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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였다.

팽팽한 줄이 아름다운 천사를 태우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가 싶어

눈을 부릅뜨자

그녀는 공중에 날아올라 점점 제등 쪽으로 다가갔다.

점점 다가가더니 삼사 척 앞에서 갑자기 발을 박차며

몸을 풍선처럼 동그랗게 구부렸다.

그러자 이쁜이의 발끝에 맞아 제등 두 개가 멋지게 불꽃을 피웠다.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오고 인파는 파도처럼 출렁거렸다.

새까만 밤하늘에서 제등은 아직도 불을 뿜으며 타오르고 있다.

그러더니 그 중 하나가 불이 붙은 채 공중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저것 봐, 홍군이 하늘에서 내려오는군.” 량은 갑자기 조군을 껴안았다.

“천사가 불러서, 천사가 불러서…….”

시인은 목이 메었다.

金史良, 天使 (故鄕, 1942. 尹大石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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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인훈 문학과 ‘아시아’라는 사상

한국 근대의 역사적 경험은 단일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지방)

· 한국 · 동아시아 · 세계라는 다층적인 역학과 복합적인 인식이 동시에 작용하

는 역동적인 정체성을 가진다. 그동안 한국과 세계의 표상은 비교적 주목을 받

았지만, 그에 비해 동아시아의 표상은 충분히 의미화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1960-1970년대 최인훈 문학을 분석하여, 동아시아라는 표상의 재현가능성을 탐

색해보고자 하였다. 소설가 최인훈은 1936년생으로 유년 시절 식민지에서 제국

일본의 교육을 받았으며 소년 시절 북한에서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고, 한국전쟁

중에 월남하였으며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소설가로 활동하였다. 이 연구는 최

인훈의 생애가 1950-1970년대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형성 및 전개과정과 밀

접하다는 점에 착안하여서, 최인훈 문학을 세 가지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동아

시아냉전분단제체의 변동과 ‘공간’으로서의 아시아, 비서구 근대의 후진성 인식

과 ‘시간’으로서의 아시아, 주변부의 역사 경험과 ‘원리’로서의 아시아가 그것이

다.

최인훈 문학의 정치적 상상력은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변동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1960년 4.19혁명과 일본의 안보투쟁은 동아시아냉전질서의 변동

가능성을 가늠하도록 하였는데, 최인훈은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형성기인 해

방 후 8년을 포착하면서, ‘중립’의 상상을 기입하였다. 하지만 쿠데타로 혁명이

실패한 이후, 1960년대 중반 최인훈은 한국 지식인의 이동불가능성과 재현불가

능성에 유의하면서 ‘통일’의 이념을 조심스럽게 재현하였다. 1970년대 초반 데탕

트의 국면에서 그는 비지식인 주체의 생활에 근거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분업

에 기반한 ‘사회적 평화’의 형성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아울러 최인훈 문학은 비서구 근대의 후진성에 대하여 예민한 감각을 가졌다.

1960년대 초반 최인훈은 서구적 양식인 교양소설을 통해서, 서구 근대라는 이념

과 한국의 현실 사이의 낙차를 선진과 후진이라는 시간적 거리로 포착하고, 한

국의 문화적 조건을 후식민지(postcolony)라는 문제틀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 최인훈은 그에 앞서 같은 고민을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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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문학자들의 문학에 자신의 문학을 겹쳐 쓰면서,

한국근대문학의 유산에 근거한 양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최인훈의 ‘겹쳐 쓰기’는

서구의 근대와 달리 완미하지 못했던 한국의 근대를 ‘전통’으로 구성하는 시도

였다. 이를 통해 그는 직선적 발전의 시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다층성에 근거한 아시아의 시간적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최인훈 문학은 주변부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사를 재인식하고자 하

였다. 1970년을 전후하여 그는 세계사를 재인식하면서, 광역권에 근거한 공존의

원리를 탐색하였다. 논리적으로 인식하였던 광역권의 원리를 현실 속에서 고민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데탕트 시기에 우발적으로 마주친 유년기 식민지 기억이

었다. 최인훈은 식민을 이주로 파악하면서,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갈등 속에 공

존했던 지역으로서 식민지의 형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유년기에 겹쳐진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상기하면서, 아시아의 여러 민족이 경험한 식민지 경험의

다양성을 인식하였다. 그는 식민지 민중의 삶에 근거하여 ‘아시아주의’를 수행적

으로 재구성하였으며, ‘환경’이라는 조건에 유의하여 세계사를 재인식하였다. 주

변부 지식인 최인훈은 서구적 원리와 구별되는 세계사 인식의 원리를 아시아

민중의 삶으로부터 도출하였다.

‘아시아’는 서구라는 타자에 의해 주어진 명명이었다. 1945년 이후 동아시아는

탈식민지화와 냉전이 중첩되었기 때문에, 국민국가의 영역 이상을 상상하는 것

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1960-1970년대 최인훈은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변동

에 유의하면서 점차 ‘공간’, ‘시간’, ‘원리’로서 아시아를 발견하였다. 그가 아시아

를 사상으로서 구성하는 과정은 한국이라는 주체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세계 인

식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열쇳말 : 냉전, (후)식민지, 중립, 통일, 민주주의, 후진성, 보편성, 전통,

겹쳐 쓰기, 광역권, (피)식민자, 지역, ‘아시아주의’, 세계사

학 번 : 2009-3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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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선행 연구 검토

□1 문제 제기 –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라는 문제

1963-1964년 한일 국교에 관한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집필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 4.19 혁명 직전의 제1공화국을 배경으로 하는 최인훈의 회색의 의자(세
대, 1963.6.-1964.6.)는 한국에서 냉전과 식민지의 겹침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동인물인 김학과 독고준은 현실을 규제하는 냉전의 압력과 여전히

미해결 상태의 식민지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20대 대학생들이었다.

한국전쟁 중 월남을 하였던 대학생 독고준은 한 편의 논고를 김학 등이 활동

하는 동인지 갇힌 세대에 싣는다. 그 글은 “만일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가졌다

면 참 좋을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시작하는 글이었다.

- 만일 우리 나라가 식민지를 가졌다면 참 좋을 것이다. 우선 그 많은 대학 졸업생

들을 식민지 관료로 내 보낼 수 있으니 젊은 세대의 초조와 불안이 훨씬 누그러지

고 따라서 사회의 무드가 유유(悠悠)해질 것이다.〔…〕경제사상은 나쁘지 않을 것

이다. 현지 농민의 무지와 법의 불비를 농간질하여 방대한 땅을 빼앗아서 본국(우

리, 즉 한국말이다) 농민을 이주시켜 정착시킨다. 식민지의 이권을 대폭 장악하는

조건에서는 웬만한 경영수완이더라도 수지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대학에서

는 국학(國學) 연구가 성하고 허균은 죠너단 스윕트의 대선배며 토마스 모어의 선

생이라고 밝혀질 것이며 이퇴계의 사상이 현대 핵 물리학의 원리를 어떻게 선취했

나를 밝혀낼 것이다. 우리들의 植民地를 가령 나빠유(NAPAJ)라고 부른다면 鄭松

江과 나빠유를 바꾸지 않겠노라 이런 소리를 탕 탕 할 것이다.1)

독고준의 기고문에서 ‘우리나라’는 나빠유(NAPAJ)라는 식민지를 거느린 덕분

에 완미한 문화를 가졌으며, 민주주의를 온전히 실천하는 나라로 제시된다. ‘우

리나라’의 부강한 국력과 풍요로운 문화 덕분에 비엔나는 ‘오스트리의 서울 ’이

라고 명명되며, 허균은 조너던 스위프트의 대선배로 칭송을 받는다.

독고준의 논문은 ‘주변부(the Periphery)’로서 그리고 비서구 제국의 식민지로

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세계사에 접속한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뒤집어 제

1) 최인훈, 회색의 의자 1, 세대, 1963.6, 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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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것이다. 20세기 세계사 속에서 한국은 자신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표상하

지 못하고, ‘동방의 ××’, ‘한국의 ××’라는 이름을 외부로부터 부여받았다.2) 독고

준의 글에서 비엔나를 ‘오스트리의 서울 ’이라고 일컬는 것은 주변부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뒤집은 것이다. ‘조너던 스위프트’의 스승으로 ‘허균’이 제시되는

것 또한 1922년 안확이 집필한 조선문학사의 서술을 뒤집은 것이다.3)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가졌다면?’이라는 상상을 추동한 욕망은, 독고

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국민사(史)인 것이 바로 인간사(史)”일 수 있는 조

건,4) 스스로를 보편적 주체로 정위하고자 하는 욕망이었다. 문제는 보편의 조건

이 ‘식민지’라는 폭력을 토대로 해서야 가능했다는 점이었으며, 독고준 역시 “식

민지 없는 민주주의는 크나큰 모험이다”라는 진술에서 논지를 더 전개해가지

못한다. 결국 독고준이 도달한 것은 ‘사랑’과 ‘시간’에의 기투를 통한 주체형성이

었다.

그런데 독고준의 논문을 살펴보면, 그가 두 가지 형태의 개념쌍을 동시에 활

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서구-비서구’, ‘제국-식민지’, ‘보편-특

수’, ‘세계(서구)-한국’이라는 2항의 개념쌍이며, 다른 하나는 ‘서구-일본-한국’이

라는 3항의 개념쌍이다. 2항의 개념쌍과 3항의 개념쌍을 동시에 사용하게 된 1

차적인 이유는 한국이 비서구 제국인 일본의 식민지로 세계사에 접속하였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3항의 개념쌍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세계 인식이

‘한국-동아시아-세계’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복합으로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왔다

는 역사적 사실을 환기한다. 전통 시대에 한국이 동아시아 문명권의 한 주체였

고, 근대에 한국이 제국 일본의 식민지와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한 주체였다

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국-세계’라는 시각에서는 ‘아시아’는 충분히 가시

화되지 않는다.

이 글은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에 지역(지방)적 차원, 한국(한반도)적 차

원, 동아시아적 차원, 세계적 차원의 역학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이라

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주체는 그 공간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차원의 규정적 힘

에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서 이해하고자 한다.5) 이때

2) 1960년 5월 세계지는 수운 최제우를 ‘한국의 루쏘’라고 명명하면서 특집을 마련
하였다. 또한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을 ‘동아시아의 그리스’
라고 불렀다. 권헌익, 이한중 역,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민음사, 2013, 25면.

3) 1920년대 초반 안확은 ‘허균’의 문학적 성과를 ‘조너던 스위프트’라는 기준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국문학의 보편성을 확증할 수 있었다. 안확,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99면. 안확의 자국학이 ‘보편성의 독자적 구현’이라는 이념을 수
행하는 논리와 양상에 관해서는 류준필, 동아시아의 자국학과 자국문학사 인식,
소명출판, 2013, 337-343면.

4) 최인훈, 회색의 의자 1, 3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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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동아시아의 차원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차원과 세

계의 차원은 비교적 주목을 받았지만, 동아시아의 표상가능성은 충분히 탐구되

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6)

이 글은 ‘한국-동아시아-세계’라는 차원을 염두에 두고 1960-1970년대 최인훈

의 문학에 주목하여 동아시아라는 표상의 재현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최

인훈의 문학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그의 세대적 특징과 경험 때문이

다. 소설가 최인훈은 1936년생으로 유년 시절 식민지에서 제국 일본의 초등 교

육을 받았으며 소년 시절 북한에서 중등 교육을 받았고, 한국전쟁 중에 월남하

였으며 한국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으며, 소설가로 활동하였다. 최인훈의 생애사

가 1950-1970년대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형성 및 변동과정과 밀접하였음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다른 한 편으로 1960년대 최인훈은 현실적 정치질서로서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를 인식하고 그 변동과정에 대응하였지만, 아시아 자체를

사유의 계기로 활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 역시 한국과 세계, 특수와 보편이라는

틀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위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그는 점차 자신의 내부

에 내재하고 있던 아시아의 차원을 발견하며, 아시아를 사유의 계기로 활용하게

된다. ‘한국-세계’라는 문제틀을 활용하다가 후에 ‘한국-동아시아-세계’라는 틀

을 발견하게 되는 최인훈의 행보는 그 자체로 동아시아가 표상될 수 있는 조건

과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한국-세계’의 문제틀과 ‘한국-동아시아-세계’의 문제틀

에서 각 항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항의 경우, ‘한국’

의 ‘세계’와의 관계에서, ‘세계’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표상되며, 3항의 경우, ‘한

국’, ‘동아시아’, ‘세계’는 상호관계 속에서 표상된다. 따라서 2항 개념쌍에서의

‘한국’과 ‘세계’와 3항 개념쌍에서의 ‘한국’과 ‘세계’는 질적으로 대별되며, <‘한국

-세계’ + ‘동아시아’ = ‘한국-동아시아-세계’>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최인훈의 문학적 행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1960년대 ‘한국-세계’의 틀

속에서 사유할 때 제시했던 ‘한국’과 ‘세계’의 표상과, 1970년대 ‘한국-동아시아-

세계’의 틀에서 사유할 때 제시하는 ‘한국’과 ‘세계’의 표상은 동질적이지 않다.

‘동아시아’를 사유하는 것은, 기존의 ‘한국-세계’ 인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

5) 류준필,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에 대하여 , 비교한국학 23(2), 국제비교한
국학회, 2015, 593면.

6) 이 글에서는 한국, 동아시아, 세계의 차원은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만, 지역의 문제
는 필요한 경우에만 다루고자 한다. 아직까지 한국-동아시아-세계의 표상가능성
과의 관계 속에서 지역의 표상가능성을 논의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인훈에게 아시아를 발견해가는 과정(4장 3절)과 지역을 발견하는 과정(4
장 2절)이 동시기적이며 상보적이었음을 확인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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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계’를 사유할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서 이 글을 최인훈 문학을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자 한다. 첫째,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공간’으로서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살

펴보도록 하겠다. 20세기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성립 및

변동과정과 이에 대응한 최인훈의 정치적 상상력을 살펴보고자 한다.7) 둘째, 최

인훈 문학에 나타난 ‘시간’으로서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서구 근대의 후진성에 대한 최인훈의 인식과 그 극복 시도를 살펴보고자 한

다.8) 셋째,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원리’로서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최인훈은 주변부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원리로서 세계사를 이해할

가능성을 고민하였다.9)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최인훈은 ‘한국-세계’라

는 틀을 사용하면서 아시아를 외적인 인식의 대상으로 위치시킨다면, 세 번째의

경우는 한국, 혹은 최인훈 자신이라는 주체에 내재한 아시아의 차원을 사유의

계기로 삼는다.

□2 선행 연구 검토

우선 최인훈 문학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이 글의 관심

인 ‘아시아’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960년 11월 광장이 발

표된 직후 비평가 백철은 “하나의 돌이 던져지다”라는 평을 내렸으며, 1976년

문학과지성사에서 최인훈 전집을 발간하면서 비평가 김현은 “정치사적인 측

면에서 보자면 1960년은 학생들의 해이었지만, 소설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

것은 廣場 의 해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였다.10) 백철과 김현의 반응

에서 볼 수 있듯, 최인훈 문학은 1960-1970년대 당시에 비평가들의 상당한 관심

을 받았으며, 비평적 관심은 1990년대 이후 학술적 관심으로도 이어진다. 그 결

과 최인훈은 “관념적인 작가,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작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가, 혹은 다양한 형식을 실험하는 작가”로 이해되었다.11) 그 과정에

서 최인훈 문학은 ‘자유주의’, ‘지식인’, ‘실향 의식’, ‘피난민 의식’, ‘정신적 망명’,

‘소외 의식’, ‘반사실주의자’, ‘관념적인 작가’, ‘모더니스트’, ‘환상성’ 등의 개념으

7) 이 문제는 2장 냉전 너머의 상상과 아시아의 공간 에서 다루고자 한다.
8) 이 문제는 3장 비서구의 근대와 아시아의 시간 에서 다루고자 한다.
9) 이 문제는 4장 주변부의 역사적 경험과 아시아의 원리 에서 다루고자 한다.
10) 백철, 하나의 돌이 던져지다 , 서울신문, 1960.11.27.; 김현, 사랑의 재확인 -
廣場 改作에 대하여 , 최인훈, 최인훈 전집 1 - 광장, 문학과지성사, 1976,
343면.

11) 김인호, ‘최인훈 연구’의 현황과 향후 과제 , 해체와 저항의 서사 – 최인훈과
그의 문학, 문학과지성사, 20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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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이 되었다.

비평적 평가와 학술적 평가의 축적 위에서 최인훈 문학 전체를 시야에 넣고

인식적 측면과 기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은 2000년

이후에 제출되었다. ‘예속의 주체’가 ‘저항의 주체’를 거쳐 ‘해방의 주체’로 변모

하는 과정에 대한 발견,12) ‘환멸’과 ‘계몽’의 이중적 관계,13) 글쓰기를 통한 주체

성 실현 의지와 그것이 실패로 만드는 현실 사이의 긴장에 대한 주목,14) 상호텍

스트성에 입각한 최인훈 문학의 재질서화,15) 메타적 글쓰기의 양상에 대한 분

석,16) 유토피아 지향성에 대한 분석17) 등의 성과는 최인훈 문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해 주었다.

동시에 진행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연구와 ‘문화론적 연구’는 최인훈 문학

을 보다 다양한 시각과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

었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연구는 비서구 제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주목하여 식민지 주체(colonial subject)의 정체성, 탈식민적(decolonial)

인식과 실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였다.18) 또한 ‘문화론적 연구’는 최인훈 문학

에 등장하는 다양한 장치, 어구, 문화적 재현물, 정치적 담론에 주의를 기울이면

서, 당대 한국 사회의 맥락 안에서 최인훈 문학의 설정과 발언을 이해할 가능성

12) 김인호, 해체와 저항의 서사, 문학과지성사, 2004.
13) 서은주, 최인훈 소설 연구 – 인식 태도와 서술 방식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연
세대 박사논문, 2000.

14) 정영훈, 최인훈 소설의 주체성과 글쓰기, 태학사, 2008.
15) 연남경, 최인훈 소설의 자기 반영적 글쓰기, 혜안, 2012.
16) 배지연, 최인훈 소설의 메타적 글쓰기 연구 , 경북대 박사논문, 2016.
17) 칸 앞잘 아흐메드, 최인훈 소설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 경북대 박사논문, 2017.
18)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시각에 기반한 연구는 무척 많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최
인훈의 각 작품을 단위로 가장 초기에 제출된 연구를 대표적으로 정리하고자 한
다. 오윤호, 탈식민 문화의 양상과 근대 시민의식의 형성 – 최인훈의『회색인
, 한민족문화연구 48, 한민족문화학회, 2006; 구재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
기억하기'와 탈식민성 - 서유기를 중심으로 , 한국현대문학연구 15, 한국현대
문학회, 2004; 서은주, ‘한국적 근대’의 풍속 - 최인훈의「크리스마스 캐럴」연작
연구 ,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구재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타자화 전
력과 탈식민성 - 총독의 소리 를 중심으로 , 한중인문학연구 13, 한중인문학
회, 2004; 이민영,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구 - 구보의 서명과 ‘후
진국민’의 정체성 , 현대소설연구 58, 현대소설학회, 2015; 박진영, 되돌아오는
제국, 되돌아가는 주체 - 최인훈의 태풍을 중심으로 , 현대소설연구 15, 현대
소설학회, 2001. 이 논문들은 각 작품 별 최초의 연구이며, 이후 연구자가 근거하
고 있는 이론적 근거의 차이에 따라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회
색의 의자, 서유기, 총독의 소리에 주목한 다음 성과가 제출되었다. 반재영,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와 최인훈 소설의 담론적 대응에 관한 연구 - 탈식민주
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 고려대 석사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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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어주었다.19)

이 글 역시 최인훈 문학에 관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연구와 ‘문화론적 연구’의 입장에 서서,

최인훈이 생산한 각각의 텍스트를 그 텍스트가 생산된 1960-1970년대 후식민지

한국의 ‘역사적 지평’ 안에서 위치하고, 보다 ‘두텁게’ 독해하고자 한다. 깊이는

오히려 외화하는 힘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아도르노의 통찰을 염두에 두면서,20)

이 글은 선행 연구가 검토하지 않는 당대의 텍스트를 발굴하고 그것들을 최인

훈의 텍스트와 겹쳐 읽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최인훈의 문학을 균질적이고 고

정적이며 본질적인 대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1960-1970년대 후식민지 한국이라

는 구체적 시공간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수행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역사화(historicize)’하는 과정을 통해 최인훈 문학의 생산 조건과 특징을

아울러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이 글은 세밀하게 독해한 텍스트들을 ‘작가’라는 형상으로 합류하여

재구성하고자 한다. 다만 이때 ‘작가’는 ‘단단하고 단일한 주체’로서가 아니라,

‘시대를 표상하고 자기 내부에 타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장한 존재’21)로 ‘역사

화’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역사화’는 전통적 문학 연구의 세 영역인 작품론/작가

론/문학사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영역에서 새로운 담론 생산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세 영역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은

‘역사화’를 통해 기존에 익숙했던 텍스트의 관계를 재배치하고 재배열하는 방식

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문학사적 의미망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22)

19) ‘문화론적 연구’ 자체를 표제로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2010년대에 제출된
논문들은 대부분 1960-70년대 당대 담론과 최인훈의 소설을 겹쳐서 독해한다. 다
른 논문과 비교할 때, 당대의 텍스트를 풍요롭게 제시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임태훈,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와 붉은 소음의 상상력 - 1960년대 소리의 문화
사 연구를 위하여 (1) , 대중서사연구 25, 대중서사학회, 2011; 이행미, 부활과
혁명의 문학으로서의 ‘시’의 힘 – 최인훈의 연작소설 총독의 소리 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39,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장세진, 강박으로서의 식민(지),
금기로서의 제국을 넘어 – 1960년대 한국 지식인들의 일본상상과 최인훈 텍스
트 겹쳐 읽기 , 비교한국학 24(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6; 유예현, 최인훈 소
설에 나타난 공포와 죄의식 연구 - ‘언캐니(uncanny)' 개념을 중심으로 , 서울대
석사논문, 2016.

20) 테오도르 아도르노, 이순예 역, 부정변증법 강의, 세창출판사, 2012, 232-233
면. “깊이는 내면성으로의 퇴각과 같은 무엇도 아닙니다. 〔…〕깊이는 외화
(Entäußerung)하는 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1) 김건우, 역사주의의 귀환 – 한국현대문학 연구방법론 소고 , 한국학연구 40,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6, 502면.

22) ‘역사화(historicize)’에 대한 본 단락의 서술은 김건우, 역사주의의 귀환 – 한
국현대문학 연구방법론 소고 , 496-517면; 손유경, 슬픈 사회주의자, 소명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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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최인훈과 아시아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설가 최인훈과 마찬가지로 1936년생인 비평가 김윤식은

최인훈과 같은 세대적 감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 글의 관심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냉전 시기에 문학적 실천을 수행한 김윤식이 최인훈 문학에서 식민지 말

기 ‘국민학교’ 교육과 일본어 교육의 존재와 그것이 성년이 된 자신들에게 가진

의미에 주목한다는 사실이다.

가령 일제 시대 식민지 교육을 받은 세대는 우리 세대 이전에도 많다. 우리 세대는

기껏해야 국민학교 저학년일 뿐이었다. 2,3년 간의 국민학교 교육에서 한글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을 뿐이지만 그 짧은 기간이 일제의 막바지 였다는 점과 한 인간의

성장사에서 정신적 상처를 가장 깊에 입을 수 있는 시기였다는 점을 지억해 둘 수

있다. 물론 어느 세대나 자기의 유년 시절을 회고하고 그것을 회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리라. 평소에는 反日 사상에 투철한 인사들이 술만 취하면 일본 노

래를 불러 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 이런 현상은 물을 것도 없이 그 세

대가 낮의 논리와 밤의 논리,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의식(인격) 분열증을 노출시

킨 현상이라 규정될 수 있다. 이런 인격 분열증 현상은 자랑거리는 아니겠으나 그렇

다고 무턱대고 비난될 성질일 수 없다.23)

김윤식은 자신의 세대에게 유년기와 식민지가 겹쳤기 때문에, “낮의 논리와

밤의 논리,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의식(인격) 분열증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고 평하였다. 윤대석은 죄의식의 문제에 보다 섬세히 접근하면서, 식민지 교육

을 받았고 일본어 노래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보다는 “그것이 유년기

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즐거웠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보아 정신적 외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억압된 무의식과 욕망의 충족

이라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최인훈 문학의 서사적 장치와 주제를 이해할 수

있음을 밝혔다.24) 이들 연구는 최인훈이라는 주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 중에

서 식민지의 중요성을 환기하였다. 이는 최인훈이라는 주체의 내부에서 ‘한국’과

‘동아시아’가 어긋나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 어긋남과 주체의 억압/

욕망 충족이 서사 구성의 원리가 될 수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 편, 최근에는 아시아라는 공간과 최인훈 문학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

2016, 23-27면; 오혜진, ‘식민지 남성성’은 무엇의 이름인가 , 황해문화 96, 새
얼문화재단, 2017, 393면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김건우는 ‘(새로운) 역사주의’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 글은 ‘역사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역사
화’라는 개념은 오혜진의 글에서 사용한 선례가 있다.

23) 김윤식, 관념의 한계－최인훈론 , 한국현대소설비판, 일지사, 1981, 9면.
24) 윤대석,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출판, 2012, 272-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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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출되고 있다. 손유경은 광장의 주체 이명준의 이동이 ‘만주’→남한→북

한→‘만주’→북한→(중립국)임에 주목하여, “광장의 구도를 남/북 혹은 밀실/광

장의 추상적 대립이 아니라 ‘해방기 정치가들의 남과 북/일제강점기 혁명가들의

’만주‘라는 새로운 지평”에서 독해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25) 이 연구는 최인훈

의 문학에 겹쳐 있는 아시아라는 공간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냉

전의 맥락에서 독해된 최인훈 문학에서 식민지의 기억이 가지는 중요성을 환기

한다. 또한 최인훈이 주목하였던 그에 선행한 한국인의 이동과 실천의 존재를

환기한다. 권보드래는 냉전 너머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라는 시각에서 최인훈

문학의 정치적 상상력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중립화론과 1955년 반둥회의로 대

표되는 아시아․아프리카 탈식민국가의 정치적 세력화 등 냉전의 외부를 지향

한 실천과 상상이 최인훈 문학을 추동하는 주요한 참조대상이었음을 확인하였

으며, 광장의 중립, 총독의 소리 의 정치적 논술, 그리고 태풍의 카르노스

와 ‘비동맹’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뚜렷이 부각하였다. 동시에 “태풍은 가능성

에 바쳐진 서사라기보다 봉쇄에 바치는 조사에 가깝다”는 통찰을 통해,26) 외부

의 맥락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최인훈 고유의 문제의식에 대한 탐구 또한 요청

하였다. 김종욱은 인도네시아를 배경으로 한 가상 역사소설 태풍에 주목하여,

최인훈이 제국의 붕괴를 민족의 복원으로 이해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민족

과 국민을 넘어선 ‘세계시민’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했음을 분석하였다.27)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인식이 ‘한국’과 ‘세계’의 인식과의 관계 속에서 수행되며,

동시에 ‘한국’과 ‘세계’의 표상을 재구성한다는 점을 환기한다.

이 글은 선행 연구의 성과를 참조하여, 최인훈 문학을 통해 ‘동아시아’의 표상

가능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25) 손유경,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난 만주의 ‘항일’ 로맨티시즘 , 만주연구 12,
만주학회, 2012, 40면.

26)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 상허학보 34, 상허학회, 2012, 297면.

27) 김종욱, 무국적자, 국민, 세계시민 , 역사와 담론 72, 호서사학회, 2014,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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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시각

이 글은 앞서 언급한 대로 ①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와 ‘공간’으로서의 아시아,

② 비서구 근대의 후진성과 ‘시간’으로서의 아시아, ③ 세계사의 재구성과 ‘원리’

로서의 아시아 등 세 가지 문제에 따라 최인훈 문학을 연구하고자 한다.

□1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역사적 성격

냉전의 역사를 ‘오랜 평화’이자 단일하고 포괄적인 지정학적 질서로 이해했던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면서, 최근에는 냉전의 불균질성에 대한 역사적 탐구가 진

행되고 있다. 서구 중심적 냉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지구적 냉전이 “지

역적으로 특수한 다수의 역사적 현실과 다양한 인간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음

을 환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권헌익은 특히 ‘식민지’와 ‘냉전’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냉전의 시작이 제국주의 식민지배의 끝과

시기적으로 일치했던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두 시대의 정치형태가 불안하게 얽

혀서 사실상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었음을 강조하였다.28) 아프리카의 알제리,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돌아

간 이후 재식민화를 기도했던 서구의 제국에 맞서서 탈식민 항쟁을 수행하였다.

이들 국가는 지구적 냉전과 탈식민 항쟁을 동시에 경험하였다.

동아시아29)는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점에서 연합국의 식민지와는 다

른 역사적 경로를 걸어갔지만, 동아시아에서도 식민지의 유제와 냉전의 형성은

겹쳐 있었다. 유럽의 경우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상당기간 국민국가 체제가 자

리 잡은 상태에서 냉전에 접어들었으며, 1949년에서 195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냉전과 분단이 구조화되었다. 이와 달리 동아시아의 경우는 식민지배 이후 새로

28) 권헌익, 이한중 역,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2013, 17-18면.
29) 이 글은 ‘동아시아’를 일본, 북한, 한국,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을 가리키는 용어
로 사용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라는 개념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개념 사용이겠지
만, 2000년 이후 한국의 학술장 및 담론장에서 ‘동아시아’론이 논의될 때, 그 범위
는 위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글 역시 ‘동아시아’를 취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제안된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로
위 지역을 칭하고자 한다. 정근식,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격자구조와 ‘냉전
의 섬’들 , 박명규·백지운 편,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다, 진인진, 2016,
289-290면. ‘동아시아’와 달리 ‘동남아시아’는 수백 년의 서구 식민지 경험을 가졌
으며,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전선(戰線)이자 점령지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경험과
지역 질서의 동역학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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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독립국가 수립이라는 과제가 분단 정부 수립으로 귀결되었고 그 2년 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는 냉전이 분단국가의 형태로 급격히

제도화된다. 이에 더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진영은 중국과 북한을 정치적

으로 배제하면서 한국을 정전협정 아래 두었으며, 일본을 냉전의 하위파트너로

호명하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 냉전을 구조화하였

다.30) 또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9.8.)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위한

강화조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강화가 아니라 부분 강화에 그쳤고, 제국 일

본의 피해국인 중국, 타이완, 한국과 북한 등의 참여는 배제되었다. 유럽의 경우

냉전 초기부터 유럽공동체를 추진하거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권(Groβ

raum) 단위, 지역 단위의 세력화가 필요함을 알고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선 움

직임을 모색하였으나, 동아시아의 경우는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이 충분히 심문

되지 않는 상태에서 탈식민 개별 독립국가의 단위로 냉전 체제에 포섭되었고,

그 결과 개별 국가 단위로 냉전을 경험하게 된다.31)

<그림1> 최인훈과 시간 –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와 글쓰기

30) 김학재, ‘냉전’과 ‘열전’의 지역적 기원 – 유럽과 동아시아 냉전의 비교 역사사
회학 , 사회와역사 114, 한국사회사학회, 2017, 212-222면.

31)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332-3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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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에 함경북도 회령에서 출생한 문학자 최인훈은 식민지와 냉전, 그리고

탈냉전을 경유하면서,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문

화적 실천을 수행하였다.32) 그는 식민지 시기 ‘소학교’를 다닌 마지막 세대에 해

당하는데, 그는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며 일

본어를 ‘국어(國語)’로 배웠다. 이는 해방 후에 그가 일본어 독서를 통해 매개

(medium)로 구성된 지식을 통해 교양을 형성하는 이유가 된다.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가 형성 및 고착하는 시기, 곧 해방 후 분단으로 두 개

의 국가가 성립하고 한국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되는 시기에 최인훈은 신생 탈

식민국가 북한의 원산에서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이 시기 그는 ‘자아비판회’

에 서기도 했고, 낙동강 의 독후감으로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최인훈은 미군의 원산 폭격을 피해 방공호에 숨었으며, 아버지가 국군에 협조했

기 때문에 1.4.후퇴 시 일가와 함께 LST를 타고 월남하여 부산을 거쳐 목포에

정착하였다.

최인훈은 1950년대 중반 서울대학 법학과에서 수학한 후, 군에 입대한 상태로

4.19혁명을 목격하게 된다. 그가 집중적으로 소설을 창작한 시기는 동아시아냉

전분단체제의 제1국면인 1959-1970년에 이르는 시기이다. 그는 데탕트로 인해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가 점진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한 1970-1973년까지 소설을

창작한다. 1970년대 중반 그는 미국에 체류하며 귀국 후에는 희곡을 창작한다.

1970년대 중반 그의 전집이 문학과지성사에서 간행된다. 탈냉전으로 동아시아냉

전분단체제가 재편된(1989-1992년) 직후인 1994년, 그는 자신의 생애와 문화적

실천을 결산하는 자전적 장편 화두를 발표하였다.
최인훈의 이동과 문학적 실천이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변동에 밀접하게 반

응하고 있었다. 그의 소설 창작은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제1국면에 집중적으

로 이루어지는데, 제1국면의 특징은 개별 민족국가 단위에서 탈식민화와 냉전이

겹쳐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

식민지와 냉전이 겹쳐 있다는 것은 탈식민화와 냉전이 단지 시간적으로 중첩

되어 있다는 의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냉전과 식민지가 겹쳐 있다는 것은

탈식민지화라는 문제틀이 냉전이라는 문제틀에 의해 구조화됨으로써, 식민지 경

험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 방법의 모색 자체가 냉전이 허용한 사상과 실천의

임계를 넘지 못하며, 주체의 이동 또한 제한되어 공간적 이동에 근거한 문화적

상상이 차단된 상황을 의미한다. 냉전 하에서는 “사고의 틀을 남북 대결의 코드

이하로 제한·단순화하고, 사유의 단위 또한 대립하는 두 정체(政體) 이상으로

32) <그림1>의 세로축은 정근식,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형성과 해체 , 임형택
외, 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 2, 소명출판, 2014를 참조하여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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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지 않을 것을” 요구받았다.33) 냉전의 조건으로 인한 탈식민화의 문제 제

기의 차질에 따른 해결의 지연 또한 이에 포함된다.

해방 후 한국은 국가에 의한 공식적인 ‘친일파’ 청산이 실패하였고, 그 결과

식민지 경험의 ‘원망(怨望)’을 해소할 기회를 상실한다. 나아가 한국전쟁 이후

반공적 권위주의적 정권이었던 1950년대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중용을 천명하

면서도 ‘반일주의’를 내세우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식민지의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를 금지하고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일본의 영향을 은폐하였다. 그 결과

1950년대 한국에서는 ‘친일’ 혹은 식민지 경험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잠재화하

고 편재화(遍在化)하게 된다.34) 식민지 유산의 발견과 극복이라는 논제가 다시

금 ‘뒤늦게’ 제출된 것은 1960년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의 연동 속에서 1960

년대 초반 한국과 일본의 국교 수교가 논의되기 시작할 즈음에서였다.35)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감안할 때, 1960년에서 1973년에 이르는 시기 최인훈의

문학은 세 시기로 분절할 수 있다. 첫째 시기는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 제1국면

에서 한일협정이 논의되기 이전의 단계이다. 1959년 최인훈은 군인의 신분으로

등단하며, 이후 4.19혁명의 정신사적 영향 아래서 광장 (새벽, 1960.11. / 정
향사, 1961)을 발표하면서 냉전의 외부로서 ‘중립’에 대한 상상을 서사로 제시한

다. 둘째 시기는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 1국면에서 한일협정 논의 이후의 단계이

다. 최인훈은 장편 회색의 의자(1963-1964), 연작 크리스마스 캐럴

(1963-1966), 연작 총독의 소리 (1967-1969), 장편 서유기(1966-1967 / 1971)

를 이 시기에 창작한다. 그는 이 소설들을 통해서 냉전과 식민지가 겹친 후식민

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탐색하고 그것의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셋째

시기는 ‘데탕트’로 인해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가 점진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이다. 최인훈은 데탕트의 충격 속에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두만강, 태풍을 발표한다. 이 소설들은 사유에 대한 냉전의 압박으로부터 비

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작되었는데, 이 소설들이 제시하는 주제와 배

경, 분위기는 냉전의 압력으로 움츠려들고, 소극적이었던 둘째 시기에 비해서

보다 자유로우며 여유로운 상상을 보여준다.

33)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116면.
34) 이혜령, 친일파인 자의 이름 – 탈식민화와 고유명의 정치 , 민족문화연구
5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1, 31-32면.

35) 임종국의 친일문학론(평화출판사, 1966)은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한 논의와 그
에 대한 저항이었던 ‘6.3 사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혜령, 인격과 스캔들
– 임종국의 역사서술과 민족주의 , 민족문화연구 5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4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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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서구 지식인의 보편 인식과 ‘전통’ 형성의 문제

비서구 제국의 식민지로서 세계사에 접속한 한국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한국

의 지식인들은 세계사적 동시대성(보편성)과 후진성(특수성)의 낙차라는 조건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한국이라는 표상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지식인

들은 세계사와의 동시대성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후진성 및 서구와의

거리감을 뼈아프게 인식하면서 논리의 분열과 봉합을 거치며, 한국의 정체성을

탐색하였다.

19세기 이래 서구에서는 인류의 진보가능성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고,

발전이라는 일반 법칙에 따라 인류가 진보한다는 믿음 또한 광범위하게 유통되

었다.36) 근대는 자신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이해하며 자기를 준거로 하여

‘혁신’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었다. 나아가 “근대는 과거 전체에 세계

사적 질을 부여한다.”라는 지적처럼,37) 근대적 역사의식으로서 ‘진보의 이념’은

고대-중세-근대라는 형식으로 역사를 분절하여 서술하였다. 동시에 18세기 이

후 인류학적 보고를 통해 발견된 “지구상에 존재하는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

(Gleichzeitigkeit des Ungleichzeitigen)”38)에 대한 감각은, 역사적 시간 의식을

공간적 인식으로 전화되기도 하였다. 헤겔의 세계사 이해는 이러한 역사의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헤겔은 ‘세계사’를 “정신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한 앎에 이

르기 위해 어떻게 정신이 스스로를 가꾸어나가는가에 대한 정신 자신의 서술”

로 정의하였다.39) 세계사에 대한 헤겔의 해석은 그리스인에 의해 서구에서 자유

의식이 처음으로 싹튼 이래, 그 의식이 발전하여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근대국

가 체제를 형성한다는 결론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40)

동양인들은 정신이나 인간이 그 자체로 자유롭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

한명만 자유롭다는 것을 알 뿐이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만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유는 단지 자의나 열정의 야만성과 둔탁함이거나, 또는 단지 우연이나

자의에 지나지 않는 열정과 관대함과 온순함일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이 이 ‘단 한

사람’은 전제군주(ein Despot)일 뿐이며 결코 자유로운 인간은 아니었다.41)

36) 라인하르트 코젤렉, 황선애 역,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 – 진보, 114-115면.
37) 라인하르트 코젤렉, 한철 역, ‘근대’ - 현대적 운동개념의 의미론 , 364면.
38) 라인하르트 코젤렉, 황선애 역,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 – 진보, 94-97면. 이
글에서는 이미 인용한 적이 있는 서지의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명, 제목,
면수’의 형태로 줄여서 표기하도록 하겠다.

39) G.W.F. 헤겔, 서정혁 역, 세계사의 철학, 지식을만드는지식, 2009, 76면.
40) 곤자 다케시, 이신철 역, 헤겔과 그의 시대, b, 2014,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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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직선적 역사의식 위에서 서구는 발전과 진보, 그리고 ‘보편’의 장소인

중심부로서, 그리고 비서구는 후진과 정체의 장소인 주변부로 이해되었다. 이러

한 근대적 역사인식은 이후 20세기 초반에는 맑스주의에 전유되어 역사발전 단

계론이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으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근대화론과 경제발전

론이라는 논리로 유포되었다. 제3세계의 근대사는 발전과 이행의 서사라는 문제

틀과 그 형식으로 서술되며, 이행 서사의 주제들은 대개 발전, 근대화, 자본주의

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42)은 20세기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서구적 지식을 통해 자기를 형성한 20세기 동아시아 지식인들 또한 근대적

역사의식을 공유하였고, 보편으로서의 서구와 특수로서의 동아시아를 공간적인

위계의 형태로 이해하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국가로 도약한 일본은 러일

전쟁의 승리 이후 ‘탈아입구’의 입장에서 ‘국사’를 서술한다. 일본의 ‘국사’는 중

국과 한국으로부터 일본을 분리하였고, 동시에 일본의 역사와 유럽 역사의 유사

성을 강조하였다. 이때 핵심적인 논점은 일본의 중세가 ‘봉건제(feudalism)’였음

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는 일본의 역사가 보편사인 서구의 역사 발전단계와

동형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43)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국의 지식인들의 입장은 일본의 경우와 다

를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당대의 한국을 ‘무차별적 결핍’의 상태로

이해하고 서구와 한국 사이의 낙차를 고민하면서, 한국 사회의 진보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지식인들도 고대-중세-근대의 역사발전을 경유한 서구의

근대를 보편사로 이해하면서, 근대의 시작인 르네상스를 한국에 전유하고자 하

였다.44) 20세기 한국의 지식인들은 한국에서도 세계사의 발전이라는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45) 식민지화에 의해 타율적으로 근대화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고대와 중세의 유산과 전통 위에 근대를 세운 서구

41) G.W.F. 헤겔, 서정혁 역, 세계사의 철학, 76면.
42)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김택현 외 역, 유럽을 지방화하기 - 포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 그린비, 2014, 93면.

43) 미야지마 히로시,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 창비, 2013, 1장 및 2장.
44) 김동식, 진화․후진성․1차 세계대전 - 학지광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3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161-163, 172-176면.

45) 일례로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들고자 한다. 1930년대 조선에서 진행된 아시
아적 생산양식론 논쟁은 조선에서도 세계사의 발전단계가 적용가능한가라는 문
제를 둘러싼 것이었다. 백남운은 노예제를 인정하며 조선사의 보편성을 강조하였
고, 이청원은 아시아적 노예사회를 인정하며 조선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이북
만, 김광진, 모리타니 등은 조선에서는 노예제가 결여되었다고 보았다.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167-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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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한국에서는 고유의 문화가 ‘전통’으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자기의 실력에 의하여 구세력과 대체하였다느니보다 더 많이 국제관계의 영향과

거의 타력에 의하여 자주화의 길을 걸은 조선의 신세력이 신문화를 고유문화의 개

조와 그 유산 위에다 건설하느니보다 더 많이 모방과 이식에 의하여 건설했음은 당

연한 일이다. 〔…〕일방적인 신문화의 이식과 모방에서도 고유문화는 전통이 되어

새 문화 형성에 무형(無形)으로 작용함은 사실인데, 우리에게 있어 전통은 새 문화

의 순수한 수입과 건설을 저해하였으면 할지언정 그것을 배양하고 그것이 창조될

토양이 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46)

이러한 진단은 1930년대 임화만의 것이 아니라 당대 많은 지식인들이 공유하

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적 전위이자 미학적 전위를 자처했던 식민지 조선의 예

술가들은 “난숙한 부르주아 문화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 1930년대 식민지 조선

에서” 부정할 ‘전통’을 가지지 못하였고, ‘멋진 실패’조차 불가능한 역사적 조건

을 마주해야 했다.47)

이상의 입장은 실체로서의 보편이 서구의 역사라는 구체적 장소에 존재한다

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수잔 벅모스는 보편(성)을 실체로서 이

해하는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는 헤겔이 제안한 ‘보편적 자유의 기

획’을 비서구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새로운 기초 위에서 복원하고 재구성하고자

하였다.48) 그가 생각하기에 ‘보편성’이란 헤겔의 이해와 같이 서구의 역사적 경

험에 실체화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기존의 문화가 파열되는 지점에

서, 역사의 불연속성의 형태로만 보편성은 간취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보편사의 진정한 원천은 그 반란 사건에 대한 특별히 아이티적인 관점에서의 설명

에 있는 것이 아니며, 프랑스 혁명 서사에 의한 그 사건의 흡수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현 상태를 인간적으로 참아낼 수 없다는 노예들의 자각, 그 〔…〕자각의

순간에 보편성은 존재한다.49)

46) 임화, 개설 신문학사 (1939-1941), 임규찬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2 – 문학사,
소명출판, 2009, 57면. 이하 밑줄은 인용자의 것.

47) 손유경, 슬픈 사회주의자, 49-50면.
48) 로자 룩셈부르크는 보편으로서 서구라는 형상이 허상임을 역사적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는 서구의 근대를 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 환경’을 전
제로 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는 스스로를 보편으로 정위한 서구
의 근대가 비서양의 식민지 사회에 침투하여 그곳의 자원, 인력, 노동을 착취한
제국주의 체제 위에서만 가능했다고 강조하였다. ローザ·ルクセンブルク, 長谷部文雄 
訳, 資本蓄積論(下), 岩波書店, 1934 참조.

49) 수잔 벅모스, 김성호 역, 헤겔, 아이티, 보편사, 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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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자신의 역사철학을 정립하면서 진보에 관한 자신의 공식에 맞지 않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들을 반대 증거로 무시하였다. 하지만 수잔은 노예들의 고유

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 언어 등이 자원이 되어 그것들이 비선조적으로 조응

(corresponces), 혹은 리좀적으로 연결될 때, 보편성의 순간이 가능하다고 주장

하였다.50) 이를 통해 그는 보편성을 역사와 실체로서가 아니라, 원리와 순간으

로 재인식하였다.

1960년대 초반 최인훈 또한 주변부로서 세계사에 접속한 한국의 후진성과 ‘전

통’ 형성의 곤란이라는 문제 앞에서 고민하였다. 그는 회색의 의자의 주동인

물 독고준의 생각을 통해, 헤겔을 서구 철학의 ‘원선율’이자 기본형으로 이해하

였다.51) 독고준은 서구를 보편으로 이해하면서, 한국 문화가 보편에 미달한 것

은 아닌지 거듭 질문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최인훈은 4.19혁명의 형상을

자신의 소설 안에 거듭 삽입하였다.52) 4.19혁명의 형상을 자신의 소설에 삽입하

는 것은 ‘정신적 자유의 기획’으로 충일한 시간이자 자각의 순간이었던 혁명의

순간을 소환함으로써, 보편성의 원리를 현재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

시에 나아가 최인훈은 자신에 앞서서 한국의 후진성과 ‘전통’ 형성의 곤혹이라

는 같은 고민을 했던 한국근대문학 작가들의 작품을 자신의 소설 안에 삽입하

고 그것에 ‘겹쳐서’ 소설을 창작한다. 이러한 시도는 주변부의 역사적 경험을 그

자체로서 ‘전통’으로 구성하고 그로부터 ‘보편성’의 원리를 파악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3 ‘민족/국가’의 경계 넘기와 새로운 세계사의 상상

2017년 2월 24일 최인훈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에 참석하여,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이날 그는 “헤겔의 법철학과 관련된 졸업논

문을 쓰기도 했지만 복사본도 남겨둔 것이 없어 이후에 구경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53) 헤겔의 법철학 강의는 ‘가족-시민사회-국가’의 관계를 밝히며, 근대

의 공동체를 논한 저작이다. 이행, 분열, 통일의 과정을 거친 헤겔의 가족-시

민사회-국가의 모델은 근대 이후 세계와 사회를 상상하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50) 수잔 벅 모스, 김성호 역, 헤겔, 아이티, 보편사, 161면, 90면, 184면, 175면.
51) 최인훈, 회색의 의자 4, 세대, 1963.9, 388면.
52) 서은주, 소환되는 역사와 혁명의 기억 - 최인훈과 이병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2011; 유예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공포와 죄의식
연구 - ‘언캐니(uncanny)' 개념을 중심으로 , 75-96면.

53) <광장>의 최인훈, 서울법대 명예졸업장 받았다 , 한겨레, 20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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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54) 가령, 근대의 사회 혹은 국가를 상상할 때 ‘자유로운 개인’을 주체의

단위로서 생각하게 되었다. 자유를 가진 개인은, 그 이전 중세와 달리 ‘소유권’

을 보호받을 수 있는 소유권을 확립하며, 소유권에 근거하여 ‘시민사회’를 형성

하였다.55)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적 주체이자 상인이었던 시민(bürger)들

은 이윤을 찾아 사회의 외부, 국가의 외부로 나아가는데, ‘세계사’에 대한 상상

은 그 과정에 따라 가능해진다. 시민사회와 세계사에 대한 상상과 이해는 특정

한 ‘서사의 형식’으로 상상되었다. 시민의 성장은 도덕 질서, 자유, 권리를 위한

진보와 ‘구원의 역사’로 이해되었고, 세계사의 경우는 처음에는 ‘발견’의 형식으

로, 이후에는 ‘진보’와 ‘정체’, ‘문명’과 ‘야만’ 등의 이항대립적인 형식으로 나타났

다.56) 근대세계는 헤겔이 정식화한 가족-시민사회-국가의 정식과 세계라는 지

구적 공간이 절합하는 방식으로 재현되었으며, 근대인들은 국가나 민족을 사유

의 단위로 삼아 사상을 구성하고 실천을 모색하였다.

1960년대 초중반 최인훈 역시 ‘민족/국가’들이 모여서 ‘세계’를 구성한다는 입

장을 가졌다. 앞서 보았듯, 동아시아의 냉전은 서구의 냉전과 달리 민족국가의

단위로 경험되었다. 또한 주체의 이동이 제한되었다. 4.19혁명 직후 비교적 자유

로운 정신적 분위기 속에서 창작한 광장(1960/1961)의 주동인물 이명준은 ‘만

주’와 남지나해로 이동하였다(②). 하지만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 아래서 창작된

회색의 의자 이후 1960년대 중반의 소설들은 서사 공간이 한반도에 한정되었

으며(③), 민족국가와 민족국가의 이항대립적 관계로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다루었다. 1970년대 초반 데탕트로 인해 냉전의 압력이 다소간 사라졌을 때, 최

인훈은 ‘민족’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 영역을 소설 속에 묘사한다. 데탕트의

54) 헤겔은 하나의 인격을 형성하는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가족이 성립된다고 보았
다. 이후 윤리적, 자연적 이유에 의해, 가족은 인격의 자유의 원리에 의해 다수의
가족으로 분열하며, 다음의 단계인 시민사회로 이행하게 된다. 가족이 직접적 통
일의 단계인데 반해, 시민사회는 통일이 상실된 차이 및 분열의 단계이다. 시민사
회는 시장・법・복지 등 세 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복합체를 이루어진다. 시
민사회는 욕구의 체계와 사법 활동을 통해, 인격 및 소유의 자유와 ‘주체적 자유’
를 사회 제도 안에서 실현하과 동시에, 행정 및 동업 단체를 통해 주체는 가족의
실체적 통일로 되돌려지는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 점에서 개인은 새롭게 ‘시민사
회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국가는 가족의 직접적 윤리와 시민사회에서의 분열을
통합하는 할을 수행한다. 헤겔은 국가가 ‘주체적 자유’와 ‘실체적 통일’의 통일을
동시에 실현한 체제라고 이해하였다. 곤자 다케시, 이신철 역, 헤겔과 그의 시대
, 108-123면.

55) 植村邦彦,  近代 を支える思考 - 市民社会․世界史․ナショナリズム, ナカニ
シヤ出版, 2001, 2장 참조.

56) 찰스 테일러, 이상길 역, 근대의 사회적 상상 – 경제・공론장・인민 주권, 이
음, 2010,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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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분위기에서 다시 ‘만주’의 입구였던 회령( 두만강 )과 아시아태평양전쟁

의 전선(戰線)이었던 인도네시아(태풍)을 소설의 공간적 배경으로 삼으면서

서사의 공간을 확장한다(④). 이 점에서 냉전체제의 압력과 서사 공간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②와 ④의 공간적 상상이 한반도에 한정된 ③보다 넓다

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②와 ④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②의 관심

은 지식인 주체의 내면에 있으며, 그 지식인 주체는 ‘민족/국가’의 범위를 넘어

선 사유를 전개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④의 관심은 지식인이 아니라 민중의

일상과 사회의 구체적인 경험에 있으며, ‘민족’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에 관심을

두고 있다. 두만강 에서 H읍은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잡거하는 공간으로 재현

되며, 태풍에서 아이세노딘[인도네시아]은 유럽인, 동남아시아인, 동아시아인

들이 이주(移住)·식민(植民)·진주(進駐)한 공간이었으며, 여러 종족은 갈등하고

충돌하면서도 공존하였다.

본론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겠지만, ②와 ④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최인훈

이 자신의 유년시절의 의미를 성찰했기 때문이다. 최인훈의 유년은 식민지와 전

시체제하 일상의 경험이었다. 유년 시절에 대한 서정성은 민족의 아픔이라는 공

적 기억과 충돌하여 최인훈에게 정신적 외상으로 남기도 하였다.57) 하지만 1970

년대 최인훈은 유년 시절의 경험을 서사화한 두만강 을 발표하는데, 이곳에서

그는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갈등 속에 공존하는 사회를 발견한다. 또한 회령이라

는 사회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민중’의 형상에 주목하게 된다.

57) 윤대석, 식민지 문학을 읽다, 272면.

<그림2> 최인훈 소설의 공간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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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의 H읍은 성년이 된 그가 자연화하였던 ‘민족/국가’를 기반으로 한

‘세계’와는 이질적이었다. 이 발견을 통해 최인훈은 ‘지식인’과 ‘민족/국가’라는

개념을 상대화하게 된다. 이후 그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서울의 주변부

민중의 삶을 포착하고, 태풍에서 아이세노딘 민중의 삶에 근거한 아시아주의

자의 형상을 제시한다.58)

1970년대에 ‘민족/국가’의 위치를 상대화한 최인훈은 기존의 서구 중심과 근

대 중심의 세계사 인식을 재구성해간다. 최근 경제사, 환경사, 역사인구학 등의

연구방법에 의해서 지구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움직임이 제안되고 있다. 포머란

츠는 산업 혁명 이전 영국, 중국, 일본, 인도 등의 경제발전 정도를 분석한 결

과, 대개 비슷한 수준의 경제 발전단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여러 나라들은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지만, 자원의 부족으로 대표되는 생태적 한계 상황으

로 ‘발전의 덫’에 걸린 상태였다. 이때 유럽은 두 가지 계기, 해외 식민지의 획

득과 부존자원의 활용을 통해 생태적 곤경을 돌파(breakthrough)한다. 식민지를

통해 식량과 자원을 강제적으로 획득함으로 유럽 내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영

국의 노상 석탄을 활용하여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 1820년을 전후하여 중국과

유럽의 대분기(Great Divergence)가 일어난다. 주목할 점은 이 두 계기 모두 우

연적이라는 사실이다. 해외 식민지는 유럽 사회의 내부 구조로부터 발생한 필연

적 현상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더해진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우연적(contingent)

이었으며, 노상 석탄의 존재는 전적으로 운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우연적

(accidental)이었다. 포머란츠는 유럽의 산업혁명과 세계사의 헤게모니 장악을

‘우연’ 및 ‘폭력’의 결과로 이해할 가능성을 열었다.59) 다른 한 편, 최근 동아시

아의 역사를 서구의 역사발전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문명을 가

진 소농사회로 이해하려는 논점이 제시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근대를 ‘근세적

인 것’과 ‘근대적인 것’의 절합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시되고 있

다.60)

1960년대까지 최인훈에게 제국과 식민지란 일본과 한국의 관계였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에 발표한 태풍을 통해 최인훈은 제국이었던 서구와 식민지 아

시아의 관계를 세계사의 범위에서 재인식하며, ‘환경’이라는 요인이 가진 중요성

58) 김종욱, 무국적자, 국민, 세계시민 , 146-147면.
59) 케네스 포메란츠, 김규태 외 역, 대분기, 에코리브르. 2016, 5장; 주경철, 대항
해시대 - 해상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42-43면.

60) 미야지마 히로시, 동아시아 소농사회의 형성 ,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북스, 2013; 미야지마 히로시 외 편,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 동아
시아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푸른역사, 2015; 이타가키 류타, 홍종욱 외 역, 
한국근대의 역사민족지 – 경상북도 상주의 식민지 경험, 혜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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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한다. 이를 통해 그는 서구중심적인 역사를 재구성하며, 새로운 세계사

를 상상하는 데 도달한다. 후일 최인훈은 어느 ‘일본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서

구동점 이전의 동양은 ‘문명’한 ‘농업’ 사회였다고 하면서, 아시아의 고유한 역사

적 경험을 강조하였다.61)

□4 논문의 구성

위에서 살펴본 연구의 시각에 근거하여, 이 글은 ①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와

‘공간’으로서의 아시아, ② 비서구 근대의 후진성과 ‘시간’으로서의 아시아, ③

세계사의 재구성과 ‘원리’로서의 아시아의 문제를 각각 2장, 3장, 4장에서 다루

고자 한다.

2장에서는 ‘공간’으로서의 아시아를 다룬다. 이곳에서는 ‘냉전아시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최인훈의 정치적 상상력을 ‘중립’, ‘통일’, ‘민

주주의’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1960년이라는 당대적 맥락에

유의하면서, 최인훈의 광장을 분석하며 동시에 동아시아 역내소통가능성의 문

제를 살펴본다. 2절에서는 냉전 하 지식인으로서 이동의 곤란과 ‘통일’이라는 이

념을 서사화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최인훈의 데탕트 국면에서 민주주

의에 대한 최인훈의 상상을 살펴보고자 한다.62)

3장에서는 ‘시간’으로서의 아시아를 다룬다. 비서구 근대라는 조건 속에서 한

국적 근대라는 ‘전통’을 구성하고자 했던 최인훈의 기획을 다룬다. 1절에서는 최

인훈이 비서구 근대를 경험과 교양의 불일치로 파악하였으며, 이 문제를 후식민

지라는 틀로 제시하였음을 밝혔다. 2절에서는 최인훈이 그에 앞서 한국 근대의

파행을 고민했던 20세기 초반의 문학자의 문학적 실천에 ‘겹쳐 쓰기’를 통하여,

한국의 근대 자체를 하나의 ‘전통’으로 구성하였음을 살펴보았다.63)

61) 최인훈, 일본인에게 보내는 편지 , 유토피아의 꿈, 문학과지성사, 1980, 94면.
62) 2장 1절 및 2절의 일부는 장문석, 냉전 너머의 아시아를 상상하기?! - 최인훈
과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의 어긋난 마주침에 관한 몇 개의 주석 , 한국언
어문화 62,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로 발표된 바 있으나, 대폭 수정하였다. 2장 3
절은 장문석, 통일을 기다리는 나날들 - 7·4 남북공동성명 직전의 최인훈과 소
설가 구보씨의 일일 , 통일과 평화 9(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7으로 발
표된 바 있으나, 축약 및 보완을 거쳤다.

63) 3장 1절의 일부는 장문석, ‘우리 말’로 ‘사상(思想)’하기?! - 후기식민지 한국과
광장의 다시 쓰기 , 사이間SAI 17, 2014 및 장문석, 후기식민지라는 물음 -
최인훈의 회색의 의자에 관한 몇 개의 주석 , 한국학연구 37, 인하대 한국학
연구소, 2015.로 발표되었으며, 수정을 거쳤다. 3장 2절은 장문석, 실패의 ‘전통’
으로 유비를 탈구축할 수 있는가? - 1960-70년대 최인훈의 소설 쓰기와 한국 근
대(문학)의 ‘전통’ , 한국현대문학연구 53, 한국현대문학회, 2017로 발표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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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원리’로서의 아시아를 다룬다. 최인훈은 주변부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여 서구 중심의 세계사를 재인식하고자 하였다. 1절에서는 서구 근대사

재인식 문제와 ‘광역권’의 원리에 대한 최인훈의 탐색을 살펴본다. 2절에서는 최

인훈이 유년시절에 겹친 식민지 기억을 발견하여, 식민지를 지역으로 재현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최인훈이 ‘아시아주의’를 수행적으로 재구성하고,

주변부의 시각에서 새로운 세계사의 원리를 제시하는 과정을 살펴본다.64)

으며, 이론과 결론을 보완하였다.
64) 4장 2절은 장문석, 이주로서의 식민과 지역의 발견 - 최인훈의 두만강 과 뒤

늦게 도착한 식민지 유년의 초상 , 인문논총 74(4),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7
로, 4장 3절은 장문석, 주변부의 세계사 - 최인훈의 태풍과 원리로서의 아시아 ,
민족문학사연구 65, 민족문학사학회, 2017로 발표한 바 있으며, 수정 및 보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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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전 너머의 상상과 아시아의 공간

2.1. 동아시아의 광장과 중립의 기입

2.1.1. 혁명 이후에 되돌아본 냉전아시아의 형성

□1 4.19 혁명과 동아시아의 역내 소통가능성

해방 후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반민특위’(1948-1949)의 좌절이 상징

하듯 한국은 공식적인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한국에서 식민지 경

험의 책임을 묻고 ‘원망(怨望)’을 해소할 기회 또한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1950

년대 남한에서는 일상생활과 문화에서부터 상당부분의 행정과 제도에 이르기까

지 식민 권력이 구축한 사회의 구조와 문화는 온존되고 있었다. 나아가 한국전

쟁 이후 1954년 5월 이승만은 애국을 통한 속죄(贖罪)를 주장하면서, ‘친일파’의

중용을 천명하였다.65) 하지만 대중들의 반일정서를 결집하여 자신의 체제를 정

당화하고 통치에 활용하고자 했던 이승만은 스스로를 ‘반일민족주의’의 대표자

로 표상하였고,66) 단독정부 수립 이후 유지되었던 ‘일본적인 것’에 대한 철저한

검열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1950년대 한국에서는 일본 서적 및 잡지의 수

입 및 번역출판, 일본신문의 기사 전재, 일본 레코드 수입이 금지되었고, 밀수입

된 일본서적 또한 강력히 단속하였다. 또한 국문출판물이 일본에서 인쇄되는 것

을 금지하였으며, 일본상품의 신문지면 광고 역시 금지하였다.67) 하지만 1950년

대 ‘일본적인 것’에 대한 검열과 통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보다는 이승만 정

권에 봉직하는 협력자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는 것이 목적이었다.68) 다른 한 편,

이승만은 독립운동 경력을 통해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였고, 그 정통성에 근거

하여 북진 통일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반일’의 이념이 때로 ‘반공’의 이념에

동원되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로서 정통성을 갖춘 스스

로를 북진통일을 이룩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표상하였다.69)

65) 이혜령, 친일파인 자의 이름 - 탈식민화와 고유명의 정치 , 민족문화연구 5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1, 31-32면; 이순진, 한국전쟁 후 냉전의 논리와 식
민지 기억의 재구성 - 1950년대 문화영화에서 구축된 ‘이승만 서사’를 중심으로 ,
기억과 전망 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95면.

66)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역사비평사, 2007, 137면.
67) 이봉범, 1950년대 문화 재편과 검열 , 한국문학연구 34, 동국대 한국문학연구
소, 2008, 27-29면.

68) 브루스 커밍스, 김동노 외 역,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비, 2001, 4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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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19 혁명은 1950년대 이승만에게 동원되었던 ‘반공’과 ‘반일’의 의미를

재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낳았으며, ‘반일’과 ‘반공’을 넘어서 동아시아의 역

내 소통가능성을 탐색하고 현실화하려는 움직임 또한 일어났다. ‘반공’을 극복하

여 북한과 소통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대표되는 것은 대학생의 통일 운동과

‘중립화론’이었다. 당시 한국의 대학생들이 외쳤던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의 구호는70) 4.19 혁명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상상력을 대표하는 구호였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는 북한과의 관계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체감되었는데,

4.19 혁명 이후 대중적인 것, 일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정신주의적이며

고급문화에 속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영역’에서 일본문화는 크게 유행

하였고 폭발적으로 수용되었다.71) 언론과 지식인들은 당시의 일본문화가 유행하

는 4.19 이후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두고 ‘일본 붐’이라고 명명하였다.72) ‘일본

붐’에 대한 의견은 찬반으로 갈렸고, 그 위에서 한일관계의 과거를 어떻게 이해

하고 미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사회적 의제로 제시되었다.

1960년 11월 사상계에 수록된 ‘국내의 움직임’을 보도한 짧은 기사는 4.19

이후 ‘일본풍’의 유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일’의 미래를 전망한 글로, 당대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기사는 4.19 직후 일본 음악, 일

본식 패션, 일본문학 및 서적 번역, 일본어 회화 강습 등을 예로 들면서 ‘전국에

몰아치는 일본풍’을 특기하였으며, ‘일본풍’의 유행을 두고 “4.19 혁명과 더불어

반일절대주의 라는 타부우도 해제된듯하다.”라고 평하였다. 기자에 따르면 “이

(李) 정권은 모든 비난의 방패막이로서 반공 ․ 반일 의 슬로간을 내걸고 있었

다. 그러므로 그 정권의 몰락과 함께 그의 슬로간이 배제된다는 것은 자연스러

운 귀결”인 셈이었다.73) 동시에 이 기사는 4.19 혁명 이후 ‘반일’과 ‘반공’을 전

망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4.19 혁명으로-인용자) 反共 을 버리지는 않았다. 다만 맹목적인

반공, 타부우의 의미만으로서의 반공이 배제되었고, 정치적 라이발에게 내대는 무기

69) 이승만의 82회 생일을 맞아 1957년 3월 25일에서 4월 10일까지 소공동 공보관
에서 ‘우남 전시회’가 열렸고 극단 신협은 연극 <풍운>을 공연하여 독립운동가로
서 이승만의 행적이 정리되었다. 이 행사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역
사(‘반일’)를 구축하여 남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그에 바탕하여 ‘공산세계’에 승
리(‘반공’)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였다. 이순진, 한국전쟁 후 냉전의 논리와
식민지 기억의 재구성 , 83-87면.

70) 社會黨 反國家行爲公訴狀全文 , 경향신문, 1961.8.29.
71)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515-517면.
72) 유진오․이어령, 일본을 말한다 (좌담), 새벽, 1960.7, 133면.
73) 전국에 몰아치는 일본풍 , 사상계, 1960.11,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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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反共이 사라졌다는 것뿐이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체험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있으므로 反共 은 우리 생활의 한 底流로서 사라짐이 없이 항상 있

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그러나 反日 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日本에 대한

우리 태도는 퍽 위태로웁다. 우리가 그들의 피압박민족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옳

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은 퍽 드문 것 같다. 극도의 열등의식과 반발에서

오는 우월감, 이런 좀 비정상적인 감정이 지배적이다.74)

‘반일’을 ‘반공’에 동원하였던 이승만 정권과 달리, 사상계의 기사는 ‘반공’과

‘반일’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그 의미와 기능을 인식하고자 한다. 기사는 4.19

혁명 이후 맹목적인 반공에서 벗어나 ‘우리 생활의 한 저류’로서의 반공을 요청

한다. ‘반공’에 대한 명징한 요청과는 달리, 기사는 ‘반일’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

론을 내리기를 주저한다. ‘반일’ 감정은 한국인의 ‘열등의식’과 관련이 있고 ‘비

정상적인 감정이 지배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기사는 4.19 혁명 이후

‘일본가요’에 관심을 보인 이들을 ‘식민지를 경험하지 못한 호기심 많은 청소년’

과 ‘일본문화에 대한 은근한 향수를 가진 몰지각한 중년’이라고 단언하면서, 한

국인이 일본에 대한 ‘기형적인 열등감’을 이겨내고 “歷史는 역사대로 正視하면

서 日本과 一對一의 대등한 입장”으로 나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대등한

입장’이란 문화의 등가교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경제부흥이 급선무였

던 당대 한국으로서 일본은 가장 ‘이상적인 무역시장’이었다. 한국전쟁의 ‘덕을

보았던’ 일본은 지리, 정치, 규모, 수출가능상품 등 여러 면에서 한국의 이상적

무역상대로 ‘상호경제원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사의 결론이었다.75)

1960년 여름 총선에서 ‘중립’과 통일을 정책으로 채택한 정당이 적지 않았다

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공’이 삶의 근거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 이 기사의 입장

은 다소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적 성향을 띤 기사조차도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이 정권의 안정성을 위해 동원하였던 ‘반공’과 ‘반일’에 대하여,

4.19 혁명 이후 새로운 의미 규정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동의하고 있었

다. 이때 ‘반일’의 의미 재구성은 단지 한국문화의 정체성 문제나 열등감 극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국제관계와 경제성장의 전망과도 닿아 있었다.

4.19 혁명은 ‘일본 붐’이라는 유행에 더하여, 한일관계의 과거와 미래를 이해

하며 소통과 극복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낳았다. 1960년 7월 종합지 
새벽이 기획한 대담 <일본을 말한다> 역시 이런 맥락에 놓여 있었다. 이 대담

은 새벽의 임시편집위원이었던 문학평론가 이어령이 질문하고 고려대학교 총

장 유진오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934년생 이어령은 “일본이라고 하

74) 전국에 몰아치는 일본풍 , 160면.
75) 전국에 몰아치는 일본풍 , 160-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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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저 국방색 국민복 과 사벨을 찬 순사, 그리고 게다 와 가미다나 정도

의 인상”을 가진 ‘영 제네레이션’으로서 대담에 참석하였고, 1908년생 유진오는

식민지의 제국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도쿄대학 교수를 ‘지인’으로 가진 지식인이

자 해방 이후에도 일본을 수차례 다녀온 ‘올드 제네레이션’으로서 대담에 참석

하였다. 대담의 초반 두 사람은 반도와 섬이라는 환경적 조건으로부터 국민성과

‘기질’의 상이점 등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어령의

질문과 유진오의 대답이라는 형식이 지켜진다. 그러나 중반 이후 대담은 질문과

대답의 관계가 아니라,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76)와 ‘식민지를 경험한 세

대’ 사이의 토론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간다.

대담의 성격이 바뀌어가는 변곡점은 이어령이 “우리 영 제네레이션은 올드

제네레이션처럼 그렇게 일본에 대하여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

다.”라고 언급하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대적 경험과 감성의 차이를 전

면화한 이후부터였다. 이어령은 일본문화를 전면 개방하여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비교함으로써”, 일본의 문화가 한국의 새로운 문화 형성에 “자극제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였다. 유진오는 다소 방어적인 자세로 “아직도 우리 국민 중에

는 〔…〕 사대주의적으로 일본 것을 퍽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면

서, 한일 문화교류가 지속되더라도 “일본사람과 자유롭게 왕래한다는 것은 안

될 것”이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그는 인적 교류로는 신문기자, 문화인,

학자, 정치인, 실업가 등 소수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왕래”가 필요하며, 그것으

로 교류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다.77)

일본문화의 전면적 개방을 요청하고 같은 세대의 일본인과 스스럼없이 의견

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젊은 세대’ 이어령의 입장은 스스로 정의하였

듯 “개방주의”라 정리할 수 있다. 그의 ‘개방주의’는 10대 중반에 경험한 한국전

쟁과 20대 중반에 경험한 4.19 혁명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

어령은 “6.25 동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인간의 문제와 직접 대결할 수 있”

게 되었으며 그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일본인들 역시 “4.19 이후로 그들의 인

식이 달라졌을 터”라고 확신하였다. 이어령에게 일본이란 참조와 토론의 대상이

었으며, 그가 대망하는 한일관계는 “서로 주고 받”는 관계였다.78)

76) 이어령은 1934년생으로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는 세대가 아니다. 그 역시 유년기
였던 1940년대 초반 전시체제의 ‘국민학교’에서 일본어로 수업을 들었다. 그 경험
은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령도 최인훈과 같은 세대적
경험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담에서 이어령은 자신의 유년기 경험
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직접 그들(일본-인용자)에게 지배된 일 없”는 “영
제네레이션”을 대변하여 유진오에게 질문한다.

77) 유진오․이어령, 일본을 말한다 (대담), 128-129, 132면.
78) 유진오․이어령, 일본을 말한다 (대담), 133, 129, 130면. 이어령에게 일본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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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령에 비해서 유진오의 위치와 입장은 보다 미묘하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앞서 근대화를 수행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한국이 배워야할 대상은 일본이

아니라 “원천지” 구미(歐美)라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한다. 두 사람은 모두 한국

과 일본, 서구에 관해서 언급하지만, 이어령의 경우 한일관계에 관심이 관심을

두는 반면, 유진오는 서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청년 시절 식민지 조

선에서 “굉장한 책으로 알고 보았”던 일본 잡지조차도 “우리가 구미에 직결된

뒤에 그것을 대하니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는 유진오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79)

1960년 당시 그는 일본 보다 서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유진오는 식민

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일본’을 잘 아는 세대의 지식인으로서 대담에 초대되

지만, 실제 그의 입장은 일본보다는 서구에 기울어 있었고, 유진오는 서구의 존

재를 상수로 전제한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논하였다. 유진오가 강조했

던 ‘서구’는 근대 문화의 본향이라는 의미도 갖추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지구적 냉전 하에서 반공의 근거지의 의미도 있었다. 그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

책이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이어령은 앞서 
사상계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盲目的 반공은 위험하죠.”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만, 유진오는 이어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독일은 일본보다 한 발 앞서 있어서 독일의 社會黨은 保守黨에 대립하면서도 작년

에 완전히 공산주의와 절연했습니다.〔…〕일본에서는 지금 공산세력이 강한데 이

것이 西獨과 같은 단계로 들어가야만 공산주의에 대한 면역성이 생기리라 믿습니

다. 그런데 日本에 가보면, 우스운 것은 공산주의를 동정하고 있는 일인데, 그것은

민족성에서 오는 점도 있겠으나, 오히려 文人들이 장사해 먹는, 즉 일본의 일반적

경향이 자본주의적인 까닭에 또 인테리들이 保守를 반대하는 경향으로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인지 그런 유의 글을 많이 써요. 〔…〕一九五一年에 韓日會談 때에 갔었

는데 그때 대학교수 몇 사람과 지금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나 보기에는 당신네 민

족이 三개월만 일본 공산당 지배하에 놓여야 당신네가 정신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마는 事實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가르쳐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한 팜

조의 대상이다. 가령, 그가 보기에 일본인은 ‘토속적인 것’을 ‘문화화(文化化)’하고
‘근대화(近代化)’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한국인은 실패하였다. 이에 대해 이어령의
개방주의는 열등의식 없이 일본인의 성공을 배워 한국의 실패를 보충하면 된다
는 태도로 나아간다. ‘토속적인 것’의 ‘문화화’에 대한 관심은 이어령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현암사, 1963)를 예비한다. 동시에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의 ‘해
와 달’의 설화 에서 볼 수 있듯, 그의 한국인론의 한 겹 아래에는 참조와 비교 대
상으로서 일본인론이 있었다. 황호덕, 일본, 그럼에도 여전히, 세계의 입구 - 
축소지향의 일본인으로 읽는 한 후기식민지인의 초상 , 일본비평 10, 서울대
일본연구소, 2010, 182-184면.

79) 유진오․이어령, 일본을 말한다 (대담),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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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레트이지만 <苦難의 九○日>이라는 것을 共著로 내지 않었어요? 東京 가면 서너

種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냐? 거짓말이 아니냐

고 묻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는거죠.…80)

유진오는 1960년 당시 독일 사회당과 일본 ‘공산세력’을 비교하면서, 일본의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거리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였다. 1960년 7월

유진오의 언급은 1960년 5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전개되었던 ‘안보투쟁’을 염두

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60년 5월 19일 자유민주당 기시 노부스케(岸信

介) 내각은 1958년부터 미국과 논의해 오던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개정을 강행하

였다. 개정의 큰 방향은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극동에서 발발한 전쟁에 일

본이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사회당과 일본공산당, 일

본노동조합총평의회 등 각 정당과 노동조합이 개정에 반대하였지만, 이후 시민

들이 자율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며 국회 앞으로 모여서 평화 시

위를 개최하였고 이는 정권 퇴진 운동까지 이어졌다. 시위가 절정이던 6월 중순

에는 10만여 명이 운집하였으며 결국 기시 내각이 붕괴하고, 새로운 내각이 성

립된 7월을 기점으로 투쟁은 사그라들었다. 당대 한국의 언론은 ‘미일안전보장

조약’의 비준 과정과 시민들의 ‘안보투쟁’의 경과와 참여 인원수를 실시간으로

보도하였다.81) 이 점에서 1960년 봄 한국과 일본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육체의 형태로서 민주주의가 추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를 주장하는

방법”82)인 집회를 이어갔다.

한국의 4.19 혁명과 일본의 ‘안보투쟁’ 사이의 내적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두 사건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 제국-식민지 질서의 유제와 미국 주도의 냉전

국제질서가 결합한 반민주-권위주의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라는 성격을 공유하

고 있었지만,83) 구체적인 맥락과 문제의 지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80) 유진오․이어령, 일본을 말한다 (대담), 131면.
81) 日高六郞, 1960年 5月 19日, 岩波書店, 1960, 46-47, 71-88, 274頁. 당대 한국의
기사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日 左翼 學生 示威 警察과 衝突, 71名 負傷 , 경
향신문, 1960.5.24.; 二百萬名이 示威, 경향신문, 1960.5.26.; 萬五千의 婦女子
도 示威 , 경향신문, 1960.5.26.; 首相官邸에 亂入 , 경향신문, 1960.6.4.; 安
保條約 週內通過 强行 , 경향신문, 1960.6.7.; 反美感情 거의 없다 , 동아일보
, 1960.6.13.; 日 左系 18日엔 30萬 示威 計劃 , 경향신문, 1960.6.17.; 20萬 群
衆 解散 , 경향신문, 1960.6.19.; 岸政府는 곧 瓦解 , 경향신문, 1960.6.19.;
日 政局 아직도 不安 , 동아일보, 1960.6.21.

82)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아타나시오우, 김응산 역, 박탈 - 정치적인 것에 있어
서의 수행성에 관한 대화, 자음과모음, 2016, 315면.

83) 김항, 알레고리로서의 4.19와 5.19 - 박종홍과 마루야마 마사오의 1960 , 상허
학보 10, 상허학회, 2010, 176-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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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한국인들에게 수많은 일본 시민이 참여한 평화시위의 전개와 내각 붕괴

의 소식은 직전에 경험하였던 4.19를 환기하는 바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한국의 언론은 집회에 참여한 인원수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84) 기시 내각의

대응 추이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안보투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4월 말,

한국의 한 신문기사는 일본국민과 재일교포들이 한국의 4.19 혁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 것을 “축복”하고 있으며, 한국의 혁명이 당시 일본에서 진행 중인 ‘미일

안보조약 반대시위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미 ‘한국학생을 본뜨라’는 구호까

지 유행”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하였다.85) 실제의 연관성과 별개로 당대 한국인

의 감각에서 본다면, 1960년 한국과 일본에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위가 일

어난 것으로 보인 셈이다.

일본에서 진행된 ‘안보투쟁’을 염두에 둔다면, 4.19 혁명 직후 유진오의 언급

이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또한 어색하지 않다. 일본의 ‘안보투쟁’은

1960년 5월 19일 ‘미일안전보장조약’ 개정으로 발발하였는데, ‘미일안전보장조약’

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 49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

된 ‘샌프란시스코조약’과 동시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었다.86) 1951년 한일회담

을 위해 방일한 유진오는 자신의 한국전쟁 경험을 기록한 서울脫出記 를 읽은

일본인들이 그 기록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였음을 강조한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단신으로 겨우 서울을 탈출하였던 유진오는 후일 그의 탈출과정을 일기체로 작

성하면서, “우리 나라(북한에 점령된 서울 지역-인용자)의 共産主義는 民主革命

을 가져 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아직도 뿌리 깊게 存在해 있는 封建

殘滓의 土臺 위에, 그대로 共産主義的 階級制度를 세우려는 무서운 後進性”을

가진 것으로 맹비난하는 한 편,87) 탈출기의 곳곳에 정부 수립과 전쟁 발발에 대

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는 “美國의 絶對한 支援 없이는 大韓民國은 成

立될 수 없었”으며, “美國에 支援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의 民主勢力은 미처 集

結될 틈도 없이 敗散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토로하였고, 전쟁이 발발했는

84) 앞의 주석 81에 보이듯, 한국 언론의 보도는 200만명, 1만5천명, 30만, 20만 등
숫자를 앞서 제시하였다.

85) 韓國學生 본뜨라 日本서 口號流行 , 동아일보, 1960.4.28.
86) 日高六郞, 1960年 5月 19日, 261頁.
87) 유진오, 서울脫出記 , 유진오 ․ 모윤숙 ․ 이건호 ․ 구철회, 고난의 90일,
수도문화사, 1950, 27면. 유진오는 북한군의 서울 점령기간 중 자신의 누이가 ‘유
진오의 누이’라는 이유로 추궁을 받은 것을 전해 듣고는, 개인의 죄를 가족에게
연좌하는 것은 “三族을 滅하는 封建思想”이라고 비판한다. 유진오는 단신 도강이
었고 그의 가족은 서울에 잔류하였지만, 그는 탈출기에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기
록하지 않는다. 미안함이 ‘공산주의의 후진성’에 대한 비난으로 전도된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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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大體 美國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원망하였다.88)

대담을 맺으면서 유진오는 “결국 일본이 뭐니뭐니 해도 우리의 四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깝지 않고 우리와 가까우며 문화

도 그대로 통용될 것이에요.”라고 언급하는데,89) 이 언급은 문면에 드러난 것처

럼 한일의 문화적 유사성에 대한 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유진오의 발언은

한국-일본의 거리와 동아시아-서구의 거리 사이의 압도적인 차이를 표현하는

동시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아래에서 한국과 일본이 긴밀히 얽혀 있다는 사

실을 지시한다. 그리고 그는 1960년의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열전’을 경험하면

서 동아시아의 냉전질서가 구조화되던 1951년의 시간에 겹쳐서 이해하고자 하

였다.

새벽의 대담 <日本을 말하다>는 식민지를 경험하지 못한 이어령과 식민지

를 경험한 유진오의 대화를 기획한 것이었지만, 두 사람이 논의한 일본은 한국

을 식민지로 통치하였던 제국 일본이 아니라,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 안에서의

일본이었다. 또한 이 대담은 참가자 두 사람의 시각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이었

는데, 이어령은 4.19 혁명을 이룩한 젊은 세대로서 일본과 북한을 바라보았다.

그는 4.19 혁명을 통해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며,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소통과 미래를 구성하고자 하였고, ‘맹목적 반공’이 아니라면 괜찮

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달리 유진오는 성인의 나이로 한국전쟁을 경

험한 장년 세대의 입장에서 발화하였다. 그는 1950년 이래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가 지구적 냉전과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 내부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1960년에

일어난 한국의 4.19 혁명과 일본의 안보투쟁에 다소 거리를 두고 ‘반공’이라는

표면적인 의장 뒤에서 그 의미를 신중히 탐색하고 있었다.

□2 1960년, 공동의 ‘광장’을 찾아서

1960년 10월 15일 최인훈의 중편소설 광장 이 실린 종합지 새벽 11월호가
간행되었다. 당시 새벽의 편집발행 겸 인쇄인이었던 주요한은 장면 정부에서

상공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었고 주간 김재순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상

황이었다. 따라서 1960년 5월부터는 편집장 신동문과 1959년 10월 혁신호 이래

비상근 편집위원을 맡고 있던 이어령이 실질적으로 새벽의 편집을 담당하고

있었다.90) 새벽 11월호의 편집후기에서 신동문은 최인훈과 광장에 관하여

88) 유진오, 서울脫出記 , 28-29면.
89) 유진오․이어령, 일본을 말한다 (대담), 133면.
90) 주요한은 1960년 9월 12일-1961년 5월 3일에 걸쳐 장면 정부의 상공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김재순은 1960년 7월 29일에 실시된 제5대 총선에 당선되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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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그레이 俱樂部 假面考 等으로서 彗星처럼 나타난 新進作家 崔仁勳氏의 中篇力

作 廣場 을 全載한다. 兩斷된 祖國의 南北의 風土를 마치 時代의 證人처럼 딩굴어

야 했던 主人公을 그린 이 作品은 아마 戰後韓國文壇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問

題性을 지닌 作品이라고 생각한다.91)

이 소개의 글은 신동문으로서도 긴장

속에서 적어간 문장이었다. 편집자로서

다른 이보다 먼저 광장 의 원고를 받아

보았던 신동문은 이 소설이 가져올 파문

을 의식하여, 은밀히 광장 을 편집하고

인쇄해야 했다.92) 하지만 그는 새벽 11
월호 표지에 “전재 600매 廣場 崔仁勳”이

라고 제시할 정도로 광장 이 가진 당대

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최인훈이 등단하였던 자유문
학에 깊이 관여하였던 비평가 백철은

광장 을 두고 “하나의 돌이 던져지다.”라

고 평하였다.93)

새벽 11월호가 간행된 지 2달 후인

12월 15일 신동문이 공동의 번역자로 참

여한 일본어 번역소설집 일본 아쿠다카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어령이 임시 편집위원으로 합류한 새벽 혁신호
(1959.10.) 이후, 새벽은 흥사단의 색채가 점차 옅어지는 한 편, 문예란이 정비
되고 종합지로서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이종호, 1960년대 <세계전후문학전집>의
발간과 전위적 독서주체의 기획 , 한국학연구 4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6,
85면.

91) 편집후기 , 새벽, 1960.11, 300면. 편집후기의 마지막에는 집필자가 ‘문(門)’으
로 기록되어 있다. 신동문(辛東門)의 마지막 글자이다.

92) 정규웅, 글동네에서 생긴 일, 문학세계사, 1999, 83-84면.
93) 백철, 하나의 돌이 던져지다 , 서울신문, 1960.11.27. 백철은 1960년 작단을 돌
아보며 최인훈의 광장 을 그 해에 소설 중 ‘수위(首位)’로 보았다. (백철, 1960
년도 작단 상 - 전환기의 작품세계 , 동아일보, 1960.12.10.) ”최인훈씨의 광
장 ( 새벽 , 11월)은 이 해 작품계에서 특별히 비깔을 던진 작품이다. 〔…〕 오
늘 현실에 대한 리앨리티로서 육박해 오는 데 성공했다. 지나간 남북의 현실과
한국동란과 그것들과 함께 온 하나의 수난의 운명아를 그린 것이다.” (백철,
1960년도 작단 하 - 기억되는 작품을 더듬어 , 동아일보, 1960.12.11.)

<그림3> 새벽(1960.11.)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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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 소설집(日本芥川賞小說集)(<세계 수상 소설선집> 1권, 신구문화사, 1960.)

이 간행된다. 신구문화사 편집실의 이름으로 작성된 서문은 우선 아쿠다카와 상

이 “新人의 登龍門”임을 강조하면서, “歷代의 芥川賞 受賞小說을 한 자리에 모

아놓고 보면 日本文學의 가장 華麗한 花壇이 되는 폭”이라고 강조한다. 동시에

출판사 편집실은 이 책이 단지 일본문학의 ‘소개’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비단 좋은 作品을 紹介하고 그저 讀者에게 그를 읽히려는 意味에서만 이

冊을 엮은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重要한 것은 말하자면 이 作品集이 文學을 공부

하는 未來의 韓國作家에게 거울이 되고 자극제가 되어 줄 수 있다는 希望 때문이다.

/ 침체한 韓國文學의 음산한 자리를 차고 未來의 文學을 創造하는 숨은 우리 文學

人에게 다시 없는 힘의 伴侶가 되어 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이 芥川賞

小說集을 편집하며 讀者와 함께 一種의 興奮을 맛보는 것이다. 젊은 異邦의 그들

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新人이 우리에겐 없을 것인가? 그 넓은 共同의 廣場에서

함께 呼吸하고 함께 創造하는 그 역군이 우리에겐 없을 것인가?94)

일본 아쿠다카와상 소설집의 서문은 아쿠다카와상을 수상한 소설들이 한국

에 소개되어, 한국의 문학자들에게 자극이 되고, 나아가 그들과 겨루어 이길 한

국의 작가를 대망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침체한 한국문학’과 ‘신인’을 대

별하고 있는 서문의 서술은, 앞서 보았듯 ‘전후한국문학’과 ‘신진작가’를 대별했

던 새벽 편집후기 신동문의 목소리를 환기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 편, 이

서문은 ‘젊은 이방의 그들’과 한국의 ‘신인’이 ‘함께’ 호흡하고 ‘함께’ 창조하는

문학의 공간을 상상하고 그 공간을 “그 넓은 共同의 廣場”으로 명명한다. ‘공동

의 광장’을 대망하는 이 서문은 12월 5일자로 쓰였는데, ‘광장’이라는 개념의 사

용은 최인훈의 광장 발표 직후 소설의 파급력과 화제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히기도 하며, 또한 일본 아쿠다카와상 소설집의 서문을 당시 신구문화사의

출판 기획에 관여하고 있던 신동문이 작성했을 가능성 또한 암시한다.95) 더욱이

94) 편집실, 芥川賞 小說集을 읽는 독자에게 , 계용묵 외 역, 일본 아쿠다카와상
소설집(日本芥川賞小說集), 신구문화사, 1960, 3면.

95) 1960년 12월 새벽이 폐간된 후, 신동문은 1961년 봄 신구문화사로 자리를 옮
겨서 <세계전후문학전집>의 비상임 편집 및 기획위원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그
는 1960년 중반부터 이미 신구문화사의 출판물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전
후문제작품집(<세계전후문학전집> 7권, 1960.8.)에 이시라하 신타로(石原愼太郞)
의 太陽의 季節 과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療養 의 번역자로 참여하였고, 
일본 아쿠다카와상 소설집(日本芥川賞小說集)(<세계 수상 소설선집> 1권,
1960.12.)에도 번역자로 참여하였다. 두 번역집에 모두 역자로 참여한 사람은 신
동문과 계용묵뿐이며, 신동문(3편)이 게용묵(2편) 보다 많은 소설을 번역하였다.
또한 이어령과 신동문은 1960년대 신구문화사의 <세계전후문학전집>, <현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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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문은 이 소설집에 광장의 고독 의 역자로 참가한 터였다. 신구문화사에서

간행한 일본 아쿠다카와상 소설집에는 모두 10편의 아쿠다카와상 수상작이

실려 있는데, 마지막으로 수록된 소설은 1918년생 전중파(戰中派) 작가 홋타 요

시에(堀田善衛)의 광장의 고독 이었다.96) 권말에 실린 신동문의 작품 해설은

앞서 살펴본 서문과 공명하면서, 한국의 문학자로서 이 소설에 대한 독법을 제

문학전집>, <한국수필문학전집>, <현대세계문학전집> 등 다양한 출판물의 편집
및 기획자로 활동하였다. (이종호, 1960년대 <세계전후문학전집>의 발간과 전위
적 독서주체의 기획 , 86-87면.) 1960년 중반 이미 신동문과 신구문화사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신동문이 1960년 12월에 간행된 일본 아쿠다카와상 소설집의 서
문을 작성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96) 광장의 고독 은 1951년 8월 잡지 人間에 전반부가 발표되었으나, 잡지의 휴
간으로 인해 9월 중앙공론 문예특집 제9호(中央公論文藝特輯第9號) 에 소설 전
체가 실렸다. 같은 해 11월 중앙공론사는 단행본 광장의 고독을 발간하였고,
이듬해인 1952년 1월 아쿠다카와상(1951년도 하반기)을 수상하였다. 일본 아쿠
다카와상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명과 작가 및 번역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작가 번역자 작품 수상기록

기쿠무라 이타루(菊村到) 최현식 硫黃島 1957년 상반기

쇼노 쥰조(庄野潤三) 정한모 푸울싸이드 小景 1954년 하반기

고지마 노부오(小島信夫) 차범석 아메리칸 스쿠울 1954년 하반기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淸張) 이원수 어느 고꾸라 日記傳 1952년 하반기

고미 야스스케(五味康祐) 김경옥 喪神 1952년 하반기

야스오카 쇼타로(安岡章太郞) 오상원 惡의 季節 1953년 상반기

요시유키 준노스케(吉行淳之介) 김광식 驟雨 1954년 상반기

곤도 게이타로(近藤啓太郎) 계용묵 海人舟 1956년 상반기

시바 시로(斯波四郞) 이호철 山塔 1959년 상반기

홋타 요시에(堀田善衛) 신동문 廣場의 孤獨 1951년 하반기

<표1> 일본 아쿠다카와상 소설집 수록 작품 및 작가, 번역자

<부록>으로 민병산(閔丙山)의 芥川賞이란 무엇인가 와 각 역자들의 作家와 作品
解說 이 실려 있다. 다만, 아쿠다가와 상 수상작으로 명성을 얻은 작품인 엔도 슈
사쿠(遠藤周作)의 白色人 (1955년 상반기 수상), 이시라하 신타로(石原愼太郞)의
太陽의 季節 (1955년 하반기 수상), 가이코 다케시(開高健)의 뻘거숭이 임금님
,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斜陽 (1958년 상반기 수상)은 일본 아쿠다카와상
소설집에는 누락되어 있다. 이는 정한숙( 백색인 ), 신동문( 태양의 계절 ), 김동
립( 뻘거숭이 임금님 ), 오상원( 사양 )이 각 소설을 번역하여 이미 1960년 8월
신구문화사에서 일본전후문제작품집으로 출간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전후문제
작품집에는 정한숙, 신동문, 김동립, 오상원 이외에 계용묵, 안수길, 최정희, 선우
휘가 번역자로 참가하였다. 계용묵과 신동문만이 두 소설집에 모두 번역자로 참
여했으며, 신동문이 번역한 작품 수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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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다.

요즈음 日本의 戰後 文學作品의 紹介가 하나의 流行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價

値相反하는 作品들이 한결같은 宣傳과 誇張된 칭찬으로 讀者들을 현혹하고 있다. /

그런 때이니 만큼, 이런 作業은 신중을 다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譯者로서는 새삼

스러울 程度의 責任感을 느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結果, 이 作品을

옮기는 것은 요즈음 논난되는 流行是非를 떠나서 有意義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

다. / 그 意義란 이 作品이 지니고 있는 問題點이다. 그리고 그 問題點이란 기왕에

紹介된 그 어떤 日本作品보다도 重要하고도 深刻한 點이 있다. 그 點은 이 作品이

發表된지 十年이나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日本에서는 곧잘 논의된다. 美國과

쏘聯이라는 兩大勢力과 理念下에서 방황해야 했던, 當時 被占領下 日本의 인테리

의 고민과 자각을 다룬 主題를 이만큼 成功시킨 作品이 아직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

다. 물론 그 主題 속에는 우리의 눈으로 (直接 動亂의 도가니 속에서 世紀的인

苦痛을 맛 본) 볼 때에는 지나치게 말초신경질적이고 意識의 深度가 얕은 點이

없지 않지만 아뭏든 知識人이면 누구나가 꼭 겪어야 할 歷史的인 問題點을 포착한

點은 살만하다고 본다. 이 點을 無條件 禁忌나 타부하는 것보다는 여유있는 批評

力으로 여과시킬 수 있을 知性만이 人間性을 守護하고 自由를 택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97)

신동문은 광장의 고독 을 지구적 냉전의 역학으로 구조화된 동아시아냉전분

단체제가 형성되던 무렵 일본 지식인의 고민을 포착한 소설로 이해한다. 광장

의 고독 에는 냉전 아래 ‘우경화’하면서 재편되는 일본의 사회질서와 문화적 상

황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주동 인물이 등장하는데, 신동문은 ‘우경화’를 거부하는

지식인의 선택을 금기시하기 보다는, ‘지성’을 통해 ‘여유있게’ ‘비평’해야 함을

역설한다. ‘역사’와 ‘이념’ 앞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했다는 상황에 대한 설

명은 광장 에서 이명준의 선택 또한 환기한다. 최인훈 스스로도 “亞細亞的 專

制의 倚子를 타고 앉아서 民衆에겐 西歐的 風聞만 들려줄 뿐 그 自由를 <사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舊政權下에서라면 이런 素材가 아무리 口味에 당기더라도

敢히 다루지 못하리라는 걸 생각하면 저 빛나는 四月이 가져온 새 共和國에 사

는 作家의 보람을 느”꼈다고 썼듯,98) ‘남’과 ‘북’을 모두 거부하고 ‘중립국’을 선

택하는 인물이 출현하고 그것을 금기시하지 않고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은 4.19

혁명 이후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은 바였다. 신동문이 해설에서 우경화

에 거리를 두는 태도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여유있는 비평력’을 가지고 고민

97) 신동문, 역자해설 - 廣場의 孤獨 , 계용묵 외 역, 일본 아쿠다카와상 소설집
(日本芥川賞小說集), 신구문화사, 1960, 376면.

98) 최인훈, 작자소감 - 풍문 , 새벽 1960.11, 239면.



- 34 -

할 것을 요청한 것 또한 4.19 혁명 이후 가능한 태도였다.

동시에 신동문은 직접 ‘열전(熱戰)’을 경험한 분단국가 한국의 지식인으로서,

광장의 고독 에서 보여준 홋타의 고민이 그다지 깊지 못함을 비판적으로 소개

한다. 광장 의 이명준은 남에서 북으로 그리고 다시 한국전쟁의 한복판에 서서

역사의 현장에 자리했던 것과 달리, 광장의 고독 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국전

쟁에 관해서 ‘전보’와 신문기사로 전해 들으면서 그 경과를 가늠할 뿐이었다.

광장의 고독 의 고민을 두고 ‘말초신경적’이라고 평가하는 신동문의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에서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로 나아간

한국의 문학자로서 자의식과 자부심 또한 읽힌다.

일본 아쿠다카와 소설집의 서문과 신동문의 역자해설을 겹쳐 읽는다면,

1960년 12월 신동문은 한 달 전에 자신이 새벽에 편집하였던 최인훈의 광장

과 그 직후 자신이 번역한 광장의 고독 을 포개어 두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

다. 4.19 혁명 이후 일본 문학이 활발하게 소개 되고 있었지만, 신동문이 요청하

는 것은 보다 역사적인 시각이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적 경험을 염

두에 두고, 이념 앞에서 두 주동인물의 선택의 차이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그 의

미를 탐색하는 것은, 일본 문학으로부터 자극받는 동시에 그들과 소통하는 ‘공

동의 광장’의 형성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편집자이자 출판인이었던 신동

문에게 있어 4.19 혁명으로 가능했던 최인훈의 광장 이란, ‘한국’의 소설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 편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두고 읽을 여지가 있는 소설이었

다.

