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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인훈은 화두에서, 선후 작품들 사이에서 부르고, 받고, 그렇게 대화하는

관계를 문학사의 연속성으로 보고 그러한 인식에서 일련의 고전 명칭 차용 작품

들을 썼다고 밝힌 바 있다.1)1)구운몽은 그런 인식에서 발표된 첫 장편소설이라
할 수 있고, 장편 서유기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이후 동일한 제목으로 중편
서유기 가 또 한 번 창작되었다. 그런데 이 텍스트들은 명칭을 차용한 고전 작

품들과는 물론이고 각 텍스트 사이에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상호텍스트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운몽과 서유기 사
이에는, 서유기와 연작 관계로 인식되어 온 회색인이라는 문제작이 놓여 있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1) 최인훈, 2008 최인훈 전집15 화두2, 문학과지성사,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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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발표 순서로 보면, 구운몽(1962)→회색인
(1963~1964)→장편 서유기(1966)→중편 서유기 (?)2)2)순이며, ‘패러디’, 연작

소설, 다시쓰기 등 다양한 방향에서 연관 지을 수 있다. 특히 최인훈은 ‘서유기’

라는 제목으로 상이한 작품을 두 번 창작하였는데 회색인과 연관 관계를 드러
내는 장편 서유기에 비해 중편 서유기 는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먼저 회색인과 장편 서유기의 관계를 보자. 작가 스스로 ‘광장, 회색인, 서
유기(장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태풍’을 5부작으로 언급하였고3)3)이 중에서

‘서유기’는 ‘회색인’의 속편으로 썼다고 설명한 바 있다.4)4)단행본 서유기 간행
당시에도 이 작품은 ‘회색인의 속편인듯’하며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도 혈연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되었다.5)5)회색인과 서유기에 모두 ‘독고준’
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회색인의 마지막 부분이 서유기의 첫 부
분의 서사로 이어지며 여러 모티프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두 작품을

연작 소설로 분석하는 연구 경향이 지속되어 왔다.

그렇다면 서유기는 회색인의 속편이며 이 두 작품은 연작소설인가. 본고
의 대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것이다. 서유기의 서사가 회색인
의 결말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속편이자 연작으로 보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그

러나 서유기 속의 시간이 단선적이지 않으며 회색인의 시간보다 앞선 시간
들-독고준과, 다른 등장 인물들에게도-이 다뤄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앞뒤로 연

결되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속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하여 정영훈의 연구에

서는 두 작품이 점유하는 공간이 중첩되지 않은 병렬적 관계로 설명하였다. 그

리고 두 작품에 대한 연구 경향을, 서유기를 회색인의 독고준의 의식세계를
탐색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회색인의 ‘다시쓰기’로 보는 두 가지로 대별했다는

2) 중편 서유기 의 발표년도와 지면을 확인할 수 없는데, 문학과지성사 전집의 수록권수 차

례가 초판 발행 연도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참고할 때, 9권에 함께 실린 낙타섬에서
(1970), 무서움 (1971) 뒤라고 추론할 수 있으나 추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조보라미, 2010 ‘한국적인 심성의 근원’을 찾아서: 최인훈 문학의 도정 한국현대문학연
구 30, 381면 참고.

4) 최인훈, 2008 앞의 책, 192면. 이후 최인훈의 동일 작품을 인용할 경우 작품명, 면수로 표기.

5) 1971. 8. 25, 최인훈작 ‘서유기’ 한국적 한계상황과 지성의 고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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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시사점을 준다.6)6)본고에서도 서유기를 회색인의 ‘다시쓰기’로 보았지
만, 두 텍스트의 공간이 중첩되지 않는다기보다 하나의 과거라는 시간을 공유한

채 다른 방식으로 기술된 것으로 보고 새롭게 읽고자 했다.

다음으로 장편 서유기는 구운몽과 비교되는 경우도 많았다. 각각 吳承恩
의 ‘서유기’와 김만중의 ‘구운몽’이라는 고전 작품을 패러디하고 있으며, 꿈과 환

상적인 세계를 대상으로 삼은 비사실주의적인 서사일 뿐만 아니라 공통 모티프

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중편 서유기 를

함께 분석해보면 두 작품이 서사의 구조만 닮은 것이 아니라 주제 의식 또한 공

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들을 통해 각 텍스트들이 어떻게 비슷하거나 다른지 충분히 분

석되어 왔으므로 본고에서는 최인훈의 작가의식의 일단을 해명해줄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는 공통된 주제와 그 서사화 방식에 주목하고자 했다. 이 글은 구
운몽의 반복된 꿈꾸기, 장편 서유기의 반복된 여정을 ‘기억’의 ‘반복’이자 그
자체가 반복으로 이루어진 ‘기억’으로 보고 이 작품들을 꿰고 있는 주제의식을

해명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베르그손의 ‘과거’에 대한 인식과 ‘기억’ 개념, 벤야

민의 ‘회억(回憶)’과7)7)들뢰즈의 ‘반복’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였다.

그동안 주목되지 못했던 중편 서유기 를 분석 대상에 추가하여 오승은과 최

인훈의 ‘서유기’의 세계를 비교해보는 것 또한 이 논문의 중요한 축이다. 중편 서

유기 는 오승은의 작품을 번역한 것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내용이 흡사한데 삼

장법사와 다투고 화과산으로 돌아간 손오공을 저팔계가 찾으러간 장면에서 끝난

다.8)8)오승은 원작과 너무 비슷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패러디로서 생산적인 논의

를 할 부분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작품에 붙어 있는 ‘소설로 쓴 소설론’

이라는 작가의 발언이 예사롭지 않다.9)9)장편 서유기에서 “훌륭한 자연철학이

6) 정영훈, 2005 최인훈 서유기 의 담론적 특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7, 466면.
7) ‘기억’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고에서 함께 참조하는 베르그손의 ‘기억’ 개념과 구

분하기 위해 ‘회억’을 선택하였음을 밝힌다.

8) 이렇게 종결한 것이 작가의 의도인지, 미완으로 그친 것인지 알기 어려운데 후자의 가능

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장성규는 이에 대해 의도적인 차이두기로 보았다(장성규, 2015 후

기․식민지에서 소설의 운명 한국근대문학연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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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논리학이며, 신학(神學)”으로10)10)오승은의 ‘서유기’를 고평했던 최인훈이 같은

제목으로 전혀 다른 소설을 썼다는 점에서 상호텍스트로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

으며, 작가가 ‘서유기’의 세계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보여주는 다른 예라는 점

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최인훈의 장편 서유기에서 독고준 여정의 목표는 ‘W’시이다. 오승은의 서
유기는 ‘서쪽’을 향해 떠난 삼장법사 일행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인물들이 자
신의 업보를 지우고 덕을 쌓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덕의 결

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전의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 떠나는 여행을 다루고 있

다. 이러한 ‘서유기’의 주인공들은 제 자리를 벗어나 있던 인물들이며, 완성을 향

해 나아가야 할 존재이다.11)11)최인훈의 ‘W’시를 ‘원산’으로 읽으면 작가 자신의

기억을 형상화한 자전적인 소설이 되겠지만, 서쪽(West)으로 읽는다면 구도의

여정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기억’을 통한 역사적 구원이라

는 주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오승은의 작품에서 명을 받아 나선 삼장이나, 고통스러운 현재의 처지에서 벗

어나기 위해 서유에 나섰던 손오공 일행과 달리 최인훈의 텍스트에서 독고민이

나 독고준은 어디로 떠나야 하는지 왜, 무엇을 위해 떠나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 점에서는 카프카의 작품들과 비교할 수도 있다.12)12)그러나 최인훈의 세계에서

9) 최인훈, 1976 서유기 최인훈 전집9 총독의 소리, 문학과지성사, 262면. 이후 중편 서
유기로 지칭.

10) 서유기의 사상은 깊다. 손오공을 다루지 못해서 부처들에게 응원을 청하러 가는 마귀
들은 극락의 연못에 있던 고기이기도 하고, 오래 가까이 두고 쓰던 기물이기도 하는 그

이야기에는 가장 깊은 사상이 있다. (중략) 그 이야기는 훌륭한 자연철학이며, 논리학이

며, 신학(神學)이다(최인훈, 1977 최인훈 전집3 서유기, 문학과지성사, 261면. 이후 장
편 서유기로 지칭).

11) 벌을 받아 바위산에 눌려있던 손오공은 서유를 통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삼장을 따라나서며, 저팔계와 사오정은 천상의 존재였으나 죄를 지어 쫓겨나 요괴처럼

삶을 연명하고 있었고, 삼장법사를 태우고 서유를 함께 하는 말 또한 벌을 받아 말로 변
한 용왕의 아들이었다.

12) 이와 관련하여 방민호는 서유기에 대해, 성에 나타나는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권력
의 이미지, 변신 의 설정, 재판정에서 무죄를 강변하는 주인공의 형상에서 소송과 연
관되는 모티프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방민호, 2015 월남문학의 세 유형 선우휘, 이호

철, 최인훈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7-2,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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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이 떠난다는 것 자체도 의미를 가지며 이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떠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카프카의 문학과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회색인’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고향

을 떠나고 가족도 잃어버린 회색인은 현실에서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그렇기에

잃어버린 것을 찾아 ‘서유’를 떠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제3국을 선택했지만 결

국은 바다 속으로 사라진 광장의 이명준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13)13)

현실 속에서 존재할 곳을 찾지 못한 최인훈의 인물들은 다른 곳을 찾아 나서는

데 그러한 기록이 구운몽과 서유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다른 곳이 현실과 유리된 환상이나 (개인의 심리적)무의식이 아닌14)14)역사철학적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곳임을 밝히고자 한다.

오승은의 서유기가 임무가 완수되어 해탈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하고 있다
면, 최인훈의 작품들은 ‘현재’ ‘여기’를(구운몽, 340면) 떠나 ‘과거’의 ‘기억’을 찾

아나서는 여행이며 그를 통해 구원을 모색하는 ‘서유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

다. 구운몽의 독고민은 과거 연인이었던 숙과 다시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다.
회색인에서 남은 가족을 찾고자 짧은 ‘서유’를 떠났던 독고준은 장편 서유기
에서 W시에서의 ‘그 여름’을 향해 본격적인 여정에 나선다.

이러한 작품들에 대해 한 개인의 의식세계에 대한 탐색으로 보거나 “정신질환

에 관한 리포트”라고15)15)인식하여 무의식에 대한 서사화로 보는 것이 기존 연구

13) 방민호는 역사의 압력으로 사랑이란 최후의 광장이 사라짐으로 자아의 진정한 처소가 존
재할 수 없다는 것을 결말의 의미로 해석하고 이러한 이명준이 부채꼴의 요점으로 뒷걸

음쳐 가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서유기를 인식하였다(앞의 논문, 192면). 김영삼은 바다
로 몸을 던지는 것은 일상적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 미래로의 열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하였다(김영삼, 2014 문학적 진리 공정의 가능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3, 173
면). 본고에서도 광장에서 찾지 못한 가능성을 ‘서유기’ 세계에서 구도 여정을 통해 보
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14) 본고에서 참고할 베르그손의 무의식과 구분되는 것임을 밝힌다. 김재희는 베르그손의 무
의식이 정신분석학적 의미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베르그손의 무의식은 억압된

욕망이나 상처입은 기억(트라우마)가 아니다. 과거는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재해석되어야

하는 억압된 무의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향해 현재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풍부한 잠재력이다(김재희, 2008 물질과 기억: 반복과 차이의 운동, 살림, 161면).

15) 최인훈작 ‘서유기’ 한국적 한계상황과 지성의 고뇌 ,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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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큰 흐름이었다. 혹은 이 텍스트들을 현실과 분리시킨 환상이나 꿈속의 세계

를 서사화하여 작가의 현실 인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도 많았다.16)16)본고에서는 텍스트 서사를 이루는 여러 겹과 층위를 의식과 무의

식, 현실과 비현실로 구분하거나 정신분석학적 연구에서처럼17)17)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로 나눠읽지 않고 여러 존재의 각 시간들이 함께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과거 시간으로 보고자 했다. 그렇게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아야 꿈을 꾸는 사람

에 의해, 필름을 보는 사람에 의해, 서유를 떠나는 사람에 의해 현재와 과거, 꿈

과 현실, 여러 존재의 각자 자리에서의 삶이 마주치는 것이 설명 가능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방향적인 시간관을 탈피하고자 했던 베르그손(과 들뢰즈)의 ‘과

거’에 대한 인식과 ‘기억’ 개념을 참고하면, 최인훈의 구운몽과 장편 서유기
는 새로운 차이를 생성해낼 수 있는 과거라는 시간이 가진 잠재성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역사철학적 인식에서 과거와 ‘회억’에 주목한 벤

야민의 논의와 비교하면서 각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베르그손과

벤야민, 최인훈은 모두 전혀 다른 입지에서 자신들의 인식을 개진하였지만 전쟁

이라는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였고, 과거가 가진 잠재성에 대해 사유하고 있다는

데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베르그손의 존재론과 벤야민의 역사

철학에서의 인식을 참고하여, 최인훈의 해당 텍스트들이 한 개인의 무의식이나

현실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 이상의 의미를 잠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서유(西遊)’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서유’를 떠난 이들은 자신의

정체를 마주하고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해탈이자 구원에 도달하고자 길을 걷는

16) 서은주, 2000 최인훈 소설 연구: 인식 태도와 서술 방식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구재진, 2004 최인훈의 서유기 연구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
회자료집; 함돈균, 2008 최인훈 서유기의 다성성과 아이러니 연구 국제어문 42;
주지영, 2010 최인훈의 구운몽 에 나타나는 ‘환상’과 욕망의 구조 한국문예비평연구
31; 박해랑, 2015 최인훈소설의인물 심리 연구: 비극적 세계인식과 심리적 대응양상,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 이연숙, 2004 최인훈의 구운몽 의 정신분석학적인 고찰 현대소설연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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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승은의 서유기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서유’의 결과가 아
니라 그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정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물리치는 형

태가 반복되면서 변주된다. 이는 최인훈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목표 지점이

어딘지, 그곳에 도착하는지 여부보다는 변주되면서 반복되는 여정 자체가 중요

하게 다뤄지는데 이러한 ‘반복’은 벤야민이 역사를 탐사하는 고고학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며 또한 베르그손의 시간관을 공유하고 있는 들뢰즈가 강조한 것이

기도 하다. 그리고 그 반복과 변주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서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새로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듣지 못했던 과거의 여러 목소리

를 듣게 된다는 점에서 최인훈의 ‘서유기’가 지향하고 있는 구원의 방향이 드러

나게 된다.

