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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강신재 문학의 주된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두 줄기, ‘여성’과 ‘전쟁’의

문제에 주목해 1970년대 이전 시기까지 발표된 강신재 소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강신재 문학을 논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두 요소는 그가 식민지

시기 성장하여 한국전쟁을 전후한 무렵 등단한 이른바 전후 신세대 작가이자, 여성

작가라는 사실이다. 즉 강신재 문학 연구는 그와 같은 시기 활동한 여타 전후 작가

들의 문학과 공유되거나 구분되는 특질과 함께, 여성 작가의 문학으로서 획득하고

있는 여성성에 대해 규명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1920년대 출생 여성 작가로서 강신재가 성장하는 과

정에서 겪은 일련의 세대적 체험이 그의 의식구조 및 문학세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 우선 주목한 것은 일제 말기의 식민지 여성 교육이다.

1930년대 말～1940년대 초 식민지의 엘리트 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강신재가

받은 ‘양처현모주의’ 여성 교육은 강력한 젠더 규범을 통해 천황 중심의 강화된 부

계 질서 및 탈정치화된 가족주의의 테두리 내에 위치하는 양처현모로 당대 여성들

을 호명함으로써 이 세대 여성들의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을 초래하였지만, 그 심층

에서는 깊은 갈등 인식과 함께 강신재가 아내나 주부의 역할을 넘어 문학 창작을

고민하게 만든 직접적 계기로 작동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고 본 것이다.

실제 그는 등단작 얼굴 에서부터 양처 되기의 강박과 그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

으로 인해 미쳐버린 여성에 대해 서사화하는데, 이처럼 강력하게 훈육 받은 여성성

과의 불화로 인해 히스테릭하게 일그러진 여성상은 이후 강신재의 창작에서 지속적

으로 등장하며 뚜렷한 계보를 구축한다. 양관 , 이브변신 , 점액질 등이 모두 이

계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작품들은 대개 정숙한 아내의 역할에 충실해왔던 여성

인물이 남편의 외도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계기로 자기 안의 분열을 인식하는 서

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 인물의 억압된 섹슈얼리티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과정이 수반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자신이 내면화한 여성상 내지 이데올로기로부터 기만 당하고, 자기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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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을 인식하게 되는 강신재 소설의 여성 인물들은 그 같은 각성이 남편의 외도

등과 같은 외부적 사건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며, 자신의 분열을 자각한 이

후에도 주체적, 독립적으로 새 삶을 일구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보다 극단적인

광기에 귀착된 채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소극성을 지적해볼 수 있

다.

이와 함께 강신재 소설에서 또 다른 계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여성 예술가 소

설이다. 정순이 , 눈이나린날 , 병아리 , 안개 를 포함해 길게는 빛과 그림자

까지 지속하는 그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 예술가들의 경험을 전면화

함으로써 여성의 예술적 욕망이 현실에서 어떻게 곧잘 좌절당하고 억압되는지에 관

해 서사화한다. 주목할 점은 이 계열에 해당하는 여성 인물들의 경우 앞서와 달리,

특별한 외부적 사건이 계기가 되지 않더라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 종속된

채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에 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교적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이

를 문제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일련의 여성 예술가 소설들에서 표

면화되는 이들의 강렬한 예술적 욕망, 즉 자신의 내면에 대해 언어화하고 싶어 하

고, 그림이나 음악 등의 예술로써 표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앞서 살핀 여성 인물

들의 소극성이나 병리성과 대조되는 것인 한편, 작가 강신재의 예술적 욕망을 간접

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강신재의 세대적 체험과 관련해 이 논문이 주목한 또 다른 문제는 ‘전중파

(戰中派)’ 세대 여성으로서 그가 겪은 두 차례의 전쟁 체험이다. 1944년 결혼과 동시

에 학병에 징집된 남편과 이별하게 된 그는 후방의 여성 가장이라는 위치에서 태평

양전쟁과 해방을 맞는다. 이 시기 남편이 부재하는 가정에서 그가 견뎌야 했던 공포

와 고독감, 동시에 여성 가장으로서 느낀 강한 책임의식은 그의 내면에 강렬한 외상

으로 각인되었고, 무엇보다 막 기성세대에 진입하였을 무렵 겪게 된 한국전쟁 당시

유사하게 재생됨으로써 그의 문학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는 테마로 자리하게 된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논문은 그것이 비단 강신재 뿐 아니라, 박경리, 손소희 등

1950～60년대 활동한 전후 여성 작가들의 소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여성 전후

소설의 외상이라고 보았다.

이 같은 전쟁 체험을 수용하며 강신재 문학은 전쟁으로 촉발된 여성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실제 그는 1950년대 발표된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전시/전후사회 속 여성들의 삶, 특히 여성 가장의 삶의 모습을 같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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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활동한 다른 어떤 작가보다 폭넓게 서사화하고 있다. 그 중 그모녀 나 동화

등 비교적 이른 시기 발표된 작품들은 여성 가장이 된 구체적인 경위나 성격 면에

서는 상이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남성 가장을 잃고 생계에 내몰린 여

성들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그리는 데 치중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반면, 1950년대 중후반에 이를 경우 전후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과 내면에

보다 밀착한 작품들을 통해 전쟁이라는 총체적 폭력의 세부에서 여성에게 가해졌던

젠더화된 폭력에 주목하는 경향이 감지된다. 전후사회의 모성 이데올로기가 여성에

게 정서적 폭압으로 작동한 측면을 모성을 거부하고 자살하는 극단적인 여성 가장

의 형상을 통해 제시한 상혼 , 옛날의 금잔디 , 모성 이데올로기로 호명되지 않는

여성들을 타자화하는 민족주의 담론을 분명하게 전도하는 방식으로 창작된 해결책

, 해방촌 가는 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등단 초기부터 표방하였던 여성주의

적 글쓰기의 지속이자, 작가가 실제 여성으로서 전쟁을 경험하였고, 전후사회를 살

아가는 여성 가장들의 삶과 그 내밀한 감정의 심연에 천착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

다고 보인다.

한편, 1960년대 창작된 작품들의 경우 꼭 여성의 문제 만에 초점 맞추기보다, 오

히려 ‘아프레게르(Après-Guerre)’, 즉 전쟁을 겪으며 성장한 후속세대의 내면에 전쟁

의 상흔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는지

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청춘의 불문율, 감상지대 , 젊은

느티나무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특히 전쟁이나 역사의 상흔을 완전히 소거하고 신

세대의 청신한 감수성과 사랑만을 전면화한 젊은 느티나무 의 경우 당대 대다수의

전후소설들이 여전히 전쟁으로 인한 상흔의 세계, 비탈에 선 위태로운 나무들의 세

계를 그려내고 있었던 것과 반해, 시기적으로 앞선 문제의식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후 본격적인 아프레게르 여성 작가들의 문학세계를 예비한다는 면에서 그 문학사

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주요어: 전후 여성작가, 여성 전후소설, 여성주의, 양처현모주의, 이화여전, 맨스필

드, 전중파, 여성 가장, 아프레게르, 여성 예술가 소설

* 학번: 2010-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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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康信哉(1924～2001)1)는 얼굴 (문예, 1949.9), 정순이 (문예, 1949.11)로 《文藝》

를 통해 등단한 뒤,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단편소설 70여 편, 중ㆍ장편소설 30여

편 등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한 작가이다. 그러나 오랜 창작 활동 기간과 다수의

문제작들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 받은 작품은 소수이며, 문학사적 평

가와 관련한 논의 역시 소략하다.

강신재 문학을 논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두 요소는 그가 식민지 시기 성

장하여 한국전쟁을 전후한 무렵 등단한 이른바 전후 신세대 작가2)이자, 여성 작가

라는 사실이다. 즉 강신재 문학 연구는 그와 같은 시기 활동한 여타 전후 작가들의

문학과 공유하거나 구분되는 특질과 함께, 여성 작가의 문학으로서 획득하고 있는

여성성에 대해 규명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기존의 연구는 그 중에서도 후자에 치중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그의 문학을 주

로 여성 작가의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평가하였던 과거 비평의 영향과 무

관하지 않다. 즉 간결하면서도 인상적인 소설적 짜임새, 감각적인 묘사, 문체 등 강

신재의 초기 단편소설에서 돋보이는 미학적 특질은 이른바 ‘순수문학’을 표방한 단

1) 1924년 5월 8일 서울 남대문로 어성동에서 출생, 함경남도 청진의 천마소학교, 서울의 덕수

소학교, 경기공립고등여학교를 거쳐, 1943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가사과에 입학하였다. 재학

도중 결혼, 학칙에 따라 중퇴하였다. 결혼 이후부터 소설 습작에 몰두하여 1949년 등단,

1959년 絶壁 (현대문학, 1959.5)으로 한국문인협회상, 1967년 이 찬란한 슬픔을(신태양사,

1966)로 여류문학상, 1984년 思悼世子嬪(행림출판사, 1981)으로 중앙문화대상, 1988년 대

한민국예술원상 등을 수상하였다. 제9대 한국여류문학인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01년 5월 12일 타계하였다. ( 著者 年譜 , 康信哉
代表作全集8, 삼익출판사, 1974, 376～380쪽.)

2) 김윤식은 전후문단에서 활발히 활동한 작가들을 한국전쟁 체험을 기준으로 ‘체험세대/유년

기 체험세대/미체험 세대’로 구분한 뒤, ‘체험세대’를 다시 ‘구세대/신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구세대’는 전쟁 이전 이미 등단한 경우를 말하며, ‘신세대’는 그 이후 등단한 경우를 말한

다. 한편 전쟁 이전 등단했지만, 《예술조선》, 《백민》, 《신천지》, 《문예》 등을 통해

등단, 1950년대 이후 문단에서 활동한 손창섭, 장용학, 한무숙, 유주현, 정한숙, 강신재, 박

연희, 손소희 등은 ‘신세대’ 작가로 분류한다. (김윤식, 6ㆍ25전쟁문학: 세대론의 시각 ,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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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립 이후의 문단에서 그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지만, 이

는 어디까지나 여성 작가가 겸비하거나, 겸비해야 하는 자질로서 논의되어 온 경향

이 짙다. 강신재 문학의 미학적 특질을 고평한 대개의 논의들―“드라이하고 조형적

인 문장”3)과 “색채, 냄새, 明暗들에 대한 觸手”4), “明截한 文體”5), 또는 “지성적으로

감각을 향수하고 관제할 줄 아는 작가”6) 등―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女流作家的인

女流作家”7)라는 규정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평가는, 그러나 작품의 미학적 측면이 아닌 주제나 작가의 현실 인식을

향할 경우 앞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던 ‘여성적’ 자질을 동시에 한계의 준거로 삼는

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즉 “문제의식 혹은 상황의식에 있어서 감각적 인식의 한

계”8)라든지, “강렬한 時代意識의 결여를 탓함직은 하지만 우리의 경우 女流小說에

그런것을 기대하기란 좀 지나친 욕심”9) 등과 같은 평가들이 공통적으로 근거하는

것 역시 강신재 문학의 여성성인 것이다. 일례로 강신재 문학은 여성이 의식하는 주

관적이고 진폭이 크지 않은 세계를 마치 “타이트스커트 안”의 보폭 정도만의 협소한

현실 인식을 통해 그려낼 뿐이며, 그마저도 “여성의 진수에 열렬하게 엄습하기보다

는 여성의 假說的인 의식에 얽매”일 뿐이라는 고은10)의 지적은 그 같은 당대 남성

주의적 비평11)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는 문학 작품의 정론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작들을 선별하곤

3) 염무웅, 팬터마임의 美學: 康信哉論 , 현대한국문학전집, 신구문화사, 1967, 480쪽.

4) 위의 글, 483쪽.

5) 구인환, 韓國 現代女流作家의 技法 , 아세아여성연구9,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문제연

구소, 1970, 179쪽.

6) 김주연․강인숙, 韓國現代女流作家論 , 《현대문학》, 1968.1, 354쪽.

7) 조연현, 康信哉斷想 , 《현대문학》, 1960.2, 94쪽.

이 논문에서는 앞으로 인용 논저에서 ‘여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작은따옴표를 동

반해 ‘여류’라고 표기하고, 그밖에 경우에는 여성으로 표기할 것이다. ‘여류 작가’, ‘여류 문

단’, ‘여류 문학’ 등 기존의 용례에서 ‘여류’라는 용어가 여성 작가들의 문학을 저평가하는

차별적 함의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았던 까닭이다. 즉 이 논문은 인용자의 원문을 노출시키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 작가, 여성 문단, 여성 문학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8) 김현, 감정의 점묘화가(해설) , 강신재 대표작 전집2, 406쪽.

9) 구인환, 앞의 글, 172쪽.

10) 고은, 실내작가론8: 강신재 , 《월간문학》, 1969.11, 151～163쪽.

11) 메리 엘만(Mary Ellmann)은 Thinking about Women(1968)에서 이처럼 여성 작가의 텍스

트가 남성적 가치체계나 가부장적 지배체계에 가할지도 모르는 도전이나 위협을 억제하고

저지하는 비평을 가리켜 ‘남근적(phallic)’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Pam Morris,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9,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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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과거 평단 및 학계의 관습과도 맞닿아 있다. 당대의 정치적 사건 및 사회적 의

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문학에 주로 관심 보였던 문단에

서 강신재 뿐 아니라 대다수의 여성 작가들의 문학은 사소하고 주변적인 경험에 치

중한 “신변소설적인 감각”12)의 문학으로 축소되기 일쑤였으며, 이들의 현실 인식은

곧잘 남성 작가들의 그것에 미달하는 것으로 저평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강신재 문학에 관한 이 같은 평가는 이후 페미니즘 문학 연구자들에 의

해 ‘여성적 글쓰기(Ecriture Féminine)’13)의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 받는 계기가 된다

12) 고은, 앞의 글, 153쪽.

13)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을 남성과 대등하게 자리매김하려했던 1세대 페미니즘의 뒤를 이어,

남성과 구분되는 여성의 ‘차이’를 전략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했던 2세대 페미니즘에서 주목

받게 된 개념이다. 2세대 페미니즘 문학비평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남성중심적 문화에

매몰된 하위문화로서 여성의 경험, 여성적인 것의 복원을 통해 여성 문학의 전통을 수립하

고자 한 것이다. 즉 이들은 남성중심의 이항 대립적 위계질서에 기반한 서구문화가 여성적

인 것을 주변화시킨 것에 저항, 기존의 남성중심적 언술체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억압된 여

성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힘으로서 여성적 글쓰기라는 개념을 구축한다. 흥미로운 점은 그

것이 주로 여성의 ‘몸’에 근거한 글쓰기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페

미니즘을 대표하는 이리가레이(Luce Irigaray)나, 식수(Hélène Cixous),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등의 논의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이리가레이는 여성의 몸에 근거한 여성적 글쓰기의 특질을 가장 다양하게 개념화한 이론가

이다. 그는 여성의 몸이 다중적이고 유동적인 ‘액체성(fluidity)’의 특질을 지니며, 이러한 육

체의 차이가 여성의 사고, 언어 사용에 있어 이성과 동질성을 추구하는 ‘남근적 고체성

(solidity)’에 기반한 남성과는 다른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즉 남성의 언어가 한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전적으로 대체하는 은유의 언어라면, 여성의 언어는 액체성과 촉각을 통해

대상에 접근하는 환유의 언어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본 것이다.

이는 여성성을 결핍이나 부재가 아닌 충만함, 창조적인 흘러넘침, 유희적인 잉여로 구체화

한 식수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능동성/수동성, 문화/자연, 아버지/어머니 등으로 구조화

되는 가부장제의 이항 대립적 사고를 비판, 이 같은 이분법적 대립 구조 속에서 남성은 능

동적, 긍정적인 것으로, 여성은 수동적, 부정적인 것으로 타자화되는 측면을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가 내세운 여성적 글쓰기는 본질적으로 남성/여성의 구분을 해

체시키는 양성적 글쓰기의 속성을 갖는다. 이는 고전적인 남/녀 통합을 대체하는 양성성,

즉 차이로서의 양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여성(gift)이나 관대함과 같은 특성과 깊은 관

련을 맺는다.

한편, 크리스테바는 이리가레이나 식수와 달리 생물학적 여성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이항

대립적 가치체계를 해체하는 전략으로서 여성성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이들과 같은 선상에

서 접근해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이 내세우는 여성성의 특질이 근본적으로 모성적인 육체에

기반하고 있으며, 언어 사용에 있어 성차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같은 범주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크리스테바는 라캉이 제시한 아버지 중심의 상상계/상징계의 틀을 어머니 중심의 기

호계/상징계로 대체, 전(前)오이디푸스 단계의 기호적 언어를 강조한다. 그에게 전(前)언어

는 파열, 부재, 침묵,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 남성언어의 일직선적인 구조를 해

체하는 언어를 말한다. 이러한 전복성을 지닌 여성적 힘의 근원으로 ‘코라(chora)’가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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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흥미롭다. 즉 서구 페미니즘 문학 비평의 성과를 수용하며 기존의 여성

문학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활발히 시도되었던 1990년대 이후 논의의 경우 역으로

당대 비평이 재단하였던 강신재 문학의 한계점으로부터 재출발하고자 하였던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주목 받은 부분은 강신재 소설 특유의 서정성과 감각

성이다.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라고 시작하는 대표작 젊은 느티나

무 (사상계, 1960.1)에서 드러나듯, 상당수의 강신재 소설은 감각 위주의 서술에서

오는 독특한 리얼리티 및 서정적 분위기를 통해 당대 문단에서 인상적인 반응을 이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이다영(1994), 김미현(1997) 등14)에 의해 이는 작

품 전반을 총괄하는 이성적인 서술자의 목소리가 절제15)된 대신, 서사적 상황으로부

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로 감각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는 데 초점 맞추어진 서술

기법상의 효과로서 분석되었으며, 강신재 소설의 여성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는데, 이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에서 유래하듯,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의 무질서한 상태,

즉 생성의 근원이자 서로 이질적인 질료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에 따르면 ‘코

라’란 ‘의미 생성의 한 양태’로서 그 속의 언어 기호는 아직 분절되지 않은 상태이며 충동

들의 끝없는 흐름이 모이는 곳을 의미한다. 이는 오이디푸스 단계 이전에서 어머니 몸의

지배를 받는 주체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동화력과 동시에 파괴력을 지

닌 ‘욕동’에 의해 지배되는 곳으로 설명되고 있다. (Toril Moi, 임옥희 외 역, 성과 텍스트

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1994, 59～80쪽; Luce Irigaray, 이은민 역, 하나이지 않은 성, 동

문선, 2000; Julia Kristeva, 김인환 역, 시적 언어의 혁명, 동문선, 2000; Hélène Cixous,

박혜영 역, 메두사의 웃음/출구, 동문선, 2004; Hélène Cixous, Catherine Clément, 이봉

지 역, 새로 태어난 여성, 나남, 2008; 정을미, “여성적 글쓰기(I’Ecriture féminine)”와 그

사상적 배경 , 인문과학논총3,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251～265쪽; 이봉지, 엘

렌 식수와 뤼스 이리가레에 있어서의 여성성과 여성적 글쓰기 , 프랑스문화연구6, 한국프

랑스문화학회, 2001, 45～58쪽 참조).

14) 구인환, 앞의 글; 이다영, 1950년대 강신재 소설 연구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미현, 서정성, 감각성, 여성성 , 페미니즘과 소설비평(현대편), 한길사, 1997; 서경희,

강신재 단편소설의 기법 연구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영옥, 강신재 소설에 나

타난 서정적 서술기법: 정순이 , 젊은 느티나무 , 임진강의 민들레를 중심으로 , 우리

문학연구15, 우리문학회, 2002; 김복순, 감각적 인식과 리얼리티의 문제: 강신재 초기 단

편을 중심으로 , 현대문학의 연구23,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김정화, 강신재 소설에 나

타난 기법 고찰: 서정성을 부여하는 기법을 중심으로 , 한국어문학연구48, 한국어문학연

구학회, 2007.

15) 이다영은 1950년대 강신재 소설이 작중 인물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총괄적 가치 판

단을 유보하는 서술자를 주로 내세움으로써 피해의식이나 지식인의 과도한 흥분에 젖어있

는 동시대 소설들과 달리 지적, 정서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다영, 앞

의 글, 12～13쪽.)



- 5 -

다루어졌다.

이와 함께 주제의식 면에서의 여성주의적 면모를 부각시키는 작업 또한 전개되

었다. 이는 주로 강신재 소설에 재현된 여성 인물들의 형상화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여성 인물들의 섹슈얼리티16) 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다루

어져 온 부분이다. 기실 ‘부르주아 여성 작가’17)의 작품에서 기대해봄직한 온건하고

수동적인 여성상 대신, 성적 욕망을 자유롭게 분출하고 금기적인 사랑에 도전하는

문제적인 여성상이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은 강신재 소설의 두드러지는 특징인데,

최수완(2006) 등18)은 이처럼 주로 억압되어 있던 섹슈얼리티를 인식하고 발현하는

주체로서 형상화된 여성 인물들로부터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여성상을 읽어내는 경

향을 보인다. 이 밖에도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의 형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죽음의

식19)이나, 소외의식20) 등의 주제가 다루어진 바 있다.

16)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성욕, 성정체성, 성적 실천 등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일

찍이 페미니즘에서 구분해온 생물학적 성으로서의 섹스(Sex), 사회적 성으로서의 젠더

(Gender)라는 개념이 사실상 매우 모호한 외연과 내포를 갖는다는 점, 즉 어디까지가 ‘본질

적’인 섹스이고 어디부터가 ‘유동적’인 젠더인지, 그 경계를 확정 짓기가 곤란할뿐더러, 젠

더라는 개념 역시 사실상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 위에서 설명되는 까닭에 기원으로서의

섹스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계급, 인종, 연령, 성적 지향, 규범, 제도 등에 따라 다양

하게 구성되는 성과 그 억압 및 차별을 설명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지적 아래 최근의 페미

니즘 및 젠더정치학 관련 논의에서는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현민,

섹슈얼리티: 이성애주의와 퀴어정치학 , 이진경 편,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7,

413～418쪽 참조.)

17) 박정애는 전후 한국사회의 여성 문학이 한무숙, 강신재 등과 같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았던 부르주아 여성 작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는 이들을 ‘규수작

가’라고 명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규수작가란 계급 특권을 누리며, 정치적 보수주의와 함께

가부장제의 감시를 내면화한 여성 작가를 말한다. 그는 규수작가의 문학이 여성을 배제하

면서 동일화하는 지배담론에 대해 근본적으로 타협을 상정하지만, 심층에서는 가부장제 사

회질서를 냉소, 해체, 배반, 훼손하는 텍스트로 읽힐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박정애, ‘규수작가’의 타협과 배반 , 어문학93, 한국어문학회, 2006, 474～475쪽 참조.)

18) 최수완, 강신재 소설의 여성 섹슈얼리티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곽승

숙, 강신재, 오정희, 최윤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9) 길경숙, 기존사회 질서에서 새로운 세계의식으로: 강신재 소설을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2008; 최지영, 강신재 소설의 죽음의식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0) 이지영, 강신재 소설 연구: 소외 의식을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고재연, 강신재 소설 연구: 초기 단편에 나타난 비극성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박수미, 강신재 소설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 연구: 50년대와 60년

대 단편을 중심으로 ,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임은혜, 강신재 단편소

설 연구 ,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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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남성중심적 문학 비평에서 저평가되어왔던

강신재 문학의 여성적 특성에 주목해 이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의미 부여하려 했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그 한계점 역시 분명한데, 우선 이 논의

들이 과거 폄하되었던 강신재 문학의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했다 뿐이지 기본

적인 사고의 틀이나 접근 방식 면에서는 여전히 남성중심적 문학 비평의 그것을 고

스란히 반복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해볼 수 있다. 즉 이들의 논의는 1950～60년대

문단에서 규정하였던 강신재 문학의 여성성―예컨대 민감한 감각이나 감수성, 이에

기반한 여성적인 문체와 분위기 등―은 그대로 수용하는 바탕 위에서 다만 그 술어

만을 긍정적으로 교체하거나, 더 나아가 이를 신화화하였다고 비판해볼 수 있는데,

이 같은 논의 구도 속에서 강신재 문학에 관한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이나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21)

이와 함께 선행 연구들의 상당수가 지나치게 탈역사적인 접근 방법을 취함으로

써 당대 문단에서 강신재 문학이 지니는 의미나 그 문학사적 위치를 해명하는 데

소홀하였다는 점 또한 지적해볼 수 있다. 가령, 강신재 문학으로부터 가부장제 이데

올로기에 저항하는 여성상을 읽어내는 데 주력한 앞서의 최수완의 연구는 문면에

드러난 여성 인물들의 섹슈얼리티로부터 가부장제의 모순을 ‘고발’하고 이에 ‘저항’

하는 ‘전복적’ 의식을 직선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이기적이고 방종하게 형상화된 여

성 인물들을 모두 전통적 가치관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주체적인 여성

상으로 해석하였으며, 강신재 문학이 그려내는 당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특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역시 이르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는 비단 강신재 뿐 아니라, 여성 작가들의 문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

견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남성 작가들에 비해 덜 주목 받거나 저평가되어왔던 여성

21) 대표적으로 “감각이 갖는 관능성이 남성 보다 여성의 특성에 가까우며”, “민감한 여성 육

체의 감수성이 자연과의 동일성을 시사하면서 여성 특유의 감각적 글쓰기를 가능하게 해준

다”는 김미현(1997)의 논의나, 감각적 인식을 통해 구현되는 강신재 소설의 리얼리티를 여

성의 인식론, “여성의 유토피아적 사유”와 연관 짓는 김복순(2004) 등의 논의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이 논의들이 근거하고 있는 2세대 페미니즘 문학 이론이 그 이론적 진취성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본질론에 기초한 남성/여성이라는 이항 대립적 체계를 문제 삼는 차원

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남성과 구분되는 여성의 생물학

적 특질에 근거하여 단일하고 고유한 ‘여성성’을 상정하고, 이를 긍정하는 것을 넘어 종종

신화화하는 면모를 보인 것은 2세대 페미니즘 문학 비평의 뚜렷한 특징이자 한계로 비판

받는다. (김미현, 앞의 글, 126～127쪽; 김복순, 앞의 글, 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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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의 문학을 접근할 때에는 해당 작가의 문학세계가 갖는 특수성과 그 선구적

인 면모를 밝히는 것만큼이나, 그것이 당대 문단 장 혹은 여성 문학의 종적 계보에

서 어떠한 위치에 놓이는지를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그러지 않

는다면 당대의 문화적 맥락과 동떨어진 채 지나치게 추상화된 결론에 도달하거나,

결과적으로 해당 작가의 문학을 오히려 주변화하는 오류를 범하기가 이른바 ‘주류

작가’로 분류되는 남성 작가들의 문학을 연구하는 것에 비해 쉬운 까닭이다.

이 점에서 여성 작가의 전후소설22)로서 또는 전후 한국사회의 젠더정치 담론23)

과 관련해 강신재 소설을 논의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은 일정 부분 이 같은 한계

를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논의가 활발한데, 대표적으로 이미정

(2003)은 강신재를 비롯해 한말숙, 박경리 등 1950년대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여성 작가들의 소설을 여성에 대한 당대 ‘지배 담론’의 ‘대항 담론’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아프레걸(aprés-girl)’24)이나, 양공주, 전쟁미망인

22) 강현구, 강신재 전후소설의 양상: 여정 과 임진강의 민들레를 중심으로 , 호서대학교

인문논총14, 호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5; 김교봉, 6.25 전쟁의 소설적 형상에 관한 연

구(1): 임진강의 민들레의 경우 , 한국학논집2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2; 김복

순, 1950년대 여성 소설의 전쟁인식과 ‘기억의 정치학’: 강신재의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

여성문학연구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이선미, 한국전쟁과 여성 가장: ‘가족’과 ‘개인’

사이의 긴장과 균열: 1950년대 박경리와 강신재 소설의 여성 가장 형상을 중심으로 , 여성

문학연구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김정화, 강신재 소설에 나타난 기법 고찰: 서정성을

부여하는 기법을 중심으로 , 한국어문학연구48,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심진경, 전쟁

과 여성 섹슈얼리티 , 현대소설연구3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이주형, 1960년 초 소설

의 두 양상: 젊은 느티나무와 현대의 야의 세계 , 한국현대문학연구27, 한국현대문학회,

2009; 김정숙, 일상성과 한국전쟁을 형상화하는 여성 작가의 시선: 강신재의 청춘의 불문

율론 , 비교한국학17,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김미향, 1950년대 전후소설에 나타난 가

족 형상화와 그 의미 , 현대소설연구43,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23) 이미정, 1950년대 여성 작가 소설의 여성 담론 연구: 강신재, 한말숙, 박경리 소설을 중심

으로 ,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은하, 유미주의자의 글쓰기와 여성하위주체들의

욕망: 강신재의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 여성문학연구2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서재원,

1950년대 강신재 소설의 여성 정체성 연구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54, 한국문학이론과 비

평학회, 2012; 이혜정, 강신재 소설의 여성 인물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4) 전후(戰後)라는 뜻의 프랑스어, 즉 ‘아프레겔(après-guerre)’을 여성화한 이 독특한 조어는

이미 전후―실존주의―여성이라는 쌍의 결합을 암시하고 있는데, 명명의 본래 취지는 ‘아프

레겔’ 혹은 ‘전후파’라 칭할 만한 현상이 여성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키는 데 있었을

것이나, 조어의 선정성은 곧 ‘아프레걸’이 ‘아프레겔’의 용법을 압도하고 대치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본래 ‘아프레겔’이란 형을 찔러 죽인 청년, 여성 편력 끝에 성병을 얻은 10대

소년, 충동적인 권총 강도 등 실상 ‘패륜’에 가까운 자극적 사건을 수식하는 문구였다.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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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당대 지배 담론의 권위적인 가부장적 목소리에 의해 비난되었던 여성들의 형상

이 남성 작가가 아닌, 여성 작가의 소설에서 재현되는 방식 및 그것이 지배 담론에

균열을 가하는 측면을 살피는 작업으로 구체화되는데, 이 같은 연구 방법은 이후 강

신재를 비롯한 1950년대 여성 작가들의 문학을 재접근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직접적으로 김은하(2008)는 그 연장선상에서 강신재 소설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

를 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25) 그는 1950년대 다수의 남성 작가들의 소설이 여성을

곧잘 해방과 전후로 이어지는 국가 재건의 과정에서 배제 혹은 교정해야할 타자로

서 그려냈던 동시에, 서구화/근대화와 함께 불거진 감각적이고 소비주의적인 도시문

화, 대중문화에 대한 매혹을 드러내는 젠더화된 기표로 동원하였다는 점에 주목해

같은 시기 강신재 소설이 어떻게 그 같은 담론을 전유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즉

1950년대 강신재 소설이 당대 남성 작가들의 문학에서 여성을 담론화하는 방식을

포착하되, 감각 우위로 행동하는 여성 인물들을 적극적, 긍정적인 방식으로 형상화

함으로써 감각을 근대적 주체의 자질로서 또한 감각화된 여성을 근대적 주체로서

제시하는 측면이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1960～70년대 본격적으로 창작된 강신재의 신문, 잡지 연재

소설들에 대한 연구26)로까지 확장되는 추세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 시기 소설들을

대상으로 한 논의의 경우, 일찍이 송인화(2004)의 연구에서 시도되었듯, 당시 한국사

륜’과 ‘무동기’라는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아프레겔’이라 지칭된 사건은 타락과 반항과 방종,

그리고 살인, 강도, 방화 같은 각색 범죄 사건을 포함한다. 반면 ‘아프레걸’은 ‘분방하고 일

체의 도덕적인 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구속받기를 잊어버린 여성들’을 뜻하는, 성적 방종이

라는 의미로 편향된 단어이다. (권보드래 외,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1950년대 문화의

자유와 통제,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79쪽.)

25) 이미정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강신재의 작품은 解放村 가는 길 (문학예술,

1957.8)과 臨津江의 민들레(을유문화사, 1962) 단 두 편에 불과하며, 그 평가 역시 다른

여성 작가들에 비해 ‘대항 담론’으로서의 급진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강신재 소설의 여성 인물들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이 밖에도 박정애(2003), 류동규

(2007) 등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 , 인하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3; 류동규, 강신재 소설에 나타난 전후 여성의 자아정체성:『임진강의 민들

레』(1962), 『파도』(1963)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연구41, 2007 참조.)

26) 송인화, 1960년대 여성 소설과 낭만적 사랑의 의미: 강신재와 한무숙 소설을 중심으로 , 
여성문학연구1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송인화, 강신재 소설의 여성성과 윤리성의 문제

, 한국문예비평연구19,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김은하, 중산층 가정소설과 불안의

상상력: 강신재의 장편 연재소설을 대상으로 , 대중서사연구22, 대중서사학회, 2009; 최경

희,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성교양’ 담론 연구: 연애·결혼·가족서사를 중심으로 , 경희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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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만연해있던 중산층, 스위트홈 담론 등이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어떤 식

으로 결탁하였으며, 그 같은 담론들을 같은 시기 강신재 소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

유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그러나 특정 담론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것이 강신재 문학 내로

수용되는 양상에만 초점 맞춤으로써 이전 시기 강신재 문학에 내재해있던 문제의식

이 이 시기 이르러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으며, 그것이 강신재 문학의 내적 변

모 양상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관해서는 소

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담론과의 연관성 위주로 텍스트에 접근하는 방

식, 즉 텍스트를 몇몇 사회 담론의 집적물로 간주하는 독법은 해당 텍스트를 단선적

으로 해석하거나, 과도하게 의미 부여할 위험이 따르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 점에서 이 논문은 강신재 문학에 관한 본격적인 작가론으로부터 재출발해 그

의 문학의 주된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두 줄기, 즉 ‘여성’과 ‘전쟁’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해 전개되어 나가며, 그것이 비슷한 시기 활동한 여타 전후 작가들 및 여성 작

가들의 문학과 어떠한 유사점 및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주목하고자 했다. 이는 강신

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련의 세대적 체험이 그의 의식구조 및 문학세계에

끼친 영향과 그 같은 바탕 위에서 강신재 문학이 보여주는 특질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강신재의 전기적 체험 및 문학 간의 관련 양상이 거의 다루어지

지 않았다는 점, 또한 여성과 전쟁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함께 다루는 것을 통해 강

신재 문학 내에서 두 영역이 상호 교섭하는 측면에 주목하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

서 이 같은 작업은 중요하다.

1.2. 연구의 범위 및 시각

1949년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반 세기에 걸쳐 작품 활동을 지속해나간

강신재 문학의 전반을 총괄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확인되는 작품 수만

100여 편에 달하는 데다 1950년대에는 거의 단편만을 창작한 반면, 1960년대부터는

각종 신문과 여성 잡지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대중소설들을 연재하였고, 1970년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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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이를 경우 역사소설 창작으로 선회27)하는 등 그 문학세계의 변모양상 역시 다

채로운 까닭이다.

이 논문은 소설과 수필을 포괄하는 강신재 문학의 전반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의 문학의 주된 줄기를 형성하는 여성과 전쟁의 문제에 집중해 등단 이

후부터 1970년대 이전 시기까지의 소설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대상

시기를 1970년대 이전까지로 설정한 까닭은 1960년대 중후반을 전후해 초기 소설에

서 두드러지는 전쟁 체험이 창작의 전면에서 후퇴하는 동시에, 본격문단에서의 이탈

현상 및 대중소설 창작 경향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만큼 이 시기 이후를 이전 시기

창작과의 분기점으로 설정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28)

27) 천추태후(동화출판공사, 1979)이래 역사소설이 아닌 작품으로는 이 논문에서 확인한 바

에 따르면, 불타는 구름(지소림, 1978), 빛과 그림자 (문학사상, 1979.10), 포켓에서 사랑

을(부산일보, 1981.1.1～12.31) 3편만이 발표되었을 뿐이다.