□3 광장 과 단독정부 수립 시기 - 동아시아 역내 소통가능성의 봉쇄

광장 을 창작했던 1960년 최인훈은 군 복무 중이었으며, 광장 의 “집필기간

은 ’60년 여름한철 3개월 정도이며, 집필 장소는 거의 대전이”었다.99) 새벽
1957년 2월호에 시 수정 을 추천받은 적이 있으며, 1960년 2월호에는 소설 9

월의 따리아 를 발표한 예에서 볼 수 있듯,100) 최인훈은 새벽의 기고자이자

독자였다. 따라서 그가 유진오와 이어령의 대담을 보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만, 광장 과 그 대담의 영향관계를 상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글 또한

광장 과 앞서 분석한 글들과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신, 4.19 혁명 이후 다양한 세대와 위치에 근거하여 동시기에 제

99) 최인훈, 나의 첫 책 - 제3국행 선택한 한 ‘전쟁포로’ 이야기 , 출판저널 82,
1991.4, 22면.

100) 김효재, 1950년대 종합지 새벽의 정신적 지향(1) , 한국현대문학연구 46,
한국현대문학회, 2015, 286,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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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다양한 모색의 가능성들을 개별적으로 각각의 단면을 비교하여 이해할 필

요가 있다. 최인훈 스스로는 광장 을 4.19 혁명이라는 시대 상황과 사회적 맥

락 안에서 쓰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개인적이고 신변적 맥락에서 보자면 4.19 움직임의 중심은 고사하고, 주변에도 있지

못한 내 사정이 있었지요. 문학적으로 말하면 그해 전반에 가면고 를 썼죠. 자유
문학지에 전재로, 400-500매 되는 건데요. 그건 정치적인 분위기의 작품이 아니고,

일종의 구도소설이랄까, 그런 식의 소설이었죠. 〔…〕 가면고 쓸 때만 해도 몇 달

뒤 나올 광장의 분위기와는 일단은 단절이 있는 셈입니다. 몇 달 사이에 광장
같은, 맥락이 다르다고 봐야하는 작품을 같은 작가가 냈으니 회고해보면 ‘참 대단한

시절을 살았다’ 싶어요. 보통 같으면 작품 세계의 변모라는 것이 그렇게 느닷없이

되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달라지는 중간 형태가 있었을 텐데.101)

반세기 전의 일을 회고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하겠지만, 최인훈은 4.19

혁명과 무관하게 창작한 가면고 와 4.19 혁명의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창작한

광장의 관계를 ‘단절로 인한 변모’로 기억하고 있다. 1960년 당시 최인훈은 군

인의 신분이었지만 4.19 혁명으로 인해 변화하는 한국 사회 내부에 있었고, 그

경험이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음을 ‘참 대단한 시절’이라는 회고로 표현하

였다.

최인훈이 광장 을 새벽에 발표되면서 붙인 작가소감 에서, 그는 “자유를

風聞만 들려 줄 뿐 그 자유를 <사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舊政權”과 “빛나는

四月이 가져 온 새 共和國”를 대립적으로 제시하면서, 4.19 혁명으로 인해 광

장 을 쓸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또한 최인훈은 광장 의 초점 인물 이명준을

두고 “風聞에 만족지 않고 現場에 있으려고 한 우리 친구”로 소개한다. 최인훈

은 “現場”에 있으려 할 때에야 “運命”을 만날 수 있으며, “運命”을 만나는 자리

를 두고 “廣場”이라 명명한다.

작가의 언급에 따르면, 이명준의 고민과 이동, 그리고 실천은 ‘운명과 광장 찾

기’로 요약할 수 있다. 최인훈은 이명준의 ‘광장 찾기’의 서사를 제시하면서 시

간적 배경을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에 이르는 ‘해방 후 8년’으로 설정하였다. 1936

년생 최인훈과 세대적 감각이 비슷한 1934년생 이어령이 4.19 혁명의 자부심에

근거하여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닫힘이 아니라 ‘개방’을 요청하였다면, 광장

을 쓰는 최인훈의 시각은 오히려 당대로부터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해방 후 8

년’에 닿는다. 그의 태도는 1906년생 유진오가 4.19 혁명 이후 한국과 동아시아

101) 최인훈․김치수, 4.19 정신의 정원을 함께 걷다 , 문학과사회, 2010.봄,
311-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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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재와 미래를 언급하기 위해서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1950-1953)과 샌프

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의 시기를 되돌아보았던 것을 상기시킨다. 최인훈이

광장 이 서사의 배경으로 설정한 ‘해방 후 8년’은 단독정부의 수립에서 시작하

여 전쟁과 휴전으로 분단이 고착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광장 의 서술자는 ‘해

방 후 8년’을 제시하면서, 남과 북의 체제 공고화에 따른 국가 폭력의 증가 양

상과 이와 연동하여 역으로 봉쇄되는 동아시아의 이동 가능성을 서사화하였다.

이명준은 항일 투쟁에 참여하였던 아버지와 함께 유년 시절을 ‘만주’에서 보

내다가 해방을 맞아 한반도로 귀환하였다. 이후 그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포로의

신분으로 ‘타고르 호’에 오르기 전까지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한다.102) 해방을 맞

아 이명준이 귀환한 한반도는 지구적 냉전의 역학 및 질서 재편에 따라 38선이

그어진 상태였고, 그 안에서 주체의 이동은 제약을 받았다. 8.15 직후 ‘남로당’의

거물 정치 지도자였던 아버지 이형도가 월북한 이후 그는 아버지의 친구 집에

의탁하고 있었다. 동서고금의 지식을 섭렵하면서 교양을 형성하였던 이명준의

일상은, 아버지의 월북으로부터 “수삼년”(258)103)이 지난 후, 곧 남과 북에 단독

정부가 수립될 즈음 국가 권력에 의해 파괴된다.104) 이명준을 보호하던 아버지

의 친구는 형사의 감시대상이 되며, 이명준은 경찰서로 끌려가서 아버지로 인해

그의 생활과 사상에 관해 취조를 당하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다.

경찰서를 나선 다음 그는 서의 뒷켠에 잇닿은 동산에 올라가서 나무 그늘밑에 쭈그

리고 앉았다. 초여름 한참 길어져 가는 햇살은 아직도 창창했다. 그의 샤스 앞자락

은 온통 피투성이였기 때문에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몰골을 한

채로 돌아가라고 그를 내보낸 형사의 처사에서 명준은 얻어맞을 때보다도 더욱 싸

늘한 분노를 느꼈다. 한 사람의 시민의 앞자락에 핏물을 들인채 경찰서 문을 나서는

걸 그들은 꺼려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그 모습대로 거리를 걸어가서 온 천하다가

다 봐도 조금도 괜찮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몸을 떨었다. 빨갱이 새끼 한

마리쯤 귀신도 모르게 해치울 수 있어, 어둠에서 어둠으로 거적에 말린채 파묻혀 가

는 자기 시체의 환상이 보이듯했다. 나는 법률의 밖에 있는 건가, (260-261)

102) 이명준은 북한에 올라간 후, 출장 목적으로 유년시절을 보낸 ‘만주’에 다녀온
적이 있다. 이것을 제외하고 그의 행적은 한반도에 한정된다.

103) 최인훈, 광장 , 새벽, 1960.11, 258면. 이하 광장 의 인용은 괄호 안에 면수
만 표기한다.

104) 다만 광장 이 처음 새벽에 발표될 때는, 연대기적 착오가 등장한다. 최인훈
은 광장 을 창작하면서 정확한 연대기를 염두에 두고 창작한 것이기 보다는, 분
위기와 굴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76년 판본에서는 그 착오가 대
부분 바로 잡히면서 이명준은 해방 공간 역사속의 인물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된
다. (김현, 사랑의 재확인 - 廣場 의 改作에 대하여 (해설), 최인훈 전집 1 -
광장 / 구운몽, 문학과지성사, 1976, 344-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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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결핍을 경험하지 않았던 이명준은, 경찰서의 취조와 폭

력을 겪고 나서야 “멀리 있던 아버지가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262)을 깨닫는

다. 유진오는 한국전쟁 중 자신의 누이가 ‘유진오의 누이’라는 이유로 고초를 겪

었다는 사실을 듣자, 북한의 공산주의는 근대성의 기본이 되는 ‘개인’에 대한 이

해조차 갖추지 못한 봉건적인 공산주의라고 하면서 그 후진성을 맹비난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행적 때문이 아니라 가족의 행적으로 인해 물리적 폭력을 경험

한 이명준은 유진오와 달리 “싸늘한 분노”를 느낀다. 단독정부 수립 이후 ‘전향’

과 ‘보도연맹’ 등 이념에 대한 통제가 심해졌던 한국에서 ‘적’으로 판별된 경우,

시민의 신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고, 폭력이 자연스럽게 용인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이명준은 이에 분노를 느끼면서, 남한에서 자신

이 ‘보람’을 찾을 수 없음을 느끼며 마음으로부터 ‘붕괴음’을 듣는다.

하지만 동시에 단독정부 수립 전후인 1948년 무렵은 우발적이고 은밀한 경계

넘기의 가능성이 최후로 남아 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선술집에서 자신의 표정

을 보고 찾아온 주인의 “배가 있어요. 〔…〕 이북가는 배말씀입죠.”(270)라는

귓속말을 듣고 이명준이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광장”을 찾아서 “탈

출”(274)한 것은 당시 우발적 월경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북에

서 역시 그는 ‘광장’을 찾지 못한다.

편집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명준 동무는 혼자서 공화국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군. 당이 명하는대로 하면 그것이 곧 공화국을 위한거요. 개인주의적인 정신

을 버리시오. 라구요. 아하 당은 저더러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사건건이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당>이 주인공이란 걸 <당>만이 흥분하고 도취

합니다. 우리는 복창만 하라는겁니다. <당>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한숨지을

테니 너희들은 복창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일찌기 위대한 레닌동무는

말하기를…… 일찌기 위대한 스타린 동무는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모든 것

은 위대한 동무들에 의하여 일찍이 말해저린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할말이 없

습니다. 우리는 인제 아무도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274-275)

불란서 혁명에 참여했던 ‘인민’의 ‘붉은 심장’에 관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직

장에서 자아비판회에 서게 된 후, 이명준은 북한 사회가 ‘당’의 이름으로 ‘인민’

이 ‘할 말’과 ‘할 일’을 가지는 것을 불허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와 충돌한다.

자아비판회에서 문제가 되었듯, 북한에서는 개인이 목격한 진실보다 당에서 공

식적으로 배부한 보고서와 교양자료의 가치가 우선하였고, 당의 공식적인 시각

과 입장에 따라서 글을 쓰는 것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권장되었다. 자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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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이명준은 남한에서 경찰서 취조를 마친

후 들었던 ‘붕괴음’을 다시 한 번 듣는다. 월북한 이명준의 자아비판회 장면은

월남 이전 소년 시절 최인훈의 중등학교 경험과 자아비판회 경험에 근거하고

있었다.105) 북한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최인훈의 태도는 4.19 혁명 이

후 대학생들이 남북협상을 주장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요청했던 것과는 거리

를 둔 입장이기도 하였다.

최인훈은 광장 을 통하여, 해방 이후 한반도의 외부에서 한반도로 귀환한 이

명준의 이동과 ‘광장’ 찾기 과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단독정부가 수립될 무렵,

이명준에게는 남과 북 모두 ‘광장’을 찾을 수 없는 곳이었다. 최인훈은 단독정부

수립기 남과 북에서 개인의 신체와 사상의 자유가 억압되는 과정이, 이동의 가

능성이 봉쇄되는 과정임을 겹쳐서 제시하였다. 광장의 이명준은 사상의 자유

가 제한되고 이동가능성이 봉쇄되는 과정에서, 그 자신에게 가능한 최소한의

‘광장’을 찾아서 이동하고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에 개입하고자 하지만, 그의 시

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며, 결국 한국전쟁을 맞이하게 된다.

□4 광장 / 광장의 고독 과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형성

1945년 이후 패전국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했던 국가들과

‘평화 조약’ 체결을 목표로 전쟁 책임과 배상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국공내전의

결과 1949년 중국이 분단되고 이어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

이 동아시아의 ‘냉전의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 연합군과의 강화인 ‘완전

강화’가 아니라, ‘자유’ 진영을 중심으로 한 ‘단독강화’를 서둘렀다. 일본 정부 또

한 이에 호응하였고, 일본의 전쟁책임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 된다.106)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

105) 방민호는 최인훈의 월남 이전 원산 중등학교에서의 자아비판회 경험이 “최인훈
문학의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가장 아름다운 인류적 이상의 이미지를 가
진 이념이 어떻게 한 개체를 향한 가장 공포스러운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최인훈 문학은 이상과 공포의 공존이라는 그 모순적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
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 - 선우휘, 이호
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 통일과평화 7(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5,
190면.

106) 下斗米伸夫, アジア冷戦史, 中央公論社, 2004, 83-85頁. 미국의 권유로 46개국
은 일본으로부터의 배상을 포기하였다. 또한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와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의 나라들은 미국 주도의 ‘강화’ 시
도에 반대하였다. 결국 인도, 버마, 유고슬라비아,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대한
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참하거나 초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은 48
개국과 ‘단독강화’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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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조약’이 체결되기 직전 일본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창작된 홋타 요시에의 광

장의 고독 은 1950년 7월이라는 한정된 시기의 도쿄(東京)와 요코하마(横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였다. 1960

년 유진오가 4.19혁명과 안보투쟁 직후의 한일관계를 언급하면서, 그 관계의 기

원을 한국전쟁으로 소급하였고, 최인훈은 4.19 혁명으로 인해 얻은 재현가능성

을 통해 ‘해방후 8년’에 주목하였다. 신동문 역시 홋타가 1951년에 창작했던 소

설을 1960년에 번역함으로써, 1950년 7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동아시아냉전분

단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현재화한다.

광장의 고독 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 직후의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포착

하고 있다. 한 가지는 전쟁 발발 이후 일본 사회의 ‘우경화’였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본에서는 모든 산업(全産業) 분야에서 공산당원과 그 지지자를 내쫓는

‘적색추방령(赤色追放令, 레드 퍼지[レッドパージ])’이 실시되었고, 일본 사회는

반공적 분위기로 경색되었다. 기가키(木垣)의 동료이자 공산당원인 미쿠니(御国)

는 “일본은 말이지요. 지금부터 밑바닥이 흔들리고 있지만요, 올 여름을 특히

한국에서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삐딱하게 기울어져 갈 것입니다.”107)라고 걱정

하였고, 그 걱정은 실제 현실이 되었다. 냉전이 열전의 형태로 현실화한 한국전

쟁의 발발은, 이웃 나라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경직시켰고, 사상의 자유를 제한

하였다.

광장의 고독 이 포착한 또 한 가지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일본이 식민주의

와 전쟁에 대한 책임을 미룬 상태에서, 냉전의 논리에 따라서 국제 무대에 재등

장하였다는 사실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부지에 공장은 다시 세

워졌으며, 일본 사회는 한국전쟁의 ‘전쟁특수’ 덕분에 경제를 부흥하고 사회를

재편하게 된다.108) 신동문이 번역한 광장의 고독 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일본의 전쟁 책임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경제가 부흥하고 동아시아가 냉

전의 논리와 질서 아래로 편성되기 시작한 순간을 포착한 소설이었다. 그리고

광장의 고독 이 그 시작을 포착하였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과 1953

년 한국전쟁 정전을 통해 구조화된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는 1960년까지 유지되

고 있었다. 1960년 신동문이 광장의 고독 을 번역하여 광장 에 포개어 둔 것

107) 堀田善衛, 広場の孤独, 広場の孤独, 中央公論社, 1952, 110頁; 홋타 요시에,
신동문 역, 광장의 고독 , 계용묵 외 역, 일본 아쿠다카와상 소설집, 신구문화
사, 1960, 325면.

108) 中野敏男, 戦後民主主義を問う, 2015年度科硏成果報告集, 2017, 17-18頁. 그 이전
1946년부터 6년간 18억 달러의 자금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예산으로 일본에 투입되었
으며, 이후 ‘한국전쟁’ 특수는 임금 및 소비 수준을 제2차대전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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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소설이 광장 의 외부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을 보완하여 제시하는 기

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광장의 고독 의 초점인물 기가키는 광장 의 이명준과 사뭇 다른 인물인데

그는 우경화하는 사회적 상황을 보면서도 일본 사회에 ‘개입’하지 않는다. 기가

키는 탐정소설을 번역하고, ‘추방자본’의 지원을 받는 신문사에서 임시직으로 일

하지만 그것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의미할 뿐이었다. 공산당원 미쿠니

는 그런 그를 “한 발 내디디고 행동하지 않”고 있었다고 평하였다.109) 하지만

‘한 발 내디디고 행동하지 않’는 기가키와 일본사회에 대하여, 미국 국적의 통신

원 한트(ハント)는 이미 일본 전체가 한국전쟁에 개입되어 있음을 언급한다.

한트는 갑자기 핸들에서 바른손을 떼어서 황황하게 등불이 켜진 공장을 가리키면

서

저곳을 보게나. 결코 고독하지도 고립한 것도 아니지. 자네가 말한 대로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의 밑바닥에는 한 가닥의 의문과 고립감, 고독감이 근본적으로 존재할

걸세. 허지만, 기분의 여하를 불구하고 일본은, 다시 자네 말을 쓰면, 이미 일본은

코미트 하고 있으며, 그리하야 저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고독하지는

않을 걸세.

차는 벌써 로꾸고교(六郷橋)를 지나서 가와자끼(川崎)의 중공업 지대에 와 있었

다. 지난번의 전쟁 자국은 아직도 생생했다. 〔…〕전쟁으로 인한 폐허의, 한복판에

세워진 공장이 다시 전쟁에 의하여, 더구나 전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는 어찌

믿겠는가. 그리하여 만일, 저 공장이 전쟁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고독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기가키는 이

엄청난 대조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기분의 기조(基調)가 살아 있는 공장이 아니라,

죽은 공장의 황폐한 풍경에 늘어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110)

미국인 한트는 제2차세계대전 전쟁 물자를 공급하다가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쿄의 공장 지구에, 다시 한국전쟁의 물자공급을 위한 공장이 건설되어 돌아가

고 그것이 일본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기가키의 반응은 이중적

인데, 그는 한트의 지적을 부인하지 못하였다. 그 역시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미 한국전쟁에 ‘개입’한 상태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마음을 활발히

움직이는 공장이 아니라, 죽은 공장에 겹쳐 둔다. 기가키는 이후 신문사의 정식

입사 권유, 경찰보안대의 취직 권유, 공산당 입당 권유 모두를 거절하고 자신의

마음 속 ‘허무’를 응시하였고, 결국 신문사를 사직하고 소설 광장의 고독 을 창

작하기 시작한다.

109) 堀田善衛, 広場の孤独, 79頁; 홋타 요시에, 신동문 역, 광장의 고독 , 305면.
110) 堀田善衛, 広場の孤独, 49-50頁; 홋타 요시에, 신동문 역, 광장의 고독 ,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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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문의 의도대로 광장의 고독 과 광장 을 겹쳐 읽는다면, 우선 광장의

고독 의 주동인물 신문사 직원 기가키의 이동가능성 및 태도는 광장 의 이명

준의 이동가능성 및 태도와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

장 에서 광장을 찾아 한국전쟁에까지 참여했던 이명준은, 은혜와의 사랑을 통해

비로소 “살아 있다는 증거를 다짐하는 마지막 광장”(292)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 광장 역시 은혜의 죽음으로 머지않아 닫힌다. 포로가 된 후, “제 삼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자기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생각”하였던

이명준은 ‘타고르호’에 오르게 된다. 그는 선상에서 두 마리의 갈매기를 바라보

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자신이 “부채의 요점(要)”(295)에 서 있음을 깨

닫는다.

…… 펼쳐진 부채가 있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걷고

있었다. 가을이었다. 〔…〕는 지금 부채의 요점(要)에 해당하는 부분에 서 있었다.

그의 생활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하여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면적이 되고 말았

다. 자? 이제는? 그는 미지의 나라 아무도 자기를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로운 인간이 되기 위하여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

격까지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성격을 선택하다니! 〔…〕 부채의 요

점(要)까지 뒷걸음질친 그는 지금 핑그르 뒤로 돌아 섰다. 거기 또 하나 미지의 푸

른 광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배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삼국

으로? 그녀들을 버리고 새로운 성격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 더럽혀진 땅에 그녀들

을 묻어 놓고 나흔 자 실패한 광구를 버리고 새 굴을 뚫는다? 인간은 불굴의 생활

욕을 가져야 한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지. 인간에게 중요한건 한가지뿐. 인간은 정

직해야지. 초라한 내 청춘에 <신>도 <사상>도 주지 않던 <기쁨>을 준 그녀들에게

정직해야지. 거울속에 비친 그는 활짝 웃고 있었다. (294-295)

이명준이 스스로 회상한 자신의 삶은 ‘부채꼴’의 형상이었다. 펼쳐진 부채의

끝에 서 있는 이명준은 철학과 대학생으로 아직 아버지로 인해 경찰서에 끌려

가 취조를 받기 이전의 상태이다. 이후 이명준에 초점화한 서술자는 광장 에서

그의 삶의 주요한 장면들을 제시하면서, 이명준이 ‘광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장면들을 제시한다. ‘광장’을 찾으려고 실패를 거듭하던 이명준은 끝내 부채꼴의

꼭짓점까지 몰려있었으며, 그 곳은 더 이상 좁아질 수 없을 정도 크기인 두 발

바닥 크기의 광장이었다. 이때 그는 반대로 돌아서 ‘미지의 푸른 광장’ 곧 제삼

국을 선택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내 그는 그것이 윤애와 은혜에 대한 배반임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은 그녀들을 대상화하였지만, 그녀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진

정한 ‘기쁨’을 주었음을 깨닫는다. ‘더렵혀진 땅’, 곧 분단된 한국에 묻힌 윤애와

은혜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윤애와 은혜에게 정직하기 위해서 이명준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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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뛰어든다. 바다에 투신한 것을 통해 이명준은 “역사주의의 압력에서 벗어나

실존적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111) ‘광장’에 도달하기를 거듭 실패하고 윤애와

은혜의 사랑에도 올바로 응답하지 못했던 이명준은, 제삼국행을 포기하고 그들

의 사랑에 응답했을 때 비로소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 있었다.

이명준의 선택이 가지는 의미는 광장의 고독 에서 기가키가 그 자신의 소설

을 구상하는 장면과 함께 두고 읽으면, 보다 두드러진다.

“Stranger in Town”……

- 임의(任意)의 Stranger를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써보면 어떨까. 이 임의의 인

물이 주위의 교차하고, 대립하는 현실에 대응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고른다. 여러 가

지 사건이나 사고에 부딪쳐서 고르게 된 그 입장이나 위치가, 이번에는 거꾸로, 말

하자면 대각선적으로 이 인물의 위치를 결정해 간다. 즉 전파탐지기가 전파를 교차

시켜서 비행기의 위치를 측정하는 것처럼. 위치가 결정되면 그때까지는 임의의 비

행기였던 것이 그 위치에 어느 특정한 비행기가 되어 버리는 것처럼, 이 인물은 위

치결정에 의하여 임의의 인물에서 특정의 인물이 된다.112)

이명준에게 삶의 궤적과 실천은 ‘부채꼴’의 모양이었다. 그는 현실에 개입하고

자 하였지만, ‘광장’을 찾던 그의 실천은 실패를 거듭하여 결국 그는 부채꼴의

꼭짓점으로 몰려갔으며 끝내 그것을 포기하고 윤애와 은혜에게 정직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든다. 이에 비해서 기가키가 생각하는 삶은 전파가 교차하는 위치에

서 포착된다. 그는 주체적인 선택을 하기 보다는, 주변의 사건과 상황, 인물을

교차하면서 그 교차하는 임의의 지점에 자신의 위치를 둠으로써 그 지점을 특

정한 지점으로 만든다. 기가키는 이명준처럼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하기 보다는,

임의로 형성되는 지점을 자신의 위치로 이해한다.

사실 구 제국의 국민으로 직장을 가진 기가키와 구 식민지의 대학생이었던

이명준이 가진 자원은 불균등하였다. 기가키는 직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한다

면 중국 내륙에서 도쿄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곳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및 이후 그의 동료들이 보여주는 이동의 궤적은 동아시아를 넘

어서 태평양을 횡단할 가능성을 시사한다.113) 기가키는 원한다면 동아시아의 여

111)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 - 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
194면.

112) 堀田善衛, 広場の孤独, 80-81頁; 홋타 요시에, 신동문 역, 광장의 고독 , 306면.
113) 광장의 고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1950년 7월 현재에는 도쿄에 있지만, 그
이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아시아 및 태평양 곳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미국
국적의 통신원 한트(ハント)나 재미일본인 2세 통역자 도이(土井) 등은 태평양을
횡단하여 도쿄로 이동하였다. 도이는 일본군 통역병으로 근무하다가 제2차세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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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장소를 이동하거나 무언가에 개입할 수 있음에도 냉전 하 우경화하는 일본

사회에서 끝내 무언가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또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가 속한 일본이라는 국가는 한국전쟁에 후방기지로서 참여

하고 그에 따라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이미 한국전쟁에 관여되

어 있었다. 1951년의 홋타와 1960년의 신동문은 한국전쟁에 관여된 일본과 그

안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려는 기가키를 제시하고 있다.

광장의 고독 이 발표된 1951년 당대 일본의 문학자들은 소설의 주동 인물인

기가키의 고민이 충분히 깊이 있게 제시되지 못한 점을 약점으로, 반대로 당대

시대 상황을 지성으로 포착하고자 한 것을 장점으로 들었다.114) 앞서 보았듯 번

역자 신동문 또한 기가키의 고민이 깊지 못한 것을 비판하였다. 이에 비해서

광장 의 이명준은 사회적 자본을 가지지 못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으며, 남

북 정치체제가 견고해지고 이동 가능성이 봉쇄되는 과정에서, 최저선에서 자신

에게 가능한 ‘광장’을 찾아서 이동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남과 북에 개입

(commit)하고자 하였다. 그는 한국전쟁의 한복판에서 섰으며, 계속하여 ‘광장’을

찾고 사회에 개입하고자 하였으나, 실패의 연속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최후

에 그는 제삼국을 포기하고 자신을 사랑했던 여성 인물들에게 정직함으로써, 자

유를 획득할 수 있었다.

광장의 고독 은 이명준의 연이은 실패 이면에 지구적 냉전의 질서가 동아시

아냉전분단체제를 형성하는 현실적 역학이 있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동시에

1951년 일본 사회에 개입하지 않았던 기가키의 형상은 1951년 이후 1960년까지

전을 계기로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한트는 중국 내륙의 충칭과 상하이를 거
쳐서 도쿄에 머물고 있으며, 이후 하노이로 옮겨 간다. 주동인물 기가키 역시 제2
차세계대전 중에 상하이로 옮겨갔으며, ‘패전’ 후에는 한동안 억류되었다. 기가키
가 상하이에서 만난 연인 교코(京子)는 상하이 독일 대사관 정보처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중국, 일본, 독일의 삼중스파이였으며, ‘패전’ 후에는 아르헨티나로의 이민
을 꿈꾸고 있다. 또한 국민당 계 중국인인 쟝궈서우(張國壽)는 국공내전의 와중
에서 미점령 하 도쿄에서 활동하다가 뉴욕으로 넘어간다. 또한 광장의 고독 이
재현하는 1950년 도쿄는 워싱턴, 런던, 파리, 모스크바, 켄버라, 부에노스 아이에
스, 뉴델리 등 지구 각지에서 전신이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었으며, 당대 요코하마
의 캬바레에서는 일본인 뿐 아니라, 인도인, 인도네시아인, 백인 등이 어울리는
장소였다.

114) 신동문, 역자해설 - 廣場의 孤獨 , 377-379면. 아쿠다카와상 심사위원 사가구
치 안고(坂口安吾)는 홋타가 “인간 전체에 대하여 지니는 마음의 자세”와 관심이
얕다는 점을 아쉬워하였고, 기시다 쿠니오(岸田國士) 또한 주변 인물의 형상이
생생한 것에 비해, 초점인물 기가키의 “人物의 윤곽이 뚜렷이 떠올라오지 않는”
것을 아쉬움으로 들면서 홋타가 “자기 눈에 비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에
急”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다만 사토 하루오(佐藤春夫)는 “時代感覺 그것을 知性
으로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점을 높이 고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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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된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현실적 규정력을 가시화한다. 동아시아냉전질서

의 규정성을 가시화하는 것은 1960년 새로운 동아시아 역내 질서의 형성가능성

을 탐색하는 4.19 혁명 이후의 한국인들에게는 역사적 참조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개입하지 않는 기가키와 개입하지만 계속 실패하는 이명준의 대조는 1960

년 당대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형성가능성과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용이하

지 않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부각한다. 이처럼 1960년 한국에서 광장 과 광장

의 고독 을 겹쳐 읽는 것은, 당대 4.19혁명 이후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가늠

하는 한국인들에게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역사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한 편, 주체

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요청하였다.

2.1.2. 현해탄을 오가는 중립의 상상

□1 현해탄을 건너 온 중립화 통일론

4.19 혁명 이후 미래와 ‘개방’을 언급했던 같은 세대 지식인 이어령과 달리 최

인훈은 광장 을 통해서 4.19 혁명으로부터 10년을 거슬러 올라간 ‘해방후 8년’

을 서사화한다. 4.19 혁명 이후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북한과의 통일에 대한 열

기가 높았던 사회분위기 속에서 쓰인 소설이지만, 광장 이 서사화한 단독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전후의 남한과 북한은 ‘광장’이 존재하지 않은 곳이었고, 그곳

에서 이명준은 광장을 찾기에 거듭 실패하였다. 사실 1960년 11월 새벽에 실

린 광장 에는 ‘중립국’이라는 용어는 그다지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소설의 서

두 두 번째 문장에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 포로를 실은 인도 선박 타골

호”(238)라는 용어로서 한 번 등장하며, 이명준이 스스로의 삶을 ‘부채꼴’의 형

상으로 회상하여 제시하는 장면 앞의 유명한 ‘중립국’에서의 삶에 대한 상상의

시작과 끝에 두 번 등장한다.115) 그리고 앞서 보았듯, 윤애와 은혜를 두고 이명

준이 향한 곳은 ‘제삼국’이라는 명명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제삼국’은 북도 남도

아닌 제3의 장소라는 뜻에 한정된다. 결국 새벽에 실린 광장 에서는 중립이

라는 문제의식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 포로’라는 존재를 서사화한다는 것 자체의 상징

115) 광장 의 유명한 장면인 ‘중립국’에 대한 상상의 처음과 끝에 ‘중립국’이라는 용
어가 2회 사용된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나라.”(292), “이런
모든 것이 미지의 나라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믿었다. 그래서 중립국을 택했다…”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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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상당했다. 한국전쟁의 전쟁 포로 중 88명은 ‘본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중립국’ 인도를 선택하였다. 광장 은 포로들이 ‘타고르호’에 탑승하여 항해를

떠난 이후의 상황부터 제시되지만, 포로들이 중립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많

은 폭력과 적대적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실제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 포로’들이

승선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할 때도 테러의 위험으로 인해 UN군의 삼엄한 경

비가 필요할 정도였다.116) 북을 버렸지만 남도 버린 포로들의 선택은 1950년대

남한에서 환영받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들의 증언이나 체험적 기록의 출판 또

한 곤란했다.117) 하지만 4.19 혁명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최인훈은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 포로’를 초점 인물로 선택하여 그가 남한과 북한을 모두 거부했다는

것을 인상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중립국’이라는 표현보다 ‘제삼국’이라는 표

현이 소설에 자주 출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나아가 최인훈은 이명준이 ‘제삼

국’을 버리고 자신의 연인에게 정직하도록 함으로써, 역사를 초극하고 실존적

자유를 모색한 그의 선택을 극대화한다. 이후 광장은 이듬해 2월 정향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된다. 그런데 이때는 ‘중립국’에 대한 서술이 보완된다. 이 보완

의 당대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삼규라는 인물을 경유할 필요가 있다.

1960년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를 선언한 이후 과도국회에서는 6월 15일에

개정헌법을, 6월 23일에 새로운 선거법을 가결하여 공포하였고, 7월 29일 의원

내각제를 위한 민의원 및 참의원 총선거가 계획되었다. 이후 한국 사회는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각 정당은 공약을 발표하였다. 민주당은 “‘유엔’ 감시하

의 남북 자유 선거 통일을 주장”하였으며,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

연맹, 한국독립당, 사회혁신당 등 4.19 혁명 이후 생겨난 여러 작은 정당 또한

‘유엔’ 감시하의 ‘(자유)총선거’ 혹은 ‘(민주) 통일’을 주장하였다.118)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각 정당이 ‘통일’에 대해서 발화하기 시작할 무렵, 한

국전쟁 시기 일본으로 망명하였던 언론인 김삼규가 현해탄을 건너 왔다.119) 그

116) K.S.티미야, 라윤도 역, 판문점 일기, 소나무, 1993, 260-261면.
117) 1950년대 이후 한국전쟁 포로들의 수기와 문화적 재현물의 목록은 장세진, 은
유로서의 포로 : 수용소의 삶과 ‘적/동지’의 구별 정치 - 한국전쟁 포로들의 UN
군 관리 수용소 체험을 중심으로 , 상허학보 46, 상허학회, 2016, 23-24면. 1950
년대 드문드문 한국전쟁 포로들의 수기와 그들에 관한 르포가 발표되었으나, 그
것은 ‘반공포로’에 관한 것이었다. 중립국 포로에 대한 르포는 한수산의 30년의
여로 , 경향신문, 1984.6.21.-23.(한수산, 제3국으로 간 반공포로들의 그후, 계
몽사, 1985.)에서야 가능하다.

118) 국제신문사 논설위원, 중립의 이론, 샛별출판사, 1961, 87-88면.
119) 김삼규는 1908년 전라남도에서 출생하여 도쿄제국대학 독문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무산자사의 동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1931년에는 고경흠과 함께 검거
되었다. 해방 후에는 동아일보 편집국장 겸 주필로 활동하였으며, 단독정부 수립
후 통일문제를 주제로 여러 글을 발표하였다. 한국전쟁 중 국민방위군부정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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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에서 1955년 ‘한국중립화운동위원회’를 발족하였고, 1957년 잡지 코리아
평론(コリア評論)을 창간하여 한국의 ‘중립화’에 관한 글을 일본에서 지속적으

로 발표하였다. 4.19 혁명과 ‘안보투쟁’을 목도한 이후, 김삼규는 코리아평론을
정간하고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였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김삼규는 새벽, 사
상계, 세대, 그리고 일간지에 ‘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는 여러 글을 발표하였

다. 그의 주장은 ‘반공’의 입장에서 선 논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

만, 한국에서 ‘중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기폭제가 되었다.120)

김삼규가 ‘중립화통일론’을 한국에서 처음 발표한 지면은 이어령과 유진오의

대담이 실린 새벽 1960년 7월호였고, 그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글을 발표한

지면 역시 최인훈의 광장 이 실린 다음 호인 새벽 1960년 12월호였다. 김삼

규의 중립화론은 미소 양국을 비롯하여 세계열강에게 한반도 중립화를 촉구하

며, 그들의 승인과 동의 위에서 중립화 통일을 수행해야한다는 주장인데, 김삼

규의 중립화통일론이 한국 내부의 역량보다 국제정치에 편향된 입장을 가진다

고 평가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121) 하지만 그의 주장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역사와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김삼규는 4.19 혁명 이후 한국의 정당이 주장한 ‘통일’안이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보다는 냉전의 질서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유’ 진영

에 선 자신의 위치를 고정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비판

하였다.122) 이데올로기적인 통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냉전 질서를 그대로 승인

거창양민학살사건을 신랄히 비판했으며, 1951년 8월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
하였다. 그는 1953년 정전 직후, 일본의 여러 잡지에 중립화 통일을 주장하는 글
을 기고하였다. 그는 당대의 남과 북 정권 모두를 배제하고 UN 혹은 중립국 감
시 하에 중립화 통일을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1955년에는 일본에서 ‘한국
중립화운동위원회’를 창설하였고, 1957년 코리아평론을 창간한다. 당대 김삼규
는 일본 사회당의 정치인들과도 교류가 있었는데, 그들 역시 일본의 중립화를 주
장하였다. 1960년 귀국 후 김삼규는 중립화통일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발
표하였다. 김삼규, 조국에의 붙이는 글 , 새벽, 1960.7; 이승만과 김일성의 비
극 (신상초와의 좌담) , 세계, 1960.8.; 한국의 중립화는 가능한다 , 세계
1960.8; 통일독립공화국의 길 , 사상계, 1960.9; 국토민족의 통일방안 , 서울
신문, 1960.9.19.; 오해된 중립화 통일론 , 서울신문, 1960.11.18.; 중립국통한
론을 해명한다 , 새벽, 1960.12.

120) 중립국통한론을 해명한다 (새벽, 1960.12.)에는 김삼규가 그를 비판한 논자
들에 대해 제시한 반비판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중립화 통일’을 주제로 ‘전국 대
학생 시국 토론대회’가 개최되었고, 그 입선 논문 4편은 국제신문사 논설위원, 
중립의 이론, 샛별출판사, 1961, 131-134면에 실린다.

121) 홍석률, 4월민주항쟁기 중립화통일론 , 역사와 현실 10, 한국역사연구회,
1993, 87면; 강광식, 중립화와 한반도 통일, 백산서당, 2010, 199-201면.

122) 김삼규, 통일독립공화국에의 길 (사상계 1960.9.), 국제신문사 논설위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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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동서진영의 어느 한 쪽 이데올로기

에 근거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한국전쟁으로 이미 밝혀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일방적인 통일에의 길은 6 ․ 25사변과 더불어 영원히 사라졌다. 반공통일은 유엔

군의 힘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하였고, 공산통일은 중 ․ 쏘의 힘으로도 이루지 못하

였다. 환언하면 일방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타방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6

․ 25사변의 결론이었다. /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 비추어 한민족의 비원(悲願)인 통

일독립은 일방적인 통일을 추궁하는 종래의 방식으로서는 도저히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도 반공통일이니 불통일(不統一)의 원

인이 한민족에 있다는 듯이 협상을 주장하는 남북협상론 혹은 연방제를 외치는 사

람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시대역행이요, 통일의 이름 밑에 분단을 계속하자는 의

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모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통일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6 ․ 25사변을 통하여 숙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위요한 관계 각국의 국가적인

이해관계에 관련된 국제문제요, 대내적으로는 민족적 자각에 관한 문제다.123)

김삼규의 시선 또한 유진오와 마찬가지로, 1960년 동아시아의 냉전질서가 구

축된 한국전쟁을 향해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구축된 질서가 현재까지 유지

된다는 입장을 보여준 유진오와 달리, 김삼규가 한국전쟁에 주목한 것은 한국전

쟁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그 의미를 탐색하면서 어떠한 다른 상상

을 수행해야하는가에 있었다. 그가 판단하기에 한국전쟁은 냉전의 한 진영이 주

도하는 통일이, 엄청난 무력과 희생을 동원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

이었다. 김삼규가 판단하기에 통일이 가능하려면 냉전의 질서가 분할하여 부여

한 이념적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다. 그가 당대 대학생들과 달리 남북

협상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 역시 이미 분단과 전쟁을 경험한 남과 북

이 자신의 냉전 이데올로기를 신념하는 한 협상과 연방의 구성은 전혀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김삼규가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

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던 장면 정부는 1960년 10월 미국의 맨스필드

(Mansfield)가 오스트리아 모델의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을 제시하자, 11월 2일

한국은 공산세력과 접경하고 있다는 점과 정치․사회․경제․물리적 조건의 후

립의 이론, 샛별출판사, 1961, 118-120면. 그는 ‘민주당’의 통일론은 4.19 혁명 이
후에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구분하고 ‘반공’의 입장에 멈
추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사회대중당’의 통일론은 북한의 ‘이데올로기’가 보다 유
연해지기를 기다릴 것을 주장하는데 북한의 변화를 기약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
다. 그의 판단으로는 ‘민주당’과 ‘사대당’ 모두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23) 김삼규, 중립국통한론을 해명한다 , 새벽, 1960.12,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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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을 들면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124)

냉전의 질서를 승인하고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한국만의 문제

는 아니었다. 김삼규가 판단하기에 북한의 ‘공산’ 체제는 최소한의 의사표시조차

불가능한 체제였기에 말할 나위도 없었다.

이북(以北)에서도 중립화 운동이 전개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법하나 기본적 인권

이 확보되지 않은 이북에서 민족적이고 평화적인 중립화 운동이 전개될 리가 없다.

그러기에 기본적인 인권이 확보되면 남한 동포들 사이에서 이러한 운동이 초당파적

국민 운동으로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통감되는 것이다. 국제 여론에 호소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은 남한 동포들 뿐이오, 또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서만 남한

동포들은 비로소 조국의 통일 독립에 대하여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다. 이러한 주도

권이야 말로 4월혁명에 흘린 피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이북 동포들에게 현시하

는 것이 될 것이다.125)

광장 의 서술자가 북한에 간 이명준에 초점화하여 북한은 당 이외에는 아무

도 말해서는 안 되며 생각해서도 안 되는 사회라고 언급했던 것과 비슷하게, 김

삼규는 북한에는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의사표시의 자유가 없”음을 강조하였다.126) 이

것은 ‘남북협상론’이 불가능하다는 김삼규의 판단의 현실적 근거가 되는 동시에,

김삼규의 중립화통일론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

록 한다. 김삼규는 ‘민주’의 가치를 중심에 두었고 “민주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여 국민의 생활과 인권을 확보하고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체득케

시”켜 “진정한 反共”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27) 이 주장은 그의 중립화

통일론과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립화통일론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로

귀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그가 4.19 혁명으로부터 ‘중립화통일론’의 가능

성을 발견한 것 역시 ‘민주주의’라는 원리에 근거한 시각으로 인한 것이었다. 김

삼규의 결론은 “북한동포들은 의사표시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남한동포들이

전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널리 국제적으로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28)

김삼규는 남과 북이 기존의 정치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은

124) 강광식, 중립화와 한반도 통일, 196-197면.
125) 김삼규, 통일독립공화국에의 길 , 128-129면.
126) 김삼규, 조국에 붙이는 글 , 새벽, 1960.7, 121면.
127) 김삼규, 조국에 붙이는 글 , 119면. 그는 자신의 중립화 통일론이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한민족의 독립(민족적 자주성)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거듭 주장하였다.
김삼규, 중립국통한론을 해명한다 , 91면.

128) 김삼규, 조국에 붙이는 글 ,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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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의 중립화통일론은 남한의 ‘시민’이 ‘관계 각국’

에 호소하는 형식으로 제안되었다. 4.19 혁명을 이룬 한국의 시민들이 중립화운

동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 사회에 호소하고, “관계 각국의 협상” 또한 이끌어내

야 하는 것이었다.129) 그는 오스트리아의 중립화모델을 참조하면서, “사전에 관

계 각국의 승인을 얻어서 한국이 영세중립국임을 관계 각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승인시키고 유엔에 가입”하는 방식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그 외에

별도로 “어떠한 형식(비록 각서의 형식이라도)으로든지 4대국(미, 일, 중, 소)의

보장을 얻”어야 한다고 첨언하였다.130) 그리고 각국의 승인을 얻었을 때, “중립

화를 전제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131)

김삼규는 ‘남한’의 시민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국의 중립화통일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언급하였다. 이념적이고 상징적인 층위에서 한국의 중립화통일은 “세계평

화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132) 그가 보다 주목을 했던 가능성은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구축 가능성이었다. 김삼규는 한국의 중립화통일이 “극동에 있어서의 양대

진영의 불안과 긴장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였고, 나아가 당대 일본

에서 논의가 되던 ‘재일동포’의 북송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에서 거주하는 ‘재일

동포’의 사회적 위치가 안정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133) 즉 김삼규에게

한국의 중립화통일은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질서의 긴

장을 누그러뜨리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상상하는 과정이

었다.

□2 중립의 기입

김삼규의 중립국통한론을 해명한다 가 실린 새벽 1960년 12월호를 마지막

으로 새벽은 폐간된다. 그로부터 두 달 이후인 1961년 2월 10일 정향사에서

단행본 광장이 간행된다. 소설의 본문 앞에는 새벽에 실렸던 작자소감 이

작자의 말 로 제목이 바뀌어서 실렸고, 그 뒤에 1961년 1월에 쓰인 추기 - 補

完하면서 라는 글이 하나 더 붙는다.

이 이야기가 <새벽>誌에 실렸을 때 雜誌의 사정 때문에 그중 일부를 할 수 없이

129) 김삼규, 통일독립공화국에의 길 , 128면.
130) 김삼규, 중립국통한론을 해명한다 , 93면.
131) 김삼규, 중립국통한론을 해명한다 , 91면.
132) 김삼규, 통일독립공화국에의 길 , 128면.
133) 김삼규, 조국에 붙이는 글 , 121,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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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어버리지 않을 수 없어 나로서도 못마땅하였었다. 이번에 그 부분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 二○○餘枚를 보충하여 얘기를 完成할 수 있었음을 기꺼히여

긴다.

4294년 1월 일

작자134)

새벽에 실린 광장 과 비교해보면, 단행본 광장에서는 서술자가 이명준의

내면에 초점화한 진술이 다수 추가되어 그의 고민과 사상을 보다 풍부하게 전

달하며, 누락되었던 장면을 보충함으로써 인물의 선택과 내면을 보다 개연성 있

게 이해하도록 돕는다.135) 단행본으로 발표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중요한 장면

중 하나는 ‘중립국 송환 심사’ 장면이었다. 새벽에 발표된 광장 에서는 “송환

등록이 시작됐을 무렵 갈팡 질팡 하던 생각이 떠올랐다. 제 삼국에 갈 수 있다

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자기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그는 생각했었

다.”(292)라는 정도의 서술로 이명준의 ‘중립국’(‘제삼국’) 선택 과정을 제시하였

다.

하지만 단행본 광장에서는 위의 문장을 서술한 후, 두 가지 장면을 추가로

삽입한다. 한 가지 장면은 ‘정전’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명준의 고민이다. 우

선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있다는 이유로 북에 갈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후에는 그 자신의 선택에 확증과 논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圖

式’과 ‘컴뮤니즘의 圖式’을 9개의 항목에 따라서 대비하는데 그 대비를 도표로

명확하게 제시한다.

134) 최인훈, 추기 - 補完하면서 , 광장, 정향사, 1961, 4면.
135) 가령, 북에서 은혜가 모스크바로 떠나기 전 이명준과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한 개의 장면을 추가하여 말리는 이명준과 떠나는 은혜의 모습이 더욱
대조되도록 하였다.

기독교의 도식 컴뮤니즘의 도식136)

1 에덴시대 1 원시공산사회

2 타락 2 사유제도의 발생

3 원죄 가운데 있는 인류 3 자본주의 사회 속의 인류

4 구약 시대 제 민족의 역사 4 노예, 봉건,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

5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5 칼 맑스의 출현

6 십자가(사랑) 6 낫과 함마(증오)

7 고해성사 7 자아비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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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은 냉전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혹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으로

이해하지 않고, 기독교와 컴뮤니즘의 대립으로 이해한다. 도표 제시에 이어서

서술자는 이명준에 초점화하여 기독교와 컴뮤니즘의 역사를 곱씹지만, 둘 중 하

나를 택일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명준은 끝내 선택하지 못한다. 그는 스스로를

“흡사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으로 표현하였다.

그때 중립국 송환이 쌍방간의 합의를 보았다. 그는 살았다.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

각오를 하는 찰나 난데없이 밧줄이 내려 온 것이었다. 그 때의 기쁨은 그는 아직도

기억한다. 판문점(板門店). 쌍방의 설득자들 앞에서처럼 통쾌했던 일이란 그의 과거

에서 두 번도 없다.137)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과 ‘난데 없이 내려온 밧줄’은 대비를 이루면서, 단

행본 광장에서는 중립국 송환이 가능해진 상황을 긴장감 있게 제시하였다. 또

한 서술자는 중립국 송황의 가능성을 두고 ‘기쁨’이라고 명명하였고, 판문점에서

의 ‘중립국 송환 심사’를 두고, 이명준의 과거에 두 번 없는 통쾌함이었다고 표

현하였다. 광장에서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인 ‘중립국 송환 심사’ 장면은 그 다

음에 이어진다.

장내 구조는 양측 설득자들이 마주 보고, 책상을 놓은 사이로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

와서 바른편으로 퇴장하게 돼 있다. 순서는 공산측이 먼저였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中共) 대표가 한 사람, 도합 다섯명. 그는 그들 앞에 가

서 걸음을 멈췄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다.

동무. 앉으시오

명준은 들리지 않는 양 그대로 버틴채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 보았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상반신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 밀

면서 말했다.

동무. 중립국도 역시 자본주의 국가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굴대는 낮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136) 최인훈, 광장, 정향사, 1961, 189면.
137) 최인훈, 광장, 192면.

8 법왕 8 스탈린

9 바티칸궁 9 크레믈린궁



- 52 -

중립국! 〔…〕

퇴출구 앞에서 서기(書記)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서명(署名)을 하고 천막을 나서

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상체를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맹렬한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138)

인용은 ‘중립국 송환 심사’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다. 서술자는 이 장면을

상당한 분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향사 단행본은 1면이 50자×17행의 분량인데

최인훈은 전체 4면에 걸쳐서 ‘중립국 송환 심사’ 장면을 제시한다. 송환 심사의

장면은 ‘공산측’과 ‘유엔측’ 설득자들이 친절한 어조로 장황하게 이명준에게 자

신의 진영을 선택하라고 설명하지만 이명준은 그들의 말을 다 들은 뒤, 때로는

그들의 말을 중간에서 잘라버린 뒤 ‘중립국!’이라는 단어만을 반복한다. ‘중립국

심사 장면’ 전까지 이명준은 한국과 북한에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하였으

며, 그 자신의 ‘광장’을 찾는 데 거듭 실패할 뿐이었다. 하지만 ‘중립국 심사 장

면’에서 처음으로 이명준은 당당히 자신의 선택을 주장한다. 그가 자신의 주장

을 제시하는 대상은 그에게 폭력을 가했던 남과 북, 보다 근본적으로 ‘자유’진영

과 ‘공산’진영이라는 냉전의 각 진영을 대표하는 이들이었다. 서술자는 9번에 걸

친 이명준의 ‘중립국!’이라는 발화를 좇아가며 기록한 뒤, 심사를 마치고 맹렬한

웃음을 터뜨린다. 광장에서 이명준이 통쾌해하는 것은 ‘중립국 심사 장면’이

유일하다. 서술자는 이처럼 ‘중립국 심사 장면’을 공들여 제시한 후, 이어서 새
벽본 광장 에도 실려 있는 ‘중립국’에서의 삶에 대한 상상을 제시한다.

단행본 광장은 ‘중립국’에 대한 이명준의 고민과 선택의 장면, 그리고 그곳

에서의 삶에 대한 상상을 무척 자세하고 밀도 있게 제시하고 있다. 다만 ‘중립

국’에 관한 장면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단행본 광장에서 소설의 결말이 바

뀌지는 않았다. 이명준은 윤애와 은혜를 배신하고 ‘제삼국’으로 가는 것을 포기

하고, 스스로에게 정직하여서 바다로 뛰어든다. 결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중립국 송환 심사’ 장면의 처음과 끝에 제시된 이명준의 과거에 다시없던 기쁨

과 통쾌함은, 오히려 윤애와 은혜에 대한 이명준의 ‘배신’이 얼마나 자발적이며

절박한 동시에 매혹적이었는지를 드러내며, 그의 ‘투신’이 가진 진정성을 강조하

는 위상을 부여받는다.

이 글이 1961년 2월에 간행된 단행본 광장의 ‘중립국’ 장면이 김삼규의 중

립화통일론의 영향을 받아서 삽입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최인훈이 언

급하였듯, 이미 그는 1960년 여름에 광장 의 원고를 완성한 상태였고, 이는 잡

138) 최인훈, 광장, 192-196면.



- 53 -

지 새벽의 사정으로 200여매가 삭제된 채 발표되었다. 단행본을 출판하면서

최인훈이 삭제한 것만 되살린 것인지, 추가로 보완한 부분이 있는지는 알 수 없

다. 하지만 1960년대 중후반 김삼규의 중립화통일론이 한국사회에서 큰 이슈가

된 이후에, ‘중립국 송환 심사’ 장면을 추가하여 ‘중립국’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포함된 채로 단행본 광장이 간행되었기 때문에, 소설에서 이명준이 냉전의 양

대 진영의 대표자들 앞에서 ‘중립국!’을 결연히 외치는 장면은 독자에게 큰 인상

을 주었다.

광장을 소개하면서 ‘중립국’이라는 개념이 자주 발견되는 것은 단행본 발간

이후이다. 이어령은 광장에 대한 짧은 서평에서 이명준을 두고 “중립국을 선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소설의 주인공”139)이라고 명명하였고, 정향사에서는

단행본 광장을 광고하면서 “中立國을 擇한 어떤 釋放捕虜의 境遇”140)라고 평

하였다. 찬반의 입장을 떠나서 ‘중립화통일론’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당대 독

자들은 광장을 ‘중립국’이라는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였다. 나아가 광

장 을 두고 “두 개의 祖國 아래서 嫌惡를 느끼고 마침내 中立國을 택하고 나서

드디어 자살하고 한 인테리 釋放捕虜의 이야기다”141)라는 평에서 볼 수 있듯,

중립국 선택과 자살을 소설에서와 같이 대립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사건의

순차적인 진행과 귀결로 이해하는 독법도 등장하였다.

이명준의 선택이 가진 의미에 대한 정밀한 독해로부터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단행본 광장은 ‘중립’이라는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

했다. 특히 그것은 김삼규의 ‘중립화통일론’과의 공명 속에서이다. 4.19 혁명 이

후 남북협상을 제시했던 대학생들과 달리, 김삼규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북한에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 이 점은 광장에서 서술하는 북한에서 이명준의 인식과 이어진다. 또

한 김삼규는 이미 작동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강고함으로 인해 현존하는 남

한과 북한이 합치는 형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국제사

회의 중재 아래서 ‘남북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를 중립화

해야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던 김삼규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치체 모두에 비판적이었다. 광장의 이명준 또한 현재 한반도에 존

재하는 두 개의 국가인 남한과 북한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중립국’을 선택했

다는 점까지는 김삼규의 입장과 공명할 여지가 있었다.

139) 이어령 최인훈 작 광장 , 경향신문, 1961.2.18.
140) 광장 (광고), 동아일보, 1961.2.7.; 광장 (광고), 동아일보, 1961.2.8.
141) 편집실, 회색의 의자 를 연재하며 , 세대, 1963.6, 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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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해탄을 건너 간 광장과 동아시아의 역내 소통가능성

단행본이 발간된 것으로부터 2달이 지난 1961년 4월과 5월, 광장 은 현해탄

을 건너서 広場 이라는 제목 그대로 도쿄에서 간행하는 잡지 코리아평론(コ
リア評論)에 게재된다.142) 번역자는 김삼규였다. 1960년 김삼규와 함께 중립화

통일론이 현해탄을 건너왔다면, 1961년 김삼규와 함께 광장은 현해탄을 건너

가게 된다. 김삼규는 완역을 목표로 소설을 번역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번역은

단 2회 연재되고 중단된다. 그것은 1961년 5월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것과 같은

시기였다. 김삼규가 주장하였던 중립화통일론은 현실적 논의 기반을 잃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광장의 번역 또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가능성의 유무와는 별개로 1960-1961년에 걸친 김삼규의 이동과 그

로 인한 広場 의 번역 과정은, 한반도에서 발표된 작품과 비평이 거의 동시기

적으로 일본에서 번역되어 읽혔던 해방공간의 역사적 상황을 환기하는 점이 있

다.143) 최인훈 역시 4.19를 두고 “전쟁 후 10년 동안 경직되었던 지적 논의의 해

빙  10년을 격해서 부활된 듯한, 45-50년 사이의 기간을 방불케 하는 정치적

참여의 분위기”였다고 언급하였다.144) 최인훈이 4.19에 겹쳐 보았던 해방공간은

정치적 참여의 시기일 뿐 아니라, 냉전의 형성 이전 많은 지식인과 민중이 동아

시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고 번역을 통해 소통가능성을 모색했던 시기

였다. 1960년 한국에서 4.19 혁명이 일어난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 붐’이 일어났

다. 그리고 같은 해 일본에는 안보투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김삼규가 현해탄을

오감으로써, 일본에서 그동안 그가 발표했던 ‘중립화통일론’과 그가 번역한 광
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동시에 읽힐 계기를 맞았다. 이 점에서 1960년 한국

과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동아시아의 냉전질서가 구조화되기 이전, 해방공간에서

142) 崔仁勲, 小説 広場 , 民族問題研究所 編, コリア評論 5(39), コリア評論社,
1961.4, 50-60頁; 崔仁勲, 小説 広場(第二回) , 民族問題研究所 編, コリア評論
5(40), コリア評論社, 1961.5, 54-61頁.

143) 民主朝鮮(1946.4.-1950.7.)에서는 자이니치 문학자 김달수, 허남기, 이은직 등
에 의해 김태준(15회), 임화(4회), 김오성(3회), 김기림(2회), 정지용, 김남천, 안
함광, 조벽암, 안회남, 설정식, 홍구, 엄흥섭, 이원조의 글이 거의 실시간으로 일본
에 소개되었고, 人民文学(1950.11.-1954.10.)을 통해 1950년대 초반 허남기는 임
화의 시 2편과 이태준의 산문 3편을 번역하였다. 또한 김순남의 해방가요 <해방
의 노래>, <독립의 아침>과 <해방의 노래> 등은 자이니치 초등학교 교과서에
번역되어 소개되었고, 일부는 옌볜에서도 소개되었다. 임화와 김순남의 공동작품
<인민항쟁가>는 동아시아 곳곳에서 불렸다. 노동은, 김순남, 낭만음악사, 1992,
123, 227면.

144) 최인훈, [나의 첫 책] 제3국행 선택한 한 ‘전쟁포로’ 이야기 - 개작 거듭한 장
편소설 광장 , 출판저널 82, 199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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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였던 한일의 텍스트 주고받기 혹은 동아시아 역내소통가능성의 문턱에

닿아 있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삼규가 일시 귀국을 마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고,145) 한국은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

서, 김삼규에 의한 소통가능성은 닫힌다.

광장 의 번역은 결국 하나의 우발적 사건으로 그치게 되지만, 국민국가의 단

위에서 냉전을 경험한 한국과 일본이, 국교수립 이전 텍스트의 주고받음이 가능

했던 한 사례로서 기억할 수 있다. 다만 이는 1908년생으로 도쿄제국대학을 졸

업하고 무산자사에서 활동하였던 김삼규라는 (후)식민 주체에 의한 주고받음이

었으며, 또한 해방공간의 형식을 반복한 것이었다. 그 점에서 김삼규의 방법은

동아시아의 제국-식민지라는 유산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의 소통이 닫힌 후, 한

국과 일본의 소통은 1960년대 중반 한일기본조약 이후 다시 가늠되어야 했

다.146)

앞서 보았듯 정향사의 광장에서 최인훈은 ‘중립국’ 그 자체를 긍정하지 않

았다. 하지만 1976년대 광장이 대폭 개작되는 과정에서 결말 부분에는 두 가

지의 내용상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는 윤애와 은혜 두 사람을 상징하던 갈매기

가 은혜와 그의 딸로 바뀌는 것이다. 또 하나는 윤애와 은혜를 버리고 ‘제3국’을

선택하는 이명준 자신의 행위를 ‘배반’으로 규정하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정

직’하다고 표현한 서술이 삭제된 것이다. 최인훈은 이명준의 투신과 ‘중립’ 사이

의 대립적 의미를 삭제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모호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서

술을 조정하였다. 중립국을 선택했던 이명준이 갈매기가 은혜와 그의 딸임을 알

고 활짝 웃으며 바다에 뛰어든다는 서사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정직’과

‘배반’이라는 가치 판단이 강한 단어가 제외됨으로써, 이명준의 선택은 실존적

자유 외에 보다 다양한 의미를 가질 가능성 또한 열린다.147) 이에 대한 해석 중

하나는 그의 자유에 ‘중립’의 의미를 겹쳐두는 것으로, 이명준이 ‘중립국’이라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바다에 뛰어듦으로써 ‘중립’이라

는 이념에 투신했다는 해석이다.148)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김삼규는 다시 한

145) 국제신문사 논설위원, 중립의 이론, 118면.
146) 문학과지성사 전집판 광장의 머리말 중에는 日譯版 序文 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코리아평론에 대한 서문이 아니라, 1973년 金素雲의 이름으로 번역 및
간행된 現代韓国文学選集 第１巻(冬樹社, 1973)의 것이다. 이후 1978년 다나카
아키라(田中明)가 다시 한 번 총독의 소리 와 함께 광장을 번역하여 韓国文
学名作選 - 広場 １(泰流社, 1978)로 출판한다.

147) ‘제3국’이라는 표현도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라는 중립국 상상 장
면의 유명한 서술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바뀐다.

148) “최인훈의 ‘난민 의식’은  광장의 이명준을 통해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그
가 원했던 제3국행과 그 도중에서 감행한 바다로의 투신은 ‘국민’ 아니면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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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돌아오지 못하였지만 그가 제시했던 ‘중립’과 광장은 또 다른 방식으로

현해탄을 건너서 한국에 도달한 셈이다.

없는 ‘지구=땅’의 질서에 대한 본능적이고도 근원적인 거부 반응이었다. 그래서
그는 중립‘국’을 꿈꿨다기보다는 중립 자체가 가능한 지구상의 자리를 찾아 헤맸
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김항, 개인, 국민, 난민 사이의 ‘민족’- 이광수 민족개조
론 다시 읽기 , 민족문화연구 5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3,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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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의 지식인과 통일의 보존

2.2.1. 상상력의 봉쇄와 과소 진술

□1 중립의 봉쇄 - 발화 가능성과 이동의 제한

새벽 1960년 11월호에 최인훈은 광장 을 게재하였고, 다음 호이자 폐간호

인 12월호에는 김삼규가 중립국통한론을 해명한다 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폐간

호에는 당시 부산 국제신문 주필이었던 1921년생 이병주가 조국의 부재 -

국토와 세월은 있는데 왜 우리에겐 조국(祖國)이 없는가? 를 실었다. 이 글은

“조국이 없다. 산하가 있을 뿐이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데, 이 글은 ‘일제’의

지배세력이 ‘미군정’, ‘이승만 정권’, ‘장면 정권’까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지배세력은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38선이 남아 있는 한, 조국은 부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38선

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가 제안한 것은 중립화통일론이었다.

우리들은 기왕의 4.19 때 국민의 민주적 의욕이 그만큼한 혁명의 단서를 잡고서도,

우리는 공산주의자와 사상적으로 대결할 수가 있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가졌냐”고. 우리는 먼저 우리 내부의 38선부터 철거해 버려야 하는 것

이다. 38선을 미끼로 한 일부의 조작을 봉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열이나 간첩을 경계하고 적발하는 감시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이

란 이 나라의 정권을 아끼고 제마다,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민주 복지 조국 건설 밖

엔 없다. 이럴 때 이 건설의 힘찬 고동이 삼팔선 북으로 간다. 〔…〕 중립통일이란

이 심각한 “한국적” 현황 속에서 고민에 빠진 젊은 지성인들의 몸부림이다. 중립 통

일론은 고민 끝의 하나의 결론이다. 〔…〕공산주의까지를 흡수하려는 신념 없이

그저 공산주의를 겁내는 태도는 진정한 조국을 건설하려는 태도가 될 순 없다. 자주

성을 가진 평화적 통일을 우선 마련해 놓고 다음은 민주 정신, 민주 정치에 의한 공

산주의의 흡수, 소화, 이런 방향으로 정치인의 패기가 발현되지 않고선 조국은 아득

한 미래에 있는 것이다. 요는 중립통일론까지를 사고범위에 포섭하는 민주주의적

논의의 바탕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149)

중립화통일론은 ‘희생이 없는 통일’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병주가 제

시한 대안이었다. 이병주는 중립화통일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고

149) 이병주, 조국의 부재 - 국토와 세월은 있는데 왜 우리에겐 조국(祖國)이 없는
가? (새벽, 1960.12.), 국제신문사 논설위원, 중립의 이론, 샛별출판사, 1961,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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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이 글에서 4.19 혁명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병주의 자부심이 문면에 도

드라진다. 그는 4.19 혁명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인 내면의 38선을 철거하고 중립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중립화를 ‘공산화’로 이해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이라고 비판하였다. 만약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신념

한다면, 공산주의를 흡수하고 소화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가 도래시키고자 한 ‘조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과 공산주의

마저 흡수할 수 있는 신념 위에 건설되는 것이었다.

이듬해인 1961년 4월 이병주는 ‘국제신문사 논설위원 일동’의 명의로 단행본

중립의 이론(샛별출판사, 1961)을 간행한다. 38선을 표지로 하고 있는 이 책

은, 크게 ‘이론’과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 부분에서는 중립의 정의와 역

사, 그리고 중립국의 예로서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 인도, 유고슬라비아의 사

례가 제시된다. ‘자료 1’ 부분에서는 해방 이후로부터 1960년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논의되었던 ‘통일’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요약 및 정리

하고 있다. 또한 ‘자료 2’ 부분에서는 4.19 혁명 이후 제시된 통일방안 중 특히

‘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한 글을 편집하여 게재하였다. 김삼규와 김용중이 중립화

에 대해 쓴 글들과 전국대학생 시국토론대회에 입선한 4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

병주 자신의 글인 조국의 부재 가 실렸음도 물론이다.

이후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가 발발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진다.

또한 언론과 출판의 사전검열이 실시된다. 17-18일 양일간의 지면에서는 검열의

흔적이 발견되지만 이후 주요 언론의 논조는 ‘군사혁명’ 찬성으로 돌아섰고, 27

일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사건검열 또한 해제된다.150) 쿠데타 발발 이튿날인 5월

17일 이병주는 부산 국제신문 지면을 통해 ‘군사혁명’에 대한 기대를 공개적

으로 천명하였다. 하지만 20일 이병주는 돌연히 부산일보의 황용주와 함께 체

포되었고 영도경찰서에 수감되었다. 죄명은 계엄령 위반으로 조국의 부재 를

비롯하여 그가 썼던 글들이 용공혐의를 받은 것이다. 황용주는 6개월 후 풀려났

지만 이병주는 1961년 11월 혁명재판소에 회부되었는데, 검사는 그의 글 조국

의 부재 가 용공사상을 고취하였고 그가 편집한 중립의 이론의 서문에서 “장

면 씨와 김일성이가 3.8선 상에서 악수하고 통일을 위한 방안 모색을 못할 이유

가 없는 것이다.”라고 밝히는 등151)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고 용공사상을 유포하

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듬해 1962년 2월 이병주는 징역 10년이 확정되었고, 2년

150) 임경순, 1960년대 검열과 문학, 문학제도의 재구조화 , 대동문화연구 74, 성
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115면.

151) 국제신보사 논설위원, 통일에 민족 역량을 총집결하자 - 서문에 대신하여 , 
중립의 이론, 샛별출판사, 196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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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동안 영어의 몸이 된다.152) 당시 신문에서는 이병주가 ‘반국가행위’를 했다

고 짧게 전달하였다.153)

이병주의 체포와 징역은 4.19 혁명을 계기로 하여 발화의 공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통일’과 냉전 너머의 아시아를 향한 상상이 5.16 군사쿠데타 이후

봉쇄되고 억압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한국의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이루었다는 자부심에 근거하여 통일

을 논의하였다. 당대에 논의가 되었던 통일은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과 구별되

는 평화통일이었으며, 중립화를 통해 통일한국을 냉전의 질서 외부에 위치시키

고자 하는 상상 또한 존재하였다. 이병주의 글 또한 같은 맥락에 놓여 있었다.

사상과 정치적 상상력의 제한과 동시에, 해방공간에 가능하였고 4.19 혁명 직

후에 다시금 그 가능성이 탐색되었던 동아시아의 역내 소통가능성 또한 5.16 군

사쿠데타로 닫히게 된다. 최인훈 소설의 공간적 배경 또한 이에 반응하여 협소

해진다. 광장(1960/1961)에서 초점인물 이명준은 ‘만주’, 북, 남, ‘남지나해’에

이르는 공간을 이동하지만,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발표된 회색의 의자에서는
인물의 이동경로는 서울(경기권)과 경주로 그 공간이 38선 이남으로 한정되며,

기억과 환상 속에서 북한의 W시[원산]에 닿을 수 있을 뿐이다. 최인훈 소설의

공간이 다시 확장되는 것은 1970년 데탕트로 냉전의 규제력이 약화될 즈음인데

1970년 두만강 에서는 ‘만주’의 문턱인 H읍(회령)에 도달하며, 1973년 태풍에
가서 동남아시아로 확장된다. 최인훈이 동남아시아 베트남에 실제로 방문한 것

역시 같은 해인 1973년이었다.154)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 소설은 지리적 배경이 협소해지는 것과 더

불어, 정치적 상상력의 제시 가능성 또한 무척 제한을 받았다. 최인훈의 문학도

마찬가지였다. 그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앞 절에서

보았듯 독자에게 ‘중립(국)’에 대한 상상을 환기할 가능성이 높은 최인훈의 광
장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는 1967년에 단 한 번, 그것도 한국문학전

집에 수록되는 형식으로만 간행되었다는 사실이다.155) 최인훈의 위치는 휴전선

152) 안경환, 황용주 - 그와 박정희의 시대, 까치, 2013, 361면.
153) “전 국제신보사 주필 겸 편집국장 이병주(41) 동 상임논설위원 변노섭(32) 양씨
는 반국가행위를 하였다는 죄로 7일 상오 혁명재판소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
았다.” 징역 10년을 선고, 전 국제신부 이주필 등 두 명 , 동아일보, 1960.12.6.

154) 두만강 의 공간적 배경에 관해서는 4장 2절을, 태풍의 공간적 배경에 관해
서는 4장 3절 참조.

155) 광장(정향사, 1961) 이후 광장 은 백철 외편, 현대 한국 문학 전집 16－廣
場：최인훈집(신구문화사, 1967)에 수록된 것이 유일한 발표이다. 광장이 개작
을 거쳐 다시 간행된 것은 데탕트 이후인 1972년이다. 데탕트의 분위기와 광장
(민음사, 1972)의 간행에 관해서는 2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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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 한국에 고정되어 있었고, 이동과 사상 및 상상력의 표현에 제한을 받았다.

1960년대 중반 최인훈은 냉전의 질서와 당대 군사 정권의 허용하는 임계점에

닿은 소재를 소설화할 경우에는, 침묵하거나 과소진술의 방식을 택한다. 그러나

그는 침묵을 하였지만 맥락을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마리는 남겨 두었고, 때

로는 주어진 질서 외부의 움직임을 조심스레 포착하거나 사라진 가능성을 애도

하였다. 또한 최인훈의 시각은 한반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냉전의

추이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2 필화와 절제된 언어 - 세대의 지식인들과 최인훈

1960년대 중반 최인훈 소설의 공간적 배경 또한 한반도 이남은 줄어들었다.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동시대 ‘서울’로 한정된다. 續

크리스마스 캐럴 (현대문학, 1964.12.) 역시 그러한데, 이 소설의 배경은 제목

에서와 같이 1964년의 크리스마스이고, 공간 역시 서울이다. 한 해를 결산하는

시기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여동생 옥이는 신문을 읽으면서 ‘올해의 십대 뉴

스’ 중 하나로 선정된 ‘신금단 부녀 비극의 상봉’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버님은 의심쩍은 눈으로 나를 바라 보셨다.

글쎄, 소문에 듣자면, 북한에서는 월남한 사람이 있는 가족은 차별 대우를 하고 아

주 들볶는다는데, 신금단이 내 딸이다 하구 천하에 광고를 하구 동경에까지 가서 법

석을 떨어 놓았으니 그 딸 처지가 어떻게 됐느냔 겁니다.

부녀지간의 정이 어디 그러냐……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十五분간 만나보기 위해서 장차 그 딸이 받아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어디 그럴 수가 있었겠읍니까? 〔…〕

오빤, 너무해. 어쩜 그리 인정머리가 없우?

나는 주먹으로 내 가슴을 힘껏 사정 없이 쾅 짓이겼다. 마치 남의 가슴인 것처럼.

그리고 말했다.

아이구 답답해라. 하긴 네(옥이-인용자)가 그렇게 말하는 건 갸륵하다. 내 신상에

해로우니 난 아버지 안 만날 테야 한 대서야 그게 어디 사람이냐 마는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이 경우, 아버지는 안전지대에 있구 딸은 위험지대에 있지 않아? 물론

우린 지금 신금단이를 적이 아니다 하는 전제를 두고 말하고 있다. 이게 신금단이가

아니라 박정애나 허정숙이라면 문제가 다르지. 그러나 신금단이가 어느 국기 아래

서 뜀을 뛰건 그녀 자신은 하나의 꼭두각시가 아냐? 뜀을 뛰는데 공산주의식으로

뛰고 민주주의식으로 뛸 수야 없지 않아? 그러니까 신금단이를 우리는 그저 뜀박질

잘하는 한 사람의 약한 여자로 알잔 말이야. 그녀는 뜀박질 덕분으로 좋은 보수를

받고 가족을 기르고 있겠지. 그렇다면 그녀에게 풍파 없이 가만히 두는 게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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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아닐까? 신금단 동무의 아버지는 남조선으로 도망친 악질 반동분자였수다

레, 이런 처지를 만들어야 옳아? 156)

인용문에도 나타난 것처럼, 신금단 사건은 ‘도쿄’를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이었

다. 신금단은 북한의 뜀틀 선수였으며, 그의 아버지는 1.4 후퇴 당시 월남한 사

람이었다. 월남민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1964년 10월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를 찾

아가서 신금단을 만나고자 시도하였으며, 결국 15분 정도 상봉을 하지만 상봉

전후로 소동이 있었다는 것이 소설에 제시된다.

續 크리스마스 캐럴 은 한 해를 결산하는 시기, 신문에게 정리한 그 해의 주

요뉴스 목록을 보면서 이루어진 가족의 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신금단 사건’이

라는 화제를 두고 아버지, 아들(‘나’), 그리고 여동생 옥이는 ‘민주주의’ 남한과

‘공산주의’ 북한의 대립, 월남한 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한 북한 정권의 억압 등

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위의 인용에서 보이듯, 신금단의 ‘이념’에 대한 지레짐작

해보기도 하고, 과연 아버지가 신금단을 찾아가는 것이 옳았는가 라는 주제로

의견이 나누어져 토론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해답을

찾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어머니와 딸의 크리스마스 외출을 막으려는 의도로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토론은 점점 열기를 더해갔고 그들은 이산의 결과 도

쿄에서 짧은 시간 아버지와 눈물을 상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신금단을 ‘통일’의

희생양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희생’이라는 언급에서도 볼

수 있듯, 당대 한국의 언론은 신금단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가족과의 만남을 제

지한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에 초점을 맞춘 반공적 논조를 취하였다. 그 결과 일

회적인 해프닝으로 종결되지만, “신금단부녀의 비극적 이별을 초래케 한 북괴의

비인도적 만행을 규탄하는 국민대회가 17일(1964년 10월 17일-인용자) 하오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기도 하였다.157)

續 크리스마스 캐럴 의 서술자는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분단국가인 한국

과 북한, 그리고 사건의 발생 장소인 도쿄라는 장소에 유의하면서 ‘신금단’ 사건

을 제시하고 있다. 서술자는 이 사건이 한국과 북한 사이의 사건이며 ‘이산가족’

과 ‘통일’의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신금단 사건은 ‘도쿄’에만

한정되어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으며, 1960년대 중반 아시아에서 냉전의 힘이 충

돌하고 변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신금단 사건은 두 가지 역사적

맥락을 가지는데, 하나는 1960년대 중반 냉전 질서 하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세

계 복귀와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상이라는 맥락이며, 또 하나는 1955년 반둥 회의

156) 최인훈, 續 크리스마스 캐럴 , 현대문학, 1964.12, 62-63면.
157) 신금단 부녀의 비극초래케 - 북괴만행을 규탄 , 동아일보, 196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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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세력화한 아시아·아프리카 탈식민 국가들의 1960년대 중반의 움직임이라

는 맥락이다.

당대의 한 신문 기사가 “동경 올림픽 조직위원회(TOOC)는 2일 밤 가네포

경기에 참가했던 신금단 등 북한 선수들에게 올림픽 참가증을 발급 않는

동시에 선수촌 입촌도 거부하기로 최종결정했다.”라고 보도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158) 신금단 사건은 가네포(GANEFO, 신흥국 경기 대회, Games of the

New Emerging Forces)의 개최를 두고 냉전의 두 진영이 충돌한 사건이었다.

가네포는 공산권 및 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 된 국제 경기로, 1963년 11월 인도

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가네포라는 경기 이름과 헌장에

등장하는 ‘신흥 역량(New Emerging Forces)’이란 개념은 1955년 인도네시아 반

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 근거를 둔 개념이었다. 또한 가네포는 헌

장에서 경기의 목적이 어떠한 형태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서 자유로운 새로

운 세계의 건설에 있다고 명시하였다.159) 1950년대 중반 결성 당시의 아시아․

아프리카회의는 식민지 경험에 공유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탈식민 신생국들이

냉전의 양 진영에 모두 거리를 두면서 독자세력화에 나섰기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국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하고 독재자가 등장하였으며,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 등 강대국은 비동맹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냉전 하 자신들의 이

익에 따라 이들의 세력을 동원하기도 하였다.160) 가네포가 만들어진 계기 또한

‘자유’ 진영이 중심이 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갈등 때문이었다. 1962년

제4회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인도네시아가 타이완과 이스라엘 선수들에 대한 비

자 발급을 거부하자, IOC는 인도네시아를 제명하였고 그것이 가네포의 성립으

로 이어졌다. 이듬해 가네포 1회 대회에 아시아 신흥국 뿐 아니라 공산권 국가

들이 참여하면서, 이 대회는 ‘자유’ 진영이 중심이 올림픽과 대립적인 위상을 가

지게 되었다. IOC를 탈퇴했던 중화인민공화국은 제1회 가네포를 통해서 국제

스포츠 무대에 복귀하였고 북한 역시 이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북한의 육상 선

수 신금단은 ‘천리마 정신’으로 2개의 계신기록을 세우며 육상 3관왕에 오른

다.161) 그러나 IOC는 가네포에 갱신된 선수의 기록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가

네포 출전선수에게는 올림픽 참가 자격을 박탈하였다. 신금단이 도쿄 올림픽 참

가가 불허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신금단을 비롯한 북한의 선수단은 1964년 늦여름 도쿄를 방문하여 도쿄올림

158) 신금단 출전 못해 , 동아일보, 1964.10.3.
159) 이병한, 냉전기 중국과 아시아(1) - 가네포(GANEFO)를 중심으로 , 대동문화
연구 7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2, 359면.

160) 편집부 편, 비동맹운동, 지양사, 1985, 66-67면.
161) 이병한, 냉전기 중국과 아시아(1) - 가네포(GANEFO)를 중심으로 , 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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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에 참가하려고 하였지만, 끝내 자격을 얻지 못하였고 선수단은 귀환을 결정하

였다. 이 과정에서 월남했던 신금단의 아버지가 도쿄를 방문하여 10월 2일 신금

단과 상봉한다. 다만 신금단 부녀의 상봉 경과에 대해서는 이설이 존재한다. 남

과 북 정부가 도쿄 올림픽을 마친 후 부녀 상봉을 계획하였다는 설이 있다. 귀

국 전 부녀는 10여 분의 상봉에 성공하지만, 이미 중앙정보부의 지시를 받았던

아버지는 딸에게 남으로 오라는 말을 전달하고 신금단은 거절하였고,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조총련 구성원이 신금단을 데리고 나가는 등, 실패한 정치적 이벤트

로 귀결된다.162) 반대로 부녀의 만남은 당국의 협의와 무관하다는 설도 있다.

아버지가 딸의 출전 기사를 읽고 무작정 도쿄로 건너갔다는 이야기도 있으

며,163) “62년 자카르타 에서 열린 아세아 올림픽 에 금단 양이 출전했다는 신

문보도를 읽”은 아버지가 취재 차 인도네시아에 특파된 신문기자를 통해 자신

의 안부를 전하고 도쿄 올림픽에서의 만남을 제안했다는 설도 있다.164)

사건의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신금단 사건’이 단지 남과 북 혹은 이산가족

문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자유’ 진영 중심의 올림픽과 공산권

과 아시아․아프리카 탈식민국가들이 참여하였던 가네포의 대립에 놓여 있었고,

1963년 가네포를 통한 중국의 국제 스포츠 사회 복귀와 1964년 도쿄 올림픽 개

최를 통한 ‘부흥’한 일본의 국제무대 복귀라는 맥락 또한 겹쳐있던 사건이었다.

1960년대 중반 군사정권은 대중적 매체인 신문과 한정된 독자를 가진 비판적

지성잡지를 구분하면서, 잡지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신문의 논조를 통제하고 관

리하였다.165)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대 한국 언론은 신금단 사건을 보도하면

서 ‘가네포’라는 명칭은 제시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

히 쓰지 않았으며, 대신 ‘신금단 사건’을 북한 혹은 공산당의 ‘비정함’, 혹은 ‘비

인도적 만행’을 규정하고 규탄하는 논조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續 크리스마스

캐럴 의 서술자의 언어 역시 철저히 통제되어 있다. 그는 남, 북, 통일, 이산가

족, 도쿄 이상의 단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가네포라는 단어는 등장조차 시키

지 않는다. 최인훈은 신문 기사보다 엄격하게 통제한 언어를 통해 이 사건을 소

설 속에 삽입하였다. 그렇기에 최인훈이 신금단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10월에 일어난 ‘신금단’ 사건이 바로 소설의 소재가 되

162) 신금단 , 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A%B8%88%EB%8B%A8
(접속: 2017.3.31.)

163) 1964년 신금단 부녀 도쿄 상봉 , 경향신문, 2010.10.9.
164) 1964년 화제의 주인공들 - 지금 어디서 무얼하나 (11) 부녀의 정(情) 가른 공
산비정(共産非情) - 신금단과 그의 아버지 , 동아일보, 1964.12.23

165) 김건우, 1960년대 담론 환경의 변화와 지식인 통제의 조건에 대하여 , 대동문
화연구 7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137-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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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어서 12월에 발표된다는 사실은 최인훈이 이 사건과 사건의 맥락에 상당

한 관심을 두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아울러 續 크리스마스 캐럴 에서 아버지는 1964년 12월 24일에 신문에서 ‘올

해의 십대 뉴스’를 읽고 ‘신금단 사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실제

로 소설이 발표된 후인 1964년 12월 24일 동아일보에는 ‘국내 10대 뉴스;가

실렸다. ① 학생 데모로 비상 계엄 (6월 3일), ② 신금단 부녀 상봉 (10월 9일),

③ 박대통령 방독 (12월 6일), ④ 무장군인법원․동아침입사건 (5월 21일), ⑤

언론윤위법 파동 (8월 3일), ⑥ 환율 개정 (5월 3일), ⑦ 국공유지 부정 불하 사

건 (4월 16일), ⑧ 지리산 도벌 사건 (11월 8일), ⑨ 중부지방 집중 폭우 (8월

12일), ⑩ 통일론 필화사건 (11월12일) 등이 그것이었다.166) 시간적으로 최인훈

의 소설 발표가 뉴스 선정보다 빠르기 때문에, 최인훈이 실제 기사를 보았을 수

는 없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즈음한 연말에 한 해의 ‘10대 뉴스’가 실리는 것

은 관례적이었다는 점을 볼 때, 續 크리스마스 캐럴 의 해당 부분을 쓰면서 최

인훈 또한 한 해의 주요한 뉴스를 꼽아 보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64년은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한 해였으며, 한국과 일본의 외교가 재개되

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그에 반응하여 대학생들은 한일회담 반대 데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1964년 8월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파

병을 하였고, 당시 세대의 편집위원이던 황용주의 필화 사건이 있었다.
잡지 세대는 최인훈 자신도 그 전해 1963년 6월에서 1964년 6월에 이르기

까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장편소설 회색의 의자를 연재했던 잡지였다. 회색
의 의자의 1회가 연재된 1963년 6월호는 세대의 창간호였다. 창간사에서부터

‘세대교체’를 천명하였던 잡지 세대는 군사혁명 주체 세력의 지적 대변인 격

이었던 이낙선의 주도와 재정적 지원 아래 간행되었다. 편집 실무는 고려대에

재학 중이었던 신인평론가 이광훈이 맡았으며, 창간호에서 ‘세대교체’를 언급한

것은 사상계와 함석헌을 겨냥한 것이었다.167)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주장했던

세대가 창간과 동시에 연재를 부탁한 작가는 최인훈이었다. 연재를 시작하면

서 최인훈은 “이번엔 역사와 현실 아래 사상적 대결을 시도하는 그리고 저항하

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 주려고 합니다.”라고 연재의 포부를 밝혔으며, 편

집자는 “회색의 의자는 〔…〕 광장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하나의 對答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168)

앞서 이병주와 함께 1961년에 구속된 경험이 있던 황용주가 세대의 편집위

166) 격동의 1964년 , 동아일보, 1964.12.24.
167) 김윤식, 문학사의 라이벌 의식 3, 그린비, 2017, 154-155면.
168) 편집실, 회색의 의자 를 연재하며 , 세대, 1963.6, 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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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되어서 논설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회색의 의자의 연재가 끝난 다음

호인 1964년 7월호부터였으며,169) 같은 호부터 최인훈의 원산고등중학 선배인

소설가 이호철은 소시민 을 연재하였다. 다섯 달 동안 매 호 황용주가 세대
에 발표한 글의 논지는 ‘민족적 민주주의’와 민족의 주체적 통일론이었으며, 그

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공업화를 통한 경제 기반 확립, 그리고 통일을 주장

하였다. 특히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 - 민족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향

(1964.11.)에서 분단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적대상황의 해방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해소 방안 강구, 남북한의

상호 불가침과 군비 축소,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및 대화 등을 주장하였

다.170)

하지만 이 글로 인해 황용주는 11월 11일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된다. 세대
를 편집했던 이광훈은 후일 황용주의 글이 발표되었던 당시 ‘신금단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고 박정희도 통일에 대해 거듭 언급하였기 때문에 통일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회고하였다.171) ‘신금단 사건’-박정희 대통령의

발언-황용주의 통일론은 1964년 당시 인접성의 관계를 가진 사건들이었다. 앞서

1961년 ‘중립’을 주장한 이유로 용공혐의로 황용주와 함께 구속되었던 이병주는,

황용주의 필화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듬해 세대 1965년 6월호에 중편 소

설․알렉산드리아 를 전재하였다. 1965년 4월 이병주로부터 200자 원고지 600매

분량의 원고를 건네받아 이광훈에게 전해준 이는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새
벽에 광장 을 게재하였던 신동문이었다. 이광훈은 또 다른 필화를 염려하여

표제에 ‘소설’을 삽입하여서 세대에 이병주의 소설을 발표하였다.172) 그리고

1965년 8월 이호철의 소시민 은 연재를 마친다.

속․크리스마스 캐럴 에서 다루고 있는 ‘신금단 사건’은 지구적 냉전에서 ‘자

유’ 진영과 ‘공산’ 진영 및 제3세계 진영이 스포츠를 매개로 충돌한 사건이었으

며, 중국과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라는 의미가 있었다. 동시에 이 사건은 1964년

169) 형극에서 공동의 방향으로 - 한국 민족주의와 그 방향 (1964.7.); 한국 지식
인과 비판정신, 지성의 세계성과 정치권력의 국가성 (1964.8.); 맥카시즘의 한국
적 구조 - 통일에의 비전을 살피면서 (1964.9.); UN의 이상과 한국의 위치
(1964.10.);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 (1964.11.)

170) 안경환, 황용주 - 그와 박정희의 시대, 431-433면.
171) 이광훈, 황용주, 최근 타계한 한 민족주의자의 궤적 , 월간조선, 2001.12,
546-563면.

172) 안경환, 황용주 - 그와 박정희의 시대, 434-435면. 이병주의 소설․알렉산드
리아 에 관해서는 오창은, 결여의 증언, 보편을 향한 투쟁 - 1960년대 비동맹
중립화 논의와 민족적 민주주의 , 한국문학논총 72, 한국문학회, 2016, 25-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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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안

에서 황용주는 세대에 발표한 ‘통일론’으로 인해 구속된다. 최인훈의 회색의
의자은 필화사건 이전에 세대에 13개월 간 연재된 것이었고, 1965년 이병주

의 소설을 세대에 싣도록 매개하는 신동문은 1960년 11월에는 광장 을, 12월

에는 김삼규의 ‘중립화통일론’와 이병주의 조국의 부재 를 새벽에 실은 편집

인이었다. 최인훈과 세대의 편집진 및 집필진의 직접적인 친소관계를 확인하

기는 어렵지만, 1960년 새벽의 주변에 있었던 이들은 1964년 세대의 필화사

건 주변에 있었고, 최인훈도 그 중 한 명이었다. 필화사건을 전후하여 최인훈은

속․크리스마스 캐럴 을 통해 정확히 통제되고 허용된 언어를 통해서 아버지

와 아들의 대화를 제시하였다. 속 ․크리스마스캐럴 에서 아버지와 아들(‘나’)

의 통일에 대한 토론은 어머니와 딸의 외출을 막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실성을 가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서술자는 그 진실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인물들의 진술 사이에 통일에 대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

였다.

① 지금모양으로 통일이 된다면 큰일입니다. 해방된지도 스무해나 되었으니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지금 있는 정권에 좋건 싫건 몸을 맡긴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

았읍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가 절대 용납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형편으로

어떻게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화합을 하겠읍니까? 서로 엇갈려 싸우니 처참하다는

것입죠. 해방되던 해 한 살이던 아이가 스무 살이 아닙니까? 〔…〕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으면서 그저 통일만 하자는 건 고자가 제 욕심에 장가들겠다는 거나 마

찬가집니다.” (아들의 발언 - 인용자)

② 네 말을 들으면 북한 정부하구 우리 정부를 동격으로 보고 하는 것같으니, 그

점을 분명히 해다구. (아버지의 발언 - 인용자)

나는 황급하게 손을 내저었다.

③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아버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하자면 밀고를 하

신다거나…… (아들의 발언 - 인용자)

너무하는구나……

불초 미련한 놈이, 구변이 모자라,…․…

나는 송구스러워서 머리를 조아렸다.

안다. 네 죄가 아니니라. 그래 말해보렴.

네, 제 뜻은 이렇습니다. 남의 정부와 북의 정부를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④ 남의 정부가 옳기는 하나 그렇다고 피를 보면서 통일하거나 혹은 통일된 연후에

피를 보아야 할 그런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⑤ 네 말대로라면 한국이 해방된 것이 잘못이구나.

네?

⑥ 아버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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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 되면 친일파들이 괴로와야 하니 해방해서는 안 된다는 이치가 설 수 있지

않았겠니?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 ⑦ 첫째로 친일파들은 괴로와도 마땅한 사람들이

었던 반면에 통일이 되어서 괴로울 사람들 가운데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사

람들이 섞여 있읍니다. ⑧ 둘째로 해방을 위해서는 준비가 있었읍니다만 통일을 위

해서는 아무 준비도 없읍니다. 해방을 위해서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한국 사람

의 양심과 용기를 대변해준 훌륭한 사람들이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서 피를 흘렸읍

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남의 덕으로 해방되었다고는 하나 떳떳합니다. 173)

서술자는 ‘아버지’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구세대의 어른으로 형상화한다. 아들

의 말을 듣고, 엉뚱하게 아들이 북한과 남한정부를 동격으로 본다고 하거나(②),

통일에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친일파가 괴롭기 때문

에 해방도 잘못된 것 아닌지 반문한다(⑤). 이에 대한 아들의 반응은 두 가지이

다. 우선은 아버지의 발언을 엉뚱한 소리로 취급하는 반응이다(⑥). 하지만 동시

에 혹시 아버지의 논리대로 자신을 ‘밀고’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듯한 발언(③)을

하기도 한다. 아버지를 이와 같은 형상으로 제시하는 서술자의 효과는 복합적이

다. 첫 번째, 아버지를 엉뚱한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독자에게 대화가 그다지 진

지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이는 대화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만,

그만큼 대화에서 서술할 수 있는 내용과 입장의 폭을 넓혀주기도 한다. 둘째,

아버지를 구세대로 설정하고 그가 엉뚱한 소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구세대의 시

대착오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는 앞서 세대지의 편집진으로 대표되는 4.19

혁명 이후 1960년대에 활동을 시작했던 20대의 청년 지식인이 취했던 입장이기

도 하다. 셋째, 구세대 아버지가 엉뚱한 논리로 자신을 ‘밀고’할 수 있다고 제시

함으로써, 통일과 관련되어 있었던 여러 차례 필화사건이 사실은 의도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근 독해와 오해 위에 서 있음을 환기한다. 서술자는 신뢰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사이에 ‘밀고’에 대한 문제제기를 배치함으로써 그것을

제시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동시에 진실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대화 사이에 서술자는 통일에 대한 아들의

생각을 나누어 싣는다. 아들은 분단이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상태로 통일은

곤란하다고 한다(①). 이는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포기로도 읽히지만 피를 흘리

지 않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언급(④)을 겹쳐 읽는다면, 현재와 같이 남북 관계

가 적대적인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통일을 추구하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

다는 주장이 된다. 또한 친일은 ‘민족’의 도덕적 윤리적 입장에서 선악이 대별되

173) 최인훈, 續 크리스마스 캐럴 , 65-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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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통일의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애매한 영역이 존재함을 언

급한다(⑦). 동시에 해방을 위해서는 준비가 있었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준비가

없었다는 아들의 언급(⑧)은 앞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언급 자체가 나누어져 제시되어 있고, 아버지의 개입으로 논리의 방향이 변화

하기 때문에 아들의 언급을 명징하게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아들은 현재 적대적

상태에서의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 앞으로 통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또한 선악으로 판별되지 않는 ‘영역’이 통일에 있을 수 있음도 제시한다.

이 소설의 집필을 전후하여 황용주는 ‘남북한 상호불가침’과 ‘남북 동시 유엔 가

입’을 주장한 것으로 이유로 구속되었다. 분명 아들의 언급은 황용주의 주장에

비해서는 온건하며 급진적이지 않다. 하지만 아들 역시 동시대의 적대적인 남북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 언급을 발화하기 위해, 최인훈은 겹겹의 서

술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는 두 명의 발화자를 설정하였고, 그 중 아버지의

오해와 엉뚱한 소리로 대화가 중단되고 방향이 바뀌도록 설정하고 언급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또한 소설 전체에서는 크리스마스 풍속에 대

한 아버지와 아들의 불편함을 전면화하여, 이 대화가 소설 전체에 그다지 두드

러지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통일에 대한 아들의 발화를 제시하였지만, 그

것이 최인훈 자신의 생각인지는 끝내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續 크리스마스 캐럴 의 서술방식은 4.19 이후 광장 단행본에서 9번에 걸쳐

냉전의 대리인들 앞에서 ‘중립국’을 발화하는 이명준의 모습을 길고 인상적으로

장면화한 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최인훈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발화의 가

능성이 좁아지는 가운데, 냉전과 분단이 다양한 사건을 목도하면서도 정해진 언

어만을 정확히 사용하고 다양한 서사적 장치의 중층 속에서 현실에 대한 언급

을 제시하였다.

2.2.2. 정신의 탈식민화와 통일의 유산

□1 혁명의 조건으로서 자기 정신의 탈식민화

크리스머스 캐럴 5 (한국문학, 1966.여름)가 발표된 1966년은 1961년 5.19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의 첫 번

째 임기가 끝나던 무렵이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1967년 5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대통령 박정희의 첫 번째 임기의 끝이 보이던 시기, 최인훈은 크리스

머스 캐럴 5 를 통해 1960년 4.19혁명 전후의 시점을 다시 한 번 소설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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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온다. 이 소설은 1959년 여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초점화자인 ‘나’는 어

깨에 돋아난 ‘가래톳’으로 인해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통행금지 시간인 야심한

밤 중에 서울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야간 산책을 할 때 ‘가래톳’의 가려움은

가라앉기 때문이었다. 이 소설에서 야간통행금지란 국민의 신체이동의 자유를

제한했던 소설의 배경인 1959년과 소설이 창작된 1960년대 당시 한국 정부의

억압성을 환유한다.

야간통행 금지를 어기고 한밤의 도시를 산책하던 초점화자 ‘나’는 외인주택가

에서 옥외등으로 빛나는 잔디에 홀렸다가, 그곳에서 한 명의 외국인과 마주하게

된다.

당신도 알다시피 여기는 통행 제한이란 게 있어요. 그러나 나는 밤 시간의 산책을

못하면 시상(詩想)이 메말라버려요. 나는 미쳐요. 그래서 나는 밤의 산책을 하는 겁

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시인을 체포한 겁니다.

그의 낯빛이 초콜렛 색이 되었다.

