 거리를 두면서 간호원 홍인숙을 따라다닌다. 그

는 자아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인숙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

고 이를 통해 자신이 아직도 행위 할 수 있는 인간임을 확인받고자 한

66) 손창섭, 「잉여인간」, 『사상계』, 1958. 앞으로 인용은 『잉여인간』, 문학과지성
사, 2005. 단행본으로 표시한다.

67) 손창섭, 「잉여인간」, 『비 오는 날』, 문학과지성사, 2005, 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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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정 내에서 그의 욕망은 철저히 거세당했기 때문에 그가 홍인숙에

게 할 수 있는 스토킹의 형태는 다가갈 수 없는 시선의 쫓음이다. 홍인

숙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외면”한다. 이 시선은

“고작 꿈을 꾸듯 황홀한 눈을 인숙의 전신에 몰래 퍼”68)붓는, 즉 상대방

이 인식하지 못할 때 비로소 응시가 가능할 뿐이며 상대방과 직면했을

때는 회피만이 남는다.

앞선 두 인물과 달리 서만기는 외유내강한 인물이지만, 때로는 그 자체

로 완성되지 못하고 여성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인 지지를 받아야만 생존

가능하다. 아내를 포함한 여성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면, 서만기는

자신의 고결한 이상성을 유지할 수 없다. 여성들은 열렬히 서만기를 조

건 없이 사랑하고 서만기가 요구하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채워주려 한

다. 그러므로 서만기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여성들이 떠났

을 때 서만기는 그의 고결함을 유지할 수 없는 반불구적 상황에 놓인다.

서만기는 그의 가정을 충실히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채

익준의 아내는 병에 걸려 죽고, 천봉우는 그의 처와 비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해나간다. 이처럼 채익준과 천봉우는 가장으로서 충실하지 못하고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들이고 그들이 지닌 완전한 정신적인 불구는

역설적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가정으로 소환시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

하게 한다. 「잉여인간」에서는 세 인물은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로 향하

고자 하지만 고작 그들이 향한 사회는 병원에 불과하다. 그들은 온종일

그곳에 머물면서 외부로 나가지 않는데 그들을 수용하는 병원은 실용적

인 장소이지만 채익준과 천봉우의 무의미한 행동과 대비됨으로써 허무

함을 증폭시킨다. 가장의 범주는 여성으로 이행하고 남겨진 이들은 사회

로 배회하지만 결국 사회 어디에서나 가정 내에서처럼 이중의 소외만을

겪는다.

「잉여인간」에서 ‘잉여’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잉여는 일반

적으로 본래의 양을 충족시킨 뒤 이를 초과하는 범주의 산물이다. 위의

정의에 따른다면 1950년대 잉여는 존재할 수 없다. 특히 ‘남성’이란 젠더

68) 손창섭, 위의 글, 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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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잉여는 사회에서 배제된 존재들이다. 서만기를 포함한 세 인물 모두

정신적 (반)불구로 가정/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상실했거나 상실해 가

고 있다. 1950년대 제대군인, 상이군인과 같은 남성은 생계부담의 역할

을 수행하지 못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거세된 남성성을 되새김질

하며 무력감에 빠지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경우 자살에 이르

는 정신적 불구를 겪게 된다.69) 이처럼 「잉여인간」에서 나타난 1950

년대 남성들의 잉여란 정신적인 불구(성)가 충족/초과된 상태로 그들은

한 개인으로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하다. 마찬가지로 가장은 여성 혹은

다른 인물로 대체되기 때문에 가정은 불구적 남성을 수용하지 않는 잉

여적 공간이 되고 누구에게도 호명되지 않는 인물들은 잉여로서만 실재

한다. 1950년대 ‘잉여남성’들은 지속적으로 퇴행만을 거듭했기 때문에 하

나의 사회적 잔재로 인식돼 역사 속에 묻고자한 존재였다.

이와 달리, 전후사회에서 이행된 1960년대는 1950년대의 사회상과 달

리 더 이상 폐허로서 존재하지 않기 위해 새로이 재건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자 한다. 1960년대 근대화는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남성성을 주체로 확립시키면서 그들을 경제의 일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경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의 경제토대와 의식의 변화는 한 발자국 늦게 전개된다. 가장의 자

리를 상실한 남성은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려 했지만 가정은 여성으로

인해 부양되고 남성은 1950년대와 같은 잉여로서 1960년대를 맞이한다.

1960년대 잉여남성은 1950년대의 잉여남성과 유사한 모습을 드러내는

데 「통속의 벽」의 천봉우는 재력을 갖춘 권력가가 학교를 제어하는

방식에 반기를 들지만 결국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한미경의 도움

을 받아 겨우 시골로 전근을 가게 된다. 「아들들」의 종수는 재력, 권

력, 학력 모두를 갖추지 못하는 인물이지만 투철한 도덕성만은 지닌 인

물이다. 그는 형제들이 행하는 불합리한 방식의 철회를 요구하지만 그의

요구는 관철되지 못한다. 그의 무능력에도 인미는 대학교 등록금과 여러

선물들을 보내는 등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 「길」에서 서봉순이라는 여

69) 김기두, 「정신적인 불구자의 공포 하」, 『동아일보』, 195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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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성칠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해준다. 성칠도 위의 남성 인물들

처럼 도덕성을 인생에서의 가장 큰 목표로 설정한 인물로 공공도덕에

위배되는 상황엔 적극적으로 항거하지만 상대방에게 구타만 당할 뿐이

다.

위 작품의 세 남주인공 모두 도덕성에 의거해 각각의 부조리에 저항하

고자 했지만 그들의 열망은 실행될 수 없으며 특히 여성 인물 없이는

실천적 행동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1950년대 ‘잉여남성’과 달리

1960년대 ‘잉여남성’은 비록 자신의 행동이 무화될지라도 탁상공론에 그

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행동력 자체는 지니고 있다.

‘잉여남성’의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잉여인간」과

「통속의 벽」에서 등장하는 동명이인인 천봉우라는 인물을 살펴봐야

한다. 동명이인임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 속 천봉우는 확연히 다른 성격

으로, 기존의 연구사는 1950년대 단편소설과 1960년대 장편소설의 연관

성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봉우라는 인물의 급격한 설정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다. 천봉우 외에도 이름이 동일한 인물로 「잉여인간」의

홍인숙, 「통속의 벽」에 서인숙이 있다. 홍인숙과 서인숙은 동일하게

천봉우를 사랑하며 그에게 헌신하지만, 홍인숙은 맹목적인 애정과 경제

적 지원을 보내고 반면에 서인숙은 무조건적인 헌신 대신 현실적인 경

제관념으로 천봉우를 판단한다.

「잉여인간」의 천봉우가 수동적, 자폐적, 무기력한 인물이었다면 「통

속의 벽」에서 천봉우는 「잉여인간」의 채익준처럼 사회에 분개하고

이에 맞서 투쟁하려는 인물이다. 「통속의 벽」에서 천봉우는 “전 차라

리 끝까지 싸우다가 자폭할 결심입니다. 추호도 거리낌 없는 내 목을 자

를 테건 실컷 잘라 보라죠.”70)라며 권위에 직설적으로 대항한다. 그는

“민주주의 방식”71)을 끊임없이 말하고 “날치기식 엉터리 의결 방법”72)

등 사회를 비판하며 “처세를 모르는 진실”73)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파한

70) 손창섭, 「통속의 벽」, 『손창섭 대표작전집』5, 예문관, 1970, 25면.
71) 손창섭, 위의 글, 42면.
72) 손창섭, 위의 글, 43면.
73) 손창섭, 위의 글,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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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온한 방식으로 경제적·교육적 자원과 정치권력을 지배하는 집단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실로 그는 부당한 학교 권력에 반하며 직

접적인 행동을 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천봉우는 상황이나 판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사회 전체 문제로 모호하게 환원시켜 버린다.

천봉우는 “정치가니, 사회명사니 교육자니 목사니”와 같은 권력층을 맹

렬히 비판하지만 학교 권력에 대항했던 자세와는 달리 비판적 발화에서

그치고 만다. 행동하는 비분강개파인 천봉우는 자신이 부패한 사회 전체

구조를 해결할 수 없는 인물임을 파악하고 서서히 행동력을 상실한다.

이상을 추구하는 서만기에서 분노하는 채익준을 거쳐 「통속의 벽」의

천봉우는 마침내 「잉여인간」의 천봉우라는 인간상으로 수렴하고 도태

된다.

그는 우여사에게서는 완전한 「여성」을 느낄 수 있은 것이다. 우여사

에 비하면 한선생 같은 분은 다분히 「남성적」이었다. 너무 울근불근했

다. 그러고보면 인숙은 여성이니 남성이니 보다도 먼저 인간부터가 느껴

지는 타입이었다. 어딘가 적당히 자극적인 신선한 매력이 풍기면서도 과

도히 까다로와서 접하기 말쨌다.(위의 글, 143면)

앞서 언급했듯, 천봉우는 학교 내 차별에 대항하고 그 과정 속에서의

부패와 탄압에 꾸준히 반기를 들지만 그는 각기 다른 여성인 우여사, 한

미경, 서인숙의 도움을 통해서만 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천봉우의

열성적인 정의감은 여러 여성들의 도움에 의존하여 유지되지만 그는 스

스로가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남만 비난할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두 커다란 결함이 있지 않나 해서입

니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좀 과했던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 군

요.」

「그야, 결함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나치게 결백하구, 솔직하구

강직한 것두 경우에 따라선 일종의 결함인지 몰라요.」(위의 글,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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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천봉우는 여성의 도움이 부재하다면 생존할 수 없는 자신을 인

지하고 부정행위가 축적된 세태에 비난만을 가할 뿐 막상 이를 타파하

지 못하는 자기자신의 진실을 파악한다. 과거의 과잉 의식에 대한 자기

인식이 시작되면서 「통속의 벽」의 천봉우는 「잉여인간」의 천봉우화

된다.

「인숙씬 너무나 경제적인 조건에 구애받구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결혼을

금전으로만 따질 수 있습니까?」

「잘 아시면서 그러셔요. 현실적인 조건을 떠나서 결혼은 성립될 수 없잖

아요.」

언젠가도 들은 듯한 말이다.

<그러나 용기가 있음 됩니다. 결혼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천선생은 그렇게 대답하려 했으나 입 밖에까진 내지 못하고 말았다. 그

대답에 스스로 절대적인 자신을 걸 수 없었기 때문이다.(위의 글, 308면)

「통속의 벽」의 천봉우는 「잉여인간」의 천봉우와는 달리 자신이 흠

모하는 대상인 인숙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이 되

새기는 ‘용기’를 취하지 못한다.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의 결혼관

을 주장하지 못한 천봉우의 태도는 결국 「잉여인간」의 천봉우의 수동

적 스토킹과 유사하다.

한비 맨스필드는 남성다움이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라고 명명

한다. 그러나 위험이 제거된 모험사회에서 남성다움이란 쓸데없이 문제

나 일으키는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한 것이다.74) 1960년대 잉여남성은

1950년대 잉여남성처럼 경제력이라는 가정을 존속시킬 수 있는 현실적

인 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남성성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사회

에 놓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속의 벽」의 천봉우라는 1960년대

잉여남성은 1950년대 잉여남성으로 퇴행하는데 기존의 남성성의 수행의

자리를 여성적 감수성과 리더십으로 대체한 1960년대 여성은 잉여남성

74) 하비 맨스필드, 『남자다움에 관하여』, 이후,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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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을 맞는다. 결말에서 천봉우는 한선생과 같이 전

근을 가게 되지만 이 자체는 ‘불안한 출발’이므로 용기를 갖지 못한 천

봉우의 미래의 결혼은 성립될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50년대 잉여남성이 직접적 트라우마의 희생양이자 산물이었다면 1960

년대 잉여남성은 간접적 트라우마의 사구(沙丘)이다. 잉여남성은 시대별

로 반복되지만 그 틀을 달리 하는데 항시 여성의 사회적 위치 이동, 주

체성의 자각과 길항작용을 시도한다. 1950년대, 1960년대 모두 여성은

강제로 가정을 나서야 했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여성은 가장의 의무가

아닌 한 개인으로의 존엄성을 의식하면서 자율성을 되찾는다. 반면에 잉

여남성들은 자율성을 무의식적으로 양도하고 반응하기를 거부하며 관성

적으로 사회의 자취로 남고자 한다.

잉여남성의 실패하는 결혼은 1960년대 초기 소설 『세월이 가면』에

서도 드러나는데 『세월이 가면』에서 주인공 차성철은 무료진료를 꿈

꾸는 실비병원 의사이지만 병원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는 이상 실현이

불가한 현실에 낙담한다. 『세월이 가면』은 각각 차성철과 진숙의 성립

될 수 없는 연애와 차성호과 남희는 현대식 연애를 보여준다.

의사 차성철은 가난한 환자의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병원 수익을 내지

못하고 병원 실소유자로부터 해임서를 받게 된다. 병원에 있는 자신의

지분마저 돌려받지 못한 차성철은 환자 집을 찾아가 직접 수금을 한다.

성철은 말하자면 원만주의자였다. 남의 오해나 말썽을 일으키면서까지

무슨 일을 휘딱휘딱 생각대로 해치우는 성격이 못되었다.

애초에 진숙을 남식에게 뺏겼던 것도 역시 그러한 성격 탓이었다. 무슨

일에도 변통성 없이 꾸준히 노력할 줄은 알아도 적극성을 갖고 기민하게

행동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다.

「사랑」에 있어서도 그랬다. 진숙에게 대해서 처녀 시절은 물론 친구의

아내가 된 뒤나 미망인이 된 오늘날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줄기차게 사랑

해 오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의 승리를 위한 용사나 전사(戰士)가 되지

는 못하는 인물이었다.75)(79회)(강조-인용자)

75) 손창섭, 『세월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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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동을 하나 수행하더라도 완전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인물 설정

은 “원만주의자”적 성격에서 비롯되는데, “원만주의자”는 1960년대 잉여

남성의 표본을 온건하게 지적하는 용어로 “원만주의자”의 정서 표현은

소극적 표출에 그치고 행동 또한 위축되어있다. 실현될 수 없는 실비병

원의 무료진료처럼, “사랑”에서도 차성철은 진숙을 사랑하지만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지 않는 미지근한 모습을 보인다. 욕망하지만 지켜보기만

하는 행위성의 부재는 「잉여인간」의 천봉우를 상기시키며 무료진료와

진숙을 향한 사랑이 결국 차성철의 상상적인 이상에 불과하다는 결론까

지 나아간다. 이상이란 적어도 욕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

상이 실현가능한 상황에서 인물 내부의 행위성 부재는 이상을 공허한

허울로 치환시킨다.

반면, 남희와 같은 현대 여성의 진취적인 태도에 힘입어 전통적인 여성

상에 정체되어 있던 진숙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항하

기 시작한다. 남식의 부인인 진숙은 사별한 남편인 남식 가족들이 휘두

르는 경제적 권력에 복속되길 거부하고 독립적인 자신의 권리를 차지하

려 한다.

무의미한 인습이나 체면이나 인정에 얽매어서 저 자신을 희생시키구 싶

지 않다는 말씀예요. 그런 점에서 전 남희 아가씰 재인식했어요. 덮어 놓

고 비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좀 지나친 점도 있지만요

…….(위의 글, 78회)

그러기에 지금도 놀라울만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오는 진숙을 앞에 놓

고 성철은 도리어 은근히 당황하는 격이었다.

(중략)

성철은 진숙이 시집을 뛰쳐나오는 길로 대뜸 자기에게 매어 달릴까봐 은

근히 겁이 났던 것이다.(위의 글, 79회)(강조-인용자)

「그런 색씰(현옥) 난 첨 봤어요. 어쩌문 그렇게 부지런 하구 얌전하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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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은 두 사람이 완전히 부부의 감정으로 변해 버릴까봐 겁이 났다.(위

의 글, 64회)(강조-인용자)

진숙은 남식 집안의 권력과 경제권에서 벗어나 차성철을 위해 남식 집

안이 소유한 실비병원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탈환한다. 그러나 차성철은

자신이 염모하던 진숙이, 자신이 소망하던 실비병원을 탈환해서 그를 향

한 직접적인 사랑의 열망을 펼치는 것을 두려워한다. 또한 자신의 동생

성호의 아이를 임신한 현옥과 함께 살면서도 부부와 같은 처지가 될까

봐 염려한다. 성철은 결혼 자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경제권이 부재한 자신의 토대와 계급, 행위성이 부재한

자신의 태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말에서 해고당한 이후 무의면에 가서 진료를 보는 차성철을 위해 진

숙은 병원의 실권을 되찾아 그에게로 향하지만 차성철은 갑작스럽게 의

료 사고를 일으켜 환자를 사망하게 하고 현옥과 함께 도망친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개연성 없는 결말은 지면의 부족이나 신문연재소

설에 익숙하지 않은 작가의 함량 미달로 여겨졌다. 손창섭 1960년대 장

편소설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공통적으로 결말이 다소 개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신문연재소설에 할당된 지면이 한정되어 있고, 손창섭이

장편소설에 익숙해 하지 않았던 점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말에 어떤 종류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다시 말

해 성철의 지속적인 소극적 태도와 회피는 여성이 남성 우위에 자리하

고자 했던 1960년대 하부·상부구조가 교란되면서 만들어진 젠더구조의

재편성을 나타낸다.

구여성에서 신여성으로 나아가는 진숙이라는 여성은 차성철로 대표되

는 남성의 하부·상부구조 모두를 위협한다. 남성들은 경제적 권위에 있

어서나 성적 권력에서 상위의 자리를 잃고 비록 이성 너머의 인간 혹은

정신적인 덕을 추구할지라도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성취해내지 못한

다. 남성 헤게모니를 조직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오직 도덕적 우월성만

지니게 되고 하부 구조의 토대를 상망한 채 도덕적 우월성만을 제창하

는 그들의 사상은 정립된 상부 구조를 형성하지 못한다. 단지 부서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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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토대라는 하부구조의 망령을 외치면서 현존하지 않는 도덕성을 모

방할 뿐이다. 이는 양반적 의식과 같이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반이라는 계급적 권력만을 내세우며 허례허식을 따지

고자 하는 바와 유사하다.

권력관계의 복잡한 그물망이 언제나 지배 계급 내의 서로 다른 파벌

간 그리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 경쟁과 투쟁의 장인 까닭에, 이 관계들

에 의해 생산되고 유지되는 패러다임들은 대개 복합적이고 상호모순적

인 의미들을 포괄하며, 항시 유동적이고 도전받고 전복되고 재규정된

다.76) 실질적인 것은 실추되고 책임의식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것도 그들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결한 도덕성과 윤리

를 추구해야만 하는 역설에 놓인다. 도망 이전에 차성철은 나름의 경제

력 회복을 시도하지만 그의 상실된 경제력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기 때

문에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무료 진료라는 도덕·윤리적 가치만을 지향

한다. 그러므로 행위성과 경제력을 상실한 차성철이라는 잉여남성과 진

숙이라는 가부장제 너머를 탈피하고자 하는 여성의 결혼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구여성에서 신여성으로 변모하는 여성상은 구한말부터 존재해온 여성

상이지만 1960년대 진숙은 기존 세대의 여성과 달리 모든 현상을 사회

적 구성의 결과물로 간주하는 동시에 여성 억압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토대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다.

가부장제는 성에 근거한 사회의 위계구조, 즉 남성-지배 여성-예속 등

남성중심의 사회적 관계에 의한 ‘여성억압체계’를 지칭하지만 가부장제

는 점차 남성노동, 여성노동을 구분 짓게 된다. 남성은 여성 노동력의

상품화를 통해 여성을 통제하려고 하며 간접적으로 여성의 가사노동전

담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업 및 위계로 나타난다.

진숙은 남성이 전유하고자 하는 여성 노동력의 통제에서 벗어난 인물이

다.

차성철은 여전히 여성을 통제하지 못할뿐더러 상위 계급에 있던 노동

76) Joan Wallach Scott, Gender and the Politics of H istory, Newyork : Colombia
University Press,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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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밀려나 지방에 있는 실정이므로 여성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다. 잉여남성은 여성을 타자로 내몰지 못하게 되고 정체성의 근거를 빚

지게 된 성차화된 남자 인간이 된다. 성철은 진숙이란 여성을 택하지 않

으며 진숙은 여전히 남은 가부장제의 잔재에 귀속되고자 하는 성철을

소유하지 못한다. 성철은 결국 지금껏 열망해온 진숙이 아닌 현옥(‘그런

색씰’)이라는 봉건적인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정숙한 여성에게 이끌리게

된다.

두 커플이 등장하는데 양 극단에 있는 그들은 결합에 성공한 남희와

차성호의 약혼을 통해 진숙과 차성철의 실패하는 결혼을 더욱 강조한다.

진숙과 차성철과 달리 현대여성의 상징인 남희나 폭력적 방식으로 자신

의 이익을 취득하는 차성호는 각자의 효율성을 위한 결혼을 선택한다.

남희와 차성호의 등장은 이처럼 양극단에 위치해 방점을 두는 역할도

있지만 더 나아가 선악의 문제가 아닌 각 구도의 문제점을 심화시켜서

폭로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파괴된 가정 구조를 보이면서 오히려 정상성

을 보여주는 그들은 가부장제라는 폭력으로 점철됐던 기존 구조가 옳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2.2. 가짜 남성성과 도외시된 임신/출산

「여자의 전부」와 『결혼의 의미』는 각각 맞선 모티프와 임신·출산

모티프를 지닌 작품으로 두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 인물은 가부장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남성상을 지니는데, 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남성 인물은

여성을 기존보다 훨씬 강한 가부장적 질서에 강제로 결박시키고자 한다.

강도가 높아진 가부장적 질서는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1960년대 국가주

의의 남성성 재확립과 관련이 있는데 전후 사회라는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설하기 위해서 국가는 남성들을 경제적 주체로 재호명 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국가는 여성을 내조하는 아내만으로 규정하고 가부장제를 흔

들릴 수 없는 하나의 질서로 다시 군림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여성 없는 가부장제라는 것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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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여성에게 남성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할 지라도 이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남성성”-즉 “남자다움”에 대한 사회적 이상-이란

생물학적인 남성다움을 둘러싼 사회적 구성물, 복잡한 권력관계의 망에

의해 지탱되고 지배적인 문화의 틀과 이데올로기를 통해 구체화되는 패

러다임을 가리킨다.77) 불변하는 진정한 남성성에 대한 요구는 ‘가짜 남

성성’의 결과가 되는데 ‘가짜 남성성’은 상호텍스트적 패러다임으로 형성

된 남성성이 수직적이고 인위적인 권력관계로 결정될 때 발생된다. ‘가

짜 남성성’은 사회가 조직한 남성성의 정의 속에서 남성성에 포함되지

못하는 버려진 남성성을 오히려 가리키면서 이 절대적인 남성상이 ‘가짜

남성성’임을 시사한다.

또한 ‘가짜 남성성’은 ‘진짜 남성성’이 무엇이란 질문을 던지며 남성성

에 “진짜”와 “가짜”가 부재함을 밝힘으로써 남성성이 자체로 태어난 것

이 아니라 사회를 거침으로써 부여받은 규범임을 드러낸다. ‘가짜 남성

성’은 1960년대가 증축하고자 한 당시 절대적인 남성성이 있어야만 했던

사회를 보여준다. 시대가 요구했던 절대적인 남자-되기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가짜 남성성’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여성성은 있지 않음으로 가

짜 남성과 헌신적인 여성의 결혼은 실행되더라도 임신과 출산은 실패로

끝맺는다.

「여자의 전부」는 미라라는 이혼한 여성이 혼처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아낸다. 우선 미라의 동생 미원은 혼전 임신을 하게 되는데 미원은 아

이의 아버지인 구동천과 결혼을 한다. 구동천은 “착실한 인품”78)이며

“믿음직”79)하고 “합리적이고 규칙적이고, 자제적인 인생 태도”80)를 지닌

인물이다. 미원은 처음에 구동천에게 이와 같은 점에 이끌렸지만 그와의

생활에 싫증을 느낀다.