28) 이는 강신재 만의 특징이 아니라, 이 시기 다수의 여성 작가들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대중

적 글쓰기 경향 및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준 여성 독자층의 부상 현상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1960～70년대 여성 작가의 글쓰기와 여성 독자의 문제’라는 새로운 테마로 분리시켜

접근하였을 때 보다 의미 있는 연구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원영(1999)의 통계에 따르면, 해방 이후부터 1995년 말까지 각종 신문에 연재된 1,400여

편의 소설 가운데 여성 작가의 작품이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960～70년대

의 경우 여성 작가의 층이 두텁지 않음에도 상대적으로 여성 작가가 연재를 맡은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이 시기 강신재는 순 문예지를 제외하고 여성 잡지와

신문에만 약 17편의 장편을 연재하였으며, 전병순, 박기원, 박경리 역시 단편보다 장편 연

재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하며 상당히 많은 양의 작품들을 남겼다.

이처럼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 여성 작가들의 대중적 글쓰기는 장편소

설 창작 시장이 여성에게 점령당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올 정도로 본격화된다. 이는 경제

적 호황과 함께 대중매체가 상업화되는 등 문화가 무시 못할 흥행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특히 단행본만이 아니라 일간지나 여성지 시장 역시 확대되면서 매체 구

독률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고, 그 결과 신문이나 잡지가 창작 활동의 주된 ‘장’으로 부상하

였으며, 여성 작가들은 미디어 시장의 흥행사로서 인기를 누렸다.

김은하(2011)는 이 시기 창작된 이 같은 여성 대중소설이 한국적 산업자본주의의 세속적

풍경 및 사회적 리얼리티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는 트렌디 드라마의 성격을 보여주는 한

편, 가부장적 규범과 이데올로기에 짓눌린 여성들의 체험을 포착, 나아가 여성 집단의 무의

식적 욕망을 분출시키는 전복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보

았다. (김은하, 비밀과 거짓말, 폭로와 발설의 쾌락: 국가 근대화기 여성대중소설의 선정성

기획을 중심으로 , 여성문학연구26, 한국여성문학회, 2011, 301～302쪽 참조.)

이와 관련해서는 한원영, 한국현대 신문연재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권보드래, 천정

환, 교양주의 전성시대, 전혜린과 ‘문학소녀’ ,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2, 406～

416쪽; 김은하, 여성의 교양화 과정과 젠더화된 글쓰기의 이중 전략: 60년대 여성잡지의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 인문과학연구31, 성신여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3 등을 참조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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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강신재 소설에 접근하는 데 있어 ‘세대’라는 매개항을 설정한 이 논문은

우선 전후 신세대 작가, 그 중에서도 ‘1920년대산(産)’29) 여성 작가로서 강신재가 겪

은 일련의 세대적 체험에 주목하였다. 1920년대 출생하여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등단한 작가들의 세대적 체험과 관련해 중요하게 거론되어온 사실은, 일찍이 이봉래

가 新世代論 (문학예술, 1956.4)에서 지적하였듯, 이들이 성장기 내내 식민지 제도

교육을 받으며 의식의 많은 부분을 형성해나갔고 그 과정에서 모국어 감각의 훼손

에서 오는 언어적 정체성의 혼란 문제를 겪었다는 점, 또한 제국주의 전쟁에서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전쟁의 지속적인 자장 속에서 성장해오며 “전쟁과 직접 맞부딪

치면서 자신의 문학적 감성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었”30)다는 점 등이다. 즉 그것은

식민지 체험과 그에 얽혀있는 전쟁 체험으로 압축될 수 있다.

一九二○年으로부터 現在의 一九五六年에 이르기까지 新世代는 戰爭의 硝煙속에서 그

네들의ㅡ 肉體를 成長시켜 왔고 그네들의 靑春을 營爲하여 왔다. (중략)

日帝의 苛酷한 植民地敎育은 그네들의 머리에서 民族ㆍ國家ㆍ自由ㆍ歷史等의 一切의

觀念을 약탈하였고 심지어는 한글 마저 빼았아 버렸던 것이다.31)

이는 강신재(1924～2001)의 수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읽는 것도

또 생각하는 것도 주로 남의 나라 언어를 통해서”32)였던 까닭에 처음 문학 창작에

입문할 당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언급이나,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치며 “가장많은 그리

고 가장 젊은 未亡人이 생기고만 世代”33)가 되었다는 언급 등은 그 역시 장용학

(1921～1999)이나 손창섭(1922～2010) 등 같은 시기 활동한 여타 전후 신세대 남성

작가들과 유사한 식민지 체험 및 전쟁 체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같은 바탕 위에

서 문학 창작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강신재의 세대적 체험은 같은 세대 남성 작가들과 공유하는 부분 못지않

게 변별되는 요소, 즉 여성으로서 겪은 고유한 경험의 차이에 대해 고려할 것을 요

구한다. 단적으로 그는 이 세대 남성들과 달리 태평양전쟁 당시 학병 문제34)를 직접

29)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과 세대, 향연, 2003, 97쪽.

30) 천이두, 50년대 문학의 재조명 , 《현대문학》, 1985.1. 49쪽.

31) 이봉래, 新世代論: 作家를 中心으로한 試論 , 《문학예술》, 1956.4, 132쪽.

32) 강신재, 文藝時代 , 모래성, 서문당, 1974, 111쪽.

33) 강신재, 三十代의 女性들 , 사랑의 아픔과 眞實, 육민사, 1966,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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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바 없다. ‘젠더 분리형’35) 동원 체제를 철저하게 유지하였던 일본 군대의 특

성상 여성은 총후(銃後)에서 물자절약과 공출, 근로 동원을 담당하는 경제전의 전사

이자, 부재하는 남성 가장을 대신해 가정의 질서를 도맡고, 미래의 병력을 생산하는

‘군국의 어머니’가 될 것을 요구 받았던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이 문제는 주로 일제 말기 대일협력으로 나아간 최정희(1906～

1990), 모윤숙(1910～1990)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당시 이 여성 작가들을 둘

러싼 파시즘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성격을 표방하고 있었는지, 즉 외부적인 강압과

함께 이데올로기가 내포하는 어떠한 해방적 속성이 이들로 하여금 전향의 길을 선

택하게 하였는지, 그것이 이들의 문학에서 어떠한 내적 논리36)를 바탕으로 형상화되

고 있는지 등의 문제들이 큰 틀에서는 일제 말기의 한국문학을 해석하는 시각과 결

부되어 다루어져온 것이다.

그러나 연령상 이들 보다 한 세대 아래인 강신재의 경우 이 무렵 십대 후반의

고등여학교생 내지 갓 입학한 여자전문학교생이었던 만큼 그를 둘러싼 파시즘 이데

올로기의 담론적 지형 및 그 대응 방식이 이미 한 가정의 주부이며 어머니이자, “여

성 대중을 계몽하는 사회적 지도자”37)로서 자임하였던 전자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때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이 일제 말기 전시체제 아래에서 강신재가 받은 식민

지 여성 교육이다. 경기고여, 이화여전을 거치며 식민지의 엘리트 여성으로 성장하

는 과정에서 그가 받은 여성 교육은 비단 언어적,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 뿐 아니라

젠더적38) 정체성, 즉 여성성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이후 강

34) 일본 각의에서 조선인 징병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포한 것은 1942년 5월 8일, 이를 실시한

것은 1943년 8월 1일이다. 1943년 10월 1일 조선인 징집 적령자로 계출 마감된 숫자는 해

당자 26만 6,643명 중 25만 4,753명이다. 또한 조선인 대학생의 징집유예 중지를 결정한 것

은 1943년 9월 30일, 이에 응소하여 다음해 1월 20일 입영한 자는 4,385명(이과, 사범계 제

외)이다. 김윤식은 이 같은 학병문제가 무엇보다 약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당시 조선인

전문ㆍ대학생층, 이른바 지식특권계급이자 민족 엘리트계층에 속하는 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였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보며, 이들의 학병 체험기 자료를 입영 뒤 배

치된 지역을 기준으로 중국/국내/일본/버마의 경우로 구분해 살피고 있다. (김윤식, 일제말

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376～377쪽 참조.)

35) 上野千鶴子,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 출판사, 2000, 64쪽.

36) 김재용, 최정희: 모성과 국가주의의 결합 , 협력과 저항, 소명, 2004, 147쪽.

37) 권명아, 식민지 경험과 여성의 정체성 , 방기중 편,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

, 혜안, 2006, 3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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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가 문학 창작으로 나아가게 된 직접적 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그가 고등여학교에 입학하였을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여성 교육의 테제가 되

었던 제국 발(發) ‘양처현모주의’ 사상은 강력한 젠더 규범을 통해 천황 중심의 강화

된 부계 질서 및 탈정치화된 가족주의의 테두리 내에 위치하는 양처현모적 존재로

당대 여성들을 호명함으로써 이전 시기 신여성들이 보인 근대성과 정치성을 삭제하

고자 하였는데, 그것이 이 세대 여성들의 보수화 경향을 낳게 만든 주된 원인이 되

었지만, 그 심층에서는 깊은 갈등 인식과 함께 강신재가 아내나 주부의 역할을 넘어

문학 창작을 고민하게 만든 계기로 작동하였던 것이다.

실제 강신재 소설은 등단 초기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양처현모의 역할을

강박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노하거나 미쳐버린 여성들 혹은 그 이면에서 뒤틀

린 채 발현되는 이들의 억압된 섹슈얼리티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사화하는데, 이는

그의 문학을 구축하는 일관된 테마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성 작가들의 소설에서 드러나는 분노와 광기는 페미니즘 문학 연구 분야에서

38) 남성과 여성이라는 범주를 생물학적인 성(sex)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성(gender)으로

처음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심리학자 로버트 스톨러(Robert J. Stoller)에 의해서였다. 섹

스와 젠더(Sex and Gender)(1968)라는 저서에서 스톨러는 레드클리프 홀(Radclyffe Hall)

의 소설 고독의 우물(The Well of Loneliness)(1928)에 등장하는 ‘스티븐 고든’처럼 생물

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남성인 트랜스젠더를 연구하면서 젠더 개념을 만들어

낸다. 이전에는 심리적인 젠더와 육체적인 섹스의 불일치를 언어화할 수 있는 개념이 없었

다면, 젠더의 발명을 통해 섹스와 젠더를 일치시켜줌으로써 생물학적인 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적인 ‘비정상’을 치유하고자 한 것이다. 스톨러가 발명한 젠더의 장점은 자신이

어떤 섹스에 귀속되는가에 대한 자기 이미지와 성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해준다는 데

있다. 즉 그에게 젠더는 섹스에 대한 심리적인 귀속감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1968년 스

톨러는 이 같은 논의를 확장시켜 섹스는 과학, 생물학, 의학에 속하는 것으로, 젠더는 사회,

문화, 심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섹스/젠더 체계를 개념화한다.

이후 성의 구성적 성격을 전제로, 섹스와 구분해 사용되는 젠더는 1970년대 미국 페미니즘

운동을 거치며 그 의미가 대대적으로 확장, 여론과 대학 내 담론에서 핵심 개념으로 부상

한다. 물론 각각의 경우마다 젠더라는 개념의 의미 및 그 범주에 대해 분명한 합의가 있었

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정신분석이나 후기구조주의의 배경을 갖는 이론가들에게 젠더는

무엇보다 정체성과 언어, 상징적 질서를 분석하는 범주이지만, 역사적, 이데올로기 비판적

인 경향의 학자들은 젠더 표지를 통해 드러나는 권력 관계, 이데올로기적 구조 및 사회적,

문화적 결과에 관심을 갖는다. 즉 젠더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무엇보다 각 경우의 이론적

배경과 문제의 맥락을 동시에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19쪽; Inge Stephan, 젠더, 성, 이론 , edited by Christina von Braun, Inge

Stephan, 탁선미 외 역, 젠더연구, 나남출판, 2002, 91～1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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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부터 중요하게 취급되어온 주제이다. 주지하듯, 남성 작가가 쓴 정전 텍스트들

을 여성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읽는 작업39)에서부터 출발하였던 페미니즘 문학 연

구는 문학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기를 맞는다. 여성 작가들을 새롭게 발굴해 여성 문학의 전통을 수립40)하고, 그를

기반으로 여성 문학 고유의 시학을 정립하는 작업이 이 시기 전개되었는데, 이 중

후자와 관련해 특히 주목 받은 것이 바로 여성 작가들의 문학에서 광범위하게 나타

나는 분노와 광기이다.

길버트와 구바41)에 의하면, 여성 작가들의 문학은 표면상 가부장제 문화에 순응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심층에서는 저항하는 면모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남

성에 의해 대상화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여성들에게 그것은 곧잘 분노나

광기, 히스테리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데, 이 점에서 그들은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Jane Eyre)(1847) 속 ‘버사 메이슨’과 같이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광범위하

게 나타나는 광인, 괴물, 히스테리아 등의 비정상적인 여성 이미지를 작가의 분노한

분신(Double)으로 본다. 즉 겉으로는 보수적이고 온건하게 보이는 여성 작가들조차

가부장제 아래에서 왜곡된 자신의 모습을 괴물성으로 표현42), 미치거나 괴물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된 여성 인물들을 통해 순종적인 여주인공들이 불가피하게 받아들

이는 가부장적 구조에 균열을 가하고, 이를 파괴시키려는 욕망을 드러낸다는 것이

39) 대표적으로 메리 엘만(Mary Ellmann)의 Thinking about Woman(1968), 케이트 밀레트

(Kate Milette)의 Sexual Politics(1969) 등을 들 수 있다. 정전으로 평가되어온 남성 작가들

의 문학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재접근한 이 논의들은 이후 페미니즘 문학 연구 분야에서

‘여성 이미지 비평’이 중요한 작업으로 부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40) 이와 관련해서는 일레인 쇼왈터(Elaine Showalter)가 대표적이다. 그는 A Literature of

Their Own(1977) 등의 작업을 통해 19세기 초반의 브론테 자매로부터 1960년대의 도리스

레싱에 이르기까지 남성 문학의 저류를 흐르는 여성 문학의 발전과정을 추적하고 재평가함

으로써 여성 문학의 전통을 수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기존의 문학사에서 거의 다루어지

지 않은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에 새롭게 주목하고, 이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강화되어온 문

학적 의식을 고립된 특별 사례로서가 아닌, 그 자체의 전통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Pam Morris, 앞의 책, 118쪽.)

물론 이 때의 여성 작가와 여성 문학이란 다분히 서구, 백인, 중산층, 엘리트, 이성애자로

편향된 의미인 만큼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여성들과 그들의 문학이 보여주는 중요한 차

이들을 삭제한 채 그것들을 보편적이고 반역사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는 점에서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비판되기도 했다.

41) Sandra Gilbert, Susan Gubar, 박오복 역, 다락방의 미친 여자: 19세기 여성 작가의 문학

적 상상력, 이후, 2009, 176～177쪽.

42) 임옥희, 앞의 책,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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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페미니즘 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가부장제의 금기를 뚫고 나오려는 여성 인

물들의 광기와 분노는 여성 시학의 중요한 정서적 토대이자, 창조적 힘으로서 다루

어져왔다.43)

이 같은 논의는 강신재의 문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한

다. 실제 강신재는 수필에서 자기 세대 여성들의 경우 이전 시기 신여성들과 달리

“착실”함과 “온건”44)함을 미덕으로 한다거나, 자신의 문학 역시 “恐怖나 憤怒나 悲

歎같이 볼티지 높은 폭발성의 감정”45)과는 거리가 멀다는 등의 일견 보수적인 여성

의식을 보여주지만, 소설에서는 역설적이게도 당대의 어떤 여성 작가보다 양처현모

적 여성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분노나 광기, 그 이면에서 뒤틀린

채 발현되는 이들의 억압된 섹슈얼리티에 대해 서사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신재 소설의 곳곳을 떠도는 이 우울하고 히스테릭한 여성들의 형상은 표면상

남편의 외도 등과 같은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하는 것처럼 그려질지라도, 자세히 들

여다볼 경우 모두 강력하게 훈육된 양처현모상과의 괴리 내지 분열을 인식하는 데

43) 이처럼 이른바 페미니즘 1세대가 분노를 시학화했다면, 비교적 최근 연구자들은 여성은 왜

언제나 분노하고 미쳐야 하는지, 과연 분노와 광기만이 억압된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

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 등과 같은 물음을 제기하며, 여성 문학에 나타나는 조롱과

해학, 위트, 카니발에 새롭게 주목한다.

일례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조차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무도회에서 가면을 바꿔 쓰듯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주목, 페미니즘 문학 연구가 분노의 시학에서 조롱의 시학, 공연의 시학으로 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1990) 등으로 대표되는 이 같은

버틀러의 논의는 “페미니즘, 그리고 정체성의 전복”이라는 부제가 시사하듯, 정체성과 페미

니즘에 대한 극단적인 주장들을 담고 있다. 예컨대 ‘우리 여성’이라는 집단 설정 자체를 거

부하며 대표성에 근거한 ‘여성 정치’를 거부하고, 젠더 및 섹스 모두를 사회적, 문화적 구성

물로 여기며, 어떠한 종류의 본질주의에도 반대, 서구 논리학의 이분 구조를 공격, 사회와

문화의 구성 원칙인 이성애 규범에 회의를 표하는 반면, 새로운 정치 문화로서 전복, 위장,

패러디를 내세운다. 특히 문제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젠더뿐 아니라 생물학적 의미의

성도 담론의 구성물이라는 주장이다.

오늘날 대개의 페미니즘 연구자들은 섹스와 젠더의 관계가 결코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담론적인 것이라는 버틀러의 주장은 대부분 수용한다. 그러나 권력의 문제, 일상과 정치 분

야에 관해서는 버틀러의 논의가 분명한 맹점을 지님을 지적한다. 즉 섹스가 단지 “담론이

만들어낸 허구”인지, 또 선(先)담론적인 것을 포기함으로써 정말 과거 여성 운동이 처했던

본질주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딜레마에 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분분하다. (Inge Stephan, 앞의 책, 91～146쪽 참조.)

44) 강신재, 三十代의 女性들 , 사랑의 아픔과 眞實, 육민사, 1966, 50쪽.

45) 강신재, 創作 노우트: 離別ㆍ救援ㆍ그 履歷 , 《월간문학》, 1971.6, 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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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는 비극으로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같은 여성 인물들은 강

신재를 비롯해 당대 여성들이 내면화하길 강요받았던 양처현모주의 사상의 폭력성

을 체현하는 동시에, 가부장제적 가치관에 종속된 채 살아가는 여성들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 논문의 2장에서는 이 같은 계열의 작품들을 여성주의적 글쓰기라는 이

름 아래 다룰 것이다.

한편, 강신재의 세대적 체험과 관련해 주목해야할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여성으로

서 겪은 두 차례의 전쟁 체험이다. 1944년 결혼과 동시에 학병에 징집된 남편과 이

별하게 된 그는 후방의 여성 가장이라는 위치에서 태평양전쟁과 해방을 맞는다. 이

시기 남편이 부재하는 가정에서 그가 견뎌야 했던 공포와 고독감, 동시에 여성 가장

으로서 느낀 강한 책임의식은 그의 내면에 강렬한 충격으로 각인되었고, 무엇보다

막 기성세대에 진입하였을 무렵 겪게 된 한국전쟁 당시 유사하게 재생됨으로써 그

의 문학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는 테마로 자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실제 태평양전쟁 체험을 서사화한 강신재의 학병 소설46)은 관련 수필에서 드러

나는 충격의 강렬함과 비교해보았을 때 양적으로 매우 적은 편인데, 이는 그 같은

체험이 한국전쟁 당시 유사하게 반복됨으로써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1950년대의

여성 가장 소설로 변모해 표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여성으로서 강신재가 겪

은 한국전쟁은 근본적으로 태평양전쟁과 연속선상에 놓이는 것이자, 전자의 체험을

재생,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를 전장으로 전개된 한국전쟁은 후방의 식민지라는 제한적인 전쟁

동원만을 수행하였던 일제 말기의 태평양전쟁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47) 그러나 두

46) 선행 연구 가운데 태평양전쟁을 경험한 ‘학병세대’ 작가로서 강신재의 문학에 주목한 것은

김윤식의 논의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논의는 김동리, 황순원, 선우휘, 이병주 등 여타 학병

세대 남성 작가들과의 공통점에 치중해 강신재나 박경리 소설을 다루고 있어 이 여성 작가

들이 당시의 학병 문제를 남성 작가들과는 달리 남편의 부재와 여성의 가장 되기라는 방식

으로 경험하였다는 차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다. (김윤식, 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

둠, 소명출판, 2012 참조.)

47) 한편 방민호는 한국전쟁이 흔히 말하는 체제 대립의 소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소되

지 못한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의기의 산물이며,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로 재탄생한 러시아

와 중국 역시 본래 제국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전쟁이 체제 대립의 명분을 내건 또

하나의 제국주의 전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한국전쟁의 특수성은 앞선 세계대전

과 달리 한반도라는 국지적인 규모에서 전개되었다는 데 있지만 그 규모는 앞서 두 번의

전쟁 못지않은 것이었을 뿐더러 사회주의 제국과 자본주의 제국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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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의 전쟁을 모두 후방에서 경험하였던 여성들, 그 가운데에서도 강신재처럼 1920년

대 전반 출생하여 일제 말기에 결혼, 막 기성세대가 되었을 무렵 다시 한국전쟁을

겪은 ‘전중파(戰中派)’48) 세대 여성들의 경우 이를 모두 남편이 부재하는 가정에서

남성을 대신하여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족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경험하였다는 점에

서 본질상 연속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 그 속에서 무엇을 느꼈고 어떠한 갈등에 부딪쳤으며 그 과

정에서 어떻게 적응해나갔는지에 관해 듣는 것은 쉽지 않다. ‘고난의 시절을 견뎌

온 (홀)어머니’라는 여성 표상은 민족 수난사49)로서 여성의 전쟁 경험을 서사화하는

익숙한 방식 가운데 하나이지만, 정작 그 속에 젠더 서발턴(Subaltern)으로서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기억은 배제되어있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들50) 중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남성 가장의 부

재와 여성의 가장 경험이 여성 사회의 근대성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고 본 이임

하51)의 연구가 눈길을 끈다. 한국전쟁이 여성에게 단지 암흑의 시기로 경험되는 것

만이 아니라, 경제활동이나 의식 면에서 일종의 진보로 기능할 수 있었다는 점에 착

안한 이 연구는 가족질서와 사회질서가 와해되고 새로운 종류의 노동 가능성이 주

어졌다는 점에서 그것이 당대 여성들에게 일종의 가능성의 시간이자, 전통질서와 가

부장의 권력에 도전하는 여성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52)

는 점에서 그 연속성과 점층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방민호, 앞의 책, 98쪽.)

48) 강신재, 三十代의 女性들 , 사랑의 아픔과 眞實, 육민사, 1966, 50쪽.

49)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의 역사적 층위 , 상허학보10, 상허학회, 2003, 151쪽.

50) 한국전쟁을 여성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 즉 한국전쟁이 여성에게 어떠한 신체적, 정신

적, 물질적 피해를 가져다주었으며 여성의 지위 변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와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2000년대 이후로 꾸준히 지속되어오고 있다. 사회학, 인

류학, 역사학 등의 분야에서는 각각 다음의 연구를 그 초석으로 중요하게 취급한다. (김귀

옥, 월남민들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성례,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제주 4.3을 중심으로 , 창작과 비평102, 1998.12;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 여향: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참조.)

51) 이임하, 한국전쟁이 여성 생활에 미친 영향: 1950년대 ‘전쟁 미망인’의 삶을 중심으로 , 
역사연구8, 역사학연구소, 2000; 1950년대 여성의 삶과 사회적 담론 ,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02; 이임하, 전쟁이 끝나도 여성에게 평화란 없다: 1950년대 ‘전쟁미망인’의

삶을 중심으로 , 여성과평화3,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03;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

한국사학보14, 고려사학회, 2003; 한국전쟁과 여성의 삶: 남성들의 부재 , 진보평론16,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52) 비슷한 견해는 윤정란, 한국 전쟁과 장사에 나선 여성들의 삶: 서울에 정착한 타지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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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의는 한국여성사의 관점에서 암흑기로 평가되었던 한국전쟁과 전후를

새롭게 의미 부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역사적 공백지대에서의 사후적 평가가

아닌, 당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실감 차원을 문제 삼을 경우 전쟁으로 인한 남성

가장의 징집이나 전사(戰死)가 ‘해방’의 감각, ‘가능성의 시간’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53)

오히려 강신재를 비롯한 당시 여성 작가들의 문학에서 그것은 엄청난 공포와 불

안, 고독의 경험으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남성 가장이 부재하는 가정에

신들을 중심으로 , 여성과 역사7, 한국여성사학회, 2007; 안태윤, 후방의 ‘생계전사’가 된

여성들: 한국전쟁과 여성의 경제활동 , 중앙사론33,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1 등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53) 이와 관련해 앞서 이임하 계열의 연구와 다소 거리를 두는 함인희(2006), 함한희(2010) 등

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들은 한국여성사의 시각에서 전시 하 여성에게 부

여되었던 경험의 특수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문제의식 면에서는 전자와 연장선상에 놓

이지만, 전시/전후 여성의 지위를 평가하는 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는 점에서 구분된다. 즉 이들은 전쟁이 남성을 대신해 여성에게 가장의 역할을 도맡게 하

고, 과거 여성에게 금기시되었던 유급노동의 기회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여성의 지위를

다소간 향상시킨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족, 경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성차별적 가치 및 관행이 강화됨에 따라 여성 지위가 하락하였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는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여성 경험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했을지라

도, 장기적으로는 성역할을 둘러싼 전통적 분업구조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실제 전시 여성의 생산 활동 참여는 어디까지나 남성을 대신

하는 일시적 행위이자,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른 특수한 경우로 간주되었던 만큼 여성의

권리를 본격적으로 논하기가 어려웠고, 여성 노동력의 대개가 행상, 다방, 음식점, 매춘 등

의 서비스업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의 장으로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지위 향상

여부는 재고될 여지가 있다. 또한 전시 증가하였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후 남성

들의 복귀와 함께 이전 수치로 돌아가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함인희(2010)는 이 기간 여성들이 어느 때보다 명분과 실리 간의

괴리를 경험하였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즉 여성들은 전쟁으로 인해 전통적인 성역할 이데

올로기의 신화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과거 남성이 전담하였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고, 전쟁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 가족 공동체를 지켜냄으로써 자신감을

키우며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과 가족에 대한 희생적

인 여성성이 미화되고, 여성의 진짜 자리는 가정 안이라는 강력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 담론과 결탁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여성의 종속적 지위가 더욱 강조되는

역설적 결과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는 전쟁 기간 중 여성의 활동을 단순히 기능적 역

할과 변화 만에 주목해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될 필

요가 있다. (함인희, 한국전쟁, 가족 그리고 여성의 다중적 근대성 , 사회와 이론2, 한국

이론사회학회, 2006; 함한희, 한국전쟁과 여성: 경계에 선 여성들 , 역사비평91, 한국역사

연구회,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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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족들의 생계와 가정의 질서를 도맡아야 한다는 강한 책임의식, 전장에 나간 남

편이 죽음으로써 여성 가장의 역할이 영구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동시에 미망인

으로서 여성의 삶, 섹슈얼리티를 감시받고 회수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고독은

실제 이 시기 여성 작가들의 문학에서 광범위하게 서사화되는 테마인 것이다. 이는

살육과 강간으로 점철된 전장의 기억이 전후 남성 작가들에게 깊은 상흔으로 각인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후방에서 전쟁을 경험한 여성 작가들이 공유하는 일종의

정신적 외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강신재는 몇몇 수필들을 통해 그 같은 전쟁 당시의 체험이 자신에게 깊은

충격이 되어 남았고 소설 창작을 통해 당시의 체험을 재현해내는 것으로써만 자신

을 짓누르는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데, 이는 강신재에게 전

쟁 체험을 기반으로 한 소설 창작이 기본적으로 외상 치유적 글쓰기의 성격을 갖는

것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논문의 3장에서는 이 같은 계열의 강신재

전후소설들을 외상 치유적 글쓰기라는 이름 아래 다룰 것이다.

요컨대, 이 논문은 강신재 문학을 분석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이상의 사항들을 염

두에 두며 접근해나갈 것이다. 즉 1920년대 출생하여 성장기 전체를 식민지 체제 아

래에서 보내고 막 기성세대가 되었을 무렵 한국전쟁을 경험한, 또한 이를 기반으로

문학 창작으로 나아간 전후 신세대 작가로서 강신재의 세대적 체험을 고려하되, 여

성으로서 겪은 경험의 특수성 또한 염두에 두는 바탕 위에서 그의 문학에 접근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크게 두 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선 여

성주의적 글쓰기를 대상으로 하는 2장의 1절에서는 그가 남긴 수필 자료들을 대상

으로 앞서 언급한 양처현모주의 여성 교육이 강신재의 여성성 형성 및 문학 창작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필 것이다. 이는 일제 말기 이화여전 가사과에서 겪은 일들과

이곳에서 훈육 받은 양처현모적 여성성과의 갈등 인식이 결혼 이후 문학 창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2절과 2.3

절에서는 그 같은 경험이 강신재의 소설에서 각각 어떠한 서사를 추동시키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2절에서는 분열된 주체로 그려지는 여성 인물들과 이들

의 억압된 섹슈얼리티에 대해, 2.3절에서는 여성 예술가 소설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신재의 여성주의적 글쓰기가 캐서린 맨스필드의 문학에서 직간접적

으로 영향 받은 측면을 제시, 그 수용양상에 대해 역시 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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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50～60년대의 전후소설과 관련한 3장 1절에서는 전중파 세대 여성으로서

겪은 두 차례의 전쟁 체험이 강신재의 내면 및 같은 세대 여성 작가들의 전후 소설

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3.2절에서는 여성 가장을 주인공

으로 한 1950년대 단편들에서 앞서 살핀 초기 창작의 여성주의적 색채가 어떠한 방

식으로 굴절되어 나가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반면, 3.3절에서는 1960년대 창작

된 소설들의 경우 꼭 여성의 존재 조건이나 여성의 현실 문제 만에 초점 맞추기보

다 오히려 ‘아프레게르(Après-Guerre)’, 즉 전쟁을 겪으며 성장한 후속세대의 내면에

전쟁의 상흔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나가

는지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데 주목, 이 같은 계열에 해당하는 작품들의 문

학사적 의미에 대해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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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처현모주의 여성 교육과 여성주의적 글쓰기

2.1. 일제 말기 이화여전 체험과 훈육된 여성성과의 갈등 인식

1924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경기공립고등여학교(1938～1942)를 거쳐 이화여자전문

학교 가사과에 재학(1943～1944) 도중 결혼, 학칙에 따라 중퇴한 강신재는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성장한 여성 엘리트의 삶을 보여준다. 이 절에서는 주로 이화여전

재학 시절과 관련한 강신재의 수필에 근거해 이 시기 강신재가 받은 식민지 여성

교육, 특히 당시 여학생 교육의 근간이 되었던 제국 발(發) ‘양처현모주의’ 사상이

강신재의 여성성 형성 및 문학 창작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강신재는 유년 시절에 관한 한 수필에서 어릴 적 자신이 서구식 미션 교육을 받

은 부모님으로부터 “청교도적인 엄격함과 자유방임주의가 미묘하게 혼합된 교육”54)

을 받으며 자랐다고 회고한 바 있다. 실제 강신재의 아버지(강태형)는 세브란스 의

과대학 출신 의사였으며, 어머니(이형완)는 평양의 숭의여학교를 졸업 후 남대문 교

회 부속 유치원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신여성이었다.55)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남

대문로 어성동 일곽 역시 주로 외국인 선교사들과 목사들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1930년 함경북도 청진으로 이사하기까지 그는 이곳의 종교적이며 서구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비교적 유복하고 자유로운 성장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추정된다.56)

그러나 소학교 시절을 거쳐 경기고여57)와 이화여전 진학 당시에 이르면, 그를 둘

54) 강신재, 내가 받은 가정 교육 , 무엇이 사랑의 불을 지피는가, 나무의 향기ㆍ2, 1986,

232쪽.

55) 강신재, 문학, 그 만남의 길 , 위의 책, 156쪽.

56) 이후 부모님의 병원 개원 사업으로 인해 신개지 청진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강신재는 이

곳에서 천마소학교에 입학, 소학교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으나, 아버지의 죽음 뒤 다시 서울

로 돌아와 덕수소학교 5학년에 편입한다. 이 시기 강신재의 청진 체험은 단편 C港夜話

(협동, 1951.1), 眞珠빛 람프 (주부생활, 1957.7), 중편 波濤(현대문학, 1963.6～1964.2) 등

을 통해 부분적으로 형상화된다.

57) 조선에서 여성 교육이 공식적으로 제도 교육 안에 포함된 것은 1908년 4월 대한제국 정부

가 ‘高等女學校令’의 공포와 함께 ‘관립한성고등여학교’(現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여

성 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때부터이다. 관립한성고등여학교는 이후 1911년

발표된 ‘조선교육령’에 따라 ‘관립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개칭되었으며, 1938년 개정된 ‘제3

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일본의 학제와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공립고등여학교’로 개

칭된 바 있다. (박정애, 초기 ‘신여성’의 사회 진출과 여성 교육: 1910～1920년대 초반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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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달라진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의 여학생 교육

과 관련한 제도적 측면에 대해 간략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강신재가 고등여학교

에 진학한 1938년은, 주지하듯 ‘제3차 조선교육령’과 함께 여학생의 중등교육에 관한

기존의 ‘女子高等普通學校規程’58)이 ‘조선총독부령 제26호(高等女學校規程)’로 개정,

공포된 때이다. ‘高等女學校規程 改正趣旨’에 의하면 이는 “良妻賢母의 자질을 갖춘

忠良至醇한 皇國女性”59)을 양성하기 위함으로, 이에 따라 ‘부덕의 함양’이라는 추상

적인 문구에 그쳤던 기존의 여성 교육은 양처현모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

비된다.

메이지(明治) 이래 일본 여성 교육의 핵심 이념으로 채택된 양처현모주의는 여성

에게 남편이 훌륭한 국민으로 생활하도록 내조하는 아내의 임무와 자식을 훌륭한

국민으로 길러내는 어머니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에서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

였던 국가주의적 여성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을 생산하

는 존재로서만 인식되어온 여성을 부부 중심의 가족 속에서 살림을 주관하는 주부

이자, 자식을 교육하는 어머니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에서 일본 여성의 근

대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천직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여

성이 주부나 어머니의 역할을 넘어 여성으로서의 자각을 바탕으로 한 여성 참정권,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의 적극적인 여성주의 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다.60) 즉 근대 이후 지속되어온 국민화 기획의 일환으로써 여성의 국민

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 여성과 사회11, 한국여성연구소, 2000, 48쪽.)

58) 조선에서 여성 교육이 본격화된 시기는 통상적으로 1911년 ‘조선교육령’과 함께 ‘女性高等

普通學校規則’이 발표된 이후로 본다. 여성 교육의 계몽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 여자고등보통

학교의 교과과정은 수신, 가사, 재봉 및 수예의 3과목을 제외하고는 남성 교육의 교과목과

거의 일치한다. 1922년에 이르면, ‘제2차 조선교육령’과 함께 기존의 ‘女性高等普通學校規則’

이 ‘女子高等普通學校規程(조선총독부령 제14호)’으로 개정된다. 이 시기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과과정에서는 외국어 교육이 실시되었고, 통합교과였던 이과ㆍ가사를 분리함으로써 과학

에 대한 지식과 실용 지식을 강화한다. 또한 체조를 음악과 분리하고 수업시간도 대폭 늘리

는 등 여성의 신체 건강에도 관심을 보인다. 그밖에 수신, 국어, 역사, 지리의 교수 시간이

앞선 시기보다 많아졌으며 수예가 빠지고 가사 관련 과목의 비중이 축소된 것이 특징이다.

