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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오늘날 ‘신화’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
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명료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신화’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롤랑 바르트가 
신화론에서 언급한 ‘현대의 신화’에 기반 한다. 롤랑 바르트가 지칭한
신화의 개념은 현대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가치관들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바르트는 이데올로기와 신화의 개
념을 결합시켜 신화를 문화적 산물이자 이데올로기로서 이해하고자 했
다. 바르트가 신화는 그 자체로 우파적이라고 말했듯이, 부르주아 이데올
로기가 만들어 낸 다양한 표상들은 이미지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우리 사
회에는 계급 차별이 없다는 착각을 만들어 낸다.
스페인의 맥락에서 볼 때, 3년간의 내전과 36년 동안의 독재는 지배
계층이 신화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
었던 시대적 배경으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프랑코의 사망 이후에
야, 지식인과 작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 온
국가적·사회적 신화들을 해체하는 탈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언어를 통해 있는 현실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재현하고
자 했던 50년대 세대의 사회적 리얼리즘은 현실적인 변혁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또 다른 신화적 언술을 창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조 라바니에 따
르면,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언어가 현실을 왜곡하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신화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드러내
고자 하는 탈신화적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후
안 마르세(Juan Marsé, 1933-)의 소설들이 가진 다양한 탈신화적 함의
에 대하여 분석하고, 60년대 이후 스페인 전후 소설들이 탈신화에 천착
하게 된 문학적 흐름 속에 위치시키고자 한다.
본문의 첫 번째 장에서는 먼저 후기 프랑코 시대의 스페인 문학사에
서 나타나는 탈신화적 경향을 개괄하고, 후안 마르세의 문학적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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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동시대의 엘리트 작가들과는 달
리 후안 마르세는 노동자 계급 출신의 작가로서 정식적인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스페인 문학사에서 마르세를 ‘50년대 세대’로
포함시키고 있기는 하나, 마르세는 시대를 막론하고 특정한 문학 세대나
권력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문학적 관점을 고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취향과 흥미로운 서사를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아온 마르세에 대한 연구와 문학적 평가들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그
러나 작가의 작품이 보여주는 스펙트럼은 인물의 내면 심리에 집중하는
주관주의적 리얼리즘에서부터 인간의 소외를 야기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대를 공유한 문학
세대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작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것은 마르
세의 문학적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2장과 3장은 마르세의 문학 세계를 구성하는 두 가지 비
판 지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작가는 개인과 계급의 차원에서 부
르주아의 이데올로기와 공모한 사회적 신화들이 생산되는 과정을 폭로한
다. 작가는 문제적 개인을 소설의 중심인물로 등장시킴으로써 부르주아
의 신화적 세계들이 어떻게 해체되는지 고발한다. 비교적 초기작으로 분
류되는 60년대 후반 작품인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1966)와 사촌 몬
세의 우울한 이야기(1970)는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의 틀 속에서 계급
이데올로기가 생산한 신화들에 사로잡힌 인물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테
레사와의 마지막 오후에서는 정치적 의식이 부재한 부르주아 대학생들
의 낭만적 혁명주의가 근본적인 악을 숨기기 위한 ‘예방접종’처럼 혁명을
신화화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기에서는 프
랑코 시대의 보수적인 가톨리시즘이 ‘하나님 아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는 기치 아래 사회적 계급을 무화하였으며, 가족과 국가의 수직적인 체
계가 안정적인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마르세는 집단과 역사의 차원에서 프랑코의 “공식 역사
(Historia oficial)”가 내전 이후 스페인 사회를 승자와 패자로 양분화하였
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마르세는 지배 권력의 의도가 내포된 신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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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날 수 있는 인위적인 대항 신화가 생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세
번째 장에서 다루게 될 내가 죽었다고 하거든(1973)과 언젠가 돌아가
리라(1982)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인물들이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과
거를 회상하게 되면서 프랑코 시절의 역사가 재조명되기 시작한다. “아
벤티스(aventis)”는 아이들이 그들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만들어낸 픽션이
자 대항신화로서 일방적으로 강요된 공식 역사보다 더욱 설득력을 가지
는 다른 형태의 역사가 된다. 언젠가 돌아가리라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중들의 기억과 대중적 환상이 혼합하여 만들어 진 “집단 기억”에
대해 다룬다. 역사에서 배제되었던 패자들과 사회적 소외자들의 회상으
로 재구성되는 과거는 파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고정된 규범으로
서의 공식 역사에 대항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르세가 프랑코이즘의
신화를 넘어 반정부 집단들이 생산하는 레지스탕스의 신화가 자기 파괴
적인 적대 행위를 은폐하고 있다는 점까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해 작가는 현실을 하나의 이미지로 단순화하는 모든 종류의 신화를
해체하여 그 환상이 가리고 있는 진정한 현실을 노출시키고자 했던 것이
다.
마르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이 왜곡되어 있음을 밝히고 그 가
면을 벗기는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후안 마르세의 대표작들에서 드러
나는 다양한 탈신화적 양상과 그 함의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하고, 지
금까지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작가의 문학사적 가치에 대하여 새롭게 추
적해보고자 한다.

주요어 : 후안 마르세, 롤랑 바르트, 현대의 신화, 부르주아 이데올로
기, 공식 역사, 탈신화화
학 번 : 2010-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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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데올로기로서의 신화와 탈신화화
1933년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후안 마르세(Juan Marsé)는 내전 이후
본격적으로

반체제적인 이념을

문학에 담고자

했던

“50년대 세대

(Generación del 50)”의 일원으로서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
을 받고 있는 작가이다. 당시 50년대 작가들은 대부분 대학 교육을 마친
엘리트 지식인들이었던 데 반해 마르세는 라우로 올모(Lauro Olmo)와
같이 노동 계급 출신 작가였다. 마르세가 처한 현실은 부르주아 지식인
들이 살고 있던 세계와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고, 글쓰기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욕망의 발현이었다. 내전 당시 어린 아이였던 마르세는
전쟁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보다는, 독재가 시작된 후 직접 목격한 사회
의 실상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마르세의 소설 속 등장인물이
나 주요 테마들은 특정한 문학 이론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닌 그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과 이미지들에서부터 비롯된다. 다시 말해 마르세
는 1950, 60년대에 대한 이미지들을 재생산하고 기억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과 대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르세는 내전과 프랑코 독재로 인한 억압과 혼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그의 친어머니는 출산과정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그는 마
르세 가(家)로 입양되었다. 양아버지는 공화파의 일원으로 반프랑코 운동
에 가담하여 투옥되면서 가정형편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고, 결국 마르
세는 13세 되던 해 학교를 그만두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이
유로 그는 다른 50년대 세대 작가들보다 늦은, 1960년에 이르러서야 본
격적인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었고 40세가 되던 해 비로소 전업 작가로
서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마르세는 사회적 소외자인 노동자 계
층의 작가이자 내전 이후의 스페인 사회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사회에 뿌리박힌 부르주아 신화와 프랑코 정권이 유포한 역사적․사회적
신화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시도하였다. 작가의 불행한 유년시절을 비
롯한 자전적 요소들은 대학 교육을 받은 지식인 작가들과 차별화되는 독
창적인 마르세만의 글쓰기를 가능하게 한 하나의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
을 것이다.
‘신화’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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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신화학자들 역시 시대에
따라 상이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신화라는 단어를 하나의 정의로
담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19세기 후반에서부터 학자들
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용하여 각 민족의 신화에서부터 인류의 보편적
인 신화에 이르기까지 신화학을 인간과 가장 밀접한 학문 중 하나로 연
구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신화’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롤랑 바르트가 언급한 ‘현대의 신화’에 기반 한다. 롤랑 바르트는 신화가
‘전통적인 이야기’ 혹은 ‘신들의 행적을 다루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였던
관점에서 벗어나 현대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
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는 1957년 발
표한 신화론 Mythologies에서 프랑스의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신화’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바르트는 신화를 사회적인 중요성을 가진 어떤 것에 대하여
이차적으로 언급하는 메타언어(métalangage)라고 정의한다. 즉, 언어적
체계에서 하나의 기표와 기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기호가 그 자체로 신
화적 체계에서 또 다른 기표가 되고 이차적인 기의를 가지게 된다는 것
이다. 이 신화적 체계 속에서 기호이자 기표인 형식(forme)은 또 다른
기의와 결합하여 의도가 내포된 의미작용(signification)으로 이어지게 된
다. 바르트는 신화를 지칭하여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것을 강
제적으로 명시하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에
게 그 무엇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바르트 29).
바르트의 신화론은 기호학적이고 구조주의적인 방법론에서 시작하여 신
화의 개념을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결합시킨 후기구조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저서에서 신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
여지고 이용되어 왔는지를 분석한 조 라바니(Jo Labanyi)는 바르트의 신
화가 마르크시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화를 이데올로기와 동
의어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라바니는 바르트에 의견에 동
조하면서 “현대 사회의 신화는 대안의 가능성과 모호함을 거부하기 때문
에 언제나 권위적이며, 하나의 고정된 세계와 ‘영원한 가치’를 생산한다”
는 점을 강조한다(Labanyi 1989, 23).1) 이러한 의미에서 바르트가 “현대
1) 라바니에 따르면 바르트의 ‘신화’ 개념은 낭만주의자들이 지지한 ‘원시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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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신화적 의미작용의 특권화된 장이며, 신화가 우리 사회의 본질이
라고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전도에 가장 적당한 도구”라고 명명한 것
은 자연스러운 지적일 것이다(바르트 69). 이러한 의미에서 부르주아 계
급은 자신들의 표상을 보편화하고 사회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
각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신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르주
아 신화에 의해 인간은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러했던 것
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르트는 프랑스의 현대 사회에 국한하여 설명했지
만. 내전과 독재로 물들어버린 스페인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도 사회적
신화는 사람들의 집단의식 내부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다. 3년에
걸친 동족간의 내전과 뒤이은 36년 동안의 독재는 스페인 역사 상 가장
잔인하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프랑코는 국민파
의 승리와 뒤이은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내전을 하나의 성스러
운 전쟁(la guerra sagrada)으로 선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파는 민족의
자유와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 싸우는 ‘십자군(la Cruzada)’으로 간주 되
었고,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희생으로 여겨졌다.2) 전쟁은 세속적
이고 불순한 가짜 스페인에 대항하는 ‘진정한 스페인, 불멸의 영혼을 가
진 스페인, 단일한 스페인’의 성전이었던 것이다. 프랑코적 담론은 팔랑
헤 지식인들(los intelectuales falangistas)의 이론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의 역사를 부정하고 신화적 해결책을 모색했다. 팔랑헤 당의 신화적 관
점에 의하면, 현재 스페인의 역사는 근원으로부터 옳지 않은 방향으로
탈선한 것이며 파시즘이 국가를 “진정한 본질(essential nature)”로 돌려
(primitive myth)’나 신화의 치유적 가치를 주장한 융이나 엘리아데의 ‘원형 신화
(archetypes of myth)’와는 다르다. 바르트이 주목하는 것은 신화가 부르주아의
자본주의 사회 내, 특히 현대의 대중매체에 의해 벌어지는 “의식의 왜곡
(falsification of consciousness)”이라는 점이다. 바르트는 신화가 ‘역사성을 거부
하기 위하여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낭만주의적 신화관에 동의
하고 있지만, 신화가 바로 인간의 소외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대치된다는 점을
강조한다(Labanyi 1989, 23).
2) 스페인의 역사학자인 산토스 훌리아(Santos Juliá)는 스페인 내전에 대하여 “가톨
릭과 스페인의 영혼이 마르크스적 유물론의 틀에 인간적인 것을 융해하려는 다른
영혼에 대항하는” 전쟁이라고 지적한다. 즉, 이 전쟁을 통해 가톨릭을 위한 진정
한 십자군의 영혼을 찾아내야 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전이
“진정한 스페인이 종교와 조국의 이름으로 ‘안티스페인’을 몰아내려는 움직임”이
었다는 것이다(Juliá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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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음으로써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Labanyi 1989, 35). 이렇게 불행한
현재의 모습을 신화적 과거와 대비시키는 것은 18세기 초 낭만주의적 관
점에 기초한 것인데 이때의 낭만주의적 의미의 신화는 문명 이전의 원
상태인 실낙원(Lost Paradise)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자연
과 합일의 상태에서 벗어나 추방된 인간은 ‘문명화’를 경험하게 되고 필
연적으로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근원에서 벗어난 역사
는 거짓이며 ‘본래적’이지 않으므로 인간이 불행해졌다는 낭만주의적 세
계관은 스페인 팔랑헤의 이론적 근간이 되었다.3) 프랑코이즘4)은 이렇게
신화적 역사관에 기반한 팔랑헤의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와 보수적 가톨
리시즘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서 ‘하나의 스페인, 영원한 스페인’5)을
주창하는 공식 역사(Historia oficial)를 교육하고 전파하였다.6) 역사 신화
화 작업은 주로 신문 잡지나 언론 매체, 그리고 문학 작품을 통해 진행
되었다. 로드리게스 푸에르톨라스는 “내전 이후 시, 산문, 연극 그리고
사상들은 스페인 팔랑헤의 엄격한 전체주의적 틀 안으로 삽입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언론과 신문들도 파시스트 국가의 규범에 속박되어 있
3) 조 라바니는 스페인 팔랑헤의 신화적 역사관이 이탈리아나 독일 파시즘에서 비롯
된 것이 아니라 98세대와 오르테가 이 가셋이 스페인의 쇠락의 이유를 분석한 것
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 한다(Labanyi 1989, 35).
4) 40여년에 걸친 프랑코의 지배는 대체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939년 국
민군의 승리로 내전이 종결된 이후 59년까지를 철저한 독재체제의 확립, 국제적
고립과 빈곤의 시기였던 ‘전기 프랑코시대’로 본다. 두 번째로 1959년부터 프랑코
가 사망한 75년에 이르기까지 스페인 사회와 경제발전과 국제화 그리고 자유화
로의 도약을 시작했던 ‘후기 프랑코 시대’로 간주한다. 본 논문에서도 스페인 사
회가 전반적으로 사상적, 체제적 변화를 경험한 두 번째 시기인 50년대부터 70년
대 중반까지를 후기 프랑코 시대로 규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5) 역사 학자인 헨리 카멘(Henry Kamen)은 스페인이 오랜 대립의 역사 속에서 끊
임없이 단일한 국가적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민족의 순수성과 통합성을 추구
하는 신화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카멘에 의하면 이러한 신화화 과정은 가
장 스페인의 문화적, 사회적 활동이 두드러졌던 16세기에서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역설한다. 즉, 헨리 카멘은 프랑코에 의한 “하나의 스페인, 하나의 인종,
하나의 종교”로서의 적극적 의미의 신화화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학문의 영역에서
이미 신화화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Kamen 10-14).
6) 특히 대중 친화적이었던 연극은 내전 당시부터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통제되었는
데 황금세기 연극과 더 구체적으로는 성찬신비극이 주로 상연되었다. 푸에르톨라
스의 의하면 국가에 의해 규제되는 연극 상연의 목적은 “스페인 국민들에게 민족
역사의 위대함과 국가, 종교, 제국, 이상주의와 같은 삶의 이유를 고취시키고, 성
격과 지성을 형성하는 도덕, 규율, 초월과도 같은 영원한 규범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었다(Rodríguez-Puertolas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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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odríguez-Puertolas 367-8). 이러한 프랑코식
담론에 대한 일련의 저항과 반발은 내전이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난 50
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분위
기 속에서 문학계에서는 작가와 지식인들이 검열의 통제 속에서도 체제
옹호적인 팔랑헤 작가들의 작품에 대항하려는 탈신화적 글쓰기를 시도하
게 된다.
바르트에 따르면 탈신화적 양식이란 “신화를 효과적으로 해독하여 그
속의 의미와 형식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타자에게
부과한 왜곡을 명확히 구별해 내는 것”이다(바르트 46-47). 다시 말해
후기 프랑코 시대의 작가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탈신화의 시도 역시 신화
가 은폐하고 있는 정치적 의도를 폭로하고 그 빈 구멍을 통해 보여지는
현실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체
제와 역사에 의해 배제되었던 사회적 소외자들의 목소리가 전면에 드러
나게 된다. 후안 마르세가 직시하고 있는 내전 이후 바르셀로나, 나아가
스페인 사회의 모습은 선/악, 부르주아/노동자, 승리자/패배자로 양분되
어 있는 사회였다. 마르세는 작품 속에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프랑코
의 스페인이 만들어 낸 신화들이 어떻게 둘로 갈라져버린 스페인의 현실
을 가리고 있는가에 주목하면서, 역사에 의해 선택되지 못했던 소외자들
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 나아가 작가는 신화를 비판하기 위해 생
산된 또 다른 신화까지 해체함으로써 신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스페인
의 현실 자체가 가지는 모순점을 드러낸다.
내전 이후 스페인의 탈신화적 소설들을 분석한 스테이시 돌진은 시기에
따라 탈신화적 소설(la novela desmitificadora)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
먼저 프랑코의 독재 치하에서 발간된 소설들은 일반적으로 프랑코적 담
론에 유포된 국가 신화에 대항한다. 두 번째로 프랑코 사후 출판된 소설
들은 전환기의 스페인 사회 속에서 부르주아 계급 사회 속의 개인의 이
야기에 집중한다. 마지막 단계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신화들과 인간 소외
를 다룬 다국가적, 다언어적 소설들을 언급하고 있다. 돌진은 사회적 신
화를 우파적인 것으로 보는 바르트의 이론에 동조하면서 우파의 모든 이
데올로기적 함의에 대항하는 좌파의 기획을 탈신화화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8세대의 위대함, 명예, “고상한” 스페인인, 종교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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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적인 도덕성과 같이 프랑코적 프로파간다에 의해 생산된 사회
적 신화들에서부터 자본주의 사회가 야기한 보다 더 확장된 의미의 보편
적인 사회적 신화들에 이르기까지 탈신화적 소설들은 시기에 따라 그 함
의의 영역을 넓혀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마르세의 소설에
나타나는 탈신화적 함의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지금까지
다소 피상적인 정도에 머물렀던 마르세를 독창적인 문학 세계를 보여준
탈신화적 작가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마르세의 대표작을 중
심으로 부르주아 계급이 생산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신화와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프랑코의 “공식 역사”의 신화 구조를 해체하는 탈신화적 함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나아가 마르세는 프랑코이즘에 대한 탈신화에서 나아
가 반프랑코 집단이 생산한 신화까지도 해체하는 폭넓은 스펙트럼의 탈
신화적 글쓰기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탈신화적 작가들과의 차
별성을 강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논의는 프랑코 체제의 억압이 급격하게 약화되기 시작한 시
점인 60년대 중반에 발간된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 Ultimas tardes
con Teresa(1966)에서부터 전환기의 시대적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언젠가 돌아가리라 Un día volveré(1982)까지 총 4편의 대표작들을 중

심으로 전개된다.
본문의 첫 번째 장에서는 먼저 후기 프랑코 시대의 스페인 문학사에서
나타나는 탈신화적 경향에 대하여 개괄하고, 그 맥락 속에서 후안 마르
세의 문학적 좌표는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내전 직후 체제옹호적인 작가들의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
면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고발하고자 했던 50년대 세대들은 사회적 리
얼리즘적 글쓰기를 시도한다.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작가들은 인간이 소
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의식을 작품 속에 담아내기 시
작했고, 이는 68세대의 실험소설로 이어진다. 이러한 스페인 전후 문학의
흐름 속에서 50년대 세대 중 한 명의 작가로 출발선에 섰지만, 인물의
내면 심리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글쓰기를 보여주는
마르세의 문학사적 위치와 지금까지의 평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마르세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가져다 준 초기작들을
분석하고, 특권 계층에 의해 소외된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부르주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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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주요 수사법들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마르세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르주아의 신화는 50년대 중반 부르주아 대학생들의
이상적 좌파 이데올로기와 보수적 우파 이데올로기를 체화하고 있는 부
모 세대를 모두 아우른다. 부르주아 계급이 기반 하는 우파적 신화는 보
수적인 가톨리시즘과 가부장주의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작가의 비판은
정치적 의식이 부재한 부르주아 대학생들이 스스로에게 ‘좌파’ 지식인의
가면을 씌우는 행동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바르트는 혁명이 ‘좌파’
로 변형되는 순간 좌파의 신화가 나타난다고 지적하는데, 현실을 변형하
고 생산하기 위한 언어가 아닌 혁명에 ’대해서’ 말하는 언어는 신화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바르트 74-76). 마르세는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
후(1966)와 그 후속작으로 여겨지는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기 La
historia oscura de la prima Montse(1970)를 통해 부르주아 이데올로
기에 의해 신화가 생산되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임호준에
따르면 “탈신화적 전략으로서 그것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화가 생산되는 과정을 공개한다는 것은 신화의 허구성을 증명하고 역
사를 재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임호
준 2000, 5). 이러한 점에서 마르세는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을 통해 신
화적 환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공개함으로써 독자들이 그것이 허
상이자 허구일 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보
다 더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독서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
과적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1970, 80년대 마르세의 작품들 속에서 아이들의 상상
력을 통해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대항적 의미를 가진 “아벤티
스(aventis)”를

분석하고,

스페인의

대중들이

가진

“집단

기억(la

memoria colectiva)”을 통해 공식 역사가 만든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적
구분을 모호하게 함을 밝힌다. 역사에서 배제되었던 패자들과 사회적 소
외자들의 회상으로 재구성되는 과거는 파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고정된 규범으로서의 공식 역사에 대항할 수 있다. 세 번째 장에서 다루
게 될 내가 죽었다고 하거든 Si te dicen que cai(1973)과 언젠가 돌
아가리라(1982)는 마르세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학 세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게 된 소설들이다. 앞서 두 번째 장에서 논의한 작품들이 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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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후 스페인의 억압적인 계급 구조와 그 속에서 융화되지 못하는 개
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이 두 작품들은 본격적으로 프랑코의 역사
관과 그 공식 역사가 생산한 신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엇보다도 마르세가 체제의 편에 서서 프랑코의 국가 신화를 답습하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반프랑코적 게릴라 집단 역시 레지스탕스의 신화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마르세의 소설들이 가지는 탈
신화적 함의는 매우 다각적이라 볼 수 있다. 스페인의 탈신화적 소설들
로 언급되는 후안 베넷이나 고이티솔로 형제들의 작품의 전략은 프랑코
의 공식 역사가 구축해 놓은 신화의 획일성을 고발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작가들의 비판은 폐쇄적인 “공식 역사(Historia oficial)”의
담론과 독재자 프랑코에게로 향했다. 그러나 마르세는 프랑코와 체제가
만들어 낸 공식 역사의 신화만큼이나 반프랑코 집단이 생산해 낸 혁명과
저항의 신화도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마르세는 주로 “대중적인 작가(escritor popular)” 혹은 “열정
적인 비평가들보다도 충실한 독자들을 더 많이 가진 작가(un escritor
que tenga más lectores fieles que críticos atentos)”로 평가받아왔다
(Mainer 1989, 67). 실제로 정식 대학교육을 이수한 지식인 작가들에 비
교해 보았을 때, 마르세에 대한 미학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1982년에 이르기까지 작가에 대한 연구서는 단 한 권
도 출판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비평이 작품에 대한 인상적인 서평에 머
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스페인 문학사가 엘리트
주의에 입각하여 복잡한 구조와 형식의 사변적인 글만을 높게 평가해왔
으며, 선형적인 서사와 단순한 구조를 가진 문학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던 경향에서 기인하는 듯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마르세가 대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분명한 역사관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가임을 밝히고 결
코 ‘상업적이고 가벼운 작가’가 아님을 보여준다는 데 그 의미를 가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르세는 시기상으로 ‘50년대 세대’에 속하는 작가이지
만, 작가로서 그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문학적 스펙트럼은 한 세대를 넘
어선다. 마르세는 참여 문학을 지향하는 사회적 리얼리즘에서 시작하여,
침묵의 시간 이후 시작된 탈신화적 글쓰기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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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현실에 대한 묘사에 치중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소설에서부터 환상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물의 의식 구
조를 재현하는 실험 소설에 이르기까지 마르세의 작품들은 끊임없이 변
화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마르세가 스페인의 진정한 현실을 드러내고 역
사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했던 리얼리스트라는
점은 모든 그의 작품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작가에 대해 이루어진 피상적인 평가를 넘어서
학문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본 논
문의 목적은 후안 마르세의 대표작들에서 드러나는 탈신화적 의미와 그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작가에 대한 비평이 하나의 방향
으로만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신화를 생산하는
주체가 프랑코 집단과 반프랑코 세력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음을 밝히
고, 이러한 점에서 작가는 모든 종류의 신화를 해체하는 탈신화적 전략
을 보여주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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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후기 프랑코 시대 스페인 소설과 후안 마르세
2.1. ‘50년대 세대’의 등장: 변화의 시작
내전 직후와 40년대의 스페인은 프랑코 정권의 혹독한 억압으로 인해
이렇다 할 문화적, 문학적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총체적인 억압의 시
기 속에서 문학은 독재 체제와 정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하기 위한
선전매체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5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 전반
적으로 이전 시대와는 다른 변화의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전 이후
폐쇄적이고 고압적이었던 프랑코 체제는 조금씩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
고 국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암암리에 체
제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잡지들이 출간되기도 했고, 국가 이데올로기에
서 독립하여 자체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신문 기사들이 늘어났다.
산스 비야누에바(Santos Sanz Villanueva)는 이러한 50년대 문학의 경향
에 대하여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이자 “전통적 내러티브의 틀
에만 전념했던 보수적인 시각에서부터 연대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때로는 객관주의적인 새로운 리얼리즘의 틀에 맞는 진보적이며 좌파적인
시선으로의 이동”이라고 설명한다(Villanueva 2010, 153-154).
이러한 변화는 현실에 대해 보다 생동감 있고 비판적인 증언을 보여주
고자 하는 기존 작가들에 의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실
존주의(existencialismo)와 전율주의(tremendismo)로 대표되는 40년대 작
가들인 카밀로 호세 셀라(Camilo José Cela)와 후안 안토니오 데 순수네
기(Juan Antonio de Zunzunegui)는 각각 벌집 La colmena(1951)과 
어둠 속 탈주 Esta oscura desbandada(1952)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경
향의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나레이터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무덤
덤한 카메라 기법을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던 이탈리아
의 네오리얼리즘 영화7)와 미국의 잃어버린 세대에서 큰 영향을 받은 새
7) 1940년대 이탈리아에서 부흥했던 네오리얼리즘 운동은 노동 계급의 사회적, 경제
적 리얼리티를 분석하고 고증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것은 할리우드 스타들과 스
펙터클함, 멜로드라마적인 요소들이 보여주는 상업성과는 대비되는 것이었다. 영
화가 삶의 단면을 영사하고 일상생활을 담아내야 한다는 사상을 기반으로 자연광
을 사용하고 야외 촬영을 보편화하며 지방 사투리를 사용하는 비전문적인 배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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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내전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독재로 인한 억압이 가장 참혹했던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이 새로운 문
학 세대는 “50년대 세대” 혹은 소위 “메디오 시글로 세대(Generación
del medio siglo)”8)로 불린다. 이들은 기존 세대의 문학 경향을 비판하면
서 주제와 서사기법적인 면에서의 단절을 선언하였다. 50년대 세대를 대
표하는 작가로는 라파엘 산체스 페를로시오(Rafael Sánchez Ferlosio),
헤수스 페르난데스 산토스(Jesús Fernández Santos), 카르멘 마르틴 가
이테(Carmen Martín Gaite), 아나 마리아 마투테(Ana María Matute),
후안 고이티솔로(Juan Goytisolo), 루이스 고이티솔로(Luis Goytisolo),
후안 마르세(Juan Marsé) 등을 들 수 있다. 동시대를 경험했던 이 작가
그룹9)은 비판적 리얼리즘(realismo crítico)을 기반으로 “고발을 통한 구
체적인 사회·정치적 효과를 성취(Cachero 173)”하고자 했다.10) 그들은
기용하기도 했다. 마르샤 킨더는 이러한 네오리얼리즘 영화들이 후안 안토니오
바르뎀(Juan Antonio Bardem)과 루이스 가르시아 베를랑가(Luis García
Berlanga)와 같은 스페인 영화 감독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지적한다.
영화 감독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개인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담아내어 당시 사회
의 실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사회 비판적인 의식은 당대 정치적 불의에 항거하고
자 했던 스페인 지식인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었다(Kinder 18-19).
8) 많은 비평가들은 어린 시절 내전을 경험하고 새로운 글쓰기를 통해 현실에 저항
하려는 50년대 세대의 출현의 의미를 정의하고자 노력했다. 젊은 작가들로 이루
어진 이 새로운 문학 경향은 다양한 용어로 불리기도 했는데 호세 마리아 카스테
옛(José María Castellet)은 역사적 리얼리즘, 후안 카를로스 쿠룻쳇(Juan Carlos
Curutchet)은 증언적 리얼리즘, 파블로 힐 카사도(Pablo Gil Casado)는 54세대,
호세 오르테가(José Ortega)는 50세대, 한편으로 산스 비야누에바를 비롯한 일부
는 “내전의 아이들”(los niños de la guerra),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리
얼리즘”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 많은 용어 중에서 산스 비야누에바는 오늘날
메디오 시글로 세대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언급한 바 있다
(Cachero 173). 본 논문에서는 “메디오 시글로”라는 스페인식의 용어보다는 시대
적 흐름과 변화를 강조할 수 있는 “50년대 세대”를 주로 사용하고자 함을 밝힌
다.
9) 안토니오 빌라노바는 ‘50년대 세대’ 혹은 ‘메디오 시글로 세대’에 대하여 “내전이
일어나던 시기에 6살에서 10살이었던 젊은 작가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정의한
다. 또한 이 작가들은 “어린 아이의 관점에서 전쟁의 공포를 경험”했고,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은 전쟁 직후 시대를 살아왔다고 말한다(Vilanova 295).
10) 베리 조던은 이 시기의 반체제적 작가와 지성인들은 대부분 내전에서 승리한 가
문의 후손이었지만, 그들은 아버지 세대가 묵과한 내전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던
세대라고 지적한다. 이제 이러한 젊은 세대들은 이전 세대의 승리에서 비롯된 정
치적,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그들의 잘못
을 바로잡기 위한 책임감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이다(Jordan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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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문학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며 현실을 반영
하는 문학을 통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비야누에바 또한
지적하듯이 “소설은 실용성을 가져야 하며,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상태
를 개선시켜 인간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이 메디오
시글로 세대의 문학적 목표였던 것이다(Villanueva 1994, 105). 기본적으
로 50년대 소설들의 이러한 글쓰기는 언어를 통해 객관적으로 현실을 반
영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언어기호의 재현적 성
격을 통해 50년대 세대는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비판, 노동자들의 열악
한 상황과 노동 착취의 현실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망하고자 했다. 이
러한 문학의 정치적인 움직임은 네오리얼리즘(neorrealismo)과 사회적
리얼리즘(realismo social)등으로 불리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11)
앞서 언급했던 카밀로 호세 셀라의 벌집은 혁신적인 서술 기법을 보
여주면서 “사회적이고 집단주의적 소설(novela colectivista y social)”의
모범적인 예로 자리 잡았고(Vilanova 295), 이는 출판 시장과 독자들이
젊은 작가들에게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비판적 리얼리
11) 산스 비야누에바는 ‘50년대 세대’ 중에서도 네오리얼리즘적 경향을 가진 작가들
과 비판적 리얼리즘 혹은 사회적 리얼리즘적 경향을 가진 작가들을 구분하고 있
다. 비야누에바에 따르면 먼저 네오리얼리즘적 경향을 가진 작가들은 스페인 잡
지 Revista Española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집단으로 이그나시오 알데코아, 헤수
스 페르난데스 산토스, 라파엘 산체스 페를로시오, 카르멘 마르틴 가이테 등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문학이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객관주의적 내러티브는 인간적 고통을 공유하는 증언이고자 했
지만, 그들은 동시에 실용과 기능에 치중하는 문체를 거부하고 세심한 표현법에
주의를 기울였다. 두 번째로 또 다른 50년대 세대의 내러티브 경향은 사회적 리
얼리즘 혹은 비판적 리얼리즘이다. 비야누에바는 후안 마르세를 아나 마리아 마
투테, 후안·루이스 고이티솔로 등과 함께 사회적 리얼리즘 그룹에 속하는 작가로
분류한다. 그들은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목표로 두고 국가의 사회적, 정치
적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자 했다. 작가의 상상력을 금기시하고 주로 부르주아 사
회와 노동자의 세계를 큰 두 개의 대립하는 축으로 두었다. 이러한 경향의 내러
티브가 보여주는 일련의 특징들을 정리하자면,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정보
들에 대해 진술하는 다큐멘터리식의 서사와 제한된 시공간 속에서 단순화된 인물
들이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식의 서사라고 볼 수 있다. 이 사회
적 리얼리즘 작가들은 크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근거지로 두었는데 마드리
드에서는 시간, 청춘 등의 잡지를 통해 활동했고, 바르셀로나에서는 라예
Laye 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두 지역의 작가들은 객관주의적 서술기법과
증언적 서사, 그리고 고발에 대한 글쓰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Villanueva 2010, 207-2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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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의 분위기 속에서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묘사에
치중하려는 ‘객관주의’(objetivismo)적 글쓰기를 지향하는 네오리얼리즘
소설이 등장한다. 그 정점을 찍게 된 작품이 바로 라파엘 산체스 페를로
시오의 대표작 하라마 강 El Jarama(1956)이다. 페를로시오는 그의 소
설에서 ‘행동주의(conductismo)’ 기법12)을 선보이며 오직 주인공들의 행
동과 대화에 집중하며 한 순간도 인물의 내면에 대해 서술하지 않는다.
빌라노바에 따르면 이 작품을 기점으로 당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행동과 대화를 통한 사건들의 객관적인 묘사에 치중하는 “집단적 성격을
가진 주인공의 증언 소설(Villanova 296)”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페인 현대 소설의 성격을 ‘영웅의 소멸’로 정의하는
앙헬레스 엔시나르는 1950년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집단적
영웅(el héroe colectivo)”이라고 규정한다(Encinar 59). 계급 갈등과 사회
부정의를 고발하기 위하여 소설의 주인공들은 각자의 계급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자 집단성을 띠는 인물이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벌집
에 등장하는 도냐 로사나 빅토리아 그리고 하라마 강에 등장하는 다
수의 마드리드 청년들은 주체의식이나 개성이 부재한 인물들이며, 반복
되는 삶 속에서 권태만이 가득한 집단을 대표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50년대 작가들은 문학이 현실 개혁의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사회 비판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자연스럽
게 노동 착취와 불확실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하여 한 명의 영웅보다는
계급과 대중의 집단적 시각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전 세대의 문학적
경향을 거부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던 이러한 글쓰기는 일
종의 “재활(rehabilitation)”로서 현실에 대한 생생하고 비판적인 내러티
브를 구현하고자 했던 새로운 세대의 몸부림이었다.

