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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광주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독재정치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로 

향하는 큰 발걸음으로 해석된다. 1980 년 5 월 17 일 전두환 신군부는 공산당 잠입을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이것이 5 월 18 일 광주 시민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 된다. 정치적으로 매우 중대한 광주 민주화운동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을 초월하며 사회문화적인(socio-cultural)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공포와 학대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5.18 에 대한 반응은 문학에서 비밀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주화운동의 여파로 그 사건을 정밀하게 기록하기 위한 

여러가지 문학적 시도가 있었다. 기록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의 어려움을 직접 겪지 

않은 80 년대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광주 민주화운동 충격을 문서로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지난 수십 년의 "민족 문학"이라는 개념을 확대시켰으며 변화도 일으킨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은 5.18 을 다루는 작품들의 

한국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기여는 증언이라는 장르를  급증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의미하는 증언과 증언적 

픽션(testimonial fiction, testimonial novel)의 역할도 분석할 것이다. 증언은 억압과 

전쟁, 학살, 또는 권력의 남용 등의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의 정확한 서술로 

여겨진다. 증언은 주로 과거에 격동의 시간을 경험했고 자신들의 시련에 대해 

이야기할 엄두를 낸 사람들이 겪은 잔혹행위와 투쟁의 증거이다.  증언은 그것들이 

제시하는 문제들에 대한 의식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 보다 

중요하게는, 사회에 변화를 요구하며 이런 상황을 미래에 예방한다. 하지만, 증언은 

검열이나 증언을 하는 사람에게 깊이 가해진 트라우마와 같은 다양한 불가피한 

상황들 때문에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런 사건의 집단 트라우마가 머무르며 세대를 초월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간접적인 증언들을 낳게 된다. 이 간접적인 증언의 글들 중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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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소설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간접적 증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신빙성이 

폄하되어서는 안된다. 증언 소설은 완전 허구의 작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증언 

소설은 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며 궁극적으로 증언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난 잔학한 행위들을 폭로하고 그것들의 처참하고 지독한 결과에 대해서 경고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목적은 "증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1980 년대의 독재 정권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아래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5.18 에 대한 트라우마와 애도, 기억을 

표하도록 문학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체와 문학적 장치를 분석할 것이다. 

주요어: 증언, 문학, 저항, 기억, 역사, 사회 변화  

학번: 2015 -2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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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본 논문의 목적은 "증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1980 년대의 독재 정권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아래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5.18 에 대한 트라우마와 애도, 기억을 

표하도록 문학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체와 문학적 장치를 분석할 것이다.  

     1980 년 5 월 광주에서의 사건들은 여러 연구와 이론에서 많은 명칭들로 

언급됐다. 5.18 을 어떻게 불러야하는지 엄격한 합의는 안되어있지만 가장 선호되는 

명칭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민중항쟁, 광주 시민항쟁 또는 간단히 광주항쟁 인 

듯 하다. 영어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대로 The May 18
th
 

Democratic Uprising 또는 Kwangju Uprising 이나 K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과같이 명칭에 몇개의 변형들이 있다. 영어로는 K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과 Kwangju Democratic Uprising (또는 The May 18
th
 Democratic Uprising) 

둘 다 5.18 의 의미와 중대성을 잘 보여주지만, 한국어로는 “광주 민주화운동” 및 

날짜로 한국의 집단 기억의 남아있는“5.18”은 가장 적절한 용어이다. 본고는 이 

용어가 한국이 군사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과도하는 노력에서 미쳤던 영향 

때문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5.18 은 군대로 인해서 난폭하게 억압되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다. 그것은 박종철이라는 학생 운동가가 시위에 

연관된 다른 활동가들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심문자들의 손에 

고문 당하고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때 결국 그들이 다시 한번 길거리로 나와서 

그들의 권리를 6 월 민주항쟁에서 되찾게 만든다. 이한열이라는 다른 학생 사건도 

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시위를 하다 수류탄으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세인의 외침은 연대와 변화를 위한 만장일치의 바람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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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최정운이 지적하듯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노동 학생 동맹”을 

탄생시켰고
1
 그것은 1987 년에 한국의 역사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의 단체 동원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그 뒤에 6 월 민주항쟁은 

국제적인 맥락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라는 책에서, Samuel Huntington 은 독재 정권을 쓰러뜨릴때 

일반적인 동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대중 시위와 파업이 제 3 의 정권 교체의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1980 년대 후반에서 완성됐거나 진행중이었던 6 개정도의 

이행에서만 중심적이었다고 말한다. Huntington 에 의하면, 이것은 필리핀, 동독, 

루마니아, 한국, 폴란드,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를 포함했다. 

2
그러므로,“민주주의”,“민주화”, 또는 “민주”를 의믜하는 단어를 제외하는 

것은 그것이 가졌던 영향을 그리고 5.18 의 근본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억압적인 정권에 맞서는 저항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따라서, 광주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독재정치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로 향하는 큰 발걸음으로 해석된다. 1980 년 5 월 17 일 전두환 신군부는 

공산당 잠입을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이것이 5 월 18 일 광주 

시민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 된다. 이것은 신군부가 12 월 12 일 시작한 쿠데타를 

완성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되며 이러한 이유로 반란을 죄명으로 김대중을 

체포하기도 하였다.
3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1997 년 공식 집계 사망자 수는 

238 명으로
4
 이들은 5 월 18 일에서 27 일 사이 광주 거리에서 목숨을 잃은 시민들이며 

실제 사망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은 정부의 제압으로 끝이 났지만 1987 년 6 월 민주화운동의 시작, 

                                                           
1 Choi, Jungwoon. The Gwangju Uprising: The Pivotal Democratic Movement That Changed the History of 

Modern Korea, transl. by Yu Young-nan,  Homa & Sekey Books, 2005, p. 283 

2
 Samuel Phillips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p. 74 

3
 Cumings, Bruce: Korea’s place in the sun, W.W. Norton, 1997, p. 73 

4
 Linda S. Lewis: Laying Claim to the Memory of May: A Look Back at the 1980 Kwangju 

Uprising,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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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선거 시스템 도입, 군의 정치적 중립성 정착 등 대한민국 미래 민주주의의 

길을 시작한 중대한 사건이다.
5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본다면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현상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타이완과 필리핀 등에서 나타난 계엄령 정권 현상과 함께 확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중화민국의 경우,“백색 테러”(White Terror) 
6
라고 불려지는 시기에 1949 년 

5 월 19일부터 1987 년 7월 15일까지 계엄령이 내려졌다. 조나탄 멘토르프 (Jonathan 

Manthorpe) 
7
에 따르면 2·28 사건을 계기로 계엄령이 내려졌으며 공산주의 지지자로 

의심되는 개혁 옹호자나 장제스 군부독재정권 또는 국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 동안 약 90,000 명이 구금되고 약 45,000 명이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8
 1979 년 가오슝 사건은 장징궈 정권 아래 현대 민주진보당의 

탄생을 열어주었고 이것은 1987 년 사건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필리핀의 경우, 1965 년은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정권이 권력을 잡기 시작한 때이며 

당시 필리핀의 경제는 발전하고 있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로 부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1969 년 재선거가 다가왔을 때 그의 정권은 부정선거(와) 뇌물 등의 

사건으로 정당성을 잃기 시작했다. 시위자들이 전국에 걸쳐 거리로 나왔을 때 

마르코스는 폭발 사건들을 꾸몄고 그 배후로 공산주의자들을 지목하였다.
9
 그를 

이유로 마르코스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민의 힘 혁명 (people power) 이 그를 

타도시킬 때까지 20 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이런 맥락에서, 조르지 카트시아피카스 

                                                           
5
 Croissant Aurel, Kuehn David, Chambers, Paul W. , Lorenz Philip: Democratization and civilian 

control in Asia, Palgrave Macmillan, United Kingdom, 2013, p. 64 

6이내영, 박은홍: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과거청산: 한국, 필리핀, 태국의 비교연구』, 

아연훌판부, 2004년, 22쪽 

7
 Manthorpe,  Jonathan: Forbidden nation: a history of Taiwan, Palgrave Macmillan, 2002 

8위의 책, p. 85 

9
 Nadeau,  Kathleen: The history of The Philippines, Greenwood Press, 2008,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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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 Katsiaficas)는 아시아 전지역 반란을 형성하는 광주의 역할” 때문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아시안 파워의 중심이라  칭하였다.
10
 

     이리하여 정치적으로 매우 중대한 광주 민주화운동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을 초월하며 사회문화적인(socio-cultural)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공포와 학대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5.18 에 대한 반응은 문학에서 비밀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주화운동의 여파로 그 사건을 정밀하게 기록하기 위한 

여러가지 문학적 시도가 있었다. 기록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의 어려움을 직접 겪지 

않은 80 년대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광주 민주화운동 충격을 문서로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지난 수십 년의 "민족 문학"이라는 개념을 확대시켰으며 변화도 일으킨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이런 독재 정권의 맥락에서 "민중"에 대한 담론도 새로운 

의미, 즉 국민들의 정치적인 변화에 대한 욕구를 진술한다는 의미를 얻었다. 
11
광주 

민주화운동의 이전을 고려한다면, 새로 형성된 나라인 한국에서 시위 문화는 

1960 년대에 나타났고 이것은 독재적인 이승만 정부에 4 월혁명을 가져왔다. 이 

혁명은 문화의 영역에도 영향을 확산해 작가들은 대부분 시로 구성된 문학을 이승만 

정권에 대한 그들의 비판과 이승만의 선거 부패를 고발한 마산 시위에서 수류탄에 

맞은 김주열 학생의 죽음에 대한 격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중 

가장 주목할만한 예 중 하나는 김수영 시인인데 그는 저항의 행위로 4.19 혁명을 

자신의 시 다수에 표출시켰다. 그 중 가장 보편적인 작품 들은 1960 년에 출판된 

<하...그림자가 없다>, <우선 그 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 그리고 <푸른 