(홍양희, 일제시기 조선의 여성교육: 현모양처교육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문화연구35, 한

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1, 250～251쪽 참조.)

59) 朝鮮總督府 學務局, 高等女學校規程改正趣旨 , 朝鮮における敎育革新の全貌, 1938, 128

쪽; 위의 글, 248쪽 재인용.

60) 이상경, 일제 말기의 여성 동원과 ‘군국(軍國)’의 어머니 , 페미니즘연구2, 한국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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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염두에 두면서도, 강력한 젠더 규범으로 국민 내에 엄격한 차등을 두는 것을

통해 여성을 남성 국민화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인식하였던 측면이 내재해있는 것이

다.

물론 이 같은 개념상의 모순은 미약하게나마 국가에 의한 모성보호, 여성 참정권

등을 요구하였던 《靑鞜》61) 동인들의 사례를 가능케 한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

나 그것이 조선의 여성 교육에 도입될 때에는 그 같은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식민지 조선에서 양처현모주의 여성 교육은 일본

에서와 달리 철저하게 탈정치화된 가족주의의 테두리 내에서 여성에게 한 가족 안

에서의 주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함으로써 애초에 이를 넘어서는 공동체

에 대한 관심을 차단62)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의 고등여학교 규정

이 개정된 뒤, 모든 교과목은 결혼생활 및 육아, 기술 위주로 재편되었으며 황민화

교육을 담당하였던 ‘공민과’, 가정교육의 임무와 방법을 가르쳤던 ‘교육’, 직업여성

교육에 해당하는 ‘실업’ 등의 교과목이 추가63)되었다.

이는 일제 말기 본격화된 군국주의와 함께 지식권력과 성적 해방에 기초하였던

이전 시기의 ‘근대적 여성성’을 서구화와 퇴폐의 상징으로 부정하고, ‘동양의 전통적

여성성’이라는 이름 아래 ‘애국부인’, ‘총후부인’으로서의 여성 정체성을 새롭게 확

립64)하려 했던 기획과도 맞닿아 있다. 즉 이 시기 조선의 여성 교육에 명시된 양처

현모주의 사상은 이전 시기 조선의 신여성들이 보인 근대성과 정치성 등을 거세하

는 대신, 양처현모라는 이름 아래 후속 세대의 여성들을 천황 중심의 강화된 부계

질서 및 탈정치화된 가정의 테두리 내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 때

1920～30년대를 풍미하였던 신여성들의 ‘몰락’ 및 마르크스주의적 사상과 실천을 보

여준 ‘레드 우먼’에 대한 담론적 탄압, 남성 지식인들 사이에서 축적되어 온 신여성

에 대한 혐오 감정은 그를 부추기는 일종의 내적 요인65)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소, 2002, 6쪽.

61) 《세이토(靑鞜)》는 1911년 여성 운동가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를 중심으로 창간

된 여성잡지로, 18세기 런던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에 참여했던 여성 작가들을 가리키던 말

‘Bluestocking Society’의 번역어이다. 초기에는 문예지의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구도덕 타

파나 일본 여성해방운동을 주창하였고, 후기로 갈수록 사회적 성격을 강하게 띠며 1916년 5

호 발행과 함께 폐간 조치되었다. (上野千鶴子, 이선이 역, 앞의 책, 37쪽.)

62) 이상경, 앞의 글, 211쪽.

63) 홍양희, 앞의 글, 250쪽.

64)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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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재가 경기고여에 입학해 이화여전을 중퇴하기까지, 즉 본격적인 식민지 제도

교육 아래에서 여성으로서의 젠더 정체성을 형성해나가고 훈육 받았던 기간은 이처

럼 일제 말기의 양처현모주의 담론의 자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당대

제도교육 및 담론과의 영향관계가 강신재의 문학세계를 곧바로 해명해주는 것은 아

니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그의 문학에서 양처현모주의 사상의 영향력은 상당히 심

층적인 차원에서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비균질적인 자국으로 남아있

는 까닭이다.

엄격히 따져서 어떤 특징을 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는 三十代의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비교적 착실하고 온건한 정신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

각된다.

사실 우리나라에 理想主義와 로맨티시즘이 꽃피어나던 新文化의 시절―그 前 世代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녔던 꿈과 과격함은 이들과 별로 인연이 없다. 비교적 엄격한 교

육을 받고 자랐으며 日政 全體主義的인 훈련을 거쳤고, 사상적으로는 현모양처를, 실

질적으로는 능률적인 일군을 지향하며 커 왔던 것이다.

(중략) 고난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도 많은 前世代의 신여성들은

타락하였다. 꿋꿋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三十代 여성들은 그 타격적인 생활 가운데서라도 대부분 건실하고 용감

하게 자기를 지켜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자신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자기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싸우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66)

인용한 글은 강신재가 1960년 당시 삼십대의 여성들, 곧 1920년대 출생한 자기

세대 여성들에 대해 남긴 수필 三十代의 女性들 가운데 일부이다. 이 글에서 그는

이전 시기 신여성들과 구분되는 자기 세대 여성들의 특징으로 “착실”함과 “온건”한

사고방식을 꼽고 있어 주목된다. 전세대의 신여성들이 낭만적이었으되 곧잘 “데까당

65) 권명아, 앞의 책, 286～287쪽.

이와 관련해 이상경 역시 일제 말 정치적 관심을 억제당한 저널리즘이 신여성들의 사상이

나 조직 활동에 대해 침묵하는 대신, 대중의 흥미를 충족시키는 연애, 에로티시즘 문제만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1920년대에 다양한 가능성을 가졌고 실제로 그 가능성들을 추구했던

신여성들의 여러 모습 중에서 ‘모성’을 거스르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적 여성

상이 신여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담론화”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상경, 1920년대 신여

성의 다양한 행로에 관한 연구 ,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78쪽.)

66) 강신재, 三十代의 女性들 , 사랑의 아픔과 眞實, 육민사, 1966, 50～51쪽.



- 25 -

에의 전락”에 이르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일제의 전체주의식 훈련과 엄격한 교

육을 통해 사상적으로는 현모양처를, 실질적으로는 능률적인 일꾼을 지향하며 성장

한 강신재 세대 여성들의 경우 그들 보다 더 큰 시련을 겪었음에도 “건실하고 용감

하게” 자신과 아이들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수필 장르 내에서도 그 같은 기질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성장기를 회고하는 글들, 특히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 경기고여, 이

화여전에서의 체험을 전면화한 강신재의 수필 및 소설들은 그와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대표적으로 1943년부터 해방 직전 결혼으로 중퇴하기 이전까

지 이화여전 가사과에서 수학한 경험에 대해 회고하는 수필 梨花 이야기 67)를 살

펴보자. 이 글은 일제 말기 본격화된 천황제 파시즘으로 인해 “종교와 미국적인 사

상으로 이어져 오던 梨大의 전통”이 심각하게 훼손당했던 일들 및 이와 연계해 지

식권력 및 진보적인 여성 의식에 기반해 구축되어온 이화여전 학생들의 여성성이

서구화와 퇴폐의 상징으로 부정되고, 양처현모의 동양적 여성성을 강압 받았던 기억

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音樂堂에서 수요일 아침마다 행해지는 禮拜는 敬虔하고 가족적이고 그리고 신비로우

면서 華麗한 무드에 차 있어, 학생들은 이 채풀 시간을 좋아하였다. 참석하지 않으면

減點이 된다느니하는 한심한 罰則 같은 것이 없어도 누구나—어설픈 無神論者 까지라

도 포함하여—즐겨 출석하는 한 때였던 것이다. 壇上에 늘어놓인 등받이가 높다란, 古

色蒼然한 마호가니의 椅子의 하나에 작으마한 교장선생이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 가

죽 表紙의 聖經 구절을 읽으시거나 축복의 祈禱를 하시는 것은 아뭏든 이 장소와 뗄

래야 뗄 수 없는 象徵的인 풍경이어서, 그 椅子가 덩그라니 비어 있고, 다른 선생님이

어딘가 불안한 표정으로 大役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도무지 침착할 수 없게 만들었

다. 警察이니 憲兵이니 하는 말은 그러지 않아도 환영할만한 것은 못되었다. 禮拜는

悲壯하여지고 찬송가의 코러스는 앙양된 반짝임을 잃었다.

달고 맑은 아침 공기 속에 정렬해 서있으면 가까운 숲에서 놀라도록 큰 소리로 꾀꼬

리가 울거나 때로는 머리 위로 그 무거운 날개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 朝禮시간도 대

개의 講義보다는 중요한 것이었다. 잔디가 아름다운 언덕을 배경으로 네모난 상자같

은 壇에 先生님들이 올라가, 대충 매우 우습고 서툰 일본말로 무언가를 말하신다. 歐

美系의 교육 안에 살아 오셨거나 國粹主義的인 사상의 덩어리인 그 분들에게 난데 없

67) 강신재, 梨花 이야기 , 앞의 책, 56～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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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日語 사용의 강요는 悲劇이었지만, 어쨌든 그 우스움을 吟味하고 있거나 그 歷史

的 考察에 생각을 달리고 있자면, 주위를 둘러친 숲으로부터 안개가 江물처럼 흘러

오기도 했다. 발밑의 클로버는 이슬에 젖었고, 가슴은 生動하여 터질것만 같고…….

격렬한 기쁨을 까닭없이 약속하는 이런 아침에 교장선생의 조그만 모습이 아무데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불안하고 어두운 威脅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다.68)

매주 음악당에서 거행되던 경건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의 채플 시간, 예배를 주도

하던 총장은 경찰의 출두명령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교수가 서툰 일본말로 연설을

하는 풍경이 회고되고 있다. 강화된 식민지 체제 아래에서 이화여전과 같이 구미계

의 선교사에 의해 운영되어온 사립학교들은 집중적으로 탄압을 받던 시기였고, 종교

과목이나 문과의 교수들은 특히 시달림을 겪었던 것이다.69)

강신재가 회고하는 이 같은 대학 시절의 풍경은 그보다 조금 앞서 1930년대 중

후반에 이화여전 문과를 다녔던 전숙희, 조경희 등의 그것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 그들이 이화여전에서의 추억으로 인상 깊게 언급70)하는 영어 연

극제나 이태준, 이희승의 지도 아래 만들어졌던 교지 《梨花》71)와 같은 문과의 주

요 활동들은 강신재가 재학하였던 시기에 이르러 모두 중단 조치72)되었다.

68) 위의 글, 56～57쪽.

69) 이화100년사 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 1886～198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281쪽.

이 시기 교수들은 일본유학을 강요받았고 이로 인해 문과의 김상용, 이희승 등이 일본에 다

녀오기도 했다. 1940년 이후로는 외국인 선교사 교수들이 귀국하고, 대신 일본식 교육을 받

았거나 일본인 출신의 교수들이 대거 이화에 부임하였다. 당시 문과과장이던 이희승은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피검되기도 했다. 강신재 역시 “입학당시의 문과과장이시

던 李熙昇선생님을 내가 처음 뵌 것은 그러므로 八ㆍ一五의 해방이 되고 난 후였다”고 회

고하고 있다. (강신재, 위의 글, 58쪽.)

70) 전숙희, 전숙희 문학전집1, 동서문학사, 1999, 27쪽; 조경희, 나의 청춘 이화 시절 , 조

경희 자서전, 정우사, 2004, 41～62쪽.

71) 교지 《이화》는 1926년 조직된 이화여전 학생기독교청년회 문학부가 편집 주체로, 1929년

처음 발간되어 1939년 발행정지 되기까지 총 8집을 발행하였다. 교지임에도 도청 학무과의

검열을 거쳐야 했다. 모윤숙은 문학 부장으로, 노천명은 부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지영,

식민지 시대 교지 《이화》연구: 지식인 여성의 자기 표상과 지식 체계의 수용 양상 , 여

성문학연구16,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37～41쪽 참조.)

72) 1910년 5월 30일 이화학당의 창립기념행사로 이화사 라는 연극을 공연한 이래, 1920년대

부터는 거의 매해에 한 회씩 상연되었던 연극공연은 1930년대부터는 이화여전 문과 주최의

영어 연극제로 자리매김한다. 셰익스피어, 루이자 올컷(Louisa May Alcott), 월터 스콧

(Walter Scott) 등의 연극이 주로 상연되었으나, 1942년 존 메이스필드(John Edward

Masefield)의 낸의 비극(The Tragedy of Nan) 을 마지막으로 1947년 재개되기까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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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돌 같은 것들이 날리어 오고, 자로 잰듯이 반듯하게 고쳐진 길 양곁에 무미하게

쌓아 놓여져 갔다. 하늘을 향해 곧 바로 높이 높이 서 있던 아름다운 樹木이 잘리어

넘어지고, 숲속의 향긋한 지름길, 古木의 통나무다리가 걸쳐 놓인 개울 주변도 무참하

게 변모되어 갔다. 전체적인 조화며 美感 따위가 아랑곳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 壯麗

한 城郭같은 흰 건물들의 둘레 모두의 정서적인 분위기는 그에게 敵意같은 것 조차

품게 하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내게는 꼭 그런것 같이만 느껴졌다.73)

이와 함께 강신재는 이 시기 새로 부임한 일본인 교장에 의해 캠퍼스 전체가 일

본식으로 개조되었던 일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술회한다. 김활란을 대신하여 이화여

전에 부임한 그는 과거 강신재의 고등여학교 시절 교장이었다는 언급으로 미루어

경기고여의 4대 교장(1925.4.16～1940.5.7)이자, 1944년 1월 이화여전의 학감으로 부

임한 高本千鷹74)으로 추정된다. 그가 부임한 뒤, 이화여전은 일본식으로 개조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캠퍼스의 조경이 일본식으로 탈바꿈되는 것은 물

론, 일본의 고대사에 관한 강의가 필수 과목으로 신설되고 기숙사 방에는 다다미가

깔렸으며 다도를 담당하는 선생이 부임해오기도 했다. 또한 여학생들의 복장, 생활

태도 면에서도 대대적인 관리와 규제가 시작되었는데, 그는 이 시기 새로 부임한 일

본인 남성 교사들이 자유롭고 서구적인 분위기에 익숙하였던 이화여전의 여학생들

을 마치 “魔女”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며 감시하였다고 회고한다.

그 젊은 남자교사는 외형부터 陰險하고 不具스러운 사람이어서 젊은 여자애들이 모조

리 魔女로 보이기라도 하는지 지독히 적대시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音樂堂

이나 體育館에 오가는 길, 또 기숙사로 오르 내릴 때 추운 계절이면 학생들은 외투를

걸친다. 어깨에 둘러 쓰고 빈 소매를 데룽댄채 노트나 책을 가슴에 붙안고 걸어들 간

다. 웃고 지껄이며 발랄하게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그의 비위에 무섭게도 거슬린 모

양이었다. 그는 미친듯이 흥분하면서 사제 지간이라 치고도 예에 어긋나는 蠻聲과 어

휘로 그 꼴모양은 鬼畜米英의 것이라고 소리 질렀다. 아무리 짧은 사이라도 소매 속

에 팔을 끼어 제대로 입고, 단추를 하나 빠짐 없이 채우고 웃고 지껄이지 말고 걷지

되었다.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561～562쪽 참조.)

73) 강신재, 앞의 글, 58쪽.

74) 이화10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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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못할까!

기숙사의 방 하나에는 다다미 가 깔리고 茶道의 늙은 부인이 나타난 것도 이 무렵이

었다. 상냥한 젊은 여선생도 하나 둘 새로 왔는데 이들의 너불거리는 極彩色의 옷소

매는 梨花의 캠퍼스 안에서 볼 때 유독 奇異하게 비치는 것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은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75)

이는 앞서 지적하였듯, 지식권력과 성적 해방에 근거하였던 이전 시기의 근대적

여성성을 서구화와 퇴폐의 상징으로 부정하고, 동양의 전통적 여성성을 새롭게 확립

하려 했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편, 일제 말기 여성들에게 요구되었

던 정체성의 교체 문제가 조선인→황국신민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의 교체뿐 아니라,

자유와 서구적 사상에 젖줄을 댄 근대적 여성성→동양의 양처현모적 여성성으로의

교체이기도 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76)

주목할 점은 일찍이 서구식 미션 교육을 받은 지식인 부모님, 특히 숭의여학교를

졸업한 신여성이었던 어머니 아래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성장한 강신재의 내면에 이

것이 상당한 충격으로 각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일제 말기의 이화여전 가사과라는

미래의 양처현모들을 양성해내는 온상 속에서 다른 여학생들처럼 자연스럽게 적응

하지 못하는 자신으로부터 상당한 이질감과 좌절감을 느꼈음을 당시를 회고하는 수

필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이는 강신재가 경기고여 졸업반 당시 본래 문과를 희망하였으나 “귀축미영(鬼畜

米英)과 전쟁을 하고 있는 현재 영문학을 하고 싶다는 사상은 불건전하다”고 훈계를

받은 뒤, 대부분의 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가사과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과

도 관련이 있다. 실제 그는 입학한 이후에도 문과 학과장을 찾아가 전과를 요청하였

을 만큼 가사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재학한 지 2년이 채 안된 1944년

이화여전을 중퇴한 것이다.

이화에 갈 적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문과를 지망하였더니 직원실에 불려갔던 것이다.

75) 강신재, 앞의 글, 59～60쪽.

76) 물론 이 두 영역은 권명아의 지적처럼 서로 상호작용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했는데,

예컨대 여성에게 ‘황민’이라는 추상적 정체성의 내용은 ‘청년, 총후부인, 소국민’이라는 구체

적이고 익숙한 정체성 항목들의 위계화 가운데에서, 즉 기존의 양처현모주의 사상과 결탁

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던 것이다. (권명아, 앞의 책, 173～1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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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축미영(鬼畜米英)과 전쟁을 하고 있는 현재 영문학을 하고 싶다는 사상은 불건전

하다.

실지로 우리의 학년은 거의 다 가사과(家事科)로 가게끔 되어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나도 지원서를 고쳐 썼다.

그러나 그 타협이 얼마나 잘못이었던가를 깨닫기까지에 별로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

염색ㆍ자수ㆍ재봉ㆍ요리, 그리고 육아라느니 하는 과목으로 충당되는 대학 생활은 나

를 죽기 만큼 괴롭혔다. 그같은 실기에 나는 재주가 없을 뿐더러, 수틀이나 재봉감을

10분이나 15분 동안만 붙잡고 앉았자면 가슴이 문자 그대로 터져 나가려고 하였다.

문과 교실 앞을 지나다가 흑판에 롱펠로우의 시나 셰익스피어의 한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 눈물이 쏟아졌다.77)

이처럼 일제 말기 고등여학교와 여자전문학교 시절을 보내며 강력하게 훈육 받

았던 양처현모주의 사상과의 마찰, 가사과에서 예비 주부 수업에 국한된 지식만을

습득하며 느꼈던 불만, 다른 여학생들이나 주부들과 달리 가사에 흥미나 자질을 보

이지 못하는 데서 느꼈던 뚜렷한 자의식 등은 결혼 이후 강신재가 문학 창작으로

나아간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동시에, 향후 그의 여성주의적 글쓰기를 추동해나가는

주된 기반으로 자리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

결혼은 상대방을 행복히 만들어 주어야 하고 일면으로는 두 사람 서로의 향상을 더욱

조장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나는 우선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가정에 봉

사하러 들었다.

서투르기 이를데 없는 솜씨를 가지고 때로는 상당히 고통을 느끼며 家事에 익숙해 지

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 나는 심히 자주 나 자신의 資質에 대하여 위구를 갖는 일이

있게 되었다. 그 위구는 때로는 실망과 함께 또 때로는 앙양된 기분과 함께 찾아 왔

다.

그것은 말하자면 가사 전문가로서의 나의 소질이 그다지 신통하지가 않다는 자각이었

다.

書齋를 치우러 들어 갔다는 다 저물 때 까지 그냥 주저 앉아 버리는 일이 많다. 먼지

를 털려고 내려 놓은 책들은 시간이 없어지면 마구 밀어 넣게 되니까, 정돈 상태는

77) 강신재, 문학, 그 만남의 길 , 무엇이 사랑의 불을 지피는가, 나무의 향기ㆍ2, 1986, 16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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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였을 때 보다 더 나빠지고 일거리는 는다. (중략)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문학에 관련이 있는 일……)

하고 나는 주저하면서 생각하였다.78)

실제 그는 등단작 얼굴 (문예, 1949.9)에서부터 양처 되기의 강박과 그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으로 인해 미쳐버린 여성의 모습을 “검정테 안경을 쓴 험악한 얼굴” 이

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훈육 받은 여성성과의 불화로 인해 히스

테릭하게 일그러진 여성상은 이후 강신재의 창작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뚜렷한

계보를 구축한다.

이렇게 본다면 처음에 살핀 삼십대의 여성들 의 진술과 달리, 강신재에게 성장

기 훈육 받은 양처현모주의 여성 교육은 “온건”함이나 “착실”함의 기질을 형성케 한

이면에서 상당한 거부감과 이질감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문학을 지속시켜 나간 창작

적 동인(動因)으로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실, 1949년 등단 이후 50여년에 걸쳐 작품 활동을 지속해나간 강신재의 창작열

은 엄청난 것이었는데, 이는 중산층 가정주부로서 그가 점했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를 고려하였을 때 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문학 활동 자체가 생계의 수단과도 잇닿아

있던 박경리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이 경우 작가 강신재의 창작 활동을 추동하고 있

는 근원적 욕망과 그 문제의식을 탐구하는 작업은 응당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아래에

서는 앞서 살핀 양처현모주의 사상과의 갈등 인식 및 이에 기반한 문제의식이 강신

재의 소설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살필 것이다.

2.2. 분열된 여성 주체와 억압된 섹슈얼리티의 형상화

강신재가 처음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문예》의 집필진이자 추천위원으

로 있는 김동리를 통해서였다. 이후 강신재 초기작들의 대개가 《문예》를 통해 발

표되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초기 강신재 문학에 대한 문단의 관심 및 평가는 김동리

78) 강신재, 내가 擇한 길 , 사랑의 아픔과 眞實, 육민사, 1966, 109～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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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축으로 한 당시 우익 계열 문인들의 문학관과 따로 떼어놓고 보기 힘들다.

주지하듯, 해방 이후 좌우익으로 양분되어 전개되어오던 민족문학운동은 1948년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계기로 우익 문인들이 제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이념 대립

에 기초하였던 과거의 성격이 질적으로 전환될 필요에 직면한다. 이 같은 과제 앞에

서 당시 소장파 문인들은 ‘문학의 자율성’, ‘순수성’을 표방한 새로운 문학 담론을 조

성해나가는 한편, 추천 등단제도를 통해 신인 작가들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문학의

안정적인 재생산구조를 창출하는 데 힘썼다.79)

1949년 강신재가 등단한 것은 《문예》의 이 같은 추천제를 통해서였다. 이른바

‘순수문학’을 표방한 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되던 당시 문단에서 이념성을 완전

히 소거한 채 단편의 미학에 충실하고 개성적인 문체와 묘사에 능한 강신재 소설은

주류 비평의 취향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이에 “非凡한 將來를 豫想케 한다”80)는 김

동리의 평처럼 그는 신예 작가로서 전도유망해보였던 것이다. 실제 박경리가 등단하

기 이전까지 강신재는 왕성하게 활동하며 독보적인 여성 작가로서의 지위를 점하는

데, 1950년대의 ‘여류 예술계’를 회고하고 전망하는 자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여

류 작가’로 전반기에는 강신재를, 후반기에는 박경리를 꼽은 기사81)는 이를 분명하

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시기 강신재가 표방하였던 작품 경향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는 첫

번째 추천작82) 얼굴 (문예, 1949.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편의 훌륭한 아내가

79) 이와 관련해서는 이봉범, 잡지 《문예》의 성격과 위상: 등단제도를 중심으로 , 상허학보

17, 상허학회, 2006;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신춘문예와 추천제를 중심으로 , 한국문학

연구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등을 참조해볼 수 있다.

80) 김동리, 小說薦後 , 《문예》, 1949.9, 131쪽.

강신재는 《문예》에 원고를 직접 투고하지 않았음에도 발탁되어 등단한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 그는 《문예》에 실린 첫 번째 추천작 얼굴 이 손소희의 손을 거쳐 김동

리에 의해 추천되는 동안, 정작 자신은 그것이 잡지에 투고된 줄도, 추천되어 발표된 줄도

몰랐음을 회고한다. (강신재, 문학, 그 만남의 길 , 무엇이 사랑의 불을 지피는가, 나무

의 향기ㆍ2, 1986, 162쪽 참조.)

81) 女流藝術界의 展望 (좌담회), 《여원》, 1956.1, 217쪽.

82) 《문예》 추천에 앞서 발표된 소설로는 단편 분노 (민성, 1949.7)가 유일하다. 그는 이 소

설에서 병든 아이를 버리고 양공주가 된 여성과, 사고로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고 간병인이

되어 다른 사람의 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노파를 대비해 그리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이

소설을 데뷔작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관련한 수필을 미루어 짐작컨대, ‘P선생님’에 의

해 과도하게 첨삭되어 돌아 온 분노 원고가 작가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성》을 통해 발

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신재 외, 좋은 글, 잘된 문장은 이렇게 쓴다, 문학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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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던 여성이 남편이 죽은 뒤에서야 비로소 그의

부정을 알게 됨으로써 미쳐버리게 된 이야기를 그린 이 소설은 그 같은 여성의 분

노와 고독을 험악하게 일그러진, 검정 테 안경을 쓴 늙은 여인의 얼굴 이미지를 중

심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인공 ‘경옥 여사’는 남편 ‘K’를 인생의 지도자로 섬기고 그에 걸맞은 협력자가

되겠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띠고 결혼한 여성이다. 결혼 생활 내내 그는 특히 정숙

과 순결에 있어 강박적이리만큼 엄격함을 고수하는데, 이는 “학(鶴)과 같이 깨끗하

고 백합 같이 향기”로운 몸가짐을 통해 가정의 신성을 수호하고, 남편의 명예를 뒷

받침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최후까지 지켜야 할 사명이라고 여긴 까닭이다.

저는 그 투사의 협력자이고 위안자이에요 제가 있는 곳은 즉 그의 오아시스˙ ˙ ˙ ˙ 지요 그리

고 또 그이는 저라는 여성 속에서 모든 미와 덕을 발견하고 저를 통해서 인류를 사랑

할 수 있다고 까지 말슴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결해야 하지요 이 쓰레기통 같

은 세상에서 학(鶴)과 같이 깨끗하고 백합 같이 향기로워야지요……… 저이는 곧 결

혼합니다 그리고 그이가 돌아가시는 날 저는 이세상에 머물지 않겠읍니다………83)

그러자 마치 엿듣고 서있기나 하였든 듯이 또어가 열리며 차도구를 든 부인이 실내로

들어섰다. 그는 자기가 할일은 무엇이나 잘 알고 있다는 드키 현부인연 하고 거만하

게 걸어 들어 오더니 허리를 굽히며 나를 보자 깜짝 놀랜 듯이 입을 벌렸다 나도 물

론 놀랐다. 그것이 바로 경옥 여사였으니까. 그러나 내가 무어라고 입을 열 사이도 없

었다. 그녀는 무례한 짓이라도 당한 사람같이 분연코 찻 종을 든채 되돌아 나가 버린

것이다. 너무 민망했든지 K씨가 낭패해서 무어라고 하면서 뒤따라 나갔다.

아니, 여보

웨요? 나는 저기 앉었는 사람하고 자리를 같이 할 수는 없읍니다. 이유는 당신의 명

예에 관한 일이얘요 가정의 신성을 생각해섭니다

또어˙ ˙ 밖에서 이렇게 낮으나마 엄연하게 선언하는 여사의 말 소리가 새여 들어 왔다

K씨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을 하고서돌아와 앉었다.

(과연 학̇(鶴)이구 백합˙ ˙ 이 로군………)84)

1993, 16쪽 참조.)

83) 강신재, 얼굴 , 《문예》, 1949.9, 125～126쪽.

84) 위의 글, 12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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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녀는 과거 자신을 흠모하였던 ‘나’의 연애편지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사업

상 남편 K를 찾아 온 나를 문전박대하는 것은 물론, 남편이 죽은 뒤에는 그녀 보다

먼저 죽은 남편을 뒤따라 죽음으로써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자 결심한다. 즉 K의 장

례를 치르는 경옥 여사의 얼굴에 비통할지언정 일종의 자긍심과 우월감이 어렸던

까닭은 일생을 K의 아내로서 본분을 행하는 데 추호의 모자람이 없었다는 만족감에

서 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돌연 등장한 “파아마넨트의 단발을 한 여학생”은

자신이 K와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이였음을 주장하며, 자살을 결심하면서까지 그를

따르려고 했던 경옥 여사를 완전히 좌절시킨다. 이 때 그것이 자신보다 먼저 죽은

남편의 순장품이 됨으로써 최후까지 그를 따르려 했던 남편의 장례식에서였다는 점

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지금껏 경옥 여사의 삶을 점령해온 이데올로기의 근거가 박

탈되는 순간이라는 점에서 양처로서 그동안의 경옥 여사의 장례식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는 것이다.85) 작가는 이 장례식을 마치고 애초의 결심과 달리 살아남은 경옥

여사를 검정 테 안경을 쓴 험악하게 일그러진 얼굴과 분노와 고독 속에서 칩거하는

변태적인 말로를 통해 그려낸다.

경옥 여사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태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크나 큰 집의문이란

문은 일체닫아걸고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도 한번 그의 집 벨을 눌른

일이 있었으나 역시 응답이 없었다 그리고 두번째 갔을 때는 벨마저 뜯어치우고 보이

지 않았다. 그 근처 사람들은 경옥 여사가 단한마리 기르고있는 흰 고양이에게 고기

반찬만 해서 먹인다느니 그런가 하면 또는 방맹이를 들고 온 집안을 쫓아 다니는 것

이 여사의 일과이어서 고양이가 바싹 말렀다느니 하는 소문을 전한다. 그러하기는, 고

독하게 전연 고독하게 쓴기억과 더부러 사는 경옥 여사에게 어떠한 괴벽 이 생겼다

할지라도 조금도 놀라울게 없는 일이 아닐가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한번 더 검정테 안

경을 쓴 험악한 얼굴을 눈 앞에 띠워보며 걸음을 옮겼다.86)

85) 비슷한 위미에서 김은하는 이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장례식’이라고 해석하였다. (김은

하, 유미주의자의 글쓰기와 여성 하위주체들의 욕망: 강신재의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 여

성문학연구2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197쪽.)

86) 강신재, 앞의 글,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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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밀한 내면 묘사나 복잡한 플롯 대신, 험악하게 일그러진 여인의 얼굴이

라는 압축적인 이미지를 부조하는 데 주력한 이 소설은 단편소설이라는 장르적 특

성에 대한 이해 면에서나, 주제의식 면에서 모두 상당한 수준을 성취하고 있다.

주지하듯, 한정된 지면에 최대한으로 작가의 의도를 실현시켜야 하는 단편소설은

길이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다루는 주제, 즉 테마가 분명해야 하며 효과가 적절하고

인상이 선명하며 전체적으로 엄밀하게 통일되어야 한다는 제반 특색을 갖는다. 이

같은 특색은 모든 단편소설에서 요구되는 단편소설의 기본적 원리87)인 것이다.

<그림1>

2년 전 행길

K의 장례식

경옥 여사의 신혼집

20년 전

① 현재

⑤

④

③
② 연애편지

형식적인 면에서 얼굴 은 서술자인 나와 경옥 여사 사이의 5번의 우연한 만남

들을 근간으로 서사를 전개시켜나가는 구조를 취한다. 총 20여년에 걸친 이 만남들

은 현재 시점인 어느 봄날 전차 안에서의 해후로부터 출발해, 20년 전 K와 결혼을

앞둔 경옥 여사에게 내가 보낸 연애편지가 무참하게 거절당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그로부터 다시 현재에 이르는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후속하는 3번의 만남들이 잇달아 제시되는 방식으로 서사화된다.

즉 단순하지만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짜인 플롯을 통해 서사가 진

행되어나감에 따라 다루는 테마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며, 플롯 상으로는 나와 경

옥 여사 사이의 마지막 만남 장면(서사 상으로는 4번째 만남 장면)에 해당하는 장례

식 장면에서 남편 K의 부정이 밝혀지는 서프라이즈 엔딩(Surprise Ending)88)을 채

87) 元田脩一, 박희진, 전상범 역, 단편소설의 분석과 기교, 한국문화사, 2010,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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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함으로써 기교적으로 역시 완성도를 보인다.

특히 소설의 근간을 이루는 5번의 만남 장면마다 경옥 여사의 얼굴 이미지를 배

치하되, 4번째인 장례식 장면을 기준으로 2, 3번째는 K의 아내로서 본분을 다할 것

을 선언하는 의지적이며 거만한 형상을, 그러나 남편에게 철저하게 배반당했음을 깨

닫게 되는 장례식 이후, 즉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행길에서 마주친 5번째의 만남 장

면과 소설의 첫머리에 제시된 현재 시점에서는 험악하게 일그러진 히스테릭한 얼굴

을 제시함으로써 소설의 핵심 이미지인 경옥 여사의 얼굴이 변해가는 모습을 뚜렷

하게 보여주는 한편, 장례식 전후의 장면들을 대칭을 이루게끔 설계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독하게, 전연 고독하게, 쓴 기억과 더부러 사는 경옥 여사”의 분노

와 수치, 절망이 뻣뻣하게 일그러진 얼굴의 형상이 되어 소설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

는 까닭에 소설을 읽은 독자의 뇌리에 경옥 여사의 비극적인 얼굴이 강렬하게 새겨

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원고를 우연한 경로로 접하게 된 김동리가 “二百字

三十枚” 원고지에다 “가장 短篇다운 短篇의 構圖”89)를 보여주었다고 호평하며 추천

한 까닭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였던 것이다.

한편, 이 소설은 강력하게 훈육 받은 양처현모상과의 불화로부터 빚어진 비극이

라는 주제 면에서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2.1절에서 살펴보았듯, 성장기 식

민지 여성 교육을 통해 내면화한 양처현모주의 사상과의 갈등은 강신재를 문학 창

작으로 이끈 직접적 계기가 되었는데, 등단작 얼굴 은 그 같은 문제의식을 처음으

로 서사화한 작품인 동시에, 이후 전개될 문학의 주된 향방을 예비하고 있는 작품으

로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얼굴 에 후속하는 작품들에서 남편의 부정 등의 이유로 강력하게 훈육된

여성성과 마찰을 일으키며 히스테릭하게 일그러진 여성 인물들, 즉 “검정테 안경을

88) ‘서프라이즈 엔딩’은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 그때까지 숨겨두었던 뜻밖의 사실을 독자들에

게 내밀어 독자에게 쇼크를 주면서 플롯을 완결시키는 방법으로 ‘O. 헨리즈 엔딩(O.

Henry’s Ending)’이라고도 한다. O. 헨리즈 엔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방법을 가장 많

이 사용하며 성공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야기의 줄거리 안에 비튼 곳이 많다는 통속적인

의미로, 이것을 트위스트(Twist)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목할 점은 서프라이즈 엔딩이 단순

히 독자들에게 쇼크를 주면서 플롯이 완결되는 순간뿐만 아니라, 항상 이야기 안의 일체의

부분적 요소가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이야기 전체의 구성과 의미를 보여주는 계시의 순간

(Moment of Illumination)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위의 책, 27쪽.)

