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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후안 까를로스 오네띠는 “작가들의 작가”이자 “언어의 마술사”로 불릴 

만큼 20세기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표하는 작가로 평가된다. 그의 문학

세계는 우루과이의 근 화 물결의 이면에 내재한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적 부조리, 인간 소외와 실존, 근 세계의 권력구조 등의 문제가 투 되

어 있다. 특히, 짧은 생애를 기점으로 오네띠는 산따 마리아라는 가상

도시를 중심으로 인간 실존에 천착하며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끊임없이 

반추함으로써 인간사회에 한 보편적 문제의식을 그려낸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향력에 비해 그에 

관한 연구는 상 적으로 미흡하다. 더욱이 그에 한 연구는 작가의 서

술전략과 문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 한 메타포로서의 산따 마리아

라는 상징적 공간에 치우쳐 있고, 실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위 등에 한 접근은 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 논문은 짧은 생애, 훈따까다베레스, 조선소로 구성된 오

네띠의 “산따 마리아 사가”에 등장하는 작중인물을 실존이라는 개념어를 

통해 조명하고 이 중심인물에 투 된 오네띠의 실존적 인식에 접근하고

자 하 다. 

  먼저, 산따 마리아의 모태소설이라 할 수 있는 짧은 생애는 규율 사

회 속에서 욕망이 거세된 몰개성적이고 정형화된 인간을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오네띠는 중심인물 브라우센을 통해 인간이 근 사회의 일

상 속에서 상실된 자아를 인식하고 개별적 존재로서의 자아이고자 하는 

의지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

에서 순종적 인간으로 살아가던 브라우센이 기성사회를 거부하고 자유를 

찾는 방식, 즉 주체로서의 인간이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로서의 문자텍스

트를 통해 산따 마리아라는 유토피아적 공간을 창조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작품인 훈따까다베레스에서 오네띠는 실존적 존재로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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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서에 저항하는 중심인물 라르센과 마을의 권력과 질서에 순종적인 

주민들의 조적인 모습을 통해 산따 마리아에 은폐된 권력기제와 그 기

만성을 폭로한다. 여기서 라르센은 “순종적 신체”를 거부하고 산따 마리

아에 사창가를 설립하려함으로써 기성 정치-종교 권력에 맞선다. 그러나 

작가는 사창가가 실패로 끝나고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을에서 추

방당한 라르센을 그려냄으로써 산따 마리아가 유토피아적 공간이 아니라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임을 확인시켜준다.

  산따 마리아 삼부작 중 마지막 작품인 조선소는 추방당한 라르센이 

5년 후에 산따 마리아에 인접한 항구도시 뿌에르또 아스띠예로로 돌아

온 이후의 내용이 전개된다. 여기서 라르센은 ‘세계-내-존재’로서 타인

과 소통하기 위해 조선소의 총지배인 자리를 수락하고 조선소 소유주의 

외동딸과 약혼한다. 그러나 그가 소통하고자 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은 부

조리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기기만’적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는 라르센의 모습과 극명하게 비된다. 결국 짧은 생

애에서 세계와 소통하려는 주인공의 시도는 실패하며 현실세계에 한 

안으로 제시된 가상공간은 현실세계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디스토피아로 추락한다.

  이렇듯 오네띠는 서구의 발전주의를 근 화의 모델로 삼은 당시 라틴

아메리카의 부조리한 현실과 시 적 흐름에 떠 려 주체성을 상실한 인

간을 문학에 정치하게 반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산따 마리아 삼부작의 

배경이자 근 세계에 한 메타포로서의 산따 마리아의 변화 과정과 그 

속에서 실존적 자유를 찾고자 하는 인물에 한 분석을 통해 산따 마리

아 사가에서 작가의 실존적 인식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지를 밝히고 있다. 

주요어 : 실존, 산따 마리아, 유토피아, 인간 소외, 자기기만

학  번 : 2009-2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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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세기는 두 차례의 세계 전을 비롯하여 경제 공황, 전체주의, 냉

전에 이르기까지 환멸과 질곡의 시 다.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에 한 믿음은 위기에 처했으며, 인간 자신에 

한 신뢰의 붕괴는 존재론적 불안을 야기했다. 그러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정

부와 독재 체제가 만연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 발전에 주력하던 라틴아

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근 화와 이데올로기 투쟁의 역사적 부침 속에

서 위기에 직면했으며 곳곳에서 혁명과 군부 쿠데타가 수시로 발생했다. 

  이처럼 불안정한 시 에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은 당시 상황을 직시하고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 하 다. 이런 노력이 작품에 투 되면서 제삼자

의 입장에서 현실을 살펴보는 ‘객관적인 서술자’와 그 상황에 처한 인물

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현실을 묘사한 ‘주관적인 서술자’로 별되

는 두 가지 경향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특히 후자의 글쓰기 경향을 

택한 작가들은 ‘주관적인 서술자’를 통해 사물 혹은 사건의 외면보다는 

서술자의 개인적인 시각을 더욱 강조하면서 복합적 심리상태, 특정 사건

이 유발한 독특한 인상에 한 묘사, 실존적 경험에 한 고뇌를 드러냈

다. 작가들은 이렇게 서술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특정 

정황에 한 포괄적 맥락에 한 설명은 피한 채 인물의 심층적 내면을 

드러내는 전략을 취했다.

  특히 ‘주관적인 서술자’는 주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

비아의 라 쁠라따 강(Río de la Plata) 유역에서 등장한 작가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인데, 이들을 가리켜 ‘리오쁠라뗀세(rioplatense)’ 

작가들이라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작가로는 아르헨티나의 마세도니오 

페르난데스(Macedonio Fernández),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로베르또 아를뜨(Roberto Arlt), 올리베리오 히론도

(Oliverio Girondo)와 우루과이의 펠리스베르또 에르난데스(Felisber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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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nández), 오라시오 끼로가(Horacio Quiroga), 후안 까를로스 오네띠

(Juan Carlos Onetti)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1930년 부터 당시의 불안

정한 세계를 작품에 반 한 작가들로, 1940년 에 들어서는 무너지는 

국가시스템을 고발하고 공격하기에 이른다.

  상기의 작가군에 속하며 본 논문이 분석 상으로 삼고 있는 후안 까

를로스 오네띠(1909-1994)는 실존에 한 진지하고 치열한 고민을 보

여준다. 1939년에 출판된 첫 소설 우물 El pozo에서 중심인물 엘라디

오 리나세로(Eladio Linacero)를 통해 삶에 한 회의적 관점을 드러낸 

오네띠는 마지막 작품 더 이상 상관없을 때 Cuando ya no importe
(1993)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과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 끊임없이 천착

한 작가 다. 오네띠를 가리켜 “라틴아메리카 신소설의 창시자”라고 규

정한 바르가스 요사(Mario Vargas Llosa)의 평가나 스페인어권 문학에

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미사여구 없이도 ‘끔찍한 일’을 글로 쓸 수 있

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안또니오 무뇨스 몰리나(Antonio Muñoz 

Molina)의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네띠는 특유의 차분하고 담담한 

문체로 당시 라틴아메리카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그러한 현실 속에서 실

존적 자아를 찾아 헤매는 인물을 집요하게 그려냈다.

  오네띠는 “작가는 닫힌 작품이라든지 완벽한 작품과 같이 각각의 인물

에 해 완성된 작품만을 써야할 의무는 없다.”1)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오네띠의 작품세계는 작품의 개별성을 넘어 일련의 연결점을 가진 프랙

털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의 작품은 늘 결론을 유보함으로써 그 해석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이렇게 작품을 쓰면서 오네띠는 인물과 시공간 

등에서 다양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는데, 산따 마리아(Santa María)라

는 도시공간은 그 핵심적 접속점에 해당한다. 산따 마리아는 작품에 등

장하는 가상도시라는 유사성으로 인해 윌리엄 포크너의 요크나파토파

1) Emir Rodríguez Monegal(1970), “Conversación con Juan Carlos Onetti”, Eco, 

Bogotá, v. 20, n. 119, 

   http://www.onetti.net/es/entrevistas/monegal [2013년 6월 1일 확인].



- 3 -

(Yoknapatawpha)와 비교되거나 마을이 불타 없어진다는 구상적인 면에

서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께스의 마꼰도(Macondo)와 비교되기도 하

는데, 작가 또한 포크너의 향을 받았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사실 가상도시 혹은 상상의 공간은 서구문학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

을 만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비롯하여 스탕달이 적과 흑 Le Rouge et le Noir(1830)에서 묘사한 

베리에르(Verrières), 이탈로 칼비노(Italo Calvino)가 보이지 않는 도

시들 Le città invisibili(1972)에서 보여준 55개의 환상 도시 그리고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포세시옹, 소유라는 악마 

Possessions(1998)에 등장하는 도시 산타 바바라(Santa Barbara)에 

이르기까지 서양문학에서는 작가의 상상에서 나온 가상의 도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오네띠는 산따 마리아를 단순하게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환상적인 도시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의 도시는 당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를 포괄하여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투 한 공간

적 메타포로 작용한다. 후안 룰포(Juan Rulfo)의 꼬말라(Comala)에서부

터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경향은 오네띠의 산따 마리아를 거쳐 로베르

또 볼라뇨(Roberto Bolaño)의 소노라(Sonora)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세기 초중반에 등장했던 그의 작품들이 최근 들

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실제로 젊은 시절 오네띠가 친구와 주고받았

던 편지의 답신이 책으로 엮어 나오는가 하면,2) 그의 작품에 관한 비평

서의 출간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출판계 또한 오네띠의 작품

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출판계는 오네띠 작품세계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산따 마리아를 공통분모로 엮은 책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3)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오네띠의 작품들이 문학계에 재등장하고 

2) Juan Carlos Onetti(2009), Cartas de un joven escritor: Correspondencia con Julio 
E. Payró, Era, México.

3) 출판사 RBA에서는 2010년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서문을 쓴 산따 마리아 소설 

Novelas de Santa María을 낸 데 이어 2012년에는 후안 비요로(Juan Villoro)의 서문

과 함께 오네띠의 단편소설을 엮은 산따 마리아 단편선 Cuentos de Santa María을 출

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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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들어 오네띠와 그의 작품들이 재

평가 받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문학적 

소재의 고갈과 라틴아메리카 붐(Boom)세 가 나타나기 이전 세 에 

한 관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실제로 60년 에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이

끌었던 붐세 의 표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바르가스 요사가 2010

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래 붐세  작가들에 한 관심은 물론 그 이

전 세 에 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그러나 에두아르도 플로레스(Reyes Eduardo Flores)를 비롯한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한 로, 스페인어권 작가들에게 끼친 향력에 비해 그

의 작품에 한 연구는 상 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4) 실제로 오

네띠 소설에 한 연구는 그 실험성과 의미의 모호함 때문에 서술기법에 

주목하는 연구5)나 등장인물들을 해석하는 연구6)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오네띠 작품의 서술전략 혹은 기법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는 서술기법에 있어 라틴아메리카 문학계에 끼친 오네띠의 

향력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오네띠가 “작가들의 작가”7)로 평가된

다는 점은 라틴아메리카 문학계에서 그의 문학적 위상을 가늠케 하는 

4) Reyes Eduardo Flores(2003), Onetti: tres personajes y un autor, Verbum, Madrid.

5) 서술기법에 관한 연구로는 Bart L. Lewis의 “Realizing the textual space: Metonymic 

Metafiction in Juan Carlos Onetti”(1996, Hispanic, vol. 64, n. 4, pp. 491-506)와 

Elena M. Martínez의 Onetti estrategias textuales y operaciones del lector(1992, 

verbum, Madrid)그리고 Josefina Ludmer의 “«La vida breve», entre la lengua y el 

texto”(1974, Cuadernos hispanoamericanos, n. 292-294, pp. 465-479)등이 있다. 또

한 산따 마리아 삼부작은 아니지만 오네띠의 단편모음집인 너무나 두려운 지옥 그리고 

짧은 단편들 El Infierno tan temido y otros cuentos(1962)에 나타난 서술상의 문제점

을 분석한 Pablo Rocca의 “El infierno tan temido y los problemas de la 

composición narrativa”(2010, Nuevo texto crítico, vol. 23, n. 45-46, pp. 91-100)을 

참고하기 바란다.

6) 등장인물에 관한 연구로는 Fernando Aínsa의 “Juan Carlos Onetti (1909-1994): An 

Existential Allegory of Contemporary Man”(1994, World Literature Today, vol. 68, 

n. 3, pp. 501-504), Saul Yurkievich의 “En el hueco voraz de Onetti”(1974, 

Cuadernos hispanoamericanos, n. 292-294, pp. 535-549)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7) 오네띠 탄생 100주년을 맞아 바르가스 요사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참석한 회고전에서 

우루과이 시인이자 비평가인 우고 아추가르(Hugo Achugar)는 오네띠를 “작가들의 작

가”(Escritor de escritores)라 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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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다. 반면 등장인물에 한 연구는 상 적으로 단편적인 측면에서 이

뤄졌으며 그 안에서 오네띠의 인물들은 비열하거나 비천한 인물로 분석

되기 일쑤 다. 또한 오네띠의 작품에 작가의 실존적 인식이 반 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텍스트에 형상화됐는지에 

한 구체적 텍스트 분석은 빈약하다. 그런 점에서 오네띠의 실존적 인식

과 작중인물의 상관성은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요한다. 

  더욱이 오네띠가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던 당시 우루과이 세 는 프

랑스의 5월 혁명, 체 게바라, 쿠바혁명,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철학 그

리고 포크너와 샐린저의 향을 받던 시기8)임을 감안한다면, 그의 작품

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네띠의 

작품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을 ‘실존’이라는 각도에서 조명함으로써 미천

한 인물이라기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분투하는 인물로 읽어낼 것이다. 이를 통해 오네띠가 바라본 인간적 고

뇌가 무엇인지, 그것이 산따 마리아라는 공간에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

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20세기 중후반을 관통하는 라틴아메리카의 근

화 과정과 그 폐해를 조명하고 ‘실존’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를 살

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오네띠의 산따 마리아 사가에서 작

가의 실존적 인식이 유기적으로 잘 드러남과 동시에 비평계와 중들에

게 가장 큰 관심과 반응을 이끌었던 산따 마리아 삼부작 짧은 생애 La 

vida breve(1950), 조선소 El astillero(1961) 그리고 훈따까다베레

스 Juntacada ́́veres(1964)를 분석 상으로 한다. 이 세 작품은 짧은 

생애, 조선소, 훈따까다베레스 순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조선소
가 훈따까다베레스를 쓰던 중에 완성된 작품이라는 점과 전체적인 내

용 전개를 고려했을 때 그 순서는 짧은 생애, 훈따까다베레스, 조

선소가 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작품의 출판 시기가 아닌 내용 전

8) Mario Delgado Aparaín(1996), “El largo camino de la vida breve rioplatense”, 

Literatura del Río de la plata hoy: De las utopías al desencanto, Karl Kohut(ed.), 

Iberoamericana, Madrid, p. 2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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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순서에 준하여 작품을 분석할 것이다.  

  먼저 산따 마리아 사가의 첫 작품인 짧은 생애는 기계적으로 반복

되는 일상에서 갑작스러운 사건에 의해 실존적 불안을 겪게 되는 후안 

마리아 브라우센(Juan María Brausen)이 과거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

고 산따 마리아라는 공간을 창조하여 떠나는 서사 전개를 보인다. 두 번

째로, 훈따까다베레스는 산따 마리아에 라르센(Larsen)이라는 인물이 

들어와 꿈꿔오던 ‘완벽한 사창가’를 어렵사리 설립하여 운 하지만 곧 

추방당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소는 추방되었던 라르센이 5년 

만에 산따 마리아로 돌아와 다시 실존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내

용 전개를 보인다. 오네띠는 특히 훈따까다베레스와 조선소에서 공

통적으로 등장하는 라르센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본주의와 근 화의 이면

에 숨겨진 인간의 추악한 실체에 천착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짧은 생애에 등장하는 인물에 투 된 실존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실존

적 인식을 바탕으로 세워진 도시 산따 마리아의 창조 과정을 추적한다. 

여기서 하이데거의 실존철학은 그 이론적 토 가 된다. 세 번째 장에서

는 훈따까다베레스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중심인물을 분석하고, 이 작

품에 드러난 산따 마리아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조선소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석하고 중심 배경인 산따 마리아와 또 

다른 도시 뿌에르또 아스띠예로(Puerto Astillero)의 공간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세 작품에 드러난 산따 마리아라는 공간의 변화와 그 공간 속 인

물이 재현하는 실존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라틴아메리카 근 화의 

문제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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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짧은 생애: 가상 도시 산따 마리아의 창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어떤 목적도 

운명도 없이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Geworfenheit)로 규정하면서, 그러

한 인간을 가리켜 ‘거기 있다’라는 의미로 ‘현존재’9)라고 칭한다. 현존재

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매몰되

어 살아가는데, 하이데거는 이를 자신의 본래성(Eigentlichkeit)에서 벗

어났다고 하여 ‘비본래성’(Uneigentlichkeit) 혹은 ‘퇴락’(Verfallen)이라

고 칭한다. 이때 현존재는 세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속성을 지닌 

‘세계-내-존재’이다. 현존재는 세계의 일상성에 젖어들어 사회가 요구하

는 질서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본래성을 깨닫지 못

한 채 세계 속에 파묻혀 살던 현존재가 실존에 해 고민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기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안의 엄습’ 때문에 주

어진다. 불안이라는 기분에 휩싸인 현존재는 자신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

작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낀다. 그렇게 되면 그 동안 자신에게 유의

미했던 세계에서 한 발 물러난 현존재는 더 이상 그 세계에서 의미를 찾

지 못하고 자신이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이전에

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신의 ‘실존’을 문제 삼게 되는 것이다. 

  오네띠 역시 이러한 ‘내던져진 존재’로서의 인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존재에 한 그의 성찰은 반 웅(anti-hero)10)적인 주인공을 내

9) 하이데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자(Seinende)”라고 명명하 다. 따라서 인간이나 동

물, 사물, 신 이 모든 것이 존재자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존재에 해 물

음을 제시하는 존재자를 ‘거기(Da)’와 ‘있다(sein)’라는 말을 합하여 “현존재(Dasein)”라고 

표현했으며, 그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 막연하게나마 자신의 존재에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인간을 “현존재”라고 부른다.

10) 초월적이고 웅적인 중심인물이 비범한 힘을 발휘함으로써 적 적인 세력을 물리치고 

마침내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를 쟁취하는 내용이 주된 테마 던 전통적인 서사시와 달리 

근 의 소설에서는 평범한 인물이 그 앞에 닥친 일들로 인해 괴로움을 겪거나 주저하게 

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에 루카치는 소설의 이론(1998)에서 “소설의 진행은 문제

적 개인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우리가 ‘반 웅’이라 부르는 근

 소설 속 주인공은 나약한 범인(凡人)으로 그를 둘러 싼 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인물이며, 이들은 종종 루카치가 ‘문제적 개인’이라고 부르는 유형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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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된 삶을 사는 인간의 모습을 좁은 우물

에 갇힌 인간으로 묘사한 첫 소설 우물에서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

했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주인공 리나세로의 “나는 내던져졌고 내 좌우

로 시간은 무심하게도 비켜간다.”11)라는 독백은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내

던져진 존재를 오네띠가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세상으로부

터 소외된 오네띠의 반 웅적 인물의 성격 묘사는 작품이 거듭 될수록 

그 깊이가 더해져 짧은 생애에 이르면 현존재가 스스로의 존재에 

해 의문을 품어가는 과정이 잘 드러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짧은 생애
의 주인공 브라우센이 일상성에 젖어있던 자신의 존재에 해 성찰하게 

된 동기를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에 기 어 분석하고, 또 이를 극복해 나

가는 과정에서 산따 마리아의 역할에 해 살펴볼 것이다.12)

 2.1. ‘세계-내-존재’의 ‘비본래적’인 삶

  오네띠는 짧은 생애에서 후안 마리아 브라우센이라는 인물을 통해 

현 사회의 일상에 함몰된 인간상을 그려낸다.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40 의 남성으로 광고회사를 다니며 아내 헤르뜨루디스(Gertrudis)

와 5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오랜 친구이자 회사 동료인 훌리오 

스떼인(Julio Stein)이 “금욕주의자”(el asceta) 혹은 “수도사”(el 

estilista)라 부르며 놀릴 정도로 술, 담배나 여자들을 가까이하지 않으

며, 사회규범에 순응하는 인물로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도덕

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에 해 오네띠는 한 인터뷰에서 “그 무엇에도 

이와 관련해서는 한용환의 소설학 사전(2001, 문예출판사)과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
(반성완 옮김, 심설당, 1998)을 참고하기 바란다.

11) Juan Carlos Onetti(2007), El pozo, Punto de lectura, Madrid, p. 83.

12) 리까르도 삐글리아(Ricardo Piglia)는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가장 위 한 메

타픽션이자 오토픽션은 짧은 생애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말로 오네띠의 

소설 짧은 생애가 메타픽션에 속함을 인정했다. 삐글리아를 비롯하여 로헬리오 데마르

치(Rogelio Demarchi)와 디에고 히오르다노(Diego Giordano) 등 많은 비평가들 역시 그

의 작품을 ‘메타픽션’과 연관시켜 분석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어떻게 메타픽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한 논의는 본 논문의 분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9 -

그 어떤 열망도 없는”13)인물이라고 언급한다. 중심인물에 한 작가의 

설명처럼, 브라우센은 사회적 욕망이 거세된 무미건조한 인물로 그려진

다. 그의 삶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현실을 살

아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이다.

  그는 자신이 사는 세계의 사회 질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것처럼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왔다. 그가 사회규범과 일상생

활에 있어서 얼마나 순응적인 인물이었는지는 동료로부터 자신이 회사에

서 해고될 것임을 전해 들었을 때 보이는 태도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럼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만하고, 마끌레오드님께 인사를 드려야하

고, 나를 어느 달에 내쫓으려는지 그의 목소리를 통해 알아내야만하

며 그런 후에 하루 종일 걸어야겠다. 화하기, 웃기, 관심 갖고 듣

기, 내가 관심 갖고 있었던 것은 건드리지 않기, 아니면 냉소적이면

서도 친근하게 어깨를 툭툭 치고 우정을 요하면서 건드리기. 어쨌거

나 나보다 더 길고 튼튼한 헤르뜨루디스의 몸을 생각할 거야. 어깨

에 서류가방을 끼고 걷는 동안 생각해야 할 거야. 카페에 들어가 앉

아 둥그렇고 시꺼먼 수염을 한 나를 상상해야지 [...] 그리고 집으

로 돌아가 집을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가기, 그녀가 울었는지 안 울

었는지, 마음이 가벼워졌는지 아니면 더러운 천장과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러 발코니에 앉았었는지를 집안 공기로 알 수 있다고 믿기.

