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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현대문학은 기독교와의 영향관계 속에서 형성 및 전개되어 왔다. 

근대문학의 태동기에서부터 한글문학 문화의 보급과 더불어 다소 이질적

인 사상체계의 유입 및 융화 등, 형식과 내용 면에서 기독교가 한국 현

대문학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단순히 기독교적 소재 및 

사상을 그대로 차용한 것 외에,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사색과 숙고의 

결과를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화하고 있는 문학 작품들이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 이 점에서 주의 깊게 볼 만한 작가가 장용학이다.

장용학의 소설들은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 사상 중 하나인 ‘죄’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본고는 장용학의 소설의 주제를 ‘죄’와 ‘속죄’, 즉 

인간에게 내재한 ‘죄’란 무엇이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에 대한 해답으로 보고자 한다. 장용학에게 있어 죄와 속죄에 대한 문

제제기는 인간의 본성과 구원에 대한 형이상학적 탐구임과 동시에 그가 

위치해 있던 전후세대의 역사의식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장용학의 ‘죄’에 대한 해석 및 ‘속죄’의 방법 제시는 그의 작품 인생 

전체에 걸쳐 변화한다. 그 변화의 방향은 죄를 점차 타인의 것이 아닌 

자기의 것으로 인식하는 ‘자기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실제적·역

사적 삶 속에서 죄를 찾고자 하는 ‘역사화’의 과정을 거친다. 장용학의 

죄·속죄관의 변화에 따른 소설의 전개를 ‘초기-중기-후기’의 3단계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 중 그의 최종적인 죄·속죄관을 보여주는 후기의 

속죄관은 함석헌의 ‘자속(自贖) 신앙’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 ‘자속’은 정

통 기독교의 속죄관인 ‘대속(代贖)’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속죄제물을 통

한 대리적 속죄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삼아 피를 흘리는 자발적 

속죄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장용학

의 소설에 나타나는 자속은 종교 사상적 개념일 뿐 아니라, ‘실존주의’, 

‘화전민 의식’과 대결할 수 있는 역사철학적 개념인 ‘역사적 자속’으로 

확장될 수 있다.

우선, 장용학의 초기 소설들은 죄를 외부적 상황에 의해 억울하게 떠



밀려 받은 것으로 그려낸다. 이때의 죄는 아직 역사적 상황과 결부되지 

않은 것으로, 역사 바깥의 보편적 세계에서의 죄의 문제 해결이라는 다

소 형이상학적인 논의를 시도한다. 초기 소설들은 인물들은 타인의 죽음

을 통한 ‘대속’의 속죄제의를 수행함으로써 속죄를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그 실패의 원인으로 작가가 지목하는 것은 타인을 희

생양으로 삼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실격이라는 것, 그리고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이 대속의 시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나아가 중기 소설들은 죄를 규정된 관념으로 보며, 신적인 규율에 순

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는 것이 세계사의 전개 및 파탄의 원인

이었다고 말한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죄로 인식

하여 토해내려 했을 때부터 죄로 규정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용학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원죄의 시점 즉 ‘에덴’으로 돌아가,  

원죄의 원인인 규율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원죄를 소멸시키는 것을 새

로운 속죄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는 곧 외부에서 규정되는 규준이 아

닌 인간 스스로가 규준이 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설적인 방법일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장용학의 최종적인 도달점인 후기 소설들에서는 죄를 혈통을 따라 유

전되는 것으로 인식하며, 자신이 짓지 않은 조상의 죄까지도 피를 통해 

자신에게 내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시기 장용학은 본격적으로 자신

의 죄관을 역사화하여 자기가 위치해 있는 전후세대의 문제 상황에 적용

한다. 즉 한국 사회 및 작가 자신에게 남아있는 일제 식민지배의 흔적과 

혼종성을 일종의 역사적 원죄로 인식한 것이다. 이를 속죄하기 위한 방

법으로 죄의 당사자 스스로가 죄를 책임지고 죽는 ‘자속’을 제시한다. 후

기 소설들은 한일 혼혈을 비롯한 혈통의 죄를 책임지고 스스로 죽는 인

물들을 반복적으로 그리는데, 이때의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 아닌 죄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작가가 ‘이

중 언어 세대’라는 그의 위치의 죄성(罪性)까지도 인식하고 이를 책임지

고 극복하고자 했음도 볼 수 있다.

장용학은 평생에 걸쳐 자기 내면의 죄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갔다. 이는 기독교적인 죄 인식과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자기 나름의 재해석을 가하고 있어 흥미롭다. 특히 그의 

죄관은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 한국 그리고 전후세대의 역사적 상

황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최종적으로 장용학은 형이상학적 그리

고 역사적인 자신의 죄의식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무시해버리지 않고, 

이를 분명히 직시하고 안고 감으로써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어: 장용학, 자속, 죄, 속죄, 기독교, 함석헌, 알레고리, 유형론

학번: 2018-2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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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한국 현대문학사는 기독교와의 연관 속에서 발생-성장하여 왔다. 한

국 현대문학 속에서 기독교는 무시할 수 없는 뚜렷한 하나의 문화 현상

이었다. 그러나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주제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종교라는 주제만큼은 다소 터부시되어 온 듯 보인

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에서부터 이광수의 「사랑」, 김동인과 전영택

의 여러 소설들, 김동리 「무녀도」, 「사반의 십자가」와 황순원 「움직이는 

성」, 나아가 이승우, 이문열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한국 현대소설의 한 

줄기를 이루는 주요한 사상적 바탕이자 모티프였다. 이들 작품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무엇이며, 이들 작품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함의

를 가지고 형상화되었으며 또한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근·현대문학은 그 발생기부터 기독교와 밀접한 영향을 맺으며 

발전해왔다. 한국 근대문학의 태동기인 19세기 말은 한글 성경과 찬송가 

등이 보급되며 일반 민중이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하기 시작한 시기

였다. 기독교의 수용은 한국 근대문학의 형식과 내용 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성경의 한국어 번역은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에 기여한 큰 

요인 중 하나였다. 한국어성경의 보급은 문맹 퇴치에도 상당히 기여했으

며, 한문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한글의 지위를 회복시켜 현

대 한글문학의 성립을 가능케 했다. 이에 대해 이광수는 1917년 『청춘』

에 실린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에서 “후일에 조선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그 문학사의 제1혈에는 신구약의 번역이 기록될 것”이라 말한 바 

있는데, 이는 “귀중한 신구약과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되매, 이에 비로소 

한글의 권위가 생기고 또 보급”되어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1)을 하게 되

1) 이광수, 「야소교의 조선에 준 은혜」, 『이광수전집 10』, 삼중당,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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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내용 면에서도 기독교는 다양한 함의를 갖고 한

국 근·현대문학 속에 형상화되어 왔다. 기독교가 그 문화적 기반이었던 

서구문학은 무의식적이고 잠재적인 방식으로 기독교를 다루어왔지만, 기

독교 사상이 처음 유입된 한국 문학은 기존의 사상체계와 ‘이질적인’ 기

독교 사상의 유입에 대한 긍·부정적 대응의 형태로 기독교를 그려냈다. 

때문에 한국 현대소설 작품 속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그 본래적 형태 

외에도 작가 본인의 세계관과 융화되어 재해석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가 많다. 

기독교적 소재 및 사상을 그대로 차용하고 답습한 작품들 외에, 기독

교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숙고하여 이를 작가 자신의 사상체계

로 자기화하고 있는 작품들에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세계관의 재해석에 

대한 탐구는 단지 기독교적 사상과의 영향 관계를 논하는 문화사적인 차

원이나 종교적 의미 부여의 차원이 아닌, 개별 작품의 보다 확장된 해석

을 통하여 한국 현대문학사 전반에 대한 재탐색으로 이어지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유의미하게 볼 만한 작가가 장용학(張龍鶴, 

1921~1999)이다. 

장용학의 소설들은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 사상 중 하나인 ‘죄’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장용학의 소설의 주제를 ‘죄’와 ‘속죄’, 

즉 인간에게 내재한 ‘죄’란 무엇이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보고자 한다. 장용학에게 있어 죄와 속죄에 대한 

문제제기는 인간의 본성과 구원에 대한 형이상학적 탐구임과 동시에 그

가 위치해 있던 전후세대의 역사의식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장용학의 ‘죄’에 대한 해석 및 ‘속죄’의 방법 제시는 그의 작품 인생 

전체에 걸쳐 변화한다. 그 변화의 방향은 죄를 점차 타인의 것이 아닌 

자기의 것으로 인식하는 ‘자기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실제적·역

사적 삶 속에서 죄를 찾고자 하는 ‘역사화’의 과정을 거친다. 즉 죄에 대

한 장용학의 인식이 역사 바깥의 보편적 죄에서부터 한국 근대사에 돌출

되어 나타나는 죄로 변화하며, 그 죄의 책임 소재가 타인에서부터 자신

에게로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이 장용학의 역사 인식을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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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장용학의 죄·속죄관의 변화에 따른 소설의 전

개를 ‘초기-중기-후기’의 3단계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 중 그의 최종

적인 죄·속죄관을 보여주는 후기의 속죄관은 함석헌의 ‘자속(自贖) 신앙’

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 

장용학은 「戱畵」(1949)에서부터 「氷河紀行」(유고작)에 이르기까지 

총 28편의 단편소설과 5편의 중편소설, 4편의 장편소설, 그리고 2편의 

희곡2)을 썼다. 「희화」와 「지동설」(1950) 두 편을 한국 전쟁 이전에 발

표하기는 하였으나 이들 작품은 습작 단계에 머물렀고, 그가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며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전쟁 이후

였다. 또한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요한 詩集」(1955)과 『圓形의 傳說』

(1962)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한국 전쟁과 그 영향을 주요 문제 상황

으로 다뤘으며, 때문에 그의 소설은 한국 전쟁 또는 분단과의 관련성 속

에서 많이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만 장용학을 읽어내는 태도는 연구의 범위를 협소화시켜, 그의 문학세계 

전반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왔다. 장용학은 유고작을 제외한 마지막 

작품인 「何如歌行」이 발표된 1987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작품 활동

을 지속해왔으며, 역사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그 문제 상황들을 적극

적으로 작품화하여 역사적 해답을 찾고자 했다. 이를 보다 더 총체적으

로 관찰하여 장용학 문학 인생 전체를 꿰뚫는 주제를 찾기 위해 본 논문

은 초기 소설(1949~1955), 중기 소설(1955~1968), 후기 소설

(1972~1987)까지의 그의 작품 세계 전반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장용학 문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후세대’3)라는 맥락 위에서 전개

되어 왔다. 이는 장용학이 전후세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로서, 

일견 그 특성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후세대의 

특성이라 함은 “한국어 말살 정책에 의해 일본어를 국어로 알고 성장한 

2) 미발표 유고작을 포함한 전체 작품으로, 국학자료원에서 펴낸 『장용학 문학

전집』의 분류를 따랐다. 단, 「僞史가 보이는 풍경」(1963)은 후에 연재된 

「청동기」(1967~1968)의 1부에 해당하므로 따로 계산하지 않았다.

3) “1920~30년대에 출생하여, 식민지 시기에 초 · 중등교육 혹은 대학교육을 

받고, 한국전쟁을 전후(前後)한 시기에 등단한 문인들”을 가리킨다.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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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로, “한글로 개개인이 사고와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부

딪”혀 “사고와 표현의 괴리를 낳”4)았다는 김현의 평으로 대표될 수 있

다. 김현을 비롯한 4.19세대 이른바 ‘한글세대’의 비평가들은 전후세대 

문인들에 대해, 주로 해방 후에야 한글 및 한국적 현실을 접하기 시작한 

탓에 구체적인 한국의 현실을 탐구할 언어적 기반이 부족했고, 이것이 

결국 서양에서 수입한 ‘실존주의’와 같은 관념만으로 현실을 분석·문학화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저평가한다.

특히 실존주의에의 경도는 전후세대 문학의 주된 특징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다. 미·소 양국의 대리전이라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치러진 한국 

전쟁을 지나오며 전후 한국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세계사의 일원으로 의

미화했으며, 이는 또한 2차 대전 이후 프랑스를 휘감았던 실존주의에 대

한 동지 의식을 가져왔다.5) 이에 따라 전후 문단은 실존주의를 적극 수

용하기 시작했다. ‘실존’의 개념이 한국 지성계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930년대 중반 박종홍에 의해서였지만,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것

은 해방 후 1948년 『신천지』의 ‘실존주의 특집’에 의한 것이었다.6) 다만 

전후세대의 실존주의 수용은 그 철학 사상적 차원보다는 사르트르, 까뮈 

류의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의 양상을 수용한 것에 가까웠다. 이 때문에 

전후세대의 문학은 프랑스 실존주의의 결여형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고

은은 전후세대 작가들의 실존주의 유행은 “명동은 파리 실존주의라는 식

민지였다”고 표현할 만큼 극심한 것이었으며, 그들이 실존주의 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는 미치지 못한 채로 “맹목적인 정열과 전혀 피상적

인 문제 제기주의”로서 실존주의를 향유했다고 맹렬하게 비판한다.7) 김

붕구는 전후 실존주의 문학이 ‘불안’과 ‘허무’에만 경사되어 있음을 비판

하며, 실존주의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인 ‘반항’에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

4) 김현, 「테로리즘의 文學:五十年代文學小考」, 『문학과 지성』 4, 문학과지성사, 

1971년 여름. (한수영, 위의 책, p.52에서 재인용.)

5) 박명진, 「1950년대 전후 희곡에 나타난 실존주의 양상」, 『우리문학연구』 

39, 2013, p.282.

6) 고은, 「어느 실존주의 작가의 체험」, 『장용학 문학전집 7』, 국학자료원, 

2013, p.56.

7) 위의 글,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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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8)   

장용학 또한 사르트르의 「구토」를 읽고 “실존주의(實存主義)문학에서 

배운 눈”으로 「요한 시집」을 집필했다고 밝힌 것9)에 따라 그의 문학을 

‘실존주의’라는 틀 속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다.10) 장용학의 

소설이 실존주의 사상의 충실한 수용과 답습에 불과하다거나, 심지어는 

작가가 실존의식을 잘 이해하지 못해 실존주의적 근대소설의 함량에 미

달한다는 비판11)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용학의 소설을 실존주의로 

읽어낸 연구들의 대부분은 「요한 시집」과 『원형의 전설』 정도를 다루는 

데 그쳤다. 다만 박창원은 「희화」, 「부활미수」 등 기존에 잘 다뤄지지 

않은 작품들을 포함하여 장용학 작품 전반에 실존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고 말한 바 있으나, 엄밀한 논의보다는 언급에 그쳤다. 한편 장용학은 

1980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실존주의(實存主義)를 운위한 적은 한번

도 없”으며 “「싸르트르」보다는 「도스토옙스」를 더 좋아했고, 최근에 와

서는 「톨스토이」에 마음이 끌린다”12)고 말하며 실존주의 사상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실존주의라는 틀에의 정합성으로만 본인의 

작품을 읽지 말아달라는 요구인데, 작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

더라도 유념하여 볼 부분이다. 몇 작품에 대한 실존주의 사상의 영향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상이 작가의 작품 전체에 나타나는 사상적 변

모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8) 김붕구, 「휴머니즘의 再建」, 『자유문학』, 1958년 2월, p.28. (장성규, 「프랑

스 문예사조의 수용과 새로운 전후문학의 기획」, 『한국학연구』 35, 2014, 

p.246에서 재인용.)

9) 장용학, 「實存과 「요한詩集」」, 『장용학 문학전집 6』, 국학자료원, 2013, 

pp.83-85.

10) 박창원, 「장용학 소설 해설」, 『장용학 문학전집 7』; 염무웅, 「實存과 自由-

요한 詩集-」, 『장용학 문학전집 7』; 김정관, 「장용학 초기 소설에 나타난 실

존주의적 인식구조 연구」, 『국제언어문학』 제30호, 2014; 박재한, 「장용학 

소설 연구-실존주의와 탈근대 의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0; 배경열, 「장용학 소설에 나타난 외국문학 영향관계 고찰」, 

『비교문학』 30, 한국비교문학회, 2003; 문홍술, 「양식파괴의 소설사적 의의:

장용학론」, 『관악어문연구』 1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11) 문홍술, 앞의 글, pp.73-74.

12) 장용학, 「近況」, 『장용학 문학전집 6』,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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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후 문단의 ‘신세대’로서의 전후세대 인식을 보여주는 세대론

적인 논의도 익히 전개되어 왔다. 김윤식이 말한 바 “하늘에서 떨어진 

신종자 씨앗과도 흡사했는데, 그만큼 전통단절을 출발점에서 확인한 

셈”13)이 되는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전후세대 스스로가 ‘구세대’

와의 차별화 속에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전후세대 비

평의 기수인 이어령의 ‘화전민의식’이라는 말이 이를 가장 뚜렷하게 드

러내준다. 이어령은 「화전민지대」에서 전후의 한국을 기댈 만한 아무런 

전통도 없는, 잡초만 무성한 황야로 비유하고 전후세대를 “이 荒野 위에 

불을 지르고 기름지게 밭과 밭을 갈아” “雜草와 不純物을 除去하는” ‘화

전민’으로 비유했다.14) 즉 문학적 또는 문화적 전통을 부정하고 이에서 

단절된 새로운 전통을 써 내려갈 존재로 스스로를 의미화했던 것이다. 

그는 또한 한국의 사상적 뿌리가 되는 ‘샤머니즘’이 “現實에 對한 屈從 

그리고 批判없는 追從을 暗示하고 있는 敗者의 意識“이었으며, 이것이 

한국 민족으로 하여금 급격한 외국의 문화 유입 속에서 스스로를 ‘문화

적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썼는데,15) 이는 그가 말하는 전통 부정이 단지 

기성세대에 대한 대타의식뿐만 아닌 민족 전체의 ‘뿌리 없음’을 함의하

는 것임을 볼 수 있다. 다만 이어령이 기성의 전통을 배격하고 새롭게 

수립하고자 하는 전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

되기도 한다.16)

장용학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세대론’17)의 차원에서, 구세대에 항거

하는 신세대로서의 전후세대 작가의 대표로 호명되곤 했다. 장용학은 강

렬한 세대 의식 속에서 구세대 문학인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표출했다고 

이야기된다.18) 실제로 장용학은 「感傷的 發言」(『문학예술』, 1956.9.)에

13) 김윤식, 「6.25 전쟁문학-세대론의 시각」, 『문학사와 비평』 1, 1991, p.25.

14) 이어령, 「火田民地帶」(上), 『경향신문』, 1957년 1월 11일.

15) 이어령, 「神話없는民族」(上), 『경향신문』, 1957년 3월 13일.

16) 이봉범, 「<화전민의식>과 <소시민의식>의 역사적 거리」, 『반교어문연구』 

10, 1999, p.348.

17) 백철, 「신세대적인 것과 문학」, 『사상계』 19, 1955년 2월;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과 세대-이어령·장용학·손창섭을 중심으로』, 향연, 2003.

18) 방민호, 「알레고리를 통한 근대 초월 실험-장용학 소설」, 위의 책,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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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당시 문단의 세대를 기성층, 신진, 신인으로 구분하고, 자신이 속한 

신진층은 “한국문학사(韓國文學史의 유산(遺産)은 거의 물려받은 것이 

없”다고 말하며, 기성층의 반동적 경향을 비판한 바 있다.19) 이는 곽학

송의 회고담 「김성한과 장용학」에서 장용학, 김성한, 손창섭과 함께 동

인지 발행을 꾀할 때 기성문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회고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20)

한편 장용학은 “종래의 소설의 美學을 대담하게 초극한 새롭고 특이

한”21) 글쓰기 양식의 소유자로도 주목받는다. 장용학은 자신의 문학관이 

“예술은 형식이다”임을 천명하며 “무엇을 쓰느냐 보다는 어떻게 쓰느냐

에 예술의 본질이 있”22)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만큼 그의 소설에는 기

존의 문법에 구애되지 않는 글쓰기 형식의 시도가 나타난다. 장용학의 

소설에서 두드러지는 형식적 특징은 알레고리, 패러디, 에세이적 문체, 

국한문 혼용 등이 주목되어 왔다.23)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특

성은 ‘알레고리’의 사용으로 보이는데, 이는 김윤식 등의 논자에 의해 

‘우화성’으로 먼저 지적되어 왔던 것이다. 「요한 시집」, 「비인탄생」 등에 

나타나는 우화의 사용이 작품의 소설적 성격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한 결

정적 실수였다는 김윤식의 비판24)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이를 우

19) 장용학, 「感傷的 發言」, 『장용학 문학전집 6』, pp.23-24.

20) 곽학송, 「김성한과 장용학」, 『월간문학』 179, 1984. (방용학, 앞의 글에서 재참

조.)

21) 김교선, 「張龍鶴의 小說」, 『국어문학』 제18집, 1976년 1월, p.5. (류경자, 

「장용학 소설의 글쓰기 변모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1에서 재인용.)

22) 장용학, 「近況」, 『장용학 문학전집 6』, p.332.

23) 김윤식, 「寓話性과 ‘이데올로기’ 비판」, 『장용학 문학전집7』; 방민호, 「전후

소설에 나타난 알레고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이경희, 

「장용학 『원형의 전설』에 나타난 서술거리와 알레고리」, 『한국학연구』 1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류경자, 「장용학 소설의 글쓰기 변모양상 

연구」, 앞의 글; 류경자, 「장용학 소설의 자기반영성과 메타픽션적 글쓰기」, 

『현대소설연구』 49,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양한울, 「장용학 초기 소설에 

나타난 언어감각과 탈형식적 글쓰기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신제원, 「張龍鶴의 世界觀과 言語觀의 모더니티 硏究」, 『어문연구』 4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5.

24) 김윤식, 위의 글,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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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아닌 좀 더 확장된 의미의 알레고리로 읽으며 그 특성과 의의를 찾

고자 한 방민호의 연구 이후로 그 긍정적 의미가 폭넓게 연구되기 시작

했다. 특히 방민호는 전후세대에게 알레고리란 표현 기법으로서만이 아

닌, ‘관념성’, ‘정치적 상황’, ‘실존주의’와 연관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았

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25)

또한 장용학 소설의 알레고리는 많은 경우 이는 성서적 서사소 및 서

사구조의 차용으로 나타난다. 이 지점에 주목하여 장용학 소설의 신화적 

요소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왔다.26) 그러나 이들 연구는 그 신화의 원

형인 성서와의 비교분석이 없거나 ‘묵시록’, ‘메시아’ 등의 광범위한 모티

프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류경자의 성서 패러디 분석은 

장용학 소설 속에 등장하는 성서적 모티프를 성경과 비교하며 비교적 세

밀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장용학의 소설 전

반에 드리운 기독교적 세계관의 영향 및 이에 따른 총체적 서사 구조의 

분석에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를 위해서는 작가의 

성서적 서사 구조 활용에서 핵심이 되는 ‘죄’와 ‘속죄’의 문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개별 국면들을 통합하는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상 작품의 폭에서도 드러난다. 6.25전쟁과 실

존주의를 주제로 삼는 연구들은 주로 후기소설을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

했으며, 식민지체험 및 이중언어 문제를 주제로 다루는 연구들은 오직 

후기소설만을 그 범위로 삼곤 했다. 이들 연구는 장용학의 초·중기 소설

과 후기 소설 사이에는 큰 단절이 있어, 그 사이의 변모는 해석될 수 없

는 것으로 간주하는 듯 보인다. 즉 장용학 문학의 연구는 대개 주제론의 

차원에 머물렀으며, 전체 시기를 관통하는 작가론적 연구는 미비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선행연구는 장용학 문학 전반에 나타나는 기독교적 

25) 방민호, 「전후소설에 나타난 알레고리 연구」, 앞의 글, pp.20-30.

26) 김민선, 「장용학 『원형의 전설』의 서사와 신화적 장면들」, 『한국문학연구』 

제48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5; 김정관, 「장용학 소설의 서사 원

형 연구 – 종말의식과 묵시록적 인식구조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8호, 

한국비평문학회, 2010; 육근웅, 「장용학 소설의 신화비평적 접근」, 『한국언

어문학』 제24집, 한국언어문학회, 1986.



- 9 -

상징 요소들을 전후의 종말론적 분위기의 탓으로 돌리거나 개별 모티프 

분석에 그칠 뿐, 이것이 장용학 문학 전체의 주제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

고 구조화되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본 논

문은 장용학의 소설 세계 전체를 통틀어 그의 역사관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알레고리화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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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시각

장용학의 소설들은 알레고리적 의도를 가지고 창작되었다. 장용학 문

학을 알레고리로 읽으며 그 의미를 단순히 표현 기법이 아닌 세대론적인 

현상과 결합하여 설명하고자 한 방민호의 연구27) 이래, 그의 소설을 알

레고리적 독해를 통해 읽고자 하는 시도는 장용학 연구의 기본 방법이 

되어 왔다. 그 연구들의 의의를 계승하기 위해서, 알레고리적 창작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알레고리적 창작법으로 이루어진 텍스트에 대한 독해

법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알레고리(Allegory)는 어원상 ‘다르다(allos)’와 ‘말하다(agoreuein)’가 

결합한 것으로 곧 ‘다르게 말하기’를 가리킨다.28) 알레고리적 텍스트는 

문면상의 지시적 의미 너머의 함축적 의미를 띠고 있으며, 이면의 함축

적 관념이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 의미이다. 물론 언

어는 근본적으로 수사적이어서 현실 그 자체를 곧바로 지시할 수 없고, 

이 때문에 모든 텍스트는 광의적인 의미에서 알레고리라 할 수 있다. 다

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알레고리적 의도를 강하게 띠고 있는 텍스트에 대

하여서는 여타의 텍스트와는 다소 다른 독해법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

이다.

존 맥퀸은 “알레고리의 기원은 문학에 있다기보다 (…) 무엇보다도 

종교에 그 기원이 있을 것”29)이라는 말로 알레고리에 대한 설명을 시작

한다. 신화는 그 자체로 비밀스러운 것이기에 특정한 사람(사제)만이 알 

수 있도록 전달되었으며, 그것이 알레고리의 기원적 형태라는 것이다. 

성서가 가장 오래된 알레고리라는 말도 이와 같은 맥락 속에 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마친 후, 비유로 말하는 이유를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 예수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

하기 때문”30)이라 말한 것이 곧 알레고리의 기원적 본질을 가리키는 것

27) 방민호, 「전후소설에 나타난 알레고리 연구」, 앞의 글.

28) J. Hillis Miller, “The Two Allegories”, Allegory, Myth, and Symbol,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p.356. (김진엽, 「알레고리에 대한 미학적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에서 재인용.)

29) John MacQueen, 『알레고리』, 송낙헌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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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알레고리는 숨기면서 드러내는 것이다.

알레고리의 기원이 성서와 같은 신화적 서술에 맞닿아 있다면 그 성

서의 해석법을 살피는 것은 알레고리의 독해에 유의미할 것이다. 또한 

장용학의 소설이 성서적 서사소를 꾸준히 참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이는 더욱 그러하다. 존 맥퀸은 성서의 알레고리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예표적(豫表的) 알레고리(typological allegory)’라 말하는데, 이는 

“구약에 나오는 사건과 인물을, 역사적 사실인 동시에 복음과 그리스도

의 계시를 예언하고, 豫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다.31)

예표적 알레고리(유형론)32)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살피기 위해서는 

성서해석학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유형론은 본래 성서해석학의 방

법 중 하나로, 축자적 해석과 알레고리적 해석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었다. 축자적 해석은 의미의 빈약화를 가져오며, 알레고리적 해석은 해

석자의 자의적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유형론적 해석은 

축자적 해석의 역사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알레고리적 해석이 가지는 

해석의 심층화가 가능하다. 유형론적 해석이 성서해석에 도입된 것은 구

약과 신약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가 가진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결되어있음을 말하기 위해,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이 신약의 인물과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바울이 구약의 절기 등에 대해 “이런 것은 장차 올 것

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33)다고 말한 것이 유

형론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성서 속에서 반복되는 인물 혹은 

사건의 양상을 ‘유형(type)’이라 하며, 유형들 중 가장 실체가 되는 중심 

유형을 ‘원형(antitype)’이라 한다.

30) 『새번역 성경』, 마태복음; 13장 13절, 대한성서공회, 2001.

31) John MacQueen, 앞의 책, pp.22-23.

32) ‘Typology’에 대한 번역어로는 ‘예표론’, ‘예형론’, ‘유형론’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예표론’과 ‘예형론’은 구약이 신약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 주

목한 번역이라면, ‘유형론’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종류의 구조로 되어 있음

에 주목한 번역이다. 본 논문은 이를 장용학 소설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므

로 이 번역어들 중 ‘유형론’을 택한다.

33) 『새번역 성경』, 골로새서; 2장 1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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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론적 독해가 기존의 알레고리적 독해와 다른 점은 이를테면 ‘매개

물’의 존재이다. 앞서 보았듯, 알레고리는 비유의 일종으로서 표면에 드

러난 일차적·축자적 의미 이면에 이차적·본질적 의미가 존재하는 “확장

된 은유”34)다. 그런데 이 알레고리는 해석자의 주관을 통해 이면적 관념

을 해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을 갖는다. 유형론은 

하나의 실재인 원형과 이를 반복하여 예시하는 실재인 유형들을 그 유사

성을 기준으로 서로 맞추어보는 “확장된 직유”35)라 할 수 있다. 즉 알레

고리가 숨겨진 하나의 관념을 드러난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라면(1:1), 유형론은 드러난 여러 개의 유사한 사건들의 유형을 연결하

여 그 중 중심적인 하나의 사건을 제시하는 것이다(1:多).36)

유형론적 독해는 유사한 사건의 유형의 반복적 배치를 시도한 저자의 

의도에 보다 주목함으로써, 알레고리의 표면과 이면 사이를 연결할 근거

를 보완하는 것이다. 유형론적 독해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 자체가 아

닌 ‘배치’이다. 존 맥퀸은 예표적 알레고리는 “그 알레고리적인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고립시켜서는 안되고, 의미 있는 전후관계 속에 놓

아야 한다”고 설명한다.37) 하나의 사건 속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아

닌, 그 사건의 반복적 배치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용학의 소설에는 반복적인 인물 또는 사건의 배치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크게는 장용학의 작품세계 전체를 통해 ‘범죄’와 ‘속죄제의’의 사건

쌍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작게는 장용학의 여러 소설에서 ‘동

굴’, ‘사생아’, ‘겁탈’ 등이, 더 작게는 한 소설 내에서 ‘근친상간’의 사건

들이 반복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나아가, 성서적 혹은 역사적 상황

의 동일한 구조의 배치를 그 이면에 숨겨놓았다. 그러므로 장용학의 소

설을 그 이면까지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동

34) 김정우, 「다시 보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학」, 『Canon&Culture』 8(2), 한

국신학정보연구원, 2014, p.17.

35) 위의 글, p.20.

36) 알레고리와 상징의 차이점으로, 알레고리는 하나의 원관념과 하나의 보조

관념이 대응하며(1:1) 상징은 여러 개의 원관념이 하나의 보조관념을 초과

한다(多:1)고 본 것을 참고할 만하다.

37) John MacQueen, 앞의 책,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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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몇 개의 층위를 비교·연결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소설 작

품의 인물과 사건이고, 둘째는 그 작품 속에서 명시적·암시적으로 차용

하고 있는 기독교적 상징과 그 원형으로서의 성서이며, 셋째는 작품 속

에서 명시적·암시적으로 나타나는 한국 근대사 혹은 세계사적 배경이다. 

유형론적 해석으로 장용학을 읽을 근거는 그의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非人誕生」(사상계, 1956-1957)에서 화가인 주인공 지호가 

그림의 모델인 종희에게 그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서 이것이 드러

난다. 지호는 자신의 그림을 세계사의 전개과정으로 풀어낸 후 아래와 

같이 말한다.  

「작품을 설명한 거 아니지. 이것을 이렇게 척 봤을 때 마음에 비쳐드는 

뭐가 있지 않겠오. 그것을 분석해 보면 世界史가 된단 말이오. 칠천 년 묵

고 묵은 인류 역사를 조감(鳥瞰)했을 때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란 말이

오.」

(…)

「世界史가 된거지 世界史를 그린 것은 아니오. 그러니 이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 이 그림자에 맞는 것이라면 그 실물이 뭐가 되더라도 다 좋

아.」

「여기에 맞는 실물은 몇가지쯤 있을가요.」

「무수이지. 그것은 마치 한 실물의 그림자가 오전 오후에 걸쳐 무수인 

것과 같겠지.」38)     

이는 장용학의 소설에서 역사를 읽어내는 방법론을 작가가 직접 설명

해준 셈이다. 즉 작품은 역사의 그림자이며, 하나의 역사에도 여러 가지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형론적 해석 방법과 일치한다. 

나아가 작가는 하나의 그림자에도 여러 실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함으로

써, 원형과 유형이 다대다(多:多)를 이루는 확장된 유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장용학의 소설에서 반복되는 유형과 그 성서적, 역사적 원형을 

연결지어 봄으로써 한국 근대사와 세계사에 대한 작가의 역사관이 보다 

38) 장용학, 「非人誕生」 2회, 『사상계』, 1956년 11월, 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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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해지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그 유형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장용학의 

문학세계 전반에 드리우고 있는 ’죄’와 ‘속죄’의 유형쌍일 것이다. 그 의

미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장용학의 죄 인식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용학은 그의 소설의 주제가 ‘원죄’임을 몇 차례 밝힌 바 있다. 그의 

대표작 「원형(圓形)의 전설(傳說)」(1962)에 대한 좌담회에서 작가는 

“인간의 죄 가운데 제일 깊은 것”으로 ‘근친상간’을 다루었으며, 이를 통

해 ‘원죄의식’을 다루며 이를 초월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39) 또한 그의 

후기 소설을 대표하는 장편소설 「유역(流域)」(1981)에 대해서도 “‘문명

세계(文明世界)의 비극적(悲劇的) 운명(運命)-원죄’를 다루게 될 것”40)

이라 예고했다. 이는 그가 ‘원죄’를 단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문명세

계에 대한 그의 역사관의 표현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즉 작가의 역

사 인식에 대한 논의는 그의 소설 속에 나타난 ‘죄’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근대사에 대한 작가의 인식은 기독교적 ‘속죄의식(贖罪儀

式)’과 관련지어 나타난다. 속죄의식은 희생제물을 통해 대리적으로 죄

를 속하는 제사의례로, 유대교의 제사 중 속죄제에서 유래하며 예수 그

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속죄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기독교의 시작

점이기도 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민족상잔의 경험에 대한 죄의식으로 

전후문학을 푸는 경우는 있어왔다. 일찍이 박신헌41)이 장용학의 「요한 

시집」에 대하여 ‘이데올로기적 속죄의식’이 드러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인물이 자신이 선택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죄의식을 안고, 현상태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택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이 장용학의 소설 전체에 나타나는 기독교적 역사관을 총체

적으로 다루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으며, 여기서 다루는 속죄의식 또

39) 장용학·김붕구·이정호, 「뛰어 넘었느냐? 못 넘었느냐? - 連載小說 『圓形의 

傳說』을 읽고」, 『사상계』, 1962년 11월, pp.279-284 참조.

40) 장용학, 「近況」, 앞의 글, p.333.

41) 박신헌, 「한국 전후소설의 속죄의식 연구」, 『어문학』 64, 한국어문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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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인공들의 죄책감 내지 속죄의식”42) 즉 ‘속죄의식(贖罪意識)’에 머

물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장용학의 소설에서 속죄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죄책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한국 근대사의 파탄을 책임지고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의 

역사관이 담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그가 다루는 속죄의 방법이 정

통 기독교의 ‘대속(代贖)’이 아닌 함석헌의 ‘자속(自贖)’에 가깝다는 점

에서 나타난다. ‘대속’이란 앞서 보았듯 희생제물-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함으로 이미 모든 속죄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그리

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장용학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죄를 극복하고자 애쓰지만, 결코 대속의 

방법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선영은 장용학 소설의 인물들이 현대 사회에 

반항하는 이른바 ‘아웃사이더’임에 주목하여, 그들이 저항하는 대상인 현

대문명의 병증에는 기독교의 ‘대속’이 포함됨을 논한 바 있다. 기독교에

서 말하는 ‘대리의 속죄’는 “책임을 지기 위하여 거대한 의지력과 피투성

이의 노력을 달갑게 지불하려 들지 않”고 손쉽게 도피하여 위안을 찾으

려 한다는 점에서 현대문명의 병증의 하나이며, 아웃사이더는 결코 이에 

기댈 수 없다는 것이다.43)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장용학 소

설에 나타나는 ‘자속’적 특성의 단초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속’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것은 『사상계』의 주필이었으며 『씨알의 

소리』를 창간한 함석헌(咸錫憲, 1901~1989)이었다. 장용학과 함석헌 

사이의 직접적인 교호관계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장용학이 1974년 

『씨알의 소리』에 글을 싣기도 했다는 점44)에서 어느 정도 그의 사상과 

공감하는 지점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함석헌의 자속 신앙은 그가 1952년 성탄절에 발표한 「흰 손」이라는 

시에서 처음 고백되었다.45) 이 시의 “네 피 흘릴 맘 한 방울 없어/그저 

42) 위의 글, p.268.