89) 김동리, 앞의 글,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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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험악한 얼굴”의 경옥 여사의 분신들은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뚜렷한 계보를 구축

한다. 물론 1950년대 발표된 대다수의 소설들은 등단한 지 채 1년도 안되어 발발한

한국전쟁의 영향력으로 인해 전쟁과 관련한 여성의 문제를 중심에 두는 경우가 많

지만, 그 같은 전쟁의 그림자가 창작의 전면에서 후퇴하기 시작하는 1960년대에 이

르면 창작 초기 표방하였던 앞서의 주제의식이 보다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해 洋館 (자유문학, 1961.2)은 흡사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

를(A Rose for Emily) (1930)을 연상시키는 얼굴 속 경옥 여사의 최후, 즉 집밖으

로 나오지 않은 채 변태적인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여성의 형상을 이어 받아 낡은

양관에서 유폐된 유령처럼 살아가는 두 자매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로, 얼굴 의 후

속작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소설의 유일한 공간적 배경인 양관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혼녀 ‘유진’과 미망

인 ‘유선’ 자매의 비참한 현재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즉 한때는 “인간의 존

엄성을 과시하려는 듯한” 위용 있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

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이 제거되고 흉가 같은 인상을 주는 그것은 결혼생활에 실패

한 채 아버지의 양관으로 돌아온 두 자매의 형상과 닮아있다.

언니 유진은 두 집 살림을 하며 그를 속여 왔던 남편과 이혼하고 일찍 이곳으로

돌아왔으며, 동생 유선은 결핵환자였던 남편이 죽은 작년 미망인이 되어 돌아왔다.

이들은 아버지가 죽고 살림을 돕던 식모들도 모두 사라진 이층집의 구석방에서 생

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만을 모아 놓고 생활한다. 그 방을 제외하고는 양관 안의

모든 장소는 집밖과 마찬가지로 흙신으로 디디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드

나들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버려둔다.

소설은 어느 아침, 잠을 깬 유진이 문득 자신들이 덮고 잤던 “진초록빛 바탕에

꼬리를 편 공작을 수놓은 번쩍이는 이불”, 즉 생전의 어머니가 자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약하며 혼수로 장만해주신 그것을 내려다보며 새삼 기만당하는 듯한 느낌

을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행복한 결혼생활에 완전히 실패하고 친정으로 돌아

온 자매의 오늘을 모른 채 죽은 어머니를 어떤 의미에서는 “순전한 타인보다 더욱

타인인 것” 같다고 느낀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는 보다 직접적이다. 이 집에서 보낸 유년 시절, 자신들에게

오직 “인간의 성실함”에 대한 신뢰와 긍정만을 가르쳤던 아버지는 결과적으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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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신으로부터 유진이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완전히 좌절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그 같은 가르침이 아니었던들 남편의 배신에서 오는 아픔을 그

토록 뼈저리게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유진은 인간에 대한 깊은 염오와

삶의 대한 완전한 의욕 상실 상태에 빠져있다.

한편 서른도 채 안 되어 미망인이 된 동생 유선은 언니처럼 누군가를 증오하거

나 삶을 체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깊은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남편이 죽고 홀로 남

겨지게 된 상황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나 의미를 찾지 못할 만큼 불안감을 주는

것이었고, 이 속에서 그는 다만 남편이 살아있던 과거에 고착됨으로써 현재의 불안

을 잊으려 한다. 물론 신경질에다 결핵환자였던 남편이 생전에 유선을 유달리 사랑

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녀는 병석에 있던 남편의 장기 상대가 되어주기 위해

장기를 배우러 다녔던 지난날처럼 남편이 죽은 현재에도 빠짐없이 기원에 드나들고,

다시 돌아온 아버지의 양관 한 구석에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의 소유물들을 비슷한

모양으로 꾸며놓은 채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거기에는 테레비죤이며 라디오며 전축등속이, 그네가 남편과 함께 살던 방에서와 비

슷한 모양새로 놓여 있었다. 마른 걸레로 그네는 그 소중한 물건들의 먼지를 훔쳐 냈

다. 따뜻할 때에는 노상 그곳에 틀어박혀 살았지만 추워진 후에는 종종 이렇게 소제

를 하는 것이었다. (중략) 그러자 언제나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그네의 가슴 밑바

닥에 조그만 밀물같이 슬픔이 밀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애달픔이었다. 유선이 이처럼

삶 의 바깥에서 발을 멈추고 그 알지 못할 것―삶―을 물끄러미, 섬찍한듯이, 들여다

보기 이전의 날들, 인식함이 없이 그저 살아 온 날들에 대한 미련이 슬픔을 밀고 오

는 것이었다.90)

이처럼 불행했던 결혼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온 아버지의 양관에서 유령 같은

몰골로 과거 훌륭했던 이 집―아버지의 가르침이 깃든 공간―의 곳곳을 흙발로 짓

밟고 돌아다니는 두 자매의 형상은 “크나 큰 집의문이란 문은 일체닫아걸고” 고양이

를 잡기 위해 방망이를 들고 온 집안을 쫓아다니며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얼굴

속 경옥 여사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특히 두 작품 속 여성들의 비극이 모두 불행하게 끝나버린 결혼생활에서 기인하

90) 강신재, 洋館 , 《자유문학》, 1961.2,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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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 그 중에서도 양관 속 언니 유진과, 얼굴 속 경옥 여사의 경우 모

두 철저하게 믿었던 남편으로부터의 배신과 동시에, 자신들이 내면화한 양처현모상

과의 갈등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비극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

으로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테마의 연장선상에 놓이되 내면화된 여성상과의 갈등에서 오는 분열을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그리고 있는 경우가 이브 變身 (현대문학, 1965.9)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앞서 살핀 경옥 여사의 일그러진 얼굴이나, 유진의 증오를 넘어서

는 극단적인 여성의 분열상을 정신병자가 된 ‘난아’의 광태와 혐오감을 자아내는 그

녀의 훼손된 신체를 통해 형상화한다.

삼대의 여성들이 살아가는 집을 배경으로 하는 이브 변신 은 제목에서 드러나

듯 변신한 이브들, 다시 말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기이한 형상으로 변모

해버린 여성들의 모습을 한 데 모아 그려낸다. 이 집을 살아가는 여성들은 오직 한

가지 문제에서만큼은 공통적인데, 그 같은 비정상적인 삶의 근원엔 모두 남성으로

인한 상처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노할머니나 여주인 ‘최애자’, 그리고 며느

리는 모두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노할머니에게 그것은 치매에 걸린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과거이고,

최애자는 가슴에 사무친 그 “원한”으로 인해 매일같이 집밖으로 나돌아 다니며, 겉

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지만 미식(美食) 따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며느리

역시 그 같은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최애자의 딸 노처녀 난아이다. 하나뿐인 딸이 결혼생활에서 자

신과 같은 비극을 당할 바에야 평생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최애자가

난아를 감금시키면서까지 약혼자 ‘중현’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탓에 그는 완전히 미

쳐버린다. 여고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까지 차석으로 입학하였던 난아가 어머니

의 그 같은 부당한 처사에 반항하지 못하고, 미쳐버린 까닭은 “너무 얌전한 탓”이라

고 설명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처럼 정신병자가 된 난아가 보이는 광태이다. 그는 이미 다른 여

자와 결혼한 중현이 흡사 눈앞에 있는 듯, 그를 안고 쓰다듬고 “입으로 옮길 수 없

는 망측한 수작”을 연기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또한 과거 중현과의 결혼을 반대

하였던 어머니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급기야 아름다운 자기 몸의 곳곳을 손톱으로

긁으며 상처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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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현씨가 그러면 나는 몰라요.

나도 갈래요. 집을 빠져나와서 갈테야요. 가면 되겠죠.

싫어요. 꼭 붙잡으세요. 손을 꼭…… 네? 어머니가?

갑자기 난아는 손을 뿌리치며 얼굴을 들더니 꽥 하고 듣기싫게 소리를 질렀다.

뭐? 그런년은 죽으라고 해! 그런 악마는. 이년! 최애자란 네 이년! 91)

난아는 머릿속이 이상할 뿐 아니라 불결한 손으로 온갖 데를 만지고 긁고 하여 그런

지 밤낮 여기저기 부스럼이 나서 피고름이 꿀쩍대고, 귀, 입속, 내장기관 할것없이 돌

아가며 고장인 것이었다. 아프다고 울고 가렵다고 날뛰고……92)

이는 그간 억압되어온 섹슈얼리티의 비정상적인 표출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실제 강신재 소설에서 강력하게 훈육된 여성성과의 갈등에서 오는 여성 인물들의

분열은 곧잘 섹슈얼리티를 비정상적으로 표출시키는 행위로 이어지는데, 이는 후기

창작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얼굴 의 경옥 여사가 순결과 정숙에 있어 가장 강박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양관

속 유진 역시 집을 고치러 온 젊은 수리공과의 관계에 대해 표면상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편이고, 이브 변신 의 난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재현하는 외설적인 몸짓이나 욕설,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가학적인 훼손 행위 등을 통해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왜곡된 형태로 표

출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粘液質 (신동아, 1966.6)에 이를 경우 살인까지 범하는 여주인공의 집요하

며 악마적인 정염의 형태를 띠고 표출된다. 강신재의 소설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경기고여 체험에 바탕을 둔 이 소설은 형무소와 같이 삭막하고 엄격한 ‘K고녀’의

‘김옥례’라는 여성 인물을 통해 양처현모 양성이라는 기치 아래 당시 여학생들을 훈

육하였던 식민지 규율권력 및 전체주의식 교육의 불모성을 보여주는 한편, 그와 대

조를 이루는 옥례의 기이한 동물적 활기, 규율에 대한 위반의 충동 등을 강렬하게

부조해낸다.

91) 강신재, 이브 變身 , 《현대문학》, 1965.9, 16쪽.

92) 위의 글,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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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여 좀처럼 유급을 적용하지 않는 전례에도 불구하

고 낙제를 해 하급생인 ‘나’의 반에 편입된 옥례는 보통의 급우들과 달리 흡사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인물이다. 수업이나 시험, 엄격한 교칙 및 통신망

을 통한 자질구레한 전달 사항들―예를 들어 “청소용의 걸레를 삼센티와 이점오센

티 마름모꼴로 누벼 꿰매 석 장 지참해야 한다”거나 “신사참배는 방과후에 하기로

되었다든가” 하는 식의―은 언제나 옥례와 무관한 것이었고, 대개의 시간을 그는 침

묵으로 일관할 뿐이다.

양처현모의 방침 아래 여학생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던 K고녀에서 이 같은 옥례는

이질적인 존재이다. 선생들은 그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때로 심한 모욕을 주면서까지

개조하려 들지만, 언제나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법 없이 무안을 타지도 반발을

일으키지도 않는 그에게 나는 일종의 두려움과 매혹을 느낀다. 옥례의 표정에서 이

따금씩 드러나는 생기, 나이에 맞지 않게 난숙한 분위기, 어느 비오는 날 복도에서

속삭이던 외설 등이 K고녀의 엄격한 규율에 길들여져 있던 나를 강하게 사로잡은

것이다. 이는 “교복, 하고많은 제약, 관립학교 특유의 그 억압감”에 억눌린 채 발현

되는 옥례의 섹슈얼리티로 구체화되는 동시에, “지익직 배어 나와 밑으로 뚝하고”

떨어질 것만 같은 혐오감을 자아내면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점액(粘液)”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무겁게 움직이지 않는 탁한 늪의 느낌과 같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특별한 아이 라는 관심이 차차 엷어지고 스스럽지 않아진 다음에도 나는 때때로 이

상한 무서움같은 것을 그녀로부터 느꼈다. 어떻게 된 서슬에 그녀가 누구와 말을 하

는 것을 보면 그 눈이 아름답게 반짝이며 표정이 생동하였다. 귀여운 모양의 덧니를

내보이고 웃으면 음침한 기가 사라지고 그녀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하

였다.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옥례는 대개는 혼자서 우울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93)

씽긋하는 기분 나쁜 미소가 그말 뒤를 따랐다. 그리고 끈적끈적하는 듯한 그 웃음에

서는 정체모를 점액(粘液) 같은 것이 지익직 배어 나와 밑으로 뚝하고 떨어진 것 같

았다.94)

93) 강신재, 粘液質 , 《신동아》, 1966.6,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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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옥례는 K고녀를 졸업한 뒤 그간 억압된 섹슈얼리티를 한 남성을 향해 극단

적으로 표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를 소유하기 위해 계모를 살해하고, 그로 인해

감옥에 수감되며, 탈출한 뒤에도 다시 그를 찾아 헤매는 옥례의 강력한 섹슈얼리티

는 해방과 전쟁, 혁명이라는 세사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오직 자신만의

동력에 의해 집요하게 지속되어나가는 운명적인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등단작 얼굴 에서부터 이어지는 강력하게 훈육된 여성성

과의 갈등과 좌절이라는 테마는 강신재 소설에서 뚜렷한 줄기를 형성한다. 이는 많

은 경우 정숙한 아내의 역할에 충실해왔던 여성 인물들이 남편의 외도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계기로 자기 안의 분열을 인식하는 서사를 통해 제시되며, 그 과정에서

이들의 억압된 섹슈얼리티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과정이 수반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자신이 내면화한 여성상 내지 이데올로기로부터 기만 당하고, 그 분열을

인식하게 되는 강신재 소설의 여성 인물들은 그 같은 각성이 남편의 외도 등과 같

은 외부적 사건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며, 자기 안의 분열을 인식한 이후에

도 주체적, 독립적으로 새 삶을 일구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보다 극단적인 광기

에 귀착된 채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소극성을 지적해볼 수 있다.

이 같은 테마는 앞서 살핀 단편들뿐 아니라, 1960～70년대 발표된 原色의 迴廊
(민국일보, 1961.2.1～8.31), 사랑의 假橋(국제신보, 1961.11.1～1962.6.30), 新雪(한
국일보, 1964.9.1～1965.7.22), 레이디 서울(대한일보, 1966.10.17～1967.8.14) 등 다수

의 신문, 잡지 연재소설들을 통해서도 다루어지는데, 이 경우 앞선 단편들에서 보여

주었던 문제의식은 상당 부분 후퇴하고, 남편의 외도와 불륜이라는 소재의 선정성이

주로 부각되는 것이 특징이다.

2.3. 여성 예술가 소설과 캐서린 맨스필드 문학의 수용 양상

이와 함께 초기 강신재 소설에서 또 다른 계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여성 예술

94) 위의 글, 4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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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설이다. 눈이나린날 (문예, 1950.1), 병아리 (부인경향, 1950.6), 안개 (문예,

1950.6)를 포함해, 길게는 빛과 그림자 (문학사상, 1979.10)까지 지속하는 그것은 가

부장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 예술가들의 경험을 전면화함으로써 여성의 예술적

욕망이 현실에서 어떻게 곧잘 좌절당하고 억압되는지에 관해 서사화한다.

주목할 점은 이 계열에 해당하는 여성 인물들의 경우 앞서와 달리, 특별한 외부

적 사건이 계기가 되지 않더라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 종속된 채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에 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교적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이를 문제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일련의 여성 예술가 소설들에서 전면화되는 이들

의 강렬한 예술적 욕망, 즉 자신의 내면에 대해 언어화하고 싶어 하고, 그림이나 음

악 등의 예술로써 표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앞서 살핀 계열의 여성 인물들의 소

극성이나 병리성과 대조되는 것인 한편, 작가 강신재의 예술적 욕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선 주목할 작품이 강신재의 두 번째 추천작 정순이 (문예,

1949.11)다. ‘정순’이 ‘B’라는 남성에게 러브레터를 받게 되며 겪는 내면적 격동을 그

린 이 소설은 주로 구식 여자 정순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억압하고 은폐하는 과정

에 주목해 분석되어 왔다.95) 여성의 섹슈얼리티 문제와 관련해 강신재 소설에 접근

하는 독법으로, 이를 따를 경우 정순이 는 이후 전개될 강신재 소설 속의 여성 섹

슈얼리티 문제를 예비하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소설의 서사가 다른 한편

으로 B의 러브레터에 대한 정순의 회답 쓰기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 주

목하였을 때 이 작품은 자신의 내밀한 욕망을 언어화하고 싶어 하는 한 여성의 예

술적 욕망에 관한 이야기로도 해석될 수 있어 흥미롭다.

주인공 정순은 자신의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커녕 늘 누군가에게 감시

당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의 여성이다. 소설은 이 같은 정

순이 B로부터 받은 연애편지로 인해 격렬한 갈등을 겪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즉 외

부로부터 가해진 돌연한 자극에 의해 그의 마음에는 은근한 기쁨과 함께 회답을 써

보고 싶다는 대담한 욕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 하여금 처음으로 “적지 않

은 열성”을 느끼게 한 이 행위는 순조롭게 실현되지는 못한다. 어머니나 여동생 ‘정

95) 이와 관련해서는 최수완, 강신재 소설의 여성 섹슈얼리티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6, 39쪽; 김은하, 유미주의자의 글쓰기와 여성 하위주체들의 욕망: 강신재의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 여성문학연구2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2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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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바람에 몇 줄 쓰지 못한 편지나마 찢어버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손으로 불살라 버리고야 안심을 하는 지경인 것이다.

이 때 장장 반년에 달하는 정순의 집요한 답장 쓰기가 애초부터 B의 수신을 목

적으로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그녀 혼자서 B의 연애편지에 걸맞은 답신을 구성해

보고, 이를 지면 위에 표현하는 데 그치는 행위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사랑

의 성취보다 ‘쓰기’, 곧 자신의 내면을 언어화하는 데 초점 맞추어진 창조적 행위에

가깝다는 점에서 정순의 예술적 욕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 까닭이다.

그것도 정말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부처서 그 주소로 띠우자는데 까지는 생각지 못했으

나 그 부끄럽지 않은 회답의 문구를 생각해 내자는데는 적지 않은 열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는 밥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그것을 생각하였다.96)

어머니의 말에 그는 더욱 당황한듯이 북북 빨래 만 문대기는 것이었으나 어머니가 빈

대야를 들고 부엌으로 사라지자 울듯이 얼굴을 우그리고 후욱 한숨을 내뿜었다. B에

게 대고

어느듯 여름이 왔읍니다. 나는 버드나무 밑에서 빨래를 하다가……

이런 투로 모처럼 마음에 드는 글자가 줄줄 연달아 쓰여지던 참인데 그편지도 또한

찢기우는 운명에 봉착했으니 말이다.97)

그러나 정순의 편지 쓰기는 끝내 좌절당하고 만다. 식구들의 눈을 피해 몰래 회

답 쓰기를 시도한 지 반년이 흘러버린 어느 여름날, 숨 막힐 듯한 한낮의 정적 속에

서 그는 동생 정옥에게로 온 B의 편지, 즉 정순에게 바쳤던 찬사를 거두고, 대신 적

극적인 성격의 정옥을 추앙하는 내용의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후 편지 쓰기를 단념한 정순은 정옥에게 돌연 자신의 블라우스를 선사하는데,

“단홍색 사아뗑의 주름을 많이 잡어 지은, 마치 장미 꽃송이같이 아름다운 옷”, 그것

을 “내어입고 B와 함께 거리를 거니는” 공상만으로도 그녀의 얼굴을 붉히게 해 “내

심 불안을 느끼며 흰상자 속에 깊이 감춰 두었던” 그것은 이 경우 물론 정순의 억

96) 강신재, 정순이 , 《문예》, 1949.11, 98쪽.

97) 위의 글, 99쪽.



- 44 -

압된 욕망을 표상한다.

그는 이 옷을 정옥에게 선사하는 행위를 통해 말 그대로 자신의 욕망을 정옥의

육체에 덧입혀 실현하고자98) 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

은 욕망의 잔여, 즉 은닉되어 있되 여전히 존재하는 정순의 욕망이 “새빨간 석류열

매”의 상징으로 암시된 채 끝나고 있다는 점이다.

긴 여름해도 거진 기울어, 뜰에는 벌서 저녁 그들이 덮이고 있었다. 그 저녁 그늘에

잠긴 석류나무의 제일 아랫가지에는 새빨간 열매가 외롭게 하나 달려 있고, 거기다

앞집 고양이란 놈이 잔망스리 자꾸 매어 달려 작난을 치고 있다.

(중략) 그런데 저 괭이가 왜 저렇게 남의 석류 열매를 저렇게 곧장 못살게

굴어……엣! 쉿! 이놈의 괭이! 쉿! …………… 99)

이 새빨간 석류열매를 B를 향한 정순의 은폐된 섹슈얼리티로 해석한다면, 이 소

설은 선행 연구자들의 지적하였듯 이후 강신재 문학의 주된 축을 형성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예비하는 작품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앞서와 같이 이 소설을 정순의 편지 쓰기와 그 좌절에 관한 서사로, 즉 정

순의 내면에서 예술적 욕망이 태동하는 과정과 그것을 표출하고 싶어 하는 욕망―

반년에 달하는 집요하면서도 간절하였던―이 끝내 좌절되는 서사로, 그러나 여전히

그 예술적 욕망만큼은 제거되지 않은 채 잠복되어 있는 서사로 읽는 것이 가능하다

면, 이를 곧이어 창작되는 눈이나린날 등의 여성 예술가 소설들을 직접적으로 예

비하는 작품으로 해석해보는 것 역시 가능하다.

눈이나린날 을 시작으로 연달아 발표되는 병아리 , 안개 는 3부작으로 보아도

좋을 만큼 유사한 인물들과 서사를 공유하고 있다. 언급했듯,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

아가는 여성들의 예술적 욕망이 어떻게 현실에서 곧잘 좌절당하고 억압되는지에 관

한 이야기가 그것인데, 이 세 작품은 이를 모두 성악이나 미술, 문학 등 예술을 전

공하였고, 그에 상당한 재주와 열정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결혼 이후의 삶을 보여주

98) 이 같은 행위는 다른 한편으로 정순의 욕망이 정옥에게 언니로서의 위엄을 획득하는 방향

으로 전치된 것으로 역시 해석해볼 수 있다. 실제 정순으로부터 B를 빼앗은 정옥이 은연중

에 자신의 눈치를 보는 모습으로부터 정순은 난생 처음 언니로서 도취감을 맛보았다고 서

술되고 있다.

99) 위의 글, 102～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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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서사화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우선 눈이나린날 (문예, 1950.1)에서 이는 성악을 전공하였으나, 결혼과 동시에

성악가로서의 장래를 잃은 ‘영숙’의 삶을 통해 형상화된다. 영숙은 ‘명호’와 결혼 후

남편과 아들, 시동생들을 돌보는 벅찬 살림을 떠맡으며 일상의 모든 시간을 가족들

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보낸다. 결혼 초에는 누가 리사이틀만 한다고 해도 속이 상

했지만, 앞머리를 커트할 여유조차 내지 못하는 바쁜 삶 속에서 그는 어느덧 성악의

길을 단념하고 만다. 남편의 겨울 휴가차 내려 온 시댁에서도 커트한 지 한참이 돼

자꾸만 흘러내리는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헌 양말 뭉치들을 깁고 있는 이 같은 영

숙의 얼굴은 “가면같이 무표정”한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남편 명호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영숙과 함께 겨울 휴가를 보내기 위해 고

향에 내려온 명호는 시종 유쾌한 기분에 들떠 있다. 모교의 체육실에서 상쾌하게 운

동을 하고 나온 그는 제국대학 출신이라는 자부심, 상관의 신망이 날로 두터워지고

있다는 자신감, 그럼에도 아직 충분히 젊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서 오는

기쁨으로 인해 “더할나위 없이 기분이 좋”은 상태이다. 물론 행실이 불량한 막내 동

생 ‘명자’를 맡아 달라는 부모님의 제안이 내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 간에 갈등

을 만들거나 마음을 쓰는 것이 귀찮은 그는 영숙과의 상의 없이 그것을 쉽게 승낙

하고 곧 그 일에 대해 잊고 만다.

이처럼 소설에서 그려지는 명호는 영숙의 희생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특히 무감

각하다. “결혼한 여자에게 출세할 가망이 두터운 남편과 애들이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영숙이 성악을 포기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명자를

맡게 될 일로 우울할 영숙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영화 구경을 계획했으면서도, 영숙

이 별로 기뻐하는 내색 없이 나선 것이 못마땅해 화를 낼 만큼 아내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낮은 수준이다.

소설은 이 같은 명호와의 결혼 생활에서 지속되었을 영숙의 오랜 절망과 체념,

정체 모를 상실감을 그려내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작품 말미에서 중요하게 제시되는

상실의 정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결혼 전 애착과 열정을 가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성악을 향한 영숙의 예술적 욕망을 의미하지만,

소설에서 그 같은 영숙의 욕망은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지 않다. 즉 과

거 영숙이 성악을 전공하였고, 결혼 초에 그것을 단념하는 데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

는 사실은 모두 명호의 회상을 통해 제시될 뿐 영숙이 초점 화자일 경우 서술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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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조차 철저하게 억압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만 자신을 희생하고 남편과 아이, 시댁 식구들에게 헌신하는 삶에 지쳐

버린 영숙의 뇌리를 스치는 희미한 상실의 감각만으로 형상화되는데, 영숙이 느끼는

이 알 수 없는, 그러나 근원적인 상실의 정서가 이 소설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다만 그는 까닭모를 적막함이 전신을 엄습하는것을 느꼈다. 무엇인가가 자기의 몸속

에서 풀려저 나간것 같은 그리고 그것은 영영 돌아 오지는 않을 것이던 것 같은 그런

부칠곳없이 허전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무엇을…? 자기는 무엇을 잃어 가고 있는것일가 영숙이는 언뜻 알아 낼수 없

었다. 알아 낼수 없었으나 더 캐보려고도 하지 않았다.100)

반면, 병아리 (부인경향, 1950.6)에서 이는 여주인공의 강렬한 창작욕과 그 실현

을 가로막는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이 같은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는 남성

예술가와의 상반된 처지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서사화된다. 예민한 감수성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진 화가 ‘관옥’은 결혼과 함께 가난한 살림의 주부와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며, 캔버스 앞에 앉을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 작고 옹색한 집에는 그

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집안일이 잔뜩 쌓여 있는 데다 작업에 열중해있는 또 한 명

의 화가, 남편 ‘영일’의 수발을 들기에도 시간은 턱없이 모자란 것이다.

그러나 관옥은 미술에 대한 열정을 좀처럼 포기하지 못한다. 꿈에서 남편이 버린

화지 뒤에 목탄 부스러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때의 “그 타는듯한 정렬과 완전

히 집중되었던 정신력”, “점점 크고 뜨거워오는 욕망”을 생생히 기억하고, 그로 인해

하루 종일 집안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예술을 향한 그의 애착과 열정은 여전

히 뜨거운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면 도저히 될말이 아니었다. 쌓이고쌓인 잡용을 그대로 내던저둘 도리

는 아무래도없었다. 그림은 커녕 점심먹는다고 돌아오기까지에 방도 미처 치우지못할

것같다. 애당초 무리한 일인것을 서너시간 기를쓰고 허덕여본건만 비참하다는 생각이

든다. 갑짜기 맥이 탁 풀려저나갔다. 오늘도 역시 잡용에 쫓기우다 마는구나 어제도

그제도 그러하였듯이 그리고 내일도 모래도 한정도없이 그런날이 되풀이될것같이.…

100) 강신재, 눈이나린날 , 《문예》, 1950.1,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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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그는 한켠구석을 노려보고 서있으면서 차츰 형상키 어려운 분노에 사로 잡혀

갔다.101)

어느날에고 캼바스 앞에 앉을수만 있다면 그는 자기의 몸속에 지금도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싱싱한 감성과 그것을 표현할 힘을 느낄수 있었다. 마음을 누루고 생활에

전력하면 할수록 그의 눈은 날카롭게 빛과 그늘을 포착 하였고 넘처흐르는 색채감과

선에의 의욕은 벅차가기만 했다. 그는 어느때고 얼마라도 창조하고 싶었다.102)

이처럼 소설은 미술에 대한 열정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그

것을 단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비참해하며 분노하는 관옥의 마음, 다시 말해 남

편과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관옥의 모순된 심리

를 그리는 데 치중한다. 이는 시내의 아틀리에에서 종일 작업에 열중하고 기진한 채

로 돌아오는 남편 영일의 모습, 특히 그의 입가에 맴도는 예술에의 황홀한 도취감과

는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관옥이 느끼는 터질 듯한 울분과 권태, 영일을 향한 강한 질투심과 원

망은 이따금씩 그를 송두리째 점령하지만, 언제나 깊은 죄책감과 끈질긴 모성애에

의해 제어되고 만다. 소설의 말미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집밖으로 뛰쳐

나와 빗속을 헤매던 관옥이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짓는 웃음―자기 위안인지

자조인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는 이 모호한 표정―은 그 같은 관옥의 모순을 상징

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역시 평범한여자에 지나지않은가. 자기의 병아리나 잘 자라면 아무 불만도 없

는……

혼자 고개를 기웃둥해 보았다.

(그렇지만 평범해두 괜찮어. 그렇지 막임아? 그렇지 아가야?)

관옥은 흰 이를 보이며 싱긋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의의미는 관옥이 자신도 알수없

었다.103)

101) 강신재, 병아리 , 《부인경향》, 1950.6, 58쪽.

102) 위의 글, 59쪽.

103) 위의 글,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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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개 (문예, 1950.6)에서는 역으로 외부로부터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은 여

성 예술가를 열등한 남성 예술가인 남편이 억압하고 좌절시키는 과정이 제시된다.

미션 스쿨 출신의 인텔리 ‘성혜’는 ‘형식’과 결혼 후 가난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

해 그물풀이 내직을 하며 살아간다. 여학교 교원의 자격쯤은 갖고 있지만, 여자가

집밖으로 나돌아 다니는 것이 불쾌하고 불결하다고 여기는 봉건적인 남편 탓에 제

대로 된 일을 맡을 수 없는 것이다. “일각 대문을 꼭 잠근 그 좁은 안에서의 질식할

듯한 생활”은 성혜를 곧잘 불행하게 만들었고, 그 속에서 그는 남편의 눈을 피해 글

을 쓰곤 했다.

소설은 이 같은 성혜가 자신의 작품이 추천된 잡지와 고료를 받게 된 뒤 상반된

감정에 휩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성혜가 온갖 고뇌와 정열을 쏟아 부

어 창작한, “오랜 비참한 혼자 씨름에서의 첫번 승리”로서 형언키 어려운 감격을 안

겨다주었지만, 형식의 앞에서 소설을 썼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우울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형식이 지극히 봉건적인 남편인 탓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술에 대해 엄청난 동경과 애착을 갖는, 그러나 재능은 형편없어

“이 도도한 세계에 대하여 동경과 함께 그 어떤 반감을, 찬양과 동시에 경멸”을 느

끼는 얼치기 시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성혜의 일을 알게 된 형식은 처음에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심한 언사로

그를 나무랐지만, 이내 태도를 바꾸어 성혜의 원고를 일일이 편집하고 자신이 구상

한 테마를 써보라고 강요하는 등 놀랄만한 열성으로 성혜의 창작을 지도하려 드는

데, 이는 성혜의 글재주를 통해 자신의 꿈을 대신 성취하려는 욕망에서 비롯하는 것

이었다. 이 때 형식이 성혜의 소설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은 일견 사소한 듯 서술되

지만, 주의 깊게 들여다볼 경우 비유적인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어 흥미롭다.

응? 이렇게 시대성을 반영시켜야 하거든, 써봐요, 틀림없이 쎈세이슌을 이르킬테니

104)

그게 도무지 틀렸거든. 단편 소설이란 그렇게 맧빠진 구석이 하나라두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야. 오직 크라이맠스 한점을 향해 쓸데 없는 넝쿨이나 가지는 추려, 추려,

얼마든지 105)

104) 강신재, 안개 , 《문예》, 1950.6,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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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가 쓴 소설의 특징은, 평론가 ‘최씨’가 지적하듯 “소재의 적당한 배치 즉 구

성의 묘(妙)에서 오는 효과”, “어떤 현혹(眩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자이크의 細

工物이 가지는 아름다움”과도 같은 것인데, 이에 대해 시대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추려내라고 지시하는 형식의 태도는 흡사 이미지와 그것들의 절묘한

구성을 미학으로 하는 강신재 소설에 대한 당대 남성 비평가들의 지적을 연상시키

는 것이다.106)

이 같은 형식의 그늘 아래에서 더 이상 글을 쓰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창작

의 단념을 준비하는 성혜는 예술적 열정을 가까스로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도 인정받

았음에도, 결국에는 봉건적이며 가부장적인 남성으로 인해 이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핀 여성 예술가들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소설과 남편, 사는 것 모

두에 대한 깊은 염오 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성혜의 모습은 알 수 없는

상실감에 사로잡혀있는 눈이나린날 의 영숙과,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미

소를 짓고 있는 병아리 의 관옥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닮아있다.

성혜의 까실한 두뺨에 가느단 실바람이 어름같이 차게 느끼어 졌다.

(싫어! 소설도, 공부도, 남편도, 사는것도, 다 싫어! 싫어!)

그는 이렇게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마음속에 웨쳤다.

땅을 기던 짙은 안개가 전선주를 휘감으며 연기같이 뭉게 뭉게 올라가고 있다.

노오란 그 빛이 초연(硝煙)과도 같이 처참해 보이는 짙은 밤안개가…….107)

이처럼 초기 강신재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여성 예술가들의 형상은 여

성이 느끼는 강렬한 예술적 욕망과 함께 그것이 결혼 이후의 일상생활, 보다 구체적

으로는 여성이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만 하는 가부장적 현실

에서 좌절당하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강신재가

105) 위의 글, 29쪽.

106)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강신재의 언급을 참조해볼 수 있다.

“나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대개의 경우 막연한 이미지뿐이다. 또는 어떤 評論家가 지적한

듯이 걷잡을 수 없는 情緖가 主要素이다.” (강신재, 어느 創作過程: 젊은 느티나무 , 사

랑의 아픔과 眞實, 육민사, 1966, 295쪽.)

107) 강신재, 안개 , 《문예》, 1950.6,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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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창작활동을 시작한 것이 결혼 이후였다는 점, 특히 이 일련의 여성 예술가 소

설들을 창작했을 당시 큰 딸(서타옥)을 두고 둘째 아들(서기영)을 임신 중이었거나,

해산한 뒤 얼마 안 된 시기였다는 점 등은 그 속에 여성 작가이자 한 가정의 주부

로서 강신재가 겪은 체험 및 문제의식이 직간접적으로 투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

정 또한 가능케 한다.

한편, 강신재의 이 같은 여성 예술가 소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 종속된

채 약자로 살아가는 여성이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돈과 방, 즉 경제력과 자유가 필

요하다고 역설하는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1882～1941)의 대표작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1929)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실상 강신재가 문학적으로

영향 받은 것은 울프보다는 그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또 다른 여성 작가 캐서린

맨스필드(Katherine Mansfield, 1888～1923)로, 강신재 소설에서 나타나는 맨스필드

문학의 영향력은 두드러지는 편은 아니지만 두 작가를 한 데 놓고 비교하였을 경우

흥미로운 부분들이 드러나 눈길을 끈다.

실제 강신재는 수필이나 좌담회 등에서 “私淑하는 作家와 感銘 깊은 作品”으로

“女流로서는 만스필드 ”108)를 꼽곤 하는데, 이는 죽은 대령의 딸들(The Daughter

of the Late Colonel) (1921)의 모티프를 차용해 창작한 洋館 (자유문학, 1961.2)의

예에서 드러나듯, 그 직접적인 연관성 역시 확인된다. 강신재 문학에서 나타나는 맨

스필드 문학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맨스필드 문학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

들 및 한국에서의 맨스필드 문학 수용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캐서린 맨스필드는 20세기 초 영국 단편소설을 새로운 형식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모더니즘 작가이다.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에서 출생하여 식민지

이주 2세대인 중산층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한 그는 1903년부터 런던의 퀸스 칼리지

에서 유학하였으며, 1908년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한다.109) 문학적으로는 오스

카 와일드와 체호프의 영향을 받았고, 버지니아 울프, D.H. 로렌스 등과 어울렸으며,

34세로 사망하기까지 단편집 독일 하숙집에서(In a German Pension)(Stephen
Swift, 1911), 행복(Bliss and Other Stories)(Constable, 1920), 가든파티(The

Garden Party and Other Stories)(Constable, 1922), 비둘기 집(The Dove’s Nest

108) 新銳作家座談會 , 《문예》, 1950.2, 98쪽.

