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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박경리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주관적 자아와, 중기 소설의 사랑이라

는 주제, 그리고 후기 소설의 공동체에 대한 모색이 상호주관성이라는 관점에
서 일관되게 이해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아와 타아의 관

계인 상호주관성은 사랑의 주제와 언어적 소통이라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함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특히 주관주의적 입장의 상호주관성 이론을 활용

하여, 박경리 문학의 내적 논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유비로서의 공감이라는
핵심에서 주관성의 차원과 ‘생명 사상’에 통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등단작 「계산」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체성을 강하게 고수하는 주관적

자아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이 주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현실을 비판한 소

설이다. 등단작에서부터, 박경리 소설에 나타나는 주체성이란 곧 인격성으로서
각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견지될 수 있는 것이다. 초기와 중
기 여러 작품들에서 박경리는 인격으로 성립하지 않은 자가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는 것으로 서사화함으로써, 인격성이 인간성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벽지」, 「회오의 바다」, 『파시』는 인격으로 성립한다는 것이 의미하

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그것은 궁극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일적으로 표상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미를 견지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일관된 이해에 상응하여 세계의 의미를 정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 『암흑의 사자』, 『재혼의 조건』, 『가을에 온 여인』에서는 허무한 자

를 포함해, 인격으로 성립하지 않은 자가 결과적으로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사
랑을 추구하는 이유가 설명된다. 그들은 자기 성찰을 통해 인격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자신의 과제와 다른 이와의 사랑 사이의 조건 관계와 순서를 혼동한
결과, 스스로 찾지 못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른 이를 소유함으로써 얻고자

헛된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랑의 추구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그들

에게 일종의 죽음과 무의미한 삶 사이의 진동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복수의 인격들 간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 박경리는 가장 소통하고자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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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어를 통해 전달되기 어렵고, 또한 서로 경험이 동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개체와는 별개로 온전한 소통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상적
인 소통에 대한 그의 이해는 『가을에 온 여인』과 『죄인들의 숙제』에서
중심적으로 표현된다. 이에 따르면 복수의 자아가 동질적인 경험을 가질 경우

그들은 ‘분신’과 같은 관계로서, 서로의 세계가 ‘합치’될 수 있으며 왜곡 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 가능하다. 박경리 문학에서 이러한 ‘분신’ 간의 소통은
언어에 의존하지 않으며, 특히 상대방이 자신과 상동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자

신으로부터 유비적으로 이해하는 ‘공감’의 방식으로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노을진 들녘』, 『녹지대』, 『타인들』,

「쌍두아」, 『창』, 『단층』에서는 인격성을 잃고 소통 불가능의 상태에 놓

인 자로서 죄책감을 가진 자가 중심적으로 형상화되며, 이를 통해 소통과 공
동 세계의 형성에 있어 절대적인 가능성이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제시된

다. 박경리 문학에서 사랑이란 복수의 개체가 ‘합일’을 이루는 관계를 지칭한
다.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기보다는 인간 근원의 고독을 말살할 수 있는 관계
로서 이념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과 전장』의 가화는 사랑을

성격적 차원에서 체화한 인물로, 그를 통해 공동 세계를 형성함에 있어 사랑
의 한 가능성이 제시된다.

‘분신’적 관계에서 이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면, 내면적인 고통이 있는 이들

은 최소한 서로를 인격적 존재로 인식하며 서로 간에 세계의 ‘접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박경리 문학에서 유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감의 지평이 곧

상호주관성의 지평이므로, 공감이 이루어지는 범위가 넓을수록 공동 세계의
영역도 확장된다. 인간을 포함해 유정물 간에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서 더 나아가, 박경리는 무정물에 대해서도 유정물의 마음이 ‘투사’됨으로써
우주적인 범위의 상호주관적 세계가 구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이에
따라 『단층』에서는 바위조차 내면적 고통이 있는 것으로 느끼는 인물이 형

상화되고, 『창』에서는 인간이 가지는 태도에 따라서 기계에도 마음이 불어
넣어질 수 있는 것으로 서술된다. 반면, 작가는 내면적으로 무감각한 비인격적
인간들은 상호주관적 세계를 구성하는 공동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후기 소설을 중심으로 박경리는 내면적 무감각을 조장하는 현실을 직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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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판하는 한편, 『죄인들의 숙제』와 『단층』에서는 순교자 서사의 전략

을 채택하여, 인간성의 과제로서 인격성을 추구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독자들
에게 설득하고자 했다. 순교자적 인물로 형상화된 희련과 윤희의 내면적 고통
에 독자들이 공감하도록 이끄는 데 그 전략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데, 기실 고통의 공감은 세계관의 설득을 목표로 하는 모든 서사 전략의 핵심
이다. 박경리 문학은 그 초기 소설에서 증오의 수사학을 통해 주인공에게서

주체성을 박탈하는 현실을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후기 소설에서도 인격적 주
체로 성립해야 한다는 과제를 동일하게 강조하고 고통의 공감 또한 서사 전략

으로서 유지한 것이다. 특히 순교자 서사에서 순교자적 지위를 부여 받은 인

물이 초기 소설의 주관적 자아와 확연히 동질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
서, 박경리 문학의 주관적 차원은 후기에서도 일관되게 옹호되었으며 상호주
관적 공동 세계라는 그의 이념 또한 그의 문학에 특징적인 주관성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어: 상호주관성, 주관성, 주체, 인격, 언어, 분신, 죄책감, 사랑, 연민, 공감,
고통

학번: 2013-22755

- iii -

목

차

〈국문초록〉

1. 서론 ·································································································· 1
1.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 1
1.2. 연구의 시각 ························································································· 8

2. 죽음에 대한 의식과 신념-세계관의 추구 ··································· 18
2.1. 사랑의 실패를 통해 부각되는 인격적 주체성 ······························· 18

2.2. 유한성에서 견인되는 목적론적 의미 ·············································· 39

3. 소통 가능성과 사랑을 통한 합일 모색 ······································ 52
3.1. 분신의 관계에서 담보되는 소통의 이상 ········································ 52
3.2. 죄책감을 중심으로 모색되는 사랑의 가능성 ································· 66

4. 비인간적 현실 비판과 상호주관적 이념의 설득 ························ 92
4.1. 내면적으로 무감각한 자를 통한 현실 비판 ··································· 92
4.2. 고통의 공감이 형성하는 공동 세계와 서사 전략 ······················· 103

5. 결론 ······························································································ 122

〈참고문헌〉
〈Abstract〉

- v -

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박경리는 단편 「계산」(『현대문학』, 1955.8)과 「흑흑백백」(『현대문학』,

1956.8)으로 문단에 등단하여, 36편의 단편 소설과 25편의 중·장편소설, 1편의 대

하소설, 6편의 아동 소설1), 1편의 미완 소설을 남겼고, 시와 에세이 또한 여러 권

의 책으로 엮여 출판되었다.2) 박경리는 등단 시기에 따르면 ‘전후 신세대 작가’에
해당되지만, 약 50년에 걸쳐 이루어진 그의 문학 작업을 ‘전후 소설’로 포섭하거
나 그를 ‘전후 작가’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박경리 소설 가운데
6.25 전쟁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작품이 『시장과 전장』(현암사, 1964)과 『파
시』(『동아일보』, 1964.7.13~1965.5.31) 등 비교적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박경리 문학이 내적으로 전후 문학의 지평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
기 때문이다.3) 박경리 문학이 역사적·사회적 현실의 맥락에서 본질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닌4) 그러한 맥락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인간의 본성 또는 인간
존재의 초월적 일반성을 탐구하여 드러내는 것”5)을 문학의 주된 관심사로 삼았다
는 사실은 박경리 연구자들에게 두루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방증하듯 문학사 서

술에서 전후 문학을 다루는 장(章)에 박경리가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6)

1) 「호수」(『숙란』, 1957), 『은하수』(『새벗』, 1958.6~1959.4), 「언덕 위의 합창」(『죽
순』, 1959.5~1960.4), 「돌아온 고양이」(『새벗』, 1959.10), 「솔바람」(『학원』,
1959.12), 「추억」(『학원』, 1961.4)
2) 현재 알려진 작품 가운데, 등단이 완료되기 이전에 지면에 실린 시 「바다와 하늘」(『천
일』, 1954.6)과 단편 소설 「전생록」(『천일』, 1955.10)을 제외한 것이다.
3) 이승윤은 박경리가 등단 시기적으로는 ‘신세대 작가’이지만, “신세대 작가군들의 최대공약
수”인 ‘기성의 문학정신과 방법에 대한 부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차
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승윤, 「1950년대 박경리 단편소설 연구」, 『현대문학의 연
구』18, 2002, 229-250면.
4) 조윤아는 박경리 문학에서 ‘역사의식’과 관련해 언급되는 작품은 수많은 소설 중에서 『시
장과 전장』과 『토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조윤아, 「박경리의 글쓰기에 나타난 정치
적 감각과 역사의식: 『내 마음은 호수』, 『노을진 들녘』을 중심으로」, 『박경리 문학
세계: 운명으로부터의 자유』, 마로니에북스, 2014, 149면.
5) 김윤식 · 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출판주식회사, 1993, 459면.
6)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론』, 한샘, 1988.; 이재선, 「전쟁체험과 1950년대 소설」, 김윤식
· 김우종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07(초판: 1989), 364-380면.
한편 권영민은 전후세대 작가를 소개하면서 박경리를 언급하지만, 1960년대를 맞아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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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박경리 문학에서 주제적으로 탐구되는 인간 존재의 양상이 특히 한국

문학 연구에서 큰 영향력을 지녀 온 루카치의 문학 이론 또는 리얼리즘 문학관과
의 관계에서, 박경리 문학의 가치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박경리 문학의 의미를 논

의하는 일을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다. 작가 박경리가 당대의 사회적 모순을 ‘객관
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의 작품 또한 진정한 거울로서의 문학의 ‘미달

태’에 불과하다는 평가는7) 한 극단적 입장을 대변하며, 그런 만큼 난점을 선명하
게 조명한다. 객관적 현실을 초월한 인간 본질의 문제라는 박경리 문학의 초점을

밝힌 연구는8) 그러한 문학에 대해서는 ‘문학’으로서 수준을 높이 사기 어렵다는
입장에9) 의해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박경리 문학의 의의를
강조하는 연구의 경우, ‘객관적인’ 사회 현실로서의 경제적 · 정치적 문제의 반영

이라는 요소가 표면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박경리 문학의 특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박경리 문학에서 사회 현실에 대해 그 나름대로의 파악과 반
영,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제시하곤 했다. 박경리의 주인공이 전

쟁미망인으로서 전쟁의 후유증을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거나,10) 그의 현실 비판
이 여성 작가의 섬세한 필치로 이루어졌음을 밝힌 선행연구의11) 시각 등이 구체
적으로 이에 해당된다.

『토지』 연구의 경우의 경우에는 『토지』를 박경리 문학의 정점이자 ‘생명

사상’이라는 박경리 문학 사상을 주제화한 작품으로 의미화하면서, 사회현실의

‘객관적’ 반영으로서의 문학이라는 논제와는 별개의 논의 영역을 형성하는 입장이
있다. 최유찬에 의해 가장 적극적이고 중심적으로 표명되고 있는 이 입장에 따르

면 『토지』의 주제 또는 박경리 문학의 주제는 인간에 대한 탐구,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랑, 한민족의 세계관의 표현이라는 세 가지로 정리되며,12) 이러한 입장
세대 작가의 변모를 다룰 때는 전후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에서 박경리를 제외하여 논하고
있다.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02, 216-217면.
7) 김외곤, 「전후세대의 의식과 그 극복: 박경리론」, 문학사와비평연구회 편, 『1950년대 문
학연구』, 예하, 1991, 132-151면.; 김윤식 · 정호웅, 「제11장 大河역사소설의 세계」, 앞
의 책, 457-478면.; 송재영, 「소설의 넓이와 깊이」, 정현기 편, 『한과 삶』, 솔출판사,
1994, 19-54면.; 염무웅, 「역사라는 운명극」, 같은 책, 55-73면.; 강진호, 「주체 확립의 과
정과 서사적 거리감각」, 『국어국문학』122, 1998, 327-347면.
8) 김영민, 「박경리의 문학관 연구: 고통과 창조, 그리고 생명의 글쓰기」, 『현대문학의 연
구』6, 1996, 203-221면.
9) 김윤식 · 정호웅, 앞의 글.
10)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 1983(초판: 1976), 218-254면.; 김윤식 · 정호웅, 「제
7장 한국전쟁의 충격과 새로운 출발의 모색」, 앞의 책, 315-346면.
11) 윤병로, 「새 세대의 충격과 1960년대 소설」, 김윤식 · 김우종 외, 앞의 책, 430-4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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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는 선행 연구들은13) 『토지』를 매개로 박경리 문학과 박경리 문학 사상
을 논의하고자 한다. 동양 철학이나 민족주의, 샤머니즘 등과의 관계에서 박경리

의 사상에 접근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주로 박경리 문학에서 인간과 자연, 또는
‘자아’와 타자의 관계가 주체와 대상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14)라는 사실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입장은 ‘객관성’과 ‘주관성’이라는 논점들과 거리

를 취하고 있어, 박경리 문학에 나타나는 상호주관성의 사상이 객관성과 주관성의

차원에 모두 관련되며 이에 대한 고유한 인식을 표현한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
으로 접근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박경리 문학은 초기 단편에서 후기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주관성 또는 주관적

자아의 차원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점은 역사와 사회, 민족을 다루는

『토지』에서도 본질적인 차이 없이 드러난다. 그러한 특징이 『토지』는 물론
박경리 문학의 전모에 대한 가치 평가와 의미 이해에 난점으로 작용해온 만큼, 주
관성이 객관성과 분리될 수 있거나 객관성을 오염시키는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객관성이 주관성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여기는 주관주의적 입장의 상호주관성 이
론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박경리 문학의 주관성이라는 차원에서 공동체라는 문제

와 생명 사상을 일관되게 해명하면서, 박경리 문학을 그 내적 논리를 훼손하지 않
고 객관성과 화해시키는 작업은 상호주관성 이론을 통할 때 가능해진다. 그럼으로

써 박경리의 1950년대 초기 단편에서 뚜렷하게 표현되는 주관적 자아에 대한 인

식에서부터, ‘사랑’이라는 관계를 다양한 양상에서 형상화하며 주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여러 중기 소설들, 그리고 『토지』의 연재 시기 이후 발표된 후기 소설들
과, 개체와 우주의 연관을 강조하는 박경리의 에세이들이 함께 분석될 수 있다.

박경리 문학은 시기적으로 1950년대의 초기 단편 소설, 『표류도』(『현대문

학』, 1959.2~11)에서 시작되는15) 중기 소설, 그리고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연
재된 『토지』의 연재 개시 이후 발표된 후기 소설로 구성된다.16) 이에 상응하여

12) 최유찬, 『『토지』를 읽는 방법』, 서정시학, 2008, 527-529면.
13) 조정래, 「생존의 원리와 역사성: 『토지』의 주제론」, 한국문학연구회 편, 『『토지』와
박경리 문학』, 솔출판사, 1996, 17-43면.; 양문규, 「『토지』에 나타난 작가 의식: 민족주
의와 한을 중심으로」, 같은 책, 44-61면.; 나병철, 「『토지』의 시점 연구」, 같은 책,
91-122면.; 정현기, 「세 틀의 ‘새집 짓기’ 이야기 떨기: 『토지』 해석의 또 한 눈길」, 같
은 책, 162-200면.; 김영민, 앞의 글.; 심원섭, 「박경리의 생명 사상 연구」, 같은 책,
299-327면.
14) 심원섭, 앞의 글.
15) 박경리의 첫 장편소설은 『애가』(『민주신보』, 1958)이다.
16) 박경리 문학의 연구사 흐름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정리는 김명신의 논문 「박경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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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 박경리 문학에 대한 선행 연구는 1950년대 단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와17) 1960년대를 중심으로 『표류도』, 『시장과 전장』 등 주요 장편을 다룬 연
구,18) 그리고 『토지』 연구로19) 구분된다. 박경리의 1950년대 단편에 대한 분석

은 주로 주관성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사소설’적이라는 비판적 지적이 두드러지

는 가운데,20) ‘여성적’ 섬세함이나 인간성의 소외 등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조명
설 비평의 궤적」(『현대문학의 연구』6, 1996, 471-498면) 참조.
17) 서영인, 「박경리 초기 단편 연구: 1950년대 문학 속에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
학』66, 1999, 259-276면.; 이금란, 「가족 서사로 본 박경리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
구』19, 2003, 313-334면.; 배경열, 「박경리의 초기단편소설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
평』18, 2003, 208-245면.; 김양선, 「지적 해부와 민감성 사이, 전후 현실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 박경리의 전후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47, 2011, 131-150면.
18) 조남현, 「『시장과 전장』론」, 조남현 편,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116-140
면.; 안남연, 「박경리, 그 비극의 미학」, 『여성문학연구』4, 2000, 203-219면.; 박혜원,
「박경리 소설의 인물창조원리와 『토지』로의 확대양상 연구」, 『구보학보』2, 2007,
319-336면.; 오혜진, 「전근대와 근대의 교차적 여성상에 관해: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
들』, 『시장과 전장』, 『토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47, 2009, 323-352면.; 장미
영, 「박경리 1960, 70년대 장편소설 연구: 가족관계의 갈등과 화해를 중심으로」, 『여성
문학연구』26, 2011, 273-298면.; 나보령, 「시장의 풍경에 주목해 다시 읽는 전후소설 시
론」, 『현대소설연구』61, 2016, 37-66면.; 박은정, 「『시장과 전장』의 생존의 서사」,
『여성문학연구』38, 2016, 193-225면.; 이혜경, 「주체의 욕망과 생명의식의 변화 양상 연
구」, 『국제어문』70, 2016, 185-216면.; 김미영,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낭
만성과 숭고」, 『한국문예비평연구』52, 2016, 33-60면.
19) 홍성암, 「역사소설의 양식 고찰: 해방 이후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
11, 1987, 283-326면.; 임진영, 「개인의 한과 민족의 한: 박경리의 『토지』론」, 『현대문
학의 연구』5, 1995, 82-106면.; 이상진, 「박경리의 『토지』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백지연, 「박경리의 『토지』: 근대체험의 이중성과 여성 주체의 신화」, 『역
사비평』43, 1998, 335-352면.; 김명숙, 「박경리의 『토지』에서 본 민간적 색채」, 『현대
문학의 연구』11, 1998, 337-353면.; 최유희, 「박경리 『토지』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1999.; 김은경, 「『토지』 서사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박혜
원, 「박경리 『토지』의 인물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2.; 오세은, 「여성 가족
사 소설의 ‘의례와 연대성’」, 『여성문학연구』7, 2002, 266-292면.; 임금희, 「『토지』의
교육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이미화,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탈
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 『한국문학논총』49, 2008, 139-162면.; 박상민, 「박경리 『토
지』에 나타난 악의 상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강찬모, 「박경리의 소
설 『토지』에 나타난 간도의 이주와 디아스포라의 귀소성 연구」, 『어문연구』59, 2009,
207-229면.; 이수현, 「매체 전환에 따른 『토지』의 변용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0.; 이경, 「『토지』와 겁탈의 변검술」, 『여성문학연구』27, 2012, 181-212면.; 서
현주, 「박경리의 『토지』에 나타난 타자의식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박
창범, 「『토지』의 정념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0) 조병무, 「자의식의 문학」, 『현대문학』, 1965.11, 100-109면.; 김우종, 「인간에의 증
오」, 『한국현대문학전집』 11, 신구문화사, 1966.; 홍사중, 「한정된 현실의 비극」, 조남
현 편, 앞의 책, 14-26면.; 김치수, 「불행한 여인상」,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1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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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했다.21) 그리고 중기의 주요 장편에 대해서는 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이라

는 측면이 주로 지적되어, 박경리 문학을 『토지』에 이르는 발전으로 정리하는
도식의 한 축을 형성했다.

1950년대 초기 단편에서 『토지』와 후기 소설을 아울러 박경리 소설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논의는 2000년대 전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많은 대상 작품 수
와 더불어, 그의 문학이 특히 객관성을 향한 발전의 경로에서 큰 단절, 혹은 굴절
을 보인다는 인식으로 인해, 현재까지 전체 시기의 박경리 소설을 일관되게 분석
하고자 하는 논문은 다수 제출되지는 않았다. 먼저 장미영은 박경리의 초기 단편
소설에서 작가가 주관적 세계인식으로 인해 현실을 객관화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

후 시기적 발전에 따라 인물의 세계 인식이 주관성을 탈피하여 객관적으로 변모
된다고 정리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초기 단편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이 이후 소설

에서도 중첩되고 반복, 심화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박경리 문학의 발달이 순
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박경리 문학을 이해하는 발전 과

정의 도식을 대체로 따르고 있다.22) 김예니의 논의 또한 그 도식을 바탕으로 이루

어진다. 그는 박경리 소설이 낭만적 비극성에서 특징을 지닌다고 보고, 인물의 결
벽증적 성격이라는 ‘결함’에서 비극성이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그는 박

경리 문학에 나타나는 인간의 근원적 비극성이라는 조건을 다루었으나, 작가가
‘인식론적 전환’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분석함으로써 박경리 연구사의 일반적 도식
을 재확인하고 있다.23)

김은경은 박경리 연구사가 ‘박경리의 문학 세계가 크게 변화한 시기’를 기준으

로 나뉘고 있음을 의식하며, 그러한 연구사적 흐름에 대해 기실 박경리 문학이 단
선적인 진행 방향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박경리 문학이 낭

만주의에서 사실주의로 단계적으로 전이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양대 조류가 혼
재’하는 가운데 점차 반-생명지향성에서 생명에의 의지를 발현하는 방향으로 전개

21) 조연현, 「윤리적 의미의 결핍과 의식의 과잉: 「태양의 풍속」과 「표류도」에 대하여」,
『현대문학』, 1960.1, 212-217면.; 정명환, 「폐쇄된 사회의 문학」, 『한국 작가와 지성』,
문학과지성사, 1978, 192-204면.; 유종호, 「여류다움의 거절」, 조남현 편, 앞의 책, 44-56
면.; 김복순,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사랑과 이념의 두 구원」, 한국문학연구회 편, 앞
의 책, 388-439면.; 정희모, 「1950년대 박경리 소설과 환멸주의」, 최유찬 편, 『박경리』,
새미, 1998, 41-72면.; 구재진, 「1960년대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생활’의 의미」, 민족문학
사연구소 편, 『1960년대 문학 연구』, 깊은샘, 1998, 297-320면.; 임경순, 「유토피아에 대
한 몽상으로서의 이념」, 『한국어문학연구』45, 2005, 271-298면.
22) 장미영, 「박경리 소설 연구: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2.
23) 김예니, 「박경리 소설의 비극성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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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고 분석한다.24) 그의 연구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그가 박경리 문

학을 단절적 발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고는 김은경의 논의와 연결되는
맥락에 있다. 다만 본고는 박경리 문학이 초기에 두드러지게 표현된 세계 인식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인물 형상화에 있어서도 초기의 인물형이 탈피되지 않는다
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토지』는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박경리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김명신이

지적했듯 『토지』의 평가는 이례적일 정도로 극단적으로 상반된 양상을 띤다.25)

특히 정호웅과 이태동의 대조되는 논의는 박경리 문학의 전체를 일관되게 파악하
고자 하는 가운데, 『토지』에 대한 평가와 나아가 박경리 문학에 대한 평가에
있어 무엇이 기준으로 작용해왔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먼저 정호웅은 『토

지』에서 박경리 문학이 내적으로 정점에 이르렀으나, 작가적 인식의 주관성이라
는 문제로 인해 사회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고 평가했
다.26) 그는 인간의 내면은 “역사적으로 규정되는 객관현실과의 관련 아래” 놓임으
로써만 비로소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고 단언하고, 나아가 박경리 문학의 주제의
식과 이에 따른 소설 작업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지닌 창작방법’으로 규정한다.

반면 이태동은 『토지』가 1970년대 한국문학의 리얼리즘이 “그 절정의 꽃을 피”

운 작품이며, 작가의 투철한 역사의식의 덕택으로 문학적으로 성공했다고 설명하
고 있다.27) 결론적인 평가 내용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논의는 공히 객관
성이 주관성에 대립되는 우위에 놓이는 것으로 인식하며, 소설이 얼마나 확고하게

그 우열 관계에 기초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박경리 문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객관주의를 ‘객관주의’라는 상대적 입장이 아

닌 절대적인 진리로서 전제하고 있어, 복수의 주관 사이에서 성립되는 객관성을
지향한 박경리 문학의 상호주관적 이념을 적극적으로 조명할 수는 없었다.

박경리 연구사에 논리적으로 내재된 불화지점 외에, 박경리 문학을 주관성을 탈

피한 객관성으로의 발전적 변모 과정으로 이해하는 일은 박경리 문학이라는 연구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낸다. 그것은 이미 김명신이 지적했듯 객관성

을 향한 발전이 서사의 추동 원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과, 1960년대의 사랑 서사라는 큰 공백이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28) 더욱이 이
24)
25)
26)
27)

김은경,
김명신,
정호웅,
이태동,

『박경리 문학 연구: 움직임과 멈춤의 상상력』, 소명출판, 2014.
앞의 글, 488면.
「『토지』론」, 조남현 편, 앞의 책, 141-163면.
「「토지」와 역사적 상상력」, 같은 책, 57-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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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제출된 한 연구는, 주관성을 벗어난 객관성이라는
발전의 도식 자체가 박경리 문학을 해명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
점돌은 박경리의 초기 문학이 “주관의 영역에 매몰되어 객관을 몰각하는 인물”을

특징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를 박경리가 체질적으로 지닌 “주관적 심의경향
(Orientation)”에서 근원하는 것으로 분석했다.29) 그는 1950년대 초기 단편은 물론,

『표류도』, 『환상의 시기』(『한국문학』, 1966.3~12), 『죄인들의 숙제』(『경

향신문』, 1969.5.24~1970.4.30)의 서사가 모두 그러한 초기의 특징을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등단 시기에서 1970년에 걸쳐 박경리 문학이 그러한 ‘주

관적’ 특징이 일관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토지』를 고평하기 위해 그는 그것
을 작가의 의식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무의식적 지향”에 귀속시킨다. 그러

나 박경리 문학에서 객관성의 주관성에 대한 우위라는 척도가 적용되기 어려운
어떤 특징적 주관적 차원이, 서술상의 단편적 징후로서가 아니라 그가 밝힌 바와

같이 긴 기간에 걸쳐 창작된 여러 장 · 단편 소설에서 스토리와 인물 형상화 차

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은, 오히려 박경리 문학에서는 주관성의 객관성
에 대한 열위라는 구도가 관철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박경리 문학에 대하여 주관성과 객관성의 우열관계라는 도식 자체에 대한 재고

를 처음 표면화한 것은 유임하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는 박경리 문학이 『표류

도』와 『시장과 전장』을 거쳐 『토지』로 발전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박경
리 문학에서 주관적 차원이 가지는 중요성을 오히려 객관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
지 않는 데서 찾는다. 박경리의 초기 단편에서 서술자와 등장인물은 가까운 심리

적 거리를 가지고 전쟁 체험은 ‘객관화’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그는 작가가 전쟁

체험에 대한 “성급한” 객관화를 지양하고 먼저 “사유하는 내면성”에서 출발한 것

으로 분석했다.30) 박경리 문학에서 주관성과 객관성의 문제라는 난점에 관련하여
같은 해에 제출된 이 두 상반된 연구는, 박경리 문학 연구에서 주관성과 객관성의
관계에 대한 객관주의적 인식이 상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노정하고 있다.

본고는 박경리 초기 문학에서 나타나는 인물상과 주관적인 세계 인식이 작가의

문학 사상의 바탕이 되고 있으며, 이후 긴 시기에 걸쳐 이루어진 문학 작업들에서
28) 김명신, 앞의 글, 498면.
29) 한점돌, 「박경리 문학사상 연구⑵: 박경리 초기 소설과 에고이즘」, 『현대소설연구』49,
2012, 357-393면.
30) 유임하,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문학적 전환: 『애가』와 『표류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연구』 46, 2012, 481-508면.

- 7 -

도 그 바탕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나아가 중기의 사랑 서사나 죄

책감이라는 테마, 그리고 후기 장편 소설과 『토지』의 ‘한’이라는 주제에 이르기
까지 박경리 문학에서는 주관성이 객관성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이라는 입장이 일
관되게 견지되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가가 인간성의 본질을 주관성
의 차원에서 강조했다는 것과, 복수의 주관적 자아들이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양

상과 가능성을 문학 작업을 통해 모색했으며, 그가 추구한 상호주관적 세계상을

독자들에게 설득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등단작 「계산」을 비롯한
1950년대 초기 단편들과, 1960년대의 『표류도』, 『시장과 전장』 등 대표작과
다양한 사랑 서사들, 그리고 후기 소설인 『창』(『조선일보』, 1970.8.15~1971.6.

15), 『죄인들의 숙제』, 『단층』(『동아일보』, 1974.2.18~12.30)을 비롯해 다양
한 에세이들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박경리 문학의 전체시기에 걸쳐 이루어진 작업
을 논리적 관계에 따라 살필 것이다. 또한 본고는 이를 통해 상호주관성에 대한
작가의 일관된 인식이 『토지』의 주제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 한다.

1.2. 연구의 시각
박경리의 사유를 소설에서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에세

이 텍스트를 통해서이다. 그리고 내용상 중복을 제외하고 단행본 약 11권의 분량

으로 정리될 수 있는31) 그의 에세이에서, ‘언어’는 중기에서 후기의 시기를 관통
해 핵심적으로 사유되는 주제이다.

⑴ 게다가 나는 진실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명한 언어를 지니지도 못하였
습니다. (중략) 혹시 할 말씀을 다 하고 가신 분이 계셨더라면 그분은 틀림없이

신이거나 영원한 생명일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중략) 아득한 강물입니다, 사
람의 마음이 닿는다는 것은. 언어는 그 강물 이편에서 허우적거리며 한 치도 헤

어나갈 수 없는 허수아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언어에 사로잡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은 그것만이 강을 건널 가능성을 지닌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언어가

지닌 숙명적인 마성(魔性)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중략) 약속은 없지만 언어
의 마성에 걸린 나는 허위적거려 봐야겠어요. 한 치를 나갈 수 있는가고. 그 가
31) 조윤아, 「작가로서의 고뇌와 깨달음」, 앞의 책,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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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에 매달려 보는 거죠. 그렇다면 내게 남은 시간은 지극히 촉박한 것 아니겠
습니까.32)

⑵ 나는 표면상으로 소설을 썼다. (중략) 소설일 따름, 허구일 뿐이라는 얘기다.

진실은 참으로 멀고 먼 곳에 있었으며, 언어는 허상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마
찬가지로 진실은 내 심장 속 깊은 곳 어느 곳에 유폐되어 영원히 침묵한다는 얘

기도 되겠다. 7, 8년 전에 나는 어느 책에다 언어가 지닌 숙명적인 마성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진실이 머문 강물 저켠을 향해 한 치도 헤어나갈 수 없는 허
수아비의 언어, 그럼에도 언어에 사로잡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은 그것만이 강을

건널 가능성을 지닌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전율 없이 그 말을 되풀이
할 수가 없다.33)

⑶ (전략) 희구는 끝없이 미지의 언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래서 인간은 영

원히 갈증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구비된 상황은 불변이며 진실이나 욕망이

나 꿈꾸는 상황은 항상 피안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손수건만 흔드는 것이
며 인간은 언어의 자맥질 속에 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언어는 절망의 행진입니

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치의 앞을 향해. 심장과 심장이 부
딪치고 영혼과 영혼이 해후하고 죽음과 삶이 화해하고 신과 인간이 포옹하고, 그

것이 몇 만 년 만에 어느 궤도에서 마주칠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에 매달리는
일일지라도.34)

인용문 ⑴은 박경리의 에세이가 처음으로 발간된 해이기도 한 1966년 또는 그보
다 약간 전에 작성된35) 에세이 「Q씨에게」의 일부이고, ⑵는 『토지』1부의 서
문으로 1973년 6월 3일 밤에, 그리고 ⑶의 에세이 「언어」는 1979년 초에36) 각

각 쓰였다. 세 글에서 공통적으로 박경리는 언어로써 다른 이와 한 치도 가까워질
수가 없으며, 그것은 이미 알려진 언어로 자신의, 또는 인간의 진실이 전달될 수

가 없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그는 또한 세 글에서 모두 각자

와 다른 이의 관계를 차안과 피안의 관계에, 그리고 그들 사이를 강물에 놓는 은
박경리, 「Q씨에게」, 『Q씨에게』, 솔출판사, 1993, 11-19면.
박경리, 「빙벽에 걸린 자일처럼」, 『거리의 악사』, 민음사, 1977, 8-11면.
박경리, 「언어」, 『Q씨에게』, 304-310면.
1926년생인 박경리는 이 에세이에서, 앞으로 1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자신이 50세가 되어
있을 것이라 서술하고 있으며, 이 글이 처음 수록된 단행본이 발간된 것은 1966년이었다.
36) 이 에세이에는 1978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고 서술되고 있다.

32)
33)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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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사용하며, 인용문 ⑴과 ⑵에서는 언어가 그 사이를 “한치도 헤어나갈 수 없
는” 것으로, ⑶에서는 “자맥질”을 할 뿐인 것으로 표현한다. 작가는 소설이라는
언어 작업을 통해 ‘진실’을 전하려 한 시도가 최소한 1979년 초까지 한 번도 성

공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히며, 인용문 ⑶에서 결국 “언어는 절망의 행진”이라
고 단언된다. 그러나 이는 인용문 ⑴에서 이미 언어로 자신의 진실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신적 존재일 것이라는 단언에서 예견되었던 것으로,
첫 인용문에서와 같이 1979년 초의 에세이인 인용문 ⑶에서도, 그리고 그러한 논

리의 박경리 사상에서는 언제나 언어는 “영원히 갈증을 면할 길이 없는” “절망의

행진”일 것이다. 이때 문제는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의 차이나 특정 어휘에서 비롯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각자의 진실의 관계에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자신에게 언어가 절망인 것은 물론, 다른 이의 진
실 또한 언어를 통해 전해지지 않고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언어는 이
중적으로 “절망의 행진”이 된다.

언어가 “절망의 행진”이라고 표현되지만, 그의 언어관이 단순한 회의이거나 체

념 또는 절망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적 소통에 내재하는 한계에 대한 인
식을 드러낸 후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과 심장이 부딪치고 영혼과 영혼
이 해후”하는 “한 치의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는 역설을 결론으로 취하고

있다. 언어라는 사안을 중심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사유가 그 표면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리가 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박경리가 특히 후기에 여러
강연과 텍스트를 통해 표명한 ‘생명 사상’이, “사람의 삶은 각기 자기만의 것이며
자기만의 삶 자체도 순간순간 새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물과 연관되어

있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만의 우주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우주와 통합되어 있는 것”37)을 골자로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단정적인 ‘통합’과
앞의 에세이에서 나타나는 고민 사이에는 어떤 단절이 존재한다. 이처럼 언어관을
중심으로 노정되는 박경리 사유의 역설적인 국면과, 이와 거리를 둔 것처럼 보이

는 ‘생명 사상’을 일관되게 해명하는 일이 박경리 문학에 대한 전체적이고 근본적
인 접근의 관건이 될 것이다.

박경리 연구사에 있어 그의 문학을 주관성을 탈피한 객관성을 향한 발전의 도

37) 박경리, 「구성과 총체성」,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박경리 강의노트』, 현대문
학, 2000,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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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설명하려는 기획의 맹점은 1960년대에 발표된 여러 사랑 서사들을 전체
박경리 문학과의 관련 하에서 적절히 분석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박경리 문학에 대한 상호주관성 이론을 통한 접근은 박경리 문학에 특징적인 주

관성의 차원이 객관성과 가지는 내적 논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이러한 연구사적 맹점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아와 타아의 관계
인 상호주관성은38) 인격간의 사랑이라는 사안과 주제적으로 결부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의 관계에서 상호주관성과 주관성, 그리고 언어가 복합적으로 연관됨
에39) 따라,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향한 “절망의 행진”이라는 박경리의 언어관

또한 ‘사랑’과 ‘상호주관성’을 통해 박경리 문학 사상인 ‘생명 사상’과 함께 일관
된 방법론으로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주관성은 데카르트 철학의 패러다임이 제기하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

련된 개념이다. 첫 번째 문제는 복수의 개별적이고 독립된 의식이 서로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으로,40) 데카르트 철학에서 의식이 사

적(私的) 영역이라는 것과 관계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이라는 문제이다. 상호주관성 개념은 마음이 고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
철학의 두 번째 문제의 명제를 거부하는 데서 기원하며, 인간이 다른 이와 함께
한 세계에 존재한다는 관점을 취한다.41)

상호주관성 개념에 대한 논의들 중, 첫 번째 문제에서 문제되는 데카르트 철학

의 명제도 거부하는 급진적 입장은 부버(Martin Buber)의 나-너(I-Thou) 관계에서
대변된다.42) 부버는 주체들에게 세계는 그들이 취하는 두 가지 태도에 상응하여

이중적이라고 보았다. ‘나’ 또한 그들이 다른 이를 향해 취하는 태도에서 두 가지

로 구성되며, 각각의 태도에서 다른 이와 맺는 관계는 나-그것(I-It)이거나, 사랑의
관계인 나-너의 관계로 나뉜다. 전자의 ‘나’는 지식과 경험의 주체로, 반성적으로

38) Roger Frie, Subjectivity and Intersubjectivity in Modern Philosophy and Psychoanalysis: A
Study of Sartre, Binswanger, Lacan, and Haberma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7,
p.1.
39) Ibid., p.13.
40) Gordon Sammut, Paul Daanen and Fathali M. Moghaddam, "Understanding Self and
Others: Explorations in Intersubjectivity and Interobjectivity," in Understanding the Self
and Others: Explorations in Intersubjectivity and Interobjectivity, ed. Gordon Sammut et
al., Routledge, 2013, pp.2-3.
41) Roger Frie, "Intersubjectivity" in Encyclopedia of Philosophy and the Social Sciences, ed.
Byron Kaldis, SAGE publications, 2013, p.500.
42) Nick Crossley, Intersubjectivity: The Fabric of Social Becoming, SAGE Publications, 1996,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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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인식하며 다른 이를 대상화하는 반면, 후자의 ‘나’는 상대와 환원불가능하

게 엮인 대화자로서, 상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와 조화를 이룬다. 이

러한 나-너 관계의 상호주관성이 급진적인 것은 그 관계에서 ‘나’는 자의식을 결

여하기 때문이다. 나-너 관계의 양태에서 자아는 다른 이에게 관여하지만, 다른
이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이는 특히 부버의 언어관과 관계되는데, 그에 따르면 주
체성은 하나의 언어적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에 대응하며, 다른 이를 향한 관계의

양태는 언어적인 양태이다. 부버가 논의한 나-너 관계에서 참가자들이 맺는 언어

적 소통에서, 관념들은 문자 그대로 그들 사이를 관통한다.43) 그러나 이러한 부버
의 상호주관성 논의는 언어적 소통의 근원적 가능성을 고민한 박경리의 사유와는
먼 거리에 있으며, 그러한 고민의 성립 가능성조차 차단한다.

박경리 문학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호주관성 이론을 모색할 때, 앞에

서 인용한 에세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박경리가, 각자가 자신과 상대방의 존재
를 인식하고 있으나 각자에게는 의식되는 자신의 ‘진실’이 언어화를 거쳐 다른 이

에게 전해질 수는 없는 것 같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각자의 존재와 자기
인식이 언어화 이전에 문제되는 것이었고, 언어는 그것을 표현하고자하는 도구였

던 것이다. 따라서 부버의 논의뿐 아니라,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적 사유를 포

함해 의식이나 실제가 이미 언어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언어적 전회를 따른 상
호주관성의 논의는 박경리 문학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 어렵다. 의사소

통과 같은 사회적 현상을 먼저 전제하고 이를 해명하고자 하는 사회 이론의 맥락
에서의 상호주관성 논의 또한, 언어관의 형태로 노정된 박경리의 고민과 사유의
구도에 대한 적절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지 못한다.

부버와 달리, 언어로 진술될 수 있는 것은 언어화되기 이전에 이해되어야만 한

다고 보았다는44) 점에서 먼저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논의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르트르는 타인을 매개한 자기의식이라는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의 논리를 수용하여 상호주관성의 논의를 전개했는데, 헤겔에 대
해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점은 사르트르가 상호적인 인정의 가능성을 부정했다
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바탕이 되는 것은 주체로서의 자신을

객체화하려는 다른 이의 시도이고, 모든 참여자가 주체가 되는 관계는 불가능하

43) Ibid., pp.11-23.
44) Roger Frie, Subjectivity and Intersubjectivity in Modern Philosophy and Psychoanalysis: A
Study of Sartre, Binswanger, Lacan, and Habermas,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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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에 대한 사랑은 상대의 주체성을

전유하려는 욕망으로 설명되며 사랑에서도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주체로서 존

재할 수는 없다고 간주된다.45) 그러나 이처럼 지배를 향한 투쟁적인 관계로 상호
주관성을 설명하는 논의는 박경리 문학의 ‘생명 사상’이나 복수의 주체들 간의 사

랑이라는 주제를 해명하기에 부적합하다. 그리고 사르트르와 달리 헤겔의 논의에
서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종합으로 나아가지만, 이를 통해 객관정신으로 넘어

가게 되는 변증법적 관계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46)

박경리 문학에서 추구되는 주체들 간의 소통과 사랑, 그리고 ‘생명 사상’을 해

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호주관성의 이론은 먼저 자기의식이 언어화 이전에, 언어

와는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각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 또한 사적인 의식의 영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면
서, 복수의 참여자들이 동등하게 주체로서 존재하는 상호주관적 관계의 논리를 제

공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호주관성의 논의는 언어적 전회와 먼

거리에 있으면서 각 주체의 사적인 의식 영역과 주체들 간의 소통의 문제를 다루
는 자아론적인 철학에서 발견된다.

