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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

1970년대의 작가들에게 ‘가난’은 한국전쟁의 체험을 통해 작가적 탐구 없이도 직·간

접적인 기억과 경험으로 각인되어있는 경험이다. 박완서나 황석영처럼 ‘가난’이 한국사

적 운명 속에서 유년기부터 지속적으로 체험된 경우나 윤흥길처럼 개인사적인 이력에

의해 ‘가난’을 체험한 경우를 포함해 이문구처럼 6․25의 이데올로기적 정황 속에서

집안의 몰락을 통해 ‘가난’을 체험하게 된 경우 등 작가들 대부분은 ‘가난’의 고통에 대

한 직․간접적 기억 및 그에 따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몇몇 작가들이

이력에서 밝히고 있듯이 ‘가난’은 단지 기억의 형태로서만이 아니라 70년대 현재적 시

점에서도 대부분의 작가들에게 지속적인 일상으로 존재했다. 그런 점에서 70년대 작

가들을 통치성의 ‘경계적 주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즉 1970년대 작가들은 주류

적 삶과 타자적 삶의 경계에 스스로를 위치시킴으로써 그 경계 내부와 외부에 시선을

던지는 정치적․감성적 주체들이었으며, 그것은 그들이 ‘가난’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시각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 연구는 산업화의 삶을 분할하는 내부로써 ‘가난’ 및 ‘가난’이 산출하는 감정에 주

목한 점을 1970년대 소설이 지닌 정치성의 핵심이라고 파악하고, 개발이데올로기가

내세운 통치술에 대응하면서 당대 작가들이 구조화해 낸 ‘가난정동’의 의미를 탐색한

다. 이 연구는 특히 ‘가난’을 ‘빈곤’과는 다른 인식론적 지위와 문화사적 위상을 갖는

용어로 이해한다. ‘가난’은 ‘배고픔’의 ‘공통감각’이자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가 개

인의 삶에 끼친 파토스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경제/사회학적 용어인 ‘빈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가난정동’이란 따라서 유독 빈자만이 아니라 산업화 시기의 ‘사회적 유동성’

을 전제로 탄생하는 ‘가난’의 여러 얼굴들과 두루 관련된다.

1970년대의 ‘가난정동’은 ‘동원’을 가능하게 했던 ‘가난공동체’ 감각의 느슨함 속에서

개인의 삶이 보다 강력하게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지배를 받는 환경과 관련한다. ‘가난

정동’은 당대 독서대중을 수기와 논픽션 등 대중적 글쓰기 장의 주체로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가난정동’은 노동자의 글쓰기로 특화되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역할이 컸으며, ‘가난정동’을 단지 대중적인 파토스의 유행현상으로 만들지

않고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갖는 계기로 만들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입지를 다

짐으로써 대중소비 사회를 하루빨리 조성하고자 했던 개발독재의 통치성은 속물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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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산시켰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 가난’과 관련한 ‘가난정동’의 확산을 가져왔다.

1970년대 문학장은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가난정동’의 사회적 표상을 교정하는

데 기여했다. 1970년대 문학장은 1960년대와 달리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민중주의적

감성의 헤게모니 아래 조성되고 있었다. 1970년대 문학장에서 ‘민중주의’는 협소한 의

미에서 몇몇 작가들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불평등과 소외계층의 ‘가난’에

대한 당대 작가들의 대거한 ‘정동적 참여’를 뜻하는 보다 광범위한 ‘경향’의 문제였다.

실상 백낙청의 시민문학론 을 위시한 민족주의 민중문학론 계열의 비평작업들은 비

록 노동계급을 조명하기는 했으나 계급인식을 뚜렷이 드러내면서 전개된 것이 아니었

다. 이에 비해 1970년대 작가들은 도시빈민과 노동자, 창녀와 같은 하층민의 고통을

‘가난정동’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전형성’에 갇혀 있던 민중주의의 창작

방법론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시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나갔던 백낙청의 비평적 관점이 ‘민중’

을 전유하여 공동체의 윤리적 모색을 요구하는 문제로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가난정동’은 1970년대 작품을 통해 사회구성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의 심급으로 심화되

었다. 윤흥길의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연작이나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작에 대한 대중의 호응을 통해 알 수 있듯 당대 독서대중의 의식은 ‘민중’
과 ‘시민’의 교합적인 정체성에 대한 문화적 헤게모니에 동의하고 있었다.

2장은 문학장 외부와 내부에서 ‘가난정동’의 역할과 양상을 다룬다. 문학장 내부에

서 ‘가난정동’은 ‘시민’의 윤리적인 감성의 척도로써 민중주의의 감성적 계보를 형성하

는 데 기여했다. ‘가난’은 반공주의 검열의 대상이자 감정정치의 ‘장치’로서 동원된 한

편 민중주의 진영의 인간주의 담론과 결합하여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확산시켰다. 이

두 가지 맥락이 수기와 논픽션의 ‘가난정동’을 통해 드러난다.

3장은 ‘70년대적 장르’로 명명할 수 있는 도시하층민의 일상을 다룬 서사들이 ‘공동

체’의 존재론적인 구성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을 논한다. 도시하층민은 전적

으로 통치성의 지배력 아래 수동적으로 놓인 채로 생존의 불안, 배고픔의 고통, 소외

된 자의 외로움, '희망-공포'의 감정 축을 경험한다. 이들은 공중위생의 관리체계에서

배제의 논리에 적용을 받으며 살아가는 좀도둑, 부랑자, 거지, 불구자, 고아, 창녀 등

으로 형상화된다. 1970년대 소설은 이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난정동’을 부각함으로써

실존적 존재의 비참한 실상을 제시한다. 하층민의 ‘가난정동’에서 통치성의 ‘품행’은 이

들 하층민의 ‘대항품행’을 통해 거부되고 비판된다.

4장은 ‘가난정동’이 타계급간의 우애와 이해를 통한 공동체의 윤리로서 하나의 사회

적 차원에 이르고 있음을 그리는 서사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 소설들에서 도시 하층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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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드시 무지한 자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며,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한 ‘시민’들이 공

중위생의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겪게 되는 ‘가난정동’이 통치성에 저항하는 한 방식임을

드러낸다. 윤흥길이 ‘우애’를 공동체의 윤리적인 차원으로 형상화하고 황석영이 ‘연대’

로 나아간 것처럼 ‘가난정동’을 통해 공감을 ‘이행’하는 것이 진정한 윤리적 실천임을

보여준다면, 조세희는 노동자나 하층민의 사회적 봉기가 결코 경제적인 궁핍과 곤경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 외화일 수 없음을 제시함으로써 속류 궁핍화론을 넘어서서 ‘가난

정동’의 윤리적 저항성을 보여준다.

5장은 중산층 귀속의식에 대한 욕망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난정동’이 생산하는 감

정들을 다룬다. 1970년대 소설에서 ‘속물’은 소비사회의 통치성인 스노보크라시가 탄생

시킨 ‘중산층 속물’이라는 계급의 문제로 부각된다. 신흥중산층의 계급적인 확대는 당대

사회에서 이들의 감정구조가 차지하는 헤게모니를 의미하지만 그것이 ‘시민의식’을 추

동할 윤리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데서 윤리적 고통이 탄생한다. ‘가난’에 대한 중

산층의 태도를 재현하는 작업에서 잔혹성이 요구된다는 점은 속물지배에 대한 작가의

의식적 고통을 보여주는바 ‘부끄러움’은 1970년대 한국 소설이 생산해낸 고유의 도덕

감정으로서 ‘상대적 가난’에 대한 도덕감정이자 한국전쟁에서 기원한 ‘시대적인 가난’에

대한 성찰기제이다. ‘가난정동’에 내재된 고통과 성찰을 통해 윤리적 판단에 다다르기

위한 노력을 본고는 ‘감정의 도덕’이라고 명명했다.

핵심어: 1970년대 소설, 가난, 가난정동, 통치성, 품행, 대항품행, 민중주의, 70년

대적 전향, 감정정치, 가난정동의 검열, 도덕감정, 시민, 소시민, 하층민, 속물, 중

산층 속물



- iv -

목 차

 ▶국문초록

  제 1장 서론........................................................................................................1  

    1.1 문제 제기 ...................................................................................................1  

    1.2 연구사 검토 및 연구의 시각.......................................................................9  

  제 2장 빈곤의 통치성과 ‘가난’의 감정문화.................................................25  

    2.1 ‘가난정동’의 검열과 민중주의의 감성적 계보...........................................25  

    2.2 ‘가난’극복과 ‘연민록錄’의 확산: 품행과 대항품행......................................40  

 

  제 3장 개발과 감정정치..................................................................................51  

    3.1 통치성의 안과 바깥, ‘변두리 시민’의 선량함과 악함................................51  

    3.2 ‘모범적인 창녀․시민’의 슬픔과 모독.............................................................77  

  제 4장 공동투쟁의 서사화와 ‘연대’의 의미................................................ 98  

    4.1 시민의 ‘우애’와 소시민의 ‘비애’.............................................................. 98  

    4.2 총체성의 요건으로서의 ‘가난정동’............................................................112  

   

  제 5장 속물성에 대한 윤리적 성찰 .............................................................128  

    5.1 ‘감정의 도덕’에 대한 성찰 : 수치심과 부끄러움...........................................128  

    5.2 ‘가난뱅이 서사’를 보듬는 방식................................................................165  

  제 6장 결론.....................................................................................................177  

▶참고문헌

▶Abstract



제 1장 서론

1.1 문제제기

이 논문은 1970년대 소설의 정념을 ‘가난’의 정동화1)라는 관점에서 논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1970년대 소설이 도시・산업화라는 시・공간적 단위

안에서 빠른 속도로 전개된 삶들에 대한 파토스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

서 출발한다. 도시가 개발되는 동안 속물지배(snobocracy)가 빠르게 확장하는 한

편 연민이나 수치 같은 인간성을 자극하는 감정도 부각되었다. 60년대에는 평범한

소시민과 중산층의 삶으로 편입하기 위한 긴장감이 불안이나 자기연민을 생산해냈

다면, 70년대로 오면서 타자에 대한 관심이 전면화 되었다. 이 가운데 산업화시대

외부로부터 내면성의 장 외부로

잠재성virtuality percept (감지) affect (정동) act (행동)

현실성actuality perception (지각)
affection 

(정서, 감정)
action(행위)

1) 본고는 ‘가난’을 당대적 ‘관념-정서’로 파악하고, ‘가난’이 정념을 생산하여 주체를 변용하는 힘

으로 작용하는 ‘이행’의 과정을 드러내고자 ‘정동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때 정동화의 결

과이자 원인으로서 당대 ‘가난’이 산출해내는 정념을 ‘가난정동’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정동’

은 지각된 것을 변용하여 행동으로 확장하는 (감정의)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동되는 능

력”(Deleuze, Gilles, 서창현 역, 정동이란 무엇인가 , Deleuze, Gilles․Negri,

Antonio, 비물질노동과 다중, 서창현․김상운․자율평론번역모임 번역, 갈무리, 2005.

p.47.)으로서의 감정의 잠재성virtuality은 중요한 특성이다.

‘정동’은 affect로, 스피노자의 에티카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 affectio(정서) 및

affectus(정동)을 들뢰즈가 프랑스어로 각각 affection(정서) 및 affect(정동)으로 대응하

여 번역한 것을 따른다.

들뢰즈의 개념에서 정동affect은 잠재성의 술어로서 현재성의 술어인 정서affection와 구분된

다. 정동의 인지과정 및 잠재성/현재성에 대해서는 아래 표로 재구성, 조정환, 인지자본주
의, 갈무리, 2011. p.557 참고.

들뢰즈의 맥락에서 잠재성은 ‘존속’/‘내속’하고 있는 차원으로, 실존하지/현존하지 않을 때도

존재한다. 즉 잠재성은 실재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서 성립한다. 물론 가능성으로서 상

상한 것이 실재화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가능성이 잠재성으로서 이미 존속할 때에만 현실

화realization된다는 전제 속에서 성립한다. 들뢰즈의 잠재성 개념에 대해서는 이정우, 사
건의 철학, 그린비 출판사, 2011. pp.88~89 및 p.129 참조.



2    19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

의 정서는 새롭게 ‘개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산업화가 분화시킨 이 감정들은 소설

을 비롯한 다양한 대중적 글쓰기의 자양이 될 수 있었고, 대중은 거기에서 자신을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거대한 ‘소설의 시대’, 70년대가 가능했던 것이다.

1970년대 소설은 산업화의 삶을 분할하는 내부로써 ‘가난’ 및 ‘가난’이 산출하는

감정에 주목했는데, 본고는 이 점이 1970년대 소설이 지닌 정치성의 핵심이라고

파악하며, 개발이데올로기가 내세운 통치술에 대응하면서 당대 작가들이 구조화해

낸 ‘가난정동’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가난정동’이란 가난한 현실을 주요 조건

으로 하여 생산된 정념들을 지칭하는 조어로서 즉자적 차원의 물질적 궁핍상황을

포함하여 제도적이고 관념적인 영향관계에서 생산되는 정념을 뜻한다. ‘가난’을 파

토스적 구성 인자로 하여 산출된 정념을 포괄적으로 ‘가난정동’이라 부를 수 있다.

당대 ‘가난’이라는 말은 ‘빈곤’과는 다른 위상을 지니는 것으로서2), 박정희가 1971

년 4월 하순 부산과 서울에서의 대통령후보 유세에서 “가난과 빈곤을 추방”3)하자고

하면서 두 단어를 별개의 뉘앙스로 구분하여 사용한 데서도 알 수 있듯, 빈곤이 단

순히 경제적인 차원을 지칭하는 데 비해 ‘가난’은 ‘삶’이라는 연상을 동반하는 주관

적이고 감정적인 양상을 포괄한다.

이 연구가 가난정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가난’이 당대의 통치성과 시민성을 관통

하는 요인이었으며, 따라서 1970년대 문학에서 근대화 시기의 윤리적 주체구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1960~70년대에 ‘가난’은 경제적인 범

주를 초월하여 개인의 삶의 영역 전반에서 관리되고 기록되는 국가의 규율‘장치’로

기능했다. ‘제국적 체제’라는 역할이 할당된 것으로 자신을 이해했던 박정희체제는

‘가난’을 통치성을 강화하는 주요 기제로 삼았다. 여기서 ‘통치성’이란 좁은 의미 즉,

국가를 다스리거나 경영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주요 목표로 설

정하고, 정치경제학을 주된 지식의 형태로 삼으며, 안전장치를 주된 기술적 도구로

이용하는 지극히 복잡하지만 아주 특수한 형태의 권력을 행사케 해주는 제도·절차·

2) 이 연구는 1970년대의 ‘가난’을 다루면서, 사회학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빈곤’이라는 용어대신

‘가난’을 사용하고자 한다. ‘가난’은 당대 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설어이기도 하거니와

당대 널리 사용된 일상어이자 비평의 담론적 용어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빈곤’이 경제적인

궁핍상을 지칭하는 사회학적 용어인 것과 달리, 경제적 궁핍에 얽힌 총체적인 상황 즉, 경제

적 약자로서 당면한 처지와 그와 연관된 사회․문화적인 소외 및 여타의 상실감을 두루 포괄

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3) 박정희,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제8집, 대통령비서실 편, 1971. p. 311/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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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고찰·계측·전술의 총체”를 뜻하는 푸코의 개념이다.4)집권기간 내내 지속된 경

제개발 계획과 한일협정, 월남파병 등이 가져 온 경제적 변화는 개인을 욕망하는

주체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돈’과 ‘부’, 도덕적 가치 등 관념에까지 영향을 미쳤

다. 그러므로 ‘가난’을 단지 극복 대상으로서의 객체가 아니라 개개인이 ‘경제적인

인간’으로 탈바꿈하게 만드는 과정적 인자로 이해할 때, 그것은 국가의 통치와 개인

의 통치를 결합하는 “품행에 대한 인도” 및 “대항품행”5)의 차원에 걸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당대의 개인들을 개개인의 욕망에 따라 자유주의적인

가치가 작동하는 세계의 능동적인 주체들로 이해한다는 기본전제를 포함한다. 또한

가난정동을 관통하는 통치성의 기획들을 동원/억압과 저항의 이분법적 도식으로 읽

지 않으려는 문제의식의 소산이기도 하다.6)

‘가난/극복’은 결코 이분법적인 욕망의 추로 움직이지 않는다. 통치성의 ‘장치’7)

4) 통치술(art de gouvernement) 혹은 통치성(gouvernementalité)이란 푸코가 신자유주의

의 규율권력의 특성을 지칭하기 위해 고안한 용어이다. 통치성의 개념은 Foucault,

Michel.,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심세광․전혜리․조성은) 역, 난장, 2011.

pp.162~163 및 Foucault, Michel,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오트르망(심세광․전혜리․
조성은) 역, 난장, 2012 참조.

5) 국가의 통치와 개인의 통치를 결합하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통치성은 “품행에 대

한 인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품행”은 프랑스어로 ‘conduite’로서 인도하는 행위와 인도되

는 행위 그리고 인도받으면서 처신하는 상태를 모두 의미한다. 이에 대한 반란의 차원을 ‘대

항품행’으로 볼 수 있으며 푸코는 “타인들을 인도하기 위해 작동되는 절차에 저항하는 투쟁”

이라는 의미로 ‘대항품행contre-conduite’이라는 조어를 사용한다. Foucault, Michel, 
안전 영토 인구, 위의 책. p.285참고.

6) 이러한 문제의식은 박정희 시대를 통치성의 틀로 바라보려는 연구들의 공통점이다. 송은영은

박정희 시대의 통치성을 기획주제로 다룬 학회의 기고문에서, 박정희 시대를 국가동원체제로

인식함으로써 억압과 저항이라는 낡은 이분법으로 보는 독법 및 “또 다른 이분법인 ‘지배와

순응’의 상호관계가 국민국가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규명하는 ‘대중독재’ 개념”으

로 보는 두 개의 시각을 모두 넘어서는데 통치성의 시각이 유효할 것임을 논했다. 송은영,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 인구, 도시 , 현대문학의 연구52권 0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p.46 참조.

7) ‘장치’라는 개념은 이질적인 총체, 즉 법, 규범, 제도, 건축 등 담론적․비담론적 총체를 의미

하며, 말과 사물(1966)에서 담론적 실천의 역할을 담당한 에피스테메 l'épistémè 즉 주어
진 한 시대에 다양한 담론들을 분절하고 연결하는 관계의 총체 개념을 대체하게 된다.

Foucault, Michel, 안전 영토 인구, 앞의 책. p.547.
푸코의 ‘통치성’과 ‘통치술’은 아감벤에게는 ‘장치’라는 용어로 이해된다. 아감벤에 따르면 푸

코는 통치술과 통치성에 대해 강의하던 ‘77년 무렵 ‘장치dispositif’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으

며, 아감벤은 그것이 푸코의 통치성을 설명하는 핵심용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장치의 뿌리에는 행복에 대한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욕망이 있다. 이 욕망을 (그 자체

로부터) 분리된 영역에서 포획하고 주체화하는 것이 장치의 특유한 잠재력이다.” 따라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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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통하는 주체 혹은 주체생산에 관통되는 ‘장치’속에서 ‘정동’은 억압과 저항사이

의 수많은 차이들을 횡단하면서 ‘가난’의 고통이 펼쳐지는 장, 들뢰즈식으로 말해

잠재성의 주름들이 펼쳐지는 현실성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

록 정념자체는 외부 대상으로부터 촉발되는 수동적인 것이라 해도 정념은 존재의

지향에 따라 새로이 정동될 잠재성을 늘 지니고 있다.

‘가난정동’은 ‘정동’의 본질이 의미하는바 주체의 정념이 인식론적으로 ‘이행’되는

감정의 변화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당대의 윤리적인 문제와 결부된다. 이 때문

에 ‘가난정동’은 경쟁의 원리를 내면화하는 각자의 삶의 방식들과도 연결될 수 있으

며, 개인적 삶들의 배면에 놓인 통치성과도 연관된다. 이런 점에서 1970년대 소설

이 ‘가난’을 억압적 현실에 대한 고발과 자기해방의 계기로 삼는 정동적 힘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실상 ‘가난’은 60년대에 보다 극명한 현상이었다. 보릿고개가 60년대 후반에 가

서야 극복국면에 접어들었다8)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60년대의 ‘가난정동’은 생존

차원에서 당면한 식량 문제와 거기서 발생하는 위기감이 바탕이 되었다. 절량농가

의 헐벗은 현실 앞에서 흘리는 조건 없는 ‘눈물’은 그러나 곧 자유주의적인 경쟁이

탄생시킨 자기연민 혹은 신분상승의 욕망과 결합했다. 무진기행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0년대의 그것들은 보다 에고적이고 논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70년대의

‘가난정동’은 ‘타자(성)’와 결합함으로써 감정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원

조수혜국의 표상을 벗고 개발도상국의 입지를 다져나가고자 노력하던 70년대 초반

의 정황에서도 여전히 ‘개발’이 표상하는 삶의 가치들은 막강한 국가이데올로기로

치’에 대항하는 우리의 전략이 단순할 수 없다. 푸코가 보여주었듯이, 규율사회에서 장치는

일련의 실천, 담론, 앎, 훈련을 통해 순종적이지만 자유로운 신체를 만들어냈으며, 신체는 자

신이 예속되는 바로 그 과정에서 주체로서의 정체성이나 ‘자유’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Agamben, Giorgio, 장치란 무엇인가, 양창렬 역, 난장, 2010. pp.15~41. 직접인용은

p.38.

8) 특집: <보릿고개>는 사라져가다> , 지방행정 16권 162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67. 이
특집에 실린 이득용, 해방 20 년 식량사정의 회고와 전망 , 박영규, 역사상으로 본 우리나

라 춘궁기의 양상 등을 참조.

경제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춘궁은 춘계, 즉 맥류의 수확기 전, 추궁은 벼 추수기 전에 식

량이 궁한 농민생활을 말하는 것으로서 춘궁을 보릿고개(맥령)라 하며 추궁을 피고개(패령)

라고 한다. 맥령기에 식량이 궁한 춘궁민은 대개 패령기에도 같은 사정에 놓이게 되는바 과

거 1950-60년대는 한국농민의 과반수를 엄습하던 농촌의 빈곤상을 대변한다. 경제학대사
전, 누리미디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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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했다고 할 수 있으나 70년대에 이르러 개발체제에 대한 동의 기반은 상당히

약화된다.9) 군부권력이 종속적 자본주의 노선을 확보함으로써 개발독재체제를 구

축할 수 있게 된 시점을 1960년대 중반으로 상정할 때10) 1960년대 후반은 이미

근대화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인 영향력들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이데올로기의 기

치가 서서히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을 분기점으로 1970년대

초 산업구조의 방향을 중화학공업화로 전환할 무렵은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저축 및 해외로부터의 차입 자본을 더욱 불균등하게 배분해

야 했으며, 경제적 차원의 이러한 초과 ‘왜곡’배분은 더욱 높은 수준의 민중 희생과

경제적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11) 이 무렵부터, 동원의 주요 동력이었

던 ‘가난공동체’라는 이데올로기는 서서히 응집력을 잃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가난’은 공통감각12)의 문제로써 다기한 정념들을 낳는 요인이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1970년대 작가들이 포착한 것은 감정적 경험이 재현적 삶의 새

로운 경험적 층위로서 떠올랐다는 점이다. 1970년대 소설은 이 지점에서 현실의

재현에 관한 리얼리티적 욕망을 넘어서는 정동적 ‘참여’로서의 정치적 차원을 고민

하기 시작했으며, 이데올로기와 감성의 역학에 관한 미학적인 문제제기를 동반하게

되었다. 가난이 이 시대의 공통감각이었던 것처럼 민중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이

시대 작가들의 공통감각이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의 ‘가난정동’은 직접적으로는 민중문학 진영의 ‘이행’ 속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폭넓게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정동’의 영향권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

실상 당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정동’의 영향권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이동rural exodus이후 서울이라는 공간적 함의는 ‘의식의 충돌’ 및 그로

인한 감정적 충돌로 인한 내면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메타적으로 구조화될 때 보

9)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후마니타스, 2010. p.256.
10) 군부권력은 1963년 말의 대선과 총선, 1964~65년 한일회담과 월남파병국면을 거치면서

성장주의 노선을 지속해나갈 종속적 자본주의 노선을 확보하게 된다. 임대식, 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 역사비평65, 역사비평사, 2003, 11. p.329.
11)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앞의 책. p.120.
12) 여기서 ‘공통감각’은 감정의 공유라는 관점에서이다. 나카무라 유지로는 감정이 ‘공통감각’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 이해한다. 감정은 어떤 집단 즉 공동성 속에서 성립하며, 동시에 거꾸로

공동성을 뒷받침하며, ‘가난’은 그런 의미에서 산업화시대 당대의 공통감각이라고 할 수 있

다. 감정의 공통감각에 대해서는 나카무라 유지로, 공통감각론, 양일모․고동호 역, 민음

사, 2003. pp.14~15, p.195.



6    19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

다 잘 드러날 수 있다. 1960~66년간 서울 인구 증가률의 81%가 농촌으로부터의

순유입에 의한 것이었으며 과잉도시화가 문제가 된 것은 1970년대의 상황이다.13)

당시 농촌은 대량 이동으로 인한 공백에서 오는 불안과 좌절, 고립적 불안, 친척,

이웃, 자식들이 떠난 데서 생긴 불안 등 여러 형태의 불안을 겪어야 했으며14) 도

시는 성공을 꿈꾸며 도시에 안착하려는 자들이 겪는 정동적 분출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제3세계 도시를 연구한 학자들이 공업화 없는 도시화로 인해 ‘농민의 도

시’가 형성된다고 했듯이15) 서울은 당시, 완전한 공업도시라기보다는 산업화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농민의 도시’의 특성을 동시에 띠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를 배경으로 ‘가난정동’은 1970년대 ‘빈곤문화’16)의 한 축을 구성했다.

문학장 안에서 ‘가난’은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호명된 ‘민중’이라는 집합적 주체

를 문학이 어떻게 소환하느냐의 문제와 결부된다. 1970년대 문학장이 노동자와 빈

민을 민중의 주체로 호명하면서 빈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문학내부로 상대화해

나아간 것은 산업화 당대로서는 매우 빠른 반응이라 할 수 있으며17) 그것은 당대

이데올로기적 중핵으로 부상한 민중주의와의 관련성 속에서 따져야 한다는 필연성

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은 문학장 내부에서 이루어진 좁은 의미의 창작방법론상의

논쟁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18) 70년대라는 정치적․사회적

13) 강준만, 강준만과 국민사기극, 민중출판사, 2002. p.170.
14) 김인철,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과 농촌사회의 변화 , 해방후 도시성장과 지역사회
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p.291.

15) Bryan Robert, Cities of Peasant, Arnold, 1978. 이 자료는 한도현, 1960년대 농

촌사회의 구조와 변화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60년대 사회변화 연구, 백산서당, 1999.
p.131에서 재인용.

16) 빈곤문화(Culture of Poverty)는 인류학자 오스카 루이스(Oscar Lewis)가 산체스의 아

이들 The Children of Snchez(1961)에서 사용한 용어로, 빈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특수한

생활방식(하위문화)이 대를 물려 빈곤과 같이 전수된다는 것을 뜻한다. Oscar Lewis, 산
체스네아이들, 박현수 역, 지식공작소, 2007 참조.

17) 홍진호, 산업화의 문화적 양상-19세기 후반 독일의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 비교문학제
42권, 한국비교문학회, 2007 참고.

18) 문학과 지성이나 창작과 비평 양 진영 모두 문학의 사회적 책임을 기본전제로 의문시하
지 않았으며, 작품상에서 구현된 양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문학적 방법론을 두고

벌인 대결구도라는 점에서 이루어졌다. 문지와 창비를 통한 70년대 문학비평이론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곧 민중을 하나의 현실 극복의 실천적 집단으로 상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 문제이다. “문학과 현실의 불가분리성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70년대 문학을 그 이전과 구

분되도록 할 때, 산업화 시대라는 현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운동 주체집단의 문제-그것의

실천성에 대한-에 관한 논쟁은 결렬되고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박용안, 문학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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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충분히 그 이전과 구분되는 뚜렷한 문학적 현상을 낳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윤식에 따르면 산업주의적 근대화의 제도적인 장치인

‘자동화’가 지배하는 시대에 ‘민족문학’의 이름으로 진행된 사회적 실천이란 어떤 작

가의 오기라든가, 명민함이라든가, 신념과는 관련 없는 일이며19), 바로 이러한 이

유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자기 주변주의 삶이 아

니라 ‘현장’을 의식하는 데로 작가적 방향을 전환한 1970년대의 문학장의 변화는

보다 광범위한 민중주의적 ‘참여’의 지형도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변화를 ‘70년대적 전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특히 1960년대부터 활동해

온 작가들의 경우에는 4․19에 대한 부채의식이 동반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 부채의식은 ‘4․19를 봉인한 5․16’20)의 관점에서든 ‘5․16에 의해 봉인된 4․

19’21)의 관점에서든 ‘가난’이 쿠데타세력을 ‘승인’하게 한 진정한 요인이었다는 판단

에 따른 것이다. 이미 6·3 항쟁에서 ‘배반’을 경험한 바 있는 ‘4·19’의 주체들은 따

라서 4․19가 남긴 정치적 열정을 누가,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에 대한, 소위 ‘4․

19’의 70년대적 향방의 문제도 껴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제기할 수 없는 정치적 억압 상황이었으

므로 작가들이 ‘가난정동’에 천착한 점은 70년대 문학의 자기규정적 물음과 연관지

어 ‘가난’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1970년대 문학장은 문학장 ‘외부’에서 부상한 수기와 르포문학의 영향력을 의식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1970년대는 소설뿐만 아니라 ‘글쓰기’ 전체가 타자성

을 내면화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글 쓰는 주체의 계층적

확산 및 독자수의 확대가 맞물린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새마을 수기’와 같

은 관제공모 응모작뿐만 아니라 당대 거의 모든 매체에서 전면화한 현상이었던 논

픽션 및 수기 응모 등에서 ‘가난’은 핵심 주제로 부상했다. 특히 문학장 ‘외부’에서

‘가난’은, ‘국졸의 리터러시’22)를 분출시킨 노동자들의 글쓰기로 특화된다. 이러한

회적 실천-1970~1980년대 민중문학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 연세대 석사, 1987. p.25.

19) 김윤식, 두 개의 ‘자동화’ 개념 , 80년대 우리 소설의 흐름(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p.106.

20) 공임순, 4ㆍ19와 5ㆍ16, 빈곤의 정치학과 리더십의 재의미화 , 서강인문논총 38, 서강
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12. pp.159-204.

21) 권보드래, 4․19와 5․16, 자유와 빵의 토포스 , 상허학보30, 상허학회, 2010.10.
pp.8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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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당대 일상의 문화가 곧 ‘가난’의 문화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가난’의 문제를

산업화의 틀로 바라보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의 배면에는 사실상 전후로부터 이어져 온 ‘가난’에 대한 기억이 ‘해

석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난’의 기억이란 가난의

고통에 대한 기억이며 그것들은 ‘나’자신을 향해 정동된다는 지향적 속성을 지닌다.

요컨대 감정의 정동적 힘이 대중적 글쓰기 및 소설의 모티프로서의 ‘가난-서사’를

추동한다.

더불어 ‘가난’의 절대치가 줄어든 상황에서 ‘가난’이 자발적으로 분출된 것과 달리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23) 국가이성에 대한 맹신에 충격을 가했다고 할 수 있는바,

‘유사 대중사회’24)의 면모를 갖추어가던 1970년대에 ‘가난정동’은 공동체에 관한 존

재론적 인식의 입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가난’을 다룸으로써 1970년대 작

가들은 ‘구성되어가는’ 현재적 세계에 대한 윤리적 전망을 끊임없이 묻고 있는데,

그것이 곧 공동체의 존재론적인 질문과 연관된다는 뜻이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
아올린 작은 공이나 황석영의 어둠의 자식들25)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점은 ‘중산층’ ‘속물’에게조차 구속력으로 작용한 어떤 윤리감각이 존재했음을 방증

하며 그 윤리감각의 실체는 비단 타인에 대한 동정이라는 낭만적인 파토스가 아니

라 공동체의 ‘구성’양식에 대한 질문 혹은 관심과 결부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70년대 소설의 ‘가난정동’의 양상과 의미

22)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 -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 민족문학사연구 47권 0호,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23) 전태일의 분신을 비롯해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무등산타잔 사건, 소년원생 탈출사건,

79년 부마사태 등에 연루된 도시하층민들의 ‘드러남’이 1970년대 정치․사회의 실재였다. 김

원,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 현실문화, 2011.
24) ‘유사 대중사회’란, 의식적인 성장을 동반한 서구 대중에 비견해서라는 의미이다. 김현, 대

중문학의 새로운 인식 , 대중문학과 민중문학, 민음사, 1980. p.91.
25) 어둠의 자식들은 “기지촌에서 불우하게 태어나 뒷골목과 창녀촌, 교도소 등을 전전했던 이

동철(본명 이철용)의 자서전”적 소설이다. 이임자, 한국출판과 베스트셀러, 경인문화사,
1998. p.194. 이 작품은 하층민들이 사용하는 은어를 전격 차용함으로써 대중일반이 읽기에

녹록한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도시 빈민이라는 용어로도 포섭되지

않는 서발턴의 ‘일상세계’와 ‘언어’가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것은 미학적 차원보다는 사실적

차원의 리얼리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임헌영, 채광석, 김도연의 좌담

( 새로운 민중문학을 위하여 , 실천문학5호, 1984, 10.)에서 채광석은 어둠의 자식들이
소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단편적인 에피소드의 나열로 사회구조적인 인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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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대로 올수록 ‘가난’이 윤리적 사고와 성찰/실천의 심급

이 되었다는 것은 정치적․경제적 억압상황에서 문학이 견지하는 총체성 및 상상력

의 문제를 반성하게 만든다. 소설의 미학적 대상으로서 ‘가난정동’은 계급적 재현이

나 표상의 수위와 지위를 결정짓는 서사의 윤리 문제와 결부된다. 그러나 본고는

도시빈민이나 하층민, 중산층의 감정을 실체화하지 않는 방법으로써 접근하고자 한

다. 정서는 주체에게 귀속되지만 반드시 계급적으로 환원할 수 없기 때문이며, 오

히려 서사적 질서에서 유동하는 정동적 변용 및 이행을 포착함으로써 통치성과 ‘가

난정동’의 역학에 다다르고자 한다.

‘가난’ 및 ‘가난정동’을 주요 서사의 논리로 삼는 이 시기 소설들에서 정념이나 감

정을 살펴보는 일은 ‘가난’과 감정에 관한 문화론적인 탐색임과 더불어 재현의 질서

를 흔드는 감정적 이미지의 역할을 탐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독서’에 정동적 프

리즘을 부여했을 때 1970년대 소설의 미학적․주제론적인 고유성이 드러날 수 있

다는 점에서, ‘가난정동’을 탐색하는 과정은 산업화시대의 감정의 역사적 궤적을 추

적하는 일이자 1970년대 소설이 윤리에 구속됨으로써 어떤 고유성을 갖게 되었는

가에 대한 물음이 될 것이다.

1.2. 연구사 검토 및 연구의 시각

책, 잡지, 별쇄본 같은 “채널”들은 “어떤 잊혀진 정보의 송신자, 한 ‘원천’에서 흘

러나오는 정보”를 소통하는 나무형 담론 구조를 띤다.26) 하나의 소설을 상정해서

얘기해 본다면, 평론가를 포함하여 독자들은 ‘원천적인 정보’를 발전적으로 분해하

고 재코드화함으로써 한 그루 담론의 나무에 가지를 치는 존재들이다. 이 담론구조

가 가진 고유의 훈련된 중계방법에 익숙하지 않았던 1970년대의 독자들은 어떻게

70년대 문학장을 ‘소설의 시대’로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경험의 공유와, 공유된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의 문학장의 전환, 그리고 이야기를

읽을 때 적용하는 해석전략들이 알고 보면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것들이라는

점27)이 ‘소설의 시대’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유되는 해석전략’이라는

26) Flusser, Vilém, 코무니콜로기, 김성재 역, 2001. p.27.
27) 피시에 따르면, 우리가 문학에 대한 개별적인 주관적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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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산업화 시대의 ‘이야기’를 지나치게 사회과학적 상황으로 환

원시키는 방법에 의존했다. 그러나 실제 독자들의 독서의식은 감정적 인지를 통한

“쓰기읽기”28)에 의해 ‘수행’된다. 오틀리는 텍스트는 자율적인 것이 아니며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책임이 나뉘어 있으므로 다른 저자의 책을 읽을 때 마음속으로 그

책에 대한 자신의 버전을 쓴다는 의미에서 ‘쓰기읽기’를 분리된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한에서 문학적 감정은 독서를 통해 독자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문학적 감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비로소 미메시스를 복제나

재현으로 공격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독자가 보고 싶은 것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

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조명할 수 있다.29) 다만 이때의 미메시스는, 오틀

리의 ‘쓰기읽기’를 적용해 보건데 그리고 사르트르의 맥락에서, 독서에 동반되는 독

자 마음속의 이미지화로 이해해야 한다. 사르트르가 말했듯 독서현상이란 독자가

하나의 세계와 마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저자-암시된 저자(내포작가)-서술자-서술자적 청중(피화자)-암시된

독자(내포 독자)-실제 독자’의 방향으로 흐르는 정보의 ‘원천’의 방향을 역전시켜서

독자의 인지적 상황에서 출발시켜 볼 필요가 있다. 서술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의

개념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말하는 누군가의 이미지를 단순히 강조하도록 일

깨운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다양하게 역점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30) 사르트르는

독서의식은 나름의 구조를 가진 특유한 의식이라고 규정한다. 독서의식에서 소설의

문장은 상상적 지식 속에 스며들어 있으며, 독서란 상상적 지식을 통해서 의미화의

객관적 영역을 구성해나가는 지각적 종합이다. 독서의식에서 소설의 문장은 대상의

지식이 아니라 대상이 알려지는 방식을 겨냥한다.31) 인지심리학에서는 감정을 기

본적으로 의사소통적인 것으로 본다. 여기서 텍스트가 보내는 감정적 신호는 독자

가 작품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된다.32) 그러므로 인지적 독서(=‘쓰기읽기’)는 서사

리가 속한 해석공동체 interpretive community의 산물이다. Tyson, Lois, 비평이론의
모든 것, 윤동구 역, 앨피, 2012. pp.394-395.

28) Oatley, Keith, 쓰기읽기 , Gavins, Joanna 엮음, 인지시학의 실제비평, 양병호․김
혜원․신현미․정유미 역, 한국문화사, 2014. pp.291~292.

29) Oatley, Keith, 쓰기읽기 , 위의 책. p.295.

30) Harry E. Shaw, 왜 우리의 용어들이 머물러 있지 않으려 할까? -검토되고 역사화된 서

술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 방민호․최라영 역, 문학의 오늘. 2013 가을호. p.401.
31) Sartre, Jean-Paul, 사르트르의 상상계, 윤정임 역, 기파랑, 2010.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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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 즉 정보로서의 ‘이야기선’을 독서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흐름 즉 ‘감정

선’에 대한 정보로 전환하게 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독자의 독서과정에서 전경

화33)되는 것은 바로 감정적 정보들이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감정은 대상을 겨냥/

향하지만 그것은 그것을 반성하는 주체에게 인식처럼 주어진다. 따라서 독자가 독

서과정에서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 동정-혐오-연민-공감-존경-숭고 등 여타의 감정

을 의식해 가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자질을 부여하는 것이고, 새로운 차원에 따라

그를 구성하는 일이다.”34)

1970년대 소설의 ‘가난’은 인지적 ‘쓰기읽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작가에게

‘가난’을 재현하는 작업 역시 포착하는 대상에 따른 지식을 상상적으로 이미지화하

는 일종의 재현 작업이다. 작가의 입장에서 ‘가난’에 대한 재현 혹은 가난을 다루는

방식은 가난을 둘러싼 조건들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문제에서 비롯한다. 그것을 다

른 말로 ‘현실인식’이라고 할 때 이 판단에는 작가 자신의 정동이 우선 개입된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념이 서사적 흐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위치 및 방식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념은 기쁨, 불안, 공포 등으로 문자화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독자에게

곧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정념은 하나의 맥락을 통해 순간적으로 탄생했다가

사라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다만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사에서 정념은

‘감정적 사건’35)으로써 응축적으로 잠재해 있다가 현실성의 차원으로 드러남으로써

서사적으로 ‘지속’되는 속성을 지닌다. ‘가난정동’은 그것의 지속과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된다.

32) Stockwell, Peter, 인지시학개론, 이정화·서소아 역, 한국문화사, 2009. pp.288~289.
33) 인지시학에서 전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전경은 배경으로부터 분리되는 아주 명확한 경

계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대상 또는 자질로 간주된다. 전경․

배경의 반전효과는 개별적인 독서에서 인지적 충격을 주기 위한 유인자로 분석될 수 있다.

Stockwell, Peter, 초현실적인 전경들 , Steen, Gerard ․ Gavins, Joanna 엮음, 인
지시학의 실제비평, 양병호․김혜원․신현미․정유미 역, 한국문화사, 2014. pp.24~32.

34) Sartre, Jean-Paul, 사르트르의 상상계, 앞의 책. p.138.
35) 이정우에 따르면 순간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가시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지만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들이 곧 시뮬라크르이며, 이것은 플라톤적인 가치-존재론과 대조적인

‘시뮬라크르의 존재론’ 혹은 ‘사건의 존재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정우, 사건의 철학, 앞
의 책. pp.67~79 참조. 이러한 차원에서 ‘가난정동’은 (서사적)삶을 이끄는 내밀한 작동원

리로서 ‘시뮬라크르’의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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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수미가 지적한 대로 ‘이행’passage은 구조화에 선행한다.36) 젠더, 인종, 성적

정향성이 발생하고 나서 그 실재성이 역-형성된다는 마수미식의 설명방식에 대입해

서 말해보자면, 가난, 고통의 양상들 그리고 그것을 가로지르는 행위방식들이 먼저

발생하고 나서 그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결정determination이 파생적으로 뒤따른

다. 마수미에 따르면 이때 구조화는 이행의 실재성을 효과적으로 역-형성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 결정들이 자신들의 원래 출처였던 과정(의 미결정성) 속으로 되돌아

오게 만든다.

‘가난의 정동화’를 하나의 문화적 경향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본고의 시각은 이러

한 차원에 걸쳐있다. 남의 인생살이의 고난에 대해 읽음으로써 내 인생살이의 고달

픔을 감각하고 환기하고 급기야 펜을 들도록 만든 문화적 경향역시 이러한 차원에

서 이해할 수 있다. ‘정동’은 정념이나 감정처럼 주관적이고 확정적인 현실성의 차

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촉발하거나to affect 촉발되는to be

affected 강한 ‘이행’의 양태 및 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정동’은 재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가난정동’의 이행과정이 남긴 ‘위치’들이야

말로 곧 통치성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당대 문화들의 결정지점들일 것이며, 본고는

이 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동안 산업화시대의 ‘가난’이 전승되어 온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계급적 차원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가난을 다루는 산업역군의 이미지가 투여된 가

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존재로서의 도시빈민의 가난, 그리고 일반 대중적 차원에

서 상대화된 소시민의 가난 등이다. 산업역군으로서의 가난은 민족수난의 이데올로

기 아래 숭고함으로 전승된다. ‘민족전승’의 공식기억아래에서 가난은 부끄러운 기

억이 아니며, “모두가 가난했지만 아름다웠던 그때”37)로 미화된다. 유신체제를 견

디면서 삶을 지탱하게 한 가장 큰 힘은 산업화로 인한 경쟁에서 도태될지도 모른다

는 ‘불안’이었음에도38) 공식 기억은 고난을 극복한 성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가난의 경험에 내재한 고통의 감정을 기억하지는 않는다는 혐의가 있다.39)

36) Massumi, Brian, 가상계, 조성훈 역, 갈무리, 2011. pp.21~23 참고.
37) 김성환, 고바우 김성환의 판자촌 이야기- 모두가 가난했지만 아름다웠던 그때 그 시절의

청계천 풍속화,열림원, 2004.
38) 이상록, 1970년대 소비억제정책과 소비문화의 일상정치학 , 역사문제연구 29, 역사문제
연구소, 2013.4.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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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 1970년대의 ‘가난’은 도시빈민40) 및 여공41), 도시 하층민42)과

관련한 사회학적 연구로서 계급적 관점에서 다루어졌으며, 주로 노동운동사의 측면

에서 조명되어왔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구해근의 한국노동계급의 형성43)이 있다.
구해근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의 노동자들이 억압적인 공장

노동에 적응하는 동시에 권리의식과 집단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의 감정적

인 역할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정의에 대한 도덕적 감정이 프롤레타리아트 경

험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을 규정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44)을 하는바 한국의 노동

자들은 사회정의에 대한 예민한 정서를 통해 계급인식과 계급감정을 고양할 수 있

었다. 구해근은 특히 노동자들의 ‘한’에 주목하고 그것을 부각했는데, 한국의 노동

자들은 그 무엇보다 가난으로 인해 교육적 불평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

에서 ‘한’을 갖게 되며 그것이 노동자들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은 저항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 “도덕적 언어”이

다.45)

문학연구 분야에서 최근 들어 이루어진 ‘가난’과 관련한 연구는 담론연구 및 미시

39) 공식기억 안에서는 ‘전태일’마저 청계천의 경제적․발전적 신화에 이바지한 공간적인 기여도

에 손쉽게 ‘포섭’된다. 김성환, 앞의 책. pp.94~95.

40) 정동익, 도시빈민 연구, 아침, 1985.
41)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 이매진, 2006.
42) 김원,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앞의 책.
43) 구해근, 신광영 역,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9.
44) Thompson, E.P.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New York:

Vintage Books, 1963. Moore, Barrington, Jr. Injustice : The Social Bases of

Obedience and Revolt. White Plains: M. E. Share, 1978. 구해근, 위의 책 p.41에

서 재인용.

45) 구해근, 위의 책. p.202. 한편 김원은 ‘한’이 한국노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해근이 “노동계급의 정체성 형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거나” “오리엔탈리즘의 거울 이

미지로서 한을 학문적 상품으로 담론화한 것 이상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원, 여공
1970, 앞의 책. p.741.) 김원의 비판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김원이 비판하는 핵심은 구해

근이 노동자계급이 걸어온 궤적을 신화화함으로써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무모순적인 것으로

부추겼다는 것이며 이는 전태일에 관한 조영래의 평전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1970년대 이후 진보적 지식인들이 공유했던 단선적인 역사관-노동자들이 소외를 딛고 일어

설 것이라는 암묵적인 ‘신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일 것이다. 노동운동주체를 단

일한 긍정론으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지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

자신들이 경험하는 상징적 억압이 도덕감정을 유발하였다는 점, 즉 권리의식이 아니라 신분

의식이 그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것을 구해근이 ‘한’이라고 총칭한 것에 대한 비판은 다소 과

잉해석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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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구를 통해 주로 60년대 초반의 정황을 살핀다. 권보드래는 4.19에서 5.16으

로의 이행과정에 대해 ‘빵’과 ‘자유’라는 회귀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후 빈곤의

정치학에 관한 본격적인 논쟁의 장을 마련했다.46) 공임순은 빈곤을 당대 후진국들

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고 비교함으로써 박정희 체제의 리더십이 가난을 어떻게

전유했는지를 조명한다.47) 이들의 연구로부터 한국사회의 빈곤에 대한 자기표상이

4·19와 5·16을 거치면서부터 생성되었으며 그것이 신생후진제국들과의 관계망 하

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빈곤의 문제를 서사장르에서 살핀 연구로는, 새벗에 게재된 아동문학들이 가난
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국가재건 의지와 결합함으로써 체제를 지지하는 효과를

발휘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이념을 홍보하는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한국아동문학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음을 논한 연구와48) 영화 <마부>의

도시빈민 재현방식에서 코미디와 해피엔딩이라는 영화적 장치로 인해 도시빈민이

처한 가난 및 계급적 난관이 지워진다는 점을 비판한 연구49)가 있다.

‘가난’을 조명하지는 않았으나 감정과 정념의 문학적 역할을 주축으로 1960~70

년대의 문학텍스트를 연구한 성과로 조현일, 권보드래, 박숙자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조현일의 연구는 80년대 ‘노동소설’을 ‘정치적 정념’의 관점에서 연구한 최근

의 성과50)에서 드러나듯 주로 정념을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해석한다는

특징이 있다. 경이와 매혹으로 대도시를 산책하는 ‘유년기’ 산책자가 도시의 버림받

은 거지들을 발견하면서 외로움과 슬픔으로 감정이 전이되는 양상을 다룬 논문51),

46) 권보드래, 앞의 글.

47) 공임순, 앞의 글.

48) 장수경, 새벗』 게재 아동서사에 나타난 가난에 대한 기억과 승공의 파토스 : 1960년대

실린 동화ㆍ소년소설을 중심으로 ,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2,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3.6, pp.7-35.

49) 전우형, 1960년 한국영화의 가난 재현의 기술과 정치학 , 한국어문학연구 제 61집,

2013. pp.115-144.

50) 조현일, 노동소설과 정념, 그리고 민주주의 -김한수, 방현석, 정화진의 소설을 중심으로 ,

민족문학사연구 54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pp.81-109. 이 논문은

1980년대 후반 노동소설이 거시적 차원에서 “절망/두려움-> 굴욕/분노-> 동지애”라는 정념의

사이클과 미시적 차원에서 “두려움(배신)-> 마음의 동요-> 동지애”라는 정념의 사이클을 보

여주며, 이들 각각이 보여주는 정치적 정념들은 정의․공정함에 대한 열망을 통해 민주주의

적 열망에 다다르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

51) 조현일, 박태순 소설에 나타난 유년기 형상에 대한 연구 : 「뜬눈」과「가슴 속에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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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군중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군중의 폭력을 정치적 변혁의 중심으로 긍

정한다는 점이 <무너진 극장>의 공적이라는 점을 밝힌 논문52), 박태순의 <외촌동

연작>이 외촌동의 현실에 대해 ‘분노라는 숭고한 정서’, ‘반감에서 비롯되는 강인한

슬픔이라는 숭고한 정서’ 그리고 ‘시․공간 단절의 감각에서 유래하는 경악․전율의

감정’ 등의 숭고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연민의 윤리를 거부하고 니체주의적인 명랑

한 정서를 통해 이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논의가 있다.53) 이상이 박태순을 대상으

로 한 연구라면, 이호철의 60년대 초기 작품이 권태라는 무드를 통해 고유의 자유

민주주의 정치학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54)을 비롯해 이호철 소설의 핵심에 자리 잡

고 있는 ‘눈물’이 일정한 논리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감정적 발현이며 전후상황에

서 이호철 소설이 윤리적 역할을 하는 토대가 된다55)는 논의가 있다.

권보드래는 이광수가 60년대에 널리 유행한 데 착안하여 흙과 사랑이 견지

하는 감성과 정서가 타자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금욕’과 ‘숭고’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0년대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음을 논한다.56) 70

년대 문학에서 감정에 주목한 기존연구로는, 윤흥길의 단편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에 대한 박숙자의 논의가 있다.57) 박숙자는 거주권에 대한 주장이 국가주의

적 공공성 논리에 밀리는 과정에서 거주권을 주장하는 개인들이 어떻게 혐오스러운

비시민으로 형상화되는지, 또 이 혐오의 감정이 어떻게 국가주의의 논리와 연결되

는지를 논한다. 박숙자는 특히 ‘공감’에 주목했는데, 이 작품에서 공감은 인물들 간

의 일치와 동일시의 감정이입이 아니라 실은 타자성의 발견이라는 것, 그러므로 ‘공

감’이후 인물들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윤리적 결단이 나타난다고 논하고 있다. 이

는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중심으로 , 비평문학45, 한국비평문학회, 2012.9, 497-533.
52) 조현일, 대도시와 군중 : 박태순의 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 한국현대문학연구22, 한
국현대문학회, 2007.8, 343-386.

53) 조현일, 박태순의 ‘외촌동 연작’ 연구: 이야기와 숭고 , 우리어문연구29집, 우리어문학회,
2007. pp. 537-575.

54) 조현일, 권태와 혁명 : 4ㆍ19 공간의 이호철 소설 연구 , 비평문학37, 한국비평문학회,
2010.9, 339-372.

55) 조현일, 이호철의 1950년대 소설 연구 -감정과 눈물의 윤리적 의미를 중심으로 , 민족문
학사연구37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8 pp.349-382.

56) 권보드래, 저개발의 멜로, 저개발의 숭고 : 이광수, 『흙』과 『사랑』의 1960년대 , 상
허학보 37, 상허학회, 2013.2. pp.279-320

57) 박숙자, 1970년대 타자의 윤리학과 ‘공감’의 서사 , 대중서사연구 25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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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빈자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혐오라는 것을 발견/확인한 지점에 의의가 있

다.

이상의 논문들이 개별 감정에 초점을 두고 서사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면, 최근의 정념연구는 정념 및 정동을 통한 보다 문화론적인 작업들로 나아가

고 있다. 권명아는 정동의 개념을 사용하여 ‘풍기문란’이라는 풍속적 검열을 역사

적․문화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풍기문란에 대한 단속이 여성과 하층민, 범죄자 등

소위 ‘다스릴 수 없는 자’들을 탈정치화 시키는 국가적 전략이었음을 논한다.58) 권

명아는 특히 파토스에서 파토로지 즉 “정념-론patho-logy”으로의 이동을 주장하는

데, 그것은 ‘병리학에서 정념-학으로’라는 문제틀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정념을 병리

학적 연상에서 분리하여 문화론적인 ‘학(學)’을 구축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다.59)

한편 최근의 감정논의 중에서, 공식기억의 전유방식으로 인해 맥락화․구조화되

지 못했던 역사적 사건을 감정을 중심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밝히거나 정치적

으로 재강화하는 논문들이 하나의 경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은 ‘감성연구’

라는 분야를 개척하려는 맥락에서 집단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구조화해내는

감정을 ‘감성’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60) 정근식은 한국인의 지배 감성을 ‘슬픔’으로

규정하고 역사적 사건 중 특히 광주항쟁에 대한 국민의 부채감이 슬픔에 대한 ‘공

감’에 기초한다는 것, 그리고 그 부채의식에서 정치적 감성을 달리하는 두 개의 국

민이 있다는 것을 논하고 있다.61) 신진욱은 광주와 관련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 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항쟁 주체자들이 생산․배포한 팸플릿을 분석대상으

로 하여 운동참여자들의 감정적 활동, 인지적 프레이밍, 그리고 집단적 정체성 형

성이 어떤 형태로 서로 결합되었는지를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광주항쟁 참여자들

의 연대 형성과 인지적 프레이밍 과정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두드러진 역할을 한 것

은 도덕 감정이며 결론적으로 광주항쟁이 한국사회의 정치적 진보뿐 아니라 도덕적

진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논한다.62)

58) 권명아, 음란과 혁명-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59) 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갈무리, 2012. 직접 인용부분은 p.29.
60) 이 경향의 연구서로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의 논문집 감성연구가 대표
적이며, 정명중외, 우리시대의 슬픔, 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등 참고.

61) 정근식, 한국의 근대와 사회적 감성으로서의 슬픔에 관하여 , 감성연구 제 5집, 2012.



                                                                     제1장 서론    17

그런데 ‘감성’을 사회와 역사라는 텍스트를 바라보는 비평적 관점으로 취할 경

우63) 사회변화에 매개되는 감정의 역할에 대해 보다 열린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는 점은 용이하나 실제로 이 연구들이 취하는 텍스트가 명확하게 사회변혁의 에너

지로 작용하는 역사적인 텍스트나 현재적인 사안에 대한 비평이 아닐 경우 ‘감성’이

라는 용어에 이들이 부여한 ‘동력’의 함의가 모호해진다는 한계가 있다.

빈민에게도 역사가 있으며 빈민의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는 게레멕의 주장에 따

르면, 감정의 역사는 빈곤에 대한 태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깊은 관련을 맺는

다.64) 게레멕은 빈곤의 역사라는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빈곤을 파악하는

집단심성에 주목했는데, 최근 1960~70년대의 빈곤에 관한 인류학적, 역사학적 연

구들 역시 가난이 사회적 부조나 성장신화라는 공식기억 바깥에서 항존하는 감정적

인 문제들과 얽혀있다는 점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65)

가와카미는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이 없다’는 경제학 윤리의 한계를 넘

어서서 빈자를 위한 사회적 심성의 윤리를 설파하는 데로 나아가고자 한다. 가와카

미에게 가난이란 그저 물질이 부족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결핍의 공포와 두려

움이 곧 가난이다. 그가 ‘가난한 사람’의 범주에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

라 정확히 빈곤선에 위치한 사람들까지를 포함시킨 것은66) 결핍이 가하는 감정적

인 경험이 그들의 정체성을 묶고 있다는 발견 때문이다.

그러나 네그리와 하트는 ‘가난’과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물질적 궁핍이라는 ‘비참

의 형상’에만 주목하여 동정의 시선을 던지는 온정주의는 빈곤을 변화 불가능한 상

62) 신진욱, 사회운동의 연대 형성과 프레이밍에서 도덕감정의 역할 , 경제와 사회73, 비판
사회학회, 2007.3. pp.203-243.

63) 최기숙·소영현·이하나 역음, 감성사회, 글항아리, 2014.
64) Geremek, Bronisław, 빈곤의 역사, 이성재 역, 길, 2010. p.307.
중세부터 근대까지의 빈곤사를 연구한 이 책에서 게레멕은 빈민에 대한 해결방식에 있어 중세

와 근대 사이의 단절을 강조했으며 그 분기점을 16세기 초로 제시했다. 이 분기점은 전통사

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전환에 수 반되는 심리적․사회적 태도의 변화를 반영한다.

65) 이홍석, 빈곤의 기억과 마주하기 , 역사비평 102, 역사비평사, 2013.2. p.435, 최협, 
판자촌 일기, 눈빛, 2012. 조은, 사당동 더하기 2-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또
하나의 문화, 2012 등 참고.

66) 가와카미 하지메, 빈곤론, 송태욱 역, 꾸리에, 2009. p.43, p.66.
이 책에서 가와카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종래의 근검론은 자신이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근

검하라는 것이므로 동기는 이기적인 데 있었으나, 자신의 근검론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므

로 사치스럽게 생활하지 말라는 이타적인 데 있다는 것이다. p.1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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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간주하는 태도라고 말한다. 이들에게 ‘가난’은 “공통적인 것”으로 안내하는 “구

성적 힘”이기 때문이다.67) 이들은 다중multitude의 속성으로 ‘가난’을 제기하고,

그 현실적인 형상으로 ‘가난한 자’(빈자)를 언급한다.68)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맞물

리는 전지구적 ‘가난’의 현상에 직면하여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다시

금 ‘민중’을 ‘다중’이라는 새로운 주체로 호명하는 철학적 사유를 낳았다. 이들에게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구성하는 기본개념”

으로써 창출된다.

가난에 대한 레비나스와 네그리의 관점이 지니는 차이는,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

대 주체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레비나스에게 ‘가난한 자’(구약의 ‘과부’와 ‘고아’

로 대변되는)는 “얼굴의 현현l'epipanie du visage”으로써 나타난다. 얼굴의 현현

은 일종의 윤리적 호소로서 나에게 명령하는 힘으로 다가오며, 이들 타자의 얼굴은

보편적 인간성을 열어주는 길이다. 타자의 얼굴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의 보편적

결속과 평등의 차원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윤리의 근거로서의 레비나스의 책임개

념은 ‘타율성’에서 출발한다. “동일자를 문제삼는 일”, “나의 자발성을 타인의 현존으

로 문제삼는 일”을 레비나스는 윤리라 부른다.69)

게레멕과 가와카미를 통해 알 수 있듯 ‘가난’은 감정을 산출하며, 그것은 레비나

스나 네그리에서 보듯 타자나 주체의 윤리적인 지평을 생산하는 ‘인류적’ 기제이다.

70년대 작가들은 대부분 ‘가난’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병

익이 말한 대로 “6.25와 같은 집단적 체험이 작가들에게 공통되고 그것은 작가적

탐구 없이도 어렵잖게 굶주린 대중을 경험하게 했다.”70) 70년대 작가들을 일별해

볼 때, 가난체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작가는 사실상 거의 없을 정도이

다. 이문구처럼 6․25의 이데올로기적 정황 속에서 집안의 몰락을 통해 ‘가난’을 체

험하게 된 경우나 윤흥길처럼 개인사적인 이력에 의해 ‘가난’을 체험한 경우를 포함

67) Negri, Antonio, 혁명의 시간, 정남영 역, 갈무리, 2004. p.161, p.169.
68) ‘가난’에 대한 논의는 Hardt, Michael․Negri, Antonio, 제국, 윤수종 역, 이학사,

2001. pp.216~218, Negri, Antonio, 혁명의 시간, 위의 책. pp.129~187, Hardt,

Michael․Negri, Antonio, 다중,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역, 세종서적, 2008.

pp.167~177.

69) Lévinas, Emmanuel, 시간과 타자, 강영안 역, 문예출판사, 1996. pp.134~141. 강영
안, 타인의 얼굴, 문학과 지성사, 2005. pp.181~182.

70) 김병익, 문화와 반문화, 문장, 1979.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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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박완서나 황석영처럼 ‘가난’이 한국사적 운명 속에서 유년기부터 지속적으로 체

험된 경우 등 작가들 대부분은 ‘가난’의 고통에 대한 직․간접적 기억 및 그에 따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특히 유년기의 체험과 결부된

작가들에게는 성장소설71)의 바탕이 되기도 했다.