12) 미국에서 시작된 행동주의는 마치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엄격한 외부의 관찰자
에 의해 지각되는 것만이 한 인간의 심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이론이
다. 즉, 심리학적 현실을 어떠한 행동이 가지는 일련의 형태와 특성들로만 제한하
여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문학적 서술 기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
과 삶, 그리고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서술자의 가치판단은 배제되
고 오로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그 인간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Vilanova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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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960년대 이후 스페인 소설의 경향: 탈신화화로의 천착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객관주의적 서술을 앞세운 사회적 리얼
리즘은 빠르게 변화하는 스페인의 사회·경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
의 미학적 유효성을 잃게 되었다. 비야누에바는 50년대의 비판적 리얼리
즘이 “내전 이후 스페인의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미학적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 외적으로 현실적인 변혁을 생산해내지 못
했다(Villanueva 2010, 305)”고 진단한다.13) 라바니 역시 50년대 소설들
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르주아 리얼리즘과 신화에 기대는
민족주의적인 팔랑헤 예술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현실에 대한 체념을 낳을 뿐이었다고 지적한다
(Labanyi 1989, 41-53 참조). ‘자연’을 구원의 공간으로 묘사했던 팔랑헤
문학의 클리쉐처럼 시골/도시, 자연/문명의 이분법적 논리를 재구축하는
50년대 작가들의 작품들은 당시 체제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다. 또
한

마드리드의

일상은

독자들에게

“몰역사적

진공상태(ahistorical

vaccum)”가 순환되는 무의미한 공간으로 그려짐으로써 저항보다는 공허
함을 안겨주었다.14) 다시 말해 라바니에 따르면 50년대 소설 속에는 “스
13) 비야누에바는 이 외에도 50년대 세대의 사회적 리얼리즘이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면적인 변화를 맞게 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먼저, 50년대 세대의
내러티브를 지지하고 그들의 미학적 태도를 옹호했던 시대를 대표했던 인물들(비
평가 호세 마리아 카스테옛과 편집자 카를로스 바랄, 그리고 소설가 후안 고이티
솔로 등) 스스로가 태도의 변화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바르가스 요
사, 가르시아 마르케스, 카를로스 푸엔테스, 훌리오 코르타사르 등으로 대표되는
중남미의 ‘붐(boom)’세대의 등장을 들고 있다. 중남미 붐세대의 작품들이 스페인
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학적 테마와 문학적 모델들을 소개하게 된 것
이다. 비야누에바는 “숭고한 좌파 gauche divine”라고 불리며 60년대 말부터 70
년대 초까지 바르셀로나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모더니즘의 경향을 새
로운 시대의 감수성이 투영된 예로 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루이스 마르틴 산토
스(Luis Martín Santos)의 침묵의 시간 Tiempo de silencio(1962)에서 시작된
전혀 새로운 소설적 실험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하나의 조류를 이루게 되었다고
지적한다(Villanueva 2010, 305-306).
14) 라바니는 이러한 50년대 작가들의 한계를 미겔 델리베스(Miguel Delibes)와 카
밀로 호세 셀라의 소설에서 찾는다. 델리베스의 작품인 『길 El camino』(1950)
과 『쥐떼 Las ratas』(1962)는 유년기의 시골이 물질적으로 빠른 발전을 경험함
에 따라 위협받는 상황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연을 ‘잃어
버린 낙원’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팔랑헤의 문학의 클리쉐를 벗어나지 못했
다는 것이다. 또한 카밀로 호세 셀라의 파스쿠알 두아르테 가족(1942)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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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프랑코와 팔랑헤의 신화적 역사관에 대항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관점이 부재했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코 정권은 “영구하고 견고한 스페인”의 신화적 세
계관을 통해 현실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제거하고 삶을 고정화하고자 했
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역사 담론에 대한 저항으로 등장했던 50년
대 소설들의 미학은 오히려 삶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정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50년대 세대의 객관주의적 서
술은 언어와 문학 작품을 통해 외적인 대상인 현실을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환상을 낳았던 것이다. 데이비드 허츠버거는 사회적 리얼리즘
작가들이 언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일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을 역사가들과 공유하고 있었
다고 언급한다. 50년대 작가들은 결국 체제의 언어를 통해 체제가 생산
한

정복,

해방,

영웅과

같은

신화에

대항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Hertberger 44).15) 빌라노바 역시 객관적 현실에 대한 언어적 재현의 가
능성을 믿었던 사회 비판적 소설 기법이 인간 존재의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와 의식의 내면에 대한 이해를 모두 아우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
다(Vilanova 415-416).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50년대 소설들이 내재하
고 있던 한계에 대하여 작가들 스스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독자들
또한 비슷한 주제와 형식이 반복되는 문학에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했
다.16) 문제에 직면한 작가들은 60년대의 사회·정치적 현실의 변화와 함
도시는 잔인한 공간, 악의 공간으로 묘사되며 특히 마드리드는 단조롭고 염세적
이며 허무함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그려진다. 라바니는 50년대 소설들이 비록 사
회비판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려내고 있을지라도 독자들로 하
여금 구체적인 대안이나 저항적인 역사적 관점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억압적인 체제의 검열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출판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Labanyi 1989, 41-43).
15) 허츠버거는 예를 들어 ‘객관주의적’인 서술을 위해 50년대 작가들이 많이 사용했
던 3인칭 서술자는 재현이 아닌 ‘모방’을 통해 “무엇처럼 보이는 것(현실을 인식
하는 것)”과 “그것 자체(존재론적 힘을 가진 내러티브)” 사이의 경계를 없앤다고
지적한다. 즉, 50년대 작가들의 언어와 내러티브에 대한 관점이 현실와 진실의 관
계를 고정시킨다는 것이다(Herzberger 59).
16) 실제로 50년대 세대를 가장 대표적인 작가였던 후안 고이티솔로는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작품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문학적으로는 평범하기 그지
없었다. 우리는 정치적인 문학을 한다고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자책하며 50년대 세대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Encinar 6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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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객관주의적 글쓰기에서 주관주의(subjetivismo)로의 완전한 선회를
선언하게 된다. 주관주의적 글쓰기는 외부의 관점에서부터 행동과 현실
에 대해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념과 감정에 대한 극단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지향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서술 기법의 변화는
기억과 의식의 흐름 속에서 주관적인 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자기 고백
이나 내적 모놀로그를 통해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Vilanova 424).
엔시나르는 60년대 작품 속 인물들은 더 이상 계급과 집단의 문제를 대
변하는 “집단적 영웅”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사회 속에서 내면적 갈등
을 경험하는 “버림받은 영웅(el héroe abandonado)”이라고 지적한다
(Encinar 13). 이제 작가들은 억압적인 사회 속의 인물이 정체성을 고민
하고 환멸을 느끼며 결국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을 밝히는 데 몰두하게
된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대사와 행동만으로 해석되는 존재가 아닌, 전
지전능한 서술자의 존재 아래 내면의 갈등을 겪는 문제적 인물로 거듭나
게 되었다.
바르트가 “알리바이가 어떤 것을 완벽한 진실처럼 만들어 주듯이 신화
는 자신의 대상을 완벽하게 ‘자연화’한다(바르트 39)”고 언급했듯이, 프랑
코의 스페인은 폐쇄적인 기독교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그리고 “공식
역사”라는 신화를 통해 완벽하게 현 체제와 권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스테이시 돌진은 자신의 연구에서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스페인 소설의 경향을 프랑코이즘의 ‘영원한 스페
인’이 세워놓은 국가적 신화를 벗겨내는 작업의 과정으로 규정한다. 돌진
은 바르트의 신화 개념에 기반 하여 탈신화적 소설가들은 독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특정한 세계관이 강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지배 계급들이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이익들을 중화하고 영속화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언어로 이
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탈신화적 소설의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
하고 있다(Dolgin 11).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돌진이 “탈신화적 소설”에 대해 정의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파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촉진된 계급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신화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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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과관계를 절충적으로 포착하고, 변증법적으로 노출함과 동시에, 이러
한 신화들을 영속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 고안된 ‘인간을 소외시키는 구조’
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픽션이 탈신화적 소설이다.(Dolgin 18)

돌진은 1962년 출간된 마르틴 산토스의 침묵의 시간을 대표적인 탈
신화적 소설의 예로 들면서 60년대 작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르주아 계
층의 착취와 그로 인해 드러난 현실의 모순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 오히려 돌진은 그들이 주목하게 된 것은 “프랑코이즘과 부르주
아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형태로 이 사회에 편입되어 있으며,
이러한 억압적인 신화화의 과정 속에서 한낱 개인은 얼마나 빈약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다(Dolgin 11). 이제 소설가들
은 빈곤과 노동의 문제에서부터 사회와 개인의 문제로 한걸음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라바니 역시 침묵의 시간이 팔랑헤와 프랑코의 민족주
의적 신화 뿐만 아니라 언어적 재현이라는 리얼리즘에 대한 신화까지 해
체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한다. 라바니에 따르면 침묵의 시간을 시작으
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들이 생산한 신화적 언술에 대항하기 위해 60
년대의 새로운 소설들은 언어가 현실을 필연적으로 위조할 수 밖에 없음
을 노출시키기 시작했던 것이다(Labanyi 1989, 52-54). 이러한 탈신화의
방식은 신화를 의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신화의 이중성을 표면에 드러내
고자 하는 작가들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후 후안 마
르세의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 미겔 델리베스의 마리오와의 다섯
시간 Cinco horas con Mario, 후안 고이티솔로의 정체성의 징표
Señas de identidad와 같은 실험적인 소설이 1966년 한 해 동안에 출
판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변화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침묵
의 시간의 출판은 작가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한계와 과오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한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하였고, 이후 1967년 후안 베넷의 지
역으로 돌아갈 것이다 Volveraś a región을 포함한 탈신화화로의 시도
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68세대 작가들(La generación de 68)17)이 바톤을 물려받아 실험
17)산스 비야누에바에 의하면 68세대는 스페인 내전과 전후 시기인 1936년부터
1950년에 태어나 첫 작품을 1968년에서 1975년 사이에 출판한 세대로 소설의 형
식과 서술 기법에 관심을 두고 실험주의를 표방했던 새로운 작가군이다.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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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구조주의 등의 이론을 기반으로 형식적 변화를 꾀한다. 라바니는
소설이 신화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50년대 소설들처럼 역사를
부정하는 방법과 60년대 소설들이 시도한 것처럼 신화화에 끌릴 수 밖에
없는 보편적인 인간의 경향을 비판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있다고 설명
한다(Labanyi 1989, 53). 앞으로 다루게 될 후안 마르세의 작품들은 라바
니의 두 가지 방법 중 신화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인간과 현실 그 자체의
모순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는 점에서 60년대 작가들과 공통점을 가진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후안 마르세가 50년
대 세대의 사회적 리얼리즘과 60년대 작가들의 탈신화적 경향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이 당대를 대표하는 문학적 경
향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3. 탈신화적 리얼리스트, 후안 마르세
앞서 살펴보았듯이 내전 이후 스페인 문학계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
면서 프랑코의 역사관과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 대한 비판의 물꼬를 텄
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후안 마르세는 1960년에 출간한 첫 소설
단 한 개의 장난감과 함께 갇힌 사람들 Encerrados con un solo

juguete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18) 산스 비야누에바를 포
함한 많은 비평가들은 후안 마르세를 50년대 세대에 포함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작가들에 비해 첫 출
판이 늦어지게 되었다. 마르세는 가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13살이 되던 해부터 보석 가게 정비공, 식당종업원 등의

가로는 후안 베넷, 라몬 에르난데스(Ramón Hernández), 페드로 안토니오 우르비
나(Pedro Antonio Urbina) 등이 있으며 좀 더 나아가 초현실주의적인 방향의 작
품들의 등장은 비센테 몰리나 포익스(Vicente Molina Foix)를 대두로 시작되었
다. 호세 카체로는 이러한 60년대 말의 변화에 대하여 “드디어 아방가르드의 시
기가 오는가”라고 자문하기도 했다(Villanueva 1994, 167).
18) 세익스 바랄 출판사에서 출간된 마르세의 첫 소설인 단 한 개의 장난감과 함께
갇힌 사람들(1959)는 1960년 브레베 도서관 상의 최종 후보작으로 오르기도 했
다. 당시 세익스 바랄에서 출판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작가에게는 새롭게 주
목받기 시작한 문학 세대에 속함을 증명하는 하나의 징표였다(Villanueva 2010,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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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직업을 전전해야 했다. 그리고 40세가 되던 197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글쓰기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마르세의 초반 작품은 이탈리아
와 프랑스, 그리고 당시 바르셀로나 작가들에게서 영향을 받아 네오리얼
리즘적 경향이 짙었다. 후안 로드리게스는 마르세의 초반 두 작품들에서
길거리에 있는 노동자들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묘사하거나 화려한 오픈카
와 대비시키는 것과 같은 사회적 리얼리즘의 양상이 보인다고 설명한다
(Rodriguez 7). 그러나 이후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를 출간하면서 마
르세는 사회적 리얼리즘에서 벗어나 50년대 작가들과는 다른 독보적인
문학 세계를 펼쳐 나가기 시작한다. 산스 비야누에바는 마르세를 리얼리
즘 작가로서 “형식에 대한 열의를 보이면서도 ‘서사’(historia)를 포기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50년대 세대 중 가장 전통적인 작가이자, 한편으로
는 동시대의 작가들 중 가장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하고 문제적으로 이야
기하는 작가(Villanueva 1994, 136)”로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1950년대
이후 등장한 스페인의 리얼리즘 작가들을 분류하면서 후안 마르세를 후
안 고이티솔로, 헤수스 페르난데스 산토스와 더불어 “사회적 리얼리즘을
극복(la superación del realismo social)”하는 대표적인 작가로 소개하고
있다(Villanueva 1972, 56).
마르세의 문학 세계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바르
셀로나, 나아가 스페인의 계급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은 부르주아 이데
올로기에 대한 탈신화화로 이어진다. 마르세의 초반 작품들인 테레사와
의 마지막 오후와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황금 속
옷을 입은 소녀 La muchacha de las bragas de oro(1978)와 이중 언
어의 연인 El amante biligue(1990) 또한 부르주아 계급이 기대고 있는
특권층의 이데올로기가 가진 폭력적인 기만성을 들추어내고 있다. 내전
이후 독재 체제에 충성하는 지배 계급들이 가진 특권은 부르주아 계층과
노동자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하기에 충분했고, 내전으로 피폐해진 소외
자들은 어느 곳에도 의지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가는 개인과
계급의 문제와 더불어 두 번째 주제인 역사와 기억의 문제에 천착하게
되는데, 그 전환점으로 꼽히는 작품은 바로 내가 죽었다고 하거늘이다.
후안 마르세의 소설 및 영화 활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온 사무
엘 아멜은 이 작품을 “마르세의 문학 세계의 확립(afianzamiento)”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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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소설로 평가한다(Amell 1984, 107).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마르세
는 스페인의 공식 역사와 승리의 영광에서 배제된 패배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영원한 스페인, 하나의 스페인”의 신화를 해체하고자 한
다. 패배자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부과되거나 강요된 기억”이 아닌 새
로운 “집단적 기억”을 형성한다. 이러한 마르세의 집념은 언젠가 돌아
가리라에서 더욱 굳건해진다.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를 출간한 후, 마르세에 대한 문학계의 평가

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마르세를 “굳건한 독자층을
가진 대중적인 작가” 혹은 “출판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상업적인 작가”로
평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의 작품에 대한 문학적인 비평은 이루어
지지 못했다.19) 호세 루이스 아랑구렌은 후안 베넷과 후안 마르세를 양
극에 위치한 작가로 평가하는데, “순수시(la poesía pura)”라고 불리는 것
과 같은 의미로 순수한 담론에 가장 가까운 작가가 후안 베넷이라면, 후
안 마르세의 모든 글쓰기는 가장 ‘비순수’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Amell
1984, 28 재인용). 또한 마르세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에로티시즘은 독자
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작가의 전략으로 해석되어 왔다.20) 아멜은 그가
“처음 작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던 80년대에 선행 연구가 거의 이루어
져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었다(Amell 2005, 30)”고 고백하기
도 했다. 실제로 80년대 초반까지는 후안 마르세라는 작가나 혹은 그의
작품에 대한 단독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다기 보다는 내전 이후의 스페인
소설의 경향 중 하나로 간단히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반
해 고이티솔로 형제들이나 후안 베넷과 같이 정식으로 대학교육을 이수
한 지식인 작가들의 작품들은 특히 스페인 국내에서 정전으로 불리며 수
많은 연구서를 낳았다. 프랑스 비평가인 쥬네비에브 샹포는 “후안 고이
19) 대표적으로 호세 카를로스 마이네르(José́ Carlos Mainer)는 후안 마르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스페인어로 – 방언 같은 스페인어
- 카탈루냐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는 대중적인 작가의 유일한 문학적 원천은 구
체적인 바르셀로네스의 지역 - 기나르도의 순환도로와 트라베세라 데 달트, 레셉
광장 그리고 그라시아 지역의 일부분 -을 배경으로 한 전쟁에 대한 기억뿐이다
(Mainer 2008a, 66).”
20) 실제로 아멜은 황금 속옷을 입은 소녀가 출간될 때, 이 자극적이고 관능적인
제목이 마르세가 독자들의 시선을 끌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상업적인 기회주
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Amell
198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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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솔로와 같은 소설가들에 대한 훌륭한 논문들은 셀 수 없이 쌓여 있는
데 반해 후안 마르세의 작품에 대한 대학생들 사이의 관심은 터무니없이
미약하다는 점에 놀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Soldevilla-Durante 2011 재
인용).
마르세에 대한 평가가 읽기 쉬운 대중적인 작가로 굳어지게 된 것은 그
의 작품들이 영화화 되고, 작가 스스로가 끊임없이 영화 산업에 대한 관
심을 표명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호세 소우사 사에스는 후안
마르세의 대표작들이 모두 영화화되면서 소설에서 볼 수 있었던 깊이가
사라지고 역설적으로 작가로서의 마르세는 잊혀지기 시작했다고 언급하
기도 했다(Sáez 332).
1980년대 중반에서부터 후안 마르세가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인 2008년 세르반테스 상(El Premio Cervantes)을 수상한 오
늘날에 이르기까지 작가와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
세이다. 지식인 작가들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던 후기 프랑코 독재 치하
에서도 마르세는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 중 한 명으로서 자신만의 독자
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설과 영화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독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온 작가로서 마르세에 대한 재평
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많은 비평가들이 작가의 글쓰기에서 가장 독창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단
연 소설 속 인물과 바르셀로나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이다. 스페인
현대 소설 속 인물 중 가장 독특한 이단아로 꼽히는 마놀로 레예스
(Manolo Reyes)와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기(1970)의 주인공인 몬세
등이 마르세의 등장인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마놀로를
비롯한 작품 속 주인공들에 대한 묘사는 시각적 감각에 매우 충실하여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를 제공한다.21) 사무엘 아멜은 당장이라도 스크린
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감각적인 인물의 창조는 마르세가 어린 시절에

21) 마르세는 많은 인터뷰에서 소설에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독자들에게 현실
감을 줄 수 있는 살과 뼈로 된 인물들을 창조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곤 했
다. “제가 그 책을 읽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진짜로 보이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뼈와 살로 만들어진 인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만들어진 것일지라도 한 시대와 한 나라의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된 역사 속에 접
합된 믿을만한 인물 말입니다”(Marsé 2009, 인터뷰 중)

- 21 -

즐겨보던 3, 40년대 할리우드 영화와 어린 시절에 외로움을 달래던 통속
소설(la novela de quiosco)의 영향이라고 설명한다(Amell 2005, 32).
앞서 언급했듯이 스페인 역사 상 가장 빈곤하고 혹독한 억압의 시기였
던 40년대에 유년기를 보낸 후안 마르세에게는 내전 자체에 대한 기억보
다는 전후 스페인, 특히 전후 바르셀로나의 거리와 사람들에 대한 이미
지들(imágenes)22)이 현실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작가 스스
로도 자신의 글쓰기는 “관념(idea)”이 아닌 “이미지(imagen)”에서부터 시
작된다고 강조한다. 아멜은 작가 스스로 자신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대한 이미지들을 재창조하는 작업에서부터 이야기와 비평이 생겨나게 된
다는 점을 강조한다(Amell 1984, 16). 몬테 카르멜로(Monte Carmelo),
베르디 거리(la calle Verdi), 기나르도(el Guinardó), 그라시아 거리(la
calle Gracia) 등 바르셀로나 외곽 주변에 실존하는 구체적인 거리와 구
역은 거의 모든 마르세의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자 그가 실제로 어린 시
절을 보낸 곳이다. 다시 말해 바르셀로나23)는 기본적으로 그의 유년기가
살아 숨쉬는 장소이다. 또한 그 곳은 내전의 폭력과 증오가 잔존한 곳이
며, 그 곳에 사는 인물들의 비극적이고 추접한 삶의 모습은 마치 프랑코
지배하의 스페인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이렇게 현실에 밀착되
어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전후 스페인 사회를 재구성하는 마
르세의 작업을 통해 독자들은 작가의 삶에 대한 태도와 시각을 공유하게

22) 후안 마르세에게 이미지는 이데올로기나 관념들보다도 훨씬 중요한 소설적 기반
이다. 마르세 스스로도 여러 인터뷰에서 밝혀왔듯이 현실에 밀착되어 있는 이미
지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창조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후 분석하게 될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기 역시 작가의
말에 따르면 카탈루냐 부르주아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작가가 어린 시절 실제로 듣고 보았던 4, 50년대 교구 사회에 대한 일련
의 이미지들이 재구성된 것이다.
23) 페르난도 발스에 따르면 19세기 갈도스의 소설 속에서는 마드리드가 매우 중요
하고 상징적인 공간적 의미를 가지지만, 스페인 내전과 그 이후에는 바르셀로나
가 문학적 배경의 중심에 있었다. 그것은 바르셀로나가 정치권력과는 떨어져 있
지만, 여러 대형 출판사들을 비롯한 문학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발스
는 내전 이후 바르셀로나가 부르주아의 타락한 삶의 모습, 그리고 나태한 젊음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의 상징이 되었고, 특히 50년대 소설들의 중요한 배경이 되
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인 예로는 후안 고이티솔로의 같은 단어들(1962), 카
르멘 마르틴 가이테의 축제들(1957)을 비롯하여 후안 마르세의 테레사와의 마
지막 오후(1966)를 제시한다(Valls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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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화가 현실에 대한 하나의 자연스러운 이미지
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르세는 자신
이 직접 경험한 40, 50년대 현실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이미지들에서부터
이야기와 비평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는 후안 마르세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탈신화 전략이 될 수 있다.
후안 마르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관념이나 구체적인
서술 기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언어적 혁신에
만 집중하는 소설들의 실험주의적 경향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소설가
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고
집하는 것이다(Amell 1984, 13 재인용)”라고 지적한다. 당대 문학이론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자 하는 마르세의 작품
세계를 특정한 세대나 작가 그룹에 한정시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작가의 문학적 태도 때문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억
압적인 프랑코이즘 아래 고통 받는 스페인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가로서의 소명을 다른 작가들과 공유하고 있었으나, 그에게는 글
을 쓰는 것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신의 직업이자 사람들과 소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후안 마르세의 초기작을 중심으로 내전 이후
바르셀로나 사회에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가톨릭주의가 어떠한 신화
적 환상을 생산했는지 분석하고, 그 환상이 은폐하고 있는 문제적 개인
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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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탈신화화와 ‘문제적 개인’
1940년대 스페인은 독재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승자들의 무대
였다. 내전으로 인해 폐허가 된 영토에서 국민들은 가뭄과 빈곤의 시대
를 견뎌내야만 했다. 내전의 승리자들은 전쟁을 정당화하고 반동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패자들을 숙청했고, 국가의 간섭주의 경제 정책
과 자유화를 용인하지 않는 프랑코의 파시스트적 기치는 스페인을 국제
적으로 고립시켰다. 1950년대 말이 되서야 도시화와 더불어 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자본
주의적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스페인은 어느 정도 사회, 경제적인
안정기에 접어드는 듯 했다.
소위 “기근의 연대(años de hambre)”라고 불리던 40년대를 살아남은
농촌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1950년대를 기점으로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
다. 레이몬드 카와 후안 파블로 푸시에 따르면 당시 많은 안달루시아와
무르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주했는데, 특히 카
탈루냐는 카탈란을 사용한다는 점과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게 형성된 지
역주의와 종족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이주민들은 적응에 많
은 어려움을 겪었다(카와 푸시 114). 또한 프란시스코 칸델 역시 당시 무
르시아 노동자들은 값싼 건설 노동으로 생활을 연명해야 했고, 사회적
집단에 속하지 못한 채 노동 계층 이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고 설명
하고 있다(카와 푸시 116 재인용). 대도시의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된
이주민들은 바르셀로나 변두리에 터전을 잡고 집단 거주 형태로 살아가
야만 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도시로 찾아온 사람들은 자본주
의 체제 속의 핍박받는 약자이자 카탈루냐의 배타적인 지역주의 속에서
소외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린 시절부터 바르셀로나의 변두리에서 살면서 이주
민들과 노동자들의 삶을 경험할 수 있었던 마르세는 무르시아 이주민인
인 마놀로와 같은 인물들을 소설의 중심에 놓는다. 특히 바르셀로나 사
회를 공간적, 계층적으로 양분하던 부르주아 계층과 이주 노동자들의 갈
등과 사랑을 다룬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와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
야기에서는 각 계급을 대표하는 인물들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돋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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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 마르세는 작품을 통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보수적 가톨릭주의
가 특권계층의 배타적인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혼란을 겪는 “문제적 개인(la problemática individual)”의 목소리
를 드러내고자 한다.
루카치에 의해 먼저 명명되고, 골드만에 와서 집중적으로 연구된 소설
적 인물인 “문제적 주인공(problématique héros)”25)은 “부적절하고 타락
한 세계를 시인”(골드만 18)하는 요소이자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를 형성
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루카치는 기본적으로 소설 속에는 주인공의 이상
과 그가 살고 있는 현실 사이에 단절이 있고, 주인공들은 그것을 극복하
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루카치는 소설의 기본 전제를 두 가지
종류의 타락, 즉 개인과 세계의 타락으로 보았는데 타락한 세계와 타락
한 주인공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단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루카치
79-80). 이러한 루카치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골드만은 개인과 사회와
의 관계가 소설을 구성하는 중요한 양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골드만에 따르면 “소설의 ‘타락한’ 주인공은 광인이거나 범죄인이다. 그
는 ‘문제적 인물’이며 순응주의와 획일적 세계 내에서 그의 타락하고 정
당하지 못한 추구 방법이, 결국 소설이라는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골드
만 13).” 즉, 소설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타락과 모순 때문에 주체적인
개인의 이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문제적 개인의 이
야기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적 개인을 전후 스페인 사회 속에서 외면적·내면적
위기를 경험해야 했던 개인들의 모습에 비추어볼 수 있다. 돈키호테는
루카치와 골드만에 의해 대표적인 문제적 개인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으
며, 20세기의 많은 비평가들은 침묵의 시간의 주인공 페드로를 문제성

