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공포와
죄의식 연구
-‘언캐니(uncanny)’개념을 중심으로 -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유 예 현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인훈 문학 세계에 산재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구명되지 않았던 공
포의 감각에 주목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공포라는 감정이
역사ㆍ사회적인 의미를 인식하는 ‘미학적 감수성(aesthetic sensibility)의 형식’, 즉
미학의 토대였음을 밝히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공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의 미학과 윤리적 차원을 구명하고자 한다.
최인훈 문학에는 공포라는 감수성의 형식이 거듭 나타나고, 작가는 이를 사회
적 의미 인식의 필수적인 연결고리로 삼았다. 최인훈 소설의 주체가 체험하는 감
정의 주된 특징은 기시감, 반복, 죽은 자의 귀환, 분신 등과 관련된 공포이다. 이
러한 요소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미학적인 범주로 구상한 ‘언캐니(uncanny)’ 개
념의 주요한 속성이다. 따라서 그것은 최인훈 문학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의 소설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유효한 개념이 된다. 또한 이 개념을 통해 최인훈 문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환상성’, ‘반복’, ‘기억’ 등으로 분리되어 연구되었던 것들을
통합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최인훈 연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던 ‘미이라’와 ‘드라큐라’ 모
티프의 의미를 고찰한다. 최인훈은 초기 단편소설에서부터 기시감이 유발하는 공
포의 감각을 형상화했지만, 𰡔구운몽𰡕에 이르면 무한한 반복과 기괴함이 두드러진
다. 최인훈은 이 작품 이후 고전 서사 양식을 차용한 글쓰기를 집중적으로 발표
하였다. 그는 당대 전통담론과 일정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서구적 전통과
과거에 고착된 전통 모두를 낯설게 바라보았다. 이 작품에서 그는 매끄럽게 연속
된 ‘전통’이라는 환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 역사의 특수성과 그 조건을 직시
하고자 했다. 𰡔광장𰡕과 𰡔구운몽𰡕에 나타난 ‘미이라’는 역사에서 은폐되고 망각된
존재이며, 이것의 출몰은 역사의 ‘괴기함’ 자체를 마주하고, 그 조건을 탐색하도록
이끈다. 𰡔회색의 의자𰡕와 ｢귀성｣은 한일회담이 제기한, 식민지 기억과 미국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𰡔회색의 의자𰡕에서 최인훈은 ‘드라큐
라’를 ‘토착신’으로 전유하며, 여기에 당대 한국사회에서 ‘악마화’ 되었던 간첩의
존재를 겹쳐놓았다. 이를 통해 작가는 식민주의와 냉전체제에 의해 ‘학살’된 존재
를 텍스트에 기입하며, ‘자주’보다는 경제적 ‘자립’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진정한
과거 청산을 이룩하지 못한 현실을 은밀히 폭로한다.
한국적 근대와 역사의 특수성에 대한 자각은 당대 금기와의 연관성 속에서 심

화된다. 3장에서는 당대의 금기와 그것의 위반, 그리고 당대적 공포의 반복적 재
현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한다. 최인훈은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 연작에서 일상적 시
간이 단절되어버린 통행금지제도에 주목한다. 소설 속 인물은 통행금지라는 금기
를 위반하고 주변부 근대도시 서울을 반복적으로 산책한다. 이 소설은 이상의 ｢
날개｣를 패러디하여 그 핵심을 포착하고 계승하면서도, 산책을 통해 경성 식민지
와는 또 다른 당대적 진실들을 포착한다. ｢크리스마스 캐럴5｣의 ‘나’는 ｢날개｣의
‘나’와는 달리 4ㆍ19 혁명과 관련된 한국은행 로터리를 끊임없이 가로지른다. 또
한 서술자는 ‘괴상한 의식’을 형상화함으로써 5ㆍ16이라는 또 다른 혁명을 관통
하면서 배반된 4ㆍ19 혁명을 소환한다. 𰡔총독의 소리𰡕와 ｢주석의 소리｣ 연작의
한국을 떠도는 식민지의 망령의 소리는 재식민화의 공포와 관련된다. 최인훈은 𰡔
총독의 소리𰡕와 ｢주석의 소리｣ 연작에서 초점화된 인물인 ‘시인’에게 유독 예민하
게 듣는 행위와 의지를 부여함으로써, 불온한 것들을 상상하는 방식을 형상화하
였다. 작가는 지금은 들을 수 없는 ‘총독의 소리’와 잡음을 예민하게 듣는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당대 시점에서는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행위에 대
한 은밀한 욕망을 표출한다. 아울러 고통스럽고 예민하게 잡음에 귀 기울이는 시
인이라는 존재에는 예술가와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자 다짐하는
최인훈 자신의 모습이 겹쳐져 있다.
4장에서는 최인훈 문학에서 감지되는 ‘언캐니’한 공포의 기원을 탐색하고, 그것
이 책임 윤리 및 죄의식과 관련되는 양상을 고찰한다. 최인훈의 초기 단편인 ｢우
상의 집｣, ｢가면고｣에 나타난 죽은 타자에 대한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죄
의식은 𰡔회색의 의자𰡕와 ｢귀성｣ 등에서는 세계 내 존재로서 ‘부끄러움’을 수반한
연대 윤리에 대한 모색으로 변모된다. 또한 최인훈은 정치적 책임을 증언하고 기
억하는 일이 ‘불온’으로 여겨졌던 당대 사회를 공포의 감각을 통해 포착하였다.
소설 𰡔태풍𰡕과 희곡 ｢한스와 그레텔｣ 창작을 통해 최인훈은 과거 청산과 증언의
윤리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용서나 면죄가 아니라 가해자의 얼
굴에 인물을 겹쳐놓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죽은 자와 죄의
식을 소환하면서 다시 쓰기를 반복했던 그의 글쓰기는 행간에 금기를 품은 증언
윤리의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인훈 소설에 나타나는 공포와 죄의식의 특징들은 한국적 근대의 주변부성과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또한 그의 문학적 도정은 그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작가로서 증언 윤리의 실천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공포라는

미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주변부 근대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전통과의 단절, 역사
에 대한 망각을 끊임없이 환기하는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했다. 따라서 최인
훈 문학에 나타난 공포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미학과 윤리성을 조망하려는 본고
의 시도는 작가 최인훈과 그의 작품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최인훈, 언캐니, 공포, 죄의식, 미학, 죽은 자의 귀환, 반복, 살아남은
자, 과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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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최인훈(崔仁勳, 1936~)의 삶은 식민지와 해방, 그리고 전쟁과 월남 등을 관통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는 여러 정치적 제도를 경험하였다. 그는 안수길의 추천으
로 𰡔자유문학𰡕에 ｢GREY구락부 전말기｣(1959.10), ｢라울전｣(1959.12)을 발표하
며 등단하였고,1) 이후 소설과 희곡, 문학론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다채
로운 문학적 이력을 펼쳐나갔다.
그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𰡔광장𰡕을 중점으로 한 내용 중심의 비평이 많았
다. 이는 1959년에 등단한 그가 이듬해인 1960년 중편 𰡔광장𰡕을 통해 그야말로
‘문제적 작가’로 부상하게 된 데 힘입은 바 크다. 백철과 신동한은 𰡔광장𰡕을 중심
에 두고 논쟁을 진행하였으며,2) 이는 1960년대 초반 순수ㆍ참여논쟁이 촉발ㆍ확
대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3) 이 외에도 𰡔광장𰡕에 대한 문단의 열광은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령 1967년 𰡔무정𰡕을 기점으로 한 소설문학 50년을 기념하며,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문제작과 작가를 묻는 𰡔동아일보𰡕의 설문에서 𰡔광장𰡕과 최
인훈이 각각 7위와 8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그 위상을 가늠
하게 한다. 특히 최인훈이 등단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광수, 김
동인, 김동리, 염상섭, 이상, 황순원, 이효석에 이어, 그리고 안수길을 앞서서 한
국 근대 문학사를 대변하는 자리를 차지한 사실은 그의 이례적인 ‘문제성’을 도드
라져 보이게 한다.4) 𰡔광장𰡕은 1969년 문인협회에 의해 간행된 𰡔한국전쟁문학선
1) 최인훈의 문단 데뷔작은 ｢GREY구락부 전말기｣이지만, 정식 등단에 앞서 1957년 2월 𰡔새
벽𰡕지에 시 ｢수정｣이 추천되었다. 김종회가 작성한 ｢문학적 연대기: 관념과 문학, 그 곤고
한 지적 편력｣(𰡔작가세계𰡕, 1990.봄) 및 ｢최인훈 연보｣, 𰡔황해문화𰡕(2003.겨울) 등 기존의
최인훈 연보에서는 “1955년 𰡔새벽𰡕지에 시 ｢수정｣이 잡지 단회 추천의 형식으로 발표되었
다”라고 되어있으나,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수정｣은 1957년 2월에 발표된 것으로 확인된
다.
2) 백철, ｢하나의 돌이 던져지다｣, 𰡔서울신문𰡕, 1960.11.27; 신동한, ｢확대해석에의 의의｣, 𰡔서
울신문𰡕, 1960.12.14.
3) 김유중, ｢순수와 참여 논쟁｣, 𰡔한국 모더니즘 문학과 그 주변𰡕, 푸른사상, 2006, 241~242
면 참조.
4) 1967년 𰡔동아일보𰡕는 작가, 문학평론가, 시인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앙케트를 실었다.
1917년부터 당시까지 발표된 장편, 단편, 단편집을 대상으로 한 이 앙케트를 통해 문제작

집𰡕에 실리며 “6ㆍ25를 테마로 한 작품 가운데 하나의 전기를 이룬 것”으로 평
가되었다.5)
이후 최인훈 문학에 관한 연구는 점차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𰡕, 𰡔회색인𰡕, 𰡔구
운몽𰡕 등의 장편소설과 중단편소설로 그 연구 대상이 확장되었다. 또한 내용 중
심의 연구에서 형식과 기법에 대한 연구로 관심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이는 최
인훈 문학의 전모를 파악하고 그 문학사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최인훈이 “관념적인 작가,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작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가, 혹은 다양한 형식을 실험하는 작가”6)
라는 전제에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접근법을 보여준다.
그의 문학은 관념적 경향에 대한 연구자의 의미부여에 따라, 관념의 과잉으로
인한 난해성과 서사성의 약화7)로 비판받은 한편, 참신한 상상력을 통한 소설 공
간의 확대와 “고차원적 사실주의”8)로 옹호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초기의
연구들은 최인훈 소설을 사실주의 계열/비사실주의 계열로 대별하여 연구하는 경
향을 보였다.9)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 최인훈의 작품을 이분하는 기준이 자의적

5)
6)
7)

8)

9)

11편과 작가 10명이 선정되었다. 전자는 ｢날개｣(28표), ｢무녀도｣(25표), 𰡔무정𰡕(24표), ｢메
밀꽃 필 무렵｣(21표), ｢감자｣(20표), ｢비 오는 날｣(18표), 𰡔삼대𰡕(14표), 𰡔북간도𰡕(14표), 𰡔
광장𰡕(14표), ｢동백꽃｣(12표), ｢서울ㆍ1964년 겨울｣(12표) 11편이며, 후자는 이광수(40표),
김동인(36표), 김동리(33표), 염상섭(29표), 이상(29표), 황순원(28표), 이효석(26표), 최인훈
(16표), 안수길(15표) 10명이다.(｢𰡔無情𰡕 이후 小說文學 50年｣, 𰡔동아일보𰡕, 1967.7.29.)
물론 반공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설문에서 피랍자를 제외한 월북작가의 작품은 제외
되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문학사에서부터 당시까지의 한국근대문학사에서
최인훈과 𰡔광장𰡕의 위상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6ㆍ25文學｣, 𰡔경향신문𰡕, 1969.6.14.
김인호, ｢‘최인훈 연구’의 현황과 향후 과제｣, 𰡔해체와 저항의 서사: 최인훈과 그의 문학𰡕,
문학과지성사, 2004, 27면.
정명환, ｢전쟁과 한국작가: 3편의 소설을 중심으로｣, 𰡔사상계𰡕, 1963.문예특별증간호; 구중
서, ｢중요한 무엇｣, 𰡔현대문학𰡕, 1966.10; 염무웅, ｢망명자의 초상: 회색인｣, 최인훈, 𰡔崔仁
勳 集: 현대한국문학전집16𰡕, 신구문화사, 1967; 이보영, ｢崔仁勳 論｣, 𰡔문화비평𰡕, 1973.
봄; 유종호, ｢소설과 정치적 함축: 𰡔광장𰡕과 𰡔회색인𰡕의 경우｣, 𰡔세계의 문학𰡕, 1979.가을;
김윤식, ｢관념의 한계: 최인훈론｣, 𰡔한국현대소설비판𰡕, 일지사, 1981; 조남현, ｢廣場, 똑바
로 다시 보기｣, 𰡔문학사상𰡕, 1992.8.
김현, ｢최인훈, 혹은 소외의 문학｣, 𰡔한국문학사𰡕, 민음사, 1973; 이선영, ｢지식인의 의식구
조｣, 𰡔세계의 문학𰡕, 1977.겨울; 이태동, ｢문학의 인식작용과 야누스의 얼굴｣, 𰡔세계의 문
학𰡕, 1978.여름; 천이두, ｢추억과 현실의 환상｣, 김병익ㆍ김현 공편, 𰡔최인훈: 우리 시대의
작가 연구 총서3𰡕, 은애, 1979; 정과리, ｢자아와 세계의 대립적 인식｣, 𰡔문학과 지성𰡕,
1980.4; 이광호, ｢몽유의 형식과 의식의 고고학: 최인훈 문학의 재인식｣, 최인훈, 𰡔웃음소
리𰡕 해설, 민음사, 1996.
한형구는 최인훈 문학을 사실주의와 비사실주의 계열로 구분하였다. 그의 구분은 다음과 같

이고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각에는 사실주의적인 소설
을 소설의 규범으로 인식하는 입장이 전제되어 있으며,10) 이분법적 잣대로 최인
훈 소설을 규정하는 것은 최인훈 문학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지 못하
였다. 사실주의와 비사실주의 문학을 양단하는 것이 미학적으로 불모에 가깝다고
최인훈이 인식했음을 고려할 때,11) 이러한 연구 경향은 극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최인훈 소설을 단일한 내적 원리에 따라 해명하려는 시도
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연구의 확대와 심화가 이루어졌다. 소외의식과 난민의
식,12) 패러디와 상호텍스트성,13) 자기반영성,14) 근대성에 대한 인식태도 및 주체
다.
① 사실주의 계열: 𰡔광장𰡕, 𰡔회색인𰡕, 𰡔크리스마스캐럴𰡕,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𰡕, 𰡔두만강𰡕
② 비사실주의 계열: 𰡔가면고𰡕, 𰡔구운몽𰡕, 𰡔서유기𰡕, 𰡔총독의 소리𰡕, 𰡔태풍𰡕, 𰡔하늘의 다리𰡕
(한형구, ｢崔仁勳論: 분단시대의 소설적 모험｣, 𰡔문학사상𰡕, 1989.4.)
10) 이광호, 앞의 글, 424면.
11) 최인훈, ｢인공人工의 빛과 따스함: 1970년대의 문턱에서｣, 𰡔유토피아의 꿈𰡕, 문학과지성
사, 2010, 150~151면.
12) 김충기,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소외의 문제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김현,
｢헤겔주의자의 고백｣, 김병익ㆍ김현 공편, 앞의 책; 송승철, ｢(오늘의민족문학)𰡔화두𰡕의 유
민의식: 해체를 향한 고착과 치열성｣, 𰡔실천문학𰡕 34, 1994.여름; 김남석,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난민의식 연구: 최인훈 작품 세계 연구(2)｣, 𰡔한국문학이론과 비평𰡕 34, 한국문학이
론과비평학회, 2007; 박근예, ｢피난민의 시학: 최인훈의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𰡕연구｣, 𰡔한
민족어문학𰡕 66, 한민족어문학회, 2014; 서세림, ｢망명자의 정치 감각과 피난의 기억: 최인
훈 𰡔서유기𰡕론｣, 𰡔현대소설연구𰡕 5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13) 김성렬, ｢崔仁勳의 𰡔九雲夢𰡕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정은주, ｢崔仁勳의 𰡔
九雲夢𰡕, 𰡔西遊記𰡕硏究: 창작기법과 상상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김외곤, ｢소설가에 의한 소설, 소설가의 존재방식에 대한 탐색: 최인훈의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𰡕을 중심으로｣,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 𰡔1960년대 문학연구𰡕, 예하, 1993; 홍진석, ｢
최인훈 희곡의 패러디에 관한 연구: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리｣를 중심으로｣, 𰡔현대문학
이론연구𰡕 5, 현대문학이론학회, 1995; 김현실 외, 𰡔한국 패러디 소설 연구𰡕, 국학자료원,
1996; 정봉곤, ｢최인훈의 패러디 소설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정혜, ｢최
인훈 패러디 희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오승은, ｢崔仁勳 小說의 상
호텍스트성 硏究: 패러디 양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성렬, ｢근
대성의 구현을 위한 고전의 방법적 변용: 최인훈의 패러디 소설들｣, 𰡔우리어문연구𰡕 15,
우리어문학회, 2000; 차봉준, ｢崔仁勳 패러디 小說 硏究｣,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석열,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𰡕계열 작품에 나타난 패러디 양상 연구｣, 국민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3; 조선희, ｢최인훈 패러디 소설의 시간적 특성 연구｣, 충북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07; 양지욱,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𰡕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𰡔한민족문화연
구𰡕 22, 한민족문화학회, 2007; 배경열, ｢최인훈 소설의 환상성 연구｣, 𰡔국제어문𰡕 44, 국
제어문학회, 2008; 차봉준, ｢최인훈 ｢춘향뎐｣의 패러디 담론과 역사인식｣, 𰡔한국문학논총𰡕
56, 한국문학회, 2010; 김성렬, 𰡔최인훈의 패러디 소설 연구: 근대문학과 근대적 주체를 향
한 고전의 방법적 변용연구𰡕, 푸른사상사, 2011.
14) 손유경, ｢최인훈ㆍ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텍스트의 자기반영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성,15) 탈식민주의,16) 시ㆍ공간 구조 및 서사 구조와 형식,17) 수사학과 기호학,18)
논문, 2001; 연남경, ｢최인훈 소설의 자기 반영적 글쓰기 연구｣, 이화여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09.
15) 양윤모, ｢崔仁勳 小說의 ‘正體性 찾기’에 對한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김인호, ｢崔仁勳 小說에 나타난 主體性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이호규, ｢
1960년대 소설의 주체 생산연구: 이호철, 최인훈, 김승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1999; 서은주, ｢최인훈 소설 연구: 인식 태도와 서술 방식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추선진, ｢최인훈 소설 연구: 근대성의 성찰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정영훈,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주체성과 글쓰기의 상관
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김영찬, 𰡔근대의 불안과 모더니즘𰡕, 소명출판,
2006; 한창석, ｢최인훈 소설의 주체 양상 연구: 인물의 역할과 의미를 중심으로｣, 𰡔현대소
설연구𰡕 3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서은주, ｢‘한국적 근대’의 풍속: 최인훈의 𰡔크리스마
스 캐럴𰡕 연작 연구｣, 𰡔상허학보𰡕 19, 상허학회, 2007; 정영훈, 𰡔최인훈 소설의 주체성과
글쓰기𰡕, 태학사, 2008; 김영찬, ｢최인훈 소설의 근대와 자기인식｣, 𰡔세계문학비교연구𰡕
27, 세계문학비교학회, 2009; 배경열, ｢최인훈의 𰡔구운몽𰡕에 나타난 자아의 정체성 혼란과
주체복원 욕망 고찰｣, 𰡔배달말𰡕 44, 배달말학회, 2009; 양윤의, ｢최인훈 소설의 주체 연구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효은,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연작에 나타난 근대적 기표
와 주체의 논리｣, 𰡔현대소설연구𰡕 5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16) 양윤모, ｢서구 문화의 수용과 혼란에 대한 연구: 최인훈의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연구｣, 𰡔우리
어문연구𰡕 14, 우리어문학회, 2000; 조보라미, ｢최인훈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고찰｣, 𰡔관악
어문연구𰡕 2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0; 김정화, ｢최인훈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오윤호, ｢한국 근대 소설의 식민지 경험과 서사 전략
연구: 염상섭과 최인훈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구재진, ｢최인훈의 𰡔
태풍𰡕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연구｣, 𰡔현대소설연구𰡕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구재진, ｢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타자화 전략과 탈식민성: ｢총독의 소리｣를 중심으로｣, 𰡔한중인문학
연구𰡕 13, 한중인문학회, 2004; 김인호, ｢탈식민, 탈형식, 탈이데올로기｣, 앞의 책; 배경열,
｢최인훈 𰡔서유기𰡕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고찰｣, 𰡔인문과학연구𰡕 11,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2009; 배경열, ｢최인훈의 𰡔태풍𰡕에 나타난 탈식민지론 고찰｣, 𰡔인문학연구𰡕
37,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9; 오윤호, ｢탈식민 문화의 양상과 근대 시민의식의 형
성: 최인훈의 𰡔회색인𰡕｣, 𰡔한민족어문학𰡕 48, 한민족어문학회, 2006; 최현희, ｢내셔널리즘
과 사랑: 최인훈의 𰡔회색인𰡕에 나타난 혁명의 논리｣, 𰡔동양학𰡕 44, 단국대학교 동양연구소,
2008; 박소영, ｢셰익스피어의 𰡔태풍𰡕(The Tempest)과 최인훈의 𰡔태풍𰡕 비교: 탈식민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정화, 앞의 논문; 장문석, ｢후
기식민지라는 물음: 최인훈의 𰡔회색의 의자𰡕에 관한 몇 개의 주석｣, 𰡔한국학연구𰡕 37, 인
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17) 최인자, ｢최인훈 에세이적 소설 형식의 문화철학적 고찰: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𰡕을 중심
으로｣, 𰡔국어교육연구𰡕 3-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6; 유초선, ｢최인훈의 반사실
주의 소설 연구: ｢가면고｣, 𰡔구운몽𰡕, 𰡔서유기𰡕를 중심으로｣, 이화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방희조, ｢최인훈 소설의 서사형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강윤신, ｢
최인훈 소설의 죽음충동과 플롯의 상관관계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이수
형, ｢𰡔태풍𰡕의 서사구조 연구: 이데올로기적 층위와 개인적 층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𰡔현
대문학이론연구𰡕 42, 한국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18) 연남경, ｢최인훈 소설의 기호학적 분석: ｢춘향뎐｣, ｢놀부뎐｣, ｢옹고집뎐｣을 중심으로｣, 이
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채정상, ｢崔仁勳 小說의 記號學的 分析: 단편소설 웃

사랑과 연애 및 여성성,19) 반복, 기억에 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최인훈의 소설 전반 혹은 소설과 희곡을 연속선상에 놓고, 그것을 관통하는 공통
적인 요소와 특질, 주제, 미적 원리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가운
데 본고의 논의와 관련되는 개념들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환상성’을 다룬 연구20)는 초기에는 비사실주의 계열의 작품에 주목하였지만,
점차 환상성을 통해 최인훈 문학의 전체적인 면모를 다루었다. 환상성의 문제를
다룬 초기 논자인 천이두, 이태동, 송재영 등은 이를 사실주의로부터의 일탈로 보
거나,21) 고차원적 사실주의,22) 기법차원에서는 비사실적이지만 소재나 작가의식
차원에서는 철저히 ‘리얼리즘적’23)이라고 평가함으로써 환상성을 사실주의와 연
결시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는 사실주의를 미학적 기준으로
놓고 환상성도 그에 미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욕망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후반의 연구는 환상성을 최인훈 문학의 본질로 보면서, 그의
문학 세계에 환각, 착각 등의 거짓 지각과 시공간 질서의 파괴, 주객 사이의 경계
와해, 현실과 환상의 끊임없는 교체 등의 특성이 편재함을 밝히고, 그 기법적 측
면과 효과적 측면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히 츠베탕 토도로프(Tzbetan
음소리, 열하일기, 금오신화를 중심테마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설혜경, ｢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재판의 표상과 법의 수사학: 최인훈과 이청준을 중심으로｣, 한양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9) 서은선, ｢최인훈 소설 𰡔광장𰡕이 추구한 여성성의 분석｣, 𰡔새얼어문논집𰡕 14,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새얼어문학회, 2001; 최애순,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연애와 기억에 관한 연
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최현희, ｢내셔널리즘의 사랑: 최인훈의 𰡔회색인𰡕에
나타난 혁명의 논리｣, 앞의 논문.
20) 박혜주, 앞의 논문; 황순재, ｢崔仁勳 小說의 幻想技法 硏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정혜영, ｢崔仁勳 小說의 幻想性 硏究｣,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김미영, ｢
최인훈의 환상성, 현실인식과 문학적 상상력의 결합｣, 𰡔한국언어문화𰡕 16, 한국언어문화학
회, 1998; 조보라미, ｢최인훈 소설의 환상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송명
진, ｢최인훈 소설의 사실효과와 환상효과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정수,
𰡔현대소설의 환상적 상상력 연구𰡕,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미영, ｢최인훈 소설
의 환상성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배현자, ｢김만중의 𰡔구운몽𰡕과 최인훈의
𰡔구운몽𰡕에 드러난 “환상성”고찰｣, 𰡔현대문학의 연구𰡕 27, 현대문학의 연구, 2005; 김윤정,
｢최인훈 소설의 환상성 연구: 𰡔서유기𰡕의 시간성을 중심으로｣, 𰡔구보학보𰡕 4, 구보학회,
2008; 배경열, ｢최인훈 소설의 환상성 연구｣, 앞의 논문.
21) 천이두, ｢密室과 廣場: 崔仁勳全集의 발간을 계기로｣, 𰡔문학과지성𰡕, 1976.11; 천이두, ｢
추억과 현실과 환상｣, 앞의 책.
22) 이태동, ｢문학의 인식작용과 야누스의 얼굴｣, 앞의 논문.
23) 송재영, ｢꿈의 硏究: 최인훈의 초현실주의 소설｣, 𰡔작가세계𰡕, 1990.봄.

Todorov)의 이론 외에 로지 잭슨(Rosy Jackson)의 ‘환상’ 개념에 내포된 사회학
적 함의인 ‘전복성’을 원용하여 환상이 지닌 독자적 의미 생성력을 드러낸다는 점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환상성 개념을 다소 자
의적으로 사용하거나24) 환각과 환청, 시공간 의식 등에만 한정시켜 논의를 진행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환상성25)이라는 개념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환상성을 협소하게 규정할 경우 소위 비사실주의 계열의 작품과 최인훈 문학에
나타나는 반복이 유발하는 기이한 감정 등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그것
을 광의로 규정할 경우 그 외연은 너무 넓어져 환상적 요소가 없는 문학 혹은 현
실전복적인 측면이 없는 문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하게 된다. 비평적
용어로서의 ‘환상’은 사실적 재현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문학적 경향에 무차별적
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정형화된 서구의 이론틀을 적용함
으로써 당대적 맥락을 소거하기 쉽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갖는다.
최인훈 문학의 ‘반복성’에 주목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대별할 수 있
다. 하나는 작가의 원체험26)의 반복과 재현양상에 주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4) 정영훈, 𰡔최인훈 소설의 주체성과 글쓰기𰡕, 앞의 책, 18면.
25) 츠베탕 토도르프는 𰡔환상문학 서설𰡕에서 환상이 생성되는 양대 축을 ‘기괴(奇怪,
l'étrange)’와 ‘경이(驚異, le merveilleux)’로 제시하였다. 그는 전자를 초자연적인 요소가 결
국 자연법칙으로 설명되는 장르로, 후자를 그 초자연적인 요소가 자연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연법칙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장르로 보았다. 그에게 환상
은 현실과 상상을 상호참조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며, 그는 그것이 기괴도, 경이도
아니며, ‘그 사이’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는 초자연적 양상을 가진 사건에 직
면해서 체험하는 ‘망설임’을 환상의 핵심으로 규정하였다.(츠베탕 토도로프, 이기우 역, 𰡔환
상문학 서설𰡕, 한국문화사, 1966, 124면.)
그러나 토도로프는 문학의 하위 장르의 하나로 환상문학을 규정하려 했고, 그가 분석하
는 텍스트들은 대부분 18세기 후반, 19세기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그의 연구는 역사상
의 어느 특정 시대가 생산해낸 환상의 성격에 대한 고찰의 성격이 큰 것이다. 실제로 토도
로프는 마지막 장인 ｢문학과 환상｣에서 카프카의 작품을 예시로 들어, 20세기의 “현대적
환상”에 관해서는 새로운 이론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하였다.(장세진, ｢90년대 환
상(the fantastic)문학의 또다른 가능성: 메타픽션(Meta-fiction)의 환상성에 관하여｣, 𰡔상허
학보𰡕 10, 상허학회, 2003, 212~124면 참조.)
한편, 로지 잭슨은 토도로프의 환상문학론에 기대면서도 자신의 논의에 마르크시즘과 정
신분석학의 방법론을 덧붙이고, 환상성의 전복적 의미에 주목한다. 잭슨은 토도로프의 유형
화인 ‘경이’, ‘환상’, ‘기괴’를 공시적 장르의 개념이라기보다 일종의 역사적 계보로 보면서,
초자연적인 영역(경이의 세계)이 경험과학의 영토(기괴의 세계)로 대상화, 타자화 되어 가
는 것에 역으로 반응한 현상이 환상이라고 파악하였다.(로지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𰡔환상성: 전복의 문학𰡕, 문학동네, 2001 참조.) 그러나 잭슨은 이데올로기 표명을 중시한
나머지, 텍스트에 대한 미학적 통찰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26) 반복성과는 다른 관점에서, 최인훈의 원체험은 초기 연구자들의 관심사였다. 작가의 원체

프로이트의 ‘반복강박’과 이를 서사학에 적용시킨 피터 브룩스(Peter Brooks)의
이론에 따라 ‘텍스트 자체의 무의식’을 논구하는 것이다. 전자에는 김영찬, 윤대석
의 연구,27) 후자에는 최현희의 연구28)가 대표적이다. 한편, 이주라는 상반되는 이
미지와 모티프, 주제의 반복에 주목하였고,29) 최애순은 텍스트 간에 존재하는 반
복까지 고찰하였다.30) 이들의 연구가 그 분석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작가의 내밀
한 욕망을 읽어내지 못한다고 지적한 정영훈은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의 ‘반
복강박’과 ‘오인’, ‘향락’ 개념을 통해 최인훈 소설을 분석하였다.31) 반복성은 최
인훈 문학에서 인물, 모티프, 주제 차원뿐 아니라 패러디, 자기반영성, 기법 등의
차원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그의 문학을 분석하는 데 유효한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도 당대의 사회적ㆍ역사적 맥락은 소외되기 쉬웠다
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의 메커니즘을 염두에 둘 때, 이는 ‘기억’이라는 키워드에도 연결된
다. 비교적 최근 학계의 관심사가 되었던 ‘망각’과 ‘기억’이라는 주제는 오랜 침묵
이후 발표된 장편 𰡔화두𰡕가 작가 자신의 삶과 세계 및 한국의 격변에 대한 기억
을 전면화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연구자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인
다.32) ‘기억’에 주목한 연구33)는 최인훈 문학이 복원하는 망각된 것들, 공동체적
험을 작가의 세계관ㆍ현실인식의 근원적 모티프로 연결 지었던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
을 들 수 있다. 김치수, ｢知識人의 亡命: 최인훈의 ｢灰色人｣ㆍ｢西遊記｣｣, 𰡔韓國小說의 空
間: 金治洙 評論集𰡕, 열화당, 1976; 김인환, ｢모순의 인식과 대응방식: 최인훈론｣, 𰡔문예중
앙𰡕, 1982.봄; 김윤식, ｢유죄 판결과 결백 증명의 내력: 최인훈론｣, 𰡔김윤식 선집4𰡕, 솔,
1996.
27) 김영찬, ｢최인훈 소설의 모티프와 존재방식: 원체험의 재현을 중심으로｣, 𰡔한국근대문학연
구𰡕 3-1, 한국근대문학회, 2002; 윤대석, ｢최인훈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읽기: 𰡔회색인𰡕, 𰡔
서유기𰡕를 중심으로｣, 𰡔한국학연구𰡕 1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28) 최현희, ｢반복의 자동성을 넘어서: 최인훈의 𰡔구운몽𰡕과 정신분석학적 문학비평의 모색｣,
𰡔한국문학이론과 비평𰡕 3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7.
29) 이주라, ｢崔仁勳 小說의 反復技法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0) 최애순, ｢최인훈 소설의 반복 구조 연구: 𰡔구운몽𰡕, 𰡔가면고𰡕, 𰡔회색인𰡕의 연계성을 중심
으로｣, 𰡔현대소설연구𰡕 26,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31) 정영훈, ｢최인훈 소설에서의 반복의 의미｣, 𰡔현대소설연구𰡕 3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32) 𰡔화두𰡕의 중핵이 ‘기억’이라는 점은 “<기억>은 생명이고 부활이고 윤회다”라는 문이재판
서문(문이재, 2002)이 입증한다. 𰡔화두𰡕가 발간된 직후 김윤식과 김주연은 기억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김윤식, ｢최인훈론: 유죄판결과 결백 증명의 내력｣, 𰡔작가와의 대화: 최
인훈에서 윤대녕까지𰡕, 문학동네, 1996; 김주연, ｢체제변화 속의 기억과 문학: 최인훈의 장
편 𰡔화두𰡕｣, 𰡔황해문화𰡕, 1994.6.
33) 구재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기억하기’와 탈식민성: 𰡔서유기𰡕를 중심으로｣, 𰡔한국현대
문학연구𰡕 15, 한국현대문학회, 2004; 최애순,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연애와 기억에 관한

기억, 혁명과 만주 항일의 기억 등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
은 공식기억과 공식역사의 테두리 안에서는 구조화되거나 기록되지 못했던 사적
인 기억을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최인훈의 소설에 나타난 예술론,34) 그의 산문에 나타난 문학론과 창
작론, 비평 정신에 대한 연구로 관심의 폭과 깊이가 더해지는 경향을 보인다.35)
또한 최근에는 최인훈 문학의 정론성에 대한 분석이나, 기법 혹은 형식적 차원에
대한 분석의 한편에 치우치는 경향에서 벗어나 그 ‘미학적 정치성’을 해명해야 한
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차미령은 넓은 범주의 정치성 개념으로 최인훈의 문학
을 고찰했다.36) 미적 근대성 개념37) 혹은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와 알
연구｣, 앞의 논문; 김인호, ｢기억의 확장과 서사적 진실: 최인훈 소설 𰡔서유기𰡕와 𰡔화두𰡕를
중심으로｣, 𰡔국어국문학𰡕 140, 국어국문학회, 2005; 설혜경, ｢최인훈 소설에서의 기억의 문
제: 𰡔회색인𰡕과 𰡔서유기𰡕를 중심으로｣, 𰡔한국언어문화𰡕 32,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구재
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공동체적 기억과 민족 담론｣, 𰡔어문학논총𰡕 26, 국민대학교 어
문학연구소, 2007; 연남경, ｢기억의 문학적 재생｣, 𰡔한중인문학연구𰡕 28, 한중인문학회,
2009; 서은주, ｢소환되는 역사와 혁명의 기억: 최인훈과 이병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𰡔상
허학보𰡕 30, 상허학회, 2010; 손유경, ｢최인훈의 𰡔광장𰡕에 나타난 만주의 ‘항일 로맨티시
즘’｣, 𰡔만주연구𰡕 12, 만주학회, 2011; 정영훈, ｢최인훈 문학에서의 기억의 의미｣, 𰡔현대문
학이론연구𰡕 48,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구재진, ｢최인훈의 𰡔화두𰡕에 나타난 애도와 기
억｣, 𰡔외국문학연구𰡕 57,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5.
34) 황경, ｢崔仁勳 小說에 나타난 藝術論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장사흠, ｢
최인훈 소설의 정론과 미적 실천 양상: 헤겔 사상의 비판적 수용과 극복 양상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양진오, ｢삶과 예술의 갱신: 최인훈의 ｢하늘의 다
리｣를 중심으로｣, 𰡔한국문학이론과 비평𰡕 3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7; 양윤의, ｢최
인훈의 예술론에 드러난 비극적 인식 연구｣, 𰡔한국문학이론과 비평𰡕 40, 한국문학이론과비
평학회, 2008.
35) 김기우, ｢최인훈𰡔화두𰡕의 구조와 예술론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태환, ｢문학은 어떤 일을 하는가: 최인훈의 문학론｣, 𰡔시학과 언어학𰡕 1, 시학과
언어학회, 2001; 김기우, ｢崔仁勳 小說 硏究: 최인훈의 예술론과 창작이론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김기우, ｢최인훈의 예술론과 𰡔화두𰡕의 구조적 특성｣, 𰡔한
국언어문학𰡕 56, 한국언어문학회, 2006; 권성우, ｢최인훈의 에세이에 나타난 문학론 연구｣,
𰡔한국문학이론과 비평𰡕 5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박근예, ｢자기시대의 문학형식
에 대한 탐구와 모색: 최인훈 문학비평 연구｣, 𰡔한국문예비평연구𰡕 44, 한국현대문예비평학
회, 2014; 정영훈, ｢최인훈의 𰡔벽공무한𰡕론에 대하여｣, 𰡔상허학보𰡕 42, 상허학회, 2014; 김
기우, ｢최인훈 창작론과 𰡔광장𰡕의 상관성 연구｣, 𰡔한어문교육𰡕 30,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4; 박성태, ｢최인훈 산문에 나타난 예술론과 문학론 연구｣, 𰡔우리문학연구𰡕 45, 우리문
학회, 2015; 안서현, ｢변증법을 넘어서, 최인훈 문학론과 문학사 비평｣, 𰡔2015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최인훈 문학을 다시 읽다 자료집𰡕,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
소, 2015.
36) 차미령,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정치성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37) 김영찬, ｢불안한 주체와 근대: 1960년대 소설의 미적 주체 구성에 대하여｣, 𰡔상허학보𰡕

랭 바디우(Alain Badiou)의 개념을 원용하여 미학과 정치성을 해명하려는 논의들
도 있다.38) 전술하였듯이 최인훈은 ‘순수’와 ‘참여’로 문학을 양단하는 “참여ㆍ순
수 논의는 미학적으로 불모한 개념 혼란”39)임을 인식하면서, 문학에서 내용이 형
식이며 형식이 곧 내용임을 자각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의 논의는 그의 문학
세계를 사회와의 긴밀한 관련성 하에서 조망하는 시도로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연구들은 최인훈 문학에 구현된 미학적인 측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감각 혹은 감정과 관련되었는지를 조명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들의 연구가 ‘4ㆍ19’라는 ‘사건’에만 초점이 맞춰진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본고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이어받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은 문제
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최인훈 문학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는 여전히 부
족하다. 물론 기존 연구에서도 최인훈 문학 세계 전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인훈의 소설 전반을 다루거나, 소설과 희곡을 함께
다룬 연구들이 존재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최인훈의 문학론과 비평에 대한 관심
도 늘어나고 있다.40)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그 연구 대상은 최인훈의 유명 장편
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여전히 문학론과 희곡 등을 관통하며 최인훈 문학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총체적인 시각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존 논의에서는 최인훈
문학 세계의 변모점 및 분기점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최인훈 문학 세계의 ‘지속’의 측면에 주목한 나머지, 그것의 내적 변모양상,
작가의식의 변화와 차이에 주목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12, 상허학회, 2004.
38) 권명아, ｢죽음과의 입맞춤: 혁명과 간통, 사랑의 소유권｣, 𰡔문학과사회𰡕, 2010.봄호; 김형
중, ｢문학, 사건, 혁명: 4.19와 한국문학: 백낙청과 김현의 초기 비평을 중심으로｣, 𰡔국제어
문𰡕 49, 국제어문학회, 2010; 양윤의, ｢최인훈 소설의 정치적 상상력｣, 𰡔국제어문𰡕 50, 국
제어문학회, 2010; 김영삼, ｢문학적 진리 공정의 가능성: ‘사건’과 4ㆍ19｣, 𰡔한국문학이론
과비평𰡕 6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4; 연남경, ｢냉전 체제를 사유하는 방식｣, 𰡔상허
학보𰡕 43, 상허학회, 2015; 연남경, ｢최인훈 문학의 미학적 정치성｣, 𰡔현대문학이론연구𰡕
6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이러한 연구들이 원용하고 있는 랑시에르의 이론은 감각적인 것의 분배를 통해 성취하는
미학의 정치성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감성의 교란과 재분배는 ‘섬뜩함’이 말미암는 감각적
충격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본고는 미학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성취와 관련된 감성의 교란과
재분배는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공포라는 감각의 유의미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자
크 랑시에르, 오윤성 역, 𰡔감성의 분할: 미학과 정치𰡕, 도서출판b, 2008, 90면.)
39) 최인훈, ｢인공人工의 빛과 따스함: 1970년대의 문턱에서｣, 앞의 책, 150면.
40) 배경열, 「최인훈 문학의 특징과 세계인식 고찰」, 『시민인문학』 17, 경기대 인문과학연
구소, 2009; 조보라미, 「‘한국적인 심성의 근원’을 찾아서: 최인훈 문학의 도정」, 『한국
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그 작품이 산출된 당대적 맥락이 소거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외재적 관점에서 작가적 생애나 작품을 산출한 당대 사회ㆍ문화적 맥락을
작품의 독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자율적인 체계를 가진 작품
을 소박한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인훈은 어떤 작가보다 당대적 사건을 기민하게 형상화하였고,41) 문학과 풍속의
당대성에 대한 인식이 철저했던 작가였다.42) 서구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오는 연
구의 경우 이러한 당대성과 특수성이 부각되지 않게 된다. 모더니즘 일반의 견지
에서 최인훈의 소설을 근대의 불안이나 환멸로 환원하는 관점은 그것의 당대성과
특수성을 사상(捨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특히 최인훈의 경우 한국적
근대의 주변성에 대해 첨예하게 인식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서구적 모더니즘의
틀로 그의 문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은 주목을 요한다. 마샬 버
만은 선진국의 모더니즘과는 구별되는 “저개발의 모더니즘”의 관점으로 페테르부
르크를 고찰하였다.43) 또한 권은은 박태원 소설을 분석하면서, 서구 모더니즘 문
학 담론을 기반으로 한국 소설 텍스트를 해석할 때 발생하게 되는 난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성 모더니즘’을 개념화하였다.44) 방민호는 ‘경성 모더니즘’의 시각
41) 이러한 경향은 특히 『총독의 소리』연작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가령, 이 작품에서는 대
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김신조 사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가와바타 야스나리 노벨상 수상
등 당대적인 사건에 대한 소설화를 확인할 수 있다.
42)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작품에서 받는 감명은 어떤 정신이 자기 시대의 조건을 정직
하게 극한까지 계산한 감각을 작품에 반영시킨 데서 오는 그 생활인의 감각의 박진성이 전
달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초에는 날카로운 문제의식이라는 방법과 그 작가의 당대 풍속
의 충동에서 빚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 밖의 사회가 변화했는데도 그에 맞춰 작품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전통적인 작품 조건 속에서 예술을 만들 때 그 예술은 엄살을 부리
고 있는 것이며, 엄살에 대해서 감상자는 인색한 법이며, 그것을 보고 감동하지 않는다.
이 같은 예술은 그 비당대성에 대한 보상을 양식적 안정도에서 찾으려 하게 된다. 그것
은 낡은 방법으로 낡은 풍속을 되풀이되풀이 연기해 보이는 예술이며, 방법과 풍속의 유합
이 가져온 예술적 관념의 표현이다. 그것은 근대 예술의 집념인 방법과 풍속의 에누리 없
는 균형을 통하여 불안한 안정을 유지하는 긴장한 상징이 되는 길을 버린 대신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나 시대에서 결코 건강한 정신의 표현이랄 수 없는 세련과 안정의 외관
을 준다. 신시에서 토속어의 계열이 양식적으로 덜 위험해 보이고, 탐미적 농촌소설이 사실
감의 착각을 주는 것은 이 때문이다.”(최인훈, 「신문학의 기조」, 𰡔문학과 이데올로기: 최
인훈전집 12𰡕, 문학과지성사, 2009, 186~187면.)
43) Marshall Berman,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The Experience of Moernity,
Penguinbooks, 1988 참조.
44) 권은, 「경성 모더니즘 소설 연구: 박태원 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에서 식민지적 현대성 비판으로 이상 문학을 독해하였다.45) 이러한 관점은 1930
년대 경성 모더니즘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본고는 이러한 논의가 제기한 문제에
동의하면서 최인훈이 인식했던 1960~1970년대의 한국적 근대에 대한 보다 심층
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최인훈은 리얼리즘에서 모더니즘으로, 전근대에서 근대
와 탈근대로 나아갔던 서구 중심부의 역사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전환과
이행이 불분명하며 혼종적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소설과 문학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가 포착한 세계체제 내의 주변부이자,
제3세계 국가 내에서도 특수함을 지닌 한국적 근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셋째, 최인훈에 대한 기존 연구는 최인훈의 문학 세계를 그의 개인적인 성취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최인훈이라는 작가의 예외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러한 연구의 시각에서는 당대 담론 장(場)과 문학 장(場) 내에서 주류 담론과 최
인훈의 문제의식이 공유한 지점과 차별되는 양상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했
다.46)
넷째, 그동안 최인훈 문학에서 정론성의 측면에 과도한 초점이 맞춰진 경향은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지만, 미학적 측면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데까
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여겨진다. 본고의 논의는 최인훈 소설 세계를 관통하는 공
통적인 미학적 원리로서 공포라는 감각 및 감수성에 주목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
에서는 이에 대해 주목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인훈 소설에서 공포는 유년시절의
전쟁 폭격과 방공호 체험, 자아비판회의 원체험과 관련해서만 한정적으로 주목되
어 왔다.
물론, 근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존재론적 불안은 ‘근대성’이라는 키워드 하
에서 논의되었지만, 막연한 존재론적 불안을 넘어선 공포라는 감각의 구체성은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였다. 오양진의 작품론이 거의 유일하게 최인훈의 단편 ｢귀
45) 방민호, 𰡔이상 문학의 방법론적 독해𰡕, 예옥, 2015, 8장 참조.
46) 또한 기존 연구들은 최인훈을 ‘4ㆍ19 세대 작가’로 규정해 왔으며, 그의 인적 네트워크 등
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후세대의 막내이자 4
ㆍ19 세대의 맏이로서의 세대론적 특성(서영채, 「최인훈 소설의 세대론적 특성과 소설사
적 위상: 죄의식의 주체화」,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회, 2012.)이나 월남
문학인으로서의 면모(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 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
으로」, 『통일과평화』 7-2,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5.)에 대한 연구들은 최인훈 문학
을 조명하는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또한 서북출신 월남문인이 아닌 관북출신 월남문인
(김준현, 「관북 출신 월남문인의 정착과 전후 문학 장」, 『한국근대문학연구』 31, 한국
근대문학회, 2015.)이라는 점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과 이호철의 단편 ｢큰 산｣을 공포소설로 분석하고 있다.47) 오양진의 연구는
공포감을 각성과 기억으로 연결하는 서사적 방식을 공포소설의 문학적 조건으로
범주화하고, 1960년대 이후 한국 문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포라는 감각을 설
명하고자 하였다.48) 이는 한국문학사에서 왜소했던 공포 텍스트의 흐름과 분화를
범주화하려는 시도로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구체적 대상으로부터
의 공포감을 논의의 대상으로 전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산업화와 그로 인
한 소외, 나르시시즘적 자기도취에서 기인한다는 추상적인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기존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한국에서의 산업화
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명백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면, 최인훈의 초기 단편소설에서부터 등장하는 공포라는 감각은 산업화의 맥락만
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49)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최인훈 문학 세계의 본질을 형성하는 것으
로서 공포라는 감성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첫째, 최인훈 문학 세계 전반에
산재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공포의 특성이 프로이트의 언캐니 개
념과 밀접하다고 보고, 그러한 공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둘째,
최인훈이 형상화한 한국적 근대의 특수성을 당대적 맥락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
볼 것이다. 셋째, 당대의 담론 장과 문단 내에서 최인훈과 그의 작품이 차지하는
문학사적 위상을 입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넷째,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공포가
미학적ㆍ윤리적 차원과 관련을 맺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47) 오양진, ｢나르시시즘의 주체와 공포소설의 조건: 최인훈의 ｢귀성｣과 이호철의 ｢큰 산｣을
중심으로｣, 𰡔한국근대문학연구𰡕 26, 한국근대문학회, 2012.
48) 오양진은 1960년대의 한국 사회 및 문학생산의 토대를 산업화로부터 오는 소외된 조직
문화와 그로 인한 ‘나르시시즘’이라는 사회심리학적인 태도의 전면화로 보았다. 이 논문은
고딕소설의 문법을 차용하는 모더니즘의 방식과 확고히 결합되어 연속성을 확보했던 서구
의 근대적 공포텍스트와는 달리 “우리의 근대적 공포 텍스트는 고대소설의 기괴담과 단절
되어 있었던 탓에 1930년대 이상의 소설과 몇몇 심리소설들에서 미미한 잔영이 감지될 분
명백한 흐름을 이루지 못했”던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1960년대 산업화시대에 이르러서야
3ㆍ40년 전 한국적 모더니즘의 형태 속에서 발견되었던 공포 텍스트는 재발견되고 탐정물
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범주로 분화되었으며 이후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중요한 흐름이 되
었다고 밝히고 있다.(오양진, 위의 논문.)
49) 최인훈 소설 속 공포의 실체가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소외, 사물화 등이 야기하는
자기도취적인 주체가 이질적인 존재의 출현에 대해 갖는 극도의 공포심이라는 해석에도 전
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들다.