2. ‘서유’의 출발: ‘회색인’의 잠재성

이 장에서는 기존에 원작 관계로 분석되어 온 회색인과 장편 서유기를 서
사상의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연계되는 상호텍스트로 읽

어 ‘회색인’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평가해보고자 한다. 최인훈은 회색인을 통
해 ‘회색인’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존재는 무기력한 외부자로 인

식되거나, 자신의 존재로서 상징적 질서 자체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히스테리적

주체’로18)18)평가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최인훈 소설 속 중요한 인물형 중 하나

로 볼 수 있는 이들 존재를 ‘회색인’으로 통칭하고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한

다. 그렇게 되면 회색인의 앞뒤에 발표된 구운몽의 ‘독고민’과19)19)장편 서유

18) 구재진은 그레이구락부 전말기 부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이르는 ‘회색적’인 인물
들이 ‘관조’와 ‘방관’의 태도로 현실 자체의 무능함과 사기성을 폭로한다고 평가하였다(구
재진, 2001 최인훈의 회색인 연구 한국문화 27, 105면).

19) 들뢰즈의 논의를 참고하여 독고민을 ‘분열증적 주체’로 보고 권력구성체에 의해 제도들
속에 형성되는 고정된 주체성을 변형하여 다르게 만드는 잠재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고 설명한 박진의 논의는 본고의 해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박진, 2015 새

로운 주체성과 ‘혁명’의 가능성을 위한 모색: 최인훈의 구운몽 다시 읽기 현대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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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독고준’이 회색인의 일상을 떠나 ‘서유’를 행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회색인’은 흰색이나 검은색이 되어야하는 현실로부터 소외되지만 그로 인해

다른 곳을 지향함으로써 ‘서유’를 떠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잠재성을 가진 존

재로 해석될 수 있다. 구운몽에서 거듭하여 꿈을 꾸는 것도, 서유기에서 서
유를 떠나는 것도 이들이 ‘회색인’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과거

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회색인’은 베르그손이 강조하는 잠

재성을20)20)가진 존재이자 벤야민이 말한 문지방 영역에 자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회색인’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자.

‘광장’과 ‘밀실’ 모두에서 쫓겨나 제3국을 택한 이명준은(광장) 바다 속으로
사라졌고, 구운몽의 독고민은 ‘풍문인風聞人’-인생을 살았으되 풍문 듣듯 살았
다는 것이라는21)21)죄명을 받았으며, 월남한 독고준은(회색인) ‘회색인’으로 살
아간다. 속한 곳이 없고, 갈 곳도 없는 독고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보기

만 하는 생활을 바라면서 (김학이 꿈꾸는) 혁명도, (김순임과의) 연애도, (현호

성에 대한) 복수도 주저한다. 이러한 독고준은 “과도기에 삶을 받은 자”로 설명

된다. 구운몽의 ‘독고민’과 회색인, 서유기의 ‘독고준’이 공유하는 이들의

성(姓) 또한 그들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회색인의 독고준은 “가족은 흩어졌다, 그러므로 자유다”라고22)22)말한다. 고향
과 가족을 잃고 선고받은 자유 속에서 그는 갈 곳이 없으므로 갇혀 있는 것과

다름없다.23)23)

이론연구 62, 205면).
20) 잠재적인 것은 가능적인 것과 달리 비-실재가 아니라,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실재이다.

무의식적인 과거 전체는 잠재적으로 실재한다. 이 잠재적인 실재(순수 기억)는 질적 변

화의 과정을 거쳐서 의식적인 표상(상기된 기억 이미지)으로 현실화한다. (중략) 잠재적
인 실재에서 현실적인 실재로의 질적 변화는 시간을 들여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이다(김재희, 앞의 책, 163면).

21) 최인훈, 1976 최인훈 전집1 구운몽, 문학과지성사, 303면. 이는 광장의 이명준에 대해
“풍문에 만족지 못하고 현장에 있으려고 한 우리 친구”라고 한 작가의 언급을 떠오르게
한다(최인훈, 1960. 11 서문 새벽).

22) 최인훈, 1977 최인훈 전집2 회색인, 문학과지성사, 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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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棺) 속에 누워 있다. (중략) 벌써 얼마를 소리 없이 기다려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중략) 똑똑. 누군가 관 뚜껑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요? 저예요. 누구? 제 목

소릴 잊으셨나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많이 귀에 익은 목소리.24)24)

그는 문간으로 걸어갔다. 문에서 한 걸음 떨어진 한 곳에서 그는 멈춰섰다. 양 손

목과 다리를 묶은 사슬이 지그시 뒤로 당겼다. (중략) 그러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여자다. 이리 오세요. 그 방에서 나와야 해요. 누굴까. 생소한 목소리다. 이리

오세요. 그 방에서 나오세요. 당신은 누구요? 저요? 어머, 다 아시면서. 모르겠어.25)25)

위는 각각 구운몽과 회색인의 한 장면인데 갇힌 곳에서 바깥의 목소리를
듣는 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갇혀있다는 것을 깨닫고 목

소리가 들리는 밖을 향해 떠나는 것이 ‘회색인’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회색은 검은색도 흰색도 아니지만 다르게 보자면, 검은색과 흰색이 서로 섞여

든 색이다. 이는 구운몽과 장편 서유기에서 존재의 누층성으로26)26)나타난다.
김만중의 구운몽이 아홉 사람 각자의 꿈이었던 데 반해, 최인훈의 구운몽은
한 사람이 여러 번 꿈을 꾸는 것처럼 보인다.27)27)그러나 시대를 달리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다른 독고민들의 존재를 볼 때 이것은 단지 꿈과 현실의 교차가 아

니라, 여러 번의 생을 사는 각자의 독고민들이 마주치는 경험으로 볼 수 있다.28)28)

23) 그렇게 해서 나를 빈틈없이 가둔다. 그렇게 하면 이 방 속에서 나는 자유일 것이다(회색

인, 359면).

24) 구운몽, 221면.

25) 회색인, 379면.

26) 단지 그안에여러 층을 가지고 있다는의미의 ‘중층’과 구분하고 시간을 통해 누적되어여
러 층과 흐름으로 쌓였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누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27) 이에 대해 장성규(앞의 논문, 217면)는, 김만중의 구운몽이 겹텍스트의 전략을 차용하
였지만 꿈이라는 속텍스트의 허망함으로 현실이라는 곁텍스트로의 귀환으로 수렴되는

데 비해 최인훈의 구운몽에서는 각각의 속텍스트가 중층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극대화
하였다고 해석한 바 있다.

28) 이처럼 반복되는 인물이 가면고 등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분석하여 동일한
인물의 반복과 변형의 분신 모티프라고 설명한 최애순의 연구가 있다(최애순, 2005 최

인훈 소설의 반복 구조 연구: 구운몽, 가면고, 회색인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현대
소설연구 26). 그러나 그 이유를 ‘작가의 혼란하고 괴기한 시대에 대한 인식’에서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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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훈의 시간관을 주제로 한 조선희의 박사논문에서는 이러한 유사 이미지 인

물이 반복되는 것을 환생의 순환성과 연결시켜 불교의 윤회적 시간관을 재현하

는 것으로 보았는데29)29)이는 ‘서유기’적인 세계에서도 유의미한 분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운몽의 존재가 가지는 누층성은 불교의 세계관으로만 설명되기는
어렵다. 오승은의 원작과 최인훈의 중편 서유기 에서는 인물들이 자신의 전세

(前世)의 삶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누대(累代)를 거쳐 살아오고 있음

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구운몽에서 독고민은 자신을 다른 독고민으로 알
아보는 사람들과 반복하여 마주치고, 장편 서유기에서 독고준은 다른 독고준
의 기록과 기억과 목소리와 마주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두 텍스트에서, 단순히 한 개인이 윤회를 통해 여러 번 사는 것을 말하

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기억이 한 개인의 기억과 어떠한 관계를 가

지는지를 묻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구운몽에서 ‘심령학’을

통해 인간의 정신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김용길 박사는, 자신이 겪지 못한 수백

년 전의 기억을 지니고 있거나 가본 적 없는 외국의 도시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

한 개인들의 보고를 접하고 진술의 화자가 그 본인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빠

져든다. 그리하여 개인의 유일성과 동일성이라는 문제가 ‘현재’ ‘여기’라는 좌표

를 떠나면 인류가 겪은 얼마인지도 모를 기억의 두께 속에 가라앉아 개인성을

잃지 않을지 탐구한다. 이러한 문제가 구운몽과 장편 서유기에서 반복되어
그려진다. 구운몽의 서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간판사 독고민은 만
난 적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고 있고,30)30)그들이 자신을 다른 존재로 호명하는

데서 두려움을 느낀다. 장편 서유기의 독고준은 “제 입에서 나와본 적이 없는

있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29) 조선희, 2007 최인훈 패러디 소설의 시간적 특성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0)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에서 K는 처음 만나는 인물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데 대
해 당혹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오는데 비교될 만하다. 예전에만 해도 사람들에게 자기 이
름을 스스럼없이 드러냈었지만 얼마 전부터 이름이 스스로에게 짐이 되었음을 생각했다.

이제는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알고 있었다[프란츠 카프카(김재혁 옮김), 2011

소송, 열린책들,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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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목소리”를31)31)듣는다.

인류 전체의 기억의 두께에 잠겨 동일성으로 파악될 수 없는 개인의 문제를

감지한 사람은 ‘현재’ ‘여기’라는 좁은 현실에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곳에

(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색인’은 현실의 생활에는 무능력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원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인간과 그가 살아온 시간을 누층적으로 파악하면 구운몽과 장편 서
유기 속의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는 세계에 대해 새롭게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회색인’은, 남과 북의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아 제3국으로 내몰렸던 이명

준을 포함하면서 더 넓은 차원을 포괄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들 텍스트 안에서 존재와 시간의 누층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

자. 구운몽의 독고민은 과거 잠적했던 숙의 편지를 받고 “꿈에서 깬 사람처
럼” 읽고 또 읽은 후 숙을 만나러 가지만 만나지 못한다. 그 후 찻집에 들어섰

다가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시인들을 만나 도망친다. 숙의 편지가 약속

날짜보다 늦게 도착한 것을 알고 나서는 숙에게 다시 만나자는 광고를 내고 숙

을 기다리지만 만나지 못한다. 이후 시인들에게 쫓겼던 “그날의 기억”과 똑같은

데에 공포를 느끼고 다시 사람들에게 쫓긴다. 그들을 피해 들어간 어느 집에서

는 독고민을 ‘사장님’으로 부르며 그의 결정을 요구하고 그는 또 도망친다. 그들

을 피해 들어간 집에서는 그를 ‘선생님’으로 부르는 무희들을 만나고 도망쳐 나

온 뒤에 자신을 ‘각하’라고 부르는 이들과 감방 구역에서 죄수들을 둘러보다 도

망치고, 바에서 자신을 ‘애인’이라 부르는 에레나를 피해 도망치고 결국은 광장

에 몰려 혁명군의 ‘반란 수괴’로 처형을 당한다. 그 후 재생한 독고민은 ‘수령(首

領)’이 되어 밖으로 떠날 것을 통보받는다. 그러한 도망침의 반복 장면에는 정부

군과 혁명군의 방송이 교차로 반복되고 있고 독고민은 도망칠 때마다 다른 장

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존재로 호명당하면서도 숙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계속 움직인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는 가운데 숙처럼 왼쪽 볼에 까만 점이 있

는 여성, 빨간 넥타이를 맨 남성 등도 반복해서 나타나지만 독고민은 그들이 반

복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

31) 장편 서유기,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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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 서유기의 독고준도 자신을 찾는 신문의 광고를 ‘그녀’가 보낸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여정을 계속 한다.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여성의 초대를 받고 길을 떠나며 그 여정에서 어떠한 반복을 거듭하고 다양한

방송을 들으며 여러 존재들을 만나고, 그 귀결에서는 자신에 대해 새로이 인식

하게 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고고학 필름의 액자 안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두

텍스트는 공통적이다.

이는, 있던 곳을 떠나 계속 헤맨다는 점에서 카프카의 소설 속 서사 구조를

연상케 한다.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이들에게 체포되는 독고준의 모습은(서유기)
카프카의 소송에 대한 패러디로 볼 수 있다. 회색인에서 독고준은 카프카의
작품 속 인물들이 ‘전통과 질서’에 질문을 던지고 일상성과 완전히 거꾸로 된 세

계에 존재한다는 점에 경탄한다.32)32)이는 일상과 다른 방향에 대해 지향하는 의

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김윤식은 독고준이 카프카의

주인공 측량 기사처럼 도달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33)33)그러나 엇갈리거나

도착할 수 없다는 것 자체를 강조한 카프카의 세계와, 할 수 없어 옮겨 다녔던

회색인에서와 달리 구운몽과 서유기의 ‘회색인’들은 ‘현재’ ‘여기’를 떠남으
로써 누군가를 만나고-혹은 어딘가에 도착한다.34)34)

독고민과 독고준은 앞서 인용에서 보았듯이 갇힌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

었고 그것이 그녀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회색인’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회색인’ 존재가 가진 잠재성은 그들이 떠난다는 것 자체에서도 드러난

다. 구운몽의 독고민은 자신에게 대답을 구하는 사람들로 인해 공포를 느끼며
불을 쬐면서 앉아 있고만 싶다고 느낀다. 그러나 독고민은 낯선 사람들을 벗어

나 숙을 찾기 위해 계속 도망치고, 회색인에서는 돈키호테가 되기를 거부했던
독고준이었지만 짧은 서유를 떠나면서 처음으로 즐거움을 맛본다.

32) 회색인, 262면.

33) 김윤식, 1976 ‘우리’ 세대의 작가 최인훈 최인훈 전집9 총독의 소리, 문학과지성사,
536면.