109) 고정자, 맨스필드의 모더니즘과 자아의식 , 영미 여성소설의 이해, 민음사, 1994, 220～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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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ther Stories)(Constable, 1923)을 발표하였다.110)

여성 작가이며 식민지 출신인 데다 당시로서는 중요한 장르로 인식되지 않았던

단편소설 작가였다는 사실은 맨스필드의 문학세계를 접근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

게 논의되어왔다. 그가 작품 활동을 하였던 20세기 초 영국에서는 단편소설이 아직

중요한 예술 형식으로서의 지위를 점하지 못하였다. 미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등과

비교하였을 때 영국에서 단편소설의 발전은 시기적으로 늦은 편이었고, 많은 작가들

이 이를 습작기에 시도하는 장르로 취급하였던 만큼 단편소설의 장르적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색하거나, 그 구조가 장편소설과 분명하게 다르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거

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 시기 소설의 경우 오직 단편만을 창작한 맨스필드는

다양한 기법 실험을 통해 단편소설의 새로운 형식을 개척해나감으로써 프랑스의 모

파상, 러시아의 체호프, 미국의 앤더슨 등과 함께 20세기의 영국 단편소설을 완성시

킨 작가로 평가 받는다.

형식적인 면에서 맨스필드의 소설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제한적인 서사 공

간 내에서 인물 심리의 단면을 포착하고, 이를 이미지와 은유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

상화한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법적인 면에

서도 여러 가지 실험들을 시도하였는데, 작중인물들의 나이와 기분에 따라 그들의

언어와 기분을 살리고 발음과 억양의 미묘함을 보여주는 대화를 시도하거나, 단순하

고 구어적이지만 감각적인 인상을 주는 문체 및 암시나 상징 등을 즐겨 사용111)한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기분과 리듬, 감각적 인상에 주력하는 서사물은 당

시 영미 문단에서는 혁신적인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함께 맨스필드 소설에서 주목해야하는 부분이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이다. 그

의 소설은 여성의 불안과 공포를 테마로 하는 것이 많은데, 이는 주로 남성에게 종

속된 여성의 처지나,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고정된 성역할로 인해 분열 혹은 억압된

여성의 모습을 통해 제시된다. 아내의 불행에 대해 무감각하며 남성우월주의자로 그

려지는 남성 인물들과 아내나 어머니로서 불안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 인물들은

맨스필드 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 유형으로, 보부아르는 제2의 성(Le

110) Antony Alpers, The Life of Katherine Mansfiel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p.419～425.

111) Anne Friis, Katherine Mansfield: Life and Stories, Copenhagen: Einar Munksgaard,

1946,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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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xième Sexe)(1949)에서 이 같은 맨스필드 소설을 중요하게 다루기도 했다.

한국문학에서 맨스필드의 수용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좀 더 상세한 고증 작업이 보완되어야겠지만, 이 논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맨스필드가 한국작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며, 직접적으로는 박태원, 이효석 등의 모더니즘 작가

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선 박태원의 創作餘錄(5): 表現, 描寫, 技巧―女流作家其他― (조

선중앙일보, 1934.12.22)를 살펴보자. 이 글에서 그는 “조선문단은 한 사람의 여류작

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대담한 문장으로 ‘여류작가’의 문학에 관한 논의를 시작

한다. 그가 지적한 바 조선 문단에서는 “‘여류작가다운’ 한걸음 더 나가서 ‘여류작가

가 아니고는 못 쓸’ 그러한 한 편의 작품도” 발표된 적이 없기 때문인데, 이점에서

그는 최정희나 백신애, 박화성 등 당대 여성 작가들의 문학을 가리켜 “그 작가가 여

성됨을 주장하는 아모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한다.

여성 작가의 문학에 대한 박태원의 불만은 初夏創作評 (동아일보, 1929.12.16～

19)의 김명순에 대한 평가에서도 확인되듯,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위

의 글이 중요한 까닭은 여성 작가 개인의 작품 수준에 대한 지적을 넘어 여성 작가

일반의 글쓰기, 즉 여성 작가의 문학은 여성이라는 단순한 생물학적 구분에서가 아

니라 ‘여류작가다운’, 곧 ‘여류작가가 아니고는 못 쓸’ 그러한 글쓰기의 ‘여성성’을 통

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데 있다.

주목할 점은 이 글에서 박태원이 이 같은 “여류작가다운 표현, ‘여류작가가 아니

고는 못할 묘사’”의 전범으로 맨스필드의 차 한 잔 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

제 그는 ‘夢甫’라는 필명으로 맨스필드의 A Cup of Tea를 茶 한 잔 (동아일보,

1931.12.5～10)으로 번역하여 연재하기도 했다.112)

맨스필드의 차 한 잔 은 젊고 교양 있는 귀부인, 그러나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

는 ‘로즈마리 펠’이 물건을 사러 나선 거리에서 찻값을 구걸하던 거지 여성 ‘스미스’

를 집으로 데려와 대접하던 중 스미스의 아름다운 외모를 칭찬하는 남편 ‘필립’의

말을 듣고 그녀를 내쫓는다는 내용이다. 이 중 앞서 박태원이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112) 이와 관련해 춘향전 탐독은 이미 취학 이전 (문장, 1940.2)에서 그는 이 시기 맨스필드의

차 한 잔 을 비롯해 夢甫라는 필명으로 게재하였던 일련의 영미 단편소설들의 번역이 일

본어 중역이 아님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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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첫머리, 즉 물건을 사러 나선 로즈마리가 골동품 상점에서 고가의 조그마한

에나멜 상자를 발견하고 관찰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은 물건

이 맘에 들었던 그녀가 장갑을 벗고 감상하던 중 문득 에나멜 상자를 만지고 있는

자신의 손이 파란 벨벳을 배경으로 하어 고혹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도취되

는 모습이다. 즉 아름다운 물건을 발견했을 때 여성의 흥분하는 심리라든지 나르시

시즘적인 면모에 대한 묘사로부터 박태원은 ‘여류작가가 아니고는 못할’ ‘여류작가다

운 표현’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찍이 박태원이 맨스필드를 ‘여류작가’의 전범으로서, 즉 여성의 내면 심

리를 여성적인 표현 방식으로 형상화하는 글쓰기의 여성성 면에서 수용하였다면,

1930년대 후반의 이효석은 그와 달리 맨스필드의 소설에서 이미지가 다루어지는 미

학적인 측면에 보다 주목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필 채롱 (조선일보, 1938.4.28～5.5)에서 이효석은 문학에 조예가 깊은 의사 ‘B’

씨에게 추천할만한 해외의 “훌륭한책”으로 맨스필드의 단편집을 떠올리던 중 수록

된 소설들 가운데에서도 “기어히 추천하고시픈 一篇”으로 행복(Bliss) 을 꼽는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 소설이 꽃이 만발한 봄날의 배나무의 형상을 얼마나 아름답

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문학적 영감을 가져다주었는지가 서술

된다.

이 때 주목할 점은 이효석이 그것을 철저히 작품 속 해리 부부의 “幸福스런 家

庭的 輪廓”과 “안해의 幸福感”에 대한 상징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배나무가 이처럼 행복감의 상징으로 형상화되는 방식이나, 그 과정에서 표현되는 배

꽃의 아름다움을 맨스필드의 묘사로부터 처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사실 맨스필드의 행복 에서 형상화되는 꽃이 만발한 배나무의 이미지는 여주인

공 ‘버서 영’이 작품 전반에 걸쳐 보여주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고양된 행복감을 비

롯해, ‘펄 풀튼’과 버서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찰나적인 교감, 그 기저에 은밀하게 자

리하고 있는 버서의 성적 욕망, 나아가 버서의 남편 ‘해리’와 풀튼 사이의 부정한 관

계까지를 모두 함축하는 중의적인 기호에 해당한다. 특히 행복 의 말미에서는 배나

무를 배경으로 한 해리와 풀튼의 불륜 장면이 노골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데다, 이를

바라보는 버서의 형상이 전경화되며 끝나는 까닭에 소설을 읽은 이효석이 작품 전

반을 통괄하는 이 배나무의 함의를 제목 그대로 단순히 ‘행복’에만 국한해 이해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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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그는 이 소설이 그려내는 해리와 풀튼 등의 “微妙한關係를 나는 즐겨하지

않”음을, 대신 자신이 이 소설로부터 주목한 부분은 오직 “그內容보다도 藝術的香

氣”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이효석이 맨스필드의 행복 을 내용보다도

철저히 미학적인 측면에서, 즉 작품 내에서 배나무라는 이미지가 다루어지는 방식이

나 그 묘사에 주목해 수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에서 맨스필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구인회 작가들113)을 중심으

로 20세기 모더니즘 소설을 대표하는 ‘여류작가’로서 수용되었는데, 성장기 강신재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맨스필드를 접하고 그에 영향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114) 강

신재가 등단할 당시 평단으로부터 주목 받았던 까닭은, 앞서 살펴보았듯 그가 단편

소설의 장르적 특성에 능하며 여성의 경험과 심리를 감각적으로 포착한다는 것이었

는데, 이 점이야말로 20세기 초 영국문단에서 맨스필드가 주목 받았던 이유이자,

1930년대 한국문단에서 맨스필드의 문학이 수용되었던 주된 맥락이었던 것이다.

한편 맨스필드와 강신재를 둘러싸고 있던 이 같은 당대 비평 담론은 두 작가를

비판하는 방식에서도 일치하고 있어 흥미롭다. 일례로 앞서 이효석이 고평하였던 맨

스필드의 행복(Bliss) 에 대한 T.S.엘리엇의 평가(1934)를 살펴보자. 그는 이 소설

을 로렌스의 장미정원의 그림자(The Shadow in the Rose Garden) (1914), 조이스

의 죽은 사람들(The Dead) (1914)과 함께 당대의 지배적인 실험적 경향을 대표하

는 단편소설로 꼽고 있지만, 도덕적 문제에 대한 논평이나 암시가 전혀 없다는 점에

서 비판한다. 즉 최소한의 재료를 완벽하게 다루는 작가의 솜씨는 칭찬할만하지만

이야기가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에만 제한되어 있어 기교 이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이다. 엘리엇은 그 같은 맨스필드 소설의 특성을 가리켜 ‘여성적’115)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서론에서 살핀 강신재 소설에 대한 당대 남성 작가들의 평가와 본질상 다

르지 않다. 이들은 강신재 소설이 “가장 短篇다운 短篇의 構圖”116) 속에서 “여인의

113) 이외에도 이태준의 콩트 天使의 忿怒 (신동아, 1932.5)는 맨스필드의 차 한 잔 과 그 모

티프 면에서 흡사한 특징을 보인다.

114) 실제 맨스필드의 소설은 영문판에 일어로 각주나 해설이 달리는 방식으로 1930년대 이후

수차례 일본의 ‘硏究社’ 등과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는데, 이 같은 판본을 경기고여나

이화여전 재학시절 강신재가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

115) T.S. Eliot, After Strange Gods: A Primer of Modern Heresy, General Books, 2010,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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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운명과 사랑의 좌절”117)을 효과적으로 그려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평하였지

만, 여성의 협소한 문제의식을 지적하며 한계 짓곤 하였는데, 이는 한정된 소재와

모럴 의식의 부재를 지적하였던 엘리엇의 맨스필드 비평과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처럼 1910년대 영문학의 지형 속에서 맨스필드가 주목 받았던 것과 유사한 방

식으로 단정 수립 이후의 한국 문단에서 주목 받고 작품 활동을 해나간 강신재는

실제 그 문학에 있어서도 맨스필드로부터 영향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죽은 대령의

딸들(The Daughter of the Late Colonel) (1921)의 모티프를 차용해 창작한 洋館

(자유문학, 1961.2)을 꼽을 수 있다.

앞서 얼굴 의 후속작 측면에서 살폈던 양관 은 집안에서 유폐된 채 살아가는

두 자매의 이야기라는 모티프 면에서 맨스필드의 소설 죽은 대령의 딸들 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세부적인 차이들을 통해 강조되는 측면은 구분되는 만큼 두 작품

은 한 데 놓고 비교하였을 때 흥미로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 보인다.

죽은 대령의 딸들 은 아버지 ‘피너 대령’이 죽은 지 일주일 째 되는 시점을 배

경으로, 아버지의 저택에 남겨진 두 자매 ‘콘스탄티아’와 ‘조세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들은 꽤 나이가 들었음에도 둘 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저택에서 살

아가는데, 이는 자매가 어머니를 여읜 뒤 오직 아버지를 돌보고 아버지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일에만 극도로 신경을 써왔기 때문으로 그려진다. 즉 평생을 아버지의 그

늘에서 살아온 자매는 늙은 육신과는 대조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미숙하고 유아적

인 상태이다.

소설은 주체적인 사고나 행동을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는 이들 자매의 모습을

시종 냉소적으로 형상화한다. 아버지의 장례와 관련한 크고 작은 절차들은 이들이

처음으로 홀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던 일인데, 이를 아버지와 상의 없이 했다는 사

실에 대해 극도로 두려워하고 변명을 고민하는 모습은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는 사

실을 떠올렸을 때 희극적이기까지 하다. 이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에서 드러나듯, 이들에게 아버지가 육체적인 죽음과는 상관없

이 남겨진 유품들과 함께 언제까지나 살아 숨 쉬며 그들을 감시하고 속박하는 존재

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116) 김동리, 小說薦後 , 《문예》, 1949.9, 131쪽.

117) 염무웅, 팬터마임의 美學: 康信哉論 , 현대한국문학전집, 신구문화사, 1967, 4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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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어차피 아버지는 곧 알아낼 터였다. 아버지는 언제

나 그랬다.

“매장했어. 너희 둘이 날 매장했어!”

아버지의 지팡이가 쿵쿵대는 소리가 들렸다. 아, 뭐라고 말해야 하지? 뭐라고 변명하

지? (중략)

“전부 무섭기만 해. 적어도 잠시라도 우리가 노력했어야 했다고 생각해. 완전히 확신

이 서도록 말이지. 분명한 건.”

조세핀이 다시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가 절대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거야. 절대로!”118)

What would father say when he found out? For he was bound to find out

sooner or later. He always did. ‘Buried. You two girls had me buried!’ She heard

his stick thumping. Oh, what would they say? What possible excuse could they

make? (…)

‘It is all so dreadful. I feel we ought to have tried to, just for a time at least.

To make perfectly sure. One thing’s certain’―and her tears sprang out again

―’father will never forgive us for this―never!‘119)

자매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조세핀은 문이 뒤에 있다 해

도 굳게 닫혀 있음을 알았다. 콘스탄티아는 꿈속의 문처럼 문에 손잡이가 없다고 느

꼈다. 그렇게 끔찍한 기분은 바로 냉기 때문이었다. 아니면 백색 때문인가? 어느 쪽일

까?(중략)

조세핀은 눈만 번득였다. 끔찍한 것에서 막 도망쳤다는 특별한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

가 서랍장 안에 있다고 콘스탄티아에게 어떻게 설명하지? 아버지는 손수건과 넥타이

와 함께 꼭대기 서랍에 있었다. 아니면 셔츠와 파자마와 함께 두 번째 서랍에 있거나

양복과 함께 마지막 서랍에 있었다. 아버지는 거기에서, 손잡이 바로 위에 숨어서 지

켜보며 언제라도 튀어나올 채비를 하고 있었다.120)

118) Katherine Mansfield, 한은경 역, 죽은 대령의 딸들 , 가든파티, 펭귄클래식코리아,

2010, 125～126쪽.

119) Katherine Mansfield, The Daughters of the Late Colonel, The Garden Party and Other
Stories, penguin books, 1977, pp.97～98.

120) Katherine Mansfield, 한은경 역, 앞의 책,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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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ere too frightened to look. Josephine knew that if it was holding itself

tight shut; Constantia felt that, like the doors in dreams, it hadn’t any handle at

all. It was the coldness which made it so awful. Or the whiteness-which? (…)

Josephine could only glare. She had the most extraordinary feeling that she had

just escaped something simply awful. But how could she explain to Constantia

that father was in the chest of drawers? He was in the top drawer with his

handkerchiefs and neckties, or in the next with his shirts and pyjamas, or in the

lowest of all with his suits. He was watching there, hidden away―just behind

the door-handle―ready to spring.121)

이처럼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

매는 소설의 말미에 이르러 그간 자신들의 삶이 뭔가 잘못된 것만 같다는, “어떤 터

널 안에서 일어났던 것”만 같다는 기이한 느낌을 어렴풋이 자각하고, 이에 대해 말

하려하지만 서로 말할 때를 양보하다가 여느 때처럼 잊어버리거나 말하는 것을 단

념하는 것으로 끝난다. 엄격한 가부장으로서 아버지의 권력과 위엄이 육화된 저택에

서 아버지의 망령과 함께 영원히 유아적이며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는 이 같은

자매의 모습은 검게 물들인 실내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이미

그들 자신이 망령과 같은 존재에 다름 아니다.

한편 강신재의 양관 122)은 아버지의 권위가 육화된 공간이라는 죽은 대령의

딸들 속 아버지의 저택이 갖는 상징성을 이어 받아 이를 ‘양관’이라는 공간에 부여

하되, 몇 가지 설정과 관련해 의도적인 차이를 둠으로써 원작의 문제의식을 다소 상

이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양관 의 유진, 유선 자매는 이미 결혼생활을 경험한 적

이 있고, 그로부터 실패한 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아버지를 제외한

남성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콘스탄티아, 조세핀 자매와는 차이가 있다. 즉 맨

121) Katherine Mansfield, The Daughters of the Late Colonel, op.cit., pp.100～101.

122) 이 소설에서 유진, 유선 자매가 살아가는 양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것이 맨스필드

와 같은 작가의 작품을 번안한 것이거나, 그 모티프를 차용해 변개한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

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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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필드의 자매들이 경험한 가부장이 오직 엄격했던 아버지 한 명뿐이라면, 유진, 유

선 자매의 경우 아버지와 남편 모두를 경험하였고, 두 가부장과 관련해 구분되는 인

상과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선 작품 내에서 가부장으로서 아버지가 형상화되는 방식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맨스필드의 작품 속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엄격한 모습으로 자매들

에게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그가 존재하지 않는 현재까지도 그 같은 공포로

써 자매들을 속박하는 대상으로 형상화된다면, 양관 속 아버지는 비교적 온화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물론 그것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경외건, 자연스런 존

경심이건 간에 자매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결과적으로 종속된 처지에 두었다는

점에서 양자는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양관 의 유진은 아버지를 통해 세상을 배우

며 그의 가르침 아래에서 성장해나갔던 유년 시절을 행복했던 느낌으로 기억하지만,

그로 인해 현재 자신이 비정상적인 처지에 놓여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

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유진은 눈을 들고 부친의 서제 께를 바라보았다. 침침한 헝겁조각에 가리워 지금은

열리는 일도 없는 그 창문 안은 전에는 훈훈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무언가 신비스럽기

까지 한 장소였었다. 그 신비스러움은 삼면의 벽을 거의 메운 장서들의 금빛글자―인

도주의적인 이상주의적인 또는 낭만적인 세계의 두뇌의 산물들에 의하여 뿜어내 지는

광채 때문에 그랬었는지 알 수 없었다. 혹은 그 곳에 생활하며 끝까지 인생을 신뢰한

부친의 탓이었을지도 몰랐다. 유진에게 책을 읽히고 그리고 인간의 성실함이란 것을

믿도록 만든 것은 여하간 그 사람이었다.

반발과 어느만큼의 증오를 눈에 담고 유진은 그 곳을 응시하였다. 자기에게 그같은

교육 을 안하였던들 확실히 하나의 왜곡(歪曲)이 틀림없는―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

니라는 의미에서―그런 신앙을 부어넣어 주지 않았던들, 자기를 자연아(自然兒) 그대

로 내버려 두었던들, 어쩌면 이런 세계에서라도 살아나갈 힘이 남겨졌을지 모를 일

아닌가. 가엾은 유선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만 가르친 것은 부친의 죄 가 아니었을

까?123)

이 때 유진이 보여주는 이 같은 증오와 분노는 이 소설이 맨스필드의 소설과 가

123) 강신재, 洋館 , 《자유문학》, 1961.2, 20쪽.



- 59 -

장 차이나는 부분이다. 맨스필드 소설 속 콘스탄티아, 조세핀 자매는 둘 다 아버지

에 대한 깊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점에서 동일한 캐릭터와 다름없으며, 소설에서 그 같은 자매의 모습은 시종 냉소적,

풍자적으로 형상화된다.

반면, 이미 결혼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는 양관 의 자매, 그 가운데에서도 남편

의 부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자신에게 남편을 전

적으로 신뢰하고 ‘착한 사람’이 될 것만을 가르쳤던 아버지의 ‘교육’에 강한 분노와

혐오감을 표명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남편의 죽음이라는 가부장의 부재로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그가 존재했던 시절에 대해 향수를 갖는 유선의 모습과도

구분된다. 이 경우 비교적 소극적이고 유아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유선이 원작의

인물들에 가깝다면, 유진은 강신재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낸 인물이라고 볼 수 있

다.

이처럼 양관 은 아버지로 대표되는 가부장의 정신적 지배로 인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매의 모습을 그린다는 점에서는 맨스필드의 죽은 대령의 딸들 과

유사하지만, 원작의 풍자적이고 희화적인 요소를 삭제한 대신, 유진이라는 인물이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강렬한 증오와 피해의식을 전면화함으로써 애초의 문제의식

을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느끼는 이 같은 증오와 분노의 감정은 앞 절에서 살

펴본 얼굴 계열의 소설들은 물론, 안개 속 성혜의 소리 없는 비명이 보여주듯,

정순이 계열의 여성 예술가 소설들에서 역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이 작품이 비단 맨스필드 소설과의 영향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강신재의 작품 계

보 속에서 함께 살펴보았을 때 제대로 해명될 수 있는 것임을 확인시켜준다.124)

124) 강신재의 소설 속 맨스필드 문학의 영향력은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

된다. 즉 양관 과 같이 모티프의 직접적인 차용 수준에서뿐 아니라, 여성주의적 문제의식

을 견지해나가는 방식이나, 감각적 이미지, 인상 등의 표현을 중시하는 단편소설의 기법적

원리 등에서 역시 간접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강신재 문학과 맨스필드 문학에 관한

본격적인 비교문학적 연구는 후속하는 연구에서 보다 정치하게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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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중파(戰中派) 여성의 전쟁 체험과 외상 치유적 글쓰기

3.1. 전시 여성 가장 체험과 여성 전후소설의 외상

강신재 소설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전쟁의 문제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서

론에서 언급하였듯, 우선 전중파 세대 여성으로서 강신재가 겪은 두 번의 전쟁, 즉

일제 말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 체험의 연속적 측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 절에서는 이와 관련한 강신재의 수필 및 소설들을 통해 태평양전쟁 당시 여

성 가장의 위치에서 겪었던 경험이 한국전쟁 당시 반복되는 양상 및 이 같은 경험

이 강신재를 비롯해 박경리나 손소희 등 비슷한 연령의 여성 작가들의 전후소설에

서 어떠한 방식으로 서사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필 것이다.

강신재는 1944년 경성제국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서임수와 결혼한 뒤 학칙

에 따라 이화여전을 중퇴한다. 학업을 중단하면서까지 결혼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제

시되지는 않지만 가사과에서의 부적응 및 당시 여학생들 사이에서 남학생들의 학병

문제와 함께 불거졌던 전쟁 동원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125) 이

화 이야기 에서 드러나듯, 일제 말기 남학생들이 피할 수 없었던 학병 문제는 강신

재를 비롯한 여학생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학병에 징집된 남성들을 약

혼자나 애인으로 둔 일이 많았던 여대생들의 경우 직접 전장에 나가진 않았지만, 근

로봉사대나 정신대 모집을 피해 서둘러 결혼한 뒤 다시 전장으로 떠나는 남편과 이

별해야 했던 것이다. 강신재는 그 같은 경험이 또래 여대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독

특한 시대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음을 회고한다.

그 學徒兵들은 연령의 관계로 우리 또레의 女大生의 約婚者이거나 愛人이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 그 일은 일종 독특한 시대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던 것을 기억한다.

125) 이 같은 시대 상황은 소설 神을 만들다 ( 祭壇 으로 제목이 바뀌어 戱畵(계몽사,

1958)에 재수록)를 통해서도 단편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 때는 전쟁이 최종적 단계로 들어간 불행한 시절이어서 남자 대학생은 학도병으로 여대

생은 봉사대로 물샐틈없이 동원 되어서 어데론지 배치 되곤 하던 시기였읍니다. 대학은 마

악 폐쇠되려고 하고 있었읍니다. 결혼을 하면은 여대생은 그길을 면할수 있은 고로 학생들

은 속속 퇴학을 하고 결혼해 버리는 것이었읍니다.” (강신재, 神을 만들다 , 《전망》,

1956.1,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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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講義를 듣고 오늘 학생복인 채로 結婚式을 하고 내일 出征하는―그런 젊은

이들의 세계는 지금 생각하면 약간 눈 앞이 아찔해지는 듯한 감이 없지 않다.126)

배달부가 나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이 되며 우물쭈물하였다. 손에 들고 내밀려던 빨간

쪽지를 편지 자루 뒤에 감추듯이 하며 中老의 얼굴이 울상을 하였다. 빨간 쪽지―召

集令狀이다. 學徒兵徵發에 S(인용자 주: 남편 서임수)는 걸려 들어 있었었다. (중략)

누가 어떻게 동정을 하여도 내 運命같은 것은 변해지지 않는 것이다.127)

실제 결혼 후 시댁인 대구로 내려가 신혼생활을 시작한 강신재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학병 징집이라는 사건과 맞닥뜨리게 된다. 인용한 수필 수집은 綠衣紅裳의

新婦 는 녹의홍상의 신부 차림으로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받게 된 “빨간 쪽

지”, 즉 남편의 징집영장이 강신재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

준다. 그것은 결혼과 동시에 미망인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맞닿아 있는 것이었

다.

이 같은 경험을 여성 작가로서 강신재가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서사화하

고 있는지는 일제 말기의 학병문제를 다룬 강신재의 소설들128) 중에서도 남편이 학

병으로 징집된 뒤 가정에 홀로 남겨진 여성들의 형상을 그린 단편 白夜 (미상,

1950)나 팬터마임 (자유문학, 1958.2)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팬터마임 에서 그것은 ‘R여전’의 여대생 ‘옥리’의 공상을 통해 간접적인 방

식으로 제시된다. 맑고 예리하게 닦인 감수성으로 “심상(心像)에 와 부딛는 모든 일

에 깊은 새김을 주려고 자부”하는 여대생 옥리는 경성역에서 ‘T시’로 향하는 급행열

차에 몸을 실은 채 미래에 관한 공상에 잠긴다. 주목할 점은 애인인 남학생 ‘순규’와

의 미래를 상상하는 과정에서 옥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결혼 후 순규가

학병으로 징집되고 아이들과 홀로 남겨질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옥리의 치마폭에는 하늘색 양복을 입은 계집 아이가 겨우 걸음발을 떼면서 매어 달려

있었다. 순규의 가족들인 것이었다. 학도병으로 끌려 나간 뒤에 소식이 없는 그의 가

126) 강신재, 梨花 이야기 , 사랑의 아픔과 眞實, 육민사, 1966, 56쪽.

127) 강신재, 수집은 綠衣紅裳의 新婦 , 위의 책, 164쪽.

128) 이 논문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白夜 (미상, 1950), 봄의 노래 (주간국제, 1952.3), 旅

情 (현대공론, 1953.10), 팬터마임 (자유문학, 1958.2)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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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옥리와 어린애인 것이었다.

(그는 돌아와 줄테지 왜냐―하면 꼭 돌아 온다고 내게 약속 했으니까……) (중략)

(그가 만약 돌아 오지 않는다면!)

옥리는 생김새며 옷이며 인형 보다 얼마 크지도 않은 아이를 안어 올리며 필경은 해

야 할 생각과 마주 서 본다.

(이냥 살아나가야 할것이다. 그 이외의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이외의

사람은 내게는 없는거나 마찬가지 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들 속에 새고 저물로 하는 날들의 뼈저림이 옥리의 가슴을 벌레먹고

있었다.129)

오직 순규만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시간과 그 시간을 고독하게 견뎌내는 이 같

은 공상 속 옥리의 형상은 백야 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백야 는 학병에

나간 남편의 사망 통지서를 받고 홀로 남겨진 ‘영자’의 불안한 심리와 고독감을 눈

덮인 북구의 백야라는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소설은 영자가 꾼 기묘한 꿈으로부터 시작한다. 꿈에서 그녀는 남편 ‘기수’와 함

께 길을 걷고 있다. 돌연 햇솜덩이처럼 작은 오리가 그녀에게 맹렬히 돌진한다. 겁

이 난 그녀는 기수의 등 뒤로 몸을 숨기지만, 오리는 그녀의 목에 휘감기더니 이내

목구멍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것의 선연한 감촉에 놀라

깨어난 그녀는 다만 캄캄하게 어둡고 말이 없던 기수의 얼굴―“요것만한 외적에게

서 조차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즉 학병으로 떠난 지 4년 만에 사망 통지서

가 되어 돌아온 기수의 잔상을 더듬을 뿐이다.

모든것이 히꾸무레 밝은 꿈속에서 같다.

일년의 반을,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반투명의 밝음이 오래 오래 계속 된다는, 북구

(北歐)의 백야 (白夜)가 바로 이러할가. (중략)

목안에서 무엇인가 뭉클하고 올라 온다. 다음 순간, 그는 문틀위에 붉은 것을 담북 배

앝어 놓고 만다.

그 샛빩안, 그리고 아직 따듯한 피의 거미는, 소름 소름 움지겨 나가면서, 가느단 방

울을 흰 눈 위에 길게 뻗는다.

(기어코………)

129) 강신재, 팬터마임 , 《자유문학》, 1958.2,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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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도 못하는 마음이 이렇게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다리가 휘청하며 그 자리에 어

푸러 진다.

그 머리속을, 어떤 장면이―기수를 처음 만나던 어느 바닷가의 광경이―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단다.

눈앞이 캄캄 하여 진다.

정신이 아득하여 온다.

몸은 휘우청 땅을 떠나더니 우으로 우으로 둥둥 떠오른다……….130)

꿈에서 깬 새벽, 그녀가 새삼 느끼는 것은 남편이 거짓말처럼 죽었고, 어린 딸과

함께 남겨진 그녀에게도 죽음이 박두하였다는 현실이다. 즉 눈 오는 새벽 영자가 떠

올렸던 광막하고 불투명한 백야의 이미지는 그녀가 느끼는 비현실적인 고독감과 불

안을 형상화한다. 김윤식은 이 같은 강신재의 학병 소설에 대해 해방 후 첫 번째

‘여류작가’로 인정받은 신예이자, 학병 세대로서 강신재가 소설화한 그것이 다른 작

가들과 달리 “감각적 차원에서 다뤄짐으로써 관념에 치우친 글쓰기가 빠지기 쉬운

경직성의 틈을 비집고 스며들어 그것을 마침내 육체화할 수 있게끔 유연성”131)을 띠

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팬터마임 이나 백야 의 정서가 한국전쟁 이후 창작된 여

성 가장들을 주인공으로 한 상당수의 작품들, 직접적으로는 凍花 (문예, 1953.12)나

어떤 解體 (현대문학, 1956.3) 등의 기저를 이루는 핵심 정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

다.

실제 강신재 세대의 여성들은 종전과 동시에 해방을 맞은 지 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 또 다시 한국전쟁을 겪음으로써 태평양전쟁 당시의 경험, 즉 징집된 남

편이 부재하는 가정에서 남편의 생사를 불안해하며 여성 가장으로 자립해야했던 경

험을 고스란히 반복하게 된다.

이는 강신재의 한국전쟁 체험담인 臨津江의 민들레는 이렇게 피었다(대담)

(문학사상, 1974.6)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이 글에 따르면, 해방과 함께 징집

130) 강신재, 白夜 , 戱畵, 계몽사, 1958, 230～231쪽.

白夜 (미상, 1950)는 강신재 대표작 전집의 연보에 1950년 발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발표지가 따로 제시되지 않아 원문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논문에서는 인용 시 단편집 
戱畵(계몽사, 1958)에 재수록된 판본을 참고하였다.

131) 김윤식, 한국문학, 연꽃의 길, 서정시학, 2011,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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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남편이 살아 돌아온 강신재는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으로 인해

또 다시 남편이 부재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전쟁 초기 도강(渡江)하지 못하고

서울에 잔류하였던 그는 공산군을 피해 남편을 안전한 곳에 은신시킴으로써 요행히

남편이 징집되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적어도 9.28 국군의 서울 수복 이전까

지는 은신해있는 그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홀로 가정을 책임지는 여성 가장

의 역할을 도맡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태평양전쟁 당시 학병으로 징집

된 남편을 기다리며 그가 겪었던 낯익은 경험이었다.

작품 속에 타인의 것이 아닌 바로 나의 경험이 고대로 반영된 부분은 주인공 遇梨花

가 남의 눈을 피하면서 애인 志雲에게 아침 저녁 하루 두 번씩 밥을 나르는 부분이

다. 작품에서 주인공 梨花는 대학 재학생이지만 나는 스물일곱의 젊은 새댁이었고 애

인이 아닌 남편에게 밥을 날라야 했다. 하루 이틀이 아닌 한달 남짓이나.

(중략)

남편에게 밥을 나르다 공습을 당한 때도 여러 번 있었다. 어느날인가 여름의 한낮이

었는데 하늘에서는 불빛이 내리 쬐이고, 그 빛을 받아 모래땅은 하얗게 빛났었다. 폭

격이 시작되어 멀지 않은 곳에서 폭탄이 작열하고 그 파편에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맑은 정신으로 햇빛을 하얗게 반사하는 모래땅을 의식할 수 있었던 것, 그

런 정신상태는 직접 느껴 보지 않은 사람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중략)

전쟁 중에 전신을 차지했던 것은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생명에의 집착이

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호해야 할 사람을 지키겠다는 도사림이었다.132)

다행히 강신재의 남편은 이번 역시 무사하였지만, 이 세대의 많은 여성들은 그

같은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며 남편의 부상이나 전사(戰死) 등으로 인해 영구적인 여

성 가장이 되어야 했다. 수필 삼십대의 여성들 에서 그는 이처럼 후방의 여성 가장

으로서 두 차례의 전쟁을 경험한 자기 세대 여성들, 즉 “戰中派” 세대 여성들을 가

리켜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젊은 未亡人이 생기고만 世代”라고 표현하고 있다.

二次大戰이 이들의 현실에 미친 영향은 그녀들의 오빠나 동생이나 남편이나와의 이

별, 戰死, 이런것이었고, 더 일반적으로는 물질적인 고난과 싸우는 일이었다. 지금 三

132) 강신재, 臨津江의 민들레는 이렇게 피었다 , 《문학사상》, 1974.6, 54～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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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代에 속하는 여성은 누구나 그의 청춘과 이러한 고난을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녀들은 대부분 八ㆍ一五를 전후하여 결혼하였고, 그래서 六ㆍ二五의 慘變을 겪고난

후에는 가장많은, 그리고 가장 젊은 未亡人이 생기고만 世代가 되었다. 연령적인 이유

로 그녀들의 남편들 가운데 희생자가 제일 많았기 때문이다.133)

실제 전수조사를 거쳐 작성된 인구센서스의 통계 자료는 1955년, 1960년, 1966년

모두 100만을 상회하는 미망인수를 기록하고 있다. 남편의 사망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나 월북자를 포함한 좌익 계열의 미망인 가운데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고연령층의 자연미망인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50만 명 이상의 전쟁미망인을 추정134)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태평양전쟁 미망인들

을 따로 구분 짓는다면, 1960년대 한국사회를 살아갔던 유례없는 수의 미망인들은

실로 그 세대론적 구분이 가능할 정도였다.135)

한편 꼭 남편이 전사하여 미망인이 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시/전후의 군사동원

체제로 인한 남성들의 부재 및 부상은 이 시기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을 대

신한 가장의 역할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인용한 수필에서도 드러나듯, 여성 가장으

로서 피난지나 환도 후의 폐허 위에서 정신적, 물질적 고난과 싸우는 일, 가족의 생

계를 도맡고 일상의 영역을 되찾아나가기 위해 분투하였던 일들은 이 세대 여성들

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했던 보편적 체험이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주목 받은 작가는 강신재(1924～

2001)와 비슷한 시기 활동한 같은 세대 여성 작가 박경리(1926～2008)다. 1955년 計

133) 강신재, 三十代의 女性들 , 사랑의 아픔과 眞實, 육민사, 1966, 50～51쪽.