1.2. 연구의 시각
본고는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공포라는 감정이 역사ㆍ사회적인 의미를 인식하
는 ‘미학적 감수성(aesthetic sensibility)’의 형식, 즉 미학의 토대였음을 밝히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최인훈 문학의 중핵(中核)을 근대성에 대한 자기인식으로 볼
때,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것은 특히 한국적 근대의 주변부성과 주변부 작가의
문학하기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공포라는 미적 감수성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가설 하에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최인훈 문학에 나타나는 공포와 그것의 심급에 자리하는 죄의식의 구명을 통해서
그것이 주변부 근대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역사와 전통의 단절, 그리고 국가적ㆍ
세계적 폭력에 의해 희생된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무와 결부되어 있음을 보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공포의 감정구조와 프로이트의 언캐니 개념을 검
토하고, 죄와 책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경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공포’의 감정구조를 규정
하고, 최인훈 문학에서 그것이 미학적인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공포의 의미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있어서 감정 및 감성연구,50) 정동과 정념학51)을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에 대한 연구의 전통 안에서 감정은 ‘관계’가 산출하는 사회
적이며 조건적인 산물로 이해된다. 내면의 은밀한 감정조차 ‘내 안의 타자’와의
관계가 낳은 산물이기 때문에 감정은 사회구조 및 사회적 관계와 관련되어 발생
한다.52) 이렇듯 사회적 관계와 관련되는 감정 가운데 최인훈이 가장 관심을 가지
고 작품에서 빈번히 노출시킨 것은 공포이다. 주로 감정에 대한 연구는 공동체의
윤리로서 ‘슬픔’ 및 그것을 공유하는 ‘동정’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53) 최인훈 문
50) 감성연구에서는 집단적ㆍ역사적 사건으로부터 구조화해낸 특정 감정을 ‘감성’이라는 용어
로 칭한다.
51) 스피노자의 정동이론을 발전시킨 철학자로 들뢰즈가 있으며, 그의 정동이론을 도입한 브
라이언 마수미(Brian Massumi), 조정환, 권명아 등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정동연구에
서 ‘정동’은 주체의 정념이 인식론적으로 ‘이행’되는 감정의 변화과정을 뜻한다. 이러한 연
구자들은 정동의 ‘아직 아님-not yet’의 잠재적 속성에서 전복과 저항의 가능성을 찾으며,
정동의 정치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것은 당대의 윤리적인 문제와 함께 고려된다.
52) 잭 바바렛, 박형신 역, 𰡔감정과 사회학𰡕, 이학사, 2009, 69면.
53) 이러한 경향의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손유경, ｢한국 근대 소설에 나타난
‘同情’의 윤리와 미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손유경, 𰡔고통과 동
정: 한국 근대소설과 감정의 발견𰡕, 소명출판, 2008; 권명아, 𰡔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한
국 사회의 정동을 묻다𰡕, 갈무리, 2012; 정근식, ｢한국의 근대와 사회적 감성으로서의 슬픔

학에서의 ‘공포’에 주목하는 것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문학과 사회, 그리고
최인훈의 작품 세계 안에서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감정을 구조화하는
작업이다.
최인훈은 공포를 사회적 범주와 더불어 미학적 범주와 관련되는 것으로 인식하
였다.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공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미학의 구조｣라
는 글을 참고해볼 수 있다. 이 글은 이효석의 장편 𰡔벽공무한𰡕에 대한 작품 해설
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54) 이 글에서 최인훈은 𰡔벽공무한𰡕을 실패작으로 평가하
는데, 그 이유로 그는 그 작품이 “시대에서 해방된 감정의 극(劇)”에 머물고 있음
을 지적한다. 그것이 인물을 둘러싼 사회적 시대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진실한 ‘감
정적 부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실패라는 것이다.
애상과 공포-그것은 당시 한국인이 처한 운명의 풍경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내
에서 전혀 그런 느낌을 갖지 않고 산 일마가 하르빈에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여기서 일마는 국내에서는 느끼지 못한 상황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사회적 인간
으로서 파악하지 못한 시대상에 일마는 감정적인 감수성의 형식으로 도달하는 것
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스산한 심상으로 파악되지 않고, 이향의 풍물로 받아
들여진다. 정서로 옳게 파악한 하르빈의 인상을 다시 사회적 의미에서 캐어보지
않기 때문에 애상과 공포란 미적 카테고리만 남고 현실로서는 문제로 다가서지 않
는다. … 이렇게 해서 하르빈은 강렬한 미적 성감대로서만 남는다.
‘나아자’는 그러한 하르빈의 심벌이다. 그녀는 ‘육화된 하르빈’이다. 그녀와 결합
됨으로써 ‘공포로서의 하르빈’은 물러나고 ‘애상으로서의 하르빈’도 극복되며, 공포
와 애상은 ‘아름다움’으로 변신한다. … 아름다움은, 공포와 애상이라는 거름 위에
핀 꽃인 셈이다.(밑줄은 인용자)55)

최인훈은 ‘애상과 공포’56)를 미적 감수성으로 파악한다. 𰡔벽공무한𰡕의 이국 도
에 관하여｣, 𰡔감성연구𰡕 5,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2; 정근식ㆍ류시현 외, 𰡔우리 시
대의 슬픔𰡕, 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54) 최인훈, ｢미학의 구조｣, 𰡔문학과 이데올로기: 최인훈전집 12𰡕, 앞의 책, 40~67면. 이 글은
최인훈의 첫 문학론집인 𰡔문학을 찾아서𰡕(현암사, 1970)에 ｢미학적 구조: 이효석 론(1)｣, ｢
오락소설의 안팎: 이효석 론(2)｣로 나뉘어 있었다. 이 글에 대해 주목한 연구로는 정영훈의
논의가 있다. 그는 최인훈 비평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 두 편의 글
에 주목하였다.(정영훈, ｢최인훈의 𰡔벽공무한𰡕론에 대하여｣, 𰡔상허학보𰡕 42, 상허학회,
2014, 415면.)
55) 최인훈, ｢미학의 구조｣, 𰡔문학과 이데올로기: 최인훈전집 12𰡕, 위의 책, 53~54면.
56) ‘애상과 공포’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인훈 문학에는 공포 이외에 슬픔의 감정도

시 하르빈에서 감지되는 ‘애상과 공포’라는 것은 “당시 한국인이 처한 운명의 풍
경”과 연결될 수 있는 “미적 카테고리”, “감수성의 형식”, 즉 미학적 범주로 인식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스산한 심상”이 아닌 비단 “이향의 풍
물”로서만 감지되고 있는 것은 그 “감수성의 형식”의 사회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최인훈은 애상과 공포와 같은 미적 범주의
정서는 사회적인 의미망과 결부되어 있으며, 그것이 함께 파악될 때 비로소 온전
한 현실 인식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최인훈은 이 소설에서 공포와 애상이라는 감수성은 그것과 “떼어서 즐길 수 있
는” “아름다움”으로 치환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공포와 애상의 시대
에 그와는 무관한 문화를 즐긴다는 것은 “노예가 휴식 시간에 듣는 음악”과도 같
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최인훈에게 있어서는 당대의 특수한 풍경이 그 감수성
의 형식인 ‘애상과 공포’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것이다.
자주 나타난다. 최인훈은 𰡔서유기𰡕와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𰡕 등에서 안톤 슈낙(Anton
Schnack)의 수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패러디하여 “우리를 슬프게”하는 것들을 열
거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안톤 슈낙의 수필과 동명의 제목으로 그의 산문을 모은
전집 11권에 실렸다.(최인훈, 𰡔유토피아의 꿈: 최인훈전집 11𰡕, 앞의 책, 14~17면) ｢우리
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제목으로 한 또다른 산문도 있어 슬픔 또한 최인훈이 거듭 환기하
고 있는 감각임을 짐작할 수 있다.(최인훈, 𰡔길에 관한 명상: 최인훈전집 13𰡕, 문학과지성
사, 2010, 295~299면.) “배고파 우는 아이”, “이상(李箱)의 시장(詩章), 김소월의 가곡(歌
曲)”, “달아나는 UN군용 열차”, “언제나 닫혀 있는 경원선 매찰구”, “양공주 아가씨들의
조합장의 행렬”, “네 번째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박사”, “최서해의 이삼절”, “순수의 밀실
에서 고운이의 머리카락을 언제까지고 언제까지고 희롱하고 싶은 나이에 비순수의 광장이
너무 어지러운 것이, 그리하여 부드러운 어깨를 밀어 놓고 원치 않는 영웅이 되기 위하여
그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시대” 등등이 그 목록으로 열거된다.
감정사회학의 개척자 가운데 한 명인 시어도어 D. 켐퍼(Theodore D. Kemper)는 기본 감
정으로 화, 공포, 슬픔, 기쁨을 검토하였다. 그는 감정을 권력과 지위 측면에서 발생한 상호
작용으로 보면서, 각각 자신의 지위 상실, 다른 사람에 비한 자신의 권력 상실, 돌이킬 수
없는 지위 상실, 지위 획득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에게 기본 감정을 넘어서는 것
으로서 죄책감은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수치심은 지위
에 걸맞게 처신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이해된다. 그는 특히 공포를 상실에서 초
래되며, 그 기반은 일체감과 안온함을 갖고 있던 것이 위협으로 돌변하는 것으로 보았
다.(Kemper, T. D., A Social Interactional Theory of Emotions, New York: John Wiley,
1978.잭 바바렛, 앞의 책, 106~107면에서 재인용.)
공포와 슬픔에 대한 켐퍼의 논의를 참고하면, 슬픔이란 공포를 유발하는 상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발생한다. 이때 슬픔은 공포와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최인훈 작품에 나타나는 슬픔 또한 어떠한 상실로 인한 공포의 상태가 극심해지고 만
연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되어버린 상황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
는 최인훈 문학의 서사 구조에서 보다 지배적이고 근원적인 감정을 공포로 보고 그것에 초
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즉, 최인훈에게 있어 문학이 추구해야 할 미학이란 당대 풍경과 밀접한 감정을
끊임없이 환기하고, 그것을 이향의 풍물로서가 아니라 자기화하여 사회적 의미에
까지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그에게 감정의 환기가 미학과 연결되고 있음은 다음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인훈의 문학론 ｢소설을 찾아서｣는 과거의 단절, 역사의 연속성의 단절
을 ‘시간ㆍ직관ㆍ감정ㆍ기억’과 같은 관념어와 밀접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글이
다.57) 그가 사회학적 용어―가령, ‘민족ㆍ계급ㆍ주권ㆍ가치’―가 아니라 ‘시간ㆍ직
관ㆍ감정ㆍ기억’이라는 용어들을 동원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자가 미학과 사회
학의 양쪽에 걸쳐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인훈 문학에서 직관과 시
간, 감정과 기억은 사회학은 물론 미학적 가능성을 담지한 키워드로 삼을 수 있
을 것이다. 그는 이 글에서 작가의 역사의식과 소임으로서 과거의 선과 악보다
더 높고 깊은 오늘날의 선과 악을 보는 것, 그리고 그 ‘감각’을 전수하는 것을 꼽
는다. 그 감각이 가시화되지 않는―가시화 될 수 없는―시기에도 작가는 그것을
부단히 공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외 속에서 ‘잃어버린 공동
체의 시간’에 대한 감각을 환기하고 그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소환하는 것이 문학
과 예술의 책무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그에게 있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감각
의 ‘미학’적인 환기가 주요한 문제의식이었음을 도출할 수 있다.
섬뜩함, ‘등허리가 쭈뼛’한 감각과, 으스스한 오한을 동반한 기괴한 공포는 그
의 작품 곳곳에서 감각된다. 이러한 공포를 재현하고 환기하는 글쓰기 형식은 초
기 작품인 ｢라울전｣, ｢가면고｣, 𰡔광장𰡕, 𰡔구운몽𰡕 등에서부터 최근작, 그리고 비
교적 사실적인 작품에서부터 환상성이 강하다고 지적되어온 작품들, 아울러 그동
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귀성｣, ｢무서움｣ 등의 단편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
로 확인된다. 또한 최인훈은 ｢하늘의 다리｣에서 삶의 무서움에 대해 또 하나의
무서움을 만드는 것이 예술이라는 예술론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포의
의미에 대한 구명은 최인훈 문학을 전반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다.
특히 ‘억압된 것의 회귀’, ‘죽은 자의 귀환’, ‘반복 강박’, ‘분신’, ‘죽음충동’,
‘기시감’ 등과 관련된 공포는 최인훈 소설의 주체가 체험하는 감정의 주된 특성이
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구상한 언캐니
(uncanny)

개념의 주요한 속성이다.

프로이트는 ｢Das Unheimliche｣(“The

Uncanny”, 1919)58)라는 논문을 통해 무의식의 억압과 회귀라는 측면에서 언캐니
57) 최인훈, ｢소설을 찾아서｣, 𰡔문학과 이데올로기: 최인훈전집 12𰡕, 앞의 책, 227~256면.

개념을 미학적인 범주로 구상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공포나 두려움, 혐오와 고통
의 감정이 일반적으로 미학에서 경시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감정들을
미학의 한 분야로서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언캐
니 개념은 미학적 범주로 구상되었기 때문에 최인훈에게 사회적 범주이자 미학적
범주와 관련된 감정인 공포를 해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는 언캐니 개념을 중심으로 최인훈 문학의 미학적 특질을 설명하고자 한다.
독일어 ‘Unheimlich’는 보통 영어권에서 ‘언홈리(Unhomely)’로 영역되지만, 제
임스 스트래치(James Strachey)는 프로이트가 의미화하고자 했던, 친밀한 대상에
서 느끼는 낯선 오싹함과 섬뜩함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언캐니(Uncanny)로 영역
했다. 이는 ‘낯선 두려움’ 혹은 ‘두려운 낯설음’으로 국역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용법에서는 ‘섬뜩함’이나 ‘기묘함’, ‘기이함’, ‘기괴함’ 등의 용어로 대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용어는 프로이트가 강조한 친숙함과 낯선 감각의 공존
을 통한 공포를 드러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고는 ‘언캐니(uncanny)’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언캐니 개념은 에른스트 옌치(Ernst Jentsch)에 의해 최초로 규정되었다. 옌치
는 ‘Uheimlich’를 “낯선 대상이나 환경이 주는 지적인 불확실성”, 특히 생명이 있
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불확실성으로 규정하였다.59) 그러나 프로이트는 옌치의
규정을 반박하면서, 낯설고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언캐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는 않는다고 역설한다. 그는 완전하게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낯선 두려움 속에
내재하는 친숙함이야말로 안락함의 울타리를 위협한다고 보았다. 그는 언캐니란
낯선 것을 향한 두려움을 의미하지만 그 원인은 오히려 오래전부터 친숙했던 것
에서 발생한다는 역설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 요컨대, 언캐니는 친숙한 것과 낯
선 것 사이의 경계 교란과 융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논문은 언캐니를 뜻하는 독일어 ‘unheimlich’에 대한 어휘론적 고찰
로부터 시작된다. 독일어 ‘heim’은 집, 고향, 국가를 의미하고, ‘heimlich’는 ‘집
같은, 친숙한, 아늑한, 비밀 없는’이라는 안정감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에 상반되는
58) 이 논문은 에른스트 호프만(Ernst Hoffmann)의 𰡔모래 사나이𰡕에 대한 분석으로 유명하
다. 이 분석에서 주인공 ‘나타나엘’이 느끼는 ‘안구’에 대한 공포의 감정은 그의 무의식에
자리하고 있던 친숙한 진실인 거세공포와 연결된다.(Sigmund Freud, The Uncanny, trans.
by David McLintock, London; Penguin Classics, 2003;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장진 역, ｢
두려운 낯설음｣, 𰡔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프로이트전집18𰡕, 열린책들, 1996 참조.)
59) Ernst Jentsch, "On the Psychology of the Uncanny(1906)", Angelaki, Vol. 2 Issue. 1,
1997.

‘비밀의, 숨겨진, 위협적인, 공포스럽고, 괴기하고, 불편하고, 송장 같고, 음울한’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접두사 ‘un’이 있음에도,
‘unheimlich’는 ‘heimlich’와 반의어이면서, 동의어가 된다.60) 그는 이처럼 언캐니
한 것들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언캐니’라는 단어 그 자체를 예거(例擧)하
였다. 이러한 어휘론적 고찰을 통해 친숙함과 낯섦이라는 상반된 개념의 경계는
이미 명확성을 잃게 된다. 즉, 언캐니한 공포와 위협은 불순한 것으로 범주화된
대상으로부터가 아니라, 범주화의 불완전함에 대한 불편한 자의식으로부터 기인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범주의 재편성이 아니라 범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청한다. 언캐니는 언어화된 현상이 아니라 명료한 정서의 틈새에 존재하는 기
이한 중간적인 감흥으로, 그것은 통상적 개념과 언어의 질서로부터 이탈한다.61)
언캐니라는 개념은 특히 ‘자기 안의 타자’라는 함의를 지니는데, 본고에서는 이
개념을 개인의 무의식을 넘어 사회적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언
캐니｣(1919)에 앞서 발표된 ｢애도와 멜랑콜리｣(1917)라는 글에서 프로이트는 상
실된 대상을 “보통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대신 들
어선 어떤 추상적인 것, 즉 조국, 자유, 어떤 이상(理想) 등의 상실”로 확장될 수
있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62) 이는 언캐니 개념을 개인적인 범주를 넘어 국가,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
장과정과 문화사의 전개과정을 같은 맥락에 놓고, 유아기의 아이가 자신과 타인
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원시시대 인간이 애니미즘의 주술의 힘에 의지하는 것
을 나르시시즘적 동일시로 보았다.63) 이 점에서 정신분석학적 개념의 사회ㆍ문화
사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최인훈의 발언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최인훈은 연남
60)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찬부 역, 𰡔쾌락 원칙을 넘어서: 프로이트전집14𰡕, 열린책들, 1997
참조.
61) 서현석, 𰡔괴물-아버지-프로이트: 황금박쥐 요괴인간𰡕, 한나래, 2009, 91~92면 참조.
62)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역, 𰡔무의식에 관하여: 프로이트전집 13𰡕, 열린책들, 1997,
248면.
63) 또한 프로이트에 의하면 언캐니의 원천은 억압된 어린 시절의 콤플렉스들 또는 완전히 극
복되지 않은 원시적인 믿음들이다.(막스 밀네르, 이규현 역, 𰡔프로이트와 문학의 이해𰡕, 문
학과지성사, 1997, 260면.)
아이의 성장과 문명 속으로의 진입은 모두 자아와 타아를 구별하고, 합리주의로 들어서는
점에서 공통된다. 성인은 유아기의 나르시시즘을 벗어났다고 믿고 문명은 주술을 극복했다
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유아기의 나르시시즘과 원시적 애니미즘,
즉 억압되고 은폐된 무의식은 낯선 모습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권택영, 𰡔감각의
제국: 라캉으로 영화읽기𰡕, 민음사, 2001, 33면 참조.)

경과의 대담에서 구소련의 붕괴를 한 국가의 죽음으로 비유한다. 그에게 문명사
적인 의미의 소련 붕괴는 어머니의 죽음, 레닌의 죽음, 조명희의 죽음 등과 같이
개인적ㆍ정신사적 의미와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파악된다.64) 따라서 최인훈 소설
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프로이트의 개념을 국가ㆍ사회적인 것으로 확장하여, 최인
훈이 창작활동을 했던 당대의 사회ㆍ문화적 무의식을 해명하고자 한다.
호미 바바를 위시한 탈식민주의 문화이론가들은 제국의 억압과 식민지적 무의
식, 탈식민주의와 관련된 균열의 저항성을 이론화 하는 데 있어 언캐니 개념을
계승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캐니는 제국주의적 식민화에서 비롯된 타자들과
연관된다.65)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언캐니 개념을 탈식민주의의 틀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최인훈의 작품 세계는 탈식민적 관점을 넘어 보다 넓은 맥락
에서 탐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탈식민주의의 논의를 염두에 두
면서도, 프로이트가 제시한 언캐니 개념을 보다 폭넓게 사용하고자 한다.
‘환상성’의 경우 본고에서 주요한 개념도구로 사용되는 언캐니와 겹치면서도, 상
이한 범주를 지닌다. 환상성을 바탕으로 한 논의에서 사실적인 재현에 기반해 있
64) 최인훈은 대담과 소설 등에서 프로이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최인훈은 프로
이트의 중요 개념인 ‘성충동’과 ‘죽음충동’, 즉 ‘에로스(eros)’와 ‘타나토스(thanatos)’의 개념
으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구원으로서의 반복적 글쓰기에
대해 “‘기억으로서의 회상,’ 혹은 ‘치유로서의 회상,’ 혹은 ‘프로이트와의 대화’라는 부제”를
달 수 있으리라 말한다. 따라서 최인훈 창작의 근거를 염두에 둘 때, 최인훈 문학을 분석하
는 데 있어 프로이트의 개념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다.(최인훈ㆍ연남경 (대담), ｢최인훈
문학 50주년 기념 인터뷰: ｢두만강｣에서 ｢바다의 편지｣까지: 개인과 민족사적 성찰로부터
인류 보편적 지층에 도달한 반세기의 항해일지｣, 𰡔문학과사회𰡕, 2009.가을, 424~427면.)
65) 호미 바바(Homi K. Bhabha)는 언캐니 개념을 토대로, 문화의 혼혈성 속에 도사리고 있
는 ‘사악한 눈(Evil Eye)’을 개념화하였다.(호미 바바, 나병철 역, 𰡔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𰡕, 소명출판, 2012, 41~43면.)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디페시 차크라바르티(Dipesh
Chakrabarty)는 근대 벵골의 민족주의적 저술에 등장하는 ‘다르샨’ 혹은 ‘디비아드리슈티’,
즉 ‘신의 시선’을 언캐니로 설명한다. 누군가의 자기 인식에 뜻밖의 놀라움을 가져다주는
어떤 것, 근대적 주체의 자기의식에 끼어들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디페시 차크라바르티,
김택현ㆍ안준범 역, 𰡔유럽을 지방화하기: 포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𰡕, 그린비, 2014,
354면.) 니콜라스 로일(Nicholas Royle)과 마셸린(Anneleen Masschelein)은 언캐니의 양상
및 핵심요소를 제국주의적 식민화에서 비롯된 타자들과 연관 짓는다. 마셸린은 제국주의적
식민화에 의해 추방된 존재들이 귀환할 때, 억압의 증거를 안고 오는 것이 ‘언캐니’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언캐니가 역사적, 공간적, 존재론적, 정신분석적, 정치적인 개념인
‘Heim’에 대한 암시를 내포한다고 보았다. 즉, 그는 집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감각뿐 아
니라 정치적으로 집을 갖지 못함에 대한 감각에도 그것이 관여된다고 보았다.(Anneleen
Masschelein, Unconcept: The Freudian Uncanny in Late-Twentieth-Century Theor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7. 이재연, ｢백석 시의 언캐니 시학 연구｣, 서강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4면에서 재인용.)

으면서도 반복적인 것을 통해 발생되는 ‘공포’와 경계의 교란의 측면은 해석되지
못한다. 또한 최인훈의 𰡔회색의 의자𰡕(𰡔세대𰡕, 1963.6~1964.6)66)에서 카프카는
전통과 질서에 대한 질문을 던진 작가로 고평된다. 그가 고평된 까닭은 비단 초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최인훈에게 그는 사실주의적 재현에 기반해 있으
면서도 전통과 일상을 전복시키는 작가, “문학으로서 가능한 상징의 극한”67)으로
파악되었다. 최인훈은 극단적인 초현실주의와 환상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
던 것이다. 언캐니 개념은 사실주의적 재현을 통해 일상적인 것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전복시키는 창작방식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모호한 환상성 개
념을 최인훈 문학에 적용했을 때 야기되는 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최인훈 문학 세계를 관통하는 또 다른 키워드인 ‘반복성’은 언캐니 개념을 참조
하면, 공포와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언캐니 개념에는 반복에 대한 공포가 내재되
어 있기 때문이다.68) 프로이트는 길을 잃었을 때 지표로 삼았던 장소로 연이어
돌아오게 되는 것, 잊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돌연히 여러 번 듣게 되는 것 등
을 반복으로 인한 공포의 사례로 제시하였다. 대수롭지 않은 것의 반복은 언캐니
한 감정을 형성하며, 그것을 통해 빠져나올 수 없는 숙명성을 믿도록 만든다. 최
인훈 작품에 등장하는 반복은 소재, 모티프, 분신 차원으로부터, 작품 간 패러디
66) 𰡔회색의 의자𰡕는 𰡔세대𰡕지에 1963년 6월부터 1964년 6월까지 연재되었다. 이후 인용시
연재회수와 면수를 기입하여 (회 연재회수:면수)로 표기하기로 한다.
67) “그점에서 마음을 끄는 것은 카프카였다. 대상을 완전히 분해하지는 않으면서 거기서 일
상(日常)의 의미만을 탈색해 버리는 방법. 그러는 경우에는 리얼리즘의 모든 규측을 지키면
서 일상성과는 완전히 역(逆)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카프카의 세계는 전통(傳
統)과 질서에 대한 질문이다. … 그것은 얼마든지 번역이 가능한 것이었다. 문학으로서 가
능한 상징의 극한은 카프카일 것이다. 그 이상 더 밀고 나가면 그러한 극단을 지탱하기에
는 언어가 견디지 못한다. 돌을 돌이라 하고 꽃을 꽃이라 하면서 돌이 아니게 하고 꽃이
아니게 하는 것이 카프카의 소설이다. 초현실주의라 하더라도 카프카의 그것은 이미지 상
호간에 혼융과 교체를 허용하는 비고체(非固體)적인 경향과는 다르다. 카프카의 세계에서
의자는 의자다. 그러나 그 경우의 의자는 스핑크스처럼 알 수 없는 수수께끼다.”(회9:338,
밑줄은 인용자)
68) 언캐니 개념은 다음 해 출간된 𰡔쾌락원칙을 넘어서𰡕(1920)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프로이
트는 쾌락원칙만이 무의식을 지배한다는 이전까지의 관점을 수정하여 죽음충동의 존재를
도출해냄으로써 유기체의 삶이 삶 충동과 죽음충동이 격돌하는 장(場)이라는 가설을 세웠
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불쾌하고 두려운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하려는 반복강박 뒤에는 사
물의 이전 상태를 복원하려고 하는 본능의 보편적 특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쾌락
을 방해하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요소가 결국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는 이러한 외적 상황이 내적인 반복강박과 연계될 때 진정한 언캐니의 감정을 불러일으
킬 수 있다고 하였다.(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찬부 역, 𰡔쾌락 원칙을 넘어서: 프로이트전14𰡕,
열린 책들, 1997, 33~128면 참조.)

와 상호텍스트성, 자기반영성을 통한 것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69) 언캐니의 개념
을 참조할 때, 이러한 반복되는 공포, 반복에서 기인하는 공포라는 특성은 은폐되
고 억압된 타자가 끊임없이 귀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기억’이라는 화두는 트라우마와 죄의식, 언캐니한
공포의 감각을 동반하기 때문에 언캐니 개념을 통해 고찰할 때, 이에 대한 보다
풍성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공식기억의 전유방식, 일상에 대한 통제와 검열은 작
가로 하여금 사적인 기억을 불온한 방식으로서만 은밀히 기입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억의 주제는 쉽게 언어화되지 못하며, 명료한 정서적 반응
의 틈새 속에서 죄의식과 ‘불온’과 관련된 감정인 언캐니한 공포의 맥락에서만 기
록될 수 있다. 따라서 기억을 언캐니한 공포와 관련하여 의미화 해야 하는 필요
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기억의 미학과 윤리적 차원의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본고는 빅토르 쉬클로프스키(Viktor Borisovich Shklovsky)의 ‘낯설게 하
기’ 개념과는 거리를 둔다. 언캐니 개념의 외연을 넓게 확장하면 그것과의 영향관
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이는 문학 및 예술 전반의 일반화된 개념이기 때문
이다. 이외에도 언캐니와 인접한 개념들로 ‘그로테스크’, ‘아라베스크’, ‘브리콜라
주’(bricolage), ‘비체’(abject)70) 등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상이한 것들이 융
합되고 공존하는 현상을 토대로 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양가적 감정을 동
반한다는 점에서는 언캐니 개념과 유사하지만, 본고가 최인훈 소설에서 주목하는
것은 비단 상이한 것들의 공존이나 병치가 아니다. 또한 최인훈 소설의 핵심은
역겨움을 초래하는 ‘구토’, ‘악취’, ‘배설’ 등을 주요한 개념으로 삼는 ‘비체’의 개
념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최인훈 문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언캐니를
더욱 적확한 용어로 본다.
전술한바 언캐니는 억압되었던 내재된 타자성이 통일된 정체성, 사회질서와 미
적규범을 내파하면서 귀환하는 공포이다. 최인훈 소설에서 그 감각이 환기하는
69) 그는 몇몇의 문학론을 통해서 에른스트 헤켈의 ‘반복발생설’을 문명사적 관점으로 확장시
키기도 하였다.(최인훈, ｢문학과 이데올로기｣, 𰡔문학과 이데올로기: 최인훈전집 12𰡕, 앞의
책; 최인훈, ｢예술이란 무엇인가｣, 𰡔길에 관한 명상: 최인훈전집 13𰡕, 앞의 책; 최인훈, ｢
인간의 Metabolism의 3형식｣, 𰡔길에 관한 명상: 최인훈전집 13𰡕, 위의 책.)
70)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자기 자신에게서 낯선 것을 추방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통해 항상 모
호한 ‘나’의 경계를 창조하는 상태를 ‘아브젝시옹’(abjection)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주체
화의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체가 혐오하고 거부하며 폭력적으로 배제
한 ‘아브젝트’들은 추방되지만 결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그것은 주체의 주변을 배회하
며 모호한 자아의 경계를 끊임없이 위협한다. 추방된 것들은 끊임없이 경계를 위협하는 것
이다.

은폐된 무의식을 추적하다보면 그 최종 심급에는 죄의식과 타자의 문제가 놓여
있다. 최인훈 작품에 나타나는 반복 강박과 회귀에는 전쟁과 국가 및 세계적인
폭력에서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이라는 감정구조가 그 지반을 이루고 있다. 최인
훈 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포와 관련한 죄의식을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
이라고 볼 때, 이는 보다 세심하게 고찰될 필요가 있다. 그 죄의식의 실체를 구명
하고, 그것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밝히기 위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 본고에서
는 죄와 책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인훈의 소설 𰡔태풍𰡕에는 나치당의 전범 아이히만을 연상시키는 ‘만하임’이 등
장한다. 그리고 최인훈은 희곡 ｢한스와 그레텔｣ 창작을 통해 홀로코스트와 증언,
과거청산의 문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최인훈이 당대 한국 현실을 홀로코스트
와 방불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 따라서 최인훈의 문제의식을 날카
롭게 구명하기 위해 우선, 칼 야스퍼스(Karl Jaspers)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과 잔혹행위ㆍ국가폭력과 관계된 인간 군상들의
죄와 책임을 고찰하고 폭력이 자행된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져야 하는 책임의
준거 틀을 제시하였다. 야스퍼스는 𰡔죄의 문제(Die Schuldfrage-Von der
politischen Haftung Deutschlands)𰡕(1946)71)를 통해 독일이 유대인을 상대로 저
지른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죄의 문제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법적 죄,
정치적 죄, 도덕적 죄, 형이상학적 죄가 그것이며, 야스퍼스는 형이상학적 죄를
가장 고매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에 의하면 법적인 죄는 전쟁 범죄, 국제법 위반, 국가 폭력, 인종 학살을 저
지른 나치 전범들에게 해당된다. 정치적 죄의 경우 나치 치하의 독일 국민 일반
과 관련된다. 그는 국민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은 정치적 자유의 성숙에
관한 표징이며, 이러한 정치적 책임을 자유상실의 대가이자 자유회복의 조건으로
이해한다. 도덕적 죄는 법률상으로는 무죄이지만, 당위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파생
되는 것이다. 이는 모든 개인적 행위가 나의 양심, 이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접적인 형태로라도 무언가의 악(惡)에 관여하였을 때 발생한
다. 마지막으로 형이상학적 죄는 인류의 일원으로 희생자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
는 각성과 관련된다. 이 죄는 개인의 도덕적 악행, 오류와는 무관한 ‘형이상학적
부채’로, 인간 상호 간 연대에 근거하며, 세계의 모든 불법과 불의에 대해 인간
각자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토대가 된다. 나치를 방관하거나 동조한 대다수 독
71) 1946년 제 2차 대전 직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한 강의를 바탕으로 한 저작이다.

일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하는 것을 형이상학적 죄로 규정한 것이다. 예컨대, 타인의 살해를 막지 못했다
면, 법적ㆍ정치적ㆍ도덕적 죄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유죄를 느끼
며, 살아있음 자체가 죄가 된다.72)
야스퍼스는 이러한 인간의 죄의식에서 연대와 공동책임 의식이 발생하고, 그것
이 정치적 자유의 조건이 된다고 이해하였다. 형이상학적 죄의 경우 인종이나 민
족, 종족적 특수성을 벗어난 인류를 전제하고 있다. 그의 논의는 패전이 가져다준
비참 속에서 암묵적으로 금기되거나 외면되었던 죄와 책임의 문제에 대한 내면의
각성의 촉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73)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의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자들, “살육을 면한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격렬한 죄
과” 또한 야스퍼스의 형이상학적 죄와 맥락을 같이한다.74) 아도르노에게 타자란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사람들이다. 살아남은 이 역시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일지
라도, 죽은 자를 수단으로 삼아 살아남았다고 느끼는 데서 책임이 발생한다. 본고
는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최인훈 소설의 주체가 경험하는, 혹은 서술자가 환기
하거나 암시하는 죄의식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그러나 야스퍼스가 분류한 죄와 책임의 개념을 도식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
움이 따른다. 벤 할펜(Ben Halpern)은 “독일 사람들이 인도주의의 기본적인 표준
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싸구려 변명”75)일 뿐이라며 형이상학적 죄를
72) 이에 대해서는 칼 야스퍼스, 이재승 역, 𰡔죄의 문제: 시민의 정치적 책임𰡕, 앨피, 2014;
가라타니 고진, 이신철 역, 𰡔트랜스크리틱: 칸트와 맑스𰡕, 도서출판b, 2013, 183~192면;
이재승, ｢국가범죄와 야스퍼스의 책임론｣, 𰡔사회와 역사𰡕 101, 한국사회사학회, 2014 참조.
73) 당대 독일의 보수파들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패전을 잘못으로 꼽으며, 자신들을 죄의 공동
체가 아닌 수난의 공동체로 호명했다. 야스퍼스의 강연은 학생들의 야유로 인해 중단되기
도 하였다.(이재승, 앞의 논문, 186면 참조.)
74) “고문당하는 자가 비명지를 권한을 지니듯이, 끊임없는 괴로움(Leiden)은 표현의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아우슈비츠 이후에는 시를 쓸 수 없으리라고 한 말은 잘못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덜 문화적인 물음, 즉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연히 그
것을 모면했지만 합법적으로 살해될 뻔했던 자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은
잘못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시민적 주관성의 기본원칙인 냉
담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원칙이 없었다면 아우슈비츠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것은 살
아남은 자의 명백한 책임이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몽상에 시달린다. 그
는 더 이상 살아 있는 것이 아니며, 1944년에 가스로 살해되었고, 그 이후 그의 전 실존은
단지 상상 속에서만, 즉 20년 전에 살해된 어떤 자의 미친 소망의 유출(Emanation) 속에서
만 이루어졌다는 몽상이 그것이다.”(테오도르 아도르노, 홍승용 역, 𰡔부정변증법𰡕, 한길사,
1999, 469면.)
75) Ben Halpern, Guilty, But Not Answerable, Jewish Frontier, Aprill(1948), pp.41-60. 이

비판하였다. 가라타니 고진이 야스퍼스가 철학자의 자기기만 속에서 책임문제를
형이상학적으로 채색했다고 지적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76)
고진은 형이상학적 죄는 내면적 세계에서 영구적 각성장치로 ‘윤리화’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공적 관점에서 세계시민적 책무를 산출하도록 ‘정치화’되고 행동
을 통해 외화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77)
아이리스 M. 영(Iris Marion Young)의 경우 윤리적 책임의 핵심 거주지가 개
인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사회 부정의는 사회구조를 무시한 채 개인의 책임만으
로 귀결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한나 아렌트의 공식을 비판하면서, 특정한 정치
공동체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에 반대한 아이리스는 책
임에서 죄를 구분해낸다. 특정 개인의 악의나 과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하는 사회의 구조적 부정의의 경우 누군가에게 죄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기 때문이다. 아이리스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정치 과정에 참여했다
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정치적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있다. 아이리스는 구조적 부정의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과거 회고적인 죄의 개념에서 미래지향적인 ‘공유된 책임성’ 개념으로 이행할 것
을 제안하였다.78)
야스퍼스의 도덕적 죄와 형이상학적 죄는 주관주의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게 만
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본고도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네 가지로 분류
된 야스퍼스의 죄와 책임 개념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그 범위와 경계가 서
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의 구조적 부정의에 천착했던 최
인훈의 경우 그가 형상화하려 했던 책임의 윤리란 아이리스의 미래지향적 책임
개념과 근접한 거리에 있다. 아울러 본고는 전범국이라는 독일의 배경과 한국의
사정은 이미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폴 드 만(Paul de Man)의 나치 협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운데, 책임을 ‘응답가능성(responsiblity)’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
으로 해석한다. ‘응답’이란 폭력을 겪은 사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응답
할 의무79)를 지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국가 폭력에 대한 응답 의무는 타자의 죽
재승, 앞의 논문, 198면에서 재인용.
76)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역, 𰡔윤리21𰡕, 사회평론, 2001, 131~142면.
77) 이재승, 앞의 논문, 199면.
78) 아이리스는 이 책에서 한나 아렌트의 𰡔예루살렘의 아이히만𰡕을 비판적으로 독해하였다.
(아이리스 M. 영, 허라금ㆍ김양희ㆍ천수정 역, 𰡔정치적 책임에 관하여𰡕, 이후, 2013 참조.)

음, 진실에 기초한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고 보존할 의무 부담과 이데올로기와의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존재론적 수치심’ 개념도 참고
할 수 있다. 아우슈비츠라는 ‘예외 상태’의 공간에서의 수치심을 고찰한 그는 생
명 권력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아닌 살아남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고 강조한다.80) 따라서 그 살아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
다. 그것은 아우슈비츠 이전의 윤리와는 다르게 분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그것(아우슈비츠)은 사실 한 번도 중단된 적 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예외 공간’이 아닌, 전체주의를 내재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수치심
을 고찰할 수 있다.81) 아감벤은 이러한 수치심의 감정을 토대로 ‘증인’과 ‘증언’에
관한 윤리를 정초하고자 하였다. 그는 수용소 삶의 끝인 죽음을 경험하고 그 결
과 죽어 증언할 수 없는 자리일 때 비로소 완전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그러나 죽은 자의 증언은 불가능하기에 아감벤은 생존자들을 가리켜 ‘의사증인’이라고 명명한다. 아감벤에게 ‘의사-증인’은 ‘말해 질 수 없는 것을 응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존재, 즉 말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음에 대해
말해야 하는 존재로 성립한다.82)
최인훈 소설에 기입된 유령적인 목소리들, 타자의 죽음, 고통을 수반하면서도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기억, 그리고 ‘다시 쓰기’의 전략은 이러한 책임의 차원과
관련될 때 풍부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최인훈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죽음과 죽
은 자의 문제는 외재하는 타자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환기한다. 그러나 자신의
기억을 더듬는 과정에서 재현된 타자의 죽음은 이미 정신 내부에서의 상상적 재
현이라는 점에서 자기안의 타자, 즉 내재하는 타자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그
의 소설에서 인물들은 언캐니의 공포로 인해 근원을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의 감
각과 기억을 불현듯 떠올린다. 그리고 인물들은 그 기억을 찾아 지난한 도정에
79) Jacques Derrida, MEMORIES for Paul de Man, trans. by Cecile Lindsay, Jonathan
Culler, and Eduardo Cadav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Linda
Radzik,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Duties to Respond", Social Theory and Practice,
Vol.27, 2001, pp.455-471.
80) Giorgio Agamben, 김향 역, 𰡔예외상태𰡕, 새물결, 2009; Giorgio Agamben, 정문영 역, 𰡔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문서고와 증인𰡕, 새물결, 2012 참조.
81) 김진애, ｢조르지오 아감벤의 수치심: 특수한 시대권력에 따른 분석과 일상생활에서의 고찰
가능성｣, 𰡔철학연구𰡕 51,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5, 143~145면.
82) 양운덕, ｢몸, 권력, 이미지; 침묵의 증언, 불가능성의 증언: 아감벤의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 𰡔인문학연구𰡕 37,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9, 37면.

오르게 된다. 그 과정에서 기억은 끊임없이 반복되기에 그 기록은 결코 종식될
수 없는 ‘의사-증인’으로서의 윤리와 책임과 관련되어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개념과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본론에서는 최인훈의 문학 세계에 나타나
는 친숙하지만 낯선 공포의 감각과 그 미학으로서의 성취를 고찰한다. 본고의 2
장과 3장에서는 언캐니의 주요 속성인 ‘죽은 자의 귀환’과 ‘반복’이 최인훈 소설
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살핀다. 2장에서는 𰡔구운몽𰡕과 𰡔회색의 의자𰡕를 대상으로,
‘미이라’ 모티프와 ‘드라큐라’ 모티프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인훈
이 당대 담론 장과 문학 장의 어떠한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며 어떤 점에서 차이를
드러내는지, 한일회담을 둘러싼 정세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드러냈는지 구명할
것이다.
3장에서는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 연작과 𰡔총독의 소리𰡕 연작을 대상으로, 금기와
그것의 위반에 대한 반복적인 재현의 양상과 그 의미를 당대 일상사의 맥락에서
고찰한다. 한국적 근대와 역사의 특수성에 대한 최인훈의 자각은 당대의 사회적
인 금기와의 연관성 속에서 심화되고, 그것은 보다 은밀한 방식으로 기입된다. 불
온함을 수행하는 반복적인 산책과 도청의 형식을 통해 최인훈이 당대의 금기를
소설화하는 방식을 드러낼 것이다.
4장에서는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공포와 관련된 죄의식의 기원을 탐색할 것이
다. 최인훈 초기 단편에 나타나는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죄의식은 ‘부끄러
움’을 수반한 연대 윤리로 변모되는 양상을 보인다. 장편 소설 𰡔태풍𰡕과 희곡 ｢
한스와 그레텔｣을 대상으로, 과거 청산과 증언 윤리의 모색이 드러나는 방식을
밝힐 것이다. 본고는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공포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미학과
윤리성을 조망하는 시도를 통해, 최인훈 문학세계를 독해하는 새로운 시각이 마
련될 것이라 기대한다.

2. 죽은 자의 귀환 모티프와 역사인식의 심화
2.1. ‘미이라’ 모티프를 통한 한국 역사와 전통의 특수성 인식
최인훈은 초기 단편소설에서부터 기시감이 유발하는 공포의 감정과 감각을 환
기시켜왔다. “분명히 처음 보는데 언젠가 한번 본것만같은 그런 얼굴이었다.”83)라
는 문장과 함께 시작되는 ｢가면고｣(𰡔자유문학𰡕, 1960.7)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감
각은 𰡔구운몽𰡕에 이르러 무한한 반복과 함께 증식되고 이를 통해 그 반복의 회로
안에 놓이는 초점 인물은 공포를, 독자는 기이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전면화 되고 있는 것은 반복과 불확실성이 몰아넣는 공포이며, '미이라'와 이질적
인 것들의 몽타주로서의 화석이 풍기는 기괴함이라 할 수 있다.
최인훈의 𰡔구운몽𰡕(𰡔자유문학𰡕, 1962.4)84)은 세 층위의 겹구조로 이루어진 작
품으로, 𰡔서유기𰡕 등과 함께 환상적인 성격이 강한 난해한 텍스트로 간주되어 왔
다. 그에 따라 𰡔구운몽𰡕의 기존 연구는 당대적 맥락에서의 분석보다 소설의 형식
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당대적 현실과의 관련성 하에서 이 작품을 분석
한 연구로는 권명아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권명아는 이 작품의 핵심이 ‘죽음’을
사유하는 방법에 있다고 보고,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4ㆍ19 혁명과 사랑의 관점
에서 이 작품을 분석한다.85)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면서도 이 작품을 4ㆍ
19 혁명을 포함한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특수성 인식의 측면으로 확장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이 생산된 시기는 최인훈이 본격적으로 전통적인 고전 서사를 차용한
시점과 겹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는 최인훈 문학 세계에서 𰡔구운몽𰡕이 어
떠한 변모지점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최인훈이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전통적인
83) 최인훈, ｢가면고｣, 𰡔자유문학𰡕, 1960.7, 70면. 이후 인용시 (가:면수)로 표기하고자 한다.
84) 𰡔구운몽𰡕은 𰡔자유문학𰡕 1962년 4월호에 발표되었다. 이후 인용할 때는 (구:면수)로 표기
하고자 한다.
85) 권명아의 논의는 꿈 속에서 독고민의 육체가 갈기갈기 찢긴 몸으로 변하는 장면을 김주열
의 시체 이미지와 연결시키며 시작된다. 이 논의는 당대적 현실과의 관련성 하에서 이 작
품의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이 작품을 4ㆍ19 혁명의 문학적 유산의 하나로 적극적으
로 정위(定位)한다. 이는 4ㆍ19 혁명을 형상화한 문학작품이 많지 않았다는 기왕의 문학사
적 관점을 재고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권명아, ｢죽음과의 입맞춤: 혁
명과 간통, 사랑의 소유권｣, 𰡔음란과 혁명: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𰡕, 책세상,
2013.)

고전 서사 장르를 패러디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식 등단작인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𰡔자유문학𰡕, 1959.10)나 ｢라울전｣(𰡔자유문학𰡕, 1959.12)에서도 고
전적 서사 장르인 ‘기(記)’와 ‘전(傳)’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읽을 수 있지만, 고전
서사 양식을 차용한 글쓰기가 집중된 것은 𰡔구운몽𰡕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열하일기｣(𰡔자유문학𰡕, 1962.7ㆍ8), ｢금오신화｣(𰡔사상계𰡕, 1963.11.문예특별증간
호), ｢놀부뎐｣(𰡔한국문학𰡕, 1966.봄), 𰡔서유기𰡕(𰡔문학𰡕1966.5~1967.1)86), ｢춘향뎐
｣(𰡔창작과 비평𰡕, 1967.여름), ｢온달｣(𰡔현대문학𰡕, 1969.7), ｢옹고집뎐｣(𰡔월간문학
𰡕, 1969.8)87) 등에 이르기까지 그의 고전 서사 차용은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
다.88) 요컨대,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은 𰡔구운몽𰡕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전에 대한 차용, 패러디라는 측면은 1990년대에 들어와 선행연구자들의 관심
사가 되어 왔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측면을 최인훈의 개인적인 작가의
식과 창작방법으로만 해석해 온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분석들은 대체로
1950년대 후기부터 1960년대 전반,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통에 관한 논의가
당대 담론장의 이슈였다는 점을 간과하게 되는 한계를 보인다. 4ㆍ19 혁명 이후
민족주의에 대한 열기가 붐을 이루는 가운데, 전통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는 점
에서 당대 전통 담론에 대한 고찰은 최인훈의 작가인식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89)
86) 이 작품은 國際 P.E.N.클럽 韓國本部의 作家 基金에 의하여 집필되었다. 기존 연보에서
는 1966년 6월부터 𰡔문학𰡕지에 연재가 시작되었다고 되어있으나, 직접 확인한 결과 1966
년 5월부터 연재가 시작되었다. 1967년 1월 잡지가 중단되었으며, 𰡔서유기𰡕는 1971년 을
유문화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1971년 을유문화사에서 간행된 𰡔서유기:
현대한국신작가전집 7𰡕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 (서:면수)로 표기하기로 한다.
87) 기존 연보에서는 ｢옹고집뎐｣이 1969년 𰡔월간문학𰡕 6월호에 발표되었다고 되어있으나, 직
접 확인한 결과 𰡔월간문학𰡕 1969년 8월호에 발표되었다.
88) 서양의 고전에 대한 차용의 측면에서는, 발표매체를 달리하며 연재된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
(1963.6~1966.여름) 연작도 함께 언급될 수 있다.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𰡕(1970.2~1971.4)
연작의 경우 고전서사의 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식민지 시기 박태원의 동명의 작품
에 대한 패러디이다. 한편, 최인훈 희곡세계는 바보온달 설화(｢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 𰡔현대문학𰡕, 1970.7), 아기장수 설화(｢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 𰡔세계의 문학𰡕,
1976.9), ‘문둥이’ 설화(｢봄이 오면 산에 들에｣, 𰡔세계의 문학𰡕, 1977.봄), 호동왕자 설화(｢
둥둥 낙락둥｣, 𰡔세계의 문학𰡕, 1978.여름), 심청전 (｢달아 달아 밝은 달아｣, 𰡔세계의 문학𰡕,
1978.가을), 독일 구전설화를 바탕으로 한 동화(｢한스와 그레텔｣, 문학예술사, 1982)와 같
이 전설과 설화의 차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89) 최인훈의 패러디와 1960년대의 전통논쟁을 연결시킨 논의는 드물다. 한승우의 논의는
1960년대 전통논쟁 시기와 최인훈 패러디 소설 창작 시기가 겹치고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

4ㆍ19 혁명 이후 민족주의 담론의 고양과 함께 1960년대 초 역사학과 한국학
연구를 지배해 온 패러다임은 내재적 발전론이었다. 전통론은 우리에게 전통이
있는가,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점을 둘러싸고 빈곤, 부재와 단절, 계승과 극복 등
다양한 맥락과 견지에서 논의되었다.90) 1962년 𰡔사상계𰡕의 ‘현대 시 50년 심포지
움’과 ‘신문학 50년 심포지움’에서는 우리의 고전에서 이어 받을 전통이 있는가,
‘한국적인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91) 특히 식민지 시기
임화의 𰡔신문학사𰡕 이후 ‘이식 문학사’라는 전통단절론에 근거한 문학사 서술92)
은 1960년대 문학비평에서 극복되어야할 우선적이고도 당위적인 목표였다. 따라
서 당대 문단은 일제강점에 의해 단절되어 버린 연속성을 회복하고, 한국문학사
전체를 관통하는 문학사를 구성하려는 열망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전통론
은 전후 신세대 비평가에게도 자못 중요한 것이었는데, 구세대 비평가와의 ‘구별
였기에, 최인훈의 작가의식과 당대 전통담론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한승
우, ｢최인훈의 작가의식과 페로디 소설 고찰｣, 𰡔어문논집𰡕 46, 중앙어문학회, 2011.); 장성
규는 최인훈의 고전 서사 장르 전유를 후기-식민지인으로서의 자기인식과 식민주의적 전통
담론에 대한 비판과 관련지어 고찰한 거의 유일한 논문이다. 그는 5ㆍ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주도의 전통 담론 형성이 진행되면서, 제국주의적 시선이 내재화된 ‘전통의 박제화’ 현
상에 대한 경계가 최인훈의 𰡔구운몽𰡕, ｢열하일기｣ 등의 작품에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그런
데 당대 전통 담론은 군사정부의 전통 담론과 일정 지분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지향과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좀 더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
부주도의 ‘한국적인 것’의 전유는 주로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인훈의 고전 서사 차용을 국가주도의 전통담론에 대한 비판이라고만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장성규, ｢후기 식민지에서 소설의 운명: 최인훈의 고전 서사 양식 전
유를 중심으로｣, 𰡔한국근대문학연구𰡕 31, 한국근대문학회, 2015.)
물론, 1958년 건국10주년 기념행사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개최되었고, 1962년 문화
재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1964년에는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1962년 전
후는 전통이 국가 주도의 관리 안에 놓이는 시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전통담
론과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은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야 가속화되기 때문에 1960년대 초반
은 아직 문화공보부, 문예진흥원 등을 필두로 한 문화정책과는 아직 거리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90) 특히 당대 전통 논의는 크게 전통을 부정한 서구주의자와 내재적 발전론을 수용하여 전통
을 옹호하거나,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찾으려는 논자들의 것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박찬승의 논의에 따르면 내재적 발전론 안에서도 사적 유물론을 원용하여 한국사
혹은 한국문학사의 발전과정을 세계(문학)사의 기본법칙으로 설명하는 입장과 조선후기에서
근대의 싹을 찾으려는 근대주의의 입장으로 양분할 수 있다.(박찬승, ｢한국학 연구의 패러
다임을 둘러싼 논의: 내재적 발전론을 중심으로｣, 𰡔한국학논집𰡕 3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
소, 2007, 73~117면 참조.)
91) 하상일, 𰡔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과 매체의 비평전략𰡕, 소명출판, 2008, 69면.
92) 해방 이후 백철의 𰡔조선신문학사조사𰡕(수선사, 1948), 조연현의 𰡔한국현대문학사𰡕(𰡔현대문
학𰡕, 1955)는 이식 문학사라는 기본 명제에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짓기’를 하는 전략으로 호출되었다.93) 요컨대, 문학계에서 당대 전통론은 이식문
학론을 극복하고, 구세대 문단권력에 대한 비판의 논리로 호명되었다. 이러한 논
의의 의의는 문학사 서술에서 식민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의 정체성론과 타율성론,
즉 근대문학의 이식성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계기가 되며, 전통을 세계사적 보편
성 안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통해 한국문학을 세계사적 보편성의 차원에서 살필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서영채의 논의에 따르면, 당대에 통용되었던 ‘전통’은 민족적 정체성 수
립이라는 당위론적 명제의 반복일 뿐, 구체성을 갖추지 못한바 ‘텅 빈 기표’였다
고 할 수 있다.94) 당대의 전통론이 근대적으로 발명되고 구성된 전통이라는 담론
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전통에 대한 자의식이 뚜렷하지 못했다는 반증
으로 읽을 수 있다. 또한 당대 내재적 발전론의 논리는 5ㆍ16 쿠데타 세력의 ‘민
족’ ‘주체성’과 결합하기 쉬운 것이었다. 전통의 의미화에 있어 현재를 특권화 함
으로써 5ㆍ16 “革命政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아간 정태용95)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래형의 전통이나 과거형의 전통 또한 그 한계를 찾을 수 있
다. 노지승에 따르면, 𰡔청맥𰡕지의 논의에서 민족주체성이 앞으로 가져야 할 미래
형의 전통이었다면, 이어령에 있어서 전통은 과거형의 것이었다.96) 해방 직후 과
93) ‘화전민 의식’을 강조했던 이어령은 조연현의 ｢민족적 특성과 인류적 보편성: 서정주와 김
동리의 전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𰡔문학예술𰡕, 1957.8)에 대한 반박글인 ｢토인과 생맥
주｣(𰡔연합신문𰡕, 1958.1)에서 전통을 토속성, 지방성과 착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화전
민 의식’이라는 용어에서도 전통 없는 민족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포즈를 읽을 수 있다. 유
종호 또한 ｢土着語의 人間像｣(𰡔현대문학𰡕, 1959.12), ｢전통의 확립을 위하여｣(𰡔세계𰡕,
1960)에서 그는 전통과 ‘토속적인 것’, ‘민속적인 구분하면서, 그러한 것들만 ‘한국적’, ‘전
통적’이라고 ‘우기’는 것에 대해 다소 감정적인 비판을 한다. 이러한 ‘토속적인’ 로컬리즘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는 기성의 문단권력의 김동리, 서정주, 조연현으로 대변되는 문협 정통
파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 기입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94) 서영채는 당대 전통논의에서 전통의 의미가 긍정적인 것으로서의 전통과 부정적인 것으로
서의 인습을 구분해야 하고, 현재에도 의미를 지닌 것, 유럽발 모더니티에 의해 사상된 전
근대 한국의 고귀한 것들이라는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의미로 통용될 뿐이었다고 말한다.(서
영채, ｢민족, 주체, 전통: 1950~60년대 전통논의의 의미｣, 𰡔민족문학사연구𰡕 34, 민족문학
사학회, 2007, 19~20면.) 이 글에서 서영채는 조연현의 논리를 엘리어트의 전통개념으로
비판한 이어령이 구사한 전통이라는 용어 또한 엘리어트식 전통개념보다는 전통이라는 한
국어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에 훨씬 가까웠음을 지적하고 있다.
95) 정태용, ｢한국적인 것과 문학: 백, 유 양씨의 소론에 대하여｣, 𰡔현대문학𰡕, 1963.2; 정태
용, ｢傳統과 主體的 精神: 世代意識 없이 옳은 傳統은 없다｣, 𰡔현대문학𰡕, 1963.8.
96) 𰡔청맥𰡕과 이어령의 논의에서 전통을 과거형과 미래형으로 추출한 것은 노지승의 견해를
따른 것임을 밝혀둔다. (노지승, ｢긍정적 정체성으로서의 근대문학 서술과 근대성의 재의미
화: 1960년대~70년대 초반 문학비평에서의 전통과 근대성｣, 𰡔우리말 글𰡕 54, 우리말글학

거와의 대면, 즉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미래형인 한국적
인 것을 탐색한다는 것은 출발부터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97) 𰡔청맥𰡕과 이어령
이 제시한 전통이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현
재에는 부재하고 미래에 선취되어야 할 전통개념과, 현재에는 부재하고 과거에만
고착되어 있는 전통개념은 과거-현재-미래로 구획되어 공간화 된 시간관에 의거
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래형의 전통개념과 과거형의 전통개념
은 서로 다르지만, 역설적으로 같은 지점을 공유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현재가
특권화 된 전통 또한 과거와 미래와 단절적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었
다. 이러한 당대적 맥락은 최인훈의 이 시기 창작활동이 당대 전통담론과 일정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어떤 지점에서 차별화 되는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전통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 전통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서 문학하
기라는 문제는 1960년대부터 𰡔화두𰡕에 이르기까지 최인훈의 ‘화두’였다.98) 특히
𰡔구운몽𰡕은 ‘미이라’와 ‘고고학’ 모티프를 통해 전통 문제에 대한 최인훈의 인식
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선행 텍스트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
면서도,99) 제목을 그대로 차용함으로써 전통 고전의 환기를 유도한다. 이 작품의
서사의 세 층위는 각각 등장인물 ‘독고민’이 광장에서 총살당했다가 부활하는 과
정이 중심이 되는 서사, 동사한 독고민의 시체와 ‘김용길 박사’가 관련된 서사,
고고학 입문 필름 시사회와 관련된 서사이다. 이러한 복잡한 겹구조와 ‘꿈’이라는
굴절의 기제는 일단 5ㆍ16 이후 자기 검열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100) “시대가
회, 2012, 19면.)
97) 김주현, ｢1960년대 ‘한국적인 것’의 담론 지형과 신세대 의식｣, 𰡔상허학보𰡕 16, 상허학회,
2006; 김주현, ｢實學수용과 1960년대 民族文學論의 전개｣, 𰡔어문연구𰡕 34-4, 한국어문교
육연구회, 2006; 김주현, ｢1960년대 소설의 전통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참조.
98) 전통의 연속성 문제에 대한 인식은 최인훈 1960년대에서 1970년까지의 10년 간의 자신의
비평을 모은 𰡔문학과 이데올로기𰡕 머리말(1970.12)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99) 손유경, ｢최인훈ㆍ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텍스트의 자기반영성 연구｣, 앞의 논문, 34~35면.
100) 사후적 진술이기는 하지만, 최인훈은 𰡔광장𰡕을 쓸 때 “이제부터의 문필 생활은 무언가
개방된 지적 토론의 분위기가 통상화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졌”지만 이 전
망은 달리 전개된 상황에서 또다시 무너졌다고 회고한 바 있다. “한 무리의 군인이 지휘한
반란이 국가를 가로”채버린 5ㆍ16은 4ㆍ19혁명 이후 공인된 사회적 무대에서 비로소 소설
이 침묵하지 않을 수 있게 된 활기를 잠식해버린 것이다.(최인훈, 𰡔화두1: 최인훈전집 14𰡕,
문학과지성사, 2008, 365면.)
“𰡔광장𰡕은 4ㆍ19와 5ㆍ16 중간에 쓰여졌지요. 50~60년대는 한국사회 전체가 아주 두꺼

거듭 내보이는 혼돈과 신비와 복마전伏魔展의 원경遠景”101) 속에서의 글쓰기의
변모와 자기 검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소설
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작품의 창작은 단절된 역사의 연속성을 회복하고, 전통을
의미화하려는 작업의 일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棺) 속에 누워 있다. 미이라. 관 속은 태(胎)집보다 어둡다. 그리고 춥다. 그
는 할일없이 펀히 눈을 뜨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 벌써 얼마를 소리없이
기다려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몇해가 되는지 혹은 몇 시간인지 벌써 분간하
지 못한다. 혹은 몇분밖에 안된 것인지도 모른다. 똑 똑. … 누구요? 저애요. 누
구? 제 목소릴 잊으셨나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많이 귀에 익은 목소리. 빨리
나오세요. 따뜻한데루가요. 저하구 같이. 그는 두 손바닥으로 관 두껑을 밀어 올리
고 상반신을 일으켰다. … 그는 몸을 이르켜 관에서 걸어 나왔다. … 한참 걸으니
동굴 어구처럼 흐미한 곳으로 나선다. 계단이 있다. 두리번거리면서 한 계단 한 계
단 밟아 올라간다. 캄캄한 겨울밤 독고민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간다. 지난밤 꿈을
골똘히 생각하면서.(구:12, 밑줄은 인용자)

𰡔구운몽𰡕은 ‘미이라’가 “귀에 익은 목소리”의 요청에 응답하여 관에서 걸어 나
오는 기괴한 장면으로 시작된다. 죽은 자가 가사(假死)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
나는 광경, 유령과 되살아난 시체는 언캐니의 보편적 근원이라는 점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걸어 나오는 미이라의 이미지는 언캐니하다.102) 물론, “지난밤 꿈”
운 금기의 철책 속에 둘러싸인 시대였습니다. 45~50년에 이르는 시기는 20세기 한국현대
사의 온갖 문제들이 가장 터부없이 폭발한 때 아닙니까. 그러다가 전쟁을 치른 뒤 사상의
한 갈래만 남고 모조리 공인된 사회적 무대에서 사라졌지요. 소설도 침묵했는데 4ㆍ19가
말문을 텃어요. 𰡔광장𰡕을 쓰면서 비로소 소설의 눈앞의 현실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로구나 하고 새삼 느꼈지요.
그런가 하면 5ㆍ16 직후에 쓴 𰡔구운몽𰡕은 좀 다르지요. 쿠데타 이후를 그린 건데 상징적
이고 초현실적인 기법을 썼어요. 이를테면 램브란트에서 피카소로 갑자기 화풍을 바꾼, 뭐
그런셈인데 그렇다고 작가의 세계관이나 미적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었거든요. … 이승만
정권은 그래도 형식은 민간정부였는데 군인이 느닷없이 권력의 핵심에 들어온 거에요. 그
것은 아직도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는 정신적 외상을 입혔어요.”(김인숙ㆍ최인훈(대담), ｢함
께 되물어야할 ‘변혁시대 글의 사명’ 문화갈등을 넘어｣, 𰡔한겨레𰡕, 1989.06.07.)
101)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𰡔길에 관한 명상: 최인훈전집 13𰡕, 앞의 책,
22~23면. 이는 𰡔회색인𰡕 창작에 대한 회고이기는 하지만, 𰡔광장𰡕과 5ㆍ16 이후 발표된 𰡔
구운몽𰡕이 보여주는 혼돈 또한 바로 이러한 의식의 변모로 설명 가능할 것이다.
102) 낯익은 낯섦이라는 모순적 규정으로 설명되는 언캐니라는 감정의 기저조건에는 억압된
것의 회귀, 동일한 것의 반복, 분신, 생각의 전능성, 죽은 자의 귀환, 숨어 있는 해로운 힘
들, 욕망의 순간적인 실현 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언캐니

이라는 서술로 인해 도입부가 독고민의 꿈이었으리라는 점이 뒤늦게 밝혀진다.
그러나 꿈 혹은 꿈에서 깨어나는 표지가 없이 미이라가 곧바로 초점 인물인 독고
민으로 이행되는 서술기법으로 인해 미이라와 독고민의 경계는 모호하게 처리된
다.
미이라가 ‘태(胎)’를 연상시키는 관의 뚜껑을 열고 걸어 나오는 첫 장면은 작품
의 전체의 주제와 전개를 상징하고 있는 근원적인 장면이다. 미이라의 상징성은
그것이 등장하는 최인훈의 평론을 참조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외설이란 무엇인
가｣라는 글에서 최인훈은 인류 역사의 연속성을 증언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강조
한다.103) 그리고 그는 ‘미라’에게서 인류 역사적 연속성의 증인의 면모를 발견한
다. 이 글에서 미라는 “옛 인간들이 우리를 생명에로 부르는 목소리”이자 “천년
후의 너희들하고도 동시대인이고 싶다, 하는 시간에의 도전”, “예술의 동시성” 등
의 의미를 갖는다.104)
미이라라는 형상은 이미 𰡔광장𰡕105)에서도 등장했다. 𰡔광장𰡕에서 그것은 서사와
긴밀한 관련 없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𰡔광장𰡕 연구에서 미이라가 주목
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죽음, 시체, 유령, 죽은 자의 귀환이다.
프로이트는 위 논문에서 죽음과 관련된 두 가지 정동을 구별한다. 과거에 죽은 자가 귀
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살아있는 주체가 미래의 순간에 닥쳐올 필연적인 죽음을 받아들
여야 된다는 것을 상상해야 하는 곤혹스러움이 그것이다. 프로이트는 전자는 계몽주의 이
후에는 미신으로 간주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지만, 후자의 경우 계몽된 정신에서도 여
전히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문명의 합리성이 얼마나 쉽게 자연 세계에서 초
자연적인 간섭을 암시하는 어떤 비범한 현상에 의해 덜컹거리게 되는지를 지적한 것이다.
(막스 밀네르, 앞의 책, 257면 참조.)
103) “모든 예술은 … 모두 동시대인의 예술이다. 인류라는 동시대인의 예술이기 때문에 우리
는 고전을 이해할 수 있다. 예술은 당대의 통념과 위선과 환상을 넘어 생명의 영원한 메시
지를 호소한다. 당대의 풍문을 이기고 생명의 광장에 나오는 힘, 그것이 예술의 힘이며 당
대의 통속의 풍문에 매인 예술의 대용품이 통속이며 외설이란 통속의 예술이다. 예술이란
문명이라는 과도기의 세대에도 맥맥히 흐르는 1) 에덴의 기억이며 2) 에덴의 상실감이며
3) 유토피아에의 의지이며, 인류 역사의 연속성의 증인이며 죄와 재앙 가운데서의 뉘우침
이며 회복의 전의이다.”(최인훈, ｢외설이란 무엇인가｣, 𰡔문학과 이데올로기: 최인훈전집 12
𰡕, 앞의 책, 218면.)
104) “미이라를 만든 사람들은 생명의 해탈이 아니라 생명의 완성을 원했던 것이다. 육체가
움직임을 버린 다음에도 멈출 수 없었던 생명에의 의지가 미이라다. 그것은 옛 인간들이
우리를 생명에로 부르는 소리다. 너희도 죽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년 후의 너희들하
고도 동시대인이고 싶다, 하는 시간에의 도전이다. 예술의 동시성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최인훈, ｢외설이란 무엇인가｣, 위의 글, 같은 면, 밑줄은 인용자)
105) 𰡔광장𰡕은 𰡔새벽𰡕 1960년 11월호에 발표되었고, 1961년 정향사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되었
다. 본고는 𰡔새벽𰡕에 실린 𰡔광장𰡕을 대상으로 하며, 이후 인용할 때는 (광:면수)로 표기하
고자 한다.