하늘을>이다.이리하여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여자들도 시, 특히 학생 시위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쓰여진 시와 노래, 연설을 통해서 표현의 방법을 찾았다. 그 중에서 5 월 

16 일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민족민주화성희에서 낭독했던 작자미상의 

                                                           
10

 Katsiaficas, George: Asia's Unknown Uprisings Volume 2: People Power in the Philippines, 

Burma, Tibet, China, Taiwan, Bangladesh, Nepal, Thailand, and Indonesia, 1947—2009, Oakland 

CA, PM Press, 2013,  p. 19 

11
 Lee, Namhee: The making of minjung: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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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장병에게 보내는 메시지>, <경찰관들께 드리는 글>과 <민주의 나라> 이 있다.
12
  

김준태의 <아아 광주여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13
와 김남주의 <학살>, <5 월시>와 같은 더 알려진 시인들의 작품들로 

1980 년도 6 월에 나타나면서 이 움직임은 민주화 운동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4
이 

시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 중 계엄령의 이름으로 당시 정권이 저지른 부당함과 잔혹 

행위들에 대해 항의를 표현하고 고발한다. 더 나아가, 5.18 을 둘러싼 긴장된 사회 

정치적인 맥락은 실화 그리고 소설 작품을 유발시키면서 80 년대 세대의 표현 방식을 

재정립했다. 덧 붙이면, 80 년대 일어난  문학운동도 그런 광주항쟁으로부터 힘과 

슬기를 제공받으며 성장했다는 것이다.
15
 

     이 작품들은 한국 문학의 증언 장르를 전파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런 종류의 증언은 사회적 평론과 6.25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무대를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한국 전쟁에 

관한 증언과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할 수 

있다. 
16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는 문학은 1980 년대에서 1990 년대 초기까지 한국 

사회와 반체제 문화를 만든 반체제의 본질적인 미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증언들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억압적인 전두환 행정부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목소리를 줌으로써 융통성을 보여주었다. 

 

                                                           
12

  『오월의 문화정치- 1980년 광주민중민주화운동 현장의 문화투쟁』, 천유철 지음, 

오월의봄, 2016, 46쪽 

13
『광주 신서: 5.18 광주민중민주화운동정언록 1』이금희, 김현채, 이세영, 김용수, 김태헌 

지음, 광주, 1987 년, 30 쪽 

14위의책, 91, 97 쪽 

15
김태현, 「광주민중항쟁과 문학」,『5.18 민중항쟁과 문학. 예술』,5.18 기념재단 엮음, 

2006 년, 349 쪽 

 
16

 Lee, Namhee: The making of minjung: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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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시각 및 방법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증언은 억압과 불안정한 정국에 의해 유발된 비극적인 

상황을 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특히 정언적인 서술은  격동의 시기와 

폭력적인 사건, 즉 노예제도 , 제 2 차 세계 대전 , 대학살,식민지 이전 시대 그리고 

유럽,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독재 정권의 아래에서의 학대 탓에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 속의 나타난 것이다. 존 베벌리 (John Beverley)에 의하면, 장르로서의, 

증언은 특정 작문 유형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 다양한 카테고리에는 자선전, 자전소설, 구술 역사, 회고록, 고해, 일기, 

인터뷰, 논픽션 소설과 목격자 기록이 있다. 
17
  증언의 다양성에 대해 말하자면 

증언은 각각 다른 맥락에서 나타나더라도 그 내용은 공통된 목표가 있는 것이다. 

대학살에 관한 증언을 연구하는 소냐 노프(Sonja Knopp)에 따르면, 역사 기록과 

증언을 합쳐 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존자가 자기 상황에 대해 알리려는 내적 

압박이 사학자의 과거에 대한 사회적인 묘사를 하려는 의도와 만나는 것이다. 

18
따라서, 노프의 입장에서, 증언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서술로 구성된 묘사와 해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9
그 뿐만 아니라, 증언은 저자의 당국에 의해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충동을 보여 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래된 “테스티모니오” 

(testimonio) 라는 증언을 연구하는 저르지 유디체 (George Yudice)에 따르면, 

증언은 긴급한 사태, 즉 전쟁, 혁명과 억압에 대한 반응으로 작성한 목격자의 확실한 

서술이다. 또한, 그는 목격자가 대표라기보다는 사람으로써 집단 기억과 집단 

                                                           
17

 Beverley, John : The Margin at the Center: On "Testimonio" (Testimonial Narrative) , Modern 

Fiction Studies; Spring 1989; 35, 1; Periodicals Archive Online pg. 11, p. 13 

18
Laub, Dori; Hamburger, Andreas:  Psychoanalysis and Holocaust Testimony- Unwanted 

memories of social trauma, p. 271 

19위의책, 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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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 에이젠트로 자기 경험을 묘사한다고 논한다.
20
이리하여 증언은 억압과 

착취를 맹렬히 비난하며 공식 역사적 기록을 바로잡도록 진실을 요청하는 것이다. 
21
   

    이런 의미에서, 목격자라는 개념은 적절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목격자를 증언의 

두 종류, 즉 직접적인 경험에서 생겨난 증언과 간접적인 경험에서 생겨난 증언을 

구분하는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증언을 유발시킨 사건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사건의 집단적 기억에 미친 영향도 과거를 되살리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호리스 에그달(Horace Ergdahl)이 지적하듯이, 

문학적으로 증언은 노출하는 것이 이상이다. 그 이유는 증언이 두 가지의 충동을 

유발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즉 침묵 당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과 

희생자들의 이름을 보존하는 것이다. 
22
한편, 직접 겪은 경험으로 나타난 증언은 

불의를 격렬하게 비난하는 역할을 맡고 다른 한편으로 기억을 보존하는 것은 

간접적인 증언의 역할이 된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는 문학을 얘기할 때, 이 두 

상황이 둘 다 대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건 당시 또는 그 이후의 반응으로 쓰여진 

문학은 직접 시위에 참여했거나 그것이 발생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 인해 

서술된다. 운동이 발생한 이후에 쓰여진 문학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더 나눌 수 

있는데: 목격자들이 쓴 문학과 목격자가 아닌 사람이 쓴 문학이다. 본 논문은 증언 

문학은 다목적일 수 있고 “목격하는 것”은 이 장르를 정의하는 유일한 특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점을 명확히 구별한다. 예를 들어,이 경우에 

전체주의의 경계에 있는 정권의 격동적 정치 기후는 사회 전체의 구조에 영향을 

분명히 끼친다. 직접 목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에 대한 

                                                           
20

 Gugelberger, Georg M. : The Real Thing: Testimonial Discourse and Latin America, Duke 

University Press, 1996, p. 9 

21
 “an authentic narrative, told by a witness who is moved to narrate by the urgency of a situation 

(e.g., war, oppression, revolution, etc.)”. He goes on to say that, emphasizing popular oral 

discourse, the witness portrays his or her own experience as an agent (rather than a  representative 

) of a collective memory and identity. Truth is summoned in the cause of denouncing a present 

situation of exploitation and oppression or exorcising and setting aright official history” 위의 책, 

p. 9 

22
Ergdahl, Horace: Witness Literature - Proceedings Of The Nobel Contennial Symposium,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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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을 지키는 것은 증언 문학의 뚜렷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어떤 네러티브가 특정 개인들의 인권 침해에서 유발된 고통에 대해 독자들을 

인식적이고 감정적이거나 이성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23
 그 것은 증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의 경우에서 

전체주의의 경계에 있는 정권의 격동적 정치 기후는 사회 전체의 구조에, 그 시기 

한국 광주와 또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그들의 

경험 또한 작품의 증언적 자질을 논할 때 관련이 있다고 여길 수 있다. 또한, 

작가들은 광주에 관한 글을 씀으로써 대학살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자유를 파괴하기 

위해 계엄령을 사용한 억압적인 정치 체계에 대한 자신들의 격분을 표현했다. 다시 

말해서, 5.18 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그것 자체로 상징으로 볼 수 있고 반대와 

저항의 표현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동일한 억압적인 환경을 경험하고 

비민주적인 정부에 저항하는 같은 “민중”의 신분을 취하는 것은 한국 사회 내에서 

공동체와 연대 의식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은 집단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 그 밖에, 트라우마를 

전달하고 다루는 방법과 회상과 사색의 방법을 제공한다. 이 사고방식을 따르면, 

광주에 관한 증언들은 펠리크스 켈러먼 (Felix Kellermann) 이 정의한 집단의 정치적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의 연대표와 진화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24
  그는 트라우마의 

여러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실제 사건의 시작 (쇼크 단계), 사건 바로 

직후의 시기 (반응 단계), 사건 이후 몇 주에서 몇 개월 후 (극복 단계), 사건 몇 

개월 또는 몇 년 후 (장기 영향), 사건 몇 세대 후 (트라우마의 세대를 초월하는 

전파), 사건 몇 백 년 후 (인류 역사에 트라우마의 보편적인 영향).
25
  이 단계들은 

5.18 을 다루는 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5.18 에 대한 문학은 억압적인 

                                                           
23

 “when the reading of such a narrative educates readers cognitively, emotionally and/or 

rationally, about the subjective and bodily effects of rights violations and the particular sufferings 

of individuals”- Smith, Sidonie, Watson, Julia : Reading Autobiography: A Guide for Interpreting 