34) 그 과정에 대해 본고의 3장에서, 결과에 대해 4장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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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 서유기의 독고준은 ‘계단’을 통해 ‘서유’를 시작한다. 계단은 이곳과 저
곳을 연결하지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색’과 통한다. 구운몽
의 독고민 또한 관에서 나와 계단을 오르는 꿈을 상기하며 아파트 계단을 올라

가 숙의 편지를 발견했다. 이렇게 ‘현재’ ‘여기’를 떠나는 ‘회색인’의 존재는 벤야

민의 ‘문지방 영역’ 개념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벤야민은 경계가 모호해지

는 체험을 ‘문지방 경험’이라고35)35)표현하였는데 ‘문지방’은 변화와 이행이 일어나

는 영역으로서 두 영역을 고립시키는 경계와 다르며 역동적인 중간 지대이다.36)36)

이러한 ‘문지방 영역’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이라는 점에

서 ‘회색인’의 존재적 특징과 연결될 수 있다.

벤야민이 강조한 ‘문지방 영역’은 아담의 언어이자 아케이드로37)37)통하는데 어

떤 것을 기억하고 깨어날 수 있게 하는 ‘회억(eingedenken)’이 가능한 곳이 이

제3의 영역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인훈의 ‘회색인’이 떠난 곳이자

떠나는 방법도 과거의 기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회색인’이 된 것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었다. 구운몽에서
‘선생님’, ‘사장님’, ‘수령’ 등으로 독고민을 불렀던 사람들로 인해 독고민이 계속

도망치게 되는 것처럼,38)38)회색인에서 어린 독고준에게 ‘부르조아’, ‘반동’ 딱지
35) 심혜련, 2003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서의 대도시와 새로운 예술 체험: 발터벤야민 이론
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14.

36) 윤미애, 2013 흔적과 문지방, 벤야민 해석의 두 열쇠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28, 201면.
37) 설혜원은 아케이드는 누구의 장소도 아니면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장과 밀실을 같이
표지하기에 알맞은 메타포라고 설명하며,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서유기의 내
포 텍스트로 논의하면서 벤야민과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했다(설혜원, 2015 최인훈의 몽
유소설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8) 정영훈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타자의 오인이 반복을 부르는 것으로 보았다. 실재를 가리

기 위한 환상 때문에 타자의 오인이 생기고 이로 인한 불쾌와 쾌락 때문에 반복이 계속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정영훈, 2007 최인훈 소설에서의 반복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35).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인’이 오히려 그러한 독고민의 삶의 다른 자리를 보

여주는 증거이고, 여러 독고민의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독고민이 마치 서로 다른 꿈에 의해 불려나

온 여러 명의 자아들 혹은 낯선 꿈들 속에 갑작스레 던져지길 반복하는 사람같다고 한

박진의 해석을 참고할 수 있다(박진, 앞의 논문,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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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붙이거나, ‘동인’, ‘혁명동지’, ‘신도’ 등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존재들로 인해

독고준은 자리를 옮겨 다닌다. 설혜경은 서유기에서 ‘논개’, ‘사학자’, ‘역장’과
같은 이들이 자신들이 호명해준 이름대로 안주하도록 독고준을 붙들어 오인된

주체로서의 자신을 깨닫게 한다고 해석하였다.39)39)원한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결정한 이름에 순응하지 않고 회색의 자리에 있게 됨으로써 독고들은 그 자리를

떠날 자유를 가지게 된다. 이렇듯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리를 떠나려는 그

들을 끊임없이 잡아두고자 하는 것 또한 외부의 힘이다.

표지를 붙여 쫓아낸다는 점에서 ‘회색인’은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인물로도

볼 수 있다. 신도 인간도 아니지만 또한 신이면서 인간인 예수의 위치가 대속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는 점에서 ‘회색인’의 잠재성과 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폭력과 성에서 지라르는 ‘제의적 희생’에 대해 천착한다. 이는 전세
계에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인간이나 동물같은 희생물을 바쳐 신의 노여움을

풀고 신의 선의를 기대하는 제의이다. 그것은 단일한 희생물로 모든 가능한 희

생물을 대치시키며, 카타르시스적 기능을 맡는다. 희생물은 그러므로 상상적인

신에게 봉헌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폭력에 봉헌되는 것으로 설명된다.40)40)지라

르에 의하면 이러한 ‘희생제의’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 대해 분노한 사람

들이 그 실제 대상에 대응할 수 없을 때 폭력의 탐욕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다

른 대상을 찾기 때문인데,41)41)이는 전쟁과 분단이라는 엄청난 현실로 인해 고통

당했던 사람들이 처한 최인훈의 작품 속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장과 희곡 작품들을 통해 최인훈 문학에 내재된 희생양 메
커니즘에 대해 분석한 김남석의 연구를42)42)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에

서 경험한 ‘자아비판’이라는 상황과 인도를 향하는 배에서 군중들에 의해 고립되

39) 타자의 만류가 목표의식을 일깨워 독고준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설혜경의 연구

에 동의하지만(설혜경, 2007 최인훈 소설에서의 기억의 문제: 회색인 과 서유기 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32, 158-159면), 그들이 부여하는 정체성을 ‘거부함으로써’ 역
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설명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40) 김현, 1996 르네 지라르 읽기 오늘의 문예비평(편집부 편), 65-66면 참고.
41) 르네 지라르(김진식 옮김), 2004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문학과지
성사, 197면.

42) 김남석, 2001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희생제의 연구 한국학연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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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명준의 상황을 ‘희생제의’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회
색인과 서유기에서 반복하여 드러나는 유년 시절 자아비판 경험과 그로 인한
인물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 어린 독고준은 자아비판 상황을 겪고 그로 인해

자신이 처한 상황의 모순에 눈뜨며 그를 극복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된다. 그리

하여 도착한 텅빈 도시에서 폭격을 경험하고 이때의 강렬한 기억은 장편 서유
기에서 ‘서유’를 지속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된다. 이처럼 독고준은 표
지를 받고 추방된 희생양이자43)43)‘회색인’이다.

구운몽에서는 이러한 희생제의의 메커니즘이 더욱 두드러진다. 아래 인용은
사람들에 쫓겨 고립된 독고민이 광장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이다. 무고한 그에게

죄를 씌우는 것이나 그를 처형하는 방식, 처형 후 사람들의 태도에서 지라르가

말한 희생제의의 메커니즘이 잘 드러난다.

동시에 광장을 뒤흔드는 발사음과 함께, 창틀에 얹혔던 수십 틀의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중략) 광장 어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돌기둥으로 몰려왔다. 그들

은 둘러서서 쓰러진 물건을 들여다보았다. (중략) 사람들은 기쁜 얼굴로 서로 쳐다

보면서 악수를 나누었다.44)44)

이처럼 ‘희생양’ 메커니즘을 통해 상황을 보면 희생양을 향한 외부의 폭력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희생양’은 그러한 제의를 통해 ‘성화’된다는45)45)점에서 다시 ‘회

색인’의 잠재성을 읽을 수 있다. 구운몽의 독고민 또한 처형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 태어난다.

그녀는 손을 온통 시뻘겋게 물들이며 시체의 한 부분을 잡아서 세게 잡아당겼다.

지퍼가 주르륵 열리면서, 껍질이 훌렁 벗어졌다. 그녀는 껍질을 사지에서 벗겨 던졌
다. 독고민은 말짱하게 누워 있었다. 그것은 아래위가 곁달리고, 후드까지 달린, 방탄

복防彈服이었다.46)46)

43) 희생물이 이 위기의 책임을 떠맡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준다(김
현, 앞의 논문, 80면).

44) 구운몽, 321면.

45) 김현, 앞의 논문,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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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의 껍질이 벗겨지자 독고민은 눈을 뜬다. 이러한 껍질 벗기 모티프는 오

승은의 서유기와 함께 읽을 때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

삼장법사는 발을 딛지 못하고 꼬르륵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상앗대를

잡고 있던 접인조사가 얼른 붙잡아 배 위에 세웠어요. 삼장법사는 옷을 털고 신을

기울여 물을 빼며 손오공을 원망했어요. (중략) 접인조사가 가볍게 상앗대를 저어
배를 움직이는데, 물살 위에 시체 하나가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삼장법사가 그걸 보

고 깜짝 놀라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부님, 겁내지 마십시오. 저건 원래 사

부님의 껍질이었습니다.”47)47)

인용은 삼장법사 일행이 바닥없는 배를 타고 능운도를 건너 해탈하는 부분이

다. 사람의 껍질을 벗고 해탈에 이른 삼장법사의 모습을 통해, 구운몽의 인용
장면이 죽음으로 껍질을 벗을 수 있게 된 독고민의 ‘성화’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껍질을 벗고 되살아난 수령 독고민이 혁명군들과 주고받는 암

호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피닉스’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독고민은 그 전까지

는 자신을 쫓는 사람들을 피해 수동적으로 도망다녔으나 껍질을 벗은 이후에는

능동적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성화’의 측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렇듯 ‘껍질’을 벗음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구운몽 뿐만 아니라,
최인훈의 장편 서유기에서 동일하게 드러난다. 오승은의 서유기에서는 사람
으로 둔갑했던 요괴가 죽으면 껍질이 벗겨져 정체가 드러나며, 인간이 되고 싶

은 요괴는 껍질을 벗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한다.48)48)이와 비교할 때, 최인훈의

장편 서유기에서 독고준을 가지 못하게 막는 역장의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49)49)

은 요괴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려진다.

지금까지 최인훈의 작품들에 나타난 인물들이 ‘회색인’으로서 존재하며 현실의

46) 구운몽, 323면.

47) 오승은(서울대학교 서유기번역 연구회 옮김), 2008 서유기 10, 솔, 212면.
48) 오승은(서울대학교 서유기번역 연구회 옮김), 2008 서유기 5, 솔, 290면.
49) 역장이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보니 어느새 그의 낯빛은 검푸르고 입에서는 실오리 같은 피

가 흐르는데 날카로운 덧니가 입술 밖으로 내밀렸다. 두 부하들을 돌아보고 독고준은 놀

란다. 그들도 변모하고 있었던 것이다(장편 서유기,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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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 의해 ‘희생양’이 되지만 또한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잠재성

을 깨운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떠난 ‘서유’에서 ‘반

복’되는 ‘기억’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3. ‘서유’의 방법: ‘기억’과 ‘반복’을 통해 만나는 과거

이처럼 최인훈의 텍스트 속의 ‘회색인’들은 ‘현재’ ‘여기’를 떠나는데 과거의 사

람과 과거의 기억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현재’

‘여기’에서는 만날 수 없는 고향과 가족-혹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 혁명의 한

가운데에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구운몽의 독고민도, 친구 김학이 꿈
꾸는 혁명에 회의적인 서유기의 독고준도 불만족스러운 현재를 바꾸기 위한
방법을 미래의 혁명에서 찾고 있지 않다.

그들은 미래의 혁명을 꿈꾸지 않고 과거의 시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성지”(회색인, 197면)로 떠난다. 구운몽의 독고민은 숙에 대한 그리움
으로 거듭 꿈을 꾸게 되는데 이는 첫사랑인 숙과 함께 했던 지난날이 “그의 삶

의 보람이며 누더기 옷에 꿰맨 보석”이기 때문이다. 장편 서유기에서는 유년
의 여름 한 가운데를 찾아 W시로 가기 위해 석왕사역에서 기차를 타는 여정이

세 번 반복된다. 이들은 모두 과거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회고적이거나 복고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들의 과거가 완전

한 이상향이 아니며, 그 과거를 그대로 되살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이처럼 과거를 ‘성지’이자 ‘보석’처럼 인식하고 그곳을 지향하는 것은, 베르

그손의 과거에 대한 인식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베르그손은

과거가 본질적으로 잠재적이어서, 그것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솟아나오면서 현

재적 이미지로 피어나는 운동을 우리가 따르고 채택할 때만 우리에게 과거로 포

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50)50)현재에 머무른 채로는 과거를 만날 수가 없는 것

이다.

50) 김재희, 앞의 책,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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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과거’를 일방향적인 근대적 시간관에서 파악하면 구운
몽에서 이상한 꿈을 꾸는 독고민이나 장편 서유기에서 이상한 곳을 헤매는
독고준은 현실과 단절된 환상 속이나 (정신분석학에서의)무의식 속에 갇힌 존재

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텍스트들에서 이들의 과거가 이미

완료된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

이다. 이 ‘과거’는 새로운 의미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서유기는 회
색인과 하나의 과거를 공유하는 상호텍스트로 다시 읽어야 한다.

회색인의 결말에서 유정의 방에 들어섰던 독고준은 서유기에서 그 방을
나와 자신의 방을 향해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으로 여정을 시작하는데 “想念

의 走馬燈을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밟으면서”(장편 서유기, 8면)라고 표현되

고 있다. 현실과 과거는 계단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과거는 이미 완료되어 단절

된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 속에 놓여 반복하여 갈 수 있다.

그 계단이 문지방 영역과 같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앞 장에서 논의하

였다.

이 계단은 과거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것

으로 인식한 들뢰즈와 그가 기대고 있는 베르그손의 시간관과도51)51)연결될 수 있

다. 이들에게 시간은 일방향적으로 흘러가버리는 것이 아니며 특히 과거는 현재

와 동시적으로 공존한다.52)52)현재가 수축 종합되면서 과거가 만들어지지만 그 과

거의 종합으로 현재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53)53)그러므로 이 과거는

누층적으로 쌓이며 매 순간 현재와 닿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독고준이 ‘서유’의

여정 중에 반복해서 오르내리는 ‘계단’은 그동안 누적된 채 망각되어있었던 과거

와 통하는 입구라고 할 수 있다. 베르그손의 ‘기억’은 잠재성으로 충만한 무의식

51) 과거는 잠재적인 무의식으로 정신의 심층에 존속하고 있으며, 현재와 항상 동시적으로 공

존하면서 현재의 질적 변화와 이행하는 가능 근거가 되고 있다(김재희, 앞의 책, 160면).