을 받지 못해온 이유 역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이라는 최인훈의 작품 속
에서 변주되면서 거듭 등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모티프이
다.106)
(1) 정선생은 전번에 거리에서 만났을 때 어느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미이라를
사놨는데 얼마전에 도착했으니 보러 오라고 했다. … 그 이야기를 들은 날 그는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했다. 수천년전에 살았던 인간의 표본. 잡담 제하고 기막힌
일이었다.(광:246~247, 밑줄은 인용자)
(2) 정선생은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선생의 침실이었다. 침대가 놓인 쪽과
반대 편에 벽 전면을 가린 휘장을 걷자 그 뒤에 또 한대의 침대가 놓이고 명준은
그 우에 놓은 사람의 형상을 보았다. 미이라였다. 도장(塗裝)한 물질의 표면이 가
는 실처럼 균열(龜裂)이 져 있고 전체의 인상이 몸의 어느 부분이고 과도하게 모
가 진 느낌이었다. … “서양인들이 에집트에 가서 고분을 발굴해서 약탈하던 시절
에 몰래 국외로 반출된 것일꺼야. 어느 영국 부호가 가지고 있다가 일본 귀족에게
로 넘어 갔던 게 이번에 나한테 온 거야. … 서양 부호들의 수집품 속에는 국보급
에 속하는 후진국들의 고대 유물이 상당히 있는 실정이지만 상인들이나 당사국간
에 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은 더 추궁않기로 한 이를테면 기정 사실
이 돼 있지.” … 이끼낀 장엄한 시간이 몸 속에 소리쳐 흘러 오는 듯한 감격이 있
었다. … 명준은 꿈에서 깬듯 제 정신이 들었다. 휘장 하나 너머에 방금 본 신비
한 물체가 누워 있다는 게 거짓말 같았다. … “전 정말 가끔 가다 선생님 곁에서
이런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치루지 않으면 제 생활이란 훨씬 보잘 것 없는 걸 겁니
다.”(광:254, 밑줄은 인용자)

이명준이 정선생과 ‘사는 것처럼 사는 법’과 ‘오늘날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장
광설로 토론하기 전 미이라를 보는 것은, 서술자가 의식적이고도 자각적으로 미
이라를 배치했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고고학자이며 여행가”, “역사의 뒷골목
이야기에 관한 대가(?)”인 정선생이 미이라를 사놨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명준은
밤을 지새울 정도의 감격을 드러냈다. 여기서 “시간이 실각한 장소”나 무정부 상
106) ｢가면고｣와 𰡔구운몽𰡕에는 ‘미라’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화가와 댄서가 등장한다. 또한 𰡔
광장𰡕의 이명준은 미이라를 보러 가는 대신 영미를 만났던 것을 후회하며, 정선생 집에서
미이라를 본 후 윤애를 만나러 떠난다. 이처럼 정선생의 집으로 미이라를 만나러 가는 일
의 앞이나 뒤에는 항상 여성과의 만남이 놓여 있다. 그것은 𰡔광장𰡕에서 여인과의 만남에
필적하는 혹은 그것과 관련된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태가 아니라 “정부가 너무 많은”, “지구상에 일었다가 쓰러진 왕조(王朝)들이 모
조리” “연립정부”(광:253)를 만들고 있는 공간으로 표상되는 정선생의 집은 미이
라의 의미를 가늠하게 한다. 그 공간에 신비스럽게 놓여있는 미이라의 존재는 지
구상의 모든 시간들과 역사를 떠안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그것은 역사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107)
두 번째 인용문은 이명준이 고대하던 미이라와 조우하는 대목이다. 그는 그것
을 통해 장엄한 시간의 경외를 느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의미와 권태로 점철
되었던 그의 생활은 겨우 활력을 얻는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미이라가 정확히
어떠한 맥락에서 놓여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함의하는지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는 않는다. 다만 주목할 점은, 고대 유산인 이집트 미이라가 서양 제국주의의 침
략에 의해 약탈되어 국외로 반출되었고, 영국 부호-일본 귀족-정선생의 경로로
이동되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제국에 의해 약탈된 식민지적 유산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국-일본-한국의 경로는 일본을 매개로 ‘중
역’된 식민지적 유산에 관한 은유로 독해할 여지가 있다. 𰡔광장𰡕에서 이명준의 고
뇌는 역사와 혁명의 ‘현장’인 서구에서 소외되어, ‘풍문’과 공문으로서 시달된 것
만을 보고 듣고 동어반복(同語反覆)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괴리라고 볼 수 있
다.108) 남과 북은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동형적이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역사의
연속성마저 ‘중역’된 형태로서 구경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국주
의와 식민주의라는 조건은 마치 침묵하며 누워있는 미이라와도 같이 작품상에서
명시화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징후적인 텍스트로 읽을 수 있다.
𰡔새벽𰡕과 정향사판109)과는 달리, 1973년 민음사판과 1976년 문학과지성사 전
집판 이후의 판본에는 장차 일본 사람들이 훔쳐간 우리 유물을 찾는 것이 큰 일
이라는 정선생의 말이 추가적으로 삽입되어 있다.110) 이를 통해 1960년과 1961
107) 미이라는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선조적 시간의 연속이라기보다는, 과거와 현재가 동
시대적으로 공존하는 연속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간이 오히려 실각한 곳에서 과거의 왕
조들이 연립정부를 만들고 있을 수 있다.
108) 장문석, ｢‘우리 말’로 ‘사상(思想)’하기?!: 후기식민지 한국과 𰡔광장𰡕의 다시 쓰기｣, 𰡔사이
間SAI𰡕 1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4; 장문석, ｢후기식민지라는 물음: 최인훈의 𰡔회색
의 의자𰡕에 관한 몇 개의 주석｣, 앞의 논문, 42면.
109) 최인훈, 𰡔광장𰡕, 정향사, 1961, 50면.
110) “서양 부호들의 수집품 속에는 국보급에 속하는 후진국들의 고대 유물이 상당히 있는 실
정이지만 … 이를테면 기정 사실이 돼 있지. 장차 일본사람들이 훔쳐간 우리 유물을 찾는
게 큰일이야. 아무튼 잘 봐 두게. 막 공개하는 것이 아니니깐 말일세.”(최인훈, 𰡔광장𰡕, 민
음사, 1973, 52면, 밑줄은 인용자)

년의 서술자-작가에게 일제 식민지 유산의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
𰡔광장𰡕의 미이라가 암시적으로 놓여만 있었다면, 𰡔구운몽𰡕에서 미이라는 누군
가의 부름을 받고 관을 박차고 나와 광장으로 이끌린다. 망각되고 단절되었던 우
리 역사의 연속성을 증언하려는 시도는 이 작품에서부터 구체화 되었다. 역사의
단절과 망각에 대한 인식과 그 극복 의지는 왠지 낯익은 듯한 목소리와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여인, 망각했느냐고 묻는 목소리의 존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독고
민은 추운 겨울 아파트로 돌아와 “민. 얼마나 오랫만에 불러보는 이름입니까?”라
고 시작되는, 익명의 편지 한통을 받는다. 그리고 이는 관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
리고 있던 미이라에게 “제 목소릴 잊으셨나요”라고 말을 건넸던 낯익은 목소리를
환기시킨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무언가 오랫동안 망각된 것이 있음을 환기하고
기억하기를, 잊지말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독고민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총살을 당하는 것과 같이 매우 지난한 과정으로 그려진다.
그 익명의 편지 내용은 “돌아 오는 일요일”에 아세아 극장 앞 ‘미궁’다방에서
만나자는 것이다. 어떠한 증거가 없음에도 독고민은 편지의 발신인을 그를 배신
하고 떠난 옛 애인인 ‘숙’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그는 약속된 일요일, 약속 장소
에서 애인 숙 혹은 편지의 발신인을 만나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다 얼어붙은 분
수가 있는 광장에 이른다. 여기서 숙이 왜 오지 않았을까, 그녀는 왜 편지했을까
하는 물음과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여인의 존재는 이 소설에서 서사를 추동하는
계기가 된다. 독고민은 숙을 만나려, 그리고 “어디선가 많이 본 여자”(구:18), “어
디선가 본듯싶은”(구:19, 29, 36, 58) 그러나 잘 생각나지는 않는 여자를 쫓다가
막다른 골목과 광장에 나서게 되기 때문이다.111)
결국 그 수수께끼에 의해 독고민은 자신을 각각 “선생님”, “사장님”, “선생님”
혹은 “우리 그이”, “여보” 등으로 오해하는 젊은 시인들, 노인의 은행 중역들, 발
레리나들, 여급 에레나와 마담, 보이, 깡패들의 무리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쫓기며 낯설고도 “낯익은 거리”(구:29)를 미로와 같이 헤매게 된다. 이상의 ｢오감

“서양 부자들 수집품 속에는 국보급에 드는 약한 나라들의 고대 유물이 상당히 있는 실
정이지만 … 이를테면 기정 사실이 돼있지. 장차, 일본 사람들이 훔쳐간 우리 유물을 찾는
게 큰 일이야. 아무튼 잘 봐두게, 막 내놓는 것이 아니니깐 말일세.”(최인훈, 𰡔광장: 최인훈
전집 1𰡕, 문학과지성사, 1976, 53면, 밑줄은 인용자)
111) 그리고 이는 첫 장면에서 관 속의 미이라가 귀에 익은 목소리에 의해 추동되어 비로소
관을 열고 걸어 나오는 것과 유사하다.

도｣의 13인의 아해와도 같이 독고민은 낯익은 거리에서 공포를 느끼며 자꾸만 내
달린다. 혁명군 방송과 정부군 방송이 교차되는 가운데, 정부군 방송에 의해 반란
수령으로 지명된 독고민은 광장에서 총살되기에 이른다.
독고민 서사에서 등장하는 공간지표는 ‘아세아 극장’과 ‘S로 2가’, ‘광장’이다.
이는 종로 청계천 주변에 위치했던 아세아 극장과 을지로 2가 혹은 종로 2가, 시
청 광장 등 4ㆍ19와 관련된 공간을 환기한다. 또한 김용길 박사의 서사에서 독고
민의 사체가 4ㆍ19에 의해 목숨을 잃은 간호부장의 아들을 환기한다는 점, 그가
혁명 수령으로 오인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결국 독고민은 4ㆍ19 혁명 때 ‘죽은
자’로 규정할 수 있다. 독고민이 총살당하기 전, 숙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공식 역사에서 잊혀지고 애도되지 못한 그의 죽음의 속성을 보여준다. 특히나 독
고민의 서사는 5ㆍ16 이후 ‘세대’의 이름으로 전유된 4ㆍ19혁명에 대한 사후적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112)
우리의 시단(詩壇)을 살펴봅시다. … 날카롭던 전위시인과 전위비평가들은 눈에
뜨이지않게 발을 뺄수있는 전향성명서를 작성하느라고 밤을 새웁니다. 사람들은
오래 기억못합니다. 민중처럼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도 없지요. 어제의 매국노가 오
늘의 애국자래도 곧이 듣습니다. 어제의 슈르 레알리스트가 구렁이 담넘듯 온건한
레알리스트로 변해도 그들은 간파하지 못합니다. … 귀중한 목숨. 사람의 팔다리가
데굴데굴 굴른다는 얘기도 한 두 번이지 세월이 가면 물립니다. 어머니들은 외아
들의 전사를 잊어버리고 자선 사업과 양로구락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아
직도 우리는 그 시대를 기억합니다. 참 그 기막히던 시절. 죽음과 굶주림이 우리와
같이 살던 계절. 우리는 그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도 소용없읍니다. … 고색

112) 손유경은 𰡔구운몽𰡕에서 젊은 세대의 상징인 청년 시인들과 구세대 은행 중역들 간의 갈
등을 4ㆍ19혁명을 담당한 진보 세력과 그것에 찬물을 끼얹은 5ㆍ16 반동 세력 사이의 갈
등으로 분석하였다. 4ㆍ19를 주도한 학생들에 대한 당대 비판들을 서술자가 자각적으로 배
치하였고, 신구의 대립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타당성을
갖는다.(손유경, ｢최인훈ㆍ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텍스트의 자기반영성 연구｣, 앞의 논문.)
다만 본고는 5ㆍ16군사 혁명의 부당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 젊은 시인
들의 주장 또한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에 선다.
권명아는 4월혁명과 그 실패를 둘러싼 당대 담론 구조가 𰡔구운몽𰡕의 서사적 원료임을 지
적한다. 또한 권명아는 이 작품에서 혁명을 사유하는 것은 비단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
니라, 부당한 죽음과 대면하는 것이라는 점을 도출한다. 필자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도, 이
작품에서 4ㆍ19 혁명에 대한 사후적 인식의 맥락을 보다 세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5ㆍ16
이후의 사후적 시점 외에도, 이 작품의 가장 바깥 서사를 통해 먼 미래의 시점 또한 이 작
품에 가로지르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창연한 산수화와 괴기한 벼룻돌을 슬그머니 끌어 당기며 그들의 신념은 사실은 부
동(不動)이었노라고 술회하기 시작합니다. … 옛날의 우리 전우들이 이제는 슬금
슬금 꽁무니를 뺍니다. … 우리의 연인들은 춘향전을 읽기 시작하고 국악은 어딘
지 그윽한데가 있다고 넌지시 암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이해하
지 못한 것입니다. 몸서리치는 값을 치르고도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
입니다. 겉멋으로 포우즈를 잡았을뿐. 유행으로 밖에 이해못한 것입니다. 참새 가
슴보다 얕은 끈기. 할수없는 카멜레온들. 칠면조들. 곰팡내나는 벼룻돌과 이끼낀
산수화(山水畵)와 표지 떨어진 성경책들과 전도 부인들이 대승정(大僧正)들과 외
국장군들의 힘을 빌어 교활하고 음흉한 역습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순결의 시대를 가져오는 대신에 보다 나쁜 소돔의 시대
허위의 시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반역자의 누명을 씌우고 역사책
에 이렇게 기록하려고 음모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을 가리켜 경솔하고 주책없고 음
란하고 어른들 말 듣지 않고 그러면서 실력 없고 무모하고 함부로 까불고 철딱서
니없고 지조없고 겁쟁이고 자존망대하고 예술을 망쳤으며 결국 형편없는 개새끼들
이란 올개미를 씨워서 묻어 버리려 합니다.(구:20~22,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전위적인 시인 그룹을 수식하고 있는 “경솔하고 주책없고 음란
하고 어른들 말 듣지 않고 그러면서 실력 없고 무모하고 함부로 까불고” “예술을
망”쳤다는 표현은 4ㆍ19세대에 대한 당대의 비판들과 관련된 것이다.113) 1960년
대 문학 장에서 4ㆍ19 직후 기성세대는 신세대인 4ㆍ19세대를 ‘숭고한’ 희생으로
추앙했지만 곧 그들을 ‘무사상적 행동주의’로 명명하며 부정적으로 표상하였
다.114) 이 작품에서 ‘카멜레온’으로 표상되는 구세대 및 5ㆍ16의 담론에 물든 이
들은 젊은 시인들에게 “반역자의 누명”을 씌우려 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친구
마저 무모한 짓을 그만두라고 설득하는 것은 4ㆍ19의 혁명의 정신이 이미 망각
되고, 국가에 의해 5ㆍ16 혁명의 정신으로 전유되었던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5ㆍ16 역시 처음에는 ‘혁명’으로 호명되었고, 쿠데타 주체 세력도 4ㆍ19혁
명 1주년 기념일에 거사를 계획했을 만큼 그들은 자신의 쿠데타를 4ㆍ19와 동일
시하려 했다. 그리고 4ㆍ19로 분출했던 민족주의적 요구는 5ㆍ16 이후 군부독재
세력에 의해 전유되면서 억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115)
113) 손유경 또한 이를 지적하였다.(손유경, ｢최인훈ㆍ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텍스트의 자기반
영성 연구｣, 앞의 논문, 32면.)
114) 유창민, ｢1960년대 신진시인의 세대의식 연구: 황동규, 마종기, 정현종을 중심으로｣, 건
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참조.

위의 인용문에서 ‘춘향전’과 ‘국악’, “이끼낀 산수화”, “복고(復古)의 계절”이라
는 표현은 1960년대 유행한 전통담론, 국학의 유행에 대한 일정한 거리를 드러내
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술자는 당대의 전통담론의 유행을 “어제의 매
국노가 오늘의 애국자”가 되는 것, 전쟁의 기억을 망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
는 전통담론이 민족적 수치의 기억인 식민지 역사를 쉽게 망각하고, 국수주의적
성격으로 변질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민족적 자긍심과 우월성, 자생적 근대화론
등을 강조하다보면 국수주의적 성격으로 변질되어 “거짓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언어와 현실이 괴리된 풍문의 나라인 “루멀랜드”로 한국을 그리고 있
는 ｢열하일기｣(𰡔자유문학𰡕, 1962.7ㆍ8)에서 루멀랜드는 ‘멋’이라는 전통을 가진
나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이희승이 제시한 ‘멋’과 조윤제가 제시한 ‘은근과
끈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의 미적 특질을 두고 벌어진 ‘멋’ 논쟁을 연
상시킨다.116) 서술자에게 이러한 ‘멋’과 ‘풍류’, ‘은근함’이라는 것은 반어적인 조
소의 시선으로 포착된다.117) 이를 통해 작가는 역사적 연속성과는 거리가 먼, 복
고적인 경향에 대해 거리를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인훈에게 전통이란 현대
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그 현대라는 시간이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118)
그것은 비단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과거와의 대면을 전제로 하여 현재 속
에서 끊임없이 복원되고 새롭게 의미가 구성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미래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5) 4ㆍ19 이후의 민족주의적 요구는 1960년대의 연대의 이념인 자주와 통일을 요청하는 것
이었다. 식민 현실 속에서 민족주의는 곧 자주화를 의미했다. 그리고 분단이라는 모순 앞에
서 민족주의는 통일이라는 또 하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고, 혁신세
력과 급진적인 대학생들이 기꺼이 민족주의 대오에 동참했다. 다양한 통일론이 제기되었고
통일운동이 전개되었다. 더불어 한미경제협정 반대와 행정 협정 체결 촉구 운동과 같은 자
주화를 추구하는 저항도 존재했다.(김정인, ｢내재적 발전론과 민족주의｣, 𰡔역사와 현실𰡕
77, 한국역사연구회, 2010, 188면.)
116) 이희승, ｢멋｣, 𰡔현대문학𰡕, 1956.3; 정병욱, ｢우리 문학의 전통과 인습｣, 𰡔사상계𰡕,
1958.10; 조윤제, ｢‘멋’이라는 말｣, 𰡔자유문학𰡕, 1958.11; 이희승, ｢다시 ‘멋’이라는 말에 대
하여｣, 𰡔자유문학𰡕, 1959.2~3. ‘멋’ 논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서영채의 논문을 참조
하기 바란다.(서영채, ｢민족, 주체, 전통: 1950~60년대 전통논의의 의미｣, 앞의 논문,
33~34면.)
117) 최인훈, ｢열하일기｣, 𰡔자유문학𰡕, 1962.7ㆍ8, 225~226면.
118) 최인훈은 ｢토착화와 출토화｣라는 글에서 전통은 현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
하는 한편, 그 현재라는 시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라는 점을 역
설한다.(최인훈, ｢토착화와 출토화｣, 𰡔유토피아의 꿈: 최인훈전집 11𰡕, 앞의 책, 190~191
면.)

특히 이 작품에서 늙은 세대와 젊은 시인들의 대립은 세대 교체라는 화두를 제
시하고 있다. 1950년대 전통 논의는 일제 말기의 동양담론을 계승한 계보119)와
서양산 자유ㆍ민주주의 담론을 배후로 하는 계보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파
시즘과 자유ㆍ민주주의는 전후 신세대가 극복/지향해야 했던 대상이었다.120)
1950년대 전통논의의 과제는 1960년대로 이월되었고, 4ㆍ19는 전후세대와 신세
대를 가르는 분기점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위의 인용은 새로운 세대 문학자
의 자기 정립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ㆍ19 이후 1960
년대 신세대 작가는 세대론적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적인 것’을 재전유하고자 하
였다. 이 작품에서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오가며 독고민에게 달려드는 것, “딴판인
외양”을 한 그들의 토론과 고함은 세대론적 갈등과 불통 상황을 암시한다. “그렇
다. 우리는 할배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과격한 젊은이들의 모습은 이를 대변한다.
그런데 여기서 젊은이들의 입장 또한 독고민이나 작가의식의 층위라고 환원하
기 어렵다. 노인과 젊은이들은 독고민을 미궁 속으로 몰아넣으며 계속 갈등하기
때문이고, 인용문 또한 독고민의 층위 혹은 서술자의 층위에서 발화된 내용이 아
니기 때문이다. 젊은 시인들은 구세대와의 ‘구별짓기’를 통해 혁명을 자신의 유산
으로 상속하고 4ㆍ19세대를 자임했던 이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혁명의 실패를 민중들의 배반으로 돌리며, 그들이 자유 대신 노예의 빵을
선택했음을 비판하는 면모를 보인다.(구:67) 그러나 이러한 엘리트적 시각은 은행
감사역에 의해 교정된다. 이와 더불어 김용길 박사의 서사에서 “우리도 뭐가 뭔
지 모르겠어. 그저 가는거야”(구:78)라던 간호부장의 아들의 말은 ‘청년 남성 지
식인’의 ‘빛나는 시민의 승리’라는 공식 기억으로 전유된 4ㆍ19의 한 방식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만든다. 독고민이 수많은 이름들로 오인되는 것은 4ㆍ19를 전유한
다양한 방식의 기억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년 시인들에 대립되는 은행 중역들은 혁명을 ‘자유’에서 ‘빵’의 문
제로 돌림으로써 5ㆍ16 군사 쿠데타를 묵인케 만드는 반동세력을,121) 그리고 발
119) 일제 말기 동양담론의 영향력은 해방 후, 한국의 미(美)의 특질을 야나기 무네요시가 정
초한 비애미(悲哀美)로 꼽는 것에서 확인된다.
120) 1960년대 전통논의와 신세대를 연결 지은 것은 김주현의 앞의 논문(｢1960년대 ‘한국적
인 것’의 담론 지형과 신세대 의식｣)을 참조하였다.
121) ‘자유보다 빵’이라는 위상학의 도입이 5ㆍ16을 묵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
의 책을 참조하였다. “4ㆍ19 국면에서 ‘자유’의 문제에 가려 있던 빵ㆍ성장ㆍ번영에 대한
관심은 이후 1년 여 사이 놀랄 만큼 빠르게 자라났다.”(권보드래ㆍ천정환, 𰡔1960년을 묻다: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𰡕, 천년의 상상, 2012, 47~48면.)

레리나, 여급 에레나 및 마담과 깡패의 무리들은 각각 4ㆍ19의 적자에서 배제된
여성들, 여급ㆍ마담ㆍ깡패들의 인물군상을 보여준다.
중요한 일은 우리가 전통을 검토하는 것은 그곳에 머무르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서 빨리 떠나기 위해서다.
불교로 돌아가자고 말하기는 쉽다. 실학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아주 달라졌다. 문화권들이 서로 자기 완결적으로 폐쇄된
상태에 있던 옛 시대에는 정신적 자각은 논리적으로 전통에의 회귀를 의미했으나,
지금 20세기에 사는 우리의 경우,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가령 우리들의 정
신적 원형이 불교에 가깝다는 것이 증명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과제
가 곧 불교에의 회귀로 결론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 4ㆍ19는 우리들의 이와 같
은 부활의 신념과 투지를 표시한 상징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그날 경무대로
달려가던 아이들에게서 나는 1789년 여름 바스티유로 달려가던 인민들의 메타모
르포세스를 본다. 우리들이 앞으로 의지할 정신적 지주는 석굴암 속이 아니라 저
4월의 함성 속에 있다. 우리의 노래를 울려 보낼 하늘은 저 서라벌 태고연太古然
한 하늘이 아니라 초연硝煙이 매캐하게 스며든 저 4월의 하늘이다.
4월을 말할 때 공리론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신화였던 것이다. 그날의 대열에
참가한 아이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그날의 당신과 지금의 자기를 동일시하지
말라. … 4월은 인간이기를 원한 최초의 한국인이었다. … 아직도 우리의 과제는 '
인간'이 되는 일이다. 그런 까닭에 석굴암이나 백마강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을 나는 두려워한다. 우리가 겨우 빠져나온 인간 소외의 심연 속으로 발목을 끌어
당기는 듯한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 한 번 헛다리를 짚을 것이다. … 가장 특수한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어쩌구 하지 말라. … 전통이라는 이름 밑에서 비겁한 후퇴
를 말자. 문화유산의 정리, 진지한 검토와는 별개의 문제다. 현재로서는 토인들의
부메랑처럼 자동적으로 돌아갈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 고 나는 생각한
다. 우리의 전통은 미래의 저 어둡고 그러나 화려한 지평의 저편에 있다. 우리는
미래를 선취한다. ‘세계인’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122)

위의 인용문은 최인훈의 산문 ｢세계인｣의 한 구절이다. 이 산문은 전통과 4ㆍ
19혁명에 대한 그의 인식을 추출할 수 있게 하며, 𰡔구운몽𰡕의 해석에도 많은 참
조점을 시사한다. 그는 이 글에서 민족의 기억을 되살리고 전통의 연속성을 이어
122) 최인훈, ｢세계인｣, 𰡔유토피아의 꿈: 최인훈전집 11𰡕, 문학과지성사, 2010, 95면~104면,
밑줄은 인용자.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전통을 검토하는 것은 그것으로 도피 혹은 퇴행하
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빨리 떠나기 위해서임을 역설한다. 여기서 “토인의
부메랑”이라는 표현은 이어령의 조연현에 대한 반박글인 ｢토인과 생맥주｣(𰡔연합
신문𰡕, 1958.1)를 강하게 연상시킨다. 그리고 ‘석굴암’과 ‘백마강’, “태고연 太古然
한 하늘”에 대한 신비화와 그러한 토속적인 전통으로 돌아가는 경향에 대해 최인
훈은 공포를 느낀다고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토속성과 지방성으로 착각된
전통인 과거형의 전통을 퇴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는 “가장
특수한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식의 전통론도 냉소한다. 그는 우리의 전통으로 4
월 혁명을 호명하면서도 그 신화를 우상화하는 것에도 거리를 두었다. 그는 전통
의 미래적 의미를 강조하였지만 과거와 현재에 전통이 부재한다고 보지 않고, 오
히려 과거의 정신적 유산과 전통의 연속성을 잇기 위한 “재고조사”를 해야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미래형의 전통을 강조한 이들과도 차이를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 작품이 𰡔구운몽𰡕이라는 고전의 제목과 몽유록의 형식을
차용한 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전통 담론의 자장 안에서, 여타의 전통
론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4ㆍ19 혁명으로 대변되는 전통을 복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의미는 가장 바깥 서사를 통해 4ㆍ19 혁명뿐만이 아닌
태고로부터 역사전체에 대한 맥락으로 확장된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를 명
확히 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깥을 감싸고 있는 서사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고고학
입문 필름과 관련된 서사는 𰡔서유기𰡕에서도 반복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
다.123)
오늘 여러분이 보신 영화는 고고학 입문 씨리즈 가운데 한편으로, 최근에 발굴
123) 𰡔서유기𰡕는 𰡔문학𰡕 1966년 5월호에 연재되기 시작했는데, 𰡔문학𰡕 연재 1회본에는 고고
학 필름 에필로그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재 1회본에는 “이 작품은 현대 한국인의
意識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여러 觀念과 정서를 幻想의 형식으로 담아 보면서 주인공의
精神的 適應을 현실의 時空에서, 해방된 方法的 時空에서 전개시키려 합니다. 이 作品은
三部作의 하나로, ｢灰色의 倚子｣와 呼應되도록 하면서 傳記한 바와 같이 보다 自由로운
형식 속에서 테마를 變奏시킨 것입니다.”(𰡔서유기𰡕, 𰡔문학𰡕 1966.5, 154면.)라는 작자의 말
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𰡔회색의 의자𰡕와 삼부작으로 구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을유문화사에서 1971년 간행된 𰡔서유기𰡕와 전집판에는 𰡔구운몽𰡕의 바깥 서사 일부
가 에필로그로 실려 있다. “이 Film은 考古學 入門 씨리즈 가운데 한 편으로, 최근에 發掘
된 古代人의 頭蓋骨 化石의 大腦皮質部"에 대한 意味論的 解讀입니다.”(최인훈, 𰡔서유기𰡕,
을유문화사, 1971, 2면.)라고 시작되는 이 에필로그는 “두개골 화석 대뇌피질부”에 대한 의
미론적 해독이라는 점이 𰡔구운몽𰡕과 다르다. 𰡔구운몽𰡕이 도시를 고고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이 작품에서는 두개골 화석을 통해 개인의 무의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된 어느 도시의 전모입니다. 이 도시는 분명히 상고시대 어느 왕조의 수도로 짐작
됩니다. 이 한편을 특히 선택한것은 그것이 극히 최근의 발굴이라는것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한국유적의 일반적인 특징인 황폐성과 무질서성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한국 고고학의 과제, 전망 및 애
로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백미편(白眉篇)이라 하겠읍니다. … 초보자를 위하
여 어느 정도의 원형복구가 되어 있읍니다만 말할 필요도 없이 전혀 가설적인 조
립입니다. 그런 탓으로 언제든지 재분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질이 양호한 수용
성(水溶性) 접착제로 가볍게 접착시켰으며 화학처리 원형변경등은 아예 하지 않았
읍니다. … 이것은 과도기속에서 삶을 받은 자의 비애라 하겠읍니다.(구:81, 밑줄
은 인용자)

“오늘 여러분이 보신 영화”란 독고민의 서사와 김용길 박사의 서사 전체를 가
리킨다. 독고민 서사는 4ㆍ19 혁명 혹은 5ㆍ16 이후 다시 4ㆍ19를 바라보는 사
후적인 시점, 김용길 박사 서사의 시점은 4ㆍ19 한 해 뒤의 남겨진 자들이 맞이
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이 바깥 서사의 시점은 독고민 서사와 김용길 박사의
서사를 “상고시대”로 규정하는 먼 미래의 것이 된다. 이는 텍스트가 발표된 1962
년보다도 먼 가상적인 미래의 어느 시점인 것이다. 즉 𰡔구운몽𰡕은 4ㆍ19 두 해
뒤인 1962년 4월이라는 발표 시점까지 더해져 복합적인 시점(時點)이 가로지르는
텍스트이다. 요컨대, 이 작품은 혁명으로 인해 죽은 자와 남은 자, 그리고 먼 미
래의 후손의 시점을 복합적으로 겹쳐놓으며 4ㆍ19 및 역사를 기억하는 법에 대
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위 인용문의 서술은, 4ㆍ19와 5ㆍ16이라는 두 개의 혁명을 관통한 서사들이
“한국 고고학”의 입문 씨리즈로서, 한국유적의 특징인 “황폐성과 무질서성”의 한
전형임을 함축한다. 이는 이 작품을 두 개의 혁명을 필두로 하여 한국의 역사 전
체라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실마리를 제공한다.124) 𰡔구운몽𰡕에서
황해도 출신 월남인인 독고민의 “황금시대”로 대변되는 과거와 “전사를 잊어버”
(구:20)린 시대에 대해 잊지 말 것을 강조하는 서술들은 한국전쟁기의 역사를 환
기한다. 또한 텍스트 상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황해도 사투리, 일본말과 일본어투
124) 𰡔회색인𰡕의 독고준이 이유정의 방에서 나오는 장면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일담으로 간주되는 𰡔서유기𰡕는 𰡔구운몽𰡕의 이 바깥 서사를 에필로그로 하고
𰡔구운몽𰡕과도 밀접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작품이다. 𰡔서유기𰡕에서 독고준의
시대, 식민지 시대, 해방 후를 넘나든다는 점 또한 이 고고학의 대상이 한국
점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𰡔회색인𰡕의 후
있다는 점에서
무의식은 조선
역사 전체라는

의 말125)은 한국 역사의 집단적 무의식이 은밀하게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에는 낯익지만 “가물가물 잡힐듯 잡힐듯”(구:36) 기억이 나지 않는 낯선
얼굴들, ‘낯익은 거리’와 같은 기시감, 지붕양철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삐거덕거
리는 소리들의 반복이 야기하는 언캐니한 공포의 감각들126)이 무수하게 나타난
다. 이는 “확실히 역사는 되풀이하는 모양이죠?”(구:55)라는 언급과 함께 반복되
는 거대한 역사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전통과 역사에 대한 망각을 극복하기 위해 최인훈이 주목한 것이 ‘고고학’이
다.127) 최인훈은 1960년대에 여러 비평이나 월평 등을 통해서 신문학을 읽고, 서
125) 정신병원으로 유비되는 감옥에서 간수에 의해 일본어투의 말과 일본말이 불쑥 튀어나온
다.
““죄가 없는데요……”
“몇번 말이나 해야 아나! 죄었수니까 잡는다꼬 말이 하지 않았나!”
독고민은 이 간수가 일본 사람이구나 했다. 일본 사람이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 간수 노릇
을 하다니. 벌써 십오년전에 없어졌을 왜놈들이. 어떤 문앞에서 간수는 멎었다.
… "바까야로. 센징와 숑아이나!”(구:56, 밑줄은 인용자)
126) 독고민 서사의 첫 날이자 익명의 편지를 받은 날인 1월 25일 밤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
자 독고민은 “쭈뼜”하고 “오싹”해지는 공포를 경험한다. 계단을 올라가고, 문을 열고, 성냥
을 찾는 장면들에서는 편지를 발견했던 날의 실수가 똑같이 반복된다. 이러한 반복이 야기
하는 언캐니한 공포가 이 작품상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장과 장면 단위가
약간의 차이만을 지닌 채 거의 그대로 다시 서술되는데, 이를 통해 독자 또한 반복과 기시
감의 자장 안에 놓인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반복은 구태여 삽입되지 않거나, “반
복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서술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반복으로 인해 독자 또한 독고
민이 느끼는 감정을 일정 정도 공유할 수 있다.
“그 때 그는 쭈뼛해졌다. 요 먼저 그 편지가 와 있던 날 지금과 꼭 같은 실수를 한 것을
퍼뜩 생각해 낸 것이다. 악 소리를 지르면서 그는 어둠속에서 얼굴을 감쌌다. … 요전날 밤
과 꼭 같아진다. … 그는 온 몸에 쭉 밴 식은 땀을 느꼈다.”(구:25)
“그는 단념하고 돌아서다가 머리카락이 곤두서듯 오싹했다. 요 먼저 순을 만나러 나왔다가
허탕을 치고 거리를 헤매던 날 밤도 꼭 이랬던 것이다. 그는 사방을 둘러 보았다. 낯익은
거리였다. … 그 날의 기억. 지금 그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 하나 전개될 지난 밤의 사건이
선명하게 머리에 떠 오른다. 게다가 숙은 오늘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구:29)
“그는 튕기듯 뛰기 시작한다. 저번에 들어 선 골목을 지나치고 될수록 낯선 방향으로 골라
서 달린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마치 궤도에 올라앉은 기관차처럼, 벗어나서 달리려
고 기를 쓰면 쓸수록 민은 점점 낯익은 코스로 자꾸 빠져든다. 분명히 전에 헤매던 그 거
리를 그 날 순서대로 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구:30)
127) 고고학에 대한 최인훈의 관심은 종종 기존 논의에서 푸코의 고고학과 비교되었다. 최인
훈 소설에 나타난 고고학에 대한 관심을 푸코의 고고학과 관련지은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한형구,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𰡕 계보 소설을 통해 본 20세기 서울의
삶의 역사와 그 공간지리의 변모｣, 𰡔서울학연구𰡕 1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0;
김미영, ｢최인훈의 𰡔구운몽𰡕론: 인물과 환상성을 중심으로｣, 𰡔한국언어문화𰡕 20, 한국언어
문화학회, 2001; 장사흠, 앞의 논문 등.
해방 직후에는 고고학을 전공한 학자가 없었지만, 이후 한국고고학은 조금씩 논의되었고,

평을 쓰거나 신문학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가 이광수, 이효석, 박태원
등에 대한 비평을 했던 것, 그리고 신문학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문학사의 단절
을 극복하고 연속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몇몇의 글에서 신문학을 관념에만 경사한 ‘야학당’파(계몽주의 문학)와 풍속
에만 경사한 ‘성황당’파(농촌문학)의 문학으로 양분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하였
다.128) 그리고 성황당 문학과 같은 “당대에 통용되고 있는 가짜 음계의 잡초를
헤치고 전통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29) 그에 의하면 이러한 예술가가 바
로 고고학자이다.130) 𰡔구운몽𰡕에서는 고고학과 미이라를 통해 가장 안의 서사와
밖의 서사가 응집성을 가지게 된다.
아라비안․나이트속에 나오는 <아리바바와 四十인의 도적>을 기억하시겠지요. …
아리바바는 형의 시체를 찾아다 놓고 몹시 걱정하지만 여종의 꾀로 무사히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 이 신길이 장수는 해부사(解剖師)의 반대작업을 한 것입니다.
파편을 이어 붙여서 원형을 재생하는 것. 고고학(考古學)이란 우선 이렇게 알아
두셔도 무방합니다.
죽음을 다루는 작업. 생명의 궤적(軌跡)을 더듬는 작업. 그것이 고고학입니다.
우리들의 작업대 위에 놓이는 것은 시체가 아니면 시체의 파편입니다. … 고고학
자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창조가 아니라 발굴(發掘), 예언이 아니라 독해(讀解)
를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 우리가 하는 일은 신의 행위의 결과인 처녀막의
열상(裂傷)을 검증하는 일입니다. … 역사란 신(神)이 시간과공간에 접하여 일으킨
열상(裂傷)의 무한한 연속입니다. 상처가 아물면서 결절(結節)한 자리를 시대 혹은
지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속에 신의 사생아(私生兒)들이 묻혀 있읍니다. … 우리가
군사정권의 경주개발로 인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고고학은 1946년 경주 호
우총(壺衧塚) 발굴을 기점으로 잡는다면 6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게 된다. 1950년대는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고고학조사가 이루어졌고, 1961년 대학에 고고학 관련학과가 만들
어졌으며 대학 박물관이 발굴조사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대학에 고고학 관련학과가 본격적
으로 설치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최성락, ｢한국고고학의 연구방향｣, 𰡔지방사와 지방문
화𰡕 7-2, 역사문화학회, 2004, 274면.; ｢文化財발굴 사건과 秘話<1> 慶州서 高句麗 祭器
가…｣, 𰡔경향신문𰡕, 1975.05.03.)
128) 최인훈, ｢신문학의 기조｣, 𰡔문학과 이데올로기𰡕, 앞의 책, 184~185면.
129) 최인훈, ｢미학의 구조｣, 앞의 책, 43면.
130) 최인훈 소설에서 고고학은 𰡔광장𰡕의 고고학자 정선생을 통해 암시적으로 등장하며, 𰡔구
운몽𰡕 이후 ｢열하일기｣, 𰡔서유기𰡕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열하일기｣의 ‘나’는
고고학자인데, 이 작품은 서구와 일본을 통해 근대를 ‘풍문’처럼 받아들인 한국을 “루멀랜
드”로 그려낸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루멀랜드의 역사의 흔적을 독특한 “음향재생법”을 통
해 복원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하는 일은 이 지층깊이 묻힌 신의 사생아들의 화석(化石)을 발굴하는 일입니다.
발굴된 화석들은 기형아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토막 토막난.(구:79~80,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역사는 “신의 행위의 결과”로서의 찢김의 “무한한 연속”으로 설
명된다. 발화자는 이러한 시대의 지층과 화석을 발굴하는 일이 고고학이라고 말
한다. 이전의 인용문을 통해 이러한 고고학의 원형복구 작업은 고정적인 것이 아
닌 하나의 가설임을 알 수 있다.131) 그것은 언제라도 해체되어 다시금 맞춰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역사는 고정적인 시점에서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더 먼 미래의 시점에서 끊임없이 재평가되어야만 하는 것이
다.132)
한국의 유적은 그 황폐성과 무질서로서 이름이 있읍니다. 폼페이를 발굴했을때
그 곳 전문가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 너무나 완전한 보존 상태때문에. 이같은 이
상적인 유적을 다룰 수 있는 그 쪽 학자들의 처지는 우리로서는 부럽기 짝이 없는
이야깁니다. 우리의 유적은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은 거의 전무합니다.
… 뭐니 뭐니해도 가장 난처한 것은 전혀 성질이 다른 파편으로 구성된 일기(一
基)의 인물화석입니다. 즉 머리는 신부. 안면은 배우. 가슴은 시인. 손은 기술자.
배는 자본가. 성기는 말의 그것. 발은 캉가루의 족부. … 눈알이 있을 자리에는 현
미경 렌즈가 박혀 있었읍니다. … 이 이지러지고(歪) 우습게 겹치고 꺼꾸로 붙은
화석은 … 그 흉칙한 모양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의 통일감(統一感)을 느끼게 한
131) 구재진은 최인훈의 고고학을 파편화되어 있으나 미래의 관점에서는 전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미래의 고고학이라는 소설적 장치라고 보았다.(｢최인훈의 고현학, ‘소설노동자’의
위치: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𰡕연구｣, 𰡔한국현대문학연구𰡕 38, 한국현대문학회, 2012, 321
면.)
132) 𰡔서유기𰡕를 구상하고 연재를 시작하던 1966년 6월에 가진 최인훈과 정명환의 대담을 통
해서도, 𰡔구운몽𰡕과 𰡔서유기𰡕를 관통하는 역사의식과 언어의식을 재고할 수 있다. 최인훈은
대담에서 ‘현실’이라는 것은 단어로서만 현존하는 것이지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것에 접근하는 사이의 과정이야말로 작가가 파악하는 ‘현실’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주관적
인식론이며, 자신과의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투쟁과도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에게 ‘언어’와 ‘역사의식’ 또한 이와 관련된다. 그에게 있어서는 현실의 새로운 면
을 새로운 의식체계와 감수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의식개조이자 참여이다.(｢現實ㆍ言語ㆍ文
字: 최인훈ㆍ정명환 對談｣, 𰡔문학𰡕, 1966.6, 306~321면 참조.)
𰡔구운몽𰡕에서 4ㆍ19라는 ‘현실’과 그것을 표상하는 언어가 끊임없이 변모되고 사후적으
로 재인식되는 면모를 포착하고 있음을 전술하였는데 이 또한 그의 인식론과 언어관, 역사
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는 사실입니다. 렌즈와 캉가루의 다리와의 결합이 이질적(異質的)인, 장소상(場
所上)의 접근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진 Gestalt로 보이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
하는 문제니다.(구:80~81,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문은 𰡔구운몽𰡕에서 고고학을 정의하는 대목이다. 최인훈은 시공간의 무
한한 연속인 역사의 지층에서 캐어낸 화석을 ‘토막토막’나 단절되어 있는 ‘기형
아’로 인식하고 있었다.133) 이는 독고민의 꿈에 나타난 절단된 신체 이미지134)를
연상시킨다. 폼페이와 같은 도시와는 달리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이며, 보존상태가
나쁜 까닭은 주변부 근대로서 한국사가 떠안고 있는 ‘비동시성의 동시성’135)이라
133) 그러나 여기서 최인훈이 한국적 근대를 주변부 근대로서 기형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은,
주변이 아닌 중심에 대한 일방적인 열망과 그로인한 열등감을 자인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
로 보인다. 최인훈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식민지가 필수적 요소였음을 파악하고 있었고,(𰡔
회색의 의자𰡕) 식민지 경영을 통해 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성립시킨 중심부 근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또한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이 두드러지는 한국적 근대의 특수성을 인식
하면서도, 한국적 특수성만을 강조하거나 서구의 중심부 근대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134) 독고민은 꿈속에서 절단된 육체들로 뒤덮인 강을 표류한다.
“바다처럼 망망한 강 빨리 건너야 한다. 그는 힘차게 헤엄쳐 나간다. … 그의 왼팔이 어깨
죽지에서 훌렁 빠져 나가는 것을. 저런. 그 팔 끝에 달린 다섯 손꾸락. 고물고물 물살을 휘
젓는 다섯 손가락. … 쪼개진 조각들이 또 갈라지고 삽시간에 강은 수없이 많은 몸의 조각
들로 덮혀버렸다. … 언덕에 한떼의 괴물이 나타난다. 옷은 잘 차렸으나 모두 병신이었다.
팔없는 사람. 외다리. 목만 데굴데굴 굴러 오는 괴물. 그들은 앞을 다투어 표류물을 줏어
들고는 모자라는 부분에 마추기 시작한다. … 쫓는 불구자. 쫓기는 파편들.”(구:28)
135) 독일의 역사철학자인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에 의해 명명된 ‘비동시성의 동시성
(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은 세계적ㆍ전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지리적 불균등 발전(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에 의해 지구상에 서로 다른 시간
대가 동시적으로 병치된 결과이다. 물론,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
으며, 서구적 근대국가 또한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요소를 지닌다. 그러나 후발 근대화와
산업화로 인한 역사단계의 인위적 단축이 그 특성을 현저하게 만든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
을 것이다. 후발 근대국가가 경험하는 전근대/근대, 구세대/신세대, 비서구적인 것/서구적인
것의 충돌과 공존은 중심부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독일 바이마르 공
화국 시기를 살아간 블로흐에 의해 제출된 ‘비동시성의 동시성’ 개념을 상이한 역사적 배경
을 지닌 한국 상황에 곧바로 대입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실제로 블로흐는 마르
크스주의의 세례를 입고 경제결정론적인 바탕 위에서 비동시성 시간들 사이의 모순이 변증
법적 종합의 과정을 거쳐 역사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낙관론적 입장에 서 있었다.(임
혁백, 𰡔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𰡕,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참조.)
아울러 이 개념은 파시즘이 사람들을 동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청된
다. 일상에서 경험되는 발전의 불균등성과 이질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킴으로써 근대성이 유
발하는 차이들과 파편화를 통합해줄 강력하고도 동질적인 국가 정체성의 필요성에 대한 근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해리 하르투니언, 윤영실ㆍ서정은 역, 𰡔역사의 요동: 근대성, 문
화 그리고 일상생활𰡕, 휴머니스트, 2006, 234면 참조.)