Life Narrativ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p. 366 

24
 Kellermann,  Peter Felix: Sociodrama and Collective Traum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London and Philadelphia, 2007, p. 38 

25위의 책,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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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정권의 남용에 반응으로 나타났으며 계속해서 진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80 년대 대부분의 문학 작품은 직접적인 목격자 기록으로 5.18 에 대한 생생한 

트라우마와 PTSD 를 드러낸다. 1987 년 6 월 민주민주화운동 후 1990 년대에는 더 

나아가 민주화운동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하지 않은 작가가 5.18 에 대한 애도와 

상실감을 묘사한다.  그리고  2000 년 이후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루는 문학 작품은 

간접적인 관점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회상을 한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문학은 그것의 다른 단계들에서 아직 증언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부당함을 고발하고 억압 아래서 범해진 잔혹 행위들을 폭로하는 

임무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비록 소설을 얘기할 때 인물들은 허구적일 수 있지만, 

그들은 집단을 상징하고 그들의 이야기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더욱 크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용된다는 의미에서 동시에 보편적이다.이 인물들은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투쟁을 상징하고 그 중 몇몇은 실제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소설을 증언의 방식으로 사용할 때 위험과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야기가 사건을 주요 관심사로 사용하지 않고 이념적인 것과 같은 

이면의 안건을 추구하기 위해 배경으로 사용할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향된 

서술은 그 사건의 목격자들로부터도 나올 수 있으므로 그 진위는 작가의 정체에 

필연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역사적 정확도에 대한 노력과  글의 내용에서 

묘사되는 사건들이 발생한 역사사회학적 맥락을 재현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바르게 

사용되었을 때, 소설은 증언을 쓸 때 매우 강력한 도구로 증명될 수 있다. 첫째로, 

임철우의 초기소설 경우처럼, 검열과 억압의 시기에 글을 쓸 때 주의를 돌리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이전에는 전달할 수 없었던 또는 충분히 표현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상과 추모의 방식으로 사건들이 끝나고 한참 후에도 표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논문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의미하는 증언과 증언적 

픽션(testimonial fiction, testimonial novel)의 역할도 분석할 것이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증언은 억압과 전쟁, 학살, 또는 권력의 남용 등의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의 정확한 서술로 여겨진다. 증언은 주로 과거에 격동의 시간을 경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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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시련에 대해 이야기할 엄두를 낸 사람들이 겪은 잔혹행위와 투쟁의 

증거이다. 이와 같이, 증언은 그것들이 제시하는 문제들에 대한 의식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사회에 변화를 요구하며 이런 

상황을 미래에 예방한다. 하지만, 증언은 검열이나 증언을 하는 사람에게 깊이 

가해진 트라우마와 같은 다양한 불가피한 상황들 때문에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항상 나올 수 없다. 또한, 그런 사건의 집단 트라우마가 머무르며 세대를 

초월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간접적인 증언들을 유발시킨다. 

그러므로, 이 글들 중 일부는 증언 소설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측면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져서는 안된다. 증언 소설은 완전 허구의 작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증언 소설은 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며 궁극적으로 증언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난 잔학한 행위들을 폭로하고 그것들의 처참하고 지독한 

결과에 대해서 경고한다. 

증언 소설들은, 모든 경우에는 아니지만, 허구적 인물들과 줄거리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 소설들의 목표는 사회에 큰 영향을 준 사건들에 대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 그것들의 기억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권위주의에 맞서는 것이다. 과거의 서술의 

배경이 강조되는 인물들의 행동들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소설과 달리, 증언 소설은 

제시된 사건들과 밝히려는 역사사회학적 맥락의 정확성에 집중하며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발생한 대학살처럼 이 사건들로 영향을 받은 실존인물들의 상징이나 

전형으로 인물들을 사용한다. 그 외에, 텍스트의 진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가적 

진정성 여부를 묻게 될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6
 

증언과 증언 소설의 주제로 돌아와서, 정확성과 진실에 의문이 자연스럽게 든다. 

우리는 증언 소설이 5.18 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은 이 종류의 소설들은 진실에 뿌리를 두었고 그러므로 적절한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지지한다. 다른 말로, 

                                                           
26

 방민호 : 「 소설과 증언 」  , 25-34쪽, 『 문학의 오늘 』, 2017 가을호 (통권 제 24호), 

솔출판사,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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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렌 키르케고르(Soren Kierkegaard) 가 논하는 종류의 “주관적 사실”
27

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사실, 객관성, 그리고 이성은 완전한 진실을 

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맞는 반응과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확성은 어떤 것들의 사실적 묘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해석될 수 있는 

방법에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고방식을 따라서, 문학에 연루된 주관성이 

소설 작품을 자동적으로 신뢰될 수 없고 순전히 그것의 장르만으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증언 소설 작품이 그것의 목적을 조작된 정치적 사실에 반대하는 “진짜”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전념했다면, 그것은 정확성과 의미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를 재구성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것을 고려해보면, 증언 

소설은 또한 불평등을 폭로하고 증언만큼이나 저항을 표현하며 미래의 세대들이 이 

문제들을 탐구하고 다시 주목하도록 해주는 무대를 제공해준다. 

 

2. 1980년대 민주화 이전 문학에 나타난 광주 민주화운동 

 

2.1. 군사정권과  검열 

 

    한국전쟁과 두개의 분리된 국가가 형성된 여파로 한국은 이승만 정권을 시작으로 

1987 년 월 민주항쟁까지 정치적 불안정과 연이은 독재정권의 연장기를 겪었다. 

한국의 몇십년의 권위주의 동안 검열은 그것을 자신을 선호적이게 제시하기 위해 

또는 중요한 사건들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사용하려는 정부를 대신한 

통제와 감축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승만 정권의 마산 사건하고 김주열의 사망을 

시작으로 언론 검열과 언론의 자유의 제한은 한국의 민주주의로의 전환동안 항상 

다양한 강도로 존재해 왔다. 하지만, 국가가 규제한 검열의 기원은 박정희가 내세운 

                                                           
27

 Kierkegaard, Soren,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 to the Philosophical Fragments,   David 

P. Swenson 번역, Princeton, 1941,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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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에 있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다. 1972 년에 유신헌법의 선언은 김순혁과 

같은 학자들로 인해 간접적 선거를 하고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면서 정치적 

경쟁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인 “행정 쿠데타”
28
로 보여진다. 김순혁은 계속해서 

유신헌법의 설립으로 박정희 정권은 불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억압적이게 

되었고 그러므로 여러 시민 사회 단체들의 출현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29
 Adrian 

Buzo
30
와 같은 다른 학자들은 북한의 상황과 비교하며 한국의 권위주의에 부과된 

제한들이 있었으며 기본적인 정보의 자유는 외국 정부와 단체들의 정밀 조사 

아래에서 계속해서 만연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엄한 제한들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 성격의 사건들에 관하여 부과되었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광주 민주화 운동과 지역 매체에서 그것의 삭제이다.  

광주 민주화운동때 대중매체들의 심각한 검열과 민주화운동은 미칠 영향을 최소화 

시키도록  5.18 에 관한 보도가 거의 없었던 것이었다.  곽기성(Kwak  Ki-sung)에 

의하면,
31
 전두환 정권은 대중매체가 군사 정부를 지지하기 원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사회 정화 사업(social purification)을 위해 협력을 요청했다. 다시 말하자면, 

군사 정부는 대중매체를 국민들이 정치에서 주의를 돌릴 조작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거점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정부가  1980 년에 "기본 보도법"을 집행했으며 

엄격한 지침을 통하여 헌법, 계엄법 그리고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가 금지된 것이었다. 

32
이리하여,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불법이 되었으며 대중매체가 보도하는 것은 

정부의 정치적  의제에 맞춰진 것이야 했다. 따라서, 국가 방송국에서 나온 뉴스 

보도는 선전으로 가득한 탓에 군중들 사이에서 진실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33
 

                                                           
28

 Kim, Sunhuyk,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Role of Civil Society, The 

University of Pittsburg Press, 2000, p. 57 

29
 위의 책, 57쪽 

30 Buzo, Adrian , The making of Modern Korea, Routledge, 2002, p. 142 

31위의 책 16-17쪽 

32위의 책, 18쪽 

33
 Willnat, Lars; Aw, Annette: Political communication in Asia, Routledge, London, 2009,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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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 즉 방송과 신문을 제외한다면 반체제로 여겨진 다른 출판물, 특히 

문학잡지들도 정부의 통제와 진압의 표적이 되었다. 정해구에 의하면,  

“1981 년 7 월부터 8 월 초에 이르기까지 자율정화의 이름으로 행 3 해진 각 언론사의 

숙정에 따라 717 명의 기자를 포함하여 총 993 명이 해직되었으며 당시 해직된 기자는 

전체 기자의 30%에 달했다. […]신군부가 7 월 31 일 사회정화의 일환으로 정기간행물 

172 개의 등록을 취소시켰으며 대중적 영향력을 가졌거나 권력에 비판적인 논조를 

펼쳤던 간행물, 이를 테면 "기자협회보", "월간중앙", "뿌리 깊은 나무", "씨올의 

소리",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의 정기간행물들이 등록 취소되었다.[…]
34
 

사회정화는  언론계에 이어 노동계로까지 이어진 것이며 7 월 말에 이르기까지 

한국노총과 그 산하의 17 개 산별노조와 전국 지역지부에 대한 특별검사가 

이루어졌다. 8 월 들어 "삼청 5 호 계획"에 따라 전국에 걸친 "사회악일소" 조치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보의 상임위는  8 월 4 일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계엄령 포고 제 13 호를 통해 "사회 저변에서 국민생활을 