43) 이선영, 「아웃사이더의 反抗」, 『장용학 문학전집 7』, pp.173-175.

44) 장용학, 「러시아의 민권운동」, 『씨알의 소리』 제32호, 1974년 4,5월.

45) 송현주, 앞의 글,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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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더러 대신 흘러 달래 살고 싶더냐?”, “대속(代贖)이라!/둘도 없는 네 

인격에 대신을 뉘 하느냐?”46)와 같은 구절들이 이를 보여 준다. 또한 그

가 1960년 10월 9일에 안병무에게 쓴 서신에 “내 죄를 나의 지는 십자

가로 속(賤)해야지. 대속(代讀)이 뭐요, 자속(自贖)이지. 나는 죽어야 해

요”47)에서 ‘자속’ 개념이 처음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대속은 이해할 수가 없었읍니다. 대속이란 말은 인격의 자주가 

없던 노예 시대에 한 말입니다. 대신은 못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인격 없는 자에게는 대속이란 말이 고맙게 들릴 것이나 자유하는 인격에

는 대신해 주겠다는 것이 도리어 모욕으로 들릴 것입니다. (…) 대속을 

감정적으로 강조하면 그 체험에 들어감이 없이 대신해 주었다는 감정에만 

그치기 때문에 인격의 개변이 못일어 나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속에 

감격하는 사람은 대개는 인격의 개변, 곧 죄의 소멸은 없이 그저 기분으

로만 감사하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48)

함석헌이 대속 신앙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인격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속은 노예의 신앙이며, 자유인에게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 스스로의 속죄가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본론에서 살펴보

겠지만 장용학이 초기 소설에서 대속의 실패를 논했고, 중기 소설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신(神)의 양립 불가를 논했다는 점에서 보면, 함석헌의 

자속 신앙은 장용학의 신앙적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좋은 방법이었을 수 

있다. 

나는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믿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

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니 된다. 그는 예수에게만 아니라 본

질적으로 내 속에도 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와 나는 서로 딴 인

격이 아니라 하나라는 체험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때에 비로소 그의 죽음

46) 함석헌, 「흰 손」,  『함석헌전집』 6, 한길사, 1993, pp.344-345.

47) 함석헌, 「젖을 내라는데 어미가 썩었소!」, 『함석헌전집』 18, 한길사, 1976, 

p.25.

48) 함석헌, 「하나님의 발길에 채워서(1)」, 『씨알의소리』 창간호, 1970년 4월,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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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곧 내 육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은 곧 내 영의 부활이 된다. 속죄는 이

렇게 해서만 성립이 된다.49)

함석헌에게 올바른 속죄란 역사적 예수가 아닌 내 속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이다. 그는 역사적 예수의 죽음은 인류 전체의 대속이 아니라, 

자속의 첫 예시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즉 예수를 뒤따라 각 개인이 

직접 자속의 죽음 즉 인격의 개변을 경험해야 하며, 이것이 곧 그리스도

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장용학은 그의 소설 속에서 지속적으

로 ‘그리스도 되기’를 시도해왔는데, 이는 함석헌의 ‘자속을 통한 그리스

도와 하나 되기’와 통하는 데가 있다. 장용학의 이것이 함석헌의 사상에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인지, 혹은 스스로 딜레마와 부딪치며 얻어낸 결론

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든, 장용학

의 소설 속에는 자속으로 죄를 해결하려 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장용학 소설에 나타나는 ‘자속’은 종교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

고 역사철학적 개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역사철학적 개념으로서

의 자속 즉 ‘역사적 자속’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를 몇 가지 

개념들과 맞대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연구사 검토를 통해 

장용학에 대한 기존의 견해가 전후세대의 대표적 특성인 ‘실존주의’와 

‘화전민의식’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장용학의 역사

철학은 실존주의와 화전민의식의 틀에 정합되지 않고 삐져나오는 부분들

이 있다. 그 차이에 주목하여 본다면 ‘역사적 자속’의 의미가 보다 분명

해질 것이다.

먼저 자속과 대속, 화전민의식은 ‘의지와 책임’의 필요성과 ‘역사와 전

통’의 지속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기준에서 비교하여 볼 수 있다. 이들 

개념들은 모두 현 상황이 문제적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자속과 

대속이 자신의 죄 및 자신에게 흘러오는 원죄를 문제시하는 것처럼, 화

전민의식도 이전 세대까지 내려온 전통이라는 일종의 원죄에 대한 문제

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지와 책임이 요구

49) 위의 글,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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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에 이르러서는 차이를 빚는다. 앞서 지적했듯 대속은 의지와 책임

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속은 스스로 자기 죄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이었다.  한편 화전민의

식은 앞서 보았던 「화전민지대」와 「신화 없는 민족」에서부터 「주어 없는 

비극」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이어령은 현재 한국의 문제 상황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의지와 책임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

다. 

우리 世代人은 우리들의 構文에대한 誠實性과 그 責任을 가져야합니다. 

歷史에 대한-우리들의 時代에 對한 그 責任感 말입니다.

(…) 

모든 것을 嘲笑하고 否定하는 十九世紀的인 諦念이 人間의 悲劇을 僞

裝하려던 때가 아닙니다. 참다운 知性은 現實에서 逃避하지 않는 것, 自己 

運命을 悲劇을 隱蔽하지 않는 것, 따라서 자기의 時代를 抛棄하지 않는 

것, 그러한 意志와 責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50)  

이어령은 이전 시대의 조소와 부정의 정신을 ‘19세기적인 체념’으로 

요약하며, 이것과 달리 우리에게는 시대를 책임지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

하다고 말한다. 그러한 의지와 책임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는 것, 자기 

운명의 비극을 은폐하지 않는 것, 따라서 자기의 시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점에서 자속은 화전민의식과 다소 궤를 같이 한다.

다만 역사와 전통의 지속성에 대한 인식에서 자속과 화전민의식은 결

정적으로 갈라진다. 화전민의식은 앞서도 보았듯이 민족적 전통의 뿌리

를 부정하고 이를 ‘불태움으로써’ 새로운 전통을 써내려갈 수 있다고 말

한다. 이어령은 이 점을 「주어 없는 비극」에서 더욱 분명히 하여 “우리

들의 앞에는 巨大한 「피어리어드」, 前世代의 歷史가 終熄된 그 痕迹의 

「피어리어드」가 있고 그래서 다음 文章은 우리들에게서부터 始作된

다”51)라고 서술하고 있다. 대속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52)나 

50) 이어령, 「主語없는 悲劇」(上), 『조선일보』 1958년 2월 10일.

51)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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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53)라는 성서 구절에서 보듯 이

전까지의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용학 소설 속

의 인물들은 이전 시대의 문제를, 나아가 자신에게까지 흘러오는 죄를 

이처럼 손쉽게 삭제해버리지 못한다.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이전 시대

의 잘못은 여전히 자신에게도 되풀이되는 문제로 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자속’은 화전민의식처럼 이전 세대를 ‘없는 셈’치거나 대

속처럼 모든 죄를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흘러내려오는 역사

의 죄를 지고 가며 끊임없이 책임지는 것이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장용

학 본인에게 ‘이중 언어 세대’라는 흔적으로 되풀이되며 나타나는 일제

강점의 기억은 단번에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긴밀하게 체화된 역사

적 원죄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장용학에게 인간은 역사와 ‘연

루’된 존재였다.

한편 역사적 자속과 실존주의, 특히 사르트르 류의 앙가주망으로서의 

실존주의를 그 ‘역사와의 연루’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전후세대

가 특히 영향을 받은 실존주의가 사르트르 류의 실존주의였으며, 장용학 

또한 사르트르 「구토」를 읽고 「요한 시집」을 썼다고 밝힌 만큼 사르트르 

류의 실존주의와의 비교가 유의미할 것이다. 사르트르가 다른 실존주의 

사상에 비해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선택’과 ‘앙가주망’이었다.54) 지식인

의 사회 참여를 가리키는 ‘앙가주망(engagement)’이란 어원적으로 ‘저

당’, ‘구속’, ‘연루’를 의미한다. 즉 인간이란 사회와, 역사와 연루된 존재

라는 인식에서 사회 참여가 출발한다는 것이다. 사르트르는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독자와 작가는 모두 역사에 구속(연루)되어있는 존재라 

말하며, 이를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55)

작가가 이미 자기는 ‘배에 실려 있다’는 것을 가장 명철하게, 온전하게 

52) 『성경전서 개역개정』 4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대한성서공회, 1998.

53) 『성경전서 개역개정』 4판, 히브리서; 8장 12절.

54) 정명교, 「사르트르 실존주의와 앙가주망론의 한국적 반향」, 『비교한국학』 

23(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p.203.

55) Jean Paul Sartre, 『문학이란 무엇인가』, 김붕구 역, 문예출판사, 2017,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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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려고 노력할 때, 다시 말하면 그가 그 자신과 남을 위해서 ‘구속’을 

직접적인 자발성에서 반성적인 것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나는 그 작가

는 구속(參劃)되어 있다고 말하리라. 작가란 본래 무엇보다도 매개자이며 

‘그의 구속’이 바로 매개 행위이다.56)   

모든 작가는 역사에 연루되어 있지만 어떤 작가는 역사를 인식하려 

하고 다른 작가는 역사를 벗어나 영원 속으로 뛰어든다. 이 중 역사에 

연루되어 있음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작가, 즉 역사라는 ‘배에 실려 있

다’는 것을 인식하는 작가의 작품은 작가와 독자를 역사적으로 매개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앙가주망’, 작가의 작품을 통한 사회 

참여이다. 그런데 여기서 작가가 역사에 연루되어있음을 인식하는 것의 

배경에는 데카르트적인 ‘이성’의 전통이 있다. 이성에 권위를 부여한 데

카르트적 사유를 거부한 하이데거와 달리 사르트르는 이를 그대로 받아

들인다.57)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재이기에 자신이 역사에 연루되어 있

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그가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그 자

신이 가치를 제기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인간은 단 

한가지(자유-인용자)만을 원할 수밖에 없”58)다는 말 또한 그러한 이성

적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깨달은 자는 이를 

떠맡아야 할 ‘절대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59) 그렇기 때문에 사르트르는 

『지식인을 위한 변명』 등을 통해 ‘지식인’의 책임을 강조했던 것인지 모

른다.

반면 장용학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이 역사와의 연루를 깨닫는 것은 

‘죄’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전 세대의 인간들이 역사에 지은 죄에 자신

이 연루되어 있음, 자신에게도 그 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

을 발견함으로써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자

신이 역사의 죄를 떠맡아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더 잘 인식하기 때문이 

56) 위의 책, p.101.

57) 박창원, 「장용학 소설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23-24.

58) Jean Paul Sartre,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박정태 역, 이학사, 2008, 

p.77.

59) Jean Paul Sartre, 『존재와 무』, 정소성 역, 동서문화사, 2009, p.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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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더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장용학이 그려내는 인물들은 

초기에는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타인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중기에는 죄

라는 것 자체를 ‘없는 셈’치려 하지만, 후기에 이르러서는 타인들이란 모

두 자신보다 더 ‘무죄한’ 존재이며 자신에게는 역사로부터 죄가 흘러오

고 있음을 인식한다. 여기에서부터 자속 즉 스스로 그 죄, 자신의 죄이

자 곧 역사의 죄인 그 죄를 짊어지고 가려는 시도가 출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장용학 문학은 ‘죄’와 ‘속죄’에 대한 정의 및 태도가 변화하며 

전개되어 간다. 본 논문은 이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초기 소설 중 「人間의 終焉」(1953)과 

「復活未遂」(1954)를 중심으로, 개인이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전가하고 

죽게 만듦으로써 대속을 기도하나 결국 실패하는 과정을 다룬다. 3장은 

중기 소설 중 「요한 詩集」(1955), 「非人誕生」(1956), 「易姓序說」

(1958), 「圓形의 傳說」(1962)을 중심으로, 인간의 원죄는 스스로를 규

율 아래에 가둔 세계사 전체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원점으로 돌아가 능동적인 죄를 통해 스스로가 규준이 되는 새 규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주목한다. 4장에서는 후기 소설 중 「孝子點

景」(1979), 「부여에 죽다」(1980), 「流域」(1981)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

사의 원죄는 작가 자신에게 흐르고 있는 일본 식민주의의 흔적이며 이를 

스스로 책임지고 자속하는 것으로만 그 죄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전망한

다. 각 장의 1절은 작가가 죄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으며 무엇이 죄라고 

보았는지를 밝힐 것이며, 2절에서는 그 죄에 대해 작가가 어떻게 대응하

여 속죄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는지를 논할 것이다. 이를 통

해 본 논문은 장용학이 자신의 죄이면서도 자신의 죄만은 아닌 역사적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속죄의 여러 방법들의 실패와 성공을 관찰하

고, 나아가 작가의 역사관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살펴보려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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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바깥의 죄와 ‘타인’을 통한 ‘대속(代贖)’

장용학은 그의 소설 인생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죄’를 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을, 나아가 ‘속죄’를 바라보

는 시각은 시기에 따라 계속 변화해 나간다. 그 변화의 방향이 무엇인

지, 또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장용학을 읽는 데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장용학의 ‘죄’와 ‘속죄’에 대한 관점의 첫 단계를 보여주는 초기 소설

의 유형은 ‘극한 상황-자범죄-대속-실패’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속죄

제는 ‘죄의 전가-불사르기’의 2단계로 구성된다. 즉, 극한 상황으로 인

해 자범죄로 내몰린 개인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속’의 

속죄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대속은 구약의 속죄제의 형태를 띤다. 이 

구조는 「人間의 終焉」(1953)과 「復活未遂」(1954)에서 관찰된다.  

「인간의 종언」

상화

(1) 미국유학 선발시험에 합격한다.

극한 상황 (2) 신체검사에서 한센병이 발견된다.

(3) 사람의 간이 먹고 싶어진다.

(4) 아들 양주에게서도 한센병 종기를 발견한다.

자범죄 (5) 범죄의 욕망이 끓어 꽃도둑질을 시작한다.

속죄제(1)

-죄의 전가

(6) 뜯어온 꽃으로 양주의 등을 문지른다.

(7)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문둥이가 또 생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8) 아내도 한센병 종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속죄제(2)

-불사르기

(9) 제단에 불을 붙여 동반자살을 시도한다.

(10) 산 송장으로 혼자만 깨어난다.

(11) 양주의 간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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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종언」(『문화세계』, 1953.11.)에서 ‘한센병’이라는 극한 상황

에 처한 ‘상화’가 살인, 식인, 방화 등의 범죄에 대한 욕망에 시달리며 

꽃을 훔치는 자범죄를 저지른다. 더하여 한센병은 그 자체로 죄의 함의

를 띤다. 자범죄의 해결을 위한 속죄제의 방법이 이 소설에서는 비교적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상화는 아들 양주의 간을 먹음

으로써 한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 하지만 이는 실패한다. 

실패 (12) 인간을 먹은 인간은 이미 인간이 아니다.

[표 2-1] 「인간의 종언」(1953)의 전체 구조

「부활미수」

허준 경실

(1) 캐나다 수도원에 초청을 받

는다.

(1) 지점장으로 영전되어 떠난 

남편을 뒤따라 가기 위해 이삿짐

을 실은 배를 탄다.

극한 상황 (2) 폭풍우를 만난다.

자범죄 (2) 경실의 배에 올라탄다. (3) 아이를 바다에 떨어뜨린다.

(3) 폭풍우를 만난다. (4) 화물선에 구조된다.

속죄제(1)

-죄의 

전가

(4) 경실을 정죄한다.

(5) 뱃사공에게 화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6) 포도주를 물리치겠다는 기도

를 한다.

(7) 낚시 미끼로 자기 살을 떼어 

준다.

극한 상황 (8) 첫 번째 물고기를 먹지 못한

다.

자범죄 (9) 두 번째 물고기(상어)를 잡

은 뱃사공을 죽인다.

(5) 수부들과 잠자리를 하며 좋

은 의식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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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미수」(『신천지』, 1954.9.)는 ‘허준’과 ‘경실’이라는 두 인물의 서

사가 진행된다. 이들은 폭풍우를 만난 배 위의 기갈이라는 극한 상황 속

에서 사람을 죽이는 자범죄를 지은 후, 서로를 죽임으로써 죄로부터 자

유로워 지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그런데 허준의 실패에 ‘사변 때’라

는 역사적 상황이 들어옴은 특징적이다. 더하여 허준의 서사는 성서의 

‘요나’와 ‘예수’의 유형과 대응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적 의

미까지 확장해 읽어볼 수 있다. 

(10) 화물선에 구조된다.

(11) 수부들에게 떠밀려 무대에 

올라, 살인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

는다.

(12) 아켈다마의 피밭 꿈을 꾼다.

속죄제(2)

-불사르기

(13) 경실의 얼굴에 바위를 던지

려 한다.

(6) 독이 든 샌드위치로 허준을 

살인하려 한다.

실패 (14) 사변 때 생각이 나 망설이

다가 실수로 자기 얼굴을 찧는다.

(7) 실수로 자신이 먹고 죽는다.

[표 2-2] 「부활미수」(1954)의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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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극한 상황에 떠밀린 개인의 죄

장용학이 소설을 처음 발표한 1949년부터 그의 화제작 중 하나인 

「요한 詩集」이 발표된 1955년 이전까지를 초기로 분류해볼 수 있다. 초

기의 작품들에는 강도, 살인, 식인과 같은 개인적인 범죄들의 유형이 반

복적으로 등장한다. 이후 시기의 작품들에 대해 작가가 자신의 주제의식

을 ‘원죄’라고 밝힌 것60)을 생각했을 때, 초기에는 보다 현상적인 ‘자범

죄’가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기독교는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어 보는데, 원죄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심겨진 죄의 

씨앗을 말한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61)라는 최초의 금기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인류는 에덴동

산에서 추방되며, 그것이 이 세계에 발생하는 모든 악의 근본 원인이라

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세계관이다. 즉 원죄는 인간에게 기입되어 있는 

기본 코드로서, 인간이 자유로 선택할 수 없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다. 한편, 자범죄는 인간이 스스로 저지르는 개별적인 범죄를 가리킨다. 

이는 원죄와 달리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자유에 가깝다. 그

러나 이 또한 원죄라는 죄의 씨앗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발아한 것, 

즉 원죄 속에 있는 죄의 가능성의 실현이라는 점으로 보건대 자범죄 역

시 온전한 자유는 아니다. 

이 시기 그의 소설들이 다루는 죄들 역시 이러한 ‘부자유한’ 자범죄이

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자범죄의 근본 원인이 되는 원죄가 무엇인지

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채 가려져 있고, 대신하여 원인으로 제시되는 

것은 인물들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戱畵」(1949)의 철수

60) “내 의도는 원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극복하자는 것이지요. (…) 그러

니 원죄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지요.” (장용학·김붕구·이정호, 「뛰어 넘었

느냐? 못 넘었느냐? - 連載小說 『圓形의 傳說』을 읽고」, 앞의 글, 

pp.283-284.); “‘문명세계(文明世界)의 비극적(悲劇的) 운명(運命)-원죄’를 

다루게 될 것” ( 장용학, 「近況」, 앞의 글, p.333.)

61) 『새번역 성경』, 창세기; 2장 1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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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빈궁 때문에 어린 아들을 때리고, 「氣象圖」(1954)의 사내 또한 가난

으로 인해 강도짓을 하게 된다. 그리고 「人間의 終焉」(1953)의 상화는 

문둥병 때문에 이웃집의 꽃을 훔치거나 아이의 간을 먹고, 「復活未遂」

(1954)의 허준과 경실은 바다를 표류하는 극한상황으로 인해 사람을 죽

인다. 이들에게 ‘죄’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극한의 상황에 의해 떠밀린 

불가피한 종착지인 셈이다.

「인간의 종언」은 『문화세계』 1953년 11월호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한

센병에 걸린 한 가족이 동반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

다. 천재 수학자인 주인공 ‘상화’는 미국유학을 앞둔 마지막 관문인 신체

검사에서 “나병”62)이 발견되어 절망한다. 그는 그의 병균이 가족에게 전

염되기 전에 자살하려고 준비하던 중 그의 어린 아들 ‘양주’에게서도 같

은 종기를 발견하고 꽃도적이 된다.

양주의 등마루에서 자기의 것과 같은 종기를 발견하게 된 이튿날 아침, 

하룻밤을 새운 산에서 내려오다가 자기집 마당에 목도한 그 웅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것이 어젯밤 자기가 하나 남기지 않고 꽃송이를 뜯어버

린 그까짓 꽃밭 구경으로 모여든 幸福人들이란 것을 알았을때 상화는 스

며드는 공허감을 누를수 없었고 치밀어 오르는 질투를 느꼈다. 그날 밤이 

되어 문득 아침에 있은 일을 머리에 떠올리고 막연히 집을 나섰던 것이

다. 남의 집 꽃을 뜯어버리는 것에 재미를 붙인 것은 그때부터였다. 남의 

62) 장용학, 「人間의 終焉」, 『문화세계』, 1953년 11월, p.213.

「인간의 종언」 「부활미수」

상화 허준 경실

극한 

상황

(2) 신체검사에서 한

센병이 발견된다.

(8) 첫 번째 물고기를 

먹지 못한다.

(2) 폭풍우를 만난다.

자범죄 (5) 범죄의 욕망이 끓

어 꽃도둑질을 시작한

다.

(9) 두 번째 물고기

(상어)를 잡은 뱃사공

을 죽인다.

(3) 아이를 바다에 떨

어뜨린다.

[표 2-3] 초기 소설의 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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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몰래 침입하는 것에는 긴장된 삶의 쾌감이 있었다. 나중에는 칼을 

들고 싶었다. 요즈음은 거리의 밤을 내려다보면서 저기다 불을 질러 놓고 

구경할수 있다면 얼마나 통쾌하랴 하고 탄식을 흘리는 그였다.63)

그는 삶의 절망 속에서 절도, 살인, 방화 등의 범죄에 대한 유혹에 빠

져든다. 그는 매일 밤 몰래 이웃집 화단의 꽃을 모조리 뽑아버리며 “幸

福人들”에 대한 복수를 자행한다. 그러나 이는 그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삼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범죄에 대한 욕망에 시

달리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선택지가 축소되어 버린 그

의 상황에 대한 반항에 가깝다.

상화가 소설 속에서 직접 저지른 범죄는 이웃집의 꽃을 훔치고, 칼을 

들고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기껏해야 경범죄 정도

뿐이다. 거리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욕망에 시달리는 것도 죄라 하기에

는 미흡하다. 2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소설는 속죄제의 분위기가 짙게 

흐르는데, 그렇다면 그가 속죄하고자 하는 그 ‘죄’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소설에 드러난 몇 가지 죄가 아닌, ‘한센병’이라는 유형 아래에 이

미 함의되어 있는 죄인지 모른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시대에 한센병 

즉 ‘나병’은 중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고 거스른 미리암은 나병에 걸린다.64) 거짓말을 하여 허

락되지 않은 물건을 가진 게하시도 나병에 걸린다.65)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고 한 웃시야 왕도 나병에 걸린다.66) 나병은 부

정한 것으로 인식되어 나병 환자는 진 밖으로 추방되었다. 이러한 유형

의 비교를 통해 봤을 때 ‘한센병’은 그 자체로 ‘죄’의 함의를 가지고 있

는 것일 수 있다. 

길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자꾸 쏠리는 나의 곁눈질! 사람의 간이라도 

먹고 싶은 이 유혹. 스스로를 죽이든지 남을 죽여 그 간을 먹든지………. 

63) 위의 글, p.214.

64) 민수기; 12장 10절.

65) 열왕기하; 5장 27절.

66) 역대하; 26장 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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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이 어떤 것이고 善이 무엇인가. 길이 둘밖에 없는 자에게 그 어느것이

든 자유로 택해도 좋은 권리는 있어야 했을 것이다. 고름부대를 질머지고 

질금질금 살아가는 것이 善이란 말인가. 

善惡의 대립은 假想이다. 人類는 무슨 「도구마」위에 도사리고 있는 것

이다. 生과 善, 『個』와 『多』는 같은 平面에 서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 

『反對者』로 전락되어 버린지 오랜 『휴매니즘』. 生과 法이 양립할수 있는 

地域의 어디에 있나. 市場에서 매매되기에 生은 너무 高貴하다.67)

상화는 어린아이를 죽여 간을 꺼내 먹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이는 어

린아이의 간을 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오랜 풍문에 따른 것으로, 실

제 그런 의도로 어린아이를 유괴, 살인, 식인을 시도한 사건들이 왕왕 

발생하기도 했다.68) 상화는 자신에게 남겨진 선택지가 자살과 살인밖에 

없음을 느끼지만, 그 두 가지 선택지조차 “자유로 택해도 좋은 권리”는 

없는 것이다. 자살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善)일 수 있지

만 생(生)을 포기하는 것이고, 살인은 생(生)을 위한 것이지만 악(惡)이

기 때문이다. 자살과 살인을 모두 거부하고 “고름부대를 질머지고 질금

질금 살아가는 것”은 생(生)이며 동시에 선(善)일지는 모르나, 이는 그

가 바라는 온전한 생(生)은 아니기에 그의 선택지가 되지 못한다. 그는 

결국 이것도 저것도 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떠밀리기만 할 것이다. 아직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지만, “善惡의 대

립은 假想”이라는 장용학 중기 소설의 주제의식이 미리 엿보이기도 한

다.

「부활미수」는 『신천지』 1954년 9월호에 발표되었다. 소설의 두 주요 

인물인 허준과 경실은 옛 연인 사이로, 지금의 허준은 신부(神父)가 되

어 있으며 경실은 루비 반지를 바친 은행원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다. B

67) 장용학, 「人間의 終焉」, 앞의 글, pp.213-214.

68) “일즉이부터 몹슬병이 드럿는데사람의간을 먹으면당장난는다는 헛말을 참

으로밋고 그와가티한것” (「小兒훔치든 문둥病者 부산서에 잡혓다」, 『조선일

보』1925년 8월 9일.); “어리석게도남편문둥병을 고치려고(…)마츰버리여진 

태아를주서다가 술에담어 놓은것”(「문둥病者안해가 胎兒주어다釀酒」, 『조선

일보』1948년 9월 10일.)



- 29 -

시의 은행지점장으로 영전되어 먼저 떠난 남편을 뒤따르는 경실의 배에 

갑작스레 허준이 올라타며 두 인물은 재회한다. 경실과 그녀의 아이, 허

준과 뱃사공까지 네 명을 태운 조각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 경실은 

자신의 아이를 물에 빠트리고 허준은 뱃사공을 목 졸라 죽인다. 경실이 

아이를 빠트린 것은 “배가 뒤집혀질뻔 했을 때 무엇을 붙잡지 않고는 자

기가 물에 떨어질것만 같아 그만 어린 자식을 안았던 손을 놓아 버렸던 

것”69)으로, 극한 상황에 내몰려 어쩔 수 없이 택한, 죄 아닌 죄인 것이

다. 그러나 허준은 이것을 분명한 죄로 인식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다. 허준이 뱃사공을 죽인 것 또한 상황에 내몰린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류경자는 「부활미수」를 “성경 속의 노아방주의 이야기를 패러디한 

것”70)으로 읽으며, 허준과 경실의 살인 행위는 “(방주에는-인용자) 암

수 한 쌍밖에 태울 수 없기 때문에 (…) 남녀 짝이 맞지 않는 네 사람을 

배에 타게 하고는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싸우는 과정”71)이라 해석

69) 장용학, 「復活未遂」,『신천지』, 1954년 9월, p.169.

70) 류경자, 「장용학 소설의 글쓰기 변모양상 연구」, 앞의 글, p.122.

「부활미수」 성서

허준 예수

(6) 포도주를 물리치겠다는 기도를 한

다.

(1) 겟세마네

(7) 낚시 미끼로 자기 살을 떼어 준다. (2) 마지막 만찬

(8) 첫 번째 물고기를 먹지 못한다.

(9) 두 번째 물고기(상어)를 잡은 뱃사

공을 죽인다.

(10) 화물선에 구조된다.

(11) 수부들에게 떠밀려 무대에 올라, 

살인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12) 아켈다마의 피밭 꿈을 꾼다. (3) 가룟유다, 아켈다마의 피밭

[표 2-4] 「부활미수」의 허준과 ‘예수’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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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소설의 서술자가 인물들이 타고 있는 조각배에 대해 “方

舟”72)라 말한 것으로 보아 그 해석에는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 그러

나 ‘노아의 방주’ 일화를 가져왔다는 것만으로, 허준과 경실의 살인을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73)라는 하

나님의 명령과 직접 관련짓는 것은 다소 소설 내적 뒷받침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류경자는 해석의 근거로 허준이 “내가 그를 죽인 것은 神을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이었읍니다.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맺지 않았던들 

나는 결코 이 고운 손에 피는 묻히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74)라고 

말한 것을 들며 그 ‘약속’이 곧 ‘암수 한 쌍씩’의 명령이라 설명하고 있

지만, 허준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는 그 인용문의 앞 

부분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다.

「(…) 여러분 『아깐 그 입에서 물리치겠삽니다 해놓구서』 하는 소리가 

또 그 입에서 튀어나오기나하면 그땐 난 또 어쩌면 좋았단 말입니까. 

아시겠읍니까, 그들이 먹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할 때의……』  

그 얼굴에는 눈물까지 핑 고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약속을 하느님과 맺었읍니다. 그것을 그는 자기의 배를 불

리는 데에 盜用하였읍니다. 그래서 神이 나의 손을 빌어 그를 벌하였던 

것입니다. 

(…)

내가 그를 죽인 것은 神을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이었읍니다.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맺지 않았던들 나는 결코 이 고운 손에 피는 묻히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75)

허준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허준으로 하여금 “그들이 먹고 있는 것

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도록 만들어버린 약속이다. 조각배 위에서 허

준은 “이 손에 포도주를 내려주신다 해도 이 입에서 그 잔을 물리치겠나

71) 위의 글, p.123.

72) 장용학, 「復活未遂」, 앞의 글,  p.172.

73) 『새번역 성경』, 창세기; 6장 19절.

74) 장용학, 「復活未遂」, 앞의 글, p.179.

75) 위의 글, pp.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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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76)라고 기도한 바 있는데, 뱃사공이 그 말을 빌미 삼아 음식을 나

눠주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그 음식이 허준의 다릿살을 미끼로 잡은 

물고기였는데도 말이다. 허준의 그 기도는 물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를 차용한 것이었다.

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 거룩함이여, 깊음이

여……」 

그는 이 方舟를 겹겹이 싼 기갈 속에 神의 뜻을 보았다고 했다. 

「주여! 겟세마네의 주여! 『主 이외의 主』를 보려던 이 눈을 도리어 내

소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였도다. 이제 주여! 이 살을 찢어내

옵소서. 이 마음이 약한 살을 깎아내옵소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의 몸은 환희로 젖었다. 

「사랑과 萬能의 주여! 이제 이 손에 포도주를 내려주신다 해도 이 입

에서 그 잔을 물리치겠나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77)

②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 그리고서 조금 나아

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 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

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

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78)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의 서쪽 기슭에 위치한 장소로, 예수

와 그의 제자들이 자주 모이고 기도한 곳이다. 그러나 특별히 ‘겟세마네

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가 공회 앞에 잡혀가기 직전에 한 기도

를 말한다. 예수의 인간적인 면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이 기

도는 곧 닥쳐올 십자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그 고난은 

‘잔’으로 비유되어 표현된다. 당시 이스라엘의 음료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잔이 곧 포도주 잔을 말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와 같은 기도는 그 

76) 위의 글, p.172.

77) 위의 글, 같은 면.

78) 『새번역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3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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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허준의 “겟세마네의 주”를 향한 기도 또한 ‘포도주’와 ‘아버지의 뜻’이

라는 ‘겟세마네의 기도’ 유형의 주요 요소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다만 성경의 겟세마네 쪽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포도주 잔을 받아들이겠

다는 것인 반면, 허준은 “포도주를 내려주신다 해도 이 입에서 그 잔을 

물리치겠”다는 점에서 그 방향을 달리한다. 그러나 이 또한 “아버지의 

뜻이라면”을 단서로 달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허준이 신의 영향권

을 벗어났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는 단지 소설 속 상황에 따른 변용이

라 생각된다. 그 상황이란 “方舟를 겹겹이 싼 기갈”이며, 허준은 “기갈 

속에 神의 뜻을 보았다고” 말한다. 처음부터 그는 “시련에 의하여 신을 

볼 수 있다고 믿는 한 禁慾主義者”79)라고 설명되었는데, 그에게 조각배 

위의 기갈은 신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시련으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그에

게 “主 이외의 主”란 그 기갈 속에서 신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음식물을 

가리킬 것이며, 포도주 잔을 물리치겠다는 기도는 음식물을 향한 욕망조

차 거부하겠다는 금욕의 표시인 셈이다. 그러나 예수의 기도가 십자가 

고난에 대한 극한의 공포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면, 허준의 기도 역시 극

한의 배고픔과 음식물에 대한 욕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후 첫 번째 물고기를 낚을 때 그가 자신의 살을 떼어 물고기를 낚

는 미끼로 삼게 한 것은 ‘마지막 만찬’과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마

지막 만찬은 시간 상으로는 겟세마네의 기도 직전에 위치한다. 예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이라 말하며 떡

을 떼어주고, 자신의 피라 말하며 포도주 잔을 준다. 이것이 허준에게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몸과 피를 떼어 경실과 뱃사공에게 주는 것으로 나

타나는 것이다. 허준은 이처럼 ‘겟세마네의 기도’와 ‘마지막 만찬’을 스스

로 거행하며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자 노력한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그 약속을 허준이 버리기 시작한 것은 그 약속

의 내용대로 자신이 음식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부터이다. 

뱃사공은 허준의 다릿살을 미끼로 잡은 첫 번째 물고기를 경실과 둘이서

79) 장용학, 「復活未遂」, 앞의 글,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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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모두 먹어치워 버린다. 그때까지도 그는 삽시간에 자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성경 속 ‘욥’처럼 “하느님,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읍니다

.”80)라는 기도를 하지만, 곧이어 껴안고 잠들어 있는 경실과 뱃사공을 

발견하고 분노로 살인 충동에 몸서리친다. “나의 피, 나의 살을 먹고 나

를 배반한 저 짐승을 진노로 소멸”81)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

원을 희구하는 기도82)가 이어진다. 특히 경실과 뱃사공이 “나의 피, 나

의 살을 먹”었다는 것은 허준이 자신의 살로 물고기 미끼를 삼은 행동이 

‘마지막 만찬’에 해당함을 다시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가 자

신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83)

라고 기도한 것과 달리 허준은 그들의 배반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로써 

허준은 그리스도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허준은 뱃사공을 목 졸라 죽인다. 이에 대해 서술자는 “마침내 

딴 주에게 혼을 팔고야” 만 것이라 덧붙이는데, 앞서 보았듯 그 ‘딴 주’

란 음식물을 함의하는 부분이 크다. 경실과 뱃사공의 동침에 대한 배신

감도 그를 살인이라는 자범죄로 떠미는 한 요인이 되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극한의 기갈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그가 뱃사공을 죽인 그 

순간이 뱃사공이 커다란 새끼 상어를 사냥해왔을 때라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오랜 기갈 끝에 얻은 첫 번째 물고기를 뱃사공과 경실이 먹어

치우는 것을 구경하기만 해야 했던 허준은 이대로는 두 번째 물고기인 

80) 위의 글, p.173.

81) 위의 글, p.174.

82) 이 기도의 내용 및 문구는 시편 69편 1절-3절의 다윗의 시와 동일하다. 

이 다윗의 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희구하며 그를 신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검은 물이 내 생명에 들어오나이다. 깊은 수

렁에 빠져 설 곳이 없나이다.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몸이 말랐도다. 하

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멀어졌도다.”(위의 글, 같은 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

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시편; 69편 1-3절, 대한성서공

회, 1961.)