는 문제를 드러낸 것이었다.136) 그 때문에 한국의 역사의 경우 연속성을 회복하
는 과제가 더욱 절실하다. 한국 유적의 “황폐성”과 “무질서” 때문에 한국고고학은
시체의 조각을 조각조각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원형을 사후적으로 재구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다.137) 그리고 그것은 불변하고 고정적이며, 천의무봉(天衣無
縫)한 매끄러운 것이 아니며 기괴하고, 가변적 것일 수밖에 없다. 이는 매끄럽게
발명된 역사와 전통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긴 시체의 파편 그 자체를 발굴해야 한
다는 작가적 사명으로 연결된다. “괴기한 사물”을 괴기한 방법으로 그리는 형식
으로 이 작품을 창작했다는 작가의 말은 물론 혼란한 당대의 시대상과 관련해 이
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면면히 이어진 유구한 역사’, 즉 매끄럽게 연속된
역사와 전통이라는 환상이 아니라 진정한 전통과 역사를 대면하겠다는 의식의 표
명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38)
독고민이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숙 혹은 그녀의 편지는 이미 지나가버린 역사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숙은 독고민의 황금시대를 함께 하기도 했으며, 잊지 말아
야 할 추억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는 그를 배신한 첫사랑이
본고의 서술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최인훈이 인식한 한국적 근대의 경우 비동시
성으로 인한 공존과 연속보다는 충돌과 파괴, 단절이 두드러진다는 특수성에 주목한 것이
다.
136) 최인훈은 여러 작품을 통해 전근대와 근대, 심지어 탈근대가 거의 동시에 유입됨으로써
야기된 뒤죽박죽인 상황과 그에 의한 혼란과 분열상을 형상화하였다. 최인훈은 평론을 통
해서도, 유럽의 경우 과거의 시간이 “집단 표상이, 민속적 기억이, 마술적 공포가-요컨대
역사라는 밑천을 들여서 얻은 모든 경험이 파괴됨이 없이” 이월되었다면, 한국의 경우 “수
술당한 형식”의 개화로 인해 그 역사의 연속성이 끊겨버렸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최
인훈, ｢소설을 찾아서｣, 앞의 책, 246면.)
137) 한편, 조각난 신체를 꿰매서 사후적으로 재구하는 것은 신기료 장수에 의해 아라바바가
형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와 함께 놓고 볼 때, 역사의 폭력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죽은
신체를 장례치르고, 애도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138) 최인훈은 𰡔화두𰡕에서 이 작품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예술의 마지막 메시지”로서의 “형
식”에 대한 강조를 하였다.
“군사반란 다음 해에 쓴, 𰡔밀실𰡕의 다음 작품이 된 𰡔아홉 겹의 꿈𰡕은 𰡔밀실𰡕과는 달리 내
란이 벌어진 어느 가공의 도시에서 헤매는 영문 모르는 개인의 희극적인 모습이 사실주의
의 규칙을 벗어버리고 혼돈과 당혹감만이 두드러지게 그려져 있다. 그것은 환상도 아니고
비사실주의도 아니였다. 내게는 작품 속에서 강조된 그 풍경의 느낌이야말로, 그 환상성과
부조리야말로, 현실의 가장 사실주의적이고 조리 있는 반영이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사실
주의적으로 그려낸다는 것은 진실로부터의 도피이기 쉽고 밤을 흰 물감으로 묘사하려는 태
도처럼 느꼈다. 사실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예술가로서는 이 세계에 대한 육체적 저항에 맞
먹는 본질적 저항처럼 느꼈다. 세상도 아닌 것을 세상처럼 그려서는 안 되지 않는가. 예술
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 형식이다. 괴기한 사물을 단아하게 그리는 방법을 나의 감정이 허
락지 않았다.”(최인훈, 𰡔화두1: 최인훈전집 14𰡕, 앞의 책, 378~379면, 밑줄은 인용자)

자, 망각하고 배신한 혁명, 나아가 배신한 역사이다. 그런데 텍스트 상에서 그 편
지의 기의(記意)는 본래부터 결코 획득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편지는 ‘1월 15
일’에 쓰였으나 ‘1월 25일’에야 부쳐졌음이 뒤늦게야 발견되기 때문이다. 편지에
서 약속한 ‘돌아오는 일요일’은 발송될 때부터 이미 지났던 것이다.139) 애초에 편
지 발신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편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란 없다. 더
구나 독고민은 이미 늦은 편지가 주인 할머니에 의해 뒤늦게야 전달되었다는 심
증을 떨칠 수 없다. 이 편지는 마치 라캉의 ‘도둑맞은 편지’와 같이 ‘텅 빈 기표’
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그 편지를 뒤늦게 전달한 주인할머니와 손녀를 수식하는
‘카바이트 눈알’과 ‘사팔뜨기’는 그러한 역사의 비합리성과 우연성, 비의성(秘儀
性)을 강화해준다. 독고민이 총살당한 2월 15일은 민이 신문광고를 통해 숙과 만
나기로 한 날이었다는 점 또한 역사의 비극성,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측면을 보
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고고학의 작업이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열려 있
음을 강조한다. 과거가 되돌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과거를 지층에서
건져 올려 기억하고 추억하는 작업이 미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역사의 연속성은
획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평가 또한 일회적인 것이 아님을 뜻
하며, 이를 통해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더라도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소설의 마지막, 고고학 시사회를 본 연인들은 미래 시점의 후
손들로 볼 수 있다. 그들의 미래의 예정은 “어떻게 변할런지는 관음선사도 예측
하시지 못할” 성질의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미래가 가변적이며, 고정되고 닫히지
않았음을 은연중에 강조한다. 그리고 소리들까지 통제하는 ‘음향관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다가드는 소리”, “아득한 太古에서 부르는 소리”(구:82), 그리
고 “님이여 그립다는 편지”는 그들의 “아직 끝나지 않”(구:83)은 키스와 함께 앞
으로도 이어질 것이다.140) 그 태고에서 부르는 목소리와 그립다는 편지에서 미이
139) “도대체 그녀는 왜 편지했을까. … 그리고 그 찻집에서 민이더러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자꾸 무엇인가 말해 달라던 그 사람들은 대체 왜 그랬을까. 그 모든 일이 숙의 편지와 관
계가 있는상싶었다. …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 우표를 물고 찍힌 소인(消印)의 날
자. 1ㆍ25 다음에 본문에 적힌 날자를 다시 봤다. 1ㆍ15 그의 머리는 벌집을 쑤셔 놓은 모
양으로 어지럽다. 1월 15일에 쓴 편지를 25일에 붙였구나. 그렇다면 편지에 ｢돌아 오는 일
요일｣이란 그 일요일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오늘이 28일. 그러니깐……그는 수첩을 꺼내
서 15일에서 제일 가까운 일요일을 찾았다. 21일. 21일이었다.
모든 의문은 풀렸다.
편지는 약속 날자가 지난 후에 배달된 것이다.”(구:26, 밑줄은 인용자)
140) “음향관제가 해자된 공기속에는 즐거운 선율이 안개처럼 울러 퍼져있다. … 가로등빛에

라를 깨웠던 목소리이자, 독고민을 광장으로 이끈 편지가 연상된다. 이 점에서 역
사에 묻히고, 기록되지 못한 것들은 끊임없이 출몰할 것임이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최인훈은 전통에 대한 논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
지만, 당대 문화의 화두였던 중단된 시간적 연속성 회복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
하고 있었다. 그는 박제된 전통과 과거로의 도피 혹은 미래를 위한 과거와 현재
의 희생과 망각 모두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인훈에게 전통은
토속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상정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서구적 보편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고정적인 것 또한 아니다. 이 소설은 한국
역사의 ‘괴기함’을 망각하지 않고, 그 자체를 마주하고, 탐색할 것을 요청한다.

2.2. ‘드라큐라’ 모티프를 통한 식민사와 국제질서의 (재)인식
𰡔구운몽𰡕이 태고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적 지평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전
통으로 4ㆍ19를 기억하려 했다면, 𰡔회색의 의자𰡕(𰡔세대𰡕, 1963.6~1964.6)141)는
“패배한 종족”, “식민지민”, “노예”, “에피소드 같은 존재” 등의 표현과 함께 식민
지의 기억을 전면화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작품이다.142)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박꽃처럼 환한 여자의 왼쪽 볼에 까만 애교점이 귀엽다. 남자는 빨강 넥타이를 맨다. … 이
런 친구들의 예정이란 어떻게 변할런지는 관음선서도 예측하시지 못할거다. 바람이 플라타
나스 잎을 사르르 흔들고 지나간다. 어디선가 세레나데가 흘러 온다.
오월의 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은밀히 다가드는 소리가 있다. …
멀리 흘러와서 부딪는 소리
아득한 太古에서 부르는 소리
오월의 밤.
아득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 내맘 공연히 산란해지며
님이여 그립다는 편지를 쓴다. …
“그런 시대에도 사람들은 사랑했을까?” …
“깡통.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 잔인한 소릴. 그들은 열심히 사랑했을거야. 미치도록 사랑
했을거야. 이렇게.” … 그들의 키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구:82~83, 밑줄은 인용자)
141) 이 작품은 𰡔회색인𰡕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연재시의 당
대적 맥락을 부각하기 위해 𰡔회색의 의자𰡕로 칭하도록 한다.

문학에서 식민지의 문제는 침묵되거나 망각되곤 했다. 국교 단절로 인해 1950년
대까지 일본에 대한 인식은 담론 장을 형성하지 못했고, 전후 혼란 수습이 급선
무였던 전후 정치적 상황은 식민지 체험을 역사로 기억할 여건을 조성하지 못했
던 것이다.143)
일제강점에 의해 중단된 시간적 연속성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청에서 비롯된,
영광스러운 민족적 전통의 보존과 발굴 과정에서도 치욕스러운 식민지 경험은 은
연중에 망각되었다.144) 예컨대, 김병익은 𰡔동아일보𰡕에 실린 글에서 식민지를 배
142) 장문석은 “식민지의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냉전 질서에 의해 재구조화
된 한국의 문화적 성격을 ‘후기식민지(post-colony)'로 규정”하고, “𰡔광장𰡕이 ‘냉전’이라는
문제의식 아래에 있다면, 1963~1964년에 발표한 𰡔회색의 의자𰡕는 ‘냉전’과 ‘식민지’가 겹
쳐 있는 문제틀을 구성”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장문석, ｢후기식민지라는 물음: 최인
훈의 𰡔회색의 의자𰡕에 관한 몇 개의 주석｣, 앞의 논문, 39~44면.)
또한 오윤호는 “‘깨어나 보니 우리는 식민지 원주민이다’라는 선천적 천형을 선언”하고
있음을 이 작품의 핵심으로 보았다.(오윤호, ｢탈식민 문화의 양상과 근대 시민의식의 형성:
최인훈의 𰡔회색인𰡕｣, 앞의 논문, 284면.)
143) 김성환, ｢일본이라는 타자와 1960년대 한국의 주체성｣, 𰡔어문논집𰡕 61, 중앙어문학회,
2015, 352면.
문학적 상황에서도 식민지 체험은 망각되었다. 식민지 과거의 문학을 망각하고 억압하고
자 했던 것은 전후 한국문학사의 욕망의 풍경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한수영의 논문을 참고
할 수 있다. “전후문학을 전쟁과 전후 한국사회에만 대입해서 읽는 것은 불과 수년 전까지
만 해도 엄연한 현실로 존재했던 식민지 과거와 깨끗이 결별하고 새로운 시간을 창조할 수
있다는, 포스트식민성 특유의 역사적 기억상실에 맞물려 있다. 그러한 ‘의도적 망각’의 중심
에, 전후세대들의 언어적 정체성이 놓여 있다.” “‘식민주의 이후’와 ‘식민지 과거’를 단절하
려는 ‘과거에 대한 억압’의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은 최소한 해방 이후의 ‘한국문학’은 식민
지 시절에 강제로 빼앗긴 ‘말과 글’을 되찾아 자유롭게 향유하는, ‘민족’의 ‘문학’이라는 자
기동일성의 신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근대문학사를 가로지르는 이 ‘욕망’과
‘신화’는 전후문학에 ‘식민화된 것들이 왜곡되어 존속하는 것’을 은폐했다. 전후문학이 시종
일관 ‘한국전쟁’이나 ‘실존주의’라는 키워드로만 해석되어온 이유는 이 때문이다.”(한수영, ｢
식민지, 전쟁 그리고 혁명의 도상에 선 문학｣,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𰡔새 민족문학사 강좌
02: 근대계몽기에서 2천년대 대중문학까지𰡕, 창비, 2009, 302~303면.)
장문석은 𰡔회색의 의자𰡕에 이르러 최인훈의 문제의식이 자신이 냉전시대 뿐 아니라 ‘식
민지 이후’를 살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아갔으며, 이는 식민지의 기억이
침묵되고 망각되었던 1950년대 한국사회의 분위기와 관련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를 식민지를 논제로서 발견하고,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실천할 식민지의 유
제 극복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의미화 하였다.(장문석, ｢후기식민지라는 물음: 최인훈의 𰡔회
색의 의자𰡕에 관한 몇 개의 주석｣, 앞의 논문, 50~58면.)
144) 서영채는 “김소월이나 이상화의 시, 그리고 이광수나 김동인의 초기 문학 정도만을 제외
한다면 한국의 근대문학은 식민지적 기형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식
으로 일괄처리 해버린 조동일의 문학사 기술방식”을 승자의 시선이자 관료의 시선에 입각
한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본고는 식민지 문학을 기형적이라고 평가하며 그것에 무관심
했던 당대의 문학사 기술을 통해 문학에 있어 식민지 경험은 은연중에 망각되었다고 판단

경으로 한 소설이 1960년대 말~1970년대 초반에 비로소 왕성해진 사실을 지적
하며 유주현의 𰡔조선총독부𰡕(𰡔신동아𰡕, 1964.9~1967.6)를 “이 방면을 개척”한 작
품으로 제시하였다.145) 이 시기에 이르러야 식민지의 체험을 문학적으로 재발견
하는 것이 가능해 졌음은 최인훈의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65년 즈음 주요
신문과 잡지에 월평과 대담146) 등을 자주 발표했던 최인훈은 안수길의 𰡔북간도𰡕
와 유주현의 𰡔조선총독부𰡕에 대한 월평인 ｢小說1年｣(𰡔경향신문𰡕, 1967.12.27)147)
이라는 글에서 “외국 식민지 기간에 겪은 우리 국민의 감정생활이 해방 후에 많
이 작품화되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라는 화두를 던진다. 이러한 점은 그에
게 “신문학과 고전문학과의 관계가 단절이냐 연속이냐하는 문제”와도 긴밀한 것
이었다. 그리고 그는 “國民史와 文學史 間의 貸借關係에서의 文學의 빚을 決濟
하는 性格의 作品”이라는 점에서 위의 두 작품을 고평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토
대로 식민지 체험을 소설화하여 단절된 문학사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것이 최인훈
의 문제의식이었음을 도출할 수 있다.
𰡔광장𰡕, 𰡔구운몽𰡕과는 달리 𰡔회색의 의자𰡕에서 식민지인으로서의 자의식이 본
격적으로 표백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작
품이 발표된 1963년과 1964년이라는 시점은 ‘한일국교정상화’ 논의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한일협정 반대운동으로 이어지는 기간이었다. 1964년 봄, 박정희 정권
이 한일회담을 공식화하고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를 ‘3억 달러+α’로 맞바꾸려하
자 학생과 야당을 중심으로 한일회담 반대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148) 요
한다.(서영채, ｢민족, 주체, 전통: 1950~60년대 전통논의의 의미｣, 앞의 논문, 40~43면.)
145) 해방과 한국 전쟁, 4ㆍ19, 5ㆍ16의 격변은 당대의 수용만으로도 벅찬 부담이었기 때문
에, 치욕스러웠던 반세기의 역사를 정시(正視)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그
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이 글에서, 최인훈이 정식 등단하기 전 초고가 작성되었지만
1970년 7월 𰡔월간중앙𰡕에 발표된 ｢두만강｣ 또한 이러한 소재의 작품으로 예거되었다.(김병
익, ｢日帝의 受難다룬 創作활발｣, 𰡔동아일보𰡕, 1972.08.29.)
146) ｢小說 1年｣, 𰡔경향신문𰡕, 1967.12.27; ｢新文學 60年 오늘의 風俗(6) 論爭의 모럴｣, 𰡔
경향신문𰡕, 1968.05.15; ｢林語堂 박사 대담 作家 崔仁勳씨 東洋思想과 西歐文明과...｣, 𰡔
경향신문𰡕, 1968.06.19; ｢｢독메｣와 ｢무덥고 긴여름｣ 3月｣의 小說｣, 𰡔경향신문𰡕,
1970.03.27.
147) ｢小說 1年｣이라는 글은 𰡔문학과 이데올로기: 최인훈전집 12𰡕에는 ｢정치와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전집에는 “이해(1968년)에는 기록될 만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으나 1968년은 오기이다.(최인훈, 𰡔문학과 이데올로기: 최인훈전집 12𰡕, 앞의 책,
345~348면.)
148) 1960년 4ㆍ19혁명 후 10월 열린 제5차 한일회담에서 한국이라는 시장이 필요했던 일본
과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한국 간 이해관계의 합치에 따라 급물살을 탈 듯 하
였던 한일회담은 5ㆍ16 이후 중지되었다. 그 후 1961년 10월 제6차 한일회담이 개최되었

컨대, 이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식민지 기억을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정부
와 식민지 기억을 재인식하는 대학생들 간의 거리를 확인하게 되는 기간이었다.
이 작품의 마지막 회가 연재되었던 달인, 1964년 6월 3일은 박정희 정권이 서울
시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1200여 명을 체포하기도 했다.149) 또한 냉전을
무대로 진행된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운동은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을 넘어 국제질
서에 대한 문제제기의 측면이 있었다. 한일회담을 둘러싼 현실은 식민지 역사의
평가와 함께 세계관계를 상기시켰던 것이다.150) 이러한 당대 맥락 속에서 최인훈
은 𰡔회색의 의자𰡕에서 한국 사회 현실의 근원적 조건으로 식민지 경험을 제시함
으로써 당대에 망각되고 억압된 기억을 귀환시켰다.
각각 1958년 가을과 1959년 여름을 배경으로 하는 𰡔회색의 의자𰡕의 첫 회와
마지막 회에는 김학이 소주와 안주를 사들고 독고준의 집에 방문해 대화하는 장
면이 반복적으로 연출된다. 그리고 1회와 13회에는 동인지 𰡔갇힌 세대𰡕에 기고한
독고준과 김학의 글이 등장한다. 각각 “─만일 우리 나라가 식민지를 가졌다면”
(회1:299)과 “─만일 상해 임시정부가 해방 후 초대내각이 되었더라면”(회
13:410)이라는 가정법으로 시작하는 이 글들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잇지 못한 역사적ㆍ사회적 조건을 반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소설 속에서 해방 이후 우리 사회 고질의 근원적 조건이자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치부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151) 이미 지나간 역사이
며 실패한 가능성인 “부질없는 가정”(회13:411)들을 통해 이러한 역사의 악순환
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이 문제화된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삼십육년 후에 국교를 재개토록 방침을”(회13:411) 세울 것이라는 김학의 가정은
일본과의 국교재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독고준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이 작품에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등
장하며 그들은 때에 따라서는 초점 인물이 된다. 총 13회에 걸쳐 연재된 이 작품
고 박정희, 김종필이 도일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1962년 11월에는 ‘김종필ㆍ오히라’ 메모
를 통해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 원조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
면서 한일국교정상화 논의는 가속도가 붙는다. 1964년 3월에는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이러한 반대와 비판의 움직임은 6ㆍ3 한일협정 반대운동으로
절정에 이른다.
149) 조희연, 𰡔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5ㆍ16에서 10ㆍ26까지𰡕, 역사비평사, 2007, 64~66면.
150) 김성환, ｢일본이라는 타자와 1960년대 한국의 주체성｣, 앞의 논문, 2015, 351면 참조.
151) “해방후에 우리는 정치적 대차 대조표를 작성할 때 사기를 당했어. 이승만씨가 친일파들
을 끌어들였을 때 비극은 시작된 게 아냐? 한국이란 참 이상한 나라지.”(회3:357)

의 1회와 13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준과 학의 대화의 장면이 그려진다.152) 연재
2~7회까지는 준과 학이 번갈아 가며 초점화 되는 구성을 보인다.153) 7회의 김학
과 황선생의 대화는 1~13회 전체 구성에서 중앙에 놓이게 된다. 8회에는 현호성
과 독고준, 김학, 김순임, 이유정 등이 초점화 된다. 그리고 9회~11회는 독고준
이, 12회에는 독고준과 김순임, 이유정 등이 초점화 된다.
이러한 구성은 이 작품에서 독고준 이외의 인물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이 작품에서 김순임과 이유정은 각각 기독교인, 미국 유학파 출신
의 예술가 지식인으로 “민족전체가 유학”(회8:378) 중인 문화적 식민주의, 문화적
제국주의의 현실과 관련되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물군은 이 작품에 한일회담으
로 인해 되살아난 일제강점의 기억과 친일파 청산 문제와 함께, 문화냉전을 통한
미국의 헤게모니 구축이라는 은폐된 식민주의적 관계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1945년 8ㆍ15 이후 공식적으로는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ㆍ경제적
ㆍ문화적 식민성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작가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이다.
(1) 요새 문학이란 것도 이상하더군.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시공(時空)의 좌표가 부재란 말야. …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동시대인들에게만은 최소한 이해 가능한 형태와 감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
가 하는 말이야. … 김동인한테서는 역사감각이란 걸 조금도 찾아 볼 수 없어. …
이미 화석이 된 역사밖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모양이지? 그의 현대소설에는 일부
인(日附印)이 없어. 그 인물들은 이조시대라도 좋고 일제시대라도 좋고 오늘이라
도 좋은 사람들 아닌가? … 김동인은 일본의 침략을 독감같은 걸로 알았던 모양이
지.(회1:301~302, 밑줄은 인용자)
152) 𰡔회색의 의자𰡕의 경우 연재 2회분에 2장과 3장이 함께 있으며, 6회분에는 장 구분표시가
누락되어 있고, 7회분에 8장이라는 표시 이후 8회분부터는 장 구분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전집 초판에는 총 14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𰡔회색의 의자𰡕와 장 구분은 다르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최인훈, 𰡔회색인: 최인훈전집 2𰡕, 문학과지성사, 1977.) 2장과 3장의 경
우 독고준이 초점화 되어 있고, 연재 2회분에 함께 묶여 있으므로, 본고는 연재 회수에 따
라 구분하기로 한다.
153) 각각 준과 학이 초점화 될 경우에도 “학은 혁명을 하자는 것일까”(회2:331), “준은 사랑
과 시간이라고 했다”(회3:364)와 같이 둘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혁
명도 불가능한 우리 사회에서 일단 ‘사랑과 시간’이 중요하다는 독고준과 혁명의 가능성을
믿는 김학 사이의 긴장이 유지된다. 1회와 13회에서 김학은 독고준에게 𰡔갇힌 세대𰡕의 동
인이 될 것을 권유하지만, 독고준은 이를 응낙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도 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확보된다.

(2) 그러나 자네가 말한 한국 문학의 문제도 역시 한국적 상황 일반의 부분적인
형태라는게 내 생각이야. 한국의 문학에는 신화(神話)가 없어. … ｢비너스｣란 낱말
에서 서양시인과 서양독자가 주고 받는 풍부한 내포와 외연(外延)이 우리에게는
존재치 않는단 말이거든. … ｢니꼬라이의 鍾소리｣｢聖母마리아｣｢탄식의 장미｣ …
주민과 풍토에서 떨어진 신화는 다만 철학일 뿐 신화는 아니야. … 그렇다고 우리
는 돌아갈만한 전통도 없다. … 그들의 경우 과거와 현재는 연속돼 있으나 우리는
단절돼 있다. … 우리들은 수백년 혹은 수십년씩 식민지민(植民地民)이었다. 동양
은 백인들의 노예로서 세계사에 등장하였어. 대등한 경기자로서가 아니야. … 신화
의 부재란, 사실은 역사의 부재였던 것이야. … 우리들의 ｢현재｣에 통과시킴이 없
이 엉뚱하게 삐라에 혹은 서라벌에 비약한데 있지않겠는가 말이야. 삐라도 서라벌
도 우리에겐 이방(異邦)이야.(회1:303~306, 밑줄은 인용자)

𰡔회색의 의자𰡕에서 독고준과 김학은 이러한 식민주의적 관계를 한국의 ‘후진성’
문제와 결합시켜 인식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위의 인용문은 각각 김학과 독고준
의 대화로, 김학은 “일부인(日附印)”이 없는, 즉 “시공의 좌표가 부재”한 한국문
학을 비판한다. 그는 동시대인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동시대성, 당대성이 바
로 역사 감각이며, 그것은 “이미 화석이 된 역사”와는 구분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대성의 획득을 통해 관념과 현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대적 조건
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식민지를 망각한 당대의 문학 역시 역사
감각이 부재한 것이다.
독고준은 이를 “한국적 상황 일반”(회1:303)의 문제로 확장시키며 주민과 풍토
에서 분리된 서양의 언어와 관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을 지적한다.
그에게 배후의 역사가 사상된 언어를 모방하는 것은 낯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서라벌’로 대변되는 복고적인 전통의 세계 또한 ‘현재’의 시공간이 소거된 낯선
것임을 직시하고 있었다. 전술하였듯이 “화석이 된 역사” 또한 주민과 풍토에서
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복고적인 전통의 세계가 ‘현재’가 없는 과
거로의 비약이라는 점을 직시하며 “우리는 돌아갈만한 전통도 없”음을 냉소한다.
독고준은 국학(國學) 연구의 부흥과 “한국문학의 에스프리는 첫째로 멋, 둘째는
멋, 그리고 셋째로 멋”(회1:300)이라는 표현으로 한국문학 내지 한국문화를 규정
하는 방식에 거리를 두었다. 독고준은 민족 담론이라는 틀 내부에서 사유된 국학
연구의 방식은 식민주의의 논리와 크게 않다는 점과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전통이

란 단순히 복고적인 전통에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한다.
독고준에게 서양은 과거와 현재가 연속된 사회로 상상된다. 한편 한국은 과거
와 현재, 민족적 전통이나 서구적 근대가 기이하게 혼합되어 있는 공간으로 포착
된다. 𰡔회색의 의자𰡕에서 들려오는 멜로디에는 “식민지 멜로디”와 “GI 센티멘탈
리즘”(회2:344), 유행가가 혼재되어 있다. 또한 “낡은 일본 집”이자 ‘미군부대’가
내려다보이는 적산가옥 이층에 살며 가정교사를 하던 독고준의 모습은 식민지 유
산과 미군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식민주의적 관계가 동시적으로 혼재되어 있음을
상징한다.154) 독고준은 ‘다다미’와 ‘왜식 벽장’ ‘오시이레’가 있는 적산가옥의 하숙
집에서 기독교인 김순임과 처음 만나게 되고, 그날 준은 가문과 족보, 서양의 과
학과 기독교에 대한 긴 상념을 길게 적는다. 이 작품에서 토착적 민족주의와 서
구의 제국주의의 이분법은 족보와 성경의 대립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는 제국과 기독교의 관계를 생각하고, 한국이라는 풍토에 이식된 서양 속에서
“우리는 원주민(原住民)”임을 사유한다.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의 의식의 근원으로
서의 기독교 대신 “石窟庵이나 白馬江”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도 없음이 독고준
세대가 지니고 있는 딜레마이다.
한편, 현호성은 월남 후 독고준의 누이를 배반하고 여당의 유력한 국회의원이
자 사업가가 된 인물이다. 여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국내 재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일을 맡게 되었다는 점, 일본을 자주 왕래하는 점을 통해 현호성이 경
제적으로 정권 및 일본과 결탁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는 처제 이유정에
게 은근히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녀와 인척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하
다.155) 한ㆍ미ㆍ일의 공조관계 속에서 경제적 논리에 따라 일본과 교류를 하고
있는 현호성의 면모는 ‘한미일회담’에 가까웠던 ‘한일회담’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156) 한일회담이 진행된 무대인 당시 냉전체제는 한ㆍ미ㆍ일 정치적 공
154) 장문석은 독고준이 미군 부대의 테니스공에 매혹되는 장면을 적산 가옥이라는 식민지의
물질적 토대에 서 있으면서 냉전의 상징인 미군 부대와 그 문화적 생산물을 바라보는 것,
즉 식민지의 유산과 냉전의 문제가 겹쳐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분석하였다.(장문
석, ｢후기식민지라는 물음: 최인훈의 𰡔회색의 의자𰡕에 관한 몇 개의 주석｣, 앞의 논문, 54
면.)
155) “넌 아직도 나를 무시하는 모양이구나. 그 옛날처럼. 그러나 네가 사년동안 미국에서 먹
은 빵은 내 돈으로 샀다는 걸 왜 생각못해.”(회8:376)
156) 다음의 글을 보면, 최인훈이 한일관계에 있어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복 35주년을 맞았다. … 지난 20년 동안의 경제적 변동의 과정에
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누적되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기간은 한일 국교 정
상화 이래의 시간과 겹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갈등의 원인 속의 어떤 부분이 한일 관계의

조를 강화시켰고, 반공을 공유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식민-피식민의 문제는 덮어
두려 했다.157)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독고준과 관련된 서사에서 한 축을 형성하는 현호
성에 대한 ‘복수’의 문제는 주목을 요한다. 이 작품에서 ‘복수’는 김학의 형이 문
제화 한 요꼬하마를 포격하고 싶었던 복수의 감정과도 연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지난 시대에 대한 책임과 청산의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1) 그러나 어떤 인간이 자기 민족을 괴롭힌 외국의 항구도시를 포격하고 싶다는
충동, 이 욕망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아. … 그의 경우에는
한국민족이라는 전체가 그를 통해서 복수할려고 했던게지. 만일 그 때 요꼬하마를
포격했더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야. 선량한 일본 사람들도. 그리고 아이들.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이. … 이게 고민이야. … 그러나 지금은, 지금은 달라졌어. 한
제너레이슌만 지나면 책임을 물을 대상은 없어져. 맞은 놈만 억울한 셈이지. 그렇
다고 오늘 날 세상이 민족이나 국가를 아주 파탈해 버렸는가 하면 그렇지도 못하
잖아. … 종족(種族)이 개인의 신이요, 의지할 곳이요, 어머니의 품이었던 시대, 다
시 말해서 내셔널리즘의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 물론 서양사람들을 기준해서 그렇
지만.(회5:344, 밑줄은 인용자)
(2) 우리 시대는 유관순의 시대가 아니야. 요꼬하마를 사격한다는 상념이 삐에로의
재롱으로 밖에는 보이지않는 그런 시대야. 전체(全體)에 사로잡힌 열병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아무도 동정않는 일이 되고 말았어.(회5:353,밑줄은 인용자)
현재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할 시점이다.
한일관계는 언제나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이 결국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최
인훈, ｢광복의 달에｣, 𰡔길에 관한 명상: 최인훈전집 13𰡕, 앞의 책, 103~106면.)
한일회담은 냉전이라는 무대 위에서 진행되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반공전선 구축을
위해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원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1950년대 후반, 미국은 국제수지 적
자 증가로 인해 대외 무상원조를 차관으로 전환했고, 일본에 경제적 책임분단을 요구하며
한일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청구권 개념은 경제협력 자
금으로 그 성격이 변경되기에 이른다. 경제 개발을 모토로 삼은 제3공화국의 박정희는 경
제 근대화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한일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미국의 군사ㆍ경제원
조 감소라는 상황 속에서 반공을 위한 한ㆍ일 양국의 결속과 자립경제체제 확립을 위해 조
속하게 회담타결을 추진했던 것이다.(강준만, 𰡔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2𰡕, 인물과사
상사, 2004, 287면 참조. )
157) “당시의 냉전체제는 미국과 일본, 한국의 정치적 공조를 강화시켰고 경제적 유착관계 또
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 한미일 3국은 반공주의를 공유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의 식민-피식민의 문제는 덮어둔 채 정치적ㆍ경제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
다.”(서은주ㆍ허윤회, ｢1960년대 문학｣,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앞의 책, 322면.)

그런데 지난 역사에 대한 복수, 그리고 과거를 책임지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요꼬하마를 포격하고자 하는 욕망은 이미 서구에서는 탈신비화 된 내셔널
리즘의 논리이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 욕망의 실현을
통해서는 무고한 “선량한 일본 사람들”과 “죄도 없는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고민스러운 점은 당대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내셔널리즘
이 혼재해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 제너레이슌만 지나면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어지는 시대에서의 과거의 청산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은 이 작품의 주요한 논제
가운데 하나이다.
대학등록금 마련이 어려웠던 독고준은 현호성의 노동당원증을 “자유에의 여권
(旅券)”(회4:397)이라 생각하며, 그를 협박해서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게 하려
고 마음먹는다. 그는 𰡔죄와 벌𰡕의 라스꼬리니꼬프를 자신에게 견주며 그의 계획
을 “복수의 계획”(회4:394), “엄청난 음모”(회4:395)라고 생각한다. 전술한바 현
호성이 이승만 정권의 여당 당원이며 배신자의 한 전형, 특히 일본과 경제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라면, 그에 대한 복수란 비단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치부되
기 어렵다. 그것은 당대의 악(惡)의 처리 문제, 즉 식민지 과거와 잔재에 대한 처
리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1) 그는 방안(현호성 집의 방-인용자)을 둘러보았다. 영숙이네 이층과 비하지 않
드라도 좋은 방이었다. … 그러나 이렇게 바뀐 환경속에서 그는 조금도 덜 비참하
지는 않았다. 그의 속에서 자라는 부스럼은 쉬지않고 자라고 있었다. 남의 빵을 훔
쳤다는 사실을 의식의 밑바닥으로 갈아 앉히기 위하여 독고준의 마음은 평화를 가
장한 것일까? 아니 윤리의 바늘이 찔러도 아프지 않게 그의 신경을 썩히고 잇다는
것이 그 부스럼의 의미였다. 그는 이제 현호성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 그렇게 해
서 독고준이 구상한 각본은 무너졌다. 평화. 썩은 평화. 그러면서도 아무 가책도
없는 심리.(회9:345, 밑줄은 인용자)
(2) 내게는 가족이 없으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믿었다. 내가 현호성의 제의
를 받아 들여서 이 집으로 온 것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기대했던
드라마는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매수당했다는 결과밖에는 분명한 것이 없
다. 싸늘한 심장으로 이 악덕을 참기로 했었다. 물론 나는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회있을 때마다 이 결심을 변명하도록 만드는 내 밖의 세계까지를 지배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이 방속에서 나는 자유일것이다. 자유. 나는 신(神)이

된다.(회10:361~362, 밑줄은 인용자)

그런데 독고준이 현호성의 집에 거주하며 그의 돈으로 안온한 일상을 영위하는
면모는 그가 구상했던 복수에 내장된 한계를 보여준다. 그는 미군부대가 바라다
보이는 적산가옥이라는 물적 토대에서 대학등록금이라는 ‘돈’의 필요에 따라 현호
성의 으리으리한 집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경제적인 논리에 따른 이동이었다. 특
히 아버지의 죽음 후 ‘고아’로서 자기를 인식했던 독고준이 현호성과 이유정이 가
족으로 묶인 현호성의 집으로 편입되는 것은 한일회담을 계기로 ‘고아’처럼 국제
적으로 고립되었던 한국이 세계질서와 접속되었던 문제를 환기한다.158)
그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이상한 데다 둥지를 틀고 있단 말이야”라는
김학의 생각은 변함없이 반복된다. 김학이 현호성의 집을 “새 기식처”(회13:408)
라고 표현하듯 그의 복수는 현호성의 ‘경제원조’ 하에서 안주하는 것에 지나지 않
으며, 그렇기에 그는 현호성과 공모의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독고준 스스로에 의해 “공범(共犯)”(회8:376)이라는 표현으로 폭로된다. 독고준에
게 현호성은 분노의 대상에서 협력의 대상으로 이행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가
족이 없기에 자유라고 외쳤던 그의 주체적인 “근대 선언”은 그 내적 모순을 여지
없이 드러낸다. 그가 현호성의 집에서 누린 “게으를 수 있는 시간-즉 자유”란 공
범으로서 기생한 자의 것이기에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이 작품에
서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윤리적 비판이 거세된 채 “악덕 자본가의 빵에 얹힌
신”(회8:377)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남의 빵을 훔쳤다는 사실”로 인해
가책을 느끼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변명을 마련해야만 했다.
이때 ‘당증-돈’의 거래는, 변절과 배신이라는 ‘과거-돈’의 거래로 볼 수 있다.
배신의 과거를 돈으로 바꾸는 것은 4ㆍ19 혁명 이후 ‘자유’보다 ‘빵’의 문제가 집
중적으로 조명되면서 5ㆍ16과 ‘선의의 독재’가 묵인되고, 식민지의 과거까지 경제
발전의 논리에 따라 거래되는 문제를 은밀히 환기한다. 또한 이는 한일회담 추진
을 기점으로 민족 주체성 확립에 있어 정치적인 ‘자주’가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
을 강조했던 박정희 정권의 논법159)과도 거리가 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악덕
158) “한일수교는 고아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된 한국이 세계질서 속에서 보편성을 획득하는 절
차로 평가된다. … 즉 미국이 요구한 한일관계 정상화는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반공블럭으
로의 편입을 뜻하는 것이다.”(김성환, ｢일본이라는 타자와 1960년대 한국의 주체성｣, 앞의
논문, 357면, 밑줄은 인용자)
159) 옥창준, ｢냉전기 한국 지식인의 아시아 아프리카 상상｣, 𰡔한국문화연구𰡕28, 이화여자대학
교 한국문화연구원, 2015, 95면.

자본가의 빵에 기대어 누린 자유에 대한 인식은 당시 박정희 정권의 논리에 대한
은밀한 비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호성을 물어 뜯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나는 그의 지갑을 조금 할퀴었을 뿐. 그
리고 그리스도의 소녀. 김순임도 물지 못하고 말았다. 나의 잇발은 가짜인가. 남보
다 자기가 속지 않는 의치(義齒)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 김순임을 김학을 현호
성을 물어뜯었다고 생각한 것도 착각이었다. 내 살을 파먹고 있었을 뿐이다. 어느
구석엔가 잘못이 있었다.(회11:369, 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현호성에 대한 복수의 허위성을 독고준이 깨닫는 대목이다.160)
그는 자신이 고작 현호성이 키우는 개 ‘베스’와도 같은 자리에 있음을 직시한다.
‘나의 이빨은 가짜인가’라는 그의 고민, 즉 독고준이 주체적 윤리의 담지자로서
진짜 ‘이빨’을 소유하기 위한 모색은 드라큐라에 자신을 유비하는 방식으로 구현
된다. 최인훈에게 드라큐라는 이성과 지성, 종교가 주지 못하는 강렬한 매력을 지
닌 모티프였다. 그는 한 대담을 통해 드라큐라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음을 고백
한 바 있는데, 그 대담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성(城)을 탈출하는 드라큐라의 이
미지는 𰡔구운몽𰡕의 관 밖으로 걸어 나오는 미이라와도 유사하다.161) 그 점에서
그의 문학 세계 안에서 드라큐라 모티프는 미이라 모티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160) 이것은 𰡔광장𰡕의 이명준이 의지적 결단을 통한 ‘광장 획득’과 현실에서 살아님기 위한
‘범죄자 되기’ 모두에서 실패하는 것과 대응된다.(김진규, ｢선을 못 넘은 ‘자발적 미수자’와
선을 넘은 ‘임의의 인물’: 최인훈의 𰡔광장𰡕(1961)과 홋타 요시에의 𰡔광장의 고독𰡕(1951)｣,
𰡔상허학보𰡕 40, 상허학회, 2014 참조.) 이후 독고준의 여정은 ‘진짜 이빨을 소유하기’, ‘악
마되기’의 모색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61) “獨 보쿰 ‘최인훈 토론회’”를 앞두고 자택에서 바바라 월ㆍ김성렬ㆍ김영찬과 가진 대담에
서 최인훈은 이성과 지성, 종교가 주지 못하는 생리적 매력을 가진 드라큐라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었음을 고백하였다.
“최인훈=얼마 전에 영화 '드라큘라'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 크리스토퍼 리가 세상을 떴다.
나는 드라큘라 영화를 매우 좋아했다. 사찰의 불상이나 성당의 예수상 앞에서 느끼지 못한
영감을 얻었다. 다른 한국 작가가 샤머니즘에서 영감을 얻듯이 나는 드라큘라에게서 많은
것을 느꼈다. 내 소설 '구운몽'은 관 속에 누웠던 사람이 깨어나 마치 드라큘라의 성(城) 속
을 돌아다니듯이 도시를 배회하는 것이다. 드라큘라의 나쁜 점은 내 이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다른 지성과 종교도 주지 못하는 드라큘라의 생리적 매력은 무엇인가
를 탐구하고자 했다.(최인훈은 소설 '회색인'에서 드라큘라를 기독교에 반발해 스스로 신
(神)이 되고자 한 인간으로 그리면서 현실 권력에 저항하는 지하 운동의 상징으로 삼기도
했다.)”(바바라 월ㆍ김성렬ㆍ김영찬ㆍ최인훈(대담), ｢韓國 작가는 한 손에, 現代史라는 수갑
을 차고 있다｣, 𰡔조선일보𰡕, 2015.06.29, 밑줄은 인용자)

수 있다. 그런데 𰡔광장𰡕의 침묵한 채 누워있는 미이라와 𰡔구운몽𰡕에서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관 밖으로 걸어 나오는 미이라 형상은 행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미이라의 모티프에 적극적인 행동성이 부여된 모티프가
바로 드라큐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𰡔회색의 의자𰡕에 등장하는 드라큐라 모티프는 서구 문학사에서의 드라큐라의
위상과 당대 괴물 모티프와의 관련성 하에서 논의될 때 보다 풍성한 해석이 가능
해진다. 주지하듯 드라큐라는 서구 고딕소설과 공포소설의 주요한 제재이다. 프랑
코 모레티(Franco Moretti)는 브람 스토커의 소설 𰡔드라큘라𰡕를 빅토리아 시대를
휘저은 섹슈얼리티의 아노미 상태에서 이성적 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텍스트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드라큐라를 자유경쟁과 화해 불가능한 독점 자본가로 이해
하여 부르주아 정신과 개인의 자유라는 이념을 위협하는 과거적 인물로 분석하였
다.162) 모레티는 19세기 공포문학에 나타난 공포를 설득과 훈육의 도구로 이해하
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매혹과 두려움이라는 양가감정을 유발하는 ‘괴물’
로 재현되는 것은 사회와 문화가 억압하고 금기시하는 자질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았다.163) 다시 말하면, 드라큐라라는 괴물의 메타포는 시대적 욕망과 그로 인한
억압을 괴물이라는 타자에 투사함으로써 그 욕망과 두려움을 여과하는 기제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드라큐라는 1960년을 전후로 등장하게 된다. 𰡔회색의 의자𰡕에 등장하
는 영화로 추정되는 것은 1959년 중앙극장에서 상영된 테런스 피셔 감독의 ｢괴
162) 프랑코 모레티는 서구 공포문학과 부르주아 문명의 공포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는
데, 𰡔프랑켄슈타인𰡕과 𰡔드라큘라𰡕가 그것이다. 그는 19세기 부르주아의 시각에서 볼 때, 프
랑켄슈타인이라는 괴물은 개인의 정체성이 없는 프롤레타리아 집단에 대한 메타포로서 그
러한 괴물을 만들어낸 자본주의의 전망 없음을 ‘설득’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라고 보았다.
독자들의 이성에 호소하여 과학의 발전, 가족 윤리, 전통 존중 등을 생각해보도록 설득하는
작품이라는 것이다.(프랑코 모레티, 조형준 역, 𰡔공포의 변증법: 경이로움의 징후들𰡕, 새물
결, 2014, 60면.)
163) 괴물 형상을 통해 타자가 구현된다.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서부터 현재의 공포영화를 분
석한 로빈 우드는 “일부일처제-이성애주의-부르주아-가부장주의-자본주의자”로 살도록 강
제하는 ‘과잉억압’이라는 개념을 통해 공포의 의미를 해석한다. 대중의 욕망에 한계를 가하
고, 그에서 벗어나는 존재들, 자질들을 ‘타자’로 간주하며, 주류 이데올로기는 그것을 외부
의 대상에 투사함으로써 그것을 거부하고 경멸한다는 것이다. 우드는 괴물들이 구현한 ‘타
자성’의 목록을 “여성 섹슈얼리티, 프롤레타리아, 다른 문화들, 유색인종, 대항이데올로기,
동성애와 양성애, 어린이” 등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괴물 형상은 그 사회와 문화가 억압
하고 있는 자질에 대한 메타포가 된다.(Robin Wood, An Introduction to American
Horror Film, Movies and Methods Ⅱ, edited by Bill Nicho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p.204-205.)

인 드라큐라｣이다.164) 이 작품의 흥행성공의 여파는 괴기영화에 대한 관심과 기
획으로 이어졌다.165) 이후 한국에서의 공포 영화는 1960년대부터 하나의 장르로
인식될 만큼의 특성을 형성하며 생산되었다. 한국 공포영화가 활발하게 제작된
시기는 국가주도형 근대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일치된다.166) 따라서
주로 한국 공포영화의 괴물 역시 박정희의 근대화 프로젝트에서 과잉 억압된 가
치를 지시하는 형상으로 분석되어 왔다.167)
𰡔회색의 의자𰡕에서 이유정에게 거부당한 독고민은 자신이 현호성의 ‘개’와도 같
은 위치임을 알게 되었을 때 드라큐라에 자신을 유비한다.168) 그는 𰡔죄와 벌𰡕의
라스콜리니코프, 카프카, 드라큐라 등 여러 존재에 자신을 유비하지만 이 작품에
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단연 드라큐라이다. 연재 12회분의 첫 부분은 ‘을시년
스런’ 배경 위의 고성(古城), 그 방 안에 사슬에 묶여 갇혀 있는 젊은 남자(드라
큐라)가 탈출하는 과정이 길게 서술된다. ‘갇힌 세대’라는 동인지의 이름과 마찬
가지로 독고준과 김학은 자기의 세대를 그림자만 볼 수 있는 수인(囚人)으로 인
164) 영국괴기작가 브람 스토커의 소설을 영화화한 怪人드라큐라가 을지로2가 중앙극장에서
상영되었다. 포스터를 확인한 결과, 테런스 피셔 감독, 피터 커싱, 크리스토퍼 리가 출연한
"Horror of Dracula"이다. 𰡔회색의 의자𰡕에 등장하는 영화는 이것으로 추정된다.(｢今週의
外畵｣, 𰡔동아일보𰡕, 1959.07.19.)
165) 당대 𰡔동아일보𰡕의 한 기사는 괴기영화 중 쌍벽으로 ｢후랑켄슈타인｣과 ｢드라큐라｣를 소
개하고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영국판 ｢드라큐라｣가 작년 여름 국내에 개봉되어 히트 했
으며, ｢미이라의 再生｣이라는 영화를 “일종의 ｢드라큐라｣의 變身”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괴기영화는 10년 전쯤 상영된 ｢목란등기｣ 정도를 들 수 있고, 드
라큐라의 흥행성공으로 인해 ‘괴기ㆍ오락영화’를 기획하고 있는 징조가 보인다고 끝맺는
다.(｢납량ㆍ괴기영화이야기｣, 𰡔동아일보𰡕, 1960.07.18.)
166) 백문임, 𰡔월하의 여곡성: 여귀로 읽는 한국 공포영화史𰡕, 책세상, 2008, 28면.
167) 단란한 부르주아 가정이 공포의 공간으로 형상화된 김기영 감독의 ｢하녀｣(1960)의 경우,
부르주아의 스위트홈 담론과 산업화와 관련되어 해석된다. ｢하녀｣ 이래 하길종의 ｢화분｣
(1972), ｢수절｣(1974) 등 그로테스크 경향이 농후한 영화들은 개발독재 시대에 노동계급의
급격한 성장이 중산층 가정에 주는 충격을 그려냈다. 1960년대 공포영화는 귀신, 유령, 구
미호를 등장시켜 근대 한국 사회에서 주변화된 민담, 구전, 무속, 불교, 여성, 육체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괴물 형상으로 주로 재현된 ‘여성’은 남성적인 가부장제 사회,
남성적 근대성을 위협하는 요소였다.(김원, 𰡔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
𰡕, 현실문화연구, 2011. 22면.)
168) 이경림은 독고준의 사유에서 드라큘라를 “안티-그리스도로서 기독교의 역전인 동시에 혈
통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주의의 역전”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독고준이 말했던바 “사랑과 시
간”에 기초한 새로운 윤리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분석하였다. 요컨대, 드라큘라를 매
개로 하여 기독교와 가족주의의 반정립에 의해 구성되는 새로운 윤리가 드러난다고 평가한
것이다.(이경림, ｢서사의 창조에 의한 자기 정위(定位)의 원칙: 최인훈의 𰡔회색인𰡕론｣, 𰡔한
국현대문학연구𰡕 42, 한국현대문학회, 2014, 315~319면 참조.)

식하였기 때문에,169) 갇혀 있다가 탈출한 존재라는 점이 강조된 드라큐라에는 자
유를 박탈당한 정의롭지 못한 상태를 참지 못하고 “감옥을 때려”(회3:354) 부술
수 있는 혁명의 가능성을 담지한 주체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김순임의 얼굴이 그 영화속의 여주인공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같은 순간에
준은 보았다. 그 뒷 쪽 창 유리에 비친 한 남자의 얼굴을 창백한 드라큐라의 얼굴
을. 준은 담배를 붙여 물고 의자에 가 앉았다. 그는 웃어보려고 했다. 잘 되지 않
았다. 드라큐라(Vampire) 그의 머릿속에서 낮에 본 영화의 스산한 화면들이 다시
한번 펼쳐졌다. 그리고 그는 새삼스럽게 이 괴담(怪談)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드라큐라는 희생자의 목줄기를 날카로운 덧니로 물고 피를 빨
아 먹는 흡혈귀다. 희생자는 똑같은 흡혈귀가 된다. … 피를 빤다는 행위는 생물학
적인 행위라느니보다도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儀式)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또 하
나의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 드라큐라는 다만 고독한 영혼의 창문을 두드렸을
뿐이다. 그 상식의 감옥에서 빠져 나오라고. 그리고 열쇠를 던져 준다. 그것은 신
(神)을 잃어 버린 인간의 드라마다. … 낮-상식의 태양이 비치는 시간에 그는 무
력하다. 밤-모든 시대에 혁명가들이 이용한 그 반역의 시간에 그는 활동한다. 드
라큐라 전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기독교 신에게 자리를 뺏긴
토착신(土着神)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회
12:291, 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문 (1)은 독고준이 영화를 본 이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드
라큐라로 보이는 것을 인식하는 장면이다. 이는 마치 ‘자기 안의 타자’인 분신과
조우하는 광경처럼 묘사된다. 일반적으로 𰡔드라큘라𰡕 텍스트 혹은 영화의 경우,
과학박사이자 철학박사인 반 헬싱으로 대변되는 합리적인 이성과 십자가로 대변
되는 기독교에 의해 드라큐라는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만다. 즉 이성과 기독교가
승리하고, 드라큐라는 패배하는 것이다. 드라큐라라는 죽었으면서 죽지 않은, 부
활한 괴물이라는 모티프는 ‘악’, 야만적이거나 비인간적인 것, 열정, 생명력, 충일
감 등으로 가득한 절대적인 ‘타자성’의 영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무의식적
욕망이 표면화된 드라큐라가 패배하는 서사는 사회적 금기에 의해 생산되는 욕망
169)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세대. 무슨 일을 해볼래도 다 절벽인 사회. 한 두
사람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시대. 아니다. 나는 시대를 걱정하는 건 아니다. 실상은 시대
같은 건 아무래도 좋다. 민족같은 것도 아무래도 좋다. 다만 내가 그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한다는 것 뿐이다. 한국이 아니면 죽고 못산다는 건 아니다.”(회2:332)

을 가두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 예수쟁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왜 묘한 생각이 들군 할까. 정치와 교회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 제국주의와 기독교는 직접으로는 관계가 없다. 물론 우리는
원주민(原住民)이다. 우리의 정치제도는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나사못 하나도 발명하지 않았다. 지성인이기 위해서는 될수록 많은 외국어를 습득
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 우리가 쓰는 일용품 정신적인 것이건─물질적인 것이건
─의 전부가 외래품. …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풍토에 이식된
서양이 아닌가. 서양. 예수교와 과학의 세계(회4:387~388, 밑줄은 인용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독고준은 영화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진’ 드라큐라를 다시
불러들이고, 그것의 의미를 “기독교 신에게 자리를 뺏긴 토착신”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드라큐라 전설(傳說)을 거꾸로 이해하게 된 인간”(회12:295)이라
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데서 그가 드라큐라의 의미를 전유하고 있음이 분명해진
다. 신학교수와 드라큐라가 각각 선과 악을 상징하는 드라마에서 독고준이 드라
큐라의 편을 드는 이유는 “내가 드라큐라이기 때문”(회12:292)이다. 그는 ‘원주
민’이라는 자신의 조건에 드라큐라를 겹쳐 놓는다. 그리고 성의 갇힌 방을 빠져나
와 자신의 친구를 만드는 드라큐라는 “상식의 감옥”에서 빠져 나오라고 독고준을
유혹한다. 독고준은 “제국주의와 기독교는 직접으로는 관계가 없다”(회4:387)고
말하면서도, 기독교 윤리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를 봉합하는 기능을 해왔
음을 인식하고 있다.170) 그리고 그것은 족보로 대변되는 가족주의의 윤리와 함께
한국의 젊은 세대를 ‘갇힌 세대’로 만드는 기성 윤리이다. 이 작품에서 기독교는
“서양 사람들의 <언덕>으로서의 기독교” 배후의 역사와 정치, 현실과 무관하게
한국의 풍토에 이식된 것을 상징한다.
그런데 드라큐라는 어쩌다 흡혈귀가 되었을까. … 내가 바로 신(神)이 아닐까?
그 순간에 그는 으스스 떨었다. … 파우스트는 타협했으나 드라큐라는 타협하지
않았다. 파우스트는 적의 진영에 타협하여 작위를 얻었으나 드라큐라는 학살되었
170) 정재림은 이 작품에 나타난 기독교가 제국주의의 첨병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러
나 연구자는 이 작품에서 그보다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그것의 의미는 기독교의 목적론적
서사로 대표되는 서구의 역사주의, 즉 서양을 보편적 동일자로 간주하며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하려는 역사주의라고 지적하였다.(정재림,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비판의 의미:
𰡔회색인𰡕을 중심으로｣, 𰡔문학과 종교𰡕 15-2,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0, 87~90면 참조.)

다. 그가 십자가의 그림자에 걸려서 그 그림자 속에서 타죽은 것은 얼마나 상징적
인가. 드라큐라도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것이다. 거짓 상식과 비열한 평화를 뜻하
는 그 갈보리의 십자가에 이렇게 해서 그는 주가 되었다. … 지배자의 의상을 벗
어 버리고 반역과 뒤따르는 밀정의 무리와 고문과 사랑의 호소로 표현되는 반란자
(叛亂者)의 모습으로 학살된 것이다. 검은 신약의 어두운 주(主) 드라큐라다. 후신
약(後新約)의 주 드라큐라.(회12:298)

드라큐라가 흡혈귀가 된 경위를 설명을 해 주지 않는 드라큐라 영화와는 달리,
독고준은 드라큐라 존재의 기원에 대한 상상을 해본다. 그는 드라큐라를 거짓 상
식에 반역하여 ‘학살’당한 존재로, “검은 신약”의 신으로 상상한다. 여기에서 “후
신약(後新約)의 주”, 즉 신약 ‘이후’이자 ‘탈’신약의 신으로 “추방된 드라큐라”(회
12:295)를 복권시키고, ‘학상’당한 그의 존재를 귀환시키고자 하는 것은 독고준의
탈식민적 욕망의 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독고준의 이러한 탈식민적 욕망은 한국인을 아프리카인과 동일시하는 대목에서
도 찾을 수 있다. 독고준은 드라큐라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이전에 아프리카를 한
국과 동일시했다. 독고준은 서양인의 시점으로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서양을 보편적 동일자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회의하는 시각을 보여준
다. 그는 원주민이기를 거부하고, 서양을 모방 하지 않고,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를 역전시킬 궁리를 하고자 하였다.171)
이러한 아프리카에 대한 상상의 의미는 당대 담론 장에서 아프리카가 어떻게
상상되었는가를 참조할 때 명료해진다. 1955년 반둥 회의를 필두로 하여 아시아
ㆍ아프리카 지역의 연대와 단결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로 인해 한
국 지성계에서도 ‘서양’과 대비되는 ‘아시아’의 가치가 탈식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171) “아프리카인이라는 것과 한국인이라는 데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없다. 다를 것 없는 원
주민(原住民)이다. 옐로우 니그로. 그것이 우리들의 초상이다. … 발견당해다는 것. … 우리
가 서양 사람들에 대한 집단 열등 콤플렉스를 넘어서자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
는 수 밖에 없다. 아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세대는 앙앙불락할
수 밖에 없다. … 원주민이기를 거부하자면. 기린이 되지 않자면. 보호구역의 주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춘향전이 승리할 가망은 없다. 그렇다고 남의 다리를 긁을
것인가. … 한없이 계속될 이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를 단번에 역전(逆轉) 시킬 궁리를
하자. 그러니까 거북이는 기를 쓰고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일단 주저 앉아라. 어떤 거북이는
따라 가게 버려 두자. 김학이네처럼. 어떤 거북이는 주저앉아서 궁리를 하게 하라. 나처럼.
… 그러니까 나는 누워 있다. 나는 뛰지 않는다. 나는 농촌 계몽도 안하고 사회조사도 안한
다.”(회10:359~360, 밑줄은 인용자)

논의되었다.172) 아시아 민족주의 하에서 냉전체제는 과거 식민주의 체제의 연장
이라고 인식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아프리카와 한국을 동궤에 놓는 독고준
의 사유 또한 이러한 맥락에 놓여있다. ｢갇힌 세대｣에 기고한 독고준의 글에 나
타난 “국제협조, 후진국개발의 새 나팔이 야단스러운 새 流行時代”173)라는 표현
은 이러한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이르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을 수용한 한국 지식인들과 박정희
정권은 ‘실리’와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역설적으로 아시아ㆍ아프리카 국가들을 타
자화하고, 자국민의 이익을 강조하기 시작했다.174)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탈식민적 아시아ㆍ아프리카의 연대와 단결보다
는 ‘국가이익’과 ‘실리’의 관점에서 한일회담의 졸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시점에서
아프리카를 “우리들의 초상”으로 다시 상상하고, “대륙과 대륙을 넘어선 공감”(회
10:357)을 강조하는 방식은 ‘국가이익’의 관점으로 탈식민적 욕망을 환수하는 질
서와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은밀히 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그런데 그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나는 지금 뭘하고 있는거야 그리스도가 나
하구 무슨 상관이야 드라큐라가 나하구 무슨상관이야. 다른 사람들의 루울을 따라
육갑하자는 거야? 번역극을 연출하고 있었구나 아뿔싸 또 실수할 번 했구나.
그는 깔깔 웃엇다. 그리고 아주 유쾌해졌다. 동키호테는 되지않겠다는 것. 선교
사 부인을 흉내내는 원주민 아가씨는 되지 말자는 것. 그것이 내 결심이 아니었다.
-빌어먹을 이 놈의 세상을 살자면 함정 투성이구나. 그런데 나는 그걸 할 번했으
니 천만의 말씀이다. 드라마여 안녕 난 그런 각본에 끼지않는다.(회12:298, 밑줄은
인용자)
(2) 불가능한 것을? 그렇다. 내가 신(神)이 되는 것. 그 길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번역극이 아닌가? 거짓말이다. 유다나 드라큐라의 이름이 아니고 너의 이
름으로 하라. 파우스트를 끌어대지 말고 너 독고준의 이름으로 서명하라. … 그는
창으로 걸어가서 우리속을 들여다 보았다. 창백한 남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회13:419~420, 밑줄은 인용자)

172) 옥창준, 앞의 논문, 85~88면 참조.
173) “帝國主義를 對外政策으로 民主主義를 對內政策으로 쓸 수 있었던 저 自由自在한, 행
복한 時代는 영원히 가고 우리는 지금 국제협조, 후진국개발의 새 나팔이 야단스러운 새
流行時代“(회1:300)
174) 옥창준, 위의 논문, 93~94면 참조.