Y mañana tengo que levantarme temprano, saludar a Macleod, 

adivinar por su voz el nombre del mes en que piensa 

echarme, y caminar todo el día. Conversar, sonreír, 

interesarme, no tocar el punto que me interesa o sí tocarlo 

con una expresión amistosa y cínica, una palmada en un 

hombro, una invocación a la fraternidad humana. Rocordaré 

que el cuerpo de Gertrudis, a pesar de todo, es más largo y 

fuerte que el mío; tendré que recordarla mientras camino con 

13) Emir Rodríguez Monegal(1970),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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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artera bajo el brazo, me sentaré en un café para 

imaginarme con una barba entera y renegrida [...] Y volver a 

casa, entrar sin mirarla y confiar en que el aire de la 

habitación me hará saber si ella estuvo llorando o no, si logró 

olvidarse o se sentó junto al balcón para mirar los techos 

sucios y la puesta del sol.14)

  그는 여느 현 인들과 다름없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에 퇴근하여 귀가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반복한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뒤에도 평소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덤덤하게 자신의 생활을 회상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왜 해고

를 당해야 하는지 억울해 하기는커녕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심히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지루하게 늘어놓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

은 그가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일상을 나열한다는 사실이다. 평범한 행

위를 나열함에 있어 무의식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가 일상을 은연중에 의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교묘히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렇게 의무적인 생활 속에서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에 익숙한 브

라우센의 모습이 묘사된다. 그는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가정에

서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자신이 속한 세계 속에서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브라우센은 오네띠의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평소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고 수동적인 인물로 묘사되

고 있다.

  브라우센과 같이 현 사회를 살아가는 현 인에 해 하이데거는 존

재와 시간 Sein Und Zeit(1927)에서 ‘본래성’과 ‘비본래성’이라는 개념

을 통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에 의하면 ‘본래성’을 지닌 현존재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반면, ‘비본래성’에 머문 현존

14) Juan Carlos Onetti(1994), La vida breve, Anaya & Mario Muchnik, Madrid, p. 61. 

앞으로 본 작품을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약어 LVB 뒤에 쪽수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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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자신이 추구해야 할 가치나 가능성은 묻지 않은 채 세상이 그에게 

기 하는 바를 묵묵히 따른다. 따라서 일견 ‘비본래성’은 사회의 규칙에 

잘 따르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이해

된다. 그러나 사회의 질서나 기 치를 따르지 않으면 도태되는 존재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급급한 사람들

은 주체적인 삶을 위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

가는 현존재를 ‘비본래적인 존재’ 혹은 ‘퇴락한 존재’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퇴락’은 도덕적 타락이라든지 건물의 붕괴 혹은 자신의 

지위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일상언어적 의미가 아니다. 하이데

거가 지칭하는 ‘퇴락’이란 현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구조를 존재론적으

로 드러내는 말이다. 이 구조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보다 현존재의 

일상성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실존주의에서 ‘퇴락’은 세속적이고 

몰개성적이며 자기상실적인(즉 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의

미하기 때문에 ‘퇴락한 인물’이란 현 사회 속에서 삶의 안정을 도모하

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자들이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자신의 고유

한 실존에 이르지 못한 채 편안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을 ‘고향상실자’로 규정한다. 독일 시인 

노발리스(Novalis)가 철학이란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향수”15)라고 표현

한 것처럼, 자신의 고유한 실존에 이르지 못한 현존재는 고향(존재)을 

잃고 방황하는 방랑자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것에 한 간절한 열망이나 흥미, 불만도 없이 그저 질서

에 따라 살아온 브라우센의 삶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부인이 왼쪽 

가슴을 도려내는 수술을 받게 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안정적이었던 

그의 생활에 위기가 찾아 온 것이다. 아내 헤르뜨루디스의 수술은 그녀

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회사의 해고 통보는 생활비

와 아내의 약값이라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중시킨다. 이런 갑작스러운 시

련 앞에서 이제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온 브라우센은 절망감을 느

15) 게오르그 루카치(1998), 소설의 이론, 반성완 옮김, 심설당, p. 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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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게 된다. 그를 짓눌러오는 현실의 무게에 좌절감을 느끼던 브라우센은 

어느 날 밤 친구 스떼인과 화를 나누고 돌아가는 길에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본다. 그러나 이내 그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없었다는 절망적인 사실만을 깨닫게 된다. 

헤르뜨루디스와 역겨운 직장 그리고 그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

움 […] 각종 고지서들과 그 어떤 곳에도 여자나 친구, 집, 책, 심지어

는 그 어떤 나쁜 버릇조차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은 없다는, 도

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확신.

Gertrudis y el trabajo inmundo y el miedo de perderlo [...] las 

cuentas por pagar y la seguridad inolvidable de que no hay en 

ninguna parte una mujer, un amigo, una casa, un libro, ni siquiera 

un vicio, que puedan hacerme feliz.(LVB, 61)

  브라우센이 사는 세계는 질식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직장이나 아내 

그리고 각종 고지서를 납부할 의무와 같은 책임감으로 이루어진 세계이

다. 그의 일상적인 세계는 권태롭지만 서로 사랑하며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으로 살아가는 세계이다. 오네띠의 절친한 친구인 

우루과이의 비평가 로드리게스 모네갈(Emir Rodríguez Monegal)은 브

라우센의 세계에 해 틀에 박힌 일상적인 세계이자, 권태로우며 이치에 

맞지 않는 부조리한 세계이면서 동시에 사랑이라는 오해로 이루어진 세

계라고 분석한 바 있는데16),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존재자가 스스로의 존재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채 사회질서에 따

라 사는 이유는 그가 이미 주어진 세계로 갑자기 ‘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무런 이유나 목적을 갖지 않고 선택의 여지없이 내

던져져 그 세계 속에서 또 다른 존재자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16) Emir Rodríguez Monegal(1968), “Onetti o el descubrimiento de la ciudad”, Revista 
Capítulo Oriental, n. 28, p.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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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에서 ‘세계-내-존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부분의 인간은 이미 정해진 기존의 ‘존재가능’을 어떤 저항도 없이 받아

들이고 수행한다. 이렇게 자신의 질서가 아닌 ‘그들’의 질서에 따름으로

써 인간은 안정감을 얻게 되고 스스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브라우센의 경우처럼 존재에 한 의식이 깨어날수록 존재자는 

자기의 삶이 헛되고 기만적이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스떼인과의 만

남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를 곱씹어보던 그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

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으며, 스스로에 해 성찰해 보는 시간 한 번 갖

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음을 느끼게 된다. 그 결과 그는 자신

의 인생에서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바로 그의 

인생에서 스스로에 해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쓴 웃음이 난다.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오해로 가

득 차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헤르뜨루디스, 내 직장, 스떼인과의 

우정, 나 자신에 해 갖고 있던 인상, 이런 오해들. 이 외에는 아

무것도 없다 […] 반면에 나는 작고 소심하고, 변할 수 없으며, 내

가 유혹했거나 혹은 나를 유혹했던 유일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이다.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만 있을 뿐이다.

Una sonrisa torcida. Y se descubre que la vida está hecha, 

desde muchos años atrás, de malentendidos. Gertrudis, mi 

trabajo, mi amistad con Stein, la sensación que tengo de mí 

mismo, malentendidos. Fuera de esto, nada [...] Entretanto, 

soy este hombre pequeño y tímido, incambiable, casado con 

la única mujer que seduje o me sedujo a mí, incapaz, no ya 

de ser otro, sino de la misma voluntad de ser otro.(LVB,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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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도시의 광고회사에 다니면서 아내와 결혼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해오던 브라우센이 그가 살아온 삶이 ‘오해’로 점철되

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한 실마리는 표적인 실존주의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알베르 까뮈(Albert Camus)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일상적인 인간은 머뭇거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반 로 

모든 것이 그를 재촉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특히 그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해서 관심

을 기울인다.”17)라고 말한다. 까뮈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사회

는 사람들에게 획일적인 삶을 살 것을 강요하며, 이에 해 사람들은 생

각할 여유를 잠시도 갖지 못한 채 현 사회가 재촉하는 로 따르게 된

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자들에게 다른 존재자들은 자기를 제외

한 하나의 ‘도구’나 ‘수단’일 뿐이며, 그렇게 사는 방법이 스스로가 원하

는 것이자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믿는 것이다. 결국 브라우센에게 ‘오해’

는 그가 살아왔던 삶이 즐거움을 가장한 권태로운 일상이었다는 점이 아

니라 그가 자기 자신으로서 단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었음에도 매순

간 주체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예컨  아내

와 결혼생활, 광고회사라는 직장,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자신이 원했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이루고 얻은 것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생각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서둘러 사회적인 질서에 따르고 사회적인 관계에 

적응하는 방법이었을 뿐임을 깨닫는다. 심지어 사랑을 전제로 이루어진 

헤르뜨루디스와의 결혼마저도 사회적인 관습과 요구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이다. 스스로에 해 생각해 볼수록 그는 자신의 욕망과 삶의 목적에 

해 오해하고 몰이해하고 있었음을 느끼는 것이다.18) 이렇게 브라우센

17) 알베르 까뮈(1999), 시지프의 신화, 이가림 옮김, 문예, p. 104.

18) 이러한 ‘오해’에 한 오네띠의 생각은 브라우센에게서 뿐만 아니라 오네띠 본인의 평소 

생각에서도 드러난다. 짧은 생애를 집필하기 훨씬 이전에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네띠는 “모든 일들은 예외 없이 이루어져야 할 로 이루어지고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

각하네. 그렇지만 동시에 인생에서는 모든 것이 사소하고 개인적인 오해들의 엄청난 덩어

리처럼 어마어마한 오해일 거라고도 생각하지.”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모든 일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삶이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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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되는 부분의 현존재들은 자기가 사는 세계에서 그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그들’ 속에 빠져있으며 사회에서 ‘그들’이 원하고 요구

하는 로 따르게 된다. 

  이렇듯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통해 자신이 살아왔던 세계와 존재의 관

계, 살아 숨 쉬고 있는 자신의 실존에 해 고민하기 시작한 브라우센은 

그가 살아왔던 일상적인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되고, ‘비본래적’인 삶

을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게 된다. 그를 회사에서 내쫓아

야만 했던 상사 마끌레오드(Macleod)는 브라우센을 불러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한다. 

어쩔 수 없었다네. 스떼인에게도 얘기했듯이, 브라우센은 다르지, 자네

는 나의 친구라네. 내가 더 알고 싶었고 이야기 해보고 싶었던 오랜 친

구. 그렇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이게 내 인생이라네.

Ha sido necesario. Como le dije a Stein, Brausen es distinto, you 

are my friend. Un viejo amigo al que me hubiera gustado conocer 

más, conversar. Pero, usted sabe, ésta es mi vida.(LVB, 171) 

  마끌레오드는 스떼인보다 브라우센과 더 친 한 사이었지만 회사의 해

고 통보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음을 밝히면서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

는 자신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를 버리면서 살아온 이런 인생이 본인의 

인생이라고 말하며, 스스로가 내린 결론에 해 변명하면서도 정당화시

키려 한다. 그러나 브라우센은 마끌레오드의 변명을 듣는 동안 60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뭐 하나 제 로 이룬 것 없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

는 모습에서 ‘퇴락’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담배 파이프를 통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중절모 아래로 보이는 희끗희

국에는 사회 구조와 질서에 따른 선택들의 총체라는 것이다. Juan Carlos Onetti(2009), 

Cartas de un joven escritor, México, Era, p. 1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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끗한 머리와 울긋불긋한 피부, 순진하고 새파란 눈동자의, 곧 죽음을 선

고 받을 이 예순 살 노인을 볼 때 무엇이 보이겠는가?

¿Qué ve cuando mira a ese viejo de sesenta años, condenado a 

morir pronto, con las manchas de pelo gris bajo el sombrero, piel 

enrojecida, ojos candorosos y azules, chupando el aire a través 

de la pipa?(LVB, 171)

  빈부나 선악에 관계없이 인간에게 적용 가능한 절  불변의 진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존재라는 점이다. 인간이 아무리 노

력해도 모든 생명은 결국 소멸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 속에 파묻혀 정신없이 살아가는 비본래적인 존재는 자신의 죽음

을 의식하지 못한다. 흔히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고 말하며 죽음의 개념

을 받아들이는 듯하지만, 이 ‘언젠가’라는 애매한 표현 속에는 오히려 죽

음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생각이 은폐되어 있다. 마끌레오드 역시 자신 앞

으로 다가온 죽음은 생각하지 않은 채 앞으로 살아갈 기나긴 세월만을 

생각하며, 자신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브라우센을 해고했음을 변

명한다. 그런 그에게서 브라우센은 자신의 존재 이유에 한 문제의식보

다는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다 어느새 ‘죽음을 선고받은 노인’이 되어버

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 마치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

면 그 역시 결국에는 또 다른 마끌레오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그의 모습에서 브라우센은 불편함을 느낀다. 브라우센은 이제 마끌

레오드가 퇴락한 존재의 전형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주변을 돌아보니 온

통 “마끌레오드들”뿐이다. 

일곱시가 되자, 바는 온통 마끌레오드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 그

들은 서로 어깨와 허리를 부딪히면서, 잽싸게 변명의 말을 던지며, 웨이

터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땅콩을 씹어 면서, 이빨 사이로 셀러리 씹

는 소리를 내면서 바 테이블 맞은편에 산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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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각자가 전념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과 마찬가지로 마치 자

신들은 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정치, 사업, 가족, 여자들에 해 이야

기하고 있었다. 

Eran las siete, y el bar empezaba a llenarse de Macleods [...] Se 

fueron acomodando en fila inquieta contra el mostrador [...] 

tocándose con hombros y caderas, ofreciéndose rápidas excusas, 

exagerando la intimidad con el barman, mascando granos de 

maní, haciendo sonar entre los dientes el apio [...] Hablando de 

política, de negocios, de familias, de mujeres, tan seguros de la 

inmortalidad como del momento que estaban ocupando en el 

tiempo.(LVB, 172)

  하루의 업무가 끝나면 하나같이 바에 모여드는 ‘마끌레오드들’처럼 일

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비본래적인 존재들에게 상응하는 시간은 ‘무한

한 시간’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한한 시간 동안 살 수 있는 것처럼 살

아가게 된다. 이렇게 무한한 세계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게 되며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변화 없는 세계는 지루하기 마련이며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호기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잡담19)을 나누게 된다. 

잡담은 화 상 나 말하는 사건에 한 진정한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

는다. 그저 그 순간을 즐기거나 힘든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유한성이나 

죽음이라는 개념은 “이제 비로소 어디에서인가 찾아들 것임에는 틀림없

지만 당장 우선 나 자신에게는 아직 눈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협적이

19) 하이데거의 언어 구조에 한 연구를 발전시킨 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언어란 네 가지 요소를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그 네 가지란,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해 가능성’, 말의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태와 일치해야 한다는 

‘진리성’, 말하는 이의 ‘진실성’, 그리고 ‘정당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배제한 언어 

행위는 ‘잡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기상(2006), 존재와 시간 :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

재, 살림, pp. 257-2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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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은 어떤 것”20)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일체

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끌레오드들”은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화를 

이어나가지만 이들 중 ‘자기 자신’에 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 

  요약하자면, 까뮈가 말했듯이, “우리는 생각하는 습관을 얻기 전에 살

아가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21) 브라우센을 비롯한 오네띠의 인물들은 

각자의 의사나 선택과는 상관없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계에 ‘내던져

진’ ‘세계-내-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던져진 세계는 ‘나’로 인해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

계 속에서 통용되는 논리 역시 ‘나’의 논리가 아니라 ‘그들’의 논리일 뿐

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띠의 인물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서 ‘그들’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들’의 질서에 복종함으로써 그 

속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비본래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나 무게를 느끼지 못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마치 무한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나 실존을 

깨닫지 못한 존재자들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 한 

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역시 깨닫지 못한다.

 2.2. 존재론적 ‘불안’과 자아의 발견

  오네띠의 작품 속 인물들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한 모습으로 묘사되

는 경우가 많은데, 비평가들은 이러한 상태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한

다. 다시 말해 그들이 겪는 현재의 불안한 상태로 인해 결국에는 좌절하

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알바라도 떼노리오(Harold 

Alvarado Tenorio)는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에 불안해하는 오네띠의 인

물들에 해 무의미한 삶을 거부하고 현실을 바꿔보려 시도하지만 그의 

20) 마르틴 하이데거(1998),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 p. 339.

21) 알베르 까뮈, op. cit.,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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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되고, 자신의 실패를 견디지 못한 인물은 스스로 

침잠하게 된다고 해석한다.22) 그렇다면 ‘불안’이라는 기분은 과연 존재

자를 절망에 빠뜨리는 비관적인 관점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불안’이라는 기분에 해 누구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했던 키에

르케고르는 이에 해 반 의견을 제시한다. 인간을 신 앞의 존재로 규

정한 채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고찰한 그는 ‘불안’이라는 기분을 공포

와 비교하고 있다. 그는 “이런 것들[공포 혹은 그와 유사한 개념]과는 

달리, 불안은 가능성으로서의 자유의 현실”23)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

포는 특정 상에 한 두려움을 말하지만, 불안은 구체적인 상이 있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 가능성에 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워

하면서도 끌리게 되는 복잡한 기분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에 한 연구를 발전시킨 하이데거 역시, 불안은 

어떤 현상에 해 불쾌하고 비관적인 기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이 불안해하는 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24)이라고 밝힌다. ‘세계

-내-존재’인 인간은 세계로부터 안락함과 평온함을 얻기 위해 ‘그들’에 

의해 이루어진 질서와 논리 밖으로 벗어나려는 노력이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불안한 기분을 통해 그

가 살고 있는 세계의 안락함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이

데거는 이를 ‘불안의 엄습’이라 규정했다. 그가 말하는 ‘불안’이란 지금까

지 현존재에게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던 세계가 어느 순간 무너져 내

리면서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내던져진 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살아 왔던 세계가 붕괴되면서 스스로를 마주하게 될 

때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기분은 현존재가 문득 죽음

을 면했을 때 수면위로 떠오른다. 여기에서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이 

22) Harold Alvarado Tenorio(2008), “Onetti: Todo en la vida es mierda”, New York, 

Sinalefa, n. 21, 

   http://letras-uruguay.espaciolatino.com/aaa/alvarado_harold/onetti.htm [2013년 6월 1

일 확인].

23) 쇠렌 키에르케고르(1999), 불안의 개념, 임규정 옮김, 한길사, p. 160.

24) 마르틴 하이데거, op. cit., p. 238.



- 20 -

아니라 현존재가 죽음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확

실한 가능성인 죽음을 애써 외면한 채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며 살았던 현

존재가 존재의 유한성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짧은 생애를 살펴보면, 브라우센은 늦은 저녁 친구 

스떼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헤르뜨루디스가 있는 집에 일찍 들어가기

를 거부한다. 이는 평소 ‘수도사’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규칙적인 생활

을 했던 그의 생활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스

떼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헤르뜨루디스가 잠들 시간을 

계산하고, 헤르뜨루디스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생각하는 그의 모습에서 

아내를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 브라우센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다

시 말해 수술로 고통스러워하는 헤르뜨루디스라는 존재는 브라우센이 

‘죽음’에 해 자각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

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하자면, 나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그녀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렇지만 그녀가 내게 말을 걸 때 그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슬픔과 울

음기는 정말 참을 수가 없다. 그녀의 죽음은 최악이지만, 확실한 일이

다. 그녀의 죽음은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넌지시 말해주려고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잊지 않게끔 스물 네 시간 내내 내 곁을 지킬 것이다.

Soy razonable, sé que hay cosas que puedo hacer y otras que 

no. Puedo, por ejemplo, no escucharla, no entender lo que dice; 

pero no puedo soportar la desolación y las lágrimas que mueven 

su voz cuando me habla. Muerta sería peor, pero sería definitivo; 

muerta no estaría más de veinticuatro horas a mi lado para 

darme a entender, en silencio, que se ha muerto, para impedirme 

olvidarlo.(LVB,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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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퇴락’한 존재들은 죽음에 맞서지 않고 모

든 존재자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은폐하려 하거나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려

고 한다. 그러나 브라우센의 생각에서도 드러나듯이 “죽음은 최악이지

만, 확실한 일”이다. 하이데거 역시 “현존재는 존재가능으로서 죽음의 

가능성을 건너뛸 수는 없다. 죽음은 현존재의 단적인 불가능성의 가능성

인 것이다. 이렇듯 죽음은 가장 고유한, 무연관적, 건너뛸 수 없는 가능

성으로 밝혀진다.”25)라고 말하며, 죽음을 불가피한 가능성으로 규정했

다. 이렇듯 죽음이란 현존재에게 있어 스스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경험이다. 오네띠가 한쪽 가슴을 잃은 부인의 고통과 슬픔을 통

해 죽음을 환기시킴으로써 브라우센으로 하여금 ‘존재의 유한성’을 인식

하게 하는 것처럼, 존재자들은 존재의 유한성을 깨닫는 순간 삶의 의미

를 잃고 불안을 느끼게 된다. 

  브라우센이 죽음에 해 고민하는 동안 그의 실존적 호기심을 자극하

는 옆집의 화 내용이 벽을 타고 전해진다. 바로 얼마 전에 옆집으로 

이사 온 께까(Queca)라는 창녀와 누군가의 화다. 브라우센은 최근 아

파트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호기심을 갖

고 귀를 기울이곤 했다. 헤르뜨루디스가 수술 후 안정을 찾기 위해 고향

에 머물고 있던 기간의 마지막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침 에 누워 옆집

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던 브라우센은 다음과 같은 께까의 말이 

들려오자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내가 왜 울어야 하죠, 왜요? -그녀가 소리쳤다- […] 남자가 없으려면 

나는 죽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난 말이죠, 거짓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난 울

지 않을 거예요.

[중략]

나는 갑자기 땀에 젖어, 증오와 울고 싶은 마음에 침 에서 일어났다. 

25) 마르틴 하이데거, op. cit., p.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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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15일 동안의 악몽에서 이제 막 깨어난 것 같았다. 

¿Para qué voy a llorar, decíme? -exclamó- [...] Yo tendría que 

estar muerta para no tener hombre. Desde que era una chiquilina, 

me acuerdo, aunque parezca mentira, supe que iba a ser así. No 

voy a llorar.

[...] 

Salté de la cama, repentinamente sudoroso, estremecido por el 

odio y necesidad de llorar. Era como si acabara de despertar de 

una pesadilla de quince días.(LVB, 87-88)

  께까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 로 살아오면서 스스로 창녀를 선택했음을 고

백한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운명을 예상하며 살아왔다는 께까의 말은 

스스로의 존재에 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없이 그저 세계에 휩쓸려 

살아왔던 브라우센의 가슴 속 깊은 곳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는 갑자

기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에 식은땀을 흘리며 침 에서 곧바로 일어나게 

된다. 바로 이제까지 살아온 거짓된 인생에 한 자신의 책임이 부족했

음을 인정하는 스스로를 향한 분노와 수치심 때문이다. 에두아르도 플로

레스 역시 이러한 께까의 발언과 브라우센의 반응에 주목했는데, 그는 

께까의 발언은 브라우센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에 해 무책임했음을 

반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단 한 번도 ‘나’가 되어 본 적 없는 그에게 자

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이 되는 것만이 ‘나’라는 존재가 지

향해야 하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다.26) 브

라우센은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에 혼란을 느끼며 마치 ‘악몽에서 깨어

난’ 듯한 기분에 섬뜩해진다.