반면 미원의 언니인 미라는 호색가인 자신의 전남편과 다른 구동천의

성품에 반한다. 구동천은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것 대신 소박하고 실속

77) 박노자, 『씩씩한 남자 만들기』, 푸른역사, 2009, 33면.
78) 손창섭, 「여자의 전부」, 『손창섭 대표작전집』4, 1970, 28면.
79) 손창섭, 위의 글.
80) 손창섭,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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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근검절약, 성실한 모습을 꾸준히 보인다. 더군다

나 그는 은행원으로서의 안정된 삶 대신에 자신의 힘으로 직접 노력해

농촌을 개척하는 삶을 택한다.

나는 정신이 펄쩍 드는 것 같았다. 동천씨라면, 과연 그이라면 내 문제

에 솔직하게 의견을 말해 줄 <자신>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투철한 인생관과 확고한 의지와 신념 그리고 굳건한 생활력을 가진 사

람만이, 자기 자신의 일은 물론 가까운 사람의 문제에까지 능히 냉철한

비판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정말이다. 지금 내 주위에서

진심으로 나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동천씨뿐일지 모

른다.(위의 글, 148면)

「여자의 전부」에서 “냉철한 비판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

물은 오직 “투철한 인생관과 확고한 의지와 신념 그리고 굳건한 생활

력”을 지닌 구동천이라는 남성이다. 여성과 다르면서도 남성중에서도 가

장 남성다운 이성적이고 합당한 남성에게 여성은 자발적으로 종속된다.

여성과 일반 남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남성이 필

요한 미라와 내조를 갈망하는 구동천은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미라는 연

모하는 구동천을 위해 미원이 방종하는 구동천과 아이를 때때로 돌보고

구동천은 처음에 미원의 방종으로 농사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다가

미라가 살림을 도와주자 농사일을 수월하게 진행시킨다. 미라의 도움 없

이는 구동천은 불완전하며 농사일을 지속적으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미라는 구동천의 이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미라는 농사일이 아닌 가사에만 집중해야 하며 농사일을 돕는

순간 구동천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농사라는 공적인 농촌의 번영은 남

성으로 인해 이뤄지고 여성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힘든 농사와 같은 외부 일을 시키지 않으려는 구동천의 태도는 실제로

는 다시 남성을 외부로,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경계가 흐려졌던 젠

더를 재합일 시키고자 하는 열망이다.

미원은 결국 구동천과 이혼하게 되고 미라와 구동천이 서로에게 이끌



- 33 -

린다는 것을 알고 둘이서 재혼하길 바란다. 그러나 미라와 구동천의 결

합은 사돈 관계였던 그들의 사이 때문에 세간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이

뤄지지 못한다. 또한 미라의 이혼에 대한 ‘중고품’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그녀가 재력가인 황사장의 첩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임신·출산을 해내지 못한 미라는 내조할 수 있는 미완의 여성이고

미라라는 헌신적 여성을 잃은 구동천은 농촌 개발이란 이상향 건설과

남성성 확립을 완성시키지 못한다. 그들의 결혼 실패는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이유이고 이를 통해 남성성 확립을 위한 여성의 내조의 필요

성을 다시 한 번 강조된다.

『결혼의 의미』에서도 「여자의 전부」와 같은 비슷한 혼담 모티프가

나타나는데 『결혼의 의미』에서 가장 논쟁적인 소재는 맞선 상대방이

요구하는 ‘처녀 증명서’이다. ‘처녀 증명서’는 산부인과에 가서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의미하는데 주인공 인옥은 ‘처녀 증명서’를 맹렬하게

비판한다. 인옥은 처녀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처녀성의 대립

항으로 총각성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처녀성과 동등하게 다뤄지는지

를 토론한다.

‘처녀 증명서’ 요구를 모욕으로 받아들인 인옥의 오빠 봉근도 인옥을

두둔하며 분개하다가도 결국 사회 시선의 압박으로 ‘처녀 증명서’를 발

급받아 올 것을 명령한다.

「너 몸만 더렵혔어봐. 다릴 분질러 내쫓아버리고 말테니. 자 솔직히 말

해봐 어느 쪽이냐」

「더렵혔어요 왜. 내 몸은 더러워요. 그래 오빤 깨끗해요. 만날 천한 계

집애들만…」

악을 쓰듯 쏘아대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빠의 손이 허공을 갈

랐고 동시에 내 눈에서는 번쩍 불이 튕겼다.

「죽어, 이년아. 너 같이 더러운 년을 그냥 놔둘 줄 알아」81)(67회)

불량한 봉근은 인옥이 처녀가 아니라는 짐작으로 분노하며 인옥을 폭

81) 손창섭, 『여자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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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까지 한다. 인옥은 처녀가 아니라는 소문이 퍼지고 심지어 ‘처녀

증명서’ 제출 거부로 인해 맞선이 무산되자 맞선자는 인옥과 결혼하게

되는 약혼자에게 그녀가 처녀가 아니라는 거짓 편지를 보낸다. ‘처녀 증

명서’는 당대 순결에 대한 강압이 얼마나 과중했는지를 드러내며 여성

개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처녀성 여부가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다.

순결한 처녀의 이미지는 이상적이고 성적 희소성 지닌다는 점에서 이

중적으로 남성의 욕망을 더욱 감각하게 하는 실체로 작동해왔다. 환상성

에 취한 남성 헤게모니는 순결이라는 틀에 여성을 가두며 ‘처녀 증명서’

라는 극단적 해프닝을 발생시킨다. 남성 스스로에게 잣대를 돌리지 못하

고 여성에게만 강권하는 처녀성이란 동정성은 손창섭의 장편소설에서

매우 강력하게 비판받는다. 인미는 남성의 동정을 여성의 동정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순결 이데올로

기를 무화하고자 한다.

인옥은 마침내 자신의 배우자가 될 한주림과 맞선을 보게 되고 한주림

은 동정 여부를 의식하지 않으며 여성의 동정성이 만약 존재한다면 남

성의 동정성도 있어야 한다는 평등의식을 보인다. 인옥은 동정 여부를

가치 체계로 인식, 판단하는 남성 헤게모니를 비판하는 남성과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한다.

한주림은 구동천과 동일하게 소박한 인상과 성실한 자세를 지닌 남성

이다. 한주림은 훌륭한 성품 외에도 “저는 결혼문제에 있어서 처녀성 즉

동정 여부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육체적인 순결보다

는 정신적인 순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며 당시 구세대가 인위

적으로 만들어낸 처녀성이란 개념을 비판한다. 이처럼 한주림은 『여자

의 전부』의 구동천처럼 여성 주인공에게 결혼 상대로서 이상적인 인물

로 더 나아가 뚜렷하게 여성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더렵혀지구 말구가 어딨어 남자와 여자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허

지만 그랬음 어때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 있다더냐」(위의 글, 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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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옥의 친구 정란의 대사처럼 남편인 한주림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은 자체적인 애정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음을 토로하며 젠더에게 순결

이란 구분이 필요하지 않음을 언급한다. 손창섭은 강박적인 순결 이데올

로기를 지적하며 사회에서 배제당한 순결하지 않은 여성들을 포용하고

이들을 주체로 기립시킨다. 비로소 여성은 개인 주체로서 활동하며 스스

로 성적 욕망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다.

「시골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당신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게 아네

요.」

「불편한 점도 있는 반면에 도리어 도회지 생활보다 편리하지 않아요. 당

신은 농촌을 너무 표면적이고 피상적으로만 보고 생각해서 그래요. 농촌

엔 농촌이 아니곤 맛볼 수 없는 건실하고 즐거운 생활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내 손으로 가꾼 채소류로 반찬을 해먹는다든지 (중략) 그러니까 나는

한 살이라도 나이가 더 먹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기술을 최

대한으로 보람있게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진실한 생산적인 생활에 투신해

보고 싶은 거요. 내 맘을 알아 주겠소?」(위의 글, 162회)

이상적인 남성인 한주림은 인옥에게 농촌으로 갈 것을 제안하며 농촌

이 이상향적 공간임을 설명한다. 한주림에 따르면 불편한 시골 생활은

노력이라는 건실한 실천을 통해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체험의 순

간이 된다. 한주림은 귀농하면서 농장 건설과 이를 필두로 교육 사업 등

사회 사업으로 농촌을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농촌을 “지금까지 배운 지

식과 기술”로 “생산적”으로 개발시키는 것이 한주림의 인생 설계이다.

인옥은 고심한 끝에 한주림과 농촌으로 향하고 도시에서 나고 자란 인

옥이 농촌 사람들의 순박함과 건실함을 피부로 느끼며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은 독자에게 농촌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할 공간이라는 환

상을 불어넣는다.

근대화가 실현되는 도시 공간은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으며

농촌과 서울은 자연히 경제적 불균형을 겪는다. 경제개발 정책은 낙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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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을 부흥82)시키고자 하고 이상적인 남성은 농촌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남성성을 형성하고자 한다. 도시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농촌 경제는 필연적으로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대

화의 걸림돌로 여겨지고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된

다.83)

경제 경책에 의거하면 농촌은 오로지 개척해야 할 대상이며 후진성을

극복해 국가주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남성성의 상징이다. 농촌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개발 대상

으로 배척당한다. 경제 개발이라는 허울은 농촌 본연을 수치화하며 경제

척도로 낙후됐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소외된 농촌을 진흥시킨다는 명목

으로 농촌 개발을 합리화 시키는 상황을 창조한다. 개발된 농촌은 지향

해야 할 대상이며 이를 개척하고자 하는 남성(성)은 지지되어야만 하는

존재가 된다.

그들은 농촌을 새로이 개척하고자 하며 이들에게는 항시 그들을 전폭

적으로 지지하는 여성들이 있다. 내조하는 여성 없이는 남성들의 성공적

인 이상향 건설이 불가하다. 국가주의를 건설하는 남성성과 이를 실현하

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

『결혼의 의미』에서는 「여자의 전부」와 달리 인옥이란 여성의 헌

신이 있기에 한주림은 무리 없이 농장 설립을 사회사업으로까지 확장시

킬 수 있다. 인옥은 가사 노동에 탁월한 여성이며 세 아이를 낳고 어머

니로 살아가는 것이 꿈이다. 아내와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의의인 인옥은 농촌에서 첫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의 출산은 농촌

사회 사업의 확장과 맞물려 과거부터 유지되던 규착된 남성성·여성성을

82)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있기 전까지 1960년대에는 마을단위의 자력개발, 마을가꾸
기, 새마을가꾸기 사업 등 여러 용어로 농촌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을 개발 정책이
존재했다. 이환병, 「1960년대 마을 개발과 농촌 새마을운동의 초기 전개과정」,
『역사연구』 23, 역사학연구소, 2012 참조.

83) 농촌에 아직까지 창의·노력의 자유경쟁의 풍조를 끌어 들이지 못한 것은 농촌을 겉
껍데기로만 봉건적인 깊은 잠을 깨웠을 뿐 농촌을 농업증산에의 자유경쟁의 활기 속
으로 몰아 놓지 못한 것이니 이는 농지소유에의 제한을 걷어 치우는 것과 농업증산
에 우승한 자를 우대하는 작풍을 불게 함으로써만 농촌을 도시에 못지않게 번영시키
는 것이 될 것이다. 이동욱, 「農村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와 自由主義의 基本的 失
策」, 『사상계』, 1960. 1. 58-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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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견고히 한다.

두 작품은 혼담·맞선을 거쳐 이성이 부부로 결합하고자 하는 과정을

남성성·양처현모주의라는 축으로 보인다. 남성성은 농촌을 개발해야 할

맹목적인 대상으로만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의 계몽의 시초로만 본다. 부

서진 남성성을 회복시켜 정권의 통치성을 입증하고자 한 당대 정권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공표하면서 국가와 시민이라는 주체를 호

명한다. 성실함으로 이미지화 된 농촌 개발 정책은 농촌에서의 성실이라

는 노력으로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상념을 전달한다. 농촌은 남성성을

구현하고 남성성은 결코 폭력으로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며 오히려 건실

함이 된다.

양처현모주의로 대변되는 헌신하는 여성은 조선시대의 모성, 성, 신분

제를 엮은 재가녀 자손 금고법이나 종모법 등이란 모성을 통한 통치가

‘오래된 발명품’임을 보여준다. 모성이 생(명)권이 작동하는 통치성의 영

역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 자본주의 단계에서

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서 가족계획은 가장 주요한 정책의 하

나였으며, ‘어머니 되기’와 ‘어머니 안 되기’는 주요한 정치적 경제적 논

리에 포섭되면서 ‘주체화’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이때도 모성은 계급 재

생산과 젠더 재생산의 주요 연결고리였다. 가족주의적 젠더체계가 노동

계급을 유지시키면서 다른 한편 계급성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는

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국가의 취약한 가족복지 지원을

대신하는 책임도 떠맡았다.84)

즉, 남성성·양처현모주의는 한국 근대화 자본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경

제적 토대로 이곳엔 ‘아버지 되기’는 존재하기 않는다. ‘아버지 되기’는

가정 밖에서 나라를 재건설하는 남성이 갖는 의무가 아니며 누구도 그

들에게 어떤 종류의 부성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시 임신·출산 여부에 따

라 두 작품을 정리하자면 「여자의 전부」에서 미원은 임신·출산을 하

지만 자신의 아이를 두고 이혼을 감행하는 반면 미라는 임신·출산 모두

에 성공하지 못한다. 『결혼의 의미』에서 인옥은 어린 시절부터 육아와

84) 장하진, 「산업구조조정과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한국여성학』 16, 한국여성학
회, 35-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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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조를 여성의 덕목으로 여겨온 전형적인 현모양처로 결말에서 성공적

으로 임신·출산을 한다.

『결혼의 의미』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서사가 진행될수록 초기에 나타

난 가부장제 면모에서 벗어났던 이상적 남성향이 차차 사라진다는 것이

다. 대신 남편은 아내의 자유로운 태도가 아니라 현숙한 아내(여성)로의

자세를 강조하고 이를 위반할 시 폭력과 폭압의 모양새를 취한다는 것

이다. 한주림은 아내가 무조건적으로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하며 가

부장적인 태도로 압박을 가한다. 농촌으로 향할 때도 한주림은 귀농을

일방적으로 인옥에게 통보하고 강요하면서 결국 자신의 결심만으로 귀

농을 실행한다. 이상향은 권위적 남성과 복종하는 여성이라는 고전적 위

계질서로만 도달할 수 있고 이는 국가의 대리자로서의 남성은 여성의

주체성을 박탈하고자 하는 시도로 독해될 수 있다. 젠더는 하나로는 완

성될 수 없는 예속이란 조건을 갖고 있으며 남성성도 독립할 수 없고

가부장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복종하는 여성이 필요하다. 복종은

마찬가지로 완력이 아닌 여성 스스로가 현숙한 아내이고자 하는 순응적

인 목적을 갖고 실행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주림이란 남성은 자신

의 남성성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을 처음에는 위선을 통해 실현했으나

차츰 실체가 밝혀지면서

지배적 남성성의 핵심 요소는 사회경제가 요구하는 틀 범위에서 구성

되는 것이므로 누군가가 남성성을 소유한 것이 아니다. 분석 범주로서

성차는 원인이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남성성의 위계와 그 구성은

언제나 진행 중이며, 유동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힘들이 교차하고 충돌하

는 모순적 과정이다.85) 다시 말해 작가는 남성성이 행한 가부장제의 여

성 착취가 남성의 경제적 능력 붕괴로 인해 표면으로 노출된 것을 문학

적으로 포착한다. 그러므로 이상향 지향과 귀향한 건실한 남성들은 거짓

(가짜)이며 그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농촌 근대화를 토대로 한 경제 개

발은 허황된 공상으로 환원된다.

“남성성”은 복잡하고 끊임없이 요동하는 권력관계의 산물로서 이데올

85) 권김현영,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모음, 20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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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화된 언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86) 가짜 남성은 실체가 없

는 부재한 존재이지만 허상을 투입시켜 남성성이 마치 고정적이고 깨지

지 않는다는 환상을 자아내고자 한다. 이는 젠더를 다시 이분화 해 각자

의 역할을 배분하고 경제력을 남성에게만 고정시켜 계급적으로 어떤 변

화도 일어날 수 없는 경직을 추구한다. 경제라는 하부 구조를 갖춘 남성

은 당연히 도덕성이라는 상위 구조를 재배정 받게 된다. 즉, 농촌 근대

화 운동은 농촌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근대화란 경제적 이윤보다도

남성을 경제적 주체로 환원시키면서 그들이 마땅히 “옳을 수밖에” 없는

계급으로 고착화 한다. 남성·여성이라는 젠더 이전에 가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경제적) 이데올로기는 후원-종속의 관계의 재생산인

젠더 이데올로기가 된다. 유동적이던 남성성이라는 젠더를 불변하는 가

짜 남성성으로 치환하고자 한다.

위의 시각으로 다시 임신·출산을 바라보면 「여자의 전부」에서 임신·

출산을 하지만 자신의 아이를 두고 이혼을 하는 미원은 당대 군사주의

가 요구한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탈출한 존재이다. 『결혼의 의미』에서

현숙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삶의 목표인 인옥은 미원과 대조된다. 그러

나 현모양처인 인옥의 임신출산도 산아제한87)을 주장했던 한주림의 태

도와 연결한다면 독자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성의 신체는 국가와 남

성에 의해 전유되고, 재상산과 노동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강제된다는 점에서 착취와 저항의 주요한 장인 것이다. 따라서 임신, 출

산, 섹슈얼리티 등 모든 측면에서 신체가 여성주의 이론 및 여성의 역사

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88) 처녀성을

거부하던 인옥을 중점에 둔다면 산아제한을 거부하는 인옥은 여성성을

86) 박노자, 『씩씩한 남자 만들기』, 푸른역사, 2009, 37면.
87) 18세기에 권력의 기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중요한 혁신의 하나는 인구가 경제적
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등장한다는 점인데 그것은 부로서의 인구 노동력이나 노동역
량으로서의 인구 증가 자체와 증가에 의해 마련되는 자원 사이의 균형으로 파악 된
인구이다 단순히 신민이나 심지어는 민족이 아니라 특수한 현상과 고유한 변수 즉
출생률 ,이병률, 수명, 생식력, 건강상태, 질병의 발생빈도, 식생활, 주거형태를 내포하
는 인구 가 통치의 대상이라는 것을 정부 쪽에서 알아차리는데 이 모든 변수는 생명
에 고유한 움직임과 제도에 특유한 영향의 교차점에서 결정된다.

88)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 여성, 신체, 그리고 시초축적』, 갈무리, 2011,
3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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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인물이 아니며 당대 정권이 강요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다시

반박하는 인물이다. 도식적 젠더 이분법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보였던 양

상은 당시 체제와 사회적 제약에서 인옥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긍이

자 최대한의 거부이다.

196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에 안정을 되찾는 시기로 신문 매체 등이

발달해 기존 독자층이었던 지식인 대신 대중을 대상으로 삼게 된다.89)

1960년대 신문소설의 통속성은 박정희 시대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함의를 지닌 텍스트로 간주할 수 있는 바, 가정이라는 안정된

사회장치를 통해 사랑을 규정하고 내면화하려는 기획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90) 여성지는 무차별적인 서양풍 따라잡기가 가져올 후유증을 우려

하면서 서구화 경제정책의 후유증을 정신적 전통주의로 치유하자고 주

장했다. “동양적인 토대 위에다가 서구적인 정신문화를 알맞게 장식하

자”하자는 기사에서 나타나듯이 서구화에 따른 전통의 절충을 조심스럽

게 거론했다. 즉 서구지향과 전통의 지킴이 가장 합리적인 근대화의 생

활이라고 주장91)했다.

이와 같이 박정희 정권은 가공의 여성상을 만들어 내는데92) 근대화 담

론을 내면화한 교양의 이데올로기성은 여성지의 여성담론을 통해서 ‘여

성의 국민화’를 가속화시켰다. 국가에 맞는 여성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

으로 유통된 교양은 여성에게 많은 제약을 가했다. 개인의 내·외적 발전

을 위한 교양을 말하기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전통수호자=여성미=

교양미의 범주화된 교양을 지향했다. 모든 담론의 중심에 국가재건이라

는 목표가 있었고, 그 밑바탕에는 가정의 신성화와 절대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여성에게는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덕목만을 강조했다.93)

89) 손정수, 「전후세대 작가들의 소설에 나타난 장편화 경향에 대한 고찰」, 『한국현
대문학연구』 17, 한국현대문학회, 2005, 507면.

90) 강애경, 1960년대 신문연재 소설의 사랑의 정치성 연구 ,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2, 참조.

91) 최경희, 「1960-1970년대 여성지를 통해본 근대화의 젠더 양상 연구」,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20,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316-317면.
92) 김지영, 「가부장적 개발 내셔널리즘과 낭만적 위선의 균열」, 『여성문학연구』 4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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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한주림은 임신·출산의 기쁨에 쌓여있던 인옥과 달리 처음에 임신

을 심각한 실수로 여겼다. 그는 한국의 높은 출산율 때문에 국가가 발전

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자신은 산아제한에 동참한다고 선언했

던 인물이다. 산아제한은 발전주의 논리로 박정희 정권이 1961년 피임

약과 피임도구의 수입 금지법을 1961년에 폐지, 산아제한이란 가족계획

사업을 보건사회부 관할 하에 추진한다.94) 권력은 개인 한 명씩 관리하

는 것이 아닌 거시적으로 인구 자체를 조절한다. 문제는 한국은 다분히

‘인구 억제’라는 목적을 위해 산아제한이라는 수단을 합리화하는 비조직

적이고 비단계적인 모습으로 시작되었다.95) 조선일보는 “적절한 산아제

한이 긴요-라이스 박사 강연회에서.”라는 기사를 실으며 산아제한이 긴

요한 문제임을 역설하고 이후 1964년 9월에 내한한 미국 인구협회 사절

단은 인구조절에 대해 조언한다.96)

미셸 푸코에 따르면 국민 대중의 다산성, 위생, 정신 건강은 생정치학

적 목표들을 추구하는 규율적 규범들을 강요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예

컨대 부모나 교육이 책임져야할 사안으로 만듦으로써 개인들과 ‘사적 가

족’에 관련된다.97) 독자 또한 가짜 남성인 한주림을 보면서 자연히 근대

화의 수단으로 산아제한이란 인구 조절이 사회를 조정하고 있음을 깨닫

는다. 후원-종속인 여성은 오직 남성에게 예속돼 임신·출산에 제한을 받

는다. 산아제한에 입각해 피임을 적극적으로 하던 한주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임신·출산에 성공하게 된다. 한주림은 자신의 ‘사적 가족’을 통제

하고자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생정치학적 폭압에서 인옥은 벗어나게 된

93) 안태윤, 「일제하 모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01. 95면.
94) 1961년에서 1979년까지 박정희 정권 하의 가족계획 변모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가
족계획 초기에는 전국의 보건소에 가족계획 요원들을 파견하여 의식향상 캠페인을
하고 경구피임약을 보급했다. 1964년에는 자궁 내 피임기구(IUD)를 도입했으며, 주로
간호사와 조산사로 구성된 가족계획 현장요원 수를 늘려 읍과 읍 단위의 1천473개
부설 보건소에 파견하고 외진 곳까지 미칠 수 있는 기동팀을 구성했다. 이진옥,
「6,70년대 가족계획의 실체를 보자」, <미디어 일다>, 2004, 8, 8.

95) 이경희,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비교연구」, 『교육연구』
4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6, 423면.

96) 조은주, 「인구통계와 국가형성-1960년, 1966년 한국의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 한국사회학회, 2014, 157면.

97) 미셸 푸코, 『성의 역사』3, 나남, 1994, 142-3면.



- 42 -

다. 산아제한의 정당성 및 실효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통제를 목적으로

둔 경제적 조정에 더 이상 인옥이란 여성은 동참하지 않을 것을 대표하

므로 헌신하는 현모양처 여성상조차 환영(幻影)임을 역설한다. 비로소

자유주의 근대화정책의 종속-헌신의 가족·젠더 이데올로기는 폐기된다.

