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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박완서 문학 세계를 관통하는 중추 로서 죽음 의식에( ) ‘ ’中樞

주목하였다 박완서는 개인체험을 끊임없이 소재화한 작가이다 그 중에서. .

도 전쟁으로 인해 부여된 삶과 나아가야 할 삶에 대한 이야기 즉 삶을 위,

한 죽음의 이야기에 천착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박완서 장편소설에 형상화.

된 죽음의식을 고찰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죽음.

의 양상을 분석하고 조르주 바타유의 에로티즘에 대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박완서의 작가의식과 문학관을 구명하고자 한다.

박완서 문학은 전쟁에 의해 살해라는 사회의 금기를 집단적으로 위반한

를 창작 동인으로 삼고 있다 박완서는 여성을 전쟁 또는 지배‘6·25’ . ,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으로만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박완서 소설.

의 주인공은 전쟁이라는 죽음의 공간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동화되지

않고 전쟁을 통한 파괴와 폭력 고독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 .

소는 조르주 바타유의 에로티즘 개념의 주요 속성에 해당한다‘ ’ .

장에서는 박완서의 등단작인 나목 을 대상으로 이를 통해 전시의 죽2 ,『 』

음의식과 관련해서 죽음이 삶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이.

경의 시각으로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전시와 수복직후의 서울의 생활상을 보

여주는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변함이 없는 것은 고가 마당에 있는 은행‘ ’

나무이다 박완서는 이런 극한의 상황을 그리면서도 생명 의지 또는 재생을.

전달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작가는 은행나무의 낙엽이 떨어지고 다시 싹. ,

이 트는 계절의 반복을 통해 한국전쟁도 언젠가 끝날 것이며 서울도 언젠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건될 것이라는 희망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는 사랑이.

결핍된 전쟁 상황에서 죽음을 극복 초월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장은 목마른 계절 에서 재현된 전시 적치 개월의 이데올로기 과잉3 3『 』

이 빚어내는 참상을 통해 전쟁과 죽음에 대한 작가 의식을 분석한다 구체.

적으로 전시의 도시상과 이데올로기 과잉의 전쟁 참상을 에로티즘 개념‘ ’

으로 분석하며 염상섭의 효풍 과의 비교를 수행한다 전시의 서울( ) .曉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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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발기 에 처한 땅덩어리다 전쟁 직후 이 땅덩어리에 있는 나무들은‘ ’ .

가뭄에 의해 고목이 되었다 박완서는 하진의 일가를 통해 좌익과 우익의.

이데올로기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미군정과 이념의 대.

립을 잘 보여주는 염상섭의 효풍 과의 비교 결과 이 작품에는 이데올로,『 』

기 과잉 시대의 극복을 모색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장에서는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를 대상으로 타자의 죽음을 통해4 ,『 』

이기주의를 성찰하는 양상을 고찰한다 이 작품은 당시 한국 사회에 생활하.

고 있는 사람들의 왜곡된 마음의 치유와 사회의 재건 과정을 전쟁고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준다 이 소설은 희생양 인 동생 오목이의 죽음으로. ‘ ’

부터 수지의 자기 정시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전후 사회에서 마음.

을 재건 하려는 재생 극복의 양상이 드러난다‘ ’ , .

박완서의 장편소설에는 전쟁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러한.

전쟁 및 죽음 혹은 죽음의식은 작가가 유년시절에 겪은 죽음의 체험과 밀접

한 상관성을 지닌다 박완서는 전쟁 중 가족의 죽음을 겪으면서 성장했고. ,

이는 작가적 삶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다 전쟁의 진실을 밝히고자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작가 박완서는 주인공들의 고통스런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한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인공들이 견디고 있는 고통 저

편의 영원성에 주목하였다 박완서의 소설은 전쟁을 통한 죽음을 극복하고.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인물형을 통해 죽음을 통한 진정한 삶의 모색을 보,

여주는 것이다.

주요어 박완서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죽음의식 죽음극복 희생양: , , , , ,

학번: 2012-2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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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1.1

박완서1)의 삶은 일제 강점기 해방과 한국전쟁 혁명과 군사, , 4.19 5.16

쿠데타 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쳤다 박완서는 자신의 경험, 1970~80 .

을 토대로 일제 말과 전쟁 및 분단의 비극 그리고 그 안에서 상처받은 인,

물들의 초상을 소설화 하였다 또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가 야기한 허위적이.

고 물신주의적인 삶 무기력한 소시민의 일상 가부장제 하에 억눌린 여성, ,

현실 등 한국 사회의 세태에 천착하였다 박완서는 년대에는 주로 전. 1970

쟁 체험과 분단의 비극에 대한 작품을 발표하였고 년대에는 소시민적 삶, 80

이나 여성의 억압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년 중 후반부터 노년, 80 ·

의 삶을 소재로 한 소설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아울러 년대 이. 1990

후의 작품들에서는 삶을 관조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보

편화된 인식이다.2)

1) 박완서는 년 월 일에 경기도 개풍에서 박적골이란 한촌에서 반남 박씨1931 9 15

문중 박영노의 장녀로 태어났다 살 때 서울로 이주하여 년에 숙명여자고. 7 , 1944

등학교에 입학하여 소설가 박노갑을 담임교사로 만나게 된다 숙명여고를 졸업.

하고 서울대 문리과에 입학하였으나 전쟁 발발로 학업을 중단했다6·25 . 1953

년 월 일에 직장에서 호영진과 결혼하여 남 녀의 자녀를 둔다 전업주부4 21 1 4 .

였던 박완서는 마흔에 접어든 년에 여성동아 장편 소설 공모전에 나1970 『 』 『

목 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그 뒤 목마른 계절 그 해 겨울 따뜻했네. , ,』 『 』 『 』

아주 오래된 농담 등의 장편 소설 엄마의 말뚝 저문 날의 삽화, , ,『 』 『 』 『 』

너무도 씁씁한 당신 그 남자네 집 등의 소설집 꼴지에게 보내는 갈, ,『 』 『 』 『

채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못 가 본 길이 아름답다 등의, ,』 『 』 『 』

산문집을 내며 말년까지 왕성한 필력을 보여주었다 등단 주년을 맞은. 41 2011

년 담낭으로 투병하다가 년 월 일에 세상을 떠났다 일 경기도 용인2011 1 21 . 25

시 천주교 용인공원묘원의 묘지에 안장되었다.



- 2 -

박완서는 체험적 사실을 근거로 다양한 일상사와 풍속을 그려내면서도 내

면묘사를 통해 개성이 강한 인물을 보여줌으로써 풍속작가 세태작가 치밀, . ,

한 심리묘사의 작가라고 평가되어 왔다 박완서 소설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주제 비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형식이나 서술방식 구성 원리, , ,

작가의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박완서 소설의 서사적 특징을 밝힌.

연구로는 제도적 금기나 규범의 허위성으로 인해 진정한 말들이 억압되며,

말하고자 하는 욕망이 속말 을 형성한다는 논의가 주목할 만하다‘ ’ .3) 또

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상황과 어휘들을 사용하던 서두의 문장들 과 마‘ ’

지막에 사용되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휘 들의 관계를 통해 반전과‘ ’ ‘

깨달음의 구조 를 갖게 된다는 문체와 서사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역시 주’

목된다.4)

일부 논자가 지적하듯 박완서 소설에는 작가의 경험이 다수 반영되어 있

다 김윤식은 박완서 소설의 창작방법을 기억에 의한 글쓰기 라 하면서. ‘ ’ ,

역사의식과 벌레의식의 한 가운데 에 박완서 소설이 존재한다고 말한 바‘ ’

있다.5) 그는 박완서의 소설이 역사적 계기에 의해 은폐되거나 억압된 기억

과 관련된 것임을 강조한다 권명아는 기억의 소설방법론이 바로 현재의. ‘

우리 삶에 대한 끝없는 성찰의 동력 이 되고 있다고 함으로써 기억 의’ ‘ ’

방법론이 갖는 이데올로기 비판의 정치적 의미에 주목한 바 있다.6)

박완서의 작가의식에 대한 측면에서는 작가의 휴머니즘과 생명주의에 주,

목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 성민엽과 조남현은 박완서의 작가의식을 휴.

머니즘에서 찾는다 그러나 그 평가에 있어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성민엽의 경우에는 박완서의 작가의식이 개인주의적 자유를 최상의 가, ,

2) 박완서 문학의 뿌리를 말하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쪽- , , 2011.4.25, 11 .『 』

3) 황도경 생존의 말 생명의 몸 우리시대의 여성작가 문학과 지성사, , , , ,「 」 『 』

1999.

4) 이선미 박완서 소설연구 깊은 샘 쪽, , , 2004, 18~21 .『 』

5) 김윤식 기억과 묘사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닷, , ,「 」 『 』

컴 쪽, 2003, 270~294 .

6) 권명아 박완서 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찾기 역사비평, - ‘ ’ , ,「 」 『 』

쪽1998, 39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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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삼는 근대 개인주의적 휴머니즘에 기반했으며 박완서의 소설은 이러,

한 작가의 윤리적 결단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뿐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

의 양식은 되지 못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7) 그의 평가

는 개인주의적 휴머니즘은 현실적 근거를 상실한 과거 지향적인 가치관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남현은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8) 그는 박완서가 당대

의 풍속과 세태를 탁월하게 그려내는 리얼리스트로서 삶의 실체와 의미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또한 그는 박완서 소설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삶에의 강한 의지 이며 이를 통해 작가의 휴머니즘적인 시선을‘ ’ ,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이선영은 박완서의 휴머니즘을 생명주의와 연.

관시킨다.9) 즉 인간의 참다운 삶의 가치를 밝히고 이를 지켜나가려 하는,

박완서의 휴머니즘의 근간이 바로 생명주의라는 것이다 그는 박완서가 기.

본적으로 삶의 근원적인 활력 내지 야성 인간의 생명과 성적 활력을 존중,

하는 생명주의 에 입각해서 작품을 쓰고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현대문‘ ’ ,

명의 인간소외와 정치적 사회적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한다.

주제의식 연구의 측면에서 박완서 소설에 대한 연구는 크게 네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박완서는 등단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쟁체험. ,

을 창작의 동력으로 활용하여 혹은 한국전쟁 과 관련한 소설‘6.25’ ‘ ’

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10) 그리하여 한국전쟁의 체험과 분단을 형상화

7) 성민엽 자전적 성장소설의 실패와 성공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 -「 『

까 서평문화, 9, 1993.』」 『 』

성민엽 윤리적 결단과 소설적 진실 박완서론 삼인행 쪽, , , , 1991, 34~46 .「 」 『 』

8) 조남현 건강한 세태소설의 모형 저문날의 삽화 서평문화, - , , 1991.4.「 『 』」 『 』

9) 이선영 세파 속의 생명주의와 비판의식 박완서의 작품세계 박완서 문, - ,「 」 『

학상 수상 작품집 훈민정음 쪽, , 1993, 221~240 .』

10) 황광수 민족문제의 개인주의 굴절 창작과 비평 가을, , , 1985, ,「 」 『 』

쪽265~282 .

윤병로 분단 극복을 위한 민족적 정서로서의 승화 박완서 문학상 수상, ,「 」 『

작품집 훈민정음 쪽, , 1993. 145~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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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품에 관한 논의 또는 더 나아가 이러한 시대상황으로 인한 상처의 치

유와 극복의지에 주목한 논의들이 있다 이러한 논의에는 민족의 문제를. ‘

개인주의로 굴절시켰다’11)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개인의 고, ‘

통이 민족의 고통이 되고 민족의 원한이 개인의 원한으로 용해되었다 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12)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한국전쟁에 대한 정치

적 인식에 주목한 나머지 전쟁과 죽음 그 자체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정호웅은 박완서 소설에 전쟁과 연관된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전쟁의 원인과 전개양상 그리고 전쟁 이후의 분단 상황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한다.13) 그러나 정호웅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 한

정자는 박완서가 자전적 체험을 작품화하면서 체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칭 서술방식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체험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1

전달하는 장점이 된다 고 보았다’ .14) 한편 김윤식은 박완서를 모계 문학의,

한 흐름으로 보면서 그가 가족의 역사를 민족의 역사로 재구성해내는 점을

정호웅 상처의 두가지 치유방식 작가세계 쪽, , , 1991.3, 53~64 .「 」 『 』

김윤식 천의무봉과 대중성의 근거 박완서론 년대 우리 문학의 이, - , 80「 」 『

해 서울대학교출판부 쪽, , 1989, 25~51 .』

박정애 여성작가의 전쟁체험 장편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와 딸의 성장 연, ' ' ' '「

구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쪽, 13, , 2005, 311~336 .」 『 』

최성실 전쟁 기억과 트라우마를 넘어서 박완서의 나목 다시 읽기, - ,「 『 』 」

근대 다중의 나선 소명출판사 쪽, , , 2005, 286~301 .『 』

조미숙 박완서 소설의 전쟁 진술 방식 차이점 연구 엄마의 말뚝 목마, : ,「 「 」 『

른 계절 나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 , ,』 『 』 『 』 『

기 있었을까 의 오빠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 24,』 」 『 』

현대문예비평학회 쪽, 2007, 223~257 .

11) 황광수 민족문제의 개인주의 굴절 창작과 비평 가을, , , 1985, ,「 」 『 』

쪽265~282 .

12) 윤병로 분단 극복을 위한 민족적 정서로서의 승화 박완서 문학상 수상, ,「 」 『

작품집 훈민정음 쪽, , 1993, 145~152 .』

13) 정호웅 상처의 두가지 치유방식 작가세계 쪽, , , 1991.3, 53~64 .「 」 『 』

14) 한정자 박완서 소설연구 글쓰기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 」

학위논문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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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하였다 그는 체험이 박완서의 가족단위의 레벨에서 지울 수 없. ‘6.25

는 심리적 상처를 남겼다 고 지적하고 특히 모녀 대결의식이야말로 박완’ ‘

서 문학의 긴장력의 근원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말하였다’ .15)

김양선은 복수의 글쓰기 는 고통스러웠던 전쟁을 증언하고 기억하는‘ ’

작가 특유의 방식으로서 이는 비단 전쟁체험에 그치지 않고 박완서의 작품,

세계 전반을 거쳐 확장되고 심화됨을 밝혔다 이러한 글쓰기는 분단의식을.

고발하거나 부르주아 계층의 허위의식을 폭로할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이

다.16)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박완서의 개인체험이 소설 창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박완서 문학의 기반이 개인체험이.

며 전쟁 이라는 주제가 그녀의 작품창작 활동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 ‘ ’

다는 것이다.

둘째 바로 중산층의 속물근성과 이기심 허위성 등을 비판한 논의, , 17)들이

다 백낙청은 박완서 소설이 현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소시민적 한계를 넘.

어서 있다고 평가하였다.18) 염무웅은 소시민적 한계와 관련하여 박완서가

그 허위와 본질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19) 방민호는 오만과 몽상『 』

이 누구나 경험 가능한 운명의 굴레나 인간성의 한계와 가능성 을 주인‘ ’

공의 성장과정인 통과의례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20) 그는 부조리하

15) 김윤식 기억과 묘사 박완서론 작가와의 대화 최인훈에서 윤대녕까, - , :「 」 『

지 문학동네 쪽, , 1996, 33~53 .』

16) 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연구 년대 여서문제 소설 다시 읽기, -1980 ,「 」

한국문학과 비평 쪽54, 2012, 215~234 .『 』

17) 방민호 불결에 맞서는 희생제의의 전통성 납함 아래의 침묵 소명충, , ,「 」 『 』

판 쪽, 2001.8, 387~398 .

성민엽 윤리적 결단과 소설적 진실 박완서론 삼인행, , , , 1991, 34~46「 」 『 』

쪽.

정호웅 휘청거리는 오후 욕망의 안쪽 박완서 문학 길찾기 박완서, , :「『 』 」 『

문학 년 기념비평집 세계사 쪽30 , , 2000, 225~233 .』

18) 백낙청 사회 비평 이상의 것 창작과 비평 봄 쪽, , , 1979, , 346~352 .「 」 『 』

19) 염무웅 사회적 허위에 대한 인생론적 고발 박완서론 삼인행, , , , 1991,「 」 『 』

쪽242~251 .

20) 방민호 불결에 맞서는 희생제의의 전통성 앞의 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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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락한 세계에 대항하는 두 주인공이 정신적 물질적 파멸을 겪으면서,

마침내 순수의 가치 에 도달한다고 평가한다 마미영은 박완서 소설에서‘ ’ .

산업화의 격심한 변화가 어떻게 중년기 중산층 여성의 삶에 각인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21) 그는 특히 작가가 배금주의와 물질주의로 윤리와 가치

가 상실된 사회에서 허위적 가족이라는 구조아래 중산층의 부정적 삶의 양

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산층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 안주하기 보.

다는 세상의 물신주의와 획일화 모순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한다고도 하였다 구번일은 중산층 여성.

과 집의 관계 양상에 주목한다.22) 그는 전업주부인 여성들이 집과의 관계

에서 문제가 있음을 밝히면서 외출 및 성적인 일탈을 통해 자기 인식과 성

찰에 이르게 함으로써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렇.

듯 소시민적 한계는 근래에 와서 여성주의와 연관 지어 논의되는 경향이 있

다.

셋째 여성주의 문학 비평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여성의 자기발견과 정체,

성 탐구에 관한 논의가 있다 여성문제를 다룬 작품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

들은 주로 장편 살아 있는 날의 시작 출간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한국여성연구회의 김경연 등은 공동 집필을 통해 민족 민중 문학론과 맥을·

같이하는 여성 해방의 시각에서 박완서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박완.

서의 중산층적 시각의 한계와 역사적 사회적 시각의 결여를 비판하면서· ,

모든 문제를 개인의 일로 환원시켜 축소시키고 여성문제라는 이름 하에 계,

층문제를 비롯한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천착은 회피하거나 왜곡하려는 경

향을 보인다고 지적한다.23) 한편 박혜란은 박완서의 작품이 여성들의 껍질,

벗기를 위한 피 흘리기의 과정이었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21) 마미영 박완서 소설의 여성인물과 근대화 양상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

2005.

22) 구번일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집의 의미 연구 박완서 오정희 배수아를 중, ‘ ’ - · ·「

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1.」

23) 김경연 김영해 전승희 정영훈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 · · , ,「 」

여성 창작과 비평사 쪽2, , 1988, 202~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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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의 다양한 양상을 예리한 시각으로 포착하였으므로 여성해방 문학 작가

로 불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24) 또한 강인숙은 박완서 문학을 도시‘

와 모성 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분석하면서 박완서 문학의 목적을’ , 6·25

체험을 토해내는 것 현실에 대한 복수의 수단으로서의 글쓰기 증언으로서, ,

의 글쓰기 허물 벗기기라고 말하였다, .25) 이은하는 박완서를 가부장제 문화

가 갖고 있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예리하게 파헤친 작가로 평가하였

다.26)

마지막으로 노년문학에 관련된 논의들이 있다.27) 김윤식은 최일남 황순,

원 이청준 박완서가 쓴 노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들을 노인성 문학, , ‘ ’

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켜서 논의하면서 박완서의 마른 꽃 과 마흔아홉「 」 「

살 에서 정욕 으로 표상되는 청춘의 글쓰기 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 ’ ‘ ’」

다.28) 황국명은 소설 속에 나타난 노년 경험과 말년의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9) 그는 박완서는 대립항의 차이 를 인정하면서 관‘ ’

용과 화해로 늙어가는 자신을 위로하는 인물을 묘사하고 있으며 최일남과,

달리 한승원과 박완서는 늙는 것을 큰 질서에 진입하거나 자연으로 회귀하

24) 박혜란 여자다움의 껍질 벗기 작가세계 쪽, , , 1991.3, 65~88 .「 」 『 』

25) 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둥지, , , 1997.『 』

26) 이은하 박완서 소설 연구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 - ,「 」

문, 2000.

27) 전흥남 박완서 노년 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 국어문학, , 42,「 」 『 』

국어문학회 쪽, 2007, 33~66 .

김병익 험한 세상 그리움으로 돌아가기 박완서의 친절한 복희씨, , - ,「 『 』」

기억의 타작 문학과지성사 쪽, , 2009. 15~31 .『 』

김은정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 70,「 」 『 』

한국문학회 쪽, 2015, 293~332 .

김윤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년기 정체성의 위기와 문학적 대응 한, ,「 」 『

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쪽19, , 2015.3, 5~25 .』

28) 김윤식 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 문학사의 새 영역 강, , , , 2007,「 」 『 』

쪽336 .

29) 황국명 한국소설의 말년에 관한 사유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 70,「 」 『 』

문예비평 쪽, 2008.8, 5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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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몽의 도정 으로 파악한다고 하였다‘ ’ .

특히 년대 들어서부터 학위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평론을 통해1990 ,

정론화된 소재별 유형화에 기대어 박완서의 작품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송병호. 30) 이은경, 31),

허한순32)은 한국전쟁과 분단 사회비판적 현실인식 여성의 정체성 탐구, , ,

생애에 대한 연민과 인간애에 관하여 각각 따로 논의되어왔던 바를 총체적

으로 조망하였다 이형진은 삼십년 넘는 기간에 걸쳐 쓰여진 작품들의 총체.

가 드러내고 있는 작가의식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방대한 양의 작품들을 다

룬 부분이 돋보인다.33) 년대에 들어서서 박완서를 주제로 한 학위논2000

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이선미34) 권명아, 35) 이정희, 36) 임선숙, 37) 등의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작가의 자전적 체험이 허구적 재현들의 근저.

에서 발휘하는 사실성과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한다 년대에. 2010

박완서를 다루는 학위논문 중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정희는 노인.

이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노년소설 을 중심으로 노녀의 성과 사랑‘ ’ ‘ ’,

회귀와 죽음에 관한 의식 을 살펴보았다‘ ’ .38) 배기성은 박완서의 자전소

설 중 분단소설을 정의하고 그 의의를 찾고자 하였고,39) 김정은은 박완서

30) 송병호 박완서 단편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 」

2000.

31) 이은경 박완서 단편소설 연구 주제적 양상에 따라 동국대학교 문화예술, - ,「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2) 허한순 박완서 단편소설 연구 작품세계의 변모과정을 중심으로 경원대학, - ,「 」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3) 이형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족 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 ’ ,「 」

문, 2004.

34)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2001.「 」

35) 권명아 한국 전쟁과 주체성의 서사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2001.「 」

36) 이정희 오정희 박완서 소설의 근대성과 젠더의식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박, · ,「 」

사학위논문, 2001.

37) 임선숙 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가족담론과 이중성 연구 박완서와 오, 1970 :「

정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0.」

38) 김정희 박완서 단편소설 연구 노년소설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석사학위, - ,「 」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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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체험 소설에 나타난 여성 목소리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었으

며,40) 곽희열은 산업화시대에 한 중 도시소설에 나타난 물신주의와 사회·

병폐를 살펴보았다.41)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박완서의 죽음 의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피면 다음과 같.

다 안지순의 연구는 소설 아주 오래된 농담 을 대상으로 박완서 소설에. 『 』

서 죽음의 문제와 중산층 현실 비판의 문제를 연결하고 있다.42) 자본주의

사회의 물신화된 현상이 개인들에게 의식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송정화는 박완서 단편소설 전반을 살펴보며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43) 그는 먼저 박완서 작품에 드러난 삶에

대한 인식을 생명의 잉태와 탄생을 중심으로 한 생명존중 사상으로 보고 있

다 이 연구는 죽음과 삶의 공존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노년. ,

이 죽음을 맞이하는 법에 중점을 두었다.

김혜경도 죽음과 삶의 대칭적인 관계를 연구의 주제로 삼았다.44) 그는

박완서 작품에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은폐를 파악하고 저항과 발설,

의 카타르시스를 통한 죽음 치유 과정으로서의 긍정적인 성찰과 수용으‘ ’

로서의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에 주목하였다.

박완서에게 있어 인간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죽음이기에 박완서 문,

39) 배기성 박완서 자전소설 연구 전쟁 및 분단체험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 - ,「 」

석사학위논문, 2013.

40) 김정은 박완서 전쟁체험 소설에 나타난 여성 목소리의 의미 연구 서울대, ,「 」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41) 곽희열 박완서와 장신 소설에 나타난 도시적 일상성 비교연구 서울대학, ,「 」

교 석사학위논문, 2015.

42) 안지순 박완서의 아주 오래된 농담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 』 」

2008.

43) 송정화 박완서 단편소설의 생사관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

논문, 2009.

44) 김혜경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죽음 문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 ‘ ’ ,「 」 『

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쪽66, , 2015.3, 2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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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죽음의 양상과 죽음을 앞에 둔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을 분석하는 것

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전술하였듯 한국문학에서 박완서의 죽음.

의식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박완서의.

자전적 문학에서 나타난 죽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시각 및 대상1.2

죽음은 살아있는 인간이 체험할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은 자신의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조차 가늠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인간에게 죽음의 도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랜 철학적 문학적 화두였다 특히 박완서는 전쟁을 통한 죽.・
음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절망을 문학화하고 그 극복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

였다 박완서의 자전적 문학 작품은 표면적으로 철학적 종교적 요소 즉. ,・
신과 인간 사회와 인간 인간과 인간의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보여주지만, , ,

그 기저에는 전쟁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충격과 공포 고독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박완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전쟁과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그녀의 죽음의식을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된다.

딸 호원숙은 유년부터 문학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박완서가 말년에는 다

시 유년의 공간과 시간의 원점으로 회귀하였으며 따라서 어머니의 수많은,

작품이 하나로 보이는 착각을 하게 된다45)고 고백한 바 있다 박완서의 어.