83) 『새번역 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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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상어 역시 먹을 수 없을 것임을 직감했을 것이며, 이는 곧 죽음의 

공포로 이어진다. 결국 허준은 죽음까지 맞닿은 기갈이라는 극한의 상황

에 의해 범죄로 내몰린 것이다.

살인을 통해 ‘주 외의 주’를 섬기고, 그리스도 되기를 포기하고 만 허

준은 후에 화물선에 의해 구조되어 육지에 닿기 직전 꿈을 꾼다.

① 넓은 밭이 바라보이는 한 저 지평선 끝까지 일면 인삼 잎으로 덮인 

여기는 인삼 재배원이었다.

人間 栽培?!

피가 거꾸로 흘렀다.

여기는 獨生子를 판 유다의 三十兩으로 산 아켈다마의 피밭이었는

가……? 그럼 이 밭 주인인 나는?!

홱, 뒤를 쳐다보니 暗雲이 얕이 뭉켜 있는 하늘로 앙상하게 펴든 고목 

가지에 한오리 밧줄에 걸려 있지 않는가.

유다가 목을 맨 그 밧줄이. 바람에 뱀 꼬리처럼 흔들거리더니, 스르르 

늘어지면서, 그 올가미는 목에 와 턱 걸렸다.84)

②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 (이 

사람이 불의의 삯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

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

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85)

꿈 속에서 허준은 “아켈다마의 피밭”의 주인, 즉 “獨生子를 판 유다”이

다. 그리고 유다가 자신의 스승을 판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을 매 

자살했던  그 밧줄이 허준의 목에 걸린다. 허준은 자신의 살인에 대한 

죄책감을, 혹은 육지에 도달하면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리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84) 장용학, 「復活未遂」, 앞의 글, p.182.

85) 『성경전서 개역개정』 4판, 사도행전; 1장 16절-19절, 대한성서공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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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타인’의 죽음을 통한 ‘대속’

장용학의 소설들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그려진다. 

이는 그가 소설 속에서 다루는 역사적 배경이 주로 전쟁과 같은 극한의 

상황이었음을 생각했을 때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

러나 전쟁이 직접적으로 죽음의 원인이 된 경우 외에도, 병사(「비인탄

생」, 「상립신화」), 사고사(「현대의 야」, 「부화」), 피살(「기상도」, 「유

역」), 자살(「인간의 종언」, 「요한 시집」, 「부여에 죽다」) 등의 다양한 사

망 유형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장용학의 죽음에의 천착을 전쟁과만 연

결지을 수는 없다. 이보다는 작가가 죽음을 단순한 소재나 현실 재현이 

아닌 그의 소설의 주제의식으로 삼았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

고 그 ‘죽음’이란 앞서 살펴본 ‘죄’라는 주제와 어떤 식으로든 직결되는 

것이다.

이 시기 소설들에서 나타나는 ‘죽음’은 ‘대속’의 양상을 띤다. 단, 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대속이 아닌, 구약의 희생제물을 

통한 개인의 대속에 가깝다. 신약의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속죄된 것이라면, 구약의 대속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은 경우, 최고 통치자가 죄를 지은 경우, 일반 평민이 죄를 지은 경우 

각각 속죄제사의 수행 주체, 속죄제물의 종류 등이 다르다.86) 이 중 개

인의 죄에 대한 속죄제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 없는 암염소 한 마리

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

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

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이, 화목

86) 『새번역 성경』, 레위기; 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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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의 기름기를 떼어 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

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는 용서를 받는다.87)  

속죄제의 수행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죄의 당사자가 속

죄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하는 것

을 의미한다. 둘째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불사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죄를 소멸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제물의 각을 뜨고 피를 받고 기름기를 

떼어 내는 일련의 과정이 있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생략한다. 즉 구

약의 대속 과정을 요약하자면, 자신의 죄를 다른 대상에게 전가하고 그 

대상을 죽이는 것이다.

「인간의 종언」에는 이러한 속죄제의 유형이 변용되고 있다. 그로테스

크하고 불길한 분위기로 점철된 이 짧은 소설은 또한 끊임없이 제의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든다. 소설의 초반부 주인공 상화의 아내를 초점화

87) 『새번역 성경』, 레위기; 4장 27절-31절.

「인간의 종언」 「부활미수」

상화 허준 경실

속죄제(1)

-죄의 전가

(6) 뜯어온 꽃으로 양

주의 등을 문지른다.

(4) 경실을 정죄한다.

속죄제(2)

-불사르기

(9) 제단에 불을 붙여 

동반자살을 시도한다.

(13) 경실의 얼굴에 

바위를 던지려 한다.

(6) 독이 든 샌드위치

로 허준을 살인하려 

한다.

(11) 양주의 간을 먹

는다.

실패 (12) 인간을 먹은 인

간은 이미 인간이 아

니다.

(14) 사변 때 생각이 

나 망설이다가 실수로 

자기 얼굴을 찧는다.

(7) 실수로 자신이 먹

고 죽는다.

[표 2-5] 초기 소설의 속죄제-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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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하여 서술되는 장면에서 주인공의 행동들은 미스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로 제시된다. 마을에는 칼을 든 꽃도적이 나타난다는 불

길한 소문이 돌고, 남편은 매일 밤이유를 알 수 없는 외출을 한다. 가장 

기이한 장면은 늦은 밤 꽃송이를 가득 가지고 집에 뛰어 들어온 상화가 

어린 아들 양주의 등에 꽃송이를 미친 듯이 문지르는 장면으로, 이는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제의의 이미지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무지한 힘으로 양주의 뒷덜미를 잡아서 마치 밭에서 무우 뽑듯이 어미

의 품에서 앗아서 달빛 아래로 끌어내었다. 『으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배추단 다루는 셈이었다. 엎어 놓고 잔등을 헤친 다음 손을 주머니

속으로 넣더니 한줌 두 줌 꽃송이를 털어낸다. 그것으로 세상없이 울부짖

는 양주의 등마루를 문지르는 것이다. 한송이, 또 한송이 눈에 불이 달려

서 마치 잘못 쓴 글씨를 손가락에 침을묻혀가면서 일심으로 지우려고하는 

소학생처럼 여념이 없었고, 그만치 잔인하여 보였다.

『이 새끼! 이 문둥이새끼!』88)

이웃집 화단에서 훔쳐 온 붉은 꽃송이들로 어린 아들의 등을 문지르

는 이 그로테스크한 광경은 하나의 제의처럼 느껴진다. 붉은 꽃송이가 

으깨져 아이의 등에 칠해지는 것은 제물의 피를 바르는 것과 이미지적으

로 동화되며, 아이의 등을 세차게 문지르는 아버지의 손은 속죄제의에서 

제물의 머리에 얹는 손과도 서로 통한다. 물론 이 장면에서 일차적으로 

상화가 “일심으로 지우려고하는” 것은 양주의 등에 돋아난 한센병의 종

기이다. 그러나 그 행동의 이면에 자신의 한센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아

픈 소망이 있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양주를 향해 “문둥이새끼”라고 

소리치는 것은 그의 절망감의 표현임과 동시에, 자신의 무언가를 그에게 

전가하는 의식행위로도 보인다. 그것은 앞서 보았듯 한센병-죄이며, 아

들의 등에 꽃송이를 문지르는 의식을 통해 자신의 한센병-죄를 아들에

게 전가한 셈이다. 

상화는 자신과 아들뿐 아니라 아내도 한센병이 발병해 있었음을 알게 

88) 장용학, 「人間의 終焉」, 앞의 글,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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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아내의 태중에 지금 들어서 있는 아이에게도 그것이 흘러갈 것임

을 짐작한다. 그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 상화와 아내는 동반자살을 실행

하는데, 그 방법 또한 분명한 제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방안 가운데 갖다가 서로 어긋이 나게 한개비 한개비 쌓는다. 가슴에 

닿을만큼한 높이가 되었다. 그 위에 서너장되는 널 판지를 폈다. (…) 널

판자를 다시 펴놓고 초에다 불을 켜니 제단(祭壇)은 이로써 마련이 다 된 

셈이다. 문에다가는 담요를 쳐 바깥세계와 차단하여 버렸다. 이제는 제사

를 지낼 따름이다.

양주를 안은 아내가 먼저 올라가 널판자 위에 앉는다. 그들은 잠을 깨

고 울어대는 어린것을 달래느라고 『아! 아! 우리 양주 말 참 잘 듣지 아- 

옳지 옳지』하면서 그 목구멍으로 수면제를 탄 사탕물을 부어 넣었다. 그

리고 나서 부부는 제가끔 수면제를 입에 물었다.89)

아이 등에 꽃 문지르기가 속죄제의 첫 단계였다면, 이 장면은 두 번

째 단계를 선명히 그려낸다. 일가족의 동반자살 방법으로는 매우 낯설게 

이들은 제단을 쌓아 분신자살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제물만을 

불태우는 일반적인 속죄제의 방식과는 달리, 제의 수행자인 상화도 함께 

제단에 올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나 

곧이어 석유와 장작의 미흡함으로 인해 화염이 사그라들어 가족들 중 상

화만 깨어나 제단에서 내려오며 속죄제의 수행은 다시 이어진다. 

生의 强함이여. 연기속으로 꿈찔거리는 것이 있었으니 상화의 손이다. 

몸이었다. 살아 있었다. 일어나지 않는가. 머리카락은 다 타버리고 움직일

때마다 타다 남은 옷 조각이 부시시 흘러 떨어져도 그래도 살아서 움직이

는 것이었다. 살아 있는 송장이었다.

(…)

손이 올라갔다. 칼날은 한번 번득하더니 양주의 배로 내려가 푹 하고 

꽂혔다. 쭉찢었다. 갈라지는 뱃속에서 오장이 흘러나왔다. 칼을 버리고 오

장을 헤치면서 간을 찾기 시작하는 애비의 두 손. 팔목의 시계가 어울리

89) 장용학, 「人間의 終焉」, 앞의 글,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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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

이윽고 그의 위 속에는 자식의 간이 들어갔다.90)

상화는 “살아 있는 송장”으로 깨어나, 죽은 양주의 배를 가르고 간을 

꺼내 먹는다. 이는 어린아이의 간을 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미신에 

따른 것이면서, 다른 대상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재생을 기도하는 ‘대속’

의 방향을 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화는 속죄제의를 완수한 후 집을 

나선다. 한센병-죄로 인해 주어질 것이었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부활은 실패한다. 살가죽이 모두 익어 시뻘게진 형상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웃 사람들은 그 모습에 놀라 도망치고, 

홀로 남은 상화는 다시 쓰러져 죽는다.

그것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무슨 銅像이었다. 인간을 먹은 인간은 

이미 인간이 아니다. 인간을 끝낸 것이다. 人間은 끝났다.

(…)

손을 든다. 손을 들며 그는 뭐라고 입을 열려고 하였으나 그때는 늦었

고 툭 문지방으로 쓰러졌다. 이미 그것은 타죽었던 송장이었다. 아침바람

이 그 시체위를 넘나들었다.

눈을 홉뜬 그의 팔목에서 임자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

은 世界의 時間이었다.91)

상화의 부활이 실패한 것은 “인간을 먹은 인간은 이미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인간을 먹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식인(食人)뿐 아니라,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모든 것일 수 있다. 타인을 제물로 삼아 속죄를 

이루고자 하는, 즉 ‘대속’을 수행하는 인간은 작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人間’92)은 아닌 것이다. 이로써 대속은 실패한다. 

90) 위의 글, pp.217-218.

91) 위의 글, p.218.

92) 이 작품에서 장용학이 평생동안  소설 속에서 찾아 헤매는 ‘人間’의 문제가 

처음 제기된다. 장용학은 한글과 한자를 전략적으로 섞어 쓰는 글쓰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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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종언」에서 ‘대속’이 속죄제의 유형을 비교적 표면화하여 드러

내고 있는 것이라면, 「부활미수」는 속죄제의 유형을 또 다른 유형 뒤에 

숨겨 놓는다. 이는 ‘요나’의 유형이다. 요나는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의 선지자로, 기원전 8세기 경 여로보암2세의 재위 기간에 활동했다. 요

나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원수이자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앗수르

의 가장 큰 도시 니느웨에 예언을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 

이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탄다. 「부활미수」의 허준이 본래 

신학 연구를 위해 캐나다로 향해야 하는 사명을 버리고 경실의 배에 올

라타는 것은 요나의 행적을 떠오르게 한다. 

    

① 지금쯤 그는 카나다의 어떤 修道院 뒷 뜰을 거닐고 있어야 했다. 초

청을 받아 신학 연구로 고국을 떠나는 며칠을 앞두고 그는 불연듯 밀려 

오르는 서러운 그리움을 억제할 수 없어 옛 애인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던 

을 사용하는데, 그의 소설에서 ‘인간’과 ’人間’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

고 한자어로 된 ’人間’이 바로 장용학이 평생동안 희구한 존재 그 자체로서

의 인간, 모욕되지 않는 인간인 것이다.

「부활미수」 성서

허준 요나

(1) 캐나다 수도원에 초청을 받는다. (1) 니느웨에 예언을 선포하라는 하나님

의 명령을 받는다.

(2) 경실의 배에 올라탄다. (2) 다시스 행 배를 탄다.

(3) 폭풍우를 만난다. (3) 태풍을 만난다.

(5) 뱃사공에게 화난의 원인으로 지목된

다.

(4) 태풍의 원인으로 제비 뽑힌다.

(9) 두 번째 물고기(상어)를 잡은 뱃사

공을 죽인다.

(5) 커다란 물고기에 먹힌다.

(10) 화물선에 구조된다.

[표 2-6] 「부활미수」의 허준과 ‘요나’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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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세간을 산처럼 배에 섣고 서 있는 그 머루알 같이 윤기가 흐르는 

그의 몇년만에 보는 모습에 질투를 느끼고 육욕을 느낀 것은 죄악이었다

고 생각은 하였어도 그 배에 올라 탄 것은 뉘우치지는 않았다.93)

②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

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

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

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삯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

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94)  

허준은 옛 애인인 경실에 대한 “서러운 그리움”으로 그녀를 찾아갔다

가 질투와 육욕으로 배에 올라탄다.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에 대

한 불만을 품고 향한 항구에서 마침 발견한 다시스행 배에 탄다. 허준과 

요나가 각각의 배에 타게 되는 이유는 차이가 있지만, 둘 모두 본래의 

사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으며 그 탑승이 충동적이었다는 점에서 유

사하게 이어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앞서 보

았듯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앗수르의 도성이기 때문이었다. 앗

수르와 북이스라엘은 오랜 전쟁을 치렀는데, 사실 앗수르의 일방적인 약

탈에 가까웠다. 앗수르의 전쟁 정책은 매우 잔인했는데, 전쟁 포로의 손

발을 자르고 살아 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며 눈을 뽑는 등의 일들이 자

행되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의 봉신국가로서 조공을 바쳐야 했

으며, 외교권이 박탈되었다.95) 요나의 시대까지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었지만, 후에 앗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점령하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앗수르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이주시켰다.96) 그런 

앗수르의 니느웨였기에 요나는 민족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93) 장용학, 「復活未遂」, 앞의 글, p.171.

94) 『우리말성경』 4판, 요나; 1장 1절-3절, 두란노서원, 2019.

95) 김영진, 「앗수르 제국의 외교정책과 이스라엘」,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9, 

한국신학정보연구원, 1999, pp.43-46 참조.

96) 열왕기하; 27장 5-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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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한국의 근대사를 상기시킨다. 일본제

국의 조선 식민지배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1910년 한일강제병탄조약으로 국권을 침탈한 후에는 토지

조사사업으로 식민지 조선의 토지를 사실상 약탈하였으며, 강제노동/강

제징용으로 조선인들을 강제이주시켰다. 또한 일본제국이 731부대 등에

서 자행한 생체실험은 결코 아시리아의 잔인한 전쟁 정책에 뒤지지 않았

을 것이다. 장용학이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어느 만큼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는지는 분명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신자가 아니었던 

작가가 많은 소설들에서 성경적 소재와 그 유형들을 다양하게 차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가 뒷받침되었을 것이며, 이를 통

해 이스라엘과 앗수르의 관계를 발견했다면 이것에서 한일 관계를 떠올

렸을 것임은 상상해볼 수 있다. 일제강점 식민지 경험을 평생의 문제의

식으로 안고 살았던 장용학이 이를 담아내기 위해 ‘요나’의 유형을 차용

한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요나가 탄 다시스행 배가 태풍을 만난 것처럼, 허준이 탄 경실의 조각

배 또한 폭풍우를 만난다. 본래 이삿짐을 돛이 없는 조각배에 싣고 이를 

발동기선에 연결하여 목적지까지 갈 예정이었지만, 폭풍우로 인해 발동

기선과 연결되어 있던 밧줄이 풀리고 노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

로부터 며칠 후 이삿짐에 섞여 있던 음식까지 모두 소진된 후로는 앞 절

에서 보았던 극한의 기갈이 시작된다. 

① 뱃사공은 기도 소리가 귀찮아졌다. 「듣기 싫어이! 여길 예배당인 줄 

알어!」  

입술이 놀려지는 대로 아무리 욕설을 퍼부어도 아무 대꾸 없이 하늘만

을 상대하는 것이 더 미웠다. 자기보다 두세살 아래로 보이는 신부를 무

슨 원수처럼 미워했다. 「무슨 원수가 있어 내 배에 탄 거야!」  

이렇게 할퀴고 보니 이 화난을 당하게 된것은 정말 그 신부가 배에 탔

기 때문인것 같아졌고 그렇게 믿어진다. 사실 그는 그가 검은 바람처럼 

난데 없이 이 배로 뛰어 들었을 때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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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97)

②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

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98)

요나와 허준은 모두 뱃사람에 의해 문제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요나가 탄 배가 태풍을 만나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자 뱃사람들은 그것

이 신의 분노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분노를 산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는다. 그 원인으로 요나가 지목되어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폭풍이 잠잠해진다. 허준이 탄 배의 뱃사공은 허

준의 기도 소리 때문에 그를 미워하게 됐고, 그 끝에 “이 화난을 당하게 

된것은 정말 그 신부가 배에 탔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뱃사공은 다시스

행 배의 뱃사람들처럼 허준을 바다에 직접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그렇

다면 뱃사공을 귀찮게 만들 만큼 지속적으로 반복한 허준의 기도는 무엇

이었던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저 여인을 정죄하심이여 그 집을 쫓겨 구걸

하게 하심이여……」  

(…)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 계집은 품에 안았던 어린아이를 바다에 떨어뜨

렸던 것이다. 짐을 바다에 쳐넣는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던 그 여인은 배가 

뒤집혀질뻔 했을 때 무엇을 붙잡지 않고는 자기가 물에 떨어질것만 같아 

그만 어린 자식을 안았던 손을 놓아 버렸던 것이다. 젊은 神父는 그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굶주린 빛이 그의 얼굴에 깊어질수록 거의 용서하지 않

았다. 『제 자식을 죽인 타락녀』라고까지 이름 지어 하늘에 기도드렸다. 지

금 그 천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99)

  

97) 장용학, 「復活未遂」, 앞의 글, pp.169-170.

98) 『새번역 성경』, 요나; 1장 7절.

99) 장용학, 「復活未遂」, 앞의 글,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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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은 어린아이를 바다에 빠트린 경실을 비난하며 그녀에게 심판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반복한다. 화물선에 구조되기 전까지 경실에 대한 그

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허준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

만 경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으며, 그 소리를 들으며 경실은 흐

느낀다. 그러나 경실이 아이를 빠트린 것이 폭풍우 때문이었고, 그 폭풍

우가 (‘요나’의 유형에 따라) 다른 배를 탄 허준 때문이었다면, 허준이 

경실을 정죄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경실에게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 그는 경실을 속죄제물로 삼아 그에게 손을 얹는 속죄제의 첫 단계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요나는 하나님이 마련해 둔 큰 물고

기에게 삼켜짐으로써 구조된다. 큰 물고기는 사흘 후 요나를 육지에 뱉

어내는데, 이는 그 자체로 큰 배의 이미지를 갖는다. 「부활미수」에서 이 

유형은 ‘큰 물고기’와 ‘큰 배’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뱃사공을 죽임으로써 

“길이 일메에터쯤 되는 새끼 상어”100)를 획득함과 동시에 큰 화물선이 

나타난 것이다. 허준과 경실은 화물선으로 구조되어 며칠 후 경실의 원

래 목적지였던 B시에 둘은 도달한다.

그러나 육지에 도달한 그들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 그

것은 죄의 문제다. 허준에게는 신부로서 옛 애인을 향한 욕망 때문에 본

래의 사명을 버리고 다른 배에 탔다는 죄와 뱃사공을 죽였다는 죄가 있

다. 경실에게는 자기의 어린 아이를 물에 빠트려 죽였다는 죄와 먹고 살

기 위해 뱃사공 및 화물선의 선원들과 동침했다는 죄가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두 사람은 속죄제의 두 번째 단계를 수행하려 한다. 상대방을 

죽이려는 것이다.

이를 먼저 수행한 것은 경실이었다. 경실은 “자기에게 법적으로는 죄

가 없다고 굳게 믿었으나 남편이 그 일을 알았을 때 당하게 될지도 모를 

破鏡을 단단히 미연에 방지해 두기 위해”101) 독이 든 샌드위치를 허준

에게 먹이려 한다. 즉 허준만 사라진다면 자신의 죄 또한 없었던 셈이 

100) 위의 글, p.174.

101) 위의 글,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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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이다.허준이 샌드위치에 독이 들었을 것이라 의심하자 경실은 

자기 몫의 샌드위치를 먹으며 독이 없음을 증명하려 하고, 결국 허준도 

샌드위치를 먹는다. 

눈이 너무나 고요히 내리는 속에서 이제는 더 버티고 있을 수 없어 결

국, 「으엣!」 하고 앞으로 고꾸라지는 것은 준이 아닌 경실이었고, 준은 거

기에 끌려든 듯이 옆으로  쓰러지는 것이었다.

좀 지나서 부시시 머리를 드는 것을 준이고 거기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고 있는 것은 경실이었다.

독을 먹은 것은 결국 경실 쪽이 되는 셈이었다.

아까 삘에게 놀랐을 때 그는 그것을 잘못 싸 들었던지 어쨌든지 한 모

양이었다.102)

그러나 결국 쓰러진 것은 경실이었다. 경실이 실수로 두 개의 샌드위

치 중 독이 든 쪽과 들지 않은 쪽을 바꿔 들었고, 끝내 경실 자신이 독

이 든 샌드위치를 먹어버린 것이다. “이 여자를 이 지상에서 없애 버리

면 자기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103)을 하고 있던 

허준에게도 기회가 온 셈이다. 허준은 이미 죽은 경실을 더욱 완전히 죽

임으로써 자신의 속죄제의를 완료하고자 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살았다! 나는 산다!」  재생을 선언하는 그의 논리

는 단순하였다.

(…)

「나는 나를 믿는다! 배신당한 나는 나를 믿어도 좋다! 나른 나는 믿는

다. 나의 주는 내다! 내가 나의 주다, 나는 내다!」 

그의 자세는 銅像처럼 무거워 보였다.

「나는 存在와 價値, 正義와 모랄의 一致다! 나는 도루 산다! 바다와 같

이 깊은 慈悲, 바위와 意志, 버들개지와 같은 부드러운 살결을 가지고 나

는 나의 王, 宇宙의 王이다!」 

그 우주의 왕은 또 뱀의 지혜를 가진 왕이기도 하였다. 저리로 뛰어 가

102) 위의 글, 같은 면.

103) 위의 글,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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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 커다란 바위를 굴려 왔다.

완전한 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는 경실의 얼굴을 누군지 모르게 으깨

어 버리자는 것이었다.104)

허준의 속죄제의 두 번째 단계는 경실의 얼굴을 바위로 으깨는 것이

다. 경실의 얼굴을 그대로 둔다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살인범으로 지

목될 수 있으며, 이는 그가 자유의 몸이 되는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

이다. 그는 이것이 성공하면 ‘존재’와 ‘가치’가 일치되는 새로운 ‘주’, 즉 

새로운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 의미화한다.

그러나 그는 바위를 던지려는 순간 망설임에 부딪힌다. ‘사변 때’ 얼

굴이 으깨진 시체를 보았던 환상이 다시 떠오르며, 경실도 그 꼴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자신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이어진 것이다. 즉 그것

은 “휴메니티의 分水嶺”이었으며, “存在와 價値가 피를 흘리면서 딩굴고 

물어 뜯는 二律背反이 얽히고 얽킨 宿命”, “復活에의 마지막 싸움터”105)

였다. 그는 ‘존재’와 ‘가치’의 싸움에서 휴머니티라는 ‘가치’를 누르고 ‘존

재’를 선택하여 속죄제의를 완수함으로써 부활하려 하지만 이는 실패한

다. 바위를 들고 있던 허준은 결국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바위는 그 자

신의 얼굴에 부딪치고 마는 것이다. 

허준의 실패가 ‘사변 때’의 환상과 연결지어짐은 의미심장하다. 이전

까지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역사적 현실이 갑작스럽게 전면화된 것이다. 

보편세계에서 시도해 볼 수 있었던 ‘대속’의 방법은 역사적 현실과 맞닥

뜨렸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人間이라는 이름을 세워놓고 볼 때 

저기 저 시체는 하나의 休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106)이라는 소

설의 마지막 문장은 그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이는 중

기 소설에서 ‘인간’과 ‘인간성’의 싸움, 즉 능동적인 죄의 선택을 통한 신

(神)-규율과의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104) 위의 글, p.186.

105) 위의 글, p.187.

106) 위의 글,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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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사의 규율과 ‘비인(非人)’의 ‘반(反)-역사’

장용학의 초기 소설에서 죄를 개인의 것이면서 또한 역사 바깥의 보

편적인 것으로 본 것과 달리 중기 소설에 들어서며 죄는 보다 역사화되

어 세계사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는 속

죄의 방법에 대하여서도, 초기 소설에서는 ‘타인’에게 전가하고 그를 죽

임으로써 ‘대속’의 속죄제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실패까지를 

선고하였던 것과 달리, 중기 소설에서는 세계사의 최초 지점으로 돌아가

는 ‘반역사’의 방법을 통해 세계사의 원리가 되는 신적 규율이라는 원죄

를 소멸시키는 방법을 택한다. 

중기 소설의 유형은 ‘자연-원죄-역사-역사의 실패-반역사의 예감-

반역사-원죄의 소멸-자연의 회복’의 구조로 배치되어 있다. 다시 말해, 

‘자연’ 세계가 ‘원죄’로 인해 파괴됨으로 인해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했

으며, 이 역사 속에서의 탈출 시도는 실패한다. 여기서 ‘역사’란 메커니

즘 하에서 전개되는 직선적 역사로서, 그 최종에 ‘종말’을 둔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역사관과도 통한다. 종말을 향해 가는 역사를 ‘자연’의 세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었던 ‘원죄’를 소멸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역사’의 전개를 거스르는 ‘반(反)-역사’가 필요하며, 인

물들은 반역사가 다가오는 발자욱소리를 예감한다. 이 구조는 「요한詩

集」(1955), 「非人誕生」(1956), 「易姓序說」(1958), 「圓形의 傳說」

(1962)으로 진행됨에 따라 확장된다. 

「요한시집」

토끼우화 누혜 동호

자연 (1) 기억 저편에 무한

한 바깥세계가 있었던 

것도 같다.

(1) 태어나 5일이 되

기까지 이름 지어지지 

않았다.

(1) 어린 시절 고향 K

성에서 뛰어놀았다.

원죄 (2) 대리석 동굴 속에

서 무지개를 진실로 

(2) 호적에 오르고, 학

창시절 규율을 학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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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산다. 다.

역사 (2) 의용군으로 전쟁

에 참여했다가, ‘열매

가 익기 시작한 돌배

나무’와 함께 폭격을 

받았다.

(3) 포로수용소 섬에 

들어가 누혜를 만난다.

(3) 개안, 혁명: 빛이 

창문을 통해 밖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내면으로 돌이

켜진다.

(3) 모범생의 벽을 부

수고 ‘자율’을 모토로 

삼는다.

(4) 자살한 누혜를 목

격하고, 누혜의 눈을 

들고 해안선을 바라보

며 서 있는다. 

(5) 포로수용소 섬을 

빠져나오며, 섬을 ‘현

대사의 맷돌’이라 인식

하고, ‘무엇이 가까이 

오는 발자욱 소리’를 

듣는다. 

(4) ‘자유’를 위해 창

문을 통해 기어나오다

가 피투성이가 된다.

(4) 소나무가 다가오

는 ‘혁명’의 환상과 ‘외

국여자’와의 영화 약속 

사이에서 고민한다. 

(6) 누혜의 하꼬방에

서 아사에 직면한 누

혜의 어머니를 만난다. 

동호는 자신이 누혜라

고 말하며 정말 아들

이 된 것처럼 느낀다.

역사의 

실패

(5) 바깥 세상에 당도

하자 눈이 멀어 쓰러

진다.

(6) 토끼가 죽은 자리

에 ‘자유의 버섯’이 났

고, 후손들은 그 버섯 

앞에 제사를 올린다. 

(5) 괴뢰군으로 전쟁

에 참여해 최고훈장을 

받고 ‘인민의 영웅’이 

된다.

반역사의 

예감

(6) 포로수용소에 들

어온다. 역사의 반복을 

인식하며, 현대인은 자

유인이 아니라 자유의 

노예라 생각한다.

(7) 반복되는 역사의 

환상을 보며 ‘이런 역

사는 그만하고 그쳤으

면 좋겠다’고 생각한

다. 그리고 눈을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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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시집」(『현대문학』, 1955.7.) 은 ‘토끼 우화’, ‘누혜’, ‘동호’의 서

사축이 전개되며 각각의 역사 진행을 보여준다. 「요한시집」은 ‘자연-원

죄-역사-역사의 실패-반역사의 예감’까지의 전개를 보여주며, 이후의 

다른 작품들에서 보여줄 역사인식을 예비한다. ‘토끼 우화’는 실패하는 

기존의 역사를, ‘누혜’는 기존 역사의 종결과 반역사의 예언을, ‘동호’는 

반역사를 계승 및 실행할 존재로 제시되며 이야기는 그친다. 여기서는 

예감으로 그친 반역사가 어떤 것이며, 반역사의 최종 결과는 무엇인지는 

이어지는 작품들에서 심화되어 설명된다.

고 사는 바깥세계의 

환상을 본다.

(7) 다른 포로들에게 

반동분자로 몰려 폭행

당한다.

(8) 동호에게 어머니

에 대해, 탯줄만은 정

말 질기다고 말한다.

(8) 누혜의 어머니가 

죽는다.

(9) 동호의 몸을 껴안

으며, 살로메 꿈에 대

해 말하고, 열매는 익

었지만 자신은 익지 

못했다고 말한다.

(9) 누혜의 유서인 고

양이의 두 눈을 바라

보며 졸음을 느끼고, 

아침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린다. 

(10) 철조망에 목을 

매 자살한다. 

[표 3-1] 「요한시집」(1955)의 전체 구조

「비인탄생」

아홉시 병 지호 시대 마녀의 탄생

자연 (1) 천동시대가 

있었다.

(1) 다리: 메소

포타미아 나일

강 유역

원죄 (1) 학교에 가 (1) 문서위조로 (2) 사람이 두 (2) 쭈글쭈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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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싫어 9시마

다 배가 아프다

고 했다.

학교를 권고사

직하고, 이를 쥐

의 시체 탓으로 

돌린다.

발로 서면서 땅

이 움직이고 하

나님이 부르고 

싶어지는 지동

시대가 왔다.

배: 중세

역사 (2) 불편한 일

이 생길 때마다 

정말 배가 아파

졌다.

(2) 쥐의 시체

를 보고, 인사불

성이 되어 쓰러

져 있는 어머니

를 발견한다.

(3) 전쟁에 나

가도, 직장에 취

직해도 배가 아

팠다.

(3) 집을 잃고, 

어머니와 함께 

산 위의 방공호

로 올라가 산다. 

쥐의 시체를 목

격할 때마다 계

속 취직에 실패

한다. 

(4) 배를 부둥

켜 안고서라도 

직업이라는 것

을 가지고 있어

야 해 배탈의 

아픔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4) 집을 짓고 

현실적인 삶을 

살리라 생각하

며 눈에서 막이 

벗겨졌다 느낀

다.

(3) 가슴: 문예

부흥과 산업혁

명, 프랑스혁명

과 10월혁명

(5) 녹두 노인

에게 천동시대

로 돌아가기 위

해서 사족보행

을 하라는 이야

기를 듣는다.

(6)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유를 느낀다.

역사의 

실패

(7) 도둑으로 

몰려 경관에게 

잡혀간다.

(3) 최후의 심

판이 온다. 

(4) 얼굴: 종희

의 얼굴=마녀.  

(8) 유치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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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탄생」(『사상계』, 1956.10.~1957.1.)은 ‘아홉시 병 우화’와 ‘지호’

의 두 개의 서사와 ‘천동시대/지동시대’와 ‘마녀의 탄생’이라는 두 개의 

역사관이 제시된다. 여기서 ‘아홉시 병 우화’와 ‘마녀의 탄생’은 기존 역

사의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호’의 서사는 ‘반역사의 예감’ 단계까지 

나아가, 서사적으로는 「요한시집」의 역사관에서 크게 나아간 지점은 없

다. 그러나 ‘천동시대/지동시대’의 역사관에서, 현재의 역사 진행에 대한 

대안적 역사로서 ‘반역사 및 원죄의 소멸-자연의 회복’을 제시하고 있다

는 점에서 다소의 확장을 보인다. 이 확장은 「비인탄생」의 속편인 「역성

서설」에서 보다 심화될 것이다.

벽에 끼인 ‘자

유’인 자신과 이

별한다.

(9) 석방되어, 

아사한 어머니

의 시체를 발견

하고, 불에 태운

다.

반역사의 

예감

(10) ‘돌배는 

익어서 떨어졌

다’고 생각하며, 

정오의 졸음을 

느끼고, 비인의 

왕국이 가까이 

오는 발자욱 소

리를 듣는다.

반역사

/원죄의 

소멸

(2)’ 시계를 죽

인다.

자연의 

회복

(3)’ 땅이 멈추

고 천동시대가 

돌아온다. 

[표 3-2] 「비인탄생」(1956-1957)의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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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탄생」 「역성서설」

시대 삼수 관세음보살

자연 (1) 천동시대가 있었

다.

(1) 날때부터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

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다.

원죄 (2) 사람이 두 발로 

서면서 땅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부르고 싶어

지는 지동시대가 왔다.

(2) 부모가 그 처녀를 

절간에 맡겼다. 

역사 (1) 폭폿가에서 삼수

는 연희의 그림자를 

찾고, 녹두대사는 관세

음보살을 찾는다.

(2) 암호로 된 녹두대

사의 편지를 해석하며 

환상을 본다. 근대적 

기계 공장(법정)에서 

메커니즘의 괴물을 만

난다.

(3) 도원(桃源)을 통

과하며 그림자를 잃는

다.

(3) 그 처녀로 인한 

한숨소리가 절에 가득

하게 되어, 주지는 모

든 중들을 내보냈다.

(4) 주지는 처녀의 웃

는 얼굴을 마주하고 

인생이 찾아왔다.

(4) 난파선에서 연희, 

그림자, 녹두대사를 만

난다. 누가 진짜 삼수

인지를 가리는 제비뽑

기에서 그림자와 비긴

다. 그림자는 삼수에게

로 들어온다

(5) 주지는 스스로를 

법당에 가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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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성서설」(『사상계』, 1958.3.~6.) 은 ‘삼수’와 ‘관세음보살’의 서사가 

제시되는데,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보았던 「비인탄생」의 

‘천동시대/지동시대’의 역사관을 병치시켜 볼 필요가 있다. ‘삼수’의 서사

는 기존 역사의 전개를 되짚은 후, 「비인탄생」에서 예고했던 ‘반역사-원

죄의 소멸-자연의 회복’을 실행하여 서사로 옮긴다. ‘관세음보살’은 「비

역사의 

실패

(3) 최후의 심판이 온

다. 

(6) 백 일 후 주지는 

모든 불상의 금을 벗

겨 왕수에 녹이고, 이

를 처녀에게 부어 관

세음보살을 만들고 죽

었다.

반역사의 

예감

(5) 인간의 왜소함에

서 탈피해 ‘거인’이 되

라는 음성을 듣고, 폭

폿가의 화강 기암에 

거인을 새기기 시작한

다.