  오네띠는 갑작스럽게 주변 현실이 변하게 된 브라우센을 통해 마치 세

26) Reyes Eduardo Flores(2000), El fundamento filosófico en la creación del 
personaje onettiano, The University of Arizona, Arizona,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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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홀로 멀어진 듯한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동안 안정

적이고 익숙했던 세계가 갑자기 엄습한 ‘불안’에 의해 그 의미를 잃고, 

그러한 세계의 ‘무의미성’에 의해 일상적인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기댈 

곳을 찾지 못한 채 껍데기 같은 자신을 발견한 브라우센은 비로소 고독

한 단독자로서 자기 자신 앞에 서게 된 현존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순간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나 후안 마리아 브라우센과 내 삶이 텅 

빈 거푸집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달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

해 무기력으로 유지된 낡은 의미의 재현이자 사람들과 도시의 거리, 도

시의 시간, 그 일상적 행위들 속에 아무런 믿음도 없이 질질 끌려 다니

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En aquel momento [...] comprendí que había estado sabiendo 

durante semanas que yo, Juan María Brausen y mi vida no eran 

otra cosa que moldes vacíos, meras representaciones de un viejo 

significado mantenido con indolencia, de un ser arrastrado sin fe 

entre personas, calles y horas de la ciudad, actos de rutina.(LVB, 

148)

  이러한 맥락에서 페르난도 아인사(Fernando Aínsa)는 오네띠에게 고

독은 일종의 마비상태로서 내면에 침잠함으로써 행위에 한 충동이 제

거되는 상태27)라고 분석한 바 있는데, 이는 브라우센의 갑작스러운 불안 

상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브라우센은 고의적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을 

꾀하기 위해 고독을 선택한 인물이 아니라, 내면에 침잠함으로써 행위를 

표출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고 베라니(Hugo J. 

Verani) 역시 “근본적인 고립과 점차적인 자기침잠은 자신의 감정을 제

로 표현하지 못하는 한 인간의 깊은 내적 충돌을 보여준다.”28)고 평한

27) Fernando Aínsa(1994), “An existential allegory of contemporary man”, World 
Literature Today, vol. 68, n. 3, p. 502.

28) Juan Carlos Onetti(2009), op. cit.,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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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익숙하지 못한 오네띠의 인물들

이 뜻하지 않게 스스로 고립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로 침잠하면서 

사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네띠는 브라우센이라는 인물을 통해 불안이 

특수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오네띠의 작품에서 불안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신분석학 혹은 심리학과 실존철학 모두 

‘불안’에 해 언급하지만, 이 두 분야에서 다루는 ‘불안’을 같은 개념으

로 볼 수는 없다. 심리학에서는 ‘불안’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하며 

존재자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심리학적 원인과 근거를 찾으려 한다. 그렇

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존재자의 

안정을 추구한다. 반면 실존철학에서 ‘불안’은 존재자가 자신의 실존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위치한다. 따라서 ‘불안’이라는 기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심리학과는 달리 ‘불안’의 긍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특

히 키에르케고르와 하이데거에서 잘 나타난다.

  키에르케고르와 하이데거는 ‘불안’이 거짓된 삶에서 참된 삶으로 넘어

가도록 도와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불안은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하면서 실존에 한 성찰을 수행하는 기

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하이데거는 이 ‘불안’이라는 기분을 수용

하라고 주문한다. 왜냐하면 “불안 속에서 면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

신”29)이기 때문이다. 불안으로 인해 친숙했던 세계가 의미를 잃게 되면, 

인간은 무의탁 상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타자가 아니라 고독한 단독

자로서의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불안을 극복하는 방

법으로 불안을 회피하기보다는 불안에 자신을 “내맡기라”고 제안한다. 

그리하여 현존재가 본래의 ‘나’를 마주하게 되면 ‘그들’이 강요한 수동적

인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나 자신’으로 살아갈지, ‘그들’에 의한 삶을 살아갈지를 선택

할 수 있게 된다. 

29) 이기상, op. cit.,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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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생애의 브라우센은 바로 그 불안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인물이

다. 그는 부인의 수술과 해고 등의 위기를 맞으며 자신의 존재와 현실에 

의문을 품게 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

기 자신으로서의 브라우센이 그를 둘러싼 세계와 새롭게 가까워지는 계

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한 기분은 브라우센으로 하여금 스스로에 

해 성찰하게 하며, 자기 자신에 해 알아가면서 디아스 그레이(Díaz 

Grey)와 아르세(Arce)라는 두 명의 분열된 자아를 만들어낸다. 

  그가 먼저 창조하는 자아는 ‘디아스 그레이’라는 인물이다. 스떼인은 

브라우센에게 화 시나리오를 집필할 것을 제안한다. 회사를 잃고 아내

의 약값이 필요한 브라우센에게 시나리오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편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현실로부터의 ‘도피처’가 된

다. “하지만 나를 구원할 이 토요일 밤은 온전히 내 것이다. 나는 스떼

인에게 건네줄 이야기를 씀으로써 구원될 것이었다.”(LVB, 41) 이처럼 

무거운 현실에서 도피하여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찾으려는 브라우센의 모

습은 세르반떼스의 인물 ‘돈끼호떼’를 연상시킨다. 주지하다시피 돈끼호

떼가 편력기사로서 원정을 떠나는 것은 기사소설을 너무 많이 읽은 탓이

다. 그렇다면 돈끼호떼에게 기사소설 속에 나타나는 세계란 자신의 이상

을 반 시킨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읽은 텍스트를 현실

에서 실현하기 위해 길을 떠난다. 돈끼호떼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텍

스트’ 로 현실을 보기 때문에 풍차를 보고 거인이라 소리치고, 이웃마

을의 평범한 여자가 고귀한 여인 ‘둘씨네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오네띠의 브라우센은 현실을 텍스트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된다. 

그는 산따 마리아라는 공간에서 의사 디아스 그레이와 환자 엘레나 살라

(Elena Sala)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구상하

면서 만들어진 산따 마리아는 마치 꿈처럼 정적이고 차분하다. 

진료실 창문으로부터 황량한 풍경의 중심가에 위치한 기하학적인 나무

들로 둘러싸인 새하얗고 텅 빈 주춧돌로 된 광장이 마치 꿈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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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손에 잡힐 듯 가까우면서도 비현실적으로 보 다.

Desde las ventanas del consultorio era posible ver la plaza con 

su pedestal blancuzco y vacío, rodeado por la ingenua geometría 

de los árboles, en el centro del paisaje desierto, próximo e irreal 

como el tema de un sueño.(LVB, 97) 

  디아스 그레이는 병원을 나오지 않고, 그들의 만남은 언제나 디아스 

그레이의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느 순간 브라우센은 그가 디아

스 그레이를 통해 그리는 텍스트의 내용이 자신의 현실 상황과 점점 닮

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시나리오의 내용은 어긋나기 시

작한다. 그가 살고 있는 분열적인 현실이 텍스트에 반 되자 텍스트 역

시 분열적인 글쓰기가 되는 것이다. 

나는 이제 화 시나리오가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 고, 그것을 쓰면서 

돈을 벌 가능성에 해서도 회의를 느꼈다 […] 그러나 이 실패에도 불

구하고 엘레나 살라와 그 의사에 해 흥미를 잃는 것은 불가능했다.

Yo ya había aceptado la muerte del argumento de cine, me 

burlaba de la posibilidad de conseguir dinero escribiéndolo [...] 

Pero, a pesar del fracaso, no me era posible desinteresarme de 

Elena Sala y el médico.(LVB, 135)

  결국 브라우센은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가 기 했던 현실에서의 도

피를 이룰 수 없게 된다. 그가 구상한 이야기 역시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돈끼호떼가 죽기 직전 그가 했던 모험들이 현실이 아니

라 환상이었음을 인정했듯이, 브라우센 역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다. 

  브라우센의 또 다른 분신은 그가 께까의 “미친 세상”(LVB, 17) 속으

로 들어갔을 때 나타난다. 께까의 집에 들어간 브라우센은 그곳에서 자



- 27 -

신의 선한 모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아르세’

라 칭한다. 다시 말해 어떤 것에 해서도 흥미나 열정이 없어서 해고를 

당할 때에도 적극적인 응 한 번 해보지 못한 브라우센 안에 그와 매우 

립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 아르세가 있는 것이다. 충동적으로 옆집을 

찾아간 그 순간부터 그녀와 관련된 모습에 스스로 아르세라는 이름을 붙

인 또 다른 브라우센은 께까의 집에 거침없이 들어가 자신을 리까르도

(Ricardo)의 친구라고 소개한다. 리까르도는 께까가 최근에 헤어진 애인

으로, 브라우센은 자신의 방에 누워있으면서 께까가 누군가와 화하면

서 언급했던 이 인물의 이름을 한 번 들었을 뿐,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

는 아니다. 그러나 주저없이 리까르도의 소개로 찾아왔다고 말하는 아르

세는 께까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그녀의 집에 들어간다. 아르세는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했으나, 그러

한 거짓말 속에서 양심의 가책이 아닌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제 

나는 변명하려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거짓말이 필요했고 그것이 즐거웠다.”(LVB, 95) 자신을 옥죄는 현실 속

에서 발버둥치며 살았던 까닭에 도덕적인 인물로 평가받으며 ‘금욕주의

자’ 혹은 ‘수도사’로 불리던 브라우센의 내부에는 사실 태연하게 거짓말

을 하고 창녀를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일 만큼 폭력적인, 경박하고 방

탕한 브라우센 ‘아르세’가 소외되어 있었다. 사회적 질서에 따르기를 바

라는 ‘그들’의 논리에 저항하는 아르세는 ‘그들’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브라우센의 내적 자아로서 ‘그들’의 세계에 순응하며 살아가

는 현 인의 고독과 소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도덕적인 인물이었으나 내부에는 폭력성과 여

성에 한 욕망을 숨기고 있는 브라우센은 선/악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평면적인 인물이 아니라, 혼란스러울 만큼 복잡한 면모를 지닌 현 인의 

깊은 내면을 보여준다.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존재가 ‘불안’에 직

면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실존주

의란 “무의미함으로 인한 불안의 표현이며, 이러한 불안을 자기 자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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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존재하려는 용기 속으로 포섭하려는 시도의 표현”30)이라는 폴 틸

리히(Paul Tillich)의 말은 실존주의에서 ‘불안’이라는 근본 기분이 갖는 

불가피하면서도 긍정적인 향을 환기시킨다. 따라서 브라우센이 께까의 

집을 방문하여 자기 안에 내재된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한 것은 불안이라

는 기분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 불안은 브라우센

이 새로운 세계를 꿈꾸게 하는 추동력이 된다. 

 2.3. 유토피아적 공간 ‘산따 마리아’

  오네띠는 브라우센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마끌레오드의 모습을 통해 

동료를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인 성과로 판단하는 현 인의 냉

혹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브라우센을 위로하지만, 결국에는 해

고를 통지한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을 원활한 경제활동

을 위한 수단으로 폄하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인간보다 

자본의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은 브라우센의 친구 스떼인

에게서도 볼 수 있다. 그는 브라우센에게 화 시나리오를 맡기면서 다

음과 같은 당부를 한다. “이야기 말이야 -훌리오 스떼인이 말했다-. 좀 

써먹을 수 있는 걸로 해야 해, 우매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관심을 

가질 만한 거 말이야. 너무 똑똑한 사람은 말고.”(LVB, 29) 스떼인이 브

라우센에게 요구하는 것은 관객이 가벼운 재미를 느낄 만한 시놉시스이

다. 그에게 작품성은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많은 관객을 끌어 모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중적인 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가벼우면

서도 전개가 빠른 화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일상에 지친 현

인들의 주의를 돌린다. 

  자본주의와 이성의 지배는 주로 도시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이

30) 폴 틸리히, 존재의 용기, 차성구 옮김, 예 커뮤니케이션,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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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네띠가 짧은 생애의 배경을 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설정했는지

를 설명해준다. 브라우센이 살고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같은 도시

는 시각적인 외적 자극들이 급속도로 바뀌며 바쁘게 움직이는 공간이다. 

따라서 도시에서의 삶은 존재에 한 사색을 할 시간조차 없이 빠르게 

흘러간다. 이런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도시의 특성은 오네띠가 브라우

센이 살고 있는 도시를 묘사할 때에도 전략적으로 드러난다.

식당 창문을 통해 우리는 극장이나 화관에서 나와 라바예 거리31)를 

가득 메우고, 눈을 깜박이며 카페를 들어가고, 담배에 불을 붙이고, 거

리의 열기에 번쩍이는 머리를 흔들면서 택시를 찾는 사람들을 볼 수 있

었다.

Por la ventana del restaurante podíamos ver a la gente que salía 

de los teatros y los cines y llenaba Lavalle, entraba parpadeando 

en los cafés, encendía cigarrillos, buscaba taxímetros sacudiendo 

las cabezas brillosas en el calor de la calle.(LVB, 54)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의 모습을 나타나기 위해 오네띠는 부에노스아

이레스를 묘사할 때 한 문장에 다양한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곤 하

는데, 이는 독자로 하여금 전형적인 도시의 혼란스러운 풍경을 짐작케 

한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존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 각박한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생계를 위한 투쟁’이다. 그들은 급

하게, 그러나 동일한 목표를 위해 살아간다. 현 인이 살아가는 도시

에서의 삶을 화폐의 가치를 통해 분석한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

은 도시를 화폐 경제의 본거지로 파악하며, 이 화폐 경제와 이성의 지

배 사이에는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모든 현상과 특성을 

수량적인 문제로 평준화시키는 화폐는 교환가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31) 20세기 동안 “ 화의 거리”(la calle de los cines)로 잘 알려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

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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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서적 관계가 배제된 이성적 관계에서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업적에 해서만 

관심을 갖는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32) 

  결국 도시에서의 급격하고 변화가 빠른 삶은 현 인으로 하여금 본

래성에 젖어들 틈도 주지 않은 채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요

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퇴락한 존재자들 사이에서 마치 꿈에서 깨어

난 듯 존재의 본래성을 찾아 헤매는 브라우센은 도시의 현실과 동떨어

진 께까의 집에서 점차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브라우센의 공간과 께까의 공간은 극명한 조를 보인다. 브라우센이 

소설의 초반부에서 께까와 한 남자의 화를 엿듣는 곳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폐된 욕실이다. 그는 께까와 남자의 화를 엿들으면서도 그

날 아침 아내가 가슴을 절단하는 수술을 했음을 스스로 환기시킨다. 이

렇게 그가 샤워를 하는 욕실은 모든 혼란, 긴장, 우울함과 무질서한 것

들을 씻어내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 정화의 공간에서 그는 벌레 한 

마리도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수건으로 집어서 배수구 거름망에다 뭉

개버리려고 욕실 문을 닫고 벌레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LVB, 20) 반

면 께까의 집은 열린 공간이다. 복도에서 우연히 본 그녀의 아파트는 주

인이 없음에도 잠겨있지 않았다. “께까의 집은 열려있었고, 열쇠꾸러미

는 자물쇠에 걸려있었으며,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안락의자 다리 앞

에서 작은 카펫 문양 위로 사라졌다.”(LVB, 64) 그녀가 사는 공간은, 종

종 그녀가 내뱉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친 세상”으로 표현된다. 

창녀인 께까의 공간은 잦은 다툼과 욕설이 끊이지 않는 공간으로, 브라

우센이 살던 기계적이고 질서정연한 세계와 립을 이루는 혼돈의 세계

이다. 따라서 브라우센이 께까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질서의 공간에서 

무질서의 공간으로의 진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치 자로 잰 듯한 틀에 박힌 생활에 염증을 느끼던 브라우센은 께까

32) 게오르그 짐멜(2006),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 ·윤미애 옮김, 새물결, pp. 37-38 

참조.



- 31 -

의 공간에서 아르세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해방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

다. 무질서한 께까의 아파트는 브라우센을 억압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그

로 하여금 조금씩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 된다. 

매일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머리로 젊은이의 거만함을 과시하면

서 께까의 아파트에 들어갈 때 나는 부활하곤 했다 […] 변하는 방의 

공기를 마실 때, 진을 마시기 위해 침 에 몸을 던질 때 나는 다시 태

어나곤 했다.

Resucitaba diariamente al penetrar en el departamento de la 

Queca, con las manos en los bolsillos del pantalón, la cabeza 

exagerando una arrogancia juvenil [...] Yo renacía al respirar los 

olores cambiantes del cuarto, al echarme en la cama para beber 

ginebra.(LVB, 148-149)

  께까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자신의 새로운 자아를 발

견하게 된 브라우센은 과거의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로 결심한다. 그가 처음으로 관계를 끊은 사람은 헤르뜨

루디스 다. 그는 마치 “자신을 추방시킨 나라의 상징인 국기에 인사를 

하듯이”(LVB, 89) 헤르뜨루디스에게 이별을 고한다. 아르세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몬떼비데오에서 아내 헤르뜨루디스와 함께 살았던 과거의 

자신에도 작별을 고한다. “나는 몬떼비데오의 뽀시또스에 있는 쓸쓸한 

집에 살았던 브라우센과 작별했다.”(LVB, 210) 헤르뜨루디스를 시작으

로 마끌레오드를 비롯한 모든 과거와 단절해나간 브라우센은 께까와의 

관계 역시 끝내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향하지만, 그곳에서 그보다 먼저 

에르네스또가 께까를 교살한 사실을 발견한다. 께까의 아파트에서 나가

지 못하는 에르네스또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온 브라우센은 마지막으로 

친구 스떼인과 만난 후 관계를 정리한다.

  일반적으로 브라우센은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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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빠지는 인물33) 또는 그를 짓누르는 삶에서 도피하려는 인물로 고

려된다. 한 편에서는 헤르뜨루디스를 비롯하여 과거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자 하는 행위를 통해 그를 그저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암울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마

는 소극적인 인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편에서는 

과거와 연결된 모든 것들과의 단절을 과거의 삶에 한 후회이자 이제부

터는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이해하며 그를 “잘 못 판단

한 실존양식에 속해있던 모든 것을 깨부수는 사람”34)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과거를 청산하려는 브라우센의 행위로 보건데 그는 새로운 삶

을 생산하려는 전복적이고 도전적인 인물로 이해될 수 있다. 스떼인과의 

단절을 끝으로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끝낸 브라우

센은 그동안 그를 억압했던 세계에 작별을 고하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

스와는 다른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한다. 그 도시는 바로 산따 마

리아이다. “나는 즐거움에, 내가 나 스스로를 태연하게 주인으로 만들었

다는 호화스러운 황홀함에, 다른 사람들의 운명이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연민에 전율을 느꼈다.”(LVB, 273) 브라우센이 자신이 원하는 로 산

따 마리아라는 공간을 창조하면서 느끼게 되는 즐거움과 전율에 해서

는 오네띠 역시 언급한 바 있다. 오네띠는 로드리게스 모네갈과의 화

에서 브라우센이라는 인물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가 쓰는 모든 것은 쉽고 거짓말처럼 명확하지. 더 쉬운 말로 할 수 

있겠네. 이 사람은 힘이 있는 거라고. 단어를 말 할 힘이 있고, 형용사

를 써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이런 일은 브라우센처럼 

불행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네. 그는 마침내 그 힘을 발견하고 자

기 자신이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에 그 힘을 쓰게 된다네.

33) Harold Alvarado Tenorio, op. cit..
34) Reyes Eduardo Flores(2000), op. cit., p. 173.



- 33 -

Y todo lo que escribe es fácil y mentirosamente definitorio. O 

dicho de una manera más simple: el individuo ese tiene un poder. 

Tiene un poder de decir una palabra, poner un adjetivo, modificar 

un destino. Eso le pasa a un pobre desgraciado como Brausen, 

hasta que descubre su poder, y entonces lo usa para entrar él 

mismo en su mundo imaginario.35)

  비록 스떼인이 제안했던 화 시나리오를 완성하지는 못하지만, 그로 

인해 글쓰기의 힘을 알게 된 브라우센은 마치 신과 같은 전지전능함을 

느끼게 된다. 이는 중년의 나이가 되도록 자신의 운명에 해 생각해 본

적 없이 살아왔던 그 동안의 모습과 매우 조되는 역할이며, 구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과 뒤섞이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생애에 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도화선이 된 것이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

의 능력을 직접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에 사용한다.

  브라우센이 에르네스또와 함께 들어간 산따 마리아는 한창 떠들썩한 

카니발 기간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그의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유토피아

의 도시 산따 마리아가 마침 카니발 기간이라는 설정이 흥미롭다. 미하

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이 “[카니발적]세계 감각은 기존의 모든 완

성된 것들, 그리고 부동성과 원성에 한 모든 요구들과 적 적이며,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역동적이면서도 가변적이고 […] 유희적 성

격을 담고 있으면서도 불안정한 형식들을 필요로 한다.”36)라고 언급했듯

이, 카니발은 점잖고 엄숙한 분위기의 공식적인 축제와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이 기간에는 평소에 보기 힘든 익살스러운 의식을 치르거나, 가

면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

람들이 함께 마주할 수 있으며, 다양한 패러디 작품들이 이루어지는 기

간이다. 이탈로 칼비노가 “꿈과 마찬가지로 도시들은 욕망과 두려움으로 

35) Emir Rodríguez Monegal(1970), op. cit.
36) 미하일 바흐찐(2001), 프랑수와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이덕

형·최건  옮김, 아카넷,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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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37)된다고 말했듯이, 문학 속에서 상상으로 구현되는 도시는 인물이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느끼는 갈망과 두려움을 함께 나타내는 수단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브라우센은 그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데 있어

서 어떤 욕망을 반 하 기에 안정적인 사회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카니

발 기간으로 설정했는지, 그리고 그가 설정한 카니발 기간은 어떤 의미

를 지니는지에 한 의문이 생긴다. 

  브라우센은 소설 초반부에서 께까가 하는 말을 통해 카니발 기간임을 

알게 된다. “나한테 카니발이 무슨 소용이에요, 생각해보세요!”(LVB,　

21)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동적이며 가변적인 ‘카니발’은 혼란, 혼돈, 무

질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기간이다. 따라서 카니발 기간의 산따 마리

아는 지나치게 안정만을 추구해서 질서를 이루다 못해 기계적인 삶을 무

의식적으로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괴물 같은 사회’에 환멸을 느낀 브라

우센의 자유에 한 욕망이 반 된 유토피아의 도시가 된다. 즉 자유를 

찾고자 하는 브라우센에 의해 창조된 산따 마리아는 혼란스럽고 무질서

하더라도 브라우센의 자유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도시가 된다. 

  주지하다시피 유토피아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하

는데, 모어가 말하는 유토피아는 ‘그 어느 곳에도 없는 곳’(Ou + topos)

과 ‘행복한 곳’(Eu + topos)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말

해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절 로 찾아볼 수 없는 행복한 곳이다. 따라서 

브라우센이 창조한 유토피아의 공간 산따 마리아에서는 행복과 자유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불완전성을 깨달은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완전성을 꿈꿀 수밖

에 없으며, 완전성을 꿈꾸는 인간은 상상의 세계에 낭만적인 이상을 투

시킨다. 짧은 생애에서 브라우센에게 산따 마리아란 자신의 상상 속

에서 완전한 자유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곳이다. 그곳은 5년을 함께 살았

던 아내 헤르뜨루디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자신을 해고한 회사

와 마끌레오드에 한 마음의 부담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공간

37) 이탈로 칼비노(2007), 보이지 않는 도시들, 이현경 옮김, 민음사,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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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시 말해 브라우센에게 산따 마리아는 마치 기계처럼 아무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의 과거로부터 떨어져 나와 온전히 자기 자

신만을 위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며, 자기 자신으로서 살

아가는 새로운 출발지가 된다.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세계에 권태와 환멸

을 느낀 브라우센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질서로 이루어진 세계가 될 수 

없다. 그가 원하는 상상의 세계는 혼란스럽고 어수선하며 무질서한 카오

스적인 세계이다. 그곳에서 브라우센은 자유를 느낀다. 