린 시절에는 죽음이 각인되어 있었고 그것은 지워지지 않고 그녀를 평생,

따라다녔다.

할아버지는 집안에 아이라곤 저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귀여워하시고 손녀인,

45) 호원숙 엄마의 집을 찾아서 어머니 박완서의 문학적 연대기 본질과, - ,「 」 『

현상 본질과현상사 쪽32, 2013, 257~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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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도 저하고 겸상을 할 정도로 총애를 하셨는데( )…… 46)

맏아들을 잃자마자 할아버지는 동풍을 하셔서 반신불수가 된 채 두문부출하

셨다 아버지의 죽음이 문제였다 내가 낙원에서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나쁜. .

일은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47)

아버지를 여읜 것은 세 살 때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동풍

으로 무력해지신 걸 보는 것은 나에게 두 번째의 아버지 상실이었다.48)

박완서는 전쟁 이전 평화로운 시절에 가족의 죽음 즉 세 살 때 아버지의, ‘

죽음 과 두 번째의 아버지 상실 로 기억되는 할아버지의 죽음 을 경’ “ ” ‘ ’

험하였고 전쟁으로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였을 뿐 아니라 숙부와 오빠를, ,

잃었다 작가 스스로도 자신 문학의 기저에는 전쟁이 있음을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박완서는 이러한 비극을 기록하고자 소설을 쓰겠다는 다짐을 하,

게 된다.

꾸준한 창작 활동을 통해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박,

완서의 문학은 자전적 문학이라는 수식어로 설명되어 왔다 본고는 죽. ‘

음 이라는 통일된 관점으로 박완서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 의식을 설’

명하고자 한다 박완서가 개인 체험을 끊임없이 소재화한 것은 사실이나. ,

46) 박완서 문학의 뿌리를 말하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강연자 박완서 펴- , , ,『 』

낸이 오연천 쪽, 2011, 19 .

47) 엄마의 말뚝 은 년 문학사상 월호 년 엄마의 말뚝 은 문1 1980 9 , 1981 , 2「 」 「 」

학사상 월호 년 일월서각에서 단편집 엄마의 말뚝 을 출간하였다8 , 1982 .『 』

년에 엄마의 말뚝 작가세계 봄호에서 수록되었다 본고에서는 년1991 3 . 1994「 」

세계사에서 박완서 전집을 첫 출간한 이래 년 개정판을 거쳐 년 박, 2002 2012 〈

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을 참고서적으로 선정하였다 박완서 엄마의 말뚝. , ,〉 『 』

세계사 쪽, 2012, 20 .

48)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세계사 쪽 년에, , , 2012, 20 . 1992『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출판 출간 하였다 본고는 참고자료, , .『 』

를 년의 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으로 통일하였다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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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전쟁으로 인해 부여된 삶과 나아가야 할 삶에 대한 이야기 즉,

삶을 위한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박완서는 데뷔작 나목 에서부터 전쟁에 대한 기억의 복원 및 재구의『 』

증언적인 글쓰기를 시작하였다 이 소설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예술.

혼을 저당 잡힌 화가 박수근 전쟁 중에 가족을 잃은 주인공 이경의 비극적,

인 가족사와 일상의 소외와 고독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도피의 욕망 세, ,

상에 난무하는 온갖 부조리와 속물근성을 그리고 있다 이는 박완서가 이후.

수십 년 간 천착해온 문제들이 이 소설 안에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잔혹한 전쟁이 도사리고 있.

다 나목 이후의 작품에는 전쟁의 현장이나 오빠나 가족의 죽음 전쟁. ,『 』

전후의 일상의 변화 등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소설 속 허구가,

좀 더 실제적인 모습으로 변모한다.

목마른 계절 은 바로 서울 수복시기를 고스란히 드러낸 작품이다 이.『 』

데올로기 대립의 공허함과 허위성을 전면에 드러낸 소설 목마른 계절 이『 』

다른 작가들의 한국전쟁체험소설과 비교해 기념비적인 면이 있다면 수복 3

개월 동안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피난을 가지 못했던 박완서는.

적치 개월 과 반복되는 남북의 전세 역전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서울‘ 3 ’

의 풍경을 작품으로 복원해냈다 이러한 당시 풍속의 재현은 문학적으로 가.

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전후 일상의 변, .

화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에서 구체화된다.『 』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는 전쟁고아를 초점화하여 한국사회의 속물성『 』

과 이기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이 소설은 년대라는 전후 사. 1970, 80

회 재건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전쟁고아로 대변된 당시 사람들의 왜곡된 마

음과 그 치유 사회 재건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소설은 주인공 세, .

형제자매의 모습을 통해 자신과 타자의 죽음의 선택 문제와 타자의 죽음에

서 기인한 자기 정시를 그리고 있다.

이처럼 박완서의 문학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죽음 의 문제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먼‘ ’

저 죽음 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후 박완서 소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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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작품에 형상화된 죽음의식을 구체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죽음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생물학적 생명기능의 작동이 멈추어 생명

체로서의 삶이 종료되는 것을 지칭한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은 물론이거니.

와 타인의 죽음에도 무관심할 수 없다 인간은 타인의 죽음으로부터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게 된다는 점에서 불안과 공포를 겪게 된다 생의 종말 죽음. ,

이라는 미지의 공포와 죽음의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종교

가 발달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는 철학적 종교적 사유로. ・
부터 미지의 세계를 일반화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나 죽음을 극복

하고자 해왔다.

철학의 측면에서 죽음은 삶과 함께 논의되어 왔다 크라테스는 실로, . “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으면서 현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그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

냐하면 아무도 죽음을 모르며 그것이 인간에게 좋은 모든 것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것인지조차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나쁜 것들 중에서도 으,

뜸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라도 하는 듯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어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안다고 생각하는 비난받을

무지가 아닌가?”49)라고 하였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굴복한다는 것은 무지를

자각하고 사는 철학적 삶의 방식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

에 그는 무지를 자각하고 사는 삶의 방식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고자

했다 한편 장자는 삶과 죽음은 모두 자연적인 변화의 결과로서 자연적인. , ,

태도로 맞서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초연한 자세 즉 죽음. ,

을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플라톤은 대화편 중「 」

하나인 파이돈 에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여 삶은 육체 안에 갇힌 영혼「 」

의 감금 생활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50) 따라서 그에게 죽음은 육체로부

터 영혼의 해방이자 분리인 것이다 그는 죽음이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불사.

49) 플라톤 플라톤의 네 대화편 박종현 서광사 쪽, , , , 2003, 146 .『 』

50) 플라톤 플라톤의 네 대화편 박종현 서광사 참조, , , , 2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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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 ,

는 모호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영생의 관점과 달리 에피쿠로스는 세계와 인간을 유물론적 관점에

서 바라본다.51) 그는 인간의 영혼도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

문에 그에게 영혼불멸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사후에는 인격체로.

서의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존재하며 죽으면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죽음에 맞선 인간의 심, .

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죽음은 타인이 대체할 수 없.

는 현존재의 일부이며 더 이상 현존재가 아닌 것이라고 하였다 즉 죽음은.

인간의 존재 의미를 밝혀주고 전체적인 인간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결정지어

준다.52) 이처럼 하이데거는 죽음을 수용하고 내면화시킴으로써 인간 존재

의 의미가 완성되고 삶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이해하였다 조르주 바타유는.

에로티즘 에서 죽음까지 인정된 삶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죽음은 삶의,『 』

일부이기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53)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죽음 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삶 에‘ ’ ‘ ’

대한 고찰을 동반하게 된다 요컨대 죽음은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 삶의 종. ,

료를 의미하기도 하고 완성이기도 하며 자유 혹은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

인식되기도 하는 것이다 본고는 죽음 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토대 가운. ‘ ’

데서도 특히 조르주 바타유의 금기와 위반의 에로티즘 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르주 바타유는 철학적 종교적 관점을 종합하여 죽음과 성과 사랑. ,・
폭력을 중심으로 한 에로티즘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금기와 관계하는. “

근본적인 것들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죽음과 관계하는 것이며 다른 하,

나는 성과 관계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고 말하며 살인하지 말라” ‘ ’

와 육신은 결혼에 의해 완성에 이르니 라는 이 두 가지 성경의 금언이‘ ’

51) 에피쿠로스 쾌락의 철학 조정옥 옮김 동천사 참조, , , , 1997 .『 』

52) 이서규 삶과 실존철학 서광사 참조, , , 2002 .『 』

53)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조한경 옮김 민음사 판 쇄 판, , , , 2009 2 1 , 2016 2『 』

쇄 쪽 본고에서 에로티즘에 관한 전체 내용은 이 책을 기반으로 설명하였6 , 1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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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인간 세계를 영속시키기 위해 지키는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두 가지

계율이라고 하였다.54)

조르주 바타유는 에로티즘을 육체의 에로티즘 심정의 에로티즘 신성의, ,

에로티즘으로 나누었다 이는 존재의 고립감 불연속성 대신 심오한 연속성. ,

을 느끼게 하는 세 가지 형태이다 육체의 에로티즘은 개체의 불연속성을.

유보해 두며 시닉한 에고이즘이다 심정의 에로티즘은 육체적 에로티즘의, .

안정된 한 가지 유형이다 연인들의 열정은 육체적 융합을 심정적 공감의.

영역으로 연장시킨다 열정을 통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연속성.

대신 연속성으로 들어서게 된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의 육체적 결합과 심정적 결합을 통해 불연속적인 그들이 완전한 융합에 이

르고 연속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연속적으로 고립되어 고독에, .

짓눌린 개체는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면 그의 심정과 하나로 융합될 수 있

다고 믿는 것이다 바타유는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사람은 실재.

의 진리에 해당한다고 본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통해 세상의 복잡성에서 벗어나 뜻밖

에 존재의 단순성 존재의 근본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죽음이 반드시 연속, .

성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은 연속성을 드러낸다 엄숙한 종교. “

적 의식이 집전되는 동안 불연속적 존재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계시

되는 존재의 연속성 그것이 바로 신성이 아닐까 라는 바타유의 말처럼, !”

신성은 존재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세계 노동 세계는.

불연속적이고 의무와 법칙에 따른 세계이며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덧없게만,

느껴지는 세계이다 그러나 신적인 것은 연속성이며 축제이자 영원히 가치. ,

있고 의미로 충만한 세계이다.55)

연속성에 대한 매혹은 신적인 것 불멸함이 충만한 세계에 대한 매혹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매혹을 표현한 것이 원시 시대 인류의 종교적 행위.

이다 제물을 바치고 열광하는 자신을 내맡기는 등의 원시 종교의 제의 혹.

은 의식은 불연속적인 세계에 있는 인간이 연속성을 체험하기 위한 통로였

54) 조르주 바타유 위의 책 쪽, , 47 .

55) 조르주 바타유 위의 책 쪽 참조, , 16~27 .



- 16 -

다 의식이 극단화되면 그것이 극단적인 폭력과 성적인 문란 죽음이다 연. , , .

속성이란 인간 존재가 스스로 나됨을 잃어버리고 그 어떤 것을 자기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가득 채울 수 없다. .

바타유는 원시 인류의 신성 즉 연속성을 선악 가치관과 전혀 별개( ),神性

의 문제로 바라보았다 남을 위한 희생과 같은 선과 함께 폭력 성적 쾌락. , , ,

살해의 욕망 법적 질서의 파괴와 같은 것 악도 연속성과 접근할 수 있다, .

따라서 바타유는 선함으로서 이르는 연속성의 길을 신성 이 아닌 원( ) ,神聖

초적인 연속성인 신성 이라고 말한다 즉 어떤 것이 극단으로 치달았( ) .神性

을 때 연속성에 도달하게 된다 극단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금기가.

발생하고 이로부터 인간 세계가 가능해졌다 즉 인간 세계는 끊임없이 극단.

에 이르는 것을 거부하는 세계 노동의 세계 따라서 신성으로 가는 길을( ),

끊임없이 제한하는 세계인 것이다.

불연속적인 존재인 인간이 연속성을 얻기 위한 과정은 이성의 세계를 벗

어나는 과정 자기 자신을 버리는 과정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첫 번째, , .

과정에서 노동의 세계 이성의 세계 와 폭력의 세계는 서로 대립 관계에 있( )

다 무질서가 노동의 질서와 대립적이듯 죽음도 그러하다 노동의 질서는. .

그들의 소관이지만 죽음의 무질서는 그들의 노력이 전혀 무의미한 초월적,

인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노동이 보장하는 질서와 일체가 된.

채 노동의 질서를 방해하는 폭력을 멀리하기에 이르렀다 바타유가 말하는, .

이성의 세계는 폭력에 복종하는 자연계와 대비된다 바타유에게 있어 인간.

은 이성이 인간의 사고를 온통 지배한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하며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불연속적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연속성에 대한 집착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연속성은 결국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버리는 순간 즉 죽음. ,

의 순간에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 끊.

임없이 금기를 위반하고자 하며 이러한 시도는 에로티즘의 절정에 의한 자,

아상실을 겪게 한다 에로티즘은 금기의 위반이며 죽지 않고 개체로 존재. ,

하기를 멈추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바타유는 에로티.

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삶 으로 정의하였다 즉 인간은 죽음을 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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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삶을 긍정하게 된다 에로티즘에서 상대는 파괴되어야 할 대상으.

로 존재한다 바타유는 육체의 에로티즘은 짝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모독. ‘ ,

죽음으로 몰아가는 살해로 몰아가는 모독 으로 상대방의 부정 강간이라, ’ ,

고 본다 또한 인간은 에로티즘의 대상으로서 아름다운 짝을 욕망한다. .56)

아름다움은 더럽혀지기 위해 욕구되는 법 으로 추함은 더럽혀질 수 없‘ ’ ‘

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크면 클수록 더럽힘의 의미가 그만큼 커지 며 더, ’ ,

큰 쾌감을 가져다준다.57) 대상을 더럽힘은 폭력 파괴와 부정으로 볼 수 있,

다 성행위의 생물학적 목적은 생식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에로티즘은 낭. .

비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폭력 파괴 낭비 부정은 노동의 세계. , , ,

를 지속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지속을 유지시키고자 금기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박완서 문학은 살해라는 사회적 금기가 집단적으로 위반된 라‘6·25’

는 전쟁을 창작의 동인으로 삼고 있다 박완서는 금기와 위반 의 극한. ‘ ’

상황 하에서 여성을 전쟁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으로만 규정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여성 혹은 주인공들이 어떻게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동화되지 않고 전쟁을 통한 파괴와 폭력 고독과 죽음을 극복하였는지를 밝,

히는 것을 논의의 목적으로 삼는다.

장과 장 장에서는 각각 나목2 3 , 4 『 』58) 목마른 계절 한발기, ( )『 』59),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60)를 중심으로 박완서 초기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56) 조르주 바타유 앞의 책 쪽, , 18 .

57) 조르주 바타유 위의 책 쪽, , 166~167 .

58) 년 동아일보 에서 연재 년 열화당에서 출간 년 세계사에서1970 , 1976 .1994〈 〉

박완서 전집을 첫 출간하였고 년 개정판을 거쳐 년 세계사에서 박, 2002 , 2012 〈

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을 냈다 본고에서 인용한 책은 년 월 일에 열. 2012 9 20〉

화당에서 발행한 나목 이다.初版 復刊本『 』

59) 년 수문서관에서 출간 년 세계사에서 박완서 전집을 첫 출간하였고1978 , 1994 ,

년 개정판을 거쳐 년 세계사에서 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을 냈2002 , 2012 〈 〉

다 그러나 년 수문서관에서 출간한 것이나 이와 동등한 복간본을 찾지 못. 1978

하였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년 세계사에서 발행한 결정판을 사용하였다. 2012 .

60) 년 한국일보 에서 연재 년 민음사에서 출간 년 월 출간한1982 . 1983 . 198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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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식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고 죽음의식의 극복 양상에 대해 논의할 것,

이다 특히 박완서 초기 소설에서 죽음 극복의 궁극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박완서의 주제의식의 변모과정을 명확히 고찰하기 위하여 초

기 장편소설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박완서의 초기 작품에는.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분단의 비극에 대한 년대 소설과 소시민적1970

삶이나 여성의 억압 문제를 그린 년대 초 중반의 소설들1980 · 61)이 있다.

전술하였듯 박완서의 자전적 문학과 초기 작품에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

은 한국전쟁62)이다 박완서 자전적 문학의 첫 순환에서 전쟁이라는 극한.

초판은 품절로 인해 찾지 못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한 것은 년 월 일. 1984 10 25

민음사 판을 사용하였다4 .

61) 장편소설 나목 여성동아: , , 1970.『 』

한발기 여성동아 월호 월호 목마른 계절 수무서관, , 1971.7 ~1972.11 , , ,『 』 『 』

1978.

도시의 흉년 문학사상 월호 연재 문학과 사상사, , 1975 12 . , 1979.『 』

휘청거리는 오후 동아일보 연재 창작과비평사, , 1976.1.1.~12.30 , , 1977.『 』

욕망의 응달 여성동아 연재 수문서관, , 1978.8~1979.11 . , 1979.『 』

살아 있는 날의 시작 동아일보 연재 전예원, , 1979.102~1980.5.30. . ,『 』

1980.

오만과 몽상 한국문학 월호 연재 한국문학사, , 1980 12 . , 1982.『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한국일보 연재 민음사, , 1982.1.5.~1983.1.15. . ,『 』

1983.

서있는 여자 학원사, , 1985.『 』

62) 장편소설 나목 여성동아: , , 1970.『 』

한발기 여성동아 월호 월호 목마른 계절 수무서관, , 1971.7 ~1972.11 , , ,『 』 『 』

1978.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민음사, , 1983.『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출판, , 1992.『 』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웅진출판, , 1995.『 』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사, 2004.『 』

중편소설 엄마의 말뚝 엄마의 말뚝 문학사상 월호 엄마의: ( 1 , , 1980 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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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배경으로 하면서 전쟁과 전쟁을 통한 죽음 및 사랑의 문제를 명료하

게 나타나는 장편소설은 나목 목마른 계절 그해 겨울은 따뜻했, ,『 』 『 』 『

네 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박완서 소설에 나타.』

난 죽음의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말뚝 문학사상 월호 엄마의 말뚝 작가세계 봄호에 연2 , , 1981 8 3 , , 1991』 ㅡ 『 』

재.)

단편소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 현대문학 부처님 근: , , 1972.8.「 」 「

처 현대문학 이별의 김포공항 문학사상 부끄러, , 1973.7. , , 1974.4.」 「 」 「

움을 가르칩니다 신동아 카메라와 워커 한국문학, , 1974.8.5.2. , , 1975.2.」 「 」

돌아온 땅 세대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 문예중앙, , 1977.4. , , 1977「 」 「 」

겨울 공항에서 만난 사람 문학과지성 가을 그 가을의 사흘동. , 1978 .「 」 「

안 한국문학 아저씨의 훈장 현대문학 재이산, , 1980.6. , , 1983.5. ,」 「 」 「 」

여성문학 저녁의 해후 현대문학 그 남자네 집 문, 1984.1. , , 1984.3. ,「 」 「 」

학과 사회 여름 빨갱이 바이러스 문학동네 가을 석양, 2002 . , , 2003 .「 」 「

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 현대문학, , 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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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맞서는 양식으로서의 도피와 생명의지2. -

나목『 』

전쟁과 폐허의 세계로서의 수복 직후의 서울2.1

박완서의 전쟁소설에서 시공간 배경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그 첫째 유형으로는 전후 변화된 일상을 서술하는 가운데 전쟁의 현장.

을 삽입하는 교차적인 서술을 통해 서울이 죽음 폐허의 공간으로 전락한,

과정을 보여준 나목 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

적치 개월 과 반복되는 남북의 전세역전 가운데 한국의 지배적인 이데‘ 3 ’

올로기의 과잉의 공간을 보여준 목마른 계절 이다 세 번째 유형은 전후.『 』

왜곡된 가치관을 지닌 도시 재건 시기를 보여준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

이다.

그 가운데 본 장에서는 박완서의 장편소설 나목 에 나타난 폐허의 공『 』

간에서 만연된 죽음의 문제와 닫힌 공간의 도시풍경을 논의하고자 한다 권.

명아는 주인공 이경이 에서 계동의 부서진 고가 사이를 왕복하여 달리는PX

모습에서 이 소설이 당시의 시대 배경과 를 통해 한국 사회를 냉정하게PX

비판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63) 또한 이언홍은 소설에 나타난 빛깔에 주목

하여 그 이미지의 상징적 의미와 주인공의 심리적 변화와 공간의 변화의 상

관관계를 논의하였다.64)

년 월 일에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서울 문리대에 입학한 박완서1950 6 25

는 서울에 남아참상을 지켜보았다 박완서는 나목 을 통하여 전쟁 피해. 『 』

자와 전쟁 미망인들로 가득 찬 황폐한 도시 공간을 보여주었다 나목 에. 『 』

서 이경은 미군 초상화부 점원으로 초상화 화가인 옥희도와 만난다 이PX .

63) 권명아 전쟁상태적 신체의 탄생 혹은 점령당한 영혼에 관한 보고서 나, , ,「 」 『

목 세계사 쪽, , 2012, 379~396 .』

64) 이언홍 나목 에 나타난 빛깔 이미지 연구 현대소설연구 한국, , 59,「『 』 」 『 』

현대소설학회 쪽, 2015. 8, 48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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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과 관련하여 라는 공간에 주목할 수 있는데 먼저 방민호는 나PX , 『

목 의 공간에 관련하여 서술한 방민호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65) 나『

목 의 공간은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인 미쓰코시 백화점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 물품이 직수입되어 들어오던 당시의 첨단 기지였다 전쟁을 맞. 6·25

아서는 미군 간판으로 바꿔달고 일본 물품을 미군물품으로 바꾸어 판매PX

하였다.

권명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경은 출퇴근길을 하며 서울 충무로의‘ PX

를 나서서 번화가였던 충무로와 중앙우체국을 지나 을지로 화신 백화점, , , ,

앞을 지나 계동에 있는 집을 오간다.66)

나는 종종걸음으로 어두운 모퉁이를 재빨리 벗어나 환한 상가로 나섰다 피.

엑스를 중심으로 갑자기 발달한 미군 상대의 잡다한 선물 가게들 사단이나―

군단의 마크를 수놓은 빨갛고 노란 인조 머플러 담뱃대 소쿠리 놋그릇 별, , , ,

로 신기할 것도 없는 그런 가게 앞에서 나는 기웃거리며 될 수 있는 대로 걸

음을 늦추었다가 어두운 모퉁이에서는 숨이 가쁘도록 종종걸음을 쳤다.

그러나 번화가인 충무로에도 어두운 모통이 불빛 없이 우뚝 선 거대한 괴물,

같은 건물들이 너무도 많았다 주인 없는 집이 아니면 중앙우체국처럼 다 타.

버리고 윗구멍이 뻥 뚫린 채 벽만 서 있는 집들 이런 어두운 모퉁이에서 나,

는 문득문득 무섬을 탔다.

어둡다는 생각에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생각이 덮쳐 오고 양키들 말마따나

갓댐 양구 갓댐 철원 문산 그런 곳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너무도 가깝, ,

다는 생각은 때때로 나를 진저리 치도록 무섭게 했다.

나는 그런 곳에서 좀 더 멀리 있고 싶었다 적어도 대구나 부산쯤 전쟁에서. ,

멀고 집집마다 불빛이 있고 거리마다 사람이 넘치는 곳에 있고 싶었다.67)

박완서는 전쟁 중 서울 명동의 초상화부라는 공간을 작품의6·25 PX

주요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번화가였던 도시풍경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65) 방민호 서울 문학 기행 쪽, , arte, 2017, 339 .『 』

66) 권명아 앞의 글 쪽, , 380 .

67) 박완서 나목 열화당 쪽, , , 2012, 12~13 .初版 復刊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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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들로 황폐하고 어둠과 공포에 휩싸인 무서움의 공간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경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

다 계동의 집은 오빠들이 폭사한 곳이며 그 죽음에는 경아의 책임도 있었. ,

다 오빠들의 죽음으로 고가에는 구멍이 뚫어있었다 이것은 이경과 어머니. .

가 전쟁을 통해 받은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잃고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였고 그녀의 삶은 정지되,

었다 폭격 후 어쩌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을 몽땅 잡아 가시고 계집. ‘ .

애만 남겨 놓셨노’68)라 말하는 어머니의 말에 대해 김미영은 이경에게 오

빠들을 죽게 한 자는 자신이라는 피해의식을 심어주었다고 보았다 아울러.

어머니의 존재는 전쟁의 상처라는 표피적 의미만이 아니라 내면 의식의 위

축상태를 상징함으로써 민족적 비극성 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69)

박완서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일가를 통해 한국전쟁이 한국 사회에

안겨준 상처와 피해의식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경의 오빠들의 죽음에.

대해 어머니는 전쟁을 탓하기보다 딸에게 그 책임을 돌렸으며 오빠들의 죽,

음 이후 살아있는 시체와 같이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한다 이러한 면모는.

민족적 비극성 외에도 가부장적인 한국사회 하의 여성의 삶에 대한 비판 의

식 또한 보여준다.