큰 실수를 했군요. 사실 우리들 외국인의 심정이란 건 정말 복잡합니다. 나는 지난

날에 홍콩에도 있어 보았고 레바논, 베이루트, 카이로 등지에서도 살아보았어요. 그

게 취미어서 말이죠. 또 그쪽 여자들이 좋잖아요. 〔……〕 외국에 살면 나는 보람

이 있어요. 엑조티시즘이라 할 수 있겠죠 네? <마르코 폴로>, <아라비안 나이트>,

<금병매> 그런 걸 어렸을 때 읽은 게 탈이었죠.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외국인에게

는 그런 나라들이 아무리 근대화해봤자 그저 그렇구 그래요. 174)

여기서 우발적으로 만난 외국인이 거쳐온 도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레바논의 베이루트, 이집트의 카이로를 거쳐온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이 도시들은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및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와 관련된

주요도시들이다. 이점에서 이 외국인은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구분된 냉

전 아래에서 탈식민 신생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동맹’의 목소리를 제시하려고

했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목소리에 공명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

이 넘어서면서 ‘비동맹’을 추구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은 개별적으로 양

진영의 강대국들과 개별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면서 ‘비동맹’은 점차 ‘냉전’의 질

서 아래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이 소설이 시간적 배경으로 하는 1959년에는 아

직까지 ‘비동맹’의 목소리가 굳건했던 시기였다.

그래도 호텔 문밖에 나서면 거기는 인간이 있죠. 자기의 매너의 보편성, 특수 속의

보편성이라는 대지에 굳게 발을 디딘 인간의 가족들이 말예요. 서양 제국주의자들

174) 최인훈, 크리스머스 캐럴 5 , 한국문학, 1966.여름,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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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류에게 끼친 무한한 해독, 그건 금덩어리가 실어갔다든가, 상품을 팔아먹었다

든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주민들의 영혼을 골탕 먹인 것, 경험적인 것

이 선험적인 것처럼 위장한 것. 이겁니다. 〔…〕 요 먼저 외국 기관 종업원들이 파

업을 했더군요. 장해요 장해. 한국 인텔리들은 언제쯤 할 모양인가요. 안 될걸요. 사

꾸라들 농간에 안 될 거예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던가요. 참, 호텔 밖에만 나가면

거기는 인간이 있다. 거기였죠? 암마. 있고 말고요. 뿌듯한 인간입니다. 만져봐서 속

이 있는 인간입니다. 〔…〕 카이로, 베이루트, 다마스쿠스, 그런 도시에서 호텔 밖

으로 한 발 나가면 그런 살아 있는 인간들이 득시글하지요. 원주민 나으리들 말마따

나 구더기처럼 득시글하죠? 인간은 구더기가 아닙니까? 나으리들은 구더기가 아닙

니다. 그들은 구더기의 뱃속에 있는 십이지장충들이죠. 살아 있는 인간들 틈에 산다

는 건 뿌듯하고 보람은 있지만 한편 위험하죠 175)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이념과 실천에 동의하던 외국인이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서구 제국주의의 역사와 ‘원주민 인텔리’이다. 그는 제국주의가 인류에

끼친 해악은 ‘경험적인 것(서구적인 것)을 선험적인 것(보편적인 것)으로 위장’

한 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여, 서구

를 모방하는 ‘원주민 인텔리’을 두고 ‘노랑 원숭이’로 비판하였다. 이 외국인의

입장은 식민지인의 정신병리에 주목하였던 프란츠 파농의 언급과 공명한다. 파

농은 식민지의 흑인들은 자신을 가치화하지 못하고 “항상 <타자>의 출현에 의

존하고 있으며” “백인이 되고자 한다.”라고 지적하였다.176) 또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흑인은 ‘주인’이 되지 못하며, ‘주인의 태도를 취할 것을 허락

받은 노예’의 상태에 머문다고 비판하였다.177) 서구를 선험적인 것으로 생각한

식민지 인텔리 역시 스스로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병리에 시달리고 있었

다. 앞서 續 크리스마스 캐럴 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술자는 외국인의 언급을

장황하게 제시하여서 즉각적인 이해를 지연하고 여담을 삽입하는데, 그 여담에

등장하는 ‘파업’은 혁명을 의미한다. 곧 정식적으로 식민화한 원주민 인텔리가

있는 한 혁명은 불가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외국인은 원주민 인텔리와 구분되는 존재를 언급한다. 원주민 인텔리

가 서구인이 머무는 호텔에 살아간다면, 호텔 문 밖에 서 있는 인간이 그들이

다. 원주민 인텔리들은 호텔 문 밖에 서 있는 인간들을 두고 ‘구더기’로 바라보

지만,178) 외국인이 판단하기에 호텔 문밖에 선 인간들은 ‘자기의 매너의 보편성,

175) 최인훈, 크리스머스 캐럴 5 , 118-119면.
176) フランツ․ファノン, 海老坂 武 他 訳, 黒い皮膚․白い仮面, みすず書房, 1970, 131

頁, 20頁
177) フランツ․ファノン, 海老坂 武 他 訳, 黒い皮膚․白い仮面, 136頁.
178) 이러한 인식은 염상섭의 만세전에서 이인화가 조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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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속의 보편성이라는 대지에 굳게 발을 디딘 인간’을 가진 인간이었다. 외국

인은 오히려 원주민 인텔리를 구더기 속의 ‘십이지장충’으로 저평가한다. 외국인

은 현실에 발을 디딘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은 보람이 있지만 힘든 일이라고 언

급한다. 외국인은 식민주의를 정신의 식민지화로 이해하고, 원주민 인텔리는 식

민화된 정신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호텔 밖 현실에 발 디딘 인간에

근거한 세계 인식을 요청하였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4.19 직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소설은 정신의 탈식민화를 수행했을 때, 혁명 또한 가능하다

는 의견으로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최인훈이 정신의 탈식민을 주장하는 외국인을 ‘오리엔탈리스

트’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보았듯, 외국인은 어려서 읽은 동양에 관

한 신비한 소설을 좇아 실제로 동양의 이곳저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동양의

신비와 동양 여성의 신비에 함께 매혹되는 전형적인 남성 오리엔탈리스트였다.

이 점은 회색의 의자에서 ‘갇힌 세대’ 동인들의 토론 장면 한 대목과 겹쳐 읽

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는 세기에서는 아프리카에서 흘려진 피는 불란서의 지식인들을 노하게 만

들며, 코리아에서 모욕당한 민주주의는 워싱턴에서 걱정을 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되

어 있어. 한 국가의 정치가 고립되지 않고 세계적인 관련 속에 들어 있단 말야. 가

령 알제리인들을 예로 든다면 자기들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자들과 자기들에게 하

루속히 독립을 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꼭 같이 불란서인이라는 사실은 기묘한 컴

플렉스를 일으켜. 또 이승만정부의 부패를 묵인하는 것이 미국 정부인가 하면 이승

만 정부를 아프게 꼬집는 워싱턴 포스트 도 미국신문이라는 거야. 서양 사람들은

패를 두 장 가지고 있으면서 엇바꿔 던지는거야. 그 사람들의 선의(善意)는 여하튼

후진국 사람들에게 독(毒)이 되고 있어.179)

회색의 의자와 크리스머스 캐럴 5 는 공히 시간적 배경을 1959년으로 하

고 있는데, ‘갇힌 세대’ 동인 중 한 사람은 식민주의 침략의 주범인 서구인들이

식민주의 비판까지 떠안는 것은 ‘후진국’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판

더기를 떠올린 것을 염두에 둔 서술이다. “나는, 승강대로 올라서며, 속에서 분노
가 치밀어 올라와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것이 생활이라는 것인가? 모두 뒈져버
려라!’ 찻간 안으로 들어오며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라고 나는, 지긋
지긋한 듯이 입술을 악물어보았다. 〔…〕 우중충한 램프 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
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사뿟이 내리누
르는 것 같다. 나는 한 번 휙 돌려다본 뒤에 ‘공동묘지다! 구더기가 우글우글하는
공동묘지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염상섭, 만세전 (만세전, 고려공사,
1924), 김경수 편, 만세전 - 염상섭 중편선, 문학과지성사, 2005, 126-127면.

179) 최인훈, 회색의 의자 3, 세대, 1963.8, 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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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였다. 앞서 한국 인텔리의 정신적 식민성으로 인해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외

국인의 언급이 타당하여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언급

은 타자인 식민지인을 향해 제시된 것일 뿐이었다. 이 점에서 외국인이 제시한

정신적 탈식민의 요청은 그가 동양의 이야기에 매혹을 느끼는 것과 별반 다르

지 않은 것이었다. 최인훈이 아시아․아프리카를 다녀온 외국인을 오리엔탈리스

트로 설정한 것은 그래서였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50-196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이 다시

옛 식민지로 돌아가서 식민지배를 이어가자,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서구에 대한 반식민 투쟁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회색의 의자에서도 언급되었

듯, 프랑스에 저항했던 알제리가 대표적이었다. 위의 언급을 다시 읽으면, ‘문제’

가 일어난 장소는 알제리와 한국인데 ‘대안’이 제시되고 발화되는 장소는 서구

이다. 이 구조를 넘어서려면 두 가지 방식의 대안이 가능하다. 첫째 ‘문제’가 일

어난 곳에서 ‘대안’을 찾거나, 둘째 ‘문제’가 일어난 곳들 사이의 연결이 그것이

다. 둘째 방법은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로 대표되는 움직임이 ‘자유’ 진영과 ‘공

산’ 진영의 힘의 분할로 구성된 냉전의 질서에서 또 다른 가능성의 세력화를 역

사 속에서 실험하였으나, 1960년대 중반에는 그 동력이 다한 상태였다. 또한

크리스머스 캐럴 5 에서도 등장하듯, 베이루트와 카이로를 들렀던 ‘외국인’은 한

국에 올 수 있지만, 베이루트와 카이로 사람은 냉전 하에서 한국에 도달할 수

없었다. 혹은 앞서 續 크리스마스 캐럴 에서 보았듯, 제3세계에 대한 발화는

한국에서 제시하기 곤란하였다.

이 점에서 대안은 첫 번째의 것이어야 한다. 외국인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지

적이 아니며, 또한 기존의 제3의 세력화가 아니라, 한국인이 스스로 주체가 되

어 정신의 식민성을 반성하고, 그에 기반하여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크리스머스 캐럴 5 의 외국인과의 만남 장면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크리스머

스 캐럴 5 는 4.19혁 명의 순간은 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역

시 한밤중에 산책을 하던 ‘나’는 서울 시청 앞에서 대학생 유령들이 출몰하여

“눈구멍에 쇠붙이가 박”힌 아이를 중심으로 피라미드를 세우고, “피에타는 이루

어졌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목도한다.180) 이 점은 4.19혁명 이후 혁명을 다시금

현재화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961년 5월 16일 이후 다시 유령들은 출

몰하지 않으며, 야간통행금지 또한 해제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생활이 언제

까지 계속될 것인가. 나는 내 날개를 원망할지 혹은 받들어야 할지 도무지 모르

180) 크리스머스 캐럴 5 의 야간 산책이 이상의 날개 의 모티프를 가져온 것과 이
소설이 4.19를 반복하여 소환하는 의미에 관해서는 유예현, 최인훈 소설에 나타
난 공포와 죄의식 연구 , 서울대 석사논문, 2016, 75-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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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라고 언급한다. ‘나’는 야간통행금지가 환유하는 권위주의적 독재가 언제

끝날지 고민하고 있다. 다만 독재의 종식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신의 탈식민화라는 과제가 선행될 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점이

1967년 대통령 선거를 한 해 앞두고, 최인훈이 한밤의 산책을 소설로 제시한 이

유이다.

□2 ‘통일’이라는 유산

앞서 살펴본 크리스머스 캐럴 5 에서 최인훈은 외국인의 목소리로서가 아니

라, 한국인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정신의 탈식민화를 수행할 때, 혁명을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비슷한 시기인 1966-1967년에 연재된 최인훈의 서유
기에는 냉전과 독재라는 한국의 역사적 조건 안에서 한국의 상황을 당대와 다

른 방식으로 바꾸고자 했던 인물인 조봉암이 등장한다. 최인훈은 서유기에서
독고준으로 하여금 고향 W시를 향한 환상의 여정을 밟게 하는데, 석왕사 역 인

근에서 독고준은 역장, 이순신, 이광수 등과 한국의 식민성과 주체성에 대한 대

화를 나눈다. 그리고 순차적인 그들의 대화 한가운데 서술자는 조봉함과 독고준

이 대면하는 장면을 무척 짧게 제시한다. 역장, 이순신, 이광수와의 대화가 무척

활발하며 필요한 경우 서술자는 가상의 장면제시를 수행하는 것에 반해서, 조봉

암과 독고준 사이에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은 지금 모시러 가던 참이었읍니다. (간호원의 발언 - 인용자)

하고 그(독고준-인용자)의 팔을 잡아끈다. 그(간호원-인용자)는 독고준을 (기차의-

인용자) 다음 칸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 칸에는 조봉암(曺奉岩)이가 혼자 앉아 있다.

그는 수척해 있었다. 독고준과 간호원이 가까이 가도 그는 감은 눈을 뜨지 않았다.

그는 거의 해골처럼 보인다.

자, 보세요.

간호원이 외마디 소리 지르듯이 날카롭게 부르짖었다. 독고준은 그녀가 흥분하는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왜 그러십니까? (독고준의 발언 - 인용자)

네? (간호원의 발언 - 인용자)

어디 불편하신데라도…․․…

불편? 이렇게 죽은 사람이 다 있는데(손가락으로 조봉암을 가리켰다) 좀 불편하면

어때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의 욕망도 죽은 거얘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우

리의 야심도 죽은 거얘요. 아하 끔찍도 해라. 당신은 보고만 있었죠?

네? 이 사람이 죽었읍니까? 난 아직 신문을……

신문? 신문에 죽었다고 나면 죽어야한다는 말인가요? <조봉암사건>은 끝났다는



- 74 -

말인가요?〔…〕 좋아요, 내가 화를 내려던건 당신이 이 사람이 이 지경이 될 때까

지 손끝 하나 까딱 안한 게 섭섭해서 그랬는데 그 얘긴 더 안 하겠어요. 그 대신 부

탁이 있어요.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니 도와 주셔야겠어요.

어떻게 돕는단 말입니까?

다음 정거장에서 나하고 이 사람이 내릴 테니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누가

찾거든 내노라고 해달란 말입니다

그건 못합니다. 181)

서유기는 서술자는 조봉암이 독고준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장면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봉암은 죽은 상태로 침묵한다. 다만 치료는 가능한 상태인데,

서술자는 그것을 두고 간호원과 독고준이 의견 차이를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으

로 장면을 구성한다. 간호원의 주장은 조봉암이 죽을 때, 독고준이 ‘보고만’ 있

었던 것에 대한 사후적 책임으로서, 기차 안 조봉암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다가

‘누가 찾거든 내노라’고 해달라는 부탁을 한다.

간호원의 요청은 성경의 요한복음 에서 서술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

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한 밤 중 예루살렘 인근 감람산에서 잡는 날 밤의 상

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182) 성경의 네 편 복음서 중 나머지 세 편의

복음서는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된 것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 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내로라”라고 두 번 밝히

며, 서술자는 이 언급을 세 번 제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 이후 제자 베드

로는 법정마당까지 따라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묻는 한 여성의 질

문에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세 번 부인한다. 이튿날 스

승을 판 가룟 유다는 배신의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스스로 민사한다.

간호원의 요청에서 “보고만 있었”던 이의 위치는 스승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

의 위치이며, “누가 찾거든 내노라”라고 발화하는 이는 십자가를 지게 될 예수

181) 최인훈, 서유기 6, 문학, 1966.10, 179-180면.
182)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홰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
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
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
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
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성경(개역
한글판), 요한복음 18:3-8. 대한성서공회 http://www.bskorea.or.kr (검색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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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위치이다. 간호원은 독고준에게 조봉암을 대신하여 조봉암의 위치에

서 있어줄 것을 요청한다. 그것은 조봉암의 치료, 혹은 부활을 위한 것이다. 간

호원의 흥분한 요청은 1959년 조봉암의 죽음을 보고만 있었던 독고준에게 뒤늦

었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염치”를 가지고 행동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간호원의 요청에 대해 독고준이 거부하면서, 두 사람은 토론을 하

게 되는데, 서술자는 논평을 삼가고 두 사람의 대화로만 장면을 길게 제시한다.

하지만 끝내 독고준은 “나는 남의 일 때문에 내 일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하

면서 그 요청을 거부하며, 간호원은 독고준을 두고 “염치까지 버린 유다”라고

비난하는 것으로 조봉암을 둘러싼 두 사람의 대화 장면은 종료된다.183)

조봉암은 4.19 혁명 직전의 한국에서 정치적 상상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

주는 인물이었다. 조봉암과 진보당은 우리의 당면과업 , 평화통일에의 길

(1957)을 통해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의 비현실성을 비판하였다. 조봉암은 한미상

호방위조약 아래의 남한과 조소방위협정 아래의 북한이 무력통일을 수행한다는

것에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았으며, 그 대안으로 ‘평화통일론’을 제시하였다. 또

한 그는 이승만 정부를 겨냥하여, 대일협력의 책임을 묻는 일련의 정책을 발표

하여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184)

조봉암과 진보당의 노선은 제3세계의 세력화를 주장한 1955년 아시아·아프리

카 회의와는 의식적으로 거리감을 둔 것이었다. 진보당의 대변인 윤길중은 민족

통일전쟁의 과정에 있는 한국은 “반둥세력국가들과 민족주의 노선”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통일자주독립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독자적인 역사철학”을 가져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85)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에서 한국을 ‘세계자유진영의 제

1선 부대’로 명징하게 정위되어 있었으며 반공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무엇

보다 조봉암 역시 평화통일의 구체적 방안으로 남북협상이나 중립화 통일안, 남

북 교류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186) 앞서 살펴보았던 1960-1961년에

‘중립’을 주장하였던 이병주, 그리고 1964년 민족의 주체적 통일을 주장하였던

황용주에 비교할 때,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은 오히려 보수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은 ‘평화통일’은 ‘북한 괴뢰’의 용어라는 점에

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었고, 조봉암은 1959년 7월 31일 죽음을 맞았다. 그리

고 이듬 해, 1960년 4월 혁명이 일어난다.

183) 최인훈, 서유기 6, 180-181면.
184)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상), 역사비평사, 1999, 221-308면.
185) 윤길중, 진보당 조직의 의의와 그 주장 , 새벽, 1956.3; 장세진, 안티테제로
서의 ‘반둥정신(Bandung Spirit)’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1955-1965) , 사이間SAI
 1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151면 재인용.

186)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상), 288면, 302-3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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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원은 조봉암이 죽었을 때, 야심도 욕망도 죽은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여

기서 조봉암은 1950년대 ‘평화통일론’을 주장했으며 반공주의에 희생된 특정한

정치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만, 보다 넓게 이해한다면 분단국가인 남과 북의

관계를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고 만들고자 했던 다양한

움직임을 포괄하여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4.19 혁명 이후에 제시되었던

움직임과 5.16 이후에도 필화사건의 형태로 드문드문 제시되었던 ‘통일’에 대한

논의들이 이에 포함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서술자가 조봉암과 독고준의 만남은

간접화하면서 과소진술하는 한 편, 간호원과 독고준의 대화는 무척 장황하게 제

시한다는 점이다. 조봉암과 독고준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미

조봉암이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봉암이라는 인물을 소설에 삽입

하는 문제가 가진 예민함 때문이기도 하였다. 또한 조봉암과의 대화가 아니라,

그의 부활을 주장하는 간호원과 독고준의 대화가 더 길게 제시되는 것은 조봉

암 자체의 부활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통일’이라는 유산의 계승과 현재적 의

미에 최인훈의 관심이 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유기가 연재된 1966-1967년 무렵은 남북한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며 충돌

또한 거듭 발생했던 시기이며, 독재정권은 공안 사건과 필화 사건을 지속적으로

일으켰다.187) 서유기를 집필 했던 시기는, 훗날 최인훈의 회고를 빌리자면

“한마디 정치적 발언이 곧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188) 그 시기에

최인훈은 서유기에서 무척 짧은 장면으로 과소진술을 통해 조봉암의 형상을

제시함으로 4.19혁명 이후 ‘죽어버린’ 꿈을 환기하였다.

187) 1960년대 주요 공안사건과 검열 관계 사건에 관해서는 임유경, 1960년대 ‘불
온’의 문화 정치와 문학의 불화 , 연세대 박사논문, 2014, 48-49, 123-125면 참조.

188) 최인훈·김인호, 작가의 세계 인식과 텍스트의 자기 증명 (대담), 김인호, 해체
와 저항의 서사 - 최인훈과 그의 문학, 문학과지성사, 2004, 273면. 탈냉전 이후
최인훈이 1960년대 자신의 글쓰기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회고한 바는 다음과 같
다. “내가 살아온 세월동안에는 한마디 정치적 발언이 곧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16 이후나, 특히 유신 상항에서는 그랬지요.
그동안 내가 ‘정신’을 우대하는 경향의 소설을 썼는데, 지금은 여러 이야기를 자
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말 한 마디 하는 것이 곧바로 끌려가 고문당
하고 죽는 것과 관련되었습니다. 많은 학식이나 지위가 있던 사람들조차 ‘밀실’에
불려 들어가 고문을 당하는 상황에서, 육체적 고문을 견디지 못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상황을 뻔히 보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정신이 얼마
나 강인한가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 이데올
로기를 다룬 광장과 마찬가지로 조봉암의 죽음을 말썽없이 서유기에서 다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는 작가로서의, 긍지를 느낍니다. 귄터 그라스는 서양의 사
회적․문화적 전통에서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
다. 그 정도로 만족해야 했지요.” (같은 글, 273-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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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쇄된 ‘한국’으로부터의 가능성 탐색

1961년 5.16 쿠데타의 결과, ‘중립’으로 대표되는 4.19 혁명 이후 가능했던 정

치적 상상력은 봉쇄되었고, 4.19혁명 이후 탐색되었던 동아시아의 역내 소통 및

이동가능성 또한 제한을 받게 된다. 1960년대 초반 ‘중립’과 통일에 관한 논설은

필화사건의 대상이 되었다.

‘중립국’을 이미지를 강력하게 환기하는 소설 광장 을 썼던 최인훈은 자신이

소설을 연재했던 잡지 세대의 주변에 있었던 이병주, 황용주 등이 필화의 대

상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1964년 최인훈은 동서 냉전의 알력 다툼의 결과

야기한 ‘신금단’ 사건을 발표한 續 크리스마스 캐럴 에 삽입하는 데, 이 과정에

서 그는 정확하게 당대 신문에서 보도하는 지역적 범위와 용어들을 사용하여서

소설을 서술한다. 동시에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인물의 발화와 맥락을 이탈하

는 대화, 여담, 나눠 쓰기 등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표현한다. 최인훈은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에서 발화가능조건의 임계를

염두에 두고, 그 안에서 우회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이후 대통령 박정희의 첫 임기가 끝나가던 1967년 무렵 최인훈은 크리스머

스 캐럴 5 를 통해서 제3세계를 거쳐 온 외국인과의 야간의 후발적인 만남을

서사화한다. 외국인과의 우발적인 만남 장면을 통해서 최인훈은 한국인의 정신

적 탈식민을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다. 한 가

지는 한국인의 식민성을 서구인이 비판하는 당대 현실의 구조가 문제이며, 또

한 가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탈식민의 과제를 품고 있던 아시아․아프리카 여

러 주체들과의 소통의 불가능성이었다. 두 가지 조건은 최인훈으로 하여금 한국

의 역사적 상황 안에서 한국인에 의한 정신적 탈식민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결

론에 도달하게 하는데, 소설에서는 4.19혁명에 대한 현재화로 그 과정이 드러난

다. 그리고 4.19혁명의 현재화에 대한 기다림은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둔 당

대에도 유효함을 지적한다. 같은 시기 최인훈은 서유기에 죽어 있는 조봉암과

독고준과의 짧은 만남과 그의 부활에 대한 간호원과의 긴 대화 장면을 삽입한

다. 이 장면 서술자의 논평 없이 두 사람의 대화로만 제시되는데, 이는 앞서

크리스머스 캐럴 5 에서도 제시되었던 한국의 정신적 탈식민을 위하여 참조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를 제시한 것이었다.

1960년대 중반 최인훈은 지구적 냉전의 변화과정을 예민하게 포착하면서도,

그의 소설에서는 한국이라는 공간에 한정하여 소설을 집필하였다. 또한 군사독

재의 사회적 분위기와 검열 아래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를 정확

하게 인식하면서, 다양한 서술적 장치를 활용한 가운데에서만 ‘통일’과 ‘혁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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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최소한의 진술을 통해 그 존재와 가능성을 환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서구와 제3세계 외부로부터의 참조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경

험에 대한 참조와 한국으로부터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은 남북관계의 긴장이 극도로 달했던 시기였고, 최인훈 또한 엄격하게 통제된

언어의 사용, 과소 진술 등의 형태로만 ‘통일’과 ‘혁명’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다

음 절에서는 1970년대 이후의 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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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의 일상과 민주주의의 상상
2.3.1. 데탕트의 월차보고서와 월남인의 내면

□1 데탕트의 1년과 갈대의 사계 의 동시성

최인훈이 크리스머스 캐럴 5 와 서유기를 발표한 이후 1960년대 말은 남

북의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였다. 청와대 기습사건(1968.1), 푸에블로호 피납사

건(1968.1), 울진 삼척 간첩침투 사건(1968.10-11), 미군EC-121 정찰기 격추사건

(1969.4)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발하였고, 이에 반응하여 박정희 정부에서는 예

비군을 창설하고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교련교육을 실시하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경직시켰으며,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이유로 ‘국가안보 우선주의’를 선언하고 노

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960년대 중반 정제된 언

어와 다양한 서술장치를 통해서 ‘통일’에 관하여 발화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냉전이 누그러지는 데탕트의 국면이 도래하면서 냉전

동아시아와 남북관계와 사회적 분위기에도 다소간 여유와 변화가 체감된다. 그

리고 사회적 분위기의 변모는 ‘남북적십자회담’을 준비하는 예비회담이 개최되

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절정에 달한다. 최인훈은 그러한 데

탕트의 국면과 남북관계의 변모과정에 예민한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그러한 관심의 기록으로 독해할 수 있다. “1971년 여름부터

1972년 봄에 이르는 시기에 대한 연대기적 기술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숨은

서사”이며, “이 연대기는 7․4남북 공동성명을 소실점으로 한다”189)는 선행 연구의

통찰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텍스트 형성과정
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문학과지성사판 최인훈 전집에는 전체 15장으로

구성된 연작소설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초판 1976, 재판 1991, 3판 2009)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가 애초에 기획되고 연재될 때는

현재와 같은 15장 구성이 아니었으며, 현재와 같은 구성은 1973년에 간행된 소
설가 구보씨의 일일(한국문학전집 61, 삼성출판사, 1973)에서 갖추어졌다.
최인훈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라는 표제로 소설을 처음 발표하였던 것

은 1970년 2월 월간중앙([1])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

일 2 ([2])를 창작과 비평 1970년 봄호에 발표하였으며, 1년 후인 1971년 3월

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 ([4])을 월간중앙에 발표한다. 그리고 1971년 8월

189)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 262면, 주석 3. 이 글의 분석은 권보드래의 언급에서 시사 받은 바 적지
않음을 밝히며, 감사의 인사를 기록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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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972년 7월까지 1년의 시간 동안 갈대의 사계 ([6]-[17])라는 12편의 소설

을 발표한다. 이들 15편의 소설을 15개의 장으로 편집한 것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삼성출판사, 1973)이며, 이것이 이후 문학과지성사 전집에 수록된다.190)
190) 그런데 후일 소설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정리 및 수습되지 않은, 또 다
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도 존재한다. 최인훈은 또 다른 소설가 구보씨의 일

연번

단행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73)

최초 발표 서지 시간적 배경191)

장 제목

[1] 제1장 느릅나무가 있는 풍경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월간중앙 1970.2.

1969년이 다 가는,

동짓달 그믐께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2] 제2장 창경원에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2
창작과비평 1970.봄. 어느  봄날

[3] - -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
신상 1970.겨울. 어느 여름날

[4] 제3장
이 강산 흘러가는 

피난민들아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
월간중앙 1971.3. 늦가을

[5] - -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4
월간문학 1971.4. 새봄

[6] 제4장 위대한<단테>는 갈대의 사계 1 월간중앙 1971.8.
1971년  초여름의

어느날

[7] 제5장 홍콩  부기우기 갈대의 사계 2 월간중앙 1971.9. 1971.7.

[8] 제6장 마음이여 야무져 다오 갈대의 사계 3 월간중앙 1971.10. 1971.8.

[9] 제7장 노래하는 사갈 갈대의 사계 4 월간중앙 1971.11. 1971.9.

[10] 제8장 팔로군 좋아서 띵호아 갈대의 사계 5 월간중앙 1971.12. 1971.10.

[11] 제9장 가노라면 있겠지 갈대의 사계 6 월간중앙 1972.1. 1971.11.

[12] 제10장 갈대의 四季 갈대의 사계 7 월간중앙 1972.2. 1971.12.

[13] 제11장 겨울 낚시 갈대의 사계 8 월간중앙 1972.3. 1972.1.

[14] 제12장 다시 창경원에서 갈대의 사계 9 월간중앙 1972.4. 1972.2.

[15] 제13장
남북조시대 어느 

예술노동자의 초상
갈대의 사계 10 월간중앙 1972.5. 1972.3.

[16] 제14장 홍길레진  나스레동 갈대의 사계 11 월간중앙 1972.6. 1972.4.

[17] 제15장
난세를 사는 마음 

석가씨를 꿈에 보내
갈대의 사계 12 월간중앙 1972.7. 1972.5.

<표2>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및 갈대의 사계 표제 소설 서지 및 시간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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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를 살펴볼 때, 우선 눈에 띄는 점은 현재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구

성하는 15개의 장은 두 가지 제목을 가진 연재물이 통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소설 3편과 갈대의 사계 라는

제목으로 12회 동안 연재된 소설이 그것이다. 우선 발표된 소설가 구보씨의 일

일 3편은 여러 매체에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발표되지만([1],[2],[4]), 갈대

의 사계 는 1971년 8월에서 1972년 7월까지 잡지 월간중앙에 12회 연재된다

([6]-[17]). 정확히 1년의 시간동안 12회 연재한 것을 미루어 보아, 매체에서 1년

간 지면을 제공한 것이 창작의 주요한 계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73년 최인

훈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편과 갈대의 사계 12회분을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표제의 소설집으로 묶고 15개의 장에 제목을 부여한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라는 표제로 연재된 단편 [1],[2],[4]와 갈대의 사계

라는 표제로 연재된 [6]-[17]은, 구보씨가 등장하고 그의 하루가 재현된다는 점

에서는 공통적이다. 따라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15편의 장으로 구성된 한

편의 장편소설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1],[2],[4]와 [6]-[17] 사이에는

서사의 특질에 차이가 있다.

그것은 [1],[2],[4]의 시간적 배경은 다소 막연한 시간으로 제시되지만,

[6]-[17]은 정확하게 소설 속 시간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6]-[17]이

1년의 시간동안 매월 잡지에 발표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최인훈

은 자신에게 발표 지면이 1년간 매달 주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설의 제목

을 ‘사계’, 즉 1년으로 정했으며 매달의 이야기를 12회에 걸쳐 소설로 창작한 것

이다.

또한 <표>의 ‘발표 서지’와 ‘시간적 배경’ 항목을 본다면, 갈대의 사계 는

1971년 8월-1972년 7월의 기간에 걸쳐 연재되는데, 각 연재분은 1971년 6월(초

여름)-1972년 5월의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각 연재분은 모두 발표 시

기로부터 2달 전을 소설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달

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전 달의 사건을 바탕으로 원고를 작성하고, 그것을 조

판, 편집 인쇄, 발송하는 데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갈대의

사계 는 시대와의 동시대성을 확보한 채 작성한 소설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1970년 10월에 발표된 갈대의 사계 3 에서 서술자는 8월 20일에 발표된 적

일 3 ([3])을 신상 1970년 겨울호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4 ([5])를 월간문
학 1971년 4월호에 발표하였다.

191)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 262면 및 구재진, 최인훈의 고현학, ‘소설노동자’의 위치 -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연구 , 한국현대문학연구 38, 한국현대문학회, 2012, 325면의 정리
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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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 회담을 두고 “지난 20일에 있었던” 일로 표현하고 있다([8]:450). 창작 시

기를 9월 20일 이전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최인훈이 매달 1달 안의 사건을 서

사에 삽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17]은 동시대 현실을 2달의 차이를 두고 1년의 시간동안 재현하고 추적

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이 소설이

구보의 하루 일상이 12번(혹은 15번) ‘반복’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따라서

‘일상성’을 연구의 중심 개념으로 취하였다.192) 하지만 위에서 볼 수 있듯 갈대

의 사계 로 매달 연재된 [6]-[17] 부분은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달의 연

재를 통해서 특정 사건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복

속의 차이를 포착하고 있다. 다음 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으나, 최인훈이

추적하고 있는 대상은 ‘남북적십자회담’과 데탕트(Détente, 긴장완화)이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로 발표된 [1],[2],[4]에서 소설가 최인훈의 여러 가지

특징을 공유하는 구보씨는 서울의 거리를 산책하며 자유롭게 상상하고, 지식인

친구를 만나 토론한다. 그러나 [1],[2],[4]에서 구보씨는 당대 국제정치의 변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구보씨가 데탕트 국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갈대의 사계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연재된 [7]에서부터이며, 이후 그 관심은

연재종료까지 매회 이어진다. 다만 이에 대한 관심이 [6]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갈대의 사계 첫 회를 연재했을 때까지도, 최인훈이 데탕트 국면을 서

사화할 계획은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계획에 없긴 했지만 연재 중에

만나게 된 데탕트와 그 충격이 작가 최인훈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척 컸기에, 최

인훈은 자신을 연상하는 초점화자 구보씨를 통해 [7]에서 [17]까지 데탕트 국면

과 남북관계의 변동을 매달 추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예기치 못하게 도달한 데탕트의 도래와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혹은 기대와 어긋나는 일상에서의 경험과 감각에 근거하여 작

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등장하는 구

보씨의 이동, 내면, 의견에 주목하는 동시에, 구보씨가 현실의 작가 최인훈과 많

은 점을 공유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설 속 구보씨의 고민과 현실 속 최인훈의

192) 1976년 김우창은 “구보씨의 생활은 그 좁은 日常性으로 특징지어진다.”라고 평
하였으며, 이후의 연구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서은주는 “구보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미․소의 해빙 무드 등의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문단 주변의 사람들과 정치
와 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동물원 구경이나 미술 관람을 통해 내면적
사유를 즐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고향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가끔 어린 시절을 추
억하는 것 외는 지극히 건조하고 담담한 일상의 반복이다.”라고 평하였다. 김우
창, 南北朝時代의 예술가의 肖像 (해설), 최인훈, 최인훈 전집 4 -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문학과지성사, 1976, 401면; 서은주, 최인훈 소설 연구 , 연세대 박
사논문, 2000,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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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적을 교차하여 소설을 두텁게 독해하

고자 한다.

□2 “마음이여, 야무져다오” - ‘데탕트’,

한 월남인의 내면에 관한 월차 보고서

갈대의 사계 1 (월간중앙, 1971.8;
[6])의 첫 연재분이 발표되기 직전인

1971년 7월 16일 한국의 신문에서는 일

제히 1면에 미국 AP통신 및 로이터통신

과 홍콩 신화사(新華社)통신 발 특종을

보도하였다. 바로 같은 달 9일-11일까지

미국 대통령 닉슨의 국가안보담당 특별보좌관 헨리 키신저가 파키스탄을 통해

방중(訪中)하였고 베이징(北京)에서 중공(中共) 수상 저우언라이(周恩來)와 회담

을 가졌다는 것, 미중 양국은 “雙方간의 관계정상화”를 모색하며, 이듬 해 5월

이전에 닉슨이 ‘중공’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미국과

‘중공’에서 동시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었다.193)

이 특종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즉각적으로 “놀라운 事實”이라 반응했으며, 언

론사 편집국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世界의 衝擊”이라고 평하였고, “冷戰

서 共存의 劇的進展”, “항구 平和노력의 大進展”, “大轉換時代의 開幕” 등의 중

제목을 사용하여 신문을 편집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보도 및 평가가 며칠간

이어졌다.194) 미국 대통령의 특사였던 헨리 키신저는 “北京密使”로 유명세를 탔

으며, 그에 대한 보도도 이어졌다.195)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한국에서도 반

향이 컸던 이 사건은 그로부터 2달 후에 발표된 갈대의 사계 2 (월간중앙,
1971.9.; [7])에도 서술되어 있다.

김문식 씨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공의 화해 기운에 대한 해설기사였다. 그

193) 닉슨발표 全文(전문) , 경향신문, 1971.7.16; 新華社 발표 키신저․周恩來
會談 , 동아일보, 1971.7.16; 닉슨 明 5月 이전 中共訪問 , 동아일보,
1971.7.16; 中共서도 同時 발표 , 경향신문, 1971.7.16. 등.

194) ‘놀라운事實’ 外務部 , 경향신문, 1971.7.16; 世界의 衝撃 닉슨 中共訪問 선
언 , 경향신문, 1971.7.17; 大轉換時代의 開幕 , 동아일보, 1971.7.16. 등.

195) 키신저는 “스스로 자기는 歷史를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곤 하는 적극적
인 현실참여파 학자”이자 “美國의 對外政策을 주무장관인 로저스 국무장관을
제치고 사실상 주무르고 있는” “브레인”이자 “정치전략가”라고 소개되었다. 北京
密使 키신저 , 경향신문, 1971.7.17.

<그림4> 지난九日 北平을

전격방문한 키신저 박사와 그를

환영하는 中共首相 周恩來 ,

동아일보, 19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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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미국 대통령의 밀사인 키신저 씨와 중공 수상 주은래가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

곁들여져 있었다. 며칠 동안 아마 지구 위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뉴스가 오늘

도 다루어져 있는 것이었다. 密使 라는 표현이 구보씨에게는 괴물같이만 보였다.

구보씨와 같은 삼류 지식인, 삼류 생활자는 이럴 때마다 쓰디쓴 현실 인식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교과서에 씌어 있는 대로 역사가 걸어왔고, 신문에 나는 일만

으로 하루가 이루어지는 줄만 알고 사는 민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낀다. 密

使 라면 구보씨는 거의 傳寄 적인 낱말로 알고 산다. 그런데 어느날 느닷없이 傳

奇 가 日常 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의 짜증스러움, 발을 헛짚은 느낌, 그것은 아

주 고약한 악몽에서 깨었을 때의 느낌이다. ([7]:402)196)

눈길을 끄는 사실은 지구적 냉전 질서가 바닥에서부터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

할 때, 구보씨가 흥분과 기대를 표현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몽에서 깬 짜증스러

움을 느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냉전의 질서에 변동이 올 수도

있다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는 자신의 당혹과 짜증을 ‘전기(傳

奇)’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전기’가 귀신이 등장하고 저승을 오가는 조선시대의

기괴한 전통적 서사 양식인 점을 감안한다면, 구보씨가 키신저의 방중을 결코

현세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생각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보씨는 철들고부터 이 세상은 빨갱이와 흰둥이로 갈라져 있고 그 두 세력은 물과

불 같은 것이라는 소리 속에 자라고 배우고 지금껏 살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상쩍은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첫 사건은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욕했을 때

였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 법왕을 욕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비슷한 곤혹을 느꼈을

것이다. 스탈린은 늘 남을 비판하거나 참회를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산주의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 다음

충격이 중소분쟁이라는 것이었다. 이 역시 보고 들은 것이 좁은 구보씨는 중소가 짜

고서 미국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싸우는 체하는 줄만 알았다. 그러나 싸움 흉내치고

는 좀 심하지 않은가 싶더니 끝내 국경에서 충돌하는 사태까지 이르더니 급기야 이

번에 미국 대통령이 중공 나들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밀사가 감쪽같이 다녀온 다음

에야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다. ([7]:410-411)

서구에서도 ‘반공’의 사회분위기나 매카시즘은 존재하였지만, ‘반공’의 분위기

는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탈식민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더 강력하고 장기적으

196) 이 글에서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각
잡지에 발표한 연재본을 이용한다. 앞서 <표 1>에서 부여한 연번을 활용하여
([연번]:면수)의 형태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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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197) 1960년대 한국에서는 “사고의 틀을 남북 대결의 코드 이하로

제한․단순화하고, 사유의 단위 또한 대립하는 두 정체(政體) 이상으로 확장하

지 않을 것을” 요구받았다.198) 구보씨가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1956.2.)을

듣고 곤혹을 느끼거나,199) 중소대립을 끝내 믿지 못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구보씨에게 남북의 적대적 대립은 압도적인 현실감과 함께 체감되었지만, 지

구적 냉전의 변동은 언론을 통해 인지할 수는 있었으나 그 맥락은 충분히 파악

하기 어려웠고 쉽게 믿을 수도 없는 “수상쩍은 낌새”일 뿐이었다. 구보씨는 스

탈린 사후의 중소대립을 처음에는 미심쩍은 “싸움 흉내”로만 생각할 뿐이었고,

그것이 연극이 아니라 현실임을 깨달은 것은 1969년 3월 중국과 소련이 국경충

돌 소식을 접한 이후였다.200) 하지만 앞서 보았듯 1969년을 전후한 시기는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군사적 충돌이 시기였다.

1960년대 후반 전지구적 냉전 질서의 완화와 한국의 분단체제의 강력한 현실

적 규제성의 낙차는, 냉전의 완화라는 소식을 들은 구보씨에게 당혹과 짜증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구보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씌어

있는 대로 역사가 걸어왔고, 신문에 나는 일만으로 하루가 이루어지는 줄만 알

고 사는 민중”([7]:402) 모두의 상황이었다. 구보씨가 보기에 한국의 ‘민중’들은

한국 사회의 규율과 규범에 (비)적응하며 한국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으며 살아

가지만, 정작 그들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변화는 그들 스스로의

가시와 재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곳에서 결정된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

구보씨는 “‘公式’으로 돌아가던 세상이 거짓이요, 탈바가지고 그 뒤에서 구보

씨 수준인 인물은 언감생심 짐작도 못할 꿍꿍이가 익어간다는 이 현실의 진행

197) 홍석률, 냉전의 예외와 규칙 - 냉전사를 통해 본 한국 현대사 , 역사비평
110, 역사문제연구소, 2015, 120면.

198)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116면.
199) 1956년 2월 25일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개인숭
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한국의 언론은 같은 해 뉴욕타임즈의 3월 16일
보도를 인용하여,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을 옮겨 보도하였다. 冬宮을 伏馬戰
化 , 동아일보, 1956.3.18.

200) 스탈린 사후 지속된 중소분쟁에 관해서는 下斗米伸夫, アジア冷戦史, 中央公
論社, 2004, 제4장 및 제5장 참조. 1969년 2월의 중소 국경 충돌을 보도한 한국의
기사는, “中蘇國境 우수리 江의 珍寶島(蘇名 다만스키 島)에서 中共軍과 蘇聯軍
이 충돌, 많은 死傷者를 낸 事件”으로 소개하였다. 그는 “中共과 蘇聯의 國境紛爭
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事件이 발생한 시기로 보나 또 그 政治的 영향을 생
각할 때, 이번 事件은 최악의 경우 中蘇의 斷交까지도 가져올지도 모를 中蘇對決
의 破局的인 性格을 드러낸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 사건을 “세계 공산주의운동
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民族感情을 앞세운 政治攻勢”로 규정하였다. 蘇․中共
피흘리는 울싸움 , 동아일보, 196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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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7]:402)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 당대 언론에서 키신저를 “밀사”라 칭하

고 그의 “北平潜行”을 “흡사 스릴러映畵 ” 같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의 오락물

인 듯 소개한 것과 달리,201) 앞서 보았듯 구보씨가 “밀사”라는 표현을 “괴물”로

서 이해하고자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에게 한국 민중에게 ‘역사’란 공공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풍문으로서만 전달되는 것이었다. 구보씨는 그 자신이 역사

의 중심으로부터 소외된 “역사 주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다.202)

물론 비판적 인식과는 별개로, 구보씨 또한 1971년 여름의 키신저와 저우언라

이의 만남을 이전까지 공고해보였던 냉전질서가 흔들리는 사건, “한시대의 의식

의 공준(公準)이 흔들릴만한 무슨 일”([7]:410)로 인식하고 그 추이에 주목하였

다. 당대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前後동아시아”는 “轉換期”를 맞이하고 있었

다.203) 1971년 7월 키신저와 저우언라이의 회담 이후, 8월 12일 한국 적십자사

총재 최두선은 북한의 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대화를 제안하며,

이틀 뒤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성필이 화답하여 남북적십자사는

예비회담을 시작하여 1972년 8월까지 25차례의 적십자 예비회담을 진행하였다.

갈대의 사계 3 (월간중앙, 1971.10.; [8]) 역시 이러한 상황을 포착하고 있다.

세상이 바뀔 모양인가?

글세.

그렇게만 됐으면.

좋지.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20일에 있었던 적십자사 대표의 판문점 접촉을 두고

하는 말이다. 8월 20일에 대한 적십자사가 가족찾기 운동 을 북한 적십자사에 제

의했다. 그랬더니 대뜸 북적이 수락한다는 방송을 하고 지난 20일에 양쪽 파견자들

이 판문점에서 만나 제의문서와 수락문서를 바꾼 것이다. 잘난 나라들이 어지럽게

줄타기를 하는 것을 한국 사람은 입을 헤벌리고 구경만 해온 게 근래 몇 해 안쪽

우리 형편인데 말마따나 큰 양반들이 재채기가 심하다 싶더니 끝내 우리가 감기가

들고 만 것이었다.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군.

김순남 씨가 이렇게 말했다. ([8]:450)

1970년 전후 프랑스 서독의 독자 외교, 중소 대립으로 인한 냉전의 다극화와

함께,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이 대등해진 상황은 데탕트 국면을 형성하였다.204)

201) 大轉換時代의 開幕 , 동아일보, 1971.7.16.
202) 이남희, 민중 만들기, 후마니타스, 2015, 58면. 이남희는 “한국인이 한국 역사
의 주체가 아니었다는 의식”을 두고 “역사 주체성의 위기”라고 명명하였다.

203) 轉換期 맞은 戰後아시아 , 경향신문, 1971.7.17.
204) 下斗米伸夫, アジア冷戦史, 140-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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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씨는 처음에는 냉전질서의 변동을 듣고도 그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였다가,

남북적십자사의 대표가 판문점에서 접촉했다는 보도를 보고서야 남북관계의 재

편과 한국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었다. 당시 구보씨는 ‘재채기’와

‘감기’라는 직관적인 표현으로, ‘큰 양반’ 곧 미국과 ‘중공’으로 대표되는 지구적

냉전 체제의 변동이 ‘우리’ 곧 남과 북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표

현하고 있다.205) 최인훈은 갈대의 사계 연재 종료에 이르기까지, 데탕트 결과

로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포착하고, 그에 대한 구보씨의 반

응을 소설에 삽입하였다.

<표 2>에서 흰 바탕의 칸은 구보씨가 신문기사, TV, 라디오 등 언론이나 친

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냉전질서의 변화를 포착하는 장면을 정리한 것이며, 음영

이 들어간 칸은 구보씨의 반응이다. 소설이 마지막으로 연재된 1972년 7월, 자

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통일 3원칙으로 제시한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

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서술자는 구보씨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전 지구적

사건들을 신문기사를 바로 삽입하는 ‘몽타주’ 기법으로 표현하여 그 충격을 가

205) 1970년 전후 미국과 중국의 외교문서를 비롯한 자료 접근이 가능해지고, 지구
적 냉전 체제,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 남북 관계, 남한 내부의 관계의 동학이 입
체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이다. 홍석률, 1970년대 초 남북대
화의 종합적 분석 - 남북관계와 미중관계, 남북한 내부 정치의 교차점에서 , 이
화사학연구 40, 이화사학연구소, 2010, 297-322면; 우승지, 남북화해와 한미동맹
관계의 이해, 1969-1973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97-122면; 김연철, 7․4남북공동성명의 재해석 - 데탕트와 유신체제의 관
계 , 역사비평, 99, 역사문제연구소, 2012, 224-248면 등 참조.

연번 및 

발표일시
정치적 사건

배경 

시간
서술자의 제시 방법

[7] 1971.9. 키신저 저우언라이 비밀회담 공개 1971.7. 신문 읽는 장면 묘사

[7] 1971.9. 미국이 한국의 ‘홍콩’화한다는 계획 1971.7. 기사 삽입

[8] 1971.10. 남북적십자사 접촉 시작 1971.8. 대화 묘사

[9] 1972.11. 적십자 회담이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에 놀람 1971.9. 내면 서술

[10] 1971.12. 중공의 UN가입 1971.10. 기사 삽입

[11] 1972.1. 적십자 회담 진전 소식이 없음에 답답해함 1971.11. 일기 삽입

[12] 1972.2. 월북작가 작품집 출판에 대한 논의 1971.12. 대화 묘사

[14] 1972.4.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 1972.2. 신문 읽는 장면 묘사

[15] 1972.5. 김일성의 미국기자 초청 1972.3. 기사 삽입

[16] 1972.6. 북한에서의 유년시절 회상 1972.4. 회상 서술

[17] 1972.7. 미 대통령의 소련 방문, 핵무기 중단 논의 1972.5. 신문 읽는 장면 묘사

<표3> 갈대의 사계 연재에서 포착한 데탕트의 징후 및 구보씨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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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하고자 하였다.206) 구보씨는 나날이 신문기사를 읽고, 친구나 동료들과 대

화하면서, 7․4 남북공동성명에 이르는 1년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정치적 질

서의 변동에 맞추어, 그 자신도 월북작가의 작품집 출간을 논의하거나 북한에서

의 유년시절을 회상하는 등, 지구적 냉전 체제 및 남북관계의 변화에 나름의 방

식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상과 실천은 이전의 구보씨라면 수행하기 쉽

지 않았던 것들이다.

그러나 이 1년이 구보씨에게 점증하는 가능성의 시기로만 다가왔던 것은 아

니다. 오히려 갈대의 사계 에서 서사화한 1년의 기간 동안 구보씨는 착각과 정

정, 혼란과 기대 등 거듭되는 시행착오와 복합적인 감정을 통과해야 했다. 가령

남북적십자사가 접촉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를 품었던 날, 그는 동시에 실미

도 특수부대원의 사건의 오보를 경험하였다.

다방 TV에는 이십일 명의 무장공비의 처참한 자폭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올 것

이 왔구나. 구보씨는 퍼뜩 이 유명한 말이 떠올랐다. 두 사람은 말없이 TV만 쳐다

보았다. 구보씨의 몸속에서는 먹구름이 퍼졌다. 어쩐지 너무 날씨가 좋다 싶더니. 미

국과 중공이 부드러워지자 이 땅에서도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다고. 냉전산맥의

변두리 골짝 음지에도 시대의 바람이 불어왔다고. 적십자사끼리 흩어진 가족을 찾

아주기로 한다고. 이런 하늘 무서운 일이 있어도 좋을지 싶은 일이, 그래도 그렇다

니 어리둥절하면서도 그런가 했더니. 인천에 올라온 무장공비 이십일 명이, 민간 버

스를 몇 번씩 뺏어 타고 검문소마다 총격을 가해 짓밟고서는 영등포 대방동에 있는

제약회사 유한양행 앞까지 왔다가, 타고 있는 버스가 가로수에 부딪히는 바람에 가

지고 있던 수류탄이 터져 전원이 몰사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8]:455-456)

1971년 8월 23일 언론은 처음에는 무장공비가 경인가도에 출현한 것으로 보

도하다가, 후에 그것이 오보이며 무장한 사람들의 정체가 실미도 특수부대원인

것으로 정정하였다.207) 구보씨 또한 당일 저녁 라디오로 진상을 전해 듣고 “놀

라 자빠질 이야기”([8]:460)로 자평하며 겨우 웃어넘긴다. 그러나 위의 언급에서

206) 서사 기법으로서 몽타주(montage) 기법은 이질적인 텍스트를 삽입하여, 서사의
시간과 공간을 낯설게 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서사의 시간적 연속성을 해체하고
연관성이 없는 쇼트들을 병치하여 독자에게 일상적인 시간을 능가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의미에서 순간을 포착하도록 한다. 이소영, 1930년대 후반
김남천 소설의 이체(異體) - 장날 과 이리 에 나타난 몽타주(montage)와 구상
력(構想力)을 중심으로 , 우리말글 71, 우리말글학회, 2016, 285-286면 및 292면
등 참조.

207) 武裝共匪21명 京人街道에 침투 , 경향신문, 1971.8.23; 武裝怪漢21명 京人街
道銃질亂動 , 동아일보, 1971.8.23; 共匪아닌 軍特殊犯 亂動 , 경향신문,
1971.8.24; 亂動武裝怪漢은 軍特殊犯 , 동아일보, 19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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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듯, 그는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남북관계가 쉽사리 바뀔 수 없으리라는 불

안감 또한 숨기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한 번의 오보 때문이 아니었다. 소설에서는 서술되지 않지만, 실

미도 특수부대원 사건이 있던 당일 군 관계자는 “남북적십자사 간에 가족찾기

제의와 호응이 오가는 사이 지난 十六日부터 二十日까지 닷샛동안 전 휴전선에

걸쳐 북괴가 十四명의 무장공비를 다섯차례나 침투”했다고 하면서 “북괴정권의

二重性”을 비판했으며,208) 박정희 정부 역시 적십자회담이 시작된 이후에도 지

속적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을 과장하곤 했다.209)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구보

씨의 재빠른 체념과 회의는 당대의 감각으로서는 오히려 현실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1년의 기간 동안 구보씨는 체념과 회의 속에서도 세계의 변화를 경험

한다. “서로 상대편을 두고 괴뢰 즉 꼭두각시라고 부르면서 상대하지 않”았던

“남북 사람이 백주에 버젓이 만나”는 것을 보며 “저러다 혼나려고 저러지”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한 번 만나도 두 번 만나도 아무 탈이 없자” “어리둥절”하게

생각한다([9]:439). 또한 그에게 팔로군이나 ‘중공 오랑캐’로 기억되던 ‘중공’, 즉

“유엔의 적이 유엔에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맞아들여졌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는, “구보씨는 근래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느낌”을 실감하면서, “이 느낌은 여태

껏 책을 읽으면서 하긴 그럴 듯한 말인데 손에 쥔 듯이 알아지지는 않던 일들

이 조금씩 손에 잡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10]:456).

나아가 그 즈음에는, 미국 통신사가 송고한 기사를 비평하면서, 그 기사의 표

면적인 내용은 “거짓말․엄살”이며, 실제로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인 무엇이라

든가 하는 사람이 지금 북경에 가서 방문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중일 것”이라

고 추론하기도 한다([10]:457). 미국 대통령의 ‘중공’ 방문이나 김일성의 미국 기

사 초대는 구보씨의 실감에 확신을 주었다. 1년의 시간 동안 구보씨는 시행착오

속에서도 냉전의 변화를 실감하며, 정보에 대한 비평적 판단을 시도하고 있었

다.

다만 문제는 정작 남북적십자회담의 진척이 잘 알려지지도 않고, “신문이나

잡지에 나는 글이나 보도도 알차지 못”한 것에 있었다. 그는 남북 적십자회담은

“생각하면 할수록 엄청난 일인데도 어쩐지 겉도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한다

([11]:432).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이 소설의 연재 종료에까지 이어진다.

1945년에서 어느덧 삼십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이러다가 십 년 이십 년이 또

어마지두에 지나고 보면 구보씨의 경우로 보면, 한창 나이를 다 넘기고 마는 것이

208) 共匪 침투 날로 増加 , 동아일보, 1971.8.23.
209) 김연철, 7․4 남북공동성명의 재해석 - 데탕트와 유신체제의 관계 , 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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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런데 작년에 난데없이 남북 간에 적십자 회담이라는 것이 열렸을 때는 깜짝

놀랐다.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후 회담이 거북이걸음으로, 지금은 실

무자 회의라는 단계에 있는 모양이다. 구보씨는 요즈음에는 신문 제1면 가운데로부

터 아래쪽으로 짤막하게 실리는 그 실무자 회의 소식이 있는가 찾아보았지만 오늘

은 실리지 않았다. 실리지 않았다고 해서 꼭 아무 진척이 없었다고는 짐작 못한다.

이런 회담이 시작될 때만 해도 미리 그런 낌새가 보인 것은 아니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잔뜩 곪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 터졌소 하고 아닌 밤 홍두깨를 맞을

차비를 하는 편이 되레 낫지 않을까 싶다. ([17]:429)

갈대의 사계 의 마지막 연재분이 다루고 있는 시간은 1972년 5월이다. 소설

을 마무리하는 연재분에서 구보씨는 지난 키신저의 방중 이후 1년여의 시간을

위와 같이 회고한다. 신문에서는 미소가 핵중단을 위해 협의에 나선다는 진술이

나오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는 자신이 기다리던 남북적십자회담의 ‘이후’에 대

한 기사는 찾지 못하고 있다. 그는 남북적십자회담의 경과가 ‘거북이걸음’이었다

고 아쉬워한다. 그러나 그는 기사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진척이 없다고

속단할 수는 없으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음을 적어둔다.

실제로 소설이 연재 종료된 직후, “비밀외교”210)의 결과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구보씨의 예견은 사실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구보씨가 이제 “아닌 밤 홍두깨를 맞을 차비를 하

는 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와 불확실한 정보

속에 지내고 있지만, 구보씨는 그 놀라움과 불확실성 자체에 대응할 준비를 하

고 있었다. 지구적 냉전이 완화되며 남북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느낌을 가지

고, 기대와 실망, 깜짝 놀람과 지루함 속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했던 구보씨의 1

년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과정이었다

고 할 수 있다.

2.3.2. 민중의 생활과 사회적 평화의 상상

□1 민중의 발견과 민주주의의 재인식

210) 박광득, 7․4남북공동성명(1972)의 주요 내용과 쟁점분석 , 통일전략 14(3),
한국통일전략학회, 2014, 27면. 남북적십자회담을 준비하는 1971년 8월-1972년 7
월 예비회담과 실무회담 과정에서 남북의 비밀만남 및 비밀방문에 관해서는 김
지형, 7․4공동성명 전후의 남북대화 , 사림 30, 수선사학회, 2008, 37-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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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를 마친 최인훈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작([1],[2],[4])과 갈대의 사

계 연재분([6]-[17])을 편집하여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한국문학전집 61, 삼

성출판사, 1973)라는 소설집으로 간행하였다. 최인훈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을 편집하던 1973년은 이미 유신체제에 들어선 이후였다. 남북적십자회담의 결

과,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남북은 남북조절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서

로의 입장 차를 확인할 따름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통일을 위해 국내 체제 정비

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자, “7․4 남북공동성명은 유신체제의 명분”이 되

어버렸다. 이후 1973년 들어 남북대화는 급속히 동력을 잃었으며, 1973년 6월

남한의 6․23선언과 8월 28일 북한의 공식적인 대화 중단의사 표명이 있었

다.211)

최인훈은 다시금 남과 북의 대화가 닫혀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소설집 소
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편집하였고,212) 이때 갈대의 사계 의 각 연재분에 새롭

게 제목을 부여한다. 소설 속에서 구보씨가 처음으로 남북적십자회담 소식을 듣

고 동향 친구와 토론하며, 실미도 특수부대원 사건 오보로 인해 몇 번이나 마음

을 쓸어내려야 했던 ‘긴 하루’를 다룬 갈대의 사계 3 (월간중앙, 1971.10.;
[8])에는 마음이여 야무져 다오 라는 제목을 붙인다. 유신체제의 선포와 닫혀가

던 남북대화를 바라보며, 1973년 최인훈은 남북적십자회담의 시작을 포착한 소

설에 이제 희망도 절망도 기대도 체념도 아닌, ‘야무진 마음’을 요청하고 있었

다. 하지만 ‘야무진 마음’은 단지 결단이나 다짐 등 심리적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1971년 초여름에서 1972년 초여름에 이르는 1년 동안 구보는

그 이전과 다른 ‘사회’를 상상하였다. 아래에서는 그가 상상했던 ‘사회’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적 프로이트주의란 것도 있지. (김순남의 발언 - 인용자)

프로이트? (구보씨의 발언 - 인용자)

정치의식의 심층에 있는 바람 말이야.

글세 그게 문제 아닌가? 왜 그걸 정신의 심층에 눌러둬야 하는가? 밝은 햇빛 아

래 내놓아서 서로 토론하고 외치고 권유해야지.

이번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된 것 아닌가?

프로이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마음속 깊은 데 있는 소망을 환자가 깨닫게

211) 김연철, 7․4 남북공동성명의 재해석 - 데탕트와 유신체제의 관계 , 244-245
면; 김지형, 7․4 공동성명 전후의 남북대화 , 사림 30, 수선사학회, 2008,
40-44면; 우승지, 남북화해와 한미동맹관계의 이해, 1969-1973 , 113-119면.

212)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삼성출판사, 1973)의 판권면을 확인하면, 이 소설은
1973년 7월 20일에 초판이 발행된다. 편집은 같은 해 늦봄이나 초여름 즈음 마쳤
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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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 스스로 자기 소망을 깨달아서 나타나게 해주

는 방법이지. 의사가 환자의 꿈까지 알아맞혀서 주입식으로 가르칠 게 아니고.

글세. 그래서?.

민간의 세력이 원동력이 돼서 이번 운동 같은 게 일어났다면 하는 의견이야.

적십자면 민간단체 아닌가?

적십자? 글쎄, 적십자가 민단단체 아니란 말은 아니지. 가족찾기 같은 건 좀 더

토착적인 단체가 주관이 됐으면 하는 거야.

토착이라니?

이것 봐. 그야 서양에서야 적십자가 민간의 생활과 직결해 있겠지. 거기서 생긴

단체 아닌가?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 적십자가 이번 일 같은 게 있기 전까지

야 일반 민중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번 일 같은 걸 위해서라면 피난민 단체가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그런 단체라야 이번 운동의 당사자들과 직접 통해 있지

않아? 적십자래야 이번 일에는 <관청>이지. <관청>에서 하시는 일이지. 자기 고

향 사람들을 만나본다는 일까지 관청에서 주관한다, 좀 생각할 일이지. 아니면 하

다못해 종교단체 연합 같은 형식으로 했더라면 훨씬 뜻이 있지 않았을까.

([8]:452)

적십자 회담 소식을 전하는 신문기사를 두고 1972년 8월 구보씨는 동향의 친

구이자 같은 피난민인 김순남과 대화를 이어간다. 위의 대화에 앞서 김순남은

‘월남’의 경험을 가진 세대가 통일을 주도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나, 구보씨는

그에 반대하여 통일은 특정 세대나 위치의 인물들이 주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이어서 김순남은 이번 적십자회담을 두고 현실정치의 표면에 가려 보이지

않던 심층이 표출된 것으로 이해하지만, 구보씨는 그 심층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에서 벗어나, “밝은 햇빛 아래” 공공영역에서 토론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

구보씨는 스스로를 신문 외에 다른 정보 획득 수단이 없어, 비밀 회담이 공개

될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는 ‘민중’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역사주체성의 위기’

를 경험하면서도, 구보씨가 선택한 길은 정치적 저항운동을 통한 주체화의 경로

가 아니었다. 최인훈 역시 ‘민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이때의 ‘민중’은

1960-1980년대 민중운동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정치적 주체로서의 의미

보다는,213) 평범한 사람, 강한 권력이나 고도의 지식과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보통의 시민이라는 의미에 가깝다.214)

213) 이남희, 민중 만들기, 55-124면.
214) 구재진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중 [4], [8], [9]를 독해하면서, “1970년대의
구보, 나아가 최인훈은 지식인의 위치 조정이 민중의 문제에 대한 천착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민중을 바라보는 구보씨의 시각에 민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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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씨는 적십자회담에 주목하면서도 그 정치적 효과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

다. 그는 적십자사가 서양에서는 민중의 삶과 밀착해있지만,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관청’에 다름이 아니며, 그것은 민중의 삶과 떨어져있다고

비판하였다.215) 구보씨는 국가 단위의 협상보다는 종교단체를 예로 들면서 민중

이나 민간의 요청에 의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216) 특히 그는 민중의

입장에서 “밝은 햇빛 아래 내놓아서 서로 토론하고 외치고 권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점에서 그는 국가가 독점한 통일에 대한 논의를 민중이 전유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구보씨가 판단하기에도 1970년 당대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을 담당할

주체나 공적 영역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고, 이제 형성해야할 것이었

다. 최인훈의 다른 소설까지를 염두에 두자면, 최인훈은 식민지와 냉전,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근대사의 전개로 인해 한국에서는 공적 영역의 형성은 쉽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최인훈은 주석의 소리 에서 상하이 임시정부의 주석(김

구)의 목소리를 빌려서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가 우리들에게 국가와 사적 활동

사이에 있는 건전한 감각을 해체시키고 망국적인 이기주의의 심성을 배양한 것

은 틀림없”다고 비판하면서 그 결과 한국에는 ‘공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부재

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217) 또한 해방 이후에도 지하에서 활동하는 가상(假

想)의 조선총독은 해방 이후 “남쪽 주민들”은 서구적 “시민사회로 조속히 옮아

가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냉전체제 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미국의 아시

아 정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평하였다.218) 더욱이 월남의 경험을 가진

피난민인 구보씨(혹은 최인훈)로서는 그것을 기대하기가 더더욱 어려웠다. 고등

이상태와 민중의 현실태 사이의 분열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구재진, 최인훈의
고현학, ‘소설노동자’의 위치 -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구 , 316-319면. 이 글
은 선행연구에 동의하면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전체를 연구의 시각 아래에
두고, 구보의 자기 이해가 민중들과 삶을 공유한 경험 위에서 수행되었음을 살펴
보고자 한다.

215) 실제로 당시 대한적십자사의 회담대표는 중앙정보부 협의조정국장 정홍진이었
으며, 그는 북한의 회담대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직속 책임지도원 김
덕현과 함께 각국 정부와의 협의 아래 비밀 회담을 진행하였다. 김연철, 7․4남
북공동성명의 재해석 - 데탕트와 유신체제의 관계 , 235면; 박정진, 냉전시대 한
반도 갈등 관리의 첫 실험, 7․4남북공동성명 , 북한연구학회보 16(1), 북한연
구학회, 2012, 308면; 김지형, 7․4공동성명 전후의 남북대화 , 39면.

216) 구보씨는 그 예로서 종교단체의 연합을 들고 있다. 역사적으로 7․4 남북공동
성명 이후 한국의 종교계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 이어갔다. 이찬수, 한
국 종교의 평화 인식과 통일 운동 -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 종교문화비평 23,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3, 287면.

217) 최인훈, 주석의 소리 , 월간중앙, 1969.6, 369면.
218) 최인훈, 총독의 소리 Ⅱ , 월간중앙, 1968.4, 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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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절 가족과 함께 LST를 타고 원산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최인훈은 목포

와 서울을 전전하며, ‘피난민’으로서 20대와 30대 시절을 보냈다. “피난민이자

독신자인 구보씨에게는 이러한(서울의-인용자) 주택가는 늘 두려움에 가까운 힘

을 느끼게 한다.”([7]:401)라고 서술에서 볼 수 있듯, 그는 어떤 사회에 자신의

정위하지 못하였다.

피난민으로서 자신의 결핍을 대리충족하듯, 1960년대 초중반 최인훈은 몇몇

소설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다. 그는 GREY俱樂部 顚末記 (자
유문학, 1959.10)나 회색의 의자(세대, 1963.6- 1964.6; 회색인)를 통해 사

회, 혹은 공동체를 상상하는 이들을 등장시킨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공동체는

지식인 중심의 공동체로 그 성격이 한정되거나, 대낮의 빛으로 은유되는 공적

영역에서가 아니라 어두움과 “회색을 사랑하는 자로 자처하는” 비밀결사에 불

과하였다.219) 나아가 그는 그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주동인물이 그것에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거리감 또한 형상화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등장하는 구보씨는 서울의

주변부를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이해하면서, 지역의 민중들과 일상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변화를 보인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작([1],[2],[4])과 갈대의 사계

연재분([6]-[17])은 광화문 주변을 산책하는 구보씨의 일일을 서사화한다는 점

은 공유하지만, 구보씨의 ‘집’이 등장하는가의 여부에서는 갈라진다. 소설가 구

보씨의 일일 연작에는 구보씨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공간인 집이나 마을이 등

장하지 않지만,220) 갈대의 사계 연재분에서는 그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공간,

집과 마을,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며, 구보씨는 집

을 나섰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하루를 여닫는다.

저녁에 구보씨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세수를 하고 구보씨는 신문을 본다. … 이 집에 지

난봄에 하숙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만족하고 있다. 변두리에 새로 들어선 살림집 동네이

지만 큰 저택 들이 아니고 서민층에 알맞은 자그마한 지음새들이어서 거창하지 않고, 그

중에서 이 집은 원래부터 여기 살던 집이라 신식 집이 아니고 한옥이다. 이 집을 두고 말

하자면, 제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바뀌지 않고 둘레만 개명해진 셈이다. 그래도 터도 새집

서너 채는 더 지을 만한 넓은 빈자리가 있고, 거기에 감․복숭아․목련 따위 나무가 있다.

원래 시골집 마당에 자연스럽게 있던 야생 나무들이 일부러 가꾸는 관상목처럼 되었다. 주

219) 최인훈, GREY俱樂部 顚末記 , 자유문학, 1959.10, 154면.
220) [4]는 예외이다. [4]의 초두에서 구보씨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 집을 나선다.
그 집 주인의 딸의 이름이 나오며 동네에 대한 간략한 묘사가 나온다. 단, [4]의
말미에서 구보씨의 귀가 장면은 없다. 이 점에서 [4]에서 징후나 맹아로 존재했던
가능성이 갈대의 사계 에서 전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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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집 식구는 셋인데 중년 부부와 옥순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다. 이 식구들도

마치 이 뜰의 나무들처럼 반농촌 반도회지 사람들이다. 닳아빠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벽

창호도 아니다. 구보씨로서는 이만한 사람들이 가깝게 사귀기에는 가장 안심할 수 있는 편

이다. ([6]:429)

첫 연재분인 갈대의 사계 1 ([6])에서 광화문에서 돌아온 구보씨를 두고, 서

술자는 그의 주변 환경을 세밀히 서술한다. 구보씨는 팽창하는 서울의 변두리

지역의 오래된 한옥에서 하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구보씨는 이곳 사람들과 “가

깝게 사귀”면서 “안심”하게 되며, 나아가 서울 토박이들의 삶과 그들의 사회에

관심을 두고 관찰을 이어간다. 주목할 것은 구보씨가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의 이전 소설들과 달리, 지식인이 아니라 비지식인 주체로 지역에

근거하여 각자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생활인, 혹은 ‘민중’이라는 사실이다.

갈대의 사계 5 (월간중앙, 1971.12.;[10])에서 구보씨는 하숙집 주인인 옥순

어머니와 이발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중의 신앙 속에서 자라온 민중

의 아들”([10]:454)인 그들의 “인삿말”([10]:453)을 비롯한 풍속과 “생활의 구

석”([10]:454)을 유심히 관찰한다. 또한 갈대의 사계 6 (월간중앙, 1972.1.;
[11])에서는 배추 포기를 둘러싼 마을의 중년 여성들의 말싸움 속에서 ‘가락’을

발견하고, 옥순 및 옥순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한옥의 짜임새를 관찰하기도 하고, 일찍 집에 돌아온 날에는 “옥순이 가꾸

어 놓은 화단 쪽”으로 가서 꽃의 빛깔을 관찰하거나, 뒤뜰 “나무 사이를 따라

걸”으면서 “차츰 짙어지는 보랏빛이 화단에 퍼지는 것을 지켜보”기도 한다

([16]:435-436).

이처럼 구보씨는 지역이라는 공간과 민중의 생활에 밀착해 갔지만, 민중의 생

활을 정형이나 고정적인 것으로 이해하

지 않는다. 대신 그는 “사회적 종”(社會

的 種)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구보씨

는 옥순 가족이 보여주는 삶의 형식을

관찰하면서, 자신과 그들이 전혀 다른

‘사회적 종’임을 인식하는데, ‘사회적

종’은 인종적 특징이나 본질론적 정체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회적

종’은 그 삶이 근거를 둔 공간과 풍속

에 따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었으

며, 세대별로 다르게 이해되며, 또한 여

러 가지 계기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그림5> 마을 사람들을 관찰하는

구보씨. (김경우, 월간중앙,
1971.12, 453면)



- 96 -

것이었다.

옥순네 식구도 뚜렷한 사회적 종 인데 구보씨는 그들이 자기와는 다른 사회적 종 임을 믿

는다. 원래 서울 근처의 농민이다가 서울이 불어나는 바람에 서울 사람이 저절로 되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들이 서울에 온 게 아니고 서울이 그들에게 와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

직 농가 사람들이고 말도 구식이다. 옥순이만이 신여성인 셈인데 그녀도 집에 오면 어머니

비슷해진다.([11]:434)

구보가 파악한 옥순 가족의 ‘사회적 종’은 서울 근교의 농민이었다. 서울이 확

장되면서 이들의 삶의 영역 또한 도시에 편입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성별 분

업이나 집안의 살림살이는 농촌의 관습을 따르고 있었다. 옥순 어머니가 보다

강하게 농촌의 삶의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옥순은 ‘신여성’의 삶과 농민의 삶이

혼재된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또한 같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서울 근교의

농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젠더의 차이나 가족의 관습, 혹은 전쟁 인한

피난이나 취업으로 인한 이주의 경험에 따라 각기 다른 형식의 삶을 살아갔다.

나아가 구보씨는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서울 사람들의 삶 또한 관찰한다. 이

전까지 구보씨는 자신을 피난민으로 인식하며, 서울의 정주민과 자신의 삶에서

차이와 거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실제 서울에서 민중들의 삶을 관찰한 결

과, 그들을 “순 토박이 서울 사람들”([11]:433)로 균질화할 수 없으며, 그들 또한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한다.221) 또한 대체적으로

현재의 서울 사람들은 농민의 풍속을 따르고 있지만, 구보씨 자신의 경우처럼

피난이나 이주 등의 경험으로 “뿌리 없는 자의 버릇”을 가지게 된 이들도 적지

않았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개화기 이래 진행되고 있는 사회 변혁”, 곧

근대화의 흐름은 서울 사람들의 삶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었기에, 구보씨는 결국

“서울이라는 이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이 피난민”([11]:434)이 될 것이라는 결론

에 이른다.

이것이 가령 대구나 부산만 해도 서울보다야 낫겠지만, 광주나 마산만 하더라도 한

십 년 붙박여 살면 웬만한 사람은 알게 마련이다.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지역 사회

란 것은 그만한 규모에서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모두 남

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음식집에서 숟가락을 같이 쓴다는 사실로 해서 얼굴을 모르

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숟가락 동창생이 되어 있을 것인가. 이를테면 숟가락

221) 구보씨는 “서울에 살면서 대부분 사람은 넓은 도시에서 숱한 사람과 함께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허황된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실지로 관계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자기 직업을 중심한 몇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것
뿐”([12]:419)이라고 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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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된다. 범죄라든지 무법자라든지 하는 것을 지극히 싫

어하는 소시민인 구보씨는 이와 같은 삶의 공동체에 귀속한다는 일을 높이 생각한

다. 그래서 구보씨는 숟가락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12]:419)

구보는 서구에서 말하는 지역사회란 것이 서울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삶의 형식과 관계의 네트워크가 남아 있는 대구, 부산, 광주, 마산에서

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마을이라든지 읍 소재지만 한 곳이면,

거기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거미줄 같은 연락이 닿아 있다”라고 평하였다

([17]:431). 전통적인 관계의 네트워크가 부재하였지만, 서울에서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구보씨의 결론이었다. 우스갯소리처럼 제

시되지만 ‘숟가락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볼 수 있듯, 구보씨는 모두가 ‘피난민’인

서울에서라면 새로운 관계의 형성 가능성을 가늠하였다. 그것은 피난민인 구보

씨가 서울 변두리의 농민인 옥순 가족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과 생활을 공유한 경험에 근거한 것이기

도 했다. 서술자는 구보씨가 위의 상상을 마친 순간,

옥순 어머니가 감기약을 건네는 장면을 제시한다.

그 약은 구보씨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옥순 어머니

가 지어온 것이었으며, 직전에 자신이 약을 신뢰하

지 않는다고 되뇌던 구보씨는 그 약을 삼키고 휴식

을 취한다.

피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구보씨는 이웃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느끼며, 이러한 이해 위에서 그 자신의

의사소통 언어를 재고하게 된다. 그 계기는 그가 어

느 날 아침에, 잠결에 노랫소리로 착각한 동네 여성

들의 싸움 소리로부터 왔다.

이러들 마오

이러들 마오

사람 괄시 그리 마오

사설과 푸념이 엿가락처럼 끊일 줄 모르는 창 소리가 무엇인가를 간곡히 호소하면

서 이런 후렴만을 그중 똑똑히 가려들을 수 있었다.

구보씨는 인제 온전한 깨어 있는 정신으로 이 때 아닌, 곳 아닌 노랫마당의 연고를

가려듣기 위해서 온 조바심을 귀에 모았다. 수월치 않은 몇 분이 지난 끝에 구보씨

는 빙그레 웃고, 다음에는 사뭇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낯빛을 지었다. (…) 옥순

<그림6> 구보씨에게 약

을 건네는 옥순 어머니

(김경우, 월간중앙
1972.2, 419면.)



- 98 -

어머니는 (배추를-인용자) 더 날랐다 하고, 동네 사람은 덜 날랐다고 하는 모양이

다. 지금 창을 하는 게 그 동네 아주머니다. 그만 가져갔으니 그렇다는 것이지 사람

을 어떻게 보느냐, 배추 몇 포기 가지고 속인단 말인가 하는 넋두리를 노래로 하고

있는 것이다. 싸움을 노래로 하다니, 그래서 구보씨는 놀랐던 것이다. 하기는 이런

비슷한 일은 처음 당하는 일은 아니었다. 구보씨 어머니, 그들 시어머니 세대의 사

람들은 가부간에 말 속에 가락이 섞이는 일이 많다. 이야기가 어느새 한숨이 되고

어느새 사설이 되고, 말꼬리가 판소리 한 대목같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투는

그들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없는 버릇이다. ([11]:430)

구보씨가 간곡한 노랫소리로 기분 좋게 들었던 것은, 사실 동네 여성들이 배

추를 사고팔다가 그 수량을 두고 싸움을 하는 소리였다. 동네의 중년 여성들은

이해와 오해, 배려와 짜증이 섞여 있는 싸움을 하면서, 노래이고 말이면서 동시

에 욕설인 방식을 통해 의사소통을 수행하였다. 자신과 같은 젊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중년 여성의 의사소통 방식에 구보씨는 충격을 받는다. 자신은 전혀 알

지 못했던 민중의 낯선 한국어의 화용을 만난 구보씨는 소설의 언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그는 “ 말이 노래가 되게 할 것. 후퇴함으로써가 아니라 전진함

으로써 그렇게 할 것. 그렇게 해서 글에 점잖음을 줄 것. ”([11]:430)이라고 메모

하였다.

이후 최인훈이 중년 여성의 가락이 있는 언어로 소설을 쓴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소설 언어에도 변화가 발견된다. 위의 사건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

은 1973년 최인훈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절판되었던 자신의

출세작 광장을 민음사에서 재간행하는데,222) 이때 자신의 문장을 다시 쓴다.

일본어 독서를 통해서 세계 이해를 형성하였던 최인훈은 소설에서도 서구의 개

념을 번역한 일본식 한자개념어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1973년 광장에서는 기

존의 문장 형태를 유지하면서, 한자개념어와 용언을 고유어로 수정한다.223)

중년 여성의 가락이 있는 말을 들은 것이 이러한 변화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서울 변두리 민중들과 생활을 공유한 구보씨의 경험은, 지식인 사회 및

언어 속에 머물러 있던 최인훈이 민중의 일상과 언어로 옮겨 가는 한 계기를

222) 김욱동은 광장이 분단현실과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다루었다는 점에
서 지식인 독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고 평하였다. 또한 남북공동성명 직후인
1973년 “광장이 민음사에서 재출간되어 나온 것은 결코 우연한 일만은 아니다.
이 책이 새삼스럽게 다시 출간된 것은 7․4공동성명으로 촉발된 민족 통일에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욱
동,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문학과지성사, 1996, 239-240면.

223) 장문석, ‘우리 말’로 ‘사상(思想)’하기?! - 후기식민지 한국과 광장의 다시 쓰
기 , 사이間SAI 17, 2014, 398-4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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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는 있다. 또한 최인훈의 광장이 남과 북 사이의 선택을 거부한 중립

국 포로의 이야기임을 감안한다면, 이 소설의 재간은 앞서 김순남과의 대화에서

구보씨가 말했듯, 통일의 문제를 “밝은 햇빛 아래 내놓아서 서로 토론하고 외치

고 권유”하는 계기로서 기능할 여지도 남긴다.224)

구보씨에게 남북적십자회담을 기다리는 1년은, 이처럼 서울 주변의 민중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그 생활을 공유했던 기간이기도 하였다. 최

인훈은 한국전쟁 중 월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1970년대 중반에는 미국

에 체류한 생애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생애사를 통해서 냉전 아시아를

여러 번 횡단하였고, 그 결과 그의 문학은 “농민처럼 땅만 파는 정주민의 부동

하는 감각이 아니라, 별을 보고 길을 찾는 유목민스러운 감각”225)을 주요한 특

징으로 한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최인훈은 피난민 의식을 견지하면서도, 자

신과 유사한 인물 구보씨를 통해 서울의 주변부라는 지역에서 민중과 일상을

공유하며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226)

민중의 삶에 주목을 한 것은 국가의 체제 단위로 사유하게 되는 민주주의라

는 이념형을 민중의 구체적 삶이 수행되는 지역에 근거하여 다시 생각해볼 가

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구보씨는 자신의 일기에 “ 地方自治 에 대해 말하는

걸 들으면 슬그머니 우스워진다. 민주주의 학교 니 민주주의 根幹 이니 한다.

지방 자치가 ‘학교’라면 우리는 학력이 없는 고학생으로 민주주의 생활에 곧바

로 들어왔다는 말인가.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민주

주의의 운용 원리가 지방자치다.”([11]:432)라고 기록하였다.

1960년대 초반 광장의 지식인 이명준은 민주주의는 서구에 있으며 한국에

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군사독재를 경험했던 1960년대 중반 최인훈은 민주주의

224) 1940년대 생으로 1960년대에 대학을 다닌 소설가 송하춘은 광장을 두고 “대
학에서, 대학생들이 떳떳하게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모이면 함께 토론하고, 심
각하게 고민하는, 말하자면 그런 소설이었다.”라고 증언하면서, 광장의 독서와
토론의 경험에 대해 증언하였다. 송하춘,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어쓴 소설 - 최
인훈의 광장 , 새국어생활 18(3), 국립국어원, 2008, 169-171면.

225) 김윤식, 최인훈론 - 유죄 판결과 결백 증명의 내력 , 작가와의 대화, 문학동
네, 1996, 14면.

226) 조심스럽지만, 구보씨의 지향은 일상의 공유와 친밀권에 근거하여 생활의 공간
인 지역을 단위로한 대안적 공공권을 형성할 가능성을 탐색했다고 볼 수도 있다.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 역,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110-111면.)이 점을
감안한다면, 문학사적으로 1970년 전후 최인훈의 상상 앞자리에는 젠더와 문식성
이라는 조건을 숙고하며 민중의 친밀성에 기반한 공공권의 형성 가능성을 탐색
했던 해방공간 엄흥섭의 문학적 실천을 놓아볼 수 있다. 김윤진, 해방기 엄흥섭
의 언어의식과 공동체의 구상 ,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학회, 2016,
432-4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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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혁명을 몽유하는 지식인 산책자의 야간 산책을 통해,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혁명의 의미를 고민하였다.227) 하지만 1970년대 초반 최인훈은 민중의 삶과 그

것이 위치한 지역을 근거로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실천을 다시 생각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추상적으로만 논의되거

나,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민주

주의뿐만이 아니었다. 최인훈은 앞서 보았듯, 통일의 문제 역시 국가가 주도하

여 ‘밀사’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민중의 일상에서 체감되어야한다고

판단하였다.

나라가 절반으로 갈라져서 불편하다는 말은 밤낮 듣는다. 사실이다, 통일 이란 말

은 하도 들어서 인제는 그 말이 가진 싱싱한 맛이 거의 없어졌다. 사실 보통 사람에

게 나라가 갈라져 있어서 불편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갖는 일일까, 통일

이 가져오는 변화는 결국 생활의 가까운 곳에서 무슨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일이 나타날지도 두고 보아야 한다. 이번처럼 남북의 적십자

회담이라도 열리고 보면 문득, 통일은 또다시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제 양쪽 사람들은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통일이 다음에 무엇이

지금보다 달라질 것인지 짐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10]:449)

앞서 보았듯 구보씨 역시 ‘통일’이 데탕트라는 전지구적 냉전질서의 변동, 남

북적십자회담의 더딘 진전에 의해서 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더

딘 시간 속에서 구보씨는 ‘통일’을 생활의 층위에서 인식하고 있다. 그는 ‘통일’

이 밀사들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서는 안 되며, ‘보통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감각되고 상상할 가능성을 제안한다. 물론 최인훈의 이해가 평면적

이며 당위적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것은 가능성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하다. 하지만 데탕트의 나날동안 구보씨는 민중의 삶과의 관계 속에서, 그

동안 국가가 독점하였던 민주주의와 통일을 민중의 일상에서 다른 식으로 사고

하고자 하였다.

□2 평화를 위한 문화의 형성 - 월북작가의 해금과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

구보씨는 스스로를 “월남 피난민이자 홀아비 소설노동자”([12]:418)로 정의한

227) 서호철, 루멀랜드의 신기료장수 누니옥(NOOHNIIOHC)씨 － 최인훈과 식민지
/ 근대의 극복 , 실천문학, 2012.여름, 30-33면; 유예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공포와 죄의식 연구 , 75-96면.



- 101 -

다. 그리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형상화하는 구보씨의 일상 중 상당 부

분은 동료 시인이나 소설가들과 만나거나, 잡지사 등에 들러서 원고를 제출하고

원고료를 정산하는 데 할애된다. 가령 그는 갈대의 사계 11 (월간중앙,
1972.6.; [16])에서 광화문 앞 전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찾아서 그곳의 기관

지를 편집하는 이문장을 만난다. 구보씨는 그를 두고 “매우 솜씨 있는 소설노동

자”라고 칭하는데, 이문장은 구보씨에게 최근 유명을 달리한 가와바타 야스나리

에 관한 짧은 글을 청탁한다. 실제로 이 에피소드는 한국문인협회와 그곳의 기

관지 월간 문학, 그리고 편집장 이문구를 소재로 한 것이다.228) 최인훈이 쓴

글은 나머지 24명의 문인들의 글과 함께 월간 문학 1972년 6월호에 공동 표

제 川端康成은 왜 自殺했나? 아래 게재된다.229) 남북적십자회담 소식이 나날

이 전해지던 1970년대 초반의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염두에 둔다면, 갈대의 사

계 7 (월간중앙, 1872.2.)에서 소설가 구보씨가 평론가 김공론과 월북작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장면은 주목해볼 만하다.

월북 작가들 작품 말이야. (김공론의 발언 - 인용자)

응. (구보씨의 발언 - 인용자)

이번 기회에 어떻게 안 될까?

해방 전 작품 말이겠지?

물론이지, 해방 전에야 같은 문단에서 살면서 쓴 작품이구, 지금 읽어봐도 특별히 이데

올로기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 작품을 묶어놓을 필요가 뭔가?

그야.

구보씨는 육포를 한 조각 찢어 먹으면서 대답했다.

그야. 늘 하는 소린데. 글쎄 어떨까?

그래서 출판사에 한번 노력이나 해보라고 권했지.

출판사에서 어떻게 한단 말인가?

관계 당국에 문의를 한다든가 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좋은 생각이군, 아무튼 밑져야 본전이니 해봄직은 하지.

228) 이문구의 월간 문학 편집의 경위와 특징에 관해서는 야나가와 요스케, 창작
과 편집 - 이문구의 편집자 시절을 중심으로 , 상허학보 49, 상허학회, 2017,
311-326면. 1970년 전후 이문구는 식민지의 시간, 4․19혁명의 시간, 1965년 한일
협정의 시간 등 세 가지 시간을 중첩하면서, 한국에서 혁명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심문하고, 시민과 ‘민주주의적인 인간상’이라는 이념형을 탈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소영, 김원일․이문구 소설에 나타난 고아의 형상화 연구 - 민주주의와의 관련
성을 중심으로 , 서울대 석사논문, 2016, 87-115면.

229) 참가한 문인은 다음과 같다. 朴花城, 黃順元, 安壽吉, 朴在森, 宋相玉, 張壽哲,
洪允淑, 任重彬, 金耀燮, 朴敬洙, 孫素熙, 崔仁勳, 劉庚煥, 申東漢, 李仁石, 康信哉,
宋炳洙, 李秋林, 任軒永, 尹柄魯, 金宇鍾, 李根培, 徐基源, 李造哲, 李炯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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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는 사람들이 모이면 가끔 나오는 얘기였다. 그러나 구보씨는 일이 수월하

리라고는 여겨지지 않았다.

하긴, 별것 아닌데.

응?

글세, 그 작품들 말이야, 지금 여기서 읽는대야 크게 어긋날 것도 없는 작품들

인데 말이야.

작품 때문이 아니라 물론 쓴 사람 때문이지.

그러니 복잡하지.

이번 남북 적십자 회담 같은 데 비하면야 복잡할 것 뭐 있나?

그렇군

될 만한 일부터 골라서 약간씩이라도 숨통을 여는 게 옳지.

혹시 적십자 회담 같은 데 성과가 좋으면 다른 문제들도 실마리가 풀릴지 모르

지.

글세.

이번에는 김공론 씨가 입을 다물었다. ([12]:431-432)

갈대의 사계 7 (월간중앙, 1972.2.; [12])에서 등장하는 평론가 김공론과 소

설가 구보씨의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기획하고 있는 문학전집 편집에 대한 토

론이 등장한다. 평론가 김공론은 최인훈과 마찬가지로 1936년생인 평론가 김윤

식을 가리키는데,230) 두 사람의 소설 속 대화는 1971년 12월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달 전인 1971년 10월을 배경으로 하는 갈대의 사계 5 ([10])에서 김공론

은 문학전집의 편집을 구보씨에게 제안한 상황이었고, 그들은 새로운 문학전집

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애초에 김공론이 제안한 전집의 편집 방향은 사실주

의 소설과 대중소설을 함께 편집하는 것이었으나, 2개월 후에 김공론은 월북작

가의 작품을 함께 편집하는 문제를 의논한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월북작가’로 간략히 표현되지만, 이들은 단지 사회주의

에 동의했던 문학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방

후 8년간 월북한 문학자들이다. 좌우를 망라했던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학자들은

해방된 조선을 위한 새로운 문학과 언어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과 실천

을 수행하였으며, 교과서를 편집하여 조선어 및 문화 교육을 담당하였다. 하지

230) 1970년대 초반 김윤식, 최인훈, 고은은 자주 어울렸다. 김윤식의 회고에 따르면,
“그 무렵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쓰던 최인훈과 시인 고은이 찾아오면 캐비
닛 속에 든 소주를 마셨고 시인 고은, 최인훈과 셋이 배밭 순례를 하고 육군사관
학교 앞 청요리집 이층에서 벌겋게 취하여 가을 들판에 타오르는 모닥불을 지켜
보면서 말을 함께 잃었던 기억도 있다.” 동년배인 이들은 문학지를 함께 내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김윤식, 내가 살아온 20세기 문학과 사상 - 갈 수 있고, 가
야 할 길, 가버린 길, 문학사상, 2005, 14-19면.



- 103 -

만 해방 후 8년은 “가슴 떨리는 미래의 첫 페이지가 아니라 어두운 과거의 끝

자락”에 가까웠으며, 해방공간의 남한은 식민지 조선의 모순이 이월되거나 심지

어는 더 악화된 시공간이었다. 결국 적지 않은 문학자들이 남한을 떠났으며,

“남한 문단의 건설은 영광을 기리기보다는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231) 한국 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월북 작가의 작품집 발간이 금지되

었을 뿐 아니라, 문학사에서도 삭제되었다.

최인훈은 1936년 생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국민학교에서 일본어 교과서로

공부를 시작했으며, 해방 후에는 임화, 조명희 등의 작품이 실린 교과서로 조선

어와 문학을 공부하였다. 월남 이후 이들의 작품을 공공 영역에서 접할 수는 없

었지만, 헌책방을 통해 간헐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김공론과 구보씨 두 사람은

남북적십자회담의 경과를 염두에 두면서, 이 기회에 월북작가의 작품을 전집에

실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물론 구보씨는 보다 비관적이었으며, 김공론

은 “될 만한 일부터 골라서 약간씩이라도 숨통을 여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는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월북작가의 작품에 대한 해금이 필요하다는 것

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월북작가의 작품 발간은 “문학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10]:459)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한국문학전집’에 월북작가의 작품

과 남한작가들과 함께 수록하는 것은, 분단과 함께 단절된 한국문학사를 복원하

며 문학의 영역에서 ‘통일’을 모색한다는 의미가 있다.232)

최인훈은 구보씨의 발언을 통해서 월북작가의 작품 출판을 통한 ‘해금’을 조

심스럽게 논의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 그의 글쓰기를 통해서 월북작가의 문학적

성과를 자기화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작가가 박태원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또한 1930년대 박태원의 동명 소설에서 제목을

따온 것이다. 후일 최인훈은 탈냉전기에 발표한 화두에서 “그의(박태원의-인

용자) 모든 단편들이 마음에 들었고, 그의 천변풍경이 좋았다. 특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 대뜸 그 안에 나를 들여앉히고 싶은 그릇으로 좋았다.”라고

회고하기도 하였다.233) 이 언급에 나오는 두 편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231) 손유경, 슬픈 사회주의자, 소명출판, 2016, 10-15면.
232) 1973-1974년 일본인들로 구성된 한국근대문학 연구모임인 ‘조선문학의 회(朝鮮

文学の会)’에서는 한국근대소설을 번역하여 두 권 분량의 現代朝鮮文学選(創土
社, 1973-1974)를 간행한다. 이 중 2권은 해방공간의 작품을 수록하였는데, 그 수
록작가는 이태준, 박태원, 김학철, 안회남, 이근영, 박영준, 김동리, 황순원, 김성
한, 박연희, 윤세중, 채만식, 이기영, 김남천 등 남과 북의 작가를 망라하였다. ‘조
선문학의 회’를 창립하였던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교수는 2권의 발간을 두고
“무의식적으로 해방공간에서 ‘통일’을 모색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장
문석,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学の会)’ , 
한국학연구 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195-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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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천변풍경은 모두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서술기법과 연락되

어 있다.

박태원의 동명소설과의 관계는 주동인물의 이름이 ‘구보씨’라는 것, 주동인물

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하루 종일 이동하고 여러 문화인들을 만나며, 그 경로를

따라 서사가 전개된다는 것 등의 공통점이 있다. 최근의 연구가 지적하듯 최인

훈은 구보를 자신을 비춰볼 ‘문학사적 거울’로 이해하였으며, 특히 작가가 작품

속에 등장한다는 서사 기법에 매력을 느꼈을 가능성 또한 무척 높다.234) 특히

처음부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라는 표제로 연재된 [1], [2], [4]는 박태원의

동명소설과의 깊은 연락관계를 가진다.

이에 비해 갈대의 사계 로 연재된 소설들은 박태원의 천변풍경과 연락관

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박태원의 천변풍경은 청계천변에서 살고 있는

‘민중’이라는 주체에 주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빨래터나 이발소를 비롯하여 생

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갈등과 화해를 포착하고 있다.235) 또한 대도시와

군중의 익명성에 의탁하여 서울의 공적 공간과 식민지 근대성을 시각적으로 관

찰했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과 달리, 천변풍경에서 박태원은 친밀성을 바

탕으로 서울의 ‘내밀한 뒷길’을 따라 사람들의 인정의 이야기를 풍요로운 감각

으로 포착하고 서사화하였다.236) 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골목, 집, 이발소 친밀성

의 생활공간을 서사화하고, 갈등과 화해를 포함한 민중의 일상과 감정의 교류를

포착하여, 그것을 시각뿐 아니라 청각을 비롯하여 풍요로운 감각으로 재현하는

서사의 기법은 최인훈이 박태원의 천변풍경을 문학적 자원으로 삼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각과 고현학에 근거한 지식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으로부터 민중이라는

타자와의 만남과 일상의 공유(천변풍경)로 나아간 박태원의 문학적 행보

는,237) 1960년대 지식인에 주목하였던 최인훈이 1970년대 초반 민중을 발견하는

233) 최인훈, 화두 2, 민음사, 1994, 47면.
234) 정영훈, 1970년대 구보 잇기의 문학사적 맥락 , 구보학보 9, 구보학회, 2013,
300-306면.

235) 임미주, 천변풍경의 정치성 연구 , 구보학보 10, 구보학회, 2014, 234-242
면.

236) 송민호, 도시공간에 대한 미디어적 인식과 소설의 서사 - 박태원의 소설과 공
간으로서의 서울 , 구보학보 11, 2014, 161-165면.