데카르트 철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상호주관성을 논의할 때, 상호

주관성이란 ‘해석의 구조’에 대한 개념화라 할 수 있다. 복수의 주체는 각자에게
고유한 의미의 세계를 가지며 그들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데, 각자는 자기 이해에

기초를 두어 다른 주체의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함으로써 관련될 수 있다
는 것이다.47) 박경리는, “사람이란 하느님 앞에서는 적라라한 아기가 되면서도 인

간에 대해서는 그러질 못한다. 하느님과 사이에는 마음만으로 족하지만 사람과의

사이에는 언어가 있기 때문”48)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

는 바가 서로에게 도달하기 위해 해석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데카
르트 철학과 접점을 가지는 이러한 상호주관성의 모델을 통해, 주체들 사이의 소

통이란 ‘차안’과 ‘피안’의 강을 ‘언어’를 통해 건너는 일로 이해한 박경리 사유의

구도에 접근해볼 수 있다. 이 모델을 대표하는 논의는 후설(Edmund Husserl)에게
서 발견된다.
45)
46)
47)
48)

Ibid., pp.56-63.
이성환, 「사르트르 속의 헤겔: 사르트르의 대타존재론」, 『철학논총』78, 2014, 469면.
Gordon Sammut, Paul Daanen and Fathali M. Moghaddam, Op. cit., p.3.
박경리, 「「눈먼 실솔」을 끝내고」, 『가톨릭시보』, 196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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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의식을 포함한 의식에 대한 후설의 모델은 언어에 대해 독립적인 성격을

취한다.49) 특히 후설은 모든 의미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구성한 특정한 의식으로

환원될 수 있고, 그런 만큼 각자는 자신이 구성한 의미에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
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의미란 사적(私的)인 것으로, 다른 이에게 언어를 통해
전해질 수 없는 것이 된다.50) 이는 후설의 논의에 독특한 ‘의미’ 개념의 관념성과

관련된다. 후설의 의미 개념은 의미가 의식 작용의 상관자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3>2’와 ‘2<3’은 같은 사태에 대한 인식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에 해당

한다. 그것은 ‘지향되고 있는 대로의’ 대상(object ‘as it is’ intended), 또는 그 주
체에게 나타난 대로의 대상으로서, ‘지향되고 있는’ 대상(object ‘which is’ in-

tended)이 복수의 주체에게 동일한 것과는 구분된다. 동일한 사물이 나타날 수 있
는 여러 많은 가능적 관점들 중의 한 관점에서 실제로 지각된 바로 그것이 의미

이며, 서로 다른 많은 의미가 동일한 사물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이다.51) 박경리
가 언어로 전달될 수 없고 각자에게 “유폐”되는 ‘진실’이라고 표현한 의미는 이러
한 후설의 모델이 설명하는 의미 개념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후설의 이론에 따르면 서로 구별되는 각각의 의식 작용의 주체는 자신이 아닌

다른 주체에게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나타남을 획득할 수 없다.52) 그러나 의사소

통을 통해 그 의미들은 동일한 것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으로부터의 경험으로 성

립될 수 있고,53) 이에 따라 주체들은 상호주관적으로, ‘객관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54) 이러한 상호주관적 관계는 부버와 같은 급진적 입장에서는 설명

할 수 없는 것이다. 후설의 논의에서 주체는 다른 이를 경험하지만 다른 이는 단

지 ‘그것’ 또는 대상이 아니라 또 다른 주체로서 경험된다. 다른 이는 경험하는
주체로서 경험되며, 그런 점에서 후설의 주체들은 ‘주체-객체’ 또는 ‘그것너’(It-Thou)라고 할 수 있다.55)

‘공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후설의 상호주관성 모델은 ‘연민’을 중심으로

49) Roger Frie, Op. cit., p.121.
50) Ibid., p.8.
51) 한전숙, 「후설현상학에 있어서의 의미론」, 한국현상학회 편, 『현상학의 전개』, 양서원,
1988, 15-43면. 후설의 ‘의미’ 개념에 대한 이 문단의 정리는 이 논문을 참고한 것이다.
52) Edmund Husserl,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3』, 이종훈 역, 한길사, 2009,
397면.
53) 같은 책, 190면.
54) Edmund Husserl, 『데카르트적 성찰』, 이종훈 역, 한길사, 2002, 231면.
55) Nick Crossley, Op. cit.,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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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박경리의 ‘생명 사상’의 구도와 부합한다. 후설은 각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되

고 입증되는 것은 그 자신에 속하는 것뿐이며, 다른 이에 대해서는 오직 간접적으
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56) 주체가 다른 주체의 본질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은, 다른 주체의 고유한 본질이 자신의 본질에 대해 단순한 계기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이며,57) 그 간접적 이해의 과정은 자신과의

‘유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장 기초적으로 간접적 이해가 이루어지는 예는 다른
이의 신체가 단순한 물체와 달리, 자신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깃든 것임을

유비적으로 이해함으로써58) 다른 주체와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설은 이러한

유비를 ‘감정이입’이라고 지칭하는데,59) 이에 따라 다른 주체가 이해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호주관성 또는 공동주관성의 지평은 공감의 지
평과 같다고 할 수 있다.60)

상호주관적 세계는 복수의 주체가 서로 ‘공감’을 통해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함

으로써 구성된다. 그러한 공동 세계에서 주체들은 지향적 뒤섞임을 통해 일치해
있는데,61) 후설에 따르면 다른 이를 향한 주체의 지향적 뻗침의 최고 형태가 인격

적 사랑이고, 최고 형태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상호주관성에 대한 후설

의 모델에서 ‘사랑’이란, 다른 주체가 참다운 자기를 실현하는 일을 돕는 것이

며62) 투쟁적이지 않은 동등한 주체적 관계이다. 자아론적인 상호주관성 모델에서
이러한 동등한 주체적 관계의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은, 다른 주체에 대한 사랑이
주체 자신에 대한 사랑과 본질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이다. 즉 주
체에게 ‘자기애’란, 자신에게 잠재된 인격성을 최대한 발전시킴으로써 참된 자신,

즉 자신의 인간성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이다.63) 그리고 주체가 다른 주체를 사
랑할 때 그는 사랑 속에서 특별히 고양된 방식으로, 사랑 받는 사람 안에 자기 자

신으로 살게 된다.64) 서로가 서로의 ‘안에’ 살게 되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에서,
56) Edmund Husserl, 앞의 책, 181면.
57) 같은 책, 175면.
58) Edmund Husserl,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2』, 이종훈 역, 한길사, 2009,
463면.
59) 같은 책, 352면.
60) Edmund Husserl,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이종훈 역, 한길사, 2016, 436면.
61) 같은 책, 435면.
62) 조관성, 『현상학과 윤리학』, 교육과학사, 2003, 230-232면.
63) Edmund Husserl, 앞의 책, 79면.
64) 이종관, 「근대적 삶과 현상학의 미래」, 한국현상학회 편, 『현상학과 실천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3, 193-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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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어떤 주체를 사랑함이란 그 주체의 과거와 현재를 미래적 삶에로 포괄
하면서 그 주체의 총체적 삶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는 일이라 할 수 있다.65)

상호주관성에 대한 이러한 후설의 주관주의적이자 자아론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는 박경리 문학이 일관되게 상호주관적 지향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이

고자 한다.66) 박경리의 문학적 사유가 후기에 제출한 ‘생명 사상’이 상호주관성에
대한 그의 모색이 도달한 결론이라면, 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소통의 문제와 주체들 사이의 사랑이라는 최고 형태의 상호주관적 관계에
대한 탐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점에서 1960년대의 사랑 서사들이 초

기와 후기의 박경리의 문학적 주제와 긴밀히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에 본고는 먼저 2장에서는 박경리 문학에서 사랑이 실패하는 원인이 인물의 비주
체성에 있는 것으로 제시됨을 보일 것이다. 이어서 에세이와 소설의 참조 관계를

추적하면서, 박경리가 목적론적 존재로서 인간성을 인식했다는 점과 그러한 인간

성을 지닌 인격으로 성립함에 있어 죽음이라는 시간적 유한성에 대한 의식이 중
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을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복수의 인격
적 주체들의 소통이라는 주제가 제기하는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박경리 문학

이 취한 입장은 상동적인 인격들 간에 유추로서의 공감을 통해 온전한 소통이 가

능할 것이라는 데 있었다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관계 맺음의 극단적인 형
태로서 ‘사랑’이 의미화된다는 점에서, 박경리가 죄책감을 가진 자와의 공동 세계

형성이라는 문제를 통해 사랑이라는 관계가 열어 놓는 상호 주관적 세계의 가능

성을 서사적으로 모색했음을 보이고자 한다. 4장에서는 박경리 문학에서 유한성이
모든 인간과 사물에 공통된 운명으로서, 가장 넓은 범위에서 공동 세계를 형성할

65) 박인철, 『기술시대와 현상학: 실천철학으로서의 현상학의 가능성』, 경희대학교출판국,
2005, 149면.
66) 한전숙(「한국에서의 현상학 연구」, 한국현상학회 편, 『현상학과 한국사상』, 철학과현실
사, 1996, 309-355면)에 따르면 1924년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을 창립하여 그 학부 철학과에
서 서양철학을 강의하면서 한국에 서양철학이 순조롭게 도입되었는데, 당시 일본은 오랫동
안 정치적, 문화적으로 독일과 동맹 관계에 있었다. 특히 프라이부르크의 후설에게서 직접
수학한 이들도 적지 않았던 1920년대의 일본에서 후설 현상학이 대유행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926년생인 박경리가 식민지 시기나 그 이후 한국에서 후설에 관한 일본어
서적을 접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방 후에도 한국 철학계의 주된 관심사였던
독일 관념론과 실존철학과 더불어 후설의 현상학이 논의되었으므로, 박경리가 후설에 관한
한국어 서적을 접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본고의 관심은 박경리 문학의 여하한 영
향관계를 밝히는 데 있지 않다. 본고는 박경리의 상호주관성에 대한 사유와 유사한 노선을
취하고 있는 후설의 논의를 참조함으로써 박경리 문학을 더욱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독해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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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하는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그러므로 유한성을 의식하

지 못하여 내면적 고통에 무감각한 인간과는 공동 세계의 공동 주체로서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박경리 문학에서 무생물이 세계 내로 포섭되는 국면을 분석할 것
이다. 이를 통해 공감의 지평이라는 관점에서 박경리가 신념-세계관을 견지한 주
관적 인물을 전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추구했으며, 나아가 그러한 인물에게서 대
변되는 인간성이라는 과제를 서사적으로 설득하고자 했음을 보이고자 한다.

- 17 -

2. 죽음에 대한 의식과 신념-세계관의 추구
2.1. 사랑의 실패를 통해 부각되는 인격적 주체성
박경리 연구에서 ‘사랑’의 중요성은 주지되어 왔고, 이를 분석한 성과 역시 축

적되어 왔다. 박경리 문학의 사랑을 ‘낭만적 연애관’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
는 그 중 한 흐름이다. 이덕화는 그러한 관점에서, 작가가 ‘세상은 의미가 없는

완강한 어떤 거대한 힘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만이 의
미가 있다’67)라는 인식 하에 소설에서 사랑을 다루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박
경리의 ‘사랑 서사’에서 ‘불륜’으로 분류될 수 있는 관계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규범과의 갈등에 초점을 두어 접근한 선행 연구의 흐름도 존재한다. 1960

년대 장편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박경리의 ‘사랑 서사’에 대해, 성 윤리라는 규범

과 욕망의 충돌이라는 틀68)에서 접근한 장미영의 연구가 이에 속한다.69) 한편 김
은경은 박경리 문학 전반에 걸쳐 주요하게 나타나는 ‘사랑’의 문제가 주제를 드러

내기 위한 하나의 “수사학”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를 통해 작가는 가족 제도를 성

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70) 박경리 문학에서의 ‘사랑’에 박경리 문학의 외부적 개

념에 의거해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들 선행 연구는 공통되며, 이를 통해 박경리 문
학 외부의 다양한 의미 맥락과 박경리 문학이 ‘사랑’이라는 테마를 통해 연결됨으

로써 조명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본고는 박경리 문학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의미되는 바가 그 문학에 고유한 것이며, 그 독특한 의미에 접근하는 일이 박경리
문학 전체의 이해에 있어서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 이러한 선행연구와는 다른 입
장을 취한다.

박경리 문학의 일관된 주제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박경리가 ‘사랑’이라는 관계

가 무엇이라고 상정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일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시장과 전장』(현암사, 1964)에서 사랑이 ‘인간에
67) 이덕화, 『박경리와 최명희, 두 여성적 글쓰기』, 태학사, 2000, 119면.
68) 장미영, 앞의 글, 49면.
69) 최경희 또한 박경리의 「암흑의 사자」에 대한 비슷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최경희,
「1960년대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연애 교양’ 연구: 「성녀와 마녀」, 「암흑의 사자」,
「재혼의 조건」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10, 2012, 257-292면.
70) 김은경, 「사랑 서사와 박경리 문학」, 『인문논총』67, 2012, 303-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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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로 제시된다는 점을 밝힌 김복순의 연구71),

그리고 대표작들을 대상으로 사랑이 자아가 세계와 맺는 ‘의사소통의 상징적 코

드’라고 분석하며, 특히 그것이 “다른 사람의 주관적으로 체계화된 세계관”72)에
관계되는 것임을 드러낸 방은주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 있다.

박경리의 초기 단편에 대해서는 주로 주인공이 보이는 성격의 특이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등단작 「계산」(『현대문학』, 1955.8)에서부
터 전면에 내세운 주제들이 「벽지」(『현대문학』, 1958.3), 『암흑의 사자』

(『가정생활』, 1961.4~1962.6), 『가을에 온 여인』(『한국일보』, 1962.8.18~196

3.5.31), 『재혼의 조건』(『여상』, 1962.11~1963.8), 「회오의 바다」(『불신시
대』, 동민문화사, 1963),73) 『파시』(『동아일보』, 1964.7.13~1965.5.31)에서 심
화된 의미를 얻으며 일관되게 추구되고 있으며, 나아가 『시장과 전장』의 지영

의 서사는 「계산」의 구도까지 뚜렷하게 재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인격적 주체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초기 단편에서부터 1960년대 전반기
까지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사랑과 관련하여 서사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박경리의 등단작 「계산」은 주인공의 ‘결벽한’ 자아로서의 성격에 주목되어 왔

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주인공 회인의 사랑이 종결되는 국면을 다룬 것이기도 하

다. 이 소설은 회인이 친구 정아를 배웅하러 서울역을 향해 집을 나선 오전 5시
40분에서 시작하여, 8시에 출발하는 열차를 타기 위해 역에 도착한 정아가 회인을
먼저 발견해 손을 흔드는 장면에서 끝난다. 그 사이 약 2시간 동안 회인은 큰돈을

소매치기 당하고, 호의로 베푼 일로 인해 사기꾼으로 오해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건과는 별개로 회인이 정아를 배웅한다는 행위에 예정된 의미는
약혼자 경구에게 회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하고, 그럼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를 결
정적으로 끝낸다는 것이다.

정아가 오늘 아침 떠나므로서 경구와의 모든 일은 완전히 청산되고 말 것이다.
71) 김복순, 앞의 글.
72) 방은주, 「박경리 장편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7면.
73) 단편집 『불신시대』(동민문화사, 1963)의 작가 후기에서 박경리는 수록된 모든 단편이 이
전에 다른 지면에 발표된 적이 있고, 단편집으로 엮으면서 약간의 교정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본고는 「회오의 바다」가 먼저 발표된 곳을 찾지 못하여 단편집에 실린 텍스트
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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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인에게 있어서는 새삼 서러울 것도 괴로울 것도 없는 벌서 일 년 전의 일이지
만 경구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다. (중략)

회인이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번거러운 이야기들을 뿌리치기나 하드시 고향을
떠나 온 뒤 벌써 일 년이 지났다. 경구는 편지로 혹은 회인의 어머니를 움지겨서
회인의 마음을 돌리려구 했으나 회인은 굳이 침묵을 깨뜨리려구 하지 않았다. 결

벽한 그가 경구의 말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또 그에 대한 애정 문제도 쉽사리 처
리되지 않는 것이 그로 하여금 완강한 침묵을 초래케 한 것이다. 그러면 어제밤
정아에게 확실한 거절의 뜻을 표명한 것은 그에 대한 정리가 끝난 때문인가? 회

인은 경구에 대한 정신 정리가 되었다고도 안 되었다고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감

정적으로 그와의 화해(和解)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만 무엇보다 확실이라 생
각했던 것이다.74)

회인은 약혼자 경구를 떠나 서울로 온 후 1년이 지나 전날 밤에 비로소 경구와의

관계를 끝내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그와 화해할 수 없음을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

게 되었다.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이는 그간 정리할 수 없었던 회인 자신의 애정도
어느 정도 끝맺어졌음을 뜻하며, 곧 떠날 8시 열차에 정아가 오르기까지 회인이
정아에게 생각이 바뀌었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발차 순간이 경구와 회인의 관
계가 끝나는 순간이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정아를 배웅하고 약혼자와 헤어진다는, 회인에 의해 예정된 행위와 그에 따라

의도된 그의 삶의 방향 결정은, 그러나 그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자식 바가지 썼군! 하핫! 표 야미꾼이야 야미꾼 하핫!” 회인이는 분명히 들

었다. (중략) 기차표를 꼭 쥐어본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정아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것이다. 발차 전의 군중들 고함소리, 이곳저곳에서 떠다미
는 사람의 물결 그 속을 헤치며 쓰러질 듯이 회인이는 발을 끌기 시작한다. (중

략) 트렁크를 든 정아가 역전 광장에 내려선다. 그는 걸어오는 회인이를 재빨리
보고는 먼저 웃음을 던진다. 손을 친다. 그래도 회인이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발을 끌듯이 걷는다. 어디로 갈 목적도, 걷고 있다는 의식도 없이
걷는다.75)

정아를 배웅하기 위해 출발한 회인의 서사는 정아에게 주기 위해 마련한 기차표
74) 박경리, 「계산」, 『현대문학』, 1955.8, 113면.
75) 같은 글, 120-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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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손에 쥐고서도 앞의 정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목적 없이’ 걷는 회인의 모습에

서 끝난다. 갚을 길이 없으면서도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빚을 내서 마련한 큰돈이

소매치기 당하고, 거스름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표 야미꾼”이 횡행하는 등의 ‘전
후’ 현실이 개입하는 것은 회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결정이 유효화되려는 도중이
다. 그리고 결말에서 그는 병든 어머니와 큰 빚을 안은 채 삶의 방향을 잃은 상태
에 처하게 된다.

1950년대 전후문학 일반의 성격과 같이 「계산」 또한 도덕성과 가치가 훼손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76) 박경리는 소설에서 인물이 자신의 삶에서 기획한 바를
실현한다는 중심적인 사건을 다루는 속에 그런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박경리 문학에서 전후의 현실은 그 인물이 자신의 삶에서 갖는 주체성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는 영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소설의 스토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될 만큼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고수하는 인물이 긴 고심
끝에 내린 삶의 중요한 방향 결정이, 도중에 개입한 제3의 영향력으로 인해 무효
화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가 초점을 두는 바는 ‘결벽’
스러울 정도로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회인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인물의 그러한
성격으로 인해 더욱 부각되는 삶의 주체성 상실에 있다.

비주체적인 상태에 놓인 인물과 사랑의 실패가 병치되는 일은 박경리 소설에서

빈번하다. 『시장과 전장』의 지영의 서사에서도, 이 소설에서 6.25 전쟁이 지영
이 ‘자유’를 얻는 계기일 뿐이라는 방민호의 분석이77) 예시하듯, 전쟁은 인물의
삶에 작용하는 영향으로서 의미화되어 비주체성의 문제를 서사화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특히 지영의 서사는 사랑의 실패와 관련해 서사 내에서 미처 전해지지

못한 전갈이라는 점에서 「계산」의 구도를 뚜렷하게 재연하고 있다. 지영이 처

음으로 남편 기석에게 그들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하고자 행동

을 취한 것은 6.25 전쟁 발발 몇 시간 전인 전날 밤이다. 「계산」의 회인의 경
우 서울로 홀로 떠나와 있다가 친구 정아에게 자신의 뜻을 명확히 밝히는 일을
‘전날 밤’에 완료하고, 다음 날 새벽에 정아를 배웅하려다 문제가 생겼다면, 『시

장과 전장』에서 지영은 황해도 연안으로 홀로 떠나와 ‘전날 밤’에 기석을 수신자
로 한 편지를 완성하지만, 몇 시간 뒤인 새벽에 전쟁 발발로 짐을 모두 남겨 두고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76) 권영민, 앞의 책, 104면.
77)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과 세대』, 향연, 2003, 11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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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주신 편지 잘 받아보았읍니다. 집안이 모두 편안하다니 안심이 되는
군요. 이곳도 참 조용해서 좋습니다. 지금까지 회답 드리지 못하고 밀어 온 것은

저의 마음을 정리해 볼 기간이 필요했고 이야기를 다 해버릴 결단을 못 내린, 그
러나 오랫동안 저는 이 어리석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을 생각해 왔었읍니다.78)

지영의 편지는 이 인용문에서 명시되듯 남편에게 주는 첫 회신이고, 오랜 기간

마음을 정리해 비로소 “이야기를 다 해버릴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점에서 회인
이 정아에게 자신의 마음을 밝힌 것에 상응한다. 이 편지에서 지영은 결혼 이후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79)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했지만 현재와 같은
‘틈’이 생기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과 그간의 생각들을 상세히 설명

하고 있다. 마침내 정리하여 편지로 썼던 지영의 마음은 끝내 전해지지 못했고,
이후 그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남는다는 일념으로 피난지인 부산에 도달한다는 결

말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와 남편을 잃는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하기 직전 마지막

보퉁이까지 잃어버린 지영이 반복하는 말은, ‘모든 것을 잃었다’80)는 것이다. 단지
살아남았을 뿐이고 살아남는다는 것 외에 삶의 방향이나 목표도 잃어버린 채로
지영의 서사는 결말을 맞는다. 「계산」을 환기하는 이러한 소설의 구도와 더불
어, “편지가 제대로 올까?”81)라는 기석의 염려가 이 소설의 세 번째 문장이자 등

장인물의 첫 발화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영의 편지가 기석에게 한 번도 전달되

지 못했다는 사실이 『시장과 전장』에서도 지영의 서사에서 주체성의 상실과 관
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계산」과 『시장과 전장』의 지영의 서사에서는 인물의 주체성 상실이 전쟁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주제화되었지만, 「벽지」, 「회오의 바다」 등 다른 초기
단편들과 『파시』에서 명화와 응주의 서사에서는 인물의 비주체성의 양상이 구

체적으로 다뤄지면서 전쟁은 배경으로 처리된다. 이 중 「회오의 바다」와 『파
시』는 피난지 남해 일대를, 그리고 「벽지」는 6.25 전쟁 후의 서울을 배경으로
하여, 비주체성의 문제를 사랑의 실패와의 관계에서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먼저 『파시』는 『시장과 전장』과 같이 두 축의 서사가 병립하는 구조로 이

78)
79)
80)
81)

박경리, 『시장과 전장』, 현암사, 1964, 112면.
같은 책, 115면.
같은 책, 400면.
같은 책,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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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있는데, 그 중 명화와 응주를 중심으로 한 서사에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비주체성이라는 문제가 면밀하게 다뤄진다. 명화는 응주와의 결혼에 관해 여러 갈

등과 고민 끝에 결말에서 몰래 혼자 일본으로 밀항하게 되는 인물인데, 그들의 결
혼은 표면적으로는 명화의 어머니가 정신병으로 자살했다는 이유로 응주 아버지
의 반대에 부딪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허락과 관계없이 결혼하거나

적어도 함께 살자는 응주의 제안에 명화가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가
장 심층적으로는 응주와 명화 모두가 결혼을 포함한 자신의 삶과 세계에 대해 주

체로서 존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내내 그들의 관계가 헤어짐과 만남 사이에서
애매하게 고착되어 있었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응주는 아버지를 통해 징집을 피할 수 있고 또한 그럴 것을 아버지가 강권하지

만, 그는 비겁한 자가 되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죽거나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그는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이념을 지니지도 않았고, 스스로가 ‘애국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사실
속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다. 이는 응주가 자신을 어떤 일관된 인격으로 이
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드러낸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다양한

동기부여들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견지함으로써, 그에 따른 하나의 인격성을 지
닐 수 있기 때문이다.82)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동기부여되는 존재인지를 통일적으

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삶이 미래에 어떠하게 궁극적으로 조화될 것
인지를 선취해야하며, 다시 그것은 궁극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 가능해진다.83) 그

러나 응주는 자신의 삶이 어떤 일관된 의미를 가질 것인지와 관련해 어떤 방향도
선택하지 못하고, 당면한 결단을 내리는 데에 어떤 동기부여에 따를 것인지 갈피

를 잡지도 못하고 있어, 아직 궁극적인 자기 성찰을 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말에서 명화가 한국을 떠나자, 응주는 입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
게 된다.

비주체성이라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명화의 경우는 자신이 미칠지, 언제 미칠지

예측할 수 없고 심지어 현재 자신이 미친 상태가 아니라는 확신도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응주와 차이가 있다.

“우리 결혼해도 아이만 안 낳으면 되잖어?” (중략) “응주 씨 아버님이 허락하신
82) Edmund Husserl,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2』, 354면.
83) Edmund Husserl,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615-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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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도 그건 안 될 거예요.” “……” “전 엄마의 환상을 떨어버릴 수 없어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지금 저 자신을 느끼고 있는 그 느낌조차
믿을 수 없는걸요. 이렇게 응주 씨 옆에 앉아서 바다를 보고 있지만 실상은 생각

일 뿐, 어느 정거장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응

주 씨는 저의 환상이며 실상은 길가에 서 있는 나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 언젠
가는 저도 모르게 엄마처럼. 무서워 견딜 수 없어요.”84)

그러나 명화의 고민 또한 응주와 마찬가지로 인격성 차원의 문제에 해당하는데,

명화는 자신이 의식하는 세계가 현존한다는 명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이 경험

하는 바에 어떤 정합성도 보증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명화에게 자기
인식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경험이 “환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다는 것은,

자신에게 그럴듯하게, 또는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바를 그가 매순간 끊임없이 무

효화시키고85)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격이나 삶의 시간을 통일된 의미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응주와 같지만, 궁극적인 자기 성찰 이전에 자신

의 존재 인식의 유효함마저 의문시한다는 점에서 응주보다 근본적인 단계에서 문
제가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명화와 응주의 고민은 소설의 결말에 이르기까지 내

내 반복해서 표면화되며, 하나의 인격성을 지닌다는 것, 다시 말해 동일한 동기들
에 근거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나86)라는 동일한 자아로 존재하기라는 과제에 직

접적으로 관련하여 서술된다. 그들에게서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은 그

들 ‘사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포함해 다른 이와 관계를 맺기 이전
단계에서 그들 각자의 과제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자기 동일성을 가진 한 인격적 개체로 성립하지 못한 자는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다는 인식은 「회오의 바다」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회오의 바
다」는 전투의 후방을 배경으로 여성 인물 병숙의 사랑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는 점에서 『파시』와 공통되지만, 명화에서와 같이 광기의 혈통이라는 분명한
갈등 원인이 서사적으로 지목되지는 않는다. 병숙은 오만하고 자신만만해 보이는
외면과 달리, 내면적으로는 그의 친한 친구와 그 자신이 공히 ‘우울증’이라 부르
는 상태에 있는 인물이다. 그는 약혼자였던 소령 강영호와 파혼하고 대신 교사인

김우성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러한 약혼과 파혼, 결혼에도 불구하고 병숙은 기실
84) 박경리, 「파시」 24회, 『동아일보』, 1964.8.8.
85) Edmund Husserl, 『현상학적 심리학』, 이종훈 역, 한길사, 2013, 192면.
86) 같은 책,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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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중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결말에서 서술된다.
‘내 인생을 전부 줄 수 있었다면 나는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난 저 등대수(燈臺守)

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남성에게 내 인생을 몇 분지의 일 밖에 주지 못하

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등대를 지킬 나와 그리고 또 나 아닌 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었드란 말인가…’ (중략) 병숙은 상혜나 경애나 그리고 자기 자신
이 이상한 착오 속에서 돌고 있는 것을 느꼈다. (중략) ‘내 인생의 전부를 줄 수

있었다면 나는 오히려 한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떠난 저 등대수(燈臺守)를 원했

을 것이다’ 그렇게 뇌이고 있는 병숙의 마음에는 공허가 있을 뿐, 바다에 뜬 달
이 영호의 얼굴로 보여지는 것이다. 우성이 휘파람을 불고 서 있었다.87)

결혼이나 연애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친구 상혜와의 관계에도 밀착되지 못하는 병
숙에 대해서는, 그가 무슨 일이나 사건을 앞에 두고 있다 해도 “이상한 공간이 마

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88)는 상태라는 점이 서술적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그에 상
응하여 이 인용문에서는 병숙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의 “몇 분지의
일”들만이 그에 관련될 뿐이라는 점과, 그로 인해 관계들이 “이상한 착오 속에서
돌”게 된다는 점이 나타난다. 그것이 병숙 자신의 인식이라는 형태로 서술되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의 통일된 인격성을 지니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병숙은 그 상태에서 탈피할 것과, 또한 다른 인격적 자아와 서로
“인생의 전부”가 만나는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

“등대를 지킬 나와 그리고 나 아닌 또 한 사람”을 원한다는 표현과 “저 등대수

를 원”함이라는 서로 다른 두 표현의 등치에서 지시되듯, “등대수”를 언급함으로

써 병숙이 강조하는 것은 등대지기라는 일이 아니라 큰 세계를 버리고 얻은 작은
세계이다. 자신에 대한 일관된 이해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하나의 세계에 대한

정합적 파악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89) 병숙은 영역의 크기와는 무관히, 다만 자
기 동일성을 견지하고 “인생의 전부”에서 관련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하
고 있음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회오의 바다」는 이처럼 『파시』에서보다 인격적 자아로 성립해야 한다는

인간적 과제 자체를 더욱 표면적으로 추구한 소설인데, 「벽지」에서는 사랑의
87) 박경리, 「회오의 바다」, 『불신시대』, 동민문화사, 1963, 101-103면.
88) 같은 글, 23면.
89) Edmund Husserl,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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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와 비주체성의 관계가 가장 명시적인 구도로 제시되고 있다. 「벽지」와 관

련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박경리의 초기 단편 일반의 성격과 같은 맥락에서, 여
성 주인공 혜인이 자기 신념에 대해 고수하는 ‘결백성’90)이 지목되었다. 특히 장
미영의 연구는 「벽지」에서 사랑이 “독립된 자아의 확인”을 의미한다는 점을 밝
힘으로써 본고의 시각과 근접하다. 다만 그는 이 소설에서 작가가 여성 주인공이

현실 사회에서 비롯된 갈등을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것처
럼 그린다고 보고 비판하고 있어,91) 본고에서 작가가 사랑과 인격적 주체성을 주

제화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서사화하기 위해 전쟁을 기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벽지」의 스토리는 숙인이 6.25 전쟁 때 월북한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숙인의 이복동생 혜인이 숙인의 애인이었던 김병구와 만나면서 시작된다. 혜인은

처음부터 병구를 사랑했었지만 과거에는 병구가 언니의 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리

고 현재 시점에서는 병구의 비주체성으로 인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외국으로
떠나게 된다. 현재 병구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은 그가 토로하는, “나를 모른다는
고민”92)이다. 자신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는 「회오의 바

다」와 『파시』에서 다룬 인물들과 공통되며, 그 상태가 “고민”으로 의식된다는
점에서는 특히 병숙에 가깝다. 반면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전 너무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93)라고 밝히는 혜인은 확실한 자기 이해를 지닌

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인물로, 두 인물의 이러한 발화를 통해 이 단편의 서술에서
작가는 인격성 차원에서 그들의 차이를 분명한 대칭으로 지시하고 있다.

소설 후반부에 전문이 인용되는 편지에서 병구는 혜인에게 혜인을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없는 이유가, 자신이 세계관이 없는 상태이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
는 데 있음을 밝힌다.

나는 한 달 동안 내 정신 주변을 정리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나
는 나를 모르겠다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

니다. 그러나 이미 주체성(主體性)을 상실한 곳에, 자신을 의거(依據) 할 길 없

는 자아(自我)속에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신념을 얻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읍
90)
91)
92)
93)

방민호, 앞의 책, 109면.
장미영, 앞의 글.
박경리, 「벽지」, 『현대문학』, 1958.3, 127면.
같은 글,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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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전쟁으로 하여 내가 몸을 담겄던 세계는 흐므러졌읍니다. 나에게는 그것에
대체(代替)될 세계가 아직 없읍니다. 숙인의 월북은 그 크다란 상실 속의 적은

파동이었읍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발
밑에는 디뎌 볼 발판이 없읍니다.94)

병구는 과거 숙인의 애인이었지만, 현재는 숙인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는 것도 아
니고 숙인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혜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 인용문

에서는 과거 숙인이 병구를 두고 월북한 것이 병구에게 단지 사랑의 상실만을 의
미했던 것이 아니라 세계관의 붕괴라는 그의 보다 “크다란 상실 속”에 속한 “파

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상실된 세계에 “대체될 세계”를 아직 견지하지 못한

그는 어떤 세계도 그의 “발판”으로 현존한다고 의식하지 않는다. 그처럼 하나의
세계를 지니지 않는 것에 나란히, 병구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이에

스스로를 “자신을 의거할 길 없는 자아”로, 다시 말해 “주체성을 상실”한 것으로
의식하고 있다. 어떤 자가 인격성을 지닌다는 것의 의미는 그가 자신에게 정합적
인 하나의 세계를 조직하는 자라는 것이다. 이에 상응해, 한 인격에게 현존하며

의식되는 세계는 그와 같이 자신이 조직한 세계이다.95) 그리고 이 인용문에서 자

인되듯 현재 병구는 그리고 그가 다른 이를 사랑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은 “세계가 아직 없”어 “자신을 의거할 길 없는 자아”라는,

“주체성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임이 제시된다. 그런 점에서 그가 혜인을 사랑한

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병구가 처한 상태
가 사랑과 관련해 예리하게 표현된 것이다.96)

사랑이 복수의 인격적 자아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라면, 인격적 자아로 성립

되어 있지 않은 자, 또는 달리 표현해 주체가 아닌 자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

다. 「벽지」, 「회오의 바다」, 『파시』는 모두 전쟁을 배경으로 비주체성과 사

랑의 실패 사이의 인과관계를 통해 이를 서사화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분석한 등
단작 「계산」에서 회인이 약혼자와의 사랑이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며 약혼
자 경구의 “박약한 주관성”97)을 지목한 짧은 대목의 내포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

94) 같은 글, 같은 면.
95) Edmund Husserl,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2』, 250면.
96) 본고의 해석과는 달리 장미영은 「벽지」에서 병구가 혜인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장미
영, 앞의 글, 28면)했는데도 불구하고 혜인이 숙인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지 못
한 것으로 보고 있다.
97) 박경리, 「계산」,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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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 작품들은 함께 박경리의 초 · 중기 소설
들의 초점이 되고 있는 공통된 주제의 윤곽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벽지」의 서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주체성의 상실의 이면에 세계관이 상실

이 있다는 것과, 인격적 자아로 성립한 이가 전쟁과 같은 어떤 계기로 인해 세계
관과 그에 상응하여 일관된 자기 이해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구는 6.25

전쟁 이전에 하나의 세계관과 사랑의 관계를 모두 지니며 인격적 주체로서 스스

로 “의거”했던 자이지만, 더 이상 자신과 세계를 일관된 의미로 이해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한번 견지했던 인격성을 잃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인
식이 「벽지」의 서사 진행 경로를 이끌고 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병구의 내면 상태와 더불어, 외국으로 떠나는 혜인의 내

면도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인용됨으로써 밝혀진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으로 부터 나는 노여지는 것이다. 이곳의 하늘과 햇

빛까지도 나는 버리고 간다. 그리고 내 몸에 밴 체취, 그것도 여기에 버리고 갈

것을 원한다. 나에게 있어서 ‘파리’는 새로운 벽지(僻地)일 것이다. 그러나 그 새
로움에서 나는 내 마음의 벽지를 개간(開墾)할런지도 모르겠다.98)

혜인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고 병구에 대한 자신의 사랑도 잘 알고 있었지
만, 병구와의 사랑이 실패하면서 “영원이 가 있겠노라고”99) 생각하며 파리로 떠난

다. 이 파리 행을 혜인은 편지에서는 ‘벽지’로 떠나는 것으로 지칭하고, 다른 대화
를 통해서는 “내 속에 있었던 무엇에 설명을 주기 위하여”100)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벽지(僻地)’의 사전적 의미가 ‘외따로 뚝 떨어져 있는 궁벽한

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서울에서 파리로 떠나는 혜인이 파리를 “벽지”라고
일컫는 것은 그에게 ‘파리’가 프랑스 파리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격에 의해서 택한

장소가 아니라, 다만 “내 마음의 벽지를 개간”하기 위한 공간임을 표현하는 것이
다. 서울에서 혜인은 확실한 자기 이해와 그 배면의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병구와의 사랑에 실패한 것을 계기로 그는 이전과 다른 삶을 추구하고 새로운 사
람이 되고자 떠나게 된다. 이때 그는 이전에 자신이 통일적으로 이해했던 동기부

여와 삶의 의미와는 다른 동기부여와 삶의 의미를 형성하고 이해하기 위해, 이전
98) 박경리, 「벽지」, 130면.
99) 같은 글, 131면.
100) 같은 글,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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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 성찰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또 다른 면을 계발하고 인식하
고자 하는 것이다. 자기 속에 있던 무엇에 ‘설명을 주는 것’, 또는 자기 마음속의

‘벽지를 개간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가 견지할 새로운 세계의 기반이 되는 땅으로서 ‘파리’는 “하늘과 햇빛까

지도” 서울의 것과는 다른 세계, 그곳에 감으로써 혜인은 자신의 “체취”를 버리게
될 어떤 세계의 지칭이다.
『암흑의 사자』와

『재혼의 조건』에서도 「벽지」와 마찬가지로 비주체성

에 대해 세계관 부재의 측면에서 주제적으로 접근된다. 그러나 「벽지」와 달리
이들 소설에서는 자신과 세계를 일관된 의미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가 ‘허무’로서

형상화되며, 중 · 장편이라는 더욱 긴 분량을 통해 그러한 자가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는 양상이 풍부하게 설명된다. 이 두 소설은 발표 시기가 가까이 있을 뿐 아

니라, 세계관이 부재하여 ‘허무’한 인물에 대해 각각 외면 묘사와 내면 묘사를 중

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박경리 문학에서 인물이 허무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함께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먼저 『암흑의 사자』는 병섭이 재숙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가, 재숙이 임신한 상태에서 홀로 미국으로 떠나 3년 뒤에 돌아와서 일어나

는 일을 다루고 있다. 귀국한 병섭은 재숙의 대학교 후배인 김해경과 교제하던 중
임신 중절 후 나이 많은 남자의 후실로 살고 있는 재숙과 재회하게 되며, 결말에

서 병섭과 재숙은 동반 자살을 한다. 이러한 스토리상 병섭은 『암흑의 사자』의
중심인물이자, ‘허무함’에서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 부조되어 있다.

“병섭이는 죽도록 까지 행복해질 수 없는 족속이야. 묘한 인간이지. 늘 발광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 무엇을 찾는지. 찾아질 수 없는 것을 찾아 헤맨단 말이
야. 일종의 니힐리스트야. 그러면서도 그의 손에는 항상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애.

허물 수 없는 벽을 밤낮 내리치고 다니거든. 그의 여성관만 하더라도 그건 일종

의 발광일거야. 그리하여 더 허무한 구릉을 파헤치는 거지. 왜 그런지 나도 모르
겠어. (후략)”101)

병섭은 자신의 삶과 세계에서 의미를 아직 찾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것을 찾기 위

해 누구보다 격렬하게 천착한다는 점에서 실상 “니힐리스트”이거나 허무주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서로 다른 여러 근원과 논지에도 불구하고 모든 허무주의의
101) 박경리, 「암흑의 사자」 1회, 『가정생활』, 196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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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는 인간의 삶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102) 그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자하지만, 그 끝에서는 언제나 자신이 “더 허무한 구릉을 파헤”
쳤다는 것만 깨닫게 될 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한다.