24) 예를 들어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의 첫 부분에서 몬테 카르멜로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모습은 “1940년대의 불결하고 동요하는 저 난민들은 마치 숨을
헐떡거리는 조난자들(Marsé 1966, 38 이하 페이지 번호만 표기함)” 혹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푸대접을 받는 사람들(39)”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25) 루카치에 의하면 개인의 이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으로 전환되면,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그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환경과 문제적 개인의 관계 속에서 개인은 심각한 내재적인 위기를 경험하거나
또는 내재적 이상이 결여된 현실의 무가치함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렇게 외부 세
계와 문제적 개인은 서로를 조건 짓는 현실이 된다(루카치 86-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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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테이시 돌진은 침묵의 시간을 가장
대표적인 탈신화적 소설로 분석하면서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페드로
의 실패를 조장하는 그를 둘러싼 환경뿐만 아니라 집단 속에 끌려 들어
간 문제적 인간(la problemática individual)의 형태(Dolgin 10)”라고 지적
한다. 조민현 역시 침묵의 시간의 페드로, 후안 고이티솔로의 정체성
의 징후의 알바로, 루이스 고이티솔로의 다시 쓰는 이야기 Recuento
(1973)의 라울을 돈키호테의 전통을 잇는 스페인 사회의 문제적 개인의
예로 설명한다. 조민현에 따르면, 프랑코 체제의 소설들 속에서 문제적
개인들은 “내전 후 프랑코 체제가 구축해 놓은 신화적 스페인의 획일성
앞에서 진정성을 추구하다 소외되고 좌절하는 존재”(조민현 138)이다. 돈
키호테의 전통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적 인물의 출현은 모순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정체성을 추구하려는 인물과 그 사회의 구조 자체가 가진 균열
로 인하여 비판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이 “문제적 개인의 출현은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저항의 형식”(골드만 31)이라고 언급했듯이 우리
는 마르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역시 내전 이후 바르셀로나의
정적이고 억압적인 계급의식과 모순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문제적 개인으
로 규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적 개인의 등장은 오랜 시간 동안 서사 장르에 있어 필수
적인 위치를 점해왔던 영웅의 사라짐과도 연관지어볼 수 있다. 앙헬 엔
시나르는

스페인

현대

문학의

중요한

특징을

“영웅의

소멸(la

desaparición del héroe)”로 제시한다.26) 엔시나르는 1960년대 소설 속 주
인공이 “정체성의 상실(la pérdida de identidad)”을 체화한다고 설명하면
26) 엔시나르에 따르면, 스페인 소설들에서 영웅이자 주인공이 사라지기 이전에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집단적 영웅 그리고 두 번째는 버림받은 영웅
이다. 집단적 영웅은 50년대 작가들의 작품에서 주로 등장하는 인물형이다. 그들
의 목적은 사회적 부정의를 고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객관주의를 통해 이 목표
를 이루어내고자 했는데, 개인적 영웅이 사라지고 계급과 집단을 대표하는 집단
적 영웅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이 인물들은 자신이 억압받고 불행하
게 살고 있는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60년대 소설 속 주인공은 거의 반영웅
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불합리한 현실에 둘러싸인 고뇌하는 인간인 우리의
주인공들은 의지와 결정력의 부족으로 인해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한다. 1970년대
에는 비인간화, 개인과 집단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물들을 하나의 형태로 정의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고독, 낙담, 두려움, 방심, 무기력, 존재 이유에 대한 가치
절하 등에 지배당하는 인물형이자 그들을 둘러싼 사회 역사적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인물형이다(Encinar 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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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침묵의 시간의 페드로 역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내면의 붕괴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그 당시 시대가 가
지고 있는 사회, 역사적 환경이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개인의
목적의식이 부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들을 “버림받은 영웅(el héroe
abandonado)”으로 만든다는 것이다(Encinar 13).
이번 장에서 다루어질 작가의 두 대표작은 프랑코 독재 중후반에 접어
드는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사회 전반에 편재하는
억압적인 권력과 그 속에서 소외와 실패를 경험하는 개인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작품 속에서는 문제성이 있는 인물들을 통해 부르주아 계층
과 가톨릭 교회로 대표되는 스페인 사회의 지배 세력들을 신랄하게 풍자
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페드로로 대표되는 1960년대 스페인 소설의 주
인공들이 소극성과 의지 박약으로 인해 정체성을 상실하고 내면의 위기
를 겪어야만 했다면, 마르세의 주인공들은 전형적인 문제적 개인이나 버
림받은 영웅의 모습과는 또 다른 특성들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마르세의
주인공들은 분명 반영웅이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이지만 스스로 목표
로 하는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적극성을 보인다. 마르세의 인
물들은 특유의 삶에 대한 애착과 끈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둘러싼 부르주아 사회 자체가 가
진 모순과 구조적 문제점을 더욱 강조하는 데 유효하게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마르세의 인물들 역시 사회와 계급 앞에 좌절하고 실
패하게 되지만, 조민현이 지적했듯이 “문제적 인물의 출현 자체가 기존
사회에 대한 위반이고 전복의 가능성을 제시”한다(조민현 139)는 점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장에서는 마르세의 문제
적 인물들이 어떻게 계급과 구조가 생산하는 신화의 허위성을 노출하고
사회의 타락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탈신화 전략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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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르주아 계급의 허위성: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1966)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는 후안 마르세의 세 번째 작품으로 1965년

간이 도서관 상(Premio Biblioteca Breve)을 수상하면서 대중적인 인기
를 얻음과 동시에 특유의 통렬한 풍자로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
다. 이 소설은 지금까지도 마르세의 소설들 중 가장 많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27) 비야누에바는 이 작품을 통해 마르세가
전후 스페인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
으며 작가로서 성숙해졌음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한다(Villanueva 2010,
274).
마르세는 이 소설에서 두 명의 중요한 소설적 인물을 탄생시킨다. 먼저,
테레사는 화려한 별장과 좋은 차를 가지고 좌파 철학자들의 책을 읽고
토론하기를 즐기는 ‘진보적’인 여대생이다. 다른 한 쪽에는, 노동자와 이
주민들이 모여 사는 바르셀로나의 외곽 지역인 몬테 카르멜로에서 오토
바이를 훔치며 삶을 영위하는 좀도둑 마놀로가 있다. 소설의 가장 중요
한 축을 이루는 두 인물은 서로 다른 계급과 공간, 그리고 전혀 다른 역
사를 향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인물을 둘러싼 수많은 사건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이 결국 자기기만일 뿐이
며, 허구임을 알게 된다. 이 작품을 통해 마르세는 사회적 리얼리즘이 주
창하던 객관주의와 거리두기를 비웃으며, 인물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는
주관주의와 내면성의 탐구로 회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50년대 작
가들의 소설 기법은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영향을 받아 사진과
도 같은 리얼리즘, 즉 인물들의 행동과 대화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통해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

27)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비교적 많
이 이루어져 있다. 전통적인 연구 방향은 주인공 마놀로에 집중하여 피카레스크
적 소설의 한 경향으로 해석하거나 사회적 리얼리즘 소설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캐롤린 모로우는 테레사와 마놀로, 마루하가 처음 만나게 되는 축제 전야제를 로
맨틱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카니발적 공간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전지적 시점의
서술 이외에 편파적으로 나타나는 인물들의 목소리를 바흐친의 다성성의 개념으
로 설명하면서 마놀로의 행위를 사회 구조에 대한 저항으로 읽는다(Morrow
1991). 캐서린 스론은 마놀로와 까르데날의 관계에 주목하여 소설 속에 숨겨진
동성애적 욕망과 계급 경계에 대한 관계에 대한 연구하기도 했다(Thron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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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당대 경향과는 반대로 마르세의 작품에서는 인물의 내적 독백이나 회
상을 통해 연대기적 시간을 파괴하거나 작중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전달
하는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가 등장한다. 그리고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계
급적 집단성을 대표하는 50년대 소설의 증언적 서사에서부터 개인의 주
관과 내면 심리에 집중하는 글쓰기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바르가스 요사는 인술라 Ínsula에 게재한 서평에서 소설은 무자비할
정도로 공격적이면서도 본능적이고 절망적인 유머로 가득 차 있으며, 특
히 빈정대는 듯한 풍자가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평가했다(Llosa
7-8). 특히 작가의 비판이 향하는 지점이 전후 바르셀로나에서 진보와
혁명을 부르짖는 부르주아 대학생들이라는 것은 당대 문학계의 비난과
관심을 동시에 받기에 충분했다. 안토니오 빌라노바는 이 작품의 비관주
의적 경향에 대하여 “바로하의 탐구 La Busca에서 보여지는 무정부주
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공격적이고 냉담한
어조와 모든 사회적 진보와 혁명에 대한 가능성을 거부하는 숙명론에 대
해서는 루이스 마르틴 산토스의 침묵의 시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
다(Vilanova 442)”고 말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빌라노바 또한
강조했듯이 당대 리얼리즘이 보여주던 단조롭고 지배적인 경향에서 벗어
나 새로운 행보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 소설의 명백한 목적은 관념적
진보주의라는 가장 성스러운 신화에 대해 비웃는 것이다. 나아가 부잣집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낭만적 혁명주의 뿐만 아니라 계급 장
벽이 없는 동료의식에 대한 낭만적인 신화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동
등함과 평등에 대한 믿음은 그 자체로 환상일 뿐이며, 전형적으로 부르
주아적인 이상적 착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Vilanova 442-443).
롤랑 바르트가 강조했듯이 신화는 ‘역사’ 대신에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제공하며 현실을 사라지게 만든다(바르트 70). 다시 말해 역사가 다른 방
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었다고 위장하는 것이 신화의 역할이다. 이러한
점에서 페드로 루이스와 마리아 에르난데스가, 이 소설이 “인간의 현실
속에 은폐되어 있는 환영과 속임수를 벗겨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 점은 신화가 이 작품의 중심에 위치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Ruiz and Hernández 66). 마르세는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진 두 개인의
심리와 애정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신화에 의존하려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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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성을 파고든다. 나아가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형이 되기를 강요하는
가난과 사회 속에서 결국 소외될 수 밖에 없었던 마놀로가 작품의 결말
에 이르러 진정한 현실과 대면하게 될 때 모순적이게도 우리는 가면이
벗겨진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본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3.1.1. 낭만적 혁명주의와 ‘환상’
소설 속의 여주인공인 테레사는 표면적으로는 소설 속에서 가장 큰 변
화를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신화화
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다. 테레사야말로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인물로서 마르세가 가장
비판하고자 했던 대상이기도 하다. 테레사는 50년대의 새로운 변혁의 분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거짓된 ‘영웅’을 만들어 내는 부르주아 계층의 모
습을 대표한다. 대학 운동을 주도하는 “명망 있는 대학생(el presitigio
estudiante)”(152)인 루이스에게는 시대를 대표할 만한 젊은 리더의 가면
을, 오토바이를 훔치며 끊임없이 계급 상승을 욕망하는 마놀로에게는 아
래로부터의 혁명을 가능케 하는 혁명가의 가면을 씌운다.
테레사와 루이스가 대표하는 부르주아 대학생들은 마놀로와 서술자의
입을 통해 신랄한 풍자의 대상이 된다. 먼저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는 테
레사를 포함한 대학생들에 대하여 “역사적 사건들의 경이로움과 아버지
의 지독한 공장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헌신적인 사람들”(346)이라
고 묘사하면서 스스로의 모습에 도취된 채 영웅주의에 빠진 모습을 강하
게 비판한다. 마놀로에 눈에 비친 대학생들 역시 그저 자신들의 정치의
식을 과시하고자 하는 “사치스럽게 잘 길러진 동물들”(120)에 불과했다.
그들은 특권 계층에 속하면서도 카페에 앉아 철학자들의 책 내용에 대해
토론하면서 스스로가 ‘혁명적’인 지식인이 될 수 있다는 집단의식에 사로
잡혀 있다. 테레사는 그 대학생 모임의 리더인 루이스에 대하여 두 번이
나 감옥에 다녀온 “신과 같은 인간(hombre-dios)”이자 “대학생 지도자
(El lider universitario)”(153)로 묘사한다. 정치적 의식이나 계급 사회에
대한 의식이 부재한 테레사에 대한 서술자의 빈정대는 태도는 다음과 같
은 문단에서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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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까지도 테레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루이스가 그러했듯이, 만
약 누군가의 정신적 견고함이 그녀에게 생생한 감동을 주었다면, 그녀의
연대감을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연결시켜 이해하도록 해주었어야 했다. 학
교 안팎으로 다양한 모임들과 집회들을 조직하는 그녀의 모든 활동, 특히
나 10월의 그 유명한 사건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녀의 눈부신 활약들은
사실은 오늘 같은 밤에 영웅의 팔에 안겨 잇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욕망의 빗나간 발현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Pero si alguien, incluso alguien cuya solidez mental impresionara
vivamente a Teresa, por ejemplo el propio Luis, que la había tenido
hechizada hasta hoy, le hubiese hecho ver que su solidaridad para con
cierta ideología, toda su actividad desplegada dentro y fuera de la
Universidad en organizar reuniones y conducir manifestaciones, y,
sobre todo, su destacada participación en los famosos hechos de
octubre, no era en realidad más que la expresió́n desviada de un
profundo, soterrado deseo de encontrarse en los brazos de héroe en
una noche como ésta.(173)

테레사로 대표되는 좌파 부르주아 대학생들은 자신의 미성숙한 성적 욕
망을 이데올로기와 구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연대와 투쟁
을 외치는 테레사는 정작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식이 부재했던 것이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테레사는 학생 활동을 통
해 끊임없이 진보적인 성향을 노출하면서도 남성적인 권력에 대한 환상
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며, 남성에 의해 여성으로서의 자아가 완성된다고
믿는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누구보다도 가부장적이고 남성의 질서에 종
속되어 있는 여자로서의 테레사의 모습을 은폐한다. 그녀가 그려왔던 영
웅은 계급 의식이 충만한 혁명가가 아니라 강한 남성성을 표출하는 정복
자였고, 그녀는 철저하게 환상을 통해 첫 경험의 순간을 이상화하고 있
었다.
캐서린 스론은 섹슈얼리티가 서구 사회의 권력 관계의 구조 속에서 ‘이
용’되었다는 푸코의 이론에 기초하여 정치적 활동과 성적 활동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지적한다. 푸코는 성의 역사에서 부르주아지는 언제
나 자기 계급의 섹스에 대하여 중요한 것, 깨지기 쉬운 보물로 인식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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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중 “성적 측면이 부각된 한가한 여자”는 성의 장치에 의해 성적
과민증에 빠질 수 있는 인물이다.28) 스론은 이러한 푸코의 “한가한 여
자”를 테레사에 대입시키고, 작품 속에서 테레사가 마치 천상의 육체처
럼 “다가갈 수 없는” 일종의 “접근 불가능한 몸”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스론은 마놀로와 루이스 뿐만 아니라 서술자의 권력도 테레사
의 몸을 투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테레사의 육체는 부르주아 계급을 상
징하며 그 누구에 의해서도 소유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Thorne 95). 소
설 전반에 걸쳐 서술자는 마놀로에게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이러한 서술 방법을 통해 독자들 또한 자연스럽게 테레사와 공감하
는 것이 어려워지고, 테레사는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한 인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테레사가 끊임없이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환원시키면서도
정상적인 성행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계급적 특권을 지키기 위
해 성의 억압적 장치를 고안한 부르주아의 집단 욕망의 모순을 드러내기
에 충분하다.
프로이드는 꿈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소망 충족을 들고 있는데, 현실에
서 충족되지 않는 욕망들이 꿈에서 대리 보상의 효과를 누리게 한다고
지적한다(프로이드 80). 실제로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에서는 “꿈”이
라는 장치를 통해 주인공들의 이루어지지 못한 욕망들이 효과적으로 표
출된다. “역설적으로, 그녀의 꿈은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외롭게 남겨진
공주의 꿈과 닮아 있었다. 비밀스럽게 환상에 젖은 그 공주는 얼굴 없는
침입자들의 군대가 무력으로 자신의 성을 갈취당하기를 바라고 있었
다.”(174)
이와 같이 테레사는 꿈 속에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남성을 욕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테레사는 스스로를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로 인

28) 푸코는 경제적 특권층이자 정치적 지도층인 계급에서 엄밀한 성적 억압의 기법
들이 집중적으로 실행되었다고 지적한다. 푸코에 의하면 한가한 여자는 사교계에
서 언제나 가치있는 존재인 것이 틀림없고, 가정에서는 아내 겸 어머니로서의 의
무를 할당받는다. 이 여자들은 사교계와 가정의 경계에서 ‘신경질적인 여자’ 혹은
‘히스테리에 걸린 여자’로 출현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가족과 계급을 위해 건
강한 자손을 보존해야 할 의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성의 장치
가 지도층의 권력과 맞물려 있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쾌락을 제한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배 계급의 육체, 자손, 가계 등의 문제였던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
민층은 오랫동안 “성”의 장치와 무관했다(푸코 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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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있으며, ‘침입자’가 힘으로 군대를 제압하고 자신에게 와주기를
상상한다. 하지만 이러한 환상은 옷을 벗을 시간도 없이 허무하게 끝나
버린 루이스와의 경험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테레사는 마루하와
마놀로가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자신도 모
르게 “비밀스럽게 그들의 관계를 질투하면서도 감탄하고 있었다.”(159)
이러한 관음증적 욕망은 테레사로 하여금 해결하지 못한 성적 욕구를 더
욱 강렬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된다. 테레사는 그들의 관계를 “하녀와 노
동자와의 비밀스러운 사랑”(161)으로 규정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신화는
사물이 ‘조작된 것’이라는 성질을 제거하고, 기정사실처럼 진술해버림으
로써 그것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기에 모든 역사를 제거하게 된다
(바르트 70-71). 테레사에 의해 마놀로와 마루하라는 인물의 역사와 개
인의 목소리는 모두 ‘노동자’와 ‘하녀’라는 가면에 가려진다. 테레사는 루
이스에게 마놀로를 계급에 대한 자존감이 높고 행동할 줄 아는 혁명가이
자 노동가처럼 설명한다.
나는 단번에 그[마놀로]가 매우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
어. 어쩌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준비된 사람이라
는 걸 말이야. 적어도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아래 쪽 계층의 사람들이
라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말이야.
Comprendí enseguida que él está muy preparado, a su modo quizá
mejor que nosotros. Por lo menos, los contactos que tiene son por
abajo, son de los buenos...(170)

소설은 이렇게 테레사가 마놀로에게 어떠한 신화를 덮어씌우고 있는지
그 과정을 그대로 노출한다. 테레사는 마놀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
황에서도 “이미 그 하녀의 남자친구는 반드시 ‘노동자’가 되어야만 한다
고 생각”(188)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놀로에 대한 신화화는 개인적 차원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간인 몬테 카르멜로와 그 계급으로 확대된다.
마놀로에게 진보적 노동자의 가면을 씌웠듯이, 테레사는 이제 그가 속한
공간과 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조작한다.
그녀의 질문들은 대부분 순전히 감성적인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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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원하는 진실을 위한 이상적인 분위기를 조
성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테레사의 질문들은 무언가를 알고 싶다는 욕망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확인하기 위한 정중한 바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테레사 세랏은 이미 질문의 대답을 알고 있었고, 자
신만의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도시
외곽에 사는 한 남자의 인생에 대한 달콤한 판결을 내린 후였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이러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어쨌든 한 마리 ‘물고기’의 인생
은 너의 마을에서라면 환상적이고 즐거울거야. 동지들과 함께하는 여름의
밤들과 카페에서의 토론들이란...”
Hace muchas preguntas, pero son puramente sensitivas, buscan no la
verdad, sino más bien un clima ideal para la verdad; no obedecen a
un deseo de saber, sino a un cordial deseo de confirmación. Porque
Teresa Serrat ya sabe, ya tiene su idea y su dulce veredicto sobre la
vida de un joven como éste en un suburbio. Así, ciertas opiniones
expresadas entusiásticamente por ella («La vida de un pecé, de todos
modos, ha de ser estupenda e incluso divertida en tu barrio, las
noches del verano, con los compañeros, las discusiones en el café...»).
(238)

그러나 테레사는 이내 애써 보려하지 않았던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
녀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노동자들과 그들
의 투쟁적인 삶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철없는 부르주아가 만들어낸
“신화의 땅(una tierra mítica)”(387)일 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어느 순간
마놀로와 주변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세상에 씌워 놓았던 가면이 환상이
었음을 깨닫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경험하게 된다.
몬테 카르멜로는 그녀가 생각하던 몬테 카르멜로가 아니었다. 마놀로의
형 역시 차 판매상이 아니라 그저 기계공에 불과했다. 이 곳에서 노동 의
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베르나르도는 그저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 낸
혁명가적 환상의 산물이었고 마놀로 역시 그러했다...
El monte Caramelo no era el Monte Carmelo, el hermano de Manolo
no se dedicaba a la compraventa de coches, sino que era mecánico,
aquí no había ninguna conciencia obrera, Bernardo era un producto de
su propia fantasía revolucionaria, y el mismo Manolo...(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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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은 테레사를 통해 한 개인의 의식 속에 잠재된 부르주아 이데올로
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신화적 환상을 만들어내는지를 드러낸다. 나아
가 그 조작된 환상이 깨지면서 드러나는 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무기
력할 수 밖에 없는지를 보여준다. 루이스와 에르난데스는 “테레사를 통
해 순수한 이상들과 유토피아의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 인간에게 내재된
정치적 구조가 드러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인간이 그 어떤 가면도 없이 자신의 내면의 현실과 맞닥뜨릴 때, 모든 유
토피아가 붕괴되어 공허함을 가늠하게 될 때, 존재 대신 부재를 인정하고
삶 속으로 결핍을 받아들일 때, 모든 편견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인간을 회
복하게 된다. 혹은 비인간적으로 문명화된 체계를 고발하고 환멸로 만들어
진

당대

고유한

풍자의

전형을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Ruiz

and

Hernández 66)

소설 속에서 신화적 환상이 구성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은 테레사의
의식이 허구적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그녀와 그녀의 세계가 기
반하고 있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자기기만성을 드러내도록 한다. 결
말에 이르기까지 가면을 벗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테레사라는 인
물 자체가 바로 비인간화된 부르주아 사회를 고발하고 풍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하지만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이미지와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은 비단 테레사뿐 만이 아니다. 마놀로 역시 계급의식이 부족한 인물
로서 스스로의 결핍과 부재를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다. 마놀로는 몰래
숨어들어간 축제 전야제에서 처음으로 마루하와 테레사를 만나게 되는데
처음부터 화려한 장식들과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모
습은 “미심쩍은 불균형”(22)을 자아낸다. 그는 잔잔하고 안정적이던 그들
의 삶에 갑자기 찾아든 “침입자”(24)로 그려지며, 테레사의 어머니에게는
그저 “야만적인 인간”(207)에 불과하다. 그는 바르셀로나를 양분하고 있
는 두 세계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인
물이다. 몬테 카르멜로의 사람들도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다. 그
에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가족들과 “악마 같은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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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뿐이다. 그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오토바이를 훔치는 것뿐인데, 그
사업마저도 한 때 “그 지역에서 이름을 날렸던 오토바이 매입자인 ‘추기
경’(el Cardenal)29)의 개인적인 유혹 때문에 충동적으로 결정했던 일”(43)
이다. 이렇게 마놀로는 그를 둘러싼 모든 집단이 요구하는 순응적인 삶
과 획일주의 안에서 부유한다.
마놀로의 모든 행동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통점은 신분상승에 대한
욕망이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된 가난과 차별에 따른 계급 상승의 욕구
는 현실에 대한 환멸로 다가온다. 마놀로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 낸
권력 구조에서 소외당한 채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 밖에 없는 인
물인 것이다. 마놀로가 마루하에게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사람들이 나
를 존중해 주는 것뿐이야”(118)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
와 부르주아 계급이 생산한 모든 종류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성공이라는 유일한 꿈을 좇아
도시로 상경한 그의 욕망은 바로 ‘환상’을 통해서 표출된다.
마놀로가 어린 시절 만났던 모로 가(los Moreau)사람들은 그에게 상위
계층의 삶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 그리고 좌절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다
시 프랑스로 떠나기 전 마놀로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던 것은 그저 헤
어짐에 대한 막연한 아쉬움, “무관심(negligencia)과 거짓된 애정(falso
afecto)”(99)때문이었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마놀로에게 큰 정신적 외상으
로 남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모로 부부의 딸이었던 파자마를 입은 여자
아이의 모습은 끊임없이 마놀로의 꿈과 환상 속에서 등장하면서 ‘그들의
세계’로 편입되고자 하는 마놀로의 욕망을 표출한다.
그가 어린 시절 동안 가장 집착했던 이미지들 중에 “그것”만이 영원히 그
의 기억 속에 아주 자세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자신의 기억 속에서 마놀로
는 시간이 멈춘 채 별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비단 파자마에 둘러싸인 그
29) 소설 속에서 마놀로에게는 부재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추기경’은 뒤틀
린 종교적 인물이자 노쇠하여 망가져버린 과거의 권력을 상징한다. 특히 알콜 중
독으로 인해 부엌, 정원 그리고 침실과도 같은 여성적 공간에만 머물면서도 마놀
로에게 동성애적 욕망을 느끼는 ‘추기경’의 이미지는 이미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
한 프랑코 독재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국 ‘추기경’과 그의 조카인 오
르뗀시아에 의해 마놀로가 결정적인 파멸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마놀로를
비극적인 운명의 희생자로 만드는 데 일조하는 인물이기도 하다(Throne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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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아이를 안고 있었다.
Una de las imágenes mas obsesionantes de su infancia, la que quizá se
le había grabado con más detalle y para siempre: ingrávido en el
tiempo, bajo un palpitante cielo estrellado, abrazaba de nuevo a una
niña enfundada en un pijama de seda.(68)

홍준기는 라깡의 “환상”30) 개념을, 주체를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하는
심리적 외상, 실재, 타자의 향유, 그리고 타자의 가늠할 수 없는 욕망을
길들여 이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방어수단으로 본
다(홍준기 81). 마놀로가 진정으로 욕망하던 것은 그 어린 소녀와의 키
스가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 부르주아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처럼
사는 것’이었다. 마놀로의 이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으로 변화했을
때, 잃어버린 첫사랑의 추억도 충족할 수 없는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마놀로의 환상 속에서 어린 소녀는 “천상에 빛에 둘
러싸인 여신”이자 “지상에서 완전히 멀리 떨어진”(100)것으로 등장한다.
시간이 흘러서도 마놀로는 잃어버린 욕망의 대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비
현실적인 여신의 이미지를 테레사와 마루하에게 끊임없이 투영한다. 즉,
프랑스 소녀라는 “절대적 대상”은 상실되었지만, 목소리·시선·손짓 등
부분적인 특징이 환상의 공간 속에서는 욕망의 대상으로 승격되는 것이
다(홍준기 83). 마루하나 테레사와의 관계가 한 단계씩 진전될 때마다
마놀로는 스스로의 모습을 ‘위험에 처한 공주를 구하는 영웅’31)의 모습
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허황된 환영(un fugaz espejismo)”(57)은 마놀
로가 마루하를 테레사라고 착각하고 그녀와의 첫날밤을 계획하는 장면
30) 지젝은 ‘환상’이 폐허가 된 실재의 사막과 대면하는 것을 회피하고 부정하기 위
해 동원되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예기치 못하게 현실 속에 ‘실재’가 침범했을 때,
그것과 대면하기 보다는 환상을 선택한다는 것이다(이현우 25)
31) 절대적 대상인 프랑스 소녀는 되찾을 수 없지만, 자신을 영웅화하고 신화화할
수 있는 환상 속에서는 공주를 구출하고 특권 계층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
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마루하가 의식을 잃은 후, 처음으로 테레사와 둘 만의 시
간을 갖게 된 마놀로는 테레사의 옆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환상에 빠진다.
“그렇게 그녀의 옆모습을 보면서 남쪽에서 온 그 청년은 또 다시 그 푸른 엽서들
의 패를 뒤섞기 시작했다. 사고가 나고 심하게 다친 테레사, 불에 타는 자동차...
그는 그녀를 구하고...”(217) “빛나는 비단 파자마를 입은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쓰러져있고, 환상 속의 영웅인 마놀로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천상의 눈빛을
가진 그 금발소녀’를 구출해낸 후 그녀를 안전하게 부모님께 데려다준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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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는 마치 한 사회에 진입하는 사람처럼 그 소녀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황홀에 도취된 채로 장엄하고도 눈부신 그의 모습은 마치 찬란한 의식을
치르듯이, 비참했던 어린 시절과는 경이로운 이별을 고하고 있었다.
Entró en la muchacha como quien entra en sociedad: extasiado,
solemne, fulgurante y esplendorosamente investido de una ceremonial
fantasía del gesto, maravilla perdida de la adolescencia miserable.(66)

마놀로에게 부유한 집안의 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지금
껏 꿈꿔왔던 욕망의 대상을 취하는 행위였고, 동시에 그 사회로의 진입
통로였던 것이다. 그러나 테레사라 믿었던 여자는 집안의 하녀인 마루하
였고, 하녀의 방에서 눈을 떴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놀로는 다시
금 환멸(el desencanto)로 빠져들게 된다.
두 번째 실패를 경험한 마놀로에게 테레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숭고
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므로 마놀로는 마루하가 의식을 잃은 후
에도 끊임없이 테레사와의 완전한 합일을 욕망한다. 그러나 부르주아 계
급을 대표하는 닿을 수 없는 존재이자 보호받아야 할 육체인 테레사와의
마놀로와의 성적 합일은 불가능한 것이 된다. 마놀로가 일자리를 얻었다
는 보리 부부의 소식에 의해 만들어진 완벽한 분위기는 마루하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 소리로 깨지고 만다.
저 비단 같은 머릿결과 발가벗은 어깨의 향기 너머로 보이는 것 [중략] 그
것은 더 이상 그림 속 이야기나 혹은 어린 시절부터 질투 어린 마음으로
간직해 왔던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젊고 능력 있는 남자
가 한 쪽 손에 가방을 들고는 온 몸에 흘러넘치는 자신감으로 그 손가방
을 흔들며 근사한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중략] 한쪽에서는 전화벨
이 울리고 있었는데, 굳이 그가 받을 필요 없이 비서에게 맡기면 될 것이
었다. [중략] 하지만 그 미래의 사무실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참 이상
하게도 그의 상상 속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그들 바로 옆
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lo que veía más allá de aquellos sedosos cabellos, más allá de los
fragantes hombros desnudos de la muchacha, ··· no era ya un cr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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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nado y celosamente guardado desde la infancia, sino a un hombre
joven y capacitado entrando en una oficina moderna con una cartera de
mano y esa confianza que da sostener una cartera de mano ···
mientras en alguna parte suena un teléfono, pero él no debía acudir,
que lo haga un ordenanza ··· Pero aquel teléfono de la oficina futura,
qué curioso, sonaba no sólo en su imaginación desde hacía rato, sino
aquí mismo, junto a ellos.(439-440)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테레사와의 첫날밤과 화려한 결혼 생활에까
지 이르게 되는 마놀로의 상상은 결국 그를 검거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
구하는 경찰의 한 마디 - “신분증 Documentación.(486)” - 에 무참히 깨
지고 만다.
감옥에서 2년을 보낸 마놀로는, 이제 결국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로
결정한 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루이스를 응시하는 관찰자가 된다. 자
신을 둘러싼 현실의 이데올로기에 안주한 채, 루이스는 과거를 잊어버리
고자 한다. 그러나 마놀로는 침묵의 시간의 페드로처럼 다시 자궁으로
회귀하지도, 하라마 강의 주인공들처럼 다시 쳇바퀴 같은 시스템 속의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골드만에 의하면, 돈키호테나 줄
리앙 소렐의 궁극적인 전향은 진실의 발견이나 수직적 초월이 아니라 단
순한 덧없음에 대한 시인이다(골드만 18). 이처럼 자기기만과 착오에서
벗어나 현실을 대면하게 된 마놀로와 변화의 위협을 제거한 부르주아 사
회로 온전히 포섭된 테레사와 루이스의 대조적인 모습은 굳건한 계급적
신화로 은폐되어 있는 당시 현실에 대한 시인이자 폭로인 것이다.