괴롭혀온 폭력, 사기, 밀수, 마약사범 등 각종 사회적 독소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적으로 불량배 단속이 일제검거에 나섰다. 
35
 

외국 언론에 대해 말하자면 정부는 자체에 대한 비판을 제거하면서 같은 제한을 

설정한 것이다 . 곽기성에 따르면, 광주 민주화운동을 보도한 일본 교도 통신사의  

서울 지점을 1980 년 5 월 30 일에 폐쇄시키고 기자들을 일본으로 추방한 것은 외국 

언론에 대한 검열 사건 중의 하나였다. 그뿐만 아니라, 7 월 3 일에 아사히 신문과 

시사 통신사의 서울 지점도 같은 원인으로 문을 닫았다.
36
  

                                                           
34

 정해구 :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역사문제연구소 지음 | 역사비평사 | 2011년 , 

81쪽 

35위의 책, 82쪽 

36
 Kwak, 2012,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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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만 아니라, 다른 표현의 수단을 고려한다면, 박승현에 따라, 영화도 같은 

제한들에 종속되면서 영화 테마들이 결정되는 것도 검열을 통해서였다.
37
 더 나아가, 

당국은 누가 영화를 만들 수 있거나 없는지 선택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가 있었고 

어떤 종류의 영화들을 격려하고 다른 종류는 금지시켰다. 
38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된 

제한들을 고려해보면, 영화의 세계에서 반대와 반체제의 자리는 없는 듯 했다. 이 

맥락에서, 같은 제한들에 종속되고 감금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음 챕터에서 보게 

되듯이, 문학은 다른 방법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군사 독재 정부 아래에서 한국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현실의 어두운 면을 포착하는 

것을 해냈다. 

 

   2.2.독재 체제 아래에서의 5.18에 대한 저항 

     전두환 정권의 엄격한 검열 탓에 1980 년대 초는 5.18 사건과 관련된 

출판업계에 분리한 시기로 고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의 중대한 

영향의 배경으로 권위주의 정부를 무시하고 5.18 에 대한 문서 기록들은 나왔다. 그 

중에서 처음에  나온 기록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기록이었다.  

이 글은 1985 년 풀빛 출판사에서  황석영 작가의 이름으로 출판되었지만 이후에 

전남대학교 1 학년 이재의라는 학생이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재의에 의하면, 

그 이유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청련)은 이재의에게 접근했으며  5.18 에 대한  

은밀하더라도 정확한 기록을 작성해 달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39하지만 책이 

출판되고나서 곧바로 풀빛 출판사가 기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황석영은 

                                                           
37

 Park Sung Hyun in Seoul Searching: Culture and Identity in Contemporary Korean Cinema, 

edited by Frances Gatewar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7, p.17 

38
위의 책, p.18  

39
 Lee, Jae-eui, Kap, Su Seol, Mamatas, Nick.  Kwangju Diary: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Los Angeles, Calif. : UCLA Asian Pacific Monograph Series, 1999,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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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1987 년 6 월 

민주화운동까지 금지된 것이었다. 
40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일기의 형태로 작성된 광주 민주화운동 

사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글은 논픽션 

목격자의 언론적인 진술로 간주 할 수 있으며 제목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한 대학생이 겪은 경험을 다루는 것이다. 그는 그때의 격동적인 배경을 

제시하면서 전두환 정부의 지휘를 받았던 군사에 의해 저질러진 잔혹행위를 노출하는 

것이다. 위에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두환 정부의 신문 검열 탓에 대중 

매체에서 민주화운동에 관한 보도가 금지 된 것으로 이 글은  보고하는 과업을 맡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재의는  5.18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무척 상세한 묘사를 

제공한 것이며 그 당시에 생생한 서술을 통해 트라우마와 정제되지 않은 감정을 

전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입력한 기입은 시간과 날짜 그리고 지도 기록도 붙어 있는 

것으로 인해 제시된 사실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 4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 대회 

새벽 5 시, 농성동에서 계엄군이 탱크 를 앞세우고 시내로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시민군의 무전기를 타고 급하게 흘러 들어왔다. 

도청은 발칵 뒤집혔다. 전 시민군에 총비상령이 떨어졌다. 밤을 새워  

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던 이성학 장로, 김성륭 신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 수습위원회 위원들 중의 일부는 "계엄군이 시내로 

진입해 들어오려거든 차라리 우리를 먼저 깔아 죽이고 들어오라!"며 

농성동 입구 도로 위에 드러누웠다.” 
41
 

  

                                                           
40위의 책, p.12 

41황석영*『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1985년, 198 쪽 



 
 
16 

 

            

 

<지도 17: 시민군의 광주 방어와 계엄군의 퇴주, 21.5, 19:00>
42
 

 

덧붙이면, 저자가 1 인칭 복수와 3 인칭 시점으로만 서술하므로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이런 방식으로 이 글은 개인적 갈등이라기보다 

집단에 영향을 미친 문제에 주의를 끌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글은 광주 민주화운동이 드러낸 인권 침해 및 정부의 권력 남용을 

밝히는 것이며 것정치에 대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도 드러낸다. Jung Woon-choi 에 

따르면, 5.18 금남로에서 모였던 시민들이 새로운 지역 사회를 구성한 것이었다. 

그는 정통적 지역사회가 아닌 자기 인간성과 시민권을 위해 자율적으로 투쟁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세운 “절대 공동체”(absolute community)로 여길 수 있다고 

설명을 한다. 
43
그러므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그런 관점에서 

살핀다면 이 글은 억압을 당한 민족들의 저항에 대한 의식을 퍼뜨린 것으로 볼 수 

                                                           
42『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128쪽 

43
Choi Jung-woon in Contentious Kwangju: the May Uprising in Korea’s past and present,  ed. by 

Gi-wook Shin & Kyung Moon Hwang, Rowman &Littlefield Publishers, 2003,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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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저술은 근본적으로 객관적인 글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시위의 극도로 

폭력적인 진압을 발휘한 것으로 군사정부의 남용을 공공연히 비난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억압과 진실의 왜곡을 노출하기 때문에 증언으로 읽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의 참여를 격려하므로 성명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는 거의 3 년 후에 드디어 오는 정의와 종결의 

필요성에서 생겨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충격과 초기 반응을 묘사한다.  

“죽음을 넘어 우리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글은”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허구, 

인물, 또는 줄거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유일한 논픽션 

증언으로 볼 수 있다. 이재의의 경험들을 민주화운동때 대학교 1 학년 학생으로 

묘사하는데 동시에 정부로부터 통제된 군대로부터 너무 잔인하게 진압된 시위의 

공포들을 폭로한다. 이 증언은 계엄령 아래에서 일어난 폭력의 정점을 보여주고 

이러한 억압 뒤의 권위주의를 격렬하게 고발하며, 따라서 반체제 글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사건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의 관점으로 제시되지만, 

개인의 삶보다 민주화운동의 사건들 중 희생된 사람들의 집단 경험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자서전과 다르다. 게다가, 이 작품은 5.18 의 매우 정확한 역사적 서술을 

제공하고 그것의 인권을 위한 투쟁으로써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사실은, 작가를 

대신한 분명한 감정적 개입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학생에게 이런 사건이 주었을 

규모와 영향을 고려해보면, 그의 증언의 신뢰가 줄지는 않는다. 이 작품은 거의 기사 

같은 방식으로 제시되는데 국내 외 언론의 사실 보도가 금지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도록 영향을 받았던 것을 기록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한편 금남로에서는 도청 부근 상공에 군용 헬리콥터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고도를 낮추며 MBC 가 있는 제봉로 근처에서 기총소사를 하기시작했다. 

금남로 주변의 골목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일시에 땅바닥에 엎드리거나 

건물 안으로 숨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희생 되었다. 2 시에서 3 시쯤에 

2 백여 명의 시민들이 중앙로 지하상가 공사현장 부근에 모여 앉자 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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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그 곳은 <애국가> 와 <우리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여 구호를 

외쳤다.”
44
 

 

이재의 또한 이 기회로 광주 사람들이 위험한 조직이나 폭력적인 범죄자들로 묘사된 

것에 대해 고발하며 이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렇게 하여, 작가는 군사정부의 

이름으로 범한 부당함들과 광주의 대학살을 감추려는 조직적인 시도들을 폭로하며 

그들의 오명을 씻으려고 노력한다. 이재의의 사람들이 얕은 무덤에 묻히고 길 옆에 

던져진 가끔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시체들의 끔찍한 묘사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암울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도울 뿐이고 그 격동의 날들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출판 당시에 이 작품은 유포되는 

것으로부터 빠르게 금지되었고 그것의 주장된 작가인 황석용은 체포되었지만, 매우 

상세하게 제시된 5.18 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를 보존하고 있다. 

이것이 존 베벌리(John Beverley)와 같은 비평가들에 의하면, 유일하게 “용인되는” 

증언의 종류이지만, 
45
본 논문은 증언 소설도 동등하게 중요한 기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려고 한다. 특히 본 논문이 집중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경우, 

1980 년대의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검열과 정부 억압은 증언을 쓰고 출판하는 일을 

매우 힘들게, 아니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증언 소설은 이 주제가 

1980 년대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계속해서 탐구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980 년대 

상반기를 지배한 공포의 분위기로 인해, 이 시기의 증언 소설은 운동 자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은유, 우화, 그리고 상징의 많은 사용으로 특징지어진다. 