“친구? 약혼자? 흐흐흐……” 병섭은 나직히 마치 어느 동굴 속에서라도 울려오는

듯한 소리를 내어 웃었다. “모든 남성과 여성은 친구일 수 있고 모든 여성과 남
성은 약혼자일 수 있지요. 그러나 모든 남성은 아무 관계도 없는 인간들일 수 있

고 모든 여성과 남성의 경우도 아무 인연이 없는 남남일 수 있지 않습니까? 생
각하기 탓이죠.” “이 선생님의 생각은 뒤의 말에 속하는군요.” 병섭은 고개를 끄
덕였다. 그리고 웃는 듯 마는 듯 했다. “마음대로군요.” “마음대로죠. 내가 원해
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아니니까. 의무와 책임을 지고 싶은 사람은 질것이고 싫

은 사람은 그만 두는 거지. 나는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니니까.”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병섭은 거듭하였다.103)

병섭은 자신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의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나 그 “친구”

의 약혼자, 그리고 자신의 연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인간들”, “아무 인연이 없는 남남”으로 느낀다는 점을 해경에게 밝히고 있다. 이
어 병섭의 그러한 인식은 자신과 세상을 의미 있게 연결하는 어떤 것도 찾지 못

하는 것과 연결되어, 그가 세상에 자신이 태어나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어떤 의미
도 견지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어떤 원칙도 자신이 취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이 제시된다. 인간은 그 자신에게 명증한 세계관을 형성함으로

써104) 자신의 현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105) 자신이 의식하는 세계에서
자신과 관련된 어떤 일관된 의미도 인식하지 못하는 병섭은 “항상 어디를 둥둥

떠내려가는 것 같군요. 기착지는 도대체 어딜까?”106)의 형태로 자신의 존재 의미
에 대한 의문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그가 “전혀 이 사건과는 동떨어진 어느 쓸쓸함에 싸여 있”107)는
사람이라는 서술은 세계관이 없으며 비주체적인 병섭의 본질을 짚고 있다.

102) Donald A. Crosby, The Specter of the Absurd: Sources and Criticisms of Modern
Nihilis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8, p.38.
103) 박경리, 「암흑의 사자」 5회, 『가정생활』, 1961.8, 21면.
104) Edmund Husserl,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653면.
105) 같은 책, 67-79면.
106) 박경리, 「암흑의 사자」 4회, 『가정생활』, 1961.7, 76면.
107) 박경리, 「암흑의 사자」 6회, 『가정생활』, 19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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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자아로 성립하지 않은 병섭이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는 한편, 재숙이나

해경과 같이 병섭을 사랑하는 이는 “병섭이라는 사람이 가진 공허”108)만을 만나

게 된다. 병섭과 재숙의 동반 자살이 신문 기사에서는 “정사”로 지칭되지만, 그
행위가 사랑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암흑의 사자』의 서사에서 사실로 인정
된다.109)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었든 간에 그들 앞에 가로놓인 것은 실로 주체할 수 없는
빡빡한 시간뿐인 것이다. 허망하기만 한 먼 바다의 파도 소리도 없고 슬픔과 같

은 한주먹의 모래알도 없었다. (중략) “이젠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예요.” “나도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이오.” “말이 안 되는군요.”110)

“그런 일이 있었든가요 (중략)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나에겐. (중략) 정사를

하잔 말이오?” “정사는 아니겠지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니까.” 처음으로 재숙
의 목소리는 감정에 떨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데 왜 같이 죽어야 하

죠?” (중략) “허허한 바다 위에서 파선을 당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때 낯선
사람끼리 손을 잡고 바다에 떨어지는 일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파

선한 사람이예요. (중략) 꼭 그래 달라는 건 아니에요.” 재숙은 허탈한 사람처럼
뇌였다. “반드시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예요. 하긴 혼자라도 좋아요.”111)

병섭은 죽음까지 함께 할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재숙과 동반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계속 연명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가운데 무의미한 생존의 시
간이 “주체할 수 없는 빡빡한 시간”이라고 느끼다가, 마침 동반 자살을 제안한 재
숙을 하나의 계기로 삼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재숙은 병섭에게 ‘암흑

의 사자(使者)’로 작용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인용문은 병섭의 특징으로 반복
해서 서술된 ‘허무’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는 자신

108) 박경리, 「암흑의 사자」 5회, 20면.
109) 최경희는 『암흑의 사자』에 나타나는 사랑이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서 이를 통해 개인의 사적생활을 통제하는 교양담론의 현실적 허구성이 표출된다고 평가했
다. 이는 본고의 접근과는 달리 여성지라는 연재 매체와 당대 사회적 맥락과 연결 지어 박
경리 문학에서 ‘사랑’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그는 “객관적인 상
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개인 경험의 진정성”을 이 소설이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 또한 지
적하고 있다. 최경희, 앞의 글, 257-292면.
110) 박경리, 「암흑의 사자」 13회, 『가정생활』, 1962.4, 45-46면.
111) 박경리, 「암흑의 사자」 14회, 『가정생활』, 1962.5, 4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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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체 삶을 통일적으로 조화시킬 어떤 일관된 의미도 견지하고 있지 않은 채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일관된 이해와 그 속에 일관되게 지닐 수 있는 세계관도 부재한 상태로, 또
한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 박경리 소설에서 ‘허무’로 수식되
는 인물의 성격화에 핵심적인 것이다.

『재혼의 조건』의 주인공 남성우 또한 ‘허무’로 특징 지워지는 인물이다. 이

소설은 “굳이 지켜온 자기대로의 좌표(座標)”112)를 지닌 인물인 강옥이 6.25 전쟁
때 죽은 약혼자 명환을 잊지 못해 7년 동안 명환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서 명환이 흐릿해진 시점에서 시작된다. 강옥은 명환의 부모의 권유
로 고등학교에 취직한 뒤 남성우라는 교사를 사랑하게 되는데, 남성우의 ‘허무’로
인하여 그들의 관계는 일시적인 육체적 결합을 넘어 지속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 것일까? 남성우는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
가 어느 절벽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강옥과의 애정이 결합되고 행동

한다면 그것은 전진을 말하는 것으로 그 전진은 동시에 절벽에서 떨어지는 결과
가 되는 것이다. (중략) 마음속에 일어나는 멸망과 뜻 없는 생존의 가름길인 것

이다. 그는 사랑은 죽음으로 몰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늘 그런 이상한 생
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사랑은 죽음의 세계 같은 것이라고, 연소된 뒤의 차
거운 재를 그는 의식 밖으로 몰아낼 수 없었다. (중략) 강옥은 남성우가 절망한
표정으로 묵묵히 생각에 잠기는 얼굴을 보자 형용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그

것은 강옥의 예민한 직감으로 받아진 공포였다. 그는 남성우로부터 허무를 읽은

것이다. (중략) 죽음과 같은 적막, 황폐한 허무. (중략) 강옥은 자기 마음속에 남

성우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실상 두려움을 막는 하나의 방패였는지도
모른다. 사나이는 허무하지 않았던가. 남성우는 허무 속에 있었다. 그것을 강옥은
안다.113)

“그야말로 명부(冥府)의 강을 건너온 것처럼 아득히 먼 곳의 사람”114)이라 형용되

는 남성우는 「벽지」의 병구와 같이 6.25 전쟁 때 애인이 월북한 뒤 공허한 상

태로 누군가와 결혼해 살고 있는 인물로, 현재 그에게 있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112) 박경리, 「재혼의 조건」 7회, 『여상』, 1963.5, 362면.
113) 박경리, 「재혼의 조건」 9회, 『여상』, 1963.8, 370-374면.
114) 박경리, 「재혼의 조건」 8회, 『여상』, 1963.6, 3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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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마음속의 “죽음의 세계”와 같은 것이고, 사랑을 포기함은 곧 “뜻 없는 생존”
이다. 그는 강옥을 사랑하고자 했으나 이미 스스로 예견한 바와 같이 “죽음과도

같은 적막”과 “황폐한 허무”만을 얻게 되었고, 만일 사랑을 시도하지 않았다 해도
“절벽” 앞에서 “전진”하지 않고 다만 서 있는 것과 같이 생존할 뿐이었을 것이다.

실패를 예감하면서도 사랑을 추구하고, 결국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점에

더하여, ‘허무’라는 서술이 부가된다는 점에서 남성우는 『암흑의 사자』의 병섭
과 성격 면에서 상통한다.115) 그러나 이들이 서로 대칭을 보이는 차이점은 병섭의
내면이 외양 묘사나 그 자신의 언어 이외의 방식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반면,

『재혼의 조건』의 경우 남성우는 다른 이와 대화하는 일이 적은 대신 서술자에

의해 그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접근되고, 설명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혼의
조건』을 통해서는 허무한 자가 자신이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것으로 예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와 연인 관계를 이루곤 하는 일이, “뜻 없는 생존” 즉 ‘무의미한

생존’과 “죽음” 사이에서 진동하는 것과 같다는 점이 제시된다. 분량이 더 짧은
『재혼의 조건』에서는 강옥과의 사랑이 실패한 뒤 남성우의 행보가 서술되지 않

지만, 『재혼의 조건』에서 설명된 바에 비춰본다면 『암흑의 사자』에서 병섭의
서사적 결말은, 재숙의 동반자살 제안이라는 계기를 통해 그가 반복된 진자 운동
에서 벗어나 종국적으로 죽음을 맞은 것이라는 의미를 얻게 된다.

허무한 자가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이 진동 운동

이라는 것에 더하여, 『가을에 온 여인』을 통해서는 허무한 자가 실패를 예견하
면서도 사랑을 추구하는 내면적 원인이 드러난다. 이 소설은 대학생 신성표가 오
세정과 그의 남편인 재벌 강명하의 저택에 가정교사로 들어간 봄에서 시작하여,

성표가 가정교사를 그만두게 되는 가을에 끝난다. 이 기간 동안 성표는 동생 신정
란을 매개로 나성구와 친분을 쌓고 나성구의 누이 동생이자 강명하의 제수인 나

의화를 만나 사랑하게 되는데, 오세정은 성표와의 사랑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뒤
권총으로 강명하를 죽이고 자살한다. 이 소설에서 허무한 인물은 강명하와 오세정

이며 특히 강명하는 허무할 뿐만 아니라 허무주의자로서116) 박경리 문학에서 드
115) 본고의 시각과 반대로 최경희는 『재혼의 조건』에서 허무를 담지하는 인물로 유강옥을
지목하고 있다. 최경희, 앞의 글, 257-292면.
116) 장미영은 『가을에 온 여인』의 남성 인물이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하고 이 ‘허무주의’를 “전쟁으로 인한 실존적 허무의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고의 논의와
관련되며 참고할 만하다. 박경리 문학에서 나타나는 상호주관성의 내적 논리와 관련하여
‘허무’에 접근한 본고와 달리, 장미영의 논문은 박경리 문학의 ‘허무’를 “창작시기의 시대적
특수성”에 결부하고 있다. 장미영, 앞의 글, 70-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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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유형이다.
“결국 사람이란, 이것은 내 지론입니다만, 시간을 잊는 일이오. 그것만이 손해 없

이 인생을 지내는 방법이란 말이오. 투기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시간을 잊는 방
법의 하나일 것이오. (중략) 그러한 나의 도박심은 뜻밖에도 큰 성공을 거두었단

말씀이오. 그러나 나는 자꾸만 새 것에도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 이 성벽 때문
에 무너지고 말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자의 문제도 그렇죠. (중략) 시간은

짧으면서도 한 없이 지루한 게 아닙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어린아이라도 주어진
시간이야 기갈이 나게 짧고 아쉬운 게 아닙니까? 허나 시간이란 또한 한없이 지

루한 거요. 이 시간, 어느 모로 보나 고통일 수밖에 없는 시간을 잊고 산다는 것
은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요령이란 말씀입니다. (후략)”117)

이 인용문에서 강명하는 사람의 삶이란 “시간을 잊는 일”이라는 것이 자신의 “지
론”이라고 밝히고 있다. “죽음”이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그의 시간 또는 그의 지

속의 끝이라면, 그 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게끔 하려

고 노력할 때 그는 하나의 인격성을 가진 자아가 된다. 그러나 강명하는 “죽음을

생각하면” 끝이 예정된 시간이 “기갈이 나게 짧고 아쉬운” 것이고, 한편으로는 죽
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 자체를 의식할 때 삶이 “한없이 지루한” 것이
라고 보아, 삶의 시간의 끝은 물론 시간의 흐름에 대해 전혀 잊고 사는 것이 인생

을 “손해 없이” 지내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삶의 통일성이나 일관
성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일생의 목표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결을 추구함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강명하가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고
부유한 생활을 누리는 것도 다만 그가 시간을 잊기 위해 “투기적인 사업”을 한
결과일 뿐이었으며, 그는 부를 유지하거나 사업을 성장시킨다는 형태의 목표나 일

관성도 없이, “자꾸만 새것에도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 이 성벽”이 사업을 실패
하게 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성벽”대로 지내고 있다. 이처럼 강명하는 허

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그에 따라 살고 있다는 점에서, 허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부인 오세정과는 달리 허무주의자에 해당한다.

『가을에 온 여인』의 서사가 “추리소설의 기법”118)을 통해 그 정체를 드러내

117)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 177회, 『한국일보』, 1963.3.17.
118) 김성수, 「사랑이 없는 순간은 죽은 시간: 『가을에 온 여인』에 대하여」, 박경리, 『가
을에 온 여인』, 마로니에북스, 2014, 5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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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주력하는 인물은 오세정이다. 그는 결말에 가까워서야 등장하는 ‘가을에 온
여인’ 나의화와 함께 이 소설에서 주제적으로 형상화된 인간상이다. 오세정은 과
거에 강명하의 동생과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그와 동반자살 시도를 했지만 상대

방이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약을 조금만 먹었다가 혼자서 살아남았다는 과거가

있다. 동반자살이라는 요소와 더불어 오세정에 대해서는 어떤 연극에서 “죽음의
사자”119)의 배역을 맡은 여배우와 닮았다고 말해짐으로써, 『암흑의 사자』가 환

기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강명하의 동생이 그에게 “사랑한다고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 그 말은 형벌이며 저주일 것이오”120)라고 말했듯, 오세정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는 바가 그를 어느 정도 깊이 아는 이들 모두에게 “저주”로 통용
되는 것으로 서술된다. 앞에서 분석한 다른 소설들의 허무한 자와 마찬가지로 오

세정의 서사에서도, 그가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고 그 대상을 찾

기를 멈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실 그의 행위나 마음이 ‘사랑’에 해당하지는 않
는 것이다. 이는 오세정이 ‘사랑’을 말하면서 언제나 상대방을 동반한 죽음을 원
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성표 또한 “오 부인은 그의 강렬한 말과는 반대로 자

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자기를 통하여 오 부인은

애정 아닌 다른 무엇을 찾으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121)는 것을 감지함으로써
서사적으로 확정된다.

오세정은 『암흑의 사자』의 병섭이 여자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허

무한 구릉을 파헤”122)친 것과 마찬가지로, 명목상으로나마 ‘사랑’인 관계를 통해
“다른 무엇”을 찾고 실패하기를 반복한다. 나아가 『재혼의 조건』에서 “죽음의
세계”로서의 “멸망과 뜻 없는 생존”123)을 진동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허무한 자의

사랑의 추구와 실패의 반복이, 오세정에게 있어서는 물리적 차원에서도 동반 자살
시도와 그것의 실패를 진동하는 양상을 띤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겉핥기예요!” 차가 세차게 달리는데 오 부인의 목소리는 고함처럼 크게 울렸다.
“아무도 오세정(吳世汀)을 알아버리지는 못했어요. 낭비벽이라구요? 오세정은 아

마도 그런 여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나는 내 용모에 자신을 갖고 있어요. 부정한

119)
120)
121)
122)
123)

박경리,
박경리,
박경리,
박경리,
박경리,

「가을에
「가을에
「가을에
「암흑의
「재혼의

온 여인」 107회, 『한국일보』, 1962.12.22.
온 여인」 174회, 『한국일보』, 1963.3.14.
온 여인」 157회, 『한국일보』, 1963.2.21.
사자」 1회, 『가정생활』, 1961.4, 29면.
조건」 9회, 3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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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만 과거에는 많은 유산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던지.

없었어요. 나는 정신적인 무산자였죠. 미모와 재산, 그 밖의 나는 꼭둑각시였었어

요. 나는 내 재산을 다 뿌려버렸어요. 하지만 차마 내 얼굴에다 청산가리를 뿌릴
수는 없더군요.” 오 부인은 조금도 흥분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엔진 소리 때문
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성표는 오 부인의 그 말을 통곡처럼
듣고 있는 것이다.124)

이 인용문에서 오세정은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정신적인 무

산자”의 상태라는 것과 “미모와 재산, 그 밖의 나는 꼭둑각시”라는 것으로 표현을
바꾸어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이때 “무산자”는 이 소설의 다른 곳에서 오세정을

그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내면적으로 “아무 가진 것 없는 걸인”125)으로 묘사

하는 것에 상응하는 것으로, 계급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걸인” 또는 ‘가진 것 없는

자’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오세정은 “미모와 재산”을 지닌 자신과는 별개

로, 누군가가 사랑하는 상대로서의 자신이야말로 “꼭둑각시”가 아니며 자신에게
본질적으로 속한 어떤 것 또는 주체성을 견지한 자신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

러나 일관된 자기 이해와 세계관을 견지하여 인격적 개체로 성립하는 일, 즉 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이해하는 일이 사랑을 포함해 인격 상호간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가능 조건이라는 점에서,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

다고 해서 “꼭둑각시”이고 주체성 없는 “정신적인 무산자”인 자는 애초부터 그러

한 관계가 가능하지 않은 자이다. “아무도 오세정을 알아버리지는 못했어요”라는

오세정의 발언에서 ‘아무도’에는 그 자신도 포함되며 스스로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한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뒤집어 이해한 것
이 오세정의 비극의 근원인 것이다.

오세정 자신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인격성이란, 그러므로 정의상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그는 자신의 인격성을 알아주고 사랑하는 이가 없었음을

문제라고 인식했다. 더욱이 그는 “미모와 재산”을 지녔다는 점을 포함해 자신을
어떤 일관된 동기부여에 따라 행위하는 인격으로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대신, 특별히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차마 실행

하지는 못했으나 얼굴을 훼손하려 한 것과126) 더불어, “낭비벽”이라 오해된 행동
124)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 107회, 『한국일보』, 1962.12.22.
125)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 201회, 『한국일보』, 1963.4.14.
126) 청산가리는 섭취하거나 흡입했을 경우, 그리고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치명적이지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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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그는 상속받은 많은 재산을 없애버린 것이다.127) 그는 잘못된 방법이었으
며 또한 다른 반쪽은 실행하지 못한 그 시도 후에 여전히 “걸인”의 상태로 살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통곡”하고 있는 것으로 서술된다. 허무한 자에게서 사랑의
시도와 실패는, 자기 성찰을 통해 인격성으로 성립해야 할 스스로의 과제와 사랑

의 관계 형성 사이의 조건 관계와 순서를 혼동함으로 인해, 허무를 탈피하려는 헛

된 시도로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가을에 온 여인』에서는 이와 같이 명확
하게 서술되는 가운데, 오세정이 추구하는 관계가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죽음에 이

르게 할 뿐 아니라, 상대방을 동반한 죽음 자체가 오세정이 ‘사랑’이라는 명목으
로 추구하는 바를 완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르뻬이’의 바위를 아세요?” 오 부인의 목소리는 좀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로마에 있는 암벽(岩壁)이랍니다. 옛날에 죄인들을 그 바위 위에서 떠밀어 떨어

뜨려 죽였다 하더군요. 그 죄인들 속에 간통을 범한 남녀가 얼마나 있었을까? 하
긴 그곳에서 간통이 그런 극형으로 취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오 부인의 눈에
는 별안간 생기가 돌아왔다. 무엇에 들린 사람처럼 그런 말을 하는 오 부인은 강

한 쾌감에 전신을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엷은 미소마저 그의 입가에 맴돌고
있었다. “여자에게는 영원한 소유가 됐을 거야”128)

이 인용문에서 오세정이 죄인들을 떨어뜨려 사형시키는 일을 언급하는 것은 죄나
간통 또는 그에 관련된 형벌의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간통을 범한 남녀”의

‘함께 죽음’을 화제로 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그는 실제로 “‘다르뻬이’의 바위”에

서 간통을 한 사람이 사형되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관계
에 관심이 있지도 않다. 이 장면의 서술 목적은 오세정이 연인과 함께 죽는 것,

또는 연인을 자신과 함께 죽게 하는 것이 “영원한 소유”라고 여기고 있음을 드러

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꼭둑각시”이자 “정신적인 무산자”, 그리고 “걸

인”과 같은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로서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
촉된 피부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 소설에서는 ‘염산’ 정도의 효과를
지닌 물질로 상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7) 허연실의 논의는 오세정의 ‘허무’가 가지는 정신분석학적 기제를 밝히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오세정은, 조선인이자 민족반역자 아버지의 딸이라는 혐오스러운 아버지
의 욕망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멜랑꼴리에 빠지게 된
주체에 해당한다. 허연실,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의 멜랑꼴리적 주체 연구」, 『어문
논집』76, 2016, 147-170면.
128)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 156회, 『한국일보』, 196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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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면, 그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추구하는 것은 ‘소유’이며 나아가 관계된 두
사람이 모두 죽음으로써 달성되는, 상실될 수 없이 “영원한 소유”인 것이다.

이미 강명하의 동생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혼자 살아남아 실패한 바 있는 오

세정은 성표와 다시 동반자살을 시도하지만 같이 구출되고, 마지막으로는 강명하
를 죽인 뒤 성표를 살인범으로 몰고자 하나 실패하자 곧 자살한다. 그런데 이때

소설 마지막 장면으로 서술되는 강명하와 오세정의 죽음은 오세정이 결국 일종의
동반자살에 성공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여보?” 오 부인은 웃음을 거두고 강 사장에게 눈길을 쏟았다. 강 사장은 희끄무
레한 시선을 들었다. 두 시선이 얽힌다. “당신, 나하고 가고 싶으세요?” “죽고 싶
으냐 말이오?” “네” “별로 생각해본 일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묘한 생각이 드는

군” “묘한 생각이라뇨?” “악마는 같이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구, 당신이나 나나
남 못할 짓만 하지 않어? 후회하는 건 아니지” 강 사장은 그런 말을 하는데 희

끄무레한 눈빛이 별안간 환하게 밝아진다. 그리고 새로운 도박에 도전하듯 매우
명쾌한 표정이 된다.129)

이 대화 후 오세정은 강명하의 등에, 이어 자신의 미간에 권총을 쏜다. 그들의 이

마지막 대화에서도 드러나듯 강명하는 죽음과 시간을 잊고 살아야 한다는 자신의
지론처럼 죽음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그러나 동반 자살은 그에게

삶의 끝맺음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사업이 몰락한 현재의 그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도박”으로 여겨지고 있다. 『암흑의 사자』에서 재숙과 병섭의 동반 자살
이 ‘정사’가 아니라 그들 각자의 인생이라는 ‘난파된 배’의 승객이 동행하는 것이

었다면, 『가을에 온 여인』에서 강명하와 오세정의 죽음은 두 ‘악마’, 또는 ‘악

마’와 “악마주의자”130)가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의미화된다. 오세정은
주체성 없이 “꼭둑각시”와 같은 상태를 탈피하는 수단으로 다른 이를 ‘소유’하고
자 했지만, 결국 그가 얻은 동반 자살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혹
은 자신 이상으로 허무한 다른 “꼭둑각시”와의 동행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이 절에서 보이고자 한 바는, 박경리의 1950년대 초기 단편에서부터

1960년대 전반의 여러 소설들에서 문제적으로 부각되는 것이 주체성을 상실했거
나, 혹은 주체로 성립하지 못하는 상태의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서
129)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 238-239회, 『한국일보』, 1963.5.30~31.
130)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 175회, 『한국일보』, 19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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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되는 가운데, 전쟁이 등장할 경우 그것은 주체성 상실의 원인이나 배경으로서

작동하게 된다. 작가가 이 작품들에서 비주체성을 문제로 부각하는 방식은, 그로

인해 사랑이 실패한다는 것을 인물 형상화나 직접적 서술 등의 방식으로 제시하
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일관된 자기 이해를 지니고 그럼으로써 하나의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사랑의 가능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

다. 박경리 문학 전반에서 두드러지는 테마인 ‘허무’의 경우 또한 이러한 사랑과

인격적 주체성에 본질적으로 관계한다. 세계관이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일관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허무한 자는 개인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인격성 차원의 문제
를 안고 있어 사랑이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자기 성찰이나

삶의 의미를 통일적으로 이해하고자 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통해 허무
에서 벗어나고자 할 경우, 허무한 인물은 사랑의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2.2. 유한성에서 견인되는 목적론적 의미
박경리가 서사적으로 사랑의 실패를 통해 하나의 세계관과 자기 이해를 지닌

인격적 주체로 성립해야 한다는 과제를 강조했다면, 인격적 주체로 성립한다는 것

이 인간 존재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의 물음에도 박경리 문학은 답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위성 자체에 대한 지적 외에 인간성의 본질
과 관련해 인간성의 조건과 현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리고 박경리의 많은 에세이들은 인간이 각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한 의미가 어떻게 추구될 수 있는지에 대해 풍부한 사
유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편 소설 「눈먼 실솔」(『가톨릭시보』, 196
7.10.8~1968.2.11)은 인간성의 본질이라는 주제에 대해 여러 에세이와 확연한 참

조 관계에 있으며, 또한 이 작품을 통해 박경리의 여러 에세이들이 인간성의 의미
와 인간의 본원적 조건이라는 주제에서 함께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경리의

사유에 접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인
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인식은 『죄인들의 숙제』(『경향신문』, 1969.5.24~1970.
4.30)의 인물 형상화에서 핵심적인 원리로 작용하게 된다.

「눈먼 실솔」의 옥 여사는 어릴 때 어머니가 정신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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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의 명화와 공통되며, 과거 임신한 상태에서 혈통으로 인해 파혼 당한 뒤

현재의 남편인 김일우와 결혼하여 부부가 함께 몇 십 년을 이러한 내막을 비밀로
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대학생인 둘째 아들 윤식이 어느 날 발광하면서, 이를 계

기로 옥 여사는 첫째 아들 정식에게 자신의 과거와 더불어 실은 그가 김일우의
아들이 아님을 밝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옥 여사를 반복해서 형용하는 표현은,
그의 존재가 ‘유령’과도 같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옥 여사는 물빛 치마자락을 끌면서 그 치마자락에 오히려 생명이 있어,
꼬리를 치며 가는 파충류와도 같이, 그러나 옥 여사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밖

으로 사라졌다. “이 집은 사기꾼과 유령, 그리고 미치광이가 사는 집이야” 하고

윤식은 정식이 준 손수건마저 마루바닥에 내던지고 일어서더니 느슨해진 바지의
혁대를 조으면서 곁눈으로 정식을 보고 조소를 띠웠다. 분노의 신음소리가 정식

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사기꾼보다 유령이라는 말에 그는 격노한 것이다. (중략)
유령이라 한 것은 어머니를 두고 한 말이었다. 정식은 등꼴에 땀이 솟는 것을 느

꼈다. 어느 누구에게 대하여 공포심을 갖는지 구별할 수 없었다. 정식은 어머니
를 신비스럽게 생각해 왔다. 그 신비스러움과 유령이라는 말에는 어떤 상통된 것
이 있었을까.131)

이 인용문에서 옥 여사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그에 비하면 “오히려 생명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생명 없는 “그림자”와 같다고 묘사된다. 언제나 어머니를
“신비스러움”의 관점에서 이해해 온 정식조차 “유령”이라는 단어에서 곧바로 그것
이 옥 여사를 지시하는 것임을 인지할 만큼, 그의 ‘신비함’은 “유령”과 “상통된”
것이다. 이에 더해, 옥 여사 또한 자신이 “유령”이며 또한 “그림자”로서 살아왔다
고 인식한다.

옥 여사는 돌아누으며 어둠을 뚫어본다. ‘유령의 일생 그림자의 일생 나는 다만

생존을 위해서만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었던가…’ 어둠을 뚫어보는 눈에서 뜨거
운 눈물이 쏟아진다. ‘내가 울고 있다. 내 눈에 눈물이 남아 있었던가 내가 지금
울고 있다. 몇 십 년 동안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 일이 없었다.’ 옥 여사는 벼게

위에 얼굴을 파묻는다. ‘불쌍한 윤식이…내 아들…그 애는 광명을 찾으려고 몸부

림을 쳤다. 허수아비 같은 정식은 아아 그 애도 불쌍한 아이였어. (중략) 사실을
131) 박경리, 「눈먼 실솔」 3회, 『가톨릭시보』, 196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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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야지, 사실을 더 이상 나는 무엇을 바라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일까…’132)

옥 여사는 스스로의 삶을 “유령의 일생, 그림자의 일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가 “다만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있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혈통 문제

로 파혼 당했을 때 이미 정식을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았고, 살기
위해 결혼했다. 그러나 윤식이 발광하자 정신병의 혈통을 숨긴다는 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또한 정식이 자신이 집안 내력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음을 의아하
게 여기게 되자 이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옥 여사는 정식이 김일우의 자식이 아니
라는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이르자 그는 더 이상 생존의 이유
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133)

박경리 소설에서 ‘유령’과, 정신병으로 대변되는 ‘저주 받은 혈통’은, 이처럼 ‘유

령’과 같은 존재인 동시에 ‘저주 받은 혈통’을 담지하는 「눈먼 실솔」의 옥 여사

를 통해 에세이와 분명한 연관을 얻음으로써 더욱 심층적인 상징적 의미를 부여
받는다.

「유령」은 한 여성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었고 불행한 알빙 부
인을 등장시켜 슬픈 여인의 역사를 표현할 의도가 아니었음이 명백했읍니다. 형
식과 진실, 인간과 신, 이 틈바구니에서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인간의

필연을 해부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읍니다. 이러한 뜻에서 「유령」은 「인형의
집」을 훨씬 능가하는 좋은 작품이 아닐까고 생각했고 (중략) 한편 알빙 부인의
아들인 오스왈은 (중략) 그 유전은 결정적인 것, 그리하여 절대적인 고독 속에,

모친의 비명마저 생소하기만 한 몸서리치는 발작으로 최후를 맞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오스왈의 비극을 유전한 병에만 국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질병 자체의

처참한 과정과 상태는 인간 운명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인간의 공동적인 십자가는 아니었을지요. (중략) 묘지에 줄지

어 서 있는 무수한 십자가, 그것은 오히려 죽은 자에게보다 살아서 가는 자의 어

깨 위에 짊어져진 중량이 아니겠읍니까. 부조리라는 말이 있읍니다. (중략) 왜 인
간은 태어났는가? 그런 가락과도 닮은 이 말을 어렵게 풀이하느니보다 그것은 아

132) 박경리, 「눈먼 실솔」 15회, 『가톨릭시보』, 1968.1.28.
133) 박경리 소설에서 단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죽지 못하고 있던 인물은 「눈먼 실솔」의 옥
여사 외에도, 『겨울비』(『여성동아』, 1967.11~1968.6)의 정 여사와 『단층』(『동아일
보』, 1974.2.18~12.30)의 한윤희의 어머니 등이 있다. 옥 여사가 이후 자살하는지는 알 수
없는 반면, 『겨울비』와 『단층』의 두 인물은 모두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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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의 유령이다, 하고 싶어지는군요. 과거의 인간들
이 미래의 인간들에게 물려주고 물려 줄, 알지 못할 그 유령일 것입니다. (중략)
다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둡고 삭막한 미래가 남겨졌다는 것뿐이었읍니다.134)

「두 여인상」에서 박경리는 입센의 「유령」을 읽고 받은 감명을 표현하며,

「유령」에 관한 해석이라는 형태로 인간성과 죽음에 관한 자신의 사유를 서술하
고 있다. 유전병으로 발작하는 오스왈과 그 어머니 알빙 부인을 통해 입센이 “인
간의 필연을 해부”했다고 파악하면서, 그는 이 ‘필연’을 “묘지에 줄지어 서 있는”,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인간의 공동적인 십자가”인 죽음에 결부한다. 이 인
용문에 따르면 “유전한 병”이란 죽음이라는 “인간 운명의 상징”이다. 그리고 살아
서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는 인간의 “부조리”, 또는 그것과 등치되고 있는 “왜 인

간은 태어났는가?”의 문제란, “하나의 유령”으로서 “과거의 인간들이 미래의 인간
들에게 물려주고 물려” 주는 것이다. 이처럼 작가가 문학에서 나타나는 ‘저주의

혈통’을 근원적인 “처참한” 인간 운명이자 ‘저주’인 죽음에 대한 환유로 독해한다
는 점에서, 박경리 문학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운명의 대물림이나135) 정신병 등
의 유전이라는 테마136) 또한 설명될 수 있다.137)

이 소설이 박경리의 「유령」에 대한 독해와 가지는 영향 관계의 맥락에서,

「눈먼 실솔」에서 그가 제시하고자 한 인간 존재의 본질을 ‘눈먼 실솔’이라는 표
현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그가 “전부 우리들은 유령이라 해도 좋을 거예요”138)

134) 박경리, 「두 여인상」, 『거리의 악사』, 65-68면.
135) 생물학적 유전이 아닌 ‘운명’으로서의 ‘저주 받은 혈통’은 『김약국의 딸들』(을유문화사,
1962)의 김성수의 성격화에서, ‘비상 묵은 자손’이라는 공포 섞인 낙인을 통해 다뤄진다.
136) 「눈먼 실솔」에서 정식의 발광을 1960년대 중산층의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항
거로 해석한 장미영의 논의(장미영, 앞의 글, 91-92면)는 본고의 주제와 다른 맥락에서, 이
소설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독해한 예시가 될 수 있다.
137) 조윤아 또한 박경리 문학에서 ‘나쁜 피’의 문제가 자주 등장함을 지적하는데, 그는 이에
대해 ‘나쁜 피’를 가진 이들이 권력자나 지배자의 담론에 의해 ‘죄인’으로 몰리고 군중에 의
해 폭력을 당하는,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여, 본고와는 다른
시각에서 밝혀지는 측면으로 참고할 수 있다. 조윤아, 「폭력에 희생당한 자들의 원죄의식:
『재귀열』, 『내 마음은 호수』, 『노을진 들녘』, 『김약국의 딸들』을 중심으로」, 앞의
책, 74-86면.
한편 김윤식은 『파시』에서 명화의 형상화를 분석하면서, “광증이 유전이냐 아니냐의 여
부에 대한 과학적 규명도 없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강조함에 『파시』의 소설적 한계가 있
다”고 평가하고 있어, 본고에서 박경리 문학의 ‘유전병’을 인간의 공동 운명으로서의 ‘죽음’
의 일관된 상징으로 독해한 바와 차이가 있다. 김윤식, 「프티부르주아의 성격과 6.25 전
쟁」, 『박경리와 『토지』』, 강, 2009, 78면.
138) 박경리, 「두 여인상」, 『거리의 악사』,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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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구절에서 「유령」의 주제를 이끌어냈듯, 「눈먼 실솔」에서도 한 두드러진
대목을 통해 주제가 표면화된다.

“한마디만 말해 줄께. 형을 괴롭혀주기 위한 뜻은 아니야. 듣기에 따라 윤이 씨는
형한테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테니… 윤이 씨는 그러더

군. 나는 음지의 생명이구, 형은 양지의 화석이라는 거야. 어쩌면 두 사람은 다
눈먼 귀뚜라미인지도 모른다구” 하고서 윤식은 자조의 웃음을 띄웠다. “두 사람

은 다 같이 눈먼 귀뚜라미라고?” “나면서부터 무엇인지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
는 아닐까?” 정식의 혼잣말에 윤식의 말이 덮씌워지듯, 정식은 전율을 느낀다.139)

“어쩌면 두 사람은 다 눈먼 귀뚜라미인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나면서부터 무엇

인지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로 다시 표현하며, 이 소설에서 작가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눈먼 귀뚜라미”와 같다는 명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눈먼’ 존재라

는 인간 본질에 대한 상징은 박경리의 또 다른 에세이와 분명한 참조 관계에 있
어, 그 구체적인 내포가 풍부한 맥락을 얻고 있다.

⑴ 생명이 아무리 유심(有心)한들 사물은 무심(無心)하고 시간 · 공간은 없는 듯

침묵하니, (중략) 인생이든 예술이든 (중략)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
적인 존재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살아 있다는 것이며 삶을 지속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중략) 공간은 무한한 것이다. 물론 시간도 무한한 것이다. (중략) 가도 가
도, 알지 못할 황막한 그곳에 내가 서 있고 내가 존재한다. 그리고 나를 의식한

다. (중략) 허무 허공 일체 무심(無心)은 침묵하고, 유심(有心)은 무원고립, 능동
적 본성이 그 얼마나 허약하고 가냘픈가 실감하게 된다. 생명이란 피투성이가 되

어 갈밭을 헤매는 눈먼 구렁이 같은 것이며 거미줄에 걸려 파닥이는 날개 찢긴
나비 같은 것이며 다만 마지막까지 위존하는 것은 스스로 오직 홀로 상처를 어
루만지며 치유하는 길밖에 없다.140)

⑵ 생을 받아 세상에 나타난 억조창생은 그 종(種)이 무엇이든 간에, 능력 또한

천차만별이겠으나 근원적으로 나약하지 않은 존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서도 생각하는 인간은 (중략) 실은 생각하는 까닭으로 하여 보다 나약한 존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희로애락의 굽이굽이를 넘으며 살다가, 세월에 마모
139) 박경리, 「눈먼 실솔」 16회, 『가톨릭시보』, 1968.2.4.
140) 박경리, 「불모의 시기」, 『현대문학』, 1998.7, 35-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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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퇴색되어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인간들의 유한한 여정을 인식하는 것은 생
각에 의한 것인데 절망적 정황에의 인식은 일종의 덫과도 같은 것일 거예요. 인

간들은 결코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인생은 삶을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

피투성이의 투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략) 종말은 불가항력으로 나면서부터
인간은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와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말하자면 생각의 최대약점인 셈이지요.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중략) 생명은 생
각이며 능동성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지요. (중략)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 피동적 존재는 다른 힘에 의하지 않

고는 움직일 수도, 변화할 수도 없습니다. (중략) 그와 같은 피동적 존재에 비하
여 생명은 (중략) 다른 힘(구원)141)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창조
적 능력에 따라 세상이라는 들판에서 삶을 영위하니까요.142)

인용문 ⑴과 ⑵는 각각 8년의 간격을 두고 발표된 「불모의 시기」와 「가설을
위한 망상」이라는 두 에세이의 일부인데, 이를 통해 박경리는 인간성의 본질에

대해 변함없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다. 인용문 ⑴에서 “생명이란 피투성이가 되
어 갈밭을 헤매는 눈먼 구렁이 같은 것이며 거미줄에 걸려 파닥이는 날개 찢긴

나비 같은 것”, 그리고 인용문 ⑵에서 “세상이라는 들판에서” “인생은 삶을 확보

하기 위한 몸부림, 피투성이의 투쟁”이라는 표현은 인생에 관해 같은 인식을 드러

낸다. 그것은 인간의 ‘능동성’이란 “피투성이”의 ‘헤맴’, ‘파닥임’, 또는 ‘투쟁’과
같다는 것이다. ‘피투성이로 갈밭을 헤매는 눈먼 구렁이’, ‘날개가 찢긴 채 거미줄

에서 파닥이는 나비’, 그리고 ‘나면서부터 저주 받은 눈먼 귀뚜라미’라는 상징은
인간이 “능동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거미줄” 또는 “갈밭”이라는, “종말”이 기

정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그들이 눈이 멀어 있고 날

개가 찢겨 있다는 형용을 통해 그 벗어나지 못한다는 조건이 더욱 확실히 고정되
고 있다.

이때 박경리 사유의 특징적인 국면은 유한성이라는 조건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과 인간의 능동성의 ‘역접’에 인간성의 본질이 있다는 인식에 있다. 인용문
⑵에서 그는 모든 생명이 죽지만 인간만이 자신이 죽는 존재임을 의식한다고 지

적하며,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의 근원적 의미가 “사형선고”라는 “저주”에 대한

의식이라고 보고 있다. 유한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유한하다는 사실에 대한
141) 원문의 표기이다.
142) 박경리, 「가설을 위한 망상」, 『현대문학』, 2006.8, 225-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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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덫”으로 비유하며 그는 그러한 “덫”이 바로 인간의 삶이 “몸부림”, “피투
성이의 투쟁”이 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유한성에 대한 의식
이라는 근원적 조건 하에서, 박경리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정립하는 일을 인간성
의 본질로서 제시한다.

인용문 ⑴에서 “피투성이”의 “능동적인 존재”인 인간이 “마지막까지 위존하는

것은 스스로 오직 홀로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하는 길”이라는 비유로 표현한 바
가, 인용문 ⑵의 문장에서 더 직접적인 언명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다른 힘(구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창조적 능력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인간성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의식이라는 “덫”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의 능동성은 자신의 “피투성이” “상처”를 “어루만”지는 데 있으며, 그
‘어루만짐’의 고유한 방식이 “창조적 능력”이라는 박경리의 표현을, 간단한 형태로

는 인간 각자가 죽음이 예비된 자신의 삶을 의식하면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명제로 치환할 수 있다.143)

죽음이라는 “저주” 또는 “궁극적” “부정”이라는 유한성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삶

의 시간을 통일하는 어떤 신념을 지닌다는 것은, 궁극적인 통일이 성취될 미래의

마지막 시점, 또는 죽음을 향해 목적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한한
존재로서 자신을 의식하며, 궁극적인 자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각자의 행동과 계

획 속에서 지배하는 목적론을 지녀야 한다는 이러한 입장에서, ‘인간으로 존재하

는 것’은 곧 ‘목적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자 ‘그렇게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 된

다.144) 이와 관련해 박경리는 「회귀선에서」에서, 앞에서 나열한 ‘파닥임’, ‘헤
맴’, ‘투쟁’, “제자리걸음” 등의 비유로 시사한 바를 분명한 주장의 형태로 다시
언명하고 있다.