3.1.2. 소통과 연대로의 변화
지금까지 작품에 대한 많은 연구는 이 작품을 두 중심인물인 마놀로와
테레사에게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했다. 두 인물들은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생산해내는 주체로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신화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폭로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거짓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르주아 세계 속으로 스스로 침잠하고 마는 테레사의
마지막 모습은 변한 것이 없는 현실을 보여줄 뿐이라는 점에서 작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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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회의적이라는 평가를 낳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논
의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마루하를 신화의 허구성을 경계하고 진정
한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
하고자 한다. 피지배 계층에 속한 마루하는 현실의 부조리함과 모순을
고발함과 동시에 등장인물 중 유일하게 마놀로에 대하여 인간적 연대감
을 드러낸다. 마루하는 환상에 빠진 마놀로와 테레사를 호되게 꾸짖다가
도, 계급의 문제를 떠나 인간 마놀로를 이해하고 감싸 안으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마루하는 만연한 계급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로 인한 인간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의 주된 줄거리의 시간은 비교적 연대기적인 순서로 흘러간다.
이야기는 1956년 7월 23일 마루하, 마놀로 그리고 테레사가 처음으로 만
나게 되는 축제 전야제에서부터 마놀로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테레사
를 만나러 가다가 결국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는 1957년 9월까지 약 2년
에 걸쳐 서술된다. 소설 속에는 마루하의 내적 독백(Interior monologu
e)32)이 두 번 등장하는데,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한 후 의식을 잃은
마루하의 목소리를 통해 이미 기술된 사건에 대한 다른 시각의 증언을
제공한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마루하의 주관적 회상(analepsis)은 그녀
가 관찰한 여러 사실들을 기억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마루하의
두 번의 회상은 모두 소설의 주된 서사의 밖에서 시작하여 그 안에서 끝
나기 때문에 혼합적 회상(analepsis mixta)에 속하며, 스토리의 공백을
보충하거나 그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미케 발 101-114 참조). 사회비판적 리얼리즘 작가들이 추구한 객
관주의적 서술은 “누가 보여지느냐”에 집착했다면, 마르세는 작중 인물

32) 내적 독백은 주로 윌리엄 제임스가 처음 명명했던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의 주된 특성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의식의 흐름의 소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등장 인물의 내적 변화의 과정이나 심리 상태를 부분적이고 파
편적인 회상, 추억, 예견 등의 형식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특히 다리오 비야누에
바에 의하면 무의식의 발견과 함께 현대 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게 된 내적 독
백은 “언어의 형식을 통해 형성되는 의식적인 표현에 앞서 무의식에 가까운 가장
내면적인 생각들을 드러내는 기법”을 말한다(Dario Villanueva 31). 이러한 의미
에서 그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이전에 가장 직관적이고 인상적인 이야
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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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적 고백이나 의식의 흐름을 따라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진실을 포착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내적 독백에서는 시간은 마놀로와 마루하가 처음 만나게
된 축제 전야제로 되돌려지고, 마루하는 마놀로와 테레사를 바라보는
“응시”의 주체가 된다. 이제 마루하의 관찰과 증언은 테레사와 마놀로를
대상화하고 독자들은 제 3자의 관점으로 인물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얻게 된다. 마루하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신화가 만들어 낸 환영
에 빠진 마놀로와 테레사를 비판한다. 테레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노동
의식이 투철한 영웅으로 상상된 마놀로는 마루하의 독백에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반영웅으로 묘사된다.
그는 절대로 주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이름을 발음하
는 것도 거부했다. 그의 이복형, 형수, 그리고 어린 조카들까지도. 그들은
마놀로를 따라 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가족들은 그가 항상 무시하고자
노력했던 역사의 잊혀진 얼굴들이었다.
［…］jaḿas hablaba de su gente, se negaba incluso a pronunciar sus
nombres, el de su hermanastro, el de su cuñada, el de los sobrinitos.
Los suyos no son más que sombras tras él, seres sin rostros
personajes borrosos de una historia que siempre se ha empeñado en
ignorar.(311)

마루하의 의식 속에서 폭로되는 마놀로는 자신의 가족과 사회에 소속되
지 못하고, 그들의 ‘역사’를 공유하기를 거부한다. 마루하는 “그는 절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311)라고
단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루하는 론다에서 홀로 도망친 후 어린 나이
부터 날품을 파는 일을 하며 살아야 했던 개인 마놀로의 삶에 대해 이야
기하기 시작한다. 무의식 속에서 계속되는 그녀의 서술은 마놀로가 어떻
게 처음으로 도둑질을 하게 되었으며 긴 시간 방황 끝에 바르셀로나로
향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자신과 만나게 된 그 전야제의 날로 돌아온
다. 마놀로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소외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현실
적 문맥을 마루하가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은 이제 마놀로에 대하여 감정
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시공간을 뛰어넘는 마루하의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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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독자들의 독해 과정에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나
텍스트가 독자로 하여금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마루하의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적극적인 독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내적 독백에서는 마루하의 감정이 이전 보다 더 격앙되어 있
는데, 이는 그녀가 직접적으로 마놀로를 청자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마놀로를 바라보는 마루하의 시선에는 인간적인 공감과 연민이 존
재한다.
“나는 할 일 없는 건달들을 부양할 생각은 없다”는 형의 말은 매일 더
위협적으로 변해가지. 얼마나 도시가 낯설고 크게 느껴졌니, 내 사랑. 사
람들은 얼마나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을까? 그 빛나는 길거리와 무뚝뚝
한 카탈란 어투에는 수 많은 속임수들이 도사리고 있었을거야.
… el cada día más amanezante «yo no mantengo vagos» de su
hermano, qué extraña y ajena resultaba entonces la ciudad, amor mío,
qué recelosa parecía la gente, qué maulería en las voces, en el hosco
acento catalán, en las calles iluminadas, ….(414)

마루하는 마놀로를 “내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그와의 사랑이야말로 자
신의 삶에서 일어난 “유일하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일(416)”이었다고 증
언한다. 마루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인간과의 관계, 사랑이 중요했던 것
이다. 이제 마루하는 마놀로가 살아온 지난 삶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면
서도 이데올로기적 환영이 만들어 낸 이미지만을 소비하는 테레사를 꾸
짖는다.
그를 불쌍히 여긴 건 그의 형수였어. 그녀 덕분에 첫 겨울을 나는 동안에
는 아이들 옆에 매트리스를 하나 더 둘 수 있었고, 식탁에는 접시를 하나
더 얹을 수 있었지. 수 많은 밤을 집 밖에서 지내야 했어. 람블라스 거리
에서 말이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몇 시간이나 매춘가의 술집에서 시
간을 보내야만 했던 거지. 말로는 우정을 쌓는다면서 말이야. 그는 단 한
번도 이런 개인적인 일을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어. 물론 나쁜 일들이었겠
지. 아직 넌 그를 알지 못해, 테레사.
Fue su cuñada la que se apiadó, y por ella tuvo un colchón jun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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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niños y un plato en la mesa durante el primer invierno. Noches
enteras fuera de casa-las Ramblas, imagínate-, se pasaba horas
colgado en la barra de un bar del barrio chino, dice que haciendo
amistades, nunca fue muy hablador sobre este particular, cosa mala
debía ser, tú aún no le conoces, Teresa. (418)

마루하의 모놀로그는 마놀로가 주교와 만나게 된 상황까지 서술하면서
주교와 마놀로가 동성애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마루하
에 의하면 “잘 차려입은 교양 있는 그 신사”(418)는 너무나도 친절한 나
머지 마놀로를 계속해서 집으로 초대했으며 심지어 “파몰리브 향이 나는
좋은 비누로 샤워하도록 강요”(419)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두 번에 걸친 마루하의 내적 독백은 사회에서 소외된 마놀로에
대한 동조를 호소하면서도 저항적인 노동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반사
회적 인물로서 마놀로의 모습들을 동시에 드러낸다. 그녀의 증언들을 통
해 독자들은 테레사가 마놀로와 그의 세계를 중심으로 만들어 내려는 신
화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자기기만에 지나지 않는지 깨닫게 된다.
앞서 두 번에 걸친 모놀로그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마루하는 부르주아와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환영과 이상화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는 인물이며,
인간적 감정을 우선시 하는 인물이다. 테레사와 마놀로, 루이스와는 달리
서술자는

마루하가

삶과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un

agradecimiento)”(119)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테레사가 열정적으로
좋아하던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의 책에서 “모든 부르
주아들은 실질적으로 계급 투쟁을 숨기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189)라는
문장을 읽고 있는 테레사의 모습은 얼마나 모순적이고 허상에 지나지 않
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마놀로 역시 오로지 가난에서
벗어나 부르주아 계급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
러나 마루하는 계급과 테레사와 마놀로와는 달리 환상이나 이상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가난과 불행을 공유하는
마놀로에게 인간적인 연대감을 느낀다.
그것은 불행 속에서도 단결을 열망하는 형제애가 담긴 달콤한 시선이었
다. 똑같은 비참하고도 빈곤한 상태, 그리고 이제는 망각의 상태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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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버린 존재들 간의 위로였다. 그것은 불행이라는 같은 운명을 지닌 단결
된 존재들을 내리 덮는 연대감이었다.
Era esa dulce mirada fraterna que implora la unión en la desventura,
el mutuo consuelo entre seres caídos en la misma desdicha, en la
misma miseria y en el mismo olvido; era esa ráfaga de solidaridad
que se abate sobre los seres unidos en la desgracia por destinos idé
nticos.(69)

소설 속에 언급된 마루하의 눈빛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
에서 느끼는 인간적 애정에 기반한 것이며, 테레사와 루이스를 비롯한
부르주아 대학생들이 만들어낸 “신화적 연대감(solidaridad mítica)”(338)
과는 대비된다.
그러나 마루하는 자신의 계급과 가난한 현실에 대해 비판 없이 인정하
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악의
존재를 믿지 않는 지나치게 순수한 모습은 현실성이 결여된 듯한 인상을
준다. 마루하가 느끼는 연대감은 계급과 사회에 대한 의미 있는 인식이
나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지 못한다. 유일하게 삶에 대한 감사
함과 인간적 가치를 체화하던 인물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결말은
마루하 역시 완벽한 의미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루하는 테레사와 마놀로와는 다르게 현실을 대
면하고자 하는 인물이며, 환상에 의지하고자 하는 두 인물들의 태도를
경계한다. 마루하의 존재는 지나치게 계급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두 인
물들의 모순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소외의 극복을 위한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테레사와 마놀로의 세계는 신
화와 환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밖에 없지만, 마루하는 신화를
거부하고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데 있다. 마루하와 같이 인간 자체에 대
한 연민과 사랑을 베푸는 인물형은 이 후 분석하게 될 사촌 몬세의 우
울한 이야기의 주인공 몬세에서 더욱 강화된다. 즉, 작가는 마루하와 몬
세와 같은 인물형을 통해 테레사로 대표되는 부르주아와의 의도적인 대
비를 형성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라몬 버클리는 “이 소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시대를 살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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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실패한 이유,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바로 부르주아임을 포기하지
못한 채 마르크스주의자가 되고 싶었던 그 세대가 보여주는 모순(
Abiada 165 재인용)”이라고 단언한다. 현실을 대면한 테레사와 마놀로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이제 테레사와 루이스에게는 과거에 대한 망각만이
존재할 뿐이다. 유일한 균열의 가능성이었던 마놀로가 사라진 테레사의
세계는 다시 균형과 안정을 찾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마놀로는 그들
에게 “되돌이킬 수 없이 잔인한 방식으로 냉소적인 눈빛”(497)을 보낸다.
마놀로의 복귀는 이제야 그가 신화의 부재를 인정하고 자신이 욕망하던
절대적인 존재가 가질 수 없는 것임을 받아들일 때, 그 거짓된 환상을
유지시키는 데 일조했던 사회와 체제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데 의미
를 가진다. 오직 테레사만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을, 절대로 변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신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남게 된다(Throne 105). 이
로서 독자들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로서의 부르주아가 얼마
나 뿌리 깊게 현실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산스 비야누
에바는 이 작품의 진정한 주제는 “당시 대학생들의 피상적이고 속물근성
이며 일관성이 부족한 진보 의식”이라고 언급하면서,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사회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대
학생들의 재생적 비판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 문학 자체”라는 것을 강
조하였다(Villanueva 1994, 137).
이 후 다루게 될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기에서도 테레사와의 마
지막 오후와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개인들의 이
야기를 다룬다. 이 작품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타자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르주아 가족의 모습에서 우파의 신
화적 전략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후속작으로 여겨지는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기에 드러나는 신화적 세계와 그 모순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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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화적 세계의 균열: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기 
(1970)
마르세를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올려놓은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에 이어 작가는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기(1970)를 발표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권력에 물들어 버린 부르주아 계급과 교회를 비
판한다. 이 소설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바르셀로나의 부르주아 계층
의 딸인 몬세가 가난한 이민 노동자인 마누엘을 사랑하게 되면서 가족과
종교의 테두리에서 배척당하는 과정을 그린다. 소설의 결말에 이르러 몬
세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마누엘에게서도 버림받게 되면서 자살을 택하
게 되고, 시간이 흐른 후 사촌인 파코 보데가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소설
이 시작된다.
이 작품이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의 거울이미지로 해석되는 것은
중심인물들의 연관성에 기인한다. 먼저 마놀로 레예스(Manolo Reyes)는
이번 작품에서 마누엘 레예스(Manuel Reyes)로 이름을 바꾸지만, 마누
엘이 감옥에서 갓 출소했다는 점, 무르시아 출신의 노동자라는 점 등을
통해 마놀로라는 인물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작품
에서는 서사의 중심이 마놀로의 심리와 그의 태도에 있었다면, 사촌 몬
세의 우울한 이야기에서는 몬세의 행동과 그녀를 둘러싼 사건에 치중되
어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작품에서는 이야기의 중심이 부르주아 가족의
첫째 딸인 몬세에게로 이동한 것이다. 마놀로와 테레사가 서로 사랑에
빠지고 이별했던 1956년 여름에서 3년이 흐른 1959년, 마누엘은 몬세와
또 다시 사랑에 빠진다. 마놀로와 마누엘로 이어지는 반영웅적인 남자
주인공은 이번 작품에서는 파코 보데가라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보
다 더 풍요로워진다. 또한 부르주아 대학생 테레사의 역할 역시 누리아
와 몬세 자매에게로 세분화되면서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의 성격을
표현해낸다. 마르세는 이렇게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성격의 인물들을 등
장시키면서 복잡한 인간의 심리와 내면을 묘사하고자 했다.
이번 장에서는 가부장적인 가족과 보수적인 교회가 상징하는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가 문제적 개인을 죽음으로 이끄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누리아를 비롯한 몬세의 가족들과 기회주의자인 살바도르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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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바르트가 언급한 ‘우파의 신화’로 해석하고 부르주아 신화가 얼마
나 자연스럽게 삶 속에 편입되어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아멜 또한 지적
했듯이,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와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기에서
는 마르세의 전반적인 작품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비진정성( el de
la inautenticidad de la mayoría de los seres humanos”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진다(Amell 1984:84). 이러한 의미에서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
기에서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사회와 계층
구조 속에서 몰락해버린 몬세의 불행한 삶의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설의 시간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영화 상영 허가를 얻
기 위해 파리에서 바르셀로나로 귀국한 파코가 자신의 오래된 연인인 사
촌 누리아와 이틀 동안 과거를 회상하며 몬세에 대한 기억의 조각을 맞
추어나가는 ‘현재(el presente)’의 시간이 존재한다. 그들이 과거로 기억
을 더듬어 가기 시작한 장소는 한 때 클라라문트(los Claramunt) 집안이
화려한 전성기를 보냈지만 지금은 건물의 앞면(la fachada)만이 남은 채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그들의 빌라이다. 두 번째는 몬세와 마누엘의 사
건이 일어나던 과거의 시간이다.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가 몬세에게 벌어
지는 과거의 사건들을 서술하는데, 현재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과
거가 삽입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이 서사 순서는 소설이 진행될수록 복잡해진다. 파코의 회상은 단순히
몬세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1939년부터
불행했던 유년시절,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도착하게 된 1959년까지 20년
동안의 클라라문트 집안 내에서 일어난 갈등까지도 아우르기 때문이다.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와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기는 다른 계

급에 속한 남녀의 사랑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
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작가는 전작에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50년
대 바르셀로나의 두 사회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인 마누엘과 테레사, 두
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후기작인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기에서는 이제 클라라문트 가족이 대변하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의
권력과 부르주아 사회의 억압적 가정교육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괴하
고 있으며, 지배 계층의 전략이 어떻게 우파의 신화에 완전하게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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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3.2.1. 억압하는 자: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국가-가톨릭주의
가톨릭 교회는 프랑코 체제가 기반으로 하던 가장 든든한 기둥과도 같
은 존재였다. 막강한 국민파의 군인들은 무력으로 프랑코를 지지했고 팔
랑헤 세력은 독재체제에 필수적인 관료들을 제공했다면, 가톨릭 교회는
프랑코를, ‘지상의 도시’에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파견한 사
자(使者)로 묘사함으로써 독재체제를 합리화하였다(김원중 282). 이렇게
교회는 전체 스페인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프랑코를 신성화시키고, 전통
과 보수를 강조하는 ‘국가-가톨릭주의’(Catolicismo nacional)의 시대를
구축해나갔다. 레이몬드 카와 파블로 푸시는 프랑코는 자신을 신화화하
는 교회 권력에 대한 보답으로서 스페인의 중산층과 상류층 사회의 중등
교육을 관장할 수 있는 지적 생활 관활권을 교회로 환원시킨 것이라고
지적한다(카와 푸시 48).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기에서는 마르세의
다른 작품보다도 훨씬 더 적나라하게 교회에 주어진 권력을 비판한다.
누리아의 남편인 살바도르는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찬 인물로서
클라라문트 집안의 일원이 되기 위해 도둑질까지 서슴지 않는 출세욕을
보여준다. 파코는 살바도르와 같이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부르주아 지식
인들에 대해 신랄하게 풍자한다. 파코는 살바도르가 국가 제도와 민주화
에 대해 발표하는 강연회장을 가득 채운 신문 기자, 작가, 문학 비평가들
을 보면서 “쓸데없고 시시한 우리의 문화를 대표하는 권위자들”(59)이라
고 비웃는다. 그들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살바도르의 강연을 찬양하
고 권력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인간의 권리를 억압하는 증오심
과 폭력을 반대한다”(59)고 외치는 그들은 파코에게는 그저 “문화라는
신화에 빠진 채 권력의 입을 채워주는 극단적 보수주의자”(63)들일 뿐이
었다. 강연회 도중 한 남자가 갑작스럽게 살바도르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살바도르는 그 남자를 극우파로 간주하면서도 폭력은 엄격
히 금지되어야 한다며 그를 풀어준다. 이 때 파코는 살바도르에게 다음
과 같이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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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폭력이 어디에서 연유하든지 간에 그 죄를 물어야만 합니다. [중
략]

도대체, 당신들, 가톨릭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폭력이란 무엇입니까?

[중략] 나는 그에게 물었다 – 혹시, 그 소수의 특권층이 행사하고 있는
그 권력도 폭력의 한 모습이 아닐까요? 무시와 빈곤, 배고픔과 노동 이
민, 삶을 영유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월급, 조직화된 성매매, 지식인들의
차별과 같은 이런 것들도 폭력의 하나가 아닌가요? 왜 이 모든 것들은
폭력이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Debemos condenar la violencia, venga de donde venga. … ¿A qué
violencia os referís, vosotros, los católicos? … ¿acaso no es un forma
de violencia, le pregunté, el poder que ejercen sobre ellos las minorías
privilegiadas?¿No es una forma de violencia la ignorancia, el hambre,
la

miseria,

la

emigración

laboral,

los

salarios

insuficientes,

la

prostitución organizada, la discriminación intelectual, etc.?, le dije. ¿Por
qué nunca llamáis violencia a todo eso, reverendo? (65)

폭력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파코를 살바도르는 “순진한 민중 선
동가(demagogo y simplote)”(65)로 치부한다.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그 어떠한 작은 소동도 원하지 않는 살바도르가 쓰고 있는 너그럽고 이
해심 많은 지식인의 가면은 결국 가장 폭력적인 권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작가는 파코의 목소리를 빌려 독자들로 하여금 살바
도르와 누리아로 대표되는 소수의 특권층들이 얼마나 교묘한 방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폭력을 은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진정한 현실과 대면하지 않으려는 허위의식에 빠진 것은 비단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기독교 집단의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마누엘은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해보자는 몬세의 충고에 따라 비크(Vich)에서 열리
는 종교학 강의에 참여하게 되는데, 3일간의 모임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그 어떤 불협화음도 허락하지 않는 폭력적인 공간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 곳에서 동화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마누엘은 강연을 여는 교
수들과 사제들이 모두 “사적인 대화의 모든 싹을 끊임없이 잘라내고 있
었다. 그리고는 <한 명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잘 들으세요. 여기서는
아무런 비밀도 있어선 안됩니다. 모두에게 어울릴만한 농담만 하도록 하
세요.>라고 충고했다”(Marsé 1998a, 197 이하 페이지 번호만 표기함)고
증언한다. 마치 절대자처럼 자신의 말만 들으라고 소리치는 로셀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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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 이후의 대중들의 태도와 행동을 통제했던 고압적인 기독교 집단을
상징한다. 로셀 교수는 “모범적인 노동자는 정치나 파업, 저항에 끼어들
지 말아야 하며”(198) 오로지 원죄만을 생각하라고 주창한다. 그 강의에
참여했던 한 무신론자의 블로그에 적힌 말처럼 “교회는 부르주아 사회에
동조하여 사람들의 현실 감각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대신 선과 악의 혼
란스러운 경계를 설정”(207)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곳에서는 어린 시절
로 돌아가야만 합니다”(197)라는 문장은 “죄가 많고 부패한 인간 존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그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200)는 의도
를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해성사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현실
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그들 스스로의 잘못처럼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마누엘은 이곳에서 또 다른 노동자인 시몬과 더불어 유일하게 끊임없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마누엘은 이
공간이 또 다른 ‘감옥’일 뿐이며, 단 3일 만에도 “미묘한 계층 구조”(196)
가 형성된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3일 동안의 종교학 강의는 마누엘의 시
선을 통해 스페인 사회의 지배적인 보수 세력이었던 가톨릭 교회가 종교
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 개인이 지배 권력에 의해 현실과 역사에서 고립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비판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들을 낱낱이 드
러내고 있는 것이다.
롤랑 바르트에 의하면 신화는 우파에게 있어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다. “우파의 신화”는 권력과 결부된 역사를 매끄럽게 ‘자연’으로 바꾸기
위해 존재하며,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같게
변형시키면서 동일화, 혹은 획일화의 목표를 이루어낸다.33) 마르세가 비
33) 롤랑 바르트가 ｢오늘의 신화｣에서 ‘우파의 신화’, 즉 부르주아 계급의 신화에 대
하여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위하는 언어가 아닌 세상을 ‘보존하기 위한’ 억압하
는 자의 언어라고 언급한다. 억압받는 자의 언어가 세계를 변형시키려 한다면, 억
압하는 자의 언어는 세계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바르트
는 부르주아 신화의 주요 수사법으로 다음과 같이 7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먼저
예방접종(vaccine)은 부르주아지가 근본적인 악을 더 잘 숨기기 위해서 계급 제
도의 부수적인 악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신화는 현실로부터 역사를 제
거(privation d’Histoire)하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설명한다. 세 번째, 부르
주아는 ‘타자’를 부정하며 동일자로 환원한다. 왜냐하면 ‘타자’는 본질을 위협하는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합리적인 것을 무화시키는 ‘동어반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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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하고자 하는 부르주아 사회와 교회는 오랜 시간에 걸친 교육을 통해
그들의 자녀가 오늘날에는 더 이상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화
합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도록 위장한다. 작품 속에서 보여지듯이 “몬
세와 같이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교리를 전도하는 여성들은 놀라울
만큼 추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더 이상 세상에는 계급적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육”(119)을 받는다. 교회에서는 몬테 카르멜로와 같
이 이주민이나 하층계급이 사는 동네의 아이들과 갓 출소한 사람들을 대
상으로 “그들처럼 어두운 곳에서 온 사람들을 길들여 합창단원이나 사제
를 돕는 청년”(119)으로 교화하고자 한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캠페인에
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 우리는 모두 싸움과 분노를 넘어선 동등한 형
제입니다.”(119)라는 슬로건34)을 내걸고 있다. 이것은 마치 지배 계급에
의한 집단 연극과도 같은 것으로 대중들로 하여금 사회적 계급 차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성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 가면일 뿐이다.
이러한 위선적인 우파의 신화를 통해 부르주아는 스스로에게 위안거리를
제공하며 동시에 근본적인 악을 효과적으로 은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라바니에

의하면

신화는

“언어의

부패(corruption)이자

매춘

(prostitution)이고, 말의 탈정치화(depoliticization of the word)이다. 즉,
그것은 하나의 알리바이(alibi)”(Labanyi 1989, 23)이다. 부르주아와 교회
는 고해 성사를 통해 노동자들로 하여금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전가하도
록 만들고, 봉사활동과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현실에서 멀어지도록 만든
다. 라바니가 언급한대로 이것은 안정된 세계를 유지하려는 억압하는 자
의 효과적인 알리바이인 것이다.

다. 다섯 번째, 모든 현실을 유사한 것으로 환원하는 양비론(ninisme)이며 여섯
번째는 모든 질적인 것을 가격으로 환원할 수 있는 질의 양화(quantification de
la qualité)이다. 마지막으로 부르주아 신화는 격언을 통해 세계가 생산된 흔적을
영원함으로 감추고, 만들어진 것을 은폐한다(바르트 79-89 참조).
34) 프랑코 체제에서는 매우 다양한 자선 캠페인들이 기획되었는데, 이 때 슬로건은
포퓰리즘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 중 하나의 예로 베를랑가의 영화 플
라시도 Plácido(1961)에서는 “당신의 식탁에 가난한 사람 한명을 앉히세요”라는
슬로건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자선 캠페인과 슬로건들은 교회와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지배세력들에 의해 계급 구조를 넘어선 거짓된 합의의 상징으로 사용되
곤 하였다(Marsh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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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소외된 개인의 출현
부르주아에게 “타자”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위
험한 존재이다. 이러한 타자들은 세계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부르
주아 계층이 원하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세계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클라라문트 가족은 이러한 ‘타자’의 위협을 가난한 노동자인
마누엘과 더불어 자신의 딸인 몬세, 그리고 파코에게서 느낀다. 몬세의
부모,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출세하고자 하는 살바도르, 그리고 언니
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일신과 감정에 더 충실한 동생 누리아는 클
라라문트라는 “찬란하고 권위 있는 성(姓)”(74)을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물질적인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갔던 마누엘은 클라라문트 집안에 큰
위협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교리를 넘어서 인간적이고 진정성 있는 통
합을 원했던 몬세의 행동이 가장 위협적인 장애물이었다.
부르주아 사회와 기존 질서를 대표하는 ‘억압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세
상을 변형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정하지 않는다. 소설 속에서는 파코
에게 말을 거는 듯한 서술자의 목소리가 두 번 등장하는데, 이 때 전지
적 시점의 서술자는 잠재적 화자(el autor implícito)의 목소리이기도 하
다.
그 성 안에서 밥을 먹고 클라라문트 집안의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넌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 ‘저 멀리 어디에선가 세계는 끊임없이 돌아가
고 있을 텐데 너희들은 이 안에 멈춰버린 채로 (너희가 어느 보랏빛 구
름 위에 떠 있는지는 신만이 아실 거야) 이모 이사벨에게 둘러싸이고, 삼
촌 루이스의 충고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말이야.
Comiendo en la torre y oyendo hablar a los Claramunt, siempre
tuviste la impresión-¡tan agradabla a veces!- de que, en alguna
parte, muy lejos, el mundo seguía dando vueltas y vosotros allí dentro
os habíais parado Dios sabe en qué nube de púrpura, arropados por tía
Isabel, aconsejados por tío Luis(134).