이문구를 비롯한 몇몇 작가들이 이력에서 밝히고 있듯이 ‘가난’은 단지 기억의 형

태로서만이 아니라 70년대 현재적 시점에서도 대부분의 작가들에게 지속적인 일상

으로 존재했다. 그런 점에서 70년대 작가들을 통치성의 ‘경계적 주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당대 작가들이 주류적 삶과 타자적 삶의 경계에 놓인 채로 그

경계 내부와 외부에 시선을 던지는 정치적․감성적 주체들이라는 관점을 연구의 시

각적 기반에 배치하고 있다. 왜냐 하면 1970년대 내내 지속된 이데올로기와 감성

의 역학 문제에서, 70년대 소설이 비단 이데올로기의 구조적 효과로서 산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본고의 관점이며, 이것이 연구대상 설정에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가난정동’이 비단 좁은 의미의 ‘민중문학’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즉 우리가

앞에서 ‘전향’이라고 불렀던 70년대의 경향성-에서도 드러난다. 즉 당대 작가(경계

지식인)들이 이데올로기와 감성의 역학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

가로서의 소명이 사회적인 주체로서의 존재론적 기반에 기인한다는 점을 1970년대

작가들의 ‘가난의 정동화’작업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작가들 자신이 ‘가난’에 깊

이 연루된 상태에서 대상을 ‘재현’하는 작업에 임한 것,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70년

대 작가들이 ‘가난’을 다루면서 감각, 정념, 정동의 깊이에까지 다다르게 만든 것,

또한 그것이 ‘재현’의 상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국가의 통치성이 인도하는 품행과 다른 방향으로 세계를 구성하려는 작가의 개성

및 당대 소설의 고유성이 조명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체제의 통치기술이 사용한 품행인도는 당대의 지식권력을 총체적으로 사

용하여 ‘가난’ 및 ‘가난한 자’를 관리했던 감독관의 리더십72)을 연상시킨다. 알다시

71) 이동하와 김원일의 성장소설에 관해서는 김한식, 소년들의 도시, 전쟁과 빈곤의 정치학 ,

비평문학 37, 한국비평문학회, 2010.9, pp.139-161참조.
72) Brown, Peter, 고대 후기 로마제국의 가난과 리더십, 서원모․이은혜 역, 태학사,

2012. 선행을 베푼 자를 시민과 결부시켰던 공적기부의 극적효과는 고대 그리스와 라티 서

방, 이탈리아와 아프리카의 도시에서 오래 지속되고 폭넓게 전파된 도시지도층의 문화적 이

념이다. 그러나 후기로마제국의 가난한 자의 관리자로서 감독은 그러한 공공덕목과 거리가

먼 감시자에 가까웠다. 가난한 자는 단순히 헐벗고 굶주린 자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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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1970년대 지배체제의 통치성은 반공과 근대화의 이념위에 놓여있다. ‘가난’은

이 두 가지 이념을 돌파하여 인구-이때 푸코의 ‘인구’는 공중이다-와 영토의 ‘안전’

을 관리하는 통치성의 ‘장치’였다. 동시에 ‘가난’은 분명한 통치의 대상이이라는 이

중성을 갖는다.

‘통치’가 따라야 하는 고유한 법치, 합리성은 통치이성 또는 기존의 용어로 말하

자면 국가이성raison d'Etat이다. 국가이성은 지배를 수립하고, 보존하고, 확장하

는 적절한 수단에 대한 지식으로 국가를 유지해주는 이성이다.73) 푸코는 이러한

정치적 합리성이 작동하는 통치국가가 중농주의자들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이론이

등장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고, 절대주의 국가에서 통치국가로 이어지는

국가이성의 계보학을 서술했다. 중상주의적 절대주의 정치에서는 국가자신의 부가

문제일 뿐 ‘인구’개념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중농주의자들은 중상주의자들과 달리

‘인구’문제를 국가이성의 유지에 관련된 정치적 존재로서, 즉 ‘내치’ 테크놀로지로부

터 파생한 것, 또한 경제적 고찰의 탄생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사고하기 시

작했다. 푸코가 안전, 영토, 인구(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1977~78년)에서 분석
한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계보학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1978~79년)에서는 법과 질서, 국가와 시민사회, 생명과 관련된 정책을 신자유주

의적 국가가 어떻게 권력효과로서 발생시키면서 인구를 통치하는가의 분석으로 이

어져 있다. 푸코가 16세기 사목권력으로부터 발견해 낸 ‘품행’과 ‘대항품행’의 문제

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띤 “통치 없는 통치”-개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대신 국가의

책임은 없다-라는 역설적 형태 속에서 생명주체로서의 개인에게 주어진 주체화문제

로 드러난다.74) “요컨대 권력관계-통치성-자기의 통치-자기와 자기가 맺는 관계는

하나의 유기적이고 불가분의 망을 이루고 있다는 것, 정치적․윤리적․미학적 문제

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75)이 통치성이라는 거시적 분석틀의 핵심이다. 본

고는 이 거시적 분석틀의 프레임에 통치성의 ‘장치’로서 ‘가난’을 배치시켜 놓았다.

를 갖고 있으나 재산이 없어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약한 자, 불쌍한 자를 뜻하며, 폭동

을 일으키는 하층민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위험한 자로 분류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

다.

73) Foucault, Michel, 안전 영토 인구, 앞의 책. pp.378~392 등.
74) 진태원, 푸코와 민주주의: 바깥의 정치, 신자유주의, 대항품행 , 철학논집 29권 0호. 서
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2 pp.153-188.

75) Foucault, Michel,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앞의 책. p.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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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장치’로서의 ‘가난’은 인구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가난’을 이해하고 통치술로써

이용한 양태를 포괄적으로 지시한다.

본고는 감정을 ‘관계’가 산출하는 사회적․조건적 산물로 이해한다. 비록 내면에

서 비롯하는 은밀한 감정일지라도 그것은 ‘내 안의 타자’와의 관계가 낳은 산물이라

는 점에서 사회성을 띤다. 감정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정이 바로 그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삶, 더 나아가 정치적 삶을 구성하

고 있다는 점이다.76) 사회적 감정은 일시적 충동의 변덕에 맞서는 안정적 관계를

통해 퍼스낼러티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77)

이 논문에서는 감정어를 표현할 때 정념passion78), 감정affection 및 정동

affe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최근의 연구들이 감정어를 지칭할 때 번역어와 원

어의 명확한 ‘일치’없이 서로 혼용하는 것은 원전의 상이한 사용법에서도 기인하지

만- 가령 emotion이 낭시에게는 스피노자적 의미에서의 ‘정동’의 의미로써 쓰이고 한국

어로도 ‘정동’이라고 번역되고 있다(“정동emotion이란 단어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 뜻이

매우 약화된 어휘인데, 그 원뜻은 이렇습니다. 움직이게 되다, 동요되고 흔들리고 영향

을 입고 침범된 상태에 들어가다.”-Nancy, Jean-Luc, 코르푸스79))- 번역어들 자
체의 불일치에 기인하는 면이 보다 크다. emotion, feeling, sentiment이 모두

‘감정’으로 번역되고 affect도 ‘감정’과 ‘정동’으로 서로 다르게 번역되기도 한다.80)

‘정서’라는 용어는 잘 쓰이지 않지만, 스피노자의 에티카에서 affectio는 ‘정서’로-

76) Barbalet, J. M, 감정과 사회학, 박형신 역, 이학사, 2009. p.69.
77) Barbalet, J. M, 위의 책. p.45.

78) 정념passion이라는 말이 현대 영어권에서 현재 통용되는 ‘격정’의 의미가 된 것은 18세기

중반 무렵부터이고 그 전에는 '명예심', '경쟁심', '경이감'wonder, '진리에 대한 사랑'처럼

아주 차분한 종류의 감정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최희봉에 따르면 용어상 sentiment은 흄의

경우 어떤 때는 감정(emotion)또는 정념(passion)의 뜻으로 사용하고, 판단(judgement)

또는 견해(opinion)의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혼용은 감정에 대한 근대인들의 이

해방식에서 비롯된다. 근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을 수동적이며, 통제불가능한 것으로 보았

고, 다음으로 근대인들에게 감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각들과 결부되어 있어서 의도를 포함하

여 유사-판단적 구조를 지닌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셋째로 근대인들은 감정이 행위를 지시하

며, 행위를 위한 동기를 제공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희봉, 감성과 취미

에 관한 흄의 견해 , 동서철학연구42권0호, 한국동서철학회, 2006. pp.205-225참고.
79) Nancy, Jean-Luc, 코르푸스, 김예령 역, 문학과지성사, 2012. p.144.
80) 각주 38번에서 인용한 Barbalet, J. M, 감정과 사회학에서도 emotion, feeling,

sentiment, affect가 모두 ‘감정’으로 변역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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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가 감정의 현재성을 지칭하기 위해 affection으로 쓰는 말로 각주1)참조- 번역

되며, 흄에게서 ‘정서’는 emotion으로 모든 대상과 관념은 자신과 비례하는 어떤

정서를 수반한다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81) 요컨대 감정어의 번역어는 현재로

서는 원전이 지칭하고자 하는 맥락을 존중하면서 신중을 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최

선의 방법으로 보인다.

실상 감정이란 그 느낌의 실체와 종류에 있어서는 데카르트(1596-1650)의 시대

와 스피노자(1632-1677)나 흄(1711-1776)시대의 그것과 오늘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다를 바 없으나 논자마다 감정의 메카니즘을 설명하는 방식과 분류방식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이 중요하다.82) 본고는 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있어서 스

피노자의 에티카 및 흄의 논고에 대한 번역서인 정념에 관하여와 도덕에 관하
여를 주로 참고하고자 한다.83) 그리고 스피노자의 정동이론을 발전시킨 들뢰즈의
논의와 최근의 정동이론을 도입한 조정환, 권명아, 브라이언 마수미 등의 연구를

참조하고자 한다. 정동이론가들은 들뢰즈가 “정동들의 챠트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

다고 강조한 대로84) ‘정동’의 특이성들singularities의 발명목록85)을 만듦으로써

그리고 잠재적인 속성 안에 내재한 “자유, 존재론적 개방, 전 방위적 확산의 힘”86)

81) Hume, David, 정념에 관하여, 이준호 역, 서광사, 2009. pp.111~112.
82) 데카르트의 경우 기본적 감정으로 경이․사랑․미움․욕망․기쁨과 슬픔을 들고 경멸․희

망․걱정․질투․조롱․선망․연민 등은 그로부터 파생된 복합적 감정으로 간주한다. R.

Descartes, 방법서설, 성찰, 정념론 외, 김형효 역, 삼성출판사, 1993참조. 스피노자는

기본적인 정서와 부차적인 정서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된 정서들을 서로 구분한다. 가장 기본

적인 정서는 자기 자신을 의식한 욕망, 기쁨, 슬픔으로 욕구가 성공하면 기쁨이 생기고 실패

하면 슬픔이 생긴다. 부차적인 정서는 사랑과 증오 등이 있으며 스피노자는 총 48가지의 정

서affectio를 정리했다. Spinoza, Benedictus de, 에티카, 강영계 역, 서광사, 2007.

흄은 정념passion의 두 종류를 구별하고 있다. 욕구․혐오․비탄․기쁨․희망․공포․절

망․안도 등 직접적 정념은 선과 악, 고통과 쾌락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긍지․소심․

야망․허영심․사랑․미움․연민․시샘(envy)․앙심(malice) 등 간접적 정념은 동일한

원리에서 발생하지만 다른 성질들과의 연접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다. D. Hume, 정념에
대하여, 위의 책. p.217 참조.

83) Spinoza, Benedictus de, 에티카, 위의 책 및 D. Hume, 오성에 관하여/정념에 관
하여/도덕에 관하여, 이준호 역, 서광사, 2009.

84) 그가 이 부분에서 든 예시는 ‘인디언들이 독감 정동에 쓰러졌다’와 같은 “정동들의 목록”을

작성할 필요성이다. Deleuze, Gilles, 서창현 역, 정동이란 무엇인가 , 비물질노동과 다

중, 앞의 책. p.47.
85) 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앞의 책. p.30.
86) 조정환, 인지자본주의, 앞의 책. pp.55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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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동’의 정치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정동의 ‘아직 아님

-not yet’의 잠재적 속성에 전복과 저항의 가능성이 깃들어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보통 정동은 ‘정동되다’라는 수동적인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주체가 타인의 공감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을 열어놓는다는 의미에서 ‘정동되는’ 것은 흄이나 아담스미스

에게는 공감‘력’에 해당한다. 공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며87) 상상

력은 감정의 수동적인 겪음을 반성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인지적이라는 것이 흄의

감정론의 특징이다. 들뢰즈에 따르면 흄 철학에서 주체성은 반성 인상impression

of Reflection의 결과로서 주어진다.88) 흄에게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한

관념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실천적 주체의 도덕적 본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도덕감

정moral sentiment의 바탕이 된다. 도덕적 의식의 본질은 승인하는 것과 반대하

는 것이며, 승인의 감정이 곧 흄에게서는 공감Sympathy이다.89)

흄의 공감은 스피노자에게서는 ‘정서의 모방’90)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스피노자에게 감정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 그에 상응하여 변용

되는 신체의 변이에 대한 고려와 연관된다. 우리가 우리와 유사한 존재의 감정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변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실상 그 감정을 체험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인간의 기쁨이나 슬픔을 상상한다면 우리 신체상에서 이 이미

지 자체를 구성하는 운동은 우리에게도 기쁨이나 슬픔임을 의미한다. 스피노자는

87) 상상력은 관념연합의 세 가지 지배 원리인 유사resemblance, 인접contiguity in time

and place, 인과causality and effect를 따르며, 공감의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의 관념에서

다른 사람의 관념으로 옮겨가는 것은 쉽지 않다. 공감에서는 관계 때문에 관념이 인상으로

전환된다. D. Hume, 정념에 대하여, 앞의 책. pp.202~203 참조.
88) “정념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언제나 원인을,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관념을,

그로부터 발생하는 인상을, 정념 자체에서 구별되는 쾌락이나 고통을 가진다. 그 원인은

반성 인상 안에, 유쾌한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이런 고통이나 쾌락에 선행하는 특수한 정

서emotion의 인상 안에 자리한다.” 직접인용은 Deleuze, Gilles, 경험주의와 주체성,
한정현․정유경 역, 난장, 2012. p.30. 직접인용은 p.236.

89) 들뢰즈에 따르면 흄의 정념이론은 실천적 함축을 갖는다는 점에서, 행위에 대한 어떠한 함

축도 가지지 않는 여타의 관념이론이나 믿음에 대한 분석과 대조를 이룬다. 흄의 관심은 인

간본성을 억지로 바꾸려는 데 있지 않고, 인위적이고 객관적인 조건들(가령 제도 등)을 발명

함으로써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악을 막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이다.

이런 점에서 흄은 가령 홉스처럼 리바이어던을 통해 자연상태(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로써

통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잘 개발해서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Deleuze, Gilles, 경험주의와 주체성, 위의 책. pp.55~68.
90) Spinoza, Benedictus de, 에티카, 앞의 책. p.372. 정서의 모방이 슬픔과 관계될 때

그것은 연민이라고 불리며, 욕망에 관계될 때는 경쟁심이라고 불린다. 3부의 정리 2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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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정서의 모방’이라고 표현한다. 이때 감정은 이미지나 관념을 전제하며, 스

피노자에게 감정은 이미지나 관념으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그것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은 확실하다.91) 상상력, 인지, 감정은 이러한 차원에서 연결된다. 이 부분을 강

조하는 것은 ‘가난정동’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인지적 판단 및

심리적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쏘번은 ‘저항’이 권력의 “어떤 맥락성(situated-ness)”을 전달하는 것처럼 푸코

에게서 권력이론의 핵심에 놓여 있으면서도 역설적으로 언제나 권력 배치에 기능적

이라는 점을 비판한다.92)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코의 대항품행은 국가이성에 의해

주어지는 품행의 덕목을 새로운 작동방식과 행동방식, 신․의무․도덕․세속과 같

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맺음에서조차 ‘저항’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유효하

다.93) 정동적 ‘이행’이 새로운 좌표로 이동한 자리에 표식된 ‘위치’들은 통치성과

‘가난정동’의 관계가 남긴 결절들일 수 있다. 1970년대 소설의 ‘가난정동’에서 품행

과 대항품행은 이 결절들을 통해서 추적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구성상 2장을 ‘가난’에 대한 통치성이 탄생하는 내부와 직접적인 외부로

써 살피고자 하며, 3, 4, 5장은 각각 통치성의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 통치성

에 저항하는 감정, 통치성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거리를 두고 성찰하는 감정의 세

단계로 상정하여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배치방식은 감정이 선험적으로 통치성에

구속된다기보다는 통치성을 구속력으로 상정했을 때 나타나는 ‘가난정동’의 변용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통치성과 ‘가난정동’의 함수에서 1970년대 소설의

문화사적 지형도를 그리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91) Spinoza, Benedictus de, 에티카, 위의 책. 2부 정리 3 참조. Deleuze, Gilles, 스
피노자의 철학, 박기순 역, 민음사, 2007. p.78 참고.

92) Thoburn, Nicholas, 들뢰즈 맑스주의, 조정환 역, 갈무리, 2005. pp.134~135.
93) Foucault, Michel, 안전 영토 인구, 앞의 책.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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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빈곤의 통치성과 ‘가난’의 감정문화

2.1. ‘가난정동’의 검열과 민중주의의 감성적 계보

2.1.1. ‘가난정동’과 시민성 테크놀로지로서의 ‘민중’

이 절에서는 1970년대 민중주의가 어떠한 감정적 역학에 의해서 부상했는가를

통치성과의 관련 아래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수자 문학’으로서 프롤레타리아 문학

이 80년대에 가서야 성립된다고 볼 때, 1970년대 문학사상사에 부상하기 시작한

민중주체를 호명해 낸 ‘민중주의(에)의 감성’은 이데올로기만으로 추동되지 않는 정

서적 혹은 감정적 바탕을 지닌다. 다시 말해 ‘민중’에 포함된 ‘저항하는 주체’라는

속성이나 ‘민중주의’라는 말에 전제된 총체성에 대한 개념으로써 대체될 수 없는 시

대적인 심성의 고유성이 1970년대 민중주의를 규정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감수성의 측면에서 1970년대의 민중주의를 열어젖힌 것은 ‘전태일’이었

다.94) 알다시피 그가 대학생 친구가 한 명만 있었더라면 하는 기록을 남긴 것이

지식인의 감성에 불을 지폈다고 할 수 있는데, 황석영이 ‘전태일’을 계기로 객지

를 씀으로써95) 문학적 ‘도약’을 이룰 수 있고 박태순 또한 전태일에 대한 르포(여
성동아, 71.1)를 통해 문학적 ‘전향’의 신호를 날렸다. ‘전태일’은 기독교 계열의 지

식인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바, ‘민중신학’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96) 이들을

94) 임대식에 따르면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부터 민중이란 용어가 빈번히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1974년 민청학련은 ‘민중 민족 민주 선언’과 ‘민중의 소리’ 등의 문건에서 ‘민중’이란 용어를

적극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로 성장주의의 개발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의 노선에서 민

족·민주·민중이란 3민 이념이 자리잡게 되었다. 임대식, 1960년대 지식인과 이념의 분화 ,

지식변동의 사회사, 한국사회사학회 편, 문학과 지성사, 2003. p.284.
95) 최원식·황석영, 대담: 황석영의 삶과 문학 , 최원식·임홍배 편, 황석영 문학의 세계, 창
비, 2003. p.14.

96) 한국의 민중신학은 당파적 분열을 극복하고 영성을 회복한 계기를, 다시 말해 민중신학의

신학적 출발기점을 1970년 11월 13일의 전태일 사건으로 본다. 이 사건을 계기로 NCC산하

산업선교회가 생기고 인권위원회가 발족하게 됨으로써 이후 인권투쟁의 거점이 되었으며, 안

병무, 서남동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로부터 “사건의 신학”이라는 개념은 민중신학

의 가장 중요한 성향을 함축하게 된다. 김창락, 민중의 해방투쟁과 민중신학 , 신학연구
28, 한신대학교 한신신학연구소, 1987.9, 임성규, 한국 민중신학 발전에 관한 연구-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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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볼 때 전태일 사건에서 핵심이 된 것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과 빈

자에 대한 무관심을 반성하는 사회적 ‘참여’의 확대이다. 이때의 ‘참여’란 황석영이

나 박태순에서 보듯 이데올로기보다는 ‘연민’을 바탕으로 한 정동적 ‘이행’의 차원에

서 이루어졌다. 이 연민에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복합적으로 섞여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70년대의 민중주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감

수성을 발견한 데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저항하는 주체’라는 이미지는 사실 ‘민중’이전에 4․19와 더불어 ‘시민’에게 부여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의 자아개념이 5․16군사 쿠데타 이후 정

치에 무관심하고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인 만족에 안주하는 속물적 심리를 가진 소시

민으로 급격히 패러다임이 바뀐 채로 지식인들이 ‘시민-소시민’의 의식적인 진자 상

태 속에서 분열을 경험하는 동안, 통치성은 질서를 잘 지키고 안보와 반공개념에

투철한 관주도 시민이라는 완강한 개념적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로 인해 70년대

는 재야가 만들던 적극적인 민주 시민 담론과 관주도 시민의 개념이 대항하는 양상

을 띠었다.97) 이 프레임에서 ‘국민’과 ‘민중’은 서로 상대화되었다. 따라서 1969년

의 ‘시민문학론’과 1970년대의 ‘민중주의 민족문학론’ 사이에 존재하는 낙차를 해명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민과 소시민의 전선이 갖고 있는 역동성들”98)을 속에서 ‘시

민’에서 ‘민중’으로 나아간 과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70년대 초반에 이미 객지 를 배출한 국면에서 바라볼 때, 60년대 문학장이 도

출한 ‘개인적 자아’의 각성은 ‘문화·정치적 주체’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삶의 새로운

전망을 발견하게 만들었지만 점차 “시민적 혹은 집단적 자아의 각성으로 발전할 전

망”이 유실되는 데 대한 안타까운 조바심 또한 커지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

가 있다. 김병익은 4․19로부터 ‘민중’에서 ‘민족’으로 이르는 문학장의 상황을 아래

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정치적 좌절이 독립 함수적인 기능으로 버티고 있는 가운데 문화적 가능성이 선

동, 안병무, 김용복을 중심으로 ,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 1988, 장상철, 1970년대

민중개념의 재등장 , 경제와 사회 2007 여름호 등 참고.
97) 참여사회포럼 정상호․신진욱․이병천, 시민의 탄생과 진화 : 한국인들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 시민과 세계 제 24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4. 1.
98) 참여사회포럼 정상호․신진욱․이병천, 시민의 탄생과 진화 : 한국인들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 위의 글. pp.270-310. 정상호의 발언에서 인용함. 직접인용은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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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아직 트여 있는 문화에의 길을 통

해 목적하든 하지 않든 의식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적 자아를 각성하는 것이

고 또 다른 하나는 4․19가 좌절된 것이 아니라 좌절되지 않도록 직접적이고 노골

적으로 문화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 두 개의 길이 서로 가치 판단을 주장하

면서 양자택일의 결단을 요구해 온 것이 순수와 참여의 논쟁이었다. …(중략)… 60

년대의 그것은 사르트르가 자주 인용되었다하더라도 당시의 정치권력에 반항한다든

가 부정부패의 사회를 고발한다는 등의 현실 비판의 표현으로써 먼저 제고되었다.

70년대의 지속적인 연관 논쟁은 이렇게 분위기로써 고조된 저항의 체통 속에 무엇

을 어떻게란 내용들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이 주체에서의 민중, 방법에서의 사실주의, 목적에서의 민족이란 새로운

혹은 충실한 문학론일 것이다.99)(밑줄: 인용자)

위의 언급을 통해 4·19를 유지·전승하는 과제가 ‘민중’에 주어졌음이 보다 분명해

진다. 더불어, 60년대 중반의 순수참여논쟁이 비록 ‘말꼬리잡기 논쟁’(김윤식)으로

끝났다 해도, 그 싸움으로부터 ‘참여’에 대한 반성의 물꼬가 터진 것은 유의미하다.

문학장에서 가난한 ‘민중’을 중심으로 연대를 결집할 힘은 창작과 비평으로부터
출반한다고 할 수 있다. 백낙청은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1969)을 통해 그

미약한 반성적 흐름에서 중요한 감정을 건져내었다고 할 수 있다.

백낙청은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 이유랄까 동기 같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에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 갔다가 귀국해보니(72년 8월) “염선생이 하

면서 창비의 체질이 전에 내가 할 때에 비해 더 민중적이 되었다고 할까 진보성향

이 더 강해졌다”100)고 말한바 있다. 이 대담에서 백낙청은 운동의 열기가 (뉴욕의)

대학가에 남아있는 정도라고 말했지만, “조합운동에서 도시지역의 공동체 운동으로

초점이 이동”되고 있던 열띤 “정동적 도시”101)의 활력은 거기서 돌아온 자에게 4월

99) 김병익, 문학, 혹은 문화의 두 관점 ,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9.
pp.101~102.

100) 강진호․이상갑․채호석,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2003. p.459.
101) 이와사부로 코소, 뉴욕열전New York 烈傳, 김향수 옮김, 갈무리, 2010. p.273.

이와사부로 코소에 따르면 뉴욕의 ‘68혁명’은 반드시 1968년에 한정되지 않고, 1960년대 전

반과 1970년대 초기를 통해 관찰되는 사건들의 집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사

부로의 말을 직접 옮겨본다. “뉴욕에서 1960년대는 로버트 모제스의 뉴욕 개조계획에 대한

다운타운 연합조직의 투쟁(1961)을 시작으로 하여, 할렘의 인종폭동(1964년), 공민권운동의

격화 등등 도시공간을 무대로, 도시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민중들의 투쟁이 크게 표면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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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사그라지는 ‘열기’를 생산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 감정적인 토대를 제공했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백낙청의 “변모”에 영향을 미쳤는바, 그것은 자유주

의적 사상의 한계라는 지점에서 결절되는 것이었다.

“저는 저대로 미국에 다시 가서 있던 시기가 반체제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였잖

아요. 물론 운동은 1960년대 말이면 강당히 가라앉지만 그 분위기가 대학 같은 데

많이 살아 있었고 나 자신도 그 사이 공부를 더 하면서 과거의 뭐랄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유주의적인 사상적 한계랄까 하는 것에 대해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온 참인데, 아마 여기서 일하던 사람, 운동하던 사람, 창비를 지켜 온 염

선생이나 주변 동지들은 백아무개가 돌아와서 창비 일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될까 약

간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 자신의 변모와 창비의 변모가 서로 맞아

떨어졌어요.”102)

백낙청의 ‘시민’은 시민성 테크놀로지의 관점에서 박정희가 만들고자 했던 ‘국민’

과는 다른 통치술을 지향한다. 백낙청의 ‘시민’은 민중과 지식인을 연대하는 관념적

주체이자 실천적 이데아로서 유사시에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적 주체(=작

가)로서 ‘민중’과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백낙청의 시민문학론 에서

상정한 ‘잠재적 시민’으로서의 ‘소시민’이 한상진이 말한 바, “참여를 원하면서 공통

의 적에게 분노를 느끼는 집단들로 구성됨으로써 비록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를지라

도 사회 각 층위의 지배과정 안에서 계급들을 가로지르는 유사한 심성과 갈증으로

묶여질 수 있는 집단”103)이 될 수 있다면, 이들은 곧 그가 말하는 ‘잠재적 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문학론 이후 민족주의 민중문학론으로 옮겨갈 때- 백낙청

기 시작한 시대였다. 다른 한편, 대대적인 베트남 반전운동을 시작으로 1959년에 결성된

<미국 민주 학생 연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급진적 정치 참여가 시작되었고, 학생들은 대학

을 도시적 투쟁의 거점으로 변모시켜 가고 있었다.”p.270 1968년 뉴욕에서 <미국 민주 학생

연합>의 중요 활동 중 하나는 콜롬비아 대학 분쟁이었다고 한다. “콜롬비아 대학은 언덕 위

에 있고, 공원을 중간에 두고 밑으로는 슬럼이 형성되어 있다. 공원은 대학과 본고장사람들

을 격리하는 이른바 게토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게토를 파괴하는 형태로 학생운

동과 공동체운동, 백인중심의 운동과 흑인운동 사이의 ‘양 지류’가 형성되었던 것이

다.”p.281.

102) 백낙청․하정일,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미래 , 강진호․이상갑․채호석,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앞의 책. p.460.

103) 한상진, 중민이론의 탐색, 문학과 지성사, 199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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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상 옮겨가지 않았다- 여기서 ‘민중’은 ‘시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도가 된다.

백낙청이 발견한 잠재성은 곧 ‘시민사회’의 실현 가능성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시민’이 bourgeois가 아니라 citoyen이라는 점104)은 바로 그런 의식

적인 차원의 ‘시민적’ 이데아를 뜻한다. 4․19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면 백낙청에

게 그 이데아는 ‘민중’이 아니라 ‘시민적 공동체’였다. 백낙청의 논법에서 ‘시민’은 소

거되지 않고 ‘민중’의 외피를 입고 등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때의 ‘민중’은 ‘민중

성’이 살아있는 ‘시민’을 의미한다. 물론 백낙청은 경제 계급적인 실질 주체의 문제

로서보다는 관념적인 ‘시민정신’=‘시민성’에 방점을 둠으로써 문제의 지점을 피해하

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도래할 ‘혁명’(전승)의 ‘주체’는 ‘시민’의 성격을 잠

재적으로 간직한 ‘소시민’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1970년대 작가들에게는 무엇보다 연대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요구되었다.

염무웅이 쓰고 있듯 ‘민중’과 ‘시민’은 각각 다른 구성적 계기를 지니면서도 ‘민중’

속에 ‘시민’이 혹은 ‘시민’ 속에 ‘민중’이 포함되는 것으로서의 연관관계를 지닌다.

‘민중’을 계급으로 환원하지 않는 태도는 한완상 등 당대 민중주의자들의 공통된 생

각이기도 하거니와, ‘민중’은 백낙청의 여러 평문들 속에서 어른거리면서 ‘정치적’

인 구성적 힘을 좌우하는 ‘정신적’ 존재였던 셈이다. 이런 견지에서 백낙청은 “딱히

민중자신이 집필한 문학이라는 지나치게 좁고 매우 비현실적인 의미에서의 ‘민중문

학’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시대적 제약 속에서는 최대한도로 민중의 것이었고 그리

하여 민중이 각성해 갈수록 자신이 작가로서나 독자로서나 혹은 미처 깨닫지 못했

던 후원자로서나 그 문학의 주인이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민중문학’”105)을

견지하노라고 피력하는 것이다.

사실 1970년대 문학연구에서 민중주의적 시각이 지니는 결정적인 한계는 자본주

의의 확산과 더불어 생산된 소시민, 시민, 대중, 민중이라는 계급의 확산적 탄생

104) bourgeois가 계급적인 시민의 실체를 의미한다면 citoyen은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시민에

가깝다. 성민엽은 그러나 프랑스혁명 후 시민계급이 소수의 부르주아와 대다수의 쁘띠 부르

주아로 분화함으로써 혁명을 이끌었던 citoyen의 의식은 소시민의식으로 퇴조했으며, 백낙

청의 <시민문학론>이 ‘citoyen’으로서의 시민개념만을 따로 분리해 내 하나의 이념형을 제시

한 것은 사회구성체의 내적 모순을 은폐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수렴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다. 성민엽, 민중문학의 논리 , 성민엽 편, 민중문학론, 문학과 지성사, 1984. pp.

148~149.

105) 백낙청,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시인사, 1979.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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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다소 수세적으로 소시민을 소거하고 민중을 주체화하는 데 몰두했다는 점이

다. 당대의 민중담론은 ‘민중’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사실상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저항적)지식인을 민중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106) 민중을 거지, 부랑아 같은

빈민으로 정의하는 논의가 상존하고 있었다. 김현에 따르면 “1970년대는 여전히

‘민족, 민중, 국민, 한국, 시민 문학’ 등의 용어가 불안정한 상태로, 그 담론의 거대

함에도 불구하고 논쟁 또는 논쟁을 위한 문학론으로 공전하고 있었다. 따라서 외부

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성과에 비해 문단 내부적으로는 충족되지 못한 카오스의 상

태로 혼재되는 양상을 보인다.”107) 다시 말해, 당대의 민중문학론은 당대 지식사회

학의 민중담론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은 채 목적지향적인 성향으로 인해 도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중진영의 논리에서 비교적 손쉽게 초점화

될 수 있었던 것이 노동자이다.

문제는 노동자와 농민을 민중주체로 설정하면서 이들이 지녀야 할 주체성을 ‘저

항’이라는 당위적인 본질로 제시함으로써 ‘민중성’의 의미를 협소하게 만들었다는 점

이다. 이로 인해 민중주체의 존재론적 가치를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몰아간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1970년대 문학의 ‘저항성’은 경직된 창작방법

론의 산출이라는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70년대 문학사를 발전적으

로 이해하려는 현재의 논의에서도 반복된다.108)

그러나 당대 민중논의에서 ‘민중’이 ‘민중성’에 가까운 의미로서 ‘시민’에게 요구되

는 자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1970년대의 대부분의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소시민’을 ‘민중’과는 별개의 대립적 주체성으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더불어, ‘소시민’은 계급적인 낙차가 가장 큰 집단이라는 점이 1970년대 소설

106) 한완상은 지식인을 知識技士와 구분하며, 지식인은 대자적 민중으로서 즉자적 민중을 일깨

우는 역할을 부여받은 자를 일컫는다. 한완상, 민중과 지식인, 정우사, 1978. pp.15~18
및 민중과 사회, 종로서적, 1980. pp.90~91.

107) 김현, 월간문학, 1972.10. p.354.
108) 대표적인 논의로는 하정일, 저항의 서사와 대안적 근대의 모색 ,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

문학분과,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이 논의는 60년대 한국문학에서 민중은

객체로 대상화되어 있는데 반해 1970년대의 민족문학에서는 민중이 저항의 주체로 그려진다

는 점을 들면서 “저항의 서사는 민중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이 세계의 주체로 새롭

게 태어나는 과정을 기본 형식으로 한다. 민중이 주체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저항이 핵심원리

를 이루는 까닭은 자본주의적 근대의 착취와 소외의 구조 속에서는 저항만이 민중의 주체성

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농민과 노동자를 저항의 주체로 형상화한 이문구, 황석

영, 조세희의 문학을 유토피아적 저항의 서사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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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드러난다. ‘저항성’의 측면에서 파악할 때도 1970년대 문학에서 소시민

(중간관리자)이 지식인 우위의 민중연대성 쪽으로 나아간 과정이 상당한 의미를 내

포한다109)는 점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다시 ‘시민’이라는 저항주체의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 보자. 민주당의 구호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박정희 역시도 전유하고자 했던 것으로, 선거의 ‘열기’가 가라앉

은 시점에서 ‘시민’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김지하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던 5월의 군부 쿠데타가 슬그머니 시인받게 되었던 것은 가난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었다.”

내 앞에, 내 안에, 내 벗들에게 ‘가난’이 살고 있었다. 오월 쿠데타의 주체들 앞

에, 그들 안에, 그들의 동맹자들에게 가난이 살고 있었다. 가난은 그 시대 최대․최

고의 숙제였다. 나라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가난! 가난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우리들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던 오월의 군부쿠데타가 슬그머

니 시인받게 된 것도 가난 때문이었다. 가난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었다. 그러

나 역시 그것은 폭력이었고 오류였고 부채였다. 돈 닷 냥에 어미를 팔아먹은 놈 꼴

이었다.110)

이후, 이 승인에 대한 세대론적 부채의식은 김지하에게 상당한 것이었다. 이러한

부채의식을 통해 김지하는 자신을 “가난 자체가 내면화한 소외된 민중, 카오스 상

태의 인간집단에 속한다고”111) 규정하고 나선 듯하다. ‘가난’을 철학으로 삼아 저항

의 논리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김지하는 당대 지식인이 민중을 전유하는 양상에서

비동일적인 특성112)을 보여준다. 특히 민중의 ‘원한’113)을 개념화하면서 민중담론

109) 김복순, 노동자의식의 낭만성과 비장미의 ‘저항의 시학’ , 1970년대 문학연구, 앞의 책.
p.130.

110) 김지하, 흰그들의 길1, 학고재. 2003. p.388.
111) 김지하, 흰그늘의 길2, 학고재, 2003. p.225.
112) 김주현, 1970~80년대 민족(민중)문학론과 담시집 오적의 비동일적 대응성 , 어문론
집49, 중앙어문학회, 2012.3, 163-184. 이 글은 60년대 지식인들에게 민중은 대체로 계몽
과 무지의 대상인 농민을 뜻했고, 민중에 대한 지식인의 애정과 별개로, 그때까지 역사기록

물에서 ‘역사의 주인’인 민중을 만나는 모멘트는 드물었던 까닭에 민족문학 작품에서 보는 민

중상도 종종 지식인의 시혜의식이 낳은 가공적 존재로 느껴지곤 했다. 이 시점에서 김지하가

끌어오는 사회변혁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거대한 힘으로서의 원한개념이 유의미하다고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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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지하는 감정적 저항성에 전망을 부여했다는 점은 김지하의 주요한 특색이

다. 김지하의 <양심선언>에 등장하는 ‘민중’을 보라.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 흐려지듯, 가열하고 오랜 억압에 찌들은 민중의 가슴속에

서는 정의에의 열정과 이웃에의 사랑이 이기적․개체보존적인 도생주의․보유주의

에 압도되어 잠들어버리고, 그들의 미칠 듯한 한과 분노는 좌절과 자학 속에서 방

향을 잃은 채 분산․고립된 무조직적 발산을 거듭하게 된다. 이것이 지배자들이 침

뱉으며 형무소에 처넣은 수많은 천민<범죄>- 절도, 강도, 폭력, 살인, 자살, 탈선,

인질극 등 모든 참담한 비극의 원인이다.114)

김지하가 민중의 ‘한’론을 펼치는 바탕에는 체험적 가난 속에서 싹튼 저항의식이

깔려있다. 이때의 ‘민중’은 로고스나 에토스보다 훨씬 더 파토스의 차원과 연관되어

있다. 김지하는 <양심선언>에서 민중의 ‘가난’이 국가의 통치성에 대해 걸었던 기대

를 저버리고 각자도생의 길로 내 몰린 데서 경유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로 인해

정의에의 열정과 이웃에의 사랑이 싹트지 못하도록 억압한 통치성에 대한 민중의

한과 분노와 좌절과 자학이 저항성을 향해 결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15) 김지하

가 1970년대 민중주의의 헤게모니적 주체로 받아들여진 것은 당대의 통치성에 대

한 이러한 이해에 기반한다.

김지하를 통해 볼 때도, 1970년대 민중주의는 4·19의 성과를 상속하는 정신적·

방법적 문제로 수렴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상속의 내용을 민주주의에 대한

성취, 경제적인 전망, 그리고 평등의 문제라고 할 때, 주로 민주주의에 대한 성취

가 강조되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자유주의에 복속되는 과정이 60년대 작가들의 내

면성의 일부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70년대 문학이 작가

113) 김지하는 “한의 축적이 없는 곳에서는 한의 극복도 없”으며, “축적된 한의 그 엄청난 미는

힘에 의해서만 한 자체는 소멸”한다고 썼다. 그러나 “한의 반복과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

는 슬기로운 단(斷), 영성적(靈性的)이면서도 공동체적인 단, 즉 결단을 조건으로해서만” 한

을 통해 해탈에 이른다고 말한다. 김지하, 창조적 통일을 위하여 , 실천문학3호, 1982.
114) 김지하, 양심선언 실천문학자료집 1, 1980. p.559.
115) 성민엽은 <풍자냐 자살이냐>(1970)에서 김지하가 백낙청이 배제한 소시민까지를 부정과

저항의 잠재적 계층인 피지배 ‘민중’에 포함시킨 점은 계급이론의 관념적 추구에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체의 내적 모순이라는 현실에 주목한 것임을 비교한다. 성민엽, 민중문학의 논리

, 성민엽 편, 민중문학론, 앞의 책. pp.145~1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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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자신의 자기반성에서 출발한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주변인이 된 지식

인들은 공적영역의 정치적 역할을 문화적인 차원에 새로이 생성할 수밖에 없었고

작가들은 자신들의 감수성과 시대가 탄생시킨 정념들을 공적영역으로 전진 배치시

켜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것은 우선 광범위한 시대의 형상이었으며 정동적

인 이행을 촉발하는 계기적인 힘이기도 했다. 70년대 자유실천문인협회는 그러한

장이 형성되는 장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해직을 당했다. 백낙청도 그

중 한사람이었다.

“창작고와 생활고는 1970년대의 작가들에게 소설은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가 아

니라 왜 쓰는가라는 가혹한 자기회의를”116) 부여했다. ‘70년대 문인’-발기인 31명에

는 백낙청, 고은, 염무웅, 신경림, 신동문, 이문구, 김승옥, 황석영, 이호철, 방영웅, 김

병익 같은 젊은 문인을 포함해 이승희, 이헌구, 김정한, 박두진, 장용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들의 초조감과 분노는 1974년 11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당국에 항거하

기 위해 발족한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시국선언문인 문인 자유 실천 101인 선언

에서 잘 드러난다. 염무웅이 작성한 이 선언문에는 ‘서민대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는 요구와 함께, 긴급조치로 구속된 김지하를 비롯, 지식인, 종교인, 학생들의 즉각

석방이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김지하는 1974년 4월의 민청학련 사건

으로 사형을 언도받은 상태였다. 시국선언이후에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회원들은

연이은 정치적 탄압을 겪었으나 정작 이들이 맞서야 했던 것은 문단 내부의 보수

원로들인 김동리, 조연현 등에 기반한 ‘보수반공이데올로기’였다. 보수문인들은 ‘문

학인 시국선언 발기인회 김동리 외 53인’을 발신인으로 문인 자유 실천 101인 선

언 에 반대를 표명하는 한국문학인 시국선언 을 자유실천문인협회 사무실로 발송

했던 것이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는 문협이사장 선거의 “비민주적인 권위주의와 파

벌”117)에 맞서 이호철을 출마시키는 것으로 행동적 대응을 했다. 이 싸움은 “파벌

중심 문단에 해방 후 세대 도전”118)으로써 부각되었으나 결과는 조연현의 유임으로

마무리되었다.119)

116) 김병익, 문화와 반문화, 문장, 1979. p.94. 이 글에서 김병익은 소설가 가족들의 앙케

이트와, 작가들의 주요 수입원인 고료, 인쇄, 강의료 등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1970년

대 작가들의 빈곤상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17) 이호철씨를 추천하며 , 자료집 , 실천문학5호, 1984, 10. p.516.
118) 동아일보, 197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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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직전 이호철을 지지하는 문인의식과 문예운동 120)에서 박태순은 이렇게

썼다. “민중의 일원으로서 역사적 호흡,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이상주의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경제적 빈곤에 정신적 가

난함․헐벗음에 너무 갈급스러워진 오늘의 필사적인 상황 속에서 문인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으므로 어쨌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문인에게 맡겨진 ‘영혼 지

키는 일’에 조그만치의 양보도 허락될 수 없는 것이다.”121)

김병익에 따르면 70년대 작가들은 스스로를 ‘대중’의 일원으로 자부하고 있다.

“그들은 엘리트가 아니며 평범한 소시민이고 작가란 직책을 회사원과 같은 직업의

일종으로 생각하며” “대중들과 같은 의식의 편향”으로 작품을 생산한다는 것이

다.122) 공적 영역에서 통치성에 기반한 관주도 ‘시민’에 대응할 ‘시민주체’를 적극적

으로 주창할 수 없는 현실에서 ‘민중’을 위시한 시민들의 ‘연대’란 70년대 작가들의

위축된 실존을 떨치기 위한 ‘실천’과 ‘이행’의 행보였다. 76년 무렵은 “74·5년의 그

열기에 가득찼던 민중의 함성은 사라지고 공포만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낙망한 사

람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기가 죽어 있었다.”123) 국가의 억압적 통치성에 직

면한 작가들은 위기감 속에서 “벌거벗은 생명(인민propolo)”으로서의 ‘민중’을 “정치

적 실존(인민 propolo)”124)의 당위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토화하는 길밖에는 달

리 길이 없었다. 그것만이 ‘연대’를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2.1.2. ‘가난정동’의 검열과 통치성

빈곤에 신성한 지위를 부여했던 중세적 에토스가 근대에 와서 폐기된 이후로 빈

곤은 곧잘 도덕적 타락과 결부되었다. 좌파들의 역사에서조차 ‘룸펜프롤레타리아’는

119) 이상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성립과정 및 1970년대 문학운동사에 대해서는 자유실천문인

협의회와 70년대 문학운동사(1) , 실천문학5, 앞의 책 참고.
120) 박태순, 문인의식과 문예운동 , 동아일보, 1975, 1,10.
121) 인용은 자료집, 자유실천문인협의회와 70년대 문학운동사(1) , 실천문학5호, 앞의 책.
p.522.

122) 김병익, 문화와 반문화, 앞의 책, p.121.
123) 김종철, 작가의 진실성과 문학적 감동 , 김치수․백낙청․염무웅, 한국문학의 현단계,
창작과 비평, 1982. p. 119.

124) Agamben, Giorgio, 호모 사케르, 박진우 역, 새물결, 2008. 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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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었고, 조직적으로도 항상 부차적인

지위에 머물렀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빈민계층(milieu pauvre)은 ‘노동 현역군의

상이군인 집합소’(l'hôtel des invalides)이자 ‘산업예비군의 사중’(死重, poids

mort)이었다.125) 1970년대의 도시빈민 역시 “룸펜적 특성”이 강조됨으로써 ‘운동’

선상에서조차 제외되는 경향이 많았다.126) 도시빈민은 항상 철거에 쫓겨 무허가

불량주택가로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공식부문의 취업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며, 사회

보장제나 빈민보호법 등의 빈민생활 및 권리를 보호해주는 아무런 법적․제도적 장

치도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동정심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127) 이러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도시빈민은 노동자에 비해 정치적 주체

로서의 이미지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이후 수많은 도시

빈민운동이 빈발했으나 사건 당시에만 극히 일부의 관심을 끌었을 뿐, 도시빈민운

동은 그다지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128)

이 점은 1970년대 소설과 상반되는데, 70년대 소설은 민중주의 진영에서 특화

하고자 했던 노동자보다 비공식부문의 노동자와 도시빈민의 ‘가난’을 적극적으로 부

각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폈듯 당대 개발주의 통치성에서 ‘가난’은 인

구와 영토를 관리하는 통치성의 가장 중요한 ‘장치’중 하나였다. 알다시피 개발주의

통치성은 ‘가난’을 동원이데올로기로써의 감정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바, ‘가난’의

구체적인 형상을 지우고 다만 극복대상으로써 일반화했다. 이에 비해 70년대 소설

은 통치술의 관리체계에서 비교적 느슨한 공간에 배치된 이들을 통해 ‘가난’의 구체

적인 실상을 부각하고자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난공동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

125) “마르크스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가장 밑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부분이 ‘피구휼 빈민’으로, 산

업예비군의 사중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그 제 1부류가 노동 능력을 가진 자이고, 제 2부류

는 고아나 빈민, 아동 등으로 이들은 산업예비군의 후보자로서, 호황기에 급속히 현역에 편

입되는 층이며, 제 3부류로는 노동능력이 없는 자, 육체적으로 쇠잔해진 자, 산업의 희생자,

장애인, 병자 등이 있다고 했다.” Geremek, Bronisław, 빈곤의 역사, 앞의 책. p.283.
126) 정동익, 도시빈민연구, 앞의 책. p.144.
127) 정동익, 위의 책. p.138.

128) 그러나 도시빈민은 대부분 ‘가두층’이고 최하류층으로서 온갖 고난을 헤치며 살아가고 있

었으며, 또한 잦은 철거와 단속으로 인하여, 비교적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다. 이들 막노동꾼, 청소부, 구두닦이 등 도시빈민들이 끝까지 80년 5월의 광주를 지킨

사람들이라면 호남전기, 아세아자동차, 전남방직 등에 근무하는 대기업노동자들은 80년

광주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정동익, 위의 책, pp. 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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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빈곤 및 빈/부의 관념적 위계의 심각성은 도시 하층민의 ‘가난’을 통해서 가

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동원 체제에서 ‘가난’은 비천, 도덕적인 타락, 선천적인 게으름,

비천한 성품, 무지, 무기력 등의 일종의 첨등인종적 비하의 대상이었으며129), 반공

이데올로기의 방패막으로 이용되었다.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열등감과 좌절감 때

문에 공산주의자가 되었다”130)는 지배권력의 반공논리는, 김지하에 따르면 <오적>

사건에서도, <비어>사건에서도, 그리고 민청학련사건에서도 가난한 자를 ‘공산주의

우범’으로 모는 상투어구로써 되풀이됐다.

‘가난’의 이미지는 적어도 60년대에는 “어떤 지성적인 후광”131)을 지니고 있었다.

‘가난한 수재’가 드물지 않았으며, ‘가난’은 서로 돕는다는 의미에서 ‘사랑’을 연상시

키는 공동체 정신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를 주도하는 대학생들은, 적어

도 ‘집합적’인 의미에서는, 비록 ‘거지’처럼 기숙할 곳이 없어도 “구김살이 없었고 의

욕과 정열을 가지고 있었다.”132) 훗날 김지하가 ‘가난’을 ‘민중’의 인식론적인 기반

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가난’에 내재한 이러한 ‘힘’에 기인한다. 곽광수에

따르면 그러한 ‘가난’과 ‘사랑’의 후광이 상실된 것이 70년대이다.133) 앞서 살펴보

았듯, 이 상실의 ‘기원’에 대해 김지하는 물질적 풍요를 위해 정신적 가난을 바꿔치

기 한 역사적 계기로써 5·16을 들었던 것이다.

유선영에 따르면 당대 명랑을 위주로 한 감정기조는 자본주의적 감정문화에 대

한 지향으로서보다는 나치즘이나 일제 군국주의의 파시즘적 감정문화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134) 사회와 개인의 문제-가난, 우울과 자살, 좌절 및 대학생들의 일상

129) 김지하, 양심선언 , 앞의 글. p.557.

130) 김지하, 양심선언 , 위의 글. p.555.

131) 곽광수, 가난과 사랑의 상실을 찾아서, 작가, 2002. p.16.
132) 김승옥은 김지하를 ‘문리대 대표 거지’라고 칭한 바 있는데, 김지하를 비롯해 김승옥 등 서

울대 문리대 신문 새세대를 이끌고 있었던 당시 문리대 거지들이 내뿜는 문화적 자부심은
문리대에 ‘사이비 거지’를 양산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김승옥, 산문시대 이야기 , 뜬세
상 살기에, 지식산업사, 1977. p.227.

133) 곽광수, 앞의 책. p.15

134)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파시스트의 헤게모니 전략을 베레진은 ‘과민족화 프로젝트

(hypernationalization project)’로 규정지었다.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체제에 대해 대중이

감정적 애착을 갖도록 선동하기 위해 민족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국가와 체제에 대한 애착으

로 전이시키고자 하는 헤게모니 전략이다. Berezin, M. “political belonging: Emotion,

natuion, and identity in Facist Italy” in G. Steinmetz ed. State/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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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식-시위, 입대 고민, 공권력의 희화화, 전통적 미풍양속에 반한 것들은 무조

건 삭제명령을 받았다.135) 가난한 일상에 놓인 고통스러운 ‘얼굴’을 포착함으로써

시각적인 감성을 자극한 최민식136)의 사진 작업 역시 검열의 대상이었는데,137) 가

난한 얼굴을 공공연하게 다루는 것은 반공이데올로기에 저촉된다는 이유 때문이었

다. 통치성의 이데올로기에서 ‘가난’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되었으며, 국가

전체의 가난을 벗어나는 길이 곧 반공 및 승공에 이르는 길138)이라는 점이 누누이

강조됐다.

5․16의 정당성은 후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빈곤과 부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군사정부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설득하는 데 달려있었기 때문에 박정희는 쿠데

타 이후 중남미의 혁명을 이끈 지도자에 대한 관심과 동조를 통해 한국의 빈곤과

부패를 ‘혁명’의 목표로써 좌표화시키면서 정당화했다.139) 공임순에 따르면 이에 대

해 군사정부 지식인들은 한국을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같은 신생 빈곤국과 동일한

세계사적 위상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담론화함으로써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했

다.140) 그러나 이것은 가난하지만 교육문화수준과 정치의식이 높은 한국인을 일반

적인 후진사회이론을 수용하여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3․1운동과 4․19

민주혁명의 전통을 가진 한국의 민도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141) 그럼에도 불구

State-Foermation after the Cultural Turn. Itacha, NY: Cornell Univ. Press.

pp.360~361. 유선영, 과민족화 프로젝트와 호스티스 영화 , 공제욱 엮음, 국가와 일상,
한울, 2008에서 재인용.

135) 유선영, 위의 글. p.360.

136) 최민식(1928~2013)은 한국의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1957년 사진에 입문한 이

후 '인간'이라는 주제에 천착해 가난한 일상을 기록했다. 이 사진들로 아동시절의 해외원조

를 얻기도 하였으며, 군부독재시절 검열을 당해 출판의 어려움을 겪었다. 1968년 인간시
리즈 이래 근 50년이 가까이 오직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찍었으며, 가난하고 궁색한 사람들

의 일상적 모습을 동정을 투사하지 않고 표현한다.

137) 이계선, 최민식 사진에 나타난 휴머니즘에 관한 연구 , 숙명여자대학 석사학위 논문,

1999.

138)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향문사, 1963.
139)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위의 책 참조.
140) 군부세력의 논리를 뒷받침한 지식인 담론으로는 신일철의 “A․A블록의 빈곤권”이 대표적

이다. C. 라이트 밀즈의 들어라, 양키들아의 번역자로서 밀즈의 “굶주인 나라 블록”을 차용
한 신일철(신일철, 소리없는 혁명 , 사상계, 1961.11)의 논의는 박병일( 경제자립과 외

자도입의 필요성 , 사상계, 1961.7.), 김기석( 국가재건과 도덕 , 사상계, 1961.11.)
등의 논의와 더불어 냉전지형에 균열을 가하면서 통합에 이바지한 리더십전략에 유효했다.

이에 대해 공임순, 앞의 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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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후진국의 극빈논리는 받아들여졌고 ‘국민재건’과 ‘사회재건’, 심지어 ‘인간개

조’142)라는 슬로건의 정치적 실행이 대중적 동의를 얻었다. 이 목표를 위해 국민의

인간개조가 설파된 점이 당대 동원논리에서 감정정치의 핵심이었다.

감정정치emotional politics는 감정 에너지를 산출하기보다는 전유한다.143) 박

정희에게 민족의 가난은 곧 “설움과 슬픔과 괴로움”144)과 동일시되었으며, 가난의

극복은 국민 개개인의 ‘인간혁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인간개조의 논리

이다. “거짓말하지 않고 무사주의, 안일주의의 생활태도를 청산하여 근면한 생활인

으로 ‘인간혁명’을 기하고 사회개혁을 통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나라’, ‘잘사는

나라’로 만드는 길”145)은 구정권의 도덕적 병폐를 국민 개개인에게 재인식시키는

전략이자 국민의 정신문제를 당대 사회적 병폐를 극복할 도덕률로 치환한 것이다.

1970년대에 당시 국가는 여전히 ‘가난’을 강조했으며 이때 국가가 강조하는 ‘가

난’은 60년대의 기조와 달리 자립경제에 대한 희망과 과제를 부여하는 데 치중됐

다. 1971년에 박정희는 이미 ‘대망의 70년대’가 아니라 ‘대망의 70년대 중반’을 주

창하고 있었는데,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산등성이의

판잣집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가 220만개로 늘어 경제성

장의 혜택이 도시와 농촌에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입하고 있었던 것

이다.146) ‘대망의 70년대 중반’에 대한 기대감은 대외적으로 ‘자립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과 신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동원을 이끌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후로 ‘자립경제’에 대한 과제는

‘유신 체제의 총화단결’이라는 반공논리와 보다 강력하게 접합하여, ‘기름 한 방울이

라도 아끼자’는 기조로써 재강화되었다.147)

반공주의 검열의 절대적인 억압성과 더불어 훈육에 중점을 둔 ‘감정 검열’의 기조

로 70년대 사회에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게 반영되었다. 그 중에서도 동원체제

141) 박동운, 비전없는 청사진: 박정희 저 우리민족의 나갈길을 비판한다 , 세대통권 제2
호, 1963. 7.

142) 박정희, 우리 민족의 나갈 길: 사회재건의 이념, 앞의 책.
143) Barbalet, J. M, 감정과 사회학, 박형신 역, 이학사, 2009. p.76.
144) 박정희,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 동서문화사, 2005. p.11.
145) 박정희, 위의 책, p.11.

146) 박정희,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8집, 대통령비서실. 1971. pp .311~326.
147)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12집, 대통령비서실, 1975.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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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산시키고자 했던 ‘명랑’은 1970년대에 ‘새마음 갖기 운동’과 결합함으로써 매

우 모순적인 함의를 지녔다.148) ‘새마음운동’은 공장새마을운동 및 도시새마을운동

에서 노동문화와 일상문화를 명랑하게 만들겠다는 감정 및 태도 교육이었으며 연설

의 형태로 보다 공개적이고 계몽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149) ‘새마음운동’과 같은

통치술의 확산은 감정검열의 억압적 권력 한편에서 훈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하

는 주체’로서의 농민과 노동자를 고무하려는 ‘건강성’을 지향한다. 일상생활의 공중

도덕이 강조된 점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새마음갖기운동’은 ‘시민’사회에 대한 국

가의 도덕적 신뢰가 매우 낮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기서 도드라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불신’이자 혐오감이다. 동원체제에서 ‘국민’은 시민성의 결여태, 즉 배움이 부

족한 존재로서의 교육 대상에 지나지 않는 것임이 드러나는데, 엄밀히 말하면 ‘시

민’을 정치적 주체로서가 아니라 통치대상으로서의 서민대중으로 인식한 것일 터,

서민의 도덕적 규약으로 ‘새마음’을 만들고 그것을 그들의 정신적 요건으로 책정하

고 있다는 점, 더구나 그것이 유교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전혀 새롭지 않은 권위주의의적 반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발이데올로기가 자립경제를 표방했듯이 경제적 주체가 지녀야 할 도덕적인 삶

의 태도로써 ‘자조’가 개인과 마을 차원에서 가장 강조된 덕목이었다. 그러나 ‘자조’

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에는 그다지 파급효과가 큰 것은 아니

었다. 그 시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가서 정권이 막을 내린 탓도 있지만, 신체와

148) ‘새마음운동’은 충․효․예라는 기준을 각 개인이 확고히 함으로써 사회의 병폐를 ‘정화’할

수 있다는 논지로 일관하고 있으나, 사회병폐를 개인윤리 저하의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는 차

치하고, 충․효․예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한 사회 전체가 한 가정

과 같은 분위기”(박근혜, 새마음의 길, 사단법인 구국여성봉사단, 삼화인쇄주식회사,

1979. p.27)를 지니기 위해서 “불효, 불충, 무례”를 탈피하자는 선언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는 노사관계에서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공장과 회사의 캠페인 관행과 동일하

다. “근로자를 가족처럼, 공장일을 내 일같이”라는 구호는 국가가 만든 구호로써 전국의 거의

모든 공장 정문에 게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구해근,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신광영 역,
창작과 비평, 2001. p.35 참고.)

그러나 정신적․도덕적 규약을 유교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권위주의에 기대는 구

태의연함은 유신정권의 출범이후, ‘유신이 곧 새마을운동이다’라는 궤변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토대에 지나지 않았다.

149) 새마음의 길은 관공서와 중고등학교 등에서 행한 박근혜의 연설집으로, 연설장에서의 박
근혜를 담은 사진이 칼라화보로 여러 장에 걸쳐 실려 있다. ‘새마음운동’을 유독 박근혜에게

일임한 것에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부드러운 계몽’을 통한 정치적 효

과를 유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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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규율하는 것으로 흔히 그려지는 동원이데올로기의 효과는 근면과 자조 같은

주체갱생의 원리를 주입하는 가운데 명랑이나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감과 내면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디스토피아적 전망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새마을운동

이 표방한 ‘자조’는 결과적으로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조’

하는 근대적 인간형을 창출하는 데 실패한 것은 그것이 “개인적 빈곤의 책임을 국

가에게 돌리지 못하게 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세뇌작업”150)에 그쳐버렸기 때문이다.

2.2. ‘가난’극복과 ‘연민록錄’의 확산 : 품행과 대항품행

1970년대 지적경향의 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민중운동의 주체는 기독교를 중심

으로 한 노동운동으로 집약된다. 김병익은 기독교계열에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자

주 쓰기 시작했다며, 크리스찬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편에 서서 그들을 억압하는

그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고 그 억압체에 대해 저항을 제창하는 것은

탁월한 현실 인식이며 기독교의 핵심적 의미가 이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음을 뜻한

다고 평했다.151) 그 중에서도 1970년대 노동운동사에서 특히 민주노조운동을 주도

했던 대표적인 경향은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노동운동이었다. 그러나 김원에

따르면 당시의 교회단체가 단일한 행위자는 아니었으며, 이들이 생산한 담론과 노

동운동에 대한 입장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152) 요컨대 단일화되고 ‘완성’된 형

태로 기독교 민중주의의 실천적 장이 펼쳐졌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독교 민중주의가 당대의 빈자와 약자들에게 끼친 영향과 ‘운동’사적 진폭은 지대하

150) 최진아, 새마을운동에 나타난 자조에 관한 연구-새마을지도자의 수기를 중심으로 , 서울

대 석사, 2003. pp.37~38.