(전략) 영광에 빛나던 생애였거나 오욕에 물들었던 생애였거나 밟고 가는 길은

아베베의 말처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길이 끝나는 곳은 그 찬란한 무지개
143) 김만수는 박경리에게서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명제로서의 ‘운명론’이 견지된다는 점은 타
당하지만, 그것은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그는 “인간이 결국 죽는다라는
명제를 받아들이는 개인들의 태도에는 각자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박경리 소설의 인물들
을 각자 “강한 개성의 소유자”로 형상화하는 것은 그러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죽음
을 의식하여 고유한 신념-세계관을 가지고 목적론적으로 존재하는 자가 박경리 문학에서 인
격으로 성립한 자아로 긍정된다고 보는 본고의 입장과 밀접한 해석이다. 다만 본고는 박경
리 문학의 이러한 특징이 그의 상호주관성의 사유에도 근본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자 한다. 김만수, 「자신의 운명을 찾아가기」, 조남현 편, 앞의 책, 170면.
144) Edmund Husserl, 앞의 책, 459-4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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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목적지가 아닌 해지는 언덕이나 벌판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나 우리는 현실
에, 또는 시간에 밀착하려고 애씀으로써 근본을 잊고 타협된 한계를 감수하며 오
늘의 존재를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분

한 일을, 즉 혼자 가는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중략) 적어도 우리
는 죽음까지의 사정거리에서 순간을 뛰어야 할 것입니다. 무자비하게.145)

이 에세이에서도 그는 서로 다른 각자의 인생이 끝나는 곳은 모두 “찬란한 무지

개 빛”이 아닌 “해지는 언덕이나 벌판”이라는 조건 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은 “시간에 밀착하려고 애씀으로써” “오늘의 존재를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이고 “저주”, “해지는” 곳을 향해 인간이 능동적

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가 특히 선명하게 제시되는 것은, 이 인용문 마지막 부

분에서 그가 인간 각자에게 “응분한 일”, “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란 “죽음까지
의 사정거리에서 순간을 뛰”는 일이라고 표현할 때이다. 언제나 뛰는 것은 “현실
에, 또는 시간에 밀착”한 현재의 “순간”이지만, 그것은 “죽음”을 향한 “사정거리”

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이를 통해 표현되는 바는 죽음의 시점을 알고 남은 시간을
고려하여 행위하라는 것이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 뛰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에서 자신의 삶의 어떤 마지막 순간에 견인된 목적론에 의거해 “무

자비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이다. 같은 맥락에서 박경

리는 「예의」를 통해서도, 외견 과감하거나 돋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생사관
(生死觀) 없는 용기는 진정한 용기”146)가 아니라고 언급하여, 목적론과 관계되지
않은 행동은 능동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인간성이 각자의 목적론적인 고유한 본질을 곧 자신의 궁극적 의미로 가지는

데 있다면,147)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부재한 자는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견지하지
못하는 자이고148) 만일 그러한 의미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인간성을 부정하
145) 박경리, 「회귀선에서」, 『거리의 악사』, 172-175면.
146) 박경리, 「예의」, 『Q씨에게』, 318면.
147) Edmund Husserl, 앞의 책, 618면.
148) 조윤아가 밝힌 바와 같이, 박경리의 1950년대 초기 단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불신시
대」(『현대문학』, 1957.8)와 1960년대 중기에 속한 단편 소설 「인간」(『문학』,
1966.7)에서도 죽음에 대한 이해와 인격적 자아로서의 성립의 관계가 견지된다. 「불신시
대」의 주인공 진영은 아들 문수의 죽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생명에의 항거’
로 나아갈 수 있게 되며, 「인간」에서는 자신 삶과 세계에 대한 이해인 신념을 견지하는
자가 죽음 앞에서 초연한 반면, 그러한 신념이 없었던 인물은 공포에 질리고 추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들 작품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다시 분석하지 않았다.
조윤아,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과 인간에 대한 연민: 『파시』, 『김약국의 딸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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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같다. 이에 박경리는 독자나 청중에게 각자가 “영원은 아닐지라도 한 생

애에 있어서 변치 않는 것을 찾으세요”149)라고 결론적으로 강조한다. 결국 인간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지평의 “죽음까지의 사정거리”에서 예감을 스
스로 획득함으로써, 자신에게 확실하게 여겨지는 세계관을 형성하며 길을 걷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적 작업수행으로서의 ‘세계관’이란 일종의 개인적 종

교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을 구속하고 모든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시된 종교의 신앙과는 전

혀 다른 것인데,150)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확실한 세계를 의식하는 일과 자신의 삶
을 목적론적으로 이끄는 신념을 견지하는 일은 상관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포
함해 신념과 세계관은 함께 ‘신념-세계관’으로 표기할 수 있다.

자신의 목적론적 의미를 견지함으로써 인간성을 지닌 인간으로 성립한 이가 곧

인격적 자아라면, 비주체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목적론에 견인된
자가 아닌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후기 소설 『죄인들의 숙제』에서는, 인격적 자

아가 자신의 삶을 일관된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허무한 자와 인격적 자

아의 ‘시간’에 대한 태도를 대조함으로써 드러내고 있다. 『죄인들의 숙제』에서
도 허무한 인물은 사랑에 실패하는데, 다만 이 소설에서는 허무한 자가 허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었고, 결국 벗어나는 것으로 암시된다.

『죄인들의 숙제』의 스토리는 이복 자매인 윤희정과 희련이 희련의 어머니의

유산인 집에서 양장점을 하며 살다가, 희정이 희련 몰래 집을 담보로 낸 빚으로

말미암아 집을 팔고 희정과 희련은 따로 살게 되고, 희련이 자살한다는 것으로 요
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희련은 친구 은애의 오빠이자 홀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강은식을 사랑하게 되지만, 그들의 관계는 불과 몇 번의 만남 이후 끝
난다. 그 실패의 구체적인 계기는 어느 날 강은식이 미리 예정되어 있던 모임에

참석해야 해서 희련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 다음날을 종일 희련과 보내겠다고 약
속하고 모임에 갔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희련을 중상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것을

들은 강은식은 “실상 나는 여태까지 인격을 믿는다는 따위의 생각은 해본 적이
없”151)다고 말하고, 다음날이 되어도 희련에게 아무 연락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희련이 그의 전화를 기다리다 못해 찾아왔지만 “강은식의 표정은 말 할 수 없이
신시대」, 「인간」, 「집」, 「풍경A」」, 앞의 책, 99-102면.
149) 박경리, 「생각의 여행」,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박경리 강의노트』, 59면.
150) Edmund Husserl, 앞의 책, 653면.
151)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222회, 『경향신문』, 19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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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했”고, 그의 “불쾌해 하는 낯빛, 험악해진 눈빛”152)을 보고 희련이 발길을 돌

릴 때도 강은식이 그 다음날에나 연락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된 것이다. 그러나 강은식의 오해는 단지 그들 관계의 종말에서 계기가 되

었을 뿐으로, 그는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몹시 서두르는 것같이,
쫓기는 것같이”153) 일본으로 돌아간다.

본고의 논의 맥락에서 초점은 강은식이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국면에

놓인다. 그 국면에서 그가 허무와 인격성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던 입지가 세부적

으로 서술되는데, 그것은 ‘시간’에 대한 그의 특징적인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는
은애의 남편 정양구를 만나서 자신이 희련에 대해 오해했음을 깨닫지만, 정양구가
“귀한 시간의 낭비”를 들어 희련과 얼른 다시 이야기할 것을 종용하자 “시간에

무슨 의미가 있어”154)라는 말로 대화를 끝낸다. ‘시간’이 ‘귀하지’ 않으며 ‘의미’가

없다고 느낀다는 점에서 그는 『암흑의 사자』의 병섭이 자신에게 남은 삶의 시
간을 “실로 주체할 수 없는 빡빡한 시간”155)으로 여긴 것과 상통되는 인물이다.
불행했던 인간관계, 혈통에 대한 인식, 그러나 그것은 이미 동산에 남겨둔 뱀의
허울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허울에서 빠져나온 강은식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걸었으며 걷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동반자는 불안스럽고 거추장스럽기만

한 존재였을 것이다. (중략) 어차피 희련에게 있어서도 강은식은 시간의 시위가

당겨지면 떨어져나가는 화살이 될 것임을 그 누구보다 강은식 자신이 더 잘 알
고 있었다. (중략) 강은식은 부모나 형제에게조차 싸늘한 남일 따름이다.156)

『파시』의 명화 어머니와 같이 은애와 강은식의 어머니도 정신병으로 인해 사망
했는데, 강은식은 그러한 “혈통”을 의식하여 자신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자식을 두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인용문에서 단정적

으로 서술되듯, 명화와 달리 그러한 혈통의 문제가 현재 강은식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시간의
시위”에 당겨진 “화살”로 스스로를 인식한다. 이에 강은식은 희련과의 관계 또한
일시적인 것으로, 즉 언제고 자신의 주체적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간의 시
152)
153)
154)
155)
156)

박경리,
박경리,
박경리,
박경리,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226회, 『경향신문』, 1970.2.16.
「죄인들의 숙제」 235회, 『경향신문』, 1970.2.26.
「죄인들의 숙제」 234회, 『경향신문』, 1970.2.25.
「암흑의 사자」 13회, 『가정생활』, 1962.4, 45-46면.
「죄인들의 숙제」 232회, 『경향신문』, 19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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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의해 “떨어져나가는 화살”과 같이, 희련과 멀어지게 될 것이라 여기는 것이
다. 그가 연인에게는 물론 혈연에게도 “싸늘한 남일 따름”이며 삶에서 “동반자”를

두지 않는 것은, 시간에 대한, 그리고 그에 상응해 자신의 주체성에 대한 이와 같

은 태도 때문이다. 흘러가는 자신의 전체 삶의 시간에 대해 통일적인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때 인간이 인격적 주체로 성립된다면, 강은식은 시간의 흐름과 자신의
존재를 모두 십분 의식하면서도 스스로가 그러한 인격이기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허무의 주변에서, 인격성을 추구하지 않은 상태였던 강은식이 시간에 대해 보인

이와 같은 태도는 희련의 그것과는 확연히 대조적이다.

강은식은 떠난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떠난다는 것만큼 확실치 않다. 아니 그
것은 전혀 미지수인 것이다. 공주에 내렸을 때 희련은 어쩔 수 없이 우울해져 있

었다. 구름을 탄 듯이 둥둥 떠 있던 그의 마음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발끝에 느껴

지는 삭막한 포도에 낙엽같이 뒹굴고 있었다. (중략) 시간은 가고 있다. 희련은

시간의 거지(乞人)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끊을 수 없는 시간, 그러나 강은
식은 그 시간을 뚝 잘라버리고 떠날 것이다.157)

희련은 강은식이 한국에 온 것은 잠깐의 방문일 뿐, 그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귀한 시간의 흘러감’에 우울해한다. 이는 정양구가 “귀한

시간의 낭비”를 말할 때 강은식이 시간의 ‘무의미’를 반문한 것과 상반되는데, 이

인용문 마지막 문장들의 서술을 통해서도 희련과 강은식은 시간에 대한 태도에서
상반된 인물들로서 제시된다. 희련이 강은식과의 관계가 시간 속에서 지속되기를

마치 “거지(乞人)”와 같이 갈구하는 반면 강은식에게 있어서는, 앞에서 그가 스스
로 날아가는 화살의 ‘일순’으로 인식했듯, 희련과의 관계의 지속, 또는 희련과 함
께 하는 시간의 지속이 무가치할 것이라는 것이다.

강은식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정립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그의 성공이나 지

위나 재물은 허(虛)의 아가리 속으로 쏟아 붓는 무(無), 어쩌면 인생 자체가 그러

하고 그는 그것을 구경하고만 있”158)다는 서술을 통해 다시 표현된다. 사람은 자
신에게 충실하고자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통일성, 또는 일치함에

이를 수 있다.159)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 대해 ‘구경꾼’을 자처하는 스스로에 대한
157)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183회, 『경향신문』, 1969.12.24.
158)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234회, 『경향신문』, 19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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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은,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비일관성’의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160) 더
욱이 그가 무의미한 순간들이 계기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삶의 시간 속에서, 사업

가로서의 성공조차 그에게는 “무(無)”가 “허(虛)” 속으로 쏟아지는 것이나 마찬가
지로 무의미하다는 지적은 그의 허무를 부각한다. 사업과 연관해 지적되는 이러한

속성은 『가을에 온 여인』에서 ‘시간을 잊는 것’을 추구하는 강명하의 형상화에
서도 특징적이었다. 그러나 강명하와 달리 『죄인들의 숙제』의 강은식은 매 순
간을 각각이 단절된 것으로서 뚜렷하게 의식하는 자로 형상화됨으로써, 그를 통해

시간의 통일이라는 인간성의 과제와 관련하여 인격적 자아와 허무한 자의 차이가
밝혀지는 것이다.

『죄인들의 숙제』에서 강은식은 허무주의자로 낙착되지 않고, 희련과의 관계

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삶을 통일한 의미에 가까워지고자 하게 되는데, 그 양상

또한 시간과 관련해서 드러난다. 자신이 일관되지 않음을 알고, 일관되기 위해서

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면서, 그러나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불성실’함으로써
강은식이 ‘허무’와 ‘인격성’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면, ‘허무’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변화는 역설적으로, 희련에 대한 오해가 이미 풀렸으면서도 희련을 다시 만
나지 않은 채 그것을 다만 “숙제(宿題)인 채 두”161)고 일본으로 떠나기로 할 때
이미 개시된다. 그것은 삶에서 “숙제”를 가진다는 것의 ‘의미’ 때문이다.

며칠을 정양구는 일에 몰두했다. (중략) 가끔 일에 몰두했다가도 ‘숙제인 채 두

어보지’ 마지막 남긴 강은식의 말이 떠오르곤 했다. (중략) 어쩌면 살아가는 하
루하루가 숙제인 채 꼬리를 물고 내일로, 내일로 이어져가는 것이었는지도 모

른다. ‘이해할만해. 그 형님은……어쩌면 그의 말은 역설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른
다. 실상 그는 하루하루를 잘라내 버리고 숙제를 남기고 싶지 않는 거다. 육친

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고 결혼을 하지 않는 그의 생활을 보아도
그렇다’162)

앞의 인용문에서 “시간을 뚝 잘라버리고 떠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강은식의 존재
양상은, 이 인용문을 통해 “하루하루를 잘라내 버리고 숙제를 남기고 싶지 않”아
159)
160)
161)
162)

Edmund Husserl, 『현상학적 심리학』, 299면.
Edmund Husserl,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2』, 162면.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235회, 『경향신문』, 1970.2.26.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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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라는 부연을 얻는다. 순간과 순간이 일관된 의미로 연결되지 않는 단절
의 연속을 살던 강은식은 허무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가 일본으로 떠나면서 희련

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끝막음”163)을 의도했다면, 그 또한 하나의 단절로서
강은식이 보인 허무의 양상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차원에서 일

본으로 떠남이라는 행동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후 그가 희련과 만나지

못하므로 “숙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강은식이 생각을 바꾸어
그것을 “숙제”인 채 두고 떠나겠다고 마음을 정할 때 그는 이미 과거와 현재, 미
래를 연결하는 어떤 의미를 자신의 삶의 시간에 부여한 것이며, 그 “숙제”에 견인
된 존재로 성립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절에서 보이고자 한 바는, 박경리가 능동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종말이 기정된 존재로서 인간을 파악하면서, 유한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유한

하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인간의 삶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
을 중심으로 한다. 인간이 유한성을 의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시간에 대한

통일된 이해가 실현될 미래의 마지막 시점, 또는 죽음을 향해 목적론적으로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박경리 문학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은 곧 ‘목적론

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유한성은 모든 인간들, 또는 존재자들
의 공통된 조건이라는 점에서, 복수의 주체들의 관계 맺음에 대한 사유와 ‘생명
사상’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자리에 놓이게 된다.

163)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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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통 가능성과 사랑을 통한 합일 모색
3.1. 분신의 관계에서 담보되는 소통의 이상
1장에서 에세이를 통해 분석했듯, 박경리는 복수의 인격적 주체들이 소통한다는

일이 희구의 대상이면서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했다. 이는 ‘언어’라는
매개체의 문제인 한편, 각자가 본질적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
다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경리 문학은 이상적인 소통이 가능
하기 위한 조건들을 모색하고 있고, 그러한 작업이 특히 잘 드러나는 소설로 이

절에서 주요하게 분석할 작품은 『표류도』(『현대문학』, 1959.2~11), 『가을에
온 여인』(『한국일보』, 1962.8.18~1963.5.31), 『죄인들의 숙제』(『경향신문』,
1969.5.24~1970.4.30) 등이다.

복수의 인간들 사이의 소통에 있어, 소통 가능성의 한계는 고통의 경험에 있다.

고통은 철저히 주관적인 경험의 전형이며,164) 고통을 표현하는 언어는 ‘마치 ~것
같은’의 구조를 갖는 작용자의 언어(language of agency)이기 때문이다. 고통에 대

해서는 아픔을 일으키는 행위 혹은 도구와 그 행위가 상처를 일으키는 신체의 부

위 등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165) 1장에서 다룬 에세이에서 박경
리가 자신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명한 언어’를 지니지 못했고 그래서 그가 가
장 말하고 싶은 진실은 ‘심장 속 깊이 유폐되어 영원히 침묵’하고 있다고 서술할
때 드러나듯, 그는 가장 절실한 것은 고통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언어화되는 것은
물론 비언어적으로도 소통되기 어렵다고 여긴 것이다.

좋은 작품은 독자에게 고통을 준다, 고통과 슬픔이 비장미(悲壯美)로 승화되지
못한다면 인간은 구원될 수 없다. (중략) 수없이 산재해 있는 고통이라는 어휘,

그 어휘가 나를 쓰디쓰게 했던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어휘는 과연 무엇을 어느
만큼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표현한 나 자신과 읽어주는 독자 사이에 어떤 빛깔
로 교류되는 것일까? (중략) 내 고통과 남의 고통을 동질적인 것으로 믿어온 것
은 합당한 일이겠습니까?166)

164)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 서울대출판부, 1995, 18면.
165) 같은 책, 25면.
166) 박경리, 「언어」, 『Q씨에게』, 309-3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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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용문은 1장에서 인용한 에세이 「언어」의 다른 부분으로, 여기서 박경리는
‘고통의 소통’이라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

과 다른 자가 경험하는 고통을 “동질적인 것”으로 믿어왔다고 밝히며, 서술 시점
에서는 “고통이라는 어휘”가 자신과 다른 자, 또는 작가로서의 자신과 독자 사이
에서 과연 교류되는지, 어떻게 교류되는지, “무엇을 어느 만큼 내포하고” 전달되

는지를 “쓰디쓰게” 곱씹는다. 이를 통해 제기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이다. 하나는
소통을 원하는 바가 “어휘” 또는 ‘언어’를 통해 전달되기 어렵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문제는 만일 각자의 주관적인 경험이 전혀 “동질적”이지 않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매개체와는 별개로 본질적으로 “교류”될 수 없는 것다는 것이다.

이는 1장에서 인용한 “언어는 절망의 행진”167)이라는 은유가 함유하는 이중적 문

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박경리의 방대한 문학 작업이 그의 ‘심장 속 진실’ 혹은

‘고통’을, 절망적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언어로 매개화하려는 시도로서 첫 번째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었다면, 그러한 시도 속에서 그는 두 번째 문제의 해답 또한
내용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다.

『가을에 온 여인』은 인간의 상호적인 소통 가능성과 인간이 다른 인간과 맺

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작가의 사유가 가장 풍부하고 명확하게 제시된 작품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유를 잘 드러내는 지점이 특히 신성표와 나성구, 나의화의 관
계의 형상화에 있다.

언젠가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사람을 알았던 것 같은 명확

한 의식이 성표 가슴 속에 흐르고 있었다. 굴곡이 심한 용모인데도 성표의 눈에

비치는 나성구씨의 얼굴에는 아련한 회색의 연기 같은 것이 서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뜨문뜨문 말을 하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중략) 침묵 속에는 선명하고 공통되는 언어가 숨 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성
구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략) 그리고 명쾌한 성표 모습 속에서 회색의 우수를

재빨리 감지하였다.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그리고 지극히 드문 일순간의 공감이

었던 것이다. (중략) 성표의 감정과 더불어 그의 말은 비약했다. “기연(奇緣)이
죠” 나성구씨의 말도 비약이다. 그러나 그들은 일치된 것을 느꼈다. (중략) 그들
은 그다지 많지 않은 이야기를 교환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각기 자기의 분
신(分身)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중략) 그것은 일종의 ‘나루시즘’였는지도 모른
167) 같은 글, 3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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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략) 나루시스의 나루시즘은 결국 그의 분신을 찾지 못한 결과일 것이며
고독일 것이다.168)

성표는 의화를 만나기 전에 그의 오빠인 나성구를 먼저 만났고, 이 인용문에서는

그들의 첫 대면이 서술되고 있다. 처음 만났으면서도 두 사람은 모두 “언젠가 모
르지만 오래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사람을 알았던 것 같은 명확한 의식”을

가진다. 성표는 나성구의 얼굴에서 “아련한 회색의 연기 같은 것”을 보고 나성구
는 성표의 모습에서 “회색의 우수”를 “감지”하는데, 이는 “기적에 가까운” “일순
간의 공감”이라고 언명된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분신”으로서 상대를 감지하는
것이며, “일종의 ‘나루시즘’”인 그들 사이의 “공감”, 또는 ‘오래 전부터 알아왔던

사람이라는 의식’은 그러므로 특정한 감정이나 생각의 공통성 이상으로, 인격적
차원에 있어 일종의 ‘상동성’에 대한 의식에 해당한다.

자신의 인격과 상동적인 인격으로서 “각기 자기의 분신 같은 것”을 대하여서는

“언어는 절망의 행진”169)이라는 은유가 제기하는 인간들 사이의 소통에 관한 어
려움들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서로 “분신”과 같은 존재이므

로 동질적인 주관적 경험들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분신”의 관계인 나성구와

성표 사이에서는 언어적 소통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서로를 “분신”으로
감지하는 데에는 “그다지 많지 않은 이야기”의 교환이 소용되었고, 그조차도 언어

의 세심한 조작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뜨문뜨문” 이루어진 “비약”된 발화

였을 뿐이다. 나성구와 신성표는 서로가 “말을 하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며, 오히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선명하고 공통되는 언어가 숨 쉬고 있는 것
만 같”이 여긴다. 그들의 의사소통은 엄밀히 ‘언어적’인 것에 속하지 않으며, 언어

가 소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중요하게 매개되지 않는 어떤 “공감”
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꾼에게 일을 시켜도 그의 인간성을 유심히 보게 돼요. 그의 인간성이 내가 생

각하는 성실성과 합치됐을 때에는 어떤 희열마저 느끼게 돼요. 제가끔의 위치는

달라도 그야말로 동등한 선에서 교감을 나누게 되는 거에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교감을 나누지 못할 경우 말할 수 없는 고
독을 느끼게 돼요.170)

168)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 164회, 『한국일보』, 1963.3.1.
169) 박경리, 「언어」, 3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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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철저한 인간주의라는 점이다. 바로 그렇기 때

문에 나는 오늘도 펜을 들고 있는 것이다. 『토지』의 용이라든지 월선 · 환이나
주갑, 그 밖의 수많은 인물에게서 휴머니티를 열망하였고 잘되었든 못되었든 그
들은 모두 그 열망의 산물이다. (중략) 장거리에서 차 속에서 상점에서 길거리에

서 모든 사람, 그 사람들, (중략) 나는 피부로 그들의 진실을 감지하려 하고 소위
휴머니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영혼은 내게 있어서 끝없는 불가사
의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외톨이가 된다.171)

각각 1981년과 1984년에 발표된 대담과 에세이 「나의 문학적 자전」에서도, 박
경리는 공히 다른 이의 “인간성” 또는 “휴머니티”가 ‘피부로 감지’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과 다른 이의 인격성이 “합치”될 수 있는 것일 경우 그러한
“감지”에 성공하고 “동등한 선에서 교감”할 수 있지만,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영혼은 내게 있어서” “불가사의”한 것일 경우이며, 이때는 “말할 수
없는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어떤 자아가 자신이 아닌 ‘다

른’ 자아를 자신 속에서 의식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자아가 자신과 유사성을 가
져야 한다는172) 점을 핵심으로 한다.

다른 사람을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영혼을 지닌 자로 의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

람의 영혼이 의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것을 영혼으로서 의식하는 일은 자신

의 영혼과의 유추에 따라 이루어지므로,173) 어떤 자아도 다른 자아를 언제나 자신

의 ‘유사물’로서만 의식할 수 있는 것이다.174) 이때 다른 자아가 자신과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은 그 자아를 자기 자신의 가능성의 우주 속에서, 자신의 가능한 존재

의 테두리 속에 표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경리 문학에서 자신과 동질
적인 주관적 경험을 지니는 다른 이의 영혼, 또는 “분신”이 “합치”될 수 있는 영

혼이라는 것은 그 다른 자아를 자신의 어떤 가능성과 합치되는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75) 다른 이의 주관성을 직관적으로 경험한다는
170) 김치수, 「저자와의 대담 『토지』의 박경리씨 소유의 관계로 본 한의 원류」, 『신동
아』, 1981.6, 117면.
171) 박경리, 「나의 문학적 자전」, 『한국일보』, 1984.7.1.
172) Edmund Husserl, 『데카르트적 성찰』, 175-176면.
173) Edmund Husserl, 『현상학적 심리학』, 167-168면.
174) Edmund Husserl, 『데카르트적 성찰』, 181면.
175) Edmund Husserl, 『현상학적 심리학』, 447-4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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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또는 ‘공감함’, ‘피부로 감지함’이란 이런 의미에서의 유추 작업을 일컫는 것
이다.

언어가 “절망의 행진”일 뿐이고 “고통이라는 어휘”가 고통의 경험을 전하지 못

한다는 한 문제와, 각자의 고통이 “동질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다른 문제에 대
해, 작가가 해결을 모색하며 이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상동적인 복

수의 인격적 자아들, 혹은 “분신”들의 관계이다. “분신”으로서 “동질적”인 경험의
주체로 존재하는 복수의 인격들의 경우, 그들 사이의 소통은 “침묵”을 통해 이루

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매개체’로서의 언어가 내재하는 기능이나 장애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의 이상은 상호주관적 관계의 최고 형태인
‘사랑’의 의미와도 관계된다.

이 세상에 나서 나성구씨를 만나 받은 감동, 그 다만 감동에 지나지 못했던 것에

다가 이번에는 어떤 슬기로움이 구체화되어 성표의 마음에 퍼지는 것이었다. 그
것은 온 대지가 곤두서서 성표의 가슴을 눌러 다지는 듯한 것이었다.176)

의화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나 성표는 목이 멘다고 생각했다. (중
략) ‘내가 만났어야 할 여자는 이 사람이 아니냐!’ 성표는 목구멍 속으로 소리
지르고 있었다. (중략) ‘나는 저 사람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중략) 나성구씨

로부터 받은 충격보다 컸었다. 아픔과 괴로움이 따랐던 것이다. 그러니만큼 희열
은 더 컸을지도 모른다.177)

성표와 나성구가 서로 “분신”이었던 것에 더하여 나의화 또한 나성구에게 “남매

간이니까 분신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 그 애야말로 정신적인 내 분신”178)에 해당

하는 존재로, 성표와 나성구, 나의화는 모두 서로의 “분신”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그런데 이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나성구의 동생 나의화가 가을에 미국에서 돌아와
성표와 처음 만났을 때, 성표는 자신의 “분신”으로 느낀 나성구를 만났을 때와 마

찬가지로 의화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아가, 나성구와의
만남에서 받은 것보다 ‘더 큰’ 충격과 감동, 그리고 희열을 느낀다. 이에 대해서
는, 나성구와의 만남이 성표에게 “다만 감동”이었던 것에 비해 나의화와의 만남은
176)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 182회, 『한국일보』, 1963.3.23.
177)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 185회, 『한국일보』, 1963.3.27.
178)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 166회, 『한국일보』, 19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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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대지가 곤두서서 성표의 가슴을 눌러 다지는” 것과 같다고 표현된다. 세 사람
이 모두 서로 “분신”이지만, 성표가 의화와 관계되는 방식은 나성구와의 경우보다
더 강한 ‘정도’의 어떤 것이라는 것이다.

“분신”과 같은 동기(同氣) 간이 있다 해도, 연인 간의 관계가 강도라는 측면에

서 여타의 “분신”의 관계에 비해 더 큰 정도에 있다는 인식은 7년 뒤에 연재된
『죄인들의 숙제』에서도 동일하다. 『죄인들의 숙제』의 시작 시점에서 희련은

은애와 중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로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나와 서른 살이
된 상태인데, 그들의 관계는 “우정 이상의 것, 이를테면 희정과 희련의 사이에서

볼 수 없는 자매(姉妹)의 유대 같은 것”179)으로 설명된다. 『가을에 온 여인』에
서 나의화와 나성구가 ‘정신적인 분신’이자 ‘남매로서 분신’이었다면, 『죄인들의
숙제』에서 희련과 은애는,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성격으로 특징지어지는

“희정과 희련의 사이”에 대비되어, ‘분신’이기 때문에 “자매”와 같다. 그런데 어느

날 은애의 오빠 강은식이 한국에 들르면서 희련과 처음으로 만나고 그들은 서로
를 자신의 “분신”으로 명확하게 의식하게 된다. 이는 희련이 “강은식은 오래전부
터 희련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 같았다”180)고 느끼며, 강은식 또한 희련에게 “나

같은 사람을 나는 처음 만났습니다”, “좀 자주 만나서 내 꼴이 저런가 하고 바라
보아야 하겠군요”181)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제시된다. 그리고 이미 은애와 실제
자매 이상의 “자매의 유대 같은 것”을 맺고 있던 희련은, 강은식을 만나 그를 “꼭

같은 존재, 꼭 같은 분신”182)으로 여기고 사랑한 후에는 은애를 “강은식의 모습과
더불어”183) 보게 되며,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웠던 사람의 한 핏줄”184), “강은식
의 분신”185)으로 인식한다. 이를 통해서도 사랑의 관계는 다른 “분신”들 간의 관
계에 비해 높은 강도의 어떤 것이라는 지위를 얻고 있다.

오해 없는 소통 가능성의 영역 내에서 주체들이 맺는 관계의 강도에 차이가 있

다는 것은 서로 이해 가능한 주체들이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179)
180)
181)
182)
183)
184)
185)

박경리,
박경리,
박경리,
박경리,
박경리,
박경리,
박경리,

「죄인들의
「죄인들의
「죄인들의
「죄인들의
「죄인들의
「죄인들의
「죄인들의

숙제」
숙제」
숙제」
숙제」
숙제」
숙제」
숙제」

9회, 『경향신문』, 1969.6.3.
131회, 『경향신문』, 1969.10.24.
141회, 『경향신문』, 1969.11.5.
271회, 『경향신문』, 1970.4.10.
253회, 『경향신문』, 1970.3.19.
256회, 『경향신문』, 1970.3.23.
252회, 『경향신문』, 19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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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과 사람의 거리 속에서 살고 있고 그 거리로 하여 좋게도 나쁘게도
오해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령 그 거리가 서로 다가섬으로써 제거 되

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같은 영혼의 합치라 볼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합칠
수 있는 영혼이 각기 궤도를 달리하고 있는가 하면 합쳐진 영혼이 다 이질적(異

質的)인 경우도 있다. 그것이 대부분의 인간의 한계다. 성표의 눈은 다시 천장으

로 갔다. ‘합칠 수 있는 영혼이 서로 다가선 그런 복된 경우가 몇 번쯤 이 세상

에 있었을까?’ (중략) “끝내 없을 거라구?” 성표는 가벼운 전율이 전신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혼자말처럼 뇌었다.186)

이 인용문에서는 『가을에 온 여인』의 성표를 통해, 인간 사이의 이해 불가능성,

“분신”들로서 온전한 소통이 가능하지만 서로 ‘사랑’의 감정을 가지지는 않는 관
계, 그리고 ‘사랑’ 등, 주체들이 맺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일관된 비유를
통해 나란히 배치되어 나타난다. ‘궤도가 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질적인 영혼
이 합일되는 경우’가 “복된 경우”로서 ‘이 세상에 몇 번 없거나 끝내 없을’, 사랑

이 성공한 경우라면, “합칠 수 있는 영혼이 각기 궤도를 달리하는 경우”는 ‘분신’

과 같은 존재이면서 함께 하는 삶을 이루지는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양
한 관계가 가능하며,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을 표현하면서 이 인용문에서는
특히, 어떤 “사람과 사람” 또는 ‘영혼과 영혼’이 ‘동질적’이면서도 “궤도를 달리”

하는 것이, 비록 삶의 “궤도”는 “합쳐진 영혼이 다 이질적인 경우”와 더불어, “대
부분의 인간”이 처하는 “한계”로서 지적되고 있다.187)

“분신”과 같이 ‘동질적’인 영혼들이 서로의 “궤도”가 “합치”된 관계이면서, 그러

나 ‘사랑’에는 미달한다는 한 세부적인 지점이 서사화된 작품이 『표류도』이다.

선행 연구에서 『표류도』는 주로 ‘계층’의 문제에 대한 의식을 중심으로 분석되
어왔다. 이는 현회와 이상현의 사랑이 성사되지 못하는 원인을 ‘계층’의 문제와
관련된 현회의 “자존심”으로 돌리고, 그런 한편 ‘하층민의 현실’을 묘사한 작가

186)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 226-227회, 『한국일보』, 1963.5.15~17.
187) 박경리 소설에서 사랑이 성공한다는 결말이 아주 드문 것에 대해, 이덕화는 “작가의 인간
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이덕화, 앞의 책, 152면.) 그러나 본고는 작가
가 어떤 오해나 불완전함도 없는 소통의 이상(理想)을 소설에서 ‘분신’에 은유하며, ‘사랑’
의 관계의 경우는 더 나아가 ‘분신’과 같은 개체들이 그 개체적 경계의 무화에 무한히 가까
워지고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본다. 현실화되는 것을 ‘기적’적
인 것으로 전제하는 이러한 ‘사랑’에 대해 박경리 문학에서는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를 묘사
나 설명적 제시를 두루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가 견지했던 상호주관성의
이념적 형태를 윤곽 지워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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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에 주목하려 한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다.188) 그러나 ‘계층’의 차이를 표면적

으로 언급한 이면에는 인격적 자아의 고유한 세계관과 소통이라는 주제가 자리하
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정호웅은 작품 제목인 ‘표류도’가 “박경리 문학을 일관하는

핵심 정신의 하나인 ‘외로운 단독자’의 존재성을 상징하는 기호”189)임을 지적한
바 있다. 본고는 이에 더하여, 이 소설에서 이미 작가가 “사람이 사람과 사람의

거리 속에서 살고 있”음과 함께 각자의 ‘궤도의 합치’의 가능성 또한 모색하고,

소통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인간 주체들의 관계에서 가능한 다양한 가능성의 스펙
트럼을 표현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할 것이다.

『표류도』의 도입부에서 박경리는 인간성의 의미와 조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

을 분명하게 서술한다.

역설과 부정으로 따져 들어간다면 결국 내라는 것은 물이 묻은 종이 마냥 문적
문적 무너져 없어지고 말 것이다. 원래 인간은 역설적인 존재다. 세상에 태어나
서 죽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 사상(砂上)에 구축된 누

각 같은 것일지라도 생활감정과 생활양식을 고집한다. 그것은 인간들이 휘어잡아

온 서글픈 형체(形體)였었다. 나의 고루한 자존심도 그러한 것, 우리들은 그런
것을 가리켜 인간의 존엄성이니 자유니 한다.190)

이 인용문에서는 “생활감정과 생활양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세상
에 태어나서 죽는 것”이라는 인간성의 근원과 직접 연결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

다. 태어났지만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사상(砂上)”

에 놓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건설한 “누각”이 그의 “생활감정과 생활양

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한성이라는 조건이 변화될 수 없는 한, 한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 견지하는 “자존심”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모두가 “사
상에 구축된 누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작가는 인간의 행위가 무의

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래가 무너지기는 순간까지 그러한 ‘사상누각’들을 “휘어
잡”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 이른다. “원래 인간은 역설적인 존재다”라는 표명은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각자가 고유한 신념-세계관으로서 삶에서
188) 정호웅, 「두 겹의 서사: 사랑의 진실, 의지와 능동의 정신」, 박경리, 『표류도』, 마로니
에북스, 2013, 295-296면.
189) 같은 글, 299면.
190) 박경리, 「표류도」 1회, 『현대문학』, 1959.2,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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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 “누각”이 “고루한” 것이거나 “서글픈” 것이라는 표현은 그러므로 차라리
반어적이다.

현회의 언어가 상현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번번이 반복된다는 사실이

표지하듯 그들은 ‘합쳐질 수 없는 이질적인 영혼’들이었고 각자가 지니는 세계 또

는 “생활감정과 생활양식” 또한 너무 달랐다. 그들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는 계기는 오해에 있었지만 『죄인들의 숙제』에서와 달리 현회와 상현에게
있어서 “분신”과 같은 상호 이해는 일시적으로조차 성립되지 않는다. 현회는 이에
대해 “나는 상현 씨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에서 풍겨지는 모든 것에서

내가 고립되고 그나마도 슬픈 광대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191)라고 생각하
는데, 이 표현의 함의 중 하나이자 그를 슬프게 만드는 사실은, 서로의 세계에서

“고립되고” “광대”처럼 우스워진다는 것은 그들의 ‘이질성’ 또는 ‘합치불가능성’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결국 끝나는 것은 박경리 문학에서

어느 쪽도 허무한 상태가 아닌 인격적 자아들 사이에서 서로의 세계의 이질성으
로 인해 사랑이 실패하는 분명한 사례를 형성한다.

상현과 헤어진 현회와 김환규는 ‘사랑은 아닌’ 관계를 맺게 된다. 이에 대한 서

술은 ‘동질적인 영혼이 합일되지는 않고 궤도의 합치를 이룬’ 세부적인 지점을 묘
사하고 있다.

“(전략) 사람은 모두 하나하나의 표류도(漂流島)입니다. 복수는 단수의 두 갭니
다. 두 개가 단수로 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인가는 반드시 이별할 수밖에
없지요. (중략) 섬은 한 자리에 있는 섬이 아닙니다. 표류도니까요. 움직이니까요.

죽음의 직전까지 섬은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중략)” “왜 저를 위하
세요?” (중략) “내 가까이 떠내려가는 섬이니까, 정신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중략) “사람은 각각 떠내려가는 섬이라 하셨죠? (중략) 같이 떠내려가다가 저의

섬이 물속에 잠겨 버리면 선생님의 섬은 그대로 떠내려가죠? 그리고 선생님의
섬도 결국엔 물속에 잠겨버리는 거죠? (중략) 결국엔 모두 물속에 잠겨버리는군

요.” (중략) “(중략) 애정보다 마음이 맞다는 것, 생각이 같다는 것, 헤치고 나갈
세계가 같다는 것, 그런 점이 둘을 결합시켜 줄 것입니다. (후략)”192)

앞의 『가을에 온 여인』의 인용문에서 ‘영혼의 동질성과 궤도’로써 표현된 바가,
191) 같은 글, 150면.
192) 박경리, 「표류도」 10회, 『현대문학』, 1959.11, 144-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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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도』에서는 이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섬의 거리와 움직임’이라는 다른 비유

로 조명되고 있다. 이 소설의 주제 의식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하나

의 표류도”라는 명제에 대해 작가는, 인간이 “결국엔 모두 물속에 잠겨”버릴 것으
로 기정된 “죽음의 직전까지”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라는 뜻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표류도’는 ‘표류하는 섬’이라기보다는, 죽음까지의 ‘시간’
과 ‘섬’이라는 개체들의 병존의 의미를 모두 담기 위해, ‘떠서 흐르는 섬’이라는
좁은 자의(字義)에서 선택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회와 김환규는 “정신

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섬에 비유되며, 이 소설에서 유일하

게 “마음이 맞다는 것, 생각이 같다는 것, 헤치고 나갈 세계가 같다는 것”에서 특

징적으로 서술되는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애정”은 아님이 명시되는 그들의 관계
는 ‘단수의 두 개’가 이룬 “복수”의 인격으로서 “결합”된 ‘궤도’를 흘러가는 관계

로 묘사된다. 이는 ‘분신’과 같은 관계이면서 삶의 ‘궤도’가 결합되었으나, 그럼에
도 ‘사랑은 아닌’ 또 다른 한계지점이라 할 수 있다.