자료명 해당 연도 40세 미만 40세 이상 합계

인구센서스

1955년 177,175 910,541 1,087,716

1960년 128,658 1,051,994 1,180,652

1966년 124,883 1,222,410 1,347,293

134) <표1> 1950년대 각 자료에 나타난 미망인수

경제기획원, 1966인구센서스보고(12-1. 전국), 1970, 68～69쪽;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

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29～30쪽 재인용.

135) 이와 관련해 염상섭이 해군 복역 후 연재한 첫 번째 장편소설이 未亡人(한국일보,

1954.6.16～12.6)이며, 이를 통해 전후사회 전쟁미망인의 다양한 형상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

세대론적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김종욱, 한국전쟁과 여성의 존재 양상:

염상섭의 미망인과 화관 연작 , 한국근대문학연구5, 한국근대문학회, 2004,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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算 (1955.8), 黑黑白白 (1956.8)으로 《現代文學》을 통해 등단, 창작의 출발점에서

부터 전쟁의 문제를 민감하게 의식―이는 그가 실제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여성 가

장이 된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하며 작품 활동을 해나간 그는 1950～60년대 발

표된 대다수의 소설들에서 전후사회를 홀로 살아가는 여성들, 즉 사랑에 실패하였거

나, 전쟁으로 남편이나 연인을 잃고 홀로 혹은 남은 가족들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여

성들의 형상을 그리는 데 주력한다.136)

주목할 점은 이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외부세계와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에 빠져있거나, 대인관계에 있어 결벽증적 성벽을 지니는 병리

적 형상의 여성 인물들을 제시함으로써 뚜렷한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박경리

초기 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 같은 여성 인물들은 같은 시기 남성 작가들의

전후소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무사회적 고립자들’137)의 형상과 닮아있는 동시

에, 대개의 경우 전후사회를 살아가는 여성 가장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

에서 여성으로서 겪은 전쟁 체험의 핵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 시기 박경리 소설은 이처럼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자폐적으로 살아가

는 여성 인물들의 내면을 심리소설적으로 파고들어가는 한편, 이 섬약한 개인들이

살아가는 사회, 보다 구체적으로는 “불신”과 “암흑”으로 표상되는 전후사회가 그 비

정함과 속물성으로써 이들에게 가하는 폭압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앞서의 인

물들이 보인 병리적 성벽에 일종의 방어기제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전후사회를 살아가는 여성 가장들의 존재 조건을 지식인 여성 인물의 냉철

하고 비판적인 시선을 통해 조명하는 것 역시 박경리 여성 가장 소설의 특징이다.

이는 사회에 편만한 위선과 속악에 대한 고발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처럼 사회를 향

한 여성의 불신과 환멸을 전면화하는 것을 통해 이 시기 박경리 소설은 사회적 약

자로서 여성 개인과 전후사회 간의 대립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136) 박경리 초기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성인물들은 ①사랑에 실패해 혼자 살거나( 計

算 (현대문학, 1955.8), 剪刀 (현대문학, 1957.3)), ②전쟁으로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

고 홀로( 僻地 (현대문학, 1958.3), 어느 正午의 決定 (자유공론, 1959.1)) 혹은 ③남은 가족

들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여성들로서( 黑黑白白 (현대문학, 1956.8), 不信時代 (현대문학,

1957.8), 玲珠와 고양이 (현대문학, 1957.10), 暗黑時代 (현대문학, 1958.6～7), 은하수 (새

벗, 1958.6～1959.6), 漂流島(현대문학, 1959.2～11)), 이들이 살아가는 전후의 삶에 대한

서사가 이 시기 박경리 창작의 골조를 이룬다.

137) 권명아, 한국 전쟁과 주체성의 서사 연구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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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비슷한 시기 활동한 여성 작가이자, 강신재와 특히 친분이 두터웠던 손소

희(1917～1987)138) 역시 쥐 (문예, 1952.1), 바람은 골목마다 (미상), 音階 (현대문

학, 1956.1), 노을이 스러질 때 (미상) 등을 통해 전시 여성의 가장 체험에 대해 서

사화한 바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전시 발표된 쥐 는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낯

선 피난지에서 여성 가장이 겪은 불분명한 공포감, 무력감 등을 끊임없이 집안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쥐와의 싸움에 빗대어 그려냄으로써 남편이 부재하는 가정에 남겨

진 여성들의 심리에 대해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한편, 전쟁으로 인한 남성 가장의 부재와 여성의 가장 체험은 이들과 등단 시기

상으로는 구분되지만, 연령상으로는 가까운 박완서(1931～2011)의 소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72년 裸木으로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를 통해 등단한 그

는 등단작에서부터 이미 한국전쟁을 겪으며 미군 PX의 여점원으로 자립하게 된 20

대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비슷한 모티프는 부처님 근처 (현대문학, 1973.7),

카메라와 워커 (한국문학, 1975.2), 목마른 계절(수문서관, 1978), 엄마의 말뚝(일
월서각, 1982),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웅진출판, 1995) 등 다수의 작품들에

걸쳐 지속적으로 서사화된다.

물론 이 경우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은 남편의 죽음이 아닌, 오빠들의 죽음을 겪으

며 여성 가장으로 홀로 서게 된다는 점에서 앞서 살핀 강신재, 박경리 등의 소설 속

여성 가장들과는 차이가 있다. 일례로 등단작 나목을 보더라도 갓 스무 살을 넘긴

주인공 ‘이경’에게 한국전쟁은 아버지의 죽음 뒤 가장의 자리를 대신해온 오빠들의

부재를 경험한 사건이자, 오빠들과 함께 ‘우리’로 기억되던 지난날의 시간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홀로 남겨진 ‘나’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이다.

이렇게 본다면 박완서의 한국전쟁소설은 표면상 전쟁으로 인해 가부장의 부재를

경험하고 새롭게 가장이 된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강신재나 박경리

의 전후소설들과 유사하지만, 그것이 주로 청소년기 겪은 오빠들의 죽음과 관련한

138) 1939년 신경에서 《滿鮮日報》 학예부 기자로 일했던 그는 해방 이전 이미 유치환, 함형

수 등과 在滿朝鮮詩人集(예문사, 1942)을 간행하며 활동한 바 있다. 해방 후 월남하였고

《서울타임스》, 《신세대》, 《여성신문》 등에서 지속적으로 기자 생활을 해오던 중 박영

준의 추천으로 조선문학가동맹에 가입했으며, 이화여전 출신의 수필가 조경희(1918～2005),

전숙희(1919～2010) 등과 함께 잡지 《彗星》을 펴내기도 했다. (조미숙, 손소희 초기 소

설 연구 , 한국문예비평연구2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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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회상 형태를 띠고 제시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강신재를 비롯해 박경리, 손소희 등 1950～60년대 활동한 여성 작가들의

전후소설에서 전쟁은 아내이자 주부였던 여성이 남성 가장이 부재하는 가정에서 여

성 가장으로 홀로 서게 된 체험으로 서사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경험한

강한 책임의식과 고독감, 전장에 나간 남편이 죽음으로써 여성 가장의 역할이 영구

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전후사회에서 미망인으로서 부딪혀야 했던 정신적, 물질

적 괴로움 등이 그 주된 테마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전시 여성 가장 체험은 살육과 강간으로 점철된 전장의 기억이 전후 남

성 작가들에게 깊은 상흔으로 각인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후방에서 전쟁을 경험한

여성 작가들이 공유하는 일종의 정신적 외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강신재는 전쟁 당시 겪었던 일들이 자신에게 깊은 정신적 충격이 되어 남

았고 臨津江의 민들레(을유문화사, 1962) 등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 그 당시의 체

험을 재현해내는 것으로써만 자신을 짓누르는 그 “큰 충격”과 “괴로운 기억”으로부

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데, 이는 강신재에게 전쟁 체험을 기반으로 한 소설

창작이 기본적으로 외상 치유적 글쓰기의 성격을 갖는 것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139)

작가 모두에 해당되는 감정인지 아니면 내 혼자의 감정인지는 모르지만. 생애에서 큰

충격을 받았던 일―그것을 작품화해 놓아야만 자기 할일을 한 거 같고 괴로운 기억을

잊을 수 있게 된다. 그 때문에 작품을 쓴다는 것은 작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臨津江의 민들레는 6.25라는

전쟁에서 내가 체험하고 느꼈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좁

은 반경 안에서의 체험이고 느낌이지만 내 자신에게는 큰 체험이고 느낌인 것이다.

(중략)

臨津江의 민들레는 아주 작은 전쟁이야기지만 내가 쓸 수 있는 진실이 다 담겨 있

는―그래서 나로 하여금 전쟁으로 해서 생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한 작품이다.140)

139) 비슷한 언급은 박완서에게서도 역시 찾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소설을 가리켜 “나의 초

기의 작품, 그중에서도 특히 6.25를 다룬 일련의 작품들은 오빠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 보

려는 몸부림 같은 작품들”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박완서 외, 우리 시대의 소설가 박완서

를 찾아서, 웅진닷컴, 2002, 23쪽.)

140) 강신재, 臨津江의 민들레는 이렇게 피었다 (대담), 《문학사상》, 1974.6,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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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강신재 소설의 태반은 바로 이 여성으로서의 전쟁 체험, 그 가운데에서

도 여성 가장의 문제를 화두로 전개되어 나간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 그가 두 번

의 전쟁을 실제 여성 가장의 위치에서 겪었다는 것, 물론 일시적인 체험이기는 했지

만 그 체험의 강렬함 면에서는 다른 여성들 못지않았다는 것, 특히 자신뿐 아니라

같은 세대 여성들이 여성 가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영향 받

았다는 점 등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아래에서는 강신재의 전후소설에서 이 같은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서사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2. 여성의 삶을 향한 시선의 확대와 남성적 담론의 전유

2장에서 살펴보았듯 첫 번째 추천작 얼굴 (문예, 1949.9)에서는 양처 되기의 강

박과 그 좌절에서 오는 여성의 광기를, 두 번째 추천작 정순이 (문예, 1949.11)를

위시한 일련의 여성 예술가 소설에서는 자신과 같은 여성 예술가들이 맞닥뜨려야했

던 현실 및 감정들을 섬세하게 형상화한 강신재는 활동 초기 꾸준히 여성주의적 색

채를 표방하며 창작의 방향을 잡아나간다.

그러나 이 같은 창작 경향이 완전히 자리 잡기 이전, 즉 그가 등단하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발발한 한국전쟁은 강신재의 창작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다. 기실

기성이나 신진을 막론하고 1950년대 초반 활동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작가들은 한국

전쟁을 작품 내에 수용하며 창작 세계에 큰 변화를 겪는데, 구체적으로 이 시기 강

신재 소설은 전쟁으로 촉발된 여성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데뷔 초기에는 자신과 비슷한 여성 예술가들의 현실을 형상화하는 데 주

력했다면, 이제 작가의 시선은 전쟁을 겪으며 변화하는 다양한 계층 속 여성들의 모

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그는 1950년대 발표된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전시/전후사회 속 여성들의 삶

의 모습을 같은 시기 활동한 다른 어떤 작가보다 폭넓게 포착해낸다. 제재 면에서

살펴보더라도 ①전쟁미망인( 傷魂 (여성계, 1952.11), 그母女 (문예, 1953.2), 痣斑

(이화, 1955.3), 어떤 解體 (현대문학, 1956.3)), ②전쟁미망인은 아니지만 전쟁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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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여성 가장이 된 경우( 凍花 (문예, 1953.11), 感傷地帶 (평화신문, 1955.12.6～

1956.1.3), 옛날의 금잔디 (자유문학, 1959.6)), ③양공주( 寬容 (신사조, 1951.11), 解

決策 (여성계, 1956.10), 解放村 가는 길 (문학예술, 1957.8)), ④미군이나 외국계 회

사의 타이피스트 혹은 여비서( 바아바리 코오트 (문학예술, 1956.3), 絶壁 (현대문

학, 1959.5)), ⑤좌익 가담자 및 부역자 여성( 눈물 (문예, 1952.1), 落照前 (현대문

학, 1956.9)) 등이 다루어진 바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 활동한 박경리와 대조적이다. 이 시기 박경리가 주로 작가의

자전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된 비슷한 유형의 여주인공들―홀어머니 아래에서 성장

하였고, 전쟁을 겪으며 남편과 자식을 잃었으며, 생계의 문제에 맞닥뜨린 전후사회

속 여성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다루며, 그 인물들의 심리에 밀착한 작품들을 창작

했던 것에 반해, 강신재의 경우 제재적으로 상당히 폭넓은 유형의 여성 인물들을 일

정한 서술적 거리를 유지한 채 접근한다는 점에서 구분되는 것이다.

물론 이 중에서도 양적으로 가장 많을뿐더러 다양한 각도에서 서사화된 것은 전

쟁미망인과 여성 가장을 다룬 ①, ②유형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모녀 나 동화 ,

지반 등 비교적 이른 시기 발표된 작품들은 여성 가장이 된 구체적인 경위나 성

격 면에서는 상이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대개가 남성 가장을 잃고 생

계에 내몰린 여성들의 모습을 포착하는 데 주력하였다는 점에서 한 데 묶일 수 있

다.

가령 凍花 (문예, 1953.11)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거리에서 방과 일자리를

찾기 위해 헤매는 ‘경히’의 모습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 가장이

처음 느낀 막막하고 두려운 심정을 형상화한다. 전쟁을 전후해 ‘K’와 이별한 경히는

아이와 함께 있을 방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사흘째이

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알아보는 것은커녕 처참하게 파괴된 서울의 풍경 앞

에서 그는 “아직 너무도 연한” 가슴을 달래는 데만도 애를 먹는다. “ 생활고 라는

문자”는 생소하기만 한 것이었고, K와의 이별에서 오는 슬픔은 어떤 현실 문제보다

그를 힘들게 하였던 것이다. 홀로 머문 낯선 여관방에서 뭇사람의 냄새가 밴 이부자

리나, 장지문 밖을 지나는 발걸음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히의 모습은 그가 심

적으로 얼마나 지쳐 있으며, 누군가로부터 위로 받고 싶은 상태인지를 잘 보여준다.

자욱한검은 안개 속으로 가라 앉는듯한 절망 의 기분이 다시 또 그를 엄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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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방 한켠에 개켜 놓인 거무죽죽한이부자리 위에 아무렇게나 머리를 기대었다.

뭇사람의 내음새가 코를 스며든다. 그것이 불쾨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떤서민적인 그

리움으로서 의식 되었을 때, 경희는 코등으로 주루룩 눈물을 굴러 트렸다.

초라하고도 뎅글한 여관 방 한구석에 그렇게 업데어 있는 그의 유일한 친구인양, 이

것도 오두머니 무릎 앞에 놓여 있는 핸드빽을 바라다 본다.(중략)

장지문 밝으로 지나다니는 발자욱 소리가, 그런 집에 혼자 류한 경험이 없는 그를 자

꾸 서글프게만 만들었다. 고독감이 가슴을 물어 뜯었다.141)

이 같은 상황에서 우연히 해후한 ‘H’로부터 경히가 격렬한 심적 동요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K의 빈자리에서 오는 상실감과 여성 가장으로서 해내야 하는 일

들 사이에서 갈 바를 모르고 허둥대던 경히는 군복을 입은 H의 강건한 외양이나 능

숙한 태도로부터 “성숙한 남성”의 “쎅슈알 한 매력!”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이었고,

그 앞에서 마치 “순한 어린애”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한다.142)

물론 H는 다시 최전선으로 복귀해야 하고, 경히 역시 아이가 있는 부산으로 돌

아가는 길인만큼 둘의 만남과 감정상의 동요는 찰나적인 것이지만, 작가는 이 순간

을 포착함으로써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존재에게 자신을 완전히 의탁해버리고 싶은

여성 가장 경히의 막막함과 무력한 심정을 형상화한다.

반면 그母女 (문예, 1953.2)는 남편이 납북된 후 남겨진 ‘인하’와 어머니 ‘고씨’가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다소 희화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생을

향한 이들 모녀의 본능적인 욕망과 전쟁이 이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로 작용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하는 동경 유학 시절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활달한

성미, 대담하고 화려한 분위기로 주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여성이다. 그러나

해방 이듬해 한 도청관리와 결혼 후 시골에 내려가 살게 된 그는 남편의 신경질을

참아내고 아이들을 돌보는 삶 속에서 결혼 이전의 자신을 완전히 잊게 된다. 이 때

발발한 전쟁과 뒤이은 남편의 납북은 인하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아줄 전환점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에 9.28 국군의 서울 수복 당시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온

그는 고씨와 머리를 맞댄 끝에 작은 빵집을 차릴 것을 결심한다. 가까스로 역산(逆

産) 이층집을 얻은 이들 모녀는 커튼을 달고, 방석에 수를 놓는 등 빵집을 차리기

141) 강신재, 凍花 , 《문예》, 1953.11(송년호), 102～103쪽.

142) 이와 거의 유사한 모티프는 한무숙의 軍服 (感情이 있는 深淵, 현대문학사, 1957)에서

도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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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애쓴다.

그러나 그러한 인하가 자기자신은, 요사히 하늘이 무너저도 걸르지 않게 된 밤화장을

또 새로 하고, 머리에는 그 그립프를 주렁주렁 매달고서, 소리ㅅ 없는 밤중에 가세인

그릇을 들고 나와, 층층다리 밑을 바르고 있는 양을, 그리고 그 그림자가 한편에 세

운 초불을 받어 시커멓게 커다랗게 벼우에 흔들리우고 있는 양을, 만약 누가 그것을

보는 이가 있다면 더욱 이상한 전률을 느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하지 않는다.143)

밤마다 거르지 않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채 누군가 총살된 적이 있다는

끔찍한 역산 집에 페인트칠을 하는 인하의 모습은 “이상한 전률”이 느껴질 정도로

기괴한 열기를 띤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순간 인하를 점령하고 있는 일념은, 설

사 그것이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게 그려질지라도 생에 대한 집요하면서도 본능적인

욕망에 다름 아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전쟁으로 남편이 죽은 뒤 아이들과 살 길을 찾기 위해 “신이

내려붙은 여자 모양으로 넋을 잃은 열의를 가지고 화장”144)을 하는 痣斑 (이화,

1955.3)속 ‘경히’나, 한겨울을 함께 날 GI를 구했다는 안도감 속에서 뭇사람들의 시선

이나 놀림마저도 너그럽게 참아내는 寬容 (신사조, 1951.11)속 양공주 ‘팻지이’ 등의

형상을 통해 다양하게 변주된다.

그러나 같은 계열 내에서도 휴전과 함께 창작 활동이 활발하게 재개되기 시작하

는 1950년대 중후반의 작품들은 이전 시기와 달리, 이 여성들의 내면에 훨씬 밀착해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이 시기 여성 가장들이 느낀 감정들에 주목하고 있어 중요

하다. 그것은 흡사 자신이 해체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전신을 압도하는 불안감에

서부터 모성이라는 이름 아래 억압되어 있는 뿌리 깊은 피해의식이나 증오 등에 이

르는 진폭 넓은 감정들로, 이 시기 강신재 소설은 전시/전후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

가장들이 느낀 이 가장 내밀한 층위의 감정들로 육박해 들어감으로써 당대 남성 작

가들의 소설이나 주류 담론에서 이들을 형상화하는 방식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

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어떤 解體 (현대문학, 1956.3)를 살펴보자. 전시의 피난지를

143) 강신재, 그母女 , 《문예》, 1953.2, 139쪽.

144) 강신재, 痣斑 , 《이화》, 1955.3,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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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여성의 내면을 형상화한 이 소설은 남편이 부재

하는 현실에서 여성 가장이 느낀 고립감이나 낙오감, 절망 등의 심리를 전면화한다.

주인공 ‘시정’은 피난통에 길이 엇갈린 남편 ‘현구’를 만나기 위해 국토 남단의 한

낯선 동네에 찾아든다. 대구에서 전달 받은 쪽지만을 따라 무작정 떠나온 것이나,

현구는 이미 제주도로 훈련을 떠나 부재하는 상태―실은 사망한 상태―였고, 이에

현구가 머물렀다는 낯선 방에서 시정은 아이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는 고독하고 불

안한 날들을 보낸다. 이 때 시정이 머무는 외딴 방과 동리가 현실적인 지표는 거의

소거되고, 시정의 심리만 과장적으로 투영된 채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끈

다.

약방이니 잡화상 병원 같은 조촐한 집들이 주룩 느러선 그동리의 큰거리를 지나고나

면 그는 언제나 그집들이 자기에게는 등을 보이고 돌아 앉아 있던 듯한 착각을 이르

켰다.145)

지글지글 타는 광란한듯한 태양이 머리위에 열기를 뿜어 내리고 있었다. 그 희고도

붉은 불의 덩어리는 해라는 한개의 물체가 아니라 몇개로나 분열됐다 다시 합쳤다 하

면서 온 하늘을 빙빙도는 괴상한 군성(軍星)처럼 의식되는 것이었다. 시정이의 동공

(瞳孔)에서는 무지개색 볕발이 쏟아져 산란했다. 그는 어지로웠다. (중략)

뻐쓰가 떠나가 버린 뒤에 무슨 잘못같이 이런 풍경속에 남겨진 시정이는 뼈속으로 스

며드는 고독함을 느꼈다.146)

누각 처럼 덜석 높은 방이었다. 안으로 깊숙이 잇다은 몹시도 기름한 칸살인데 창이

하나도 없고 대청으로 나가는 미다지 마저 밖으로 봉해져 있은 때문에, 그방안은 허

연 관(棺)속 처럼 숨답답한 것이었다.147)

즉 부산 시내와 멀지 않은 동리라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표지들이 소거된 대신,

시정의 내면에 현상된 풍경들―고무벨트처럼 길게 늘어난 길, 자신을 향해 등을 돌

리고 있는 것만 같은 집들, 관 속같이 느껴지는 좁고 하얀 방, 현기증이 날만큼 백

145) 강신재, 어떤 解體 , 《현대문학》, 1956.3, 57쪽.

146) 위의 글, 58쪽.

147) 위의 글,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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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하는 한여름의 태양과 무성한 초록의 논―이 과장적으로 제시됨으로써 현구가 부

재하는 낯선 공간에서 시정이 느끼는 고립감과 불안, 공포 등이 전면화되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 시정이 명징하게 의식하는 것은 다만 현구만을 향한 그리움이며, 그가

없음으로써 겪게 되는 무기력과 권태, 낙오감이다.

동이 틀 무렵이면 어슴프레 잠이 깨어 나기도 전에, 시정이의 슬픔이 먼저 눈을 떴다.

외로움이라고 만도 구슬픔이라고 만도 할수 없는 쓰라리고 애달픈 느낌이 봄비 처럼

잠자는 가슴에 스며 들었다. 그러면 그는 업드려서 가슴을 방바닥에 대고 누르면서

귀를 기우려 기다리는 것이었다.

멀리서 부터 차츰 차츰 닥아오며 가슴에 와부딛는 소리가 있다.

저벅저벅 발맞추어 행군 하는 소리 그리고 군가. (중략)

누가 지은 노래인지 시정이는 몰랐지만 한없이 슬프고 아름답다 느껴졌다. 그는 벼개

에 뺨을 묻고 마음껏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148)

그늘 밑에서는 한길을 달리는 군용차량이니, 군대의 행진이 거의 끊일새없이 바라다

보였다.

그러면 시정이는 바로 몇달전 까지도 실지로 포화(砲火) 밑에서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였다. 얼마 떠러지지 않은 지역에서 전투는 현재도 치열해 가기만 하고 있는 것이

었다. 지금 이렇게 권태에 쌓여서 앉아 있다는 일은 그 전쟁의 실감과 이상하게 어긋

나면서 고립(孤立)과 낙오감(落伍感)을 안겨 주는 것이었다. (중략)

몸서리나는 전쟁의 입김을 시정이는 이렇게 풀밭에 앉아서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 것

이었다.149)

작품 전반에 걸쳐 전경화되는 이 같은 시정의 절망과 우울은 1950년대 전후소설

들이 공유하는 정서적 공통분모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그 같은 감정의 주체로 시정

이라는 여성 인물, 즉 어머니나 주부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채 개인적인 슬픔과 우울

에 잠겨있는 여성상을 내세움으로써 다소 이질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시정에게는

도처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격렬한 전쟁의 와중이라는 것, 남편을 대신하여 아이들과

가정의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전연 의식되지 않는다. 그는 육체의 생존을

148) 위의 글, 64쪽.

149) 위의 글,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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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만을 기울였으며, 그 중에서도 아이의 말상대가 되어 주기를

몹시 지겨워했다. 몸서리나는 전쟁의 입김을 권태로운 눈빛으로 내다보는 여성, 행

군하는 군인들의 군가마저 지극히 개인적인 맥락에서 슬프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용

해 인식하는 이 같은 여성 인물은 이 시기 일반적인 전후소설들의 여성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히 낯선 존재이다.

한편 현구의 부재가 가져다주는 상실감 속에서 시정은 과거 현구와의 사랑을 확

인하는 문제에 집착한다. 그것은 현구에 관한 믿고 싶지 않은 소문―그가 어떤 소녀

와 몇 번씩이나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을 끊임없이 상기해내고 부정하는

행위의 반복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때 시정이 집요하게 추궁하는 소문의 실체가

상당히 모호한 방식으로 제시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즉 어느 밤 시정을 방문한 앵둣

빛 나일론 원피스의 소녀는 소문의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듯 보이면서도, 대화의 세

부사항들을 의도적으로 불일치시키며 종내에는 혼란스럽게 엉켜버린 인상만을 남긴

다. 이 소녀가 정말 소문 속 여성인지, 소문대로 현구는 시정들을 두고 다른 여성과

관계하고 있었는지 등의 의문들은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하게 해명되지 않는다. 오히

려 소녀의 방문은 시정이 작품 전반에 걸쳐 집요하게 매달렸던 소문이 정말 존재했

던 것인지, 나아가 소녀의 방문이라는 사건마저 실제 있었던 일인지를 불명확하게

만들며 시정의 분열증적 심리를 극대화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시정이의 정신(精神)을 이루고 있는 매듭이 하나하

나 완전히 풀려서 그는 분해(分解)되어 가고 있는 것이었다.

다 낡은 인형의 팔다리가 떠러지듯 그의 맘이 부셔져 가고 있는 것이었다.150)

과연 작품의 말미에 이르러 시정이 받게 된 사망 통지서는 그가 이곳에 도착하

기 이전부터 현구가 사망해있었으며, 시정을 점령했던 불안과 괴로움 역시 존재하지

도 않는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시정으로 하여금 자신이 완전

히 해체된 듯한 느낌을 겪게 만든다. 즉 아이들과 함께 낯선 피난지에 찾아든 시정

이 남편과 관련된 소문에 괴로워하고, 소문과 관계된 소녀의 방문을 겪게 된다는 이

소설의 서사는, 서사 그 자체로서보다 이를 빌려 극대화되는 시정의 불안과 절망감

―자신이 흡사 “망령”과 같이 느껴지는 이 자기 해체적인 시간―에 주목해 접근할

150) 위의 글,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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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해체 가 시정이라는 인물의 심리에 밀착해 전시 후방에 홀로 남겨

진 여성 가장의 불안과 고독을 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면, 옛날의 금잔디 (자유문

학, 1959.6)는 모성이라는 가치 아래 억압되어 있던 여성 가장의 피해의식이나 증오,

분노 등의 보다 폭발적인 감정에 주목한다.

이 소설은 전쟁을 겪으며 자식들을 모두 잃은 뒤, 오직 손자들에 대한 모성과 기

독교적 소명 의식으로 삶을 버텨나가던 ‘권 여사’의 죽음을 그리고 있다. 권 여사는

야무지고 똑똑했던 딸 ‘정혜’와 정의롭고 용감했던 아들 ‘태호’를 전쟁을 겪으며 모

두 잃었다. 태호는 전쟁 때 자진 입대해 전사했으며, 아이들을 낳고 혼자된 정혜는

미국계 회사에 취업 후 도미했으나 잘못된 재혼으로 자살한 것이다. 자식들이 죽은

뒤 홀로 남은 권 여사는 다만 정혜의 혈육인 ‘미라’와 ‘영식이’를 위해 일하는 고달

픔 속에서 자신의 슬픔을 잊으려 노력한다.

소설은 그 같은 권 여사가 여학교 시절의 벗이었던 ‘옥순 여사’를 만나고 돌아온

뒤 돌연 자살하게 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표면상 그의 죽음은 옥순 여사와의 사

이에서 색지를 두고 벌인 사소한 다툼을 계기로 한다. 옥순 여사의 딸이 미국에서

보낸 소포를 구경하던 중 손자들 생각이 난 권 여사가 소포를 싸고 남은 고운 색지

몇 장을 챙기려 하였으나, 그를 제지하는 친구의 태도에 그만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난 것이다.

물론 색지를 갖지 못한 일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 사건은 그로 하

여금 마음 속 깊은 곳에 억눌려있던 뿌리 깊은 증오와 피해의식, 분노의 감정들을

대면케 하였고, 종내 자살하게 만든다. 전쟁을 겪으며 너무 일찍 죽어버린 자식들에

대해, 육순이 가까운 나이에 손자들이라는 “부당한 짐”을 부양해야하는 자신의 운명

에 대해, 그와 같은 전쟁의 불행을 겪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그녀가

키워 온 분노는 실로 뿌리 깊은 것이었다.

여사는 똑 바로 앞을 내다 보고 걷고 있었다. 그러나 실은 자기의 마음 속만 드려다

보고 있는 것이었다. 마음 속에 끌어 오르는 증오를 드려다 보고 있든 것이었다.

증오는 이상스럽게도 옥순여사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그의 지극히 자랑스러운 딸과

아들, 정혜와 태호를 향하여 뻗어 나가고 또 뻗어 나고 하는 것이었다.

한참 걷고 나서 더러 진정이 되었을때 여사는, 이 아지못할 현상을 스스로 의아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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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 노여움은 정혜와 태호를 향한 것이었고, 흥분이 가

셔 버린 가라앉은 마음에도 뚜렷이 남어나는 감정이었다. 또 그리고 그 무겁고 검고

험악한 감정은 오랜 세월을 두고 가슴 같은 곳에 깔려 있었던 것같이 보이는 것이었

다.

연애……명예……

젊은이들의 화려함이나 정의로움을 여사는 그 자식들에게 책망하여 본 적이 있었던

가? 그것을 위해 생명을 불살라 버린 자식들을 애처롭게는 생각했을 망정 저주하고

미워한 때가 있었던가?

잘 나고 깨끗하고 맑은 아이들이었다고 슬프지만 늘상 그렇게는 생각하여 온 것이 아

니었던가.

그러나 돌연 여사는 자기가 실은 그들을 세상의 어떠한 원수 보다도 미워하고 있었다

는 것을 깨달았다.

가해자에 대한 본능적인 증오 그것이었다.

그들은 여사에게 고난만을 남겼다.

그것은 누구의 눈에도 뚜렷 하였고, 그리고 말할것도 없이 부당한 일이었다. 너무나

큰 희생을 그들은 그 모친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었다.151)

이처럼 전신을 송두리째 점령한 분노와 피해의식 속에서 자살을 결심한 권 여사

에게 작가는 자애롭고 희생적인 어머니의 얼굴 대신, “험한 눈초리”와 “어느때나 근

심스러운 일 못마땅한 일 그러나 부디처서 이겨내지 않으면 안될 일들로 하여 약간

이그러저 있는 것이 보통”인 “가면 같은” 얼굴을 부여하고 있다.

비슷한 이야기는 傷魂 (여성계, 1952.11)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이 소설은 전

쟁이 발발하고 남편이 월북한 뒤, 부산에서 딸과 피난 생활을 하는 ‘순기’의 일을 그

리고 있다. ‘나’의 여학교 동창인 순기는 좌익 활동으로 자주 수감되었던 남편 탓에

전쟁 직전까지 옥바라지를 하였고, 사람들로부터 “적색의 아내”라고 수모를 당하는

등 순탄치 못한 결혼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본래부터 순기에게 정이 없던 남편은 전

쟁이 발발하자 다른 여자와 월북해버렸고, 딸 ‘영혜’와 단둘이 남게 된 순기는 피난

지 부산에서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 다행히 살림은 점차 자리를 잡아갔고 약간의

여유마저 되찾았을 무렵, 그러나 순기는 앞서의 권 여사와 마찬가지로 돌연 자살해

버리고 만다.

151) 강신재, 옛날의 금잔디 , 《자유문학》, 1959.6, 84～85쪽.



- 78 -

그 동안 순기는 잘 싸웠읍니다 영혜와 둘이 굶지 않기위하여 그가 부산바닥을 얼마나

애쓰며 헤매다녔는지 그것은 하늘만이 알고 있을것입니다 (중략)

생활은 겨우 조금 자리잡히는가하여 보였읍니다 죽이거나 잡곡이거나 간에 점심을 걸

르는 날도그리많지는 않게 되었읍니다 아이도 건강하고 순기는 국제시장에서 구제물

품의 과물을 사다가 영혜에게 맞도록 귀여운드레스로 고쳐입혀보기도 하는 마음의 여

유까지 발견하였읍니다

그랬었는데 돌연 순기는 자살을 해버리고 만것입니다152)

표면상의 이유는 영혜의 작은 도둑질이었지만, 이는 물론 권 여사의 ‘색지 사건’

만큼이나 그 자체로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이 때 ‘나’가 동창인

순기의 죽음으로부터 “상처를 입은자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전쟁과 남편의 월북, 뒤이은 부산에서의 피난 생활, 영혜를 부양하는 일

등 순기가 겪어야 했던 괴로움은 정신적, 물질적인 면 모두에서 절대적인 것이었고,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짐”이었다. 비록 영혜를 위해 잘 견뎌왔던 것

처럼 보였을지라도, 마치 폭격을 당한 건물이 간신히 그 허울만은 지탱해오다 어느

순간 완전히 붕괴되고 마는 것처럼 순기의 죽음 역시 그 상혼(傷魂)을 두고 봤을 때

에는 돌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마음과 몸은 이미 허무러져허한것이 되어있어 사소한 서슬에도 어이없이 쓰러지고마

는것인가봅니다 마치 폭격을 당한 건물이 용히 허울만은 간직하고있고나 하고 바라다

보는 다음순간 그만 푹 가라앉고 마는듯이

의식하(意識下) 에서도 괴로움은 끊임없이 작용하는 것이겠지요153)

이처럼 상혼 이나 옛날의 금잔디 등을 통해 강신재가 그려내는 어머니의 모

습은 같은 시기 남성 작가들의 소설 속 ‘어머니 표상’을 문제 삼은 권명아의 논의와

대조를 이룬다. 권명아는 전쟁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창작된 전후소설들의 특징을

개괄하는 한 연구154)에서 이 시기 남성 작가들의 소설에서 곧잘 등장하는 어머니

152) 강신재, 傷魂 , 《여성계》, 1952.11, 48쪽.

153) 위의 글, 48쪽.