151) 이 글에서 김병익은 <무엇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부분을 안병무의 글(안병무, 종교가가

본 한국작가의 종교의식 , 문학사상, 1972년 12월호)에서 따오고 있다. 김병익, 상황과
상상력, 앞의 책. p.48.
한편 안병무의 민중신학과 달리 해방신학은 제 3세계의 빈곤에 대한 인식의 지반위에서 미국

으로부터의 종속경제에서 벗어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가난’의 개념에 대해 명료하게

접근하는 데 비해 민중신학은 노동자와 농민 등 경제적 약자의 총체적인 상황을 문제의식으

로 삼는다.

152) 김원, 1970년대 가톨릭노동청년회와 노동운동 , 1970년대 민중운동 연구, 선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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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독교 민중주의의 역사에서 1970년대에 활동을 보인 조직 가운데 강원용이 주

도한 크리스챤 아카데미153)의 대화 운동은 단순한 노동운동이나 민주적 집회의 성

격에 머물지 않고 직접 ‘민중’을 조직해내고 가난공동체를 형성시켰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한 활동을 보인다. ‘영성’을 강조한 민중신학과는 다르게 크리스챤 아카데미

는 ‘대화’라는 형식을 고안해 냄으로써 타자와 감정을 교환하는 공개적인 장을 만들

고 그것을 통해 사회적 이해를 도모해보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문화적 차원의 진

보적 경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난에 대한 경험을 상호 토로하고 거기서 형성되는 공감과 유대를 통해 동지로

서의 우애를 갖게 만드는 것, 서로의 경험담을 들으며 온통 눈물바다가 되는154)

새로운 경험의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전략은 ‘가난정동’에 내재

하는 ‘울분’의 외화를 통해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상처받은 삶과 그 속의 ‘응어리’를

떠나보내는 애도작업이다. 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구성원이 대부분 노동자라는 점은

‘가난’이 낳은 슬픔에 대한 애도를 거쳐 ‘가난’에서 파생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공

론화하게 만드는 생산적인 방식이다. 이 네트워크는 ‘중간집단교육’이라는 모임(의

이념)과 관련되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말해진 ‘가난’은 결핍의 경험자체보다는

결핍이 파생시키는 심리적인 경험들의 공유에 방점이 있다. 즉 단순한 ‘해소’가 아

니라,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해본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크리스챤 아카데미가 설정한 ‘운동’방식은 사회문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나 사회

운동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를 이끌 이념형성과 이를 담지한 집단, 크리스

챤 아카데미의 표현을 빌면 ‘압력집단’155)의 양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압력집단’ 양

153)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1965년 5월에 창립되었으며, 초세속적 사명만을 고집하는 복고주의

적이고 경건주의적인 교회활동을 비판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아카데미 운동의 방향을 논의

해 오던 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소를 모태로 한다.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대화’모임이 독일의

아카데미 운동을 본받은 형식이라는 점은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영향관계는 파악된 바 없

다. 당시 수유리에 개관한 아카데미하우스는 독일교회의 원조로 이루어졌다. 1966년 11월

16일 아카데미 하우스 준공식에는 원조를 제공한 독일 아카데미 설립자인 뮐러가 참석했다.

강원용, Between and Beyond 역사의 언덕에서 3, 한길사, 2003.
154) 정연순, 1970년대 노동교육 사례 연구 - 크리스챤 아카데미 산업사회 중간집단 교육 ,

서울대 석사, 1998.

155) “중간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요약하자면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압력집단의 역할을 하며, 사회통합의 기능

을 통해 함께 사는 공동사회 건설에 노력하는 집단”이다. 한완상, 중간집단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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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중간집단교육’의 구체적인 목적이었던바 그것은 1970년도에 접어들어 아카데

미가 제시한 목표인 ‘인간화humanization’와 관련된다. 이 주제는 사실상 70년대

아카데미 활동 전반을 이끈 지향점이 됐는데, 강원용에 따르면 당시에 ‘인간화’라는

말은 새롭고 생소한 것이었으나 곧 사회일반적인 용어가 되었다고 한다.156) 아카

데미가 60년대에 내걸었던 대화의 주제인 ‘근대화’를 ‘인간화’로 바꾸게 된 것은 한

국 사회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비인간화 현상이 비명처럼 터져 나오고” “인간성

회복이 절실하게 요구되기 시작”157)했기 때문이다.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인간화’ 운동은 당대 문화·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양극화 현상에 대한 사회적 선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빈부의 격차는 대중

적 차원에서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생활고에 따른 자살률이 꾸준히 지속됐다. 생활

고로 인한 자살이 최고조의 상태를 보인 것은 60년대 중·후반이었다.158) 개인 혹

은 가족 집단자살은 ‘가난’의 가장 사적인 형태의 비극이라는 점에서, ‘전태일’ 이후

로 폭력적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는 저소득층과 빈민층의 불만 표출에 비해서159)

감정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인 방기를 드러낸다. 통치성은 가시적인 폭력에는 강도

높은 강경책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고수했으나 가족 집단자살 같은 가장 나약한 형

태의 대응에 대해서는 ‘따뜻한’ 전시행정을 감행하기도 했다.160) 요컨대 ‘가난’의 문

제는 민중주의 진영 및 통치성 양쪽에서 공히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동시에 ‘가난’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명백한 입장차이가 존재했다. 그 중 크리

스챤 아카데미의 총서에 실린 다음 글을 보자.

크리스챤 아카데미 편, 한국아카데미 총서: 양극화시대와 중간집단, 삼성출판사, 1975.
p.226.

156) 강원용, Between and Beyond 역사의 언덕에서 3, 앞의 책. p.256.
157) 강원용, 위의 책. p.256.

158) 단적으로 조선일보를 예로 들어보면 60년대 중반에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많았다. <13
세 소녀가 배고파 자살>(1967.5.31.), <텃세 성화 못이겨 구두닦이 소녀 자살미수>(1966.

12.), <부산서 일가6명 집단자살-생활고의 어머니는 분신>(1966.12.3.), <끼니 찾다 집단자

살-어머니는 중태, 두 아들 숨져>(1966.12.1.), <전직 경관 일가족이 집단자살, 연탄가스 피

워 생활고를 청산>(1965.12.18.), <연탄가스 집단자살에서 살아남은 나양에게 상명학원서

장학금>(1966.12.10.), <일가족 셋 집단자살, 가난을 비관>(1965.10.22.), <이웃에 폐끼치

기 싫어 일가족 집단자살>(1964.2.21.), <한가족 6명 집단자살 기도, 빚 갚을 길 없어 모두

중태>(1963.11.)

159) 전인권, 박정희 평전, 이학사, 2006. pp.278~279.
160) <일가 집단자살 유족에 박대통령이 금일봉>, 조선일보, 1965.2.2. 조간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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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하는 근대사회는 빈곤의 문제에 사로잡혀 왔다. 빈곤이 새로운 것은 아니

지만 도시를 중심으로 노출된 빈곤이 사회의식을 사로잡은 것은 새로운 것이었다.

이러한 빈곤의 문제에 대한 의식의 몰두는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는 방법의

모색을 가장 큰 사회와 지식의 과제로 부각시켰다. 그러한 방법에 대한 몰두는 인

간을 빈곤의 소유자로서보다도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 또는 도구로서 생각할 수 있

는 환각을 자아냈다. 과학자로서 이해되는 근대화가 인간의 도구화를 허용하는 분

위기를 조성하였다는 것은 물론 과학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근대화를 물질적 빈곤

의 문제로만 집약시켜 생각한 사회적 정신 자세 때문이었다.161)

위의 글은 빈곤을 ‘근대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시각이 인간을 도구화시킨다는 근

본적인 회의를 제기하는데, 이 사태가 물질주의적 속성에서 온다기보다는 통치방식

의 폭력성에서 비롯한다는 당대로서는 라디컬한 비판을 덧붙이고 있다. “빈곤이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방법으로써 체계적인 폭력과 공포가 강요될 수도

있다는 것은 물질적 차원에서의 자유화를 위한 물리적 차원에서의 노예화가 과연

인간의 자유화로서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p.247)

저자에 따르면 정신적인 차원에서 빈자를 보호해 줄 사회적 방어막이 부재하는

현실은 빈자를 다만 빈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범주에서 사고하는 데서 비롯한다.

그것이 통치성의 방식이라면, 도시를 중심으로 노출된 빈곤이 사회의식을 사로잡았

다는 것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한 사회적 감성의 수치

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크리스챤 아카데미가 이런 ‘인간화’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사상적 근거는 물론 단

일하지가 않다. 종교와 직업을 초월하여 사회를 통합시켜보자는 기조아래 대화운동

의 방향은 토론을 통해서 상정되었고, 각 집단의 수준별 단계별 교육을 담당한 강

사는 사회각계 전문가집단에서 선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실

질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강원용의 영향력을 도외시할 수 없는바 그의 사상적

은사인 가가와 도요히코의 존재를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강원용은 어린 시절 외삼촌의 영향으로 알게 된 가가와 도요히코를 38년 무렵

161) 이홍구, 반항하므로 존재한다 , 크리스챤 아카데미 편, 한국아카데미 총서: 근대화와 비
인간화, 삼성출판사, 1975.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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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직접 만난다. 어린 시절 가가와 도요히코의 사선을 넘어서가 남긴 충격

과 감동은 빈민굴에 들어가 빈민들과 함께 한 그의 삶의 궤적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다. 가가와는 열악한 공장지대에 정착하여 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

한 운동을 벌인 인물로, 소년가장으로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매다가 예수를 만나

농민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돈 한 푼 없이 간

도 용정에 들어가 고학을 하면서 고군분투한 시절부터 강원용의 마음의 길잡이였

다.162) 가가와에 따르면 “그것은 동정이나 자선이 아니었다. 그는 자선사업은 빈민

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생각하는 빈민들과의 관계는 그들의 좋은 이

웃이 되는 것이었다.” 가가와에 따르면 “중산 계급을 토대로 한 교회는 그 자체가

치유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다.”163)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중간집단 교육 과정에서 참

가당사자들이 형성하는 ‘가난공동체’의 당대적 감각이다. 교육대상자와 교육자들이

‘터놓고’ 감정을 교류하게 함으로써 의식적 ‘공동체’ 즉, ‘중간집단’을 형성하는 과정

에서 말해진 ‘가난’에 대한 각자의 경험은 노동·농민 운동을 밀고 나갈 지속적인 에

너지를 형성하게 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한 방법은 말하기와 대화였다.164)

노동자나 농민이 말하는 경험은 가난공동체의 윤곽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농민 교육의 경우, 농민들이 가난한 이유가 팔자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

라 자본의 농업수탈, 관료주의적인 농민 지배와 횡포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게 한

다음에는 교육생들의 태도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는 강의를 배치했다고 한다. 이 과

정에서 교육생들 사이에는 ‘왜 농민은 가난한가’라는 문제의식이 형성되며, 사례연

구나 공동과제를 통해 잘못된 지도자상에 대한 비판 및 농촌운동에 적합한 새로운

농촌지도상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교육에서는 “실제 새마을지도자

나 이장이 관청과 밀착되어 마을사람들을 우롱하고 억눌렀던 사례를 과제로 주어

이를 연구 발표토록 하여 개인의식의 문제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165) 하는 데 초점

162) 강원용, 엑소더스- 역사의 언덕에서 1, 한길사, 2003. pp.113~123.
163) 강원용, 위의 책, p.123.

164) 이들의 대화방식이 대화형식을 띤 것은 당시 간사로 참여한 김세균의 발언에서도 드러나

듯, 초등학교 정도를 졸업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강연을 하기 보다는 다시 생각

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느껴왔고 경험했던 것 가운데 정리하지 못한

것을 명확한 지식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김세균, 2002년 12월 26일 인터

뷰. 김원, 여공 1970, 앞의 책. p.48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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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추어졌다.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중간집단’ 교육은 이렇게 가난이 생산된 조건들 및 거기서

배태된 감성들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사실 강원용이 일생의 정신적

스승으로 삼은 가가와 도요히코가 빈민굴에서 하급 노동자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

면서 ‘조합’을 만든 것166)에 비하면 근본적인 변혁의 힘으로 작용했다기보다 단기

적으로 제공된 교육적 파급력의 영향력에 머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은

개발주의 통치성이 ‘새마을운동’ 및 ‘새마음운동’ 같은 ‘품행’을 통해 주입하고자 하

는 ‘성공’의 배면을 밝히는 비판적 담론으로써 중요하다. 참가자체가 개발이데올로

기에 대한 직설적인 ‘대항품행’으로 기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가자들은 ‘나는 어떻게 하여 노동자가 되었나’, ‘나는 어떻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었나’ 등을 주제로 자신의 얘기를 발표하는 5분 발언 시간을 통해, 가난과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처지, 노동

조합 활동과 투쟁의 고난 등을 말하는데, 그 시간에 교육장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한다.167) 이 눈물은 일종의 ‘가난의 영성’에 의한 것이지, 종교적 영성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다. 한 참가자는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를 표현하면서 자신들은 “눈물의

여왕”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연순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서러운’ 삶의

경험을 나누면서 느끼는 공감은 어떤 강의보다도 큰 정서적 호소력을 가졌다.

중간집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체들이 일정 정도 의식화교육에 동의하고

어느 정도는 의식화된 주체라고 할 때, ‘눈물’의 일체감은 공적인 차원에서 저항의

정서를 조성함으로써 모종의 ‘결속’에 이바지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때의

눈물의 속성이란 개인적 서러움을 노동운동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로 옮

길 수 있는 ‘감응(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눈물을 통한 심리적 ‘정

화’를 통해 타인이 나와 유사한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유사한 감정적 고통은

곧 사회 불평등의 유사한 구조에서 비롯한다는 깨달음을 통한 연대감을 전제로 하

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연민은 동정이 왜곡된 것일 수도 있으나 유대(紐帶)와 연관된 감정은

165) 이우재, 1979년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 , 역사비평 1991년 12호.
166) 그의 일생에 관해서는 가가와 도요히코, 홍순명 역, 우애의 경제학, 그물코, 2010.
pp.184~208 참조.

167) 정연순,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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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이며, 뼛속까지 스며들지 않고 감성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연민은 동정

이 작동하지 못하는 곳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사람들이 유약한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은 연민 때문이며, 유대에 입각해 심사숙고하여 피억압자와 피착취자에

대한 관심의 공동체를 구성한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약자의 존재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연민은 불행한 사람의 현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168)

아렌트는 여기서 동정을 정념으로 연민을 감정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흄

에게 연민이 사회적 정념이며 2차 정념이라는 점에서 감정에 대한 아렌트의 이해는

흄과 통한다. 정념이 강하게 솟는 순간의 감정이라면 감정은 보다 통합적이고 인식

론적인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혹한기에 지식인의 역할이 제한되고 대중문화가 상업주의적 경향으로 치

닫는 분위기에서 소외계층을 다룬 논픽션류가 대거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수기와 논픽션 같이 ‘감정’이 가공되지 않은 글들

이 범람하는 현상은 빈곤 해결에 대한 통치성의 장치들이 사회적 고통을 잠재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을 분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시켰

다면 그 이면에는 사회적 고통자체에 대한 공감력의 확산 및 그것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충족감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전문적인 작가가 아닌 저자가 쓴 글로 대

중적인 호응을 얻은 첫 작품은 1964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생 이윤복의 일기를 모

은 단행본 저 하늘에도 슬픔이이다.169) 구두닦이로 연명하며 동생들을 보살피는
소년의 일기가 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들면서 대단한 판매고를 기록했는데, 이 수기

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실린 담임교사인 김동식 선생의 글이 갖는 감정적 파급

력 또한 상당하다. “11세 소년이 외치는 인간의 소리”라는 문구가 표제 위에 달린

이 책의 성공이후 신동아를 위시한 잡지들에서 이루어진 논픽션 공모와 응모

는170) 1970년대 당대 거의 모든 매체로 파급력을 확장했다.

이 중에서 1970년대에 대화지가 발굴한 수기와 논픽션, 르포 등을 통해 드러

168) Arendt, Hannah, 혁명론, 홍원표 옮김, 한길사, 2012. pp.171~172.

169) 이윤복, 저 하늘에도 슬픔이, 신태양사출판국, 1964. 이와 관련한 부가적 논의는 천정

환, 문학사의 타자들을 돌아보다: 문학사에서 문학사‘들’로 ,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 푸른
역사, 2013 참조.

170) 이와 관련하여 김성환, 1970년대 논픽션과 소설의 관계 양상 연구 : 『신동아』 논픽션

공모를 중심으로 , 상허학보 32, 상허학회, 20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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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가난’의 양상들은 그것이 ‘글쓰기’라는 자의식적 영역을 거친다는 점에서 무엇보

다 ‘노동자’의 정체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당대의 수기는

가난을 극복한 결과를 강조함으로써 교훈을 유도한 성공서사와, 가난의 고통 그 자

체를 드러냄으로써 산업화의 모순을 고발하는 반개발주의 서사의 역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가 새마을 수기에 해당한다면 대화의 수기들은 후자의 양
상을 띤다. 대화지가 발굴한 석정남이나 유동우 모두 도시산업선교회의 간사들로
부터 권유를 받아 대화에 글을 싣게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중간집단교육에서 산업사회 노동교육 부문을 맡았던 신인령에 따르면, 이 교육에서

처음으로 ‘민주노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노동교육은 어용노조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할 ‘민주노조’의 싹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171) 그 영향

력이 유동우와 석정남의 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태일이 그랬던 것처럼, 대화지에 어느 돌멩이의 외침 (대화, 1977년 1

월~3월 연재)172)을 써서 알려진 유동우는 ‘분노’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다고 했

다.173) 어느 돌멩이의 외침 에서 ‘가난정동’은 감각적으로는 숱한 ‘눈물’로 표상되

지만 거기 흐르는 정서는 ‘서러움’에서 ‘분노’ 그리고 ‘형제애’를 통한 ‘저항’으로 이행

된다.

어느 돌멩이의 외침에 등장하는 “기아임금”이라는 단어는 하루 16시간의 철야
노동으로도 살 수가 없어 악순환을 가져오는 임노동의 현실을 표상한다. 유동우는

그러면서도 아직 소년·소녀에 불과해 천진하기만 한 “이웃”들에 대한 연민을 자주

드러낸다. 이 이웃들을 통해 유동우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다는 열등의식과 체념

을 연대하는 자의 당당함과 뿌듯함으로 전이시킬 수 있었다.

 

우리들 사이에는 무언가 새로운 인간적·사회적 관계가 싹트고 있다는 기분이 들

었다. 어느새 우리는 어느 누구도 뗄레야 뗄 수 없는 우애와 신뢰로 뭉쳐진 하나의

견고한 운명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었다. …(중략)… 이와 더불어 체념, 자표자기, 동

171) 당시 교육담당 간사들과 강원용이 79년 남산 중앙정보부에 끌려감으로써 이 교육과정이

끝났으며, 이 사건이 79년의 아카데미 사건의 시작점이다. 신인령, 강목사님과 크리스챤 아

카데미와 나 , 강원용, 비스가 봉우리에서-역사의 언덕에서 5, 한길사, 2003.

pp.323~328 참고.

172) 인용은 유동우, 어느 돌멩이의 외침, 청년문고, 1984에서 가져 옴.
173) 유동우·김원 대담, 돌멩이는 아직도 외친다 , 실천문학 110, 실천문학사, 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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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시기나 질투심, 상사에 대해 눈치보기 등과 같은 우리들이 예전에 갖고

있던 부정적 측면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pp.157~158)

유동우는 “가진 자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가난하고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이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으며, 먹고 살 수가 없어 절도나 강도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인간답게 살지 못

하고 부잣집 개나 고양이를 부러워해가며 살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

에 얼마나 많습니까?(p.277)라고 토로하는데,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통치성이 ‘가

난’을 범죄와 연관 짓는 ‘품행’을 보여주었다면, ‘기아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정서가 통치성의 품행에 저항적일 수밖에 없음이 드러난다. 그는 어느 돌멩이의

외침 속 <공장새마을운동으로>라는 절에서 혼자 노동관계법을 연구하면서 현장동

료들과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는 모임을 만든 일화를 털어놓는데, 그 제목이 ‘공장새

마을운동’이란 점은 통치성의 ‘품행’을 조롱조로 전유하는 면모를 드러낸다.

‘어느 여공의 일기’라는 부제가 붙은 석정남의 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대화
, 1976,11) 및 불타는 눈물 (대화, 1976.12)의 경우도 유사하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가 ‘가난’으로 인한 즉자적인 고통과 서러움에 치중돼 있다면 후편인 불

타는 눈물 은 점차 노동자로서의 자의식을 확립해 가는 과정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

이 차이점이다. 자신보다 어린 여공이면서 동생인 석정숙이 눈물이 말라붙은 채 지

쳐 잠든 얼굴에서 석정남은 자신의 허영심, 허영심이라고 해야 빠듯한 생활비에서

호떡을 사먹은 정도밖에는 안 되는 ‘사치’인데도 그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외려

방을 구하기 위해 만석동 골목을 누비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곳 시민들의 환경

을 보고나니 참으로 한심스러워진다.”( 불타는 눈물 , p.208)는 깊은 연민과 절망

을 보인다. 그러나 “산업선교, 노동조합, 나는 과연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뭘, 얼마

큼 알고 있나.”(p.216)하고 자문하던 석정남이 “우리가 사람이니? 우리는 인간도

아니야”(p.233)라는 인식에 이르는 과정은 길지 않다. 다만 그것은 ‘가난’을 벗어나

기 위해 ‘가난’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많은 아픔을 담고 있다.

이 일기들을 수정하여 간행한 석정남의 공장의 불빛174)은 유동우의 어느 돌

멩이의 외침에 필적할 만큼 노조설립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겪은 고난과 의식

174) 두 편의 일기를 단행본 체제로 구성하면서 일기체의 서술방식을 대폭 수정한 책은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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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장의 불빛은 동일방직 사건을 다룬 수기라는
점에서 특히 시위 현장에 대한 기록이 부각되어 있는데, 3일 동안 굶으면서 농성을

해 오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반나체로 주먹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77년 2

월 6일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동일방직 사건 해부식 초청장 전문에 등장하는 “가난

의 병”을 일거에 소거할 만한 경험으로 수렴된다. 공순이가 가난하다는 것은 누구

나 알겠지만 “가난한 정도를 지나 비참하게 살아온 내력”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

치도록 챙피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p.55)고 썼던 석정남은 폭력에 맞선 충격적

인 시위를 통해 가난을 통한 ‘초월’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석정남을 통해 볼 때 ‘가난’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로서의 균열된 정체성 역시 해방

되고 근대화된 국가의 시민적 권리주체로서 ‘자유롭고’ ‘독립적인(자주적인)’ 노동자

가 되어야 한다는 자각에 기초한 것임175)에는 틀림없지만, 이들의 ‘가난정동’은 지

배담론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수렴되기보다 저항하는 속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눈물’을 통한 연민과 연대는 세속적인 욕망을 향해 정향되기보다는 당장의 ‘가난’에

대한 불안과 실업의 공포 속에서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에 대
화지를 통해 소개된 광부의 수기176)나 굶주림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농촌을 떠

나 서울에 정착하려고 했으나 근로자 합숙소나 왕십리, 청계천 일대의 ‘뚝방촌’ 빈

민으로 전락한 필부필부의 ‘곡절’들177)은 모두 이러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70년대 중후반에는 파올로 프레이리의 교육과 의식화가 번역되고 이반 일리치
의 민중교육론(김쾌상 역, 민중교육론, 한길사, 1977)과 공생의 사회(안응력
역, 공생의 사회, 분도출판사, 1978) 같은 책들이 쏟아졌다. 특히 프레이리의

‘의식화 교육’은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교육방법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창자를 쥐어

뜯는 굶주림의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열한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굶주림과의 투쟁

에 일생을 바치겠노라고 하나님께 서원”178)했다는 프레이리의 교육론은 폭넓은 반

향을 얻었다. 이 책들에서 ‘가난’, ‘민중’, ‘공생’ 같은 낱말들의 조합은 ‘가난’에 대한

175) 신병현, 1960-70년대 노동자이 생활세계와 정체성 , 이종구외, 1960-70년대 노동자의

생활세계와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2007. p.104.
176) 이경만, 광산촌 , 대화, 크리스챤 아카데미, 1977.7월, 9월, 10월 분재.
177) 이종대, 우리는 왜 정든 땅을 버렸는가 , 대화, 크리스챤 아카데미, 1976,11.
178) Freire, Paulo, 교육과 의식화, 채광석 역, 중원문화, 2007개정판(1978년 초판.),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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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관심이 비단 ‘가난극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 점은 ‘가난정동’에 집적된 ‘민중’의 의식적 지향을 돌아보게 만든다. ‘가난’을

다룬 글들의 범람 및 확산 현상은 통치성의 방향과는 반대로 ‘가난’의 고통에서 벗

어나는 것보다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나눔으로써 사회를 총체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바로 그 점에 당대 ‘가난정동’의 윤리적 기반이 존

재한다. 자신들의 ‘가난’을 토로하고 생활상을 드러내는 ‘문화’는 ‘가난정동’에 대한

대중의 ‘참여’로서 드러났으며, ‘국졸의 리터러시’를 분출시킨 동력이 되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가난’에 대한 ‘대항품행’의 확산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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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적 장르’로 명명할 수 있는 도시하층민의 일상을 다룬 서사들이 산업화·

공업화로 인해 주변화되는 ‘직업’군에 유독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메타적으로 해석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서사에서 도시 주변부 삶 속 주인공들이 겪는 가난은 현실적

인 이유로 떠밀려왔거나(작부·창녀·기지촌 양공주) 생존을 위한 위악적이고 대안적

인 선택이거나(좀도둑·부랑자) 혹은 ‘근대적’ 직업군으로 전환할 기반을 지니지 못

한 하위주체들(막노동꾼·지게꾼·달비장수 등)의 계급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70년대

소설이 이들 주체들이 겪는 일상적 가난과 그 가난이 낳는 감정들에 주목하는 것의

정치성 혹은 윤리적 의미는 개발의 통치성이 겨냥한 ‘근대화’의 그늘에 대한 문제제

기에 있다.

이 장에서는 도시빈민의 가난의 양태와, 그 ‘가난’에서 발생한 감정들이 곧 사회

를 구성하는 하나의 인자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70년대 작가들이 도시빈

민을 다룬다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3.1. 통치성의 안과 바깥, ‘변두리 시민’의 선량함과 악함

3.1.1. 하층민 재현의 정동적 리얼리티와 ‘가난’

하층민 또는 하층민의 삶을 서사화하는 작업은 대상 계급에 대한 도덕감정만이

아니라 재현에 대한 심미적 도덕감정을 동시에 요구한다. 지식인의 존재기반위에

서 있는 작가들에게 하층민을 재현하는 문제는 노동자의 세계를 다루는 것보다 한

층 어려울 수 있다. ‘하층민’은 노동자와 달리 ‘저항성’이라는 전형성의 공식에 구속

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의 강등dégradation du savoir”179)을 향한 보다 많은 노

력을 필요로 하며 ‘심적인 아날로공’180)에 대한 가치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이

179) 우리는 순수지식으로써의 대상에 다가서지 못하므로 이미지를 동반한 상상적 지식의 단계

를 거친다. 사르트르는 이 단계에서 순수지식은 관념적인 것으로부터 감각적인 것으로의 “추

락chute”을 거쳐 이미지화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이행을 ‘지식의 강등’이라 부른다. 지식이

‘의미’의 상태에서 상상적 상태로 이행하면서 받아들이는 강등이 지식의 강등이다. Sartre,

Jean-Paul, 사르트르의 상상계, 앞의 책. p.126. pp. 353~35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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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사이의 진정한 차이는 언어적 재현 대상으로서의 각각의 세계에 존재하는 표상

들 자체가 아니라 이 표상들을 인식하고 선택하게 만드는 정동적 힘의 차이에서 비

롯된다고 할 수 있다.

민중주의 헤게모니 하에서는 도시빈민이나 비공식부문 주변계급의 ‘가난’을 과도

하게 강조하는 것은 변혁주체의 내부관계를 잘못 파악하는 속류궁핍화론으로 받아

들여지기도 했다.18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문학장에 제출된 ‘현장’182)이라는 개

념은 계급인식의 산물은 아니었다. ‘현장’은 작가들이 르포로 곧장 나아가게 만드는

급박한 위기의식의 산물이었지만, “비공식 부문 노동자, 소작농업 노동자, 農工 마

을의 부랑층, 루트 세일즈맨, 조직 노동자, 여성 부랑층, 소시민, 중산층, 중상류

부랑층…… 따위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계층적 인식 때문에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풍속사를 파악하기 위한 필요성에서였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183)는 박태

순의 발언이 말해주듯 소외된 삶에 대한 작가들의 관심사에서 비롯됐다. 이 점은

인식론으로서의 리얼리즘을 시대의 문학적 태도로써 반성하기 시작한 70년대 작가

들의 태도와, 동시에 그에 따르는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계급에 대한 철저한 인

식이 창작방법론의 전제로써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니라는 점이야말로 70년대

민중재현의 한 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작가들 자신에게도 60년대 말에서 70년

대의 사이에 벌어진 개발 및 그로 인한 변화는 감각적인 충격 속에서 받아들여졌다

는 점, 따라서 ‘카메라’의 눈으로 포착하는 작업이 이데올로기적 구속력에 우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현’의 문제에 놓일 때 ‘카메라의 눈’은 다시금 ‘심적인 아날로공’의 문제

에 봉착하게 된다. ‘가난’의 외형적인 형상이 주체-서술자이든 관찰자이든 혹은 독

자이든-에게 가하는 ‘충격’에도 분명 심리적 아날로공의 효과가 존재하지만, 거기에

180) ‘아날로공analogon’은 전통적으로 ‘이미지’라고 불러온 물질적 이미지들을 지칭하는 사르트

르의 신조어로서, 상상의식이 겨냥한 대상의 직관적 내용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는 ‘유사 표

상물’이며 아날로공에는 물적인 것과 심적인 것이 있다. 심적 이미지의 경우, 의식 자체로부

터 구성된 심적 내용이 표현매체가 된다. Sartre, Jean-Paul, 사르트르의 상상계, 위의
책. p.352 참고.

181) 1980년대 지식인들의 사고방식 중 대표적으로 조희연, 계급과 빈곤, 한울, 1993. p.18
참고.

182) “찾지 않는 한 現場은 어디에도 없으며 깨닫지 않는 한 現實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태순,

작가기행, 민음사, 1975. p.3.
183) 박태순, 작가의 말 , 신생, 민음사, 1986.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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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겪는 인물의 감정을 제시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가난’

의 형상을 재구성하게 하는 차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김주현이 적확하게 지적했듯, 무너지는 산 (창작과 비평, 1972)184)의 마지

막 장면은 바로 “리얼리티와 소설의 거리”185)를 깊이 인식하는 주체의 깨달음을 반

영한다.

조독수는 곽씨의 시선에 왜 적의가 번뜩이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우쳐 알았다.

곽씨의 시선이 읽은 조독수를 이번에는 조독수 자신이 읽었다. 조독수는 자기가 왜

여기에 왔으며 그리고 자기가 보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p.201)

조독수는 무촌동과 무관한 완전한 이방인으로서 무촌동에서 일어나는 소요의 현

장을 목격하는데, 거기서 우연히 병으로 앓던 갓난애가 죽었다는 젊은 부부의 천막

을 방문하게 된다. 무촌동은 별촌동에서 외촌동으로 변모하는 개발지의 원형으로

벌거숭이 야산에 불과하다. 이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원래 땅의 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무촌동 개발위원회’에서 분양하는 땅을 샀을 뿐이다. 이 때문에

무촌동 사람들은 벌거숭이 야산에 천막을 지어 살면서 농성중이다. 조독수의 눈에

무촌동의 환경은 널브러진 가재도구와 악취 속에 놓인 폐허와 같았는데 그곳에서

아이를 잃은 부부의 천막을 엿보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천막 속에서 곽씨라는 사람의 갓난애가 앓다가 죽어버린 것이다. 그는

숨을 가삐 몰아쉬다가 죽었을 갓난애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천막의 임자인 곽

씨와 그의 부인의 아픔을 자기가 느끼게 되는 것 같았다. 아마 한반도를 떠돌대로

떠돌다가 급기야 이런 데에까지 들어오게 되었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보려고

낑낑대며 애를 썼겠지.(p.192)

간간 흐느끼는 소리가 섞였는데 가슴에 배어든 슬픔을 간신 간신히 눌러 막고

184) 인용은 박태순, 정든땅 언덕위, 민음사, 1973에서 가져 옴.
185) 김주현은 6․70년대에 르포는 고발하는 힘을 가진 적극적인 발언으로서 문학과 운동의 경

계에서 이중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소설에서 시각적인 재현이 ‘텅 빈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소설이 장르적 자의식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한다. 김주현,

시각체험과 6․70년대 도시빈민 소설의 새로운 형식- 박태순과 조세희 소설을 중심으로 ,

어문연구제 33권 제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6. 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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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듯했다. 조독수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우벼파는 울음 소리를 일찍이 들은

적이 없었다.(p.193)

‘가난’의 맨얼굴을 목격한 조독수는 비로소 무촌동 사람들이 보인 이방인에 대한

적의를 이해하게 된다. 이들이 벌이는 농성은 더는 물러 설 데가 없는 사람들의 필

사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갓난아이를 잃은 슬픔과 환멸로 여자는 남편의 만류

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시위중인 무촌동을 떠난다. 그러나 남자는 지독한 자기혐오

속에서도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분

노에 놓인다.

“죽두룩 죽두룩 고생을 겪었지만……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얼마나 멍청

하고 어리석게 수굿수굿 견디어 오기만 했는지…… 더이상 어리석어질레야 어리석

어질 도리가 없게 돼 버렸단 말이오.”(p.201)

무너지는 산 은 ‘가난’을 벗어나고자 정착지로 무촌동을 선택했지만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좌절감과 시위현장의 긴장감, 아이의 죽음으로 일게 된 서로

에 대한 원망 같은 감정이 전경화되어 있다. ‘무촌동 개발위원회’의 사기행각에 정

부가 들러리를 섬으로써 피해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무너지는

산 은 통치성의 해악을 비판하는 데로 귀결되거나 타자에게 연민을 투사하지 않는

다.

무너지는 산 을 쓴 후 박태순은 “문학을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무섭고 무거운

일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작품이 이것이

다.”186)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작품의 바탕이 된 실제 경험을 통해 박태순은 “자기

중심적인”187) 시절과의 결별을 서사적으로 실현하기로 결심한다. 이것이 곧 앞에서

언급한 작가들의 ‘70년대적 전향’의 한 모습이다. 무촌동과 무관한 관찰자로서 조독

수가 이들의 슬픔과, 대상조차 분명치 않은 분노라는 ‘가난정동’의 ‘이행’에 동참할

것을 결심하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실상 1970년대의 ‘하층민’을 ‘무식한 자’ 혹은 ‘외톨이’나 범죄자로 일반화하거나

186) 박태순, 정든땅 언덕 위, 앞의 책. p.396.
187) 박태순, 위의 책. 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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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정동’을 경제적 수준의 동일성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것은 ‘가난’의 속성이 워낙

다양한 경험을 가로지른다는 데 있다. 윤흥길의 궁상반생 (나, 청람사, 197
8)188)은 유년 시절 한때를 유복하게 보냈으나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 못 서는 바람

에 소년기부터 가난을 겪은 윤흥길의 자전소설이다. ‘나’는 일제말기, “산 좋고 물

맑은 정읍에서 보낸 유년은 그야말로 행복 바로 그것이었다”(p.255)며 “내 소중한

정읍을 다치고 싶지 않다”(p.255)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유년시절 이후 “이날입때

까지 삶의 기본이 되는 그 의식주조차 해결을 못해 늘 쩔쩔매는 생활을 해 나왔기

때문이다.”(p.256) 그에게 ‘가난’은 두렵고 부끄러운 것이었다. 전시의 상황에서 겪

은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가난’이라는 점에 그 부

끄러움이 존재한다.

나는 나대로 아버지가 어려운 한문투성이 유식한 문체로, 간단히 말해서 다소간

의 동정을 바란다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쪽지를 들고 아버지 친구들 집을 찾아

가, 당신의 문자마따나 가아(家兒) 또는 돈아(豚兒)의 철없는 손에 자비의 편인이

나마 들려질 때까지 무작정 고개를 수그리고 기다리곤 했다.

쇠비름이나 뚝새풀 이삭 따위,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체취해서 입에 넣을 수 있

는 갖가지 식물을 맛본 것도 그런 무렵의 일이었다. 지게미죽과 소주재강을 끼니

대신 먹고는 아침부터 벌겋게 취한 얼굴로 등교하기도 했고, 사흘째 굶던 날 어머

니가 집안에 굴러다니는 넝마쪽을 긁어모아 바꾼 엿가락을 하나씩을 받아먹고는 대

번에 속에서 불덩이가 타고 머리가 돌아 까무러치게 토해내기도 했

다.(pp.263~264)

따라서 이런 ‘가난’이 남긴 고통스러운 기억이 ‘고향’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게 만드

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나’의 감정은 ‘가난정동’으로 ‘고향’이나 어린 시절을 환

원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 궁상반생 은 결말이 윤흥길의 등단기로 마

무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난’이 남긴 작가적 기질에 대한 이야기이자 일종의 성장

소설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궁상반생 에서 ‘가난정동’은 그 핍진함

에도 불구하고 회상하고 있는 ‘나’의 현재에 지배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소년시절 셋방으로만 전전하다가 모처럼 목돈을 마련하여 무허가 판잣집에

188) 인용은 윤흥길,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창작과 비평사, 1979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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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게 되었는데, 그 집이 철거당한 즉시 가출을 한다. 이후 소년은 서울역에서

소매치기 패에 걸려 “쓰리 실습차”(p.271) 중앙선을 탔다가 소매치기 실습을 가르

치던 “선생”이 현장에서 붙잡히는 바람에 범죄 소굴을 모면한다. 소년의 가출은 이

후 다섯 차례나 되풀이되었는데, ‘나’는 그것이 ‘가난’을 짓밟은 세상(의 방식)에 대

한 분노에서 비롯됐다고 회상한다.

인부들이 해머로 측면벽을 꽝꽝 쳐서 구멍을 뚫는 동안 나는 내 옆구리 갈비뼈

에 와 닿는 어마어마한 해머의 충격을 분명히 감지했다. …(중략)… 벽과 벽에 뚫린

구멍들 사이로 체인을 넣어 집채를 묶은 다음 트럭 꽁무니에 걸어 잡아끌자 복부를

관통당한 내가 벌렁 쓰러질 건 당연했다. 그것은 살인행위였다. …(중략)… 나는 이

세상을 철거당한 자와 철거한 자로 간단히 양분해 버렸다. 그리고 내 집을 철거한

세상에 복수하고 또 복수할 것을 창고 안을 꽉 메우고 도는 그 어둠을 두고 맹세했

다.(p.270)

그러나 이런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장기무단결석을 눈감아 주던 담임선생

들이나 꿈에서 뵈는 고향집 어머니와 이모, 온정을 베푼 목사님 같은 사람들로 인

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가난’속에서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소년이 여

타의 소설에 나타난 가난한 소년들과 다른 점이며, 이것은 윤흥길이 ‘가난’에 대해

남다른 감수성을 갖게 된 자전적 이력과 관련된다. 궁상반생 에서 드러나는 ‘가난

정동’이란 세상에 대한 파괴적 감정을 자극한 바도 없지 않으나, 실상 ‘가난’을 통한

‘성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가난’은 삶에 지운 개인적 운명의 짐으로써 드러난다.

이에 비해 윤흥길의 건널목 이야기 (현대문학, 1971.11)189)는 ‘가난’으로 점
철된 가정사를 지닌 노인과 청년이 철도 건널목 간수라는 무료한 일을 하면서 과거

를 회상하는 내용을 담은 소설로 ‘가난정동’의 좌절과 체념이 서사를 지배하는 어두

운 소설이다. 하급노동직은 단조로운 업무로 인한 권태를 동반한다는 점이 건널목

이야기 에 드러나는데, 주인공인 근섭은 이 권태로 인해 자꾸만 과거의 ‘가난’이 떠

오르며, 능력에 비해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원망을 한다.

건널목 이야기 에서 노인은 자신이 그 나이가 되도록 단간 셋방에 큰자식 뒤치

다꺼리를 하는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며 인생을 반추해보는 것이고, 청년은 가난

189) 인용은 윤흥길,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위의 책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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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소년시절부터 힘에 겨운 육체노동을 했던 일들을 회상한다. 근섭은 소년시

절 아버지를 도와 어린 나이에 힘에 부치는 짐을 졌던 일, 기차역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석탄을 훔치고, 열차 내에서 구걸하던 일 등을 회상한다. 이 장면들은 장면

그자체가 사실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상하는 서술자가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감정에 대한 묘사나 ‘번역’ 없이 그대로 재현되는 특징을 지닌다.

차내에 계시는 아저씨 아주머니 형님 누나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운명의 장난에

시달리면서 한 가닥 배움의 길을 찾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운운. 가난이 죄가 됩니까? 가난한 사람은 배움의 자유마저도 빼앗겨야만 하나요,

운운. (p.197)

청년의 회상 속에는 심한 기침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며 자리보전을 하고 누운

어머니가 걸핏하면 “모다 덜 같이 죽자”(p.210)며 울던 일 등이 장면화되어 있는

데, 이 장면들은 서러움과 눈물의 파토스로 이루어진 ‘가난’의 형상을 여과 없이 드

러낸다. 그 불행의 끝에서, 어느 날 소년은 아버지가 동네 안팎을 돌며 마련해 온

어머니의 약값으로 서울행 기차표를 사버린다. 그러나 이러한 불행의 결과로 이르

게 된 건널목 철도원이라는 직업은 가난이나 권태로부터 도무지 돌파구가 없다. ｢
궁상반생｣이 실상 ‘하층민’과는 무관하게 시대를 초월한 ‘가난’의 보편적인 고통을

다룬다면 ｢건널목 이야기｣에서 다루는 ‘가난정동’은 하층민의 직업적 정체성과 연관
된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 두 소설을 통해 볼 때, ‘가난정동’은 주체의 정체성에 좌

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70년대 소설 중에는 ‘가난’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되, ‘가난’을 삶의 반성적

사유로써 여기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것이 하층민의 직업적 정체성의 우위에 있

다는 점은 ‘가난정동’이 결코 ‘하층민’의 계급적 동일성을 담보하는 감정이 되지 못

하며, 70년대 작가들이 ‘하층민’의 감정을 동정이나 연민의 틀로 물신화하여 다루는

방식을 거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태순의 벌거숭이산의 하룻밤 (창작과 비평, 1977)190)은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청년 박유채가 시계행상을 하는 고모의 남편 만술과 세상살이의 흉금을 터놓

190) 인용은 박태순, 신생, 민음사, 1986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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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청년은 종갓집 장손이지만 집

안이 망하여 중학교를 마치고 시골 버스 조수겸 정비를 하면서 지내고자 하였으나

문중의 반대로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다. 어느 날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고모

집에 들렀지만 “언제 헐릴지 모를 무허가에 셋돈 주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고모 집

에는 배다른 아이까지 포함하여 네 명의 어린것들이 단칸방에 올망졸망 매달려 북

새통을 치고”(p.229) 있었고, 사정을 짐작한 고모부가 청년이 며칠 기거할 거처를

소개한다며 산골짜기로 이끌었던 것이다.

청년은 고모부란 사람을 잘 알지 못한 채 기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모부

는 시계행상을 하면서 근근이 살아가는 고단함을 혼자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와 냇

물에 몸을 담그며 풀고 있었던 것이다. 고모부는 자신이 “빚진 인생이 돼서” “절망

낙담”(p.239)이 습관이 돼 버린 사람이라고 비하하면서 세상에 대한 피해의식을 드

러내는데, 그런 인생사의 피로를 아무도 모르게 삭이면서 살고 있는 터였다. 54년

생인 박유채에게 털어놓은 고모부의 인생편력이란 자유당 시절에 주먹판에 붙어 지

내던 중 뒷배를 봐주겠다는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거절하고 탄광에 들어간 데서

시작된다. 고모부는 탄광촌 ‘덕대 노릇’에 실패해서 4·19를 감옥에서 보냈다는 것인

데 이후로 고모부는 감옥에서 만난 땅장수의 그럴 듯한 제안들을 물리쳐가면서 스

스로가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 허약한 사람으로 출세 않고 밑바닥 인생으로 살

아보겠다, 못난 인간이 되겠다.”(p.248)하면서 가난을 선택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정의롭지 못하고 비겁하기 때문에 시계행상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고모부의 삶의 선택들은, 부도덕하다 해도 무조건 잘 살고 보자는 길을 거부해

온 데서 ‘가난’이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대항품행’의 저항성을 보여주지만 박유채에

게는 고모부의 고백이 “가슴을 쾅쾅 두들겨 대는 비명 아닌 통곡”(p.242)으로 들린

다.

“하루 세 끼 밥이나 제대로 먹어 주는 것으로 세상에 공헌하는 게지 별거 있겠

느냐……나두 그래. 그나마 밥도 못 엇어 취로사업비 타내거나 구호대상자가 된다

면 세상의 신세지는 것이니, 안 될 노릇이고……자식새끼 커가는 희망으로 살고 있

다고 말하고도 싶지만, 자식새끼 제대로 몸보신시키고 공부를 시켜야 구실을 하는

것인데, 그걸 옳게 시키지 못하니 희망을 걸 것두 없지.”(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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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었다. 절망-그런데 그 절망이

허공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뚱이 속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밀착돼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그러니까 만술 씨가 객담을 하듯 허랑하게 털어

놓는 그 대범한 듯한 어조가 더욱 대범하게 들려질수록, 그것은 박유채의 젊은 가

슴을 쪽쪽으로 저며 놓듯이 알알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만술씨가 어째서 자기에게

이와 같이 가슴을 쾅쾅 두들겨 대는 비명 아닌 통곡을 해대는지 그것을 의심하고

싶은 생각마저 날 지경이었다. 그에게는 만술 씨의 대범한 듯한 이야기가 산(山)아,

무너져라! 하고 내지르는 통곡의 소리처럼 들렸던 것이다.”(p.242)

벌거숭이산의 하룻밤 에서 고모가 가난한 일상에 짓눌려 가난할망정 곱던 젊은

시절의 얼굴을 잃고 짜증스럽기만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나, 고모의 그 패악을

받아주며 자기대로 삭이는 고모부의 감정은 초점화자인 박유채의 관찰을 통해 드러

난다. 그 풍경과 감정들로부터 박유채 역시 동요를 겪는다는 점에서 정동적 리얼리

티가 보다 사실적으로 다가온다. 이 소설은 두 사람의 대화로 구성되었을 뿐 사건

이 없는데, 그 긴 대화가 진행될수록 때 묻은 세상사에서 ‘가난정동’이 지녀 온 정

결함의 가치가 드러난다. ‘가난’의 고통 속에서도 정신적인 도덕률의 기준을 훼손하

지 않으면서 살아가려는 자세가 묻어나는 것이다.

고모부는 박유채가 머물 거처의 주인이라는 구자광을 소개하면서 그가 4·19를

인생의 건강함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가난’의 고통을

자신의 부도덕했던 한때를 갚는 과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모부의 삶은 그런 점에

서 독가촌 풍경 (문학과 지성, 1977)의 허명두와 정반대이다. 야산을 개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분양함으로써 새로이 개발지가 된 독가촌에 들어가 이웃들의 빈곤

과 무지를 이용하여 부도덕하게 출세와 치부를 한 돌팔이 치과의사 허명두는 4·19

때 경교장으로 쳐들어가는 깡패 무리 속에 섞여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총을 쏜 위

인이다.

이 두 작품을 놓고 볼 때 박태순에게 있어 ‘가난’은 도덕적인 삶의 태도와 은연중

에 연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박태순이 외촌동=건강성의 공식으로 외촌동 사

람들을 그려 낸 것도 통치성에 대한 대항품행의 한 방식임이 드러난다. ‘위생’과 ‘문

화’에 위축되지 않은 채로 자기들의 삶을 개척해가는 사람들의 의지가 ‘가난’을 압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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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일의 뿔 (아메리카, 민음사, 1974)191)은 하층민에게 존재하는 ‘윤리적인’
품행방식의 핵심을 보여준다. 그것은 통치성의 계몽적 효과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의 자존감에 대한 실존적인 윤리라는 점에서, 보다 차원이 높다.

뿔 의 지게꾼은 그에게 지겟짐을 지운 가순호를 초점화자로 해서 그의 행동과

감정이 전달된다는 점에서 앞선 소설들처럼 인물로부터 관찰자가 감정적 전이를 경

험하는 방식을 견지한다.

뿔 의 지게꾼은 가순호의 가족들과 대비되는 정신성을 소유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가 지닌 지게가 다른 지게꾼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가진 것과 달리 나무를 손수 깎

아서 만든 재래의 ‘진짜’ 지게라는 점이 표상하는 것은 지게꾼이 내부에 대한 생생

한 외부로서 국외자적 시선을 지닌 사람임을 나타낸다. 그는 비록 가난해서 지게를

지고 있을지언정 근대적인 자본논리에 복속된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를 발견한 가

순호는 기쁨과 호감을 느낀다.

뿔 은 가순호가 그의 얼굴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깃든 진정

성을 상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기반성을 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며, 지게꾼과의

동행이 주는 잔잔한 기쁨에 찬 서술자의 점차 의미가 커져가는 격정 탓으로, 실제

지게꾼의 면모가 서술자의 감정적 프레임 안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서술방

식을 지닌다. 이때 지게꾼의 면모라는 것은 그가 동냥거지의 그릇을 찬 뒤에 폐부

로부터 우러나온 듯한 눈물을 흘리는 순간의 충격이 가하는 ‘윤리’의 지고함 속에

존재한다. 그것은 이미 세속에 물든 가순호와 그 주변인들 즉 사회의 ‘내부’가 잃어

버린 윤리적인 중심을 외부자인 이 지게꾼의 ‘아름다움’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게꾼을 관찰하는 ‘나’는 기쁨의 격정에 줄곧 휩싸이는 것이다.

뿔 의 백미는 지게꾼이 갓난아이를 엎고 동냥을 하는 여자를 발견하고는 여자

의 동냥그릇을 차버리고 분노에 차서 우는 장면이다. 지게꾼이 우는 모습은 그가

인간적인 삶의 높이에 도달하지 못한 동냥거지의 모습에서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실존을 느꼈기 때문이며, 그녀의 밥그릇을 격하게 차버림으로써 한

사람의 존재자로서 동냥거지에게 인격적 동일시를 심어준 행위인 것이다. 지게꾼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제대로 먹이지 못한 탓에 난산으로 첫아이와 아내를 동시에

잃었던 사람이라는 점은 이 거지여인에 대한 지게꾼의 연민이 동전 한 닢을 던져주

191) 인용은 조해일, 아메리카, 책세상, 2007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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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상의 동정과는 다른 차원임을 말해준다.

   

“한 푼만 주세요. 애 아부지는 병들어 누워 있고 아기는 배고파서 운대요. 배고

파서 운대요. 한 푼만 주세요. 네, 한 푼만 주세요.”

순간 사나이가 걸음을 멈췄다. 사나이의 얼굴은 순간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광

포한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지나쳤던 걸음을 앞으로 한 발짝 되물려 그는 그 양은

그릇 앞에 버티고 섰다. 사나이의 얼굴은 이제 추하게 붉어져 있었다. 여인의 칭얼

거림은 더욱 가련한 가락으로 바뀌었다. …(중략)… 사나이는 다시 절망적인 몸짓으

로 그 오그라진 양은그릇을 걷어찼다. 안에 들었던 동전 몇 닢이 튀어달아나며 양

은그릇은 차도 한복판으로 굴러갔다. …(중략)… 가순호는 순간 사나이의 얼굴이 온

통 눈물로 뒤범벅이 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가순호는 생각했다. 사나

이의 정말 아름다운 얼굴을 본 것은 바로 이 순간이라고.(pp.28~29)

타인의 얼굴이 지닌 비폭력적, 윤리적 저항은 강자의 힘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자유를 문제삼는다는 점192)에서 레비나스는 적선은 실제로는 기만적인 선의에 지

나지 않음을 증명한다. 타인이 연약하기 때문에 동정을 불러일으킨다면 타인은 나

의 선의와 자선에 종속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동정이라는 감정은 불공평에서 나

온다. 따라서 ‘가난’에 굴복당하고 ‘가난’이 조장하는 품행에 복속당하지 않는 태도

를 통해 ‘삶’의 윤리를 깨닫게 하는 지게꾼의 교훈은 70년대 ‘가난정동’에 대한 최고

윤리인 셈이다.

3.1.2 ‘희망-공포’의 통치성과 일시적 공동체의 ‘가난정동’

이문구의 장편 장한몽(창작과 비평, 1970년 겨울호~1971년 가을호)193)은

일시적으로 조성된 ‘선택된 공동체’를 다루고 있다. 전통적 공동체가 아니라 자본과

임금, 사용자와 피사용자간의 회합과 분리가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시적이고 선

택적인 공동체가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초판 문고본으로 722매에 달하는

장편이지만 단 ‘5일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 점은 유의미하다.

장한몽의 공간적 배경은 신흥 개발지가 아니라 변두리의 묘지터로 김상배가

192) Lévinas, Emmanuel, 시간과 타자 앞의 책. p.138.
193) 인용은 이문구, 장한몽, 삼성출판사, 1972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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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브라운이 운영하는 한성학원재단에서 일하는 영문과 동창 신성식의 소개로

묘지 이장공사를 맡으면서 시작된다. 이장공사가 끝난 자리에 혼혈아를 위한 수용

시설과 교육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은 이 개발 공사가 복지수혜제도의 실천이라는

근대적 범주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공사가 끝나면 인부들이 살던 판

잣집이 헐리게 된다는 상황이 개입되고 있음에도 개발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존

기반에 대한 근대적인 복지제도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장 공사에 동원된 마가와 상필, 구본칠과 박영감, 홍호영, 모일만 형제 등 인

부들 대부분은 공동묘지 주변 야산에 살던 빈민들이며, 삼팔따라지들인 유한득 형

제처럼 제안을 받자마자 그날로 십 년을 몸담아 오던 닭잡이를 그만두고 즉흥적으

로 모인 사람들이다. 유한득은 오던 날 오전까지도 신촌시장 언저리에서 산 닭을

잡아서 요리재료로 만들다가 목돈을 벌 기회를 잡은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제각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람들로 삶 자체가 ‘가난정동’

의 축 위에 놓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가난’ 자체로 인한 불안, 굶는 것의 불안, 생

존의 불안을 안고 산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솟아나는 희망이나 좌절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의 항상성’ 속에서 이들은 낙오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간다. 즉

한결같이 ‘생활인’의 활력이 부여되지 않은 ‘비-존재’들인 셈이다.

낭시에 의하면 문학은 공동-내-존재être-en-commun를 가시화한다. 낭시에게

공동체는 어떤 가시적 공동체나 기반 또는 조직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다. 타인과의

어떤 급진적인 소통의 체험으로 이루어진 것이 낭시의 공동체이며, 낭시는 만남의

유한성이 제시하는 공동-내-존재 속에서 개인의 모든 특수한 속성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현전에 곧 정치적인 것을 향한 첫걸음이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

이 그려내는 인간성은 특정한 주체의 것이 아니라 유한성에 한계지어진 무명씨의

것이다. 낭시에 따르면 이 유한한 만남을 정념만이 긍정할 수 있다.194)

장한몽에서 무명씨들의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결핍이다. 물질적이지
만 생존에 직결된다는 의미에서의 ‘존재론적’ 결핍만이 인부들을 움직인다. 이때 결

핍이야말로 감정의 조건이 된다.

당시 도시빈민은 행정당국의 위생관리 대상이자 ‘도시하층민 밀집 주거지=사회

194) Blanchot, Maurice․Nancy, Jean-Luc, 밝힐 수 없는 공동체, 박준상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5. pp.141~1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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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요소’로 간주될 만큼 당국에 공포를 주는 대상195)이었다. 도시 하층민들이 ‘이

질적인 타자’로 구성되는 동안 70년대 초반까지 당시 운동 진영은 자본주의 세계체

제로부터의 탈출을 통한 민족자립경제라는 틀 안에서 ‘빈곤문제’를 사고했고, 따라

서 사회운동(그리고 저항엘리트들)진영과 도시 하층민들간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196)은 민중운동 진영에 대한 비판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70년대 내

내 이어진 소요와 봉기들은 이 ‘이질적인 타자’들 자신의 목소리였으며, 이 ‘이질적

인 타자’들은 역설적으로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은 통

합과정에서 점차 배제될 수밖에 없는 ‘장치’들에 의해 위계적인 삶의 ‘질서’바깥으로

밀려나 ‘시민적’외부로서 침잠하게 되는 역학관계를 지녔다는 점에서, 이문구가 장
한몽을 구현해 보인 일시적 공동체는 여러 모로 흥미롭다.
장한몽은 ‘악한’의 삶으로 내몰린 자들의 사회에 대한 대결의지197)를 다룬다고

보기에는 인물들이 의지박약의 상태이다. ‘악한’은 최소한 ‘악한’의 자의식을 갖추고

있음으로써 사회에 대한 대결의지를 갖지만 이들은 세상에 대한 복수심이나 ‘몰락’

의 경험을 통한 극복의지를 지닌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묘지 이장공사장의 인부들은 ‘사회’의 범주에서나 ‘시민’의 범주에서도 타자로

195) 김원,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앞의 책, p.443.
196) 김원, 위의 책. p.441.

197) ‘악한’의 개념을 1970년대 소설에 적용할 수 있다면 ‘범죄자’의 형상과 관련해서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악한’과 범죄자의 유사한 속성은 아웃사이더라는 점이 거의 유

일하다. 악한은 바보스러우면서도 교활하고 재치가 있으며 거침없는 사회비판을 쏟아낸다는

점에서 범죄자와 다르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피카레스크 장르에서 돈키호테의 역할을 떠올

리면 그 차이가 잘 드러난다. 따라서 ‘범죄자’는 악한의 범주로 설명되기가 사실상 어렵다.

“‘범죄자’라는 개념에는 근엄함, 불안정을 야기시키려는 의지, 어떤 것을 찢고 상처를 주려는

의지, 고의적으로 또는 탐닉적으로 타인의 의지나 공공질서를 공격하려는 의지, 처참함, 병

적인 소실의 뜻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Robert B. Heilmann, 악한적인 것에 대한 변형들

Variation über das Pikareske , In: Helmut Heidenreigh(Hg.): Pikarische

wELT. Schriften zum europäischen Schelmenroman, Darmstadt 1969, S. 281. 윤

인섭, <양철북>에 나타난 악한소설 요소 분석 - 오스카의 악한적 특징을 중심으로 , 독어
교육14권 0호,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1996. p.373에서 재인용.
그런 의미에서 김한식이 다룬 ‘악한’은 본고의 대상 및 관점과 변별된다. 이 연구는 박범신의

장편 풀잎처럼 눕다 및 문순태의 장편 걸어서 하늘까지 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 글로 악

한소설을 대중소설의 한 범주로 정의하는 데 있어 연애소설을 중심에 놓고 있다. 이로 인해

“운명에 대한 도전과 패배, 사랑의 좌절, 안주할 고향의 상실이라는 공식”으로 ‘악한소설’을

다룬다. 김한식 1970년대 후반 '악한소설'의 성격연구 , 상허학보 10권, 상허학회, 2003
년 2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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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작은’ 주체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인구(=공중)’의 하

나라는 점은 그 무엇보다 이들이 소설의 주역들이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더구

나 이들은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자의식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으며, 그

로 인해 좌절감을 느낀다. 이들은 좀도둑질을 행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이질

적인 타자’들로부터 스멀스멀 풍기는 범죄나 폭력의 조짐으로써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푼돈이라도 장만해보겠다는 생존에의 의지에 가깝고

그 행각들은 다소 순진성을 띤다. 이들이 벌이는 좀도둑질이란 대개는 묘지 안에서

나온 부장품, 시체의 머리칼, 금니 같은 것을 취하는 수준이다. 그조차도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에 각자가 단독적으로 비밀리에 행하는 것이다. 예외가 있다면 이발소

에서 손님들의 주머니에 손을 대다가 해고를 당한 초순이나 가짜 해골물을 조제해

서 판 상필의 행동이 ‘범죄’에 준하지만, 이 둘은 해고나 폭력으로써 서사적 응징을

당한다.