자신과 동질적인 경험을 하는 다른 인격적 자아가 ‘분신’이라 불릴 때, 박경리

문학에서 ‘분신’적 관계의 본질은 ‘다른’ 인격이 아니라 자신과의 ‘동질성’에 놓인

다. ‘다른’ 인격이 아니라 해도 ‘분신’적 관계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인격 자체

가 ‘분신’으로 지칭되는 경우가 박경리 문학에서 명확하게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
다. 박경리는 소설에서 어떤 인물에게 있어 고유한 신념-세계관의 담지자를, 혹은
그러한 신념-세계관 자체를 특칭할 경우에도 ‘분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어머니, 어머니! 내가 사는 이유, 그거 하나만 알게 해주세요. (중략) 무의미하다

는 것, 목적이 없이 막연하다는 것, 그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중략) 그건 밥벌
레의 일생이에요. 개미나 꿀벌도 그렇겐 살 줄 아는 거예요. 난 언니 같이 살고
싶진 않아요. 거지가 되어 비참하게 어느 골짜기에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난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고 싶어요. (중략)’ (중략) 희련은 확고한 지름대를 자신
속에서 발견한다. (중략)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을 자기 자신
을 (중략) 굳건히 보호할 분신을 자기 자신 속에 설정한 것이다.193)

『죄인들의 숙제』의 이 인용문에서 희련은 삶의 목적 없는 “밥벌레의 일생”을

오랫동안 사느니 “거지가 되어 비참하게 어느 골짜기에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
193)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85회, 『경향신문』, 196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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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간의 일생’을 보내기를 원하여, 자신의 “의미” 또는 “목적”으로서 “내가 사
는 이유”를 견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러한 토로의 형식을 통해 그에게서
“개미나 꿀벌”과 달리, 인간은 “무의미하다는 것, 목적이 없이 막연하다는 것”에

서 자신의 존재론적 본질을 위협받는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이윽고 희련은 그의
삶의 “목적”, 또는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자신의 “의미”를 인식하는데, 그것은

다시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을 자기 자신”, “확고한 지름대”, 또는 “자신 속에

설정한” “굳건히 보호할 분신”이라고 서술된다. 자신의 인격이 ‘자신의’ ‘분신’으
로 지칭되는 것은 어느 정도 동어반복적인 면이 있지만, 희련이 자신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그 “분신”을 오히려 “굳건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때, 신

체를 가지고 살아 있는 ‘자신’과 육체성 없는 인격성을 지시하는 ‘분신’이 구별됨
을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인격이 박경리 문학에서 ‘분신’이 가지는 여러 의미 중 하나이지

만, 인격적 자아가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이로서 ‘분신’ 찾기는 자기 자신의 인
격성을 의식하는 것만으로 만족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경리에 따르면 어

떤 이가 자신의 ‘분신’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을
만났거나, 혹은 예술 작업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인간은 막연히 사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중략)

그리하여 사랑과 예술이 등장한다. (중략) 그렇게도 간절히 자기의 구현을 바라

는 것은 역시 사랑과 예술이 아닐까. (중략) 진실된 예술과 사랑, 그 앞에 우리들
의 고요한 기도가 있다.194)

에세이 「사랑과 예술」에서 박경리는 예술 작품의 의미가 그것을 창작한 인격을

돌이켜 지시한다는195) 점에서, 작기를 “구현”하는 작품과 작가를 ‘분신’과 같은
관계라고 보고 있다. 이 인용문에서 그는 인간이란 “단순히 존재”하거나 “막연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랑과 예술”은 인간이 “자기의 구현”을

바라는 존재이기에 등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예

술” 작업이 모두, 자신의 외부에 “구현”된, 자신과 동질적인 인격을 만나고자 하
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더욱 확연해지는 것은 그가 “자기의 구현”으
194) 박경리, 「사랑과 예술」, 『Q씨에게: 박경리문학전집16』, 지식산업사, 1981, 316-319면.
195) Edmund Husserl, 앞의 책, 173-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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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분신’ 찾기가 다른 인격적 자아와의 만남에서 성공하지 못할 경우, 예술
작업을 통해 그것을 대신 실현하려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말할 때이다.

Q씨, 나는 가끔 내가 변하기를 원하곤 합니다. (중략) 그러나 그 원함이야말로
내 사고의 피상일 뿐 내가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변하지 않을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중략) 다만 내

못난 인생 다소는 성과가 있었던 문학 (중략) 타인들의 세계에서 찾다가 헤매다
가 못 찾은 것들이 결국 내 작품 속의 고뇌가 된 거지요. 찾다가 못 찾은 사람
들, 진실이 작품 속에서 나와 같이 있어 주는 거지요.196)

1976년경에 쓰인 에세이 「십이년 만에」에서 그는 『죄인들의 숙제』의 앞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변하지 않을 나”를 강조하는데, 그러한 자신의 인격과 동질적

인 것을 “타인들의 세계에서” 구하고자 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대신 그것은 “작품
속에서 나와 같이 있어” 준다고 밝히고 있다. 하나의 신념-세계관을 견지함으로써
“변하지 않을 나”로서의 ‘분신’을 “자기 자신 속에 설정”하는 것은, 사랑이나 예

술의 추구 이전에 인격적 주체로 성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단계
이다. 하지만 그런 후에는 자신과 동질적인 인격을 구하는 일로서 “사랑과 예술”
이 모두 “자기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나란히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자기의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신’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관

계로서 ‘사랑’은, 이 인용문에서 작가가 “찾다가 헤매다가 못 찾은 것”이라고 표
현하듯, 박경리 문학에서 대개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의 『가을에 온 여

인』의 인용문에서 그런 “복된 경우”는 “이 세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에 꼽
힐 만큼 있었을 것이며, 혹은 “끝내 없을”197)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된 바와 같

이, 사랑의 실패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박경리 문학에서 의
미화되는 ‘사랑’은 그것이 실패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는 관계라 할 수 있다. 모

든 관계 당사자가 인격으로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랑을 포함한 인격적 주체
들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불과하다. ‘사랑’의 관계는 이에 더하여 두

인격적 주체들이 서로의 ‘분신’과 같아야 하고, 『표류도』에서 나타나듯 그들이
서로에 대해 ‘사랑’이라는 감정을 지녀야 할 뿐 아니라, 『죄인들의 숙제』에서
나타나듯 그들의 삶의 ‘궤도’가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건들은
196) 박경리, 「십이년 만에」, 『거리의 악사』, 18면.
197)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 226-227회, 『한국일보』, 1963.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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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이 충족되기도 어렵지만 모두가 동시에 충족되기는 더욱 어려운데, 이는 박경

리가 사랑이라는 관계에 “고독으로부터의 탈출”198)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희구를

걸어놓고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의 충족에 있어,

『죄인들의 숙제』는 다른 모든 조건이 만족되었으나 그들 삶의 ‘궤도’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를 서사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죄인들의 숙제』에서 희련과 강은식의 사랑은 실패하지만, 그것이 강은식이

허무했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2장에서 분석했듯, 강은식이 일본으로 떠난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허무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연재분 최종회에서 정

양구는, 강은식이 희련이 이미 자살했다는 것을 모른 채 곧 한국으로 갈 테니 회

답해 달라고 보낸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 편지는 직접 인용으로 서술되지 않으며
다만 강은식이 “그동안 여행을 했었다는 말이 씌어 있었는데 문맥이 다소 상징
적”199)이었다는 점만이 지적된다. 강은식이 주저를 끝내고 허무에서 벗어나 희련

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희련과의 관계를 “숙제”로 두고 어
떤 ‘상징적인 여행’을 다녀와야 했다는 것은 그의 정합적인 삶의 진행과 자기 이
해에서 필요한 일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희련이 영문을 알지 못한 채 강은식의

방 문간에서 쫓겨나듯 돌아간 후 어머니의 유산인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죽어야

했던 것 또한 마찬가지로 희련의 인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소설의 서술은 그들
의 사랑이 실패한 것이 이처럼 두 인격적 자아의 ‘궤도’가 ‘엇갈림’으로 인한 것
임을 명시하고 있다.

‘우린 서로 무한히 찾았음에도, 찾다가 서로 만났음에도 손이 닿질 못했다. 우린

꼭 같은 존재, 꼭 같은 분신, 영원히 궤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혼자만
의 유성이다’200)

강은식과 희련이 그 본질적 상동성에서 서로의 “분신”이었으나, 그들 각자의 삶의

“궤도”의 엇갈림 또는 시간적으로는 몇 달의 차이로 인해 “서로 만났음에도 손이

닿질 못”하고 실패했다는 이 인용문의 서술은,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이 작가가

「언어」에서 표현했듯 “몇 만 년 만에 어느 궤도에서 마주칠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에 매달리는 일”201)이라는 사유를 바탕에 두고 있다. 박경리 문학에서 ‘사랑’

198) 박경리, 「사랑과 예술」, 『Q씨에게: 박경리문학전집16』, 318면.
199)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288회, 『경향신문』, 1970.4.30.
200)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271회, 『경향신문』, 19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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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오해 없는 소통을 담보하는 동질적 인격으로서의 “분신”의 관계가 더 큰 강

도로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 비로소 개체로서의 외로움이나
고립으로부터 “탈출”되게 하는, 몇 만 년 만에 한 번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조차
“막연한 희망”이게 하는, 근원적으로 희구되는 어떤 관계에 대한 명칭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두 인격적 자아가 사랑의 관계에 결정적이고 완전하게 성공하는 것

으로 서사화하지 않음을 통해 작가는 그 관계의 지위와 의미를 여실히 음각할 수
있게 된다.

박경리는 이와 같이 한 인격이 자신과 동질적인 인격인 “분신”과 맺는 관계에

서, 직관적인 “공감”을 통해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이상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이
라고 여겼다. 이는 소통 가능성의 최대한에 놓이는 고통의 경험의 소통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이다.

“나 윤식 씰 동정하고 있는 거예요. (중략) 언어로 통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라면 상처의 아픔을 공동으로 느낄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저는 윤식 씨가
발작을 일으키며 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징그럽다고 생각지 않았
어요. (중략) 물질이나 현상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어려운 건 마음
이에요. (후략)”202)

이 절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듯 고통의 경험은 철저히 주관적인 경험의 전형으로서
소통 가능성의 한계 지점에 있는데, 그러한 고통의 경험이 소통된다는 것은 박경

리 문학에서 “고통이라는 어휘”와 더불어 두 인격 사이에서 고통이 “동질적인”
경험으로 “교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눈먼 실솔」의 이 인용문에서도,
“언어로 통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라면 상처의 아픔을 공동으로 느낄 수

있”다는 언명으로 드러난다. “고통이라는 어휘”뿐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어

떤 ‘언어적 소통’이라도 가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두 자아에게서 고통의 경험이
동질적이라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처의 아픔을 공동으로 느”낌이라는 이
인용문의 표현이 해석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미이다. 반면 그 최대한의 의미는 두
자아가 단지 인격적 본질에서 상동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한쪽이 “상처의 아픔”
을 느낄 때 다른 쪽도 이를 “공동으로” 느낀다는 해석에서 얻을 수 있다. 전자의
201) 박경리, 「언어」, 『Q씨에게』, 308면.
202) 박경리, 「눈먼 실솔」 14회, 『가톨릭시보』, 196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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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박경리 문학에서 “분신”의 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후자는,

그것이 만약 가능한 것이라면, 여타의 “분신” 관계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관계
에서 가능할 것이다.

3.2. 죄책감을 중심으로 모색되는 사랑의 가능성
고통의 경험은 그 ‘사적’인 성격에서 가장 특징적이며,203) 고통을 느끼는 영역

의 경계는 곧 개체들 간의 경계이다.204) 그러므로 한쪽의 고통을 다른 쪽도 느끼
는 관계에서는 그들 사이에서 개체성의 경계가 흐려지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동

질적인 경험을 가지는 ‘분신’적인 두 자아가 최대한의 강도에서 관계를 맺고 극단
적으로 두 개체가 ‘합일’되는 지점에까지 나아간 결과, 각 인격의 개별적 정체성
의 경계가 흐려지게 된 상태라 할 수 있다.205) 이 경우 그들 사이의 극단적인 ‘공

감’은 한 인격에 고유하게 속했던 사유와 신념, 느낌과 같은 가장 내밀한 특질들
을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데,206) 이러한 복수의 개체의 ‘합일’은 현실적인 가능성
과는 별개로, 그 극단성에서 본질적인 것인 만큼 ‘절대적’인 관계이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이지만 인간에 대한 줄기찬 관심은 고독(소외)207)의 감수(甘

受)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을 완벽주의라 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인간과 인

간 사이의 어떤 유의 것이든 영혼의 합일(合一)은 절대적인 것으로 추구를 멈추
지 아니하는 한 다시 되풀이하거니와 역설적 · 이율배반적이라고나 할까, 외톨이
가 될 수밖에 없다.208)

에세이 「나의 문학적 자전」에서 표명되듯, 박경리는 “영혼의 합일은 절대적인
것”이며 그것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계속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의 “완벽주의”

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다. ‘분신’과 같이 소통하는 인격들이 맺는 관계에도 다양
203) 손봉호, 앞의 책, 56면.
204) 같은 책, 72면.
205) Benjamin Eric Daffron, Romantic Doubles: Sex and Sympathy in British Gothic
Literature, 1790-1830, AMS Press, 2002, p.138.
206) Ibid., pp.1-8.
207) 원문의 표기이다.
208) 박경리, 「나의 문학적 자전」, 『한국일보』, 19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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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상이 있고, 앞에서 분석했듯 박경리 문학에서는 “완벽”한 것으로 상정되는,

‘영혼의 절대적인 합일’이라는 관계성의 극단과, 전혀 소통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
는 “외톨이”, “고독 ‘소외’의 감수”로서의 존재라는 다른 극단 사이의 세부적인

여러 지점들이 서사화되었다. 그러나 작가는 “고독으로부터의 탈출”209)이란 오직

“합일”로서의 사랑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여겼고, ‘사랑’의 이와 같은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의미로 인해 박경리 문학에서 그것은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기적적’인
관계로 형상화된다.

각자 신념-세계관의 담지자인 복수의 인격의 만남이 제기하는 문제가 가장 첨예

해지는 것은 각 인격의 ‘단죄하는 가치기준’에서이므로, 이상적인 소통이 이루어
지는 ‘분신’의 관계는 물론, 절대적인 “합일”에 있어서도 ‘단죄’라는 문제는 중요
한 지점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박경리는 소설에서 죄책감을 가진 자에 대한 형상
화와 그를 중심으로 한 서사를 통해, 소통 가능성에서부터 “합일”로서의 사랑이라
는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

박경리 문학에서 ‘죄책감’이 주요한 모티프 중 하나라는 사실은 선행 연구에서

도 지적되어 왔다. 먼저 김은경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죄책감을 가진 자를

‘가치의 절대화 · 상대화 · 무차별화’의 태도로 분류했고,210) 조윤아는 작가가 ‘죄’
라는 주제를 통해 폭력에 희생되는 무고한 인물에게 ‘원죄’를 물어 폭력을 가하는
사회의 부당함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다.211) 그는 또한 『창』(『조선일보』,

1970.8.15~1971.6.15)을 분석하면서, 죄책감을 가진 자인 맹시헌을 통해 도덕이 벗
어날 수 없는 굴레로서 인간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것을 형상화했다고 보았

다.212) 이와 달리 본고는 박경리 문학에서 ‘죄책감을 가진 자’를 서사화하는 전형
적인 구도가 「쌍두아」(『현역작가10인신작집: 현대문학 5월호별책』, 1967, 1643면)에서 제시되는 것으로 파악하며, 다른 이와 소통하지 못하고 나아가 어떤 관

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주저하게 되는 상태에 처해 있음이 박경리 소설
에서 ‘죄책감을 가진 자’의 형상화에 있어 핵심적이라는 시각을 취한다. 이를 바
탕으로

『노을진 들녘』(『경향신문』, 1961.10.23~1962.7.1), 『가을에 온 여인

209) 박경리, 「사랑과 예술」, 『Q씨에게: 박경리문학전집16』, 318면.
210) 김은경, 「박경리 문학 연구: ‘가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11) 조윤아, 「폭력에 희생당한 자들의 원죄의식: 『재귀열』, 『내 마음은 호수』, 『노을진
들녘』, 『김약국의 딸들』을 중심으로」, 앞의 책, 87면.
212) 조윤아, 「가해자를 통해 드러나는 윤리의식: 『창』을 중심으로」, 앞의 책, 170-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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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962.8~1963.5.31), 『시장과 전장』(현암사, 1964), 『녹지대』

(『부산일보』, 1964.6.1~1965.4.30), 『타인들』(『주부생활』, 1965.4~1966.4),

『창』, 『단층』(『동아일보』, 1974.2.18~12.30) 등을 대상으로, 작가가 소통 가

능성을 지니는 관계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합일’로서의 사랑에 죄책감을 가진 자
를 대입하여 여러 가능한 양상을 서사화했고, 그럼으로써 공동 세계에서 소외된

이가 다시 소통 가능성의 영역에 합류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나 윤식 씰 동정하고 있는 거예요. (중략) 언어로 통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라면 상처의 아픔을 공동으로 느낄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저는 윤식 씨가
발작을 일으키며 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징그럽다고 생각지 않았
어요. (중략) 물질이나 현상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어려운 건 마음
이에요. (후략)”213)

앞에서도 인용한 「눈먼 실솔」의 이 대목에서 표현되듯, “물질이나 현상”의

전달과 달리 사람의 “마음”이 소통된다는 것은 “언어로 통할 수 있는 사람과 사

람의 사이”, 그리고 “상처의 아픔을 공동으로 느낄 수 있는” 사이에서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이 인용문에서는 소통 가능한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고통과 결점에
대해 “징그럽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시사된다. 이 대목에서 단편적으로

시사되듯, 박경리 문학에서는 어떤 이가 ‘징그러워 함’, 또는 ‘염오’, ‘혐오’ 등의
감정을 가진다는 것이 상대방과 소통할 수 없음에 대한 명확한 표지로 작용한다.
이는 특히 죄책감을 가진 자와 관련해 뚜렷해진다.

죄책감을 가진 자가 처한 다른 이와의 소통 불가능의 상태를 중심적으로 조명

할 수 있는 것은 죄와 선악이라는 절대적 가치와의 관련성이나 심리학적 기제의
측면보다는, 상호주관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이다. 그리고 「쌍두아」에서는
죄책감을 가진 자이면서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른 이가 그에게 ‘염오’를 느
끼며, 소통 불가능의 상태에 처해 있는 인물이 형상화되고 있어, 본고의 논의 맥

락에서 전형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이 소설에서 ‘죄책감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

이는 영혜이다. 그는 자신의 “깊은 죄의식”214)에 대해 누차 언급하는데, 그의 ‘죄
213) 박경리, 「눈먼 실솔」 14회, 『가톨릭시보』, 1968.1.21.
214) 박경리, 「쌍두아」, 『현역작가10인신작집: 현대문학 5월호별책』, 1967, 3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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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감’의 기원이란 두 귀 중 한쪽이 기형이라는 것이다. 선천적인 귀의 형태는 영
혜의 어떠한 행위나 선악이라는 가치와도 관련이 없지만 그는 스스로를 ‘죄책감을
가진 자’로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 특유의 소통 불가능의 양상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215) 영혜는 자신이 죄책감으로 인해 “인간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감

옥에서 살아”216)올 수밖에 없었다고 여기며, 다른 이와 연인 관계를 이룰 기회가
생기더라도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언제나 회피해 왔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 알고 지내던 친구이자 17년 남짓 만나지 못했던 종서와 우연히 재회하고, 그에
게 자신의 귀를 보여주게 된다.

“아까부터 자꾸 혼란이 일어. 내가 종서 같고 종서가 나 같고. (중략) 종서 얘기

들으면서 나하고 닮았다 생각했어. 그런데 아주 반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러면 또 닮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게 진짠지 영 결정할 수가 없어 (중략) 낯이
설다는 것 그것 실감나는 얘기야. 하지만 상태는 다르겠지.”217)

이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영혜는 종서가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 나아가 “내가 종
서 같고 종서가 나 같”은 분신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는 한편, “아주 반대라
는 생각”을 함께 하며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종서가, 결혼했던 여자나 함

께 살았던 여자에게서도 “나 아닌 타인”218)을 감지하고 그들이 “나를 이해하진
못했”219)음을 인식하여, “외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다만 멀리서 바라
보는 편이 편”220)하다고 여기게 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세
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낯이 설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종서의 집에 찾아와 영혜는 자신의 죄책감의 근원인 귀를 보여준다. 이는 종서
가 한편으로는 자신의 ‘분신’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반대”인 존재로 생각되

는 “혼란”을 타개하려는 영혜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영혜로 하여금 다른 사람
과 소통할 수 없게 한 죄책감의 근원인 귀에 대해, 종서가 만일 “징그럽다고 생각

215) 본고의 관점과 달리 이상진은 전후 문학이라는 맥락에서 이 소설을 독해함으로써, 「쌍두
아」가 ‘결손 인물’에 대한 비이성적 혐오와 공포를 통해 전후의 내면적 불구성을 비극적으
로 서사화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상진, 「예외를 보는 시선과 더블: 박경리 소설의
결손 인물」, 『여성문학연구』35, 2015, 351-382면.
216) 박경리, 앞의 글, 35면.
217) 같은 글, 32-33면.
218) 같은 글, 31면.
219) 같은 글, 32면.
220) 같은 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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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221)는다면 그들은 적어도 “아주 반대”인 존재는 아니며, 서로가 “낯이
설”지 않은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시점에서 영혜의 귀

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그의 동생 귀혜밖에 없고, 영혜는 어려서부터 그 귀에

대해 가족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고백은 하나의
모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서는 영혜의 귀를 본 “순간 말할 수 없는 염
오를 느꼈”222)고, 그 감정을 스스로 합리화할 수 없어 고민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어제와 같은 염오감이 치밀었다.”223) 그런 종서를 본 영혜는 종서 역시 그의 ‘분
신’이 아니며 그들은 서로 다만 “타인”이었음을 인지하고, 이전까지 자신에게 다
가오는 이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했던 임신의 거짓말을 종서에게 한 뒤 자살한다.

영혜의 귀를 떠올리며, “내가 느낀 염오를 영혜도 자기 귀에서 느꼈을 뿐”224)이

라고 종서가 생각했듯, 영혜의 존재 양상은 그가 자기 인식의 잣대에서 스스로를

전락한 자로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특정한 신념-세계관을 견지한 종서가 기형

의 귀를 가진 영혜에 대해 “염오”를 느낀다는 사실이 종서와 영혜가 ‘합일’로서의
사랑은 물론, ‘합치’가 가능한 ‘분신’의 관계도 이룰 수 없음에 대한 표지라면, 자

신에게 그와 같은 “염오”를 느끼는 영혜는 스스로의 신념-세계관에서도 자리를 찾

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세계관에서, 혹은 자신이 부여한 삶의 의미로부터 자신
의 자리를 잃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과, 그로 인한 절망은 죄책감을 가진 자에게
본질적이다.225)

잘못됨 자체에 대한 의식과, 스스로가 하자나 결함을 가진 인간으로 전락한 것

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음에 대한 의식이 고통스럽게 결합함으로써 ‘죄책감’을 구
성한다.226) 죄책감을 가진 자는 ‘내’가 다른 이들과 ‘우리’를 이루어 공동의 세계

를 구성할 수 없고 철저히 단수로 존재하는 것으로 의식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는
공동 세계에서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이다.227) 자신이 어떤 자‘인지’가 아니라 어

떤 자가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어 인간성의 차원에서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의식
221) 박경리, 「눈먼 실솔」 14회, 『가톨릭시보』, 1968.1.21.
222) 박경리, 「쌍두아」, 36면.
223) 같은 글, 38면.
224) 같은 글, 같은 면.
225) Jeffrie G. Murphy, "Remorse, Apology, and Mercy", Punishment and the Moral
Emotions: Essays in Law, Morality, and Relig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140-141.
226) Ibid., p.152.
227) Raimond Gaita, Good and Evil: An Absolute Conception, Macmillan Press, 1991,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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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다른 곳’에 ‘처해졌음’을 인식하는 것이다.228) 그러므로

공동 세계는 물론 자신의 세계에서도 이미 사망한 것과 같은, 죄책감을 가진 자로
서 영혜가 자살한다는 것은 인격성의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의 죽음이 육체
적으로도 현실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쌍두아」에서 나타났듯 죄책감을 가진 자와 ‘분신’이 아니며 ‘합치’될 수 없

음이 ‘염오감’에서 표지되는 반면 ‘언어로 통할 수 있고 고통을 공동으로 느낄 수

있는’ 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할 때, ‘염오감’을 느끼지는

않지만 “합일”에 이르지도 못하는 관계에서 죄책감을 가진 자가 서사화된 작품은

『창』이다. 또한 이 소설에서 작가는 상당한 분량을 맹시헌의 내면 서술에 할당
함으로써,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고 있다.

집안은 죽음같이 조용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곤 단 한사람도 없는 것같이 조용

했다. (중략) 아무도 없는 집, 오직 있는 것은 방금 서가에다 세워놓고 온 그 사
진 한 장인 것만 같았다. 사진 속의 모자(母子)만이 힘찬 호흡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았다. 끈질기게 생명을 연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생명을 잃어 썩어가
는 자신의 창자 속에 부착되어 영원불멸인 양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다. 부채
는 영영 장부에서 말소되지 않을 것이며 살을 태우며 남겨진 죄의 낙인도 말소

되지 않을 것이며 때때로 얼굴을 내밀고 확인을 강요하는 악마. (중략) 결국 이
집은 유령이 지배하는 집이요, 자기 자신의 생애도 유령이 지배했던 생애였었다

고 맹시헌은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깨 너머에서 넘겨다

보는 죄의식이라는 악마에 이기는 것은 철저한 악마가 되는 길밖에 없다. 그렇
지 않다면 그 악마를 비웃어주기 위해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성실치 말아야할
것이다.229)

맹시헌의 죄책감의 기원은 6.25 전쟁 중에 일어난 일에 있다. 그는 식민지시기에
집안의 결정으로 결혼했던 아내와 아들을 동반하지 않고, 부산으로 피난 가는 마

지막 기차에 올랐던 것이다. 이에 그는 아마도 그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인자’로서의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이 인용문에서 그가 “악마”라고 지칭하는

자신의 죄책감이 그에게 계속해서 의식시키는 것이 그의 아내와 아들이라는 점에
228) Ibid., p.50.
229) 박경리, 「창」 152회, 『조선일보』, 19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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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듯, 피난 후 부산에서 애인 송기화가 자살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살인

자’라는 기존의 죄책감을 강화하는 역할만을 한다. 자신이 사는 집이 스스로를 포

함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곤 단 한 사람도 없는”, “아무도 없는 집”이라 여기며
그는, 이미 죽어 “썩어가는 자신의 창자 속에 부착되어 영원불멸인 양 숨을 쉬고
있는” 것, “끈질기게 생명을 연장해 나가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책감, 혹은 죄책
감의 대상들뿐이라고 의식한다.

맹시헌이 자신의 죄책감과 관련해 자신이 이미 죽은 것과 같이 여긴다는 점이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서술되는 것에 더하여, 『창』에서는 그가 살아 있으면서

도 사망한 것과 같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상태로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지 또한 제시된다. 이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그는 “어깨 너머에서 넘겨다보는 죄의

식이라는 악마”를 대하여, 그 “악마에 이기는 것” 또는 “그 악마를 비웃어주”는
것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때 그는 전자를 위해서는 “철저한 악마가
되는 길밖에 없”고, 후자를 위해서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성실치 말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죄책감이 전락한 자신이 스스로의 신념-세계관에서 자리를
얻지 못한다는 의식이라면, 그 의식에 이기기 위해 “철저한 악마”가 된다는 것은
이미 전락한 자신을 긍정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전락’한 자로서의 자신이 아
니라 단지 인간성의 차원에서 비천하다고 평가되는 특성을 지닌 존재, 혹은 “악

마”로서 자신을 긍정한다면, 잘못됨이나 전락과 관련된 잣대를 의식하지 않고 죄
책감에 ‘이기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그는 더 이상 ‘죄
책감을 가진 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자신의 죄책감을 고수하는 맹시헌이 선택한 길은 후자에 있다. 죄책감을 ‘비웃

어주기’ 위해 그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성실치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데, 이는 이미 사망한 것과 같은 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에 해당한

다. 그것은 단지 죄책감을 피할 수 없고 사망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로서

존재하기에서 더 나아가, 인격성의 차원에서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격적 자아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신을 ‘확신하고 있는 자아’로

발견하는 것, 또는 ‘항속하는 자아로 규정된 자아’로 발견하는 것이다. 자아의 인
격성에 있어 근본적인 어떤 결단이나 행위가 계속해서 그에게 확신될 때, 자아는

자신이 가진 여러 특성들의 동일한 기체(基體)로서 일관되게 구성된다.230) 그러므

로 그러한 근본적인 결단이나 행위가 포기되고 한번 일관되게 성립한 동기부여가
230) Edmund Husserl, 『데카르트적 성찰』, 121-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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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과 핵심적으로 불화하는 다른 동기부여에 굴복된다면, 그는 다른 인격이 되며
이미 성립한 인격은 사망하게 된다. 그것이 자아가 자신에게 ‘불성실함’ 또는 ‘일

관되지 않음’의 의미이며,231) 자아가 자기 보존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의
일관성과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232) 그런데 맹시헌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그리고 남에게도 불성실하겠다는 것을 작정하고”233) 모든 것에 ‘불성실’한 태도를
추구하는 한, 그는 매 순간 자기 보존을 적극적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규정하는 “죄인의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없었던 홀로 서 있는 영혼”234)이

라는 서술에서 드러나듯, 맹시헌의 이러한 역설적 성실성은 그의 형상화에서 핵심

을 이룬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에 ‘불성실’을 견지하고 그럼
으로써 일관되지 않고자 할 때, 그에 상응하는 내면적인 비일관성에 대해서도 이
소설에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출구를 잃은 정신, 힘껏 내밀었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돌고 있는 자신, 그것은 조

그마한 고리(環)에 불과한 세계다. 모순, 자가당착의 세계다. 분열이요, 혼란의 세

계다. 한 겹이 긍정이면, 한 겹은 부정이요, 그 층이 쌓이고 쌓이지만 여전히 조
그마한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돌고 있는 것이다. 맹시헌에게 있어 세월은 망각

의 정화작용을 해주질 못하였다. 오히려 세월은 고질의 중독(中毒)을 심었던 것

이다. (중략) 맹시헌의 휴식은 오래 가진 못했다. 외면하고 싶고 아니라고 고개를
내젓고 싶은 사념이 어느덧 그의 마음속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왔다. 그것은 악
마의 웃음 같은 것이었다. 그는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235)

이 인용문에서는 그의 세계는 “모순, 자가당착의 세계”, “분열이요, 혼란의 세계”
이고, 그의 내면은 “한 겹이 긍정이면, 한 겹은 부정”으로 “조그마한 고리를 벗어

나지 못하고 돌고 있는” “출구를 잃은 정신”이라고 지적된다. 그러한 비일관성은

그의 “마음속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오는 죄책감이라는 “악마의 웃음”을 배경으
로 하는 것이며, 그에게는 눈밭에 서서 몸과 발의 감각을 잃고 의식도 둔해지는

한 순간만이 ‘오래 가지는 못하는’ “휴식”이 될 뿐이다. 이처럼 어떤 다른 이와도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된 자신의 내면조차 “자가당착”으로 점철된 맹시헌의 상태
231)
232)
233)
234)
235)

Edmund Husserl,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2』, 162면.
Edmund Husserl, 『경험과 판단』, 이종훈 역, 민음사, 2009, 411면.
박경리, 「창」 154회, 『조선일보』, 1971.2.12.
박경리, 「창」 205회, 『조선일보』, 1971.4.14. 원문에는 ‘206회’로 오기되어 있다.
박경리, 「창」 204회, 『조선일보』, 197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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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죄책감을 가지는 것에 더해, 불성실하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일관된다는 것의
의미를 보여준다. 이러한 성격화는 맹시헌이 맺는 구체적인 인간 관계에서도 유지

되어, 그는 이지숙과 외적으로는 1년 정도 만나왔지만, 그 기간은 실상 지숙이 요

구하는 ‘결혼’도 애초부터 거부하면서 그때마다 언제나 일회적인 의미로 만남이
반복된 기간이었던 것으로 서술된다.

적극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불성실’을 추구하는 맹시헌은 이처럼 “자가당착의

세계” 속에서 “출구를 잃은 정신”을 지닌다. 그러나 박경리 문학에서는 설령 맹시
헌과 달리 죄책감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죄책감을 가

진 이상 일관된 자기 이해와 세계관을 지닐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

다. 이 점이 잘 나타나는 작품이 『노을진 들녘』이다.236) 발표 시기상 이 소설은
죄책감을 가진 자의 형상화가 처음으로 중심적 의도에서 이루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죄책감에 대한 고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소설의 주인공 윤

영재는 대학교 여름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가 경영하는 농장에 내려가는데, 사촌동

생 송주실이 영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죄책감을 가지

는 영재를 중심으로, 스토리의 골자는 그 사건의 목격자인 김성삼이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주실과 결혼하고, 그를 학대하면서 재산을 모두 물려받고자 하자, 영재
가 성삼을 끌어 잡고 낭떠러지로 투신함으로써 둘 모두 사망한다는 것이다.

영재는 자신의 죄책감에 대해서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지만, 죄책감을 가지게 된 이후로 그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안색에

자신을 “혐오하는 빛”237)이 있는지를 살피게 되었다. 그는 이전에 친구였던 이들
옆에서 이제 “형용할 수 없는 고독감” 속에 있으며, 그의 친구들도 영재에게서 그
가 “무인천지에 서 있는 듯한”238) 인상을 받고, “영재는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사람 같았다. 그의 상처투성인 것만 같은 영혼은 수명의 손이 닿지 않은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것만 같았다”239)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이처럼 죄책감을 가지게 됨
236) 죄책감에 주목한 본고와 달리 『노을진 들녘』에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먼저 이덕화와 장미영이 있다.(이덕화, 「『토지』 이전의 박경리론: 비극적 세계와 여성의
운명」, 『현대문학의 연구』8, 1997, 211-268면.; 장미영, 앞의 글, 48면.) 『노을진 들녘』
을 가부장제에 의한 비극으로 해석한 이들 연구에 이어, 이혜경 또한 이 소설이 가부장제적
폭력성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돌봄의 윤리’와 ‘여성의 신성’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갔
다고 분석한 바 있다.(이혜경, 「박경리의 『노을진 들녘』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에코페미
니즘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44, 2015, 313-352면.)
237) 박경리, 「노을진 들녘」 100회, 『경향신문』, 1962.1.31.
238) 박경리, 「노을진 들녘」 206회, 『경향신문』, 1962.5.18.
239) 박경리, 「노을진 들녘」 225회, 『경향신문』, 19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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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영재는 다른 이와 소통할 수 없고 그들과의 공동 세계에서 소외된 존재로
전락하고, 다른 한편으로 내면적으로도 그는 일관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견지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창』의 맹시헌에게서는 그의 사고가 겹겹이 ‘고리’를 도는 것과 같이

‘모순’과 ‘자가당착’, ‘혼란’, ‘긍정과 부정’으로 점철된 상태로 부각됨으로써 그가
자기 존재의 의미를 통일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조명되었다. 이와 달리
『노을진 들녘』에서는 영재가 지속되는 그의 삶의 시간을 통일할 수 없다는 측
면을 초점으로 하여, 죄책감을 가진 자의 내면 양상이 드러난다.

“미래라는 말, 내 앞에서 하지 말아요. 순간이 지배하는 미래를 나는 저주할 뿐
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마치 칼끝에 선 곡예사처럼 나는 수명을 사랑하
고 있는가봐. 미래의 얘기는 하지 말아. 내일이라는 말도 하지 말아.”240)

영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명을 사랑한다고 여기면서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
았”으나 죄책감을 갖게 된 이제는 “미래라는 말”, “내일이라는 말”이 자신의 삶에

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 인용문에서는 그러한 영재의 상태가 시
간 속에서 ‘흘러가는’ 개체가 아닌 “칼끝에 선 곡예사”의 양상과 같다고 비유되어,

지속하는 것으로서나 통일적으로 이해된 삶의 시간이 아니라, 그가 단지 “순간이
지배하는” 시간의 계기들 위에서 존재하고 있음이 지적된다. 이러한 영재와 대비
하면, 『창』에서 맹시헌의 시간에 대한 태도는 순간의 단절이라는 통일되지 못
하는 상태에 초점을 두기보다, 그가 자신이 존재하고 행동하는 시간의 의미를 파
악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분석된다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방안의 광경은 모두가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다. 먼지 속에 쌓인 책을 꺼내어 이

것저것 내키는 대로 읽어서 어쩌자는 것이며, 도깨비 집 같은 정원의 거칠은 나

무들을 자르고 다듬고 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맹시헌은 그 무의미한 지속, 혹은
작업 속에 몸을 내맡기는 그 자체에 의미가 숨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침대에 가
서 벌렁 나자빠지며 책 한 권을 집어 든다. (중략) 맹시헌은 그것도 팽개치고 몸

을 일으킨다. 방안을 왔다 갔다 해 본다. 왔다 갔다 하면서 창밖을 힐끔힐끔 바
라보기도 한다. 멀리 아카시아의 단풍은 레몬 빛이다. 짙은 하늘빛과, 그것은 병

적인 조화(調和)였었다. 목구멍에서 시간(時間)이 끼둑끼둑 넘어오는 것만 같다.
240)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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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식이 핏덩이 같이 입안 가득히 고이는 것이라면 무위한 시간은 무슨 화학물
질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241)

이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그는 집과 방과 그의 삶까지 “모두가 전혀 무의미한 것”

이라고 느끼며, 단지 “그 무의미한 지속, 혹은 작업 속에 몸을 내맡기는 그 자체
에 의미가 숨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무의미를 수용하며 지내고 있다. 그런 맹시헌

도 영재와 마찬가지로 죄책감의 고통을 십분 느끼며 살고 있고, 그의 자신에 대한
‘염오’ 혹은 죄책감은 그가 “기다리고 있는” “무위한 시간”과 함께, 그에게 구역

(嘔逆)을 일으킨다. 이처럼 두 소설은 죄책감을 가진 자가 하나의 신념-세계관을
견지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대하여, 각각 자신의 삶의 시간을 목적론적으로 통일하

는 일,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견지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측면을 조명
한 것이다.

죄책감을 눅일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와 함께 공동 세계의 주체로 존재하는 것

이지만,242) 『노을진 들녘』의 영재는 주실의 처지가 더 악화될 것을 염려하여

끝내 고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주실을 위해 성삼을 없애고 자신도 죽음으로
써 일종의 속죄를 마련할 뿐이다. 반면 ‘살인자’라는 죄책감을 가진 『창』의 맹

시헌의 경우, “자기 삶에 대한 적어도 어떤 신념 같은 것”243)을 지닌 자아인 선영

과 10여 년 만에 재회하면서, 「쌍두아」의 영혜가 종서와의 재회에서 얻은 것과

같은 변곡점이 설정된다. 영혜와 맹시헌의 고백은 그들의 존재 양상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와 관련해 「쌍두아」에서는 종서가 영
혜가 보여준 귀에 ‘염오’를 느꼈다는 점이 소통 불가능성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지

시하는 반면, 『창』에서는 전락한 자를 다시 공동 세계의 구성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가 명시되고 있다.

앞쪽을 보고 있던 선영이 맹시헌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얼굴과 얼굴이 바싹 닿

았다. 절망에 떨고 있는 맹시헌의 벌어진 눈, 눈언저리의 잔주름이 경련하고 있

었다. 선영의 눈에는 아픔과 무한한 연민이 있었다. 그러나 애정은 아니었다. (중
략) ‘저, 저, 전 힘이 없어요. 선생님을 사랑하진 않았으니 말예요. 그 큰 고통을
같이 할 순 없어요. 사랑이 없이 어, 어떻게 그걸 나누어 가질 수 있겠어요?’ 그
241) 박경리, 「창」 149-150회, 『조선일보』, 1970.2.6~7.
242) Raimond Gaita, Op. cit., p.47.
243) 박경리, 「창」 154회, 『조선일보』, 1971.2.12.

- 76 -

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 눈이었다. (중략) 동정도 육친적인 애정도 이해하는 우정

으로서도 이 사나이를 구원할 수 없고 최초의 여자 이브가 되고 한 마리의 비둘
기가 되어야만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영은 그의 여자가 될 수 없

고 비둘기가 될 수도 없었다. (중략) 그 작은 고리(環) 속에 갇혀 있던 사념이 각
기 고리를 넘어서 사방에 흐트져버리고 맹시헌이 자신도 그곳에서 뛰쳐나와 버
린 느낌이었다.244)

이 인용문에서는 맹시헌의 고백을 들은 선영이 그에게 ‘염오’를 전혀 느끼지 않으

며, 오히려 죄책감을 가지고 그가 견뎌왔던 “그 큰 고통”을 헤아린다는 점이 나타

난다. “절망에 떨고 있는” 맹시헌에 대해 선영은 “아픔과 무한한 연민”을 느끼는
데, 그것은 “그러나 애정은 아니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어 죄책감을 가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동정도 육친적인 애정도 이해하는 우정”도, “아픔과 무한한
연민”과 마찬가지로 “그 큰 고통을 같이 할” “힘”이 없다고 지적되며, 오직 “최초

의 여자 이브가 되고 한 마리의 비둘기가 되어야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방
향이 제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분신’적 관계임을 전제하는 박경리 문학의 온전한 소통 가능성에

서, ‘동정’, ‘연민’, ‘육친적 애정’, ‘이해하는 우정’이 모두 그것에 비해 ‘약한’ 것

이게 하는 관계란 최대의 강도의 관계, 사랑의 관계이다. 자기 자신의 세계를 포

함해 어떤 세계에도 자리를 얻지 못하고 소외된 자인 죄책감을 가진 자가 하나의
세계를 지니게 할 수 있는 자는, “최초의 여자 이브”에서 상징되는 바와 같이 전
혀 새로운 세계를 처음부터 그와 함께 구성하듯 ‘합일’할 수 있는 자이다. 이로써

상정되고 있는 관계의 윤곽은, 각자가 신념-세계관을 확보하고 있는 복수의 인격
이 자신과의 유사성에서 서로를 ‘분신’으로 인식하고 소통하는 것을 넘어, 마치

‘최초의 세계의 최초의 두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과 같이 신념-세계관의 담지자로
서 인격적 경계가 그들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 관계, 그러나 한쪽이 다른 쪽에

소유되거나 흡수된 것은 아닌 관계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선영은 맹시헌과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고립적이며 비일관된 고리’로 유지되던 맹

시헌의 역설적 성실성은 “사방에 흐트러져버리고 맹시헌이 자신도 그곳에서 뛰쳐
나와 버린” 결과, 「쌍두아」의 영혜와 같이 그 또한 자살을 하게 된다.