(6) 녹두대사가 천동

시대가 오게 하는 제

의를 한 후 산에서 떨

어진다. 

반역사 (2)’ 시계를 죽인다. (7) 녹두대사가 인조

인간이었음을 알게 되

어 녹두대사를 죽이고 

절은 불에 탄다.

(7) 화염 속에서 금이 

녹아내린다.

원죄의 

소멸

(8) 삼수의 그림자인 

‘거인’과 메커니즘의 

괴물이 싸워 거인이 

승리한다.

자연의 

회복

(3)’ 땅이 멈추고 천동

시대가 돌아온다. 

(9) 삼수는 연희를 팔

에 안은 거인이 걸어

나가는 환상을 보고, 

하산을 시작한다. 

(8) 연희로 돌아와 거

인의 팔에 안겨 절을 

벗어난다.

[표 3-3] 「역성서설」(1958)의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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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탄생」의 ‘마녀의 탄생’의 짝이라 할 수 있는데, ‘마녀의 탄생’이 기존 

역사의 파탄을 보여준다면, ‘관세음보살’은 ‘삼수’가 반역사를 진행함으로

써 삼수의 서사와 합류되어 ‘자연의 회복’에 다다른다.      

「원형의 전설」

역사 이장

자연 (1) 고대: 오리엔트에

서 발원했다.

(1) 어린이에게는 부

수고 찢는 ‘동작’이 있

었다.

(1) 남매인 오택부와 

오기미의 근친상간으

로 오기미가 임신한다.

원죄 (2) 중세: 하늘이 두

려워 밤이고 낮이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만 

드리며 살았다.

(2) 동작의 금지 때문

에 그 동작이 마음으

로 승화되었다.

(2) 오기미는 수도원

에 귀의하려 하고, 오

택부는 이장을 이도무

에게 입양시킨다.

역사 (3) 비리와 모순으로 

가득찬 ‘박물관’과 같

은 역사가 되었다.

(3) 방골 마을에서 오

택부와 오기미의 사생

아로 태어난다.

(4) 양부인 기회주의

자 이도무 아래에서 

성장한다.

(3) 르네상스: 인간을 

발견, 아니 ‘발명’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수한 

자아’의 발견이었고, 

그 속에서 ‘자아’를 상

실하는 일이었다.

(5) 보안서단들에게 

양부모가 죽고, 자신이 

사생아란 사실을 알게 

된다.

(6) 의용군 입대했다

가 국군에 편입한다. 

후퇴하던 중 동굴에서 

토끼를 사냥하고, 대리

석 도시의 꿈을 꾼다.

(7) 털보와 윤희 부녀

의 집에 묵는다. 윤희

와 밤을 보낸 후 윤희

는 자살한다. 둘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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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상간 사실을 알고, 

자살한 윤희를 묻어준

다.

(4) 프랑스혁명: 잃어

버린 자아를 찾아 거

울 속을 헤매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기도, 

새로운 교회가 되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자

유’와 ‘평등’이다.

(8) 방골 마을에 찾아

가 자기 출생의 경위

를 알아낸다. 공산주의

로 해탈하고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5) 2차세계대전: 남

매인 ‘자유’와 ‘평등’이 

싸웠다.

(9) 간첩으로 남파되

고, 안지야를 만난다.

역사의 

실패

(6) 6.25전쟁: 2차세

계대전이 끝나서 조선

땅인 북위38도선에서 

서로 만나게 도었을 

때 그들 남매는 서로 

하늘을 같이 이지 못

할 원수 사이가 되어 

있었다.

(10) 간첩임이 발각된 

다. 자신에게 자결을 

강요하는 조직을 버리

고 안지야의 집으로 

도망친다.

(11) 안지야의 육체를 

보며 ‘십자가에 달린 

탕녀’의 꿈을 꾼다.

반역사의 

예감

(12) 기차 안에서 ‘인

간재배’의 꿈을 꾸고, 

걸으며 세례 요한의 

예언처럼 들리는 발자

욱소리를 듣는다. 

(13) 오택부의 동굴에 

갇힌다.

반역사 (14) ‘최후의 심판’의 

상상을 하며 시계를 

내팽개친다. 시계의 톱

니바퀴로 자물쇠를 자

르고 탈출한다.

(15) 안지야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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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성서설」이 「비인탄생」에서 제시했던 문제를 이어받아 해결하고 있

다면,  「원형의 전설」(『사상계』, 1962.3.~11.) 은 「요한시집」과 짝을 이

루어 이를 계승 해결하고 있다. 「원형의 전설」은 ‘이장’의 서사와 이를 

보충하는 성서의 상징, 그리고 두 가지의 역사 해석이 제시된다. 첫 번

째 역사 해석은 기존 역사의 전개를 ‘중세-르네상스-프랑스혁명-2차세

계대전-6.25전쟁’의 구체적인 세계사 전개로 보여주는 것이며, 두 번째 

그녀를 겁탈하려다가, 

그녀가 오택부의 딸임

을 알고 쫓겨나온다.

(16)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순간 4차원의 세

계의 가능성을 느끼고, 

안지야와의 관계가 4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죄’라 생각한다.

(17) 안지야와 함께 

오택부에게 가서 약혼 

사실을 밝힌다.

원죄의 

소멸

(2)’ 동작을 금지하지 

않고 둔다.

(18) 안지야와 함께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따 먹고, 오택부의 동

굴에서 관계를 가진다.

(19) 오택부가 이장에

게 총을 쏘지만 오발

로 자신이 죽는다.

(20) 나무에 벼락이 

맞아 동굴이 무너진다.

자연의 

회복

(3)’ 밝고 순하고 평화

로운 ‘식물원’과 같은 

역사가 될 것이다.

(21) 핵전쟁이 분비한 

방사능이 빙하시대처

럼 세계를 휩쓴 다음, 

동굴이 꺼진 자리에 

복숭아 나무가 솟아난

다.

[표 3-4] 「원형의 전설」(1962)의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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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해석은 그것의 심층 구조로서 ‘동작’과 ‘금지’를 두어 ‘자연-원죄-

역사’의 기존 역사 및 ‘원죄의 소멸-자연의 회복’의 대안 역사를 제시한

다. ‘이장’의 서사는 이러한 역사 해석을 서사화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이전 소설에 비해 ‘반역사-원죄의 소멸-자연의 회복’의 과정이 보다 세

밀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확장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기의 소설들에서는 원죄로 인한 역사의 파탄과 그 원죄를 

소멸시킴으로써 자연을 회복하기 위한 반역사의 전개를 그리고 있는데, 

이는 결국 ‘죄’와 그 ‘죄의 해결’의 구조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3.1.

에서는 ‘죄’에 해당하는 ‘자연-원죄-역사-역사의 실패’를, 3.2.에서는 

‘죄의 해결’에 해당하는 ‘반역사의 예감-반역사-원죄의 소멸-자연의 회

복’을 보려 한다. 더하여 이 시기의 소설에서 반복되는 주요한 유형적 

요소들인 동굴, 토끼, 개안(開眼), 복숭아, 돌배나무, 시계 등의 의미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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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神)-규율’로서의 세계사적 원죄

초기의 장용학이 상황에 따른 개인들의 자범죄들을 다루었다면, 중기

에 들어서며 작가의 ‘죄’에 대한 인식이 ‘원죄’를 향해 선회한다. 자범죄

의 원인을 개별 상황에서 찾는 것에서 나아가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

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중기는 작가의 대표작인 「요한시집」(1955)과 「원형의 전설」(1962)을 

포함하여, 「靑銅紀」(1967-1968)를 끝으로 작품 활동을 잠깐 멈추기 시

작하는 1968년까지의 작품들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이들 작품들에서는 

많은 경우 본격적으로 역사적 사실 특히 6.25전쟁과 관련된 사건들이 

문제 상황으로 제시된다. 초기의 작품들도 주로 6.25전쟁을 역사적 배경

으로 삼고는 있었으나, 이는 한두 개의 단어를 통해 시기를 추측하게 해 

줄 뿐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반면 중기에 들어서며, 이전까지 배경

으로만 처리되었던 역사적 경험이 전경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요한 

시집」은 전쟁 포로수용소의 잔인성, 「死火山」(1955)은 전쟁으로 눈과 

사랑을 잃은 개인을, 「逆流」(1955)는 북조선 사회의 부자유를, 「現代의 

野」(1960)는 북조선의 민주사업과 월남을, 「원형의 전설」은 6.25전쟁, 

전쟁 포로, 남파 간첩 등을 다룬다.

이들 작품들에서 6.25전쟁은 한국 사회에 뿌려진 “惡의 씨”107)로 이

야기된다. 작가는 장편소설 「太陽의 아들」(1965)의 연재를 시작할 때 

작가의 말에서 “六·二五동란은 그 참화와 함께 헤아릴 수 없는 惡의 씨

를 뿌렸고, 그 씨는 땅에 뿌리를 내고 그 가지는 하늘을 가리는 잎사귀

를 달고 있다”108)라고 말한 바 있다. 6.25전쟁의 상흔이 휴전 후의 한국 

사회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용

학에게 6.25전쟁은 단지 한국 근대사의 사건이기보다 ‘세계사’의 사건으

로 인식되고 있는 듯 보인다. 「원형의 전설」의 도입부에서 6.25전쟁에 

대해 “自由와 平等이 核戰爭을 일으켜 결국 人類前史에 終焉을 고하게 

하는데, 六·二五動亂이라고 하는 그 前哨戰과 같은 전쟁”109)이라고 설명

107) 장용학, 「太陽의 아들-作家의 말」, 『사상계』, 1965년 7월, p.335.

108) 위의 글,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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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서 이를 볼 수 있다. 개별 존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살

상하는 원자탄이 전쟁에 도입됨으로 인해 국지전과 세계전의 구별이 불

가능해진 시대 상황110)에서 장용학은 6.25전쟁을 체험하여 온 자신을 

세계사적 존재로 위치 짓게 되었을 것이다. 6.25전쟁의 포로수용소를 다

루는 「요한시집」에서도 6.25전쟁만이 아닌 “二次大戰이 끝”111)난 시점을 

이야기의 지점으로 삼고 있으며, 세계사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 또는 전쟁 그 자체가 장용학이 말하려 한 ‘원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소설들에서 작가는 세계사 전반에 대한 

해석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데, 그가 바라보는 세계사의 시작점은 언

제나 ‘원죄’였으며, 세계사란 원죄가 싹을 틔우고 성장해 종말을 향해 달

려가는 과정이었다. 6.25전쟁, 2차세계대전과 같은 전쟁들은 원죄로 인

한 파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들일 뿐, 원죄의 그림자는 세계

사 전반에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역사 해석이 드러난 부

분을 소설들에서 찾아 구조화하면 아래와 같다.  

109) 장용학, 「圓形의 傳說」 1회, 『사상계』, 1962년 3월, p.390.

110) K.Jaspers, 『원자탄과 인류의 미래』 상, 김종호·최동희 역, 사상계사, 

1963, p.42. (권보드래, 「과학의 영도(零度), 원자탄과 전쟁」, 『한국문학연

구』 4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2, p.333에서 재인용.)

111) 장용학, 「요한 詩集」, 『현대문학』, 1955년 7월, p.78.

「요한시집」 「비인탄생」 「원형의 전설」

자연 (1) 기억 저편에 무한

한 바깥세계가 있었던 

것도 같다.

(1) 다리: 메소포타미

아 나일강 유역

(1) 고대: 오리엔트에

서 발원했다.

원죄 (2) 대리석 동굴 속에

서 무지개를 진실로 

믿고 산다.

(2) 쭈글쭈글한 배: 중

세

(2) 중세: 하늘이 두려

워 밤이고 낮이고 머

리를 숙이고 기도만 

드리며 살았다.

역사 (3) 개안, 혁명: 빛이 

창문을 통해 밖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내면으로 돌이

(3) 가슴: 문예부흥과 

산업혁명, 프랑스혁명

과 10월혁명

(3) 르네상스: 인간을 

발견, 아니 ‘발명’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수한 

자아’의 발견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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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소설에서 작가의 세계사 해석은 전체 서사를 관통하는 구조에 

해당하지만, 여기서는 우선 그것이 요약적으로 제시된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위 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각각 「요한시집」의 토끼 우화, 「비인

탄생」의 「마녀의 탄생」 풀이, 「원형의 전설」의 서술자의 역사 서술이다.

「요한시집」의 토끼 우화는 동굴 속에 살던 토끼가 동굴 바깥 세계를 

동경해 온 몸을 찢기며 밖으로 나오지만 바깥 세계의 너무 강한 빛으로 

인해 눈이 멀고 마는 이야기로, 소설의 프롤로그에 해당한다. 이는 짤막

한 우화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분명한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토끼 우화에 대한 기존의 알레고리적 해석은 이를 탈근대, 실

존적 진리, 절대적 자유를 향한 희구와 그 실패를 그린 것으로 범박하게 

해석하는 데에 머무른다.112) 그러나 이를 작가의 다른 소설들에 나타난 

112) 김정관, 「장용학 초기 소설에 나타난 실존주의적 인식구조 연구」, 『국제언

어문학』 제30호, 국제언어문학회, 2014,  p.341; 박재한, 「장용학 소설 연구

켜진다. 그 속에서 ‘자아’를 상

실하는 일이었다.

(4) ‘자유’를 위해 창

문을 통해 기어나오다

가 피투성이가 된다.

(4) 프랑스혁명: 잃어

버린 자아를 찾아 거

울 속을 헤매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기도, 

새로운 교회가 되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자

유’와 ‘평등’이다.

역사의 

실패

(5) 바깥 세상에 당도

하자 눈이 멀어 쓰러

진다.

(5) 2차세계대전: 남

매인 ‘자유’와 ‘평등’이 

싸웠다.

(6) 토끼가 죽은 자리

에 ‘자유의 버섯’이 났

고, 후손들은 그 버섯 

앞에 제사를 올린다. 

(4) 얼굴: 종희의 얼굴

=마녀.  

(6) 6.25전쟁: 2차세

계대전이 끝나서 조선

땅인 북위38도선에서 

서로 만나게 도었을 

때 그들 남매는 서로 

하늘을 같이 이지 못

할 원수 사이가 되어 

있었다.

[표 3-5] 중기 소설의 세계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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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역사 해석과 맞춰 그 대응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토끼 우화 또

한 작가의 역사관을 드러내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다른 소설들을 살펴본 후 「요한시집」으로 돌아와 보자.

「비인탄생」에 등장하는 「마녀의 탄생」은 주인공 ‘지호(地瑚)’가 그의 

연인인 ‘종희(終姬)’를 모델로 하여 그린 그림이다. “백 살 먹은 로인 노

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림에 종희가 불만을 표하자, 지호는 자신의 

그림을 세계사에 대한 해석으로 풀어준다.

「이런 배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그런 걸 어떻게 해.」

「엄마!」

「中世는 그랬어 中世의 배야……」 

지호는 그리로 가까이 갔다. 

「이 메소포타미아 나일江 유역을 봐. 이래야 조화가 서거던……」

두 다리를 가리키면서 하는 소리다.

「그리구 여기가 이를테면 로오마구……」 

「듣기 싫어요!」

「이 가슴은 文藝復興과 産業革命이라구 해도 좋을께구 佛蘭西革命과 

十月革命이라구 해두 좋을께구……」  

(…)

「제명은 뭐라구 하실 테야요. 노파가 된 뷔너쓰? 그렇지요-」

「마녀의 탄생. 얼굴에서 따서……」

「얼굴에서, 마녀? 아이 제가 그럼 마녀란 말이예요!」113)

지호의 그림 풀이는 성서 속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 풀이를 연

상시킨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神像)의 머리에

서부터 발에 이르는 각각의 신체를 세계사의 국가 교체 과정에 대한 예

언으로 해석한 것114)과 마찬가지로, 지호는 자기 그림 속 인물의 각각의 

-실존주의와 탈근대 의식을 중심으로」, 가톨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p.36-37.

113) 장용학, 「非人誕生」 2회, 『사상계』, 1956년 11월, pp.360-361.

114) 다니엘; 2장 31-4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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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세계사적 사건의 진행으로 푼다. 두 이야기에서 모두 머리는 해

석자가 처한 당대를 가리키는데, 다니엘은 머리부터 발에 이르기까지 후

대의 국가 교체를 예언하는 것인데 반해, 지호는 다리에서부터 머리에 

이르는 이전 시기의 세계사 전체를 훑고 있음이 다르다. 「마녀의 탄생」

의 다리는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유역’ 즉 고대 인류 문명의 발생을 가

리키며, 배는 ‘중세’의 기독교적 질서를, 가슴은 르네상스에서부터 1789

년~1794년의 프랑스혁명, 그리고 1917년의 10월 혁명 또는 볼셰비키 

혁명까지 즉 근대적 인간 및 근대적 이념들의 탄생과 갈등을 가리킬 것

이다. 전개 순서상 현대를 가리킬 얼굴은 마녀의 형상으로 제시되어 있

는데, 이는 또한 종희의 얼굴이기도 하다. ‘종희(終姬)’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역사의 끝[終]’ 또는 ‘종말론적 역사관’을 연상시킨다.115)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세계사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짚어내려가

는 「마녀의 탄생」은 결국 노파의 형상에 마녀의 얼굴을 한 부정적인 것

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도 “제일 숭한 것”으로 지목되는 것이 “비틀었

다가 펴놓은 것처럼 쭈글쭈글”116)한 배인데, 이는 배가 가리키는 중세,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 인식을 세계사적 ‘원죄’의 지점으로 볼 가능성을 

열어 둔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원죄’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는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한다.  

「비인탄생」의 「마녀의 탄생」에 나타나는 세계사 해석은 그 시기 지정

은 명확하나, 전체적인 부정적 인식 외에 각 시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평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원형의 전설」은 그 시기 지정을 그대로 가

져오며,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평가하고 있다. 「원형의 전설」의 서술

자는 핵전쟁으로 인한 역사의 종언 이후의 존재로 제시되며, 서사 내에

서 세계사를 조감할 권위를 가진다. 서술자는 6.25전쟁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세계사 전개를 설명하며 소설을 시작한다.  

115) 결국 「비인탄생」을 끝으로 종희는 사라지고 속편인 「역성서설」에서는 종

희의 여동생인 ‘연희(然姬)’가 등장하게 되는데, 연희는 자연(自然)을 연상시

키는 이름을 가진 긍정적인 인물이다.

116) 장용학, 「非人誕生」 2회, 앞의 글, 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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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洋史는 海洋을 무대로 삼고 끊임없이 「西北에의 길」을 더듬은 流動

性이라고도 할 수 있는 「終末觀」에서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

다. 즉 「오리엔트」에서 발원한 西洋文明은 페르샤, 그레시아를 거쳐 로마

에, 로마에서 알프스를 넘어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두 갈래로 갈려져 하나

는 잉글랜드에 머물었다가 大西洋을 건너 아메리카로, 다른 하나는 도이

취란트에 들렀다가 러시아로 흘러 들었읍니다. 러시아로 흘러든 그 흐름

은 「시베리아」의 흰 벌판을 橫斷하여 「우라디보스톡」에, 아메리카로 흘러

들었던 흐름은 太平洋의 푸른 파도를 넘어 필립핀에까지 당도했었는데, 

이 이야기의 싹이 트는 무렵이 되는 二次世界大戰이 끝나서 조선땅인 北

緯三八度線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 男妹는 서로 하늘을 같이 이

지 못할 원수 사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自由와 平等이라는 이름으로써 그렇게 원수가 된 것인데 이 「자유」와 

「평등」은 위에서도 말한 것 처럼 루네쌍스에 있은 「自我의 發見」에서 싹

이 튼 것입니다.

그들은 自我를 發見했다고 했읍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늘이 두려워 밤

이고 낮이고 머리를 숙이고 祈禱만 드리면서 살다가 암만해도 재미라는 

것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 중 몇몇은 서로 짜가지고 몰래 곳간에 들어

가서 먼지 속에서 옛날 그림책을 찾아 꺼내다 펼쳐 보니 거기에는 자기들

과 꼭 같은 모양을 한 인간들인데 祈禱를 하는 모습은 하나 없고 모두들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었읍니다. (…) 마을에 돌아온 그들은 소리 소리 

외쳤읍니다. 우리는 「人間」을 發見했노라고. 그 당시는 新大陸을 발견해내

서 너도 나도 하고 發見이라는 것에 들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는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나가 순식간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發見이 아니라 發明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表現이 

될 성질의 것이었고, 더구나 人間의 發見이 아니라 그것은 人間의 喪失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왜냐면 기도만 드리는 것이 인간생활이 아니다, 노래

도 부르며 살아야 완전한 人間生活이다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마치 앞

모습만 거울에 비쳐보고 살던 사람이 뒷모습도 보아야 완전한 내 모습을 

알 수 있다 해서 뒤에다 또 하나의 거울을 세워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

다. 그렇게 하니 과연 뒷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거기에

는 無數의 내가 줄지어 있어서 어느 것이 낸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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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人間의 歷史는 잃어 버린 自我를 찾아 거울 속을 헤매는 過

程이 되었읍니다.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祈禱, 새로운 敎會였읍니다. (…) 

그런데 이전과는 달라 교회는 두개였읍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는 교회에

는 「自由」라는 旗를 꽂고, 뒤에 서 있는 교회에는 「平等」이라는 旗를 꽂

았읍니다. 그리고서 學者들로 하여금 自由와 平等은 矛盾되는 槪念이다 

라고 定義를 내리게 했읍니다. 바꾸어 말하면 싸움을 붙여 놓은 것입니

다.117)

여기서 작가는 ”世界史라고 할 수 있는 西洋史의 흐름”118)을 짚어내

려간다. 이를 연대기적 순서로 정리하여 보면, 고대의 “「오리엔트」에서 

발원”, 중세의 “하늘이 두려워 밤이고 낮이고 머리를 숙이고 祈禱만 드

리면서” 사는 것, 근대의 “루네쌍스에 있은 「自我의 發見」”과 “잃어 버린 

自我를 찾아 거울 속을 헤매는 科程”, 그리고 현대의 “二次世界大戰”과 

“조선땅의 北緯三八度線”의 ‘6.25전쟁’이다. 이들 각각은 「비인탄생」에서 

보았던 고대의 다리, 중세의 배, 근대의 가슴, 현대의 얼굴에 대응한다. 

「비인탄생」에서 부정적으로 제시되었던 중세의 배와 현대의 얼굴에 

더하여, 이 소설에서는 근대의 가슴 또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르

네상스부터 10월 혁명까지를 가리켰던 근대의 가슴을 여기서는 ‘르네상

스’와 ‘프랑스 혁명(과 10월 혁명)’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르네상스에 대

하여 작가가 초점을 두는 것은 ‘자아의 발견’인데, 이는 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중세의 인식 방향을 돌려 고대적인 인간성의 시대를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작가는 “人間의 發見이 아니라 그것은 人

間의 喪失”이었다고 평한다. 이는 “「自我」의 發見이란 「無數한 自我」의 

발견이었고 「無數한 自我」 속에 自我를 상실하는 일”119)이었기 때문이

다. 즉 인간을 인간 그 자체가 아닌 쪼개어진 자아들, 이념들의 결합체

로 인식함으로써 그 자체로서의 인간은 파괴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쪼개어진 자아, 이념, 가치들에 서로 싸움을 붙이는 

것으로, 이것이 ‘프랑스 혁명(과 10월 혁명)’에 해당하는 문제 상황이다. 

117) 장용학, 「圓形의 傳說」 1회, 앞의 글, pp.391-392.

118) 위의 글, p.390.

119) 위의 글, 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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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이 기치로 내세운 자유·평등·박애 중 ‘자유’와 ‘평등’의 균형 

문제는 혁명기 내내 여러 차례 분쟁을 낳아 왔다.120) 이는 결국 ‘자유’를 

내세우는 자본주의와 ‘평등’을 내세우는 공산주의가 맞부딪치는 데까지 

이어졌다. “프랑스에서 두 갈래로 갈려져 하나는 잉글랜드에 머물었다가 

大西洋을 건너 아메리카로, 다른 하나는 도이취란트에 들렀다가 러시아

로 흘러 들었”다는 서양사의 흐름이 그것이다.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산

업 혁명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승리로 나아갔으며, ‘10월 혁명’을 통

해 수립된 소련 정부는 그와는 다른 (공산주의적) 근대화로 나아간

다.121) 프랑스 혁명의 자녀인 ‘자유’와 ‘평등’의 갈등은 결국 ‘2차세계대

전’을 낳고, “二次世界大戰이 끝나서 조선땅인 北緯三八度線에서 서로 만

나게 되었을 때 그들 男妹(자유와 평등-인용자 주)는 서로 하늘을 같이 

이지 못할 원수 사이가” 된 것이 ‘6.25전쟁’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이념의 전쟁으로만 국한되지 않는

다. 작가는 소설의 다른 부분들에서 자아의 전쟁, 가치의 전쟁 등에 대

해서도 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그의 역사관과 인간관을 연결시

켜 놓는다.

「모랄리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생각이 정말 내 생각일까 하면서 두 

생각을 싸움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이 이기

기로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름은 여전히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必要하기도 했던 소이연은 이러한 데에도 

있는 것이고, 에네르기의 浪費요, 人間을 食言하는, 不道德이기보다 罪라

고 이름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이 아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해서 말

하면 자기가 낳게 한 것인데도 庶子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120) Owen Connelly, French Revolution/Napoleonic Era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9), p.3. (서정복, 「프랑스혁명기 자유와 평등으 

입헙화 과정-베르트랑 바래르의 제의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와 문화 연

구』 1, 한국세계문화사학회, 1998, pp.137-138에서 재인용.)

121) 한정숙, 「세계사 속의 러시아혁명」,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1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2018,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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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입니다.

(…)

사람에게는 「+」 「-」, 「善」 「惡」, 이렇게 두개의 마음이 있다고들 했지

만, 그 투로라면 두개의 마음이 따로 平行해 있어서 교대로 나타났다 사

라졌다 하는 것이라고 해야 하겠는데, 그것은 自己韜晦를 위한 倫理的希

望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心理的事實은 하나의 마음이 境界線을 넘나들

면서 갈 지(之)字 모양으로 비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道

德的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한 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122)

「원형의 전설」의 뒷부분에서는 ‘모랄리티’ 즉 도덕이라는 것이 결국 

생각의 전쟁임을 말한다. 인간의 생각을 쪼개어 가치와 가치를 대립시켜 

놓는 것이 문제적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원론적으로 분리되는 존재가 

아닌, “하나의 마음이 境界線을 넘나들면서 갈 지(之)字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작가의 인간관이다. 아직 충분히 논하기에는 이르

지만, 「역성서설」에서도 주인공인 ‘삼수’와 그의 그림자 중 어느 쪽이 진

짜 삼수인지를 가리는 제비뽑기가 무승부로 무산되는 것123)이 그려진다. 

인간의 의식을 쪼개어 자아들의 전쟁을 붙이는 것 역시 온전한 인간 이

해에 부적당하다는 것이다.

「비인탄생」과 「원형의 전설」에 나타난 역사관에 근거해 「요한시집」의 

토끼 우화를 읽어낸다면 그 의미는 사뭇 달라진다. 토끼의 죽음을 실패

로 보든 희생으로 보든, 그것에 자유를 위해 싸운 비극적 영웅의 죽음이

라는 숭고한 색채를 덧씌우려 한 기존 몇몇 연구들과 달리, 토끼 우화에

는 세계사에 대한 냉소가 담겨있다. 토끼가 바깥세계의 존재를 인지하고

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행적 하나하나를 「비인탄생」,  「원형의 전설」

에 나타나는 세계사의 단계들과 대응시켜 보면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토끼는 무지개 색으로 채색된 깊은 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무지개 색 빛이 창문에서 들어온 것임을 알게 된다. 이때부

122) 장용학, 「圓形의 傳說」 7회, 『사상계』, 1962년 9월, pp.355-356.

123) 장용학, 「易姓序說」, 『사상계』, 1958년 5월, pp.3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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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토끼의 세계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던 그가 그 일곱가지 고운 빛이 실은 천장 가까이에 있는 창문같

은 데로 흘러든 것이라는 것을 겨우 깨닫기는 자기도 모르게 어딘지 몸이 

간지러워지는 것 같으면서 그저 까닭 모르게 무엇이 그립고 아쉬워만지는 

시절에 들어서였읍니다. 말하자면 이 깊은 땅속에도 사춘기(思春期)는 찾

아온 것이었고, 밖으로 향했던 그의 마음이 내면으로 도리켜진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였읍니다.

「이렇게 고운 빛을 흘러들게 하는 저 바깥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

일까…….」

이를테면 그것은 하나의 개안(開眼)이라고 할까. 혁명(革命)이었읍니

다. 이때까지 그렇게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던 그 돌집이 그로부터 갑자

기 보잘것없는 것으로 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덴」동산에는 올빼미

가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124)

그런데 이 장면에서 토끼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인식한 이 시기

에 대해 “밖으로 향했던 그의 마음이 내면으로 도리켜진” 때라고 설명한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 전개상으로는 토끼의 마음이 (동굴의) 

‘내부’에서 (동굴의) ‘외부’로 돌이켜졌다고 서술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듯한데, 서술자는 오히려 토끼의 마음이 (자신의) ‘외면’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돌이켜졌음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사춘기’는 르

네상스적인 ‘자아의 발견’과 대응된다. 바깥세계의 빛을 인지한 이후로 

굴 내부가 보잘 것 없게 보이기 시작한 것에 대해 “「에덴」동산에는 올빼

미가 울기 시작한 것”이라 서술하고 있음도 이를 보충해준다. 에덴 동산 

즉 중세의 기독교적 규율이 지배하는 시대로부터 바깥 세계 즉 고대의 

빛으로 마음이 돌이켜진 것이다.

토끼가 이전가지 ‘무지개’ 빛을 진짜 굴의 색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은 그 자체로 기독교적 세계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장용학의 다른 소설

들에서도 ‘무지개’는 수차례 반복되는 유형의 하나인데, 많은 경우 이는 

124) 장용학, 「요한 詩集」, 앞의 글,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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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의 무지개 상징과 연결된다. 이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둔 것을 

말한다.125) 무지개는 작게는 물 심판과 관계되는 언약만을 가리키지만, 

넓게는 성서 전체의 언약, 율법, 규율까지를 지시하기도 한다. 그러한 무

지개가 장악하고 있던 동굴은 기독교적 규율로 형성되어 있던 ‘중세’와 

대응된다.

또한 바깥세계는 단순히 토끼가 가고자 하는 미래적 지향점으로만 제

시되지 않는다. 토끼는 비록 기억은 나지 않아도 “바깥세계에서 들어온

것만 사실이다”126)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바깥세계는 토끼의 고

향이자 지향점이 되는 '고대’와 대응된다. 이로 보아 토끼가 바깥세계의 

빛을 인지한 것은 동굴 안(중세)에서 동굴 밖(고대)으로, 그리고 마음의 

외면에서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란 점에서 르네상스를 지시하리라 

생각할 수 있다.

이후 토끼는 동굴 밖으로 나가고자 하지만 동굴에는 아무런 출구가 

없다. 토끼는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던 유일한 통로인 창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한다. 이에 대해 서술자는 “놀라운 발견, 발견이라

기보다 발명을 해낸 것”127)이라 평가하는데, 이는 「원형의 전설」에서 르

네상스의 ‘자아의 발견’에 대해 “發見이 아니라 發明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表現”128)이라 평한 것을 떠오르게 한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인식하고, 그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까지의 과정은 

결국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하는 근대적인 인식의 과정에 대응된다. 

그는 창으로 기어나가기 시작하였읍니다.

가다가 넓어진데도 있었지만 벌레처럼 뱃가죽으로 기면서 비비고 나가

야 했읍니다. 살은 터지고 흰토끼는 빨갛게 피투성이었읍니다. 그 모양을 

멀리서 보면 마치 숨통을 꾸룩꾸룩 기어오르는 각혈(咯血)같았을 것입니

다.

125) 창세기; 9장 8절-17절.

126) 장용학, 「요한 詩集」, 앞의 글, p.50.

127) 위의 글, p.51.

128) 장용학, 「圓形의 傳說」 1회, 앞의 글, pp.3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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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그렇게 뛰는데 그의 발은 앞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합니다. 바깥

세계는 이때까지 생각한 것처럼 그저 좋기만한 곳 같지 않아지게도 생각

되는 것이었읍니다. 훗날, 그때 도루 돌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그때 누가 있어 「도루 돌아

가거라」 했다면 그는 본능적으로 「자유 아니면 죽음을!」 하는 감상적(感

傷的) 『포-즈』를 해보였을 것입니다.129)    

   

토끼는 마침내 창문을 통해 기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는 살을 찢는 

고통의 과정이었으며 “자유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슬로건에 따르는 투

쟁의 과정이었다. 토끼가 바깥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곧 ‘자유’라는 

가치 혹은 이념을 향한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는데,이는 앞서 보았던 프

랑스 혁명에서부터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 이르는 ‘자유’ 또는 ‘평등’을 

향한 투쟁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서술자는 자유를 향한 토끼의 투쟁은 

“감상적(感傷的) 『포-즈』”라는 말로 냉소하고 있다. 우화 내에서는 아직 

그 비판의 이유가 분명히 서술되지 않았지만, 작가는 이후 「원형의 전

설」에서 “人間이 人間이려면, 빵을 위해서일 데와 마찬가지로 自由를 위

해서 죽는다는 것도 羞恥스러운 죽음에 속해야 할 것”130)이라는 말로 

논의를 이어간다. 인간이 자유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인간보다 자유를 

앞세우는 것이며, 이는 결국 인간을 온전한 인간이 아니게 한다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위한 투쟁과 자유를 위한 투쟁 모두 “動物的인 

싸움”131)이라고 서술자는 비판한다. 이 비판은 다시 「요한시집」의 토끼 

우화 속 토끼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대한 비판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

다.

결국 토끼는 바깥세계에 도달하지만 동굴 속에서 느꼈던 빛과 달리 

너무나 강한 빛에 눈이 멀고 만다. 토끼는 결국 동굴로 돌아가지도, 바

깥세계의 삶으로 자신을 던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 이

는 결국 토끼의 인생이라는 역사가 끝내 실패로 종결되는 지점이다. ‘자

129) 위의 글, pp.51-52.

130) 장용학, 「圓形의 傳說」 3회, 『사상계』, 1962년 5월, p.417.

131) 위의 글,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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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또는 ‘평등’을 향한 투쟁이 끝내 인간에게 그러한 가치들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2차세계대전’이라는 역사의 파탄 지점으로 나아간 것과 

대응된다.

그가 죽은 그 자리에 버섯이 하나 났는데 그의 후예(後裔)들은 무슨 

까닭으로인지 그것을 『自由의 버섯』이라고 일컬었읍니다. 조금 어려운 일

이 생기면 그 버섯 앞에 가서 제사를 올렸읍니다. 토끼뿐 아니라 나중에

는 다람쥐라든지 노루 여우 심지어는 곰 호랑이같은 것들도 덩다라 그 앞

에 가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효험이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고, 그러

니 제사를 드리나마나 였지만, 하여간 그 버섯앞에 가서 절을 한번 꾸벅 

하면 그것만으로 마음이 후련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버섯이 없어지면 아주 이 세상이 꺼져버리기나 할 것 같이 생각하

고 있는 것 같았읍니다.132)

그런데 토끼가 죽은 자리에 버섯이 나고, 후대의 동물들은 이를 ‘자유

의 버섯’이라 칭하며 효험도 없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다. 이미 2차세

계대전으로 파탄을 맞이한 토끼의 역사, 그리고 자유 투쟁의 역사를 이

어받아 종교처럼 숭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원형의 전설」에서 

“二次世界大戰이 끝나서 조선땅인 北緯三八度線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 男妹는 서로 하늘을 같이 이지 못할 원수 사이가 되어 있

었”133)다고 설명한 ‘6.25전쟁’에 대응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요한시집」의 토끼 우화는 중세, 근대를 통과하며 

‘자유’라는 이념을 추종하게 된 역사가 어떻게 현대에 이르러 전쟁이라

는 형태로 파탄을 맞이하는지를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읽을 수 있

다. 그렇기에 토끼에 대한 서술자의 음성이 비극적이기보다 냉소적이었

던 것이다. 토끼 우화는 장용학이 그의 세계사 인식의 구조를 보여준 가

장 이른 서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32) 장용학, 「요한 詩集」, 앞의 글, p.53.