나목 은 와 공간적 대조를 극명하게 보여준 고가 의 이야기를‘PX ’『 』

주 무대로 삼은 것은 아니다.70) 신수정은 작가는 에서 근무하는 이경을PX

통하여 미국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 사이의 낙차가 가져오는 모멸감을 인지

하게 하였고 이 모멸감은 이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미국적인 것에 대,

한 객관적 통찰과 통렬한 비판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논하였다.71) 이는 공

간의 대조가 전쟁을 통한 일종의 주권상실 민족성 상실을 의미함을 드러낸,

68) 박완서 나목 앞의 책 쪽, , , 367 .『 』

69) 김미영 박완서의 성장 소설과 여성 주체의 성장 한중인문학연구, , 25,「 」 『 』

한중인문학회 쪽, 2008, 179~202 .

70) 신샛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 의 의미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 ‘ ’ ,「 」

문, 2015.

71) 신수정 박완서 소설과 전시 여성 가장의 미군 경험 인문과학연구논, PX ,「 」 『

총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쪽37, , 2016.5, 5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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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물들의 마음은 고목처럼 메말라 있다 그들. .

에게 살 수 있는 방법 즉 전화 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이다 삶을, ( ) PX .戰火

추구하느라 바쁜 전시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육체적인 충족에 정신이 팔

린 나머지 정신적인 충만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인다.

때 전화를 입지 않고 멀쩡하게 남아 있는 건물은 밖에 없었다 무너6.25 PX .

져 내린 벽돌과 시멘트 더미 사이에서 여름에 돋아난 풀이 말라죽은 게 몇

백 년 묵은 폐허를 방불케 하는 공터 사이에 불쑥불쑥 남아 있는 건물들도,

겉모양은 멀쩡해도 속이 불타지 않았으면 높은 칸막이처럼 벽만 서 있고 지,

붕은 뚫린 건물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에는 사람들이 미친 듯.

이 꼬여들어 사고 팔고 속고 속이고 훔치고 구걸하느라 마음껏 흥청대고, , , , ,

있었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이국적인 활기와 정신을 혼미하게 하,

는 천박의 근원지가 바로 였다 를 중심으로 남대문시장 쪽의 번영과PX . PX

화려가 오직 에서 흘러나온 미제 물건을 주로 취급하는 양키시장 덕이라PX

면 그 반대쪽에 줄행랑처럼 즐비한 가건물 마다 들어선 한국 토산품점이 한,

국 사람에게도 낯선 온갖 잡화와 조잡한 수예품들을 미친 년 키질하듯 덮어

놓고 휘둘러대며 달러를 만져 볼 수 있는 것은 를 드나드는 외국 군인들, PX

때문이었다.72)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명동 일대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이 이PX

다 번화하고 화려한 이곳은 주변에 공허와 황량한 풍경과 비교된다 에. . PX

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해 흘러나온 미제 물건은 생활필수품은 아니지만,

당시의 최고의 사치품 대접을 받았다 미국제에 매혹된 사람들은 점차 미국.

에 대한 호감과 동경을 통해 폐허가 된 공간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나. 『

목 에서는 에서 근무하는 세일즈걸과 미군에게 매춘하는 여인상을 직간PX』

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 많은 여성들은 전쟁으로 인한 가족 해체에,

맞서 불가피하게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전쟁 발발 전의 아버지의 죽음. ,

그리고 오빠들의 갑작스런 참혹한 죽음으로 인해 생의 의지를 상실한 어머

72)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세계사 쪽, , , 2012, 209 .『 』



- 24 -

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이경은 에 취직하였던 것이다 박완서는 직PX .

접적으로 전쟁터의 모습을 묘사하기 보다는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도시의

모습과 이와는 대비되는 의 모습을 통하여 전쟁의 파괴력과 잔인함을 보PX

여주었다.

왜라니 첩 노릇을 하겠니 남의 남편을 아주 빼앗겠니 내가 물러나는 게? . ?「

제일 깨끗하고 도리에 합당하지.」

아니꼽게도 그녀의 체념에는 도덕적인 만족이 있다.

언닌 화냥년만도 훨씬 못 하군요.「 」73)

나는 여태껏 옥희도 씨를 사랑하는 일과 그의 부인과를 결부시켜 민망하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그녀를 미워할 수조차 없었으니까 그. .

럴 수 없었던 것은 전쟁 때문이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종결지어 주리라는.

광신 때문에 그런 일이 조금도 대수로운 일일 수가 없었다.74)

나는 한동안을 그녀에게 필요 이상의 화를 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나는.

갈보에다 구두쇠인 파렴치한 그녀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 그녀가 어머니란.

것도 아니꼽지만 생각해 보면 짐승도 어머니는 될 수 있을 게니 어머니가,

그리 자랑스러울까 보냐고 깔봐 줄 수도 있는데 도덕적인 체하는 것만은 참,

을 수 없었다.75)

위의 인용문은 이경의 눈을 통해 포착된 세일즈걸과 양공주의 생활상이

다 생활난으로 인해 여성들이 미군 에서 미국인들과 익숙하지 않은 영. PX

어를 사용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다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미군.

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상품 혹은 성을 판매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반증해준다 전시 체제 하에서 미군과의 성적 결합을 통하여 돈.

을 벌거나 국제결혼을 하려는 양공주들이 있는 한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하,

73) 박완서 나목 앞의 책 쪽, , , 397 .『 』

74) 박완서 나목 위의 책 쪽, , , 397~398 .『 』

75) 박완서 나목 위의 책 쪽, , , 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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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미군과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도움 을 받는 다이아나‘ ’

김도 있다 다이아나는 돈에 탐욕이 큰 인물로 흑인 백인을 가리지 않고. ,

미군들을 상대한다 그녀는 미국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며 것보다 조국에서.

경제적인 원조 를 받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다이아나 김은 두 아이‘ ’ .

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유부남의 가정에서 물러난 도덕성이 있는 여자로서.

갈보년 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매춘과 거의 비슷한 행태를 하고 다니는‘ ’ ,

자신의 행위를 모성 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 .

전쟁으로 인해 도덕관념이 왜곡된 사회를 잘 보여준다 이경은 유부남 가정.

에서 물러난 다이아나가 미군에게서 돈을 뜯는 것을 미워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라는 이름을 걸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타인의 가족을 파괴하지,

않으면 도덕적이라는 다이아나의 관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유부남과 연애.

하고 있는 이경은 다이아나의 행위에 찬성할 수 없지만 자신과 옥희도의,

관계를 생각하며 타인의 도덕관을 비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경은 옥희도.

와의 연애를 통해 정신적인 것을 충족하려고 하였지만 다이아나는 아이의,

생계를 위하여 즉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 것이다, .

우리는 우리 속에 갇힌 원숭이인 것이다 유쾌한 구경꾼들이 자꾸만 몰( ) .柵

려들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아무런 재주도 부릴 줄 모르는 무능한 원숭이.

일 뿐 우리의 절망이 그들에게 미칠 리 없고 또한 그들의 애환이 우리에게, ,

생소하다.76)

박완서는 에서 근무하는 이경을 원숭이 또는 침팬지에 비교하면서 능PX

숙하지 못한 영어로 미군과 소통하면서 재주를 부리는 모습에 대한 무기력

함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조은정은 술을 마시는 침팬지는 태엽을 감은 만.

큼의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경이 유년기의 안락

함을 추억하거나 옥희도와 나누는 사랑도 짧은 유희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

한 태엽을 감으면 자동적으로 위스키를 따라 마시는 침팬지는 전시에 가족

생계를 위해 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이경과 옥희도의 모습도 상징하고

76) 박완서 나목 앞의 책 쪽, , , 402 .『 』



- 26 -

있다고 주장한다.77)

본고는 앞의 해석보다 뒤의 해석에 더 동의하는 바이다 이경과 옥희도가.

침팬지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것을 보는 이유는 고독하기 때문이다 침.

팬지는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고독한 존재이며 완,

구점에서는 주위에 어울리지 않은 소외된 존재이다 그러나 스위치를 켜면. ,

침팬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한 동작을 무한 반복하다 스위치를 끄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고독,

에 빠져 다음 차례에 태엽을 돌리는 것을 기다린다 이는 이경과 옥희도 뿐.

만 아니라 전시의 사람들이 생계 때문에 꿈을 버린 모습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는 다이아나 김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침팬지의 모습. .

은 정신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며 사람들은 단,

지 살아가기 위하여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에게.

이러한 삶을 안겨준 것은 바로 전쟁이었다.

나목 에서 주인공 이경은 침팬지만 구경한 것이 아니라 수도극장『 』 78)에

서 귀향 도 구경하였다.〈 〉

수도극장에서 귀향 이란 영화를 보고 거리로 나왔다 영화를 썩 탐( ) .歸鄕〈 〉

탁하게 본 것도 아닌데도 길에 나서니 꼭 쫓겨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스산.

함만이 길을 꽉 채우고 있었다 유리는 별수 없이 점심 먹을 곳을 찾아 기웃.

댔다 난방이 안 돼 극장에서 영화를 본 나는 몹시 발이 시렸다. .79)

나목 에서는 귀향 외에도 간판에 여배우 모이라 시어리가 등장하『 』 〈 〉

77) 조은정 소설 나목 의 상징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 』 」

2005.

78) 수도극장이 처음 모습을 나타낸 것은 년이었다 그때 명치좌 황금좌와 함1935 . ,

께 약초 영화극장이란 이름으로 처음 들었다 해방 후엔 수도극장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년 월 스카라 극장으로 재개관했다 년 월에 최종적으로, 1962 9 . 2005 12

철거되기 전까지 가끔 가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다 방민호 서울 문학 기.- , 『

행 앞의 책 쪽, , 345 .』

79) 박완서 나목 앞의 책 쪽, , , 2012, 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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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화 분홍신 도 나온다 한국영화의 풍경.〈 〉 『 』80)에서 정리한 바에 따

르면 동란기 한국의 스크린을 점령한 외국영화 중 미국영화는 전체 상영의,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당시 영화 평론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대50 ,

부분이 저속한 작품 일색이었다 하지만 전쟁과 가난에 지친 사람들은 카타.

르시스를 주는 슬픈 애정영화 서부극 코미디영화 등 미국영화에 빠져들었, ,

다 년도에 수입된 외화 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편으로. 1953 69 37

가장 많고 다음으로 프랑스가 편을 차지하며 영국이 편이다 년에20 2 . 1954

수입편수가 편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영화는 편 프랑스는 편 영국142 94 , 20 ,

은 편이며 기타 국가는 편이었다14 14 .

이러한 많은 작품들 중에서 박완서가 연애극 귀향 을 선택한 이유에〈 〉

대해서는 방민호의 논의를 빌릴 수 있다.81) 한국전쟁 발발 후 남쪽으로 피

난을 간 사람들은 도강 금지령으로 인해 서울로 올라오지 못하였고 피난을,

가지 못한 사람들 또한 도강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것은 년이었다 또한 당시 한국영화의 주요한 테마는 반공영화와 항일1953 .

영화로 귀향 이라는 제목의 영화는 미국 애정 영화 외에도 이규동의 항, 〈 〉

일영화 귀향 이 있었다.〈 〉 82) 필자는 전쟁과 이데올로기적 갈등보다 애정

과 귀향을 선택한 것은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육체적인 삶이 아,

니라 정신적인 갈망과 추구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가 획득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죽음과 사랑을 그린 귀향 모. ‘ ’

티브는 애정영화 귀향 과 나목 이 맞물리는 지점이다.〈 〉 『 』

전쟁으로 인해 일부 양공주 세일즈걸은 미국으로의 탈출을 갈망하였다, .

죽음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준 공간이 바로 미군 였던 것PX

이다 노예제도와 무관하게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을 사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83)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양공주들은 자신을 사물로 물화하여

돈을 얻는다 상품이 좋은 가격을 받으려면 예뻐야 한다 그리하여 양공주. .

80)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의 풍경 문학사상사 쪽, , , 2003.12.23., 185 .『 』

81) 방민호 서울 문학 기행 앞의 책 쪽, , , 350 .『 』

82)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의 풍경 앞의 책 쪽, , , 219 .『 』

83) 조르주 바타이유 에로티즘의 역사 앞의 책 쪽 참조, , , 192~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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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번 돈으로 사치하며 자신을 더욱 매력 있게 보이도록 만들며 그로부,

터 더 많은 돈을 산출해낸다 양공주들은 자신을 욕망의 제물로 만들어 죽.

음을 파고들 만큼 태워 온전히 잉여물인 것처럼 에서 활동한다 는 물PX . PX

자도 풍족하며 안락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경이 생활하던 고가는 아버지와 오빠들의 죽음을

남긴 공간이자 가족을 잃기 이전의 행복한 기억이 담긴 곳이기도 하다 전, .

쟁의 참사를 겪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가와 사이에 위치한 수도극장은PX

삶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추구

와 갈망 희망과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

즐거운 꿈이라도 꾸는지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까지 어렸다.

헛소리처럼 웅얼거리는 말 속에 가끔 여보라든가 욱아 혁아 라든가 하는 낱,

말을 골라 들을 수 있었다.

그런 그녀의 표정은 그녀가 아주 즐겁던 날의 표정을 닮아 가고 있었다 그.

녀는 지금 꿈속에서 고인들과 더불어 있는 것일까.

어쩌면 그녀는 회복돼 가고 있다는 게 두려웠다 그녀는 지금 행복한데 깨어.

날 것이 그녀의 정신과 육체가 유명을 달리할 것이 두려웠다, .

의사의 말은 틀린 것일까 그녀는 분명히 살려는 의지 없이도 회복돼 가고?

있고 나는 죽음보다도 더 살려는 의지 없는 삶이 두려웠다, .84)

집단 폭력에 의해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뒤부터 어머니의 시간은 정지되

었다 바타유에 따르면. ,85) 유성 생물이 번식 후에 즉시 죽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번식 행위는 길게 보면 여전히 죽음을 부른다 나목 에서 이경의. 『 』

어머니는 나 이기 전에 먼저 아내이며 어머니이다 앞서 말했듯이 남자‘ ’ .

들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을 사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여자들은 결혼 전에.

는 아버지 오빠의 사물이며 결혼을 통해 그 소유권을 남편에게 이전시킨, ,

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 혹은 자신이 종속된 대상이 죽음으로써. ,

여인은 더 이상 합일할 수 없다 이는 자신의 노동력의 주인 을 잃게 된. ‘ ’

84) 박완서 나목 앞의 책 쪽, , , 416 .『 』

85)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앞의 책 쪽, , ,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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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86) 전쟁 발발 전 남편을 잃은 그녀는 남편이 영적인,

존재로 자신의 옆에 존재하고 있다고 자기 안위하였다 그러나 집단 폭력인.

전쟁에 의해 아들이 폭사하였다 이에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설상가상으로.

아들까지 잃게 되자 어머니의 노동력의 주인 이 상실상태로 되었다 어, ‘ ’ .

머니는 번식으로부터 생활의 중심을 가족으로 돌려 자신을 상실한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에게 남편과 아들을 잃은 것은 정신적인 지주를 잃은 것과 마

찬가지이다 정신적인 공허함에 어머니는 삶의 의지를 잃은 것이다. .

바타유는 인간의 종족의 번식과 죽음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번식에 기여한 인간이 번식 후에도 살아남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실.

그 생존은 하나의 유예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머니는 번식 후 이.

미 유예의 상태이다 유예의 상태에서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인해 이성을.

잃은 어머니는 관능의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은 죽음이다 죽음은 공포로 둘러 싸여 있다 그러나 죽음을 갈망하는 어. .

머니는 자연적인 죽음의 길을 선택하였다 결국 어머니는 폐렴으로 인하여. ,

아들과 남편이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었다 어머니에게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며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녀의 정신적인 공백,

을 채울 수 있다 박완서는 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뒤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

전쟁이 가족에게 여성에게 안겨준 타격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잘 보여주었,

다.

나목 에서 나오는 또 다른 영화는 발레영화 분홍신 이다 이는.『 』 〈 〉

년 영국에서 제작되어 년에 상영되었다1948 1954 .87) 분홍신 은 당시〈 〉

많은 사춘기 소녀들을 영화의 매력에 눈 뜨게 해준 작품이었다 사랑이냐.

예술이냐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야 했던 비련의 벨레리

나를 그린 분홍신 은 안데르센의 동화이며 발레 드라마인 분홍신 을〈 〉 〈 〉

모티브로 하여 무대 뒤에서 전개되는 예술가들의 삶과 아름다운 발레의 진,

86) 조르주 바타이유 에로티즘의 역사 앞의 책 쪽 참조, , , 192 .『 』

87) 정종화 영화에 미친 남자 맑은 소리 쪽 이 책은 저자가 알고, , , 2006, 270 .『 』

도는 기억하고 있는 모든 영화를 기록한 책으로 총 편의 영화를 대상으로805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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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스크린에 그려낸 영화이다 분홍신을 신고 춤을 추러 간 아가씨는 처.

음에는 만족해했지만 분홍신이 멈추지 않아 밤낮으로 춤을 춰야 했다 시, .

간이 흐르고 사랑도 가버렸지만 분홍신은 여전했다 박완서는 귀향 을, . 〈 〉

선택함으로써 정신적인 충족을 갈망해야 한다는 관점을 보여주었다 자신이.

사는 곳을 떠난 애정 이야기에서 사랑은 또 다른 하나의 주선이다 그러나.

분홍신 은 귀향 에서의 사랑을 뛰어 넘어 결국 예술을 지향하는 길을〈 〉 〈 〉

선택하였다 귀향 과 분홍신 은 모두 어려운 삶 속에서 사랑에 대한. 〈 〉 〈 〉

두 가지 태도이다 박완서는 이 두 영화를 선택함으로써 전시의 시대배경에.

서 자기의 삶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제시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면을 이경이 사랑하는 옥희도와 연관 지어 설명할 것이다.

현실 도피 욕구의 극복과 생명의지2.2

나목 에서 이경은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옥희도라는 중년 화가를 사랑『 』

하고 전공인 황태수라는 젊고 평범하고 건장한 청년은 이경을 사랑한다, .

이러한 삼각관계 속에서 이경은 미군 조를 알게 되어 그와 하룻밤을 보내려

했으나 오빠의 전구에 비춘 빨간 빛에 오빠의 죽음이 떠올라 고가로 도망간

다 현실 도덕의 속박으로 인해 이경과 옥희도의 관계에 진전이 없을 무렵. ,

몸 상태가 좋지 않던 이경 어머니의 죽음은 하나의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이에 이경은 옥희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황태수와 결혼한다 중년에 접어, .

든 주인공 내외가 옥희도 씨의 유작전을 참관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사랑은 다양한 양상을 지닌다 이 중에서 연인과의 결합과 부모와의 결합.

을 유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연인의 결합은 외관상으로만 안정되어 보.

일 뿐 지속적이지 못할 수 있다 연인의 결합의 지속은 착각에 근거한다. .

욕망이 다 타버린 뒤에도 끊임없이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

인적 사랑만큼 무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 그러나 개인적 사랑도.

그것과는 다른 세계 즉 관능이 제한 받는 세계를 만나면 순수성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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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바타유는 연애에서 단죄하는 부분은 열어 보여.

주는 가능성이 아니라 인간의 무력함이라고 하였다.88)

이러한 관점에서 나목 을 보면 삼각관계가 얽히기도 전에 이미 결과,『 』

가 드러났다 연인들의 성적 유희는 가족의 확대와 번식의 효과를 가져오.

며 번식은 안정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그러한 안정으로 유지되는 결합은, .

최초의 그것처럼 강할 수 없으며 번식을 통해 가정은 아이의 숫자에 의해,

크기가 결정되는 하나의 취득 사회로 변질된다.89) 다산으로 인해 화가 옥

희도와 그의 아내가 구성한 취득 사회는 옥희도와 이경이 구성한 사회보다

취득과 번영이 더 활성화 되었다 또한 인원수가 많다는 것은 가족 관계도.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옥희도는 이경을 위해 자.

신의 아내와 아이들과 헤어질 수 없다.

육현선은 이경에게 옥희도는 부재하는 아버지와 두 오빠의 모습으로 기대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았다 이경은 세계와 원활하게 소통을 하지 못하.

는 옥희도에게서 황량한 풍경의 일각을 느낄 수 있었고 그를 자신과 동류,

라고 인식하며 그에게 매혹을 느꼈다.90) 그녀는 옥희도가 생계를 위해 일

하고 있으나 초상화부의 환쟁이들과 달리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고,

뇌하고 낙심하면서 예술혼을 굳게 간직한 진정한 화가라는 점에서 동질감과

호감을 가졌고 이러한 감정이 사랑으로 발전되었다, .

아버지가 부재한 이경은 어머니와 오빠들에게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다.

즉 이경에게 있어서 오빠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빼앗은 존재이다 이경은 어머니와 오빠들 간의 모습을 보며 자신.

을 버리고 간 아버지를 원망한다 이러한 감정 속에서 이경은 정신적 애정.

결핍을 겪는다 이는 이경이 자신과 어머니의 생활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계기가 된다 이경은 어머니에게서 모성애를 얻으려 했지만 가정애의 결핍. ,

은 이경으로 하여금 자신이 불연속적인 존재로서 고립되었음을 깨닫게 한

88) 조르주 바타이유 에로티즘의 역사 앞의 책 쪽, , , 226~228 .『 』

89) 조르주 바타이유 위의 책 쪽, , 227 .

90) 육현선 박완서 나목 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 』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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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하여 그녀는 마음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합일의 상대를 찾으려.

한다 이때 이경은 옥희도의 눈에서 폭력의 파괴적 결과인 황량함을 보았던.

것이다 이경이 옥희도에게 이끌린 이유는 아버지를 대리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황량함을 옥희도에서 눈에서 발견하고 동질감을 느,

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황량함은 폭력과 파괴의 결과물이다 즉 이경. . ,

은 폭력에 의한 파괴에 매혹된 것이다 폭력의 매개는 성과 죽음 혹은 파괴.

이다 그러나 이경은 옥희도를 향해 한 번도 육체적인 성적 욕망을 느끼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이경과 옥희도의 관계를 심정의 에로티즘으로 분류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경은 옥희도를 통해 자신이 결핍하고 있는 즉 자신에게. ,

서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충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경이 옥희도에게 매혹된 원인인 나목 을 분석할 때 더〈 〉

명확해진다 나목 에서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그림 나목 이다. .『 』 〈 〉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에의 믿음이 있다, .

봄에의 믿음 나목은 저리도 의연 하게 함이 바로 봄에의 믿음이리라( ) .毅然―

나는 홀연히 옥희도 씨가 바로 저 나목이었음을 안다 그가 불우했던 시절. ,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목처럼 살았,

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또한 내가 그 나목 곁을 잠깐 스쳐간 여인이었을 뿐임을 부질없이 피,

곤한 심신을 달랠 녹음을 기대하며 그 옆을 서성댄 철없는 여인이었을 뿐임

을 깨닫는다.91)

아이들이 뛰고 연인들이 거닐고 퇴색한 잔디에 쏟아지는 가을의 양광은 차, ,

라리 봄보다 따습다.92)

조은정은 이경이 전쟁의 현장을 등진 생존의 현장에서 맞닥뜨린 옥희도에

게 불륜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는 이유에는 자신을 향한 절실함이 있다고 보

았다 이경은 캔버스의 위에서 나목 을 고목 으로 본 뒤 오빠를 잃고. ‘ ’ ‘ ’

91) 박완서 나목 앞의 책 쪽, , , 460~461 .『 』

92) 박완서 나목 위의 책 쪽, , , 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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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어머니까지 떠난 뒤에는 자신이,

불행해지기를 스스로 작정하기도 한다.93) 한편 엄혜자는 이를 아버지와 오

빠들의 자리를 대리하는 관점에서 분석을 하였다.94) 그러나 필자는 이경과

옥희도의 사랑의 이유를 자신을 향한 절실함이나 아버지와 오빠를 대리하는

측면에서 찾기 보다는 진정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본다 이경은 결핍, .

된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지만 그 욕망이 무엇에서 기인한 것인지 알지 못,

한다 이경은 이 때문에 세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본고에서는 이경이 나무 잎이 다 떨어진 고목 을 보는 순간 그것을‘ ’ ,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대변하는 한발에 고사한 나무로 이해하였다고 본

다 그것을 집단폭력에 의한 파괴의 상징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화가인. .

옥희도는 전쟁에 의해 꿈과 희망이 없이 오직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인물로

전락했다 이경은 파괴된 옥희도의 모습에 불쌍한 자신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보호 본능을 느낀 것이다 그러나 파괴 또는 죽음에, . ‘

따르는 것은 새로운 탄생 이기도 하다’ .95) 옥희도 또한 파괴 뒤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경을 만난 옥희도는 이경에게 자신.

의 절망과는 다른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착각하여 이경의 접근을 수락하였

다.

이렇듯 옥희도는 전쟁으로 인해 예술가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젊은 이경에게서 풍성한 색채 를 보았다 옥희도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 .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합일에 이르고 전쟁이 야기한 회색빛 절망 에서 벗, ‘ ’

어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옥희도는 이경과 함께 하며 자신과 이경이 동병상.

련의 존재임을 발견하였다 자신과 같은 존재인 이경은 옥희도 자신의 새로.

운 탄생에는 도움이 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하여 그는 참담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다 이에 옥희도는 에서 그리는. PX

93) 조은정 박완서 소설 나목 의 상징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 』 」

2004.

94) 엄혜자 박완서 소설 연구 주제의식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모 경원대학교, : ,「 」

박사학위논문, 2011.

95) 조르주 바타이유 에로티즘의 역사 앞의 책 쪽 참조, , , 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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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화가 아닌 진정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탄생을, .

사랑이 아닌 나목 의 완성을 통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 〉

희망을 가진 예술의 길을 택하는 것에서 찾는다.