장한몽은 이 하층민들이 자신이 저버린 양심을 어떻게 합리화하는가를 인물

각각의 사례로 보여줄 뿐 이들을 부도덕한 인간으로 확정짓지 않는다. 장한몽은
이들의 도덕성을 비판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물들에게 기존 사회

의 ‘도덕’이 삶을 속박하는 강력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생존을 위한 ‘돈’에 구속된 채 살아가는 인물들이라는 점은 묘지

이장 작업에서 미처 부패가 덜 된 시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가장 그로테스크한 일을

맡은 유한득마저도 비록 “사람백정”이라는 칭호가 붙었지만 사실 그저 다른 인부보

다 웃돈을 조금 더 받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그것이야말로 이문구식의 저항주체 혹은 저항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층민들

의 통념적 ‘도덕’에 대한 폐위의식이 1970년대에 어떻게 싹트는가를 ‘가난정동’을

통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상필은 해골물을 조제하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자의식이 개입되자 고민에 빠

지는데 막상 아내가, 만약 신문에라도 난다면 다섯이나 되는 아이들에 부끄럽지 않

겠느냐고 묻자 아이들에게만 떳떳하다면 남들의 손가락질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답

한다. 상필은 당장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처지에서 해골물을 약으로 믿는 사람이 직

접 부탁한 것이라면 파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만 자신

이 진짜 해골물이 아니라 가짜를 위조한다는 데 대한 거리낌을 가질 뿐이다. 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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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가장 나이든 박영감 역시 공사가 끝나면 국수장사를 할 요량으로 묘지에 지

석(誌石)대신으로 묻은 사기대접을 몰래 모은다. 모일만의 경우는 “일당 사백 원씩

받고 집장수 따라다니며 남의 <훌륭한 집들> 신축장 <도끼다시밀이군>으로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던 어머니가, 몸살도 아니면서 시름거리고 몸져 누워있

는”(p.201) 처지에서 다비장이 일을 하게 되니 남몰래 금니라도 모아야겠다고 생각

한 것이며, 순평은 초순이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눈 먼 돈을

변통한다거나 만들어 볼 거리”를 전혀 만들 수 없는 “모질게 말해 슬픈”(p.276) 상

황에서 시체의 머리카락을 팔면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찾은 것이다. 이장공사가 끝

나면 곧 일자리를 상실할 운명에 놓인 그들의 처지로서 이미 죽은 시체의 몸에서

푼돈거리를 찾아내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상태에서 자신들을 배제한 채

돌아가는 세상의 질서가 폭력이며 그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뿐이다. 이들이

보인 최대의 ‘폭력행사’란 마가에게 가해진 것으로, 마가 자신도 신천동 산 5번지

판자촌 마을의 이웃이면서 고용주인 상배들의 철거계획을 도왔다는 배신감과 분노

에서 상필이 주도한 폭력행사이다.

요컨대 ‘폭력’은 장한몽을 채우고 있는 핵심적인 장치가 아니며, 기존논의198)

에서 말하듯 인부들이 ‘폭력’을 내면화한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폭력’이라는 단어

가 적용될 수 있다면 오히려 상배들이 이용하는 통치성의 논리야말로 공적 폭력을

내면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문구가 장한몽에서 그 점을 도드라지게 대비시켜 놓

지 않고 상배에게 작가적 연민을 투사하고 있다는 점이 작품을 다소 어정쩡하게 만

든다는 한계가 있으나, 작품의 결말에서 상배가 ‘보통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보통

사람’과 싸워야한다고 최미실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결국 상배는 주체와 세계와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갈등에 대한 답을 얻었음이 드러난다. 이 지점이 ‘보통의 근

대’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는 오창은의 판단은 옳다.199) ‘흙’의 품성을 긍정하는

삶이 곧 ‘보통’을 초월하는 길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보편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의 정체성 속

198) 임경순, 내면화된 폭력과 서사의 분열 : 이문구의 장한몽 , 상허학보 25집, 상허학회,
2009.2. p.346.

199) 오창은, 1960년대 도시문화와 폐허 이미지 -이문구의 『장한몽』 연구 , 한민족문화연
구 29권 0호, 한민족문화학회, 2009.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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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신이 가진 특이성을 보여주어야만 한다.200) 즉 보편성이 개인에게는 곧 폭

력이 되기도 한다. 사실 상배조차도, ‘사회인’으로 편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인물

이다. 그는 고학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다가 학비조달이 어려워서 중퇴를 했으며 병

역기피자라는 신분 때문에 무직자신세로 처가살이를 한다. 장한몽에서 상배는 우
유부단하고 세상 물정에 유연하다못해 어두운 인물로 성격화되어있는데, 그것은 상

배가 ‘보통사람’이라는 감각을 완전히 자기화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그려진다.

상배는 미국이민을 앞둔 출세한 처제들과 장모로부터는 사회부적응자로 취급받고

스스로도 ‘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열등감을 지니고 있는데, 상배는 6·25때 부역자로

몰린 형의 처참한 죽음으로 인해 학교에서 돌림을 당하고 그때부터 ‘사회’에 겉돌기

시작한 이력을 상처로 지니고 있다. 그러나 상배를 쉽게 긍정할 수 없는 것은 철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디 인간 같은 거 하나라도 있데?”라고 말하는 데서 드러나

듯 상배에게 인부들은 ‘이질적인 타자’이며 혹여나 “지나 내나 돈보고 하는

일”(p.91)이라고 인부들에게 얕잡히면 손해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묘지이장공사에

도덕적 헌신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속일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상배는 인부

들이 사회적인 공공성에 대해 경외심을 갖는다는 점을 피상적으로 이용하면서 일의

속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기도 하고 판자촌 철거에 관해서는 무식한 인부들이 관공

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상문제는 자기 관할이 아니

라 시청관할이라며 오불관언의 태도로써 인부들을 따돌릴 계획도 세운다. 상배들의

이러한 논리는 하층민을 벌레 같은 존재들로 주변화하고 각각 원자화함으로써 결집

의 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전략이다. 그것은 차이에 대한 공포를 배제의 논리로

삼는 데서 비롯되며 ‘인간적’으로 자신을 우위에 놓고자 하는 태도이다. 이들에게

인부들이란 마음에 안 맞으면 태업을 일삼는 존재들로밖에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이장공사판은 통치성의 ‘희망-공포’의 기제를 닮아 있다. 스피

노자는 공포가 유도 감정일 때 우리가 체험하는 감정을 ‘공포-희망’이라 하고, 희망

이 유도 감정일 때 우리가 체험하는 감정을 ‘희망-공포’라고 한다. 국가는 두 감정

중 어느 하나를 주요 자극제로 이용하여 통치할 수 있다. 곧 보상에 대한 희망을,

200) Žižek, Slavoj, 폭력이란 무엇인가,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옮김, 난장이, 2011.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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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보상받을 만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리라는 공포와 결부된 희망을 이용하거나, 아

니면 처벌에 대한 공포를, 단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희망과 결부된 공포를 이용해서

국가적 통치가 가능하다.201) 당대 국가가 변두리 하층민에 대한 공중의 공포심을

자극한 것이나, 하층민들이 개발논리에 맞서지 못하도록 공공적인 것에 대한 두려

움을 조장한 것은 둘 다 이 ‘희망-공포’의 통치성이 낳은 효과이다.

변두리 공동묘지의 이장공사장이란 하나의 ‘갇힌 사회’로서, 특권적인 장소라기보

다는 거기에 참여한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보이는 태도와 도덕이 현실사회적인 것을

가로질러서 가치를 갖고 관계에 이바지함으로써 모종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만든다.

가난에 시달리던 이들이 오랜만에 노동의 기회를 얻어 돈을 벌고, 잠시나마 개발지

조성 공사의 일원이 되어보는 것은 이들에게 희망을 부여한다. 이장공사로 얼마간

의 목돈을 번다해도 당장 겨울나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은 ‘희

망-공포’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면 판잣집이 철거된다는 사실은 이들을 ‘공포-희망’의 상황에

놓는다. 이장공사가 사실 상배 개인이 브라운과 성식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벌인 일

이며, 같은 이웃으로서 십장이기도 한 마가가 사사건건 상배와 모의하여 판잣집을

철거하려고 계획한다는 사실을 상필이 눈치챘기 때문이다. 인부들은 자신들에게 주

어진 노동의 기회 속에서 ‘함정’(판잣집 철거)을 피해가야 하며 판자집이 철거되는

데에 따르는 보상문제를 상배들이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이 모든 상황은 사실상 ‘슬픔’에 기반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희망과 공포의 정서는 슬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공포는 슬픔에 기반

하며, 희망이 없는 공포가 없듯 공포가 없는 희망도 없기 때문이다.202) 사실상 인

부들은 절대빈곤의 가난 속에서 잠시 돈을 벌 기회를 잡았을 뿐 일상적인 슬픔의

정서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희망과 공포의 진자 축에서

미약하게 희망의 여지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변두리에 사는 하층민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신의가 붕괴되었을 때 초조와 불안으로 내몰리면서 ‘외톨이’로 전락하는 부도덕한

201) Matheron, Alexandre,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 김문수․김은주 옮김, 그린

비, 2012. pp.189~190.

202) Spinoza, Benedictus de, 에티카, 앞의 책.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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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상실자군으로 파악된다.203) 그러나 장한몽의 인물들은 무식하고 외로운 인
간군상이지만 ‘쟁의’ 과정에서 비로소 ‘사회’에 대한 통합과정을 겪는다. 저급한 말

싸움에서나마 소소한 인간적인 갈등을 겪지 않는 바도 아니지만, 자신들이 처한 실

존적 어려움을 해결할 여지를 마련하고 스스로의 도덕성을 성찰할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자기 상실자군’으로 분산되지 않는 존재론적 ‘중심’을 보여준다. “그

네들 깜냥으로선 자기네들만의 생활을 위해서 처음 가져본, 최초의 집단적인 투쟁”

이었고 “쟁의니 파업이니 협상이니 하는 자기네들에겐 여간해서 인연이 닿지 않을

용어들도 직접 활용했으며 그 말들을 실감해 봤”(p.484)다는 점에서 ‘비-존재’ 무명

씨들의 ‘공동체’는 유의미하다. 그런 점에서는 장한몽은 훌륭한 작품이다.
당시 국가적 관리로 이루어진 대규모 개발은 자본의 바깥에 있는 기층민들을 점

차 배제하는 논리로 진행되었을 뿐 포섭의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묘지터 주변

의 빈민들의 소외상에서 드러난다. 서른넷이 되도록 제대로 된 대인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모일만은 이장공사지에서 한시적으로 다비장이가 됨으로써 지난 과거

에 대한 감상에 빠진다.

세상 살아갈 자격을 못 타고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래지는 걸 탓

할 수만도 없는 것이 그가 이제껏 살아오며 상대해 본 사람이라곤, 거짓말로라도

변명해 볼 게 없게나 몇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중략)… 국민학교를 졸업

하고 처음 직업이라고 잡았던 게 염리동 입구에 아직도 있는 마림한의원 사환이었

으니 출발부터도 그다지 신통칠 못했던 것이다. …(중략)… 마무리하기로 말하자면

먹고 살기 위해 대인관계를 가져보게 됐다면 작년 한 해 동안 머슴살이 들어갔던

걸 시초로 셈쳐야 될 줄 안다.(p.116)

203) 여기서 ‘외톨이’는 후지타 쇼죠가 말한 ‘외톨이’lonely crowd를 말한다. 룸펜프롤레타리아

로서 만성적인 가난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원초적인 욕망-식욕과 성욕뿐 도덕관념이 없

는 존재들을 지칭한다. 세계 대공황 무렵의 전체주의 시대를 통찰했던 후지타 쇼조는 대공항

과 같은 경제적 재난은 대중들을 어떠한 일시적인 안정이나 지속성조차 허락하지 않는 극도

로 유동적인 무사회상태로 몰아넣는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러한 무사회(無社會) 상태에서

대중들은 ‘자신에게만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피투적(被投的)’존재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들은

“덕(德)으로서의 몰아(沒我)와는 정반대의 자기 상실자군(群), 냉정하게 심사숙고하는 고독

한 자solitude)와는 정반대의 초조에 내몰린 외톨이”라는 것이다. 후지타 쇼조, 이홍락 역,

전체주의 시대의 경험 , 창작과 비평 1995, 겨울호. p.141. 정명중, 감성공동체의 발

견 , 감성연구제3권, 20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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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적 삶이 자본의 요구에 영토화된 것이라면, 변두리의 삶은 다양한 가치가 혼

재하면서 지배적 가치들을 비켜나가는 현실비판의 가능성의 장이기도 하다.204) 변

두리 자체에 사회모순으로부터 탈영토화할 장이 내재해 있다기보다는, ‘변두리’ 사

람들이 경험하는 ‘권력’과의 접촉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하는 계기적 힘에서 그 가

능성은 잠재한다. 장한몽에서 이러한 계기적 힘은 이상필이 주도한 ‘쟁의’로 잠시
현실화되지만 그보다 깊은 바탕에는 6·25이후 묘지터에 되는 대로 자리를 잡고 살

던 빈민들의 ‘가난정동’이 존재한다.

모일만은 “공동묘지 이장이 열 손가락 안에 잡히는 날로 마감된 뒤, 다시 살아가

기 위해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될 고통들은 어떤 꼴로 둔갑해 나서서 앞길을 어지럽

힐는지.”(p.237)에 대한 ‘희망-공포’에 사로잡힌다. 한때 모일만은 ‘가난’에 대한 번

뇌로 절집의 머슴이 되어보기도 했는데, “어찌했기로 잘 살게 되어 잘 살며 못 살

게 돼서 못 사는가”, “돈이 너무 없어 타고난 구실 못해 온 고통, 무력하고 무능에

서 온 괴로움들”(p.217)의 출처를 알고자 했기 때문이다. 순평은 자신이 “‘하면 주

의자’(작은따옴표는 인용자)임을 자처하면서도 무얼 어떻게 해야 돈이”(p.276)되는지

모른다는 것이 “살아가기가 더욱 힘겹고 고통스러움을 새기게 해주었고 따라서 타

고난 용기마저 갉히도록 했던 것이다.”(p.276)라고 회상한다. 홍호영은 “자기가 먹

고 살아온 가난이 곧 이 세상에 널리 보급돼 유행인 저 많은 가난의 한 조각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전염시킨

것”(p.313)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홍호영은 자신의 이런 ‘깨달음’이 상투적일 뿐,

“모독감과 비굴함에 사로잡혀”(p.314) 젊은 시절을 삶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후회

를 반추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빈민 중에서 초순이만은 ‘가난’에 대해 다소 초월적

인 태도를 보이는데, “가난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은 하느님밖에 없음을 믿고” “살아

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서 남들이 모른다는 걸 그녀로선 오히려 안타깝

게 여겨 왔던 터”(p.102)이다. 초순이는 “월남해 온 이해 힘펼 기미조차 없게 궁짜

든 집구석이라 배운 것도 익힌 것도 없이 늘 오빠와 올케들의 구박덩어리 노릇을

해야 했던 것”(p.103)인데 이 때문에 이발소에 취직을 한다거나 남자를 만나 집을

벗어나려고 모색한다.

204) 류희식, 1970년대 도시소설에 나타난 ‘변두리성’연구 ,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2003.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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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통해 볼 때 ‘가난’의 기원이 백정이라는 신분에서 기인하든 이데올로기로

인한 피해의식에서 기인하든 오랜 시간 동안 ‘가난’이 좌절감과 체념을 안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결같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색하면서 노력을 해

오는 데서 고통을 겪어온 점도 드러난다. 말하자면 주변화된 삶을 통해 나름대로

통치성을 견디어왔다면 그것은 통치성의 ‘품행’을 따라서가 아니라 ‘가난’을 돌파해

보고자 오로지 몸으로 막노동을 해왔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슬픔이라는

수동적인 정서에 머물러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는데, 상필이 주도하는 쟁의는 이 수

동적 정서의 흐름을 바꿔 줄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비록 ‘쟁의’가 마가 한 사람에

게 가해진 린치로 변질되었다는 점은 한계이며 마가의 변절에 대한 감정적 승인이

상필의 ‘계몽’에 의해 가까스로 우러난 감정이라는 점, 그조차도 폭행을 행사하기

직전에 겨우 도달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온전하게 마무리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

다. 그러나 쟁의에서 비롯된 일련의 과정들이 적어도 ‘갇힌 사회’에 내면화된 통치

성의 지배방식들을 흔들어놓았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오창은의 지적대로 작품의 실

제 배경이 1966년이라는 점은 이들이 벌인 ‘쟁의’를 70년대의 전조로 볼 여지205)

도 충분한 것이다.

쟁의와 분쟁을 조직하는 소설들은 자본의 기획이 갖는 폭력성 혹은 ‘근대인’이 갖

는 폭력성을 고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외톨이들’을 결집시키는 힘의 가치를 조명

함으로써 룸펜 프롤레타리아의 가능성에 도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이들 하층민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문구는 깨닫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쏘번에 의하면 룸펜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적 집단이 아니라 정치적 구성의 양식

을 서술한다. 룸펜프롤레타리아들은 차이의 범주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과도한 전율

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일성의 유지를 지향하는 하나의 구성양식이며, 차이가

자본주의 사회체의 사회적 흐름과 관계에 내재적인 복합complication, 그리고 생

성의 양식으로서 출현하는 ‘장소’이다.206) 들뢰즈와 가따리의 소수정치(학)은, ‘민

중’의 형식으로건 아니면 자임하는 주변인의 형식으로건, 어떤 주체 혹은 어떤 동일

성의 재현에 기초한 정치적 모델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다. 그것은 동일성의 물신화

205) 오창은, 앞의 글.

206) Thoburn, Nicholas, 들뢰즈 맑스주의, 앞의 책.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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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제로 하는 모델과는 달리, ‘갇힌 공간’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갖고 있지 않거

나 거부하는 ‘작은 민중들’과 소수자들의 불가능한 입장에서 작동한다. 이장공사장

의 인부들로부터 이문구가 주조하고자 했던 것은 하층민 계급의 비동일성에서 오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을 통치를 실험하는 하나의 장소로서 배치했다고 볼

수 있다. 민중주의 이데올로기가 과도하게 주체화하려고 했던 노동자대신 이문구가

유독 도시 하층민을 조명하는 것은 ‘가난’에 대한 그들의 감수성이 관념적인 저항성

을 넘어서서 정동됨으로써 에너지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3.1.3. ‘이웃’의 폭력․배제․시선

1970년대 하층민을 다룬 서사들에서 ‘배제의 폭력’은 개발주의의 수혜에서 배제

되지 않기 위해 ‘이웃’을 배제하는 ‘장치’들의 효과이다. 부도덕이라는 것이 오로지

공동체를 존속하는 데 위험하게 여겨지는 것에서만 찾아지는 사회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공포에 비하면 언제나 부차적이다.207) 니체는 ‘무리의 도

덕’, ‘공포의 도덕’은 결국 ‘처벌’로 귀결되며, 이때 양심에 숨어 있는 도덕적인 명법

이란 “우리는 언젠가는 더 이상 두려워할만한 것이 없기를 원한다!”는 ‘무리 공포심’

의 명법이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인호의 중편 미개인 (문학과 지성, 1971)208)은 ‘개발’과

‘위생’이 합치되었을 때 얼마나 폭력적인 감정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나’

는 신흥주택 개발지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신임교사로 강 건너에서 위탁교육을 받기

위해 등교하는 문둥이 아이들을 맡게 되는데, ‘나’의 발설을 통해 미감아들에게 가

해지는 폭력이 신흥주택가의 아이들에게까지 내면화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재

개발로 얻게 될 ‘부’의 효과임이 드러난다. “더럽고 축축한 문둥이 새끼”(p.260)들

을 몰아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아만적인 체념감”(p.270)이라는 논리에

온 마을이 수긍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자본이 주체화한 폭력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는다. 마을 사람들의 논리는 ‘가난’은 비위생적인 것이며 ‘부’와 결

207) Nietzsche, Friedrich Wilhelm, 선악의 저편 ․ 도덕의 계보,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2. pp.157~160 참고.

208) 인용은 최인호, 타인의 방, 문학동네, 2013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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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혐오감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이 마을이 이장분묘를 파헤치는 냄새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은 마을 사

람들이 말하는 ‘위생’과 ‘문화’가 허위의식임을 드러낸다. ‘나’는 마을에 팽배한 폭력

적 심성이 “양의 껍질을 벗기고 그 피를 종지에 담아 이웃끼리 후후 더운 피를 식

혀가며 마셔야겠다는 결의”(p.262)임을 감지하고 반감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만 ‘이

웃’은 이미 부덕의 감수성을 공유한 자들의 공동체임이 드러난다. ‘나’와 이해를 같

이 하는 정선생은 전쟁이나 해방을 거치는 동안 겪은 “타인의 죽음, 타인의 슬픔”

이 전장의 현실이 아닌 바에야 추상적 차원이었다면, “점점 우리 성격들이 잔인해

져가는 것”이 무서워서 견딜 수 없다면서 그 잔인성이 추상적인 적대감이 아니라

“본능적인 적대감정”때문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의 공격적인 폭력성이 주체를 통해

그 지배력을 일상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데서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나’는 자신을 설득하여 포섭하려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끼리의 신뢰가 아니겠습니까”209)(p.274)하고 반문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문둥이끼리의 사회 밖, 구태여 정상인인 우리들의 마을로 침범해온

다는 것은 악랄한 처사요, 우리들을 비문화인 취급”(p.274)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한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배제심리란 다름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겪어 온

‘가난’때문이라는 것이 마을 사람 자신을 통해 발설된다.

나는 이곳에 삼대째 살고 있습니다. 선생은 이곳의 주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이곳 주민들은 아주 천민 취급 받아가면서

농사를 지어가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지금도 황토벽 토담에 너울거리던 등잔불 밑

에서 꽁초를 피우던 아버지의 한숨이라든지, 베틀을 놀리시던 할머니의 소리까지

생생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감상적인 얘기는 집어치우기로 합시다. 그러

209) 미개인 이 1971년의 발표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인간끼리의 신뢰’문제는 75년 영화

<바보들의 행진>까지도 이어지는 문제이다. 그러한 위기감은 ‘시민사회’의 도덕률에 대한 최

인호의 이상을 반영한다. <바보들의 행진>에서도 영철과 병태들은 신문팔이 소년에게 큰돈을

주고 거스름돈을 바꿔올 때까지 기다리겠노라고 말하고 소년이 과연 돌아올지를 걸고 서로

내기를 한다. 신문팔이 소년이 한 시간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자 양쪽 다 실망을 하지만 결국

땀범벅이 된 신문팔이 소년이 나타나고 모두들 환호성을 지른다. 소년은 무단횡단을 하다가

걸려서 한 시간을 서 있었다는 것이다. 영철은 오히려 그 소년에게 자신을 구해주어서 고맙

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내기 때문이 아니라 소년이 인간의 ‘신뢰’에 대한 믿음을 주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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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 지금에 이르러서야 빛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서히 개화의 빛을 보기

시작한 셈이지요. 이때 저 강 건너의 나병환자들이 무리져 우리 마을로 들어온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애써 싹튼 경기(景氣)의 씨를 스스로 짓밟는 결과를 보아

야 할 것입니다.(p.275)

이로써 ‘가난’을 이기고 합심하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통치성의 이념이 현

실사회에서 얼마나 허위적인지가 드러난다. 결국 ‘나’와 마을사람들은 거리를 좁히

지 못하는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강 건너 문둥이 마을이 바라다 보이는 모래사

장 위에서 모닥불을 피워 개고기 파티를 벌이고, 마을사람들을 피해 집으로 가기

위해 덤불에 숨어서 틈을 보는 미감아들에게 점점 공포를 조장한다. 급기야 사내들

은 아이들에게 폭행과 위협을 가하고 그것을 도우러 온 ‘나’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구타를 당한다. ‘나’의 개입으로 미감아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지만,

마을 사람들의 폭력적인 결합 또한 해제되지 않을 것임이 드러난다.

미개인 에서 ‘시민’ 혹은 ‘문화인’이라는 관념과 결탁한 잔인성은 고삐 풀린 자본

주의적 통치성의 효과이다. ‘개발’의 효과란 곧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치’에

대한 신봉에서 비롯했기 때문이며, 그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가 결국 잔인함을 낳았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감정상의 잔인함에 대립되는 것은

온화함인데 온화함은 수동이 아니라 인간이 분노와 복수심을 억제하는 정신의 능동

적 능력이다.210) 그러나 배제의 폭력은 공포와 분노만을 허락한다는 점에서 그 무

엇보다 감정적인 폭력임이 드러난다.

1970년대 하층민을 다룬 소설 중에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소설들이 여럿 되는데,

어린이 주인공들은 황석영의 ｢이웃사람｣(창작과 비평, 1972년 겨울호)211)에 등

장하는 살인 전과자나 박태순의 ｢걸신｣(월간중앙, 1971)에 등장하는 노걸대 영

감처럼 ‘비-존재’로서의 하층민들로 다루어진다. 최인호의 술꾼 (현대문학,
1970)은 빈민촌 밤거리의 술집마다 돌면서 이북사투리로 “아즈반들”을 부르는 어린

소년의 시선과 상이군인의 이력을 지닌 사내의 갈고리 손 같은 황량한 이미지를 통

해 직접적인 폭력적 상황이라기보다는 부주의한 어른들의 술렁임 속에서 드러난다.

‘사회적 인격’이 걸러내는 행동양식이 최소화된 어른들의 술집에 모인 이들은 모두

210) Spinoza, Benedictus de, 에티카, 앞의 책. p.233.
211) 인용은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창작과 비평사, 2003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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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층민이며, 밤마다 술집을 순례하는 소년은 강한 북한 사투리를 쓰는 것으로 보아

혼자 월남한 고아이다.

이 소설은 시간적 배경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리얼리즘적인 요소보

다는 환상적인 처리에 기대고 있다. 어른들은 이 소년이 찾는 아버지가 실은 허구

적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독자들은 이 사실을 결말에 이르러서야 알게 된

다. 즉 ‘술꾼’이란 곧 이 소년이고, 괴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는 소년이 취하기 위해

서 아버지를 찾는다는 구실로 동네 술집을 돌고 있다는 것을 ‘아즈반’들은 알고 있

었던 것이다. “얘야, 술 한 잔 먹어보렴” 하고 사내들이 거칠게 말했던 것은 사실

‘배려’였던 것이다.

어느 누구도 간섭해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술집 문을 열고 불쑥 나타나 엄

마가 피를 토하면서 죽고 있다며 매일 밤 아빠를 찾는 이 소년은 엄청난 동정을 유

발한다. 사르트르는 타자는 대상을 매개로 하지 않고 시선을 매개로 한다고 말한

다. ‘눈’이 아니라 시선을 통해서만이, “타자는 마땅히 나와 내적 관계를 가질 수 있

는 자, 즉 나의 나됨의 규정에 개입하는 자”212)일 수 있다. 술꾼 은 소년이 술집

을 순례하는 이동경로에 따라, 술집마다에서 소년을 바라보는 어른들과 부딪히는

시선만이 전경화되며 독자역시 이 시선을 잔상으로 시선이 남긴 정동적인 여운을

갖게 된다. 무규정적인 불안한 시선의 이동은 곧 소년의 운명에 대한 불안한 정동

적 흐름을 반영한다.

조선작의 성벽 (창작과 비평, 1973)역시 공간이 청계천이라고는 하지만 공간
적 배경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공간적 묘사가 결여되어 있다. 성벽 은 술꾼 처

럼 환상성이 크지는 않지만 리얼리즘적인 요소보다는 환상적인 처리에 의존하는 소

설인 것이다. 아버지에 대해 소년이 갖는 반감 속에서, 이 소설 역시 폭력은 없지

만 ‘가난’과 무지로 인해 무규정성을 지니는 폭력의 정동이 흐른다. 보살핌도 없는

극빈 속에서 소년이 살아남고자 하는 안간힘은 탈감정의 상태로 진행되는 듯 보이

지만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 소년은 가슴 속의 울음을 운다. 그리고 소년의

황폐한 삶이 ‘성벽’ 바깥에 놓인 타자들의 공통된 삶이라는 점이 소년의 개인적인

슬픔을 희석시킨다. 성벽 은 결말에 전시행정의 폭력을 하나의 장면-전철 공사를

치하하는 행사를 위해서 이 마을과 도시 사이에 성벽이 쳐진다는 것-을 통해 부각

212) Sartre, Jean Paul, 존재와 무, 동서문화사, 2009. pp.438~4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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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차별적 배제보다 제도적인 차원의 공공적 배제를 뜻한다.

이들을 ‘통치’바깥에 괄호침으로써 ‘시민’적 감수성으로부터도 숨기겠다는 점을 의미

한다.

이에 비해 신석상의 기사특보 (세대, 1974.10)213)는 어머니와 둘이 일수방

에 살면서 신문팔이, 구두찍기, 택시 세차, 우산 장사 등으로 하루 벌어 하루를 연

명하는 열네 살 소년의 삶이 공공연한 ‘가난정동’을 지닌 것임을 드러낸다. 영호는

하루에 오백 원은 벌어야 그 날 내는 일수방의 하루치 이백 원을 주고 엄마와 둘이

서 세 끼 밥을 먹는다. 영호는 열네 살에 중학교 일학년을 중퇴했는데, 직접 담근

간장을 팔던 엄마가 다방이라도 나가야겠다는 말을 했을 때 신문팔이를 시작했다.

영호 같은 신문팔이소년들은 하루 종일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다시 삼각지로 뛰

는 것이 일상이다. 이들은 특보일수록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늘 대통령의 특별성명

이나 비상사태선언 같은 특보를 기다리며 종횡무진하는 것이다.

늘 배가 고픈 소년들의 안쓰러운 종횡무진은 서사적 연민을 한껏 자극하는데, 일

수방에 사는 신문팔이 소년의 일상이 상세하게 그려진다는 점에서 기사특보 는 미

학적인 가공보다는 르포적인 형상화에 치중한다. 영호가 늘상 공상하는 것은 장사

가 몇 달째 잘 돼 야간 중학교에 등록을 하고 어머니와 방이 딸린 가게를 하나 냈

을 때 집나갔던 아빠가 울면서 돌아오지만 기어이 쫓아내는 상상이다. 그러나 노동

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삶이 나아질 전망이 발견되지 않고, 설상가상

으로 종이파동으로 신문판매가 중단되자 가판하는 청년들이나 신문팔이 소년들을

비롯해 판매국 사람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린다. “신문이 없으면 우린 굶어 죽는단

말예요.”(p.19)하는 영호의 말은 이들의 삶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다.

영호가 사는 ‘일수방’이라는 주거지는 ‘근로자 합숙소’라는 주거형태만큼이나 암담

한 도시빈민의 상황을 드러낸다. 서울에 무작정 상경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르포나

소설에는 밤에만 개방을 하는 공간인 ‘근로자 합숙소’가 종종 드러나는바, 이웃사

람 의 주인공 역시 시골에서 상경하자마자 이 합숙소에서 기거하게 된다. ‘나’는 거

기서 기동이라는 또래 청년을 만나는데, 애초에는 기동이와 함께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공사장 막일꾼 자리를 얻기도 하지만 일을 규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

니고 너무 배가 고파서 구걸을 할 생각이 굴뚝같은 순간 ‘쪼록이나 잡으러 가자’는

213) 인용은 신석상, 속물시대, 관동출판사, 1975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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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이의 제안으로 ‘나’는 피를 팔게 된다.

‘나’는 처음으로 피를 팔 때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때마다 피를 파는 바람에 급기야 악성빈혈을 얻게 되고 막노동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런 정황들로 주인공은 어느 날 술을 마신 김에 식칼을 한

자루 사서 뱃속에 넣고 있다가 창녀와의 시비를 말리려던 방범대원을 우발적으로

찌른다. 기소 중인 주인공은 검사에게 자신이 스물다섯 살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당신네가 싸지른 똥이라 그겁니다.”(p.162)라고 반항조로 토로한다. 그는 제대한

지 다섯 달 만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왔는데 노모뿐 아니라 돌봐야 할 조카가 젖먹

이까지 합쳐 여섯 명이나 되었던 것이며, 애초에 상경할 때는 “자수성가해서 남부

럽잖은 사람이 되어 식구들을 호강시키리라 결심”했지만 서울에서 발붙일 곳을 찾

지 못했던 것이다.

이웃사람 의 ‘나’와 유사하게 걸신 의 노걸대영감 역시 소외된 삶의 끝에 자신

을 방기해버린다. 노걸대 영감은 평안북도 순천 출생으로 중일전쟁, 6·25, 거제 수

용소의 포로체험 등 역사의 고비고비를 거치면서 역사적 사건 때문이 아니라 배를

곯았던 고통 때문에 힘들었다는 인물이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외촌동으로 흘러들

어와 구공탄장사를 하는 황씨를 도우면서 밥을 얻어먹게 되지만 그조차도 여의치

않게 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외촌동을 빠져난다. 그리고 시내로 나가 아무 음식점

에서나 배불리 먹고는 서울시내의 온갖 경찰서를 순방하게 된다.

노걸대 영감은 걸인의 형상이되, 자신에 대한 조롱에도 별자의식을 갖지 않고

죄를 질렀다는 의식조차 갖지 못한다. 그리고 경찰서장이나 여타의 죄수들에게조차

유유자적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데, 작가는 노걸대 영감에 대해서 코믹한 논평

을 덧붙이지만 그가 감정조차 갖지 않는 탈감정의 상태에서 오직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물이라는 점은 70년대 사회의 풍속의 양가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걸인

을 탄생시킨 것도 70년대적 현실이지만 그가 목숨을 부지하면서 함께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또한 70년대라는 점에서다. 알다시피 거지는 80년대에는 사라지는 존

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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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범적인 창녀․시민’의 슬픔과 모독

3.2.1. ‘가난정동’의 공감과 ‘친밀감’

창녀란 자본주의의 잉여를 창출하면서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존재

로서, 1960~70년대 개발주의 통치성의 희생양으로 이해된다. 이들은 자본의 노

예로서 정동적 노동이 가하는 고통과 슬픔을 자신들의 존재론적 진실로 떠안은

존재들로 이 시기 소설에서 특수한 계층으로 부상했다. 전후문학의 ‘창녀소설’이

생존방법에 대해 절규하고 신음하며 죄의식에 떠는 창녀들을 개인적이고 내향적이

며 비극적으로 다룬 데 비해, 1970년대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이며 삶의 비참함을

드러내주는 새로운 풍속을 보여준다.214) 김병익이 지적했듯 조선작의 창녀들의 경

우 황석영의 막벌이꾼, 박태순의 <외촌동> 뜨내기들처럼 뿌리 뽑힌 저변층의 인구

계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전대에 비해 사회학적으로 보다 비관적인 사태를

드러낸다.

산업화의 기치 속에서 노동자의 삶과 정체성이 사회의 도덕률을 구성하고 헤게

모니를 부여받고 있는 데 반해 그녀들은 유폐의 공간으로 점점 더 고립되기 시작한

다. 그녀들이 점점 더 공식부문에 진출할 수 없는 구조 속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

들이 애초부터 구조의 ‘잉여’로 존재할 운명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창녀를 다룬 서사의 공식은 농촌에서 상경하여 식모살이를 거쳐 여차장이나 공순이

생활을 하던 중 창녀로 전락하는 삶의 하강구조를 띤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돈’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타락한 인간형으로 치부되었으며, 이 계열의 소설들은 <창녀

소설>이라고 매도를 당한 바 있다.215)

그러나 ‘창녀’를 서사적 ‘친밀감’으로 재현한 것은 분명 1970년대 문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1960~70년대 남성작가들에게 그녀들(이 처한 고립)은 완전한

‘게토’에 존재하는 버려진 자동기계로서 받아들여졌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하

다.216) 60년대 후반의 창녀와 그녀들의 유객은 전후의 상실감을 위안하는 존재론

214) 김병익, 부정적 세계관과 문학적 조형 , 조선작, 영자의 전성시대, 민음사, 1974.
p.351.

215) 김치수, 문학사회학을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1979.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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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대감을 상실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대신 ‘고향을 잃은 자’로서의 연민을 공유

하고 있었다.217) 이 점에 대해 고은이 ‘창녀’들에 관한 가장 솔직한 ‘시학’을 보여준

다면, 김치수는 문학작품의 총체성이라는 차원에서 이 소설들이 “과연 창녀가 소재

였는가”를 생각해보라218)고 조언한다. 김치수에 따르면 그녀들을 지배하는 것은 우

리들 자신이다. “이들의 삶은 우리의 사회의 표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자 하지 않는 부분에 속하게 되며 따라서 그들은 이 사회의 <不在者>들인

것이다.”219)

1970년대 창녀를 다룬 소설들은 창녀를 반드시 어두운 파토스에 가두지만은

않는데, 그녀들의 존재기반에 한결같이 ‘가난’이 놓였다는 점은 1970년대 자본

주의의 감정문화가 지닌 고통의 한 유형을 보여준다. 그 고통은 창녀를 다룬

서사들이 오직 서술자인 남성을 통해서만 발언한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3인칭의

경우에도 그녀들의 삶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술자가 여성이라는 상상은 불가능

하며, 오직 남성작가들을 통해서만 이 ‘외부’의 시민의 발언이 내부화된다는 점에서

그녀들은 분명 하위주체이고 남성에 의해 ‘보호받는’ 하위주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젠더의 문제220)라기보다는 ‘가난정동’의 측면에서 비롯한다. 그들은 정신적

216) 이 표현은 벤야민의 자전 에세이 거지와 창녀 에서 차용한다. 벤야민은 “악착스러움과 자

존심이 뒤섞인” 부르주아의 거주영역, 역설적인 의미에서 게토와 같은 그곳에 살면서 그 바

깥에 존재하는 거지와 창녀를 경험한 것을 하나의 성장통으로 기억한다. “어머니와 어머니가

속한 계급, 그리고 나 자신이 속한 계급을 거부하고자 하는 감정-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감정

은 따지고 보면 그런 척하는 감정이었지만-은 어느 거리에서 창녀에게 말을 거는, 그 어떤

것에도 비견될 수 없는 매력에 빠져드는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되

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이때 내가 느꼈던 섬뜩한 감정은, 한 마디 입만 떼면

움직여지는 어떤 자동기계가 주는 그런 섬뜩한 감정과 동일하였다.” Benjamin, Walter,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앞의 책. p.21.(강조는 인용자.)

217) 고은, 논픽션 1950년대: 그 폐허의 문학 ⑯ , 세대, 1972년 4월호에서 고은은 50년대
의 폐허로 돌아온 모든 작가와 시민은 “고향도 잃고 철학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깊은 상실

감에 “심상에 커다란 공동(空洞)이 생겼고” 종삼의 여자만이 그것을 위로해 줄 ‘고향’이자 위

로였다고 한다. 손정목은 이에 대해 “솔직히 지금까지 묘사한 글 중에서 가장 잘 된 글”로 고

은의 위의 글들을 꼽았다. 손정목,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Ⅰ, 한울, 2010. p.195. 70년
대의 종삼 창녀의 방에 대한 묘사는 고은, 나의 청동시대 1권, 민음사, 1995.

218) Girard, René,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 역, 한길사, 2001. p.34.
219) '부재자‘는 골드만의 문학사회학적 개념이다. 김치수, 문학사회학을 위하여, 앞의 책.

p.62.

220)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김복순, 산업화의 최종심급과 재현의 젠더 :

1960-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 한국현대문학연구 27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4,

pp.407-449 ; 노지승, 영화〈영자의 전성시대〉에 나타난 하층민 여성의 쾌락 : 계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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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연결’이란 감정을 통한 신체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정동적인 차원에서의 연결을 의미한다. 그 매개가 되는 것은 ‘가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다. 다만 이때 ‘가난정동’이 유발하는 공감은 하층민으로서의 동

류의식221)을 바탕으로 한다기보다 ‘가난의 형상’이 낳은 유사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통의 근원에 뿌리로서의 ‘고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녀들은 역설적으로 ‘심

리적 이미지’로서의 고향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창녀를 곧잘 ‘누이’의 표

상으로 표현하는 ‘친밀감’의 근원이다. 이때 ‘고향’은 그녀들이 대타자의 질서에 속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자, 그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장소로서

양가적인 속성을 부여받는다. ‘고향’은 도덕률의 근간인 동시에 흉터와 같이 그녀들

에게 각인된 마음의 상처인 것이다.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신동아, 1973.9.)222)에서 “관록이 붙은 갈

보”(p.217)라는 스물 두 살의 백화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밤마다 내일 아침엔 고향으로 출발하리라 작정하죠. 그런데 마음뿐이

지, 몇 년이 흘러요. 막상 작정하고 나서 집을 향해 가보는 적도 있어요. 나두 꼭

두 번 고향 근처까지 가봤던 적이 있어요. 한번은 동네 어른을 먼발치서 봤어요. 나

이름이 백화지만, 가명이에요. 본명은……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아.”(p.216)

남성들은 ‘고향’을 완전히 탈각하지 않은 그녀들을 자본적 신체가 아닌 인격적 존

재로서 대하는데, 이로 인해 창녀서사의 주인공들은 비록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음

에도 성격화에 있어서 단독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충분히 주체적인 경계

젠더의 문화사를 위한 시론(試論) , 한국현대문학연구 24집, 한국현대문학회, 2008.4,
pp.413-444

221) 삼포가는 길 이 사회적 약자들의 근친적 교감을 통한 공감과 연민이라는 동류의식을 바탕

으로 한다는 지적은 익히 있어왔다.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는 오태호, 체험적 서사와 상

상력의 대화 , 오태호 엮음, 황석영, 글누림출판사, 2010. 본고는 도덕감정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공감과 연민의 상상력이 사회적 약자라는 동류의식에 있다기보다는 ‘가난정동’의 구체

적인 체험이 조성한 ‘친밀감’에 있음을 부각하고자 한다. ‘동류의식’에 백화가 포함돼 있다는

점은 계급의식을 전제로 성립될 수 있는 범주를 뜻하는데, 그보다는 ‘가난’에 대한 공감이 우

선하기 때문이다.

222) 인용은 황석영, 삼포가는 길, 앞의 책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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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산소인 지사총을 방문하면서 영식에게 장난스

럽게 마음을 고백하는 창숙의 수줍음과 설레임( 지사총 ), 창수와의 신뢰 회복을

통해 조금씩 상처를 회복하면서 진실한 인간관계에 도달해가려는 영자( 영자의 전

성시대 ) 등은 ‘살림’을 차리기로 약속하기도 하고, 진심어린 공감을 나누기도 한다.

이들의 관계가 굳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멜랑콜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

이다. 대신 ‘가난정동’은 이들이 맺는 ‘정서적 관계’의 우세한 조건이 된다.

삼포 가는 길 에서 백화는 서슴없이 자신의 ‘가난’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단박에

같은 처지의 동반자가 될 수 있었다.

“아저씨네는 뭘 갖구 다녀요? 망치나 톱이겠지 머. 요 속에는 헌 속치마 몇벌,

빤쓰, 화장품, 그런 게 들었지요. 속치마 꼴을 보면 내 신세하구 똑같아요. 하두 빨

아서 빛이 바래구 재봉실이 나들나들하게 닳아 끊어졌어요.”(p.216)

백화에게 ‘가난’은 부끄러워하거나 체면치레로써 숨겨야 할 것이기보다는 ‘가난’의

내력을 나눔으로써 이해와 연민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위 인용문은 보여준다. 말하

자면 ‘가난’의 유사한 ‘형상’이 정념을 산출하기 위한 인상 및 관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겪는 불행이 우리에게 강

한 영향을 끼치면, 그 표상의 생동성은 단지 그 표상의 직접적 대상에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그것과 관련된 모든 관념으로 확산되고, 그의 여건이 과거·

현재·미래 또는 기능적이든 개연적이든 확실하든간에 그의 모든 여건에 대해 생생

한 관념(notion)을 갖도록 한다.223) 이때 공감의 상상력이 솟아오른다. 공감에 이

르기 위해 상상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은 정념에 관한 아담스미스나 흄의 공통점

인바 그것이 ‘감각’의 문제라면, 실상 삼포 가는 길 의 영달이나 정씨,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 (세대, 1973)의 창수나 지사총 (세대, 1971)의 영식 등이

백화 또는 창숙이나 영자에게 느끼는 연민은 도덕감정에 이르기 위한 상상력을 필

요로 하지 않는 선험적인 차원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연민에는 단지 계급적인 동류의식보다 심층의 차원에서 우러나는 파토스

가 존재한다. 그것이 곧 타향살이의 고통에서 오는 ‘가난정동’의 ‘친밀감’이며, 이때

223) Hume, David, 정념에 관하여, 앞의 책.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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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친밀감’은 ‘위생’의 꺼림칙함을 몰아낸다. 스피노자가 정리한 감정의 양상대로

보다 강한 감정이 다른 감정을 몰아내듯224) 친밀감의 기쁨은 ‘위생’의 불쾌감보다

우세하게 작용한다.

실제로 이 남성들은 ‘위생’의 관념으로 그녀들을 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영자

의 전성시대 에서 창수는 한쪽 팔만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영자를 위해서 의수를

만들어주고 영자가 영업행각에 성공하는 것을 숨어서 지켜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것

이다. 삼포가는 길 에서 영달이나 정씨도 유사하다. 만원을 사례비로 줄 테니 백

화를 보면 붙잡아달라는 식당 여주인의 청을 듣고서도 이들은 정작 백화를 발견하

고서는 눈길 고랑에 빠진 백화를 업어주기도 하고 여비까지 챙겨 고향 가는 기차를

태워준다. 영달은 백화를 업어줄 때 그녀가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 쇠약해진 탓이라

고 생각하자 마음이 아파오는데, 이때 비슷한 저치의 옥자라는 여자에 대한 연민으

로 눈시울이 붉어진다. ‘가난’으로 인한 ‘몸고생’에 대한 연민은 감정을 동요시킬 뿐

‘위생’의 관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

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

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p.221)

밤새 추위와 배고픔으로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백화는 기차 삯을 마련할 돈도

없었는데, 헤어지면서 영달이가 기차표와 함께 삼립빵 두 개와 찐 달걀을 내밀자

백화는 눈이 붉게 충혈되어서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진심을 전한다.

그런데 백화쪽에서도 군부대 주변에서의 작부시절 군 죄수 여덟 명을 차례로 뒷

바라지했던 이력이 있다. 백화는 “그 여덟 사람이 모두 한사람이나 마찬가

지”(p.219)라는 말을 들려주었는데, 그때만큼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은 없

224) Spinoza, Benedictus de, 에티카, 앞의 책. pp.252~253. 정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정서, 그리고 억제되어야 할 정서보다 더 강한 정서에 의지하지 않고는 억제될 수도 없고 제

거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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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척박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연민의 교감이 ‘돈’에 종속된

‘몸’의 인격적 훼손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백화가 그 차원을 이해하는 여자이고, 말

을 따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입성과 처지로써 상대방을 깊이 연민할 수 있는 순수

함이 남아 있다는 점이 삼포 가는 길 의 문학적 가치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당대 소설에서 ‘몸을 파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지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가족간의 문제로만 등장할 뿐이다. 황석영의 야근 (현대문학, 1973.10)
에는 양공주가 된 누이에게 “가난을 파는 짓이 가장 나쁜 짓이라고”(p.271)말하는

오빠가 등장한다. 그러나 고향을 떠났거나 집을 떠난 누이들은 ‘창녀’라는 직업으로

인해 자신의 진정한 도덕성이 훼손당했다고 치부하지는 않는다. 그녀들은 한시적으

로 이 직업을 거쳐 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며, 가족들을 굶주림에서 면하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대급부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1976년 부산지역을 중심

으로 조사한 자료225)에 의하면, 자진하여 윤락녀가 된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 중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한 것이 경제적 빈곤이다.

이런 점에서 육체의 정조를 훼손했지만 그녀들이 인간적인 본분을 잃지 않으려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잉여적 존재로서 그녀들 스스로가 지닐 수 있는 ‘대항품행’이

다. 이들 서사에서 ‘가난정동’은 ‘가난’을 사회문제로써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226) 필

사적으로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자본’과 ‘위생’이 가하는 이중적 구속을 벗어

날 수 없는 통치성의 희생자들이 상호간의 연민을 통해 통치성에 대항하는 모습을

부각하는 데서 드러난다. 그것이 ‘창녀서사’에 드러난 ‘가난정동’의 정치성인 것이다.

종로를 중심으로 유곽이 확대된 것은 60년대 중반이며227) 영자의 전성시대 의

225) 최진해, 부산일부지역 특수업태부들의 사회의학적인 조사 , 예방의학회지 제 10권 제 1
호 , 1977. 이 조사에 의하면, 자진하여 윤락녀가 된 경우가 가장 많으며45.2%) 그 중 경

제적 빈곤(41.7%)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했다. 82.2%의 특수업태부들이 자기가족들을 부

양하고 있으며 이들 중 홀어머니만 있는 경우가 43.9%로 가족들에게 매월 지출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5만원사이, 매월 저축금은 1만원에서 6만원 사이이며, 매달 만원을 저축하는 사

람이 22.3%에 달한다. 이들 중 채무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5.1%, 3~6만원인 경우가

3.5%, 9~12만원인 격구가 1.0%였으나, 채무가 전혀 없는 경우가 86.6%로 가장 많았다.

226) 크리스챤아카데미는 서울시와 공동주최로 윤락여성을 주제로 한 대화모임을 가졌다.(대화

모임, 윤락여성이 있는 사회 , 월간 대화, 1977.1 참고.) 이 모임은 3인의 발제자와 50
여명이 참가한 토론회로 윤락여성을 사회문제로써 보는데 있어, 사회의 책임론 및 도덕적 타

락의 관점이 양립한다. 이에 반해 1970년대 창녀를 다룬 소설은 이들 논의와 달리 사회적

도덕의 프레임으로 창녀를 다루지 않는다. 즉 창녀가 도덕적 죄의식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지

도 않으며 사회의 공적부조가 부재함을 겨냥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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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나 지사총 의 창숙은 이미 유곽으로 밀려나 있는 것으로 등장하지만 삼포 가

는 길 의 백화처럼 ‘작부’가 있는가 하면, 이호철의 66년 작품 서울은 만원이다 (
동아일보연재, 1966.2~10)의 길녀는 유곽이 아니라 소시민의 골목길에서 방을

얻어서 영업을 한다. 영자의 전성시대 의 영자도 팔을 다치게 될 바에는 아예 처

음부터 식모살이를 전전하지 말고 혼자 살림방을 구해 장사를 할 걸 그랬다고 후회

하는 대목이 나온다. 김복순이 지적했듯이 길녀는 자본으로만 매개되는 성매매여성

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가족관계를 이루기도 하고, 남동표나 기상현 같은 주변인

물들과의 결혼을 꿈꾸기도 한다.228) 그것은 길녀가 공적 인격을 갖춘 자유로운 ‘신

체’를 구가하는 여성임을 뜻한다. 서울은 만원이다 에서 통영에서 올라 온 길녀나

마산 출신의 미경이는 번 돈을 되는 대로 시골집에 부쳐주는 한편 기반을 잡기 위

해 돈을 모은다. ｢지사총｣의 창숙이나 ｢영자의 전성시대｣229)의 영자역시 돈을 모아

셋방이라도 얻어 살림을 차리고 싶은 것이 꿈이다. 사실상 그녀들이 도시에서 맹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돈’이며 그것은 도시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유

일한 보루가 된다.

영자는 의수를 갖게 되자 돈에 대한 집착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돈을 모아야지. 이젠 무조건 돈이나 모으는 거야.”

영자는 이를 갈아마시듯 다부진 말투로 입버릇처럼 자주 이렇게 말했다. 영자는

가난한 시골 농삿집에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농삿집이래야 밭 두 뙤기뿐이어서 굶

기를 밥먹 듯 했다고 설명했다.(p.66)

영자는 부지런히 돈을 모았고, 모은 돈을 나이롱 아줌마에게 맡기고 있었다. 영

자는 일금 이십만 원을 목표로 정해놓고 매일 그 달성 비율을 따지며 사기를 돋구

227) 창녀들이 수적으로 크게 는 것은 60년대 중반 무렵이며 종삼주변지역은 그 규모와 숫자에

있어 타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도시정비 이전이어서 좁고 굽은 한옥골목에 자

리한 재래 한옥들이 ‘ㅁ’자나 ‘ㄷ’자 구조였고 그 속의 여러 개의 방마다 창녀 한 명씩을 들이

기에 용이했다는 점이 작용했다. 무엇보다 당시 직장이 종로․중구 관내에 밀집해 있었던 것

이 종삼의 확장 및 유지와 관련된다. “TV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고 직장 동료들이나 학교 선

후배 등과 어울려 거나하게 한 잔 걸치면 누군가가 반드시 ‘종삼으로 가자’를 선창했고, 한두

사람 낙오자를 빼고는 모두가 행동을 같이 했다.” 손정목,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1, 앞
의 책, pp.190~203 참고. 직접인용은 p.191.

228) 김복순, 앞의 논문.

229) 인용은 조선작, 영자의 전성시대. 앞의 책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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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p.73)

이때 그녀들의 신체는 그 자체로 자본주의적 감정문화가 투사되는 장이다. ‘악착

같이 한 푼이라도’ 모으겠다는 그녀들의 결심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체의 존립자

체가 불가능한 자본주의적 폭력의 상황을 동반한다. 70년대 남성작가들이 유독 그

녀들을 소설의 인물로 선택하는 것은 확장되는 자본(주의)의 폭력 속에서 늘어가는

속물주의의 내부에서 그녀들이 바로 환부로써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환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성찰의 기제로써 작가들은 ‘가난정동’을 주조한다.

서울은 만원이다 의 말미에서 길녀는 험난한 서울생활을 청산할 요량을 품고

귀향길에 오른다. 서울은 만원이다 는 서술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빈번히 일어난다

는 점이 특이점인데, 아래 인용문에서는 얼마간의 돈을 모아 고향으로 가는 창녀의

귀향길에 ‘모범적’이라는 반어적 수사를 부여함으로써 풍속의 이질감을 조성한다.

시골서 올라온 어느 모범적인 구두닦이 소년이나 모범적이란 소리를 듣는 창녀

들처럼, (원 창녀면 창녀지, 모범적인 창녀 있고 비모범적인 창녀 있을까마는) 서울

생활 몇 년에 몇백년씩이나 살려는지 곯은 배때기를 움켜쥐면서 몇십만원 모아 쥐

고, 깡패가 무섭노라면서 경찰에 보호를 의뢰하고, 결국 카빈총을 멘 경찰이 뒤를

따르는 쬐끄만 사진과 함께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이렇게 금의환향하는 것은 아니

었지만, 길녀인들 이십만원에서 그 사이 이렇게 저렇게 이만원쯤 까먹고 십팔만원

손에 쥐지 경찰에 보호까지 의뢰할 생각은 없지만 제법 기분만은 금의환향 기분이

었다.230)

그러나 ‘고향’은 위안이 되지 못한다. 쌀독이 비면 어머니와 동생을 부여잡고 울

었었던 길녀는 서울에서 자신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눈치로 알 터인데도 내놓

은 돈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서운함을 느낀다. 길녀는 어머니가 아랫

목에 깔아준 이불을 뒤집어쓰자 “서울서의 자기 생활이 전혀 다른 사람이 겪은 일

처럼 처참하게”(p.280) 생각되면서 복받치는 울음을 흐느낀다. 비록 떳떳한 직업은

못되지만 가족경제에 희생했다는 ‘정당성’조차 희석되는 것은 돈에 기꺼운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어머니의 태도 때문이다.

230)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중앙일보사, 1985.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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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십삼만원이 무엇이냐, 네 꼬라지 이 모양 되고, 백십삼만원인들 무슨 소용이

냐, 네 꼬라지 이 모양 되고” 길녀를 끌어안고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시늉 삼아

서라도 목에 칼을 꽂을 거라고 칼을 찾아 부엌으로 맨발로 달려들어 갈줄 알았는데

차라리 그러기라도 했으면 길녀도, “어머니 어머니, 괜찮아요. 제 한 몸 희생하더라

도 집안이나 피었으면 원이 없을끼라요.” 하며, 칼을 찾아 부엌으로 달려 들어가는

어머니의 허리를 끌어안고 어머니 죽으면 나도 죽을란다고 시원하게 같이 한바탕

울고, 그러면 가슴이라도 트일터인데, 너무도 야속하였다. 돌아와 보았자 이렇다.

누운 길녀의 눈에 새로 눈물이 괴여 왔다.(p.281)

결국 길녀는 다시 상경하여 유곽에 있는 친구 미경이의 임종을 지키게 된다. 미

경이가 남긴 유품에서 삼 만원이 든 통장을 발견하고 길녀는 미경이가 “나름으로

무척이나 살아보려고”(p.341) 했던 거라고 마음 아파하지만 포주는 ‘놀린 방값’과

약값으로도 모자란다며 가져간다. 미경이의 장례 후 길녀는 어디론가 사라진다.

작가는 길녀가 사라진 것으로 처리하면서 “이제 차관을 다 갚고, 우리의 근대화

가 흔하게 돌아가는 말대로 이루어지고, 제이차 오개년 경제기획이 성공리에 이루

어”진다는 것을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그렇게 믿기로 하자”(p.344)며 “그때 우리

앞에 새옷으로 단장한 길녀도 나타날 것”(p.344)이라는 밝은 전망을 안기며 소설을

맺는다. 그것은 길녀라는 존재에 대한 (독자의)애정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러나 1970년대에 그녀들은, 통치 국가와 하위주체가 합치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

함으로써만 ‘시민사회’와 가까워지는 ‘슬픈’ 존재로 드러난다.

한편, 창녀에 대한 연민이 ‘고향’의 이미지를 과도하게 투사하는 데서 비롯될 경

우 ‘가난정동’이 희석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간관하게 된다. 여기에는 ‘성’에 대한

‘도덕적’ 자의식이 개입되며, 이 점은 창녀에 대한 사회적 관념의 한계이기도 하다.

천승세의 황구의 비명 (한국문학, 1974.8)231)은 기지촌 여성들을 “마치 문둥
이 자식을 둔 어머니의 아픔과 같은”(p.219) 선험적인 연민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남성주체의 위계적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나’는 아내의 “놀잇돈(소위 달러변)”을 떼어먹고 달아난 은주를 찾아 돈을 받기

위해 용주골이라는 기지촌을 방문한다. 은주는 ‘나’와 같은 집 문간방에 세를 살던

처지로, 가끔 밤중에 청승맞게 울다가 주인집의 핀잔을 듣곤 했는데 고향에 두고

231) 인용은 천승세, 황구의 비명, 창작과 비평사, 1988에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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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두 살짜리 딸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흑인병사의 전용지구에서 “숏 타임”을 뛴

다는 은주를 찾아갔을 때 댓돌위에 놓인 하얀 고무신과 워커의 낯선 조합에서 “목

젖에 걸리는 야릇한 느꺼움”(p.212)을 느끼는데, 이 감정은 은주를 고향에 돌려보

내고 말겠다는 의지를 낳는다. ‘나’는 아내의 돈놀음이 실패한 탓에 그나마 전세

금을 줄여 이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었지만 은주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설득하면서 오히려 돈 5만원을 내놓는다.

황구의 비명 은 ‘눈물’과 ‘서러움’의 정조가 짙게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동인을 ‘계급’보다 고향을 떠난 오누이의 성적 탈선에 둠으로써 ‘가난정동’의 고통을

다소 희석시킨다. 공간적 배경이 기지촌이라는 점은 서울은 만원이다 의 길녀가

기지촌으로 갔을 때, 거기 개입되는 것이 혐오감임을 드러낸다. 용주골에서 ‘나’는

우연히 <윤미순 19세. 고향은 전북 금마. 내 손주년을 찾아주시면 평생 은혜를

갚겠읍니다>라고 쓰인 천을 감고 손녀를 찾는 노파를 만나는데, 이러한 설정은

창녀에 대한 사회적 연민의 최고치인 동시에 전형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녀들이 고향을 떠난 오누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가난정

동’을 정면으로 통과하지 않는 한 그것은 올바른 사회문제에 대한 고발이 되지

못한다. 황구의 비명 의 경우 ‘나’의 과도한 계몽의지는 사실은 남성주체 자신이

열망하는 세계의 평온한 질서에 그녀들을 재-배치하려는 욕망의 소산이다. 이 소설

은 시작과 끝부분에 “정결한 한 여인의 긴 치맛자락이 끌려가는, 아이들의 함성이

꽉 찬, 배드민턴의 어지러운 포물선들이 메운, 그리고 내 자식들이 왕사탕 가게 앞

에서 군침을 삼킬 수 있는 그런 예사스러운 소시민적 골목 안”(p,221)의 분위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소시민 일상의 평화로움에 대한 희구를 드러낸다. 여기서

은주를 외씨고무신과 짚신의 세계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나’의 의도는 자신의 평화

로운 일상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획책과도 같다. 그녀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라야

만 세계의 질서가 완전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나’의 연민은 진심에서 우러난 윤리적인 감각의 발현이지만, ‘나’가

바라는 소박한 소시민의 삶속에 섞여 살던 은주라는 존재가 실은 순조로운 일상에

서 하나의 ‘이물감’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대상화된 연민에 그친

다. 이것은 분명한 한계인데, 그녀들을 ‘사회’로 불러내어 존재하기를 종용하는 곳

이 다시금 ‘고향’이어야 하고 ‘짚신의 아내’여야만 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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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지로 변해 더는 돌아가고자 했던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 삼포 가는 길 을

통해 제시됐듯, ‘고향’을 정신적 안식처로 사고하는 것은 ‘도시’를 꿈꾼 것만큼이나

낭만성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시골집은 그 어느 곳보다 ‘가난정동’의

고통에 지배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황구의 비명’이 미군기지촌에서 체구가 큰 미군을 상대하는 조그마한 한

국 여성들에 대한 은유라는 것은 ‘이물감’의 실체를 드러낸다. 용주골이 마치 가상

의 공간처럼 드러나지 않는 후미진 곳에 존재하듯이 그녀가 다시금 농촌공동체에

묻히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녀를 소환해주는 동등한 시선이 아니며, ‘사

회’의 바깥에 위치한 그녀들과 그녀들의 ‘몸’을 자본주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남성주

체들의 오락이나 소비(‘매춘’)의 장소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상력이 이 작

품에는 보이지 않는다.

3.2.2. 모멸과 모독의 ‘품행’과 ‘대항품행’

산업화시대의 대표적인 하위계층으로 분류되는 ‘창녀’는, 문학 속에 그녀들이 재

현되는 순간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Aura를 무의지적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 어

떤 지각대상의 주위에 모여드는 연상작용이라고 규정한다면232), 소설이나 영화로

재현되는 그녀들은 ‘아우라’에 대한 사회적 표상의 재생산에 불과하며 이 때문에 이

들의 ‘표상’에는 필연적으로 ‘낯섦’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묘사의 ‘수위’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창녀’라는 존재자체가 지닌 아우라가 현실적인 삶의 범주를

초월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일상적 경험세계의 바깥에 존재함으로써 현

실에서조차 -단순한 ‘분리’를 넘는- 대상화의 존재이며, 그녀들 자신들로서는 ‘유

곽’(a red-light district)에 드리워진 붉은 빛의 ‘구역’ 안쪽에서 자신들 고유의

정체성(personality) 대신 직업적 정체성(character)에 의지하여 살아감으로써

스스로에게조차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에서

유곽의 ‘창녀’는 ‘현실바깥’의 존재들이다.