237) 박태원의 고현학에 관해서는 김흥식, 박태원의 소설과 고현학 , 한국현대문학
연구 18, 한국현대문학회, 2005, 327-358면 참조. 아이카와 타쿠야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을 다양한 계층과 젠더로 구성된 경성 사람들의 세계를 지
식인인 구보가 관찰하는 소설로 이해하며, 각각이 소설 언어의 표기에서 한글과
한자로 재현됨을 지적하였다. 소설 말미의 “創作하겟소―”라는 구보의 다짐은, 도
쿄에서 입은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경성 사람들의 생활을 재현할 수 있는 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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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구조적으로 상동성을 가지기도 한다. 최인훈은 월북작가의 ‘해금’을 모색

할 뿐 아니라, 다른 한 편으로는 그 자신이 월북작가의 작품을 자신의 소설 안

에 현재화하였다.238) 이러한 최인훈의 문학적 실천은 최근 연구의 지적처럼 “문

학자”239)로서 단절된 문학사를 복원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 편, 최인훈은 월북작가를 복원하여 하나의 문화사적 전통으로 형성하

여, 그것을 인근 분야의 예술가들과의 연대와 소통을 위한 자원으로 삼고자 하

였다. 김공론과 구보씨의 대화에서 주목할 것은 두 사람이 ‘문학자’를 하나의 사

회적 단위로 본다는 사실이다.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사회를 단지 여러 개인의

총합으로 이해하면서, 각 개인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박한 개인주

의자로 보았으나, 뒤르켐은 근대사회에서 개인은 자율적으로 개인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이 사회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고대 사회는 ‘기계적 연대’의 사회이며 여기에서 각 개인은 사회

의 일부로 규정되지만, 현대 사회는 ‘유기적 연대’의 사회로서 여기에는 개인의

고유한 행동 영역이 존재하며, 다양한 체계들이 기능적 사회관계로 결합하게 된

다.240) 이때 상이함을 전제로 한 각 개인은 고유한 활동범위를 가지는데, 다양

한 전문적 기능으로 분업화된 사회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에 의해

‘분업에 의한 연대’가 가능해진다.241)

나아가 뒤르켐은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관계에 이미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

서만 평화를 바란다. 그러한 경우 사람들을 서로 끌어당기는 감정은 아주 자연

스럽게 이기주의의 격정적 발작을 완화한다.”고 보았으며, 연대의식을 가진 사

회의 각 기관이 충분히 접촉하며 분업에 필요한 규범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때,

사회 내부에 연대가 발생하며 ‘균형’을 이룬다고 보았다.242) 이 점에서 분업에

의한 연대와 균형은 ‘사회적 평화’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243) 이러한 시각의 도

소설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나’와 지
식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경성에 존재하는 타자의 세계와 만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카와 타쿠야, 경성 소설가의 글쓰기 - 박태원의 초기 소설가
소설 , 반교어문연구 41, 반교어문학회, 2015, 422-431면.

238) 최인훈 문학의 식민지 소설 겹쳐 쓰기에 관해서는 이 글의 3장 2절 참조.
239) 정영훈, 1970년대 구보 잇기의 문학사적 맥락 , 299면.
240) 吉本惣一, 蘇る 社会分業論 , 創風社, 2016, 61면.
241) E. デュルケム, 井伊玄太郎 訳, 社会分業論(上), 講談社, 1989, 215-218頁.
242) E. デュルケム, 井伊玄太郎 訳, 社会分業論(上), 203頁; E. デュルケム, 井伊玄太

郎 訳, 社会分業論(下), 講談社, 1989, 218頁.
243) 김학재는 뒤르켐의 사회분업론을 ‘평화’라는 시각에서 독해하면서, “지속적인
만남과 자유로운 교류가 이어지고 분업 관계와 사회적 연대가 형성되며, 사회적
정의의 원칙으로 평화의 기반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사회적 연대로서
의 평화”라는 기획으로 제안하였다. 김학재, 판문점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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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받는다면, 김공론과 구보씨가 구상하는 월북작가를 문학전집에 포함하는

문제는, 문학자라는 분화된 영역에서 “약간씩이라도 숨통을 여는 일”이 되며,

다른 분업화된 다른 사회 영역과의 연대를 통해 보다 많은 실천을 수행할 자원

이 된다.

역사적으로 조선문학가동맹은 해방공간에서 미술가, 음악가, 영화가 등 다른

문화 영역의 예술가들과 공동의 문화적 실천을 수행하였다.244) 구보씨가 샤갈의

전시회와 이중섭의 전시회에 가서 예술에 대해 사색하고, 음악과 미술, 문학의

차이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문학사를 복원하는 것은 문학의 영역을 넘어서,

인접 영역인 음악, 미술, 영화 등과 상호참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실천이기도

하였다.

사람은 양인이고 동인이고 모두 야누스의 핏줄이다. 다만 이 지구의 어느 한 고장에

붙박여 살면서 그 두 얼굴의 어느 한쪽이 녹이 슬고 덩굴에 덮여버리게 된다. 그 풍

토의 형편으로서는 그 그쪽을 볼 필요가 없거나 보아서서는 살기에 불편하기 때문

에. 바람 센 지방의 소나무가 한쪽으로 휘듯이. 그렇게 돼서 생긴 감수성의 버릇이

더욱 닦이고 굳어버리면 전통이 된다. 그러나 이 전통은 결코 다시 분해할 수 없는

실체는 아니다. … 야누스가 이형(異形)의 괴물인 게 아니라 지금의 사람들이 반신

불수일 뿐이요, 안면 마비증이다. 그들은 외눈을 자랑하는 슬픈 동물이다. 인간이 다

시 야누스가 되는 때, 자기 자신인 그 신화인(神話人)이 될 때 인간의 마음은 참다

운 기쁨과 평화를 찾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활의 태양이

빨리 문명의 궤도를 찾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다. 구보씨는 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어안이 벙벙했다. ([9]:452-453)

구보씨가 감동했던 샤갈과 이중섭의 예술은 평화와 사랑을 노래한 것이었

다.245) 평화를 형상화한 그들의 작품을 보고난 후, 구보씨가 느낀 것은 지금 한

국 사람들은 단지 풍토에 따라 형성된 전통을 불변의 것으로 여기며, 그 전통에

얽매여 한 쪽의 시각으로만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굳어진 전통에

2015, 560-563면. 뒤르켐에 근거한 ‘분업에 의한 연대’와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
화’라는 개념은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244) 장문석, 밤의 침묵과 자유의 타수 - 김수영의 해방공간과 임화의 4.19 , 반교
어문연구 44, 반교어문학회, 2016, 331-336면 및 341-347면.

245) 김우창, 南北朝時代의 예술가의 肖像 (해설), 348면. 아울러 샤갈과 이중섭 모
두 고향을 떠난 피난민들이었다. 샤갈은 예술 수업을 위해, 그리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 평생 돌아가지 못했으며(ポーラ美術館学芸部 編, ピカソとシャ
ガール - 愛と平和の讚歌, ポーラ美術館, 2017, 38頁 및 92-93頁), 이중섭은 최인훈
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중 “월남”([15]:409)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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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적대와 배제의

문화”로서만 존재하는 남과 북의 문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246) 그렇기 때

문에 구보씨는 ‘참다운 기쁨과 평화’를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

달한다.

이러한 인식은 구보씨만의 것이 아니었는데, 일찍이 4․19 직후 시인 김수영

또한 남북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던 사회적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좀 더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도 통일이 되어야겠소.”라고 주장하였고, 한국에서 시 쓰

기라는 문화적 실천이 온전히 전위적인 의미로 기능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북 작가들의 작품이 한국에서 출판되고 연구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하였

다.247)

김수영, 김공론, 구보씨 등이 판단하듯, 월북작가의 작품 출판을 금지하는 것

은 단지 무언가를 보지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현재의 글쓰기를 위한 전통과

자원의 활용을 막고, 문학을 비롯한 인접 영역의 새로운 창조와 독자들과의 소

통을 막는 장애물이었다. 또한 그는 새롭게 형성된 전통이 그 자체로 고정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구보씨는 이중섭의 전시회를 보고 난 후에도, “현재의

계통과 전통을 고정불변한 것으로 보”는 것을 비판하며, “인간정신의 다양화를

위해” “복수의 전통을 허용할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5]:411). 복

원된 전통은 ‘복수의 전통’의 하나로 정위되어,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를 위한

자원이 된다.

이 점에서 월북작가를 해금하는 것은 삭제되고 끊어진 문학사를 잇는 의미를

넘어서, 한국 근대문학이라는 ‘전통’248)을 복원하여, 다른 예술양식과의 소통과

공통의 자원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또한 그러한 예술을 바탕으로 예술가

들은 독자들과의 새로운 연대를 모색할 수 있었다. 구보씨가 언급한 “참다운 기

쁨과 평화”는 예술을 매개로 한 사회적 연대로서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246) 김병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구축의 과제 , 평화학연구 15(1), 한국평화통일
학회, 2014, 20면.

247) 김수영, 저 하늘 열릴 때 - 김병욱 형에게(1960.) , 김수영 전집 2, 민음사,
2003, 162-163면; 김수영, 시의 ‘뉴 프런티어’(1961.3.) , 위의 책, 241면. ‘통일’과
‘시의 전위적 재구성’을 등가로 이해한 김수영의 논리에 관해서는 장문석, 밤의
침묵과 자유의 타수 - 김수영의 해방공간과 임화의 4.19 , 351-353면.

248) 임화는 단속적(斷續的)인 시간 속에서 비연속적으로 연속하는 ‘의미와 가치’를
두고 ‘전통’이라고 명명하였다. 임화, 고전의 세계 - 혹은 고전주의적인 심정 (
조광, 1940.12.), 하정일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5 - 비평2, 소명출판, 2009,
285-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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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서구의 근대와 아시아의 시간

3.1. 경험과 교양의 불일치와 후진성의 자기인식

3.1.1. 풍문의 나라 한국과 교양 형성의 불가능성

□1 현장과 풍문, 혹은 경험과 교양의 결합 불가능성

1944년생으로 1960년대에 대학을 다닌 소설가 송하춘은 당시의 광장 읽기

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기고 있다.

6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치고 최인훈의 광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학

창 시절, 소위 말하는 ‘공부 시간’에,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하는 척, 책상 밑에

소설책을 감춰 두고 읽는 모습은 그 당시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광장은 그렇게 몰래 읽다가 선생님한테 빼앗기고, 야단맞고, 하는 추억의 소설은

아니다.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떳떳하게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모이면 함께 토론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말하자면 그런 소설이었다. 학교에서, 혹은 거리에서, 학생

들이 소설을 대하던 풍속도를 확 바꿔놓은 것이다. 숨어서 몰래 읽는 소설로부터 드

러내놓고 당당하게 토론하는 소설로 열렸다고나 할까. 이와 같은 광장의 높은 인

기는 70년대를 지나 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광장의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열광

하게 만들었을까. 열광은커녕 지금은 소설을 읽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대학

캠퍼스에서, 세상은 참 많이도 변했구나, 어느덧 추억의 대상이 된 광장을 실감하

는 것이다.249)

함께 모여서 소설을 읽고 토론하는 풍경이 사라진 2000년대를 앞에 두고, 송

하춘은 그러한 독서 토론 문화가 1960년 광장을 계기로 만들어졌음을 ‘추억’

하였다. 물론 1960년대 광장의 독서․토론 풍속과 그 ‘열광’의 의미를 재구하

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자료와 증언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60년대 학번

의 한 소설가가 광장을 ‘대학’, ‘공부’ ‘학생’ ‘토론’ 등의 의미 맥락에 연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물론 이것은 최인훈 글쓰기의 성격으로 당대로부터 여

러 번 지적된 “知的 蓄積物로서의 典籍에 대한 깊은 신앙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250) 동시에 최인훈의 광장 을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한국

249) 송하춘,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어쓴 소설 － 최인훈의 광장 , 새국어생활
18(3), 국립국어원, 2008, 169면.

250) 김현, 최인훈의 정치학 (1973), 사회와 윤리, 일지사, 1974, 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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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의 풍경과 겹쳐 볼 수도 있다. 1950년대 중반 백철은 당대 한국인들이 동

시대 한국의 현대문학을 논평할 때, “思想性의 貧困”과 “敎養 知的 水準의 低

下”를 든다고 지적한 적 있다. 그는 빈곤의 이유를 “우리들”의 재능 부족이 아

니라, “學問의 傳統과 知性의 水準”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으로 보면서, 문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外國語 實力”을 강조한 바 있다.251) 이러한 언급의 배경

에는 전쟁 직후 ‘대학 붐’으로 인해 급격히 팽창한 대학과 그곳에서 도입한 서

구의 ‘고전’에 기반한 교양교육이 가로 놓일 것이다.252) 1976년 김현이 광장을
처음 읽었던 때를 회상하며, “지적으로 충분히 세련된 문체”253)에 대한 인상을

적어둔 것은 이러한 문화사적 요청과 관련될 것이다.

1961년에 단행본으로 발간된 광장은 교양에 관한 문화사적인 요청에 충족

하고 있다. 광장은 서구 지식과 교양에 기반하여 구성된 텍스트인데, 서구의

지적 전통은 월북 이전 남에서의 이명준이 보여준 생활과 문화적 실천에 모방

의 대상으로 관여하고 있다. 가령, 이명준이 <대학신문>에 발표한 시가 그 예

이다.

아카시아 있는 風景

아카시아 우거진 언덕을

우리는 단둘이

노상 거닐곤 했다.

푸른 싹이 노리끼하니 움터 오는 季節에

벗은 오히려 하늘을 보면서 말했다.

근사한 序幕이 눈 앞에 다가 있는 상 싶어, 아카시아 새 싹 같은 말이야, 응?

〔……〕

벗은 이윽히 가지에 눈을 주며 말하는 거다.

人生은 嚴肅한 것이야, 이 아카시아 가지처럼 단단해

그래도 나는 아주 심상한 낯빛으로 천천히 한 대 피어 물면

그도 헐 일없이 담배를 꺼내 물고 아카시아가 우거진 언덕을

251) 백철, 文學을 뜻하는 學生에게 , 사상계, 1955.6, 122면; 이 서지는 서은주,
1950년대 대학과 ‘교양’ 독자 , 현대문학의 연구 4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8
면에서 확인하였다.

252) 서은주, 1950년대 대학과 ‘교양’ 독자 , 7-22면 참조.
253) 김현, 사랑의 재확인 , 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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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또 묵묵히 거니는 것이었다.(1961:22-23)254)

이명준의 시는 여러 점에서 예이츠의 “Down by The Sally Garden”을 연상

하게 한다. 예이츠의 시에서는 남녀 연인이 등장한다면 이명준의 시에서는 벗이

등장하는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인 연․행의 체계는 다르다. 하지만 두 시 모두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점, 그들이 수풀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점, 한 사

람이 인생에 대한 가벼운 철학적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 나머지 사람은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점 등 여러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물론 직접적인 참조

관계를 말하기는 어려우나,255) 철학과 학생 이명준은 예이츠 풍의 시를 쓰고 있

었다.

또한 이명준은 변태식의 방에서 우연히 성서를 발견하자, “그것을 뽑아서 잡

히는 대로 열어” 본다. 그는 “<이번에 의미깊은 구절이 나오면 신을 믿으리

라>”라고 생각하면서 거듭 책을 펼치지만, 발견한 구절에서 아무 감흥도 느끼

지 못한다. 이것은 “하느님의 말이면 어느 페이지, 어느 구절, 아니 어느 글자든

대번 이 편을 때려 눕힐 수 있어야지, 스토리를 읽은 다음에야 그 경중을 가릴

수 있다면, 인간의 말과 무엇이 다르담”(1961:41-42)이라는 냉소로 이어지는데,

이 장면은 4세기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기록된 유명한 회심장면에

대한 패러디이다.256) 이명준은 그 스스로도 “단순히 유치한 착상”인지 “더 깊이

단적인 진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고대 희랍 자연철학자들의 에피그람을 늘

“기쁨으로 읽곤” 하였다(1961:86, 128, 130, 28-30). 이처럼 광장은 때로는 이

254) 최인훈, 광장, 정향사, 1961, 22-23면. 이하 정향사본을 인용할 때는 (1961:면
수)만 기입한다.

255) 예이츠의 “Down by the Salley Garden”이 번역된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億生譯, 버들동산 , 개벽 2, 1922.4; 김수영 역, 沙羅樹庭園옆에서․이니스프
리의 湖島 - 노오벨상문학전집2, 신구문화사, 1964; 황동규 역, 예이츠의 명시,
한림출판사, 1973; 최창호 역, 예이츠시선, 삼중당, 1975 등. (김병철, 한국근대
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425면; 김병철,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98, 365, 742-743면)

256) 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띠누스, 최문순 역, 고백록, 성바로오출판사, 1965,
181-182면. “때마침 이웃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읍니다. 소년인지 소녀인
지 분간이 가지 않으나 연달아 노래로 되풀이 되는 소리는 《집어라, 읽어라. 집
어라, 읽어라.》는 것이었읍니다. 〔…〕이는 곧 하늘이 시키시는 일, 성서를 펴들
자 마자 첫눈에 띄는 대목을 읽으라 하시는 것으로 단정해버린 것입니다. 〔…〕
집어들자, 펴자, 읽자, 첫눈에 들어온 장귀는 이러하였읍니다. 《폭식과 폭음과 음
탕과 방종과 쟁론과 질투에 (나아가지 말고) 오직 주 예수․그리스도를 입을지어
다. 또한 정욕을 위하여 육체를 섬기지 말지어다》(로마, 13․13) 더 읽을 마음도
그럴 필요도 없었읍니다. 이 말씀을 읽고난 찰나, 내 마음엔 법열이 넘치고, 무명
의 온갖 어두움이 스러져 버렸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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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준의 목소리로, 때로는 이명준에게 초점화한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다이아나

와 양치기, 그리고 알렉산더 등 신화나 고대의 인물들의 일화로부터 ‘이태리 로

망에 나오는 산적 이야기’를 거쳐 ‘바스티유를 부수던 날의 불란서 인민’의 이야

기나 ‘철학이니 예술이니 하는 19세기 구라파의 찬란한 옛날 이야기 책’에 이르

기까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서구의 교양은 텍스트 상에 수렴하고 있

다.257)

파우스트처럼 “행동을 위해선 악마와 위험한 계약을 맺어도 좋다고 뽐내”거

나, 서구인 앞에서 ‘University’의 r을 몹시 굴려 발음하였다가 교정을 당하는

등(1961:32, 10), 이명준의 행동은 서구적 지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텍스트를 통

해 알게 된 인물의 행위를 모방하고 있었다. 1960년 및 1961년에 씌어진 이 소

설은 1950년대 한국문학의 지적 빈곤을 아쉬워하던 백철에게 응답이라도 하듯,

다양한 서구의 지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참조면서 인물의 내면을 설명하고, 또한

서구의 문화적 정전과 그 전통을 모방하는 인물의 행동을 제시한다. 서구적 교

양을 욕망하고 그것을 모방하는 인물의 형상은, 김현이나 송하춘 등 역시 서구

적 교양에 기반한 1960년대의 독자들이 지적으로 친숙함과 세련함을 느끼는 근

거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광장이 서구 문화를 모방하는 시기로서 해방공간

을 설정한 것 역시 실제 한국문화사의 역사적인 경험과도 상당 부분 어울린다

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해방공간이란 일본어의 시대가 끝났지만 동시에 영어와

러시아어가 시작한 시대였기 때문이다.258) 최인훈은 1950년대를 지적인 논의가

경직된 ‘잃어버린 10년’으로 이해하는 대신, 해방공간과 4·19 직후 한국을 두고

정치와 지식문화의 측면에서 ‘부활’과 ‘연속성’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259)

하지만 이명준이 월북을 하면서 그의 경험을 둘러싼 언어와 교양의 성격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하게 된다. 남의 언어가 서구의 교양을 모방하고 있었다면,

257) 조남현은 광장의 에세이적인 측면과 에피그람에 주목하면서, 이 소설이 한국
소설사의 흐름에서 해부(anatomy)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폭을 넓힐 계기였다고
보면서, 그 성과와 한계를 살핀 적이 있다.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문예
출판사, 1993, 247면.

258) 황호덕, 해방과 개념, 맹세하는 육체의 언어들 - 미군정기 한국의 언어정치학,
영문학도 시인들과 신어사전을 중심으로 , 대동문화연구 85, 성균관대 대동문
화연구원, 2014, 100면.

259) 최인훈은 광장 창작의 “객관적 조건”에 관해 “4·19 후의 전반적인 분위기, 특
히 터져나온 통일논의, 전쟁 후 10년 동안 경직되었던 지적 논의의 해빙  10년
을 격해서 부활된 듯한, 45-50년 사이의 기간을 방불케 하는 정치적 참여의 분위
기 등”을 들었다. 최인훈, 제3국행 선택한 한 ‘전쟁포로’ 이야기 개작 거듭한 장
편소설 광장 , 출판저널 82, 199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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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 만나게 된 언어와 교양은 사회주의적 교양을 현실에 강제하고 있었다.

이명준은 북조선이 “혁명이 아니고 혁명의 모방이” 있는 곳일 뿐이며, “신념이

아니고 신념의 풍문(風聞)”만이 있음을 인지한다(1961:126). 자기 비판 이후 이

명준은 “북조선 인민에게는”, 혹은 식민지에서 갓 해방된 한반도의 인민들에게

는 “주체적인 혁명 체험이 없었”고 다만 “공문(公文)으로 시달된 혁명”이 있을

뿐이며 그것이 “비극”임을 감지한다(1961:153). 북의 언어는 ‘공문’으로 내려온

혁명과 함께 온 것이었다. 그리고 ‘공문’은 그곳에서 해야 할 말을 ‘언어’를 강제

하고 ‘교양’을 재규정하고 있었다.

그는 <볼쉐비키 당사(黨史)>를 일주일만에 독파했다. 당원들이 <당사>라는 말을

발음할 때는 일종의 경건한 가락을 그 말에 주도록 무의식간에 애쓰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집회에서나 당사가 인용되었다. 일찍이 위대한 레닌동무는 제○

차 당대회에서 말하기를……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상(事象)의 원형을 또박또박 <당사> 속에서 발견하고, 그에

대한 답안 역시 그 속에서 찾아내는 것. 목사가 성경책을 펴들며 그러면 하나님 말

씀 들읍시다. 사도 행저…… 그런 식이었다. 그것이 컴뮤니스트들이 부르는 교양이

었다. 언제나 당해 사건에 합당한 <당사>의 귀결을 대뜸 정확히 인용할 수 있는 능

력. 그것을 컴뮤니스트들은 <교양>이라 불렀다. (1961:125-126)

광장은 해방공간 남과 북의 언어를 통해 한국의 현실과 교양의 이념 사이

의 괴리를 명징하고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남의 언어가 서구의 교양을 모

방하고 지향하고 있다면 북의 언어는 주어진 이념형으로부터 연역적으로 현실

을 인식하도록 명령하고 강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양과 현

실이 결합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남과 북의 문화는 같은 역사적 조건 아래에

있었다. 이러한 후식민지의 역사적 조건을 두고, 광장의 작가와 서술자는 ‘현

장’과 대립하는 ‘풍문’의 나라라고 명명하였다.260)

바스티유의 감격도 없고, 동궁(冬宮) 습격의 흥분도 없다. 기로틴(단두대)에서 흐르

던 피를 목격한 조선 인민은 없으며, 동상과 조각을 함마로 부수며 대리석 계단을

몰려 올라가서 황제의 침실에 불을 지르던 횃불을 들어본 조선 인민은 없다. 그들은

혁명의 풍문만 들었을 뿐이다(1961:153).

260) ‘풍문’과 ‘현장’의 대립으로 최인훈 문학을 이해하는 관점은 다음 논문에서 계발
된 바 크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록해둔다. 서호철, 루멀랜드의 신기료장수
누니옥(NOOHNIIOHC)씨 － 최인훈과 식민지 / 근대의 극복 , 실천문학, 2012.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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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현장’인 서구로부터 떨어져, 그곳에서 있었던 혁명과 민주주의를 ‘풍

문’ 혹은 공문으로만 듣고 알게 되는 것이 비서구 후식민지의 ‘거리감’은 광장
의 이명준에게 주어진 세계의 조건이었다. 광장의 作者의 말 은 “<메시아>

가 왔다는 이천년래의 풍문(風聞)이 있읍니다. 신(神)이 죽었다는 풍문이 있읍니

다. 신이 부활했다는 풍문도 있읍니다. 컴뮤니즘이 세계를 구하리라는 풍문도

있었읍니다.”로 시작한다. 그리고 ‘작자’는 이명준을 두고 “풍문에 만족치 못하고

현장에 있으려고 한 친구”로 부르고 있다(1961:1-2).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지만,

남과 북 모두 경험과 교양이 결합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결과 현실의 거리감을

상상의 영역, 혹은 지식의 영역으로 봉합하기 위한, 필연적으로 실패할 ‘노력’들

이 계속되고 있었다. 북에서는 이념의 영역을 현실에 강제하려고 하였고, 남에

서는 서구와의 거리감을 발견하고 그 낙차를 인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서구의 교

양을 지향하고 과잉 모방하고 있었다.

교양과 경험의 분리 및 불일치를 후식민지 세계의 한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

다면, 광장은 교양과 경험을 결합을 목표로 한 교양소설로 읽을 수 있다. 교

양과 경험이 일치한 듯 상상을 하던 이명준은, 상상의 붕괴를 경험하고 교양과

경험의 불일치가 세계의 조건임을 인지한다. 그는 그러한 조건을 선험적인 것으

로 수용하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교양을 결합하고자 하는 ‘교양 의지’

에 충실하지만, 끝내 그가 확인한 것은 결합 불가능성이었다.261) 여러 논자가

지적한 바 있는, 이명준을 비롯한 최인훈의 소설에 등장하는 남성 인물들이 지

식과 여성을 등가로 놓으면서 물신화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과 태도는 이

러한 거리감의 전도된 형상이며, 동시에 식민지 지식인들이 가졌던 태도의 반복

이기도 하다.262) 또한 그것은 당대 한국의 지식인-남성들이 가진 태도와도 그다

지 거리가 멀지 않았다.

261) 게오르크 루카치, 김경식 역,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7, 161-163쪽을 참
조하여 서술하였다. 이 글과 맥락은 다르지만, 복도훈 역시 광장을 해방 후의
혼란한 현실과 전쟁의 파국 속에서 한 젊은이의 성장과 교양의지가 좌절되는 과
정을 다룬 교양소설로 읽고 있다. 그는 이명준을 교양의지를 충실히 수행할 임무
를 지니고 세계와 자아의 불화를 각인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타자와 더불어 창조
적으로 살아야할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꿈꾼 인물로 해석하였다. 복도훈, 범속한
세계에서의 교양의 (불)가능성에 대한 서사적 모험 － 교양소설로서의 광장에
대하여 , 비교문학 61, 한국비교문학회, 2013, 120면.

262) 광장에서는 “사상과 애인”이 등가에 놓이면서, 이 둘을 잃어버린 이명준이
절망하는 장면이 등장하며, 이명준은 “사유(思惟)란 이름의 요부(妖婦)”(1961:32)
라는 표현처럼 지식을 젠더화하여 표상하기도 한다. 이 점에서 이명준은 여성을
타자화하면서 자기의 주체를 정립하고자 했던 식민지 남성 지식인의 계보를 잇
고 있다. 이혜령, 동물원의 미학 - 한국근대소설의 하층민의 형상과 섹슈얼리티
에 대하여 , 한국근대문학연구 3(2), 한국근대문학회,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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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은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없었기에 역사를 ‘풍문’으로만 전해 들었던

후식민지 한국의 역사적 조건을 경험과 교양, 혹은 이념과 삶의 불일치라는 틀

로 문제화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명준에게 언어의 문제로 현

상하는데, 남에서 그는 서구적인 것을 이념에 두고 그것을 모방하는 언어를 사

용하였고, 북에서는 이념에 의해 그의 언어가 강제되는 상황을 겪게 된다. 남과

북에서 모두 그가 사용하는 혹은 사용하고자하는 언어와 그가 이상적으로 꿈꾸

었던 조건은 완미하게 결합되지 못한다. 그리고 최인훈은 1960년대에 지속적으

로 이러한 후식민지 언어풍경의 조건과 양상을 지속적으로 논제화한다.

□2 후진성의 자기 이해를 위한 두 질문법－ 아시아적 생산양식론과 후진국경

제성장론

1963년에 발표된 회색의 의자 연재분 3회에는 독고준, 김학, 오승은, 김정

도, 김명호 등 ‘갇힌세대’ 동인들이 캠퍼스 잔디밭에 누워 토론을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들은 동시대 한국의 시민을 ‘감옥에 갇힌 죄수’로 표현하고, 그 죄

수가 “감옥을 때려부시는 것”(③:354)263)의 가능성 여부를 토론한다. 루쉰의 유

명한 ‘鐵의 방’의 비유를 떠올리게 하는 이들의 대화에서,264) 이들은 스스로를

포함하여 한국인을 두고 “후진국 사람들”(③:355)이라고 지칭한다.

‘후진국’이라는 개념은 식민지 시기에도 용례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265) 그 사

용빈도 수는 무척 낮았으며 ‘선진’의 반대인 ‘뒤쳐져 나아감’이라는 의미로 다소

추상적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개념은 1950년대 중후반 이후 그 맥락이 변

모하고 용례가 급증한다.

263) 최인훈, 회색의 의자 3, 1963.8, 354면. 이하 회색의 의자 의 인용은 괄호 안
에 (연재회수:면수)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264) 魯迅, 自序 , 吶喊, 竹內好 역주, 김정화 역, 魯迅文集 1, 일월서각, 1985,
10-11면.

265) 임화의 이식문화론은 다음과 같은 인식에 근거해있다. “뒤떠러진 文化社會는
先進한文化社會의水準을 따라갈랴 積極的인勞力을 傾注하지안흐면 두文化社會의
接觸結果는 自然後進文化의 敗北, 卽 政治上 被征服으로結果하고만다. 그럼으로
沒我, 盲目에 가까우리만치 熱心으로 先進文化를學習하지안흘수가 없으며 이런境
遇에自覺되지안흔 獲得意欲, 羨望이往往 模倣心理로 나타나는 것이다. (중략) 이
런境遇 模倣,移植,그自體가 벌서 後進國이 先進國에對한一鬪爭形態다.”(임화, 복
고현상의 재흥(완) , 동아일보, 193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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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후진국’ 키워드 검출 빈도

(검색: 2015.5.9.)

‘후진국’이라는 용례의 의미가 변하고 사용빈도가 증가하게 된 데에는, 1950년

대 중반 미국 주류경제학의 이론과 정책 담론으로부터 유입된 ‘후진국경제성장

론’의 맥락이 개입된다. 그 변화의 첫 머리라 할 수 있는 1955년, 한국의 한 기

사는 “美國에있어 後進國經濟問題의最高權威者인 컬럼비아 大學 의 R.넉시

敎授의 名著인 後進國의 資本形成論 이 同大學에서 그분에게 直接師事하는 가

운데 MA學位를얻은 朴東燮氏의 手苦로 飜譯이되어 出梓를보게된 것은 우리들

經濟學界에 一大喜消息이 아닐수없다”고 하면서 ‘감격’을 숨기지 않는다.266) 원

제의 ‘undeveloped conutry’를 ‘후진국’으로 번역한 것에서 볼 수 있듯, 1950년대

이후 ‘후진’이란 (문화의 상태가) 뒤쳐져 나아간다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경제성장이 (아직) 되지 않은’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선진국(advanced

country)－개발도상국/중진국(developing country)－후진국(undeveloped

counrty)’이라는 위계에 근거한 경제발전의 단계를 전제한 개념이며, 또한 1950

년대 중후반부터 변화한 시작된 미국의 ‘후진국’ 개발정책의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였다.267) 한국인들은 기꺼이 이에 호응하였고, 1960년 전후 로스토의 경제성
장의 제 단계의 소개 이후 경제 영역에서 자립에 대한 갈망은 일종의 ‘시대정

신’이 되었다.268)

266) 후진국의 자본형성론 , 경향신문, 1955.12.1. Ragnar Nurkse, 박동섭 역, 
後進國 資本形成論, 대한재무협회출판부, 단기4288[1955]. 이 책의 영문원제는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이다.

267) 1950년대 말 로스토 등 미국 내 경제학자들은 이전까지 미국의 ‘후진국’ 정책이
주로 군사원조에 집중하며, ‘후진국’의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으로 비판하
였다. 이들은 ‘후진국’ 안에서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요
청하였고, 이에 기반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대규모의 경제개발원조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박태균, 원형과 변용－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출판부,
2007, 109-182쪽.

268) 1950년대 중반 이후 ‘후진국경제성장론’이 미국과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에 도입
되는 과정에 관해서는 홍정완, 전후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와 근대화 담론 , 연세
대 박사학위논문, 2017, 124-151면 참조. 로스토의 경제성장의 제단계에 관한
당대의 ‘충격’에 관한 회고와 의미는 김윤식, 내가 살아온 한국 현대문학사, 문
학과지성사, 2009, 19-21면;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486면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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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상대 교수 이상구는 1950년대 중후반부터 세계와 사상계에 경제

성장의 단계에 관한 로스토의 논문을 지속적으로 소개하였으며, 1960년에는 경
제성장의 제단계라는 역서와 또 한 권의 편역서를 간행하였다.269) 편역서는 미

국에서 발표된 반론과 로스토의 재반론, 미디어서평과 한국에서의 논평을 함께

싣고 있다. 서양사 연구자 민석홍은 로스토의 경제학이 인간을 단순히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로 이해하지 않고, 경제발전을 사회적․정치적 발전과 연

관하여 다룰 계기를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하지만,270) 사회경제사 연구자 조기준

은 맑스의 경제사관의 입장에서 로스토의 이론을 비판한다. ‘맑스 : 로스토’라는

대립 구도는 로스토 자신이 의도한 것이며 이 때문에 소련 프라우다의 비판

을 받기도 했는데, 로스토는 후진사회의 경제발전이 ‘중간계급의 이윤을 얻으려

는’ 동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민족의 존엄성을 높이려는 광범한 의

욕에’ 근거함을 역설하고 ‘역사의 필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271) 조기준

은 로스토의 의견을 논박하면서, 20세기 이후 유고의 발굴로 인해 맑스의 경제

이론이 재해석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272)

로스토와 조기준의 입장 차이는 일차적으로는 냉전시기 미국의 주류경제학과

맑스주의 사회경제사의 대립으로 읽히지만, 다른 한 편 이것은 ‘냉전의 지식’과

‘식민지의 지식’의 대립이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진국－개발도상국－후진

국’의 경제성장론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의 대립이었다. 20세기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191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쓴 글에서는 세계사

적 동시대성에 대한 인식과 후진성의 무의식을 함께 발견할 수 있다.273) 그리고

269) W.W. 로스토오, 이상구․강명규 역, 경제성장의 제단계, 법문사, 단기
4294[1961]; W.W. 로스토오, 이상구 역, 반공산당선언－경제성장의 제단계, 진
명문화사, 단기4293[1960].

270) 민석홍, 로스토오의 경제사관 , W.W. 로스토오, 반공산당선언－경제성장의
제단계, 130면.

271) W.W. 로스토오, 나의 사관을 말한다－후진사회에 대한 새로운 정책 , W.W.
로스토오, 반공산당선언－경제성장의 제단계, 68면 및 66면.

272) 조기준, 맑스주의사관에의 도전 , W.W.로스토오, 반공산당선언－경제성장의
제단계, 119면; 조기준, 맑스의 유고－아시아적 생산양식재검토 , 같은 책, 122
면. 조기준은 유고 자본제생산에 선행하는 제형태 를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종래
의 숙제를 명확히 해명해 주며 또 맑스의 경제사 인식의 총결산”으로 이해한다.
또 다른 글에서 조기준은 유고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제형태’가 소련 역사
학회지에 발표된 것은 1939년이며, 유고의 전문이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Oekonmie”로 간행되어 한국에 입수된 것은 1953년 베를린의 DIETZ
출판사판이라고 회고하였다. 그리고 이 유고가 한국경제사학계에서 새로운 진전
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조기준, 나의 인생 학문의 역정, 일신사, 1998, 114면

273) 김동식, 진화·후진성·1차 세계대전 , 한국학연구 3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161-1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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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성’의 문제는 1920-1930년대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통해 이론으로 구성되

며, 논쟁을 경유하게 된다. 식민지 조선에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은 주로 일본

어로 생산되거나 번역되어 유통된 사회경제사 지식에 근거하여, ‘후진성’을 이론

화하는 한 방식이었다. 이 이론은 서구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추상하여 상상한

‘원시공산제－고대노예제－중세봉건제－근대자본주의’로 이어지는 보편적 역사

발전의 법칙과 아시아 혹은 조선이라는 특수한 지역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구

성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품고 있다. 1917년에 출생하여 제국 일본의 조치대

학(上智大学)에서 수학한 사회경제사학자 조기준에게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이라

는 질문법은 무척 익숙한 것이었고,274) 그는 1950년대 중반 한국의 역사를 ‘발

전’의 시각에서 다룬 김용섭의 석사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그러면 발표자는 지

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한국사회를 정체성 사회로 보았고, 또 이론적으로도 세계

적인 대학자들에 의해서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제창되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

입니까?”라고 질의하기도 하였다.275) 이 점에서 조기준은 제국 일본에서 생산되

어 식민지 조선에서 유통된 식민지의 학지를 계승하고, 해방 이후에도 그에 근

거하여 발화하고 있었다.

사상계에 실린 아시아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 논문을 일별한다면,

1950년대 중반까지는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의 자장과 유관한 ‘후진성’, ‘정체성’,

‘침체성’ 등의 개념이 ‘아시아’라는 지역적 범주와 함께 빈번히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276) 하지만 1950년대 중후반부터는 로스토를 비롯한 후진국경제

성장론이 소개되면서 서구의 ‘선진국’과의 비교 속에서 ‘후진국’, ‘경제원조’ 등의

개념 사용이 두드러지며, ‘아시아’라는 지역 범주의 사용은 감소하고 ‘동양’이나

‘한국’이라는 범주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277) 또한 종족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기하게 전개되었던 아시아의 역사적 경과는 ‘후진성’, ‘정체성’으로 단일하게

구획되고 서술된다.278)

그렇다면 1960년을 전후한 시기 한국이 자기를 인식하고 그 ‘후진성’을 묻는

274) 조기준, 나의 인생 학문의 역정, 20-27면.
275) 김용섭,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 지식산업사, 2011, 98면.
276) 나르마데쉬와 프라삳, 강봉식 역, 아시아 社會의 停滯性－過去의 遺産 , 사상계,
1955.9; 김준엽, 아시아사회의 후진성에 관한 일고찰 , 사상계, 1955.9; 조기준, 아
시아적 침체성의 제문제 , 사상계, 1957.8.

277) 이상구, 동양적 후진성에 대한 윌트 W. 로스토적 분석－서양인이 본 동양의
후진성 , 사상계, 1957.8; 루드비히 에르하르트, 편집실 역, 독일경제기적의 주
인공이 본 후진국경제: 아세아를 돕는 길－순회방문을 마치고 느낀 것 , 사상계
, 1959.4; 져맨․인터내쇼날誌와의 면담기: 이대로는 어렵다－에르하르트의 후
진국 援助觀決遇 , 사상계, 1959.4.

278) 홍정완, 전후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와 근대화 담론의 형성 ,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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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는 식민지 조선의 학지를 계승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과 냉전의 지식에

근거한 후진국경제성장론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식민지의 유산이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고 규제적으로 기능하는 것이었다면, 후

자는 1950년대 냉전이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함께 한반도에 박래한 것이었다.

전자에서 후자로의 이행이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며, 조기준의 반응은 그 혼란

기의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회색의 의자가 증언하는 바는 이러한

예상가능한 인식과 다소 거리가 있다.

3.1.2. 후식민지의 발견과 후식민지 주체의 구성

□1 테니스공에 대한 명상, 혹은 발견으로서의 후식민지

1958년의 어느 가을날 대학 캠퍼스를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 ‘갇힌세대’ 동인,

곧 정치학과 대학생들은 서양과의 비교 속에서 한국을 ‘후진국’으로 부르고 있

었다. 여기서 ‘후진국’이라는 인식은 앞서 보았듯, 후진국경제성장론과 관련될

것이다. 회색의 의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후진국’을 경제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그것을 서구 유럽의 제국주의적 팽창이라는 정치사적 맥락 및 식민지의

문화사적 조건과 병렬로 놓아둔다. 광장의 이명준처럼, 독고준이나 김학을 비

롯한 회색의 의자의 인물들도 ‘현장’이 되지 못하고 ‘풍문’을 들을 수밖에 없

는 한국에서는 “절망이라는 활자(活字)는 있으나 절망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

다(③:355). 독고준은 한국인을 “식민지인”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이 “노예로서 세

계사에 등장”(①:304)하였음을 부기한다. 회색의 의자의 문제틀은 광장의 문

제틀을 잇는 동시에, 그 문제의 역사적 조건으로서 식민지를 논제화하고 있다.

1960년 최인훈이 발표한 광장이 ‘냉전’이라는 문제의식 아래에 있다면,279)

1963-1964년에 발표한 회색의 의자는 ‘냉전’과 ‘식민지’가 겹쳐 있는 문제틀을

구성하고 있다. 물론 광장에서도 식민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식민지의

심상지리에 근거한 해방공간 이명준이라는 주체의 이동이 그러하며, ‘만주’에서

의 ‘아름다운’ 유년시절에 관한 기억도 한 예이다. 이명준에게 폭력을 가한 경찰

서의 형사는 식민지 ‘특고’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이명준이라는 주체를 둘

러싼 이미 주어진 환경으로서 존재할 따름이며, 그는 식민지라는 역사적 경험을

279) 냉전의 역학은 광장의 이명준이 끝내 스스로를 ‘선을 넘지 못한 자’로 스스로
를 규정하는 규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규, 선을 못 넘은 ‘자발적 미수자’와
선을 넘은 ‘임의의 인물’ ,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2014, 258-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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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라는 주체의 구성에 개입한 어떤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서구

라는 ‘현장’과 한국이라는 ‘풍문’의 장소 사이의 거리 및 지구적 냉전의 사상지

리 하에서 선택의 문제를 고민할 뿐이었다. 이명준은 ‘밀실과 광장의 대립’, ‘현

장과 풍문의 불일치’를 자신 앞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고민할 뿐, 대립과 불일치

의 역사적 기원이 식민지와 연결됨을, 혹은 자신의 주체구성과 연락됨에 관해서

는 성찰하지 않는다.280) 회색의 의자의 독고준은 광장의 이명준이 가진 고

민을 자신의 고민으로 삼는 동시에, 이명준의 고민이 식민지라는 역사적 경험에

서 비롯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조심스레 이야기하자면 최인훈은 1960년에 ‘나는 냉전 하에 살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1963년에는 ‘나는 냉전 하에 살고 있는 식민지인이다’라는

문제의식으로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냉전 시대를 살고 있을 뿐 아니

라, ‘식민지 이후’를 살고 있기도 하다는 것을 뒤늦게 ‘문제’로서 인식한 것을 단

지 최인훈 개인의 경우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식민지 자체를 자연화하

고 ‘망각’했던 1950년대 한국사회의 분위기와도 유관하였다. 이명준을 위한 변명

을 마련하듯, 회색의 의자에는 식민지를 망각했던 1950년대 후반 한국의 자기

인식에 관한 몇 가지 증언을 부기하고 있다.

[가] 전의 것은 사변에 다 타버렸어요. (◯11 :362)

[나]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증오도 역시 필요해 해방 직후에는

그런대로 <일본 제국주의>가 당분간 그런 증오의 목표물 구실을 했지만 6․25 바

람에 끝장이 나 버렸어. 하기는 6․25 전에도 반일 감정은 이미 국민적 단합의 심

볼로서의 효력을 잃고 있었어. 그 대신 <빨갱이>가 그 자리를 메꾸었어. 오늘의 불

행을 만들어준 나쁜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어물어물 감정처리를 못한 채 흘려버리

는 것은 기막힌 일이야. 강간당하고도 웃는다면 말은 다 한 것 아닌가. (③:357-358)

[다] 해방후에는 무슨 연설마다 <36년간>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어? 지금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없어. 말해봐야 쓸 데 없기때문이지. 지난날에 있었던 못난 역사의 상

처를 자꾸 그리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지만, 그것은 다만 그걸로 끝나는 거야. 문제

는 미래의 시간에 있어. 미래만이 진정한 시간이지. (③:352)

[가]는 안양 인근 P면에서 족보나 일가에 관한 흔적을 찾고자 한 독고준이 면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들었던 대답인데, 그의 대답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식민지

에 관한 문서고 등 물리적 증거 자체가 소실되었음을 의미한다.281) 나아가 이

280) 한 방증으로서 광장의 서술에서는 ‘식민지’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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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준 무게감과 압박감이 식민지에 대한 기

억을 덮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1950년대 말에 대학을 다녔다는 점에서

독고준의 세대는 소설가 최인훈 자신의 연배와도 비슷한데, 그들에게 식민지란

소학교 경험에 한정되며 이에 비해 유년기에 겪었던 한국전쟁의 경험은 보다

강렬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나]는 해방공간 정치적 이념의 대립과 한국전쟁의 경험이 식민지와 관련된

기억을 ‘말소’하고 그 기호가 가진 의미의 유효기간을 만료시켰다는 진단이다.

이것은 한국의 역사적인 경험과도 상당히 부합하는데,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생과 사의 경계를 거듭 넘나들었던 문학자들은 그 자신의 식민지 경

험을 (비)자발적으로 ‘은폐’하고 망각하였다. 이광수에게서 볼 수 있듯 냉전의

도래와 더불어 ‘식민지’와 관련된 기억은 한 번 매듭지어지며,282) 백철이나 유진

오의 예에서 보듯, 이들은 ‘식민지’ 경험을 침묵에 붙이고 과소 진술로 일관하

며, 자신의 심상지리에서 ‘만주’를 삭제하고 식민지의 기억을 한반도에 한정한

다.283) 식민지 이후 남성 지식인은 식민지 경험을 ‘정치적인 강간’으로 의미화하

281) 식민지 이후와 문서고의 관계와, ‘식민자’가 이미 일본으로 돌아갔기에 탈식민
주체가 겪게 되는 비대칭성의 곤혹에 관해서는 이혜령, 친일파인 자의 이름－탈
식민화와 고유명의 정치 , 민족문화연구 5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1 참조.
염상섭의 취우(1952-1953)에도 전쟁으로 인해 문서고가 일실되는 상황이 등장
한다. 인민군 점령 하의 서울에 남았던 신영식은 강순제를 자신의 ‘반적부’에 올
리고자 한다. 동회의 위원장은 이미 ‘빨갱이’로 갈린 상황이었지만, 신영식과 전부
터 교분이 있던 통장과 반장은 “실상은 동회의 반적부가 반은 없어지구, 뒤죽박
죽 돼서 새루 만드는 판”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부탁을 수락한다. 염상섭, 염상
섭 전집 7 - 취우, 민음사, 1987, 141면.

282) 이광수는 베를린 봉쇄와 중국의 ‘공산화’로 냉전 질서가 도래하자, 그것을 계기
로 1950년 1월 서울을 연재하며 창작을 재개하였다. 김시덕은 이 점에 주목하
여 이광수에게 냉전의 도래는 식민지의 경험 및 책임과의 결별로 받아들여졌음
을 논증하였다. 김시덕, 전후와 냉전－이광수와 요시카와 에이지의 침묵과 재기
, 동방문학비교연구 6, 동방비교연구회, 2016, 13-22면 참조.

283) 유진오, 구름위의 만상, 일조각, 1966; 유진오, 양호기, 고려대학교출판부,
1977; 백철, 속 진리와 현실, 박영사, 1976 등에 실린 여러 증언을 참조할 것.
대한민국의 제헌에 상당한 역할을 하지만,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유진오는 전쟁이 끝나고 자신의 결백과 고난을 여러 번 증언하게
되는데, 그 증언들은 대개 ‘해방공간에서 한국전쟁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묶고 그
시기에 자신이 좌파들, 특히 임화나 김남천과 거리를 두었고 자신은 실천의 영역
이 아니라 아카데미즘의 영역에만 있었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의 증언과 기억
은 ‘식민지’를 침묵에 붙이고, 식민지 시기 임화와의 교유 뿐 아니라, 실천과 아카
데미즘의 결합을 추구했던 자신과 인문평론의 문화적 실천을 망각하는 것이었
다. 백철 역시 마찬가지 논리를 사용하며, 그들의 증언은 철저히 그 장소가 ‘서울’
에 한정되어 ‘만주’를 포괄하던 식민지의 심상지리와 단절된다. 그나마 1970년대
의 회고록에는 임화나 이원조 등이 등장은 하지만, 1957년 이병기와 함께 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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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식민지를 젠더화하고,284) 자신의 기억에서 망각한다.

마지막으로 [다]는 직선적 역사의식이 식민지를 잊도록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입장은 역사를 ‘진보’로 파악하고 “역사 전체가 일회적이라면 미래는 과거와

달라야만 한다.”라고 믿으며,285) 세속적 현존의 개선을 요구하는 직선적 역사인

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를 신뢰하는 이러한 역사의식은 끝없는 ‘희망’을 산

출할 뿐 끝내 그 희망에 도달하지 못하며, 다만 “미래 쪽을 향하여 간단 없이

(irresistibly into the future)”286) 떠밀릴 뿐이다. [다]의 입장은 후진국경제성장

론의 시각으로 회수되기 쉬우며, 이 경우 식민지는 ‘과거’로 고정적으로 인식되

며, 자연화와 망각의 대상이 된다.

회색의 의자의 경험적 증언에 더해 1954년 이후 이승만이 친일파가 이미

‘죄’를 갚았다고 선언하고, 그들을 중용할 것을 천명한 정치적 상황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이승만 정권은 검열과 캠페인으로 공공연히 ‘일본적인 것’을 과도

하게 통제하였는데, 이러한 반일주의 캠페인은 오히려 구조화된 식민지의 유제

와 동시대 한국 문화에 있어서 일본의 영향력을 은폐하는 계기로 작동하기도

하였다.287)

공적 영역에서는 식민지가 침묵에 붙여졌지만, 해방공간에서 1950년대에 이르

국문학전사의 ‘신문학사’ 부분에서는 백철 자신의 카프 활동 자체가 누락되어
있다. 염상섭의 소설 창작 역시 해방공간을 거쳐 1950년대에 도달하면서 그 심상
지리가 축소되고 문제틀이 변하는 바, 정종현은 그 변모를 ‘분단극복을 위한 조선
학’에서 ‘부르주아 독재의 혼탁성을 그려내기 위한 남한학’으로 축소되는 과정으
로 보았다(정종현,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 , 한국어문학연
구 6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4, 125-126면).

284) 회색의 의자 다음에 발표된 서유기에서 등장하는 논개의 형상이 이와 연
관된다. 서은주는 서유기에 등장하는 논개에 관해 “300년 동안 계속 고문당하
고 있는 그녀의 형상은 한국의 식민성이 현재 진행형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하였
다(서은주, 소환되는 역사와 혁명의 기억 - 최인훈과 이병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2010, 161면).

285) 라인하르트 코젤렉, 한철 역, 지나간 미래, 문학동네, 1996, 405면.
286) Walter Benjamin, “On the Concept of History”(1940),
https://www.marxists.org/reference/ archive/benjamin/1940/history.htm part. IX.
(검색: 2015.5.9.) “이 폭풍은 그(역사의 천사－인용자)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 쪽을
향하여 간단없이 그를 떠밀고 있으며, 반면 그의 앞에 쌓이는 잔해의 더미는 하늘까지
치솟고 있다. 우리가 진보(progress)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폭풍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강동원, 근대적 역사의식 비판 - 아도르노와 벤야민의 이론을 중심으로 ,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7, 16면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287) 이혜령, 친일파인 자의 이름 , 31면; 이순진, 한국전쟁 후 냉전의 논리와 식민지
기억의 재구성 , 기억과 전망 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참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는 오히려 일본과의 문화교류를 하단하는 계기가 된다. 권보드래․천정
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513-5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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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기 한국의 주체들의 개인적이고 신체적인 경험은 여전히 식민지를 기억하

고 있었다. 이명준이 보여준 이동의 궤적도 한 예가 될 것이거니와, 독고준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부터 피신한 경험을 태평양전쟁 당시의 공습 피

신과 겹치며, 소련의 영화 <당증>을 보면서 전시기에 보았던 ‘군국의 어머니적

인 영화’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1950년대 한국의 주체들의 신체가 기억하고 주

변의 문화적 환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식민지의 흔적은 그들의 주변을 위요하고

있었지만, ‘식민지’의 역사적 경험은 침묵과 망각에 붙여짐으로써 식민지는 ‘유

령’288)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광장에 식민지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 것은 1950

년대적인 역사적 맥락과 연관된다. 하지만 이후 한일협정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으로 본격화된 1963년을 전후하여 ‘유령’이었던 식민지가 다시 출몰하는 상황,

혹은 식민지를 ‘문제’로서 인식하는 입장이 나타나게 되는데, 회색의 의자은
바로 그 지점에 놓여 있다. 회색의 의자의 서술자는 냉전과 식민지가 겹쳐진

상황에 놓인 주체의 조건과 위치를 ‘테니스공에 대한 명상’으로 구체화한다.

준은 일어나서 창으로 갔다. 이 집은 낡은 일본 집인데 집주인네는 아래층을 쓰고

그는 윗층을 쓴다. (…) 준은 이층에서 내다보는 전망을 사랑했다. 남쪽으로 창을

내다 보면 미군부대가 있고 그 저쪽으로는 한강이다. 미군부대는 막사와 시설이 먼

눈에 보면 더욱 반듯한 것이 눈을 끈다. 아름답다고 해도 좋을 만하다. 테니스․코

트가 있는데 하얀 공이 반짝 하면서 나르는 것을 보기를 준은 즐겨하였다. (②:353)

미군 부대의 코트에서 테니스공의 활동성과 그 역학을 보며 그 빛깔에 미감

을 느끼는 것은, 미군 부대에서 먹은 ‘오렌지 쥬스’의 영롱함에 찬탄하던 당시

여러 증언을 떠올리게 한다.289) ‘한국에 없던’ 빛깔과 음식으로 결정화

(crystallization)한 ‘선진’ 서구문화가 가져온 미의식에 ‘후진’ 한국의 주체들은

매혹되곤 하였다. 그리고 미군 부대의 테니스공에 매혹된 독고준은 ‘적산’ 가옥

의 2층에서 서 있다. 독고준은 식민지의 남겨진 ‘건물’이라는 물질적 토대에 서

있으며, 그의 눈은 냉전의 상징인 미군 부대와 그 문화적 생산물인 테니스공을

향해 있었다. 그가 서 있는 곳과 바라보는 곳이 상징적으로 드러내듯, 1960년을

전후한 시기 한국은 식민지의 유산과 냉전의 문제가 겹치는 지점에 있었다.

최인훈이 회색의 의자를 통해 발견하고 문제화하고 있는 상황은, ‘식민지’가

끝났지만 여전히 주체의 인식과 태도, 물질적인 조건에 잔여하고 있으며, 여전

히 규제적인 1960년대 냉전 아래 한국의 문화적 상황이었다. 이 글에서는 최인

288)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마르크스의 유령들, 이제이북스, 2007 참조.
289) 김우창․김상환, 오렌지 주스에 대한 명상 , 춘아, 춘아, 옥단춘아, 네 아버지
어디 갔니?, 민음사, 2001, 392-3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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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의 ‘발견’을 두고 ‘후식민지(postcolony)’라고 명명하고자 한다.290) ‘발견’이라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앞서 [가]-[다]에서 확인하였듯, 1950년대 한국에서는 식

민지를 기억 속에 ‘봉인’하였기 때문이다.291) ‘후식민지’라는 시각은 식민지로부

터 ‘독립’은 되었지만 아직 ‘해방’은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문화적 상태에 관한

에드워드 사이드의 분석을 참조로 한 것이지만,292) 보다 구체적으로는 회색의
의자에 나타난 1960년을 전후한 시기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도출

한 것이다.

1930년대 후반 임화는 “描寫(環境의!)와 表現(自己의!) 하아모니! ”를 서구적

본격소설의 기율로 이해하고 식민지 조선에서 그것이 분열되어 나타나는 현상

에 대해 절망하였다. 그리고 이 ‘분열’이 단지 작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서

구 식민지의 역사적 조건과 관련됨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문화

사적 탐색으로 나아갔으며, ‘이식문화론’을 제시하였다.293) 이후 조선은 ‘독립’은

되었지만, 그 ‘독립’이 식민지 시기 임화가 고민한 문제를 바로 해소하지 못하였

으며, 이후에도 잔존하고 있었다. 광장의 이명준을 이어 회색의 의자의 독

고준이 보여준 ‘이식된 서양’이라는 고민도 임화의 그것과 그다지 거리가 멀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원주민(原住民)이다. 우리의 정치제도는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

다. 우리는 나사 못 하나도 발명하지 않았다. 지성인기 위해서는 될수록 많은 외국

어를 습득해야할 입장에 놓여있다. 우리가 쓰는 일용품―정신적인 것이건 물질적

인 것이건―의 전부가 외래품. (…)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풍토에 이식된 서양이 아닌가. (④:388)

독고준은 당시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대해 위와 같이 진단한 후에, “만일 기

독교를 (의지할－인용자) 언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또 한번 8․15를 가져

야할 것이다.”(④:389)라고 이어서 썼다. ‘또 한번 8․15를 가져야할’ 수도 있다

290) 후식민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후기
식민지’는 황호덕과 권보드래·천정환이 사용한 전례가 있으며(황호덕, 벌레와 제
국, 새물결, 2011, 567-598면;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278-282면), 윤대석은 ‘식민 이후’라고 명명한 적이 있다(윤대석,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출판, 2012, 269면). 한수영은 ‘포스트식민사회’라고 명명하였다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5면).

291) ‘봉인’이 가장 극적으로 수행되는 대상은 1930년대 후반에서 1945년에 이르는
‘국민문학’이었다. ‘국민문학’을 ‘암흑기’로 봉인한 1950년대 국어국문학 학제의 수
행에 관해서는 정종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 창비, 2011, 15-20면.

292) 에드워드 사이드, 최영석 역, 권력․정치․문화, 마티, 2012, 200면.
293) 임화, 본격소설론 ,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365-3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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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려 섞인 언급에서 보듯, 그는 ‘식민지’의 문화적 조건이 지속 및 잔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식민지의 유산은 내전의 경험과 냉전 질서의

맥락을 통해 재구조화되고 있었다. ‘후식민지’는 비서구 식민지의 경험에 기인한

문제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해방 공간으로부터 1970년대(혹은 그 이후)에

이르는 시기의 한국의 문화적 상황을 의미한다. 회색의 의자의 인물들 역시

“우리 시대는 유관순의 시대가 아니”(⑤:353)라고 언급하며 식민지와 식민지 이

후를 분명히 구분한 것처럼, ‘후식민지’라는 개념이 해방 이후를 식민지와 무매

개적으로 연속하여 이해하는 것은 경계해야할 것이다. 이 개념은 해방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지만, 두 시기에 단속적으로 현상하는 문화적 곤란의 식민지적 기

원을 보다 부각하고자 하는 개념이다.294)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언급하자면, 1960년대 초반 한국을 ‘후식민지’로 이해한

것이 최인훈 고유의 성과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

책의 변화와 연동하여 한일 관계가 재편되는 시기였다. 중국의 핵실험과 베트남

전쟁의 격화라는 상황을 마주하여, 로스토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한미일 삼국정

부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촉구하였고 이러한 요청은 미국 정책의 변화를 가져

왔다. 그리고 1961년 말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는 일본을 방문하여 당시 수상

이케다 하야토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며, 1962년 ‘김종필․오히라’ 메모가 작성되

면서 ‘한일국교정상화’는 논의에 가속도가 붙는다. 1964년 3월 한국의 야당과 종

교․사회․문화 단체 대표 및 재야인사 2백여 명은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

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정부의 굴욕적 저자세와 일본에 의존적인 태도, 국민참여

를 배제한 정치흥정을 비판하였고, 대학생들은 시위를 이어갔다. 이러한 움직임

은 같은 해 여름 6․3 한일협정 반대운동에서 절정에 이른다. 회색의 의자가
1963년 6월에서 1964년 6월까지 연재된 것을 감안한다면, 이 소설에서 수행된

‘후식민지’의 발견은 한일 관계가 다시 재개되는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295)

회색의 의자의 발견은 최인훈을 비롯하여 1930년대에 출생하여 식민지에

유년시절을 보낸 세대가 한국의 공공영역에 등장한 과정과도 맞물린다. 이들의

바로 앞에 놓이는 1920년대 생 장용학, 하근찬, 김수영, 박인환 등은 이중언어세

294) 또한 ‘신식민지’라는 개념이 환기하는 정치경제적인 맥락보다는, 식민지를 경험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현상과 문법을 이론화하기 위한 개념이다.

295) 박태균, 원형과 변용, 160-162면; 정재정,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
관계사, 역사비평사, 2014, 92-98면; 梁興模, 보울즈․ 아시아를 보는 눈 －美國
의 一級外交官 政策樹立者 , 사상계, 1963.11; 美․日經濟會談의 以後 －日本에
떠맡기는 아시아 市場 , 사상계, 1964.3; 사상계에서는 1963년 6월 ‘韓․日關係의
底流’라는 특집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김성식, 아시아와 日本－日本을 어떻게 理解
하여야 하나 , 사상계, 1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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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서 일본어 중역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주체를 구성하였으나,296) 이들은

식민지를 사사화(私事化)하여 기억하되 식민지 자체를 이론화하거나 대상화하여

문제틀로 구성하지는 않았다. 이들 세대에게는 식민지의 기억이 강렬했지만 동

시에 자연화되어 있고, 또한 청년의 나이에 한국전쟁을 겪었기에 그 폭력의 강

렬도를 더 높게 경험하고 있었다.

1930년대 출생의 후식민지 주체들은 대개 식민지에서 소학교를 다녔으며, 한

국전쟁 또한 유년의 시절에 경험하여 폭력에 직접 노출되는 정도는 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전 세대와 달리 이들에게 식민지는 유년의

기억과 더불어 향수와 낭만화의 대상이 되는데, 그 미화가 ‘사후적으로 정신적

외상’으로 작동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297) 친일문학론에서 임종국이 따로 자

화상 을 쓰며 “나를 그토록 천치로 만들어준 그 무렵의 일체를 증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도 이 때문이다.298) 임종국, 김용섭, 강만길, 김윤식, 최인훈 등

이중언어 세대의 가장 마지막 자리에 놓일 이들 세대는 앞 세대와 달리 식민지

에 역사적 거리를 두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문제화하게 된다. 조금 이르지만

1929년생인 임종국은 1960년대 중반에 친일문학(자)의 아카이브를 구성하였으

며,299) 1931년생인 김용섭은 1960년부터 ‘양안’ 연구를 시작한다. 알려져 있듯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사관의 극복이 본격화되고 사회적인 이슈로 동의를 얻는

것은 1967-1968년 ‘한국사 시대구분’ 심포지움 개최와 그 결과물인 한국경제사

학회의 연구서 한국사시대구분론(을유문화사, 1970)의 발간, 그리고 김용섭의

조선후기농업사연구(일조각, 1970)의 간행 이후이다. 김용섭의 연구서에 수록

된 개별 논문이 1960년대 10년을 관통하여 씌어졌듯,300) 1960년대는 ‘식민지’를

296)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84면. 한수영은 ‘식민지 주체’와 ‘포스트식민
주체’를 시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방법적 개념으로 ‘식민화된 주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식민화된 주체’는 다양한 식민주의의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식민주의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주체’를 가리킨다. 한편
으로는, 그 식민주의의 영향과 흔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식민주의의 ‘기억’과 ‘감성’의 관성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주체’이다.

297) 김윤식, 관념의 한계－최인훈론 , 한국현대소설비판, 일지사, 1981, 9쪽; 윤
대석, 최인훈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읽기 , 한국학연구 16, 인하대 한국학연구
소, 2007, 178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글의 4장 2절 참조.

298) “식민지 교육 밑에서, 나는 그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을 뿐 한번 회의조차 해본
일이 없었다. 한국어를 제외한 모든 관념, 이것을 나는 해방 후에 얻었고 민족이
라는 관념도 해방 후에 싹튼 생각이었다. 이제 친일문학론을 쓰면서 나는 나를
그토록 천치로 만들어 준 그 무렵의 일체를 증오하지 않을 수 없었다.”(임종국,
자화상 , 친일문학론(1966) 교주본, 민족문제연구소, 2013, 13면)

299) 이혜령은 임종국의 친일문학론(1966)을 “6․3사태를 전후로 한 정치적 문화
적 상황의 소산”으로 이해하였다. 이혜령, 인격과 스캔들 － 임종국의 역사서술
과 민족주의 , 민족문화연구 5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4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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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로서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천할 식민지의

유제 극복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의미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식민지 언어 수행의 후식민지적 반복 － 유비와 과잉

당대 현실을 후식민지로 인식하고 식민지의 유산을 성찰하는 시각을 마련했

다고 해서, 그 시도가 ‘내재적 발전론’이나 ‘식민사관의 극복’이라는 정형화되고

단수화된 경로만으로 현상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시간 차 및 입장에 따

라 다양한 성격의 주체들에 의해 여러 빛깔과 결의 시도가 있을 것이며, 이 시

도는 성공 뿐 아니라 실패와 시행착오도 포함할 것이다. 회색의 의자는 후식

민지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놓인 소설로, 후식민지 주체(post-colonial subject)

의 현실 인식과 문화적 실천의 첫 단계와 그 곤혹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

며, 이 점에서 실패와 시행착오의 기록에 가깝다. 회색의 의자에서 형상화한

인물이 수행한 두 가지 언어적 실천은, 후식민지 주체에게 가능했던 문화적 실

천과 그 한계에 닿아 있다.

그 첫 번째 실천은 독고준이 보여준 ‘유비’의 시도이다. 독고준이 ‘현장’으로서

의 서구와 대비되는 ‘풍문’의 고장으로서의 식민지 한국을 발견하였을 때, 그는

곧이어 서구와 한국 사이의 차이를 역사적 실체로서 승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고준은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모색을 이어갔으며, 그 모색은 후식민

지 한국이라는 조건에 놓인 자신이 보편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탐색으로

현상한다. 그는 서구를 보편으로 인식한 뒤, 자신도 그들과 비슷한 자리에 서고

자 하였다. 독고준에게 있어 ‘유비’는 보편으로서 서구와 특수로서의 한국 사이

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개인도 아니고 한 시대를 산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었던 환상(幻想)

을 다른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실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준은 월

남후 가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마침내 그는 생각해 냈다.

아날로지에 의하는 길밖에는 없었다. 근세 구라파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이태리

에 보낸 동경과 광기(狂氣). 저 미뇽의 노래 가 풍기는 향수의 몸부림속에 그는 그

상사물을 발견하였다. 바이런, 궤테, 헬다린, 니체같은 그 시대의 에일리트들의 이탤

300) 김용섭의 첫 양안연구는 김용섭, 양안의 연구(상)－조선후기의 농가경제 , 사
학연구 7, 한국사학회, 1960이다. 이 글은 학술지에 게재되어 그 유통에 제한이
있었으며, 그는 1960년대 10년을 들여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공람하였다.
이후 1970년 단행본을 발간하고, 이 단행본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다. 이러한 김
용섭의 궤적은 ‘후식민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논제화하여 공공영역에 유통하기까
지 걸린 10년의 시간, 혹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1960년대의 의미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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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대해서 알고 있던 환상의 강렬함. 그들은 이탤리에 그들 영혼의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전기를 읽어 볼 기회를 가진 사람이면 쉽사리 알 수 있다.

(①:309-310)

독고준의 질문은 ‘특정 시대 수많은 사람의 환상’을 그 자리에 없던 ‘다른 자

리의 사람’이 실감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광장의 이명준이 북에서 가졌던

질문, 다른 나라의 혁명을 ‘풍문’으로 들은 사람은 혁명에 대해서 무엇을 어디까

지 사유할 수 있는가에 닿아있다. 독고준이 두 가지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

안한 방법은 ‘유비(analogy)’이다. 이것은 스스로 후진적이라고 생각하던 근세

유럽의 지식인들이 이탈리아의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던 태도였으며, 자신의 위

치를 선진적인 이탈리아와 같은 궤에 놓여 있다고 인지함으로써 보편과 스스로

의 동시대성을 상상 및 유지하는 방식이었다.301) 독고준이 끊임없이 서구의 지

적 전통에서 등장한 인물들에 ‘유비’하여, 그들과 자신을 같은 궤에 놓고 스스로

의 주체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 또한 같은 역학에 근거한다. 그는 라스콜리니코

프, 카프카, 드라큘라에 자신을 유비하며 아날로지의 불가능성을 발견하고는 좌

절을 반복한다. 이때 독고준이 선택한 유비라는 방식은, 근대성을 글쓰기의 기

율로 삼았던 식민지 지식인의 실천을 같은 형식으로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1930년대 김남천과 임화, 그리고 최재서 역시 보편으로서의 서구 문학과 후진으

로서의 조선 문학 사이의 거리감에 좌절하고, 그것을 유비의 방식으로 상상적으

로 또 논리적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302) 하지만 그들은 끝내 결핍과 거리감을

재확인하고 분열하였다. 1960년대 후식민지 주체 독고준의 문제틀은, 서구 중심

의 세계 체제에 뒤늦게 편입된 1930년대 비서구 식민지 지식인의 문제틀을 반

복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역사적이고 물질적인 경험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의식과 ‘다짐’으로 서구의

인물들을 ‘유비’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독고준은 거듭 유비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였고, 유비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이르렀을 때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독고준이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장면은, 그 유비의 불가

능성을 인식한 뒤에 온다.

불가능한 것을? 그렇다. 내가 신(神)이 되는 것. 그 길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

301) 유비에 대해서는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세계의 산문 ,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참조. 후진국 독일지식인의 이와 같은 자기인식은 위에서 독고준이 인용한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특징적으로 두드러진다.

302) 김동식, 1930년대 비평과 주체의 수사학 ,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
학회, 2008,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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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번역극이 아닌가? 거짓말이다. 유다나 드라큐라의 이름이 아니고 너의 이름으로

하라. 파우스트를 끌어대지 말고 너 독고준의 이름으로 서명하라. 너의 성명을 회피

하고 가명을 쓰려는 것, 그것이 네가 겁보인 증거다. 남의 이름으로는 계약하지않겠

다는 깨끗한체 하는 수작을 모험을 회피하자는 심뽀다. 아니 나는 모험을 했다.

(…) 거짓말이다. 현호성은 너를 베스만큼으로는 밖에는 여기지 않는다. 너와는 상

대를 안해주고 있지 않은가. 뼈다귀나 던져 주고 있을 뿐이다. 비겁한 너는 주인의

식탁은 감히 쳐다 보지 않았다. 너는 형법을 참조하면서 도적질을 하는 악당처럼 치

사한 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는 창으로 걸어가서 우리속을 들여다 보았다. 창백한

남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쌀쌀하게 말했다. 정직하게 살아. 아주 정

직하게.(⑬:419-420)

흔히 이 서명 장면을 분석하면서 ‘독고준의 이름으로 서명하라’는 명제에 주

목하고, 이것을 ‘자유에 기반하여 스스로 행동하는 행동자’, 혹은 근대적 개인으

로 스스로를 정립한 것으로 이해한다.303) 물론 인용문의 앞부분에서 보듯 그가

서구의 문화적 인물들을 참조하여 주체성을 구성하는 태도를 ‘번역극’이라고 규

정하며 비판적인 거리를 두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너의 이름으로 서

명’한다는 것은 후식민지 주체로서 정체성과 삶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

는 뜻이라기보다는, 자신도 스스로 행동하는 자유로운 ‘행동자’, 곧 서구의 근대

적 개인(individual)이 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304) 물질적인 조건에 대한 성찰

은 갖추지 못했기에 이는 상상적인 선언이었으며, 근원적인 불안정성을 내포하

고 있었다. 독고준 스스로도 재귀적으로 자신에게 ‘당위’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

으며, 그 정체성은 위태로운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305)

여기서 독고준이 거듭하여 유비를 시도하여 요청한 대상이 ‘근대적 개인’이라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후식민지 주체의 언어적 수행의 두 번

째 양식인 ‘과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독고준이 관심을 가지는 ‘개인’은 자유

303) 이경림, 서사의 창조에 의한 자기 정위(定位)의 원칙－최인훈의 회색인론 ,
319면.

304) 한 연구는 독고준을 비롯한 최인훈 소설의 주체들을 두고 “그들은 ‘보편과 에
고의 황홀한 일치’ 또한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물론 ‘주인’으로 머무르려는 의식
이 모든 변화․운동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황홀한 일치’에 대한 이들의 지
향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지향을 품은 대가로 남는 것은 환멸일 뿐이다.”
라고 평하였다. 권보드래, 최인훈의 회색인 연구 , 민족문학사연구 10, 민족
문학사학회, 1997, 242면.

305) 유비로서 주체를 구성하는 질문 방식은 이후 1970년대 백낙청에게서도 찾아지
는 등(손유경,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을 통해 본 1970년대식 진보의 한 양상 , 한
국학연구 35,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4, 158-164면), 20세기를 통틀어 한국 지
식인에게서 두루 살필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놓인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후)
식민지라는 단속적인 문화적 조건의 규제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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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개인’인 동시에,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개인’이다.

현대 한국인에게도 <가문>이라는 말은 절실할 망정 <국가>는 아무래도 어색하다.

그런대로 가문이나 씨족(氏族)을 확대해서 유추(類推)할 수 있는 <민족>은 훨씬 알

아먹기 쉽다. (④:386)

혼자다. 가족이 없는 나는 자유다. 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다. 라고 예민

한 서양의 선각자들은 느꼈다. 그들에게는 그 말이 옳다. 우리는 이렇다. 가족이 없

다, 그러므로 자유다. 이것이 우리의 근대선언이다. (④:395)

우리에게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아직도 우리들 엽전에게는 <집>이 제일이다.

(④:396)

독고준은 서양의 경우와 달리 한국에서는 여전히 가족이 규제적인 범주로 작

동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발견’되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는 서구의 경우 가족이 “인격의 원리에 힘입어 다수의 가족으로 분화”

함에 따라 개인이 “각기 독립된 구체적 인격으로서 서로가 외적으로 관계”하게

되는데,306) 한국은 그에 미달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 점에서 독고준은 헤겔의

인식에 따라 사유하고 있다. 하지만 헤겔에게 가족,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는 서

로의 계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었다면,307) 독고준은 헤겔의 길을 따라 질문하

면서도, 동시에 개인, 가족, 국가를 단절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헤겔을 무척 도

식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308)

독고준은 한국의 개인이 아직 가족에게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를 구

성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한국은 근대에 미달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문학 동인모임 등 몇몇의 임시적인 ‘사회(civil society)’

306) G.W.F. 헤겔, 임석진 역, 법철학, 한길사, 2008, 351면.
307) 곤자 다케시, 이신철 역, 헤겔과 그의 시대, 도서출판b, 2014, 116-117면.
308) ‘개인’－‘가족’－‘사회’－‘국가’를 도식적으로 사유하는 동시에 그 범주의 혼동 앞
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은 광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두 가지 장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째, 이명준이 아버지를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 육체적 폭력을 당하
고 나오는 곳에서, 그는 “분하고 서러웠다. 보람을 위함도 아니면서. 아버지 때문
에? 어쩐지 아버지를 위해서 얻어맞아도 좋을 것 같았다. 멀리 있던 아버지가 바
로 곁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개인과 가족의 범주가 혼동
되는 상황, 곧 헤겔이 안티고네를 분석하며 지적한 바인 친족과 국가의 경계가
혼란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최인훈, 광장, 69쪽 및 G.W.F. 헤겔, 임석진 역,
정신현상학, 한길사, 2005, VI-1장 참조). 또 하나의 풍경은 그의 상상 속에서
무척이나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그려진 중립국에 관한 첫 정의가 다름
아닌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이라는 점이다(최인훈, 광장,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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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드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사회’는 계기로서 존재할 뿐, 실체적인 가능

성과 역학을 형성하지는 못한다.309) 회색의 의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불교에

서 대안을 찾는 황선생조차도 보편과 특수라는 범주에 기대어 발화하는 등, 거

의 대부분의 인물이 헤겔의 어법을 통해서 질문하고 사유하고 있다. 그 중 독고

준은 자신이 헤겔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서양예술처럼 단순한 것도 없다. 그것을 줄곧 이 유일한 라이트 모티브인 <신과 인

간의 씨름>을 한없이 변화시킨 수많은 변주곡에 다름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의 비유의 기본 계기(契機)인 <安住→放浪→歸鄕>의 공식에 살을 붙인 것들이다.

미학은 간단하다. 서양예술은 항상 삼박자로 춤춘다. 왜 예술 뿐이랴. 헤겔의 철학은

방대한 왈쯔曲集 을 연상시킨다. 그가 만일 작곡가가 되었더라면 틀림없이 요한스

트라우스가 되었을 것이다. 정반합(正反合), 정반합, 정반…… 이런 식이다. 이것은

서양문화의 밑바닥을 흐르는 原旋律 이다. 그들의 문화의 어느 한 곳을 취하든 우

리는 이 가락을 적발할 수 있다. (④:388)

독고준은 헤겔을 서구 철학의 ‘원선율’이자 기본형으로 이해하였고 그렇기 때

문에, 더욱 단호하게 한국에 그것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독고준 개인의

언급이지만, 회색의 의자의 인물이 두루 헤겔에 근거하고 있는 상황의 한 방

증이 될 수도 있다. 회색의 의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보편의 언어를 필요 이

상으로 ‘강하고’ ‘도식적으로’ 질문함으로써, 한국의 근대성을 가늠하고자 하였

다. 이들은 보편의 언어인 헤겔을 통해 ‘과잉’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에 근거

하여 한국 사회의 현단계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서양의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역사의 보편적 ‘발전’을 추상하고 이론화하며,

그 ‘보편’을 기준으로 한국의 위치를 가늠하는 독고준의 질문방법은 1930년대

중반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의 질문법과 닮아 있다.

특히 1930년대 맑스주의 지식인들 역시 헤겔과 맑스의 역사철학을 도식적이고

단계론적으로 이해하고 ‘고대-중세-근대’라는 형식에 근거하여, 식민지 조선이

도달한 역사의 단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들은 조선에서도 역사발전의 법칙

이 보편적으로 실현되는지, 조선에서도 근대가 가능한지에 대해 심문하였다.310)

309) 독고준 역시 끝내 ‘갇힌 세대’ 동인에 가입하지 않는다.
310)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류준필, 형성기 국문학연
구의 전개양상과 특성 ,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박형진, 1930년대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과 이청원의 과학적 조선학 연구 , 역사문제연구 38, 역사문제연
구소, 2017 등 참조. 참고할 만한 예로서, 식민지 맑스주의를 통해 자기를 형성한
주체로서 유진오는 한국전쟁 중에 ‘유진오의 누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집안식구를
괴롭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북한의 공산주의를 두고 “封建思想”과 결합된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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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을 격하여 1930년대의 식민지 주체의 질문 방식을 1960년대의 후식민지

주체가 반복하는 것은 한국이 ‘식민지’라는 조건으로 세계사에 접속했기 때문이

다. ‘식민지’로 세계사에 접속한 그 자신의 전통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해

방 이후에도 식민지의 문화적 조건은 지속 및 온존되었다. 회색의 의자의 독

고준은 후식민지라는 조건을 발견한 인물로 서구’를 보편과 표준으로 이해하며

‘주인’이 되고자 했던 1930년대 식민지주체의 세계인식과 실천을 반복하는 방식

이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길은 ‘환멸’311)에 도달하게 된다.

□3 독고준의 고민을 역사화하기

회색의 의자는 근대 서구와 후식민지 한국의 시간적 낙차 속에서 고민한 독고
준의 형상을 제시하였다. 회색의 의자의 서술자는 독고준을 비롯한 후식민지 주

체들이 “수인(囚人)의 언어”(③:359~360), 곧 ‘노예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고 언

급하였다. 그리고 회색의 의자에서 제시한 바, ‘노예’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

게 세 가지였다. 첫째 길은 ‘노예’의 환상에 충족하고 만족하는 길이 그것이다. 회
색의 의자의 캠퍼스 대화 부분에 삽입된 노예선 이야기에 등장하는 노예가 이에

해당한다. 노예들은 폭포를 향해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배에 탄 채, 갑판의 텔레비

전에 투사된 USA라는 배의 화려함에 감동할 뿐이었다(③:356). 이 길은 구체적으

로는 법률학을 공부하고 ‘고등문관’이 되었던 식민지 노예들이나 ‘이공계’의 길을

운 後進性”을 확인했던 입장 역시 함께 둘 수 있을 것이다(유진오, 서울탈출기 ,
고난의 90일, 수도문화사, 1950, 26-27면).

311) 권보드래, 최인훈의 회색인 연구 , 242면. 한 가지 부기해야할 것은, “가족이
없다, 그러므로 자유다. 이것이 우리의 근대선언이다.”라는 선언의 현실성과 정향
이다. 서은주는 독고준의 이 선언이 의지적 선택이기보다는 주어진 운명에 가까
웠다고 이해하며, 그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과 고향을 잃었기 때문에 독고
준의 근대 선언은 ‘비극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의 ‘근대선언’에도 불구하고, 독고
준이 가족, 혈연, 고향에 향수를 느끼고, 조부의 흔적과 일가를 찾으러 안양 인근
P면으로 향한 것은 그 때문이다(서은주, 최인훈 소설 연구 , 56면). ‘가족’이라는
계기는 특히 소설 속 인물 독고준과 현실의 최인훈이 갈라지는 지점이기도 하다.
보통 독고준의 성격 구성에는 최인훈의 자전적 요소가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이
해되지만, 독고준의 월남이 단신이었던 것과 달리 최인훈의 월남은 가족과 함께
였고, 국가도 사회도 없는 곳에서 그는 끝내 가족과 함께였다. 탈냉전기에 발간한
자전적 소설 화두의 첫 권은 이미 이민한 가족을 따라서 미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돌아갈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의 문제를 통해 서사의 긴장을 얻는
다. 이것은 실제 최인훈이 1970년대 중반 도미 중에 겪었을 고민일 가능성이 높
다. 즉 독고준의 당위적 ‘선언’과 최인훈의 ‘현실’ 사이의 간극은 상당하였는데, 이
간극이 주체에게 어떤 부담으로 기능하며 어떤 미적 효과를 가져오는지는 추후
의 작업으로 밝히고자 한다.



- 132 -

간 해방 후 노예의 길(⑧:379), 혹은 성찰 없이 모방과 자기계발에 몸을 맡긴이들

이 걸어 간 길이다. 이들은 상처에 화장품을 바르며 거짓 위로를 주고받는다

(⑩:361). 둘째 길은 서양이 제시한 문제틀 자체를 거부하는 길로, 회색의 의자의
황선생이 선택한 길이다. 그는 “동양사람이 제구실을 하는 길은 이 서양사적 문제

제기를 거부하는 일”이며, 서양인의 “출제방식 그자체를 거부하”고 “우리들의 도

식(圖式)도 출제”하자고 주장할 것을 제안한다(⑦: 393). 그러나 이는 보편과의 소

통을 스스로 닫는 길이었다.

셋째 길은 위의 두 길 사이에 존재하는 길이자, 독고준이 걸어간 길이었다. 회색
의 의자에서 독고준은 노예의 ‘환상’에 사로잡히지는 않지만,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자 하며 보편의 언어를 재귀적으로 선언하고 반복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는 선언

과 “실수”(◯13 :298)를 반복하는 회로 안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독고준이 걸어가지는

않았지만, 상상을 했던 다른 길도 있었다.

그런 속임수에 자꾸 따라갈 게 아니라 주저앉자. 나만이라도. 그리고 전혀 다른 해

결을 생각해보자. 한없이 계속될 이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를 단번에 역전(逆轉)

시킬 궁리를 하자. (⑩:360)

독고준이 가지 않은 길은 주인(아킬레스)과 노예(거북이)의 관계를 정지시키

고자 ‘주저앉’는 길이었다. 침몰선의 길과 황선생의 길은 방향은 달랐지만 어디

론가 (따라)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여기서 독고준은 따라가지 않고

주저 앉는 방식을 상상하고, 노예로부터 가능한 사유의 길을 ‘궁리’한다. 움직임

을 멈추었다는 점에서 그는 후진국경제성장론이나 보편과 진보를 향한 욕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사유할 계기를 마련한다. 하지만 이 길 역시 ‘단번에 역전시

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다시금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회수될 여지를 남긴다.

이러한 독고준의 고민은 단지 논리의 영역에서 제시되는 고민만은 아니었다.

서구와 아시아를 선진과 후진의 틀로 이해하고, 아시아를 뒤쳐진 시간성의 공간

으로 이해한 인식은 1960년대 한국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문화적 정향과 관련하

여 중요한 논점이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의 군사정권과 이에 동의하는 지식인

들은 자신들의 쿠데타를 후진성의 극복과 ‘근대화’라는 목표 아래 정당화 하였

다. 그들은 자신들의 쿠데타를 후진국 민족주의 혁명으로 이해하였고, 후진사회

의 근대화를 위해서 독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유보하였다.312)

1960년대 초반 최인훈은 회색의 의자에서 독고준의 유비와 과잉을 반복하

312) 홍정완, 전후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와 근대화 담론의 형성 , 217-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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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는 그 역시 근대 서구와 후식민지 한국을 시간적 거리 속에서 이해하

며, 그 거리에 고민한 것이었다. 1960년대 초반에는 최인훈 또한 근대의 직선적

시간관을 취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최인훈은 1960년대 초반과는 다소 다

른 방식으로 한국의 후식민성을 문제화하며, 또한 다른 시간의식을 발견하게 된

다. 그것은 1920-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문화적 실천을 그 자신의 전통으로 형

성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였는데, 이 문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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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 근대의 ‘전통’ 형성과 아시아의 시간

3.2.1. 일본어 독서 경험과 반복되는 질문들

□1 후식민지의 근대와 ‘전통’ 형성의 곤혹

식민지의 상태로 세계사에 접속하였던 한국의 지식인들은 세계와의 동시대성

/후진성의 조건을 탐색하고 그로 인해 ‘전통’ 형성의 불가능성을 고민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정, 대안 모색, 봉합과 초월 등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기획하였다.

앞 절에서 살펴본 광장과 회색의 의자에서 볼 수 있듯, 최인훈 역시 그 문

제를 자기화하면서 ‘후식민지’라는 문제틀을 제안하였으며, 1960년대 중반에 이

르러서도 최인훈은 이 문제를 거듭 고민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캐럴 4 (현대문학, 1966.3.)는 역사의 현장인 서구에 유학한 한

국의 지식인이 한국의 전통 부재를 뼈아프게 인식하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겉

이야기는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의 이야기이며 속이야기는 십수 년 전 유

럽의 도시 R에 유학하던 시절의 ‘그’의 이야기이다. R은 중세의 은성했던 상업

도시이자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요람지 중 하나로, ‘그’는 한국전쟁을 뒤로하고

서구 문화사 공부를 위해 유학길에 올랐던 터였다.

그러니까 대학에도 그는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어딘가 겉도는, 무

거운 기분을 안고 강의실을 나오곤 했다. 교수들에게서 그는 늙은 신기료장수를 보

고 있었다. 머리가 희끗한, 거칠고 마디 굵은 손가락을 가진, 등은 굽고 허우대는 큼

직한 늙은 신기료 장수. 그들이 학문을 다루는 솜씨가 그런 연상을 때가 지날수록

더욱 짙게 새겨주는 것이었다. 중세도시에서의 피혁(皮革)업자들의 활동이 나온 어

느 시간에 당시의 피혁의 산지며, 말가죽 이기는 법이며를 설명하는 교수를 쳐다보

면서 그는 자기인상의 정확성에 아뜩하도록 취해버린 적이 있었다. 이 튼튼한 심줄

과 굵은 손가락마디를 가진 노인들에게 학문은 무슨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 손가락

으로 주무르고 이기고 꿰매는 아교풀이고 암말의 허벅지 안가죽이고 쇠못이고 구두

창이었다. 학문은 그들에게는 논리적 조작이 아니라 손에 익은 수공업이었다. 그러

한 손가락마디가 또한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것은, 학문은 코즈머폴러턴한 것

이며 관념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온 동방의 이방인 학생에게 어떤 모욕을 느끼게 했

기 때문이다.313)

운하의 도시 R에서 ‘그’는 대학교수의 학문을 보고 들으면서 후식민지의 지식

313)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4 , 현대문학, 1966.3,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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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서 이질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가 보기에 서구의 학문은 중세 이래 유럽

의 역사 및 생활과 밀착해 있었고, 관념적인 논리의 조작이 아니라 손에 익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후식민지의 지식인인 ‘그’는 한국에서 절대적 보편성으로

여겼던 가치가, 실제 서구의 현장에서는 오류를 내포한 상대적 가치 가운데 하

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다.314) 하지만 ‘그’에게 전통 부재는

당시 전쟁 중이었던 한국의 상황과 겹쳐지면서 절망으로 이해된다.

누군가 말했지. 한국의 젊은이가 전쟁터에 나갈 땐 무슨 책을 배낭속에 넣어야할 것

인가고. 개죽음이야. 완전한 개죽음이야. 죽음을 위한 최소한의 센티멘털리즘도 마련

해줄 힘이 없는 사회. 여기서 전사한다는 건 그저 사고(事故)야. 교통사고야. 〔…〕

역사가 있지 않은가. 있겠지. 허나 들쥐와 구더기들이 붕괴시켜 가는 썩은 고기와

뼈부스러기에게 역사가 어쨌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죄스러울 것 없지 않은가. 남을

위해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속이지 말자. 속이지 말자.315)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전몰학생들의 편지를 편집한 독일 전몰학생의

편지(ドイツ戦没学生の手紙)(岩波書店, 1938)는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참전했던 제국 일본의 청년 군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다. 그러나 이 역시 동아

시아나 일본의 ‘전통’이 아니었고, 서구로부터 이식한 교양주의의 결과일 뿐이었

다.316) ‘그’는 자신의 국토에서 발발한 전쟁에 참전하면서조차 배낭에 넣어 갈

책을 가지지 못한 한국의 ‘전통’ 부재에 절망하였으나,317) 다만 스스로 속이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귀국 후에 ‘그’는 크리스마스의 풍속을 모방하며 서구적 근

대화를 따르는 한국 사회에 의식적으로 거리를 유지한다. “서양 갔다온 사람이

더 구식”이라는 지청구를 들으면서도, ‘그’가 견지했던 길은 후식민지 한국의 전

통 부재를 부재 그 자체로서 인식하는 길이었다. ‘그’에게 초점화한 서술자는

314) 서은주, ‘한국적 근대’의 풍속 –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 연구 , 상
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459면.

315)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4 , 119면.
316) ヴィットコップ, 高橋健二 訳, ドイツ戦没学生の手紙, 岩波書店, 1938. 김윤식, 학병
세대와 교양주의 - 관부연락선 의 경우 , 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소명출
판, 2011, 130-134면. 최인훈과 동년배인 비평가 김윤식 역시 유년 시절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다고 회고하였다. 김윤식, 비도 눈도 오지 않는 시나가와 역, 솔,
2005, 36-38면.

317) 크리스마스 캐럴 4 에서 한국의 전통부재에 대한 초점화자 ‘나’의 절망은 ‘구
토’로 나타난다. ‘나’의 구토는 세계와의 근원적 괴리로 인한 로캉탱의 구토를 염
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캉탱의 구토가 붕괴될 인간 세계를 가진 서구
인의 구토인 것에 반해, ‘나’의 구토는 안간힘을 쓰고 붙들어 할 타인, 사물, 세계
와의 관계가 없는 구토이다. 김진규, 한국 전후소설에 나타난 자기소외의 극복
– 행동과 주체 정립을 중심으로 ,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7,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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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귀국 후 선택했던 길이 “해도 없는 항해처럼 위험에 가득 찬 것”318)이라

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발표한 크리스마스 캐럴 5 (한국문학, 1966.여름.)에서 ‘나’는 야간

산책 중에 우연히 한 외국인을 만난다. 그는 서양 제국주의가 인류에게 끼친 해

독은 경제적 수탈이나 폭리 취득뿐 아니라, 경험적인 것을 선험적인 것처럼 위

장하여 원주민의 ‘영혼’을 골탕 먹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319) 이는 한국이 스스

로의 전통을 단절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식민지의 경험과 타력에 의한 근대화

과정이었음을 진단한 의미 있는 발언이지만, 외국인의 발화라는 점에서 이에 반

응하는 한국인의 대응은 여전한 과제로 남는다. 서구의 보편성과 한국의 특수성

이라는 이항대립의 외부를 지향한 가능성은 앞서 크리스마스 캐럴 4 의 서술

자가 ‘해도(海圖) 없는 항해’라고 칭했던 것처럼,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인훈은 1960년대에 계속해서 후식민지 한국근대(문학)의

‘전통’이라는 문제를 고민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의 고민이 진화하는 과정과 그

고민에 근거한 실천으로서 소설쓰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겹쳐진 해도(海圖) － 서구의 ‘형식’과 한국의 ‘현실’

문학자로서 최인훈은 서구의 보편성과 한국의 특수성의 낙차를 문학의 ‘형식’

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하였다.320) 서구 근대문학의 형식은 세계 시장의 형성과

상품의 유통에 따라 ‘번역’과 ‘출판’을 매개로 전지구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그

결과 세계 각지에서는 ‘서구적/외래적 형식(Western/Foreign Form)’과 ‘지역적

인 원료/현실(local materials/reality)’의 결합을 통해 근대소설의 ‘전형적인’ 발생

(the ‘typical’ rise of the novel)이 이루어졌다.321)

후식민지 근대문학을 서구적 ‘형식’의 이식과 지역적 ‘현실’의 결합으로 이해

하는 방식은 1930년대 문학사가 임화의 문학사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임화는

서구 소설사의 전개과정에 유비하여 조선 소설사의 전개과정을 설명하고자 한

다. 그는 서구적 근대문학이라는 ‘형식’의 전파와 이식이라는 시각에서 조선 근

대문학의 특질을 가늠하였는데, 그는 조선에도 서구적 의미의 소설 ‘전통’이 존

318)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4 , 123면, 122면.
319)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 한국문학, 1966.여름, 188-189면.
320) 장성규는 “최인훈의 후기-식민지로서의 남한에 대한 인식은 곧 그의 ‘소설’ 장
르가 지닌 식민성의 문제로까지 진전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장성규,
후기․식민지에서 소설의 운명 - 최인훈의 고전 서사 장르 전유를 중심으로 , 
한국근대문학연구 31, 한국근대문학회, 2015, 208면. 필자는 장성규의 의견에 동
의하며, 이 글을 구상하는 데 많은 시사를 받았기에 감사의 인사를 기록해둔다.

321) Franco Moretti, Distant Reading, Verso, 2013, pp.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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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고 거듭 강조하였지만, 매번 ‘불충분하다’라는 단서를 붙일 수밖에 없었

다.322) 서구 문학과 한국 문학의 유비적 인식과 그에 기반한 ‘전통’ 형성의 곤란

에 대한 진단은 임화뿐 아니라 최재서, 김남천, 이원조 등 1930년대 여러 비평

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323) 그 스스로 명확하게 언명하지는 않았으나 두 가

지 사례를 통해서 볼 때, 1960년대 초반 최인훈 또한 서구근대문학의 ‘형식’과

한국의 ‘현실’ 사이의 낙차를 고민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 가지 사례는 보

다 후일에 그가 쓴 산문의 한 절이다.

(A) 소설을 부르조아의 敍事詩라고들 한다. 부르조아라는 歷史的 階層이 왕성한 활

력을 가지고 富를 쌓고, 권력을 引受하고, 삶의 餘力을 기울여 새로운 그들의 生活

歷에 어울리는 감수성으로 인생을 思索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한 결과로 이룩된 문화

의 한 부분으로서 소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맞는 말이다. 예술의 本質論이라면 우

리에게도 별로 생소한 것이 아닌 반면에, 예술을 通時的으로 發生論的으로 이해하는

힘이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文學理論에서 모자라는 감각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思

考의 경향이라든가, 문학적 기질이라든가 하는 관념적인 조건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

다. 소설이 부르조아의 敍事詩라고 할 때에, (B) 현실적 전제인 <부르조아>라는 歷

史的 現實이 우리의 경우에는 결여되었거나, 기형적인 데서 오는 현실적인 당연한

귀결이다. (C) 한국작가들의 일반적인 고통은 체계로서 주어진 소설이라는 양식에

어울리는 現實的 基盤으로서의 近代市民社會의 生活歷의 쌓임이 없는 곳에서 小說

的 發想을 해야한다는 데 있다.324)

322) “춘원, 상섭, 동인 혹은 태준 같은 이의, 즉 경향 문학에 선행했다고 할 소설들
도 역시 경향소설과는 다른, 즉 고전적 의미의 소설 전통을 불충분하게인망정 조
선에 이식한 것이다. / 조선문학은 서구가 19세기에 통과한 정신적 지대를 겨우
1920년대에 들어섰으니까…… 그런데 여기 간과치 못할 문제의 하나는 조선적
본격소설과 경향소설의 과도점이 과연 서구의 20세기 소설에서 보는 그러한 위
기로서 표현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 논리의 순서로 보면 당연히 한 사람의 프루
스트, 한 사람의 조이스가 있어야 할 것이나 어쩐 일인지 이렇다 할 사람은 없었
다.” 임화, 본격소설론 ( 최근 조선 소설계 전망 , 조선일보, 1938.5.24.-28.),
신두원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3 -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292-293면.

323) 김동식, 1930년대 비평과 주체의 수사학 – 임화․최재서․김기림의 비평을
중심으로 ,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회, 2008, 189면. 대표적으로 다
음 글들이 있다. 최재서, 현대시의 생리와 성격 – 장편시 기상도 에 대한 소고
찰 , 문학과지성, 인문사, 1938; 최재서, ‘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야 – 리아
리즘의 확대와 심화 , 같은 책; 최재서, ‘단층’파의 심리주의적 경향 , 같은 책;
이원조, 아카데미 ․ 저너리즘 ․ 문학 , 사해공론, 1938.7; 이원조, 비평정신
의 상실과 논리의 획득 , 인문평론, 1939.10; 이원조, 대(代) 6월 창작평문 , 
인문평론, 1940.7; 김남천, 조선적 장편소설의 일고찰 – 현대 저널리즘과 문예
와의 교섭 , 동아일보, 1937.10.19-23. 등.