자유로워지는 것, 타인들에 해 무책임해지는 것, 진정한 고독 속에서 

힘들이지 않고 나 자신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처음부터, 헤르뜨루디스와 

5년을 함께 살았던 남자가 죽은 뒤로 내가 찾았던 것이지.

Esto era lo que yo buscaba desde el principio, desde la muerte 

del hombre que vivió cinco años con Gertrudis; ser libre, ser 

irresponsable ante los demás, conquistarme sin esfuerzo en una 

verdadera soledad.(LVB, 310) 

  그러나 스스로 부르주아적인 사회를 거부하고 카니발이 한창인 상상의 

도시로 들어온 브라우센과 에르네스또는 이 마을에서도 쉽게 융화되지 

못한다. 마을사람들은 축제 기간임에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온 그들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

라 볼 뿐이다. “모든 테이블은 가득 찼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은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도 우리를 적 적으로 하고 있어요.”(LVB, 

304) 그들은 결국 빈 테이블을 찾아 위층으로 올라가야 했고, 그곳에서

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훈따까다베레스의 주인공들이 열띤 토론

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 그가 창조한 도시 산따 마리아로 들어갔으

나 그 속에 편입되지 못하는 브라우센의 모습에서 오네띠는 산따 마리아

가 진정한 유토피아가 아닐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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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시 한 번 돈끼호떼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돈끼호떼는 그가 

읽은 텍스트 기호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즉 그는 스스로 “텍스트를 닮음으로써, 텍스트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 

텍스트가 정말로 세계의 언어라는 것에 한 증거와 의심할 여지없는 표

시를 제시”38)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로 끝난다. 브라우센은, 돈끼호

떼와 반 로, 그가 사는 현실과 다른 텍스트로 유토피아적인 다른 세계

를 증명하려 했으나 그 역시 작품의 후반부에서 그곳이 유토피아가 아닐 

가능성을 제시하며 끝을 맺는다. 그의 텍스트에는 현실이 계속해서 침입

하고 반 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결론에 해 오네띠 스스로 “열린 소설”39)이라고 말했듯이, 

짧은 생애에 처음 등장하는 산따 마리아는 그의 거의 모든 후기 소설

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소설은 ‘산따 마리아의 모태’라 할 수 있다. 

작품 말미에 훈따까다베레스와 연결되는 인물들이 등장하므로 산따 

마리아에 한 판단은 다음 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8) 미셸 푸코(2012), 말과 사물, 이규현 옮김, 민음사, p. 86.

39) Luis Harss(1981), Los nuestros, Sudamericana, Buenos Aires,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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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따까다베레스: 기성질서에 한 저항

짧은 생애에서 브라우센의 상상공간으로 등장한 산따 마리아는 훈

따까다베레스와 조선소의 공간적 배경이 된다. 그러나 짧은 생애의 

산따 마리아가 브라우센의 ‘문학적’ 상상공간이라면 나머지 두 작품에서

는 현실 공간일 수도 있고 브라우센의 ‘문학적’ 상상공간이 확장된 것일 

수도 있다.40) 이에 본 장에서는 훈따까다베레스에서 구체화된 산따 마

리아라는 공간과 그 공간에 등장하는 인물의 실존주의적 인식을 살펴보

고자 한다. 

훈따까다베레스41)는 짧은 생애보다 10여년 뒤에 출간된다. 그러

나 두 작품은 부정할 수 없는 상관성을 보인다. 이는 짧은 생애의 결

말 부분에서 자신의 상상공간으로 들어간 브라우센이 산따 마리아에 사

창가를 두고 회의하는 사람들을 목격하는 장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오

네띠는 짧은 생애에서 피상적으로 제시한 이 인물들을 훈따까다베레

스에서 훈따(Junta), 마리아 보니따(María Bonita), 란사(Lanza), 호르

헤(Jorge)로 구체화한다. 독자의 입장에선 두 작품에 드러난 이 인물들

의 상관성이 우연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무뇨스 몰리나가 지적하듯, 

훈따까다베레스를 읽은 독자로 하여금 짧은 생애를 재독하게 함으

로써 양자의 상관관계를 추적하도록 하려는 작가의 의도일 수도 있고42), 

동시에 인물들의 중첩을 통해 작품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하며 하나의 메

타텍스트로 재구성하려는 작가의 계획으로 볼 수도 있다. 작가의 의도가 

40) 훈따까다베레스의 산따 마리아가 브라우센의 문학적 상상공간일 수 있는 가능성에 

해서는 본 논문의 “3.3.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참고하기 바란다.

41) 본래 스페인어로 Junta는 ‘모임, 집회’, 'Cadáver'는 ‘시체’를 뜻하기 때문에 

‘Juntacadáveres’는 ‘시체 보관소, 시체들의 모임’ 등으로 억지스럽게 번역될 수 있으며, 

실제로 어권에서는 ‘시체 도둑’을 뜻하는 ‘Body Snatcher'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그러

나 오네띠의 작품 속에서 ‘Juntacadáveres’는 마을사람들이 등장인물 라르센을 지칭하는 

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훈따까다베레스’라고 부르기로 한다.

42) Juan Carlos Onetti(2003), Juntacadáveres, Buenos Aires, Seix Barral. 안또니오 무

뇨스 몰리나의 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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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간에 짧은 생애와 훈따까다베레스는 긴 하게 연결되어 

있다. 

  짧은 생애의 브라우센이 창조한 산따 마리아는 훈따까다베레스와 

조선소의 공간적 배경으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한 메타포로 이해

될 수 있다. 짧은 생애의 산따 마리아가 어느 정도 이상적 유토피아로 

제시되었다면, 훈따까다베레스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고 감시하

려는 질서지향적 종교․정치 권력과 그 기만성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훈따까다베레스의 산따 마리아는 브라우센이 부조리한 현실을 인식하

게 된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훈따까다베레스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서사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서

사는 ‘훈따(Junta)’, ‘훈따까다베레스(Juntacadáveres)’, ‘라르센(Larsen)’

으로 불리는 중심인물이 사창가를 세우려고 매춘부 세 명을 데리고 산따 

마리아에 들어오면서 시작된다. 사창가 설립에 찬성하는 그룹과 반 하

는 그룹으로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는 산따 마리아에 도착한 라르센은 산

따 마리아의 신문 엘 리베랄 El Liberal의 소유주이자 호르헤의 아버

지인 말라비아(Malabia)의 집을 빌려 사창가를 세운다. 또 다른 이야기

는 16세 청년 호르헤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는 라르센의 등장으로 들

썩거리는 마을에서 위선적이고 속물적인 어른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시인

을 꿈꾸는 인물이다. 그는 라르센과 마을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죽은 형의 아내인 훌리따(Julita)와 비 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삶을 고

민하며 성장한다. 

  이 두 이야기는 각각 오네띠의 다른 작품과 연결된다. 호르헤의 이야

기는 훈따까다베레스에 앞서 어느 이름 없는 무덤을 위하여 Para 

una tumba sin nombre(1959)43)에서 이미 나왔으며, 라르센의 이야기

는 후에 조선소로 이어진다. 사실 라르센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한 

소설은 주인 없는 땅 Tierra de nadie(1941)이다. 그러나 병들고 몰

43) 원래는 이름 없는 무덤 Una tumba sin nombre이었으나, 1967년에 이름 없는 어느 

무덤을 위하여 Para una tumba sin nombre로 제목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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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한 사회의 폐해를 그린 이 작품에서 라르센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

다. 오네띠의 작품에서 라르센이 눈에 띄게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한 작

품은 훈따까다베레스와 조선소이다. 본 장에서는 훈따까다베레스
의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산따 마리아에서 실존의 이유를 찾기 위해 

분투하는 라르센과 마을의 권력과 질서에 순종적인 주민들의 모습의 

조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3.1. 폐쇄적 질서의 공간과 순종적 신체

  산따 마리아 사가의 두 번째 작품인 훈따까다베레스에서 도시는 ‘사

창가 설립’에 한 문제로 동요한다. 마을의 약제사이자 시의원인 바르

떼(Barthé)는 몇 해에 걸쳐 마을의 공공이익을 위해 사창가가 설립되어

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그는 사창가 설립이 마을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큰 경제적인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다수 보수주의자들의 반 에 부딪혀 몇 년 동안 

수용되지 못하고 있었고 바르떼는 표를 얻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며 사

람들을 설득한다. 그러면서 그는 사창가를 운 할 사람으로 라르센을 추

천한다. “선생님,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 리베랄지의 운

을 맡았던 사람 말이에요.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통 ‘훈따’라

고 불렀죠.”44) 

  바르떼의 추천을 받은 라르센은 세 명의 창녀를 데리고 마을에 나타난

다. 그러나 라르센에 한 마을사람들의 비우호적인 분위기와 반감으로 

인해 사창가 건립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다. 일례로 호르헤와 그의 친

구 띠또(Tito)가 우연히 라르센 일행이 기차를 타고 플랫폼으로 들어오

는 장면을 목격하는데, 띠또는 호르헤에게 경계심 가득한 말투로 “나는 

저들이 맘에 안 들어.”(JC, 26)라고 말한다. 그들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44) Juan Carlos Onetti(2003), Juntacadáveres, Buenos Aires, Seix Barral, p. 43. 앞으

로 본 작품을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약어 JC 뒤에 쪽수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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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점에서 띠또의 반응은 그들이 창녀라는 사실과 마을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한 두려움에서 비롯하며, 이는 이방인에 

한 막연한 경계심일 것이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은 이미 라르센과 창녀들

이 마을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플랫폼은 해안가의 집으로 향하

는 세 여자들을 태운 차를 보기 위해 클럽의 문에서 바라보는 남자들 무

리와 쁠라사 호텔 구석에 등을 기 고 앉아 있는 또 다른 무리로 가득했

을 것이다.”(JC, 19) 띠또 역시 라르센을 보자마자 “훈따까다베레스”(JC, 

22)라고 외친다. 따라서 띠또와 주민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들이 창녀라

는 사실을 알고 마을의 질서를 깨뜨릴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일종의 편견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하비에르 곤살레스(Javier González)는 

산따 마리아라는 공간에 해 자발성과 즐거움이라고는 없고 항상 두려

움과 시샘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소심한 사람들의 공간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45)

  띠또의 반응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마을에 이방인이 등장하는 것에 

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마르꼬스(Marcos)의 시선에서도 드러난다. 

청년시절 마을을 “완벽한 자치공동체”(falansterio perfecto)46)로 만들

려는 꿈을 갖고 있던 마르꼬스는 자신의 유토피아적 기획을 방해하는 사

창가 설립에 반기를 든다. 그는 주민들을 모아 사창가 설립 반 투표를 

하자고 설득하는데, 그 투표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으며 단순히 완벽

한 자치공동체를 위해 마을에서 라르센과 창녀들을 몰아내자고 한다. 그

는 사창가 설립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운 디아스 그레이47)가 들을 수 있

도록 “우리는 우리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투표를 해야만 하네 […] 

45) Javier González, “La novela existencial de Juan Carlos Onetti” 참고. 

    http://www.onetti.net/es/descripciones/gonzales [2013년 6월 1일 확인]. 

46) 팔랑스떼리오(Falansterio)라는 용어는 프랑수아 마리 샤를 푸리에(François Marie 

Charles Fourier 1772-1837)가 주창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공동체 모델이다.

47) 훈따까다베레스에 등장하는 디아스 그레이 역시 짧은 생애에서 브라우센이 창조했

던 인물이다. 전작에서 브라우센에 의해 말하고 행동하던 의사 디아스 그레이는 이제 등

장인물들을 직접 관찰하는 객관적인 인물로 나온다. 연속적인 그의 등장 역시 짧은 생애

와 훈따까다베레스의 연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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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자네 집으로 려오면 그 쓰레기를 쓸어버려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이지”(JC, 27)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다. 그들은 사창가를 

그들 세계의 안정성과 질서를 위협하는 ‘더러운 것’, ‘비도덕적인 것’,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상으로 규정한다. 그런

데 사창가는 산따 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기성 질서의 견고함에 비하면 

미약한 실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창가를 위협적 실체로 인식하는 

마르꼬스를 비롯한 주민들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르센과 사창가에 해 마르꼬스가 맹목적으로 적 감을 보이는 이유

는 멀리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던 디아스 그레이에 의해 밝혀진다. 완

벽한 자치공동체를 설립하려던 청년시절의 꿈이 좌절된 마르꼬스는 바로 

그 좌절된 꿈의 공간에 라르센이 사창가를 세우려한다는 사실에 질투와 

두려움을 표출한다. 난폭하기로 정평이 난 마르꼬스는 술에 취해 자신의 

과거를 디아스 그레이에게 실토한다. 그는 과거에 뜻을 함께한 친구들은 

모두 떠나고 이제 혼자 남았다고 한탄한다. 그의 말에서 디아스 그레이

는 마르꼬스의 폭력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확인한다.

그 역시 두려워하고 있어 […] 과오나 자책감에 사람들이 모이듯 두려

움, 멜로드라마를 연출하듯, 그 두려움 때문에 모인 거야. 하지만 훨씬 

더 진정한 두려움이지 […] 모든 남녀관계, 모든 우정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야.

También él tiene miedo [...] Unidos por el miedo, sería tan 

melodramático como unidos por la culpa o por el remordimiento 

pero mucho más verdadero [...] todas las parejas humanas, todas 

las amistades están motivadas por el miedo.(JC, 121)

  디아스 그레이의 관점은 라르센과 사창가에 한 마르꼬스 무리의 집

단적 반응이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사창가가 공동

체의 질서를 위협할 수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세계를 세우려는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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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라르센과 사창

가에 한 산따 마리아 주민들의 경계와 배척은 부지불식간에 눈앞까지 

고 들어온 이 불온한 것들에 의해 평화로이 살던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어딘가로 혹은 원치 않은 어딘가로 떠 려갈 수 있다는 ‘불안’에서 비롯

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주민들이 라르센 일행에 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도 그들을 멀리하거나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

히려 훈따와 사창가 여자들을 하는 마을사람들의 태도는 ‘이중성’을 

보인다. 이들의 이중적 태도는 공간의 문제와 직결된다. 다시 말해, 사창

가라는 무법의 공간과 사창가 외부의 공간, 즉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창녀들의 외출이다. 라르

센과 창녀들은 매주 월요일을 외출하는 날로 정하여 마을을 돌아보며 바

깥 구경을 한다. 그러나 창녀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마리아 보니

따(María Bonita)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한 이후

로 산따 마리아를 산책하는 특권을 포기한다. 

그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집 앞이나 거리의 비탈길에서, 공격할 의

도는 없지만, 마치 날씨가 변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자신을 경멸

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

Había visto y oído el desprecio del pueblo, espontáneo, sin 

agresividad, como un cambio en el estado del tiempo que los 

incluyera a todos, hombres y mujeres, a los frentes de sus casas 

y al declive de las calles.(JC, 99) 

  사창가 여자들을 하는 마을사람들의 멸시와 경멸은 평소에 그녀들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업신여기던 사람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마리아 

보니따를 경악케 한 것은 사창가를 드나들던 남자들조차 그녀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그녀와 함께 있었거



- 43 -

나, 혹은 적어도 어젯밤에 집[사창가]에 있었던 남자들이 얼굴이 빨개져 

서툴게 시치미를 떼고는 곁눈질을 하는 모습에 놀랐다.”(JC, 99)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와 함께 있었던 남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그녀들을 모른 체하고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행동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하면서 침묵하는데, 그들의 침묵은 사창가 여인들을 향한 다른 

이들의 비난에 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라르센과 창녀에 한 반감의 표시로 위협을 하거나, 표면적으로는 사

창가에 한 호기심을 숨기고 비난에 동조하는 마을사람들의 이중적인 

행동 역시 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불안’이라는 기분은 양의성을 띠는 “공감인 반감이며 반감적인 

공감”48)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사람들이 불안에서 도망치려 하지만 불안

을 사랑하고, 불안을 사랑하지만 불안에서 도망치려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공감적 반감’이란 공감하지만 반감이 지배적인 상

황이다. 훈따까다베레스에서 마을의 남자들은 사창가에 마음이 동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인 상황임을 인식하

고 있는 것이다. 반면 ‘반감적 공감’은 반감이 들긴 하지만 공감으로 이

끌리는 것이다. 사창가에 가서 창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들이 속

한 사회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찾게 되는 이유이다. 쾌

락에 해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이 사창가에 갔다는 사실

이 드러나게 되면 마을사람들의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임을 알기에 창녀

들을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녀들의 시선을 피해버린다.

  앞서 짧은 생애의 뒷부분에서 축제기간임에도 외부인 브라우센과 

에르네스또를 향한 경계심 가득한 마을사람들의 시선을 살펴보며 산따 

마리아가 폐쇄적 공간일 가능성을 확인하 듯이, 훈따까다베레스에서 

사창가에 한 마을사람들의 ‘공감적 반감’ 또는 ‘반감적 공감’은 산따 

마리아가 질서의 사회임과 동시에 억압되고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점을 

48) 쇠렌 키에르케고르, op. cit.,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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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한다. 그리고 폐쇄적 질서의 공간은 “순종적인 신체(cuerpo dócil)”

를 생산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인간의 신체에 부여되는 의

무나 구속을 통해 사회의 권력관계를 분석하며 ‘순종하는 신체’에 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인간의 신체는 그 신체를 파헤치고 분해하며 재구성하는 권력장치 속으

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의 ‘권력의 역학’이기도 한 ‘정치 해부학’이 탄생

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해부학’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해주기

를 바라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뿐 아니라, 기술적 방법으로 결정된 속도

와 효용성에 의거하여 원하는 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

해서, 어떻게 그들의 신체를 장악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규율은 이렇게 복종되고 훈련된 신체,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낸

다.49)

  순종적인 신체를 통해 푸코가 ‘권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권력은 개인에게 규범이나 규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통제

함으로써 전체의 질서 속에 개인을 안전하게 예속시키고, 이에 복종하는 

개인은 권력이 제공하는 질서와 복지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된다. 따라서 

푸코는 권력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선택·규제·조직·통제한다고 

주장한다.50) 푸코는 권력을 지배자의 권리가 아니라 전략으로 본다. 다

시 말해 외부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군주는 “직접적으로는 그들의 

죽음을 꾀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권한

을” 갖는 것이다.51) 이렇게 권력을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가는 전략으로 파악할 때, 라르센에 한 산따 마리아 주민의 경

계심은 베르그네르 신부(el cura Bergner)의 전략적 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주민들로부터 현명한 성인(聖人)으로 추  받는 베르그네르 신부

49) 미셸 푸코(2007),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오생근 옮김, 나남, p. 217.

50) 김성기(1994),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p. 189 참고. 

51) 미셸 푸코(1990), 성의 역사: 1. 앎의 의지, 이규현 옮김, 나남, pp.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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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한다. “나는 너희의 신부가 아니며, 

나는 산따 마리아의 신부가 아니다. 이는 악마가 우리에게 왔으며 환

을 받았기 때문이라. 너희는 그 악마를 받아들 고, 나는 그 악마를 어

떻게 저지해야 하는지 몰랐다.”(JC, 148) 이 설교에서 신부의 전략이 극

명히 드러난다. 신부의 설교에는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종교

적인 도덕으로 라르센과 창녀를 악으로 규정한다. 둘째로는 그가 선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며, 셋째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함으로써 주민들

에게 죄의식을 심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그 효력

을 발휘한다. 그 표적인 예가 “학생협력단”(la Acción Cooperadora 

del Colegio)과 “신사연맹”(la Liga de Caballeros)이다. “학생협력단”

에서 사창가를 드나드는 남자들의 부인이나 연인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 위협을 가하는 동안 남성들로 구성된 “신사연맹”은 신부의 설교가 

끝난 후 차를 타고 강변으로 가서 사창가를 들락거리는 남자들 명단을 

작성한다. 이는 라르센과 그의 일행을 ‘악마’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을 정당화하는 신부의 전략이 주민들에게 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즉, 신부는 종교적 가치로 선악을 구분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선악의 구분은 지배층이 자신들과 피지배층을 구별하기 위

해 만든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니체는 선악의 구분 자체가 지배층의 

권력기제라고 주장한다.  

‘좋음’이라는 판단은 [...] ‘좋은 사람들’ 자신, 즉 고상한 사람, 강한 사

람,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고매한 뜻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비

롯된 것이다. 이들은 모든 저급한 것과 저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비열하

고 천민적인 것과는 달리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선하다고, 즉 최

상급의 것으로 느끼고 평가한다.52) 

52) 프리드리히 니체(2007), 도덕의 계보학, 홍성광 옮김, 연암서가, p. 28.



- 46 -

  니체에게 있어 인간사회란 불공평한 위계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그리

고 이 위계질서의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과 차별화하려 한다. 이를 위해 

상위 계층, 즉 권력집단은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좋은 것, 선한 것으

로 규정짓고 그와 다른 행위는 문제 삼는다. 따라서 권력층은 선악을 구

분하고 그 차이를 하층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질서를 생산

한다. 산따 마리아를 성스럽고 순결한 도시로 지켜내려는 자신의 노력에 

반하는 라르센과 창녀들의 존재를 악으로 규정하는 신부는 지배층 혹은 

권력의 시선에서 바라본 선/악에 한 관점을 드러낸다. 

  신부는 외부 세력에 해 종교 권한을 행사하여 라르센을 경계하도록 

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신부의 경계심은 라르센에 한 두려움을 반증

하는 것이기도 하다. 라르센이 위협적인 이유는 도덕적으로 ‘악한’이라서

가 아니라 이제까지 눈감고 있던 ‘진실’을 면하기가 두려운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 ‘진실’이란 이제 그가 지배하던 사회가 끝나고 자

본주의의 싹이 움트고 있다는 사실, 그의 권력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으며, 마을의 질서가, 다시 말해 그가 구축

해온 시스템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진실’을 무시하고 기성의 질서와 세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태도를 보

인다.

죽음이란 것은 실재 존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찾아

가겠지만 우리 역시 죽는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

듯이, 신부님은 사창가가 수도나 엘로사리오 혹은 살또53), 이름 없는 

어느 조그만 마을의 땅덩어리에도, 심지어 이 나라와 세상의 거의 모든 

곳에 설립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산따 마리아에서 만큼은 절  

안 된다고 생각했다.

[L]a muerte existe y que visitará a cada uno de los seres que 

conocemos pero nos es imposible concebir con fe que también 

53)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북쪽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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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otros hemos de morir, el cura sintió [...] que los prostíbulos 

[...] podían establecerse y funcionar en la Capital, El Rosario o 

Salto; también en algún rancho de tierra de un pueblucho sin 

nombre; casi, finalmente, en cualquier lugar del país y del mundo, 

con excepción de Santa María.(JC, 217)

  사람들이 죽음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자신에게 닥치지는 않을 것처럼 

회피하듯이, 신부에게 사창가는 수도나 엘로사리오(El Rosario)를 비롯

한 그 어느 곳에든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자신이 신부로 있는 산따 

마리아는 그런 불순한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하고 신성한 지역’인 

것이다. 곧 그에게 사창가는 죽음과 동등한 개념인 것이다. 죽음이 눈앞

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죽음의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듯이, 신부 

역시 산따 마리아에 사창가가 설립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창가가 야기할 혼란에 해 두려움을 느낀다. 까뮈는 이를 다

음과 같이 설명했다.