선영은 「눈먼 실솔」의 윤이가 윤식에게 그러했듯, 맹시헌에 대해 ‘염오’를 느

244) 박경리, 「창」 209-210회, 『조선일보』, 1971.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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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한한 연민”을 느꼈다. 그는 맹시헌에게서 절대적인 ‘합
일’ 또는 사랑이 아니면 “같이 할 순 없는” 것으로서 “그 큰 고통”을 이해하고 헤

아린다는 점에서, 그와 ‘분신’과 같은 소통이 가능한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러한 선영도 “힘이 없”는 이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박경리 소설에서는 죄

책감을 가진 자가 “구원”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이고 극단적인 관계로서 ‘합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난다. 그러한 ‘합일’은 단지 유사성이나 이해의 정
도와 같은 사실적 요소에서 함축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에 박경리 문학에서 죄책감을 가진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경우는 복수의 인격
이 ‘합일’을 이루는 경우 즉 사랑이 성공한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은 『타

인들』과 『단층』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녹지대』는 죄책감을 가진 자
의 구원 가능성에 있어 내용적으로 『창』에서의 실패와 『타인들』에서의 성공
사이의 교량이 된다는 점에서 먼저 언급할 만하다.

죄책감을 가진 자의 ‘구원’과 관련해, 『녹지대』의 스토리는 친구를 때려 죽였

다는 죄책감을 가진 자인 김정현에 대해 그를 사랑하는 하인애가 지속적으로 다

가간 결과245) 정현이 인애에게 자신의 죄책감에 대해 고백하고, 인애가 자신을 만

나러 올 수 있도록 주소를 알리는 지점까지 나아간다. 그리고 『창』에서 맹시헌
의 죄책감이 맹시헌 자신의 ‘창자 속’에 있거나, 그의 ‘의식 속’에 자리한 ‘악마’

로 형용된 반면, 김정현의 죄책감은 그의 외부에서, 작중 한 번도 이름이 언급되
지 않으며 “크게 쌍가풀 진 눈에 입술이 좀 푸르스름한 삼십 남짓한 여자”246)라
는 것 이상 구상화될 수 있게 외양이 묘사되지도 않는 어떤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를 통해 『녹지대』에서는 죄책감을 가진 자가 다른 이와 관계를 맺고자 할 때
그의 죄책감이 어떻게 개입하는지가 더욱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정현은 맥주잔을 입으로 가져가다가 벼란간 얼어붙은 눈이 되어 인애 어깨 너머

를 응시한다. 인애는 그 눈이 너무 무서워서 뒤돌아볼 수 없었다. 인애는 얼어버

린 듯한 정현의 눈을 응시한다. ‘그 여자가!’ 그 생각이 퍼뜩 들었을 때 인애는
자기 등에 지네가 한 마리 쩍 들어붙는 듯 전신에 소름이 끼치고 손발이 후들후

245) 『녹지대』에 대해 반영론적으로 접근한 연구로, 김미현은 김정현에 대한 하인애의 사랑
이 “1960년대적 근대의 체험을 형성”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녹지대』가 1960년대 청년세
대의 희망을 통해 근대의 폐쇄성에 대한 절망을 파괴하고, 근대의 낙관론에 대한 희망 또한
해체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미현, 「1960년대 청년문학의 근대성: 박경리의 『녹지대』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16, 2015, 5-28면.
246) 박경리, 「녹지대」 56회, 『부산일보』, 19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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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떨리기 시작한다. 인애는 고개를 휙 돌렸다. (중략) 그 여자는 있지 않았다.

‘그새 밖으루 나갔단 말인가?’ 인애는 아무래도 그 여자가 자기 등 뒤에 지키고

서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떨어버릴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렸을 때 정현은 환상이
사라진 뒤의 허탈한 눈을 하고서 맥주「컵」을 들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읍니
까? 누가 와 있었어요?” 맥 빠진 소리로 정현이 묻는다.247)

이 인물은 김정현의 범죄의 목격자이며 김정현과 함께 살고 있고, 이후 김정현을

동반하고 죽는다. 작중 “오싹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빛”이 도는 “눈동자”248)와

“희끄무레한 치마자락”249)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그에게서 김정현이 적극적으로 벗

어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끝에 함께 죽음을 맞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형사
고발이 두려워서라기보다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 그 여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그 여인은 정현이 인애와 함께 있으

며 인애와 마주보고 있을 때조차 언제나 그의 눈앞에 버티고 있는 것처럼 의식됨
으로써, 정현으로 하여금 쉽사리 인애와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없게 만든다. 인

애도 “그 여자”와 마주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마다 인애가 느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여잘 봤다. 심장이 얼어버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250)와 같은 ‘손발이
후들거리고 전신에 소름이 돋는’ 감각이다. 이 장면에서 사실상 그 여인이 인애
등 뒤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서술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정현이 죄책감을 가지
는 이상, 그 여자는 정현이나 그를 사랑하는 인애에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생생하
게 느껴지는 ‘등에 붙은 지네’처럼,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녹지대』에서 정현은 다방 ‘녹지대’를 통해 인애에게 자신의 죄책감을 고백한

편지와 자신의 주소를 함께 남기지만, ‘무서운 여인’이 이를 먼저 입수하여 주소
가 쓰인 봉투를 제외한 편지만 인애에게 전달함으로써 그의 ‘구원’은 실패한다.

주소를 알 방도를 없이 편지를 받은 인애는 “살인자라도 좋다! 강도라도 좋다!
나, 나는 그를 만나야 해!”251), “살인자! 강도! 아무래도 좋아요. 난 당신을 사랑해

요! 정현 씨!”252)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결국 실현되지 않는다. 이때 ‘무서운 여
247) 박경리, 「녹지대」 134-135회, 『부산일보』, 1964.11.3~4.
248) 박경리, 「녹지대」 56회, 『부산일보』, 1964.8.4.
249) 박경리, 「녹지대」 218회, 『부산일보』, 1965.2.12. 원문의 표기는 ‘희무끄레한’이지만,
‘희끄무레한’의 오기라 판단된다.
250) 박경리, 「녹지대」 69회, 『부산일보』, 1964.8.19.
251) 박경리, 「녹지대」 276회, 『부산일보』, 1965.4.23.
252) 박경리, 「녹지대」 277회, 『부산일보』, 19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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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김정현의 고백과 인애 사이에 개재하여 인애와 김정현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은, 이 여인이 상징적 존재임을 고려하면, 죄책감을 가진 자가 사랑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박경리 문학에서 사랑의 가능성에 관해 이루어진 모색의 단계
상 그것이 『녹지대』에서는 아직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253)

‘합일’로서의 사랑이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죄책감을 가진 자가 ‘구

원’을 얻게 되는 두 소설 중 한 편이 『타인들』이다.254) 이 작품에서는 『녹지

대』와 유사하나 『창』과는 대조적으로, 죄책감을 가진 인물을 사랑하고 있는
이가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때 죄책감을 가진 인물인 하진의

내면이 잘 드러나지 않고 서술의 초점이 하진을 사랑하는 문희에 놓인다는 점 또

한 『녹지대』와 같다. 문희가 하진과 결혼한 것은 10년 전이며, 하진의 죄책감의

기원은 그보다 이전의 6.25 전쟁 중에 일어난 한 사건에 있다. 그 사건이란 국군
의 지리산 토벌대로 끌려간 그가 어느 날 북한군이 있는 곳에 언제나 몰려 있던

까마귀들이 한 여자에게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여자가 의용군에 끌려간 그

의 애인이었으며 같은 토벌대의 몇 명이 그를 강간하고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는 것이다.255) 그는 이 일로 인해 깊은 죄책감을 가진 상태이며, 이후 만난 문
희와의 결혼도 형식적인 것일 뿐, 결혼 10년이 된 소설의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253) 방민호가 인애가 정현의 죽음 이후 정현과 처음 만났던 ‘섬’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김정현과의 사랑을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완성하려는 행위”로 해석한 바를 참고하면, 사
랑을 통해 죄책감을 가진 자아가 구원이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대』의 서사는 그
것이 실현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민호, 「한국판 ‘비트 걸(beat girl)’
의 감각과 지향」, 박경리, 『녹지대』2, 현대문학, 2012, 321면.
254) 최경희는 『타인들』에 대해 사회적 맥락에서 접근하여, 죄책감의 측면에서보다는 “범인
의 내면의식”의 폭력성에 주목함으로써 이 작품이 1960년대 근대화 담론의 모순을 비판했
다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최경희,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추리소설적 모티프’의 의미와
양상 연구: 『가을에 온 여인』, 『타인들』, 『겨울비』를 중심으로」, 『어문연구』38,
2010, 377-399면.
255) 문제의 사건에 대한 본고의 이와 같은 해석은, 고백을 들은 문희의 반응과 하진에 대해
옹호적인 서술적 시선을 참작한 결과이다. 그러나 소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서술이 애매
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여자를 죽인 것이 하진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지만 지리산 토벌대
몇 명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되는 그 강간 행위에 하진도 가담했는지 아니면 단지 그
들이 하진과 같은 토벌대 소속이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하진이 문제의 사건의 대상이 된 여
자가 자신의 애인이라는 사실만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
사후(事後)에 알게 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여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 까마귀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하진이 죄책감으로 인해 겪는 환각과 겹쳐지고 있으므로 제외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하진의 고백은 다음과 같다. “(전략) 어느 날 밤 우리 몇 사람은 여자 하
나를 끌고 가서……윤간하고 주 죽였소. 그 그 여자가 바로 정애 고모였소. 나중에 알았지.
내가 죽인 건 아니지만……”(박경리, 「타인들」 13회, 『주부생활』, 1966.4,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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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문희와의 소통을 회피해왔다. 이러한 소극적인 관계 회피에 더하여 하진은

육체적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기를 서슴지 않을 뿐 아니라 마약 중독의 상태이기
도 한데, 이에 대해서 이 소설에서는 “그는 마약이나 성의 힘을 가지고도 자기 자
신에 염오감을 없이할 수 없”256)었다는 설명이 이루어진다.

소통을 거부하는 하진의 일관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문희는 하진의 눈빛이 “내

부에서 뒤틀리고 있는 무서운 고독과 고통의 눈”257)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는 하진에게 10년 동안 주의를 기울여왔고, 하진이 집안에서 내는 기척만으로도
“문희는 차츰 그 소리가 지니는 분위기를 방안에 앉아서 환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얼마만큼 괴로와하고 있으며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그 소리, 기척
으로서 측량하게끔”258) 되었을 만큼 그의 고통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문희

는, 선영이 맹시헌의 고통을 헤아리고 ‘연민’하지만 그와 ‘고통을 나눌 수는 없다’
는 입장에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그리고 『녹지대』에서는 전해질 수 없었던,

“마약 환자라도 좋고, 나병 환자라도 좋아요! 살인자, 강도라도 좋아요!”259), “우

리 같이 죽어버릴까요?”260)라는 문희의 적극적인 사랑 표현의 결과, 하진은 그에
게 자신의 죄책감을 고백하게 된다.

문희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와락 달려들어 하진을 끌어안았다. 그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하진은 물에 젖은 듯 전신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중략) 한
참을 흐느껴 울던 문희는 눈물을 닦으면서, “가엾은 사람, 그런 고통을 받고 혼
자서…… (중략) 당신은 당신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당신은 괴로움을 저에게

나눈 거예요. 작품을 하세요.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시란 말예요.” 문희는 하진에
게 매달렸다. 그를 위한 뜨거운 눈물이 자꾸만 쏟아졌다. (중략) 하진과 문희는
그 암흑의 사장에서 마치 이 세상에 최초로 태어난 인간처럼 딩굴딩굴 구르며
지껄이고 눈물 흘리곤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십 년 세월이 흐른 뒤 비로소 그들
은 그들의 분신을 얻은 듯 처참한 환희에 젖기도 했다.261)

그리고 이미 ‘마약중독자’, ‘나병 환자’, ‘살인자’, ‘강도’라도 사랑에 변함이 없을
256)
257)
258)
259)
260)
261)

박경리, 「타인들」
박경리, 「타인들」
같은 글, 134면.
박경리, 「타인들」
박경리, 「타인들」
같은 글, 174면.

12회, 『주부생활』, 1966.3, 154면.
6회, 『주부생활』, 1965.9, 136면.
8회, 『주부생활』, 1965.11, 174면.
13회, 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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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문희는 하진의 고백을 듣고도 그에게 ‘염오감’을 느끼

거나 “정이 떨어지지 않”262)는다. 그들이 “마치 이 세상에 최초로 태어난 인간”들

과 같이 합일되어 ‘괴로움을 나누었으며’ “비로소 그들은 그들의 분신을 얻”었다

는 이 인용문의 서술에서도 드러나듯, 『타인들』은 인물의 구도나 초점화자, 그
리고 결말에 이르기까지 죄책감을 가진 자를 주제화한 서사로서 『창』과 뚜렷한
대칭을 이룬다. 그리고 박경리 문학에서 이루어진 모색의 맥락에서는, 이 소설에
서 서사화한 것이 1년 전 발표된 『녹지대』에서 시사된 관계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타인들』과 더불어, 『단층』은 죄책감을 가진 자가 다른 이와 합일하는 것

으로 서술되는 소설이다.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꿈의 연속 같은 생각도 든다. 어제가 없었

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아빠하고 나하고! 크게 노래 부르던 기웅의 얼굴도, 용
돈을 상납하겠다던 기림의 얼굴도 생판 거짓말 같고 일찌기 이 세상에서 만났던

얼굴 같지가 않았다. 자기 자식이란 생각은 더욱 더 아득하다. (중략) 이런 경우
마력(魔力)이라는 표현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는 모를 일이나 명자는 분명 명태에

게 있어 마력적인 존재다. 매력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애욕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판이한 인간 근원의 고독을 말살하는, 어쩌면 쌍생아 같은 것인지 모른다.263)

『단층』의 근태는 이웃인 권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권 씨가 옆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에 그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이
권 씨를 죽였을 수 있다는 죄책감을 가지며, 스스로를 “죄진 사람”264)으로 의식한

다. 그리고 그는 명자를 찾아가는데, 이 인용문은 그 장면을 서술한 것이다. 전날

밤 근태는 앞으로의 삶의 계획을 새로 세우고 마음을 다잡았었는데, 불과 몇 시간
뒤 자신을 ‘살인자’로 의식하자마자 곧 그는 “세상이 뒤집힌 것”과 같이, “어제가
없었던 것 같”이 느끼게 된다. 명자를 제외하면 자식을 포함해 그가 알던 모든 사

람이 “일찌기 이 세상에서 만났던 얼굴 같지가 않”을 만큼, 근태는 이미 자신이
세계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오직

명자가 “인간 근원의 고독을 말살하는” 절대적인 ‘합일’이 가능한 ‘분신’, 또는
262) 같은 글, 176면.
263) 박경리, 「단층」 116회, 『동아일보』, 1974.7.3.
264) 박경리, 「단층」 117회, 『동아일보』, 19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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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생아 같은” 존재라는 점이 명시되고 있다.
비탈진 언덕이라도 좋고 어느 다리 밑이라도 좋다. 답삭 채서 그 방 안에다 명자

를 숨겨놓고 싶다. 아무도 몰래. 어떤 피해의 손도 닿지 않게. 사랑하는가, 사랑

한다. 어떤 경우 어떤 꼴이 되어도 사랑하는 것은 명자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명자는 한 마리 가엾은 비둘기, 근태 자신의 세계다.265)

앞에서 분석했듯 『창』과 『타인들』에서 모두, 죄책감을 가진 자가 ‘구원’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한 마리 비둘기’와 같은 이가 있어 ‘합일’을 이루고 고통을 함

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리고 『단층』의 명자는 처음부터

근태에게 “한 마리 가엾은 비둘기, 근태 자신의 세계”로서 존재했고, 근태 또한
자신이 “어떤 경우 어떤 꼴이 되어도 사랑하는 것은 명자”라는 것을 확실한 사실
로 의식한다. 이에 근태는, 비록 이후 권 씨를 죽인 것이 다른 사람임이 밝혀지지
만, 스스로를 ‘살인자’로 여길 때에 명자를 찾아가며 명자는 그를 데리고 도피하
게 되는 것이다.

박경리 문학에서는 자신과 본질적인 상동성을 지니는 자인 ‘분신’과의 소통에서

경험이 ‘동질적’인 것으로 교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극단적인 형태로

맺어지는 한 관계를 제외하면 ‘분신’적 관계에 있는 각각의 주체는 서로 구별된
개체로 남아 있어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266) 그리고 ‘분신’적 관

계 가운데서도, “인간 근원의 고독을 말살하는”267) 것으로 상정된 ‘합일’이라는
극단이란, 현실적인 것이기보다는 ‘고독’의 탈피에 대한 희구라는 관점에서 ‘사랑’
이 이념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이와 소통할 수 없고 공동 세계에서 사망한

것과 같은 자,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고통과 절망을 느끼는 자는 ‘고독’의 차원

에서 한계 지점에 있다. 이에 대해 박경리는 절대적 합일로서의 사랑의 주변에 죄
책감을 가진 자를 배치함으로써, 인간에게서 가장 깊고 절망적인 고독이 “말살”될

가능성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여 가장 소외된 자와 공동 세계를 구성할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다.

죄책감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한 서사에서 사랑의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접근

이 이루어졌다면,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속성들을 성격적 특징으로 지니
265) 박경리, 「단층」 84회, 『동아일보』, 1974.5.27.
266) Edmund Husserl,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2』, 397면.
267) 박경리, 「단층」 116회, 『동아일보』, 19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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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물은 박경리 문학에서 이념으로서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육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눈먼 실솔」에서 ‘죽음’이라는 인간의 근원적 유한성이 상징적

인 ‘저주’로 표현된 것과 같이, ‘사랑’을 구체화한 인물에 대해서는 주로 상징적인
서술을 통해 형상화된다. 이러한 인물에는 『가을에 온 여인』의 나의화와 신정
란, 그리고 주지되듯 『시장과 전장』의 가화가 해당한다.

⑴ “저는 남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남도 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왜

사는지…….” “그렇게 살다니?” “타인 말예요. (중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

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예요. 모순된 말인지는 몰라도…… 타인이라는 사
실은 정말 엄연한 사실일까요? 물론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을 믿는다면 도시 인간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절망 외
에 무엇이 있을까요?”268)

⑵ “이 곳이라고 또 하나의 내가 있겠읍니까? 모두가 다 타인이 아닙니까? 이렇

게 함께 걷고 있지만 찬이 어머니도 타인이 아닙니까? 눈 빛깔이 좀 다르다고
머리 빛깔이 다소 다르다고 더 멀다 할 수는 없죠. 안 그렇습니까?”하는데 성표
는 별안간 고독감이 가슴에 뭉클 치솟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다 타인이라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중략) 전부가 타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 살고 있읍니다” “타인이라 생각하면서?” “그렇죠.”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요. 누구든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의화 씨도?” 성표는 찬이 어머니라
부르기가 싫었다. “그럼요.”269)

인용문 ⑴은 『타인들』의 문희와 다른 이의 대화이고, ⑵는 『가을에 온 여인』

의 의화와 성표의 대화이다. 문희의 경우 하진을 사랑하고 있으며, 이 대화에서

그는 만약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해 “타인”일 수밖에 없음이 “엄연한 사실”이라
면, “세상에는 절망 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살아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는 인식
을 드러낸다. 이후 그는 하진과 ‘합일’로서의 사랑을 이루며 죄책감을 가진 자였
던 그를 ‘구원’하여, 모든 사람이 “타인”이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그리고 인용문 ⑵에서 의화는 특정한 이와 ‘합일’로서의 사
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문희가 하진과 맺은 것과 같은 관계를
268) 박경리, 「타인들」 8회, 168면.
269)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 209회, 『한국일보』, 196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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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와 형성하는 일이 잠재적으로 가능한 인물로 나타난다. 성표는 어떤 장소라
고 해도 자신의 ‘분신’과 같은 인물이 있을 수는 없다고 여기며 “모두가 다 타인”
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사람들은 다 살고 있”다고 보며,

자신 또한 그에 포함시키는 성표와 달리, 의화는 인용문 ⑴의 문희와 같이, 만일
결정적으로 “전부가 타인이라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살고 있

는 것은 제각기 어떤 상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나의화는 분량 면에서도 짧게 등장하고 특별한 갈등이나 사건과도 직접 관련을

맺지 않지만, 소설에서 ‘가을에 온 여인’에 해당하는 그는 『가을에 온 여인』의

기획에서부터 의도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서술적 접근이 주로
상징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여되는 상징이 ‘신화 속 여인’, 나아

가 “성모”270)라는 것은 그가 현실적 차원에서 성격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한다.

성표와 영희는 찬이의 손을 잡고 나성구 씨하고 떨어진 거리에서 의화를 주시하

고 있었다. 성표는 얼굴이 어떻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모습이 어떻다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몹시 고풍(古風)의〈표현이 가능하다면〉신화(神話) 속에 홀연히
나타난 여인―271)

의화는 누가 보나 오 부인보다 아름답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영혼의 맑음이

그의 자태를 부드럽게 감싸 주고 있는 그 천부(天賦)의 것은 오 부인의 미모를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는 분명히 모성임에도 불고하고 성처녀(聖處女) 같
았고 그 슬기로움은 인접을 불허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272)

“정란 씨나 신형한텐 이제 햇빛 쏟아졌소. 더우기 신형은 말이오, 좋은 일만 있
었지. 게다가 이번에는 미국에서 온, 정신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마돈나가 돌아

왔다니까.” “마돈나라뇨?” “찬이 진짜 어머니 말이오.” “네?” “학교에서 만난 신
형의 표정이야말로 볼 만하더군요. 시나이 산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내려온 모세
같더란 말입니다. (후략)”273)
270)
271)
272)
273)

박경리,
박경리,
박경리,
박경리,

「가을에
「가을에
「가을에
「가을에

온
온
온
온

여인」
여인」
여인」
여인」

182회,
180회,
188회,
193회,

『한국일보』,
『한국일보』,
『한국일보』,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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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3.23.
1963.3.21.
1963.3.30.
1963.4.5.

오세정을 대변하는 것은 “신비스럽다기보다 무섭다”, “찬바람이 얼굴을 확 덮치는
듯한 괴기한 분위기”274), “만나기만 하면 등골에 땀이 솟는”275) 사람, “꿈이 없”
이 “싸늘하고 죽음 같은 것”276) 등으로 표현되는 느낌이었다. 이에 대조적으로 이

세 인용문에서 나의화에 대해서는 “신화 속에 홀연히 나타난 여인”, 그리고 “모성

임에도 불고하고 성처녀”인 “마돈나”라는 상징이 부여되는데, 더욱이 성표가 그를
만난 것이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내려온” 것과 같았다는 묘

사는 그에 대한 관계가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상대방과는 다른 차원에 있음을 지

시한다. 사람의 삶에 있어 사랑의 의미에 대한 의화의 이해는 『타인들』의 문희
에게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는 문희와는 달리 특정한 이를 사랑하고 있
지 않으며, 서술적으로 성스러운 여인이나 “신화 속에 홀연히 나타난 여인”으로서

제시된다는 점에서, 박경리 문학에서 사랑이라는 상호주관성의 이념적 차원에 놓
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을에 온 여인』에서 상징적으로 나의화와 근접한 인물은 성표의 동생 정란

이다. 그리고 특히 정란에 대한 서술을 통해, 그가 놓인 이념의 차원과 그와 남매
인 성표가 놓인 현실적인 차원의 거리가 서사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성표가 정란

을 두고, “너는 천상(天上)의 백치야. 그리고 우리는 지상에서 잿빛 수의를 입고
뒹구는 인간이란 말이야”277)라고 말한 바는 그런 점에서 핵심적이다. 이때 “우리”

란 성표 자신과 나성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천상”의 “백치”와 “성모”에 대해 “지
상”에서 “잿빛 수의”를 입은 “인간”이 가지는 거리는278) 이념과 현실의 원근에 상

응한다. 이처럼 ‘사랑’에서 성격화된 의화와 정란 두 사람이 모두 상징적으로 “천

상”에 존재하지만, 의화가 “마돈나”로서 반드시 성표 한 사람만을 향하는 것이 아
닌 따스함을 지닌 인물이라면, 정란은 ‘못난 남자’로 묘사되는 애인 김세형에 대
해 아무 타산이나 이기심 없이 “백치”와 같은 사랑을 쏟는 인물이라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274)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 12회, 『한국일보』, 1962.8.31.
275)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 16회, 『한국일보』, 1962.9.5.
276)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 22회, 『한국일보』, 1962.9.12.
277)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 169회, 『한국일보』, 1963.3.7.
278) 오세정과 나의화가 성표에 대해 각각 ‘천당’과 ‘지옥’을 대변한다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천당은 공포 없이, 가책 없이,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지옥은 이 나, 오세정일 것이오” 박경리, 「가을에 온 여인」 155회, 『한국일보』,
196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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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온 여인』이 연재 완료되고 1년 뒤인 1964년에 발표된 『시장과 전

장』에서 비로소 이가화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보내는 사랑과 한 사람에

대한 ‘백치’와 같은 사랑이 한 인물을 통해 형상화된다. 작가는 『시장과 전장』
의 자서(自序)에서 그 소설의 의의를 가화라는 인물을 만든 것에 두고 있는데,279)

김복순이 지적했듯 가화는 “사랑의 실천자”인 “구원의 여인상”으로서 “사랑을 통

한 구원”이라는 작가적 전략을 체현한다.280) 이와 더불어 작품들이 발표된 시기적
순서를 고려하면, 작가는 가화의 형상화를 통해 ‘사랑’이 공동 세계에 존재하지

않던 이를 다시 공동 세계에 합류시킬 가능성을 가진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후 앞

에서 분석한 『녹지대』와 『타인들』, 「쌍두아」, 『창』, 『단층』 등과 같이

죄책감을 가진 자가 자신의 죄책감에 대해 ‘고백’하는 서사가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무리들과 좀 떨어진 곳에 앉으며 장덕삼은 “하 동무를 만났구려” 두 손으로 얼
굴을 쓸면서 수염을 잡아당긴다. “지금 바로 지금 만났어요. 만났어요.” (중략)

“하 동무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소?” “아니, 아니요.” (중략) “정말 기쁘오?”
“정말…… 미쳐 버릴 것 같아요. (중략) 전 행복해요. 이 세상에 나서 제일 행복

한 날이에요.” “그 꽃 꺾어서 뭘 하겠소? 신방을 꾸미려우?” 가화는 얼굴이 새빨
게진다. “이 세상 사람한테 다 주고 싶어요.”281)

소설에서 “바보 같은 그 여자”282)로 대변되는 가화는 단지 기훈이 있는 곳에 가
까이 있기 위해, 어떤 이데올로기에도 수긍하지 않았으면서 빨치산이 된 자이다.

279) 박경리, 『시장과 전장』, 7면.
280) 김복순, 앞의 글, 416-418면.
한편 김세나는 『시장과 전장』의 이가화가 남성 중심의 질서에 억압되었던 정념적 특
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고, 박경리 문학에서 여성성이 ‘표상된 이념’과 이질적인 요소를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김세나, 「박경리 소설의 여성성과 의미 구현 양상」,
『현대소설연구』55, 2014, 193-214면.) 이는 박경리 문학에서 『시장과 전장』의 가화가
지니는 의미를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밝힌 것이다. 이와 달리 『시장과 전장』을 6.25 전
쟁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 소설로 독해하면서, 한점돌은 이가화가 “아나
키적 축제의 삶”이라는 박경리 문학의 해결책에 대한 은유라고 분석하고 있다.(한점돌,
「박경리 문학사상 연구」, 『현대소설연구』42, 2009, 563-598면.) 이는 현실의 객관적
인식을 향해 발전해 간 것으로 박경리 문학을 파악하면서,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
는 『시장과 전장』에 있어, 이가화를 6.25 전쟁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관련해 의미화하
고자 한 시도에 해당한다.
281) 박경리, 앞의 책, 362-363면.
282) 같은 책, 4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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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훈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몇 번이고 목격하지만, 그에 대해 자신이

어떤 배타적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전혀 가지지 않으므로 다만 슬퍼할 뿐이다. 이
인용문에서는 그가 빨치산이 되고 처음으로 기훈과 재회한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
데, 그가 환대는커녕 변변한 인사말도 건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재회했다는
것만으로 가화는 “세상에 나서 제일 행복”해한다. 이 인용문에서 장덕삼과의 대화

에서 표현되듯, 가화는 꽃을 꺾어 기훈에게 주거나 또는 “신방을 꾸미”고자 하는
대신, “이 세상 사람한테 다 주고 싶”다고 여긴다. 그런 점에서 그는 한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동시에 모든 사람을 향한 애정과 축복을 지녔다는 특성에
서 주조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가화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인물인 기훈은 가화를 사랑하게 되기 ‘전까지’는,

투철한 ‘코뮤니스트’ 자체가 되고자 했으며, 공동 세계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방
식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기훈이 고통과 절망이 없이 공동 세계에서 주체로 성립

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의 형상화에 있어 강조되며, 그의 행동 원리로 작용한다.
이는 그가 견지하는 ‘코뮤니스트’의 본질에 대한 의식과 관련된다.

“(전략) 당신이나 나 같은 소모품은 쓸모없이 된단 말이요. 어느 교의문답 말마따

나 우리는 가차 없이 파괴하는 것, 맑시즘은 행동의 철학이지.” 농을 하듯 기훈이
싱글싱글 웃는다. (중략) “우리 소모품이 쓸모없이 되리라는 것은 공연한 걱정이

요. (중략) 우린 컴니스트, 환영하건 배척하건 내가 컴니스트라는 것하곤 상관이

없소. 회의하는 것은 열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위험한 것이지. (중략) 심장도
죽어야 하는데, 살아서 그놈이 고동칠 때 컴니스트는 죽어야 하는 거요.”283)

이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그는 한 개체가 ‘코뮤니스트’임이 그 개체가 하나의 ‘자

아’라는 것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코뮤니스트’란 “심장도
죽어야 하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 “회의”하는 것은 물론
“열광”하는 것조차 그의 “심장”, 또는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이에 ‘코뮤니스

트’는 죽게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훈이 이 인용문에서 자신을 포함한
‘코뮤니스트’들이 “소모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 이데올로기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들이 어떤 자아도 지녀서는

안 되며 심지어 이데올로기를 위해 죽기를 ‘원해서도’ 안 되는, 단지 순간의 지령
283) 같은 책, 222-223면.

- 88 -

에 따라 “행동”하는 무의지적 도구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기훈은 인격적
자아가 아닌 것은 물론 그러한 것으로 성립할 것을 무엇보다도 피하려 하는 데서
특징적으로 형상화된다. 또한 이 점에 대해서는 그가 자신의 삶의 시간이 통일적
인 의미로 이해되지 않고자 노력한다는 점을 통해 서술적으로 반복하여 조명된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영영, 이제 길거리의 남처럼 그렇게 돼버렸느냐 말에요.” 기
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듯 침을 삼킨다. 한참 만에 “그걸 미리 어떻게 잘
라서 얘기하겠소. 우리가 다시 만나면 만나는 거고 못 만나면 또 아주 못 만나

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고 또 다음에 이렇게 만날지도 모르지. (중

략) 가화, 오늘은 이만 가겠어. 난 가화에게 갈 수 있을지도 몰라. 약속은 안
해.” 그는 손을 내밀었다. 가화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기훈의 손을 잡고 “이

젠, 이젠 다시 그만이군요. 다시 그만이군요.” 순간 기훈의 얼굴에 짜증스런 표
정이 돈다.284)

그는 가화를 반복해서 찾아가고 만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는 것에 더
해, 그들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순간’뿐이며285) 그것은 “일방
적인” 것이 아니라 해도 단지 외로움을 잊기 위한 “향락”으로서의 “남녀 간의 접

촉”286)이라고,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가화에게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한동안 가화를 잊고 지내는데, 이 인용문에서는 우연히 길에서 그를 보고 가화가

말을 건 상황이 서술된다. 이때 드러나는 것은 기훈이 가화에 대하여 “짜증”을 일

으키는 지점은 가화가 기훈으로 하여금 그의 삶의 시간을 어떤 쪽으로든 현재의
‘순간’에 연속된 의미로 생각해보기를 요구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가화는 그에
게 “남”이 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나, 기훈은 단지 그 순간에 ‘앞으로’ 가

화를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나기로 예정하거나, 혹은 다시 만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을 피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하나의 인격적 개체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그
것에 가까워지는 것을 매순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감을 가진 자가 아니

며 죄책감에 본질적인 절망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공동 세계라는 관점에서는 죄책
감을 가진 자와 마찬가지로 사망한 것과 같다.

6.25 전쟁이 발발한 후에도 기훈은 자신의 회의를 외면하며, 개인적인 친분을

284) 같은 책, 125-126면.
285) 같은 책, 109면.
286) 같은 책,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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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론하고 규정에 따라 ‘변절자’에 해당하는 자를 가차 없이 처단하는 일을 계속
하다가, 자신에 대한 사랑만으로 빨치산이 된 가화를 만나면서 비로소 “가화가 바

보니까 나도 바보가 된”287) 것이라 표현되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가 자신은 산
에 남는 것과는 별개로 가화를 산 아래로 데려다주는 ‘변절’적인 행위를 그의 ‘마

음’에 기인하여 계획할 때 이미 그는, 이전의 그 자신의 인식에 따르면 ‘코뮤니스

트’로서는 죽은 것이다. 더욱이 이제 그는 가화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기를 바라고
있어, ‘지령’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다음 순간의 자신조차 현재의 자신과 연결하

지 않고자 했던 이전과는 인격적 주체성이라는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변화한 모습
을 보인다. 그러나 그의 서사가 맞게 되는 결말은 『시장과 전장』의 서사의 다
른 한 축인 지영에게서와 같다.

“어디 가오?” 뒤로 길게 뻗은 그림자 두 개는 움직이지 않는다. “어디 가느냐 말

이요!” “나는 가지 않소.” 조용한 목소리로 기훈이 대답한다. 가화는 기훈의 옷자
락을 움켜잡는다. 다시는 노치지 않으려는 듯 눈은 바위 뒤에 선 사나이에게 박
은 채. (중략) “오리는 물로 가야 하오.” 기훈의 목소리가 약하고 비틀거리는 듯

하다. “오리를 물로 돌려보내는 일이 옳소? 수일이를 죽인 것은 누구요? 용납하
지 않겠소.”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산이 울렸다. 한 방 두 방, 그리고 또 한 방

두 방―가화는 기훈의 발 아래 쓰러지고 사나이는 송판 같이 평평한 바위 위에
쓰러지고 기훈은 권총을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본다.288)

이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그는 가화만 내려 보내겠다는 계획과 달리 자신을 ‘변절
자’로 규탄하는 동료를 죽임으로써 ‘코뮤니스트’로서 결정적으로 죽었으며, 그와
동시에 그가 ‘변절’하려 한 목적인 가화도 죽음으로써 ‘코뮤니스트’ 대신 자리할

“심장” 또한 방향을 잃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가화의 죽음으로 인해 혹시 생겼을지
모르는 자식이라는 가능성도 잃음으로써, 그는 자신은 산에서 얼마 안가 죽더라도
다음 대의 가능성에까지 뻗어 생각해보았던 시간의 의미마저 잃은 것이다. 지영과
같이 결말에서 그는 이처럼 ‘모든 것을’ 잃은 채 방향도 목적도 없이 남겨 진다.

지금까지 이 장의 논의를 통해 보이고자 한 바는, 먼저 박경리 문학에서 이상적

인 소통이란 상동적인 인격들 사이에서,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신’에 은유되는 상대를 만나게 된다면 온전한 소통
287) 같은 책, 410면.
288) 같은 책, 410-4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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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대를 만난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두 인격적 주체가 서로 ‘분신’일 때, 그들

은 각기 어떤 신념-세계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더하여, 서로 동질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험을 지닌다. 특히 ‘분신’과 같은 인격들이 맺는 관계 가운데서도 복수

의 인격이 ‘합일’에 이를 수 있는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형태를 박경리는 ‘사랑’이
라고 명명하고 있다. 복수의 인격들이 그들 사이의 개체적 경계마저 흐려지는 강

한 결합의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사랑’을 의미화하며, 박경리 문학은 사랑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공동 세계로부터 절망적으로 소외된 상태인 죄책감을

가진 자와의 관계를 통해 모색한다. 인간의 근원적 고독마저 말살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상정되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현실적인 것이기보다, 복수의 인격이 형성
할 수 있는 최고 강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이념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사

랑의 가능성을 성격화 차원에서 체현하는 인물은 소설에서 높은 정도의 구체성을
얻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박경리 문학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념적
인 소통과 ‘합일’이라는 관계를 통해, 작가가 복수의 인격적 자아들이 형성하는

상호주관성의 관계에 있어 이념적 형태로 견지하던 바가 무엇인지에 접근해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생명사상’을 비롯한 박경리 문학의 지향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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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인간적 현실 비판과 상호주관적 이념의 설득
4.1. 내면적으로 무감각한 자를 통한 현실 비판
박경리 문학에서 어떤 자가 다른 자와의 관계에서 왜곡 없는 소통이 가능하다

는 것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상동적인 존재로서, 각자의 경험이 서로 동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는 ‘분신’의 관계로 은유되고, ‘분신’의 관계에서는 언

어적 표현에 의존하지 않고 의미가 소통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통의 이상(理想)이 문제되기 전에, 두 인격적 자아가 왜곡된 소통이나마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상동적이지는 않더라도 각자가 신념-세계관을 견지한 인격적
존재일 때이다. 그런데 세 편의 후기 장편소설인 『죄인들의 숙제』(『경향신

문』, 1969.5.24~1970.4.30), 『창』(『조선일보』, 1970.8.15~1971.6.15), 『단층

』(『동아일보』, 1974.2.18~12.30)에서 작가는 현실에서 어떤 하나의 세계를 가

지는 것 혹은 인간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물질문명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인
식을 드러낸다.

허무한 자와 허무주의자를 포함해 중기 소설에서도 인격적 주체로 성립하지 않

은 여러 인물이 형상화되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사는 세계에 대한

의미 파악에 실패했거나, 혹은 그것을 부정하는 태도에서 특징지어졌다. 그러나

이제 세 후기 소설에서 위협으로서 서사화되는 것은, 인간성이라는 문제나 인간
존재의 삶의 의미라는 문제가 부정조차 되지 않으며, 고려 대상이 되지도 않는 현

실이다. 나아가 작가는 그러한 것을 견지하고자 하는 이나 그러한 견지의 추구 자
체가 현실과 전혀 관련을 맺지 못한다거나 ‘편협’하다거나 혹은 도태될 만한 ‘약

자’의 속성으로 간주되는 것을 문제적으로 묘사한다. 이와 같이 형상화되는, 현실
과 그 속에서 위협 받는 인물이라는 구도는 박경리가 초기 단편들을 통해 전쟁과
관련해 현실 속에서 인물들의 비주체성을 문제적인 것으로 제기했던 바를 재연하
는 것이다. 부정적인 현실이 더 이상 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

어, 후기 소설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의미화가 표면적으로, 그리고 장편이라
는 많은 분량을 사용하여 행해지고 있다.

복수의 인격들이 동질적인 경험을 가지는 ‘분신’으로서 소통할 뿐만 아니라 사

랑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박경리 문학에서 개체적 정체성이 흐려질 정도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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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의미한다. 앞에서 분석했듯 『가을에 온 여인』이나 『죄인들의 숙제』에

서는 동기(同氣) 간이 일종의 ‘분신’적 관계일 수 있는 것으로 서술되는데, 나아가
박경리의 후기 소설에서는 ‘합일’을 이루는 관계가 ‘혈육(血肉)’으로서의 관계와
같다고 표현된다.

근태는 그런 말을 하면서 십 수 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을 잊는다. 옛날 그대로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조금도 이상하게 느끼질 않는다. 망설임도

거리감도 없이 육신의 일부처럼 밀착이 되어 건너가는 음성이다. “왜 돈을 가지
고서 밥을 굶었어요?” (중략) 퉁명스러워도 근태의 마음이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입김처럼 부드럽고 갈망하던, 어린 날의 어머니, 어머니의 음성이 그러했을까.289)

“옛날엔 당신이 나를 지켜주었는데 아버지 같고 오빠 같고 남편…이번엔 내가 당

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예요.” “음. 나도 그런 생각 하고
있었다.”290)

먼저 『단층』에서 근태와 사랑의 관계에 있는 명자는 근태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지만 결혼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이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그는 근태를 “아버지

같고 오빠 같고 남편” 같다고 여기며, 이는 근태가 명자를 “갈망하던, 어린 날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과 같다. 이때 특히 근태를 통해 사랑의 관계

에서 서로의 언어가 “육신의 일부처럼 밀착이 되어 건너가는” 것이라 서술됨으로
써, 박경리 문학에서 ‘합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하게 지적된다. ‘혈육(血

肉)’이라는 “육신의 일부”가 그 확장된 의미에서 ‘동기(同氣)’ 관계에 이르는 것이
라면, 이는 각각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상호주관적 관계에서 절대적 ‘합일’이라는

핵심과, 왜곡 없는 소통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함유하는 상동적 존재로서의 ‘분신’
이라는 영역에 상응하는 것이다.

‘합일’의 관계가 이처럼 ‘혈육’으로 은유됨에 따라, 박경리 문학에서 ‘고아’라는

다른 중요한 은유도 함께 해명될 수 있다.