그러나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 나 윤흥길의 돛대도 아니 달고 (소설문예,
1977)에서 보듯 그들은 철저한 공중위생의 관리대상이자 내치의 적용대상이다. 역

232) Benjamin, Walter,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역, 민음사, 2002.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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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인구(=공중)’와 ‘시민’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낯섦’의 실질적인 근거를 ‘창녀’가 공식/비공식 노동자와 달리 사회적 인격

체가 될 수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당대 성노동자들은 비-

물질․정동노동에 의해 ‘사회적 자아’를 상실한 삶을 강요받는 욕망의 ‘볼모’였다.

‘구역’의 ‘불빛’안으로 그들을 가둔 것은 통치성의 한 양식이었던 것이다. 당시 유객

들의 다수에 지식인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233)은 그녀들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지우

기’ 역시 근대화의 효과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때문에 고은은 60년대 말의 종삼

소탕작전에 대해 “나비작전은 시장의 결단이 아니라 시대의 다른 단계가 시작된 것

을 표상하고 있다.”234)고 쓸 수 있었다. 그녀들의 변화는 그들 자신의 변화를 의미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당대 남성들과 그녀들의 ‘사회적’ 관계는 알다시피 상징계의 영역을 구성하는 통

치성 안에 자리한 것이 아니었으나 ‘공공연’한 것으로 제시된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내치의 차원이 발동했을 때이다. 그녀들은 “생체정치학의 대상으로서 국민을

‘제로’지점(생물학적 차원에서 단순히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에 위치시키는”235)

‘구성적 외부’의 실재였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자본제 이데올로기는 그녀들을

통치하는 규율권력이지만, 그녀들의 정동적 발산은 그것들을 비틀고 균열하는 ‘대항

품행’으로 기능한다. 남성작가들이 가담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점이다.

영자의 전성시대 에서 영자는 갑작스럽게 전개된 ‘사창굴 소탕작전’을 피하려다

희생된다. 골목마다 막아선 경찰의 눈을 피해 영자는 지붕을 타고 몰래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나이롱 아줌마’에게 맡겨둔 돈을 찾으러 다시 갔다가 화재로 죽게

된다. 그 돈은 ‘나’와의 살림밑천으로써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나’는 팔이 한쪽밖

233) 고은에 따르면 이어령․신동문․유종호 등 단 8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문인․지식인들

이 종삼의 유객으로서 예외가 없었다. 고은, 나의 청동시대, 민음사, 1995(손정목, 앞의
책, p.202에서 재인용)

234) 68년 9월의 종삼소탕작전인 일명 ‘나비작전’이후로는 종삼고객의 수가 크게 감소했다. ‘나

비작전’은 김현옥 서울시장이 세운상가 시설을 시찰하던 중 창녀의 호객행위를 받은 데서 비

롯되었다. “정확히 1968년 9월 26일 오후 두 시경 세운상가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수행원

두세 명과 더불어 도보로 예지동 뒷골목을 걸어가던 김시장에게, 어떤 창녀가 ”아저씨 놀다

가요“하면서 소매를 잡았다는 것이다.” 그길로 경찰간부들을 긴급 소집하여 종삼 소탕작전을

협의하고 ‘나비작전’을 개시했는데, 나비작전의 주요 전략은 출입자를 적발하여 명단을 공개

한다는 유객들에 대한 조치였다. 손정목,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1, 위의 책.

pp.199~200 참고. 직접인용은 p.199.

235)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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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는 영자의 시체를 쉽게 알아보는데, 그것은 그에게 울분을 느끼게 한다. 그러

나 이내 ‘나’는 곧 영자의 심정을 대변하면서 불을 영자 스스로 질렀다는 상상력을

발휘한다.

나는 이를 악물어 울음을 삼켰다. “이 바보야 누가 널보고 이 불길 속으로 뛰어

들랬어. 누가.” 그러나 영자는 마치 장난기까지 섞인 말투로 “불은 내가 질렀는걸

요.”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나라도 지금 심정같아서는 어디라도

한 군데 싹 쓸어 불질러 버리고 싶었으니까 말이다.(p.79)

‘나’는 일명 <불도저 작전>이라고 하는 이 ‘소탕작전’이 베트콩을 전멸시키는 전시

작전과 유사하다고 느끼는데 ‘위생’과 ‘사회정화’의 관념을 씌워 불결하고 부도덕한

이미지를 주입하는 내치의 부조리함이 월남전과의 비유에서 드러난다. 거기에 저항

하는 방식으로 영자가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는 역발상은 단순한 울분의 표

현이 아니라 내치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이다.

‘재현’적 질서에 놓인 창녀들은 ‘가난정동’을 통해 공적 영역이 가지는 구속력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사적영역에 놓인 여성의 욕망이 공적

담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1970년대 여성영화의 미장센236)을 뛰어

넘는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1970년대 작가들은 ‘창녀’를 유형적으로 성격화하

지 않고 인격적 단독성을 드러냄으로써 ‘가난정동’의 슬픔을 주조했는데, 그녀들은

자신들의 슬픔을 모멸감으로 내면화하지 않음으로써 외부가 주체에게 가하는 고통

을 ‘모독’의 차원으로 받아들인다. 이때의 슬픔은 신파적 슬픔과 다르다.

1970년대 창녀를 다룬 영화에서 그녀들의 고난은 신파적 정서로 감싸지는 대중

미학의 재현적 질서에 머문다. 멜로드라마는 ‘고난’이 서사의 중심에 위치할 때만,

그리고 고난으로 인한 슬픔의 과잉이 독자의 정서를 흡인하여 서사를 완결할 때만

성립한다.237) 이때 전경화되는 것은 슬픔의 강도자체여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사회

적 모순에 대한 공감을 확인하는 서사적 장치로서의 ‘신파적 과잉’238)의 역할이다.

236) 황혜진, 1970년대 여성영화에 나타난 공사 영역의 접합양식 , 영화연구 vol.26,
2005.8.

237) 이호걸, 1970년대 한국영화 , 한국영화사 공부 1960~1979, 2004. p.129 참고.
238) 이호걸, 위의 글. p.133. 이호걸은 이 글을 쓴 2004(초판)년의 시점에서, 1960년대 후반

부터의 영화들이 60년대 전반기의 낙관주의적 정서에서 회의주의로 옮겨가고 있음을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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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달리 서사는 고통을 신파로 감싸는 전략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복잡

한 정동을 드러나며, 이 슬픔의 귀결은 ‘모멸’이 아니라 ‘모독’인 것이다.

그것은 ‘창녀서사’가 1970년대 서사공동체의 미학적 수준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

이다. 소설에서는 리얼리즘이라는 장르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

는 것이 창녀․양공주 서사이다. 멜로드라마가 제기하기 쉬운 성 윤리의 문제로 귀

결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이고 대사회적인 주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탈

성화되어 있으며 역설적으로 가장 지적인 서사의 제공자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들 서사를 젠더의 서사로 섣불리 영토화하기 전에 왜 그렇게 창녀․양공주 서사가

빈번하게 쓰였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영자의 전성시대 에서 영자가 자신의 의수를 뒤늦게 발견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남자와 시비가 붙었을 때, 골목을 메운 창녀들이 영자의 편을 들면서

“창녀들의 창녀들에 의한 창녀들을 위한 오팔팔공화국 아니가.”(p.68)하고 말하는

부분은 매우 상징적인데 ‘오팔팔’이라는 사회적 치부를 ‘돈’과 교환되는 ‘몸’이라는

자기비하의 논리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매춘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양 당사자가 서로를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가장 현저한 경우이며

바로 이것이 매춘을 역사적으로 화폐경제, 즉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단’의 경

제와 아주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요인이다.239) 즉 매춘에

내재하는 가공할 만한 인간품위의 타락은 그 화폐등가물에서 가장 명료하게 표현되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팔팔공화국’의 영자들은 그 사실을 모멸감으로 수

용하지 않는데, 그것은 수치스러움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외부의 시선을 전유하지 않

으면 인간적 존엄을 지켜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작가들은 이 점을 각박한 현실과

대비시킴으로써 화폐의 수단으로 전락한 인간의 몸에 인격성을 부여한다.

점 즉 대중적 재현물에서 “대중정서”를 읽어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드러낸다. 이호걸은 이영

일만이 한국영화전사(개정판), 2004, 소도(초판은 1969년)에서 1960년대 후반의 멜로드

라마가 “복고풍의 신파”로 회귀하는 특징을 가졌음을 처음 지적하고 있으며 그것이 현실의

모순과 연관된다는 이영일의 해석을 따른다고 적고 있다.

이호걸에 따르면 70년대 영화가 ‘신파적 과잉’을 통과하는 것은 고통이 윤리로 전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파시즘 정권의 근대화 이데올로기가 신파성을 주요 속성으

로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70년대 영화가 구축하는 세계관과 윤리관은 그에 복속

되는 면모가 강하다. 가족주의 윤리 및 민족주의적 남성주체의 윤리 등이 그렇다.

pp.132~137.

239) Simmel, Georg, 돈의 철학, 김덕영 역, 길, 2013. p.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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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가 의수를 달기 전에 춘자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영자를 염려하면서 손님

에게 소개를 해주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들 사이의 연민은 ‘공공의 도덕’

을 초월하는 지점에 놓인다. ‘오팔팔공화국’이라는 말은 ‘오팔팔’이라고 명명되는 ‘집

창촌’이 내치의 가장 모순적인 공간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내치의 피상성을 함께 고

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탕작전’은 영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모멸감과 모독의 차이는 감정을 피동적인 차원에서 능동적인

차원으로 전환하는 주체의 태도에 있다. 즉 ‘공공의 도덕’이 주입하고자 하는 모멸

감은 이들에게는 수용되지 않으며 그 감정에 자신들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감정은

곧 아이덴티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감정을 수동적인 차원에서 능동적 차원으로 전

유하는 힘은 곧 현실을 견디는 가장 강력한 ‘대항품행’이 된다.

황석영의 몰개월의 새 (세계의 문학, 1976, 가을호)240)는 사회적 시선을 감
정적 아이덴티티로 수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정’을 삶을 지탱하는 보루로 삼는

‘대항품행’의 가치를 다룬다. ‘몰개월’은 군부대 주변의 작부촌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빨래도 냇가에서 할 정도로 외진 마을이다. ‘나’는 곧 월남으로의 전출을 앞두

고 우연히 갈매기집 미자를 알게 되는데, 엉망으로 취해 토하고 있는 그녀를 갈매

기집까지 데려다가 상사인 ‘추장’과 술판을 벌인 방 아랫목에 뉘여 이불을 엎어 준

것을 시작으로 다음날 미자가 한복을 입고 김밥과 삶은 고구마를 싼 보퉁이를 들고

와서 고마움을 전하면서부터이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미자는 군인에게 뺨을 철썩철

썩 맞고 있었는데, 그 군인이 중사급이어서 곤란을 피하고자 자리를 피해 나온 ‘나’

는 미자가 땅에 주저앉아 “나두 살아야잖아. 밤엔 벌어먹구 살아야잖아.”(p.188)하

고 울부짖는 것을 지나칠 수 없어 코피가 터져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미자를 논

가에 데리고 가서 얼굴을 씻어준다.

몰개월의 “똥까이”(p.181)들은 갈 데 없이 막판까지 밀려 온 깡다구가 센 여자들

이라는 소문과 달리 ‘나’는 몰개월의 작부들이 비록 답례를 받지 못하지만 군인들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으며 순정을 잃지 않는 여자들임을 알게 된다. 이들은 군인들을

전출지로 수송하는 트럭이 도착하면 몰개월 입구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꽃이

며 손수건이며를 흔들고” 전송을 한다. ‘나’가 전출하는 날 미자는 처음에 고마움을

표하러 찾아왔을 때처럼 한복차림으로 그 무리에 서 있다가 차 안으로 하얀 뭉치를

240) 인용은 황석영, 몰개월의 새, 창작과비평사, 2003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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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준다.

나는 승선해서 손수건에 싼 것을 풀어보았다. 플라스틱으로 조잡하게 만든 오뚜

기 한쌍이었다. 그 무렵에는 아직 어렸던 모양이라, 나는 그것을 남지나해 속에 던

져버렸다. 그리고 작전에 나가서 비로소 인생에는 유치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중략)… 몰개월 여자들이 달마다 연출하던 이별의 연극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

중한가를 아는 자들의 자기표현임을 내가 눈치챈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pp.191~192)

‘나’는 뒤늦게야 몰개월의 작부들이 지니고 있었던 순수함이 자신들의 인격적 품

위를 유지하는 행위였음을 깨닫게 된다. ‘(성적)타락’이나 ‘(삶의)막판’이라는 편견

으로 그녀들을 가볍게 대한 ‘나’는 몰개월이라는 오지에서조차 ‘삶’의 의미를 훼손하

지 않으려는 안간힘이 극한의 허무를 이기고 난 감정의 산물임을 말하고 있다.

3.2.3. ‘국외자’의 ‘동정’과 ‘외부인’의 슬픔

푸코의 설명에 따르면 환경milieu이란,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거리를 두고

미치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어떤 작용의 순환이 기초하고 있

는 근간이자 요인”이다.241) 1970년대 작가들은 ‘창녀’라는 존재가 자본의 잉여를

해소하는 환경적인 신체임을 말하고자 그녀들을 재현적 질서내로 소환한 것은 아니

다.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더 공동적인 것은 없으며242) 그녀들은 당대적 사회를 살

아가는 모두의 환부일 뿐, 대상화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 작품 속 남성인물/서술

자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녀들의 ‘몸’에 가해진 정동적 폐쇄에 대해서 작가들이 갖

는 연민이란 “기호 작용의 환을 완벽히 아물리는 더러움saleté과 보수salaire, 그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문학”243)이라는 사실을 설파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거

기에는 더럽고 불결한 몸이 아니라, 더러워지며 일당을 받는 몸들에 대한 ‘가난정

동’이 존재한다.

241) Foucault, Michel, 안전, 영토, 인구, 앞의 책. pp.46~47.
242) Nancy, Jean-Luc, 무위의 공동체, 박준상 역, 인간사랑, 2010. p.204.
243) Nancy, Jean-Luc, 코르푸스, 김예령 역, 문학과지성사, 2012. p.108.



제3장 개발과 감정정치    93

윤흥길의 중편 돛대도 아니 달고 (소설문예, 1977년)244)는 기지촌의 ‘특수업
태부’라는 직업여성을 조명함으로써 개발독재시기 ‘가난’의 한 면모를 다룬다. 알다

시피 기지촌은 국가적 전략아래 육성된 통치성의 장치로서 기지촌 여성들은 개발독

재의 정치·경제적 명분의 희생양이다.245) 내치의 용이함을 위해 보건체계는 그들을

‘특수업태부(特殊業態婦)’로 분류하며 ‘집결지(集結地) 여성’이라는 장소성을 부여한

다.

돛대도 아니 달고 는 ‘특수업태부’라는 직업이 철저하게 감정노동임을 보여준다.

동두천 발렌티노 클럽의 여성들은 사회적 천시로 인한 서러움과 주둔 미군이 철수

하고 공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 포주의 폭력에 대한 공포로 늘 눈물

짓는다. 이 작품에 파토스가 지나치게 넘치는 것은, 인간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특정한 계급적 존재로서 그녀들을 부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녀들의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이며 그녀들이 ‘말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남성작가

들의 관심이 반영된 극단적인 형태가 ‘르포’형식이다.

돛대도 아니달고 는 서사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놓았는데, 에레나 박이

사랑했던 벤을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슬픔을 못이겨 취사량에 가까운 약을 먹고 자

살기도에서 깨어나는 전편과, 다시 호스티스의 일상으로 복귀한 에레나 박을 취재

하기 위해 사회학을 공부하는 남학생이 찾아와서 나눈 대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후편이다. 후편은 사회사업과에 다니는 대학생이 졸업논문을 쓰기 위해 인터뷰 형

식으로 기지촌의 실태를 소개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이 때문에 돛대도 아니달고

는 ‘현장소설’246)이라는 범주로 묶이기도 했다.

돛대도 아니달고 의 기지촌 여성들은 ‘딸라기계’라고 자신을 비하하면서도 동생

들을 공부시키고, ‘생활’을 청산하면서 얻은 마지막 돈마저도 고향집에 보내는 것에

244) 인용은 윤흥길,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앞의 책에서 가져 옴.
245) 68년을 기준으로 외국군인을 상대하는 여성들은 연간 1억 7천만 달러(483억원)를 벌어들

였다. 군사정권은 외국군인을 상대하는 여성들은 산업역군으로 치켜세웠다. 미군 감축설이

나돌면서 외국군인을 상대하는 여성들은 한국정부로부터는 사회의 골칫거리로, 미국정부로부

터는 유통경제를 어지럽히는 존재로 취급되었으며 아들의 반사회적인 생활방식과 사치와 허

영심이 강한 존재라는 인식으로, 백안시되었다. 김희식, 성매매집결지(집창촌)의 기원: 박

정희 정권기를 중심으로 , 역사문제연구20, 역사문제연구소, 2008.10. pp.255-305,
p.297.

246) 정을병 외, 꿈을 사는 사람들-인기작가 4인 르포소설선, 태창,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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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심을 느낀다. 그녀들의 ‘명예’란 결혼을 통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고, 그

렇지 않은 경우는 부모와 형제의 생계와 교육을 후원하는 책임감의 실천을 통한 반

대급부에서 만족을 구하는 것이다.247) 한편 그녀들은 ‘외화벌이 역군’이라는 기표를

비틀어 사용함으로써 국가이데올로기를 조롱하고, 자신들이 이룬 ‘공적역할’의 보상

이 주어지지 않는 체제를 비판하기도 한다. 기지촌에 입성하는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춰서 양공주를 양산했다가 갑작스럽게 나이를 높이 조정하여 단속을 감행하자 소

녀들이 자살하거나 구속당하는 사태가 속출하는데, 기지촌 여성들은 “애국사

업”(p.165)에 종사하다 몸을 버린 소녀들에 대한 비탄을 경험한다. 이런 여러 정황

속에서 이들이 겪는 것은 단지 육체적 폭력이 아니며, 내치의 부조리한 이행과 그

녀들을 향한 타자적 시선이 부여하는 모멸감에 대한 분노이다. 에레나가 자신을 취

재하러 온 대학생을 조롱하는 것은 타자적 기획의 바탕인 ‘동정’윤리를 확고하게 거

부한다는 의미이다.

에레나는 청년이 보이는 순진성 때문에 몹시 화가 나고 비위가 상했다. 아마 그

것은 그의 진심일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꿈을 꾸고 있는 셈이었다. 그 꿈을 깨워

줄 필요가 있었다. 꿈과 현실 사이가 얼마나 먼 것인가를 알려 줄 필요가 있었다.

더러운 것 가까이 깨끗한 것이 있다는 사실은 흔히 깨끗함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되

기 쉽지만, 더러운 입장에서 보자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그것은 곧 더러움에

가해지는 모독일 수도 있다.(pp.171~172)

기지촌 여성들은 경제적인 고립이나 사회적 천대(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내면화

로 인해, ‘더럽다’는 은유적 폭력을 신체에 각인하고 견뎌야 한다. 특히 미군 남성

과의 성관계로 인한 이중의 폭력적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기지촌 여성

들의 감정노동은 두 배가 된다. 감정노동은 감독자를 통해 감정노동을 감시당해야

하는 직업에서만 발생할 뿐 하층계급과 노동자계급의 경우에는 감정생활의 실질적

인 변형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게 발생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감정노동의 저자는

247) 혈연에 대한 베풂에 개인의 성취동기를 두고 거기서 명예와 자긍심을 갖는 것은 전근대적

인 교환의 전통을 반영한 것이며 당대 산업노동자들의 의식에서도 발견된다. 그들이 현실의

고통을 지탱할 수 있었던 의식형태 중 하나는 ‘책임 있는 가족’으로서 자아를 확립하고자 하

는 태도이며 그것은 명예라는 보상으로 돌아온다. 박해광, 한국 산업노동자의 도시경험 , 
1960-70년대 노동자의 생활세계와 정체성, 한울, 2007.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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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을 호텔도어맨과 함께 아주 짧게나마 지목하면서 그들이 이러한 일반론

의 특별히 예외적 존재임을 들고 있다.248) 돛대도 아니달고 에 등장하는 여성들

은 가난, 폭력, 우울과 자살미수, 좌절, 분노 같은 부정적인 파토스들의 연쇄를 경

험한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처가 각인된 그녀들은 스스로가 폭력

을 내면화한 주체들로 그려진다.

그녀들이 이러한 ‘슬픔’의 정동을 떨칠 수 없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다. 그녀들은 발악과 눈물로 감정적인 방어를 하고 있지만 실은 끊임없이 내상을

입고 있다. “어느 날 사이공 거리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을 때,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눈에다 헝겊도 안 대고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데 죽이는 사람은 공산당이고

죽는 사람은 미군부대 종업원이나 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한 위안부들이었단

다.”(p.147)라는 사라언니의 말에 모두들 “귀기 어린 침묵”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

은, 존재의 가치와 무게에 대한 외부 시선을 경험하는 순간의 충격이자, 그 충격에

서 오는 모독을 자기화하는 순간의 심각함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이들은 같은 처지인 자신들끼리의 연민만을 승인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나는 “동지애나 우정때문”이 아니며, “훗날을 위한 약간의

저축과도 같은 것”(p.140)이라고 선을 긋는다. 대학생이 그녀들의 가난의 관찰자로

서 그 가난의 집단화․조직화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고 있는데 반해, 에레나 박은

그것을 사회화․구조화시키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가난이 그렇게 확대될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가난의 진상을 국외자들이 마음 깊이 이해할 수도 없거니

와 동정이나 다른 명목으로 왜곡시키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249) 이들이 철군 후

의 자활대책으로 ‘민들레회’라는 자치회를 조직한 것은 ‘가난’을 이기겠다는 희망에

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불행들의 집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당대 경제적 통치성의

장치로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던 ‘자조’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감정적 저항을

드러낸다.

그녀들이 진정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훼손과 균열이다. 취재

를 하러 온 대학생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아무리 순화된 형태라도 타자에 의해

심문을 받는 형식은 모욕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그녀들 자체로는 ‘국가’와 마주할

248) Hochschild, Arlie Russell, 감정노동, 이가람 역, 이매진, 2011. p.199.
249) 김병익, 시대와 삶 , 상황과 상상력, 앞의 책.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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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공론’의 질서에 자신들의 언어를 보태기 위해서는 대신 말해주는 ‘시민주

체’를 경유함으로써만 ‘통치’에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욕적이다. 에레나 박이

대학중퇴라는 사실이 강조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그녀들의 슬픔은 우리가

흔히 간주하는 것처럼 사적이거나 탈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슬픔이 우리를

홀로 고독한 공간에 머물게 만든다는 점에서 탈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슬픔은

복잡한 질서의 정치적 커뮤니티를 채워준다는 점에서 타자들간의 근본적인 의존성

과 윤리적 책임감 그리고 관계적인 유대의 역할을 드러낸다.250)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기지촌의 양공주에게서 태어난 혼혈아들의

슬픔이다. 조정래의 미운오리새끼 251)는 창규를 비롯해 혼혈아를 한 명씩 조명하

는 르포형식을 띠는데, 애리샤, 숙희, 바비 등이 자신들을 고아원에 맡긴 양공주

엄마들과 이별하고 해후하는 과정에서 겪는 모진 슬픔과, 동수와 죠지 등이 ‘가난’

때문에 겪는 슬픈 곡절을 상세하게 조명함으로써 ‘소설’의 경계를 허문다.

이 소설은 기지촌 혼혈아들이 암담할 정도로 먹고 살 방도를 차단당하는 데서

오는 극빈의 ‘가난정동’을 보여준다. 혼혈아들의 ‘가난정동’은 운명적인 ‘가난’의 공포

와 좌절감 그리고 사회적 차별과 멸시가 주는 외로움과 슬픔으로 이루어져있다. 여

기서 혼혈아는 나환자들만큼이나 ‘외부인’의 생태 속에 놓인 것으로 제시되는데, 백

인 혼혈인 창규는 나환자들이 기른 닭과 돼지조차 사람들이 외면한다는 텔레비전

다큐를 보고 혼혈아인 자신들의 상황이 좀더 낫지 않나 하는 감정적 반전을 기한

다. 창규는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환경을 극복해 가는 인물로 제시되는데, 어머니

의 헌신으로 대학까지 졸업하고 은행원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지만 면접에서 탈락

한 뒤 기지촌에서 식당을 개업한다. 창규는 나환자의 다큐를 통해 “절망에 빠진 허

약한 분노”에 대해 태연하는 것이 “무자비하게 장난스러운 일방적 공격에 맞서는 방

법이 될 것 같았다”(p.196)는 깨달음을 얻고 혼혈아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자활촌’

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창규의 계획을 듣고 죠지는 “야,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니. 난 뼈가 부러

지도록 일을 할거다.”(p.224)라고 말하는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혼혈아들은 나약

하고 무기력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충만한 데 비해 운명은 가혹하기

250) 임옥희, 주디스버틀러 읽기,앞의 책. p.252참고.
251) 조정래, 미운오리새끼 , 꿈을 사는 사람들-인기작가 4인 르포소설선,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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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다. 흑인 혼혈인 동수는 자신과 같은 흑인 혼혈인 숙희를 기지촌에서 빼내려

고 서울바닥을 헤매면서 일자리를 찾지만 공사장 막노동판에서조차 깜둥이에게 일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며 거절당한다.

동수가 서울에서 처음 일자리를 알선 받으려고 찾아 간 곳이 광화문 근방의 ‘하

파 클럽’이라는 혼혈인 권익단체라는 점은 흥미로운데, 그곳에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혼혈아들로 가득 찼을 뿐 단체조차 도와 줄 여력이 없다. 창규는 동수에게도 혼혈

인 자활촌에 대한 구상을 알려주려는 설레임에 동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형사

가 찾아와 동수가 강도짓을 했으니 찾아오면 연락을 해 달라고 전한다.

미운오리새끼 의 혼혈아들은 전적으로 ‘가난정동’에 지배되고 있다는 점에서 돛

대도 아니 달고 의 에레나와 벤의 연장선에 놓인다. 벤과의 사랑이 진실한 상호 이

해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은 그가 에레나를 떠나면서 자신의 가난을 고백한 데서 드

러난다.

난 미국 거지야. 사랑하지만 결혼할 수는 없어. 제대한 다음 대학에 진학하려면

저축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도 넉넉하게 줄 수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에레

나.

…(중략)… 흉터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면서, 왜 이런 짓을 해야만 되느냐고 소리

치면서 울던 남자는 갔다. …(중략)… 먹고 산다는 일, 그것은 분명 사랑보다 훨씬

더 어렵고 피곤한 행위인 줄 알기 때문에 소리 없이 한국을 빠져나간 벤보다, 또는

몰려왔다 몰려나가는 주한 미군 전체보다 더 차가운 머리를 가질 필요가 있었

다.(pp.154~155)

돛대도 아니달고 에서 에레나와 벤의 눈물은 산업화의 최종심급이 젠더가 아니

라 계급임을 말하는데, 벤을 절절히 사랑하는 에레나의 진실한 눈물에서 그것은 최

고조로 달한다. 에레나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에서 벤을 만나

겠다는 맹목적인 욕망을 갖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미군 전체보다 차가운 머리’

로써 고안해 낸 것은 한국을 떠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자조적인 결론은 ‘가난’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써 사고할 수 없는 당대 현실의 한계를 드러낸다. ‘르포’라는

형식은 그 한계를 직설적인 파토스로 드러내는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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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공동투쟁의 서사화와 ‘연대’의 의미

4.1. 시민의 ‘우애’와 소시민의 ‘비애’

4.1.1. ‘근린애(近隣愛)’의 가능성과 한계

산업화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은 단일한 감정의 수직상승만으로 소설구조를 추

동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사회적 사안의 소재를 그린 서사는 감정을 표면에

날것으로 드러내지 않는 전략들을 구사한다. 그것은 이미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에

타자화된 하층민의 삶이나 빈자의 삶에 대한 지知와 판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

다.252) 그런 점에서 윤흥길의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창작과 비평, 1977
년 여름호)253)는 논자들이 대개 말하듯 타계급에 대한 ‘공감’의 서사로 이해하는

데 만족하기에는 다소 미진한 구석이 있다. ‘공감’이 일어난다고 해서 계급적인 아

비투스의 차이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앎의 지평은 확장될 수 있으나 ‘삶’

의 지평이 확장되는 데 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서로에게 호의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 맺기’를 하면서 주고받는 감정적 과정이 곧 서사구성의

원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는 감정의 변화가 서로

의 앎과 삶에 어떤 인지적 구속을 하는지를 다루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오선생이 권씨에게 갖는 감정이란 애초에는 연민에서 출발했으되, ‘공감’에 이르

는 연민이나 동정의 힘으로만 추동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배려’와 ‘우정’의 색깔을 띠

고 있다. 이순경이 부탁했듯 연탄이 떨어졌을 때 슬그머니 채워 넣어 주는 ‘산타클

로스 노릇’은, 이제 권씨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정이 아니라 인간적 관심에서

252) 우리는 감각과 지각을 통해 대상을 ‘알게’ 되지만 감정은 곧바로 대상을 향하지 않는다. 감

정은 이런 의미에서 대상을 ‘모른다.’ 따라서 좋고 나쁨을 ‘느끼는 것’이나 좋고 나쁨을 ‘아는

것’에 관한 도덕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정과 인식을 종합하는 것이다.

(Simms, Karl, 김창환 역, 해석의 영혼 폴 리쾨르, 앨피, 2009. pp.49~51.) 이 과정
에 깃든 심리적 변환과정을 ‘인지cognition’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는 감각과 감정들

에서 추동되지만 인식knowledge으로 환원되지 않는 정신적 과정을 의미한다. (‘인지’에 대

해서는 조정환, 인지자본주의, 앞의 책 참고.)
253) ‘아홉 켤레’ 연작에 대한 이하 인용은 윤흥길,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문학과 지성
사, 2005(초판 1977)에서 가져 옴.



제4장 공동투쟁의 서사화와 ‘연대’의 의미    99

비롯된 배려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공감은 고통받는 타자로부터 비롯된

자신의 증여행위가 진정한 상호성을 통해 보상받는 ‘배려’의 차원에 이르렀을 때이

다.254) 리쾨르는 타자의 고통이 자기 안에서 열어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타인

을 향한 감정들이며, ‘배려’라는 용어의 선택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이 감정들의 정

서적 본능이 윤리적 목표와 결합할 때라고 말한다. 따라서 ‘구두코의 자존심’이 오

고가는 사이에 오선생과 권씨가 깨닫게 되는 것은 몰염치한 세입자와 주인간의 관

계, 즉 타계급간의 공감을 통한 ‘동일시’- 그러나, ‘무엇’의 동일시인가? -의 경험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사이의 동등한 관계맺기에서 느껴지는 온정과 배려이다. 이

과정에서 둘의 관계는 건강한 활력을 회복하며, 상호성을 통해서 우정은 정의와 인

접한다.

그러나 우정은 정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제도들을 지배하고, 우정은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정의는 기여도간의 불평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비례적 평등을 본질로 하고 있고 있는데 비해 우정은 동등한 수준의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지배한다.255) 문제는 ‘동등한’ ‘수준’에 있다.

가령 아리스토텔레스의 맥락에서 이것은 미덕의 동등한 수준을 의미하며 동등한

자들 사이의 ‘우애’는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유대(紐帶)이다. ‘우정’은 상호간의 유사

한 미덕을 바탕으로 성립된다는 전제위에서만 공동체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는 의미에서 ‘우정’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차원에 놓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

의 윤리학에서 ‘우애’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끝에, 남들에 대한 우애의 감정은 자

신에 대한 우애의 감정의 확장이며 따라서 친구의 존재에 대한 “지각”은 바람직하되

그것은 “함께 살 때” 비로소 활성화되는 것임을 덧붙였다.256) 아감벤은 아리스토텔

레스의 철학에서 우정이 갖는 정치적인 수준과 더불어 존재론적 지위를 이 “함께-

지각”에서 발견한다. “우정은 자신의 고유한 존재감 속에서 친구의 존재를 함께-지

각하는 심급”이며 함께 산다는 것은 “순전히 존재론적인 함께 나눔, 이른바 대상 없

는 함께-나눔”을 뜻한다. 따라서 아감벤의 맥락에서 “우정은 자기의 가장 내밀한 지

각 한가운데에 있는 탈주체화”이다.257)

254) Ricoeur, Paul, 타자로서 자기자신, 김웅권 역, 동문선, 2006. pp.257~261.
255) Ricoeur, Paul, 타자로서 자기자신, 위의 책. p.248 참고.
256) Aristotle, 니코마코스 윤리학, 천병희 옮김, 숲, 2013. pp.329~375. 직접인용은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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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인’ 평등한 지위 위에서의 대화와 이해, 그리고 배려와 관용에 이르는 과

정을 소설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는 자유주의적 인간관
계에서의 우정을 실험한 소설일 수 있다. 즉 우정의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주

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서사화한 소설인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획은 ‘아홉

켤레’ 연작 중 단편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에서 가장 많이 실험되는 동시에,

실패한다. 우정이 아무리 온화한 빛을 띠고 있다고 해도, 가난으로 인한 권씨의 비

애는 여전히 그 자신만의 몫이고, ‘배려’는 ‘어느’ 순간, “불균등을 통한 동등함”258)

의 완성을 맛보기 직전의 순간에 끝이 난다.

권씨는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할 길 없는 괴로움과 절박함으로 오선생을 찾아갔

지만 거절을 당하고, 권씨가 자리를 떠난 다음에야 오선생은 전세금을 미리 조금

빼서 돌려주면 된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이날 밤, 권씨는 오선생이 전세금의 일부

로 난산을 겪는 아내의 출산에 이미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복면을 쓰

고 서툰 강도짓을 감행하는데, 이 장면에서 권씨가 술에 취해 저지른 강도짓은 차

라리 ‘투정’에 가까우며 그 와중에도 두 사람은 농담조 말싸움으로 자존심을 슬쩍슬

쩍 건드리는 다툼 아닌 다툼을 한다.

“도둑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땜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맘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대개 그렇습디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

257) Agamben, Giorgio, 장치란 무엇인가, 양창렬 옮김, 난장, 2010. p.49~67. 직접인용

은 순서대로, p.63. p.67. p.65.

258) 윤리의 도정에서 배려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은 불균등을 통한 동등함의 속성이다. 우정에

서는 동등함이 전제되는 데 비해, 타자로부터 오는 명령의 경우 그것은 타자가 지닌 권위의

우월성을 자기가 인정함으로써만 복원된다. 그리고 자기로부터 타자로 가는 공감의 경우, 동

등함은 결국 소멸의 운명을 함께 인정함으로써만 복원되는 허약성을 지니고 있다. 리쾨르는

이 지점에서 ‘자신이 곧 자기 자신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에 대한

열쇠를 찾는다. 리쾨르는 우정의 ‘유사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불구불한 추

론”(p.251)에 대해 마뜩찮아하는듯한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서로(allèlous)’의 의미는 자기의

긍정 평가에 대한 배려의 반동을 통해서 타자들 사이의 한 타자로 자신을 깨닫는 것이며, 이

의미가 우정을 상호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리쾨르가 말하는 ‘유사성’의 속성이다. Ricoeur,

Paul, 타자로서 자기자신, 앞의 책.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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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중략)…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기는커녕

외려 더욱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

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개수작 마! 그 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

어!”(pp.193~194)

여기서 계급간의 적대감 따위는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그들 사이에는 오히려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원망과 투정만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권

씨가 이 ‘연극’에서 그동안 오선생에 빗장을 걸었던 마음이 다소 풀린 채로 문간방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오선생이 부러 대문위치를 일러줌으로써 연작은 다시

감정의 ‘찜찜함’이 오고 갈 여지를 남긴다.

실상 오선생과의 관계에서, 권씨가 오선생에게 가질 수 있는 ‘감사’의 형태란

‘미안함’을 포현하는 것뿐이며, 오선생 입장에서 권씨를 향한 감정이란 동정과 연결

될 수밖에 없다. 짐멜은 ‘감사’의 사회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뭔가를 먼저 받은 자

가 받은 것에 대해 결코 충분한 응답을 할 수 없다는 데에서 ‘감사’의 감정이 등장

함을 밝힌다.259) 분명한 것은 권씨가 오선생에게 진정한 배려를 입었다는 것이고,

그 배려에는 진심과 진정성이 오간다는 것이다. 즉 이들 상호간의 감정에는 ‘진정

성’이 깃들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권씨가 평소 예의 수줍은 표정을 잘

짓는 ‘겸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을 오선생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흄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감을 공유하고 그 소감을 기꺼이 수월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데에는 유사성이 상당히 기여한다. 우리 본성의 일반적인 유사성 말고도 우리의 태

도․지위․국가․언어 가운데 각별히 닮은 점이 있다면 그것이 공감을 촉진한다.

우리 자신과 어떤 대상 사이의 관계가 강할수록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으로 전

이하는 상상력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260) 즉 이 두 사람의 심리적 장력은 상상력

259) Simmel, Georg,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역, 새물결, 2005.

pp.182~183 참조.

260) D. Hume, 정념에 관하여, 앞의 책. pp.66~67. 상상력의 관념연합원리에 대해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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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유하게 해 주는 대등한 정서에서 유지된다. 오선생 내외가 애초에 단대리 사

람들에게 느낀 ‘두려움’, 즉 ‘선생내외’가 무엇을 먹고 무얼 바르고 아이에게 무슨

간식을 먹이나 하는 유난한 관심에서 드러나는 아비투스의 격차를 권씨가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 권씨 내외는 그들처럼 막무가내의 호기심으로 일상을 침범하는 존

재가 아니라는 점이 또한 이 ‘우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요컨대 대학출신이라는 상

징계급을 공유하고 있다는 외형적인 조건이 두 사람의 관계맺기에서 결정적인 작용

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권씨의 ‘구두코의 자존심’과 연결된 표상일 뿐이

며, 오선생에게 그것은 약간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 두 사람의 심리적 장력에서 권씨가 지닌 ‘자존심’이 오선생에게 자신의

인격적인 내면을 바라볼 것을 종용한다는 점도 ‘아홉켤레’가 겨냥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날마다 권씨가 반질반질하게 닦고, 노가다 공사판에 갈 때에도 신고 가는 ‘아

홉켤레 구두’는 자존심자체가 아니라 자존감을 부여잡고자 하는 실존적인 노력이기

때문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 대 개인의 연대가 의미하는 ‘시민적’ 공동체에

서 이 둘이 경제적인 차이를 무화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 언제든 거듭날 수 있다

는 것이 이 둘의 관계를 통해 윤흥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마당에 앉아 구두를 늘여놓고 닦는 권씨에게, 도대체 그것들은 팔 거냐고 결례가

되는 농담을 던지는 순간은 둘의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이자 ‘구두’가 지닌 메타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결례에 대해 권씨가,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

씀인지는 모르지만”하면서 던진 “냉소”가 오선생에게 “찜찜한 마음”을 안기고 그로부

터 오선생은 “비로소 권씨를 자세히 관찰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자신이 빚진 감

정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찜찜함’은 오선생 자신이 불식간에 온갖 가재도구

를 주렁주렁 싣고 초라하게 입성한 세입자인 권씨를 무시했다는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는 순간, 즉 자신이 무의식적인 결례를 저질렀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비롯되었

으므로, “타자성의 흔적”이 ‘찜찜함’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261)

그러나 ‘찜찜함’은 곧바로 “행동의 기제”가 된다기보다는 심리적인 관계의 물꼬를 트

주 83) 참조.

261) 박숙자, 1970년대 타자의 윤리학과 ‘공감’의 서사 , 앞의 글. 박숙자는 ‘찜찜함’이라는 불

편한 감정이 둘 사이의 공감이후 가능해진 감정이라고 논한다. 이때 박숙자가 지적한 ‘찜찜

함’은 양심에 가깝다. 이에 반해 본고는 ‘찜찜함’은 ‘구두코의 자존심’의 대결에서 비롯되며 이

찜찜함이 두 사람의 관계를 출발시키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박숙자의 논의와 차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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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한다. 오선생은 이 결례를 수습하기 위해서 권씨의 자존심을 세워주어야

하는 심적 상태가 된다. 그 ‘결례’는 권씨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에 대한 죄책의 감

정에서 오선생이 인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선생과 권씨는 바로 이 ‘구두코의 자존심’을 두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나 마찬

가지인데 ‘찜찜함’의 결례시에 권씨는 오선생의 경솔에 냉소로서 자존심을 내세웠으

며, 또 오선생에 의해 신사복을 입고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는 것을 목격당했을

때 그것은 다시 하강했다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술에 취해 전과자가 된 내력을

털어놓던 밤에 다시 상승하고 하는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구두코의 자존심’이

오고가는 사이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몰염치한 세입자와 주인간의 관계, 즉

타계급간의 공감을 통한 동일시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사이의 동등한 관계

맺기에서 느껴지는 알력과 눈물겨움과 농담과 어색함 같은 것들이다. 권씨의 아내

가 난산으로 급하게 돈을 꾸러 온 순간 구두코의 자존심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

고, 그 순간 “이래봬도 대학나온 사람이오”라는 말로 그것을 만회해야 하는 것도 바

로 우정에 가까운 존중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함이다. 더 이상의 구차한 부탁 대신

두 말 없이 돌아서서 떠나가는 권씨의 뒷모습에서 오선생은 오히려 윤리적 결단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오선생이 전세금의 일부로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그날 밤 권씨가 복면을 쓰고 서툰 강도짓을 감행하는 장면이 독자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이다.

서술자인 오선생은 자신의 마지막 실수에 대해서 회한의 반성을 하면서 권씨를

기다리는 마음이 되고 단편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는 끝이 난다. 그리고 오

선생의 회한은 연민에서 죄책감으로 변한다. 그것은 권씨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다시 호혜의 우정을 회복할 때까지는 오선생에게는 계속 죄책감으로 남아 있을 것

이다. 이 연작이 이러한 ‘죄책감’에서 끝나고 있다는 것은 주제상 중요한 지점이다.

이 글을 읽는 누구나가 이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권씨를 기다리는 오선생의 가닿

을 길 없는 마음의 여운에 사로잡히고 말기 때문이다.

한편 권씨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이 경제적인 지위에서 세입자라는 열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줄줄이 달린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당장의 어려운 생활

로 인한 자의식 때문에, 게다가 아내의 난산을 도울 경제적인 방도를 구할 수 없어

서 좌절하던 상황에서 저지른 강도행각의 현장에서 오선생을 통해 아내의 순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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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들었던 터였으므로 마지막 순간의 오선생의 부주의는 그의 자존심에 회복할

길 없는 상처를 입힌다. 권씨는 다음 날 그 상황을 다시 반추하면서 상처입은 자존

심으로 ‘서러운’ 마음이 들어 자살을 감행하려고 한다. 오선생의 한순간의 실수에

밟힌 ‘구두코의 자존심’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때 상대의 ‘배려’

는 ‘불균등한 동등함’의 윤리가 아니라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후 인식을 통해

불쾌감을 준다.

만약 냉정한 상태에서 그처럼 희망적인 언질을 받았다면 나는 당장에 이성을 잃

고 그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어 정신적인 파산

을 경험할 만큼 이미 이성을 잃은 다음에 곰곰 되새김질해보는 익명의 그 이웃은

나를 한없이 매정한 쪽으로만 몰고 갈 따름이었다.( 직선과 곡선 , p.215)

권씨가 다시금 자신이 대학나온 사람이라고 말한 것과 그 말을 한 자신을 돌이

켜보며 “비참하다고”(p.215) 느끼게 된 것은 경제적인 위계에서 도움을 받는 처지

에 놓인 자는 상대와 결코 자유롭고 대등한 심리적 장력을 지닐 수 없음을 인정하

기 때문이다. 결국 상심에 나약하게 노출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한 권씨에게는 오선

생의 섬세한 배려만이 이 장력을 유지시켜 줄 유일한 수단인 것이다. 왜냐 하면 오

선생을 향한 권씨의 원망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의식일뿐 오선생의 진정성이 훼

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거리감’은 윤흥길의 꿈꾸는 자의 나성 (1982)에서도 발견할 수 있

다. 행색이 몹시 초라한 사내가 레지의 “인정사정없는 구박 앞에서”도 슬픈 표정으

로 ‘이틀 후의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표를 늘상 문의하는 태도에서 ‘나’는 그가 절

박함에 놓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향해 몹시 강한 연민을 품는다. 이 연민에 대

해 그 사내는 매우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더 이상 미행하지 말라는 협박에 가까운

전화까지 걸지만 결국 두 사람은 우정을 교감하고 호혜를 베푸는 사이가 된다. “가

해자이면서 승리자인 동족”에게 물려죽는 열대어들의 비유를 통해 ‘나’는 그의 상처

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곧 자신이 회사 내에서 겪는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을 깨

닫는다. 며칠 후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로부터 눈이 내린다는 반가운 전화를 받는

데, 그가 로스엔젤레스가 아니라 고향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는다. ‘나’는 그가 택

한 “고향길”이 ‘사람간의 도리’를 뜻하는 형이상학을 지녔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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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난에 깃든 비애는 이 우정으로부터 구원받거나 치유

되지 못한다. 기약 없이 그는 떠나고 그 자리에는 오선생의 그것처럼 ‘나’의 연민만

남는다.

윤흥길은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날

개 또는 수갑 (세계의 문학, 1977년 가을호)에서도 대비적으로 다룬다. 날개

또는 수갑 은 생산부 공원과 관리부 직원들이 처한 의식적 상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제시하는데, 생산부 공원들이 이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제복은 관리와

통제 시스템 아래 수동적으로 운용되는 업무이자 제복 속의 팔 한 쪽을 잃을 수도

있는 긴장감의 세계라면, 관리직의 그것은 아직 한 번도 제약당해보지 않은 구속의

상태에 놓인 것으로 회사에서 제복을 맞춰주려고 하자 몇몇 사원이 몹시 거부를 하

는 내용이다. 이들은 개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창의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반론

을 사장에게 펼쳐 보이지만 결국 제복의 세계로 복속당한다. 화이트칼라 노동자 역

시 노동력을 임금과 바꾼다는 처지는 같지만, “위협받는 생계만큼” “절박하게 느끼

고 있느냐는” 차이를 지닌 “일테면 치열도의 차이”(p.271)가 존재한다.

권씨는 동림가족 생산부 제일공장의 잡역부로서 우연히 이 사원들의 토론을 엿

듣고 웃음을 흘리는 바람에 이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권씨는 그들에게 “한쪽에선

작업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값을 찾아주려고 투쟁하는 사람

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려

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p.269)라

고 조롱하듯 말한다. 한쪽 팔이 잘린 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된 것으로 보아

날개 또는 수갑 은 창백한 중년 에서 순덕이 다친 것과 연동되는 이야기이다.

사원들은 “자유와 생존은 다 같이 중요하다”(p.271)는 태도를 고수하려 하지만,

권씨가 이들에게 넌지시 던진 말은 제복을 용납하느냐 마느냐의 ‘소시민적’ 사고방

식의 차원에 들려서 같은 세계의 다른 면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꼬집는 것이다. 권

씨는 이들 사원들에게 다소 건방지고 당돌하게 비치는데, 사장에게 면담신청을 했

지만 며칠째 허탕을 치고 있노라는 권씨는 마침 사원들이 복장문제로 사장과 면담

하고 있는 사장실 문을 차고 들어가는 것으로 이 단편은 일단락된다. 예상할 수 있

듯, 권씨의 행위는 순덕의 팔값을 찾아주려고 투쟁하는 것과 관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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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사회적 양심’의 축과 연민

70년대의 어법에서 ‘소시민’은 도시하층민의 일부를 지칭하기도 한다. 어느 정도

생활기반을 갖고 있는 경우, 가령 집을 갖고 있거나 화이트칼라 가장을 둔 세입자

의 경우도 ‘소시민’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소시민’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도시 변두

리와 공사판 주변으로 쫓겨 온 뿌리 뽑힌 뜨내기”이며, 이들은 “어떤 정착된 사회적

계층이 아니라” “농업 노동자로 되돌아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장 노동자가 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 존재들이다.”262) 이들이, 다름 아닌 ‘소시민’의 눈으로 관

찰된다는 것이 70년대 ‘가난정동’의 한 성격이다.

김치수는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가 이전의 황혼의 집에서 윤흥길이 사
건과 사건의 관계를 다루었던 데서 벗어나 메시지 전달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지

적한다. “주인공의 특수한 경험이 강화됨으로써 주인공의 강력한 인상이 부각되어

소설의 <재미>를 구성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설 양식에 대한 질문이 약화된

다.”는 것이다.263) 70년대 문학장에 윤흥길의 작법을 대입해 본다면, 윤흥길은 객

지 의 리얼리즘의 세계와는 다른 정동적인 이미지를 장면화하는 기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서술자는 주인공의 심리상태와 감정을 형상화하는 데 훨씬 많은 정보

를 할애한다. 따라서 독자역시 ‘이야기’가 남는 것이 아니라 인물간의 감정의 굴곡

들을 잔상으로 갖게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집나간 권씨는 회장의 운전수로 취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감정적인 굴욕감을

느끼고, 공장에서 먼지 나는 공사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로테스크한 경

험을 하게 된다. 권씨는 이 지점에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난
장이들과 ‘연대’한다. 자신의 저택에서 새벽 산책을 하는 은강그룹 회장과 마주친

꼽추와 난장이들의 감정이 구성하는 세계와 회장 쪽의 세계 모두를 경험함으로써

‘행동’에 가담할 수 있었던 지섭이 권씨에게 겹쳐지는 것이다.

궁핍의 극단상태에서 도주하듯 자살을 기도했던 권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

홉켤레의 구두를 불태우는 것은 감정적인 이 각성을 통해 가난의 국외자로부터 내

부인으로 들어오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다. 이 의식을 통해 그는 조직화된 극단적

262) 염무웅, 도시-산업화시대의 문학 , 대중문학과 민중문학, 앞의 책, p.151.
263) 김치수, 문학사회학을 위하여, 앞의 책.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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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핍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고 그것은 ‘개조’되어야 한다는 결의를 갖게 된다.264)

‘구두’란 공적생활을 의미하는 사물이며, 그동안 권씨가 자신이 대학나온 사람임을

강조한 것이 그와 같은 맥락이었다면 권씨는 이제 그 허위의식을 버리고자 하는 것

이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경제적인 지위가 이 ‘허위의식’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사회적 규정력을 결국 권씨가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품행’이라고 볼 수 있다. 허위의식을 버린

자리에는 초라한 자신의 지위를 직시하는 자의 불안이나 각자도생의 이기심이 아니

라 ‘가난’으로 인한 타인의 고생을 목격한 권씨의 정동적 ‘이행’이 자리하기 때문이

다. 권씨는 이를 깨닫고 ‘이행’하면서 비로소 ‘힘’이 세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는 레비나스의 철학이 설명하듯 타

자의 주도권에 근거하는 연민의 세계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시민적 각성’에 의

해 움직이는 ‘사회적’ 마음의 축에 가깝다. 거기에 함정이 있다면 ‘사회적’ 마음의

축이 같은 빈민 출신이되 행동하는 양심이었던 램과, 동전을 구걸하는 빈민가의 아

이들을 내쫓은 디킨즈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데 있다. 윤흥길은 권씨의 변화

를 긍정하는 서술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권씨 자신의 성찰을

관찰하는 태도를 고수하거니와 오선생의 반성적 사고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다룬다.

동시에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장력 또한 꾸준히 유지된다.

나도 그랬다. 내 친구들도 그랬다. 부자는 경멸해도 괜찮은 것이지만 빈자는 절

대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다. 당연히 그래야만 옳은 것으로 알았다. 저 친

구는 휴머니스트라고 남들이 나를 불러주는 건 결코 우정에 금이 가는 대접이 아니

었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베푸는 제반 시혜가 사회의 밑바닥에까지 고루 미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다. 우리는 거리에서 다방에서 또는 신문지상에서 이미 갈 데까

지 다 가버린 막다른 인생을 만날 적마나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긁어모으느라고

지금쯤 빨갛게 돈독이 올라 있을 재벌들의 눈을 후벼파는 말들로써 저들의 딱한 사

정을 상쇄해버리려 했다. 저들의 어려움을 마음으로 외면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배

운 우리들의 의무이자 과제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과한 것이었

다. 자기 자신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임을 나는 솔직히 자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분노란 대개 신문이나 방송에서 발단된 것이며 다방이나 술집 탁자

264) 김병익, 상황과 상상력, 앞의 책. 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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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들먹이다 끝내는 정도였다.(p.168)

광주대단지 사건 때 사실 권씨는 투쟁의 대열에서 이방인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

을 뿐 청년 주모자들의 행위에 전혀 동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심지어

택시를 타고 광주를 벗어나려다 청년단에 붙잡힌 다음에야 데모대의 주동자 대열에

끼게 되었다는 고백을 통해 “자기도 깊이 관련된 일에 정작 자기는 뛰어들 의사가

없으면서도 남들의 힘으로 그 일이 성취되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기회주의의

자세”를 지녔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것이 “여지없이 하나의 자각이면서 동시

에 부끄러움의 확인이었다.”고 털어놓는다. 말하자면 권씨 역시 오선생처럼 램과 디

킨즈 사이를 오가는 유사한 마음의 구조를 지녔던 것이다.265)

결국 오선생이 권씨 일가를 관찰함으로써 자꾸만 환기하는 것은 자신을 비롯해

지식인들이 보인 불의에 대한 ‘분노’라는 도덕감정의 발현은 자신들의 도덕성을 합

리화하는 선에서 그칠 뿐 ‘사회적 양심’의 ‘지체’를 낳았다는 깨달음이다. 디킨즈와

램 사이에서 ‘지체’를 낳은 것이 무엇인지를 번민하는 과정이 권씨와 오선생간의 감

정의 축을 통해 구조화되는 서사의 또 다른 축인 셈이다.

“아이들로부터 제복처럼 몸에 걸쳐진 오랜 헐벗음과 굶주림을 덜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행복하고 또 행복해서”( 직선과 곡선 , p.245) 부덕한 동림산업의

오만한 사장을 사회미담 사례의 주인공으로 신문에 나게 해 주는 조건으로 얻게 된

정액의 보수직을 권씨가 수락하자, 오선생은 “사람이 이런 취급을 당하고도 부끄럽

지 않소? 분하고 억울하지 않소?”하고 “흥분”을 한다.

오선생한테 빚지고 신세지면서 살아가는 거나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거나 부끄럽

긴 아마 마찬가질 겁니다. 허지만 같은 값이면 이제부터라도 빚 안 지고 신세 안

져도 되는 부끄러움 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구두를 태우기 전이면 오선생보다 훨씬

더 분하고 억울하고 펄펄 뛰었을 겁니다. 허지만 오선생도 아시다시피 이미 구두를

태워버린 겁니다.(p.243)

265)다양한 인지적 영역들에 걸쳐 개념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경험이다. 그러나 인지는 개체적 되만이 아니라 신경계 전체, 환결, 개물들 사이의 관

계 등을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개체적 및 집단적으로 체화되어 있다. 이런

원리로 물질적 측면에서 경쟁적으로 조직된 사회에서는 시기가, 적대적으로 조직된 사회에서

는 미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조정환, 인지자본주의, 앞의 책.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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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다고 시위하다 말고 엎어진 트럭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참외를 주어먹는

인생들을 본 적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은요? 그리고 생명만큼이나 아끼던

자기 구두를 태우는 아픔은요?(p.244)

권씨는 자신이 ‘가난’에 굴복함으로써 저버린 행동양식이 오선생에게 충격을 준

뒤로 오선생의 태도가 전과 달리 경원해지고 해야 할 말만 사무적으로 전한다는 것

을 느낀다. 그러나 권씨는 언젠가 때가 되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p.246) 오

선생이 “지난 사정들을 전처럼 다시 애정 어린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p.246) 생

각하면서 차가워진 오선생의 반응을 내심 감싼다.

오선생은 권씨가 생존을 위한다는 단 하나의 명목으로 구두코의 자존심에서 보

인 고귀한 중심을 여지없이 팽개쳐버린 것에 진정으로 분개한다. 권씨는 그마저도

모두 알면서도 생존을 위해 자연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약당하면서 제

복의 세계로 향한다. 이 행보에는 가난의 때를 벗은 가족들이 되찾은 웃음과 맞바

꾸며 저버린 ‘우정’의 탈색된 아픔이 존재한다.

그러나 권씨는 자신이 강등시킨 자연인의 자유와 권리가 이번에는 남들에 의해

한 번 더 강등되는 것을 제복의 세계에서 경험한다. 동림산업 제 1공장 잡역부로서

권기용이 한눈에 봐도 고생이 역력해 보이는 순덕이 남몰래 폐병으로 고생하는 것

을 목격했을 때 권씨는 오히려 자신에게 폐병을 들키는 순간 여공의 얼굴에서 “엄

청난 공포심”( 창백한 중년 , p.280)을 읽고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권씨가 순덕에

게 연민을 품은 것은 “이를테면 형제애 비극한 감정의 발로”(p.277)였지만 권씨는

자신의 연민이 쉽게 ‘사회’를 용해시키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체험한다. 그가 맞

닥뜨린 것은 제복과 기계노동의 세계에 존재하는 먹고살기 위한 맹목적인 공포와

안간힘이었을 뿐이다. 거기에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과 그 책임이 완수됐

을 때의 안도 그리고 가족들의 웃음이 주는 위안만이 존재할 뿐이다. 자신이 그 길

을 택했던 것처럼 안순덕도 그것을 고수하려다가 팔 하나를 잃는다.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여공들의 단순한 몸싸움이 이 사고에 개입된 것은 제도와 그 제

도를 관리하는 판옵티콘의 폭력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를 보여준다. “하늘색 원단

위에 마치 마네킹의 그것인 양 뭉뚱 잘린 팔 하나가 얹혀져 있었다.”(p.292)는 시

각적인 묘사는 인간적인 신체와 피와 살이 제도와 가지는 불화의 상태를 드러낸다.

권씨는 남자 공원들에게 사용자측의 감시요원으로 오해를 사 폭행을 당하고 순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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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오해를 산다. 물씬한 폭행이 촉감에 대해 권씨는 “숨돌릴 겨를도 없이 쏟아져

내리는 타격은 차라리 일종의 청량감 같은 것”(p.294)이라고 느낀다. 왜냐 하면

“여태껏 그들과 자기 사이에 가로놓인 엄청난 허구의 공간이 주먹과 발길 끝에서

조금씩조금씩 무너져내리”(p.294)는 듯 느끼기 때문이다.

살아난 값을 톡톡히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노조 간부

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본사로 가서 사장을 만나는 일도

당연히 고려에 넣으면서 권씨는 차츰 의식을 잃어갔다.(p.294)

이 장면이 아홉켤레 연작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점은 객지 의 마지막 장면에서

동혁이 다이너마이트를 손에 쥐고 결심하는 것의 비장함을 이어받고 있다. 권씨는

오선생을 실망시키면서 자신이 강등시킨 상호간의 인정과 신뢰와 자유와 권리 같은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 언젠가는 오선생이 이해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배

반했던 호혜와 인정의 세계로 마음의 축이 이동하는 것이다. 사실 그는 겉으로는

생존을 위해서 ‘우정’의 바탕인 상호덕망을 내려놓은 듯했지만 이 마음의 축이 지닌

긴장감을 내려놓은 적은 없는데, 이 때문에 권씨는 ‘이래봬도 대학나온 사람’으로서

의 지식인의 자의식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오선생이 자신에게 공감하기 위해 발

휘했던 상상력을 이번에는 자신이 순덕의 세계를 향해 발휘해봄으로써 ‘사회’가 어

떤 감정의 총합들로 공공해지는지를 보여준다.

‘아홉켤레’ 연작이 권씨의 신체를 이동시킴으로써 진행된다는 것은, 그리고 권씨

의 마음의 한 축을 오선생과 권씨가 공유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덕(우정)으로 감당

하게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권씨는 ‘가난정동’으로 마음의 ‘추’가 움직이는 것을 괴

롭게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저앉거나 복속되지 않았다는 점은 사

회적 작용력으로서의 ‘우정’의 사회적인 힘 덕분이다. ‘우정’은 슬픔이나 기쁨처럼

직접적인 감정은 아니지만 기쁨을 수반한 뿌듯함과 따뜻함을 주며, 분노처럼 사회

운동의 직접적인 다이내믹함을 이끌어내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행위자들이

품은 도덕적 기대와 그것의 상처입음들을 함께 연대하게 해 준다.