보통이 아닌 운명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만으로는 조금도 무서울 것

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있을 법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

약 그 필연성이 사회, 국가, 그리고 친 한 감정 따위의 일상생활의 테

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입증된다면 그때 공포는 확인되는 것이다. 인간

을 동요시키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하게 하는 이 반항 속

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절망적 확실성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54)

  따라서 산따 마리아에 절  사창가가 들어설 수 없다는 신부의 행동에

는 그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사창가 문제로 마을에서 투표를 처음 시

행했을 때에는 언제나 보수파의 표가 많았던 까닭에 그 누구도 산따 마

54) 알베르 까뮈, op. cit.,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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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에 사창가가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계속되는 

투표 끝에 결국 사창가를 설립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라르센은 

창녀들과 산따 마리아에 들어왔고, 라르센 일행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라르센에 한 불안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한 불안을 내포한다. 산따 마리아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죄를 가능케 하는 것 또는 죄에 수반

되는 기분”이다. 그들은 라르센과 사창가가 마을에 어떤 향을 끼치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베르그네르 신부의 설교를 통해 그들이 느끼는 

불안에는 “다만 ‘할 수 있음’의 가능성만이 무지의 훨씬 높은 형태로, 불

안의 어떤 높은 표현으로 현전(現前)할 뿐”55)인 것이다. 다시 말해, 라

르센과 그의 사창가가 마을에 끼칠 향에 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절 적으로 신뢰하는 베르그네르 신부의 말은 

그 가능성에 한 확신을 제시하게 되며, 이로 인해 마을사람들의 감정

이 두려움에서 ‘불안’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오네띠는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소란과 변화를 관찰하는 인물을 등장

시키는데, 그는 산따 마리아의 신문 엘 리베랄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

문이자, 사창가를 설립하려는 라르센에게 해변에 있는 집을 빌려준 말라

비아(Malabia) 가문의 아들 호르헤이다. 그는 16세의 청소년으로, 소년

과 어른의 경계에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는 어른들의 세계에 호기심

을 갖고 서술하고 있으며,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어른들의 세계는 고스

란히 독자들에게 전해진다. 호르헤는 마을에 암묵적으로 정립된 질서에 

절 적으로 순응하는 마을사람들에 해 의문을 품는다. 

모두 다 멍청이야. 그들보다는 내가 더 리해, 나는 그들과 달라. 왜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

에 내게 가르치는 모든 것에 내가 동의해야 하지?

Todos son imbéciles. Yo soy más inteligente que ellos, yo soy 

55) 쇠렌 키에르케고르, op. cit.,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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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ro. ¿Por qué tengo que decir que sí a todo lo que ellos creen 

que es bueno para ellos, a todo lo que me estuvieron preparando 

porque llegaron antes que yo?(JC, 243) 

  사창가에 한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와 그들의 배후에서 주민들을 

조종하는 신부의 행동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관찰하는 호르헤는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복종, 다시 말해 ‘순종적인 신체’를 비판한다. 오네띠는 소년

과 어른의 경계선상에 있는 16세의 청소년을 화자로 내세워 현실을 자

각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마을사람들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탈로 칼비노는 보이지 않는 도시들에서 주인공 마르코 폴로를 내

세워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의 시선

을 빌려 산따 마리아 주민들과 호르헤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지옥은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옥에서 살고 있고 함께 지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

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을 받아들이

고 그 지옥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것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

니다. 두 번째 방법은 끊임없는 경각심이 필요하고 불안이 따르는 위험

한 길입니다. 그것은, 즉 지옥의 한 가운데서 지옥 속에 살지 않는 사람

과 지옥이 아닌 것을 찾아내려 하고, 그것을 구별해 내어 지속시키고 

그것들에 공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56)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순종적 삶이 산따 마리아 주민들의 삶의 방식

이다. 이렇게 주어진 현실에 일체의 의심을 품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가는 

마을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던 호르헤의 관심은 주어진 삶을 거부하고 

56) 이탈로 칼비노, op. cit., pp. 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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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는 삶을 택한 인물로 이어진다. 바로 라르센이다. 

 3.2. 실존적 존재로서의 저항

  앞서 짧은 생애에서 살펴보았듯이 ‘비본래적인 삶’ 혹은 ‘퇴락적인 

존재’라는 표현은 주도적인 인생을 살지 못한 채 일상생활에 젖어 사회 

혹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류에 편승하여 눈앞의 이익을 좇아 살아가

는 존재자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아브젝시옹(abjection)’57) 개념을 통해 라르센이라는 인물을 파악한 호

벨투 삐녜이루 마샤두(Roberto Pinheiro Machado)는 훈따까다베레스
에 나타나는 인물 라르센에 해 “진정한 존재라기보다는, 그의 삶 속에

서 죽음의 출현은 그를 퇴락적인 존재로 탈바꿈시킨다.”58)라고 분석한

다. 그러나 라르센을 분석하기 위해 정신분석적인 관점과 실존적 관점을 

함께 사용한다고 밝힌 그의 견해는 실존적 관점에서 봤을 때 ‘퇴락’이라

는 개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하이데거가 말하

는 ‘퇴락한 존재’는 ‘다른 이들에 의해 이미 세워진 사회적 질서에 아무

런 저항 없이 매몰되어 그 질서에 따라 사는 존재’이며, ‘그들’은 획일화

되고 평준화된 삶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죽음이 존재자를 퇴

락한 존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퇴락한 존재가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 

존재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샤두가 말하는 “퇴락한 존

재”(un ser caído)는 일상 언어에서 사용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

를 가리킬 뿐이다. 

  그래서인지 마샤두는 부분의 오네띠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훈따까

다베레스의 인물을 ‘비겁하고 비열한 인물’로 평가하는 데에 주저함이 

57) 프로이트와 라깡의 정신분석학의 향을 받은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저서 공포의 권력
에서 ‘아브젝시옹’이라는 개념을 설명한다. 그녀에 의하면 ‘아브젝시옹’이란 “질서와 정체

성, 규칙, 체계 등을 무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58) Roberto Pinheiro Machado(2006), “Juntacadáveres: absurdo y abyección en la 

obra de Juan Carlos Onetti”, Taller de Letras, n. 38,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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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는 라르센을 “이 비열하고 비겁하며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오

네띠의 인물은 이성적이고 질서있는 세상과 양립할 수 없는 원칙으로서

의 비열함의 표현이다.”59)라고 분석한다. 바르가스 요사 역시 “오네띠의 

작품 속에서 전형적인 반 웅인 라르센은 후진성을 나타내는 ‘뚜쟁이’에 

한 상징적인 꿈을 가진 인물이다. 그 꿈이란 매우 부유한 고객들을 끌

어들일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어리며 비싼 창녀들이 일하는 사창가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60)라고 밝히고 있으며, 마들렌 게레로 바스께스

(Madelaine Guerrero Vázquez)는 라르센을 비롯한 오네띠의 작중인물

들에 해 “그의 웅들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게으르며, 가

장 쓸모없는 인물들”61)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비평가들의 

주장 로 라르센을 ‘비열하고 쓸모없는 인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일까? 

  이 작품보다 약 20여 년 전에 출판된 주인 없는 땅에서 라르센은 

비중이 큰 인물이 아니었으나, 산따 마리아 삼부작에서는 중심인물이 된

다. 이는 호르헤 루피넬리(Jorge Ruffinelli) 역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는 오네띠의 작중인물 라르센의 중요성에 해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비관론, 부조리한 반항, 완벽에 한 열망, 유토피아의 추구

처럼 오네띠의 문학을 특징짓는 듯한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이미지 속에 

모여 있다. 바로 라르센이다.”62) 그러므로 라르센이라는 인물은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니라 오네띠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열쇠와 같은 인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라르센은 그저 

그런 무의미한 삶을 나약하게 살아가는 비참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무

기력한 오네띠의 다른 인물들과는 조되는 인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라르센이 “무기력하고, 못생겼으며, 여행으로 늙어버린 이 세 여자들”

(JC, 19)과 함께 산따 마리아로 들어올 때, 화자가 이 세 창녀를 묘사한 

59) Roberto Pinheiro Machado, op. cit., p. 57.

60) Mario Vargas Llosa(2011), El viaje a la ficción, Punto de lectura, Madrid, p. 171.

61) Madelaine Guerrero Vázquez, “Onetti, novelista de las sinrazones de la vida”, 

http://www.onetti.net/es/decripciones/guerrero [2013년 6월 1일 확인].

62) Jorge Ruffinelli(1974), “Notas sobre Larsen”, Cuadernos hispanoamericanos, n. 

292-294,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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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녀들은 바르가스 요사가 말하는 “돈이 많은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어리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아니다. 게다

가 ‘훈따까다베레스’라는 라르센의 별명도 그가 함께 일하는 여자들이 

늙고 허약해 마치 시체처럼 보이며, 그러한 시체들과 함께 다닌다는 의

미로 마을사람들이 지어준 것이다. 따라서 사창가의 여성들과 함께 일한

다는 이유로 바르가스 요사가 내린 라르센에 한 분석은 다소 설득력이 

약하다. 게다가 오네띠 역시 한 인터뷰에서 “라르센이 사창가를 세운 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네. 자신의 사창가를 세우고 각자에

게 맞는 완벽한 여자가 있는 걸 보여주려는 꿈이 있는 거지.”63)라고 말

한 바 있다. 그러므로 라르센을 가장 게으르고 쓸모없는 인간이자 혐오

스러운 인간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앞서 짧은 생애에서 브라우센이라는 인물을 통해 일상에 매몰된 현

인의 모습을 그려낸 오네띠는 훈따까다베레스에서는 라르센이라는 

인물로 그 맥을 이어간다. 브라우센의 삶이 그러하 듯이, 젊은 시절의 

라르센이 보낸 삶 역시 틀에 박힌 규칙적인 생활이었음은 작품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 월급 100뻬소 혹은 150뻬소의 직원들, 8시간

의 근무시간 […] 그 시간은 고용주들, 회계담당자들, 지점장들 앞에서 

짧고 빠른 억지 미소를 짓는 시간이었다. 이는 친절한 사람이 되고, 타

인에게 존경에 걸맞은 행동을 해보이며,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려는 비

겁하지 않은 노력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 굴복하거나, 다른 이들

이 거처하고 옹호하는 상식 밖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노력이기

도 했다. 

[E]l tiempo de las oficinas, de los empleos de cien o ciento 

veinte pesos, de horario de ocho horas [...]. Era el tiempo de la 

corta, rápida sonrisa torcida ante patrones, contadores y 

63) Emir Rodríguez monegal(1970),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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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entes: la voluntad sin cobardía de ser simpático, de imponer a 

los demás una forma adecuada de respeto, de ser aceptado. Y, 

simultáneamente, la voluntad de no entregarse, de no aceptar el 

mundo extravagante que los otros poblaban y defendían.(JC, 

150-151)

  그는 회사에 가기 위해 매일 “오전 7시에 전차, 지하철 그리고 버스를 

타기 위해 계속해서 서둘러야 했”고, “입구에 있는 시계를 확인하고 억

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면서 들어가야”했으며, “그의 옆에서 함께 

일하는 세 남자들이 그들의 가정사와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에 해 떠들

어 는 것을 들어야만”(JC, 152)했다. 그는 언제나 시간에 쫓겼고, 원치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 서술자는 라르센이 고용주나 지점장

들 앞에서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고, 출근하면서도 ‘억지 미소’를 지으

며 들어가야만 했다고 밝힌다. 

  흥미롭게도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근 사회에서 현 인이 습

관적으로 짓는 미소에 해 언급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 혹은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의 성격을 

띠고, 시장의 법칙에 의해 그 관계가 지배되는 근 사회는 근 인을 고

독하게 한다. 따라서 근 인은 고독해지지 않기 위해 타인과 같아지려고 

노력하고, 타인이 그에게 기 하는 모습에 맞춰 살아가게 된다. 그럼으

로써 그는 고독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지만, 그 신 ‘자아 상실’이라

는 값비싼 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프롬은 말한다.64) 그런데 사회는 노

동하는 이들에게 상냥한 성격을 강요하며, 자아를 상실한 근 인은 친절

함과 명랑함을 보여주기 위해 마치 ‘전기 스위치’처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자동적인 반응으로 미소를 짓는다는 것이다.65) 프롬이 말하는 근

인의 양상은 과거 라르센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식적

64) 에리히 프롬(2012), 자유로부터의 도피, 김석희 옮김, 휴머니스트, pp. 193-194.

65) Ibid., pp. 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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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억지 미소를 통해 과거의 라르센이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의 삶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기 전에 기계적인 삶을 

살았던 짧은 생애의 브라우센의 삶과 유사하다. 브라우센이 이러저러

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Tengo que...)고 느꼈듯이 라르센 역시 어떤 행

동을 ‘해야 했던’(Era necesario...)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

의 과거를 돌아보던 브라우센이 ‘비겁함’을 깨달았듯이 라르센 역시 자

신의 ‘비겁했던 삶’에 해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가끔씩은 자신의 

비겁함을 증오했으며, 그 비겁함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 다.”(JC, 153)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의 비겁함에 해 장 폴 사르트르

(Jean-Paul Sartr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존주의자가 말하는 것은 비겁한 사람은 스스로를 비겁하게 만든다는 

것, 웅은 스스로를 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겁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비겁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으며, 웅에게는 웅이

기를 그만둘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66) 

  결국 인간은 누구나 비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웅이 될 수도 있

으며, 그 판단은 스스로가 내리는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깨달은 라르센은 불현듯 스스로가 원치 않았음에도 세상에 휩쓸려 살아

가게 되는 자신의 비겁함을 의식하게 되고, 이내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

린다. 그는 마치 가면이라도 쓴 것처럼 억지스럽던 자신의 인생에 회의

와 환멸을 느끼면서 비겁함을 버리고 자신의 신념에 따르는 ‘ 웅’이 되

기로 결심한다.  

훈따는 회사를 그만두고 블랑까 혹은 블랑까를 신하던 여자와 헤어졌

다. 그는 집값이 싼 동네에 작은 집을 한 채 빌렸다 […] 진지하게 자

신의 신념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66) 장 폴 사르트르(2008),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박정태 옮김, 이학사,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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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ta dejó el empleado y se separó de Blanca o de mujer que 

sustituía a Blanca. Alquiló una pieza en un barrio de casitas 

baratas [...] para empezar a vivir, seriamente, de acuerdo con 

sus convicciones.(JC, 155)

  이탈로 칼비노가 지옥에 사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했듯이, 오네띠 

작품에서 라르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호르헤 루피넬리는 오네띠의 인물

들, 특히 라르센에 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오네띠의 인물들을 유형별로 분류한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그

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별 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저 그런 

진부한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극적인 명석함을 지녔기

에 자신의 현실 앞에서 반항하는 사람들 […] 결과적으로 라르센은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인물이다.67) 

  오네띠의 인물들에 한 루피넬리의 이러한 분류는 다소 도식적인 면

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 살펴 볼 인물들 간의 립성을 설명하기에는 적

절한 분석이다. 짧은 생애에서 브라우센이 그랬듯이, 비본래적으로 일

상에 매몰된 삶을 살았던 과거와의 단절을 단행하면서 비로소 라르센은 

두 번째 방법, 즉 그가 처한 현실에 반항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택한다.

  라르센은 사창가를 운 하기 위해 산따 마리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이 넘는 기간을 묵묵히 기다렸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

릴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

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결국에는 내 사업을 갖게 되고, 그 일에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게 하면

서, 내가 원하는 방향 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7) Jorge Ruffinelli, op. cit.,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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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바르떼]과 함께하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

다. 서명된 견고한 허가서, 그리고 가구, 여자, 시간 , 계약 이 모든 것

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향수와 루즈 그리고 화장품까지도 생각했습니

다.

Había creído que podría al fin tener un negocio propio y dirigirlo 

como se me diera la gana, sin que nadie ciniera a meter la nariz. 

Estaba seguro de que con usted eso iba a ser posible. Una 

concesión al firme y durable, y elegirlo yo todo, los muebles, las 

mujeres, el horario, el teatro. Hasta los perfumes y el rouge y 

los polvos, pensaba[...](JC, 81) 

  라르센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그에게 사창가의 성공이나 실패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자신만의 사창가’와 ‘완벽한 여자를 보여줄’ 꿈을 이루

기 위해 행동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는 이제 그가 실

존적인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실존적인 인간은 “자신

에게 다가오는 절망을 부여잡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용기”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존재의 근본적인 위협에 저항하는 용기”68)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존적 인물은 까뮈가 말하는 ‘반항하는 인간’에 부합하는 인

물이다. 까뮈가 말하는 반항이란 “인간과 자신의 어둠과의 끊임없는 

결”이자 “인간 자신에 한 인간의 끊임없는 현존”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항은 갈망이 아니다. 그리고 반항에는 희망이 없다. 이러한 반항은 

짓누르는 운명의 확인일 뿐, 그에 따르기 마련인 체념은 아니다.” 그러

나 결국 “반항은 삶에 가치를 준다.”69)

68) 폴 틸리히, op. cit.., p. 176.

69) 알베르 까뮈, op. cit., p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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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그들’만의 유토피아

  소설은 일인칭 시점, 삼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삼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세 명의 화자에 의해 전개된다. 먼저 일인칭 시점은 호르헤

의 시점인데, 여기서는 주로 호르헤와 죽은 형의 아내 훌리따에 한 이

야기와 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의 세계가 묘사된다. 이는 직접적

인 인물인 호르헤의 내적 갈등과 의문을 보여준다. 또 다른 화자로 삼인

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화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라르센과 

그에 반응하는 마을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이 주로 산따 마리아에서 일어

나는 객관적인 일들을 독자에게 전달해준다. 또 다른 시점으로는 삼인칭 

관찰자 시점에 있는 화자를 들 수 있다. 누군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 화자는 때때로 화자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한다. 특히 작품 속에서 

산따 마리아의 풍경을 묘사하며 자신이 마을을 창조했음을 스스로 밝히

는데, 이 장면에서 이 신원미상의 삼인칭 화자를 브라우센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내가 광장과 거기에 있는 동상을 창조했고, 교회를 만들었으며, 해변 쪽

으로 건물의 구역을 나누었고, 선창 옆으로 길을 놓고, 꼴로니아 거리를 

점령해가는 공간의 경계도 정했다. 도시의 지도와 산따 마리아의 약도

를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Yo inventé la plaza y su estatua, hice la iglesia, distribuí manzana

s de edifición hacia la costa, puse el paseo junto al muelle, deter

miné el sitio que iba a ocupar la Colonia. Es fácil dibujar un map

a del lugar y un plano de Santa María.(JC, 215) 

  앞서 짧은 생애를 다룬 장에서는 창조자인 브라우센이 직접 마을로 

들어갔음에도 마을사람들이 그를 경계하고 무시하는 부분을 다루면서, 

그의 이상을 담아 만든 산따 마리아가 사실은 유토피아가 아닐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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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두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그려진 훈따까다베레

스에서는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산따 마리아의 모습이 

묘사된다.

  소설의 초반부에서 라르센과 그의 창녀들이 마을에 도착할 때, 띠또가 

“ 폐되어 있다”(A cal y canto)70)(JC, 21)라는 말을 내뱉는데, 이는 띠

또의 아버지가 베르그네르 신부의 어조를 종종 모방하는 데서 배운 표현

이다. 이 표현은 철물점 주인의 입에서도 나온다. “우리는 아무도 못 들

어오게 도시를 닫아버릴 거야ㅡ철물점 주인이 중얼거렸다ㅡ. 나는 우리 

집이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닫혀 있었으면 좋겠어.”(JC, 22) 마을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마을이 지금처럼 변함없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a 

cal y canto”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산따 마리아가 닫혀 있는 공

간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71) 또한 마르꼬스는 외부

인에 해 강한 경계심을 갖고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뒤가 구린 일들 저 깊은 곳에는 항상 유 인 놈들이 있다니까. 

우리랑 맞붙는 뚜쟁이 말이야, 훈따까다베레스인가 뭔가, 내 단언컨  

그놈도 유 인이야.”(JC, 112) 사창가 사업에 반 하는 마르꼬스는 라르

센을 직접적으로 비아냥거리며 이방인에 한 혐오를 드러낸다. 따라서 

훈따까다베레스에서 산따 마리아는 이방인에게 경계심을 갖고 있는 

닫힌 사회 혹은 폐쇄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산따 마리아가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사실은 소설 구조에서도 나타난다. 처음에 라르센

이 세 명의 창녀들과 함께 기차로 산따 마리아 역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한 소설은 후반부에 라르센과 세 명의 창녀들이 마을사람들에 의해 

70) ‘ 폐되어, 아무도 나갈 수 없도록,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을 뜻하는 ‘a cal y canto’

라는 표현은 마치 석회반죽으로 만들어진 벽돌로 문이 닫힌 것처럼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

가지도 못할 만큼 완벽히 막혀있음을 의미하는 관용어이다. 이는 과거에 주인이 없을 때 

다른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돌과 석회로 만들어진 담을 쌓아 창문과 현관문을 막아둔 

데서 유래한다. 돌을 쌓아 만든 건축물을 뜻하는 ‘calicanto’ 역시 여기서 유래된 표현이

다. 

71) 덧붙이자면, 이 표현 역시 베르그네르 신부에게서 나온 표현으로, 앞서 살펴본 권력관계

와 연관 지어 그가 마을사람들에게 많은 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

분이기도 하다.



- 59 -

같은 기차역에서 추방당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즉 오네띠가 산따 마리아

의 구조 설정에 있어서 유일한 입구이자 출구를 제시한 것은 마을의 폐

쇄성을 암시한 것으로 읽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라르센은 왜 외부에서 들어온 불온전한 존재라는 취급을 받

으면서까지 사창가를 세우려는 것인가. 왜 사창가인가. 사창가가 불순함, 

위반, 부도덕성을 상징한다고 본 삐녜이루 마샤두72)를 비롯한 부분의 

비평가들은 훈따가 운 하려는 사창가에 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다. 특히 바르가스 요사는 오네띠의 작품들을 분석한 비평서 픽션으로

의 여행 Viaje a la ficció́n에서 훈따까다베레스를 ‘사창가 신

화’(mitología del burdel)로 분석하 다. 그는 오네띠의 작품에 나타나

는 사창가의 이미지에 해 “빈곤이나 무지, 절망 등과 마찬가지로 사창

가 역시 후진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성격들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한 근거로 “사창가는 남성중심주의의 체현으로, 이러한 남성중심

주의는 후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 “성에 한 이중성의 

구현”73)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74)

  사실 오네띠의 작품에서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의 여성들은 젊음을 그리워하거나 어딘가 불편한 인물들로 등장한

다. 이는 짧은 생애에서 가슴 절단 수술을 해야 했던 헤르뜨루디스나, 

훈따까다베레스에서 죽은 남편 페데리꼬를 잊지 못하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살을 하는 훌리따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

나 그러한 이유로 오네띠의 소설을 남성적인 작품으로 읽을 필요는 없으

며, 따라서 작품 속 사창가의 역할에 해 남성/여성, 부도덕/도덕, 후진

성/선진성 등의 이분법적인 분류에 따라 읽어야할 필요는 없다. 