3. 국가주의 남성성의 허구성과 알레고리

3.1 「부부」의 신화적 인물 분해

「부부」는 부부의 내밀한 성적 고민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

아온 작품으로, 부부 간의 성 생활과 성적 욕구 묘사에 항의하는 독자가

있을 정도로 부부의 사적 리얼리티를 노골적으로 살렸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손창섭은「부부」 연재를 앞두고 「부부」를 몽타쥬로 봐야한다

는 인터뷰를 한다.

오랜 세월 부부생활을 해 오는 동안 「도대체 부부란 무엇이냐?」하는

이 소박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여겨

집니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그러하지만, 특히 부부관계란 간단한 몇 마디의 정

의나 이론만으로 처리될 수는 없는, 극히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인 까닭인

가 봅니다.

(중략)

여기서 필자는 어떤 남녀의 밤과 날의 거부생활을 한번 「클로즈업」

시켜보려 합니다. 이 작품에 전개되는 부부관계를 나와 내 주위,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의 「몽따쥬」 된 「결혼 후의 모습」이라 가정해 본다

면 아주 흥미 없는 얘기만은 아닐 상 싶습니다.(『동아일보』, 1962. 6.

23.9)(강조-인용자)

손창섭은 대중에게 “도대체 부부란 무엇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부부란 가족의 기본 단위의 기원을 찾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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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기본 단위였던 ‘부부’는 하나의 단일체가 아니라 해체될 수 있는

개인 간의 결합으로 파악된다면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라는 표현은

「부부」가 단순한 평면적 텍스트가 아닌 열린 방식의 텍스트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과 개인 간의 결합이라고 했을 때, 그 단일체가

분해된 것처럼 개인도 하나의 상징처럼 단위체이므로 해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의 연구사에서 「부부」를 중점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도 있었

으나 대부분 표면적으로 드러난 성적 소재나 욕망을 따라가는 데 그친

다. 손창섭은 부부가 지닌 사적 욕망의 발현을 1960년대 풍속을 담아내

면서 동시에 작품 창작에 있어서 당대 사회상에 밀접하게 접근하고자

했다. 당대 박정희 정권과 결합해 인물과 그들의 관계망을 분석한다면

작품 분석은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몽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몽타주들을 통해서 대면시켜야 할 사회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현상들, 사

회를 역사적으로 작동시키는 극단내지 극점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

한 극점들은, 몽타주를 통해서 구현되는 알레고리의 역사적이고 변증법

적인 형식이 해명하고자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

정된다. 물론 그 사회문화적 현상의 총체를 미리 알 수는 없으므로, 이

를 구성하는 극점들을 발견하는 과정은 무수한 우연들을 동반할 것이다.

그러나 벤야민이 사회문화적 현상의 역사적 극점들을 탐사하고 몽타주

하면서 궁극적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알레고리적인 총체성이다.98)

벤야민의 알레고리와 몽타주를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때, 얼핏 상호

이질적인 '조각' 내지 '단편'들을 자유롭게 이어 붙이는 몽타주 기법은

단순한 글쓰기 기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알레고리라는 “의미작용 양식

그 자체(le mode même du signifier)”와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놓인다.

즉 벤야민에게서 알레고리와 몽타주의 관계는 부분과 전체, 내용과 형식

의 이분법 너머에 존재한다. 어떤 단편도 단편으로 고립되지 않으며, 어

떤 총체성도 단편들의 특수성을 상위의 추상적인 보편성으로 환원하지

않는 관계가 벤야민적인 알레고리와 몽타주의 관계이다. 따라서 벤야민

98) 정의진, 「발터 벤야민의 알레고리론의 역사 시학적 함의」, 『비평문학』 41, 한국
비평문학회, 2011, 4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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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알레고리적인 의미망은 하나의 의미론적 총체이되 특수한 총체, 즉

가상의 초월적 보편성을 주장하지 않는 총체이다.99) 그의 이러한 특성

을 고려한다면 성적 의미를 제외한 사회적인 상호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데 공적 부부인 기존의 사회망 대신 알레고리적으로 숨겨졌던 1960년대

의 사회 구조를 새롭게 드러낼 수 있다. 손창섭은 “어떤 남녀의 밤과 날

의 거부생활”이란 숨겨지거나 감춰진 혹은 대조적인 국면들을 밝히면서

“부부관계를 나와 내 주위,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이란 개인과 개인

을 넘어 그들의 관계망이라는 짜임새를 구성하고자 한다. 부부 단위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그물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조망할 수 있는 도구이다.

정치는 우리가 보는 것과 그것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 누가 보는 데 있어서의 능력과 말하는 데 있어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 공간들의 속성들과 시간의 가능성들에 관한 것이

다.100) 한국의 1960-1970년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군사 독재로 인해 검열

을 필수적으로 받기 때문에 알레고리로 창작·독해되어야 하는 작품들이

다수였다. 손창섭의 소설도 동일한 여건에 처해있었는데 손창섭 작품을

분명히 알레고리로 분석해야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앞서 언급했

든 손창섭 자신이 세태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야 하며, 그가 당대의 창작했던 단편101)들과 연

관 지을 때 손창섭의 창작 의식은 당대 장편 소설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으며 그 본연의 의도를 탐색할 수 있다.

“하긴 나를 마치 섹시하며 추한 얘기밖에 쓸 수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

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새로운 주제와 인물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루어

보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씨의 말이다.102)

99) 정의진, 위의 글, 401면.
100) 자크 랑시에르, 『감성의 분할』, 도서출판b, 2008, 15면.
101) 「환관」(1968), 「청사에 빛나리」(1968), 「흑야」(1969)이 역사 소설의 형식으로
현실을 알레고리화 하고 있다. 공종구, 「손창섭 역사소설의 알레고리」,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5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167-184면 참조.

102) 손창섭, 「나는 왜 신문소설을 쓰는가」, 『세대』 3, 1963. 8. 손창섭은 세대를
통해 “부부를 쓰게 된 직접적 동기는 주위 아는 사람들이 의외에도 성문제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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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섭은 통속소설의 외설성처럼 천한 소재에 자신의 소설이 국한된

작품이 아니며 “새로운 각도”로 통속소설의 재창작이 가능하다고 서술

한다. 여기서 “새로운 각도”는 정치사회적 성격을 의미하며 사적 욕망의

개인이자 가족으로서 사회 구성원인 부부를 정치사회적인 알레고리로

변형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부부」의 주요 인물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자면, 차설일, 서인숙, 한덕

만이 있는데 평범한 중년 남성인 차성일은 아내 서인숙을 향해 애정 공

세를 펼치지만 서인숙은 청교도적 자세를 유지하며 차성일을 밀어낸다.

대신 서인숙은 평소에 존경하던 한덕만이란 의사가 운영하는 지역 보건

사업에 헌신한다. 서인숙은 자신과 차성일이 잘 맞지 않는다고 여기며

그를 떠나려 하고 차성일은 서인숙을 붙잡고자 한다.

「부부」엔 이처럼 여러 인물상들이 등장하지만 인물상 대부분이 평면

적인데 평면적 인물들은 희극, 풍자, 멜로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며, 편협

한 범주 내의 예상할 수 있는 행동거지에 제한되어 있다. 이들은 등장인

물을 요약하는 반복구(모티프)에 의해서 더욱 평면적으로 보이게 된

다.103) 주요 등장인물로는 차성일, 차성일의 아내인 서인숙, 의사 한덕만

이 있는데, 차성일은 사적인 성적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등 사건에

따라 변화하는 성격을 보인다. 차성일을 제외하고 다른 인물은 전형적인

인물상으로 그들의 성격은 변화하지 않는다. 서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

고 두 인물 서인숙은 한없이 성녀처럼, 한덕만은 성인과 같이 상징적으

로 표현된다.

특히 한덕만은 오직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만 성품이 묘사되고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유지

하는 등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온화한 태도만을 보인다. 성인과 같은 한

덕만을 상징이라고 판단한다면 기표는 곧 기의를 의미함으로 지역 보건

하며 가정생활의 파탄을 가져오는 수가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버젓하
며 누가 보기에도 교양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들이 말입니다.”라고 창작 동기를 밝히
는 한편 당시 신문 연재 장편소설은 통속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에 관련해
서도, 신문에 소설을 연재했다고 해서 결코 통속소설을 쓰지는 않았노라고 항변한다.

103) 애벗. H. 포터,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253-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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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열중하는 그의 모습은 대중이 당위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알레고리로 해석할 때 한덕만은 낭만적으로 무결점인 존재가 아

니라 파헤쳐야할 불투명한 은폐된 존재로 볼 수 있다.

평면적인 인물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신비로운 간극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모티프들을 통해 스스

로를 드러낸다.104) 성녀화된 서인숙은 남편 차성일의 욕정을 혐오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투철한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의료 봉

사에 적극적으로 헌신한다. 그녀는 부부관계를 거부하면서 자신만의 도

덕에 근거한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내세운다. 서인숙은 이와 같이

자신의 규칙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로 줄곧 연모하던 한덕만과 함께 지

방 보건 사업을 부흥시키고자 한다. 성인 한덕만 옆에 성녀 서인숙이 있

어야만 지방 보건 사업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성녀라는 상징성은

부재, 즉 가려진 것들이나 성녀라는 성령에 갇힌 것들의 복원 가능성을

보여준다.

드 만이 의미하는 언어의 수사적 특성이란 “원형적 오류의 가능성, 즉

끊임없이 등장하는 기호와 실체의 치환을 열어놓는” 것이며, “수사학이

란 논리학의 과격한 중지(Suspendierung)”로서 “어지름증을 일으킬 정

도의 지시적 혼란105)을 주는 것을 가르키는데, 이는 문법적인 지시론적

의미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것을 뜻한다.”106) 즉, “읽기의 알레고리는 읽

기의 불가능성(Unmoglichkeit des Lesens)”이다.

또한 드 만은 “시간이 우발적인 역할만 하는 상징”과 달리 알레고리에

서는 “시간이 원래 구성적인 범주(die ursprunglich konstitutive

Kategorie)”이며, “알레고리적 기호와 그것의 의미(기의, signifie) 간의

관계는 배타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은”107)점을 강조한다. 한덕만이란

104) 애빗. H. 포터, 위의 글. 254면.
105) 권정임, 「근대 미학적 ‘알레고리’ 논의의 포스트모던적 연속성성과 현대성에 관한
연구」, 2007, 참조. 폴 드 만, 『독서의 알레고리』, 재인용 40면.

106) W. 하마크는 드 만이 의미하는 수사학이란 “형상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형상
을 파괴하는 (Defiguration) 과정”이며, “조절이 불가능한 읽기와 형상파괴 운동”이라
고 설명한다.

107) 권정임, 위의 글, 274-275참조. 이는 알레고리가 근본적으로 ‘불일치성’과 관련되며
의미 확장의 무상성은 알레고리가 자신의 근원(선행한 다른 기호)과의 “거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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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시간에 어긋나 있으며 자체로 독해할 수 없는 텍스트이다. 차성

일과 서인숙의 관계와 함께 위치할 때 세 인물은 서로를 독해할 수 있

는 무시간성의 알레고리가 된다.

아내 서인숙은 성인 한덕만을 추앙하고 남편 차성일은 한없이 성스럽

기만 한 한덕만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다소 통상적이지 않은 이

들의 인물 관계를 감안한다면 알레고리108)적으로 당시 박정희 군사 정

권이라는 정치사회체제로 파악 가능하다. 의사 한덕만이 무료 진료를 꿈

꾸며 지역의료봉사를 행하는 모습은 당대 복지의 형태로 작용하는 박정

희 정권의 현대화 정치의 표상을 동일하다. 서인숙을 비롯한 여성들은

신성한 한덕만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이 신뢰성은 추종으로 변모한다.

한덕만은 여성들로 인해 계속 재신화화 되고 그는 점차 다가갈 수 없는

인물이자 신적인 존재가 되고 이는 당대 독재정권에서의 박정희가 갖고

있던 신화화된 절대성과 맞닿아있다.

앞서 한덕만과 박정희를 같은 선상에 놓은 것처럼 「부부」를 시대적

맥락과 함께 해석할 필요는 알레고리가 근대소설로 올수록 그러한 계몽

이 절대적 진리를 전제한 방식이 아니라 현실의 허위성에 대한 비판의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알레고리적 미메시스를 선택하는 작

가의 내면에는 시대의식으로서의 ‘거대 담론’을 세우려는 욕망과, 그것의

불가능성을 예감하는 균열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균열은 예술적 파

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시대의식의 반영이다.109)

중년의 주인공인 차성일은 아내 서인숙을 아직도 지극히 사랑하고 그

녀에게 애욕을 느끼지만 반면 서인숙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성애

(DIstanz)”을 나타내게 한다.
108) 알레고리적 관찰의 주체는 생의 총체성에서 구성 요소를 분리해 내어 고립시켜 그
기능을 탈취한다. 그러므로 알레고리는 작품 속 이미지나 현상을 ‘해체’하여 파편으
로 만들어 작품의 전체적 맥락에서 분리시키고, 파편화 작업을 통해서 분리된 조각
들은 의미를 잃고 죽은 재료가 되어 알레고리적인 관찰의 주체가 부여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며 이념이 드러나게 된다. 현상이 파편화된다는 점에서 유기적인 상
징과 대립된다. 김길웅, 「미적 현상과 시대의 매개체로서의 알레고리-벤야민의 알레
고리 개념을 중심으로」,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4, 한국브레히트학회, 1997, 70-71
면 참조.

109) 서은주, 「개발 독재 체계의 알레고리-1960-70년대 서정인 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1, 상허학회, 2003, 2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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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육체적 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이다. 서인숙은 차성일이 기생인 어머

니와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는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부정한 피의 소유자

인 것을 알고 난 이후로 더욱 주인공을 멸시한다. 대신에 아내는 보건계

몽봉사회라는 지방의료사업에 치중하며 한덕만이라는 자신의 이상형이

자 이상향을 따라 당 사업에 헌신한다. 한덕만은 지방의료사업을 자신의

최고 지향점으로 삼는 낭만적인 목표를 지닌다.

「허지만 정숙의 해석은 오버·센슨지도 몰라요. 언니는 형부 외에 어떤

개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봉사회의 사업자체, 좀 더 거창

하게 말한다면 불행한 많은 동포를 애인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

까. 왜 그러냐 하면, 언니가 봉사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보

고 있으면 언니는 마치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 만큼 온

정열을, 심혈을 거기에 쏟고 있어요. 그러노라니까 자연 남편과 자녀와 가

정에 대한 애정이 엷어진 것처럼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지도 몰라.」110)(212면)

의료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가난한 지방민을 위해서, 그 막대한 사재

를 기울여 이런 유익한 사업을 강력히 실천할 뿐 아니라, 병원 운영과 연

구 생활에 늘 분망한 한박사 자신이 손수 이런 시골 구석에까지 찾아 와

서 며칠씩 묵으며 심신의 피롤도 돌보지 않고 정성껏 각종 환자들의 치료

와 조사에 심혈을 쏟는다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공명심에서 나온 과장 사

업이라는 비평을 일부에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 쉽지 결코 아무나

흉내나마 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깊은 감동과 함께 진심으로

머리가 숙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철두철미 이상주의자인 아내가 이러한 한박사의 인생 태도에 삿

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열렬한 애정과 존경심을 품고 깊이 경도하여, 봉사

회 일에 헌신적으로 발 벗고 나서는 심리도 이해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글, 259-260면)

차성일의 의심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순전히 무시당하며 병적인 집착으

110) 손창섭, 「부부」, 『손창섭 대표작전집』2, 예문관,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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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뤄지기까지 한다. “봉사회의 사업 자체”는 어떠한 사익도 추구하지

않는 “불행한 많은 동포”를 위한 순수한 헌신으로서만 인식된다. 서인숙

의 열정은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위한 열망이고 봉사 활동도 더할 나위

없는 궁극적으로 순백한 행동이다. 그러므로 직접 자원 봉사를 목격한

차성일은 한박사에 대해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질투심을 반성하고 수치

심을 느낀다. 선의의 자선 사업은 겉으로는 아무도 의문을 던질 수 없는

방패가 된다. 이는 “불행한 많은 동포”라는 봉사 사업으로 환원되며 민

중은 봉사 사업을 통해 서로를 돕고자 더욱 집결한다. 봉사 사업은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은 인숙의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하며 “남

편과 자녀와 가정에 대한 애정이 엷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권한부여’(empowerment)는 단지 통치 권력의 밖에서 실천되는 가치중

립적인 개입기술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자발적

으로 추구하도록 만드는 자유주의의 통치담론이며 권력의 한 장치111)이

다. 주체는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상호인정을 망각한 채 물화되고

군사 정권 하에서 주체는 사실상 주체로 존립할 수 없다. 해설은 생략되

고 무결점인 신적 인물에게 주체는 자신들의 불안정성을 의탁하기 위해

무한한 신뢰를 건다. 한덕만은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제거하면서 개별

주체가 물화됐음을 망각시키고 그들을 한 세대로서의 신화를 창조하고

있다는 환상에 도취하게 한다.

또한 임지현이 지적하는 그 ‘합의 독재’적 성격은 바로 그 자체 속에

균열은 내장한 모순적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상이다. 독재와 민주주

의, 좌파독재와 우파독재를 불문하고 모든 체제의 성공여부는 그 구성원

들의 체제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의식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에 달려있

다. 근대화 프로젝트를 통한 대중의 동의 획득으로 독재는 일정부분 자

생적으로 이뤄진다. 박정희 독재에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합의적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배적 현상이거나 완결된 형상

이 아니라 전체상의 부분으로 존재한다. 합의 독재를 추출하고자 하는

111) 이혁구, 「권력의 장치로서의 사회복지-푸코의 권력이론에 입각한 ‘권한부여’ 비
판」, 『한국사회복지학』 43,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 329면



- 50 -

정권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시민은 주체로 각성해 기존 사회 구조를 분

열시키고자 한다.112)

푸코에 따르면 통치의 실천과 관련해 인내와 지혜, 근면함과 같은 덕목

이 통치자에게 요구된다.113) 신민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검보다 사물

들을 잘 배치할 수 있는 지혜가 통치자에게는 더 유용한 도구이다. 통치

자는 분노하기 보다는 인내해야 하며 지혜롭게 사물들을 배치해야 한

다.114) 박정희 정권의 자유주의 체제는 이와 같은 통치를 교육 및 복지

라는 지점에서 제도적으로 세심하게 발휘했다. 지방 의료 순회와 같이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행하는 정책들은 결론적으로 국가

통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통제 수단이다. 시민들은 자신들 내부에서 진

행 중인 억압, 통제 시키는 기제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복지라는 이름으

로 진행되는 폭력에 저항하지 않는다.

권한부여(empowerment)를 했을 때 통치자들은 절대 폭압적으로 통치

를 진전시키지 않으며 명목을 항시 필두에 두고 그것을 발휘시킨다. 가

령, 이 작품에서는 지방의료사업이 등장하는데 지방의료사업은 국민 누

구도 전혀 거부할 필요가 없는 복지 사업이다. 그러나 복지 사업이 단순

히 복지 사업으로만 그치지 않음을 알레고리로 발견할 수 있다. 한덕만

을 해체시킬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지방의료사업에 해당한다. 지방의

료사업이 시행되는 통치적 목적을 감지한다면 한덕만이 “신”이 아닌 스

스로를 포장하기 위한 교활한 수단으로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음을 독자

는 파악가능하다.

괴리를 지닌 이상적 인물은 박정희 정권의 현대화 정책과 이에 따른

복지 정책의 저의를 짐작하게 한다. 한덕만이란 신화의 해체는 바로 지

방 의료 순회라는 복지의 의도 파악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방 의료 순

회는 지방 의료 복지를 향상시켜 국가 권력을 굳건히 하여 국민의 신임

을 더욱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갖는다. 푸코는 역사적으로 오늘날

112) 임지현, 『대중독재: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 책세상, 2004, 64면.
113) 미셸 푸코,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 1994, 152면.
114) 박민철, 「통치성에 대한 두 개의 계보학-푸코와 아감벤의 ‘통치성’ 개념 비교」,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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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란 지식의 의지(savoir)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미세한 부분까지 지

식이라는 감시의 그물망으로 남김없이 포착하여 사회 통제에 기여하는

이른바 생체적 권력이 된다고 한다. 여기서 푸코는 남녀의 정체성이 성

담론을 통한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주체성 또한 성 담론으

로 구성된다고 서술한다. 개인의 주체성까지 구성하는 생체적 권력(의

료)은 비가시성에 근거를 둬 권력의 작용을 개인이 쉽게 감지할 수 없

게 한다.115) 지방 의료 순회는 그저 무의촌/면에 거주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가 근접하

고 정치를 견고하기 위한 허울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애초에는 지방순회 장면에 중점을 두어, 좀 더 많

은 지면을 거기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강원도와 충북 등지를 실

지답사하여, 여러 가지 생생한 재료와 흥미있는 에피소드를 수집했었으

나, 연재도중 신문 단간제 실시에 따라 일요휴간이 되는 통해 일팔사회

예정을 일륙사회로 이백장 가까이나 뒷 부분을 압축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재료들을 살리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116)

손창섭이 위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부부」에서 지방 의료 순회는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었다. 손창섭은 지방 의료 순회라는 역사적 배경을

배치시켜 작품 속 분산된 기표들을 정치적 기의로 가시화할 수 있게 한

다. 지방 의료 순회라는 배경을 설정한 이유로 추측할 수 있는 것 중 하

나로 『부부』가 연재(1962.07.01.)되기 전에 「인술의 혜택 받게 될 무

의촌」(『경향신문』, 1962.02.16.)이라는 기사가 신문에 실린다. 기사는

“인술의 혜택받게 될 무의촌”은 의사모집을 하면서 무의촌에 “한달에 7

만환의 수당”과 “병원마련 비로 20만환(의료도구 및 시설비)씩을 보조”

해줄 예정이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이후 「공의선정에 강권」(『동아일

보』, 1962.03.30.)이라는 기사가 나는데 보건사회부가 무의면에 파견될

공의의 자원을 받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아 새로

115) 미셸 푸코, 위의 글, 참조.
116) 손창섭, 「작가 손창섭씨의 변」, <동아일보>, 196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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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내용이다. 이는 무의촌

의 열악한 의료 실태를 바꾸고자 하는 의도로도 읽힐 수 있으나 국가의

강권이 뒷받침 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공의의 무의촌 배치와 그에 뒤따라야할 대책」(『경향신문』,

1962.04.01.) 등 여러 사설/칼럼117)이 의료법에 따른 공의 착출을 지적하

고 있다. 국가가 보조를 뒷받침해주지 않으며 전적인 지원만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라는 게 사설·칼럼의 주요 논지이다. 의료 행위는 일

반적으로 인간을 치료하는 선의로서 여겨지는데 국가가 의료 행위를 강

요하는 지방 의료 순회란 모순을 위의 기사는 드러낸다. 이러한 지방 의

료 순회는 손창섭이 당시 양면적인 사회적 담론을 반영할 수 있는 유효

한 방식이었을 것이다.

지방 의료 사업은 미세한 망으로 중심부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직접

조정하고 하는 당시 권력의 계획 중 일부분이다. 한 권력의 새로운 기술

들은 단지 백성을 죽이거나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

명 유지에 필요한 삶의 구체적 조건을 확장하고 재편성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이제 권력의 주된 역할은 생명의 보장 유지 증대 정리이다.118)

지식이라는 허울로 인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은 국민들 스스로

가 국가에게 자신을 위임하는 결과를 자아낸다. 그러나 국민은 이를 자

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방식을 지지하는 결과까

지 나아가 국가 통치를 옹호한다.