133) 장용학, 「圓形의 傳說」 1회, 앞의 글, pp.3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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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시집」, 「비인탄생」, 「원형의 전설」에서 보여준 세계사 인식의 기

반에는 원죄에 의한 자연 세계의 파괴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가 세계사

의 기반으로 보았던 ‘원죄’는 기독교적인 원죄관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기독교적인 원죄관은 성서의 ‘선악과 사건’134)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134)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곳을 맡아서 돌보

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새번역 성

경』, 창세기; 2장 17절.)

세계사
「비인탄생」 「원형의 전설」  

아홉시 병 지호 역사

자연 (1) 고대 (1) 어린이에게는 

부수고 찢는 ‘동작’

이 있었다.

원죄 (2) 중세 (1) 학교에 가기 

싫어 9시마다 배가 

아프다고 했다.

(1) 문서위조로 학

교를 권고사직하고, 

이를 쥐의 시체 탓

으로 돌린다.

(2) 동작의 금지 

때문에 그 동작이 

마음으로 승화되었

다.

역사 (2)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배가 아파졌다.

(2) 쥐의 시체를 

보고, 인사불성이 

되어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다.

(3) 비리와 모순으

로 가득찬 ‘박물관’

과 같은 역사가 되

었다.

(3) 전쟁에 나가도, 

직장에 취직해도 

배가 아팠다.

(3) 집을 잃고, 어

머니와 함께 산 위

의 방공호로 올라

가 산다. 쥐의 시체

를 목격할 때마다 

계속 취직에 실패

한다. 

(3) 근대

- 르 네 상

스

(4) 배를 부둥켜 

안고서라도 직업이

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해 배탈의 

아픔을 느끼지 않

게 되었다.

(4) 집을 짓고 현

실적인 삶을 살리

라 생각하며 눈에

서 막이 벗겨졌다 

느낀다.

[표 3-6] 중기 소설의 원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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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덴동산이라는 낙원에서 죽음도 악(惡)도 없는 온전한 삶을 살던 태

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하나님이 금지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최초의 죄를 범함으로써 세상에 죄, 악, 죽음

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원죄는 최초의 금기에 대한 ‘위반’이 된

다. 그러나 장용학은 성서의 선악과 사건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면서, 

금기의 위반이 아닌 금기의 순응, 내면화가 원죄라고 재정의한다.

「원형의 전설」은 원죄를 전면적으로 다룬 소설이다. 장용학은 「원형의 

전설」의 최종회와 함께 『사상계』 1962년 11월호에 실린 대담에서 이를 

밝힌 바 있다. 장용학은 그가 소설에서 다루고자 한 인간의 원죄는 “기

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데서 오는 原罪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긴데서 온 원죄”135)라고 말한다. 그는 이

러한 원죄관을 소설 속에서 수차례 변주하여 설명하고 있다.

① 어린애가 손을 놀릴 수 있게 되면서부터 하는 일이란 밀어뜨리고 

부수고 찢고 허비고 하는 일입니다. 건설이라든지 友愛라든지 하는 것을 

그 손에서 찾아볼 수는 없읍니다. 그러던 그들의 그런 動作이 수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은 어른들의 「말」에 접촉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부수지 말

아라」 「싸워선 못 쓴다」 「정 말을 안 들으면 집에서 내쫓겠다」 하는 말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런 동작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안으로 파고 들어가 

마음으로 昇華된 것입니다.

(…)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가령 어린이들의 그 動作을 禁止하지 않고 그대

로 둬 두었더라면 人類歷史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둘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가 된다는 셈보다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린이들의 動作을 禁止시킨 「말」에 의하여 엮어진 歷史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非理와 矛盾으로 가득찬 암담하고도 不吉한 博物館

과 같은 것이었다면 그 반대의 역사는 적어도 밝고 順하고 평화로운 植物

園과 같은 것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정한 이치라 하겠읍니다. 아뭏든 그 

135) 장용학·김붕구·이정호, 「뛰어 넘었느냐? 못 넘었느냐? - 連載小說 『圓形

의 傳說』을 읽고」, 앞의 글,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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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作의 禁止야말로 人類의 原罪라 할 수 있겠고 人間의 苦惱와 彷徨과 罪

惡은 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136)     

② 「禁斷의 복숭아를 먹은 일이 왜 不幸을 가져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도루 토해 내려구 했기 때문이오. 먹

었으니까 아주 먹어서 胃로 보내어 大便으로 排泄해 버렸더라면 그만이었

을 것을 여자는 가슴에, 남자는 목에 스토프시켜 놓았단 말이오. 그로서 

인간의 姿勢는 그만 결정된 것이고 一方通行은 시작된 거요. 『그저 잘못

했습니다』 하면 잘된 것이 되는 줄 알게 되었단 말이오. (……)」137)

③ 「나는 아주 열렬한 크리스챤을 한 사람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 장

난 삼아 그저 장난 삼아 동무들과 어울려서 사과밭으로 기어들어 갔다가 

붙잡혔지. 하룻밤 사과나무 등걸에 결박지어진 것은 아무 것두 아니랄 수 

있었는데, 내일 아침 담임선생님에게 일러바쳐서 퇴학시켜 버리겠다는 공

갈에는 어떻게나 가슴이 조여들었는지, 그 이튿날부터 단숨에 模範生이 

되어 그대로 어른이 된 것은 찬양할만한 일인데 一生 사과 맛을 잃었다

나……」 

「그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명이에요?」 

「人間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나 하는 하나님의 發生 경위지.」138)       

  

「원형의 전설」에서 원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세 부분을 발췌해 

보았다. ①은 소설 초반 서술자가 세계사에 대한 해석에 이어 원죄에 대

한 해석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 ②는 소설 중반 친부(親父) 오택부의 

동굴에 갇힌 주인공 이장(李章)이 혼잣말처럼 자신의 세계 인식을 늘어

놓는 장면이며, ③은 소설 후반 이장과 안지야(安芝夜)가 오택부의 동굴

로 가는 길에 나누는 대화다. 소설 전반에 걸쳐, 그리고 서술자와 주요 

인물을 통틀어 원죄에 대한 해석은 ‘동작-규율-순응’의 동질적인 구조

로 나타난다. 

136) 장용학, 「圓形의 傳說」 1회, 앞의 글, p.393.

137) 장용학, 「圓形의 傳說」 5회, 『사상계』, 1962년 7월, p.336.

138) 장용학, 「圓形의 傳說」 9회, 『사상계』, 1962년 11월, p.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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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동작은 선험적인 선악의 구분이 없는 자연 세계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닌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동작을 금지하는 규율이 생겨난다. 이 규율은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

은 신(神)적인 것이다. 이러한 ‘신(神)-규율’에 순응하고 내면화함으로

써 인류 역사는 “非理와 矛盾으로 가득찬 암담하고도 不吉한 것”이 되었

고, “一生 사과 맛을 잃”게 된다. 자연 상태가 파괴된 것이다. 작가는 이

러한 신-규율에 대한 순응이 곧 인류의 원죄라고 말한다.

「원형의 전설」이 제재로 삼고 있는 ‘근친상간’ 또한 이러한 원죄의식

을 뒷받침한다. 이 소설은 남매 간의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사생아인 이

장이 마침내 이복 여동생 안지야와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인류학적으로 근친상간의 금기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 금기이며 모든 금

기의 기본 형태로 이야기되어 왔다. 특히 레비스트로스는 “자연에서 문

화로의 추이는 기본적으로 근친상간의 금기에 힘입어, 그것에 의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139)고 말한 바 있다. 근친상간의 금기가 자연 세

계와 역사 세계를 가르는 선이 된다는 것이다. 장용학의 원죄관에서 보

면 근친상간의 금기는 자연 상태를 파괴하고 자연적인 인간을 파괴한 것

이다. 그렇기에 장용학은 “인간의 죄 가운데 제일 깊은 것”이며 “인간 가

운데서 가장 인간의 斷面을 보여주는 죄”140)로서 근친상간을 택하여 소

설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원죄의식이 「비인탄생」에서는 보다 서사화된 형태로 나타

139) Claude Lévi-Strauss, Les structures élémentaires de la parenté.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49, p.30. (Georges Bataille, 

조한경 역, 『에로티즘』, 조한경 역, 민음사, 2009, p.233에서 재인용.)

140) 장용학·김붕구·이정호, 「뛰어 넘었느냐? 못 넘었느냐? - 連載小說 『圓形

의 傳說』을 읽고」, 앞의 글, p.280.

① ② ③

동작 어린애의 부수고 찢는 

일

금단의 복숭아를 먹은 

일
사과 서리

규율 어른들의 말 하나님의 명령 사과밭 주인의 협박

순응 마음으로 승화됨 복숭아를 토해내려 함 모범생이 됨

[표 3-7] 원죄의 3단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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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비인탄생」 또한 「요한시집」과 마찬가지로 본 서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화를 제시함으로써 소설을 시작하고 있으며, 그 우화는 본 서사

에서 인물이 맞닥뜨린 문제 상황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비인

탄생」은 ‘아홉시병 우화’를 전체 소설을 여는 이야기로 제시한다. 한 아

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서 등교 시간인 아홉시마다 배가 아프다는 꾀병을 

부리다 결국 곤란한 일만 맞닥뜨리면 정말로 배가 아프게 되었고, 끝내

는 그 “배탈에 아주 물들어” “배탈의 아픔을 느끼지 않게 되”어버린 “건

강체”141)가 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요체이다. 이는 ‘동작-규율-순응’ 

구조의 변주로 볼 수 있다. 꾀병이라는 최초의 동작 이후 ‘곤란한 일→

배탈’이라는 규율이 생겨나고, 이 규율을 내면화함으로써 끝내 규율이라

는 문제 상황조차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규율을 만든 것은 외부의 신(神)이 아닌, 동작

의 행위자 자신이라는 것이다.  아홉시가 되면 배가 아프다는 것은 아이

가 정한 규율이었지만, 끝내는 아이를 구속하는 신(神)이 된다. 이는 결

국 신 또한 선재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규율로서의 신을 만들어냈음을 

말한다.  아홉시병 우화의 말미에 “모든 사람은 말하자면 그런 健康

人”142)이라고 말한 것은, 모두가 규율 아래에 갇혀 있지만 그 문제 상황

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감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비인탄생」의 본 서사에서 주인공 지호(地瑚)는 ‘쥐 징크스’에 시달리

는데, 이는 ‘아홉시병’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지호는 교사였으나 담당 

학생의 일람표를 임의로 고친 이유로 권고사직하게 되는데, 이를 그 날 

아침에 본 쥐의 시체 탓으로 돌린다. 그에게 쥐는 곧 ‘법’으로 인식된다.

그가 담임하였던 졸업반 학생 가운데 내내 우등생으로 지내왔었는데 

그 해에 들어서 새로 실시된 등록제로 의한 결석 일수 때문에 졸업이라는 

마당에 있어서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아이가 있어 그런 경우에 관하여 

교장과 언쟁을 한 것이 원인이었다. 교장은 그래야 앞으로 학생들이 납입

금을 잘 내게되는 것이라고 수염을 만지작거렸다. 지호의 말은, 결석의 성

141) 위의 글, pp.349-350.

142) 위의 글,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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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달라졌으니 그것을 우등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사정회가 있을 전날이었다.

「그러자면 내규(內規)부터 고쳐야 합니다.」

「내규를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고치다니……. 좀 생각해 보슈. 법이란 그렇게 함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143)

지호가 일람표라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불합리한 법에 대한 항거였

다. 학생이 납입금을 내지 않은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는 내규가 새로 

생김으로써, 우등생이었던 학생이 우등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지

호는 이것이 불합리함을 교장에게 주장하지만 그의 주장은 묵살된다. 결

국 지호는 일람표를 재작성하여 결석 기간을 없앰으로써 그 학생이 우등

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 그 결과 지호는 공문서 위조로 권고사직하

며, 이를 “法에 항거해 보다가 지고”144) 만 것이라 느낀다.

지호는 자신의 사직의 원인을 학교를 그만두게 된 날 아침 출근 길에 

본 쥐의 시체 탓으로 돌린다. “「法=鼠」의 그림자”145)가 드리운 것이다. 

이후 지호는 정말로 쥐의 시체를 볼 때마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쥐의 시체를 본 후 어머니가 인사불성이 되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쥐

의 시체를 볼 때마다 취직에 실패한다. 결국 지호는 집세를 내지 못해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산 위의 방공호에 가 살게 되고, “쥐에 대한 두려

움은 공포에서 저주로”146) 변한다. 이러한 ‘쥐 징크스’에 대해 “그것으로

서 現代史의 와중에 휩쓸려 들게 되었다”147)고 서술하고 있는 것에서 

규율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을 곧 ‘현대사’라고 인식하는 작가

의 역사관을 볼 수 있다.

쥐 징크스 역시 ’동작-규율-순응’의 3단계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우

등학생을 위한 공문서 위조라는 최초의 동작 자체는 선험적으로 선악이 

143) 장용학, 「非人誕生」 1회, 『사상계』, 1956년 10월, p.361.

144) 위의 글, p.364.

145) 장용학, 「非人誕生」 2회, 앞의 글, p.361.

146) 장용학, 「非人誕生」 1회, 앞의 글, p.360.

147) 장용학, 「非人誕生」 1회, 『사상계』, 1956년 10월, 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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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여기에 규율이 끼어듦으로써 이 동작은 위법

으로 판정된다. 이를 ‘법=쥐’로 치환시켜 쥐 징크스로 내면화함으로써 

그로 인한 불행이 뒤따르기 시작했고, 이러한 규율의 내면화가 현대사의 

원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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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반(反)-역사’를 통한 원죄의 소멸

‘신(神)-규율’이라는 원죄의 발생으로 시작되어 현대에 이르는 세계

사의 전개는 그 원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었다. 그러나 이 역사는 

앞서 보았듯 실패하고 말았으며, 이는 곧 원죄라는 씨앗이 발아한 것이

었다. 장용학은 원죄를 극복하고자 했던 세계사의 실패 과정, 그리고 자

신이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적 방안을 소설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

지 시도의 방향이 모두 표면적으로는 ‘반(反)-역사’의 형태를 띠고 있어 

독해에 주의를 요한다. 반역사라 함은 순방향으로 진행되어 오던 직선적 

역사를 뒤집어 원죄 이전의 자연 상태의 세계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다. 그러나 장용학이 추구했던 반역사는 르네상스적인 고대 취향이나 아

나코 원시주의(Anarcho-primitivism)와는 다르다. 그의 반역사는 과거

에 머무르고자 함이 아닌, 기존 역사의 시간관을 거스르는 반역사를 통

해 원죄의 원점으로 돌아가 신적 규율이라는 원죄를 소멸 또는 무화(無

化)하고 영점(零點) 너머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기존 세계사의 원죄 극복 시도의 실패 과

정과 반역사를 통해 원죄의 소멸로 나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소설화되어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사
「요한시집」 「비인탄생」 「원형의 전설」

누혜 지호 이장

역사 (3) 근대

-르네상스

(3) 모범생의 벽

을 부수고 ‘자율’

을 모토로 삼는

다.

(4) 집을 짓고 현

실적인 삶을 살리

라 생각하며 눈에

서 막이 벗겨졌다 

느낀다.

(5) 보안서단들에

게 양부모가 죽

고, 자신이 사생

아란 사실을 알게 

된다.

(6) 의용군 입대

했다가 국군에 편

입한다. 후퇴하던 

중 동굴에서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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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의 실패 과정은 「요한시집」, 「비인탄생」, 「원형의 전설」에서 중

심적으로 서사화된다. 「요한시집」과 「원형의 전설」은 6.25전쟁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비인탄생」은 역사적 배경이 전면화되지 않고 있

지만, 세 작품은 모두 장용학 자신의 세계사 전반의 해석을 환기한다.

「요한시집」에는 앞서 보았던 토끼 우화와 더불어 두 인물인 ‘누혜’와 

‘동호’의 서사가 중층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요한시집」의 본 서사는 동

호가 포로수용소 동기였던 누혜의 자살을 회상하며 누혜의 어머니를 방

를 사냥하고, 대

리석 도시의 꿈을 

꾼다.

(5) 녹두 노인에

게 천동시대로 돌

아가기 위해서 사

족보행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7) 털보와 윤희 

부녀의 집에 묵는

다. 윤희와 밤을 

보낸 후 윤희는 

자살한다. 둘의 

근친상간 사실을 

알고, 자살한 윤

희를 묻어준다.

(4) 근대

-프랑스 혁명

과 10월 혁명

(4) 소나무가 다

가오는 ‘혁명’의 

환상과 ‘외국여자’

와의 영화 약속 

사이에서 고민한

다. 

(6)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

유를 느낀다.

(8) 방골 마을에 

찾아가 자기 출생

의 경위를 알아낸

다. 공산주의로 

해탈하고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겠

다고 맹세한다. 

역사의 

실패

(5) 현대

-2차세계대

전

(7) 도둑으로 몰

려 경관에게 잡혀

간다.

(9) 간첩으로 남

파되고, 안지야를 

만난다.

(6) 현대

-6.25전쟁

(5) 괴뢰군으로 

전쟁에 참여해 최

고훈장을 받고 

‘인민의 영웅’이 

된다.

(10) 간첩임이 발

각된다. 자신에게 

자결을 강요하는 

조직을 버리고 안

지야의 집으로 도

망친다.

[표 3-8] 세계사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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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며, 그 내부에 누혜의 유서가 삽입되어 있다. 

누혜의 유서는 그가 태어나고부터 자살을 결심하기까지의 인생 전반을 

요약한 것이다.

遺書

나는 한살 때에 났다.

나자마자 한살이고, 이름이 지어진 것은 닷새후였으니 이 며칠동안이 

나의 오직 하나의 故鄕인지도 모른다. 世界는 「이름」으로 이루워진 것이

니, 가령 이 며칠사이에 죽었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

로 되었을 것이다.

이름이 지어지자 곧 戶籍에 올랐다. 이로서 나는 두터운 호적부의 한칸

에 갇힌 몸이 된 대신, 死亡屆라는 법적 수속을 밟지 않고는 소멸될 수 

없다는 엄연한 존재가 된 것이다.148)

유서의 시작은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던 닷새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한

다. 이는 호적이라는 규율 메커니즘에 포섭되지 않았던 자연 세계이다. 

이후 그는 ‘누혜’라는 이름을 갖고 호적에 오르고, 소학교에 들어가 “公

民社會의 한 分子”149)가 되어간다. 소학교는 “벌에서 罪를”150) 배우는 

곳으로, 이곳에서 누혜는 초 단위로 분절되는 근대적 시간관을 학습한

다. 이는 신(神)-규율을 내면화하는 원죄의 기점이라 할 수 있다. 그로

부터 그는 모범생이 된다.

이후 그의 인생에는 규율 하에 포섭된 역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몇 차

례의 시도들이 나타난다. 중학교 시절 모범생의 벽을 부수고 ‘자율’이라

는 모토를 가져보기도 하고, 대학생 때는 ‘소나무 혁명’의 환상을 보고 

갈등하며,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괴뢰군으로 6.25전쟁에 참여한다. 이 

모든 시도들은 그가 난 지 닷새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자유’라는 고향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 중 ‘소나무 혁명’의 환상은 그의 이후 행

적과 관련해 주목할 만하다. 

148) 장용학, 「요한詩集」, 앞의 글, p.75.

149) 위의 글, 같은 면.

150) 위의 글, 같은 면.



- 81 -

멍하니 이층 창가에 앉아 고향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내 눈망울에 움직

이는 것이 느껴졌다. 아무리 더듬어 보아도 눈아에는 움직이는 것이 없는

데 눈망울은 무엇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러다가 나는 몸서리를 

쳤다. 저 언덕위에 서있는 妙心寺의 소나무들이 이리로 움직여오고 있는 

것이었다. 기급을 먹고 나는 벽그늘로 숨었다. 革命은 드디어 일어났다. 

나는 어느 편에 가담해야 할 것인가.

『소나무 만세!』를 부르면서 뛰어나갈 것인가. 그러면 저녁에 「구니꼬」

와 「다-잔」 영화를 구경가려던 豫定은 글러지고 만다. 나는 「革命」과 「外

國女子」 사이에 끼여 심히 그 입장이 곤난해 졌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

지도 못하고 二律指反속에서 어물어물하다가 하여간 자라목을 내밀어 혁

명의 진행을 살펴보았다. 中止되었다. 혁명은 중지되었던 것이다. 妙心寺

의 소나무들은 妙心寺로 돌아가서 옛모습대로 서있는 것이었다. 나는 숨

을 크게 내쉬면서 아까 소나무가 움직였다고본 것을 錯覺이라고 해두었

다. 안일어날 것은 안일어나는 것이 좋았다. 편했다. 進化論의 강의를 듣

고 대학을 졸업했다. 「偶然」이 强者라는 것을 아직 몰랐고, 따라서 存在가 

罪惡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다만 두개의 細胞로 분열된 나의 그림자

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나를 거울속에 느꼈을뿐이다.151)

묘심사의 소나무들이 걸어오는 ‘혁명’의 환상을 보며 그는 그 혁명에 

동참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그를 고민하게 하는 것은 외국여자와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革命」과 「外國女

子」 사이에 끼여”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한다. 환상이 종료된 후 그는 그

것을 착각으로 돌리지만, 그의 거울 속 그림자는 “두개의 細胞로 분열

된”다. 이는 프랑스 혁명이 배태한 ‘자유’와 ‘평등’의 대립과 같은 이념들

의 투쟁, 가치들의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결국 그가 “自由에의 길

을 막고 있는 벽”152)을 뚫기 위한 시도로서 6.25전쟁에 투신하게 만든

다. 그러나 전쟁은 그에게 온전한 자유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그는 포로

가 된다.

151) 위의 글 p.77.

152) 위의 글,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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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탄생」과 「원형의 전설」에서 자연 세계 회복의 시도는 보다 본격

적인 반역사의 형태를 띤다. 그것은 사족보행의 충동과 연결된다. 때문

에 「비인탄생」이 추구하는 인간형을 ‘동물-되기’로 설명하려 하거나,153)

「원형의 전설」에 대해 “인간의 금지된 한계를 뛰어 넘은 것이 아니라 동

물이 된 것 같”154)다는 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사족보행의 충

동 혹은 동물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장용학이 온전히 긍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인탄생」의 지호는 ‘법=쥐’를 피해 올라온 산에서 ‘녹두노인’(「역성

서설」에서는 ‘녹두대사’)이라는 수수께끼의 인물을 만난다. 녹두노인은 

지호에게 시대 인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속편 

「역성서설」에서 삼수(지호)에게 죽임당함으로써 극복되어야만 하는 중층

적인 의미망을 가진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대사와 행동을 온전

히 작가의 역사관에 합한 또는 부합한 것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며, 이를 

엄밀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유형이 변주되고 있는 「원형의 전설」

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자네가 그래가지구 저 굴속 생활을 면하려면 이 地球덩이가 서야 해

요! 알았어? 天動時代두 살겠다 地動時代두 살겠다, 노형은 욕심이 너무 

많아!」

비분강개해져서 안절부절 못한다.

「시시한 숨박곡질은 집어치워! 그래 적어두 사람이라는게 그따위 숨박

곡질만 하려구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야! 地球를 어떻게 스톱 시키는가

구? 時計를 죽이면 되는거야. 지구상의 모든 시계에서 시곗바늘을 떼어버

리란 말이야! 한때 일대 혼란이 일어나기는 할거야. 도처에서 列車는 衝

突을 일으킬 것이구 工場은 爆發할 것이고 市民들은 廣場으로 廣場으로 

몰려 들 것이며 勞動者들은 모든 倉庫를 襲擊할 것이다. 原始時代의 二十

世紀가 몸부림 치며 서로 물어뜯고 딩구는 파노라마가 펼쳐질 것이다! 그

러나 그것두 最後의 審判을 당하는 것에 비하면 몇곱절 나은지 몰라. 최

153) 여선영, 「장용학 소설에 나타난 ‘비인 되기’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논문, 

2016, p.54.

154) 장용학·김붕구·이정호, 앞의 글,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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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심판이 정말 오는가구? 반드시 와! (…)」155)  

녹두노인은 지호에게 회전하는 지구를 멈추고 천동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인간이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인 지동시대는 하늘

을 중심으로 땅이 돌아가는 시대이며, 그 때문에 인간은 현기증을 느끼

며 살아가게 된다. 이는 지구에 뿌리 박고 있는 인간은 공전의 중심축이 

되는 하늘 즉 신적 규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규율 

체계를 벗어나 인간을 중심축으로 놓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 세계인 

천동시대로 돌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時計를 죽이면” 된다는 것이 

녹두노인의 논지이다.

그런데 시계를 죽였을 때 발생할 혼란 상황으로 녹두노인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의미심장하다. “도처에서 列車는 衝突을 일으킬 것이구 工

場은 爆發할 것이고 市民들은 廣場으로 廣場으로 몰려 들 것이며 勞動者

들은 모든 倉庫를 襲擊할 것”이라는 것이다. 산업혁명이 낳은 근대적 기

계문명인 열차와 공장의 파괴는 근대적 시간관인 시계의 죽음과 비교적 

가깝게 연결된다. 그러나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이고 노동자들이 창고를 

습격할 것이라는 말은 다소간의 의도 하에 선택된 듯한 느낌을 자아낸

다.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이다.

아직 이것이 의심이 차원에 머무른다면, 녹두노인의 말을 조금 더 들

어보자. 녹두노인은 사족보행으로 살던 인간이 두 발로 일어서게 되어 

“하나님을 불러 보구 싶”고 “모자를 쓰고” “단추를 채우고 싶”156)어진 것

이라 말하며, 지호에게 사족보행을 할 것을 종용한다. 이는 인간으로서

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아나코 원시주의

(Anarcho-primitivism)에 가까운 주장이다. 이 지점에 주목해 한점돌은 

장용학의 소설에서 추구한 인간상이 “원시적 자연 속의 시원적 인간상”

이라 주장하며 생태 아나키즘으로 장용학의 소설을 분석하기도 했다.157)

실제로 지호는 녹두노인의 말을 받아들여 「비인탄생」의 말미와 속편 「역

155) 장용학, 「非人誕生」 3회, 『사상계』, 1956년 12월, p.333.

156) 위의 글, p.334.

157) 한점돌, 「장용학 소설 연구-장용학 문학의 생태 아나키즘적 특성」, 『현대

문학이론연구』 제3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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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설」의 초반부에 동물처럼 사족보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족보행과 동물화 등의 원시주의적 특성들이 소

설 전체에서 최종적인 지향점이 아닌 단계적인 것으로만 제시되며, 결국 

다른 방식으로 극복된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이다. 「비인탄생」에서 사족

보행을 하며 동물로 돌아갔던 지호는 속편인 「역성서설」에서는 동물성을 

띤 것으로 형상화되는 메커니즘의 괴물과 싸워 이김으로써 이를 극복하

고, 「원형의 전설」에서 동굴에 갇혀 의식의 사족보행을 하며 원시인의 

삶으로 돌아갔던 이장은 동굴에서 나오며 사족보행의 유혹을 이기고 두 

발로 걸어간다. 이로 보건대 사족보행의 동물적 삶은 결코 장용학이 추

구한 인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혹 사족보행의 삶이 다른 심층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닐까? 

「원형의 전설」에서 서술자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계급을 없앨 수 있다

고 주장하는 맑시즘에 대해 “그것은 階級의 말살이 아니라 人間의 抛棄”

라며 “直立을 中止하고 네발로 기어다니면서 살라고 강요하는 것”158)이

라고 비판한 것에 주목해 볼 만하다. 앞서 보았던 녹두노인의 말에 묻어

난 맑시즘의 냄새에 대한 의심이 짙어진다. 또한 녹두노인에게서 사족보

행의 가르침을 들은 직후 지호가 한 일이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

이었다는 점도 다시 살펴보자. 지호는 방금 찾아왔던 녹두노인이 큰 회

사 사장이라 말하며 곧 취직이 결정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

게 말하면서 “정말 일이 그렇게 되어질 것만 같”159)다고 느낀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요한시집」에도 등장하는데, 죽은 누혜의 어머니를 찾아

간 동호가 자신이 누혜라고 거짓말하면서 “정말 그의 아들이 된 것 

같”160)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두 인물의 거짓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고 거짓말인 채로 남는다. 이는 「원형의 전설」의 서술자가 ”共産主義

者들은 거짓말도 百번 들으면 정말이 된다는 哲學을 肥料로 삼았”161)다

고 비판한 지점을 떠오르게 한다. 이로 보아 「비인탄생」의 녹두노인이 

158) 장용학, 「圓形의 傳說」 3회, 앞의 글, p.417.

159) 장용학, 「非人誕生」 4회, 『사상계』, 1957년 1월, p.357.

160) 장용학, 「요한詩集」, 앞의 글, p.66.

161) 장용학, 「圓形의 傳說」 1회, 앞의 글, p.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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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사족보행은 원시주의적인 동물되기 자체가 아닌, 원시 공산사회

로의 회귀를 꿈꾸는 맑시즘적 주장에 대응될 가능성이 있다.

고대 자연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른바 반역사적인 여러 시도들은 

결국 원죄를 극복하지 못했다. 르네상스적인 고대 취향은 온전한 인간 

자체가 아닌 파편화된 무수한 자아를 만들어 내, 이들 자아들 간의 투쟁 

속에 인간이 사라지게 함으로써 원죄를 재생산하는 것이었다. 아나코 원

시주의는 신(神)-규율을 없애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결국 

인간을 인간이 아닌 동물적 상태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원시 공산사회라는 자연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맑시즘의 주장 또한 오

히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형태의 새로운 신(神)-규율 하에 인간을 

복속시키게 됨으로써 실패한다. 이들 시도들은 결국 온전한 이미에서 역

사를 거스르지 못하고 다만 자연 세계를 희망했을 뿐이었다.         

「요한시집」 「비인탄생」 「역성서설」 「원형의 전설」

누혜 지호 삼수 이장

반역사의 

예감

(6) 포로수용소

에 들어온다. 역

사의 반복을 인

식하며, 현대인

은 자유인이 아

니라 자유의 노

예라 생각한다.

(8) 유치장에서 

벽에 끼인 ‘자유’

인 자신과 이별

한다.

(11) 안지야의 

육체를 보며 ‘십

자가에 달린 탕

녀’의 꿈을 꾼다.

(7) 다른 포로들

에게 반동분자로 

몰려 폭행당한

다.

(8) 동호에게 어

머니에 대해, 탯

줄만은 정말 질

기다고 말한다.

(9) 석방되어, 

아사한 어머니의 

시체를 발견하

고, 불에 태운다.

(9) 동호의 몸을 

껴안으며, 살로

메 꿈에 대해 말

하고, 열매는 익

(10) ‘돌배는 익

어서 떨어졌다’

고 생각하며, 정

오의 졸음을 느

(5) 인간의 왜소

함에서 탈피해 

‘거인’이 되라는 

음성을 듣고, 폭

(12) 기차 안에

서 ‘인간재배’의 

꿈을 꾸고, 걸으

며 세례 요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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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학은 그의 소설들에서 세계사의 실패를 다룬 뒤, 본격적으로 자신

이 구상하는 반역사를 배치해 놓는다. 그보다 먼저 반역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물들은 반역사가 다가오는 ‘발자욱소리’를 듣는 예감의 시간을 

가진다. 반역사의 예감은 주로 ‘세례 요한’과 ‘메시야’의 유형쌍과 함께 

나타난다. 성서에서 세례 요한은 메시야의 출현 이전에 먼저 나타나 메

시야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야보다 먼저 죽임을 당하는 존재이다. 장용

학의 소설 속에서 세례 요한으로 나타나는 인물들은 반역사에 대해 먼저 

깨닫지만 이를 직접 이룩하지는 못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메시야 유형의 

인물들에게 전달하고 죽는 역할을 한다. 세례 요한 유형의 인물로는 「요

한시집」의 누혜와 「비인탄생」 및 「역성서설」의 녹두노인(녹두대사)이, 

메시야 유형의 인물로는 「요한시집」의 동호와 「비인탄생」 및 「역성서설」

의 지호(삼수), 「원형의 전설」의 이장이 속한다.

「요한시집」의 누혜는 그 제목에서 이미 알 수 있듯 세례 요한으로서

의 정체성이 주제화되어 있는 인물이다. 이전까지 자유를 얻기 위한 여

러 시도들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되어 오던 누혜는 포로수용소에 들어오

면서부터 역사를 재인식하기 시작한다. 

생각해보니 歷史는 흥분과 냉각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았다. 北動說(地

動說의 오식으로 보임-인용자 주)에 흥분하고 「바스튜」의 破獄에 흥분하

고, 「適者生存」에 흥분하고, 「붉은 廣場」에 흥분하고…………………. 늘 그

때마다 환멸을 느끼고 했던 것이다.

었지만 자신은 

익지 못했다고 

말한다.

끼고, 비인의 왕

국이 가까이 오

는 발자욱 소리

를 듣는다.

폿가의 화강 기

암에 거인을 새

기기 시작한다.

예언처럼 들리는 

발자욱소리를 듣

는다. 

(10) 철조망에 

목을 매 자살한

다. 

(6) 녹두대사가 

천동시대가 오게 

하는 제의를 한 

후 산에서 떨어

진다. 

(13) 오택부의 

동굴에 갇힌다.

[표 3-9] 반역사의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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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奴隸도 自由人이 아니라 自由의 奴隸였다. 自由가 있는한 人間은 奴

隸여야 했다! 自由도 하나의 數字. 拘束이었고, 强制였다.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었다. 「뒤」의 것이었다!

神 永遠………, 自由에서 빚어져 생긴 이러한 「뒤에서 온 說明」을 가지

고 「앞으로 올 生」을 잰다는 것은 하나의 屠殺이요, 冒瀆이다. 生은 說明

이 아니라 權利였다! 迷信이 아니라 意慾이었다! 生을 살리는 오직 하나

의 길은 神, 永遠……… 自由가 죽은 것이다!

「自由」 그것은 진실로 뒤에 올 그 무슨 「眞者」를 위하여 길을 외치는 

豫言者, 그 신발끈을 매어주고, 칼에 맞아 길가에 쓰러질 「요한」에 지나지 

않았다!162)  

  

누혜는 자유를 비롯한 무언가의 가치에 복무해 온 역사의 흐름 전체

가 인간의 생(生) 위에 신(神)을 두는, 신적 규율의 역사였음을 인식한

다. 그가 이제껏 추구해 온 자유 또한 인간을 진정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율로서의 자유라는 이념에 스스로를 가두어 마침내 인간

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었다.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도 의

미도 이념도 인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이 같은 결론 하에서 누혜는 

자유를 ‘인간’이라는 메시야의 도래를 예비하고 먼저 죽어야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것이라 인식하는데, 이는 누혜가 동호에게 자신의 역사인식

을 전달하고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연결된다. 동호는 죽은 누혜의 

눈, 역사를 바라보던 눈을 손바닥에 들고 오래도록 서있는다. “「요한 시

집(詩集)」은 ‘동호’가 자유의 시체(屍體)속에서 부화(孵化)되어 탄생(誕

生)하는 과정(過程)을 그리려고 한 것”163)이라는 작가의 말처럼 동호는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탄생하는 메시야의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시집」은 동호가 반역사를 직접 전개해나가는 데까지는 나아

가기 이전,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단계에서 마무리된다. 동호의 반역사적 

사명은 「원형의 전설」의 이장에게로 이어진다.

반역사의 예감은 또한 ‘돌배나무’라는 유형과도 종종 함께 나타난다. 

162) 장용학, 「요한詩集」, 앞의 글, p.79.

163) 장용학, 「實存과 「요한詩集」」, 『장용학 문학전집 6』, 앞의 책,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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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시집」의 동호는 의용군 시절 폭격으로 “열매가 익기 시작한 돌배나

무가 송두리째 땅에서 뜯겨”164)지는 것을 보며 포로수용소에 들어와 누

혜를 만나 메시야가 되고, 누혜는 “나의 열매는 익었다. 그러나 내가 나

의 열매를 감당할만큼 익지 못했다. ……영원히 익지 못할 것이다!”165)

라고 생각하며 세례요한으로써 죽음을 맞이한다. 「비인탄생」의 지호 또

한 “돌배는 익어서 떨어졌다!”166)라고 말하며 반역사의 예감을 느낀다. 