72) Roberto Pinheiro Machado, op. cit.., p. 70.

73) Mario Vargas Llosa, op. cit., pp. 169-170.

74) 바르가스 요사 역시 그의 작품에서 사창가를 다룬 바 있다. 그는 1966년에 출판된 녹
색의 집 La casa verde에서 원주민 여자가 매춘부로 전락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룬다. 공교롭게도 이 작품은 1967년 제1회 로물로 가예고스 상(El Premio 

Internacional de Novela Rómulo Gallegos) 후보에 올라 오네띠의 훈따까다베레스와 

경합을 펼친 결과 수상의 광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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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창가를 ‘불순함의 상징’이나 ‘성에 한 이중성’을 들어 설명하는 비

평가들의 주장은 일견 의심의 여지없이 확고해 보인다. 이는 ‘사창가’에 

해 사회적으로 퍼져있는 보편적인 명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장

은 사창가에 한 일반적인 인식을 작품 속 사창가에 끼워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과연 ‘산따 마리아에 세워진 사

창가를 단순히 후진성의 상징으로 치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후진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선과 악’의 개념만큼이나 그 기준

이 모호할 뿐더러 사창가를 바라보는 개인의 윤리적인 판단이 배제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라르센은 그의 꿈을 실현하

기 위한 직업의 종류를 따지지 않았다. 라르센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인가’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확신을 지닐 수 있는 방법’

인 것이다.75) 따라서 라르센이 산따 마리아에 끼친 향을 숙고해보기 

위해서는 ‘사창가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훈따까다베레스에 등장하는 

사창가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로 질문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먼저 훈따까다베레스에서 사창가는 ‘변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사창가를 설립하자는 바르떼의 의견이 나오기 전까

지 산따 마리아는 조용하고 폐쇄적인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창

가 설립 문제로 찬반의견이 격렬하게 오간다. 디아스 그레이가 인정했듯

이 폐쇄적이고 정적인 마을 산따 마리아에 사창가가 들어서 업이 끝나

는 100일 동안 마을에서는 라르센 일행을 둘러싸고 소요사태가 발생한

다. “사창가를 둘러싼 성스러운 전쟁은 그에게 완전히 살아있음을 느끼

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JC, 114) 

이는 사창가가 마을에 들어선 이후에 주민들이 보이는 태도에서도 짐작

해볼 수 있듯이 사창가를 드나들던 사람도 질서의 세계로 돌아오면 ‘자

기검열’을 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마을에는 이미 도덕적 질서가 존재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적인 질서도 사창가에 들어가게 되면 잊는다. 

75) Roberto Ferro(2011), Onetti : La fundación imaginada : la parodia del autor en la 
saga de Santa María, Buenos Aires, Corregidor, p. 397.



- 61 -

이렇게 폐쇄적이고 집단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사창가에 갔다는 사실은 

기존의 질서와 통제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사실에 한 반증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산따 마리아와 사창가는 도덕적 질서와 욕망이 서로 충돌하는 

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육체를 돈으로 해결하는 사창가는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을에 사창가를 세우자고 가장 먼저 제안한 

바르떼가 바라보는 사창가의 모습이다. 그가 디아스 그레이에게 라르센

을 추천하면서 “하찮은 사람이지만 필요해요”(JC, 43)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그가 라르센을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그의 계획을 실현하려는 하

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르센을 이용하여 그가 실행

하려는 목적은 이윤을 얻는 것이다. “이익이 되니까요. 부정한 공공서비

스가 될 수 있고,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마을에 이익을 가

져다 줄 겁니다.”(JC, 32) 그는 이미 사창가가 마을에 혼란을 가져올 것

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뜻을 밝힌다. 이러한 생각은 그가 라르센을 직접 

면할 때도 나타난다.

그 일을 경 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

냥 매주 나가는 지출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 달에 500뻬소 만 주

면 됩니다 […] 그 불결한 여자들은 제가 신경 쓸 바가 아니죠. 당신이 

적당히 처리하세요. 저한테는 개업한 날부터 매달 500뻬소씩 주면 됩니

다.

No me importa el producto de la explotacio ́́n del negocio. So ́́lo 

quiero quinientos pesos por mes para ayudar a los gastos del 

semanario [...] No tengo nada que ver con esas porqueri ́́as. 

Usted se arregla como crea mejor. Y me da quinientos pesos 

cada mes, a contar de la apertura.(JC,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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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밝히고 있듯이 바르떼에게 중요한 것은 산따 마리아나 사창가가 

아니라 라르센과 사창가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이

는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바르떼의 계산적인 태도와 질서

에서 벗어나려는 마을사람들의 움직임, 이를 막으려는 베르그네르 신부

의 모습을 통해 자본주의적인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독한 권태와 사창가 설립을 위해 기다려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을 보

낸 후에 라르센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의미도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자각

한다. 세계는 무의미함을, 그리고 그 무의미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실존에 한 인식을 깨달은 라르센은 ‘사창가’를 통해 자

아의 완성을 꾀한다. 라르센에게 사창가란 ‘완벽’에 한 꿈을 꾸게 함으

로써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는 방편이다. 그와 동시에 라르센의 사창가

는 산따 마리아 내부에 침투해 있는 권력의 허위와 기만을 폭로하는 기

제가 된다.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지배층은 그들의 이익에 따라 선

과 악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한 ‘선’을 따를 것을 강요한다. 그

리고 그런 세계를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정의로운 세계로 포장하고, 그들

이 하는 생각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꾸민다. 라르센의 사창가는 

바로 이러한 권력에 한 폭로이자 고발이며, 권력이라는 위선에 한 

도전이자 투쟁이며 희생이 된다.

  신부는 자신이 지켜내려는 것은 순결하고 성스러운 산따 마리아라고 

강조한다. 훈따라는 비천하고 더러운 인물의 사창가에 의해 도시가 오염

되는 것은 악을 물리치지 못한 자신에 한 모욕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에 항하는 것도, 바르떼에 항하는 것도, 그 여자들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특정한 누군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악에 

항하여 싸우는 겁니다.”(JC, 276) 그는 사창가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탓

하기보다는 마을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든 사창가라는 악에 맞서 싸운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설득한다. 그들에게 사창가는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

던 질서 속에 숨어 있는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도덕성을 위협하

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정부의 힘을 빌려 라르센과 창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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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따 마리아에서 추방하는 데 성공한다. 

  이상에서 분석했듯이 오네띠는 사창가의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

다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의 내면에서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

러내고 있다. 따라서 훈따까다베레스에서 인간이 인간의 욕망을 화폐

로 매매하는 사창가는 산따 마리아에 은연중에 은폐되어 있던 권력구조

를 파헤치는 동시에 자본주의로 인해 근 화의 기로에 놓인 도시의 모습

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로 나타난다. 이렇게 점차 변해가는 산

따 마리아의 모습은 다음 장에 이어지는 조선소에서 더 분명하게 보

인다. 

  바르가스 요사는 이 작품에 해 “단순히 기법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

야기를 따라가는 힘을 약화시키면서 독자들에게 방향을 잃게 하고 길을 

잃게 하려는 작가의 과시”가 숨어 있다고 평하면서, “훈따까다베레스
는 오네띠의 훌륭한 소설이지만, ‘작가’의 근거 없는 간섭이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끝까지 완전한 구성체를 만들지 못하는 등 몇 가지 사소한 

측면에서 보자면 기법적인 면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소설”이라고 분석

한다.76) 그의 주장은 훈따까다베레스를 단일한 작품으로 본다면 일리 

있는 분석이다. 실제로 그는 이 작품을 따로 떼어내어 오네띠의 작품 중

에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후진성이 가장 구체적으로 다루어

진 소설77) 또는 가장 정치적인 소설78)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단일한 작

품이 아니라 산따 마리아 사가를 이루는 작품 중 하나라는 측면에서 본

다면 훈따까다베레스는 산따 마리아가 점점 “ 도시”가 되어가는 과

정에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 등장하는 조선소가 그 

증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76) Mario Vargas Llosa, op. cit., pp.178-179.

77) Ibid., p. 169.

78) Ibid.,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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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소: 몰락한 세계와 환멸의 자아

  산따 마리아 사가 삼부작 중 마지막 작품인 조선소는 앞서 살펴본 

훈따까다베레스보다 3년 앞선 1961년에 출판되었다. 오네띠는 훈따

까다베레스를 쓰는 도중에 불현듯 쇠약하고 피폐한 라르센의 이미지가 

떠올라 글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 훈따까다베레스보다 먼저 출판이 되

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79) 비록 조선소가 훈따까다베레스보다 먼저 

출판되었지만 산따 마리아 삼부작에서는 내용 전개상 라르센이 마을에서 

추방당한지 5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마지막 분석 상으로 한다.

  짧은 생애가 훈따까다베레스를 예고하듯이, 훈따까다베레스도 

다음 작품인 조선소를 예고한다. 훈따까다베레스의 후반부에서 디아

스 그레이가 바에서 한 소녀를 보게 되는데, 그녀는 조선소의 소유주인 

“노인 뻬뜨루스(Petrus)의 사촌 조카”(JC, 290)이다. 게다가 동일한 중

심인물의 등장이나 중심인물의 실존에 한 고민 그리고 소설에 등장하

는 ‘산따 마리아’라는 공간처럼, 주제와 구조에 드러나는 라이트모티프

(Leitmotiv)를 고려하면, 결국 이 두 작품은 한 편의 장편소설로 읽을 

수 있을 만큼 내용상의 연관성이 짙다. 

  산따 마리아 삼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조선소는 라르센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산따 마리아에서 100일간 지속되던 사창가 업이 결국 실패

로 돌아가고, 마을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국에 의해 추방당한 라르센은 

5년이 지난 후 산따 마리아에 인접한 항구도시 ‘뿌에르또 아스띠예로’에 

돌아온다. 여기에서 그는 몰락해가는 조선소의 주인 뻬뜨루스가 제안한 

총지배인 자리와 그의 딸 앙헬리까 이네스(Angélica Inés)와의 약혼을 

79) Alfredo Barnechea(2001), “Sé que todo va a acabar en fracaso. Yo mismo. Vos 

también”, El Mundo, 8월 10일자. 조선소 집필과 관련한 일화는 1973년에 몬떼비데오

에서 인터뷰한 내용으로, 1997년 출판된 언어 순례자들 Peregrinos de la lengua에 포

함되었다. http://www.onetti.net/es/entrevistas/barnechea [2013년 6월 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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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한다. 주목할 점은 오네띠가 조선소에 추방된 라르센을 귀환시킨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라르센의 귀환은 작품에서 무엇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어떤 상징성을 지니는가. 이것이 본 장이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문제이며 이는 산따 마리아 삼부작에서 오네띠가 그의 인물을 통해 보여

주려는 실존에 한 문제의식을 총화 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특히, 본 장에서는 불확실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그들만

의 환상을 만들어 일종의 ‘도피’를 꾀하는 사람들과, 이와는 반 로 여전

히 현실과 직접 부딪치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는 라르

센의 모습을 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산따 마리아가 전작에서 

형상화된 공간적 상징성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4.1. 불가능한 소통과 인간 소외

  오네띠는 소설 전개에 있어 순차적이고 논리적인 단서를 제공하기보다

는 결정적 연결점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 간극을 메우

도록 한다. 그럼으로 인해 그의 작품이 혼란스럽고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훈따까다베레스에서 훈따의 사창가 이야기와 소년 호르헤가 

성장해 가는 이야기가 그 결말을 명쾌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다음 장으

로 넘어가듯이, 조선소에서도 라르센이 뻬뜨루스의 조선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작품이 시작되지만, 그가 뻬뜨루스와 어떻게 만났는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제시되지 않는다. 서술자는 작품의 초반부에서 “헤레미

아스 뻬뜨루스와 라르센이 어떻게 서로 만나게 되었는지에 해서는 알

려진 바가 없다.”80)고 먼저 밝히고, 그 이후에는 이에 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는 오네띠의 서술전략으로써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함

80) Juan Carlos Onetti(1993), El astillero, Cátedra, Madrid, p. 74. 앞으로 본 작품을 인

용할 경우 괄호 안에 약어 EA 뒤에 쪽수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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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독자를 미궁에 빠뜨린다.81) 즉, 작가는 서사에 여백을 남겨 독자

로 하여금 인물과 사건의 관계를 추적하도록 하는 능동적인 독서를 요구

한다. 조선소는 또한 라르센이 산따 마리아로 다시 돌아온 목적도 밝

히지 않는다. 다만 텍스트 안에서 라르센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과정과 

그 방법에서 귀환의 목적을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먼저, 조선소의 라르센은 훈따까다베레스에서 묘사된 라르센의 모

습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라르센을 본 디아스 그레이가 “벗겨진 머리의 

살갗에서는 광채가 번쩍이고 허벅지 위로 툭 튀어나온 둥그런 배 때문에 

다리를 벌린, ‘훈따까다베레스’라는 고혈압이 있는 이 늙은 남자”(EA, 

133)라고 묘사한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소에서 라르센은 늙고 

지친 모습이 역력하다. 훈따까다베레스에서 자신만의 사업을 하려던 

꿈이 좌절되고 마을에서 추방당한 라르센은 조선소에서 무기력한 인

간으로 그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라르센에게 뻬뜨루스는 그가 

소유한 폐허 직전의 조선소에서 총지배인을 맡아줄 것을 제안한다. 

모든 정황이 이제 곧 판사가 파산을 선고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렇게 되면, 관료적이고 정말 질식할 것 같은 채권단의 관리에서 자유

로워진 우리는 회사를 다시 일으키고 당신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오.

Todo indica que muy pronto el juez levantará la quiebra y 

entonces, libres de la fiscalización, verdaderamente asfixiante, 

buricrática, de la Junta de Acreedores, podremos hacer renacer la 

empresa y darle nuevos impulsos.)(EA, 77) 

81) 오네띠의 이러한 글쓰기 전략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소설로는 아디오스 Los 
adioses(1954)를 들 수 있다. 조용하고 한적한 어느 마을에 은퇴한 운동선수가 들어오

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 소설에서 오네띠는 서술자인 바텐더를 통해 마을에 온 운동선

수와 그의 주변 여자들을 관찰하고 묘사한다. 여기서 바텐더는 그를 묘사함에 있어 모호

하고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서술의 흐름을 따라가며 적극적으로 

강독하는 독자들이 지닌 인식의 일반적인 논리코드를 깨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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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뻬뜨루스는 라르센에게 총지배인 자리를 부탁하면서 조선소가 파산에 

직면한 사실을 미리 밝힌다. 흥미로운 점은 훈따까다베레스에서 삶의 

목적을 실존에서 찾던 라르센이 이 제안을 선뜻 수용한다는 점이다. 그

렇다면 라르센이 뻬뜨루스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이며 조선소에

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서 훈따까다베레스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기성 질서에 의해 배제됨

에도 불구하고 라르센은 한 사회 속에서 실존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찾고

자 한다. 마찬가지로 조선소에서 라르센에게 조선소에서 일하는 것,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실존적 자아를 

찾는 방법이며 동시에 독립적 개인으로 존재함을 증명할 길이 된다. 5년 

전 산따 마리아에서 사창가 설립에 실패했지만, 그에게는 지금 또 다시 

새로운 운명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플로레스는 “라르센은 난파 상태에서 조선소를 구하기 위해 벌

이는 노인[뻬뜨루스]의 투쟁에 동참하는 삶에 한 도전을 받아들임으로

써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의미를 부여할 기회를 발견한다”82)고 지

적한다. 같은 맥락에서 갈란(Joaquín Galan)은 “헤레미아스 뻬뜨루스가 

주인으로 있는 이 버려진 조선소에서 일한다는 것은 라르센에게는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마지막 기회를 의미한다”83)고 밝히고 있으며, 하스

는 “라르센에게 우울한 조선소는 그의 삶에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84)로 해석한다. 즉 라르센에게 조선소란 다 허물어져

가는 폐허이기 전에 존재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 실존의 자유를 선택한 존재자 앞에는 무한한 

자유가 펼쳐져 있지만 이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선

택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으로 인해 존재자는 고독과 자기소외를 피할 수 

없다. 그 책임이란 자기 존재에 한 책임으로, 주체적인 선택을 따라 

82) Reyes Eduardo Flores(2000), op. cit., p. 214.

83) Joaquín Galan(1974), “Larsen o el espanto de la lucidez: Dos apostillas y otra 

más en El astillero”, Cuadernos hispanoamericanos, Madrid, p. 605.

84) Luis Harss, op. cit.,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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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르트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인간은 선고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신이 스스로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세계 속에 던져진 이상, 인간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85) 

  따라서 실존적인 인간은 스스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

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고독할 수밖에 없다. 이는 까뮈가 끊임없이 바

위를 어 올려야 하는 시지프에 빗댄 인간과 그 궤를 같이한다. 그런 

점에서, 라르센은 이미 오래 전 기계적으로 반복되었던 권태로운 회사생

활을 그만두고 실존의 의미를 찾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부터 자유와 

동시에 자기소외를 경험해야 하는 고독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 

택한 자유에 한 책임으로 겪게 되는 라르센의 소외의 경험은 소설 곳

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뻬뜨루스를 찾아 산따 마리아로 간 라르센은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알

고 지냈으며 훈따까다베레스에서 라르센이 사창가를 설립할 때 도와

주기도 했던 디아스 그레이를 만나 화를 나누고 뻬뜨루스를 찾아 어떤 

바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종업원에게 뻬뜨루스가 호텔에 묵고 있는지 물

어보는 라르센의 시 착오적 어휘에 디아스 그레이는 세월의 흔적을 느

낀다. 

이제는 거의 모두들 “투숙하다” 또는 “있다”라고 말하며, 아마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을 꼴로니아의 몇몇 완벽한 남자들은 “잠시 머물다”라고 

표현한다. 그는 외투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지 않은 채, 모자도 벗지 않

고, “유숙하다”라고 말했다 […] 이 케케묵은 단어는 […] 내게 젊은 

85) 장 폴 사르트르, op. cit.,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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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을 떠올려 주었다. 

Ya casi todos dicen “alojarse” o “encontrarse”, y algunos de la 

Colonia, hombres hechos, que tal vez no hayan nacido aquí, 

“estar de paso”. Éste decía “parar”, sin sacarse las manos de los 

bisillos del sobretodo, ni tampoco el sombrero [...] Esa palabra 

vieja [...] me hizo pensar en tiempos de juventud.(EA, 141)

  디아스 그레이가 세월의 흐름을 느낀 이 오래된 단어의 사용은, 독자

에게는 라르센이 겪었던 그간의 고립과 소외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난 

소통의 부재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된다. 배고픔마저도 “음

식을 먹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 혼자 있다는 슬픔”(EA, 93)을 의미하는 

라르센에게 이러한 고독과 고립은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독

이 아니라 그가 순종적 삶을 버리고 사창가를 설립하기로 결심한 그 순

간부터, 즉 훈따까다베레스에서 그가 본래성을 추구하던 때부터 스스

로 선택한 고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회라는 외부 상황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해

방시킨 결과로 얻게 된 소외와 고립이다. 그리고 이 소외와 고립은 타인

과의 소통 단절을 가져오고 라르센은 자신이 선택한 자유에 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라르센이 고독과 소외를 느낀다는 것은 그

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조선소에서 라르센은 쇠락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배제한 사

회 내에 재편입 되고자 한다. 이는 소통에 한 의지의 표출이며 소외와 

고독을 벗어나고자 하는 적극적 표현이다. 따라서 라르센이 조선소를 선

택한 것은 본래성을 추구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조선소
에서 그 방식은 “어떤 것”에 한 인간적인 ‘믿음’과 소통에 기반을 둔

다. 그가 조선소를 택한 것은 조선소라는 공간 속에서 그의 사회적 역할

과 소통에 한 믿음에서 촉발된다. 즉, 조선소라는 공간에서 담당하게 

되는 총지배인 자리와 앙헬리까 이네스라는 여인의 약혼자라는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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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삶의 가치를 생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소외에서 

벗어나 ‘세계-내-존재’로서 타인과 소통하려는 라르센의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라르센이 뻬뜨루스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산따 마리아로 간 갈베스

(Gálvez)를 찾아 산따 마리아 거리를 방황하는 장면은 갈베스의 고독에 

한 라르센의 소통 의지를 보여준다. 그는 “질식할 정도로 논리적인 세

계”(EA, 216)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떠돌고 있을 갈베스를 생각한다. 

갈베스도, 그처럼, 추방이라는 큰 형벌을 짊어진 채 언어와 풍습의 차이

에 당황스러워 하며 아득하고 낯선 산따 마리아를 정처 없이 걷고 있었

을 것이다 […] 그는 그 순간 5년 전의 산따 마리아와 기다림의 기간과 

몇 달간의 승리 그리고 비록 부당하긴 하지만 예고되었던 참사를 생각

했다.

Gálvez debía estar, como él, dando vueltas por Santa María, 

ajeno, forastero, desconcertado por el lenguaje y las costumbres, 

con sus penas magnificadas por el destierro[...]. Pensó entonces 

en la Santa María de cinco años atrás, en el plazo de espera, en 

los meses de triunfo, en la catástrofe precisible aunque 

injusta.(EA, 216-217)

  이미 훈따까다베레스에서 좌절과 소외를 경험한 라르센은 갈베스의 

소외를 이해하는데, 이는 폴 틸리히가 ‘실존적’이라고 설명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의 자아에 참여하고 그의 존재 중심을 향하여 실존적으로 

다가갈 때, 그를 향한 약진의 상황 속에서 그를 제 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존적’이라는 말의 첫째 의미이다.”86) 기만적인 세계에서 살아

가기 위해 스스로를 기만한 갈베스가 겪는 실존적 고뇌와 소외를 실존적

인 인물 라르센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86) 폴 틸리히, op. cit.,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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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가에 집을 빌려 사창가를 운 하던 과거나 5년이 지난 지금이나 라

르센은 산따 마리아에서 여전히 이방인이다. 로드리게스 모네갈은 라르

센이 언제나 바라던 것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며, 이 “시

체”의 세계에서 그가 살아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해줄 누군가를 

만나는 것, 결론적으로 소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87) 다시 

말해 라르센은 그가 처해있는 소외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언제나 실패했

다. 조선소는 소외에서 벗어나 타인과 소통하려는 라르센의 또 다른 시

도이다. 

  뻬뜨루스와 갈베스를 찾아 떠난 산따 마리아에서 그의 죽음을 알고 돌

아온 라르센은 이제 “의심의 여지없이 죽음에 한 확신을 받아들

다.”(EA, 223)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방인임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끼고 돌아온 라르센은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

도 없음을 깨닫고 쇠약해진 몸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

다. 

그는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다.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도 단정하게 

정리하 고 향수를 뿌리고 면도를 했다.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은 채 빨고 있던 담배를 들어올렸다.