이처럼 드라큐라 모티프가 식민사(史)라는 과거의 귀환과 탈식민적 욕망과 관
련된다고 볼 때, 독고준은 드라큐라라는 자기인식 또한 번역극이었음을 깨닫는다.
위의 인용문은 독고준이 자신의 주체적인 이름으로 서명할 것을 다짐하는 부분이
다. 물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것은 ‘상상적인 선언’, ‘당위’를 선언하는 것
으로 그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서명은 “후기식민지 주체로서 정체
성과 삶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서구의 근대적 개인
(individual)”을 의식하고 희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175)
그런데 독고준은 끊임없이 ‘원주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조건을 인식하면서
서구의 근대와 서구적 전통, 이미 화석이 되어버린 한국적 전통 모두에 대해 비
판적 거리를 두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그는 서구적 근대의 시선으로 아프리카와
한국을 바라보는 것을 경계하였다. 또한 한국적 전통과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것
이 서양의 보편주의를 극복하는 방식이 아님도 인식하였다. 그것은 전도된 방식
으로 서구적 보편주의를 반복하는 함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할아버지의 고
향에 가서도, 드라큐라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나서도 ‘실수’할 뻔했음을 표나게 강
조하는 이유는 그가 그러한 함정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북한 동포 여러분을 위한 심야방송을 마치겠읍니다. … 애국가가 끝나자 갑자기
밤이 방안에 꽉 들어찼다.
준은 다이알을 이리 저리 돌렸다.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곳이 있다. 이, 이, 삼,
오, 사, 륙. 팔, 삼, 삼, 육, 육, 육. … 이것은 암호다. 남한에 있는 스파이에게 보
내는 북한의 암호송신이다. … 그에게 있어서 저 암호는 무한히 깊고 자유다. …
내가 넘어서기를 주저한 그 어떤 곳으로부터 보내 온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자. …
초대에 응하기로 하자.(회13:420~421, 밑줄은 인용자)

드라큐라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고자 했을 때, 독고준의 방에는 라디
오 방송이 퍼지고,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던 준은 우연히 “스파이에게 보내는 북
한의 암호송신”을 듣게 된다. 대북방송은 물론, 북한의 암호송신을 모두 들을 수
있게 된 독고준은 ‘스파이’를 부르는 초대에 응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는 현호성
175) 장문석, ｢후기식민지라는 물음: 최인훈의 𰡔회색의 의자𰡕에 관한 몇 개의 주석｣, 앞의 논
문, 60~61면.

이 제공한 ‘빵’과 평안한 삶이 아니라 이 암호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인식한다.
드라큐라가 서구적인 역사와 전통이 배후에 자리하는 ‘심볼’이라면, ‘시공의 좌
표’가 분명하게 ‘일부인’이 찍힌 우리의 ‘심볼’로 독고준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간
첩이라는 괴물이다. 그것은 미국이 제시한 자유주의-반공체제에 대한 발견이며,
한국과 일본을 넘어 한일회담을 둘러싸고 한국이 선택 혹은 편입될 세계질서의
본질에 대한 발견이기도 하다. 냉전체제에서 강력한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된 것
이 바로 간첩이었기 때문이다.176) 그것은 내부와 외부의 틈새에 존재하면서 그
틈의 비밀을 엿볼 수 있는 낯선 존재이자, 외부로부터 온 위협적인 존재로서 뚜
렷하거나 혹은 잠재적인 적이었다.177) 간첩의 존재는 그를 외면으로 감식해낼 수
없고, 서울 한복판을 활보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을 파고드는 일상의 공포였다.
간첩 관련 기사가 급증한 것은 1957년부터였고, 진보당 사건은 간첩 담론을 활
성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78) 전술한바 이 작품이
연재된 기간은 한일협정 반대운동으로 이어지는 기간이다. 이에 더하여 이 작품
이 소설화하고 있는 시간인 1958년에서부터 1959년은 진보당사건으로 인해 야당
의 조봉암이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에 이르는 기간이다. 따라서 마지막 1최종회가
조봉암이 사형된 1959년 여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의미심장하게 읽힌다.
요 먼저 어느 야당의 국회의원이 남북 통일은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지않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국시(國是)를
어겼다. 용공(容共)이다. 괴뢰들에게 동조한다고 야단이더군. 앵무새처럼 한가지
말만 하라. 이것이 정부의 요구야. 인생과 정치를 좀 다원적(多元的)으로 보는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타부에 속해. 이른바 대통령이 산다는 집은 구중궁궐이나
처럼 신비의 안개에 싸여 있고…(회3:353, 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𰡔회색의 의자𰡕에서 조봉암 간첩사건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작가
는 김구에 대한 애도와 참배를 하면서 “스릴”(회3:361)을 느껴야 하는 사회의 기
176) 허병식, ｢간첩의 시대: 분단 디아스포라의 서사와 경계인 표상｣, 𰡔한국문학연구𰡕 46, 동
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4, 11~13면 참조.
177) 적으로 분류된 집단을 절멸시키고자 하는 극단주의 체제(김동춘, ｢간첩만들기의 전쟁정
치: 지배질서로서 유신체제｣, 𰡔민주사회와 정책연구𰡕 21,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2, 148
면.)인 냉전체제가 공포를 투사하고 배제하는 ‘스파이’는 괴물적 정체성, 이중적 정체성으로
구성되었다.
178) 허병식, 위의 논문, 15~16면 참조.

묘함은 그릴 수 있었다.179) 그러나 조봉암에 대한 언급은 그 보다 은폐된 방식으
로만 가능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조봉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𰡔서유기𰡕에 가
서 가능해진다. 서구적 전통에서 드라큐라가 누명을 쓴 가짜 악마라면, 당대 한국
사회에서 악마화되고, 조작된 간첩 또한 ‘학살’된(될) 가짜 악마였다.180) 독고준은
당대 한국사회의 공포스러운 괴물인 간첩이라는 ‘심볼’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러한
간첩, 스파이가 되고자 한 것이다. 즉, 𰡔회색의 의자𰡕의 결말은 한일회담의 배후
에 자리한 미국 중심의 반공주의적 국제질서를 환기하면서, 당대의 한국사회에서
악마로 통용된 간첩의 존재와 간첩혐의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조봉암의 죽음
을 은밀히 귀환시킨다.
암호를 수신한 독고준은 도일하여 집을 비운 현호성을 의식하면서, 이유정의
방으로 들어가며 작품은 끝이 난다. 그리고 독고준은 그 후 이유정의 피를 빠는
욕망을 실현할 것처럼 암시된다. 이는 이유정과 현호성이 상징하는 한미일의 공
모관계, ‘돈’으로 과거의 문제를 은폐하고, 미래의 발전만을 문제 삼겠다는 논리,
즉 ‘빵’으로 자유를 산다는 거짓에 대한 거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181)
179) "지금 한국 정치를 맡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전과자들이야. 이유야 어쨌든 그들은 일
본 사람들과 타협하고 산 사람들이야. … 애국자 … 국민은 그 사람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해서 용기와 자신(自信)을 되찾게 해 주는 것이지. 김구와 이승만이라는 두 지도자 중에서
이승만이 정권을 잡았을 때 도덕적 타락의 길은 열렸지. 김구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다른
일은 몰라도 자그만치 친일파에 대한 태도만은 철저했을 거야. … 김구가 정권을 잡았더라
면 … 항상 비분강개하고 상해의 뒷골목식인 애국주의를 강요하는 바람에 좀 귀찮기는 할
테지만 거짓말만 하는 이 기독교인 박사님 보다야 나을게 아닌가. … 김구를 이승만이가
죽였는지 빨갱이가 죽였는지는 몰라도 그 범인이 버젓이 나와 다닌다니 이거 도깨비 세상
이지, 어느 미친 새끼가 남을 위해서 자기생애를 바치리라는 생각을 멋으로라도 가져 보겠
나. 빌어 먹을. 배웠다는 새끼들도 돈만 주면 개처럼 꼬리치는 판이니 우리같은 송사리 인
테리들이 흥분하다가도 머쓱한 일 아니야?"(회3:358)
180) 독고준은 유정에게 우리의 시대는 진정한 악(惡)조차 해 볼 수 없는 “무서운 시대”라고
규정한다. 그와 함께 “공산당”은 진정한 데몬이 아님을 역설한다.
"어떤 개인이 악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가 너무 나빠요. 무서운 시대. 사람이 자기의 선
(善)을 행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악(惡)을 행하려 해도 불가능한 시대. … 우리들이 살아
야하는 이 나쁜 시대에는 계약해야 할 악마조차도 없읍니다. 민족 반역자. 공산당. 그런 것
들이 과연 데몬일까? 아닙니다. 그들은 데몬이 아닙니다. … 우리를 떨게 하는 것은 더 깊
은 데서 울려 오는 으시시한 목소리여야 해요. <正統의 惡魔>도 없어진 시대. 이런 시대에
서 우리는 악(惡)조차도 해 볼 수 없어요."(회9:341, 밑줄은 인용자)
181) 그러나 이러한 흡혈 행위는 사랑을 토대로 친구를 만드는 “상징적인 의식(儀式)”의 방식
이라는 점에서 타자를 동일화하려는 폭력적인 방식과는 대별된다. 이를 통해 경제원조에
기식하면서 과거라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과거청산의 윤리, 즉 “사
랑과 시간”의 가능성이 상상적으로나마 제시된다.
“희생자는 똑같은 흡혈귀가 된다. 그리하여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헤맨다. 그들은 식인

최인훈에게 드라큐라의 모티프는 단편 ｢귀성｣(𰡔동아일보𰡕, 1967.8.22~9.01)182)
에도 계승된다. 따라서 𰡔회색의 의자𰡕는 ｢귀성｣과 함께 읽을 때 보다 다채로운
해석이 가능해 질 것이다. ｢귀성｣은 귀성길에 오른다는 점과 드라큐라 영화가 각
성의 계기가 된다는 점, ‘복수’183)가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𰡔회색의 의자𰡕
와 유사함을 보인다. ｢귀성｣에서 귀성길에 오르려는 ‘그’는 고향으로 가는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여자와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한다. 첫 배경은 기이할 정도로
한산하고 지나치게 아늑한 다방이다.
이때 여자는 “불길한 제안”(귀2:1967.08.23)을 하는데, 그것은 서로 헤어져 있
다가 기차 시간 한 시간 전 찻집에서 다시 만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제안에서
올지, 안 올지의 여부는 내기와 놀이, 즉 우연과 ‘운수’에 맡겨진다.184) 그리고
‘그녀’는 내기의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우연과 악의에 가
득 찬 운명을 자신의 주체성의 영역으로 돌리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윤리적인 태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국 영화였는데 그 경우에는 그녀와 정한 장소에 행(行), 국산일 경우에는 불
행(不行)으로 정했던 것이다. ｢드라큐라의 복수｣라는 제목이었다. … 사랑하는 한
쌍은 위기를 면했지만 돼지처럼 도살된 등장인물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의 경
종은 아니다. 뼈와 살에는 식욕이 없는 것이다. 다만 피를 빨 뿐이다. 그것도 잇빨로 상처
낸 자죽에서 맛 본다는 정도다. 이 경우에 피를 빤다는 행위는 생물학적인 행위라느니보다
도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儀式)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또 하나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회
12:291)
182) 단편 ｢귀성｣은 𰡔동아일보𰡕에 소하 단편선으로 1967년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연재
되었다. 이후 인용할 때는 (귀 연재회수:발표일)로 표기하고자 한다. 1967년 𰡔동아일보𰡕의
소하 단편선 연재는 이석봉의 ｢삽화｣, 최인훈의 ｢귀성｣, 김동리의 ｢일분간｣ 순으로 게재되
었으며, “한더위에 시달리는 讀者 여러분에게 淸凉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
다.(｢𰡔銷夏 短篇選𰡕 連載｣, 𰡔동아일보𰡕, 1967.08.05.)
183) ｢귀성｣에 복수의 대상이나 이유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그녀가 제안한
내기에 응하는 것이 일종의 복수로 유비되며, 그 내기의 우연성으로 말미암아 복수는 좌절
되기 쉽고, 그 그물에서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는 가다가 제일 먼저 나선 공중전화에서 그의 다음 내기를 불러 보았다. 같은 과의
여학생으로 그가 부르면 따라올 눈치를 자주 보이는 아이였다. 그녀는 없었다. … 그가 전
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가져다 준 자그마한 복수의 이룸과 상대방이 없어주었다는 데서 온
다행스러움을 동시에 거둬 들인 것이었으나 그것은 완전한 만족까지는 주지 못하였다. 왜
냐하면 그것은 그의 복수가 좌절되었다는 것과 그가 그녀의 그물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도 뜻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는 또 하기로 했다.”(귀4:1967.08.25, 밑줄은 인용자)
184) 가령 그 내기는 어떤 서점에 들어가서 ‘책가’의 아랫줄 첫 번째 책이 남자 필자의 것이
면 돌아오고, 아니면 오지 않는 것이다.

우는 소생도 안되고 그저 그만이었다. 그의 불행에는 아무 보상도 없었다. 그래도
좋은가.(귀3:1967.08.24, 밑줄은 인용자)

얼떨결에 여자와 헤어진 그는 도시를 방황하다가 영화 ｢드라큐라의 복수｣185)를
관람하고, 우연히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애도한다. 또한 이후 그는 지방 출신 도시
생활자로서의 이방인이라는 자신의 조건과 선거부정186), 4ㆍ19, 봉건적ㆍ식민지
적 근대화의 문제 등을 ‘회상’으로 소환하게 된다. 아늑하고 안온한 일상이 기이
한 공포, 불길한 징조를 통해 낯선 것으로 역전되면서 그가 잊고 있었던 개인적
ㆍ역사적ㆍ사회적 조건을 환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드라큐라
의 복수｣라는 영화가 놓여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𰡔회색의 의자𰡕와 겹쳐진다.
드라큐라 영화를 관람한 후 그는 이미 희생된 것, 불행에 대한 보상과 책임의
문제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한 다방 변소 휴지통에서 누군가의 일기장인지 가
계부인지 모를 낡은 종이 조각을 발견한다. 띄어쓰기가 무시된 글월은 그로 하여
금 1920년대 쯤 개화 신여성을 연상하게 한다. 그리고 그 밑에는 “꿔간돈”, “받
은 돈”, “그이가 200”(귀8:1967.08.30) 등의 구절이 적혀 있다. 특히 “그이가”라
는 대목은 ｢회상｣이라는 시와 함께 연결됨으로써, “그 일기장인지 가계부인지 모
를 종이” 역시 잊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환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종이를 보
면서 그는 그것을 처분해 줘야할 의무감에 시달린다.
이데올로기의 혼란 다음에는 전쟁, 그 다음에 오는 건 경제문제 밖엔 없다. 경
제의 발전이 독립의 기초인 것은 정부가 신안특허를 가진 아이디어도 아니고 시세
의 흐름이 아닌가. 근대화. 정약용, 안창호, 김구, 안중근 이래로 그것은 한국 최근
세사의 사실(事實)이지 어느 누구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기나 한 것처럼 생각한다
면 이것 참 지하의 선열에게 무엄한 일이다. 봉건적, 식민지적 근대화를 수치로 알
185) ｢괴인 드라큐라｣의 흥행에 힘입어 1961년 7월에는 테런스 피셔 감독, 피터 커싱, 마티타
헌트 주연의 ｢드라큐라의 신부｣가 개봉되었고, 1967년 8월에는 테런스 피셔 감독, 크리스
토퍼 리, 바바라 쉘리 주연의 “Dracula-Prince Of Darkness(드라큐라: 어둠의 왕자)”가 ｢
드라큐라의 복수｣라는 이름으로 스카라 극장에서 개봉되었다. ｢귀성｣에 등장하는 ｢드라큐
라의 복수｣는 당대에 동명의 이름으로 개봉된 ｢드라큐라: 어둠의 왕자｣로 추정된다.
186) “그 밖에 이 사회에서 행운의 제비를 뽑은 사람들이 사는 집일 터이었다. 이런 제비를
뽑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행운을 시기할 필요는 없었다. 다만 그들이 남도 제비를 뽑을 기
회를 방해한다면 또 그런 방해를 짐짓 모른체 한다면 그것이 나쁜 것이었다. 그 순간부터
그의 기득권은 무효며 범죄다. 이번 선거부정도 그런 점에서 나쁘다. 우리들 모두가 몇해에
한번씩 뽑아보는 조촐한 제비뽑기의 기회. 그것을 눈앞에서 사기했다면 그것은 사기도박이
다.”(귀6:1967.08.28)

고 줏대 있고 사람다운 근대화를 하려니까 정약용은 괴로왔고 안창호는 일본 관리
가 안 되었고 김구는 상해의 밤노래를 불렀고 안중근은 하르빈 역두의 총성이 아
니겠는가. 가로 가나 바로 가나 근대화만 문제라면 일본대표 말마따나 삼십육년간
일본통치는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이다. … 에이. 그는 기분이 상해서 장을 넘
겼다. …
｢그 이｣의 ｢그녀｣가 그것을 쓸때는 살아가는 그날 그날의 일을 적은 것이겠지
만 그 사이 흐른 시간은 그 종이에서 현장성(現場性)을 뺐고 ｢回想｣의 자리로 올
려놓았다. … ｢그 이｣가 꿔간 돈이 얼마였더라. 분명히 그의 기억 속에 들어왔던
일이 영원히 상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주 중대한 일을 잊어버리기나 한 것처럼
그를 안타깝게 했다. 그 돈이 얼마였더라.(귀9:1967,08.31, 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그가 변소에서 나와 신문의 ｢有口無言｣란을 읽는 대목이다. 이
를 통해 근대화를 경제적 발전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환원시키는 세태에 대한 그
의 반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의 삼십육년 간 일본의 통치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일본 대표의 말에서 ‘구보다 망언’을 연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1953년 10월 제3차회담에서는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다(久保田貫一郞)의 식민지
시혜론을 들고 나왔다. 이 유명한 ‘구보다 망언’은 일본의 조선통치를 미화함으로
써 회담 결렬을 이끌었다. ‘구보다 망언’에 이어 1962년 가을에는 청구, 배상금과
관련하여 과거 식민지 역사에 대한 평가가 개입된 ‘청구권’ 개념 대신 ‘독립축하
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오히라 망언’이 등장하기도 했다.187)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경제 원조를 통해 근대화에 착수하였고, 경
제적 논리에 따라 진정한 과거 청산을 이룩하지 못하는 정국의 상황을 작가가 식
민지적 근대화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불쾌감을 토로하면서, ‘그 이’가
꿔간 돈이 얼마였던가, “아주 중대한 일을 잊어버리기나 한 것처럼” 안타깝게 생
각한다.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감각의 환기와 그것을 보상과 배상, 부채,
복수, 책임 등과 연결시키는 서술은 독자로 하여금 역사에서 청산되지 못한 과거
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러 번의 내기를 통해서 그는 결국 자신이 바라던 스코어를 획득하여 찻집에
187) ｢10年을 걸어온 𰡔妄言癖𰡕｣, 𰡔동아일보𰡕, 1963.12.20 참조.
한일회담이 14년간 총7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데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한국과 죄의식이 없는 무반성으로 일관하는 일본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청구권문제에서 식민지에 있었던 개인 재산에 대한 역(逆) 청구권을 주장하고 나오
기도 했다.

돌아갈 수 있게 된다.188) 그녀가 왔을까하는 불안과 함께 다시 다방으로 돌아왔
을 때, 그녀는 줄곧 그를 기다리고 있었음이 밝혀진다.
“전승 축하연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귀성을 하루 늦추세요.”
… 다방을 나와서그들의 전리품인, 그들이 더불어 싸운 적의 손톱자국이 선명한
시간(時間) 속으로 걸어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울적했다. 그와 그녀의 이제부터의
시간은 결코 그 내기를 입 밖에 내기 전의 그들의 시간과는 다시는 같지 못하리라
고 그는 생각했다. 옛날에 언젠가, 지금처럼 나란히, 꼭 이런 거리를, 이맘 때, 이
런 심사를 안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뒤 끝에 그녀와 걸어간 적이 있다는
분명한 착각인 회상이 떠올랐다. 그러자 그는 소스러쳐 놀랐다. 그, 풍문으로만 들
어온 늙디늙은 시간 속에 귀성(歸省)해 있는 자기를 발견한 탓이었다. 한 신화(神
話)가 다소곳이, 미안한 듯이, 발끝에만 눈을 주며, 그의 팔을 붙잡고, 그와 나란히
걷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저 늙은 <이브>였다.(최인훈, 𰡔우상의 집: 최인훈전집
8𰡕, 문학과지성사, 1976, 340면,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문은 이 소설의 결말부분이다. 𰡔동아일보𰡕 연재본189)과는 달리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언캐니한 데자뷰의 착각과 그로인한 공포, 늙은 시간 속에
귀성해 한 신화와 마주했다는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이 작품의 주제는 보다 명확
해 진다. 그런데 이 작품의 갈등과 긴장은 인용문에서처럼, 여인과의 재회를 통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여인과 재회를 통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언젠가, 지금처럼” 그녀와 이 거리를 걷고 있었던 느낌에 소스라쳐 놀라
며 “늙디 늙은 시간 속에 귀성”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석연치 않은 느낌과
188) 그러나 이 스코어는 여자의 몫을 여전히 미지로 남긴 채 “절반의 확률밖에는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자의 몫까지 견뎌내야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삶에서의 필
연성의 부재, 즉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우연성, 삶의 악의와 관련된 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그는 ‘악의에 찬’ 장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거둬진 듯한, ‘어쩐지 이상’하고 ‘음침’
한 인상을 받게 된다.
189) ““전승축하연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귀성을 하루 연기하세요.”
그는 끄덕이면서 일어섰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면 행복이 달아난다는 이야기의 주인공들
처럼 앞만 보면서. 다방을 나와서 그들의 전례품인, 그들이 더불어 싸운 적의 손톱자국이
선명한, 시간(時間)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귀10:1967.09.01)

함께 끝을 맺기 때문이다.190)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시간 너머의 불가해한 미래
의 시간과 운명에 대한 내기를 통해 갇힌 시간은 열린 시간의 지평으로 전화되
며, 두 인물은 “내기를 입 밖에 내기 전의 그들의 시관과는” 결코 다른 시간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 이는 당대에 억압된 혹은 망각된 기억의 심연을 거닌 후에
야 비로소 보편적인 ‘이브’의 신화 속으로 귀환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결국
이 작품은 모더니티가 야기하는 사회적 고립과 그로 인한 단절감, 비인격화, 예측
불가능한 연인들의 미래와 관계의 절망, 배신의 가능성과 신뢰의 상실만을 환기
하는 것이 아니다.191) 일상에 망각되어 있는 역사의 반복성과 과거의 부채와 청
산, 책임의 문제들을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𰡔회색의 의자𰡕와 ｢귀성｣은 한일회담이 제기한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𰡔회색의 의자𰡕에는 한국 내부
적으로 제기된 식민지 기억과 식민지 잔재의 청산 문제와 함께, 외부적으로 제기
된 일본은 물론 미국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로지르고 있다. 𰡔회색
의 의자𰡕에 나타난 드라큐라 모티프를 통해 작가는 억압된 식민지 기억을 귀환시
키고 식민주의적 관계, 나아가 아시아-아프리카 비동맹 체제가 아닌 미국 중심의
반공주의적 세계질서에 대한 선택(혹은 편입)을 비판한다. 또한 이 작품을 통해
국제질서의 흐름에 따라 경제원조의 논리로 과거의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행태가 은밀히 비판된다. 아늑한 일상이 낯설게 역전되는 ｢귀성｣에서 드라큐라
영화는 망각된 희생과 불행, 즉 청산되지 못한 과거에 대한 보상과 책임의 문제
를 환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0) 이처럼 시간과 역사의 반복, 처음과 끝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는 단편에는 ｢웃음소
리｣, ｢국도의 끝｣ 등이 있다.
191) 오양진, 앞의 논문, 268~269면.

3. 금기 위반의 반복과 혁명의 기억
3.1. 주변부 근대도시 서울의 산책자와 4ㆍ19의 소환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 연작은 최인훈의 작품 중에서도 난해한 작품으로 여겨졌고,
그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
다.192)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 연작은 1963년 6월부터 1966년 여름까지 지면을 달리
하여 발표되었는데, 각각의 발표지면과 연재 시기는 다음과 같다.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 𰡔자유문학𰡕, 1963.6; ｢續 크리스마스 캐럴｣, 𰡔현대문학𰡕,
1964.12; ｢크리스마스 캐럴 <其三>｣, 𰡔세대𰡕, 1966.1193); ｢그리스마스 캐럴4｣, 𰡔
현대문학𰡕, 1966.3; ｢크리스머스 캐럴5｣, 𰡔한국문학𰡕, 1966.여름.194)

발표 될 당시 ｢크리스마스 캐럴1｣과 ｢크리스마스 캐럴2｣로 발표된 것이 아니
라는 점, 3편이 ｢속 크리스마스 캐럴｣ 이후 꽤 오랜 시점이 지난 후 발표되었다
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이 작품이 애초부터 5편의 연작으로 기
획되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내용상으로도 앞서 발표된 두 작품의 경우에는 ‘크리
스마스’ 이브와 집안을 시ㆍ공간적 배경으로 공유하면서, 옥이(와 어머니)의 크리
스마스 이브 외박 허가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3편 이후로는 ‘나’의 월담을
192) 이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평론과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현, ｢풍속적 인
간: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을 중심으로｣, 𰡔한국문학𰡕, 1966.가을ㆍ겨울; 이동하, ｢통행금지 시
대의 문학: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 𰡔소설과 사상𰡕, 1995.9; 양윤모, ｢서구 문
화의 수용과 혼란에 대한 연구: 최인훈의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 연구｣, 앞의 논문; 서은주, ｢
‘한국적 근대’의 풍속: 최인훈의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 연작 연구｣, 앞의 논문; 강헌국, ｢감시
와 위장: 최인훈의 𰡔크리스마스캐럴𰡕론｣, 𰡔우리어문연구𰡕 32, 우리어문학회, 2008; 이선경,
｢제국의 타자들이 차지하는 탈식민적 위치: 존 쿳시(J. M. Coetzee)의 𰡔야만인을 기다리며
(Waiting for the Barbarians)𰡕, 최인훈의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을 중심으로｣, 𰡔이화어문논집
𰡕 2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9; 배경열, ｢서구에 의한 사회ㆍ문화적 혼란과
작가의식 고찰: 최인훈 소설론｣, 𰡔어문논집𰡕 41, 중앙어문학회, 2009; 김영찬, ｢한국적 근
대와 성찰의 난경(難境): 최인훈의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 연구｣, 𰡔반교어문연구𰡕 29, 반교어문
학회, 2010; 김효은, 앞의 논문.
193) 기존 연보에서는 𰡔세대𰡕 1966년 2월호에 실려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직접 확인해 본 결과
1월에 발표된 것으로 확인된다.
194) 이하 이 소설을 인용할 때는 연작의 회수와 면수를 기입하여 (크 회수:면수)로 표기하도
록 한다.

통해 공간적 배경이 집의 외부로 확장되며, 5편의 경우 전작과의 연결성이 줄어
든다. ｢크리스머스 캐럴5｣는 통행금지(와 해제)라는 풍속을 통해서 겨우 전작과의
연결성을 유지하고 있다.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 연작은 크리스마스와 통행제한이라는 당대 문화적 풍속의
지형도 안에서 독해될 때 풍부한 의미가 드러난다. 개화기와 식민지 시기에 양력
과195) 개신교가 도입되었고, 크리스마스는 1884년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
한국에 소개되었다.196) 크리스마스는 이후 조선에 양력이 정착하게 됨에 따라 한
해를 정리하는 날로 받아들여졌다. 조선시대까지 우리 전통 세시풍속에서 24절기
가운데 한 해를 정리하는 날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동지(冬至)였다. 이러한
동지의 상징적인 역할을 크리스마스가 대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양력 사용이
제도화된 1890년대 후반은 크리스마스 문화가 한국에 급속하게 장착된 시기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197)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𰡕 제1장 첫 장면은 동짓달 그
믐께를 앞둔 어느 날 까치소리에 대한 미신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구보의 모습
을 제시한다. 또한 𰡔구운몽𰡕에서 서술자는 “음력 4월 초파일”을 “성탄절”로 호명
한다. 이것은 토속적인 믿음이 문명에 의해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채 회귀하는
현상이며, 동지와 석가탄신일을 대신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최인훈의 거리감을 보
여준다.
초기 선교사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이국성은 사람들을 모으고 전도하는 데 큰 역
할을 했다. 이는 이후 한국 크리스마스의 특성으로 자리하여 크리스마스는 신자
와 비신자에게 각각 ‘전도하는 날’과 ‘구경가는 날’로 의미화 되었다.198) 그러나
사실상 크리스마스는 192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밖 일반 사회에서는 낯선 서양
풍속이었다. 1920년대에 12월 말이면 여러 일간지들에는 낯선 서양 풍속인 크리
195) 조선은 고종 32년, 양력 1896년 1월 1일(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기점으로 태음태양
력에서 태양력으로 역법을 개편하였다.
196) 날짜 표기가 태양력으로 개편된 후 신문에도 크리스마스를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 ｢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탄일이라｣, 𰡔독립신문𰡕, 1896.12.24; 𰡔독립신문𰡕, 1897.12.28; 𰡔대
한크리스도인회보𰡕, 1897.12.29. 1897년에는 배제학당에서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었고, 이듬
해인 1898년에는 인천 제물포교회, 담방리교회, 강화 교향동교회, 부평 굴재회당의 행사 등
이 있었다. 𰡔대한크리스도인회보𰡕에 따르면 1899년에는 크리스마스가 한국의 중요한 축일
로 정착했다는 평가에 이른다.(1899.12.27.)
197) 염원희, ｢크리스마스의 도입과 세시풍속화 과정에 대한 연구: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𰡔국학연구𰡕 22, 한국국학진흥원, 2013, 307~309면.
198) 방원일, ｢한국 개신교 의례의 정착과 혼합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11면.

스마스를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199) 1930년대 들어서야 크리스마스는 서양인의
풍속이나 교회 행사에서 뿐만 아니라 가게 진열장과 사람들의 품으로 그 외연을
넓혀간다.200) 특히 1936년 12월 25일에 𰡔조선일보𰡕에 실린 “토산(土産) 크리스
마스 이브”라는 기사는 종교와 무관한 도시 근로자들이 술을 마시는 크리스마스
풍경을 통해 연말의 유흥분위기와 크리스마스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201)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식민지 당국은 유흥적인 성격이 강
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금지했고,202) 유흥과 결합한 상업적인 크리스마스 문화는
해방 후 미군정 시기가 와서야 다시금 활기를 얻는다.
크리스마스는 해방 이후 1945년 10월 미군정에 의해 공휴일로 제정(기독탄생
일)되었고,203) 제1공화국을 거쳐 점차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다. 1930
년대 후반 이후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던 크리스마스의 풍속이 친미ㆍ친기독교 성
향의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에 의해 다시금 이식되었던 것이다. 전후 1980년대까
지 지속되었던 통행금지 조치에서 크리스마스는 12월 31일과 더불어 예외적으로
통금이 풀리는 날이었다. 따라서 수 십 년 동안 크리스마스 이브는 통행금지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누리는 날로 자리했다. 곧 크리스마스는 자유와 일탈의 카니발
적 욕망이 용인되는 해방으로 대중에게 향유되었던 것이다.204) 교회 안과 밖의
‘올 나잇’(all night) 문화의 형성을 이러한 해방감과 연결 지어 설명된다.205)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야간통행금지제도는 1982년 1월 5
일 24시를 기해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국가안보와 치안유지라는 명분으
로 1945년부터 37년간 지속되었다.206) 처음에는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실
199) ｢크리스마쓰｣, 𰡔조선일보𰡕, 1925; ｢‘크리스마쓰’날 가정에서 하는 노리｣, 𰡔동아일보𰡕,
1925.12.25; ｢‘크리스머스’와 그에 대한 상식｣, 𰡔동아일보𰡕, 1928.12.25.
200) ｢진열장에 나타난 그 氣分, 메리, 크리스마스｣, 𰡔동아일보𰡕, 1932.12.24; ｢질거운 크리스
마스: 서양에서는 설보다 더 크게 세는 명절｣, 𰡔조선일보𰡕, 1934.12.25; ｢기독교인의 손에
서 상인의 손으로 넘어간 크리스마스｣, 𰡔매일신보𰡕, 1936.12.25.
201) ｢月給쟁이들이 헛바람내는 土産 ‘크리스마스 이브’｣, 𰡔조선일보𰡕, 1936.12.25.
202) 방원일, ｢한국 크리스마스 전사(前史), 1884~1945: 이원적 크리스마스 문화의 형성｣, 𰡔
종교문화연구𰡕 11, 한신인문학연구소, 2008, 84~94면 참조.
20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𰡔대통령령𰡕, 제124호, 1949.6.4.
204) 김하태, ｢韓國에 있어서의 아메리카니즘: 아메리카니즘｣, 𰡔사상계𰡕, 1959.7.
205) 강준만, ｢한국 크리스마스의 역사: ‘통금 해제의 감격’에서 ‘한국형 다원주의’로｣, 𰡔인물
과 사상𰡕, 2007.1, 156~205면.
206) ｢야간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 총무처, 1982.1.5. 휴전선 접적지역, 해안선을 낀 면
부, 도서지역, 해상 3해리 등은 야간통행금지 해제에서 제외되었다가, 1988년 1월 1일에
비로소 나머지 지역도 통금이 해제되었다.

시되었으며 1961년부터는 자정에서 오전4시로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시간규율 하의 개인의 시간과 공간, 나아가 신체에 대한 통제와 그
에 대한 위반의 욕망이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 연작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의식이다.
｢크리스마스 캐럴｣과 ｢속 크리스마스 캐럴｣은 통행제한이 해제되는 크리스마스
이브, 외박을 하려는 여동생 옥이(와 어머니)를 아버지와 오빠인 ‘나’가 설득하는
과정이 변주되어 나타난다. 소설 속의 스토리 시간은 각각 1963년과 1964년이
다.207) 먼저 이 작품은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것들과 이질적이고
낯선 서구적 전통과의 부조화의 상황,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세대적 단절감
등을 부조리한 대화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김인환에 따르면 당대 크리스마스
문화는 아직 “낯섦이 가시지 않은”것이었다.208)
(1) 아버님이 부르신다기에 나는 읽던 책을 덮고 사랑방으로 건너 갔다. … 아버
님은 그의 맏딸이자 내 누이동생인 옥이와 마주 앉아 있었다.
“아버님, 부르셨어요?”
아버님은 한참 말 없이 나를 쳐다보더니 옥이더러
“얘, 내가 너이 오래비를 불렀던가?”
하고 물으셨다.
“글세요. 저도 그걸 생각 중인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마따나 글세다.”
“아뭏든 저렇게 오셨으니깐, 부르신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불가불 한 마디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아버님 저를 부르셨던 않았던 저는 조금도 상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나는 손바닥으로 내 무릎을 가볍게 두들겼다) 존재하니깐요 즉 존재는 본질
에……” …
“아버님, 그리구 옥아. 내가 잘못했는가 봅니다. 저는 이런 일로 해설라므내
……”
나는 당황해서 말을 끊었다. 이북출신인 어떤 친구놈의 사투리가 불쑥 튀어 나
왔기 때문이다.
아버님과 옥이는 약 일분간 손벽을 치면서 웃었다. 그것은 쓰인바 ｢拍掌大笑｣란
숙어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
207) ｢속 크리스마스 캐럴｣에 등장하는 신금단 사건이 일어난 해가 1965년이다.
208) 김인환은 크리스마스에 대해 “우리의 잔치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낯섦이 가시지 않은
크리스마스가 곧바로 우리 문화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김인환, ｢과거와
현재｣, 𰡔문학과 지성𰡕, 1977.여름. 420면.)

“얘 철아. 넌 언제나 그 철이 들겠니, 원 실없는 애두……”(크1:69~70, 밑줄은
인용자)
(2) 우선 그렇게 무의미한 대꾸를 드린 다음 나는 슬그머니 아버님의 낯빛을 살폈
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나만이 아는 그 은근한, 어쩌면 고귀한 교활(狡猾)의 빛
이 그 입술 언저리에 희미하게 감도는 양을. 나는 말했다.
“아버님 소자는,”
잠깐 끊었다가
“소자가 불민한 탓이옵니다.”
“무엇이 불민하단 말이냐?”
“소자는 항시 지척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도 마음 흡족하실 일을 못해 드
리옵고 행동거조가 슬기롭지 못하여……”(크2:57, 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나’와 아버지 사이의 대화 가운데 일부이다. 여기에서 이들 부
자 간의 대화는 기이한 인상을 불러일으킨다.209) 친숙하고 일상적이어야 할 부자
관계와 그들의 대화는 굉장히 낯설게 비틀어져 있다. 특히 이러한 기이한 대화를
바탕으로 한, 기이한 부자관계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속 크리스마스 캐럴｣의
첫 대목에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표와 기의 간의 미끄러짐, 고어체의 어
투, 다양한 고사성어, 숙어, 속담, 말장난의 사용과 담담함의 과잉, 연극적 발화,
모방 등은 독자의 상식적인 기대를 배반하면서 부자관계 자체의 기괴함을 지시한
다. “동시대의 담론 형식들을 보여주는 전시장”210)으로 불러도 무방할 이 소설에
서 다양한 겹의 담론과 다층적이고 관념적인 언어, 상징적이고 알레고리적인 언
어가 만들어내는 형식은 탈식민성과 저항성을 함의하고 있다.211) 특히 이러한 비
틀린 대화는 한 편의 부조리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212) 이것은
209) 강헌국은 부자간의 기이한 대화가 아직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 작
품에서 차용된 담론들과의 부조화를 감시에 대한 피해 의식으로 보고, 기성의 담론들을 차
용한 대화를 위장으로 고찰한 바 있다. 기성의 담론들의 차용을 통해 타자의 목소리가 개
입하는 다성적 속성을 지닌다고 보았다.(강헌국, 앞의 논문 참조)
210) 강헌국, 위의 논문, 354면.
211) 탈식민성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선경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이선경은 텍스트
의 난해함이 탈식민적 문화의 형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그것을 발화자의 위치,
서사의 형식, 언표작용의 차원에서 고찰한다. 이선경은 이러한 서사의 형식은 제국의 실재
와 조우하게 만들고, 언표작용을 통해 대항적 구성 권력을 확보함으로써 문화형식으로서의
탈식민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이선경, 앞의 논문, 74면 참조)
212) 실체 없는 것을 기다리는 듯한 포즈나 부조리한 대화 등의 설정은 베케트의 부조리극 ｢

최인훈이 초기작에서부터 보여주었던 언어의 한계에 대한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한국에 부조리극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
을 고려한다면, 작가의 부조리극에 대한 이해나 관심, 선취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213)
이러한 대화의 양상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호명과 반응의 불일치로 인해 대화는 제대로 시작조차 되지 않으며, 동문서답식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상하게 만든다. 이선경은 이 작품을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작가
존 쿳시(J. M. Coetzee)의 𰡔야만인을 기다리며(Waiting for the Barbarians𰡕(1980)와 비교
분석하면서, 쿳시의 작품이 ｢고도를 기다리며｣에 대한 패러디라는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물론,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 연작보다 뒤에 창작된 이 작품에서의 패러디를 직접적인 영
향관계로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동문서답식 대화, 상투적인 단어, 상대
방의 말의 모방,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의 의미가 혼란스러워진다는 점, 단어가 물고 물리면
서 언어 사슬의 지연을 보여준다는 점, 이를 통해 소통부재와 언어의 혼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또 다른 부조리극인 이오네스코의 ｢대머리 여가수｣를 떠올리게 한다.
213) 가령 최인훈 작품 가운데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𰡕 등에는 베케트 등의 부조리극에 대한
언급 및 희곡작가 등과의 만남이 등장한다. ｢놀부뎐｣과 ｢온달｣ 등의 공연화를 통해 연결된
극단과의 네트워크도 짐작해 볼 수 있다. 1968년 원로 여성 연극인 이병복이 설립한 ‘카페
떼아뜨르’는 소극장 운동의 효시가 되었으며, 1975년 폐관 때까지 실험적 예술운동을 펼쳤
다.(｢“내 얘기가 책으로…믿기지 않는다”: 청현문화재단, 이병복 구술채록 출간기념회 개최
｣, 𰡔여성신문𰡕, 2015.8.28) 그러나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은 역사성과 정치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긴밀하다는 점에서 부조리극이라기보다, 부조리극의 요소를 지니고 있
는 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부조리극 수용은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부조리극의 대가인 이
오네스코의 ｢수업｣이 실험극장의 창립공연으로 1960년 동국대 소강당 무대에서 공연되었
다. 연출은 서울대 재학시절 연극부 활동을 했던 허규가 맡았다. 허규는 1972년에 최인훈
의 ｢놀부뎐｣을 각색하고 연출한 바 있다. 1963년 11월에는 이오네스코의 또 다른 부조리
극 ｢대머리 여가수｣가 이근삼 역, 김정옥 연출로 극단 민중극장에 의해 공연되었다. 그 뒤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1969년 12월 임영웅 연출로 극단 산울림에 의해 국내 초연
된다.(서연호, 𰡔한국현대희곡사𰡕,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141면)
창작극으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부조리극 양식을 시도한 작품을 찾을 수 있다. 흔히 박
조열의 ｢목이 긴 두 사람의 대화｣가 거론된다. 이 작품은 1966년 극단 탈에 의해 초연되었
으며, 철조망을 사이에 둔 A와 B가 정상회담을 흉내 내며 대장을 기다린다는 설정은 베케
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와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는 정치현실을 풍자한 정치우화극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역사성과 정치성을 거부하는 온전한 부조리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받는다. 온전한 의미에서의 한국 부조리극은 오태석의 ｢웨딩드레스｣(1967)로
부터 시작된다.(임준서, 𰡔반연극의 계보와 미학: 부조리극을 중심으로𰡕, 살림출판사, 2004
참고) 1969년 베케트의 노벨상 수상 이후 부조리극의 붐이 일기 시작해서, 오태석과 이현
화, 장정일의 계보로 한국 부조리극의 열기가 이어졌으며, 1970년대 후반 새로운 전위극과
뮤지컬의 수입, 전통연희의 계승 작업의 시도에 따라 부조리극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1963년 6월 발행된 동인지 𰡔산문시대4𰡕에서 김치수에 의해 ｢대머리 여가수｣가 번역되어
실렸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𰡔산문시대4𰡕, 1963.6.25, 420~438면)

의 대화, 말꼬리 잡기, 상대방 말의 반복, 동음이의어나 사자성어, 속담을 활용한
말장난을 통해 무의미한 말들이 나열될 뿐이다. 그런데 위의 대화를 통해 주목할
점은, 세대에 따른 언어감각이 다르다는 데 있다.
먼저,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부자간의 대화의 기괴함은 단순히 현대인이 느끼
는 소통불가능성의 차원과는 다른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인용문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는 아버지의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언어를 모방하여 “소자가 불민하
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효’라는 가치를 말한다. 그러나 그 상황은 오히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뿐이다. 아버지의 옛스러운 언어와, 이 언어를 모방하는
‘나’의 언어는 서로 만나지 못한 채, 미끄러지고, 희화화된다. ‘나’는 아버지를 ‘군
자’라 칭하며, 심지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흐느끼는 시늉을 한다. 또한
갑자기 존대를 더욱 높이는 발화와 행동양상은 오히려 전통적인 ‘예’와 ‘효’라는
가치가 이미 상실되었음이 암시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군사정권이 유포했던
가부장적 남성성이라는 가치를 희화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연작에
서 부자의 대화는 속편 이후로 점차 그 분량이 줄어들다가, 5편에서는 ‘나’가 대
화관계의 파탄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이는 더 이상 기성 문화가 이질적인 서구
문화와 팽팽하게 길항하지 못하고 쇠락하고 있음을 상징한다.214)
이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와 ‘나’, ‘나’와 옥이 사이에는 미묘한 견해
차이가 드러난다. 크리스마스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 내용 없는 풍속만을 좇는
것으로 포착된 옥이와 어머니의 재현방식에는 젠더화의 문제와 함께, 세대적 차
이의 문제가 기입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외래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과의
대립으로 파악할 수만은 없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아버지는 55세, 즉 1910년
대에 태어나 식민지교육을 받은 세대로 추정된다. 실제로 아버지는 “낡아빠진 일
본제 금시계”(크1:75)의 시간을 간직한 인물인 반면, 옥이는 간장 회사에서 찍어
낸 달력의 시간을 소유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아버지는 화투라는 게임을 주도 하
여 겨우 옥이의 외박을 막는 데 성공한다. 여기서 화투는 일본 제국주의의 대표
적인 잔재이며, 전통문화 파괴로 이해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아버지가 일제 시대의 잔재와 봉건성을 포기하지 못한 파괴된 전통을 대변하는
인물인 반면, 여동생 옥이는 새로운 세대감각을 지닌 세대를 대변한다.
(1) “넌 무슨 소릴 하구 있니?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넌 크리스찬도 아니잖니?
214) 김인환은 “현대화된 전통 문화의 쇠락을 상징”한다고 보았다.(｢과거와 현재｣, 앞의 글.)

네가 지금 하는 소리는 카니발에나 할 대사야.”
“오빤 서양 갔다온 사람이 더 구식이셔. 새 세대에겐 새 감각이 있는 거얘요.
우릴 이해하시기 위해서도 좀 사귀어 보세요.”(크4:123)
(2) 아버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나한테 물어 보셨다. 나는 그제사 아버님의 음
모를 알아채렸다. 그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었다. 이 음모에 가담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나는 아직도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어른이 한 아이
를 속이고 있다는 것만을 따진다면 이것은 무서운 도덕적 부패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나 그렇게 같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또 의심할 수 없이 경솔한 일이
었다.(크1:78, 밑줄은 인용자)

위의 대화는 옥이와 ‘나’의 세대 감각이 다르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나’
의 경우 아버지와 옥이가 상징하는 세대 사이의 경계적 위치에 자리하며, 동시에
‘나’는 그 둘로부터 비판적인 위치에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나’는 “나는 별 수 없
이 양반의 씨라는 증거”와 “두 사람의 어른이 한 아이를 속이고 있다는” 여동생
에 대한 죄의식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다.
언어의 측면에서 볼 때, 아버지는 전통적인 언어를 구사한다. 반면 ‘나’는 아버
지의 언어를 모사하지만 그것은 어색한 방식으로 드러나며, 이를 통해 아버지와
‘나’는 불통한다. 또한 ‘나’는 ‘키에르 케고르’, ‘존재’와 ‘본질’과 같은 실존사상 등
을 배운 세대의 언어 감각을 지닌다. 특히 ‘나’의 발화 가운데 불쑥 튀어나와버린
“해설라므네”라는 어투는 이북 출신인 어떤 친구놈의 사투리이다. 이를 통해 ‘나’
의 언어는 북한 사투리를 자기 검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나’의 언어
는 아버지의 언어를 모방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검열하는 바람에 툭툭 발화가 끊
기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옥이와 어머니는 민족을 위한 담론에는 배제된다는 점에서 그녀들에게는
그들의 언어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속편에서 옥이와
어머니는 민족에 대한 고담준론에서 배제되는 대신, 그 덕분에 크리스마스 이브
의 외출에 성공한다. 반면, 통일을 포함한 민족의 고담준론에 푹 빠져있던 부자는
모녀의 외출을 방해하기 위한 공모에 실패하게 된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옥
이는 아버지와 ‘나’의 공모 때문에 외박을 감행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소설의 마
지막 부분은 의미심장하게 읽힌다. 그녀는 아버지와 합창대 사이에서 “허리를 흔
들면서” “쟈아니는 정말/나를 사랑해”(크1:80)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트위스트를

춘다. 그녀가 합창대와 아버지가 각각 대변하는 서구 기독교와 이미 파괴되어가
는 전통적 사고방식 사이에서 트위스트를 추는 동안 봉건적 남성성의 상징인 아
버지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만다. 이 점에서 속편에서의 실패는 이미 예견되어 있
던 것이다. 아버지는 옥이의 외출을 “남의 제사에 가서 곡”하는 식의 모방과 ‘텅
빈 주체성’이라는 점에서 비난 하지만, “낡아빠진 일본제 금시계”와 이미 낯설어
진 봉건적 언어로 대변되는 아버지 역시 ‘텅 빈 전통’이다.
“철아 내가, 내가 흉악한 놈이지?”
나는 깊이 생각한 끝에 아버님의 시선을 피하면서 말했다.
“글세 올시다.”(크1:80)

아버지가 ‘나’에게 자신이 “흉악한 놈”인지 묻는 장면에서, 이 작품의 첫 대목
에 등장한 “글세 올시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둘의 대화는 또 한 번 미끄러지
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버지의 흉악성은 자인된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그
토록 옥이의 크리스마스 이브의 외출과 외박을 막으려 한 것이며, 그것은 왜 ‘흉
악’한 ‘음모’, “무서운 도덕적 부패”로 형용되는 것일까. 이는 미국적 자본주의 소
비문화의 신식민화의 맥락, 군사정권의 감시와 통제라는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
다.
우선 교인이 아니면서도 ‘올 나잇’ 외박을 하러 나가려는 옥이에게는 크리스마
스를 즐기는 젊은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당대 인식이 투사되어 있다. 이는 해방
이전 1920년대 중반~1930년대 관념의 반복으로,215) 1960년대에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다.216)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 크리스마스 이브의 유흥
215) 기독교인인 전영택은 1926년 상업문화, 소비문화와 결합된 크리스마스의 유흥 분위기를
경계하는 글을 싣기도 한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한갓 놀고 먹는 명절로 생각하여 먹고
마시고 음탕하게 놀기로 일삼는 사람들도 잇슴니다. … 그리고 조선에서도 차차 크리스마
스의 폐해가 생기기를 비롯함니다. 매우 조심하여야 될 줄 앎니다.”(秋湖, ｢‘크리스마스’ 종
소리(메리크리스마스와 노오크리스마스)｣, 𰡔동광𰡕8, 1926.12.)
한편, 윤치호는 일기를 통해 유흥소비문화가 되어버린 크리스마스의 폐해를 젠더화하여
여성에게 투사하고 비판하였다. “크리스마스가 서울 여성층에게 또 하나의 석가탄신일이
되었다. 여성들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건 크리스마스 쇼핑을 위한 또 하나의 핑곗거리이자 기회라는 사실이다.”(윤치호, 김상태
편역, 𰡔윤치호 일기: 1916-943𰡕, 역사비평사, 2001, 605~606면.)
216)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의 사고와 무질서의 측면에서 젊은 세대의 크리스마스 유흥에 대한
경계의 글이 주를 이룬다.(｢學生들 徹底團束｣, 𰡔동아일보𰡕, 1959.12.24; ｢횡설수설｣, 𰡔동아
일보𰡕, 1959.12.25.(“｢크리스마스ㆍ이브｣을 享樂의 날로만 아는 것은 꼴불견이다.”); ｢어수

성, 무질서함에 대한 경계의 글들이 많았던 것은 통행금지의 규율과 관련하여, 크
리스마스 이브의 유흥성이 당대의 잠재적 불안 요소였다는 점을 거꾸로 보여준
다. 이 연작이 4ㆍ19혁명 이후, 5ㆍ16 군사쿠데타 이후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
다는 점에서, 4월 혁명 이후 무질서와 혼란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글을 참고해
볼 수 있다.217) 특히 언론인 송건호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광란과 음란의 밤’이
된 것이 5ㆍ16 이후라고 회고하였다.218) 즉,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 연작은 4월 혁명
이후 해방감을 표출하는 젊은 세대와 그러한 ‘무질서’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
고 있는 기성세대의 갈등을 보여준다.
최인훈은 여러 문학론과 𰡔회색의 의자𰡕와 같은 작품을 통해 이식된 관념과 풍
속이 서로 조화되지 못하고 절연된다면, 관념과 풍속은 모두 그저 낯선 것일 뿐
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 점에서 최인훈은 크리스마스가 담고 있는 본래적
정신과 기의를 상실한 채, 기표로서만 떠도는 당대의 통속화된 풍속과 무질서에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 당대 문학자, 지식인들의 시선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219) 예컨대 신세대 평론가의 자격으로 김현이 대표적인 원로
선했던 𰡔祝福𰡕｣, 𰡔동아일보𰡕, 1959.12.26.(X마스ㆍ이브에 各種事故); ｢事故투성이｣, 𰡔동아
일보𰡕, 1960.12.26. 등.)
217) ｢國民과 爲政者의 覺醒을 促求한다｣, 𰡔경향신문𰡕, 1960.12.27.
218) “‘크리스마스이브’가 광란과 음란의 밤으로 야단법석을 떨게 된 것은 5ㆍ16을 지난 1962
년, 3년 경이었다고 기억된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이날밤은 거의 이성을 상실한 것 같았다.
그냥 집에 들어가기가 어쩐지 허전한 것 같은 기분조차 드는 밤이 되어버렸다. 다방마다
꽉 들어찬 젊은이들로 철야를 했고, 호텔ㆍ여관은 예약 없인 얼씬도 못했다.”(송건호, 𰡔현
실과 이상: 송건호전집 17𰡕, 한길사, 2002, 257면.)
219)“크리스마스는 基督敎 國民이 아닌 우리로서는, 이 추운 겨울에, 선물을 줍네 받네, 마시
네 춤추네 하고 떠드는 이유가 모를 노릇이다. … 더우기 우스꽝스러운 것은 十二月 二五
日이 예수가 탄생한 날인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 날을 즐긴다는 것. … 우리나라의 冬
至는 가장 추운때인지라, 새해의 기분도 스며들지 않고 있는 것. 그러니까, 西洋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긴다고 해서 덩달아서 附和雷同하는 것은 멋쩍고 어색함은 禁할 수 없
다.”(｢횡설수설｣, 𰡔동아일보𰡕, 1959.12.23.); “勁健한 祝祭의 밤이 ｢카니벌｣이 되어서야 꼭
떠들썩해야만 되나? … 宗敎的 뿌리없이-밤새워 술마시고 떠드는 것은 진실로 기뻐할 줄
모르기때문. 매년 되풀이되는 ｢크리스머스｣가 에누리없이 올해도 찾아온다. 어쩌면 젊은 남
녀들이 5색의 꿈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 … 그러나 이밤이 자칫하면 常軌를 벗어난 蕩
男蕩女 무리들의 광조와 그리고 꼬리물고 일어나는 騷亂한 날(밤)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
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變色해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요즘의 ｢크리스머스ㆍ이브｣
는 ｢狂亂과 事故의 이브｣로 看板칠을 바꿀 지경에 이른 것이다. … 소위 ｢올ㆍ나이트｣라
하여 젊은 남녀들의 궤도를 벗어난 道德律이 일반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왔다. … 曺街京
哲學博士 … ｢크리스머스｣라는 것은 원래는 종교적인 행사이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 一種
의 商品化해버린 行事가 되고 말았다. … 그것은 全世界的인 現像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학자 김재준과 한국문화의 상황에 대해 나눈 대담이 좋은 참고가 된다. 이 대
담은 재래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의 혼합과 토착화의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하고
있다. 이 대담에 따르면 1966년부터 토착화운동과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현은 이 작품을 예로 들면서 “완전히 西歐정신에서 발상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우리 풍토 어디쯤에 자리잡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올해 들
어 더욱 심각하게 검토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220)
이와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역사적 사실은, 5ㆍ16 군사쿠데타 이후221) 박정희
정권은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크리스마스 문화를 퇴폐풍조와 사치로 지
목하면서, 국가 건설과 부흥을 위한 근로의 정신을 강조했다는 점이다.222) 이는
정부의 입장에서 불안의 원천인 대중의 카니발적 해방감에 대한 욕망을 젊은 세
그러나 西獨에서는 ｢크리스머스｣가 아무리 商品化한다고 해도 종교적인 전통이 깊기 때문
에 결코 종교의 근본정신은 희생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는 종교적인 의의나 目的도 없이
밤새워 술이나 마시고 떠드는 습관만이 늘어가고 있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을 식
자층은 유의해서 子女 및 社會를 선도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X머스｣是非｣, 𰡔경향신
문𰡕, 1963.12.21.) 위의 기사들에서도 부화뇌동하는 측면에 대한 거리두기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220) ‘20대 젊은 평론가’였던 김현은 신학박사 김재준과의 대담을 통해 혼합문화와 접속된 주
체성, 즉 재래와 외래의 것이 일으키는 혼란으로 한국문화의 당대 상황을 진단하였다. 혼합
문화와 접속된 주체성을 찾아 세계로 통하는 제3의 문화형태를 창조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목표 아래, 대중을 계도해야 한다는 김현의 시선에서 크리스마스의 유흥문화는 비판적으로
포착된다. “선배나 상사에게 아부나하고 크리스머스가 되면 으레 여관에 모여놀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근본사고가 시정되지 않고서 새로운 인간상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김재준ㆍ김현(대담), ｢한국문화의 상황｣, 𰡔경향신문𰡕,
1967.01.01.)
221) “불고기ㆍ대폿집까지도 대만원” / 5.16혁명후 처음맞는 ｢크리스머스ㆍ이브｣ / 성당과 각
교회에서는 선남선녀들이 ｢미사｣와 예배로 경건한 밤이다. 올해 이날밤은 예년에 비해 많
은 자숙을 하는 듯했으나 ｢땐스ㆍ홀｣이나 ｢빠｣는 옛그대로의 ｢소란하고 광란한 밤｣을 나타
냈다.”(｢騷亂 속에 지샌 X머스ㆍ이브 醉客들 高聲放歌｣, 𰡔경향신문𰡕, 1961.12.25.)
222)“朴正熙大統領은 24日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第三共和國의 새출발을 맞
이하여 온겨레가 퇴폐한 사회기풍을 씻어버리고 勤勞하는 民族이 될 것을 다짐했다. … ◇
朴大統領 멧세지(國民에게)=“새共和國 수립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聖誕節에 즈음하여 나
는 國民 여러분과 더불어 성스러운 하나님의 加號아래 이나라와 國內外 모든 우리 同胞들
의 앞날에 번영과 幸福이 함께 이룩되기를 충심으로 모티프한다. … 努力의지 없는 安逸한
향락만을 추구하는 퇴폐한 社會氣風을 일소하고 建設과 부흥을 위한 피땀어린 노력을 아
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勤勞하는 精神과 함께 ｢그리스도｣의 殉愛의 발로인 相扶相助
의 精神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그리고 이 거룩한 가르치심이 이 땅에 구현되는 날 우리
앞에는 正義와 平和와 사랑의 복지가 도래할 것을 굳게 확신해 마지않는다. 聖誕節을 맞아
신음하는 北韓 동포들을 救援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決意를 가다듬으면서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加號있기를 祈願한다.” (｢勤勞하는 民族되자 朴大統領ㆍ崔總理 𰡔크리스마스ㆍ멧
세지𰡕, 共同目標達成에 努力｣, 𰡔동아일보𰡕, 1963.12.24.)