그들만의 세계 속에 갇힌 가족들은 그들만의 논리로 몬세를 판단한다.
특히 누리아와 이사벨은 언니이자 딸인 몬세에게 가장 잔인한 비난을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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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는 인물들이다. 누리아에 따르면 “몬세는 언제나 그녀의 자비심과 무
의식 때문에 비슷한 종류의 문제들을 만들곤 했다. 그녀는 항상 지나치
게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었기 때문이다.”(96) 그리고
어머니인 이사벨은 “몬세는 사랑의 환각 같은 것을 겪고 있으며”(97) 마
치 “악마의 노리개”(15)와 같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들에게 몬세는 “착
하고 자비로운 아이이기는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 단순
한 바보”(97)일 뿐이며, 교육이 필요한 존재였다.
프랑코이즘의 기본 전략은 개인-가족-국가-신으로 연결되는 수직적인
가부장제를 표방하고, 가정을 국가를 닮은 세부단위이자 하부조직으로
편입하여 보다 안정적인 사회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가정 안에서도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가부장제가 작동하게 되었으
며, 특히 여성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갇혀 독립적인 경제활동이나 사
회 진출이 어려웠다. 아드리안 슈버트는 스페인 내전 이후 여성의 지위
는 그 이전과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은 1933년에 얻게 되
었던 투표권을 잃어야 했고,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가톨릭 전통주의에
따라 여성의 영역은 19세기보다도 더욱 협소해졌다”고 언급한다. 여성들
은

결혼과

양육

이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Shubert

214-216).35)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1959년은 초기 프랑코이즘의 억압
적인 통제에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수준이 미미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몬세에게는 그 어떠한 육
체적인 욕망의 자유36)도, 생각의 자유도 주어질 수 없었다.
35) 아드리안 슈버트에 따르면 상류층에 속한 가정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나마 자신
들의 삶을 영유할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엄격하게 제한된 남성과의 접촉만 가
능했다. 프랑코 정권은 스페인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도덕적 규범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의 교육까지 통제했는데, 18세에서 35세 사이의 결혼을 하
지 않은 여성들은 반드시 종교, 요리, 가정 경제, 재봉 등의 교육을 받아야만 했
다(Shubert 215).
36) 몬세와 마누엘의 관계를 알게 된 루이스와 이사벨을 비롯한 클라라문트 집안 사
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얼마나 긴밀한 육체적 관계를 맺었는가에 집
중되었다. 프랑코이즘으로 인한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에서 남녀
의 자유로운 성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억압적인
가족들의 분위기는 작품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몬세와 그 죄수가 펜션의 더러운 방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 특히 이사벨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들 사이의 긴밀함의
정도였다. … 이미 그때는 나의 사촌의 순결함이 모두에게 가장 큰 수수께끼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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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회가 수 십명의 노동자들, 마누엘에게 불평이나 저항하지 않
는 착한 어린 아이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듯이, 클라라문트
가족들은 선과 악에 대한 그들의 이분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현실주의
자가 되라고 소리 지른다. 몬세의 방을 뒤지고, 그녀를 미행하려고 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어느 새 모두에게 같은 모습을 강요하는 억압적인 권위
자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몬세가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시
간이 흐르고 몬세를 이해해보고자 했던 파코의 회상에 의해 조금씩 밝혀
진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녀가 지금껏 받아온 괴물 같은 가정교육에
도 불구하고 그 오래된 통합의 꿈, 완전하게 베푸는 삶, 그리고 연대감에
대한 완벽한 균형”(345)이었다. 그녀는 단지 마누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과거를 모두 떨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항상 자신을 지지하고 있음을, 진정한 사랑과 관심
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삼일 동안의 종교학 강의에서 노동자
들이 고해 성사를 하며 외쳤듯이, 지금껏 사회와 종교, 자본과 가족, 이
모든 것에서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201)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몬세는
마누엘과 누리아의 배신, 그리고 그녀가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던 “인
간적인 믿음”을 잃고 난 후 죽음을 선택한다.
앞서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에 등장하는 마루하는 마놀로와 테레사
가 만들어 놓은 현실의 게임 속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인간적 가치의 중
요성을 피력하는 인물로 작동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지배 계급에 속해있
는 인물인 몬세를 통해 1950년대와 60년대 스페인 사회 속에서 부르주아
사회와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성곽과도 같은 그들만의 세상
을 건설해왔는지 밝히고 있다. 그들의 논리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버린
몬세가 추구했던 것은 “사람들 간의 진정한 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이익만을 추구했고,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게 한 것이다.
몬세와 더불어 클라라문트 집안과 그들을 둘러싼 부르주아 사회의 타자
로 존재하는 인물은 서술자인 파코 보데가이다. 파코는 클라라문트 집안
며, 모두가 각자 다른 종류의 짐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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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딸인 자신의 어머니 콘치타가 코르도바 출신의 군인과 도망가 낳은
아들이다. 클라라문트 가족들에게 “파코”는 마치 “모든 천박함을 다 모
아놓은 것 같은”(73) 이름이었고,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프란시스크
(Francisc)라는 카탈란식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곤 했다. 고압적이고 폐쇄
적인 가족들의 분위기속에서 파코는 항상 “장애인이 된 것 같은, 마치
정말 고아가 된 것 같은”(92) 압박을 느꼈다고 회상한다. 파코는 클라라
문트 집안의 가족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소외되지 않기를 바랐다. 이런
파코에게 몬세는 “오래된 클라라문트라는 성의 방어벽에서 어렵게 발견
하게 된 약점”(123)이었다. 그 성벽에 올라가기 위해서 파코는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몬세와 마누엘 사이의 감시자가 되기를 자처했고,
루이스가 자신에게 지령을 내리자 드디어 “처음으로 가족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246)을 받게 된다. 코르도바에서 성공을 위해 바르셀로나
로 올라왔던 “배은망덕하고 원망과 야망으로 가득 찬 시골뜨기”(12)에서
이제 파코는 스스로 “월급 받는 개”(129)가 되어 그들의 세계로 편입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후 파코는 몬세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과거와 대면하기를 선택한다. 이제 파코는 클라라문트 가족
에 대한 관찰자이자 증언자로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너희뿐만 아니라 아마 마누엘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몬세가 전
도의 규칙들을 엄격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무언가를 위
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야. 그들이 그녀에게 가르쳐왔던 것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 자유롭다는 것, 그것이 맞다면, 복음전도의
진실은 시기상의 문제가 아니야. [중략] 오히려 솔직한 진실은 말이야, 마
누엘을 지키고 도우려는 몬세의 결정에 대한 교회와 가족의 반응이 그녀
에게는 하나의 시험이었다는 거야. [중략] 그녀가 지금껏 받아온 교육이
확고하게 도덕적이고 교육적인 신념에 기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이 모든 것이 어렸을 적부터 집에서 보아왔던 하나의 연극일 뿐이었는지
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 말이야.
Nunca comprendisteis ni siquiera él(Manuel) mismo comprendió, que
Montse estaba empeñada en responder con algo más que el estricto
cumplimiento de sus normas de apostolado: si es cierto, como le habían
enseñado, que una persona de fe es una persona libre antes que
cualquier otra cosa, y que la verdad evangélica nunca es oportun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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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portuna, … sino simple llanamente verdad, la reacción familiar y
parroquial ante su decidido empeño en proteger y ayudar al ex
presidiario era para ella la prueba … si la educación recibida obedecía a
firmes convicciones morales y religiosas o si, por el contrario, todo era
una comedia que veía representar en su casa desde niña.(245)

우리는 앞서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에서 탈신화적 가능성을 보여주
는 마루하라는 인물과 그 한계를 짚어보았다.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
기 역시 연대와 소통을 상징한 인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관적인
결말을 보여주지만, 파코가 몬세에 의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전 작품보다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향해 다가간 모습이다. 파코 역시 8
년 전 몬세의 이야기를 누리아와 자신의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도구이자
클라라문트 가족으로 편입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음을 고백한다. 그
러나 “기억은 자신의 모든 것”(42)이라고 이야기하는 파코에게 몬세의
삶은 곧 대면해야 할 자신의 어린 시절이기도 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과거를 바꿔보려는 나의 절망적인
노력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체념해버린다면 어쩔 수 없이 그저 그런 모습
으로 남아있을 그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기억으로 바꿔보려는 그 노력을
깨달았을 때의 두려움 말이다.
Era el miedo: notaba mis desesperados esfuerzos por transformar el
repugnante pasado, por modificarlo de algún modo por convertirlo en
una experiencia distinta a aquella que inevitablemente seguiría siendo si
nos resignábamos.(34)

마이네르는 이 작품을 읽는 행위는 “망각과 기억의 의도적인 왜곡에 대
항하여 몬세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며, 우
리의 현재를 구원하는 방법이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분노’를 부과하는 것”(Mainer 2008b, 248)이라고 평가한다. 우
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파코의 ‘회상’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생
각해볼 필요가 있다. 몬세에 대한 파코의 기억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담담한 고백이자 자아 성찰의 과정이며, 마치 일종의 참회와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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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시에 파코의 회상에 의해 몬세의 삶은 망각에서 구원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몬세의 삶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아마도 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내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겪게 될 일들 때
문이라기보다는 과거와의 새로운 대면 그 자체 때문이었다. 1960년 여름
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를 책망하고 비난하기 위해
마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Creo que mi temor se debía no tanto a las consecuencias que mi
decisión

pudiera

acarrearme

en

el

futuro

como

este

nuevo

enfrentamiento con el pasado … el recuerdo de aquel verano del año
sesenta me esperaba agazapado para clavarme una vez más la doble
zarpa del análisis y el reproche.(35)

미케 발에 따르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회상은 대부분 파코와 누리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일차적

서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적회상

(analepsis externa)으로 볼 수 있다(미케 발 106). 그러나 서사에서 모든
플래시백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며, 파코와 누리아가 이야기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순간적인 주관적 시간변조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에
대한 변조이다. 이렇게 연대기적인 시간에서 벗어난 주관적 시간에 대해
라몬 버클리는 “시간은 외부 사물과 절연될 때, 그 흐름이 중단되며, 정
신의 흐름으로 바뀐다. 정신 속에는 [중략] 과거를 현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지적한다(조민현 112 재인용). 연대기적 시간의 붕괴
는 내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주
관적 판단과 해석이 중요하게 된다. 즉, 파코의 회상은 단순히 과거에 대
해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맞추어나가면서
진정한 과거의 진실과 대면하기 위함이며, 그 회상은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설의 결말에 이르러 파코는 담담하게 과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의 사촌 몬세는 태생부터 상냥하고 열정적인 아이였다. 그리고 그녀는
젊음에 대한 영웅적인 환상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것은 나와 누리아의 젊
은 나날들에는 완성하지 못했던, 진정한 통합에 대한 빛나는 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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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그렇게도 일찍 숨을 거두기 전에, 피 묻은 이불들과 함께 잊혀져
버리기 전까지의 삶은 젊음의 허상과 가치에 대한 교육적인 환상,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에 대한 자비로운 헌신을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이
다.
Mi prima Montse estaba hecha de esta materia tierna y vehemente
que envuelve nuestras heroicas quimeras de la mocedad, algo que en
mi adolescencia y en la de Nuria no alcanzó su plenitud, un
esplendoroso sueño de integridad que antes de morir prematuramente
y olvidado junto con las primeras sábanas manchadas, tiene tiempo de
mostrarse con todo el encanto de la vanidad juvenil, de las escolares
fantasías del valor y de la entrega generosa a un ideal de la
personalidad.(344)

마르세는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에서 마놀로와 테레사의 애정 관계
를 중심으로 보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당대 현실을 바라보고자 했다면,
후속작인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기에서는 몬세와 마누엘의 관계를
통해 그들을 둘러싼 가족과 교회의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담아내
고자 했다. 중요한 것은 마르세의 후기작들에서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는
“기억”과 “회상”의 코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계급
과 개인의 이야기에서 집단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로의 전환을 시작했음
을 알 수 있다.
이제 프랑코의 독재가 막을 내리고 스페인 사회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
인 전환기에 접어드는데, 마르세 역시 개인들의 삶의 지평에서 이야기를
확장하여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집단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마놀로와 몬세와 같이 계급과 사회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문제적 개인들이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받고, 더 이
상 자족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지향해야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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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식 역사”의 탈신화화와 대항 신화
1975년 프랑코의 사망 이후 스페인은 40여년에 걸친 독재에서 벗어나
전환기(La Transición)37)라고 불리는 민주화로의 이행기를 거치게 되었
다. 그러나 정치적 전환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사회, 문화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근대
화에 대한 요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분출되었고, 자유를 갈망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38) 많은 출판사가 좌익 문학 서적들을 출판
했으며 정부는 젊은 예술가들의 영화를 지원하면서 체제는 이전에는 상
상할 수 없었던 문화적 관용을 보여주고 있었다(카와 푸시 227).
프랑코 체제가 급격히 약화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특히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작가들의 활동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왕성해졌다. 마르세 역시 두 남녀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전후 바르셀로나
사회의 계급 갈등을 풍자했던 이전 작품들에서부터 주제적인 변화를 모
색한다. 초기작인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와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
야기가 두 사회 계층을 대표하는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여 지배 이데올
로기를 비판하고자 했다면, 내가 죽었다고 하거늘, 론다 델 기나르도
 그리고 언젠가 돌아가리라 등으로 대표되는 마르세의 7, 80년대 작

품들에서는 역사와 기억의 문제에 대해 다룬다. 이제 마르세는 억압적이
고 경직된 사회 속에서 타락하는 문제적 개인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나
아가 다양한 목소리가 한 데 모여 만들어내는 “집단”의 이야기에 주목하
게 된 것이다. 안토니오 무뇨스 몰리나(Antonio Muñoz Molina) 역시 이
시기의 마르세의 대표작인 내가 죽었다고 하거든(1973)과 언젠가 돌
아가리라(1982)가 전후 스페인의 집단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37) 전환기에 대한 정확한 시기 규정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흔히 1975년 프랑코
의 사망 이후부터 PSOE가 집권하게 되는 1982년까지를 스페인의 전환기로 간주
하곤 한다.
38) 1973년 프랑코의 실질적인 후임자로 지목 되왔던 루이스 카레로(Luis Carrero)
총리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프랑코 총독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던 상황은
자유를 갈망하던 당시 사회분위기에 촉매제로 작용되었다(카와 푸시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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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작품은 도서관에 꽂혀 있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전기(傳記)를 구성하는 것들이다. 언젠가 우리가 이 작품들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도 혹은 다시는 읽지 않게 되더라도, 절대 이 책들은 우리를 떠나
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우리의 얼굴이나 무의식적인 기억
처럼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방식의 일부
를 형성하기 때문이다.(Amell 2005, 29 재인용)

데이비드 허츠버거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에 대한 기억을 통해 프랑코
시대의 사건들을 재조명하고 재설정하고자 하는 전후 스페인 소설들을
“기억의 소설(Novel of Memory)”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이러한 “기억의
소설”이 60년대에서 시작하여 7, 80년대에 집중적으로 등장했다고 설명
한다. 허츠버거에 따르면 “과거에 대한 주관적인 기억, 즉 주로 1인칭의
서술”을 통해 회상하는 ‘기억의 소설’에서는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
와 현재를 혼합해 나가면서 그 의미를 찾아나간다(Herzberger 66-67).”
기억의 소설은 프랑코 체제의 획일화된 역사관과 50년대 사회적 리얼리
즘 소설들을 비판하는데, 구체적으로 획일화된 구조와 과거에 대한 불협
화음을 부정하는 담론에서부터 ‘역사’를 떼어내고자 한다. 다시 말해, 허
츠버거에 의하면 기억의 소설에서는 역사가 개인의 의식 외부에 위치하
여 하나의 강요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에게 영향을 발
휘하며 의식의 내부로 들어간다(Herzberger 68). 허츠버거가 “기억의 소
설”의 예시로 마르세의 작품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를 살아가는 개인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재설정한다는 점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거늘에서 시작된 마르세의 후
기 소설들 또한 충분히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마르세는 기억을 획일적으로 강요된 역사와 대비되는 것으로 보고, 내
전에 대하여 한 사회가 가지게 되는 집단의식으로 확장한다. 크리스티나
두플라에 의하면 “기억은 과거에서부터 비롯되어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
는 것임에 반해, 역사는 지적인 방식의 재현이며 과거의 한 부분”이다
(Duplaá 32). 이러한 정의는 역사의 엘리트주의적 면모를 부각시키며, 구
전과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기억의 ‘대중적’ 성격에 반대된다. 역사학자
인 라몬 라모스는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시공간에, 하나의 집단의식 속
에 삽입된 특정한 과거가 바로 집단 기억”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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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변화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
들의 기억과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인 작업이라는 것이다
(Duplaá 32 재인용). 대중적인 성격을 가지는 집단 기억은 하나의 지배
적이고 균일한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결합할 수 있다. 라바니는 대중적 기억(popular memory)
이 하나의 집단 공간(collective sphere)속에서 산발적이고, 불연속적이며
유령적인 파편들로 살아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때 유령적인 이미지
들로 구성된 대중적 기억은 절대적인 단 한 가지 버전으로 밖에 존재할
수 없는 공식 역사와는 대비된다.
마르세의 작품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는 과거의 이미지는 흔적을 남기는
데, 그것은 공식 역사와는 다르게 불연속적이고, 인과관계의 논리가 빈약하
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망령은 대중적 기억이 형성되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 진 집단 기억은 구전된 기억들을 하나의 이야
기로 완성시킨다.(Labanyi 2000, 68)

마르세는 70년대 이후에 출판된 소설들에서 여러 인물들의 다양한 목소
리와 기억을 통해 역사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임을 재현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그 목소리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
루고, 그 집단의 이야기가 새로운 형태의 역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자 했다. 이번 장에서 등장하는 공동체는 50년대 소설 속에서 무료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아무런 비판 의식없이 살아가던 ‘덩어리’와 같은 사람들
이 아니다.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만
나 다른 역사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프랑코의 공식 역사가 생산한
신화가 어떻게 해체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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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다성적 텍스트와 집단 의식: 내가 죽었다고 하거든 
(1973)
1973년 멕시코에서 출간된 마르세의 다섯 번째 소설 내가 죽었다고 하
거든 이후 작가는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 중 한 명으로 자
리매김함과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의식을 효과적으로 표명하는 데 성공
했다. 비평가들 또한 마르세의 많은 작품들 중 이 다섯 번째 소설을 가
장 높게 평가하며, 그의 대표작이자 그의 작품 세계의 전환점이 되는 작
품으로 꼽고 있다.39) 이 소설은 1973년 멕시코에서 출간됨과 동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같은 해에 멕시코 국제상(el Premio Internacional de
México)를 수상하였다. 스페인에서는 계속된 검열 때문에 출판이 금지되
었다가 프랑코가 사망한 바로 다음 해인 1976년 9월이 되어서야 빛을 보
게 되었다. 그러나 출판 이후에도 계속되는 당국의 규제와 심의에서 자
유로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품에 대한 공식적인 제
재가 알려지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판매가 공식적으로 승인
되었던 1977년에는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
었다.40)
내가 죽었다고 하거든에서는 앞서 분석한 두 작품과는 달리 40여명

39) 사무엘 아멜은 마르세가 내가 죽었다고 하거늘에서 시작하여 언젠가 돌아가
리라. 그리고 론다 델 기나르도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Amell 1984, 107), 호세 카를로스 마이네르 역시 마르세
의 작품 세계가 방향을 전환한 것이 내가 죽었다고 하거든에서 시작되어 언
젠가 돌아가리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Mainer 2008a, 67).
40) 이 작품이 출간된 후 많은 비평가들은 이 작품이 당시까지 출판된 마르세의 작
품 중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후안 질라베르트(Juan Gilabert)
와 호세 슈라입만(José Schraibman)은 이 소설이 “명백하게도 한 시대와 특정한
정치 체제에 대한 ‘과거 청산을 위한 복수(ajuste de cuentas)’를 목표로 두고 있
다”고 지적하면서 엄격한 통제와 검열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연대기나 증언 서
사를 쓰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박수 받을만한 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Gilabert y Schraibman 611).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호세 마르티네스 카체로는
마르세가 이 소설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설이 내전 이후 바르
셀로나의 현실에 대한 증언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카체로는
이 소설이 “오히려 혐오스러운 상황들과 인물들, 예외적인 도덕적 우울함 그리고
명확한 정치적 이원론까지 이 소설은 비정상적인 것들을 모아놓은 목록처럼 보인
다.(Veintemilla 114 재인용)”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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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넘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가 전면에 부각되
지 않는다.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에 등장하는 서술자의 경우 테레사
와 마놀로의 모든 내면을 읽을 수 있는 전지전능한 화자이자 작가의 의
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작가(autor

omnisciente)”이자 “내재적 작가(autor implícito)”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번 작품은 이전 작품들보다 복잡한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다양한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누
가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혼란을 겪게 된다.
1960년대 후반, 바르셀로나의 한 병원에서 검시관으로 일하는 니토(사
르니타)는 어린 시절 아이들 사이에서 골목 대장 노릇을 하던 하바의 시
신을 보게 된다. 차갑게 식어버린 하바 앞에서 니토와 파울리나 수녀는
참혹했던 1940년대의 바르셀로나를 회상하기 시작한다. 소설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번갈아가면서 서술된다. 첫 번째 줄거리는 니토의
회상으로 시작되는 하바와 라모나의 이야기이며, 두 번째는 하바의 형인
마르코스에 의해 서술되는 레지스탕스 집단의 이야기를 다룬다. 니토는
현재에서 과거를 기억해내는 인물이자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물이
며, 공식 역사가 다루지 않은 길거리의 역사 아벤티스(aventis)의 이야기
꾼이다.
폐품수집상인 하바는 귀머거리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끔찍한 가난을 견
뎌내고 있다. 어느 날 돈을 받는 대가로 성적 불구자인 갈란 가(los
Galán)의 아들을 위해

라모나라는 별명을 가진 아우로라 닌이라는 여자

와 함께 외설적인 성적 퍼포먼스를 벌인다. 그날 이후 소설이 끝날 때까
지 하바는 라모나를 찾는 일에 집중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독자들은 하
바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라모나를 찾는지 알 수 없다. 텍스트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독자에게 던져준다. 먼저 갈란의 아내는 라모나의 잘못된
진술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 살해당했다고 믿고 복수를 위해 하바에게 라
모나를 찾아올 것을 사주한다. 돈을 벌기 위해 하바가 라모나를 찾는 것
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듯이 보인다. 혹은
하바가 라모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찾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마지막 가능성은 내전이 끝난 후 현실에서 도망쳐버린
형 마르코스에게 유일하게 위안을 주는 라모나를 찾아 형과 도망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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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고자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모든 사건은 니토의 목소리를 중
심으로 서술되며, 아이들과 니토는 길거리에서 보고 들은 사건들에 상상
력과 환상을 혼합하여 새로운 이야기 방식인 아벤티스를 만들어낸다.
이 소설을 구성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내전이 끝난 후 도시 곳곳에 숨
어 지내는 공화군의 게릴라 집단인 마키스(los maquis) 대원들의 복수극
이다. 프랑코의 억압적인 감시 하에서 이제는 테러범으로 전락해버린 과
거의 용맹한 전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를 망각한다. 그들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위층만을 대상으
로 활동하던 창녀 카르멘 멘추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하게 살해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소설의 도입부에서는 두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진행되
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말에 다다를수록 카르멘 멘추와 아우로라 닌(라모
나)은 하나의 이미지로 중첩되는데 두 여자 주인공이 같은 인물인지에
대한 질문 역시 끝까지 의문으로 남겨진다.
회상을 통해 과거를 복원한다는 설정은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기
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으나, 이전 작품에서는 그 과정이 파코의 개인적
인 기억에 의존했으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시간적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또한 작품 속의 등장인
물들 중 내전 당시 실존 인물들을 모델로 만들어진 카르멘 멘추와 라모
나의 삼촌인 아르테미 닌41)은 마르세가 당시 사회 분위기를 보다 현실
적으로 작품에 삽입하고자 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내가 죽었다고 하거
늘에서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목소리는 개인이 아니라 니토를 포함
한 길거리의 아이들이다. 프랑코의 공식 역사가 만들어 낸 단 하나의 역
사적 시각은 다변적이고 혼란스러운 집단의 역사에 의해 대체된다.

41) 이와 같은 실존 인물과의 관련성은 작가 스스로가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
다. 카르멘 멘추는 실제로 1940년대 바르셀로나의 고위층과의 관계로 유명했던
창녀인 카르멘 브로토(Carmen Broto)의 인생을 기반으로 한 인물이다. 1940년대
말 그녀의 의문사는 바르셀로나 전역을 휩쓸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죽음에 프랑
코 정부의 고위층과 카톨릭 교회까지 연루 되어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작품 중
에서 라모나의 삼촌인 아르테미 닌의 실존 인물은 ‘마르크스주의 통합노동자당’,
포움(POUM, el Partido Obrero de Unificación Marxista)의 창립자인 안드레스
닌(Andreu Nin)이다. 1937년 내전 중에 잔인하게 고문을 당한 뒤 사망했다는 그
의 죽음 역시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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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양분된 사회: 승자와 패자
내전으로 인해 스페인 사회는 승자와 패자의 세계로 양분되었다. 그러
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역사의 승리자이자 구세주로서 프랑코가 체제의 정
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선과 악의 이분법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프랑코 체제는 “십자군 운동을 탄생시킨 이념(los ideales que dieron
nacimiento a la Cruzada)”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희생과 구원의 신화적
관념을 구축했다. 1940년대 정치와 사회에서 배제된 패자들에게는 “피의
협정(el pacto de la sangre)”이 기다리고 있었고, 승자들은 영광스러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카와 푸시 30).
내가 죽었다고 하거든이라는 이 소설의 제목은 팔랑헤당의 찬가인

“태양을 마주보며(Cara al sol)”42)의 가사 속 일부분이다. 프랑코가 내전
에 참여한 국민군들을 스페인을 구원할 “십자군”으로 신화화하고 동시에
그들의 죽음을 숭고한 희생으로 격상시켰다면, 팔랑헤당의 공식 찬가였
던 이 노래는 그 역사 속의 승리자들을 찬미하는 노래였다. 이 찬가는
전쟁과 평화를 노래하면서도 군인들의 용맹함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위
하여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만들어졌다. 마르세는 팔랑헤 당의 이념이
고스란히 담긴 가사를 패러디하여 1940년대 가장 암담했던 스페인의 현
실을 담고 있는 작품의 내용과 충돌시키고 있다. 제목과 내용의 극명한
대비는 모순으로 가득 찬 당시 현실의 명암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마르세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 속에는 내전이 낳은 승리자와 패배자가 모두 등장한다. 프랑코 시
대의 승리자이자 선택받은 집단을 상징하는 것은 갈란 가의 아들인 콘라
도이며, 갈란 가의 운전기사였던 애꾸눈의 군인은 억압적이고 절대적인
지배자를 대변하고 있다. 살아 남은 공화군의 게릴라들은 패배자라는 오
명을 쓰고 도시의 암적인 존재로 변모하였다. 마르세는 이 두 종류의 역
42) 1935년 팔랑헤당은 집회와 정치적인 의식에서 군인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충성
심을 고양하기 위한 새로운 찬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라파엘 산체스 마사스
(Rafael Sánchez Mazas)와 같은 당 지식인들에게 가사를 의뢰하였다. 이후 이
찬가는 팔랑헤당이 프랑코 치하의 유일한 정당이 된 이후 공식 찬가로 지정되어
국민들에게 유포되었다. 학교를 비롯한 교육 기관에서도 이 찬가를 의무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켜 자연
스럽게 역사의 승리자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Amell 1984, 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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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증인들을 모두 과거에 사로잡힌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실패자
로 묘사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 소설이 정치적인 잘잘못을 떠나 승리
자와 패배자 모두를 ‘신화에 의존하는 실패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비판
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에서 마놀로를 범죄의 세계로 끌어 들였던

늙은 주교 그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억압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알콜 중독과 지병으로 인해 쇠약해져버린 이 늙은이는 젊음과 과거
에 집착하는 노쇠한 권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테레사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자신을 떠나고 싶어 하는 마놀로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이름을 부
르짖는 주교의 목소리는 “우스꽝스럽고, 교태스러우면서도 투쟁적이고
먼 곳에서부터 들리는 메아리”(Marsé 2008, 471)처럼 애처롭게 카르멜로
의 모든 거리에 퍼질 뿐이었다. 이렇게 주교와 콘라도처럼 마르세의 작
품 속에서 권력을 가진 인물들은 외면적으로는 명령하고 통제하는 인물
로 보이지만, 마놀로의 남성성과 대비되는 여성적인 면모를 보이거나 성
적으로 무능한 거세된 인물형으로 등장한다.
내가 죽었다고 하거늘에서 갈란 가의 아들인 콘라도는 내전에 참가

하여 하반신이 마비되어 돌아온 인물로 체제의 공식 이데올로기를 체화
하는 역사의 승리자로 그려진다. 콘라도는 권력을 가진 부유한 계층에
속하지만 항상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성적으로
도 무능력한 인물이다. 소설 속에서 콘라도는 “관찰자(el mirón)”(Marsé
1993, 20 이하 페이지 번호만 기입함), “불구자(el inválido)”(30), “마비증
환자(el parálitico)”(62), “돼지(el cerdo)”(192)등의 다양한 별명으로 불린
다. 그가 가진 다양한 이름들은 모두 콘라도가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성적 불구자임을 강조한다. 그의 휠체어를 끌어주고 시중을 드는
고아 중 한 명인 푸에기냐는 인색하고 엄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콘라도
의 나약한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연극 리허설 때는 정말 무서워 보이는 것 같아, 그렇지? 너무 인색하고
불친절해 보여. 하지만 사실, 그는 집에서는 정말 아이 같아. 마치 무언가
에 놀란 아이 말이야. 방안에 혼자 있을 때나 심지어는 오줌을 누러 가거
나 감기에 걸리는 것도 지독하게도 싫어한다니까. 그의 목에 난 구멍은
아무도 볼 수 없어. 전쟁 때문에 생긴 그 추한 상처도 말이야. 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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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침대 커버를 바꿀 때 본 적이 있어. 그는 마니아는 아니지만 색깔
있는 것들을 좋아해. 특히 비단 목도리를 정말 좋아하지. 그걸 몰랐어?
Tan serio que parece en los ensayos, ¿verdad?, tan estirado y
antipático. Pues es como un niño, en casa, como un niño asustado.
Tiene miedo de quedarse solo, de hacerse pipí encima o de coger un
resfriado. No deja que nadie le vea el agujero de la garganta, las feas
heridas de la guerra, sólo yo se las he visto al cambiarle la toalla, le
gustan de colores y no es una manía, tiene alegría a las bufandas de
seda, ¿no lo sabías?(158)