이러한 예술적 지향은 옥희도에게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앞서 논의했.

듯 발레리나가 사랑을 버리고 예술의 길을 선택한 영화 분홍신 에 대한, < >

언급을 통해 박완서의 작가의식을 엿볼 수 있다 분홍신 의 여주인공은. 〈 〉

사랑과 예술 사이에서 갈등을 겪다 결국 고독하게 춤을 추는 예술의 길을

선택하였다 이는 옥희도가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 ,

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한 것에 대응된다 이경이 분홍신 을 보지 않. 〈 〉

았던 것은 이경과 옥희도의 미래에 대한 일종의 암시를 준다.

나목 에서 옥희도와 대립되는 존재는 인문학적 지식이 풍부한 미국 헌『 』

병 죠오이다.

나는 그를 통해 수많은 군더더기의 나를 벗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나를 찢고 때로는 은닉하고 제멋대로 난무하는 여러 개의 나를 벗기를 나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죠오의 도움으로 나는 그럴 수 있을 것을 믿었다 그는 틀림없이 진짜 나를.

보여 줄 것이다 그를 통해 나는 내 영육 의 나신 을 보고 싶었. ( ) ( )靈肉 裸身

다.

나는 무서움 없이 떳떳하게 이지러진 지줍을 대낮에도 볼 수 있었으면 싶었

다 똑바로 용마루를 꿰뚫은 구멍을 보고 부서진 기왓장을 보고 싶었다 미. , .

워하지 않고 어머니를 볼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

죠오는 내 육신의 의상을 벗기고 나는 그를 통해 영혼의 남루를 벗기를 꾀하

고 있었다.96)

그는 책을 저만치 밀어 놓으며 예의 기갈 들린 눈으로 나를 샅샅이 훑었다.

잘생긴 숫짐승 같은 눈은 나를 빠르게 암짐승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97)

96) 박완서 나목 앞의 책 쪽, , , 330 .『 』

97) 박완서 나목 위의 책 쪽, , , 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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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미 위에 여러 색깔의 옷이 너절하게 흩어졌다 꽤 별러서 꽤 고르다가.

산 옷들도 벗어 동댕이쳐 놓고 보니 영락없이 남루였다 추하고 쓸모없는 누.

더기였다.

나는 희미하게나마 내 내부에서도 어떤 탈피가 일어나고 있다고 짐작했다.

아니 바랐다.

나는 고치를 벗고 훨훨 날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날개를 나를 꼼짝. .

못 하게 가둔 두터운 고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개를 갖는 것이다.

날개를.

이윽고 나는 실제로 날개를 가진 듯이 공중으로 둥실 떠올랐다 내 비상을.

막는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 나는 완전히 체중을 잃었다. .98)

에로티즘의 행위에서 여성은 희생자 남성은 제물 헌납자로 볼 수 있다, .

에로티즘의 행위는 폐쇄적 존재로서의 구조를 갖는 정상적 상태의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소유권 상실을 의미한다 소유권 상, .

실의 표지이자 그것을 예고하는 것은 나체 상태이다.99) 나체가 충분한 의

미를 갖는 문화에서의 발가벗기는 적어도 가벼운 죽음과 맞먹었다 고대에.

는 탈취 파괴 가 에로티즘의 근거를 마련하곤 했다 이는 애정 행위와 제의( ) .

또는 일종의 의식과 다름이 없음을 뜻한다 이경은 사랑하는 사람과 융합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 연속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죠.

우의 육체로 매혹된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였다 이경은 옥희도를 통해 정신.

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죠오와의 관계를 통해 충족하고자 한 것이다.

탄력있는 침대가 나를 반쯤 묻었다 그가 내 옆에 눕는 것을 느꼈다 나의. .

여러 곳을 빠짐없이 그의 입술과 손길이 닿았다 그는 마술사처럼 나에게 깊.

이 감추어진 감각들을 찾아내어 나에게 푸짐한 육감의 향연을 베풀어 주고

있었다 그의 숨결이 점점 고르지 못하게 흩어졌다. .

그러나 나는 아직도 향연의 손님일 따름이었다 미식 에 초대된 손님치. ( )美食

고는 좀 교활한 손님이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음식맛을 너무도 잘 알고 있.

98) 박완서 나목 앞의 책 쪽, , , 335 .『 』

99)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앞의 책 쪽, , , 1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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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감칠맛 있고도 조금씩 다른 맛들을 너무도 또렷이 감별해 가며 맛보고.

있었다.100)

우리의 향연에는 무엇인가가 빠지고 있었다 이를테면 미식에 곁들인 향기.

높은 미주 가 향연을 무르익게 하고 주인과 손님을 혼연일체로 묶어( ) ,美酒

버리며 딴 음식까지도 발효시켜 취기로 이끄는 미주가 아쉬웠다, .101)

칠흑의 어둠 속에서 거침없이 사나운 짐승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려니 싶어

몸이 오그라들었다 아주 추한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웠.

다.102)

스위치가 만져졌는지 찰칵 소리가 났다 진홍빛 갓 속에 진홍빛 꼬마 전구가.

켜졌다.

나는 죠오의 얼굴을 찾기 전에 핏빛으로 물들어 보이는 침대 시트를 보았다.

핏빛 시트 핏빛 시트 오오 핏빛 시트. .… … 103)

이경은 죠오의 애무에 융합을 갈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죠오의 얼굴이 사.

나운 짐승으로 보이면서 이성을 되찾은 이경은 자신의 나체에서 파괴의 공

포에 직면한다 온통 핏빛으로 보이게 만드는 전구의 불빛에 이경은 자신이.

죠오에게 헌납되고 있다는 점을 각성한다 이경은 자신은 죠오를 사랑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죠오에게 헌납된 제물에 불과함을 알,

게 된 것이다 자신이 물품처럼 헌납되는 것에 대한 공포는 오빠들의 죽음.

에서 인간의 생명이 전쟁을 통해 헌납되었다는 것을 연상케 하였다 이경은.

자신이 오빠들처럼 파괴되는 것에 겁을 먹고 죠오로부터 달아났다.

지식인 죠오는 한국의 여성을 동방예의지국 과 창부의 두 유형으로 분‘ ’

류하였다 동방예의지국 은 전통에 묶여 연인들의 육체적 융합을 통한. ‘ ’ ,

심정적 공감을 배척하는 여성으로 자신과 관능의 결합 가능성이 없는 여성

100) 박완서 나목 앞의 책 쪽, , , 336 .『 』

101) 박완서 나목 위의 책 쪽, , , 336 .『 』

102) 박완서 나목 위의 책 쪽, , , 337 .『 』

103) 박완서 나목 위의 책 쪽, , , 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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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컫는다 죠오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할 줄 모르고 수치심 없이 값. ,

싼 가격에 성을 파는 여성을 창부로 보았다 이는 바타유의 견해와 같은데. ,

바타유는 매음하는 자가 수치심이 있으며 자신을 물품화 하지 않은 것을,

일종의 아름다움으로 보았다.

어머니가 정성 들여 다듬이질한 순백의 호청을 붉게 물들인 처참한 핏빛과

무참히 찢겨진 젊은 육체를 얼마만큼 육체가 참담해지면 그 앳된 나이에 그.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지 않을 수 없나 그 극한을 보여 주는 끔찍한 육신,

과 그 앳된 나이에 그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지 않을 수 없나 그 극한을, ,

보여 주는 끔찍한 육신과 그 육신이 한꺼번에 쏟아 놓은 아직도 뜨거운 선,

홍의 핏빛을 나는 본 것이다.104)

내 육신이 죠오 에 의해 처참하게 망가질 것 같았다 혁이 오빠와 욱이.「 」

오빠의 육신처럼 시트를 붉게 물들이며 참담하고 추악하게 조각날 것 같았

다.105)

나는 나를 제발 망가뜨리지 말아 달라고 애걸을 하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빌

었다.

털북숭이의 팔과 가슴을 드러낸 죠오는 마치 거대한 성성이나 고릴라 같았

다.106)

나는 고개를 끄떡이며 흘금흘금 옷들을 주웠다 미쳐도 좋고 아무래도 좋았.

다 나는 피를 쏟고 망가지기만을 그 아픔만을 그 추악함만을 면하고 싶었. , ,

다.107)

이경은 육체적 욕망에서 죠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경은 죠오의 육.

체적 아름다움에 현혹된 것이다 바타유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동물적인.

104) 박완서 나목 앞의 책 쪽, , , 338 .『 』

105) 박완서 나목 위의 책 쪽, , , 339 .『 』

106) 박완서 나목 위의 책 쪽, , , 340 .『 』

107) 박완서 나목 위의 책 쪽, , , 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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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아름답다고 여겨진다.108)

이경은 죠오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하룻밤을 가지려 했으나 애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경은 죠우의 얼굴이 동물 짐승 화 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죠오( ) .

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으며 지식인의 탈을 쓴 짐승일 뿐이다 이경은 자.

신을 짐승에게 사냥된 존재처럼 여기게 된다 또한 짐승에게 파괴되는 공포.

는 전쟁으로 인한 오빠들의 죽음을 떠올리게 한 것이다 이경이 죠오의 아.

름다움에 매료되어 융합을 통해 새로운 탄생을 갈망한 것은 전쟁의 측면과

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박완서가 직접 체험한 전쟁은 새로운 세상을 만.

들어준다는 명목을 내건 무자비한 파괴자였다 육현선은 이경이 핏빛 시트.

를 통해 오빠의 죽음을 연상하였고 자지 정시에 이르렀다고 보았지만 어, ,

릴 적부터 피해왔던 오빠의 죽음을 오직 핏빛 시트에 의하여 정시했다는 것

은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109) 에로티즘의 관점에서의 아름‘

다움 에 대한 설명을 매개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죠오와의 만남에’ .

서 이경은 자신의 공포와 현실을 탈출하여 자신을 정시하게 된 것이다.

예술을 지향하는 예술가 옥희도와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잠시나마 탈출하

게 해주는 극도의 에로티즘을 추구하는 관능적인 대상인 죠오 사이에 있는

사람은 황태수이다.

아직도 볼이 붉은 소년이 사내아이 착한 아내 찌개 끓는 화로 커튼 늘어, , ,「

진 창 그런 건 너무 평범해서 경아야 뭐 흥미 있을라구, .」

흥미가 있어지는군요 점점, .「 」

점점?「 」

네 점점 색칠을 하듯 눈에 보이게 그런 것이 흥미 있어지는군요 꿈이 아, .「

닌 모든 것이 수증기 아닌 모든 것이 다시는 꿈을 꾸기도 남의 꿈이 되, ,―

기도 싫어요 다시는, .」110)

나를 내 육신을 아프게 상처 내 보지 않겠어요 아까 팔을 비틀 듯이 그, ?「

108)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앞의 책 쪽, , , 164 .『 』

109) 육현선 앞의 글, .

110) 박완서 나목 앞의 책 쪽, , , 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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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내 육신이 다시 수증기가 되어 허공에 걸려 있지 못.

하도록 깊은 상처를 내 보지 않겠어요?」

나는 태수를 내 방으로 청해 들였다 알맞게 따습고 고즈넉하고 은밀한 내. ,

처소로 자 창과 덧문까지 첩첩이 닫고 나는 그에게 안겼다 나는 그의 것. .亞

이 되었다.111)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엔 십 년 전의 앳된 갈망은 없다 그뿐이랴 여자, . .

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

뇌가 깃들여 보지 않은 눈 부수수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

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112)

나목 에서의 황태수는 유일하게 이경만을 바라보는 남자였다 전공 출.『 』

신인 그는 예술가도 아니며 지식인도 아니었다 태수가 에서 하는 일도, . PX

평범했다 고아인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의의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다 그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삶과 죽음의 문제나 옥희도와 같이 자신. ,

만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다 황태수에게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내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찌개를 끓여먹는 것이다 이경.

은 황태수의 앳된 모습에서 옥희도와 지낼 때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였고,

죠오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는 잠시나마 태수의 몸과 수염을 육체적인 욕

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경은 처음에는 황태수를 스페어 타이어로 보았던.

것이다 그는 옥희도나 죠오가 없을 때에만 생각나는 대상이었다. .

그러나 귀향 처럼 고향은 내가 살던 곳 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 ’ , ‘〈 〉

의 집 이기도 한 것이다 이경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집 또는 가’ .

족이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죠오와의 만남을 통해 이경은 전쟁이 자신.

한테 안겨준 고통은 가족을 잃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옥희도를 사.

랑하고 옥희도의 아내에게 질투를 느끼는 것도 가족을 구성하고 싶은 욕망

과 관련되는 가족에 대한 갈망과 질투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경은 황태수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찌개를 끓여먹는 삶을 같이 살고 싶다고 하였다.

111) 박완서 나목 앞의 책 쪽, , , 448 .『 』

112) 박완서 나목 위의 책 쪽, , , 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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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옥희도에게 이경은 한 때는 꿈과 미래의 상징으로 수증기와 같은 존

재였다 이경은 걷잡을 수 없으며 허공에 떠있는 수증기 되기를 거부하였.

다 떠있는 수증기가 되지 않으려면 현실에 안주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실. .

과 맞서 싸우는 존재로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야망이나 고뇌가 없는 황태수

와의 결혼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전술한바 에로티즘에는 세 가지 형태 즉 육체의 에로티즘 심정의 에로, ,

티즘 그리고 신성의 에로티즘이 있다, .113) 이에 따르면 이경과 옥희도는,

심정의 에로티즘에 해당하며 이경과 황태수는 육체적인 에로티즘에서 출발,

하여 후반에는 육체와 심정 에로티즘이 동반되는 관계로 변화한다 죠오의.

경우 끊임없이 에로티즘을 추구하는 금기의 위반을 대변한다.

이렇게 이경은 현실에 안주하는 어머니가 되어 고독한 고아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경이 황태수를 선택한 원인이다 그리하여. .

이경은 황태수와의 결혼을 통하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위반을 실현

하고 번식을 통해 아이를 낳아 어머니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남편이 쓸모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을 새 집을 설

계하듯이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 ,

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 후원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다 넓지 않은 정원에 안 어울리는 거목들이 때로는 서늘한 그.

늘을 주었지만 때로는 새 집을 너무도 침침하게 뒤덮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것들의 빛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 ,

가끔 필요로 했다.

그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통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겨진 것이

다.

그것이 지금 아픈 것이다 많이 아니 그저 조금 견딜 수 있을 만큼 아픈. ,…

것이다.114)

113)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앞의 책 쪽, , , 17 .『 』

114) 박완서 나목 앞의 책 쪽, , , 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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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안겨준 상흔의 치유는 고가의 해체로부터 시작된다 그리6·25 .

고 이는 이경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상징

한다 고가의 후원에 있는 은행나무들을 남겨두는 것은 아픈 전쟁의 기억을.

잊는 것보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정시하며 극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

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수수 떨어진 은행나무도 봄이 되면 잎이 무성해지.

는 것처럼 나목도 봄이 되면 재생된다 요컨대 박완서는 이경의 사랑을 통. ,

하여 전장에서 도피하려는 욕구를 극복하고 현실과 맞서는 생명의지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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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한 죽음에 대항하는 에로티즘 목마른3. - 『

계절』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무감각화된 죽음3.1

박완서의 목마른 계절 은 준 세계대전 으로 볼 수 있는 한국전쟁을‘ ’『 』

소재로 하여 전쟁이 발발한 월부터 다음해 월까지의 체험을 소설로 형상, 6 5

화 한 작품이다.115) 목마른 계절 에는 이데올로기의 허위성과 이데올로『 』

기 대립이 유발하는 공허함이 전면에 드러나 있다 목마른 계절 의 원제. 『 』

목은 한발기 였는데 한발기 는 나목 에 등장했던 한발에 의한 고, ‘ ’『 』 『 』

목과 동일한 함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발기 는 한국전쟁의 폭. ‘ ’

압성 앞에 노출된 한국 사회와 반복되는 남북의 전세 역전으로 인해 엎치락

뒤치락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나목 에서의 나무가 궁극. 『 』

적으로 나목이었다면 목마른 계절 에서의 나무는 한발기의 고목일 수밖, 『 』

에 없다 이하에서는 우선 한국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연결 지어 이 작품을.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전쟁의 성격은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적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된

다 즉 전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한 집단안보 수호. ‘

를 위한 전쟁이었다 라는 해석에서부터 해방이후에 지속되어온 한반도 내’ ‘

에서의 이념적 갈등의 연장이다 는 평가가 있는가하면 내전에 대한 강대’ ‘

국의 개입이다 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반도 외부의 국제적’ . ‘

여건이 세력팽창의 돌파구로 한반도를 선택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

115) 최용호 최용성 전쟁의 이해 양서각 쪽 결과적으, , 6.25 , , 2008.2.15, 477 -『 』

로 한국전쟁은 제 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년만에 발생한 준 세계대전이었다2 5 .

따라서 한국전쟁은 년대의 세계사에서 동서 냉전의 무대에 제물로 바쳐진1950

희생양과도 같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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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쟁이 강대국들의 정’ .

책목표에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시작할 당사자들이 없었다‘

면 전쟁은 일어날 수 없었다 는 관점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116)

당시 한반도의 내부에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해 있었고 각각,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을 시작할 의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은 전쟁의 원인 면에서 본다면 한반. ‘

도 내부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의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한 국제전적

내전 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쟁의 결과 면에서 본다면 국내’ . ‘

적으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란 이었다’ .117)

해방 후 좌익을 옹호했었던 박완서는 주인공 하진을 통해 이데올로기 싸

움이 결국 인간 자체보다 우위일 수는 없다는 관점을 역설한다 좌익에서.

전향한 오빠 하열은 좌익과 우익의 그 어느 것에서도 정당성을 찾지 못한

채 비인간적인 전쟁 에서 오발사고로 관통상을 입었다 가족과 재회하기‘ ’ .

위해 집으로 도망 온 오빠는 피해망상을 앓다가 결국 인민군 황소좌의 격발

에 사망한다.

이는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에서의 오빠의 죽음의 과정과는 다『 』

르다 후자에서 오빠는 인민군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

후유증을 앓다 사라져간 것이다 임규찬은 목마른 계절 과 그 산이 정. 『 』 『

말 거기 있었을까 의 유사성 에 주목하여 박완서의 에 대한 문학‘ ’ 6·25』

화 방식은 역사 자체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 삶을 보여줌으,

로써 문제해결보다는 문제제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논하였다.118) 임규

116) 최용호 최용성 앞의 책 쪽, , , 480 .

117) 최용호 최용성 위의 책 쪽, , , 481 .

118) 임규찬 박완서와 체험 목마른 계절 을 중심으로 작가세계, 6.25 ,「 ―『 』 」 『 』

작가세계 쪽12, , 2000.11, 87~104 .

발발 갓 대학 입학 오빠는 좌익 활동을 하다 전향하여 당시 서울 인근1. 6·25 : .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음 아버지 일찍 사망 어머니와 올케와 함께 삶. . .

수복 전 인공 치하에서 주인공 민청에서 활동 오빠 의용군으로 끌려감2. 9·2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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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의 논의는 목마른 계절 에서의 사랑보다 가족사 그 중에서도 오빠에,『 』

중점을 두었다 조미숙도 오빠에 관련된 서술에 주목하여 이로부터 박완서. ,

가 전쟁 체험을 문학화 하는 방식의 변모과정을 연구하였다.119) 그러나 본

고에서 보다 통합적인 시각을 견지하고자 오빠보다는 주인공 하진을 중심,

으로 살펴볼 것이다.

벌써 년이나 너머 전 고녀의 민청지하조직이 발각되어 무더기로 정학처1 , B

분을 당한 일이 있었고 그 중에 진이도 끼었었던 것이다.120)

목마른 계절 에서의 하진이와 향아는 년에 고녀를 졸업했다 졸1950 B .『 』

업식 날 향아는 하진이가 자신이 빨갱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에 불만을 가

진다 하진이가 좌익에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은 오빠 하열의 영향 때문이었.

다 하열은 전쟁 전에 잠시 좌익운동에 참여했다가 공산주의에 환멸을 느끼.

고 전향한 인물이다 가 발발하자 하열의 동지였던 무리들의 태도로. 6·25

인해 그는 좌익도 우익도 선택하지 못했다 그러나 좌익정권의 지배 하에서.

수복 후 민청 활동에 대한 고발로 혹독한 취조와 수모 당함 오빠 의용군3. 9·28 : . ,

에서 도망하여 집으로 옮 학교 갔다가 국방군 오발사고로 다리 부상. .

후퇴 부상당한 오빠 때문에 피난을 갈 수 없어 위장피난 형식으로 현저동4. 1·4 :

산동네로 가족 피난 먹고 살기 위해 올케와 도둑질까지 함 다시 인민군이 후퇴. .

하기 직전 인민군의 강압에 의해 주인공과 올케만 북쪽으로 피난 이들은 임진.

강을 넘지 않고 교하 근처에서 숨어있다 오빠가 인민군 황소좌에 의해 총살당.

했다 인민군 완전 후퇴 후 서울로 돌아옴 그리고 전 가족이 집으로 돌아옴. . .

년 중순 다시 후퇴령이 내려 이번엔 한강 이남으로 피난 다시 서울로 돌5. 1951 : .

아옴 그리고 얼마 후 오빠의 죽음. .

두 소설에서 차이점은 에서 드러난다5 .

119) 조미숙 박완서 소설의 전쟁 진술 방식 차이점 연구 엄마의 말뚝 목, - ,「 『 』 『

마른 계절 나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 ,』 『 』 『 』 『

거기 있었을까 의 오빠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한. , 24,』 」 『 』

국현대문예비평학회 쪽, 2007, 223~257 .

120) 박완서 목마른 계절 세계사 쪽, , , 2012,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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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애매한 태도는 용납되지 못했다 이에 이유를 알지 못했던 하진은 오.

빠가 공산주의를 배반하였다고 보면서 오빠와의 관계는 서먹해진다. 6·25

는 하진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발하였다 전쟁이 일어S .

나면서 대학도 파괴되어 그 기능을 상실했다.

그렇지 전쟁이 살육과 파괴만이 목적이 아닐진대 반드시 썩고 묵은 질.……

서의 붕괴와 찬란한 새로운 질서의 교체가 뒤따를 것이 아닌가?

그렇지 어쩌면 그럴 수도 아니 확실히 그렇게 될지도! ? , , !

두려움과 기대가 반반 뒤섞인 야릇한 흥분이 그녀를 놉시 떠다밀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혜화동고개를 줄달음쳐 단숨에 집 근처에 와 있었다.121)

진이는 문득 좀 전에 본 대학병원 뒤뜰에 방치된 국군의 시체들을 생각하고,

몸서리를 쳤다 그곳은 너무도 밝고 너무도 행인들의 시선과 가까웠다 살육. .

과 파괴가 따르지 않는 전쟁이 어디 있으랴 전쟁의 명분을 얼굴로 치면 살. ,

육과 파괴는 내장이다.122)

폭력에 쓰러진 시체를 그녀도 수없이 보았고 도 그런 시체를 나무토막이나,

돌맹이처럼 예사롭게 지나치는 행인들도 함께 보았으나 그녀는 그렇게 되지,

를 못했다.123)

동족 간 전쟁의 잔인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하진은 전쟁이 썩은 질서의 붕

괴와 찬란한 새로운 질서의 교체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이경은.

이번 전쟁을 사람들이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으로 생각하

였다.

조르주 바타유에 따르면,124) 지구는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과잉 에너,

지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생명체들은 과잉 에너지를 지속적.

으로 파괴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일부 생명체를 없앰으로써 공간 내의 균형,

121)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쪽, , , 43 .『 』

122) 박완서 목마른 계절 위의 책 쪽, , , 55 .『 』

123) 박완서 목마른 계절 위의 책 쪽, , , 155 .『 』

124) 유기환 조르주 바타이유 살림 쪽, , , 2006, 9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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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중 전자는 비생산적 소비로 귀결될 수 있고 후자는. ,

대량의 학살로 귀결된다 인류는 파국적인 상황에서는 전쟁 을 통해 지. ‘ ’

구라는 공간 속에서 생명과 종족을 보존해왔다 이에 의하면 전쟁의 원인은.

과잉의 지혜롭게 소모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목마른 계절 에 등. 『 』

장하는 전쟁은 좌우익의 이데올로기와 정권의 쟁탈로부터 시작된 집단적 폭

력이다 이는 과잉한 에너지 이데올로기 를 파국적으로 소모하지 못한 데서. ( )

기인한다 한국사회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강해져.

야 했으며 해방 후 급속한 근대화의 과제를 떠안았다 이런 과도한 성장, .

가운데 대립되는 두 지배이념 사이에는 생산과 성장을 위한 시장 정권 쟁( )

탈이 필요했다.

월로 접어들자 날은 좀 더 더워지고 재빨리 조직된 민청 여맹 인민위원회7 , ,

등의 말단조직의 촉수가 집집의 안방 속 깊숙이까지 뻗쳐 자고 깨면 이웃이,

누구누구가 잡혀가고 또 누구누구가 자취를 감추고 그리고 어떤 이는 한자,

리하기도 하건만 진이네는 치외법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조용했다.125)

우리는 인간 속에 살해 욕망이 유지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126) 성

을 금하는 것과 같이 살해도 금기의 영역에 위치한다 전쟁의 경우와 어떤. ,

사회체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전쟁은 사회적으로 살해의 금기를 위반.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살인 의 전쟁은 집단 폭력이며 전. ‘ ’ ,

쟁은 집단적 금기를 위반을 정당화 하였다 비전시 상황에서 살해의 금기를.