이들 모두에게 돌배나무 열매는 익어 있지만, 그 열매가 떨어지는 것은 

메시야 유형의 인물들에게만이다. 이는 열매가 익으면 하강하는 것처럼 

역사도 때가 익으면 반역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 예감을 느끼는 인물

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누혜는 메시야가 될 수 없었던가? 이는 그가 마침내 탯

줄만은 끊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탯줄이라 함은 장용학이 여러 차례 

소설 속에서 극복하고자 한 효(孝)라는 전통적 가치로서, 가장 끊어내기 

어려운 신적 규율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야 유형의 인물들은 

마침내 탯줄을 끊어낸다. 동호는 누혜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 인식한 

다음에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고, 「비인탄생」의 지호는 죽은 어머니의 

시체를 불태움으로써 “마지막 줄(絆)이었던 어머니의 탯줄마저 타서 재

가 되고 나는 내가 된 것”167)이라 느끼는 것이다.

「원형의 전설」의 이장은 친남매 간인 오택부와 오기미의 강제적 관계

에서 태어난 사생아인데, 그 사생아성과 “私生兒인 예수”168)를 병치시킴

으로써 그 자체로 메시야 예수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더하여, 이장(李

章)이라는 이름부터가 ‘2장(二章)’의 동음이의어임은, 구약을 끝내고 제2

장인 신약을 시작하는 존재로서의 예수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그가 처음

부터 자신을 메시야적 존재로 의미화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 전반부에 

그는 양부(養父)에게서 자신이 사생아임을 들은 후, 의용군, 국군, 전쟁 

164) 장용학, 「요한詩集」, 앞의 글, p.60.

165) 위의 글, p.74.

166) 장용학, 「非人誕生」 4회, 앞의 글, p.370.

167) 위의 글, p.368.

168) 장용학, 「圓形의 傳說」 1회, 『사상계』, 1962년 3월, p.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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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 간첩 등으로 남북을 오가며 친부 찾기에 전념한다. 그런 그의 자

기 이해가 변화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고급 창부 ‘안지

야’와 사랑에 빠지면서 부터이다. 

호산나 호산나……

群衆들의 환호성 사이를 꽃수레가 된 檻車는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

갑니다. 

(…) 

두 여인은 十字架에 손발이 묶여 하늘 높이 세워졌읍니다. 槍을 비켜 

든 군사 두명은 正午의 싸이렌소리가 울려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열녀는 실신해서 축 늘어졌는데, 탕녀는 하늘의 一角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

탕녀의 告發文은 이러했읍니다.

『十字架는 한갓 美術品이 되고 福音은 플랫폼에서 적시는 손手巾만도 

못하게 되었고, 한편 市民生活에 새 十字架가 갈망되어 온지 또한 이미 

오래였으니, 靈으로서 실패한 天國을 肉으로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밤마

다 證言하고 있는 저 蕩女를 마땅히 磔刑에 처함은 우리에게도 多幸인 동

시에 저에게도 榮光된 일이라 할지라. (…) 그 十字架는 舊約에서 新約으

로 넘어가는 橋梁이 되는 것이니 저 蕩女에게 이보다 더 거룩한 죽음이 

어찌 주어질 수 있으랴…….』169)

이장은 안지야의 육체를 통해 ‘십자가에 달린 탕녀’ 환상을 본다. 십

자가는 본래 대속의 상징이다. 그러나 이 환상 속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

자가가 아닌 “靈으로써 실패한 天國을 肉으로 이룩할 수 있”는 새 십자

가로서, 초기 소설의 실패한 대속이 아닌 새로운 죄 해결의 방법으로 자

연적 육체를 제시하는 것이다. 아직 이장은 환상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

해내지는 못하지만, 이는 결국 신-규율이 아닌 자연적 인간 자체를 긍

정함으로써 원죄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169) 장용학, 「圓形의 傳說」 4회, 『사상계』, 1962년 6월, pp.40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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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상을 본 이후 이장은 비행접시에 탄 화성인이 지구에 착륙했다

는 보도와 같은 횡횡한 종말의 소문을 “荒野에서 외치는 무슨 洗禮 「요

한」의 豫言”170)으로 받아들이며, 반역사의 예감으로 설레한다. 이는 스

스로를 ‘세례 요한’으로 인식했던 「요한시집」의 누혜의 죽음 이후를 이

어받는 것으로, 이장이 가진 메시야로서의 자의식을 보여준다. 즉 반역

사의 예감은 그의 메시야로서의 자의식을 깨워 본격적으로 원죄 해결을 

위한 반역사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다.  

170) 위의 글, p.415.

「비인탄생」 「역성서설」 「원형의 전설」

시대 삼수 이장 성서

반역사 (2)’ 시계를 죽

인다.

(7) 녹두대사가 

인조인간이었음

을 알게 되어 녹

두대사를 죽이고 

절은 불에 탄다.

(14) ‘최후의 심

판’의 상상을 하

며 시계를 내팽

개친다. 시계의 

톱니바퀴로 자물

쇠를 자르고 탈

출한다.

(3) 최후의 심판

(15) 안지야의 

집에서 그녀를 

겁 탈 하 려 다 가 , 

그녀가 오택부의 

딸임을 알고 쫓

겨나온다.

(16)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순간 

4차원의 세계의 

가능성을 느끼

고, 안지야와의 

관계가 4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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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시집」과 「비인탄생」이 세계사가 원죄 극복에 실패하는 과정들과 

그 역사의 때가 익어 반역사의 예감이 비치는 때까지를 그려낸다면, 「역

성서설」과 「원형의 전설」은 그 반역사의 전개와 이를 통한 원죄의 소멸 

및 자연의 회복까지를 서사화한다. 반역사의 전개는 「비인탄생」에서 녹

두노인이 지구의 회전을 멈추고 천동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

계를 죽이라고 말한 것처럼, ‘시계 살해’에서 시작된다. 이는 곧 「요한시

집」의 누혜가 소학교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근대적 시간관에서 빠져나

와야만 반역사가 가능함을 말해준다. 

「역성서설」은 「비인탄생」에서 마침내 비인의 왕국이 다가온다는 반역

‘죄’라 생각한다.

(17) 안지야와 

함께 오택부에게 

가서 약혼 사실

을 밝힌다.

(4) 카인

원죄의 

소멸

(8) 삼수의 그림

자인 ‘거인’과 메

커니즘의 괴물이 

싸워 거인이 승

리한다.

(18) 안지야와 

함께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따 먹

고, 오택부의 동

굴에서 관계를 

가진다.

(5) 아담

(19) 오택부가 

이장에게 총을 

쏘지만 오발로 

자신이 죽는다.

(20) 나무에 벼

락이 맞아 동굴

이 무너진다.

자연의 

회복

(3)’ 땅이 멈추

고 천동시대가 

돌아온다. 

(9) 삼수는 연희

를 팔에 안은 거

인이 걸어나가는 

환상을 보고, 하

산을 시작한다. 

(21) 핵전쟁이 

분비한 방사능이 

빙하시대처럼 세

계를 휩쓴 다음, 

동굴이 꺼진 자

리에 복숭아 나

무가 솟아난다.

[표 3-10] 반역사-원죄의 소멸-자연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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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예감을 느낀 지호가 녹두대사의 절에서 지내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

다. 「비인탄생」의 지호의 연인은 역사의 종말(終末)을 연상시키는 종희

(終姬)였지만, 「역성서설」에서 삼수(지호의 아명)가 찾아헤매는 여인은 

자연(自然)을 연상시키는 연희(然姬)이다. 연희는 “날때부터 듣지도 못

하고 보지도 못하구 말도 못하”171)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 자체로 문

명화되지 않은 자연을 표상한다. 그런데 연희는 부모에 의해 절이라는 

신-규율의 세계로 옮겨지며,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번뇌하게 된 주

지승에 의해 금(金)물에 덮어씌워져 ‘관세음보살’이 되고 만다. 자연 세

계가 문명화됨으로써 인간이 신-규율 아래에 갇히게 된 것이다.

삼수는 연희를 구하기 위해 녹두대사를 죽이려 하는데, 그 순간 녹두

대사가 사실 가슴에서 시계가 째깍대는 인조인간이었음을 알게 된다. 삼

수는 “아무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人間, 「人間」을 위하여!”172)라

고 외치며 녹두대사의 가슴을 내리쳐 시계를 살해한다. 이로써 반역사가 

시작되며, 가려져 있던 근대적 세계가 낱낱이 드러난다. 죽어가는 녹두

대사의 몸부림으로 등잔이 쓰러지며 절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삼수

는 그 순간 그 절이 사실 자신이 이전에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근대적 기

계 공장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 공장은 인조인간을 만드는 공장이며, 그

곳에는 마치 카프카의 「법 앞에서」를 연상시키는 “法廷 入口”173)라는 팻

말이 걸려 있었다. 즉 그것은 근대적 과학 문명 뿐 아니라 근대적 법 체

계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신-규율의 표상인 메

커니즘의 괴물이 숨어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 공장이 불에 타며, 마침내 

연희를 뒤덮고 있던 관세음보살의 금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원형의 전설」에서 시계 살해는 이장이 친부인 오택부에 의해 갇힌 

동굴 속에서 발생한다. 그곳에서 이장은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모두 잃

고, 먹고 자고 변을 보기만 하는 사족보행 동물의 삶을 살아간다. 이는 

앞서 보았듯, 실패하는 반역사적 시도였다. 하루를 24시간으로 쪼갠 근

대적 시간으로 괴로워하던 그는 마침내 ‘스물네시간’이라는 근대적 시간

171) 장용학, 「易姓序說」 1회, 『사상계』, 1958년 3월, p.334.

172) 장용학, 「易姓序說」 4회, 『사상계』, 1958년 6월, p.376.

173) 장용학, 「易姓序說」 3회, 『사상계』, 1958년 5월,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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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자체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개시한다. 

팔삭동이라는 말이 있지만 人間은 「스물 네時間짜리」다. 人間이 그렇게 

약삭빠르고 영리하고 간사스러우면서도, 둔하고 미련하고 뻔뻔스러운 것

은 「스물 네時間」 때문이다. 『最後의 審判』이라는 것이 정말있는 것이라

면 그 被告席의 맨앞줄 한가운데에 서야 할 것은 이 「스물 네時間」이어야 

한다. 나머지는 그 共犯者가 아니면 그 졸개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서 檢事는 「차라투스트라」이다. 「라스코리니코프」가 辯護士이고, 

證人席을 보면 예수, 釋迦를 비롯한 四大聖人이 겸연쩍게 앉아 있다.

被告席 第一列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二十四時間」을 필두로 眞·

善·美등 元兇중의 元兇들이 쇠고랑에 채여 있다.174)

이는 재판장인 ‘인간’이 ‘스물네시간’을 비롯해 그의 공범들을 심판하

는 것이다. 그 공범들로는 ‘진·선·미’를 필두로 성직자, 음악가, 문학가, 

과학자, 철학자, 정치가 등이 지목되는데, 그들의 죄목은 “人間去勢”175)

였다. 즉 근대적 시간관을 비롯한 근대 가치 체계 전반이 인간을 파괴하

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와 변호사의 이

름으로 ‘차라투스트라’와 ‘라스콜리니코프’가 제시됨은 의미심장하다. 이

는 장용학이 그의 사상 즉 ‘인간’관을 뒷받침하기 위해 니체 및 도스토

예프스키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용학의 소설에 니

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영향이 나타남은 일찍이 지적된 바 있다.176) 그

러나 여기서 ‘인간’이 ‘차라투스트라’와 ‘라스콜리니코프’의 위에 제시되

고 있음은, 장용학이 주장하는 ‘인간’이 니체의 ‘초인’ 또는 도스토예프스

키의 ‘인신’과 동일한 개념이 아닌, 이를 뒷받침으로 삼는 작가 자신만의 

개념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듯하다.177)

174) 장용학, 「圓形의 傳說」 5회, 『사상계』, 1962년 7월, p.345.

175) 위의 글, 같은 면.

176) 배경열, 앞의 글, pp.314-315.

177) 장용학은 「원형의 전설」 연재종료 후의 대담에서 “니이체가 말하는 超人

이라는 개념과 張선생이 말하는 인간하고는 같은 생각이” 든다는 이정호 시

인의 질문에 “저는 같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라고 대답한다. (장용학·이정

호·김붕구, 앞의 글,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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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심판을 마치며 이장은 시계를 던져 깨트리고, 이후 그 시계의 

톱니바퀴로 자물쇠를 잘라내 동굴에서 탈출한다. 이와 같이 시계가 살해

됨으로부터 반역사가 시작되는데, 이는 직선적 역사로서의 성경의 유형

을 거꾸로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술자 또는 이장 본인은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그를 성경 속 인물의 하나로 재호명한

다. 시계 살해 이전까지는 그 유형의 배치가 예수에서부터 최후의 심판

에 이르는 역사적인 방향을 띠고 있지만, 시계 살해 이후에는 최후의 심

판에서부터 카인, 아담으로 거슬러올라가는 반역사의 방향을 보이고 있

다. 

「카인야, 난 카인의 弟子야!」 

「聖經에 있는 카인 말에요?」 

「바이른의 카인은 그보다는 좀 달러.」178)  

이장은 안지야와 함께 아버지 오택부에게 복수하러 가며, 안지야에게 

자신은 ‘카인’이라고 말한다. 카인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며, 그 동생인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의 계보를 계승한 인물이다. 특히 이장은 성경의 카인과는 

다른 “바이른의 카인”으로 자신을 정의하는데, 이는 영국 낭만파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George Gordon Byron)의 「카인:신비극」의 주인공인 

카인을 말한다. 바이런은 하나님께 대항하며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적 인

간으로 카인을 재해석했는데, 카인이 존재론적 절망감에 따른 광기로 아

벨을 죽인 후, 부당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

으로 그려낸다.179) 즉 이장은 능동적인 죄의 선택을 통해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지혜를 얻고자 하는 존재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바

이런의 카인은 카인의 아내이자 여동생의 이름으로 아다를 제시하고 있

178) 장용학, 「圓形의 傳說」 8회, 『사상계』, 1962년 10월, p.350.

179) 이혜경, 「연극적 인물로서의 카인 –중세 순환극 아벨의 살해와 바이런의 

카인:신비극의 비교-」, 『한국연극학』 8권, 한국연극학회, 1996, 

pp.27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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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0) 181) 바이런이 “사랑을 통해서 지상에 새로운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아다와 카인의 관계”를 그린 것처럼, 이복남매인 이장과 안지야도 

근친상간적 사랑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규준이 되는 육의 길을 완성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장과 안지야의 다음 유형은 ‘아담과 하와’로 이어진다. 이는 소설 

초반에서부터 ‘금단의 복숭아’로 표현되었던 선악과와 연결된다. 이장은 

‘선악과를 토해 낸 일’이 원죄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그러므로 그는 다

시 창세기의 시점으로 돌아가 선악과를 완전히 삼켜버리고자 한다.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왜 그렇게까지 좋아했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

을 땐 이미 늦었는 걸요.」

이슬이 맺는 얼굴을 저쪽으로 돌려 놓는 것이었읍니다.

「地獄에 떨어질 女子죠?……」

「地獄이 아니다! 에덴 저쪽이다! 아담 이브를 넘어 에덴 저쪽에 가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거기에는……」182)    

이장과 안지야는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따 먹은 후, ‘에덴동산’의 유형

인 동굴로 들어가 근친상간을 직접 범함으로써 “아담 이브를 넘어 에덴 

저쪽”으로 건너가고자 한다. 이는 ‘인간적’이라 규정되어 왔던 가치인 신

-규율의 원죄를 파기하고 자연 세계의 ‘인간’ 존재 자체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장은 앞서 실패했던 세계사의 고대 취향에서처럼 이전의 자연 

세계였던 에덴에서 살자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에 머무르고자 하

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규준이 되는 에덴 저쪽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

180) Stevens, Harold Ray. “Byron, original sin, shadows of death and the 

dramas of 1821”, The Byron Journal, 2015, 43(1), p.41.

181) 바이런은 카인과 아벨의 여동생이자 아내의 이름으로 아다와 씰라를 제시

하지만, 성경에는 그들의 아내의 이름은 기록되어있지 않으며, 오히려 아다

와 씰라라는 이름은 카인의 후손인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라

멕 또한 살인자라는 점에서 카인과 동일한데, 바이런은 이 부분에서 라멕의 

아내들의 이름을 카인과 아벨의 일화로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82) 장용학, 「圓形의 傳說」 9회, 『사상계』, 1962년 11월, 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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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녹두대사를 죽임으로써 근대의 위장을 벗기는 데 성공한 「역성

서설」의 삼수는 화염 속의 연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탈구(脫臼)하여 

육체 속에 갇혀 있던 그림자를 꺼낸다. 삼수의 그림자인 ‘거인’은 자신의 

길을 막는 메커니즘의 괴물 즉 신-규율과 싸워 결국 그것을 쓰러뜨린

다. 그로부터 천동시대가 회복되며, “神을 위해서가 아니요, 世界를 위해

서가 아니요, 오직 人間의 威信을 위해서 사는”183) 새 역사가 시작된다. 

삼수는 온전히 자신의 원 모습을 회복한 연희와 거인이 함께 골짜기를 

내려가는 마지막 환상을 본다.

이와 같은 새 역사의 시작의 마지막 장면에 삼수의 ‘하산(下山)’을 배

치하고 있음은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차라투스

트라의 하강을 짙게 연상시킨다. 차라투스트라는 서른 살 때 산으로 올

라 십 년 동안 지혜를 얻은 뒤 이 지혜를 인간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세

상 속으로 내려간다.184) 이는 니체의 초인 개념이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

닌, 하강하여 증여함으로써 함께 상승하는 새 인류를 만들고자 한 것임

을 보여준다. 장용학이 제시하고자 하는 ‘인간’의 개념도 세계사적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원죄를 벗어난 전 인류의 종적 성장을 이루고자 한 것

이라는 점에서 다소간의 일치 지점이 있다.   

장용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은 「비인탄생」의 ‘비인(非人)’, 

「역성서설」과 「원형의 전설」의 ‘인간’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신을 위한 

자신의 규율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함으로써 전체주의적인 신(神)-규율

이라는 원죄를 파기하는 존재이다. 이는 니체의 ‘초인’과 도스토예프스키

의 ‘인신(人神)’을 그 바탕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장용학은 1967년에 

실존주의에 대한 에세이에서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실존주의의 아버

지로 제시한 바 있다.185) “신(神)이 존재(存在)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183) 장용학, 「易姓序說」 4회, 앞의 글, p.384.

184) Nietzsche, Friedrich,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 박성현 역, 심볼리쿠

스, 2015, pp.31-33.

185) “실존주의는 그것이 목적지(目的地)가 아니고 하나의 과정(過程)이라는 

것이다. 동이 트기 전의 밤중의 윤리(倫理)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제 

아침과 다른 새아침을 배어내는 어둠 속의 진통(陣痛)인 것이다. 따라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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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용(許容)된다.”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인용하며, 장용학은 “신

(神)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狀態)가 오늘의 상황(狀況)”이라 말하는

데,186) 「비인탄생」의 지호는 “「나」는 神이 죽은 데서 시작한 것”187)이라 

인식한다.

인물들이 ‘비인’ 혹은 ‘인간’이 되는 그 시점마다 ‘정오(正午)’를 유심

히 인식하는 것도 니체의 ‘위대한 정오’를 상기시킨다. 위대한 정오는 

‘깨달음의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올라 그림자가 사라지는 시간이며, 짐승

에서 초인으로 향하는 경로의 중간에서 새로운 아침으로 가는 길목이

다.188) 「비인탄생」의 지호는 “죽음이 없으니 神이 없을 것이고 魔가 없

는 一元의 世界, 無爲의 倫理가 지배하고 있는 대낮”189)인 세계를 상상

한다. 그리고 어머니를 불태운 후 ‘비인의 왕국’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

며 지호는 “脈搏이 졸고 싶은 正午”가 왔음을 느낀다. 「원형의 전설」에

서 이장이 ‘인간’을 향한 길을 가게 하는 ‘십자가에 달린 탕녀’ 환상에서

도 창을 든 군사들은 “正午의 싸이렌소리”190)를 기다리고 있다.

「아- 새 아침이 온다. 이 밤 뒤에 새 아침이 온다! 그릇이 없이 生命

이 흐르는, 陰陽이 죽고 生命이 太極에서 흘러나오는 샘터. 神이 죽어서 

외로운 아침! 無가 죽고 제로(零)가 蘇生하는 草原에 새벽이 온다!

時間이 죽은 地平線에서 해를 파내는 이 가을에 아침이 밝아온다!」

그의 몸은 흥분때문에 이제라도 터질 것만 같았다.

「아! 脈搏이 졸고 싶은 正午! 얼음이 녹고 皮膚가 간지러운 이 안타까

움……

豫感이여, 이 내 살을 찢어버려라!

존주의는 가치전환(價値轉換)의 생활철학(生活哲學)이며 이 점(點)에서 실

존(實存)은 무엇보다 니-체의 아들이어야 할 것이다.” ( 장용학, 「主體性의 

回復-學生을 위한 實存主義 A·B·C-」, 『장용학 문학전집 6』, 앞의 책, 

p.150.

186) 위의 글, p.145.

187) 장용학, 「非人誕生」 1회, 『사상계』, 1956년 10월, p.353.

188) Nietzsche, Friedrich, 앞의 책, p.196.

189) 장용학, 「非人誕生」 3회, 『사상계』, 1956년 12월, p.325.

190) 장용학, 「圓形의 傳說」 4회, 앞의 글, pp.40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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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붉은 피는 내 육신에 잠을 불어넣을지니……

그렇게 흥분되었으면서도 그는 졸고 싶은 것이었다. 흥분과 졸음은 그

의 두 눈방울이었다. 그대로 무슨 품에 안기고만 싶다. 어머니의 젖을 물

고 어린애 처럼 잠에 묻혀 버리고 싶었다. 잠이 되어 사라져 버렸으면 좋

겠다.191)  

그런데 장용학은 이장이 “『神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짓을 해도 

좋다』가 아니라 『神은 없다. 그러므로 나는 罪人이 아니다』 적어도 이렇

게 말할 줄은 알아야 하고, 그리 되면 『나는 罪人이 아니다. 그러므로 

神은 없다』 이런 解脫은 눈을 한번 딱 감기만 하면 된단 말이오.”192)라

고 말하게 함으로써 도스토예프스키의 ‘인신’ 개념과 거리를 둔다. 즉 장

용학이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인

간형인 ‘인간’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죄의 해결이었다는 것이다. 이로 보

아 반역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한 ‘인간’의 개념은 그 자체로 장용학

이 구상한 ‘속죄’의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거슬러 올

라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가설적인 해결법일 수밖에 없다. 

비록 다른 맥락이지만 이후 장용학이 소설 「산방야화」(1986)에서 “역사

는 일회뿐이어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고쳐 살수는 없는 

것”193)이라고 말한 것은 이 속죄 방법의 실패를 방증한다.

191) 장용학, 「非人誕生」 4회, 『사상계』, 1957년 1월, p.372.

192) 장용학, 「圓形의 傳說」 5회, 『사상계』, 1962년 7월, p.336.

193) 장용학, 「산방야화」, 『동서문학』, 1986년 2월,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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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근대사의 죄와 ‘자신’을 통한 ‘자속(自贖)’

장용학은 초기 소설에서 죄를 극한 상황에 떠밀려 개인이 억울하게 

범한 죄로 그려내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을 속죄제의 제물로 

삼아 죄를 전가하고 죽임으로써 ‘대속’하는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는 죄

의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이었으며, 이때의 죄는 작가가 처한 역사

적 현실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역사 바깥의 보편적 죄로 형상화되었다. 

초기 소설에서 속죄의 방법으로 제시된 타인의 희생을 통한 대속은 인간

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며,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과 병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패가 선고되었다. 나아가 중기 소설에서는 세계사에 대한 인식 

속에서 죄를 다뤘는데, 이는 신적인 규율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연적 동작

을 죄라고 규정하기 시작한 것이 원죄이며 이것이 세계사의 전개의 시작

점이라는 것이었다. 종말로 치닫는 세계사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역사

를 거슬러서 그 죄의 원천으로서의 규율이 생겨난 원점으로 돌아가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가설적인 방법일 뿐이라는 점에서 역시 

실패가 선고되었다.

장용학의 ‘죄’와 ‘속죄’에 대한 관점의 최종 도달지점인 후기 소설에서

는 그의 죄관은 보다 더 ‘자기화’되고 또한 ‘역사화’된다. 이는 죄를 해결

해야 할 책임을 ‘타인’이나 ‘세계사 전체’에 두지 않고 스스로에게 부과

시킨다는 점에서 자기화된 것이며, 또한 그 죄를 ‘역사 바깥의 보편적 

세계’나 ‘보편적 세계사’에 적용시키지 않고 작가가 위치한 바로 그 역사

적 현실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만, 여기서 ‘역사화’란 이전까지 작가가 다루었던 죄와 속죄에 대한 형이

상학적 논의를 현실적 차원으로 축소한 것이기 보다는, 내밀한 작가 자

신의 문제를 하나의 사례로써 적용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이다. 후기 소설에 이르러서도 작가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죄와 속죄에 

대한 깊은 탐구를 지속하고 있다.

후기 소설의 유형은 ‘혈통의 죄-죄의 무지-죄의 인식-자속’으로 이

루어져 있다. ‘자속’은 스스로를 죽임으로써 죄를 속죄하고자 하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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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여기서는 스스로의 무엇을 죽이느냐에 따라 3가지의 방법으로 나

타난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폭로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회적 죽

음’이며, 두 번째는 죄의 유산을 버리고 순수한 상태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부계 혈통의 죽음’이다. 세 번째가 본고에서 가장 중점

을 두고 보고자 하는 자속의 시도로서, 혈통의 죄를 책임지고 전면적 죽

음에까지 나아감으로써 속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구조는 「孝子點景」

(1979), 「扶餘에 죽다」(1980), 「流域」(1981)에서 주로 관찰된다.

「효자점경」(『한국문학』, 1979.1.)의 ‘시평’은 국회의원인 아버지와 3대

「효자점경」

시평

혈통의 죄 (1) 조상들이 동지들을 배신하여 출세한다.

(2) 부친이 독립운동을 배신한 이래 승승장구한다.

(3) 부친은 여대생과 강제적 관계를 맺어 임신시키고 후처로 맞는

다. 

죄의 무지 (4) 스스로를 유서깊은 가문의 귀공자로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아간

다.

죄의 인식 (5) 부친의 장례식장에 안중달이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

(6) 야담집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역모를 밀고한 배신자였음을 알고 

수치심을 느끼지만 합리화하여 외면한다.

(7) 결혼을 앞두고 안중달을 찾아가, 부친이 독립운동의 배신자였음

을 알게 된다.

(8) 자기에게는 누런 피가 흐른다고 느끼며 부끄러워한다.

자속(1) 

-사회적 

죽음

(9) 안중달의 딸이 결혼식장에서 거짓 폭로를 하게 하여 결혼을 무

산시킨다.

(10) 돈을 주며 자신이 김원도의 아들임을 밝히자, 안중달의 딸은 

이를 모욕으로 여기며 거부한다.

자속(2) 

-부계 

혈통의 죽음

(11) 강원도 광산에서 기억상실증 환자로, 어머니의 성을 택하여 

살아간다.

[표 4-1] 「효자점경」(1979)의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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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리 참판을 지낸 조상들을 지닌 유서 깊은 가문의 귀공자로 스스로

를 정체화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나, 부친 및 조상들이 동료를 배반

하여 밀고함으로써 성공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피에 죄가 흐르고 있다

는 부끄러움을 가진다.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 폭로를 통

한 ‘사회적 죽음’을 택해보지만 실패하고, 끝내 아버지의 혈통이 물려준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의 성’이라는 순수한 상태로 귀의하고자 하는 

‘부계 혈통의 죽음’이라는 속죄의 방식을 취한다. 

「부여에 죽다」(『현대문학』, 1980.9.)의 ‘하다나까’는 식민지 조선의 지

「부여에 죽다」

하다나까

혈통의 죄 (1) 천삼백 년 전 조상들이 조선 땅에서 건너왔지만, 후대들은 조

선멸시를 내세우며 고대사를 조작한다.

(2) 부친이 일제 때 조선의 지서주임을 한다.

죄의 무지 (3) 부친에게 조선에 대한 증오와 멸시를 배우며 자란다.

죄의 인식 (4) 부친 사망 후 모친에게 부친의 폭압 사실을 듣는다.

(5) 고대사를 공부하며 조상이 조선에서 건너왔음과 황국사관의 

허위성을 알게 된다.

자속(2)

-부계 혈통의 

죽음

(6) 한국을 방문하여, 미스유가 부르는 '낙화암'을 듣고 자신에게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느낀다.

(7) 미스유와 결혼을 약속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날 강제로 관

계를 가진다.

(8) 원래 처와 이혼하는 데 실패한다.

(9) 다시 한국을 찾아, 미스유가 사산하고 산욕으로 숨을 거두었

음을 알게 된다.

(10) '나'와 함께 경주를 관광하며 자신의 조상이 조선에서 왔음과 

일본 고대사의 허위성을 밝힌다.

자속(3)

-‘자신’의 

죽음

(11) 부자이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 조선땅에 묻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나'에게 유서를 남겨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살한다.

[표 4-2] 「부여에 죽다」(1980)의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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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임으로 조선인을 폭압했던 아버지로부터 조선 멸시를 계승했지만, 

한일 고대사를 공부하며 자기 조상이 천삼백 년 전 조선에서 왔음을 알

고 갈등한다. 하다나까는 ‘미스 유’를 통해 자신에게 조선 민족의 피가 

흐른다고 인식하며, 일본에 두고 온 부계 혈통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미

스 유’로 표상되는 어머니의 나라로 돌아가려 하나 실패한다. 「효자점

경」에서 긍정적으로 그려낸 ‘부계 혈통의 죽음’이 「부여에 죽다」에서는 

실패로 그려지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그 대신 제시하는 것은 자신에

게 계승되어 내려온 죄를 책임지고 죽음으로써 ‘자속’하는 것이다.

「유역」

건후(관욱)

혈통의 죄 (1) 조상들이 친일 행각으로 거부가 된다.

(2) 친부가 강제적 관계를 맺어 임신시킨다.

죄의 무지 (3) 계부 송돌의 아래에서 수치감을 느끼며 귀공자처럼 자란다.

(4) 1·4 피난 때 송돌 가족에게서 버림받는다.

죄의 인식 (5) 피난민 가족을 따라 가며, 여주와 사생아의식을 공유한다.

(6) 여주와 관계를 가진 것을 들켜 도망친다.

(7) 미군부대의 하우스보이로 일하다가 여주와 마주치고, 여주의 

임신 사실을 듣는다.

(8) 미군부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교포의 양자가 된다. 

죄의식으로 인한 열등감을 가진다.

자속(1)

-사회적 죽음

(9) 죄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폭로하려 하지만 실패

한다.

죄의 인식 (10) 신경쇠약으로 요양소에 가서, 한일 고대사에 관한 책을 읽고 

황국사관의 허위성을 발견한다.

(11) 미야가와 교수의 제안에 따라 기누에와 결혼하여 일본에 귀

화하려고 생각한다.

자속(2)

-부계 혈통의 

죽음

(12) 한국을 방문하여 태호와 갑도(송돌) 부자를 만나고, 은실(여

주)과 갑도의 결혼 계획을 듣는다.

(13) 일본으로 돌아가려다, 난희에게 호감을 느껴 한국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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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문예중앙』, 1981.3.~1982.3.)의 ‘건후’는 조상들의 대일협력이

라는 죄를 계승한 존재이며, 어릴 적 ‘여주’와 관계를 가진 뒤 도망쳤다

는 죄의식과 일본 헌병에게 죽임당한 친부를 배신하고 일본에 귀화하려 

한다는 죄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 죄를 폭로하여 ‘사회적 죽음’으로써 속

죄해보려던 시도는 도망침으로써 실패하고, ‘어머니’와 같은 깨끗한 목련

화로 그려지는 ‘난희’와 결혼함으로써 부계 혈통의 죄와의 단절을 이루

고자 하나 죄인인 자신과의 격차를 실감하며 실패한다. 자신의 죄와 그 

죄의 열매인 ‘은실(여주)’와 ‘철수’를 책임지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속’

하는 것이 최종적인 속죄의 방법으로 제시된다. 

(14) 태호를 따라 클럽 큐에 방문해 은실을 만나고, 은실의 집을 

방문해 철수의 발작 소리를 듣는다.

(15) 난희와 연주회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포옹을 하고 

사랑을 느낀다.

(16) 은실이 여주임을 알게 되어 은실에게 청혼하지만, 은실은 철

수가 자신과 건후의 아이임을 말하며 거절한다.

(17) 난희를 만나 자기 과거를 모두 고백한다.

(18) 기누에의 편지를 읽고, 일본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자속(3)

-‘자신’의 

죽음

(19) 갑도에게 자신이 관욱이며 은실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음을 

밝힌다.

(20) 철수를 직접 보고 혐오감으로 인해 도망친다.

(21) 친부가 정신이상이었으며 철수는 그 유전이라는 갑도의 말을 

듣고, 자신이 철수를 책임지리라 다짐한다.

(22) 철수가 개에 물려 죽은 후, 은실과 결혼할 수 있으리라는 해

방감을 느낀다.

(23) 철수의 죽음이 갑도의 계략에 의한 것임을 폭로하다가 개에 

물려 쓰러진다. 화재 속에서 은실과 함께 죽는다.

(24) 망우리 공동묘지에 은실, 철수와 함께 묻혀 영원히 안식한다.

[표 4-3] 「유역」(1981)의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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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일 혼혈의 혈통적 죄

잠시간의 작품 활동 중단 이후에 쓰여진 「殘忍의 季節」(1972)부터 

「何如歌行」(1987)을 끝으로 최종 절필을 선언하기까지를 후기 소설로 

분류한다. 후기에 이르러 장용학의 ‘원죄’에 대한 인식은 또 다시 선회한

다. 중기 소설에서는 원죄를 신(神)-규율로 보아 이 원죄를 소멸시키고, 

없었던 것으로 간주함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본 것과 달리, 후기 소

설에서 원죄는 자신이 직접 책임져야하는 뼈아픈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

한 것이다.

초기에서 중기로의 변화가 심화에 가까웠다면 중기에서 후기로의 변

화는 다소 갑작스런 탈바꿈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급선회의 계기로는 장

용학의 천주교 입교를 추측해볼 수 있다. 소설 창작 초기에 그는 교인

(敎人)이 아니었으며, 그런 그가 천주교에 입교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

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다만 몇 가지 자료에서 그 시기를 추측해 볼 

수는 있다. 1985년 6월 천주교계 잡지인 『경향잡지』에 실린 「오만과 신

심」에서 장용학은 “ㅁ여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시기를 “천주교에 입

교하기 훨씬 전의 일”194)이라 회상하고 있는데, ㅁ여고란 그가 1951년 

11월부터 1955년 10월까지 재직했던 ‘무학여자고등학교(舞鶴女子高等學

校)’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그가 천주교계 잡지에 처음 글을 실은 것

이 『경향잡지』 1968년 1월에 실린 「연두유감」195)이라는 점, 1971년 박

정희 정권의 비민주적 정치에 대한 ‘긴급선언’에 장용학이 천주교계 인

사로 참여하였다는 점196)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장용학이 천주교

에 입교한 것은 1955년부터 1968년 사이이며, 그 중에서도 1968년에 

가까울 것이라 추측된다. 비교인(非敎人)으로서 성경의 원죄 개념을 다

소 자유롭게 전유할 수 있었던 초,중기와 달리, 천주교인으로서의 원죄 

인식은 다소간 전통적 인식에 가까워졌을 수 있다.

194) 장용학, 「오만과 신심」, 『경향잡지』, 1985년 6월, p.56.

195) 장용학, 「연두유감」, 『경향잡지』, 1968년 1월, pp.23-26.

196) 한상봉, 「유신독재로 가는 길목을 막아선 한국천주교회..김수환 추기경」,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0년 9월 5일.



- 105 -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다시 돌이켜보게 

만드는 시대적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1965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기

본조약’ 체결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준 것이다. 이는 일본의 불법적 식

민지배에 대한 책임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독립축하금’ 명목의 보

상금만으로 한일국교를 정상화한 것으로, 장용학은 1965년 6월 『사상

계』에서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평화(平和)를 넘겨주기 위한 흑색회담(黑

色會談)”197)이었다며, “이미 독립(獨立) 축하금(祝賀金)으로까지 타락된 

청구권(請求權)은 이를 포기하는 것이 선열에 대해서 우리 자손이 취할 

길이면서 일본의 발치에 서지 않는 민족생활(民族生活)을 영(營)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198)이라 비판한 바 있다. 