콘라도는 언제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휠체어에 탄 채 지팡이를
두드리며 사람들을 통제한다. 커튼 뒤에서 하바와 라모나의 성행위를 바
라보면서 더욱 음란하게 연출할 것을 요구하고, 성탄절 연극 연습을 바
라보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다가도 루시퍼로 변장한 하바가 무대에
올라서자 꽉 끼는 그의 바지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콘라도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
의 모습을 내보이지 않은 채 대상을 욕망하는 관음증적 시각의 소유자이
다. 프로이트는 시각쾌락증(scopophilia)을 시선을 통해 타인들을 대상화
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데에서 만족을 얻는 충동으로 정의하고, 성감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능동적인 성적 본능으로 구분한다. 전형적인 시각 쾌
락증의 형식 내에서는 여성이 환상의 대상이 되고 훔쳐보는 사람에게는
통제와 지배의 위치가 제공된다(랩슬리 110). 남성 중심주의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코드화된 주류 내러티브 영화에서의 시각적 쾌락에
대해 분석한 로라 멀비에 따르면 보는 쾌락은 능동적인 남성과 수동적인
여성으로 양분되어 왔다. 남성은 스스로가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것에 부
담을 느끼기 때문에 스토리를 진행시키는 능동적인 역할만을 부여받았다
는 것이다(Mulvey 835-837). 소설 속에서는 콘라도가 다른 사람들에 대
한 지배적인 시선을 보유하고 있는 권력의 표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형적인 관음증적 쾌락의 경우, 대상이 자신이 보여지는
대상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핵심적인데 반해, 하바와 라모나는 이
미 자신들이 콘라도에 의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이다. 하바와 라모나는 이 퍼포먼스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계약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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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성적 시선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계약에 따르면 그 행위는 한 시간 이상 지속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하
바]는 이미 상당한 기술들에 익숙해져 있었다. 우선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오르가즘을 느끼기 바로 전 상태가 될 때까지 몸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 하
지만 완전한 흥분상태에는 도달하지는 않아야 하고, 갑자기 놀라는 일도 없
어야 한다. 여자가 천천히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녀의 흥분 상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취향을 맞춰주면서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갑작스럽게 쏟아 내거나 속도를 내서도 안 된다. 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흥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El trato era que la función debía durar no menos de una hora, y él ya
había adquirido cierta técnica: abandonarse en seguida al primer orgasmo
para

luego,

instalado

en

un

grado

inferior

de

excitación

y

sin

sobresaltos, poder controlar la lenta carrera ascendente de ellas y
prolongar su gusto sin dejarlas caer, sin soltarlas nunca pero sin
acelerarlas tampoco, llevándolas hasta el final del tiempo acordado.(19)

이는 독자가 포르노그래피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동일한 매커니즘을 갖
는다. 지젝은 포르노그래피 영화 속에서 응시의 대상과 주체가 역전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시각이 지각하는 ‘쾌락의 실체’는 근본적으로 상실
된다(지젝 221)”고 지적한다.
포르노그라피에서 관객은 선험적으로 도착적인 위치를 점유하도록 강제된
다. 관찰되는 대상 쪽이 응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 즉 관객
들이 응시되고 있는데, [중략]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미지를 어리석게도
응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뿐인 것이다. 포르노그라피에서는 타인(스크린 위
에 보여지는 사람)이 우리의 관음증적 즐거움의 대상으로 격하된다는 상투
적인 이야기와는 반대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대상의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관객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를 성적으로 고조시키려 하는
스크린 위의 배우들이야말로 실제적인 주체인 반면 우리, 즉 관객들은 마비
된 대상-시선으로 환원되는 것이다.(지젝 221-222)

콘라도가 가진 유일한 권력인 ‘관찰자적 시선’은 오히려 “마비된 대상- 68 -

시선”으로 전락하게 되며, 자신들을 응시하는 시선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하바와 라모나는 행위의 주체가 된다. 라모나는 콘라도가 자신을 관찰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지시사항을 거부하기도 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튼 뒤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콘라도는 상황
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소설 도입부에 등장하는 이 성행위 장면
에서부터 우리는 콘라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권력 관계가 주체와 대상
간의 ‘거리 지키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 라바니는
소설이 포르노그래피를 차용함으로써 관찰자의 절대적인 권력을 약화시
키는 과정을 노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포르노그래픽적인 장면이
관음증적 시선에서부터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퍼포먼스를 행하
고 있는 인물들의 시선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Labanyi 1989, 175). 그 장면의 서술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바와 라모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하바와 라모나의 응시에 의해 콘라도의
행동과 대사들이 전달된다. 콘라도의 관음증적 시선은 오히려 대상에 의
해 응시되고 있으며, 절대적인 통제력도 가지지 못하는 뒤틀린 권력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시각으로부터의 서술은 또 다른 권력의 상징인 ‘애꾸
눈’이 아이들을 심문하는 장면에서 절정에 다다른다. 한때 갈란 가의 운
전수였던 그 역시 “애꾸눈(el tuerto)”(102), “유스티니아누스님(el señor
Justiniano)”(104), “시장님(el alcalde de barrio)”(104), “제국의 동지
(camarada imperial)”(201)등의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별명으로만 불릴 뿐, 단 한 번도 그의 실제 이름
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 애꾸눈의 군인은 콘라도에게 충성하는 일종의
수행원이자 아르테미 닌의 고문으로 인해 한쪽 눈을 잃어 라모나에게 복
수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이 “검은 화살(Flecha Negra)”(244)은 소설의
배경이 되는 카르멜로 지역 내에서 팔랑헤 당의 기조에 따라 사람들을
단속하는데,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는 라모나, 즉
아우로라를 찾기 위해 아이들을 한 명씩 심문하고 고문하는데, 이 장면
에서 중요한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 애꾸눈이 테타스와 니토를 각각 심문하는 11장과 14장에서는 그의
대사가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다. 심문의 내용이나 그가 아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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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아이들의 되물음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정말로 저[테타스]는 그 여자나 하바가 꾸미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라요. 종교 모임을 핑계로 갈란 부인이 하바에게 무슨 일을 시켰는
지도 정말 몰라요. 네, 맞아요. 그날 하바가 수사나와 그 일에 대해서 이야
기하긴 했는데...그렇지만 전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하바가 무슨 질문을 했
는지도 듣지 못하고 그 여자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대답하는 것 밖에는
듣지 못했어요.
En serio, yo[el Tetas] no sé nada de esa raspa, cosas de Java y los líos
que se trae, no sé qué encargo le hizo la señora Galán en nombre de la
Congregación. Sí, ese día en la cripta Java habló del asunto con Susana,
pero yo no vi nada ni pude oír las preguntas que le hizo, sólo las
respuestas de ella, gritaba mucho.(165)

심문 장면은 권력의 피해자이자 피지배자인 테타스와 니토의 말을 통해
서만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속 관계에서의 권력자인 애꾸눈이 오히
려 서사에서는 완벽하게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애꾸눈 역시 커튼 뒤에 숨어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콘라도와 다를 바 없
는 권위를 찬탈당한 권력을 상징한다. 아이들은 고문을 피하기 위해 끊
임없이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한다. 애꾸눈과 독자가 원하는 진실은 아이
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애꾸눈이 서사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순간은
각각의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문을 하던 그가 자리를 떠난 후이다. 테
타스와 니토는 애꾸눈이 사라진 순간 그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하기 때문
이다.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정말 앞으로는
착하게 지낼게요. 절대 여자아이들과 이상한 짓 하지 않을게요. 정말 맹
세해요. 안녕히 가세요. 제기랄, 들고 다니는 저 펜의 똥이나 쳐 먹으라
지! 저런 재수 없는 놈 같으니라고.”(211) 국민군의 일원으로 부상을 입
고 돌아온 전쟁 영웅인 콘라도와 팔랑헤 당의 수족으로 활동하는 애꾸눈
은 모두 프랑코가 만들어낸 공식 역사 속 승리자이지만 그들의 권력은
오히려 하바와 니토를 포함한 아이들에 의해 뒤틀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콘라도와 애꾸눈과는 달리 내전 이후 바르셀로나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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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마키스 대원들은 역사의 패배자들이다. 이미 그들은 내전 당시
의 자신들이 목숨 바쳐 저항했던 대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저
“이 체제는 곧 무너질 거야, 오래 가지 못할 거야”(47)라고 되새기며 아
직도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아지트에 모여
생각해내는 일들은 체제나 국가에 대한 저항이 아닌, “그들의 은행이나
공장을 터는 것, 그들이 필수품들을 모아놓는 사무실을 공격하거나, 아예
그들의 주머니나 지갑을 공략하는 것”(48)과 같은 폭력적인 강도 행위일
뿐이다. 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의미의 혁명을 생산해내
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침잠하면서도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최면을
걸고 있는 인물들이다. 한 명의 부르주아를 털어 생계를 이어나가는 자
신들의 행동을 마치 프랑코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듯이 끊임없이 포장
하면서 현실을 거부한다. 이렇게 마르세는 프랑코가 생산해 낸 역사 신
화에 따라 영웅으로 재탄생한 콘라도와 애꾸눈 뿐만 아니라, 마르코스와
팔라우가 상징하는 혁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반프랑코적인 레지스탕스
의 신화를 해체하고자 한다.
언제나 그들이 두건을 쓰고 총을 쥔 채 함께 모여 비밀리에 음모를 계획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아무 위험성 없는 아주 평범한 일상에만 시간을
소비하기도 한다. [중략] 팔라우는 라 살룻 거리에 있는 그의 집에서 샤워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의 허풍스러운 목소리는 주방에 있는 그의 아내
의 불평들을 잠식시킨다. 햇빛이 좋은 일요일, 테일러는 아이들의 추적을
피해 커텐이 달린 검은 차 안에서 그의 마르가르타를 품에 안고 있다.
No siempre hay que verles encapuchados y empuñando las pistolas,
juntos y conspirando, consumiéndose en la llama de la clandestinidad.
También

pasarían

mucho

tiempo

solos

dedicados

a

hacer

coasa

normales sin riesgo alguno: … Palau duchándose en el lavadero de su
casa del barrio de La Salud, cantando y son unos fanfarrones con una
voz que ahoga las quejas de su mujer en la cocina: el ≪Taylor≫
abrazando a su Margarita en el interior de un coche negro con visillos,
un domingo soleado, perseguido por una nube de chiquillos.(122)

마르세는 그들 역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며, 어떤 방법을 이용
해서라도 살아남고자 하는 과거의 군인들일 뿐이라고 말한다. 비록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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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패배하고 프랑코에 의해 역사 속에서 잊혀져버리기는 했지만, 전쟁
중에는 그들 또한 잔인한 폭력과 고문을 일삼던 행위자들이기도 했다.
이모를 찾고자 하는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영사관에 가게 된 루이스를 본
애꾸눈은 내전 당시 마르코스와 아르테미 닌이 자신을 고문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된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루이스의 모습은 바로 그 고문 때문
에 한쪽 눈을 잃었던 자신의 끔찍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 것
이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마치 시간을 거스르듯이 루이스를 뚫어져라 바
라보았다. 왜냐하면 지금 루이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그 타일 위
에서 마르코스와 아우로라가 자신이 기적적으로 구해낼 수 있었던 건강
한 한 쪽 눈에 침을 뱉었기 때문이다.”(243) 트라우마적인 과거의 기억
속에서 아르테미는 그에게 끊임없이 프랑키스트의 스파이임을 자백하라
고 협박하고 있었다. 차가운 타일 위에서 나머지 한 쪽 눈 마저도 잃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견디며 그는 알몸으로 고문을 이겨내야 했던 것
이다. 이렇게 마르세는 아르테미 닌과 마키스 대원으로 대표되는 스페인
좌파 집단 역시 이미 레지스탕스의 신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들이며,
저항과 혁명이라는 가면에 은폐된 폭력적인 현실과 대면하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을 강조한다.
마르세는 프랑코 체제가 구축한 이분법에 따라 승리자와 패배자를 모두
등장시키지만 가면을 벗겨낸 그들은 모두 내전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말
한다. 용감무쌍한 전쟁 영웅은 커튼 뒤에 숨어 관음증적인 시선을 보내
는 성적 불구자일 뿐이며, 두려움의 대상이자 팔랑헤 당의 일원인 애꾸
눈의 목소리는 서사에서 배제된 채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다. 또한 마키
스 대원들 역시 미래에 대한 역사적 해결책이나 적극적인 의미의 혁명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개인적인 복수에만 몰두한다. 이렇게 이데올로기적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는 일그러진 영웅들의 모습은 선과 악, 승자와 패
자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4.1.2. 새로운 역사: 아이들의 아벤티스(aventis)
마르세의 소설에서 유년시절의 기억은 매우 중요한 영감의 원천으로 작
용해왔다. 마르세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거늘은 내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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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바르셀로나에서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작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43) 사무엘 아멜은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나 이데
올로기적 성향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 1940년대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재
현하고, 실제로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를 배경으로 스페인의 비
극적인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Amell 1984, 110)”라고 지적한다.
소설 속에는 어른들의 세계와 아이들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콘라도
와 마키스 대원들로 대표되는 어른들의 세계는 현실에 대한 회피와 은
폐, 폭력과 복수로 물들어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아이들의 세계는 어
른들의 세계에 대한 장난스러운 모방이자 패러디이며 상상력과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 시간을 보낼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은 천사 같
은 순수한 모습이 아닌 “페스트보다도 더 고약한 악마 같은 거짓말쟁이
들”로 묘사된다. 니토와 함께 과거를 회상하는 파울리나 수녀는 당시 아
이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카르멜로의 그 위험한 아이들은 축구 경기장 주변이나 세르데냐 길 끝에
있는 황무지를 배회하곤 했다. 그들은 패를 지어 몰려다녔는데, 어디서나
싸움을 일으키고 다니는 비열한 아이들이었다.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아무
도 그들을 통제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읽고 쓰는 것보다 남을 때
리는 방법을 먼저 배웠다.
Los peligros kabileños del Carmelo merodeaban por los alrededores del
campo de fútbol del Europa y los descampados al final de la calle
Cardeña, iban en pandilla, tiñosos y pendencieros, sin escuela y sin nadie
que les controlaba, muchos de ellos aprendieron solfeo antes de saber
leer y escribir ….(27)

라바니는 변화를 거부하는 프랑코이즘을 재현하는 불구자 콘라도와, 과
거에 침잠하는 레지스탕스 집단 모두가 사회의 유동성을 위협하는 “마비
(paralysis)”를 상징한다고 지적한다(Labanyi 1989, 135). 그러나 아이들
에게는 콘라도와 게릴라 집단이 그저 다를 바 없는 어른들일 뿐이다. 자
43) 마르세는 인터뷰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거늘은 나의 유년 시절을 가득 채우던
길들, 마을, 놀이들, 우리가 살아 숨쉬던 그 삶들, 그 길거리의 폭력들을 다시 만
들어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탄생한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Amell 1984,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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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이 보고 듣는 길거리의 소문들이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만날 때
어른들의 정적이고 고요한 신화적 세계는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하
바가 라모나라는 창녀를 추적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마치 신비로운 수
수께끼였고, 니토의 증언들은 “마치 탐정 놀이를 하는 것”(55)같은 기분
을 느끼게 해주는 단서를 제공했다.
아벤티스는 아이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어른들
의 세계와 대비될 수 있도록 한다. 소설에 도입부에서부터 니토는 하바
가 이야기하는 아벤티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아벤티스가 허구이자 픽션
임을 밝힌다.
그날은 하바가 처음으로 우리가 만든 모험 이야기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
는 실제 인물들을 투입하자는 생각을 떠올린 날이었다. 그 사람은 베르디
길에 있는 카사 데 파밀리아의 고아 ‘후아니타 라 트리고’였다. [중략] 하
바는 점점 실제 인물들을 늘리고 가공의 인물들을 줄여갔다. 게다가 우리
가 놀던 길거리, 옥상, 우리의 아지트와 하수구와 같은 실제 도시의 배경
들을 삽입하기 시작했다. 신문에 나오는 사건들이나 포로들이나 실종자들,
총살된 사람들에 대한 마을 내에 미스테리한 소문들까지도 아벤티스가 되
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귀로 들어 알고 있던 음모들을 재창조해내
는 목소리였다: 들을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아벤티스를 말하는
것이었다.
fue un día de estos cuando a Java se ls ocurrió por vez primera
introducir en la aventura inventada un personaje real que todos
conocíamos, Juanita la ≪Trigo≫, una niña huérfana acogida a la Casa
de Familia de la calle Verdi. … Java aumentó el número de personajes
reales y redujo cada vez más el de los ficticios, y además introdujo
escenarios urbanos de verdad, nuestras calles y nuestras azoteas y
nuestros refugios y cloacas, y sucesos que traían los periódicos y hasta
los misteriosos rumores que circulaban en el barrio sobre denuncias y
registros, detenidos y desaparecidos y fusilados. Era una voz impostada
recreando intrigas que todos conocíamos a medias y de oídas: hablar
de oídas, eso era contar aventis.(28, 밑줄은 필자 강조)

아벤티스는 그들이 살고 있는 실제 배경 속 실존 인물들에게 일어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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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을 소재로 하고, 그것을 더욱 그럴 듯하게 만들기 위해 자극적이
고 충격적인 소문들을 삽입한다. 니토가 말하는 아벤티스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음모들을 재창조한다는
것”이다. 이야기의 소재는 그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다. 이 소설의 3인칭
서술자는 “진정한 역사나 파편적으로 들려오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부모들에게서 우연히 듣게 되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하바나 니토가
만든 아벤티스 같은 신비로운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다.”(29)고 언급한
다. 처음부터 독자는 아벤티스가 거짓임을, 그저 아이들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일 뿐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잃어버린 진실에
대한 무의미한 탐색보다도 아이들의 아벤티스가 더 그럴 듯한 이야기처
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1940년대 황량한 스페인 사회에서 내전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야만 했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아벤티스는 “재난에 대한 기억의 반영”(28)을 의
미한다. 아벤티스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인물인 니토는 루이스나
밍고를 비롯한 다른 아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너희들에게 무슨 일인지 말해줄게. 사르니타(니토)가 말했다. 이번 여름
축제 전에 어느 일요일 아침에 택시가 한 대 왔었던 것 기억해? 응 맞아,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이렇게 불행한 죽음으로 가득 찬 길에서는 절
대 택시를 볼 수 없을뿐더러 그 폐품 가게 앞에 서는 일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이다. 그 택시가 너무나도 뿌연 연기를 내뿜는 바람에 아이들은 모두
차가 고장 났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 라스 아니마스에서 왔었어 – 아멘이 말했다-. 일요일마다 갈란 부인
이 아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미사에 가곤 했었어. 하지만 오직 일요일 뿐
이었어. 화요일, 금요일에는 마요르까 길에 있는 그들의 집 내부의 예배당
에서 미사를 드렸거든. 그렇지 테타스?(61)
Os voy a contar lo que hay, dijo Sarnita, ¿os acrodáis de aquel
domingo por la mañana este verano, antes de la Fiesta Mayor, que
vino un taxi? Sí, se acordaban: nunca se había visto un taxi en aquella
callejuela de mala muerte, y menos parado frente a la trapería; le salía
tanto humo del gasógeno que todos pensaron que tenía una avería.
-Pues venía de Las Ánimas –dijo Amén-. Cada domingo la señora
Galán lleva a su hijo a misa, en taxi. Pero sólo los domingos: 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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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es y los viernes oyen misa en su capilla particular del piso de la
calla Mayorca, ¿verdad, Tetas?

갈란 부인과 콘라도가 타고 왔던 택시에 대한 이야기는 테타스와 아멘
의 기억과 증언에 의해 강화된다. 이 짧은 문단은 니토의 목소리로 시작
되어 3인칭 전지적 화자의 서술을 거친 다음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아이들의 대답을 거쳐, 아멘의 목소리로 끝난다. 서술자를 비롯한 인물들
의 목소리는 무질서하게 뒤섞인다. 이 후 택시 안에서 기다리던 콘라도
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러 기억의 주체는 ‘우리’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택시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마비 환자는 유리창 뒤에서 우리를 보
고 웃고 있었다. 큰 턱을 가진 그 남자는 두 손을 지팡이에 댄 채, 목에
는 수건을 마치 스카프처럼 두르고 있었다.”(62) 본격적으로 하바와 갈란
부인이 만나게 된 장면에서는 3인칭 서술자가 다시 전면으로 부각되면
서, 독자들은 이것이 실제로 벌어진 일인지 아이들의 아벤티스 안으로
들어온 것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라모나와 마르코스의 러브스토리, 아르테미 닌과 아우로라 닌 그리고
콘라도의 관계는 아벤티스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들이다. 에로
틱하면서도 잔인한 폭력과 복수가 난무하고, 비밀에 둘러싸인 그들의 관
계는 마치 하나의 스릴러를 보는 듯하다.44) 특히 라모나의 가슴에 난 흉
터에 대한 아이들의 상상력은 “매춘 알선업자의 표식”(199)일 것이라는
믿음에서부터 삼촌인 아르테미가 그녀에 피부 속에 비밀 메시지를 심어
서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까지 확대된
다. 이러한 아벤티스의 기저에는 1940, 50년대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스페
인의 대중 문화를 휩쓸던 할리우드 영화들과 저급한 소설, 만화책들의
영향이 깔려 있다. 아이들은 길거리에 중고 잡지나 만화들을 쌓아놓고
팔기도 하고, 특히 시네 베르디(cine Verdi)와 시네 록시(el cine Roxy)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적 배경이기도 하다. 아이들 간의 싸움
이 벌어지는 장면에서 심하게 다쳐 피를 뱉어내는 밍고의 모습은 영화 
젠다성의 포로 El prisionero de Zenda45)에서 부상당한 주인공의 분위
44) 14장에서 애꾸눈에게 심문 당하는 니토는 마르코스와 라모나의 관계를 스파이와
숨어지낼 수 밖에 없는 게릴라의 낭만적인 관계로 설명하기도 한다(208-209).
45) 영국 작가 호킨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리처드 호프에 의해 19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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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자아낸다고 설명한다. 하바는 푸에니타를 심문하면서 ‘아우로라, 후
만추(Fu-Manchú)46)의 딸’(109)이라는 가상의 연극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니토는 애꾸눈에게 심문당할 때 그에게 레이디 해밀턴 Lady Hamilton
47)에 나오는 넬슨 제독(201)과 닮았다며 칭찬한다. 젠다성의 포로의 영

웅 루돌프, 미스터리한 인물인 후만추 그리고 해밀턴 부인의 용감한 전
쟁 영웅 넬슨 등 아이들의 상상력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영화 속 주인
공들의 이미지는 바르셀로나의 현실과 만나면서 환상적인 아벤티스를 만
들어낸다.
이렇게 소설 속에서는 1940년대를 풍미하던 당시 영화와 소설들이 매우
빈번하게 언급되는데, 이 또한 마르세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1940, 50년대 스페인 문화는 노점(el quiosco)에서 판매되는 저급
한 탐정 소설들과 할리우드 영화들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었는데, 레이
몬드 카는 이러한 대중 문화가 성공한 원인으로 “저렴한 가격과 간결하
고도 거친 언어, 전통적이고도 단순한 도덕적 가치 등 문학 교육을 받지
않은 대중들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특징(카와 푸시 214)”을 꼽는다. 또한
레이몬드 카는 당시 스페인 사회에서의 할리우드 영화가 가지는 파급력
을 ‘도피 문화(cultura de la evasión)’의 영향으로 해석한다.

영화화되었다. 납치된 왕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은 사나이가 왕의 약혼녀와 진짜
로 사랑에 빠져 갈등하면서 왕을 찾기까지의 모험을 그린 영화이다. 백수이자 별
볼일 없던 한 사나이가 목숨을 걸고 왕을 구출하고 자신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
고뇌하는 영웅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 영화 속의 남자주인공이야 말
로 아이들이 꿈꾸는 환상 속의 영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
다.
46) 1912년 영국 신문에 연재된 삭스 로머(Sax Rohmer)의 소설인 후만추 박사의
미스터리 The mystery of Dr. Fu-Manchu는 1900년대 서양 의학을 배운 중국
인 후만추 박사가 금발의 미녀를 잔인하게 살해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소설
이 연재된 이후 영국의 차이나타운에서 금발의 미녀들이 연쇄적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까지 후만추 박사는 다양한 버전으로 영화화되면서
악랄하고 잔인한 악당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47) 1941년 알렉산더 코다 감독에 의해 영화화된 해밀턴 부인은 불행한 결혼 생
활을 하고 있는 엠마 하트와 영국 해군의 영웅인 넬슨 제독과의 러브 스토리에
대한 작품이다. 서로가 각자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사랑에
빠진 그들은 넬슨이 트라팔가 해전에 참가하면서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되고,
넬슨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후, 프랑스 저격병의 총에 맞아 세상을
뜨게 된다.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넬슨으로 대표되는 전쟁 영웅이 등장하고,
비극적인 로맨스까지 겹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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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사회는 ‘도피 문화’라는 것에 빠져있었다. 도피 문화, 즉 대중문화
는 당면한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었다. [중략] 체제는 지적, 정치적 문
제에 걱정거리가 없는, 즉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해가 없는 소비 문
화를 이용한 민간 경제의 이익을 허용했다. 체제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프랑코의 부성적 보살핌으로 이룩된 사회적 평화 덕분에, 근심이 없고 만
족스러운 스페인 상을 조성하도록 용한 극히 통속적인 하부 문화의 혜택
을 얻는 데 성공했다(1947년 평균 525석을 갖춘 영화관이 3013개나 있었
다).(카와 푸시 208)

레이몬드 카가 설명한 대로 당시 대중 문화의 소비는 체제의 의도에 따
른 것이었으며, 악을 무찌르는 영웅의 이야기는 가장 쉽고 빠르게 팔랑
헤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러한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아이들의 아벤티스가 오
히려 프랑코의 공식 역사에 대항할 수 있는 집단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
는 점이다. 리처드 말트비가 대중문화를 ‘집단적 꿈의 세계’로 해석했듯
이48) 환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다른 형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아이들의
세계는 체제가 만들어 낸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른들의 세계와 대
비된다. 라바니는 이렇게 당시 영화의 이미지를 소설에 차용하는 것에
대해,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영웅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행위의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도시 게릴라들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게릴라 집단과 아이들 집단의 차이점은 마키스 대원들
이 강도짓을 계획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갱스터 영화나 느와르 영화 속의
영웅들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반해, 아이들에게 아벤티스는
그저 하나의 연극이자 놀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벤

48) 대중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그 중 대중문화의 텍스트와 실
천행위들이 대중적 환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시각이 있다. 리처드 말트비는 대
중문화는 집단적 꿈의 세계로 간주한다. 그는 대중문화에 대하여 “어디로부터 또
는 어디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상적 자아도피”라고 설명한다.
또 다른 정의로는 대중문화가 ‘민중 the people’로부터 발생되는 문화라는 것이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상징적 저항이 주로 나타나는 곳으로 간주되
며, 매우 낭만화된 노동계급문화라는 개념과 같다.” 마지막으로는 그람시의 헤게
모니 개념의 발전에 나타난 것으로 “대중문화를 사회 피지배계층의 저항력과 지
배계층의 통합력 사이의 투쟁의 장”으로 본다(스토리 18-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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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가 프랑코의 공식 역사를 마치 B급 영화처럼 다루면서 조롱하고 있
다는 것이다(Labanyi 1989, 149).
내전 이후 팔랑헤적 신화로부터 벗어나 현실을 고발하고자 했던 50년대
세대들의 리얼리즘이 오히려 탈출구가 없는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운명
론을 낳았던 것처럼, 신화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까지도 또 다른
신화가 될 수 있다. 바르트에 따르면 신화에 대항할 수 있는 최상의 무
기는 역으로 신화를 신화화하여 인위적인 신화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
한다(바르트 59). 이제 아벤티스는 공식 역사에서 배제된 힘 없고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도 공식 역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벤티스는 떠돌아다니는 소문들, 영
화적 상상력, 허구와 거짓을 기반으로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역사에 설득당하고 그것이 진실일 것이라고 믿게 된
다. 아벤티스는 그 자체만으로도 거짓된 신화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대항
신화로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기억의 산물이 된다. 라바니
가 지적했듯이 “신화가 권력에 의해 이용될 때, 신화는 착취의 근원이
되지만, 소외된 자들의 손에 의해서는 집단의 의지를 표현”(Labanyi
1989, 136)하기 때문이다.
아벤티는 다른 것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진실이다. 그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 중 하나일 뿐이다. 너무나도 완벽하게도 일어날
법한 일이자 무시무시한 일이며, 지루하게도 일상적이면서도 끔찍한 진실
말이다. 그것은 찌꺼기들로 구성된 역사이자 무서움을 모르는 아이들의 모
험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이다.
La aventi ya era solamente una verdad como cualquier otra, oída
demasiadas veces. Perfectamente posible y espantosa, aburridamente
cotidiana

y

atroz.