“(전략)고아가 된 나는 작은 아버지 식구들과 함께 피난을 갔었지. 피난길에서

나는 고아라는 것을 처음 느꼈어. 비행기가 폭격을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작은
289) 박경리, 「단층」 81회, 『동아일보』, 1974.5.23.
290) 박경리, 「단층」 120회, 『동아일보』, 19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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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치마를 잡았단 말이야. (중략) 그때 작은 어머니는 나를 뿌리치며 무섭게

노려보더군. 그 눈을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건 남의 눈이야. 작은 어머니
는 사촌들만 품안에 안고 울부짖더군. 작은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어. (중략) 물
론 의식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온 집안 식구들은 내 존재를 무의식중이나마 부

정하고 싶었던 거야. 저놈만 없으면 하고 말이야. (중략) 나는 그들만의 생활을
침범한 이질분자였거든. (중략) 나는 사실 내 재산을 빼앗겼다는 데는 실감이 나

지 않았어. 그보다 그들 속에서 보내야만 했던 고아의 세월이 억울했던 거야.
(중략) 내가 절망한 것은 그 여자의 눈이 피난길에서 본 작은 어머니의 눈과 꼭
같다는 그거였다. 타인의 눈이더군. 생판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여자였더란 말이
야. (후략)”291)

“난 본시부터 부모가 없는 놈입니다. 처자도 없는 놈입니다. (중략) 나에게 가정

이 어딨어요? 가족은 또 어디 있구요? 난 세상에 낳서 애, 애정이란 걸 받아본
일이 없단 말입니다. 내 애정요 받겠다는 사람도 없었고요. (중략) 난 고압니다.
고아란 말입니다! (중략) 난, 난 가족도 아무것도 아닌 남이 있는 그 집에 안 갈
겁니다.”292)

각각 『창』의 우섭과 『단층』의 근태의 발화인 두 인용문은 모두 “남”이 아닌
자를 갖지 못한 사람으로 “고아”의 기본적인 의미를 표현한다. 먼저 『창』의 우
섭은 인용문에서 부모가 사망한 것과 스스로를 “고아”로 인식한 것은 별개의 두

사건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자신이 그 앞에서 “이질분자”가 되는 “남의 눈”만을

만나야 했던 시간을 “고아의 세월”이라고 지칭한다. 일상적 어법에서 ‘혈육’이 없

는 존재가 ‘고아’라면, 박경리 문학의 은유적 맥락에서 “고아”는 “혈육”을 포함해

자신과 ‘동질적’인 ‘분신’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누구와도 온전히 소통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근태 역시 자신이 “애정이란 걸

받아본 일이 없”고, 자신의 애정을 “받겠다는 사람도 없었”다는 점을 들면서, 부
모와 처자가 있는 집을 “가족도 아무것도 아닌 남이 있는 그 집”으로 지시하고
있다.

‘분신’과 같이 이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를 만나지 못한 상태가 “고아”라

고 지칭된다는 기본적인 의미에 더하여, 이 두 인용문에서 인물들은 공히 자신이
291) 박경리, 「창」 38-40회, 『조선일보』, 1970.9.27~30.
292) 박경리, 「단층」 30회, 『동아일보』, 19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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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라고 느끼는 것과 일상적 어법의 ‘혈육’과의 관계를 연결하고 있다. 우섭은
부모가 사망했을 때나 그 이후로도 한동안 자신이 “고아”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
으나, 작은 어머니와 작은 아버지가 그의 생명의 위협에조차 무심했을 때 자신이

“고아”임을 느꼈다고 토로하고, 근태는 부모와 아내, 자식이 모두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자신이 태어나서 “애정이란 걸 받아본 일이 없”음에서 자신은 “고아”로 살

아왔다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박경리 문학에서 “고아”의 은유는 그

러한 상태의 인식에 있어서도 “혈육”과 관련된다. 인물들은 단지 분신과 같은 소

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눈앞에 자신의 “혈육”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남의 눈”만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이 “고아”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

리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후기 장편 소설인 『죄인들의 숙제』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가을에 온 여인』의 나성구와 의화와 같이, 『죄인들의 숙제』에서 강은식과

은애도 남매간이라는 “혈육”이면서 또한 ‘분신’과 같은 관계임이 명시된다. 그런데
『죄인들의 숙제』에서 특징적인 점은 은애와 희련이 친구관계이면서 ‘자매와 같

은 유대’를 지닌 반면, 희련과 희정은 이복 자매간이면서 그러한 ‘유대’나 ‘분신’

의 관계가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형상화되고, 설명된다는 것이다. 희정의 내면에
대해서는 서술적으로 직접 접근되지 않고 다만 “생명에의 본능보다 더했음 더했

지 못하지 않은 재물에 대한 희정의 집착”293)으로 성격화되는데, 이를 두고 희련
은 “도대체 언닌 고독하다는 것을 느낀 일이 있을까?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

을 생각해 본 일이 있을까?”294)라는 의문을 품는다. 인간이 고유한 신념-세계관을
형성하여 목적론적으로 존재하는 일은 죽음을 의식함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죽
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본 일이 없는 자는 인간성의 가장 근원적인 조건도 갖

추어지지 않은 것이며, 근원적인 고독을 탈피하기 위해 사랑이라는 이름의 ‘합일’

을 추구하는 일도 그런 자와는 무관하다. 이에 대해 박경리는 에세이를 통해, ‘눈
물’과 ‘죽음’, ‘사랑’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는 인식을 표명한다.

궁극적으로 부정이며 내던져지고 거두어지는 우리의 삶이 (중략) 고뇌가 크면 클
수록 우리는 비인간이 아닌 인간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략) 영
구불멸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한들 사고가 조종되는 곳에선 생명은 존재치 않을
293)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83회, 『경향신문』, 1969.8.28.
294)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44회, 『경향신문』, 196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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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중략) 부정적, 근원적으로 부정적인 인생과 문학 행위. 아마도 긍정적

이었다면 갈 길은 없었을 것이요, 배불리 먹고 눈물이 없고 죽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존재뿐인 삶은 비인간 로보트가 아니겠습니까.295)

「신기루 같은 것일까」에서 죽음이 예정된 삶을 “궁극적으로 부정”인 삶이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작가는 그 유한한 자신의 시간에 대해 “고뇌가 크면 클수록
비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간성에 관한 박경리의
사유에서 죽음에 대한 의식에 부여된 중요성은, 이 인용문에서 인간이 “영구불멸”
로서 죽음이 없어 “긍정적”이었다면 “갈 길이 없었을 것”이라는 명제로 지적된다.

유한성의 목적지 혹은 종결지가 없다면 목적론적 의미도 성립할 수 없을 것이며
삶을 통일적으로 이해한다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배불리

먹”기만 한다면 “눈물이 없고”, “죽음도 없”다면 “사랑도 없”다는, “부정”에 대한
“고뇌”에서 성립하는 것이 인간성이라는 것이다.

한 인격적 자아에게 어떤 다른 자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

고, ‘고독하다는 것을 느낀 일’이 있는 자로 여겨진다면, 서로의 세계가 ‘합치’ 가

능한 것인지의 문제 이전에 그들에게는 적어도 서로가 어떤 세계관을 지닌 자 혹
은 그 단계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자, 즉 적어도 “비인간 로보트”는 아닌 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인격적 자아에게 다른 이가 인격적 자아로서 존재

할 때 그들은 이미 어떠한 공동 세계의 주체들로서 존재하는 것이므로,296) 박경리

문학에서 복수의 인격이 함께 상호주관적 세계를 구성할 가능성을 위해 최소한으
로 요구되는 바는 그들이 “비인간 로보트”는 아니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를 복수

의 인격이 절대적인 ‘합일’을 이루는 극단에서부터, 온전히 소통 가능한 ‘분신’들
의 서로 ‘합치’ 가능한 세계라는 스펙트럼의 맥락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서

로에게 인격적 존재이거나 인격적 존재에 가까운 단계에 있는 이들의 세계는 적
어도 ‘접촉’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개체적 경계마저 흐려지는 극단을 제외한다면, 복수의 인격들이 구성하는 공동

세계는 그 인격들 각자가 지니는 세계와 동일하지 않으며 그들 각자의 세계 또한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접촉’ 이상의 관계를 가질 경우, 그들의

모든 세계들을 관통하는 어떤 공통적인 핵심이 있고 그 점에서 각자의 세계는 하
295) 박경리, 「신기루 같은 것일까」, 『Q씨에게』, 268면.
296) Edmund Husserl, 앞의 책, 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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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공동 세계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297) 그리고 박경리 문

학에서 이러한 공통적인 핵심은 바로 죽음에 대한 의식이므로, 그것은 능동적이고
자 하는 인간 존재를 ‘피투성이’로 만드는 ‘덫’이지만 또한 동시에 상호주관성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죄인들의 숙제』에서 희련이 희정에 대해 “도대체 언닌 고독하다는 것을 느

낀 일이 있을까?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을까?”298)라는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희정이 “언젠가는 죽어야 한

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수도 있지만, 희련에게 희정이 그러한 것을 느끼거나

생각해본 일이 있을 것이라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는 희련에게 하나의 인격적 자

아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며, 설령 희정이 어떤 세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희

련의 세계와는 접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의 공동 세계의 주체들로서 존
재하지 않고, 희련에게 희정의 인격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더불어 희

련의 의문이 나타난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다른 측면은, 희정에게 ‘죽음에 대
한 의식’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희정이 ‘고독’을 느낀 일이 없는 것 같다
는 생각이 병치되며, 서로를 부연하는 관계로 서술된다는 점이다.

죽음이 인간의 시간적 한계라면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고통이므로,299) 유

한성에 대한 의식은 내면적 고통과 언제나 결부된다. “고독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더불어, “비인간 로보트”가 아니게 하는 “눈물”300) 또한 그러한 내면적 고통

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내면적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러

한 고통이 죽음에 대한 의식을 표지하는 것이므로, 그는 이미 적어도 어떤 목적론
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 존재로 의식된다. 내면적인 고통을 감수(感受)할 수 있

는 이는 인격적 자아로 성립했거나 성립하는 중에 있는 반면, 어떤 이에게 내면적
고통이 없는 자 또는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자는 그의 관점에서는 죽음을 의식하
지 않는 자이며 인격적 존재가 아닌 자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여자는 어떤 일에도 마음이 밀착된 일이 없다. (중략) 항상 이 여자는 자기
몸을 보호할 줄은 알지만 마음을 보호할 줄은 몰랐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수월

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의 체득이야말로 남미의 인생 그 자체다. (중략)
297)
298)
299)
300)

Edmund Husserl, 『현상학적 심리학』, 194면.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44회, 『경향신문』, 1969.7.14.
손봉호, 앞의 책, 46면.
박경리, 「신기루 같은 것일까」,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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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감각하고 고통이나 비애나 패배감, 모든 감정은 이 여자 피부 위에서 노닐고
있다. 결코 심장 밑바닥에서 꿈틀거려본 일이라곤 없었어. (후략)’301)

『죄인들의 숙제』에서 은애의 남편 정양구가 혼외로 만나던 남미는 “비인간 로

보트”와 같은 인물로 서사적으로 의미화된다. 이 인용문에서 남미는 “고통이나 비

애나 패배감”이 “심장 밑바닥에서 꿈틀거려본 일이라곤 없”는 자, 내면적 고통이

없이 “무감각”한 자로 설명되는데, 정양구는 이처럼 남미를 내면적 고통이 없는
자로 인식하자마자 그를 “솜뭉치로 된 인형”으로 지칭하고 “섬뜩해지며 한기를
느”302)낀다. 정양구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통해 작가는 이 장면을 다른 인간과 만

나고 있다고 생각한 이가 기실 눈앞의 존재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을 뿐 인격
성 없는 ‘마네킹’ 또는 “비인간 로보트”였음을 깨달은 순간처럼 형상화한다. 처음
부터 마네킹이나 로보트, 또는 다른 사물을 그러한 사물로서 인식했던 자는, 그
사물에게서 섬뜩함이나 한기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연

인으로 만났던 자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하나의 비인격이
었음을 깨달음으로써, 『창』의 우섭이나 『단층』의 근태와 같이 정양구는 일종
의 ‘고아’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박경리의 세 후기 장편소설에서는 내면적 고통이 없다는 점을 형상화한 남미와

같은 자들, 즉 비인격적 인간들, 또는 “비인간 로보트”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인
간 군상이 되었다는 현실 인식이 직설적으로 드러난다.

“(전략) 총이나 대포나 비행기나 신기한 것 같지만 목적이야 더 많이 먹겠다는

데 있지 않았느냐 그 말이지 (중략) 종교니 철학이니 윤리도덕이니, 그게 다 춥
고 배가 고파서 생겨난 게 아니란 말이야. 답답증, 다시 말하면 마음이 춥고 배

고파서 생겨난 건데 그래서 인간들은 동물보다 복잡해졌단 말이야. (중략) 자유

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란 말이야 그만큼 마음이 배고프고 추워도 못사는
게 인간인데 그 가지가지 요법이 문화를 만들어 왔던 게야. (후략)”303)

『죄인들의 숙제』에서 작가는 육체적 고통을 덜기 위해 의식주를 마련하는 것이
“문명”인 반면, “문화”는 “마음이 배고프고 추워도 못사는 게 인간”인 데서 비롯
301)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170회, 『경향신문』, 1969.12.9.
302)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171회, 『경향신문』, 1969.12.10.
303)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207-208회, 『경향신문』, 1970.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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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런 점에서 “총이나 대포나 비행기나 신기한 것”들을 만
든 “문명”의 발전의 “목적이야 더 많이 먹겠다는 데 있”었고, 내면적 고통과 인간

성의 측면과는 별개의 영역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과 『단층』에서는 더

나아가 “문명”의 발전이 “문화”의 측면 또는 인간성의 측면에서는 ‘후퇴’라는 비
판이 표면화된다.

“뭐가 발전입니까? (중략) 그네들은 제제가끔 죽음의 철학을 가졌던 것 아닙니
까? 샤먼이든 종교든 또 일상에서든 그네들은 부단히 죽음을 생각했었지요. (중

략) 헌데 오늘, 사망율이 적어진 오늘 말입니다. (중략) 악보다 무서운 것이 비인
간적인 겁니다. 아픔 없이 기도하며 두려움 없이 기도하며 은총이 자기에게 있고

그래서 자가용을 몰 수 있으며 대저택에서 추운 것도 더운 것도 모르고 지낼 수
있다는, 그게 어디 악인입니까? 영혼을 잃어버린 괴물이지요.”304)

“무관심의 공범자들, 구경꾼의 공범자들! 아픔 없이, 두려움 없이 한 마디씩 지껄

이고 재미있어 하던 무리들! 자기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
여기며 한숨지으며 하느님께 감사를 올리던 무리들! (중략) 짓밟히고 문드려 죽
이고, 그건 약자의 당연한 말로로 규정하던 무리들, (중략) 하찮은, 쥐꼬리만한
이익 때문에 죽어 없어지기를, 살인에 조력한 무리들! (후략)”305)

『창』과 『단층』에서는 “사망율이 적어진 오늘”, 사람들은 “영혼을 잃어버린
괴물”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된다. 그 ‘비인간성’은 구체적으로, “자가용을 몰 수

있으며 대저택에서 추운 것도 더운 것도 모르고 지낼 수 있”기만을 바라면서 “아
픔 없이 기도”하는 것, “이익 때문에” 부당한 일이 일어나도 “아픔 없이” “무관심

의 공범자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인용문에서 작가는 공히, 의식주의
풍요와 육체적 고통이 없는 것이 관심사일 뿐 내면적 고통이 없는 자를 “문명”
속에서 “영혼을 잃어버린 괴물”, ‘비인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죄인들의 숙제』의 남미로 대변되는, “고통이나 비애나 패배감, 모든 감정”이

“결코 심장 밑바닥에서 꿈틀거려본 일이라곤 없”이 내면적으로 “무감각”306)한 자

들은,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른 이의 내면적 고통도 유추할 수 없고
304) 박경리, 「창」 110회, 『조선일보』, 1970.12.20
305) 박경리, 「단층」 134회, 『동아일보』, 1974.7.24.
306)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170회, 『경향신문』, 196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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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격성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이의 고통을 바로 그러한 고통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그를 특정한 방식으로 보는 것이며, 그때 그들 사이에는 이미 인격적 접촉
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307) 내면적으로 무감각한 자는 그 자신에게 내면적
고통이 없다는 점이 그들의 비인격성을 표지하지만, 이와 더불어 그들이 다른 이

의 내면적 고통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다른 인격적 자아와 공동 세계에 있지
않음이 재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에 대해 『죄인들의 숙제』에서는 “솜뭉치로

된 인형”이라는 비유가 주어졌다면, 『단층』에서는 그 양태가 더욱 주제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윤희는 노파를 바라보며 노파가 사악하고 간교하기는 하지만 일종의 성격상의
불구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죄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하게 교활한

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일이니 윤희가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믿는 그 우둔

함,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잡아떼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간단한 사고방식, 윤
희는 미움보다 묘하게 슬퍼지는 것을 느낀다. 누굴 위해 슬퍼진다기보다 망망한

공간을 부유(浮遊)하는 생명체가, 영혼의 비밀 같은 것이, 슬픔은 전혀 현실이
아닌 전생(前生)이나 내생(來生) 같은 막연한 세계를 향해 미역미역 밀려오는 것
같기만 하다.308)

근태와 더불어 『단층』의 한 서사 축을 담당하는 주인공인 윤희는 어머니가 어

린 윤희를 윤희 아버지의 먼 친척에게 맡기고 자살한 뒤, 천대를 받다가 그 집을
나와 일본으로 밀항했던 인물이다. 일본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람들을 만난 윤

희는, 일본에서 아버지가 윤희 모녀에게 전하기 위해 밀수꾼 편에 목돈을 보냈으

나 그 친척이 이를 착복하고 윤희 모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그 친척은 동네 사람들에게 윤희 아버지가 일본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으며 윤희 어머니는 양공주라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윤희 모녀를 동네

에서 영영 내쫓으려 퍼뜨린 그 소문과 극도의 가난을 견디다 못해 윤희 어머니는
자살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인용문에서는 윤희가 한국에 돌아와 이제 “노파”가
된 그 친척을 대면하여 느낀 바가 서술되고 있다. 윤희는 노파가 “일종의 성격상
307) Arne Johan Vetlesen, Perception, Empathy, and Judgment: An Inquiry into the
Preconditions of Moral Performanc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4, p.159.
308) 박경리, 「단층」 240회, 『동아일보』, 197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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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잘 설계되지도 못한 거짓말을 단지 순간적인

모면을 위해 늘어놓으면서 그는 윤희의 생각이나 내면적 상태에 대해 전혀 감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여타 수단에 대해서는 “사악하고 간교하”며 “비상하게

교활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내면에 있어서 “우둔”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
하”는 그에게서 “일종의 성격상의 불구”를 감지한 윤희는 “미움보다 묘하게 슬퍼

지는 것을 느낀다.” 이어 그것은 “누굴 위해 슬퍼진다기보다” “영혼의 비밀 같은
것이” 슬픈 것이며, 또한 그 “슬픔은 전혀 현실이 아닌 전생이나 내생 같은 막연
한 세계를 향해” 오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서술되고 있다. 용서를 구하는 것까
지는 아니라 해도 최소한의 “죄의식”은 가질 것이며 또한 보일 것이라 기대하고

만난 사람 앞에서, 그가 소통은 고사하고 그 세계와 접촉할 수조차 없는 비인격적
인간이었음을 깨닫고, 도리어 윤희가 내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죄책감의 부재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내면적 무감각은 부분적으로는 상

황에 의해 생겨나지만,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그러한 상황을 생산한다.309) 이에 박
경리 문학에서 내면적 무감각이 비인격적 인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현재의 “문

명”의 산물로 의미화된다는 점에 상응하여, 내면적으로 무감각한 자는 완벽한 그
‘문명인’으로 묘사된다.

죽음의 사태가 연방 연방 나건만 그러나 도시에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한다. 변한 것이 있다면 (중략) 거대한 도시는 사회면의 요란한 기사를
깔고 문대며 더욱 더 태연자약해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무신경해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략) 어디서 본 듯한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
다. (중략) 연인들 같기도 했고 젊은 부부 같기도 했고 생판 타인들 같기도 했다.

기쁜 얼굴도 아니며 그렇다고 성낸 얼굴들도 아니었다. 관광안내서나 달력 같은

데 공급할 사진을 찍기 위해 나타난 남녀인지도 모를 일이다. (중략) ‘천생연분이
야. 저들이 힘을 합하면 일층이 이층 되고 이층이 삼층 되고 삼층이 사층 되고
오층 되고 육층 되고, 눈알이 빠진 눈구멍 같은 창문이 온천지를 덮게 될 거야.
힘이거든, 힘! 힘이고 말고… 창문 하나마다 황금의 열매가 열리고…’310)

그러한 인식은 『죄인들의 숙제』의 정양구를 통해 먼저, “죽음의 사태가 연방
309) Arne Johan Vetlesen, Op. cit., pp.191-195.
310)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285-286회, 『경향신문』, 1970.4.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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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나건만” “거대한 도시”는 “더욱 더 태연자약해져가고” 또 “무신경해져가고
있다”는 서술로 표면화된다. 그리고 이 인용문에서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자들은
곧 결혼할 사람들이면서도 “생판 타인들 같기도”하고 광고 사진의 모델 같기도
한 관계인 자들, 내면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이라는 점도 함께 드러난다. 그들이 생

산하는 “거대한 도시”의 모습이 내면을 현상하지 않는 그들의 “얼굴”과 같다는
점에 대해, “눈알이 빠진 눈구멍 같은 창문이 온천지를 덮”고 “창문 하나마다 황

금의 열매가 열리”는 것으로 비유함으로써 작가는 내면적으로 무감각한 자와 그

러한 자를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현대 “문명”이 형성하는 밀접한 관계를 형상
화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내면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문명”을 더욱 높이 쌓아 올리는

“힘”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문명”의 생산물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지적된다. 그

리고 그 “문명”이란 단지 한 “도시” 또는 한 국가만의 현실이 아닌 것으로 제시
된다.

‘남미는 자신을 책이라든지 이 탁자 같이 느낀다고 했었지? 정말 남미는 탁자,

이 탁자 같은 걸까? 그리고 나는 은지에 싼 초콜릿이었을까?’ (중략) 그는 전율
을 느꼈다. 인간부재, 애정부재, 그리고 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기형아들의 무리가
따갑게 눈을 자극해 온다. (중략) ‘기형아다! 고아원의 울타리 속에서 만들어 내

어놓은 기형아. 아, 아니다. 고아원의 울타리는 고아원의 울타리는…아니지. 이
한국 전체가 고아원 아니냐 말이다. (중략) 그런데 한국뿐이겠는가? 세계 전체가,
인종이 사는 세계 전체가 매일매일 은지에 싼 초콜릿처럼 고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야. 세계의 무게가 그 짓을 하고 있어. 세계의 크기가 그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야. (후략)’311)

정양구는 이 인용문에서, 비인격적 인간인 남미는 “책이라든지 이 탁자”와 같은
존재이고, 그런 남미가 재산을 보고 접근한 자신은 “은지에 싼 초콜릿”과 같았다
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내면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

서 “비인간 로보트”나 “솜뭉치로 된 인형” 등의 물건과 마찬가지라는 점과 더불
어, 그들이 “문명”의 생산품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한국뿐이겠는가? 세계 전체

가, 매일매일 은지에 싼 초콜릿처럼 고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는 서술에
311)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243-244회, 『경향신문』, 197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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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인식은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이때 작가는 그처럼 내면적으로 무감각

한 자로 생산된 자들이 또한 “고아들”이라고 지시함으로써, 현재의 ‘문명인’들이

서로에게 모두 “남의 눈”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비판하고 있다. 『단층』에서
노파가 “정신적 불구자”로 비유되었듯 그렇게 생산된 “고아”들은 스스로가 “고아”
라고 인식하지도 못한 채 “세계 전체”가 “만들어 내어놓은 기형아”로서, 정양구로
하여금 “인간 부재, 애정 부재”가 범람하는 현실에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절에서는 박경리 문학에서 나타나는, 공동 주체로서 상호주관적으

로 존재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해명해보고자 했고, 그것은 그 필요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박경리 문학에서 이는 그러한 경우가 일반

적인 것이 된 상황으로서의 현실과 주로 관련하여 서술되고 있다. 2장에서 분석했
듯 한 인간이 인격적 주체이기 위한 조건은 그가 죽음이라는 유한성을 의식하여,

자신의 목적론적 의미를 견지하는 데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적 주체여야
한다는 것은 공동 주체로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가 유한성을 의식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 박경리 문학에서는 죽음이라는 근

원적 유한성에 대한 의식이 슬픔이나 고독과 같은 내면적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

로 이해되므로, 내면적 고통이 없이 무감각한 자와는 상호주관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2. 고통의 공감이 형성하는 공동 세계와 서사 전략
비인격적 인간을 요구하는 상황은 인간들에게 내면에 대한 마비를 조장함으로

써 내면적으로 무감각한 비인격적 인간을 생산하지만, 내면적 무감각은 한편으로

인간들이 그러한 상황에 적응한 결과이기도 하다.312) 이때 적응에 성공할 경우 인
간성 잃은 인간 또는 박경리의 표현으로는 “비인간 로보트”가 되지만, 적응에 실

패하거나 적응하기를 거부할 경우,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세 후기
장편은 주제화하고 있다.

희련은 죽었다. 벌거벗은 어느 산 귀퉁이에서 혹은 울타리 없는 판잣집 뜰에서

312) Arne Johan Vetlesen, Op. cit.,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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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습을 감추어버린 개나리나 진달래처럼 희련은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았다.
(중략) “잘 죽었다, 잘 죽었어. 그 따위 성질 살아서 뭘 해? 죽어 마땅하지” 은애

가 넋두리 할 때마다 정양구는 벌컥벌컥 화를 내곤했었다. “성질 땜에 죽었나
요?” “그럼 왜 죽었어!” “악인들이 둘러싸서, 악인들이 죽인 거예요! (중략) 희련
인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인 거예요! 죽인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앨 죽였나요? 여

러 사람이 덤벼들어서 죽였지. (중략) 죄인들이야! 범죄자들이에요!” “아무도 죽

이진 않았어. 살 수 없으니까 죽은 게요. (중략) 살아갈려면 살아남으려면 죄인이

돼야 하는 게요. 강하다는 것은 남을 먹는 일이며… 진실을 외면해야 하는 일이
며, 아니 죄의식을 갖지 말아야 하는 일인지도 몰라.”313)

『죄인들의 숙제』의 희련은 ‘자살’이라 명시되지는 않는 죽음을 맞는데, 후일담
의 형식을 취한 소설의 결말부에서 그것은 마치 철이 바뀌어 꽃이 지는 것과 같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희련의 ‘분신’과 같은 친구 은애와

그의 남편 정양구의 대화를 통해, 희련의 죽음은 그의 “성질”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구체적으로 이는 “죄의식을 갖지 말아야 하는

일”, “죄인이 돼야 하는” 일, “남을 먹는 일”, “진실을 외면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 수 없었던 것으로 의미화된다. 후기 소설에서 ‘현실’을 지장 없

이 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으로 비판적으로 지적되는 이러한 일들은 내면적으로
무감각함, 그리고 그것이 표지하는 비인격적 인간으로 존재함에서 나타나는 특징
들을 지시한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내면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강자’의 지위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자가 ‘약자’로서 도태되는, 인격적 자아를 용납하지 않는 세상의 흐름 속에

서 희련을 마치 꽃이 살아남을 수 없는 철을 맞았듯 “없어지고 말았”던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사후(事後)적 판단
으로 제시되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희련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마는 장면이 상징
적으로 서술된다.

둑이 터졌다. 미친 듯 흙탕물이 쏟아졌다, 쏟아졌다! 희련을 에워싸고 덮치면서
굴러 내려간다. 소리를 지르고 진동하면서 괴물의 미치광이, 미치광이의 괴물, 도

시의 건물들은 그야말로 홍수였다. 도시의 차량들은 그야말로 홍수였다. 도시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홍수였다. 나무 한 포기, 지푸라기 한 올, 거머잡아볼 수 없
313)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286-288회, 『경향신문』, 1970.4.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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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세게 멈출 줄 모르게 흘러가는 탁수(濁水)였다. 청아한 피리는 어디 있는

가, 한 마리의 실솔(蟋蟀)은 어디 있는가, 차량이 누르고 지나간 자리에 흐른 피
는 아마도 붉은 페인트였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두꺼운 고무장갑 같이 가슴에

와서 닿으면 그 썰렁하고 섬뜩한 화학물질은 저녁 찬의 푸성귀 값을 마련하는가.

사람들의 얼굴이 철판같이 휘번득거린다. (중략) 흙탕물 속으로 희련은 혼자 떠
내려간다. 외치고 몸부림치지만 나무한 포기, 지푸라기 한 올 거머잡아 볼 수가
없다.314)

물리적 인과 관계에서 희련의 육체는 희련 자신에 의해 사망했으므로, 그가 ‘죽임
당한 자’이고 ‘살 수 없었던 자’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앞의 인용문에서 나타났듯
그의 죽음이 그러한 것이었음을 제시하는 직접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

인용문에서 실행되었듯 상징적으로 그의 죽음이 묘사되어야 한다. 후자에 해당하

는 이 인용문에서는 희련이 “흙탕물”에 휩쓸려 죽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그 “탁

수”로 은유되는 것은 “괴물의 미치광이, 미치광이의 괴물, 도시의 건물들”, “도시

의 차량들”, “도시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도시”라는 공간에 잘 적응한 사람들의

“마음”은 희련의 “가슴에 와서 닿으면 그 썰렁하고 섬뜩한” 느낌을 주는 “두꺼운

고무장갑”이고, 그들이 상처를 받으면 흐르는 것은 내면적 고통이 아니라 “붉은
페인트”이며, 그들의 얼굴은 그들의 인격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철판 같이
휘번득거”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인간성을 조장하고 인간을 “비인간 로보트”로

만드는 상황인 “탁수”가 “희련을 에워싸고 덮치면서 굴러 내려”가는 속에서 희련
은 “외치고 몸부림치지만” “혼자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의미화하면서,

이 인용문은 그에 대해 “청아한 피리”, “한 마리의 실솔”이라는 상징을 부여하고
있다.

비인격적 인간이 되어 그것을 요구하는 현실에 적응하는 일이 희련에게 일어나

지 않았고, 은애도 그것에 성공하지 못했다. 희련의 자살은 적응한 자가 되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은애의 경우는 적응하려고 노력

하다가 발광하게 되는 과정이 상세히 추적된다. 두 사람의 이러한 적응 실패는 소
설 초반에 “은애나 자신은 다 마찬가지로 소외된 세계에서 창밖의 어둠과 같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어둠과 같은 존재임을”315) 희련이 느낄 때 이미 예고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낮이 올 때 창밖의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꽃이 철이
314)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137회, 『경향신문』, 1969.10.31.
315)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48회, 『경향신문』, 196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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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날 때 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격적 주체성을 무화시키는 현실 앞에
서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격성 잃은 인간이 되지 않는다.

은애는 후에 희련이 휩쓸려 죽게 되는 “탁수”로서의 현실에 대해, “거리에는 사

람 아닌 상품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았으며, 철제(鐵製)가 걸어 다니는 것 같았으

며, 플래스틱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았으며 아니 그것들은 모두 차를 타고 지나다니
는 것 같”316)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다. 그리고 그는 그 현실에 대해 자신이 적
응해가고 있다고 여기다가 어느 날 미치게 된다.

은애는 일 년에 한두 번쯤 자신과 정양구의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는 일이 있다. 먼

저 떠오르는 것은 그따위 불편이 없는 기계적인 생활이라는 느낌이요, (중략) 자기에
게 아무런 이상(異常)을 일으키게 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 점이 병적이 아닌가고 의

심해보는 일이다. 기계가 고장이 없다는 것과 사람이 고장이 없다는 것은 다르다고
은애는 막연히 생각해보는 것이다. 사람이 기계를 닮아간다는 것은 사람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변질되어간다는 것 이상의 병이 또 있을 수 있겠

는가. 흔히들 현대인은 드라이한 감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다. 그 저의(底意)가 기
계문명에의 순응인지 아니면 그것을 제압(制壓)하기 위한 생활 철학의 소산인지 알

수 없으나 은애는 그런 자의식 없이 어느덧 그렇게 되어진 자신을 깨닫고 아연해지
는 순간이 있다.317)

이 인용문에서는 은애를 통해, “사람이 기계를 닮아간다는 것은 사람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라는 인식이 제시된다.

특히 그것은 남편과의 관계가 두 인격의 만남으로써 세계가 합치되거나 합일되기
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지 불편이 없는 기계적인 생활”이라는 것과 연관
된다. 이는 박경리 문학에서 절대적인 합일이 가능한 관계로 상정되는 ‘사랑’조차
“불편이 없는 기계적인 생활”로서의 부부 관계에 밀려났다는 상황을 통해, 인격성
에 대한 위협을 일상적인 차원에서 선명하게 연출한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상(異常)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고장이 없다는 것”은 “바
로 그 점이 병적”이라는 점, 나아가 인간에게 있어 그러한 것 “이상의 병”이 없다
고 서술됨으로써, 이후 은애가 발광하여 그러한 생활에 “이상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이 비인격적 인간으로서 완전히 기계와 닮는 데 성공하는 것보다 심한 병은
316)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29회, 『경향신문』, 1969.6.26.
317)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23회, 『경향신문』, 1969.6.19.

- 106 -

아니라는 판단이 이 대목에서 미리 서사적으로 확정되고 있다.

“기계문명”에서 사람이 ‘기계를 닮음으로써 사람을 벗어남’을 이루는 일이 “순

응”일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생활 철학의 소산”으로서 그에 ‘적응’해 살아가는
방편이기도 하다는 점 또한 이 인용문에서 지적된다. 그러나 은애는 점차 기계를

닮아가던 끝에 미치고 희련은 죽음으로써 두 사람 모두 “순응”이나 ‘적응’에 성공
하지는 못하게 되는데, 희련의 죽음이 ‘세상에서의 없어짐’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던 것과 달리 은애는 결말 가까이에서 요양 끝에 회복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통해 앞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희련을 죽게 한 “기계문명”
과 그것에 순응한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가 표명된다.

『죄인들의 숙제』는 이러한 은애와 희련의 두 서사를 모두 그들이 각각 인격

적 차원에서나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면서 병치하다가, 마침내 은애

와 정양구가 희련을 죽인 자로서 내면적 무감각을 조장하는 상황을 규탄하는 장
면을 결말로 배치한 작품이다. 그런데 그처럼 어떤 이가 자신의 신념을 폐기하기
를 거부한 끝에 죽음을 맞게 되고, 그러한 죽음이 다른 이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구도가 분명한 윤곽을 띠고 드러나는 서사는 일종의 순교자 서사에
해당한다.

신념을 폐기하기보다 차라리 죽임 당함을 수용한 이는318) 다른 자들의 전향을

이끌게 되는데, 이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의 죽음보다도 그 죽음을
기록한 서사이다. 채택된 어구들과 선택된 사건들로 이루어진 서술은319) 독자들로
하여금 순교자의 고통을 공감하게 하고 또한 순교자의 행적을 텍스트로 보전함으
로써 그의 고투가 영향을 지속하게 한다.320) 특히 이러한 순교자 서사를 통해 순

교적 행위로 설명되는 바가 곧 존엄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

는데,321) 희련이 부정적인 현실의 “탁수”에 휩쓸려 죽게 되었으며, ‘죽은 게 아니
라 죽임 당한 것’, “죄인”이 되지 않았기에,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남을 먹”지

않고 “죄의식을 갖지” 않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 그리고 ‘합일’로서의 사랑을
추구하다가 죽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죄인들의 숙제』의 서술은, 희련을 그
러한 의미에서 순교자적 인물로 형상화하고, 소설의 독자를 포함해 살아남은 자를
318) Joyce E. Salisbury, The Blood of Martyrs: Unintended Consequences of Ancient
Violence, Routledge, 2004, p.131.
319) Ibid., p.3.
320) Ibid., p.20-29.
321) Ibid.,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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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으로 지목하며 제목에서 표명되듯 “숙제”를 남기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층』에서 윤희의 서사 또한 이러한 순교자 서사의 조건에 부합하여, 작가

는 “새까맣게 물든 공리와 욕망이 빈틈없이 충일하여 비비고 나갈 구멍도 없게
생긴 현실”322)이라는 “물결은 거세다. 탁류(濁流)는 모든 것을 쓸고 간다. 그 위력
앞에 한 종지 맑은 물이 무슨 소용인가”323)라는 표현을 통해, 『죄인들의 숙제』

의 희련과 마찬가지로 윤희를 “탁류”인 현실에 휩쓸려 세상에서 없어진 “한 종지
맑은 물”과 같은 존재로 의미화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린 어디 있지요? (중략) 그

런 식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라면 말입니다. (중략) 이
해(利害)의 공통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그러한 우리만 존재한다 생각지 마십
시오. 이상과 사명의 공통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도 분명 있읍니다. 힘이 약하지만

요.” 수용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쉰다. 윤희는 다시 눈 내리는 창밖으로 시선

을 옮겨놓으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힘이 약하지만…왜 힘이 약할까요. 강자는
옳고 약자는 옳지 않게 되는 세상에서… 저기 나무가지에 눈이 자꾸 실리네요,
더 많이 눈이 오고 눈이 쌓이면 가지는 부러지겠지요?”324)

윤희와 수용의 대화로 이루어진 이 인용문에서는 “이해의 공통”이 있는 자들만
공동 행동을 하는 현실에서 “이상과 사명의 공통”을 추구하는 이는 “약자”로 존
재한다는 인식이 나타난다. 나뭇가지에 눈이 실리면 가지는 자연히 부러진다는 비

유는 탁류가 휩쓸면 맑은 물 한 방울은 사라지고, 낮이 오면 창밖의 어둠이 없어
지고, 철이 지나면 꽃이 진다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윤희를 능동적인 자살자가 아

니라 부정적인 현실에 의해 죽임 당한 자의 자리에 놓는다. 그런 과정에서 윤희가
현실에서 가장 문제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없”다는 것이다. 단지 복수형의 수치적인 ‘우리’와는 달리, 공동 세계의 주체들로

서 접촉되는 ‘우리’는325) 서로에게 인격적 자아로 존재하는 이들의 관계를 일컫는
다. 그러한 공동 주체로서의 ‘우리’가 없다는 것을 윤희는 현실의 부정성을 대변

322)
323)
324)
325)

박경리, 「단층」 200회, 『동아일보』, 1974.10.9.
박경리, 「단층」 201회, 『동아일보』, 1974.10.10.
박경리, 「단층」 258-260회, 『동아일보』, 1974.12.17~19.
Raimond Gaita, Op. cit.,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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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설의 결말에서 죽음을 맞는 것으로 암시된다.

이 인용문에서 수용이 “이상과 사명의 공통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약자’이지

만 존재할 것이라고 언급하듯, 서사적으로 수용은 윤희에 대해 “이성에 대한 사랑

아닌 우정이었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아픔에서 밀착되는 애정”과 “공동운명체적인
것”326)을 느끼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설령 그가 윤희와 소통 가능한 관계였
다고 하더라도, 향이와 윤희 사이에서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더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를 따지고, 윤희와 함께 위험을 앞두고 있을 때 윤희를 버리면 자신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노정되듯 그는 윤희와 윤희가 바라는 “우리”나 ‘혈육’과 같
은 합일을 이룰 수는 없었다.

수용 씨, 나 이곳에 와서 볼일 끝났어요. 일이란 지난날의 진술서 같은 것, 그걸 받
아낸 거예요. (중략) 지나간 과거, 법의 손이 닿지 않는 이십여 년 전의 일을 모조리

고백하는 것쯤 그들 늙은 남녀에겐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양심에는 무서움이
없어도 철창은 무서웠던 게지요. 자아, 그러면 나는 이 과거의 진술서를, 어머니 결백
을 증명한 과거의 진술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략) 주글주글 주름 잡힌 얼굴
에는 한 오리의 회한도 한 여자를 비참히 죽게 한 죄책도 없이 거짓 눈물과 거짓 음

성으로 진술한 이 진술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고 다만 종이에다 보올펜으로
쓴 것 하나, 내 손바닥 위에 올려 졌을 뿐예요. (중략) 그들은 너무 늙었고 가진 거
라곤 한 순간의 아픈 마음도 없으니까요. (중략) 풍차(風車)를 향해 칼을 휘두른 돈
키호오테는 낙천가였지만요. 단층(斷層)은 너무 깊고 넓어요. 내려갈 수도 없고 건너

뛸 수도 없네요. (중략) 수용 씨 당신이 만약 내 언니였다면, 오빠였다면, 동생이었다
면 무엇이든 내 혈연이었다면, 따뜻했어요. 고마왔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은 치열
하게 그리운 게 혈육이라던가요?327)

『죄인들의 숙제』와 『단층』의 차이점 중 하나는 윤희의 죽음이 다른 인물들의

후일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유서의 전문이 인용됨으로써 암시된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은 윤희가 수용에게 남긴 유서의 일부이다. 윤희는 한국에 돌아와 친척
노파와 그 공범을 만났고, 그들이 윤희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진술을 받

아냈지만, “가진 거라곤 한 순간의 아픈 마음도 없”는, 내면적으로 무감각한 자인
그들이 “양심에는 무서움이 없”고 “얼굴에는 한 오리의 회한도” “죄책도 없”이,

이미 형사상의 시효도 지나간 일에 대해 ‘고백’의 형식으로 진술한 바는 어떤 변
326) 박경리, 「단층」 200회, 『동아일보』, 1974.10.9.
327) 박경리, 「단층」 269회, 『동아일보』, 197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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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윤희는 그들 구체적인 몇 명

의 비인격적 인간과 싸우겠다는 것이 인간이 아닌 “풍차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인식하며, 작가 또한 ‘탁수’와 ‘한 종지의 맑은 물’의 비유를
통해 표현하듯, 그러한 싸움이 한 개인에게는 무력한 패배일 수밖에 없음에 동의
한다. 그러나 이처럼 순교자 서사의 구도를 채택해 윤희와 희련을 부정적인 현실
에 의해 죽임 당한 자로 의미화하고, 직설적이거나 상징적인 많은 분량의 서술을

통해 그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경리는 그들을 죽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순교자 서사의 작업을 통해 실천적으로 행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탁수”와 같고 “풍차”들과 대면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윤희에게 필요했던 것은

서로 세계가 접촉 가능한 이와의 만남을 넘어, “혈육”이었다는 점도 이 인용문에
서 드러난다. 어머니가 자살하고 아버지를 만나기 전의 몇 년의 시간이 윤희에게
는 ‘고아’와 같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인용문에서 그가 자신을 “고아원에서 자

란 사람”과 나란히 놓는 것은 “혈육”이 없는 자로서, “남의 눈”에만 둘러싸인 자

라는 박경리 문학의 일관된 은유의 맥락에서이다. 그는 수용과 같은 이를 만난 것
만으로도 따뜻했고 고마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서의 수신자가 될 수는 있

었어도 수용은 윤희에게 “언니”, “오빠”, “무엇이든 내 혈연”과 같이 ‘합일’을 이
루는 관계가 될 수는 없었고, 윤희는 세상에서 없어지게 된다.