Estaba vestido y peinado, bien limpio en las partes que no cubría 

la ropa, perfumado y sin barba, con un codo en la mesa y 

alzando un cigarrillo que chupaba sin absorber el humo.(EA, 223) 

  현실의 도피처 던 뻬뜨루스의 환상에 한 믿음이 깨지고 직접 현실

과 마주한 순간 갈베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듯이, 뻬뜨루스의 환상에 

동참한 라르센 역시 그 환상의 끝은 불확실한 세계의 부정할 수 없는 가

장 확실한 사건, 즉 죽음인 것이다. 마치 갈베스의 죽음에서 이미 자신

87) Emir Rodríguez Monegal(1968), “Onetti o el descubrimiento de la ciudad”, 

Capítulo Oriental, n. 28, Montevideo, p.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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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죽음을 예상한 듯, 라르센은 정갈하게 의식을 차리며 차분히 죽음을 

준비한다. 

  그러나 라르센은 그와 작중인물들이 조선소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현실에서 도피하여 스스로를 기만하는 환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

든 것은 창조자 브라우센의 상상 속 이야기라는 점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 환멸의 감정은 갈베스의 부인이 출산을 하는 장면에서 극에 달한다.

침 에서 반쯤 옷을 벗고 피를 흘리며 손으로 머리채를 부여잡고 격렬

하고 일정하게 움직이며 힘을 주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는 남산만한 

배를 보았고, 번들거리는 눈과 꽉 깨문 이빨의 빠른 광채를 식별했다. 

순간적으로 그는 깨달았고 함정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두려움과 역겨

움에 온몸을 떨면서 유리창에서 떨어진 그는 해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

겼다. 

Vio a la mujer en la cama, semidesnuda, sangrante, forcejeando, 

con los dedos clavados en la cabeza que movía con furia y a 

compás. Vio la rotunda barriga asombrosa, distinguió los rápidos 

brillos de los ojos de vidrio y de los dientes apretados. Sólo al 

rato comprendió y pudo imaginar la trampa. Temblando de miedo 

y asco se apartó de la ventana y se puso en marcha hacia la 

costa.(EA, 232)

  갈베스의 부인이 홀로 출산 하는 모습에서 라르센이 느끼는 감정은 그

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사랑에 한 부정’88)으로 읽힐 수도 있

고, 구역질나는 인간의 새로운 탄생에 한 경멸로 해석될 수도 있다. 

특히 진 프랑코(Jean Franco)는 갈베스의 아내를 가리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전달자”(vehicle of death)89)라고 표현하면서, 아이의 출산이 

88) Omar Prego y María Angélica Petit(1981), Juan Carlos Onetti o la salvación por 
la escritura, Sociedad General Española de Librería, Madrid, p. 133.

89) Jean Franco(2002), The Decline and Fall of the Lettered City: Latin America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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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르센의 죽음을 예고한다고 주장한다. 갈베스 부인의 분만과정을 지켜

보던 라르센이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장면과 연관 지어 본다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반면에 아버지인 갈베스의 죽음 후에 아이가 태

어난다는 것은 죽음과 생의 윤회에 한 상징이며, 이는 라르센의 죽음

이 또 다른 생성을 예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라르센이 갈베스 부인이 아이를 낳는 장면에서 ‘함정’을 깨달았

다는 것은 허무주의적 관점을 내비친다. 다시 말해, 삶의 모든 것이 환

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산따 마리아에서 디아스 그레이는 

라르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연극과 

같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개인적인 연극을 지킬 필요가 있으니까요.”(EA, 

138) 오네띠는 두 사람의 화를 통해 인간은 연극을 하고, 괜찮은 척 

서로를 속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현실을 견디기 위한 허구이자 환상

임을 드러낸다. 라르센은 출산 장면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순환적 고리에 

갇힌 고통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생활을 청산하

고 진정한 꿈을 이루려 했던 산따 마리아에서의 생활이나 타인과 소통하

기 위해 폐허의 목전에 들어선 조선소에서 뻬뜨루스의 환상게임에 동참

했던 그의 모습도 모두 브라우센이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창조물에 다름 

아닌 것이다. 

  결국 실존적인 이해와 인간적인 믿음을 안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분투한 라르센의 도전은 인간의 가장 확실한 가능

성이자 절 적인 운명인 죽음으로 막을 내린다. “그 주가 끝나기 전에, 

그는 로사리오에서 폐렴으로 죽었다.”(EA, 233) 그가 폐렴으로 죽음을 

맞이한 채 발견된 곳이 로사리오(Rosario)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왜냐

하면 훈따까다베레스에서 약사가 라르센에 해 설명할 때 “로사리오

에서 온 지 좀 됐어요.”(JC, 43)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로사리오 출신임

이 밝혀지는데, 그의 죽음이 밝혀진 장소 역시 로사리오의 한 병원이기 

the Cold War, Harvard University Press, London,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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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는 출생에서 죽음까지 원형적인 인간의 삶을 나타내는 부분

이자 그의 소설이 인간의 삶에 한 알레고리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처

럼 라르센은 소통 불능의 세계 속에서 환멸적 자아를 발견하고 죽음이라

는 종말을 맞이한다. 

4.2. 자기기만적 환상의 세계

   

  오네띠가 조선소에서 라르센을 통해 인간사회를 소통 불능의 세계

로 그려낸다면, 뻬뜨루스라는 인물은 삶이 자기기만적 환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인물이다. 라르센은 조선소의 추락을 외면하며 직원들을 격려

하는 소유주 뻬뜨루스의 모습을 본다. “선장은 자신의 배와 함께 침몰하

는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

록 기울고 쓰러져가고는 있지만, 아직 난파된 것은 아닙니다.”(EA, 75) 

이렇듯 뻬뜨루스는 현실을 외면한 채, 직원들에게 회사가 곧 회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려 노력한다. 다시 말해, “환상”이 현실을 극복하

려는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현실을 은폐하는 수단인 것이다. 뻬뜨루스

의 무너지지 않는 조선소에 한 환상은 라르센이 그를 찾아 산따 마리

아로 갔을 때에도 지속된다. 총지배인 라르센이 조선소에서 일어나는 일

을 전하기 위해 산따 마리아의 한 호텔로 뻬뜨루스를 찾아가는데, 그와 

화를 나누면서 뻬뜨루스는 “나는 모든 것이 다시 제 기능을 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눈을 감지 않을 거요.”(EA, 144)라고 말한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조선소를 떠나 있음에도 그는 여전히 조선소의 부활을 굳게 믿

고 있으며, 이를 위해 라르센이 제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경 을 해본 경험이 전무한 라르센을 총지배인으로 임명한 뻬

뜨루스가 그에게 바라는 것은 이미 몰락한 조선소의 부흥이 아닐 수도 

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뻬뜨루스의 행동은 자본주의에 한 그

의 확신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자기기만적 확신에서 비롯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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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이에 한 실마리는 디아스 그레이에게서 찾을 수 있다. 산

따 마리아에서 만난 디아스 그레이는 라르센에게 “뻬뜨루스는 조선소 

업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변명을 할 수 있을 만한 지배

인이 필요한 겁니다.”(EA, 138)라고 말한다. 뻬뜨루스가 라르센을 고용

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선소가 아직 멈추지 않았으며 총지배인이 필

요할 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기만적 위장인 것이다. 뻬뜨루스의 이러한 

행동은 라르센이 자기 딸과 결혼하기를 바라는 모습과도 연결된다. 

  그에게는 이제 갓 서른 살이 된 앙헬리까 이네스라는 딸이 있는데, 그

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여자이다. 외동딸에 한 

뻬뜨루스의 이상한 태도는 디아스 그레이가 그들과 만났던 때를 회상한 

부분에 잘 드러난다. 앙헬리까 이네스가 15세쯤 되었을 때, 아침으로 배

를 먹다가 그 안에서 벌레가 나온 것을 보고 기절한 그녀는 아버지와 디

아스 그레이의 병원으로 간다. 그곳에서 뻬뜨루스는 그의 딸이 정상임을 

고집한다. “제 딸은요, 선생님, 아주 말짱하게 정상입니다. 원하신다면 

유럽 최고의 의사들이 서명한 진단서를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교수님들

이요.”(EA, 162) 그러나 디아스 그레이가 이런 작은 사고에는 그런 진

단서가 필요치 않다고 하자 뻬뜨루스는 안심한다. “그렇죠 ―뻬뜨루스가 

동의했다―. 정상이죠, 완벽하게 정상이에요, 선생님 당신이 보시기에도, 

온 도시사람이, 모든 이가 보기에도.”(EA, 163) 이렇게 딸의 상태가 정

상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요하는 그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앙헬리까 

이네스가 이미 정상이 아니며 그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

증한다. 조선소에 한 뻬뜨루스의 환상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로서의 뻬

뜨루스 역시 딸에 한 환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라르센에

게 앙헬리까 이네스와 약혼할 것을 제안하는데, 조선소가 정상적으로 운

되고 있다는 눈속임을 위해 라르센을 고용한 그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라르센과 그의 외동딸의 결혼 역시 정상성에 한 집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소와 딸의 비정상성에 응하는 방식으로서의 정상성이라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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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지닌 뻬뜨루스의 모습은 사르트르가 ‘자기기만’이라고 정의한 행

동에 다름 아니다. 사르트르는 거짓말, 즉 ‘허위’와 ‘자기기만’을 구분한

다. 그에 의하면 거짓말이나 자기기만 모두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이다. 

특히 자기기만은 “바람직하지 않은 진실을 숨기는 것, 또는 바람직한 잘

못을 진실로서 드러내는 것”이므로 표면적으로는 “허위의 구조”를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의 차이점은 “속이는 자와 속는 자의 이원

성”이라는 측면에서 드러난다. 속는 자와 속이는 자 사이의 이원성이 성

립되는 허위와는 달리 자기기만이란 “내가 나 자신에 한 진실을 가리

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상 방을 속이는 ‘허위’와는 다른 개념이다.90) 

즉 허위는 내가 타인을 속이는 행위인 반면 자기기만은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된다. 그런데 사르트르에 의하면 이러한 자기기만은 실존

적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자

기기만을 행하는 자를 자신의 실존에 마주하지 못하는 ‘비겁한 자’, ‘더

러운 자’, ‘신중한 자’의 존재방식이라고 비난한다.

  어두운 현실에 눈을 감고 환상을 만들어내는 인물은 뻬뜨루스뿐만이 

아니다. 조선소에서 회계와 기술을 담당하는 갈베스와 꾼스(Kunz) 역시 

자신을 기만함으로써 현실에서 눈을 돌린다. 이들은 절망적 현실에 짓눌

려 신음하면서도 조선소의 부활을 약속하는 뻬뜨루스에게는 불평 한 마

디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내일이면 재고정리 확인이 끝납니다, 사장님 ―최고령의 꾼스가 말했다.

점검 말이에요 ―손을 비벼 며 과하게 활짝 웃으며서 갈베스가 정정했

다―. 지금까지는 나사 하나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클립 하나 빠뜨리지 않았죠 ―꾼스가 덧붙 다.

Mañana terminamos con la comprobación del inventario, señor 

Petrus ―dijo Kunz, el más viejo.

La verificación ―corrigió Gálvez, con una sonrisa de exagerada 

90) 사르트르, op. cit.,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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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lzura, frotándose las puntas de los dedos―. Hasta el momento 

no falta un tornillo.

Ni una grampita ―afirmó Kunz.(EA, 74)

  뻬뜨루스는 조선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조선소

는 더 이상 린 월급을 지급할 수도, 새로운 배들이 들어와 활발했던 

과거의 광을 재현할 가능성도 없다.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이, 갈베스와 꾼스는 그들에게 부여된 행정 관리와 기술 관리라는 직책

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회적 역할에 순응해 살아간다. 이들 또한 정상

성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있는 것이다.

  갈베스와 꾼스가 정상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 뻬뜨루스의 환

상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뻬뜨루스는 ‘무너져가는 

조선소’와 ‘정신 나간 외동딸’에 한 책임을 라르센에게 전가하고 그가 

처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스스로 환상을 만들어 자기기만을 행한다. 

뻬뜨루스의 이러한 자기기만에 이미 갈베스와 꾼스가 참여하고 있는 것

이다. 갈베스와 꾼스가 현실을 현실로 바라보지 못하고 뻬뜨루스의 환상

을 현실로 믿고 있음은 라르센의 독백에서 입증된다. 

그들은 나처럼 미쳐있어, 그가 생각했다 […] 그리고 만약 그들이 미쳤

다면, 나 역시 미쳤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지. 왜냐하면 내가 내 게

임을 한다면 나 혼자 고독하게 하는 거지만, 만약 그들이, 타인이 나와 

함께한다면, 그 게임은 진지한 것이 되고,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Está́n tan locos como yo, penso ́́ [...] Y si ellos está́n locos, es 

forzoso que yo esté́ loco. Porque yo podí́a jugar a mi juego 

porque lo estaba haciendo en soledad; pero si ellos, otros, me 

acompañan, el juego es lo serio, se transforma en lo real.(EA,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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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루피넬리가 분류한 것처럼, 오네띠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항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부

분 스스로의 삶에 의문을 품거나 저항하려고 발버둥치는 인물들로 나타

나는 반면, 그의 주변 인물들은 각자의 상황에 체념한 듯 살아가는 모습

을 보인다. 조선소의 뿌에르또 아스띠예로 사람들은 주어진 삶에 순응

하는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또한 뻬뜨루스처럼 

자기기만적 환상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환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하스의 지적처럼, “현실이란 결코 환상에 이르지 못할, 지루하고 

진부한 것”91)이기 때문이다. 즉, 오네띠는 권태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이

들이 자멸을 피하기 위해 환상을 움켜쥐고 있는 인물을 그려내는 것이

다. 오네띠가 작중인물들을 통해 보여주는 현실은 황폐하고 황량하며, 

그 속에서 인물들은 허무와 고독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 현실을 벗어나

기 위해 갈베스와 꾼스 역시 자신을 기만하면서 뻬뜨루스의 기만적인 환

상을 현실로 인정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인간들인 것이다.

  그들이 믿는 뻬뜨루스의 환상은 사실이어야 하고 현실이어야 하기에 

라르센이 처음 조선소에 들어올 때 갈베스와 꾼스는 그를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니까 당신이 새로운 총지배인이라 이거죠? 얼마요? 

삼천? […] 그냥 라르센 씨 생각에 조선소 총지배인의 월급이 얼마 정도

면 적당할지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요.”(EA, 79-80) 그들은 뻬뜨루스

의 명령에 절 복종 하는 반면 새로운 직원에 해서는 계산적인 태도를 

취하며 신분상승에 한 욕망을 드러낸다. 그러나 라르센 역시 뻬뜨루스

로부터 약속 받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절망적 현실에서 예외일 수 없다. 

“어쨌든, 월 말에 5천 뻬소도, 6천 뻬소도 받지 못할 것이다.”(EA, 87) 

이는 이들이 일하고 있는 조선소가 이미 재건하기 어려울 만큼 몰락했음

을 증명한다. 하스가 지적하듯, 조선소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서류상으로

만 존재하는 “시체”(cadáver)인 것이다.92) 뻬뜨루스가 라르센을 총지배

91) Luis Harss, op. cit.,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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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고용한 것은 조선소를 그에게 맡겨두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는 핑계로 뿌에르또 아스띠예로를 떠나 산따 마리아로 가려는 속셈이

며, 이는 조선소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입증함과 동시에 갈베스와 꾼스가 

라르센에게 보인 반응에 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조선소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뻬뜨루스가 뿌에르또 아스띠

예로를 떠나 있는 동안, 라르센은 조선소의 모든 일에 총괄책임을 지고 

운 해나간다. 그러나 조선소는 “시체”와 다름없다. 이는 라르센이 디아

스 그레이에게 뿌에르또 아스띠예로에 해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난

다. “뿌에르또 아스띠예로는 죽었어요, 선생님. 행여 배가 들어와도 사람

들이 내리거나 짐을 싣는 일이 없죠.”(EA, 137) 조선소에는 실제로 수

리를 위해 선박이 출입한 적이 없으며, 소유주로부터 약속 받은 월급을 

받지 못한 라르센을 비롯한 직원들은 생계를 위해 무엇이든 팔아 넘겨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들은 조선소에 있는 낡거나 부분적으로 망가진 

기계들을 수리하여 몇몇 러시아 사람들에게 파는 방식으로 조선소를 유

지한다. “그러니까 강의 습기나 산소로 기계에 녹이 슬 수 있어요. 결국

에는, 모두 녹이 슬고, 모두 칠이 벗겨지고 그럼 버리거나 팔아야

죠.”(EA, 80) 이렇게 벼랑 끝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생존을 위해 뻬뜨

루스 몰래 낡은 기계를 팔아넘긴다. 

  조용하기만 하던 조선소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갈베스에 의해 회계장

부에서 뻬뜨루스가 수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요하기 시작한

다. “이거 위조예요. 그가 이 채권을 위조했고, 얼마가 더 있는지 모르겠

어요. 어쨌든 이건 위조된 거고, 그가 서명했어요.”(EA, 109) 그리고 갈

베스는 뻬뜨루스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말한다. 뻬뜨루스의 위조된 채권

을 발견한 것은 갈베스가 뻬뜨루스의 환상에 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인 

것이다. 환상이 깨지는 것은 그가 살아온 세계에 한 환멸의 도래를 의

미한다.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은 환멸이며 실

존적 자각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92) Luis Harss, op. cit., pp. 242-2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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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환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뻬뜨루스는 조선소를 

떠난다. 여기서 뻬뜨루스가 라르센을 고용한 이유가 명백히 드러난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뻬뜨루스 노인네는 이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알

고 계실 테니까요. 우리가 알기 훨씬 전부터 알고 계셨겠죠.”(EA, 116) 

그가 지탱하던 환상이 무너지고 더 이상 자기기만이 불가능 한 순간, 뻬

뜨루스는 라르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뿌에르또 아스띠예로를 떠나 

산따 마리아로 간다. 다시 말해 자기 앞의 현실을 깨닫게 되고 실존을 

인식하는 순간 뿌에르또 아스띠예로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음을 알고 

떠난 것이다. 그에 한 배신감에 갈베스 역시 그를 찾아 산따 마리아로 

떠난다. 이후 라르센은 뻬뜨루스가 산따 마리아의 감옥에 갇혔다는 갈베

스의 편지를 받고 뻬뜨루스를 찾아 산따 마리아로 간다. 그러나 산따 마

리아의 감옥에서 뻬뜨루스를 만난 라르센은 갈베스가 그를 찾아왔으나 

만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감옥에서 나와 산따 마리아를 서성이던 

라르센은 우연히 산따 마리아의 경관93)과 연락이 닿아 갈베스의 행적을 

묻지만, 경관은 라르센을 시체보관실로 데려간다. “나룻배를 타고 라또

레 섬을 지나자마자 강물로 뛰어들었다네.”(EA, 221) 갈베스는 소유주

를 찾아 산따 마리아로 가지만, 그는 이미 감옥에 들어간 후 다. 뻬뜨

루스가 감옥에 찾아온 라르센에게 직접 밝혔듯이 “그[갈베스]가 여러 차

례 뻬뜨루스와의 면회를 시도”(EA, 220)했지만, 뻬뜨루스는 이를 번번

이 거절한다. 이에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한다. 암흑처럼 어둡고 허무한 현실을 살

아내기 위해 오네띠의 인물들은 저마다 어떤 것에 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훈

따까다베레스에서 호르헤의 형수이자 베르그네르 신부의 조카인 훌리

따가 남편 페데리꼬의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 자살을 선택하듯, 조선소
93) 이 장면에서 라르센을 돕는 경관은 메디나(Medina) 경관으로, 훈따까다베레스에서 산

따 마리아 시장의 명에 의해 라르센을 추방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메디나 경관은 후에 오

네띠의 또 다른 작품 바람에게 이야기하게 하리라 Dejemos hablar al viento(1979)에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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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베스 역시 그가 붙잡고 있던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갈베스가 뻬뜨루스에 한 배신감에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분노를 표출

하고 죽음에 이르는 반면, 그와 함께 일하는 꾼스는 그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는 갈베스처럼 분개하거나 격노하지 않는다. 뻬뜨루스가 감옥

에 가야 한다는 갈베스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결코 갈베스처럼 무모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그는 묵묵히 하던 일을 할 뿐이다. 

꾼스는 먼 나라에서 1분에 500번 땅을 내리칠 수 있는 기계를 판다는 

사실을 알았다. 막힌 배수관을 뚫는 동안 알아낸 낡은 기계를 더 발전

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그는 매일 7시간씩 일했다. 그는 조금 손보기만 

하면 이론적으로 천공기가 60초에 150회 굴착할 수 있다고 믿었다.

Kunz sabía que en el mundo remoto se vendían máquinas capaces 

de descargar quinientos golpes por minuto. Trabajaba siete horas 

diarias porque estaba seguro de que era capaz de mejorar el 

viejo proyecto que había descubierto mientras limpiaba un caño 

atascado. Estaba convencido de que, con algunas modificaciones, 

la perforadora podría, teóricamente, descargar ciento cincuenta 

golpes en sesenta segundos.(EA, 198)

  이렇듯 조선소에서 작가는 스스로 믿고 있던 환상이나 자신의 세계

가 무너졌을 때의 반응을 뻬뜨루스와 갈베스, 그리고 꾼스라는 세 인물

을 통해 각기 다른 양상으로 드러내 보인다. 뻬뜨루스는 그의 환상이 깨

져 현실을 직시하게 된 순간에 라르센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떠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갈베스와 꾼스는 환멸의 현실을 깨닫

는다. 그 속에서 갈베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반면 꾼스는 스스로 무

너지지 않기 위해 ‘언젠가는 괜찮은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또 

다른 자기기만적 환상을 창조하다. 이렇게 한 사건에 해 서로 다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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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나타내는 인물들을 통해 오네띠는 실존에 직면한 인간을 다층적 인

간군상을 그린다.