대에게 투사함으로써, 이를 근로의 정신으로 순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을 수 있
다. 그리고 무질서와 혼란은 크리스마스 이브와 12월 31일을 제외한 모든 날을
항시적 예외상태, 비상사태로 만드는 통행금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
렇다면, 옥이의 외출과 외박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게 되는 모습은 가부장적 남
성성을 빠져나가고, 결코 순치되지만은 않는 젊은 세대의 활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전 어느 때쯤부터 해방 후 줄곧, H읍에서나 W시에서나, 남한에 와서 지
금까지 나는 밤에 거리에 나가지 못하는 제도, 통행금지의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었다. 나는 그것을 주제로 소설을 쓰기도 했었다. 스산한 한 시대가 사
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지배하는 분위기를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다가 이곳에 와서
한밤중에 거리에 나갔을 때의 놀라움은 마술의 나라에 들어서는 주인공을 묘사하
는 옛날얘기의 한 대목에 가장 가까웠다. 밤과 낮은 연속되어 있었다. 아침에 일어
나도 어제의 법이 여전히 유효한 하루가 있고 그 하루가 지나면 밤이 되고, 그 밤
에도 볼 일이 있으면─그 볼 일이 비록 그저 공연히 거리에 나서고 싶은 불면증
같은 것이라 해도─거리는 납세자들이 당연히 걸을 수 있는 장소였다. … 밤은 바
로 그 속에서 무엇이 음모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시간이 아니고 그저
보통 사람들의 시간이었다. 그런 시간이 금지된 살림살이에 대한 불안을 그려내려
고 한 소설을 나는 썼었다.223)(밑줄은 인용자)

통행금지제도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시간의 단절을 상례로 만들어버린 ‘비
상 체제’였다. 최인훈은 𰡔화두1𰡕에서 통행제한으로 인해 시간이 금지된 자에 대
한 불안을 소설화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밤에 대한 시간과 공간 의식은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 연작에서 매우 주요하다. 이 작품에서, 옥이의 외출을 막지 못
하게 된 ‘나’는 3편에서는 월담을 하여 스스로 외출을 감행하고, 5편에서는 밤이
면 산책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밤 거리의 산책자가 된다.224)
이는 여러모로 이상의 ｢날개｣에 대한 패러디로 읽을 수 있다. 이상의 ｢날개｣는
구조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아내의 방과 ‘나’의 방을 통해 식
223) 최인훈, 𰡔화두1: 최인훈전집 14𰡕, 앞의 책, 508~509면.
224) 박성창은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산책자’ 개념에 대한 세심한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산책자’ 개념은 서구 근대와 관련된 개념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
기보다는, 한국적 근대와 관련된 것이다.(박성창, 「모더니즘과 도시: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산책자 모티브 재고」,『구보학보』 5, 구보학회, 2010.)

민지적으로 왜곡된 자본주의 체계가 방까지 침투한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경
성역을 헤매는 산보를 통해 축장화폐가 아닌 유통에 참여하는 화폐 형식의 네트
워크로 엉켜있는 거리를 조감하면서 그에 대한 성찰적인 시선을 보여준다.225) ｢
날개｣의 ‘나’는 화폐의 형식으로 작동되는 근대를 날카롭게 포착하면서, 그러한
기능을 의도적으로 ‘상실’하고 ‘망각’한다. 김기림은 “세상에서 쓰는 화폐와는 종
류가 다른 화폐를 쌓고 있”226)는 것으로 이상의 삶과 예술에 대한 태도를 비유하
였다. 다시 말해, 이상은 화폐의 기능과 속성, 그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근대성을
포착했을 뿐 아니라, 왜곡된 자본주의 체계의 화폐를 망각하고 ‘종류가 다른 화
폐’인 예술을 제시하였다.
이상은 ｢날개｣의 ‘나’가 경성역을 헤매는 과정에서 수족관 속을 들여다보고, 거
리를 내려다보는 것을 통해 근대적인 규율을 상징하는 사각형의 틀 속에 갇힌 삶
과 근대적 공간 전체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 이상의 작품에서 경성의 산책자는
식민지 시대 도로의 풍경을 가로지르면서 일본의 소비시장과 조선인들끼리 살아
남기 위해 갈등하고 투쟁하는 장이라는 두 측면의 식민지 거리 풍경을 도해한
다.227)
최인훈은 이상의 ｢날개｣의 핵심, 즉 ｢날개｣의 ‘나’가 거닌 경성 식민지의 부정
성을 계승하면서도 그와는 또 다른 당대적인 진실들을 포착하였다. ｢크리스마스
캐럴5｣는 가래톳이라는 유희적인 장치를 통해 ‘나’가 아버지가 표상하는 전근대적
인 가치와 군사정권이 만든 금기를 위반하게 되는 부분과 서울의 광장 주변을 산
책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소설에서 정오의 사이렌이 사람들의 낮 시간을 규율하는 권력이었던 반
면,228) 이 작품에서는 통행금지제도가 밤의 시간을 규율하는 권력으로 작동하고
225) 송민호는 ｢날개｣를 화폐의 기능을 체득하지 못한 한 인간이 근대적 시공간과 화폐 사이
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획득함으로써 근대적 인간으로 변모하는 과정과 그 물신적 성격에
예속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부자유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다루고 있다고 분
석하였다.(송민호, ｢李箱 문학에 나타난 화폐와 글쓰기의 상관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2, 138~144면.) 그런에 이러한 논의에서 ｢날개｣의 ‘나’가 돈을 쓰는 기능을 애
초부터 체득하지 못한 인물이 아니라 그 기능을 ‘상실’한 존재라는 점은 간과된다.
226) 김기림, ｢이상의 모습과 예술｣, 𰡔이상선집𰡕, 백양당, 1949, 5면.
227) 신범순, ｢실낙원의 산보로 혹은 산책의 지형도｣, 𰡔이상 문학 연구: 불과 홍수의 달𰡕, 지
식과 교양, 2013, 401~489면 참조.
228) 신범순은 ｢날개｣의 사이렌을 “도시의 생활리듬을 조종하는 확성기”로 보고, 이상이 “근
대적인 공간과 시간의 꼭지점이자 한계점을 의미하는 미스꼬시 백화점 꼭대기와 정오의 사
이렌을 미묘하게 한 자리에 결합”해 놓았다고 분석한다.(신범순, 위의 책, 436면.)

있다. ｢크리스마스 캐럴5｣는 1959년부터 1964년 정도의 시간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4ㆍ19와 5ㆍ16이라는 두 개의 혁명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
다. 특히 ‘나’는 밤마다 자신의 방에만 들어가면 통증을 유발하는 기묘한 겨드랑
이의 가래톳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밤 산책을 나선다. 여기에서 통행금지라는
규율을 어길 수밖에 없는 위반의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
(1) “철이냐?”
나는 숨을 죽였다. 이상한 것이 아버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나는 쭈볏해진
것이다. 도적놈들이 들켰을 때 아마 이럴 것이었다.
“철이냐?”
그래도 가만 있었다. 아버님도 아버님이셨다. 내가 담 밑이나 장독 옆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겠고 대명천지 밝은 달빛 아래 뜰 한가운데 판대기 의자에 덩그마
니 앉아 있는데 보시면서 아는 일을 기어코 실토를 시키실 작정인데 아버님의 그
런 심사가 속이 상했던 것이다.(크5:97, 밑줄은 인용자)
(2) “너 어디가 불편하냐?”
“아닙니다.”
나는 얼른 대답했다. 지금 내 겨드랑은 불편하지 않다. 그러나 내 마음은 심히
불안하였다. 언제까지 이러구 앉아 있어야 하는가. 밤새껏. 그리고. 나는 또 한가
지 사실을 생각하고는 환한 달빛이 시커멓게 보였다. 내일은? 하고 생각해 본 것
이다. … 점점 막막해진다. 아버님한테 말씀드려 볼까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러
나 그만두는 것이 좋았다. 사실을 알았을 때의 아버님의 심려를 생각하면 그것은
거의 패륜에 가까운 일이었다.(크5:101~102, 밑줄은 인용자)

자신을 찾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숨을 죽이면서 ‘쭈뼛’함을 느끼는 것은 가래톳
과 그로 인한 밤 산책이 가부장적인 구조에 대한 금기이기도 하다는 점을 넌지시
드러낸다. 이는 가래톳의 존재에 대한 “사실을 알았을 때의 아버님의 심려를 생
각하면 그것은 거의 패륜에 가까운 일이었다”라는 서술에서 분명해진다. 그것은
‘패륜’ 및 ‘이 패륜의 계절’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가부장적인 가치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의미한다.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이 금지된
산책”229)의 성격은 점점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229) 최인훈은 ｢크리스마스 캐럴5｣ 연재 직전, 𰡔서유기𰡕 연재를 시작했다. 따라서 유기(遊記)
와 등장인물이 밤에 돌아다니는 형식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1) 이상한 생활이다. 그러나 어이 된 일인가. 요즈음 나는 황홀한 기분 속에 살고
있다. 열두 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여자와의 밤 밀회를 기다리는
심정이다. 겨드랑의 기척에 온 신경을 기울인다. 툭. 툭툭. 됐다. 나는 지그시 웃음
을 참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난다.(크5:111, 밑줄은 인용자)
(2) 밤의 산책 도중에 사람을 만날 때가 가끔 있다. 그럴 때 으례 담 모퉁이나 건
물의 ‘갈피’에 바싹 숨어들게 되는데 그럴 때면 그자와 나 사이에는 부지런한 주
부의 빨랫줄처럼 팽팽한 줄이 금세 가설된다. 누가 가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렇게 된다고 하기쉽지만 그럴 리는 없다. … 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나는 얼른 몸
을 숨겼다. 그는 부산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인 것을, 안
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뭏든 그런 인물임을 실감한 것이다. 그가 지나간 다
음에도 나는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모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정치적으로는 백치나 다름없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위에서 레닌과 김구를 같은 유(類)에 놓은 것만 가지고도 자명할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혁명가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혁명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래도 좋다. 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
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역시 분명하였다. 도적놈이래도
그렇다. … 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듯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도 물
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으
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설사 내 겨드랑의 달걀이 영원히 가버린다 하
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
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 반죽처럼.
기적(奇蹟). 기적. 경악. 공포. 웃음. 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
다.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 간질간질해왔다. 나는 속옷 사이로 더
듬어보았다. 털이 만져졌다. 그런데 닿임새가 심상치 않았다. 털이 괜히 빳빳하고
잘 묶여져 있는 느낌이다. 빗자루처럼. … 나는 실소(失笑)하고 말았다. 내 겨드랑
에는 새끼 까마귀의 그것만한 아주 치사하게 죄끄만 날개가 돋아나 있었다. 다른
쪽 겨드랑을 또 들여다보았다. 나는 쿡 웃어버렸다. 그쪽에도 장난감 몽당빗자루만
한 것이 달려 있는 것이었다. 날개가 보통 새들의 것과 다른 점이 그 깃털이 곱슬
곱슬한 고수머리라는 것뿐이었다. … 어쩐지 울적했다. 안 된 생각인 줄은 알면서
도 기왕이면 백조나 백노의 그것처럼 하얀 털이었더면 우화등선(羽化登仙)이라구

멋으로나 여기지 하는 미련이 불당긴 톱밥처럼 꺼질 줄을 모르고 자꾸 번지는 것
이었다. … 이런 걸루나마 효도를 못 하는 내가 무슨 사람 새끼랴 싶어서 자꾸 비
감해진다. … 날개는 막 자취를 감추는 참이었다. … 그러나 나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젖 안 떨어진 갓난 새끼 까마귀의 그것 같은 고수머리 털을 단, 장난감
몽당 빗자루 같은 죄끄만 날개를.(크5:115~116, 밑줄은 인용자)
(3) 내 겨드랑이에 난 날개가 눈처럼 흰 것이었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겠다. 그러
나 고수머리의 검은 날개를 단 천사라는 건 들은 적이 없다.(크5:121)

위의 인용문 (1)과 (2)를 통해 드러나는 바와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금지된
산책은 점점 심미적 잠행으로 변모해 간다. 여기에서 ‘나’는 자신을 레닌, 안중근,
김구와 같은 인물과 동격으로 인식하고, ‘혁명가’, ‘간첩’, ‘도적놈’과 동류의식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모범적인 ‘시민’의 영역에서 배제된
불온한 존재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감시와 통제의 권역 안에서 그 감시의 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서울 거리를 산책하는 장면은 산책의 저항적인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일상적인 낮과 비일상적이고, 비정상적이며, 낮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
들이 가득한 밤이 대조되면서, 밤 산책을 통해 ‘나’는 규율 권력의 입장에서는 가
시화하기 어려운 경계적인 존재, 저항성을 담지한 존재로 변모한다.
인용문 (2)와 (3)은 이후 ‘내’가 신체의 변화를 감지하는 대목으로, ‘나’는 겨드
랑이에서 날개를 발견한다. 이는 ‘나’로 하여금 공포와 슬픔의 감정을 유발한다.
그것은 새끼 까마귀의 “고수머리 털을 단, 장난감 몽당 빗자루 같은 죄끄만 날
개” “검은 날개”라는 점 때문에 ‘나’는 비감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 같이 식민도
시 경성과는 또 다른 복합성과 특수성을 지닌 해방 후 서울의 거리를 거니는 ‘나’
의 날개는 비루하고, 희화화된,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다. ‘나’가 기괴하고도 비루
한 형상의 ‘날개’를 소유한 것은 이상의 ｢날개｣가 내뿜는 영웅적 파토스가 더 이
상 가능하지 않은 시대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상의 ｢날개｣의 ‘나’는 ‘지금-여기’의 시공간에서 날개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
다. 텍스트를 자세히 읽어 보면, “오늘은없는” “인공의날개”가 돋았던 흔적으로
인해 겨드랑이가 불현듯 가려워지고, “다시 돋아라”라는 희구가 있을 뿐, 실제로
날개가 돋아났다는 서술은 없다.230)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캐럴5｣는 ｢날개｣의 후
230) “나는 불연듯이 겨드랑이 가렵다. 아하그것은 내 인공의날개가돋았든 자족이다. 오늘은없
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야심의 말소된 폐-지가 띡슈내리넘어가듯번뜩였다.

일담, 즉 ‘날개’가 다시 돋아나는 이야기로 독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
술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의 ‘나’에게 다시 돋아난 인공의 날개는 실소마저 유발시
키는 초라한 것이다. 이것은 인용문 (3)에서 볼 수 있듯이 ‘구원의 천사’의 이미
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언급된다. 발터 벤야민에게 산책자는 섬광처
럼 스쳐가는 과거의 진실된 모습을 포착하고, 현재의 파편들 속에서 과거의 진실
을 끌어올리는 ‘역사의 천사’로 이해되었다.231) 이와 관련하여, 최인훈에게 형상
화된 ‘나’의 초라하고 검은 날개는 서구의 역사와는 다른 한국적 근대의 특수한
진실을 포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괴상한 형상의 ‘역사의 천사’가 건져 올리는 과거의 진실 또한 괴상한
것일 수밖에 없다. 카페 앞 수족관 속 금붕어를 보는 장면 등은 이상의 ｢날개｣를
은밀히 환기시키지만, ‘나’의 이동경로는 ｢날개｣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나’는
경관이 나오는지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살피면서 집에서 시내 중심지로 들어선다.
그리고 ‘나’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한국은행-남대문시장-중앙우체국-사업은행(영화에서 본 서양 도시를 꼭 닮은)소공동 길-중국대사관 골목 화교 학교-명동파
출소-서라벌다방-몽파르나스 선술집-명동성당-충무로-우편국 옆골목으로 다시동화백화점과 한국은행 사이의 그 자리-집 등의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여기서
한국은행 로터리를 위시한 공간 지명들은 4ㆍ19 혁명을 환기하는 공간이라는 점
을 주목할 수 있다. “밤에 본 그 로터리”가 “시가전을 하기에 알맞다고 생각”하
는 장면은 이러한 점과 관련된다. 특히 ‘나’는 한국은행과 동화백화점232) 사이의
건물 벽에 뺨을 대보는 행동을 반복하는 가운데 본래 차디찬 돌에서 ‘뜨끈’함을
감지한다. ｢날개｣의 주요한 공간적 배경인 미쓰코시 백화점은 동화백화점으로 상
호가 변경된 상황이라는 점은 ｢날개｣와의 시대적, 역사적 거리를 드러낸다. 여기
에서 뜨거움이란 4ㆍ19혁명의 열기의 감각으로 간주될 수 있다. 4ㆍ19혁명의 열
기는 5ㆍ16이라는 새로운 혁명을 거치면서 그 열기를 잃어버린 듯하지만, 차디찬
나는 것든걸음을멈추고 그리고 어디한번 이렇게 외쳐보고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ㅅ구나.
한번만 더 날아보자ㅅ구나.“(이상, ｢날개｣, 𰡔조광𰡕, 1936.9, 214면.)
231) 발터 벤야민, 반성완 역, ｢역사철학테제｣, 𰡔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𰡕, 민음사, 2005,
343~349면 참조.
232) ｢날개｣의 주요 공간적 배경이 되는 미쓰코시 백화점은 광복 이후 동화백화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63년 삼성그룹에 인수되어 11월에 신세계백화점으로 상호를 정하고, 주식회
사로 발족했다.

건물의 벽은 뜨거운 열기를 몰래 간직하고 있다. 이렇듯, ‘나’는 ‘고행’과도 같은
“심미적 잠행”을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을 재인식한다.233)
그들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었는데, 모두 피투성이였다. 끊어진 다리를 야구
방망이처럼 메고 가는 고등학생이 있다. 빠진 눈알을 높이 공중에 집어 던지는 자
도 있는데 눈알은 공중에서 달빛과 부딪쳐서 번쩍하고는 임자의 손안에 떨어진다.
터진 두개골에서 허연 골이 내밀어서 뒤통수에 엉겼는데 그 위에다 학생 모자를
눌러쓰고 간다. 거의가 가방을 들었거나 책 꾸러미를 끼었다. … “여러분 데모를
계속합시다.” 그러자 욕설과 빈정거림─“시시한 소리 말어”, “피래미 새끼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 싶더니 누군가 “웃기지 말아다오” 했다. 그러자 광장은 폭소(爆
笑)가 되었다. 웃음이 가라앉자 그들은 한동안 시무룩하게 침묵하였다. 한참 만에
그들은 한데 모여서 무슨 의논을 하는 듯하더니 광장의 가운데를 비우고 빙 둘러
원을 만들었다. … 파 낸 학생들은 네댓 명이 그것을 번쩍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그것은 시체였다. 시체의 머리에는 무엇인가 빛나는 것이 붙어 있었다. … 얼굴에
─눈구멍에 쇠붙이가 박혀 있는데 한끝은 뒤통수로 빠져 있다. … 그들은 시체를
내려놓고 둘러서서(나머지 학생들은 여전히 원을 치고 둘러서 있고) 시체를 주물
럭거리고 있다. … 이윽고 그들은 또 아까처럼 시체를 번쩍 치켜 들었다. 아! 달빛
에 날카롭게 번득이는 머리의 금속부분. 그들은 시체의 눈에 박힌 쇠붙이를 광을
낸 것이었다. … 메고 있던 시체를 땅바닥을 향하여 내던졌다. 시체는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았다. 탁 하고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때를 같이하여 피라밋은 와르르
무너졌다. 광장은 외마디 소리, 신음 소리, 욕설이었다. … 그들은 시체를 번쩍 들
어올렸다. 그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참석자들은 외쳤다. “피에타는 이루
어졌다!” … “자네 사진 찍었나?”, “음, 출품해야겠어. <피에타>라고 하면 어떨
까?”, “예수쟁이 같애서 안 좋아. <內亂의 豫感>이라구 하게”, “예감? 웃기겠니?”
“그럼, 그걸 노리는 거지.” “<韓國의 虐殺>은 어때?” …
이것이 오늘 내 눈으로 본 바 그대로다. 이상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날개는 찍소리 없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 괴상한 의식(儀式)의 참례자들
은 적성(敵性)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다.
한 달 만에 또 시청 앞의 밤의 의식을 보았다. 먼젓번과 같은 절차다. 오늘 그
들은 울고 있었다. 얼굴들이 눈물과 피로 뒤범벅이 돼서 차마 볼 수 없도록 무서
웠다. 그들은 엉엉 울고 있었다.(크5:122~177, 밑줄은 인용자)
233) “나의 심미적잠행(審美的潛行)은 모름지기 고행을 닮아간다. 이러나저러나 그 동안의 수
확은 갈 데 없다. 나는 서울을 다시 보게 되었다. 서울은 꿈으로 가득찬 도시다. 서울은 슬
픔이 가득찬 도시다.”(크5:121)

위의 인용문은 “4ㆍ19로부터 꼭 두 달이” 되는 즈음, ‘나’가 목격한 장면이다.
‘나’는 겨드랑을 노크하는 ‘운명’인 ‘날개’의 힘에 따라 시청 앞 광장에 당도했다.
그러한 ‘나’의 눈 앞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피투성이”로 “끊어진 다리를”
메고 가고, “빠진 눈알을” 집어던지며, 터진 두개골 위에 모자를 쓴 시체들이 상
연하는 그야말로 “괴상한 의식(儀式)”이 펼쳐진다. 서은주는 이 장면에 대해 “4ㆍ
19가 하나의 ‘의식(儀式)’으로 전락하고 박제화 되어버린 현실을 냉소하고 있다.”
고 해석하였다.234) 그러나 이 괴상한 제의 퍼포먼스는 당대의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을 연상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과 관
련하여 살필 때, 이러한 식의 서술은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5ㆍ16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4ㆍ19의 영향 속에서 스스로를 민족주의자로 호
명했고, 1963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민족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그것을
“자주와 자립 지향의 강력한 민족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로 선전하였
다. 이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민족적 민주주의’에 기대를 가졌고, ‘자주/반외세’,
‘자립/반매판’의 내용을 기반으로 군부와 친화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3년 12월 17일 출범한 제3공화국의 실체는 ‘자주/반외세’의 공유지점이 무화
된 것이었다. 이들이 강조한 ‘자립’의 의미 역시 단순한 경제상장이라는 미명아래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이를 계기로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1964년 한일회담을 반대하면서 거행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은 학생들의 대
결의식을 선언한 상징적인 퍼포먼스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는 분화와 대립국면을 맞는다는 점에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은 하나의 역사
적 분기점으로 자리매김 되었다.235)
이와 관련하여, ｢크리스마스 캐럴5｣의 소설 속 스토리 시간이 1959년부터
1964년이라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그것은 4ㆍ19 전야에서부터, 5ㆍ16과 6ㆍ3,
1964년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상징적 시점의 기간을 관통하기 때문이
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64년 5월 20일 서울대 문리대 교정에서 열린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의 조사(弔辭) ｢곡(哭) 민족적 민주주의｣236)는 김지하에
234) 서은주, ｢소환되는 역사와 혁명의 기억: 최인훈과 이병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앞의 논
문, 147~148면.
235) 오제연,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분화: “민족적 민주주의”를 중
심으로｣, 𰡔기억과 전망𰡕 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참조.
236) 시체여!/ 너는 오래 전에 이미 죽었다./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다.// 넋없는 시체여!/ 반민

의해 작성되었다. 이 퍼포먼스는 상주의 ‘어이 어이’ 곡을 하는 소리와 함성소리
로 뒤덮였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장례식, 화형식 등 제의적인 퍼포먼스가 사회
ㆍ문화운동의 주요한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인용문의 ‘괴상한 의식’을 사회ㆍ문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에서 호명된 시체는 박
정희 정권의 ‘민족적 민주주의’였다. 이에 반해, 이 작품에서 호명된 시체는 바로
김주열이다. 또한 김주열의 시체를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장식하는 퍼포먼스를 하
는 주체인 학생들 역시 4ㆍ19혁명에서 죽은 자들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이것은
죽은 타자들, 망령이 벌이는 제의이자, 그들에 대한 애도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 一九六一년 五월 十六일. 새벽.
오늘 새벽에 나는 한강 모래사장을 산책하고 있었다. 돌연히 총소리가 울렸다.
… 이 담대한 통행제한 위반자들은 대체 누구일까? 무엇보다 그들의 방법이 나의
것에 비해 당당하고 남성적인 것은 확실했다. 나는 어떤 부끄러움을 느꼈다. … 설
령 나와 동고동호(同苦同好)의 인사들을 규합한다 할지라도 과연 저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무기는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자기의 취미, 혹은 고통을 위
해서 여럿이 합세하여 무기를 휴대하고 통행제한의 규칙을 어길 만한 용기가 나한
테는 없다. …
“넌 누구냔 말야!”
“전, 저어, 심야의 산책을 즐기는 시민이올시다. 저어, 동호의 인사들을 만나니
하도 반가와서…… 또 좀, 문의할 것도 있고 해서……” …
심야의 집단 산책자들이 정권을 잡았다. 좋은 것도 같고 좀 심한 것도 같고 묘
한 기분이다. 그들은 으례 통행제한을 없앨 테니 그것은 좋지만 역시 방법이 심하
지 않았을까? 해서다. 계엄령이 펴져서 나다니지 못했다. 다행히 날개는 잠잠하다.
물론 일시적인 것이리라. …
국무총리 張氏다. 그는 놀라서 수녀원 안까지 산책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의 경
우는 타의에 의한 것이다. 우리들의 취미를 타인에게 강제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크5:124~125, 밑줄은 인용자)

족적, 비민주적, 민족적 민주주의여!// 썩고 있던 네 주검의 악취는 ‘사쿠라’의 향기가 되
어,/ 마침내는 우리들 학원의 잔잔한 후각이 가꾸고 사랑하는 늘푸른 수풀 속에/ 너와 일
본의 2대 잡종, 이른바 사쿠라를 심어놓았다. …이하생략…

(2) 一九六一년 크리스마스.
고통의 하룻밤. 열두 시가 되자 겨드랑에 운명의 노크 소리가 들렸다. … 날개는
질투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하렘에 모든 사람이 공동변소처럼 바글거리는 것을
날개는 참지 못하는 것이다. 조금씩 다르게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렘을 공동으로
사유(私有)할 수 있다는 진리를 날개는 모르는 것일까? … 왜 하필 오늘 밤 통행
제한을 철폐하는가?
一九六二년 크리스마스.
열두시.
운명의 노크 소리.
동통.
고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고통.
一九六三년 크리스마스.
열두시.
운명의 노크소리.
동통.
고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고통.
一九六四년 크리스마스.
열두시.
운명의 노크 소리.
동통.
고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고통.(크5:125~126)

인용문 (1)은 심미적 잠행인 밤 산책 가운데, ‘나’가 5ㆍ16을 목도하는 장면이
다. 5ㆍ16은 당시에 혁명으로 명명되었으며, 지식인과 학생들도 이에 대해 지지
를 보였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가령 무기명이지만 비판적 지식인 장준하가 거의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5ㆍ16혁명과 민족의 진로｣라는 글은 5ㆍ16을 “4ㆍ19혁명
이 입헌정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면, 5ㆍ16혁명은 부패
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
주의적 혁명”, “불가피한 혁명”237)으로 평가하였다. 이 글의 필자가 5ㆍ16혁명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시급히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최단시일
내에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한 후 쾌히 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엄숙한 혁명공약을 깨끗이, 군인답게 실천”할 것이라는, 즉 빠른 시일
내에 민정이양을 대한 매듭지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이 작품에서 5ㆍ16쿠데타의 세력을 동고동호(同苦同好)의 인사로 오인하는 장
면은 그러한 당대적 인식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군사적 남성성으로
무장한 그들을 보면서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들이 자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 또한 “심야의 집단 산책자”들이 정권을 잡은 후 “좋은 것도 같고 좀
심한 것도 같은 묘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통행제한을 없앨 기
미가 보이지 않자, 다시금 독단적인 산책을 시작한다.
인용문 (2)와 같이, 1961년에서부터 1963년까지 통행제한은 결코 없어지지 않
았다. 특히 1962년부터 1964년에 대한 반복되는 서술을 통해, 민정이양에 대한
약속과 ‘민족적 민주주의’의 허위성이 폭로되며, 이러한 행태가 앞으로도 반복될
것 같은 분위기가 암시된다. 4‧19 혁명과 관련된 망령의 출현과 ‘나’의 독자적이
고도 심미적인 잠행 역시 계속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 연작은 통행금지라는 사회적 금
기를 위반하고 주변부 근대도시인 서울을 반복적으로 산책하는 인물을 그림으로
써, 그러한 규율 권력에 균열을 내는 저항의 가능성을 탐색한 작품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이상의 ｢날개｣의 핵심을 포착하고 계승하면서도, 경성 식민지와는 또 다
른 당대적 진실들을 포착하고, 4ㆍ19혁명을 끊임없이 소환한다는 점에 이 작품의
의의가 있다.

3.2. ‘들을 수 없는 것’의 청취를 매개로 한 혁명의 상상
𰡔총독의 소리𰡕ㆍ｢주석의 소리｣ 연작의 발표지면과 연재 시기는 다음과 같다.
237) ｢5ㆍ16혁명과 민족의 진로｣, 𰡔사상계𰡕, 1961.6.

｢총독의 소리｣, 𰡔신동아𰡕, 1967.8; ｢총독의 소리2｣, 𰡔월간중앙𰡕, 1968.4; ｢총독의
소리3｣, 𰡔창작과비평𰡕, 1968.겨울; ｢주석의 소리｣, 𰡔월간중앙𰡕, 1969.6; ｢총독의
소리4｣, 𰡔한국문학𰡕, 1976.10.238)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작은 ｢총독의 소리4｣ 이외에는 1967년과 1969년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총독의 소리2｣ 발표 후 홍익출판사에서 𰡔총독의 소리𰡕
단편집이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𰡔총독의 소리𰡕가 애초에 연작으로 구성된 작품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해준다. 다른 작품들과 10년에 가까운 거리를 두고 발표된 ｢
총독의 소리4｣는, 최인훈이 미국에서 3년간 체재한 이후 귀국했을 때 쓰인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주석의 소리｣ 이후 한참 지난 시점에 발표된 것이고 ｢주석의
소리｣ 이후 ｢총독의 소리｣라는 형식이 다시금 등장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것은 최인훈이 이 작품을 사전에 완결된 기획으로서의 연작소설로 구성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최인훈이 상정하는 연작이란 미리 계획되고 구
성된 하나의 총체적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미완으로 남는 것이며 “결국 소설
인식론적인 방황 자체를 문학 속에다 끄집어내는 것”이다.239)
𰡔총독의 소리𰡕와 ｢주석의 소리｣ 연작은 그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총독의 소
리’와 ‘주석의 소리’라는 해적 유령방송 담화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연작
에서 유령방송 외에는 서술자의 개입이 거의 중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적 소설문법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 연작은 매우 낯선 작품이라고 할 수 있
다. 𰡔총독의 소리𰡕와 ｢주석의 소리｣ 연작이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논의의 대상
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작품의 난해성에서 기인한 바 크다.240) 총독과 주석은 ‘지
238) 기존 연보의 경우, 발표연도가 ｢총독의 소리｣(𰡔신동아𰡕, 1967.2); ｢총독의 소리2｣(𰡔월간
중앙𰡕, 1967.8); ｢총독의 소리3｣(𰡔창작과비평𰡕, 1968.); ｢주석의 소리｣(𰡔월간중앙𰡕,
1968.4); ｢총독의 소리4｣(𰡔한국문학𰡕, 1976.8)로 표기되어 있는데, 직접 확인한 결과 위와
같다. 이하 이 소설을 인용할 때는 연작의 회수와 면수를 기입하여(총 회수:면수)로 표기하
도록 한다.
239) 노태훈,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연작”의 의미｣, 𰡔현대소설연구𰡕 6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212면.
240) 이에 대한 논의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권영민, ｢정치적인 문학과 문학의 정치성｣,
𰡔작가세계𰡕, 1990.봄; 양윤모, ｢타자의 시선을 통한 현실의 이해: 최인훈의 𰡔총독의 소리𰡕
연구｣, 𰡔어문논집𰡕 40, 안암어문학회, 1999; 서은선, ｢최인훈 소설 ｢총독의 소리｣, ｢주석의
소리｣의 서술 형식 연구｣, 𰡔문창어문논집𰡕 37, 문창어문학회, 2000; 안남일, ｢역사인식에
대한 응전의 한 양상｣, 𰡔민족문화𰡕 11, 2002; 이상갑, ｢최인훈의 𰡔총독의 소리𰡕론: 문학의
무력감과 ‘말’의 위력｣,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𰡔1970년대 장편소설의 현장𰡕, 국학자료원,

금’ ‘여기’의 시공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소리는 그 자체로 친숙하
지만 억압된 것이다.241) 한국을 떠도는 식민지의 망령들의 소리는 부재하면서도
잔존하는 돌아온 타자이다. 이것은 특히 재식민화에 대한 공포가 되돌아온 것으
로 볼 수 있다.
특히 ｢총독의 소리｣는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라는 충격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총독의 소리4｣의 경우 한일국교정상화 10년 후이자, 청구권에 대한 협
정이 10년 만에 만료되는 시점242)을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과
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일관계의 단계를 모색했던 때이다. 한일 경제관계에 있
어서도 새로운 단계가 펼쳐졌으며, 국제적으로는 데탕트가 시작된 시기였다. 의식
의 타자인 무의식은 위장을 통해 끈질기게 되돌아오게 되는데, 𰡔총독의 소리𰡕와
｢주석의 소리｣ 연작의 경우 위기의식마다 되돌아온 형식으로 그 연작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최인훈의 문학 세계 안에서 방송이라는 소재 혹은 청각적 감각이 나타나는 것
은 이 작품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방송의 소리, 청각적 감각이 나타나는 작품의
경향은 𰡔구운몽𰡕으로부터 시작되어, 𰡔회색인𰡕, ｢웃음소리｣, 𰡔태풍𰡕 등으로 이어진
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확성기와 스피커, 라디오를 통한 유령방송, 간첩방송은 자
주 등장하며, 이 외에도 빗소리, 폭음소리, 유행가, 웃음소리, 타자화된 낯선 자기
의 목소리 등의 소리자질들이 종종 활용되었다.
그간의 연구에서 최인훈 소설의 근대성과 관련하여 시각성, ‘응시’ 등의 감각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 달리, 소리와 청각적 감각에 대한 연구는 아직
까지는 미흡하다고 여겨진다.243) 방송형식과 ‘다성성’의 측면에서 진행된 연구가
2002; 김인호, ｢탈식민, 탈형식, 탈이데올로기｣, 앞의 책; 구재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타자화 전략과 탈식민성: ｢총독의 소리｣를 중심으로｣, 앞의 논문; 류동규, ｢탈식민적 정체
성과 근대 민족국가 비판: 최인훈의 𰡔총독의 소리𰡕연작을 중심으로｣, 𰡔우리말 글𰡕 44, 우
리말글학회, 2008; 이행미, ｢부활과 혁명의 문학으로서의 ‘시’의 힘｣, 𰡔한국학연구𰡕 39, 인
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15.
241) 언캐니를 구성하는 요체인 낯선 것은 억압 이전에는 무엇보다도 친숙한 우리 내부의 존
재였다. 그 점을 상기할 때, 친숙했지만 망각되었던 ‘총독의 소리’의 귀환은 언캐니의 메커
니즘으로 설명될 수 있다.
242) 1965년 12월 18일자로 발효된 ‘한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은 10
년 만에 만료되었고, 이 시점을 기하여 대일청구권에 의한 자본도입이 완료되었다.(｢對日請
求權協定 종결｣, 𰡔매일경제𰡕, 1975.12.17.)
243) 물론, 최인훈 소설에 등장하는 방송형식과 관련하여, 최인훈 소설에서 서술자의 목소리와
인물의 목소리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자유간접문체’나, 서술자의 목소리가 소멸되어 인물의
목소리만이 남게 되는 등의 서술형식 실험이 지적되어 왔다.(구연주, ｢최인훈 문학의 탈식

있지만 그것들은 각 집단의 방송을 관념적인 담론으로 곧바로 치환하거나, 탈식
민주의 이론이나 다성성 이론으로 환원하여 해석하는 데 치중해 왔다. 따라서 이
러한 연구들은 소리, 청각적 자질에는 주목하지 못해왔고, 당대의 정치, 문화, 역
사적 맥락에 기민하게 반응했던 최인훈의 작가의식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
가 있다.
𰡔총독의 소리𰡕와 ｢주석의 소리｣ 연작에 활용되는 청각적인 자질들의 의미를 분
석하기 위해서 우선 이 작품의 구성 형식에 주목해야 한다.
그럴 즈음 한일 국교 파동이 일어났다. ｢총독總督의 소리｣ 연작은 이에 대한 반
응으로 씌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한 이 작품의 형식에 대해 나는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싶다.
첫째는 나는 이 소설에서 문학의 형식을 파괴하면서라도 온몸으로 부딪쳐야 할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일이다. 둘째는 그렇다면 정말 문학 장르의 테두리를 넘었느
냐 하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형식은 별다를 것 없는 풍자소설
의 정통 적자嫡子다. 적의 입을 빌려 우리를 깨우치는 형식이다. 빙적이아憑敵利
我이다.
여기서 말하는 연설은 바로 풍속적으로 그 연설에 가장 합당한 풍속적 의상 즉
총독의 옷을 입고 있다. 전위적이기는커녕 너무 소심할 정도의 용의가 아닐까 한
다. 전위적이라면 오히려 방송 뒤에 붙인 익명의 독백 부분이다. 앞의 부분의 연설
을 모두 부수는 역할, 그 연설조는 그저 그만한 것 즉 총독의 눈이라는 그물에 걸
린 상황의 요약이며, 이 세계의 복잡성은 그게 아니라는 부정의 부분이다.
이 두 부분이 어울려서 빚어내는 어떤 비전, 그것이 이 소설의 진정한 최종적
‘작중 상황’이다.(밑줄은 인용자)244)

최인훈의 말을 빌리면, 이 연작은 “한일 국교 파동”에 대한 반응이며, 작품의
형식은 총독의 연설과 그 방송 이후에 붙여진 전위적인 익명의 독백으로 이루어
져 있다. 이 작품은 ‘총독의 소리’와 ‘주석의 소리’라는 해적 유령방송과 이를 듣
민성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방희조, 앞의 논문.)
또한 𰡔구운몽𰡕, 𰡔서유기𰡕에서 각 집단의 방송을 교차적으로 제시됨으로써 논쟁이 장면화
되는데, 이때 서술자는 주관적인 개입과 판단을 중지함으로써 각각의 담론이 부각되거나
지지되지 않은 채, 각종 집단의 담론이 균등하게 제시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
라 텍스트가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다성적인 공간이 된다는 것이다.(방희조, 앞의 논
문, 24면.)
244)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앞의 책, 26~27면.

는 시인의 장거리 문장의 사변으로 구성된 독특한 작품인 것이다.
6대 대통령 선거 즈음(1967년 5월 3일, 7대 국회의원 1967.6.8)245)을 시간적
배경으로 한 ｢총독의 소리｣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특
히 “제국의 패전이 있은 지 20유여년”인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전후, 즉 40년간
의 식민지 경험이 일제히 표면 위로 떠오른 시기가 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인훈은 이 작품의 서술배경에 대해 “문학의 형식을 파괴하면
서라도 온몸으로 부딪쳐야 할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술회하였다. 한일협정 반대
운동은 1965년 6월 이후에는 비준 반대운동으로 전환되었고, 운동의 주체도 대학
생들에서 지식인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조선의 산하가 일본을 대신하여 전쟁의
배상을 치르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진술되는데, 이것은 과거청산 및 배상과
관련하여 청구권을 포기한 매국적인 협정으로 비판받은 한일협정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닌 자유의 무거운 멍에 아래 비틀거
리고 있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읍니다. 그들은 본인을 부르고 있읍니다. 40년의 경
영에서 뿌려진 씨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며 이는 폐하의 유덕을 흠모하는 충성스
런 반도인의 가슴속 깊이 간직되어 있는 희망의 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비밀입
니다. 해방된 노예의 꿈은 노예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워하고 있읍니
다. 그들은 지난날의 그리웠던 발길질과 뺨맞기, 바가야로와 센징을, 그 그리운 낱
말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읍니다.(총:482~483, 밑줄은 인용자)

제국의 꿈을 “실지회복” “반도의 재영유”라 칭하는 총독의 발화는 제국의 재식
민화의 야망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공포를 일깨운다. 총독의 목소리는 남한의 반
공독재와 북한의 1인 독재가 천황제의 식민지적 구조의 잔존 형태라는 것을 강조
245) “한켤레의 고무신이나 몇잔의 막걸리에 우리의 票가 값싸게 팔려서는 안될 것이며, 有權
者는 ”내가 이 나라의 主人이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投票에서 혹 생길지도 모르는 不正을
各自가 방지하기 위해 努力해야 되리라 믿는다.”(｢이 나라의 主人으로｣, 𰡔동아일보𰡕,
1967.5.2.); ｢46名 구속 開票亂動｣, 𰡔동아일보𰡕, 1967.06.12; “먼저 2千만원에 뭐 全國區
議員을 팔았다고 하더니 이번엔 5백원에 票를 샀다고 하고 代理투표 公開투표를 했다는가
하면 막걸리를 퍼먹였다, 고무신을 사주었다하고 어느쪽이 옳고 어느쪽이 不正이랄수도 없
이 되어버렸다. 할수있다면 어느편이 더 치사했는가나 할수있을까.” “전번 大統領選擧가
조용한 가운데 잘 進行되기에 이제 政治한다는 사람들도 좀 나아졌는가했더니 이번 選擧
에서 다시 失望했다. 法을 制定하고 國事를 論할 사람을 뽑는 國會議員選擧에서 이렇게
新聞의 紙面이 좁을 지경으로 不正 不法이 盛行된다고 하면, 그건 진정 한심한 일이 아닐
까?”(이범선, ｢國會議員選擧를 마치고｣, 𰡔동아일보𰡕, 1967.6.12.)

하고 있다. 중간에 삽입된 “아이깨나 낳을 년 양갈보 가고 / 글깨나 쓰는 놈 재
판소 간다”(총:479)라는 노래는 일제 식민지 시기부터 유행한 신민요246) 아리랑
이다. 이 또한 식민지적인 유산과 잔재를 환기한다.
특히 총독을 주체로 한 계몽적 발화의 논의는 매우 내셔널리즘적인 성격을 띤
다. 총독은 국학 붐을 거론하면서, 국학을 “민족 독립의 정신적 기초 작업의 과정
으로서 실로 위험천만한 불온한 사상”, “총독부 당국이 힘써 인멸코자 했던 종족
적 기억이 되살아나는 불온”으로 규정한다. 또한 그는 “저 몇 해 전 4월에 반도
인들이 선거의 부정을 항의하여 일어난 사건”인 4ㆍ19를 “기미년 3월에” 일어난
3ㆍ1운동의 전통과 연결 짓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 작품의 핵심을 민족주의로 보는 경우가 있었
다.247) 그러나 𰡔구운몽𰡕에서 교차되는 ‘정부군 방송’과 ‘혁명군 방송’, 𰡔서유기𰡕의
‘상해 정부의 소리’, ‘조선의 소리’ 등에서 발화되는 담화 내용을 작가의식으로 곧
바로 연결시킬 수 없듯이, 총독의 발화에 드러난 진단을 작가의 현실인식으로 등
치시키는 것은 온당한 해석 방식이 아니다. 류동규 또한 이러한 경향에 대해 의
문을 제기하면서 이 작품이 지닌 이중적 발화 양상을 지적한 바 있다.248) 그는
발화자인 총독이 상정하고 있는 피화자와 작품 내 실제 피화자가 다르게 설정되
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실제 피화자가 총독과는 적대 관계에 있고 독자와는
공모 관계에 놓여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겉으로 드러난 총독
의 담화와는 다른 정보 내지는 판단을 복화술적(複話術的)으로 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249) 그런데 그가 지적한 것처럼 ‘시인’의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따른다.
(1) 충용한 제국 신민 여러분. 제국(帝國)이 재기하여 반도(半島)에 다시 영광을
246) 식민지 시기 일본이 아리랑에 대해 금지와 변개의 태도를 취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
판적인 내용의 광복군 아리랑은 금지되었으며, 사랑타령과 인생무상의 내용으로 변개된 신
민요 아리랑은 권장되었다.(김시업, ｢근대민요 𰡔아리랑𰡕의 성격 형성｣, 임형택ㆍ최원식 편,
𰡔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𰡕, 창작과비평사, 1985 참조.)
247) 가령, 구재진은 이 작품의 귀결점을 ‘민족주의’로 보면서, 이것이 1960년대 후반이라는
시대와 관련되어 이 작품이 가진 높이이자 한계라고 지적하였다.(구재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타자화 전략과 탈식민성: ｢총독의 소리｣를 중심으로｣, 앞의 논문.)
248) 류동규, 앞의 논문, 237~239면 참조.
249) 류동규는 채트먼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담화 모형을 원용하여
𰡔총독의 소리𰡕 담화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류동규, 위의 논문, 238면.)

누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은인자중 맡은 바 고난의 항쟁을 이어 가고 있는 모든 제
국 군인과 경찰과 밀정과 낭인(狼人) 여러분.(총:473)
(2) ─지금까지 여러분은 불란서의 알제리 戰線의 자매단체이며 재한 지하 비밀단
체인 朝鮮總督府地下部)의 幽靈放送인 總督의 소리가 대한민국 제6대 대통령 선
거 및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평 방송을 들으셨읍니다.
(총:483)
(3) ……지척지척 내리는 빗소리와 어울려 들려 오던 방송은 여기서 뚝 그쳤다.
그는 어둠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창틀을 꽉 움켜잡으며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더는 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더 어두운 소리들이 그 어둠 속에서 들려 오는 것이
었다. 피아노 치는 손마디 소리. 부스럭대는 엽전잎 소리. 올빼미의 목쉰 울음. 어
딘가에서 다리미질하는 은밀한 소리. 니나노 니나노. 창백한 손마디에 쌍가락지 끼
는 소리. 눈 구멍에 최루탄이 박힌 아이의 신음 소리. 유세장으로 실려 가다가 객
사(客死)한 늙은 아이들의 허기진 울음. 총독의 피묻은 너털웃음. 시인의 흐느끼는
소리─오 아시아의 비극의 밤은 길기도 함이여. 그리고 아주 가까이 아주아주 가
깝게 들리는 소리. 아구구아구구아구구구아구구구구. 비명. 아구구아구구구아구구
구구구. 빗소리와 범벅으로 어우러져 들려오는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제일 가
깝게 들려오는 이 소리는 그의 목구멍속에서 나오는 소리였다.(총:483, 밑줄은 인
용자)

위 인용문 (1)과 (2)는 각각 ｢총독의 소리｣의 처음과, 총독담화가 끝나는 부분
이다. 실제로 “충용한 제국 신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이 발화의 내포청자는
“제국(帝國)이 재기하여 반도(半島)에 다시 영광을 누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은인

자중 맡은 바 고난의 항쟁을 이어 가고 있는 모든 제국 군인과 경찰과 밀정과 낭
인(狼人)”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실제 청자가 누구인지
｢총독의 소리｣에서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에서 ‘그’는 ‘시인’일 수도 있고,
‘시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그리고 아주 가까이 아주아주 가깝게
들리는 소리”인 ‘그’의 비명 이전까지를 방송 이후의 잡음이나 소음으로 볼 때,
“시인의 흐느끼는 소리”란 총독의 담화에서 인용되었던 시의 시인을 일컫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설 상에는 제목이나 시인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시
는 1962년 𰡔예술원보𰡕에 발표된 오상순의 ｢亞細亞의 黎明｣이다.250) 오상순은 최
인훈이 명동 다방에서 자주 교유했던 문인이었다.251) 이 시의 ‘아시아’ 표상은 제
국주의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의 이념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항하면서 전 세계 피압박민족의 해방과 연대를 모색했던 동아시아
지식인의 이상적 공동체와 관련되는 것이었다.252) 그리고 이는 𰡔회색의 의자𰡕 이
래 최인훈이 기도했던 이상적 공동체의 연대, 즉 아시아ㆍ아프리카 공동체의 연
대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때 “오 아시아의 비극의 밤은 길기도 함이여”라는 소리는 이 시의 한 구절이
다. 이렇게 본다면, 이 작품에서 ‘그’는 총독담화 방송이 끝나고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인을 비하하는 용어인 ‘엽전’잎 소리, 부정선거를 암시하는 쌍가락
지 끼는 소리, 신민요의 ‘니나노’ 하는 소리, 4ㆍ19를 암시하는 구멍에 최루탄이
박힌 아이의 신음 소리, 총독의 너털웃음 등을 들은 끝에, 자기 안의 타자로서의
이질적인 목소리인 “아구구아구구구아구구구구구”하는 비명의 소리를 듣는 것이
다. 이를 통해 ‘그’는 여전히 익명으로 남게 된다. 또한 “그의 목구멍 속에서 나
오는 소리”가 그의 비명뿐인지, 아니면 총독의 담화를 전체 및 여러 소음들, 잡음
들 의미하는 것인지도 애매하고 불명확하게 남는다.
250) 이 작품은 공초 오상순의 마지막 발표작이며, 오상순은 일제 말기 대일협력의 행적이 전
혀 없는 시인이다. 이행미는 이러한 시인의 시를 인용한 것은 총독 발화의 균열을 일으키
는 동시에, 시차를 얼마 두지 않고 발표된 이 시를 알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총독의 발
언에 대해 비판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고 논의하였다. 인용된 이 시는, 원문과 내용적 차
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전문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작품에서 시가
차지하는 의미가 클 것이라고 판단된다.(이행미, 앞의 논문, 321면.)
251) “언제부터 어떻게 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명동 여기저기 있던 음악실, 다방 같은 데
드나들게 되었고, 청동다방에서 오상순 선생을 자주 뵈었다. 이때의 경험을 소재로 쓴 것이
｢우상의 집｣이다.”(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앞의 책, 20면.)
252) 이행미, 앞의 논문, 322면; 이은지, ｢1920년대 오상순의 예술론과 이상적 공동체상｣, 𰡔상
허학보𰡕 43, 상허학회, 2015.