호네트의 인정이론은 도덕감정과 사회운동의 연관성에 대한 경험적 하위명제에

서 ‘인정(Anerkennung)’을 첫 번째 덕목으로 제시한다.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인

정을 기대하는 암묵적이고도 심층적인 도덕적 문법은 두 번째 명제인 ‘무시(Mi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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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tung)’ 즉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상호 인정에의 도덕적 기대가 타인에

의해 훼손되는 무시의 체험이며, 이 ‘무시’가 집단화했을 때 ‘사회적 투쟁(sozial

Kämpfe)’의 동기로 발전한다. 그러나 그것은 집단적 저항행동들이 무시의 체험으

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상호주관적 해석틀에 의해 매개

된다는 ‘집단적 의미론(Kollektive Semantik)에 바탕을 둔다. 사회적 투쟁은 어

떤 주어진 이해관계가 아니라 행위자들이 느끼는 도덕적 불의의 감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266)

윤흥길은 자신이 왜 ‘가난’에 대해 쓰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원래는 차가운 제가 어려운 이웃들하고 더운 피를 섞으려는 듯이 위선스럽게 구

는 이유는 저 자신을 끔찍이 사랑하는 한 방법으로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

엇보다도 제게 중요한 것은 은혜갚음입니다. 가난으로 비롯된 갖가지 곤경과 위기

에 처할 적마다 어김없이 나타나서 저를 밝음 속으로 끌어내주신 분들을 생각할 때

제 입장에서는 가난 말고 다른 이야기를 쓴다는 일이 아직까지는 사치요 은인들에

대한 배반이요 나 자신에 대한 배반이라는 강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

다.267)

1970년대 중후반은 윤흥길에게는 이것이야말로 필요한 ’사회적‘ 마음의 축임을

설파하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3장 1절에서 윤흥길의 궁상반생 을 언급하면

서 말했듯, 그자신이 유년기부터 ’가난정동‘의 고통을 거쳐 오면서 깨달은 것은 개

인의 경제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살아있다는

감각의 우선성이기 때문이다.

266) Honneth, Axel,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 책, 2011. pp260~261.

pp.265~266.

267) 윤흥길, 문학동네 그 옆동네 : 윤흥길 수상록, 전예원, 1983.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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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총체성의 요건으로서의 ‘가난정동’

4.2.1. ‘가난정동’의 불안·공포와 중산층의 반성의식

이 절에서는 도시 하층민과 노동자가 사회적 봉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지적 감정의 의미를 다룬다. 빈민이나 하층민의 봉기는 결코 경제적 궁핍과 곤경

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 외화일 수 없다. 공동체 조직에 걸고 있는 도덕적 기대와

규범이 훼손당하는 체험이나, 사회적 인정의 박탈과 자존심에 대한 모욕의 과정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저항주체로 거듭난다. 이 과정에서, 엘리트와 하층

민의 공감대는 이데올로기를 전유함으로써만 도달하지만 민중끼리의 공감은 눈물과

공감을 통한 동정과 연민의 감정적 전유를 필요로 한다. 민중주의 문학론의 진영에

서 공동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에게 저항성을 발견하고자 하고 그것을 70년대 문

학이 지닌 미학적 가치로 중심화하고자 했던 것은, 그것을 기획하는 엘리트 자신들

의 불안과 희망을 반영하는 문제라는 점이 우선한다. 이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
은 공의 신애 같은 동반자적 존재의 가치가 빛난다. 이들이야말로 타인의 얼굴에

서 읽은 고통에 반응하는 윤리적인 주체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변혁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난장이’ 연작에서 칼날 (문학사상, 1975년 12월호)268)은 신흥중산층이라는

70년대적 계급의 탄생과정에서 중산층의 의식과 윤리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

품이다. 칼날 의 신애는 마흔여섯 살의 주부인데 조세희가 신애부부를 60년대 운

동권 출신으로 설정한 것과, 그들을 속물지배에 완전히 복속됨으로써 치부를 위해

서 도덕적 감수성을 상실한 이웃들 사이에 배치한 설정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주체의 윤리적인 물음을 묻는 작품임을 드러낸다.

‘가난’은 공동체의 감정과 공동체 성원에 대한 집단적 책임감 사이에 긴밀한 관련

이 있음을 인식함으로써만이 풀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이다. 이로 인해 칼날 은

268) ‘난장이’ 연작에 대한 이하 인용은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성과 힘, 2005
에서 가져 옴. *이 절의 내용은 졸고, 빈곤에 대해 사유하기, 70년대 도덕감정의 헤게모니-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론 , 한국현대소설의 걸어온 길, 문학동네, 2013
을 본 논문의 체제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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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소시민의 가난에 대한 공통적 윤리감각을 문제삼기에 가장 적절한 창이 된다.

생활인의 반열에 오른 기성세대로서 평범한 소시민이 ‘가난’을 대하는 방식,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평균적인 윤리의식이 난장이 연작 전체의 총체성과 연관되기 때문이

다.

칼날 의 서사를 지배하는 것은 밤낮없이 지속되는 불안감과 피로, 난장이로부터

전이되는 공포이다. 신애는 남편인 현우 아버지의 병수발로 빚을 지고 오랫동안 살

던 종로 집을 팔아 변두리로 이사 온다. 이후 늘 ‘가난’이 자신의 삶에 드리워져 있

는 것을 느끼고, 그 때문에 불안에 시달린다. 현우 역시 불안으로 잠들지 못하는

밤이 많다. 이들은 생활기반이 불안한 데 따르는 ‘가난정동’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

는 중이다.

이 변두리 동네에서 어느 날 신애는 난장이를 만난다. 수압이 낮아서 낮에는 물

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애는 매일 밤잠을 설치며 물을 받아야만 하는데 집집마다

우물을 파는 공사를 벌인데 비해 신애는 난장이의 말을 듣고 수도꼭지를 낮게 설치

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난장이는 우물 공사를 하는 사내에게 구타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애초에 난장이는 신애와 함께 신애의 집으로 오는 길에 우물 공사를

하는 사나이를 발견했었다. 그리고 그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몸을 피했었는데, 그

순간 신애는 이미 난장이가 직감적으로 느낀 ‘공포’를 자신도 감지하고 도대체 그런

류의 공포란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다.

신애가 앞뒷집 여자들이 마다한 난장이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인 것은 일감이 뚝

떨어진데다 아이들마저 모두 직장을 잃었다는 난장이의 사정이야기를 듣고 나서이

다. 신애는 난장이를 연민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나이의 구타를 멈추게 하기 위해

사내에게 칼을 들이댄 사건 끝에 신애는 난장이에게 우리는 ‘한편’이라고 말한다.

‘한편’이란 말은 곧 신애가 난장이에게 느낀 감정이 타자화된 대상을 향한 동정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가난정동’을 겪는 ‘동지애’적인 연민임을 뜻한다. 신애는 난

장이의 말을 듣고 단박에 난장이 가족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

이다.

동정은 사회적인 결속을 의미하고, 공포는 그 결속이 와해되는 위기를 가리킨

다.269) 에드먼드 버크의 미학에서 동정과 공포는 각각 미와 숭고라는 미학적 역할

269) Eagleton, Terry, 『우리 시대의 비극론』, 이현석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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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는데, 미는 사회적 삶을 결속시키는 고상한 친화력이자 모방행위이고 숭

고는 사회적 삶을 와해시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교란의 움직임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작품집의 프롤로그인 뫼비우스의 띠 를 떠올릴 수 있다. 앉

은뱅이가 자동차에 입주권을 사는 사나이를 묶어 기름을 붓고 태워버린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앉은뱅이와 꼽추가 맞선 극도의 공포이다. 이들은 사나이의

돈다발에서 자신들이 꼭 가져가야 할 만큼의 입주권 매매비만을 챙기고 사나이를

불태워 죽인다. 기형의 몸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저 장면에서 우리가 압도당하는 것

은 문체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다. 이 비극 속에 도덕성에 대한 아름다움과 숭

고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앉은뱅이와 꼽추가 느끼는 공포는 칼날 에서 난장이

에게로 이어지는데, 이들 도시빈민의 감정을 지배하는 그로테스크한 공포감은 ‘시

민’이라고 호명되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결속력에서 이들이 철저히 배제된 타자임을

드러내는 감정적 알레고리이다.

생존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앉은뱅이가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

어”(p.28)라고 심리적인 방어를 하는 장면은 이들이 ‘사회’에 통합된 감정을 유지하

면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사내를 죽인 후에 앉은뱅이는 꼽추에게 강

냉이를 튀기며 살아가자고 말하지만 꼽추는 앉은뱅이에게 자네가 무섭다며 약장수

를 따라 나서겠노라고 말한다. ‘결속’은 그로테스크한 공포감 속에서 와해된다. 사

실 이들이 사나이를 죽인 것은 이들의 집이 철거된 뒤 불에 태워진 다음인데, 그것

은 난장이네가 철거당하는 것과 같은 장면에 놓인다. 난장이 마을에 대해 영수는

“남아프리카 어느 원주민들이 일정한 구역 안에서 보호를 받듯이 우리도 이질 집단

으로서”(p.97) 이 구역 안을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의 공포를 감지할 수 있는 주체로 중산층 신애가 지목된 것은, 뫼비우스의

띠 를 통해 자본이 위계화하는 불평등을 와해시킬 저항적 에너지가 공포의 감정 속

에 내장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그것을 현실화시킬 주체가 감당해야 할 인식론적인

과제를 신애에게 안겨주기 위한 것이다.

신애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은 단지 그녀가 중간계층이기 때문이 아니다. 신애가

이웃인 앞집 제과 회사 선전부나 뒷집 공무원과 달리 정신적,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pp.280~281 참고. 이글턴은 에드먼트 버크의 미학에 기대어 동정과 공포의 역할을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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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지키려는 윤리적 감각을 갖춘 중산층이기 때문이다. 남편 현우와 현우의 아

버지가 “자기의 시대에, 그리고 사회에 불안을 가지고”(p.34)시대와 불화함으로써

고생길을 걸었고, 이제 현우의 아들이 현우와 비슷한 성향을 지녔다는 점은, 이들

의 윤리감각이, ‘가난’의 ‘전통적’ 계보를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조세희가 긍정하는 것은, 좋은 칼을 단번에 알아보는 대장장이의 계보에 대한 가

치부여에서 발견할 수 있듯 윤리적 차원의 진정성이다. 칼날의 진정성의 기원과 차

원을 이해하고 있는 신애로서는 현실의 삶이 진정성에 대한 갈증을 품고 있다고 짐

작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사내를 향한 신애의 칼날은 단순히 위급한 상황에서 비

롯된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신애의 마음 깊은 곳에 잠자고 있다가 분출한 것으

로 윤리적 진정성을 잃은 대상에 대한 순수한 분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깨인 감각으로 인해 신애는 입버릇처럼 현우에게 자신들도 난장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의식이 감정에 대한 자기인식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나아감’이라고 할 수 있

다.270) 난장이 가족의 극빈을 동정하는 신애의 도덕감정은 물이 일찍 받아지는 것

을 신기해하는 딸에게 “좋은 사람”(p.58)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됨에 관한

‘공통감각’을 전제로 한다. 이 공통감각의 근저에 바로 ‘가난정동’의 동질적인 감정

경험이 놓여 있다.

4.2.2. 절대빈곤의 정치성과 ‘연대’에의 갈망

아마도 산업화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빈곤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감정적 보

고서는 공장노동자들이 손수 쓴 일기나 수기자체, 그리고 이에 관한 연구들일 것이

다.271) 구해근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일기와 수기에는 사회의 상징적 억압에 대한

분노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불평등 때문이라기보다는 교육받은

사람과 교육받지 못한 사람간의 불평등에서 오는 분노에 가깝다. 불평등한 사회전

반의 태도를 자신 속에 내면화한 감정을 ‘한’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때의 ‘한’은

불의에 대한 인식과 저항정신을 높이는 도덕적 언어가 될 수 있다.272)

270) Karl, Simms, 『해석의 영혼 폴 리쾨르』, 김창환 역, 앨피, 2009, p.48.

271) 이에 관한 선구적 연구로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앞의 책 참조.
272) 따라서 한은 그것이 품고 있는 사회정의에 대한 예민한 정서를 통해 계급인식과 계급감정

을 고양할 수 있다. 구해근, 위의 책.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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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도시노동자(=빈민)의 ‘가난’을 사회적 책
임으로 규정하는 철저한 태도에서 출발했다면 그 중 단편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

은 공 (문학과 지성, 1976년 겨울호)은 가난이 주는 고통과 거기서 파생되는 감

정의 심급을 보여준다. 영수역시 당대 하층노동계급으로서 배움에 대한 갈망을 드

러내고 있으나 작품 안에서 그것은 ‘한’으로 내면화되기보다는 운동과 인식의 차원

으로 한 단계 고양되는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이다. 영수들

에게 가난은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로서가 아니라 절대 빈곤의 차원에 머무는 것으

로 불구적 삶의 상태에서 분배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게레멕에 따르면 빈민들이 자신들을 빈민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격리

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빈곤 정도보다 더욱 중요

하다. 이 때문에 빈곤은 심리학적, 사회학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273) 조세희는 사

회정책이나 국가 이성의 관심영역 밖에 존재하는 도시 하층민의 빈곤에 대한 개발

주의 통치성의 도덕관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통치의 주체들은 단지 노동의 기회나

마 주는 것 이상의 사회부조를 실천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의 대

가가 생존의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

개천 건너 주택가에서 나는 고기냄새를 동경하는 영수에게 난장이의 부인은 공

부를 열심히 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 영수들은 자신들이

교육자본과 문화자본으로부터 격리된 ‘이질집단’(p.97)이라고 느낀다. 영수는 “우리

는 죽어라 일했고 어머니는 늘 불안해했다.”(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 p.210)고

말하는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난장이의 부인은 어금니를 두 개 뽑았던 것이

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이란 공장의 잡역부와 철공조 조수, 가구 공장의 노

동자가 되는 것뿐이다. 영수는 도시 빈민촌의 취약한 위생시설에 대해, 가령 박완

서나 윤흥길의 소설에서 흔히 그렇듯 상대적 빈곤을 의식한 데서 비롯되는 부끄러

움을 느끼지 않는다. 물론 영수역시 “나는 우리 동네에서 풍기는 냄새가 창피했

다.”(p.89)고 말하고 있지만 영수가 느끼는 창피함은 꽉 짜여진 계급적 카르텔의

가장 밑바닥, 먹이사슬의 밑바닥에 놓인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느껴지는 존재론적

부끄러움에 가깝다.

영수들에게 철거촌의 생활은 “지옥”(p.80)이라는 단어로 표상된다. 가난한 생활

273) Geremek, Bronisław ,『빈곤의 역사』, 앞의 책.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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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아남는 일은 그자체로 “전쟁과 같았”고 난장이 가족은 이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p.80) 그런 날들의 끝에 날아온 철거계고장은 난장이 가족에게 삶의

전망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공포를 안긴다. 영호는 입주권을 팔기 위해

나선 사람들의 “영양이 나쁜 얼굴들”에서 “눈물 냄새를 가슴으로 맡았다.”(p.112)고

말하는데, 이때의 눈물은 주체가 타인에 대한 동정을 자기화할 때 발생하는 공포의

감정인 것이다.

실상 1970년대 도시정책의 특징은 재개발, 철거정책과 이로 인한 무허가정착지

의 해체였다.274) 지섭이 철거반을 향해 백여 세대 이상이 무허가로 집을 짓는 것

을 알면서도 방임한 것은 “덫”(p.125)을 놓은 것과 같다고 일갈했듯 갑작스러운 철

거로 인해 도시하층민이 맞닥뜨린 공포는 가히 실재계의 침입275)에 맞먹을 만큼

삶의 존재기반을 흔들어놓는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로운 난장이일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고통을 알아주고 함께 져줄 사

람”(p.90)이다. 지섭이나 노동자교회 목사 등은 신애가 난장이에게 가졌던 것과 같

은 ‘한 편’ 의식을 감정적 차원에서 표출하지는 않는 대신 의식적인 투쟁의식을 지

닌 지식인 주체로서 난장이 일가를 돕는 운동가들이다. 이들이 70년대 중반의 지적

경향의 핵심인 민중운동의 주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70년대 후반부터

학생운동가들과 재야 지식인들이 현장 노동운동과 밀접하게 연계를 맺기 시작했고

이 만남은 “정의에 대한 도덕적 감정이 프롤레타리아트 경험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

응을 규정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276)

난장이 일가는 지섭과 노동자교회의 목사를 통해, 싸우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

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눈물과 공포에 억눌린 감정을 넘어서 인식이 합치된 인지적

차원에서만이 대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영수가 영호에

게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혀 일어나는 거야.”(p.106)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인지의 결과이다.

1970년대 소설 가운데 당대 도시산업 선교회의 선교활동을 서사에 적극적으로

274) 김원,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앞의 책. p.358.

275) Eagleton, Terry, 앞의 책, p.299.

276) 구해근, 앞의 책,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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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한 것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거의 유일하다.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도시산업선교회는 노동자 교육을 통해 ‘가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두고 그 극복방식으로써 무엇보다 노조의 결성을 강조했다.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문예중앙, 1977년 겨울호)와 클라인씨의 병 (문학과 지성, 1978년 봄호)에
는 영희와 동료 여공들이 노동자교회의 ‘사회조사연구회’라는 모임에서 노동법을 배

우는 부분이 나온다. 이곳에서 영희는 노동자측 대표위원으로서 사용자에게 할 말

을 정리하기도 한다. 영희가 속한 노동자교회에서 행해진 교육은 일종의 ‘의식화 교

육’277)으로 영수역시 이 모임을 거쳤다. 당시 교회중심의 노동자 교육에서 노래를

활용한 것은 “노래를 통한 교육은 정서에 직접 파고드는 직접적인 호소력과 함께

참가자들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탁월한 효과”278)때문이라고 한다. 2장에서 다룬

바 있는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노동자 교육에서 ‘노래’를 활용한 것처럼 노동자교회

에서 영수와 영희들은 노래를 배우면서 연대를 다지는데, 이 노래에서 ‘너’가 호명

하는 것은 실제의 동료이기도 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체 내면의 ‘동지의식’으

로서의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노동자 수기를 통해 살펴보았듯,

‘연대’는 단순한 참여보다 근본적인 동료의식으로 지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 가난한 집안의 아들딸들이었다. 다 눈물 젖은 밥을 먹어보았다는 한 가지

공통점만으로도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우리는 그때 노래했다.

내가 굶주려 애쓸 때 너 있었나

밥을 찾을 때 거기 있었나

내가 목말라 애쓸 때 너 있었나

277) ‘의식화’(conscientization)는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의 용어로 프레이리의 교육

방법이다. 의식화는 민중들이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처지를 결정짓는 상황 및 사회적 정

치적 요인을 자각할 수 있도록 민중의 의식을 완전히 변혁하여, 그들이 자기 생존의 조건을

이해하고 정치적 행동에 의해 그들의 상황을 변혁하는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을 의미한다. 의식화는 해방의 전제조건이다. 70년대 말 한국에 그의 저서가 번역되었고, 검

열의 대상이 되었다.

278)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노동자 교육에서 ‘노래’를 “의식화 무기”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크

리스챤 아카데미 지도부는 노래 작업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노래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129곡을 실은 내일을 위한 노래는 76년 판금조치와 함께 검열

의 대상이 되었다. 강원용, 미완성의 민주화 -역사의 언덕에서 4, 한길사, 2003.
pp.37~3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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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찾을 때 너 있었나

내가 병들어 누웠을 때 너 있었나

돌봄 바랄 때 거기 있었나(pp.241~242)

당시의 노동자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진 것은 노조의 결성이며 은강의 노동

자들을 돕기 위해 남쪽 공업단지에서 방문하는 사나이-지섭-역시 가는 곳마다 조합

을 만드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상 당대 노조의 결성은 아직 의

식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풍토가 조성되지 않은 마당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행동을 같이 하는 데 성패가 달려있었다. ‘난장이’ 연작에는 노조결성과정

에 대한 서사화는 없으나 노동자들이 감정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

이 여러 차례 드러난다. 슬품과 분노, 눈물 등에 대해 이들이 보이는 감정은 거의

동일하며 뒤에서 살펴 볼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에서 보듯 ‘저항’의 전선을 형

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노동자교회에서의 의식화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측의 협상 테이블에서 영희와

동료들은 상여금과 연장수당,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하여 노동법을 들어 설명한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왜 우리의 발전을 부정하는지 알 수가 없”(p.231)다며 “애들을

조정하는 파괴자”(p.228)가 배후에 있다고 몰아세운다.

여기서 조세희는 노사간의 협상 테이블위로 오간 대화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방식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드러내지만, 그것을 갈등구도로 몰아가지 않는

다. 이 점이 ‘난쏘공’연작의 특이함인데, 이미 노동자들은 ‘저항’의 감수성을 깊이 내

면화한 터였다.

사용자는 아이들이 무엇을 급히 원한다든가 시위를 하지 않지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움터간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무도 얼굴을 들지 않아 그 변화를 좀처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꼭 말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힘이다. 권위에 대해 아주

회의적인 힘이다.(pp.220~221)

그러나 영수가 노조운동을 통해 부닥친 것은 회사측의 기만적인 속임수와 억압

적인 태도뿐이다. 그 과정을 통해 영수는 비로소 자신의 빈곤을 객관화하고 가난이

나 위선 같은 것에 대한 도덕적인 감수성에 대해 보다 깊이 사고하게 되지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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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벽은 후에 그를 살인자로 법정에 세우는 비극적 결말을 안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대’에의 갈망을 조세희가 신애뿐만 아니라 율사의 아들

인 윤호에게까지 닿게 한 것은 ‘난장이’ 연작의 정치성 및 총체성의 일단을 드러낸

다. 중산층인 신애의 주변부 삶이 곧잘 윤리적인 변절을 감행했던 데 비해 영수와

공장 노동자들은 끝까지 도덕적 순결성을 유지한다. 난장이가 끝내 굴뚝에서 투신

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지만 ‘사랑’을 통한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대안으로 꿈꾼

다는 점에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은 노동자계급의 도덕적인 순결성을 드러

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기계도시 (대학신문, 1977년 6월 20일)의 윤호는 당위적인 차원에서 선의지
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가장 라디컬한 변화를 겪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개천 너머 고급 주택가에 사는 윤호에게 방죽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무허가 철거

촌은 ‘전원적’인 거리감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으며 “빈곤을 뜻하는 poverty도 시사

용어”(p.181)로 이해하는 정도에 불과했으나, 과외선생인 지섭의 소개로 난장이 마

을에 가서 난장이 가족을 만나면서 윤호는 은강그룹의 부조리에 눈뜨게 된다는 점

에서 그렇다. 거기에는 감정적 매개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윤호가 율사인 아버

지의 부도덕으로 인한 부채의식에 시달리며 “어떤 도덕적인 핵심”(p.194)에 부딪혀

영수를 돕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인식으로까지 나아간 것이 다소 인위적

이라는 인상을 준다. 사실 윤호는 지섭처럼 정동적 이행으로 나아가기보다 관념적

차원의 심퍼에 그치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윤호와 지섭, 그리고 영수와

윤호는 동등한 인간적 관계를 소망하는 면모를 통해 호혜관계에서 오는 따뜻한 배

려를 생산해 내기도 한다. 이들의 접속을 통해 조세희가 진정 드러내고 싶었던 것

은 타자의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의 양심을 깨워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방죽 저편

의 동요와, 그 한계까지도 포함한 있는 그대로의 힘일 것이다.

4.2.3. 감정과 ‘지식’의 길항

70년대 문학사에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거둔 성과란 곧 독서 대중

스스로가 지적 혹은 도덕적으로 헤게모니의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시대의 집합적인 ‘마음’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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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 점이야말로 70년대 문학사에서 ‘난쏘공’이 차지하는 위치와 당대 문학의

좌표를 비로소 가늠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자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난장이’ 연작은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대학생, 지식인 독자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노동자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1970년대 노동소설의 가능성을 타개한 작품으로 이해되었고279) 실제로도 노동자

수기가 범람하는 계기를 만들었다.280) 그러나 난장이 연작의 문제의식은 노동자

문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화의 주체(산업전사 혹은 산업역군으로 호명

된)이자 타자(도시빈민)로서인 도시산업노동자(=빈자)들의 충격적인 삶의 실상은

70년 겨울의 전태일 사건이 남긴 트라우마, 그리고 71년 광주대단지 사건과 77년

무등산 타잔 사건 같은 도시하층민 주거지 강제철거로 인한 문제가 드러내듯 이미

내부에서 곪아있었던 문제들이다. 즉 주변부 삶의 취약성 및 빈곤 문제는 인권과

평등 같은 윤리적 인식의 인지적·실천적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이미 제기하고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난장이’ 연작이 독자대중의 감정을 집합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인 감정의 집적이자, 애초에 작가의 정치적인 의도가 매우 깊이 개입되

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조세희는 지섭처럼 실제로 철거민과의 마지막 식사를 하는 도중에 집이 철거당

하는 장면을 보고 싸우고 돌아선 경험을 한 이후에 난장이 연작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281) 선험적인 문제틀을 미리 분명히 설정한 채로 작품쓰기에 돌입했다는 뜻

으로 해석할 수 있을 터, 독자와 독법 역시 상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빈자에 대한 연민, 사회 부조리에 대한 분노 등의 도덕적인 감정이 글쓰기에의 욕

구와 만난 지점에서 탄생한 소설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속에 70년대 한국문학 전체를 폭파하고도 남을 폭약이 장전되어

있다282)는 한 비평가의 말은 바로 이 소설전체에 흐르는 이러한 도덕감정의 저력

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279) 조남현, 『한국 현대문학사상 논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p.350.

280) 황광수, 「노동문제의 소설적 표현」, 『한국문학의 현단계 4』, 백낙청․염무웅 편, 창작

과 비평사, 1985, p.101.

281) 조세희, 「작가의 말-파괴와 거짓 희망, 모멸의 시대」,『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성과 힘, 2000, p.9.

282) 김윤식, 「난장이론-산업사회의 형식」.『우리소설과의 만남』, 민음사, 1986,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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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소설로서의 가능성에 평가의 잣대를 묶었을 때 『난장이

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뚜렷한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백낙청은 조세

희가 쓴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기법이 황석영의 객지 에 비해 노동자 주체의 선명성

과 현장성을 전달해주지 못하고 지식인 소설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제

기한바 있다.283) 이러한 관점은 ‘난장이’ 연작을 순수/참여 혹은 모더니즘/리얼리즘

의 구도 안에서 읽을 때 비롯된 당대적 비평의 방식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조세희

라는 작가의 개성을, 세계와 현실을 이해·관찰·수용하는 그의 독특한 감각, 사유방

식 및 형상화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그것을 리

얼리즘 기율에의 미달로, 즉 주관주의적 태도와 의지의 소산으로 이해한”284) 데서

시각적 한계가 비롯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희가 ‘총체성’의 문제를 단지 대상화된 결과물의 문제로서 사유한 것

이 아니라, 비극적 주체들이 지니는 ‘가난정동’의 변증법적인 극복 과정을 통해 사

회적 삶을 와해시킴으로써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에서 찾는다는 점

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부터 ‘총체성’의 진정한 역할이 비롯되기 때문이다.

단지 가난한 노동자가 아니라 ‘저항성’을 지닌 주체로서 노동자의 삶에 총체성의 역

할을 부여한다면, 조세희는 이를 좀더 확장하여 노동자의 삶을 구성하는 외부사회

의 요건뿐 아니라 그 외부를 장악하고 조율하는 통치성의 힘에 주목한다. ‘삶’이란

외부적 요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실상 ‘삶’은 그 외부적 요건들과 반응

하는 감정적 내면에 의해 유도된다.

1970년대는 수출을 성장주의의 제 1 기조로 삼으면서 산업구조를 중화학 공업

을 위주로 개편해가는 시기였다. ‘원조경제에서 자립경제로’라는 목표가 바톤을 이

어받았으며, ‘대망의 70년대’라는 60년대의 구호는 ‘대망의 70년대 중반’이라는 기

대감으로 교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고통을 받는 현실은 황석영의 객지

의 세계와는 사뭇 다르다. 객지 는 노동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조건을 부당한 노

동조건과 ‘가난’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임금제도에 두었고, 그

때문에 쟁의의 갈등 양상은 매우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일 수 있었다면, 또한 노동

자들이 쟁의를 기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욕과 분열과 투지까지도 한정된 공간

283) 좌담,「내가 생각하는 민족문학」,창작과 비평, 1978년 겨울호, pp.37~38.

284) 방민호, 『납함아래의 침묵』, 소명출판, 2001, p.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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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해결되는 모습을 구현할 수 있었다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놓인
세계는 감정노동과 ‘지식’에 의해 지배되는 통치성의 복잡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로 주체를 통해 지배함으로써 보다 잔혹한 상황을 안

긴다.

조세희는 산업화의 이 어두운 그늘의 최종심급에 해당하는 타자를 도시 빈민이

자 노동자계급인 난장이 일가로 표상했다.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측과의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이들을 노동자교회의 목사나 지섭뿐만 아니라 신

애, 윤호, 경훈 등 다른 계급의 존재들과 끊임없이 ‘접속’시키는 서술구조를 택하고

있다. 김병익은 두 대립적 세계가 “수정처럼 결정된 형태이고 투명하다”285)고 했지

만 실상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난장이 마을과 외부로 연결된 ‘개천’과

‘‘터널’은 선험적인 단절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연결’의 공간이며, 현상적 빈/

부의 차이를 넘어 대안을 모색하게 하는 장소이다.

조세희가 연작마다 각각 이들 ‘(경계적) 주류’들의 목소리로 서술자(초점화자)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서술자의 내면적 감정에 주목한 것은 조세희 식으로 총체성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접속을 통해 조세희는 현실의 총체성

을 구성하고자 의도하고 있는데, 이 점이야말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황
석영의 객지 가 도달한 ‘총체성’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객지 가 보여주기

의 차원에 놓여있다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보다 담론에 대해 말하기의
차원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세희가 도달하고자 한 총체성은 어떤 윤리적 감각에서 촉발되는가?

문제적인 것은, 낯설고 대립적인 세계와의 접속에서 정작 의식의 균열을 겪는 주체

는 언제나 난장이 세계의 상대편이라는 점이다. 만일 부조리한 사회나 현실에 부닥

쳤을 때, “사람들을 머릿속부터 변혁시키고 싶은 욕망”을 가지는 경우, 그것은 감정

의 문제일까 인식의 문제일까? 영수는 은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변혁시

키고 싶다고 토로한다.(p.219) 그는 약자들이 저마다 삶에 대해 욕망의 꽃을 피우

기를 바라며, 약자들이 진정 떨쳐야 할 것은 공포심이라는 점을, 즉 주체로 거듭나

기 위해서는 이 공포심의 실체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 노동자 교회의 목사의 말을

상기한다. ‘난장이’ 연작은 ‘가난’(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연대’의 함수를 배치하고

285) 김병익, 앞의 글, p.327.



124    19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

그것을 ‘승인’하는 쪽을 감정적·도덕적으로 난장이 쪽에 배치한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닫는 마지막 연작인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창작과 비평, 1978년 여름호)는 하나의 지식이 다른 지식과 대결함으로써 현

실경제의 주도권 쟁탈전에 가담하는 현실세계의 잔혹성을 정면으로 조명하고 있다.

지식 대 지식간의 대결구도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전반에 걸쳐 구조화되

어 있다.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영희가 읽는 <노동수첩>과 은강그룹 회장의 손녀

인 경애가 주관하는 모임에서 읽는 <노동수첩>, 영수와 노동자들이사회조사연구
회‘에서 산업사회의 구조와 조직, 노동운동의 역사와 노동관계법 등을 배우는 동안

은강그룹의 막내아들 경훈은 인간공학을 읽는 식이다. 이 구도는 ‘가난’을 ‘겪는

것’과 ‘가난’을 ‘배우는 것’의 인식론적인 대결구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차이에 의해 하나의 지식은 다른 지식을 배반하는 일에 기꺼이 쓰일 수 있다.

『인간공학』은 산업재해 없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을 측

정하는 새로운 기준들을 제시하는 학문이지만 경훈의 손에서 그것은 노동자의 작업

환경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머리들로 구성된 고학력의 경영 집단,

그들이 추구하는 저임금과 높은 이윤”(p.291)추구를 부추기기 위한 잔혹한 지식일

뿐이며, 노동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오직 일만 하게 하는 약을 만들어 공장의 밥

이나 음료수에 약을 타겠다는 ‘교훈’을 안겨 주는 무서운 책이 된다. 경훈은 경공업

분야에 머물러 있던 할아버지대의 60년대적 경영방법과 달라진 아버지대의 그룹기

업 경영 방식, 즉 “머리와 지원만으로, 기계, 철강, 전자, 조선, 건설, 자동차, 석유

화학 등 중화학 공업을 망라한 체제”(pp.272~273)를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

한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이다. 인간공학은 이런
경훈의 손에 들려짐으로써 부도덕한 책이 된다. 경훈에게는, 맨체스터나 브래드포

드의 공장지대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환경에 분개하는 내용을 다룬

『미래공학』조차 따위는 경영수업에 해악이 되는 “허풍쟁이 도학자”(p.291)의 헛

소리일 뿐인 것이다. 그러나 이 세계에도 균열의 전조가 보이는데, 경훈과 달리 경

훈의 사촌이 지니고 있는 지식과 거기서 비롯되는 판단기준은 경훈의 그것과 정면

으로 배치된다.

경훈의 사촌을 통해 우리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반드시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계급적인 이분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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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계급은 선험적 도덕관을 부여하는 심급이 아닌 것이다. 경훈의 사촌은 자신

의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 영수의 행위마저 정당방위라고 두둔하는 다소 비현실적인

인물로, 은강그룹이 인간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켰다고 비

판한다. 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유학 당시의 경험 때문이다. 그는

만여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한국 섬유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십구센트라는 사실

을 외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것이 한국 제품의 수입

을 규제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으나 법정에서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됨으로

써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노동자의 행위마저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

다. 경훈의 사촌은 “우리의 제도는 이제 안에서부터 파괴될 것이라”(p.271)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사촌은 지나치게 유약한 인물로 설정돼 있고, 그에 비해 경훈은 자

신들의 성채를 지키는 데 방해가 된다면 어제든지 사촌을 제거하리라 마음먹는 정

도의 악마적 기질을 보인다. 이런 세계와 대결하기 위해서 영수가 방송통신고등학

교에서 얻는 지식은 터무니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훈과의 싸움에서 최종적 승리자는 노동자계급으로 그려진

다.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를 마지막에 배치하고 경훈을 초점화자로 설정한 것

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훈의 시각에서 영수의 공판을 해석하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훈 자신의 감정변화가 서사의 중심축이 되기 때문이다.

경훈에게 ‘가난’이란, 노동자들의 얼굴을 누렇게 뜨게 만들고 보기 흉한 신체조건

을 갖게 만드는 혐오스러운 노동자 생활세계의 조건이자 자본, 경영, 경쟁, 독점으

로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을 공박하게 만드는 “중독 독물”(p.290)에 지나지 않는다.

독자들은 경훈이 매우 왜곡된 관념을 지닌, 도덕적으로는 매우 무력한 인물임을 깨

달을 수 있다. 경훈에게 지섭은 일부러 초라한 옷을 입고 나타나 심한 편견과 오만

에 악의까지 품고 “사건 성격을 아주 바꾸어버리려고”(p.284)하는 “조금 큰 악

당”(p.290)으로 그려지는데, 숙부살해사건에 대한 영수의 공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행해진 지섭의 변론은 이러한 경훈의 의식과 감정에 분명한 균열을 가함으로써 서

사적 차원에서 강렬한 도덕적 효과를 자아낸다. 독자들은 경훈이 매우 왜곡된 관념

을 지닌, 도덕적으로는 매우 무력한 인물임을 깨달을 수 있다.

영수의 최종 공판장은 법정 방청석에 모인 어린 공원들의 애끓는 불안의 느낌,

거기에서 배나오는 비애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탁월한 장면이다. 공판을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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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내 중간중간 터지는 어린 공원들의 기침과 훌쩍임 같은 것들, 공판시의 순간

적인 고요와 사형선고에 뱉아지는 조용한 탄식 등이 매우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그

려짐으로써 선악구도의 추상적 대립이라는 오해를 충분히 압도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인은, 자기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장에서는 책임감 강한 산업

전사, 이해심 많은 동료, 어려운 사람들을 앞장서 도와 고통을 나누어지는 신의의

동지였고, 노동 문제를 연구․토론하는 모임에서는 언제나 서로간의 이해와 화해,

사랑을 주장한 학도요 지도자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저 끔찍한

살인을 생각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임금․

휴가․부당해고자 복직 문제들을 놓고 회사와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합의

를 보지 못한 외에, 노조 대의원 및 임원 선거를 평화적으로 실시하려는 조합원들

의 노력을 사용자가 힘으로 짓밟아 노사 협조를 일방적으로 파기함은 물론 산업평

화까지 스스로 깨뜨려 노사의 불이익을 초래함을 목도하는 순간 은강 그룹을 이끌

어가는 총책임자, 즉 회장을 살해하겠다는 우발적인 살의를 품게 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p.288)

변호인의 서술은 영수의 살해행위가 일종의 도덕적 선택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드

러내는 동시에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도덕적 우위를 확신시킨다. 이 도덕적 우위에

대한 확신 속에서 노동자들은 경훈을 둘러싸고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기세로 자신들

의 분노를 표출한다. “누렇고 모가 진 얼굴에 유난히 눈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아

이들이 나를 둘러쌌다. 그리고, 적의와 반감을 나타내는 짧은 노랫소리를 나는 들

었다. 우리회장님은/마음도 좋지/거스름돈을 쓰러/임금을 준대.”(p.280)

결과적으로 조세희는 경훈 측의 패배를 암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경훈은 남쪽 기

계 공장의 소요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이 ‘손가락이 여덟 개 뿐인’ 지섭이 있는

공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가시고기가 자신의 몸을 가리가리 찢는

꿈을 꾸는 결말은 경훈의 인식에 드리워진 분명한 균열을 뜻한다. 경훈은 정신과에

남몰래 가보기로 결심함으로써 스스로를 기만하는 고통의 세계 속에서 ‘안주’할 것

임이 암시되는데 이로써 끝까지 비윤리적인 주체로 남는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경

훈은 자유로운 주체이기를 포기한 셈이 되는 것이다. 책임은 우리가 자유, 즉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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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인이라고 상정할 때에만 존재하며 자유가 없다면 주체가 없고 책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286)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가 다소 멜로드라마틱하다는 점이

앞서의 연작들과 변별되는데 그것은 경훈의 비윤리적인 캐릭터에서 기인한다. 그는

일상생활 전반을 미적 판단의 세계에 머물면서 도덕적 판단조차 그렇게 행하는 모

습을 보이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즉 인식적(참/거짓) 혹은 도덕적(선/악) 판단의

계속되는 긴장감의 박동 사이로 잠시 집어넣은 미적 판단(쾌/불쾌)의 영역에 그의

의식이 정박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영수는 니체적 의미에서의 ressentiment(한)을 품고 주저앉은 인물

이 아니다. 노동자 주체로서 자신이 질 수 있는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 실

천하기 때문이다. 그는 약자들이 저마다 삶에 대해 욕망의 꽃을 피우기를 바라며,

약자들이 진정 떨쳐야 할 것은 공포심이라는 점을, 즉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공포심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토로한다. 그 결과로 그

룹총수를 살해한 것은, 더불어 앉은뱅이가 기름을 부어 사나이를 살해한 것 등은

모두 하나의 허구적 메타포로 읽어야 한다. 왜냐 하면 조세희가 부자에게서 도덕성

의 차원을 빼앗는 것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통해 이루어낸 하나의 선의
지이기 때문이다.

286) 가라타니 고진, 윤리21, 송태욱 역, 사회평론, 2003,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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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속물성에 대한 윤리적 성찰

신흥중산층의 계급적 확대는 당대 사회에서 이들 계급의 감정구조의 확대를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이 직면한 것이 절대적 가난으로 인한 감정이라면 중산층은

상대적 가난에서 비롯하는 정동의 질서에 놓인다. ‘가난’이라는 단어의 빈번한 등장에서

도 나타나듯 ‘상류사회’의 부와 중산층의 ‘가난’은 늘 상대화되기 때문이며, 중산층에게

‘가난’은 계급적 위계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위치시켜 볼 수 있게 만드는 관념적 실

재이자 성찰의 기제이기 때문이다. 이때 ‘도덕감정’뿐 아니라 ‘감정의 도덕’에 대한 문제

가 발생한다. ‘감정의 도덕’이란 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일상적 차원에서 이미 내밀한 가

치로 공고해진 차원 즉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운용되는 일상적 질서체계에 적응해 가는

주체에게 발생하는 감정적 균열이다. ‘감정의 도덕’은 1970년대의 특수성과 연관되는바

감정의 일어남과 움직임, 즉 정동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물음에 직면한 주체의 상태를

통해 시대에 걸맞는 ‘도덕감정’이 무엇인지를 자문하고 구성해가는 형국을 의미한다.

1960년대 중후반에는 ‘속물’근성보다 ‘소시민 근성’을 발견하고 비판하는 데 윤리적

축이 놓여있었다면, 1970년대 소설에서 ‘속물’은 점차 소비사회의 통치성인 스노보크라

시(속물에 의한 지배)가 탄생시킨 ‘중산층 속물’이라는 계급의 문제로 부각된다. ‘소시민

근성’을 비판하는 의식적 근저에 ‘시민정신’이 전제한다면 ‘중산층 속물’은 ‘인구’를 소비

대중적 주체로 (재)생산하고자 했던 통치성의 효과로서 ‘소비’를 미덕의 위치에 놓는다.

이러한 중산층 속물에 대한 비판은 박완서를 비롯해 1970년대 작가들의 중요한 주제이

다.

5.1. ‘감정의 도덕’에 관한 성찰: 수치심과 부끄러움

5.1.1. 속물과 ‘중산층’ 속물

1970년대 소설에서 ‘속물’과 ‘중산층 속물’의 차이는 전자가 사회적인 도덕률에 대한

문제제기임에 비해서 후자가 경제적인 위계에서 오는 감정적인 문제로 소설적 주제가

이동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중산층 속물’의 부상을 통해 우리는 1960년대 문학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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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시민의식’ 혹은 ‘소시민근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느 틈에 사라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조세희의 칼날 에서 신애가 중산층의 속물성을 고발하고 ‘소시민근

성’을 비판하면서 ‘시민의식’의 부재를 통절하게 바라보는 주체 요컨대 ‘시민’의 역사

적 계보를 새기고 있는 주체라면, 중산층의 신분상승의 욕망과 감정을 다룬 ‘자유주

의적 소설’에서 ‘신애’들은 전경화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차원의 정체성

으로 ‘중산층’의 의식적 측면을 환원할 수는 없다. 1970년대 소설에서 ‘중산층 속물’

은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자연화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통치성에 대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과 ‘속물’ 사이의 ‘단절’은 자유주의적 경제적 합리성의

완전한 승리이자 역설적으로 완전한 패배를 뜻한다. 1970년대 작가들이 주제로 삼

은 중산층 속물에 대한 비판은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파행성을 겨냥하며, 그 근저에

는 ‘소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털어내고자 하는 중산층의 ‘가난정동’ 및 그에 대한

윤리적 반성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호철의 공복사회(홍익전작장편전집, 홍익출판사, 1968)287)는 이 ‘단절’의 발
생적 근거를 알려주는 소설이다. 4·19와 5·16을 거치면서 사회가 ‘안정’되어가는 바

탕에는 공무원사회조차 박봉을 탓하며 은근슬쩍 부정부패에 물들어가는 관행이 팽

배하다. 이 소설의 주요서사는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골칫거리로 등극한 이원영주사의 정의감이 결국은 ‘공복사회’의 조직

적 관행에 부닥쳐 이원영자신이 사표를 쓰고 시골로 내려간다는 것을 골자로 한

다.288) 공복사회에서 이원영은 유일하게 ‘소시민근성’을 비판하는 논리적·감정적

근거를 부여받은 인물이다. 이 소설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공공기관의 한 과에

서 서로 눈치를 보는 며칠 동안의 공무원사회의 이모저모를 드러내는데, 4·19와

5·16을 거쳐 ‘근대화’가 제도적으로는 자리를 잡았지만 공무원의 청렴성과 부정부패

라는 기준에서 볼 때 ‘근대화’는 피상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음을 비판한다.

4·19가 계급문제로써가 아니라 정치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고, 경제

287) 이후 인용페이지는 모두 같은 책에서 인용함.

288) 공복사회는 1966년 내무부기관지인 지방행정에 연재된 너구리와 박주사(지방행정
, 대한지방행정협회, 1966.3~12)의 개작이다. 너구리와 박주사 에서는 박주사의 원리원

칙이 승리하는 계몽적인 결말로 귀결되었으나, 연재후기에서 이호철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과원들 각자가 갖게 된 내면을 중심으로 개작할 의사를 밝힌다. 이 개작과정에 대해서는 황

태묵, 반공의 규율과 소설의 개작 : 『공복사회』를 중심으로 , 국제어문 51, 국제어문학
회, 201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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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소외들은 정치적 부정부패의 일소를 통해 자연스레 해결되리라고 믿음으로써

근대화 동원을 가능하게 했던 착종적인 속성이 공복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셈이

다. 리영희에 따르면 4․19는 3․15부정선거에서 촉발되었으며, 부정선거를 둘러

싼 이 무렵의 도덕적 정세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매우 극심한 파토스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리영희는 4.19의 가장 중요한 성과를 “어느 분야에서의 개혁보

다도 도덕정화야말로 그 속에서 성실·진실·정의가 지배할 평화스러운 민주주의 사

회를 위한 자산이 될 것이다.”289)라고 피력한바 있다. 리영희에게 5·16은 그러한

‘도덕적 혁신’을 이어나갔기에 비로소 용인될 수 있는 아리송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복사회에서 보듯 ‘도덕적 혁신’을 통한 사회정화는 형식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

다.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이 마무리되고난 1960년대 말경에 ‘근대화’는 질서와 합리성

이라는 측면에서 일상적 영향력 속에 깊이 자리잡은 것임에는 분명하나 규제적 차

원에서의 적응력이 높아진데 비해 도덕에 대한 감각은 답보상태인 것이 드러난다.

모든 것이 퍽 합리적으로 되고 틀에 잡힌 것만은 확실하다. 해먹더라도 그 시절

처럼 생 무우 잘라 먹듯 원시적으로는 못 먹게 되어 있다. 아니, 먹는다는 의식부터

가 거의 스러지고 말았다. 무슨 일이든 일을 한다는 의식이 일반화되고 높아진 것

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런 외양 뒤에서 쓱싹하는 길도 그전처럼 노골적인 것이 아

니고, 훨씬 기술화되어 있다.(p.228)

이 소설은 당시의 공무원사회의 인적구성을 설명하면서, 그 중 상관에게 아첨하

면서 동시에 불리한 일에는 눈치를 보는 공무원들을 4·19와 5·16의 혼란기를 운

좋게 버틴 사람들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혼란한 틈을 타서 학력이나 출신의 제

약을 벗고 공무원자리를 얻은 것으로 파악한다. 이들이야말로 근대화시기 ‘유동성’

의 수혜자들인 것이다. 이호철은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교묘히 중립을 지켰다가

이득을 보려는 행태를 ‘소시민 근성’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소시민 근성’을 갖게

된 것을 가난으로 인해 혹은 ‘생활’에 눌린 사람이 지닌 기질로 파악한다. 이런 인

물의 전형이라 할 꺽다리 김주사는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형편없는 가난 속에

289) 리영희, 역정, 창작과 비평, 2012, p.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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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p.177) 자라 어느 교장의 눈에 들어 중학교 사환을 하면서 학업을 이어갔던 사

람이다. 그 동안에 지닌 “어떤 열등의식과 그것을 악착스럽게 위장하려는” “그다운

때꾹”으로써 김주사는 “더욱 더 이상스럽게 활달한 투를 내고 두터운 표정”(p.178)

을 내는데, 그것은 가난의 기질에서 온다는 것이다.

대개 고생을 많이 해서, 이 세상을 탈 없이 살아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

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일수록 이런 경우에 접어들어서는 혼란에 빠지

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 나름으로 어려운 세상을 어렵게 살아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헤엄치기요, 교묘한 기술에 속한다는 철칙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중략)… 그들은 나이는 어려도 세상의 쓰디쓴 물정을 속속들이 터득하고, 그 터득

한 물정에 밀착시켜서 자기의 거취를 정하는 것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부자보다도,

숱하게 고생을 하다가 돈 벼락이 떨어져서 갑자기 부자가 된 자가 흔히 가난한 사

람을 더욱 괄시하게 되는 것도 이런 데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p.176)

‘가난’의 여러 얼굴 중에서 ‘가난’을 돌파하는 동안의 아비투스가 ‘근대화’이데올로

기의 도덕률에 어긋난다는 점일 터, 이 소설에서 ‘소시민 근성’이 근대화에 대한 이

해나 태도와 결부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말하자면 근대화이데올로기가 ‘품행’을 판

단하는 한 기준이 된다는 점이 ‘소시민근성’에 대한 당대적 감각을 말해준다.

‘소시민근성’을 비판하는 이데올로그로서 이원영주사는 단순한 애국심의 발로에서

근대화논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 담론에 대한 현실적 이해

를 바탕으로 다소 근본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원영이 간척사업과 전기공사, 수

도 공사 같은 각종 개발의 방식과 효과에 대해 상식과 비판적인 논리위에서 비판적

으로 이해하는 것에 비해, ‘공복사회’는 똑똑한 체를 하기 위한 논리로서만 번듯한

근대화논리를 들먹이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원영이 대의의 틀에서 근본적이고 현실

적인 차원의 근대화를 고집한다면 이원영이 보기에 ‘소시민 근성’에 물든 이들은 근

대화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척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의 태도는 ‘빨갱이’로 비유되기도 한다. 부정부패의 해소에 대한 기

대심리를 ‘근대화’의 가치로 받아들인 이원영이 ‘빨갱이’로 매도당하는 이율배반이

일어난 이유는 그의 지나친 도덕적 정결주의를 당장은 모면하고 보려는 언쟁에서

비롯하지만 정작 시골에서 올라 온 이원영의 아버지역시 근대화에 대해 견해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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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는 과정에서 비판을 당하자 하는 소리와 투가 꼭 빨갱이 같다고 매도를 한다.

요컨대 아버지나 ‘공복사회’ 일반의 태도는 피상적인 근대화의 성과에 동조할 뿐 매

우 느슨해져있다는 점을 주목해보자.

이원영은 아버지가 면장을 지낸 식자층에 속하면서도 재야인사 시찰단에 끼어서

간척 사업을 구경하고 나서 피상적인 근대화의 성과에 홀려있는 것을 보고 “근대화

병”(p.85)에 들려있다고 비판한다. 이원영에게는 “아버지의 근대화라는 소리도 사

실은 농촌의 실태에 깊이 들어 앉아 있는 소리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먹고 살아가

기 편한 입장에서 멀찌감치 건너다보면서 풍월삼아 하는 소리”(p.86.)에 불과한 ‘소

시민근성’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근대화병’은 당대 유행했던 현상으로 잘난 체를

하는 속물의 한 하위적 양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원영은 ‘자기화’하지

않은 근대화만큼이나 사변적인 데 머무르는 ‘소시민 근성’에 대한 비판을 동일시하

고 있다. ‘소시민근성’을 근대화담론에 대한 태도와 연결지은 데서 개발의 통치성이

일상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편 ‘소시민근성’이 자신을 성찰

하는 주요 기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당대적 도덕성의 핵심이라는 점이 
공복사회를 통해 잘 드러난다.

엊저녁의 아버지와의 술자리에서도 처음에는 소시민 근성 운운하였지만, 소시민

근성으로 치자면 자기도 마찬가지이다. 소시민 근성이라는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

으면서 소시민 근성에 빠져 있는 것은 더욱 치사한 소시민 근성이 아니겠는가. 이

렇게 따지면 이 바닥에서 똑똑한 체하고 제노라고 뽐을 내는 사람치고 소시민 근성

이 아닌 사람이 없을 터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처해 버리면, 그 자처해 버리는

순간부터, 시니컬한 방향으로 자기를 몰고 갈 길밖에 안 남는다. 그러나 너무 지나

치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도, 어느 의미에서는 얇삽한 사변 취미밖에

안 된다. 사실 냉정히 따져 보자, 모든 사변을 털어 버리고 오늘의 생활에 밀착시켜

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자.(p.104)

한편 신석상의 속물시대 ( 속물시대 基 1 , 월간중앙, 1971년 4월/ 속물시
대 基 2 , 월간문학, 1972년 12월/ 속물시대 基 3 , 한국문학, 1973년 12

월)290)에서 비판의 대상은 부를 향한 과도한 욕망을 품은 속물의 허영심라기보다

290) 페이지 인용은 신석상, 속물시대, 앞의 책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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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도덕함이다. 세입자의 일상을 훈계하는 월권을 저지르면서 정작 자신은 행실

이 나쁜 집주인이 결국 보증금을 떼먹고 달아나는 부도덕함을 ‘속물’로 치부하거나

( 속물시대基 1 ) 경쟁이 치열한 직장내에서 치사하고 졸렬한 방식으로 출세를 하

려고 권력에 빌붙는 행태를 ‘속물’로 보며( 속물시대 基 2 ), 사립학교 교장이 막강

한 권력을 이용해서 돈이 없는 여선생, 매점의 과부, 청소부 등을 성적으로 유린하

는 것을 ‘속물’로 비판하는 등 주로 도덕성의 결여를 ‘속물’의 범주로 다루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적 ‘악덕’이 ‘속물’의 유형으로 제시된다.

‘속물’들의 속물성을 규정하고 비판하는 서술자는 각각 “싯가 백만원이 될까말까

하는 부로크 벽돌집”의 세입자로서 3인칭 초점화자인 민후식, “수도는커녕 우물조차

없어 한 양철동이에 이십 원씩 하는 물을 사먹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고지대지만

만원짜리 전세방에서, 다 큰 여자조카와 한방에서 지내”(p.227)는 고역을 치르는

‘나’, 그리고 속물 교장의 부도덕함을 교사로서 관찰하게 된 3인칭 관찰자 등 얼핏

보면 모두 ‘중산층’과는 거리가 먼 가난한 소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들은 ‘가난’에서 오는 고통보다는 자신들이 속한 생활권역에서 일어나는 부도덕의

문제를 ‘속물’로 비판한다. 그런 점에서 ‘속물’은 공복사회의 ‘소시민 근성’과 거리
가 크게 멀지 않다.

속물시대 基 1 에서 후식은 자신의 부끄러움은 모르면서 훈계를 하는 주인집

남자의 “몽매한 속물”(p.218)의 얼굴에서 직장 상사인 과장의 얼굴을 떠올리는데,

그때 그의 표정이 “식민지의 관료들이 백성한테 곧잘 지었을 것 같은 그런 표

정”(p.219)같았다는 그의 설명은, ‘속물’이 기만적인 속임수임이 뻔함에도 교활하게

구는 태도를 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큰 적은 부정부패인데도” “반공(反共)

만이 애국인 줄 착각하는 경향”(p.211)이 만연해 있다는 비판이나 직장 남성들의

정조관념까지도 거론된다는 점에서 1970년대의 도덕적 해이 전반이 ‘속물시대’의

풍속도에 포함된다.

김주연에 따르면 ‘속물’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과 함께 자기 스스로의 순수 천재

에 대한 과시가 들어”있는 젊은이의 낱말이다.291) 허위와 허영에 들뜬 온갖 거짓과

291) 김주연, 속물 , 대학신문, 1973. 5. 14. 8면. 김주연은 자신이 참고한 사전의 용례를

따라 ‘속물’의 어원을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조롱한 데서 유래한 <필리스

터>philister로 소개하고 있다. 스노보크라시snobocracy가 생산하는 ‘속물’snob과는 다른

맥락에서 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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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를 겨냥한 “저항의 시그널”이 곧 ‘속물’이란 단어의 메타포이기 때문이다. 그

래서인지 이 말은 젊은이들 사이에, 특히 대학가에서 즐겨 쓰이는데 비해 이상하게

도 기성사회인들 사이에서는 잘 쓰이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속물이라고 누군가를 지

칭한 사람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기성인들 자신이 대부분

속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참고해 볼 때, 신석상의 속물시대 는 ‘소시민근

성’이 ‘속물’로 대체되는 과도기를 반영한 소설로 늘어나는 속물지배에 대한 공포감

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때의 ‘속물지배’란 윤리적 해이가 만연한 ‘생활세

계의 속성’ 일반을 지칭한다.

손오공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결국은 부처님의 손바닥 위에서 놀 수밖에 없듯

이 나는, 어항속 같은 속물권에서 탈출을 못하고 생활의 더러운 속성에 마취되어

가는구나. 후식은 새삼스레 좌절감과 동시에 곤혹을 의식하면서 택시에 오른다.( 속

물시대 基 1 p.227)

5.1.2. ‘가난’의 잔혹서사 : 잔혹성과 ‘앙심’

‘가난’을 될 수 있는 한 잔혹하게 다루는 방식은 주인공에게 ‘가난’을 잔혹한 방식

으로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가난’에 부여된 잔혹성은 ‘가난’에 대한 1970년대 사회

의 정신적 관점중 하나이자, 잔혹성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꾀하는 소설의 미학적 방

법292)이기도 하다.

도둑맞은 가난 (세대, 1975,4)은 ‘가난’에 대한 박완서식 잔혹서사이다. 사고
무친의 소녀에 불과한 ‘나’가 이를 악물고 ‘가난’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구성하고자

하는 집착을 집요하게 서술함으로써 도둑맞은 가난 은 독자에게 잔혹서사가 가하

292) 잔혹성의 개념은 아르토의 카타르시스의 미학을 참조할 수 있다. 아르토에게 잔혹성은 인

간의 삶에 깃든 초월적 비극을 대면하게 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앎과 의식화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아르토의 잔혹성은 핏빛이나 공포·사디즘이 아니라 극도의 엄밀함,

돌이킬 수 없는 냉혹함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과 달리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

을 통한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전쟁과 폭동, 살인 등에 깃든 정신적인 이념에 몰두하게 함으

로써 관객에게 잠재의식의 힘을 의식하게 해주고 집단적 자아를 발견하게 해주는 미학적 성

격을 지닌다. Tonelli, Franco, 잔혹성의 미학, 박형섭 역, 동문선, 2001. pp.17~48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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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포와 경악의 상황을 안긴다. 이선미에 따르면 박완서는 가난의 실상을 적나라

하게 드러냄으로써 가난을 동정하기보다 끔찍한 것으로 혐오하게 한다.293) 감정적

동화를 이끌어내는 묘사가 아니라, 지적으로 판단하고 진상을 파악하려는 분석적인

태도로 서술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도둑맞은 가난 은 ‘나’에게 연민이나 동정의

파토스를 덧칠하지 않지만 ‘가난’의 잔혹함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상대화하려는 주인

공의 태도로 인해 오히려 정동적인 흐름이 잘 드러난다.

이 소설에서 ‘나’의 삶은 온통 ‘가난’이 만든 상황들로 인해 ‘정동된다’. 즉 ‘가난’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들이 ‘나’의 삶을 구성하는 인자가 된다. ‘가난’ 때문에 온 가

족이 집단자살을 했을 때의 원망과 분노, 가족들이 다름 아닌 ‘가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허영심으로 죽었다고 판단하는 데서 오는 비난, 홀로 남겨진 외로움을 어머

니에 대한 증오로써 방어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못난 부모 동기에 복수하는 뜻

에서”(p.321) ‘가난’을 이기려는 앙심을 품었으나 부잣집 도련님인 상훈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등이 그렇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가난’의 면모가 정신적이고 감정적이

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훈을 통한 반전이 잔혹성의 최대치에 놓인

다는 점에서 도둑맞은 가난 은 말하자면 중산층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도시 하층민

의 가난이 이러한 잔혹한 방식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극대화한다.

일반적으로 ‘가난’을 분명한 극복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의 밑바탕에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이 존재한다면, ‘나’는 이미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 ‘자발적 가난’을 하나의

‘품행’으로 삼고자 하며, 이 때문에 그녀에게 ‘가난’은 그 속에서 그녀가 홀로 설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분명히 발견하기 전까지 곱씹으며 견뎌야 할 “소명”(p.336)이

된다. 죽은 가족들에 대한 복수심이란 결국 가학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나’의 ‘앙심’

은 자기 스스로의 증명의지에 대한 욕망이다. ‘앙심’은 ‘원한을 품고 ‘기다리는 마음’

이라는 사전의 일반적인 정의를 참고할 때 복수심보다는 좀더 자기 내부로 향하는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즉 복수심이 미움의 정서를 바탕으로 자신이 받은 해악을 상

대에게 보복하려는 욕망이라 할 때294) 앙심은 보복의 욕망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상태와 좀더 연관된다고 판단된다. 이 소설에서 ‘가난’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표

상하는 인내심이 아니라 극기를 견뎌낼 ‘앙심’을 생산하는 것이다.

293) 이선미, 박완서 소설연구, 깊은샘, 2004. p.38~39.
294) Spinoza, Benedictus de, 에티카, 앞의 책. p.196/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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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소녀로 설정돼 있고, 온통 가학적인 감정들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자본

주의의 공포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반어법이자 ‘동화적 전략’이기도 하

다. 그런 점에서 ‘나’가 싸우는 진짜 대상은 자본주의의 통치성이 낳은 ‘가난’에 대

한 관념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사실 자본주의의 냉혹

한 질서에서 추락하여 죽음으로 달아났던 것임에도 ‘나’는 앙심 때문에 애써 그것을

허영심의 문제로 치부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실상 가족들이 “가난을 경멸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두려워”(p.323)했다는 것을 알며, 그녀 자신도 온종일 미싱으로

인형 옷을 박을 때면 “꼬마 나라에 유배되어 옷 짓는 노예 노릇”(p.323)을 하는 것

처럼 느낀다.

도둑맞은 가난 에는 ‘가난’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관점/태도가 존재한다. 상훈

처럼 ‘가난’을 궁핍한 생활상에 대한 호기심으로써 완전히 대상화하는 부자의 관점,

‘나’의 어머니처럼 ‘가난’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 극단적인 수치심을 갖는 것, 그리

고 ‘나’처럼 ‘가난’에 대한 “체면치레도 벗고”(p.327) 산동네사람들처럼 “개같이 벌어

서 정승같이” 살 수 있다고 ‘가난’을 받아들이는 태도 등이다.