이것들 중 첫 시도는 임철우의 단편소설 "직선과 독가스-병동에서”인데 운동의 

폭력적인 진압의 초기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영향을 탐구하는 작품이다. 본래 

1984 년에 출판된 이 글에서 저자가 풍자와 비유를 통하여 5.18 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직선과 독가스-병동에서"라는 단편소설에서 임철우가 H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만화가 허화백의 이야기를 소개한 것이다. 그는 예전에 그렸던 만화와 관련하여 낯선 

                                                           
44위의책, 118쪽 

45
 Beverley, John. Against Literatur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2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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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이 심문을 받으러 체포된 후 하얀색 방에서 감금되었다. 거기에서 독가스의 

냄새에 대한 환각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허씨가 거기에서 출감한 후에도 독가스 

냄새에 시달리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오래 그 계단 위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영락없이 물 맞은 생쥐 꼴로 잠간씩 졸았었는지도 모르죠. 맞은 편 도청 

옥상의 전광 시계판이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고 , 길 건너 상무관 앞 외눈박이 

가로 등이 빗속에서 흐릿해졌다가는 다시 시야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바로 그 

때였어요. 난  그순간에 처음으로 그 냄새를 맡아냈던 거라구요. 기묘한 

냄새였어요.”
46
 

그가 가스 냄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허씨의 가장 분명한 것은 

진입(intrusion)
47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충격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다시 

체험한 것이다.  허씨의 진입은 특히 가스냄새를 맡는 것과 수협 건물 앞에서 출혈 

상처를 받은 어슴푸레한 형체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나타난 그림자들을 보는 것은 허씨의 생존자의 죄책감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가 "사건"의 목격자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PTSD 의 발병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불가능했음을 암시한다.  쾌락원칙을 

넘어, 프로이트는 처음으로 트라우마를 육체가 아닌 정신의 상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정의했다.
48

 프로이트는 반복되는 악몽
49

을 서로 연관 있는 현상으로 

해석하는데 허씨가 보는 환영들도 그런 증상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허 화백은 그 

트라우마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도와 회복의 기간을 시작할 수 없었다. 

                                                           
46
임철우: 『직선과 독가스-병동에서』, 아시아 출판사, 2013년, 48쪽 

47
 Herman, Judith L.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New York: BasicBooks, 1997,  p. 2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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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활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깊은 심리학적 트라우마의 

증상을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편 소설은 반체제적 활동에 관여한 인간이 붕괴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며 목격자의 심정과 두려움에 대한 경험을 밀접한 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그가 그린 반체제적인 만화와 그가 모르는 남자에 의해 끌려갔던 장소인 

“하얀색 방” 등을 생각해볼 때 허씨는 정치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병원에 

있는 “하얀색 방”은 당시의 억압적이고 감금적인 독재정치와 제한된 자유의 공간인 

대한민국 사회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하나의 증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술자가 종종 사용하는 수사법적인 질문은 그의 주변에 일어나는 

비정의를 고발함으로써 증언으로서의 의미를 더욱 높여준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표현의 제약이 많았으므로 작가는 비유를 사용해 작품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간다. 이 

작품은 풍자와 비밀 메시지로 가득 차 있으며 이것들은 1980 년 봄의 운명적인 

사건들을 고발의 불 빛 아래로 가져온다. 

“난 그 순간에 처음으로 그 냄새를 맡아냈던 거라구요. 기묘한 

냄새이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고약한 냄새가 가까운 

어디에선가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정말 

입니다. 믿으세요. [...]언제부터 인지 모르게 이도시 위에 내리는 

빗속에는 틀림없이 그 냄새가 마치도 오래오래 감추어져 온 엄청난 

음모와 소름 끼치는 핏빛 죄악의 기억처럼 눅진하게 스며들어 

있다니까요. 때문에 이도시 지붕으로 구죽죽이 내리는 비는 언제나 

시커먼 빛깔을 띠고 있지요. 검은 비. 그 것은 죽음의 비예요.”
50
 

서술자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대학살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가 문자로 

만들어내는 풍부하고 강력한 이미지들은 5.18 의 트라우마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부패와 가스의 냄새, “죄 같은 비 냄새”와 같은 후각적인 

표현으로 더욱 부각되며 서술자가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에 대한 침묵”에 대해 

느끼는 혐오감을 드러낸다. 특히 “가스”의 존재는 허씨가 가는 곳에 항상 존재하며 

                                                           
50『직손과 독가스』, 5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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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웰의 사회를 떠올리게 한다. 그 가스는 그냥 아무 가스가 아닌 독가스로 그를 

숨막히게 한다. 그러므로 “가스”는 거짓을 유포하고 사실을 덮어두는 정부의 

억압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속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허씨의 

부인은 가스 냄새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허씨는 그런 아내를 보고 

“둔한 여자”
51
라는 별명을 지어준다. 이것은 그녀가 문제에 엮이지 않기를 원하며 

그녀의 남편처럼 반체제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허씨는 가스와 수협 건물 앞을 떠도는 그림자 존재들의 책임자들에게 끊임 

없이 외치며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해명을 요구한다. 이것은 허씨의 이웃인 해남댁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녀는 4 년 전 실종된 그녀의 아들 명기를 찾고 있다. 

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그녀의 아들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연루되어 정부에 

붙잡혀갔으며 현재 감금되어 있거나 진압 중 죽임 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이 작품은 직선에 초점을 두는데, 허씨가 그림자 존재를 다시 본 후 병원에 끌려간 

악몽 같은 밤 이후 그가 더 이상 직선을 그릴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것은 그가 정부의 보복 후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그는 덫에 걸려 도망갈 수 없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혹은 직선은 

엄격한 잣대나 기준 등 국민이 의문을 품지 않고 그저 자동적으로 따라야 할 선과 

이런 직선을 따를 수 없게 된 허씨의 모습을 상징한다. 결론적으로 허씨는 실제 

트라우마로 고생 할 때 정신적 질병과 싸우는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만다. 허씨를 

헛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가스의 존재 끊임없이 인식하는 불안하고 

정신 피해를 입은 인물로 만듦으로 작가는 뿌연 사회에서(6 월 민주화운동 이전) 

진실을 말하는 자가 직면할 수 있는 상황과 모습을 완벽하게 창조해낸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미치광이나 사회주의자라고 여겨졌고 그리고 결국에는 침묵 당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작가는 정부의 감시하는 눈을 피하고 군사 정부의 부당함에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 할 수 있었고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대학살에 대해 외칠 수 

있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임철우의 "직선과 독가스"라는 단편소설은 그런 격변의 시기의 체제 

전복적인 문학으로 군사 정부에 대한 저항을 일으키는 대표적 작품으로 여길 수 있는 

                                                           
51
위의책,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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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듬해에, 다른  문학적 픽션을 통한 5.18 을 드러내는 노력이 더 있었다. 

그 중에서 바로 윤정모의 "밤길" 이다. 윤정모의 단편 “밤길”은 1985 년 

출판되었으나 1988 년 재 출판 되기까지 정부에 의해 금지 당한 작품이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인 가톨릭 신부 김은 인민군 요섭 장군과의 협상에 실패해 인민군이 

무기를 다 포기해야 하게 되자 함께 광주를 탈출하고 서울로 가서 광주 민주화운동의 

사실에 대해 알리려 한다. 탈출 전 그들은 광주의 상황을 알려줄 증거가 될 일기장과 

필름을 가방 가득 챙긴다. 그들은 눈길을 끌지 않기 위해 대부분 걸어서 이동하며 

가끔 길가는 농부들의 탈 것을 얻어 타기도 한다. 

작품이 소설이며 등장인물도 가상인물이기는 하지만, “밤길”은 증언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시각적인 문장들로 얽혀있으며 이 문장들은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억눌리는 평범한 삶들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것은 과거 회상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나레이션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며 이야기에 극적인 효과를 더해준다. 더 나아가 이 

회상씬들은 두 인물이 경험한 트라우마를 노출시키는 효과를 주는데 그 둘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직접 목격했으며 군인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을 미친 듯이 찾고 있는 사람들과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최루탄을 던지지 말라며 군인에게 고함치는 여자의 모습에서 민주화운동 

속 사람들의 개인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작품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극적인 순간들을 묘사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정부에게 어떻게 

배신당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이 모습은 시민과 군인이 결국 동포이며 혈전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여정이 진행될수록 요섭은 뒤에 남겨두고 온 자신의 인민군 동료들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자신들의 미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김 신부로 인해 용기를 

얻는다. 그들은 광주 민주화운동이 은폐되었다는 것을 알고 또 한 번, 근처 마을에서 

자신들을 경운기에 태워준 농부들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들에게 

뉴스에서 무엇인가 보았냐고 물었을 때, 농부들은 “빛고을 사건”의 소문만 들었을 

뿐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요섭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를 뒤로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자신들의 미션을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과 서울에서 

진실을 밝힐 희망에 가득 차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신부는 거리에서 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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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할 공산주의자들이었고 침공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없애기를 

갈망한다.  

그런 맥락에서, 김 신부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로 볼 수 있는데 그는 민주화운동에서 

정신적인 면을 부여해야 하지만 한편 그 심각한 결과를 알려야만 하는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 엄격하거나 독단적인 인물은 아니다. 이는 그의 나약한 

모습들에서 알 수 있는데 (흡연을 하는 모습 등) 하지만 그는 그의 힘을 정의를 

달성하는데 사용하려고 한다. 이 작품은 석가탄신일, 예수의 승천, 그리고 성경 구절 

인용 등을 통해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김 신부는 군부 정권을 

유대를 탄압했던 로마인들에 비교하는데, 특히 예수의 심판과 십자가형에 책임을 

가진 집정관 빌라도의 모습을 암시하기도 한다.  