지키고 있던 인간은 전쟁을 통해 그 금기를 위반함으로써 폭력과 파괴의, ,

욕구에 지배당하며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존재가 된다 이런 집단적인 학.

살에 따르는 것은 집단 보복이다 목마른 계절 에서 대량의 학살이 이루. 『 』

어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전세의 바뀜에 따라 살상자는 계속 증가했고, ,

이는 전쟁이 더욱 잔인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목마른 계절 은 전쟁 발발. 『 』

과 수복 후퇴를 겪음으로써 지배정권의 뒤바뀜에 따른 집단 보9·28 , 1·4

125)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쪽, , , 65 .『 』

126) 유기환 앞의 책 쪽,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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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 더욱 심해졌음을 보여준다 전시 서울에 남아있었던 박완서는 나. 『

목 에서는 이경을 빌어 를 모습을 보여주었고 목마른 계절 에서는PX ,』 『 』

하진을 빌어 당시 서울대 문리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 건물은 대부분이 인민군에게 점거되어 겨우 본관에서 꽤 떨어진 함석지S

붕의 창고 비슷한 건물을 민청 문리대 민청위원회에서 빌려 쓰고 있었

고.127)

등교한 지 일주일이 넘었건만 아직 한 번의 강의도 없었거니와 교수들의 얼

굴 한 번 본 적이 없었다 학원은 완전히 학생들의 것이다. .

교양시간이란 것이 매일 있었지만 민청위원장과 문화선전부장이 교대로 교양

을 맡고 있었고 교재는 신문이 주였다, .

인민군 총사령부의 보도와 김일성의 호소문이 기사의 전부인 신문은 위원장

에 의해 재독 삼독되고 여럿에 의해 감격적으로 공감되고 정열적으로 호응되

었다.

교양시간에는 신문공부 말고도 또 당사 연구가 있었다 소련 공산당이( ) .黨史

걸어온 고난의 역사를 더듬어보는 것은 새롭고 흥미 있는 일이었다 특히 그.

들이 반동을 적발 숙청하는 데 얼마나 주도하고도 과감했는지는 과연 경탄할

만했고 사회주의 혁명의 지난함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런 교양시간을.

치르고 다만 머릿속은 완전히 영웅적 애국적 당과 인문을 위한 사상으로 충,

만했다.128)

중앙당에서 한 대 얻어맞고 오는 길이오 대학의 대학이라는 콧대 높은 우“ ,

리 대가 그중에서도 문리대가 어째서 당과 인민을 위하는 사업에서는 맨S ,

꼬바리를 하느냐 말이오?”129)

로 서울이 함락된 후 인민군은 반공자와 그 일가족을 모두 잡아갔6·25

다 등교한 하진은 찬란한 것으로 믿었던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사실 홍수와.

127)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쪽, , , 80 .『 』

128) 박완서 목마른 계절 위의 책 쪽, , , 80~81 .『 』

129) 박완서 목마른 계절 위의 책 쪽, ,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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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임을 발견하였다 이후 서울의 곳곳은 신속하게 빨갛게 물들어 갔.

다 하진은 학교에서도 스탈린 김성일의 사진을 볼 수 있었다 거리 곳곳에. , .

붙여있는 대자보 심지어 학교의 교양수업에서도 대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이,

념을 세뇌시키려 하였다 이전에 오빠 하열이 전향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

던 하진은 서서히 오빠를 이해하게 되었다 작가는 하진이를 빌어 좌익이.

주도권을 잡았을 당시의 서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도처가 빨간.

색으로 물든 서울은 강박적으로 좌익 이념을 주입시키는 공간이 되었다.

서울 장안의 식량난은 말이 아니었다 싱거 미싱이나 벨벳치마를 몇 줌의 쌀.

로 바꾸기 위해 사람들은 기총소사나 폭격을 무릅쓰고 근교의 시골로 잇따랐

고 밥을 먹는 집은 죽을 먹는 척 죽을 먹으면 굶는 척해가며 행여 여퉈 놓, ,

은 식량을 누구에게 빼앗길세라 서로 허기증을 과시했다 허기증은 역병처럼.

굶지 않는 사람들까지 옮아 너나없이 먹기에 치사해졌다.

진이도 마치 내부에 커다란 아귀라도 사육하고 있는 듯 요즈음의 그녀를 생,

기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식욕뿐이면서도 그 식욕은 좀처럼 포만에 도달하는

법이 없었다.130)

폭격과 기총소사는 쉬 무슨 끝장을 보고야 말듯이 나날이 격해가 이제 아주,

절정에 다다른 듯했고 이에 따른 처참한 주검과 파괴의 참상에 사람들은 익

숙다 못해 목석처럼 무심해갔다.

이런 무감동은 비단 남의 일 이웃의 일이라서가 아닌 것이 금방 자식이 깔,

려 죽은 폐허에서 양식을 파내어 남은 자식을 위해 죽을 끓이는 어미에게도

이런 무감동은 없었다 죽음이 도처에 있으면서 상가나 통곡은 없었고 파괴. ,

에 뒤따른 건설이 있을 리 없었다.131)

전쟁의 발발에 의한 노동력 부족과 원활하지 못한 물품 운송은 사람들로

하여금 허기증에 시달리도록 만들었다 전쟁을 통해 인간은 정신적 육체적. ·

허기증을 체험하게 된다 라캉은 욕구는 유기체의 필요에 따른 생물학적 본.

130)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쪽, , , 106 .『 』

131) 박완서 목마른 계절 위의 책 쪽, ,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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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으로 굶주림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라고 보았다 인간의 아이는, .

울음이라는 요구 를 통해 어머니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다 그런데‘ ’ .

아기는 타자인 어머니와 관계를 맺는 즉시 욕구 외의 사랑을 욕망 하게‘ ’

된다 아기는 자신의 요구에 욕구의 표현과 사랑의 욕망을 동시에 싣는다. .

그러나 어머니가 욕구에 응해주었지만 사랑에는 응할 수 없을 경우 아이, ,

의 욕망은 충족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결핍인데 인간은 영원히. ,

결핍을 채울 수 없다 이에 대해 바타유는 욕망의 제어는 불가능하다고 하.

였다.

의 배경 하에서 한국사회는 삶과 죽음에 문제에 매몰된 애정 결핍6·25

의 상태였다 어머니는 아이의 죽음에 무감각하며 굶주린 다른 아이를 먹. ,

이기 위하여 죽은 아이의 시체를 무시하고 죽을 끓였다 즉 어머니는 아이, . ,

의 배를 채울 수는 있었으나 아이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 또한, .

어머니 자신 또한 애정이 결핍한 존재였다 박완서는 이런 장면을 통하여.

전시의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굶주림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신샛별은 먹는 인간 을 주제로 허기증에 시달린 인간과 동물을 비교. ‘ ’

하면서 시체 존중에 대한 도덕의 변화를 논했다.132) 필자는 목마른 계『

절 에 등장하는 육체적인 굶주림은 정신적인 사랑의 결핍으로 본다 인간.』

애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애 연인 간의 사랑 등의 결핍으로 인해 도덕의, ,

기준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주권을 갖고 싶었고 를 맞자 이제 그런 걸 가지, 6·25

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주권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인민공화국의 첫인상은 당과 주권이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당의 위력은 너무나도 도처에 있으면서도 너무도 엄연히 군.

림하고 있고 당의 이름은 전제군주시대의 와의 이름처럼 온갖 희생을 타당화

시키는 데 남용되고 있습니다.133)

이제야 여러 동무들에게 과업다운 과업이 생긴 겁니다 이 기회에 대의“ . S

132) 신샛별 앞의 글, .

133)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쪽, , ,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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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스러운 전통을 씻고 새로운 영광을 찾읍시다 그동안 모든 과업에 태만.

했던 동무들도 이 기회에 창의성을 발휘하여 당과 수령이 마련해준 명예로운

과업을 초과 달성시킵시다.”134)

하진이는 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좌익 이념에 대하여 재고하는 시

간을 갖게 된다 인민군들은 농업학교의 양식을 허락도 없이 먹었고 남은. ,

것은 압수해갔다 작가는 자기소개서를 입을 빌어 좌익의 약탈의 행위는 강.

도와 다름이 없었다는 시각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하진이가 쓴 자기소개서.

는 공산당에게 제출된다 그리고 좌익 비판으로 주제를 잡은 하진은 자기소.

개서를 다시 쓰게 된다 이러한 면모는 좌익 이데올로기의 전제군주주의의.

특성을 보여준다 공산주의는 언론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주입식 교육으.

로 학교 학생들을 세뇌하려 하는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학교에서 매일.

주입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다는

최치열과 같이 변모한다 이러한 학교생활로 인해 하진은 좌익 이념을 직. ,

접적으로 접하게 되었고 좌익 이념이 더 좋은 새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저 속에 백조가 있을까“ ?”

순덕이 무슨 생각에선지 턱으로 창경원 쪽을 가리키며 뚱딴지같은 질문을,

해온다.

이 더위에 백조가 있을라구 아마 타 죽었겠지“ . .”

백조가 더위에 그렇게 약하니“ ?”

글쎄 그냥 그럴 것 같아“ , .”

우문우답을 나직나직이 주고 받으며 진이는 정말 한발로 갈라진 호수 바닥에

새빨갛게 타죽은 백조의 떼를 생생하게 실감한다 그것은 복중에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로운 것이었다.

아름답던 창경원 돌담에 수없는 벽보와 김일성 스탈린의 초살 등이 뒤섞여,

붙어 있고 그 위론 싱싱한 푸른 수목들이 우거져 담 밖 보도에까지 서늘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134)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쪽, , ,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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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다 진이와 순덕은 약속이나 한 듯이 고개를 젖히고 푸르름을 숨쉰다! .

그리고 둘이 똑같이 이렇게 수목이 푸르른데 백조는 타죽지 않았으리라고, ,

하늘빛 연못에도 물이 넘치리라고 그러나 결코 이 돌담 속이 아닌 먼 동화,

의 나라를 생각하듯이 먼 곳으로 그렇게들 여기고 있었다.135)

위 인용문에서 박완서는 전시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백조에 비유하고

있다 여기서 좌익은 타오르는 불의 빨간색으로 표현되며 전시의 이념 과. ,

잉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좌익 이념에 불태워서 목마른 상태가 되었다 그리.

고 시원한 바다의 푸른 우익이 다시 지배권 잡아 이길 것을 상징하였다 그.

러나 이승만 정부 또한 이후 서울에 남았던 사람들을 빨갱이의 혐의9·28

로 조사 처단하였다 이런 행위는 인민군이 반동을 처단하는 것과 다름이· .

없었다 서울에 남아있는 일반인들은 사랑이 결핍된 공간에서 빨갱이 또는.

반동의 혐의를 받아 무참하게 죽여졌다 목마른 계절 은 바로 이념의 과. 『 』

잉으로 인해 인간의 사랑 및 애정이 결핍한 공간을 그리고 있다.

민청이 오늘로 당분간 해산하기로 됐어 최 동무도 강 동무도 권 동무도“ .

민청사업보다 더 시급한 과업이 있다고 당으로 소환됐어.”

그동안에 그랬었구나“ .”

그동안의 서류들은 정리해서 상부에서 지시한 장소에 갖다 맡기는 일만 남“

았어.”

생략( )

뭔가 좀 우습지 우리가 대 민청의 최후의 날을 지킨다는 게 자유주의자“ ? S .

들끼리.”

글쎄 말이야 반동분자들끼리“ . .”…… 136)

중앙에서 더 시급한 과업이 있어 영도자가 없게 되자 서울대 문리대의 민

청은 결국 해체되었다 이에 하진이네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들은. .

더 이상 좌익 이념을 배울 필요가 없었다 민청이 해산되면서 서류를 정리.

135)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쪽, , , 132~133 .『 』

136) 박완서 목마른 계절 위의 책 쪽, , ,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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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인 하진이네 밖에 없었다 이는 공산주의는 한.

국 사회에서 적어도 이 학교에서는 인심을 얻지 못했음을 역설하고 있다, .

한바탕 의용군 대모집이 있었어 웬만한 애들은 다 끌려갔는 걸“ . .”

그럼 미스터 유나 현도“ ?”

아니 딴 대학에선 각 부장하고 위원장만 남기고 모조리 지원 여부도 없이“ ,

끌려갔다는데 우리 대학은 그래도 지원의 형식을 취하더라 그날 유하고 현.

이 최치열의 눈총을 톡톡히 받아가면서 끝끝내 버티던 꼴이라니 지금 생각,

해도 진땀이 난다.”137)

열이가 끌려간 밤부터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의식이 표면으로 부상한 공산주

의에 대한 반발과 증오가 결코 동기간을 잃은 데서 비롯한 단순한 삼감이 아

니라는 확증 즉 많은 사람 특히 당이 자기들 편이라고 믿도 있는 무산계급, ,

도 결코 공화국의 하늘 아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확증을 될 수 있는 대로 많

이 봐두고 싶었다.138)

황 소좌가 저희 가족의 원수를 내 남편을 통해서 갚듯이 내 아들이 또 누“

군가의 가슴에 총구멍을 내줌으로써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할 순 없어요 미.

친 지랄은 우리 세대로써 마감해야 돼요.”139)

인민군 모집으로 서울에 있던 남성들은 무차별하게 끌려갔다 이 중 서울.

대 문리대 민청은 예외였는데 좌익 정부에서도 젊은 지식인을 중요시했기,

에 민청 활동에 참가한 인재들은 전장에 나가는 것에 선택권을 주었던 것이

다 이것은 또한 인심 혹은 충심을 얻기 위한 행위이다 그러나 이는 최치. .

열 네의 부도덕한 행위에 의해 인심을 얻기는커녕 인민군을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탈출구로 활용되었다 이 점에서 문리대는 다른 곳과 차별성을 담.

보한다 기타 기관이나 학교에서는 강제적으로 인민군으로 끌려갔기 때문이.

137)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쪽, , , 156 .『 』

138) 박완서 목마른 계절 위의 책 쪽, , , 160 .“『 』

139) 박완서 목마른 계절 위의 책 쪽, , , 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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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익과 우익의 중간을 선택한 하열은 인민군에게 잡혀갔

다 하열의 행위는 좌익이든 우익이든 모두에게서 의심을 받게 되었다 작. .

중 하열은 인민군에서 집으로 도망 왔는데 좌익 측에서 도망친 인민군으로,

총살 대상이 되었고 우익에서는 의용군의 혐의로 시민증을 받지 못하게 된,

다 하열은 도망 길에서 학살된 시신들이 뒹구는 참상을 목격하고 죽음의.

공포로 인한 피해망상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생을 갈망하는 하열은 도강증.

을 얻으러 나갔다가 오발 사건에 의해 다리에 관통상을 입는다 결국 부상.

을 입은 국군으로 판단해 보복 총살을 하는 황소좌에 의해 하열은 죽임을

당한다.

사랑의 결핍과 이데올로기 과잉3.2

목마른 계절 에는 향아와 진이 장 마레 주연의 비련 을 보러 가는『 』 〈 〉

장면이 등장한다 비련 은 중세기 로망스 트리스탄과 이졸데 를 현대. 〈 〉 「 」

화한 영화로,140) 비련 의 원제는 니체 철학에서 따온 영겁회귀 였다‘ ’ .〈 〉

음모에 휘말려 사랑의 묘약 을 마신 두 젊은 남녀가 큐피드의 화살을 맞‘ ’

은 듯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열병을 앓다가 마침내 영원한 사랑의 동행자처

럼 나란히 누워 숨을 거둔다는 줄거리의 이 영화는 불륜의 육체적 사랑을

순수한 정신적 사랑으로 승화시켰다 이로부터 우리는 사랑과 고통 죽음이. ,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목마른 계절 에서 하. 『 』

진은 민준식이라는 향아의 약혼자를 사이에 두고 하진은 향아와 삼각관계

를 이룬다.

아냐 내 얘기야 사내놈이 다 클 대까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얻을 필요“ . .

가 없는 생활 상상해봐 예쁜 색시까지도 발정하기 전에 미리 마련돼 있, .

140) 송희복 영화 뮤즈의 언어 문예출판사 쪽 참조, , , 1999, 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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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

심심했겠군요“ .”

심심한 유가 아냐 난 뭔가 걷잡을 수 없었어 내 힘으로 얻을 것이 가급“ . . ,

적이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얻을 것이 필요했어 그런 보람도 없인 정말.

살맛이 안 났을 거야.”

고집쟁이 어린애 같군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창을 찾아 들어가는“ . .

그렇지만 당원이 된다는 게 장난으로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아요 그건 아주?

두려운 의미를 지녀요 씻을 수 있는 진창이 아니란 말예요. .”

좋아요 아가씨 제발 흥분일랑 하지 말아요 아직 노동당원 민준식이 되고“ , . .

싶으니까 진창이건 시궁창이건 말야 아직은 아가씨 만류쯤으로 변해지진. .

않을걸 아가씨야말로 이제 그만 물러나는 게 어때. ?”

민준식의 시선이 갑자기 부드럽고 진지해진다.

물러난다는 말에 이상하게 구원의 암시가 있다.

한없이 얽혀들어 온 미로를 어쩌면 그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도 같다.

누군가의 인도만 있다면 그렇다 민준식과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 미로. . ,

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141)

목마른 계절 에서 민준식은 부잣집 외동아들이이다 그는 사내놈이. ‘『 』

다 클 때까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얻을 필요가 없는 생활과 예쁜 색시 하(

진의 친구 향아 까지도 발전하기 전에 미리 마련 돼 있는 상황을 무의미) ’

성으로 인식하고 이런 조건에 갈등한다 그는 잿빛 권태 의 삶을 살아왔. ‘ ’

다 즉 민준식의 내면에는 집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욕. ,

망이 자리한다 그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자세와 현실을 초월하려는.

욕망이 반영된 인물로 볼 수 있다.

비련 은 트리스탄과 이졸데 를 현대화한 영화로서 아래에서는 트〈 〉 〈 〉 〈

리스탄과 이졸데 와 목마른 계절 의 인물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 142)

141)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쪽, , , 165~166 .『 』

142) 심형보 네 안의 여자가 말을 걸다 휴먼앤북스 쪽 아래에, , , 2009, 109 .『 』

트리스탄과 이졸데 의 이야기는 이 책을 참조 이 책은 명화 속 여성들의 아.〈 〉

름다움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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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의 악극으로 잘 알려진 트리스탄과 이졸데 는 켈트족의 전설을 소〈 〉

재로 한 옛날 이야기로 서구 연애문학의 전형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로누아, .

의 왕자 트리스탄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으며 어머니도 그를,

낳고 곧 세상을 떠났다 콘월의 왕인 숙부 마르키 밑에서 지용을 겸비한 기.

사로 성장한 그는 아일랜드의 거인 몰오르트를 쓰러뜨리고 조국을 구한다, .

이후 숙부의 아내가 될 아일랜드 왕녀 이졸데를 데리고 귀환하게 된다 그.

런데 귀환 길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운명적 사랑에 빠진다.

이졸데가 숙부와의 첫날밤에 마셔야 할 사랑의 묘약 을 시녀의 실수로‘ ’

둘이 마시게 된 것이다 그것은 사랑과 죽음의 음료로 이를 마신 연인은. ,

하루를 못 만나면 병이 나고 사흘을 못 만나면 죽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졸데는 마르크의 왕비가 되고서도 트리스탄과 밀회를 한다 결국 둘의 사.

이가 발각되어 이들은 깊은 숲속으로 도망쳤는데 년 뒤 왕의 용서로 이졸, 3

데는 궁정으로 돌아가고 트리스탄은 추방된다 그러나 이졸데를 잊지 못한.

트리스탄은 병을 앓게 되며 연인을 데리고 올 사자를 보내놓고 그녀의 도,

착을 기다리다 숨을 거둔다 그가 죽은 직후 도착한 이졸데도 상심한 나머.

지 죽고 만다.

여기서 향아와 민준식 하진은 각각 숙부 아일랜드 왕녀 이졸데 트리스, , ,

탄에 대응된다 부잣집 친구 향아의 약혼자 사진을 보면서 질투를 느꼈던.

하진은 고녀 졸업식 날 향아로부터 자신의 약혼자를 지켜달라는 부탁을B ,

받게 된다 민준식은 학교 숲속에서의 두 번째 만남에서 마치 사랑의 묘. ‘

약 을 마신 것처럼 하진에게 기습 뽀뽀를 하였다 그 순간부터 하진은 그’ .

단순한 접촉에 기쁨을 느꼈다 그것은 경험 해본 적 없는 새로운 감각이었.

다.

준식의 무심한 동작에는 날카롭게 날이 선 관능이 비장되어 있었고 그 날이,

드디어 진이의 감각의 생경한 겉껍질을 찌른 것이다.

그녀는 뒤늦게야 얼굴을 붉히며 발딱 일어섰으나 창피하게도 호흡이 고르지

못했다 아릿한 아픔이 곁들었으면서도 비할 나위 없는 쾌미감의 여운은 아.

직도 싱싱하고 강렬하여 그녀는 거의 질식하고 말 것 같았다 그녀는 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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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벌렁 누워 있는 준식을 굽어본다.143)

바타유가 보기에,144) 인간의 에로티즘이 동물의 교미 행위와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 쾌감이라는 목적을 의식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쾌.

감이 목적인 이상 인간은 오직 생식을 위한 발정기에만 성적 결합을 시도하

는 동물과는 달리 시도 때도 없이 성적 결합을 시도하게 되었다 에로티즘.

은 절대적 목적이며 조건 없는 욕망이다 아기의 탄생 즉 생식이라는 자연, . ,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성에 탐닉하는 것이 에로티즘이며 이런 에로티즘,

을 추구하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인 것이다 하진은 이러한 신기한 쾌감으로.

인해 민준식을 사랑되게 되었다 그들의 세 번째 만남도 서울대 민청에서.

이뤄진다.

이건 이미 정해진 일이야 내 몸뚱이가 노동자의 몸뚱이와 어떻게 다른가“ .

를 벌거벗고 비교하는 일은 아주 필요한 일이야 적어도 나에게는 도저히. .

거역할 수 없어.”

드디어 진이도 그녀 힘으로 그를 어찌할 수 없음을 안다.

당신은 정말 미쳤군요“ ?”

맞았어“ .”

그 한마디로 그의 입은 굳게 닫힌다 지금 그를 어디론지 몰고 가고 있는 건.

사상 이념 이런 것하곤 또 다른 그의 내면 깊숙한 좀 더 본질적인 것과, , , ,

결부돼 있음 직하다.145)

둘은 서로 애무하기에 똑같이 격렬했지만 진이는 한층 필사적이었다 그녀는.

자기의 설득이 소용 없게 되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여자라는 것으로 그

를 잡아들 수 있기를 그에게 자기가 그만큼 매력적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

던 것이다.146)

143)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쪽, , , 20 .『 』

144) 유기환 조르주 바타이유 앞의 책 쪽, , , 144~145 .『 』

145)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쪽, , , 168 .『 』

146) 박완서 목마른 계절 위의 책 쪽, , , 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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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버린 것이다 이제 그는 없는 것이다 그녀는 분하고 참담했다 그를. . .

영 놓치고 만 것이 그리고 대담하게 과시한 자기의 여자로서의 매력이 그를.

붙잡아두기에 미흡했던 것이.147)

민준식은 하진이 쓴 자기소개서를 보고 그녀가 이미 빨갱이 로부터 전‘ ’

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이는 민준식과 함께 도망가자고 하였으나. ,

자유와 정체성을 찾아 사회주의에 투신하게 된 민준식은 하진을 거절하였

다 그의 눈이 잿빛 권태 에서 벗어나 생동하고 이글 거리는 눈으로. ‘ ’ ‘ ’

탈바꿈한 것은 자신이 꿈꾸는 세상에 대한 의욕과 정열 때문이다 하진은.

키스를 하며 민준식을 남게 하려 하였지만 지향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는 준,

식은 이성을 완전히 놓아버린 채 관능적으로만 행동하지 않았다 진이도 준.

식은 사랑보다 이념이 우선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민준식은 자신의 부유한 집안 환경 때문에 좌익에서 날개를 피지

못하고 인민군이나 의용군에 참가한다 둘은 월북 직전에 재회하게 되는데, . ,

그는 패잔병이 되어 양말조차 신지 못한 채로 하진 앞에 나타난다 그때 하.

진은 민준식에게 또다시 사회주의로부터 도망칠 것을 요구한다.

진이는 발작적으로 민준식의 품에서 몸을 빼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도망가요 네 오늘 밤 지금 곧 우리들이 감쪽같이 숨을 수 있는 집은 얼“ , . , ,

마든지 있지요 다시는 준식 씰 놓칠 순 없어요. .”

안 돼 특무장이 눈치채고 있어 우리가 없어지면 진이네 식구가 무사할“ . .

것 같아?”148)

이 더러운 동족상잔의 전쟁에 어차피 남자는 어느 편이고 선명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인민군대는 내가 선택한 내 편이야 자기편 선택이 선명치 못, .

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진이 오빠 꼴이 되고 마는 거야.”149)

147)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쪽, , , 169 .『 』

148) 박완서 목마른 계절 위의 책 쪽, , , 339 .『 』

149) 박완서 목마른 계절 위의 책 쪽, , , 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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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이 통에 무슨 약속을 할 수 있을까 옳지 죽지 말자고 어떠한 일이“ ? , ,

있더라도 죽지 말자고 그거나 약속하지 어때 됐어 그럼 가자구 어서 골. ? ? . .

목 밖까지 같이 갈까?”150)

위 인용문은 진과 민준식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대목이다 진이는 다시 공.