Historia

reconstruida

también

con

desechos,

aventurada por los intrépidos hijos de la memoria.(267)

신화는 잃어버린 진실과 진정한 근원에 대한 모색이다. 이 소설에서 콘
라도의 어머니와 애꾸눈이 아우로라 닌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과거를 바
로잡으려는 복수를 위한 여정이지만, 그들은 진실과 마주할 수 없다. 소
설은 그 어떠한 진실을 찾는 과정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저 다양한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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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다. 우리가 진실이라 믿는, 역사라고 믿고 있는
이야기들도 어쩌면 그 종류들 중 하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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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억과 망각

사이의 긴장: 언젠가

돌아가리라 

(1982)
1982년 발표된 마르세의 일곱 번째 소설 언젠가 돌아가리라는 출판
시기상으로 보자면 스페인 전환기(Transición)의 마지막 무렵에 속한다.
그러나 작가가 1976년에 마지막으로 발간된 연재작인 ｢신사 숙녀 여러분
Señoras y señores｣에서 주인공인 ‘한 훌리베르트 몬(Jan Julivert Mon)’
의 인생에 대해 이미 언급했던 것으로 보아 이 작품에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은 공식 역사에 대항하는 대항 신
화인 아벤티스를 소재로 하며, 반프랑코 집단의 신화를 해체한다는 점에
서 내가 죽었다고 하거든과 주제적인 연결성을 보인다. 또한 내가 죽
었다고 하거든에 잠시 등장했던 인물들– 예를 들면 아우로라 닌의 친
구로 등장했던 발비나와 마키스 대원들 중 한 명이었던 팔라우와 밍고–
의 이야기가 이번 작품에서는 전면에 부각된다.
한 때 유망했던 복싱 선수였고 유명한 마키스 대원이자 강도였던 한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기나르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그의 조카인 네스토르는 한에 대한 막연
한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인물이다. 네스토르는 어머니인 발비
나와 이웃 노인인 수아우에게서 들었던 삼촌의 이야기를 토대로 틀림없
이 그가 자신의 아버지일 것이라는 믿음에 사로잡힌다. 어린 네스토르에
게 전직 복서이자 권총 강도였던 삼촌은 마치 “주체할 수 없고 너무나도
매혹적인 하나의 조합”(Marsé 1998b, 17 이하 페이지 번호만 기입함)과
도 같았던 것이다. 가족들을 비롯한 기나르도 사람들 모두 그의 복귀로
인해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은 돌아오자마자
공화파 군사들에게 무자비하게 총살 명령을 내린 판사 루이스 클레인의
집에 야간 경비원으로 취직하게 되자 사람들은 그가 판사에게 복수를 준
비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한은 클레인을 살해하려
는 예전 동료들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사람들은 한이 클레인의 부인인 비르히니아를 사랑하
기 때문에 돌아왔을 것이라고 추측하기에 이른다. 결국 소설에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클레인과 한이 내전 동안 서로에게 의지하던 동성애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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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이 드러나고, 한은 클레인과 함께 마키스 집단의 동료들에 의해 살
해당한다.
비연대기적인 시간 구성과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했던 이전 작품과는 달
리, 언젠가 돌아가리라는 기본적으로 13년 동안의 감옥 생활 이후 한
이 출소한 1959년 여름에서부터 같은 해 11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5
개월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비교적 단순한 구성을 취한다. 작품은 미스터
리와 범죄, 진실을 추구해나가는 과정을 서사에 삽입한다는 점에서 대중
지향적인 탐정소설(novela negra)의 기법과 매우 유사하다.49) 한이 13년
만에 돌아오게 되면서 1959년을 살아가는 기나르도 사람들의 집단 기억
을 통해 과거의 사건들이 재해석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에르 노라
(Pierre Nora)가 언급한 ‘기억의 장(Lieux de mémoire)’50)의 개념은 공동
체의 역사와 집단 기억이 공존하는 상징적인 개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작품 해석에 중요한 도구가 된다. 피에르 노라는 “기억은 공간과 장소에
연관되어 있는 반면, 역사는 구체적인 사건 그 자체에 무게를 둔다”고
지적하면서, 기억이 형성되고 위치하는 ‘장소(site)’를 기억의 장이라고
명명한다. 이번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기나르도는 작가의 다른 작품들에
서도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기나르도는 내전과 프랑코의 독재
체제 동안 집단성과 의사소통이 억눌려온 공간이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족과 이웃의 입을 통해 전달되어 온 대중적 기억(popular memory)이
완성되는 ‘집단적 공간(collective space)’으로 형상화되기 때문이다.51)
49) 앤 화이트는 자신의 연구에서 언젠가 돌아가리라의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가
십과 할리우드 식 영웅 신화에 사로잡힌 채 회의주의와 환멸의 감정에 빠지는 과
정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작품이 느와르 영화에 큰 영향을 받은
노벨라 네그라의 전형에 속한다고 해석한다(White 105-122 참조).
50) 피에르 노라는 1984년부터 1992년에 이르기까지 총 7권에 걸쳐 기억의 장소
라는 연구서를 발간하는데, 이 때 ‘기억의 장소’는 집단기억이 보존되는 은유적인
장소를 의미한다. 노라에 따르면 기억의 장소는, “자생적 기억이란 존재하지 않
고, 기록보관소를 만들 필요가 있고, 기념일을 유지하고, 식의 거행을 조직하고,
추도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자각으로부터 태어나고 그것으로 살아간다(노라
2010, 42)”. 즉, 진실한 기억이 부재한 상황에서 상징적인 어떤 독특한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제도, 기념관, 교과서 등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51) 1984년 발표한 론다 델 기나르도에서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기나르도 지
역에 대한 공간성이 더욱 강조된다. 조 라바니 역시 빅토르 에리세의 영화와 더
불어 마르세의 소설이 노라의 ‘기억의 장’의 개념을 훌륭하게 재현해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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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는 크게 세 번의 회상이 삽입된다. 첫 번째 회상은 수아우가 한
이 스무 살이던 1930년부터 무장 강도 사건으로 연행되던 47년까지의 사
건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두 번째로 1940년부터 1942년까지의 사건이
서술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상은 수아우와 만달레이에 의해서 1951
년부터 1957년까지 한과 비르히니아 그리고 루이스의 관계가 퍼즐처럼
맞춰진다. 이처럼 작품 속에서 회상은 주로 수아우와 발비나, 그리고 만
달레이에 의해서 완성되지만, 그들의 회상은 기나르도 사람들의 관찰과
증언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된 기억이다. 이러한 회
상 장면들은 한과 클레인에 대한 이야기가 연대기적인 순서로 서술되는
동안 산발적으로 삽입된다.
내가 죽었다고 하거든과 언젠가 돌아가리라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제적 유사성을 공유하지만, 이 두 작품 사이에는 분명한 시간적 간극
이 존재한다. 마을의 아이들 중 한 명인 1인칭 서술자는 소설의 전반부
에 다음과 같이 언급 한다.
확실히 이제는 아벤티스의 전성기는 지나간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빛처럼
절박하고도 필연적이었고, 단단하면서도 깨끗한 다이아몬드와 같았던 그
시절. 6, 7년이 지나가버린 지금은 우리의 공간도 학교에서 공장, 구멍가
게 혹은 선술집으로 바뀌었다. 이제 마을의 거리는 우리를 위해 죽어버리
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동그랗게 둘러앉아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
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고, 그렇다고 해서 시벨레스 살롱이나 라 레
알타드 살롱에서 여자 아이들을 꼬시는 데 시간을 바칠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Ciertamente, ahora nos parecía ya lejos el tiempo feliz de las aventis,
en las que todo había resultado siempre inmediato y necesario como la
luz, duro y limpio como el diamente. Ahora, a la distancia de seis o
siete años, cuando ya habíamos cambiado la escuala por el taller, el
colmado o la taberna, sentíamos algo así como si el barrio hubiese
empezado a morir para nosotros; mayores para seguir invocando

평가했다. 특히 마르세의 작품 속에서 기나르도와 같은 바르셀로나 근교 지역을
의미하는 ‘바리오(barrio)’가 대중적 기억은 오직 산발적이고 불연속적이고 유령적
인 파편으로만 살아 있을 수 있음을 성공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Labanyi 200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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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tasmas sentados en corro, pero no lo bastante todavía para
dedicarnos plenamente a ligar chavalas en el baile de Salón Cibeles o
el de La Lealtad.(17)

그저 영화 속 주인공처럼 보이는 어른들을 따라하며 즐거움을 느끼던
아벤티스의 아이들도 이제는 각박한 삶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다. 채
10년이 안 되는 시간이지만, 길거리에 모여 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
어내던 아이들도, 도시의 어둠 속에서 끊임없는 저항을 꿈꾸던 마키스
대원들도 이제는 먹고 살기 바쁜 일상 속에 방향을 잃고 말았다. 지금까
지 마르세는 소설 속에서 주로 사회의 상류와 하류 계급 인물들의 이야
기를 모두 다루었지만, 언젠가 돌아가리라에서는 특히 매우 구체적인
공간에서 살을 부비며 살아가는 하층 계급에 주목한다. 이 이야기의 주
인공은 신화와 영웅주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과거에 대한
기억과 강요된 망각 사이에서 헤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
는 망각과 기억 상실의 상태에 빠져 버린 사람들이 ‘기억’이라는 장치를
통해 저항 영웅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 신화의 해체로 인한 환
멸의 감정까지를 살펴보고, ‘기억의 소설’로서 마르세의 작품을 위치시키
고자 한다.

4.2.1. 과거의 망령과 기억 상실
내전이 남긴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현실을 살아가는 스페인인
들의 삶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홀연히 등장한다. 전환기를 지나며 전범
위적인 ‘국가적 화해(reconciliación nacional)’라는 기치 하에 스페인은
‘망각 협정(el pacto de olvido)’52)을 통해 과거에 대한 기억을 슬며시 덮
52) 프랑코 사후 민주화로의 이행 과정에서 내전 당시와 그 이후에 일어난 수 많은
살상과 처형, 추방에 대한 청산은 직접적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에 대
한 보상과도 같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보다는 ‘국가적 화해’
라는 명목하에 77년 정치범들에 대한 특사범이 내려지고,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거쳐 같은 해 모든 ‘유혈의 범죄’를 저지른 정치범들이 사면되는 ‘사면법’
이 통과되었다. 이 사면법은 처벌이 아니라 불행했던 과거를 잊고 화해를 통해
상처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
은 부당했던 과거의 처사에 대한 보상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
한 의미의 용서와 화해를 기반으로 한 과거 청산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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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환영은 머리에 깊게 박혀버린 잔상
처럼

끊임없이

현재에

출몰한다.

데리다는

마르크스의

유령들

Spectators of Marx에서 ‘확실히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존재
론(ontology)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적 개념으로 ‘없지만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는 것(which is not and yet is there)’으로서 유령학
(Hauntology)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Labanyi 2000, 66). 데리다의 ‘유령
학’의 개념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설명
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과거에 대한 심리적 측면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53)
이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인물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과
거의 기억에 대처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내가 죽었다고 하거늘에서
프랑코의 역사 속 승리자들을 대변하는 콘라도와 ‘검은 화살’은 체제와
내전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며, 무장 테러 집단으로 변모해버린 마키스
대원들 역시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채 내전의 양상
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들은 내전을 직접 경험했던 역사의 증인들이며,
양분된 스페인 사회 속에서 과거에 대해 온전한 인식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신화화에 갇혀 버린 인물들이다. 시간이 흘러 언젠가 돌아가리
라에서는 이미 그들에게 전쟁의 경험은 잊혀진 과거가 되었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지금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재현된다.
라바니는 과거의 망령을 대하는 다양한 양상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들
고 있다. 첫 번째는 과거와 대면하는 것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국가의 공식적인 담론들이 과거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과거에 집착하여 병적인 동화 단계(introjection)
에 들어서게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현재의 자리를 과거가 꿰어 차게
치적인 타협이라는 점에서 ‘과거 잊어버리기’ 혹은 ‘망각 협정’이었던 것이다(김원
중 2005 참조).
53) 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유령적 존재들로 효과적으로 재현된 영화의 예로는 빅
토르 에리세(Victor Erice)의 <벌집의 정령 El espiritu de la colmena>(1973)과
카를로스 사우라(Carlos Saura)의 <까마귀 기르기 Cría cuervos>(1976)등이 있
고, 문학에서는 80년대에 출판된 안토니오 무뇨스 몰리나의 소설들인 행복한 사
람 Beatus Ille(1986), 리스본의 겨울 El invierno en Lisboa(1987) 그리고 어
둠의 왕자 Beltenebros(1989)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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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존재와 영향을 인정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태도
가 있을 수 있다(Labanyi 2000, 65). 그렇다면 마르세의 등장인물들은 이
중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작품 속에서 ‘망각’과 ‘침묵’이 어떠한 의
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과거에 대해 두려움과 거부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대표적인 예
는 은퇴한 경찰이자 프랑코적 인물인 폴로이다. 그와 수아우는 내전을
직접 경험했고, 한과 그의 가족의 일을 옆에서 지켜봐 온 가까운 관찰자
이기도 하다. 한때는 한을 비롯한 마키스 대원들을 체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경찰이었지만, 이제는 병들고 늙어 산에 올라가 총으로 빈
병을 맞추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어버린 인물이다. 이제 폴로에게는 “고
칠 수 없는 궤양과 오래된 권총”(25)만이 남아 있으며, 그 암덩어리는 그
의 “난폭함이나 편협적인 성격들을 조용히 잠식해 나가고 있었다.”(25)는
수아우의 중얼거림을 통해서 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을 체포한 장본인이자, 발비나와 한의 어머니를 고문하기도 했
던 폴로에게 한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마치 “손가락으로 그의 기억을 휘
저어 놓는 듯이”(31) 그를 괴롭힌다. 수아우는 보란 듯이 폴로의 앞에서
고문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회상하고, 과거의 기억들은 마치
유령과도 같은 존재로 묘사된다.
수아우는 곁눈질로 폴로를 염탐하면서 생각했다. 그가 비록 경멸하는 듯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기도 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허세를 부리기도 하지만,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그날 밤에 대한 기억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는 형형색색의 인형들, 총
을 쏘거나 키스를 하거나 혹은 죽어가고 있는 자세로 영화관 외벽에 걸릴
운명을 지닌 저 불쌍한 종이 유령들의 존재가 지금은 저 늙은 경찰의 더
러운 기억에 기생하는 다른 유령들의 존재보다도 더 생생하게 느껴질 것
이라고 생각했다.
Espiándole con el rabillo del ojo, Suau pensó que, a pesar de la
desdeñosa indiferencia que Polo mostraba en el trato, a pesar de sus
fanfarronadas y sus insultos, también su recuerdo de aquella noche de
lluvia debía estar contagiado por el miedo; y que la presencia de los
coloreados monigotes que ahora le rodeaban, estos pobres fantasmas de
cartón condenados a perpetuarse en la fachada de un cine en el acto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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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rar, de besarse o de morir, aquí y ahora debían hacer mucho más
real, en su ánimo exasperado, la presencia de aquellos otros fantasmas
que poblaban su sucia memoria de policía.(33)

폴로는 돈 많은 노인들의 개를 산책시켜주는 일을 하면서도 이제는 쓸
모없어진 권총을 매일 가지고 다니고, 마치 프랑코 시대의 비밀경찰들을
연상시키는 사파리 자켓과 검은 부츠를 신고 다닌다. 또한 주기적으로
자신에게 협박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네스토
르와 아이들을 괴롭힌다. 이러한 폴로의 이중적인 면모를 통해서 독자들
은 그에게는 과거의 흔적이 마치 무의식적인 습관처럼 여전히 남아있음
을 알게 된다.
폴로 이외에도, 이 작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의식하지도 못
한 채 스스로를 망각의 늪에 빠뜨리는 기나르도 사람들이다. “마을 사람
들은 이미 감탄할 수 있는 능력과 구전의 즐거움을 체념과 망각으로 대
체하고 있었다. … 무관심과 권태는 전차들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아벤티스들을 영원히 깊숙이 묻어버리려 했다”(18) 그들은 살아
남기 위해 매일 반복되는 고된 일을 하면서 하루를 버티고 있으며, 스스
로에게 망각의 삶을 부여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큰 비중을 가진 인물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비빌리오니는 내전의 충격으로 정신이상
자가 된 인물이다. 비빌리오니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기
억은 이미 정신적 외상이 되어 그의 현재마저도 모두 잠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에서 나오던 비빌리오니는 한과 부딪히고 말았고, 사람을 분간하기 위해
움직이는 그의 손은 마치 죽은 새처럼 더듬거리고 있었다.
- 네스토르니?
- 전 네스토르의 삼촌입니다.
비빌리오니는 손을 뻗어 바다 쪽 방향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 저쪽에서 또 오고 있어 –그는 어두운 목소리로 허겁지겁 대답했다-.
방금 지붕에 닿을 듯 말 듯 하게 지나갔어...-그는 정성스럽고 상냥하게 웃
었다-. 바닥에 엎드려. 그리고는 입을 벌려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어이구,
그 엄청난 폭발의 파장이 너의 내장을 모두 파열시키고 말 거야...
Bibilioni, que salía deslumbrado del portal, tropezó con él. Sus m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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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 pájaros muertos, lo palparon para identificarle.
- Néstor...?
- Soy su tío
Bibilioni extendió el brazo y señaló el cielo en dirección al mar.
- Por allí viene otra vez –farfulló con la voz oscura-. Acaban de
hacer una pasada a ras del tejado...-Sonrió afable, solícito-: Tírate al
suelo y abre la boca, porque si no, hombre, la onda expansiva te podría
reventar por dentro.(174-175)

비빌리오니는 사건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사라지는
데, 그는 내전 당시에 있었을 법한 일들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마을 사
람들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산발적이고 예고 없이 등장하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가 된다. 마르세는 과거의 기억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거나 집
착적으로 소설의 전면에 배치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비빌리오니라
는 인물의 존재 자체가 그러하듯 과거의 기억은 어느 새 홀연히 나타났
다가 사라지면서 역사를 환기시킨다.
네스토르의 엄마인 발비나는 남편이 자신을 떠나고 한이 수감된 후 창
녀가 되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이제는 모든 과거를 잊고자 하는
인물이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창녀로 살아가야 하는 그녀에게 평범한
일상이나 주부들의 집안일은 이제 그저 오래된 노스텔지어가 되어버렸
다. 한 여름에 눈이 부신 햇살을 보면 1942년 여름 한이 처음으로 석양
을 보여주던 장면이 무심코 떠오르고, 집에 남은 도자기 장식품들을 보
면 죽은 시어머니가 떠오른다. 이렇게 그녀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과거는
어느 순간 기억의 한 켠에 자리 잡고 하나의 상처로 남아 있다. 한이 돌
아오자 네스토르는 어머니가 겪은 수모를 자신의 삼촌에게 말하고자 하
지만 발비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한의 시선을 피했다. 지금까지 거
의 모든 일들을 다 잊으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불붙은 담배를 들고 있
는 폴로의 털이 수북한 손등과 입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발비나의 목을
비틀어 쥐고 있었던 나머지 한쪽 손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68)
다리오 파에즈 외 2명은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와 집단 기
억에 대한 연구에서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겪게 된 경우에는 더욱 침묵과
망각이 강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패배자들’만큼이나 ‘승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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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사람들이 침묵
을 지키는 이유는 “잊고 싶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그들을 이해해주지 않
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고 동시에 가족과 같은 주변 사람들을 혼
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임을 언급한다(Duplaá 34 재인용). 발비
나가 망각을 선택하려는 이유 역시 잊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언젠가 돌아가리라에서는 정치적 입장과
계급, 세대를 막론하고, 잊었다고 생각한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유령과도
같은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트라우마적인 사건
들을 침묵하고 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의 패자나 승자를 구분하지 않
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서 역사의 승자임에도 망각을 선택한 대표적인 인물은 프랑코
체제 속에서 수많은 반프랑코 군에게 총살 명령을 내렸던 판사 클레인이
다. 이전 작품에서 국민파의 전쟁 영웅이었던 콘라도가 다리를 잃은 성
적 불구자였다면, 클레인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고 술에 찌들
어 살고 있는 그야말로 죽느니만 못한 삶(living death)을 살고 있는 인
물이다. 만달레이의 증언에 따르면 “진정으로 짐승 같은 놈”(203)이었던
판사 클레인이 “45년에서 46년까지 2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한 사람의 숫
자가 프랑코 슬하의 모든 경찰들이 10년 동안 집행한 수 보다 많았으며,
모든 반프랑코 집단의 적”(203)이었다. 클레인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한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나는 젊은 시절의 비르히니아도,
내 아이들의 어렸을 적의 모습도 떠올릴 수가 없어요. 사진에 있는 그
모습조차도 말이죠. 내 아버지나 내전에 대한 것, 승리가 가져다 준 행운
들 중에도 단 하나도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315) 그런데 그는 마치 아
무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정신 상태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과거에 얽매여 있지는 않아요. 기
억하고 싶어도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나쁜 것의 냄새가 고약
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이건 큰 장점이죠. 그렇지 않나요?”(314) 클
레인은 자신이 기억상실증에 걸렸으며,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빌리오니와는 다르다. 한과 대화를 나누던 클
레인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무언가 기억이 나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고장난 신경 시스템에서 불꽃이 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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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상황은 그[클레인]를 흥분시키면서도, 동시에 가끔씩은 공포감에 휩싸
이게 한다. 클레인은 어떤 얼굴이 기억나기 때문이 아니라 말투라든지 웃
는 방법, 혹은 침묵하고 있는 표정,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곁에 머무르는
그 방식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눈빛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응
시하는 그 모습 말이다...
El asunto le fascinaba y al mismo tiempo, en ocasionesm le causaba
pavor; no es que evocara una cara, dijo sino una expresión, una forma
de reírse, o de callarse, o de estar simplemente cerca de él; no
recordaba unos ojos, sino una manera de mirar...(226)

이러한 클레인의 행동에서도 역시 우리는 기억 상실의 상태에 있더라도
예기치 못한 시기에 과거의 흔적들이 유령처럼 출몰할 수 있으며 결코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라카프라는 기억과 역사, 그리
고 트라우마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의 일시적 망각은 과거의 참혹한 장면을 강박적으
로 반복 경험하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거나, 나아가 행동으로 재현하
려는 경향과 맞물려 있다. 이런 경향은 때로 어느 정도 절제된 예술적 과
정을 밟기도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간접적으로나마 과거를 상기시키는
사건에 대해 환각이나 플래시백, 몽상, 신경쇠약 등의 실존적이고도 전혀
절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억의 일시적
망각 속에서 부인되고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변형되거나 위
장된 모습으로 되돌아온다.(라카프라 69)

클레인이 느끼는 고통이나 몽유병, 이상한 물건에 집착하는 증세들이
모두 “그가 마음 속으로 가장 긴밀하게 느끼는 그 과거에 대한 무의식적
인 회상의 한 종류”(365)라고 진단하는 의사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클레인의 병적인 상태 역시 거부할 수 없는 과거가 변형된 형태
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텍스트 속에서 발비나를 비롯한 기나르도 사람들, 그리고 클
레인과 폴로가 과거의 기억과 대면하는 방식은 망각과 침묵을 통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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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그럼에도 그들의 트라우마는 흔적을 남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적인 형태로 출몰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시간이 흐른 뒤 과거를
잊고 상처가 아물었다고 믿고 있지만, 과거의 망령은 끊임없이 현재에
출몰하여 역사를 환기시키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한의 복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대중의 기억과 이러한 집단 기억이 만들어낸 신화의 해체를
통한 환멸의 정서를 분석하고, 망각과 기억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스
페인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4.2.2. ‘집단 기억’과 ‘환멸’의 정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르세는 망각과 침묵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인물
들을 통해 시간이 흘러도 결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의 복귀는 역사의 승자와 패자를 막론하고 기억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던 기나르도 사람들이 다시 과거를 기억해내도록
한다. 젊은 시절 한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수아우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
들의 집단 기억은 하나의 영웅 신화를 만들어낸다.
집단적 기억이란 “개인의 사건과 모두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며, 권력을 등에 업은 기억 상실에 대항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
다”(최유정 79 재인용)는 안토니오 무뇨스 몰리나의 말을 되새겨 보았을
때, 한의 등장은 기나르도 사람들의 잊혀져가는 과거를 현재의 맥락에
얹어놓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망각과 침묵으로 일관되었던 기나르도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개개인의 기억들이 상호 보완되고, 현재와 끊임없
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은 세대 간의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이에 반
해 공식 역사와 체제의 기억을 체화하고 있는 폴로의 기억은 다분히 일
방적이고 권위적이다.
은퇴한 경찰은 권위적이고 반박할 여지가 없는 공식적인 버전 속에서 새롭
고 외견상으로 탄탄한 줄거리들을 통해 훌리베르트 가족에 대한 과격한 이
야기들을 구성해내곤 했다. 이에 반해 수아우는 기만적이고 불쾌한 먼지들
사이로 마치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들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
았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기억의 잔재들, 그리고 소문과 비방들을
이용해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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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policía retirado solía tramar sus rabiosas historias en torno a la
familia Julivert con los hilos más nuevos y aparentemente irrompibles de
la versión oficial, autorizada e indiscutible. Suau, en cambio, construía
las suyas con materiales de derribo, en medio de un polvo empreñador y
engañoso; trabajaba con el rumor y la maledicencia, con las ruinas de la
memoria, la suya y la de los demás.(93)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공유하더라도 다른 기억을 가질 수 있다는 사
실은 공식 역사에 의해 부과된 기억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수아우의 기억은 “다른 사람의 기억의 잔재들,
그리고 소문과 비방들”이 상상력과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상
대적이며, 대중적인 집단의 산물이 될 수 있다.
수아우의 입으로 전달되는 기억은 네스토르와 아이들의 상상력과 결합
하여 폭력적이고 잔인한 레지스탕스의 신화를 생산한다. 네스토르의 친
구인 것으로 추정되는 1인칭 화자는 구체적인 이름이나 특징이 소개되지
않고 목소리만 등장한다. 이 1인칭 화자는 자신과 네스토르를 포함한 기
나르도 사람들이 한을 신화화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증언한다. 이렇게 익
명의 화자에 의한 서술은 1인칭 복수인 ‘우리’의 증언과 관찰로 귀결되는
데 이는 ‘무인칭’이었던 화자가 당시 스페인 사회를 살아가는 내전 이후
의 세대 전체의 목소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가끔씩 이른 아침에 셔츠와 오래된 가죽 샌들을 신은 채 장을 보러
가는 그를 보곤 했다. 그는 찌그러진 알루미늄 우유통을 든 한 쪽 팔을 접
었다 폈다 반복하면서 걸어가기도 했고 카멜리아스 거리의 노천 시장을 들
를 때는 양배추와 토마토가 가든 득 시장 바구니를 들고 오거나 혹은 음식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오기도 했다. 물론 이 광경들은 끔찍하고도 촌스러
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때 우리는 그의 근엄한 표정에서 일종
의 장엄한 어두움을 발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A veces, por la mañana temprano, en mangas de camisa y calzado con
viejas sandalias de cuero, le veíamos ir a comprar un litro de leche con
el cacharro de aluminio abollado colgando de su brazo estirado y rígido,
o volviendo del mercadillo de la calle de la Camelias con una lechuga y
algunos tomates en la bolsa de rejilla, o sacando el cubo de la basur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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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alle; ciertamente eran escenas destrempadoreas y zafias, pero ni aun
así

dejábamos

de

rastrear

en

su

perfil

severo

aquella

negra

magnificencia(171).