“요섭이 볼렀다. 그래, 어서 가자꾸나. 신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 

입에서 주여! 하는 소리가 나직이 새어 나왔다. 그 날 아침 최초 미사를  

끝내고 나왔을 때 맨 먼저 눈에 띈 것이 바닥에 널려 있는 등꽃이었다. 

신부는 까닭 없이 애가 탔고 꼬마가 달려 왔을 때 공연히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오전 11 시경 환갑을 맞은 신도의 어머니를 축복하기 위해 

곡성으로 향했을 때 신부는 보았다. 차단된 도로에 곤봉을 든 그들, 

로마군이다. 신부의 눈에는 분명 그렇게 보였다.”
52
 

이런 의미에서 김 신부가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싸우고 그들의 생을 바친 사람들을 

숨겨진 의도를 가진 적이 아닌 순교자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신부의 

이러한 생각과 경험은 그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김 신부에게 하나의 

카타르시스적인 경험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또한 김 신부가 육체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위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신부라는 종교적인 

인물은 죄의 모티프를 강조하며 이러한 존재는 임철우의 단편 소설에도 존재한다. 

대학살과 같은 죄의 개념이 오히려 정신적인 영향을 강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 

것은 작가가 이용하는 음울한 이미지에도 비추어 진다. 그런 이미지는  1980 년 

5 월에 광주 시민들의 사이에서 일으킨 절망감과 괴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52『밤길』, 윤정모 지음, 동아출판사, 44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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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는 담배를 도로 집어 넣고 달을 쳐다 보았다. 엷은 구름에 싸인 달은 

화농한 환부마냥 문드러져 보였다.  오늘 새벽, 상황실 창에 걸린 달도 꼭 

저런 모습이었다. 철야한 수습대책 위원들은 그 달을 보지 않으려고, 

어디엔가 숨겨져 있을 실마리를 훔쳐라도 오려고 한사코 책상만 

노려보았다.”
53
 

그러므로, “밤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전체 이야기는 어둠의 모티프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80 년대 초중반 계엄령으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남한의 모습을 암시한다. 밤길에서의 어둠과 이재의가 말하는 “우리 세대의 

어둠”은 평행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독재적인 정치체제 속에서 

불확실성과 혼란을 느끼는 국민의 각성과 희망 없음을 표현한다. 이런 의미에서, 

“광주”라는 이름 대신 텍스트에서 나오는 빛의 도시를 뜻하는 “빛고을” 이라는 

단어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빛고을” 

이라는 표현을  통해 서술자가 광주를 각성과 인식, 빛의 장소로 그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처럼 광주는 어둠과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도시이며 진실과 인식의 상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밤길”은 회상을 통한 증언의 예시를 보여주는데 군부의 억압과 검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항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이것은 실제 삶의 목격 또는 민주화운동의 참여자들이, 전국민이 그들의 싸움의 

진실을 알기를 원했다는 의미에서의 보편적인 비유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결말은 열려 있지만 두 주인공은 서울까지 가지 못했거나 서울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증거물을 압수당하고 처벌당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말은 작가가 

긍정적이고 밝은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으로 작품에 현실적인 요소를 부여하며 

설득력을 높여준다. 그러므로 “밤길”은 소설 작품이지만 역사적인 요소를 배경으로 

하며 증언으로서 신뢰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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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월 민주민주화운동의 여파로 본 광주 민주화운동 

 

3.1 . 80년대 말기 5.18에 대한 문학적 반응 

 

 1987 년의 6 월 민주화운동과 직선제 선거로 인한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은 수십 년의 독재주의 이후 민주주의의 시작점을 보게 되었다. 마이클 로빈슨은 

절차의 민주주의가 그 시기에 존재했지만, 한국은 아직 민주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한다. 
54
 그것의 이유로 노태우가 6.29 선언에서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많은 타협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권력층들이 민주화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주도하도록 했다. 로빈슨은 또한 학생들과 노동 지도자들의 급진적인 

요구들은 격하시켰다고 한다.
55
 그리고 브루스 커밍스는 다가오는 서울 올림픽이 

아니었다면, 노태우는 직선제 선거를 발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56
또한, 

이만우는 노태우의 제 6 공화국 동안에 한국인들이 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고 

국내외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달랐다고 한다. 그에 따라, 노태우의 리더십에 

대해 국민들은 자주 의문을 품었고 이것은 국민들이 억압적인 제 5 공화국 때에 비해 

더 자유롭게 의사를 표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한국인들이 노태우에 관해 가장 

자주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은 것들은 서울의 무절제한 성장, 불로 소득, 범죄, 부패, 

과시적 소비와 쇠퇴하는 경제, 그리고 정치적 불신이었다. 
57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열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더라도 비교적 커진 표현의 

자유로 문학세계가 드디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구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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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son, Michael Edson :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A Short History,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p. 167 

55위의 책 

56
 Cumings, Bruce: Korea’s place in the sun, W.W. Norton, 2005,  p. 238 

57
 Lee, Manwoo: “Korea --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Reform and Reconstruction in the 

Sixth Republic Under Roh Tae Woo, 1987-1992 by Robert E. Bedeski”,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54(2),  p.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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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988 년에는 5.18 에 관한 두 개의  대작들이 

나왔는데 홍희담의 ‘깃발’과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이다. 

이 작품들은 제 5 공화국과 전두환 정권의 붕괴 뒤에 온 광주의 유산을 알리기 위한 

첫 시도들이었다. 두 작품은  소설 형식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매우 다른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다. 

       첫 작품인 ‘깃발’은 현실주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이야기를 사회의 약자들, 더 많은 권리를 얻고 사회를 바꾸는데 기여하기 위해 

반란에 참여한 공장 직원들과 노동자들의 시점에서 한다. 더 나아가, 광주의 민주화 

운동 동안 미국 정부의 관여의 결핍으로 인한 반미 감정도 보여준다. 등장인물들은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그들을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개입할 것이라고 믿었던 광주 

시민들의 기대를 반영한다. 하지만 도와주지 않았을 때, 미국은 한국인들에게 한국의 

독재주의의 공범이라고 여겨지게 되며 질타를 받았다. 

 “깃발”은 광주의 섬유 공장에서 일하던 두 여성, 순분과 영순, 그리고 전남의 

방적회사에서 일하던 형자와 미숙, 그리고 순분 영순의 직장동료인 영철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모두 같은 야간학교를 다녔고 그곳에서 윤강일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는 운동가로써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시위의 주도 역할로 

인해 전남대학교 역사학과 3 학년 학생으로 체포된 적이 있다. 하지만 다섯 명의 

젊은이들은 그들이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친 우상에게 매우 실망하게 되는데 그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패배할 싸움”이라고 칭하고 그가 도시를 떠났다는 루머도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깃발”은 광주 민주화 운동 내부에 집중하고 주로 노동 계급의 등장인물들의 매우 

구체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흔하지 않은 접근법을 제시함으로써 매우 정치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독재적인 정권을 비난하고 그것을 뒤집을 수도 있는 

반란에 참여하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계급 투쟁과 상하  계급 사이의 이분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려고 노동자들을 조합으로 만들고자 하는 

형자로 인해 가장 잘 상징된다.  그녀는 또한 자신과 같은 노동자들로 인해 야간 

학교의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더 높은 삶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그녀는 노동자들과 학생들 사이의 연대의 개념도 노동자의 삶을 경험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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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학생이나 지성인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 생각해보게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말하는데, 형자는 노동자들과 노동 계급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그들과 더 높은 계급의 사람들 모두 민주주의를 위한 공통된 목표를 

가졌고, 모두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착취되고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것을 의미하는 

“민중”의 일부였음에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야기 내내, 형자는 

지성인들을 믿지 않고 노동자들과 지성인들의 동맹에 회의적으로 묘사된다. 둘 다 

억압된 계급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모순적이지만, 형자는 그들의 상황을 매우 다르게 

봤기 때문일 수도 있다. 노동 계급은 야간학교 외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고 

그럼으로 그들의 계급을 벗어날 기회도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야기에서 

야간 학교가 갑자기 정부로 인해 닫음으로써 노동자들의 그나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부분에서 강조된다. 

“야학은 폐쇄되었다. 전국적으로 야학이 탄압 국면을 맞았다. 야학을 엮어 

무슨  사건을 조작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근로자들은 그나마 공부할 

기회도 빼앗겨 버렸다. 일요 예배 때에 이따금 강학들 얼굴이 보였다. 

윤강일은 나타나지 않았다. 강학들은 목사가 안 볼 때 친송가 대신  유행가를 

불렀다.”
58
 

이것은 빠른 산업화와 도시 재개발이 노동 계급에 매우 의지한 이전 박정희 정부의 

잔재의 결과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권리와 복지는 자주 간과 되었고, 

이것은 소외와 불신을 만들었다. 영완길은 노동자들의 집단 행위가 이론적으로는 

헌법에 의해 보호됐지만, 그들은 자주 독재적인 국가로 인해 제지됐고, 1980 년 말의 

산업 파업들로 막을 내렸으며, 이것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을 한다. 