허를 느끼고 싶지 않아 민준식과 헤어지려 한다 그러나 민준식은 남자가. “

자기가 선택한 자기편을 배반할 땐 여자와의 사랑이라든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라든가 이를테면 세속적인 행복에의 욕구 말고 좀 더 결정적인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한 다고 하면서 계속 좌익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 한다” , .

다음으로 염상섭의 효풍 과 목마른 계절 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 』

효풍 은 새벽바람이 부는 해방조선 의 현실은 신산하지만 새벽이 지‘ ’ ,『 』

나 개동의 여명 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새벽바람은 잦아들고 모든 것들이‘ ’

제 살이 제 자국 을 찾아들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염상섭은 기구하고‘ ’ . ‘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참담한 새벽바람이 부는 현실에 대한 생활기록’ ‘ ’

을 쓰고 있지만 해가 뜨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질서를 찾기 위한 고민과 노,

력을 담고 있다.151)

앞서 말했듯 한발기는 한반도의 전시 상황 하에서 이해와 사랑에 목마른,

모습을 말한다 이해와 사랑이 결여된 땅덩어리에는 생명의 결핍이 나타난.

다 한발기는 가문 땅에 무엇을 심어도 자라지 못하는 시기이지만 결국 언. ,

젠간 지나갈 자연의 한 시기일 뿐이다 박완서는 좌우익의 이념 충돌에 의.

한 전시의 참혹한 모습을 한발기 즉 목마른 계절로 명명함으로서 이 역시, ,

언젠가는 지나가게 된다는 작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

효풍 은 해방 후 염상섭의 첫 장편소설로서 해방공간의 혼란이 극에,『 』

달해가던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자유신문 에 연재되었다1948 1 1 11 3 .『 』

년은 한반도에 통일 국가 건설이 무산되면서 월에는 대한민국정부가1948 , 8

수립되었고 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혼란의 시기였, 9

다.152) 효풍 은 이러한 시기의 풍경을 담고 있다 영어교사 출신으로 골.『 』

150)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쪽, , , 341~342 .『 』

151) 염상섭 작가의 말 효풍 자유신문, , , , 1947. 12. 3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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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품상에서 일하면서 미국인 베커와 친분을 유지하는 혜란 좌익 색채를 띤,

신문사에서 근무하며 마지막에 월북하는 화순 혜란의 약혼자이면서 화순과,

관계를 가지는 병직 혜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미국인 무역상 베커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다.

목마른 계절 의 본래 제목은 한발기 로 년 월부터 년1972 7 1972『 』 『 』

월까지 여성동아 에 연재되었다 년에 단행본으로 묶어 내면서11 . 1978『 』

이름을 바꾸었는데 연재본의 월 장을 손보아 고치고 연재본에 없었던, 4「 」

월 장을 더했다5 .「 」 153) 이 두 작품은 모두 이념의 갈등과 연애의 삼각구

도가 결합된 이야기이다 본고에서는 이 두 작품을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

과잉의 이데올로기 에너지 로 인한 전쟁 또는 집단 폭력 파괴 이 초래한 죽( ) ( )

음까지 인정하는 삶의 에로티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마른 계절 하진. 『 』

이와 민준식 향아는 사랑의 삼각관계의 구도를 가지게 되지만 이 삼각구, ,

도에서의 향아의 등장횟수는 많지 않다 향아는 이념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향락에만 집중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효풍 에서 여학교 영어선생 혜란은 교제하던 병직이 좌익색체를 가진『 』

신문사에서 근했었다는 이유로 빨갱이 로 몰리며 학교에서 해고된다 한‘ ’ .

편 병직은 새 신문사로 이직을 하였지만 전 신문사 동료였던 화순과 여전,

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낸다 좌익계열인 전 신문사에서 일하는 화순.

은 좌익 인물로 그려진다 그녀는 수배 중인 좌익인사를 숨겨주려다가 경찰.

서에 끌려가 조사까지 받았다 베커는 이런 화순과는 달리 무역기관에서 일.

하고 있었으며 어린 시절에는 일본에서 오리엔탈리즘에 빠진 바 있다 이진.

석은 베커를 통해 대미무역을 하고자 하며 그에게 혜란이를 소개시켰다, .

김종욱154)은 혜란을 중심으로 한 베커 혜란 병직의 삼각관계와 병직을 중- -

심으로 한 혜란 병직 화순의 삼각관계를 다룬바 있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 .

152) 강영훈 염상섭 장편소설 효풍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 』 」

2014.

153) 임혜자 박완서 소설연구 주제의식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 ,「 」

박사학위논문, 2011.8.

154) 김종욱 작품해설 효풍 글누림출판사 쪽, , , , 2015, 43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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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작픔을 고찰하였다.

효풍 에서 정통한 교육가인 혜란의 아버지 김관식과 일제 강점기에 도『 』

회의 의원을 지낸 친일파 출신인 병직의 아버지 박종렬은 오랜 친구이다.

하지만 김관식은 일제 강점기에 도의원을 지내고 해방 후 양조장을 하면서

미국과의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정계에까지 손을 뻗치는 박종렬을 고

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다 특히 일제 강점기의 행적을 감추고 미국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해방 이후의 행태에 대해 더욱 못마땅하게 여긴다.

목마른 계절 에서 향아와 민준식 또한 부모의 소개를 통해 자신의 신분『 』

에 맞는 약혼자를 만나게 되었다 향아는 민준식이 약혼자인 것에 만족했지.

만 준식은 향아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나중에 향아의 아버지가 빨, .

갱이에 의해 죽었고 이 때문에 향아의 집안은 좌익을 반대하는 입장이 되,

었다.

효풍 에도 애정문제를 중심으로 서로 약혼한 사이에 있는 남녀를 매개『 』

로 한 두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리고 미래를 약속한 두 남녀 주인공.

에게는 여러 가지 역경이 도사리고 있다 인물간의 이념적 갈등 오해와 다. ,

툼 집안의 반대 혜란에게 미국 유학을 권하는 베커와 병직에게 월북을 권, ,

하는 화순 등으로 인해 둘은 이별의 위기를 겪게 된다 그러나 두 주인공은.

이념과 사랑 사이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작품은 두 남녀의 결합을 암시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목마른 계절 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매개로 한국전쟁의 참혹함『 』

을 보여주는 가운데 애정문제도 삽입하고 있다 민준식과 하진의 마지막.

만남에서 하진은 민준식과 도망가려 했지만 준식은 이념과 사랑의 갈등에,

서 끝내 이념을 선택한다 이로 인해 둘은 이 전쟁 통에서 살아남자는 약속.

을 하며 이 소설은 민준식이 돌아올 수 있다면 결합할 수도 있으리라는 결,

말을 암시한다.

그렇지만 이 동족간의 전쟁의 잔학상은 그대로 알려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

해요 특히 오빠의 죽음을 닮은 숱한 젊음의 개죽음을 빨갱이라는 손가락질. ,

한 번으로 저 세상으로 간 목숨 반동이라는 고발로 산 채로 파묻힌 죽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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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없는 즉결처분 혈육간의 총질 친족간의 고발 친우간의 배신이 만들어, , ,

낸 무더기의 죽음들 동족간의 이념의 싸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런 끔찍한 일들을 고스란히 오래 기억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요 무엇 때문에 무용담이나 훈장도 허구 많은데“ ? ? .”

그야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한동한 무용담 훈장이 판을 치겠죠 또 싸움터“ , .

에 꽃핀 휴머니즘 이야기라든가 전쟁 중에 치부한 이야기 같은 것까지도 그.

렇지만 그런 이야기란 자칫하다간 사람마다에 잠재한 호전성이랄까 영웅심이

랄까 그런 걸 자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란 해볼 만한 거. ‘

다 라는 생각까지도 갖게 할지도 모르죠 전쟁이란 해볼 만한 거다 얼’ . ‘ ’

마나 철딱서니 없는 위험한 생각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빠의 죽음의 경.

우 같은 참혹의 기억 학살의 통계 어머니의 경우 같은 후유증 이런 것만이, , ,

전쟁을 미리 막아보려는 노력과 인내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거예요.”155)

박완서에게 있어서 전쟁은 시체 무더기 학살 혈육 간의 총질 친족 간의, , ,

고발 친우 간의 배신으로 점철된 끔찍한 일들의 총체이다 그래서 그녀는, .

전쟁의 진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통하여 전쟁을 반대하는 작가의 관념,

을 하진이의 입을 빌어 제시하였다 동족 간에 전쟁을 벌이는 것은 결국 염.

상섭이 바라는 민족 단결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염상섭에게 있어서 한민족은 하나의 혈연으로 이루어진 민족이기에 민족

단결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는 이러한.

점을 소설 속에서 가족의 문제로 환원시켜 주장하고 있다 민족적 단결을.

방해하는 불신과 증오 이데올로기로 인한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사회,

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염상섭은 혜란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기의 견해

를 밝혔다.

당신처럼 마음의 삼팔선 을 가지면 나 같은 진국도 기회주의자나 이중“ ‘ ’

인격자로 뵈구 세상에는 화순이 같은 여자는 둘도 없이 보이시기도 할 거지

마는 난 그 마음의 삼팔선 에서 초월할 수가 있거든여요‘ ’ ”156)

155)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쪽, , , 431~432 .『 』

156) 염상섭 효풍 실천문학사 쪽, , , 1998, 191 .『 』



- 62 -

혜란의 표현대로 삼팔선은 도처에 놓여 있다 일단 선행되어야 하는 일은.

마음속에서 삼팔선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삼팔선은 이념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불신과 증오의 감정을 의미한다 염상섭은 혜란.

의 입을 통하여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삼팔선 을 넘는 것이 첫‘ ’

과제라고 말하였다 염상섭은 시종 혜란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다 혜란이. .

역경을 이겨내어 병직과 화해한 것은 이해와 사랑 때문이다 효풍 은 이. 『 』

해와 사랑의 에로티즘으로 과잉된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고 민족적 단결을 도

모해 외세의 억압에서 벗어나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견해를 보여주었

다.

염상섭의 사상이 투영된 인물이 병직이다 병직은 외세를 통해 민족적 자.

결을 유지하면서 한민족의 통일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자신의 길을 혜란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병직은 그간의 정치적인 입장과 애정문제에 대한 방.

황과 갈등을 정리하고 혜란을 선택한다 혜란 역시 베커에게 잠시 흔들렸지.

만 병직을 배반하지 않았다 외세의 영향에서 벗어난 혜란과 민족적 분열, .

을 야기하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병직 이 두 사람의 재결합을 통해 염,

상섭은 주체적 민족의식의 발현과 통일국가를 건설 의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이전에 쓰인 효풍 은 한나라로 통일되지 못하여도 협6·25 『 』

력의 관계를 주장하였지만 목마른 계절 에서는 염상섭과 같은 생각이, 『 』

실제에 적합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쟁에서 이데올로기 과. 6·25

잉인 사회는 사랑의 결핍으로 목말랐다 는 이데올로기의 과잉으로. 6·25

인한 전쟁이다 바타유에 따르면 과잉은 일종의 결핍이다 또한 이데올로기. , .

의 과잉으로 선택권을 가지지 못한 당시의 대다수 사람들은 정권에 의해 이

데올로기를 강제로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은 자유의 선택이 아닌 살아.

남기 위한 선택으로 이들에게는 확고한 이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념도 없.

는 이들은 생활의 굶주림에 시달리며 살아남기 위하여 정권 교체에 따라 자

신 또는 자신의 가족의 길을 선택해야 했다 혼란의 시대에 진정한 사랑은.

결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진과 민준식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데올로기의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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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자기의 이념 상실 때문이었다 비록 민준식은 좌익을 선택하였지.

만 그 또한 자신의 선택이 맞는지 모른다 따라서 민준식이 떠난 진정한, .

이유는 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념을 찾기 위해

서이다 이와 반면에 하진은 이미 좌익이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은 다는 것.

을 깨달아 자연스럽게 우익에 귀속되었다 자신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를.

찾은 하진은 이데올로기의 결핍에서 벗어났다.

에너지는 일정한 양을 유지한다 즉 이데올로기가 과잉되면 사랑이 결핍. ,

된다 는 바로 정신적인 사랑이 결핍한 시대로서 사람들이 정권 쟁탈. 6·25 ,

에만 눈 먼 시기였다 하진은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전쟁터에서 벗어나.

고 싶어 한다 비련 의 제시가 이를 입증한다 박완서는 영화 비련. .〈 〉 〈 〉

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 지고의 가치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이 영화를 본.

주인공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융합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해소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민준식은 아직 자신의 이데올로.

기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기에 그는 전쟁이 안겨준 공포를 극복하.

기 전에 우선 자신을 정시하여야 했다 민준식이 북쪽으로 간 이유도 여기.

에 있다 바타유에 따르면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 ,

인할 수 있다 작가는 남녀 주인공을 통하여 확고한 이념이 있어야 명확한. ,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쟁을 정시할 때 비로소 극복의 길,

을 모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에로티즘은 죽음까지의 삶으로 죽음과 삶은 대립이면서도 서로 전환된,

다 인간은 고립적이며 고독한 개체로 사랑을 통해 인간과의 유대를 가진.

다 에너지의 과잉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지혜로운 에너지 소모를 통해 막을.

수 있다 에너지의 소모는 죽음에 이르는 에로티즘에 의하여 융합으로 추구.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연인들의 육체적 융합은 심정적 공감의 영역으로 연,

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추구는 죽음을 끌어들인다 사랑. .

에 빠진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육체적 결합과 심정적 결합을 통해

완전한 융합과 연속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의 융합을.

통한 연속성에의 접근은 한 순간일 뿐 인간은 결국 불연속인 개체로 회귀,

된다 그리하여 연인들은 끊임없이 융합을 추가하려 한다 궁극적인 에로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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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은 근원은 바로 번식과 잉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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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의 죽음 을 통한 이기주의의 성찰 그해 겨4. ‘ ’ -『
울은 따뜻했네』

한국전쟁 및 전후 사회의 이기적 병리학4.1

박완서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57)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사상인 유

교사상의 상실과 인성의 왜곡을 보여주었다 이 소설은 이산가족의 상처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 본성 및 욕망까지도 간파해내는 남다른 문제의식

과 통찰력을 작품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많은 독자층으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특히 이 소설은 전후 중산층의 허위성을 드러내고 이기심이 만연했던 시대,

적 상황을 제시하였다.

전쟁기간 중에 발생한 국군과 유엔군의 인명손실은 만 여 명이나 되77 6,000

었으며 북한군과 중공군의 인명피해도 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 200

었다 뿐만 아니라 전투원 아닌 민간인의 경우도 남한 만여 명 북한. 100 ,

만 여 명 등 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남북한의 인구를 합150 250 .

해 만여 명 중에서 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었다2,500 10% .158)

여기에다 개인의 가옥과 재산은 물론 미미한 수준에 있던 국가 기간산업 시,

설과 공공시설마저도 송두리째 파괴되어 재산 손실만도 억 달러에 이른320

다 또한 만의 피난민과 만의 전쟁미망인 만 명의 전재고아 등은. 320 30 , 10

사회적 기반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이었다.159)

전후 남한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전쟁은 남한의 모든 것을 바뀌 놓았.

다 국토가 좁은 남한에서도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있.

157) 년 한국일보 에서 연재 년 민음사에서 출간 년 세계사에1982 . 1983 . 1994〈 〉

서 박완서 전집을 첫 출간하였고 본고에서는 앞서 말한 듯이 민음사의 판본으,

로 결정하였다.

158) 최용호 최용성 전쟁의 이해 양서각 쪽, , 6.25 , , 2008, 475 .『 』

159) 최용호 최용성 위의 책 쪽, ,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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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전쟁이전 북한으로부터 월남하는 인구의 대량유입과 후퇴로 인한. 1.4

중부권 인구의 이동 그리고 전후 도시화로 인한 인구이동이 그것이다.160)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기반 상실과 함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시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벅찼다 이로 인해 년대까지 국. 1960

가의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다r .

따라서 남한의 사회는 전쟁의 거대한 분수령을 넘어 오면서 과거의 봉건주의

적 잔재가 무너지고 시장경제 질서에 의한 산업자본이 새롭게 형성되는 계기

가 되었다 또한 전란이 가져온 심리적 불안과 초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

고한 반공이념을 심어주었다.161)

년 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한국 전쟁은 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치열3 1 2

하고 참담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쟁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수많은 생명과 재산의.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고아와 과부 피난민과 빈곤 속의 사람들이, ,

발생했고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다 또한 전후에, .

이어지는 자연 재해와 전염병의 만연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렸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는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쓴『 』

소설이다 이 소설은 수철 수지 오목 수인 세 남매를 중심으로 전쟁이라. , , ( ) ,

는 상황에서 빚어졌던 가족의 분열상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소설에서는 자.

신이 살기 위해 민족 간 가족 간 동기간에 서로를 부정해야 했던 전쟁의, ,

아수라장에 던져졌던 여자 아이 를 주인공으로 삼아 가족해체의 비극성‘ ’

을 서술하고 있다.

전쟁으로 주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던 시절 일곱 살 난 수지는 동생 오

목이와 잦은 아귀다툼 끝에 후퇴의 피난길에서 잡고 있던 오목이의 손1.4

을 고의적으로 놓아버린다 전쟁이 끝나자 아버지의 유산덕분에 나름대로.

살 수 있었던 수지는 대학 동창인 애인 인재를 만나다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를 버리고 조건이 좋은 기옥과 결혼하는 등 속물적이고 비인간적인 면을

160) 최용호 최용성 앞의 책 쪽, , , 476~477 .

161) 최용호 최용성 위의 책 쪽, ,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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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낌 없이 발휘한다 수지가 인재랑 짧지 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녀의 위선적인 가면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면을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고.

자 하는 삶을 버릴 수 없었다 전쟁의 곤란과 고통을 겪은 수지는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었으며 어릴 적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에 그,

녀는 착한 사람으로 자신을 위장하였다 그 위장의 내용은 불우이웃돕기. ,

고아원 방문을 하는 등등의 자선행위들이다 그녀의 위선의 여동생 수인을.

애타게 찾아 고아원을 헤매는 부분에서 막상 그녀를 찾게 되자 외면해버리,

는 모습으로 절정에 달한다.

세상에 수진 착하기도 하지 동생하고 나눠 먹는 것 좀 봐. .『 』

어른들은 이렇게 수지가 오목이한테 빼앗기는 것을 신통한 재롱 보듯이 즐겼

다 또. ,

수지 좀 봐라 두살 터울밖에 안되는 동생한테 언니 노릇을 얼마나 잘하.『

나 기특하고 앙증맞기도 하지. .』

이렇게 자기 자식을 타이르는 데 수지를 본보기로 삼기도 했다 수지는 보통.

아이였다 갑작스러운 애정의 공백상태에서 오목이와 마찬가지로 심한 허기.

증을 앓고 있는 보통 아이지 어른들이 추켜세우는 것처럼 특별히 착한 아이

가 아니었다 보통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만들어준 착한 아이 노릇에 몰.

리고 있을 뿐이었다.

오목이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착한 아이 노릇에 지친 수지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방정맞은 생각은 한번 떠오르기가 잘못이었다. .162)

언니가 여동생을 버리는 잔혹한 년의 겨울을 그해 겨울은 따뜻했1951 『

네 라는 지독한 반어에 담은 이 소설은 인간의 이기와 분열 그리고 생존,』

위선을 일찌감치 간파해 버린 작가 박완서의 서술로 시작한다 이 작품은.

지금까지 우리가 품어왔던 가족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족관을 제시하고

있다 헤어진 가족은 꼭 다시 만나야 하고 가족의 품은 따뜻하리라는 인식.

을 뒤집는 상당히 충격적인 고발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전쟁이나.

162)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앞의 책 쪽, ,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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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가 만든 단절 못지않게 외면에 의해 생긴 문제를 형상화하였다.

그들이 패주하면서 반동들을 쏴 죽여서 한꺼번에 쓸어 넣은 구덩이가 뒷산에

서 발견됐다는 소문이 역병 초롬 흉흉하게 온 동네에 퍼졌다 행방불명( ) .疫病

된 사람들의 가족이 시신이라도 확인하려고 아니 시신만은 안돼 있음을 믿,

어보려고 핏발 선 눈을 부릅뜨고 너도 나도 뒷산으로 치닫는데 한씨댁이 단

신 따라나선 것도 용기라기보다는 꿈속같은 몽롱한 의식 때문이었다.

구덩이는 그 속엣것이 여기저기서 비죽댈 마큼 얇게 덮어 있어서 발견하기도

쉬웠고 파헤치기도 쉬웠다 죽은 사람들은 차곡차곡 누워 있기도 하고 곧추. ,

서거나 물구나무서 있기도 했고 절반으로 꺾여 있기도 했다 아직도 안 죽은.

사람이 불사조처럼 목청껏 울며 사지를 퍼득대며 살아나기도 했다 여러 사.

람이 힘을 합해 죽은 사람들을 땅위로 끌어올려 한줄로 뉘었다 죽어서 하늘.

보는 무수한 사람 속에 한남석씨는 섞여 있지 않았다.163)

몇 번 붙들려 갔다가 풀려났다가 하는 사이에 한남석씨의 심신이 얼마나 엉

망으로 망가져 있나를 한씨댁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희망도 절망도 할 수 없는 상태 희망과 절망에서 사정없이 육신을 찢기는,

것 같은 고통 때문에 그녀는 거의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 아이들 때문에라.

도 정신 차리고 몸을 돌봐야 한다고 친척들이 격려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지

만 한씨댁에겐 아이들이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164)

반동으로 몰려 수차례 끌려가 매 맞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수지의 아버

지는 북한 인민군이 패주 수복 직전 하면서 반동자들을 모조리(‘9·28 ’ )

총살하고 한꺼번에 쓸어 넣은 구덩이 속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행방불명.

된 사람들의 가족이 시신이라도 확인하려고 몰려든 구덩이에는 죽은 사람이

차곡차곡 누워있기도 하고 곧추서거나 물구나무서 있기도 했으며 절반으, ,

로 꺾여 있기도 했다 아직 목숨이 붙어있었던 사람이 목청껏 울며 불사조.

처럼 사지를 퍼덕이며 살아나기도 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죽은 사람.

163)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앞의 책 쪽, , , 12~13 .『 』

164)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위의 책 쪽, ,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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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땅 위로 끌어올려 한 줄로 누이며 가족의 얼굴을 찾아 살폈다 이.

끔찍한 역사를 위해 힘을 합쳤던 사람들은 희망과 절망으로 양분되었다 가.

족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절망의 통곡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수지의 아버지는 살아있을 리 만무했다 한 씨. . ‘

댁 수지의 어머니 은 남편을 잃은 슬픔과 수많은 비명의 죽음을 목격한’( )

충격으로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 이에 수지와 동생 오목은 부모의.

애정으로부터 공백 상태에 놓인다 그것은 전쟁 상황 속에서 두 자매에게.

허기증으로 나타난다 이는 년 겨울에 전쟁에 의한 추위이며 전쟁에. 1951 ,

의한 사랑의 목마른 허기증이다.

한 씨댁의 친정집에선 인심좋은 부농답게 아무리 많은 군식구가 북적대도 싫

은 내색 안하고 배불리 먹이고 등 뜨뜻하게 재웠다. ( )……

누구나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자마자 곧 헛헛해했

다 어른들은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서 제 몫의 밥 한그릇을 비우고는.

남기기가 뭣해서 억지로 다 먹은 척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헛헛증

은 적나라했다.

끼니를 못 참고 걸근대다가 끼니때가 되면 남의 밥그릇까지 탐내는 문자 그,

대로 아귀 다툼이 벌어졌다 먹어도 먹어도 허기가 진 아이들은 몸은( ) .餓鬼

비쩍 마르고 배만 맹꽁이처럼 불렀다 수지도 오목이도 그런 아이들이었다. .

이들 자매는 그래도 이 집 군식구들 중에선 가장 가까운 외손녀들이어서 외

할머니가 끼니 외에도 구미구미 주전부리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빠

진 허기증은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더 하면 더했다.

남편을 졸지에 잃은 슬픔과 수많은 비명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에서 아직 헤

어나지 못한 한씨댁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애정의.

공백 상태가 수지와 오목의 허기증을 곱절로 만들고 있는지도 몰랐다.

난리가 나면 어른은 배 곯아 죽고 아이들은 배 터져 죽는다더니 .『 …… 』

어른들은 끼니 때마다 게눈 감추듯이 제 밥그릇을 비우고 어른 밥그릇을 넘

보는 아이들을 이렇게 개탄하면서도 몇숟갈의 밥을 자식들을 위해 덜어주는

걸 잊지 않았다 그러나 수지네 삼남매에겐 그렇게 해줄 어른이 없었다. .165)

165)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앞의 책 쪽, ,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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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는 보통 아이였다 갑작스러운 애정의 공백상태에서 오목이와 마찬가지.

로 심한 허기증을 앓고 있는 보통 아이지 어른들이 추켜세우는 것처럼 특별

히 착한 아이가 아니었다 보통 아이이기 때문에 수지는 마치 몰이꾼에게 몰.

리듯이 착한 아이 노릇에 몰리고 있을 뿐이었다.

오목이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착한 아이 노릇에 지친 수지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방정맞은 생각은 한번 떠오르기가 잘못이었다. .166)

아버지가 실종된 후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수지와 오목은 그 애정

의 공백 상태로 인해 허기증을 겪으며 식탐으로 그 공백을 채우려 하였다, .