154) 권명아, 한국 전쟁과 주체성의 서사 연구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3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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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의 작동 방식에 관한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이 시기

상당수의 소설이 지고한 자기희생과 사랑으로 승화된 어머니 표상을 그려낸다는 점

에 착안해 그것이 작품 내에서 남성 주체들의 불구성―전쟁으로 인한 죄의식, 증오,

근원적인 상실감 등―을 포용하고 위무하는 ‘이념적 보상물’로서 기능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전후소설에서 두드러지는 자애롭고 고결한 성모로서의

어머니 표상은 전쟁터에서 오염되고 훼손된 남성들의 심신에 대한 정화, 재생에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순결한 누이나 순정을 간직한 연인 등

모성 선망이라는 유사한 심리 기제에 의해 재현되는 여성상들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될 수 있어 보인다.

비슷한 시각에서 ‘고난의 시절을 견뎌 온 홀어머니’, ‘굳세고 억척스러운 어머니

표상’ 역시 주목해볼 수 있다. 권명아가 지적한 앞서의 어머니 표상이 기원으로서의

충일감, 정신적인 고결함을 부각시키며 전쟁으로 인해 뿌리 뽑힌 자들의 상상적 안

식처로서 기능하였다면, 이는 남성 못지않게 강인하면서도 꿋꿋한 여성 가장으로서

의 면모를 강조함으로써 죽음과 폐허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집요하게 이어져오는 생

의 의지, 강인한 생활력을 어머니라는 표상에 부여한다. 즉 죽거나 상이군인이 된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달러 장수를 하고 양키시장을 드나들며 삼팔선을 넘어

가면서까지 위험천만한 행상 일을 하는 어머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온갖 역경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의 형상은 1950～60년대 전후

소설이 공유하는 또 하나의 모성 표상인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발표된 상혼 이나 옛날의 금잔디 등 강신재 소설 속 어머

니 표상은, 앞서 살펴보았듯 이로부터 거리를 둔 채 역으로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여

성을 호명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실의 구체적인 억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

롭다.

이는 모성이라는 호명에 부응될 수 없는 까닭에 철저히 타자화되곤 했던 여성들

의 형상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례로 양공주를 소재로 한 강신재 소설들은

공통적으로 이들을 이성적이고 생기 넘치며( 解決策 (여성계, 1956.10)), 강렬한 생의

욕망과 투지를 갖는( 解放村 가는 길 (문학예술, 1957.8))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냄으

로써 당대 남성 작가들의 소설 및 사회 담론에서 이들을 형상화하는 방식을 분명하

게 전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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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동거남 GI가 본국으로 송환된 뒤 중절수술을 받고 홀로 남겨진 양공

주 ‘기애’의 삶을 그린 해방촌 가는 길 을 살펴보자. 기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에 떠밀려 대구 미군부대의 타이피스트로 취직한 여성 가장이다. 어느 날 그는 부

대 내에서 자신의 검소한 옷차림이 조롱거리로 회자된다는 사실을 알고 강한 수치

심을 느끼는데, 이후 반발적으로 몸치장을 하고 사교 생활을 즐기기 시작한 그는 급

기야 미군인 ‘죠오’와 동거를 결심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죠오는 본국으로 송환되고 남겨진 기애는 죠오의 달러

로 중절수술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이별을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쉽게 청산되지 않는 감정의 잔여, 위험했던 중절의 기억, 무엇보다 낯선 하숙방에서

홀로 견뎌야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그를 성난 야수처럼 만든 것이다. 결국 몰

라보게 사나워진 성질로 인해 타이피스트 일마저 잃게 된 그는 세상을 향한 깊은

분노를 안은 채 어머니 ‘장씨’와 남동생 ‘욱이’가 살고 있는 해방촌으로 돌아온다.

가랑비가 아직도 부슬거리고 있었다. 뒷금치가 세인치나 되는 정신 나간것 처럼 새빨

안 빛갈의 구두를 신고, 그 까맣게 높다란 비탈길을 올라야 한다는 것은 정말 웃으꽝

한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기애는 띠뚝거리면서 그 길을 올라 가고 있었다. (중략)

뾰죽한 돌뿌리들은 짓궂인 악의를 가진것 처럼 한사코 기애의 발목을 재치려 들거나

호되게 복숭아뼈를 때려치거나 하였다.155)

무엇이 그렇게 비위에 거슬렸던지 개는 미친듯이 껑충대며 더 할수 없이 포악하게 으

릉대었다. 보고 선 기애는 별안간 그 개에 못지 않게 격렬한 감정이 자기를 휩쓸려고

하는것을 느꼈다. 개가 힘껏 성미껏 악을 쓰고 있듯이 어덴가에 대고 가슴속을 폭발

시키고푼 어리석은 욕망을 그는 억제 할 수가 없었다. 기애는 돌맹이를 집어들었다.

세파아드의 코를 향해 힘껏 내려쳤다. 그리고 폐부를 찌르는듯한 짐승의 비명과 슬프

고 비참한 긴 신음소리 가운데 신경이 산산조각이 나는것 같은 현기증을 느끼면서 비

츨비츨 걸어 나갔다.156)

소설은 기애가 이처럼 대구 생활을 뒤로 하고 꼬박 2년 만에 서울의 해방촌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 대구 생활의 흔적이 배인 지나치게 화려한 옷차림

155) 강신재, 解放村 가는 길 , 《문학예술》, 1957.8, 39쪽.

156) 위의 글,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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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을씨년스럽게 비를 맞으며 남산의 비탈길을 오르는 그는 대상을 알 수 없

는 불분명한 분노 속에 휩싸여있는 상태이다. 하이힐을 신고 오르기에는 가파른 비

탈길, 기애의 발목을 노리는 듯 솟아난 돌부리들, 그를 보자마자 사납게 짖어대는

셰퍼드 등이 모두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자신에 대해 적대감을 갖

는 듯 느껴진 까닭이다.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가난하기 짝이 없는 집안 살림을

다시 마주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고, 처음 그 굴욕적인 가난으로부터 뛰쳐나갔을

때 결심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 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돌아왔다는 사실은 기애에

게 비참한 기분만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 소설은 그 같은 세상의 “악의” 앞에서 기애가 주저앉거나 타협하는 모

습을 보여주는 대신, 도리어 그로부터 느낀 분노를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서는 과정,

즉 분노가 기애의 “힘”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해방촌에

돌아와 우연히 만나게 된 상이군인 ‘근수’는 기애에게 양공주가 되기 이전 삶으로의

회복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작가는 기애를 근수와 섣불

리 결합시킴으로써 그 분노를 거세시키거나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중심에서

독립적인 기애로서 다시 일어서도록 만들고 있어 주목된다. 전장에 나가 가족들을

모두 잃고 왼팔마저 쓸 수 없게 된 근수는 이미 삶을 지탱해나갈 어떠한 힘도, 희망

도 없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병들어 있는 절망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근수의 자살

뒤 홀로 용산의 미군 장교 구락부를 찾은 다시 기애는 그래서 “강하고”, “어여쁜”

것으로 그려진다.

앞가슴 만을 조금 가린 싼ㆍ드레쓰의 두다리를 쭉 펴고 보릿짚 쌘달로 힘차게 땅을

딛고 섰는 그는 투명한 남빛유리 같은 여름 하늘 속에 자기의 투지(鬪志)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알수 없었다. 기애는 튼튼 하여지고 어여뻐저 있었다.157)

이 같은 기애의 형상은 양공주를 소재로 한 이 시기 소설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히 예외적이다. 양공주는 전후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여성 인물 유형 가운

데 하나로, 남성 작가들의 소설이나 민족주의 담론에서 흔히 사치나 성적인 문란,

민족의 오욕을 체현하는 존재로 타매되거나, 적격한 가부장에 의한 지도나 결합158)

157) 위의 글, 55쪽.

158) 조서연, 1950년대 희곡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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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교정되어야할 대상으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강신재는 이 같

은 양공주 기애의 섹슈얼리티를 오염되고 타락한, 이에 부정되고 교정되어야할 것으

로 그려내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기애를 기애로서 자존케 하는 강한 힘이자 아

름다움으로서 표상하고 있다.

이 점에서 봤을 때 소설의 제목인 ‘해방촌 가는 길’ 역시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애초에 그것은 소설의 첫 장면이 보여주듯, 대구에서의 실패를 절감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기애의 비참과 절망을 대변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소설의 말미에서

해방촌은 기애가 운명의 악의에 맞서 다시 일어서는 장소, 설사 그것이 분노와 반발

적 오기에서 비롯한 것일지라도 근수와 달리 삶의 포기가 아닌, 삶에 대한 끈질긴

욕망과 투지를 버리지 않는, 삶으로의 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해방촌의 주인(主人)들이 그 길을 따라 속속 돌아들 오고 있다. 그것은 멀리서 바라

보면 일렬의 길고 가는 행렬이 서서히 앞으로 나가는것 같았다. 기애는 그 길 께로

닥아가서 젖은 바위위에 기대여 섰다. 안개같은 보슬비를 기애가 비라고도 느끼지 않

듯이 그들도 한결같이 우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대신처럼 반찬거리들을 들었다. 짚

오라기에 엮어 든 생선마리, 파배추단. 여인네들 머리 위에는 또 의례히 조그만 자루,

상자, 보자기. 놀라웁게 빠른 걸음새로 미끄럽고 좁은 산길을 휙휙 지나간다. 그러면

서 동행끼리는 열을 올리며 사업 이야기, 장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파고 드는듯

한 눈길, 여자고 남자고 힘찬 걸음거리. 거친 호흡. 똑같은 표정이 어느 몸에나 있었

다. 기애는 자기도 그 길로 들어서서 반대쪽으로 거슬러 나려갔다.159)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1950년대 강신재 소설은 한국전쟁을 겪으며 변화하는 전시

/전후 사회 속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초점 맞추어져 있다. 데

뷔 초기에는 자신과 유사한 여성 예술가들의 열악한 현실을 그려내는 데 주력했다

면, 전쟁을 겪으며 그 시선이 다양한 계층 속 여성들의 삶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195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그 가운데에서도 전후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과 내면에 밀착한 작품들을 통해 전쟁이라는 총체적 폭력의 세부에서 여성에게

가해졌던 젠더화된 폭력에 주목하는 경향이 감지된다. 전후사회의 모성 이데올로기

가 여성에게 정서적 폭압으로 기능한 측면을 모성을 거부하고 자살하는 극단적인

159) 위의 글,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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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장의 형상을 통해 제시하거나, 모성 이데올로기로 호명되지 않는 여성들을

타자화하는 민족주의 담론을 분명하게 전도하는 방식으로 창작된 작품들이 이에 해

당한다.

이는 등단 초기부터 표방하였던 여성주의적 경향이 지속된 것이자, 작가가 실제

여성으로서 전쟁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후사회를 살아가는 여성 가장들의 삶

과 그 내밀한 감정의 심연에 천착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3. 전쟁의 상흔과 아프레게르 세대의 전망

한편, 1960년대에 이르면 이전 시기 단편을 지배하다시피 했던 한국전쟁 체험이

창작 전반에서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전환점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 臨
津江의 민들레(을유문화사, 1962)이다. 이 소설은 강신재의 작품들 가운데에서는 한

국전쟁을 서사화한 유일한 장편소설로, 山기슭 (신천지, 1954.3), 饗宴의 記錄 (여

원, 1955.10), 落照前 (현대문학, 1956.9), 燦爛한 銀杏나무 (여성계, 미상) 등 1950

년대 발표된 다수의 단편들의 주요 모티프들을 녹여내 창작한 전작 장편이다. 실제

이 소설 이후 강신재는 한국전쟁 자체를 형상화한 작품은 거의 창작하지 않는데160),

이 점에서 봤을 때 이 소설은 작품 자체는 물론, 1950년대의 강신재 전후소설을 정

리하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서울 필동에 자리한 중산층 가정 우씨 일가를 중심으로, 장

녀인 의과대학생 ‘이화’와 여동생 ‘옥엽’, 그리고 이화의 애인인 정치학과생 ‘윤지운’

등이 전쟁 발발 직전에서부터 9.28 국군의 서울 수복에 이르는 3개월 동안 전쟁을

겪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작가의 시선이 초점 맞추어져 있는 이화의 가족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직물회사 덕에 규모 있는 살림을 유지하고 있지만, 근대화 되

어가는 시장 질서에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한 채 회사의 경영이나 삶의 방식 모두에

서 전근대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는 퇴락한 부르주아 가정으로 표상된다. 즉 비파행

의 세계에 탐닉할 뿐인 아버지 ‘우태갑’, 선량하지만 현실인식 면에서는 지극히 무지

160)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그들의 行進 (세대, 1963.10), 어느 여름밤 (월간중앙, 1968.6)을

제외하고는 임진강의 민들레 이후 한국전쟁 자체를 직접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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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머니 ‘심씨’, 뚜렷한 포부나 삶의 방향 없이 충동적으로 생활하는 장남 ‘동근’

등은 이미 그 운명이 다한 세대로 그려지고 있다.

반면, 장녀 이화는 미래의 전망과 능력을 상실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새로운

삶의 이상을 개척하기 위해 애쓰는 스무 살의 의과대학생이다. 이제 막 인생과 마주

서기를 시작한 팬터마임 (자유문학, 1958.2)의 여대생 ‘옥리’와 같이, 맑고 예리하게

닦인 감수성으로 “심상(心像)에 와 부딛는 모든 일에 깊은 새김을 주려고 자부”161)

하고 있는 그에게 그것은 야심 많고 정열적인 성격의 정치학과생 지운과의 사랑을

통해서였다. 즉 “즐거운 일이, 벅찬 일이,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듯이 보이지 않는

가!”라며 곧잘 감동하는 그는 지운으로 인해 넓어진 세계 가운데서 삶을 알아가고,

헤쳐 나가려는 스무 살의 감미로운 감격에 휩싸인 상태이다.

이 점에서 봤을 때 이 소설은 이화라는 여대생을 주인공으로 한 성장소설의 측

면에서 역시 접근해 볼 수 있다. 실제 작품 초반에서 이화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부

모님과 낡은 가족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또 성장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다.

어쨌든 이화의 세계가 지운으로 하여 활짝 넓어진 것은 사실이었다. 감미로움과 감격

에 차서 이화는 그 큰 반짝이는 두 눈으로 세상을 둘러보았다. 지운과 함께 이 장미

빛 구름 속을 헤치고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일일까!162)

(중략) 우리는 행복해집시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곳까지 서로 성장해봐. 163)

그녀는 자신이 강해지고 싶다고 느꼈다. 무언가 눈에 보이게 자기의 힘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물건이 그녀는 필요했다.164)

그러나 돌연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이 같은 가능성은 삽시간에 차단당한다. 우익

학생단체의 간부로서 전쟁의 진상을 확인하러 나간 지운이 부상을 입고 총살당할

위기에 처한 데다, 끌려간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남동생 동근이 의용군에 위장 지원

161) 강신재, 팬터마임 , 《자유문학》, 1958.2, 147쪽.

162) 강신재, 臨津江의 민들레, 을유문화사, 1962, 13쪽.

163) 위의 책, 21쪽.

164) 위의 책,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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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화네 사랑채를 인민군들의 처소로 내주는 등 그를 둘러싼 세계가 급속하게

변화한 것이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전쟁은 이화가 벗어나고 싶어 했던 가족의 테두리를 자연스

럽게 해체시키고 그를 독립하게 만듦으로써 이화에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의 가

능성을 제시해준다. 즉 스무 살의 이화가 직면하게 된 것은 애초의 예상과 달리 전

쟁이라는 파괴와 살육의 세계였으며 지운을 잃은 상실감이었지만, 역으로 그는 그

같은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이 때 군병원에서의 의료 활동은 이화의 성장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 처음에는

좌익 여대생 ‘오숙자’의 회유와 여맹에서의 계속되는 압박, 급작스럽게 지운을 잃은

상실감 등을 잊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곳에서 이화는 잠시 자신과 지운의 문

제가 아닌,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 일하는 희생과 봉사의 가치를

배우게 된 것이다.

이화는 이 아주 낯선 세계에 몸을 잠겼다. (중략)

피가 내밴 붕대와 크로르훠름 내와 음식 내음이 뒤섞인 식당 안의 일종 비장한 분위

기는, 이화의 쉴 새 없이 비바람이 휩쓰는 마음에 어떤 굳건함을 부여하였다. 이 사람

들의 아픔을 더는 작업에 자기의 손도 한몫 필요하다는 느낌이, 그녀 자신의 슬픔을

극복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165)

얼마 전까지의 자기의 생활—양친이나 동생들이나 학교, 또 지운과의 깊은 연관 속에

이루어져 오던 그 모든 것이 일조에 그 인연을 끊어 버렸 듯이, 이것들도 또한 이별

을 고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흔적도 안 남기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지식이었다. 그녀

가 태어나 자라던 가정도, 정신생활의 터전이던 학교도, 사랑을 일깨워준 지운조차도

지금 그녀의 곁에는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지워지는 것이다.166)

그러나 이것이 그녀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망들을 포기한 채 전체를 위해 복무

하는 대의 가운데로 용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165) 위의 책, 188쪽.

166) 위의 책,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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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이 분망한 세계 가운데에서도 단 한 번도 ‘자기’라는 의식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작가는 그것을 이화의 매우 상징적인 의복 묘사를 통해 분명하게 각인시키

고 있다.

그녀의 위생복 자락에서는 해바라기 같은 노랑이니 하늘색 분홍 따위 고운 빛깔의 옷

이 엿보였다. 머리 모양도 잡아매거나 센 느낌으로 땋아서 두르지 않고 목 언저리에

서 살랑거리도록 버려두고 있었다. 그녀가 푸로레타리아인 척―원래부터의 그것인 척

꾸미려 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무산자의 천국 에서는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무모해 보이는 일이었다. 허나 이화는 자기가 갖고 있는 화사한 구두를 내버

리고 운동화를 신을 마음은 나지 않았다.167)

화려한 원피스와 구두 위로 위생복을 걸친 채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이 같은 이

화의 형상은 앞서 살핀 단편들의 여성 가장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이질적임은 물론,

임진강의 민들레에서 이화 못지않게 중요하게 서술되는 또 다른 여성, 여동생 옥

엽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신병으로 학교를 쉬고 집안일을 돕고 있는 옥엽은 부지런하고 가정적인 성미로

무지한 어머니나, 자기중심적인 이화를 대신해 우씨 일가의 안주인 역할을 하는 “가

정생활의 중심”으로서 그려진다. 처음 전쟁이 발발하고 모두가 겁에 질린 가운데에

서도 이들을 격려하고 끊임없이 도마를 두드렸던 것이 옥엽이며, 인민군들이 사랑채

를 점거하고 우씨 일가의 여성들에게 식사 담당을 명령하였을 때도 그는 단순한 공

포심이나 이념의 문제와 상관없이 매끼마다 정성들여 인민군들의 식사를 준비했던

것이다. 이는 落照前 (현대문학, 1956.9)에서 결핵 요양원을 점거한 인민군들과 총

살을 앞둔 포로들의 식사 준비라는 기묘한 역할을 맡았던 ‘옥례’의 모습과 닮아 있

는데, 작가는 임진강의 민들레를 통해 낙조전 의 옥례를 이어 받은 옥엽이라는

여성 인물을 주인공 이화 못지않게 인상적으로 부조하고 있다.

우물물을 길어 손발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잠깐 쉬고는 벌써 사람들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다.

밭에 나가 야채도 따들이고, 장독간도 열어보고 하면서 옥엽은 또 다시 정성스레 음

167) 위의 책, 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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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서울살림에 익어버린 할멈이 오히려 제 집에 돌아왔으

면서도 불편해 하고 서툴어 하였다. 찬거리고 양념이고 없는 것 투성이라고 걱정을

하면서 밥만 덜썩 끓여 내곤 하였다. 옥엽이 매만지면 그 모든 것이―밭은 소채도, 덜

단 된장도,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였다.

다음날로 동훈은 벌써 조금씩 입맛이 돌아온 것 같았다. 야채 수웊이며 조 미음, 감자

삶은 것하고 조금씩 분량을 늘여가는 것을, 남기지 않고 다 먹게 되었다.168)

특히 작품의 말미에서 자신을 납치했던 공산군 대위 ‘이성도’로부터 탈출해 서울

로 돌아 온 뒤에도 살아남은 남동생 ‘동훈’과 어머니를 위해 다시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는 옥엽의 모습은 강신재 소설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신화적 모성상에 가

깝다.169)

반면,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아(自我)의 덩어리”로 그려질 만큼 자의식이

뚜렷하고,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이화는 예술가형의 인물이다.

그는 작품 전반에 걸쳐 개개인을 다만 당이라는 조직의 세포로서 인식하고 획일화

하는 인민군들의 태도에 노골적인 적의를 표현할뿐더러, 전시 중에도 아름다운 의복

을 입고 지운과 밀회를 즐기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170)

이 같은 이화의 형상은 그 현실성을 문제 삼기보다 하나의 상징 차원에서 접근

168) 위의 책, 272쪽.

169) “임진강의 민들레’의 옥엽(玉葉)이는 누구와 견줄 수도 없을 만큼 헌신적인 소녀여서 자

기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원하지 않는다.

6ㆍ25의 변란을 통해 마지막 파괴가 다가올 때까지 가족의 삶을 지탱해 나간 것은 실질적

으로 그녀의 희생정신이었다.

그녀 자신은 희생이란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신 구조가 원래 그렇게 생겨 있는 것

이다. (중략)

어떤 참변이 일어나도 인류는 아마 살아남을 모양이고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옥

엽이 같은 존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반사반생(半死半生)의 남은 가족을 위해 자기도 죽을 만큼 지쳤으면서 다시 일손을

놀리기 시작하는 대목을 나는 나 나름의 감개를 가지고 적어 내려갔다.” (강신재, 내 작품

의 주인공들 , 무엇이 사랑의 불을 지피는가, 나무의 향기ㆍ2, 1986, 197～198쪽.)

170) 이 같은 이화의 형상은 饗宴의 記錄 (여원, 1955.10)의 주인공이었던 ‘언니’의 형상과 상

당히 닮아있다. 강신재는 이 작품을 통해 전시 중임에도 아름다운 원피스를 입는 것을 주

저하지 않으며, ‘김정수’나 ‘박관호’ 등의 남성들과 밀회를 즐기는 언니의 모습을 인상적으

로 그려낸 바 있다. 임진강의 민들레의 이화는 이 같은 향연의 기록 속 언니의 형상을

이어 받되, 보다 이지적이고 건강한 열기로 주위의 모든 것―가족과 지운, 그리고 전쟁까지

―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감각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 88 -

될 필요가 있다. 즉 작가는 우이화라는 상당히 개성적이고 실험적인 여성 인물이 전

쟁을 겪어나가는 모습을 통해 외부세계나 전체로 환원될 수 없는 개인의 내면, 욕

망, 미의식 등 통틀어 자유의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그것을 파괴하고 억압하는

전쟁의 본질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공습이 벌어지는 거리나 군병원에서도

이화가 벗지 않는 아름다운 의복은 이화가 추구하는 개체성과 자유를 대변하는 하

나의 기표가 된다.

이 점에서 봤을 때 이화를 조급한 이데올로그로 평가한 류동규의 지적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는 전통적 가족의 질서나 근대화 과정에서 늘 주변부에 위치해있던

여성이 가족을 벗어나 새로운 질서로 편입되고자 할 때 국가(반공) 이데올로기는 자

아에게 일정한 방향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얻도록

했으며, 이에 임진강의 민들레 속 이화 역시 조금치도 의심하지 않고 반공 이데올

로기가 요청하는 길로 달려가는 이데올로기적 급진성을 보인다171)고 분석했다.

물론 소설의 전반에 걸쳐, 특히 지운과 이화의 시각이 노출되는 부분에서 반공적

시각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이화를 국가 체제와 가부장적 질서

에 고착172)된 인물이라 정의내리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그녀가 전통적 가족의 질서

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은, 그의 지적처럼 주변부의 여성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

이 아니며, 동시에 자신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서 호명해주는 새로운 질서에로 편

입되기 위함 역시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견해는 다음의 매우 상징적인

소설의 결말을 해명하지 못한다.

소리내어 쑬렁이며 강물은 흐르고 있었다. 음악이며, 시ㆍ그림 같은―인간이 그 생활

이외에, 혹은 그 생활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들이, 거기 모두 있었다.

물은 가까이서 보니까 깊고 차가운 강철 빛으로 보였다. 투명한 나머지 그렇게 보이

는 모양이었다.

김 명식은 조금 하류 쪽으로 가서 세수를 하기 시작했으나 이화는 어느 때까지나 강

과 마주서있었다.

인간사(人間事)에서 떨어진 아름다움이 그녀를 감동시키고 있었다.

온갖 이렇게 오묘한 것을 사랑하며, 또 사람사람끼리 사랑하며―그렇게 살도록 인간

171) 류동규, 강신재 소설에 나타난 전후 여성의 자아정체성: 《임진강의 민들레》(1962)와

《파도》(1963)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연구41, 국어교육학회, 2007, 9～10쪽.

172) 위의 글,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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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원래는 만들어졌던 것이 아닐까?

지운의 얼굴이 물 위에 어른거렸다.

그때였다. 맞은편 산 뒤에서 비행기가 붕 떠올랐다.

(중략)

요란한 폭음과 기총성이 한 동안 찰랑이는 물소리를 말살하였다.

(중략)

이화의 의식이 문득 돌아왔다.

몽롱히 분명찮은 삼십초 가량의 호흡이었다.

그녀의 한 손 끝은 얕은 물 속에 잠겨 있었다. 잔 물결이 가만가만 쉬지 않고 출렁였

다.

석양을 받으며, 노란 작은 꽃이 한 송이 물에 젖어 있었다. 꽃은 반짝반짝 빛을 반사

하였다. (아 민들레가 피었다.)

하고 이화는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녀는 그것을 만져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녀의 의식은 다시 끊어져 영원히 되돌아오는 일이 없었다.

가을의 들녘에 민들레가 피었을 까닭은 없었다.

그것은 노란 금속의 훈장(勳章)이었다.

어느 군인인가의 군복 앞가슴을 장식하였을, 그것은 노란 훈장이었다.173)

이북으로 북송되던 기차에서 동료 의사인 ‘김명식’과 함께 탈주한 이화가 임진강

변을 지나던 중 강변에 떨어져있던 어떤 군인의 금속 훈장을 노란 민들레로 착각한

채 숨진다는 이 소설의 결말은 의미심장하다. 급박한 탈주 상황임에도 아름다운 민

들레의 환상을 좇다 종내 죽음을 맞게 된 이화의 형상, 그 동화적인 죽음은 그녀가

추구했던 아름다움과 자유의 이상을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그것이 전쟁으로부터 박

탈당하게 된 비극적 현실을 형상화하는 것이다.174)

이처럼 임진강의 민들레가 동시대의 전쟁소설들과 달리 민족이나 공동체의 문

제가 아닌,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어내는 몇몇 개인들의 특정한 경험에 주목함

173) 강신재, 앞의 책, 277～279쪽.

174) 비슷한 맥락에서 손종업은 이 소설의 서정적인 결말이 전쟁의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을 조

롱한다고 보았으며, 김정화 역시 이화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강조되는 것이 죽음이

주는 비극보다도 그녀가 사랑했던 이상의 아름다움이라고 보았다. (손종업, 전후의 상징체

계 , 이회, 2001, 265쪽; 김정화, 강신재 소설에 나타난 기법고찰: 서정성을 부여하는 기법

을 중심으로 , 한국어문학연구48,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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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175) ‘자기’의 문제, 즉 전쟁이라는 외부적, 전체적 폭력에 의해 훼손된 개인의

영역과 자유, 그로부터 비롯하는 인간의 존엄을 문제 삼고자 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작품 내에서 그 같은 문제의식이 심도 있게 추구되었는지를 평가하

는 작업은 좀 더 비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이 소설이 이

화라는 인물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형상화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해볼 수 있다.

소설의 주인공 이화는 부르주아 가정의 여대생으로서 예술이나 학문, 사랑 등 자유

롭고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상당한 조건들을 애초부터 어렵지 않

게 누려왔으며, 실제 전쟁이 발발한 뒤에도 그 같은 존재 기반이 완전히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그려진다. 인민군들이 이화네 사랑채를 점령하게 됨으로써 이화의 가족

들은 오히려 기묘한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된 데다, 식사 담당이라는 부역을 맡게 되

며 모두가 굶주린 전시 가운데에서도 끼니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설정은 흥미롭지만, 동시에 이화가 과거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절연한 자

리에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감케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는 전쟁

으로 폐허가 된 거리에서도 보란 듯이 화려한 원피스를 입었으며, 끼니 걱정은커녕

애인인 지운에게 하루에 두 번씩 도시락을 나르며 밀회를 즐겼고, 운 좋게도 가까운

이의 죽음조차 겪지 않았다.176) 즉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대개의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생사의 문제와 그 절실함은 여전히 이화로부터 소원한 것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화의 인식이 본질적으로 변모하거나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이 소설이 이화를 통해 보여 준 인식의 깊이, 전쟁에 대한 문제

의식을 스무 살 부르주아 여대생의 치기 이상으로 평가하기에 주저하게 만드는 요

소로, 이 소설이 이화라는 철저한 에고이스트를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노정하게

된 근본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설의 기저에 흐르는 뚜렷한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지적할 필

175) 강신재는 이 소설을 두고 민족 전체, 전 국토가 당한 수난을 다루지 못했다는 평단의 지

적에 대해 같은 전쟁이더라도 아이들의 경험과 어른들의 그것이 다르듯, 오히려 이 작품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어내는 몇몇 개인들의 특정한 경험에 관심을 두고 창작된 소설

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강신재, 臨津江의 민들레는 이렇게 피었다 (대담), 《문학

사상》, 1974.6, 54쪽.)

176) 의용군에 위장 지원한 장남 동근은 다시 국군이 된 뒤, 부상을 입은 한 중공군 소년병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폭사하지만 이는 흡사 에필로그와 같은 형태로 제시되고 있어 실제 작

품 내에서는 이화의 가족들 중 누구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없게끔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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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이 소설은 이화라는 주인공을 통해 개인과 자유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

루고자 했던 만큼 그 대척점에 위치하는 사회주의를 작품 전반에 걸쳐 상당히 비판

적으로 그려낸다. 이 때 소설이 적극적인 비판의 표적으로 삼은 사회주의자들의 형

상을 한 번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은 채, 애초부터 완전히 부정되고 타자화된 대상

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즉 작가는 처음부터 이들을 이화들과는 완

전히 구분되는 “이질(異質)의 인간으로” 그려낼뿐더러 모든 인간적인 감정이나 내적

갈등은 이화들만이 겪는 것으로, 반대로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감정이 완전히 말소

된 비인간이나 기계와 다름없는 존재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쇠진한 목소리로 혼자 그들의 수령(首領)을 찬양하는 말을 뇌이고, 만세를 부르다가,

숨을 거두었다.

마치 옆에 아무 사람도 없다는 듯이, 이제는 위생원을 부르지도 않고, 친구의 눈길이

나 손을 찾는 일도 없이, 완전히 혼자 그의 길을 떠난 것이다.

이화가 목격한 그들의 임종은 대개 그런 것이었다. 그들은 건조한 음성으로 감동도

없이 만세를 부르고, 역시 아무 감동도 없이, 마치 물고기가 죽 듯이 죽었다. 몸이 성

한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내어 위에다 흙을 끼얹었다.177)

예컨대 좌익 대학생인 ‘김오식’이나 ‘오숙자’ 등은 “한마디로 해서 비정(非情)한

인간들”이자 “가장 두려운 적”으로 표상되고 있으며, 옥엽을 사랑한 인민군 이성도

대위 역시 부하인 ‘강석우’ 상위나 소년병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총살하는 “한

가닥 인간성에의 기대”마저 좌절시키는 냉정한 이데올로그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소설의 중심인물인 정치학과생 지운부터가 우익 대학생 단체인 ‘학생연맹’

의 간부로 설정되어 있으며, 애인인 이화는 정치나 이념에는 어떠한 지적인 관심도

갖지 않은 여성으로 그려지는 점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사실 지운과의 이별은 이화

에게 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전쟁과 이념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기

회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작품 속에서 이화는 다만 지운을 잃은 상실감 속에서 좌

절하고 이를 잊기 위해 애쓰는 여성으로 그려질 뿐인 것이다. 이와 함께 소설 곳곳

에서 발견되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긍정적이며 향수 어린 태도는 이 소설이 당대

정권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내면화한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177) 강신재, 臨津江의 민들레, 앞의 책, 230～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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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임진강의 민들레는 당대 반공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측면

이나 이화라는 여주인공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과 애초의 문제의식을 십분

발휘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앞서 지적했듯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거시적

관점을 포기하는 대신, 전쟁을 경험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당대

일반적인 전쟁소설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문제의식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한편, 스무 살 여대생의 성장에의 갈망이 전쟁으로 좌절당하는 모습을 통해 전쟁

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그 죽음에서 오는 비극미를 그려내는 데 초점 맞추어졌던 이

소설과 달리, 강신재는 다른 한편에서 죽음과 폭력으로 점철된 전쟁의 계절을 지나

진정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후속 세대의 형상을 그려내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어 주

목된다.

感傷地帶 (평화신문, 1955.12.6～1956.1.3)178)는 그 첫머리에 놓이는 소설로,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전쟁을 겪은 두 자매 ‘김민희’와 ‘민영’이 전후사회에서 살아가는

서로 다른 삶의 행로를 대조적으로 그려낸다. 언니 민희는 동란 초에 남편이 납치된

뒤 피난 행에서 딸마저 잃게 된 납치미망인이다. 첫사랑에 실패 후 자포적으로 한

결혼이었으나 가족을 모두 잃은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삶의 의미를 완

전히 잃게 된 그는 피난지 부산에서 “전락의 분수령 위에 위태롭게 위치”하는 생활

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우연히 데려다 키우게 된 첫사랑 ‘인섭’의 혈육 ‘준수’는 이

같은 민희에게 잃었던 생활의 중심을 가까스로 되찾게 만들어 준 존재였다. 즉 그는

오직 준수를 돌보는 분주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다잡고 현재의 고독과 괴로움을 견

뎌 나간다.

그러나 준수를 대하는 민희의 이 같은 애정과 헌신은 본질적으로 과거 인섭과의

실패한 사랑을 보상 받고자하는 심리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건강하거나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그는 준수를 돌보는 “행복되고

감미하고 그리고 슬프고 괴로운 순간” 속에서 첫사랑 인섭을 추억하고 감촉하며 영

원히 과거의 사랑과 상처에 고착된 모습을 보인다.

이 같은 언니의 삶을 “감상지대(感傷地帶)에 봉쇄”되어 버린 것으로 비판, 그로

부터 분명하게 거리를 두는 동생 민영은 민희와 정반대로 시종 이성적이고 합리적

178) 《평화신문》에 연재된 원본을 확인했으나, 인용은 편의상 단행본 靑春의 不文律(여원
사, 1960)에 재수록된 원고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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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인물이다. 피난지에서 보낸 사춘기 시절, 자신을 완전히

잃고 망가져버린 민희의 모습에 크게 영향 받은 그는 언니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삶의 태도 대신, “건전하게, 더 넓고 큰 것을 대상으로 하며 자기의 인생을 살고”자

결심한다. 이에 사회학과에 진학, 친구의 고아원 일을 도와주며 만난 ‘미세쓰ㆍ헤이

위스’의 주선으로 도미 유학을 준비하는 그는 일생을 사회사업에 바칠 계획을 세운

다. 사사로운 애정에서 준수를 맡아 키우는 언니와 달리, 본격적으로 고아원을 운영

함으로써 개인의 정리(情理)를 초월한 인류애적 가치,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

고자 하는 것이다. 작가는 이를 “더 넓고 큰” “휴매니즘”으로의 기투(企投)로서 그려

내고 있다.

감상지대 의 민영을 통해 단편적으로 제시되었던 이 같은 신세대의 형상, 전쟁

의 상처를 극복하고 도약하려는 세대의 새로운 삶의 자세와 윤리는 강신재의 첫 번

째 장편소설 靑春의 不文律(여원사, 1960)179)을 통해 본격적으로 그려진다. 이 소

설에서 작가는 여대생 ‘로영화’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전쟁을 겪은 뒤 전후사회를 살

아가는 세대들의 삶의 지향과 사랑을 서사화한다.