위의 지방의료사업의 알레고리는 한덕만을 옹호하는 듯 하지만 다시

살펴보면 그와 그 주위의 관계를 분해시키는 핵심 요소가 된다. 한덕만

이 전희(牷犧)해 마지않는 지방의료사업은 계몽을 목적으로 하고 이 때,

독자는 한덕만이란 본체에 질문을 가할 여지가 발생한다. 차성일이라는

인물은 독자를 대신해 한덕만과 박정희 정권의 현대화 정책의 병폐를

승낙하지 않는다. ‘부정한 피’라는 설정과 의처증이 차성일과 한덕만의

117) 「「무의촌」 일소책에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경향신문』, 1962.07.30. 「무의
면과 공의」, 『동아일보』, 1962.08.01. 「시설미비와 약품부족」, 『경향신문』,
1962.08.01. 등

118)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나남,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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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를 적극적으로 파고든다. 기생의 아들이며 아버지조차 모르는 차성

일의 ‘부정한 피’라는 설정은 한덕만과 대립구도를 자아난다. 이러한 역

동성에 주목하여 하버마스는 근대성을 스스로를 오래된 것으로부터 새

로운 것으로의 전환의 결과로 이해하는 시대적 자의식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근대성이란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갱신하

는 시대 정신119)이라는 것이다. 어머니가 기생인 차성일은 자신의 아버

지를 알 수 없는 존재로 아내에게 경멸을 받는다. 그러나 차성일은 부패

했던 이전 세대와 단절된 인물로 한덕만과 달리 들끓을 수 있는 피의

소유자이이면서 진실을 목도하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물론 차성일은 아내의 목욕하는 장면을 몰래 훔쳐보거나 동침하는 날

짜를 수정하는 등 아내를 되찾고자 하는 유치하고 치졸하게 성욕을 드

러낸다. 또한 남성적 원기 회복을 위해 자라피를 먹는 등 우스꽝스러운

행동도 보인다. 이는 실추된 남성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반윤리적·도

덕적 장치일수도 있지만 인간 자체의 성적 욕망 등 욕구자체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그는 적어도 개방된 공간에 위치하며 불순한 행동을 하

지 않기 때문에 한덕만 보다 윤리적·도덕적으로 비교우위를 차지한다.

부정한 피를 지닌 차성일은 상징화된 인물들이 감춘 것들을 감지하며

끊임없이 의심하는 아내를 의심하는 의처증을 보인다. 한덕만을 따르는

아내를 보며 그녀를 추궁하는 그는 병적이라며 주위 사람들에 의해 매

도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가장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인물이다.

경제적·성적으로도 아내에게 주도권을 뺏긴 차성일의 모습은 당대 남

성들의 불완전한 사회상의 반영이다. 그러나 차성일의 1960년대 전형적

인 남성의 모습은 실제 사회상의 반영에서 그치지 않고 한덕만이란 완

전성에 대해 위화감을 불러 일으켜 한덕만을 풍자 대상으로 끌어들인다.

즉 차성일은 의처증에 도취된 것이 아니며 이상적이기만 한 한덕만의

실체를 인지하고 합법적인 범주 내의 복종을 밝히며 가시화 된 폭력, 폭

행보다 국민을 위한다는 목적을 표제로 삼는 정치체제가 지닌 강제력을

119) 윤평중,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교보문고, 1990, 241면.



- 54 -

폭로한다. 다시 말해,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가 침투해서 행하는 숨은

농락을 ‘클로즈업’ 한다.

「부부」에서 중점적으로 제의되는 제처권에 대한 논증은 의처증이 실

질적으로는 한덕만을 추적하기 위한 설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한

다. 장형은 제처권은 비판하면서 아내를 남편과 동일한 선에서 존중해야

해야지 폭력으로써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제어가

아니며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아내도 남편이나 똑같은 인간인 이상, 무슨 일에나 아내대로 자기의 의

견과 주장이 있을 거 아냐.(중략)

그럼 뭘 가지고 어떻게 제처권을 장악하고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주

도권을 잡느냐 말이다.

내겐 도대체 그 제처권이란 말 자체가 비위에 거슬려. 부부란 합심해서

공동 생활권을 이룩해 나가는 가장 가까운 동진데, 어느 쪽이 지배를 받

고가 있을 수 없잖아.

(중략)

내가 아까 말한 <종합적인 힘>, 즉 애정, 인격, 지식, 교양 그리고 경제력

이런 것이 뭉쳐진 하나의 <힘>을 남편은 가져야 하고 그런 힘이 아내보

다 우세하면, 자연 아내가 존경하고 따르게 마련이라고 봐.(위의 글, 81면)

제처권은 아내를 다스리는, 제어하는 남편의 권리를 의미한다. 아내와

남편의 위치가 동등하다는 젠더 의식을 보이며 남편과 아내가 지배-종

속시키는 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 이는 혼재된 자유주의와 이전 체

제가 요구하는 가부장제의 재편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폭력과 같은 일방

향의 힘 대신 <종합적인 힘>이라는 것은 거시적으로 가하는 생명정치

와 같은 감시 체계에 대한 비판이다.

절정에 이른 서사는 성인이던 한덕만이 사실 추잡한 여성 관계를 가진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힌다. 원비서(옥경)는 한덕만의 비서로 한

덕만과의 불륜을 저지른다. 불륜이 들통난 후 그녀는 고급 창녀로 전락

하고 그녀는 한덕만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한덕만의 태도에 비관해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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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덕만은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고귀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성인의 면모에서 추락하지 않는다. 즉 과도하게 신화화 된 한덕

만이라는 인물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강요하는 과정”120)

에 불과하다. 신비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맹목적인 추대를 받는

다. 한덕만은 의사로서의 의료 행위만 할 뿐 이면을 등장시키지 않는 신

비성 그 자체이다.

박정희 정권은 지방의료사업과 같은 복지사업의 저의가 간파 당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한 태도로 모든 것을 묵인한다. 어떤 자극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신화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그만큼 복지사업과 같은

생명정치는, 여기서의 생명정치란 ‘벌거벗은 생명이 될 수 있는 두려움

을 전제로 하는 정치’121)로, 보다 정교하고 엄밀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덕만을 사모했던 아내 서인숙은 한덕만 본연의 모습을 꿰뚫는 차성

일에게 돌아온다. 동생 정숙에게 한덕만을 내어주면서 다시 가정으로 돌

아온다는 행위는 붕괴된 신화성을 목도하고 이를 거부하는 행동이다. 그

토록 열망하던 한덕만을 품지 않음은 권력에게 맡겼던 주체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물화된 주체를 자각하면서 국가 권력의

폭력 단위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 차성일과 서인숙은 부부로

서 가족을 유지한다. 가족에서부터 시작한 경제는 가족을, 그 이상의 사

회를 어떻게 통치하느냐로 발생했던 통치성은 독재 정권으로부터 통치

권을 이양한다.

3.2 『이성 연구』의 간척 사업과 패러독스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은 항시 교란되는 지점에 있으므로 그 시

작점을 찾기란 힘들다. 『이성 연구』는 「부부」와 같이 외설적이고 논

120) 홍성태, 「폭압적 근대화와 위험사회」,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비, 2003,
337면.

121)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나남출판, 2004, 155-156면. 조르조 아겜벤, 『호모 사
케르』, 새물결, 2008, 36-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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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적인 성 담론과 소재로 인해 비정치적인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비

록 『이성 연구』가 당대의 성적 관계를 세태적으로 묘사한다고 해도

작품 내부 구조엔 총체적인 알레고리 조각들이 배치되어 있다. 작가가

갑작스럽게 기존과 다른 부류의 작품을 창작했을지라도 그의 고유한 시

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인간이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관

심’122)은 그가 문학 활동하는 계기였다.

성 담론은 인간의 한 가지 외면에 불과하며 손창섭은 소설 이면에 자

신만의 이데올로기를 공통 경험의 정치적 재-분할의 원리123)로 배열해

놓는다. 그는 ‘순수문학의 귀족성을 말하는 사람은 질색’이라는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를 통해 문학의 계층화를 꺼리는 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

다. 그는 「부부」의 서술자 차성일이 직접 독자에게 말을 건넸던 것처

럼 문학이 대중과 소통할 필요가 있음을 이미 지면을 통해 전달해왔다.

『이성 연구』는 「부부」와 많은 지점에서 맞닿은 텍스트로 「부부」

의 심화 작품이라고까지 언급되어왔다.124) 「부부」와 『이성 연구』가

지닌 공통점 중에서도 ‘부부’의 사적 생활을 중점으로 플롯이 전개된다

는 점이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의 연구

들은 ‘부부’에만 시점을 두기 때문에 부부와 이성 혹은 인간 ‘관계’가 가

장 큰 공통적인 소재임을 간과한다.

이 때, 애정 관계 자체가 핵심적인 알레고리적 의미망을 함축한다는 사

실에 주목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각 관계의 알레고리가 해명되어야만 인

물과 사건이 지닌 기호적 역할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호란 의미

에 대립하는 것이며 텅 비어 있어 무엇인가를 지시하도록 만들어진 것

이다. 기호와 그것이 지시하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고 이 때문에 반드

122) 손창섭, 『현대문학』 1956. 7.
123) 자크 랑시에르, 위의 글, 20면.
124) 이로써(...) 사실내용과 진리내용은 작품 초기에는 하나로 합쳐져 있다가 작품이 지
속되면서 서로 분리된다. 왜냐하면 사실내용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면, 진리내용은 언
제나 은폐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세의 모든 비평가들에게는 눈에 띄게 드러
나고 낯설게 나타나는 저 사실내용을 해석하는 일이 더욱더 전제조건이 된다.(...)비
평가는 작품의 진리를 묻는데, 이 진리의 살아있는 불꽃은 과거에 존재했던 것의 무
거운 장작더미와 체험된 것의 가벼운 제 위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새물결, 2008,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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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양자 사이의 불일치가 나타난다. 이 기호의 속성과 기능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기호학이다. 알레고리적 독해는 기호학적 시선을 필요로 한

다.125)

『이성 연구』는 신미가 배현구와 결혼하면서 겪는 고초를 다루는 소

설이다. 성인과 같은 배현구는 끊임없이 여자 관계를 만들어 내고 신미

는 확실한 물증 없이 계속 배현구를 의심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 「부

부」와 『이성 연구』의 공통점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작품에서 알레고

리 분석을 가능케 하는 성인과 같은 남성이 등장한다. 둘째, 주인공들은

성인화된 남성을 의심하지만 오히려 주인공들이 의처·의부증으로 매도

된다. 셋째, 애정문제 중 부부를 가장 큰 모티프를 다루면서 공적 가족

이 아닌 사적 가족으로 묘사된다.

『이성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부」 보다도 남녀 관계

가 복잡해지고 산발적으로 나타나지고 보다 확장된 모습이 보인다. 예컨

대 두 부부를 주인공으로 하는 「부부」의 경우, 부부의 닫힌 관계만을

허용한다면 『이성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변주가 일어난다.126)

『이성 연구』에서는 부부 교환을 넘어서 처제와의 관계, 친구의 남편

등이 나타나고 때문에 부부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만 가고 신미의 의심

은 날로 증폭된다.

그러므로 『부부』는 손창섭의 여러 소설 가운데 알레고리가 눈에 띄

는 작품이지만 『이성 연구』도 주제, 기법 면에서 더욱 강렬한 알레고

리를 보인다. 『이성 연구』는 「부부」보다도 상호텍스트성이 더욱 강

하게 부각되는데 이성관계라는 거시적인 틀로 사회를 다시 보면서 작가

만의 세계를 새로이 재창출해낸다. 재창출된 세계는 불가피하게 패러독

스를 지니게 되는데 이는 1960년대 현대화와 국가주의의 급격한 발전으

로 인해 나타난 근대성과 현대성의 부작용을 의미한다.

「다들 지내봐. 이성 연구에 연조를 쌓아온 내 말이 한 마디나 그른데

125) 폴 드 만, 『독서의 알레고리』, 문학과지성사, 2010, 18-19면, 참조.
126) 홍주영, 「『부부』, 『이성연구』를 통해 본 손창섭 장편소설의 여섯 가지 특징과
그 의미」, 『작가세계』 27, 작가세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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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나.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해서 나를 낳았나를, 생각해 보구 한편 근엄하

신 너의 아버지께서 조강지처가 채 숨을 거두기도 전에 왜 옛날 제자와

그런 관계가 되었는가도 그렇구, 또 선주의 양부가 친 딸처럼 길러 온 선

주에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구는 것도 그렇구, 인생이란걸, 특히 이성관계

란 걸 족히 미루어 알 일이 아냐. 부부생활도 결국은 이성 관계인 이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저 스무드하게만 가는 줄 아니. 그러니 따

지고 보면 이성관계란 요지경 속야.」127)(47면)(강조-인용자)

신미는 『이성 연구』에서 사회에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 용납할 수 없

을 정도로 혼잡한 이성 관계를 목격하고 직접 겪는다. 유난히 이성 관계

에 있어서는 독자마저 이를 의심 할 만큼의 상황이 연속되고 수많은 관

계가 등장하면서 신미와 독자를 혼란에 빠뜨린다. 이처럼 『이성 연구』

는 부부관계를 포함한 “이성 관계”로까지의 확장은 오히려 알레고리로

광의의 범주의 쇄편들을 가려낼 수 있다. 이를 인접성 장애로 볼 수 있

는데 인접성 장애의 경우, 문장의 길이와 다양성의 정도가 감소한다. 낱

말을 보다 고차적인 언어단위로 형성시키는 구문규칙을 상실한 것이다.

무문법성으로 인해 문장을 낱말더미로 퇴화시키고 만다. 낱말의 어순이

혼란에 빠지며, 문법적인 대등관계와 종속관계, 곧 일치와 지배 체제가

붕괴된다. 예컨대 순수한 문법적 기능을 부여받는 낱말들, 접속사․전치

사․대명사․관사가 사라지고 핵심주제어만 남는 전보문 내지 어린아이

의 발화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128) 낱말이 문법적으로 문맥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것은 인접성 장애자의 말 가운데 완강하게

살아남는다.

이와 달리 유사성 장애의 경우에는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상대방의 암

시에 대한 응대가 아니거나 실제적 정황에 대한 반응이 아닌 문장을 말

하는데 곤란을 느낀다. 은연중에 콘텍스트를 창조해야 하는 단어들, 예

컨대 대명사나 대명 부사들, 연결사나 조동사처럼 단지 문장구성을 위해

서만 기능하는 단어들은 특히 보존되는 경향을 보인다. 문장의 골격, 즉

127) 손창섭, 『이성연구』.
128) 로만 야콥슨, 『문학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1989, 106-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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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연결고리만 보존되기도 한다. 대상을 그린 그림도 이름을 떠

올리는 것을 억제하는데 말하자면 언어적 부호가 회화적 부호에 의해

대치된다. 대체능력이 손상되고 문맥을 만드는 능력이 정상적일 경우,

유사성에 입각한 언어 운용은 인접성에 근거한 언어 운용에 자리를 내

준다. 이런 경우 유사성이 아니라 공간적 혹은 시간적 인접성이 의미론

적 언어군의 형성원리가 됨을 발견할 수 있다. 단어들을 그 사실적 의미

에서는 파악하지만 그것들이 갖는 비유적 특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

한다.129) 다시 말해, 인접성 장애는 은유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고 유사성

장애의 경우는 환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성 연구』는 인접성 장애나 유사성 장애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

쳐 그것을 눈에 띄게 드러내지 않으며 대신 두 측면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향이 크다. 인접성 장애처럼 『이성 관계』의 복잡한 모든 설정

을 제외한 기능으로 작동하는 인물과 관계를 찾는다면 주인공 신미, 그

녀의 남편 배현구, 간척 사업이 중심이 되며 모두 각기 고유한 의미를

발휘함으로써 1960년대 한국 사회의 현대성을 분석적으로 부각시킨다.

그녀의 남편은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오직 돈을 요구할 때만 간간히 등

장하는데 새로운 식민지 현대성을 보여주는데 청산되지 않고 군림하는

폭력적인 잔재들과 정경유착으로 번창하는 선행으로 위장된 사회사업의

위장 그자체이다. 기본적인 문장이나 서사 배열이 원활하지 않는 구조는

알레고리로 볼 때 정치사회적 맥락으로 더욱 확장시켜서 작품의 의의

확인할 수 있다.

『이성 연구』는 리얼리즘처럼 환유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동시

에 상징주의와 같이 은유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남녀 사이의 애정

문제와 가족의 의미를 주로 문제 삼는 이들 소설의 공통된 주제는 가부

장성에 대한 거부로 요약되며, 이는 박정희 정권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가부장적 국가 시스템에 대한

거부로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130) 부부라는 가족제도를 통해 국가경제체

129) 로만 야콥슨(R. Jakobson), 위의 글, 98-105면
130) 강유진, 「손창섭 신문연재 소설의 가부장제 인식과 알레고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0,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203면.



- 60 -

제의 모순을 부부와 이성 관계로 풀어냄으로써 현실을 객관화시키고 파

편적인 부분을 구조화시켜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파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131)

「현재로선 저도 마찬가집니다. 아무 것도 없는 백수건달입니다. 여러 가

지 사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모두 무진장 돈이 들어만 가는 사

업이고보니 여지껏 그 자금을 끌어 대는데만 바빴거든요. 그러나 지난 봄

부터 부대사업으로 착수한 간척공사가 있습니다. 그것만 완성되면 상당한

목돈이 떨어지는데 그땐 집도 한 채 사고, 아무리 호화판으로 하더라도

결혼 비용 일체를 제가 부담할테니 조금도 신경 쓰지 마세요.」(위의 글,

32-33면)

「얼굴과 열의 만으로 사업을 밀고 나가는 저에겐 체면도 일종의 자본

입니다. 한국의 현실이란 사회적으로 활동하자면 체면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성대히 하려는데는 그런 일면과의 관련성도 있

는 겁니다.」

「정말 어려우시겠어요.」

그이는 사단법인 팔기 사업회(八起事業會)라는 간판밑에 소년직업학교,

무의탁소년 개척단, 고학생자립회 이상 세가지의 사업을 벌여놓고 있었습

니다.(위의 글, 34면)(강조-인용자)

「부부」의 한덕만은 완연히 베일에 싸인 인물이었다면 『이성 연구』

의 배현구는 초반부터 자신이 가진 바가 없는 “백수건달”임을 밝힌다.

그는 결혼식을 호화스럽게 해서 체면을 내세워야 사업이 번성할 수 있

음을 거리낌 없이 주장한다. 솔직한 배현구는 최대치의 정보는 아닐지라

도 한덕만이 보인 최소한의 정보량 보다 훨씬 많은 정보량을 제공한다.

다만, 축을 설정한다면, 정보가 어떤 종류의 침묵을 통해 전달될 수 있

으며, “어울리지 않게 많은” 정보의 양도 또한 그들의 양이 제시할 듯한

것보다는 적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132)

131)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8, 356-357면 참조.
132) 수잔 스나이더 랜서, 위의 글,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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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량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인물과 독자의 거리를 줄이지만 배현구는

서사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정보량을 줄여나간다. 그는 등장하긴 하지만

실제 생활을 드러내지는 않는 상대적으로 한덕만 보다 정보량이 증가했

음에도 불구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친근성은 더욱 감소한다. 게다가 서

술자인 신미는 남편 배현구를 동경, 사랑, 질투,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

에 독자는 신미의 주관적 정보를 많이 가지게 돼 신미와의 친근성이 더

강력해진다.

또한 「부부」에서 한덕만과 부부 사이가 아니었지만 『이성 연구』

는 신미와 배현구를 부부로 설정한다. 「부부」의 한덕만은 객관적 거리

를 갖기 때문에 더욱 신화적으로 강림하지만 『이성 연구』에서 신미는

부부라는 주관적 거리로 인해 신성화되기 이전의 배현구의 실체를 보다

가까이 직면할 수 있다. 배현구는 가정 외부에서는 한덕만과 같은 신성

성을 지닌 인물로 나타나면서 신미에게는 개인적이지만 인간적이지 않

기 남편이기 때문에 더욱 낯설게 느껴질 뿐이다.

배현구가 하는 사업은 자선 사업이지만 배현구는 이를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체면”을 “자본”으로 다루면서 모든 것이

돈으로 회귀하는 당대 사회는 외피만으로 지탱되고 있었을 뿐이다. 팔기

사업회가 지닌 사회 사업이란 명분은 자유주의 내적으로 합리적인 규범

성을 지니게 된다. 폭력으로 얼룩진 경제적 부작용이 외면되는 사회에서

법이 소멸된다거나 사법제도가 사라지는 경향보단 법이 갈수록 더 규범

처럼 작동한다. 사법제도는 특히 조절 기능을 갖는 기관, 의료, 행정 등

의 연속체에 갈수록 통합된다. 규범화하는 사회는 생명에 중심을 둔 권

력 기술체계의 역사적 결과이다133)

부부 관계인 신미는 가진 것이 없는 백수 건달인 배현구와 자신을 신

비화 하는 ‘과정’에 있는 배현구 둘을 동시에 마주한다. 부부라는 의무에

도 불구하고 남편인 배현구는 신미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며

모호한 말만을 반복할 뿐이다. 신미는 자신이 반해 결혼한 배현구가 외

모나 행동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의 거취를 정확히 알 수 없자 의부증

133) 미셸 푸코, 『성의역사 1』,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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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를 보인다. 주인공의 남편이라는 점에서 배현구가 덜 신화화 됐을

지라도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배현구는 이

질감 보단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한 배현구는 누구보다도 뻔뻔하고

반복되는 신미의 추궁에도 자신의 일이 있다며 신미의 망을 빠져나간다.

「부부」에서 나타났던 기이한 부부관계와 달리 『이성 연구』에선 다

시 통상적인 부부관계처럼 가부장적인 남편과 거기에 종속된 아내가 드

러난다. 신미는 배현구가 의심 가는 행동을 해도 그와 가정에서 벗어나

지 못한다. 심화된 국가주의는 「부부」의 차성일이 전복하고자 했던 국

가주의 남성성을 되찾고자 하지만 이미 시작된 젠더 전복에서 국가주의

가 요구하는 남성성은 백수건달에 불과한 배현구로 표상되듯 허울에 불

과하다.

배현구는 어떤 류의 인간인지 정확히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사회 사업

을 지탱하기 위해 두문불출 하는 장면만 나온다. 특기할 점은 밑천이 없

는 그의 사업을 위해 그는 타인의 약점을 잡아 회유, 협박, 갈취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회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배현구는 모든 관계가

사업이라는 끈으로 맺어져 있을 뿐이라며 사회 사업과 자신의 이성 관

계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차 인성씨(계숙의 남편)나, 박 박사를 찾아가서 오십 만원만 급히 빌려

다 줘요. 당신이 책임지기로 하고 사정을 하면 들어 줄 거요. 오푼 이자를

쳐서 두 달 뒤에는 틀림 없이 갚아 줄 테니 힘좀 써 봐요.」

(중략)

「예정대로 갔으면 공사는 벌써 준공된지 오랬을 거요. 그런데 그만 지난

번의 장마통에 제방이 수십 미터나 결궤되는 바람에 계획상 큰 차질을 가

져온 거요. 그렇지만 오십 만원만 있어서 급한 구멍만 막아 놓면, 앞으로

한 달이면 완공할 수가 있소. 그 때는 삼백 정보, 즉 구십 만평의 농토가

완전히 우리 사업회의 소유가 되는 거요. 구십 만평이라면 시세로 따져서

일억수천만원요. 그 성패에 팔기 사업회의 운명이 달려있소. 그러나 계약

기일이 앞으로 달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성을 못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부어온 막대한 비용과 노력은 무효가 되고 말아

요.」(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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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 좋고 유들유들 헌건 나의 천성인 동시에 이상이니까 헐 수 있소

반 평생을 그런 태도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생각이요. 낯

가죽이 두껍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요. 봐요. 정계나 관계 사업계는 말 할 것도 없이, 교육계,

종교계, 예술계 할 것없이 제노라고 주척대는 사람들은 모두 낯가죽이 쇠

가죽 같은 친구들 뿐요. 그래야무슨 일이든 할 수 잇어요, 우리 사회선.