그 현기증이 더 심했던 오목은 수지의 것까지 뺏는다 수지도 자신의 물건.

에 욕심이 있기 마련인 보통 아이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착한 아이 라, ‘ ’

는 이름으로 수지가 양보하기를 부추긴다 착한 언니 수지를 칭찬하며 언니.

노릇의 본보기로 삼았다 그러자 수지는 동생을 이해하듯 자신의 음식을 내.

주면서도 자신의 음식을 지키기 위해서 오목이를 버리려고 하는 위선을 발,

휘한다 피난 가는 사람들 속에서 수지는 결국 오목을 버리고 만다 어린. .

나이에 동생을 버린 수지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훗날 죄의식으로,

전환되어 오목이를 통해 자기의 과거를 정시하지 않으려 한다 심지어 수지.

는 자신이 동생의 손을 고의적으로 놓은 것까지 부정하려 했다 수지는 오.

목이를 버린 날부터 심리 질병에 앓게 된 것이다.

오목이 고년 때문이라니까 잘 없어졌다 그런 애물은. . .『 』167)

오목이를 버린 수지가 죄책감에 휩싸일 때 할머니는 그들이 낙오하게 된,

탓을 오목이에게 뒤집어씌우며 저주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처럼 처진 피난.

민이 아주 없는 건 아니어서 드문드문 만났다가도 곧 헤어졌다 황망히 그.

들을 앞질러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지 때문에 아무래도 어른들끼리의 걸.

166)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앞의 책 쪽, , , 15 .『 』

167)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위의 책 쪽, ,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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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만 못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오목이가 없어진 걸 터놓고 다행스러워.

했다 할머니의 이런 발언에 수지도 어느 정도 죄책감을 덜 수 있었다. .

오목이 고년 잘 없어졌지 걸리기에도 업고 가기에도 반지빠른 나이거.『

든.』

피난통에 다섯살이란 나이는 걸릴 수도 업을 수도 없는 애매한 나이라는 의

미밖에 지니지 못한다는 데 수지는 전율했다 그러나 곧 속으로 미소하며 편.

안해졌다 자기 역시 일곱살이 된지 며칠 안됐고 걸음이 시원치 않아 지금.

식구들을 뒤처지게 하고 있었다 자기 역시 할머니가 마음 한번 먹기 따라서.

얼마든지 내버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수지를 두렵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편

안하게 했다 수지는 좀 전에 혼자서 감쪽같이 저지른 나쁜 짓의 유력한 공.

모자를 얻은 기분이었다 난리 통의 모든 사람들은 공모자였다 인두겁을 쓴. .

짐승이었다.168)

이러한 혈육 간의 분열과 해체는 전후 시대에 팽배했던 삶의 한 방식이

다 할머니의 말에 수지는 자신도 오목이처럼 버림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

다 오목이 다음으로 걸음을 빨리 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 .

러나 이러한 두려움에 동반된 것은 할머니에 대한 동질감이었다 할머니도.

오목이를 불필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오목이가 사라진 것을 다행이라고 생,

각하는 점이 수지에게는 위안을 주었다 할머니의 말은 자신이 한 일이 옳.

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죄책감을 감소시켰기에 수지는 할머니에게서 동질감,

을 느꼈던 것이다 어린 수지는 자기만 동생을 버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

동생을 버리고 싶어 하는데 자신이 대신해서 버렸다는 것으로 자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위로는 오목이 다음으로 모두의 발목을 잡는 자신도 언

젠가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공포와 동반되었다 이에 수지는 인두겁을 쓴. ‘

짐승 과 같은 자신과 사람들의 모습을 두려워했다’ .

네 식구 중 한 명 엄마가 죽어 있었다 한씨댁의 주검은 참혹했다 할머니와, . .

168)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위의 책 쪽, , , 2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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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몸부림쳐 우는데도 수지는 따라 울지 않았다.

천벌이다 아아 천벌이다! , .

수지는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자기가 천애의 고아가 됐음을 이렇게 받아들였

다 그것은 차마 눈뜨고는 못볼 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말똥말똥한.

시선으로 그것을 보았고 비로소 속속들이 편안해지고 있었다 나쁜 짓을 하.

고 응분의 벌을 받았을 때처럼.

그후 나이먹음에 따라 다만 먹을 것을 빼앗기는 게 싫어서 동생을 일부러 내

다버렸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대가 종종 있었다 일곱살에 차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169)

동생을 버린 수지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빠지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오.

목이를 버린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위선의 가면이 습관화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역시 수지에게 착한 사람의 면모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수지는 나.

쁜 일을 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이치를 알고 있었다 이때 마침 벌 이. ‘ ’

내려왔다 수지의 어머니가 폭격에 비참하게 죽은 것이다 수지는 자신의. .

아버지 잃은 뒤부터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한 어머니 가 자신을 대신해서‘ ’

천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어려 오빠처럼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은 기억과 감정이 많지 않았던 수지는 어머니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

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런 벌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그녀는 이미 자신.

이 저지른 죄의 값을 치렀다고 어머니의 죽음을 합리화 시켰다.

실상 누구의 일곱살이나 다 그렇듯이 수지의 일곱 살적 일도 그렇게 똑똑하

게 생각나는 건 아니었다 동생의 손을 놓쳤는지 일부러 놓았는지 갈수록 아.

리송했다.

옆에 아무리 눈밝은 목격자가 있어다해도 그걸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난리중의 혼잡 속에서 동생의 손을 놓은 게 아니라 놓쳤다고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대의 상황으로 보나 그때의 연령으로 보나 놓은 것.

보다는 놓친 게 훨씬 자연스러웠다.170)

169)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앞의 책 쪽, , , 23 .『 』

170)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위의 책 쪽, ,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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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의 기억은 생생하지 못하다 수지는 어른들에게 인파에 오목이.

를 놓쳤다고 했다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말하는 자도 그것을 진실로 착.

각하게 되는 것처럼 어린 아이의 어렴풋한 기억에 수지는 동생을 놓친 거,

짓말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신경증에 시달린 수지는 결국 어떤 것이 진실인

지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고 수지와 수철이는 동생에게 진.

실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오목이에게 도움을.

줄 뿐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가정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오목이의 이름,

을 절대로 부를 수 없었다.

수지는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죄책감으로 어른이 된 후에도 신경증의

증상을 보인다 그녀는 현재 일곱 살과 다섯 살의 두 아이를 둔 엄마이다. .

초가을 어느 청명한 오후 거실에서 놀다 심심해진 작은 아이가 형이 보던,

만화책을 뺏어 찢어 버리자 형은 동생을 깔고 앉아 패주기 시작한다 아이.

들의 싸움이 계속되자 뜨개질을 하던 수지는 흥분하여 큰아이의 멱살을 잡

고 모질게 따귀를 때리며 나동그라진 큰아이에게 발길질을 가한다 갑자기.

벌어진 괴상하고 처참한 사태에 놀란 작은 아이는 엄마의 발에 매달리지만

가볍게 뿌리치고 다시 큰아이를 짓밟으려 한다.171) 겁에 질린 아이들과는

딴판으로 엄마 수지의 얼굴에는 어두운 쾌감이 미소처럼 번지고 있었다 영.

문도 모르게 벌어진 이 난장판에 남편이 덤벼들어 아이들로부터 가까스로

아내를 떼어낸다 수지는 힘을 못다 푼 폭력배처럼 아이들을 향해 벼르면서.

어깨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171) 일곱 살에 동생을 버린 데 대해 죄의식을 지니고 있던 수지는 일곱이라는‘ ’

숫자에 강박관념을 가진다 일곱 살과 다섯 살인 아들들이 싸우자 일곱 살인 첫. ‘ ’

째를 향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아이에게 폭력성을 보인다 또한 탐정소설‘ ’ .

을 즐겨 읽는 수지는 살인자의 수법이 세련되고 죄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며

흥미를 느끼지만 일곱번째 살인 장면에서만은 눈물을 흘린다 여기서 일곱 이‘ ’ . ‘ ’

란 숫자는 수지의 죄의식을 환기시키는 숫자라고 볼 수 있다 그녀는 일곱 살. ‘ ’

때 오목이를 버린 죄의식 때문에 일곱이란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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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미쳤소 아이들한테 도대체 그게 무슨 짓이오? ?『 』

석이가 혁이를 죽일지도 몰라요 석이를 더 혼대줘야 돼요? .『 』

아내는 섬뜩하도록 배타적인 얼굴로 남편을 노려보고 말했다.

( )……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석이하고 혁이는 두살 터울의 친형제간이야 우리? .『

들의 아들이고 좀 개구장이들이긴 하지만 요새 아이들치곤 얌전한 편이야.

서로 우애도 있는 편이고.』

석인 일곱살이에요.『 』

일곱살이 어쨌다는 거야?『 』

동생을 죽일지도 몰라요.『 』

미쳤군 정말 미쳤어 한번만 더 그런 소리를 하면 당신의 정신상태를 의. , .『

심하겠어.』

( )……

그럼 어디서부터 그 기발한 발상이 비롯됐소?『 』

저에게도 일곱살 적이 있었으니까요.『 』

나에게도 일곱살이 있었소 일곱살이 되기 전에 죽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일곱 살은 있지.』

내 일곱살은 당신의 일곱살하곤 달라요 어느 누구의 일곱살하고도 달라.『

요.』

아내가 구호를 외치는 투사처럼 한껏 씩씩하고 자신있게 목청을 돋웠다.

( )……

나는 당신 일곱살 때 누굴 죽이려 했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겠소 그렇지만.『

당신의 일곱살로 남의 일곱살을 헤아리지 말기를 바라오 더군다나 우리 아.

들의 일곱살을 헤아리고 간섭하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 그리 알아

요.』

( )……

내가 왜 이러지?『 』

아내는 자신의 심상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평화로움에 의해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방금 부린 추태를 생각하고 심한 수치감에 사로잡혔다 그녀. .

는 자신의 이런 혼란을 남편이 너그럽게 토닥거려 주길 바랐다.172)

172)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앞의 책 쪽, , , 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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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들의 싸움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녀는 일곱 살인 맏이가 다섯

살인 동생을 밤에 몰래 목 졸라 죽이는 꿈을 꾸다가 수시로 가위에 눌린다.

그녀가 다섯 살짜리 오목을 내다 버린 것도 일곱 살 적이었다 그녀의 두.

아들이 일곱 살 다섯 살이 되던 해에 그녀의 이런 악몽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다 형제끼리 대단치 않은 말다툼이나 손찌검에도 이런 악몽은 생생하.

게 겹쳤다 남편 기욱은 이러한 수지를 한 번도 이해하려들지 않았다 한편. . ,

수지는 남편의 사랑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또한 남편과의.

사랑 또는 에로티즘으로 연속성에 도달하여 심정적인 위로를 받으려 한 것

이다.

그러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언제부터랄 것도 없이 그 낮은 음성속에 가,

시를 숨기게 됐다 가시에 찔린 쪽에선 싸움 끝의 달콤한 화합 대신 고약한.

피해의식을 품게 되고 그걸 보상받기 위해 다음엔 손톱을 숨기고 손톱에, ,

할퀴어진 쪽에선 비수를 숨기게 됐다.

숨기는 흉기가 악랄해질수록 후유증도 심각해졌다 서로 자기가 상대방을 상.

하게 한 생각은 빼먹고 상대방이 자기를 상하게 한 것만 잊지 않으려 들었,

고 두고두고 아파하려 들었으니깐.

그러나 기욱도 수지도 각자 자신있는 근거에 의해 그들의 결혼이 마지막 파

탄에까지 이르진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173)

기욱이는 아내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정서적인 불안 정도로 여기며 망설임

없이 수지를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윽박질렀다 결국 수지는 스스로.

자신을 치료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한 방법으로 자선 취미에 몰두하게 된다.

그들 부부의 사이가 더욱 나빠진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 자선 취미로 그녀.

가 성녀처럼 고상해짐에 따라 부부관계는 단지 배설행위 로만 타락해갔‘ ’

다 에로티즘의 최종적인 의미는 경계의 제거와 상호 융합이다. .174) 성생활

에서 남자 또한 여자의 욕망의 대상일 수 있으나 보통 여자가 남자의 욕망,

173)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앞의 책 쪽, , , 324 .『 』

174)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앞의 책 쪽, , , 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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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수지와 기욱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바타유는 모든 여자에게 매.

음의 소질이 잠재하는 것은 아니며 매음은 여자의 태도 때문에 빚어진 것,

이라고 보았다 수지의 생활은 상당히 대조적인데 그녀는 밖에서는 성녀처. ,

럼 대우받지만 귀가해서 침실에서는 변기 처럼 천대받는 자신을 참담하, ‘ ’

게 느낀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지는 이러한 남편의 모습이 이상하도록 편안.

했다 수지는 오목이를 만난 뒤부터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 자신이 동생을.

버렸으며 동생을 불행하게 만든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

수지와 기욱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로 인해 수지는 자신의 왜곡된 마음을 치

유하기 위한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하였다 수지의 심리적인 고통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애정 결핍의 상황에서의 육체적인 굶주림과 동생을 버린

데서 왔다 그리하여 수지와 기욱이가 다시 화목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는 우선 수지의 마음의 병을 고쳐야 했다, .

전쟁의 폭력과 파괴로 인해 사람들은 허기증에 시달렸다 그 중 아이는.

식탐이 유별났고 특히 아직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수인이는 마음의 공백,

과 배의 굶주림을 구분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있어도 그만 없어.

도 그만인 수인은 말 그대로 애물 이었다 이러한 다섯 살의 여자 아이‘ ’ .

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자신이 오목 이로 불렀다는 이름정도였다‘ ’ .

성도 이름도 모르는 그녀는 자신의 근본인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표주박 노리개 에 관한 상상으로 자신의 정체를 구성한다 오목이는 오‘ ’ .

직 그녀를 아는 오빠와 언니의 호명만을 기다릴 뿐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반동 으로 연행 당했고 피난길에서 어머니는 폭격으‘ ’ ,

로 사망하였다 아버지의 죽음 후 어머니는 이미 자식을 잊게 되었다 어머. .

니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연속성을 유일하게,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잃은 것은 쾌락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한편 자신의 먹을 것을 지키기 위해 피난민 대열에서 동생을 버린 수지,

는 수인 이라고 부르면서 찾아다니며 완전 범죄 를 실현했다 그리고‘ ’ ‘ ’ .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을 위선적 가면에 유폐시켰던 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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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오목 수인 을 고아원에서 만나게 된다 막상 오목이를 찾게 되자 자( ) .

신의 과거가 들통나 자신의 생활이 파탄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수지는 동생

을 외면했다 수지와 동일한 생각한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그것은. ,

바로 수철이었다 결국 오목이가 가족에 집착했던 이유도 수지가 오목이를. ,

버렸던 이유도 일환이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도 이혼하지,

않은 이유도 수철이가 동생을 외면하는 이유도 년 겨울 모두가 오목, , 1951

이를 오목이로 찾지 않고 수인 으로 찾으러 다닌 이유도 모두 마찬가지‘ ’

였다 그것은 전쟁으로 인한 왜곡된 심리 때문이었다 즉 그들의 이러한 행. . ,

위를 통해 박완서는 전후 빈곤에 의해 왜곡된 중산층의 심리를 비판하였다.

타자의 죽음을 통한 자기정시와 성찰4.2

인간이 물질에 집착하고 이기적인 사회에 이르게 되는 데 있어 사회적 배

경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황병주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가 처해. 『 』

있는 시대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았다.175) 박정희 체제 년은 한국의 국민18

국가 형성에 있어 결정적 국면이었다 산업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구축 근. ,

대적 행정제도의 확충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한 정치적 대립구도 형성 등은,

국민국가 형성과 밀접한 관련 하에 있는 것이었다 또한 박정희 체제의 근.

대화 담론은 탈후진 근대화 담론 과 비서구 근대화 담론 으로 구별되‘ ’ ‘ ’

는데 둘은 구분되면서도 중첩되고 상호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특히, , . 1950

년대 중후반 이후 엘리트 지식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후진성 담

론의 핵심은 빈곤담론이었다 빈곤을 중심으로 한 후진성 담론은 제국 식. -

민 구도를 대체한 차 대전후 선진국 후진국 구도의 강력한 영향 하에서2 -

작동되었다 와 을 전후해 후진성 담론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4.19 5.16 , , ,

등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박정희 체제의 근대화 담론 형성에 결

175)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 = ,「 」

사 학위 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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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배경이 되었다.176)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전후 상처를 치유하기에 적

합한 배경이 아니었다.

이하에서는 먼저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에서 고아인 수인이의 사인(死『 』

부터 살펴보겠다 수인이가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잉태이고 간접적) . ,因

인 원인은 수지에게 버림받은 것이며 문제의 근원은 전쟁이다 가족 찾기, .

에서 실패한 수인은 사랑의 허기증에 시달려 무엇보다도 가족을 원한다, .

그녀는 공포와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족 만들기로 보고 연애를 하였,

다 수인은 인재에게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려 했지만 자. ,

신의 첫사랑인 인재와 오목이의 만남을 목격한 수지는 오목이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려 두 사람을 갈라놓는다 이에 오목이는 더욱 비참한 상황에 처.

하게 된다 그리고 오목이는 첫사랑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다섯 아이.

를 낳는 동안 남편 일환에게 매를 맞으며 서서히 죽어간다 수지는 그런 오.

목을 구제해 줄 용기가 차마 없었고 더구나 오목이가 사실을 공개하면 자,

신의 위선이 들통이 될까봐 겁이 났다.

그러나 가족을 잃어버릴 때 다섯 살밖에 되지 않았던 오목은 그때의 기억

을 잃었으며 손을 놓기 전에 수지가 손에 쥐어준 표주박으로부터 자기는,

집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었다 심지어 오목이는 표주박을 통.

해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한 결과 자기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일환이도 이를 이해해 주었다 그리하여 두 고아가 한 가족을 구성하였. .

는데 수인은 인재의 아이를 가졌다 그러나 가난한 수인이는 혼자서 아이, .

를 키울 수 없었고 겨우 생긴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녀는, .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환이에게 거짓말을 한다 일환도 자기의 아이가 아니.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아이가 고아가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고 또, ,

한 자기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도 믿을 수 없었다 수인의.

가족의 평화가 다시 찾아온 계기는 수인이 일환의 아기를 가진 뒤부터였다.

이는 앞서 말한 연인과 부부의 결합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가정에 집착하.

고 있는 수인과 일환은 그들의 아이가 생긴 뒤에 가정구조의 안정을 확립하

176) 황병주 위의 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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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그들의 가정이 안정을 갖게 되는 것은 결혼이 아니라 아이였기.

때문이었다.

아이가 있어야 하나의 온전한 가족이 구성된다 아이는 부모의 에로티즘.

에 의해 융합 번식하게 되었다 유성번식은 단세포 생물이 새로운 생명을.

번식하면 당장 죽음에 이르는 것과는 다르다 인간은 아이를 낳은 뒤 유예.

하게 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에는 죽음이다 죽음은 연속성을 추, .

구하는 길이므로 따라서 잉태는 하나의 작은 죽음이다 몸이 망가진 뒤에, .

도 계속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것은 오목이의 몸이 급속하게 쇠약해진 원인

이 된다 또한 오목이의 인재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겪은 육체적 심리적. ·

인 폭력이 그녀의 몸이 망가진 다른 원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불연속적. ,

인 개체로서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융합을 통해 연속성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런 연속성의 경험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불연속적인 개체이다.

이러한 개체들의 융합은 근원으로 따져보면 번식이다 번식은 아기를 낳은.

이후에는 개체의 죽음을 초래한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을 의미한.

다 유전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일종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

수지가 수인의 아이를 키우는 것은 혈연에 대한 사랑이자 수인에 대한 사,

죄와 사랑으로 볼 수 있다.

우현주는 전쟁에 대한 불안이 아이들의 본능을 악의 존재와 착한 아이 콤

플렉스로 이분화시킨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진실의 외면에 의해 수직적 혈,

연 가족이 파열되었으나 죄의 공모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몫임을 깨달은 수,

지의 윤리에 의해 죽은 오목이 남긴 인재와 일환의 아이들과 가족 구성원,

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수평적인 가족 공동체가 지향된다고 주장하였新

다.177) 본고에서는 수인을 버린 것은 수지였지만 이것은 수지 혼자만의 책,

임이 아닌 공모의 결과라고 본다 또한 수지가 수인이의 아이를 키우는 이.

유도 타자성을 인정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기보다는 전후의 왜곡된 자신,

을 정시하고 사랑과 사죄를 통하여 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으로 본

177) 우현주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수평적 가족 공동체 형성 한국문학이, ,新「 」 『

론과 비평 한국문학과 이론 비평학회 쪽66, , 2015, 4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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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에서 수지의 자기 정시의 계기가 되는 오목이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

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수인이 죽게 된 간접적인 원인을 살펴볼 것이.

다 그것은 바로 수지가 동생을 버렸고 수인이의 곤경에 대하여 수차례 외. ,

면했기 때문이다 수지는 오목이의 식탐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지만 자. ,

신의 음식을 동생에게 빼앗기고도 참아주는 착한 언니 의 전범 을‘ ’ ( )典範

보인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오목은 본능에 집착하는 이드형 인물이. ,

고 수지는 절제와 규범을 우선시하는 초자아형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천사 언니 의 표상인 수지의 내면에서는 동생을 죽이고 싶다는 욕‘ ’

망이 자라난다 착한 언니 라는 페르소나의 이면에서는 오히려 착한. ‘ ’ ‘

언니 노릇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

사실 수지가 동생을 버린 이면에는 가족의 영향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목이가 심한 허기증 을 느낀 것은 가족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 ’ .

전쟁 중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외갓집에서의 더부살이 신세가 되어버린 오목

이는 심한 허기증 을 느낀다 이때 가족들은 그악스러운 오목이의 식‘ ’ . ‘ ’

탐으로부터 자신의 음식을 지키기 위해 수지로 하여금 음식을 빼앗기도록

부추긴다 가족들은 천사표 언니 라는 가면을 수지에게 강요했고 수지. ‘ ’ ,

는 착한 언니노릇을 계속한다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갈등 때문에 동생

을 버린 것이다 수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오목이를 데려 가서 자.

신이 가장 아꼈던 은표주박 을 오목의 손에 쥐어준다 이 행위 속에는‘ ’ .

오목의 관심을 은표주박 으로 쏠리게 한 뒤 동생을 버리려는 악의적인‘ ’

의도가 숨어 있다.

수지는 동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온 뒤에야 울부짖으며 동생을

찾지만 평상시 부르던 이름인 오목 이 대신 수인 이란 이름을 부른‘ ’ ‘ ’

다 그것은 동생이 자신의 이름을 오목 이라고만 알고 있다는 점을 계산. ‘ ’

한 행위였다 이렇게 수지가 오목이를 버리고 수인이를 목놓아 부른 것은.

우애를 가장한 자기기만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는 동생을 찾.

지 않겠다는 심리의 표출이다 수지의 행태에 대해 작가는 용의주도한 음. ‘

모의 일환 이라고 평가하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들은 수지를 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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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 않았고 오목이를 찾는 일보다는 피난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다 여기서 가족들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비인간적 인 행위조차 정당. ‘ ’ ‘

화 될 수 있다는 자기기만적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작가는 난리통 에’ . ‘ ’

오목이를 버린 공모자 가 바로 가족이며 이런 가족을 인두겁을 쓴 짐‘ ’ , ‘

승 으로 평가한다’ .

수지는 자신의 죄의식에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녀는 오목이에게.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리고 오목이의 다섯 아이를 자신이.

맡아 오목이를 편안히 죽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섯 아이에 대한 책임.

의 무게 때문에 수지는 결국 죄의식을 잠시 망각하고 또 한 번 오목이를 외

면하게 되었다 혼자 다섯 아이를 키우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기에 수지는.

자신의 오빠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오빠는 동생을 버린 당사자도 아니었고, ,

수지가 오목이를 잃어버린 것에 왜 이토록 죄책감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

었다 오빠인 철수는 오목이를 간접적으로 돕는 것을 통해서 이미 동생을.

찾았으나 외면한 죄의식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결국 수지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용서를 받고자 오목을 찾아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서는 오목의 임종이 임박해 가족을 찾고 있었다 수지는 오목. .

이에게 넌 내 동생 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오목이를 버리고 여러 번 외면“ ”

한 과정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그 긴 참회가 끝났을 때 오목이.

는 이미 죽어 있었다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수지는 실제로는 고아들에 대.

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 이는 오목이를 버린 죄책감과 오목이에 대한 경.

멸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수철이가 동생을 찾는 이유는 대중에게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

어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이다 수철이의 이런 행위는 자기중심.

적이며 이기적이라고 할 만하다 즉 그 역시 위선적이고 자기기만적 태도. ,

를 가진 인물이다 수철은 지속적으로 동생을 찾는 신문광고를 내지만 동생.

이 기억할 만한 오목 이라는 이름 대신 수인 이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 ‘ ’

냄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 그것은 자신의 소중한 가정에 고아로 자.

란 동생을 들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철.

과 수지의 태도는 위선적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지만 동생을 부정하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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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서는 둘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수지가 동생을 버린 후 오목 이. ‘ ’

대신 수인 을 불렀던 행위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자기 위안을 얻으려는‘ ’

회피본능 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에 비해 오목 이 대신 수인 이를‘ ’ . ‘ ’ ‘ ’

찾는 광고를 내는 수철은 자신의 기득권 여기서는 가정 을 지키려는 방어( ) ‘

본능 에서 연유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작가는 동생을 버린 언니의 행위 이면에는 공모자 인 어른이 있‘ ’

음을 상기시킨다 이는 인간 본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쟁이라는 절체절명.