소설은 피난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문과에 재학 중인 영화가 가족

들로부터 독립해 자신의 청춘을 시험하기 위해 서울로 떠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

다. 영화의 상경은 직접적으로는 오빠 ‘영삼’의 음독자살 소동과 급격하게 곤란해진

집안형편을 계기로 한다. 영삼은 한국전쟁 당시 전장에서 목도한 친구들의 죽음으로

인해 극심한 충격을 받고 삶의 무의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물로, 정신적으로 깊

이 병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창인 나이에 군에 복무했던 까닭에 특별히 배운 기

술 하나 없이 무능력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존재이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기 일쑤

인 데다 술과 노름을 전전하는 그는 당시 전후소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형

적인 전후파(戰後派)적 남성 인물을 대변한다. 비슷한 모습은 그의 전우인 ‘만기’에

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슴 깊이 박힌 총알의 파편 탓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짙은 염세와 무기력에 빠져 있는 만기에게 생활에 지장은 없으나 영원히 끄집어 낼

수 없다는 가슴 속 총알은 정신적 상흔에 가깝다.

179) 《여원》, 1958.2～12월호에 연재되었던 이 소설은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58년 12

월호를 마지막으로 중단, 이후 뒷부분의 내용이 새로 첨가되어 단행본(여원사, 1960)으로

간행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용 시 연재본 대신, 여원사에서 출판된 단행본을 참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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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영삼 세대의 무기력과 무능함에 크게 영향 받은 영화는 자신의 힘으로

직접 자기 삶을 경영해나가기 위해 홀연 서울로 떠난다. 서울에 연고와 일자리가 있

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는 그녀에게 깊은 사색이나 신중한 성찰보다 온몸으로 생에

부딪쳐나가는 무모함과 과감성, 동시에 독립심과 책임감을 미덕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혈연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진 위치에서 영화는

입주 가정교사 일을 맡으며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 나간다. 이곳에서 표면상 그가

맡은 일은 ‘철민’을 가르치고 학비를 버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그는 함께 일하는 정

치학과생 ‘박윤’과의 사랑을 통해 생의 기쁨과 긍정을, ‘김호준’을 통해 인간다운 삶

의 의미를 배워나가는 한편, 다음 세대인 철민이를 올바르게 인도해내는 역할을 맡

는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김호준의 돌연한 죽음이 영화에게 끼친 영향이다.

무역회사 사장인 줄만 알았던 그가 사실상 제국대학을 졸업한 수재이자, 사변 직후

납북되어 줄곧 북파 간첩으로 활동해왔다는 사실, 평생을 인간다운 삶의 문제를 두

고 고민하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를 죽음에 처하게 된 일이 영화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깊숙이 억압되어 있던 전쟁의 기억을 상기하게 만든 것이다. 즉 전쟁 당시 고

모네 식구들과 피난을 가던 도중 우연히 만나 깊이 의지했던 군인이 인민군들에게

학살당했던 일, 그의 죽음을 뒤로 한 채 비겁하고 속물적인 고모네 식구들을 따라

도망치듯 떠났던 일들은 그녀 내면에 깊은 외상이 되어 남았고, 김호준의 죽음 앞에

서 그녀는 비로소 그간 자신의 삶이 이 외상적 기억들을 강력하게 억압함으로써 지

탱될 수 있었던, 흡사 “요동하지 않는 늪의 물같은 고요함, 표면만의 평화”였음을 분

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에 무작정 기차를 타고 피난 시절, 그 군인과 함께 머무르며 그의 죽음을 목도

할 수밖에 없었던 공간, 세계의 아이러니와 비참을 몸소 체감했던 공간으로 되돌아

온 영화는 이제 자기 안에 깊숙이 억압되어 있던 죄의식의 기억을 깨우고, 직접 그

것을 치유하려 한다. “누구의 선의도 희생정신도 절대적으로 거부해 버린” 숱한 주

검들 사이에서 전신을 압도해오는 죽음의 공포로 떨었던 일들, 살아남았다는 죄의식

과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 사이에서 힘겹게 찢겨져나갔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

며, 그러나 그 때의 강렬했던 생의 욕망이 그른 것이 아니라 정당했던 것임을 스스

로 확인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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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프다는 단 하나의 절대 목적을 위하여 발이 공중에 뜬듯 이 곳을 사라지던 기억

을 더듬어 내었다.

그것은 수치도 후회도 있을 수 없는, 아마도 옳은 일이었다.

상하고 피곤하여 쓰러질 듯한 지금에 있어서도, 그것은 아마 옳은 일일 것이었다.

다만 그 때처럼 발이 공중에 뜬 듯 달아날 기운이 없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

이다…… 잘못이다…….

나무 뿌리에 걸려 그는 나딩굴었다.

엎으러진 채 그는 차디찬 비를 맞으며 얼굴을 땅에 묻고 있었다. 시원하고 편안하였

다.

어느 때까지나 그렇게 하고 있고 싶었다. 잘못이더라도…… 멸망이더라도……180)

그는 잠들고 싶었다. 태(胎)속에서처럼, 깊은 안도감에 싸여, 이 고뇌의 인상을 심어준

방에 잠들고 싶었다.181)

동시에 그것은 자신의 서울에서의 생활이 엄밀히 말해 김호준의 재력과 요행에

의해 지탱되어왔던 것임을 깨닫고, 그것들이 완전히 붕괴된 자리에서 다시 새 삶을

일구어나가기 위해 자기 존재의 원점으로 회귀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윤과의 사랑은 다시 영화를 일어서게 만드는 용기와 힘이 되어준다.

이처럼 청춘의 불문율은 앞서 살핀 감상지대 와 마찬가지로 전쟁 그 자체를

다루기보다 유년시절 전쟁을 겪고 전후사회를 살아가는 신세대들의 형상, 즉 이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전쟁이 드리운 그림자와 그럼에도 이를 딛고 건강하게 도약하고

자 하는 세대의 전망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들은 “불행하게도 자기의 눈앞에서 학살이니 파괴니 하는 것이 행하여지는 것

을 보았고, 오랜 통념(通念)이, 윤리가, 종교가 뒤엎여지는 것을” 본 만큼, “그들에게

위엄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없는” 세대이지만, 작가는 이

들이 “각기 자기의 촉각(觸角)을 움직여서 잡다함 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모

습―마치 “여름날 무성한 풀숲이 후끈하게 끼쳐주는 것과 같은 싱싱한 향기”를 가지

고 “세우차고 보다 수줍음이 없”182)는 자세로 살아나가는 청춘들의 모습―을 긍정적

180) 강신재, 靑春의 不文律, 여원사, 1960, 209쪽.

181) 위의 책,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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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할 작품이 바로 강신재의 대표작 젊은 느티나무 (사

상계, 1960.1)이다.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라는 문장과 함께 강신재

를 세련된 부르주아적 감수성의 작가이자, 대중성과 여성성을 신선하게 조응시킨 작

가로 자리매김한 이 소설은 전후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S촌’의 한 부르주아 가정을

배경으로 이 속에서 살아가는 이복 남매 ‘윤숙희’와 ‘이현규’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소설 어디에서도 죽음과 가난으로 얼룩진 전쟁의 그림자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소설에서 전면화되는 것은 “엷은 비누의 향료”, “뽀얗

게 얼음이 내 뿜은 코카콜라”, “터퀴즈불루의 원피스” 등과 같이 서구적이고 세련된

기표들이며,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안락하고 감미로운 세계, 이를 배경으로 인공적인

가족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네 남녀이다.

실제 소설에서 한국전쟁의 흔적은 단 한 번, 숙희가 기억에서조차 희미한 아버지

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십년쯤 전의 일로서 간략하게 언급될 따름이다. 숙희의 아버

지는 그녀가 아주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별거해왔고 어머니는 줄곧 아버지 없이 그

림자 같은 불안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그려진다. 전쟁이 끝나고 외가댁에서 살게 된

숙희는 외할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이 때의 말투에는 특

별한 것이 깃들여 있어” 어쩐지 정말 같지 않다고 여기게 된다.

엄마의 그림자 같은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 사변과 함께

우리가 시골 할아버지댁으로 내려가던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십년쯤 전에도 이미 그

랬었고 또 그보다 전 서울서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즈음에도 역시 그런 느낌이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아버지 에 관하여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돌아가셨다 는 설명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으나 어쩐지 정말같지 않다는 인상으로 남아 있었다. 사변 후에

너의 아버지는 돌아 가셨다

하고 할머니가 일러 주셨는데 이 때의 말투에는 특별한 것이 깃들여 있어서 그 후로

는 그것이 진실이어니 여기고 있다. 아마 나의 엄마와 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릴 때부

터 별거하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 그들은 다시 만나는 일도 없이 사별하고 만 모양이

었다. 어쨌든 나는 내 부친에 관해서 아무런 지식도 관심도 감정도 갖고 있지 않다.

182) 강신재, 序文 , 위의 책,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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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이라는 내 성이 그로부터 물려 받은 유일의 것이지만 세상에 흔한 성이라고 느낄

뿐이다.183)

소설에서 제시되는 정보는 이것이 전부이지만, 약간의 상상을 더해 추론해보았을

때 숙희의 아버지는 일찍이 좌익에 가담했으며 전쟁 당시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

다.184) 물론 이 같은 추측은 서술자인 숙희가 “부친에 관해서 아무런 지식도 감정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려지는 만큼 더 이상의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18살이라는 소설 속 숙희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그는 아마 1940년대 초반 생으로 어

느 정도 지각이 있었던 유년기 한국전쟁을 겪었을 테지만, 소설의 전반에 걸쳐 전쟁

이나 아버지와 관련한 숙희의 기억은 거의 의도적이라고 보일 만큼 완벽하게 소거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핀 감상지대 속 민영이나, 청춘의 불문율 속 영화가 어릴 적 겪

은 전쟁의 충격을 여전히 가슴 속 깊숙한 곳에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즉 젊은 느티나무 에 이를 경우 전쟁의 기억은 적어도 작중 인물들의

의식의 표층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채 무의식의 형태로 억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신 소설은 감수성이 풍부한 사춘기 여고생 숙희의 일상과 그 내면 만에 초점

을 맞춘 채 전개되어 나간다. 어머니의 재혼과 함께 시골 외할머니 댁에서 서울로

전학 온 그는 자유분방하고 활발하기만 했던 시골 과수원에서보다 낯설고 조용한

이 도시에서 더욱 감정이 내밀해지고 격렬해짐을 느낀다. 이는 이복 오누이 현규에

대한 애정 때문인데, 소설은 현규를 향한 그 같은 숙희의 풍부하고 예민한 감정들,

즉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생동하는 기쁨에서부터 온몸이 저릿해져나가는 슬픔에 이

르는 감정의 변화를 섬세하게 묘사해나간다. 18살의 사춘기 여고생이 주인공인 만큼

그것은 매우 예민하고 변덕스러우며 격정적인 것으로 그려지는데,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할애되고 있는 감정은 기쁨 쪽으로, 숙희가 느끼는 좌절이나 비애, 슬픔은 어

디까지나 기쁨과 행복의 일면으로서 서술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183)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 , 《사상계》, 1960.1, 334쪽.

184) 이주형, 1960년 초 소설의 두 양상: 젊은 느티나무 와 현대의 야 의 세계 , 한국현대

문학연구27, 한국현대문학회, 2009, 386쪽.



- 98 -

뽀오얗게 어름이 내 뿜은 코카콜라와 크랙카, 치이즈 따위를 쟁반에 집어 얹으면서

내 가슴은 비밀스런 즐거움으로 높다랗게 고동치기 시작한다.185)

나는 돌연 형언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갔으나 한가지의 뚜렷한 감각을 놓쳐

버리질 않았다. 그것은 기쁨이었다.186)

전류 같은 것이 내 몸 속을 달렸다. 나는 깨달았다. 현규가 그처럼 자기를 잃은 까닭

을. 부풀어 오르는 기쁨으로 내 가슴은 금방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침대 위에 몸을 내

던졌다. 그리고 새우처럼 팔다리를 꼬부려 붙였다. 소리내며 흐르는 환희의 분류가 내

몸 속에서 조금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187)

바람이 마주 불었다.

나는 젊은 느티나무를 안고 웃고 있었다. 펑펑 울면서 온 하늘로 퍼져 가는 웃음을

웃고 있었다. 아아 나는 그를 더 사랑하여도 되는 것이다…….188)

즉 숙희에게 가장 슬프고 괴로운 시간, 동시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은 모두

현규와 관련된 것으로,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단 하나의 물음은 현규

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해 현규 역시 자신을 사랑하는지의 문제인 것이

다. 이 물음을 중심으로 숙희의 감각은 지극히 민감하고 풍부하게 열려있는 상태이

다.

이처럼 소설은 시종 생동하는 감각으로 사랑이나 스포츠와 같은 “삶의 기쁨”만

을 고민하고 향유하는 청춘들, 즉 그 내면에서 더 이상 전쟁의 상흔을 찾아볼 수

없는 이른바 아프레게르 세대의 형상을 그려내는 데 주력한다. 흡사 “젊은 나무들의

초록”을 연상케 하는 그것은 이 소설이 위태롭게 전정(剪定) 당한 채 비탈에 선 나

무들(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사상계, 1960.1～7))이 아닌, 청신하고 굳건한 젊

은 초목들의 삶과 감수성을 그려내는 데 초점 맞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법적

남매라는 외적 구속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랑을 지켜나가려 애쓰는 이들의

185) 강신재, 앞의 글, 328쪽.

186) 위의 글, 330쪽.

187) 위의 글, 338쪽.

188) 위의 글, 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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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 태도는 기성세대의 제도와 인습에 맞서는 신세대의 연대와

윤리의 알레고리로도 해석해보는 것이 가능하다.189)

이 소설이 1960년 발표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제5회 동인문학상의 후보작으

로 거론190)되었던 동시에, 韓國戰後問題作品集(신구문화사, 1960) 앤솔러지에 수록

된 시기적으로 가장 마지막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이처럼 그것이 당대 평단에서 전

쟁과 죽음, 가난, 이념의 시대 이후 도래할 새 시대의 전망을 제시하는 작품으로 받

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당대 문단에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앞선 문제의식을 보

여줄 뿐 아니라, 이후 손장순 등의 본격적인 아프레게르 여성 작가들의 문학세계를

예비한다는 면에서 그 문학사적 의미를 새롭게 평가해볼 수 있다.

189) 이와 관련해 이주형은 이 소설의 문체가 관념어나 추상어가 빈번하고, 복잡하고 난해한

복문의 문장 대신, 구체적이고 감각적이며 간결한 문체와 어휘들을 사용함으로써 젊은이들

에 걸맞은 언술형식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이주형, 앞의 글, 389쪽.)

190) 실제 ‘東仁賞選後評’에서 최정희는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 가 비록 최종 수상작이 되진

못했지만 상당히 인상 깊은 작품이었으며, 선발되지 못한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최정희, 젊은 느티나무 의 香氣 《사상계》, 1960.10, 3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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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논문은 강신재 문학의 주된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두 줄기, ‘여성’과 ‘전쟁’의

문제에 주목해 1970년대 이전 시기까지 발표된 강신재 소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강신재 문학을 논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두 요소는 그가 식민지

시기 성장하여 한국전쟁을 전후한 무렵 등단한 이른바 전후 신세대 작가이자, 여성

작가라는 사실이다. 즉 강신재 문학 연구는 그와 같은 시기 활동한 여타 전후 작가

들의 문학과 공유되거나 구분되는 특질과 함께, 여성 작가의 문학으로서 획득하고

있는 여성성에 대해 규명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1920년대 출생 여성 작가로서 강신재가 성장하는 과

정에서 겪은 일련의 세대적 체험이 그의 의식구조 및 문학세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 우선 주목한 것은 일제 말기의 식민지 여성 교육이다.

1930년대 말～1940년대 초 식민지의 엘리트 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강신재가

받은 ‘양처현모주의’ 여성 교육은 강력한 젠더 규범을 통해 천황 중심의 강화된 부

계 질서 및 탈정치화된 가족주의의 테두리 내에 위치하는 양처현모로 당대 여성들

을 호명함으로써 이 세대 여성들의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을 초래하였지만, 그 심층

에서는 깊은 갈등 인식과 함께 강신재가 아내나 주부의 역할을 넘어 문학 창작을

고민하게 만든 직접적 계기로 작동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고 본 것이다.

실제 그는 등단작 얼굴 에서부터 양처 되기의 강박과 그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

으로 인해 미쳐버린 여성에 대해 서사화하는데, 이처럼 강력하게 훈육 받은 여성성

과의 불화로 인해 히스테릭하게 일그러진 여성상은 이후 강신재의 창작에서 지속적

으로 등장하며 뚜렷한 계보를 구축한다. 양관 , 이브변신 , 점액질 등이 모두 이

계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작품들은 대개 정숙한 아내의 역할에 충실해왔던 여성

인물이 남편의 외도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계기로 자기 안의 분열을 인식하는 서

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 인물의 억압된 섹슈얼리티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과정이 수반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자신이 내면화한 여성상 내지 이데올로기로부터 기만 당하고, 자기 안의

분열을 인식하게 되는 강신재 소설의 여성 인물들은 그 같은 각성이 남편의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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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외부적 사건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며, 자신의 분열을 자각한 이

후에도 주체적, 독립적으로 새 삶을 일구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보다 극단적인

광기에 귀착된 채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소극성을 지적해볼 수 있

다.

이와 함께 강신재 소설에서 또 다른 계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여성 예술가 소

설이다. 정순이 , 눈이나린날 , 병아리 , 안개 를 포함해 길게는 빛과 그림자

까지 지속하는 그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 예술가들의 경험을 전면화

함으로써 여성의 예술적 욕망이 현실에서 어떻게 곧잘 좌절당하고 억압되는지에 관

해 서사화한다. 주목할 점은 이 계열에 해당하는 여성 인물들의 경우 앞서와 달리,

특별한 외부적 사건이 계기가 되지 않더라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 종속된

채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에 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교적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이

를 문제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일련의 여성 예술가 소설들에서 표

면화되는 이들의 강렬한 예술적 욕망, 즉 자신의 내면에 대해 언어화하고 싶어 하

고, 그림이나 음악 등의 예술로써 표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앞서 살핀 여성 인물

들의 소극성이나 병리성과 대조되는 것인 한편, 작가 강신재의 예술적 욕망을 간접

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강신재의 세대적 체험과 관련해 이 논문이 주목한 또 다른 문제는 ‘전중파

(戰中派)’ 세대 여성으로서 그가 겪은 전쟁 체험이다. 1944년 결혼과 동시에 학병에

징집된 남편과 이별하게 된 그는 후방의 여성 가장이라는 위치에서 태평양전쟁과

해방을 맞는다. 이 시기 남편이 부재하는 가정에서 그가 견뎌야 했던 공포와 고독

감, 동시에 여성 가장으로서 느낀 강한 책임의식은 그의 내면에 강렬한 외상으로 각

인되었고, 무엇보다 막 기성세대에 진입하였을 무렵 겪게 된 한국전쟁 당시 유사하

게 재생됨으로써 그의 문학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는 테마로 자리하게 된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이 논문은 그것이 비단 강신재 뿐 아니라, 박경리, 손소희 등 1950～60

년대 활동한 전후 여성 작가들의 소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여성 전후소설의

외상으로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같은 전쟁 체험을 수용하며 강신재 문학은 전쟁으로 촉발된 여성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실제 그는 1950년대 발표된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전시/전후사회 속 여성들의 삶, 특히 여성 가장의 삶의 모습을 같은 시

기 활동한 다른 어떤 작가보다 폭넓게 서사화하고 있다. 그 중 그모녀 나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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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비교적 이른 시기 발표된 작품들은 여성 가장이 된 구체적인 경위나 성격 면에

서는 상이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남성 가장을 잃고 생계에 내몰린 여

성들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그리는 데 치중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반면, 1950년대 중후반에 이를 경우 전후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과 내면에

보다 밀착한 작품들을 통해 전쟁이라는 총체적 폭력의 세부에서 여성에게 가해졌던

젠더화된 폭력에 주목하는 경향이 감지된다. 전후사회의 모성 이데올로기가 여성에

게 정서적 폭압으로 작동한 측면을 모성을 거부하고 자살하는 극단적인 여성 가장

의 형상을 통해 제시한 상혼 , 옛날의 금잔디 , 모성 이데올로기로 호명되지 않는

여성들을 타자화하는 민족주의 담론을 분명하게 전도하는 방식으로 창작된 해결책

, 해방촌 가는 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등단 초기부터 표방하였던 여성주의

적 글쓰기의 지속이자, 작가가 실제 여성으로서 전쟁을 경험하였고, 전후사회를 살

아가는 여성 가장들의 삶과 그 내밀한 감정의 심연에 천착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60년대 창작된 작품들의 경우 꼭 여성의 문제만에 초점 맞추기보다, 오

히려 ‘아프레게르(Après-Guerre)’, 즉 전쟁을 겪으며 성장한 후속세대의 내면에 전쟁

의 상흔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는지

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청춘의 불문율과 감상지대 , 젊은

느티나무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특히 전쟁이나 역사의 상흔을 완전히 소거하고 신

세대의 청신한 감수성과 사랑만을 전면화한 젊은 느티나무 의 경우 당대 대다수의

전후소설들이 여전히 전쟁으로 인한 상흔의 세계, 비탈에 선 위태로운 나무들의 세

계를 그려내고 있었던 것과 반해, 시기적으로 앞선 문제의식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후 본격적인 아프레게르 여성 작가들의 문학세계를 예비한다는 면에서 그 문학사

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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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傷魂 여성계 1952.11

단편 戰鬪機 코메트 1952.11

미상 로맨스 미상 1952(미상)

미상 백만인의 첩 미상 1952(미상)

단편 그母女 문예 1953.2

단편 영옥이의 눈물 학원 1953.7

단편 失妻記 서울신문 1953.8.10～17

단편 旅情 현대공론 1953.10

단편 凍花 문예 1953.11

단편 山기슭 신천지 1954.3

단편 夜會 신태양 1954.11

단편 埠頭 현대공론 1954.11

단편 泡沫 현대문학 1955.3

단편 痣斑 이화 1955.3

콩트 쌘달 현대문학 1955.8

단편 饗宴의 記錄 여원 1955.10

단편 感傷地帶 평화신문 1955.12.6～1956.1.3

※ 강신재 작품 연보191)

191) 이 목록은 강신재 대표작 전집(삼익출판사, 1974) 젊은 느티나무(문학과 지성사,

2011), 한국전쟁기 여성문학 자료집(역락, 2012), 해방기 여성 단편소설(역락, 2011), 강

신재 소설 선집(현대문학, 2013) 등을 참조한 뒤, 모든 자료들을 원문으로 다시 확인, 선행

연구들의 연보 가운데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고, 발굴작들을 새롭게 추가하여 작성

하였다.



- 110 -

단편 위선자와 사과 명랑 1956.1

단편 神을 만들다192) 전망 1956.1

단편 바아바리 코오트 문학예술 1956.3

단편 어떤 解體193) 현대문학 1956.3

단편 落照前 현대문학 1956.9

단편 燦爛한 銀杏나무 여성계 1956(미상)

희곡 褐沼里 문학예술 1956.9

단편 解決策 여성계 1956.10

단편 表先生受難記 여원 1957.3

단편 파국 주부생활 1957.7

단편 解放村 가는 길 문학예술 1957.8

단편 愛人 신태양 1957.10

단편 팬터마임 자유문학 1958.2

장편 靑春의 不文律 여원 1958.2～12(중단)

단편 구식 여자 주부생활 1958.4

단편 絶壁 현대문학 1959.5

단편 옛날의 금잔디 자유문학 1959.6

단편 眞珠빛 람프 주부생활 1959.7

단편 젊은 느티나무 사상계 1960.1

단편 錯覺속에서 현대문학 1960.12

단편 洋館 자유문학 1961.2

미상 질투가 심하면 미상 1961(미상)

장편 原色의 迴廊 민국일보 1961.2.1～8.31

장편 사랑의 假橋 국제신보 1961.11.1～1962.6.30

단편 像 현대문학 1962.4

단편 검은 골짜기의 風船 현대문학 1962.6

단편 災難 미의 생활 1962.8(중단)

단편 荒凉한 날의 童話 사상계 1962.11

장편 그대의 찬 손 여원 1963.1～1964.2

중편 波濤 현대문학 1963.6～1964.2

단편 그들의 行進 세대 1963.10

중편 먼 하늘가에 미상 1963(미상)

미상 마성의 여자 미상 1963(미상)

장편 이 찬란한 슬픔을 여상 1964.7～1965.11

장편 新雪 한국일보 1964.9.11～1965.7.22

단편 TABU 문학춘추 1964.11

단편 이브 變身 현대문학 1965.9

단편 江물이 있는 風景 사상계 1965.12



- 111 -

단편 유라의 가을 여학생 1965.12

단편 寶石과 請負 한국문학 1966.3

단편 妬忌 문학 1966.5

단편 粘液質 신동아 1966.6

단편 綠地帶와 분홍의 애드벌룬 창작과 비평 1966.7

단편 豪奢 한국문학 1966.6

장편 레이디 서울 대한일보 1966.10.17～1967.8.14

장편 사랑의 숲엔 그대 香氣가194) 여상 1967.4～1968.2(중단)

단편 야광충 중앙일보 1969.5.25～6.10

중편 이 겨울 중앙일보 1967.12.8～1968.3.7

장편 琉璃의 덫 조선일보 1968.4.27～1969.1.24

단편 어느 여름밤 월간중앙 1968.6

단편 돌아서면 남 여류문학 1968.11

장편 오늘은 仙女 여원 1969.1～1970.2

단편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여류문학 1969.5

장편 우연의 자리 여성중앙 1970.1～12

장편 사랑의 妙藥 중앙일보 1970.8.21～1971.8.20

장편 별과 엉겅퀴 여성중앙 1971.1～12

장편 모험의 집 주부생활 1972.4～1973.1

단편 난리 그 뒤 현대문학 1972.4

장편 北緯38度線 현대문학 1972.9～1974.1

단편 達五는 山으로 문학사상 1972.10

장편 마음은 집시 주간중앙 1972.10.22～1973.5.13

장편 밤의 무지개 경향신문 1972.11.1～5.31

장편 거리에 비가 오듯 학생중앙 1973.4～1974.3

장편 서울의 지붕 밑 중앙일보 1974.3.15～12.30

단편 빛과 그림자 문학사상 1979.10

장편 포켓에서 사랑을 부산일보 1981.1.1～12.31

중편 문정왕후 아수라 현대문학 1984.4

중편 奸臣의 妻 소설문학 1985.1～3

장편 申師任堂 가정조선 1985.1～12

중편 風雨 현대문학 1986.12

중편 시해(弑害) 동서문학 1989.1～2

단행본195)

192) 祭壇 으로 제목이 바뀌어 戱畵에 수록.

193) 《문학사상》, 1976.10월호에 재수록.

194) 단행본으로 출판 시 숲에는 그대 향기로 제목이 바뀜.

195) 단행본 목록은 초판만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즉 동일한 작품집이 출판사만을 다르게 하

여 여러 번 출판되었을 경우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 112 -

유형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단편집 戱畵 계몽사 1958

단편집 旅情 중앙문화사 1959

장편집 靑春의 不文律 여원사 1960

장편집 臨津江의 민들레 을유문화사 1962

장편집 이 찬란한 슬픔을 신태양사 1966

장편집 오늘과 내일 정음사 1966

수필집 사랑의 아픔과 眞實 육민사 1966

장편집 그대의 찬 손 신태양사 1967

장편집 新雪 문원각 1967

장편집 바람의 선물 중앙서적 1968

장편집 琉璃의 덫 국민문고사 1969

장편집 숲에는 그대 향기 대문출판사 1969

장편집 波濤 대문출판사 1970

단편집 젊은 느티나무 대문출판사 1970

장편집 레이디 서울 선일문화사 1972

수필집 모래城 서문당 1974

전집 강신재 대표작 전집(총8권) 삼익출판사 1974

장편집 서울의 지붕 밑 문리사 1976

단편집 황량한 날의 동화 삼중당 1976

장편집 마음은 집시 태창문화사 1977

장편집 밤의 무지개 청조사 1977

수필집 거리에서 내 가슴에서 평민사 1977

단편집 그래도 할 말이 서음출판사 1977

장편집 불타는 구름(총2권) 지소림 1978

장편집 偶然의 자리 명서원 1978

장편집 모험의 집 범조사 1979

장편집 천추태후 동화출판공사 1979

장편집 思悼世子嬪196) 행림출판사 1981

장편집 사랑의 妙藥(총2권) 중앙일보사 1986

수필집 무엇이 사랑의 불을 지피는가 나무의 향기ㆍ2 1986

중편집 신사임당/문정왕후 아수라 한벗 1987

중편집 간신의 처/풍우 문학세계사 1989

장편집 명성황후 閔妃(총3권) 세명서관 1991

장편집 光海의 날들 창공사 1994

장편집 대왕의 길(총4권) 행림출판사 1998

196) 이후 혜경궁홍씨(행림출판사, 1992)로 제목이 바뀌어 재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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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Women and War: A Study on Kang Sin-Jae’s Novel

Na Rhee Bo Ryo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Kang Sin-Jae’s novels written up until late 

1960’s, focusing on the works of two major streams of her literature, namely ‘women’ and 

‘war.’ In discussing Kang’s literary world, two facts must be considered: one, that she 

received her educa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made her debut at around the time of 

Korean War; two, that she was a woman writer. These facts have demanded that her works 

be read in a way that focuses on searching for signs of ‘femininity’ in her works, and 

examining how similar or different it is from the ‘femininity’ found in works by her 

contemporary women writers. Therefore, this paper looks into her generational experiences 

as a woman writer born in 1920’s, experiences that which fostered her social awareness 

and literary imagination. This is to say that this paper examines Kang Sin-Jae’s literature 

through the lens of ‘generation.’

What becomes important here is the fact, while growing up as an elite woman in the 

late 1930’s and early 1940s, Kang Sin-Jae received women’s education of the wartime 

system developed in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which was heavily based on the 

ideology of the ‘good wife, good mother.’ This ideology appellated women to become 

ideological beings located within the paternal order reinforced by the presence of the 

emperor, strict gender norms, and the concept of family as de-politicized, thereby inst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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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ve tendency in most women of the generation. However, ironically, by 

awakening her awareness to the problem of being a woman, the ‘good wife, good mother’ 

ideology acted as a direct motive for her to go beyond her role as a wife and mother to that 

of a writer. In this sense, the ‘good wife, wise mother’ ideology becomes significant in 

Kang Sin-Jae’s literature.

Indeed, beginning with her debut work, façade, Kang’s novels depict the faces of 

women who are driven to madness by frustration generating from their failure to become a 

good wife, despite the immense pressure to become so. The image of the woman, who has 

been ruined and turned hysterical as a result of her disharmonious relationships with other 

women who have been trained to accepted the ideology in faith, becomes a recurring motif 

in Kang’s literature, constituting a genealogy of its own. For instance, western 

house(yangk’wan), transformation of Eve, phlegmatic temperament, among others, are 

representative works that belong to this category. These works are built upon the basic 

storyline that a female protagonist, depicted as a virtuous woman faithful to her role as a 

good wife, comes to discover her husband’s extramarital affair, upon which her inner 

world becomes shattered. In the course of this narrative, the initially repressed sexuality of 

the female protagonist gets expressed in abnormal ways.

The female characters belonging to this category experience inner conflict when they 

are deceived by their identification with the image of woman demanded by the ideology. 

Interestingly, however, they rarely come to realize their inner conflict without a stimulant 

(i.e. husband’s love affair). Even after the point of their realization, they mostly end up in a 

state of sheer madness, instead of willingness to set out for a new life as an independent 

subject. Therefore, the characters are rendered as passive characters. This kind of feminist 

tendency in Kang’s novels largely owes to the influence of Katherine Mansfield’s 

literature, as exemplified by the obvious intertextual connection between The Daughter of 

the Late Colonel and western house(yangk’wan)

Another category of Kang Sin-Jae’s novels is the category of female artist no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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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ncludes Jungsoon, the day of the snowfall, cheeks, fog, and by extension, light and 

shadow. Novels in this category foreground the experiences of female artists whose desires 

are frustrated by the oppressiveness of the patriarchal society they live in.

Here, what deserves attention is the fact that, unlike the women characters of the 

afore-mentioned category, women characters in this category are relatively well-aware of 

the problems of their lives from the novel’s opening. While they live as subjugates of men 

in the patriarchal society, they are able to perceive their situation as being problematic, 

even without the stimulation of an outer source.

In particular, the strong artistic desire of these female artist characters—that is, the 

desire to want to express their inner thoughts in the forms of language, music, or art—

contrasts with the passivity or the pathology of the women characters of the first category. 

At the same time, it may also be seen as an indirect expression of Kang Sin-Jae’s own 

artistic desire.

On the other hand, with regard to Kang Sin-Jae’s generational experiences, we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she was a woman writer of the wartime generation, who 

lived through two major wars. After her marriage in 1944, Kang had to separate from her 

husband upon his recruitment to the army. Thus, she had to face the Pacific War and 

Liberation as a female head of her family.

The fear and loneliness she had to endure during this period of her husband’s absence, 

as well as the sense of responsibility she had to hold onto as the head of her family, 

became imprinted in her mind as trauma. These feelings, which she had to relive a second 

time during the Korean War, constitute a theme in her literary repertoire after the war. This 

theme of trauma revealed in Kang Sin-Jae’s novels can be stretched as a common theme of 

post-war novels by women writers active during 1950’s and 60’s, such as Pak Kyŏng-Li, 

Son So-Hŭi, and so on.

By narrating war experiences, Kang Sin-Jae’s literature takes a turn from the general 

problem of women to the problem of women in the context of war. Indeed, almost al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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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works written in 1950’s are about the lives of women during or after wartime, 

especially the lives of those who had to take on the role of the head of a family. Relatively 

earlier works, mother and daughter or frozen flower, etc., are mostly focused on depicting 

the lives of women who become the head of her family after losing her husband in war, 

despite the differences in detail as to how they were thrown into such an unfortunate 

situation.

On the other hand, in Kang Sin-Jae’s novels written in the mid-late 1950’s, Kang takes 

a closer look at the lives and inner worlds of women living in the post-war society, paying 

attention to the details of the total violence called war. This includes novels such as 

wounded soul, golden grass of the past, which suggest ways in which the post-war 

society’s ideology of motherhood worked as a tool of emotional repression by presenting 

images of radical women who end up committing suicides in their refusal to conform to the 

image of the ideological being. Meanwhile, novels such as solutions, on the way to the 

liberation village, which inverts the nationalist discourse by otherizing those women not 

appellated by the name of mother, also belong to this category. While these works can be 

seen as an extension of the feminist writing which she advocated since her debut, it seems 

that Kang’s personal experiences of wartime as a woman motivated her to focus her 

writerly interests on the problems of women and war, allowing her to delve into the details 

of women’s lives and their feelings in her literature.

Kang Sin-Jae’s works written 1960’s, such as unwritten laws of youth, emotion zone, 

young willow tree, drift away from the problem of women and move onto focusing on the 

problem of après-guerre. These later works portray how various wartime wounds have 

become imprinted in the minds of the descendant generation who grew up during wartime, 

and how they struggle to overcome them. In particular, young willow tree, which 

foregrounds the feelings and love of the young generation, is significant in that even 

though it was written at a time when most writers were still writing about wartime wounds, 

it is devoid of any remnants of wartime wound. It also deserves attention in the hist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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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in that it ‘prepares’ for the literary world of après-guerre by women writers.

* Keywords: post-war women writers, post-war feminism novels, feminism, the ‘good wife, 

wise mother’ ideology, Ewha Women’s College, Katherine Mansfield, 

wartime, female head of household, après-guerre, après-girl, female artist 

novels

* Student Number: 2010-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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