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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먹히고 있는 소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구 인 환

세상을 먹고 사는 소설이 세상에 먹히고 있으니 이건 야단이다. 아니 소설이 어떻게 되었

기에, 또 세상 어떻게 변했기에 소설이 오히려 세상에 먹히어 소설의 위기니 소설이 축구나 

오락과 같이 세상의 레저용으로 전락하여 소외되고 있는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대

중소설이기는 하나 ‘자유부인’이나 ‘별들의 고향’, ‘인간 시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같

은 작품이 한때 베스트셀러로 당대의 인기를 모아 장안의 주가를 올리기도 했으나 그것은 한

때의 거품으로 스러져 흐르는 세월 속에 묻히고 말았다. 수많은 작가들이 쏟아 내놓는 작품

이 있는데 왜 살아가는 삶의 반려자의 위상에서 소설을 보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세류에 

휘말리고 있는가. 물론 소설의 제 자리에서 예술성이 뛰어나 독자에게 회자되어 살아 있는 

작품도 적지 않으나 그것마저 무관심의 세상에 먹히고 있는 것이다.    

신록이 파릇하게 온 산야를 물들이는 계절의 여왕, 산과 들이 생기가 넘쳐 풍성한 녹음의 

축제를 그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에 나가 생활의 여유를 즐기고 삶을 기름지게 한

다지만 손에 든 것은 모두 먹고 즐기는 것뿐이다. 심지어 지상파 수신기까지 들고 와 새가 신

록에 취해 우짖어야 할 계곡을 소음으로 뒤덮어 많은 사람이 눈을 찌푸리게 한다. 그래도 그 

옛날에는 시 한 권이나 소설 한 권쯤은 같이 배낭에 넣어 산과 바다에서 잠시 읽는 즐거움에 

취하기도 했으나 요새는 그런 풍경이 흑백 사진 속에 내던져지고 말았다. 정말 이 세상이 소

설을 읽지 않아도 소설을 읽는 것보다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삶을 즐기며 그 지표를 따라 살 

수 있는 재미있는 세상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여가선용의 레저용으로 전락한 소설이 외면 당

하고 있는 현상인가. 그래도 서점에는 시나 소설, 에세이집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다행한 

일인지도 모른다. 

소설은 인생의 반영이요 사회의 거울이라고 한다.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에는 19세기 중

엽 프랑스 서민사회가 반영되어 있고, 발작의 ‘인간 희극’에는 19세기 전엽(前葉) 프랑스 상

류 사회의 모습이 연대기적으로 그려져 있으며, 졸라의 대하 소설 ‘루공 마카르 총서’에는 제

2제정시대의 사회를 반영하면서 대 가족사를 쓰고 있다. 춘원의 ‘무정’에는 청일전쟁 전후의 

조선 청년들이 격돌하는 사회를 그리고, 횡보의 ‘취우’에는 6·25전쟁 속에서 처절한 삶을 살

아가는 세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황순원의 ‘일월’에는 백정사회의 명암을 반영하여 소설 공간

에 세상을 수용하고 있다. 소설은 이같이 세상을 먹고 사는 언어예술이다. 리얼리즘 소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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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영과 지향은 여러 양상을 띄우면서 사회 속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소설은 바로 

또 하나의 세계를 설정하는 세상의 수용이다. 그래서 소설은 그 시대 생활의 반영이요 풍속

의 전시라고도 한다. 소설의 문화사적 접근이 바로 소설에 수용된 당대의 풍속, 심지어 의상, 

주택, 산수 등 소설의 외부적인 접근이다.    

말이 반영이나 창조이지 엄밀히 따지면 인생이나 사회가 소설에 수용된다는 말이요, 소설

이 세상을 온통 먹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말이다. 문제는 소설이 세상을 어떻게 먹어 

그것을 새로운 창조적 현실로 창조해 내느냐에 있다. 격동적 사회를 수용하려는 소설의 장르

적 변이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전후

소설의 몸부림, 60년대의 자아와 민족의 성찰, 80년대의 후일담 소설, 90년대의 고백적 서정

소설 등이 제 빛을 발하여 사회를 수용하여 오늘을 살아 가는 인생도를 제각각의 색채로  각

기 다른 세상을 먹고 다양한 기법으로 형상화하여 서사문학의 기치를 올리고 있지만,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디지털의 21세기에는 그 수용과 창조의 함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심거리

가 되어 있다. 사실 소설의 영원한 주제는 사랑과 죽음을 중심으로 하는 낙원의 추구요, 사회

와 역사적 격동의 반영이 그 외연적 축이다. ‘움직이는 성’이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은 종교적 갈등이나 전쟁의 외연적 축에 전개되는 사랑의 숭고한 

성취를 그린 서사문학의 백미이다. 이 작품들은 역사적으로 소용돌이치는 세상을 수용으로 

먹으면서 새롭게 창조해 낸 또 하나의 세상을 보여 주면서 독자를 흡인하고 있다. 루카치의 

말대로 해방 전후 60년이 지났으니, 이제 ‘전쟁과 평화’와 ‘개선문’이나 ‘젊은 사자’와 같은 대

작도 기대해 볼만도 하다.  

우리는 피어린 습작의 험로를 거치는 작가수업으로 정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소명적(召命

的) 작가 의식으로 전력을 다하여 쓰고 있는가. 세상에 물의를 빚고 있는 손쉬운 등단으로 장

식문인으로 배회하지 말고, 자아의 정립으로 손끝이 아니고 머리와 가슴으로 먹은 세상을 새

로운 세상으로 구축해내야 한다. 신록이 맑고 짙게 변해 가는 이 좋은 계절에 한 번쯤 생각하

고 메모지를 뒤적이면서 컴퓨터의 자판을 두드려 볼 일이다. 

[‘한국소설’ 2006년 5월호 권두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