나아가 1982년 일본이 역사 교과서에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를 미화·

왜곡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또 한 차례 충격을 주는데,199) 이후 1983년

부터 1985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신문의 사설과 기사들은 일본 역사 교

과서의 ‘침략사관’ 문제를 꾸준히 비판했다.200) 특히 언론에서 일본 역

사 교과서 왜곡의 주 비판점으로 삼은 것이 ‘한국진출설’, ‘임나일본부설’ 

등의 고대 한일관계사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201)은 이 시기 장용학이 소

설 「扶餘에 죽다」(1980), 「流域」(1981), 「山房夜話」(1986)와 에세이 

『허구의 나라 일본』(1984)에서 일본 고대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197) 장용학, 「<앙케트> 百十五人의 發言」, 『장용학 문학전집 6』, 앞의 책, 

p.135.

198) 위의 글, p.137.

199) “1982년 7월, 1983년 4월 이후 사용될 일본의 초·중·고교 역사 교과서에

서 한국의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등을 모두 왜곡 기술하였다. 특히 현대사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왜곡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 ‘침략’을 ‘진출’로, 외교권 

박탈과 내정 장악을 ‘접수’로, 토지 약탈을 ‘토지소유권 확인, 관유지로의 접

수’, 독립운동 탄압을 ‘치안유지 도모’ 등으로 호도하였다. 이외에 조선어 말

살정책을 ‘조선어와 일본어가 공용어로 사용’, 신사참배 강요를 ‘신사참배장

려’ 등으로 왜곡 기술하였다.”(「일본역사교과서왜곡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

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0) 김지윤, 「1980년대 최인호의 역사소설 연구: 『잃어버린 왕국』을 중심으

로」, 『2019년도 제2차 한국현대문학회 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19, 

p.61.

201) 위의 글,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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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제기되는 한국과 일

본의 문제적인 관계성은 장용학으로 하여금 일제강점기라는 주제에 대해 

소설화해야 할 의무감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 사회에, 그

리고 특히 ‘이중 언어세대’라는 꼬리표를 떨쳐낼 수 없었던 장용학 본인

에게 남긴 흔적은 결코 이전처럼 쉽게 소멸시켜버릴 수 없는 뼈아픈 ‘원

죄’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장용학이 일제강점의 문제를 가장 먼저 소설에 드러낸 작품은 1974

년 『현대문학』에 발표한 「傷痕」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병립(丙立)은 일

제강점기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內鮮一體의 

아들”202)이다. 그는 한국에 온 일본인 도시오와 일본사에 대해 논쟁을 

하고, 그의 여동생 시즈에와는 사랑에 빠지지만 ‘내선일체’의 상처를 다

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결국 사랑을 포기한다. 송상옥은 이 작품에 대해 

“일본을 잘모르는, 일본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오늘날의 우리젊은 世代들

을 위해 쓰여진 작품”203)이라 평한 바 있다. 이 소설을 시작으로 장용학

은 반복하여 한일 혼혈 인물을 다루며 그 혈통의 원죄를 문제 삼는데, 

이는 작가 자신의 내면에 남아 있는 일본과의 혼종성을 직시하고자 하는 

노력인지 모른다.

본고가 이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작품은 「孝子點景」(『한

국문학』, 1979년 1월), 「扶餘에 죽다」(『현대문학』, 1980년 9월), 『流域』

(중앙일보사, 1982)의 세 작품으로, 이들 작품들은 암시적 혹은 직접적

으로 일본과의 혼종성이라는 원죄를 문제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기존 연

구들이 주로 중기 소설 시기의 작품들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후기 소설

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나아가 후기 소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

에서도 이들 세 작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는 역사적 현실에 따라 작품들을 구분

하여 연구한 탓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효자점경」과 「유역」은 근대화와 

물질주의의 병폐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부여에 죽다」는 왜곡된 일본사

202) 장용학, 「傷痕」, 『현대문학』, 1974.

203) 송상옥, 「<이달의 文學> 張龍鶴씨 「傷痕」」, 『조선일보』, 1974년 1월 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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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따로 분류되었고,204) 이들 세 작품이 

공통적인 플롯을 따라 전개되고 있음은 주목되지 못했다. 앞서 살펴보았

듯 장용학의 초기 소설과 중기 소설은 각각 ‘죄’의 인식 및 ‘속죄’의 방

법을 보여주는 서로 다른 플롯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후

기 소설의 작품들 역시 표면에 드러나는 현실적 역사 인식 너머에 죄와 

속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주는 플롯이 자리하고 있다. 그 플롯

은 요약하자면 ‘혈통의 죄-죄의 무지-죄의 인식-속죄의 시도’로 나타

난다.

204) 류경자, 「장용학 소설에서의 역사의 의미」,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

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12, pp.109-110; 홍원경, 「장용학 후기 소설에 

나타난 문제의식과 형식의 양상」, 『어문론집』 64, 중앙어문학회, 2015, 

p.373; 홍상언, 「장용학 후기소설 주제의식에 연계된 에세이 고찰」, 『어문론

집』 70, 중앙어문학회, 2017, pp.36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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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점경」 「부여에 죽다」 「유역」

시평 하다나까 건후(관욱) 상하

혈통의 죄 (1) 조상들이 동

지들을 배신하여 

출세한다.

(1) 천삼백 년 

전 조상들이 조

선 땅에서 건너

왔지만, 후대들

은 조선멸시를 

내세우며 고대사

를 조작한다.

(1) 조상들이 친

일 행각으로 거

부가 된다.

(1) 부친 및 선

대가 친일 행각

으로 거부가 된

다.

(2) 부친이 독립

운동을 배신한 

이래 승승장구한

다.

(2) 부친이 일제 

때 조선의 지서

주임을 한다.

(3) 부친은 여대

생과 강제적 관

계를 맺어 임신

시키고 후처로 

맞는다. 

(2) 친부가 강제

적 관계를 맺어 

임신시킨다.

죄의 무지 (4) 스스로를 유

서깊은 가문의 

귀공자로 생각하

며 행복하게 살

아간다.

(3) 부친에게 조

선에 대한 증오

와 멸시를 배우

며 자란다.

(3) 계부 송돌의 

아래에서 수치감

을 느끼며 귀공

자처럼 자란다.

(2) 경도제대를 

2등으로 졸업한

다.

[표 4-4] 혈통의 죄-죄의 무지

이전 시기의 소설들에서 장용학이 개인의 죄, 특히 사회적으로 규정되

고 주어진 죄에 대해 다루었던 것과 달리 이 시기에 그는 혈통의 죄에 

집중한다. 즉 피를 타고 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로 흐르는 죄의 유전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장용학에게 죄는 더 이상 외부에서 규정되는 것

이 아닌, 내부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된다. 이는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

지 않을 것”205)이라 말하는 기독교적 죄 인식과도 다른 죄관이다. 특히 

이 시기의 장용학이 주목한 것은, 인물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5) 『새번역 성경』, 에스겔; 18장 20절, 대한성서공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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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또는 조상의 죄가 인물 자신에게까지 흔적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

다. 그리고 이 죄는 주로 대일 협력과 연결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①  子正도 지나 마지막에서 세번째쯤 되는 이야기를, 거기에도 있을 

것 같지 않아 건성으로 읽어 내려가다가 그는 그만 숨이 쿡 막혔다. 첫 

번째로 參判이 된 九代祖의 이름이 툭 튀어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逆謀를 다룬 三十페이지 가량 되는 길이의 이야기로, 九代祖에 

관해서는 대여섯 줄밖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

는 구실을 히는 인물이었다. 庶出인 王을 폐하고 嫡出을 옹립하려다가 발

각되어 주모자 세 명이 처참한 고문 끝에 죽음을 당하고 연루자 七, 八명

은 귀양가게 되는 受難을 다룬 것이었는데 九代祖가 그 역모를 밀고한 것

으로 되어있었다. 더구나 처음에는 그도 그 역모에 가담했던 것이고, 그때 

그의 벼슬은 從五品쯤 되는 判官이었다. 그러니 그는 그 밀고의 功으로 

출세의 길이 열렸던 것 같기도 했다. 206)

② 「전라도의 어느 小邑에서 支署주임노릇을 하다가 당했지요. 그래서 

조선사람 가운데서도 전라도사람이라 하면 아마 길에서 만나면 멱살이라

도 잡았을 거요.」

「………」   

「나는 그때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지만, 그런 아버지의 弟子로 자랐거든

요. 조선인이란 게 얼마나 게으르고 불결하고 은혜라는 것을 통 모르고, 

도둑질 잘 하는 열등민족인가, 밤낮 그런 교육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고, 

동무들에게서 아버지의 애꾸를 놀림받을 때마다 조선에 대한 증오와 멸시

를 불태웠고, 국민학교 때부터 패거리를 지어 가지고 조선아이들을 곯려

주고 때려주는 것을 日課로 삼았지요.」207)

③ 그러던 것이 日本勢力이 이 땅에 밀려들면서 그것이 역전하게 된 

것인데, 한씨 쪽의 말에 의하면, 이씨의 선대는 一進會의 회원이 되는 둥 

일제의 주구 노릇을 하면서, 土地調査 때 소위 「總督府말뚝」으로 하루아

침에 二千石꾼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 그러한 총독부 말뚝을 이용해

서 二千石꾼이 된 이씨의 선대는 高利貸金을 하면서 꾸준히 땅을 사들여 

죽을 때에는 五千石의 재산을 남겼고, 그것을 이어 받은 李正陽은 선대를 

앞지르는 親日行脚으로 지금은 萬石꾼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고, 무

206) 장용학, 「孝子點景」, 『한국문학』, 1979년 1월, pp.56-57.

207) 장용학, 「扶餘에 죽다」, 『현대문학』, 1980년 9월,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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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參議 무슨 議員 등 대소 여남은 개나 되는 감투를 쓰고 있는 것이었

다.208)

「효자점경」에서는 혈통을 따라 계승 반복되는 배반의 역사를 그린다. 

주인공 시평(時平)은 국회의원 아버지와 “由緖 깊은 가문”209)에 대한 자

부심을 가지고 귀공자처럼 살아왔다. 그러나 아버지의 장례식 자리에 안

중달(安仲達)이 찾아온 것을 계기로 시평은 자기 혈통에 흐르는 배반의 

죄를 점차 발견하게 된다. 야담집을 통하여 참판이었던 조상들이 사실 

역모를 밀고함으로써 출세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고, 안중달을 통하여 아

버지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자금을 빼돌리고 독립운동가들을 밀고함으로

써 승승장구해왔음을 알게 된 것이다. 

「부여에 죽다」와 『유역』 역시 유사한 죄의 유전을 그리고 있다. 「부여

에 죽다」의 주인공 하다나까의 부친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괴롭혔던 

식민지 순사였으며, 『유역』의 주인공 건후(관욱)210)의 조부와 증조부는 

대일협력으로 거부가 되었다. 특히 『유역』에서는 주인공 건후의 가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는 ‘증조부-조부 이정양-부친 이상

하-이건후(관욱)-철수’에게로 이어지는 죄의 유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

는 것이다. 건후의 가계에는 유사한 유형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부끄러

움, 그리고 그 죄의 열매로 표상되는 ‘정신병’이 반복된다.

또 한편 이들의 혈통에는 대일협력의 역사적 죄뿐 아니라 ’겁탈’이라

는 죄의 유형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주인공인 남성은 여성을 겁탈해 

사생아를 낳거나, 혹은 겁탈당한 여성의 사생아 아들로 등장한다. 「효자

점경」의 시평은 대일협력자인 아버지가 국회의원의 권력으로 겁간한 여

대생의 아들이며, 「부여에 죽다」의 하다나까는 한국인 여성을 겁탈해 그

녀가 사생아를 사산하여 죽게 만들고, 「유역」의 건후는 ‘상하’와 ‘명희’의 

강제에 가까운 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이며, 또한 ‘여주’와의 관계에서 

208) 장용학, 『流城』, 중앙일보사, 1982, p.38.

209) 장용학, 「孝子點景」, 앞의 글, p.46.

210) 『유역』의 주요 인물들인 건후(관욱), 은실(여주), 갑도(송돌)는 모두 과거

와 현재의 두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명 혹은 개명의 모티프는 「효자

점경」에 나타나는 가면 모티프와도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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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아를 낳는다. 이들 남성들은 앞서 보았듯 대일협력자 또는 일본인의 

아들로서, 한국인 여성을 겁탈하는 것인데, 이는 일본이 한일강제병합으

로 조선 땅을 침탈한 것을 연상시킨다. 거기서 태어난 사생아 아들이란 

일본으로 인한 상흔과 혼종성을 간직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 사회이며 또

한 장용학 자신일 것이다.

이들 인물들은 그 죄에 무지한 상태로 유년기를 보낸다. 이들은 부친

의 영향권 내에 복속된 채로, 부친의 삶을 존경하고 이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효자점경」의 시평은 앞서 보았듯 국회의원 아버지와 

유서 깊은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귀공자’처럼 살아간다. 「부여에 

죽다」의 하다나까는 부친의 ‘제자’로 자라나며, 자연스럽게 조선에 대한 

증오와 멸시를 키워왔다. 『유역』의 건후는 머슴인 계부 송돌의 아래에서 

자라지만, 양반인 친부의 핏줄을 이어받은 ‘귀공자’, ‘도련님’으로 묘사된

다. 후에 이들이 가장 부끄러움을 느끼는 지점은 조상들의 죄 자체보다

도 그 죄에 대한 자신의 무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장용학이 

그려내는 인물들은 죄를 손쉽게 기성세대의 탓으로 돌리고 비판하지 않

고, 스스로 자기 몫과 조상들 몫의 죄를 짊어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해도, 그 죄에 대해 무지하고 떳떳하

게 살아왔던 것만으로도 역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효자점경」 「부여에 죽다」 「유역」

시평 하다나까 건후(관욱) 상하

죄의 인식 (5) 부친의 장례

식장에 안중달이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

(4) 부친 사망 

후 모친에게 부

친의 폭압 사실

을 듣는다.

(4) 1·4 피난 때 

송돌 가족에게서 

버림받는다.

(6) 야담집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역모를 밀고한 

배신자였음을 알

고 수치심을 느

(5) 피난민 가족

을 따라 가며, 

여주와 사생아의

식을 공유한다.

(3) 민족을 배반

한 부끄러운 피

임을 인식하고 

모스크바로 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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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죽음 등으로 인해 부친의 영향권 하에서 벗어난 것을 계기로 

인물들은 죄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효자점경」에서 시평은 부친의 장례

식장에 안중달이 찾아와 소란을 피운 이후, 부친의 삶에 대해 의구심을 

끼지만 합리화하

여 외면한다.

(6) 여주와 관계

를 가진 것을 들

켜 도망친다.

(4) 떠나기 전날 

밤 명희에게 사

랑을 고백하고 

강제로 관계를 

갖는다.

(7) 결혼을 앞두

고 안중달을 찾

아가, 부친이 독

립운동의 배신자

였음을 알게 된

다.

(7) 미군부대의 

하우스보이로 일

하다가 여주와 

마주치고, 여주

의 임신 사실을 

듣는다.

(5) 고등계와 헌

병에게 체포된

다.

(8) 자기에게는 

누런 피가 흐른

다고 느끼며 부

끄러워한다.

(8) 미군부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교

포의 양자가 된

다. 죄의식으로 

인한 열등감을 

가진다.

(6) 정신 이상이 

되어 돌아와 보

름만에 죽는다.

(5) 고대사를 공

부하며 조상이 

조선에서 건너왔

음과 황국사관의 

허위성을 알게 

된다.

(10) 신경쇠약

으로 요양소에 

가서, 한일 고대

사에 관한 책을 

읽고 황국사관의 

허위성을 발견한

다.

(11) 미야가와 

교수의 제안에 

따라 기누에와 

결혼하여 일본에 

귀화하려고 생각

한다.

[표 4-5] 죄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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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기 시작한다. 이전까지 시평은 국회의원인 부친과 삼대를 내리 참판

을 지낸 조상들을 비롯한 가문의 ‘귀한 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아 왔으나,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안중달이 “일제 시대의 그 빛나는 獨立

鬪爭史는 왜 빼먹었소!”211)라고 소리친 후 경비원에 의해 끌려나가는 사

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시평은 안중달의 뒤를 밟고, 어린 시절 부친

에게 압수당했던 야담집의 작가를 만나보는 등 부친 및 조상들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시평은 조상들과 부친이 역모와 독립운동

의 동지들을 밀고한 배반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극심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 부끄러움은 자신의 혈관에 흐르는 피가 ‘귀한 피’가 아닌, ‘동

지를 배신하고 출세한 밀고의 피’, ‘누런 피’가 흐른다는 것이었다.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제게는 이제부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시평아. 너는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아들이다. 알았

느냐?」

「네, 그래요. 전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언제까지라도……」

(…) 

「똑똑히 들어라. 아버지도 얼마든지 살아왔는데 네게 무슨 상관이냐? 

세상이란 그런 것이다.」 

「假面을 쓰고 살란 말이에요?」

「가면? 그게 왜 네게 가면이냐?」

「제 혈관에는 아버지의 누런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212)

시평은 결코 부친과 조상들의 죄를 지나간 일로 단절시켜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는 그의 혈관에 흐르는 ‘누런 피’가 그 자신에게도 죄의 흔

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었다. 시평의 가족 구성원을 비롯하여 모든 사

람들이 사실 부친의 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시평 자신 또한 알고

자 했다면 그 죄에 대해 얼마든지 인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

달은 것이다. 오히려 조상들의 죄를 인지한 후에도 “내 祖上만이 아니

다”213)라고 생각한다든지, 부친이 친일파였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211) 장용학, 「孝子點景」, 앞의 글, p.49.

212) 위의 글,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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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런 것을 친일파라고 하면 친일파 아닌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는

가”214)라고 무시하려 했던 것이 그에게 부끄러움의 원인이 된다. 즉 부

친과 조상들의 죄는 그들이 저지른 죄이지만, “모든 것을 아름답게만 자

기에게 좋게만 보고, 볼 줄 알면서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았던, 그리

고 그렇게 살아도 좋았던”215) 시평 또한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 점에서 그는 자신에게도 죄가 혈통을 따라 유전되고 있다고 

느낀다.

「부여에 죽다」의 하다나까 또한 부친이 사망한 후 모친에게서 부친이 

일제강점기 조선의 지서주임으로 조선인들에게 온갖 폭압을 다 저질렀음

을 듣게 된다. 이전까지 그는 부친을 애꾸눈으로 만든 조선인에 대한 혐

오와 멸시를 가지고 살아왔으나, 모친은 그에게 부친이 조선에서 저지른 

일들에 대해 들려주며 “아버지가 목숨이나마 건져가지고 귀국한 것만도 

다행이었다”216)고 설명한 것이다. 이후 그는 일본의 고대사를 파헤치기 

시작하며, 그가 천삼백 년 전 일본땅에 건너 온 백제인의 후손이라는 사

실과 일본의 황국사관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내 

혈관에 <요보>의 피가, 그것도 아버지의 눈을 뽑아낸 전라도땅의 피가 

흐르고 있다”217)고 느끼며 괴로워하다가, 끝내 “조선은 내게는 祖國”218)

이라는 인식에 도달한다.

하다나까에게 또한 부친의 죄는 피를 따라 그에게 흘러 반복되는 것

으로 나타난다. 그는 한국에 방문해 부친의 폭압으로 죽은 조선인의 손

녀인 미스 유를 만나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 겁탈에 가까운 관계를 가

지는데, 그녀는 이로 인해 임신한 아이를 사산한 후 산욕으로 죽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하다나까는 “父子二代의 罪”219)를 느

낀다. 하다나까의 겁탈은 조선인을 폭압했던 부친의 죄를 되풀이하는 것

213) 위의 글, p.59.

214) 위의 글, p.60.

215) 위의 글, p.55.

216) 장용학, 「扶餘에 죽다」, 앞의 글, p.14.

217) 위의 글, 같은 면.

218) 위의 글, p.13.

219) 위의 글,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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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는 또한 앞서 보았듯 일본의 조선 침탈을 연상시킨다.

『유역』의 주인공 건후의 부친 ‘상하’는 그의 부친과 조부가 대일협력

자였음을 알게 된 후 ‘죄 많은 부끄러운 피’에 대한 극심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는 이를 속죄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수행하

려 하지만, 떠나기 전날 밤 명희와 강제로 관계를 맺는 죄를 반복한다. 

대일협력으로 만석꾼이 된 상하의 부친과 달리 명희의 부친은 일본에 협

력하지 않아 가세가 기운 것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상하가 명희를 겁

탈한 것 또한 앞서 보았던 겁탈의 유형과 통한다. 

그 겁탈에 의해 사생아로 태어난 건후는 양부 송돌에게 버려진 후, 자

신이 사생아임을 깊이 인식한다. 소설이 전개되는 내내 건후는 자신의 

사생아성을 반복하여 되새기는데, 이는 곧 ‘혈통의 죄’의 다른 표현으로 

보인다. 그는 양부에게 버려진 후 만난 피난민 가족과 동행하다가, 또 

다른 사생아인 기생첩의 딸 ‘여주’와 관계를 가진 후 도망친다. 이후 건

후는 미군부대의 하우스 보이로 일하다가 기회를 얻어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교포의 양자가 되고, 일본인 여성인 기누에와의 결혼으로 일본에 귀

화하려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 부끄러움 곧 죄의식은 자신이 

독립운동을 기도하다 일본 헌병의 고문으로 사망한 친부에 대한 배신자

이며,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여주를 임신시킨 후 일본으로 도망친 위선

자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에게 그 죄의식은 ‘주홍글씨’처럼 

“<朱紅> 빛”220)을 짙게 띠는 것으로 상상되며 그의 마음 속 뿌리 깊은 

열등의식을 만들어내며 그를 괴롭힌다. 일본으로의 귀화를 결심한 때부

터 그는 죄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위신’을 잃고 ‘등이 굽어짐’을 

느낀다.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부터, 자기는 墮落漢이라는 잠재의식이 자

리잡고 있었다. 그 잠재의식과 지금의 장탄식이 연관되는지 어떤지는 모

르지만, 日本에 귀화하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얼굴을 떳떳하게 들 수 없었

던 것이다.

그의 경우, 일본에 귀화한다는 것은 日警에 죽음을 당한 아버지를 배반

220) 장용학, 『流城』, 앞의 책,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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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잠시 접어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길질이나 당하면서 살아왔

던 개가 그 주인이 고깃덩이를 하나 던져 주었다고 해서 그 손등을 핥으

려고 하는 것과 같았다. 그것이 그런 자기 모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핥

는 것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위신을 잃어버렸던 것이다.221)

그런데 건후의 이 죄 또한 혈통을 따라 유전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 

유전은 건후의 가계인 ‘증조부-조부-부친 상하-건후-아들 철수’의 이

야기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유

전되는 ‘정신 이상’의 증세로 표현된다. 상하와 건후, 철수는 각각의 다

른 원인으로 정신 이상 증세가 발현되는데, 이 정신 이상은 마치 유전되

는 것처럼 그려진다. 그의 친부는 일본 헌병의 고문 끝에 정신 이상으로 

사망했으며, 그의 사생아 아들인 철수도 뇌막염을 앓은 후 정신지체장애

를 갖게 된다. 이들의 정신 이상의 실제적인 원인은 서로 다르지만, 이

는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일종의 배반의 결과라는 점에서 유전되는 ‘죄’

의 의미를 띠는 것이다.

이처럼 후기 소설의 인물들은 혈통을 따라 흐르는 부친의 죄가 자신

에게도 반복되며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인식하며 그 죄에 대한 극심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리고 그 죄는 주로 대일협력과 겁탈 등으로 형상

화되는데, 이 두 가지는 의미적으로 서로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다. 이러한 인

물들을 반복적으로 묘사하면서 장용학은 스스로를 대일협력자의 아들 또

는 한국과 일본의 혼혈·사생아로 그려내며 끊임없이 이중언어세대인 자

신을 마주 대한다. 온전한 한국인으로 스스로를 인식할 수 없었던 그가 

자신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일본’이라는 원죄를 어떻게든 속죄하려 했음

이 그의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221) 위의 책,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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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신’의 죽음을 통한 ‘자속’

후기 소설의 인물들은 자신의 혈통에 흐르고 있는 역사적인 원죄를 

통감하며, 이를 부끄러움 속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죄의 해

결이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대속’이나, 반역사를 통해 원죄를 소멸시켜 

버리는 가설적인 방법으로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음을 초기와 중기 소

설을 통해 확인했다. 후기 소설의 인물들은 부친에게서 이어지는 죄를 

단순히 부친만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다. 이는 앞서 보았듯 그 죄의 흔

적이 자신에게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혈통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장 처절하게 서술한 「효자점경」에서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효자점경」의 시평은 아버지의 대일협

력 행위 및 독립운동에 대한 배신을 비롯하여, 조상들에게서 흘러내려오

는 배반의 핏줄을 알게 된 후 부끄러움에 몸서리친다. 그러나 이는 아버

지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조상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닌, 자신의 혈관에 

흐르는 ‘누런 피’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後光과 돈으로 貴公子처럼 

살아왔던”222)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아버지의 過去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손이 한 일을 보려고 

했고 또 봤지만, 아버지에게는 한번도 그 눈을 돌리지 않았다. 한두번 돌

려질 뻔했지만 끝끝내 외면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대신 자기를 祭物로 

삼았고, 아버지 대신 자기 얼굴에 醜한 탈을 씌워서 게시판에 내걸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한 그 苛酷性은, 아버지에게 눈을 돌렸다면 아버지

에게 가해야 했을 非難의 濃度에 비례되는 것이었을 것이다.223)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는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아버지의 책임으로 돌

리고 절연하는 것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시평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 나아가 그 혈통의 원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자 한다. 

속죄제의 제물로 다른 대상이 아닌 자기 자신을 불사르고자 한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한번 죽어야 한다”고, “한번 죽었다 다시 살아야”224)한

222) 장용학, 「孝子點景」, 앞의 글, p.74.

223) 위의 글,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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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초기와 중기 소설에서 시도했던 속죄의 방법과

는 전혀 다른, 이른바 ‘자속(自贖)’ 즉 ‘자신’의 죽음으로써 속죄하고자하

는 것이다.

그런데 ‘자속’의 시도는 자신의 무엇을 죽이느냐에 따라 총 세 가지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자신의 죄이자 또한 혈통의 죄를 폭로함으로

써 사회적 죽음을 시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순수한 모계 혈통으로 귀의

하여 죄의 원천인 부계 혈통을 죽이는 것이며, 셋째는 혈통의 죄를 책임

지고 자기 자신을 전면적으로 죽이는 것이었다. 이들 세 가지의 시도는 

모두 크게 보아 ‘자속’에 해당하겠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도에는 한

계가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즉 자신의 전면적 죽음에까지 이르는 세 번

째의 속죄가 가장 최종적인 ‘자속’의 형상일 것이다. 본 논문은 후기 소

설에 나타나는 ‘자속’을 장용학이 소설 인생 전체를 통해 탐구한 최종적

인 죄의 해결책이었다고 본다.

나는 不義에 짓밟힌 희생자들의 신음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면서 자랐고, 

汚穢의 시궁창 속에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살어온 것이다.

이 빚을,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갚고 어떻게 씻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얼굴을 네거리의 揭示板에 걸어 놓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게 한다

고 해서 갚아질 것인가, 씻어질 것인가…….

그는 죽어버리고 싶었다.225)

224) 위의 글, p.84.

「효자점경」 「유역」

시평 건후(관욱)

자속(1)

-사회적 

죽음

(9) 안중달의 딸이 결혼식장에서 

거짓 폭로를 하게 하여 결혼을 

무산시킨다.

(9) 죄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폭로하려 하지만 실

패한다.

(10) 돈을 주며 자신이 김원도의 

아들임을 밝히자, 안중달의 딸은 

이를 모욕으로 여기며 거부한다.

[표 4-6] 자속(1)-사회적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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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속의 첫 번째 시도는 죄의 폭로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효자점경」의 시평은 신흥재벌의 딸인 혜란(慧蘭)과 

약혼한 사이였으나, 자기 혈통의 죄를 알게 된 이후 자신은 결혼을 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내게는 자식이 있게 되어서는 안된

다! 汚穢는 내게서 끝나야 한다!”226)라는 생각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시평은 결혼식을 막는 동시에 스스로의 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을 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이는 다른 사람을 시켜 결혼식 도중에 자신을 

거짓으로 모욕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부친의 장례식장에 안중달이 나타

나 소란을 피운 사건을 자신에게 동일하게 반복하는 셈이었다. 그 처벌

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시평은 안중달의 딸에게 돈을 주고 자신을 모

욕하는 임무를 맡기는데, 이는 “본인은 모르고건 알고건 원수의 아들이 

매장되는 일을 그 손으로 한다는 것은 본인도 원하는 바일 것이라

고”227)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안중달의 딸은 시평의 결혼식 도중에 일어

나 “사기꾼! 財閥二世니 美國博士니 하면서 실컨 가지고 놀구는, 감쪽같

이 이러기야! 僞善者! 이 자리에서 假面을 벗기고 말 테야!”228)라고 소

리치고, 그 결과 신부는 달아나고 하객들은 분노하며 시평은 “다시 얼굴

을 들지 못할 만큼 埋葬”229)된다.

그러나 자신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자속하고자 했던 시도

는 실패로 끝난다. 결혼식이 끝난 후 안중달의 딸에게 계약금을 지불하

는 자리에서 시평이 자신의 부친의 이름을 밝히자 그녀의 반응이 달라진 

것이다.  

「백만원, 흥 천만원을 펄럭여 봐요! 이런 데서 갈보 노릇을 하고 있어

두 난 할아버지의 손녀란 말이야! 당신네완 종자가 다르단 걸 알란 말이

야요!」

225) 위의 글, p.75.

226) 위의 글, p.83.

227) 위의 글, p.86.

228) 위의 글, p.77.

229) 위의 글,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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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질하면서 울분을 쏟아내는 것이었다. 

「내 말을 끝까지 다 듣구. 아버님께 전해 주시오. 한달 안으로 내 앞으

로 되는 재산을 아버님에게 맡기겠소. 유가족들을 위해 쓰든지 어쩌든지 

맡기겠다구, 알아들었소?」  

「뭐라구요? 딸을 侮辱할 대로 모욕해 놓구서 이번에는 아버지더러 臟

物아비 노릇을 하라구요?」

「…………?」 

「웃기는 소릴 작작하구 어서 없어지지 못하겠어!」230)

그녀는 시평의 제안 자체를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에는 자신이 독

립운동가의 손녀라는 당당함이 있다. 시평은 자기 재산을 독립운동가 유

가족들을 위해 쓰도록 기부하려 하지만, 그녀는 시평의 가문의 재산마저 

‘장물’이라 비판하며 분개한다. 그제서야 시평은 혈통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져있던 사회적 명예뿐 아니라 재산 또한 부끄러운 것이었음을 깨닫

는다. 죄를 폭로하여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했던 시도 자체도 죄

의 유산인 재산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실패하고 만 것이다.

나아가 죄를 폭로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다. 『유역』의 건후도 

자신의 죄를 폭로함으로써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보려 시도하지만, 이 

또한 실패로 끝난다. 건후는 일본에 건너간 이후, 부친이 다녔던 경도제

대에 입학하여 우수한 대학 생활을 즐긴다. 그러나 문득 그는 여주를 임

신시키고 일본까지 도망쳐 온 자신이 그런 고상한 포즈를 취하고 살아가

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라는 죄의식을 느끼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가면’

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는 강박적인 부끄러움으로 괴로워하며 그 죄

를 벗어나 성실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이제 誠實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어도, 학우들 앞에 나가 가슴

의 朱紅글씨를 펼쳐 보이면서, 나는 이런 僞善者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었다.

230) 위의 글,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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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에 현재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었고, 그 이외에 인

간다움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다.

나는 한 번 죽어야 하는 것이다. 罪와 僞善을 고백하고 이제까지 몸을 

담았던 이 세계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다. 新生 이외에 내가 살 길은 없는 

것이다.231)    

건후는 「효자점경」의 시평이 그러했듯 한 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폭로하는 방법을 택한다. 건후는 학우들

이 모여 있는 강의실 교단에 올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이 시도는 다소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데, 그는 교단으로 올라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대로 강의실을 나가버리고 만 것이다. 『유역』의 

서술자는 이러한 실패의 원인으로 “정신 상태가 벌써부터 균형을 잃고 

있었던 것”232)이라 평하는데, 이는 불면증을 비롯한 정신 이상의 증세로 

발현된다. 앞서 보았듯 『유역』에서 정신 이상의 증세는 혈통을 따라 유

전되는 죄의 결과를 표현한다. 즉 건후의 피를 따라 흐르고 있는 죄의 

흔적은 그가 손쉽게 사회적 죽음을 감행하지 못할 만큼 그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231) 장용학, 『流域』, 앞의 책, p.115.

232) 위의 책, p.116.

「효자점경」 「부여에 죽다」 「유역」

시평 하다나까 건후(관욱)

자속(2)

-부계 혈통의 

죽음

(6) 한국을 방문하

여, 미스유가 부르

는 '낙화암'을 듣고 

자신에게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다

고 느낀다.

(13) 일본으로 돌

아가려다, 난희에게 

호감을 느껴 한국

에 남는다.

(11) 강원도 광산

에서 기억상실증 

환자로, 어머니의 

(7) 미스유와 결혼

을 약속하고 일본

으로 돌아가기 전

(15) 난희와 연주

회에 갔다가 돌아

가는 길 차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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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자속의 두 번째 시도는 지금까지 혈통의 죄가 낳아 왔던 모

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 후기 소설들에서 죄의 혈통은 모

두 ‘부계 혈통’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물들의 가계

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모두 부친과 조부, 증조부를 포함한 부계의 조상

들로 그려지며, 어머니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존재로 나타난

다. 부친이 모친을 겁탈하는 상황이 후기 소설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

려지는 것도 부계 혈통의 죄성 및 어머니의 순수성을 강조하여 보여준

다. 「효자점경」에서 국회의원이었던 시평의 부친은 자기보다 스무 살도 

더 어린 여대생이었던 시평의 모친을 권력으로 억압하여 겁탈한다. 「부

여에 죽다」에서 하다나까의 부친은 조선인을 폭압했으나 모친은 ‘친선파

(親鮮波)’로 묘사되며, 하다나까는 “日本이 아버지의 나라이고 朝鮮이 어

머니의 나라”233)라고 인식한다. 『유역』에서 건후의 부친인 상하의 가계

는 대일협력자였으나 모친인 명희의 가계는 대일협력을 거부한 집안이었

고, 상하는 명희를 겁탈에 가까운 관계로 임신시킨 후 떠난다. 즉 부계 

혈통이 죄의 혈통이라면, 어머니는 무죄하고 순수한 상태를 표상하며 나

233) 장용학, 「扶餘에 죽다」, 앞의 글, p.28.

성을 택하여 살아

간다.

날 강제로 관계를 

가진다.

포옹을 하고 사랑

을 느낀다.

(17) 난희를 만나 

자기 과거를 모두 

고백한다.

(8) 원래 처와 이

혼하는 데 실패한

다.

(18) 기누에의 편

지를 읽고, 일본으

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다.

(9) 다시 한국을 

찾아, 미스유가 사

산하고 산욕으로 

숨을 거두었음을 

알게 된다.

[표 4-7] 자속(2)-부계 혈통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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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일제강점 이전의 순수한 상태의 민족까지도 함의할 수 있다. 

즉 자속의 두 번째 시도는 자신에게 죄를 유전시키는 부계 혈통을 죽

임으로써 죄가 없는 순수한 상태인 어머니에게로 귀의하는 것이다. 이는 

죄의 원천과의 단절을 통해 순수한 상태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

에서 중기 소설의 ‘반역사’ 혹은 이어령의 ‘화전민의식’과도 유사하다. 중

기 소설에서 세계사적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반역사’

는 종말을 향해 가는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올라가 가장 순수한 자연 상

태인 ‘에덴’으로 돌아가 원죄를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죄로 인한 타

락이라는 ‘역사’와 죄가 없는 순수한 ‘자연’을 칼로 자르듯 분명하게 분

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이어령의 ‘화전민의식’도 이와 

같다. 이어령은 그의 시대를 황폐하게 만든 원인이 되는 ‘전통’과 이를 

불태움으로써 순수한 새 전통을 써내려가는 ‘화전민’을 철저하게 분리한

다. 이와 유사하게 장용학의 후기 소설의 인물들이 자신에게서 부계 혈

통의 유산만을 오롯이 떼어냄으로써, 혹은 어머니와의 합일을 이루어 모

계 혈통에 소속됨으로써 자신에게 흐르는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자속의 첫 번째 시도와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난

다.