52) 각각의 과거는 자신이 한때 구가했던 현재와 동시간적이고, 과거 전체는 그것이 과거이
기 위해 거리를 둔 현재와 공존하지만, 과거 일반의 순수 요소는 지나가는 현재에 선재

한다[질 들뢰즈(김상환 옮김), 2004 차이와 반복, 민음사, 195면].
53) 습관은 시간의 시원적 종합이며, 이 종합은 지나가는 현재의 삶을 구성한다. 기억은 시간

을 근거짓는 종합이며, 이는 과거의 존재(현재를 지나가게 하는 것)을 구성한다[질 들뢰

즈(김상환 옮김), 위의 책,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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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54)54)과거로 심리적 현상을 말하는 좁은 의미의 ‘기억’ 이상의 것이다. 베르그손

의 ‘기억’은 과거를 보존하여 현재로 연장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개방하는

지속 그 자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55)55)

앞서 보았듯이 구운몽에서는 ‘현재’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의 축을 떠나 인
류가 겪은 얼마인지도 모를 기억의 두께 속에 가라앉을 때 개인의 동일성과 유

일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때의 ‘기억의 두께’는 베르그손이 말하는 ‘순수기억’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순수기억은 태어나서부터 겪은 개인적 체험 전체를

의미하며, 우주적 지속의 일부이며 생명적 지속의 연장인 개인적 지속이다. 그리

하여 뇌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역사처럼 그 자체로 보존된다.56)56)기억

과 망각을 밀접한 관계로 인식했던 벤야민 또한 망각된 일체의 것은 전세(前世)

에서 망각된 것과 혼합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저장창고로57)57)설명한다는 점에서

통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장편 서유기는 ‘그 여름’-W시에서의 유년시절의 기억
이라는 ‘시간’ 자체를 찾아 떠나는 여정의 기록이다. 그리고 이 여행에서 ‘W시’

보다는 ‘그 여름’이 더 중요하다.58)58)석왕사 역을 거쳐 아무리 반복하여 기차를

타더라도 실제 W시라는 공간에는 도착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여름’이라는 시간

과는 만날 수 있으며 그 시간 속에는 ‘현재’ ‘여기’에서 들을 수 없는 수많은 목

소리가 함께 묻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텍스트를 다시 분석해야 한다. 그곳에

는 여행하는 독고준의 유년과 다른 삶을 사는 여러 독고준의 삶뿐만 아니라, 논

개와 이순신과 이광수 등 조선과 그 이후의 구원받아야 할 시간들이 함께 쌓여

54) 베르그손의 무의식은 억압된 욕망이나 상처입은 기억(트라우마)가 아니다. 과거는 끊임

없이 재구성되고 재해석되어야 하는 억압된 무의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향

해 현재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풍부한 잠재력이다(김재희, 앞의 책, 161면).

55) 김재희, 위의 책, 78-79면.

56) 황수영, 2006 물질과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이미지와 기억의미학, 그린비, 195면.
57) 발터 벤야민(반성완 옮김), 1983 프란츠카프카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86면.
58)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도착한 후에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름’에 도착함으로
써 여정을 마치게 된다. 그는 걸음을 떼 놓았다. 맞은편에 방문이 나선다. 그러자 엔진 소

리가 와르렁우르릉, 하고 가볍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 여름이다, 하고 독고준은 생각하였

다. 인제야 그 여름에 도착했구나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장편 서유기, 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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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9)59)이렇게 베르그손의 기억에 대한 인식을 참고하면, ‘서유기’의 서사는 한

개인의 ‘에고’를 찾아가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과,60)60)회색인의 세계와

단절되는 환상의 영역이 아니라 그 세계 배면에 공존한다는 것을 새로이 읽어낼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존재와 그들의 시간이 누층으로 쌓여 이루어진 과거-베르그손의

‘기억’-를 찾아가는 것이 ‘회색인’의 ‘서유’라고 할 때, 그 과거와 만나는 방법으

로는 벤야민이 말하는 기억인 ‘회억’ 개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회색
인의 한 부분이다.

그는 시간을 거꾸로 달려서 그 여름으로 돌아갔다.

그 여름 속에는 많은 것이 있었다. 그의 영혼은 순결하고 세계는 살 만한 곳이었

다. 검은 새들은 도시를 폭격해주었다. 도시는 거짓말처럼 준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
해주었다. 그의 악역이었던 소년단 지도원에게 맞서기 위해서 그는 폭탄이 쏟아지는

거리로 찾아갔던 것이다. 그 여름 속에는 용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보답을

받았다. (중략) 여태껏 그것은 먼 옛날 일로 돼 있었다. 그런데 (중략) 새봄에 등록

금을 댈 걱정에 골똘히 잠겨서 하숙으로 돌아온 가난한 학생은 한없는 공상과 흥분

에 싸여서 이슥한 밤을 잊어버렸다.61)61)

회색인만 보면, 그 여름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의 걱정을 잊게 하는 ‘공상’
일 뿐이다. 그러나 서유기에서는 이러한 ‘회상’이 ‘무기’가62)62)된다. 이러한 독고
준의 ‘회상’은 현실에 위치한 채 과거의 어떤 지점을 떠올린다는 의미의 ‘회상’과

59) W시에 도착한 독고준이 재판을 거쳐 석방된 후 어느 방 안에서 두런거리는 소리를 듣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여러 독고준의 삶뿐만 아니라 서유 중에 등장했던 온갖 인

물들-역사적 인물들과 허구적 인물들이 한데 섞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편 서유기,
345-348면 참고.

60) 이는 자신의 문학에 대해 “실험실에 있는 기초 생물학자의 유전자 추출 실험 같은 것”이
며 “40억년을 걸쳐 살아온 자신과 비슷한 미미한 단백질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라

고 밝힌 최인훈의 설명과도 통하는 부분이다[최인훈, 최인훈 전집 발간 기념 심포지엄:

‘최인훈 문학 50년을 읽다’의 인사말 2008. 11. 21 참고(연남경, 2009 최인훈 소설의 자
기 반영적 글쓰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87면에서 재인용)].

61) 회색인, 144면.

62) 그는 이 모든 파괴 활동을 회상回想이라는 흉기로 범행하였습니다(장편 서유기,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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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적극적인 의미를 띠며 벤야민의 ‘회억’ 개념과 통하게 된다.

그가 만나고자 하는 과거는 예전에 실재했던 그 장면과 시간을 현재로 불러와

재연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향해 가는 것이며 그것은 기억을 반복하는 것을

동력으로 삼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반복으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

벤야민은 잠재적 기억으로 망각되어 있던 것을 떠올리는 프루스트의 비자발적

기억에 주목하였고63)63)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유년의 기억에 대해 ‘베를린 연대기’

와 ‘1900년경 베를린의 유년시절’이라는 글로 남겼다. 그리고 여기에는 과거를

현재와 단절된 것으로 남겨, 이미 지나가서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근대

적 시간관을 비판하는 인식이 배후에 있다. 변증법을 기반으로 하는 벤야민의

인식이 지속을 기반으로 하는 베르그손이나 들뢰즈의 시간관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근대적 시간관을 전복하고자 했다는 점

에서는 상통한다고 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회색인’의 ‘서유’를 가

능케 하는 시간관이라는 점에서 참고하고자 했다. 이러한 벤야민의 ‘회억

(eingedenken)’은64)64)과거를 단순한 회상의 대상이 아니라 구제되어야 할 대상으

로 보고 현재와의 관계 속에서 현장화시키는 기억의 실천이다.65)65)

벤야민은 베를린에서의 유년 시절의 기억과 꿈을 통해 과거를 구원하고자 한

다. 벤야민은 역사철학 테제에서 과거 속에 잠재된 욕망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그 소리를 듣고 대답하는 메시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66)66)이는 구운몽의 끝 부분과 서유기의 첫 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63) 기억하는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가 체험한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체

험의 기억을 짜는 일, 다시 말해서 회상Eingedenken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보다

더 적합한 표현은 기억을 짜는 일이 아니라 망각을 짜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
다. 프루스트가 무의지적 기억이라고 부르는 무의지적 회상은 흔히 기억이라고 불리워지

는 것보다는 오히려 망각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기억이 씨줄이고 망각이 날줄이

되고 있는 이러한 무의지적 회상이라는 작업은 회상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회상하는
일의 반대가 아닐까?[발터 벤야민(반성완 옮김), 앞의 책 프루스트의 이미지 , 103면].

64) ein+gedenken으로, 벤야민 특유의 개념이다. 벤야민은 프루스트의 무의지적 기억 대해

논의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체험의 기억을 짜는 일이고 그런 의미의 회상

Eingedenken이라고 표현했다[발터 벤야민(반성완 역), 위의 책, 같은 면 참고].

65) 김남시, 2014 과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발터 벤야민의 회억 개념 안과 밖 37,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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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고학 필름 모티프와 비교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최인훈은 여러 겹의 꿈

혹은 생의 층으로 구성된 텍스트의 제일 바깥에 고고학적 탐사 결과 보고라는

액자를 두고 과거를 들여다보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신기료장수는 해부사解剖師의 반대 작업을 한 것입니다. 조각을 이어붙여서 제
모습을 되살리는 것. 고고학考古學이란 먼저 이렇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죽음을 다루는 작업. 목숨의 궤적軌跡을 더듬는 작업. 그것이 고고학입니다. 우리

들의 작업대 위에 놓이는 것은 시체가 아니면 시체의 조각입니다. (중략) 고고학자
란 목숨이 아니라 죽음을, 창조가 아니라 발굴發掘, 예언이 아니라 독해讀解를 업으
로 하는 사람입니다. (중략) 우리가 하는 일은 신의 행위의 결과인 처녀막의 열상裂
傷을 검증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기를 들이미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란, 신神
이, 시간과 공간에 접하여 일으킨 열상裂傷의 무한한 연속입니다. 상처가 아물면서
결절結節한 자리를 시대 혹은 지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속에 신의 사생아私生兒들이
묻혀 있습니다. 신은 배게 할 뿐, 아이들의 양육을 한 번도 맡는 일 없이 늘 내깔렸
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지층 깊이 묻힌 신의 사생아들의 굳은 돌을 파내는 일
입니다. 캐어난 화석들은 기형아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토막토막 난.67)67)

이 필름은 피사체 자신의 성질상, 그리고 전기한 제작 방침에 따라 비교적 느린 템
포를 썼으며 클로즈업을 끊임없이 삽입하였고, 동일 장면의 반복 및 심지어는 영사기
의 회전을 중단시키고 중요한 장면을 정물 사진으로 볼 수 있게 운용하였습니다.68)68)

구운몽에서는 “한국 고고학의 과제, 전망 및 골치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백미편白眉篇”인 영화, 서유기에서도 “한국 화석의 일반적 특징인 황폐성과

무질서성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필름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

고학’이란 과거를 읽어내는 것이며 그를 위해서 조각을 이어 붙이는 작업이 선

행되어야 하고,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반복하거나 멈춰서야 한다는 인식이

다. 이를 벤야민의 다음 설명과 함께 살펴보자.

66) 과거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은밀한 목록을 함께 간직하고 있다. (중략) 우리들 귀
에 들려오는 목소리 속에서는 이제 침묵해 버리고 만 목소리의 한 가락 반향이 울려퍼지
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중략) 그렇다면 앞서 간 모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희미한 메시아적 힘이 주어져 있고, 과거 역시 이 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발터 벤야민(반성완 옮김), 앞의 책 역사철학테제 , 344면].

67) 구운몽, 352면.

68) 장편 서유기,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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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우리에게 기억의 저장이 과거를 탐색하는 도구가 아니라 과거가 펼쳐지

는 무대라는 것을 오해의 여지없이 가르쳐준다. 죽은 도시들이 묻혀 있는 매개체가

땅인 것처럼, 기억의 저장은 체험된 것의 매체이다. 묻혀 있는 자신의 고유한 과거에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땅을 파헤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기억

의 어조와 태도를 규정한다. 진정한 기억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 흙을 뿌리듯이 기억의 내용을 뿌리고, 땅을 파듯이 그 내
용을 파헤치는 것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억의 내용은 내부에 진짜 귀중

품들이 묻혀 있는 성층이나 지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짜 귀중품들은 아주 꼼꼼

한 탐사를 통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과거의 연관관계로부터 벗어난 상들

이 일종의 귀중한 물건들로-수집가의 갤러리에 있는 파편 혹은 토르소-나타나는 곳

은 현재 우리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차가운 방이다. 물론 발굴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

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어두운 땅을 팔 때 조심스럽게 더듬듯이 하는
삽질도 필수적이다. 발굴된 물건의 목록만을 기록에 남길 뿐 발굴 장소와 자리에서

느끼는 어두운 행복 자체를 기록에 담지 못하는 사람은 최상의 것을 기만당한다. 행

복한 찾기와 마찬가지로 헛된 찾기도 최상의 것에 속한다. 따라서 기억은 이야기하

듯이 진행해서는 안 되고, 사건을 보도하듯이 진행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가장 엄밀

한 의미에서 기억은 서사적이고 광상곡과도 같은 리듬으로 언제나 새로운 장소에서

삽질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점점 더 깊은 층으로 파헤쳐가야 한다.69)69)

파편을 찾아내기 위해 점점 깊이 반복해서, 꼼꼼하게 파내려가는 것이 벤야민

의 ‘고고학’이다. 그러므로 최인훈과 벤야민의 인식에서 깊이 묻힌 과거의 파편

들을 찾아내고자 반복해서 탐사한다는 점과, 이러한 고고학을 통해 최종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되살리고자 하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70)70)

과거의 기억이 탐사의 무대라면 ‘반복’은 탐사의 방법이다. 벤야민은 반복해서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인훈의 구운몽에서 독고민은 여러 번의 꿈
혹은 생과 마주치며 자기 정체에 다가서는 한편 찾아야 할 숙에 대한 사랑을 더

절실히 느낀다. 회색인의 인물들은 파행적 근대의 자장 안에서 ‘나는 누구이
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되새김질하는 자들이라고 평가받았다.71)71)회

69) 발터 벤야민(윤미애 옮김), 앞의 책, 191-192면. 밑줄은 인용자.

70) 고고학적 작업 대상으로 1960년대 서울을 미래의 시간에 위치시켜 1960년대의 사건은 과
거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의 지속적 열림을 향한다고 한 김영삼의 논의는 주목

할 만하다(김영삼, 2014 문학적 진리 공정의 가능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3, 179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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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에서 짧은 ‘서유기’를 시도하고 현실로 돌아왔던 독고준은 서유기에서,
있던 자리를 떠나 W의 그 여름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며 도중에 이루어지는

‘석왕사역’ 방문은 조금씩 다르게 세 번이나 반복된다.

고행을 거듭해야 극락에 도착하는 것은 ‘서유기’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쪽에 도착해서 경전을 받고 해탈하는 것을 기록한 오승은의 서유기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서유’의 여정인 것처럼, 최인훈의 ‘서유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반복과 변주가 만들어내는 여정 그 자체이다.