나의 이 낯가죽 철학 앞에, 차 인성씨나 박 박사가 돈을 내 놓고야 배길

테니, 여러 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자 어서 옷 갈아 입고 같이

나갑시다.」(181면)

사회 봉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사기꾼인 그는 자신의 논리를 교묘

하게 과장하여 사람들을 설득시켜 그것으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다. 자

신의 모든 부정적이고 모순된 행동을 사회를 살아가는 테크닉의 한 기

술이라고 칭하며 당당하고 거리낌 없이 생활한다. 항상 아내에게 오해를

받을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로든 무엇이든 이해시키는 뛰어난 화

술의 소유자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다.134) 배현구

는 자신의 입으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낯가죽”이 두꺼

운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공표하면서 일종의 풍자를 시도한다.

배현구는 간척/교육사업(팔기 사업회)135)를 진행하면서 선의를 베푸는

사업가로 계속 자신의 정체성을 재탄생시킨다. 그러나 배현구의 간척 사

업은 실제로 무자본으로 시작해 투자자에게 피해만을 안기고 만다.

134) 김명임, 「손창섭의 『이성연구』」, 『한국학연구』 1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135) 정부는 경제적후진성의 극복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체제를 확
립함으로써 공산주의체제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실증할 기본경제정책을 발표하였
다. 군사혁명의 제2단계가 될 국민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동경
제정책은 민간 산업의 자율적 발전과 정부 투자에 의한 중요기간산업의 건설 및 농
어촌의 개발을 촉진하고 곡가와 환율의 안정성을 추진하는데 있는 것이다. (중략) 삼
(三), 산업 中 ⑥간척과 유휴지개간으로 경지를 확장하고 산림녹화에 주력한다 「기
본경제정책을 발표」, <동아일보>, 196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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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군 XX면XX리에 진행중인 육백 정보에 달하는 간척공사는, 자유당

말기 때에 전 고관이었던 황 모씨가 허가를 얻어 공사에 착수했으나, 자

금난으로 중단 공사 완료 후, 시공자와 농토를 반분한다는 조건 하에 여

러 사람의 손을 거쳐 오다가, 마지막으로 전 시공자가 투입한 비용의 일

부들 부담키로하고 팔기 사업회에서 시공의 권리를 인계 받아,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자, 미불 노임 관계로 극심한 독촉을 받아온 전 시공자가, 그

이유를, 팔기 사업회에서 약속한 비용의 일부 부담을 이행치 않기 때문이

라고 미루는 바람에, 전시공자에게 달려가 교섭을 거듭해온 노무자들이,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자 마침내 분격한 나머지 X월 X일 밤, 야음을 타

서 제방을 파괴하려 들었으므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현 시공자 측과 충돌,

난투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184면)

무엇보다도 사망자와 다수의 중상자를 냈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주인이 아니었지만 사업회의 열 아홉 살 먹은 소년이어

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급히 중상자의 이름을 더듬었습니다. 중상자

명단의 첫 머리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중상자 중에는 위독한 사람도 있다

는 기사의 한 구절이 송곳으로 찌르듯 나의 가슴을 쑤셨습니다.(185면)

배현구의 무자본 간척 사업은 소년 사망자까지 낳는 비극을 일으킨다.

당시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간척 사업136)은 「입주금만 버

린 간척사업」(『동아일보』, 1962.03.24.)과 같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

으며 대신 투자금만 잃은 피해자가 다수137)였다. “당장 집도 없고 굶게”

되 피해자들이 “입주금이나마 돌려달라고” 농성하고 있었으며 위의 간

척사업은 “사년동안 『착공중』/20만환씩 넣고도 변함없는 갯벌”인 상

136) 제 2차 5개년계획에서 농업부문의 주요 목표는 원활한 식량공급과 농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에 두었으며 농업 성장률은 연평균 5%로 계획하였다 정부는 여전히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여 수리사업, 경지정리사업, 개간, 간척사업도
계속 지원하게 되었다. NGUYEN, THI THANH THAO,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농업정책 분석」,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47면.

137) 개간 사업 및 간척 사업은 농업부문 총 투자원의 12%에 해당하는 37억 원이 투입
되었으며215,432ha를 개간하고 6,173ha를 간척하였다. 그런데 간척 사업에는 공사비
용이 많이 들었고 기술적 부족함으로 인해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도 생겼다. 한국개
발연구원, 『농업투자분석론』, 197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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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였다. 사업주인들은 정부보조금(자유당, 민주당 때)을 얻어 사업을 진

행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작년 12월 혁명정부의 협조를 얻어 앞

으로 순조로울 것이며 입주자들의 소동을 일부 사람들의 선동이라 치부

했다. 사업 주인들은 조금만 서로 참아야 하는 게 서로 이익임을 거듭

강조한다.

위와 같이 사업 주인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거

나 수긍하지 않고 입주자와 투자자들을 피의자로 탈바꿈 시킨다. 폭력이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권력은 대중의 지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

문이다. 권력은 제휴하여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조응하는 것으

로 팽창하는 본성을 갖는다.138) 『이성 연구』에서 간척 사업 도중에 투

자금을 회수받지 못한 사람들과 폭행이 이뤄져 살인까지 나지만 배현구

및 간척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피해자가 된다. 어떠한 자본도

없는 상황에서 출발해 진행되는 간척 사회 사업은 구체적인 과정이 생

략되고 자본을 모으기 위해 협박, 갈취하는 장면만이 등장한다. 푸코에

따르면 인간사회를 지탱하는 교육, 의료, 행정, 법률 기관들은 모두 앎의

의지가 표출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은 겉

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계급

이 집권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한다. 그는 오늘날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

나가 그러한 기관들이 행하는 정치적 폭력을 밝히는 것임을 역설한

다.139)

또한 일말의 간격으로 국가주의 정권이 제시한 긍정적인 방안으로 교

육 사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상상에 찬 학생들이 드러난다. 그러나 학생

들은 꾸준히 노동할 뿐 어떠한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착취당한다.

그동안 공공복지는 권위적이고 경직적이며 복지다운 기능을 하지 못해

왔다. 공공복지는 경제 개발로 인한 불평등한 계급을 다시 재분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여겨지고 시민들은 복지 정책에 전면적인 지지를 전한다.

하지만 배현구는 결국 간척 사업을 성공시키고 갑작스럽게 전무라는

138)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이후, 2002. 74면.
139) 미셸 푸코; 노암 촘스키, 『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 시대의 창,
2010, 64-66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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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얻으며 고속 성장한다. 이와 달리 학생들의 근본적인 가난이나

교육문제를 타파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으며 성취감에 차서 밝은 미래

를 확신하고 스스로가 착취당한 줄도 모르는 학생들만 등장하고 실제로

자본은 재분배되지 않는다. 강조되어야 하는 건 교육마저도 일종의 투자

이고 이 때의 “투자”는 비경제적 행위의 영역에까지 경제적 분석을 확

대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40) 그 결과 비경제적 영역에 속하는 모든

행동을, 가령 복지와 같은 것들도 경제적 분석의 대상으로 변형시키게

된다.141)「부부」에선 아내 서인숙의 직업이 모호했다면 『이성 연구』

에서 배현구의 간척사업이 바로 그렇다. 실체가 보이지 않는 간척사업은

피해자를 속출시키는 봉사 사업으로 사회 사업이라 할 수 없는 패러독

스를 지니고 일제 잔재들과 새로운 대외종속성은 사회 사업이라는 간척

사업으로 세탁된다.

박정희 정권이란 역사적 요소는 간척 사업이라는 사회 사업을 통해 자

발적인 시민의 복종을 요구한다. 간척 사업은 근대화란 경제 개발과 서

구적 복지를 염원했던 시민의 요구를 이용하고자 했다. 특히 배현구의

여자 관계를 보면 여성들은 이미지화 된 배현구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신화화 된 그에게 어떠한 의문도 품지 않는다. 자발적 복종을 요구하는

복지 형태의 남성성은 다시 여성을 위계화 시키고 여성에 한정되지 않

고 국가 남성성에 복종해야 하는 일반 시민 전부를 가리킨다.

박정희 독재는 분명 경제적 근대화를 추동하고 근대적 성장주의를 담

지하는 권력으로 존재했다. 파시즘이나 심지어 스탈린 체제도 그러하였

듯이 근대성의 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근대화 과제를 둘러싸

고 그것이 담지하는 한 일정한 동의적 기반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대중

적 참여를 확보하게 된다면, 박정희 독재에서도 정확히 이러한 점을 발

견할 수 있다. 박정희는-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보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건 스스로 내적 동력에 의해서건- 경제적 근대주의의 적극적

140) 김정경, 위의 글, 54면.
141) 푸코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통치에서 규범을 내면화하여 자기를 통제하는 규율적
주체는 자기를 투자의 대상으로서 관리하는 “자기자신의 기업가”, 요컨대 시장원리를
내면화하여 자기를 통제하는 경제적 주체로 변형되어 예속된다. 김정경, 위의 글, 5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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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을 통해 동의적 기반을 확보하려 했고 이는 일정하게 성공을 거두

었다고 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를 통해 “그나마 박정희

지배의 취약성을 보충하면서” 지배를 유지할 수 있었다.142)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저런 식으로 나가면, 우선 자선사업가로서의 근본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억대가 넘는 재산이라도 금시 바닥이 드러날

것이 거의 뻔한 일입니다.(256면)

「말하자면, 간척공사의 허가권자를 궈삶아서, 그쪽 몫의 절반인 삼백정

보를 교묘한 조건으로 팔기 사업회의 재산에 병합해 버렸습니다. 이것만

으로도 벌써 팔기 사업회의 재산 총액은 이억 가까이 되는 셈입니다. 이

걸 토대로 정계와 관계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얻어서 한국 최대의 사회사

업체를 만들어 보자는 계획입니다. 이런 일들의 흥정이 주로 호텔이나 요

정의 밀담에서 이루어진단 말씀입니다.」(257면)

(중략)

「이사장님의 의욕이나 야심이 지나칠 뿐 아니라 방향이 빗나가는 것 같

아요. 여자 관계도……」

“자선사업가로서의 근본 정신”이 부재한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성공적

으로 끝나면서 배현구는 비로소 재산에 대한 야심을 표출한다. 이 모든

사업은 바탕 없이 관계로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최측근인 김반장은 사

업의 위태로움을 느낀다. 자본 없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던 박정희

정권의 자유주의는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자유주의는 근대화란 폭압을

다시 행한다. 슘페터가 말했듯이 “[그것은]정치적 결정으로 귀착되는 제

도적 체계로서, 개인들은 이 속에서 인민의 투표에 관해 경쟁하는 투쟁

끝에 정치적 결정에 관해 법제화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하게” 되는 정치

형태이며, 따라서 실제로는 과두제에 불과하다.143)

김반장은 배현구의 생활을 전달해주며 신미의 의심과 판단이 합당하는

142) 조희연, 「박정희체제의 복합성과 모순성」, 『역사비평』 70, 역사비평사, 2005,
404면.

143) 진태원, 「푸코와 민주주의 바깥의 정치, 신자유주의, 대항품행」, 『철학논집』 29,
2012, 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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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증명한다.

「핑계가 아냐. 현재 사회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나 여성의 이용 가치가 남

자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자를 잘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

슨 일에나 쉽사리 출세도 성공도 못하는 거요. 가까운 예로, 자유당 시절

의 정객이나 사업가들을 봐요. 그 때 출세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호주댁이

나 마리아를 움직인 사람들이오. 그런 권력 있는 여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는, 그 이면에서 숱한 무명 여성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돼

요.」(중략)

「하, 내 얘길 들어 봐요, 끝까지. 결국 야심적인 일을 하자면 으레 각계

각층의 많은 여자를 손아귀에 넣고 자유 자재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단

말요.」(193면)

배현구는 불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소묘되지만 여자 관계가 복잡할 뿐

(육체적)불륜 자체를 저지르진 않은 인물이다. 불륜이 아니지만 불륜과

다를 바 없는 행동과 말을 하면서 교묘하게 탈선을 비해가는 배현구의

혼잡한 모습은 제도를 합법적인 선에서 갖고 논다. 인맥과 처세술이 그

의 전부이기 때문에 배현구는 실제로 여러 이성들과의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배현구는 독자와 여성 인

물들에게 설득력을 지닌다. 자신의 힘으로 진보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배현구는 다른 인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정성을 호소한다.

그러나 신미와는 성적인 관계를 멀리하고 성적 자유로움을 이용해 오

히려 사업의 바탕과 자본을 마련하고 있으며 여성의 직접적인 경제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도 다시 한 번 독재정권의 허울뿐인 남성상을 보

여준다. 동시에 자본주의의 지배-피지배구도가 흔들리는 모습까지 추측

할 수 있다.

『이성 연구』에서 계숙, 신미, 선주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는

데 그 중 계숙은 이성 연구를 통해 인간 사회의 원리를 도출하고자 한

다. ‘부정한 피’인 계숙, 바람을 핀 아버지를 둔 신미, 자신을 겁탈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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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둔 선주. 그들은 정상적인 이성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실

상 이 모든 이성 관계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 윗세대의 타락이다.

혼잡한 윗세대의 타락은 자신의 남성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여성을

짓누르며 그들의 남성성을 그 다음 세대로 전이시키려 한다. 1960년대

남성성은 이를 계승하려고 했지만 계숙, 신미, 선주는 각기 자신의 행복

을 찾아서 나아가며 기존과 현재의 비정상적인 가부장적 억압에서 탈출

한다.

출세한 사람들은 권력 있는 여자를 움직이고 그들을 움직이기 위해 수

많은 무명 여성을 이용해왔다. 먹이사슬의 최상위층은 여전히 남성(성)

이고 최하위층은 양처현모양처와 같은 여성(성)이다. 1950년대의 분할선

을 잃은 젠더 개념, 체계를 1960년대에 들어와 박정희 정권은 이를 권력

화시켜 다시 재배치한다. 민중을 귀속화 시켜 먹이사슬의 최약자로 배치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립된 민중은 전면적 대응 대신 유연한 복종을

택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최하위층이자 최약자인 여성은 젠더 불평

등의 연쇄적 작용에 놓인다.

주지하다시피 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독재는 근대지배의 부르주아적

합리성, 근대적 권력 동의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 확립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권력창출의

정당성’의 측면에서 박정희 지배가 근대의 합리적·합법적 권력이 갖는

대의 민주주의적 절차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은 근대화

프로젝트를 통한 동의창출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박정희 파시

즘의 동의기반을 언제나 불안정하게 했던 이유이다. 강압적 반공주의와

의제적 민족주의가 개발주의의 추동에 기여함으로써 일정하게 경제적

근대화의 헤게모니를 강화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 민족구성원간의 적대

적 관계를 전제로 한 폭력적 관계로 인해 내적 모순을 부단히 안고 있

었고 그 결과 민중의 주체화가 진전됨에 따라 동의기반이 약화되는 한

계를 지니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 독재는 “근대화와

반(反) 근대화, 심지어 역(逆)근대화의 모순적 혼합물”144)이라는 가장 논

144) 이병천, 「개발독재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경험」, 위의 글,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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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적인 패러독스를 지닌다. 간척사업이란 개발주의는 절대적인 남성성

을 다시 한 번 소환하려고 하지만 결국 ‘폭력 사회 사업’이라는 모순과

직면하게 되면서 근대화의 폭력에 반기를 든다.

최측근에 의해 그 정체가 폭로됐다 해도 배현구의 신화성을 해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내인 신미이다. 배현구는 아내 신미를 유독 피하면서

도 신미 주변의 여자들과는 친밀하게 지낸다. 배현구는 자신의 아내 신

미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줄 아는 인물임으로 그녀를 직접적으로 대면

할 수 없다. 대신 배현구는 신미를 계속 회피하면서 신미 최측근인 친구

나 친동생(처제)에게 접근하는 이성 관계를 유지한다. 배현구의 계획적

인 이성 관계는 자신의 신성화를 견고히 하면서 남편 배현구를 의심하

는 신미를 의부증으로 매도하고 마침내 권위로써 구성된 권력자가 되고

자 한다.

기존 여성은 1960년대 다시 배치된 남성성의 희생양으로 등장하지만

『이성 연구』는 신미를 통해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자 한다. 『이성

연구』와 「부부」의 변별점은 바로 신미라는 여성인물이라는 것이다.

예술적 실천들에 의해 산출된 사물 현시 양식들 또는 논리 연쇄 양식들

을, 그것들 본래의 사용을 위해, 전유하는 것은 정치들이지, 그 역이 아

니다.145), 『이성 연구』에는 「부부」와 달리 신미의 시점(point of

view)이 존재하며 이는 다양한 층위의 알레고리 파편들이 순환적으로

이동하면서 언어의 본질적인 비결정성과 불확실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한

다.

보수적인 주인공은 반대자나 엄밀히 말해 수신자가 될 수는 있어도 주

체자는 될 수 없다.146) 신화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배현구나 의심하지 않

는 여성들은 수신자가 될 수 없으며 의심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찾고자

하는 신미만이 진정한 주체자로 군림할 수 있다. 주체는 ‘이름-자리로부

터의 탈주’를 하는 존재로 여기서의 탈주는 벗어남이 아니라 바꾸어-나

감이다. 신미라는 젠더는 국가주의에 의해 배제당하고 배제당하는 ‘우리’

는 단순히 이분화된 젠더의 성차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탄압당하는

145) 자크 랑시에르, 위의 글, 92면.
146) 안느 위베르스펠드, 『연극기호학』, 문학과지성사, 1988, 77면.



- 71 -

시민을 지시한다.147)

신미는 의심하는 자세는 견유학파란(Kynismus)의 자세와 견지된다.

『길』에서는 견유학파의 디오게네스 일화가 잠시 언급되는데 디오게네

스(Diogenēs, Sinope)는 대낮에 아테네 거리를 등불을 켜고 걸어 다닌

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 이유를 묻자, 「나는 사람을 찾아 다니

오.」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오가는 행인이 많은 거리에서 무슨 사람을

찾느냐고 사람들이 다시 묻자 그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우굴거리지

만 내 눈에는 진짜 사람은 보이지 않는구려.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람다운

진짜 사람을 찾아다니는 길이오.」라고 답한다.

견유학파는 ‘진실 말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학파로 최소한

의 소유를 주장하며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생활

방식에 있어서 ‘진실 말하기’를 실행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속임수 없이

날 것을 진술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거리두기

가 선행되어야 어떠한 방해물에도 막히지 않고 거시적으로 사회를 조망

할 수 있으며 거리를 둠으로써 방외자의 시각으로 지속적으로 질문하게

된다. 의심한다는 것은 진실 말하고자 하는 인물의 본성으로 파편화된

조각들의 본체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신미는 본질을 감지했고 배현구는

그런 신미를 회피할 수밖에 없지만 맹목적인 추종을 하는 다른 여성들

처럼 신미를 통제하고 마비시키고자 접근을 시도한다.

푸코는 자기 배려를 거리두기의 윤리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

두기’는 자기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행하는 활동과 자기를 이 활동의 주

체로 만드는 행위 간의 간극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148) 이 간극은 “자

기와 자신의 행동 사이에 필요한 경계 상태를 구축할 수 있는 거리”149)

이자 주체가 자기변형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공간이다.

‘거리두기’는 견유학파가 지닌 특유의 냉소150)적 태도로 다른 학파와의

차이점을 보인다. 거리두기는 끝없이 사회와 자신을 환기시키는 실천적

147) 이정우,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참조.
148)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2007, 569면
149) 미셸 푸코, 위의 글, 566면.
150) 냉소주의(cynical)는 키니코스(kinikos/cynics)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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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이다. 푸코는 이러한 견유주의적인 삶의 모습을 ‘철학이 스스로 만

든 찡그림’이라고 표현 한다. “철학이 스스로 인식 하지 못하는 것을 스

스로에게 보도록 강요하는 깨진 거울”151)이라 한다. 발화자는 자신의 삶

을 통해 진실을 말하고자 하고 주체가 되려고 한다.

견유학파가 행한 파르헤지아(parrhesia)로 즉, 거리두기로의 진실 말하

기이다. 진실 말하기는 기성 가치를 위반함으로써 있는 그대로를 노출한

다. 신미는 배현구에게 먼저 거리감을 느끼지만 ‘의심’이라는 이성을 회

복해 역으로 거리두기를 실행한다. 풍속과 같은 배경으로 신미는 남을

수 있었지만 이미 각성한 ‘의심’은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남편 배현구와

그의 알레고리를 목격한다.

식별 불가능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문학 자체에는 그 자체의 정치

가 존재한다. 손창섭이 작품 내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성 연구’는 “인간

탐구의 기본적 전제”이다. 분산된 이성 관계를 한 줄기로 파악했을 때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라는 경제 구조적 모순과 한계는 뚜렷이 드러나고

독자는 초미세범주까지 이것이 한국 사회를 조직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특히 계숙에 따르면 이성 연구를 거듭할수록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성

이다.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와 억압된 시민의 관계는 주체성을 되찾아

가는 젠더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한 마디만 더 합시다. 당신은 내가 처제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

하고 있지만, 그것 만은 오해요. 딴 여자와는 간혹 실수도 있었소만 처제

와는 같이 춤을 출 정도 이외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소. 건 아직 당신

이 나라는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갖는 오해요.」

「오해라고 해 둬도 좋아요. 오해를 갖게 하는 과정이나 상황도 이미 하

나의 비극인데, 전 그런 비극에 견딜 수 없어요.」(위의 글, 318면)

다만 하나의 남은 길이 있다면, 이런 불륜과 모욕을 당하고도 바보 모양

참고 순종하는 것 뿐인데, 나는 죽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위의 글, 242면)

151) 미셸 푸코, 위의 글,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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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유약성은 결국 남편의 독선과 횡포를 조장하는 길 밖에 안된다는

것을 나는 깊이 느꼈습니다.(위의 글, 250면)

신미는 『부부』의 서인숙과 달리 아이를 두고 배현구와 이혼을 감행

하는데 이는 배현구가 자신의 동생인 신애와도 불륜과 유사한 연분을

행했기 때문이다. 주체가 시간의 지평 위에서 되어-가는 과정은 그 주

체의 경험에 기반한다. 스피노자식으로 말해, 주체는 끊임없이 신체적으

로 변양되고 동시에 정신적으로 감응한다.152) 서인숙은 가정과 같은 돌

봄·봉사의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신미는 가정을 떠난다.

말년의 푸코에 따르면 권력관계란 서로 얼기설기 얽혀 있으며, 항상 새

로운 양식의 문화와 주체성을 낳으며, 잠재된 저항의 문을 열어 미래의

저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젠더 불평등이 모성

에 침윤된 패러독스가 어떤 저항의 지점을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저

항이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과 반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근본적인 권력구조에 균열을 내는 저항과 반란의 발화점이 될 수 있을

지에 주목한다.153)

이때 젠더 불평등과 모성은 자주 ‘패러독스’와 ‘딜레마’라는 개념과 짝

지워진다. 성별 차이란 결과물이기 보다는 수단이며 이러한 차이들을 성

공적으로 격파하고 나면 또 다른 차이가 그 자리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

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젠더 불평등은 그 자체 젠더 패러독스라는

것이다. 그리고 젠더 불평등과 젠더 패러독스 논쟁의 핵심에는 “모성”이

자리하고 있다. 즉, 젠더 불평등의 최종 심금에는 남녀의 생식의 차이가

자리하고 있으며 출산할 수 있는 여성과 출산할 수 없는 남성의 다름을

차별화시키고 권력관계화한 젠더체계는 모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

다.154)

『부부』와 『이성 연구』의 결말에서 신화적 인물의 추락에서 손창섭

152) 이정우, 위의 글, 37-38면.
153) 조은, 「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패러독스-신자유주의 통치성과 모성의 정치경제
학」, 『한국여성학』 26, 한국여성학회, 2010 참조.

154) 조은, 위의 글,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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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이러니 기법을 발견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장면의 극적

전환과 대조, 역설적인 사건들은 그 의미를 검토해 볼 만하다. 아이러니

의 양상은 크게는 세계에 내재한 모순성, 표면과 실재의 이면성, 진술과

맥락의 대조성, 사건의 반전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 요소들은 현대

사회의 이중성을 인지하고 형상화155)한다.