「효자점경」의 시평은 앞서 죄를 공공연하게 폭로함으로써 사회적 죽

음을 시도한 것이 실패한 이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자신의 집안과 재

산을 비롯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 그는 멀리 떨어진 강원도의 광산

으로 떠나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데, 그 또한 자신의 옛 기억까지도 모

두 버리고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어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

여관 주인의 말에 의하면, 달포 전 새벽녘에 高熱로 의식이 몽롱해서 

찾아들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날 저녁에야 열이 내리고 의식도 회복했지

만 무엇을 물어 봐도 모른다고 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고 자기 이름도 모른다는 것이어서, 큰 돈도 가

지고 있고 해서 경찰에서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 記憶喪失症 환자로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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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洞籍簿에 이름이 올려졌는데, 소장이 이것저것 보여준 姓 

가운데서 그가 고른 것은, 소장은 몰랐지만 자기 어머니의 것이었다.234)

그런데 시평은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어서까지도 ‘어머니의 성(姓)’만

은 버리지 않고 자신의 성으로 삼는다. 기억상실증 환자로 강원도에 내

려와서도 “지체있는 집안에서 귀하게 지냈을 것 같”235)은 티가 나는 등 

여전히 부계의 혈통을 간직하고 있던 시평은, 그러나 어머니의 성을 택

하여 이름을 새로 지은 후부터는 “知性이 번득이던 이마도 좁아졌고, 自

負心으로 오연했던 콧날도 휘어진 것 같”236)이 변모한다. 즉 「효자점경」

의 결말은 부계 혈통을 죽임으로써 자속하고자 한 시도를 나름대로 긍정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자점경」 이후에 창작된 「부여에 죽다」와 『유역』에서는 이

러한 시도를 실패로 돌린다. 「부여에 죽다」와 『유역』에서는 어머니(또는 

어머니의 나라)를 떠오르게 하는 여인과의 합일을 통해 어머니라는 순수

성으로의 귀의를 시도한다. 「부여에 죽다」의 하다나까는 어머니의 나라

인 조선(혹은 백제)를 떠오르게 하는 ‘미스 유’에게 사랑을 느낀다. 미스 

유는 “영롱한 百濟의 웃음을 연상케 하는 그런 여자”237)였으며, ‘낙화암’

이라는 노래를 불러 하다나까에게 “처음으로 내 몸에는 조선의 피가 흐

르고 있다는 설레임같은 것을”238) 느끼게 하는 인물이다. 이 ‘낙화암’은 

하다나까가 모친에게서 들었던 노래로, “일제시대에 일본군에 끌려간 조

선의 學徒兵들이 즐겨 불렀”239)던 노래이다. 하다나까는 미스 유와 결혼

하여 한국 땅에 정착함으로써 자신의 부친의 죄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상

태의 어머니 나라에 귀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하다나까는 일본인 아내와

의 이혼에 실패하고, 심지어 미스 유를 겁탈함으로써 죽게 만든다. 결국 

부계 혈통을 통해 흐르던 죄는 그렇게 손쉽게 단절할 수 없었으며, 그러

234) 장용학, 「孝子點景」, 앞의 글, p.90.

235) 위의 글, 같은 면.

236) 위의 글, 같은 면.

237) 장용학, 「扶餘에 죽다」, 앞의 글, p.27.

238) 위의 글, p.25.

239) 위의 글,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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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도는 오히려 또 다른 죄를 반복하는 결과만을 낳는다는 것이다. 

『유역』의 건후도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와 닮은 순수한 여성인 ‘난희’

에게 사랑을 느끼며, 그녀와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하고자 한다. 건후의 

양부 송돌의 아들인 태호는 난희에 대해 “내가 어렸을 때 죽은 아주 가

까운 친척 아주머니와 얼굴 타입이 하도 비슷해서”240)라고 말하는데, 여

기서 ‘친척 아주머니’는 건후의 친모 ‘명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

다.241) 건후 또한 난희의 얼굴에서 어머니를 떠올린다.

그가 그저께, 蘭姬를 두번째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 시선을 

가져갔다가 그만 움직임을 잃은 것은 그 미모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 空

港의 황혼 속에서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을 때 한순간, 이마가 하얀 

그 윤곽에서 호젓한, 까닭을 알 수 없는 鄕愁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던 것

은 아니지만, 코피숍의 훤한 광선 속에서 쳐다본 난희의 얼굴에서 느껴온 

호젓함은 木蓮花의 그것이었고, 그 목련화는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는 꽃

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생각이 날 때면 눈망울에 함께 떠오르는 것이 하얀 목

련화였는데 이마와 눈, 가뭇가뭇한 얼굴에서 그는 어머니를 본 것 같았던 

것이다. 다시 보면 아닌 것 같았지만 무심결에 보면 어머니의 얼굴이었

다.242)

건후는 어머니를 닮은 난희와 폭발적인 사랑에 빠진다. 그는 난희와 

결혼하여 한국에 돌아와서 살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이 난

희와 결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이는 그에게는 자신의 지난 죄

를 상기시키는 ‘여주’와 그 죄의 결과인 아들 ‘철수’가 흔적처럼 남아 있

240) 장용학, 『유역』, 앞의 책, p.87.

241) 명희의 부친인 한대감은 딸이 대일협력자의 아들의 씨를 임신했다는 사실

에 분노해 그녀를 머슴이었던 송돌의 아내로 보내 버리는데, 이때 송돌에게

는 이미 정화라는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인 태호가 있었다. 명희는 관욱(건

후)을 낳고 5, 6년이 지나 폐렴으로 죽는데, 이후 송돌은 쫓아냈던 정화와 

태호를 다시 집으로 들인다. 즉 태호에게 명희는 관계를 명확히 지칭하기 어

려운, “어렸을 때 죽은 아주 가까운 친척 아주머니”라고 표현할 만한 대상이

라 할 수 있다.

242) 장용학, 『유역』, 앞의 책, pp.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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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난희와 사랑을 나눈 다음 날 건후는 자신의 양부였던 송돌

(갑도)과 약혼한 이른바 고급창녀인 ‘핑크 마리아’가 사실 자신의 첫사

랑 ‘여주’였음을 알고 충격에 휩싸인다. 그는 “如珠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면 슬그머니 돌아서서 蘭姬를 만나겠다는 그런 마음”243)으로 여주

를 만나러 가지만, 여주가 자신을 이미 알아봤으며 더군다나 여주의 아

들 철수가 사실 어린 시절 자신과 여주의 관계에서 생겨난 아이임까지 

알게 된다. 이후 그는 난희에게 찾아가 자신은 그녀를 사랑할 자격이 없

는 남자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과거를 밝힌다. 또한 그 날 밤 그는 

일본에 두고 온 약혼녀 ‘기누에’의 편지를 받고 일본으로 돌아가야겠다

고까지 생각한다. 이처럼 건후는 난희와의 사랑을 통해 어머니와 같은 

순수한 무죄의 상태 혹은 나아가 순수한 ‘민족’에 귀의하고자 했으나 실

패한다. 이는 여주, 철수와 같은 죄의 흔적들이 쉽사리 단절할 수 없을 

만큼 자신과 엮여 있으며, 또한 그 죄 속에 머무르고자 하는 유혹 역시 

상존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부계 혈통의 죄와 자신을 단절시키고 어머니로 표상되는 순수 

또는 민족으로 귀의하고자 하는 시도와 그 실패는 ‘이중언어세대’로서의 

장용학을 비롯한 전후세대의 상황을 상기시킨다. 전후세대는 일본의 식

민지였던 조선에서 태어나 ‘국어’로서의 일본어를 익히며 자라왔고, 해방 

이후에도 일본어라는 일제강점의 흔적은 손쉽게 단절될 수 없는 채로 이

들에게 남아있었다. 그런데 해방 이후 급진적으로 추진된 대한민국의 

‘국어’ 정책은 한국어에 남아있는 일본어의 흔적을 삭제하는 작업을 수

행하는데, 이는 다소 강제적으로 ‘한글 전용’을 시행하여 모든 지면에서 

한자를 축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국가에 의한 폭력적인 ‘국

민 만들기’의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일제 식민지에서의 억압적 ‘國

語’ 정책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띠고 있다. 한수영은 그러한 ‘순혈주의’적

인 국어 정책이 전후세대에게는 “언어규범의 강제성이라는 ‘구조’와, 그 

메커니즘을 통해 ‘포섭/배제가 작동하는 원리” 면에서 오히려 일본 식민

주의의 조선어 말살 정책을 상기시켜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라 말한 

243) 위의 책,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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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244) 장용학은 이 시기 여러 에세이들과 소설들에서 한글전용론

에 대해 비판하는데 그 이유도 위와 같다. 

“우리 언어는 한자 때문에 너무나 큰 화를 입었오. 적지 않은 고유어

가 구축되고, 또 생겨나지 못하게 되었으니 한글이 늦게나마 생기지 않았

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찌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요.”

(…)

“한글이 생긴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적어도 

반만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한글이 생긴 것은 불과 오백 년 

전이고, 그 오백 년 동안에도 우리는 그 한글을 푸대접했고, 개화기를 맞

아 그 소중함을 깨달았을 땐 일제가 들어와서 그 싹을 짓눌러 버려서 우

리의 언어라는 나무는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져 버렸오. 그렇지만 역사는 

일회뿐이어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고쳐 살수는 없는 것인데, 한

글 전용론자들은 비뚤어진 데부터를 잘라 버리고 거기서부터 새 줄기를 

곧바르게 키워 보자는 것이오.”245)

후기 소설 중에 하나인 「산방야화」(1986)에는 주인공 진우의 입을 

통해 한글 전용론에 대한 비판이 나타난다. 「산방야화」는 「부여에 죽다」

의 쌍둥이 소설이라 할 만큼 구조적으로 유사한데, 두 소설 모두 한일 

혼혈, 일본 고대사, 그리고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일본의 흔적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산방야화」의 진우는 한자가 한국어에 큰 

해를 끼쳤음은 인정하지만, 이미 한자어가 한국어의 일부가 된 지금의 

상태에서 한자를 축출하는 것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큰 손상을 준다는 

이유에서 한글전용을 비판한다. 한자어를 한국어에서 배제함으로써 순수

한 형태의 한국어를 회복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

다. 그리고 이처럼 강제적으로 순수한 상태의 국어를 만들고자 하는 시

도는 오히려 ‘일본식’인 것이다. 이는 곧 한국어에서 일본어라는 ‘죄’의 

흔적인 한자를 떼어냄으로써 순수한 상태의 한국어를 회복하고자 하는 

244) 한수영, 앞의 책, pp.159-160.

245) 장용학, 「산방야화」, 『동서문학』, 1986,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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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오히려 유사한 형태의 죄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는 실패로 귀결되

는 것으로서, ‘부계 혈통의 죽음’이라는 자속의 두 번째 시도의 실패를 

역사화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자속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도가 모두 실패로 귀결되었다. 「부여에 

죽다」와 『유역』의 인물들은 최종적인 자속의 방법을 택하는데, 이는 자

신의 죄를 책임지고 전면적인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사

회적 죽음’처럼 죄의 유산이 남긴 일부만을 포기하는 것도, ‘부계 혈통의 

죽음’처럼 죄를 자신과 단절시켜 순수한 상태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소설 속 인물들은 최종적으로 ‘죄인으로서 죽는 길’을 택한

다. 이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죄를 그대로 짊어지

「부여에 죽다」 「유역」

하다나까 건후(관욱)

자속(3)

-'자신'의 

죽음

(19) 갑도에게 자신이 관욱이며 

은실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음을 

밝힌다.

(20) 철수를 직접 보고 혐오감

으로 인해 도망친다.

(11) 부자이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 조선땅에 묻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21) 친부가 정신이상이었으며 

철수는 그 유전이라는 갑도의 

말을 듣고, 자신이 철수를 책임

지리라 다짐한다.

(22) 철수가 개에 물려 죽은 

후, 은실과 결혼할 수 있으리라

는 해방감을 느낀다.

(12) '나'에게 유서를 남겨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살한다.

(23) 철수의 죽음이 갑도의 계

략에 의한 것임을 폭로하다가 

개에 물려 쓰러진다. 화재 속에

서 은실과 함께 죽는다.

(24) 망우리 공동묘지에 은실, 

철수와 함께 묻혀 영원히 안식

한다.

[표 4-8] 자속(3)-‘자신’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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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책임지며 죽는다. 

「부여에 죽다」의 하다나까는 미스 유의 죽음을 알게 된 후 자신에게

는 결코 단절될 수 없는 죄의 흔적이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일본으

로 돌아가는 배에 오르려던 하다나까는 자신이 비루한 인간이었음을 깨

닫고 다시 돌아와 죽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의 죄와 죽음의 결심까지

를 모두 고백하는 유서를 서술자인 ‘나’에게 남기고 자살한다. 그는 자신

의 죽음에 대해 “柳孃이 살던 땅에 묻혀 朝鮮의 흙이 된다는 것은 나에

게는 歸鄕”246)이라 의미화하지만, 이는 더 이상 앞서 보았던 순수성의 

환상으로서의 민족주의와는 같지 않다. 이는 그의 죽음은 “父子二代의 

罪값을 치르는 길”247)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가 조선인을 죽게 한 

것-인용자)에 이어 이번에는 그 사람의 손녀를 죽게 한”248) 자신의 죄

를 분명히 인식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부친의 죄는 그저 부친의 죄인 것

으로 단절시켜 생각할 수 없었다. 하다나까의 죽음은 자신이 혈통의 죄

를 단단히 결부된 채로 이어받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책임지고

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죄인으로서의 자기 인식과 스스로의 책임 속에

서만 억압적 순혈주의를 벗어난 민족의 회복이 가능하리라는 것이 장용

학의 전망일 것이다. 하다나까를 한국인이나 재일교포, 또는 한일 혼혈

이 아닌 명확한 일본인으로 설정한 것 또한 이 소설을 민족주의적 순수

성에의 귀의로 해석하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한 것인지 모른다.

『유역』의 건후는 아들인 철수가 가진 정신 이상 즉 자기 죄의 열매를 

책임지고 철수와 함께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그런대로 하나의 

救援”249)이라 여긴다. 그러나 철수는 갑도의 계략으로 개에 물려 사망하

고, 그러자 건후는 여주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해방감을 

느낀다. 철수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며 그가 죽었으면 하고 바랐던 것에 

대한 죄의식까지도 다 사라진 것처럼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 귀

화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등이 쭉 펴지”고 “<타락한>이라는 굴레가 

246) 장용학, 「扶餘에 죽다」, 앞의 글, p.29.

247) 위의 글, 같은 면.

248) 위의 글, p.28.

249) 장용학, 『流城』, 앞의 책, p.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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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겨지고 위신이 되찾아진 것”250)을 느낀다. 자신의 죄의식의 두 가지 

원인이었던 귀화와 철수가 사라짐으로 두 죄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생각

한 것이다. 그러나 여주는 건후를 받아주지 않는다.

죄는 요행으로 또는 외면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작품의 대단원에서 건

후는 여주에게 철수를 죽게 만든 것이 갑도의 계략임을 밝히고 갑도의 

개에 물려 죽임당하며, 마지막 순간에 여주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곧 이어 발생한 화재 속에서 여주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건후와 함

께 죽기를 선택한다. 

① 「天罰이오. 난 죽어야 하오」

「그런 말 말아요! 꼭 살아야 해요! 살아서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난……난 철수가……죽었으면 했소」 

그가 김갑도에게 주먹을 쳐들던 것은 그 罪意識에서 했을 것이고, 그것

은 이렇게 그 자신에게 가해져야 할 것이었는지도 몰랐다.251)

② 「관욱이! 나두 같이 죽어!」 

건후의 가슴에 덮치듯 매달리면서 얼굴을 그의 얼굴에 갖다 비비는 것

이었다.

「나두 용서받지 못할 여자예요! 철수가 죽어서 관욱과 결혼하고 싶었

어요!」 

건후는 목숨이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 손이 여주의 허리를 더

듬는 것이었는데, 그때 자동차가 폭발하는 소리가 연거퍼 두 번 울리면서, 

오린지 색 불길이 파도처럼 그들 남녀를 휩싸버린 것이었다.252)

‘주홍글씨’처럼 건후를 괴롭히던 죄의식은 “오린지 색 불길”이 되어 그

를 사른다. 작품 전체에 걸쳐 어긋나기만 했던 건후와 여주는 ‘서로 껴

안고 있는 주검’으로, 나란히 무덤에 누워 다시 헤어지지 않을 ‘안식’으

로 함께하게 되었다고 서술자는 평하며 결말을 맺는다. 핏줄을 타고 흘

러내리며 반복되는 죄는 스스로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고백’과 ‘죽음’으

250) 위의 책, p.369.

251) 위의 책, pp.379-380.

252) 위의 책, p.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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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속죄되었다. 건후의 죽음은 자기 개인의 죄에 대한 책임임과 동시에 

핏줄로 이어진 선조의 죗값을 치르며 죄의 유전적 흐름을 끊는 것이었

다. 이는 함석헌의 ‘자속 신앙’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단지 자신의 죄에 

대한 스스로의 속죄에 그치지 않고, 조상들로부터 자신에게 흘러내려오

는 혈통의 죄까지도 스스로 지고가고자 하는 책임감을 보인다는 점에서 

함석헌의 자속 신앙을 확장하고 있다.

여기서 인물들의 ‘죽음’을 실제적인 죽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들 소

설들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 된다. 역사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역사

적·혈통적 죄에 대해 자속하는 방법이 실제적인 죽음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결론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혈통의 죄를 이어받

은 유사한 유형의 인물들을 반복적으로 소설 속에서 형상화하며, 이들 

인물들을 반복적으로 죽음을 택하게 만드는 작가의 의도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단번에 모든 죄의식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장용학

은 유사한 구조의 소설들을 반복적으로 창작하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죄

의식을 들여다 본 것은 아닐까? 반복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지속적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그의 소설 창작 행위 자체가 ‘자

신’의 피 흘림을 통해 ‘지속적으로’ 죄를 책임지고자 하는 ‘자속’의 형태

인지 모른다. 즉 장용학이 추구한 자속은 현재 한국 사회와 자신을 장악

하고 있는 혼종성과 사생아성, 그 죄까지도 모두 직시하며 책임지고 안

고 가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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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현대문학사와 기독교적 세계관의 영향 관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장용학의 소설을 기독교적 ‘죄’와 ‘속죄’에 대한 탐구

로 풀고자 하였다. 특히 장용학의 소설들은 정통 기독교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완전히 비판하는 것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재해석을 거쳐 

수용하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는 함석헌의 ‘자속(自贖) 신

앙’과도 유사점이 있었다. ‘자속(自贖)’이란 정통 기독교의 속죄관인 ‘대

속(代贖)’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죄인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써만 속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장용학의 죄와 속죄에 대한 인식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고 죽음에까지 나아가는 인물들을 반복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자속’의 형태를 띤다.

이는 장용학의 역사철학을 ‘실존주의’ 또는 ‘화전민의식’으로 분석해왔

던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가 갈라지는 지점이다. 선행 연구들은 장용학

의 작품세계를 ‘전후 작가’ 혹은 ‘신세대 작가’로서의 시대적 위치에 매

몰시켜, 전후문학 시기에 유행하던 ‘실존주의’의 무비판적 반영 혹은 미

달태로 치부하거나, 신세대 작가 특유의 기성세대에 대한 대타의식을 강

하게 표출하는 ‘화전민의식’의 대표격으로 호명하곤 하였다. 이 또한 장

용학 작품의 일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의의가 있지만, 그

가 작품 인생 전체에 걸쳐 몰두하여 온 주제와는 결을 달리 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장용학이 그의 작품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 온 주제는 

‘죄’와 ‘속죄’의 문제였으며, 그의 역사철학 또한 한국 근대사에 흘러내려

오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 찾기로 보아야 한

다. 이 점에서 장용학의 소설에 나타나는 ‘자속’을 역사철학적 개념인 

‘역사적 자속’으로 확장하여 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 자속은 화전민의식 및 실존주의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지점에

서 차이를 빚는다. 화전민의식은 자속과 마찬가지로 이전 세대로부터 내

려오는 ‘전통’이라는 원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화전민의식은 그 죄를 온전히 기성세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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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로 인식하며, 그 전통의 뿌리를 부정하고 불태움으로써 새로운 

전통을 시작하는 것이 신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자속과 차

이가 있다. 자속은 그 자신의 죄가 아닌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신에게 흘

러내려와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기에 쉽사리 단절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지고 가며 끊임없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한편, 사르트르류의 앙가주망으로서의 실존주의와 역사

적 자속은 역사와 그 자신(개인)이 연루되어 있음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실존주의가 데카르트적 ‘이성’을 통하여 역사와의 연루

를 깨달음으로써 역사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이라고 본 것과 달

리, 자속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음을 깨달음으로써 

그 죄로서의 역사에 연루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에 가깝다. 즉, 역사적 자

속은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시대적 죄가 자기 자신에게도 흔적을 남

기고 있으며, 다른 누구보다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인식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그 죄를 책임지고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의식이라 할 수 있

다.

장용학의 죄·속죄관이 자속에 도달하기까지 그의 작품 속에서 죄와 

속죄에 대한 탐구는 계속 변화 및 심화되어 간다. 죄·속죄관의 변화에 

따른 그의 소설의 전개 과정을 ‘초기-중기-후기’의 3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초기-중기-후기를 거치며 장용학의 죄에 대한 인식은 점차 ‘자기

화’되어 가며 또한 ‘역사화’되어 간다. 즉, 죄에 대하여 점차 타인의 책임

이 아닌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며, 형이상학적·보편적인 죄에 대한 인

식을 점차 작가 자신의 역사적·시대적 위치에 적용하는 것이다. 본고는 

작가의 죄·속죄관의 변화의 3단계에 따라 장용학 소설을 세 장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장용학의 초기 소설들이 상황에 떠밀려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속죄제’를 통하여 속죄를 시도하지만 실패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음을 다뤘다.  이때의 속죄제는 기독교적 ‘대속

(代贖)’의 방법 중에서도 구약에 나타나는 것으로, 속죄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죄를 전가시킨 후 속죄제물을 불태워 죄를 소멸시키는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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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다. 장용학의 초기 소설들에서 죄는 극한 상황에 의해 어

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되는 불가피한 것으로 형상화된다. 「희화」의 철수

가 빈궁 때문에 어린 아들을 때리고, 「기상도」의 사내가 가난으로 인해 

강도짓을 하며, 「인간의 종언」의 상화가 문둥병 때문에 꽃도둑이 되고, 

「부활미수」의 허준은 바다에 표류하며 겪는 극한의 기갈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물들은 타인에게 죄를 전가하고 타인을 죽

이는 방식의 속죄제를 수행한다. 특히 「인간의 종언」과 「부활미수」의 경

우를 주의 깊게 분석할 만한데, 이들은 기독교적 알레고리를 분명하게 

차용하고 있다. 「인간의 종언」에서 상화는 ‘죄’를 함의하는 ‘한센병’을 해

결하기 위해 어린 아들에게 죄를 전가하고 제단에서 불태우는 속죄제를 

수행하지만,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인간은 이미 인간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실패한다. 「부활미수」는 성경 속 ‘요나’의 일화를 변형하

고 있는 것으로, 허준은 폭풍우치는 바다에 표류하는 책임을 경실에게 

전가하고 뱃사공을 죽이고, 자신의 살인죄를 덮기 위해 경실을 죽이고 

바위로 얼굴을 뭉개려 하지만, ‘사변 때’의 환상이라는 역사적 현실에 대

한 인식으로 인해 실패하고 만다. 초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타인’의 죽음

을 통한 ‘대속’의 시도는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잃게 하는 것이며, 

또한 역사적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포기된다.

3장에서는 중기 소설들이 ‘죄’란 ‘규정된 것’임을 인식하고, 죄의 규정 

이전으로 돌아가 새로운 규율을 세움으로써 죄를 극복하고자 하였음을 

다룬다. 이때의 죄는 초기 소설에서처럼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

서 규정된 것이며, 죄를 죄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죄가 아닌 것이다. 그

리고 죄가 아니었던 ‘동작’을 ‘죄’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세계사의 파탄

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에서, 죄관의 ‘역사화’가 시작된다. 종말을 향해 

가는 역사를 ‘자연’의 세계로 되돌리기 위해, 세계사를 거꾸로 거슬러 

‘원죄’의 시점인 ‘에덴’으로 돌아가 원죄를 소멸시키는 것이 중기 소설에

서 제시하는 죄의 해결 방법이다. 고대 시대에는 원죄 이전의 자연 상태

였으나 중세 시대에 들어 신적 규율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죄가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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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규율에 따라 전개된 근현대의 르네상스-프랑스혁명-2차세계대

전-6.25전쟁의 역사적 흐름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규율의 전

쟁에 의해 자연 상태의 ‘인간’을 잃어버리는 파탄의 과정이었다는 것이 

중기 소설에 나타나는 세계사 인식이다. 이러한 세계사의 파국을 막기 

위해 세계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역사’를 통하여 근대적 규율과 메커

니즘을 파괴함으로써 원죄 이전의 자연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요한시집」의 ‘토끼 우화’는 파국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의 전개 과정을 

그린 것이며, 누혜는 그러한 역사의 실패에서 나아가 반역사가 필요하다

는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 요한으로 호명되고, 동호가 선지자 요한 이후

에 나타나 ‘반역사’를 수행할 메시아로 제시되며 「요한시집」은 끝난다. 

「비인탄생」과 「역성서설」 연작은 ‘천동시대’라는 자연 상태와 ‘지동시대’

라는 역사 세계를 대비시키며, 이 둘을 가르는 원죄로서 ‘아홉시 병’과 

‘쥐 징크스’라는 규율을 제시한다. 「비인탄생」의 지호는 종말론적 역사관

을 함의하는 종희(終姬)를 잃고 ‘비인(非人)의 왕국’이 다가오는 반역사

를 예감하며, 「역성서설」의 삼수는 이를 이어받아 근대적 규율인 메커니

즘의 괴물을 파괴함으로써 자연 상태를 함의하는 연희(然姬)를 되찾는

다. 「원형의 전설」은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사생아인 이장이 근대적 시간

관인 시계를 파괴하고 에덴을 함의하는 동굴로 거슬러 돌아가 여동생 오

기미와의 근친상간이라는 선악과를 먹어치움으로써 원죄를 소멸시키고 

자연 상태를 회복한다. 중기 소설의 죄 해결의 시도는 니체의 ‘초인’ 혹

은 도스토에프스키의 ‘인신(人神)’ 개념과도 맞닿는다. 그러나 역사를 거

슬러 올라가는 반역사의 시도는 가설적인 것일 뿐이기에 이 또한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

4장에서는 장용학의 최종적인 죄·속죄관인 ‘자속’이 제시되는 후기 소

설을 다루었다. 후기 소설에서 죄는 혈통을 따라 유전되는 것으로서, 자

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죄의 흔적이 자신에게도 발견

되는 부끄러운 “누런 피”로 나타난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의 시

도는 자신을 한 번 죽임으로써 되살아나고자 하는 ‘신생(新生)’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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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데, 이는 곧 자신의 죽음으로 속죄하고자 하는 ’자속(自贖)’이다. 

후기 소설에서 자속의 시도는 무엇을 죽이냐에 따라 ‘사회적 죽음’, ‘부

계 혈통의 죽음’, ‘‘자신’의 죽음’의 3단계로 나타난다. ‘사회적 죽음’은 

자신의 죄를 폭로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부계 혈통의 죽음’은 

죄와 연관된 부계의 유산을 버리고 순수, 민족을 함의할 수 있는 ‘어머

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며, ‘‘자신’의 죽음’은 혈통의 죄를 책임지고 자

기 자신의 전면적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중 ‘부계 혈통의 죽음’

은 죄와의 원천 단절을 통한 순수성 회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기 소

설의 죄의 해결방법인 반역사와도 연결되며, ‘화전민 의식’적인 과거 단

절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장용학이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속죄의 방법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혈통의 죄를 스스로 책임

지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가장 최종적인 형태의 ‘자속’이다. 즉, 손

쉽게 죄를 ‘조상들만의 것’으로 매도하여 단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끊어내려해도 끈질기게 자신에게 달라붙어 있는 죄의 흔적을 평생 반복

하여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효자점경」은 조상들이 저지른 반복된 배반의 죄에 대해 무지했던 스

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어머니의 성’을 택하는 인물을 그린다. 「부여

에 죽다」의 하다나까는 식민지 조선의 지서주임이었던 일본인 아버지 하

에서 조선멸시를 배워왔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한국에서 만난 여성인 

‘미스 유’를 통해 어머니의 땅인 조선에 귀의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죽음

으로써 ‘부자이대의 죄’를 자속하고자 한다. 「유역」의 건후는 가계에 내

려오는 대일협력을 비롯한 죄의 혈통을, 어머니를 닮은 ‘난희’라는 순수

한 여성과 합일함으로써 해결하려 하나 실패하고, 자신의 죄와 그 죄의 

열매인 ‘여주’와 ‘철수’를 책임지고 죽음으로 자속한다. 후기 소설들에서

는 여러 차례 일제강점기 대일협력 및 한일 혼종성의 문제를 죄로 지적

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언어세대’로서의 작가 자신의 죄의식을 직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초기와 중기를 거쳐 변화 발전해 온 죄에 대한 인

식을 ‘자기화’하고 ‘역사화’하여 자신이 위치한 역사적 현실에 적용한 것

이다. 이때의 인물들의 반복된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라기보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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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를 형상화하는 작가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속죄를 함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장용학의 소설에 나타나는 ‘죄’에 대한 인식과 ‘속죄’의 방법 

탐구의 변모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용학이 소설 속에서 지

속적으로 탐구하여 온 것이 자신에게 내재한 ‘죄’에 대한 해답 찾기 였

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형이상학적으로든 역사적·현실적으로든 장용학

에게 ‘죄’란 타인에게 전가함으로 해결할 수도, 순수한 자연 상태인 에덴

으로 되돌아감으로 소멸시킬 수도 없는, 반드시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속죄의 시도가 작가 본인의 현실적 삶에 어떻게 나타

났는가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보다도 작가 스스로가 소설 속에서 반

복적으로 자신의 죄의식을 직시하고 폭로하며 극복하려 하고 있음에 초

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글 텍스트를 읽고 쓰지 못하는 ‘정신적 고아’

로 명명되고, 일본어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한자’에 집착했다고 분석되

는 ‘이중언어세대’로서의 장용학이 그의 작품 인생 말미에 한일 혼혈의 

인물들이 자신의 피에 흐르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피 흘리며 고투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그려낸 것은, 장용학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다소간 

수정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 한편 장용학은 작품 세계 전반에 걸쳐 ‘죄’

와 ‘속죄’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전유하고 

있으며, 그 연관관계를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장용학의 문학세계에 대

한 해석은 그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이는 곧 한국 현대문학사의 여러 작

품들에 전유되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비교 연

구가 앞으로도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세계관의 재해석에 대한 탐구

는 단지 기독교적 사상과의 영향 관계를 논하는 문화사적인 차원이나 종

교적 의미 부여의 차원이 아닌, 개별 작품의 보다 확장된 해석을 통하여 

한국 현대문학사 전반에 대한 재탐색으로 이어지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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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龍鶴の小説の歴史的自贖　

李嘉恩

国語国文学科

ソウル大学大学院 

韓国の現代文学はキリスト教との影響関係の中で形成·展開されてき

た。近代文学の胎動期からハングル文学文化の普及とともに、多少異質な

思想体系の流入と融和など、形式と内容の面でキリスト教が韓国の現代文

学に及ぼした影響は少なくない。中でも単にキリスト教的素材や思想をそ

のまま借用したほか、キリスト教的世界観に対する思索と熟考の結果を独

自の方式で自己化している文学作品があることに注目に値する。この点で

注意深く観察できる作家が張龍鶴(チャン·ヨンハク)だ。

張龍鶴の小説はキリスト教世界観の中心思想の一つである“罪”の問題を

探求している。本稿は、張龍鶴の小説の主題を“罪”と“贖罪"、すなわち人間

に内在している“罪”とは何であり、この“罪”の問題をどう解決すべきかにつ

いての解答として考える。張龍鶴にとって罪と贖罪に対する問題提起は、

人間の本性と救援に対する形而上学的探求であると同時に、彼が位置して

いた戦後世代の歴史意識とも密接につながっている。

張龍鶴の“罪”に対する解釈および“贖罪”の方法提示は、彼の作品世界全

体にわたって変化する。その変化の方向は、罪を徐々に他人のものではな

く、自己のものと認識する“自己化”、そしてそれとともに、自らの実際的·

歴史的生活の中から罪を探ろうとする“歴史化”の過程を経る。張龍鶴の

罪・贖罪観の変化による小説の展開を‘初期-中期-後期’の3段階から見る

ことができて、その中で、彼の最終的な罪・贖罪観を示す後期の贖罪観は

咸錫憲(ハム・ソクホン)の“自贖信仰”と類似している。“自贖”は正統キリス



- 144 -

ト教の贖罪観である“代贖”に対抗するもので、贖罪祭物による代理的贖罪

ではなく自分自身を祭物にして血を流す自発的贖罪を通じてこそ罪の問題

を解決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だ。さらに張龍鶴の小説に現れる自贖は

宗教思想的概念であるだけでなく、“実存主義”、“火田民意識”と対決できる

歴史哲学的概念である“歴史的自贖”に拡張されうる。

まず、張龍鶴の初期の小説は、罪を外部の状況によって悔しく引き受け

たものとして描き出す。この時の罪はまだ歴史的状況と結びついていない

もので、歴史の外の普遍的世界における罪の問題の解決という多少刑而上

学的な議論を試みる。初期の小説は他人の死を通じた“代贖"の贖罪祭儀を

遂行することで贖罪を試みるが失敗する話を扱う。その失敗の原因として

作者が指摘するのは、他人をスケープゴートにした人間は人間として失格

だということ、そして歴史的現実に対する認識がこの代贖の試みを不可能

にするということだ。

さらに、中期小説は罪を規定された観念と考え、神的な規律に順応しな

いことを罪と認識することが、世界史の展開および破綻の原因だったと言

う。善悪果を食べたことが罪ではなく、善悪果を罪と認識して吐こうとし

た時から罪に規定されてしまったというのだ。これに対して張龍鶴は、歴

史を遡って原罪の視点、すなわち“エデン”に戻り、原罪の原因である規律

に順応しないことで原罪を消滅させることを新たな贖罪の方法として提示

する。これはつまり、外部で規定される規準ではなく、人間自らが規準と

なる新しい歴史が始まるのである。しかし、これは仮説的な方法に過ぎな

いという点で限界がある。

張龍鶴の最終的な到達点である後期小説では、罪を血統に従って遺伝す

るものと認識し、自分が犯さなかった祖先の罪までも血を通じて自分に内

在したものと受け止めている。この時期、張龍鶴は本格的に自分の罪観を

歴史化し、自分が位置している戦後世代の問題状況に適用する。つまり韓

国社会と作者自身に残っている日本の植民支配の跡と混種性を一種の歴史

的原罪で認識したのだ。これを贖罪するための方法として、罪の当事者自

らが罪の責任を負って死ぬ“自贖”を提示する。後期の小説は韓日混血を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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じめ血統の罪に責任を負って自ら死ぬ人物を繰り返し描くが、この時の死

は実際の死ではなく、罪に対する持続的かつ反復的な責任と見なければな

らない。これを通じて作家が“二重言語世代”という彼の位置の罪性までも

認識し、これを責任をもって克服しようとしたことも見られる。

張龍鶴は生涯にわたって、自分の内面の罪意識を克服するための方法を

探っていった。これはキリスト教的な罪認識と分離しないながらも、キリ

スト教的世界観に対する自分なりの再解釈を加えており興味深い。特に彼

の罪観は、日本の植民地支配と韓国戦争など、韓国そして戦後世代の歴史

的状況と密接な関係している。最終的に張龍鶴は刑而上学的、そして歴史

的な自分の罪の意識を他人に転嫁したり、無視したりせず、それを明確に

直視して抱くことで克服しようとしたのだ。

キーワード：張龍鶴、自贖、罪、贖罪、キリスト教、咸錫憲、アレゴ

リー、類型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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