59
덧붙이면, 김보현의『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이라는 책을 따르면, 1970 년대에 

경제개발계획을 작성 추진한 주역들의 사후 자기 평가에서도 드러나듯이, 당시 

그들에게 한국 사회는 "숫자"로 인지되는 "생산성"과 "효율화"의 관점에서 포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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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어프러치"의 대상으로서, 마치 "건설" 중인 하나의 "건물" 혹은 

"공장"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60
광주의 경우, 이것은 지역주의의 현상으로 인해 더욱 

확대됐다고 할 수 있다. 하영철에 의하면, 그의 정권의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지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지역 사람들을 영입했고 

경제적 투자를 남동 지방에 집중적으로 했다.이것은 균등하지 않은 지역 개발과 

불공평한 소득 분배와 사회경제적 체계를 만들었다.
61
  

그러므로 광주의 노동자들과 노동 계급 시민들이 느꼈던 불만은 정부의 수년 동안의 

무시와 배려의 결핍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편소설은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독자에게 상기시킨다. 다시 한번, 형자가 

억압적인 정권에 맞서서 그리고 민주주의적 사회로 전이하길 바라며 반란을 일으키고 

앞장서서 광주의 정치적 입장을 강조한다. 이야기 내내 화자는 객관적이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형자와 두칠을 포함한 사람들이 도청에 갇힌 마지막 

장면들에서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의 

인간성과 존엄을 강조한다. 이 사건을 더욱 충격적이게 만든 것은 관계자들이 

방해라고 여기는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과 반역자들의 이름을 

신문에 마치 “커다란 범죄 조직”
62
에 속한 것 처럼 게재한 것이다.  

“계엄군의  일제사격이 개시되었다. 그들의 자동화기가 콩 볶는 소리를 내며 

일시에 퍼부어 왔다. 김두칠은  달려오는 수 많은 군홧발을 보았다. 계속 

방아쇠를 당겼다. 은폐물 뒤로 나동그라졌다. 동지들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군홧발은 마치 대지를 뒤흔드는 것같이 은폐물 위를  넘어 그들을 

밟고 지나갔다. 김두칠은 기를 쓰고 몸을 일으키려고 애써 보았다. 가까스로 

손 한쪽을 은폐물 위에 올려 놓았다. 온 힘을 다해 상체를 일으켰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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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을 은폐물 위에 올려놓았다. 아까보다 더 많은 군홧발이 몰려들고 있었다. 

여러 발의 총탄이 천지를 흔들었다. 김두칠은 은폐물 위로 몸을 늘어뜨렸다. 

총은 가슴께에 품고 있었다. 부릅뜬 두 눈이 먼 곳을 응시하였다. 두 눈은 

군홧발을  넘어, 탱그와 장갑차를 넘어, 쭉 뻗은 시가지를 넘어 먼 곳  고향 

산천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입속에서 나오는 마지막 부르짖음이 총성과 군홧발 소리에 묻혀 버렸다.”
63
 

텍스트의 막바지에 도청에서의 마지막 대립으로 형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밝혀지는데, 이것은 그녀를 비극적인 등장인물로 만들고 반란이 마침내 얼마나 

잔인하게 억제되었는지 상기시켜준다.  하지만 도시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서서히 회복하는 것이 보인다. 사람들의 생각에, 회복은 5.18의 기억을 지우는 것은 

아니였다. 반대로, 노동자들에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노동자들의 옷들이 

깃발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들이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목표를 위해 그들의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는걸 의미한다. 더 나아가, 

결말은 작가가 이야기 내내 언급한 노동자와 지성인들의 차이에 있어서 실망감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해결의 기회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작품은 사용하는 형상화를 통해 기념물로 분류될 수 있다. ”깃발”은 반란의 

참가자들을 대한 잔인함과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국민들이 광주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의 소식을 알지 못하도록 사용했던 억압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들을 밝힌다. 

더 나아가, 마지막 진압작전에 연관된 사람들의 최후의 순간들이 강렬하고 명료하게 

떠올려 진다. 또한 일상적인 활동들이 평소처럼 재개된 반란의 진압 이후의 분위기에 

대한 화자의 사무적인 해석은 정부의 감추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같은 상황의 

비현실적인 특성에 더할 뿐이다. 그 당시 노동자들의 지성인들을 향한 불신과 같은 

특정 이념적인 신념들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이 단편소설은 그럼에도 더 나은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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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노동조합 형성의 금지와 같은 소외된 시민들이 비민주적인 사회에서 겪었던 

투쟁들을 잘 보여주고, “깃발”을 사회학전인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게 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작품은 노동자 계급과 지식인들의 이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이 단편소설의 증언적 가치에 대한 독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홍희담은 지성주의를 드러내 놓고 비난하지 않을만큼 절묘했지만 형자라는 

등장인물은 글 내내 여러번 넌지시 비치고 그녀와 그녀의 사람들의 불행을 지적인 

엘리트 계층의 공감 부족의 탓으로 돌린다. 

이 글에서 야간학교 선생님 윤강일이 엘리트 계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데 공장 

노동자들은 서서히 그를 경멸하게 되고 그들의 협력자가 아닌 배반자라고 의심한다. 

이런 의미에서, “깃발”은 작가 자신은 노동자 계급이 아니지만 백지연과 같은 

비평가들로부터 “노동자 계급” 문학으로 분류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이 증언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광주 민주화운동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다른 주제, 즉 지식인들과 맞서서 노동자 계급이 겪는 투쟁을 강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사용하는가? 정답은 그 중간 어딘가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 작품이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비극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 카테고리 전체의 사람들, 즉 학생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편견을 향해 가지 않고, 노동자들의 눈으로 사건들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정한 관점을 유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본능적으로 숨겨져 있는 지식인에 대한 불신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이론은 들을 만한 부분이었다. 이론적으로 그들은 혁명의 

사상을 지녔고, 전사였고, 선신적이었다. 그들이 보통 말하는 무장투쟁, 

시가전 등등이  형자의 일상생활을 파고든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글들에 대한 배신감은 윤강일 의 도피로 이미 맛보았지만 역시 지금도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64
 

하지만 이것의 이유는 논의를 하는데 소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증언적 

가치에 의문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작품 뒤의 이념적인 원동력이다. 그러나,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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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듯이, 광주의 극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군사 정부의 불평등과 무분별하게 

사용된 잔인성을 노동자 계급과 지식인들을 구별하지 않으며 비난하는 부분에서, 이 

작품은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고 이것의 증언적 특징들 중 일부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시기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문학적 반응은 일반적인 양식을 따라서 나타나지 않았다. 

“깃발”은 문학적인 형식으로 5.18의 폭력성과 불평등을 강렬하게 비난하는 강한 

정치적 서술의 예로 여겨지면서, ‘깃발’과 같은 해인 1988년에 출판된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 

중편을 통해서 최윤은 5.18에 대한 애절한 기억의 시기를 시작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의 충격을 받아 들이며 초기의 트라우마를 

애도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 집중하며 

홍희담의 현실주의와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최윤은 텍스트에서 공개적으로 “광주”를 언급하지 않고 그 것 대신에 “남쪽 

도시”라고만 한다. 작가가 배경이 사실 5.18의 여파라고 밝히지 않은 이유에는 

작품이 출판될 당시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검열 때문도 있었겠지만, 광주를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최윤은 이것을 보편적인 문제로 만들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투쟁중인 모든 곳에 유효하게 한다. 이 작품은 죽은 남자형제를 찾는 

신비로운 소녀에 중점을 둔다. 그녀는 어머니가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해 죽는 것을 목격하고 남자형제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고 암시된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 심문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집과 

동네를 떠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자신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 남자형제가 

죽은 장소를 끈질기게 찾아 나선다. 그녀의 남자형제의 친구들과 이전 동창들이 그의 

기억을 위해 그리고 그 가족 중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그녀를 찾고 있다고 

밝혀진다. 

이야기는 여러 화자의 관점으로 얘기되고 그 중에 그녀, 그녀를 찾고 학대하는 남성, 

그리고 그녀의 남자형제와 친구였던 대학생들이 포함된다. 이 화자들은 상징적인 

역할을 이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5.18의 이차 피해자들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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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녀를 통해서, 작가 최윤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남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고통을 표현한다. 그녀는 

매우 깊은 심리학적 상처들과 그녀가 아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듯이 보였다. 이 정서적으로 아픈 여성은 이전에 침묵을 강요 받았던 모든 

사람들과 정부로부터 반항적이라는, 또는 반란에 연관되었다고 의심받는 사람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 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야기 속 등장하는 

소녀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녀가 가진 아픈 기억들을 막기 위해 머리속에 “검은 

장막”
65
을 만든다. 그 뿐만 아니라, 그 검은 장막은 정부가 강요한 검열과 침묵의 

커튼이라는 또 다른 상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은 그녀의 대사로 

강화되는데, 그녀는 검은 커튼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고 그녀의 남자 형제한테도 

장막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고 한다. 그녀의 마음 속 소란은 전혀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고, 그녀는 삶을 짐으로 보기 시작하고 움직이는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자살 

시도도 하지만 극적으로 구조된다. 하지만, 그녀는 심리학적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고 그 것으로부터 탈출할 수도 없고 경험을 공유할 수도 없다. 이 것은 

두려움이나 그녀의 가족을 잃은 후 겪은 깊이 박힌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고, 그가 

죽은 것을 알지만 그와 소통하려는 그녀의 고집에서 드러난다. 그것 뿐만 아니라, 그 

소녀의 상처는 수 많은 학대자들의 손에 의해 확대된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 중 

한사람의 서술적 관점만을 보여주고 그는 결국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 그러므로 이 

화자는 무자비한 폭력과 인간의 존엄성의 묵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차원현은 ”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에 관하여 고통은 아직 

충분한 숙성의 시간을 경과하지 못 했으며, 저주로 말미암은 삶의 분열과 모순, 

의미의 부재와 침묵은 좀 더 길고 복잡한 우회로를 거쳐야만 비로소 해결될 성질의 

것이라고 논의한다.
66

 그 것은 최윤이 사용하는 알레고리와 비유에 비추어지는 

것이다 . 그 중에서 강간을 의미하는 파란새가 매우 적절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의식의 흐름을 통해서도 저자는 치유하기가 어려운 고통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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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악을 쓰고 엄마를 불러댔는데....나는 뛰어갔어. 엄마가 까만  한 

점으로 사람들 틈에서 영원히, 내게서 영원히 사라질까봐.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아,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빨리....한꺼번에...파도가 더 빨리 

사방으로 모이고....흩어졌다가...다시 모이고...그러고는 또 검은 장막. 그 

이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손톱으로 아무리 찢어 내리려 해봐야  다시 

휘덮는 휘장. 매 순간 뇌를 휘감은 이 뱀 같은 휘장.”
67
 

 

    대조적으로, 소녀를 찾는 대학생들은 비극 앞에서 연대와 통일의 상징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들의 끈질긴 수색은 존엄성과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여성의 죽은 남자형제를 위해 그 어떤 동료를 찾고 싶은 바람에서 

동기가 부여된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든 직접적이지 않든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영향을 어떻게든 받은 일반 사람들의 상징이다. 그들은 우울하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야기에서 한줄기의 희망을 제공한다. 하지만, 텍스트 내내 만연한 

주제는 어두움이다. 