의 시대가 야기한 폭압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전.

쟁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가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서 동생을 찾지 않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동생.

을 외면하는 이들의 모습에는 위선적이며 이기적인 욕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적 인물을 전경화 함으로써 작가는 따뜻하고 진정한 가.

족의 모습의 이면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동생을 버리기 전 수지는 자원이 균등하게 배치되는 한 씨댁에서 자신이

배불리 먹기 위하여 자신과 오목이 중 누가 한 명이 사라져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공동체가 사라지지 않고 이 사람 혹은 저 사람들이 죽. ‘

는 것이 더 낫다 라는 가야파식의 논리에 맞물린다’ .178) 이러한 수지의 이

런 욕망은 어디에서 왔을까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비울 수도 채울 수 없.

다 르네 지라르. 179)는 인간의 욕망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욕망은 자연 발생적 욕. ‘

178) 르네 지라르 희생양 김진식 옮김 민음사 쪽 가파야는 하나, , , , 1998. 201 .『 』

의 명분 그것도 정치적 명분인 희생양의 명분을 말했었다 폭력을 최대한으로, .

제한할 것 그러나 더 큰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마지막 극한에 달,

한 그 폭력을 이용할 것이다 나라가 통째로 망하는 게 확실하다면 그것보다는.

분명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단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낫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잠자코 있기를 거부하면서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자일 때는 두말할 나위도 없

다.

179) 르네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 송의경 옮김 한길사, , · , ,『 』

쪽2001, 153~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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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 아니라 모방의 의해 생겨난 욕망 즉 모방적 욕망 이라는 것’ ‘ ’ ‘ ’

이 그의 욕망이론의 핵심이다 수지는 어른들이 자기의 음식을 다 먹어버리.

는 것을 보고 식량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오목이가 항상 자기 것을 빼앗,

아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배불리 먹고 싶은 욕망을 키운 것이

다 수지의 오목이에 대한 태도 또한 어른들을 모방한 것이다 수지가 집에. .

서 총애를 받지 못한 오목이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린 것 또한 가족이라는

집단에서의 어른들의 태도를 모방한 것이다.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수지의 욕망이 생겨나게 하는 것도 모방이지만 인,

간관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모방이다.180) 모방에서 경쟁이 생겨

나고 이 경쟁에서 폭력이 발생하며 이 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이 희생양 메‘

커니즘 이다 이것은 모두 모방에서 출발한다 처음에 수지에게는 살아남’ . .

으려는 욕구가 있었는데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한 결과 밥 을 나눔 없이, ‘ ’

혼자서 먹자는 욕망도 생겨나게 되었다 르네 지라르는 생존과 직결된 하고.

싶은 마음을 욕구로 생존과 직결되지 않은 하고 싶은 마음은 욕망으로 구,

분할 수 있다고 한다 수지의 이런 욕망은 오목이가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겁내는 어른들을 모방한 것이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는 보이지 않아도 타인이 개입되어 있다 즉 사람의.

취향 등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참조하거나 주변 사람의 판단을 곁눈

질한 것과 결부된다. 모방의 모델은 실제로 행복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행복할 것 이라고 간주 하고 그와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욕망이‘ ’ ‘ ’

다 그러므로 욕망은 실제 대상에서 발원한 것이 아니기에 가상 욕망 이. ‘ ’

다 수지가 오목이를 버리고 싶어했던 감정도 그러하다 그녀는 타인을 모. .

방하여 욕망 하고 있는 것이다‘ ’ .

르네 지라르는 대중은 늘 희생물을 찾아왔다고 주장한다 인류는 갈등이.

고조되고 위기감이 절정에 이르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희생자를 찾았고,

그런 사건은 성경에서도 드러난다 이런 갈등이나 위기감의 근원은 앞서 말.

180)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김진식 박무호 옮김 쪽, , , · , 1972, 25『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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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욕망에서 왔다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대체할 제물을 찾아 희생시키.

고 이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제공한다 피난의 와중 어른들은 낙오, .

의 탓까지 오목이에게 돌렸다 수지가 오목이를 버리게 된 데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것이 바로 할머니와 친척들이었다 평소에 오목이에게 불만이 많.

았던 할머니는 계속 오목이를 저주하면서 오목이라는 존재가 사라졌으면 하

였다 이런 상황에서 수지는 어른들의 영향을 받았고 할머니를 모방하여. , ,

오목이를 버린 것이다 전쟁에서 식욕이 많았던 오목이가 대가족의 희생양.

이 된 것이다.

바타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존재한다, .

인간에게 있어서 타인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이다 인간은 타자의 죽음으.

로부터 자신과 타자를 구분하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지만 타인에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는 레비나스의 관.

점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비록 오목이가 죽기 전까지 수지는 오목이와.

수차례 만났지만 수지는 오목이와 자신의 모습이 과거의 자신의 행위의 결,

과라는 것을 생각해본 적 없었다 그녀에게는 오직 더 잘 살겠다는 욕망뿐.

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는 수지의 면모는 지라르가 말하는 모방 전. ‘

염 에 의한 것이다’ .

전후 사회는 재건을 통해 사람들은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지

만 빈곤과 절망해 본 사람들 그 폐허의 공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타자, , ,

를 배제하며 자신의 삶 자기의 혈육가족의 삶을 위한 이기적 욕망이 강해,

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타인의 희생양이 필요할 때에는 즉 자신. ,

을 보존하거나 자신의 가족을 보존하기 위하여 폭력 이 유출된다 수지‘ ’ .

는 성인이 된 후에 수인을 만나서도 자신과 오빠의 처지를 위하여 그녀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다 작품에서 박완서는 수지에게 자기의 마음을 정시하.

게 하는 시간을 주었는데 그것은 수인의 죽음과 관련된다 수지는 오목이의.

죽음으로부터 오목이가 자기와 오빠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성찰에 이르

게 된다 즉 오목이의 죽음이 수지로 하여금 자기를 정시하는 계기가 된. ,

것이다 그리고 수지의 오목이의 아이를 대신 키움으로써 속죄하고자 한.

다.181)



- 85 -

요컨대 박완서는 유년의 극한 환경에 의해 동생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수,

지라는 인물을 타자인 오목이의 죽음을 통해 정화하였다 수지는 동생 오목.

이의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정시한 결과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

며 오목이와 인재 일환의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오목이에 대한 사죄와 함, ,

께 전쟁으로 와해된 가족 혈연 관계의 연속성을 잇고자 하였다 오목이의.

죽음으로부터 비로소 수지의 마음의 공백이 가족애로 채워지면서 그해 겨울

이 따뜻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81) 앞서 말했듯 유전자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다 단세포의 분열처럼 가 와. , a a’

로 파열될 때 와 는 가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세포 생물의a“ , a’ a” a .

번식에 따르는 것은 소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 와 로 되는 순간 는 영. a a’ a“ a

원히 사라진다 와 는 의 유전자를 가진 의 연속이며 새로운 단세포이다. a’ a” a a .

그러나 유성 생식은 이와 다르다 유성 번식의 모체는 아이를 낳은 뒤에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유예한다 그러나 이때의 모체는 이미 아기를 낳기 전.

의 자신이 아니다 임신하는 모체는 이미 아이가 태어남과 함께 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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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온 박완서는 작품40

활동을 통해 꾸준히 삶과 죽음의 근원적인 탐구를 진행하였다 죽음은 살아.

있는 인간이 체험할 수 없는 것이며 우발적인 속성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

한 것이다 박완서는 전쟁을 통해 이러한 죽음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절망을.

문학으로 매개함으로써 그 극복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는.

죽음 이라는 통일된 관점으로 박완서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 의식을‘ ’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박완서 초기소설에 나타난 죽음의식의 심층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

였다 끊임없이 죽음을 문제 삼은 작가의식의 기저에는 박완서가 경험한 아.

버지와 할아버지 오빠의 죽음이 놓여있었다 본론에서는 각각 나목, . ,『 』

목마른 계절 한발기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를 중심으로 박완서 초( ) ,『 』 『 』

기소설에 나타나는 죽음의식에 대한 유형화와 죽음의식의 극복 양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연인 간의 사랑과 에로티즘 이데올. ,

로기의 과잉과 에로티즘 희생양 개념을 중심으로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사랑 결혼 번식과 죽음에 대해 살펴보았다, , .

장에서는 박완서의 데뷔작인 나목 에 나타난 전쟁 삶과 죽음 운명2 , ,『 』

의 관련 양상을 분석하고 애정의 결핍과 죽음의식의 초월 문제에 대해 고,

찰하였다 이 작품에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예술혼을 저당 잡힌 화가.

박수근과 전쟁 중 가족을 잃은 주인공 이경의 비극적인 가족사가 그려져 있

다 또한 일상의 소외와 고독 그것으로부터의 탈주의 욕망 세상에 난무하. , ,

는 온갖 부조리와 속물근성까지 박완서가 수십 년간 천착해온 요소들의 원

형이 자리하고 있다 이경의 시각으로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전시와 수복직.

후의 서울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변함이 없는 것은

고가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이다 전쟁으로 인해 이경의 가족은 고가처‘ ’ .

럼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박완서는 이런 극한의 상황을 그리면서도 생명.

의지 또는 재생을 전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작가는 은행나무의 낙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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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고 다시 싹이 트는 계절의 반복을 통해 한국전쟁도 언젠가 끝날 것,

이며 서울도 언젠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건될 것이라는 희망을 그리고 있다.

즉 이 작품에는 사랑이 결핍된 전쟁 상황에서 죽음을 극복 초월하려는 의, ・
지가 나타났다.

장은 목마른 계절 에서 재현된 전시 적치 개월의 이데올로기 과잉3 3『 』

이 빚어내는 참상을 통해 전쟁과 죽음에 대한 작가 의식을 분석하였다 박.

완서는 이 작품을 통해 적치 개월 과 반복되는 남북의 전세 역전으로‘ 3 ’

엎치락뒤치락하는 서울의 풍경을 고스란히 복원하였다 전시의 서울은 한. ‘

발기 에 처한 땅덩어리다 전쟁 직후 이 땅덩어리에 있는 나무들은 가뭄에’ .

의해 고목이 되었다 박완서는 하진의 일가를 통해 좌익과 우익의 이데올로.

기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당시의 풍속을.

재현한 소설로서 문학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의의가 있

다 전시의 도시상과 이데올로기 과잉의 전쟁 참상은 에로티즘 개념과 연결.

되는데 미군정과 이념의 대립을 잘 보여주는 염상섭의 효풍 과의 비교, 『 』

결과 이 작품에는 이데올로기 과잉 시대의 극복을 모색하는 양상이 드러났,

다.

장에서는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를 대상으로 타자의 죽음을 통한4 ,『 』

이기주의 성찰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 작품은 년대 전후 사회의. 1970, 80

재건시기 한국 사회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왜곡된 마음의 치유와 사회

의 재건 과정을 전쟁고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소설에서 희. ‘

생양 인 동생 오목이의 죽음은 수지가 자신의 과거와 위선을 정시하게 하’

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박완서의 장편소설에는 전쟁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러한 전쟁 및 죽음 혹은 죽음의식은 작가가 유년시절에 겪은 죽음의 체험

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박완서는 전쟁 중 가족의 죽음을 겪으면서.

성장했고 이는 작가적 삶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 박완서는 전쟁의 진실, .

을 밝히고자 소설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 요컨대 작가 박완서는 전쟁과. ,

죽음으로 인한 고통스런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한편 죽음을 극복하,

기 위하여 주인공들이 견디고 있는 고통 저편의 영원성에 주목하였다 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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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소설은 전쟁을 통한 죽음을 극복하고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인물형을

통해 죽음을 통한 진정한 삶의 모색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

다.



- 89 -

참고문헌

기본자료

박완서 나목 열화당, , , 2012.初版 復刊本『 』

박완서 목마른 계절 세계사, , , 2012.『 』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민음사, , , 1983.『 』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 박무호 옮김 민음사, , · , , 1972.』 『

르네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 송의경 옮김 한길, , · ,『 』

사, 2001.

르네 지라르 희생양 김진식 옮김 민음사, , , , 1998.『 』

조르주 바타이유 에로티즘의 역사 조한경 옮김 민음사, , , , 2007『 』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조한경 옮김 민음사, , , , 2016.『 』

염상섭 효풍 실천문학사, , , 1998.『 』

유기환 조르주 바타이유 살림, , , 2006.『 』

단행본

박완서 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세계사, , , 2012.〈 〉

박완서 문학의 뿌리를 말하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 2011.4.25.『 』

박완서 노란집 열림원, , , 2013.8.23.『 』

가스통 바슐라트 공간의 시학 믿음사, , , 1990.『 』

방민호 서울 문학 기행, , arte, 2017.『 』

정종화 영화에 미친 남자 맑은 소리, , , 2006.『 』

시몬느 비에론느 통과제의와 문화 이재실 옮김 문학동네, , , , 1996.『 』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의 풍경 문학사상사, , , 2003.12.23.『 』



- 90 -

아지자올리비에르 장영수 역 문학의 상징주제 사전 청하, , , , 1989.『 』․ ․
에피쿠로스 조정옥 편역 쾌락의 철학 동천사, , , , 1997.『 』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가, , , , 1996.『 』

이서규 삶과 실존철학 서광사, , , 2002.『 』

이우평 엮음 고교생을 위한 지리 용어사전, Basic , 2002.『 』

전진성 이재원 엮음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 , , 2009.『 』

정동호 철학 죽음을 말하다 산해, , , , 2004.『 』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조한경 옮김 민음사, , , , 1997.『 』

최용호 최용성 전쟁의 이해 양서각, , 6.25 , , 2008.『 』

플라톤 플라톤의 네 대화편 박종현 옮김 서광사, , , , 2003.『 』

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둥지, , , 1997.『 』

논문

곽희열 박완서와 장신 소설에 나타난 도시적 일상성 비교연구 서울대, ,「 」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구모룡 한국 근대문학과 유기론의 담론 분석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 ,「 」

논문, 1992.

구번일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집 의 의미 연구 박완서 오정희 배, ‘ ’ - · ·「

수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1.」

권명아 박완서 자기상실의 근대사 와 여성들의 자기찾기 역사비, - ‘ ’ ,「 」 『

평 , 1998.』

권명아 한국 전쟁과 주체성의 서사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

2001.

권진호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에 대한 재이해 신학논단 연세, , 71,「 」 『 』

대학교 신과대학 연합신학대학원( ), 2013.3.

김경수 삶과 죽음에 대한 연금술적 탐색 작가세계 작가세계, , , ,「 」 『 』

1990.8.

김경연 김영해 전승희 정영훈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 · · , 「

세계 여성 창작과 비평사, 2, , 1988.」 『 』



- 91 -

김명신 박상륭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2000.「 」

김미선 년대 여성의 소비문화와 명동 의 장소성에 관, 1950~1960 ( )明洞「

한 연구 서울학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46, , 2012.『 』｣
김병익 험한 세상 그리움으로 돌아가기 박완서의 친절한 복희씨, , - ,「 『 』」

기억의 타작 문학과지성사, , 2009.『 』

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연구 년대 여서문제 소설 다시 읽, -1980「

기 한국문학과 비평, 54, 2012.」 『 』

김윤식 앓은 세대의 문학 현대문학, , , 1969.「 」 『 』

김윤식 천의무봉과 대중성의 근거 박완서론 년대 우리 문학의, - , 80「 」 『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1989.』

김윤식 기억과 묘사 박완서론 작가와의 대화 최인훈에서 윤대녕까, - , :「 」 『

지 문학동네, , 1996.』

김윤식 기억과 묘사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 , ,「 」 『 』

진닷컴, 2003.

김윤식 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 문학사의 새 영역 강, , , , 2007.「 」 『 』

김윤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년기 정체성의 위기와 문학적 대응, ,「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19, , 2015.3.『 』

김윤화 김동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죽음의식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 ,「 」

위논문, 2016.

김은정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 ,「 」 『 』

집 한국문학회70 , , 2015.

김정은 박완서 전쟁체험 소설에 나타난 여성 목소리의 의미 연구 서, ,「 」

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김정자 여성소설의 집과 공간의 시학 한국 여성 소설연구 민지, , ,「 」 『 』

사, 1991.

김정희 박완서 단편소설 연구 노년소설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석사, - ,「 」

학위논문, 2012.

김종욱 작품해설 효풍 글누림출판사, , , , 2015.「 」 『 』

김종은 죽음의 정신의학적 고찰 사목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70, ,「 」 『 』

1980.



- 92 -

김준오 후반기 문학과 삶에 대한 집념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 , ,「 」 『 』

업사, 1982.

김진식 르네 지라르의 모방이론 욕망 모방 경쟁 그리고 자아 문학, - , , ,「 」 『

과사회 문학과 지성사, , 2016.4.』

김혜경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죽음 문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 ’ ,「 」 『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66, , 2015.3.』

마미영 박완서 소설의 여성인물과 근대화 양상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 」

논문, 2005.

박정애 여성작가의 전쟁체험 장편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 와 딸의 성장, ' ' ' '「

연구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13, , 2005.」 『 』

박혜란 여자다움의 껍질 벗기 작가세계, , , 1991.3.「 」 『 』

방민호 불결에 맞서는 희생제의의 전통성 납함 아래의 침묵 소명, , ,「 」 『 』

충판, 2001.8.

배기성 박완서 자전소설 연구 전쟁 및 분단체험을 중심으로 경희대, - - ,「 」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백낙청 사회 비평 이상의 것 창작과 비평 봄, , , 1979, .「 」 『 』

성민엽 윤리적 결단과 소설적 진실 박완서론 삼인행, , , , 1991.「 」 『 』

성민엽 자전적 성장소설의 실패와 성공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 -「 『

을까 서평문화, 9, 1993.』」 『 』

송정화 박완서 단편소설의 생사관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

학위논문, 2009.

송주현 근대의 외부 동양적인 것에 대한 사유 김동리와 박상륭의, , 1960「 –
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 23,」 『 』

구원, 2012.

송병호 박완서 단편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 ,「 」

문, 2000.

안지순 박완서의 아주 오래된 농담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 ,「 『 』 」

문, 2008.

염무웅 사회적 허위에 대한 인생론적 고발 박완서론 삼인행, , , ,「 」 『 』

1991.



- 93 -

염상섭 작가의 말 효풍 자유신문, , , , 1947. 12. 31.「 」 『 』 『 』

원은주 박상륭 소설의 비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

2012.

윤병로 분단 극복을 위한 민족적 정서로서의 승화 박완서 문학상, ,「 」 『

수상 작품집 훈민정음, , 1993.』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2001.「 」

이선미 박완서 소설연구 깊은 샘, , , 2004.『 』

이선영 세파 속의 생명주의와 비판의식 박완서의 작품세계 박완서, - ,「 」 『

문학상 수상 작품집 훈민정음, , 1993.』

이정희 오정희 박완서 소설의 근대성과 젠더의식 비교연구 경희대학, · ,「 」

교 박사학위논문, 2001.

이은경 박완서 단편소설 연구 주제적 양상에 따라 동국대학교 문화예, - ,「 」

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은하 박완서 소설 연구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 - ,「

사학위논문 , 2000.」

이태동 순수문학의 진의와 휴머니즘 한국현대소설의 위상 문예출, , ,「 」 『 』

판사, 1986.

이형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족 의 의미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 , ,「 」

2004.

임금복 박상륭의 철학적 죽음 의식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 , 120,「 」 『 』

회, 1997.12.

임금복 예수 와 사반 예수 와 유다 김동리의 사반의, “ ” “ ”, “ ” “ ”-「 『

십자가 와 박상륭의 아겔다마 비교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 15,』 『 』 」 『 』

현대문예비평학회, 2004.

임선숙 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가족담론과 이중성 연구 박완서와, 1970 :「

오정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0.」

임영봉 김동리의 까치소리 다시 읽기 모성적 초자아 와 죽음, - ‘ ’ ‘「 「 」

충동 의 발현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중앙어문학회’ , 61, , 2015.3.」 『 』

임우기 죽음의 현실과 생명성에의 회원 문예중앙 겨울, , , 1987, .「 」 『 』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나무이야기, , , 2009.9.9.『 』



- 94 -

전흥남 박완서 노년 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 국어문학, ,「 」 『 』

국어문학회42, , 2007. 1.

정영길 김동리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식의 연구 등신불의 원불교와 불교, -「

적 사생관을 중심으로 원불교학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 ,」 『 』

1996.2.

정호웅 상처의 두가지 치유방식 작가세계, , , 1991. 3.「 」 『 』

정호웅 휘청거리는 오후 욕망의 안쪽 박완서 문학 길찾기 박완, , :「『 』 」 『

서 문학 년 기념비평집 세계사30 , , 2000.』

조남현 건강한 세태소설의 모형 저문날의 삽화 서평문화, - , ,「 『 』」 『 』

1991.4.

조미숙 박완서 소설의 전쟁 진술 방식 차이점 연구 엄마의 말뚝, : ,「 「 」

목마른 계절 나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 , ,『 』 『 』 『 』 『

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의 오빠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 」 『

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24, , 2007.』

천이두 정통과 이단 문학과 지성, , 20, 1975.「 」 『 』

최성실 전쟁 기억과 트라우마를 넘어서 박완서의 나목 다시 읽기, - ,「 『 』 」

근대 다중의 나선 소명출판사, , , 2005.『 』

한정자 박완서 소설연구 글쓰기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 -「 」

대학원, 2001.

허한순 박완서 단편소설 연구 작품세계의 변모과정을 중심으로 경원, - ,「 」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호원숙 엄마의 집을 찾아서 어머니 박완서의 문학적 연대기 본질, - ,「 」 『

과 현상 본질과현상사32, 2013.』

황광수 민족문제의 개인주의 굴절 창작과 비평 가을, , , 1985, .「 」 『 』

황국명 한국소설의 말년에 관한 사유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 70,「 」 『 』

문예비평, 2008.8.

황도경 생존의 말 생명의 몸 우리시대의 여성작가 문학과 지성, , , ,「 」 『 』

사, 1999.



- 95 -

Abstract

A Study on the Death

Consciousness of Park Wan-seo's

Novels

:Focoused on The Naked Tree , Thirsty『 』 『

Season , The Winter of the Year was』 『

Warm』

LIU JINGJI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consciousness of ‘death’as backbone that

penetrates literature world of Ms. Park Wan-seo. Park is a writer

who wrote about personal experience continuously. Especially, she

focused on the story about the life in the crucible of war and rest of

life to live on, that is to say the story of death for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death consciousness which was embodied

in her novels. Thus, the aspects of death in her literatures were

analyzed and her consciousness and viewpoint as a writer were closely

looked on the basis of thoughts on Georges Bataille’s erotism.

Park’s literature was motivated by the Korean war that violated

collectively taboo in society which implicates the murder by war.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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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ed to escape from labelling women as scapegoat of war or dominant

ideology. Hero of her novels does not assimilate with dominant ideology

in the war which is space of death but overcome destruction, violence,

loneliness and death in the war. Such elements correspond to main

attributes of ‘Erotism’of Georges Bataille.

Chapter 2 looks closely how the death can affect life in relation to

the death consciousness during the war in The Naked Tree『 』

which is her maiden work. This novel shows well the wartime and

life in Seoul immediately after the city was recaptured while

crossing time and pass from Lee Kyung’s point of view and a

maidenhair tree in garden of old house is the only thing unchanged.

Park portrays such extreme situation but never forgets delivering

the will to live and regeneration. By describing the repetitive cycle

of season, falling out of maidenhair tree and budding, she sketches

the hope that Korean war will end one day and Seoul will be

reconstructed someday. This novel implies the will to overcome the

death during the war when there is a scarcity of love.

In Chapter 3, author consciousness on the war and death is

analyzed through the horrors of excessive ideology as the other

country governs for 3 months, which was realized in Thirsty『

Season . Specifically, the city in wartime as well as horrible』

scenes of war with excessive ideology were analyzed with

‘Erotism’and compared with Hyopung (The dawn breeze, 曉『

) written by Yeom Sang-seob. Seoul city in wartime is a large風 』

piece of land suffering from the ‘drought.’Right after the war, all

trees in this land become old tree due to the drought. Park

Wan-seo showed both ideology, left and right wings through

Hajin’s family directly or indirectly. Also, the result of comparison

with Hyopung (The dawn breeze) by Yeom Sang-seob whi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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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s well the ideological conflict with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indicates that this novel seems to seek the

way to overcome the era of excessive ideology.

Chapter 4 considers the introspection on egoism through the death

of others with The Winter of the Year was Warm . This novel『 』

shows healing of distorted mind of people living in Korea at that

moment and reconstruction process in society through the story of

wear orphans. As Oh Mogi who is a sister and ‘scapegoat’at the

same time appears, the novel shows Susie violates ‘the taboo’and

bullies while making her feel guilty and looking at herself squarely

from the death of Oh Mogi. The regeneration and overcoming to

‘reconstruct’mind in postwar society in this book.

Park’s novels are overshadowed by the war and death. Such a

war, death or death consciousness are closely related with her

experience of death in her childhood. Park grew up with the death

of her family member, which has enormous implication on her life.

She starts writing to reveal the truth of war. Park tried to flesh out

their suffering life. In the meantime, she pays attention to eternity

beyond the suffering that main characters endure to overcome the

death. Her novel aims to show true life through the characters who

show their will to live and overcome the death in a war.

keywords: Park Wan-seo, Georges Bataille, erotism, Death

Consciousness, overcome the death, scape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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