최인훈의 ‘반복’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반복될 때마다 차이를 만들어낸다

는 점이다. 앞서 벤야민은 ‘기억’은 서사적이고 광상곡과도 같은 리듬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문학사를 “프로테우스처럼 한없이 변모시켜가는 푸가”72)72)

같다고 설명한 최인훈의 화두를 연상시킨다. 벤야민이 말한 ‘광상곡’은 푸가의
한 형태이며 ‘메타모르포시스’는 ‘변신’이라는 뜻이므로 자신의 텍스트의 이어짐

을 변주의 양상으로 인식한 최인훈의 인식은 벤야민의 ‘회억’에 대한 인식과 통

하며 이는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베르그손이 말한 지속의 창조성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구운몽의 독고민은 처음에 반복되는 상황에 공포를 느끼고 반복의 고리를
끊기 위해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71) 유임하, 2001 분단현실과 주체의 자기정립: 최인훈의 회색인 한국문학연구 24,
329면.

72) 일련의 고전 명칭 차용 작품들을 쓴 나의 미학적 문제의식과도 관련된 표현행동이었다.

문학사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선후 작품들 사이에서 부르고, 받고, 그렇게 대화하는 관계-
하나하나의 문학작품들이 등장인물이 된 드라마의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문학

사’ 전체가 끝날 줄 모르는 열린 미완의 작품이라는 생각. ‘미완’이란 말은 결코 소극적

의미가 아닌, 진화론적 열림의 뜻으로 그렇게 부르고 싶다는 것. 문학사에서의 한 시대의
모습은 다음 시대에서 메타모르포시스되는 것이라는 생각. 문학사를 채우는 작품들은 다

음 시대의 다른 작품으로 메타모르포시스된다는 생각. 문학사는 자기 자신을 프로테우스

처럼 한없이 변모시켜가는 푸가 같다는 생각. 선행, 후행하는 작품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알아보고, 시간과 배경을 건너뛰면서 부르고 화답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환상의 생태계라는 생각. 시대의 저편에서 부르는 소리. 시대의 저편에 걸린 거울에 비친

내 얼굴(화두2, 56-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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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밤과 모든 게 꼭 같다. 민은 숨이 가빠온다. 그는 사방을 살핀다. 그 거리다.

핀으로 머리를 긁던 여자. 꼭 같다. 그는 튕기듯 뛰기 시작한다. 전번에 들어선 골목

을 지나치고 될수록 낯선 쪽으로 골라서 달린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마치 궤

도에 올라앉은 기관차처럼, 벗어나서 달리려고 기를 쓰면 쓸수록, 민은 점점 낯익은

길로 자꾸 빠져든다. 분명히 전에 헤매던 그 거리를 그날 순서대로 달리고 있는 저

를 본다.73)73)

그러나 그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달리게 되고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 이후 그러한 반복이 변주될수록

그는 점점 자신이 이들이 찾는 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유기’의 세계에서는 요괴를 물리치는 것을 반복하면서 해탈의 경지에 근접

한다. 이러한 요괴들은 장수나 영생을 꿈꾸지만 삼장법사 일행은 영겁의 지옥에

서 벗어나 윤회를 넘어서는 것을 진정한 구원으로 여긴다. 차이가 반복을 유발

하고 그러한 반복이 반복의 틀 자체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벤야민식의 고고학이 ‘서유기’의 구원과 마주치는 지점으로 볼 수 있

으나 더 깊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74)74)이러한 맥락에서 벤야민의 시간관을

나선형적 시간관으로 보고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윤회적 세계관과 연계해보고자

한 연구도75)75)참고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구운몽과 장편 서유기에는 꿈을 꾸었다 깨는 장면이 반복적으
로 등장한다. 여기에서 꿈과 현실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앞서 보았듯이 반복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이들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주목되어 왔고 전통적인 소설 형식의 파괴, 틀의 파괴를 바탕으로 하

73) 구운몽, 255면.

74) 그런 점에서 광장에서 부채의 사북자리에 몰렸던 이명준이, 구운몽과 서유기에서
반복과 윤회를 통해 길을 찾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서유기’적 세계의 윤회적

시간관과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누층적 세계관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반복과 영원회귀를

강조한 들뢰즈의 입장을 통해 새롭게 해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75) 이휘재, 2013 기억을 통한 역사 다시쓰기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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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체 기법으로 해석되기도 했다.76)76)

이러한 반복은 꿈과 현실을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지

운다는 점에서 발터 벤야민과 또 다시 연결된다. 벤야민은 베를린 연대기 에서

어머니와 오페라를 보러 가던 길을 회상하면서 그 “모든 것은 나중에 그 길에

대해 꾼 꿈 속의 장면인지도 모른다. 꿈에 대한 기억이 현실에 대한 기억-현실

의 자리를 잡아주는 기억-대신에 들어선 것이라면”이라고77)77)덧붙이고 있다. 과

거에 대한 서술에서 그것이 현실이었는지 그에 대한 꿈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

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78)78)벤야민에 있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단선적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벤야민은 유년 시절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것이

불연속적이라는 점에서 ‘자서전’과 구분했고79)79)과거의 ‘영원한’ 이미지를 지향하

는 역사주의와 대립하여 일회적인 과거와의 유일무이한 경험을 보여주고자 하는

역사적 유물론자를 요청하였다.80)80)

이러한 불연속적이면서도 단절적이지 않은 반복은 존재의 누층성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관 속에 누워 있다 밖의 소리를 듣고 나오는 꿈으로 시작된 구
운몽에는 독고민이 여러 사람들에게 쫓기는 꿈이 반복해서 이어지고 그 사이에
정부군과 혁명군의 방송 내용이 끼어든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 구조에서 어느

부분이 꿈이고 어느 부분이 현실인지는 명료하지 않은데 결말 부분으로 가면 삶

76) 서은선, 1996 최인훈 소설 구운몽 의 해체의식과 타자 인식 연구 인문논총 49.
77) 발터 벤야민(윤미애 옮김), 앞의 책, 223면.

78) 이는 화두(화두2, 100면)에서 유년 시절의 기억에 대해 설명하는 다음 장면과 비교할
수 있다. 이 기억은 아무리 되풀이 떠올리고 그때마다 새 사실이 발견될까 싶어 들여다

봐도 새 사실은 속에 없는 모양이다. (중략) 원근법을 갖춘 이 시선은 본인의 직접 체험
일 수 없고, 원래 기억을 떠올리게 된 다음부터 이 기억의 직접 형태인, 어른들이 만든

원 안에서 어른들을 둘러봤을 상황에 덧붙여진 기억이리라. 어머니에게서 들은 사후 설

명도 이 시선의 형성에 참가하고 있을 것이다. 기억은 이처럼 원기억과 그것의 회상이라
는 과정에서 생기는 2차기억의 복합물인 모양이다. 원기억을 A라 하고 2차 기억을 a라

하면 ‘기억=Aㆍa1, 2, 3 (중략)(중략). n’ 이렇게 된다.

79) 자서전은 시간, 과정, 그리고 삶의 부단한 흐름을 이루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반면

에 내 책에서는 하나의 공간, 순간들, 그리고 불연속적인 것이 이야기된다[발터 벤야민
(윤미애 옮김), 앞의 책, 11면].

80) 발터 벤야민(반성완 옮김), 앞의 책 역사철학테제 , 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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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죽음 또한 꿈과 현실처럼 불명확하게 그려진다. 독고민이 김용길 박사와 민

선생(또 다른 독고준)이 의사로 있는 병원의 시체실에 동사자로 들어오는데 그

에 대해 두 사람은 ‘몽유병자’가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81)81)그리고 그들의

세계는 또 다시 그 바깥에 ‘조선원인고朝鮮原人考’라는 고고학 입문 시리즈의 필

름이 놓여 있으며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 것은 숙과 민이다. 서유기에도 여럿
의 독고준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기억 속으로 꿈 속으로 과거 속으로 반복해서 갈 수 있는

가. 앞서 과거를 대상으로 한 고고학 탐구 방법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선 멈춰서

기억해야 한다.82)82)카프카의 인물들처럼, 독고민이나 독고준 모두 처음에는 영문

을 모른 채 여정을 계속하지만 후반에 가면 무엇인가를 인식하며 점차 변화한다

는 점에서 구별된다. 장편 서유기에서 구렁이가 된 독고준은83)83)방에 갇힌 채
자유를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아리를 틀고 기억을 캐내면서 기억하지 못했던

다른 생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현실에서 멈춰서 기억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벤야민의 ‘회억’이 다시 한 번 참

고될 수 있는데 그것이 감각을 통해서 매개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

고준을 자꾸 불러내는 W시 시절과 공습의 기억은 공장의 흰 굴뚝, 사과 냄새,

빗소리, 비행기 소리와 방공호 속에서의 숨막히는 포옹 등의 감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이 실제로 감각될 때마다 독고준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을 상기하고 그로 인해 적들은 무너진다.84)85)84)85)이렇게 ‘감각’이 매개된다는

81) 기차 안에서 악몽을 꾸는 김학의 자세와(회색인, 117면 참고) 구운몽에서 동사한 독고
민의 자세가(350면 참고) 흡사하게 그려진다.

82) 그는 북쪽 스탠드 중간 지점에 앉아서 명상을 저질렀는데(장편 서유기, 282면).

83) 카프카의 변신 에서 인물은 갑충이 되었다. 카프카의 ‘갑충’이 최인훈에게 ‘구렁이’가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 뱀과 곤충은 허물벗기와 탈피하는 점이 유사하지만, 탈피를 통해 급

격하게 변화하는 곤충과 달리 허물을 벗으며 조금씩 성장하는 뱀의 상징이 최인훈 작품
속 인물들과 더 어울린다고 여겨진다. 또한 앞서 말한 껍질 벗기와도 통한다.

84) 멀리서 가까워지고 있는 폭음이다. 수많은 비행기들이 떼를 지어 어느 하늘을 날아오는
소리다. 부드럽고 그러나 단호하게 무쇠의 근육을 진동시키면서 그들은 날아오고 있었다.

강철의 새들이. 그 소리를 듣자 역장과 그의 부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귀를 막는다

(장편 서유기,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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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이 세계가 환상이나 무의식의 세계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는 하나의 증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벤야민의 회상에서도 기억의 순간들은 하나의 이미지, 취향, 촉감의 형태로 떠

오르며 이를 프루스트의 ‘비자발적 기억’으로 설명하고 있다.86)86)베르그손의 시간

관을 공유하는 들뢰즈도 프루스트의 ‘비자발적 기억’을 주목한 바 있다.87)87)과거

는 사라지지 않고 망각되었을 뿐이며 시간 속에 저장된 채 어떤 순간 감각을 통

해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벤야민과 들뢰즈는 프루스트의 비자발적 기억

에 주목했다. 그런 맥락에서 최인훈의 텍스트 속 시간은 베르그손이 말한 지속

으로서의 과거이자, 벤야민이 역사적 구원의 대상으로 강조한 과거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구원’의 문제가 제출되는데 이에 대해 다음 장에서 분석할 것

이다.

85) 설혜경은 회색인을 분석하며, 방공호의 기억이 독고준의 ‘에고’의 수호를 위해 종속된
기억으로서 허구화되었고(앞의 논문, 146면) 서유기에서는 무의식으로 억압되어 있다
고 해석했다(앞의 논문, 151면 참고). 그러나 그 기억이 현실 안주의 유혹을 ‘퇴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벤야민의 회억 개념을 참고하여 그것이 가지는
실제적인 힘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86) 프루스트가 유희로 시작했던 일은 숨막히게 진지한 일이 되어 버렸다. 한번 기억의 부채

를 펼치기 시작한 사람은 항상 새로운 마디와 부챗살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중략)

원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쪼개고 펼쳤던 이유는 바로 접혀진 주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고유한 것, 어떤 이미지, 어떤 맛, 어떤 촉감 때문이 아닌가[발터 벤야민(윤미애 옮

김), 앞의 책, 160면].

87) 과거의 즉자 존재를 과거가 한때 구가했던 현재나 과거가 과거이기 위해 거리를 둔 현행

적 현재로 환원하지 않고 어떻게 그 존재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그 존재

를 우리에 대해 되살려 낼 것인가? 프루스트는 베르그손의 뒤를 이어 다시 묻고 있다. 그
런데 대답은 아주 오래 전부터 주어져 있는 것 같다. [플라톤적 의미의] 상기(想起)가

바로 그것이다. 사실상 상기는 자발적 기억의 모든 능동적 종합과는 본성상 다른 어떤 수

동적 종합이나 비-자발적 기억을 지칭한다. 콩브레는 과거에 현전했던 모습 그대로, 혹은
앞으로 현전할 모습 그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결코 체험된 적이 없었던 어떤

광채 안에서, 결국 이중의 환원불가능성을 드러내는 어떤 순수 과거로 다시 나타날 뿐이

다[질 들뢰즈(김상환 옮김), 앞의 책,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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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유’의 구원: 나를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서유기’

이제 (과거의) ‘기억’을 향해 서유를 떠난 이들의 ‘서유기’에서 ‘회색인’들은 어

디에 도달하여 무엇을 찾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최인훈의 두 서유기를

겹쳐 읽으면서 최인훈의 세계가 오승은의 것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살펴보도

록 하겠다.

당나라 황제에게 주노라. 서쪽에 높은 글이 있느니라. 길은 10만8천 리. 이 경을

가져오면 그대 나라에 크게 이로울 것이다. 가서 가져오기를 소원하는 자 있으면 정

과正果를 얻어 부처가 되리라.88)88)

위에서 보듯 삼장법사는 그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크게

이롭게 하기 위해 ‘서유’를 떠난다. 그러나 최인훈의 중편은 오승은의 작품과 달

리,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떠나 과거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데서 끝나므로 경

전을 얻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장편 서유기의 독고준에게는 자신이
도달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 곳에 도착해서 얻을 경전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여정을 계속한다. 이런 점에서 최인훈의 ‘회색인’ 인물들은, 성에 들어가

고자 노력하지만 실패를 거듭하며 혼란을 겪는 카프카의 성의 K의89)89)패러디
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왜 나대쌓느냐고 당하면 당하는 것이고 혼자 당

하는 것도 아닌데 너만 요란스럽냐는 타박과 회유를90)90)반복하여 물리침으로써

그 여름에 도착한다. 구운몽의 인물들도 “달리면 구원될 것”이라고91)91)생각하

88) 중편 서유기, 395면.

89) 마음속으로 그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혹은 돌아갈 길이 걱정된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 걸

어가는 것을 결코 그만두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계속 질질 끌려갈

만큼의 힘은 남아 있을 테니까. 게다가 길이 무한정 계속될 리는 없지 않은가[프란츠 카
프카(이재황 옮김), 2015 성, 열린책들, 51면].