신미와 배현구와의 이혼은 결말 이전의 한 사건의 종결이고 신미와 차

인성과의 결말은 더욱 충격적이다. 신미에게 애욕을 보이던 차인성은 신

미와 약혼할 것처럼 행동하다 막상 권력가의 딸과 약혼한다. 차인성은

본래 근면성실하고 스스로 사업을 이끄는 인물로 등장하지만 그 또한

배현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는 배현구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

고 국가주의가 겹겹이 장치해놓은 폭력성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환

경을 의미한다. 『부부』의 결말에서 인숙이 일성에게 돌아가 부부를 재

완성 시킨 것과 달리 신미는 차인성에게 육체적,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

한다. 본래의 정치적 투쟁은 그러므로 복합적 이익 사이의 합리적 논쟁

이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정당한 상대자의 목소리로

인정되기 위한 투쟁이다.156)

신미에겐 대화를 시작할 권리가 있으며 말을 하는 언어를 가질 권리가

있다. 권력의 불균형에서 자신의 언어를 찾고자 신미는 위자료를 요구하

며 반격을 시도한다. 대화를 끊임없이 거부당하면서 자신의 인내심을 확

인해온 여성은 가부장제하에 방치되어 왔다. 리타 펠스키도 근대성과 페

미니즘에서 근대성의 성별은 남성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비판적 논지를

펼치면서, 그러나 여성 역시 또 하나의 근대적 주체로서 근대성의 기획

에 참여해 왔음을 다양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밝힌다. 펠스키는 근대성

을 시간성(temporality)의 특수한 (때로는 비록 모순적이지만) 경험과 역

사의식을 가리킨다고 정의하면서, 서로 상충되는 다양한 반응을 근대성

의 특질로 제시한다. 근대성이란 이질성의 경합에서 오는 역동성을 내재

한 미완의 용어157)라는 것이다. 즉 신미라는 여성은 더 이상 체제에 갇

155) 정끝별, 「현대시 아이러니 교육에 관한 시학적 검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156) 자크 랑시에르, 위의 글,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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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지 않고 얼기설기 얽힌 권력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형식으로 자신의

주체를 확립시키며 저항하고자 한다. 이중, 혹은 그 이상으로 점철된 박

정희 정권의 국가주의를 비롯한 통치성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하나의

실체이고자 한다.

4. 역전적 젠더정치로서의 대안적 가족 형태

4.1 『인간교실』의 혈연주의 탈화 시도

손창섭은 일부일처제로 구성된 결혼 제도에 의문을 던지고 다양한 가

족 형태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가족을 해산시키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가족을 혐오해서가 아닌 가족 자체가 그에게 막중했기 때

문이다. 폐단으로 가득 찬 한국 혈연주의 위주의 가족은 사적으로 가부

장제의 귀속과 폭력을 산출했으며 공적으로는 외국인과 같은 외부인의

출입을 저해했다. 외부자였던 손창섭이 한국에서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표본적인 가족을 꾸리는 데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손창섭에게 가족이 막중했던 이유는 그가 자전적으로 정상적인 가족

내에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뜻한 가정과 사랑이란 것을 모르고 어려서부터 거칠고 냉혹한 현실의

가파름 속에 던져져야 했던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된다는 발악

과 함께, 육체와 정신은 건전한 발육을 가져오지 못하고, 나날이 위축되

고 야위어 가고 일그러져만 갔다. (중략) 인간 형성의 가장 중요한 소년

기와 청년기를 보내온 (중략) 나의 인간상은, 부모도 형제도 고향도 집도

나라도 돈도 생일도 없는, 완전한 영양실조에 걸린 육신과 정신이 피폐

한 고아였던 것이다. (중략)

나에게는 밥이, 인정이, 고향이, 집이, 휴식이,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격

려와 지도가 아울러 필요했던 것이다.158)

157) 이소영,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한신문화사, 1992, 394면.
158) 손창섭, 「아마츄어 작가의 변」, 『사상계』, 1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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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고아라고 칭한 손창섭은 누구보다도 정상적인 가족이 필요했

다. 평양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는 어릴 때 집을 나갔으며

바람난 어머니는 그를 거추장스러운 자식놈으로 학대했다. 손창섭은 자

신의 아내와 아들을 일본에 두고 1946년 혼자 귀국하는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다 운명처럼 피난지에서 남편을 찾아온 아내와 상봉159)한 후

한국에 아내와 함께 거주한다. 정상적인 가족에서 자라나지 못한 그는

그만의 제대로 된 가족을 염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방인

과 같은 그를 가족처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또한 한국 사회에 완연히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내의 권유로 도일했을 수도 있다.160) 중

요한 점은 그가 한국인인 자신의 정체성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가정으로 꾸린 사실이다. 손창섭은 비단 한국 사회가

지닌 폐쇄성을 폭력의 시발점으로 봤으며 폐해가 없는 한국 사회의 새

로운 가족 탄생을 염원했다.

손창섭은 작품 내에서 도시의 대립항으로 농촌을 설립하면서 끊임없이

농본주의를 지향하는 인물로 농본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농촌으로 향하

고자 한 그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요약되는 군부통치 세력의 수출

주도형, 공업 중심형 경제개발 논리와는 상치되는 것이었다.161) 손창섭

은 특히 장편소설을 통해 그의 외부자적 의식 또는 재류외인적 존재성

을 드러162)낸다. 한국과 일본 사회 모두에서 방랑, 유맹163)하면서 비판

적으로 거리두기를 진행한 그의 시각을 경유했을 때 독자는 한국의 혈

159) 정철훈, 「손창섭과 야뇨증」, 『국민일보』 2005.7.24.
160) 손창섭 도일 원인에 대해서는 추측이 갈리는데 한국 사회에 절망한 “사회적 망명”
이라는 시각과 “문학적 망명” 혹은 아내의 권유 등으로 나뉘며 정확한 이유는 알려
지지 않았다.

161) 방민호, 「몰래카메라의 의미-1960년대 한국사회 만화경으로 들여다보기」, 『인간
교실』, 예옥, 2008, 475면.

162) 첫째, 『낙서족』과 『유맹』 등에서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재류외인적 의식상태,
둘째, 『인간교실』, 『길』, 『삼부녀』 등이 보여주는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 비
판 양상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방민호, 「손창섭 소설의 외부성-장편소설을 중심으
로」, 앞의 글, 216면.

163) 방민호, 「손창섭의 『낙서족』과 전후 세대의 아이러니」, 『한국 전후문학과 세
대』, 향연, 2003, 209면.



- 77 -

연주의가 지닌 불합리성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농본주의에 근거한 자연 회귀는 가장 빈번하고 확실하게 이상향으로서

손창섭의 작품에 출현한다. 박정희 정권의 농촌 진행 운동은 경제개발에

초점이 가해져 농촌을 소품화한다면 손창섭에게 농촌은 자연 그대로로

회귀할 수 있는 장소였다. 농촌은 『인간교실』, 「통속의 벽」, 『길』

에서 근대화된 도시와 대조된 유토피아인데 도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근대화는 발전과 동시에 처세술에 함몰되고

온갖 부정부패를 생산한다. 도시의 대립항인 농촌은 도시에서 흔히 등장

하는 물질적 욕망 추구와 권력 순응주의에서 탈피한 곳이다. 농촌이란

장소에서 그들에게 기존의 부패한 사회로 대변되는 도시 속 가족 공동

체가 아닌 새로운 사회와 가족을 구상할 수 있는 장소이다.

틈을 타 산야의 싱싱한 녹음을 찾는 일은 결코 도시인의 사치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각박한 현실에 쪼들린 메마른 심령들이 잠시

나마 자연의 정기 속에 마음의 상처를 씻어보자는 생명의 절실한

욕구에서가 아닐까.164)

손창섭의 자전적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자연은 손창섭에게 유

토피아이자 당도할 지점이다. 유토피아인 자연은 도시와 대조적 상징물

로만 역할을 수행하고 실재하는 공간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작품 내에서

자연은 그저 배경으로 등장하고 그 안에서 재현되는 농촌의 삶은 실질

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농촌을 구체화 시키는 데 중점이 있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촌을 지향하는 이유는 농촌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경제 정치적으로 부패한 도시라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토

록 농촌을 지향한 이유는 그가 바라는 이상적 현실의 부재를 인식한 것

으로부터 기인한다.165) 농촌 회귀는 도시의 폐단을 지시하며 생명을 복

164) 손창섭, 「생명의 욕구에서」, 『경향신문』, 1956.6.28.
165) 루소는 자위라는 행동을 함으로써 결여된 모성을 인식하는 대리보충을 하면서 모
성성의 부재를 깨닫는다. 데리다가 말한 쉬플레망(supplément), 즉 대리보충의 개념
은 이러한 측면에 적절히 대응된다. 데리다는 쉬플레망이 결핍을 보충하는 ‘잉여’와
‘부가’의 의미 외에도 기존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의 의미가 존재한다고 본다. 대리
는 기존의 것이 무언가를 결여하고 있고 기존의 것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그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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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려는 손창섭의 시도이다.

손창섭이 루소에 경도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루소는 “자연을 돌

아가라”라고 제창한다.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자연인이 누리는 평등을 대

비시킴으로써, 인간의 불평등을 전제로 한 사회적 부정의의 토대를 철저

히 무너뜨리고자 했다. 루소는 자신이 발견한 자연이 자연권의 참된 근

거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166) 자연상태에서 인간

은 이기심을 갖지 않은 최초의 상태에 있으며 문명질서가 발생시킨 제

도적 불평등을 엎어버린다. 손창섭은 농촌이 루소가 언급한 자연과 동일

한 상태라고 여겼으며 농촌에서 발연한 새로운 순도의 질서를 따르고자

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자연상태가 실현될 수 있지만 인위적 제도의 산물

인 도시는 모든 인위성을 해체하기 직전까지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

다. 『인간교실』은 바로 도시가 만들어낸 가족이란 일종의 부정성 대신

자연주의로 향하고자 하는 손창섭의 기도이다. 특히 그는 『인간교실』

에서 역사적으로 적폐로 쌓여온 한국 혈연주의로 구성된 가족 대신 자

연적으로 형성 가능한 여러 집단을 시도한다. 즉, 그 어떤 집단도 가족

과 같을 수 없으며 역설적으로 가족 또한 하나의 명시된 집단에 속할

수밖에 없음을 제시한다. 가족사학자들은 오늘의 가족을 ‘애정적 개인주

의’(affective indivisualism)라는 말로 요약한다. 현대가족은 확대가족 친

족과의 유대가 약화하고 지역공동체와 가족 간의 유대가 약화한 위에서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요,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며 가족구

성원들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유대가 발달하는 장이라고 보는 것이 정

설이 되었다.167) 한국 사회의 가족은 가부장제로 구성된 가정을 유지하

는 데 목적이 있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단지 같은 “핏줄”라는 이유만으

로 서로를 가족으로 대우하며 의무를 부과하며 가족이기주의168)를 조장

써 어떤 것은 그것의 쉬플레망으로서의 타자로 인해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관계
의 역전이 일어난다. 자크 데리다, 『그라마톨로지』, 민음사, 1996.

166) 장 자크 루소, 『인간불평등기원론』, 책세상, 2018. 124면.
167) 여성한국사회연구회,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1995, 51면.
168) 똑같이 중요한 것은, 가족 안과 밖의 경계로 가족이 사적 영역으로 지켜질 때, 가
족 안에서 일어나는 부조리 불평등한 관계, 억압, 폭력 등이 그저 “그 집안 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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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손창섭은 부산에서 교사로 지낼 때 시장에서조차 차별받는 아내의 굴

욕감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었다고 한다. 당시 한국인의 국적은 ‘남성 혈

통을 보존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한국적 법으로서 대체로 이중국적을

불허하며 국지주의가 아닌 남자 중심의 속인주의를 선택하고 있었다. 해

방 이후에는 외국인 여성의 국적 취득의 경우, 스파이 혐의를 두어 일본

에 건너가 자식을 낳은 경우, 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시절

이었기 때문이다.169) 해방직후 외국인 처의 한국국적 취득은 제헌국회에

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었고 손창섭의 아내는 손창섭과 가족임에도 불구

하고 일본인이기 때문에 한국 가족에 편입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

부계 혈통을 이어야하므로 여성은 친족, 혈통의 일원으로 인정받지도

대우받지도 못하는 법안과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한국사회는 손창섭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충분히 반발을 일으켰다. 한국, 일본을 거쳐 청소년

기를 보낸 손창섭은, 아버지를 유년 시절에 잃고 어머니가 출가해 가족

이 부재했던 그는 자신의 가족형성을 염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

회에선 그가 염원하는 온연한 가족을 가질 수도 없으며 그의 가족은 한

국 사회의 “가족”으로서 편입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한다. 더군다나

단일 민족이라는 허상에 취해 한민족의 순수한 혈족만을 가족으로 받아

들이는 패악을 손창섭은 견딜 수 없었다.

왜냐하면 논이나 밭을 사듯 생활밑천으로 알고 개 돼지처럼 자식을 우글

우글 쓸어 낳아놓고는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교육도 못 시켜 쩔쩔매

다가, 애들 대가리만 좀 굵어지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의

은공이니 자식의 도리니 효성이니를 내세워가며 뻔뻔스럽게 자식 덕에 호

강 좀 해보자고 부모를 금방석 위에 올려 앉히라고 호령하는 대부분의 고

루한 한국 사람들을 주인갑 씨는 증오하고 있기 때문이다.170)(108면)

방치된다는 것이다. 울타리 안팎의 삶이 서로 소통하지 않을 때, 가부장적 권위주의
와 모성의 일방적 희생, 불평등한 부부관계, 남계중심의 호적과 호주제도 등의 모순
을 안고도, 가족은 가족 바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가 막힌 채’ 살아가게 될 것
이다. 위의 글, 35면.

169) 김수자, 대한민국 국적법 제정과 ‘국민’ 경계설정 , 탈경계시대의 지구화와 지역
화, 이화여대출판부, 2010.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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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교실』은 이러한 혈통주의적인 한국 사회의 가족 규격에 반기를

든 작품으로 기존의 한국 가족에서는 쉽게 성사되지 않는 이성 관계들

을 극적으로 보이면서 새로운 형식의 가족 구성을 계획한다.

주인갑은 한국 사회의 유교적 가부장171) 면모를 갖추지 않은 남성으로

표현된다. 그는 자유방종하는 자신의 아내인 남혜경도, 불륜을 저지르고

도피한 고혹적인 황진옥도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 그는 남혜경의 성적

분방함을 허락하고 심지어 황진옥과 동성애를 하는 장면도 지켜볼 뿐

어떤 부정적 행위를 가하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아내 남혜경도, 사모하게 된 황진옥도 택하지 못한다. 남혜경은 자신이

불임이라는 이유로 혈육을 생산하지 못해 주인갑을 떠나고 황진옥은 마

찬가지로 본래 서병칠, 불륜을 저지른 김두형, 주인갑 모두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떠난다.

그 중에서도 ‘삼정학원’이라는 자원 사업을 피력하지만 협박, 공갈, 갈

취로 유지되는 대학생 매춘부 윤명주, 조선영, 안동철이 운영하는 공동

체러 식모 보순이는 안동철에게 겁탈 당하고 그녀는 주인갑에게 지닌

연정 때문에 주인갑이 겁탈했음을 거짓 증언하고 낙태까지 한다. 삼정학

원은 협박을 기원으로 삼기 때문에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지속되지

못하는 공동체이다. 보순이는 자신의 가족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주인갑

과 부녀가 아닌 연인에서 출발한 가족이 되길 원하는데 이는 신분상승

의 욕구로도 볼 수 있다.

『인간교실』은 온갖 인간 형상을 대두해 그들을 조합시키고 성과물을

만들고자 하지만 주인갑을 필두로 모든 인물들의 성과물들은 소위 정상

적이라고 표상하는 관계들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위의 관계들을 조금 더

170) 손창섭, 『인간교실』.
171) 한국 가족제도는 조선조 초기까지 비교적 평등했으나, 조선조 중기 이후 부계적 남
녀 차별적으로 변했다. (중략) 전쟁의 와중에 가문의 단결이 절실해져, 이것을 위해
부계친족 집단을 중심으로 친족(제사공동체)제도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중략) 그러
나 가부장적 조화의 논리는 이중규범 속에서 여성이 당하는 성적 차별과 불이익을
은폐하고 지배계층의 권익을 옹호하는 도구가 되었다. 「가부장제 혈연가족에 대한
비판과 대안 가족공동체 모색」, 『한국여성신학』 31, 한국여신학자협의회, 1997, 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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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정리해 보자면 전체를 장악하는 서사는 주인갑과 남혜경이라

는 부부이다. 주인갑은 후처로 남혜경을 맞게 되는데 문제는 남혜경이

주인갑보다 경제력과 성적으로 모두 우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갑은

이를 문제라 여기지 않으며 성격 차이와 같은 남성성을 위협하지 않는

일종의 차이로 받아들인다. 그는 황인숙이라는 여인에게 끌리기 시작하

는데 남혜경은 이것을 취향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불

임이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실상 주인갑은 그녀의 불임여부를 신경 쓰지

않는 인물이다. 주인갑은 광숙이라는 불구인 자신의 딸만을 슬하에 뒀는

데 남아선호사상을 가지고 있을 법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에 대한 어

떤 열망도 없다. 부계 혈통을 유지하려는 모습은 그에게 전무하고 이는

이미 한국사회의 전통으로 착각된 부권주의사회를 비판하며 혈통주의의

본질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떻다는 거요?”

“여자란 남자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야 다르지. 생리구조나 심리현상이 다르니까 남자와 구별해서 여

자라 부르는 거 아뇨.?”

“생리나 심리의 차이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한계 말입니다.”

“도덕적 한계가 왜 남녀에 따라 다르단 말요? 남잔 오입을 해도 된다,

여잔 남편 이외의 남자를 가까이 해선 안 된다, 그 따위 도덕을 누가 만

들었어요?”

(중략)

“남자의 방탕을 긍정한다면 어자의 방탕도 긍정해야 된다 그거요. 여자

의 방탕을 긍정할 수 없다면 남자의 방탕도 절대로 긍정해선 안 된단 말

요.”(중략)(위의 글, 181-182면)

“지금까지 결혼과 부부생활의 도덕이 준수되어 왔소? 물론 엄격히 지켜

온 부부도 더러는 있겠지. 그러나 마흔이 다 된 요즘에 와서 내가 절실

히 느끼는 건, 그 따위 도덕을 남자 쪽에선 폐리(敝履)처럼 무시해 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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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요. 그것은 다만 남권사회인 인간사회에 있어서 여자를 남편의 전용물

로 가정의 종속물로 묶어두기 위한 쇠사슬에 불과해요. 그런 사슬을 인

젠 남자의 면목을 위해서도 끊어버려야 한단 말요.”(위의 글, 194면)

주인갑이란 남성은 다른 남성과 달리 유연한 태도로 여성의 성적자유

와 방임을 인정한다. 그동안 손창섭의 다른 작품에서의 진보적인 태도의

남성 주인공들도 여성이 자율권과 주권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한

편으로는 가부장제에 속한 존재들임을 긍정한다. 그러나 주인갑은 완전

히 가족과 가부장제를 비판하면서 여성이 남성의 전용물이 될 수 없으

며 종속관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평등한 젠더임을 설파한다.

“결혼생활이란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

으로 조화된 전적인 즐거움을 남녀간에 나누기로 한 계약입니다. 그 계약

을 일방적으로 불이행했을 때는 불이행당한 쪽에서 의당 해약과 손해배상

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여사의 경우는 계약을 불이행한 서씨가 해약요

구에조차 응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비극이 아닙니까?”

“그렇기도 해요, 정말.”

“그러나 우리 내외의 경우는 양쪽이 똑같이 계약을 충실히 이행치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성립을 파괴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상대

방이 이행치 못하는 부분을 피차 딴 데서 보충할 것을 공인은 아니나 묵

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듯이 나는 나대로, 아내에게 기

대할 수 없는 즐거움을 딴 여자! 이를테면 황 여사 같은 분에게서 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사께서도 계산상 손해가 가지 않는다면 제 희망에

응하실 수 있습니까?”(위의 글, 204면)

혈연주의에서 넘어가 부부라는 계약생활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본 계

약은 언제나 치우치지 않는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성간의 부분 계

약’ 혹은 ‘절제 있는 건전한 방탕’이라며 주인갑은 부부 간의 계약이라는

관계의 새로운 형태를 바라본다. 「부부」에서도 유사한 계약이 드러나

는데 다음과 같은 <부부조약>의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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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보니 <부부조약>이라는 표지 밑에,

一, 우리 부부는 월 일회 이상 동침치 않으며 지나친 동작을 엄금한다.

二, 우리 부부는 합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애무하지 못한다.

三, 우리 부부는 피차의 사회 활동(봉사회 관계 등)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

다.

四, 우리 부부는 사업상의 이성 교제에 대하여 오해 또는 간섭하지 않는

다.

五, 우리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 폭언 폭행 등의 모욕 행위를 하지 못한다.

벌칙=이상 한 조목이라도 위반한 쪽은 위반당한 쪽의 어떤 요구에도 무

조건 순응해야 하며 불연이면 아내 또는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172)

(118면)

「부부」에서 차성일은 자신의 아내와 별거하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자

신과 가치관이 부합하지 않는 차성일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

가 제시한 것은 바로 <부부 조약>이다. 그녀는 <부부 조약>으로 부부

의 성 생활 규제 등 부부 간에 이뤄질 수 있는 태도와 책임에 대해 활

자화한다. 즉, <부부 조약>은 부부가 연애 감정을 기반으로 자연 발생

한 단위가 아니 철저히 사회적 계약으로부터 합의된 요건임을 명시한다.

황인숙은 본래 서동철이라는 남편과 살았지만 김두형이라는 젊은 청년

과 불륜을 저지르고 도피한 여성이다. 서동철은 제대로 남편 역할을 수

행하지 못한 남성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를 떠

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제시한다. 남편-아내는 계약관계에 불과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아내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손창섭은 비

단 순결 이데올로기, 혈연주의란 가부장제라는 관습 등에 반기들면서

‘부부’라는 계약 관계를 해체를 시도한다. 부부를 계약관계로 지각함으로

써 손창섭은 가족의 근간이 부부에 있고 혈연중심주의가 폐쇄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부부」가 부부 관계 및 가정의 유지, 파기에 있어

개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면 인간교실
은 동일한 맥락에서 결혼이 하나의 ‘계약’임을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

172) 손창섭,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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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여기에서 ‘계약’이라 함은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끊임없이 조율

하고 협상해야 하는, 개인들 간의 관계의 영역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

다. 이제 별거나 이혼과 같은 문제는 특별하거나 드문 일이 아니며 당사

자들 간의 조율과 협상이 실패했을 때 이들은 해약과 손해배상 그리고

타인과의 재계약이 성립하는 상황을 맞는다.

“또 한 가지 조건이란 다름이 아닙죠. 제가 그 동안 숱한 여잘 상대해 봤

지만 그년이 저래 봬도 버릴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년을 여자

란 걸 잘 모르는 그 애송이 녀석에게 그대로 맡겨두긴 아깝구 억울하단

말씀예요. 이왕 제가 데리고 못 살 바엔 그년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아주 없애버렸으면 속이 개운하겠지만, 그러지도 못할 바엔 차라리 이 기

회에 선생님께서 그년을 아예 맡아달란 말씀입니다.”(위의 글, 220면)

계약 파기를 수용하면서도 서동칠은 자신의 아내를 주인갑이라는 다른

남성에게 내맡기고자 한다. 게일 루빈(Gayle Rubin)에 따르면, 이러한

‘여성 교환’ 장치는 강제적 이성애와 성적 위계의 섹스-젠더 시스템173)

으로 손창섭 소설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성에게 제시하는 것을 주인갑은 괴이하게 여기며 서동칠이 여전히 여

성을 하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를 오히려 풍자하고 있다. 이혼이 받

아들여진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시선이 평등하지 않

은, 혈통이 아닌 관계마저 옥죄이는 현실을 손창섭은 비판한다.