한편, ｢총독의 소리2｣와 ｢총독의 소리3｣의 경우, 각각 북조선 무장특무의 침입
인 김신조 사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라는 당대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총독의 소리2｣에서야 담화의 청취자는 ‘시인’으로 구체화된다.
방송은 여기서 뚝 그쳤다. 시인은 어둠을 내다 보았다. 그리고 창틀을 꽉 움켜
잡으며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더는 들리지 않았다. 넝마를 입었으면서 의젓해
보이려고 안간힘하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거기에 엿보이는 허영을 부끄러워한다는
데 무슨 구원이 있는가고 물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주하면서 … 방대한
헛소문이 엉킨 전선(電線)들의 잡음처럼 뜻없는 푸른 불꽃을 튀기는 속에서 갈피
있는 통신을 가려 내기 위해서 원시의 옛날의 울울한 숲에서 먼 천둥 소리를 가려
듣던 원시인의 귀보다 더욱 가난한 초라한 장치를 조작하면서 이 세상의 악의와
선의의 목소리를 알아들으려는 나를 죽이려는 움직임과 나에게 따뜻한 지평선을
가리키는 손길 끝의 무지개를 알아보려는 마음으로 영광이 없는 시대에 영광을 가
지려는 발버둥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팽개쳐
버리는 것은 용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고 쓰디쓰게 웃는 자기를 매번 죽여 가면서 자기에게 용기가 없다는 것
이 이 세상에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인색함이 없
이 받아들이려는 머릿속의 용기는 주장하면서 한 여자를 사랑하고 싶은 젊은 생명
과 인간답게 살았다는 회상의 명예 사이에 가로놓인 수많은 강과 골짜기와 … 끊
어진 다리를 이어 놓기 위하여 돌을 나르며 역사가 부숴 놓은 마을을 말의 힘으로
불러 내는 연금술을 발견하기 위하여 거짓 마술사들이 슬픈 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함부로 적어 놓은 미친 연구 기록과 악귀와 적들이 우리를 호리기 위하여
우리들이 가는 길목과 생각의 갈피에 짐짓 떨어뜨려 놓은 독이 든 먹이를 가려 보
기 위하여 굶주린 창자에게 염치를 가르쳐 가면서 … 언제 올는지 알 수 없는 것
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 엄
청나고 부끄러운 이데아의 꿈을 꾸면서 소스라쳐 깨면서 기억할 수 없는 꿈의 내
용이 안타까워 … 어떤 일이 있어도 바보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비록 바보라
할지라도 바보인 것을 분명히 알면은 그저 바보인 것보다는 왜 나은가를 알기만
한다면 속도 풀리려니와 혹시 더 좋은 세상에서는 덜 바보로 살 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반드시 치사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바람으로 멀리 사라지는 기적 소
리에 밑천이 안 들었다고 반드시 값없는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용서를 보내면
서 그 모든 엇갈림과 망설임과 갈피 없음 속에서 스스로 갈기갈기 해부해 놓은 청
각기관을 한사코 긁어 세워서 부서진 청진기로 천 리 밖에 있는 함정을 알아보려
는 사람처럼 귀를 곤두세운─시인은, 어두운 지붕 밑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매음을

권고하며 허물어진 하수도 속을 죽은 쥐가 낳은 쥐의 태아가 흘러가는 고달픈 잠
속에서 내일 속일 남자의 꿈을 꾸며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인지 더욱 알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삶에 지쳐서 다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아침마다 학교로 가는 아이들과 지금 장만한 자리와 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내일도 모레도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없
는 사람들이 거짓말에 취해서 제라서 시큰둥하게 서슬이 푸르지 않을 수 없는 삶
을 오늘도 내일도 이어 가야 하는 먼 나라에서 알 수 없는 전화와 전보와 편지들
이 시계가 똑딱거리는 한 순간마다 쉴새없이 날아 들어와서 풍문의 시장을 이루면
… 개처럼 사는 것이 정승처럼 죽는 것보다 과연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서 아직도
족보를 붙들고 앉아 있는 양반의 후손과 형식이 중하냐 내용이 중하냐를 알지 못
하여 걸작을 쓰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상소설 응모 지망생과 … 그
자신이 살고 있는─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오래오래 서 있었다.(총2:418~421, 밑줄
ㆍ강조는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총독의 담화방송이 끝난 후, 시인이 초점화된 부분이다. 관념적
이고 난해하며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넝마를 입었으면서는”부터는 ‘장거리 문장’으로 되어
있다. 또한 “─” 앞까지의 장거리 문장은 시인을 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 앞까지의 장거리 문장은 시인이 살고 있는 도시를 수식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해보면 ‘시인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오래 서 있었다’라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이것은 시인의 웅얼거림이나 발화가 아니고, 어떠한 사건이 존재하는 서
사도 아니다. 이는 시인이 서 있는 풍경에 대한 서술이며, 나아가 시인과 이 도시
의 존재론인 것이다.
먼저 시인이 살고 있는 도시는 미지(未知)이며, 거짓말이 나돌고, 외래의 “전화
와 전보와 편지들”이 이루는 풍문의 시장이다. 그곳은 아직 족보와 양반으로 대
변되는 전근대성이 청산되지 못했으며, 내용-형식 논쟁이라는 불모의 논쟁이 난
무하는 빈곤한 문학을 가진 공간이기도 하다. 이는 외래적인 것과 풍속의 비결합
성,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착종,253) 그리고 문학사적 빈곤으로 요약되며, 최인훈이
253) 주변부 근대, 후발 근대국가이며 피식민국가로서 떠안게 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착종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총독의 발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국이 이 세기의 전반기에 반도를 차지한 시기는 반도에 대해서는 금싸라기 같은 시기였
읍니다. 그것은 유럽이 치른 르네쌍스와, 산업혁명과 민족주의와, 실증과학의 시기와, 그리
고 이십세기, 이렇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몇세기를 한몫으로 치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
였읍니다. 만일 인간 세상에 있어서의 이 같은 혁명적인 변화들이 종족 집단의 정치적 이

𰡔광장𰡕에서부터 그려온 한국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요컨대, 결과적으로 서
술자는 이 도시를 “서슬이 푸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인을 수식하는 부분을 상세히 검토해 보면, 시인은 자신에게 용기가 없다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지니며, 세상에 정의는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또한 그는
“역사가 부숴 놓은 마을을 말의 힘으로 불러내는 연금술”을 발견하고, 비록 ‘바
보’처럼 주체와 세계에 대한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예술가의 소임을 지
향한다. 그리고 그의 이데아에 대한 지향은 부끄러움을 동반하는 것으로 서술된
다. 그가 “기억할 수 없는 꿈의 내용”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는 망각된 것을 상
기하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 태도와 연관된다. 이 또한 최인훈이 문학론과 작품
창작을 통해 끊임없이 되뇌었던 예술가와 지식인의 존재 이유였다. 특이한 점은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 갈기갈기 해부해 놓은 청각기관을 한사코 긁어 세”운,
“귀를 곤두세운”이라는 표현들이 시인을 수식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총독의 소리2｣의 총독의 방송에는 “사와 두어”, “다롱디리”,
“즌 데 드디올세”, “가시난닷 도셔 오쇼서” 등 고려가요 ｢가시리｣와 고대가
요 ｢정읍사｣의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총독의 소리｣의 경우
에도 ｢亞細亞의 黎明｣이나, 신민요의 구절이 삽입되어 있었지만, 이는 총독이 자
신의 발화의 예증으로 열거한 것이었다. 물론, 오상순의 시에서 함의하는 아시아
와 총독이 상상하는 아시아의 내포와 외연이 다르다는 점은 총독의 발화에 균열
을 일으킨다. 그러나 위의 고대가요나 고려가요의 토막은 굳이 삽입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것은 오히려 청취를 방해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이질적이다. 이는 일
종의 잡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인’이 귀를 곤두세우는 이유도 이러한 잡음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의 알제리아 전선의 자매단체이며 재한 지하 비밀 단체
인 조선총독부지하부의 유령방송인 총독의 소리”라는 표현과 결부지어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선총독부지하부가 왜 구태여 프랑스 알제리아 전선의 자매단체
로 설정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1962년 알제리 민족해방운동과 독립
은 라디오 방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작품에 대
해라는 현실적 구심점을 가지지 못하고 순수 관념의 체계로 각기 받아들여질 때 그곳에 벌
어지는 모습은 걷잡을 수 없는 뒤죽박죽 뿐이며 그 집단은 집단으로서의 갈피를 잃어버리
고 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십세기의 지난 부분에서의 반도인들의 마음의 찬장 속은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총:412~413, 밑줄은 인용자)”

한 보다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진다.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은 알제리인들의 해방 투쟁 과정에서 라디오라는
‘정밀한 기구’가 어떻게 혁명의 도구로 변하게 되는지, 그 위상의 변화에 대해 세
밀하게 검토하였다. 정보 조직, 언어, 메시지 전달체로서의 라디오는 식민 상황
내에서 특수한 방식으로 정의된다. 알제리 내 프랑스 방송국인 ‘라디오 알제르’는
알제리 내 유럽인 대다수에게 프랑스 국영 방송을 중계하며 유일한 소식 창구 역
할을 했다. 이 방송은 이들의 ‘원주민화’를 막고, 정통성을 잊지 않도록 촉구하였
다. 이렇듯, 식민 사회 내부에서 무선 전화기, 신문, 메시지와 기호를 송수신하는
장치들은 특정된 신분에게만 허용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지배 사회인 알제
리 사회는 이러한 기호의 세계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혁명 초기부터 알제리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점령자의 거짓된 술책
에 속지 않기 위해 대안적인 소통의 매체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광범위한 소식망
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나름대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던 것이다. 그들은 적들의 뉴스에 자신의 뉴스
로 맞서야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특기할 점은 이전에는 거짓말이라고 배격했던
압제자의 ‘진실’도 이제는 또 하나의 진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점령자의 거짓이야
말로 그들 스스로의 불안을 자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새로운 진실을 수
긍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점령자의 방어, 반응, 저항은 민족 활동이 진실의
세계에 참여하고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인식되었다. 비로소 알제리인의 반
응은 괴롭고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혁명적인 것으로 전화된 것이
다.254)
1956년 이래 알제리에서의 라디오 구입은 알제리인들이 혁명과 연결을 맺고,
254) 프란츠 파농, 성찬성 역, ｢제2장: 여기는 알제리의 소리방송｣, 𰡔革命의 社會學: 알제리
민족해방운동연구𰡕, 한마당, 1986, 61~67면 참조; “1956년 이후 프랑스 경찰은 알제리인
가게 수색. 식민 당국이 주문 생산하는 라디오를 제외한, 배터리식 조립 라디오가 알제리인
들의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 했다. 1956년부터 알제리 민족해방전선(FLN)이 송출
하기 시작한 ‘투쟁하는 알제리의 목소리’방송 때문이었다.”
“여러 달 동안 적의 강력한 전파방해로 인해 자주 들을 수 없는데도 <알제리의 목소리>
는 혁명 가운데 있는 민중의 신념을 키워준다. 그 현존을 느끼고, 전문화된 적의 방송국에
서 송출된 전파방해의 규모에 견주어 그 현실을 짐작할 수 있는 이 자유 알제리 방송의 비
중은 점점 커진다. 적의 방해공작 덕분에 민족적 표현의 현실과 강렬함이 더 강조된다. …
이러한 조건에서 <알제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실의 왜곡
이지만, 혁명에 대한 은밀한 참여선언이기도 하다.”(프란츠 파농, 홍지화 역, 𰡔알제리 혁명
5년𰡕, 인간사랑, 2008, 103~104면.)

혁명과 더불어 생활하는 유일한 수단의 획득을 의미했다. 이렇듯 ‘투쟁하는 알제
리의 소리’는 민중을 단결시키는 중요한 매체로 부상했다. 프랑스 당국은 처음에
는 라디오에 대한 알제리 민중들의 태도 변화의 함의를 깨닫지 못했다. 이내 ‘음
파전(音波戰)’에 노련했던 프랑스군은 방송국 주파수를 탐지해 전파방해 공작을
실시한다. 방해 공작으로 인해 ‘투쟁하는 알제리 소리방송’은 들을 수 없게 되었
지만, 이후 새로운 형태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두세 시간 동안 내리 라디오를 켜
놓고 귀를 기울이라는 지시가 알제리인들에게 전달되었고, 첫 번째 송신소에서
단일한 프로를 방송하다 전파방해를 받으면 두 번째 송신소에서 다른 주파소로
그 방송을 이어받는 식의 방법이 강구되었다. 이렇게 전파 싸움에 가담한 청취자
는 수신기에 귀를 바싹 대고 주파수를 조정해야 했다. 끊임없는 전파 방해로 인
해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고, 한 차례의 방송에도 두세 차례 주파수를 변경해야
했기 때문에 ‘투쟁하는 알제리의 소리’를 제대로 청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것은 깨어지고 찢어진 소리였다. 그러나 방송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인들은 오히려 마음 속 깊이 조국을 새김으로써
이 소리가 심중으로부터 용솟음쳐 오름을 느꼈다. 파농은 이 소리의 존재 양식이
혁명의 존재양식을 닮았다고 말한다. 그는 혁명은 분리된 조각들의 형태로 공기
처럼 존재한다고 강조하였다. 알제리인들은 ‘알제리의 소리 방송’이 들리지 않으
면 전파가 방해받는 주파수나 공전상태에 있는 주파수에 바늘을 맞춰 두고서 지
금 전사들의 방송이 나오는 중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이때 방 안은 날카롭고 기
분 나쁜 소음으로 가득하였다. 즉, 알제리인들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는
음이 변조되고 소음이 들릴 때마다 그 이면의 말과 심지어 실제적인 전투를 상상
하는 기제였던 것이다.
요컨대, 1954년 이전 라디오를 켜는 것은 점령자의 언어가 가정의 심부까지 스
며드는 행위, 즉 점령자에게 음성을 부여하는 행위였고, 알제리인들에게 라디오는
배척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라디오는 혁명에 관해 듣고, 혁명과 함께 존재하
고, 그것을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의미화된 것이다. 비록 그것이 알아듣기 힘
든 환영 같은 성격을 띠었지만 말이다. 라디오 수신기를 갖는다는 것은 더 이상
적에게 소리를 제공해주거나, 어떤 원칙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
은 자신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다른 소리들을 듣고, 다른 예상을 받아들이며 정밀
한 뉴스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위였다. 점차 뉴스에 관한 한 점령자의 말은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지배자의 소리 위에 ‘민족의 소리’가 울리게 되었

다.255)
파농의 저서는 영어권에서는 1963년 𰡔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𰡕이 처음 번역되
었고, 1967년에는 𰡔검은 피부 하얀 가면𰡕이 소개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는 일본
에서도 파농의 저서가 도미야마 이치로(冨山一郞) 등에 의해 번역되어 인기를 끌
었다. 일본에서는 𰡔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𰡕의 1장인 ｢폭력에 관하여｣가 먼저 부
분적으로 소개된 뒤, 𰡔검은 피부, 하얀 가면𰡕이 1968년에, 𰡔대지의 저주받은 사
람들𰡕은 이듬해인 1969년에 가서야 비로소 번역되었다. 일본에서 논의의 중심축
이 된 것은 𰡔검은 피부, 하연가면𰡕의 파농이 아니라 𰡔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𰡕을
쓴 파농이었고, 더 정확히는 폭력의 이론가로서의 파농이었다. 일본에서 파농은
정신과 의사로서의 면모보다는 제국주의 국가 내부에서 식민지 해방투쟁을 전개
하는 이론가로 이해되었다.256)
한국 지성사의 지면에 파농이 등장한 것은 1971년 파농에 대한 소개글257)과
번역이 실리면서부터이다. 프랑스에서 파농 전기 출간 소식을 알리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참조하면, 1971년 하동훈과 황성모에 의해 파농이 소개된 후 한국에서도
파농이 갑자기 부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258) 파농 텍스트의 번역은 후기 저
작인 𰡔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𰡕, 𰡔알제리 혁명 5년𰡕에 집중되었다. 1971년 일본
에서와 마찬가지로 𰡔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𰡕의 1장 ｢폭력에 관하여｣가 발췌 번
역되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때 한국판의 번역은 일역판의 중
역으로 추정된다.259) ｢폭력｣은 같은 역자에 의해 3년 뒤 완역되었다. 𰡔검은 피부,
하얀 가면𰡕은 1978년 시인 김남주의 번역으로, 𰡔자기 땅에서 유배받은 자들𰡕이라
는 표제로 출간되었다.260)
이를 토대로 추측컨대, 1967년 8월부터 발표된 𰡔총독의 소리𰡕 연작이 파농의
논의를 수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최인훈이 일역본을 접했을 가능성은 열
어둘 수 있다. 그러나 𰡔회색의 의자𰡕에서 이미 아프리카, 알제리에 대한 언급이
255) 프란츠 파농, 성찬성 역, 앞의 책, 70~88면 참조.
256) 프란츠 파농의 번역과 수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차선일ㆍ고인환, ｢‘프
란츠 파농 담론’의 한국적 수용 양상 연구｣, 𰡔국제어문𰡕 64, 국제어문학회, 2015.
257) 하동훈, ｢프란츠 파농｣, 𰡔신동아𰡕별책부록, 1971.1.(이 별책부록은 나중에 단행본으로 출
간된다. 월간 신동아 편집실, 𰡔現代의 思想77人𰡕, 동아일보사, 1979); 황성모, ｢프란쯔 파
농과 民族主義 思想: 한 아프리카 革命思想의 構想｣, 𰡔창조𰡕, 1971.12.
258) ｢프랑스서 革命家 파농 傳記 출간｣, 𰡔동아일보𰡕, 1972.1.6.
259) 프란츠 파농, ｢暴力｣, 김용구 편, 𰡔새벽을 알리는 知性들𰡕, 현대사상사, 1971.
260) 프란츠 파농, 김남주 역, 𰡔자기 땅에서 유배받은 자들𰡕, 청사, 1978.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인훈이 이들의 상황을 한국과 견주어 보면서 알제
리 민족해방 운동에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과연 최인훈이 이 작품을
쓰기 전에 파농을 접했을 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그것은 ‘영향관계’가 아닌 ‘대
응관계’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1960년대 초부터 알제리의 해적방송에 대한 기사는 꾸준히 신문지면을
장식했다.261) 신문기사에는 알제리 방송을 중단시키고 대신 극우파 비밀군사조직
(OAS)의 “OAS의 소리”라는 비밀방송을 보냈다는 것,262) 반정부적 해적방송 송
신시설을 적발하는 데 애를 먹었다는 것263) 등의 내용이 실렸다. 특히 알제리 독
립 후 동아일보 특파원 정연권이 알제리를 방문해 ｢新生｢알제리아｣를 가다｣
(1962.08.15~09.03)라는 글을 6회 걸쳐 기획 연재하였다. 이 기사에는 해적방송
이 어떤 것인지, 구호가 어떤 것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
어 있어 흥미롭다.264)
261) “[알지에15日AFP合同] 秘密軍事組織(OAS)은 15日밤 ｢알제리아｣民族主義者들과의 協
定이 成就될 “一縷의 希望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한편 OAS指導者中의 한 사람이 脫走했
음을 暗示했다. … OAS代辯人은 ｢알제리아｣民族解放戰線(FLN)과의 協定이 成就되지 않
으면 ｢알제리아｣의 舊主人들은 “佛蘭西本土에 再集結하여 本格的인 革命戰을 全開할 것”
이라고 警告하였다.
海賊放送에서 同代辯人은 OAS는 ｢알제리아｣를 떠나기 前에 “｢알제리아｣의 經濟的潛
在力의 알맹이를 破壞하는 일”을 强行할 것이며 ｢알제리아｣가 7月1日 自決民族投票後 獨
立을 할 수 없게 만들터라고 宣言하였다.”(｢佛本土서 革命戰｣, 𰡔동아일보𰡕, 1962.6.17.)
262) “불란서 극우파의 비밀군사조직(OAS)이 두 번째로 알지에 방송을 중단시키고 대신
“OAS의 소리”라는 비밀방송을 보냈다.”(｢佛極右派, 알지에 送信塔爆破=사랑 將軍肉聲放
送｣, 𰡔동아일보𰡕, 1961.09.23.)
263) “[알지에12일AFP合同] 佛蘭西政府當局은 十二日여테까지 反政府的 “海賊”放送을 送信
하는데 使用된 右翼秘密軍隊組織(OAS)送信施設을 적발하였다. ｢알제리아｣行政當局과 軍
司令部의 協助로 시작된 搜索作戰은 五대의 ｢헤리콥터｣와 電波探知機로 挾攻함으로써 마
침내 성공했으나 굴뚝과 천장壁을 利用해서 設置된 ｢안테나｣를 完全히 찾아내는 데만도
몇 時間이 걸렸다.”(｢極右波放送局摘發 佛, 헬리콥타로｣, 𰡔동아일보𰡕, 1961.10.14.)
264) “매일밤8시가 되면 ｢텔레비｣에 OAS의 방송이 나온다. 물론 화면에는 딴것이 나오나 해
적방송이란 ｢프로｣로 말만은 나오는데 OAS서 白人들에게보내는 지시사항, 전과 등을 발표
한다. 이는 OAS에서 이동 송신기를 설치해 놓고 방송하는 것이다. 佛蘭西경찰이 ｢헬리콥
터｣로 이송신기의 소재를 찾아다니지만 좀처럼 찾아내지 못했다. 당시의 ｢피에ㆍ느왈｣ 구
호는 ｢알∣제∣리∣프랑∣세즈｣로 五개 음절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OAS의 명령에 따라 어떤때는 일제히 남비를 들고 집집마다 ｢땡∣땡∣-｣하는 식
으로 다섯 번씩 두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통차의 ｢크락숀｣을 다섯 번씩 누르는가 하면
전깃불을 다섯 번씩 껐다켰다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구호가 독립후에는 ｢알∣제∣리∣야
｣라는 것으로 변했는데 이는 ｢알제리아｣만세라는 뜻이다.
또 OAS가｢피에ㆍ느왈｣들에게 파업을 명령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사람도 직장에
나가질 않는다. OAS에 반대한 수명의 白人들이 피살당한 일이 있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 전쟁과 혁명, 박정희 정권에 이르는 한국 근현대사 기
간에도 라디오 방송은 존재했다. 가령, 이미 확성기와 스피커, 라디오와 같은 기
계 소리는 전쟁과 선거의 효과적 수행도구로서 개인을 규율하고 억압하는 기제가
되어왔다.265) 최인훈 소설이 쓰였던 195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전반에는 한국사
회에서 라디오가 급속히 보급되어 대중화되어가던 시기였다.266) 또한 박정희 정
권은 앰프촌 사업을 통해 거리의 소리를 정치권력으로 점령하였다. 박정희 정부
는 농어촌에 무상으로 확성기를 설치하였고, 그 결과 1957년부터 1961년까지 전
국에 약 400여 개의 앰프촌이 조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박정희 정권은 효율적
으로 국정을 홍보할 수 있었다.267)
북한의 대남방송을 청취하는 것은 반공법 위반이었지만, 1960년대에 북한의 대
남방송은 선명한 음질로 들을 수 있었고 1970년대까지 전파월경은 일상적인 일
이었다.268) 최인훈의 𰡔구운몽𰡕에서도 이미 ‘음향관제’를 통해 소음이 규율되는 면
모가 포착되었다. 그러나 최인훈은 ‘음향관제’에 대항하여 타자의 목소리를 은밀
하게 불러들였다. 또한 북한의 대남방송을 듣는 장면이 등장하는 𰡔회색의 의자𰡕
거리에는 아직도 ｢살랑｣장군이 가슴에 훈장을 그득히 단 초상화,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니 “배반자 ｢드ㆍ골｣을 격멸하자”는 등의 격문이 그대로 붙어 있는 곳이 있다.”(｢新生
｢알제리아｣를 가다(6)｣, 𰡔동아일보𰡕, 1962.9.3.)
265) 라디오 방송은 해방공간에서부터 전쟁기간 동안 문화적 냉전의 효과적 수행도구였다. 해
방은 라디오를 통한 천황의 항복선언과 함께 시작되었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남한에서
는 이승만의 거짓 녹음방송이 되풀이 되었다. ‘미국의 소리’(VOA)와 ‘유엔군총사령부소리
'(VUNC)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의 심리전 일환으로 운영되었는데 특히 한국 주민들이
신뢰를 갖고 전황을 확인한 대표적인 매체였다.(김영희, ｢한국전쟁 기간 미국의 대한(對韓)
방송활동: VOA 한국어방송과 VUNC를 중심으로｣, 𰡔한국언론학보𰡕 53-2, 한국언론학회,
2009.)
266) 김영희, ｢한국의 라디오시기의 라디오 수용현상｣, 𰡔한국언론학보𰡕 47-1, 한국언론학회,
2003; 식민지 시기 경이적 테크놀로지였던 라디오는 1950~60년대 사회적 매체로 성장하
며, 상상적 공동체로서 민족과 국민의 고유한 경험의 매개자로 기능하였다.(마동훈, ｢초기
라디오와 근대적 일상: 한 농촌지역에서의 민속지학적 연구｣, 𰡔언론과 사회𰡕 12-1, 성곡언
론문화재단, 2004.); 김동식은 최인훈 소설에서 나타난 라디오 방송 형식이 단순한 기법실
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가 최인훈이 라디오 방송을 접했던 세대라는 점에서
그것을 한국 근현대사를 증언하는 방식의 하나로 바라본다.(김동식, ｢｢총독의 소리｣, ｢주석
의 소리｣에 관한 몇 개의 주석｣, 𰡔𰡔최인훈 전집𰡕발간 기념 심포지엄: ‘최인훈 문학 50년을
읽다’𰡕, 2008.)
267) 임태훈,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와 붉은 소음의 상상력: 1960년대 소리의 문화사 연구를
위하여(1)｣, 𰡔대중서사연구𰡕 25, 대중서사학회, 2011; 임태훈, ｢박정희체제의 사운드스케이
프와 문학의 대응｣,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참조.
268) 임태훈,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와 붉은 소음의 상상력: 1960년대 소리의 문화사 연구를
위하여(1)｣, 앞의 논문, 284면 참조.

에서 라디오는 체제 외부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은밀한 기제로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이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방송 ‘총독의 소리’는 반도의 산하에 숨어 제국의 영광을 다시 누릴 그날을
기다리는 제국 군인, 경찰, 밀정, 낭인 등을 수신자로 설정하고 있다. 이 방송은
그들에게 유일한 소식 창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들의 원주민화를 막고 제국
의 정통성을 망각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여기에서 시인은 제국 신민을 내포 청자로 한 방송을 도청하는 자인 동시에
‘총독의 소리’ 이외의 이상한 잡음들도 들을 수 있는 존재이다. 총독 담화의 내용
은 현 정권과 ‘반도’인들의 매판적 성격, ‘종족의 기억’에 대한 기억상실, 정치적
후진성과 기형성, 외설문화의 범람 등 문화의 빈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
데 이러한 방송의 내용은 ‘식민사관’과 ‘타율성론’이라는 왜곡된 거짓말이다. 더욱
이 서술자나 ‘시인’의 입으로 발화된 것이 아닌 총독에 의해 발화되는 이러한 관
념을 최인훈이라는 작가의 것으로 단순화하여 이해할 수는 없다. 다양한 소리를
청취하는 ‘시인’은 총독 담화의 거짓을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과의 객관적 거
리를 유지하고 다른 소리와 뉴스에도 귀 기울이며 세계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능
동적인 존재이다. 이는 내포 청자가 아닌 ‘시인’의 도청이라는 행위에 비판적인
자기 인식과 세계와 진리에 대한 인식에의 욕구가 함의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이 작품에서 방송과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민자의 언어가 내
밀한 공간의 심부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식민자에게 명징한 음성을 부여하는 행
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듣기 힘든 잡음이자 어떨 때는 거의 들리지 않는,
즉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는 행위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이질적인 고려가요와 고대가요의 의미를 재구성된다. “창틀을 꽉 움켜잡
으며 귀를 기울”여야 가능한 소리의 청취는 환영의 소리를 듣는 행위이다. ‘총독
의 소리’는 ‘시인’이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소리들을 방해하면서 그 위에 덧씌워
진 소리일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총독의 소리’라는 방송 주파수에 또 다른 해
적 방송이 잡음을 내며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상상될 수도 있을 것이
다.
‘총독의 소리’가 끝나고도 어떠한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시인’의 모
습을 통해, 그는 ‘총독의 소리’가 아니라 잡음 속에서 의미 있는 통신을 가려내고
자 노력한다는 점이 밝혀진다. 시인은 ‘올빼미의 목쉰 울음’, ‘눈구멍에 최루탄이
박힌 아이의 신음 소리’, ‘객사한 늙은 아이들의 허기진 울음’, ‘시인의 흐느끼는

소리’ 등 당대 시점에서는 ‘말해질 수 없는’ 그리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자
온 청각을 예민하게 곤두세우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건설하기 위해
서” “오늘도 불면제를 먹는” ‘시인’의 위상을 이 작품은 그리고 있다. 이때 독자
들도 ‘시인’과 내밀한 공간을 공유하며 ‘총독의 소리’와 잡음들을 함께 듣는 도청
자가 되고, 이러한 소리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요구받게 된다.
이렇듯, 최인훈은 𰡔총독의 소리𰡕와 ｢주석의 소리｣ 연작에서 초점화된 인물인
‘시인’에게 유독 예민하게 듣는 행위와 의지를 부여함으로써, 불온한 것들을 상상
하는 방식을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작가는 당대 시점에서는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은밀히 텍스트에 기입하였다. 아울러 고통스
럽고 예민하게 잡음에 귀 기울이는 시인이라는 존재에는 예술가와 지식인으로서
의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자 다짐하는 최인훈 자신의 모습이 겹쳐져 있다.

4. 억압된 죄의식의 기원과 책임 윤리의 모색
전술하였듯이, 최인훈의 문학 세계에서 공포의 감각은 기시감을 통해 죽은 자
혹은 억압된 무의식을 귀환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죄의식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하에서는 최인훈 문학 세계를 죄의식의 측면에서 고찰하도록 한다.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은 전쟁과 죽음과 관련하여 명징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최인훈 소설에 등장하는 전쟁과 관련된 죄의식을 ‘살아남은 자
의 죄의식’으로 일괄처리하거나,269) ｢우상의 집｣에 등장 하는 죽은 여인에 대한
죄의식을 방공호 여인 모티프의 변형이라고 간주한다.270)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최인훈 문학의 변모지점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후자의 경우 초기 단편인 ｢우상의 집｣에서 먼저 제시된 모티프를 이후의 작
품인 𰡔회색의 의자𰡕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변형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후
적 소급의 한계를 지닌다.271)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 모티
프가 드러나는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우상의 집｣(𰡔자유문학𰡕, 1960.2)272)에서는 전쟁에 대한 공포와 죄의식이
거짓말과 진실 사이를 교란하면서 등장한다. ｢우상의 집｣은 환도 이후 명동의 다
방을 드나들며 오상순 등 문인들과 교제하던 경험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문단에
서 확고한 존재인 K선생의 존경을 받는 ‘그’는 ‘나’의 ‘인간 숭배’이자 우정의 대
상이 된다. ‘그’는 자신의 고향과 이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1) 나의 고향은 북한의 동해안 항구 W시다. 육이오 사변이 나던 해 나는 고등학
교 일년생이었다. 우리 집은 해방 전에는 개인 경영의 병원을 내고 있었으나, 해방
후에는 당국의 압력 때문에 부득히 문을 닫고, 부친은 도립병원 외과에 월급쟁이
로 전락해 버렸다.
269) 연남경,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한국전쟁: ‘죽음’과 ‘삶’의 재현 방식에 대하여｣, 𰡔해방
후 8년간(1945~1953) 한국문학사의 재조명을 위한 국제 콜로키움 자료집𰡕,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한국어문학연구소 , 2014, 90면.
270) 공종구, ｢최인훈의 단편소설｣, 𰡔현대소설연구𰡕 3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102면.
271) 최인훈의 회고에 의하면, 이 모티프는 그가 의식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𰡔회색인
𰡕에 나오는 에피소드는 ｢偶像의 집｣이라는 단편에 처음 나와 있는데, 이 경험이 나중에 좀
더 얘기해야 될 좋은 모티브인 것 같아서 또 생각해본 것이지요.”(김현ㆍ최인훈(대담), ｢변
동하는 時代의 藝術家의 探究｣, 𰡔신동아𰡕, 1981.9, 218면.)
272) ｢우상의 집｣은 𰡔자유문학𰡕에 1960년 2월 발표되었다. 이후 인용할 때는 (우:면수)로 표
기하고자 한다.

… 전쟁은 도시에서 사람을 추방하였다. … 그 이튿날엔 개전 이래 최대의 공습
이 있었다. 네 대씩 편대를 지은 폭격기가 수없이 번갈아들면서 파상공격을 가하
였다. … 공습이 끝난 후 방공호에서 빠져나와 그 집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 일대
는 왼통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었다. 동시에 나는 주먹을 쥐고 달려가고
있었다. 달리면서 나의 눈에서는 줄곧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집에 당도했을 때,
가옥은 뒷켠이 절반쯤 날라가 버리고 부엌쪽에서 불길이 타 오르고 있었으나, 자
세히 본즉 그 불길은 엽집을 휩싼 불길이 가끔 건너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급
박한 환경에 용기가 생긴 나는 현관으로 뛰어들어 갔다. 마루가 그치는 곳에 그
여자는 커다란 기둥에 가슴을 눌린 채 반듯이 누워있었다. 그 얼굴을 드려다 본
순간 나는
“악!”
하고 소리쳐 버렸다.
그 무서운 얼굴.
온통 피투성이가 된 얼굴에 입을 벌리고 나를 향하여 손을 허위적거리는 것이었
다. 나는 올 때의 배나 되는 속도로 달음질쳐 집으로 뛰어드는 길로 이불을 뒤집
어 쓰고 들어누워 버렸다. 나는 오한과 열로 몸을 떨며 저녁때까지 그러고 있었으
나 끝내 이불을 헤치고 일어났다. 다시 그 참혹한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내 눈에 비
친 광경은 단가에 실려나오는 몇 몇 시체의 모습이었다.
“압사했어. 빨리만 발견했어도 살렸을 것을……”
귓전에 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으며 나는 그 자리에 기절해 버리
고 말았다.(우:65~68, 밑줄은 인용자)
(2)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 잠깐 말을 끊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야. 우리 일가는 모조리 월남했어. 그러나 나는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불안이 날이 갈수록 깊어졌단 말이야. 만일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여자의 가슴에 얹힌 기둥을 옮겨놓았거나 또는 달려가서 구원을 청했든들 살았을
거야. “빨리만 발견했드라면 살렸을 것을”하던 그 소리가 나의 행동을 비난하는
영원한 저주가 되었어. 왜 그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알수없는 일이지만 여하튼 나는 한 생명을 고통에 발버둥치며 죽어가게 했단 말이
야. 지나치는 길거리의 사람도 아니요, 나의 연인을…… 지금 그 여인은 내 가슴에
살아있어서 나의 잔인한 행위를 영원히 저주하고 있단 말야. 여보게 나는 살인자
야. 살인자. 으흐흙.”(우:68면~69, 밑줄은 인용자)

그의 어린 시절, 고향 북한 W시에는 전쟁으로 인한 폭격이 지속되었다. 그러

던 어느 날, 방공호에서 빠져나온 그는 사모하는 여인의 집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허우적거리는 그녀의 “무서운 얼굴”을 마주한다. 그러나 두려움에 휩싸인 그
는 그녀를 구조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도망치고, 그녀는 주검이 되어 실려 나온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이 살인자라는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부분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관했다는 일말의 죄의식
은 야스퍼스의 죄의 분류에 따르면 도덕적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는 그녀가 아직 살아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도 “무서운 얼굴”이 주는 광경의
두려움으로 인해 도피했고, 결국 그녀의 죽음을 방관하였기 때문에 이는 법적, 형
사적 차원의 범죄는 아니지만 개인적 차원의 과오에 따른 도덕적 죄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곧 거짓이었음이 밝혀진다. 그가 적어준 약도를 따라 간
결과 그 ‘우상의 집’은 바로 ‘신경 정신과 마리아병원’이었다. 그의 고향은 이북이
아니며 그는 그곳에는 가본 적도 없는 서울내기이다. 압사한 여자의 사건은 “과
대망상, 에디푸스, 콤풀렉스, 히로이즘”(우:70) 등이 뒤엉킨 ‘거짓말’이었다는 점
이 밝혀진다. 이때 한국전쟁에 대한 무의식적 외상은 거짓말의 형태를 빌려서만
발설될 수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데, 위악적 거짓말의 반복은 억압된 무의식
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창조적 거짓말’의 무한한 반복을 통해 북
에서 경험한 한국전쟁과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가면고｣(𰡔자유문학𰡕, 1960.7)에서는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여인의 ‘얼
굴’이 인물로 하여금 과거와 대과거를 회상도록 추동한다.
분명히 처음 보는데 언젠가 한번 본것만 같은 그런 얼굴이었다. 생활의 주변에
서 가끔 일어나 짜증이 나게 마음을 헝클어 놓기 일수인 기억의 환각 …… 민은
그녀가 두어 정가장 앞에서 오른 순간부터, 그런 상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 밤
늦은 시각에 뻐스를 타고 가다가 얼핏 엇갈려 가는 전차속 그 넓은 공간에 띠엄띠
엄 몇 사람의 피로한 얼굴이 을롱하게 흩어진 풍경을 그는 전후가 잘린 토막난 필
림을 보듯 기이한 감각으로 바라보군 했다. … 한 눈에 뜨끔하니 모질고 강한 인
상을 받은 얼굴이었으나 민은 그 얼굴을 망막에서 반취하는 대신에 그 영상 때문
에 움푹 패어진 심리의 어느 공간에 느리고 짜증스런 손짓으로 자꾸 흙을 퍼 넣고
있었다. 어느 한 모퉁이에 또 공허가 늘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닌가. 그 공허
를 메꾸려고 또한 얼마나 귀찮은 바람이 스며올런지 모르는 일이다. 달팽이처럼
속으로 속으로 오무라들면서 자기의 비밀한 작업을 끝낼 때까지는 태양의 아름다

움을 보지않아도 그만이란 심사에서였겠지만, … 여태껏 저편 자리에 앉은 여인의
얼굴을 줄곧 그려 오고 있던것을 깨닫고 민은 알리지 않게혀를 찼다.(가:70~71,
밑줄은 인용자)

인용문에서 보듯, 이 작품은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여인의 얼굴과 함께 시작
된다. 처음 만난 어떤 여자의 얼굴에서 강렬한 기시감, 즉 데자뷰 현상은 “생활의
주변에서 가끔 일어나 짜증이 나게 마음을 헝클어 놓기 일수인 기억의 환각”으로
낯선 것에서 친숙함을 발견하는 감각이다. 그 얼굴은, 민으로 하여금 과거와 대과
거에 대한 회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그 얼굴은 제대 직후 댄스 파티장에서 만난 여인과의 일화를 회상하게
하고, 기억 속에서 파티복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가슴과 가슴 사이의 기미는 또
다시 대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전쟁 당시 함께 있던 M중위와 그의 애
인 ‘설야’에 대한 기억이 그것이다. 자신의 애인의 가슴 속의 검은 기미를 반복해
서 말했던 M은 실족하여 벼랑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민은 댄스 파티장에서의
여인의 가슴 사이의 기미를 보고, M을 구하지 못한 죄의식을 상기한다. 요컨대,
전차에서 만난 낯설지만 친숙한 ‘그 얼굴’은 민으로 하여금 죽은 타자에 대한 기
억과 전쟁이라는 조건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1)

시(市)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그의

마음을 스치고 갔다. 그를 안아 준 여자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여자 때문
에 살아남았는지도 모른다. 몸으로 막아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녀의 생사는
알아야한다는 논리를 어린 마음이 꾸며보는 것이었다. … 지금 그는 머리가 아프
도록 W시에 가고 싶었다.(회2:345)
(2) 그 여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사람의 가슴속 제일 깊숙한 곳에 자리잡
은 가장 소중한 물건이란 왜 이렇게 시시한 사실일까? 만일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본다면 하찮은 부스럭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게 진주(眞主)
라는데 문제는 있다. 거기를 건드리면 언제나 울리고 아프다.(회2:352~353)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𰡔회색의 의자𰡕에 오면, 전쟁과 죽은 타자에 대
한 기억은 자신과 함께 방공호에 있었던 여자에 대한 죄의식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거짓말인가 아닌가의 문제나, 죽음의 확실성의 차이, 상황

설정 상의 차이로만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방공호에서 ‘나’를 안아준 여자가 ‘나’
대신 죽고, ‘나’는 그 여자 때문에 살아남았는지도 모른다는 죄의식으로 변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나’는 법적인 책임은 물론, 간접적으로라도 악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롭다. 여기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
았고, 오히려 ‘나’ 또한 피해자일 뿐이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저 ‘나’는 살아
남았고, 혹시 죽은 자를 수단으로 삼아 살아남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다. 기실 그
여자는 죽었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덕적 책임이
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책임에서 이웃에 대한 연대의 윤리로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방공호는 아우슈비츠와는 많은 점에서 상이한 공간이지만, 죄 없는 사람들의
집단학살과 관련되며 죽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유사함을
지닌다. 아우슈비츠의 공포는 죽음이나 피해자의 숫자를 통해서도 다 말하지 못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수용소에서 침탈된 존엄은 삶의 존엄이 아니라 죽음의 존
엄이었음은 여러 차례 주장되었다. 가령 1964년 한나 아렌트와 가우스와의 인터
뷰에서 등장한 ‘시체의 제조’273)라는 표현에서 보이듯이,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
은 죽은 것이 아니라, 비인간으로 전락해 시체로 생산되어 버렸다. 이러한 죽음의
격하야말로 아우슈비츠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다.274) 방공호라는 한국전쟁뿐 아
니라 최인훈에게 포착된 한국 현실에서 문제시되는 것 또한 죽음의 격하이다. 최
인훈이 보기에 죽음이 애도도지 못하는 것은 당대 한국 사회의 커다란 부조리이
자 폭력이었다.
방금 거기서 한 사람이 횡액을 당한 것이다. 그러자 그는 당황하였다. 그것은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그가 결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의 머리 속에서 전혀
기계적으로 야박한 움직임 한가지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만이 그에게 통
고되었던 것이다. 상여를 보면 재수가 좋다는 기억이 그의 머리 속의 어디에선가
273) 한나 아렌트는 가우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용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건 정말 마치 뭐랄까 지옥문이 열린 것 가탔죠. 그런 일은 일
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물론 저는 희생자의 숫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방법, 시
체의 제조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
았어야 했죠. 그곳에서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Giorgio Agamben, 정문영 역, 𰡔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문서고
와 증인𰡕, 앞의 책, 107면.)
274) Giorgio Agamben, 정문영 역, 𰡔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문서고와 증인𰡕, 위의 책,
107~125면 참조.

불려져 나왔다. 앰뷸런스는 상여였다.
그러므로 너는 상여를 본 셈이다. 그러므로 오늘 너는 재수가 좋을 것이다. 이
런 판단이 그가 참여함이 없이 그의 머리의 어느 부분에서 순식간에 작성되어 그
가 목격한 사고에 대한 그의 정서적 반응으로 그에게 제출되어 온 것이었다. 그의
의식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놀라왔고 그 내용의 야박함이 그를 부끄럽
게 하였다. … 그는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실을 오늘의 내기의 하나로 보고 그것을
｢불행｣ 쪽으로 셈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자 그 순간에 또 하나의 움직임이 그의 마음 속에서 재빠른 계산기처럼 돌
아가더니 이런 답을 내놓는 것이었다. 너는 적선(積善)을 하려는 것이다. 자신에게
손해되는 자그마한 양보를 하나 운명에게 봉헌(奉獻)함으로써 보다 큰 행운을 요
구할 수 있는 정서적 권리를 보류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대의 결정은 그대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의 자존심은 몹시 상하였다. 그리고 두려웠다. 아무리
버둥거려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에 걸려 버린 것이다. … 그리고 그런 기계가
지기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두려웠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나같은 학생이
었는지도 모른다. 오늘 귀성하려고 서둘러 볼일을 마치고 다니는 중이었는지도 모
른다. … 그것은 나다. 내가 죽은 것이다. 내가 그럴법한 죽음을 어느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 망할 년 때문에. 망할 년을 그 다른 사람의 망할 년인지 자기 자신의 망할
년인지를 마음으로 구별하지 않은 채 양쪽으로 막연히 걸어서 그는 비난하였다.
… 어떤 일이든지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양보를 해야 한다면 그는 어느 이름모
를 이웃의 불행 앞에서 자신의 일을 잠간 접어두고 모자를 벗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실은 그것도 그 자신에 대한 배려였다는 생각이 또 불
쑥 들었는데 그는 이번에는 웃었다. 지쳤던 것이다.(귀5:1967.08.26, 밑줄은 인용
자)

｢귀성｣에서 ‘그’는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낀다. “내가 죽
은 것이다. 내가 그럴 법한 죽음을 어느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그 부끄러
움의 정체는 바로 ‘이웃’이라는 세계 내 존재와 관련된 연대의 윤리라는 맥락에서
해석될 때 구체적인 의미의 해명에 다다를 수 있다.275) 그는 익명의 죽음을 자신
275)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는 𰡔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𰡕를 쓰면서 생존자들을
지배하는 감정으로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성찰하였다.(Primo Levi, 이소영 역, 𰡔가
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가 인생 최후에 남긴 유서𰡕, 돌
베개, 2014, 81~103면 참조.)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 연대감의 측면에서 실패했다는 자책과
관련된다.

대신 죽은 죽음, 자신의 죽음에 겹쳐 놓고 사유한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애도
는, 그것이 적선이나 연민, 주체의 정서적 만족을 위한 양보의 차원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함이 끊임없이 의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이다.276)
(1) 개죽음이야. 완전한 개죽음이야. 죽음을 위한 최소한의 센티멘털리즘도 마련해
줄 힘이 없는 사회. 여기서 전사한다는 건 그저 사고(事故)야. 교통사고야. 재수
없는 놈이 죽기야. 정 죽겠다면 그건 오기야. 오기로 죽어준다는 것 말고는 아무
까닭도 없어. 죽어 줘? 그리고 친구는 미친 듯이 웃으면서 소주를 연거푸 들이켰
다. 그러면 나는 그 <최소한의 센티멘털리즘>의 제조 기술을 배워가기 위해서 여
기 온 것이 된다.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행차 뒤의 나팔보다도 못한, 살
아남은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역사가 있지 않은가. 있겠지. 하나 들쥐와 구더기들
이 붕괴시켜가는 썩은 고기와 뼈 부스러기에게 역사가 어쨌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죄스러울 것 없지 않은가. 남을 위해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속이지 말자.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이리일 뿐이다. 멍청한 두뇌속에 해칠 무렵까지 이런 생각을 오락
가락 되씹었다.(크4:119, 밑줄은 인용자)
(2) “그는 역사에 참여하려 하지 않고 역사더러 참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 역사의 대차대조가 모두 끝나고 땅짚고 헤엄칠 때에만 움직이겠다는 것입니
다.” … 효수되는 이 수치 … 그는 거기 서 있는 부끄러움이었다. 어디선가 윙윙거
리는 꿀벌 소리. 은은히 들려오는 폭음. 엔진 소리. 그것은 모두 부끄러움이었다.
… 같은 순간에 그것이 계시처럼 느껴져야 하는 스산한 마음이 까닭 없는 분노를
일으켰다. 그는 부끄러웠다. … 독고준은 소름이 끼쳤다. 어느새 역장의 낯빛은 검
푸르고 입에서는 실오리 같은 피가 흐르는데 날카로운 덧니가 입술 밖으로 내밀렸
다. … 나는 무엇인가를 어겼다고 그는 취한 머릿속에서 생각했다. 누군가를 배신
했다고 생각한다. 누구를?(서:264~279, 밑줄은 인용자)

‘교통사고’와도 같은 죽음은 ｢크리스마스 캐럴4｣에도 등장한다. 위의 인용문(1)
은 ｢크리스마스 캐럴4｣에서 ‘그’가 고국에서 전사한 친구를 생각할 때 “어떤 죄
스러움”을 느끼는 대목이다. 이 작품에서 한국 사회는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센
티멘털리즘’조차 마련해줄 수 없는 곳으로 인식된다.
인용문 (2)에 나타난 𰡔서유기𰡕의 마지막 부분에서 독고준은 ‘스산한’ 공포와 관
276) 자크 데리다에 의하면 타자를 내면화하는 것으로 완수되는 애도란 일종의 폭력이며, 진
정한 애도는 타자를 타자로서 보존하는 기억이다.(Jacques Derrida, MEMORIES for Paul
de Man, Ibid, p.35.)

련된 부끄러움을 느낀다. 전술했듯이 𰡔회색의 의자𰡕에는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진 현호성에 대한 복수가 그와의 공모였음이 밝혀졌다. 𰡔서
유기𰡕는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과거 청산의 의미와
가능성이 암시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277) 이 작품은 과거 기억의 근원
으로 향하는 지난한 도정을 그림으로써, 진정한 과거 청산은 과거와의 진실한 대
면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독고준에게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오는데, 이는 누군가를 배신했다는 데서 기
인하는 감정이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명시되지 않지만, ‘누구’란 그의 개인사적
여정을 통해 지나쳐왔던 무수한 역사적 인물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에는 한마디 정치적 발언이 곧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ㆍ16 이후나, 특히 유신 상황에서는 그랬지요.
그동안 내가 ‘정신’을 우대하는 경향의 소설을 썼는데, 지금은 여러 이야기를 자유
롭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곧바로 끌려가 고문당하고
죽는 것과 관련되었습니다. 많은 학식이나 지위가 있던 사람들조차 ‘밀실’에 불려
들어가 고문을 당하는 상황에서, 육체적 고문을 견디지 못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
리는 상황을 뻔히 보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정신이 얼마나 강
인한가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 이데올로기를
다룬 𰡔광장𰡕과 마찬가지로 조봉암의 죽음을 말썽 없이 𰡔서유기𰡕에서 다룰 수 있었
다는 점에서 나는 작가로서의 긍지를 느낍니다. 권터 그라스라는 서양의 사회적ㆍ
문화적 전통에서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었겠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만족해야 했지요. … 민족이 어떻다, 21세기가 어떻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책임의 문제와 관련되고 내 공포의 근원과 연결됩니다.(밑줄은 인용자)278)

277) 남은혜는 𰡔서유기𰡕에 나타난 유년의 기억을 향한 여정을 벤야민의 ‘기억’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다. 벤야민에 의하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메시아적 시간관을 통해 근대적 시간
관을 전복함으로써 진정한 역사와 조우하는 힘을 가진다. 그리고 벤야민의 역사철학적 사
고에서 유년시절의 이중적 이미지의 구명은 고독한 개인의 회상이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
의 역사적 깨어남에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최인훈 𰡔서유기𰡕의 과거회귀는 역사적 개인
의 목소리를 통한 ‘역사’의 구원으로서 분석된다.(남은혜, ｢‘회색인’의 ‘서유기(西遊記)’를 통
해 본 최인훈 소설의 의미｣, 𰡔2015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최인훈 문학을
다시 읽다 자료집𰡕, 앞의 책, 82면~96면 참조.)
278) 김인호ㆍ최인훈(대담), ｢기억이라는 것｣, 𰡔길에 관한 명상: 최인훈전집 13𰡕, 앞의 책,
317~319면.

𰡔서유기𰡕에서 독고준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찾아 나아가면서 논개도, 조봉
암도 지나쳐 왔다. 조봉암의 죽음에 대해 “당신은 보고만 있었죠?”라는 간호사의
추궁은 독고준의 개인적인 과제에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책임의 문제 또한 연
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𰡔서유기𰡕에서 죽은 자로서 귀환하는 조봉암은 중
요한 의미를 함축한다. 인용한 최인훈의 회고에 따르면, 조봉암의 죽음을 𰡔서유기
𰡕에서 다룰 수 있었던 것은 당대적 금기와 검열의 상황에서 행운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작가적 ‘저항’의 한 방식이었다.279) 그것은 최인훈에게 예술가라는 “사회
적 시민으로서의 책임”이었던 것이다.280) 그리고 이 대담에서 그는 이러한 책임
의 문제가 최인훈의 공포의 근원과 연결됨을 고백하고 있다. ‘시체’로 작품 안에
던져진 조봉암의 형상은, 정치적인 책임을 환기하며, 증언하고, 기억하는 일조차
‘스산한’ 불온의 차원이었던 당대 사회 자체에 대한 형상화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유경에 의하면 1960년대 ‘불온’은 ‘을씨년스러움’, ‘비정상성’, ‘어두운 기
운’ 등의 어휘와 관련된다. 특히 불온은 ‘양상, 낌새, 기미, 기운, 공기’ 등의 상태
를 지시하는 단어들과 결합하였다.281) 최인훈의 공포 감각은 ‘을씨년스러움’, ‘비
정상성’, ‘어두운 기운’, ‘전조’, ‘징조’, ‘기미’ 등을 어휘를 거느리면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불온을 은밀히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𰡔서유기𰡕는 개인사적 여행과 민족사적 여행에 대한 이중 회귀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 된다.282) 개인의 근원적 기억에 자리한 상흔은 개인이 역사
적 환경 속에서 타자 및 집단과 맺고 있는 관계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최인훈
에게 개인과 사회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구획되지 않는다.283) 이 작품은 𰡔구운몽𰡕
과 달리 “두개골 화석 대뇌피질부”에 대한 의미론적 해독, 즉 개인의 무의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미 그 개인적 무의식에는 타자와 집단적 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기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타자와 집단과의 관련을 통해, 최인훈에
279) 1960년대 박정희 체제는 검열과 억압의 힘을 떨치기는 했지만, 유신 시기에 비한다면 사
회를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봉범, ｢잡지미디어, 불온, 대중교양:
1960년대 복간 𰡔신동아𰡕론｣, 𰡔한국근대문학𰡕 27, 한국근대문학회, 2013.) 그 점에서 최인
훈 소설에서 조봉암에 대한 언급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80) 위의 글, 322면.
281) 임유경, ｢1960년대 ‘불온’의 문화 정치와 문학의 불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7면 참조.
282) 조선희, 앞의 논문, 197면.
283) “근본적으로 밀실과 광장은 어떤 동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밀실이나 광장의 문제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김인
호ㆍ최인훈(대담), 앞의 글, 325면.)