90) 모정(母情)까지 들먹이며 마지막으로 독고준을 붙잡아두려고 하는 역장의 이야기 참고

(장편 서유기 352면).

91) 달려가노라면 만날 것이다. 미라는 그렇게 생각한다. 바람이 세다. 그래도 그녀들은 달린

다. 달리면 구원될 것이다(구운몽, 291면).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달리는 미라의

생각과 그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인식이 녹아들어 있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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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계속 나아간다. 고생을 하지 않으면 진리를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92)92)

그러므로 최인훈의 텍스트에서 ‘회색인’의 ‘서유기’는 ‘구도’의 길을 걸어 어딘가에

도착한다는 점에서, 실패 자체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카프카의 세계와93)93)다르다.

오승은과, 최인훈의 두 ‘서유기’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인물

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거나 더 나은 존재로 변하는 것이다. 이는 다르게 말

하면 진정한 자기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성규는 최인훈의

텍스트를 ‘유기’ 장르의 측면에서 보아 주인공 독고준의 내면 성장의 기록으로

해석한 바 있다.94)94)

회색인의 독고준은 “어떠한 이름 아래서도 에고의 포기를 거부하는 것, 현
대 사회에서 해체되어가는 에고를 구하는 것”이 작가의 임무라고(회색인, 271

면) 생각하였다. 이에 대해 권성우는 회색인의 독고준이 ‘근대적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여 그가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떠난 것도 전통적 가족주

의로의 회귀와는 연관이 없는 호기심의 차원에서 전개된 것이라고 설명하였

다.95)95)설혜경 또한 회색인의 화두를 “보편과 에고의 황홀한 일치”로 보고 그
것은 ‘보편’으로부터 ‘에고’를 수호하는 문제로 환원된다고 보았다.96)96)그러나 “개

인의 유일성과 동일성”의 문제를 뿌리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독고민의 존재를 보여준 구운몽의 세계와, 여러 독고준의 삶이 교차하는 서
유기를 함께 읽으면, ‘에고를 구하는 것’과 ‘보편과 에고의 황홀한 일치’가 더 넓
은 차원의 문제의식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앞 장에서 논의하였듯이 누층적인

92) 중편 서유기 의 한 장면을 예로 들 수 있다. 힘들게 (물 속, 인용자) 요괴를 물리칠 것

없이 삼장을 업고 지나가자고 하는 팔계의 이야기에 오공이 타이르고 있다. “스님께서는
고생을 치르면서 여러 나라를 거치지 않으면 고해苦海를 벗어나지 못해. 우리는 스님 목

숨을 지킬 수는 있어도 괴로움을 바꿔서 치러드리지는 못한단 말이야. 설령 우리가 먼저

천축에 가서 부처님을 뵈온대도 부처님이 우리한테 경을 주시지는 않을 거야. 고생 않고
진리를 손에 넣지는 못한다는 거지. 서로 업이 다른 이치를 알겠나?”(중편 서유기,

469-470면).

93) 벤야민은 이러한 카프카에 대해 “좌절한 자의 순수성과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으로 설명

한 바 있다. 발터 벤야민(반성완 옮김), 앞의 책 좌절한 자의 순수성과 아름다움 , 101면.

94) 장성규, 앞의 논문, 221면.

95) 권성우, 2001 최인훈의 회색인에 나타난 현실 인식 연구 어문학 74, 127-128면 참고.
96) 설혜경, 앞의 논문,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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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와 시간이라는 인식의 차원에서 ‘에고’의 문제가 사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 대한 벤야민의 다음 설명을

참고해 보자.

순간적으로 조명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관습의 지배를 받는 일상적 자아를 벗어나

는 순간이자 보다 깊은 곳에 위치한 심층적 자아가 충격을 받는 순간이다. 그러한

순간은 일상적 자아의 익숙한 체험의 연속성이 중단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때 체

험 내용을 시간 속에서 배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베를린 유년시절의 회상 역시 연속성보다는 불연속성, 단절의 계기에 중점이

놓인다.97)97)

이러한 각성의 순간은 최인훈의 회색인에서 그 단초가 발견된다.

그러한 순간이 물론 있었다. 하찮은 대상이 문득 새삼스러워지는 순간. (중략) 그

러나 그것은 순간이다. 그 화폐를 언제까지나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그 화폐를 가

지고 시간을 사야 한다. 그 순수한 순간을 주고 시간이라는 거스름 푼돈을 받는다.
금화金貨와 동전銅錢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이 생활이다. 이 교환이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 나는 그래서 슬프다.98)98)

위의 인용부분에서 보듯, 회색인의 독고준은 일상적인 생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금화’처럼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

은 계속되지 못하고 생활이라는 시간으로 교환되기에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러

한 ‘생활’은 ‘현재’ ‘여기’와 통한다.

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도, 그 생활에 만족할 수도 없었던 회색인의 독고준
은 서유기에서 ‘현재’ ‘여기’를 떠나 ‘기억’이라는 과거를 향해 가면서 그러한
순간을 연장하게 된다. 그것은 벤야민식으로 설명하면 일상적 자아를 벗어난 상

태이다. 그런데 벤야민은 그러한 체험 내용을 시간 속에 배열하고 의미를 부여

하는 구심점인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인훈의 구운몽에서 김용길 박사도 기억의 두께 속에서 개체의 통일성을

97) 발터 벤야민(윤미애 옮김), 앞의 책, 13면.

98) 회색인, 2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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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기억(과 꿈) 속으로 반복해서 떠나는

독고민과 독고준도 자신의 존재와 여러 번 마주하며 혼란을 겪는다. 자기가 누

구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이지만, 그 근저

에는 누층의 기억 속을 여행하면서 마주친 자신의 존재들로 인한 혼란이 놓여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통일성을 잃고 해체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

해야 한다. 숙을 기억하고 그를 찾고자 하는 자기와(독고민), 여행을 계속해야

하는 자기(독고준)의 의미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제는 자기가 예전에 살던 곳이며 자기가 누구인지며

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으므로 우선 역장의 굴레를 벗어나야 하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중략) 그는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으나 다만 한가지 자기가 어디

론가 가야 한다는 일, 그리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는 사실, 그 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그 길은 그의 목숨이라는 사실, 그 길로 빨리 가야지 이렇게 도중하차

를 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이라는 사실, 이런 모든 것은 확실하였다. 확실하
지 않은 것은 한가지뿐인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뿐이다.99)99)

여행하는 독고준과 여행 속에서 마주치는 다른 독고준들이 꿈과 기억을 통해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여행의 주체인 독고준은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그가 서

유를 떠나 계속 나아감으로써 다른 자기들의 존재와 마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여행하는 독고준은 상상 속 여행자100)100)이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들뢰즈가 말한 반복의 대자적 측면과 그의 근원적 주관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반복되는 대상 안에서 사물들의 상태 안에서는 아

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응시하는 정신 안에서는 어떤 차이, 새로운 어떤

것이 발생한다.101)101)다시 말해서 존재의 누층을 이루는 각각의 독고준이나 독고민

99) 장편 서유기, 194면.

100) 정대화는 여행자 독고준을 실제 인물이 아니라 실제 독고준의 상상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의 하나인 가상의 인물로 보고(정대화, 1998 최인훈의 서유기 연구 ,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90면) 정영훈도 그러한 해석을 이어받아, 길을 떠나는 독고준은 실

제 독고준으로부터 이름만을 위임받았고 실제 독고준과 다른 존재로 설명했다(정영훈,
2005, 앞의 논문, 467면).

101) 질 들뢰즈(김상환 옮김), 앞의 책, 170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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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독립적이지만 그것을 수축하여 종합하는 꿈꾸는 주체 혹은 서유하는 주

체의 차원에서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102)102)

이러한 존재의 누층성은 장편 서유기에서 ‘나’가 만나는 ‘(나들인)우리’의 관
계로 서사화 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자. 회색인의 후반부에서 독고준은 누구
인지 알 수 없는 유리 속 남자와 여러 번 마주한다. 그는 독고준의 그림자 혹은

다른 자아처럼 보인다. 장편 서유기에서는 독고준이 읽게 되는 노트를 통해
‘나’에 대한 탐구를 직접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우리 경험으로 보면 ‘나’의 뒤에는 또 하나의 ‘나’가 차디차게 도사리고 앉아 있다.

그 나를 붙잡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중략) 우리의 ‘나’란 이같이 움직이지 않

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저 보는 눈,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는 눈에 의하여 감시

되고 있다. (중략) 그것은 ‘나’의 궁극의 근거이면서 또 벌써 ‘나’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극한점이다. (중략) 우리는 이것을 붙잡으려고 피투성이의 자기 탐구라는

짝사랑을 한다.103)103)

위의 인용은 또 다른 독고준으로 보이는, 역장의 아들이 쓴 것이다. ‘나’를 영

원히 붙잡을 수 없는 근원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실존주의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본고의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에 끝없이

다가서고자 한다는 점에서 ‘서유기’ 여정과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근원

의 깊은 눈을 감기는 것을 비참한 업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104)104)설명하고

있으며, 위대한 책 ‘서유기’에 대한 분석으로 노트가 끝난다는 점에서도 그 연관

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독고준은 자신을 붙잡는 역장을 (다시) 떠나 W시로 향하는 여

정을 계속해 나간다. 이러한 여정에서 마주치는 다른 독고준들이 하나의 흐름으

로 연결되는 것은 앞장에서 분석했듯이, 기억과 감각-혹은 감각의 기억-을 통해

서이다. 도중에 등장하는 또 다른 독고준의 이야기는 독고준이 어느 날 구렁이

102) 그리고 이 텍스트를 읽는, 그리고 이 텍스트를 고고학 필름으로 해석해주기를 요청받고
있는 독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종합도 존재한다.

103) 장편 서유기, 243-245면.

104) 위의 책,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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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하고 그로 인해 가족들을 비롯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곤란을 겪는다는 점에

서 카프카의 변신 의 패러디이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가 어려워질수록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탐구하며 그로 인해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구렁이가 된 독고

준’은 여행을 계속했던 독고준과 다른 가족관계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구렁이가 된 후 다른 독고준의 꿈을 꾸고, 자기 속에서

다른 자기의 부스러기를 캐며 그를 그리워한다. 구렁이가 된 뒤에도 그의 발의

사마귀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존재의 양태가 변해도 공유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5)105)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자신과 만날 수 있으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 장편 서유기의 여정의 시초에 독고준은 신문에서 자기 사진이 실린 광고
를 본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 여름날에 우리가 더불어 받았던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우

리 자신을 찾기 위하여,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당신이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106)106)

그 여름날은 W시에서 유년 시절, 폭격 중에 그를 방공호로 이끌었던 누군지

모를 그녀의 품에서 의식을 잃었던 그 때를 말하는 것이다. 회색인에서 독고
준은 계속 그녀를 그리워하며 꿈꾼다. 서유기에서 그는 ‘그녀’가 자신을 찾기
위해 광고를 낸 것으로 생각하고 기쁨을 느낀다. 그리하여는 ‘그녀’를 만나는 것

이 자신의 생애의 의미라고 생각한다.107)107)이러한 목표의식은-떠난 손오공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삼장법사의 메시지와도 같이 작용하여-방해와 만류를 이겨내며

그를 계속 여행하게 했다. 그러나 고향 W시에 도착한 후, 비행기 뇌음과 함께

떨어진 종이에서 광고와 똑같은 메시지를 보고 그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 장면

은 여정 초와 똑같이 반복되어 서술되지만 광고의 발신자가 ‘그녀’가 아니라는

105) 박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대해 들뢰즈의 논의를 참고하여, 주체를 비인칭적이

고 전개체적인 ‘특이성들’들의 집합으로 되돌린 것으로 설명한 바 있어 주목된다(박진,
앞의 논문, 206면).

106) 장편 서유기, 14면.

107) 위의 책,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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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깨닫는 것으로 해석하면 결정적인 차이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여행을 통과한 후 ‘당신을 잘 아는 누군가’는 다른 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인제 분명하였다. ‘당신이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라구. 아무렴. 그는 너

무나 벅차서 눈을 지그시 감았다.108)108)

‘당신이 잘 아는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자신이다. 그녀의 품에 안겨 정신을

잃었던 방공호에서의 경험 자체가 자신만이 아는 감각적이고 성적인 죄의식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었다.109)109)그녀는 함께 있었지만 그와 같은 것을 느낀 것이 아

니기 때문에 그의 기억을 공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불어 받았던 계

시’는 타인과 공유될 수 없는 것이다.

회색인에서 유리 속의 남자를 보고 불안을 느끼던 독고준은 서유기의 ‘서
유’를 거쳐 그가-자신을 잘 아는-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색인에서 돈
키호테가 되기를 주저하는 독고준에게 그 남자는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길밖에

없다고 했었다.110)110)서유기에서 비로소 현실을 떠난 독고준은 자신을 초대한 것
은 그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정 초반에 논개가 붙잡을 때 그는 ‘그녀’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벗어난다. 그러나 여정이 이어지면서 그가 반복

되는 방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여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와 감

각이며, 그것은 당연히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찾고, 우리 자신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초대를

들은 내가 나를 찾아 나선 것이라는 의미로 확인된다. 이 때 만나게 되는 ‘나’는

앞서 말한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근원인 나”는 될 수 없다. 이 짝사랑은 이뤄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근원을 붙잡기 위해 ‘영원히 움직이는 나’

이다. 이는 베르그손과 들뢰즈를 참고하여 말하자면, 시간을 수축하며 종합하는

108) 위의 책, 324면.

109) 그것은 두려움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러나 찢어지는 쇠뭉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

운 살의 공포였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 리 없었다. 하늘과 땅을 울리는 폭음이 아니라 귀

를 막아도 들리는 더운 피의 흐름 소리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을 리 없
었다(회색인, 67면).

110) 회색인, 3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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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에 대해 인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회색인의 독고준은 ‘생활’의 차
원에서 무기력한 존재였으나 그를 벗어나는 ‘순간’에 대해 알았고, 장편 서유기
의 독고준은 ‘영원히 움직이는’ 실천력이 잠재해 있는 나와 마주하게 되며 이것

이 그가 찾은 ‘금화’이자 경전일 것이다.