  

4.3. 유토피아에서 디스토피아로

  조선소에서 각 장의 소제목들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공간적인 배경

인 ‘산따 마리아’, ‘조선소’, ‘글로리에따’, ‘작은 집’ 이렇게 네 장소로 번

갈아가며 이루어진다. 소설 전체적으로 보자면 ‘산따 마리아’ 5장, ‘조선

소’ 7장, ‘글로리에따’ 5장, 그리고 ‘작은 집’ 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공간들은 불소통의 인물들이 살아가는 상징적 장소이다. 먼저 산따 마리

아를 살펴보면 짧은 생애에서 브라우센에 의해 창조된 도시 산따 마

리아는 훈따까다베레스에 이어 조선소에서도 역시 주요 도시로 등

장한다. 그러나 훈따까다베레스에서 사건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만큼 산따 마리아에도 몇 가지 크고 작은 

변화가 보인다. 먼저 살펴볼 곳은 ‘광장’의 변화이다. 짧은 생애에서 

브라우센이 에르네스또와 함께 떠났던 상상의 도시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 산따 마리아에는 광장 한 가운데에 큰 기사 조각상이 있는데, “디아

스 그레이 씨에 한 동향 사람들의 자발적인 기여와 호의적인 기억으로 

세워진 조각상”(LVB, 273)은 브라우센이 구상하고 설계한 산따 마리아

의 일부이다. 그러나 조선소에서 라르센이 뻬뜨루스를 만나기 위해 산

따 마리아로 갔을 때 광장의 동상에는 산따 마리아의 “브라우센-창조

자”(EA, 205)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이에 해 산 로만(Gustavo San 

Román)은 조각상의 이름을 디아스 그레이에서 브라우센으로 체함으

로써 조선소에서 디아스 그레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94) 실제로 조선소에서 디아스 그레이는 작품 내 인물의 비중

94) Gustavo San Román(2000), “La geografía de Santa María en El astillero”, Bulletin 

of Hispanic Studies (Liverpool), vol. 77, n. 1, 

   http://www.onetti.net/de/descripciones/san-roman_5 [2013년 6월 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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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산따 마리아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부여받는다. 그는 라르센을 만났을 때 산따 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

이나 뻬뜨루스와 라르센의 관계와 같은 일을 관망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으로 바라보는 인물로 등장한다. 로만은 또한 식당 베르나(Berna)라는 

공간에 주목한다. 짧은 생애에서 브라우센이 에르네스또와 함께 들어

간 식당에서 “베르나-맥주집”(LVB, 304)이라는 간판 이름이 등장하는

데, 이곳은 조선소의 첫 장에서 라르센이 산따 마리아에 들어가 아페

리티프를 마신 곳으로 다시 등장한다. “베르나 바에서 아페리티프를 들

이켰다.”(EA, 59) 훈따까다베레스와 조선소에 등장하는 공통된 장소

와 그 변화는 폐쇄적인 사회 던 산따 마리아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

며, 조선소에서는 그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  

  조선소는 도입부에서부터 산따 마리아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라르센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EA, 59), “늘어선 상점의 사람들과 출

입문 그리고 쇼윈도 앞을 지나면서”, “이제 막 페인트 칠 한 교회의 검

은 쇠 울타리 앞”(EA, 60)을 서성이는 라르센의 모습에서는 훈따까다

베레스에서 마을의 출입이 기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폐쇄적인 마을 산

따 마리아의 변화된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 사실 산따 마리아는 그 이

전에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다. 짧은 생애에 처음 등장한 산따 마리

아는 강 옆에 위치한 한적한 도시 다. 그러나 훈따까다베레스에서 훈

따가 “이제는 도시라고 부르는 이 촌구석”(JC, 79)이라고 말한 바 있듯

이, 산따 마리아는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변화

가 베르그네르 신부가 사망한 이후라는 점이다. 베르그네르 신부의 죽음

은 디아스 그레이와 라르센의 화에서 밝혀진다(“베르그네르 신부가 죽

은 거 알고 있습니까?”(EA, 132)). 라르센이 떠나있던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독재적이고 강압적이었던 베르그네르 신부의 죽음과 함께 산따 마

리아에 변화의 물결이 불었으며, 마치 중세에서 근 로 넘어가는 것처럼 

베르그네르 신부의 죽음은 폐쇄적이던 마을의 개방과 더불어 발전을 안

겨 주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산따 마리아는 도시화, 근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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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그때 산따 마리아의 감옥은 하얗고 새로운 건물이었다. 통유리 벽으로 

된 작은 초소가 입구에 있었고, 아직 깃발의 긴 깃 가 꽂혀져 있는 천

장은 시멘트로 되어 있었다. 비록 2층을 지으려고 시멘트 봉지들과 계

단 그리고 발판이 준비되어 있긴 했지만, 그때는 1층밖에 없었다. 

La cárcel de Santa María [...] era aquella tarde un edificio blanco 

y nuevo. Tenía a la entrada una garita con paredes de vidrio y 

techo de cemento donde se clava aún el larguísimo mástil de la 

bandera [...] Aquella tarde tenía un solo piso, aunque ya estaban 

acumulando bolsas de cemento, escalereas y andamios para 

construir el segundo.(EA, 204)

  성스러운 마을의 순수성을 주장하며 일률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를 지배

하던 베르그네르 신부의 죽음 이후 산따 마리아는 배와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열린사회로 변모한다. 이는 훈따까

다베레스에서 기차역이 유일한 출입구 던 5년 전 산따 마리아의 모습

과 비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공간은 조선소와 뿌에르또 아스띠예로인데, 이 공간

들은 소설에서 폐허의 이미지를 생산한다. 라르센은 그가 일하게 될 조

선소로 가기 위해 뿌에르또 아스띠예로를 걷는데, 이에 한 서술은 뿌

에르또 아스띠예로의 삭막함을 짐작케 한다.

자동차가 지나간 흔적도 없이 흙이나 진흙으로 뒤덮인 거리 […] 그의 

등 뒤로는 시멘트로 지어진 알 수 없는 건물과, 배와 노동자들이 드나

드는 텅 빈 경사면, 누군가가 작동이라도 시키려고 하기만 해도 삐걱거

리고 깨질 것 같은 고철로 된 기중기가 있었다 […]

- 이 더러운 촌구석 같으니- 라르센이 내뱉었다.

Calles de tierra  o barro, sin huellas de vehículos [...] y a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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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alda el incomprensible edificio de cemento, la rampa vacía de 

barcos, de obreros, las grúas de hierro viejo que habrían de 

chirriar y quebrarse en cuanto alguien quisiera ponerlas en 

movimiento [...]

-Poblacho verdaderamente inmundo- escupió Larsen.(EA, 64)

  이렇게 라르센의 행적을 밟아가며 묘사된 뿌에르또 아스띠예로는 산따 

마리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인적조차 없는 퇴락한 뿌에르또 아스띠예

로의 거리는 깔끔하게 정돈되고 상점들이 즐비한 산따 마리아의 거리와 

극명하게 조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또한 뿌에르또 아스띠예로에 위치

한 조선소 역시 쇠락한 도시를 상징한다. 다음은 조선소 내에 있는 사무

실에 한 묘사이다.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얇은 판자로 된 구멍 난 천장보다, 켜켜이 먼지 

쌓인 채 삐걱거리는 책상보다, 벽 맞은편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철과 

파일들보다, 아무 장식도 없는 커다란 창문의 쇠창살을 휘감으며 자라

는 날카로운 식물보다, 업무와 회사 그리고 가구와 비, 햇볕 그리고 

시멘트 계단에서 서로 뒤섞인 발자국으로 더러워진 서류들이 보여주

는 성공에 울컥하게 되고 히스테릭하게 되는 연극보다는 나을 것이

다.

[C]asi cualquier cosa era preferible al techo de chapas 

agujereadas, a los escritorios polvorientos y cojos, a las 

montañas de carpetas y biblioratos alzadas contra las paredes, a 

los yuyos punzantes que crecían enredados en los hierros del 

ventanal desguarnecido, a la exasperante, histérica comedia de 

trabajo, de empresa, de prosperidad que decoraban los 

muebles[...] los documentos, sucios de lluvia, sol y pisotones, 

mezclados en el piso de cemento.(EA,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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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폐허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뿌에르또 아스띠예로와 수많은 서류

들로 어지럽혀진 무질서한 조선소 사무실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조선소

가 과거에 얼마나 활발하게 조선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는지를 알

려준다. 다시 말해, 조선소가 텅 빈 폐허의 이미지로 묘사될수록 더 큰 

과거의 성공을 환기시킬 것이며, 과거의 광이 큰 만큼 현재의 몰락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95) 그래서 현재의 몰락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들이 살아가는 뿌에르또 아스띠예로는 “그 어떤 소식도 전하지 않는, 불

변의 세계”(EA, 222), 즉 마비된 세계로 묘사된다.

  다음으로 묘사되는 갈베스와 부인의 ‘작은 집’과 앙헬리까 이네스가 

사는 ‘글로리에따’는 립적 공간으로 읽힌다. 뿌에르또 아스띠예로 안에

서 조선소 직원인 갈베스와 그의 임신한 아내가 생활하는 ‘작은 집’은 

초라하고 변변치 못한 공간이다. 그곳은 “문지방까지 이어져있는 낡은 

세 개의 계단과 파란 색으로 칠해진 흔적이 남아있으면서 강가의 배에 

키가 잘 못 붙여진, 마치 개집을 조금 크게 복제한 것처럼 보이는 나무

집”(EA, 94)이다. 이 공간은 조선소에 등장하는 네 공간 중 가장 인간

적인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 작고 가난한 집에서 임신한 갈베스 부인은 

임부복은커녕 “남자 외투와 신발을 신”(EA, 94)어야 할 만큼 빈곤하다. 

그러나 이 초라한 공간은 갈베스, 갈베스의 부인, 꾼스 그리고 라르센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화를 나누는 공간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배

고픔을 “혼자라는 슬픔”으로 인식하는 라르센에게 함께 음식을 만들고 

95) 이러한 묘사는 뿌에르또 아스띠예로를 도시화의 진행으로 복잡하고 활기찬 산따 마리아

와 비교되는 산업화의 잔재로 읽을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산따 마리아와 뿌에르또 아스띠

예로의 뚜렷한 비 때문인지 비평가들 사이에서 조선소는 당시의 시 적 상황을 의식

하고 반 한 작품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특히 1968년 뉴욕 타임스에 글을 기고하던 

데이빗 갤러거는 조선소를 쇠퇴해가는 우루과이에 한 알레고리로 읽을 수 있다고 주

장했고, 이에 해 오네띠는 라르센이라는 인물이 쇠퇴해가는 과정에 한 알레고리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소설과 시 적 상황의 연관성에 한 비평가들의 계속되는 지적에 작가

는 마지못해 인정하기에 이른다. 이에 한 내용은 Carlos Martínez Moreno(1970), “De 

cómo Juan Carlos Onetti y Carlos Martínez Moreno se entrevistaron mutuamente 

en el nido de Cormorán”, Cormorán, Santiago, n. 57, p. 8.와 Omar Prego y María 

Angélica Petit, op. cit., p. 117를 참고하기 바란다.



- 87 -

먹는 이 공간은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소유주인 뻬뜨루스와 그의 딸 앙헬리까 이네스가 살고 있

는 글로리에따는 황폐한 뿌에르또 아스띠예로에서 유일하게 폐허의 이미

지를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조선소와 멀지 않은 강가에 콘크리트로 된 

열 네 개의 기둥”(EA, 68)으로 이루어진 이층집은 라르센이 약혼녀 앙

헬리까 이네스를 만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원형으로 이루어진 글로리

에따에서 라르센은 그곳에서 받아들여진 존재, 즉 소통할 수 있는 존재

가 되기를 원한다. “라르센은 마치 그가 바라고 기 했던 텅 빈 하늘을 

바라보듯이, 마치 그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도시의 문들을 보듯이 그 집

을 바라보았다.”(EA, 71) 그곳에서 만난 앙헬리까 이네스는 마치 “여름 

꽃향기가 감싼”(EA, 103) 듯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지니는데, 그녀의 모

습은 작은 집에서 남자 외투만 입고 사는 갈베스 부인의 모습과 조적

으로 그려진다. 

  이 공간들은 실존적 인간상을 좇는 라르센의 행위와 직접적인 상관성

을 보인다. 라르센이 뿌에르또 아스띠예로에서 조선소 일을 맡게 된 것

은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임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 즉 라르센에게 

조선소는 타인과 함께하기 위한 공간이다. 그러나 소통은 불가능하며 조

선소는 폐허로 전락한다. 갈베스와 부인이 살고 있는 작은 집에서 라르

센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하게 되지만, 이 공간은 갈베스의 죽

음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몰락의 공간으로 추락한다. 그리고 뿌에르또 아

스띠예로에서 아름답고 환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져 마을의 황폐함과 비

되는 공간인 글로리에따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나타

나지만, 그곳에서 앙헬리까 이네스와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장소가 환상과 거짓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글로리에따에서 나는 항

상 거짓말을 생각한다.”(EA, 91) 이렇듯 조선소에 등장한 공간은 각 

인물들의 ‘환상’으로 유지되는 자기기만적 공간이며, 이 ‘환상’이 ‘환멸’

로 전이되는 순간, 몰락과 폐허, 그리고 죽음의 공간으로 추락한다. 라르

센이 추구하는 소통의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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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운 점은 환상이 무너짐으로써 현실을 마주하게 된 갈베스도 산

따 마리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이며, 모든 책임을 라르센에게 전

가하고 산따 마리아로 들어간 뻬뜨루스 역시 사실은 ‘감옥’이라는 공간

에 격리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뻬뜨루스는 산따 마리아로 가지만 결

국 그 역시 ‘그들만의 유토피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질서에 저항

하고 자기기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게 된 이들에게 산따 

마리아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소외의 공간인 것이다.   

  짧은 생애에서 브라우센이 자본주의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조한 산따 마리아는 그의 이상이 담긴 유토피아로 제시

된다. 브라우센에게 산따 마리아는 자유의 공간인 것이다. 그리고 훈따

까다베레스에서 브라우센은 산따 마리아에서 그의 화신 라르센을 통해 

치열하게 실존적 의미를 찾아 헤맨다. 그러나 브라우센이 텍스트로 창조

한 산따 마리아는 실제 현실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투 되어 결과적으로 

유토피아를 생산하지 못한다. 조선소에서 그의 환상 도시는 점점 현실

의 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실존적 의미를 찾으

려는 라르센은 자유가 아니라 좌절과 소외를 겪게 되고 산따 마리아는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니라 소통 불가능의 부에노스아에레스의 복사판으

로 전락하고 만다. 다시 말해, 브라우센이 창조한 산따 마리아라는 유토

피아가 조선소에서 실제 60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닮아간다는 것이

다. 이는 브라우센의 텍스트가 -오네띠의 텍스트 또한- 유토피아적 공

간을 생성할 수 없으며, 더욱이 그러한 창조가 현실을 벗어날 수 없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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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오네띠의 산따 마리아 사가에 나타난 문제의식의 핵심은 인간의 ‘실

존’이다. 오네띠는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스스로 존재에 한 의문을 품

어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에 따라 살아가

게 되는 인간을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질서에 매몰된 인간은 자아상실

을 경험하게 되는데,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 위해 하이데거는 ‘불안’에 직

면할 것을, 사르트르는 사회에 ‘저항’할 것을, 까뮈는 부조리한 세상에 

‘반항’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존재자로서의 실존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세계에서 불현듯 공허와 환멸을 느낀 존재자는 사회가 제공하는 

안락함에 매몰된 몰개성적인 ‘그들’에서 벗어나 존재의 이유와 자아를 

찾으려 시도하지만 이는 고독과 소외를 동반한다. 오네띠는 산따 마리아 

삼부작에서 그러한 현 인의 운명을 정치하게 반 하고 있다. 그는 실존

적 불안에 직면한 인간을 그려냄으로써 견고한 사회 질서 안에 은폐된 

권력기제와 부조리를 드러낸다. 이에 본 논문은 지금까지 오네띠의 산따 

마리아 사가 중 산따 마리아의 공간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삼

부작을 중심으로 현실이 재현된 공간으로서의 산따 마리아와 그 현실 속

에 내던져진 인간의 실존 문제를 분석하 다. 

  세 작품에서 산따 마리아는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짧은 생애에

서는 작중인물의 이상이 반 된 상상의 도시로 질서를 거부함으로써 자

유롭지만 동시에 폐쇄적인 공간일 가능성이 은연중에 드러난다. 훈따까

다베레스에서는 산따 마리아의 폐쇄성이 강조되며, 조선소에서는 앞

의 두 작품에 비해 개방적인 도시의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공간에서 

주인공은 실존에 한 의문을 품게 된다. 짧은 생애의 브라우센은 실

존적 공간으로 산따 마리아를 창조하지만 결국 그 속에 융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훈따까다베레스에서 라르센은 산따 마리아에서 주체적

인 인물로 살고자 하지만 마을에서 추방당한다.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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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르센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조선소에서 그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결국 소통은 불가능하며 세계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

는다. 세 작품에서 산따 마리아는 서로 다른 층위로 나타나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인간은 현실에 순종하거나 자기기만을 통해 결국 

스스로 소외를 겪게 된다. 훈따까다베레스의 산따 마리아처럼 폐쇄적

이고 억압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은 지배질서에 의해 순종적 신체로 훈련

되고 길들여지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소에서의 산따 마리아가 보여주듯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개

방된 사회에서 현 인들은 더더욱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이는 

조선소에서 보이듯이 개방된 사회에서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인

간이 스스로 소외되기 때문이다. 

  짧은 생애에서 브라우센은 현실의 침입으로 인해 그의 글쓰기가 실

패했음을 인정하고 만다. 즉 그가 상상하는 산따 마리아의 모습이 점점 

현실 속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모방해가는 것이다. 이처럼 오네띠는 

브라우센이라는 창조자를 통해 산따 마리아가 변해가는 모습과 그 사회

에 융합되지 못한 채 소외되어가는 라르센과 같은 인물을 그려냄으로써 

당시 라틴아메리카 현실의 이면을 폭로하고 있다. 즉 이방인을 경계하는 

폐쇄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에 기초한 근  사회로 빠르게 변해

가는 산따 마리아의 모습은 20세기 중반에 이미 높은 수준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의 모습을 닮아 있다.96) 바꿔 말하면 

오네띠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과 그런 사

람들이 사는 산따 마리아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인물 라르센

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 더 이상 존재의 이유나 실존에 해 고뇌하는 라

르센과 같은 인물이 없음을 회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산따 마리아 삼부작의 작가는 이렇게 자본주의적이고, 폐쇄적이며, 환

96) Alfredo E. Lattes(2001), “Población urbana y urbanización en América Latina”, La 
ciudad construida: urbanismo en América Latina, Fernando Carrión(ed.), Flacso, 

Quito, p. 5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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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적인 사회에서 치열한 실존적 고민 끝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

신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진정한 자유를 찾아 새롭게 세상에 들어가 어딘

가에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실존적 인물을 창조한다. 그러

나 역설적이게도 권력과 명예를 좇는 사람들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는 능동적

이고 실존적인 존재를 수용하지 못한다. 근  사회에 한 오네띠의 이

러한 비관주의적 관점은 서구의 발전주의를 근 화의 모델로 삼은 당시 

라틴아메리카의 상황과 그 속에서 인간이 실존적 주체일 수 없다는 사실

에 한 자조적 관점이자 현실에 한 신랄한 비판이다. 또한 오네띠가 

20세기 중반 산따 마리아라는 허구의 공간을 통해 제기한 실존과 인간

소외, 소통의 부재와 자기기만은 전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급속한 물질문

명의 발전을 이룩한 현 사회의 병리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

효한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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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n

La conciencia existencial y su 
configuración literaria en la saga de 
Santa María de Juan Carlos Onetti

Park, Doran
  Departamento de Lengua y Literatura Hispánica

Maestría en Literatura Latinoamericana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El escritor uruguayo, Juan Carlos Onetti, considerado como “escritor 

de escritores” y “mago de la palabra”, es sin lugar a duda uno de 

los autores representativos de la literatura latinoamericana en el siglo 

XX. Es bien sabido que el mundo literario de Onetti refleja 

problemas patológicos del mundo moderno como el absurdo estructural 

de la sociedad capitalista, la alienación y existencia angustiosas del 

ser humano y el sistema del poder, que son factores inherentes bajo 

la sombra de la ola modernizante. Sobre todo, a partir de La vida 

breve, Onetti empieza a mostrar su conciencia crítica sobre la 

sociedad problematizando y reconsiderando de manera profunda la 

existencia del ser humano, la vida humana y la relación entre el 

hombre y el mundo dentro del telón de fondo de la ciudad 

imaginaria, Santa María.

  Pero es necesario mencionar que, pese a la importancia 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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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ia en la literatura latinoamericana que tiene Onetti, los 

estudios académicos sobre sus obras no resultan del todo 

satisfactorios. Además, la mayor parte se concentra en la estrategia 

narrativa, el estilo y en Santa María, el espacio metafórico y 

simbólico de América Latina. En cambio, los estudios dedicados al 

estado psicológico y a los actos de los protagonistas que representan 

de manera directa los problemas existenciales son superficiales. Por 

ello, este estudio intenta un acercamiento a los aspectos del 

existencialismo de los principales personajes en la saga de Santa 

María compuesta por tres obras, La vida breve, Juntacadáveres y El 

astillero, y a la conciencia crítica de Onetti sobre el mundo moderno.

  La primera obra de la saga de Santa María, La vida breve, 

representa personajes uniformes en una sociedad bien disciplinada que 

llevan una vida rutinaria sin conciencia de sí mismos como sujetos 

sociales independientes y sin capacidad para afirmar su Yo. En esta 

obra Onetti desarrolla un proceso en donde el protagonista, Brausen, 

empieza a darse cuenta de su ego perdido y de su encierro en la 

celda de la vida cotidiana en la sociedad contemporánea y, de modo 

gradual, interioriza la voluntad de recuperar su subjetividad. Llama la 

atención el impulso de Brausen de ser él mismo y de ser libre de la 

sociedad opresiva que le obliga discretamente a ser el “cuerpo dócil” 

se crece y le empuja a que invente un espacio utópico Santa María 

que sería una salida para su escapatoria o una expresión de su 

voluntad de ser un hombre, un sujeto.

  En la segunda obra, Juntacadáveres, Onetti revela el mecanismo del 

poder y su fraudulencia que rige la ciudad Santa María donde 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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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tantes obedecen al orden establecido por el poder frente al que 

Larsen, por el contrario, se resiste para llevar su propia vida. En esta 

obra Larsen se enfrenta al invulnerable poder político-religioso que 

fabrica al “cuerpo dócil” y se empeña en construir un burdel al que 

asisten secretamente los ciudadanos. Pero ante la rigidez del régimen 

sociopolítico, la empresa del prostíbulo es considerada como diabólica 

ya que introduce el mal en la sociedad. Al final, el proyecto de 

Larsen fracasa y este es expulsado de Santa María. Onetti muestra de 

manera irónica que en Santa María habitan ciudadanos hipócritas que 

expresan, por un lado, su deseo en el burdel de Larsen y que, por 

otro, rechazan cualquier motivo que sea antidisciplinario. De ahí que 

para Larsen la ciudad no sea utópica sino un espacio depresivo, 

cerrado y contradictorio.

  La última novela de la saga de Santa María, El astillero, desarrolla 

la historia de Larsen regresando a la ciudad portuaria vecina de Santa 

María después de cinco años de destierro. Larsen intenta de nuevo ser 

un sujeto social; acepta el cargo de gerente general del astillero y se 

compromete con la única hija de Petrus para comunicarse con los 

demás como un “ser-en-el-mundo”. Mientras que  los compañeros de 

Larsen están sometidos al “autoengaño” ignorando la realidad absurda 

y decadente, y creando otra realidad ilusoria para soportarla crea otra 

realidad ilusoria, Larsen intenta buscar el sentido de su existencia aun 

en la incertidumbre del mundo. Pero el intento de Larsen acaba por 

fracasar y pierde el sentido de la vida. En suma, el espacio 

imaginario como una alternativa del mundo real de Brausen en La 

vida breve se convierte en distop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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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este modo, Onetti refleja minuciosamente la absurda realidad de 

América Latina que había adoptado el proyecto desarrollista occidental 

como modelo modernizante y al hombre impelido a la desesperación 

que pierde la razón de su existencia y la subjetividad dentro del 

altibajo angustioso de la modernización. Esta tesis, mediante el 

análisis de la decadencia de Santa María como metáfora del mundo 

contemporáneo y de los personajes principales que tratan de encontrar 

la libertad existencial, pretende comprobar que la saga de Santa María 

es la configuración literaria de la conciencia crítica de Onetti sobre la 

existencia humana.

Palabras claves: existencia, Santa María, utopía, alienación, autoengaño

Número de estudiante: 2009-2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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