이 중 어머니가 ‘가난’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극빈의 생활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중

산층의 귀속의식을 폐기하는 상황에 처한 아비투스의 갈등이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산동네 사람들 누구나 다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집단자살에까지 이른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계급 귀속의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존감의 문제로 봐

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가난’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한 푼이라도 벌어서 합심하면 살

수 있다고 어머니를 설득했던 ‘나’의 태도는 오히려 통치성이 인도하는 ‘품행’에 대

한 교과서적인 방식일 수 있다.

계급귀속의식(class identification)은 동일한 객관적 위치에서도 심리적으로

동일시하는 계급의 범주에 따라 주관적인 영향을 받는다.295) 사실 어머니의 허영

은 중산층의 그럴듯한 삶을 동경하면서 쩨쩨한 월급쟁이 생활로 인해 기반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거기에는 ‘출세’에 대한 사회

적 시선을 의식하는 어머니의 욕망이 가세했으나, 전세방을 빼서 두 오빠들의 대학

등록금과 ‘나’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마련한 데서 보듯 중산층의 삶에 대한 지향에

따르는 책임감도 존재했다. 이에 비해 빚 대신 재산을 몰수하는 와중에 전세방을

295)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pp.106~1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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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주면서 “네 자식들이 불쌍해서 베푸는 동정이라고”(p.326) 인격적 수모를 준

“어머니의 부자친구”(p.326)나, 곗돈은 저축하지 않고 뭘 했냐며 “고생을 해서 싸다

고”(p.326) 어머니를 다그치던 인형 옷 만드는 아줌마의 말들은 빈/부의 아비투스

의 차이가 낳은 가차 없는 사회적 시선을 반영한다.

심리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와 객관적 잣대의 이 차이에서 수치심이 발생

한다. 치욕이 우리가 타인에게 비난받는다고 표상하는 어떤 행동의 관념을 동반하

는 슬픔이라면, 수치란 치욕에 대한 공포 또는 두려움이다.296) 따라서 보증금도 없

이 월세 4천원짜리 산동네까지 오는 ‘몰락’ 끝에 선택한 자살은 비단 속물적인 자살

이라기보다는 중산층의 귀속의식이 통치성에 부합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극단적

인 대항품행일 수 있다.

사실 ‘나’의 어머니가 끝내 ‘가난’에 길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비투스에서 오는 간

단치 않은 문제이다. 산업화시대 소설에서 빈촌은 늘 악취를 풍기는 것으로 특징화

되는데, ‘냄새’의 감각은 그 공간과 연결된 인물에게 수치심을 부여한다. 산업화는

시각적인 감각의 자극과 연관되지만, ‘가난’은 가장 먼저 후각적인 감각이 정동에

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둑맞은 가난 에서 그것은 도시의 정비문제나 위생자체

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중위생의 공간적 위계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를 전제한 부끄

러움이다. 이 작품에서 빈촌의 후각적인 자극이 자아내는 부끄러움은 부자와 빈자

의 아비투스의 차이가 자아내는 괴리로 형상화됨으로써 주체에게 상처를 입힌다.

말하자면 도덕감정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인지되는 수치인 것이

다. 그럼에도 도둑맞은 가난 의 주인공인 ‘나’는 연탄가스와 음식냄새가 밴 옷가지

와 이부자리 냄새를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면 안 된다”(p.321)고 결심하며 그 냄

새에 길들여지고자 하지만, 이것은 한낱 위악적 앙심에 지나지 않는다.

도둑맞은 가난 이 빈자와 부자간의 아비투스의 차이를 통해 끊임없는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녀가 상훈과의 결합을 원하되 상훈의 입을 통해 사

랑을 승인을 받고 싶어한다는 측면에서 이 불안은 ‘사랑’의 불안이기도 한데, 스피

노자의 감정체계에서 ‘불안’은 슬픔이나 기쁨이 아니라 욕망에 관계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 상훈이 찌개에 든 멸치 대가리를 혐오한다든가 풀빵을 먹을

때 더러운 손이 닿지 않도록 종이로 감싸쥐는 등의 행동이 아니꼽다고 느끼면서 내

296) Spinoza, Benedictus de, 에티카, 앞의 책.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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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불안해한다.

그런데 이 ‘불안’의 진짜 속성은 자신이 애써 외면했던 자본주의의 냉혹함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나’는 상훈이 일하는 멕기공장의 폐병쟁이 동료가 퇴사당했다는 이

야기를 듣고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며 3만원이 든 공동통장을 내어주었

을 때, 정작 상훈이 통장에 들어있던 삼만 원을 몽땅 그에게 털어주고 왔다고 하자

격분 뒤에 강렬하게 잇따르는 불안을 감지한다.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래서 돈을 꺼냈다 넣었다, 이천원을 내놓을까,

삼천원을 내놓을까, 천원 상관으로 십 분도 넘어 괴로워하고 도와줄까 말까로 한

시간도 넘어 애타심과 이기심이 투쟁을 하는 그 뼈아픈 갈등을 전연 겪지 않고, 헌

신짝 버리듯 무심히 삼만여 원을 그냥 버렸던 것이다. 그걸 깨닫자 나는 오한처럼

오싹 기분 나쁜 불안감을 느꼈다.

“넌 뭐니, 넌 뭐야? 이 새끼야. 넌 부자니, 부자야?” (p.331/강조: 인용자)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분노’라고 하지 않고 ‘불안감’으로 규정한다. 결국 며칠 뒤

상훈이 사실 부잣집 대학생이고 가난을 공부삼아 경험하려고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전말을 알게 되자 ‘나’는 그제서야 “일사분란 나의 가난을 구성”(p.337)하고 있던

살림살이들에서 벌거벗은 가난의 형상을 본다.

“아버지가 기분좋아하시는 낌새를 타가지고 네 얘기를 했어. 이런저런 빈민굴의

비참한 실정을 말씀드리다가 대수롭지 않게 슬쩍 내비쳤지. 글쎄 하룻밤에 연탄 반

장을 애끼자고 체온을 나누기 위한 남자를 한 이불 속에 끌어들이는 여자애가 다

있더라고 말야. 물론 끌려들어간 남자가 나였단 소리는 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의

외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집에 데려다 잔심부름이라도 시키다가 쓸 만하면 어디

야학이라도 보내자고 하시잖아. 좋은 기회야. 이 기회에 이 끔찍한 생활을 청산해.

이건 끔찍할뿐더러 부끄러운 생활이야. 연탄을 애끼기 위해 남자를 끌어들이는 생

활을 너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p.336)

‘불안’의 원인이 밝혀지자, 그녀는 “분해서 이를 부드득” 갈며 곧 “절망”(p,338)을

느끼게 되는데, 절망이란 이 잔혹서사의 원점이자 귀결점이다. 소녀는 절망감위에

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오기로 출발했으나, 빈부의 장벽이 가하는 기만적인 술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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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좌절로 회귀하기 때문이다.

이 서사의 마지막 반전은 상훈에게로 초점화자가 변동하는 서술방식에서 극대화

된다. 여태까지는 ‘나’가 ‘가난’에 얽힌 자신의 얘기를 들려줌으로써 서술다이어그램

에서 정보의 흐름을 주도했다면 상훈의 입장으로 ‘이야기’의 관점이 전환됨으로써

잔혹성의 실체가 드러난다. 즉 달라진 초점화자의 ‘전경화’로 인해 하층민의 이야기

는 중산층 속물의 관점에서 본 하층민 세계의 양상으로 이질화된다.297) ‘나’가 ‘가

난’에 대해 지켜오던 신념들 즉 가난에 씩씩하게 맞서고, 나보다 처지가 어려운 이

웃은 도와야 한다는 것들이 가난뱅이들간의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상훈이

말할 때 ｢도둑맞은 가난｣의 잔혹성은 극에 달한다. 상훈이 갚으려고 들고 온 돈 3
만원으로 인해 ‘나’가 불우이웃에 대한 도덕적인 상식에서 품었던 동정심마저 시험

당하고, 도덕감정조차 대상화되기 때문이다.

이 마직막 순간의 절망감은 ‘가난’을 공유하고 있다는 동질성이 배신당함으로써

그동안 자신이 ‘가난’에 대해 경멸을 받아왔음을 깨닫는 수치심과 절대로 벗어날 길

없는 ‘가난’의 속성을 ‘위에서’ 꿰뚫고 있는 자의 심술을 한꺼번에 인지한 데서 오는

복합적인 감정이다. 상훈의 입장에서는, 연민이 남의 불행이 주체에게 가한 ‘언짢음’

이고 반대로 심술이 즐거움이라면298) ‘가난’은 이 감정들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섞어놓는 기제가 된다.

도둑맞은 가난 이 소녀에게 가해진 잔혹서사라면, 어느 시시한 사내 (세대
1974.5)는 성인 남성에게 가해진 잔혹서사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도둑맞은 가

난 이 중산층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가난’의 원인으로 다룬다면,

어느 시시한 사내 이야기 는 자본가에게 요구된 품행 즉 “돈을 조금 주고 일을 많

이 시키는 기술에 대해 익히 알고는 있었으나, 그 일을 내가 직접 행해야 한다는

데 당해서는 전전긍긍”(p.203)하는, 속물근성에 대한 타고난 염증을 지닌 선량한

297) Stockwell, Peter, 인지시학개론, 앞의 책. p.36 참고.
298) Hume, David, 정념에 관하여, 앞의 책. pp.128~130. 연민과 심술은 자신이 대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상력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감을 직접 응시하고 그 소

감에 깊이 몰입되면, 우리는 비탄 또는 슬픔의 정념을 감지하게 된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소감을 우리 자신의 소감과 비교하면, 우리의 근원적 감각과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감각을 느

낀다. 즉 다른 사람의 비탄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서 비탄을 느낀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이한 원리에서 발생한 동일한 욕구인 연민·자비·심술·분노 따위의

다른 정념들과 뒤섞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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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의 이야기이다.

어느 시시한 사내 의 ‘나’는 거듭되는 사업실패로 공장규모와 집안 살림이 점차

줄면서 산동네까지 밀려온다. ‘나’는 자본가에게 요구된 ‘상식적’ 품행에 나름대로의

저항을 해 온 셈이지만, 그것은 적극적인 대항품행의 모색이었다기보다 “생존경쟁

에 맞서기보다는 피하기를 일삼던”(p.206) 데서 오는 감정적 회피였음을 인지하고

괴로움을 겪는 중이다. 왜냐 하면 생존경쟁에서의 진정한 해방감을 만끽하기 위해

아내 몰래 정관수술을 감행한 이후 세 살짜리 아이를 급성 감염으로 잃고, 그 한

달 후 여섯 살짜리 맏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게 되자 그 충격으로 아내가 유산하는

불행을 잇달아 겪었기 때문이다. 그는 연이은 불행에 대해 아이들에게 “복

수”(p.205)를 당한 셈이라고 자학하면서 가까스로 “비통”(p.206)을 견뎌 오고 있

다. 그 때문인지 그는 언젠가부터 자신이 ‘멀미’라고 표현한 정신적인 증상에 시달

린다.

그리고 이 산동네에서 ‘나’는 자신의 집 담을 쌓은 축대를 공유하고 있는 삼층집

주인 김복록을 만난다. 김복록이 고급주택지인 C동과 판잣집 빈민촌의 경계지점에

다 삼층집을 짓고 남향으로는 부촌을 싸고 있는 풍광을 즐기면서 북창으로는 산동

네의 빈궁을 구경하는 것을 즐기는 속물이라는 점은 ‘나’에게 탐욕과 악의가 한 뿌

리임을 알려준다. 김복록이야말로 무식한 사람으로 운수가 좋아 땅장사로 치부를

했을 뿐임에도 줄곧 산동네 가난뱅이들의 무지를 이용하여 호령을 하면서 “부자로

서의 여러 쾌감 중 특히 이런 쾌감”(p.213)을 특히 즐겨왔다는 사실에 ‘나’는 분노

를 느낌과 동시에 비로소 자신의 멀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사업을 하려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어려운 일은, 돈을 조금 주고 일은 많이 시

키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었다. 세리와의 간교한 ‘쇼부’, 관료에의 아첨, 수지맞는

일이라면 염치불구하고 송사리의 분야까지 넘보는 대자본의 파렴치한 촉수, 동업자

간의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경쟁,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심한 멀미, 신선한 외기로

뛰어내리지 않고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느글느글한 멀미가 되어 나에게 작용했

다.(pp.203~204)

‘나’는 조작된 땅 열 평으로 주변의 가난뱅이들을 골탕먹이던 김복록에게 논리로

써 응수함으로써 통쾌하고 복수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는 그 멀미로부터 “도피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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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굴종”(p.225)하지 않고 맞설 용기를 갖는다. 멀미의 실체를 인식했기 때문에 대

결 상대 또한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죽은 아이들을 생각할 때 심장이 아픈 것과

똑같은 아픔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비싼

장난감을 곱게 가지고 놀 것을 강요한 아버지의 강압에서 비롯됐다. 자라면서 ‘돈’

을 모으는 데로 모든 정신적 태도를 봉쇄한 아버지의 교육방식이 사업을 물려 줄

때도 ‘돈은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기술’을 전수시킨 것이었고 ‘나’는 그것들에

서 환멸을 느낀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통해 물질주의적 과시에 동반하는

‘속물적’ 근검, 돈에 대한 강박이 낳은 도덕감정의 상실이 ‘자수성가’의 표상임이 드

러난다. 그 악착스러움이 끼친 악영향이 지금껏 자신이 비겁하게 숨는 기질을 낳았

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인생에 절망하는 한이 있더라도”(p.226) 옳지 못하면서

당당하게 군림하는 것들의 비밀인 탐욕과 악의의 허구와 허약을 노출시키겠다고 결

심한다.

어느 시시한 사내 이야기 의 ‘나’가 ‘시시하다’면 그것은 ‘성공’에 대한 욕망이나

성취감을 통해 표출되는 강한 남성성이 발견되지 않는 데 대한 반어법에서일 것이

다. 생존경쟁에 대한 활력을 잃은 ‘시시한 사내’의 감정적 극복과정을 속물사회를

이겨나갈 정신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자발적 가난’을 감당할 수

있는 감정적 장력이야말로 속물사회에 대응하는 대항품행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완서가 주인공에게 ‘가난’을 잔혹하게 부여하는 방식은 오만과 몽상 (한국문
학, 1979.12~1982.3 연재)299)이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한국일보,
1982.1.5.~1983.1.15. 연재) 같은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장편 연재소설에서도

드러난다. 오만과 몽상 은 도둑맞은 가난 에서처럼 ‘가난’을 체험하는 부잣집 아

들의 모티프가 핵심적인 서사적 장치이다. 오만과 몽상 에서 가난의 잔혹성이 겨

냥한 것 역시 남상이와 영자 같은 “밑바닥 가난”(p.86)에 놓인 “바닥가난뱅

이”(p.147)들이다. 부잣집 아들 현은 도둑맞은 가난 에서의 상훈처럼 ‘가난’을 체

험하는 동안 끝내 ‘가난’의 아비투스에 적응할 수도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도

없었는데, 자신이 영자들이 겪는 가난을 똑같이 겪으면서도 “신분의 차이”(p.129)

로 인해 서로 몸담고 있는 가난이 다르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팔자라는 체념없

299) 인용은 박완서, 오만과 몽상, 한국문화사, 1982에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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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저히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을 게 못되는 게 가난”(p.131)이라는 현의 생각

은 ‘가난’에 대한 빈/부의 카테고리가 신분적인 질서로 공고히 자리잡고 있음을 말

해준다. 따라서 자신을 가난한 고학생으로 여기고 베푸는 영자의 진심어린 연민조

차 “인정”이 아니라 “가난의 속성의 하나인 상호의존성”(p.120)일 뿐이라고 감정적

유대를 애써 부인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현이 자수성가를 몸소 실천해 보인 것은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의 경력에 더해질 ‘잠재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도둑맞은 가난 의 상훈처럼 현이 속류궁핍화론을 따르는 것은 아

니지만 오히려 빈자를 형식적으로나마 도우려고 했던 상훈보다 ‘가난’을 더 대상화

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실상 현을 움직이는 것은 ‘가난정동’이 아니라 자기 속에 존재하는 남상이라는 가

난한 친구의 타자성이다. 극빈이 자수성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보

임으로써 친일경력의 “돼지피”(p.45)가 가져다 준 치부의 치욕에서 다소간 자유로

워질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싶은 것이다.

박완서의 소설에서 남의 도움 없이 ‘가난’을 딛고 혼자 성공한다는 자수성가의 모

티프는 그것이 개발주의의 통치성이 낳은 허상이라는 점을 말한다. 다친 공원을 가

족처럼 돌본다는 사회미담자체도 통치성이 인도하는 ‘품행’의 형식적인 실천에 그치

지만 그것을 기만적으로 전유함으로써 그 여공을 교묘하게 내쫓는 남상이네 사장의

비정함은 “소(小)에 구애되어 대(大)를 그르칠 수야 없지 않은가. 난 이래봬도 자

수성가한 사람일세”(p.189)라고 말하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거기엔 자수성가

의 이력에 대해 일말의 존경을 바라는 욕구도 비치지만, 그 때문에 역겨움을 유발

한다. 오만과 몽상 에서 나사장과 유사한 공장주들의 치부란 생산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자재를 사재기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의

허구성이 곧 ‘자수성가’한 중산층을 통해 드러난다.

오만과 몽상 의 ‘가난정동’은 남상이가 사는 철거민촌의 비참한 생활상에서 잘

드러난다. “원망은커녕 차라리 무릎을 꺾고 용서를 빌고 싶을 만큼 그의 가난과 그

의 이웃의 가난은 죄책감”(p.181)을 동반하는 슬픔으로 그려진다. ‘가난’의 고통은

결국 남상이를 나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동조하는 데까지 이르는 ‘나쁜’ ‘이행’으

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나 남상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덕’이 부와는 멀고 가

난과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영자를 통해 깨닫게 된다. 가난에 대한 부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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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덕의 필요성을 깨닫는 데서 오는 도덕감정으로서의 부끄러움으로 전환되는 것

이다. 현 역시 재봉틀 기름으로 소모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도우는 것뿐이라고 했

던 영자의 배려심과 연민의 진실함에 마음을 열게 되는데, 그 계기가 영자의 죽음

이라는 점은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 오

목이가 그녀를 잔혹한 운명에 처하게 한 주변사람들에게 연민의 윤리를 깨닫게 만

드는 것과 유사한 설정이다. 결국 ‘가난정동’에 깔린 연민의 슬픔이 공동체의 도덕

률로 승인되는 과정이 곧 도둑맞은 가난 에서 오만과 몽상 으로의 발전과정인 것

이다.

결과적으로 이 잔혹서사들은 자본주의 세계의 환멸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났을

때의 인물들의 감정적인 상태와 변화를 통해 윤리를 모색하는 한 방편이라는 점에

서 박완서 문학에서 하나의 뚜렷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5.1.3. ‘집’에 대한 중산층의 아비투스와 불안

1968년의 시점에서 사회계층의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수입과 학력보다 ‘재산’

이었다.300) 해당 조사를 참고할 때 중산층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중간에

위치하며 구중간계급과 신중간계급으로 나뉘는데, 신중간계급의 경우 소자본을 소

유한 고용주가 상(上)중산층이라면 화이트칼라 봉급생활자는 그 아래에 위치한 하

(下)중산층으로 분류된다.301) 이러한 경제적 관념은 ‘재산’축적을 감정적으로 전유

하는 ‘가난정동’의 특수성을 낳았다. 자유주의적 통치성에 포박된 주체들에게 재산

은 대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월급쟁

이’라는 단어에 깃든 약간은 (자기)비하적인 뉘앙스는 ‘재산’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에서 기인한다. ‘중산층 속물’은 이러한 상대적 가난의 형상 속에서 탄생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중산층’의 ‘가난정동’은 무엇보다 집에 대한 욕망의 문제와 연관된

다. ‘집’이 곧 중산층다운 삶을 표상하는 아비투스의 장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중

300) 김영모, 한국사회계층연구, 일조각, 1982. p.392. 한편 10년 뒤인 1977년 조사에서 계

층평가의 가장 안정적인 기준은 직업에 따른 수입으로 이동한다. p.378.

301) 김영모, 한국사회계층연구, 위의 책. pp.370~4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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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층’이 주류계층이자 확대일로에 있었다는 점에서 당대 중산층의 아비투스는 ‘문화

인’이나 ‘교양’의 개념과 가장 많이 결합하면서 통치성이 요구하는 ‘품행’을 체질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이 가시적인 부동산으로서

의 ‘집’이다.

서글픈 순방 (주간조선, 1975. 6)302)에서 중산층의 삶을 동경하는 쪽은 아내

가 아니라 남편이다. 그는 “아름다운 집”(p.347)을 선호하며, 회사 동료들이 ‘처덕’

보는 것을 부러워한다. 아내인 ‘나’는 남편이 가난한 친정을 경멸하는듯한 시선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속물적 욕망을 이해하고 동조해준다. 왜냐 하

면 문간방 셋방살이는 안집의 식모에게까지도 “상전이 행랑아범 어멈 부려먹듯이”

“비참한 꼴”(p.341)을 당하기 일쑤였던 것이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이해는 중산층

의 반열에 들지 못한 소시민 가정의 빠듯한 생활이 가족내부의 연민으로 고착화되

는 것을 보여준다.

윤흥길의 그믐밤 (문예중앙, 1978, 봄)303)에서도 부부간의 연민이 ‘가난’의

경험을 공유한 공통감각에서 비롯된 정동임을 보여준다.

만원 버스를 타려고 허둥지둥 집을 나서는 그이의 굽은 어깨와 안짱다리 걸음걸

이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자니까 문든 슬픔에 가까운 어떤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오르

더군요. 저 자신이 그이의 아내가 아닌 성싶어지는 거예요. 아내라기보다는 손위 누

이나 어머니에 가까운 그런 기분이 갑자기 들지 않겠어요.(p.127)

이들 부부는 “결혼 이후 줄곧 가난과 싸우고 인플레와 경쟁해 가면서 그야말로

쟁취하다시피”(p.123) 꼬박 6년만에 집을 장만했다. 이로 인해 부부는 자기네 대문

을 누르는 부저소리에 대한 강박과 지워도 지워도 날마다 대문에 써지는 <3BA>라

는 숫자에 대한 강박에 시달린다.

집을 장만하거나 집을 옮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산층 소시민의 이야기는 대

개는 지독한 근검절약을 통해 ‘가난’을 겪은 ‘기억 서사’에 대한 연민을 품고 있다.

서글픈 순방 에서도 부부는 “삼 년 동안이나 먹을 것 입을 것을 이를 악물고 줄여

302) 인용은 박완서, 어떤 나들이, 문학동네, 2001에서 가져 옴.
303) 인용은 윤흥길,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앞의 책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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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은 적금 오십만원을 타게”(p.341)되자 문간방의 전셋돈 사십만원에 그 돈을

합쳐 좀더 조건이 좋은 셋방을 구하러 나선다. 그러나 이들이 맞닥뜨린 것은 주인

집 가정의 이기심과 지나친 간섭이다. 그녀들은 하나같이 아이가 딸리지 않아야 된

다는 것을 세를 주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산층 가정의 주택에 대한 판타지는 ‘위생’의 관념과 결탁하여 폭력

적인 심성을 생산한다. ‘나’는 어떤 집주인으로부터 아이는 집장만부터 하고 낳았어

야 했다는 말을 들을 때 “수치심으로 온몸이 불화로처럼”(p.346) 달아오르는 감정

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셋방살이의 ‘서러움’에 수반되는 ‘품행’을 어긴 데 대한

조롱과 경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셋방살이의 조건으로 “어린애가 생기면 방은 당장

옮기실 각오하셔야 돼요”(p.348)라고 별 자의식 없이 쉽게 말할 수 있는 중산층의

의식이 이미 보편적인 ‘권력’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이 권력이 주인집

여자의 개별성이 아니라 중산층의 판타지로부터 재생산된다는 사실이다. 서글픈

순방 에 나오듯 마당에 잔디가 깔리고 디딤돌이 놓인 정원과 이 정원을 망가뜨릴

아이가 없음으로 해서 유지될 수 있는 ‘아름다운 집’에 대한 욕망은 사회적으로 승

인된 중산층의 권리로 용인된다. 여기서 평등한 사람 상호간의 배려와 예의는 다만

중산층의 아비투스를 훼손하지 않는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작동하게 된다. 그것은

‘품행’의 일방성이기도 하며 따라서 차별의 심리적 폭력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

도 불구하고 ‘나’의 남편이 그러한 ‘아름다운 집’에 살고 싶어 한다는 데 있다.

제3한강교 건너의 영동 신시가지의 부동산 소개소들을 돌 때 고급승용차와 “교양

도 돈도 있어 뵈는 귀부인들”이 뿜는 “이해할 수 없는 열기와 생기”에서 괜한

“겁”(p.343)을 느꼈다는 것은, 중산층의 활력에서 오는 에너지가 곧 시대의 주류적

인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자신은 거기서 밀려나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에서 온 소

심함이다. 이 소심함은 이들이 주류적 ‘품행’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절망감으로

변한다. 탐나는 집을 발견하자 남편은 당장 계약할 때는 아이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아이는 이삿날 데려오면 되지 않겠냐고 ‘나’를 안심시키지만 사회적 위계를

엎을 만한 대항품행은 결국 행사되지 못한다. 이사 후에도 친정엄마집에 맡긴 생후

1년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고 나날이 가는 것이다. 이 간극에서 ‘나’

가 “가슴이 막히는 듯한 절망감”(p.349)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

니다. 가난은 불안과 소심을 유발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의지에 복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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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예속 때문에 거기에서 결핍과 모욕이 새로이 파생하기 때문이다.304) ‘나’는

모욕감조차 겉으로 드러낼 수 없어서 서러움으로 울음을 놓지만, 아이를 떼놓고 온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 외식과 쇼핑을 즐긴 척 하는 중산층의 판타지에 스스로를 복

속시킴으로써 ‘품행’을 뛰어넘지 못한다.

영아를 떼어놓고 집에 오면서 남편은 내내 나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굴었다.

우리는 일요일날 외식과 쇼핑을 즐긴 행복한 한 쌍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마루

에선 안집 두 내외가 어린 딸을 하나씩 무릎에 앉히고 저녁을 먹고 있었다. …(중

략)…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왈칵왈칵 넘쳤다. …(중략)… 나는 웩웩 울었다. 엉엉 울

줄도 몰라 웩웩 울었다. 저런 더러운 남자가 내 남편이란 설움을 그렇게 울음 울

수밖에 없었다.(pp.350~351)

1970년대에 집은 삶의 거주지일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에 적응하여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것이며, 따라서 신분계층의 상징이 되었다. 김병익은 70년대 작가들이 유

난히 ‘집’에 대에 관심을 두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집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추적시킨다”305)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호화주택>이란 말이 일

으키는 연상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와우아파트로부터 잠보아파트, 바라크에서

도둑촌의 대저택에 이르는 갖가지 용어들이” 당대에 큰 비중을 차지해가고 있었다

는 사실은 비단 중산층만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집’이라는 부동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귀부인들이 앉아 있는 부동산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겁난다는 것은 중산층을 기다리는 화려한 ‘호화주택’이 거래되는 그곳이 단순한 공

간이 아니라 ‘멈칫함’의 정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장소라는 의미이다.

‘집’은 그런 의미에서 ‘집장만’에 따르는 고통과 불안, 경쟁심 등을 보상할 사회적

시선과 그것을 선망하게 만드는 통치성의 장치들의 총합이다. 닮은 방들 (월간중
앙, 1974.6)306)은 오로지 집을 장만하기 위한 저축 차원에서 7년간의 친정살이

끝에 겨우 독립을 하는 마당에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하다가

아파트로 이사 온 젊은 주부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아파트라는 공간이 막상 누구나

304) Hume, David, 정념에 관하여, 앞의 책. p.64.
305) 김병익, 상황과 상상력, 앞의 책. pp.62~63.
306) 인용은 박완서, 어떤 나들이, 앞의 책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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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평수와 똑같은 구조, 똑같은 인테리어와 먹는 것까지 비슷한 식탁 등이 주

는 갑갑함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어느 날 옆집 철이엄마가 남다른 활

력을 갖게 된 것에 궁금증을 느낀다. 알고 보니 철이엄마는 주택복권을 샀다는 것

인데, ‘나’는 그것을 ‘닮은 방들’로부터 달아날 가능성이 그녀를 생기있게 변모시켰

다고 이해한다. 덩달아 자신도 복권을 샀지만 서로 “뜻하지 않은 불안으로 안절부

절”(p.239) 하는 “고통”(p.239)을 느낀다.

경쟁심리가 자아낸 불안은 여인들 (세계의 문학, 1977.6)307)에 나오듯 토끼
와 거북이의 경주 속에 놓인 자신을 의식하는 데서 오는 구속감과 더불어 승리감보

다는 “열패감”에 가까운 감정이되, “내 속에서 우러난 일시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동안 줄창 걸머져야 할 운명같이”(p.232) 여겨지는 속성을 지

니고 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은 자유주의적 삶의 일반적인 속성으로서가 아니라 비

교와 경쟁심리에서 탄생하는 것으로 제시된다는 점이 1970년대적이라고 할 수 있

다. ‘유동성’의 가능성들이 그것을 부추긴다고 판단되지만, 그 가능성들이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몇 년씩 긴축과 저축을 하면서, 닮은 방들 에서처럼 삶의 생동감이

나 부드러운 성정을 희생당하거나 어떤 나들이 (월간문학, 1971.9)에서처럼 ‘콩
나물국과 두부찌개’의 수준에 갇힘으로써만 간신히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술에 의존

해서 견딘다거나( 어떤 나들이 ) 옆집 남자의 침대에 들어가면서도 도덕적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경계를 초월한 연민( 닮은 방들 )의 ‘아픔’을 (재)생산한다.

사실 ‘중산층’의 ‘집’의 표상은 앞서 살핀 서글픈 순방 의 남편이 바랐듯 전세방

일지언정 차임벨이 따로 달리고 주인집에 전화가 놓인 양옥이나 최인호의 순례자

(현대문학, 1969)308)에 나오듯 정원이 있고 타일이 깔린 목욕탕을 갖춘 중산층

다운 편리와 ‘낭만’을 누릴 집이다. 그런 점에서 순례자 는 ‘낭만’에 대한 욕망의

최대한의 상승과 하강을 다룬다. 그 때문에 순례자 는 밝은 정동이 지배적이다.

변호사였던 가장이 고인이 된 후 십오륙 년을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줄

여가며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고 이번에는 딸의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고 새로 집을 구하고자 하는 이 가족은 ‘한 장 반’(백오십 만원)의 분수에

맞는 양옥을 찾기 위해 변두리 동네인 수유리를 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

307) 인용은 박완서, 조그만 체험기, 문학동네, 2001에서 가져 옴.
308) 인용은 최인호, 타인의 방, 앞의 책에서 가져 옴.



148    19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

에는 아래와 같은 구상도를 그리고 있다.

‘두 장’에서 문간방과 건넌방의 전셋돈, 복덩방비와 잡비를 제외하고 남은 ‘한 장

반’의 우수리도, 아예 뚝 떨어진 교외에 싼 값으로 아담한 집을 사고, 나머지 돈으

로는 우리가 기껏 집 팔아 공부해서 얻은, 무형의 재산인 ‘문화인’답게 텔레비전도

놓고, 전화도 놓고, 막내동생 전축과 재즈 판, 나의 소원인 아담한 내 서재와 맘껏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독방, 그리고 은밀한 눈빛으로 책상 위를 비추는 갓 스탠드,

이런 것도 장만해놓자고 우리들은 결의했다.(p.73)

서술자 ‘나’는 집을 구하기 위해 나선 자신들을 “가난한 두 모자”(p.74)로 지칭하

는데 정작 가난한 동네에는 자신들의 욕망에 부합하는 집이 없을뿐더러 그나마 비

탈길에서 값이 맞는 번듯한 양옥을 찾았다고 생각했으나, 6·25때의 무덤자리에 지

어서 불행이 드는 흉가라는 동네 사람의 말에 포기를 한다. 꿈꾸었던 욕망의 하강

길에서 ‘나’와 어머니는 소나기를 만나는데, 체기에 질린 어머니를 업고 버스종점까

지 달리는 동안 ‘나’는 “공연한 분노”(p.88)가 차오르는 것을 느낀다.

물론 소나기가 갠 뒤 눈에 들어오는 장미원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두 사람은

웃음을 회복하지만, 한껏 낭만을 기대했다가 수유리로 버스가 접어들자 그 퇴락함

에 짜증이 나고 결국 집을 구하지 못한 데 대해 ‘나’가 공연한 분노를 느낀 것은 자

신들이 경제적으로 도태되고 있는 동안 “약삭빠른 사람들이 빨리빨리 승진하고, 빨

리빨리 돈을 벌고, 그리고 우리를 껄껄거리며 내려다보고 있”(p.80)다는 조급증 때

문이다. 서글픈 순방 에서도 남편이 비슷한 말을 한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

어. 사람들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잘 살게 되거든. 젠장. 우리만 빼놓고 말

야.”(p.339) 이러한 조급증은 위생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사는 것이 ‘가난’의

반대편 삶이라는 인식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설들에서 ‘집’이 중산층의 아비투스를 실천하는 기제라면 흑과부 (신동아
, 1977.2)309)는 ‘집’과 ‘가난’에 대한 중산층의 시선을 교정한다. 흑과부는 평범한
주택가에서 가가호호 방문행상을 주업으로 하면서 집안일로 “날품팔이”를 겸하는 억

척스러운 인물이다. 소설의 결말에서 중산층 여성인 ‘나’는 흑과부의 ‘가난’이 어떤

것인가를 성찰하게 되면서 “광 속의 연탄과 연탄보일러로 물이 데워지는 작은 욕실

309) 인용은 박완서, 조그만 체험기, 앞의 책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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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집 속에 안주한 나의 안일한 소시민성에”(p.134) 쇠망치를 맞은 듯한 충격

을 느끼게 된다.

‘나’를 포함해 동네 여자들은 흑과부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억척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은근히 업신여기면서 그녀가 넉살좋게 강매하는 과

일이나 야채를 사주고 그녀에게 날품팔이로 집안일을 맡기는 것을 빈자에 대한 연

민으로 자부한다. 그 연민은 자신들도 “과히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는데도, 여자가

아줌마같이 될 수도 있다는 걸로 아줌마의 가난은 내 이해를 초월한 흉측한 악

몽”(p.122)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가난’의 이질적인 속성에 대한 ‘오해’에 기인

한다. 흑과부의 억척스러움은 “보통 인간의 희로애락과는 전혀 다른 감정세계를 가

진 괴물 같은 느낌”(p.124)을 줄 정도로 이질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흑과부에 대한 동네 여자들의 오해는 흑과부네가 살던 산동네 판자촌이 철거되

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얻어 따냈다는 사실에서보다, 흑과부가 입주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극빈자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배신감”(p.128)에서 극에 달한

다. 흑과부와의 거래를 “크나큰 자선으로”(p.128)알고 있었던 동네 여자들은 불매

운동을 하기로 모의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흑과부의 음식맛과 집안일 솜씨가

아쉬워진다. ‘나’역시 동네여자들처럼 다시 흑과부를 불러오라고 아이를 보냈는데

흑과부가 엉엉 울고 있더라는 얘기를 듣고 속사정을 알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나’가

알게 되는 것은 흑과부에게 자신들이 입힌 ‘오해’들이야말로 속물적인 상상력이었다

는 사실이다.

아니 그게 어떻게 장만한 내 집이라고 팔아요. 그거 장만하느라고 겪은 고역을

다 주워섬기면 아마 얘기책 수십 권이라도 모자랄 건데. 어찌 됐든 내 자식새끼들

만은 제대로 된 집 같은 집에 한 번 살아보게 하려고 내가 한번 결심 세우고 나서,

이를 악물고, 뼛골이 빠지고, 피눈물 흘린 건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장만한 내 집을

누구 맘대로 팔아요?(p.131)

흑과부가 폐병말기의 남편과 아이들을 홀로 부양하면서 그 고통을 오롯이 혼자

서 감당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자신들의 속물성을 반성한다. 이때의 속물성이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방식 즉 극빈자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인간

적인 예의와 체면을 무시하고 그저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만 한다고 생각했던 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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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각이다. 정작 극빈의 ‘가난’을 이질적으로만 알고 있는 ‘가난’의 타자들로서 자

신들은 파악할 길 없는 흑과부의 감정이란 외양과는 달리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적인 것이고 다만 ‘가난’을 홀로 이겨내면서 겪은 흑과부의 감정적 깊이가 자신

들의 감정 경험을 초월하는 것임을 깨달음으로써 자기반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역

설적으로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중산층 주부의 ‘가난/극복’에 대한 공포감이다.

가난이란 그녀가 혼자서 감당하고 싸워나가기엔 얼마나 거대하고 공포로운 악

(惡)이었을까? 혼자서라니!(p.134)

5.1.4. ‘속물’의 아비투스와 ‘중산층’

한국사회가 경험한 불균등과 불평등이 사회적 유동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310) 계층상승의 구체적 실현 경험들에 가려진 심리적 진

입장벽들의 길항역시 상승했으리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이 길항들은 한편으로는

본래 ‘위계’의 속성에 속하는 배제나 천시 같은 아비투스의 실천감각을 요소요소에

서 생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류층을 ‘속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끊임없

이 대입해 보는 성찰적 기제로 작동한다.

그동안 1970년대 중산층의 계급의식은 컬러 TV와 냉장고, 양옥집으로 표상되는

현대적 문화생활에 대한 욕망으로 구조화되어 왔다.311) 그러나 중산층의 욕망을

물질적인 것으로 치환할 경우 자연스럽게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재구성하는 양상으

로 이르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양옥집은 소유욕

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기는 하지만 욕망의 실현 유무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그 욕망을 낳은 ‘가난정동’과 ‘집’에 대한 사회적 취향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여타

의 감정들이 중심이 된다. 이런 점에서 당대 사회가 소비의 감각 혹은 관념 및 교

310) 황병주, 유신체제기 평등-불평등의 문제설정과 자유주의 , 역사문제연구 29, 역사문제
연구소, 2013.4 참조.

311) 김은하, 중산층 가정소설과 불안의 상상력: 강신재의 장편 연재소설을 대상으로 , 대중
서사연구22호, 2009, 김예림, 1960년대 중후반 개발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 현대문학의 연구32호, 2007, 백지혜,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도시 중산층
의 모습 고찰 , 한성어문학회, 2004, 정혜경, 1970년대 박완서 장편소설에 나타난 양옥
집 표상 , 대중서사연구25호, 20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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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대한 관념상의 진폭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삶의 수준

과 취향의 차이가 생성하는 구체적인 감정은 곧잘 태도의 문제로 전환되며 늘어나

는 속물지배에 대한 주인공의 혼란을 통해 비판적 성찰을 유도한다.

실제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밝힌 어떤 가장은 아등바등 살아가는 생활의 한계

로 공납금 인상을 반대하는 가족데모를 기획하기도 한다.312) 요컨대 ‘중산층 의식’

이란 객관적으로 구조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귀속의식이

중산층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실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당대만 해도 계급귀속의식은

스스로의 생활기반보다는 부모의 신분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313) 또한 ‘중산층’은

계급의식보다는 계층의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산층’은 소비대중을 포괄적

으로 일컫는 느슨한 범주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계급에 대한 인식은 자발적으로

발생한다는 환상과는 반대로 오인(誤認)méconnaissance인 동시에 머릿속에서 성

립되는 질서의 승인reconnaissance에 의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한

다.314)

앞 절에서 살핀 대로 1970년대 소설에서 중산층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따른 불안을 늘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불안은 중산층의 의식을 유동하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부상한다. 그런데 그 불안들은 ‘부자’가 생산하는 아비투스에서

소외됨으로써 새로운 감정을 생산한다. 사회구조와 개인의 행위(‘실천’) 사이의 인

식론적 단절을 극복하는 매개적 메커니즘이 아비투스habitus라 할 때315), 70년대

소설에서 중산층 여성들은 이 단절의 계기들 속에 놓여있을 뿐이다. 즉 감정이 감

정을 낳는 형국인데, 이 감정들은 혐오, 고통, 공포, 절망, 안도, 기쁨 등의 직접정

념을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깨달아지는 메타적 감정들인 긍지, 연민, 부끄러움,

앙심 같은 간접정념을 통해 윤리적인 감정에 도달해간다.

312) 일간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광주 시내에서 배목사 일가(47)가 노모와 부인 및 자녀 6

남매와 함께 '올라가는 물가고에 서민은 운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공납금 인상에 반대하는

이색가족데모를 벌이다 연행되었다. 배목사는 경찰조사에서 자기는 중산층에 속하는데 교육

비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데모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색가족데모>, 동아일보 1974.

10.24.

313) 김영모, 한국사회계층연구, 앞의 책. pp.370~413 참고.
314) Bourdieu, Pierre, 구별짓기上, 새물결, 2006. p.314.
315) Bourdieu, Pierre, 위의 책. p.13.



152    19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

세모 (여성동아,1971.4)는 박완서가 처음으로 발표한 단편소설이라는 점에

서, 경험적 진실이 배어있다. 세모 에는 ‘가난’에서 벗어난 자의 ‘기쁨’과 ‘자랑’ 같

은 밝음의 정념이 넘쳐난다. 그것은 남편과 백화점 쇼핑 중에 다방에 앉아 남편의

턱 밑에서 아이처럼 천진스럽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부터 은밀히 돈 가진 자의 기쁨

을 느끼는 “유열(愉悅)”(p.10)에 이르기까지 ‘가난’을 벗어난 안도감을 스스로 확인

하는 기쁨의 갖가지 유형으로 제시된다. 이 기쁨은 막내로 태어난 아들 인수에 대

한 “가슴이 저릴 만큼 절실”(p.14)한 애정으로 전이된다. 찢어지는 가난을 벗어난

데 대한 보상심리로써 막내 인수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는 욕망은 ‘가난’으

로는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새라는 사회적 한계를 인수에게는 경험시키고 싶

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나’는 인수네 사립학교의 수업참관일에 참석은 했

지만 담임을 둘러싼 자모들 틈에 끼지도 못하고 짚으로 싼 장미꽃덤불에 숨어서 울

게 된다.

하루 동안의 오후에 벌어진 ‘기쁨’에서 ‘슬픔’으로의 감정의 극단적인 전환은 부자

들의 아비투스를 익히지 못한 데서 오는 모멸감에서 비롯한다. 거기에는 무엇보다

갑작스럽게 번 돈으로 쉽게 가셔지지 않는 계층간 아비투스의 괴리와 소외감이 깊

이 작용한다. ‘나’는 딸들의 학교에서 대의원들이 하는 것을 본 양으로 으레 돈을

추렴하려니 생각하고 틈을 보고 있었으나 “개인 플레이“(p.24)를 한다는 쌀쌀맞은

반응에 당황한다. 그래서 수치심을 감당하면서 남들 눈에 안 띄게 숨어서 돈봉투를

마련하는 와중에 다른 학부모들이 선생님과 자가용에 나눠 타고 가는 것을 발견했

지만 낄 엄두를 내지 못 냈던 것이다. 거기에는 밍크목도리의 화려함, 피아노 레슨

과 ‘절대음감’,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운전기사, 영어회화 마스터 같은 어휘가 만드

는 “엄청난 이야기”(p.26)들에 동참할 수 없었던 소외감이 전제한다.

‘나’의 의식이란, 참담하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난 은밀한 ‘유열’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가난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시킨

것 역시 “철두철미한 이악한 장사꾼”(p.13)의 수완을 보이는 남편에 대한 믿음직스

러움의 차원에 놓인 것이었다.

“가난했던 게 바로 일 년 전쯤인데 아니, 아주 형편이 핀 건 바로 올 가을쯤부

터인데 어쩌면 가난은 그렇게 멀고 구질구질한 것일까.”(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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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소설에서 이제 겨우 중산층에 진입한 불안정한 계층은 ‘가난’을 벗어났다

는 안도감 저변에 거의 예외 없이 ‘가난’에 대한 공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제시된

다. 스피노자는 공포를 어느 정도 의심하는 미래 또는 과거의 사물의 관념에서 생

기는 비연속적인 슬픔이라고 정의한다.316) 불안이 근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데서

비롯하는 감정이라면 공포는 이미 경험해 본 대상이 가하는 고통을 상상하는 데서

온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역시 빚에 쪼들려 변두리 초가집으로 이사했던 을씨

년스러운 풍경이나 회비니 수업료를 받아가려는 딸들에게 정작 들려 보낼 돈 한 푼

이 없어서 외려 자식에 대한 미움이 솟구쳤던 풍경을 ‘장면’으로 각인하고 있는 것

이다. ‘나’는 후자를 “지옥도”(p.15)기억한다.

세모 는 모성을 실천하는 것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속물의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주제이지만 근대화의 모순적 순환구조를 더욱 부추

기는 교육열의 도덕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막내놈은 찢어지게 가난하던 집에

엄청난 복을 갖고 태어난 놈이다.”(p.14)라는 남아선호도 바로 그런 도덕적인 한계

중 하나이다. ‘가난’의 한계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사립학교에 보내어

상류계층을 흉내내보았다는 점에서 ‘나’는 ‘속물’snob의 방식을 택해왔던 것이다.

시선은 감정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실 실제 시각적인 체험만큼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시각 즉 타자의 시선을 내면화하는 방식들일 것이다. 이때 시선은 옷차림

이나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빌딩의 높이 같은 것으로 표상되는 계급적 위계들을 가

늠하는 잣대로, 취향에 대한 사회적 동의이자 타자적 시선의 교차들이 자아내는 감

정적인 영역에까지 뻗쳐 있다. 그것은 또한 그 내부에서는 보다 다층적인 계급적

위계와 배제를 만드는 기제가 된다. 이때 그 시선을 느끼는 주체는 어느 쪽이건 계

급적인 감정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위선이나 위장은 가능할지라도 주체 내면에 가

해진 내상을 덮을 수는 없다. ‘나’가 세련된 학부모들의 외양에 기가 죽은 채로 그

들과 동일한 아비투스를 지니지 못한 데서 오는 소외감으로 숨어서 울어야만 했던

것은 이 치유할 길 없는 내상의 탓이 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책방에서 ‘나’는 역경과 가난을 이기고 입신양명한 위

인전들을 둘러보다 돌아서는데, “아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기만할 수는 없”(p.29)다

는 생각 때문이다. ‘가난’에 대한 미화야말로 ‘성공’에 대한 통치성의 ‘품행’ 인도이며

316) Spinoza, Benedictus de, 에티카, 앞의 책.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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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을 속물적인 영역 안에 배치시킨다. 그녀가 시인 김수영을 떠올리며 가래침이

라도 뱉고 싶었지만 가래침은 그냥 고여 있고 그 자리는 “답답하고 아팠다”(p.29)

고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실 ‘나’의 행보에 견줄 때 ‘김수영’은 다소 급작스러워

보이는 도입이지만 작가의 서술적 태도가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이 마지막 구절은

중요하다. ‘내상’이 남긴 성찰이 시작될 여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정작 침을 뱉어

줘야 할 대상은 자기 속의 속물근성이기도 하다는 점이 ‘고인 가래침’의 아픔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세모 에서나 어떤 나들이 , 닮은 방들 같은 작품에 등장하는 중산층

여성들은 서글픈 순방 의 주인공보다는 살기가 넉넉하지만 경제적인 지위가 다소

모호한 데 비해 거의 유사한 아비투스를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부유한

중산층이나 상류층 여성들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느끼는 소시민의 아비투스가 그것

이다. 일테면, 평소 소박함을 과시함으로써 선망해 오던 화가의 실제로는 화려한

모습을 확인하고 무안함과 서러움으로 표상되는 배신감( 어떤 나들이 , p.44)을 느

끼는 것이다. 반면 부자들에 대한 질투나 부러움보다는 그들의 도덕적 품행에 대해

비하하는 인식과 경멸의 감정을 보여준다.

재수굿 (문학사상, 1074.12)317)에는 평범한 소시민 부부가 상류층 가정에

대해 지닌 사회적 편견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식품상 주인인 ‘나’의 아버지는 사

회면에 난 부랑아나 패륜아 사건을 읽고 나면 으레 부잣집 아이들이 응석받이로 자

라서 버르장머리 없이 망쳐진 것이라며 고소해하고 재미있어한다. 어머니 역시 부

잣집 여편네들이란 소위 유한부인들로서 매일같이 집을 비우고 싸다니느라 자식들

을 살뜰히 돌보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려왔다. ‘나’는 ‘KS마크’를 단 학생으로서 이

부부의 자랑거리인데, “찌든” 부모의 유일한 “긍지”(p.278)인 셈이다. 이런 점은 단

순히 빈/부의 위계가 아니라, 부자의 허세를 누를 유일한 도구로 ‘학벌’이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난다.

그런 배경에서 ‘나’는 상류층 집안에 과외선생으로 들어가면서 부자에 대한 호기

심을 풀 기회를 맞이한다. 그런데 아이도 예의바르고 집안은 교양과 자신감, 기품

이 넘치는 화목함으로 가득 차 있어 ‘나’는 외려 집 식구들의 상스러움이 그들의 아

비투스와 비교되고 그것을 비교하는 자신의 천박함에 짜증이 나면서 점차 ‘부’와 유

317) 인용은 박완서, 어떤 나들이, 앞의 책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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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생활양식을 긍정하게 된다. 그러나 ‘나’가 가르쳐 준 시어의 해석관 때문에 아

이가 문제를 틀려오자, 아이 어머니는 주제넘게 애국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공부나

제대로 가르치라고 모욕을 주는 동시에 갑자기 ‘나’를 선생이 아니라 가난뱅이 학생

으로 치부한다. ‘나’는 “수치감”과 더불어 “복수심”(p.283)을 갖는데, 과외비를 받으

러 들렀다가 ‘홀’이라 부르는 이 저택의 거실에 벌여놓은 재수굿판의 전물상(奠物

床)앞에서 “초조와 불안과 공구(恐懼)로 오그라들고 초라”(p.290)한 표정으로 두

손을 싹싹 비비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결말은 반전의 효과를 이용하여 상

류층의 교양과 기품이 영락없는 허위였음을 증명하고, 예상치 못하게 자신의 모습

을 들키자 당황하는 여자를 통해 ‘나’가 감정적으로 통쾌한 복수를 한 셈임이 드러

난다.

미신에 재운을 거는 상류층의 맹목적인 배금주의는 정신성을 상실한 속물의 전

형을 보여준다. 그것은 실상 ‘가난’의 또 다른 얼굴임이 맏사위 (서울평론,
1974.1)318)에서 제시된다. ‘가난’의 원초적인 얼굴은 위생에서 제외된 생활의 불편

함을 수반하며 빈/부에 대한 시선과 관념의 위계들은 위생적인 환경이 낳은 아비투

스로 구획된다.

“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빈촌인 줄 알지만 여긴 그래도 신흥주택가야.

정작 빈촌을 네 따위가 상상이나 할라. 생전 쓰레길 쳐가나 똥을 퍼가나, 하수도가

있나 수돗물이 나오나, 거기 어떻게 ‘청’이 있니? 네가 제아무리 쓸고 닦아봐라. 걸

렌 어따 빨구, 똥 안 누구 살 재주 있나. 파리는 윙윙대지, 한 집에서 두세 가구가

아귀다툼에, 애새낀 와글대지, 비나 한바탕 쏟아지면 길바닦에 똥퍼다 버리는 게 대

청소구……그리구두 어느 아가리가 청빈 찾을까? …(중략)… 배고프다는 게 그런 거

야. 찡그리긴 왜 찡그려. 설마라구? 아니 몇 달 묵은 소가죽으로 국 끓여 팔아먹은

일이 없었다구? 그런 끔찍한 일은 있었고, 그걸 사먹은 게 누구였겠니? 빈민이야,

빈민. …(중략)… 우리 사는 것, 우리 먹는 걸 보고 지금 네가 진저리치듯이 진저릴

치고 구역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야. 더 청결하고 그야

말로 티끌 하나 없이 으리으리 반짝반짝하는 완전 무균 상태의 생활이 얼마든지 있

다는 사실이야.”(pp.149~150)

318) 인용은 박완서, 어떤 나들이, 위의 책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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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사위 에서는 평소 ‘가난’에 대한 혐오감을 딸에게 주입함으로써 공포를 조장해

온 ‘나’로 인해 딸이 조각전공을 했다는 가난한 공예가 사윗감의 장래희망까지 송두

리째 억누르는 것을 발견하고 오히려 ‘나’가 황망해하는 반전을 제시한다. 딸로부터

약속한 대로 취직에 발벗고나설 것을 민망하도록 종용받는 사윗감의 얼굴에서 남편

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빈/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은 ‘부’를 선망하는 데서 탄생하는 것

이 아니라 ‘가난’을 철저히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중산층’의 ‘가난정동’은 그

위계들을 내면화한 자아내부의 인식이라는 점을 일깨운다.

5.1.5. ‘가난한 시대상’에 대한 도덕감정 : 연민과 부끄러움

1970년대의 ‘가난정동’은 딱히 ‘중산층’을 위시한 계층적 위계 속에서만 작동한

것이 아니다. ‘가난’에서 어떻게든 벗어날 기회가 있다면 누구든지 그 길을 선택하

고자 하는 선호는 1970년대 사회 일반의 자연스러운 선호로 나타난다. 그것의 기

원에 전쟁체험이 놓여있다는 것이 1970년대에 기성세대들의 ‘가난’의 감각의 중심

이다.

카메라와 워커 (한국문학, 1975.2)319)는 6·25때 죽은 오빠와 올케 대신 젖

먹이 조카를 자식처럼 키운 고모의 이야기이다. 조카의 할머니이자 ‘나’의 어머니는

조카에게 기술자가 되어 대기업에 입사해 일요일에 가족과 카메라를 메고 나들이를

가는 정도로만 살아주기를 바란다. 이 소망은 그러나 조카를 강원도의 고속도로 건

설현장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비참한 꼴로 만든다.

전쟁으로 인한 인생 역정을 조카가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통해 보상받으려 모녀

의 강박은 일제말기에 전문학교까지 나오고도 해방 후에도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오빠가 6·25와중에 좌익 계열의 친구 손에 이끌려 나갔다가 죽은 데서 비롯한 상

처에서 비롯됐다. 김윤식은 70년대 중반의 우리 사회를 휩쓴 시대정신이란 이데올

로기에 대한 열병을 앓되, 그것은 은밀한 수준에서만 허락되는 것이며 그 열병이

한 가정을 참혹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경험적인 수준에서 체득한 고모의 육아법은

곧 6·25로부터의 작가 자신의 필사적인 탈출법이자 이에 대한 소설쓰기는 그 치유

319) 인용은 박완서, 어떤 나들이, 앞의 책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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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말한다.320)

조카에게 편하게 사는 길을 터준답시고 문과를 택한 것을 이과로 바꿔놓고 인생

을 좌지우지해 온 고모는 몇 차례나 부끄러움을 느낀다. 자신이 권했던 길이 당대

중산층의 의식을 지배한 잘 살기 위한 ‘품행’이라면, 그것을 묵묵히 견뎌 온 훈이가

맞닥뜨린 것은 임시 기술직을 부려먹는 회사의 수법이 “악랄”(p.312)하다는 것과

개발붐에 따라 시골인심마저 “서울놈 돈 긁어먹으려고 눈에 핏발이”(p.314) 선 국

토의 속물화이다.

훈이는 시원찮은 대학출신으로, 고모의 주선으로 강원도에 오기 전에 이미 취업

관문의 벽을 경험했고 그 때문에 해외취업을 염두에 두었다. 그것도 막은 고모는

훈이를 위해 본사에 ‘와이로’를 쓸 준비를 해놓기까지 했지만 연줄을 못 찾고 있었

던 것이다. 고모는 이가 들끓는 훈이의 궁핍한 처소에 아연하여 서울로 데리고 가

려고 한다. 그러나 원망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훈이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

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

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p.315)

카메라와 워커 의 ‘가난정동’이란 온 땅을 불모화한 전쟁의 참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원초적인 배고픔에 대한 안타까운 연민이 바탕이 된다. ‘배고픔’의 고통에

대한 부모세대의 강박으로 고모인 ‘나’는 잘 사는 공식을 좇아왔던 것이다. 조카인

훈은 부모세대의 아슬아슬한 염려가 마련해 준 ‘품행’을 따름으로써 그것이 결코 옳

은 일이 아님을 증명하는 ‘대항품행’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모

인 ‘나’는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연 알고 있지 못”(p.317)해

혼란스럽다.

사실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방도’중 가장 각광을 받은 것은 취업이민

이었다. 그것은 외화벌이라는 1960~70년대 경제적 통치성의 ‘품행’에도 부합하는

것임과 동시에 ‘한계’를 돌파할 출구였다. 황석영의 객지 에도 동혁이 브라질로 취

업이민을 가면서 보낸 삼촌의 편지를 종이가 헬 때까지 꽂고 다니면서 읽는 장면이

320) 김윤식, 내가 읽은 박완서, 문학동네, 2013. pp,19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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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데, 거기에는 자리를 잡으면 곧 부르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써져있기 때문

이다. 동혁은 어느 날 거기에 매달린 자신의 모습에 환멸이 나서 편지를 태워버리

고 만다.

1970년대 소설에서 ‘취업이민’의 모티프는 다양한 맥락에서 드러난다. 박완서의

포말(泡沫)의 집 (한국문학, 1976.10)이나 여인들 에서처럼 미국지사나 중동

개발건설지에 파견된 남편이 송금해주는 달러에 포박되어 일상의 허무와 외로움을

견디는 중산층 아내를 다룬 소설들이 남아 있는 자의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면, 신석상의 미필적 고의 (다리, 1972.7)321)는 떠나간 남편의 입장에 무게중

심이 있다. 미필적 고의 에서 주인공은 “무서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한 안간

힘”(p.172)으로 월남의 미국인 용역회사에서 매달 이십만 원씩을 부쳐주었는데, 막

상 돌아와 보니 아내는 춤바람이 나서 돈을 사기당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

주인공은 낙향을 결심하고 올라 탄 시외버스에서 옆자리의 여대생이 건넨 고대신문

에 실린 글을 읽는데, 거기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1960~70년대 한국 사회가 만든 ‘금언’을 비판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금언이

뜻하는 바란 결국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를 하고 보다 많은 사람을 지배하라는 것

이니만큼 지식인이 민중에게 오히려 ‘공해’가 된다는 것이다. 낙향길 버스 안에서

하필 이런 내용의 사설을 읽게 만든 의도는 주인공의 낙향길이 실은 농촌봉사를 가

는 학생들과 어우러진다는 설정을 좀더 부각하려는 데 있다.

미필적 고의 의 남편처럼 고생을 조금만 견디면 ‘밑천’을 잡을 수 있다는 의식풍

조가 월남특수를 이용한 통치성의 ‘효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러를 벌고 애국

을 하면서 동시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통치성의 ‘품행’에 동조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애국’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기보다는 카메라와 워커 의 조카

처럼 기회가 막힌 자의 회한을 담고 있다. 박완서의 이별의 김포공항 (문학사상
, 1974.4)322)에도 구체적인 이유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땅에 침을 뱉고 떠나리라

는 이민자의 감정이 드러난다.

사실 이별의 김포공항 에도 나오듯 이민을 가는 데도 수속비와 ‘교제비’가 든다.

따라서 대개 이민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극빈층일 수는 없다. 그러나 돈 자체보다는

321) 인용은 신석상, 속물시대, 앞의 책에서 가져 옴.
322) 인용은 박완서, 어떤 나들이, 앞의 책에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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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 나라를 뜨고 말겠다는 집념에서 오는, 스피노자식으로 말해 ‘슬픔’이 이

민자의 ‘가난정동’을 지배한다. 이별의 김포공항 역시 가족간의 화합과 화목이 사

라진 서글프고 쓸쓸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장남을 제외한 세 자식을 모두 해외

이민을 보낸 노파는 막내딸의 초청으로 미국이민을 앞두고 있다. 노파는 자식들이

모두 ‘미국’에 있는 줄 알지만 노파의 둘째 아들은 서독에, 셋째 아들은 브라질에,

넷째 아들은 괌에 가 있다. 노파가 무식해서이기도 하지만 ‘미국’은 모든 외국을 포

괄하는 당대의 관념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풍경을 관찰하는 초점화자는 노파의 손녀이다. 손녀는 이민을 앞둔 할머니의

의기양양한 모습에서 결코 설렘이나 혹은 애틋한 연민이 존재하지 않았던 삼촌들과

고모의 이민전사를 기억해낸다. 이 집 식구와는 처지가 달라진 듯 “노골적인 연민

까지 베푸려드는”(p.189) 할머니의 태도는 이민수속 중에 형제간 싸움에 고부간 싸

움으로 번졌던 “가정불화와 궁핍”(p.187)의 기억을 환기하게 만든다. 고모가 이민

을 갈 때도 싸구려 옷을 선물로 사 온 어머니와 그것을 나무라는 할머니의 다툼이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고모가 호강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하기 싫은 환자

똥 치우러 가는데 무슨 좋은 옷이냐며 할머니에게 대들었던 것이다.