마찬가지로 삼정학원은 스스로의 이익들을 위해 일시적 공동체를 형성

하고 물론 폭력이 기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들의 계약은 폭력에 의해

계약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통치에서 시장이 제

시하는 자기통제 체제에 적응 가능한 자는 더 많은 힘과 더 높은 지위

를 얻게 되고, 적응하지 못하는 자, 적응할 수 없는 자는 가차 없이 사

회 바깥으로 버려진다. 그것은 사회 안에 살아야 할 사람과 사회 바깥에

서 살아야 할 사람 사이에 절단을 긋는 것이다.174)

173) Gayle Rubin, Carole S. Vance de., “Thinking sex : Notes for a radical theory of
the politics of sexuality”, Pleasure and Danger: Exploring Female Sexuality,
London : Routeledge and Kegan Pau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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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모두는 스스로 완전치 못하며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한 사회를

구성은 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통념이었다면 가족이 완전한 형상이

아님을 손창섭은 간파하고 이를 한 번 더 분리시켜 남녀 관계 형성을

바라본다. 또한 그는 남녀 관계가 한순간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과를 거친다는 것을 관조한다. 이는 객관적 시각을 갖는 인물이자 외

부자로서의 손창섭을 상징하는 불구 딸 광숙으로 형상화 된다. 결락과

결손을 지닌 인물들로 구축된 서사엔 작가의 의도가 필시 반영되어 있

다. “외관상 개인적이고, 리비도로 가득찬 작품일지라도, 제3세계 문학은

민족적 알레고리의 형식으로 그 문학을 낳은 정치적 공간의 모습을 필

연적으로 투사한다. 즉, 사적인 개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항상

제3세계의 공적인 문화와 그 사회가 분투하는 상황을 알레고리의 형식

으로 처리하고 있다.”175)

표면적으로는 난잡한 관계의 연속으로 보일지언정 실상은 교실의 실험

장에 그들을 배치시키고 있다. 교실은 교육은 시키는 장소로서 정도(正

道)를 가르치지만 현실은 정도(正道)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실태이다. 교

실은 현 사회를 비판 없이 살아가는 대중들을 자각시키면서 무엇이 진

실로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게끔 한다. 게다가 이는 실험을 벌임으로

정도(正道)를 찾아가는 단계를 피력한다.

『인간교실』의 미학은 병칠과 안동철이라는 직접적인 폭력과 삼정학

원이라는 복지 사업 단체176)는 “오냐, 실컷 맘대로 해봐. 법이면 법, 권

력이면 권력, 폭력이면 폭력, 금력이면 금력, 뭐로든 얼마든지 상대해 줄

테니 당신 멋대로 해보랄 수밖에.”177)라는 등 자선사업이라는 표어에도

174) 사토 요시유키, 『신자유주의와 권력』, 후마니타스, 2014, 56면.
175)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10, 332면.
176) 본래 삼정학원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어엿이 농업 고등학교라든지 실업 혹은 기
술 고등학교라든지 하는 육영사업에 기부하라는 거구, 나중에 신문에다 대문짝같이
기부자 명단과 금액을 밝혀서 사례광고라도 내주면 그들로서도 생색이 날 거 아닙니
까? 그 돈만 거둬지면 지방에 광대한 땅을 장만해 가지고, 교사를 세우고 실습 농장
을 만들고 학생을 모집합니다. 농장에서는 논농사, 밭농사, 과수원, 양계, 양돈, 양어,
양토 그리고 철따라 각종 원예, 특히 약초와 꽃을 대대적으로 재배해서 학생들에게
는 철저한 기술실습을 시키는 일방 산물은 각 도시와 외국에까지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삼 년 후면 완전히 자급가족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물론 우수한 각종 기술자가 되고요.”(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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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표현처럼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 방은 삼정학원의 사무실이기 전에 어엿이 내 집의 응접실이오. 내가

호의에서 자네들에게 일시 회합장소로 빌려주었다고 해서, 그리고 계략에

속아서 엉뚱한 각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자네들이 멋대로 보기 흉하

게 고리를 달고 자물쇨 잠가버렸으니 도대체 그럴 수가 있소? 상식에서

벗어난 짓이란 말요.”

“저희에겐 상식보다도 더 정확한 각서의 내용에 의해서 그 방을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걸로 아는 데요?”(위의 글, 312면)

그들은 호의를 무시하고 각서의 내용만이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한

다. 그들은 권력의 경제를 지배해 왔던 ‘폭력적 징수’라는 낡은 원칙에

대신하여, 규율은 ‘부드러움-생산성-이익’의 원칙이 들어선 것이다. 규율

은 이 원칙에 의거하여 다수의 인간과 생산 장치의 다양화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이 생산 기구라는 말은 엄밀한 의

미에서의 ‘생산’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지식과 능력의 생산,

병원에서의 건강의 생산, 군대의 경우, 파괴력의 생산도 뜻한다.178) 삼정

학원은 복지 사업을 계획하는 생산 활동을 하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간통하는 사진을 찍어서 협박과 갈취라는 생산을 하는 생산 기구이다.

또한 폭압성을 지닌 삼정학원이 행한 복지 사업 만큼 훨씬 더 명세한

압력은 부부의 침실 묘사로 드러난다. 당시 잡지들은 개방적인 성 생활

을 자세히 수록하곤 했으며 혼인관계에 집중된 성 생활은 가족 이데올

로기를 드러낸다. 푸코는 성 생활의 내재성의 규칙을 말하는데 이는 권

력-지식이 성을 토대로 권력관계가 정립됐으며 성 생활을 지배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가령 성 생활의 고백은 통제 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대상의

복종과 인식을 가능케 한다. 성 생활로부터 발생한 이 피(혈연)는 오랫

동안 권력의 메커니즘, 권력의 발현, 권력의 관례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자 혈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도 자연스레 강화

177) 손창섭, 위의 글, 214면.
178)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 2016, 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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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가족과 나란히 학교나 정신병원은 많은 구성원, 위계, 공간의 배치, 감

시체계 때문에 권력과 쾌락의 상호작용을 확산시키는 또 다른 방식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마찬가지로 교실, 기숙사, 왕진이나 검진 같

은 특권적 공간이나 관례로 인해 심한 성생활 포화의 영역으로 드러난

다. 부부, 이성애, 일부일처제에서 벗어난 성생활의 형태들은 거기로 소

환되고 배치된다.179) 삼정 학원이란 인간의 감각을 가르치는 교실이며

동시에 교실처럼 군부정권 하에 가둬져 똑같은 체제에서 억압당해야 하

는 현실의 표출로서 규율은 개인을 제조한다, 규율은 개인을 권력행사의

목적이자 수단으로 삼는 특수한 기술인데 삼정학원은 돈을 위한 규칙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들의 성매매는 성적방임이 아니다. 그러나 계약은

폭력 그 자체로 본 계약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

는 그들에게 계약이란 자율성에 기반한 관계가 아닌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는 형태이다. 항상 탈부부, 이성애, 일부일처제라해서 폭력의 범주에

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1960년대는 군사정권의 시기로 1950년대를 이어 집단화 이데올로기가

지속된 시대이다. 손창섭에게도 집단화 이데올로기에 잠식당한 가족은

여전한 문제의식으로 남아 있었고, 집단화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된 개

인성에 대한 탐구 역시 지속될 필요가 있었다.180) 『인간교실』에서 가

족은 기존의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주인갑, 신분 상승을 염원

한 식모 보순, 불구인 딸 광숙, 삼부녀가 길을 떠나며 가족이 해체된 상

태로, 혹은 새로운 가족을 꿈꾸며 농촌으로 향한다. 한국 가족 제도에

대한 의구심은 한국 사회 자체를 조명하는 동시에 변화할 수 있는 가족

의 가능성을 해체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무엇인지 모를 이상한 감동과 불안감을 느끼며 그런 그림들을 세밀히

보아나가던 주인갑 씨는 가슴이 섬뜩하는 묘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광

179) 미셸 푸코, 위의 글, 58면.
180) 정보람, 「1960년대 손창섭 소설의 가족 공동체 연구」, 『현대소설연구』 71, 한국
현대소설학회, 2018, 420면.



- 88 -

숙을 제외한 화면의 모든 인물들이 불구였기 때문이다. 어떤 애는 눈이

하나밖에 없었고, 어떤 애는 귀가 하나, 어떤 애는 한쪽 팔이 반동강뿐이

요, 어떤 애는 한쪽 다리가 새 다리 모양 가늘고, 어떤 애는 한쪽 손의 손

가락이 네 개뿐, 어떤 애는 입이 흉하게 비뚤어지고, 어떤 애는 한쪽 다리

가 유난히 짧고, 어떤 애는 코가 없고, 어떤 애는 곱사들이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서 오직 주광숙만이 전신의 어느 한 부분 불균형한 데가 없이

완전무결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위의 글, 245면)

당시 시대적인 압박을 고려하면 손창섭의 시각에서 대부분에 인물들은

제대로 자신의 모습을 갖추거나 불구자가 아니면서 불구적 관계를 가지

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181) 결국 주인갑 씨가 서울의 남

혜경 여사와 결별한 후 농촌에서 새로 꾸릴 미래의 가족은 이들 세 사

람에 황 여인이 가세하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아내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젠더 차이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시도된 개념인 ‘교차

성’(intersectionality)은 성이나 인종 변수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흑

인여성의 삶의 복잡함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변수들이 구조적·정치적으

로 교차되었다는 설명에서 비롯된다.182) 결국 교차성을 말한다는 것은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어떤 차별을 분석하는 일이

다.183) 손창섭은 이러한 다중의 억압구조 아래 놓인 소수자의 경험, 가

령 젠더, 장애, 빈부격차, 성적 취향 등을 작품 속에서 풍부하게 드러내

181)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를 사람과 세계의 관계를 표현하는 대응물로 보고, 사람들과
실제 존재 조건들 사이의 실제적 관계와 상상적 관계의 중층으로 규정된 합일체로
인식한다. 이데올로기에서 실제적 관계는 불가피하게 상상적 관계에 연루되며 그것
은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지나 희망, 염원을 표현하는 관계
가 된다. 루이 알뛰세르, 『맑스를 위하여』, 백의, 2002, 233-234면. 불구로 표현되는
광숙이나 남혜경은 기형적인 사회상과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2) 김미덕, 「정치학과 젠더」, 『한국정치학보』 45, 한국정치학회, 2011, 45면. 1980
년대 말 흑인 여성주의 학자인 킴벌리 크렌쇼(Kimberle Crenshaw)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다른 유색인종 여성주의 학자들이 제기한 것처럼 차별에 따른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83) 박종주, 「교차성 페미니스트 킴벌리 크렌쇼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여성이
론』 38, 도서출판 여이연, 2018,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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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들만의 공동체를 꾀한다. 주체는 다차원적 혹은 다면적 속성을 가

지며, 주체의 구성 인자들은 단순히 하나 둘 더해지는 것이거나 한 번

결합되면 이내 분리불가능해지는 것들이 아니다. 신분 상승을 원하는 보

순, 불구인 광숙, 퀴어이자 불임인 남혜경, 애욕에 찬 황여인 등 이 모든

범주들은 교차되어 있으며 주인갑이란 남성은 교차성을 전적으로 수용

한다.

여기서 작가는 황 여인의 존재로 상징되는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운 결

합이라는 조건과 함께 광숙이나 보순의 예에서 보듯이 교차적 차원의

차별과 편견을 배제한 사랑과 동정을 새로운 가족의 원리로 제시한다.

이 새로운 가족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균형적인 교류를 나누는 부

부 및 사랑과 동정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적 유대를 바탕184)으로

하기 때문에 작품 말미에서 작가는 자신의 염원이 담긴 공동체의 가능

성을 제시한다.

4.2 『삼부녀』의 변화하는 공동체의 가시화185)

손창섭은 『인간교실』에서 보여준 가족 해체 이후인 공동체의 실제

조립을 『삼부녀』에서 실행하고자 한다. 가족의 통상적인 개념을 그는

기존부터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의 새로운 가족들을 만들고자 한

다. 비록 『삼부녀』에서 한 유형의 공동체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일반적

인 가족 해체를 넘어선 형태이다. 이 공동체는 가족이 혈연으로 비롯된

것이 아닌 평등한 계약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2차 근대성에 등장하는 ‘가족 이후의 가족’의 의미는 기든스의 합류적

사랑의 개념과 벡과 벡-게른스하임의 개인화에 기반한 가족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낭만적 사랑에 빠져서 유일하고 특별한 사람을 향하고 결혼

해서 성별분업 속에 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위에

마음을 열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지향하고 젠더평등을

184) 방민호, 위의 글, 478면.
185) 김세준, 「자유계약을 통한 가족이데올로기의 재구성-손창섭 장편소설 삼부녀를
대상으로」, 『인문연구』 7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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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가족이다. 원해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젠더평등이나 특

별한 관계가 깨어지면 헤어질 수 있는 관계이다.186)

『삼부녀』187)는 중년의 주인공인 인구씨는 전처인 영실과 이혼한 후

자신의 두 딸과 함께 사는 인물이다. 두 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

경유가 어머니가 사돈과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게 된

후 각자만의 행보를 취한다. 특히 첫째 딸 보경은 자신이 어머니의 사생

아라는 것 또한 알게 된다.

이혼의 이유가 성격상의 불일치라는 것은 집안의 체모를 생각하고 아이

들에게 이중의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한 표면적 구실에 불과한 것이다. 사

실은 여자 쪽에 추잡한 남자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어쩌다 깜박

실수를 했다든가, 남남 사이에 저지른 일도 아니었다. 친동생의 남편과 상

습적으로 여관이나 호텔을 출입할 정도였다.188)(28면)

보경은 스스로를 부정한 피라고 여기며 어머니가 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며 자유 연애를 하기 시작한다. 반면 둘째인 보연은 모든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기존의 집을 나온 후 지속적으로 종교에 기대게 된다.

인구씨는 친구들의 권유로 대학생 매춘부 안경희를 만나게 되고 다방

레지로 일하는 친구의 딸 경미와 함께 지내게 된다. 안경희는 자신과 조

건만남을 하는 인구씨에게 아래와 같은 계약 조건을 요구한다.

미스 안 계약 조건

①교제 기간

186) 다시 말해 남녀가 각각 개인으로서 인정되고 존중되는 가족이다 반대로 2차 근대
성의 가족은 1) 합류적 사랑에 기반하고, 2) 젠더평등으로 특징되며, 3) 이성애 관계
만을 가정하지 않고, 4) 같은 민족의 사람을 가정하지 않는다. 2차 근대성의 가족은
‘결혼 이혼 연쇄’, ‘부부 연속’, ‘다부모 가족’, ‘짜집기 가족’, ‘선택적 가족 관계’ 등으
로 특징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에서 ‘스스로를 위한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심영희, 「‘21세기형 공동체 가족’ 모델이 모색과 지원방안-2차 근대성과
개인화 이론의 관점에서」, 『아시아여성연구』 50,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
소, 2011, 25면.

187) 문성국, 「손창섭 장편 소설에 나타난 인간관계 연구」,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2012
참조.

188) 손창섭, 『삼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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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데이트 횟수와 장소

③외면상의 호칭과 태도

④연락 방법

⑤그 밖의 주의사항(위의 글, 41면)

안경희와의 관계처럼 인구씨는 계약관계로서 공동체를 구상하게 된다.

『삼부녀』는 『인간교실』처럼 이처럼 혈육주의로 점철된 한국의 가족

형태를 해산시키고 재조립한다. 다만 『인간교실』이 시도에 불과했다

면 『삼부녀』는 일시적으로 재조립에 성공한다. 『삼부녀』의 가족 형

태는 처음에 비정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독자는 이를 기이하게 받아

들일 수 있지만 이는 혁신적인 가족 형태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독자의

기이함은 당연한 것으로 손창섭이 의도한 일종의 변동, 교란으로 일종의

충격요법이다. 독자는 가족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

황에 처한다.

본시부터 그는 가정의 구성단위를 부부에 두고 있었다. 한 가정의 기본

이 되는 기간요원은 부부뿐이다. 부부 이외의 가족, 즉 부모든 형제든 심

지어는 자녀까지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준 요원으로서의 임시가

족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결혼하고 나면, 아니 결혼 이전이라도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와 한집에 살아선 안 되는 것이다. 다만 부모로서

는 자녀가 대학을 나올 때까지 혹은 만 이십 세 이상이 되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이다.(위의 글, 138-139

면)

그렇다고 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작용시킬 만큼 인구 씨의 인격과

덕망이 고매한 것도 못 된다. 한편 어버이의 권위와 의사에 맹종할 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딸들은 이미 어리지 않다. 그러니 결국 무리

한 견제와 부조화에서 오는 애정적 혹은 감상적 피해를 막고, 각자의 세

계를 추구 확립하기 위해서도 결연히 해산해버리는 편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으로만 인구 씨에게는 생각되었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집에 모여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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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것은 단지 오랜 습관과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인 것

뿐이다. 모여 사는 것이 불편 불리할 때는 헤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만 헤어져 살지라도 그럴 필요가 있을 때까지는 부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위의 글, 149-150면)

인구씨는 가정의 기본을 계약관계인 부부라고 보며 직계혈통가족은 가

정이란 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본다. 직계혈통가족과의 거주는 일

시적이라며 『인간교실』에서 보여준 혈연주의 해체를 더욱 본격적으로

서술한다. 동일한 목적과 합의가 없다면 피를 공유했을지라도 이는 성립

할 수 없는 가족 공동체이다. 직계혈통가족과의 거주는 일시적이라며

『인간교실』에서 보여준 혈연주의 해체를 더욱 본격적으로 서술한다.

동일한 목적과 합의가 없다면 피를 공유했을지라도 이는 성립할 수 없

는 가족 공동체이다. 혈연주의를 이용해 국가민족주의를 강화시키고자

했던 당대 정권의 불필요성을 인구씨는 짚어낸다. 강요된 국가민족주의

로 인해 시민들은 개인을 희생시키고 있었다. 박찬승은 국가주의의 극단

적 형태로 ‘국가지상주의’ 혹은 ‘초국가주의’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개인

의 권리는 거의 무시하고, 개인의 존재는 국가 안에서만 인정하며 개인

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서만 파악”하는 사상이

라고 규정한다. 그는 중일전쟁 이후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박정희

시대에 그러한 초국가주의가 출현했다고 지적한다.189)

“삼부녀의 이질적인 요소가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서 과연 완전히 융합

할 수 있을까? 헤어진 아내가 되돌아온다면 그것이 가능할까?” 그는 자

신을 희생하면서 이혼한 아내와 부부로서 재결합했을 때의 가족을 진정

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지 고심한다. 이 고심을 통해 그는 직계혈통뿐

만 아니라 부부도 가정의 기본 단위가 아님을 파악한다. 그는 자신만의

가족 제도를 만들고자 하고 그의 의아한 불완전한 가족의 모습은 가부

장제의 해체 및 평등 지향한다.

189) 박찬승, 20세기 한국 국가주의의 기원 , 한국사연구 117, 한국사연구회, 2002,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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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친부녀 사이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고, 아끼

며 화목하게 같이 산다. 1970년 2월 25일 강인구 안경희 김경미.(위의 글,

214면)

남남끼리 맺어지는 가족적 유대감이란, 혈육 간과는 다른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리하여 그들 계약가족의 새로운 출발은 시작

된 것이다.(위의 글, 215면)

경희는 술집 작부인 경미를 보며 “정말 우리가 데리고 같이 살아야겠

어요. 상처받은 인간들끼리.”190)라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이

는 본질적으로 혈연주의가 아닌 계약에서 출발한 정서주의191)에 의거한

다. 인구씨는 보경, 보연이라는 실제 자녀 대신 계약이란 관습적인 맥락

에서 경희와 경미와 근대의 가족을 탄생시킨다. ‘혈연의 공유’와 ‘공동의

거주’를 두 축으로 해서 성립되192)는 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은 일부일처

제 또한 부정하면서 가부장제로 점철된 사회를 부정한다. 인구씨는 “남

남끼리 맺어지는 가족적 유대감이란, 혈육 간과는 다른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리하여 그들 계약가족의 새로운 출발은 시

작된 것이다.”193)라며 유대감이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류(同類)”라는 같은 무리끼리 함께 거주 및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에 가깝다는 것을 새로운 공동체로 표현한다.

과거의 폴리가미(polygamy)관습은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 일처다부제

(一妻多夫制)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섹슈얼리티와 개인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폴리아모리와 차이점을 보인다. 폴리가미를 행

했던 과거 시대는 남성과 여성이 수적 불균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폴

리가미형태를 이루었던 반면 폴리아모리는 사회적 규범과 전통에 벗어

나있는 관계이다. 폴리아모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 차별 없이

190) 손창섭, 위의 글, 197면.
191) 공종구, 「≪삼부녀≫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가족주의」, 『현대소설연
구』 5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23면.

192) 다이애너 기틴스, 위의 글, 25면.
193) 손창섭, 위의 글,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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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관계, 즉 민주화를 기반으로 한 친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인데, 일부일처제와는 달리 여성을 남성의 성적 도구나 일종의 재산으

로 여기지 않는다.194)

『삼부녀』가 제시하는 가족 형태는 분명 한정적이며 일부다처제라는

구시대의 답습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인구/경희/경

미 계약 공동체는 혈육이 아닌 ‘자유’를 확보한 집단의 재구성이며 기존

가족이데올로기가 지닌 한계를 지우기도 한다. 문제는 인구가 경희/경미

에게 일부분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어 계약 주체 간의 동등성을 저해한

다는 점, 경미에겐 인구가 아버지와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완

연히 새로운 공동체가 아닌 형틀만 변주된 기존 가족으로 인식될 수 있

다는 것이다.195)

위의 비판에서 간과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서로를 명백히 ‘타인’

으로 인식한다는 것으로 달리 말해 대가 없는 의무를 기대하지 않으며

쌍방의 합의 아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또한 교차성의 입장에서 봤

을 때, 그들은 복수의 정체성 구조와 범주들이 제도화된 실천과 일상의

경험을 구성하는 데 함께 작용하며, 각각이 미치는 영향이 고루 고려될

때 주체의 자기 인식과 사회적 경험의 구성에 대한 분석이 적절하게 이

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 부응하는 이론적 자원이라는 것이다.

딱딱한 아버지의 권위나 체면 따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게 좋았다.

부녀간의 높다란 담 같은 것이 없는 것이다.

필요하면 아버지와 딸처럼 굴 수도 있지만 먼저는 그냥 남녀요, 친구요,

애인이었다.

그런 만큼 과도의 책임감, 의무감, 그리고 도덕적인 부담감 같은 것이 강

요되지 않았다. 서로 계약 내용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위의 글, 249면)

일종의 경제적 부담처럼 보이는 구도도 그들이 이미 계약상으로 처분

한 부분이다. 그들은 ‘남자’, ‘여자’ 혹은 ‘애인’이라는 위치 혹은 관계에

194) 한소은, 「영화 속 폴리아모리(Polyamory)의 양상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5, 6면.

195) 김세준, 위의 글, 200-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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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던 의무들을 걷어낸다. 기존의 공동체는 일시적

으로 남기고 축적되는 일 없이 사라지는 증여를 통해서 유지됐다. 그런

데 여성은 공동체를 한 곳에 정착시켜 버리고 남성들 간의 평등을 깨고

위계를 발생시키는 위험한 ‘물건’이다. ‘물건’인 여성은 공동체에서 배제

당했다.196) 그러나 이들은 계약서에 명시한 만큼의 의무만 이행하면 되

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얻는다. 서로 합의한 약속에 동등하게 연루된 ‘계

약주체’로 존재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한 거리를 유지 한다.197) 서로는 이기를 중심으로 합리적

이고 그들의 도덕에 맞는 공동체를 생성한다.