『죄인들의 숙제』에서 희련의 죽음이 정양구와 은애에게 미친 영향을 통해 나

타났듯, 순교자로서 형상화된 이의 고통을 공감함으로써 그가 지키고 죽은 신념으

로의 전향에 가까워진다는 일은 『단층』에서도, 독자의 층위 이전에 서사 내부

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으로 서술된다. “자기로서는 완벽하게 무장한 생활인으로
자처했었고 이른바 남들도 빈틈이 없다고 했었”던 수용은, 윤희와 함께 윤희 어머
니의 흔적을 찾아 갑사의 산사를 방문했을 때 “무엇인가 자기 내부에서 솟구치는

것,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328)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처럼 “수용에게 있어서

근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한 여자의 아픔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발견하고, 거
기서 인간 공통의 아픔에까지 발전해 갈지 모른다는 일”329)이라는 설명적 서술이

덧붙여짐으로써, 윤희의 내면적 고통을 “통해” 그가 자신의 그러한 고통, 나아가

인간 공통의 그러한 고통으로 나아가는 길에 들어선 것으로 의미화된다. 이는 ‘인

간성’이라는 인간의 과제를 향한 실존적 변화로서, 각자가 신념-세계관을 형성하
328) 박경리, 「단층」 62회, 『동아일보』, 1974.5.1.
329) 박경리, 「단층」 200회, 『동아일보』, 19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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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간성을 지닌 인간이 된다는 것이 일종의 개인적인 종교의 신앙을 갖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비인격적 인간에게 ‘인간성’으로의 전향은 일종의 종교적 개종에
비견될 수 있다.330)

윤희와의 관계에서 수용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 그가 윤희의 내면적

고통을 “통해” 자신 속에도 그러한 것이 있음을 먼저 “발견”하고, 그런 뒤에 인간

공통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점

에서 중요하다. 한 가지는, 박경리 소설에서 윤희나 희련과 같은 순교자적 인물의

영향력은 다른 인간에게 그의 인간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함으로써 발휘되도록
의도된 것임이 드러난다는 점에서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자의 아픔은 자

신에게 그와 동질적인 경험이 존재할 때 비로소 유비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것이 ‘공감’의 의미라는 인식이 그러한 서술 구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다.

“막막하고 살벌하고 지폐 헤는 소리만 들려오는 것 같고. (중략) 처참하다기보다

추악해요. (중략) 최소한도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라도 있어야… 분위기지만요.
난 때때로 바위 같은 무생물을 볼 때도 울음을 참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했어

요. (중략) 나 아까 그 여자 미워 그러는 건 아니예요. 삭막하고 답답했어요. 절
벽에 부닥친 것 같았어요. (중략) 난 한 인간의 얘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인

간을 통해서 대부분 인간들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략) 생지옥이 될 것만
같단 말예요! 아니면 기계 부속품이 될 것 같구 말예요. 아까 그 여자 눈에 눈물
이 있었나요? 슬픔이 있었나요? 한탄이 있었나요? (후략)”331)

윤희가 그 앞에서 절망하게 된 내면적으로 무감각한 이들은 “눈에 눈물”, “슬픔”,

“한탄”이 있지 않다는 것과, 그들과의 대면이 “막막하고 살벌하고 지폐 헤는 소리
만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에 대해 윤희는 “절벽에 부
닥친 것”과 같고 그러한 자들로만 채워진 세상은 “생지옥”일 것이라 표현하는데,

특히 이 인용문에서 그는 “최소한도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라도 있어야” 한다

는 것과, 자신의 경우 “바위 같은 무생물을 볼 때도 울음을 참는 것”처럼 느껴진
다는 것을 연결하고 있다. 자신을 위한 눈물에서 출발해 다른 이의 눈물에 대한

공감에 이르는 유비적 이해의 진행이 이를 수 있는 최대치는 “바위 같은 무생물”
330) Edmund Husserl,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265면.
331) 박경리, 「단층」 263-264회, 『동아일보』, 1974.1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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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울음”을 봄에서이다. 이 대목에서 내면적 고통에 있어 윤희의 감수성(感受性)
이, 그러므로 확장 가능한 공감의 지평이 내면적 무감각과는 반대쪽 극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위 같은 무생물”에서도 “울음”을 감지하는 윤희가 내면적 무감각의 극단에

있는 인물에게서는 어떤 “눈물”도 볼 수 없는 “절벽”을 만난다는 서술을 통해 지

적되는 바는 하나의 공동 세계를 구성함에 있어 비인격적 인간 대신 무생물이 오
히려 포섭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자대비(大慈大悲), 큰 슬픔이 있기에 큰 자애가 필요하고 결핍이 없는 곳에 사
랑이 있을 수 없다. 슬픔, 결핍 없는 것은 완성이며 정지된 것이며 그것은 또한

삶이 아니며 생명으로 인식할 수도 없다. 생명은 영원한 미완이요, 때문에 사랑
의 대상이며 끝없는 연민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332)

에세이 「무한유전의 생명」에서 “대자대비(大慈大悲)”라는 단어를 화두로, 박경

리는 “슬픔, 결핍 없는 것”은 “생명으로 인식할 수도 없다”라고 단언하며, 이를
통해 이 인용문에서는 “큰 슬픔”과 “결핍”이 있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며 “연민”
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사유가 표명되고 있다. 내면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인간

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생각되는 “바위”보다 생명이
없는 “무생물”과 같이 인식된다는 『단층』의 서술은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하
는 것이다. 나아가 내면적으로 무감각한 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움직이고 있기
에, 그러한 자를 대해서는 바위를 대할 때와는 달리 ‘섬뜩함’과 “생지옥”이라는
절망과 ‘고아’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랑이 상대방의 인격성 전체에 대해, 다른 이와는 다른 그의 특질로서 주목하

는 것이라면, 이와 달리 “대자대비”, 또는 더 작은 영역에서 ‘연민’은 상대방의 고

통에 주목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과 모든 필멸적인 존재의 공동 운명이라는 관점
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다.333) 이 인용문에서 표명된 바에 따라, 내면적으로
무감각한 자는 “슬픔”과 “결핍”이 없기에 생명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반면 윤희가
“바위 같은 무생물”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울음”을 볼 수 있는 것은 내면적 고통
에 대한 공감의 지평에서, 바위와 자신이 공동 운명체라고 감지함에서 비롯된다.
332) 박경리, 「무한유전의 생명」, 14면.
333) Arne Johan Vetlesen, Op. cit.,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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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극복한 사람도 없었으며 시공(時空)에서는 모든 사물과 함께 모래성이 되
는 것”334)이라는 에세이 「가설을 위한 망상」의 명제에서 표현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소멸한다는 근원적인 공통성을 가
진다. 그러한 소멸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적 기초 위에서, 어떤 물체를 단지 소

멸하는 의식 없는 사물이 아니라 소멸할 것이자 그 소멸로서 죽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내면적 고통을 감각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단지 자신에게 내면

적 고통이 있어 그것이 유비적 이해의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박경리 문학에서는 “무생물”에 대한 공감을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

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오랫동안 걷고 있던 우섭은 버스에 올랐다. 사람의 더운 입김이 가득 찬 만원 버

스. 변두리까지 가난한 월급장이들을 실어서 날라다 주는 정다운 괴물. (중략) 왜
기계에 마음이 없단 말이냐. 인간의 마음이 있는 곳엔 무기물에도 더불어 마음이
생긴다.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자동차는 코끼리도 될 수 있고 낙타도 될 수 있고

말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비행기는 날으는 새가 될 수 있을 것이요, 군함은 장엄
한 바다의 성(城),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손바닥의 나사못 하나인들 귀엽고 앙증
스럽지 않겠는가.335)

『창』의 이 인용문에서는 우섭을 통해, 버스가 단지 하나의 기계가 아니라 “정

다운 괴물”이 될 수 있고 “기계에 마음이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표현된

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있는 곳엔 무기물에도 더불어 마음이

생긴다”라는 인식이라는 점이 박경리 문학의 상호주관성과 특히 생명 사상의 이
해에서 중요하다. 박경리는 무기물에도 그 자체로 ‘마음’이 있다는 애니미즘적 입

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의미로서 세계를 파악하고 구성하는 가

능성을 지님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에 실린 무게중심을 무엇보다 견고하
게 확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바위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기계도 “정다운
괴물”이 될 수 있고, 그리하여 무생물도 “더불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일이 모

두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이라는 조건에 의존한다는 점이 박경리의 ‘생명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추축이 되어야 한다.

334) 박경리, 「가설을 위한 망상」, 『현대문학』, 2006.8, 230면.
335) 박경리, 「창」 116회, 『조선일보』, 197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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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仁)이 사람으로서 행할 바의 규범이라면 사랑은 간구이며 본질에 대한 충격요

법이라 할까. (중략) 그것에 비하면 대자대비(大慈大悲)는 그 영역이 넓다. 천당
과 극락이라는 상징을 넘어서 훨씬 넓고 깊으며 우주적이다. 대자대비는 생명의

본연에 대한 슬픔이며 아픔이다. 유심과 무심의 절대적 평행(平行)의 행간(行間)
에서 눈물 같고 이슬 같은 것이다. 애처로움, 연민, 고요한 관조이며 애처로움이

투사(投射)되는 대상이 바로 실상(實相)인 것이다. 그것은 일체 유심과 무심의
관계에서 의식과 사물과 시간의 관계에서 빚어진 근원적인 것으로 그 어떠한 것
으로도 호도될 수 없는 것이다. 실체다.336)

「불모의 시기」에서 박경리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행위 규범’이 “인(仁)”이라면,

인간이 ‘간구’하는 바이자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그 영역이 넓”은 것이 “대자대비(大慈大悲)”

로서 강조된다. 앞서 인용한 「무한유전의 생명」에서 박경리 문학의 이 개념이
큰 슬픔에 대한 큰 자비로 뜻풀이된 바와도 연결하여, 박경리가 사유한 상호주관

적 세계에 있어서 “대자대비”는 공감의 지평에 붙여진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이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그는 “유심과 무심의 절대적 평행(平行)의 행간(行間)에서
눈물 같고 이슬 같은 것”으로 “대자대비”를 규정한다. 유정물과 무정물, 또는 “무

생물”과 생물은 각각 그 자체로는 “절대적 평행”을 이루고 있어, 유정물이 의미를
이해하는 ‘세계’와 단지 사물에 불과한 무생물은 세계의 접촉을 이룰 수 없다. 그
러나 “유심” 또는 “인간의 마음”이 “무심” 또는 “무생물”의 “행(行)” 사이에서
“눈물 같고 이슬 같은 것”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자대비”에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인식은 곧바로 “애처로움이 투사(投射)되는 대상이 바로 실상(實相)”
이라는 명제로 이어진다. 박경리 문학의 상호주관성에 대한 사유의 결론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명제이다.

객관적 세계란 상호주관적으로 경험된 세계이고, 또한 상호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이다.337) 서로를 인격적 자아로 인식하는 모든 인격적 자아들에 ‘대

해’ 실제적인 것, 즉 하나의 상호주관적 실제성에서 객관적 세계가 구성되며,338)

그처럼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 객관적 세계에 대해 자아 공동체는 그 세계에 대
336) 박경리, 「불모의 시기」, 『현대문학』, 1998.7, 42면.
337) Edmund Husserl, 『현상학적 심리학』, 168면.
338) Edmund Husserl,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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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관성으로서 ‘우리’를 이룬다.339) 인격적 자아들이 주관적으로 공동체를 이루
어 상호주관적으로 객관적 세계를 구축할 때, 그들이 구축하는 세계의 영역은 그

세계에 있는 다른 자의 ‘마음의 소재지’로 ‘부여’했던 바로 그만큼에 해당한다.340)

앞의 인용문에서 박경리가 지적하듯 ‘인간’에게 국한되는 행위 규범으로서의 “인
(仁)”, 또는 인격적 자아 상호간의 접촉과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무정물에까
지 마음이 “투사”될 때 개체적 주관성들이 구축하는 상호주관적인 ‘실제적’ 세계,
또는 “실상(實相)”이 “우주적”인 영역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함께 상호주관적 세계의 구성원이 되는 인격적 자아는 최소한 스스로의 내면적

고통을 감각하지만, 그들 각자가 자신의 “애처로움”을 “투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니는 영역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른 자의 고통을 고통으로서 보기 위해서는

그를 영혼을 지닌 존재로 대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며,341) 어떤 이에게 그러한 태

도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의 영역이 그의 공감의 지평이다. 박경리의 사유에서도 고

통에 대한 공감의 지평이 상호주관성의 지평이므로,342) 무정물에 대해서마저 그것
의 마음을 대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야말로 “우주적”인 상호주관성의 지평
또는 공감의 지평인 “대자대비”를 체현하는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단

층』의 윤희와 같은 감정이입의 지평을 지닌 이가 박경리 문학의 상호주관성의
사유에서 이상적인 인물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작가는 그의 상호주관성의

사유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형상화된 『단층』의 윤희나 『죄인들의 숙제』

의 희련과 같은 인물에 대해, 인격성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죽어야 했던 순교
자적 인물이라는 지위를 부여한다.

이들 소설의 전략이 의도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그들의 고

통에 공감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죽인 책임이 있는 대상에 반감과 증오를 느껴
야 한다. 그것은 순교자적 인물의 고통에 공감함으로써 전향으로 인도되기를 기획

하는 순교자 서사에서 가장 명료하게 추구되는 전략이지만, 사실상 고통의 공감은

세계관의 설득을 목표로 하는 모든 서사에서 전략의 핵심이 된다. 두 사람이 동일
한 것에 대한 증오를 공유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점과 관련하여 그들의 세계관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343)
339)
340)
341)
342)
343)

Edmund Husserl, 『데카르트적 성찰』, 172-173면.
Edmund Husserl, 『현상학적 심리학』, 168면.
Raimond Gaita, Op. cit., p.182.
Edmund Husserl,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436면.
Susan E. Babbitt, Artless Integrity: Moral Imagination, Agency, and Stories, Row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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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의 설득이라는 목표를 주제화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서사란 어떤 세계관을 통일된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다른 세계
관을 지닌 이에게 하나의 세계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관을 통일된 관점

에서 제시해야 하고, 이는 곧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과 같다.344) 그러므로 작가가
소설의 스토리를 통해 고통의 공감을 유발하는 것은 서사 형식에 내재하는 세계
관의 통일적 제시라는 성격을 활용하는 것임에 더해, 고통의 공감이라는 추가적인
전략을 이중적 층위로 구사하는 것이다.

박경리가 내면적 고통에의 감수성과 그것을 통해 “대자대비”의 지평에서 상호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세계라는 이상을 제출하며, 후기 소설에서 순교자 서사의 구

도를 도입할 때, 그는 그러한 이중적 설득의 전략을 채택한다. 김상욱이 밝혔듯

박경리의 초기 소설 또한 명확히 “증오의 수사학”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어, 부정

적인 현실에 대한 증오를 독자들이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긴밀하게 구성되어 있
다.345) 따라서 초기와 후기에 이르러서의 박경리 문학이 모두 현실을 비판하고 대
안적인 세계관을 설득하는 전략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작가는
소설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결벽한’ 자기 원칙을 고수하는 인격적 주체를 형상화

함으로써, 이를 무화시키고 위협하는 현실과 그런 현실에 순응한 자들을 비판한
것이다.

박경리 문학에서 초기의 단편이라는 분량에서 시작된 그러한 비판은, 후기의 장

편 소설과 에세이들을 통해 “대자대비”라는 상호주관적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공
동 세계라는 세계관을 설득하는 작업에까지 나아간다. 박경리 소설은 주지되듯 초

기에서 후기, 그리고 『토지』에 이르기까지 분량 상으로 점차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와 나란히 작가가 소설을 통해 설득하고자 한 세계관 또한 구체화되

고 풍부해졌다. 초기 단편에서 특징적으로 ‘주관적’이고 ‘에고’가 강한 인물들이,

이후의 장편 소설들에서 그 강렬한 주관성 또는 에고가 단지 ‘강렬한’ 것 이상의

풍부한 구체성을 띠도록 다시 형상화되어, 여전히 주인공이면서 나아가 ‘순교자적
인’ 위상을 부여받은 것이다.

자신은 인숙을 싫어하지만 싫어한다는 그것으로 인숙이 아름답지 못하다든다 총
Littlefield Publishers, 2001, p.28.
344) Ibid., p.xii.
345) 김상욱, 「증오의 수사학: 박경리 초기 소설 연구」, 『현대소설의 수사학적 담론 분석』,
푸른사상사, 2005, 313-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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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지 못하다든가 매력이 없다든가, 그것을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략) 희

련이 몹시 주관적인 성격인 만큼 그는 또한 자기의 주관을 믿지 못하는 이율배
반의 고통이 있다. (중략) 희련은 자신이 지닌 세계를 양보 없이 장악하고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 혼자만이 헤엄칠 수 있는 세계다. 남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

바로 그 점이 희련으로 하여금 사람으로부터 격리되게 하였고 적용시킬 수 없는
데서 희련은 자기의 주관을 자기가 떠난 곳에서는 믿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346)

“손바닥만 한 자기 세계를 꼭 쥐고 놓으려 하지 않는 여자”347)로 형용되는 희련

은 이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몹시 주관적인 성격”, “자신이 지닌 세계를 양보 없

이 장악하고 있”는 인격적 자아라는 점에서 주조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세계가 자신에게 “양보 없”는 것인 만큼 다른 이들에게도 각자 그러한 세계가 있
을 것으로 여기기에, 자신의 주관을 “남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
다. 그는 고유한 세계를 지닌 자아로서 다른 자아를 대상으로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자아 또한 고유한 세계를 지닌 주체인 대상인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중기 소설에 속하는 『시장과 전장』의 지영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표현되는 특질
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모두 저 자신을 중심하여 제 처지만을 생각한 것이었읍니
다. 당신들에게는 당신들대로의 생각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구요. 사실 아무것도 당신네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에 그 괴로움이 있다
면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348)

전쟁 발발로 인해 전해지지 못한 지영의 편지에서, 그는 가족과의 사이가 멀어졌

던 이유에 대해 그 “자신을 중심하여” 그가 이해한 경위와 그의 생각들을 서술했
다. 이때 그는 자신이 ‘옳고’ 가족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

로의 세계가 다만 너무 “이질적”349)이었던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 역시 그

의 자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주체임을 십분 의식하고 있다. 정확히 어떤 점에서

서로가 “이질적”이었는지와 관련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 일을 통해, “이질

346)
347)
348)
349)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164회, 『경향신문』, 1969.12.2.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165회, 『경향신문』, 1969.12.3.
박경리, 『시장과 전장』, 현암사, 1964, 120-121면.
같은 책,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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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지만 서로에게 인격적 주체로 인식되는 그들의 세계가 최소한의 접촉을 이

루는 공통된 핵심을 찾는 작업이 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상호주관적 세계
를 향한 적극적인 시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죄인들의 숙제』에서 희련은 『시장과 전장』의 지영과 달리, 자신과 ‘동질

적’인 존재로서 ‘분신’과 같은 강은식을 만나게 되고, 그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의

육체의 일부분처럼 강은식은 옆에, 아니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 같”350)다고 느낀

다. 희련이 느낀 ‘합일’로서의 사랑은 상호주관적 관계의 이념적 형태이지만, 희련

과 강은식에 있어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해서 작가는 그것이 두
사람 중 누군가의 ‘잘못’인 것으로 의미화하지 않는다. 그들은 “꼭 같은 존재, 꼭

같은 분신, 영원히 궤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혼자만의 유성”351)으로 은
유되는데, 이때 “유성(流星)”은 지구로 추락하는 별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고유한 궤도를 영원히 도는’ 별로서 ‘흐르는 별’이라는 자의(字義)적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 작가는 희련과 강은식이 서로 동질적이었으나, 몇 달의 시간으로 나타
난 “궤도”의 차이로 인해 사랑에 실패했고 그 또한 그들 서로의 궤도를 걸은 결
과였던 것으로 제시한다.

서로 다른 자아들의 존재 양상을 “유성(流星)”에 비유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죄인들의 숙제』는 앞의 3장에서 언급한 “표류도(漂流島)”의 비유를 환기한다.

『은하』(『대구일보』, 1960.4.1~8.10)에서도 “사람의 수와 같이 많다는 별이 무
수히 무수히 흘러가는 은하”352)라는 표현을 통해 개체들을 ‘흐르는 별’에 비유한

점이 시사하듯, 박경리 문학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각자가 자신의 “궤도” 또는

향로(向路)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인식은 후기 소설에 이르도록 유지된다. 그처럼
‘주관적’ 인격을 담지하는 자아라는, 인간성에 대한 기본적인 입지 위에 작가는

문학을 통해 각 인격적 자아의 세계들과 나아가 무정물들까지 포섭하여 어떻게

‘실제성’을 지닌 공동 세계가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인지를 심층적으
로 모색하고, 또한 실제 독자들과 그러한 공동 세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그의 상호주관적 세계관을 설득해 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토
지』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그 방대한 분량만큼이나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

350)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187회, 『경향신문』, 1969.12.29.
351) 박경리, 「죄인들의 숙제」 271회, 『경향신문』, 1970.4.10.
352) 박경리, 『은하』, 마로니에북스, 2014, 266-267면.

- 118 -

다. 다만 박경리 문학에서 일관되게 복수의 자아들을 각각 핵심으로 하는 상호주

관성을 사유했음을 밝히고자 한 본고의 관심사와 관련해 지적할 만한 점은, 『토

지』를 포함한 박경리 문학에서 각자가 지닌 것으로 나타나는 ‘한’을 인격적 자아
의 일관된 동기부여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가 ‘역사 소설’의 범주에 매끄럽게 포섭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선행 연

구를 통해 인정되고 있는데, 특히 이재선은 허구성에도 불구하고 기록성과 사실성

을 지향하는 ‘역사 소설’과 달리 『토지』는 ‘역사적인 소설’에 해당한다고 지적
했다. 이에 따라 『토지』는 역사와의 맥락과 역사적인 상상력을 존중하지만 허

구적이고 창안적인(invented) 측면에 지향점이 놓게 되고, 『토지』에서 공적인 역

사는 작품의 최소한의 시대적 배경과 골격만을 이루는 것이다.353) 작가 또한 대담
을 통해 『토지』의 서술에서 ‘현실감 있는’ 세계의 형상화를 위해 실제 역사적
과거의 시간을 차용했던 것임을354) 밝히고 있어, 『토지』 창작에 있어 박경리의
지향점은 현실이나 역사적 사실과 다른, 그러나 ‘현실감 있는’ 어떤 세계를 고안

하고 형상화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송재영이 밝혔듯 『토지』에서 그는
역사의식을 표현하기보다 “인간 조건의 근원적인 부조리”를 형상화하고자 했으며,
‘헤어짐’으로서의 “죽음의 철학”을 통해 작중 인물의 내면 구조를 표현하고 있다.

송재영은 이를 ‘한국인의 세계’로 지칭했지만,355) 죽음에 대한 의식에서 인격적
자아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그 목적론에 따라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이에 상
응하여 자신의 세계를 일관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

의 세계는 인간성을 견지한 인간들이 각자의 ‘궤도’를 가지고 ‘흐르는 별’처럼 살
아가는 형상이 한국적 ‘현실감’에서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생명 자체가 한(恨)이다. (중략) 피상적인 것에서 생명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기나
긴 시간, 출발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던 인간의 마음 자취를 한으로 집약했다 하여
그것이 모두 집약된 것도, 한국 사람만의 것으로도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356)

박경리는 이 인용문에서, 자신이 “한”이라는 이름에 담고자 했던 것은 “기나긴

시간, 출발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던 인간의 마음 자취”라고 표명하고 있다. 이 “마
353)
354)
355)
356)

이재선,
김치수,
송재영,
박경리,

앞의 글, 91-95면.
앞의 글, 104-105면.
앞의 글, 27-43면.
「고향에 가면 더욱 더 이방인」, 『원주통신』, 120-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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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자취”란 박경리 문학에서 ‘흐르는 섬’이나 ‘흐르는 별’로 은유되는 각 인격적

자아가 지닌 삶의 ‘궤도’, 혹은 그러한 ‘궤도’를 형성하는 그의 고유한 동기부여에
대한 다른 지칭이다.357)

제가 얘기를 할까요. 최근까지도 신문광고를 보니까 한이란 것을 화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더군요. 하지만 한이란 것은 화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한이 될 때 화해가 필요한 거지 한 자체는 화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략) 한이라는 것은 절대로 화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를 하려면 원한이라
는 〈원〉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한이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모순에 대한 슬
픔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하나.358)

박경리가 강의에서 “존재란 무한 속의 유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한에 한

(恨)이 있는 것입니다”359)라고 지적했듯, 유한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 자취”가 한이라면, 그것은 인격적 자아에게서 신
념-세계관의 표현으로서, 오히려 견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도 그는

‘한’이라는 단어의 일상적 용법으로 인해 자신이 그 단어를 통해 “집약”하고자 했

던 바가 계속해서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자신이

‘한’이라는 표현으로 의미한 바가 죽어야 한다는 의식에서 오는 내면적 고통임을
다시 강조한다.

‘한’의 추구는 『토지』의 서사적 목표이며,360) 그것은 수많은 인물들이 각자

고유한 신념-세계관에 따라 “마음자취”를 형성하며, 또는 ‘궤도’를 그리며 시간의
흐름을 살아가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많은 인격적 자아들
이 동일한 세계 내에서 각자와 서로가 ‘한’을 지닌 것을 감지하며 자신의 ‘궤도’

357) 그런 점에서 본고는 박상민이, ‘한(恨)’의 개념을 “피해자의 특별한 ‘감정’과 그에 대응하
는 ‘태도’를 드러내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런 점에서 『토지』의 주제를 ‘한’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시각이라고 비판한 바에 동의한다. 박상민, 「『토지』에 나타난 악의
상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9면.
358) 대담, 「한국문학의 전통과 그 맥잇기」, 최유찬 편, 앞의 책, 427-428면.
359) 박경리, 「문학, 그것은 무엇인가」,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박경리 강의노트』,
25면.
360) 김치수, 「비극의 미학과 개인의 한」(『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조남현 편, 앞
의 책, 74-89면.; 정호웅, 「『토지』론」, 141-163면.; 천이두, 「한의 여러 궤적들」, 최유
찬 편, 앞의 책, 234-237면.; 임진영, 「개인의 한과 민족의 한」, 같은 책, 245-278면.; 김진
석, 「소내하는 한의 문학: 『토지』」, 같은 책, 279-330면.; 이재복, 「박경리의 『토지』
에 나타난 숭고미」, 『우리말 글』59, 2013, 363-3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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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리려 나가는 『토지』의 세계는, 그러므로 내면적 고통이 감지되는 인간들

에게서 형성될 수 있는 상호주관적 공동 세계에 대한 하나의 상상을 서사화한 것
이다. 그리고 그 상상이 작가의 상호주관적 세계관을 구현한 것인 만큼, 『토지』

에서 박경리는 주관적 인격들의 ‘접촉’과 ‘공감’에서 공동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작가적 신념-세계관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고, 역으로 소설 『토지』는 그것을 창
작한 이인 박경리의 인격성을 돌이켜 지시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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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박경리 문학은 초기 단편에서 후기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주관성 또는 주관적

자아의 차원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그러한 특징은 지금까지 박경리 문학의 전
모에 대한 일관된 의미 이해에 난점이 되어왔다. 본고는 그 원인이, 객관성이 주

관성에 대립되는 우위에 놓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소설이 얼마나 확고하게 그 우
열 관계에 기초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박경리 문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온 데
있다고 파악했다. 이러한 관점의 바탕이 된 객관주의가 ‘객관주의’라는 상대적 입

장이 아닌 절대적인 진리처럼 전제됨으로써, 복수의 주관 사이에서 성립되는 객관

성을 지향한 박경리 문학의 상호주관적 이념을 적극적으로 조명할 수 없었던 것
이다. 이에 본고는 주관성이 객관성과 분리될 수 있거나 객관성을 오염시키는 요

소가 아니며 오히려 객관성이 주관성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여기는 주관주의적
입장의 상호주관성 이론을 통하여 박경리 문학에 접근해보고자 했다.

박경리 문학 전체의 이해에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그 문학에 고유한 의미로

상정된 ‘사랑’을 분석하는 일이다. 특히 그의 소설에서는 비주체적인 상태에 놓인

인물과 사랑의 실패가 병치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때 사랑의 실패는

다른 이와 관계를 맺기 이전에 인물들 각자가 인격적 주체로 성립한 상태가 아닌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박경리 소설에서 ‘허무’라는 테마 또한 사랑과

인격적 주체성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었다. ‘허무’로 수식되는 인물의 성격화에

서 핵심적인 것은 자신에 대한 일관된 이해와 그 속에 일관되게 지닐 수 있는 세
계관이 부재한 상태로, 또한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

한 자가 궁극적인 자기 성찰을 행하거나 삶의 의미를 통일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으로써 사랑의 가능조건을 충족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혼동하여 오히려 사
랑을 통해 허무에서 벗어나고자 할 경우, 사랑의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인격적 주체성 또는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박경리의 인식은 시간성과 관련된다.

그는 인간이 능동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종말이 기정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다고 보고 유한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유한하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바로
인간의 삶의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유한성을 의식함으로써 인간은 자신
의 삶에서 미래의 어떤 마지막 시점, 또는 종말을 향해 목적론적으로 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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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삶의 시간을 통일하는 어떤 신념을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간
으로 존재하는 것’은 곧 ‘목적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제시된다.

각자 신념-세계관을 지닌 인격적 주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소통은 박

경리 문학에서 희구의 대상이면서도 성공하기는 지난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소

통하고자 하는 바가 ‘언어’를 통해 전달되기 어렵고, 또한 만일 각자가 전혀 동질

적이지 않은 주관적 경험을 지닌다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이해될 수 없는 존
재들이기 때문이다. 박경리의 문학 작업 자체가 작품을 통해 언어로 매개화된 소

통을 시도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시도 속에서 작가는 소설 내용을 통해 후자의 문
제에 대해서도 씨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박경리 문학이 제출하는 입장은, 인격

적 차원에 있어 상동적인 이들 사이에서는 소통에 관한 어려움이 해소된다는 것
이다. 서로 동질적인 주관적 경험들을 지니는 그러한 복수의 인격적 주체가 박경

리 문학에서는 ‘분신’이라는 은유를 얻으며, 나아가 온전한 소통은 ‘분신’적인 관

계에서 언어에 중요하게 매개되지 않는 어떤 ‘공감’의 방식, 즉 유추를 통해 이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통의 이상은 박경리 문학에서 상호주관적 관계
의 최고 형태인 ‘사랑’의 의미와 연결된다.

박경리 문학에서 사랑은, 동질적인 경험을 가지는 ‘분신’적인 두 인격적 자아가

개체들의 ‘합일’에 이르는 극단적 지점에까지 나아간 관계로 나타난다. 박경리는

인간의 본원적 고독으로부터의 탈출이 합일로서의 사랑에서는 가능할 것이라 여
겼고,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현실적인 것이기보다는 복수의 인격이 형성할 수

있는 최고 강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이념화된 것에 해당한다. 이에 성격적으로
사랑의 가능성을 체현하는 것으로 형상화된 인물은 박경리 소설에서 높은 정도의
구체성을 얻지는 못하게 된다. 그런 한편 박경리는 절대적 합일로서의 사랑의 주

변에 죄책감을 가진 자를 배치함으로써, 사랑을 통해 인간에게서 가장 깊고 절망
적인 고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여 가장 소외된

자와 공동 세계를 구성할 가능성을 모색했다. 죄책감을 가진 자는 다른 이와 소통

할 수 없고 공동 세계에서 사망한 것과 같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고통과 절망을
느끼는 자로서 그는 고독의 차원에서 한계 지점에 있기 때문이다.

개체적 경계마저 흐려지는 극단을 제외한다면, 복수의 인격들이 공동 세계를 구

성할 때 그것은 그 인격들 각자가 지니는 세계와 동일하지 않으며 그들 각자의

세계 또한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세계들을 관통하는 어떤
공통적인 핵심이 있기에, 각자의 세계는 하나의 공동 세계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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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박경리 문학에서 이러한 공통적인 핵심은 유한성에 대한 의
식이다. 죽음은 한 인격적 주체성의 바탕인 동시에 상호주관성의 가능성이기도 한

것이다. 사랑이 상대방의 인격성 전체에 대해, 다른 이와는 다른 그의 특질로서

주목하는 것이라면, 이와 달리 ‘대자대비’, 또는 더 작은 영역에서 ‘연민’은 상대
의 고통에 주목하는 것이며 자신과 모든 필멸적인 존재의 공동 운명이라는 관점

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다.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소멸
한다는 근원적인 공통성을 가진다. 그리고 박경리 문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부

가된다면, ‘무생물’에 대한 공감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표명된다. 이는 인간의 마음
이 의미로서 세계를 파악하고 구성하는 가능성을 지님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성의

무게중심을 확립한 것이다. 박경리가 사유한 상호주관적 세계에 있어서 ‘대자대비’
는 이러한 공감의 지평에 붙여진 이름이다.

“애처로움이 투사(投射)되는 대상이 바로 실상(實相)”이라는 명제는 박경리의

상호주관성에 대한 사유의 결론을 표현한다. 객관적 세계란 상호주관적으로 경험

된 세계이고, 또한 상호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이다. 인격적 자아 상호간
의 접촉과 사랑을 넘어 무정물에까지 마음이 “투사”될 때 개체적 주관성들이 구

축하는 상호주관적인 ‘실제적’ 세계, 또는 “실상(實相)”이 ‘우주적’인 영역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무정물에 대해서마저 그것의 마음을 대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
는 이가 박경리 문학의 상호주관성의 사유에서 이상적인 인물의 자리에 놓인다.

작가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형상화된 인물에 대해, 인격성을 포기하지 않음

으로 인해 죽어야 했던 순교자적 인물이라는 지위를 부여한다. 순교자 서사의 구

도를 채택해 여성 주인공을 비인간성 즉 내면적 무감각을 강요하는 현실에 의해
죽임 당한 자로 의미화하고, 직설적이거나 상징적인 많은 분량의 서술을 통해 그

러한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이 서사 전략이 의도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는 독자들이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죽인 책임이 있는 대상

에 반감과 증오를 느껴야 한다. 특징적인 여성 인물에서 주목되어 온 박경리의 초
기 소설 또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증오를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
에서, 결국 초기와 후기에 이르러서의 박경리 문학이 모두 현실을 비판하고 대안
적인 세계관을 설득하는 전략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인격을 담지하는 자아라는, 인간성에 대한 기본적인 입지 위에 작가는

문학을 통해 각 인격적 자아의 세계들과 나아가 무정물들까지 포섭하여 어떻게

실제성을 지닌 공동 세계가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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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고, 또한 실제 독자들과 그러한 공동 세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의 상호주관적 이념을 설득해 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토지』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의 추구는 『토지』의 서사적 목표이며, 그것은 수

많은 인물들이 각자 고유한 신념-세계관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살아가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수많은 인격적 자아들이 동일한 세계 내에서 각자와 서

로가 ‘한’을 지닌 것을 감지하며 살아가는 『토지』의 세계는, 그러므로 내면적
고통이 감지되는 인간들에게서 형성될 수 있는 상호주관적 공동 세계에 대한 하
나의 상상을 서사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이 작가의 상호주관적 세계관을 구

현한 것인 만큼, 『토지』에서도 박경리는 주관적 인격들의 ‘접촉’과 ‘공감’에서

공동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작가적 신념-세계관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고, 동시에
역으로 그 작품은 그것을 창작한 이인 박경리의 인격성을 돌이켜 지시하고 있다
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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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ersubjectivity in the
Works of Park Kyung Ri
Jihe Jo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eal that the subjective self in her early period, the theme of love in her middle period, and the search for the community
in

her

late

period

can

be

consistently

understood

on

the

subject

of

intersubjectivity. The intersubjectivity, 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 and
the others, contains a complex mixture of the theme of love and the problem of
verbal communication. Especially, using the theory of intersubjectivity which sees
the subjectivity as a basis of objectivity, one can approach the level of subjectivity and 'life ideology' in that sense of empathy as a wisdom, in the context
of the empathy of an analogy, in a unified way while not undermining the inner
logic of Park Kyung Ri literature.
In her first novel "Calculation", she writes about subjective selves who strongly adheres to the subjectivity in their life, and criticizes the reality caus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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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ose their subjectivity. In Park Kyung Ri literature, subjectivity is personality,
and each one can be understood b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one's life. In
many novels of her early and middle period Park emphasizes that personality is
the task of humanity by symbolizing that those who have not been formed as a
personality cannot love others.
"The wild", "Sea of regret", and "Fish market" suggest the meaning of being
formed as a personality. It is to maintain the meaning of one's existence by representing the life of the individual in unifying manner through ultimate self-reflection, and to identify the meaning of the world in a consistent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 consistent understanding of life. "The envoy of darkness,"
"The condition of remarriage," and "The woman who came in Fall" explains
why those who have not been formed as a personality, including nihilists, continue to pursue love while repeating failures. It is a result of confusion between
the conditional relationship and the order between love and personal challenge to
maintain personality through self-reflection, and it is a attempt in vain to grasp
the meaning of one's own life by owning another person. Repeated pursuits and
failures of love are presented as a vibration between death and meaningless life
for them.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ng among plural personalities, Park
sees that the most important point of communication is difficult to be delivered
through language, and that perfect communication cannot be achieved unless the
experiences are made homogeneously, regardless of the medium. Her understanding of the ideal communication is expressed in "The woman who came in
Fall" and "The homework of sinners" According to them, if plural selves have
homogeneous experiences, they can communicate without distortion as they are
'alter egos' of each other, and their worlds can be coincided.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se 'alter egos' does not depend on the language, and in the sense
that the other person is a person who is identical with himself, complete communication can be achieved by the way of 'empathy' which one understands in
manner of analogy from oneself. In "The field of the sunset", "The green zone",
"The others", "The child with two heads", "Window", and "Fault", those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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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mainly expressed includes those who feel remorse as the people who have
lost personality and cannot communicate. Through this, it is suggested that the
absolut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and composition of the common world lies
in the relationship of love. In Park Kyung Ri's literature, love refers to the relation that plural individuals form 'oneness', and it is ideological rather than realistic, and is a relationship that can eliminate the loneliness of human origin. The
person made in the possibility of love is Gawha in "The market and the battlefield".
If the ideal communication is possi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lter egos',
those with inner pain can at least recognize each other as the beings with personalities, and it is suggested that some degree of communication and 'contact'
of each other's world is possible. Because the horizon of empathy made through
analogy in Park Kyung Ri's literature is the horizon of intersubjectivity, the
broader the scope of empathy is, the wider the scope of the common world will
be. In addition to being able to empathize with the beings with emotions including human, Park argues that the universal intersubjective world can be constituted by 'projecting' the minds of the beings with emotions to the beings without emotions. Accordingly, in "Fault", a character feels that a rock has internal
pain, and in "window", it is described that the mind can be infused into the
machine according to the attitude of the human being. However, even though
the beings without emotions can be included in the horizon of empathy, Park
emphasizes that non-personified humans who are internally insensitive cannot be
collective subjects constituting a mutually subjective world.
In the late novels, Park criticizes the reality that encourages internal insensitivity, and in "The homework of sinners" and "Fault" she adopted the strategy of the narrator of the martyrs, and tried to show pursuing personality as a
goal of humanity. The success of the strategy depends on the success of the
readers' empathy with the inner pain of Hy-ryun and Yoon-hee who are represented as martyrs. In fact empathy of suffering is the core of all narrative strategies aiming at persuading the world view. In early novels, Park Kyung Ri's literature accused the reality of depriving independence from the main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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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rhetoric of hate. On top of that, in later novels the goal of being
formed as a personality is stressed equally, and empathy of suffering is still
main narrative strategy. Especially, in the sense that in the martyrdom narrative
a character who has martyrdom status is clearly represented in the same way as
the subjective self of her early novel, the subjective dimension of Park Kyung
Ri literature was consistently defended in later periods, and the common world
of intersubjectivity is also based on subj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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