324) 최인훈,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作品들 – 어떤 書評 , 역사와 상상력, 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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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훈은 근대소설을 ‘부르주아’의 서사시로 이해하는 헤겔-루카치의 관점을

수용하면서도(A), 한국에서는 “<부르조아>라는 역사적 현실”이 결여되었다고

진단하였다(B). 그리고 현실 기반으로서 시민사회와 그 ‘전통’이 부재한 상황에

서 서구 시민사회의 문학적 양식인 ‘소설’을 창작해야하는 후식민지 한국 작가

들의 곤혹(C)을 명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때 최인훈의 고민은 그보다 한 세대

앞선 문학자였던 임화와 김남천이 1930년대 중후반에 가졌던 고민을 반복한 것

이기도 했다. 1937년 김남천은 (a) “‘로만’이라는 장르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형식”이기 때문에, (b) “조선에 있어서의 자본주의가 가장 뒤떨어

져서 그의 걸음을 시작하였고 다시 그것이 급히 기형적인 왜곡된 진행”을 했기

때문에 (c) “조선에 있어서 ‘로만’의 꽃이 아름답게 만발할 수 없었다.”라고 진단

하였다.325) 임화와 김남천은 193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근대의 파행성은 부르주

아 계층의 미성숙을 야기했고, 그것이 소설 양식의 분열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들의 논리는 1930년대 후반 루카치의 이론 수용을 통해 보다 정교해진다.326)

1930년대 중후반 임화와 김남천의 고민에 겹쳐서 최인훈은 루카치의 소설론

에 기대어 서구적 ‘형식’과 한국적 ‘현실’ 사이의 거리를 고민하고 있었다. 루카

치를 참조한 최인훈의 글은 1970년대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1963년 6월에 발표

한 회색의 의자 첫 회에서 한국 인텔리의 “전형”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이광

수의 문학을 고평하는 김학의 비평에 대해, 독고준은 루카치에 근거하여 칭찬하

사, 1976, 144-145면. 이 글의 초출 서지는 추적 중이다. 최인훈의 첫 문학론집인
문학을 찾아서(현암사, 1971)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며, ‘오늘의 散文選集’ 17권으
로 간행된 역사와 상상력(민음사, 1976)에는 수록되어 있다. 1970년대 초중반에
쓴 글로 추측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후에 최인훈 전집 12 - 文學과 이
데올로기(문학과지성사, 1979)에 수록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 책에 실린 다른
글과 마찬가지로 몇 군데 구절이 누락되었다. 최인훈 전집 12 - 文學과 이데올
로기의 편집 과정에 관한 텍스트 비평은 정영훈, 최인훈 전집 문학과 이데올
로기의 제 문제 , 국제어문 74, 국제어문학회, 2017, 422-432면 참조.

325) 김남천, 조선적 장편소설의 일고찰 – 현대 저널리즘과 문예와의 교섭 (동아
일보, 1937.10.19.-23.), 정호웅․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1, 박이정, 2000, 279
면.

326) 임화, 조선신문학사론 서설 (조선중앙일보, 1935.10.9.-11.13.), 임규찬 편 임
화문학예술전집 2 – 문학사, 소명출판, 2009, 394면. 이러한 입장은 개설 신문
학사 , 소설문학의 20년 에서도 유지된다. 박진영, 임화의 문학사론과 신문학사
서술 , 책의 탄생과 이야기의 운명, 소명출판, 2013, 422-425면. 1930년대 중후
반 루카치의 부르주아 서사시로서의 장편소설 을 포함하여 소련 콤아카데미의
문예백과전서 시리즈가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ルカッチ, ブルジョア敍事詩としての長
篇小說 , 熊澤復六 訳, 短篇 ․ 長篇小說, 淸和書店, 1937, 98-189頁. 책의 간행
은 1937년 6월이며, 앞서 인용한 김남천의 글은 1937년 10월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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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327) 최인훈이 1960년대 초반 루카치를 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1960년대 중반 최인훈 창작과정의 변모에서 확인 가능하

다. 그의 초기작인 광장과 회색의 의자는 남성 지식인에 초점화한 ‘교양소

설’의 형식으로 창작되었다. 루카치는 내면성과 세계의 “화해가 힘든 싸움과 방

황 속에서 추구되어야만 하지만 결국에는 발견될 수 있다는 형식적 필연성”을

교양소설의 특징으로 보았으며, 나아가 프랑코 모레티는 ‘교양소설’을 부르주아

청년의 불안과 이동성(mobility)에 근거한 “근대성의 상징적 형식”으로 이해하였

다.328) 광장과 회색의 의자 역시 청년 남성 주동인물을 설정하여, 그의 내

면과 세계의 불화를 통해 그들이 이동하고 교양형성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서사

가 진행된다.329) 하지만 서구와 한국의 거리감과 그것의 역사적 기원을 탐색하

며 아포리아에 봉착한 독고준이 등장하는 회색의 의자 이후, 최인훈은 1960년
대에는 더 이상 ‘교양소설’ 형식의 소설을 창작하지 않는다. 그는 ‘사건의 연속’

으로서 ‘서사’라는 형식330)에 거리를 두고, ‘방송의 소리’ 형식으로 논리와 사변

을 제시하는 총독의 소리 연작로 대표되는 다양한 서사적 실험으로 나아간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볼 때, 1960년대 초반 광장과 회색의 의자 이후 최

인훈 또한 1930년대 비평가들과 마찬가지로 후식민지 한국에서 서구적 근대성

에 근거한 양식인 ‘소설’ 창작의 가능성이라는 질문 앞에 섰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캐럴 4 의 서술자는 후식민지 한국의 ‘전통’ 부재

를 부재 그 자체로 인식하는 ‘그’의 행로에 관하여 ‘해도 없는 항해’라고 칭하였

으나, 1960년대 초반 냉전 체제하 탈식민국가 한국의 지식인 최인훈 앞에는 ‘해

도’가 한 장 놓여 있었다. 그것은 최인훈 자신에 앞서 20세기 초반 식민지 조선

의 지식인들이 거듭 고민하고 절망하였던, 보편성과 특수성, 동시대성과 후진성

의 문제라는 ‘실패’한 해도였다. 그리고 최인훈은 그에 앞서 같은 고민을 했던

문학자들의 고민에 자신의 고민을 겹쳐 두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최인훈의 고민과 질문의 방법이 1930년대 비평에 대한

327) 최인훈, 회색의 의자 1, 302면.
328) 게오르그 루카치, 김경식 역,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7, 157-161면; 프
랑코 모레티, 성은애 역, 세상의 이치, 2005, 58면.

329) 최인훈의 광장과 회색의 의자를 교양 소설로 이해한 선행 연구는 권보드
래, 최인훈의 회색인 연구 , 민족문학사연구 11, 민족문학사학회, 1997,
231-242면; 복도훈, 1960년대 한국 교양소설 연구 – 4․19 세대 작가들의 작품
을 중심으로 ,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4, 39-85면; 이경림, 서사의 창조에 의한
자기 정위(定位)의 원칙 - 최인훈의 회색인론 , 한국현대문학연구 42, 한국현
대문학회, 2014, 291-325면.

330) H. 포터 애빗, 우찬제․이소연․박상익․공성수 역, 서사학강의, 문학과지성
사, 20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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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독서의 결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후일 화두
에서 최인훈은 냉전시기에 읽었던 문학사에서 월북한 문학자의 이름이 이○준,

김○천, 임○ 등으로 표기된 것을 떠올린 데서 볼 수 있듯, 그는 비평가 김남천

과 임화를 알고 있었다. 또한 해방기 원산고등중학에서 그는 임화의 시 우리

오빠와 화로 를 인상적으로 읽기도 하였다.331) 하지만 문학사 서술을 통한 진

술, 혹은 문학자의 작품을 독서하는 것과, 문학자의 비평을 직접 읽는 것 사이

에는 거리가 존재한다. 문학사나 작품은 단행본이나 교과서의 형태로 출판된 경

우 헌책방을 통해 유통이 가능하지만, 1930년대 비평가의 비평집은 최재서의 
문학과 지성(인문사, 1938)이나 임화의 문학의 논리(학예사, 1940), 해방 후 
최재서평론집(청운출판사, 1961)을 제외하고는 수득이 힘들었다. 안확, 임화, 최

재서, 김태준의 문학론이 편집되어 영인본으로 출간된 것이 1970년대 중후반이

라는 사실은,332) 최인훈이 1930년대의 비평과 문학사를 직접 읽었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 글은 최인훈이 그 자신에 앞서 서구와 한국의 낙차를 고민했던 20세기 한

국 지식인들과 ‘같은 텍스트’를 읽고 그것에 근거하여 비슷한 ‘논리’와 ‘형식’의

고민을 수행했다는 점을 숙고하고자 한다. 탈냉전기에 간행된 화두에서 최인

훈은 자신의 교양형성의 과정을 서술하였다. 그는 1953년 정부 환도 이후 서울

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는 동대문의 헌책방에서, 1950년대 중반 군복무 중에는 대

구역 헌책방에서 구한 일본어서적을 통해 지식을 형성하고 세계를 인식하였다.

그가 헌책방에서 수득한 책들은 대개 “해방 전, 40년대, 30년대, 20년대에 나온

책들”이었다. 최인훈은 그 자신이 체계적인 지도를 받지 못한 결과, 문학책, 철

학책, 일역본 서양 인문과학 서적, 검열을 피해 필요 이상으로 관념적으로 기술

된 일본 교토학파 철학자의 철학서를 ‘난독’하였다고 고백하였다. 하지만 그는

고본점을 매개로 한 일본어 독서 경험을 두고 “나의 대학”이라 명명하였다. 헌

책방을 통한 일본어 서적 독서는 당대의 보편적 경험이었다.333) 하지만 최인훈

331) 최인훈, 화두 2, 민음사, 1994, 40면; 최인훈, 화두 1, 민음사, 1994, 73-74
면.

332) 1977년 형륜문화사(亨倫文化社)는 자산 안확의 조선문학사, 최재서의 문학
과 지성, 김태준의 조선한문학사, 임화의 문학의 논리, 조선 신문학사 –
조선일보(1940년)인문평론 등을 영인하였다,

333) 김윤식 또한 수복 후 폐허가 된 서울에서 청계천 헌책방에서 일본어역 서구문
학을 읽었음을 회고하였다. 김윤식, 내가 살아온 20세기 문학과 사상 - 갈 수
있고, 가야할 길, 가버린 길, 문학사상, 2005, 570-573면. 1933년생인 소설가 남
정현은 1950년-1960년대를 ‘고서점의 시대’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어떤 책을 읽고
자 마음을 먹고 정신없이 고서점을 뒤지면 어딘가에서는 그 책을 꼭 발견할 수
있었고, “아무리 혹독한 권력도 우리들의 정신세계의 문을 완전히 닫을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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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본어 독서를 통해 스스로를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과 같은 ‘지적 세대’로

이해한 점,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지적 고민과 세계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언

급한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

아직 우리말로 된 읽을 만한 책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서양말 공부를 차근차근

해간다는 자각도 없으면서 마음만 급하기 때문에 해독력이 있는 일본말 번역의 서

양 저자들의 인문과학 책에 정신의 형성을 의존했다는 것을 보면, 20년대나 30년대

의 지식인 선배들과 같은 지적 세대로 나를 분류하고 싶다. / 생물학적 세대 기준에

상관 없이 나는 지적 정보물의 공급 원천을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이

나, 박태원, 이태준 같은 사람들에게 나는 지식 종사자로서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동경에 유학한 적이 없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와세다>며 <명치> 대

학에 다닌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지식인으로서는 20년대와 30년대의 그들의 지적

방황과 인간적 고뇌를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334)

최인훈은 그에 선행한 ‘선배’들이 도쿄의 대학거리에서 읽었던 책을 자신도

뽑아 읽었다는 점을 특기하면서, 이 경험의 의미를 “20년대와 30년대의 선배들

의 <의식>이 나의 의식이 된다는 빛나는 기적”으로 평가하였다.335) 나아가 그

는 “식민지체제에서 살았던 선배 문학자들의 여러 모습과 태도가 언제부턴가

남의 일 같아 보이지 않”았다고 고백하기도 하였다.336)

최인훈의 루카치에 대한 이해는 그와 같은 세대 비평가였던 김윤식의 글에

대한 참조의 결과일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337) 여러 가능성과 진위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어 독서라는 공통의 경험의 결과, 1930년대 비평가들과 최인훈

이 세계 인식의 기반과 논리 구성의 방식을 어느 정도 공유하였다는 사실이다.

최인훈은 학업 중단으로 인해 끝내 제출하지 않은 학부 졸업논문이 헤겔의 법

철학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는데,338) 헤겔의 세계사 인식은 1930

던 모양”이라고 평하였다. 남정현․한수영, 환멸의 역사를 넘어서 - 기억의 편
린을 더듬는 한 전후세대 작가의 시간여행 , 실천문학, 2012 여름, 97-98면.

334) 최인훈, 화두 2, 205-206면.
335) 최인훈의 일본어 독서에 관해서는 최인훈, 화두 2, 205-207면 및 213-216면
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336) 최인훈, 화두 2, 민음사, 47면.
337) 헌책방을 통해 1930년대 소련콤아카데미의 문예백과전서의 번역서를 읽었을
수 있으며, 1955년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도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ルカーチ, 原
田義人 訳, 小説の理論, 未來社, 1955. 김윤식은 등단 추천 평론 중 하나인 역
사와 비평 에서 루카치의 리얼리즘 藝術의 基礎 를 인용하였다. 김윤식, 역사와
비평 (현대문학, 1962.9.), 한국문학의 논리, 일지사, 1974, 48면.

338) <광장>의 최인훈, 서울법대 명예졸업장 받았다 , 한겨레, 20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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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문학자들과 최인훈이 공유한 세계 인식의 기반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높

다.339) 1930년대 문학자들과 최인훈은 공히 일본어라는 지식의 매개(medium)로

서구적 근대성, 역사철학의 입장을 형성하였으며, 서구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일

종의 ‘표준’으로 인식하고 서구 근대와의 단계적 거리를 통해 한국의 현재를 가

늠하였다. 물론 문제의 파악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지만, 1936년생

최인훈은 1900년대에 태어나 1930년대에 활동하였던 문학자들의 다음 자리에

서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선배들과 다른 방향에서도 모색될 수

있었다.

3.2.2. 한국근대문학의 ‘전통’과 보편성의 역사적 탈구축

□1 겹쳐 쓰기를 통한 후식민지 근대문학의 ‘전통’ 탐색

후식민지 한국의 ‘전통’ 부재라는 상황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럴 4 의 ‘나’는

전통 부재 자체를 부재로서 견지하는 ‘해도 없는 길’로 나아갔다. 그에 반해서

후식민지 주체(postcolonial subject) 최인훈은 식민지 주체(colonial subject)의

해도에 ‘겹쳐진 해도’ 앞에 서 있었다. 크리스마스캐럴 4 의 ‘나’와 1930년대 식

민지의 문학자들은 서구의 보편성과 후식민지의 전통 부재라는 이항대립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지만, 1960년대 후식민지의 문학자 최인훈에게는 그에 앞서 같

은 질문을 고민하였던 1920-1930년대 선배 문학자들이 있었다. 최인훈이 선택한

길은 식민지 조선의 문학자들의 문학적 실천에 그 자신의 문학적 실천을 겹쳐

써서 후식민지의 근대문학 자체를 하나의 ‘전통’으로 형성하는 가능성을 탐색하

는 길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문학 역시 완미한 근대문학은 아니었고, 당대 비평

가들의 시각에서는 불만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인훈은 역설적으로 식민지 조

선의 근대문학의 역사적 경험과 유산에 후식민지 작가 최인훈 자신의 소설을

겹쳐 쓰는 방식으로 후식민지에서 ‘전통’ 형성가능성을 탐색하였다.

339) 헤겔은 세계사를 ‘절대정신’의 자기 서술로 이해하면서, 자유의 의식을 원리로
삼아 ‘단계별’ 진행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의 시각에 따르면 서양은 그리
스에서 자유의식이 싹튼 이래 시민혁명으로 근대국가체제가 성립하였지만, 동양
은 전제정 아래 머물러 있었다. G.W.F. 헤겔, 서정혁 역, 세계사의 철학, 지식
을만드는지식, 2009, 76면. 서구의 역사를 표준이자 보편사로 이해한 헤겔의 입장
은 이후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생산양식의 발전사로 전유되면서, 역사발전의
법칙으로 정식화되었다. 또한 아시아를 보편사로부터 벗어난 ‘아시아적 생산양식’
으로 이해하는 시각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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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훈은 1960-1970년대 자신의 소설 곳곳에 식민지 조선의 문학자들에 대한

관심을 기입해 두었다. 대표적인 문학자는 이광수이다. 이광수는 회색인에서
정치학도 독고준의 비평의 대상이 되며, 서유기(1966-1967 / 1971)에서는 직

접 등장하여 성찰적 시선으로 ‘자아비판’을 수행하였다. 회색의 의자와 서유
기에서는 이광수의 소설 흙과 식민지 인텔리의 전형으로서 허숭의 성격 분

석에 관심을 가지지만,340) 최인훈은 이광수를 소환하여 “이광수의 존재로 비롯

되는 한국의 근대문학 혹은 근대지성사의 빈곤과 상처에 대한 재인식”하고자

하였다. 최인훈에게 이광수는 문학자이기보다는 “식민화된 지식인”의 전형이었

고, 그의 ‘대일협력’에 대한 자기비판과 식민지-지성에 대한 역사적 성찰에 관심

을 두었다.341)

회색의 의자 이후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최인훈

은 그 자신에 앞서 한국근대문학사에 등장했던 문학자들의 구체적인 흔적을 자

신의 소설에 기입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고, 그들의 글쓰기에 겹쳐서 소설을

창작하였다. 이 글은 선행 연구의 성과를 참조하여,342) 후식민지(postcolonial)

지식인 최인훈이 수행한 ‘겹쳐 쓰기’를 탈식민적(decolonial) 글쓰기 실천으로 이

해하고자 한다.343) 후식민지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한 ‘전통’ 부재의 상황에 대응

340) 회색인에서 김학은 이광수를 ‘흙의 작가’로 칭하면서, 독고준에게 흙과
같은 소설을 쓰라고 권고한다. 아울러 서유기에서 독고준의 기차 여정은 흙
에서 정선의 자살 시도 장면과 오버랩된다. 전소영, 전유appropriation와 투쟁하
는 전유ex-appropriation, 최인훈의 춘원 , 한국현대문학연구 48, 한국현대문학
회, 2016, 460면.

341) 서은주, 해방 후 이광수의 ‘자기서술’과 고백의 윤리 , 민족문화연구 43, 고
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3, 267면 및 265면. 1962년 이광수전집의 간행 이후,
이광수의 계몽사상, 근대의식, 문학사상 등은 학술적으로 점검되었으며 때로는 논
쟁을 낳았다. 특히 한국근대문학사에서 이광수의 개척자로서 업적을 인정하는 조
연현 등 한국문학연구자에 대하여, 송욱, 김붕구, 김현, 정명환 등 외국문학연구자
들은 비판을 제기하였다. 최인훈의 서유기 역시 이러한 논의의 자장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같은 글, 4장)

342) 이후 이 장의 분석은 이 글이 최초로 제시한 것도 있으나 여러 선행 연구가 이
미 제출한 바도 있다. 이 점에서 이 글은 선행연구의 성과 덕분에 가능하였다. 후
학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다만 이 글은 선행 연구의 분석에 이 글
의 발견을 더하여, 최인훈에게 한국 근대문학자의 글에 겹쳐 쓰는 것의 의미와
양상을 보다 전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43) ‘겹쳐 쓰기’는 제라르 쥬네트의 Palimpsestes(1982)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것
이다. 팔림세스트(Palimpsestes)는 ‘처음에 적은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다른 문
자를 기록한 양피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원래의 글자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기에
대개 새로운 문자 아래에 옛 문자가 비쳐(겹쳐) 읽혔다. 쥬네트는 팔림세스트에
착안하여 어떤 텍스트는 항상 다른 텍스트를 숨기고 있으며, 하나의 텍스트는 새
로운 텍스트와 옛 텍스트가 중첩하는 장(場)으로 존재한다고 이해하였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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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겹쳐 쓰기를 통해 ‘전통’을 형성하는 작업은 식민성 극복과 보편성 인식의

가능성을 겨냥하기에 탈식민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인훈의 ‘겹쳐 쓰기’

는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수행되었다. ① 전문 인용, ② 흔적 삽입, ③ 기법의

차용이 그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①, ②, ③의 과정은 최인훈 소설에서 순차

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수행된 겹쳐 쓰기의 과정은 후식민지에서

서구적 양식으로서 근대소설을 쓴다는 것의 의미를 탐색하는 최인훈의 고민과

모색이 진화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① 전문 인용을 통한 식민지 문학이라는 망각된 ‘전통’의 제시

최인훈 소설에서 전문이 인용되는 작품 중 첫 번째는 회색의 의자에 인용

된 정지용의 향수 이다. 이 소설에서 김학은 부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고향 경주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그는 해군장교인 형과 함께 불국사가 있는

토함산을 오르며, ‘향토(鄕土)’로부터 구원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한다. 그날 밤,

한 방에서 잠을 청하며 김학의 형은 그에게 정지용의 향수 를 읊어준다. 이때

서술자는 정지용의 향수 를 전문 인용하여 제시한다. 고향을 사랑하느냐는 김

학의 질문에 형은 자신이 고향을 사랑하기보다는 “고향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을 알게 됐”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김학은 끝내 형의 의견에 공감하지 못하며,

오히려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돋아 고시는 고향의 밤이

어떤 시대의 젊은 이에게는 차라리 반역하고 싶은 아픔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며 “혁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344)

김학의 결론을 염두에 둘 때 정지용의 향수 는 그에게 울림을 주지 못하였

지만 회색의 의자의 서술자는 정지용의 향수 를 전문 인용하였다. 몇 군데

글자의 출입과 줄갈음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최인훈은 정지용 시

집에 실린 향수 를 인용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345) 동시에 최인훈은 김학

중첩한 텍스트에 대한 ‘이중(二重)의 읽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관계성의
읽기’(팔림세스트적 읽기)를 시도하였다. ジェラール ジュネット, 和泉涼一 訳, パラン
プセスト―第二次の文学, 水声社, 1995, 726-727頁 참조. 1960-70년대 최인훈은 식
민지 조선의 근대문학의 ‘유산’에 자신의 소설을 겹쳐 썼다. 따라서 그의 소설에
는 1960-1970년대의 텍스트와 1920-1930년대의 텍스트가 중첩되는 장으로 존재
하였다. 이 글은 1920-30년대 선행텍스트와 1960-70년대 후행텍스트의 관계를 염
두에 두고 최인훈의 겹쳐 쓰기를 독해하고자 한다.

344) 최인훈, 회색의 의자 5 , 세대, 1963.10, 352-353면.
345) 정지용, 향수 , 정지용 시집, 건설출판사, 1946, 39-41면. 최인훈이 참고했던

정지용 시집이 시문학사(1935)본인지 건설출판사(1946)본인지는 확인이 불가능
하다. 다만 그가 조명희의 낙동강은 건설출판사본으로 소장한 것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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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지용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본 정도의 지식을 가진 이로 설정하고, 김학의

형을 향수 를 암송할 수 있는 이로 설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최인훈은 시인

정지용과 그의 시라는 망각된 ‘전통’으로서 한국근대문학의 존재를 환기하고 있

다. 정지용이 망각된 것은 세대적 경험에 따른 문화적 단절의 결과인 동시에 냉

전에 따른 것이었다. 정지용은 한국전쟁 이후 월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전

이후 한국의 공식적인 표상공간에 등재될 수 없었다.346)

회색의 의자가 환기하고 소환한 정지용은 월북시인이자 식민지 조선의 시

인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대 후반에 대학생이었던 김학과 독고

준 세대는 식민지의 경험보다 냉전과 열전의 경험을 보다 가까이 느끼는 세대

이며, 요코하마 항구의 포격 충동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 김학의 형은 식민지

에 대한 기억을 보다 또렷이 가진 세대이다. 앞서 보았듯, 최인훈 소설의 주제

변모과정을 참조한다면 4.19 혁명 직후 광장(1960/1961)은 ‘냉전’이라는 문제

틀에 근거하였으며, 한일협정 직전에 발표된 회색의 의자(1963-1964)는 ‘냉전

과 식민지의 겹침’으로 문제틀이 확장된다. 최인훈은 회색의 의자에서 식민지

를 경험하고 그 시기 문학의 ‘전통’을 기억한 형이, 1950년대 후반 대학을 다니

며 이후 4.19 혁명을 주도할 동생 세대에게 식민지 근대문학이라는 ‘전통’을 환

기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한 연구는 김학의 인물 형상을 두

고, 경주를 고향으로 가졌다는 점에서 소설가 김동리의 형상과 루카치로 명명된

다는 점에서 비평가 김윤식의 형상을 조합한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

다.347) 이 점을 참조한다면, 최인훈은 김동리와 김윤식의 섞인 형상으로 표상되

는 1960년대 한국근대문학에 대하여 식민지 근대문학의 ‘전통’의 존재와 의미를

하다. (최인훈, 화두 2, 263-264면.) 시기적으로 볼 때 더 가깝고 해방공간의 출
판물은 1950년대 헌책방에서 수득이 어렵지 않았다. (오제연, 1960-1971년 대학
학생운동 연구 ,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4, 62-66면.) 이 글에서 식민지 시기 문
학자의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 해방공간의 것을 중심으로 인용한다.

346) 훗날 최인훈은 1980년대 말 ‘식민지시대 좌익작가’의 작품집이 잇달아 출간되는
것을 보면서,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였다. 그에게 1960-70년대는 ‘월북문학자’에
대한 언급과 환기가 가장 강도 높은 억압 아래 있던 시기였다. “<해방>에서 대
한민국 출발 사이에 합법 비합법으로 개방되던 역사의 진보적 흐름 속에서도 정
치적 흐름이 막힌 다음에도 비교적 융통성이 살아 있던 좌파언론은, 6 · 25전쟁
을 고비로 완전히 금기(禁忌) 사항이 되었다가, 4·19에서 5·16군대반란 사이에 다
시 살아났다가, 5·16 이후 60년대와 70년대 전부를 통해 다시 최대의 금기 사항
이 되었던 것이었다.” 최인훈, 화두 2, 55면.

347) 방민호는 김동리와 김윤식은 상반되는 역사철학과 상이한 문학적 지향을 가진
문학자들이지만, 고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등질적이며, 고향의 형이상학에 상
응하여 ‘경주=신라’와 ‘루카치’라는 이념적 푯대를 지향한다는 점을 공유한다고
지적하였다. 방민호, ‘데가주망’의 논리 – 최인훈 장편소설 회색인 , 어문론
총 6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167-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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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하는 셈이다. 회색인의 서술자가 정지용의 향수 를 전문 인용하는 수고

를 감당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김학 또한 ‘향토’에 대한 거절과 혁명의 요청이

라는 결론과는 별개로, 정지용 시의 시어를 통해서 자신의 고민을 제시하게 된

다.

전문 인용이 활용된 또 한 편의 작품은 총독의 소리 (신동아, 1967.8.)이다.
총독의 소리 는 “불란서의 알제리아 戰線의 자매단체이며 재한 지하비단체인

朝鮮總督府地下部의 幽靈放送”을 기록한 것으로,348) 방송의 발신인은 ‘총독’으로,

방송의 수신인은 ‘충용한 제국 신민 여러분’으로 설정되어 있다. 총독의 방송 소

리를 통해 최인훈은 스스로를 타자화함으로써 해방 이후 한국에 잔존하는 ‘식민

지’의 유제를 고발하고 비판하였다.349) 동시에 총독은 회색의 의자의 독고준

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없는 제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350) 그 역시

식민지에서는 보편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위에 서 있었다. 이 소설에서 ‘총독’은

‘반도’의 시인의 시 한 편을 전문 인용한다.

오 아시아의 땅! / 몇 번이고 靈魂의 太陽이 뜨고 沒한 이 땅 /

歷史의 樞軸을 잡아 돌리던 / 主人公들의 수많은 시체가 / 이 땅 밑에 누워 있음이

여

오 그러나 이제 異端과 사탄에게 侵害되고 / 유린된 世紀末의 아시아의 땅

살육의 피로 물들인 / 끔찍한 아시아의 바다 빛이여 – 2연 일부

아시아의 밤이 동 튼다 / 오 雄渾하고 莊嚴하고 永遠한 / 아시아의 길이

끝없이 높고 깊고 멀고 길고 / 아름다운 東方의 길이 / 다시 우리들을 부른다 – 7

연 일부351)

‘총독’은 제국 일본은 ‘강자의 나라’로 정신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비국민’적

인 시가 창작될 여지가 있는데 반해, 식민지 조선에서는 당대 식민주의 및 전쟁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내면화했음을 위의 시로 예거한다. 이 시는 전반부에서는

아시아의 쇠락한 형상이 제시하고 후반부에는 아시아의 부활이 선언하는데, ‘총

독’은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아시아주의’의 전형적인 구도로 이 시를 독해

한다. 서구 오리엔탈리즘에 의해 타자화되고 유폐된 동양이, 막다른 길에서 몰

348) 최인훈, 총독의 소리 , 신동아, 1967.8, 483면.
349) 구재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타자화 전략과 탈식민성 , 한중인문학연구
13, 한중인문학회, 2004, 164면.

350) “제국의 종교는 무언가? 식민지인 것입니다. 〔…〕 식민지 없는 독립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최인훈, 총독의 소리 , 신동아, 1967.8, 480면.

351) 최인훈, 총독의 소리 , 476-4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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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중인 서구를 포함하여 세계를 구원한다는 맥락이 그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

시가 오상순의 마지막 발표작 아세아의 여명 (예술원보, 1962.2.)임이 밝혀졌

다.352) 한 증언에 따르면 1946년 여름 오상순은 이 시를 탈고한 후 낙원동 단골

집에서 열정적인 목소리로 시를 낭독한 후, “解放된 또는 되어가고 있는 아시아

와 特히 韓國의 前程을 눈빛에 불을 올리시면서 熱辯”을 토하였다.353) 해방 이

후 남한의 주요 매체에서는 1946년 5월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이후, 신국가 건

설을 낙관하기 어렵게 되자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라는 세계정세에 주목하였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전개되었던 식민지 해방․독립운동에 주목하

였다. 1948년 남북정부 수립 이후에도 남한에서 약소민족의 저항에 주목하는 탈

식민적 지향은 반공주의로 온전히 회수되는 것이 아니었다.354) 구 제국 네덜란

드의 재래에 맞선 인도네시아 인민의 반식민주의 투쟁과 후식민지 한국인의 공

통성과 연대를, 이중언어세대 시인의 균열된 주체로서 독특한 자의식을 통해 형

상화한 박인환의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신천지, 1948.2.) 또한 이러

한 분위기의 산물이었다.355) 당대 역사적 맥락과 시 창작에 관한 회고를 신뢰한

다면, ‘총독’은 오상순의 시를 ‘시기’와 ‘주제’의 측면에서 시를 오독한 셈이다.

하지만 몰락한 동양의 부활을 형상화한 오상순의 시 본문에서 하나의 ‘주제’

를 특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서구와 동양의 이항대립과 동양의 부활이라는 형상

은 발화의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356) 최인훈 또

한 총독의 소리 에서는 하나의 해석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곧 오상순의 아세

아의 여명 은 특정한 해석 자체를 위해 제시된 것이라기보다는, 전문 인용을 통

해 망각된 실천과 ‘전통’의 존재를 환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352) 이행미, 부활과 혁명의 문학으로서의 ‘시’의 힘 – 최인훈의 연작소설 총독의
소리 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39,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321-322면.

353) 박상훈, 선친의 옛 벗 , 구상 편, 시인 공초 오상순, 자유문학사, 1988,
42-44면. 수필가 박상훈은 이 시를 쓰고 낭송하였던 오상순의 모습은 희망과 행
복에 찬 만취한 모습이었다고 회고하였다.

354) 홍정완, 전후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와 근대화 담론의 형성 , 152-160면 참조.
355) 박인환의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에 관해서는 최서윤, 이중 언어 세대
와 주체의 재정립 – 박인환의 경우 , 인문과학논총 73(4), 명지대 인문과학연
구소, 2014, 72-73면 주석 46 참조.

356)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전쟁논리로 동원한 ‘아시아주의’도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서구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다케
우치 요시미는 ‘침략’과 ‘해방’을 분리하는 것이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한 논의 방
식이라고 판단하였다. 대신 그는 비판과 역경을 무릅쓰고서도 ‘이데올로기’로부터
‘사상’을 추출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방식으로 ‘아시아주의’에서 사상의 에네르기
를 건져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케우치 요시미, 윤여일 역, 근대의
초극 (1959), 마루카와 데쓰시 · 스즈키 마사히사 편, 다케우치 요시미 선집 1,
휴머니스트, 2011,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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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다.

1950년대 대학 시절 최인훈은 명동의 청동다방을 찾아 오상순을 만났다.357)

1920년대 오상순은 동아시아의 국경을 횡단하여 각국의 아나키스트들과 교류하

였으며, 새로운 공동체를 구상하고 그 이상을 실천하였다. 오상순은 시라카바파

문인들과 교류하였고, 무샤노코지 사네아쓰(武者小路實篤) 등이 주장한 ‘새로운

마을[新しき村]’ 운동에 동의하였다. 이후 그는 중국 베이징(北京) 및 텐진(天津)

에서 이상촌(理想村)을 건설하고자 했던 우관(又觀) 이정규(李丁奎)를 비롯하여,

루쉰(魯迅)과 저우쭈어런(周作人) 형제, 그리고 러시아의 시인 바실리 에로센코

등과도 교유하였다.358) 1950년대 중반 최인훈은 냉전으로 인해 한반도 이남의

지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한국어로는 일정한 폭 이상의 사상을 독서

하거나 발화하지 못하는 조건 속에 있었다. 하지만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오

상순은 현해탄과 황해를 횡단하여 제국 일본과 반식민지 중국의 아나키스트들

과 연대하여 대항제국주의적 실천을 수행하였다. 오상순의 아세아의 여명 은

대항제국주의적 연대와 실천의 장소(topos)로서의 아시아를 형상화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상순의 기대와 달리, 냉전의 도래로 한국은 분단되었고 사상과 이동은

제한을 받았고,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에 의해서 일본과의 국교가 복구되나 소통

에는 많은 차질이 있었고, 공산화한 중국과는 관계 형성이 불가능하였다. 이 점

에서 오상순이 희구하였던 아시아는 1950년대 이래 망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인훈이 아세아의 여명 을 전문 인용하는 것은 망각된 아시아에 대한 상상을

환기하는 것인 동시에, 1920년대 국경을 넘었던 (반)식민지 주체들의 이동과 연

대, 그리고 다른 삶에 대한 상상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환기하는 것이었다.359)

회색의 의자와 총독의 소리 는 양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식민지 없

는 민주주의란 가능한가라는 질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이 질문은 곧 비서

357) 청동다방에서 오상순을 만난 경험은 최인훈의 소설 우상의 집 창작으로 이어
졌다.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 길에 관한 명상, 청하, 1989,
33면.

358) 김시준, 루쉰이 만난 한국인 , 중국현대문학 13, 한국중국현대문학회, 1997,
131-133면; 이은지, 1920년대 오상순의 예술론과 이상적 공동체상 , 상허학보
43, 상허학회, 2015, 265-268면; 이동매, 동아시아의 예로센코 현상 , 한국학연
구 45,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7, 193-220면.

359) 필자는 이전의 글에서 “총독이 인용한 오상순의 시는 제국 일본에 의해 동원된
‘아시아주의’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대항제국주의적인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와 실
천으로서의 아시아주의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다 단정적으로 해석
하였으나(장문석, 냉전 너머의 아시아를 상상하기?! - 최인훈과 아시아⋅아프리
카 작가회의의 어긋난 마주침에 관한 몇 개의 주석 , 한국언어문화 62, 한국언
어문화학회, 2017, 30면), 이 글에서는 오상순 시 인용의 의미를 망각된 전통의
환기로 이해하면서 서술의 어조를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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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후)식민지에서 보편성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대하여 최인

훈이 대답을 바로 마련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인훈은 보편으로서 서구와

특수로서의 한국이라는 이항대립의 외부에, 제3항으로서 망각되었던 식민지 근

대문학의 ‘전통’을 제시한다. 1960년대 중반에 최인훈이 수행한 겹쳐 쓰기①은

전문 인용의 방식으로 (후)식민지 근대문학의 망각된 전통을 현재화하고 망각된

실천과 주체의 고민을 복원하였다.

② 흔적 삽입을 통한 (후)식민지주체의 정체성 탐색

두 번째 형식은 어구와 흔적의 삽입이다. 예를 들자면 크리스마스 캐럴 3 (
세대, 1966.1.)에서 부자의 대화 중 아버지는 아들 철에게 “ 왜 그리 경풍 들린

아해처럼 놀라느냐? 경풍 들린 십삼 인의 아해들처럼. ”360) 이라고 질문한다. 여

기서 “경풍 들린 십삼인의 아해”라는 표현은 “十三人의兒孩는무서운兒孩와무서

워하는兒孩와그렇게뿐이모였오.”361)라는 이상의 오감도 시제일호 에서 가져온

것이다. 크리스마스 캐럴 에서의 흔적은 특별한 맥락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회적인 시도였다고 판단이 된다. 이후 최인훈은 특정한 맥락 속에서 식민지

시기 한국문학의 흔적을 그의 소설에 삽입하고 그에 겹쳐 썼다.

총독의 소리 3 (창작과비평, 1968.12.)과 주석의 소리 (월간중앙,
1969.6.)에 등장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형상과 흔적 삽입이 그것이다. 두 소설은

지하단체로 설정된 가상의 조선총독부 총독과 ‘환상’의 상하이 임시정부의 주석

의 라디오 방송 형식으로 서술된다. 총독의 소리 3 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

벨상 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총독’은 “국수(國粹)로 이름난 소설가가 상을

받게 된 것은 지극히 만족스러우며 본국의 귀축 미영 추종자들에게 좋은 경종

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였다. 그리고 ‘국수’의 꽃이 개화한 것에 대해 “충성한

반도의 민초(民草)와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362) 방송의 마지막에서 그

는 국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어야 했는지 긴 문장으로

제시한다.

이런 꽃을 피우기 위하여 타향의 적지(敵地)에서 철조망의 이슬로 사라진 충용한

장병이 무릇 기하(幾何)이며 웅지를 품고 대륙의 산천을 헤매면서 나라를 위하다가

불령 현지인의 손에 목숨을 잃은 자 무릇 기하이며 〔…〕㉠ 별과 고문실(拷問室)

360)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3 , 세대, 1966.1, 437면.
361) 이상, 오감도 시제일호 (조선중앙일보, 1934.7.24.), 임종국 편, 이상전집 2
- 시집, 태성사, 1958, 22면.

362) 최인훈, 총독의 소리 3 , 창작과비평, 1968.12, 623면, 6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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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를 잇는 우주와 역사의 신비를 위하여 헛되게 잠을 설친 식민지 대학생의 귀성

한 밤의 시간의 총량은 무릇 기하이며 Ⓐ 자욱한 안개속 シナノヨル 속에서 민중의

종교에 불을 붙여 물고 바이칼의 바람이 스산한 고향의 하늘 밑에서 고량이삭처럼

멋쩍었던 첫사람의 밤을 회상하는 샹하이의 소녀는 무릇 기하이며 〔…〕㉡ 현해탄

의 파도 위에서 운명한 희망과 절망은 무릇 기하이며 ㉢ 태평양 파도 깊이 누워서

제국의 미래의 시간을 지키는 눈자위에 게들이 집을 지은 백골들은 무릇 기하이며

〔…〕㉣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는 민간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하여 순교한

관리와 헌병과 구(舊)귀족들과 아편꽃과 입도선매와 노가다와 메밀꽃 필 무렵이 무

릇 기하이며〔…〕달려간 사람들의 선봉에 서서 타향의 적지(敵地)에서 철조망의

이슬로 사라진 충용한 장병들이 무릇 기하인지. 본인은 다만 가슴벅찰 뿐입니다. /

충용한 군관민 여러분 오늘을 당하여 권토중래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것만이 반

도에서 구령을 지키는 우리들의 본분이라고 알아야 하겠읍니다. / 제국(帝國)의 반

도(半島) 만세.363)

어미 “幾何ㅣ며”는 기미독립선언서 에서 식민지 하의 폐해를 나열할 때 사

용하였던 어미이다. 하지만 총독은 이를 절취하여 ‘국수’의 우수성이 드러나기까

지 제국 일본이 경험하였던 ‘감내’와 ‘수난’의 역사를 나열하는 어구로 활용하였

다.364) ‘수난’의 처음과 끝은 적지(敵地) 곧 일본이 일으킨 전쟁동안 전선(戰線)

에 나가 유명을 달리한 “충용한 장병”의 ‘감내’를 언급하기 때문에 특정한 종족

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중간 내용에 해당하는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통해 볼 때, 총독이 제시하는 ‘수난’의 역사는 제국 일본의 ‘충용한 신민’

의 경험이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조선과 반식민지 중국의 민중이 감내

했던 폭력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다. ㉠-㉣에서 서술자는 식민지

시기 한국근대문학의 흔적과 경험에 겹쳐서 식민지로서 한국이 경험했던 폭력

의 경험과 고민의 흔적을 서술한다.365) ㉠에서 ‘별’과 ‘우주’, 그리고 ‘식민지 대

학생’은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을 떠올리도록 하며, ‘별’과 ‘고문실’은 그의 안타

까운 생애를 압축한 표현이다. ㉢에서 제시한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출정했다가

태평양에 가라앉아 풍화하는 ‘백골’의 이미지는,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 에 등

장하는 “어둠 속에 곱게 風化作用하는 / 白骨”366)의 이미지를 전치한 것으로 읽

363) 최인훈, 총독의 소리 3 , 628-629면.
364) 정영훈, 최인훈 소설의 주체성과 글쓰기, 태학사, 2008, 192면.
365) Ⓐ는 중국의 경험이다. 여기서 ‘シナノヨル’는 리샹란(李香蘭)이 주연한 영화
<지나의 밤(支那の夜)>(1940)을 가리키는데, 이 영화는 반식민지인 중국의 소녀
가 가진 식민지 종주국 일본의 남성에 대한 사랑을 포착한 것인데, 강간이라는
폭력을 사랑으로 합리화하는 서사를 취하고 있다. 이행미, 부활과 혁명의 문학으
로서의 ‘시’의 힘 – 최인훈의 연작소설 총독의 소리 를 중심으로 , 325면.

366) 윤동주, 또 다른 故鄕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55,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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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에서 ‘현해탄’의 물결 위에서 ‘운명’한 ‘희망’과 ‘절망’은 임화의

현해탄 367)에서 빌려온 시어로 볼 수 있다. ㉣은 어구의 뜻 자체는 명징하지 않

으나, 이효석 소설의 제목에 겹쳐 쓴 것이다.

1930년대 한국문학자의 흔적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주석의 소리 에서 제

시되는 시인의 상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幻相의 上海臨時政府”의 ‘주석’은

방송을 통해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된 근대 500여년의 역사와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냉전 체제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보편으로서 서구의 역사를 제시한다. 그리고

서는 “근대 유럽의 선진, 중진국들이 길게는 4세기 짧게는 1․2세기에 걸쳐 이

룬 과정을 우리는 겨우 어제 오늘에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368) 정부,

기업인, 지식인, 국민의 태도와 과제에 대하여 논술한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시

인의 내면과 무의식이 많은 이미지의 나열과 함께 제시된다. 여기서 시인의 내

면과 무의식이 단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되는데, 이는 문학사적으로 박태원이

방란장 주인 에서 시도한 ‘장거리 문장’을 차용한 것이다.369)

방송이 끊긴 후 등장한 시인은 창가로 가서 후식민지 한국 도시의 밤을 조망

한다. 이때 서술자는 시인에 초점화하여 도시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피로한 일

상과 내면에 대한 이미지를 길게 제시한다. 그 가운데는 “밤을 몰아내기 위해

횃불을 밝힌다는 것이 반딧불 흘러가는 여름밤의 냇가처럼 아무일 없고 그저

아무 소용없”다는 서술이 있으며, “도시의 새벽을 마중나가는 오늘과 내일을 보

내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서마서마한 무서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것같은 무서

움에 떨면서 두렵다는 느낌이 삶의 온 힘이 되어버린 인간”의 형상이 제시된

다.370) 시인은 주석이 요청한 당위로서 후식민지 한국의 주체화 과정과, 일상의

367) “靑年들은 늘 / 希望을 안고 건너가 / 결의를 가지고 돌아왔다. 〔…〕비록 靑
春의 즐거움과 希望을 / 모두 다 땅속 깊이 파묻는 / 悲痛한 埋葬의 날일지라도
/ 한 번 玄海灘은 청년들의 눈 앞에 / 검은 喪帳을 내린 일은 없었다.” 임화, 현
해탄 (회상시집, 건설출판사, 1947), 김재용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1 – 시,
소명출판, 2009, 449면.

368) 최인훈, 주석의 소리 , 월간중앙, 1969.6, 367면.
369) 정영훈, 최인훈 소설의 주체성과 글쓰기, 193-195면. 박태원의 문장에 ‘장거
리 문장’이라는 명명을 먼저 제시한 이는 이태준이었다. “더구나 구보는 누구보다
도 先覺한 스타일리스트다. 그의 獨特한 끈기있는 치렁치렁한 長距離文章, 心理고
事件이고 무어던 한번 이 文章에 걸리기만 하면 一絲를 가리지 못하고 赤裸하게
露出이 된다. 〔…〕 仇甫의 文章은 이제 온전히 朝鮮文學의 한 文體로 存在하
는 것이다.” (賞心樓主人, 跋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문장사, 1938,
308면.) 정영훈은 박태원의 방란장주인 의 경우 한 문장의 형식으로 창작된 소
설이지만, 어느 정도의 서사가 가능하도록 통사적인 기술을 하였지만, 총독의 소
리 의 ‘한 문장’은 행위가 없기에 서사의 진행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차이가 있음
을 밝혔다. 정영훈의 평가는 주석의 소리 에도 충분히 적용가능하다.

370) 최인훈, 주석의 소리 , 373면, 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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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속에 지친 저개발국 한국인의 내면 사이에 서 있는 셈이다. 여기서 밤을

몰아내다는 이미지는 윤동주의 또 다른 故鄕 의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 “志操

높은 개”371)의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하지만, 시인의 상상 속에서는 밤을 몰아내

기는커녕 무기력한 모습으로 제시된다. 또한 일상에서 경험하는 “서마서마한 무

서움”이라는 표현은 “時計소리 서마서마 무서워.”라는 정지용의 무서운 時計

의 시구에서 가져온 것이기도 하다.372)

‘총독’과 ‘주석’은 모두 20세기 전반 한국의 식민지 경험에 대한 판단과 의견

을 제시하는 (가상) 역사적 주체들이다. ‘총독’은 해방 이후 한국의 식민성을 포

착하며 재식민화를 기도하는 부정적 인물이라면, ‘주석’은 식민지화로 인해 한국

의 근대가 완미하게 발현하지 못했음을 인식하며, 세계사와의 거리를 줄이기 위

해서 한국 사회의 각 주체와 영역이 주체화하고 근대화하는 길이 진정한 탈식

민의 요로임을 강조한다. 최인훈은 ‘총독’의 목소리 안에 식민지의 폭력에 대한

기억과 현해탄을 오갔던 식민지 주체의 고민을 삽입하며, ‘주석’의 목소리를 들

은 시인의 상념 안에 일상의 무게감을 제시한다. 그 과정에서 서술자는 윤동주,

정지용, 임화 등의 식민지 문학자가 창작한 시의 어구를 빌려와서 식민지 주체

의 고민에 후식민지 주체 최인훈의 고민을 겹쳐 쓴다.373)

최인훈이 총독의 소리 3 과 주석의 소리 에서 호명한 윤동주, 정지용, 임화,

그리고 이상은 모두 식민지 주체로서 현해탄을 건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임화는 정지용의 현해탄 시편의 구절을 패러디하여 자신의 현해탄 에 삽입한

적이 있었고, 해방 후에 출판된 윤동주의 시집에 서문은 정지용이 붙였다는 점

에서 이들의 상호 관계 역시 밀접하였다.374) 정지용, 임화, 윤동주는 제국 일본

과 식민지 조선의 차이에 대하여 체감하고 고민하였으며, 현해탄을 횡단한 경험

이후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탐색하면서 자신의 문학적 세계를 구축해갔던 문

학자들이었다.375)

371) 윤동주, 또 다른 故鄕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55, 36면.
372) 정지용, 무서운 時計 , 정지용 시집, 건설출판사, 1946, 101면.
373) 앞서 보았듯 이효석 역시 등장하지만, 그가 등장하는 맥락의 의미는 다소 파악
이 어렵기에 예외로 둔다.

374)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 민음사, 1985, 129-132면; 지용, 서-랄 것이 아니라 ,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55, 3-10면.

375) 임화의 시에 그러한 형상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식민지 조선의 “靑年들은 늘
/ 希望을 안고 건너가, / 결의를 가지고 돌아왔다. / 〔…〕/ 어떤 사람은 건너간
채 돌아오지 않았다. / 어떤 사람은 돌아오자 죽어갔다. / 어떤 사람은 永永 生死
도 모른다. / 어떤 사람은 아픈 敗北에 울었다. / - 그 중엔 希望과 결의아 자랑
을 욕되게도 내어판 이가 있다면, / 나는 그것을 지금 기억코 싶지는 않다.” 임
화, 현해탄 (회상시집, 건설출판사, 1947), 김재용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1 –
시, 소명출판, 2009, 4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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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겹쳐 쓰기②에서 검토할 것은 윤동주와 정지용, 임화의 시를 겹쳐 쓰는

방식은 앞서 겹쳐 쓰기①의 전문 인용과 달리 몹시 파편화되고 간접화된 방식

으로 제시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당대 냉전의 맥락을 감안할 필요

가 있다. 정지용과 임화가 월북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다 명징하게 드러

내는 것은 곤란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서사 기법에 관한 최인훈의 관

심에 닿아 있기도 하다. 파편화된 구절을 인용하는 방식은 식민지 조선의 근대

문학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기 때문이다. 선배 시인의 시구의 구절 하나를 빌려

와 자신이 창작물 안에서 겹쳐 쓰는 방식은 1930년대 이상이 실화 에서 시도

했던 방식이다. 현해탄을 건너 도쿄에 갔던 이상은 그 자신에 앞서 도일했던 정

지용의 카페 프란스 한 절을 실화 에 삽입하였다.376) 이 서사 기법은 이상

또한 정지용의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자각”을 공감하는 것에 더하여, 정지용

이 “10년 전에 이미 절감했던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뒤늦은 자각”과 탄식

을 포함한 기법이었다.377)

최인훈의 윤동주, 정지용, 임화 인용 또한 이상의 기법을 참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법은 후배 문학자가 자신의 고민이 선배의 고민을 뒤늦게 반복하

고 있다는 깨달음과 탄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총독의 소리 와 주석의 소리 에

서 최인훈은 자신에 선행하여 식민성을 고민하였던 문학자 이상의 창작 기법을

활용하면서, 정지용, 임화, 윤동주 등 식민지 주체의 고민에 후식민지 주체로서

자신의 고민을 겹쳐 썼다. 식민지에서 ‘조선’의 정체성과 ‘문학’의 수행성을 고민

하며 주체를 구성하였던 선배 문학자들에 겹쳐 쓰면서, 최인훈은 후식민지에서

‘한국’의 정체성과 ‘문학’의 수행성을 고민하며 주체를 구성하였다. 흔히 총독의

소리 연작과 주석의 소리 는 최인훈의 서사 실험의 극점에 놓이며, “화자가

없거나 화자와 환청의 거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소설”로 “우리 모두 악령의

지배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데올로기적 소리들만 남”

을 정도로 서사를 파괴한 것이기도 하지만,378) 다른 한편 1960년대 후반 최인훈

은 겹쳐 쓰기②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선배 문학자들의 고민과 서사기법에 겹

쳐 쓰면서, 주체를 구성하고 서사를 구성하였다.

376) “마담을 루파시카. 노―봐는 에스페란토. 헌팅을 얹은 놈의 心臟을 아까부터 벌
레가 연해 파먹어 들어간다. 그러면詩人 芝鎔이여! 李箱은 勿論 子爵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었읍니다 그려!” 이상, 실화 (문장, 1939.3.), 임종국 편, 이상전
집 1 - 창작집, 태성사, 1958, 84-85면.

377) 방민호, 한복을 입은 이상 - 失花 론 , 이상소설작품론 – 이상리뷰 6, 역
락, 2007, 217-218면.

378) 김인호, 최인훈 문학의 내면성과 실험성 , 시학과 언어학 1, 시학과언어학회,
2001, 163-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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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사 기법의 적극적 차용을 통한 서사의 확장 가능성

이후 최인훈은 식민지 조선의 문학자들의 서사 기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

의 서사 구성에 활용하였다. 앞서 보았듯 그는 이상의 창작 기법을 참조하였는

데, 회색의 의자와 크리스마스 캐럴 5 에서도 이상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상의 시에 등장하는 ‘거울’의 모티프는 회색의 의자의 절정에서 독고준

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 질문하는 장면의 구성에 활용된다. 또한 이

상의 날개 에 등장하는 근대 도시의 산보객 모티프와 ‘겨드랑이 톳’ 모티프가

크리스마스 캐럴 5 (한국문학, 1966.6.)의 전체적인 서사 구성과 관계가 있

다.379) 회색의 의자의 경우는 시의 모티프를 빌려와서 소설의 절정 부분의 장

면화를 시도한 것이다. 또한 크리스마스 캐럴 5 의 경우는 날개 에 등장하는

식민지 근대의 주간 산책을 냉전 하 야간통행금지 시대의 야간 산책으로 재구

성하였으며, 날개가 돋아날 듯한 ‘겨드랑이 톳’의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포착함으

로써 일상성과 초극가능성의 문제를 탐색하였고,380) 이를 4.19 혁명에 대한 애

도로 이끌어갔다. 또한 1960년대 중반 총독의 소리 와 주석의 소리 에 등장하

는 시인의 내면과 연상 서술에는 박태원이 방란장 주인 에서 보여준 ‘장거리

문장’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1960년대 최인훈은 한국근대문학의 서사 기법과 모

티프를 탐색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소설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1960년대 중반의 겹쳐 쓰기①은 전문인용이었고, 1960년대 후반의 겹쳐 쓰기

②가 흔적의 삽입이었다면, 1970년대 후반에 최인훈이 수행한 겹쳐 쓰기③은 한

국 문학의 서사 기법을 보다 본격적으로 숙고함으로써, 자신의 서사 구성을 확

장하고 변형하면서 서사의 폭과 재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식이었다.

1970년에 발표된 하늘의 다리 (주간한국, 1970.5.3.-8.30.)는 서사의 확장 가

능성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하늘의 다리 의 주동인물인 화가 준구는 어느 날

부터 하늘에 떠 있는 다리를 발견한다. 이후에도 그는 하늘에 떠 있는 다리의

환상을 거듭 목도하며 그것을 그림으로 재현하고자 하지만, 계속 실패한다. 이

점에서 하늘에 떠 있는 다리라는 ‘환상’은 이 소설에서 일상으로 주저앉은 예술

가인 준구로 하여금 다시금 예술적 실천을 수행하도록 이끄는 매개이다. 하지만

379) 방민호, ‘데가주망’의 논리 , 181-183면; 유예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공포
와 죄의식 연구 , 86-96면.

380) 임종국은 이상의 날개 마지막 장면을 두고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날개>
―剝製가 되어버리기 前의 意識의 自然的飛翔―을 잃고, 또 오늘 <인공의 날개>
―剝製가 되어버린 後의 意識의 人爲的飛翔, 卽 籠城의 生活―도 잃어버렸음을
意識하는 <나>의 毒한 絶望…… 이런 속에서도 날개의 再生을 希求했다는 것은
確實히 <걷던 걸음>을 멈추려는, 卽 過去를 超克하려는 激烈한 意志의 閃光이
다.” 임종국, 이상연구 , 임종국 편, 이상전집 3 - 수필집, 태성사, 1956, 3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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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떠 있는 다리라는 형상은 한국 근대문학에서 다소 낯선 형상인데, 김윤

식은 하늘에 떠 있는 다리의 형상을 1920년대 고월 이장희의 靑天의 乳房

(1922)과의 관련성 속에서 읽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381)

어머니 어머니 라고 / 어린마음으로 가만히 부르고싶은 / 푸른 하늘에 / 다스한 봄

이 흐르고 / 또 흰볕을 놓으며 / 볼록한 乳房이 달려있어 / 이슬맺힌 포도송이보다

더 아름다워라 / 〔…〕/ 이 복스러운 乳房 / 쓸쓸한 心靈이여 쏜살같이 날라지어다

/ 푸른하늘에 날라지어다382)

하늘에 매달린 유방은 “쓸쓸한 심령”, 곧 우울한 시적 주체의 내면을 지탱해

주는 절대적 대상인 동시에, 지상에 있는 시적 주체가 순간적으로 비상할 수 있

는 예술적 승화의 힘을 부여하는 존재이다.383) 하늘에 떠 있는 다리 또한 준구

에게 예술적 승화의 가능성을 제시된다. 그는 ‘하늘의 다리’를 캔버스에 재현하

고자 시도하지만 실패를 거듭하며 낙상사고를 당한다. 하지만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삽화가’의 일상을 떠나서 일찍이 포기했던 ‘화가’의 삶을 다시금 선택하며,

현실의 고난을 예술로 승화하는 계기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384) ‘청천의 유

방’과 ‘하늘의 다리’는 예술적 승화의 가능성을 심문하는 미학적 장치이다. 최인

훈은 이장희의 미학적 장치에 겹쳐서 하늘의 다리 를 쓸 수 있었다. 두 사람을

잇는 매개는 오상순으로 추측할 수 있다.385)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70-1972)은 제목의 동일성으로 인해 박태원의 동

명소설로부터 제목과 기본적인 서사의 플롯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거듭 알려졌

다.386) 단행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느슨한 연작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편과 월간지에 12회에 걸쳐 매달 연재된 갈대의 사계 12편을 합하여 15장

381) 김윤식, 어떤 한국적 요나의 체험 (월간문학, 1973.1.2.), 한국근대작가논고
, 일지사, 1974, 300면.

382) 이장희, 청천의 유방 , 백기만 편, 상화와 고월, 청구출판사, 1951, 76면.
383) 조은주, 이장희의 시, 우울의 ‘기원’ ,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80면.

384) 서세림, 짝패들을 통한 예술가의 자기 복제과정과 후일담 – 최인훈의 하늘
의 다리 연구 , 인문논총 41,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6, 348면.

385) 오상순은 그 자신 1920년대 고월 이장희와 절친한 관계였으며, 해방 이후 이상
화와 이장희의 시편이 한 권의 책으로 간행될 때, “古月의詩魂은 古月그대로 어
디까지나 高踏的이요 孤獨하고 淸高하고 모랄이나 倫理를모를地境으로 徹頭徹尾
美學的이요 審美的이요 耽美的이었다.”라는 추도문을 발문으로 붙였다. 오상순,
고월과 고양이 – 고월은 죽고 고양이는 살다 , 백기만 편, 상화와 고월, 청구
출판사, 1951, 189면.

386) 정영훈, 1970년대 구보 잇기의 문학사적 맥락 , 구보학보 9, 구보학회, 2013,
300-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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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편은 시각성과 고현학에 근거한

지식인의 소설이었던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과 그 성격을 공유하지

만, 갈대의 사계 12편은 집, 골목, 이발소 등을 비롯하여 친밀성의 공간을 서

사화하였고, 시각 외에 청각을 비롯한 여러 감각으로 생활세계를 재현했다는 점

에서 천변풍경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387) 최인훈에게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창작과 편집 과정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에서 천변풍경으로 나아

갔던 1930년대 식민지의 문학자 박태원의 문학적 행보를 후식민지 문학자 최인

훈 자신이 반복하며 자기화했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973년 김윤식과

김현은 박태원 소설의 문학사적 유산으로 전단 및 광고의 대담한 삽입, 행갈이

로 인한 서정성 획득, 장거리 문장의 시도, 중간 제목의 활용, 콤마의 사용 등을

지적하였다.388) 이 가운데 행갈이는 최인훈의 소설에서 특별히 찾아보기 어렵지

만, 콤마의 사용은 총독의 소리 와 주석의 소리 의 시인의 상념에서, 그리고

광고의 삽입,389) 장거리 문장 기법, 중간 제목의 활용은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최인훈은 박태원의 문학적 고민에 겹쳐서 소

설을 쓰면서, 주인공 형상과 성격이라는 내용상의 공통점에서 나아가 서사 형

식, 문체를 참조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선배 문학자의 문학적 행보와

고민의 길을 따라갔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겹쳐 쓰기의 대상은 최인훈이 유년시절에 숙독하였던 작

가 조명희이다. 해방 이후 북한의 원산고등중학교에서 최인훈은 과제물로 제출

한 낙동강 의 독후감으로 ‘작가’라는 칭찬을 받았고 이후 작가를 꿈꾸게 되었

다.390) 또한 조명희와 낙동강 은 최인훈의 화두의 발상과 서사 진행을 지탱

하는 주요한 서사적 자원이었다.391) 하지만 낙동강 의 독서 흔적은 1970년대

초반에 발표된 두만강 (월간중앙, 1970.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그뿐만 아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이 강을 넘어 썩고 잠들은 백성에게 민족의 정

387) 이에 관해서는 이 글의 2장 3절 참조.
388)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197면.
389)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등장하는 신문 기사의 삽입은, 딱한 사람
들 의 신문광고, 피로 의 광고판 삽입을 연상시킨다.

390) “교사 - (손을 들어 그만을 하면서) / 다들 잘 썼습니다 / 다들 훌륭한 평론가
들입니다 / 그런데 / 지금 읽은 …… 동무의 작문은 / 조금 다릅니다 / 역시 잘
썼는데 / 그 잘 쓴 방식이 다릅니다 / 이것은 작문이 아니라 / 소설입니다 / (조
용해지는 교실) 〔…〕 낙동강 에 대한 감상이 / 또 하나 이야기가 된 것입니
다” 최인훈, 화두 2, 82-83면.

391) 정호웅, 최인훈의 <화두>와 일제강점기 한국문학 , 한중인문학연구 45, 한
중인문학회, 2014; 손유경, 혁명과 문장 , 민족문학사연구 63, 민족문학사학회,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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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불어 넣으려 온다. / 이 강은 H의 상징이요, 어머니다. / 어머니 두만강. / 이

고장 사람이라는 지방 의식은 두만강을 같이 가졌다는 것으로 뚜렷해 진다. / 이 강

은 현씨에게도 경선에게도 한의사에게도 그리고 애국자들에게도 생활에서 뗄려야

뗄수 없는 존재다.392)

[2]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넜던가? 〔…〕 내 몸도 물들세라 비루하고 더

러운 원수의 종되는 출세의 길을 박차고 성스러운 지도자의 품안에 온몸을 바치려

이 강을 건는 젊은이가 그 얼마나 많았던가?393)

두만강 의 중반에 등장하는 두만강에 대한 서술은 조명희의 낙동강 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1]에서 두만강 의 서술자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공간인 H읍을 두만강이라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묘사하였다. 그리고 [2]에서

는 두만강을 ‘강을 건넌 젊은이’들의 역사적 경험과의 관련 속에서 제시하고 있

다. 조명희는 낙동강 에서 (1) 소설의 배경인 구포벌을 낙동강이라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였으며, (2) 낙동강을 해방을 몽상했던 혁명가의 도강(渡江)

의 장소로 형상화하였다.394) 이처럼 후식민지의 문학자 최인훈은 식민지의 문학

자 조명희가 쓴 낙동강 에 겹쳐서 자신의 소설 두만강 을 썼다.

조명희의 낙동강 은 ‘형평운동’과 계급투쟁, 그리고 백정 여성의 주체적 각성

을 주제로 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보통 “日常속에 주저앉은 悲劇”395)으로 이해

되는 1943-1944년의 H읍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다. 최인훈의 두만강 에는 각성

의 과정은 없고 ‘두만강’을 건넌 이의 소식은 풍문으로만 제시되기 때문이다. 하

지만 낙동강 의 박성운과 로사는 한반도의 경계를 넘어 중국을 오가며 대항제

국주의적 투쟁을 실천한 주체들이었고, 두만강 의 H읍은 ‘만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

보다 흥미로운 점은 조명희의 낙동강 과 최인훈의 두만강 은 각 소설이 누

락한 요소를 보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0년 한 좌담에서 최인훈은 1970년

392) 최인훈, 두만강 , 월간중앙, 1970.7, 420면.
393) 최인훈, 두만강 , 434면.
394) 낙동강과 구포벌의 관계에 대한 서술은 박성운이 지은 노래 가사 “ 봄마다 봄
마다 / 불어 내리는 낙동강물 / 구포벌에 이르어 / 넘처 넘처 흐르네 - / 흐르네
-에-헤-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술자는 “어느 때 이른 봄에 이 땅을
하직하고 멀리 서북간도로 몰려가는 한떼의 무리가, 마지막 이강을 건늘 제, 그네
들 틈에 같이 끼어 가는 한청년이 있어, 배ㅅ전을 두다리며 구슬프게 이 노래를
불러서, 가득이 이 슬퍼하는 이사ㅅ군들로 하여금 눈물을 자아 내게 하였다한다.”
라고 서술하면서 낙동강을 강을 건넌 혁명가의 형상으로 이해한다. 조명희, 낙동
강 , 낙동강, 건설출판사, 1946, 14면, 8면.

395) 최인훈, 프롤로그 , 월간중앙, 1970.7, 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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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당시 두만강 에서 삭제한 부분은 소년의 시각에서는 감당이 어려운 독립

운동가의 등장 부분이라고 언급하였는데,396) 이는 낙동강 의 서사가 의미하는

바이다. 최인훈은 자신의 유년 시절에서 취재한 식민지의 일상을 서사화하는 동

시에(현재 확인 가능한 두만강 ), 자신의 경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조명희의 낙동강 을 자원으로 삼았다. 후식민지 주체로서 자신의 경험과 식민

지 조선의 근대문학 사이의 확대변증을 통해, 최인훈은 자신의 서사 세계를 확

장하였다. 동시에 최인훈의 두만강 은 조명희의 낙동강 을 보충하고 있다.

낙동강 의 서사는 식민지 조선을 동족 공간과 단일 언어 공간으로 형상화하며,

이민족을 성격(character)이 아니라 전형(stereotype)으로 재현하였다. 이와 달리

최인훈의 두만강 은 배경인 H읍을 일본인과 조선인이 갈등 속에 공존하는 지

역으로 재현하며, 그 공존을 통해 정형화된 식민지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게 된

다.397) 이 점에서 후식민지 주체 최인훈의 두만강 은 식민지 주체 조명희의

낙동강 에 근거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선 현실 인식과 상상력을 보여주는 방식

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성하게 된다.

정확하게 시기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겹쳐 쓰기①(1960년대 중반, 전문

인용), 겹쳐 쓰기②(1960년대 후반, 흔적 삽입), 겹쳐 쓰기③(1970년대 초반, 기

법의 차용)은 시계열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방식 또한 진화하였다. 전문 인용

을 통한 망각된 유산의 복원에서부터, 같은 고민에 겹쳐 쓴 주체의 형성을 거

쳐, 겹쳐 쓰기를 통한 서사의 확장으로 맺어진다. 또한 ①과 ②는 소설의 일부

에 삽입된 양상이었지만, ③은 소설의 서사 구성하는 방식 자체에 관계되어 있

다.398) 1960년대 초반 남성 지식인이 중심이 되는 교양소설을 창작한 뒤, 1960

년대 중후반 전통적 의미의 서사 파괴를 무릅쓴 형식 실험을 수행하던 최인훈

은 겹쳐 쓰기를 통해서 1970년대 초반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 이전보다 보다

확장된 서사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서구적 양식인 교양소설에 근거하

여 창작을 시작하였던 최인훈이 형식의 모색을 거쳐, 식민지 조선문학에 겹쳐

396) 이창동, 최인훈의 최근의 생각들 (대담), 작가세계 4, 1990, 47면.
397) 이에 관해서는 4장 2절 참조.
398) 쥬네트는 ‘텍스트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다른 여러 가지의 텍스트에 관계하
고 있는 모든 것’을 초텍스트성(transtextualité)이라 정의하고, 초텍스트성을 상호
텍스트성, 파라텍스트성, 메타텍스트성, 하이퍼텍스트성, 아르시텍스트성 등 다섯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최인훈의 겹쳐 쓰기①과 ②는 최인훈의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인용(citation)과 암시(allusion)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로 실제 존재하
기에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é)의 관계이며, ③은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형(transformation)의 조작에 의해 선행텍스트에 결부된다는 점에서 하이
퍼텍스트성(hypertextualité)의 관계이다. ジェラール ジュネット, 和泉涼一 譯, パラン
プセスト―第二次の文学, 15-24, 727-728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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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를 통하여 다시금 서사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겹쳐 쓰

기의 의미에 관하여 최인훈 스스로도 그 의미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1968년 ‘신문학 60년’을 맞아서 쓴 한 편의 글에서 최인훈은 서구의 역사적

맥락에서 생산된 문화적 구성물이 비서구로 전달될 때, ‘왜곡과 당착’이 초래된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서구의 ‘관념’은 서구의 ‘풍속’과 서구의 ‘방법’ 사이

의 이원적(二元的), 변증법적 긴장 속에서 형성된다고 이해하였는데, 그 ‘관념’이

비서구에 전달될 때, 긴장은 상실되고 “방법과 풍속성이 癒合해 버린 一元적인,

즉물적 존재”로 물신화한다고 비판하였다. 한국 근대문학초기에 개화의 언어가

문학성을 갖추지도 못하고 현실과의 긴장을 형성하지 못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신문학의 출발이 계몽적 정서에서 풀발[sic-출발]했다는 것은 유럽적 근대관념이 그

원동력이었다는 말이며, 유럽적 관념이 그 본래의 方法과 風俗의 可變的 결합이라는

성격이 자각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觀念과 그것이 형성된 社會와의 有機

的 관계까지 透視할 힘이 없었다는 것이며, 그런 한계가 근본적이기 때문에 啓蒙이

라는 이름은 흔히 말하듯이 李光洙의 문학적 개인적 성격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 극

복이 문제인 신문학의 전반적 基調라고 해야 할 것이다.399)

최인훈은 한국 근대(문학)의 ‘선배’들이 서구의 ‘관념’을 받아들일 때 ‘방법’과

‘풍속’의 긴장을 분리할 정도의 ‘정신적 장치’(주체성)를 갖추지 못하였고 그 결

과 ‘방법’과 ‘풍속’이 유착한 채 서구의 ‘관념’을 수용한 것을 한국근대문학의 문

제점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역사의 뒤에 서 있는 입장에서 사후

적으로 ‘선배’의 실수를 판단하는 것에 거리를 두었다. 오히려 그가 선택했던 길

은 한국의 “주변부성을 직시하는”400) 길이었다. 최인훈은 겹쳐 쓰기를 수행하면

서 주변부 한국 근대의 역사적 경험을 탐색하였으며, 식민지 시기 ‘선배’ 문학자

의 문학적 실천과 그 ‘한계’를 자기화하였다. 겹쳐 쓰기의 과정을 통해 그는 한

국의 ‘풍속’과 한국의 ‘방법’에 근거한 주체성을 검토하고(①,②), 나아가 주변부

한국의 시각에서 서구의 ‘관념’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③). 최인훈의 겹쳐 쓰기

는 후식민지 주체의 정체성 구성과정(①,②)인 동시에 한국적 근대소설의 형식

을 탐색하고 구성해가는 과정(③)이었다.

399) 최인훈, 계몽․토속․참여 , 사상계, 1968.10, 105면. 이 글에 대한 보다 집중
적인 논의는 배지연, 최인훈 문학의 관념성 연구 – 최인훈의 문학 에세이를 중
심으로 , 한국언어문학 78, 한국언어문학회, 2011, 304-410면; 정영훈, 최인훈
의 초기 비평 연구 - 참여의 의미를 중심으로 ,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
대문학회, 2016, 498-506면 참조.

400) 홍종욱, 주변부의 근대 – 남북한의 식민지 반봉건론을 다시 생각한다 , 사이
間SAI 1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4,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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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패의 ‘전통’과 유비의 탈구축401)

1960년대 초반 최인훈은 회색의 의자을 통해 식민지 없는 민주주의는 가능

한가라는 질문, 곧 후식민지 한국에서 보편이란 가능한 것이라는 질문을 제시하

고 한국의 후진성을 고민하였다. 또한 서구의 근대가 비서구 식민지에 대한 수

탈에 근거하였다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탈식민 국가 한국에서 보편성의 가능성

을 가늠하였다.

총독의 소리 의 ‘총독’ 역시 식민지 없는 민주주의란 불가능하다고 역설하였

다. 하지만 ‘총독’은 동시에 3.1 운동이나 4.19 혁명 등 민주주의를 지향한 (후)

식민지 민중의 봉기가 식민성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경계하였

다.402) 수잔 벅모스는 헤겔의 서구중심의 시각에서 제안하였던 ‘보편적 자유의

기획’을 비서구의 시각으로부터 탈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때 그가 주목한 것은

“카리브해 연안 지역 노예들이 자기 주인에 대항하여 실제로 성공시킨 혁명은

인정의 변증법 논리가 세계사를 관통하는 주제, 곧 자유의 보편적 실현의 이야

기로 가시화되는 순간”이라는 점이었다. 벅모스는 보편성을 실체로서 이해한 것

에 거리를 두면서, 보편성의 원리가 충만하게 드러난 하나의 순간, 곧 “노예들

의 자각”의 순간에 보편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벅모스가 이해한 보편성은 관

념이나 규범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노예들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문

화, 언어 등이 자원이 되어 그것들이 비선조적으로 조응(corresponces)하거나

리좀적으로 연결된 것이었다.403)

401) 필자는 김수영의 산문과 서울대 문리대학생의 4.19혁명 선언문을 대상으로 한
국전쟁 정전 이후 임화라는 ‘전통’의 의미를 탐색한 논고를 제출한 바 있다. 그
글에서 필자는 1960년 한국의 4.19혁명에는 서구라는 보편과의 유비로만 환원되
지 않는 역사적 계기 또한 내재하고 있었으며, 그 계기는 갓 식민지에서 벗어난
해방공간 ‘조선 인민’과 ‘전위’의 혁명적 실천과 실패의 역사임을 확인하였다. 장
문석, 밤의 침묵과 자유의 타수 - 김수영의 해방공간과 임화의 4.19 , 반교어문
연구 44, 반교어문학회, 2016, 365-368면. 그 글의 결론에서 필자는 “실패의 ‘전
통’으로 유비를 탈구축할 수 있는가?”라는 논제에 제안하였는데, 이 글은
1960-1970년대 최인훈 문학을 대상으로 그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역사적으로 검
토하였다.

402) “대저 반도인들은 주기적으로 집단적 지랄병을 일으키는 버릇이 있어서 저 기
미년 삼월에도 그 발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이러는 속을 모를 노릇
입니다. 그 사월의 지랄병 무렵에 본인은 매우 우려했읍니다.” 최인훈, 총독의
소리 , 481면.

403) 수잔 벅모스, 김성호 역, 헤겔, 아이티, 보편사, 문학동네, 2012, 90, 184, 17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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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의 소리 는 1967년 박정희 정권의 관권 부정선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독’은 한국에서 혁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조소한다. 그러나 ‘총독의

소리’가 끊긴 후, 등장하는 시인이 어둠 속에서 흐느끼며 귀에 담았던 소리 중

에는 “눈구멍에 최루탄이 박힌 아이의 신음소리”404)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시

인은 위기의 순간에 섬광처럼 과거로부터 귀환하는 4.19 혁명의 ‘형상’과 기억을

대면하게 된다.405) 1960년대 중반에 최인훈이 발표한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과

총독의 소리 연작에 4.19 혁명의 이미지가 자주 출몰하는 것406)은 이러한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19 혁명이 실패로 끝나긴 했으나, 혁명의 순간에 자유

와 민주주의라는 원리가 충일했고, 그 순간 주변부의 역사적 상항 안에서 원리

로서의 보편성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은 민주주의와 혁명을 서구

의 전유물로 이해하고 한국에 부재하다고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역사적으

로 존재했던 혁명의 경험을 보편성의 원리로서 재인식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최인훈의 겹쳐진 ‘해도(海圖)’와 최인훈의 겹쳐 쓰기 또한 보편성

을 실체가 아니라 원리로서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

인훈은 근대소설이라는 서구적 양식과 한국의 현실 사이의 낙차를 인식하였으

며, 서구적 근대의 전통이 형성되지 못한 후식민지 한국에서 어떤 형식의 소설

을 창작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 고민의 바탕에는 식민지로

세계사에 접속한 한국에는 서구에 비근한 전통이 부재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는 전통과 보편성을 하나의 실체로서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하여 최인훈이 시도했던 방법은 그 자신에 앞서서 같은 고

민을 했던 한국근대문학에 자신의 문학을 겹쳐 쓰면서, 후식민지 한국의 근대문

학을 그 자체로 ‘전통’으로 형성하는 방법이었다. 그가 겹쳐 썼던 1920-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근대문학은 그 자체로 서구적 근대성을 완미하게 갖춘 것은 아

니었다. 오히려 당대 비평가들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 식민지 조선의 근대문학

역시 서구적 근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인훈은 완미하지 못했던 한국

근대문학 자체를 ‘전통’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는 한국근대문학을 실체로 이

해하고 ‘전통’으로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문학에 후식민지 최인

훈 자신의 문학을 겹쳐 썼다. ‘겹쳐 쓰기’라는 조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문학

의 문제의식이 공명하였기 때문이다. 식민지 조선문학과 후식민지 한국의 최인

훈 문학은 공히 주변부(the periphery)의 근대문학으로서, 서구와 한국의 낙차를

응시하는 곤혹, (후)식민지성 극복의 과제, 보편성에 대한 고민 등의 문제를 공

404) 최인훈, 총독의 소리 , 신동아, 1967.8, 483면.
405) ヴァルター․ベンヤミン, 野村脩 訳, 歴史哲学テーゼ , 今村仁司, ベンヤミン 歴史

哲学テーゼ 精読, 岩波書店, 2000, 60頁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406) 유예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공포와 죄의식 연구 ,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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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인훈의 겹쳐 쓰기는 그 자신에 앞서서 보편성을 고민하

고 실패하였던 한국근대(문학)를 ‘전통’으로 구성하고자 한 것이었다.

최인훈이 겹쳐 쓰기를 통해 현재화한 실패의 ‘전통’, 곧 한국근대문학의 ‘전통’

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연속적인 ‘전통’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조응의 순간에

존재하는 비연속적인 ‘전통’이었다. 이러한 최인훈의 ‘전통’ 인식은 1940년대 전

시체제기 임화에게서, 그리고 최인훈에 조금 앞서서 1960년대 초반 김수영에게

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예술사 위에는 비연속적인 것을 연속하는 것, 즉 전승의 결과가 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통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 것이 아닐까. 예술사에 있어 정신적인 것이나 형

식적인 것이나 모두 면면히 흘러내려 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단순히 고전과 고

전 사이를 매개하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고전과의 단속과 독립해서 연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전의 특수적인 측면을 대표하는 것이다. 고전은 일정한 시대에만

아니라, 특수한 풍토, 고유한 민족 가운데 나서 독자(獨自)의 사고와 감수(感受)의

양식 가운데 안아졌음에 불구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세계와 영원 가운데 나아가서

독립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이란 전승한 자에 의하여 소유된 고전들이다. 즉 나의

고전이란 말은 전통에서 성립한다. 사람이 고전에서 발견하는 것은 세계의 고전이

나, 들어가는 길은 항상 나의 고전이다.407)

임화는 기술과 과학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연속하는 것과 달리, 예술과 문화의

역사는 비연속적으로 연속한다고 이해하였다. 그는 특수한 시대, 풍토, 민족에

위치한 개인이 고전에 반응할 때, 보편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이 고전을 발견하고 소유하고 전승하는 과정 자체를 ‘전통’으로 이해

하였다. ‘전통’에 관한 임화의 통찰을 참고한다면, 주변부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최인훈이 그 자신에 선행하였던 1920-1930년대 한국 근대문학에 겹쳐 쓰는 과

정은 그 자체로 ‘전통’을 구성하며, 나아가 보편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

1964년 김수영이 보여준 ‘전통’에 대한 이해는 이보다 보다 급진적이며 후식

민지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 밀착해 있었다. 그는 거대한 뿌리 에서 “전통은 아

무리 더러운 전통이라고 좋다”라고 일갈하면서, “요강, 망건, 장죽, 종묘상, 장전,

구리개 약방, 신전, / 피혁점, 곰보, 애꾸, 애 못 낳는 여자, 무식쟁이, 이 모든

무수한 반동이 좋다”라고 썼다.408) 김수영은 이 시에서 1960년대 당대에 서구적

근대화에 유착하였던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발명한 실체화된 ‘전통’에 비판적 거

407) 임화, 고전의 세계 - 혹은 고전주의적인 심정 (조광, 1940.12.), 하정일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5 - 비평2, 소명출판, 2009, 289면.

408) 김수영, 거대한 뿌리 (1964.2.), 김수영 전집 1, 민음사, 2003, 286-287면.



- 163 -

리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서구의 근대와 제국주의의 폭력적 시선에 포착된 19세

기 조선의 식민지성과 후진성의 상징들을 포착하고 그것을 ‘전통’으로 재인식하

고 현재화한다. 나아가 그는 “놋주발보다 더 쨍쨍 울리는 추억”을 환기하며 연

속적인 시간을 정지한 상태에서,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라고

거듭 선언하였는데, 그는 자유와 사랑이 착종된 혼돈 그 자체를 후식민지 한국

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전통’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409) 임화, 김수영, 최인

훈의 전통 인식은 공히 서구를 ‘전통’이 존재하는 장소로 이해하고, 후식민지 한

국을 ‘전통’ 부재의 장소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거리를 두었다. 그들에게 ‘전통’이

란 실체로서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응의 순간에 원리로서 존재하

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임화, 김수영, 최인훈은 후식민지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근대(문학)에 근거한 보편성을 구성할 수 있었다.

나아가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 가 서두에서 월북한 시인 김병욱을 호명하듯,

최인훈의 겹쳐 쓰기는 임화, 정지용, 조명희, 박태원 등 냉전과 검열로 인해 공

식적인 호명이 불가능하였던 월북 문학자의 ‘전통’을 현재화하였다. 동시에 최인

훈이 호명한 오상순과 조명희는 한반도의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고 대안적 근대

를 상상하고 실천하였던 문학자들이었다. 이 점에서 최인훈의 겹쳐 쓰기를 통한

한국 근대의 ‘전통’ 형성은 주변부의 보편성 재인식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냉전

과 검열로 제한되었던 1960-1970년대 한국의 이동의 한계와 재현의 한계로 인

해 누락되고 비가시화된 실천적, 문화적 전통을 복원하고 새로운 ‘전통’을 형성

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하는 과정이었다.410)

409) 박연희, 김수영의 전통 인식과 자유주의 재론 - 거대한 뿌리 (1964)를 중심
으로 , 상허학보 33, 상허학회, 2011, 219-237면.

410) 김수영에게 1960년 4.19혁명은 ‘통일’을 환기하는 사건이었다. 4.19혁명 직후 월
북한 김병욱에게 쓴 글에서 그는 “좀 더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도 통일이 되어야
겠소”라고 적었다. 1970년대 초반 테탕트의 나날에서 최인훈은 ‘참다운 기쁨과 평
화’를 찾기 위해서는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은
김수영의 반응과 조응 가능하다. (김수영, 저 하늘 열릴 때 - 김병욱 형에게
(1960.), 김수영 전집 2, 민음사, 2003, 163면. 최인훈, 갈대의 사계 4 , 월간중
앙 1971.11, 453면.) 또한 서구적 현대 예술을 갈망하였지만 후식민지 한국에 위
치하였던 김수영에게 4.19혁명은 상식적인 근대의 혁명을 ‘4월의 광장’에서 목격
한 사건이기도 하였다. 4.19혁명을 계기로 김수영은 한국의 낙후한 현실에 뿌리를
박을지라도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시’를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4.19 혁명 이후 그는 매문(賣文)의 경험 위에서 ‘역설의 속물’로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자기 인식의 모호함(vagueness)을 마주하게 된다. 이후 자코메티적
변모를 통해 김수영은 ‘모호성’을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감각-경험의 대상으로
이해하게 된다. (최서윤, 김수영의 풀 다시 읽기– 자유의 효과로서의 ‘새로움’
과 죽음을 중심으로 , 연구집단 ‘문심정연’, 김수영 연구의 새로운 진화 — 이중
언어, 자코메티, 그리고 정치, 보고사, 2015, 385-392면.) 4.19혁명이라는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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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식민지 한국은 식민지와 냉전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근대를 경험하였다. 한

국의 지식인과 문학자들은 “보편사의 단계적 차이와 괴리에 근거한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411)이라는 조건, 곧 ‘후진성’이라는 조건 속에서 한국을 인식하였다.

그들에게 비서구 아시아의 시간은 서구 근대의 비동시성과 시간적 격차로서 이

해되었다. 하지만 한국 근대(문화)사에서 실패의 역사라는 비연속적 ‘전통’을 구

성하며, 서구의 이념형을 탈구축하며 유비의 외부를 탐색하고 보편성의 순간에

조응하는 기획과 실천 또한 존재하였다. 임화, 김수영, 최인훈 등은 후식민지 한

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보편성의 원리를 추출함으로써, 보편성을 재구성하였다.

그 순간 제시되는 아시아의 시간은 직선적 시간의식과 서구와의 단계적 낙차

속에서 이해된 시간이 아니었다. 발터 벤야민은 혁명의 수도 모스크바를 새것과

옛것이 혼재되어 있고 실현되지 못한 꿈과 현실이 공존하는 초현실주의적 공간

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전위적이며 ‘진보적’인 역사의 과제와 전근대적인 생활

양식이, 그리고 첨단 기술과 원시적 실존이 뒤섞인 모스크바의 시간을 두고 ‘아

시아적’이라고 명명하였다.412) 1920-1930년대 비서구 한국의 근대를 ‘전통’으로

형성하며, 그것에 겹쳐서 1960년대 문학적 실천을 수행하였던 최인훈의 시간 또

한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시간성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아시아의 후진성 자체과

역사적 경험 자체를 새로운 시간 인식의 가능성으로 자원화한 시간인식이었

다.413)

가지무라 히데키는 외부의 문명을 따라 잡으려하는 것도 아니며, 독립문명으

경험과 ‘통일’의 상상, 그리고 1960년대 한국 문학자의 자기 인식과 ‘전통’ 인식에
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411) 김동식, 진화․후진성․1차 세계대전 - 학지광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35,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160면.

412) 발터 벤야민, 김남시 역, 발터 벤야민 선집 14 – 모스크바 일기, 길, 2015,
21, 296-297면.

413) 이 점과 관련하여, 다른 식민지 조선의 모더니스트들과 마찬가지로 도쿄행을
선택하였으나 죽음으로 인해 그 귀환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좌절함으로써
역사철학적 이탈을 수행한 이상의 경우를 참조해볼 수 있다. 근대를 추구했던 식
민지 조선의 모더니스트들은 현해탄을 두 번 건넘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결핍을
한계로 직면하는 동시에 미래의 시간 지평에 대한 유토피아적 희망을 생산하게
하였다. 두 번의 현해탄 건넘을 통해 그들은 근대라는 초월적 소실점에 의거하여
원근법적 역사 행로에 몸을 담게 된다. 하지만 이상은 도쿄로부터 귀환하지 않음
으로써 그 행로에서 이탈하고 모더니티에 대한 매료와 실망 사이에서 분열함으
로써, 근대적 미래를 지향하는 원근법적 직선운동의 근대적 시간성으로부터 이탈
하는 예외적 운동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강동호, 한국 근대문학과 세속화 , 연세
대 박사학위논문, 2016, 154-158면 참조. 이상의 경우가 분열을 통하여 직선적 역
사철학에서 이탈한다면, 임화, 김수영, 최인훈의 경우는 후식민지의 역사적 경험
과 시간적 다층성 자체를 역사철학 인식의 계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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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한다는 몽상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주변’에 몸을 두고 있음을 자각하고 그

곳에서 자세를 가다듬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414) 1960년대 한국의 지

식인과 문학자 또한 후식민지의 역사적 경험을 현재화하며 그 자신의 주변부성

을 직시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후진성 자체를 전통으로 형성하여

유비의 자기인식을 탈구축하였다. 한국적 근대문학의 양식에 대한 최인훈의 고

민, 그리고 ‘겹쳐 쓰기’라는 실천은 이에 대한 문학적 반응 중 하나였다.415)

414) 梶村秀樹, “やぶにらみ”の周辺文明論 (1985), 梶村秀樹著作集 2 - 朝鮮史の方法
, 明石書店, 1993, 161-162頁.

415) 서구적 양식으로서의 소설과 한국의 현실과의 낙차에서 고민했던 최인훈의 실
천이 이 글에서 살펴본 ‘겹쳐 쓰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에 앞서서 최인
훈이 마주했던 서구적 소설 양식과 한국 현실의 낙차에 주목하였던 장성규는 그
러한 문제의식의 결과 최인훈이 동아시아의 고전 ‘다시쓰기’라는 실천을 수행하였
음을 논증하였다. 장성규, 후기․식민지에서 소설의 운명 - 최인훈의 고전 서사
장르 전유를 중심으로 , 209-225면 참조. 최인훈이 그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였
던 선배 문학자의 문학에 겹쳐 씀으로써 보편성 자체를 재구성하는 양상과 동아
시아 고전을 다시 써서 소설의 형식과 현실 인식을 재구성하는 양상은 동일한 문
제의식을 가짐에도 그 구체적인 실천의 결과 강조점이 다르다고 판단되어서, 이
글에서는 함께 논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960-1970년대 최인훈의 문학적 실천
을 보다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겹쳐 쓰기’와 ‘다시 쓰기’를 포함하여 최인훈
의 다양한 미학적 모색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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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변부의 역사적 경험과 아시아의 원리

4.1. 근대사의 재인식과 광역권의 발견

4.1.1. 근대 유럽사의 재인식과 광역권의 시각

□1 효창공원에 가지 않은 독고준

주석의 소리 (월간중앙, 1969.6.)는 총독의 소리 연작과 마찬가지로 ‘방송

의 소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총독의 소리 의 발

화자가 조선총독부의 총독으로 설정된 반면, 주석의 소리 의 발화자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김구이다. 또한 총독의 소리 가 당대적 현실에 대한 예민한 반응과

평가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주석의 소리 는 서구 유럽 중심의 근대사를 개

괄하는 한편, 국가, 기업인, 지식인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을 호명하고,

그들이 지금 수행해야 할 과제를 논하고 있다. 주석의 소리 는 “근대 유럽국가

들의 발전과정과 한국의 현실을 대조하여 소개하고, 이에 근거한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 편의 사회과학 논문을 연상시키

게 하는” 소설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였다.416) 총독의 소리 연작과 비교

할 때, 주석의 소리 는 그동안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총독의 소리 가

부정적 인물을 풍자의 주체로 설정하여 에세이적 진술로 일관하는 서사의 형식

에 긴장을 부여하는 반면, 주석의 소리 는 근엄하고 진지한 발화자인 주석을

설정함으로써, ‘교훈주의’를 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는 평가가 대표적이다.417)

이 글은 주석의 소리를 발화하는 주석, 곧 김구 혹은 상하이 임시정부라는 표

상의 위치를 재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석의 소리 를 다시 읽고자 한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의 위치는 1950-1960년대 한국 사회에서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김구는 남한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며 북한에 다녀온 인물

이었기 때문에, 1949년 6월 26일 타계 이후 그의 정치적 유산은 망각되었고, 그

는 침묵에 붙여졌다. 김구가 다시금 공적 영역에서 복권된 것은 1960년 4.19혁

명 이후였으며, 같은 해 6월 22일 김구 11주기 추도식은 많은 인파들 속에서 성

대히 거행되었다.418) 최인훈 또한 4.19혁명과 김구의 복권의 연관성을 염두에

416) 서은주, 최인훈의 소설에 나타난 ‘방송의 소리’ 형식 연구 , 배달말 30, 배달
말학회, 2002, 212면.

417) 서은주, 최인훈의 소설에 나타난 ‘방송의 소리’ 형식 연구 , 213면.
418) 4.19혁명 이후 김구의 복권 과정과 사회적 추도에 관해서는 공임순, 1960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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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었다. 그는 4.19혁명 직전을 배경으로 한 회색의 의자(1963-1964)에서
효창공원 참배의 스릴을 장면화함으로써, 역으로 4.19혁명과 김구의 관계를 제

시한다. 이 소설에서 귀향을 앞둔 김학을 비롯한 ‘갇힌 세대’ 동인들은 1958년

가을 김구의 묘소가 있는 효창공원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김구선생 묘앞에 섰다.

기분이 묘한데

승은의 말.

왜?

김학.

쑥스럽다.

김명식.

애국자의 묘 앞에서 쑥스럽다는 것은?

김학.

글쎄 그러니깐 말이야

김명식.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오승은.

그럼?

김명식.

스릴이 있단 말이야

오승은.

스릴?

김학.

대통령이 지나가는 연도에서 손뼉을 치는 것과 꼭 반대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앗, 앉아라!

그들은 일제히 주저 앉았다.

그리고 꼭 같이 주변을 재빨리 살폈다.

핫핫하………

승은은 좋아서 깔깔 웃으면서 잔디풀 위에 딩굴었다. 〔……〕 그들 네 사람은 승은

의 장난에 대해서 나타낸 자기의 반응이 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워 있었다. 이윽

고

지사(志士)의 묘를 방문하면서 스릴을 느낀대서야 419)

김구 - 추모・진상규명・통일론의 다이어그램 , 한국학연구 35, 인하대 한국학
연구소, 2014, 71-79면 참조.

419) 최인훈, 회색의 의자 3, 세대, 1963.8, 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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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 돌아가신 후 몇 해 동안은 선

생 묘지로 되어 있는 효창공원에는 형사

를 배치해 놓고 특별히 이름 있는 날이면

오고가는 사람까지 감시 대상으로 하였”

다는 진술은420) 회색의 의자의 장면에

현실성을 부여한다. 1950년대 후반 효창

공원에 가서 김구를 참배하는 상황이 ‘스

릴’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던바 김학과

그의 동인들은 김구의 묘소를 참배하는

행위가 연도에 서서 대통령 행렬에 박수

를 치는 행위의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음

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최인훈은 이 장면을 통해 김구라는 표상에 대한 언

급조차 불가능했던 4.19혁명 이전 1950년대 한국의 정치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시각이 김구라는 망각된 정치적 유산의 복원 및

계승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회색의 의자는 ‘혁명’의 불가능성 속에서도 혁명을 신뢰하는 김학에 초점화

한 ‘교양’의 서사와 ‘사랑과 시간’에 기투한 독고준에 초점화한 ‘환멸’의 서사라

는 이중의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421) 김학의 입장은 “혁명이 가능했던 시대라는

건 어디도 없었어.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던거야. 이런 역설의 논리는 인간의 의

지에 의해서만 돌파되었어.”로 요약할 수 있다.422) 김학의 혁명론에 등장하는 역

설이란 김구의 묘소에 와서도 스릴을 느껴야 하는 1950년대 후반의 정치적 상

황을 염두에 두면서도, ‘인간의 의지’를 신뢰하며 혁명을 몽상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인훈은 ‘갇힌 세대’ 동인들이 효창공원 김구의 묘소를 방문한 것을 김

학이 고향 경주로 내려가기 직전 시기로 설정하였다. 그는 ‘혁명’의 주장하는 인

물에게 ‘고향’이라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월남인으로서 고향을 잃은 독고준은 효창공원에 가지 않았

420) 김학규, 혈루(血淚)의 고백 , 백범김구선생전집 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12
- 암살 진상 12, 대한매일신보사, 1999, 353면; 이 서지는 공임순, 1960년과
김구 - 추모・진상규명・통일론의 다이어그램 , 293면에서 확인하였다.

421) 권보드래, 최인훈의 회색인 연구 , 민족문학사연구 10, 민족문학사학회,
1997, 230면. 최근에는 김학의 입장을 ‘민족주의 수동혁명’으로 독고준의 입장을
‘비국민’의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회색의 의자를 ‘비국민의 관점에서 본 민족주
의 수동혁명’으로 명명한 연구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반재영, 1960년대 한국 민
족주의와 최인훈 소설의 담론적 대응에 관한 연구 –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중심
으로 , 고려대 석사논문, 2017, 3장 참조.

422) 최인훈, 회색의 의자 1, 세대, 1963.6, 306면.

<그림8> 1960년 효창공원 내

김구의 묘소 (경향신문,
19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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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색의 의자에서 독고준이 선택한 길은 잃어버린 고향의 자리에 ‘에고’를

대입하며, 개체를 억압하는 인식소와 구조를 해체 및 재구성하여 사랑과 시간

속에서 미래의 혁명을 기획하는 것이었다.423) 최인훈은 회색의 의자에서 고향

을 가진 김학의 혁명론과 고향을 잃은 독고준의 ‘사랑과 시간’을 대별하면서, 후

자에 중심을 두었다. 하지만 이후 최인훈은 회색의 의자의 후속작인 서유기
(1966-1967 / 1971)에서 독고준으로 하여금 주석, 곧 김구와 상하이 임시정부와

대면하도록 한다. 그것은 ‘방송의 소리’라는 형식을 통해서였다.

잃어버린 고향인 W시로 이동해 가는 서유기의 독고준은 라디오와 전화 수

화기를 통해, 상하이 임시정부로부터의 방송을 두 번 청취한다. 첫 번째 청취는

서유기의 초두에 등장하며, 두 번째 청취는 서유기의 후반부에 등장한다.