이들은 이성애와 동성애, 양성애, 혈연관계 구분 없이 성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이끌리는 데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 때문

에 폴리아모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폴리아모리를

일종의 점잖은 간통으로 생각하거나 다자간의 성적인 행위, 즉 집단섹스

에만 관심을 가지고 성적인 행위만을 행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처음

동성애가 사회에 등장했을 때도 사회는 정신적 질환으로 간주하며 비판

적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동성애를 포함한 폴리아모리는

성적인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육체적인 만족만을 지향하기보다는 정신

적 친밀감과 유대감을 교환하며 존중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파트너간의

배려가 강조된다.198)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첫째, 공동체주의의 전략은 가치, 사회적

유대, 책임, 의무 등과 같은 사회적 규제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엄격한 자유주의의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공동체주의적 사고는 공공영역에서 시민사회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

는 수사학을 제공하며, 자유주의적 경쟁에 있어서 공공의 지지를 확보하

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적 논거는 소위 ‘진보적경쟁력’(progressive

competitiveness)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고숙련 전략에 기초한 경제의

현대화를 제안한다.199) 다시 말해, 계약 공동체는 자유주의에서 개인 대

196) 권김현영,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교양인, 2017, 175면.
197) 정보람, 위의 글, 433면.
198) 한소은, 위의 글,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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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집단 단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부터 점차 발전했다. 초기 모델에서는

자유주의는 집단으로써 공동체의 효율적 관리를 담당했지만 세계화와

더불어 점차 경계가 허물어지는 초국가적 상황에서는 공동체가 역으로

자유주의를 자체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삼부녀』에서 주인공 강인구는 자신의 딸 보경, 보연과 함께 사는 삼

부녀에서 혈육이 아닌 경희, 경미와 계약 가족을 맺어 새 공동체를 제안

한다. 결말 부분에서 요부형 인물인 전 아내 영실이 새롭게 결혼을 한다

는 사건이 느닷없이 등장한다. 자신의 혈육과 전처에게 그는 새 공동체

를 긍정 받으며 기존 가족, 혈연주의에의 긍정은 새 공동체의 기존 이데

올로기 대체 기회를 모색한다. 영실의 재혼은 기성 규범을 상징하며 새

공동체와의 대조를 통해 그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새 공동체가 기존 질

서로부터 긍정됐다는 점은 새 공동체가 기성 체계로의 편입 가능성을

보인다. 새 공동체가 외양만 바뀐 가족, 혈연주의의 권력 구조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극적 사건의 등장은 개연성을 파괴해 기대지평을 붕괴시키게

된다.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반전적 결말은 가치체계를 전도시켜 아이러

니의 효과를 증폭시킨다. 진리라 믿었던 것은 전복되는 아이러니가 발생

하고 이는 현실에 게시되며 기성 관념을 풍자한다. 인물, 상황의 이중성

과 다중성은 하나로 귀결할 수 없는 사회를 상징하며 수사학적 효과에

서 머무는 것이 아닌 심층적 접근을 통해 함축된 사회 진실을 인지하고

자 한다. 텅 빈 기표를 제시하면서 의도적으로 알레고리 기법을 사용하

는 것도 동일하다.

웨인 부스는 아이러니는 작가의 의도로부터 발생한다고 언급한다. 손창

섭은 아이러니 기법을 결말에 사용함으로써 시대적 폭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인물과 독자의 반성적 인식을 가능케 한다. 특히 어떤 방식으

로든 사회 패배를 극복할 수 없는 아이러니는 시대적 비판과 풍자와 함

께 더욱 그 효과가 부각된다.

부모 자녀 단위를 다른 단위 사람들과 구별하는 단어가 없는 사회도

199) 임운택, 「신자유주의와 공동체이론의 절충으로서 제 3의 길」, 『한국사회학』 40,
2006,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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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공간적 경계가 없는 ‘가족’도 있다.200) 생물학적이거나 혈연, 혼인

으로만 구성된 집단이 아닌 가족도 대부분이며 세계의 모든 결혼의 단

지 10%만이 일부일처제 결혼이라고 추정된다.201)

요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퇴색한 구호를 외는 사람이 있지만, 개개

인의 독자적인 개성과 인격이 존중되고 우선하는 현금에 있어서는, 도리

어 뜻은 피보다 진해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같은 핏줄의 부

자나 형제간일지라도 뜻이 다르면 서로 원수가 되어야 하는 반면에, 비록

연고 없는 남남끼리라도 뜻이 같으면 생사를 더불어 할 수 있는 공동운명

체로 결속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인 것이다.

그것은 주의 사상의 이동(異同), 이해관계의 격차, 애정상의 갈등에서 현

저히 나타나고 있다. 뜻이 맞지 않으면 서로 이반하고 절연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대인은 단순한 혈육지정이나 인습적인 제도로만 묶어놓기

에는 너무나 자아의식이 강한 존재들인 것이다. 이들의 유대와 결속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강렬한 공감과 공명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

이란 특히 현대인이란 결국 뜻이 다르면 헤어지는 수밖에 없고, 뜻이 같

으면 저절로 뭉쳐지게 마련인 것이다.(위의 글, 216-217면)

한국의 개인화는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로 특징된다고 할 수 있다. 서

구와 같은 ‘결혼 이혼 연쇄’, ‘부부 연속’, ‘다부모 가족’, ‘짜집기 가족’,

‘선택적 가족 관계’로 가기보다는 공동체 지향적이고 정의적, 가족 지향

적인 경향이 보인다. 이를 잘 지원한다면 개인화의 추세 속에서도 안정

적인 가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21세기형 공동체 가족’은 ‘가

족공동체’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가족공동체는 1차 근대시기 가족의

특징으로서 개인보다 가족전체의 이해가 우선시 되는 가족이다. 반면

‘공동체 가족’은 개인이 모여 평등한 가족을 이루되 언제든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개인적인 성향보다 공동체적 성향이 더욱 강한 가족을 가리킨

다. 가족이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이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이다.

200) 한국여성연구회, 『여성학 강의:한국 여성 현실의 이해』, 동녘, 1994, 46면.
201) 다이애너 기틴스, 위의 글,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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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본 가족 제도에 있어서 이에(家)와 매우 유사하다. 우에노 지

즈코(上野千鶴子)는 “이에(家)가 명치민법의 제정에 의한 명치정부의 발

명품”이라고 하면서 “‘이에(家)’제도는 조금도 전통적이거나 봉건제도의

유물이 아니라 근대화가 재편성한 가족, 다시 말해서 근대 가족의 일본

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의미에서 ‘이에(家)’는 근대

형성기에 있어서 역사=사회적인 구축물임을 증명할 수가 있다. ‘이에

(家)’는 그런 의미에서 일본판 근대 가족임에 틀림없으며 부부 가족제의

모습을 취한 근대 가부장제를 확립시킨 것 이었다”고 주장한다.202)

또한 야마다 마사히로도 ‘이에(家)는 근대 가족’설을 다음과 같이 주장

하고 있다.203) 명치시대에 정부의 주도로 이에(家)제도가 형성되면서 생

활을 책임단위가 상부로부터 강제적으로 강요되었다. 이에(家)제도야말

로 전 근대사회의 유물이 아니라 일본적인 근대 가족의 하나라고 생각

된다. 가족 속에 인격이나 애정을 내포시키고 가족에게 재생산책임을 지

게 함으로써 자본주의적인 생산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

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명치정부는 정서적인 만족대신에 ‘이에

(家)이데올로기’를 두고 ‘이에(家)’속에 생활의 책임단위를 고정화시킨 것

이다.204)

순간 택시에서 내리는 인구 씨와 구부인 영실의 시선이 마주쳤다. 영실

은 일시 놀라는 눈치더니 이내 자랑스럽게 웃었다. 웃는 얼굴대로 영실

은 떠나가버렸다.

“고마워요, 아빠.”

보경이 다가와서 반가워해주었다. 보연의 모습은 아무 데도 보이지 않

았다. 인구 씨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거리며, 보경이와 경희와 경미를 향

해 활짝 웃었다.(위의 글, 240-241면)

『삼부녀』의 결말에서 혈연을 떠난 새로운 공동체는 이처럼 사회적

202) 우에노 치즈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203) 박동석, 「일본의 가족 형태에 대한 연구사적 규명」, 『일본문화연구』 53, 동아시
아일본학회, 2015, 151면.

204) 박동석, 위의 글, 151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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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받는다. 목적에 따른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허황되고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한 단계라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하에 교육을 받았으며 일본 유학을 거친 월북 작가라는 이

방인적 정체성은 손창섭을 자연스레 국가의 경계선에 위치시킨다. 이를

강유진205)은 재류외인이라 칭하며 어느 곳에 속할 수 없던 손창섭의 지

위를 다시 확인한다. 재류외인이라 사회와의 거리감은 손창섭이 한국 사

회를 끊임없이 객관화시켜 응시하게 만든다.

방민호206)는 손창섭이 견유학파적 시각으로 현실을 세계시민주의

(Cosmopolitan)로 바라본다고 논평한다. 즉 그가 국가, 가족, 성별이란

경계를 넘어서 세계시민의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인위적으로 구성된 시민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거부하고 국가를 부정,

국가 이전의 본래를 추구한다. 정치 공동체는 그들에게 해체될 곳이고

이는 범국가적 형태로 국가를 넘어선 세계시민주의를 취한다. 요컨대 손

창섭의 공동체는 가족 이후의 가족, 이상의 바라보고 있었다.

분명 『삼부녀』의 가족 형태가 완전하지도 않으며 한국 가족 제도를

붕괴시키지도 않지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한 인구를 제시하면

서 그것이 과연 존속되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닌 그

는 답을 던지면서 반복적으로 한국 사회에 각성을 요구한다. 혈연에 의

거한 20세기의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존속될 수 없으며 이는 가족공동체

를 뛰어넘는 21세기형 공동체 가족의 형태이다. 서로의 이익을 최선이

라 생각하는 바탕에는 개인의 주체성이 지반이다. 가족의 재구성을 넘어

서는 개인 중심의 집단은 『삼부녀』가 제의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초이

다.

우에노 치즈코는 “가족사 연구들이 발견해 낸 ‘역사적 기술(記述) 개념’

이지 ‘규범 개념’이 아니다.”207)라며 가족 제도의 근본을 짚는다. 가족은

생산을 위한 공동체적 발현으로 그것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시작해 성애,

재생산(육아) 등과 같이 부르주아 계급의 제도적 산물이 된다.208) 본래

205) 강유진, 위의 글, 162면.
206) 방민호, 『서울문학기행』, 297면.
207) 우에노 치즈코, 『근대가족의 성립과 종언』, 당대, 20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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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시대의 가족 형태는 모계제 사회의 혈연주의에 기반 했으며 사적

소유가 시작되면서부터 노동 분업의 소유권을 지닌 남성에게 상속권의

변화가 생긴다. 이에 따라 모권제는 폐기됐으며 성애는 (일부)제외된 경

제권으로서의 일부일처제가 탄생한다. 이처럼 가족 제도는 하나의 규범

계념임으로 가족이 될 수 있는 관계들은 보편적이다.

가족(the family)과 같은 것은 없다. 오로지 가족들(families)이 있을 뿐

이다. 더욱이 버크너와 하레븐의 연구는 어떠한 한 유형의 가족도 시간

이 흐르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유형들’로 바뀐다는 사실을 분명

히 보여주었다.209) 산업 시대에 요구됐던 일부일처제 핵가족210)과 다른

공동거주, 성애적·감정적 결속 등의 일부 형태도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

러한 것들이 취할 수 있는 형태들은 무한히 가변적이고 그리고 용인되

는 만큼이나 변화할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211)으며 이는 변증법적으로

미래적 새로운 가족 형태가 될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손창섭 1960년대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젠더가 정치·사회

적 맥락과 접합해 발생시키는 이데올로기를 확인하고자 한다. 통속성으

로만 폄하됐던 연애 서사와 성적 소재들은 젠더를 경유하면서 텍스트

내면에 파편적으로 위치한 이데올로기를 총체화 시킨다. 기호화된 젠더

개념은 고정되지 않고 꾸준히 탈경계화 되는 생동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당대 정권의 국가주의와 같은 1960년대의 정치성은 젠더를 통해 더욱

새롭게 사유될 수 있다.

손창섭 1960년대 장편소설 연구는 연애 서사와 성적 소재가 당대 풍습

을 보여주거나 여성의 욕망 해방을 드러낸다는 부분에서 작품의 의의를

208) 프레드릭 엥겔스, 위의 글, 참조.
209) 다이애너 기틴스, 『가족은 없다』, 일신사, 1997, 22면.
210) 1750년대 이후 빠른 인구성장과 도시화, 자본주의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족형태는 이른바 산업사회의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핵가족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이애너 기틴스, 위의 글, 19면.

211) 다이애너 기틴스, 위의 글,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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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왔다. 그러나 성적 소재 자체라는 편협한 개념이 아닌 ‘젠더 정치성’

으로 해당 작품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젠더 정치성은 정해진 상황에

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차이를 생성하는 것이

다. 젠더 정치성은 당시 젠더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도 동시에 그 당

시의 정치적 맥락 자체를 젠더로 포괄시키기도 한다.

흔히 통속 소설로 여겨지는 손창섭 1960년대 장편소설은 연애 서사를

제외하고는 서사적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당시의 연애 풍습과

함께 사회를 담아낸다는 지점에서 당시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작가의 이

데올로기 또한 작품 내에 존재한다. 통속 연애 서사를 보편적인 하나의

장르로 국한시켜 해석의 여지를 제한하지 않고 젠더로 연애를 바라보며

당시 사회망과 정치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젠더는 단순히 소재로 머물지

않고 시대적 무의식과 작가의 이데올로기의 요체가 된다. 때문에 통속적

요소가 지닌 외설성으로 작품과 요소를 가치평가 하지 않는다. 손창섭

1960년대 장편소설의 심층적 구조가 지닌 이데올로기를 직면할 때, 비로

소 총체적인 손창섭 연구 자체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얻게 된다.

2장은 전후 사회에서 이행된 1960년대 사회가 전후사회가 단절된 것이

아니며 유기적임을 밝힌다. 1950년대의 ‘잉여남성’과 달리 1960년대만의

‘잉여남성’이 나타나게 된다. 1960년대의 변화 전개에 남성은 뒤처지고

자연히 복권될 줄 알았던 가장의 위상은 경제권이 여성으로 전이됐기

때문에 미수행적 ‘잉여’가 된다. 반면 국가주의는 남성성을 복권시키고자

농촌부흥운동을 전개하고 남성성/여성성은 다시 이분화 되면서 위계질

서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위계질서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짜 남성

성’이 발생하면서 절대적 남성성의 허위성을 짚어낸다.

3장은 「부부」와 『이성연구』는 부부관계를 알레고리 기법으로 분석

해 박정희 정부를 비판한다. 배우자를 의심하는 공통의 모티프는 박정희

정부가 지향한 복지 정책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

을 통치하기 위한 위선에 불과함을 폭로한다. 박정희 정부가 행한 국가

주의 제도는 주체가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들게 해 자신의 주

체성뿐 아니라 개체성마저 상실하게 한다. 그러나 의심 모티프로 각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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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은 모순된 사회 체제에 균열을 꾀하고자 한다.

4장은 『인간교실』이라는 작품을 통해 한국 가족과 혈연주의를 해체

하고자 하는 시도를 드러낸다. 손창섭이 겪어야만 했던 불평등은 바로

한국의 가족 제도이면서, 부계 중심주의의 혈육주의이다. 단지 혈육이라

는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도외시 돼야 했던 손창섭에게 한국은 가족을

꾸릴 수 없는 곳이었다.

『삼부녀』는 『인간교실』을 뒤이어 새로운 공동체를 실험하는 과정

과 모습을 드러낸다. 가족은 본래 모계제 사회로부터 시작해 경제 구조

의 변화와 함께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부일처제라는 형식을 취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족은 한정적인 형태에 불과하며 현대 가족은

개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계약을 통해 개별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자율적

이고 평등한 계약은 곧 새로운 공동체의 생성이고 『삼부녀』는 혈육으

로 구성된 삼부녀 대신 계약에 의거한 새로운 삼부녀를, 특히 가부장적

이지 않고 평등한 위치에서 새 공동체의 탄생을 보인다. 이는 자본-민

족의 네이션으로 포섭되지 않는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손창섭의 염원이

었다.

손창섭의 1960년대 작품들은 풍속 소묘에 그치지 않으며 박정희 정권

의 국가주의 체제가 작용하는 사회 메커니즘을 나열한다. 1960년대 박

정희 정권을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 손창섭은 통속소설

내부에 알레고리를 배치함으로써 비판을 가한다. 손창섭 1960년대 장편

소설은 1950년대의 전후 소설의 실존주의와 1970년대 역사소설의 자기

정체성 찾기와 같은 맥락과 동일한 무게를 지니고 있다. 이를 다각적으

로 고려할 때 손창섭 소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동시대에서는 어떤 젠더 정체성 정치를 할 것인가, 혹은

젠더 정체성 정치로써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공동체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위한 지형을 준비할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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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al signific

ance focused on reversal of gender aspect in novels of Son Chang-s

eop in the 1960s. The reason why reversal gender aspect is importan

t in the 1960s novel is because it is Son’s political uttering and expr

ession of his time. The works of the 1950’s which have been created

by Son Chang-seop, “post-war writer”, have formed his own world

by presenting pathological characters and scenes from post-war socie

ty. On the contrary, Sohn Chang-seop's 1960s novels have not been

properly valued, as they have been generally considered to be no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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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more than popular novels until now. Most of studies, in particular,

have judged Son Chang-seop as a writer unrelated to the ideology of

the time. Son Chang-seop, however, looked at politics and society in

the 1960’s based on gender and, further, reveal human unconsciousn

ess.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is as a concept ‘gender politicity’.

‘Gender Politicity’ is a concept including that the basic concept of a

gender of social sex and a realistic political ideology. In the 1960s,

when Son actively working on his work, he was an dictatorship, and

many literatures resisted undemocratic authority. Just as literature ac

tively brought a political ideology existed, so does literature that emb

odied it. The abnormal and unconsolidated relationships between man

-woman relationship, such as the disturbance and discord of the gen

ders in his works of Son Chang-seop of the time, inflicht political cr

acks on the family form under the passive and stagnant, patriarchal

and the nationalistic social system. Gender politicity thus creates an i

nfinite difference in reality, and historically reveals conflicts between

the male and the female in power and hierarchy as well as realignin

g male and female. At the same time, it allows gender to visualize t

he unconscious and non-visual political area. In dealing with Gender

as a subject in his work, established male writers focused mostly on

the identity of Gender and often followed the ideology of Gender. On

the other hand, Sohn Chang-sub scrutinized Gender politics by confir

ming his subversive Gender position. Leaving the pure/participatory d

ebate, which was the talk of literature at the time, he approached the

public through the concept of gender policity. In other words, rereadi

ng Son's 1960s novel, it is also possible to identify his work and his

writer's ability and significance.

Based of discussion of gender polic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a

n overall theme in novels of Son Chang-seop in the 1960s and th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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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lopment of each individual piece. Chapter 2 of this study discusse

s ‘Superfluous male’ who lost his masculinity and the masculinity of

nationalism which wanted to re-male it in the 1960s. The 1960s, con

sidered the beginning of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were not

hing but ruins that seemed impossible to be rebuilt as an extension

of the postwar society of the 1950s. The gender location, which was

reorganized after the Korean War, was deepening. At home and in th

e country, men did not demand men as they had before, and naturall

y men became surplus enough to be needed. The main characters of

the 1950s short story "Superfluous person" and 1960s feature novel "

The Wall of the popularity" are the same names as Chun Bong-woo.

This setting specifies the reversal of gender ‘Surplus male’ in the 19

60s. ‘Surplus male’ relies on women of their time materially and spiri

tually because they are relatively deficient compared to women. Ther

efore, ‘Surplus male’ avoids marriage because he cannot perform mas

culinity in his family and society. No matter how actively a woman

pushes to marry a man, a man only repeatedly avoids marriage beca

use he cannot face his own overturned masculinity. Cha Sung-chul, t

he main character of "As time goes by" feels uneasy when Jin-sook,

who harbored affection, wants a direct expression of affection for hi

m. Regardless of the nationalism of the time, which sought to rebuild

the 1960s, seeks to reassign the reversed gender to power.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ants to consolidate national power by na

ming men and subordinate women to the family in order to rebuild t

he nation. However, artificial repositioning of the genders rather dicta

tes the absence of men, revealing the illusion of nationalism. "All of

a woman", "The Meaning of a marriage" requires attention in that it

sharply criticizes deployment/replacement, production/reproduction thro

ugh pregnancy/birth after marriage.



- 116 -

Chapter 3 seeks to shed light on the fallacy of a male who has stat

e power through an allegoryized reverse gender position. Because of

the indecent portrayal of private marital relationships, "A married cou

ple" and "The opposite sex studies" have not been recognized for the

ir potential to read with allegory. However, interpreting the narrative

based on abnormal marital relationships that "A married couple" and

"The opposite sex studies" have in common can reveal new literary

significance for each work. "A married couple" and "The opposite se

x studies" have the same motif: reversed gentile position of female d

ominance, delusional jealousy of wife/husband, artificial/intentional, ad

ult male character, the opacity of spouse's profession, and philanthro

py. These motifs can be seen as referring to the obedience and sacri

fice of the people, which were forced to justify nationalism that led t

o modernization projects in the 1960s. Doubtful figures constantly cas

t doubt on the order of the dictatorship, which appears to be sound

on the surface of the people's conformity. They express political resi

stance to the oppressed Park Chung-hee regime by changing and rec

ombining the gentile role. As such, Sohn wants to block any attempt

by nationalism to return to the patriarchal system while taking away

the indictment of the dictatorial regime.

Chapter 4 depicts an attempt to dissolve the patriarchal family form

and combine a new community through the reverse gender position.

"Human classroom," "The Three Father and Daughter" have been cri

ticized for their promiscuous and abnormal gender aspect. Sohn Chan

g-sub, however, doubts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in Korean soci

ety, which has been standardized by the irony of deformed relationsh

ips between men and women. He seeks to break away from the bloo

d-linkedism of Korean society by raising fundamental problems in "H

uman classroom" and "The Three Father and Daughter" The de-pa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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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al male figures lead to reject the objectification of female figures

and abrogates authoritarianism. This will dismantle the paternal famil

y system and make attempts to combine the new contract communit

y. In the process, the female character is reborn as a subject, formin

g a contract community based on her own needs, not on the existing

family form. In particular, the contract community will maintain Gend

er equality because it follows the contractual provisions agreed upon

by all. Son Chang-seop invokes an alternative contract community ac

ross the political and social gentler inequalities that the state has for

med.

Keywords: Son Chang-seop, 1960’s, gender policity, Superfluous

men, replacement, masculinity, nationalism, The man-woman rel

ationship, community, de-patriarch, family system,

Student ID: 2017-29645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제 2 절 연구의 시각 
	제 2 장 1960년대 잉여남성과 재남성화 
	제 1 절 잉여남성과 실패하는 결혼 
	제 2 절 가짜 남성성과 도외시된 임신/출산 
	제 3 장 국가주의 남성성의 허구성과 알레고리 
	제 1 절 <부부>의 신화적 인물 분해 
	제 2 절 <이성 연구>의 간척 사업과 패러독스 
	제 4 장 역전적 젠더정치로서의 대안적 가족 형태 
	제 1 절 <인간교실>의 혈연주의 탈화 시도 
	제 2 절 <삼부녀>의 변화하는 공동체의 가시화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8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의 시각  10
제 2 장 1960년대 잉여남성과 재남성화  19
제 1 절 잉여남성과 실패하는 결혼  20
제 2 절 가짜 남성성과 도외시된 임신/출산  30
제 3 장 국가주의 남성성의 허구성과 알레고리  42
제 1 절 <부부>의 신화적 인물 분해  42
제 2 절 <이성 연구>의 간척 사업과 패러독스  55
제 4 장 역전적 젠더정치로서의 대안적 가족 형태  75
제 1 절 <인간교실>의 혈연주의 탈화 시도  75
제 2 절 <삼부녀>의 변화하는 공동체의 가시화  89
제 5 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3
Abstract  113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