게 있어 공포라는 감각은 책임의 윤리로 나아가게 된다.284)
장편 소설 𰡔태풍𰡕285)은 국민의 차원을 넘어 인류적인 차원에서 죄와 책임, 타
자와 연대 윤리의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이다. 최인훈은 𰡔중앙일보𰡕에 1973년 1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243회에 걸쳐 𰡔태풍𰡕을 연재한 이후 장기간 미국에
머무르며 희곡을 창작하였다. 최인훈은 이 작품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서 나아가
1941년 초를 배경으로 동북ㆍ동남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과 관련하여 작동하는
다양한 식민관계를 그려내고 있다. 태평양 전쟁 이전과 이후를 경계로 하여, 식민
지배를 받던 아시아 국가 다수는 내전과 쿠데타, 군부독재에 시달리며 정치적, 경
제적 불안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태평양 전쟁을 전후한 식민지 시대의 결과
였다.
이 작품에는 여러 겹의 국제관계가 가로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식민 말기
한반도 역사, 1950~60년대 아시아적 질서의 실험과 베트남전쟁 파병, 그리고 해
빙무드와 과거청산, 1972년 7ㆍ4남북공동성명과 10월 유신이 그것이다. 여러 논
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듯이, 아나그램(anagram)의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이 작
품의 지명과 인명은 1940년대 아시아ㆍ태평양전쟁의 세계사적 상황을 지시한다.
𰡔태풍𰡕의 ‘애로크’와 ‘나파유’, ‘아니크’, ‘니브리타’, ‘아키레마’, ‘로파그니스’는 각
각 한국(Korea), 일본(Japan), 중국(China), 영국(Britain), 미국(America), 싱가포
르(Singapore)에 대응한다.286) 인명 또한 일본의 흔한 성씨에 아나그램의 규칙을
284)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𰡕은 1970년 𰡔월간중앙𰡕 2월호에 제1장이, 1970년 𰡔창작과 비평𰡕
봄호에 제2장이, 1971년 𰡔월간중앙𰡕 3월호에 제3장이, 1971년 𰡔월간중앙𰡕 4월호에 제4장
이 발표되고, ｢갈대의 사계｣라는 제목으로 1971년 8월호부터 1972년 7월호까지 𰡔월간중앙
𰡕에 연재되다가 1972년 삼성출판사에서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𰡕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본
고에서는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최인훈전집 4𰡕(문학과 지성사, 1977)를 대상으로 한다.
이후 인용시 (소:면수)로 표기한다.
최인훈은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𰡕에서 1960년대 한국문학사를 정리하는 가운데 문학에
서 ‘감수성’이란, ‘감각’에서 ‘윤리’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구보가 공상과 죽음 위에서의 ‘연대’에 대하여 사유하는 대목을 배치함으로써, 이
작품에서 타자에 대한 연대의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최인훈은 이 작품에서 사회의 불합
리와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시인의 책무로 꼽는다. “시인이란 무엇? 사기 도박을 발견하
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죽은 자에게는 대성통곡을 하는 것.”(소:10~46) 그리고 이러
한 면모는 𰡔태풍𰡕 이후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285) 본고에서는 최인훈 전집 초판본인 𰡔태풍: 최인훈전집 5𰡕(문학과지성사, 1978)를 대상으
로 한다. 이후 인용시 (태:면수)로 표기하기로 한다.
286) 이 작품이 아나그램을 통해 가상의 국가와 그들의 역사가 실제 역사를 전유함으로써 끊
임없이 현실역사를 참조하게 만든다는 점, 식민지 역사에 대한 기억하기와 다시쓰기를 통
해 식민지 역사를 전유하고 있음은 구재진의 ｢최인훈의 𰡔태풍𰡕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연구｣

적용한 것이며, 초점 인물인 오토메나크에게 나파유가 곧 패망할 것이라는 소식
을 전해주는 마야카는 창씨개명한 이광수의 성 가야마(香山)를 뒤집어 놓은 것이
다.287) 이는 해방 전 식민 말기 한반도 역사를 세계사적 질서 위로 귀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𰡔태풍𰡕은 제국주의를 내면화하여 나파유 제국의 국민으로 거듭난 애로크 식민
지 지식인 오토메나크가 은폐된 진실과 조우하여 나파유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주체로 부활하는 도정을 그리고 있다. 그가 나파유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거듭나는 과정은 “유리 간막이(칸막이-인용자) 너머로 보는
수족관(水族館) 속의 모습처럼 딴 세상 풍경의 서먹서먹함을 풍기며 어른거리던
나파유 고전 문학의 세계”(태:14)와 같이 낯선 것을 수혈하여 “몸속의 피”로 바
꾸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모르지는 않았”(태:19)던 애로크의 독립운
동에 대해서는 망각하는 과정을 수반한 것이었다. 조국인 애로크가 나파유의 식
민지이며, 나파유가 유포한 아시아 공동체의 이념은 허상이라는 진실은 억압되고
망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각성은 그 억압된 것의 귀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그의 머릿속에서는 나파유 제국(帝國)은 나파유와 애로크의 연합 국가였다. 다
른 유럽 식민지-아이세노딘처럼 애로크는 식민지가 아니라 나파유와 동일했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철 든 이후로 그렇게 배웠고 알아온 것이다. 그것이 거짓임을
믿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 그 주위에는 친 나파유인 부친이나 마야카씨 같은 선
배만 있었고 자기와 같은 환경의 동년배만 있었다.(태:106)
(2) 탁, 하고 무엇이 떨어지는 소리에 오토메나크는 그 쪽으로 돌아섰다. 벽에 걸
려 있던 탈이 마루에 떨어진 것이다. 오토메나크가 이 집에 오기 전부터 거기 걸
린 채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지니고 있던 나무를 파서 만든 액신(厄神)의 탈이었
다. … 휘청하면서 걸쇠를 잡아당겼다. … 열흘 동안, 밤마다 골방에 묻혀서 문서
들을 읽는 동안에 오토메나크는 무서운 교육을 받고 있었다. 골방에는 커다란 상
자에 축전기가 가득 찬 상자도 하나 있는 것도 발견되었고, 전등도 마련돼 있었다.
모든 준비가 비밀 문서 창고답게 돼 있는 것이었다. 이 문서야말로 지난 백년 동
안의 아이세노딘의 참말 역사였다.(태:107~117, 밑줄은 인용자)

(앞의 논문)에 잘 나타나 있다.
287)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𰡔
상허학보𰡕 34, 상허학회, 2012, 295면.

친나파유 지식인 마야카가 나파유의 패전 가능성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오토메
나크의 각성은 시작된다. 이로 인해 인용문 (1)과 같이 나파유가 애로크와 연합국
가라는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어 오토메나크는 카르노스를 연금한
건물에서 니브리타의 비밀창고를 발견하게 된다. 최인훈 소설에서 집이라는 공간
은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𰡔광장𰡕의 적산가옥, 𰡔회색의 의
자𰡕의 미군부대가 내려다보이는 적산가옥이 그것이다. 특히 𰡔서유기𰡕에 이르면
적산집 불탄 자리에 세운 판자집에서,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목으로 지은 교외의
판자집으로의 이동을 보여준다. 𰡔서유기𰡕에서의 집은 일제 식민 잔재와 미국이라
는 새로운 제국의 등장에 대한 상징성을 함의하게 된다.
𰡔태풍𰡕에서는 니브리타 총독부 소유였던 것을 로파그니스 점령과 동시에 나파
유가 접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등장하는데, 카르노스를 연금하고 있는
저택 또한 그러한 건물이다. 인용문 (2)는 카르노스의 저택에서 ‘탈’이 떨어지면
서 우연히 비밀 공간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다. 그 비밀 ‘골방’은 니브리타 군인
들의 ‘무기고’이자, 아이세노딘의 독립운동을 담은 비밀 ‘문서고’이며, 아이세노딘
에서 착취한 귀금속과 보물이 담긴 ‘금고’였다. “이 거창한 비밀 금고”(태:113)
또한 식민 유산을 상징하며, 이것은 “총과 돈과 아편”으로 “으르고, 낚고, 녹이
고”(태:114)한 제국주의의 역사와 통치방식을 드러낸다. 이때 카르노스의 저택은
지루할 만큼 안락하며, 투명해 보였던 공간에서 순식간에 비밀스러운 미지의 지
평으로 개방된다.288)
어느 날 마침내 오토메나크에게 의당 오고야 말 결론이 떠오르고 말았다. 이 문
서들과 똑 같은 것이, 애로크에 있는 나파유 총독부의 어느 문서 창고나, 혹은 관
288) 건축학자인 안소니 비들러는 안락하고 안전해 보이는 것들에 난 작은 틈새를 통해 낯선
것들이 집안으로 흘러들어 오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는 문학과 예술에 등장하는 언
캐니의 두려움이 느껴지는 장소를 분석하였다.(Anthony Vidler, "The Architecture of the
Uncanny: The Unhomely Houses of the Romantic Sublime", Assemlage, Issue. 3, 1987,
p.12.)
최인훈 소설의 경우 𰡔광장𰡕에 나타난 정선생의 방은 휘장을 경계로 안락함과 비밀스러움
이 공존하고 있다. 𰡔태풍𰡕에서 포로수용소로 쓰이고 있는 수도원에서 오토메나크는 휘장
안에 숨을 죽이고 올가미를 거머쥔 남자의 공포스러운 환상을 체험한다. 이는 안락한 일상
의 이면에, 휘장만 걷으면 비밀스럽고 공포스러운 것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𰡔태풍𰡕에서 카르노스의 저택이 순식간에 비밀 창고를 품은, 즉 ‘무서운’ 비밀을 품
은 집으로 돌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일상의 영역은 교란되며, 오토메나크는 진실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된다. 오토메나크는 결말에서 바냐킴으로 정체성을 바꾼 채, 그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는 비밀을 품고 있는 오토메나크와 그의 가족을 상징하고 있다.

계자만이 아는 이런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면? 아니 반드시 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쇠망치로 가슴 한복판을 얻어 맞은 듯 숨이 막혔다.
오토메나크가 태평스럽게 지내온 스물 여섯 해의 안쪽에, 전혀 다른 역사가 또
하나 있었다는 것이 된다. 처음부터 나파유와 애로크의 통합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라의 안팎에서,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이 문서에 있는 아이세노딘 지사들처럼
줄기차게 반대 활동을 해 온 역사다. 그렇다. 애로크에는 나의 부친이나, 마야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카르노스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 애로크 민족의 카로
노스. 그는 누군가. 어디 있는가. 오토메나크는 들어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느낀다. 지난 열흘 동안에 그가 읽은 비밀
문서가 그에게 그런 판단하는 힘을 주었다. … 키타나트의 노래도 나파유 민족의
노래는 될망정, 애로크 편 노래는 못 된다는 것을─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아이
세노딘의 마음과, 그들의 총과 돈과 아편으로 가둬 놓고 있는 니브리타의 마음이
지난 열흘 동안 그에게 증언해 주었다.(태:120~121, 밑줄은 인용자)

비밀 창고를 발견한 후에도 한동안 오토메나크는 나파유와 니브리타를 제국주
의 국가로서 동일시하기보다는 니브리타에 대한 반감과 “노여움”을 드러낸다. 이
는 내면화한 나파유의 사상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위의 인
용문은 비밀 문서를 열흘 동안 읽은 끝에, 오토메나크가 애로크의 나파유 총독부
에도 애로크 독립운동에 관한 비밀 문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에 도달하게 되
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상을 통해 공식 역사에서 망각된 수많은 애로크 독립운동
가들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부역자 처리 문제와 함께 망각된 독립운동가들
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은 과거 청산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점
에서 이 작품은 과거 청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1) 아이세노딘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것은 우리가 니브리타 군대를
쫓아 버리고, 그들의 민족 세력에 권한을 많이 넘겨 줬기 때문이야. 만일 황제를
끌어내면, 이 세력은 우리에게 반항하는 세력이 돼. 군대가 피 흘려 얻은 지지 세
력을 망쳐서는 안 돼. 황제가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동부 아이세노딘이 귀순하지
도 않고. 결국 아무 소득 없는 불장난이야.(태:105, 밑줄은 인용자)
(2) 가게 안은 부서진 자리를 쓸어 모은 폐허와 같았다. … 가운데 문으로 얼굴
하나가 내밀더니, 나무탈처럼 굳어 버렸다. … 나무탈이 삐꺽 끄덕였다. 남자 노인
네다. … 나무탈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토메나크의 얼굴도 불시에 나무탈이 되었

다. 오토메나크는 굳어진 제 어굴을 가지고 웃어 주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다. 돌아
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오토메나크는 쭈뼛해졌다. 눈을 부릅뜬 악귀의 탈이 노
려보고 있었다. 오토메나크가 돌아보는 찰나에 탈은 비참할이만큼 당황스럽게 쭈
그러진 늙은 탈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다. 다시 고개를 돌려 걸어나오는 오토메나
크의 망막에는 둔갑하려고 애쓰는 악귀의 탈이 남아 있었다.
… 아니크 거리의 지붕이 멀리 바라보였다. 그 지붕 밑에 그를 노려보던 무서운
악귀의 탈이 있을 것이었다. 그 지붕뿐이 아닐 것이다. 야자숲에 싸인 저 파파이아
빛 지붕들 하나하나마다 그런 탈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을 것이었다.
거의 모든 아이세노딘 사람들은 나파유 군대를 지지하고 있어. 우리는 해방군이
니까. 아카나트 소령은 그렇게 말했었다. 그 말이 맞은 것은 어제까지다. 적어도
모든 아니크계 아이세노딘의 지금 얼굴은 그 늙은이의 얼굴이다.
모든 일이 끝났다. 군인이면서 아시아의 해방을 위해 일하는 지사(志士)라는 명
분도 사라져 버렸다. 아카나트 소령이 스스로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죄 없는 양민
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앞으로도 보장은 없다. 카르노스를 송환한다
는 일도 지극히 어렵다. 학살은 비밀히 치러진 것이 아니고 내놓고 버젓하게 행해
졌다. 위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수단까지 감히 쓴 사람들이 못 할 일
이 있겠는가.(태:274~275, 밑줄은 인용자)
(3) 이 궁리를 할 때마다 전번에 아니크 타운의 그 가게에서 본 늙은 아니크인의
그 얼굴이 떠오른다. 원한과 미움의 악귀가 되어 있던 그 얼굴은 패전의 날에 모
든 부역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세노딘 민중의 얼굴이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삼백 년 식민지 통치를 한 니브리타 놈들이 아이세노
딘 게릴라를 조종하고 그들을 쫓아낸 나파유군이 민중을 두려워하게 되다니. 매파
니, 비둘기파니 하는 것은 나파유 군대 안에서 가릴 시비고 민중의 눈에는 나파유
군대는 한덩어리다. 그 언젠가 그 날이 왔을 때, 아만다가 나는 아이세노딘을 사랑
한 나파유 군인을 사랑한 것뿐이라고 한들 소용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진퇴유곡이었다.(태:334, 밑줄은 인용자)

그리고 오토메나크는 나파유군이 아니크계 아이세노딘 민간인들을 무참히 학살
하는 것을 목격한 후, 자신이 신앙처럼 내면화했던 나파유의 아시아주의가 하나
의 기만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나파유는 그가 노여움을 드러냈던 니브리타와 다
를 바가 없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아카나트 소령은 오토메나크에게 아이세노딘 사람들이 나파유군에게 우호적이며,
그것은 나파유가 니브리타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

나 두 번째 인용문은 나파유가 아시아의 해방자로서 자임했던 것 또한 하나의 허
상일 뿐이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죄 없는 양민학살”로 인해 해방자로서
의 나파유의 명분은 사라졌다. 또한 아이세노딘인들이 “눈을 부릅뜬 악귀의 탈”
의 얼굴을 하고 노려보는 시선은 오토메나크를 “쭈뼛한” 공포로 몰아넣으며, 오
토메나크는 그들이 결코 나파유군을 우호적으로 여기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에 다다르게 된다. 그리고 그 원한과 미움은 나파유의 패전 이후 부역자들에게
향할 것이기에, 애로크 출신으로서 나파유의 장교로 전쟁에 참가한 오토메나크는
‘부역자’로서 ‘민족 반역자’로서 공포와 고뇌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런데 “죄 없는 양민학살”의 문제를 통해 이 소설을 미국과 베트남전쟁, 베트
남전쟁 파병과 둘러싼 맥락으로 독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최인
훈은 1973년 베트남 방문289)을 이 작품 집필의 직접적 계기로 언급한 바 있다.
최인훈에게 베트남은 그 자연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를 경험한 분단국
가”라는 점에서 한국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포착된다.290)
‘인류 양심에 꽂힌 가시’291)라고 불린 베트남전쟁은 국제전이자 내전의 성격을
지닌 전쟁이었고,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대를 파견한 참전국이다.
1964년 9월 비전투 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1965년 10월부터 1967년 8월까지 3차
례 걸쳐 약 32만 명의 군인이 베트남으로 파견되었다.29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문학에서 베트남전쟁은 자기 성찰의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쌓아왔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군의 집단 학살 및 베트남전쟁 파병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문
제제기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293) 야당의 반대 입장이 존
289) “이 작품은 현지 취재를 할 수 있었던 작품이다. 1973년 ‘베트남’ 주둔 한국군 사령부의
문인 초청 방문 길에 나는 ‘베트남’의 풍물과 사회 분위기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열흘쯤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에게는 충분하였다. ‘넌픽션’의 반대극에 있는 소설을 위해서는
그 기간에 관찰한 것들만을 가지고 작중 상황으로 변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최인
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앞의 책, 29~30면)
290) 𰡔화두1𰡕에서도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군 부대 방문의 경험을 토대로 이 작품을 창작했음
을 확인할 수 있다.(최인훈, 𰡔화두1: 최인훈전집 15𰡕, 앞의 책, 468~469면.)
291) ｢국제초점-장기화-확전코스로 내닫는 67년의 월남전｣, 𰡔조선일보𰡕, 1967.1.5.
292) 강유인화, ｢한국사회의 베트남전쟁 기억과 참전군인의 기억투쟁｣, 𰡔사회와 역사𰡕 97, 한
국사회사학회, 2013, 108면.
293) 김현아, 𰡔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𰡕, 책갈피, 2002; 윤충로, ｢한국의 베트남전쟁 기념과
기억의 정치｣, 𰡔사회와 역사𰡕 86, 한국사회사학회, 2010; 이규봉, 𰡔미안해요 베트남: 한국
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의 현장을 가다𰡕, 푸른역사, 2011; 권헌익, 유강은 역, 𰡔학살, 그
이후: 1968년 베트남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인류학𰡕, 아카이브, 2012, 강유인화, 앞의
논문 등이 있다.

재하기는 했지만, 당시 박정희 정권 하에서 베트남전쟁 파병은 반공과 안보이데
올로기, 경제논리를 통해 정당화되었다. 베트남전 파병은 한일협정 문제로 위기에
몰렸던 박정희 정부가 기사회생하는 한편, 미국의 경제원조를 통해 경제개발계획
의 기초자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294)
1960년대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잡지를 통해 베트남전쟁에 대한 견해가 표출되
었다. 그것은 전술한 바대로 반공주의적 관점이 주도적이었으나, 다양한 방식의
목소리들도 표출되어 있었다. 특히 베트남 전쟁에 대한 강한 톤의 비판으로 리영
희295)와 김광섭의 글296)을 꼽을 수 있다. 리영희의 경우 외신을 자신의 중요한
발언의 매개로 삼아, 베트남전쟁, 중국혁명, 제3세계와 비동맹운동 등의 중요한
국제적 변화를 담은 정보를 제공하였다.297) 베트남 특파원 출신의 𰡔조선일보𰡕 기
자들을 모아놓고 진행된 1966년 4월 28일 ‘한국인을 노리는 베트콩 전술’이라는
좌담회에서 리영희는 베트콩의 한국 민간인에 대한 공개적인 테러가 한국군이 남
녀노소를 무차별 연행하는 것과 선의의 희생자를 고려하지 않는 전투를 하는 데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하였다.298) 이러한 언급은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294) 강유인화, 앞의 논문, 108~109면.
295) 리영희, ｢확전이냐 협상이냐: 고민하는 미국의 대월남정책｣, 𰡔세대𰡕, 1966.5; 리영희, ｢
월남전쟁을 둘러싼 미국 내의 동태｣, 𰡔시사𰡕, 1966.4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백승
욱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백승욱, ｢‘해석의 싸움’의 공간으로서 리영희의 베트남전쟁: 𰡔
조선일보𰡕 활동시기(1965~1967)를 중심으로｣, 𰡔역사문제연구𰡕 32, 역사문제연구소, 2014.)
296) 김광섭, ｢월남전쟁과 미ㆍ소ㆍ중공관계｣, 𰡔시사𰡕, 1967.12; 함경북도 출신 김광섭 중심의
𰡔자유문학𰡕지를 통해 문단에 등단했던 최인훈은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𰡕에서 구보가 김광
섭의 𰡔성남동 까치𰡕(성북동 까치) 시집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장면을 그림으로써 그의 시
에 나타난 삶의 무서움과 노쇠해진 김광섭 시인을 통한 슬픔이라는 감정을 기록하였다. 김
광섭은 안수길과 더불어 최인훈에게 ‘그리운’ 선배였다. 또한 김광섭의 시 ｢저녁에｣의 한
구절을 따서 화가 김환기와 최인훈은 각각 그림과 희곡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를 창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최인훈은 문단 데뷔 후 1970년대까지 김광섭
과 교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인훈은 김광섭과 함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비판의식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297) 백승욱, 앞의 논문.
298) “베트콩의 한국 민간인에 대한 공개적인 테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사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AP통신에서는 오늘 사건에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군이 마을에 진주하면 우선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일단 무차별 연행하는 것과 둘째로는
전투에 있어서는 어떤 틀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군은 전투에서 부차적으로 일어날
선의의 희생자를 고려에 넣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일을 저질렀다.”(｢한국
인을 노리는 베트콩 전술｣, 𰡔조선일보𰡕, 1966.4.28, 강조는 인용자)
강유인화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된 것은
1999년 언론보도를 통해서이며, 그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에서 2000년대
이후이다.(강유인화, 앞의 논문, 114면.) 그러나 위에 인용한 리영희의 발언에 따르면, 1966

대한 당대의 비판적 인식을 보여준다.
최인훈의 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𰡕 4장 ｢偉大한 단테는｣에서 ‘구보’와 그의 친
구는 랠프 넬슨 감독의 영화 ｢솔저 블루｣를 관람한다. “월남전쟁에서의 학살사건
을 비유”(소:84)한 이 작품에 대한 토론이 꽤 길게 서술되는데, ‘미라이촌 사건’
은 베트콩이 아닌 양민학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3ㆍ1운동과 관
동지진 때 벌어진 한인학살이 일본인에 의해 폭로될 가능성이 없는 것과 인디언
학살과 월남전에서의 양민학살을 은유하는 영화가 미국에서 생산될 수 있었다는
조건이 대조된다. ‘참회’가 가능한 ‘자유’의 토대가 바로 그 조건이다.
1971년 6월 𰡔뉴욕타임즈𰡕가 월남전 비밀문서를 폭로한 사실을 참고해 볼 때,
𰡔태풍𰡕에서 비밀문서의 발견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될 여지가 있다. 당시 리영희
는 𰡔뉴욕타임즈𰡕의 비밀문서 폭로 보도를 정부 권력에 대한 자유 언론의 승리로
보았고, 비밀문서를 폭로한 다니엘 엘스버그를 “진리를 실천한” “지성인”으로 격
찬하였다.299)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기사를 통해서도 이슈화되었다.300)
또한 𰡔태풍𰡕에서 나파유군에 대한 아이세노딘 사람들의 반응이 우호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던 것은 베트남 파병에 대한 당대 국내의 기사들이 대부분 베트남
인민들이 한국군을 좋아한다는 내용이었음을 환기시킨다.301) 아울러 오토메나크
가 아이세노딘 사람들의 원한을 깨닫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인 나파유군 자동
차 폭파 사건은 1968년 1월 31일 새벽, 베트콩 게릴라들이 사이공 주재 미 대사
관의 담을 폭파하고 미군을 사살한 ‘테트 공세’를 연상시킨다.302)
권보드래는 중립국에서의 삶 대신 죽음을 택한 𰡔광장𰡕의 이명준이 가지 않은
길을 밟아보는 과정이 𰡔태풍𰡕의 여정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권보드래는 반둥회
의의 주도자로서 미국과 소련 양대 진영에 거리를 두면서 탈식민의 ‘제3의 길’을
시험한 인도네시아 지도자 수카르노와 카르노스를 겹쳐 보면서, 𰡔태풍𰡕을 “좌절
된 인도네시아의 모험을 애도하는” ‘조사’로 해석하였다.303) 수카르노가 카르노스
년의 시점에서도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인식하는 시선이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99) 리영희, ｢강요된 권위와 언론자유: 뉴욕타임즈의 교훈｣, 𰡔문학과 지성𰡕, 1971.9.
300) ｢越南戰｣秘密報道파동 WD에 揭載 判示｣, 𰡔동아일보𰡕, 1971.6.22.
301) 리영희는 언론의 윤리의 관점에서 대부분 특파원들이 한국군이 주는 특혜를 받고, 한국
군인들의 용맹성을 고평하고 베트남 인민들이 한국군을 좋아한다든가 하는 내용으로 기사
를 작성한 세태를 비난하였다.(리영희ㆍ임헌영, 𰡔대화: 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𰡕, 한길사,
2005, 358면.)
302) 국제적인 시각에서 남베트남 미국대사관 폭파사건의 파장을 분석한 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세계의 테라스｣, 𰡔세대𰡕, 1965.5.

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설득력을 지니는데,304) 이러한 설명에 더하
여 베트남 파병이라는 선택을 통해 국제주의 연대의 가능성이 멀어졌던 역사적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선택은 베트남 파병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
고 국가의 위신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305) 따라서 최인훈이
𰡔태풍𰡕 창작을 통해 탈식민과 후진국이라는 비슷한 역사적, 경제적 수준에 위치
해 있던 아시아ㆍ아프리카 국가, 특히 “식민지를 경험한 분단국가”라는 베트남을
발견하고, 책임과 과거 청산의 윤리를 더한 것은 국제주의적 연대의 가능성마저
좌절시킨 베트남 파병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시도로 읽을 수 있다.
1972년 무렵은, 닉슨의 중공방문이라는 해빙 무드를 통해 냉전의 과거를 청산
하려는 움직임이 시도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다나까 수상과 중공 주은래 수상
사이에 공동성명을 통해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아시아의 긴장완화”라는 “새 역
사의 장”이 열리는 듯했다.306) 1970년대에 이르러 남북관계는 실질적인 교류와
함께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데탕트라는 국제정치 환경에 따른 남북한 각각
의 이해관계가 상호ㆍ적대적 합의에 의해 성립된 결과물이 바로 7ㆍ4남북공동성
명이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남한의 유신체제의 등장은 남북한 서로가 상호 모
303)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앞
의 논문, 295~297면.
304) 수카르노는 이집트의 낫세르, 인도의 네루 등과 함께 5ㆍ16쿠데타를 일으킬 무렵 박정희
가 고평했던 지도자상이었다. 수카르노를 모델로 한 교도민주주의와 유사한 교도민주주의
를 한국에서 채택할 것이라는 신문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民政復歸는 큰 ｢모멘트｣朴議長
｢敎導民主主義｣를 指向｣, 𰡔경향신문𰡕, 1962.06.03); 권보드래 외, 𰡔1970, 박정희 모더니
즘: 유신에서 선데이서울까지𰡕, 천년의상상, 2015, 149면 참조.)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본질적으로 친미, 자본주의의 길이었기 때문에 비동맹노선의 수카
르노와는 그 길을 달리했다. 1967년과 1968년부터는 수카르노식 정치를 ‘전시정치’라고 부
르며, 그와는 길이 다름을 알렸고, 대신 원조경제와 성실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다. “앉아
서받은 遺産의 슬픔잊게 뛰어나와 일하자” “이제는 ｢수카르노｣나 ｢나셀｣이 즐기던 展示政
治의 季節은 지났다. 하나하나 알뜰히 開拓해나가야할 誠實의 時代이다.” “朴正熙大統領
은 誠實이란 대목에 이르러 잔뜩 억양을 높였다. … 朴大統領은 그가 提唱한 아시아 太平
洋時代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具體的인 昇華의 고비로 접어들었다면서 이제부터는 加速의
段階라고 했다. ｢아스팍｣會員國만해도 각국에 內在된 多變的-인 異質性을 同化시키는 작
용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시아 太平洋時代컷-朴大統領 親筆｣, 𰡔경향신문𰡕,
1968.9.26); “아라딘-印泥의 경우 가장 惡質的인 국제 共産陰謀를 당했다. ｢수카르노｣體
制下에서 나사콤主義를 통한 國家단결을 추구했으나 경제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共産陰謀
에 適應당하고 말았다. 경제호전은 亞細亞적 고민으로부터의 해방의 첩경이다. 이와함께
援助國과 被援助國家 간의 균형잡힌 협조관계가 보다 改善되어야 한다.”(｢東京駐在 亞細
亞記者 座談會｣𰡔경향신문𰡕, 1967.05.01.)
305) 옥창준, 앞의 논문, 102면 참조.
306) ｢日·中共 공동聲明성명의 表裏｣, 𰡔경향신문𰡕, 1972.09.29.

방되고, 경쟁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준다.307) 한편으로 유신체제는 “과거에의
집착보다 내일을 향한 용기”308)를 강조하는 과거 청산을 내세웠다.
𰡔태풍𰡕에서 잘못을 저지른 세대는 어떻게 되든, 오토메나크는 살아남아야 한다
고 조언하는 마야카와 아버지의 논리는 책임을 면제하는 무책임의 논리이다. 니
브리타 포로 감시 책임자였던 오토메나크는 전후 재판에 회부되었더라면 중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다.309) 특히 조선인 포로감시원의 경우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국
민국가의 질서가 자리 잡힌 후에도 어느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한 난민(refugee)
으로 남았”지만 “전범재판 과정에서만 온전한 일본국민으로 취급”되어 중형을 피
할 수 없었다.310)
(1) 밤마다 그는 절망했다. 문서의 한 줄 한 줄이, 오토메나크의 지금까지의 삶
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너무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격이었기 때문이었다. 겉보기에
그토록 힘없는 아이세노딘 사람들의 얼굴은 아이세노딘의 얼굴의 반쪽일 뿐이었
다. 다른 반쪽의 얼굴들은 분노하고 울부짖고, 배신하고, 뉘우침으로 흐느끼고 있
었다. 그 다른 쪽에 그들을 찾아내어 고발하고, 회유하고 타락시키고, 처벌하는 니
브리타의 얼굴이 있었다.
이 문서는 정치라는 것의 피묻은 발이 밟고 지나간 자국이었다. 어떤 정치학 교
과서도 이렇게 철저한 증거와 실물 크기의 표본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일이었다. 묘한 일이지만 오토메나크는 밤마다 황홀한 만족을 느꼈다. 자신의 지난
삶이 큰 착각이었다는 것,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이 문서들이었다. 오토메나크는 마땅히 이 문서 속의 사람들처럼,
애로크의 빼앗긴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했고, 지금 그는 나파유 군복이 아니라 나
파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제복을 입었어야 할 것이었다.(태:143, 밑줄은 인용자)
(2) 번연히 그른 일인 줄 알면서 이런 길을 걸어왔다면 전쟁의 추이가 어찌 되든
신념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오토메나크는 이 길이 옳은 줄 알고 이렇
게 살아왔다. 오토메나크는 마야카씨한테서 청천벽력을 맞고 난 이후로, 무엇보다
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원망도 넘어서고 있었다. 아버
307) 김일한, ｢남북한 관계의 형성과 기원: 1970년대 적대적 상호의존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𰡔북한학보𰡕 34-1, 북한학회, 2009 참조.
308) ｢統一憲法과 10月維新｣, 𰡔경향신문𰡕, 1972.10.28.
309)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앞
의 논문, 303면.
310) 김종욱, ｢무국적자, 국민, 세계시민｣, 𰡔역사와 담론𰡕 171, 호서사학회, 2014, 133면.

지도 결국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면 원망해도 별 수 없는 일이었다. 오토메나
크는 다음에는 자신의 못났음을 뉘우쳤었다.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나날,
그는 자기를 심문대에 세우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이것도 소득 없는 일이었다.
마음의 증언대에 나온 오토메나크는 또 한 사람의 오토메나크에 증언하는 것이
었다. 나는 나쁜 줄 알고 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 한 가지만은 오토메나크의 숨
쉴 구멍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자존심에만 관계되는 일이었다. 알고 했건, 모
르고 했건, 그가 도둑놈 편에 들어온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결과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큰 바다 한가운데서 타고 온 배가 해
적선인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 어느 것도 할 수 없었다.
(태:281~282, 밑줄은 인용자)

오토메나크는 자신의 잘못, 즉 자신이 나파유의 군인이 아닌 반나파유 세력이
되었어야 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나파유 사상과 그것을 주입시킨 마야카
와 아버지를 원망해 본 끝에 자기를 심문대에 세우는 것으로 나아간다. ‘무지’를
통해 책임을 면제받고자 했으면서도, 결국 그는 ‘무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오토메나크는 아버지와 식민지 교육, 불행한 역사를 탓하고 책
임을 면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감
당하는 것이 법적인 책임을 추궁당하는 방식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 작
품의 결말 해석을 가르는 역할을 한다.311)
카르노스를 포함한 아이세노딘 혁명가 및 니브리타의 여자들의 포로송환을 위
한 항해를 하다 태풍을 만난 오토메나크는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자
결을 결심한다. 그러나 30년 후의 에필로그에서, 카르노스의 설득을 받아들여 살
아남은 오토메나크는 바냐킴으로 개명하고, 아이세노딘의 독립과 애로크의 통일
을 위해 노력한 아이세노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음이 그려진다.
(1) 그 일을 책에서만 배운 사람으로서, 그 일의 당자가 갑자기 자기와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알게 된다는 것은 약간 어리둥절한 일이었다. 사람의 살과 뼈로
비누를 만들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게르마니아 한 나라나, 만
311) 이 작품의 결말에 대한 해석은 서사를 개인의 변신담으로 봉합되어 버림으로써 그 정치
적 상징성 또한 개인의 생애사적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평가(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앞의 논문, 304면.)와 애로
크로 되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추방당한 채 무국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일본군국주의에
협력했던 과거를 망각하지 않는 것을 피해자의식에서 가해자 의식으로의 전환이며, 책임
윤리에 충실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나뉜다.(김종욱, 위의 논문 참조.)

하임 한 사람의 기질 때문에 난데없이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었다. 그런 일이 일
어날 만한 숱한 그 밖의 사정들이 어울려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었
다. 그러니 거의 모든 나라가 시라엘리의 처사에 입을 다물엇다. 만하임의 손이,
그 일에 대한 단 하나의 피묻은 손은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지구를 들어올릴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만하임
의 손이 그 일에 가장 가까운 손의 하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 사람의 법은
그 손을 처벌한다. 실은 그 손은 자기 이외의 죄까지도 아울러 갚는 것이지만, 그
밖의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본국 정부 역시 시라엘리의 처사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오직 당사자 아닌 나라로서는 아이세노딘 정부만이 시라엘리의 만하임 재
판에 대해서 항의했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30년 후에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잔인하다>는 것이었다.(태:478~479)
(2) “사실 그런 경우에 만하임을 두둔한다는 게, 우리들 아시아 나라에게는 좀, 너
무 낙관적인 게 아니었던가, 하는 비판이 일부에 있더군요.”
… 젊은 외교관은 바냐킴씨의 낯빛이 거의 흉악하게 한 순간 변한 것을 그만 리얼
리스트답지도 않게 놓쳐 버리고, 애써 지은 웃음만을 보았다. 흉악함과 그 웃음 사
이는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보았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그 얼
굴이었다. 30년 전에 오토메나크란 이름을 이 얼굴이 가지고 마야카라는 사람의
그 말을 들었을 때의 표정이었다. 그리고, 한때 매일같이 신문에서 사람들 눈에 익
은 만하임의 얼굴과 몹시 흡사했다. … 이때 바냐킴씨가 또 다시 만하임의 얼굴이
돼 있는 것을 알아보았으리라. 법정에 마련된 유리 상자 속에서 리시버를 쓰고 있
는 그 남자의. 요즘음 온 세계의 보도 매체에 넘치는 그 얼굴. 그리고 만일 그 만
하임이 무죄석방 선고를 받았다면 유리 상자 속에서 얼이 빠져 얼굴을 쳐들었을
그 찰나의 얼굴이 그랬으리라는 것을. 코드네주도 그 낯빛에 눈길이 가기는 했다.
…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은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이른바 세상이란 것에 대해서. 그러나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은 남에 대해
서만은 아니겠지요. … 자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제 마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
제 마음에. 제 마음에 대해서. 제 마음에 다짐을 두듯 바냐킴씨는 또박또박 그
말에 힘을 주었다. 실은 제 <비밀>에 대해서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 안타까웠다.
(태:485~491)

“동포들에게 죄지은 사람”(태:493)이라는 점 때문에, 그는 고국에도 돌아가지
않은 채, 애로크 정부의 명예총영사 위촉도 사양한다. 무엇보다 바냐킴은 자신을

‘만하임’과 동일시한다. ‘만하임’에서 독일 나치 전범 아이히만을 연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적인 점은 나치 전범 아이히만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겹쳐 놓는 태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개인적 책임 전가에 대해 다소간의 거리를 두는 서술자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아이히만 외의 전범들, 그러한 사회적
불합리를 보고만 있었던 무수한 사람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여지가 있다.
법적 책임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유죄를 추궁함으로써 그 밖의 개인 및 집단에
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바냐킴의 태도는 한 번의 속죄로 끝나버릴 수 없는, 영원히 자신을
따라다니는 책임의 윤리로 실천된다. 또한 그 책임은 나파유의 아시아 공동체주
의가 아니라 트랜스 내셔널한 낯선 가족구성을 통해 자신만의 이상적 공동체주의
를 실험하고, 정치적인 활동에 가담하는 것으로 외화된다. 즉, 그의 태도는 세계
시민적 연대를 실험하고, 정치적 행동을 통해 외화됨으로써 내면의 세계로 윤리
화되는 주관주의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명백한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오토메나크는 전범국
국민, 즉 나파유인이 아니라 나파유가 유포한 사상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오토메나크가 대표적인 전범인 아이히만의 얼굴을 자신에게 겹쳐 놓
는 것은 책임 윤리에 있어서의 결벽증적인 태도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책임 윤리와 관련하여 𰡔태풍𰡕은 희곡 ｢한스와 그레텔｣(𰡔세계의 문학𰡕, 1981.가
을)312)과 겹쳐 읽을 수 있다.313) 희곡 ｢한스와 그레텔｣은 세계적 보편사의 맥락
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문제 삼는 작품으로, 최인훈 희곡 가운데 비교적 논의가
드물었던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감옥을 배경으로 30년간 나치당의 신념을 지켜온
312) 희곡 ｢한스와 그레텔｣은 𰡔세계의 문학𰡕, 1981년 가을호에 실렸고, 1982년 문학예술사에
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𰡔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 최인훈전집 10𰡕(문학과
지성사, 2013)에 실린 ｢한스와 그레텔｣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 인용시 (한:면수)로 표기하
도록 한다.
313) 끊임없이 렌즈를 세공하는 한스 보르헤르트의 면모는 광학의 측면에서 𰡔태풍𰡕의 현미경
으로 나비를 관찰하는 카르노스의 모습과도 연결된다. 그리고 이는 렌즈를 깎으며 자신의
삶에 충실했던 철학자 스피노자를 연상시킨다. 정우숙 또한 렌즈 세공 모티프를 통해 한스
의 모습에 철학자 스피노자를 연결시켰다. 스피노자는 유대 공동체에서 파문당한 유대계
인물로서, 그의 삶은 종교적이고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문제와
진정한 자유에 대해 사유하게 만든다.(정우숙, ｢세계문학 시도의 사례로 본 최인훈 희곡 ｢
한스와 그레텔｣｣, 𰡔한국문예창작𰡕 13-2, 한국문예창작학회, 2014, 209면.)

인물 한스를 통해 책임과 증언의 윤리를 다루고 있다.
최인훈에 의하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한스 보르헤르트의 모델은 실존인물인
루돌프 헤스이다. 1941년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에 도착한 그는 타협적 교섭을 시
도했으나 포로로 취급되어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억류되었다. 이후 전후 뉘
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회부된 그에게 “구체적 범죄 사실 때문이 아니라 전범 집
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그는 1987년 8월 94세의 나이
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고령의 나이와 범죄 사실의 정황 등이 고려되
어 서독에서 석방 운동이 일어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인훈에 의하면, 이
작품은 “역사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형상화한 것이다.314)
또한 한스 보르헤르트라는 이름에는 독일의 작가 볼프강 보르헤르트의 이름이
겹쳐져 있다. 볼프강 보르헤르트의 희곡 ｢문 밖에서｣는 전쟁의 비참함, 비인간성
을 고발하고, 전쟁의 책임에서 도피하려고 한 전후 독일 사회에 반성과 책임 문
제를 제기한 작품으로 평가된다.315)
이 작품에서 한스 보르헤르트는 국제법과 인도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을
즉시 석방하고, 공개재판에 넘겨줄 것을 요구한다. 간수 X는 한스의 석방요구에
대하여 첫째, 석방 후 거처는 유럽 이외의 지역이어야 하며, 둘째, 석방 후에도
본인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오늘까지의 일체의 사실에 대해 침묵을 지
켜야 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보르헤르트 나는 거부한다. 나는 침묵을 선서할 수 없다
…
보르헤르트

사실, ……사실이란 어떤 것이오?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란 어떤
것이오? 당신들이 사실이라고 정한 거짓말, 거짓말이 사실로 통용되
고 있다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오? 나는, 세계가 지금 알고 있
는 사실이 적어도 사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렌즈를 내밀면서)
세계에 알릴 의무가 있소. 나는 그 의무를 포기할 권리가 없소
(한:427~429, 밑줄은 인용자)

그러나 전범 장기수 한스 보르헤르트는 침묵의 선서를 거부한다. 그에게 중요
314) 최인훈, ｢사랑과 시간｣, 𰡔길에 관한 명상𰡕, 앞의 책, 381~382면.
315) 최선아, ｢전후 독일 사회와 전쟁의 기억담론: 볼프강 보르헤르트의 ｢문 밖에서｣를 중심
으로｣, 𰡔서양사학연구𰡕 34, 한국서양문학사학회, 2015, 106면.

한 것은 세계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고발할 의무
이기 때문이다. 𰡔서유기𰡕에서 심문을 통해 종신징역형을 구형받은 독고준과 같이
한스의 의무는 종신토록 이어지는 성질의 것이다. 3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감옥
생활을 감당한 그는 자신이 결백하며, 연합국에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한다.316)
(1)
히틀러

유대인에 대한 명령은 내가 직접 한다. 내 손만 더러워질 것이다. 정
치적 책임 없이 나의 의사를 사무적으로 옮기는 전달자로서 너를 택
했다.(한:444, 밑줄은 인용자)

(2)
보르헤르트

비전투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대도시를 원자 무기로 학살한 것은
전쟁 범죄가 아니란 말인가? 하느님은 독일을 심판할 수 있을망정,
유대인과 유대인의 주인들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독일에 대해서는, 그 일! 오 그 일! 총통 각하, 왜 당
신은!? 왜? 왜? (렌즈에게 질문하듯, 렌즈를 흔든다) 그런 엄청난 일
을 했는가? ─그 순간부터, 당신이 나에게 털어놓던 그 순간부터 당
신은 사탄의 장부책을 받아들였다. … 독일의 하늘과 땅과 생명을 구
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대리인인 유대인을 사회적으로 심판하
는 데 동의한 나치당원들은, 당신이 생각해낸 사탄의 방법에까지 동
의한 것은 아니다. 손을 더럽힌 나치당원은 한줌도 못 되고, 독일의
목장과 강물처럼 깨끗한 나치당원은 너무나 많다. 나는, … 유대인들
과 그들의 주인들과 다름없는 방법의 한계 안에서만 싸울 용의가 있
었던 나치당원들을 대표한다. 내 손이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기 종들의 운명에 비정했던 유대인들의 주인들의 숨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역사에 의하여 내가 선택되었다. 이 의무를 포
기할 수 있겠는가? … 시간이여,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한:449~451, 밑줄은 인용자)

(3)
보르헤르트 나치당원의 대부분은 그 사실을 몰랐소. 나치당의 대부분은 당신들의
316) 김성렬, ｢최인훈의 ｢한스와 그레텔｣ 다시 읽기｣, 𰡔한국문예비평연구𰡕 48, 한국현대문예비
평학회, 2015, 218~219면.

나라를 위해 싸웠듯이 자기 나라를 위해 싸웠을 뿐이오
X

600만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보르헤르트 (침묵)(한:453~454)

이 작품에서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한스는 처음에는 히틀러의 개인적 책임이
라는 점을 강조한다.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진행에 대해 무지했던 한스 보르헤르
트를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감금하는 것은 지나침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국가
적이고, 세계적인 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전달했던 그에게 정치적 책임이 부재할
수 있는가가 문제시된다. 인용문 (1)과 (2)를 통해 더러운 히틀러의 손과 깨끗한
한스의 손이 강조되며, 한스는 자신의 손의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역사
에 숨겨진 사실을 알릴 의무를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인용문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치당원들은 ‘그 일’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 자기 나라를 위해 싸웠을 뿐
임이 강조된다. 그러나 희생자인 600만의 유대인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 것인지
에 대한 질문에 한스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보르헤르트 ……그때, 나는 죽었어야 했다. 아니면, 적측에 도착하는 즉시 망명을
요청했어야 했다. 나는 심부름할 수 없는 심부름을 했다. … 히틀러
의 말이라는 이름으로 6백만의 인간을 처단하겠다는 말을 옮겼을 때
─나는 그 누구에게도 떠맡길 수 없는 내 자신의 죄를 저질렀다. 30
년의 감금의 뜻을 이제야 알겠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벌이었다.
─편안하군…… 이제 비로소……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책임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어쩐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
아 보인다…… 아니 중요하다. … (보르헤르트, 갑자기, 무서운 걸음
걸이로 걸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의자를 권하는 시늉을 한 후, 자신이
의자에 앉는다, 그런 다음 얼른 자신은 일어선다. 정중하게, 연극처
럼) 그렇게, 그 책임을 위해 당신은 거기 남아 있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한:475, 밑줄은 인용자)

히틀러 개인에게 전쟁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한스는 결국 “누구에게
도 떠맡길 수 없는” 자신의 고유한 책임을 인정하게 된다. 물론, ｢한스의 그레텔｣
의 결말은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정우숙의 경우 𰡔태풍𰡕과 ｢한스
와 그레텔｣의 인물이 각각 과거를 숨긴 채 세계사적 발전을 향해 이바지 하는 아
시아인으로 살아가고, 책임의 일부만을 수긍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분석

한다.317)
그 지역의 사람이면 국경을 넘어서도 이해할 수 있고 시인할 수도 있는 그런
형식으로 써보았다. 국경 밖에서도 통하는 어떤 정신의 기준 화폐를 생각하고, 모
든 인사(人事)를 그 화폐에 대한 환율에 따라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 화폐란 부활
의 논리다. 숙명론과 물물교환적 현물주의 대신 국제통화에 의한 신용결제의 논리
로서 ‘부활’을 생각해 보았다. 삼족을 멸하느니, 연좌니, 이데올로기의 무술(巫術)
이니 하는 우리 시대의, 우리의 어제의 나쁜 유산들을 해독하는 인간의 지혜로서
의 ‘부활’말이다. 영원한 악인도 없고 영원한 선인도 없다. 자기비판에 의해서 몇
백번이든 개인은 천사처럼 청정하게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이 미래의 부활, 천당의
영생이 보이지 않게 된 이 잔인한 우리 시대에 우리 힘으로 가능한 자력 구완의
길이라는 생각에서였다.318)

그러나 위의 글을 참고해 볼 때, 최인훈이 제시한 ‘부활의 논리’는 미래지향적
책임개념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교정상화로 인해 한일의 과거 청산이
중요했음을 염두에 둔다면, 과거 회고적인 책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책임이 필
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인훈 소설과 희곡에 나타난 책임의 양상은 ‘유신’
의 기획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의 집착보다 내일을 향한 용기”를 중
시하자는 유신의 기획에서 과거는 망각되기 쉽지만, 전술한 것과 같이 𰡔태풍𰡕의
경우 공식 역사에서 기록되지 못한 것들을 불러들이고 아이히만에 자신의 얼굴을
겹치는 결벽증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냐킴은 책임의식을 바탕으
로 세계와 미래를 위한 정치적 행동을 이어간다. 그의 책임 윤리는 결코 미래를
위해 과거를 버리지 않으며, 과거에만 머무르지도 않는 것으로 형상화되었다.
｢한스와 그레텔｣에서 한스는 자신이 “기록의 일부”(한:456)라고 생각한다. 그리
고 그는 책임을 인정한 후에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그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방식이 아니라 “역사적 증언으로서의 책임”을 위해 자신의 분신을 감옥에 남겨
두는 방식을 택한다. 이를 통해 그는 증언이라는 책임을 위한 영원한 수감자로
남는다. 결국 과거의 불완전한 기억만을 붙들고 있었던 한스는 증언의 윤리를 포
기하지 않으면서도 구원될 수 있었다.

317) 정우숙, ｢최인훈 소설과의 관계를 통해 본 희곡 ｢한스와 그레텔｣｣, 𰡔한국현대문학연구𰡕
43, 한국현대문학회, 2014, 516면.
318)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인의 의식｣, 앞의 책, 29면.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𰡔태풍𰡕과 ｢한스와 그레텔｣을 통해 최인훈은 단순한
용서나 면죄가 아니라 가해자의 얼굴에 자신을 겹쳐놓고 끊임없이 책임을 기억하
는 인물을 형상화하였다. 그 인물들은 증언 윤리의 종신형을 담담하게 감당하고,
그 무게를 견뎌 나간다. 이 작품들은 책임 윤리를 통해 과거를 배반하지 않으면
서도 미래지향적인, 진정한 과거 청산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형상화 방식은 “기억이라는 감옥, 잊어서는 안 된다는 옥칙獄則. 그게
소설”319)이라고 밝힌 최인훈의 작가의식, 그 증언의 윤리가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인훈은 ｢미학의 구조｣를 통해, ‘위기’나 ‘과도기’ 문화의 가혹함을 민영환
처럼 순교하지 못한 “살아남은 죄”의 느낌일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또한 그런 시
대의 “최소한의 인간적 표징”은 “계면쩍음과 자책의 그림자”를 띤다고 이해하였
다. 최인훈에게 그런 시대와 문화의 소설은 그 “행간에 금기된 부분이 숨 쉬고”
있어야만 소설로서의 품위를, ‘죄인의 품위’를 지킬 수 있다.320) 죽은 자와 죄의
식을 소환하면서 다시 쓰기를 반복했던 그의 글쓰기는 행간에 금기를 품은 증언
의 윤리 차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글쓰기 작업은 시대의
공포 한가운데에서 안온함에 머무르는 것을 거부하고, ‘의사-증인’으로서 책임과
타자에 응답을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319) 최인훈, ｢상아탑｣, 𰡔유토피아의 꿈: 최인훈전집11𰡕, 앞의 책, 36면; “나는 그 무서운 인
간 조건 속에서, …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 ‘기억’을 뒤지
기 시작했습니다.”(김인호ㆍ최인훈(대담), ｢기억이라는 것｣, 앞의 책, 338면.)
320) 최인훈, ｢미학의 구조｣, 앞의 책, 66면.

5. 결론
본고는 최인훈 문학 세계에 나타난 공포의 감각과 죄의식에 주목하여 프로이트
의 ‘언캐니(uncanny)’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갔다. 기존의 논의에서
최인훈 문학 세계에 산재하는 공포의 감각은 제대로 구명되지 못하였다. 본고는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공포라는 감정이 역사ㆍ사회적인 의미를 인식하는 ‘미학적
감수성(aesthetic sensibility)의 형식’, 즉 미학의 토대였음을 제시하였고, 그것이
윤리적 차원과 관련을 맺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2장에서는 최인훈 연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던 ‘미이라’와 ‘드라큐
라’ 모티프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해방 이후 새로운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서 민족 정체성의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1950~1960년대의 ‘전통담론’이나
‘국학 붐’,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도의 ‘한국적인 것’ 만들기는 식민지 경험으로 인
해 상실된 전통과의 연속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최인훈은 𰡔구운
몽𰡕 이후 고전 서사 양식을 차용한 글쓰기를 집중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당대 전
통담론과 일정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한편, 면면히 이어진 ‘전통’이라는 환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 역사의 특수성과 그 조건을 직시하고자 한 그의 시도는
서구적 전통과 과거에 고착된 전통 모두를 낯설게 바라보는 방식으로 구현되었
다. 𰡔광장𰡕과 𰡔구운몽𰡕에 나타난 ‘미이라’는 역사에서 은폐되고 망각된 존재이며,
그것의 출몰은 역사의 ‘괴기함’ 자체를 마주하고, 그 조건에 대해 사유하도록 이
끈다. 𰡔회색의 의자𰡕와 ｢귀성｣은 한일회담이 제기한, 식민지 기억과 미국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𰡔회색의 의자𰡕에서 최인훈은 ‘드라큐
라’를 ‘토착신’으로 전유하며, 여기에 당대 한국사회에서 ‘악마화’ 되었던 간첩의
존재를 겹쳐놓았다. 이를 통해 최인훈은 식민주의와 냉전체제에 의해 ‘학살’된 존
재를 텍스트에 기입하고, ‘자주’보다는 경제적 ‘자립’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진정한
과거 청산을 이룩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은밀한 폭로를 드러냈다.
3장에서는 최인훈 작품에 나타난 당대의 금기와 그것의 위반, 그리고 당대적
공포의 반복적 재현 양상과 그 의미를 구명하였다. 한국적 근대와 역사의 특수성
에 대한 자각은 당대 금기와의 연관성 속에서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최인훈은
𰡔크리스마스 캐럴𰡕 연작을 통해 이상의 ｢날개｣의 핵심을 포착하고 계승하면서도,
경성 식민지와는 또 다른 당대적 진실들을 포착하였다. 그것은 통행금지라는 금
기를 위반하고 주변부 근대도시인 서울을 반복적으로 산책하는 인물을 보여주는

전략을 통해 진행되었다. 4ㆍ19 혁명과 관련된 한국은행 로터리를 반복적으로 가
로지르는 산책의 이동경로와 ‘괴상한 의식’의 형상화를 통해, 작가는 배반된 4ㆍ
19 혁명을 소환한다. 한편, 최인훈은 𰡔총독의 소리𰡕와 ｢주석의 소리｣ 연작에서
초점화된 인물인 ‘시인’에게 유독 예민하게 듣는 행위를 부여함으로써 당대 시점
에서는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을 텍스트에 기입하였다.
4장에서는 최인훈 문학에서 감지되는 공포의 기원을 탐색하고, 그것이 책임 윤
리와 관련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최인훈의 초기 단편인 ｢우상의 집｣, ｢가면고｣
에 나타난 죽은 타자에 대한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죄의식은 𰡔회색의 의자
𰡕와 ｢귀성｣ 등에서는 세계 내 존재로서 ‘부끄러움’을 수반한 연대 윤리로 변모되
었다. 또한 최인훈은 정치적 책임을 증언하고 기억하는 일이 ‘불온’으로 여겨졌던
당대 사회의 모습을 공포의 감각을 통해 포착하였다. 소설 𰡔태풍𰡕과 희곡 ｢한스
와 그레텔｣에는 과거 청산과 증언 윤리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도가 드러났
다. 그것은 단순한 용서나 면죄가 아니라 가해자의 얼굴에 인물을 겹쳐놓고 끊임
없이 책임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다. 죽은 자와 죄의식을 소환하면서
다시 쓰기를 반복했던 최인훈의 글쓰기는 행간에 금기를 품은 증언 윤리의 측면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최인훈은 ‘언캐니’라는 공포의 미학을 통해 당대의 금기와 ‘불온’한 기억들을
텍스트에 출몰시킬 수 있었다. 최인훈 소설에 나타나는 공포와 죄의식의 특징들
은 한국적 근대의 주변부성과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과 그 토대 위에서의 증
언 윤리의 실천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최인훈은
공포라는 미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주변부 근대가 겪을 수밖에 없는 전통의 단절
과 망각된 역사를 끊임없이 환기하는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므로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공포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미학과 윤리성을 조망한 본고
의 시도는 작가 최인훈과 그의 작품을 새롭게 조명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최인훈 문학에서 나아가 한국문학에 나타난 공포의 미학과 윤리성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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