그런데 두 방송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424) 독고준이 처음 ‘상하이

임시정부’의 방송을 듣는 소설의 초두는 1966년 후반에 발표되었다. 이 방송에

서 주석은 “신성하고도 당연한 권리로서” 상하이 임시정부만이 “민족의 이름으

로 정통(正統)을 주장”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425) 그는 남북 분단을 거부하고

비도덕적인 자들이 정권을 잡은 상황을 개탄하며 “거사(擧事)”, 즉 혁명의 시간

을 기다린다. 이 점에서 주석은 앞서 회색의 의자에 등장하는, ‘갇힌 세대’의

독고준과 유사한 인식을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최인훈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방

송을 희화화한다. 서유기 초두에 등장하는 주석의 목소리는 정통성을 담지한

423) 방민호, ‘데가주망’의 논리 – 최인훈 장편소설 회색인 , 어문론총 67, 한
국문학언어학회, 2016, 164-173면.

424) 이 점과 관련하여 서유기의 서지적 고찰이 필요하다. 서유기는 1966년 5월
에서 1967년 1월까지 서유기 라는 제목으로 문학에 9회 연재되었는데, 현재
1967년 2월 이후 잡지는 전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후의 연재분이 있었는지 확인
이 불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분량을 갖춘 서유기는 1971년 5월 20일 을유문화
사에서 현대한국신작전집 7권으로 간행된 서유기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최
인훈 전집 3판(2009) 기준으로 본다면, 문학에 연재된 부분은 8-236면이며, 이
후 1971년 단행본에 처음 발표된 부분은 237-353면이다. 1967년 1월에 발표된
서유기 9회분에서 소설이 종료되어도 큰 무리가 없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단행
본(1971) 삽입 부분이 문학 연재 시기(1966-1967)에도 집필된 것인지는 불확실
하다. 오히려 두 부분에 등장하는 ‘주석의 소리’는 질감이 다르다는 점에서 둘 사
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도 존재한다. 최근 연구에서 주목하는 최인훈의 비인(非
人)의 주체 구성이나, 내공간 이론으로 해석이 가능한 서유기의 난해한 기호와
공식, 혹은 그래프 등은 모두 1966-1967년 연재분이 아니라, 1971년에 출판된 단
행본 서유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규, 한국 전후소설에 나타난 자기소외
의 극복 모색 – 행동과 주체 정립을 중심으로 , 서울대 박사논문, 2017, 279-307
면; 정영훈, 내공간의 이론과 서유기 해석 , 우리문학연구 40, 우리어문학회,
2011, 478-499면.)

425) 최인훈, 서유기 4, 문학, 1966.8, 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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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목소리가 아니라, 노쇠하고 우스꽝스러운 목소리이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류마티스에 비틀어진 우리들의 발목대기를 채찍질하고 만주

벌판의 누런 먼지에 골병이 든 눈깔들을 다시금 부릅뜨고 거사(擧事)의 시간을 기

다립시다. 다행히 고물상이나 엿장수들에게 손자놈의 성화에 못이겨 헐값으로 팔아

넘기지 않은 동지들은 육혈포(六穴砲)를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도록 손질하시오. 당신

들의 후들거리는, 동맥경화증으로(대부분 걸렸으리라 짐작됩니다만) 굳어진 손으로

적들의 가슴 한복판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겨야 할 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읍니다. 〔…〕 해방 직후 우리들은 수전노와 모리배와 고등계 한국인 첩자놈들

에게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세월에 수판을 배웠겠으며 어느 여가에 <보통

고시 필승>을 읽을 틈이 있었겠읍니까? 그러나 조국은 또다시 우리들의 육혈포와

수류탄을 부르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장기입니다. 하르빈 역두의 바람이여.

홍구공원의 아비규환이여, 서울역두의 놀램이여. 아이쿠! 여, 배운 도적질을 하나밖

에 없으니 아하 팔뚝은 쑤셔라, 가슴은 뛰어라.426)

상하이 임시정부 ‘주석’의 방송은 해방 이후 한국의 분단이 개인의 이익을 따

라 움직인 기회주의자들의 행동으로 야기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대한 ‘단

죄’를 다짐한다. 그러나 서유기의 서술자는 도덕성과 정통성을 강조하는 주석

의 목소리를 류머티즘에 고통하는 노인의 목소리로 우스꽝스럽게 제시한다. 이

는 서유기의 서술자, 혹은 최인훈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은 인정

하면서도, 그 입장이 당대 한국에서 현실적인 힘과 가능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실제로 서유기에서 ‘주석’의 방송은 혁

명위원회의 쿠데타로 인해 정지되고,427) 혁명위원회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혁명

적 전통”을 “오늘의 현실”, 즉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여 계승하겠다고 말

한다.428)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한국적 상황을 강조하면서 쿠데타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혁명위원회의 입장은,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상하이

임시정부라는 기호를 전유하였던 1960년대 초반 군사독재의 정치적 상황을 반

426) 최인훈, 서유기 4, 266-267면.
427) “ 〔…〕(노인의 음성이 갑자기 끊어지고 소란스러운 발걸음 소리. 이윽고 아
나운서의 확실히 흥분을 감추지 못한 소리로) 특별 뉴우습니다. 특별 뉴우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하겠읍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각료 전원이 사직하고 새로
운 혁명위원회가 정부를 인수했읍니다. 동시에 주석 이하 전원은 국가 지도에 있
어서의 중대한 과오를 심판 받기 위해서 혁명 재판소에 기소되었읍니다. 곧 이어
서 새로 정부를 맡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방송이 있겠읍니다. 잠시 음악을 들으시
겠읍니다. / 그것은 저 구식 곡조의 애국가였다. 독고준은 긴장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다.” 최인훈, 서유기 4, 267-268면.

428) 최인훈, 서유기 4,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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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429) 이처럼 최인훈은 4.19혁명 이후 복권된 김구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동의하면서도 그 입장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승인하지는 못

하였다. 독고준 또한 상하이 임시정부와 군사위원회의 방송에 별다른 반응을 남

기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으로 주석이 서유기에서 퇴장한 것은 아니었다. 1971년에 출판

된 단행본 서유기의 후반에서 주석은 다시 한 번 등장하여 ‘방송’을 한다.430)

다시 등장한 주석은 진지한 목소리로 방송을 이어간다. 문학 연재분의 주석이
조급하고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로 등장했다면, 단행본의 후반에 등장하는 목소리

는 진지하며 근대 이후 세계사의 전개 과정과 유럽의 사회원리, 한국의 식민지

경험에 대한 논술을 제시하고 있다.

□2 두 개의 ‘주석’의 소리

서유기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상하이 임시정부 ‘주석의 소리’는 북한 정권의

소리, ‘이성병원’의 소리, 대한불교관음종의 소리와 함께 제시되고 있다. 임시정

부의 소리와 북한의 소리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체에 근거하며,

‘이성병원’과 대한불교관음종의 소리는 비판적 성찰을 위한 메타담론이라는 점

에서, 최인훈의 인식적 지향이 ‘이성병원’과 대한불교관음종에 보다 가깝다는 의

견도 존재한다.431) 하지만 북한 정권의 소리와 ‘이성병원’은 독고준을 찾고 있는

것에 반해 임시정부와 대한불교관음종의 소리는 독고준을 찾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방송의 소리를 분석해본다면 북한 정권의 소리는 독고준의 월남

이전 유년 시절의 경험과 관련되며 ‘이성병원’의 소리는 최인훈의 문학적 실천

과 관련이 있다.432) 이에 비해 임시정부와 대한불교관음종의 소리는 독고준 혹

429) 공임순, 1960년과 김구 - 추모・진상규명・통일론의 다이어그램 , 309-314면.
430) 이 부분이 1966년 문학에 연재된 서유기의 앞부분과 함께 집필되었는지,
이후에 집필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차이를 감안한다면
이후에 추가로 집필되었다고 보는 것 또한 가능하다. 아울러 집필된 시기는 내용
상의 유사성을 감안한다면 단편 주석의 소리 (월간중앙, 1969.6.)와 비슷한 시
기로 추정할 수 있다.

431) 서은주, 최인훈의 소설에 나타난 ‘방송의 소리’ 형식 연구 , 208-210면.
432) 서유기에서 북한 사회에 대한 최인훈의 비판적 인식은 독고준에 초점화한
서술자의 다음 진술을 참조할 수 있다. “그 무렵 북한 사회는 새 사회가 아니었
다. 그것은 회칠한 무덤. 봉건적․권위신봉적․폐쇄적․일본 군국주의적․관존민
비적 삶의 근본태도 위에 공산주의라는 회칠을 한 추악한 무덤이었다. 너와 나
사이에, 몸짓 속에, 웃음 속에 배어들고 넘치지 못하는 어떤 공식론도 삶을 행복
하게 할 힘을 갖지 못한다.”(최인훈, 서유기, 을유문화사, 1971, 225면.) 이 진술
은 북한 방송의 소리 직전에 제시되며, 북한의 소리는 독고준을 ‘간첩’이라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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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인훈의 개인적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다만 문제는 방송이 끝난 후 서

술자가 방송의 소리를 “주의해서 들었는데도 마지막 낱말의 마지막 음절이 끝

나자 그(독고준-인용자)는 이야기를 깡그리 잊어버렸”던 것으로 제시한다는 점

이다.433) 이 점에서 대한불교관음종의 소리와 임시정부의 소리는 서유기에 제

시되기는 하지만, 독고준의 행정에 개입하지는 않으며 서사의 후경으로 밀려난

다.

비록 후경화되지만 서유기(1971)의 후반부에서 서술자가 제시한 ‘주석의 소

리’는 비슷한 시기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편 주석의 소리 (월간
중앙, 1969.6.)와 여러 점에서 공명한다.434) ‘주석의 소리’와 주석의 소리 에서

주석은 공히 진지한 목소리로 발화하며, 세계사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서유기의 것은 간략하고 원리적인 것에 비해, 단편 주석의 소리 는 보

다 상세하며 논리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서유기에 삽입된 ‘주석의 소

리’는 한일관계의 역사성과 해방 이후 남북정권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고,

단편 주석의 소리 는 세계사의 검토 위에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사회 각 분야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차이는 상보적

으로 독해할 여지가 있는 것이기에 이 글에서는 ‘주석의 소리’와 주석의 소리

를 겹쳐 읽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주석의 발화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주석의 자기 인식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그는 스스로의 위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해방된 조국의 양쪽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정권들이 섰읍니다. 북쪽에는 몽둥

이로 개잡는 식의 견식밖에 없는 점령군의 추종자들이 정권을 잡았으며 남에서는

옛동지들을 버리고 국내에서 다소간에 적에게 부역한 세력과 손잡은자가 집권하여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독재와 부패의 정치를 폈습니다. 우리 상해임시정부는 정

다. ‘이성병원’의 소리에서 독고준은 “본원의 연구원의 한 사람” 곧 ‘이성병원’의
구성원으로 소개되며, ‘이성’을 신뢰한 이로 제시된다. 또한 방송은 독고준을 ‘혁
명’보다 ‘시간’을 선택한 이이자, “ 라울 의 아픔”을 자기화하여 “그 자신이 비인
(非人)이 됨으로써 인간적 문제에 대한 의무를 벗고자 한” 이로 명명한다(같은
글, 233-235면). 전자는 회색의 의자에서 독고준의 결론을 연상시키며, 후자는
최인훈의 단편 라울전 에서 라울의 고민과 단행본 서유기의 후반에 등장하는
비인의 주체성과 연관된다. 회색의 의자에 관해서는 방민호, ‘데가주망’의 논리
, 168-173면; 라울전 과 서유기에 관해서는 김진규, 한국 전후소설에 나타난
자기소외의 극복 모색 , 295-307면 참조.

433) 최인훈, 서유기, 255면.
434) 이하에는 서유기(1971)에 삽입된 전자를 ‘주석의 소리’로, 단편으로 발표된 후
자를 주석의 소리 로 약칭하고자 한다. 각각을 인용할 때는 전자는 (‘주석의 소
리’, 면수), 후자는 ( 주석의 소리 , 면수)로 표시하여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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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正統)의 연속과 옹호만이 민족의 살길이며 외세에 대한 자주적 용기를 가진 사

람들이 이 정통을 계승하는 때가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진정한 길이라고 믿는 것

입니다. (‘주석의 소리’, 310)

‘주석’은 “과거 역사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정당성을 확보한 존재”이지만,435)

현재 ‘해방된 조국의 양쪽’ 모두와는 불화하는 위치에 있다. 북은 소련군 점령군

의 추종자들이 정권을 잡은 상황이었고, 남은 ‘부역’ 세력이 민주주의의 이름 아

래 독재와 부패를 이어 가며, 상하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횡령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방송을 송출한다면, 그 방송은 현실의 남한 정부의

방송을 통할 것이 아니라, “환상(幻想)의 상해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 주석의

소리 , 360)라는 명칭을 통해 제시되어야 했고 소음들과 함께 제시될 수밖에 없

었다.

라디오에 대한 최인훈의 세대론적 경험과 1960년대 한국의 문화사적 맥락을

고려할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1936년생인 최인훈의 세대는 “역사적 장면을 증

언하는 라디오 방송에 귀 기울이며 살았던”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세대에게 “방송의 목소리는 일종의 개인의 의지나 결단을 넘어서 있는 초월적

영역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436) 1969년 당시 전국에 라디오는 202만 4천 대,

스피커는 130만 7천 대, 텔레비전은 21만대, 앰프는 7,466대가 보급되었고, 그

결과 거리에서도 방송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으며, 버스를 비롯한 대중적 공

간에서는 소음에 고통 받는 이들도 늘어갔다.437) 박정희 정권은 ‘앰프村’을 건설

하여 국가의 정책을 선전하면서 정권의 성과를 홍보하였고, 선거를 앞두고는 선

전 방송을 틀었다. 하지만 동시에 라디오에는 체제 외부의 ‘붉은 소음’이 개입하

기도 했는데, 당대 남한에서는 라디오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방송뿐 아니라, 북

한의 방송 또한 어렵지 않게 청취할 수 있었다.438)

435) 서은주, 최인훈의 소설에 나타난 ‘방송의 소리’ 형식 연구 , 209면.
436) 김동식, 총독의 소리 와 주석의 소리 에 관한 몇 개의 주석 , 기억과 흔적
– 글쓰기의 무의식, 문학과지성사, 2012, 171면. 김동식이 추린 최인훈의 생애사
에 겹쳐진 라디오의 미디어 경험은 다음과 같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 항복 선언, 1950년 6월 26일 김일성의 평
양방송, 같은 날 남한의 반복되는 휴가장병 원대복귀 공지방송, 서울에 머물기를
독려한 이승만의 방송, 1960년 4월 26일 오후 1시 이승만의 하야 선언, 1961년 5
월 16일 오전 5시 쿠데타 직후 박정희의 혁명 공약 등.

437) 음악의 남용 , 경향신문, 1969.12.13. 임태훈,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와 붉은
소음의 상상력 – 1960년대 소리의 문화사 연구를 위하여(1) , 대중서사연구
17(1), 대중서사학회, 2012, 302-307면.

438) 임태훈,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와 붉은 소음의 상상력 – 1960년대 소리의 문
화사 연구를 위하여(1) , 298-299면. ‘붉은 소음’은 임태훈이 한국 뒤덮은 불청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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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당시 라디오는 “온갖 억압된 것들의 소리”를 귀환하도록 하였으며,

“유령의 목소리”를 현전하도록 하는 매체였다.439) 따라서 총독의 소리 연작이

‘지하방송’을 자처하고 주석의 소리 가 ‘환상’을 자처하는 것, 그리고 불안정한

전파 속에서 소음으로 전달되는 것은, 대중적인 매체이면서도 ‘불온’한 소리를

쉽게 전파할 수 있는 라디오의 매체적 특징을 극대화한 설정으로 이해할 수 있

다. 1960년대 당시 망각되었거나 독재 정권에 의해 전유되었던 상하이 임시정부

의 소리는 일반적이며 일상적인 발화의 형식이 아니라, ‘환상’의 소리와 ‘유령’의

소리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었다. 최인훈은 ‘민족주의’를 전유한 1960년대 군

사정권과의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주석’으로 대표되는 ‘임시정부’의

위치와 그 이념을 보존하면서, “임정을 하나의 정치적 이상(유토피아)으로 남겨

두는 쪽을 택했다.”440) 하지만 그가 ‘임정’의 위치와 이념을 보존하는 방식은 고

정화된 실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임정’을 유령화하여 출몰하도록 하는 방

식을 통해서였다.

‘주석의 소리’와 주석의 소리 를 통해서 최인훈은 ① 세계사의 검토를 통한

‘제국주의’의 재인식, ② 동아시아의 역사와 식민지의 문제, ③ 한국 사회의 각

영역에 대한 제안 등 세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3 세계사의 발견과 ‘제국주의’의 재인식

주석의 소리 의 초반에서 주석은 자신의 방송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제국주의’라는 관점에서 세계사를 재인식하는 것이다.

어떤 민족이 본주의 초기에 있어서 봉건 제도와 억을 하고 에 분

고립는 고로 광대민족국로 통일 집중것을 급히 꾀다. 어떤 민족은 

본주의 전계에 있어서 업유에 의하여 세계시과 법의 통일 등으로

부득불 지민족적 고립과 쇄국주의를 고 민족과 민족의 교역을 증하고 아

울러 호 의존성을 더 게 니 이로 인여 민족적 위선을 돌서 도리어

국제연계를 확했. 이는 이른최고 계의 독점 본주의로 이윤증를 위해

대제국주의 국로서 드시 수의 약소국 민족을 유린여 기에게 예속

시켜 식민지 또는 식민지로 보는 것이. 연이나 비록 이들 지역에서 능히 본주

의의 전을 도지도 동시에 그 식민지의 궁핍과 을 도조. ―

전파 (경향신문, 1964.11.4.)의 표현을 가져온 것이다.
439) 김동식, 총독의 소리 와 주석의 소리 에 관한 몇 개의 주석 , 168면; 임태
훈,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와 붉은 소음의 상상력 – 1960년대 소리의 문화사
연구를 위하여(1) , 295면.

440) 공임순, 1960년과 김구 - 추모・진상규명・통일론의 다이어그램 ,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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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근본적 인식을 이 시점에서 다시 확인하고 풀이하는 것이 이 방송 목적이

올시다. ( 주석의 소리 , 360-361)

옛한글 표기를 활용하여 주석이 간략하게 제시한 것은 레닌의 제국주의론

(1917)이었다. 레닌에 따르면, 근대 초기의 자본은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민족국

가의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후 자기증식의 결과, 자본은 국경

을 넘어서 “최고단계의 독점자본주의”, 곧 제국주의로 나타나게 된다. 주석의

논술은 경제적 본질에서 제국주의를 독점자본주의로 정의한 레닌의 제국주의

론 을 따르는 것이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일반의 기본적인 속성의 발

전과 계승으로 이해하였다. 자유경쟁이 지배하던 초기 자본주의에서 국제교역은

‘상품수출’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20세기의 독점자본주의는 상품이 아니라 자

본 자체를 수출하는데, 이때의 ‘자본수출’은 후진국에 자본을 수출함으로써 과잉

자본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레닌은 금융자본이 자본수출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그물을 던지고, 세계를 실제로 분할했음을 비판적으로 분

석하였다.441) 하지만 주석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옛한글로 표기하면서, 제국주

의에 대한 근본적인 재인식을 요청하고 있다.

그 결과 그(맑스-인용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의 극대화를 결론하고 혁명의 필

지를 예언 했읍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전에 영국의 더욱 더한 번영과 독일과 프

랑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을 보아야 했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는 난처한 예언을 했

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맑스의 이론을 보완한 것이 레닌의 제국주의에

대한 견해인데, 그는 식민지 수탈이라는 점으로 난점을 극복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

나 그의 방법도 역시 제국주의 단계에서의 자본주의라는 구조 분석이었읍니다. 그

러나 그들은 모두 빠뜨린 것들이 있읍니다. ( 주석의 소리 , 365-366)

주석에 따르면 맑스와 레닌이 파악하지 못한 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변질’이

다. 맑스와 레닌이 예상한 것보다 생산성의 발전 정도는 컸고, 생산성의 증대는

기업의 양보와 국민의 투쟁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국가 내부에서는 “선진의 자

본주의 사회에서의 부(富)의 균배, 기업의 공익성에 대한 조처, 복지적 제도의

발전”이 나타났으며, 국제적으로는 “국제정책에서의 수탈에서 공영으로의 변

화”( 주석의 소리 , 366)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레닌의 예상과 달리 자본주의의

최후단계로서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가 되지 못하였다.

주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다시금 역사

를 거슬러 올라가 “근대 유럽이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고 자기를 지구사(史)의

441) レーニン, 宇高基輔 訳, 帝国主義論, 岩波書店, 1956, 144-145, 102-11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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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주체로까지 완성 시키는 과정”( 주석의 소리 , 362)을 추적한다. 이 과정

에서 주석은 근대 유럽의 팽창 과정이, 근대 국가의 “구조적 모순”을 “해외로의

진출, 더 솔직히 말하면 식민지의 취득과 확대라는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주석

의 소리 , 362) 한 과정이었음을 지적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주석은 근대 유

럽의 원리와 제도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로마 제국의 원리와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아닙니다. 유럽 지역은 아주 늦게 문명과 국가가 정비

되었는데 현재까지 유럽이 폭발적인 힘을 가지게 됐던 조건에 대한 만족할 만한 통

설은 없습니다만 그 첫째로 유럽 문화의 혼합성을 들 수 있읍니다. 그리스와 이스라

엘과 아랍과 로마 그리고 이집트의 문화가 지중해를 매개로 하여 이 유럽 지역에

혼혈하여 독특한 잡종 문화를 형성하였읍니다. 유럽 문화는 그러므로 도시형 문화

이며 엑조티시즘의 유입과 잡혼을 허락하는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는 지방형 순수

문화에 비하여 매우 탄력성이 풍부하고 변화성이 좋으며 기민하고 실제적입니다.

〔…〕 유럽 문화는 이집트·바빌론·아테네·바그다드·로마가 그러했듯이 한 도시 속

에 각기의 민족이 각기의 습관대로 섞여 사는 도시의 혼돈의 생명력을 본질로 합니

다. 이 점에서 로마는 이미 유럽 문명의 논리적 형태를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읍

니다. (‘주석의 소리’, 244)

한나 아렌트는 제국은 다수의 민족 및 국가를 통합하는 원리를 갖추었으나,

국민국가에는 그러한 원리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국민국가가 확대되어 타민

족․타국가를 지배하게 될 경우 제국이 아니라 ‘제국주의’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가라타니 고진은 아렌트의 견해를 존중하여, 제국을 한 국가의 확장이 아니라

다수의 국가 사이에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다수의 부족이나 국가를 복종

이나 보호라는 ‘교환’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제국’의 원리라고 명명하였다. 제

국의 원리는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복종함으로 보호를 받는 정치적인 관계이

며, 지배자에게 세금이나 공물을 바친다는 점에서는 경제적인 관계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원리는 정복한 상대에 대한 전면적인 동화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었

으며, 공공사업, 복지 등의 형태로 재분배가 이루어졌다. 제국은 외견상으로는

복속되고 조공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와 공존하는 원리를 갖추었

다.442) 주석 역시 로마 제국의 원리를 ‘제국’의 질서 아래 다양한 민족이 차이를

가진 채 공존하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해하였으며, 다양한 민족의 잡거를 유럽

문명의 원리로 이해하였다. 주석에게 제국의 원리는 균질적인 동화의 원리가 아

니라, “정복자의 법과 토착법이 이원적으로 공존”( 주석의 소리 , 362)하는 “혼

442)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제국의 구조, b, 2016,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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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의 원리였으며, 유럽 문명은 제국의 원리에 근거하였기에 다양성과 역동성

을 가질 수 있었다. 나아가 주석은 제국이라는 질서의 기원을 로마 제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바빌론, 페르시아 등 아시아 제국의 원리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서구중심성의 시각에서 벗어나 있었다.

가라타니에 따르면 제국과 달리 제국주의는 ‘네이션=국가’의 확장으로 하나의

네이션이 스스로 확장하며 다른 네이션을 지배하는 형식이었으며 화폐와 상품

교환이라는 교환양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주석은 근대 이후 지리적 확장에 따라

유럽의 각국이 제국이 된 것을 “하나의 로마로서는 감당 못 하도록 넓어진 생

활권을 통제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로마가 생긴 것”(‘주석의 소리’, 244)이었다

고 설명한다. 다만 근대에 새롭게 생겨난 제국들이 제국의 원리를 존중했다면

“각국의 수도는 그들의 식민지를 거느린 각기의 로마 제국들로서 유럽은 세계

의 도시가 되고 세계의 다른 지방은 유럽의 사이(四夷)가”(‘주석의 소리’, 244)

되어 여러 제국이 존재하는 체제가 형성되어야 했겠지만, 실제 역사는 이와 달

랐다.

주석은 “근대 유럽의 이념과 제도”는 보편성 및 개방성을 갖추었지만, 그 이

념가 제도가 “민족국가”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그는 “민

족국가”는 “인류사적인 진보성에 비교할 경우, 그에 어울릴 만한 높이에 이르지

못할 정치적 주체”로 인식하였다( 주석의 소리 , 363). 주석은 가라타니와 마찬

가지로 제국주의를 국민국가의 원리가 확장된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그가 “나치

스 독일의 순수주의야말로 낡은 유럽의 사망 선고”이자, “가장 비유럽적인 발

상”이라고 평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주석의 소리’, 245). 나아가 유럽의 제국주

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유럽에서 발생한 ‘불평등’의 문제를 “식

민지라는 후진 지역의 희생”을 통하여 해소하였다( 주석의 소리 , 363).443)

주석은 제2차세계대전으로 탈식민지화가 진행되고 지구적 냉전질서가 형성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제국주의 질서와 그 유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

다고 보았다. 이 문제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모두에 숙제로 남아 있

었다.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자신 국민국가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

민국가를 수탈하면서도 “지난 날의 피식민지 국가와의 공영 유대를 성립”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 체제’라는 새

로운 체제의 원리를 현실화하지만, “정치권력의 단위가 여전히 민족국가의 형

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공산주의적 보편 이념과 민족국가의 이념”( 주석의 소

443) 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적 환경’을 전제로 해서야 성립할 수 있다는 인식은 로
자 룩셈부르크가 자본축적론(1913)에서 제시한 통찰이다. 최인훈은 이 문제를
1973년에 발표한 소설 태풍에서 다시 다루었다. 이에 관해서는 이 글의 4장 3
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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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 364) 사이의 충돌과 모순에 직면하고 있었다.

주석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면서, ‘제국’과 ‘제국

주의’의 관계를 통해서 세계사를 다시 읽었다. 이때 그가 주목했던 것은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국의 원리였다. 이에 이어진 질문은 동아

시아의 역사에 대한 재인식이다.

4.1.2. 동아시아 문명권의 발견과 한국의 위치

□1 ‘문명권’으로서의 동아시아

1967년 문학에 연재한 서유기에서 독고준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식민

지 체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다.444) 그는 논개, 이순신, 이광

수 등을 만나면서 (후)식민성의 문제를 논제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1971년에 활

자화한 서유기에 실린 ‘주석의 소리’에서 최인훈은 일본 제국주의와 역사적으

로 존재했던 동아시아의 주변으로서 일본을 구분하고 있다. 주석은 19세기에 유

럽과 만나기 이전, 동아시아를 하나의 문명권으로, 곧 “한․중을 주축으로 한

동양 세계”이자 하나의 “천하”(‘주석의 소리’, 243)로서 파악한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그들 일본에게 터럭만한 해를 가함이 없었고 한토의 글과 천

축의 법을 전하여 그들 삶의 어둠으로부터 보다 밝은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벗임을

증명하였읍니다. 〔…〕 백제·고구려·신라는 학자와 기술자를 자진하여 그들의 땅에

보냈읍니다. 그들은 군대를 파견하는 대신 문화사절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의 원조 밑에 이루어졌읍니다. 그 국가로서는 문화 사절 다음에는 무언을 보낸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읍니다. 〔…〕당시의 우리 조상들은 당시의 문명과 국제정세와

지리감각에 대한 일종의 고전적 원리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것은 민족의 판도는

하늘이 준 것이며 영토적 확장을 타민족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일종의 패륜이라고

생각한 현상유지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윤리적 노력의 자제심이나 극기의 결과에서

온 것이 아니라 원시적 지방주의, 지방자치의 원칙이 세련된 형태였읍니다. 이러한

감각에서 선인들의 대일 정책은 전통적으로 불간섭·평화·원조·공존이었읍니다. (‘주

석의 소리’, 242)

주석은 한국이 일본을 침략하지 않았던 것을 두고 그것을 온순함이나 겁이

444) 구재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기억하기’와 탈식민성 - 서유기를 중심으로
, 한국현대문학연구 15, 한국현대문학회, 2004, 3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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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음 등 한국인의 종족적 심성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거듭 경계하였다. 그 대

신 주석이 강조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질서’를 이루고 공존하

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 공존의 원리이다. 위의 진술은 한국과 일본의 교류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는 다른 자리에서는 “우리(한국인-인용자) 선인은 중국과

그 국제적 정책에서 견해를 같이 했”음을 환기한다(‘주석의 소리’, 243). 그는 동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당시의 문명과 국제정세와 지리감각에 대한 일종의

고전적 원리”가 존재했음을 지적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원시적 지

방주의”, 혹은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문명권을 형성하였다

고 보았다. ‘동양 세계’, 혹은 ‘천하’라고 부를 수 있는 동아시아의 문명권은 한

문이라는 서기체계와 불교라는 세계종교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능했으며, 동아

시아는 이를 통해 “불간섭․평화․원조․공존”의 질서를 형성하였다. 물론 생산

양식 및 교환양식을 비롯한 경제의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갖추지 못하

였고, 중국에 대한 진술이 추상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대목에서 동아시아의 역사를 하나의 ‘광역권’의 질서로서 파악하고자 한 주

석의 시각을 읽어낼 수 있다.

제프리 파커는 인류 역사상 두 번의 군사혁명이 일어났는데, 한 번은 고대 중

국의 춘추전국시대에, 또 한 번은 유럽의 근대에 일어났다고 보았다. 그는 행정

력, 정치력, 경제력이 충분히 발전할 경우 군사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첫 번째 군사혁명의 결과, 중국은 진(秦)으로 통일되었고 대륙의 문명

전체가 하나의 제국 질서로 포괄되면서, 제국을 형성하였다. 이와 달리 15-16세

기 유럽에서는 200-300년 간 전쟁을 이어갔지만, 결국 그들은 유럽 대륙을 하나

의 제국으로 통일하지 못하였고, 유럽 바깥에 각자 제국을 만드는 방식으로 나

아가게 된다. 이를 두고 파커는 고대 중국의 1차 군사혁명은 제국 질서를 낳았

고, 근대 유럽의 2차 군사혁명은 제국주의로 귀결되었다고 평하였다.445) 가라타

니는 진의 통일 이후 한(漢)에 들어서면서 약탈과 재분배를 넘어서 증여와 답례

의 성격을 갖는 교환양식이 구축되었고, 유교를 통해서 관료제를 확립하는 방식

으로 ‘제국’의 질서가 형성되었으며 당(唐)에 와서 중국이 온전한 ‘제국’으로 탄

생하였다고 보았다.446) 동아시아를 문명권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던 주석은 당이

‘제국’으로서 그 원리를 갖춘 것과 동시대인 삼국 시대에, 일본과 한국 역시 같

은 체계 안에서 교류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주석은 ‘문명권’으로서 동

아시아를 살아갔던 동아시아인들을 “문화인”(‘주석의 소리’, 243)이라 명명하였

다.

445) 주경철, 그해, 역사가 바뀌다, 21세기북스, 2017, 215-219면.
446)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제국의 구조, 144-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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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은 전통시대 동아시아를 하나의 ‘문명권’으로 이해하였으며, ‘제국’의 원리

안에서 중국, 일본, 한국이 균형을 유지하고 평화를 창출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 주석은 경제라는 계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의하지 않았고, 중

국사 역시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이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은 문명권으

로서 동아시아를 이해하면서도, 정치적․문화적 관련성이 높은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만을 시야에 두었을 뿐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누락하였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제국’들과 동아시아의 제국 질서를 연동하여 이해할

가능성은 유보하게 된다.447) 주석은 “서양 동점”(‘주석의 소리’, 243)이 이루어진

19세기 이전의 동아시아를 유럽과는 별개의 ‘천하’로 이해하였다. 또한 한족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정주민의 원리에 근거

한 한족 사회와 달리 유목민의 원리에 근거한 몽고의 등장과 그로 인한 세계

제국의 성립을 “이단적 반란”(‘주석의 소리’, 243)으로 이해할 뿐, 그것이 제국의

질서 변동에 대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못하였다.448) 또한 주석은

“지구상에 아주 오랜 주기로 덮쳐드는 변화의 시대”(‘주석의 소리’, 247)가 있음

을 언급하며, 직선적인 역사의식이 아니라 ‘주기’ 혹은 ‘순환’이라는 형식으로 세

계사를 이해할 가능성에 닿기는 하지만 그것을 구체화하지는 못한다.

주석은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거쳐 유럽이 동아시아를 찾아왔던 19세기 “동양

三국의 정치가들은 매우 어리둥절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진단하였다(‘주석의 소

리’, 245). 그는 동양 3국을 “농사 짓고”(‘주석의 소리’, 246) 사는 이들로 제시하

면서, 유럽을 “산더미 같은 배를 몰고 총칼로 장사하자는” “장삿군”(‘주석의 소

리’, 245)으로 형상화하였다. 다만 유일한 예외는 일본이었다.

그런데 정통의 동아의 국제 정국에서 항상 촌놈이던 일본은 이해했읍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변화의 포착에 천재적이었던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경험이 있었읍니다.

447) 최근의 지구사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제국의 원리를 가능하게 하는, 화폐의 순
환에 주목하며 구체적으로는 ‘은(銀)’의 유통에 주목한다. 안드레 군더 프랑크는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중국은 전 세계의 은이 빨려드는 최종적인 세계의 ‘배수
구’였다고 평한다. “조공이라는 호칭으로 불렸건 불리지 않았건 은을 결제수단으
로 하는 이 상거래와, 중국․조선․일본․동남아시아․인도․서아시아․유럽․유
럽의 식민지 사이에 전개된 중심-주변 관계는 18세기까지 세계경제에서 중심적
인 역할을 했다. 〔…〕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중국의 ‘조공무역망’
은 광범위한 아프로-유라시아 세계무역망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안드레
군더 프랑크, 이희재 역, 리오리엔트, 이산, 2003, 211-212면.)

448)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2010, 4장 참조. 김호동은 서구
중심으로 15세기에 세계사가 형성되었다는 관점을 수정하여, 13-14세기의 몽골제
국의 성취와 그들이 제국 내에 잉태시킨 ‘세계사적 관점’의 유산이 이후 지구 곳
곳의 역사에 계승되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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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임진왜란 때 이미 개국하였던 것입니다. 〔…〕 일본의 개국은 뛰어난 상황

판단이나 국학정신의 탄력성 같은 관념적 원인에서가 아니라, 부유한 국내세력이 현

실적으로 개국을 강력히 필요로 하는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또 막부

의 권력을 탈취하는 기회도 제공한다는 현실적인 정치 경제적 조건에서 추진된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방의, 유신에 주동력이 된 개국 세력에는 유럽의 막대한 정

치자금이 제공되었으며 명치유신은 유럽의 정치자금에 의한 쿠데타였다는 것이 진

상입니다. (‘주석의 소리’, 246)

주석은 일본의 근대화를 일본의 ‘민족성’의 결과로 이해하거나 일본의 근세

국학이 선취한 근대적 성격에 기인한 결과로 이해하는 일본의 근대화론을 탈신

화화한다. 그는 일본의 근대화를 관념적 원리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경제

적 조건, 특히나 일본 내부와 유럽의 정치적 이해가 관여한 사건이었음을 강조

한다. 이때 주석이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문명권’의 질서 속에서

‘촌놈’이었던 일본의 역사적인 위치이다. 가라타니는 중국의 제국 질서를 중심인

중국, 주변인 한국, 아주변(亞周邊)인 일본으로 구분한다. 그는 아주변인 일본을

이해하려면 중국이나 서양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변인 한국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라타니에게 “아주변이란 중심에서 떨어져 있지만 중심의 문

명이 전해질 정도는[로-인용자] 근접한 공간”이며, “아주변은 주변과는 달리 중

심에 의한 직접적 지배의 위험이 없고 문명의 섭취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다.449) 그는 제국 질서의 중심인 중국과 주변인 한국은 새로운 근대세계

체제에 접속하기가 어려웠지만, 일본은 아주변의 위치에 있었기에 근대세계체제

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국민국가의 형성과 산업자본주의의

발전 또한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본다. 문제는 일본은 아주변이었기 때

문에 ‘제국’의 원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었는데, 가라타니가 보기에 메이지 유

신으로 일본이 국민국가 형성에 성공한 후, 국민국가를 확장하여 제국주의로 전

화한 것은 그 때문이다.450)

주석의 시각 역시 가라타니의 시각과 공명하는 바가 있었다. 주석이 보기에

중국 또한 비교적 일찍 서구와 관계를 맺고 통상을 하였지만, 그 통상의 양은

‘제국’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현실적인 변혁을 결심할 조건을 내부에서 성숙”시

킬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한국은 “이도 저도 아닌” 곤란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주석의 소리’, 246). 결국 동아시아의 ‘아주변’이자 제국주의로 전화한 일

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중국을 (반)식민지로 지배하게 된다.

449)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제국의 구조, 275면.
450)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제국의 구조, 331-3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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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부 한국과 ‘문명의 감각’

1970년을 전후한 시기 주석이 제시한 한국의 식민지 경험에 대한 논술은 이

전 시기 후식민성에 대한 최인훈의 입장과 연속되면서도 보다 진화한 것이었다.

우선 주석은 식민지 지배의 결과, 한국의 자기인식이 올바로 형성되지 못하였음

을 논점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의 패배를 관념적이며, 현상을 고립해서, 실체론

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정책적으로 추악하게 과장하여 한국인의 영혼에 오

래 가시지 못할 상처”(‘주석의 소리’, 247)를 주었다고 평가하는 그의 시각은

1960년대 초반 광장과 회색의 의자을 통해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서 후식민

성의 문제를 발견했던 최인훈의 인식과 연속되는 것이었다.451) 하지만 동시에

변화도 보이는데, 회색의 의자에서 독고준이 ‘갇힌 세대’의 동인지에 기고한

글은 “만약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가졌다면 참 좋을 것이다.”452)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이었고, 그의 글에 대해 ‘갇힌 세대’ 동인들은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

였다. 하지만 1960년 후반 주석은 한국인들이 “만일 일본이 합병하지 않았더라

면 어떻게 되었을까하고 상상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주석의 소리’, 246)

라고 단언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의 조정은 앞서 보았듯 세계사의 전개 과정과 동아시아 광역권의

구조에 대한 역사적 탐색의 결과였다. 주석은 동아시아의 ‘중심’(중국)도 ‘아주

변’(일본)도 아니었던 ‘주변’인 한국에 대하여, “당시의 정세로 우리는 식민지를

면할 수 없었”다고 냉정하게 판단하였다(‘주석의 소리’, 246). 1960년대 후반 주

석은 역사에 대한 가정(假定)이 아니라, 역사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

청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패배를 부정하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한국의 패배를 역사의 깊고 넓은 시야 속에서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문명감각”

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주석의 소리’, 247). 이때 역사성과 과학성을 갖춘 문명

의 감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위치는 바로 주변부(the Periphery)였다.

인제 겨우 우리들 자신의 얘기를 할 때가 왔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의 터를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만든 주역들의 이야기는 끝났읍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주도적 행위의 결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읍니다. 세계는

분명히 하나가 되었고, 서로 연결되고, 이러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현실이자

결과입니다. 우리도 그 현실 그 결과 속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현실, 이 결과는 우

리들의 발상, 우리들의 주도에 의해서 이렇게 된것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

451) 후식민성에 대한 최인훈의 문제제기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이 글의 3장 1절 참
조.

452) 최인훈, 회색의 의자 1, 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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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는 근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구 시대로의 길고 먼 과정에서 선진국, 중진국들

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행위가 끝난 다음에 겨우 지구사회의 공민권을 얻게된 것입

니다. ( 주석의 소리 , 366)

한국은 비서구 제국인 일본의 식민지로서 세계사에 접속하였고, ‘주역’이 아닌

위치, 곧 주변부로서 근대를 경험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

어 중역(重譯)의 형식으로 서구의 근대를 경험해야 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냉전

하에서 후식민성을 고민해야 했다. 주석은 1960년대 후반 당대 한국의 현실이

한국인의 ‘발상’과 ‘주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

다.

1960년대 후반 주석은 “상해임시정부는 현실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유일한 민

족적 시점”으로 자부하였다(‘주석의 소리’, 248). 앞서 1960년대 중반에도 주석은

“민족의 이름으로”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신성

하고도 당연한 권리”로서 제시된 것이었는데,453) 1960년대 후반 주석의 자부는

민족주의에 근거한 감정적 표현이기보다는, 세계사의 전개과정과 한국의 위치에

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에 대한 자부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주석은

주변부의 후식민성에 절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주변부 한국이 마주

했던 “난관”( 주석의 소리 , 366)을 분석하고 “상황의 구조”( 주석의 소리 , 367)

를 파악함으로써 ‘난관’을 “과제”( 주석의 소리 , 367)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주체의 반응”( 주석의 소리 , 367)을 요청하였다.

주석은 “근대 유럽의 선진, 중진국들이 길게는 4세기, 짧게는 1․2세기에 걸쳐

이룬 과정을 우리는 겨우 어제 오늘에 시작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서구 유

럽의 근대와 주변부 한국의 근대가 시간적으로 비동시적이며 경험의 시간적 양

또한 비대칭적임을 인식하였다. 그에 따르면, 서구의 근대를 지체와 압축 속에

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한국은 후진성의 문제 앞에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거

나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주체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이 높았다( 주석

의 소리 , 367). 위험에 대한 경계를 전제하면서, 주석은 당대 한국 사회에서 형

성해야 할 주체를 정부, 기업인, 지식인, 그리고 국민으로 분류하여 각 주체의

‘과제’를 논술하였다.

근대 유럽 국민들이 막강한 인습과 권력의 힘에 항거하여 정치권력을 손에 쥔 역사

적 경험은 아마 우리들의 정서적 상상력을 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간인 이상, 그와 완전히 동일한 역사적 세부까지를 추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

도, 그와 동일한 형태의 생명의 경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것으

453) 최인훈, 서유기 4, 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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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보더라도 3·1운동과 4·19에서 표현된 국민의 주권 의사입니다. 〔…〕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의 주도권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것은 오늘

의 세계에서 민족 국가가 대외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 주

석의 소리 , 368)

주석은 ‘정부’에 대하여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존중을 요청하였는데, 그의

진술은 1960년대 ‘민주주의’에 대한 최인훈의 고민이 진화한 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었다. 1960년대 초반 광장과 회색의 의자를 통해 최인훈은 서구

의 인민에게는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적 경험”이 있지만, 우리에

게는 그것이 부재함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그는 3․1운동과 4․

19로부터 서구의 혁명과 “동일한 형태의 생명의 경험”을 추출하며, 한국의 역사

적 경험에서 주변부에서 보편성의 인식 가능성을 탐색하였다.454) 주석 또한 최

인훈의 문학적 고민과 마찬가지로, 주변부 한국의 위치에서 비동시성과 비대칭

성을 직시하면서 한국의 근대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심문하였다.

기업인의 과제를 논의하면서 주석이 고민한 것은 ‘사회’의 문제였다. 헤겔은 
법철학 강의에서 시민사회의 원리를 논술하면서 부르주아라는 주체에 주목하

였다.455) 주석 또한 “근대 유럽 민족 국가가 부르조아 민족 사회라고 불리듯이

민주주의의 주도적 담당자는 상공업자들이었”음을 명시한다( 주석의 소리 ,

369). 동시에 그는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 ‘사회’라는 공적인 영역이 형성되지 못

했던 이유를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하여 제시하였다.

후진국에 있어서의 기업가 계층은 대부분 민족 국가의 주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자

라났다는 점에 그 치명적 약점이 있읍니다. 역사적인 이 같은 사정은 그들에게서 공

익성에 대한 감각이 사실상 함양될 기회를 주지 않았읍니다. 함양이라는 말을 쓴다

고 해서 무슨 유별난 도덕적 심성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건강한

이해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럽 근대 국가에서의 기업의 이윤의 소장은 그들의

민족 국가의 국력의 소장과 걸음을 같이 했읍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그 사회

의 빵을 만들고 자유를 보장한 것이 그들이었기에 말입니다. 일본제국주의의 통치

가 우리들에게 국가와 사적활동 사이에 있는 건전한 감각을 해체시키고 망국적인

이기주의의 심성을 배양한 것은 틀림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자기의 이

454) 광장과 회색의 의자에서 제시한 서구의 역사적 경험과 한국의 역사적 경
험 사이의 낙차에 관해서는 이 글의 3장 1절을, 주변부의 역사적 경험에서 보편
성을 구성하는 최인훈의 논리와 실천에 관해서는 이 글의 3장 2절 참조.

455) “개개인은 이 국가(외적 국가-인용자)의 시민(Bürger)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이
익을 목적으로 삼는 사인(私人, Privatpersonen)이다.” (법철학 제3부 제2장 시
민사회 §187.) G.W.F. 헤겔, 박배형 주해, 헤겔과 시민사회 - 법철학 시민사
회 장 해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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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국가의 이익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주석의 소리 , 369)

주석은 식민지의 경험이 ‘공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약화시켰으며, 그 결과 한

국에서는 사회가 형성될 계기가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주목할 것은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라는 진술이다. 주석은 식민 지배의 종결 이후, 한국

에서도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석이 ‘지식인’을 별도의 범주로

설정한 것 또한 사회의 형성 가능성 문제와 연결된다. 주석은 근대의 제도를 도

덕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정부의 권력은 남용

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를 창달할 수도 있고, 기업가의 부는 반사회적 이윤을 추

구할 수도 있고 사회적 부를 증대할 수도 있다. 주석은 권력과 부가 상품화되거

나 체제에 순치되지 않도록 그 “남용”을 감시하고, 각 기능이 사회에 이익이 되

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지식인의 임무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남용을

감시하여 사회를 형성하는 지식인의 임무를 두고 “진리의 옹호”( 주석의 소리 ,

370)라고 명명하였다.

주석의 시각은 부르주아라는 주체를 통해 시민사회의 형성가능성을 탐색한다

는 점에서 헤겔과 공명하지만, 사회를 인륜(人倫)의 실현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사회를 이익과 부를 추구하는 기능주의적 시각으로 이해하였다. 나아가 주석은

사회를 정부, 기업, 지식인으로 분절하고, 지식인은 다시금 학술, 예술, 언론 등

전문화된 분업적 체계로 대별하여 이해하였다. 그는 사회를 “분류에 따라”( 주

석의 소리 , 371) 이해한 것이다. 뒤르켐은 전통적인 민족주의 등의 집단의식이

나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로는 현대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으며, 사회 자체의 분업에 기반한 사회적 연대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456) 주석 역시 전문직에 의한 분업화를 염두에 두고 한국사회를 상

상하였다.

후식민지 한국을 ‘풍문의 나라’로 파악하거나, 혹은 한국에서 사회의 형성이

불가능했다는 인식은 1960년대 초반 광장과 중반의 회색인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이때 서구와 한국의 낙차는 지식인 주동인물에게 절망을 가져온 계

기였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주석은 그러한 낙차를 인지하면서도 그러한 낙차

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 위에서 사회 각 영역의 주체가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탈식민 이후 한국사회에 대한 주석의 요청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존중과

사회의 형성이라고 정리한다면, 주석은 민주주의와 사회의 주체로서 ‘국민’을 제

시하였다. 주석은 민주주의를 사유하면서 정체(政體)로부터가 아니라, 국민 개개

456)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555-5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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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입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을 중시하였고, “개인의 책임이 민주주의의

주체적 조건”( 주석의 소리 , 372)임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사회의 각 “조직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로 개인”( 주석의 소리 , 371)임을 강조하였다.

민주주의와 사회에 대한 주석의 요청은 이후 1970년대 최인훈이 지속적으로

고민한 주제였다. 물론 당대가 군사독재정권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석의

요청은 체제 안으로 순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염려스러운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데탕트가 도래하면서 지구적 냉전이 누그러들고,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변화가능성이 감지되자 최인훈은 조심스럽게 주석의

고민을 소설로 제시한다. 주석의 소리 (1969) 이후에 발표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70-1972)은 그 결과물이다. 최인훈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70-1972)을 통해서 ‘월남인’의 시각으로부터 지역사회라는 생활의 공간을 발

견하고, 친밀성과 공공성의 관계 재구성 문제를 탐색하였다.457) 동아시아냉전질

서의 변동 가능성을 앞에 두고 최인훈은 한국의 현실적 맥락 안에서 사회의 형

성가능성과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심문하였다.

□3 질문과 답변의 어긋남

주석의 소리 와 ‘주석의 소리’를 통해 최인훈은 세계사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주변부 한국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 과제를 논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논리를 살핀다면, 문제 제기와 대안이 다소 어긋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주석은 세계사를 재인식하면서 ‘제국’의 원리를 발견하였는데, 제국의 원리

는 일국사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을 공유한 여러 민족과 국가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열어주었다. 제국의 원리는 고대의 아시아 여러 나라, 서구의 로마,

전통시대 동아시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질서였으며, 그는 제국과 제국주의를 대

별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였고, 광역권의 시각에서 세계사를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후식민지 한국의 과제를 제안하는 부분에서, 그는 철저히 국민국

가의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 국가 내부의 여러 영역들을 전제하고 있으며, 세계

와 국민국가라는 틀에 근거하여 사유하였다. 가령 그는 정부의 과제로서 민족국

가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와 “민족국가”의 개념쌍으로 논리를 전개한

다( 주석의 소리 , 367). 또한 주석은 지식인의 임무로 “① 국학의 개발과 발전

에 의한 민족의 연속성의 유지와 특수성의 인식, ② 지구인으로서의 보편적인

감각을 고려해야 하며 ③ 그러한 구체적인 매개위에서 근대 유럽의 이념인 민

457) 이에 관해서는 2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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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와 이성의 현실에 기여하는 인간상을 모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주

석의 소리 , 371). 이러한 임무에서 보듯, ‘국민국가’는 ‘세계’와 바로 연결될 뿐,

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문명권’ 혹은 ‘광역권’에 대한 고민은 주석의 대안에

서 사라져 있다. 특히나 1960년대 후반 한국은 식민지와 냉전이 중층결정한 동

아시아냉전분단체제 안에 있었으며, 한국인의 냉전 경험은 한국의 분단체제, 동

아시아의 냉전분단체제, 그리고 지구적 냉전의 중층성을 가지고 있었다. 최인훈

이 1970년대 초반 데탕트의 국면, 즉 미중의 관계 변화로 인해 지구적 냉전과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 그리고 한국의 분단체제가 모두 변동할 가능성을 인지했

을 때 비로소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집필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석의 대안은 한국이라는 영역에 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진단과

대안의 어긋남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기업인에 대한 주석의 제안에서이

다. 총독의 소리 (신동아, 1967.8.)에서 총독은 서구의 근대 국가의 발전은 식

민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민주주의 또한 식민지라는 물질적 토대에 근거

하여 가능했음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민주주의의 시대는 식

민지의 시기였으며, 민주주의의 ‘구성적 타자’인 ‘야만인’은 단지 은유가 아니라,

실제 서구 민주주의의 경제적인 기반인 식민지의 존재를 환기하는 용어였다.458)

이 점을 감안할 때, 하나의 국민국가에서 민주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어떻게 지

탱할 수 있는지는 숙고가 필요한 문제이다

앞서 보았듯 주석은 ‘정부’의 항목을 통해서 서구의 혁명과는 다르면서도 그

‘원리’를 공유하였던 3․1운동과 4․19혁명의 보편성을 탐색하였다. 그것은 원리

와 이념형으로서의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주석이 ‘기업가’, ‘지식인’,

‘국민’의 항목에서 요청한 사회의 형성은 식민지가 종결된 역사적 맥락 안에서

앞으로 한국의 실제적 과제로서 제시한 것이다. 실제적 과제였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제를 수행할 주체와 방법을 호명하여야 했는데, 국민국가의 단위로 사유를

전개하였던 주석은 다음과 같은 대안에 멈추어 있다.

식민지와 높은 생산성, 유럽 국가들에게 있었던 이 두가지가 우리 기업가들에게는

모두 없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근면의 창의를 그들의 식민지로 삼으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민 대중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을때, 그들은

가장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같은 공익성의 감시는 물론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읍니다. ( 주석의 소리 , 370)

주석은 서구는 식민지를 기반으로 근대화와 민주주의를 이룩하였는데, 한국의

458) 최인훈, 총독의 소리 , 신동아, 1967.8, 480면; 조르조 아감벤 외, 김상운 외
역,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난장, 2012, 155,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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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에게 식민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때 그는 ‘근면’을

식민지로 삼을 것을 권한다. 다음 문장에 이어지듯, 그 역시 식민지 없는 한국

의 기업이 한국의 국민을 식민지로 삼을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주석은 근

면을 식민지로 삼고, 정부가 기업의 활동과 공익성을 감시해야 한다는 제안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물론 생산력이 아니라 노동자의 ‘근면’을 통해 ‘근면혁명

(Industrious revolution)’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459) 그것은 자발성에

근거해야 할 것이며,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주석은 세계사를 인식하면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권

이라는 새로운 문제의 영역을 발견하지만, 그 문제를 현실화할 가능성을 발견하

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문제 설정은 ‘문명권’ 혹은 ‘제국’의 단위

에서 주어졌지만, 그의 대답은 ‘국민국가’ 안에 한정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주체

를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또한 누락하고 있다.

물론 이는 단지 최인훈 개인의 부주의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은 유럽공

동체로 대표되는 광역권(Groβraum)이나 지역 단위로 냉전을 경험하였지만, 동

아시아의 경우 분단과 국민국가의 단위에서 냉전을 경험하였다. 유럽은 베스트

팔렌 조약(1648) 이후 꽤 오랜 시간 동안 국민국가의 체제가 정착한 상태에서

냉전에 접어들었으며, 1949년부터 1955년에 걸쳐 냉전이 점차 구조화되었다. 동

아시아는 ‘해방’ 이후 새로운 독립국가의 수립이라는 탈식민의 과제가 분단 정

부 수립으로 귀결되었고, 곧 이어서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이 발발하여 동아시아

냉전은 급격히 구조화되며, 탈식민 국가 형성의 과정은 순조롭지 못하였다. 미

국 주도의 ‘자유’ 진영은 중국과 북한을 배제하고 정전협정으로 한국을 탈정치

화하였으며, 일본을 냉전의 파트너로 호명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함

으로써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를 구조화하였다.460) 그 과정에서 제2차세계대전의

‘종식’을 위한 강화조약이었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9.8.)은 완전강화가

아니라 단독강화에 그쳤고, 제국 일본의 피해국인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한국

과 북한 등은 조약 체결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의 냉전은 국민

국가의 단위로 경험되었다.

냉전을 분단된 국민국가 단위로 경험해야 했던 한국에서는 국민국가를 넘는

459) 하야미 아키라(速水融)는 17-18세기 일본의 경제사를 검토하면서, 자본이 줄어
드는데도 농업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근면혁명
(Industrious revolu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근면혁명’에는 ‘카이젠[改善]’이
라는 일본 특유의 문화가 관여하기도 한다. ‘근면혁명’ 당시 일본에서는 농서가
보급되었고, 제도적으로도 자신이 노력하여 늘어난 생산물은 자신의 소득으로 귀
속될 여지가 있었다. 주경철, 그해, 역사가 바뀌다, 145-146면.

460) 김학재, ‘냉전’과 ‘열전’의 지역적 기원 - 유럽과 동아시아 냉전의 비교 역사사
회학 , 사회와역사 114, 한국사회사학회, 2017, 212-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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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권’, 혹은 ‘광역권’을 어떻게 논제화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곤란이

따른다. 최인훈 역시 논리적으로는 곤경에 빠져 있었으며, 주석 또한 동아시아

문명권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서구와의 조우 이전 시기에 한정한 것이었

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이후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 데탕트를 전후하여 최인훈은 국민국가 단위가 아니라

광역권이라는 시각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가능성을 우발적으로 발견하고 그 가

능성을 탐색하게 된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의 유년 시절 식민지 체험의 기억

에서 찾을 수 있었다. 1936년생인 최인훈은 1940년대 초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에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어로 교육을 받았다. 또한 그가 유년 시절에 살았

던 회령은 조선인의 동족공간이 아니라, 조선인과 일본인이 갈등 속에서 공존하

는 지역이었다. 2절에서는 두만강 (1970)을 중심으로 최인훈의 유년시절 식민

지 경험과 1970년대에 그것을 발표한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년시

절에 얽힌 식민지의 형상은 최인훈에게 곤혹스러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국민국

가가 아닌 다른 시각에서 세계를 이해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였다. 하지만

두만강 에서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는데, 그 가능성은 태풍
(1973)에서 비로소 열린다. 3절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의 인도네시아

점령을 배경으로 한 소설 태풍의 분석을 통해, 최인훈이 주변부의 역사적 경

험에 근거하여 ‘선진-후진’이라는 서구의 원리가 아니라 새로운 원리로 세계사

를 상상하는 과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최인훈이 태풍에서 도달한 해답은

그가 주석의 소리 에서 마주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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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식민지의 재인식과 민중의 생활감각

4.2.1. 유년기 식민지의 기억과 재현의 곤란

□1 쓰이지 못한 에필로그, 두만강 의 뒤늦은 도착

이 절에서는 앞 절의 후반에서 살펴본 국민국가를 초과하는 광역권의 상상

및 재현가능성이라는 문제의식에 유의하여 1970년 7월 월간중앙에 뒤늦게 발

표한 최인훈의 ‘첫 작품’인 두만강 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최인훈의 두

만강 에 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지 못하였다. 이는 최인훈의 다른 소설

과 비교할 때, 두만강 의 소설적 완성도가 높지 못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두

만강 은 최인훈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 회령을 상기시키는 H읍을 배경으로

1943-1944년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H읍 사람들의 삶과 욕망, 그리고 풍속을

묘사한 소설이다. 하지만 최인훈은 몇몇 지면을 통해, 두만강 이 1952년 자신

이 피난지 부산에서 창작을 시도한 첫 소설이지만, 창작적 훈련의 미비함으로

다양한 글감과 주제를 통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700매의 분량에 이르고도 그것

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461) 이후 그는 두만강 과는 전혀 다른 성격

의 소설인 GREY구락부 전말기 (자유문학, 1959.10.)를 통해 문단에 등단하

였으며 중장편 광장(새벽, 1960.11. / 단행본 정향사, 1961), 장편 회색의
의자(1963-1964), 장편 서유기(1966-1967 / 단행본 을유문화사, 1971), 연작

크리스마스캐럴 (1963-1966), 연작 총독의 소리 1-3(1967-1968) 등을 발표하

였다. 그리고 연작의 형식으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두 편(월간중앙,
1970.2. / 창작과비평, 1970.3.)을 발표한 이후에야, 뒤늦게 그의 첫 소설 두만

강 을 발표하였다.

1970년 7월호 월간중앙에 두만강 을 발표하면서, 최인훈은 작가의 辯 을

덧붙인다. 소설 두만강 에는 본문뿐 아니라 프롤로그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만강 은 작가의 辯 , 프롤로그 , 본문이라는 이질적인 층위의

텍스트들로 구성된다. 작가의 辯 은 뒤늦은 발표의 경위에 대한 최인훈의 진술

이며, 프롤로그 는 소설의 배경인 H읍에 관한 묘사와 서사의 의미를 서술자가

해설하고 있다. 최인훈은 작가의 辯 을 통하여 두만강 의 본문이 “쓰여진 분

량은 좀더 길지만, 그대로의 완결성을 주기 위해 뒷부분을 잘라 버렸”다고 밝혔

다.462) 하지만 실제 발표된 두만강 의 서사는 완결성을 갖추었기보다는, 주요

461)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 길에 관한 명상, 청하, 1989,
31-34면.

462) 최인훈, 작가의 辯 , 월간중앙, 1970.7, 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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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중 한 명인 한경선의 고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는 순간 서사가 단절된

다. 최인훈의 진술은 ‘그런대로 완결성을 갖’춘 것으로 읽히기보다는 ‘뒤쪽을 잘

라버렸’기에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로 읽혔고, 선행 연구에서는 두만

강 을 유년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하였으나 실패한 소설, 미완의 첫 소설

정도로 이해하였다. 1952년 부산에서 “피난지 학교 생활의 어려움에서 잠시 벗

어나기 위한 회고에 다름 아니었을 터”라는 평가가 대표적이다.463) 또한 소설과

함께 게재된 작가의 辯 을 통해 최인훈이 밝힌 것처럼 두만강 은 중심인물인

20대를 전후한 여성 현경선(玄京仙)과 ‘소학교’464) 3학년 남학생 한동철(韓東哲)

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연애와 우정을 서사화한다. 하지만 소설의 초반에는

그러한 서사가 진행되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애초의 구도는 사라”지며 두만

강 은 서사의 “비대칭, 불균형”을 면치 못했다는 점 또한 서사의 완성도에 의문

을 가지게 한다.465) 최인훈의 다른 소설과 달리, 작품론 형식의 접근이 거의 진

행되지 못한 것은 서사의 완성도에 대한 염려가 두루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두만강 에 대한 접근을 주저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곤란함은, 최인훈의 다른

소설들과의 양식적 내용적 거리이다.466) 등단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최인훈은

광장, 회색의 의자 등으로 대표되듯 지식인 남성 주체를 주동인물에 초점화

하여 그의 교양과정을 통해 서사를 진행하는 소설을 창작하였다.467) 하지만

1960년대 중후반 그는 총독의 소리 로 대표되듯, ‘전통적인’ 서사의 양식을 탈

구축한 미학적 실험을 통해 당대의 후식민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재현하였다. 그

런데 1970년 최인훈은 다시금 인물과 사건이 제시되는 소설인 두만강 을 발표

했으며, 이후에는 인물의 내면과 의식, 실천에 주목한 태풍을 이어서 발표한

다. 이 점에서 그의 두만강 창작은 최인훈의 문학적 실천에서 일종의 ‘회귀’

463) 김윤식, 토착화의 문학과 망명화의 문학 – 이호철과 최인훈 1 , 문학의 문학
, 2009.겨울, 270면.

464) 제국 일본의 칙령 제148호 ‘국민학교령’(1941.3.1.)에 의해 초등교육기관의 명칭
은 ‘소학교’에서 ‘국민학교’로 변경된다. 두만강 의 서술자는 ‘국민학교’라는 명칭
도 일부 사용하지만, 대부분 ‘소학교’라고 지칭하였다. 이 글은 ‘소학교’라는 서술
자의 지칭을 따르되 따옴표로 표시하였다.

465) 손정수, 환상으로 존재하는 삶 (해설), 최인훈 전집 7 – 하늘의 다리 / 두만
강, 문학과지성사, 2009, 349면.

466) 두만강 이 발표되었던 1970년대 초반, 김윤식은 두만강 과 최인훈의 다른 소
설들 간의 차이로 인해 “사람들은 약간 당황했을 지도 모른다.”라고 당대의 반응
을 기록하였다. 김윤식, 어떤 한국적 요나의 체험 – 최인훈론 , 한국근대작가
논고, 일지사, 1974, 367면.

467) 최인훈의 광장과 회색의 의자를 교양의 서사로 이해한 연구는 권보드래,
최인훈의 회색인 연구 , 231-242면; 복도훈, 1960년대 한국 교양소설 연구 –
4․19 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 동국대 박사논문, 2014, 39-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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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변곡의 지점으로 이해되었다.468) 최인훈 스스로도 1970년 두만강 을 발표

하면서 “專門 批評家나 까다로운 독자를 제외한다면 나의 작품 가운데서는 廣

場 과 더불어 제일 보편적인 전달이 가능한 소설입니다.”라고 자부하였다.469) 그

러한 변화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두만강 의 서사는 높이 평가 받지 못했다.

이는 서사의 완성도에 대한 의문에 더해서, 이 소설의 인물과 배경이 주는 곤혹

감 때문이다.

GREY구락부 전말기 , 광장, 회색의 의자, 서유기 등 최인훈의 1960년

대 초중반 소설들은 (A) 남성 지식인 주체가 서사의 주동인물이 되어, (B) 식민

지와 냉전 아래 한국의 역사적 조건으로 인한 곤혹과 그 극복의 문제를 서사화

하였다.470) 하지만 두만강 은 (a) ‘소학교’ 남학생과 ‘소학교 교원’인 젊은 여성

을 초점화자로 설정하고 그들 주변 ‘민중’들의 삶을 형상화하며, (b) H읍은 어느

정도 자족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유년의 초점화자는 그 삶에 결핍을 그다

지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이 소설에서 (c) H읍은 ‘동족

공간’이 아니라,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이 잡거(雜居)하는 지역으로 형상화되며,

(d) 그 사회의 체험적인 풍속이 구체적으로 재현된다. 이는 최인훈의 다른 소설

들이 (C) 동족공동체로서 한국 사회를 전제하고 있으며, (D) 풍속의 재현 자체

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점과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 더해서, 두만강 이 형상화하는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들이

섞여 살아가는 H읍의 일상은 지극히 평화롭고 아늑하다”는 사실은,471) 두만강

해석에 더욱 더 큰 곤란을 가져온다. 주요 인물인 ‘소학교’ 남학생 한동철은

조선인 친구들의 괴롭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오히려 일본인 여성 친구인 유

다끼 마리꼬에게 친근감을 느낀다. ‘소학교’의 교원인 현경선은 자신의 ‘연애’가

468) 천이두는 일찍이 두만강 의 문학적 특질이 “오히려 그레이俱樂部 顚末記 나
廣場 등 그(최인훈-인용자)의 초기 작품들과 계열을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하
였으며, “문장부터가 그의 다른 초기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평명한 사실주의적 묘
사가 주축을 이루고, 작중 현실 역시 일상적 차원 위에 설정되어져 있다.”고 평하
였다. 천이두, 추억과 현실의 환상 (해설), 최인훈 전집 7 – 하늘의 다리 / 두
만강, 문학과지성사, 1978, 318-319면.

469) 최인훈, 작가의 辯 , 395면. 이 문장은 작가의 辯 의 마지막 문장인데, 이후 
최인훈 전집에 작가의 말 로 제목이 바뀌어 수록되면서는 삭제되었다.

470) 손유경,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난 만주의 ‘항일’ 로맨티시즘 , 만주연구 12,
만주학회, 2012; 김진규, 선을 못 넘은 ‘자발적 미수자’와 선을 넘은 ‘임의의 인
물’ - 최인훈의 광장 (1961)과 홋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 (1951) ,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2014; 이경림, 서사의 창조에 의한 자기 정위(定位)의 원칙 - 최인
훈의 회색인론 , 한국현대문학연구 42, 한국현대문학회, 2014.

471) 류동규, 유년기의 식민지 기억과 그 재현 – 하근찬과 최인훈의 경우 , 식민
지의 기억과 서사, 박이정, 2016,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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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것에 곤란을 느낀다. 그들의 주변에는 ‘대일협력’의 태도를 취한 조

선인 중년들의 모습, 창씨개명을 하고 자연스럽게 일본식 생활을 하는 조선인들

의 일상이 제시된다. 최인훈 문학의 특징인 관념지향성이 잘 어울리는 남성 지

식인의 교양의 서사로부터 거리를 둔, 두만강 의 서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충분한 대답을 갖추지 못하였다. 두만강 이

“우리가 살았던 한 치욕적인 시대의 풍속도”472)라는 초기의 평가는 이후 연구에

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두만강 의 인물들이 식민지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자아를 형성하지 못했음을 비판하거나,473) 두만강

을 식민지 조선인의 일상에 일본의 생활양식과 풍속이 틈입하고, 교육과 신문

등의 장치를 통해 제국 일본의 전쟁 선전과 식민 이데올로기가 식민지 주체에

게 내면화하는 양상을 포착한 소설로 독해하였다.474) 선행 연구는 대부분 두만

강 의 서사를 미달로 평가하거나, 그 서사의 의미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다.

선행 연구들이 두만강 의 특징적인 국면들을 포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만

강 이 가진 문제성은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다는 것이 이 글의 판단이다.

이 글은 선행 연구의 성과를 검토한 위에서, 미완으로 남겨진 두만강 이 1970

년 뒤늦게 발표되었다는 점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최인훈은 몇 차례

스스로 두만강 의 미완에 대해 설명을 시도한 바 있지만, 최초의 진술은 다음

과 같다.

여러가지 사정이 겹쳐서 집필이 중단되고, 그후에 다른 작품을 가지고 文壇의 한 사

람이 됐읍니다. 그 사정 가운데서 순전히 文學的인 그리고 가장 주요하기도 한

事情만을 말한다면 이 小說을 써가면서 애초에 예상하지못한 局面들이 새롭게 나에

게 質問해왔기 때문입니다. 著述을 하는 사람이면 으레 겪는 일입니다. 그것들은 어

렵고 갈피를 잡을수 없이 헝클어진 것들입니다.475)

그는 처음 두만강 을 구상할 때는 ‘예측하지 못한 국면’들을 소설의 집필 중

마주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국면들이 ‘자신’에게 ‘질문’

한다는 표현이다. 즉 최인훈은 서사 자체가 글쓰기 주체의 곤혹을 초래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1989년에 남긴 진술 역시 이러한 문제를 환기한다. 그는 구상

472) 천이두, 추억과 현실의 환상 (해설), 320면.
473) 이평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 연구 , 동국대 석사논문, 1996,
55-56면.

474) 배지연,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일제강점의 기억과 풍속 재현의 글쓰기 - 두
만강을 중심으로 , 우리말글 71, 우리말글학회, 2016, 380면.

475) 최인훈, 작가의 辯 , 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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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서사에서 제외했던 요소들이 집필 과정에서 출몰했음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끝까지 배제할 만한 신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476) 두

만강 의 미완은 서사 창작 층위의 문제뿐 아니라, 주체의 윤리적 층위에 대한

질문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두만강 을

논의하면서 이와 같은 작가의 윤리적 층위의 곤혹과 그것이 소설의 서사 구성

에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2 유년기에 겹쳐진 식민지의 형상 – 어느 ‘황국신민세대’ 문학자의 경우

두만강 의 배경은 최인훈의 고향인 H읍, 곧 회령이다. 최인훈은 회령에서 태

어나 유년시절을 그곳에서 보내고 중학교에 진학한 후, 원산으로 이동하였으며

원산고등중학 2학년생이었던 1950년 12월, 가족과 함께 LST를 타고 월남하였

다.477) 1960년대 중반 최인훈은 회색의 의자와 서유기를 통해, 남성 지식인

주동인물을 W시, 곧 그가 중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원산으로 회귀하도록 하였

다.478) 원산은 1960년대 중반 최인훈의 소설을 구성하는 주요한 공간으로, “유형

지이자 피난지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다.479) 그러나 소년 시절을 지낸

원산과 달리 그의 유년시절 고향인 회령은 최인훈 소설에 쉽게 등장하지 못하

였다.

회령을 배경으로 한 두만강 은 먼저 창작이 시도되었으나 마무리되지 못하

였고, 결국 1970년을 전후하여서 발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최인훈의 원산 경험

은 중등학교 시기의 체험과 연관되며 해방 후 냉전 및 열전의 경험이었던 것에

반해, 그의 회령 경험은 유년기의 체험과 연관되며 식민지와 전시체제하 일상의

경험이었다는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다. 최근의 한 연구는 두만강 이 식민지

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1970년대에 발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 소설

에 등장하는 “동철, 경선, 그 밖의 많은 인물들이 성장해서 1960-70년대 한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함으로써, 해방 이후의 식민주의적

476)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 34면.
477) 최인훈, 화두 1, 민음사, 1994, 52면; 김윤식, 토착화의 문학과 망명화의 문학
– 이호철과 최인훈 1 , 244-248 및 267-270면.

478) 최근 최인훈의 문학을 월남문학으로 이해한 연구들에서는 회색의 의자와 
서유기에 주목하면서, W시, 곧 원산을 그 이동의 초점으로 삼았다. 방민호, ‘데
가주망’의 논리 - 최인훈 장편소설 회색인 ; 서세림, 망명자의 정치 감각과 피
난의 기억 - 최인훈 서유기론 , 현대소설연구 5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김진규, 한국 전후소설에 나타난 자기소외의 극복 모색 - 행동과 주체 정립을
중심으로 참조.

479) 김윤식, 토착화의 문학과 망명화의 문학 – 이호철과 최인훈 1 ,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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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을 비판했다고 평가하였다.480) 또 다른 연구는 두만강 이 발표된 시기는

“식민지 경험을 망각하려는 경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그것을 기억의 대

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간적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한 시점이었으면서도, 과

거 식민 지배자와의 극적인 관계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

지지 못한 시점”이었다고 평가하였다.481)

이 글은 선행 연구의 성과에 기반하여, 최인훈에게 ‘식민지’와 그 경험이란 무

엇이었는지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만강 을 발표한

후에 최인훈이 연재했던 갈대의 사계 의 한 장면은 흥미로운 시사를 제공한

다.482) 이는 1972년 1월 초순을 배경으로 한 일화이다.

조금 걸어가자니 길목에 일본 대사관이 나선다. 김홍철씨가 걸음을 멈추고 대사관

지붕을 올려다 본다. 지붕꼭대기에 일본기가 꽂혀 있다.

아노 하타오 우테

구보씨는 깜짝 놀랐다. 난데 없이 들려온 그 소리였다. 저 기를 쏘아라. 하는 일본

말이었다. 구보씨가 소학생이던 일본점령시대에 구보씨는 그런 제목의 영화를 보았

던 것이다. 보어 전쟁 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다. 〔…〕쓰러져가면서 희생자들이

부르짖는 소리. 아노 하타오 우테 그들이 저주와 미움으로 쏘라고 웨친 기는 영

국기였다. 진격해 오는 영국군 대열속에 나부끼는 아노 하타오 우테. 그런데 일본기

를 보고 있는 구보씨의 귀에 그 먼 소년시절에 본 영화 속의 부르짖음이 함성처럼

들려온 것이다.

아노 하타오 우테.

또 한 번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훨씬 뚜렷했다.

그런 영화가 있었지?

그것은 김홍철 씨 목소리였다. 구보씨는 비로소 소리의 임자를 알았다. 그래서 이렇

게 대답했다.

생각나는군. 〔…〕

사실 처음에 이상했지?

뭐가?

한일조약 후 해방 후 처음 일본기를 봤을 때 말이야.

사실이야

480) 배지연,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일제강점의 기억과 풍속 재현의 글쓰기 - 두
만강을 중심으로 , 406-407면.

481) 류동규, 유년기의 식민지 기억과 그 재현 – 하근찬과 최인훈의 경우 , 255면.
482) 최인훈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느슨한 연작 3편과
갈대의 사계 라는 제목으로 월간중앙(1971.8.-1972.7.)에 1년간 연재된 소설은
후일, 소설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로 편집된다. 아울러 갈대의 사계 의 각
연재분은 발표 시점으로부터 2달 전의 현실을 소설로 포착하여, 12개월 동안 시
계열적으로 추적하였다. 이 글의 2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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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시대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런 기분을?

응 〔…〕

그러나 저 기를 보니 섬찍하더군

그래 그래. 저 기가 저대론데 우리 사이는 청산된걸로 한다?

미진한 것 같지? 483)

구보씨는 최인훈을, 소설가 김홍철은 최인훈의 동향 선배이자 원산고등중학 2

년 선배인 이호철을 가리킨다. 김홍철은 일본대사관 위 히노마루[日の丸]를 발

견한 후, 문득 “あの旗を撃て.”라는 일본어 문장을 발성한다. 흥미로운 점은 최

인훈이 처음 이 일본어 문장을 들었을 때, 그가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점이다.

또한 그 놀람은 이어서, 식민지를 경험했던 유년 시절의 잠재화한 기억을 솟아

오르도록 한다. 이어서 두 사람은 한일기본조약으로 일본과 한국의 국교가 수립

된 이후 일장기를 다시 보았을 때의 곤혹을 언급하며, 또한 자신들이 그 시기를

경험했음을, 곧 자신의 주체형성이 유년 시절의 식민지 경험과 불가분의 관계임

을 확인한다. 이호철과 최인훈은 각각 1932년과 1936년생으로, 아시아태평양전

쟁기에 식민지의 ‘국민학교’를 다닌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들은 군사화된 사회와

학교 안에서 남성화된 일본어로 교육을 받았으며, 해방 이후에는 역으로 일본어

를 통해 세계에 관한 지식을 형성하고 세계문학을 독서하였다.484)

하지만 그들에게 일본은 지식의 투명한 매개(medium)는 아니었으며, 복합적

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었다. 이들보다 앞선 세대 역시 식민지를 경험하

였으며, 해방 후에도 필요한 경우 일본어 독서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그들과 달

리, 1930년대 중반 세대에게 식민지와 전시체제하의 일상은 유년 시절의 경험이

었다. 유년 시절의 서정적인 체험적 기억과 전쟁과 수탈이라는 ‘민족’의 공적 기

억은 충돌하게 된다. 이 점은 최인훈과 같은 1936년생 비평가 김윤식의 경우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483) 최인훈, 갈대의 사계 8, 월간중앙, 1972.3, 424-425면.
484) 이들이 해방 이후에도 일본어로 세계에 관한 지식을 구성해야 했던 이유는 한
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반공주의적 검열로 인해, 도서 출판에 사상적, 이념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정현은 1950-1960년대를 ‘고서점의 시대’로 회상하였
다. 식민지 시기에 유통된 일본어 책이 남아 있었으며, 보다 넓은 범위의 ‘사상과
출판’이 가능한 일본어 책이 ‘곧바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어떤 책을
읽고자 마음 먹고 고서점을 뒤지면 “어딘가에 꼭 있”었다고 회고하였으며, 이 점
에서 “아무리 혹독한 권력도 우리들의 정신세계의 문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라고 평하였다. 남정현·한수영, 환멸의 역사를 넘어서 , 실천문학,
2012.가을, 97-98면. 해방 전후 원산에서 이호철의 일본어 독서체험에 관해서는
방민호, 이호철 선생을 만나다 , 문학의오늘 13, 2015.봄, 68-69면.



- 197 -

나는 慶南 金海郡 進永이라는[sic] 한 가난한 농민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지금도 선

명히 기억하는 것은 日本巡査의 칼의 위협과 식량 공출에 전전긍긍하던 부모님들

및 동리 사람들의 초조한 얼굴입니다. 國民學校에 입학한 것은 1943년으로, 진주만

공격 2년 후이며 카이로 宣言이 발표된 해에 해당됩니다. 十里가 넘는 邑內 國民學

校에서 아까이도리 고도리, 온시노 다바꼬, 지지요 아나다와 쯔요갓다, 요가
렌노 우다 등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불렀읍니다. 혼자 먼 산을 넘는 통학길을

매일매일 걸으면서 하늘과 소나무와 산새 틈에 뜻도 모르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외

로움을 달래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리듬이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에서는 이 무렵 가끔 지원병입대 장정의 환송회가 눈물 속에 있었고, 아버지의 징용

문제가 거론되는 불안 속에 우리는 이따금 관솔 따기로 수업 대신 산을 헤매었읍니

다. 동리에서도 할당된 양을 채우기 위해 관솔 기름을 직접 짰던 것입니다. 그리고,

놋그릇 공출이 잇따르고…… 이러한 일들은 내 幼年時節의 뜻모르는 抒情性으로 남

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어 1년동안 滯日했을 때 <靖國神社>에 가끔 가서

느낀 것은 의외에도 이 나의 幼年時節의 뜻모르는 抒情性의 아픔이었읍니다.485)

1974년 김윤식은 미국·영국·중국이 일본에 대한 전후(戰後) 처리 방침을 언급

한 카이로 선언이 발표된 1943년 8세의 나이로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일본가요

<赤い鳥小鳥>, <恩賜の煙草> 등과 일본군가 <父よ、あなたは強かった>, <予

科練の歌> 등을 뜻 모른 채 따라 부르며 스스로를 위안했음을 밝힌다. 그는 무

척 곤혹스러운 어조로 그때를 회고하는데, 당시 어른들은 징병, 징용, 공출 등

전시체제의 압력과 폭력 앞에 노출된 상태였으나, 유년이었던 그 자신은 ‘뜻 모

르는 서정성’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후일 성장한 김윤식은 일본의 야스쿠니

진자[靖國神社]에 가서야 그 서정성을 아픔으로 느낀다. 그는 자신을 두고 “의

식의 차원에서는 반일감정이 역사의식으로서 엄존”하더라도, “무의식의 차원에

서는 <황국신민>의 世代는 짙은 鄕愁에 젖어 있음도 사실”임을 고백하였다.486)

485) 김윤식, 어느 일본인 벗에게 ,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일지사, 1974, 1-2면.
편지 형식의 이 글의 수신인은 다나카 아키라(田中明)이다. 그는 1926년생으로
유년시절을 식민지 조선에서 보냈던 일본의 저널리스트였다. 한일기본조약 이후
인 1970년대 초반 다나카는 한국고전문학을 연구하기 위해 현해탄을 건너 도한
(渡韓)하였다. 그는 구 제국의 주체와 후식민지 주체 사이에는 소통이 불가능하
다고 판단하며, 소통불가능성의 심연을 개인의 심정적 ‘결단’이나 ‘도약’으로 메우
는 것을 비판하였다. 대신 그는 ‘반일’의 ‘실질’을 명징하게 응시하고, ‘반일’의 ‘질
감’을 섬세히 판별할 것을 요청하였다. 김윤식 또한 다나카의 소통불가능성에 공
명하면서 한일문학의 관련양상을 편집하였다. 장문석, 상흔과 극복 - 1970년
김윤식의 도일과 비평 , 민족문학사연구 59, 민족문학사학회, 2015, 17-18면.

486) ‘황국신민’이라는 용어는 1937년부터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을 역임한 시오하라
토키사부로(塩原時三郎)의 신조어로, ‘자기를 버리고 텐노(天皇)를 위해 기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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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은 최인훈을 다룬 한 편의 비평에서 최인훈과 그 자신을 두고, “우리

세대의 극히 짧은 식민지 시대에 받은 교육”이 갖는 의미를 특기하였다.487) 이

들에게 식민지 교육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이 개인의 의식에 적지 않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죄의식은 정신적 외상을 형성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일

본 노래나 군가를 따라부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유년기의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즐거워했던 것이 사후적으로 정신적 외상이 되는 것이다.488) 최

인훈과 김윤식이 사석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불러야할 자리에

서 저도 모르게 일본 군가가 튀어나”온 경험을 공유하였다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듯,489) 그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유년시절을 경험한 같은 ‘황국신민세대’

였다. 월남 이후 1970년대까지 최인훈은 회령에서의 유년시절 경험을 배경과 소

재로 한 소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들의 유년시절 식민지 경험은 억압

되어 있었다. 최인훈은 사적 경험에 대한 증언을 많이 남기지 않았으나,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중반 그는 회령시절 자신의 삶을 보다 온전한 형태로 남겼다.

마침내 항복하고야 말 전쟁을 치르느리고 일본 점령자들은 생활의 모든 것을 통제

하고 있었다. 조선말 신문은 벌써 없어지고, 조선말 교과서도 없어지고, 곳곳에 일본

귀신을 모시는 일본 성황당이 서고 명망 있는 조선 지도자들도 <대세>가 조선인이

일본 사람 되기를 조선인의 살길이라고 타이르는 사상통제 아래에서, 모든 억압과

고통은 세월이 이런 세월인가 보다고 체념시켰다. 〔…〕 아버지가 집안을 일으켜

시골읍의 조촐한 성공자가 된 것은 일본 점령의 마지막 10년 시기였다. 아버지한테

는 그 시기가 인생의 황금기였고 그의 가족들은 거기서 나오는 여유에 대한 자각

없는 수혜자였다. 지금 질서가 자연스럽다고 믿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계층에 우

리 가족은 속해 있었다. 나의 주변에는 이 질서에 대해 무서운 심판의 말을 들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질서가 무너지자 우리는 H를 떠나야 했다.490)

탈냉전기에 발표된 회령에 관한 최인훈의 회고는, 그의 기억이 억압과 고통

아래 체념하는 ‘조선인’과 시골읍의 조촐한 성공자가 되어 일본 점령 마지막 10

년간 황금기를 경험한 자신의 ‘가족’의 대비라는 형식으로 구조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에게 유년 시절의 식민지 경험이란, 그러한 대비를 외면하지 않는 이상,

목숨을 바치는 인간’을 의미한다. 宮田節子·金英達·梁泰昊, 創氏改名, 明石書店,
1992, 20-21頁.

487) 김윤식, <우리> 세대의 작가 최인훈 – 어떤 세대의 자화상 (해설), 최인훈
전집 9 – 총독의 소리, 문학과지성사, 1980, 533면.

488) 윤대석,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출판, 2012, 272면.
489) 김윤식, 최인훈론 – 유죄 판결과 결백 증명의 내력 , 작가와의 대화, 문학
동네, 1996, 13면.

490) 최인훈, 화두 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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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공적인 역사와 개인 혹은 가족의 사적인 경험의 이절성과 충돌 속에서

만 재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회고가 식민지에서 벗어난 직후도 아니며, 냉

전에서 벗어난 후에야 가능했다는 것은, 그 충돌과 모순이 최인훈에게 강한 억

압이었음을 방증한다.491) 두만강 을 식민주의적 무의식에 대한 비판으로 독해

한 선행 연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은 바로 그의 유년 시기가 식민지와

얽혀있다는 사실이다. 즉 소설가인 최인훈에게 식민지란 객관화된 대상이 아니

었으며, 그 자신의 사적 경험과 ‘민족’의 공적 기억 사이의 충돌, 그리고 그로

인한 억압과의 관계 속에서 재현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그 결과 두만강 의 서

사 또한 식민지에 관한 시차(時差/視差)를 가진 두 가지 서술자의 목소리의 충

돌과 봉합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3 공존과 갈등 - 식민지 재현의 곤란과 두만강 서술자의 두 가지 목소리

최인훈 스스로 제시한 두만강 의 중심인물은 현경선과 한동철이다. 한동철은

‘소학교’ 3학년 학생이며, 현경선은 지방 유지로 두만강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현도영의 딸이다. 소설의 서술자는 ⓐ 학교와 그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 한동철

의 일상 생활 및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 교류 등을 하나의 축으로 삼고, ⓑ 다른

한 편 현경선과 한동철의 형이자 서울에서 전문학교를 다니는 한성철의 지지부

진한 ‘연애’ 과정을 또 다른 축으로 삼아 소설을 서술한다. 그리고 ⓒ 두 사람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지역

유지로 공장을 경영하는 현도영과 아내 김 씨, 그리고 일본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한 씨와 그의 아내 송 씨를 비롯하여 조선인들의 내력과 특징을 서술한다.

그리고 이들 조선인들의 주변에, ⓓ 회령에 거주하였던 일본인들의 존재를 배치

하는데, 이들은 학교, 회사, 군대, 경찰 등의 장치(dispositif)를 공유하며 조선인

들과 접촉한다. 그리고 서술자는 ⓐ-ⓓ의 각 인물에 초점화하여 인물 사이의 충

돌과 소통을 서술하는 동시에, ⓔ H읍의 역사와 식민화 과정 등에 대한 정보

제시와 서술적 논평을 덧붙인다. 두 인물을 중심으로 둔 사건의 전개라는 측면

491) 최인훈의 인생 초반 30년은 식민지, 공산정권, 권위주의 독재체제에서 해방, 열
전, 월남, 혁명을 경험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경험을 두고, 최인훈은 ‘구보
씨’라는 자전적 자아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인생 초반 ‘서른 해’란 천황-스탈
린-이승만 세 사람의 이름이 하늘처럼 솟았다가 연이어 떨어지는 것을 반복적
으로 경험하는 시기였고, 그 결과 자신은 “세상에는 믿는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언급하였다. 최인훈, 갈대의 사계 4, 월간중앙,
1971.11, 4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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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두만강 에 나타난 서술자의 언급은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 즉 인물에 초점화한 사건의 서술을 서술하거나 그와 관련된 풍

속을 재현하는 서술자의 목소리와 ⓔ H읍의 역사와 식민화 과정에 대한 서술자

의 정보 제시와 서술적 논평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1] 그것은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여 영국의 요새 싱가폴 을 함락시킨 것을 축하

하느라고 열린 죠찡 행렬 (초롱불 행진)의 밤이었다. 온 읍은 흥성흥성 잔칫날 기

분에 온통 파묻혀 있었다. 〔…〕 조선사람들은 일본사람들이 서두는 통에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감염되서 통털어 거리로 나왔다. (406)492)

[1-2] 복잡한 정세를 그러안은채 일천 구백 사십 삼년은 가고 새해가 되었다. 새해

첫날은 맑고 싱싱한 날씨다. 〔…〕 사람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

다. / 여기에 모인 사람들 역시 그러했다. 일본이 이길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지만

되도록 빨리 때려눕혔으면 했다. / 첫째 물건이 귀해 고통이다. / 흔하던 일용잡화

를 비롯해 전쟁 초기까지도 활발히 나돌던 물자까지도 인제 와서는 몹시 귀해지고

배급 물자가 돼 버렸다. (445-446)

[1-3] 이처럼 정초는 유쾌했다. / 이 지방은 일본인들 영향을 받아서 양력 정초를

성대히 지낸다. / 그리고 따라오는 구정도 역시 못지 않게 축하한다. 결국 비중이

똑같은 정초를 두 번 맞이하는 것이다. /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대로 기뻐하고

조선사람은 조선 사람대로 흥겨워 한다. 아래 위 깍듯이 일본 예복을 차리고 새해

인사하러 다니는 일본 사람과 아래위 희게 차린 조선 사람들의 모습은 가열한 전쟁

을 하고 있는 나라 같지 않은 풍경이다. (451-452)

[2-1] 그뿐만 아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이 강을 넘어 썩고 잠들은 백성에게 민족의

정기를 불어 넣으려 온다. / 이 강은 H의 상징이요, 어머니다. / 어머니 두만강. /

이 고장 사람이라는 지방 의식은 두만강을 같이 가졌다는 것으로 뚜렷해 진다. / 이

강은 현씨에게도 경선에게도 한의사에게도 그리고 애국자들에게도 생활에서 뗄려야

뗄수 없는 존재다. (420)

[2-2] 두만강을 건너 진리의 씨를 뿌리려 들어오려는 자와 불의의 영화를 끝끝내

지키려고 그것을 막는 자와의 사이에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계속되어왔다. 질투에

마음이 뒤집힌 두 사나이 가운데 낀 연약한 계집처럼 두만강은 눈물의 역사를 더듬

어 왔다. / 삼십 여년전 이 나라 국권이 완전히 일본의 손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한

번 조국의 영광을 돌이킬 날을 기약하고 끓어넘치는 적개심과 고고한 애국심을 가

492) 최인훈, 두만강 , 월간중앙, 1970.7, 406면. 이하 본 절에서 두만강 의 본문
인용은 괄호 안에 면수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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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에 품고 이 강을 흐느껴 떠는 사나이의 애절한 슬픔으로 건너던 한말의 의병들의

눈물과 이어 서른 몇 해를 줄곧 애처러운 지사의 눈물이 방울방울 맺힌 두만강의

흐름이었다. (434)

[1] 계열의 인용은 전시체제하 H읍의 일상과 풍속을 묘사하는 서술자의 서술

이다. 이 계열의 서술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H

읍의 형상이 두드러진다. 조선인의 행동과 생활은 일본인의 그것과 연관되어 있

거나, 혹은 그와 영향 및 일상적인 갈등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인다. 이에 반해서

[2] 계열의 인용은 조선과 일본 두 민족 사이의 ‘충돌’, 혹은 ‘점령’과 ‘저항’을 전

제로 승인한 서술자의 서술이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1] 계열의 서술은 두

만강 에 등장하는 조선인과 일본인 여러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동 및 정서, 사건

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반면,493) [2] 계열의 서술은 등장 인물의 행동과 정서

와 무관하게 제시되는 서술자의 진술이라는 점이다. 서술자는 조선인과 일본인

의 관계에 관해서 두 가지 방식의 서술을 동시에 취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인물과 관련하여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H읍이라는 하나의 지역에서 공존하

고 있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인물과 무관한 서술에서는 둘 사이의 갈

등 관계를 부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1]에서는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이라는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2]에서는 ‘조국’, ‘애국’, ‘지

사’, ‘눈물’ 등 민족주의적 감성에 기반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1] 계열의 서술은 H읍 인물들의 경험에 밀착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의 갈등을

포함한 공존에 주목하고 있는 것에 반해, [2] 계열의 서술은 민족을 단위로 하

여, ‘독립’, ‘애국’, ‘진리’를 위해 싸우는 자와 그것을 막는 ‘불의’한 자의 대립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서술자가 서로 다른 지향과 의미소를 거느린 [1]

계열과 [2] 계열의 관계를 해명하거나, 그 둘의 충돌을 외면한 채, 이 둘을 하나

의 서술자의 목소리로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494)

나아가 [1]의 주요 초점 인물 중 한 명인 한동철은 1943년 ‘소학교’ 3학년생으

로 그의 나이는 작가 최인훈의 실제 나이와 거의 비슷하다.495) 이 점에서 [1]

493) [1-1]은 동철과 마리꼬가 처음 만나는 사건, [1-2]는 1944년 정월(正月)을 맞아
한 의사의 집에 모인 조선인들의 신년 모임과 연관된 서술이다. [1-3]은 정월을
맞은 H읍의 조선인 및 일본인의 풍속에 대한 서술이다. 이는 동철과 마리꼬의
놀이 바로 다음에 제시된다.

494) 류동규 역시 “두만강 작품 전체를 통해 이런 유년 화자의 시선이 일관되게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그 유년의 세계를 벗어난 시선이 작품 곳곳에 개입되어
있다.”라고 평하였다. 류동규, 유년기의 식민지 기억과 그 재현 – 하근찬과 최
인훈의 경우 , 268면.

495) 소설가 최인훈과 비평가 김윤식 등 ‘황국신민세대’의 유년기 식민지 경험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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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의 서술은 회령에서 보낸 최인훈 자신의 유년 시절 식민지 경험과 밀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2] 계열의 서술은 해방 이후의 탈식민 국

가에서 식민지의 역사를 평가하는 방식, 특히 민족의 억압과 저항의 시각에서

식민지를 이해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2] 계열이 민족주의적 입

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뿐 아니라, 서술에 그 흔적이 나타난다. [2-1]에서 서

술자는 두만강을 건너는 독립운동가의 형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학사적으로

볼 때, 이는 조명희의 낙동강 에서 해방을 몽상했던 혁명가들을 강을 건너는

이들로 형상화한 것을 계승한 것이다.496) 탈냉전기의 화두를 통해 널리 알려

졌듯, 최인훈이 낙동강 을 읽고 그 독후감으로 큰 칭찬을 받고 작가를 꿈꾸게

된 것은 해방 이후 북한의 학교에서였다.497) 즉 [2] 계열의 서술에는 해방 이후

의 경험과 인식이 개입해 있는데, 이를 [2-2]의 ‘삼십여년 전’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1943-1944년 당대의 인식인 것처럼 서술에 삽입해 두었다.

앞서 보았듯, 식민지를 유년시기에 보낸 1930년대 중반 ‘황국신민세대’의 지식

인 주체들은 해방 이전 유년기의 경험적인 식민지 기억과 해방 이후 공적인 식

민지 역사 기록 사이의 간극을 경험하고 있다. 두만강 에서도 그 배경이 되는

1943-1944년은 전시체제기로 물자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도 군수를 위한

자원 수집에 일상적으로 동원되었고,498) 그들은 일상적으로 군가를 부르며 남성

화된 일본어를 체화해야 하는 시기였지만,499) 서술자도 동철도 이것을 억압과

만강 의 동철 또한 공유한다. 동철이 다녔던 ‘소학교’ 벽면에는 “ 皇國臣民의 誓
詞 ”(455)가 걸려 있었고,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할 때 그는 “시오노 하마
베노………”(463)로 시작하는 일본 노래를 불렀다.

496) 두만강 의 다음과 같은 서술을 들 수 있다. “어느 때 이른 봄에 이 땅을 하직
하고 멀리 서북간도로 몰려가는 한떼의 무리가, 마지막 이강을 건늘 제, 그네들
틈에 같이 끼어 가는 한청년이 있어, 배ㅅ전을 두다리며 구슬프게 이 노래를 불
러서, 가득이 이 슬퍼하는 이사ㅅ군들로 하여금 눈물을 자아 내게 하였다한다.”
조명희, 낙동강 , 낙동강, 건설출판사, 1946, 8면. 이때 낙동강을 건너 간도와
중국 곳곳, 그리고 서울을 경유한 박성운이 다시 낙동강을 건너 돌아온 것으로
낙동강 의 사건은 시작된다.

497) 최인훈의 낙동강 독서가 가진 의미는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었다. 최근의 논
의로는 손유경, 혁명과 문장 , 민족문학사연구 63, 민족문학사학회, 2017 참조.

498) “국민 학교 아동들이 선두를 서서 다니며 통조림 통, 빈병, 깨진 알미늄 그릇,
부러진 수저, 밑 바닥 뚫린 냄비, 잉크병, 녹쓴 자물쇠, 역시 녹이 쓸어 다 삭은
양철쪼각, 고무신, 지까다비, 헌겁 누더기, 바퀴가 달아난 세 발 자전거, 닳아 빠
진 자전거 타이어, 소학생이 쓰다 버린 세모자, 연필 깍는 칼, 안경테, 찢어진 고
무공, 장난감 지휘도, 선이 떨어진 전구, 리어카아의 뼈, 손 잡이가 떨어진 국자,
헌 잡지–이런 폐물들이 영예 높은 대일본 제국의 권위를 유지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452) 서술자가 제시하는 넝마의 목록은 무척 자세한
데, 이는 작가 최인훈의 구체적인 경험이 투영된 서술이라 판단된다.