저런 남남스러운 연민이야말로 비행기표까지 끊어놓고 나서 떠나는 날까지의 마

지막 얼굴이란 것을. 삼촌들도 그랬었고 고모도 그랬었다. …(중략)… 그들이 외국으

로 뜨기로 작정하고, 그 연줄을 찾고 수속을 밟느라 쏘다닐 당시의 그들 공통의 몸

짓-흡사 덫에 걸린 들짐승의 몸부림이나 난파선의 쥐들의 불온한 반란이 저러려니

싶게 지랄스럽고 발악적인 몸집만은 날이 갈수록 도리어 생생하게 기억하고 싶

다.(p.183)

가족들의 이민 때마다의 기억들은 손녀에게 “절망”(p.183)을 느끼게 하는데, 가

계도에 얽힌 가난의 고리가 모든 불행의 기원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할머니는 찢어

지게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자라 현저동 막벌이꾼에게 시집을 와, 자식을 낳고 난

리를 겪고 과부가 되면서 현저동 오막살이에서 유복자까지 낳았던 것이고, 그게 미

국에 보조간호사로 취업해 간 고모이다. 삼촌들은 삼촌들대로 난리통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미군 부대 주위를 맴돌며 구두닦이니 하우스 보이를 하면서 겨

우 영어 말문이 트인 것만 믿고 학벌없는 서러움을 무마할 수 있는 미국행을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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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던 것이다.

이 소설에서 미국에서 번 돈이 한국의 몇 배라는 관념은 달러에 대한 동경을 낳

은 현실적인 이유가 되지만, 손녀는 삼촌들의 태도에서 행선지가 문제가 아니라 떠

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오줌도 이 땅쪽으로만 누겠다는 말에서 ‘성공’에 대

한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환멸을 발견한다. 이런 깨달음들로 손녀는 가족들에게 연

민을 느낀다. 특히 싸구려 겉치장을 한 할머니와 여행객들이 이루는 부조화 그리고

맏손주인 남동생에 대한 강한 애착을 못끊는 “짓무른 노안을 지켜보면서 거의 육체

적이랄 수도 있는 아품을 가슴 깊은 곳에서 느낀다.”(p.197)

기체가 이륙할 때 노파는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진동 속에서 “뿌리뽑힌 고목으로

서의 스스로를 의식한다.”(p.198) 그리고 일말의 애수조차 없이 기쁨이 가득한 젊

은이들과 동류의식을 느낄 수 없는 노파는 외로움에 서럽게 운다.

일찍이 이렇게 서럽게 운 적도, 이렇게 서럽게 운 사람도 이 세상엔 없겠거니

싶다. 산 채로 자기의 시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끔찍한 불행을 겪은 사람이 나말고

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노파의 울음은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조곡(弔哭)인 만큼

처절하다.(p.199)

이데올로기가 만든 ‘가난’이라는 측면에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현대문
학, 1972.8)는 좀더 진전된 상황을 보여준다. 만약 ‘돈만 있으면’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나’는, 6·25때 의용군으로 나갔다 소식을 잃은 오빠

가 이북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곧 남파되리라는 정보를 가지고 미행해 온 정보원의

정체를 알고 난 이후, 그동안 남편의 승진길이 막혔던 원인을 알게 된다. 그것이

순전히 자신의 집안내력에서 온 불행임을 자인하지만, 희망을 잃고 점점 폭음으로

난폭해져가는 남편을 견디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이혼을 하고 싶다는

것인데, 서로 담벼락을 붙이고 살면서 각자의 ‘가난’을 연민했던 옆집 설희네가 설

희의 아픈 다리를 고치러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자 ‘나’는 이 나라의 풍토가 주

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녀가 부러워서 틀니가 몹시도 아파오더라는 얘기이

다. 통증까지 수반한 이 부러움은 단순한 선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물빛항아리를

그리던 중견화가인 설희 아빠가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미국이란 의학적인 도움

이든 물질적인 돌파구든 아무것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이데올로기적 구속에 매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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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라에 대한 환멸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소설들이 경제적인 요인에만 구속된 욕망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에서

생산된 ‘가난정동’의 고통스러운 면모를 다루고 있다면,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
신동아 1974, 8.)는 ‘부끄러움’이라는 도덕감정을 상실한 사회의 속물성을 비판하
는 과정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부끄러움의 감수성을 회복하는 환희를 다룬다는 점에

서 중요한 작품이다. 그것이 전쟁경험에까지 맞닿아 있다는 점이 1970년대 사회의

도덕감정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반 내지는 기원을 드러낸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에서 ‘나’는 서울을 ‘고향’으로 환기시켜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미지로써 남대문의 비장미를 간직하고 있다. “간난의 피난길”(p.251)을

떠나면서 눈발을 통해 마지막으로 바라 본 남대문의 아름다움은 ‘나’에게 “향수의

구심점”(p.251)이다. 이때 피난생활을 견디게 해 준 남대문의 아우라가 ‘나’의 정신

성을 지탱하는 중심이라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나’가 바라보는 현재의 서울은

“남대문의 정기(精氣) 따위가 지배할 고장이 아니”(p.251)며 “새로운 질서”(p.252)

의 지배를 받는다. ‘새로운 질서’란 서울을 번잡하게 가동시키는 성장주의의 기치를

뜻한다. 이 때문에 ‘부끄러움’에 대한 그녀의 허기는 점차 증가한다.

‘나’는, 당대로서는 매우 드물게 세 번째의 결혼생활을 막 시작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로서 ‘속물성’에 대한 결벽증을 지니고 있다. 전셋집에 전세전화를 놓고 번잡스

럽게 바쁜 척을 하며 “때돈을 벌 듯이 설쳐”(p.253)대는 사업가 남편의 속물성에

대해 예의 ‘징그럽다’는 느낌, 즉 이혼때마다의 전조인 실망과 경멸이 또다시 시작

됐는가 하면, 그 전세전화번호를 용케도 알아내어 모임을 주선해 온 동창생들에게

서도 그녀는 속물근성의 징표들을 발견한다.

그녀들은 세 번 재취했다는 자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굳이 수소문을 해서 동창

모임을 주선했던 것이다. 그 모임이 ‘나’의 호기심을 끈 것은 오직 경희가 부끄러움

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 때문이었는데, 정작 경희의 부끄러움은 “아름다운 포

즈”(p.269)였을 뿐이다. ‘나’는 그 사실에 양가적인 감정을 느낀다.

사실 경희가 집이나 외모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에 대해 겸손한 척 보이는 ‘포즈’

는 부끄러움이라기보다는 수줍음의 사회적 표현양식에 가깝다. 수줍음은 부끄러움

의 감정에 못 미치는 초기현상으로 자아의식이 부각되는 상황에 대해 스스로 그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끼면서 오히려 자아의식이 위축되어서 나타나는 감정이다.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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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멜에 따르면 수줍음은 부끄러움처럼 가치 판단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

람들의 욕구나 이목으로 인해 자신 속에 일깨워진 표상이나 감정이 밀려오는 역동

적인 관계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나’가 발견한 것은 경희의 수줍음조차 ‘겸손’의

외피를 입은 껍질뿐인 교양이 만든 세련된 표현양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실망과, 정신성이 결여된 삶이 자신에게 그 어떤 부러움도 자아내지 못하는

데 대한 안도이다.

정작 ‘나’야말로 가난과 굶주림으로 피난지의 동네가 미군의 기지촌화되던 시절,

어머니가 자신에게 양색시가 될 것을 종용하던 것조차 거부함으로써 가족들의 지탄

을 받았고 이후로 세 번이나 재취를 할 만큼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품행’으로

서 맞서온 인물이다. 루소는 “한번 잃어버린 순수성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324)

고 말했거니와, 아닌 게 아니라 ‘나’가 친구들의 외양에서 고생 끝에 한밑천 잡은

사람의 혹은 맞벌이로 오래도록 긴축해 온 친구의 피로감 속에서 그녀들을 꿰뚫어

보는 동안 친구들은 학창시절 부끄럼을 심하게 타던 나의 모습이 사라진 데 대해

다소간 경멸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학창시절 그녀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징표로

드러냈던 부끄러움은 도덕감정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수줍음에 불과한 것이었

다. 그나마 “부끄러움을 타는 여린 감수성이 영영 두터운 딱지를 붙이고 말았”던 데

는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 수치심조차 내던져버리고 스스로 양색시가 되려했던 어

머니 탓이다.

가난과 굶주림으로 가뜩이나 새카맣게 말라비틀어진 얼굴에 고실고실 들고 일어

나 새둥우리처럼 된 머리가 덮치니 그 꼴이 말이 아니었다. …(중략)… 나는 부끄러

워할 수조차 없었다. 불쌍한 어머니. 그러나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단 말인

가.(p.263)

양색시의 길로 나선 것이 별 효력이 없자 어머니는 ‘나’에게 어머니는 “우리 식군

다 굶어죽었다, 죽었어. 이 독살스러운 년아. 이 도도한 년아. 한강물에 배 떠나간

자국 있다던? 이 같잖은 년아.”(pp.263.) 하고 욕을 하고 나는 한 입이라도 던다는

생각으로 시집을 갔다. ‘나’는 누이로서의 역할을 남동생들을 배불리면서 맹목적으

323) Simmel, Georg, 모더니티 읽기, 앞의 책. p.234.
324) Rousseau, Jean-Jacques, 인간불평등 기원론, 앞의 책.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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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희생하는 것에 두고싶지 않았고, 결혼생활에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품행’을 따르

기를 거부했다. 돈만 알고 약은 농사꾼 신랑도, 돈과 명예를 탐하던 위선자인 대학

강사 신랑도 그 속을 알고는 박차버렸던 것이다. 지금의 남편은 차라리 “한 밑천

잡아 잘살아보자”(p.267)고 애초부터 배금주의를 숨기지 않았던 터 속물성에 질린

그녀는 독립할 생각으로 일본어를 배워놓기 위해 경희와 함께 학원을 다니게 된다.

짐멜은 부끄러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전체의 부분인가 아니면 그 자체

로 하나의 전체인가 하는 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이상과 규범들

은 흔히 사회집단의 실제적 관계와 행위 방식들에서 도출되는데, 우리가 어느 집단

과 유대를 느끼는 순간 때때로 우리의 존재와 당위 사이의 대립이 말살된다.325)

‘나’는, 찾고 있던 ‘진짜’ 부끄러움을 발견하지 못하던 중 한국인 안내자가 일본여행

객들을 향해 “저 여러분, 이 근처부터 소매치기에 주의하십시오.”(p.271)라고 안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고통스럽게” 부끄러움이 돌아옴을 느낀다. ‘나’는 자신이 그

상황에 구체적으로 개입된 것이 아님에도 ‘전체’와 관련된다는 데서 오는 수치심을

느낀 것인데, 일테면 여기서 누군가의 시선을 받은 것이 ‘나’가 아님에도 ‘나’는 타

인의 시선에 의해 읽히는 대상 즉 즉자적 존재로 취급받은 데서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다.326) 이에 반해 안내원의 태도에는 다만 ‘소매치기’라는 범죄적 빈민의 형상

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거기에는 70년대에 ‘일본어’가 대중적 부활하면서 사회문제가 된 제반환경도 고

려되어야 한다. 경멸했던 일본 문화를 다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경제적 합리성’을

제일원리로 둔 통치성의 ‘품행’을 좇는 스스로의 ‘속물성’을 다소간 의식하는 문화가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나’가 느끼는 부끄러움은 자기과시를 위해 코드화된 부끄

러움이 아니라, 타자의 시선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발견을 통해 진정한 부끄러움

의 감각을 되찾는 긍지로 봐야 한다.

스피노자적 맥락에서 부끄러움(치욕)은 ‘슬픔’에 속하는데, 왜 ‘나’는 “환희”와 “자

랑”(p.272)을 느끼는가. 그것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평소 자신의 성찰적 물음에

325) Simmel, Georg, 모더니티 읽기, 앞의 책. p.237.
326) 여기서는 사르트르의 시선 개념에서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메커니즘만을 차용한다. 왜냐 하

면 사르트르의 맥락에서 부끄러움은 실수나 잘못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데

서 ‘나 자신’의 대상성을 파악한 자의 순수 부끄러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Sartre,

Jean-Paul, 존재와 무, 앞의 책. pp.455~49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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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답을 획득한 데 따르는 기쁨이다. 돌아온 부끄러움의 고통이 “짜릿한” 감각적

자극을 동반했다는 것은 인지적인 쾌감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그것은 가까스로 자

아를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다. ‘나’는 현재까지 어떤 경우의 삶에도 붙박이지 않은

채 여전히 속물성의 반대에 존재하는 진정성이 회복된 삶에 대한 잠재성을 열어놓

는다.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자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곧 부끄러움의 감수성을 회

복하기 위해 찾고 성찰해 온 시간이었음이 ‘짜릿함’에서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때의 ‘부끄러움’은 사실 감정의 차원을 넘는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감정affectus은 변용affectio과 다르다. 변용은 불러일으킨 외부체의 본성을 포함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지 정신의 활동능력의 증대 내지 감소와 관련된다. ‘부끄

러움’을 ‘도덕감정’으로 명명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 정념으로서 사회적 인식을 일

깨움으로써 주체로 하여금 새로운 ‘이행’에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수치심자체는 고

통이지만 수치를 느끼는 것은 미덕일 수 있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을 잇는 전쟁과 가난의 경험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서 오는 피해의

식의 차원만을 정당화해왔던 것임을 부끄러움은 가르칩니다 는 이야기한다. 전쟁

기의 기아체험이 낳은 피해의식의 정당화가 부끄러움을 거세하는 심리였으며 먹고

살기 위해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 ‘나’는 인격적인 자기표상을 갖지

못하고 세월을 방황해왔던 것이다. 전쟁기의 어머니와의 불화, 가족과의 불화, 이

어진 세 번의 결혼을 통해서도 ‘나’는 인격적인 자기표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

던 것이다. 기아의 국면에서는 인간적인 부끄러움쯤은 거세되어도 도덕적으로 문제

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머니, 그리고 점차 기지촌화되어가는 마을전체도 유

사한 심리를 지니고 있다.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감정’이 거세되고 먹고 살아남는

일만이 주요하게 부상했던 것이 전후의 폭력적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70년대

까지 이어져 살아남는 것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문화로 발전한 것을 부끄러움을 가

르칩니다 는 꼬집고 있다.

이 소설의 마지막 구절이 “모처럼 돌아온 내 부끄러움이 나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것 같다.”(p.272)인 것은,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어벙한 허구”(p.253)위에 서

있던 사회가 회복해야 할 감수성을 공론화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박완서의 감정적

계몽의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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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가난뱅이 서사’를 보듬는 방식, 멜랑콜리

5.2.1. 가내공업시대의 손들 : 억울함․서운함

산업화시대의 풍속적 변화에서 1970년대는 분기점이 되는 시대이다. 중화학공업

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통해 산업화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자본주의의 통치성이 가

장 강력한 일상적 지배력을 갖는 스노보크라시의 시대가 개막됐기 때문이다. 휘청
거리는 오후(동아일보, 1976.1.1.~1976.12.30 연재)327)는 아버지 세대가 가
내공업 공장에 전성기를 바치면서 거쳐 온 ‘가난뱅이 서사’가 어떻게 치부되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휘청거리는 오후는 세 딸들인 초희, 우희, 말희의 결혼을 둘러싸고 서사가 진

행되는 동안 아버지인 허성이 체험하는 감정의 변화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작가는

허성을 관찰자이자 관조자, 그리고 방조자로서 즉 이 세계를 보는 하나의 ‘눈’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시대에 대한 ‘성찰적 서사’를 꾀한다. 따라서 이 여정의 끝에 허

성에게 주어진 것이 ‘소멸’(죽음)이라고 해도, 이 서사적 기획은 매우 높은 윤리성

을 획득한다고 할 수 있다. 속물세계의 펼쳐짐을 ‘겪는’ 주체를 수공업시대를 거쳐

온 ‘아버지’로 설정한 것에는, ‘아버지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는 것이 곧 ‘노동’의 종

말이고 더 이상 ‘아픈 손’의 감각을 나눌 수 없는 시대로의 진입임을 의미한다는 점

에서 윤리적인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시간의 경계 속에서 허성은 멜랑콜리

적 주체로 존재한다.

전직 교감이었으나 변변찮은 수입을 탈피해 어엿한 중산층의 삶을 살아보고자

작은 공장을 운영해 온 허성은 큰딸 초희의 맞선상대인 “어마어마한 집”(p.13)의

수준에 맞춰 이력을 속이기를 강요당한다. 허성은 시대가 달라졌으니만큼 딸들이

‘연애결혼’으로 짝을 찾기를 바라지만 아내도 딸도 상류층집안과의 맞선을 선호한

다. 허성의 아내는 앞 장에서 살핀 중산층 가정의 아내들처럼 ‘가난’을 벗어났지만

‘가난’에 대한 혐오를 지닌 인물로, 초희를 굳이 “상류사회의 결혼풍속”(p.70)에 맞

추어 시집보내고자 한다. 큰딸 초희 역시 “철이 나고 우리가 가난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부자들의 생활의 재미”(p.67)를 동경해왔다고 말하는 데서 드러나듯

327) 인용은 박완서, 휘청거리는 오후, 세계사, 2011에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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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일상적 아비투스에 대한 선망을 지닌 인물이다. 휘청거리는 오후는 이
로써 새로운 빈/부의 위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평범한 중산층이 ‘상류사회’의 삶을

동경하는 데서 비롯하는 스스로에 대한 ‘가난하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허성은 상대 집안에 자신이 전직 교장에 사원을 칠팔십 명 거느린 유망한 중소

수출기업의 사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다는 아내의 말에 반발하지만 과년한 딸을 경제

력이 좋은 집안에 시집보내겠다는 아내의 소망에는 동조하는 입장이라 마지못해 맞

춰주기로 한다. 즉, 그도 이 풍속도에서 따로이 떨어져 속물의 세계관을 홀로이 비

판하는 고고한 존재는 아니다. 최소한 그는 방조자이자 방관자의 입장에 서 있고

예상치 못하게 결혼비용이 늘어갈수록 당황하면서도 돈을 대는 임무를 떠맡은 ‘조

력자’이기도 하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소설에서 허성이 정동적인 역할을 부여받는

다. 허성의 존재로 인해 휘청거리는 오후는 스노보크라시의 통치성이 변화시킨

부의 기준과 아비투스를 자기화하지 못하는 인물에게 어떤 감정이 탄생하는가를 조

명할 수 있는 것이다.

허성은 “소년공을 여남은 명 거느린 가내 공업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는 “주인아

저씨”(p.14)로서 상견례자리에서는 ‘사장’의 정체성을 입고 절단기를 조작하다 다친

왼쪽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기라는 온 가족의 ‘압력’에 직면한다. 그는 얼마든지 손

을 숨길 수야 있지만 가족들이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서운하고 억울함을 느낀다. 그

리고 자신이 “수습할 수 없이 불쌍해진다.”(p.13) 그것은 ‘직공출신’ 집안에 대한 아

내와 딸들의 부끄러움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이다.

허성은 자신의 손 때문에 혼사가 틀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딸이 징그럽다며 자신

의 손을 뿌리치고 오열했을 때, “아문 지 칠팔년이나 되는 상처 자국이 갑자기 예

리하게 아파와”(p.88)신음소리까지 내며 소파에 쓰러졌다. 그리고, 손을 다치던 날

“개같이 벌어서라도 딸들만은 공주같이 키워놓고 보리라는 각오”(p.89)로 “상쾌한

느낌”(p.88)까지 가졌던 손에 통증의 감각이 돌아온 것에 스스로 놀라워한다. 신체

일부분의 감각이 따로 살아오는 체험을 인지하는 자의 놀라움과 더불어 기억되는

통증의 역사는 휘청거리는 오후에서 매우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시대의 도덕률에 따라 한때를 바친 가난뱅이 시절을 하나의 인식론적 프레임으

로 설정하고, 허성이 소외감과 쓸쓸함을 느낄 때마다 현재로 소환되도록 만든 신체

적 통증은 허성의 ‘심리적 죽음’에 대한 은유이며, 허성의 감정상태에 대한 서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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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유이다. “철판과 더불어 싹둑 잘라진 파묻은 손가락 토막들을 눈으로 직접 봤을

때도 이렇게 서운하진 않았건만”(p.15) 허성이 지금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늘그막

엔 훈장처럼 뽐낼 수도 있으리라고 믿었”(p.15)던 ‘인정욕망’ 때문이다. 자신에게는

‘훈장’이었던 것이 아내에게 ‘병신손’에 불과한 것이 되었을 때 허성이 느끼는 서운

함은 스피노자식으로 말하면 “더 큰 완전성에서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것”에

서 느껴지는 ‘슬픔’이다. 이 슬픔은 “더 큰 완전성의 결핍에서 성립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328) 즉 ‘사장님’에서 ‘아저씨’로 이행한 슬픔이 아니라, ‘사장님’을 상정했을 때

현재의 결핍이 가하는 슬픔이 허성의 ‘슬픔’이다. 허성이 ‘공장주인아저씨’에서 ‘사장

님’의 외피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느낀 “위축된 기분”(p.17)은 단순

히 불쾌감이나 반감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는 ‘위축’이라는, 신체 이행의 감

소를 동반하는 슬픔이기 때문이다. 이 ‘무시’는 가족들의 부주의함에서 비롯되었지

만 그것은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개별적 존재에 대한 무시라기보다는 ‘가난뱅이 서

사’에 대한 무시이다. 허성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아내와 딸들의 의식은 속물지

배에 포박되어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스노보크라시에 통치되고 있다.

한 주체에게 자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부당하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심리적 증상들은 수치나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 반응을 수반하게 만든다. 그

것은 인간이 인정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329) 허성은

가족들의 무시가 속물지배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그리고 거기에 자신마

저 수동적으로나마 가담하고 있는 현실-늘어가는 혼수비용을 마련해서 대주는-에

대해 ‘거리’를 갖고 반성하게 된다. 이 때문에 허성은 자신의 우울한 내면을 발견하

고 점점 멜랑콜리한 주체가 되는 것이다.

허성은 결혼풍속도에 아연해져서 지치고 위축될 때 유영감에게서 “안도

감”(p.530)을 회복한다. 그것은 새끼손가락 위치로 잘린 자신의 왼손처럼 유영감의

오른손은 엄지만 남고 네 손가락이 완전히 달아난 손이기 때문이다. 허성은 그와

악수를 할 때마다 "육친애에 가까운 친화감“(p.529)을 느낀다. 제조업이 점차 사양

업종이 되어가고 허성이 운영하는 소규모 공장의 동업자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는

328) Spinoza, Benedictus de, 에티카, 앞의 책. pp.220~221.
329) Honneth, Axel, 인정투쟁, 앞의 책.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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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에서 유영감과 허성은 서로의 인생경력을 상호인정하고 위로를 회복하는 사이

이다.

“허선생님, 너무 서운해 하지 마세요. 제 손 좀 보세요. 이게 어디 손입니까, 숫

제 몽둥이죠. 더군다나 저는 오른손이 이꼴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나니 비로소 공

업이 뭔가 눈이 좀 뜨이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업가의 관록이죠.”(p.61)

유영감은 허성보다는 부유한 인물로 규모가 큰 공장을 운영하다 아들들에게 물

려준 처지이지만 손가락을 몽땅 기계에 다치면서 아이들을 키운 이력을 여전히 자

랑스럽게 곱씹는다는 점에서 허성과 유사한 내면을 지니고 있다. ‘공업가의 관록’은

허성의 공장규모에 어울리는 표현은 아닐지라도 공장을 운영하면서 겪는 고생과 보

람을 함축적으로 교감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말이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의 악수

는 단순한 악수가 아니라 농밀한 교감을 위한 일종의 의식”(p.530)일 수 있었던 것

이다.

허성은 겨울을 앞두고 불어닥친 불경기와 점차 영세해져가는 전기용품 제조업

공장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과 공포”(p.293)를 느낀다. 그 와중에 “혼수를 에워싼

딸들의 너무도 적나라한 탐욕과 불화가 그를 우울하게 하고 때로는 깊고깊은 절망

감마저 느끼게 했다.”(p.288) 허성은 이런 피로감 속에서 자신이 점차 기계공장 시

절의 건강성(‘가난뱅이 서사’)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가난으로 결혼식조차 치

르지 못하고 숙직실에 여자를 끌어들인 차씨를 위해 선뜻 공장의 숙직실을 신혼 살

림집으로 개조해주겠노라 약속하고도 자신이 착하다는 느낌이 못 견디게 싫어지고,

“저임금으로 부려먹는 소년공들의 수척하고 남루한 꼴이 양심에 찔린다.”(p.292)

동시에 소년공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엄청난 낭비의 난장판”(p.292)이 벌어지고 있

다는 생각에 양심조차 없는 듯이 생각되기도 한다.

기계공업 시대의 땀과 고생이 주었던 활력과 기쁨은 이제 허성에게는 ‘향수’일 뿐

이라는 깨달음에 허성은 점차 멜랑콜리해진다. 소설의 결말부에 이르면 허성은 자

신에 대한 유영감의 우정과 신뢰조차 싫어진다. 유영감이 손을 다치면서 마련한 치

부를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나서 대기업수준으로 커나가는데도 아들들의 경영방식을

흉보면서 은근히 치부의 자부심과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속셈이 읽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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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이 일억인데 빚은 이억 삼억씩 얻는 식으로 사업하는 놈이 이게 온전

한 제정신 가진 놈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말고요. 그동안 애비가 양성해 놓은 기

술자 마다하고 일본까지 가서 기술자 데려다 비싼 월급주어 호강시키고, 저희들도

마음대로 호강하고 …(중략)… 애비는 직접 기계에 들러붙어 손가락이 몽땅 도망가

면서 이룩한 공장을 저희들은 숫제 비행기 위해서 해먹을 심보니 이래서야 되겠습

니까.”(p.531)

그에 비해 소자본과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허성의 공장은

예정된 도산의 운명을 안고 있다. 게다가 허성은 혼수비용과 빚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영감이 아들들을 설득했다며 맡겨준 조명공사 하청건에 대해 들으며

‘입찰’들의 뒷거래들에서도 자신이 무지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허성은 유영감의

‘특별배려’로 얻은 하청이 겨우 원가와 맞바꾸는 “심부름”(p.536)에 지나지 않을 뿐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유노인의 배려가 가짜인 것은 “곁에 있음”의 양태에서

“세계내부적 존재자들”로서 만나지는 타인이 보내는 “심려”330)의 방식이 아니기 때

문이다. 그것은 자본의 계산법을 어기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위선이든 진짜이든,

허성은 이 모든 “배려와 심려의 대상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 곧 증명함으로써 “현존재”의 개별성331)을 되찾고자 한다.

5.2.2. 스노보크라시의 ‘품행’과 멜랑콜리

박완서가 아끼는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속물성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들

에게 그것은 무엇이든 삼키는 자본주의의 탐욕과 같은 것으로 이물스럽고 혐오스러

울 뿐이다. 이 소외감을 회복하고자 허성은 자신의 손가락을 앗아간 기계공장 시절

의 건강성(‘가난뱅이 서사’)을 하나의 도덕적 기준으로 여기고 과거를 회상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허성이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속물성의 ‘속

도’인가, 무엇이든 삼키는 자본주의의 탐욕인가. 그는 마치 속물의 질서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는 장식장 속의 무생물 같은 존재로서 겉돈다.

그는 결혼준비의 모든 과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아간 여

330) Heidegger, Martin,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 1998. 41절
331) Heidegger, Martin, 위의 책. 53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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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부러 늙은 여자를 청해 잠을 자는데 그것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를 위로하

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계공장 시대의 건강함이 주는 안락함으로 돌아가려는 자기애

적인 퇴행의 멜랑콜리이다. 허성씨는 이 우울의 행보로부터 깊은 위로를 받고서야

가까스로 자본주의의 속물적 질서에 완전히 함락되어 더 이상 과거의 건강함을 회

복할 수 없을듯한 집으로 돌아올 힘을 얻는다. 이 멜랑콜리는 아무도 몰라주는 고

통을 겪는 ‘자기에 대한 배려’인 셈이다. 망해가는 사업, 돈을 대야 한다는 의무감,

빚으로 인한 쪼들림에서 오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여행은 현존재의 “아직은 아닌

(not-yet)” 그러나 시간의 신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지닌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일시적 투시로서의 “염려”332)에서 비롯한다.

‘개발’과 ‘성장’은 속물지배를 하나의 내밀한 통치기술로 장려한다. ‘부’를 획득한

삶이야말로 성공한 삶이라는 관념이 시대의 도덕률로서 대중에게 승인되기까지, 개

발독재는 ‘가난’을 탈피한 삶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부여했다. ‘가난’은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대중의 일상적 삶에서는 소비가 최상의 미덕이자 삶의

아름다움이 되었다. 중산층의 결혼식 풍속은 그 ‘아름다움’에 대한 맹목적인 인정과

추구가 얼마나 열렬한 욕망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휘청거리는 오후에 나오는 용어들, “보통부자”와 “가난뱅이”, “서민근

성”(p.249), “소시민 식성”(p.249) 같은 말은 당대 사회의 빈/부에 대한 관념을 드

러내는 단어들이다. 초희가 “보통부자의 한계를 넘는 부르주아”(p.249)와 결혼하고

자 하였으나 끝내 “부르주아 폼”(p.249)만 내는 공회장과 결혼하는 것은 허성씨 집

안이 넘지 못하는 계급적 상승의 벽이 이미 매우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노보크라시는 자아의 통치(gouvernmantalité)와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다.

스놉의 통치술이 만들어내는 주체는 이미 개인의 삶 속에 사회를 내적으로 통합시

킴으로써 이미 이 자아는 “지배를 주체화하는”333) 자아이다. 1970년대에 ‘중산층’은

소비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인구의 통치차원에서 육성의 대상이

었고, 민중주의 진영에서는 지식과 책임이라는 시민적인 속성을 부여받으면서 중간

층 혹은 중간계층으로서 중요시되었다. 전자가 ‘소비대중’이라는 평준화 개념에 기

반했다면 후자는 사회 계층의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중산층의 역할에 관심을 둔 것

332) Heidegger, Martin, 위의 책. 41절 참고.

333)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앞의 책.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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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르게 말하면 전자가 욕망을 부추기는 인자였다면 후자는 의식적 성장을 요

구했다고 할 수 있다.

휘청거리는 오후는 취향에 대한 속물지배의 구별짓기가 개인의 문화적 실천에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있는지를 보여준다. ‘미식가’와 ‘식도락’의 차이가 드러내는 구

별짓기는 로렉스 시계와 마고자의 금단추 같은 것의 수준이지, 더 이상 가전제품의

유무에 복속되는 것이 아니다. 결혼풍속도는 계급적 정체성을 분할하는 취향과 생

활양식상의 아비투스가 속물지배를 가속화하는 욕망의 기제로써 산업화당대의 대중

소비의 강력한 통치술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구별짓기를 보여주기 위해

결혼풍속을 선택했다는 점은 박완서의 감각이 얼마나 예리한지를 알려준다. 즉 속

물지배에 ‘감염’된 사람들과 속물지배의 양태를 ‘가족서사’를 통해 구현해보이려는

전략은 ‘계급적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속물에 대한 인식적 지평까지를 보

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속물근성은 특정한 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며, 가장 촌스럽고 비천한 계층으로부터

가장 교양있고 유복한 계층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해당된다.334) 그런 의

미에서 속물근성은 인간에게 부여된 일종의 내적 요구이다. 그러나 “스노비즘이 현

실태라면 윤리적 삶은 언제나, 영원히, 가능태로 머문다.”335) ‘부’가 행복과 동일시

되는 사회의 속물근성을 세 딸의 ‘가난’에 대한 관점을 통해 드러낸다는 점은 휘청
거리는 오후를 1970년대적인 산물로 만든다. 초희처럼 무조건 ‘가난’언저리에도

닿기 싫어하는 경우나 우희처럼 연애결혼을 통해 ‘가난’을 일상으로 안고 살아가는

고통 속에서도 초희를 비판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 자신들의 이득을 철저히

셈하고 적절히 타협한 말희 등은 셋 다 ‘가난’의 관념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다.

박완서는 지독한 부자도 지독한 가난도 위악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보통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한

다. 부자가 가난을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극빈자도 재벌의 생활에 대해 이질감내지

는 복수심을 가질밖에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보통 사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334) Du Puy de Clinchamps, Philippe, 스노비즘, 신곽균 역, 탐구당, 1992. p.9.
335)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10.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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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정작 어려운 것은 보통사는 데 대한 긍지나 줏대가 없기 때문이다.336) 실상

허성씨네야 말로 ‘보통사는 집’에 속한다. 물질이 크게 부족하지도 않고, “보통부자”

의 수준에서 삶을 즐길 여력이 있다. 말하자면 허성씨의 가족은 허성씨를 제외하면

이미 중산층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중산층으로 인정하는 승인주체가 누구인가를 묻기337)보다는 그러한 승인을

스스로 내면화하고자 한 자신 내부의 ‘속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박완서의 관

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집안’이라는 관념이 ‘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진짜

승인주체라고도 볼 수 있다. 그조차 뚜쟁이의 농간으로 이루어진 허구적 질서라는

점이 휘청거리는 오후의 주제일 것이다.
결혼이란 어차피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부’를 최고의 조건으로 걸었던 초희는

돈 많은 재처자리였던 공회장과의 결혼생활에 실패한다. 게다가 그녀는 ‘돈’이외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결혼생활을 견디느라 약물 중독자가 되어 있다. 허성씨는 “그

런 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자기의 무능에 심한 부끄러

움”(p.513)을 느끼면서 늙은 사위와 마주앉는다. 그런데 뜻밖에도 두 사람이 마주

하는 순간 서로 동시에 느끼는 것은 “뭉클한 연민이었다.”(p.513) 사실 서로가 서

로의 자기반성의 계기가 되는 이 상황은 그다지 도덕적으로 고양되는 감정의 깊이

를 갖지 못한다. 즉 죄와 수치심이 감정의 피동성에 완전히 자신을 내맡긴 자의 도

덕감정으로 고양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자기의식적 감정들self-conscious

emotions은 단순한 공포나 역겨움 당황스러움 등과는 달리, 자기평가와 타자에 의

한 자기평가, 즉 타자화된 자신의 인식의 차이에서 발현한다.”338) 공회장은 “철지

난 구닥다리 양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망정 아직 고집인지 기품인지가 또

렷하게 살아 있는 이 노인에게”(p.513) 초희가 부정을 저질렀음을 알려주는 것은

모욕을 주는 일임을 생각하고 연민이 일어났던 것이며, 동시에 노인에 대한 연민이

일어나는 순간 자신이 초희에게 준 것이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열등감

이 함께 일어나자 감정을 수습하기 위해 수표를 허성에게 내밀기 때문이다. 허성씨

336) 박완서,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평민사, 1978. pp.118~121.
337)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욕망과 존재방식-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론 , 이 글은 “중산

층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부르주아-대타자”이며 그것이 실체

가 불분명한 허구적 구성물임을 지적한다.

338) 임홍빈, 수치심과 죄의식, 바다출판사, 2013.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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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연민에 개입됨으로써, 이 순간 허성씨의 아날로그적인 순수함이 증발한다.

허성은 “뱃속에서는 돈에 대한 결백성이 누구보다도 추하게 갈등하고 있으면서 나

타나는 행동은 늘 돈에 대한 전근대적인 결백성이나 기피증으로 나타난다”(p.516)

는 반성을 하며 돈을 뿌리치고 나온다. 그러나 허성 역시 “주저앉고 싶도록 탈진한

가운데 슬픔 같기도 하고 열등감 같기도 한 찝찔한 느낌이 서서히 피어”(p.523)오

르는 것을 느낀다. 이 둘은 ‘돈’이 개입됨으로써 일어난 감정의 변화를 통해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로써 허성은 진정한 우울에 빠진다.

미니가 유행일 때는 미니를, 맥시가 유행일 때는 맥시를, 백바지가 유행일 때

백바지를, 통바지가 유행일 때 통바지를 딸에게 해줄 때 무슨 이유가 있었으며, 더

군다나 그 망측한 것들에 대한 무슨 이해 따위가 있었으랴. 딸이 원하는 거니까 해

주고 싶었을 뿐이다.(p.82)

허성씨는 다시 뭐든지에 대해 생각한다. 딸에 대한 사랑의 충동을 정직한 사랑

의 말이나, 따듯한 포옹이나, 고운 볼에 입술을 갖다대는 정결한 입맞춤 같은 것으

로 자연스럽게 풀지 못하고 하필 뭐든지 해주겠다는 비장하고도 무시무시한 집념이

되어 안에다 맺히게 할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숫제 앙심이잖아?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못 누린

행복, 딴 자식들이 못 누린 행복에 대한 슬픈 원한을, 남은 한 자식에게서 풀어보려

고 벼르는 마음이 있는 한 그의 사랑이 앙심과 다를 게 없었다.(p.529)

그 우울은, 자신이 달려온 시간을 반추해 보건데, 허성 자신도 통치성에 포박된

평범한 존재였음이 깨달아지는 데서 비롯하는 것이다. 초희가 '어마어마한 집‘ 과의

첫 번째 맞선에서 실패했을 때 “가혹해서 정말 환장을 하고 말 것”(p.82) 같았던

데서부터 시작된 “감정의 격변”(p.89)은 스노보크라시가 통치하는 산업화의 격변들

로부터 탄생된 것으로, 자신의 삶과 의식의 대부분도 통치성의 한 발현 양식으로써

존재했다는 데 대한 깨달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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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불명예와 존엄의 회복

결국 허성씨는 속물적인 욕망을 승인한 대가로 파국을 맞이한다. 그는 결혼준비

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재를 속이고 부실공사로 빼돌린 죄가 발각돼 “죽

음과 불명예”(p.544)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 선택은, 죽음과 불명예 간의 선택이 아니라, ‘명예’의 세계를 떠남

으로써 존재하는 존엄의 세계를 감지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찌 감당하랴. 이 불명예를. 남이 알아주는 세속적인 명예는 없었지만 저승까

지 지니고 가고픈 그 나름의 명예가 있었거늘 …(중략)… 온전한 손보다 꼭 송편만

큼 모자라는 왼손 주먹, 그 속의 송편만한 공간에 이 세상이 허무란 허무는 모조리

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세속적인 명예의 개념은 전적으로 사회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명예야

말로 공동체에 속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이롭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존경이

다.339) 그러나 “저승까지 지니고 가고픈 그 나름의 명예”(p.544)란 자기의 삶에 대

한 자기 스스로의 승인과 자부심을 의미하며, 죽음의 시간에 홀로 감지하는 그것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차원에 놓인 것이다.

실상 ‘명예’란 것은 어느 순간부터 속물적인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사물화의 대상

이 되었다. 그런데 명예라는 개념이 더 이상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사회는 그만큼

모욕에 대한 감수성도 허약하다.340) 허성씨는 이 모욕의 감수성을 회복하면서 스

노보크라시가 망가뜨린 도덕적 질서도 회복하고자 한다.

“아무도 남의 고통에 대해 알 수는 없단다. 그러니까 고통만큼 확실한 자기 것

도 없지 않겠니? 그런데 여지껏 넌 한 번도 자기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정면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단다. 항상 응석으로 그것을 회피하는 게 네 버릇이었어. 너는 중

학교 일차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과외공부 못한 탓, 과외공부도 못 시킨 가난한 부

339) Aristotle, 니코마코스 윤리학, 앞의 책. p.337.
340) Berger,Peter․Berger,Brigitte․Kellner,Hansfried, The Homeless Mind고향을

잃은 사람들, 앞의 책.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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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탓만 하면서 울었었다. 그것도 결국은 부모에 대한 응석이었어. 자기의 책임이나

실력부족을 인정하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응성이었어. …(중략)… 나중엔 결혼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약(藥)에다 응석을 부렸구나.”(pp.501~502)

그러나 말희의 결혼식날 유영감의 아들네 회사측 사람이 찾아봐 “나쁜 사

람”(p.543)이라고 매도한 것은 허성이 평생 일구어 온 ‘가난뱅이 서사’의 진정성을

하루아침에 부정하는 말이며, 자살을 감행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모욕을 가한 말이

기 때문에 허성은 결단을 택해야 했던 것이다. 약물중독에 빠진 초희를 입원시키고

말희의 결혼식이 끝나자 허성씨는 몰래 숨겨둔 초희의 약봉지들에서 세코날만을 뽑

아내어 소주에 탄다.

허성씨가 그 언제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누리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평생 소

중하게 간직해 온 ‘가난뱅이 서사’의 가치와 아름다움이다. ‘가난뱅이 서사’는 가족

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실천을 담고 있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승인이 담겨 있으며

누가 뭐래도 최선을 다 해 왔다는 데서 오는 스스로의 긍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 회한이 주먹을 쥐었을 때 비어 있는 공간(=절단된 손가락들의 공간)으로 표

상되는 것은 죽음 앞에 선 자아의 실존적인 평가의 진실함이다. 허성씨의 자살이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가 늘 달고 다닌 손의 통증은 수공업

시대의 흔적과 ‘자랑’이 실존적인 개인의 ‘끝내 인정받지 못한’ 인생으로 귀결되고

그의 몸을 휩쓸고 지나간 속물지배의 영혼 없는 추구들 또한 사라지는 순간, 즉 허

성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 더욱 격렬한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종결된다.

다만 아무도 몰라주는 고통을 혼자서 감내해 오는 동안 허성을 지탱해 준 실존

적 반응으로서의 멜랑콜리가 결단의 순간에 송편만한 공간의 허무와 맞닥뜨린 것은

존엄을 완성할 수 없다는 회한과 공포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난뱅이 서사’를 애도

하는 마지막 순간에 “공포감”에 휩싸임으로써 카타르시스의 ‘정화’된 상태를 다시금

흔드는 것이다. 허성씨가 늘 몇 차례나 ‘기억’으로 복원해내곤 했던 ‘노동’의 ‘현실적

얼굴’ 아래 놓인 ‘잠재적 얼굴’로서의 기쁨과 명예는 이번에는 순수하게 엄청난 고통

으로 되살아났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어떤 치욕도, 어떤 불명예도 죽음보다는 나으리라는

의식이었다.”(p.545)이다. 이것은 허성이 죽음으로써 다만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인정받고자 욕망하고 있음을 뜻한다. 허성의 평생을 함께 해 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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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속물성이야말로 그의 존엄에 대한 지속적인 배반이었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자살이란 죽음의 두 얼굴을 일치시키려는 의지, 가장 인칭적인 행위에

의해 비인칭적인 죽음을 확장하려는 의지”341)라고 말한다. 속물지배에 상처받는 동

안 이미 심리적으로 한 번 죽음을 맞이한 채였던 허성은 자살을 통해 자신이 잃어

버린 존엄을 회복하고자 한다. “존엄은 명예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모

든 역할과 규범을 벗어던진 내면적인 인간성과 항상 관련되어 있다.”342) 존엄이란

자아의 세속적인 지위나 칭찬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자아내부의 긍지이다. 따라서

스노보크라시를 생산한 통치성의 ‘품행’을 잠시나마 좇았던 허성의 죽음은 속물들을

방조하고 속물세계에 가담했던 허성씨에 대한 서사적 징벌이 아니라, 즉 허성의 존

엄을 헤치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경

제적인 불균등은 삶에서의 불균등이라는 사실, 즉 경제적 불균등은 고유의 세속성

을 내부 파열이나 외부 파열을 통해서만 무제한적으로 확장시키는 세계의 발전법칙

에 따르는 파생 결과이며, 거기에서 세계는 의미․가치․진리를 갖는 것이 불가능

해지고 고유의 실존과 고유의 의미를 재구축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다.343) 그 세계를 정면에서 바라본 허성의 죽음은 따라서 이 세계가 상실한 ‘의미

의 죽음’과 같다. 박완서의 ‘도덕적 상상력’은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한다.

341) 이정우, 사건의 철학, 앞의 책. p.365.
342) Berger,Peter․Berger,Brigitte․Kellner,Hansfried, The Homeless Mind고향을

잃은 사람들, 위의 책. pp. 79~90참조.
343) Blanchot, Maurice․Nancy, Jean-Luc, 밝힐 수 없는 공동체, 앞의 책.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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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가난의 정동화’란 ‘가난’의 고통을 감정적 측면에서 서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난의 고통이 자아내는 감정들이 1970년대 통치성 아래서 어떻게 나타났으며

작가들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서사화했느냐 하는 문제가 ‘가난의 정동화’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작가들이 ‘가난정동’에 천착한 것은 시민사회의

개념에 대한 상당부분이 정치의 영역에서뿐 아니라 문화적-윤리적 영역에서 ‘지위

의 전쟁’을 치른다는 그람시의 주장에 맞닿아 있다. 1970년대 작가들은 ’대중‘을 자

신과 동일시하는 전략을 통해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에서가 아니라 공감하는 주체

로서 대중과 소통하고자 했으며, 70년대 문학은 그러한 특성을 자신의 고유한 가치

로 지니게 되었다.

‘가난정동’은 대중문학뿐만 아니라 시대의 공감대로서 문화적인 자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가난정동’은 장르의 생산이나 확대와 결부되는 문화적인 생산력을 자

극한 인자로서의 영향력을 갖기도 했지만 당대의 정치적 주체에 대한 고민을 통해

계층적이고 계급적인 정체성을 생산해 내고 서사적으로 재현하는 주요 동인이었다.

1970년대 작가들에게 ‘가난정동’은 계급적 재현을 통해 생동감 있는 문화를 생산하

는 하나의 상상 원리로서 작가들은 이를 통해 ‘가난문화’의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

었다.

여기에는 1970년대 소설의 정치성에 깃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바, 하나는 속물

지배가 확장하는 가운데 ‘가난의 정동화’를 통해 이에 맞섬으로써 작가들이 공동체

로서의 ‘시민’사회의 윤리를 정립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문학장은 이와 관련하여 리

얼리즘 기법논쟁을 겪기도 했으나, 실상 1970년대를 지배한 것은 기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리얼리즘 ‘정신’에 대한 문제였다. 서사화 방식의 차이가 미학적인 차원에

놓인 것이라면, 우리가 ‘70년대적 전향’이라 일컬었듯 모순된 현실로 인해 발생한

‘가난’의 고통에 대한 작가들의 관심은 시대적인 감수성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1970년대 문학장의 고민과 실천은 80년대 사회구성체 논의의 바탕이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가난정동’이 당대의 공통감각임에 틀림없으나 그것은 자연화된 것이

기보다는 당대의 정치적 고민과 욕망에 의해 산출된 ‘조건’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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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이후 문학장의 리얼리즘이 생산해내지 못했던 계급의 문제를 작가들은 ‘가난

정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재현함으로써 리얼리즘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문학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것은 주체의 ‘이행’이라는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정념이 어떻게 접합되는지를 묻는 적극적인 행위로써 이루어졌

다. 왜냐하면 산업화의 급변하는 현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주체들에게 다기한 감

정문화를 생산하게 하였으며,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사회적 구성력을 사고하는 통치

성의 기획 안에서 살아가는 주체들에게 정동노동과 정동적 경험이 수반되었기 때문

이다. ‘가난정동’은 수동적인 주체로서 단지 통치성의 ‘품행’에 포박되지 않도록 ‘가

난’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통해 통치성에 대항하는 ‘대항품행’을 생산해냈다. 즉

1970년대 작가들은 현실사회를 억압하는 불평등의 기제들에 대한 불편한 심리를

‘가난정동’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3장은 ‘70년대적 장르’로 명명할 수 있는 도시하층민의 일상을 다룬 서사들이 산

업화와 공업화로 인해 주변화되면서 생존을 위해 겪게 되는 ‘가난정동’을 다룬다.

이들은 ‘근대적’ 직업군으로 전환할 기반을 지니지 못한 하위주체들로서 산업화의

계급적 유동성을 자신의 삶속에 실현하지 못한 채 낙오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사회’라는 공동체의 정치적 주체로 거듭날 가능성을 상실한

채로 ‘시민’이 지녀야 할 공동체의 도덕률에 구속되지 않고 그것을 상대적으로만 인

식한 채 스스로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살아간다. 이들의 근거지가 공중위생의 관리

적 체계 밖에 놓인다는 점에서 이들은 공간적으로도 통치성의 배제논리에 적용을

받으며, 따라서 ‘하위계층’이라 할 좀도둑이나 부랑자, 거지, 불구자, ‘교육’체계밖에

놓인 고아 등으로 형상화된다. 이들은 삶 자체가 ‘가난정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재현된 현실 속에서 실존적 존재의 비참함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운

다. 그러나 이들이 반드시 무지한 자로만 형상화된 것은 아니며,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한 ‘시민’들이 공중위생의 바깥으로 밀려나서 겪게 되는 ‘가난정동’이 도시 빈민

의 삶을 규정하는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다. 개발지의 변두리와 난민촌을 근거

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라면, ‘창녀’는 도시안의 ‘구역’속에 유폐되어 공중위

생의 철저한 관리대상으로 존재하는 70년대 소설사의 특수한 인물군이다.

계급인식이 하층민을 재현하는 작가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70년대 작가들은 리얼리즘에 대한 반성을 통해 계급인식을 갖춰가면서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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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기적인 창작방법론을 넘어서는 작가적 전략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

화 현실의 리얼리티는 ‘카메라’의 눈으로써만 재현하는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으

며, 따라서 ‘가난’의 현실에 정동적으로 반응하는 ‘정동적’ 참여와 관찰을 필요로 하

게 된다. ‘리얼리티와 소설의 거리’는 이 지점에서 발생하며 하층민의 생존의 불안,

배고픔의 고통, 외로움, 희망-공포의 축에 놓인 지속적 불안 등을 형상화하는 데로

나아간다. 1970년대 문학에서 ‘총체성’은 이러한 정동적인 차원의 리얼리티를 요구

하며, ‘저항성’역시 도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적인 공감을 전제로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2장에서 다룬 1970년대 민중주의의 감성적 계보를 형

성하는 요건들이다.

하층민 서사에서 다루는 ‘가난’의 고통과 공포는 중산층에게도 유사하게 드러나

되, ‘희망-공포’의 축에 놓이기보다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혐오스러운 현실로

서사화된다. 1970년대에는 아직 중산층의 계급적 경계가 분명치 않다는 특징이 있

는데, 이 때문에 중산층 소시민에 준하는 주인공들은 보다 나은 삶의 지반을 갖기

위해 ‘타자지향적’인 인간유형으로 변해간다. 타자의 삶이 기준이 되며 타자의 시선

을 주체구성의 요건으로 포섭하는 것이 데이비드 리즈먼이 말한 타자지향적 인간의

특징이라면, 1970년대의 ‘중산층 속물’은 바로 타자지향적 사회의 범주에서 탄생하

는 것이며 이것은 1970년대 작가들이 흥미롭게 다룬 중요한 주제이다.

신흥중산층의 계급적인 확대는 당대 사회에서 이들의 감정구조가 차지하는 헤게

모니를 의미한다. 그것이 곧 ‘시민정신’을 추동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중산층은 윤리

적인 구속력에서 오는 ‘가난정동’으로 고통스러워한다. ‘부끄러움’은 1970년대 한국

소설이 생산해낸 고유의 도덕감정으로 중산층 속물을 바라보는 1970년대 작가들의

고통과 깊이를 반영한다.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국가의 통치성에 적극적으

로 반응하는 것이지만, ‘속물성’에 대한 수치심들은 가난에 대한 공포나 세속적인

욕망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태도를 견지하고자 하는 작가적 선택과 배제이다. 하

층민을 다룬 서사가 통치성에서 배제됨으로써 ‘대항품행’을 통해 저항성을 구축한다

면 이들은 ‘품행’의 비윤리적인 면모들을 비판하면서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감

정적 고통을 다루는 것이다.

‘가난정동’이 다루는 여러 얼굴들은 상류/중산층의 욕망 속에서 특히 잔혹성을 띠

고 드러나는데, 박완서는 잔혹서사가 가하는 공포와 경악을 통해 빈자의 삶에 내재



180    19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

한 고통의 임계를 보여준다. 그것은 곧 빈자와 부자로 위계화되는 속물적 사회에

대한 작가의 신랄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가난정동’의 사회적 역할을 드러낸다. 박완

서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적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1970년대 사회의 ‘가

난’이 6·25의 폐허로부터 기원을 둔다는 점에 포착한 것이 박완서의 탁월함인바,

‘부끄러움’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탈각된 채 기계적 발전논리를 추구하는 통치성

의 품행방식을 꼬집는다.

4장은 ‘가난정동’이 타계급간의 우애와 이해를 통한 공동체의 윤리로서 하나의

사회적 차원에 이르고 있음을 그리는 서사들을 배치하고 있다. 실상 이 소설들이

당대의 베스트셀러이자 현재까지도 스테디셀러라는 점은 서사적 차원의 미학적인

성과들이 정동적 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윤흥길이 ‘우애’를

공동체의 윤리적인 차원으로 형상화하고 황석영이 <객지>로 나아간 것처럼, ‘연대’

의 윤리가 주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 점에 대해 조세희는 1970년대 문학장의

이슈였던 ‘총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감정이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준다.

70년대 대기업 위주로 산업자본주의로 인해 계급단절의 성벽이 점차 공고해짐으로

써 삶의 질과 양태 나아가 인간 존재 자체가 위계화되는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함으

로써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노동자가 정체적 주체로 기능하는 것을 보

여주는 첫 베스트셀러 소설이 될 수 있었다. 총체성의 문제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

는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노동자의 삶이 구성되는 양상을 ‘가난’에 대한 감

정적 특성들을 통해 조명함으로써 이 소설은 감정적 비극성을 심리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치학적 개념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조세희는 ‘총체성’의 문제를 단지 대상화된 결과물의 문제로서 사유하는 것이 아니

라, 비극적 주체들이 감정의 변증법적인 극복을 통해 사회적 삶을 와해시킴으로써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에서 찾는다. 거기서부터 총체성의 진정성이

비롯되며, 노동자나 하층민의 사회적 봉기가 결코 경제적인 궁핍과 곤경에 대한 경

험의 직접적 외화일 수 없음을 제시함으로써 속류 궁핍화론을 넘어서는 데 총체성

의 요건이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루소는 기억이라는 것의 진정성이란 다만 ‘격정’의 유무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1970년대는 사회적인 심성구조에 전후로부터 지속된 ‘가난’의 경험과 그로부터 탈

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당대의 통치성의 효과들과 반응했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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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0년대에 비단 작가들뿐만 아니라 독자-대중들이 ‘국졸의 리터러시’를 확립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따라서 재현의 방법보다 재현의 내용이 주는 공감력에 감응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눈물’이나 동정적 연민이 아니라 자신들 내부의 ‘격정’에

대한 이해에서 기인한다. 1970년대 소설에서 ‘가난의 정동화’는 따라서 민중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감성의 역학으로 가능케 한 대중의 지지 속에서 비로소 풍성해질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설의 시대’의 고유성은 작가들의 ‘가난’에 대한 이해와

‘가난의 정동화’로 인해 탄생한 조건의 산물인 것이며, ‘정치성’ 또한 공동체의 ‘세계

-내-존재’로서의 윤리를 모색하게 만드는 대중적 호응 속에서 빛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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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resentation of Ganan-affect in 1970s Korean Fiction

  

Lee, Jeong Sook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1970s Korean writers, without making conscious effort to understand it, 
ganan [poverty] was the immediate experience from their life throughout the 
Korean War. Such writers as Pak Wan-sŏ, Hwang Sŏg-yŏng, Yi Mun-gu, and 
Yun Hŭng-gil shared painful memory and conception of immediate/mediated 
ganan with only minor differences; Pak and Hwang had experienced ganan 
since their childhood in the course of modern Korean history while Yun’s 
source was his personal history and Yi experienced it in his family’s fall in the 
middle of ideological conflicts during the Korean War. However, most 1970s 
writers experienced ganan as immediate reality in everyday life, not as remote 
memory from the past. In this sense, 1970s writers can be defined as peripheral 
subject of governmentality. If one defines them as subject of the 
political/sensitive that saw both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boundaries drawn 
between mainstream and othered ways of life in their self-locationing between 
the two, it was because they had keen sense toward ganan.

I regard 1970s Korean fiction found its peculiar political faculty in its sense 
of ganan as the definitive parameter of distribution of life under industrialization 
and its sense of emotions evoked by ganan. In particular, I examine the 
concept of Ganan-affect in 1970s writers’ construction of systemic reactions to 
the developmentalist governmentality. To this end, this study distinguish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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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ganan from its English equivalent “poverty” from the perspectives of 
epistemology and cultural history. Ganan should be regarded disparate from the 
economic/sociological term of poverty to the extent that it is a common sense 
of Hunger and implies the shared pathos among the individuals under the rapid 
industrialization. Ganan-affect is relevant not only to life in poverty but to a 
wide range of lives brought forth by fluid society during industrialization 
period.

 With waning of the communal sense of ganan, 1970s Ganan-affect existed 
in various forms under the social environment where individual lives were 
controlled by liberalist governmentality. It converted groups of reading public 
into active authors of popular writing forms, such as memoir and nonfiction, 
and most importantly created worker-writers. The Christian Academ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is conversion in their turning popular attention to 
Ganan-affect to the recognition of social inequality.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ality of developmental dictatorship practiced snobist rule over society 
in the pursuit of the status of a developing country by spreading mass 
consumerism. This ironically resulted in the spread of Ganan-affect, which was 
closely related to the sense of relative poverty. 1970s Korean literature’s 
contribution was that it straightened the way society represented ganan in its 
consistent critiquing of the irony.

Unlike the 1960s, 1970s Korean literature was structured according to the 
hegemony of populist sensitivity toward the social inequality. As proved with 
the immense popularity Christian populism enjoyed, the Minjung [people] 
ideology in 1970s literature signified less a peculiar ideology that only a few 
writers adopted than a major Affect-trend that a wide range of intellectuals 
engaged in. The nationalist Minjung ideology, which was derived from Paek 
Nak-ch’ŏng’s “Simin Munhak ron,” lacked clear class consciousness while 
displaying its close tie with the working class. Kim Chi-ha and Sin Kyŏng-nim 
did not engage in producing class discourse though they clearly contributed to 
embolden the Minjung pathos (partly because of Yu-sin dictatorship’s o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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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trict censorship). In contrast, 1970s writers overcame the Minjung ideology’s 
Schaffensmethode, which limited itself to the Typicality framework, in their 
focusing at the level of Ganan-affect. They achieved the task by representing 
the misery of such lower class people as the urban poor, day-laborers, and 
prostitutes.

Paek’s critical theory, which had been developed as he kept questioning how 
to define “simin [citizen],” reached to another level through 1970s literature to 
the extent that Ganan-affect necessarily called for not only the subject of 
passion/emotion but also pursuit of communal ethics. Reading public in the 
1970s conformed with the cultural hegemony of the identity politics of 
incorporating of Minjung and Simin, as easily proven in the immense popularity 
Cho Se-hŭi’s Dwarf and Yun Hŭng-gil’s Nine Pairs.

Chapter 2 examines how Ganan-affect played its unique roles both inside 
and outside literature. I first focus on how to locate Ganan-affect within the 
context of social activity according to Christian Minjung ideology, which is to 
be best exemplified by the Christian Academy’s activism. Ganan, integrated into 
the humanist discourse on the Minjung ideology side, spreaded the values of 
freedom and equality while anti-communist state simultaneously kept it invisible 
with strict censorship and mobilized it for the sake of Affect-politics. 
Ganan-affect represented in memoirs and non-fictions from the 1970s shows this 
context in its double configuration of conduite according to the governmentality 
and contre-conduite that went against it.

The third chapter argues that the narrative of everyday life of the urban 
poor, which is regarded as the typical 1970s literary genre, questioned how 
Community was to be constructed at ontological level. The characters in the 
genre experienced anxiety of survival, painful hunger, and loneliness from social 
alienation, which all evolved around the emotional axis of Hope-Fear, while 
passively exposed to the absolute dominance of governmentality. Typical works 
of the genre depicted them as petty thief, homeless, handicapped, orphan, or 
prostitute, living outside the public health system’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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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of exclusion. The urban poor were abandoned in deserted places 
outside the public hygiene system while prostitutes were locked up in 
designated district and kept under meticulous control of the system. 1970s 
fiction depicted how their existential being was in the radical misery by 
emphasizing Ganan-affect’s overwhelming dominance over their life.

In the fourth chapter, I examine the narrative where characters from different 
classes achieve social bonding as they work together toward the goal of 
communal ethics of friendship and mutual understanding. The fictions adopting 
this narrative suggested that the urban poor were not necessarily ignorant. 
Furthermore, they displayed the Ganan-affect, a group of citizens with 
financially vulnerable status experienced as they were excluded from the public 
hygiene system, was one way to resist the governmentality. As Yun Hŭng-gil 
forged friendship at the level of communal ethics and Hwang Sŏg-yŏng valued 
social solidarity, to practice sympathy based on Ganan-affect was the authentic 
form of ethical practice. Cho Se-hŭi’s works displayed that Ganan-affect was of 
its essence rather the form of ethical resistance than an immediate response to 
poverty by representing workers or low classes’ uprising as something other 
than an immediate expression of their despair. 

Chapter 5 argues that fear of ganan constituted the core of middle class’s 
Ganan-affect and their sense of belonging. The figure of snob in 1970s fiction 
was always associated to middle class, whose origin was snobocracy as the 
governmentality of mass consummerist society. Implied in the social expansion 
of newly risen middle class was that they acquired the society’s emotional 
hegemony. However, the structuring of their emotions lacked an ethics capable 
of bringing forth a mature sense of citizenship and thereby caused ethical 
agony. The cruelty adopted in representations of middle class attitude toward 
ganan effectively testified the writer’s conscious appreciation of agony. In this 
sense, Shame was a particular moral sentiment to 1970s Korean fiction; Shame 
is a moral sentiment toward the relative poverty, which led to sociological 
reflections on ganan figures that originated from the Korean War. Dis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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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fathomable depth she reached in her affective endeavor to achieve the 
truly ethical judgement, Pak Wan-sŏ reflected on the agony intrinsic to 
Ganan-affect. This is what I call the moral of sentiment. 

Key words: 1970's novel, Ganan, Ganan-affect, Governmentality, Conduite,

Contre-conduite, Populism, 1970's turn, Emotional politics, Emotional censorship, Moral

sentiments, citizen, petit bourgeois, Snopes, materialistic middl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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