아이들은 평범하고 여성스럽기까지 한 한의 모습54)에서도 느와르 영화
에나 나올 법한 대도시의 무법자를 발견하고자 했고, 이후 1인칭 화자는
“그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소망을 현실에 맞추기 위한 상상에 불
과했다”(108)고 회상한다.
마을로 돌아온 한이 처음으로 클레인의 집의 경호원으로 취직하고자 했
을 때, 네스토르는 그의 삼촌이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도 클레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을 것”(122)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삼촌을 보면서도 네스토르는
“삼촌이 그저 발코니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다리 사이
에 고양이를 앉히고 꽃에 물이나 주기 위해서 돌아왔을 것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다. 그는 분명 계획이 있을 것이다”(87)라
고 되뇌었다. 특히 계속해서 한을 찾아오는 미스터리한 낯선 사람들의
존재는 아이들로 하여금 한이 은밀하게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은 복수의 칼날
을 갈고 있는 용감하고 잔인한 레지스탕스의 신화적 인물로 변모하고 있
다. 텍스트는 한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려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관찰과 증언을 통해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을 통해 독자들 역시 한의
미스터리한 복귀에 대한 미궁 속으로 빠지도록 내버려둔다.
수아우 역시 과거를 회상하면서 판사와 한의 관계가 증오로 얼룩져 있
었음을 증언한다. “1945년 말에는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그
들 집단은 사실상 해체상태였지. 잡힌 사람들은 군법 회의에 회부되었고
결국은 총살당하고 말았어.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한이 총살을 선언한 그
판사를 기필코 죽이리라 다짐했다고 말하곤 했어”(97) 하지만 술집 주인
인 시카르트는 한이 “마키스 집단을 떠났음에도 다시 돌아온 이유가 바
54) 작품에서는 끊임없이 한의 마초적인 이미지와 대비되는 그의 다소 여성적인 습
관들이 산발적으로 소개되는데, 예를 들면 네스토르를 위해서 양털 목도리를 직
접 짜거나, 발코니의 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 매무새와
깔끔한 손톱 등이다. 이것들은 결말에 이르러서야 중요한 단서였음이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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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비나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다”(98)며 둘의 관계를 궁금해 하기도
하고, 만달레이는 발비나에게 비르히니아와 한이 예전부터 알던 사이였
으며, 한이 돌아와서 클레인의 집에 일자리를 구한 것도 모두 비르히니
아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수많은 소문과 단서들이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한은 클레인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의 동료들과 싸우고, 이미 경호원 자리에 낙점되어
있던 폴로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사
건들이 차례로 일어난다. 이 때 독자들은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
극적으로 주어진 단서와 상황을 추리해나가게 된다. 텍스트는 과연 진실
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
키면서 결말에 다다른다. 다시 말해, 많은 범죄 소설이 그러하듯이 독자
들도 과거의 사건이 내포하는 진실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데
함께 참여하게 된다. 결국 결말에 이르러 한이 돌아온 이유는 복수도 정
치적 대의도, 발비나를 위해서도 아닌 은밀하게 평생을 숨겨온 클레인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러한 반전은 지금까지 영웅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반프랑코적 저항군에 대한 기억들 역시 신화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을 통해 과거의 사건들이 다시 들추어지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기
억해내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대중적 기억은 분명히 그 고유의 힘을 가지
고 있다. 폴로와 수아우의 대화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집단 기억은
공식 역사에 의해 부과된 기억에 대항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의 이유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세의 이전 작품들에서도 살펴보았
듯이 작가는 어떤 이미지나 환상이 하나의 신화로 고정되는 것을 경계한
다. 오히려 마르세는 사람들의 기억에 의해 만들어 진 한의 이미지는 허
구이며, 한낱 신화에 불과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 텍스트는
집단 기억이 만들어 낸 영웅 신화를 다시 해체한다. 프랑코이즘의 공식
역사가 만들어 낸 ‘숭고한 십자군’의 신화처럼 집단 기억이 생산해 낸
‘반프랑코주의자’의 이미지가 한 개인의 역사가 가진 복합성을 은폐하는
신화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기대에 가득 찬 아이들의 눈에 비친 한의 첫 모습은
“위험천만한 무법자”(18)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 94 -

확실히 그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특출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래된 아벤티
스에서 네스토르가 묘사한 것이나 마을의 그 무시무시한 기억이 왜곡해 놓
은 것처럼 끝내주거나 그다지 늠름하지도 않았다. [중략] 그는 그저 평범하
고 보통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키는 중간 정도였고 호리호리 하
기보다는 뻣뻣해 보였다.
Por cierto, no era el tipo extraordinario que habíamos imaginado, no era
tan fornido ni tan pistonudo como Néstor lo había descrito en las viejas
aventis o como la medrosa memoria del barrio lo había deformado, …
Tenía en general el aspecto de un hombre común y corriente, de
estatura regular, estirado más que esbelto.(49)

그러나 텍스트 속에서 이러한 아이들의 관찰은 마치 중요한 사실이 아
닌 것처럼 금세 잊혀진다.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싶은 것들만 보기 때문
이다. 1인칭 화자의 자조적인 고백은 이 끝없는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구
해줄 수 있는 한 명의 영웅이 반드시 필요했던, 살아가기 위해 그 신화
를 붙잡아야 했던 사회의 단면을 발견하게 한다.
어쩌면 그 때 우리는 거의 광적으로 영광을 사로잡기 위해 매달렸는지 모
른다. 수아우가 그의 기억 속에 덧붙이곤 했던 그 광채들 말이다. 아니면,
아마 우리가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 주는 마법적인 소리에 민감했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나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말썽꾸러기 노인네가 시카르트에게
했던 그 신중한 충고처럼 아름다운 결말을 가진 그 버전을 선호했다.
-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 시카르트. 한은 그녀 때문에 돌아온거야. 발비나
가 그의 삶에서는 너무 큰 의미였기 때문에 돌아온 거라고. 그게 바로 사람
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 아니야? 그럼 그런거지 뭐.
Quizá porque estábamos más dotados para captar el brillo casi fanático,
el fulgor que solía poner Suau en algunos de sus recuerdos, y porque
entonces éramos más sensibles al mágico sonido de ciertas palabras,
siempre he preferido, entre todas, aquella versión con el piadoso final y
el prudente consejo a Sicart que escuchamos allí en boca del viejo
liante:
- No le des más vueltas, Sicart. Ha vuelto por ella. Por lo que esa
mujer significó en su vida. ¿No es lo que le gusta creer a la g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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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es eso.(98)

언젠가 돌아가리라는 어디로 가야할지 알 수 없고, 영웅을 필요로 하

는 사회의 위선에 대항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구에 대항하
여 싸워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맥락도
알 수 없다. 삶의 권태와 무료감 속에서 사람들은 수아우가 만들어 내는
기억에 매달렸고, 아이들과 네스토르는 ‘도시의 범죄자’의 이미지에 의지
했다. 라파엘 콘테는 “마을 사람들은 닳고 닳아버린 한의 이미지에 자신
들의 희망, 꿈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좌절감까지도 모두 걸었다”고
지적 한다(Conte 116). 이는 1975년 이후 전환기의 스페인 사회가 경험
한 ‘환멸(desencanto)’55)의 정서와 맞닿아있다. ‘환멸’의 정서는 주로 프랑
코 치하의 독재에서 맞서 싸우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좌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환멸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좌절된 것에
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마르세의 소설 속에서 드러나듯이 상상력과 기
억이 만들어 낸 허상들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게 되는 이
유를 잘 설명해준다. 호세 카를로스 마이네르는 스페인의 전환기가 “수
많은 징후들, 예언 그리고 속임수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부터 불안과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된 것(Mainer 2004, 1)”이라고 지적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르세의 소설이 한 인물에 대한 수 많은 예언들
과 속임수들이 만연하는 사회를 통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시대를 효과적
으로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네스토르와 발비나가 느끼는 환멸의 감정은 매우 극적으로
표현된다. 발비나와 네스토르에게 한의 귀환이 가지는 의미가 다른 사람
들보다 감정적이며 각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이 돌아왔음에도 자신
들이 상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점과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
황은 큰 환멸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세 식구가 함께 식사를 하는 도
55) 전환기의 사회적, 문화적 패러다임이 급변하게 되면서 사회 정파들은 점진적인
민주화로의 이행을 합의했고, 대중들은 급격하게 밀려오는 대량소비사회의 문화
로 인해 탈정치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스페인의 특수한 상
황 속에서 프랑코의 죽음이 가져 올 문화적 유토피아를 꿈꾸던 좌파 지성인들에
게 전환기의 변화는 실망스러울 뿐이었다. ‘환멸’의 정서는 변화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포기한 태도라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견지한다(임호준
2005, 2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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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한은 셔츠를 입지 않고 식탁에 앉으려는 네스토르를 심하게 나무라
는데, 그 순간 유난스럽게도 깔끔한 한의 모습을 보면서 네스토르의 환
멸감은 폭발하게 된다.
그 아이[네스토르]는 항상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당신이 이 곳에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 했어 [중략] 난 정말 모르겠어...내 생
각에 그 아이는 아마도 다른 사람을...기다렸던 것 같아. 그리고 누굴 만났
겠어? 식탁에 앉을 만한 복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을 나무라면서도 반
대로 자기 엄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들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을 본거야. [중략]
그리고는...당신이 결국 돌아왔지.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아
무 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모든 게 똑같아.
Siempre esperó tu vuelta, pensando que, estando tú aquí, todo iba a
cambiar … No sé, yo creo que eseperaba a alguien...distinto. ¿Y qué ha
encontrado? A un hombre que le regaña por no estar presentable en la
mesa y al que en cambio no parece importarle que su madre sea lo
que es y que reciba en su casa a un muchacho que podría ser su hijo
… Y has vuelto por fin, ¿y qué ha pasado? Nada. Todo sigue
igual.(291-292)

이러한 환멸의 감정은 발비나와 네스토르 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좌파
계급이었던 반프랑코 무장 집단56)에서도 두드러진다. 작품 속에서는 한
56) 폴 프레스톤은 자신의 연구에서, 프랑코 체제의 확립에 대항하는 폭력적인 저항
세력들이 1951년까지도 산발적으로 계속되어 왔다고 언급하지만 이미 194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그들의 저항은 “헛된 영웅적 시도”였다고 밝히고 있다. “1944년
까지도 패배의 트라우마에서 회복하지 못한 스페인의 좌파들은 매일 다가오는 억
압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었다. 마드리드의 도시 게릴라들은 한 명의 전설적인
인물인 크리스티아노 가르시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주로 은행을 털거나 팔랑
헤 세력의 사무실을 급습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크리스티아노는 결국 1945년
체포되었고, 그 이후 마드리드의 도시 게릴라들은 PCE에게조차 버림받을 수 밖
에 없었다. 바르셀로나의 게릴라 세력 역시 이와 마찬가지 운명을 겪어야 했으나,
15년 이상 더 지속할 수는 있었다. 그들 역시 공장이나 은행을 털거나 잘 알려진
경찰 정보원들을 급습하고 고문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많은 행동은 그들의 상상
력과 용맹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비록 그것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행동 뒤에
는 CNT를 지지하는 노동 계급에 대한 잔인한 보복이 따를 뿐이었다. 즉, 도시
게릴라의 행동이 그들이 유발한 피해들을 보상해줄 만큼 대중들의 사기를 진작시
켰다고 말하기는 어렵다(Preston,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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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감되기 전에 함께 게릴라 집단에서 활동했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
는데, 이제는 뿔뿔이 흩어진 채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57) 가장 공격
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만달레이로서 마지막 은행 강도
때 한이 가져간 돈을 되찾기 위해 발비나를 협박하고, 동시에 클레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팽창시키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만달
레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의도, 명분도 아닌 돈일뿐이다. 처음
한이 클레인에 접근하는 것을 만달레이가 걱정한 이유는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인물을 한이 죽일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지만, 클레인이 쓸
모없어지자 오히려 자신이 클레인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만달레이는 물질적인 부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
리지 않는 인물로, 자본주의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는 1960년대의 스페인
사회 속에서 또 다른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존재를 상징한다. 마누엘과
앙헬은 클레인을 죽이기 위해 수 년 동안 살해 계획을 세워 온 또 다른
무장 집단이다. 이제 환멸의 정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집단으로
확대된다. 과거 집단에서 대장 노릇을 하던 한이 돌아오자 자신들의 계
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클레인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한
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앙헬] 처음엔 그를 납치하려고 했었어. 관심을 끌기 위한 효과적인 한 방
이랄까. 거기다가 가족들이 몸 값을 두둑히 쳐준다면 더 좋은 거고. 아니
면 그냥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면 되고 말이야. 어쨌든 이번 일은 돈벌이가
될 만한 일이었어, 무엇보다 우린 중요한 것을 얻는거야. 바로 사람들의
생각과 양심에 불을 붙이는 거지. 우리가 계속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이야.
- 말도 안되는 소리 마 –한이 말했다 -. 신문에서는 그저 <오늘의 토픽>
의 구석자리에 상습 강도들이 아무 정치적 의미 없이 저지른 일이라고
말할걸. 그들은 항상 그랬었고, 너도 이미 그럴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
57) 만달레이는 발비나를 협박하면서 팔라우가 속한 후안 센드라 그룹-내가 죽었
다고 하거든에 나오는 마키스 그룹-의 행방을 아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상하게
도 그나마 그들을 볼 수 있는 것은 기억 속의 정지된 모습뿐 이었다(Marsé 1993,
146)”라고 말한다. 이후 무더운 일요일 아침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요리를 준비
하는 그들의 모습이 묘사됨으로써 다시 한 번 두 작품 간의 시간적 간극을 느낄
수 있다. 또한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저항 운동도 빛이 바랜
채 지나가버린 과거가 되어 버렸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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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람들은 다 숨겨진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 웃기는 소리 하지마. 차라리 그 판사가 너의 아버지와 동생들에게 총살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믿어주지.
Primero había pensado en secuestrarle. Un golpe de efecto, algo para
llamar la atención. Si se obtiene un buen rescate de la familia, tanto
mejor; si no, acabamos con él y santas pascuas. En cualquier caso el
asunto sería rentable y logramos lo principal: una llamada a la opinión
pública, a la conciencia de la gente. Que sepan que seguimos
resistiendo...
-De eso nada –dijo Jan-. En la prensa saldría en el rincón de los
sucesos como un acto perpetrado por una banda de delincuentes y
facinerosos sin ninguna signifación política. Siempre lo hacen, y tú ya
deberías saberlo.
-Pero la gente sabe leer entre líneas.
-Déjate de historias. Di que quieres acabar con el juez porque mandó
fusilar a tu padre y a tus hermanos, y te creeré.(337)

우리는 한과 앙헬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클레인을 납치하고 살해하
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이 어떤 정치적인 대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두
둑한 몸값과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이 지
적하는 것처럼 앙헬은 개인적인 복수와 그들이 저항하는 명분을 구분하
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대화를 통해 마르세가 자신의 문학
작품들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형태를 막론하고 폭력과 억압이
지배하는 사회의 타락한 모습”(López 329)임을 알 수 있다. 앙헬을 비롯
한 남은 반프랑코 주의자들에게서 살인과 납치와 같은 폭력적인 범죄 행
위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찾을 수 없다. 프랑코 체제에서 폴로나 클레인
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청산이라는 명목 하에 그들은 스스로의 복
수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58)
58) 우리는 이제 내가 죽었다고 하거든의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 20년 만에 만
난 마키스 대원들의 자조적인 한탄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된다. 마르세는 정치적
인 이상과 대의를 잃어버리고 현실에 갇혀버린 반프랑코 집단의 신화화를 벗겨내
고, 폭력으로 자행되는 그들의 복수 역시 환멸로 가득 찬 세계를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공격자와 사기꾼의 더러운 암호 아래 묻혀
버린 고상한 대의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제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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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었다고 하거든의 결말에서 “철의 남자들, 그 많은 전쟁터에서

단련된 그들은,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꿈을 꾸고 있다(Marsé 1993,
277)”는 구절은 많은 비평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마르세를 대표하는 문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용감하고 단단한 사람들이
가진 어린 아이의 순수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약 10년이라는 시간
이 흐른 뒤, 언젠가 돌아가리라에서 그 철의 남자들은 “오늘 선술집
골목의 구석에 앉아 울고 있다”(393). 이제 살아가기 위해 누군가에게 복
수하고 누군가를 증오해야 하는 그들에게는 절망과 권태만이 남아버린
것이다.
결국 클레인과 함께 죽음을 택하는 한의 모습은 자칫 전환기의 정치가
들과 지식인들이 그러했듯이 ‘모든 과거는 해롭기 때문에 그저 묻어 둔
채 지나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듯 보인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가 된 1인칭 화자는 “오
늘날 우리는 이제 아무 것도 믿지 않는다. 우리는 망각이라는 썩은 냄비
에 넣어진 채로 요리되고 있다”(393)라고 말하면서도 “망각은 살아가기
위한 전략”(393)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구절들은 진정한 과거에 대한 보
상과 화해가 전제되지 않은 전환기가 가지는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 김
광희는 이 마지막 일인칭 화자의 독백에 대하여 결국 작품 전체의 주제
를 “망각으로의 초대”(Kim 111)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이는 소설 속에
드러난 집단 기억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듯 보인다. 마르세가 강조하
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청산이, 땅에 묻혀버린 한 훌리베르트의 총
이 상징하는 것처럼 폭력과 죽음과 같은 방식의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마르세의 ‘기억’이 체제와 권력이 강요하는
망각에 대해 저항하고 고발하며, 나아가 정당한 미래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못한 것은 그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점에서 로페스가 언급했듯이 이 소설은 희망의 코드를 전달
하는 ‘저항’ 소설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와 ‘실패’를 다루는 소설이라는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López 320).
비록 작품이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한이라는 개인의 역
게 말할 수도 없게 되어버린 아름다운 이상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들은 시간이 부식시켜버린 꿈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것이다. 조금씩 무너져버린 탑
들과도 같은 사람들을 떠올렸을 것이다(Marsé 1993, 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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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집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설 속의 시공간적 배경은 당시 시대상
과 역사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다. 한에 대한 기나르도 사람들 각각의
주관적 기억을 통해 독자들은, 프랑코 지배 하의 스페인을 살아가던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출몰하는 과거의 유령에서 자유로
울 수 없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가 기나르도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프랑코 체제가 공식 담론으로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과했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억으로서의 ‘공식 역사’에 저항하는 대중
들의 기억이다. 또한 반프랑코 집단인 마키스 대원을 대표하는 한에 대
한 영웅주의가 생산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마르세의
작품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과거에 대한 탈신화화의 전략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탈신화적 전략은 지금까지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던 패자들,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승자와 패자 모두 신화
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스페인 사회 자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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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은 후기 프랑코시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
들을 통해 자신만의 확고한 문학적 영역을 고수하고 있는 작가 후안 마
르세를 60년대 이후 이어진 스페인의 탈신화적 글쓰기의 흐름에 위치시
키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고급문학과 대중문학에 대한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어 온 스페인 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독자들의 취
향과 서사의 흥미로움을 자신의 철학으로 관철해 온 마르세는 주로 상업
적이고 대중적인 작가로 평가받아왔다. 대부분의 문학사에서는 마르세의
작품들을 50년대 세대에 속하는 작가들과의 연장선에서 분석하고 있지
만, 이러한 기존의 비평들은 마르세의 소설들이 가진 다양한 의미와 해
석의 가능성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대중성으로 국한되
어 연구되어 온 작가의 초기작 역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대한 탈신화
적 글쓰기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작품들이 보여주는 탈신화적 함의가 반
프랑코 집단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밝힌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의 목적은 60년대부터 80년대 초
반에 이르는 마르세의 대표작들이 확고한 작가의 역사 인식과 현실관을
담아내고 있음을 밝히고, 프랑코이즘이 만들어 낸 사회적 신화에 효과적
으로 대항하는 탈신화적 글쓰기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을 밝히고자 함이었다.
롤랑 바르트는 신화론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
기는 현실 속 현상에도 지배 이데올로기와 부르주아의 권력이 은폐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신화란 권력에 결부된 역사를 자연스러운 사실로 바꾸
는 것이며,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부르주아 자본주의는 자신들의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세계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한다. 바르트가 신화는 그 자체로 우파적이라
고 말했듯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다양한 표상들, 광고, 문
학, 관습, 신문 기사와 같은 것들은 표준화된 삶의 양태를 만들어 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주아 계급에 의한 표상들이 이미지화되고 보편화
되면서 우리 사회에는 계급 차별이 없으며, 모든 인간은 자연적이라는
착각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스페인의 맥락에서 볼 때 3년간의 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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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6년 동안의 독재는, 지배계층이 신화를 이용하여 완벽하게 자신들
의 정치적 의도를 은폐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되었다. 우파의 유지
들을 비롯하여 군대, 교회, 오푸스데이, 팔랑헤 당원들과 같은 프랑코 체
제의 ‘파밀리아들’은 권력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식으로
신화를 이용했다. 프랑코는 내전을 진정한 스페인의 본질을 거스르는 ‘안
티 스페인’에 대항하기 위한 성전(聖戰)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을 위해 희
생하는 국민파를 영웅으로 칭송했다. 프랑코 정권은 1936년 프랑코가 총
통에 취임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민족의 구세주’로 탈바꿈하였고, 정권
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공화파를 악의 무리에 비유하였다. 프랑코의 승
리는 역사에 근거한 신성한 승리로 환원되었고, ‘하나의 스페인, 하나의
인종, 하나의 종교’라는 체제의 모토는 역사를 신화의 차원으로 끌어올렸
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프랑코의 ‘공식 역사’는 하나의 절대적인 규
범처럼 수십 년 동안의 스페인 역사 속에 존재하는 복합성과 다양성을
묵살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앞서 마르세의 문학 세계는 크게 두 가지의 비판
지점을 보여준다. 먼저, 비교적 초기작으로 분류되는 60년대 후반 작품인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와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기는 실패한 개

인의 이야기를 통해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영속화하기 위한
자기기만적인 허상으로 가득 찬 집단임을 드러낸다. 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에서는 정치적 의식이 부재한 부르주아 대학생들의 낭만적 혁명주
의가 근본적인 악을 숨기기 위한 ‘예방접종’처럼 혁명을 신화화하고 있음
을 밝힌다. 또한 사촌 몬세의 우울한 이야기에서는 억압적인 계급과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개인의 이야기를 다룬다. 소설은 프
랑코 시대의 보수적인 가톨리시즘이 ‘하나님 아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는 기치 아래 사회적 계급을 무화하였으며, 가족과 국가의 수직적인 체
계가 안정적인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마르세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 물든 사회의 현실을 통렬히 풍자하고,
폐쇄적인 그들의 세계에 놓인 ‘문제적 개인’을 상정한다. 이 ‘문제적 개
인’은 그 존재 자체로 좀도둑에게 ‘의식 있는 노동자’의 가면을 씌우는
부르주아 대학생의 허위의식을 고발한다. 특권 계층의 지배 담론에 반하
는 개인은 비록 약자이며 사회적 타자이지만, 그의 실패는 부르주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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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올로기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각각 다른 계층에 속
하지만, 마놀로와 몬세는 마르세의 소설 속의 ‘문제적 개인’으로서 내전
이후 바르셀로나를 살아가면서 신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모순
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골드만이 지적했듯이 소설은 순응주의와 획일적
세계 내에서 소외를 느끼는 문제적 개인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마르세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문제성은 세계 자체의 타락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게
된다.
두 번째로 마르세는 70년대에 이르러 프랑코이즘이 생산한 적극적인 의
미의 신화인 ‘공식 역사’에 대한 해체를 시도한다. 내가 죽었다고 하거
든과 언젠가 돌아가리라는 전환기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인물들이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과거를 회상하게 되면서 프랑
코 시절의 역사는 재조명되기 시작한다. 내가 죽었다고 하거든에서는
1940, 50년대 가난과 폭력이 난무하는 바르셀로나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들이 목격한 현실에 상상력을 가미하여 새로운 버전의 역사를 만들어
낸다. 프랑코 체제에 대항하는 무장 게릴라 집단은 영화에 나올 법한 도
시의 무법자를 떠올리게 하지만, 이미 그들은 정치적 신념이나 대의는
잊어버린 패배자일 뿐이다. 언젠가 돌아가리라는 한 훌리베르트 몬이
라는 한 인물에 대한 마을 전체의 집단 기억이 반체제적인 레지스탕스의
신화를 생성하는 과정과 동시에 그것이 해체되는 과정을 다룬다.
마르세의 소설들에 나타나는 ‘집단 기억’은 대중들의 기억이자 시간에
흐름에 따라 완성되어 온 구전의 기억으로서 프랑코 체제의 강요된 기억
에 대항한다. 마르세의 ‘아벤티스’는 프랑코이즘의 역사 신화에 대한 대
항 신화이자 픽션이며, 진실로 강요된 일방적인 공식 역사보다도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이 대항 신화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
되어 다량의 대중적 환상과 혼합된다는 점에서 집단 의지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강요된 침묵은 프랑코이즘이라는 과거
에 대한 망각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망령은 끊임없이
현재에 유령처럼 출몰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존한다. 마르세
는 기억 상실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산발적으로 출몰하는 과거
의 유령을 텍스트에 재현해냄으로써 끊임없이 역사를 환기시킨다. 또한
집단 기억은 프랑코적 역사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과거를 재설명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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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고유의 힘을 발휘하지만, 그 기억이 또 다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변모할 때 그것마저도 신화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한이 레지스탕스
도 영웅도 아닌, 오래된 사랑을 잊지 못한 동성애자임이 밝혀졌을 때, 이
러한 결말의 반전은 한 또한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음을 말해준다.
영웅을 기대해 온 마을 사람들의 환상이 실제 한이라는 개인의 역사를
지우고, 하나의 신화이자 이미지로 변모한 것이다. 이 신화가 파괴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는 전환기의 스페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환멸의 감정을 고스란히 표출한다.
마르세의 탈신화적 소설들은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서부
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바르셀로나의 현
실의 이미지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해, 원초적인 날 것의 이미지로부
터 이야기와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것은 모든 편견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마르세만의 효과적인 탈신화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마르
틴 산토스의 침묵의 시간에서 시작된,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쓰여진
스페인의 탈신화적 소설들은 주로 프랑코가 생산한 역사관과 체제를 겨
냥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탈신화적 작가로 평가받는
루이스 고이띠솔로나 후안 베넷의 소설은 프랑코의 억압적 체제 속의 개
인의 좌절을 보여주거나, 프랑코를 상징하는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서 프
랑코이즘이 만들어 낸 구세주 혹은 영웅의 신화를 깨부수고자 했다. 그
러나 마르세는 프랑코이즘의 신화를 넘어서 내전에서 살아남은 공화 진
영의 반정부 집단들이 생산하는 레지스탕스의 신화가 자기 파괴적인 적
대 행위를 은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작가는 현실을 하
나의 이미지로 단순화하는 모든 종류의 신화를 해체하여 그 환상이 가리
고 있는 진정한 현실을 노출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신화가 생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신화 자체가 허구에 의존하고 있
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분명 과거를 다시 쓰고 현실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나아가 작가는 집단의식과 대중적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강요되고 부과된 기억에서 벗어날 것을 역설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들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며, 신화
가 벗겨진 현실 속에서 환멸의 감정이 두드러지는 것은 작가의 작품들을
회의주의로 환원시키는 일부 비평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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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르세는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
다.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작가들에게 주어져야 할 가장
첫 번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뿐일지라도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언가 도움이 된 것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 뿐만 아니라, 많은
이유들 중에서도 저에게는 소설을 쓰는 것이 항상 어떤 것들을 옹호하고 지
켜내기 방법이기도 합니다.(Veintemilla 117 재인용)

작가 스스로 언급하고 있듯이, 마르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이 왜
곡되어 있음을 밝히고 그 가면을 벗기는 작업이다. 분명한 것은 그의 냉
소적이고 풍자적인 작품들 속에서도 자본주의와 사회적 신화에 의해 소
외된 인간을 향한 휴머니즘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고급 문학과 철학적인
관념이 특권적 위치를 차지하고 스페인 현대 문학사에서 “독자들이 지겨
워하지 않는 소설”,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하고자 한 마르세의 소설
은 이제 보다 더 학문적인 관점에서 그 가치가 연구되어야 마땅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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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n

Dimensión desmitificadora
en las novelas de Juan Marsé
Minji, Kang
Departamento de Lengua y Literatura Hispánica
Posgrado en Literatura Hispánica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Juan

Marsé

(1933,

Barcelona),

a

diferencia

de

los

otros

intelectuales de su generación, es un escritor que pertenece a la clase
obrera y no ha podido recibir estudios formales. Sin embargo, según
ha afirmado el propio autor, la historia de Marsé no viene desde la
teoría específica o la ideología política, sino desde el recuerdo y la
imagen juveniles. Esto podría ser una estrategia eficiente para la
escritura en el sentido de que la historia de sus obras proviene de
imágenes vivas sin prejuicio.
En la historia literaria española hay una tendencia a clasificar a
nuestro autor dentro de la generación de Medio Siglo. Sin embargo
no sería tan sencillo de pertenecer nuestro autor a una generación
específica en consideración a su amplio ámbito literario. Jo Labanyi
analizó sobre la tendencia de la literatura española en los 60 y 70,
como “la desmitificación” de las novelas de la generación 50. Además,
lo más importante es que Labanyi subraya que las novelistas de 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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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intentaron exponer a la realidad falcificada por el lenguaje. De
acuerdo al análisis de Labanyi, los escritores de los 60 y 70 abusaron
el mito para demostrar el hecho de que el lenguaje inevitablemente
mitifica la realidad. Labanyi explica estas características de los
escritores españoles contemporáneos en base de la teoría sobre los
mitos sociales de la vida moderna de Roland Barthes. Según el
filósofo francés, los mitos sociales son un concepto que puede abarcar
todos los valores que los contemporáneos perciben como parte del
orden natural y permanente del mundo. Además, el semiólogo francés
nos hace considerar que la burguesía crea y disemina los mitos para
convertir su identidad de clase en naturaleza universal. En el contexto
español, durante los tres años de la Guerra Civil más los treinta y
seis años de la dictadura, la clase hegemónica pudo recurrir a los
mitos sociales ante la tragedia histórica para ocultar su intención
política sin dificultad. Según Labanyi, los escritores de la generación
50 concentraron en representar la realidad “describiéndola como es” y
en fin llegaron crear otro mito sobre el lenguaje.
Por ello, nuestra investigación se apoyarán la clasificación de Jo
Labanyi sobre los escritores desmitificadores en la historia literatura
contemporánea. En esta base, primero nuestro análisis tratará de
interpretar las cuatros obras representativas de Juan Marsé como
escritor desmitificador, aunque la mayoría de los críticos literarios
considera nuestro autor como uno de la generación 50. Además de
esto, intentaremos subrayar las estrategias desmitificadoras de nuestro
autor concentrado en los puntos de diferencia a los otros autores
desmitificadores.
El presente estudio consta de cinco capítulos más una introducción
y una conclusión. En la introducción nos dedicamos a aclarar los
conceptos

de mito

social y desmitificación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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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cuales

nos

aceercamos a las obras de Juan Marsé. En el segundo capítulo, se
intenta resumir los aspectos de las novelas españolas en la segunda
mitad de la dictadura de Franco, desde la generación de Medio Siglo
hasta

la

generación

del

68

y

se

pretende

contextualizar

las

implicaciones desmitificadoraes de las obras de Juan Marsé
Con esta base, en el tercero y cuarto capítulos, nuestro estudio
avanza a través de dos puntos críticos del autor acerca de la realidad
española.

Primero,

Marsé

intenta

desmitificar

los

mitos

sociales

producidos por la clase burguesa en la sociedad barcelonesa. En la
presente investigación nos enfocamos en dos obras representativas
que son Últimas tardes con Teresa (1966) y La oscura historia de la
prima Montse (1970). En ambas novelas, el autor pone énfasis en el
individuo problemático situado en la sociedad española, en donde el
personaje queda marginado por la estructura social y la clase
opresiva. La aparición del personaje problemático tiene un sentido
subversivo en sí mismo, ya que la historia de un individuo fracasado
de la clase baja puede ayudar a descubrir la realidad desoladora
disimulada detrás de la falsa apariencia en favor de los privilegios de
la burguesía. La historia del personaje problemático tiene la intención
de exponer en la superficie el proceso de producción de cada mito
social, con lo cual se demuestra la falsedad del mito. Entre otros, la
familia burguesa y el catolicismo nacional se describen como un
grupo social que está lleno de ilusión falsa y mítica para controlar
efectivamente la sociedad inmovilizada. El autor pide a los lectores
una actitud activa ante las obras para que puedan percibir la realidad
que está deformada por los mitos sociales.
A continuación, en el cuarto capítulo se hace un análisis de dos
obras prestigiadas: Si te dicen que caí (1973) y Un día volveré
(1982). En los 70 y 80, Marsé pretende escribir sus obras con 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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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ción significativa en el nivel de la historia y la colectividad.
Estas obras antes mencionadas pretenden desmitificar los mitos
nacionales que se apoyaban en el discurso de la ideología franquista y
del régimen militar. Como hemos indicado antes, la “Historia oficial”
funcionaba como un mito nacional peculiar y propagaba la ideología
franquista. Marsé intenta reivindicar la voz de los vencidos para que
puedan reconstruir otra versión de la historia con base en la memoria
colectiva. Marsé crea la palabra “aventis” que produce el nuevo mito
mistificado por las personas olvidadas, con la intención de enfrentar la
historia “oficial”. Podríamos afirmar que el “aventis” es un tipo de
contra-mito que rechaza el orden “oficial” a través del testimonio y la
imaginación fantástica de los niños. Este contra-mito se construye
con la memoria fragmentada y subjetiva del pueblo en oposición a la
“Historia oficial” que los obliga a pensar y a ver la realidad inmóvil.
Aquí

se

subraya

la

estrategia

distinta

del

autor

barcelonés

comparando con otros autores de la misma generación. Marsé intenta
aclarar que la historia de la resistencia republicana llegó a convertirse
en mito tanto como el de la “Historia oficial”. Lo que desvela Marsé
es la realidad inevitable de que la sociedad española depende de mitos
falsos.
Aunque Marsé está considerado como uno de los autores populares
en España, no ha podido alcanzar una valoración merecida en la
historia literaria universal comparando con otros autores intelectuales,
como los hermanos Goytisolo, Luis Martín Santos y Gonzalo Torrente
Ballester. El objeto de esta investigación es ofrecer una primera fase
de revaloración de las obras de Marsé, enfocando la dimensión
desmitificadora de la sociedad de la posguerra española. Quisieramos
afirmar que el autor barcelonés ofrece la realidad oculta y otra
versión de la historia olvidada por los diversos mitos sociales en 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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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poca confusa de la historia española.
Palabras claves: Juan Marsé, mito social, Barthes, ideología
burguesa, Historia oficial, desmitificación
Clave de estudiante: 2010-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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