499) 소학교 생도들은 학교에서, 혹은 행진하며, 국가 <君が代(기미가요)>, 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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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개인의 기억과 공적인 민족의 기록이 충돌할 경우 후자가 전자를 억압하며

죄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두만강 의 서술자는 두 가지 인식의 갈등을 전면화하

기보다는 병치하고 봉합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두만강 의 본문에 앞서 제시되

는 프롤로그 는 봉합을 위한 서술적 장치이다. 프롤로그 는 [2] 계열의 서술

을 전면화한 역사 인식을 보여준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는 것은 슬프고

무섭고 – 멍하도록 신비한 일이다. 1943년의 H읍, 북쪽의 대강 두만강변에 있

는 소도시다.”로 시작하는 프롤로그 는 다음과 같이 맺어진다.

침략자와 피침략자 사이에 가장 悲劇的인 시기는 언제일까? 暗殺의 방아쇠가 당겨

지고 가죽조끼가 울고, 기름불이 튀고 주재소(駐在所=支署)가 타오르는 시기일까?

悲劇의 큰 윤곽이 遠景으로 물러가고 피침략자가 침략자의 言語로 朝夕인삿말을 하

게 되는 때다. 日常속에 주저앉은 悲劇. 비극의 構圖속에서의 喜劇, 아니 그 속에 있

는 당자들은 喜劇이라고도 느끼지 않는다. 審判의 바로 전날까지 아물거리는 아지

랑이 – 季節의 陽氣. 〔…〕 1943년의 H邑은 이런 아지랑이 속에 있다.500)

식민지의 설움을 대변하는 이상화의 유명한 시구로 시작하여, 끝까지 비타협

의 태도를 견지했던 한용운의 시어를 경유한 프롤로그 는 ‘침략자’의 언어가

‘피침략자’의 일상에 내려앉은 시기를 비극이라고 규정하며, 전시체제하의 회령

을 바로 그러한 비극 아래 있었음을 언급한다. 프롤로그 의 존재는 이어지는

두만강 의 본문을 아지랑이의 ‘비극’으로 읽도록 이끈다. 이 프롤로그 에는 “고

꼬와 죠오센 호꾸단노 (여기는 조선 북단하고도)”라는 <朝鮮北境警備の歌>의

첫 소절도 인용되어 있으나 이는 소략하며, 그에 대비되어 <눈물젖은 두만

강>(1938)의 1절 가사 전체가 인용되어 있다. 보통 이 노래의 ‘님’은 “조국을 위

해 싸우다 사라진 독립투사를 상징하는 말”로 이해되는데, 사실 이 노래는 발표

<海ゆかば(바다에 가면)>, <雪の進軍(눈 속의 행진)>,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에 가사를 붙인 창가 <蛍の光(반딧불의 빛)> 등을 제창하
였다. 또한 싱가포르 함락 기념 초롱불행렬(提灯行列) 부분에서 서술자는 일본어
가사를 직접 인용하였다. 두만강 에 한글로 표기된 일본어 가사와 서술자의 번
역은 다음과 같다. “갓다조 닙뽕 단지데 갓다조(이겼다 일본 단연 이겼다) / 베이
에이 이마꼬소 게끼메쓰다(미국 영국 이제는 그만) / 다이헤이요 노 데끼징에이
와(태평양 적 진영은) / ………”(406) 일본어로 옮겨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勝っ
たぞ日本断じて勝ったぞ / 米英今こそ檄滅だ / 太平洋の敵陣営は ………” ‘ぞ’는 스스
로의 강한 다짐을 드러내거나, 대회 등에서 이겼을 때 함께 외치는 느낌의 남성
적 어미이다. 두만강 에 등장하는 일본어의 여러 특징에 관해서는 스게노 이쿠
미(菅野生実) 선생님(서울대)의 가르침을 받았다.

500) 최인훈, 프롤로그 , 월간중앙, 1970.7, 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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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1964년 반공극 5분 드라마 <김삿갓 북한 방랑

기>(KBS)의 주제가로 사용되고서야 널리 알려졌다.501) 프롤로그 또한 해방

이후 널리 유통된 식민지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재현물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두만강 의 본문에는 [1] 계열과 [2] 계열의 시선이 모두 존재하지만, 프롤로

그 가 [2] 계열의 목소리를 전면화하는 양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당대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1970년 당시 [1]과 [2]의 목소리가 함께 제

시된 소설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추정할 수 있다. 최근까지도 두만강

에 대한 대부분의 비평적 언급과 학술적 연구들은 프롤로그 의 “일상에 내려

앉은 비극”이라는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이 소설을 독해하였다. 침략과 피침략,

민족 간 대립의 구도가 뚜렷한 [2] 계열의 프롤로그 를 본문 앞에 제시하는 것

은 비판으로부터 일종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인훈 개인

의 곤란이라는 층위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앞서 보았듯 최인훈은 이 소설

을 자신의 주체 구성 문제와 연관하고 있었다. 그 문제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쉽

지 않지만, [1]과 [2]의 병치 이상의 서술을 할 수 없었던 최인훈으로서는 [2]를

전면화한 프롤로그 를 통해 그 두 계열의 봉합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이 글은 두만강 의 본문이 [2]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1]의 계기 또한 품고

있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은 단지 기존의 연구가 [2]에만 주목했기 때문

은 아니다. [2]의 시각에서 보면, [1]의 계기는 ‘비극’이나 어리석음, 혹은 비윤리

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인훈 개인에게 [1]은 공적인 기억과의 충돌 속에서,

그 자신의 유년 시절을 자기 분석하고 서술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또한 [2]가

전제하는 침략과 피침략, 혹은 한 민족에 의한 다른 민족의 억압으로만 환원되

지 않는, H읍의 생활이라는 경험과 기억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두만강 의 서술자가 두 가지 인식과 목소리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확인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1970년을 전후하여 최인훈이 곤란을 감수하

면서 제시한 [1]의 서술의 구체적 양상은 어떠하며, 그러한 서술이 식민지에 대

한 이해에 어떠한 변모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2.2. 이주로서의 식민과 지역의 발견

501) 눈물젖은두만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13264
(검색 : 201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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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로서의 식민 – ‘동물적 친근감’의 경험과 (피)식민자 2세의 형상

두만강 의 서술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살아갔던 H읍의 형상을 제시하

고 있다. 대부분의 식민지 시기 역사 서술은 억압자 일본인과 피해자 조선인의

구도를 취하거나, 혹은 향토사(鄕土史)에서 일본인의 흔적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502) 두만강 의 서술자가 취하고 있는 서술 태도는

상당히 독특하다. 특히 ‘소학교’ 3학년 학생 한동철의 서사와 그의 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한 서사를 통해 서술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H

읍을 제시한다.503) 하지만 그러한 서술이 조선인과 일본인의 평화로운 공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서술자 또한 식민지에 들어서 H읍이 성장한 이유가

제국 일본의 확장 때문이었으며, H읍의 일상이 식민지배 아래서 영위되고 있다

는 사실을 포착하고 있다.

H읍은 “만주 개척”(410)의 물자와 인원이 거쳐 갈 수밖에 없는 통로였고, 산

업이 발달한 것은 그 결과로서였다. 조선 지역사회의 ‘식민지화’ 과정은 지방지

배체제의 전환 및 일본인 식민자의 이민이라는 두 가지 계기로 살필 수 있는데,

이 중 전자는 다시금 식민 권력의 폭력장치인 군대 및 경찰의 진주와 관료제의

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504) H읍에는 식민권력의 폭력장치로서, 식민지 시

502) 이타가키 류타, 홍종욱 외 역, 한국 근대의 역사민족지 – 경북 상주의 식민지
경험, 혜안, 2015, 127면.

503) 이 글에서는 식민자 일본인과 피식민자 조선인이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며 갈등
하면서도 공존하는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H읍을 ‘지역’이라는 시각에서 이해하고
자 한다. 식민지 조선을 ‘민족’이 대립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홍종욱 선생님(서울대)의 가르침으로부터 착안하였다. 감
사의 인사를 기록해둔다. 또한 ‘지역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시각을 제안한 김제정
의 연구에 따르면, 식민지는 민족적 차별의 공간인 동시에 지역적 억압의 공간이
었으며, 식민 본국에서 발생한 여러 모순과 문제를 배출하고 완화하는 기능을 떠
안게 된다. 이때 피식민자 조선인 뿐 아니라, 식민자 재조 일본인 또한 ‘지역’에
대한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1930년대 초반 조선미 이입제한 문제를 둘
러싸고, 식민 본국 일본의 정책과 식민지 조선의 요구가 충돌할 때, 그 대립의 지
점은 ‘민족’이 아니라 ‘지역으로서 조선’이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1920년대 후반
총독부 관리가 토착화하여 정책 결정의 주요 직책에 오르고, 각 집단이 이익공동
체로서 지역을 인식하며, 외부로부터 자극이 주어지는 등 여러 조건이 갖추어진
결과, 1930년대 전반 ‘지역 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김제정, 193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경제관료의 ‘지역으로서의 조선’ 인식 , 역사문제연구 22, 역사문제연
구소, 2009, 74-75, 88, 105면.

504) 이타가키 류타, 홍종욱 외역, 한국 근대의 역사민족지 – 경북 상주의 식민지
경험, 126-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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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반도에 상설 주둔했던 일본군인 ‘조선군’ 2개의 사단 중 하나인 제19사단

의 1개 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505) ‘전황’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발화한 조선인

인부 성칠이 곧장 헌병대에 끌려가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일본군은 언제든 조선

인의 일상을 정지하고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존재였다. 동시에 H읍은 식민지 행

정 체제로 재편되었고, 식민권력의 정책에 따라 H읍에는 ‘도립 병원’과 ‘학교’,

‘은행’ 등이 설립된다. 일본인들과 그 가족들은 군, 관, 상업 등에 종사하며 지역

에서 일본인 사회를 형성하였다.506)

헌병대에 끌려간 성칠을 구하기 위해 교섭하러 간 경선의 아버지 현도영에

초점화하여 서술자가 포착한 바와 같이, H읍 역시 공간적으로 군대 지역, 일본

인 지역, 조선인 지역으로 그 거주공간이 분할되어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 교육

시설, 편의시설 등은 일본인 거주 지역에 존재하며, 일본인과 조선인은 별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두만강 의 식민지 공간과 일본인 재현은, 식

민지 공간과 일본인을 재현하는 통상의 서사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식민지

조선의 문학은 식민지(도시)의 공간 분할을 염두에 두면서, 그 배경이 되는 공

간을 일종의 동족 공간으로 묘사하거나, 조선어만을 사용하는 공간으로 재현하

였다. 그 결과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이 발표한 소설에서 일본인은 전형

(stereotype)으로만 소설에 등장할 뿐, 성격(character)으로서는 등장하지 못하였

다.507) 그러나 두만강 에 등장하는 일본인은 H읍에 삶의 뿌리를 내린 이들이

며, 동시에 성격으로서 재현된다. 이러한 재현이 가능했던 이유로, 우선 작가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최인훈의 식민지 경험은 유년 시절이었으며

두만강 의 주요한 초점화자 동철 역시 ‘소학교’ 3학년생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들은 유년의 시각을 가졌기에 자신의 경험을 우선적

인 기준으로 대상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한동철은 자신을 괴롭히는 조선인

학생 창호에게는 울먹이는 표정과 함께 질색을 감추지 못하였고,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유다끼 마리꼬에게는 친근감을

505) 서술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남사단중의 1개 연대가 있고 비행대가 있고 고
사포대가 있는 것만 해도 말이 읍이지 특수지역”이었다. “제재공장, 팔프공장, 목
축, 도자기 따위는 조선안에서도 유명하고 근처에 큰 유연탄광이 있다. 군사나 산
업으로 보면 능히 부(府)에 해당한다.”(442)

506) 재조 일본인들은 주로 상업, 교통업, 공무, 자유업, 공업에 종사하였다. 이타가
키 류타, 홍종욱 외 역, 한국 근대의 역사민족지 – 경북 상주의 식민지 경험,
145면.

507) 윤대석, 식민지 문학을 읽다, 71-72면; 이혜령, 식민자는 말해질 수 있는가
– 염상섭 소설 속 식민자의 환유들 , 대동문화연구 7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
구원, 2012, 319-324면. 이러한 특징은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한 해방 이후 한
국 소설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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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며, 서사의 진행과 함께 그 우정과 친밀감은 깊어진다.508) 마리꼬는 동철을

“뎃짱”(405)이라고 부르며, 동철은 처음에는 마리꼬를 부를 때 “마리꼬짱”(405)

이라고 부르다가, 이후 서사가 진행되면서 동철 역시 마리꼬의 가족이 부르는

보다 친근한 명칭인 “마리쨩”(411, 449)으로 칭한다. 유년인 동철의 정서적 판단

에 의하면, 마리꼬는 자신이 아는 가장 예쁜 아이인데, 동시에 그는 마리꼬로부

터 자신이 좋아하는 조선인인 “경선이 누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신통”해한다

(410).

하지만 두만강 의 일본인이 성격으로서 재현되는 것을 단지 작가의 유년시

절 경험과 유년 초점화자의 설정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두만강 의 서술자는

일본인들의 조선 체류 경험이 이미 30여 년에 달하게 되면서 그들 역시 H읍이

라는 지역에 뿌리 내린 존재들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술자는 식민권력

의 존재와 생활에 가해지는 억압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인들을 단지 악역, 혹은

침략자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그 사정과 내력, 그리고 내면을 가

진 인물로 제시한다. 동철이 마음을 주고 있는 유다끼 마리꼬의 아버지는 식산

은행의 H읍 지점장이었는데, 그의 성공 경력은 식민지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의

전형적인 입신출세담이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젊은 부부는 새 운명을 개척하러 이 땅으로 건너왔다. /

조금만 총명한 일인이면 그보다 열배나 우수한 이 땅의 사람을 제쳐놓고 좋은 자리

에 앉을 수 있고, 수지맞는 청부를 받을 수 있고, 헐값으로 거의 뺏는 거나 다름없

이 토지를 수탈할 수 있는 법을 꾀 많은 선배들이 이미 마련한 후였으므로 유능한

청년이었던 유다끼는 무난히 오늘의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 / 인제 이 H의 왕 아니

냐. 정들면 내 고향. 유다끼부인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리라 하였고 유다끼도 그러

했다. (436)

일본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던 유다끼 부부는 ‘새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조선

으로 넘어왔고, 결국 “H읍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410)이 된다. H읍에 뿌

리를 내리고 중견인물이 된 유다끼 부부는 앞으로도 “영원히” 조선, 즉 H읍에

서 살고자 마음을 먹고 있었다. 서술자는 식민지에서 일본인이 가지는 이니셔티

브를 현실로서 인정하고,509) 그들에 대한 이질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H읍이

508) 동철은 창호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마리꼬한테나 놀러갈걸 무엇하러 나
왔나 싶었다.”(422)라고 후회하였으며, 서술자 역시 “동철은 거의 매일 마리꼬에
게로 놀러 갔다. 동철은 마리꼬와 노는 것이 가장 좋다. 집에서는 아무 재미도 없
고 학교에서는 창호 등쌀 때문에 재미를 붙이지 못한다.”(411)라고 서술하였다.

509)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튀니지 출신의 작가 알베르 멤미는 식민자를 식민지의
‘특권자’로 규정하였다. 식민자가 많은 수입과 특권을 창출하고 사회적 지위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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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에게도 생활의 영역이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군인 출신으로 아

오모리에서 교장 노릇을 하다가 조선으로 건너온 학교 교장 역시 “이 H의 자연

이 고향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인젠 이곳을 고향으로 삼아 여기에 뼈를 묻

을 생각”(468-469)을 가진 인물로 제시된다.

이 점에서 최인훈이 두만강 에서 재현한 H읍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은 식민

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이다. 제국 일본의 식민지정책학자 야나이하라

다다오는 식민지를 주권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문제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면서 식민(植民)을 “사회군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회적 경

제적으로 활동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510) 두만강 의 서술자 역시 식민지를

식민자의 이민과 피식민자의 반응 사이의 상호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이해

하는 동시에, 식민자들이 30년의 짧지 않은 시간동안 식민지의 지역에서 생활하

였다는 역사적 경험을 부정하지 않는다. 서술자는 이주자이자 식민자인 일본인

을 H읍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이해하고 있다. 특히 동철에 초점화한

서술자는 또래인 일본인 2세에 대한 친근감을 감추지 않는데, 이는 H읍에서 태

어난 일본인 2세의 경우, 그들의 고향이 H읍이기 때문이다.

식민지에서 자란 기미에는 고국의 산천을 상상해볼 뿐이었다. / 여기 H읍으로 오기

전에 R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으므로 자기들 고향이라는 규우슈 는 그림엽서에

서 얻은 지식이 있을뿐이었다. (436)

유다끼 기미에는 동철이 좋아하는 유다끼 마리꼬의 언니이다. 식민지의 시기

가 30여 년을 넘어가면서, 일본인 역시 지역으로서 H읍의 주체가 되었다. 식민

자 2세의 존재는 그들의 고향이 조선이라는 점에서 ‘이주’로서 식민의 역사적

시간이 짧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형상이다. 앞서 동철은 마리꼬와 현경

선으로부터 공통적인 모습을 발견했는데, 이는 단지 어린 소년의 정서적 판단의

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고향을 가지고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들에 대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기회로부터 배제된 피식민자
의 삶에 근거했기 때문이었다. 식민자가 식민지에서 획득하고자 한 것은 피식민
자와의 “관계”에 다름 아니었다. 나아가 ‘식민자의 근면’과 ‘피식민자의 나태함’의
이항대립은 식민자의 특권을 합리화하고 피식민자의 빈궁을 정당화하는 전형적
인 서사였다. アルベ-ル メンミ, 渡辺 淳 訳, 植民地 - その心理的風土, 三一書房,
1959, 15-19, 98頁.

510) 矢內原忠雄, 矢內原忠雄全集 1, 岩波書店, 1963, 14-23頁. 인용은 14면. 야나
이하라 다다오의 식민정책론에 대한 개괄적인 비판적 이해는 요네타니 마사후미,
조은미 역, 아시아/일본, 그린비, 2010, 133-139면; 문명기, 왜 帝國主義下の朝
鮮은 없었는가? - 야나이하라 타다오(矢內原忠雄)의 식민(정책)론과 대만·조선 ,
사총 85, 고려대 역사연구소,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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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친밀감에 근거한 판단이기도 하였다. 각 개인의 처지와 내면, 그리고 그들과

의 상황에 근거한 개별 주체에 대한 친밀한 관심과 재현은, 일본인에 대한 전형

적인 이해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이는 역으로 조선인들 또한 전형

적이지 않았으며, 각각의 성격 또한 다층적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서술자는 H읍의 조선인들 또한 다양한 설정과 배치 속에서 재현한다. 선행

연구가 비판적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견인물’ 현도영은 군부의 수요와 협조

에 기반하여 제재 공장의 호황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면화

한 인물이다.511) 하지만 동시에 그는 끝내 ‘조선식 생활 양식’을 고수하였으며,

새해를 맞아서는 김치, 만둣국, 밤, 대추로 만든 조선식 요리를 고집한다. 또한

인부인 성칠이 헌병대에 붙잡혀 가자, 직접 헌병대를 찾아가 성칠이 풀려나도록

헌병대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일본인 헌병을 윽박지르며 교섭하기도 한다. 그

런데 공장을 경영하며 직접 식민권력과 접촉하는 현도영과 달리, 도립병원에서

10여 년을 근무했던 의사 한 씨는 살림 방식과 가구를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고

자 한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인식의 근거에는 유학 시절 경험한 도쿄의 추억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일본 재래식 가옥과 서양 양풍 건물이 “혼혈아”

처럼 서 있는 도쿄의 거리에서 활기를 느끼며,512) 학교 친구들과 아사쿠사, 무

사시노평야, 후지산에 놀러갔던 “선한 추억”(431)을 빛나게 간직한다. 그는 일본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언론의 언설을 그대로 받아 말하면서도, 얼른 종

전하여 ‘민간인’에게 좋은 약을 쓸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도영

이 조선식 생활을 고수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서술자가 재현한 H읍의 조선인 ‘중견인물’들은 식민권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

면서도 조선인 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513) 조선인 민중의 일부는 창씨를

511)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배지연,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일제강점의 기억과
풍속 재현의 글쓰기 - 두만강을 중심으로 , 385-386면 참조.

512) 서술자는 한 씨가 구마모토의전을 나왔다고 서술하기도 하는데, 그의 학창시절
회고는 모두 도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도쿄에서 중등학교를 마친 후, 구마모토
의전에 진학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구마모토 의전이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 등
장하는 것으로 보아 설정상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513) 1939년 11월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1939년 제령 제19호)과
조선인의 씨명(氏名)에 관한 건 (1939년 제령 제20호)을 나란히 공포하였다.
1940년 2월 11일 두 제령이 시행되면서 ‘창씨개명(創氏改名)’이 실시되었다. 창씨
개명은 성(姓)과 명(名)의 조합인 조선인의 이름을, 씨(氏)와 명(名)의 조합인 일
본인 식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씨(氏)를 만들고 이름(名)을 다시 정하는 것이
었으며, 공식적인 신분표식으로서 씨와 명의 조합을 등록 및 호칭의 단위로 삼는
제도였다. 다만 조선인이 기한(1940.2.11.-8.10.) 안에 씨설정계(氏設定届)를 제출
하여 일본인 식의 씨를 만드는 ‘설정창씨(設定創氏)’도 있었지만, 기안 안에 씨설
정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호주의 성을 그대로 씨로 삼는 ‘법정창씨(法定創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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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교사직을 통해 일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거나, 헌병 군조에 들어가서 생활하

는 이들로 형상화하였다. 동철이 호의적인 요시노[吉野] 선생은 순옥이라는 이

름의 조선인이었으며,514) 현도영이 찾아간 헌병은 가네야마[金山]라는 조선적인

씨로 창씨를 한 이였다.515) 서술자가 조선인 유지는 대개 창씨를 하지 않은 것

으로 제시하고 조선인 민중은 창씨를 한 것으로 설정한 특별한 의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516) 조선인들 역시 사회적 지위와 창씨 여부 등으로 그

안에 다양한 비균질성을 가진 것으로 형상화된다. 하나의 입장으로 환원할 수

없는 조선인들은 식민지 체제에 적응하며 살아갔다. 서술자는 H읍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H읍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 대하여 조금도 나무레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자

기네들 끼리 몇집씩 무리를 짛어 조선 사람의 집과 처마를 접하고 살고 있는 일본

인의 집이라든가 〔…〕 이 모든 것은 동물적 친근감 –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수도물을 길어다 먹고 같은 날에 같은 국기를 게양하기를 한 삼십년만 하면 대개

생기는 감정이다 – 이라든지 경제적 우월에 대한 당연한 존경, 관료적 위험에 대한

절대적 복종, 군사적 위력에 대한 은근한 신뢰, 이런 감정을 이르키는 건전한 역할

도 있었다. 현도영과 한 씨는 모두 씨를 새로 만들지 않고 조선 이름의 성을 유
지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창씨개명을 한 상태였다. 또한 창씨개명을 하면 한
명의 호주 아래 같은 호적에 오른 남녀는 모두 같은 씨를 사용하게 되는데, 두
만강 에서 현도영의 아내는 ‘김 씨’로, 한 씨의 아내는 ‘송 씨’라고 불린다. 이는
‘법정창씨’ 후에도 당대 일상에서는 조선 이름의 ‘성’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宮田節子·金英達·梁泰昊, 創氏改名, 41-65頁 참조.

514) “성철은 경선이 앞에서는 요시노 선생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순옥씨라고 해
야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459) 최초 발표본에서 의미가 다소 모호한 이 부분의
서술은 전집으로 편집되면서 요시노 선생이 순옥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도록 보충
되어 서술된다. “성철은 경선이 앞에서는 요시노 선생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순옥씨라고 해야 할지 요시노 선생이라고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최인훈,
두만강 (월간중앙, 1970.7.), 최인훈 전집 7 - 하늘의 다리 / 두만강, 문학과지
성사, 1978, 268면.

515) 창씨개명 제도를 실시하면서, 총독부는 차별적 동화를 위해 기존 일본 씨의 사
용을 금지하며, 조선의 지역성이 드러나는 씨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었다. 水野直樹, 創氏改名, 岩波書店, 2008, 144-153頁. 결국
조선인은 가네야마처럼 조선의 지역성을 포함한 씨, 그리고 요시노처럼 일본에도
존재했던 씨 모두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516) 예컨대 동철의 학교 친구는 창호, 만길 등 조선인 이름으로 등장하며, 의사 한
씨의 집에 찾아온 의사 중에는 도요다[豊田]로 창씨한 조선인도 존재한다. 다만
현도영의 집안에서 식모로 일하는 옥순과 동철을 업어주고 후일 헌병대에 끌려
간 성칠 이외에 ‘소학교’ 학생이 아닌 H읍의 조선인 민중으로서 창씨를 하지 않
은 이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초점화자 동철이 유년이기 때문에, 그의 만남과
시각을 통해 재현할 수 있는 사회적 영역 자체에 제한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11 -

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 일본 사람이 전기와 같은 모든 면에서 자기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H읍

사람들에겐 조금도 이상하거나 하물며 불쾌할 일이 아니었다. (473)

서술자는 식민지가 폭력과 함께 도래했다는 점을 서술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H읍을 두고 평화롭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서술자는 “일본 사람

들은 그 편협성을 족히 발휘해서 이 식민지의 무지한 인간들과는 될 수 있는대

로 자리를 같이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조선인들 또한 저항을 하지 않

았으나 적극적으로 “동화”하려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476).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식민지화와 함께 진행된 일본인의 이주와 정착은 H읍이라는 지역의 변모

를 가져왔고, 생활의 영역을 공유한 일본인들과의 접촉은 H읍 조선인들의 삶을

바꾸어갔다.517)

서술자의 관심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모해가는 H읍이라는 지역과 그

곳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감정에 있었다. 서술자는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수돗

물을 길어다 먹고 같은 날에 같은 국기를 게양하기”를 30년 간 해온, “동물적

친근감”, 즉 민중의 생활 영역에서의 실감을 부정하지 않는다. H읍의 조선인 민

중은 식민지라는 역사적 조건이 가져온 피식민자와 식민자의 차이를 인지하면

서도, 식민자와 지역을 공유하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또한 H읍의 조

선인들은 식민권력의 폭력성과 그것과 함께 조선에 이식된 일본식 풍속의 생경

함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자의로 혹은 타의로 그러한 풍습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가령 H읍에서는 일본식으로 양력 설을 성대히 치르며, 후에

조선식으로 구정을 다시 쇠었다(451-452). 이때 두만강 의 서술자가 주목한 것

은 동철과 마리꼬에게 두 번의 설이 모두 즐거운 경험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두만강 의 서술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차이를 인지하면서도, 그것만으

로 인물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두만강 에 조선인

인지 일본인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들이 몇몇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에구찌[江

口], 도모야마[友山], 도미다[冨田] 등 식민지 ‘소학교’의 남성 교사들이 그들인

데, 서술자는 이들이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밝히지 않는다.518) 물론 이는 남교

사들이 초점화자 동철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동철에게

517) 이타가키 류타, 홍종욱 외 역, 한국 근대의 역사민족지 – 경북 상주의 식민지
경험, 127면.

518) 두만강 이 서술하는 1940년대 초반 당시 식민지 조선의 ‘소학교’에서는 조선인
학생들의 수업 또한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당대 조선인 학교에는 조선인 교원과
일본인 교원이 함께 근무하였다. 山下達也, 植民地朝鮮の学校教員, 九州大学出
版会, 2011, 20-30頁. 또한 이미 창씨개명 제도가 실시된 이후였기 때문에, 창씨
를 한 조선인 교원도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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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에구찌’라는 이름의 ‘교사’였으며 그를 학교에서 만난다는 것이 중요했

을 뿐,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구별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두만강 서술자의 관심은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명명 아래의 비균질성을

포착하고 있었고, 여러 인물의 각기 다른 사정과 내력, 세대 등의 조건을 검토

하면서, 각각 인물을 개별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두만강 에서 형상화한 H읍에서

식민자 일본인과 피식민자 조선인들은 공간적으로 분할되어 있으면서도, H읍이

라는 지역을 공유하는 존재들이었다.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은 서로 격의 없이 어

울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간을 공유하면서 갈등과 협력을 통해 H읍이라는 지

역에서의 일상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수 있는 서사적 설정은

동철과 유다끼 마리꼬라는 (피)식민자 2세의 등장이다.

두만강 의 초점인물인 동철과 소통하는 유다끼 마리꼬와 유다끼 기미에는

조선의 식민지화를 경험한 세대의 2세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다. 경선의 아

버지 현도영이 3.1 운동을 냉소적으로 회상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519) 동철과

경선의 부모는 조선의 ‘식민지화’를 경험하였던 세대였다. 또한 마리꼬의 부모는

‘식민지화’의 흐름 속에서 조선으로 이주한 식민자였다. ‘식민지화’를 경험하였던

부모 세대와 달리, 피식민자 2세인 동철과 식민자 2세인 마리꼬는 모두 H읍을

고향으로 가졌으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친밀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타자의 삶/생명에 대한 배려 · 관심에 의해 형성·유지”되는 친밀권(親密圈,

intimate sphere)을 형성할 수 있었다.520) 친밀권은 타자를 자신의 코드에 회수

하지 않는 관계, 타자성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사람[人]-사이[間]의 관계를 발견

할 계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감정의 공간인 동시에 공공권(公共圈, public

519) “그(현도영-인용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미친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글쎄 그런 짓을 아직도 하고 있어. 우리 젊었을 시절에는 그래도 일본이
이처럼 강한 힘을 가지지 못했었지. 동지들과 민중이 단결하여 일본에 항거하고
굳세게 세계에 동정을 호소하면 일이 될 듯도 했다. 〔…〕)”(412)

520)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 역,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106면. 다만 조선인
동철과 일본인 마리꼬의 친밀성 형성은 무척 예외적인 경우로 보인다. 1908년 경
상남도 마산에서 출생한 식민자 2세 하타다 다카시(旗田巍)는 일본인과 조선인
공학이었던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조선인 생도를 따돌리는 일이
없이 함께 놀고 함께 싸우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조선인 생도와 친하게 지낸
경험은 적었고 서로를 집에 초대한 경험도 없었다. 그들은 일본에 관해서는 배웠
어도 조선에 관해서는 배울 수 없었으며, 일본인 소학생과 조선인 소학생은 다른
세계에 살았다. 旗田巍, 朝鮮と日本人, 勁草書房, 1983, 288-291頁. 조선인 소학
생과 일본인 소학생의 일반적인 관계와 달리, 동철과 마리꼬가 우정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동철의 아버지 의사 한 씨가 H읍에서 ‘중견인물’로서 사회적 지위
를 가진 덕분이었다. 싱가포르 함락 기념 초롱불행렬의 밤, 일본인 여성들과 함께
있던 마리꼬의 어머니는 의사 한 씨로부터 동철을 소개 받자, “도련님 우리 마리
꼬와 의좋게 놀아주세요”(407)라고 부탁하면서 동철에게 마리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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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ere)으로 전화할 가능성 또한 포함한다.521) 서술자는 “천 구백 사십 사년 일

월 A소학교에는 진짜 선량하고 안심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높았다.”(476)라는

서술로서 친밀권이 (피)식민자 2세의 유년기 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H읍

이라는 지역을 공유하는 민중의 삶에서도 형성 가능하다는 점을 형상화하고 있

다.522) 이처럼 최인훈은 자신의 유년기 식민지 경험을 참조하여 식민자 2세와

피식민자 2세의 형상을 제시하였다. 두만강 에서 (피)식민자 2세로 제시된 인

물은 H읍의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경험한 ‘동물적 친근감’을 지역에 근거한 친밀

성으로 전화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서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523)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언급할 것은 이러한 친밀권의 발견을 두고,

‘진정한’ 내선일체의 길을 성급하게 읽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서술자 또한

‘동물적 친근감’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동

철의 조선인 ‘소학교’가 개최한 학예회에 온 관객 중 일본인은 유다끼 마리꼬와

그의 언니 기미에가 전부라는 설정이 이러한 인식을 보여준다. 그 힘의 미약함

과는 별도로, 두만강 의 서술자는 수탈과 억압이라는 전형적인 상을 벗어나,

식민지를 ‘이주’의 결과로서 이해하고, 지역에서 생활하는 민중의 구체적인 생활

감각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마련하였다.

다만 서술자는 ‘이주’로서의 식민지라는 문제를 포착하였으나, 그 문제를 어떠

한 서사로 전개할지의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

인다. 전쟁의 전황이 악화되어 생활과 사회가 피폐화하는 1944년 이후를 두만

강 은 서사화하지 못하였다. 전쟁의 격화로 인해 두 사람의 ‘2세’는 친밀성을 형

성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하였고, 소설에는 재현되지 않으나 1945년 8월

15일 이후 유다끼의 ‘인양(引揚)’으로 인해 두 사람의 친밀성의 형성은 중단되었

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조건으로 인해, 두만강 은 식민지의 지역을 풍요

롭게 서사화하지 못한다. 하지만 서사의 중단과는 별개로 두만강 은 식민지의

지역과 민중의 삶을 바라보는 최인훈의 관점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521)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 역, 민주적 공공성, 110-112면.
522) 이 서술은 전집에 수록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944년 1월 A소학교에는
아뭏든 선량하고 헤픈 사람들의 웃음 소리가 높았다.” 최인훈, 두만강 (월간중
앙, 1970.7.), 최인훈 전집 7 - 하늘의 다리 / 두만강, 문학과지성사, 1978, 300
면.

523) 한국의 식민지 경험은 30년이었기 때문에, ‘동물적 친근감’이 지역에 근거한 친
밀성으로 충분히 전화하지 못한다. 하지만 서구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인도네시아
에서 인도네시아 민중과 일본 이민자 사이의 관계는 조선의 민중과 일본인 식민
자 사이의 관계와는 다소 결이 달랐다. 최인훈의 태풍은 이 문제를 다룬다. 이
에 관해서는 이 글의 4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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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의 발견 – 민중의 자기 주체화, 역사의 중층성, 환경이라는 심급

식민지를 수탈과 억압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생활과 일상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식민지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논의의 영역을 열어주

게 된다. 특히 두만강 이 서사화하는 식민지 시기 H읍의 일상과 그 곳에서 생

활하는 주체의 감각은, 1970년 당대 한국에서의 일상 및 감각과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두만강 의 서사를 구성하는 과정은 소설가 자신의 유년 시절

기억을 붙잡고 1970년대 당대로서는 낯선 지역과 일상을 형상화하는 과정이었

다.

1970년대 초반 김윤식은 “어떤 작품이든 현역 작가가 현시점에서 발표한 작

품이면,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언제 最新의 작품일 따름이리라. 이

러한 상식을 모를 리 없는 그(최인훈-인용자)가 새삼스런 文靑투의 소리( 작가

의 辯 -인용자)를 공언해놓았다는 것은 필시 그다운 <음모>가 아닐 수 없으리

라.”라고 평하면서,524) 1970년 두만강 발표의 현재성을 강조하였다. 김윤식의

언급을 존중한다면, 두만강 의 H읍 재현은 식민지의 지역과 일상을 이전과 다

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 주목

하는 것은 ‘민중’의 자기 주체화, 풍속의 역사적 중층성, 그리고 환경이라는 심

급이다.

동철의 서사로부터 다소 벗어나 있지만 경선의 서사 역시 두만강 의 주요한

서사이다. 4장에서 살펴본 동철과 부모 세대에 관한 서술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동서하는 전시체제하 H읍이라는 지역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한 자리에 두고 읽

을 수 있지만, 경선의 서사는 그러한 양상만으로 해명되지 않는 계기를 포함하

고 있다. 물론 최인훈도, 서술자도 경선의 서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의 삶을 구성

하는 여러 계기를 발견하고 재현하지만, 그것의 의미화에는 충분한 성공을 거두

지 못하였다. 그러나 발견 자체가 가진 당대적 의미가 존재하며, 이후 최인훈의

다른 소설들을 통해 그 의미를 거듭 탐색한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두만강 에서 서술자는 경선의 태도를 특히 두 가지로 제시한다. 하나는 막연

한 방법으로나마 자기를 주체화하는 모습이며, 또 하나는 H읍이라는 지역의 관

습에 곤혹스러워하는 태도이다.

경선은 자기도 그런 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그 노력이란 것이 막연한 것이다. / 경선은 글씨를 못 쓰는 것을 안

524) 김윤식, 어떤 한국적 요나의 체험 - 최인훈론 , 3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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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깝게 생각하여 매일 습자 연습을 한다. 그리고 책도 읽는다. 많이 알아야 하지 않

겠나. 이 세상에 태여났다가 알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416)

경선은 자신이 한 번도 서울에 가보지 못했다는 사실, 즉 근대적인 것, 문화

적인 것에 관하여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

한 콤플렉스를 두고, 그가 선택하는 해소의 방법은 자기 나름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었다. 서술자도 직접 평가하듯, 경선의 노력은 무

척이나 막연한 것이었지만, 그는 막연한 방법으로 자기주체화를 시도한다. 이것

은 경선뿐 아니라, 두만강 에 등장하는 H읍의 ‘민중’들로부터도 발견할 수 있

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습자, 소설 읽기, 그리고 근면한 생활 그 자체를 통해 자

기를 주체화하였다. 경선은 서양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사상과 감정을 간접적

으로 경험하고자 하였고(440),525) 또한 ‘민중’들은 실생활 자체를 새로운 배움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경선에 비해 여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살았던

조선인 여성 요시노(순옥)는 자신과 경선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야미 쌀 값이

점점 올라가는 것, 비누 배급이 중분치[sic] 않은 것, 담배 질이 나빠지는 것, 농

촌에선 사람손이 모자라는 것”(479) 등 실생활에서 지역 경제와 물자의 흐름으

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활감각에 주목하고, 그것을 자기 계발의 계기로 삼았다.

물론 소설책을 통해 배운 “막연한 생활감정”이 “학생 시절의 한낱 추억”에 그

치거나 “실생활에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가치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440)

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근세 일본의 ‘민중’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인 유교도덕

을 통속화하여, 자기형성 및 자기해방의 계기로 삼았던 사실을 참조해 볼 수 있

다. 야스마루 요시오에 따르면, ‘민중’의 근면·검약·정직·효행·인종(忍從)·겸양을

비롯하여 일본 민중의 ‘통속도덕’은 자기규율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일본 근대사

회의 변혁 및 일본근대화의 원동력으로 기능하였다.526) 이러한 의견을 참조한다

면, 경선을 비롯한 H읍 주민들의 자기주체화 역시 자신들의 삶을 지금과 다른

525) 서울에서 전문학교를 다니고 있는 성철 또한 이광수의 사랑을 통해 안 박사
와 석순옥의 사랑에 감격하며, 인격이 높은 남녀 사이의 예의와 사랑에 대해 배
우기도 하였다(457).

526) 安丸良夫, 日本の近代化と民衆思想 (日本史硏究 78․79, 1965), 日本の近代化
と民衆思想, 平凡社, 2016, 12-92頁 참조. 야스마루 요시오의 일본의 근대화와
민중사상 은 1960년대 전반에 등장한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 및 전후 계몽과 맑
스주의 역사학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 서 있다. 야스마루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민
중의 생활 사상을 방법적으로 구분하여, 후자의 영역을 상대적으로 자립된 분석
영역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광의의 이데올로기 지배가 성립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자 하였다. 박진우, 야스마루 사상사 다시 읽기 , 일본비평 9, 서
울대 일본연구소, 2013, 203-20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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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527) 물론 두만강 에서 재

현된 ‘민중’의 자기주체화는 ‘의식’과 지향의 수준에 머무는 한계가 있으며, 야스

마루 역시 일본 민중의 ‘통속도덕’은 태도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현실인식이나 사회 변혁에 도달하지는 못했기에 모순과 한계를 노정한다고 평

하였다. 두만강 역시 ‘민중’의 자기주체화를 낙관하지는 않는데, 일본인 교장

은 자신의 경험한 식민지 조선의 교육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사년동안 남선의 이 곳 저곳 그것도 작은 읍이나 농촌으로만 돌아 다녔기 때문에

남선지방 풍물에는 꽤 소상하였다. / 그의 말을 빈다면 남선은 아직도 개화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 생도들의 가정을 방문해 보아도 그 부형들은 대개 문맹이고 일년

중 아무 취미도 없이 소 처럼 일하는 빼빼 마른 아낙네들은 보기에 안 되었더라고

말했으며 한 번은 어떤 생도가 오래 나오지 않기에 가 보았더니 어두운 방에 병든

아이가 누어있는 머리맡에 무당이 써준 부적을 모셔 두었는데 그후 보름 만에 죽어

버렸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젓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정은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여름철이면 오이, 파, 가지 등속은 밀리도록

갖다 주고 가을이면 또 가을대로 감, 호박, 완두콩, 배추를 져다 주군 했지요. 어떤

학부형은 담배를 피우다 들킨 자기 아들에 대한 퇴학 처분을 풀어 달라고 애걸하러

오는 길에 막걸리를 한 병 들고 왔었는데 덕택에 한 바탕 그 영감의 신세타령의 말

동무가 되지 않었겠소? / 전에는 그대로 남 부럽지 않은 집안이었는데 지금은 이

꼴이 됐다고 하면서, 그러나 고향을 버리고 되놈 땅(만주)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탄

식합니다. / 그 후부터는 그분의 도부로꾸(막거리) 의 찡하고 텁텁한 맛이 잊히지

않아서 지금도 쬬이 쬬이(찔끔 찔끔)하지요. 허허허허……. (469)

서술자는 일본인 교장에 초점화하여 여전히 예전의 가치과 관습을 고수하며

근대적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조선 농촌의 ‘민중’의 삶에 관해 서술한다. 하지만

교장의 직접 화법을 통해 아이의 퇴학처분을 풀기 위해 막걸리를 들고 온 조선

인 노인과 어울렸던 추억을 제시한다. 일본인 교장의 시각을 통해, 두만강 의

서술자가 ‘민중’의 주체화를 평면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들의 주체화는 역사적 조건과 관습의 현실적인 규정성과 길항하는 것이었으며,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시행착오를 포함한 점차적인 주체화 과정으로 나타난다.

경선의 서사는 지역에 존재하는 역사적 시간의 다층성과 사회적 질서의 형성

에 관여하는 환경이라는 조건의 존재 또한 환기한다. 경선은 서울에서 전문학교

527) 최근에 제출된 한 연구에서는 두만강 의 경선을 “기존질서에서 안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변화와 관련된 참신한 삶을 기대하는” 여성으로 평가하였는데,
필자는 위의 맥락에서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칸 앞잘 아흐메드, 최인훈 소
설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 경북대 박사논문, 2017,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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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니는 동철의 형, 성철과의 연애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여러 점에서 불만

인데, 흥미로운 점은 서술자가 연애의 부진을 두고 H읍의 지역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는 경선이 적극적으로 연애를 하지 못하는 까닭

에 대한 서술자의 진술이며, [나]는 조선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교사 도모야마의

연애에 대한 생각이다.

[가] 눈깊은 북쪽의 이 자그마한 도시에서는 연애란 비공식의 어떤 것이었다. / 저

건 어느 집 몇째 아들이고 이건 뉘집 몇째 딸이라는 것을 제손금 보듯이 다 아는

이 H같은 곳에서는 애인끼리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어느 사나이와 어

느 여자가 좋아하는 사이라는 것도 오늘날에 와서는 담화의 다반사적인 고십거리가

되고 있고 또 그때도 다른 큰 도회인에겐 역시 그러했을런지 모르나 H에서는 힘써

숨겨야할 일이었다.〔…〕남녀관계에 대한 관념이 수백년전의 조상들과 별 다름이

없는 이 시골 사회에서는 연애란 일종의 천시할 물건이요 더구나 양가의 자녀들에

게는 더욱 그러해야할 물건이었다. / 가문의 망신이기 때문이다. / 이 연애 란 말

이 가진 이감은 굉장히 천하다. (428)

[나] 그(도모야마-인용자)는 경선이가 인물은 요시노 선생보다 났기는 하나 요시노

선생도 별로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 그리고 그의 마음이 요시노 선생에게

로 가장 크게 쏠리게 한 것은 경선과 자기는 어차피 신분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

유였다. 자기는 시골 농부의 아들인데 비해, 이 H읍의 당당한 유지의 딸인 경선은

무엇인가 높이 우러러 봐야할 사람이었던 것이다. (471)

H읍에도 자유 의지를 가진 근대적 개인을 생산하는 장치인 학교가 설치되었

고, 학교는 “근대적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는 계몽주의의 상징인 동시에 새로운

스타일의 발원지”로서 자유 연애와 낭만적 연애를 구성할 토대로 기능할 여지

가 있었다. 하지만 서술자는 H읍이 “학교와 집 사이에 놓여진 도로를 따라 연

애를 가능하게 하는 시공간”인 도시의 “거리”528)를 가지지 못한 장소임을 지적

한다. “학교-신문-기차가 형성하고 있는 교환과 소통의 네트워크 체계”가 “탈인

격화된 중매쟁이”로서 기능하면서 1910년대 경성에서는 연애가 가능해졌지

만,529) 1940년대 H읍의 사회적 관계의 규제성은 젊은 남녀로 하여금 ‘거리’를

걷지 못하도록 하며, 연애를 ‘비공식’적인 것으로 후경화하였다.

서술자가 판단하기에, H읍에서 연애의 차질은 ‘소문’(“고십거리”)이라는 전근

대적인 미디어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양가’, ‘가문’, ‘망신’, ‘신분’ 등으로

528) 김동식,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 , 문학과사회 14(1), 문학과지성사, 2001,
145-147면.

529) 김동식,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 ,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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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듯, ‘수백 년’의 시간 동안 H읍이라는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

회적 질서의 규정성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앞서 현도영은 식민지 근대

화론을 내면화한 인물로 제시되지만, 서술자는 식민지 근대화론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H읍이 사회적 질서를 구성하는 다양한 역사성을 포착하고 있다. 서

술자는 연애의 불가능에 대한 탐색을 ① “수백년전의 조상들과 별 다름이 없는

이 시골 사회”, 즉 역사의 지속성 및 다층성과 ② “눈깊은 북쪽의 이 자그마한

도시”, 곧 환경이라는 조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간다.

①을 통해 서술자는 H읍의 사회적 질서가 평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간적 층의 중첩으로 형성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곧 식민지

근대와 함께 도입된 철도, 학교, 연애 등의 미디어에 의해 구성된 시간이 있는

한편, 다른 한 편에서는 수백 년째 지속되는 삶의 질서에 근거한 시간이 있었으

며, 그 둘은 ‘절합’하였다. 이타가키 류타는 식민지 근대에 있어서 한국의 지역

사회를 “근세 이래의 역학(dynamics)이 지속되면서 <근세>와 <근대>가 절합

(節合)”한 사회로 이해하였는데,530) 두만강 에서 재현한 H읍의 삶 역시 그러한

절합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경선의 연애가 지지부진한 까닭은 그 연애가 절합

의 지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H읍의 사회적 삶은 ‘양식으로서의 근대’를 완미

하게 향수하지는 못하지만, 그들 또한 연애라는 새로운 삶의 형식을 인지하였으

며 그것을 통해 자기를 주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미 ‘구조로서의 근대’를

경험하고 있었다.531) 경선뿐 아니라, 앞서 일본인 교장이 만났던 ‘문맹’이었지만

530) 이타가키에 따르면, <근세>는 경제적으로는 소농 경영의 보급과 지방 시장망
의 발달, 지역사회의 지배계층이라는 점에서 재지사족(在地士族)의 정착, 문화사
적으로는 서원이나 서당의 광범위한 전개 등을 그 요소로 한다. <근대>는 일본
인 및 식민지 행정의 침투, 지주-소작 관계를 기초로 한 종속적인 상업적 농업의
진전과 지역 산업의 발흥, ‘신식’ 학교의 도입, ‘유지(有志)’, ‘청년(靑年)’, ‘중견인
물(中堅人物)’ 등 새로운 타입의 엘리트의 등장, 독립 운동이나 실력양성론적인
사회사업의 전개 등을 의미한다. 이타가키 류타는 서구 중심성과 발전단계론에
거리를 두면서, 한국 지역사회의 식민지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민지화 이
전의 역사적인 동태를 중시하면서 식민지화로 인해 새로이 더해진 변화가 무엇
인가를 파악하는 지역으로부터의 내재적인 시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근세의 사회 동태의 연장선상에 근대를 위치짓는 시각을 요청하였고, 한국 지역
사회의 식민지 경험을 “<근세>와 <근대>의 절합”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타
가키 류타, 홍종욱 외 역, 한국 근대의 역사민족지 – 경북 상주의 식민지 경험
, 30-35면.

531) 洪宗郁, 戦時期朝鮮の轉向者たち, 有志舍, 2009, 21頁. ‘양식으로서의 근대’는
식민지 근대를 서구의 특정한 스타일이나 양식의 이입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며,
이에 비해 ‘구조로서의 근대’는 양식으로서의 근대가 침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모순이나 갈등까지를 포함하여 식민지 근대를 이해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농
촌이 도시에 의해 소외되고, 식민지가 종주국을 지탱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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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 있는’ 조선의 ‘민중’ 또한 ‘구조로서의 근대’에 적응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지역으로서 H읍에 대한 두만강 의 재현은 서술자의 의도를 다소

초과하여,532) H읍의 역사를 “<근대>로의 포섭이나 관여의 측면만이 아니라, 배

제나 자율성 혹은 ‘비근대적’인 요소들의 광범위한 존재, 토착적·일상적인 저항

의 양상까지를 동시대적인 구조”533)로 파악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때 ‘비근대

적 요소’와 지역의 구조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수백 년 전’ 곧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진 것이며, 농업과 주자학의 보급에 근거한 17세기 이래 ‘동아시아 소농사

회’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었다.534) 두만강 의 서술자의 H읍에 대한

인식은, 근대적 양식의 도입만으로 평면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지역의 역사성

과 복잡성, 다양한 시간적 지층의 존재를 인식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서술자는 ② H읍의 공간적 특성, 특히 환경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진다. 지역

의 구체적인 환경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사회의 형태와 관습이 다양하게 구조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술자와 인물들은 H읍을 지시하며 ‘눈 많은 고장’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한다. 이는 H읍 고유의 지역적인 특징을 언급한 것이며, 조선

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H읍의 지역성에 주목할 계기를 마련해 준다. 두만강

의 서술자는 환경이라는 요소가 H읍의 ‘민중’의 일상을 규정하고 각 개인이 세

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경선에게는 “눈많은

것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북쪽 시골에 한 재목상의 딸로 태어났다는 사

지와 농촌을 ‘구조로서의 근대’의 불가결한 일부로 파악한다. 또한 식민지와 농촌
을 근대의 외부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동경, 좌절, 나아가서는 무관심
까지를 전제 혹은 필수조건으로 하여서, 그 위에 종주국과 도시가 군림하는 구조
자체가 바로 근대라고 이해한다.

532) [1]에서 드러나듯, 서술자는 수백 년 전 조상들과 H읍의 사람들이 ‘별다름이 없
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구조로서의 근대’와 접촉하며 이미 달라지
고 있었다.

533) 이타가키 류타, 홍종욱 외 역, 한국 근대의 역사민족지 – 경북 상주의 식민지
경험, 48면.

534) 미야지마 히로시는 동아시아에서 인구의 증가와 농업 기술의 변혁을 전제로,
중국에서는 명(明) 전기, 한국과 일본에서는 17세기 무렵 소농사회가 형성되었다
고 보았다. 그는 소농사회의 형성은 세계사적으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와 동시
대였음을 강조하였다. 동아시아 소농사회는 정치적 지배층이 대규모 직영지를 가
지지 않았고, 대신 독립 소경영 농민계층이 사회의 대부분인 사회를 의미한다. 이
것은 농업 형태 및 촌락 구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구조
와 지방 시장망의 발달, 국가의 지배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우리가 ‘전
통’이라 칭하는 것의 대부분은 소농사회의 형성과 함께 형성되었으며, 소농사회에
서 형성된 사회적 관습과 ‘전통’은 이후 일방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20세
기 이래 재생 및 강화되거나, 새롭게 도래한 새로운 문화 및 제도와 절합하였다.
미야지마 히로시, 동아시아 소농사회의 형성 ,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북스, 2013, 66-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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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440)이, 중심인 서울과의 문화적 시차를 가진 주변부로서 H읍을 인식하도록

한다. 다른 한 편, 동철과 아이들은 폭설로 인해 귀가하지 못한 채, 학교에서 하

룻밤을 보내며 경선에게 플란다스의 개 이야기를 듣게 된다.

프롤로그 또한 환경이 H읍의 주요한 조건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프

롤로그 에서 서술자는 H읍을 “북쪽의 大江 豆滿江변에 있는 小都市”로 설명하

는데, 조선 초 육진(六鎭)의 설치 이래 여진족이 관내에 거주하였으며, “강건너

滿洲 쪽과의 正 · 密貿易이 성”하여 상업이 발달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H읍은

조선인, 일본인, 여진족, 중국인, 백계(白系) 러시아인, 캐나다인 등 다양한 종족

이 잡거하는 곳으로 설명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진술이 단지 잡거 자체

에 흥미를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경이라는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구체적인 일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白系 러시아 인은 양복집, 毛皮商, 화장품가게 같은걸 한다. 女眞族은 火田, 숯구이

따위, 中國人은 야채재배, 그리고 어디서나 하는 호떡집, 요릿집. 日人은 軍, 官과 그

家族, 그리고 商人, 地主. 나머지가 朝鮮人이다.535)

19세기 중후반에서 식민지화 이전까지, 조선의 관북지역‘만주’와 러시아 블

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소농(小農)’들의 독자적인 대외무역의 확대에 힘입어 경

제가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역 내부에서는 소농 경영을 기저로

한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었으며, 상품교류의 증대와 더불어 상업 및

고리대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였다. 20세기 초 관북사회는 무척 활기에 찬 사회

였고, 특히 회령은 북간도와 길림 방면의 통로였다. 식민지화 이후에도 한동안

지역의 조선인 경제는 식민지화 이전의 활기와 지역권내의 자급적 성격을 유지

하였다. 다만 이후 식민지적 제도가 구조화되면서 그 발전의 전망을 잃게 된

다.536) 두만강 의 초점화자가 유년의 조선인 소학생이었기에 학교라는 공간이

서사의 중심이 되었고,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여러 외국인들이 쫓겨난 역사

적 사실로 인해, 일본인을 제외한 다른 종족은 두만강 에 등장하지 못하며, 조

선인과 일본인의 관계가 서사의 중심에 놓인다. 하지만 다양한 종족의 흔적은

두만강 의 H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537) H읍의 일상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내

535) 최인훈, 프롤로그 , 394면.
536) 梶村秀樹, 旧韓末北関地域経済と内外の交易 (1989), 梶村秀樹著作集 3 - 近代

朝鮮社会経済論, 明石書店, 1993, 161, 178-179, 182頁.
537) 두만강 에서 캐나다 선교사들은 전쟁 후 본국으로 쫓겨나고 그들의 돌집을 일
본인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제시된다(476). 또한 서술자의 서술에서는 러시아
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누구 하나 이 고장 말마따나 아진 까뻬이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436)라는 서술이 그것이다. ‘아진 까뻬이카(один коп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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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체’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H읍이라는 지역을 구성했던 다양한 종족 주체

들의 존재를 환기한다.

이처럼 H읍이라는 지역을 재현하고 그 구체적인 양상에 주목하는 것은 서울

이라는 중심에 주목하여 조선을 균질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로부터 벗어나, 각 지

역 고유의 특성을 발견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최인훈은 두만강 을 통해 역사

적 시간과 행동의 양식이 중첩되고 충돌하면서 형성한 지역의 다층성을 이해하

고, ‘환경’이라는 조건에 유의하여 지역 고유의 삶을 형성해간 ‘민중’의 주체성을

발견하게 된다.

□3 무의식으로서의 아시아, 새로운 프롤로그를 위하여

식민지 경험은 최인훈 세대만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인훈보다 조금 더 나

이가 많은 1920년대 세대의 경우, 그 자신이 징병과 징용의 직접적 대상이었다.

또한 이 세대는 해방공간의 정치적 혼란과 한국전쟁 당시의 참전 경험 또한 오

롯이 기억하게 된다.538) 또한 그들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이들은, 식민지의 시기

자신의 행적에 대한 신원과 책임 거증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식민지

를 유년에 경험한 최인훈은 이전 세대의 곤란으로부터 한 걸음 비껴있었다. 두

만강 에서 발견한 지역으로서의 식민지와 ‘동물적 친근감’이라는 문제의 발견은

역설적으로 유년시절에 식민지를 경험했다는 조건으로부터 가능했다. 그 경험은

정신적 외상과 억압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나, 이전과 다른 식민지의 재현가능성

에 도달한다.539)

йка)’는 ‘한 푼’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H읍의 언어는 보다 혼종적이었
을 것이지만, 유년의 동철이 초점화자이기에 그가 익숙한 조선어와 일본어만 소
설에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38) 최근 1920년대생 ‘전후세대’를 두 번의 전쟁을 겪은 이들로 규정하고, 그들의
전쟁과 식민지 재현에 주목한 한수영의 논의는 많은 시사를 준다. 한수영, 전후
문학을 다시 읽는다 - 이중언어·관전사·식민화된 주체의 관점에서 본 전후세대
및 전후문학의 재해석, 소명출판, 2015 참조.

539) 최인훈과 같은 1936년생이자 같은 ‘황국신민세대’인 김윤식 역시 유년시절의 식
민지 경험을 성년이 된 후 일종의 정신적 외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는 그
러한 조건을 직시하면서, 1940년대 ‘친일문학’의 아픔을 자기화하며, 자기 안의
‘일본’이라는 타자로 인한 의식 분열을 투철히 인식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한
국문학’이라는 글쓰기를 통해 한일 사이 ‘공동과제’의 인식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의 비평적 실천에 대해 구 제국의 같은 세대였던 오무라 마스오 등은 연구와
번역을 통해 응답하였다. 이 점에서 1970년을 전후한 시기는, 한일 양국에서 ‘제
국-식민지’에 연루된 문학자들이 식민지(조선문학)의 경험을 매개로 소통(불)가능
성을 상보적으로 탐색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장문석, 상흔과 극복 - 1970년
김윤식의 도일과 비평 , 25-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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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두만강 이 1970년대에 도착하였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해방 이후 한국은 냉전의 상황과 탈식민의 과제가 얽히면서, 탈식민의 실천은

지연되면서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540) 또한 광역권으로 냉전을 경험한 유럽

의 경우와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국민국가의 단위에서 탈식민지화와 냉전을 경

험하였다.541) 이러한 상황은 일본:한국을 제국:식민지라는 대칭적 관계로 상상하

고 재현하도록 이끌었다. 아울러 냉전의 무게는 “사고의 틀을 남북 대결의 코드

이하로 제한·단순화하고, 사유의 단위 또한 대립하는 두 정체(政體) 이상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542) 하지만 현실에서 제국과 식민지의 비대칭

성에도 불구하고 탈식민이라는 문제틀이 냉전이라는 문제틀에 의해 구조화되면

서, 식민지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석과 해결 방법 자체가 냉전이 정한 사유의

임계를 넘지 못하고, 주체의 이동이 제한됨으로써 공간적 이동에 따른 문화적

상상과 몽상 또한 차단되었다.

최인훈 역시 1960년대 중반 회색의 의자와 총독의 소리 에서는 한국과 일

본을 대칭적으로 상상하고, 억압과 수탈의 관계 이상을 상상하지 못하였다. 하

지만 역설적으로 그 자신의 유년시절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는 동아시아 냉전이

제한한 제국/식민지 관계의 외부를 상상할 수 있었다. 두만강 에서 발견한 지

역으로서의 식민지와 ‘동물적 친근감’에 대한 상상은 이후 1970년대 데탕트가

동아시아에서 실감되면서, 상상의 심도가 깊어지고 범위가 확장된다. 소설로서

두만강 은 완결되지 못했으나, 이 소설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최인훈이 발

표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70-1972) 및 태풍(1973)과 의미의 성좌를 구

성할 가능성을 여럿 포함하고 있다.

두만강 에서 제시된 ‘민중’의 주체화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씨

가 서울 근교로 이사로 간 후 발견하게 되는 민중의 삶으로 이어지며, 태풍에
서 제국 나파유[일본]의 전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했던 식민지 애로크[조선]인

장교 오토메나크가 발견한 아이세노딘[인도네시아] 민중의 삶은 새로운 ‘아시아

주의’를 정초하는 근거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두만강 에서 포착한 환경과 지

역의 관계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서울 주변부 ‘민중’의 삶이 가진 고유

성에 대한 관심으로, 태풍에서 아이세노딘이라는 ‘환경’의 조건은 초점화자 오

토메나크의 세계사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서 기능하게 된다.543)

540) 이혜령, 친일파인 자의 이름 – 탈식민화와 고유명의 정치 , 민족문화연구
5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1, 31-32면; 권헌익, 이한중 역,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2013, 17-18면.

541) 김학재, ‘냉전’과 ‘열전’의 지역적 기원 – 유럽과 동아시아 냉전의 비교 역사
사회학 , 212-222면.

542)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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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훈은 두만강 에서 H읍의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은 물’을 30년 동안 마셨

다는 ‘동물적 친근감’을 발견하였는데, 이후 그는 태풍에서 나파유[일본] 이주

민과 아이세노딘[인도네시아] 민중의 관계를 ‘같은 물’을 마시는 이들이라는 관

점에서 해석하게 된다.544) 그리고 두만강 에서 피식민자 유년이 친밀성을 형성

하였던 이주자 식민자 2세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태풍에서 나파유[일본] 이

주민 2세인 ‘아이세노딘의 호랑이’라는 인물을 설정한다.545)

두만강 은 지역에서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계기와 민중의 주체성을 발견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서사화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후 최인훈은 다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역사를 가상화한 제국-식민지의 관계를 설정하여, ‘식민지’라는 문

제를 보다 깊이 탐색해간다. 이 점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두만

강 에서 지역에 대한 인식이 ‘아시아’에 대한 발견과 겹쳐서 제시된다는 사실이

다. 두만강 의 서술자는 하나의 징후(symptom)를 남겨두고 있다.

미개한 아세아에서는 눈많은 것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북쪽 시골에 한 재목

상의 딸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경선에겐 무서운 실감을 수반한 절망을 주었다. (440)

광장(1960/1961)에서 이명준의 ‘만주’ 경험을 재현한 이후로 최인훈 소설의

심상지리는 한반도라는 공간으로 축소되었고 그것은 1960년대를 거쳐 지속되었

다. 냉전과 식민지는 최인훈에게 이동의 곤란과 상상의 제한을 가한 셈이다. 하

지만 그는 자신의 유년시절을 마주함으로써, 기억과 경험의 재발견을 통해 이동

과 상상의 제한을 넘어갈 계기와 가능성을 발견한다. 앞서 보았듯 최인훈은 H

읍이 국경의 도시임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의 경계에 한정되지 않는 생활권에

기반한 지역으로 다양한 종족들이 동서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두었다.

1970년 두만강 에서 최인훈의 시선은 다시금 ‘만주’의 문턱에 도달하게 되며,

그것은 ‘아시아’에 대한 무의식과 함께였다.546)

543) 이 문단에서 약술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서울 주변부 ‘민중’의 삶에 대
한 구보씨의 관심과 친밀권의 형성에 관해서는 이 글의 2장 3절 참조.

544) 태풍에 등장하는 ‘아이세노딘의 호랑이’는 나파유[일본]인이었지만, 니브리타
[영국, 네덜란드]의 식민지 아이세노딘[인도네시아]으로 이주한 이주민의 2세였다.
그를 두고 서술자는 아이세노딘 민중에게 초점화하여 “비록 나파유 사람일망정
아이세노딘 물을 마시고 자란 2세요, 바로 이 로파그니스 거리에 산 사람”이라고
칭한다. 최인훈, 태풍 (중앙일보, 1973.1.1.-10.13.), 최인훈 전집 5 – 태풍,
문학과지성사, 1978, 301면.

545) 이에 관해서는 4장 3절 참조.
546) 위의 인용에서 “미개한 아세아”라고 표현한 것은 이후 최인훈 전집 단행본에
서는 “뒤떨어진 아시아”로 수정된다. 최인훈, 두만강 (월간중앙, 1970.7.), 최
인훈 전집 7 – 하늘의 다리 / 두만강, 문학과지성사, 1978, 230면.



- 224 -

1990년 한 좌담에서 최인훈은 1970년 발표 당시 두만강 에서 삭제한 부분은

“소년의 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독립운동가가 나타나는 부분”이었다고 진술

하였다.547) 그는 그 자신의 경험에서 이끌어낸 H읍의 지역성과 역사, 그리고

‘민중’의 삶과 ‘독립운동가’의 등장을 자연스레 연결하지 못하였다. 그가 이 문제

를 다시 대면한 것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경유하여 지식인과 민중의 삶

에 대해 숙고한 후,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아이세노딘[인도네시아]을 배경으로 하

여 주체의 ‘부활’ 가능성을 탐색한 태풍에 가서이다. 하지만 태풍의 주동인

물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제국 나파유[일본] 장교로 대동아공영권의 이데올

로기를 내면화하였다가 자신이 식민지 애로크[조선]인임을 발견하며 속죄한 인

물이었다. 또한 그는 “나파유의 아시아주의를 넘어서 아이세노딘 민중의 편에

선 진정한 아시아주의”548)의 가능성을 탐색한 인물이었다. 이때 그의 ‘아시아주

의’는 아이세노딘이라는 (후)식민지 ‘사회’와 민중의 구체적인 삶에 근거한 것이

었다. 동시에 이는 서구근대의 세계사의 원리인 선진과 후진의 구도와는 또 다

른 세계사의 원리를 주변부로부터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

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547) 이창동, 최인훈의 최근의 생각들 (대담), 작가세계 4, 1990, 47면.
548) 김종욱, 무국적자, 국민, 세계시민 , 역사와 담론 72, 호서사학회, 2014,
146-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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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식민지의 재인식과 원리로서의 아시아

4.3.1. ‘아시아주의’의 수행적 재구성

□1 ‘회색인’의 냉전과 식민지 경험

이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두만강 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최인훈의 태풍
(1973)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만강 은 식민을 이주로서 재인식하고, 피식민자

조선인과 식민자 일본인이 생활의 근거로서 공유하는 지역의 형상을 제시한 소

설이다. 태풍의 아이세노딘은 두만강 의 H읍이 가진 위의 성격을 보다 본격

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최인훈은 아이세노딘을 배경으로 한 태풍을 통해 식민

지와 냉전 너머의 아시아를 상상하고자 한다.

해방 후 한국에서 식민지와 냉전이 중층결정(overdetermination)한 결과, 탈식

민화의 과제 및 냉전의 외부를 향한 문제틀 형성 자체에 상상과 실천에 제약이

있었다. 1960년대 최인훈 또한 식민지와 냉전의 중층결정으로 인해 문제설정에

한계가 있었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데탕트의 분위기 속에서 문제틀을 달

리 구성할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1960년대 최인훈의 제국-식민지에 대

한 인식을 검토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1963-1964년 한일 국교에 관한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집필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 4.19 혁명 직전의 제1공화국을 배경으로 하는 최인훈의 회색의 의자(세
대, 1963.6.-1964.6.)는 한국에서 냉전과 식민지의 겹침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동인물인 김학과 독고준은 현실을 규제하는 냉전의 압력과 여전히

미해결 상태의 식민지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20대 대학생들이다. 정치학과 학

생 김학은 귀향을 다짐하고는 ‘갇힌 세대’ 동인들과 효창공원에 가서 김구의 묘

소를 참배하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감시의 시선을 자칭하여 장난을 치다가도

“지사(志士)의 묘를 방문하면서 스릴을 느낀대서야.”라고 자조해야 했다. 이후

귀향한 김학은 해군 장교인 형으로부터 원양훈련 중 요코하마에 정박했을 때

공포와 희열 속에 경험했던 “자기 민족을 괴롭힌 외국의 항구도시를 포격하고

싶다는 충동”에 관해 듣게 된다. 김학은 당대 한국의 후진성의 극복을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요청은 제한한 범위 이

상의 실천을 제한하는 검열과, 식민지 책임을 둘러싼 구 제국과 구 식민지의

‘비대칭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549)

549) 최인훈, 회색의 의자 3, 361면 및 최인훈, 회색의 의자 5, 세대, 1963.10,
343면. 각 장면의 의미에 관해서는 공임순, 1960년과 김구 - 추모・진상규명・
통일론의 다이어그램 , 107-113면; 이혜령, 친일파인 자의 이름 - 탈식민화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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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과 같은 세대이지만, 월남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졌기에 김학의 ‘혁명’에 끝

내 동의할 수 없었던 독고준은 회색의 의자 첫 회에서 한 편의 논고를 갇힌
세대 동인지에 싣는다.550) 그 글은 “만일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가졌다면 참 좋

을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시작하는 글이다. 독고준의 글에서 ‘우리나라’는 나빠

유(NAPAJ)라는 식민지를 거느린 덕분에 완미한 문화를 가졌으며, 민주주의를

온전히 수행하는 나라로 제시된다. 그 결과 비엔나는 ‘오스트리의 서울 ’이라고

명명되며, 허균은 조너던 스위프트의 대선배로 칭송을 받는다.

독고준의 논문은 ‘주변부(the Periphery)’로서 그리고 비서구 제국의 식민지로

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세계사에 접속한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역상으로

제시한 것이다. 주변부 한국은 자신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표상하지 못하고, ‘동

방의 ××’, ‘한국의 ××’라는 이름을 표상되었는데,551) 독고준의 글에서 비엔나를

‘오스트리의 서울 ’이라고 일컬는 것은 그 역사적 경험을 뒤집은 것이다. ‘조너

던 스위프트’의 스승으로 ‘허균’이 제시되는 것 또한 1922년 안확이 집필한 조
선문학사의 서술을 뒤집은 것이다.552)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가졌다면?’이라는 상상을 추동한 욕망은, 독고

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국민사(史)인 것이 바로 인간사(史)”일 수 있는 조

건,553) 스스로를 보편적 주체로 정위하고자 하는 욕망이었다. 문제는 보편의 조

건이 ‘식민지’라는 폭력을 토대로 해서야 가능했다는 점이었다. 고대 그리스 폴

리스의 민주제가 노예제의 오이코스(Oikos)에 기반한 전사공동체의 민주주의였

으며, 근대 제국의 민주제는 식민지에 근거하고 식민지를 민주주의로부터 배제

함으로써 성립가능하였다는 통찰에 근거한다면,554) 독고준의 문제제기는 충분히

유명의 정치 , 3-5면 등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550) 독고준이 갇힌 세대 동인지에 기고한 논문에 대한 분석은 장문석, 후기식민
지라는 물음 - 최인훈의 회색의 의자에 관한 몇 개의 주석 , 한국학연구 3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43-44면에서 시도한 바 있으며, 맥락에 맞추어 보완
하여 서술하였다.

551) 1960년 5월 세계지는 수운 최제우를 ‘한국의 루쏘’라고 명명하면서 특집을 마
련하였다. 또한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을 ‘동아시아의 그리
스’라고 불렀다. 권헌익, 이한중 역, 또 하나의 냉전, 25면.

552) 1920년대 초반 안확은 ‘허균’의 문학적 성과를 ‘조너던 스위프트’라는 기준을 통
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국문학의 보편성을 확증할 수 있었다. 안확, 조선문학사
, 한일서점, 1922, 99면. 안확의 자국학이 ‘보편성의 독자적 구현’이라는 이념을
수행하는 논리와 양상에 관해서는 류준필, 동아시아의 자국학과 자국문학사 인
식, 소명출판, 2013, 337-343면.

553) 최인훈, 회색의 의자 1, 300면.
554) 나카노 도시오, 권혁태 역, 식민주의와 전쟁 민주주의 , 황해문화 92, 새얼문
화재단, 2016, 254-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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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문제는 식민지를 통해서야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이제 해방

된 옛 식민지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독고준 역시 “식민지 없

는 민주주의는 크나큰 모험이다”라는 진술에서 논지를 더 전개해가지 못한다.

결국 독고준이 도달한 것은 ‘사랑’과 ‘시간’에의 기투를 통한 주체형성이었다.

이후에도 1960년대 중반 최인훈은 ‘식민지에서 민주주의란 가능한가?’라는 질

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하지만 회색의 의자의 결론을 반복할 수는 없었

기에, 그가 선택한 길은 서사의 형식적 붕괴를 감수하면서 질문의 심도를 높이

는 방식이었다. 탈식민 한국에서 지하조직으로 활동하는 ‘총독’이 발신하는 방송

이라는 형식을 차용한 총독의 소리 (신동아, 1967.8.) 역시 ‘식민지’와 ‘국가’

의 관계를 질문하였다. 이 소설은 ‘한일협정’과 1967년 박정희 정권의 관권 부정

선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555) 총독은 방송을 통해 자신의 ‘국가론’을 제시하는

데, 그 역시 국가란 ‘식민지’를 노예로 가진 상태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

고 역설하였다. 그는 3.1 운동이나 4.19 혁명 등 민주주의를 위한 (후)식민지 민

중의 봉기가 식민지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경계하지만,556) 당대

한국 독재정권이 수행한 관권 선거를 감안한다면 ‘민주주의’란 요원한 것이었고

조소의 대상일 따름이었다. 총독은 구 ‘식민지’ 한국에 대한 구 ‘제국’의 ‘재래(再

來)’가 가까웠음을 거듭 역설하는데, 그 근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냉전 체제

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의해 일본이 전쟁의 책임을 면제받고,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하였다는 역사적 상황이며, 또 하나는 탈식민국가에

잔존하고 있는 식민지 유제 혹은 후식민지 주체(postcolonial subject) 내부의

‘식민성’이었다.557) 언어로부터 사상과 제도에 이르기까지 남아 있는 식민주의

555) 연남경, 냉전 체제를 사유하는 방식 -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 를 중심으로 ,
상허학보 43, 상허학회, 2015, 51면.

556) “제국의 종교는 무언가? 식민지인 것입니다. 〔…〕식민지 없는 독립은 인정하
지 않습니다. 무릇 국가는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경륜의 가슴 깊이 사무친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반도의 영유(領有)는 조국의 비밀이었습니다.〔…〕대저
반도인들은 주기적으로 집단적 지랄병을 일으키는 버릇이 있어서 저 기미년 삼
월에도 그 발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이러는 속을 모를 노릇입니다.
그 사월의 지랄병 무렵에 본인은 매우 우려했읍니다.” 최인훈, 총독의 소리 ,
480-481면. 장세진, 강박으로서의 식민(지), 금기로서의 제국을 넘어 - 1960년대
한국 지식인들의 일본 상상과 최인훈 텍스트 겹쳐 읽기 , 비교한국학 23(2), 국
제비교한국학회, 2016, 181-182면; 유예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공포와 죄의식
연구 , 서울대 석사논문, 2016, 87-103면.

557) “전후 정세는 아측에 지극히 이롭게 전개하여 패전 전야에는 다가올 심판에 전
전긍긍하던 아측은 뜻밖의 관대한 처분으로써 부흥을 이룩하였읍니다. 그에 반해
반도는 일본을 신하여 전쟁의 배상을 치른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미귀축은-인용자) 제국을 달래기 위하여, 온갖 편의를 보아주었습니다. 본토는
부흥하고 지난 날에 황군(皇軍)의 무위(武威)로 차지했던 영예를 산업으로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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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흔적을 식민지성으로 이해한다면,558)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인 총독의

언급을 뒤집어 읽는 것은 당대 한국의 여러 장치와 주체로부터 식민주의(자)의

흔적을 발견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요청하는 셈이다. 이 점에서 총독의 소리 는

제국-식민지에 대한 회색의 의자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으며, 그 문제의식을

1960년대 중반 한국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변증해보고자 한 소설이었다.

독고준과 총독 모두 ‘제국 일본’과 ‘(후)식민지 조선(한국)’의 관계를 1:1 대칭

적 구도로 이해한다. 이는 국민국가 단위를 전제로 둘 경우에는 무리가 없는 인

식이지만, 탈식민지 현실에서는 그 비대칭성의 효과가 압도적이라는 점에서559)

‘아포리아’를 면치 못한다. 그 아포리아를 어떻게 우회하거나 극복할지에 대해서

최인훈은 진단하지 못하였다. 광역권이라는 단위를 전제하였던 유럽의 냉전과

달리,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 블록 안에 있으면서도 식민지 지배의 책임 판별과

탈식민의 과제가 지연된 채, 국민국가 단위로 사유와 실천을 전개해야 했던 동

아시아 냉전의 대별점이 두드러지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최인훈의 제국-식민

지 인식에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1970년대 초반 데탕트 국면에서였다.

□2 데탕트와 식민지의 문제화(problematization)

1970년을 전후하여, 프랑스 서독의 독자 외교, 중소 대립으로 인한 냉전의 다

극화가 전개되면서,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이 대등해진 상황은 지구적 냉전 체제

의 강고함이 누그러지는 데탕트 국면을 형성하였다.560) 데탕트가 동아시아에 보

다 직접적인 실감과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 사건은 1971년 7월 미국 대통령 특

사 헨리 키신저의 방중과 저우언라이와의 회담이었다. 이 소식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군사독재 아래에서 반공을 국시로 하였던 한국에도 큰 반향을 일으

켰다. 그리고 2달 후, 최인훈은 후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로 편집되는 갈대

의 사계 2(월간중앙, 1971.9.)에서 구보씨의 발언을 통해 이 특종을 처음 들

었을 때의 곤혹스러움을 언급한다. 이후 그는 갈대의 사계 12(월간중앙,
1972.7.)에 이르기까지, 약 1년의 시간동안 국제 정세의 변동과 그에 대한 남성

지식인 초점화자 ‘구보’의 반응을 옮기는 방식으로 데탕트의 월차보고서를 기록

지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최인훈, 총독의 소리 , 474, 480면. “그들은 본인을
부르고 있읍니다. 40년의 경영에서 뿌려진 씨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며 이는 폐
하의 유덕을 흠모하는 충성스런 반도인의 가슴 깊이 간직되어 있는 희망의 꽃입
니다.” 같은 글, 482-483면.

558) 공임순, ‘탈’식민 해방 투쟁과 제국의 문화 정치 - 주변부 식민지의 ‘식민지성’
과 혁명의 ‘유산’을 딛고 , 상허학보 24, 상허학회, 2008, 139면.

559) 이혜령, 친일파인 자의 이름 - 탈식민화와 고유명의 정치 , 3-5면.
560) 下斗米伸夫, アジア冷戦史, 中央公論社, 2004, 140-14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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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남북관계의 변화 여부를 예민하게 추적하였다. 갈대의 사계 가 연재

종료된 직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다.561)

냉전의 누그러짐을 전후하여 최인훈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식민지를 ‘문제

화(problematization)’한다. 이 과정은 그 자신의 뚜렷한 자각 속에서 수행한 것

이기 보다는, 우발적이며 예기치 못한 인식의 변화였기에 처음에는 오히려 곤혹

스러워한 것으로 보인다. 최인훈은 1960년대의 회색의 의자와 총독의 소리

를 통해서 후식민지 주체의 식민지성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였지만, 1970년대 초

반 최인훈이 발견하였던 것은, 자신의 유년시절이 생각보다 더욱 식민지의 경험

과 얽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얽힘은 자신의 주체성 형성과 인식 및 감성의

형식과 밀접하였기에 그 사실을 대면하는 것은 곤혹스러운 경험이었지만, 대면

의 과정을 통해 최인훈은 다시금 “사건의 재현 혹은 사건의 연속”562)으로서 서

사의 형식으로 소설을 창작하게 된다. 1970년대 최인훈이 식민지를 문제화하는

과정은 두만강 (월간 중앙, 1970.7.)의 뒤늦은 발표를 통한 식민지에 대한 새

로운 인식에서 비롯되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70-1972)로 이어진다. 이 두

소설의 단계에서 최인훈은 곤혹과 혼란 속에서 식민지를 다르게 문제화할 조건

과 가능성을 탐색하며, 태풍(1973)에서 식민지에 대한 새로운 논제를 제시한

다.

앞 절에서 살폈듯 데탕트가 체감되기 직전인 1970년 7월 최인훈은 중편소설

두만강 을 발표한다. 여기서는 시간적 지체와 프롤로그 라는 안전장치, 그리

고 이질성과 모순을 겨우 봉합한 서술자 등의 미진함을 두고도, 1970년에 두만

강 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1960년대 중반 최인훈은 남성 지

식인이 ‘식민지’라는 문제를 관념적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서사를 구성하였지만,

1970년 두만강 에서는 민중의 구체적인 생활과 지역이라는 조건에 유의하면서,

‘식민지’를 서사화하였다. 또한 같은 지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갈등 속에서 공

존하였던 피식민자 조선인과 식민자 일본인 사이의 감정을 “동물적 친근감”이

라 명명하였다.563) 식민(植民)을 “사회군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회적

561) 권보드래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숨은 서사는 1971년 여름에서 1972년
봄에 이르는 시기에 대한 연대기적 기술이며, 그 기술은 7·4남북 공동성명을 소
실점으로 한다고 지적하였다.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 냉전 너머의 아
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 상허학보 34, 상허학회, 2012, 262면, 주석
3.

562) H. 포터 애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35면.
563) “H읍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 대하여 조금도 나무레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자기네들 끼리 몇집씩 무리를 짛어 조선 사람의 집과 처마를 접하고 살고 있는
일본인의 집이라든가 〔…〕 이 모든 것은 동물적 친근감 -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수도물을 길어다 먹고 같은 날에 같은 국기를 게양하기를 한 삼십년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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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활동하는 현상”으로 정의하면서, 식민지를 정치와 주권의 문제가 아

니라, 사회와 경제의 문제로 이해하고자 한 야나이하라 다다오와 마찬가지

로,564) 두만강 의 서술자 또한 식민지를 사회로 이해하고, ‘민중’의 일상에 주목

하였다. 그는 식민지를 식민자의 이민과 피식민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

으로 이해하면서, 30년의 짧지 않는 동안 식민자 또한 지역 H읍에 뿌리를 내리

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국기를 게양한 결과 피식민자와 식

민자 사이에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차적인 타자들과의 가까움”565)으로서 ‘동물

적 친근감’이 형성되었다고 논평하였다. 식민자 2세 마리꼬와 피식민자 2세 동

철이 모두 H읍을 고향이라 생각한다는 점은 친밀성 구축의 기본 전제가 된다.

최인훈은 자신의 유년시절 식민지 경험에 근거한 (피)식민자 2세의 형상을 창조

하고, H읍의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경험한 ‘동물적 친근감’을 지역에 근거한 ‘친

밀성’으로 전화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나아가 두만강 의 서술자는 식민지 조선을 한반도라는 표상과 등치하며 균

질적인 공간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H읍이라는 구체적인 지역의 특징에 관

심을 가진다. 서술자는 H읍이 일본인과 조선인만이 아니라, 여진족, 중국인, 백

계(白系) 러시아인, 캐나다인 등 다양한 종족이 잡거하는 곳임을 서두에 제시한

다. 또한 H읍의 자연지리적, 인문지리적 특성에 주목하고, 서울과 구별되는 H읍

의 지리적 특징이 그곳 사람들의 일상 영위와 심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추적한다. 역사적으로 회령은 19세기 중반 이래 북간도와 길림 방면의 통

로였으며, ‘만주’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무역의 거점으로 한반도의 영역을 넘

어서는 조선인의 자급적인 경제권이 존재했던 곳이었다.566)

두만강 은 최인훈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식민지를 ‘문제화’할 가능성을 발

견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소설을 통해 그는 지식인과 ‘민족’의 사후적 입장

대개 생기는 감정이다.” 최인훈, 두만강 , 월간중앙, 1970.7, 473면.
564) 矢內原忠雄, 矢內原忠雄全集 1, 18-23頁. 인용은 14頁의 것이다. 야나이하라
다다오와 그의 식민정책론에 관해서는 요네타니 마사후미, 조은미 역, 아시아/일
본, 133-139면; 문명기, 왜 帝國主義下の朝鮮은 없었는가? - 야나이하라 타다
오(矢內原忠雄)의 식민(정책)론과 대만·조선 참조.

565)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불확실한 삶,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54-55면.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신체는 나의 것인 동시에 나의 것이 아니다. 신체는 공
적인 차원에 있으며, 사회적 삶의 도가니 안에서 경험하고 형성된다. 의지보다 선
행하여 선택하지 않는 타자와도 나의 신체는 연결될 수 있으며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차적인 타자들과의 가까움”이 형성되기도 한다. 두만강 의 서술자가 포
착한 식민지 30년에 걸쳐 형성된 조선인과 일본인의 ‘동물적 친근감’ 역시 ‘가까
움’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인훈은 ‘동물적’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친근감’
이 의지에 선행하는 신체적인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566) 梶村秀樹, 旧韓末北関地域経済と内外の交易 (1989), 161-182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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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당대 그 지역을 살아간 피식민자와 식민자의 일상과 민중의 생활 감

각에 근거하여 ‘식민지’의 경험을 질문하고자 한다. 또한 최인훈은 H읍의 위치

와 지리적 특징에 유의하며, H읍의 생활권이 한반도의 경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종족들이 동서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두었다. 광장(1960/1961)
에서 이명준이 ‘만주’와 ‘남지나해’로 이동한 이후, 1960년대 최인훈 소설의 심상

지리는 한반도라는 공간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1970년 최인훈은 한반도의 경

계에 있던 H읍을 형상화한 결과, 다시 ‘만주’의 문턱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식

민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두만강 의 서사 진행과 충분히 관련을 맺지 못하

고 서사가 중단된 점에서 볼 때, 1970년 최인훈은 식민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서술할지 충분한 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두만강 은 데탕트의 동아시아적 실감보다 1년 정도를 앞서 발표되었기에, 이

러한 변화를 데탕트의 결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식민지(성)에 대한 최인훈

의 계속적인 고민과 유년기의 식민지 경험이 합류하고 충돌하면서 도출된 중간

결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최인훈은 냉전이 누그러지고 또 다

른 세계 질서의 가능성이 신중히 모색되던 데탕트의 나날에도 그 자신 식민지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을 이어간다. 또한 그는 두만강 이후 소설가 구

보씨의 일일(1970-1972)에서는 선배 소설가 박태원의 천변풍경을 참조하면

서, 서울의 주변부 민중의 구체적인 생활과 감각을 탐색하였다.567) 그 과정에서

최인훈은 서울 한복판에서 자신의 유년시절을 우발적으로 대면하게 된다. 앞서

살펴 보았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한 장으로 삽입되는 갈대의 사계 8(
월간중앙, 1972.3)에서 제시되는 1972년 1월의 하루를 다른 맥락에서 읽도록

하겠다.

김홍철씨가 걸음을 멈추고 대사관 지붕을 올려다 본다. 지붕꼭대기에 일본기가 꽂

혀 있다.

아노 하타오 우테

구보씨는 깜짝 놀랐다. 난데 없이 들려온 그 소리였다. 저 기를 쏘아라. 하는 일본

말이었다. 구보씨가 소학생이던 일본점령시대에 구보씨는 그런 제목의 영화를 보았

던 것이다. 보어 전쟁 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다. 〔…〕쓰러져가면서 희생자들이

부르짖는 소리. 아노 하타오 우테 그들이 저주와 미움으로 쏘라고 웨친 기는 영

국기였다. 진격해 오는 영국군 대열속에 나부끼는 아노 하타오 우테. 그런데 일본기

를 보고 있는 구보씨의 귀에 그 먼 소년시절에 본 영화 속의 부르짖음이 함성처럼

들려온 것이다.

아노 하타오 우테.

567) 이 글의 2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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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번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훨씬 뚜렷했다.

그런 영화가 있었지?

그것은 김홍철 씨 목소리였다. 구보씨는 비로소 소리의 임자를 알았다.568)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에서 일본기를 다시 보았을 때의 섬뜩함에 대한

고백적 진술, 탈식민의 요청과 그 실천의 지난함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는 위의

일상적인 대화는, 하나의 망각, 혹은 기억의 전치를 숨겨두고 있다. 그것은 영화

에 대한 구보씨의 발언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영화 <저 기를 쏘아라[あの

旗を撃て]>는 구보씨의 생각과 달리, 보어전쟁에 관한 영화가 아니다. 1944년 2

월에 공개된 이 영화는 1941년 12월 일본군의 마닐라 진주를 다룬 것으로, 식민

자 미국을 증오하지 않던 피식민자 필리핀인을 ‘미몽’에서 깨어나도록 이끌고,

그들을 동양인의 피를 가진 자로 주체화하는 것을 주서사로 하는, 대동아공영권

을 선전하는 제국 일본의 프로파간다 영화였다.569) 이 영화는 미군에 대한 일본

군의 승리를 주된 서사로 하고 있는 동시에, 마닐라에 진주한 일본 군인과 점령

지 필리핀 유년들의 친밀성 형성을 또 다른 서사로 제시하고 있다. 영화에서 일

568) 최인훈, 갈대의 사계 8, 424-425면.
569) 笹川慶子, 日比合作映画『あの旗を撃て』の幻影 - 占領下フィリピンにおける日米映

画戦はいかにして戦われたか , 関西大学文学論集 60(1), 関西大学文学会, 2010, 73
頁; 隔週刊 東宝・新東宝戦争映画DVDコレクション 27 - <あの旗を撃て>(1944),
2015, 1-5頁.

<그림9> 영화 <저 기를 쏘아라> 장면

(좌) 일본군 병사의 구연동화를 흥미롭게 듣는 필리핀 유년들

(우) 일본군의 행진을 보며 다시 걷는 필리핀 유년

출처 : 隔週刊 東宝・新東宝戦争映画DVDコレクション 27

- <あの旗を撃て>(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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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군인은 필리핀 유년들에게 일본의 전통 설화를 구연하며 친밀성을 구축하고,

또한 다리를 다친 필리핀 아이의 치료를 기꺼이 맡아준다. 아이들 또한 일본군

인과의 만남을 기꺼워한다.

최인훈이 실제로 영화 <저 기를 쏘아라>를 보았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보지

못한 영화를 본 척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영화와 단순히 착각한 것일 수도 있

으며, 혹은 알면서도 짐짓 은폐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와 비슷한 세

대적 경험을 가진 이호철은 이 영화를 알고 있었다는 점, 최인훈 역시 유년기에

몇몇 영화를 보았다는 점 등은 승인할 수 있다.570) 오히려 중요한 것은 김홍철

과 구보씨의 대화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환기한다는 사실

이다.

전치된 기억으로서 ‘전쟁’의 형상은, 두만강 에서 최인훈이 식민지의 일상과

570) 냉전의 종식 이후 최인훈은 화두에서 해방 이전 H읍에서 막내삼촌과 관람한
영화 두 편에 대한 기억을 제시한다. 색채 만화영화 <서유기>와 일본 역사를 다

룬 희극영화가 그것이
다. 또한 해방 후 W시
에 거주할 때, 그는 누
님과 <볼가의 뱃노래>
라는 소련의 색채 영화
를 보았다. 최인훈, 화
두 2, 민음사, 1994,
120-121면. 1943년 9월
2일 제2차 보어전쟁을
배경으로 한 독일 영화
<Ohm Krüger>(1941)
가 <세계에 고하다(世
界に告ぐ)>라는 제목으
로 일본에서 개봉되었
다. 또한 영화에 미국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일본에서 제작된 이 영화의 포
스터에는 “쏘아라 미영(撃て米英)!!”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다. 이 영화 중간에는 영국기를 향해
보어인들이 돌진하는 전투 장면이 길게 삽입되어

있지만 구보씨의 회고와 달리, 보어인이 승리하게 되며 기를 쏘라고 외치지도 않
는다. 1944년 2월 일본연극(日本演劇) 뒷표지에 실린 <저 기를 쏘아라>의 광
고에는 병사가 미국 국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미지와 함께 <저 기를 쏘아
라>라는 제목이 삽입된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보어전쟁에서 홀란드 사람과 영국
인이 싸우고, 홀란드인이 영국인에게 패배하면서 영국기를 가리키며 기를 쏘라고
분노에 싸여 외쳤다는 구보씨의 내면에 초점화한 서술자의 진술은, <세계에 고하
다>의 전쟁 장면과 포스터와 “쏘아라!”라는 광고문구, 그리고 <저 기를 쏘아라!>
의 잡지 광고 이미지 등이 교차하고 착종하면서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기억으로
보인다.

`

<그림10> 영화 <세계에

고하다> 포스터

출처 : 일본 야후

옥션(https://auctions.yahoo.co.jp/

)

<그림11> 영화 <저 기를

쏘아라> 광고

출처 : 隔週刊
東宝・新東宝戦争映画DVD

コレクション 27 -

<あの旗を撃て>(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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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삶을 재현하면서 후경화한 것이기도 하였다. 두만강 의 서술자와 초점

화자는 식민지의 일상을 제시하였지만, 그 일상 역시 전시체제 아래에 있었다.

식민지 조선의 언론은 전황을 전달하였고 창씨개명을 한 H읍의 조선인들은 전

황을 낙관하였다. 동철이 다니는 ‘소학교’에서도 조선인 선생님이 전쟁에 대해

수업을 하였고, 학생들은 남성적인 일본어를 배우고 사용하였으며 군사훈련을

받고 전쟁물자 수집에 동원되었다. 최인훈 자신의 유년기에 겹친 전쟁은 단지

조선에서 한정되었던 사건이 아니라, 당대 동아시아로부터 동남아시아에 걸치는

넓은 지역에서는 벌어졌던 ‘아시아태평양전쟁’이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일본

인, 조선인, 중국인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종족의 아시아

인의 삶과 죽음에 관여하였던 광역권(Groβraum) 단위의 사건이었다. ‘아시아태

평양전쟁’과의 조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우선 최인훈 소설의 심상지리

가 확장된다. 1960년대 중반 최인훈 소설의 공간은 한반도에 한정되지만, 두만

강 에서 그는 ‘만주’의 문턱에 도달하였는데,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역사적 경험

은 그의 시각을 동남아시아까지 확장한다. 또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최인훈은 제국과 식민지를 1:1의 대립적 구도로 이해하는 것에서 벗

어나게 된다. 반식민지이자 전선(戰線)이었던 중국, 서구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

아 등 아시아라는 광역권은 그 안에서 살아갔던 여러 민족의 서로 다른 식민지

와 전쟁 경험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반 최인훈은 자신의 유년시절과 대면하면서, 제국과 식민지의 관

계를 보다 많은 관계의 함수 속에서 사유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갈등 속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지역으로서의 식민지, 민중의 생활감

각, 특정 지역의 고유한 환경, 전쟁의 슬로건인 ‘대동아공영권’으로 지칭되었던

광역권의 재인식, 아시아 여러 민족의 식민지 경험의 다양성 등의 논제가 그것

이다. 이러한 논제는 태풍의 서사 구성의 자원이 된다.

□3 ‘아시아주의’의 수행적 재구성

냉전의 해체 직전인 1989년 최인훈은 태풍(중앙일보, 1973.1.1.-10.13.)의
창작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곧 이어 나는 颱風 을 썼다. 나는 이 소설을 쓰면서 ① <유럽> 문학의 바탕에라든

지, 고전 <아시아> 세계에 존재했던 어떤 문화권을 머리에 그리면서 썼다. 즉 ②

그 지역의 사람이면 국경을 넘어서도 이해할 수도 있고 시인할 수도 있는 그런 형

식으로 써보았다. ③ 국경 밖에서도 통하는 어떤 정신의 기준화폐를 생각하고, 모든

인사(人事)를 그 화폐에 대한 환율에 따라 표시하는 방법이다. ④ 그 화폐란 부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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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이다. 숙명론과 물물교환적 현물주의 대신 국제통화에 의한 신용결제의 논리로

서 <부활>을 생각해보았다. 〔…〕 자기 비판에 의해서 몇백 번이든 개인은 천사처

럼 청정하게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이 미래의 부활, 천당의 영생이 보이지 않게 된

이 잔인한 우리 시대에 우리 힘으로 가능한 자력구원의 길이라는 생각에서였다.571)

추상적이고 복잡한 진술이지만, 이로부터 태풍을 독해하는 몇 가지 시사를

받고자 한다. ① 최인훈은 태풍을 쓰면서, 유럽, 혹은 아시아 등 문화권(문명

권)을 염두에 두었다. ② 문화권(문명권)을 염두에 두는 것은 국경을 넘는 주체

형성의 가능성과 계기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③ 국경 바깥, 곧 문화권(문명권)에

서 유통되는 정신의 어떠한 원리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④ 그 원리는 부활의 원

리이며, 자기비판을 통한 자력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그동안 태풍에 관해 진행된 선행 연구는 대부분 ④의 측면에 맞춘 것으로 돌

아볼 수 있다. 태풍의 초점화자 오토메나크의 주체성과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그것이다. 식민지 주체임에도 제국 일본의 사관학교 출신 장교보다 더욱

군인다웠던 오토메나크[창씨명 가네모토(金本)]가 아니세노딘[인도네시아]을 식

민 지배하였던 니브리타[영국/네덜란드] 정부의 비밀 문서고를 발견하고 카르노

스[수카르노]와의 소통 속에서 식민지 주체로서 스스로를 비판하는 과정은 긍정

적으로 평가되었지만, 표류한 후 부하들에게 제국 군인으로서의 ‘옥쇄’를 요청하

는 태도라든지, 이후 30년 후의 ‘부활’에 대한 간략한 서술 등은 서사의 미숙으

로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다.572) 최근에는 ②와 관련하여 오토메나크가 부활하는

장소가 ‘아시아’라는 점에 주목하여 태풍을 달리 읽고 있다. 이 입장은 해방

후 인도네시아가 반둥회의를 주도하며 아시아아프리카에 근거한 제3세계 자주

의 기획, 혹은 ‘중립’의 길을 모색하였고, 수카르노가 중요한 행위 주체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환기하였다. 나아가 태풍을 봉쇄된 제3세계적 비전에 대한 애

도로 이해하거나, 오토메나크의 전신(轉身)을 무국적자인 동시에 세계시민으로

서 주체 형성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573)

④와 ②에 관심을 두었던 선행연구들은 오토메나크라는 개인의 주체 재구성

571)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 41면.
572) 서은주, 최인훈 소설 연구 , 연세대 박사논문, 2000; 박진영, 되돌아오는 제국,
되돌아가는 주체 - 최인훈의 태풍을 중심으로 , 현대소설연구 15, 현대소설
학회, 2001(책의 탄생과 이야기의 운명, 소명출판, 2013); 구재진, 최인훈의 
태풍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연구 , 현대소설연구 24, 현대소설학회, 2004; 송효
정, 최인훈의 『태풍』에 나타난 파시즘의 논리 - 근대 초극론과 동아시아적 가
족주의를 중심으로 , 비교한국학 14(1), 국제비교한국학회, 2006. 등.