회색인의 결말에서 독고준은 이유정의 방에 들어선다. 그리고 서유기의
시작에서 그 방을 나온 독고준은, ‘서유’를 거쳐 마침내 ‘그 여름’에 도착했다고

생각하여 문을 열었는데 그 곳은 다시 자신의 방이었다. 이러한 결말은 결국 자

기만의 밀실에 감금된111)111)것이라거나, 끝내 여행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해

석되어왔다.112)112)그러나 그것은 독고준의 방문일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

이 본고의 해석이다. 그가 ‘서유’를 한 곳은 자신의 존재 이면에 잠재되어 있던

자신의 과거 시간이었고 그를 통해 자신을 부른 것 또한 자신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유기를 기존 기억에
대한 탈영토화하는 작업으로 (회색인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한 설혜경 또한 자
신의 방문을 여는 것을 모든 왜곡이 깨진 후 원점으로 돌아온 것으로 해석하였

다.113)113)그러나 같은 곳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는 뒷손으로 문을 닫고 자기 침대에 가 걸터앉았다. 나는 무엇인가를 어겼다고

그는 취한 머릿속에서 생각했다. 누군가를 배신했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이유정은

자기가 들어간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온몸이 모닥불이 된 것처럼 부끄러웠다.

나는 왜 그 방에서, 문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섰다가 그대로 물러나왔는가? 그는 일

어서서 창문 앞에 섰다. 지척지척 내리는 무거운 비. 독고준은 그 흠씬 젖어 있을 보

이지 않는 밤을 유리창 너머로 내다보았다.114)114)

독고준은 이처럼 여정의 처음과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반복하여 느낀다. 여기

111) 송재영, 1977 분단 시대의 문학적 방법 최인훈 전집3 서유기, 문학과지성사, 363면.
112) 욕망은 영원히 대상을 얻을 수 없다는 해석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점

을 강조하고자 한다(구재진, 2004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기억하기’와 탈식민성: 서유
기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15, 394면).

113) 설혜경, 앞의 논문, 159면.

114) 장편 서유기, 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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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카프카의 세계가 패러디되었다. 소송의 마지막에서 K는 처형되어 죽음
에 이르는 순간에 “개 같다!”고 말하고 서술자는 “치욕은 그보다 더 오래 살아

남을 것 같았다”고115)115)덧붙인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르다. K는 죽었고 그의 치

욕은 남을 것이지만, 독고준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김인호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이유정의 방을 기웃거리고 방공호 어둠

속에서 그녀를 ‘여인’으로 느꼈던 데서 기인한 부끄러움으로 보았다. 그렇기에

기억 속 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핵심적 문제에 접근하여 정체성을 회복할 가능성

이 많아진 것으로 설명하였다.116)116)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그녀’에 대한 죄책감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

의 정체성을 회복할 가능성은 자신의 존재의 누층성과 잠재성을 인식한 ‘서유’를

통해 커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그가 기댈 것은 이유정이라는 타인이 아니

라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타인들의 법정에서 죄인이 된 부끄러움

이었지만, ‘서유’ 여정을 통과한 그가 느끼는 ‘부끄러움’은 다른 차원이다. ‘서유’

를 지속하게 한 광고의 발신인이 자신인줄 모르고 타인인 이유정에게 기대를 걸

었던 것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배신이며 그로 인해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유정의 방을 나와 보이지 않는 밤을 유리창 너머로 내

다본다. 이유정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는 서유기의 결
말은 ‘서유’의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하여 독고준은 유리창 너머-‘현

재’ ‘여기’에서도 서유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끝없는 반복 구조는 정신분석학을 통해서도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는 것 자체에 주목한

다.117)117)그러나 본고에서는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반복이 가진 잠재성에 주목하

115) 프란츠 카프카(김재혁 옮김), 앞의 책, 295면.

116) 김인호, 2005 기억의 확장과 서사적 진실: 최인훈 소설 서유기 와 화두 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0, 152면.
117) 최현희는 구운몽의 반복에 대해 자동적으로 이뤄지던 반복이 능동적으로, 또 반성적

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바뀐 것이며, 주체는 반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다만 한 순
간 자신의 모색이 반복으로 채워진 무의미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에서 의미를 가

진다고 설명했다(최현희, 2007 반복의 자동성을 넘어서: 최인훈의 구운몽과 정신분
석학적 문학 비평의 모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4, 4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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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다. 또한 최인훈의 텍스트가 한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역사라는 누층의 시간을 탐사하고자 한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

러 밝히고자 했는데 이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벤야민이 역사적 경험과 인식의 계기를 얻기 위해 유년시절에 대한 이미지를

포착한118)118)것처럼 최인훈의 서유기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독고준 혼자가
아니다. 이는 ‘서유기’의 구원이 삼장 개인의 힘으로 달성될 수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장편 서유기에서 독고준이 나의 근원에 끝내 다가설 수 없지만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것은, 중편과 오승은의 서유기에서 경전을 얻기 위해 계속 나아가는
것과 대응된다. 그런데 이 길은 혼자서는 갈 수 없다. 오승은의 서유기에서 인
물들은 여러 번의 생을 살며, 그 각각의 생애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각 세계에서의 인연 또한 다른 세계에서도 유사하게 이어진다. 이렇게 ‘서유기’

의 세계와의 비교를 통해 ‘회색인’의 ‘서유’의 목적이 근대적 개인의 에고 찾기와

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텍스트들에서 꿈꾸거나 여행하는

주체가 왜 끊임없이 타인들과 마주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인지를 이

해할 수 있게 된다. 아래 인용에서 그러한 세계가 잘 드러난다.

“너희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 스님(삼장법사, 인용자)은 금선자金蟬子가 환생한

분으로, 서천의 성스러우신 여래불의 둘째 제자니라. 나와 그분은 오백 년 전에 우란

분회盂蘭分會에서 알게 됐는데, 그분이 나(진원대선, 인용자)한테 직접 차를 대접해
주었단다. 불제자가 나에게 차를 대접했고, 바로 이 연고로 친구가 된 것이란다.”119)119)

이러한 인연의 반복은 구운몽의 독고민과 숙의 관계에서도 확인되며 이는
김만중의 원작에서도 동일하다고 하겠다. 인연은 ‘서유’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

다. 손오공 없이 삼장법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었고, 삼장법사 없이 손오공

은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서유’는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다. 각

118) 윤미애, 유년시절에 대한 기억을 ‘역사적 경험’의 차원으로 [발터 벤야민(윤미애 옮
김), 앞의 책, 9면].

119) 오승은, 서유기 2권,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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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자리에서 할 몫이 있다. 오승은의 작품의 결말에서 부처는 삼장법사 일행

(삼장법사, 손오공, 저오능, 사오정, 백마) 한 명 한 명의 이력을 훑고 직책을 수

여한다. 그들이 걸어온 길이 그들을 해탈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최인훈의 두 ‘서유기’에서 인물들은 어떠한 만남을 가지는가. 삼장법

사에게는 일행뿐만 아니라 방해꾼이 있는 것처럼, 최인훈의 ‘서유기’에도 가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가 마주친다.120)120)오승은과 최인훈의 중편 ‘서유기’ 도상에서 만

나는 자들은 선의로든 악의로든 여행하는 자를 붙잡아 머물게 하려고 한다. 이

들은 서유하는 자들을 붙잡아 자신의 구원을 꾀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자네(독고준, 인용자)를 만나야 우리(역장과 역무원들, 인용자)는 옳은 귀신이 될

수 있단 말일세. 나와 내 부하들의 업(業)을 건지려면 자네는 세상에 나가서 더러워

지고, 슬픔으로 살찌고, 외로움으로 뼈가 굵어야 했거든. (중략) 우리는 그러면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풀려서, 우리를 풀어주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게.121)121)

독고준이 기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막고자 역장과 역무원들이 설득하는 부분

이다. 구운몽에서 독고민을 쫓음으로 그를 움직이게 한 사람들도 이런 맥락에
있다.

붙잡으려는 이들은 오히려 독고민과 독고준을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중편 서유기 와 오승은의 작품에서 삼장법사 일행은 자신들을 붙

잡아 놓으려는 여러 사람들과 요괴들을 만난다. 때로는 이들의 유혹에 지체되기

도 하지만 손오공은 자신들이 계속 가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장편 서유기
의 독고준도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해자들은 2장에서 요괴의 껍질벗기 모티프를 통해 분석한 것처럼,

죽으면 정체를 드러내거나, 정체가 드러나면 사라진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오승

은의 작품 속 인물들은 적과 마주하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이 가진 무

120) 오승은의 서유기에서는 일행이 초월자의 도움을 받지만 근대인인 독고준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여로를 혼자 진행한다는 평가도 있으나(설혜원, 앞의 논문, 138면) 최인훈의
‘서유기’에서도 모든인물들은각자의역할을 통해독고준의서유에서의미를만들어낸다.

121) 장편 서유기,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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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무엇인지를 구구절절 밝힌다. 그리고 주요 인물의 내력이 작품 속에서 여

러 번 반복하여 소개된다. 뿐만 아니라 요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요괴가 누

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힘이 센 요괴들은 천상의 인물이거나 사물이 지상으로

내려온 경우인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122)122)또한 손오공은 그 요괴의 무기-천상에서 주인 혹은 자신이 사용했던

것이 변한 것-를 단서로 그 요괴의 정체를 알아내서 물리칠 수 있게 된다.

오승은의 서유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방해자들을 처치하는 것이
며, 그러한 반복이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인훈의 장편 서유기에서 독고
준의 길을 늦추는 인물들 중에는 주지하다시피 역사적인 실존 인물들도 포함되

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과의 반복된 만남이 주체와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마지막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사구조와 인물들 간의 관계 설정이 유사한 카프카의 소설들과 먼

저 비교해보도록 하자. 카프카의 소송과 성에서 K가 만나는 인물들은 그가
무언가 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방해하기도 하고 그저 머무르도록 설득하고자 애

를 쓴다.123)123)특히 소송과 성의 관료들과 조수들, 권력의 하부와 결탁하고 있
으면서 K를 유혹하고자 하는 여성 인물들은 최인훈의 서유기에 등장하는 인
물들과 흡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카프카의 소송에서 K에게 죄인이며 피고라
는 상황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던 인물들은 구운몽에서 독고준을 선생, 사장,
반란수괴 등으로 불렀던 이들과 닮았고, 성에서 K가 성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

122) 이런 장면이 무수하게 반복되는데 한 예로 다음 인용을 보자. “보타암에 과서 관음보살
님을 뵙고 여쭤봐야겠다. 이 요괴는 어디 출신이고 이름은 무엇이냐고 말이야. 그놈의

할애비를 찾아 그놈 가족을 잡고 이웃들을 여기로 데려와서 요괴를 붙잡고 사부님을 구

해야겠다”(오승은, 서유기 5권, 280면); “겨우 변신술을 써 벗어나려고 하는데, 또 탁탑
천왕이 요괴를 비추는 거울인 조요경照妖鏡으로 본모습을 비추자, 꼼짝도 못하게 되어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오승은, 서유기 7권, 49면).

123)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이 법정에 맞서 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당신의 죄를 인

정하세요.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죄를 인정하세요. 그래야만 빠져나갈 방도가 생겨

요”(135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다”(152
면). 레니가 K를 회유하며 자신의 도움을 받기를 권하는 장면과 피고인들이 소송 과정

에서 뭔가 개선하기 위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비판하는 부분이다[프란츠 카

프카(김재혁 옮김),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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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인물들은 서유기에서 독고준이 만나는 여러 존재와 닮았으며 그들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카프카의 소설과 최인훈의 소설 속에서 이들의 관계는 다르게 풀려나

간다. 이는 특히 구운몽에 포함된 4.19의 서사화와 서유기에 등장하는 역사
적 인물들의 존재로 인한 것이다. “침묵해 버리고 만 목소리의 한가락 반향”을

듣고, “느닷없이 나타나는 과거의 이미지를 꼭 붙잡는 것”이124)124)역사가의 임무라

고 강조한 벤야민의 언급을 떠올릴 때 최인훈의 텍스트에서 꿈꾸거나 여행하는

자가 마주치는 목소리와 이야기들은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125)125)

그러한 맥락에서, 오승은의 작품에서 방해자들은 정체가 노출되면 자신의 자

리로 돌아가며 사라지는 데 반해 최인훈의 서유기에서는 그들이 자신의 목소
리를 냄으로써 묻힌 과거의 역사 속에서 되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략) 네, 저를 구해주세요, 어둡고 괴로운 이 마굴에서 저를 풀어주세요.” 그녀

(논개, 인용자)의 화사하고 어글어글한 눈에서 눈물이 솟아올라 풍성한 뺨을 타고

툭 굴러내렸다. 독고준은 가슴이 막혀서 무어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126)126)

위의 인용은 몇 백년 동안 일본 헌병들에게 고문받고 있던 논개가 자신을 데

리고 나가달라고 애원하는 부분인데 독고준은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 여

름’으로 가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이러한 논개의 태도는, 오승은의 서유기
에서 여자 요괴들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며 삼장법사의 연민을 불러일

으켜 그를 붙잡아두고자 한 것이나 카프카의 소설에서 K를 유혹하여 자신의 영

124) 발터 벤야민(반성완 옮김), 앞의 책, 344․346면.

125) 작가는 이러한 인물들이 사상을 의인화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고(최인훈, 1989 원시

인이 되기 위한문명한 의식에서 길에 관한 명상, 청하, 37면), 그에 따라 독고준이
마주치는 다른 인물들이 독고준의 관념(설혜원, 앞의 논문), 혹은 읽은 텍스트를 의인화
한다는 것도(정영훈, 2005 앞의 논문) 일리가 있다. 그러나 ‘서유기’의 구도 여정이 혼자

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참고할 때 이 인물들 모두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어울리며 이들 모두의 역할이 있다는 점에서 과거를 구원하고자
하는 벤야민의 역사철학과도 더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126) 장편 서유기, 49-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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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아래 두려는 여성 인물들의 태도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 요괴의 사연은 현혹

되지 말아야 할 거짓이며, 카프카의 소설 속 여성들이 K를 실패하게 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는 데 비해, 최인훈의 장편 서유기에서는 과거 속에 묻혀있던 논
개가 독고준을 만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이렇듯 과거의 실존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은 최인훈의 서유기에 대한 연
구에서 주목받아 온 특징 중 하나이다. 이를 역사를 소환하는 것으로 보고 현재

의 문제를 환기하며 비판하기 위한 전략으로127)127)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

재를 판단하기 위해 불러오는 것이라면 이들과 관련하여 이미 검증된 역사적 자

료를 가지고 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독고준의 서유기에서 이들이 새

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왜장을 안고 죽음으로써 영광

스런 존재가 된 논개가 일본에 의해 여전히 고문받고 있고, 민족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가룟 유다와 더 가까워 보이는 이광수가 예수의 행동과 목소리를 패러디

하고128)128)있으며, 사학자의 요청으로 함께 인터뷰 자리에 나온 이순신과 원균의

해당 장면에서 원균은 말이 없다. 이들은 현재를 에둘러 말하기 위해 소환된 과

거라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가 진실인지 질문하게 하고 과거 그 자체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역할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최인훈이 이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인훈

의 작품 속에서 자신과 역사에 대한 탐색이라는 두 흐름이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는 선행 연구들을 먼저 확인해보겠다.