573)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 김종욱, 무국적자, 국민, 세계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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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관심을 두었다.574) 오토메나크의 반성과 부활은 태풍의 서사가 진행되

는 주요한 계기를 제공하지만, 이 글은 ①과 ③이 환기하는 ‘문화권(문명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①은 앞서 두 개의 ‘주석의 소리’를 통해 확인하였

듯, 제국의 원리에 근거한 문명권의 구조에 대한 최인훈의 관심과 관련된다. 하

지만 최인훈은 ‘주석의 소리’를 통해서는 서구와의 만남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문명권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였는데, 그는 태풍에 와서 20세기 동아시아라는

광역권을 논제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유럽이 지역 단위로 냉전에 적응하였던

것과 달리 동아시아가 국민국가의 단위로 열전을 경험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화권(문명권)’에 대한 최인훈은 언급은 앞서 보았듯, 자신의 유년에 겹쳐진

식민지를 대면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망각’된 아시아라는 광역권을 논제

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인훈이 상상한 아시아라는 광역권은 한국과 달

랐던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참조하고 아시아의 역내 소통과 이동

을 가능하도록 하지만, ‘전쟁’의 폭력과 함께 상상되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섣불

리 언급하기에 조심스러운 대상이었다.

최인훈이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아시아라는 범위를 상상하면서 특히나 유의했

던 점은, 일본의 “대동아전쟁은 식민지 침략전쟁인 동시에 제국주의에 대한 전

쟁이기도 하였다”는 이중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575)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일본군이 점령하기 이전 기백년 서구의 식민 지배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전쟁은 ‘침략’인 동시에 ‘해방’인 이중성을 가졌으며, 이들의 식민지 경험과 인식

을 함께 살피는 것은 보다 다양한 참조항목과 역사적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한

국의 식민지 경험을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나아가 동남아시아가 유럽의 동

진(東進)과 근대화 과정에서 식민지가 된 만큼, 그곳의 식민지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 근대 이후 세계사를 재인식할 여지 또한 열어주게 된다.

애로크[조선]가 나파유[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 2세로 성장하여 “생각하는 것

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를 “정통”이라 여겼던 오토메나크는 우연히 발견한

비밀 문서고의 문서를 “재독”하고 “제대로 음미”하면서576) 식민지 역사의 진실

574) 이것은 대개 지식인 주동인물의 사상 및 상상이 중심이 되는 최인훈의 대표작
을 읽는 독법을 태풍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575) 다케우치 요시미, 윤여일 역, 근대의 초극 (1959), 마루카와 데쓰시 외 편, 다
케우치 요시미 선집 1, 휴머니스트, 2011, 141면.

576) 조지 오웰, 김병익 역, 1984년, 문예출판사, 1968, 63면 및 195면. 최인훈의 
태풍은 조지 오웰의 1984년의 서사 형식과 문제의식의 상당 부분을 창작의
자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주의 국가를 풍자한 것으로 알려진 1984년
은 제2차 세계대전과 ‘광역권’ 개념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
풍과 함께 논할 여지가 열린다. 1984년의 빅브라더의 이념은 개별 주체들이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며, 윈스턴은 지하조직이 건네 준 문서를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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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가며, 그 자신의 주체성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된다. 제국 나파유 군인

보다 더욱 나파유 군인다운 군인이고자 했던 식민지 애로크의 오토메나크는 자

신의 식민지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나파유와 애로크의 관계를 규정하는 논리이

자 나아가 전쟁의 논리였던 ‘아시아주의’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처음에 오토메나크는 작전참모의 아시아주의와 자신의 상관 아나키트 소령의

아시아주의를 대별하면서, 자신은 후자의 길을 가기로 다짐한다. “아니크[중국]

사변을 일으킨 영관 그룹의 한 사람”(185)577)으로 소개되는 작전참모는 아시아

의 다른 민족과 국가를 적대하고, 전쟁이라는 폭력으로 아시아를 제국 일본에

합병하려는 인물이다. 매파인 그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아이세노딘의 아니크

인들을 집단 학살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서 아나키트 소령은 먼저 문명개화한

나파유가 서구의 식민지배에 맞서서 아시아를 해방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아시

아태평양전쟁’의 대의라는 견지한 인물로 “우리는 해방자로서 이곳에 왔”다는

(270) 자의식을 놓지 않는다. 오토메나크는 두 가지 입장을 신중히 대별하면서

그 중 후자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지만, 문제는 식민지 아이세노딘 민중에게 있

어서는 이 둘은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삼백 년 식민지 통치를 한 니브리타 놈들이 아이세노딘 게릴

라를 조종하고 그들을 쫓아낸 나파유군이 민중을 두려워하게 되다니. 매파니, 비둘

기파니 하는 것은 나파유 군대 안에서 가릴 시비고 민중의 눈에는 나파유 군대는

한덩어리다. (335)

나파유 군의 입장에서라면 매파와 비둘기파의 구별이 유의미하고 비둘기파는

매파의 행동을 충분한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것은 점령군의 입장에서

였을 뿐이었다. 전쟁 이전 서구 제국의 식민지를 경험하였고, 이제 일본군의 점

령 아래에 있는 아이세노딘이라는 지역을 살아가는 민중의 눈에는 그 차이가

큰 의미는 없었다. 대신 최인훈은 태풍에서 식민지 아이세노딘 민중의 시각에

서 ‘아시아주의’의 한계와 가능성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1973년 1월 1일부터 태풍을 연재하기 시작했던 최인훈은 그 해 5월 15일

고은과 더불어 서울 시내 일본어 서점에 들렀고, 그곳에서 수카르노의 전기를

으면서’ 역사의 진실에 근접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 논하는 태풍의 ‘민중’ 역시
1984년의 ‘프롤(Proles)’과 유사한 점이 있다. 두 소설에 대한 대위법적 독서는
추후의 과제로 두고자 한다. 태풍의 창작 직전인 1968년 김병익은 문예출판사
에서 1984년의 번역본을 출간하였다.

577) 최인훈, 태풍 (중앙일보, 1973.1.1.-10.13.), 185면. 이하 소설 태풍의 인용
은 이 책에 근거하며 괄호 안에 면수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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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다.578) 당시 일본에 간행되었던 수카르노의 전기는 다니구치 고로(谷口五

郎)의 수카르노 - 폭풍 속을 가다[スカルノ - 嵐の中を行く](朝日新聞社,

1966)와 수카르노 자신의 수카르노 자전 - 신디 아담스에게 구술하다[スカルノ

自傳 - シンディ·アダムスに口述](角川書店, 1969) 등이 있었다. 다니구치의 저

작은 수카르노의 일생을 구성하면서, 1945년 이전 그가 인도네시아 민중의 바람

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대변한 사람이었다는 점에 강조하였다.

다니구치의 전기에 따르면, 네덜란드 총독부의 식민정책에 협력하였던 인도네

시아 고위 관료 일부를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민중 대부분은 네덜란드군에 대한

일본군의 승리를 기뻐하였고, 아이들은 ‘히노마루’를 들고 연도에 나와 일본군을

환영하였다.579) 이는 ‘대동아전쟁’의 이중성 중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

면에 인도네시아 민중들이 동의한 것이었다. 일본군의 인도네시아 점령 결과,

네덜란드에 대한 반식민 투쟁으로 9년동안 수감되었던 수카르노는 풀려난다. 수

카르노는 인도네시아 민중의 요망을 일본군에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는 일본군에 협력하면서, 일본군정의 의도를 인도네시아 민중에게 설명하고, 또

한 인도네시아 민중의 요망을 일본군에 전달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맡았다. 다니

구치는 비록 일본군은 그를 군정의 악세서리 정도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수카르

노는 민중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그가 민중의 광범위한 지

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하였다.580) 인도네시아가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경험

했던 일본군은 단순히 점령군도 아니었으며, 침략과 해방의 이중성을 가진 존재

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민중과 수카르노 또한 저항과 협력의 이분법으로 환원되

지 않는 태도로 일본군과 접촉하고 관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최인훈은 태풍의 서사에서 현실의 수카르노를 모델로 한 카르노스

에게 이러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 태풍의 카르노스는 오토메나크에게 지

혜를 빌려주며 그의 ‘부활’을 제안하고 지지하는 인물이지만, 소설에서 그는 연

금 상태로 아이세노딘[인도네시아] 민중과 격리되어 있었다. 다니구치의 전기에

서 수카르노의 역할을 태풍에서 수행한 인물은, ‘아이세노딘의 호랑이’라는 별

명을 가진 토니크 나파유트라는 나파유[일본] 이민자 2세였다. 그의 부모는 전

쟁 전 나파유에서 아이세노딘으로 이민을 왔으며, 그는 아이세노딘에서 성장하

였다. 토니크 나파유트는 부랑아였지만, 나파유 군대의 진격 시 식민자 니브리

타[영국/네덜란드]군의 후방을 공격하여 나파유군의 승리에 기여하였다. 그는

나파유군이 호명하고 조작한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그 스스로도 나파유

578) 고은, 바람의 일기, 한길사, 2012, 37면. 1973년 5월 15일 일기.
579) 谷口五郎, スカルノ - 嵐の中を行く, 朝日新聞社, 1966, 83頁.
580) 谷口五郎, スカルノ - 嵐の中を行く, 8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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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진주가 아이세노딘의, 나아가 아시아의 해방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었다.

이때 그가 해방하고자 했던 아이세노딘은 아이세노딘인만의 아이세노딘이 아니

었으며, 그 자신처럼 이민을 온 나파유[일본]인 혹은 아니크[중국]인까지를 포함

한 다양한 종족이 거주하는 생활의 공간과 지역으로서 아이세노딘이었다. 나파

유 군대가 점령기간 중 아이세노딘 민중에게 민폐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킬 때

마다, 그는 아이세노딘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민중을 보호

하는 역할을 자임하였다.

하지만 작전참모의 결정에 따라, 나파유군은 ‘이적 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아이세노딘의 아니크[중국]인들을 학살하였다. 이때 토니크 나파유트는 자신이

믿었던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배반당한 것을 항의하고 자신의 아니크

계 동료들에 대한 면목 없음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거둔다. 오토메나크는 그

를 보면서 아이세노딘 민중의 입장에 서서 “아시아 공동체를 말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죽”은 인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고평하였

다.(299) “자신의 잘못을 벌하고 식민주의 세력의 폭력성에 항거”하기 위해 스

스로를 “처벌”581)하였던 토니크 나파유트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아시아주의자를

자처한 비둘기파 아나키트 소령에 의해 ‘테러에 의한 타살’로 날조되지만, 오토

메나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건 말 그대로”(299) 아시아공동체를 믿고

행하였던 그의 신념과 실천의 일치를 보면서 “완벽한 삶”(299)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그는 토니크 나파유트의 장례식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아이세노딘

민중을 만나게 된다.

오랜 니브리타 점령으로 쌓인 이 사람들의 슬픔은, 토니크 나파유트의 전설 속에 그

들의 민족적 영웅을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더 신비스러웠고

나파유 사람이지만 점령군이 아니라 이 거리의 골목에서 자란 일이 대견했고, 소학

교도 다니지 못한 처지가 통했던 것이다. (301)

오랫동안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하얀 얼굴의 지배가 마

친 후, 노란 얼굴의 해방자가 온다”라는 죠요보요 전설이 기백년간 널리 전승되

었는데,582) 태풍의 아이세노딘 민중은 이민자이자 외국인임에도 토니크 나파

581) 정호웅, 존재 전이의 서사 (해설), 최인훈 전집 9 – 태풍, 문학과지성사,
2009, 518-519면.

582) 우쓰미 아이코 · 무라이 요시노리, 김종익 역, 적도에 묻히다 - 독립영웅 혹은
전범이 된 조선인들 이야기, 역사비평사, 2012, 38면; 谷口五郎, スカルノ - 嵐の
中を行く, 21頁; 竹内好·橋川文三·鶴見俊輔·山田宗陸, 大東亜共栄圏の理念と現実 ,
思想の科学 21, 思想の科学社, 1963.12, 1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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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가 전설 속의 ‘민족적 영웅’이라는 사실에 적극 동의하였다. 다만 아이세노

딘 민중은 토니크 나파유트를 ‘점령군’의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이 거리의 골목

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어 기억하였다.

장례식을 전후하여 오토메나크는 비밀문서고의 문서를 되짚어 읽으며 식민주

의의 역사를 인식하고, ‘학살’ 이후 아나크계 아이세노딘인들을 만나며, 그들의

얼굴을 재인식하게 된다. 이전까지 오토메나크는 아이세노딘의 민중이 ‘힘없는’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할 뿐이었는데, 자동차 폭발사건이라는 피식민지인의 저항

을 경험한 후 그는 “겉보기에 그토록 힘없는 아이세노딘 사람들의 얼굴은 아이

세노딘의 얼굴의 반쪽일 뿐”이며, “다른 반쪽의 얼굴들은 분노하고 울부짖고,

배신하고, 뉘우침으로 흐느끼고 있었다”(143)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이세노딘 민

중의 다른 얼굴을 발견한 오토메나크는 식민지 체제 하 민중의 주체성을 생각

하게 된다.

(아이세노딘의 ‘뒷쪽’으로부터 아이세노딘 도회지로 온 사람에게-인용자) 손쉬운 일

이 니브리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 식모가 되는 길이다. 나머지는 막벌이꾼이다.

선창에서 짐꾼이 되거나 고무, 파인애플 밭의 품팔이가 되는 것도, 잘 풀린 편이다.

도둑놈이나, 갈보가 되는 것도 모두 마을에서 흘러온 사람들이다. 교육을 받은 아이

세노딘 사람들은 이런 가련한 형제들을, 니브리타 사람들을 위해서 감독하는 일을

맡는 대신, 니브리타 사람 비슷한 살림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어느 것도 마음

에 차지 않는 아이세노딘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독립 운동자가 된다. 이들은 특별

히 어느 층에서 나온다고 지목할 수 없다. 앞에 말한 모든 층에서 나오는 반항자들

이다. 똑똑하면 똑똑해서 억울하고, 무식하면 무식해서 한이 맺힌 사람들이 반항자

가 된다. / 어제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다. 아이세노딘에 흰 살갗을 가진 해적들이

발을 디딘 이후 줄곧 사람들은 싸웠다. (374)

아이세노딘의 민중은 종족의 위계에 근거한 정치적, 문화적 차별에 더해 종족

안에서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중첩된 차별 속에 살고 있었다. 차별의 구조는 ‘흰

살갗’의 ‘해적’이 발을 디딘 후부터였다. 하지만 아이세노딘의 민중은 동시에 스

스로의 주체성을 가진 주체들이었다. 어떤 이들은 식민지 질서에 순치되었고,

어떤 이들은 ‘한이 맺힌’ 반항자가 되어 식민지 질서에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나,

그들은 각각 자신의 주체성을 보존하고 있었다.

태풍에서 카르노스 또한 민중의 주체성을 강조하는데, 그는 “나파유[일본]

가 아이세노딘[인도네시아]을 쉽게 점령한 것은, 사람들이 니브리타[영국/네덜란

드]를 미워했고, 나파유 군대를 도와줬기 때문입니다.”(377)라고 평한다. 카르노

스의 발언은 인도네시아 민중이 일본군을 환영했던 것은 일본군이 그들의 “독

립운동에 있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는 다케우치 요시미의 의견과도 공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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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583) 이러한 인식은 나파유군의 아시아주의라는 명분과 폭력을 동반한 물리적

힘에 근거하여 현실을 이해하였던 오토메나크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뒤집은 것

이었다. 이후 오토메나크도 아이세노딘 민중의 주체성에 주목하며, 단지 가련하

다고 생각했던 아이세노딘 민중의 얼굴로부터 “패전의 날에 모든 부역자들을

기다리고 있는”(337) 심판자의 얼굴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서술자와 아이세노딘 사람들이 아이세노딘 민중을 규정

할 때, 종족의 본질적인 특징을 선험적으로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이세

노딘 여성 아만다는 아이세노딘인은 다양한 종족의 피와 생활이 섞여 형성된

‘민족’임을 강조한다. 그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아이세노딘에 도래

하였으며, “그렇지만 온 다음에는 다 아이세노딘 사람이 됐어요.”(267)라고 평가

한다. 이러한 인식은 후일 카르노스가 오토메나크에게 “당신은 아이세노딘 사람

도 될 수 있읍니다”(493)라고 권유할 수 있는 역사적 맥락이기도 하다.

작전참모의 설명에 의하면 아니크[중국]계(系)는 아이세노딘[인도네시아] 국민의 원

한과 질투의 대상이라는 거야. 이 나라에 와서 좋은 경제적 자리를 잡고 니브리타

놈들의 앞잡이가 되어 아이세노딘을 좀먹어 왔다는 거야. 그런 아니크계를 탄압한

다는 것은 아이세노딘 국민에게 나쁜 인상을 안 준다는 것이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난폭한 판단이야. 아니크계는 어제오늘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

니크계라지만 이곳의 아니크계는 다른 어느 곳보다 아이세노딘 사람과의 통혼(通

婚)율이 높아. 수백 년을 그렇게 내려왔어. 그들이 단결해서 아니크의 생활 양식대

로 사는 것은 일종의 경제적 상표(商標)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들은 아이세노

딘 국민과 고립돼 있기는커녕, 아이세노딘 국민과 뗄 수 없이 맺어져 있어. 아니크

계를 치면, 아이세노딘도 피를 흘린다 이 말이야. (270-271, 아나키트 소령의 언급)

작전 참모는 아시아주의를 전쟁의 목표로 내걸었지만, 동시에 ‘국민’ 혹은 ‘민

족’을 단위로 아시아를 사유하며 민족 간의 관계를 적대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583) 네덜란드를 몰아낸 일본군에 대한 인도네시아 민중들의 환영은 역사적 사실이
었다. 하지만 다케우치 요시미는 그렇다고 해도 전후 일본의 언론이, 일본군이 인
도네시아에서 환영받았다는 점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다케우
치는 인도네시아 민중들이 그들의 주체적 입장에 따라서 일본군을 환영했음을
강조한다. 이후 일본군의 점령 과정에서 일본군과 인도네시아 민중 사이의 관계
가 악화되었지만, 제2차세계대전 후 다시금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재진주하였
기에 상대적으로 일본의 악행이 가려지는 것뿐이었다. 竹内好·橋川文三·鶴見俊輔·
山田宗陸, 大東亜共栄圏の理念と現実 , 11頁. 다케우치의 비판적 의견은 다니구치
의 수카르노 전기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한 비판으로 보인다. 좌담회 大東亜共栄
圏の理念と現実 은 홍종욱 선생님(서울대)의 후의로 검토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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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족 단위의 학살을 저지르게 된다. 하지만 아나키트 소령의 언급을 참조

하면, 아이세노딘 민중들과 아니크계 민중들은 수백년의 시간동안 생활을 공유

하며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584) 아이세노딘 민중들에게 국민 혹은 민족의 생

활 관습은 경제적 이유에 따른 편의적인 하나의 지표(index)일 따름이었다. ‘민

족’의 입장에 선다면 아니크인과 아이세노딘인은 구별이 가능하지만, 실제 그들

은 아이세노딘이라는 지역에 근거하여 삶의 구체성과 친밀성을 공유하면서 공

공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아이세노딘 민중은 나파유계 이민 2세인 토니크

나파유트에 관해서도 그를 점령군이나 일본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같은 지역의

이웃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들에게 토니크 나파유트는 “나파유 사람일망정 아이

세노딘 물을 마시고 자란 2세요, 바로 이 로파그니스[아이세노딘의 도시] 거리

에 산 사람”(301)이었다.

여기서 상기하고자 하는 것은 토니크 나파유트에 대한 서술자의 언급이 “같

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수도물을 길어다 먹고 같은 날에 같은 국기를 게양하기

를 한 삼십년만 하면 대개 생기는 감정”을 두고 ‘동물적 친근감’이라 평했던

두만강 서술자의 언급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만강 의 서술자는

식민을 이주로 이해하면서, H읍이 피식민자 조선인뿐 아니라 식민자 일본인에

게도 삶의 근거가 되었음을 포착하였다. 다만 두만강 의 H읍은 30년의 시간이

경과하고 동화와 이화의 정치적 구별이 작동하고 있었기에, 피식민자와 식민자

는 ‘동물적 친근감’을 느끼는 정도에 그치고 피식민자 2세 한동철과 식민자 2세

유다끼 마리꼬 정도만이 친밀성을 형성할 뿐, 그 이상의 공공성이나 ‘사회’는 형

성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아이세노딘은 수백년의 시간동안 이민을 경험하

였기에 이민자들에게 보다 개방적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585)

그 배경 위에서 최인훈은 나파유계 이민 2세인 토니크 나파유트를 “조국[나파

유]과 아이세노딘을 모두 사랑”하여 “아시아 공동체”(299)를 위해 투신하고 서

584) 실제 자바 지역에는 광둥(廣東), 푸젠(福建)에서 이주한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
었으며, 베이징 어를 구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우쓰미 아이코 · 무라이 요시
노리, 김종익 역, 적도에 묻히다 - 독립영웅 혹은 전범이 된 조선인들 이야기,
184면.

585) H읍의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종족적 차이뿐 아니라, 식민지와 제국이라는
차이와 차별이 있었고, 그 결과 ‘동물적 친근감’ 이상의 관계 형성은 진행되지 않
는다. 그 점에서 니브리타[영국/네덜란드]의 식민지 아이세노딘[인도네시아]에서
아이세노딘인, 아니크[중국]인, 나파유[일본]인이 ‘사회’를 형성한 것과 H읍의 상
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관계의 성격과 이주의 기간 차이로 인해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후 나파유가 아이세노딘을 해방·침략했던 사실, 후에 카르노스가 오토
메나크에게 아이세노딘인뿐 아니라 니브리타인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점을 볼
때, 최인훈은 식민지/제국의 차이를 넘어선 ‘사회’ 형성의 가능성을 탐색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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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제국에 대해 저항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형상화한다. 토니크가 전쟁이라는 폭

력에 협력하였고, 제국 나파유의 아시아주의에 이용을 당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는 아이세노딘 민중의 삶을 판단의 근거로 하여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하고

실천하였다. 쓰루미 슌스케는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그것이 국가

로 회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제시하면서, 여러 종족이 접촉하여 생활 속

에서 서로를 알아갔던 경험이 ‘아시아주의’의 유산으로 계승될 수 있다고 보았

다. 실제 인도네시아 전선에 종군하였던 그는 ‘점령군’으로서 인도네시아에 도달

한 자신과 달리, 전쟁 이전부터 인도네시아에 이민해서 살았던 일본인 이주민들

이 보여준 “인도네시아 독립에의 몰두가 진짜”임을 느꼈다고 회고하였다.586) ‘아

시아태평양전쟁’에 참전하여 인도네시아에 온 쓰루미와 전쟁 이전에 인도네시아

로 이민하였던 일본인 이주민의 관계는, 오토메나크와 토니크 나파유트의 관계

에 대응한다. 수십년 간 지역과 생활을 공유하였던 일본인 이주민과 인도네시아

인의 신뢰와 경험을 존중하였던 쓰루미의 입장에서 본다면, 토니트 나파유트의

아이세노딘 ‘독립’에 대한 몰두 또한 ‘진짜’라 할 수 있다.

최인훈은 태풍을 통해 침략과 연대의 이중성을 가진 ‘아시아주의’를 수행적

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587) ‘아시아주의’의 수행적 재구성을 위해, 최인훈은

‘황국신민세대’였던 자신의 식민지 유년 경험을 참조하였다. 그는 식민자와 피식

민자가 잡거하였던 H읍의 경험으로부터 두 사람의 인물을 창조하여 아이세노딘

에 배치하였다. 그는 유년기 자신과 친밀성을 형성하였던 이주자로서 식민자 2

세의 존재를 참조하여 토니크 나파유트의 형상을 제시하였고, 제국 일본의 이데

올로기와 식민지 교육을 내면화한 ‘식민지 주체’였던 자신의 형상을 참조하여

오토메나크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토니크 나파유트와 오토메나크는 별개의 인물

이지만, 최인훈의 경험을 나누어 가졌다는 점에서는 각각 서로에게 또 다른 자

아(alter ego)이기도 하였다. 최인훈은 토니크와 오토메나크에게 ‘아시아주의’를

분유(partage)하고, 한계와 가능성의 연쇄를 통해 ‘아시아주의’의 원리를 도출하

586) 竹内好·橋川文三·鶴見俊輔·山田宗陸, 大東亜共栄圏の理念と現実 , 13, 15頁.
587) ‘아시아주의’의 재구성 과정은 수행성에 대한 버틀러의 이론을 참조하여 서술하
였다. “수행적 행위(the performative)는 이미 확립된 주체가 사용하는 단수의 행
동이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주체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소환되고,
다양하게 널리 퍼져 있는 강한 해명요구들에 의해 사회성(sociality)에 눈 뜬 주
체들이 강력하게 틈새를 파고드는 행동방식들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의미에서 사
회적 차원의 수행적 행위는 주체 형성의 중요한 일부일 뿐 아니라 목하 진행 중
인 정치논쟁과 주체의 재(再)공식화 작업의 일부기도 하다.”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Routledge, 1997, p. 160. 번
역은 서유경, 버틀러(J. Butler)의 ‘수행성 정치’ 이론의 정치학적 공헌과 한계 ,
대한정치학회보 19(2), 대한정치학회, 2011, 19면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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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588)

토니크 나파유트는 아이세노딘 민중의 삶에 근거한 ‘아시아주의’를 신념하고

실천하였으나, 그의 실천은 침략으로서 아시아주의에 동원된다. 토니크는 아니

크인 학살에 저항하여 스스로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침략에 동원된 아시아주의

에 대해 반성과 비판을 수행하였고, 최인훈은 그의 자기 처벌을 통해 토니트가

신념하였던 아시아주의의 본의를 보존할 수 있었다. 태풍의 서술자는 아이세

노딘 민중이 자기를 처벌한 토니크 나파유트에게 동의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

민지 민중의 삶과 에너지에 근거한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형성 가능성을 포착

하였다.589) 동시에 토니크 나파유트라는 ‘유산’의 의미를 질문하는 것은, 전쟁

이데올로기로서 아시아주의를 내면화했던 ‘식민지 주체’ 오토메나크의 주체 재

구성의 계기가 된다. 오토메나크의 주체 재구성은 문서고를 통해 식민의 역사를

재인식하는 것에서 촉발된다. 하지만 보다 본격적인 주체의 재구성은 스스로를

설명하는 서사적 노력이 실패하였던 오토메나크가 ‘실패’를 인정한 다음에 수행

되었다. 그는 토니크 나파유트의 자기처벌에 영향을 받아 자기 밖에서 ‘자기’를

발견하며 스스로를 탈중심화하는 과정을 통해 주체를 재구성하였다.590) 최인훈

은 ‘아시아주의’를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거나 확립된 정체성으로 확정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유년기 식민지 경험을 토대로 창조한 두 인물에게 분유하였다.

그리고 토니크 나파유트와 오토메나크의 ‘자기처벌과 주체재구성’의 연쇄로서

588) 분유와 연쇄에 관해서는 니시타니 오사무의 진술을 참조하였다. “낭시는 하이
데거를 오해하게 만든 ‘공존성’이라는 생각을 환골탈태시켰습니다. 자신의 작업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선분적(線分的)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선분의 조합, 혹은
분유(partage)를 생기(生起)시킴으로써 한계를 드러내며,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이
에게 이어줌으로써 릴레이가 성립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개념으로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카이 나오키·니시타니 오사무, 차승기·홍종욱 역, 세계사의 해체
, 역사비평사, 2009, 268-269면.

589) 다케우치 요시미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일본의 근대화가 일본 사회
내부의 결함과 모순을 대외 진출로 만회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는데, 이는 “인민이
허약”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았다. 그는 민중의 건강함이, 새로운 아시
아주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보았다. 다케우치 요시미, 윤여일 역, 일본
의 아시아주의 (1963), 마루카와 데쓰시 외 편, 다케우치 요시미 선집 2, 휴머
니스트, 2011, 373면. 다케우치는 아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지하였던 민중의 경험
을 반성하면서, 미국 발 근대화론이 일본 내셔널리즘과 결합하면서 민중에게 두
루 지지받았던 1960년대 초반의 상황 또한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일본 근
대사를 되돌아보며, 내셔널리즘과 아시아주의로부터 제국주의로 회수되지 않는
민중의 에너지를 건져내고자 했다. 홍종욱, 일본 지식인의 근대화론 비판과 민중
의 발견 - 다케우치 요시미와 가지무라 히데키를 중심으로 , 사학연구 125, 한
국사연구회, 2017, 109면.

590)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 비판, 인간사랑, 2013, 51, 76-77, 139,
158면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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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주의’를 제시하며 ‘아시아주의’를 수행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나아가 오토메나크의 주체재구성은 나파유트의 자기처벌에 반응하여 한 번에

완료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주체구성은 자기동일성 구축이 실패한 상황에서 자

기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다른 타자에게 말을 거는(address) 과정의 연쇄

에서 수행되었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 오토메나크는 자신이 애로크인임을 카르

노스에게 고백하면서 스스로를 “동포들에게 죄지은 사람”(493)이라 부르며, 고

국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기에 죽고자 한다. 카르노스는 오토메나크에게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을 권유하는데, 그의 제안은 근거 없는 전신에의 권유는 아니었

다. 오토메나크는 민족의 층위에서 속죄와 용서를 고민했다면, 카르노스는 아이

세노딘 지역과 민중이라는 기반에 근거하여서 “사회적 주체”(493)로서의 부활을

제안하였다. 그는 오토메나크에게 아이세노딘 ‘사회’의 구성원으로 반식민 투쟁

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591) 나아가 카르노스는 오토메나크에게 반식민 투

쟁이 종료된 후, 만약 더 이상 니브리타가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사회’가 된다면 그 때에는 오토메나크가 “니브리타 사람도 될 수

있을 것”(493)임을 덧붙인다.

이 점에서 오토메나크의 부활을 “애로크적 정체성의 복원이 아니라, 아이세노

딘적 정체성의 탄생”592)으로 이해했던 선행연구의 통찰을 다른 맥락에서 보다

두터이 읽을 필요가 있다. ‘아이세노딘적 정체성’이란 ‘식민주의의 바깥’로부터

삽입되었거나 ‘카르노스라는 초월적 형상’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이중언어세대의 주체가 ‘한국적인 것’의 구성과 그에 대한 기투를 당위

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받아들였듯,593) 최인훈이 태풍에서 제안한 ‘아이세노딘

적 정체성’ 또한 당위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형성하기 위한 실험과 모

색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토메나크가 구성한 아이세노딘적 정체성은 식민

지의 역사적 경험 내부로부터, 지역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구체적인 생활에 근거

한 것이었다. 또한 여러 이민자들이 충분한 시간동안 지역에 뿌리내리며 형성된

591) 당시는 나파유 군대가 물러간 이후 아이세노딘 민중이 재래(再來)한 제국 니브
리타에 대한 반식민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카르노스는 오토메나크
에게 그의 무기, 조직, 기술을 요청하였다. 실제 인도네시아 역사에서 일본군의
항복 후 급진적인 인도네시아 청년들은 일본군과 거리를 두며 ‘혁명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카르노는 일본군의 무기를 인수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생각했으며, 민중을 조직하여 네덜란드 군에 타격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
다. 谷口五郎, スカルノ - 嵐の中を行く, 96頁.

592) 박진영, 되돌아오는 제국, 되돌아가는 주체 , 책의 탄생과 이야기의 운명, 소
명출판, 2013, 460면.

593) 최서윤, 이중 언어 세대와 주체의 재정립 – 박인환의 경우 , 인문과학연구논
총 35(4),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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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세노딘 ‘사회’에서, 새롭게 이주한 개인이 짧지 않은 시간동안 수행한 ‘도야

(Bildung)의 과정’594)에 근거한 것이었다. 태풍의 에필로그가 로파그니스 -

30년 후 라는 제목인 것은 이 때문이다. ‘30년’이란 두만강 에서 식민자 일본인

이 식민지 H읍에 도래한 시간인 동시에, 오토메나크가 아이세노딘 지역에서 ‘아

이세노딘인’으로서 살아간 시간이기도 하였다.

태풍은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대항 역사 기술”595)이었

다. 이 소설이 창작되던 1973년은 독재자가 되었던 수카르노가 실각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였고, 그가 주장했던 ‘비동맹노선’ 역시 냉전의 역학 속에서 현실

적 힘을 잃었던 상태였다.596) 1973년 최인훈은 인도네시아의 역사적 경험과 수

카르노라는 인물을 참조하되 수카르노의 1950년대와 역사적 실천으로서의 ‘비동

맹’과는 거리를 두고, ‘아시아주의’를 식민지 민중에 삶에 근거한 하나의 ‘원리’

로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그 자신 유년 시절의 기억에서 건져낸 이민자

2세의 신념에 합치한 실천과 자기처벌,597) 그리고 그에 연쇄하여 반응한 ‘식민

594) 헤겔은 인륜성의 영역을 가족, 시민사회, 국가로 분절하였는데, 이 세 단계는
각각 욕구, 이해관심사, 명예에 대응한다. 주체는 세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느낌’,
목적합리성, 이성의 지평 안에 안착된 인지적 도식과 근거를 다루는 법을 단계적
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 과정은 유기적으로 짜여있지 않던 자연적 개인성이 합리
적으로 주형되는 과정인 동시에, 개인이 점차 탈중심화하면서 보다 많은 고유한
개인성을 획득하는 과정이었다. 이 점에서 헤겔에게 인륜성의 영역은 짧지 않는
시간 동안 진행되는 ‘도야(Bildung)’의 과정이었다. 악셀 호네트, 이행남 역, 비규
정성의 고통 – 헤겔의 법철학 되살리기, 그린비, 2017, 100-101면 참조.

595) 연남경, 최인훈의 자기 반영적 글쓰기, 혜안, 2012, 139면.
596) 1945년 8월 17일 수카르노는 독립국가 ‘인도네시아 공화국’ 탄생을 선언하였고,
1949년 네덜란드와의 전쟁을 종결한 후에 초대 대통령이 된다. 1950년대 전반 인
도네시아는 총리가 수반이된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였고, 경제영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1955년 반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하지만 의회민주
주의는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1957년 이후 수카르노 등은 ‘혁명’을
주장하면서 ‘인도네시아식 민주주의’로서 교도 민주주의(Guided Democracy) 체제
를 확립하였다. 하지만 국민통합과 경제성장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1965년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후 수하르토 정권과 군부는 공산당원에 대한 숙청과 학살,
구금을 저질렀고 40여만 명이 희생되었다. 여운경, 1950-60년대 인도네시아의
정치 변화와 수카르노의 “혁명” , 동양사학 138, 동양사학회, 2017, 93-119면;
서지원,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에 대한 국제인권압력의 유산 , 국제정치논총
 53(4),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407-408면. 또한 1950-1960년대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북한과 더욱 밀접한 관계였다는 동아시아 냉전의 역사적 사실도 감안
할 필요가 있다.

597) 1973년이라는 창작 당시의 당대적 맥락을 감안한다면, 토니크 나파유트의 ‘자기
처벌’은 보다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최근의 한 연구는 매파 작전참모의 아니크
계 아니세노딘인 학살에서 제기되는 ‘죄없는 양민학살’ 문제를 한국의 베트남전쟁
파병이라는 현실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독해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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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체’의 반성과 주체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수행적으로 구성된 ‘아시아주의’

였다. 최인훈은 태풍을 통해 제국주의의 전쟁 이데올로기로부터 ‘아시아주의’

라는 사상을 비판적으로 추출하며, 당대 현실적인 동력을 잃었던 냉전 너머를

향한 아시아 · 아프리카 탈식민국가의 모색과 실천을 반성하며 ‘아시아주의’를

원리로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식민지와 냉전 너머를 지향하며 그가 제시한

‘아시아주의’는 아이세노딘 지역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민중의 삶과 ‘사회’에 정

초한 것이었던 동시에, 선진과 후진이라는 서구적 원리와 다른 방식으로 세계사

를 인식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4.3.2. 원리로서의 아시아와 주변부의 세계사

□1 세계사 다시 쓰기

태풍의 세계사 재인식은 두 가지 조건으로 가능했는데, 하나는 동남아시아

가 서구의 식민지였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이다. 동남아시아의 식민지 경험을 논

의하는 것은 근대 이후 세계사의 재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또 하나

는 최인훈 개인의 다소 우연적인 체험에서 왔는데, 그 자신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며 열전 중인 베트남을 방문한 것이었다. 최인훈은 회령과 원산에서

유년 및 소년 시절을 보내고 한국전쟁 중 LST를 타고 월남을 하였으나, 그의

‘이동’은 냉전으로 인해 제한되었다. 구 제국 일본의 작가 홋타 요시에(堀田善

衛)가 1955년 아시아아프리카작가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최인훈은 분단된 한반도의 외부를 경험할 수 없었다. 태풍을 연재

하면서도 최인훈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지 못하였다. 다만 태풍의 연재를 시

작한 직후 그는 철수 직전의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 부대를 방문할 기회를 가지

게 된다. 선우휘의 기획으로 1973년 1월 9일 고은, 이호철, 최인훈 등은 김포공

항을 출발하여, 미군기를 타고 필리핀을 거쳐 “베트남 주둔 한국군 사령부의 문

르면, 최인훈의 태풍 창작은 탈식민국가, 분단국, 후진국이라는 유사한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가졌던 베트남에 파병하였던 한국에 대한 자기비판과 반
성의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유예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공포와 죄의식 연구
, 128-131면. 아울러 최인훈이 두만강 의 서사는 완결하지 못하지만, 태풍의
서사는 완결하였다는 사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인훈 자신의 경험에 참조
한 이민자 2세 토니크 나파유트의 자기 처벌은, 피식민자 2세로서 경험한 식민지
를 평온한 일상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서사화하였던 최인훈 자신에 대한 상징적
처벌이기도 하였다. 이 처벌은 태풍의 서사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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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초청 방문 길”에 올랐다.598)

[가] 평탄한 지형에, 방대한 시설이다.

난방이 필요 없는 건물들은 말쑥하고 시원스런 지음새다. 남방 식물들은 매우 낙천

적으로 보인다. 구김새 없이 쑥쑥 빠졌다. 색깔도 마음껏 호사스럽다. 빼거나, 멋을

부른다는 티가 없다. 나의 느낌으로는 패러다이스란 말의 감각은 모름지기 남방적

인 것이 아닌가 한다. / 저녁에 기지촌에 나가 본다. 기지촌이라지만, 어엿한 소도시

다. / 우리나라나, 일본・중국이 있는 극동하고는 전혀 다른 고장을 발견한다. 스페

인이나, 포르투갈이다. 〔…〕 갈색 피부에 이빨이 하얀 아가씨들이다. / 매끄럽고

부드러워 보이는 갈색 피부다. 인류는 원래 이런 빛깔로 창조되었는데, 북쪽으로 이

동한 종족들이, 태양과 외기에서 차단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탈색된 것이, 백인종・
황인종이다― 이런 생물학적 영감이 순간, 내 머리 속에 이루어진다.599)

[나] 짧은 날짜에, 부대 방문으로 꽉 짜인 예정이어서 베트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작 할 말이 없다. 산천과 사람과 거리를 감각으로 접했다는 것뿐이다. 이 지구 위

에 베트남이라는 곳이 정말 있는 줄 알게 됐다는 것이, 가장 분명한 경험이다. 나는

이것을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 못하겠다. 베트남에 대한 모든 복잡한 지식에 육체를

마련한 셈이기 때문이다. 기억에 담긴 이 먼 나라의 경험이 육체를 잘 키우고, 바르

게 이용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나의 즐거움에 속한다.600)

[가]는 첫날 저녁 필리핀의 미군 클라크 공군기지(Clarck Air Base)에 도착

한 저녁 최인훈의 기록이며, [나]는 짧은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원고

를 마무리하다가 베트남전 ‘휴전’ 소식을 들은 직후의 소감이다. 우선 [나]를 본

다면, 최인훈은 그 자신이 베트남 사회를 본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한국

인들을 만나고 온 것에 불과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지구 위에 베트남이라는 곳이 정말 있는 줄 알게 됐다”는 것을 가장 큰 성

과로 삼는다. 그는 베트남의 “산천과 사람과 거리를 감각으로 접했”으며, 이 경

험이 베트남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육체’를 부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첫날의 인상을 기록한 [가] 또한 베트남에 대한 실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

방’에 대한 전형적인 이국적인 감상이나 인종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진술을 하

고 있다는 점은 비판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최인훈은 필리핀의 지형, 건물, 피

598)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 41면. 최인훈의 베트남 방문과 태
풍 창작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종욱, 무국적자, 국민, 세계시민 , 143-145면 참
조.

599) 최인훈, 베트남 日誌 , 최인훈 전집 11 - 유토피아의 꿈, 문학과지성사,
1980, 117-118면.

600) 최인훈, 베트남 日誌 ,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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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을 보면서 이곳이 “우리나라나, 일본・중국이 있는 극동하고는 전혀 다른

고장”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10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전까지 한반

도를 벗어나지 못했던 최인훈은 필리핀과 베트남 방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동아

시아의 영역을 넘어서는 ‘아시아’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였다. 그 때문에 그는

“열흘쯤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에게는 충분하였다.”라고 만족하였다.601)

1973년 최인훈의 경험은 1955년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를 방문했던 일본 작가 홋타 요시에의 경험을 상기시킨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상하이의 참전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홋타는 1955년 인도 방문을 통

해 비로소 자신이 아시아를 관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으

로 아시아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자평하였다. 인도에서 홋타의 첫 반응 역시 자

신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깨달음이었다.602) 아시아와

아프리카 곳곳을 갈 수 있었던 구 제국 작가 홋타와 달리, 구 식민지 작가 최인

훈의 이동은 제한되었다. 홋타의 깨달음으로부터 20여 년 이후, 최인훈은 전쟁

의 틈을 타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초대라는 역설적인 조건 속에서야 아시아를

직접 경험하였고, 홋타의 깨달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나]에서 다짐한

“먼 나라의 경험”을 새로운 앎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

을까. 이에 대해서는 태풍이 몇몇 단서들을 제공한다.

처음 아이세노딘에 도착했을 무렵, 오토메나크는 자신이 아시아 해방이라는

‘이념’을 위해 참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이세노딘

의 기후, 환경, 건축, 골상학적 특성 등에 놀란다. 그는 로파그니스[아이세노딘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외형적 특징이 동아시아 사람들의 특징과 상이하다는

점, 서구 식민지배의 결과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아 온 유럽 남쪽의 휴양 도시

를 연상”(37)하는 건물들이 즐비하다는 점, 그리고 동아시아와 전혀 다른 환경

조건과 생태적 상황을 살펴보면서, “여기는 아시아가 아니군요?”(38)라는 질문

을 거듭하게 된다. 로파그니스를 비롯하여 아이세노딘의 환경과 사람들의 특징

은 오토메나크에게 익숙한 동아시아의 그것과 전혀 달랐다. 최인훈의 베트남 체

험과도 연결할 수 있는 이 언급을 통해, 오토메나크는 동남아시아를 단지 논리

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감각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오토메나크에 초점화한 서술자가 “자연―. 이만한 자연을 마주 대하고 보면,

사람은 오랜 진화(進化)의 나그넷길을 순간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 앞에 자기도

맨 처음의 자연이 되어 서게 된다.”(133)라고 서술한 예에서 볼 수 있듯,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은 태풍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① 동아시아와 다

601)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 41면.
602) 堀田善衛, インドで考えたこと, 岩波書店, 1957, 2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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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동남아시아의 자연환경의 조건과 그것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② 식민

지 및 근대화라는 인간의 역사와 문화가 생태적 환경과 조건을 변형하는 과정

에 대한 관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인식은 제국주의를 환경에 대한

변형으로 재인식하며, 이에 기반하여 세계사를 다르게 인식할 여지를 열어준다.

먼저 직감적으로 오토메나크가 느꼈던 것은, 동남아시아는 동아시아와 자연환

경이 다르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피부색이 다르며, 생김새가 다르다는 가시적

인 차이였다.

남쪽에 온 이래로 어지간히 눈에 익었으면서도 오토메나크는 남쪽의 식물들이, 대개

는 눈여겨볼 여유가 있을 때마다 약간 이상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목련을 닮은

이 나무만 해도 다름이 없었다. 복스럽게 단단한 줄기에 아주 닮은 꽃이 달려 있는

데도, 목련과는 아주 다른 느낌을 준다. 어린 소녀가 짙은 화장을 한 느낌―그런 것

이었다. / 그의 나라인 애로크나, 그의 정신의 나라인 나파유만 하더라도 그런 느낌

은 괴물스런 풍경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 늘 푸른 나라에서 보는, 이 나무의 그러한

느낌은 훨씬 자연스럽게 보였다. 〔…〕 식물들은 훨씬 부드럽고, 장난스러웠다. ―

그의 고향에 비해서. 오토메나크의 고향인 애로크나, 식민지 모국인 나파유의 식물

들은, 한결같이 생활에 찌들었거나 찌푸린 정신주의의 느낌을 준다. 이곳의 식물들

은 활달하고 덩치 큰 어린아이 같은 데가 있다. 오토메나크는 원주민들에게서도 같

은 느낌을 받았다. (32-33)

오토메나크의 시각은 서술자도 지적하듯 “이방인의 눈이 남의 나라 풍경을

마음대로 보고 있는 것뿐”(33)이었으며, 동남아시아의 이국적인 모습을 젠더화

하는 남성적 시선의 전형적인 재현에서 그리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603) 그럼에

도 그는 환경이 다르면 식물이나 인간의 외양적인 특징도 다르게 발현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차이에 주목하였다.

식민지도 이만큼 오래되면, 원주민들도 어느새 주인과 마찬가지 인종이 되겠읍니

다. (오토메나크의 언급 - 인용자)

3백 년이나 되니 그럴 만도 하지. 그러나 아이세노딘 사람들이 이곳에 살기 시작

한 것은, 3백 년이란 세월조차 눈 깜짝할 사이밖에 안 될, 오랜 옛날부터야. 저 사람

들을 보게. 분명한 아시아인이 아닌가. (아나키트 소령의 언급 - 인용자)

그러나 소령의 말도, 반은 진실이었으나, 나머지 반은 진실이 아니었다. 거리에서 물

603) 이와 같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서술은 앞서 베트남 방문의 첫날에 보여
준 것이기도 하다. 박진영은 “아이세노딘, 로파그니스, 그리고 아만다에 대한 오
토메나크의 시선은 늘 남성정복자이자 특권적인 관찰자의 눈길이다.”라고 비판적
으로 평가하였다. 이 글 또한 그의 분석에 동의한다. 박진영, 되돌아오는 제국,
되돌아가는 주체 , 책의 탄생과 이야기의 운명, 4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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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파는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 속에는 혼혈의 얼굴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아이

세노딘 사람도 아니고, 니브리타 사람도 아닌 얼굴, 유럽인과 태평양 남방 민족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이들의 얼굴은 독특한 형을 이루고 있다. (39)

위의 대화는 아이세노딘에 갓 도착한 오토메나크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아이

세노딘에서 보낸 아나키트 소령 사이의 대화인데, 두 사람의 생각과 대화에서

사용하는 용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오토메나크와 그에 초점화한 서술자는 원

주민(아이세노딘인), 주인(식민자 니브리타인), 그리고 혼혈을 모두 개별적이고

분리된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아나키트 소령은 혼혈의 존재를 인지하면

서도 그 차이를 굳이 부각하지 않으면서 ‘아이세노딘 사람들’ 혹은 ‘아시아인’이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아이세노딘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오토메나크

는 각 사람의 피부색이나 얼굴 형태 등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지만, 아이세노딘

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낸 아나키트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이세노딘의 자

연 환경을 공유한 생활과 외모의 공통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오토메나크가

민족의 골상학적, 인류학적 특징에 주목한다면, 아나키트는 환경 및 지리의 규

제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서술자가 아이세노딘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자 오토메나크

의 외모가 점점 바뀌어 가는 것으로 서술한다는 점이다. 그는 아이세노딘에 온

지 2-3년 후의 오토메나크를 두고 “해에 그을린 얼굴이 아이세노딘 사람으로도

보이는 젊은 남자”(315)라고 서술하였으며, 30년 후 오토메나크의 얼굴을 본 코

드네주는 그가 “애로크 출신이란 것은 적어도 지금 얼굴에서는 짐작할 수 없었

다. 아이세노딘 사람 눈에도 토박이 아이세노딘 사람이라고 볼 것이 확실하

다.”(482-483)라는 평을 내린다. 서술자는 한 사람의 생애사 안에서도 환경에 따

라 외모가 변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때의 변화는 민족적 차이를 뛰어넘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점에서 서술자의 인식은 아나키트

소령의 인식을 승인한 것이며, 3장에서 보았던바, 이민자 2세 토니크 나파유트

를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였던 아이세노딘 민중의 입장이기도 하다.

태풍의 서두에서 오토메나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관찰하며, 환경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아이세노딘 사람들이 동아시아에서 온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확

인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아이세노딘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토메나크

는 아이세노딘의 자연환경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아이세

노딘의 환경에 대한 발견은, 오토메나크가 식민정부의 비밀문서를 발견하여 식

민지의 실상을 깨닫고, 또한 자동차 폭발사건을 겪으며 아이세노딘 민중의 성난

얼굴을 마주한 것과 같은 시기였다. 오토메나크는 ‘우기’라는 계절적 요인에 촉

발하여 아이세노딘의 환경과 지리적 특징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임무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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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하던 그의 차량은 장마로 엉망이 된 도로 사정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열대의 장마철 비는 이 고장 식물이 그런 것처럼 시원스럽고 걸차다. 지금보다 수풀

이 더 많고 거주 구역이 더 작았을 때는 이 쏟아 붓는 비가 내려도 다 자연이 삼켜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수풀 면적이 작아진 데 비해서, 노출된 부분을 흐르

는 자연수 관리는 허술하다. / 식민지 당국은 지난 백 년 동안, 우선 따먹기 좋은

곶감만 골라서 빼먹기에 바빴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아이세노딘은

으례 홍수 소동이 벌어진다. 교통이 끊어지고 논밭이 잠기고, 마을이 떠내려가곤 한

다. 그러나 워낙 늘 여름의 조건 때문에 회복도 빠르다. 자연은 휘저어 놓고는 곧

아물려 준다. (158)

두만강 의 서술자 또한 눈이 많이 내린다는 지리적 특성이 ‘북선(北鮮)’에 위

치한 H읍의 문화를 규정한다고 보았지만,604) 태풍의 서술자는 보다 밀도 높

은 정보와 관심으로 아이세노딘의 환경을 서술하는데, 주목할 점은 그가 현재

아이세노딘의 환경과 지리적 특징 또한 영속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서술자에 따르면 제국 니브리타가 아이세노딘을 점령한 이래,

자연의 자원을 수탈하여서 수풀의 면적이 줄어들었고, 홍수의 피해는 그 결과였

다. 중세 유럽에서는 광대한 숲이 있었기에, 문명(Civilization)이란 숲을 없애고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605) 또한 제국주의 국가가 식

민지에서 대규모의 목재를 수입한 결과, 식민지의 삼림은 크게 축소되었다.606)

근대 초의 해상 팽창은 2억 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각 대륙의 독자적인 진화의

결과가 서로 맞부딪침으로 지구 생태계에 격변을 초래한 사건이었다.607) 태풍
의 서술자는 제국주의에 의한 개발을 인간에 의해 생태적 조건이 변화하는 과

정으로 이해하였고, 홍수라는 결과를 식민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

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서술자는 아이세노딘이 “몇 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群

島)”(338)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인도네시아의 면적은 190만㎢로 22만㎢의 면

적을 가진 한반도의 8-9배에 달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생태적인 다양성이

604) 예컨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미개한 아세아에서는 눈많은 것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북쪽 시골에 한 재목상의 딸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경선에겐 무서운 실감을 수반한 절망을 주었다.” 최인훈, 두만강 , 440면.

605) 주경철, 그해, 역사가 바뀌다, 174-175면.
606) 주경철, 대항해시대 - 해상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대출판부, 2008,
384-385면.

607) 앨프리드 W. 크로스비, 효상안 역, 생태제국주의, 지식의풍경, 2000, 310-353
면 참조. 생태제국주의에 대한 정리는 주경철, 대항해시대 - 해상 팽창과 근
대 세계의 형성, 372-374, 377-378면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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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하는 곳이다. 오토메나크가 니브리타 여성 포로 교환을 위해서 항해하는 과

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서술자는 “섬들도 지질적인 나름이 같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여러 가지 모양의 신기함은 곧 알아볼 수 있다.”(338)라고

서술하면서 아이세노딘의 생태적 다양성을 포착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서술자는

아이세노딘이 앞쪽의 ‘도회지’와 뒤쪽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지방”으로 나누어

져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포착한다.

이 배가 가고 있는 바닷가는 아이세노딘의 뒤쪽이었다. 뒤쪽이라는 뜻은 큰 항구나

도시가 없고, 길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지방이란 말이다. 침략이나 문명은 모두 반

대쪽, 고노란 해협이 있는 쪽에서 왔다. 로파그니스 같은 도회지에서 오래 있으면,

불편한 데 없는 도회지의 모습이 아이세노딘 모두의 모습으로 알기 쉽다. 그러나 로

파그니스는 말할 것도 없고, 몇몇 도회지는 니브리타가 이 섬나라에서 단물을 빨아

올리기 위해 마련한 빨대 같은 곳이다. 자연 그들의 입에 맞는 여러 시설을 만들게

마련이다. 몇 개의 그런 도시에서 한 발만 밖에 나가면, 이 섬이 생겨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부터 달라진 게 별로 없는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체

격부터 도회지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깡마르고 빨리 늙는다. 키도 작다. 그런 사람들

이 불볕에서 모를 심고 김을 맨다. 여러 식구가, 때로는 4대, 5대가 한집에 산다. 도

회지가 경기 좋다는 소식을 들은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빠져 나가는 수가 있다. 또

가뭄이나 홍수를 만나면 식구 모두가 도시에 흘러든다. 가 봐야 별수가 없다. 허드

렛일이 있다 말다 하는 게 아이세노딘 도회지의 벌이다. (373-374)

제국 니브리타는 식민지 아이세노딘을 식민 통치하면서, 아이세노딘을 공간적

으로 분할하여 이중적으로 통치하였다. 아이세노딘의 ‘앞쪽’에는 식민지적 개발

이 이루어졌지만, ‘뒷쪽’은 개발하지 않고 농업 중심의 아이세노딘 전통적인 삶

의 방식을 이어갔다. 니브리타는 아이세노딘의 ‘앞쪽’ 도회지라는 매개를 통해서

자원을 수입・수탈하였는데, 아이세노딘의 ‘앞쪽’ 도회지는 ‘뒷쪽’으로부터 노동

력과 식량을 공급받았다. 아이세노딘의 ‘사회’는 ‘뒷쪽’의 노동력과 농업을 통해

‘앞쪽’의 산업을 지탱하는 구조였다. 아이세노딘의 ‘뒷쪽’은 제국 니브리타와 ‘앞

쪽’에 의해 이중적으로 착취되고 있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란 ‘비자본주의적 환경’을 전제로 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608) 태풍의 서술자 역시 서양의 근대화를 비서구의 자원,

608) ローザ · ルクセンブルク, 長谷部文雄 訳, 資本蓄積論(下), 岩波書店, 1934, 50-51
頁. “적어도, 자본화될만한 잉여가치 및 자본주의적 생산물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부분은, 자본주의 사회의 내부에서는 결코 실현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외부에서, 즉 비자본주의적으로 생산하는 사회층 및 사회형태에서 그 구
매자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 이리하여 잉여가치가 생산되는 경우



- 254 -

노동력의 기반 위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서양과 아시아를 선진과 후

진의 구도로 이해하는 인식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1960년대 중반 최인훈의 소설

에서는 제국이 식민지에 근거하여 성립하였다는 인식을 보여주는데, 태풍은
그 인식을 세계사 속에서 변증하는 동시에, 서구의 근대가 식민지의 자연에 대

한 착취와 변형 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한다. 이러한 인식은 서구의 보편

성을 상대화하며 또 다른 원리를 통해 세계사를 이해하는 단초를 열어주는데, 
태풍에서 그 원리는 중국의 재인식으로 제시된다.

아니크―넓은 땅이었다. 그 넓이를 다 메울 병력은 없으니 나파유군은 도시와 도시

를 연결하는 한 줄기 전진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때만 해도 오토메나크는 그 넓

은 땅덩어리에 아무 것도 해 놓은 것이 없는 아니크의 무능을 경멸하였다. 조상들이

차지한 땅을 몇 천 년 그저 그 식으로만 파먹고 산 역사를 경멸하였다. / 장비도 허

술하고 전투에도 익숙하지 못한 아니크 군대를 경멸하였다. 그는 아니크를 정복한

나파유 군인의 눈으로 그 땅과 사람들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때와는 달리 되

새겨진다. 니브리타를 비롯한 숱한 유럽 나라들이 어쩌다 앞질러 만들어낸 무기를

가지고 쑤시고 저며내고 했는데도 끝내 삼키지 못하고 만 아니크, 나파유군이 그 속

에서 매번 싸움에 이기면서 아직도 숨통을 누르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아니크 대륙.

이 열대의 반도에까지 밀려나와 악착같이 살고 있는 아니크 인종―〔…〕 아니크의

그 커다란 덩치는, 유럽의 폭력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아시아 사람들이

숨 돌리기 위해, 몸을 뜯어 먹히면서 막아선, 역사의 방파제가 아니었을까 하고. 세

상은 그렇게도 볼 수 있었구나 싶으면서 그런 지각이 없었던 자신의 어제까지의 시

간이 어둡고 깊은 낭떠러지처럼 그를 어지럽게 했다. (135-136)

처음 오토메나크는 선진적 서구·일본과 후진적 중국이라는 당대 일본 아시아

주의의 전형적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 “그 넓은 땅덩어리에 아무 것도

해 놓은 것이 없는 역사”라는 표현이 그러한 입장을 대변한다. 그러나 아이세노

딘에서의 삶은 오토메나크의 생각을 바꾸어놓는다. 그는 유럽의 근대화를 “어쩌

의 생산기간과, 잉여가치가 자본화된 경우 그것에 이어지는 축적의 사이에는 두
개의 상이한 거래 – 잉여가치의 그 순수한 가치형태로의 전형(轉形), 즉 현실과,
이 순수한 가치형태의 생산자본형태로의 전형 - 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기에, 이
두 가지의 거래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그 주위의 비자본주의적 세계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가치의 실현 및 불변자본의 여러 요소의 조달이
라는 두 가지 견지에서 보자면, 세계 교역 – 즉, 주어진 구체적 사정(事情)의 근
본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형태와 비자본주의적 생산형태 사
이의 교환으로서 세계교역은 원래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하나의 존재조건이다.”
또한 로자는 “제국주의는 아직 압수되지 않은 비자본주의적 세계 환경의 남은 부
분을 둘러싼 경쟁에 있어, 자본축적 과정의 정치적 표현이다.”라고 규정하였다.
같은 글, 18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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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질러 만들어낸” 문명의 결과로 이해하고, 중국을 유럽의 식민지화에 밀려

가면서도 ‘악착 같이’ 그것에 ‘저항’하며 아시아를 지키고 있는 ‘역사의 방파제’

로 재인식한다. 오토메나크는 선진과 후진, 폭력을 앞세운 제국주의 유럽의 원

리에 대항하여, “땅과 사람들”, 곧 민중의 생활에 근거한 중국의 모습을 긍정하

였다. 여기서 ‘중국’이란 1970년대 데탕트국면 속에서 부상했던 실제 중국이라는

국가의 고유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구 유럽의 폭력을 받

아들이면서도 유럽의 원리인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는 입장을 환유하는 ‘이념형’

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라 생각된다.

애로크[조선]가 전쟁 후에 겪은 고통은 거의 강대국의 고의적인 정책 탓이었는데,

말할 것도 없이 거기서 나온 어려운 문제는 애로크 자신이 앞으로도 져야 할 짐이

되고 있다. 그나마 전후 이십년 남직해서 애로크가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은, 강대국

들의 등살에 시달리면서도 슬기롭게 새로운 국제 질서의 본보기를 만들어낸, 약소국

들의 뭉친 힘이었다. 그런 뭉침의 솜씨를 만들어낸 고장이 아이세노딘이었다.

〔…〕 그(카르노스-인용자)는 사자와 양이 어울려 사는 이 세상에서 양들이 씨가

마르지 않으면서 차츰 사자가 되는 법을 만들어낸 기술자다. 아이세노딘은 아직 사

자는 아니다. 그러나 양이 아닌지는 벌써 오래다. 마찬가지로 모든 약한 나라들이

아이세노딘 방법을 따라 그 어려운 때에 사자들의 이빨을 면하고, 이제는 다시는 사

자들이 마음대로 못할 다른 종자가 돼 버렸다. 이것은, 아이세노딘이 앞장선, 슬기로

운 국제적 뭉침의 전술에서 비롯된 약소국들의 끈질긴 싸움의 결과다. (476-477)

태풍의 에필로그인 로파그니스 - 30년 후 가 충분히 서사화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지만,609) 태풍이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원리라는 측면에

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중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현실적인

동력이 떨어지고,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가 ‘변절’ 후 실각한 이후의 상황에서

“카르노스의 중립 비동맹 외교와, 섬에서 발견한 석유광의 교묘한 연결”(500)에

근거한, 태풍에서 아시아・아프리카 탈식민국가들의 연대는 특히 그 비현실성

과 우연성으로 인해 비판받았다.

공교롭게도 오토메나크 등이 표류했던 섬에서 석유광이 발견되어 그것이 탈

식민국가 아이세노딘의 정치와 경제를 지탱하고, 카르노스의 ‘중립 비동맹 외교’

의 현실적 기반이 되었다는 서술자의 설정은 우연적이다. 하지만 경제사 연구자

의 최근 보고를 참조하면, ‘우연성’을 재인식할 가능성이 열린다. 포머란츠는 산

업 혁명 이전 영국, 중국, 일본, 인도 등의 경제발전 정도를 분석한 결과, 모두

609) 서은주, 최인훈 소설 연구 , 116면; 구재진, 최인훈의 태풍에 대한 탈식민
주의적 연구 , 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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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수준의 경제 발전단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각 나라는 인구가 늘면서

경제 또한 성장하였지만, 자원의 부족으로 대표되는 생태적 한계 상황으로 ‘발

전의 덫’에 걸린 상태였다. 이때 유럽은 두 가지 계기, 해외 식민지의 획득과 부

존 자원의 활용을 통해 생태적 곤경을 돌파(breakthrough)한다. 식민지를 통해

식량과 자원을 강제적으로 획득함으로 유럽 내부의 위기를 벗어나고, 영국의 노

상 석탄을 활용함으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 1820년을 전후하여, 중국과 유럽

의 대분기(Great Divergence)가 일어난다. 이때 두 계기는 모두 우연적이었다.

해외 식민지는 유럽 사회의 내부 구조로부터 발생한 필연적 현상이 아니라 외

부로부터 더해진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우연적(contingent)이었으며, 노상 석탄의

존재는 전적으로 운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우연적(accidental)이었다. 유럽

의 산업혁명과 세계사의 헤게모니 장악은 ‘우연’ 및 ‘폭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610)

태풍의 서술자는 유럽이 아니크[중국]를 앞지른 것이 “어쩌다 앞질러 만들

어낸” 무기 덕분이라고 평하면서 그 우연성을 강조한다. 그는 유럽이 기술과 산

업 발전을 통해 아니크보다 먼저 근대화를 달성한 것을 필연이 아니라, 우연으

로 이해하였다. 이 입장은 서구 근대를 하나의 표준이자 필연으로 이해했던 회
색의 의자에 등장하는 독고준을 비롯한 후식민지 남성지식인들의 입장에 거리

를 둔 것이었다. “카르노스의 중립 비동맹 외교와, 섬에서 발견한 석유광의 교

묘한 연결”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한 비판이지만 그다지 생산적인

비판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연’을 ‘필연’으로 재정위하는 것이 아니

라, ‘우연’을 ‘우연’ 자체로 인식하며 주어진 조건을 새로운 삶의 형식을 위한 자

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 길과 관련하여 태풍의 서술자는 ‘사자도 아니며 양도 아닌’ 상태에서 ‘슬

기로운 국제적 뭉침’으로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킨 아이세노딘의 길

을 제시하였다. 그는 아이세노딘의 길을 고정된 하나의 입장으로 이해하기보다

는, 우연적으로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서 타자와의 공존을 통해 공동의 평화를

지혜롭게 창출하는 행위 그 자체로 제시한다. 가지무라 히데키의 언급을 빌자

면, 아이세노딘의 길은 외부의 문명을 따라 잡으려하지 않고, 독립문명을 향하

는 몽상에 빠지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주변’에 몸을 두고 있음을 자각하고 그곳

에서 몸을 가다듬는 자세로 의미화할 수 있다.611)

610) 케네스 포메란츠, 김규태 외 역, 대분기, 에코리브르, 2016, 345-423면 참조.
대분기에 대한 정리는 주경철, 대항해시대 - 해상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42-43면을 참조하였다.

611) 梶村秀樹, “やぶにらみ”の周辺文明論 (1985), 梶村秀樹著作集 2 - 朝鮮史の方法
, 明石書店, 1993, 161-16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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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역사의 방파제’로서 ‘민중’의 삶을 존중했던 아니크와 식민지를 경

험했지만 환경이라는 우연을 활용하여 ‘중립 비동맹 외교’를 현실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아이세노딘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다. 아니크와 아이세노딘은 공히

서구의 폭력에 노출되었지만, 서구와 같은 선진과 후진의 폭력적인 원리를 반복

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과 그곳에서 민중의 삶을 존중하면서 또 다른 원리의 가

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자신의 주변부성을 직시한 것이었다. 최인훈은 주

변부의 세계인식을 고정된 하나의 규준과 정체성으로 명시화하지 않은 채, 새로

운 세계사 인식의 잠재적인(virtual) 가능성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세계사 인

식의 가능성은 앞서 살펴본 수행적으로 재구성된 아시아주의의 ‘원리’와 합류하

게 된다.

□2 주변부의 세계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55년 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반둥에

모였던 것은 냉전 질서 너머의 새로운 질서와 원리를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아

시아・아프리카 회의는 “좋은 이웃으로서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하며 우애롭게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냉전 너머의 평화를 명시하였지만, 동시

에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시급히 요청하였다. 아시아 · 아프리

카 회의의 선언은 탈식민 독립국가에 의한 새로운 인류사를 지향하였지만, 서구

적 근대화와 개발에는 무비판적이었다.612) 홋타 요시에는 후진국의 미래상(後

進国の未来象)(新潮社, 1959)에서 후진국인 아시아 인민이 가진 “‘미래’라는 신

앙”이 제3세계를 변혁할 에너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613) 하지만 홋타의 바

람 역시 “선진국 대 후진국이라는 유럽적 원리”614)를 받아들인 것이었고, 다소

순진했던 그의 바람과는 달리, 노예가 주인이 되고자 가졌던 ‘미래’라는 신앙은

후진국 경제성장론이라는 목적론적 서사로 회수되었으며, 아시아・아프리카의

연대에 차질을 빚었다. 1960년대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 역시 아시아・아프리카

탈식민 국가의 움직임을 ‘민족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였다.615)

612) 반둥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최종의정서(Final Communiqué of Asian-African
Conference of Bandung) (1955.4.24.), 이동기 편저, 20세기 평화텍스트 15선,
아카넷, 2013, 111면 및 100면; 이동기, 제3세계, 민족자결과 비동맹의 코뮤니타
스 , 이동기 편저, 20세기 평화텍스트 15선, 98-99면.

613) 水溜真由美, 堀田善江とアジア・アフリカ作家会議(1) - 第三世界との出会い , 北海
道大学文学研究科紀要 144, 北海道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2014, 91頁.

614) 다케우치 요시미, 윤여일 역, 근대의 초극 (1959), 143면.
615) 장세진, 안티테제로서의 ‘반둥정신(Bandung Spirit)’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
(1955-1965) , 사이間SAI 1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154-155면; 옥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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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새롭게 구성할 세계의 조건과 원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1960년대 초반 냉전과 식민지가 중층결정한 후식민지에서 주체형

성의 가능성을 심문하였던 회색의 의자로 거슬러 올라가 논의의 보조선을 작

성해보도록 하겠다.616) 이 소설의 서술자는 해방된 후식민지 주체들의 언어를

두고 “수인(囚人)의 언어”,617) 곧 ‘노예의 언어’라고 명명하였다. 이때 해방된 ‘노

예’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길은 ‘노예’의 환상에 잠드는 길이다. 회색의 의자에서 ‘갇힌 세대’ 동

인의 대화에 등장하는 노예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노예들은 폭포를 향해

천천히 떠내려가는 배에 탄 채, 갑판의 화면에 투사된 ‘USA’라는 선박의 외양

에 감동할 따름이다. 이들은 현실을 외면한 채, 외부의 보편을 욕망하고 모방하

였다. 둘째 길은 서양이 제시한 문제틀 자체를 거부하고 자신의 문제를 제시하

는 길로, 회색의 의자의 황선생이 선택한 길이다. 그는 서구의 문제제기를 거

부하면서 보편과의 소통을 닫았다. 셋째 길은 위의 두 길과 다른 길로 독고준이

모색했던 길이었지만, 쉽사리 해답을 쉽게 찾지는 못하고 거듭 실수를 범했던

길이었다. 하지만 모색의 과정 중 독고준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그런 속임수에 자꾸 따라갈 게 아니라 주저앉자. 나만이라도. 그리고 전혀 다른 해

결을 생각해보자. 한없이 계속될 이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를 단번에 역전(逆轉)

시킬 궁리를 하자.618)

셋째 길은 주인과 노예의 경주를 정지하고 “주저앉”는 길이었다. 침몰선의 길

과 황선생의 길은 방향은 달랐지만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성격이 같았다. 독고준은 주저앉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후진국경제성장론이나

보편과 진보를 향한 욕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사유할 계기를 마련한다.619) 더욱

이 독고준의 ‘궁리’는 혁명을 통해 서구 중심의 보편성을 단번에 전복하면서 남

한에서 민주주의라는 보편성을 획득하고자 했던 김학의 길과도 갈라져 있었

냉전기 한국 지식인의 아시아 아프리카 상상 , 한국문화연구 28, 이화여대 한
국문화연구원, 2015, 93-96면.

616) 후식민지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에 관해서는 장문석, 후기식민지
라는 물음 - 최인훈의 회색의 의자에 관한 몇 개의 주석 , 67-69면에 근거하되
맥락에 맞추어 보완하여 다시 서술하였고, 태풍을 통해 그에 대한 결론을 제시
하였다.

617) 최인훈, 회색의 의자 3, 359-360면.
618) 최인훈, 회색의 의자 10, 세대, 1964.3, 360면.
619) 회색의 의자에 등장하는 위의 인용에서 역전(逆轉)이라는 것이 서구=선진과
자신=후진의 위치를 뒤집어서 자신=선진과 서구=후진의 구도를 형성하는 것인지,
선진-후진의 구도 자체를 의심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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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20) ‘혁명’ 대신 ‘사랑’과 ‘시간’에 기투하였던 독고준은 노예라는 주변부의 위

치로부터 가능한 사유의 길을 ‘궁리’하였다.

1960년대 초반 독고준은 주인과 노예, 제국과 식민지라는 문제틀이 가진 문제

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전화하여 사유하고자 했으나, “사고의 틀

을 남북 대결의 코드 이하로 제한·단순화하고, 사유의 단위 또한 대립하는 두

정체(政體) 이상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을” 요구받았던621) 1960년대 냉전의 문화

아래서 문제틀을 재구성하지 못하였다. 독고준이 궁리하던 노예로부터의 ‘다른

해결’은 뒤늦게 1970년 냉전의 완화와 더불어 도착하였다. 그것은 최인훈 자신

의 식민지 유년 경험을 다시 읽으며 식민지를 재인식하고, 또한 제국과 식민지

의 관계를 정형화된 대립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참조 사례의 연쇄 속

에서 그 관계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때 그는 ‘민족’의 공적 기억과 개인의 사적

기억이 충돌하는 곤경을 마주해야 했고, 또한 그 자신이 직접 국가의 경계를 넘

어서, 동아시아와 다른 동남아시아의 환경을 체험하기도 하였다.

태풍의 오토메나크는 “식민지에 태어났으면서도, 자기를 종으로 삼고 있는

나라를 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스물 몇 해를 살아

온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아시아인”(76)으로 자

칭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아시아주의자”(189)였다. 그러나 그는 아시아주

의가 침략의 이데올로기였음을 확인한 이후에도 그는 아만다를 바라보면서 “꼭

결혼하마. 아시아 공동체의 이념대로”(265)라고 다짐한다든지, 난파 후에도 니브

리타[영국]와 아키레마[미국]를 두고 “아시아 사람에게 그들은 틀림없는 귀축(鬼

畜)들”(453)이라고 언급하는 것처럼, 오토메나크에게 아시아란 인종적인 구별이

나 지리적 위치 등 고정적인 정체성으로 존재하였다. 이항대립에 근거한 ‘아시

아주의’는 유럽에 대한 적대의 결과였으며, 19세기 이래 아시아에 존재했던 ‘탈

아입구’라는 지향의 역상이었다. 19세기 말 후쿠자와 유키치 이래 탈아입구론은

외부의 타자인 “서양문명을 목적으로” 설정하여, ‘야만→반개→문명’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탈아입구의 지향과 논리는 20세기 아시아와 아프리카 곳곳에서도

반복되었다.622) 이것은 양이 사자가 되고자 하는 입장으로 구성된 세계이다.

620) 권보드래, 최인훈의 회색인 연구 , 244면. 총독의 소리 의 총독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 최인훈은 (후)식민봉기로 민주주의와 혁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도, 그것의 실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 글의 초고를 검토해주
신 익명의 선생님으로부터 혁명에 대해 거리를 두는 최인훈의 입장은 그의 소년
기 북한 체험과 연관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감사의 인사를 기록해둔다.

621)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116면.
622) 미야지마 히로시,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 창비, 2013, 186면; 류준필, 일
본의 침략주의와 문명론의 아포리아 - 福澤諭吉의 文明論之槪略과 그 동아시
아적 계기 , 한국학연구 26,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2, 512-5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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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풍에 포착한 ‘원리로서의 아시아’623)는 그러한 인식과 결을 달리

한다. 최인훈은 태풍을 통해 ‘아시아주의’를 신념하고 실천하는 주체의 자기

처벌과 주체재구성의 연쇄를 통해 ‘아시아주의’를 수행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나

아가 오토메나크의 ‘부활’은 한 순간의 깨달음과 반성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역과 민중의 삶에 근거한 신념과 실천의 일치의 연쇄 속에서 수행적으로 구

성되었다. 그 과정은 적어도 30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으며 그 과정에서 오토메

나크의 외양 역시 아이세노딘인으로 변모한다. 오토메나크[창씨명 가네모토(金

本)]는 옛 연인 아만다와의 인사말이었던 ‘바냐왕가’와 오토메나크의 창씨개명

이전 애로크[조선] 이름인 ‘김(金)’을 합쳐서, ‘바냐킴’이라는 혼종적인 이름으로

아이세노딘 사회의 민중으로 ‘부활’한다. 또한 자신이 수송했던 니브리타 여성포

로 메어리나와 가족을 이룬다. 30년 후의 에필로그는 바냐킴에게 ‘아시아’는 지

리적 인종적 지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실천과 수행이 근거하는 하나의 ‘원리’로

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태풍이 제안한 ‘원리로서의 아시아’는 개별 주체의 인식과 실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선진과 후진의 대립적 구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연

대의 형식으로 제안된다. “강대국들의 등살에 시달리면서도 슬기롭게 새로운 국

제 질서의 본보기를 만들어낸, 약소국들의 뭉친 힘”이 그것이었다. 서술자는 이

를 두고, ‘사자로 변해 가지만 아직 사자는 아닌 상태의 양들이 슬기롭게 뭉친

세계’라고 명명하였다. 최인훈은 ‘원리로서의 아시아’에 근거한 세계를, 스스로의

주변부성을 자각한 형성 과정의 주체들이 주변부의 다른 주체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존의 ‘선진-후진’과 다른 세계 인식과 실천의 원리를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모색을 이어가는 세계로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최인훈의 문화

적 상상을 두고 이 글은 ‘주변부의 세계사(The World History in the

Periphery)’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최인훈은 어느 ‘日本人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서세동점 이전의 동아시아를

관료제가 고도로 발달하고 생산 기술의 발달 정도를 감안할 때 비교적 공평한

계급의 안정을 보장하여 ‘반(半)항구적 법치’를 이룩한 “<文明>한 <農業> 社

會”로 이해하였다.624) 동시에 그는 “서구라는 말로 우리가 연상하는 문화적 제

623) ‘원리로서의 아시아’는 다케우치 요시미가 ‘유럽적 원리’와 다른 세계 인식과 주
체 구성의 원리를 ‘아시아적 원리’라고 명명한 것을 참조하여 제안하는 개념이다.
다케우치 요시미, 윤여일 역, 근대의 초극 (1959), 143면.

624) 최인훈, 日本人에게 보내는 편지 , 최인훈 전집 11 - 유토피아의 꿈, 문학과
지성사, 1980, 94-95면. 최인훈은 서세동점 앞에서 동아시아 삼국의 과제는 “삼국
간의 평화적 공존과 균형의 오램”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여 “삼국간의 국제
-국내 질서형의 존중과 선용 위에서 새로운 기술 형태를 섭취하여 생활을 재편
성하는 것”이었으나 그것에 실패하였고, 이후 동아시아는 아직까지 ‘문명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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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는 결코 고정 특유하고 단일한 어떤 실체가 아니라 거의 이 지구상의 모든

諸力이 특정 시기에 지표상의 서구라는 부분에서 행복하게 조합된 어떤 현상이

며 그것이 지구의 여타 지역에 퍼졌을 때의 그들과 우리들의 환상까지 곁들인

매우 애매한 현상”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행복한 ‘조합’은 지구의 “여

러 시대의 여러 지역의 민족들의 심신의 노동의 결과가 우여곡절하여 근대 서

구에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625) 최인훈은 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을 내재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한편, 서구중심적 시각에 거리를 두고

전지구 단위의 문명의 교류로서 세계사를 상상하였다.

논의를 갈무리하면서 한 가지 거듭 고민하고 싶은 점은 최인훈이 문제영역의

발견에 도달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고 지체되었다는 사실이다. 냉전의 질서

는 분단국에서 살아가는 후식민지 주체의 상상과 이동을 제한하였다. 최인훈 또

한 1970년이라는 다소 늦은 시간에 베트남 전쟁이라는 ‘열전’에 미군의 동맹군

으로 참전한 한국군을 경유하고서야 동남아시아를 방문하였고 처음으로 아시아

를 실감할 수 있었던 역설과 곤란을 경험해야 했다. 또한 자신이 식민지에 유년

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최인훈의 시각은 동
아시아 소농사회론과 공명할 여지가 있다. 미야지마 히로시는 서구의 역사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동아시아의 역사를 파악하는 시각을 비판하면서, 동아시아의 역
사적 경험을 존중하여 동아시아의 경제, 사상, 정치, 사회구조를 유기적으로 이해
하고자 하였다. 그는 동아시아의 인구 증가와 농업 기술 변혁에 근거하여 중국에
서는 송대(宋代)로부터 명대(明代)에 걸쳐, 한국에서는 조선 후기에,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전기(前期)에 소농사회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소농 사회의 형성
은 중국에서 주자학이 창안되고 한국과 일본에서 수용되는 시기와 겹치며, 세계
사적으로 근대로의 이행과 동일한 시기였다. 정치 지배계층의 대규모 직영지의
결여와 독립 소경영 농민계층의 편재(遍在)를 특징으로 하는 동아시아 소농사회
의 성립은 농업의 형태, 촌락의 구조, 가족 및 친족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을 재편
하였다. 소농사회의 성립과 함께 형성된 사회의 구조와 특징은 19세기 이후에도
계승된다. 이후 그는 주자학의 ‘근대적 성격’에 주목하여 명대 이후의 동아시아를
서구의 근대와 대등한 ‘유교적 근대’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야지마 히로시,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44-81, 324-348면 참조. 최인훈은 ‘문명한
농업 사회’를 형성한 동아시아 각국의 ‘문명’의 교류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동
아시아 사회구조의 역사적 성격을 해명하고 서구 근대와의 만남 이후 동아시아
역사의 전개 및 분기에 관심을 둔 미야지마의 입장과는 강조점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공히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을 존중하고 내재적으로 이해하
고자 하는 태도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 점에서 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625) 최인훈, 日本人에게 보내는 편지 , 95-96면. 이 글에서 최인훈은 서구의 ‘기술’
조차도 석탄의 매장과 마찬가지로 서구라는 지역의 ‘토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하였다. 그는 서구의 ‘근대’와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적 수탈과 비자본주의적 환경
에 근거한 것임을 인식하였으며, “기술이건 무엇이건간에 어떤 가치와 그 가치의
所在나 주체를 物神처럼 유착시켜 생각하는 것은 자칫 오만과 비하를 피차간 가
지게 되기 쉽”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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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을 보냈다는 세대적 감각에 근거하여 식민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

지만, 그 재현 과정에서는 정신적 외상과 곤혹을 감당해야 했다. 결국 냉전의

규제성으로 인해 최인훈이 태풍이 제안한 문제는 시기적으로 늦게 도착하였

다. 데탕트의 국면은 이미 냉전 너머를 꿈꾸었던 ‘비동맹’의 노선이 좌절한 이후

였다. 늦었기 때문에 그는 근본에서부터 문제를 점검할 수는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진단은 어떤 현실적 맥락을 가지기는 어려웠다.626)

해방 이후 한국에서 식민지와 냉전의 중층결정의 효과는 시행착오와 시간적

지체, 그리고 뒤늦게 도착했기에 역설적으로 가능한 근본적 인식 등이었다.

1973년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할 무렵 최인훈이 태풍을 통해 도달한 새로운

문제의 영역은, 이후 작가 자신의 미국행과 유신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한국 사

회에서 충분히 의미화되지 못하고 잊힌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식

민지성, 주변부성을 직시하는 용기”라는 통찰을 숙고한다면,627) 최인훈이 태풍
을 통해 제시한 ‘원리로서의 아시아’는 여전한 ‘궁리’의 제목이다. 식민지와 냉전

너머의 아시아에 대한 상상, 그리고 새로운 주체의 형성가능성과 세계사 인식

626) 이런 맥락에서 최인훈이 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을 경유하여 태풍에서 발견하
고 그 문턱에 닿았으나, 논의를 풍성하게 제시하지 못했던 문제의 영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는 ‘역사의 방파제’로서 ‘중국’에 관한 이해이며, 또 한 가지
는 에필로그 로파그니스 - 30년 후 에서 간략히 제시되는 남과 북의 ‘통일’이다.
1936년생인 최인훈은 일본이라는 경로를 통하여, 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
였다. 그가 제국 일본이 일으킨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전장(戰場)이었던 동남아시
아의 역사적 경험을 참조하고 식민지 주체의 자기처벌과 주체 재구성에 근거하
여 ‘아시아주의’의 재구성을 수행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국’을 다시 인
식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유산, 그리고 중국이 수행하는 ‘대
안적 발전’의 창출 가능성 등을 고민하며 일본을 경유한 회로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시아를 상상할 가능성과 조건을 열어준다. 또한 남과 북의 통일은 전지구적으
로 구조화된 냉전의 질서와, 역사적으로 존재했으며 여전히 규제적인 동아시아의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그 질서를 다른 형태로 전화하기 위한 현실적 가능성을 탐
색하는 과정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최인훈이 수행적으로 제시한 ‘아시아주의’라
는 이념형과 ‘주변부의 세계사’라는 문화적 상상을 다시금 하나의 규범으로 고정
화하거나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한국과 동아시아라
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현실적인 맥락과 근거를 구성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문제
들이었다. 동시에 한국의 시각에서 동아시아를 ‘내재적으로’ 사유할 때 경유해야
할 조건들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인훈은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잇지 못
하였다. 1970년대 초반 데탕트와 중국의 국제사회 복귀라는 역사적 맥락을 배경
으로 최인훈이 태풍에서 발견한 두 가지 문제는, 탈냉전과 중국의 ‘부상’을 배
경으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에 제출된 ‘동아시아론’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음미된 논점이기도 하다. 류준필, 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론 , 아세아연
구 52(4),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9, 52-56, 67-70면 참조.

627) 홍종욱, 주변부의 근대 - 남북한의 식민지 반봉건론을 다시 생각한다 , 사이
間SAI 1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4,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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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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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한국 근대의 역사적 경험은 단일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지방)

· 한국 · 동아시아 · 세계라는 다층적인 역학과 복합적인 인식이 동시에 작용하

는 역동적인 정체성을 가진다. 그동안 한국과 세계의 표상은 비교적 주목을 받

았지만, 그에 비해 동아시아의 표상은 충분히 의미화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1960-1970년대 최인훈 문학을 분석하여, 동아시아라는 표상의 재현가능성을 탐

색해보고자 하였다. 소설가 최인훈은 1936년생으로 유년 시절 식민지에서 제국

일본의 교육을 받았으며 소년 시절 북한에서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고, 한국전쟁

중에 월남하였으며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소설가로 활동하였다. 이 연구는 최

인훈의 생애가 1950-1970년대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형성 및 전개과정과 밀

접하다는 점에 착안하여서, 최인훈 문학을 세 가지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동아

시아냉전분단제체의 변동과 ‘공간’으로서의 아시아, 비서구 근대의 후진성 인식

과 ‘시간’으로서의 아시아, 주변부의 역사 경험과 ‘원리’로서의 아시아가 그것이

다.

최인훈 문학의 정치적 상상력은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변동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1960년 4.19혁명과 일본의 안보투쟁은 동아시아냉전질서의 변동

가능성을 가늠하도록 하였는데, 최인훈은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형성기인 해

방 후 8년을 포착하면서, ‘중립’의 상상을 기입하였다. 하지만 쿠데타로 혁명이

실패한 이후, 1960년대 중반 최인훈은 한국 지식인의 이동불가능성과 재현불가

능성에 유의하면서 ‘통일’의 이념을 조심스럽게 재현하였다. 1970년대 초반 데탕

트의 국면에서 그는 비지식인 주체의 생활에 근거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분업

에 기반한 ‘사회적 평화’의 형성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아울러 최인훈 문학은 비서구 근대의 후진성에 대하여 예민한 감각을 가졌다.

1960년대 초반 최인훈은 서구적 양식인 교양소설을 통해서, 서구 근대라는 이념

과 한국의 현실 사이의 낙차를 선진과 후진이라는 시간적 거리로 포착하고, 한

국의 문화적 조건을 후식민지(postcolony)라는 문제틀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 최인훈은 그에 앞서 같은 고민을 하였던

1920-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문학자들의 문학에 자신의 문학을 겹쳐 쓰면서,

한국근대문학의 유산에 근거한 양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최인훈의 ‘겹쳐 쓰기’는

서구의 근대와 달리 완미하지 못했던 한국의 근대를 ‘전통’으로 구성하는 시도

였다. 이를 통해 그는 직선적 발전의 시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다층성에 근거한 아시아의 시간적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최인훈 문학은 주변부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사를 재인식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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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970년을 전후하여 그는 세계사를 재인식하면서, 광역권에 근거한 공존의

원리를 탐색하였다. 논리적으로 인식하였던 광역권의 원리를 현실 속에서 고민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데탕트 시기에 우발적으로 마주친 유년기 식민지 기억이

었다. 최인훈은 식민을 이주로 파악하면서,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갈등 속에 공

존했던 지역으로서 식민지의 형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유년기에 겹쳐진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상기하면서, 아시아의 여러 민족이 경험한 식민지 경험의

다양성을 인식하였다. 그는 식민지 민중의 삶에 근거하여 ‘아시아주의’를 수행적

으로 재구성하였으며, ‘환경’이라는 조건에 유의하여 세계사를 재인식하였다. 주

변부 지식인 최인훈은 서구적 원리와 구별되는 세계사 인식의 원리를 아시아

민중의 삶으로부터 도출하였다.

‘아시아’는 서구라는 타자에 의해 주어진 명명이었다. 1945년 이후 동아시아는

탈식민지화와 냉전이 중첩되었기 때문에, 국민국가의 영역 이상을 상상하는 것

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1960-1970년대 최인훈은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변동

에 유의하면서 점차 ‘공간’, ‘시간’, ‘원리’로서 아시아를 발견하였다. 그가 아시아

를 사상으로서 구성하는 과정은 한국이라는 주체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세계 인

식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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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oi In-hoon's Literature and the thought of 'Asia'

Jang, Moon-seok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Korean modernity does not consist of

homogeneous identity but a dynamic identity which is a combination of

multi-layered dynamics and complex perception of region(local), Korea, East

Asia, and world. There was a lot of interest in the representation of Korea

and the world, but the representation of East Asia was not sufficiently

explored. This study analyzed Choi's literature in the 1960-70's and tri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 representation of East Asia. Choi, a novelist,

was born in 1936, studied under Japanese Empire in childhood, received

socialist education in North Korea as a boy, came south over the border

during Korean war, went to college and wrote novels in South Korea.

Choi's life is closely related to the formation and advance of the East Asian

Cold War division system in the 1950-70's. This study focuses on this

relation and analyzed his literature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the change

of East Asian Cold War division system and 'Asia as a Space'; second,

perception of underdevelopment in non-Western modern and 'Asia as a

Time'; third, a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periphery and 'Asia as a

Principle'.

The political imagination of Choi's literature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 of East Asian Cold War division system. In the 1960, the 4.19

revolution and the security struggle in Japan made possible to estim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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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of a change in the Cold War order in East Asia. Choi wrote the

imagination of 'the neutral' by capturing eight years after liberation which

is the formative period of East Asian Cold War division system. However,

after the revolution failed with the coup, Choi carefully represented the

ideology of 'unification'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impossibility of

mobility and representation of Korean intellectuals in the mid–1960s. In the

early 1970s, h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democracy' based on everyday

life of non-intellectual agents and 'social peace' based on social division.

In addition, Choi In-Hoon had a keen sense of the underdevelopment of

the non-Western modern era. In the early 1960s, Choi, wrote a western

style Bildungsroman and captured the gap between the idea of the European

modernity and the reality of Korea as a temporal distance between advanced

and underdeveloped. He understood the cultural condition of Korea as

framework of 'postcolony'. However, in the mid-1960s and early 1970s, Choi

overwrote his novels with Korean modern literature of colonial Choson in

the 1920-30s which had similar concern with him, and experimented based

on the heritage of Korean modern literature. Choi's "Overwriting" was an

attempt to constitute the modernity of Korea, which was unlike the modern

era of the West, as a 'tradition'. Through this, he reconstructed the

temporal experience of Asia based on the multi-layered coexistence of past

and present, which is unlike linear developmental time.

Choi In-hoon tried to re-recognize world history based on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periphery. Around 1970 as recognizing world history, he

discovered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based on the greater area. Choi

inadvertently encountered his childhood colonial memory in the period of

détente, which led him to contemplate a principle of the greater area in

reality which he only recognized logically before. Choi understood as

colonization as immigration and presented representation of colony as a

region where colonizer and colonized coexisted in conflict. Recalling the

"Asia-Pacific War" which overlapped his childhood, he recognizes the

diversity of colonial experiences of Asians. Choi reconstructed 'Asianism'

performatively based on the life of the colonial people and took noti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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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of 'environment' and re-recognized world history. Choi, as an

intellectual in the periphery, tried to derive the principle of world history

recognition from the life of Asian peopl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Western principle.

'Asia' was the name given by the other, the Western Europe. Since 1945

declolonization and the Cold War overlapped in East Asia, which made a

difficult condition to carry out the imagination beyond the divided national

state. In the 1960-70s, however, Choi noticed the change of the Cold War

division system in East Asia and gradually found Asia as 'space', 'time',

and 'principle'. His process of constructing Asia as a problem was also a

process of reconstructing the subject of Korea and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 new world recognition.

Keyword : Cold War, (Post)colony, the Neutral, unification,

democracy, underdevelopment, Universality, Tradition,

Overwriting, the greater area, colonizer and colonized,

region, 'Asianism', World History

Student Number : 2009-3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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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要旨

崔仁勳文学と「アジア」という思想

ソウル大学大学院

国語国文学科国文学専門

張紋碩

　韓国の近代における歴史的経験は、均質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つものではなく、地域

(地方)・韓国・東アジア・世界という多層的な力学と複合的な認識が同時に作用する、

躍動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つものである。これまで、韓国と世界をめぐる表象については比

較的注目されてきたが、それに対して東アジアをめぐる表象については十分に意味化されてこ

なかった。本研究は、1960年代から1970年代にかけての崔仁勳文学を分析し、東アジアと

いう表象の再現可能性について模索したものである。1936年生まれの小説家・崔仁勳は、

幼少期には植民地朝鮮における帝国日本の教育を受け、青年期には解放後の北朝鮮で

社会主義教育を受けた。朝鮮戦争が勃発すると北朝鮮から南下し、韓国で大学に通いな

がら小説家として活動した。本研究は、崔仁勳の生涯が1950年代から1970年代という東ア

ジアにおける冷戦分断体制が形成・展開していく過程と密接にかかわっているという点に着

目し、崔仁勳文学を以下の三つの視座から分析した。具体的には、第一に東アジアの冷

戦分断体制の変動と「空間」としてのアジア、第二に非西欧近代の後進性の認識と「時

間」としてのアジア、第三に周辺としての歴史的経験と「原理」としてのアジアである。

　崔仁勳文学の政治的な想像力は、東アジアの冷戦分断体制が変動する過程と密接に

関連している。韓国における1960年の4・19革命と日本における安保闘争は、東アジアの

冷戦秩序の変動可能性を求めたものだったが、崔仁勳は東アジアの冷戦分断体制の形成

期である解放後の8年間をとらえながら、そこに「中立」の想像を書き込んだ。しかし、軍事

クーデターによって4・19革命が失敗に終わって以降、1960年代中盤から崔仁勳は韓国の
知識人の移動不可能性と再現不可能性に留意しながら、「統一」の理念を慎重に再現し

た。1970年代初めの米ソデタント（緊張緩和）の局面で、崔仁勳は非知識人主体の生

活にもとづいた「民主主義」と、社会的分業による「社会的平和」が形成される可能性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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模索した。

　さらに、崔仁勳文学は非西欧近代の後進性について鋭い感覚を持っていた。1960年代

初めには、崔仁勳は西欧的な様式の教養小説をとおして、西欧近代という理念と韓国の現

実との間の落差を「先進と後進」という時間的な距離によってとらえ、韓国の文学的条件を

「ポスト植民地（postcolony）」という問題枠組みによって理解していた。しかし、1960年

代半ばから1970年代初めにかけて、崔仁勳は彼に先立って同じ悩みを抱えていた1920〜

1930年代の植民地朝鮮の文学者たちの作品に自らの文学を重ね合わせて書くことで、韓国
近代文学の遺産にもとづいた様式による文学的な実験を行った。崔仁勳の「重ね合わせて

書く」という方法は、欧米の近代とは違い堅固なものではなかった韓国の近代を「伝統」と

して構成する試みであった。このような創作をとおして、彼は直線的発展の時間ではなく、過

去と現在が共存する、多層性にもとづいたアジアの時間的経験を再構成した。

　崔仁勳文学は、周辺における歴史的経験によって世界史を再認識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っ

た。1970年代前後に、崔仁勳は世界史を再認識するとともに、広域圏による共存の原理を

思考していた。論理的に認識していた広域圏の原理について、崔仁勳が現実の中で思い

悩むに至ったのは、米ソデタントの時期に彼が幼年期の植民地の記憶に偶然出くわしたこと

がきっかけとなっていた。崔仁勳は植民を移住と理解した上で、植民者と被植民者が葛藤し

ながら共存していた地域としての植民地の様相を提示した。また、彼は幼年期に経験した
「アジア太平洋戦争」を想起しながら、アジアの様々な民族が経験した植民地経験の多

様性をとらえていた。崔仁勳は、植民地の民衆の生活にもとづいた「アジア主義」を遂行

的に（performatively）再構成しており、「環境」という条件に留意しながら世界史を再

認識した。周辺に存在する知識人として、崔仁勳は西欧的な原理とは区別される世界史の

認識の原理を、アジアの民衆の生から導き出した。

　「アジア」とは、西欧という他者によって与えられた命名であった。1945年以降、東アジ

アでは脱植民地化と米ソ冷戦が重なり合ったため、韓国については分断された国民国家以

上の想像を遂行することが困難な条件に置かれていた。しかし、1960年代から1970年代に

かけて、崔仁勳は東アジアの冷戦分断体制の変動に留意しながら、「空間」「時間」

「原理」としてのアジアを次々に発見していった。崔仁勳がアジアを問題として構成していっ

た過程は、韓国という主体を再構成し、新たな世界認識の可能性を模索する過程でもあっ

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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