이경림은 회색인에 대한 논의에서, 독고준이 픽션의 인물을 통해 자기를 정립

127) 이러한 인식에서 장성규는(장성규, 앞의 논문) 이광수나 논개 등을 통해 과거의 내셔널
리즘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해석하였고, 서은주의 연구에서는, 이광수를 탈정치,

탈역사 지향한 당시의 문학주의를 경계하는 것, 이순신을 통해 5.16 비판하거나 혹은 혁

명에 회의적인 작가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분석하였다(서은주, 2010 소환되는 역사와
혁명의 기억: 최인훈과 이병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0, 161-162면).

128) 자신에 대해 변명을 대신해주는 헌병의 말을 들으며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만 쓰고 있
다가 헌병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한 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은 간음

한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 앞에서의 예수의 행동을 패러디한 것으로 볼 수 있다(장편 서

유기, 192․196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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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하는 동시에 텍스트 바깥의 자기를 구성하려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129)129)구

재진은 독고준 개인의 실존적 기억하기 형식 속에서 역사적 기억하기가 이루어

지며 이 둘 모두 ‘정체성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라고 평가하였다.130)130)‘기억’을 키

워드로 본 설혜경의 논문에서도 회색인과 서유기를 기억의 회복을 통한 자
아 찾기의 과정이며 그 문제의식을 민족의 역사적 기억이라는 자장에까지 확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강조하였다.131)131)조선희는, 오승은의 서유기가 앞을

향해 전진하는 데 반해 최인훈의 세계는 과거로 회귀이며 개인사적 여행과 민족

사적 여행에 대한 이중 회귀라고 보았다.132)132)

이에 대해 탈식민적 기억하기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한국의 식민지 체험에 대한 근원 탐구로 보거나133)133)식민화의 폭력을 드러내는

한편 적대적 과거를 친숙하게 만들어 궁극적 화해를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했

다.134)134)그러나 이 텍스트들이 식민지 시기보다 더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과거가 극복의 대상이라기보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다시 벤야

민의 역사철학을 참고하고자 한다. 벤야민은 ‘회억’을 통해 과거의 목소리를 듣

고 그를 구원해야 한다는 것과, 역사적 유물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의 순

간에 역사적 주체에 예기치 않게 느닷없이 나타나는 과거의 이미지를 꼭 붙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135)135)

이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과거가 독고준의 기억 속에서 흘러나와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중편 서유기 를 함께 보자.

129) 이경림, 2014 서사의 창조에 의한 자기 정위의 원칙: 최인훈의 회색인론 한국현대
문학연구 42, 319면.

130) 구재진, 2004 앞의 논문.

131) 설혜경, 앞의 논문, 141면.

132)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회귀의 배경이 문제가 과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업사상

의 관점이라고 설명하는데(조선희, 앞의 논문, 197면), 과거와 현재가 단선적인 선후 관
계를 이루지 않고 중층적이라는 점에서 이보다는 서유기 속 세계의 윤회나 본고에서 참

고한 베르그손과 벤야민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인식과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133) 구재진, 2004 앞의 논문, 390면.

134) 김정화, 2002 최인훈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1면.

135) 발터 벤야민(반성완 옮김), 앞의 책 역사철학테제 , 344-346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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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 대해 작가는, ‘소설로 쓴 소설론’이라고 하면서 자기 문제를 풀기 위

해 분신을 만들어내는 손오공이 소설가와 닮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설의 주인공에 대해서 그것이 작가의 분신이라는 말을 한다. 손오공도 자기 문

제를 풀기 위해서 분신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서로 닮은 일을 하고 있다. 다르다면

손오공은 현실에서 그렇게 하고 소설가는 상상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점이다. 손오
공의 작자는 자기가 하는 일의 거울로서 손오공을 창조한 것이다. 서유기 는 소설

로 쓴 소설론이다.136)136)

유년시절 독고준의 토론회 원고에 등장했던 이순신과 논개가137)137)W시로 가는

독고준을 만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기억 속에 있었던 움직이는 배와 구더기

산도 책 속 이야기가 되어 살아난다.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되살린다는 점에서

소설가 최인훈의 ‘신외신(身外身)법’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회색인’의 ‘서유기’로 볼 수 있는 구운몽과 서유기를 통해 소설
가 최인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서유하는 인물이 만나는 존재들이 역사 속

에서 되살아나고 과거가 목소리를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름에 ‘한국’이

나 ‘조선’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문인들, 사업가들, 무용수들, 혁명군 등의

집단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던 구운몽과 실존했던 개인들을 불러와 그들의 목소
리를 발굴하고 있는 서유기 모두 한국 화석을 보여주는 필름으로 호명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개인의 분신들을 되살려 역사를 구원하고자 한 최인훈의 작가 의

식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텍스트들에는 조선부터 4.19까지의 시간이 흐르

고 있다. 그것을 누층을 이루는 하나의 기억으로 인식할 때 그 기억은 역사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잠재성을 지닐 수 있게 되고, 그 시간 안에 망각되어 있던

개별 사건들을 이야기화 하는 ‘신외신법’은 벤야민이 논의한 역사 구원의 한 방

136) 중편 서유기, 262면. 이 언급은 작품 속 내용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전집 9권
서유기 의 소설 시작 전에 편집되어 실려 있다.

137) 조선 인민은 침략자들과 용감히 싸워온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이순신 장군, 논개와 같은 슬기로운 인민의 아들딸들을 선두로 용맹스런 항쟁 끝에 우

리는 승리했습니다(장편 서유기 231면). 자신은 썩 잘했다고 생각한 이 토론으로 지도

원 선생은 그에게 자아비판을 요구하여 이는 그에게 큰 트라우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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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통할 수 있을 것이다.138)138)

구운몽에 등장하는 여러 독고민 중 한 명은 병원 앞 벤치에서 동사자로 발
견된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몰라줘도 좋아. 우리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저

가는 거야”라고 말한 후 돌아오지 못한, 4월에 잃은 아들과 꼭 닮았다고 간호부

장은 생각한다. 알지 못한 채 달려가다가 죽음에 이른 이 존재는 완강하게 앉아

있는 자세를 하고 있다.139)139)장편 서유기에서도 저마다 목소리를 내는 다른 인
물들과 달리 ‘조봉암’은 해골처럼 수척한 채 죽은 상태로 기차에 앉아있다.140)140)

이들은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독고민과 독고준과 같은 ‘회색인’들이 자신의 과거를 ‘서유’하면서 망각되어

있던 자신의 지난날과 다른 삶, 또한 논개와 이순신과 이광수와 같은 먼 과거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4.19와 조봉암과 같이 깊이 묻히지 못한 당시의 시점

또한 하나의 사건으로 자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미래를 기다릴 수 있게 된

다.141)141)그것이 바로 최인훈이 이 텍스트들의 가장 바깥에 해독을 기다리는 ‘한국

화석’이라는 점을 명시해 놓은 이유라는 점을 강조하며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

겠다.

138) 벤야민이 카프카에 대해 논의하면서 언급한 ‘진리의 서사적 측면(the epic side of truth)’

과 비교하면 최인훈의 창작 방법론이 역사철학적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의 논의를 할 예정이다.
‘진리의 서사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다음 참고. 벤야민이 보기에 카프카의 우화들은 예

술작품과 해석행위 간의 변증법적 관계, 또는 구체적인 역사적 전통과 (잃어버린)일관

된 진리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예시하는 것이다. 카프카의 우화들은 의미를 설명하거
나 탈역사적 혹은 초월적 진리를 설파하는 대신 진리의 “보전성” 자체에 천착한다. 그

결과 역사적 산물로서의 진리가 갖는 시간성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그 구체적 역사성에

서 생성된 고유위 지혜-벤야민이 “진리의 서사적 측면(the epic side of truth)”이라고
부르는-를 세계 역사의 인류 보편적 경험에 덧붙이게 된다(황정현, 2012 “실패”의 미

학: 프란츠 카프카의 (반)우화와 발터 벤야민 인문학연구 17, 216면).
139) 구운몽, 347-350면 참고.

140) 장편 서유기, 170면.

141) 이런 점에서 구운몽에 대해 “역사의 지층 속에 갇혀 화석으로 굳어진 4.19로부터 익
명적이고 순수한 혁명의 에너지를 되살려냄으로써 언젠가 다시 발생할 또 다른 혁명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 박진의 논의는 시사점을 준다(박진, 앞의 논문,

212면).



306·한국문화 74

5. 결론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최인훈의 소설 중에서 ‘기억’과 ‘반복’을 통해 과거 그

자체가 가진 잠재성에 대해 탐색하고 있는 텍스트들을 ‘회색인’의 ‘서유기’라는

하나의 주제로 읽어내고자 했다. 회색인에서 ‘회색인’의 존재가 가지는 잠재성
의 일단을 보여주었다면 그 존재가 과거를 탐사하는 ‘서유’의 기록이 구운몽과
장편 서유기에서 펼쳐진다. 또한 그동안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던 중편 서유

기 와 그 바탕을 이루는 오승은의 원작을 함께 참고하여 새로운 존재와 시간에

대한 인식이 자아와 역사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일방향적인 시간관을 탈피하고자 했던 베르그손과 들뢰즈의 ‘과거’

에 대한 인식과 ‘기억’ 개념을 통해 새로운 차이를 생성해내는 잠재성의 개념을

참고하였다. 또한 다른 면에서 과거와 ‘회억’에 주목한 벤야민의 역사철학적 인

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최인훈은 회색인을 통해 ‘회색인’이라는 존재를 현실의 틀 안에서 보여주었
다. 그러나 그 존재는 단순히 무기력한 외부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아닌 다른 곳을 지향함으로써 ‘서유’를 떠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존재이다. 구
운몽에서 거듭하여 꿈을 꾸고, 서유기에서 서유를 떠나는 것은 이들이 ‘회색’
의 자아이기 때문인데 이는 벤야민의 ‘문지방 영역’ 개념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이들은 현실의 힘에 의해 ‘희생양’이 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과거로 떠

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텍스트들에서 ‘과거’는 누층적으로 쌓이며 매 순간 현재와 닿아 있다. 과거

로의 ‘서유’는 기억을 반복하는 것을 동력으로 삼아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새로

운 의미가 생성되고 그것은 또 ‘과거’이자 ‘기억’의 일부가 된다. 그를 통해 자기

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은 근대주의적 개인이 아니라

자신이 망각하고 있었던 과거의 존재를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자신이며, 인류

전체의 기억의 두께라는 큰 흐름 속에 있는 자신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위해서 ‘영원히 움직이는 나’의 ‘서유’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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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며 그 과정에서 여러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해탈이자 구원을 꿈꾼다는 점에

서 ‘서유기’의 세계와 연결된다는 점도 주목하고자 했다.

최인훈의 ‘서유기’를 보여주는 구운몽과 장편 서유기의 세계에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중에는 역사적 실존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

다. ‘서유’하는 인물과 마주치는 존재들이 역사 속에서 되살아나고 과거가 목소

리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벤야민이 강조한 역사가의 임무를 연상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구운몽과 장편 서유기는 ‘한국’, ‘조선’이라는 이름을 붙인 고고학적
필름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주목한 ‘반복’은 한 텍스트 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사이를 거쳐 최인훈 문학 전체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평가

해야 한다. 발 내디딜 곳을 찾지 못했던 광장과 진정한 여정에 오르지 못했던
회색인을 거쳐 새로운 시간과 장소를 살아가는 구운몽, 서유기로 이어진
최인훈의 ‘신외신법’은 마지막 작품인 화두에서까지 ‘기억’의 변주로 지속되고
있다. 이는 작품들 사이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학사에 대한 인식

을 ‘기억’이란 키워드를 통해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주제어 : 기억, 반복, 회색인, 서유기, 앙리 베르그손, 발터 벤야민

투고일(2016. 2. 6), 심사시작일(2016. 2. 15), 심사완료일(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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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the meaning of “memory” and “repetition” in the novels 

of Choi In-hoon 
- Focusing on Guwoonmong, Hoisaekin, Seoyugi, Seoyugi -
 142)

Nam Eunhye*

This thesis makes an analysis using intertexts Guwoonmong, Hoisaekin, Seoyugi
and Seoyugi that explore the underlying presence of the past through “memory” and 

“repetition” in the novels of Choi In-hoon. For this, the paper refers to Henri Bergson’s 

perception of the “past” and “memory”, which departs from a one-sided conception of 

time, and the closely associated concept of repetition highlighted by Gilles Deleuze. This 

paper also refers to Walter Benjamin’s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Geschichtsphilosophie) that seeks to save the past through remembrance (Eingedenken). 

 Choi In-hoon illustrated the existence of a “grey man” in everyday life through his 

writing in Hoisaekin. However, examining intertexts Guwoonmong and Seoyugi
reveals that the “grey man” possesses the potential to be more than a lethargic outsider 

but someone who can set off and “Journey to the West” toward the past. 

In these texts, the “past” is portrayed in a multilayered structure and goes together 

with the present. The “Journey to the West” toward the past is a repetition of memories, 

and this repetition creates new significance. One of the newly found meanings is 

discovering one’s true self. The “Journey to the West” to embrace one’s roots reveals 

the multilayered nature of existence. 

Furthermore, the “grey man” encounters characters seeking to be saved in his 

“Journey to the West” and among them are real-life historical figures. The past gains a 

voice as these characters come to life in history, and in this regard, the theme is also 

connected to Benjamin’s view that underscores the duty of historians to save the past. 

* Doctor course completi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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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is end, Choi In-hoon’s novels deserve a more active assessment for their 

significance in seeking to explore and uncover Korean archaeological writing.    

Key Words : memory, repetition, grey man, Journey to the West, Henri Bergson, 
Walter Benja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