“새벽빛이 점점 더 푸르게 저편에서부터 펴져왔고 나는 몸 둘바를 

모르고 그 속을  걸어가기 시작했지. 밤새도록 기다렸던 새벽빛인데, 

그 빛이 부드럽게 내 몸을 감싸는 것이 무서웠어.”
68
 

최윤은 소녀의 시련을 제시하기 위해 매우 예술적이고 시적인 방식으로 우화와 

상징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거의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우화와 상징들 중에서 

강간을 의미하는 파랑새가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다. 그녀가 새들을 자신의 

끔찍한 경험과 연관 짓는다는 사실은 그녀가 제정신을 완전히 잃지 않기 위해 개발한 

대응기제로 볼 수 있다. 소녀의 정신상태를 말하는 또 다른 상징은 본문 내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조하고 바위투성이의 “어두운” 산들이다. 산은 그녀가 

트라우마 이후에 극복할 수 없는 심리적 장애물들의 비유로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남자형제를 찾아서 발생한 모든 일을 알려주기 위해 단단히 결심했지만,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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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념과 목표를 평생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징후들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우울증에서 애도로, 

부정에서 수락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한번 더 광주 

피해자들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고, 그녀를 통해서 작가는 길거리 시위와 이후의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5.18과 같이 충격적인 일에 단지 노출되는 것 

만으로 발생하는 감정들과 지속되는 정신적 반응들을 전달하는 것을 해낸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증언으로, 집단 기억으로부터 생겨나는 트라우마와 폭력의 

보편적인 증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녀는 이름이 없고 그녀의 가족을 빼앗음으로써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장소도 이름이 없다. 이것은 그녀가 억압과 제한된 자유 

밑에서 산 모두의 침묵된 목소리들을 상징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에서 쓰인 “골절된 서술”의 종류, 즉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서술된 부분들의 사용은 증언이라는 생각을 강화한다. 의식의 흐름은 

원초적인 감정들을 가져오고 등장인물들이 경험하는 대로 생각들을 제시하기 위해 

언어를 초월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들은 회상과 같은 제어할 수 없는 기억의 

조각들로 볼 수 있고 이것은 깊이 뿌리 박힌 억압된 외상 경험들을 전달한다. 

형상화에서 작가의 반음계의 선택들, 즉 파란색과 검정색의 두드러짐은 이야기에 

꿈과 같은 특징을 주고 동시에 여성의 우울증과 취약한 정신 상태를 미묘하게 

언급한다. 형상화는 혐오감을 초래하기 위한 곤충과 뱀 그리고 별과 구름의 비교 

같은 요소들의 존재로 더욱 보완된다. 또한, 특정 “독사”들과 “보아 뱀”의 

사용은 임의가 아닌 더 깊은 의미를 포함한다. 즉, 소녀가 경험한 제한과 정신적 

경계를 상징할 수있는 것이다. 

덧 붙이면, 광주의 진실을 감추려고, 그리고 그 때 발생한 일들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퍼트리려고 모든 수단을 동반한 정부의 권위자들에 의한 억압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해석은 작가가 “독가스” 비유를 이용할 때 강화되는데, 단편소설 

“직선과 독가스”에서 임철우의 생각의 지속으로 볼 수 있으며 다시 한번 저항과 

권위주의를 폭로하고 그것에 대한 도전을 글을 통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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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9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의 기억 

 

       1990년대로 넘어와서, 이 시기의 초기는 또 다른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는데, 

노태우의 임기의 끝과 김영삼의 당선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의 길을 

개척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핵심이었던 신념과 나란히 하였다. 표현의 자유는 더 

많은 예술적 표현을 가능하게 했고, 5.18의 기억은 문학적 작품들로 환기되어 여전히 

생생했다. 이 시기의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들을 “되돌아보는”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최윤의 작품은 해결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에 애도와 슬픔을 

포함하면서 전환의 시점을 나타낸다. 또한 그녀의 작품은 트라우마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기 위해 상징과 우화를 광범위하게 이용한다. 1990년대에 뒤따른 작품들, 예를 

들어 1992년에 출판된 정찬의 ‘완전한 영혼’ 역시 상실과 애도의 감정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하지만, 이야기들은 광주의 충격적인 유산에 집중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경험들을 강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분위기는 상당히 다르다.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이 

소개하는 인물들의 배경과 이야기들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정찬의 ‘완전한 영혼’의 경우에는, 작가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일인칭 서술을 선택한 것은 평전의 느낌을 준다. 이 단편소설은 과거의 기억의 

형태로 서술되고 광주 대학살을 비난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인공의 덕성과 관련하여 

향수도 나타낸다. 이 단편소설은 화자와 같은 출판사에서 일을 간신히 찾은 가는 

귀가 먹은 남자인 장인하에 집중한다. 장인하를 마음에 들어 하는 출판사의 주인인 

지성수에 인해 고용됐는데 그 이유는 지성수가 그들이 만난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자가 처음에는 모른다. 화자는 처음에는 자신과 장인하 사이에 

소통이 별로 없었지만 그 남자는 항상 화자의 흥미를 끌었던 것을 기억한다. 장애가 

있지만 인하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주로 혼자 조용히 지냈다. 화자는 특히 귀가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 궁금했고 장인하의 상태에 대해 여러 이유들을 혼자 

생각해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특이한 성격에 대한 호기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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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장인하의 전념을 존경했다. 화자는 장인하의 행동을 더 

관찰하기 시작하고 특히 고생대의 턱이 없는 물고기 종류인 오스트라코데름에 대한 

그의 강한 흥미를 알아차린다. 장인하는 그의 대화에서 끊임없이 이 기이한 물고기를 

언급하고 깊은 물에서 어둠을 견디다가 빛이 기다리는 표면으로 올라오는 능력을 

칭찬한다. 처음에 화자는 이것을 어린스러운 행동으로 보고 장인하의 순수한 본성에 

더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서서히 더 어두운 측면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특히 장인하의 고통의 원인을 보여준다. 남성은 광주 민주화 운동 중에 뒷길에서  

경찰로부터 구석에 몰리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는다. 이 상황에서 지성수가 

장인하를 처음 만나서 도와주고 병원에 데려가서 목숨을 구해준다. 그러므로, 

장인하는 매우 복잡한 사람이고 그의 말과 행동들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진다. 예를 들어, 그의 갑피류에 대한 깊은 관심은 매우 은유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는 빛이 관통할 수 없는 매우 깊고 어두운 물에서 

살기 때문이다. 

 

“ 오스트라코데름은 그렇게 물 속을 유영하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마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놈의 말랑 말랑한 몸뚱이에 닿는 낯선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랄까, 차갑고 섬뜩한, 혹은 단단하고 완강한,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두리번거려도 눈에 보이지 않은 이상한 감촉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것이 가슴 깊숙이 파고 들어 내부를 뒤흔들어 놓고는 슬며시 

사라지곤 했습니다. 오스트라코데름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형체가 

없으면서 몸에 닿는 존재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놈은 따뜻한 바다 한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가끔 전신을 뒤척이면서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 그 순간 오스트라코데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동안 어두운 바닷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라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낯선 감촉은 이 상승 때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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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 , 『완전한 영혼:정찬 소설집』, 문학과정지사, 1992년, 2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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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5.18과 정부가 규모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제압하기 위해 보내진 

군대로부터 사용된 폭력에 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직했던 차후의 은폐에 관한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빛은 광주 민주화 운동 동안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폭로하고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바람을 의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장인하는 자신을 부분적으로 귀를 먹게 만든 그 경험으로 계속 고통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트라우마는 그를 병원의 영안실을 찾도록 유발시키고 이 경험을 

자백의 형태로 화자에게 설명한다. 시체들과의 만남은 장인하를 삶에 대해 그리고 

“가족들이 아마 그들을 찾는”, 그곳에 죽은 체 누워있는 사람들의 숙명을 생각하게 

한다. 장인하는 영안실에서 물처럼 진정시켜주지만 동시에 비극적이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통곡을 들은 것을 설명한다.  

 

“병원 지하실의 시체 안치실이었다. 공수단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다. 그 음습한 곳에서 몸이 작은 어린 아이가 

울고 있었다.[...] 저 울음이 어이하여 물이 되어 내 머릿속으로 부드럽게 

흘러들어오는가 .[....]"그 후 저는 틈만 나면 시체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비통한 울음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참혹하게 난자당한 시체를 

부둥켜안으며, 콘크리트벽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통곡하는 사람들..." 그는 

시체실 한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그 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었다.”
70
 

 

     따라서, 저자가 여기서 사용한 물의 모티프는 삶과 죽음을 동시에 의미하는 

강력한 이중 상징으로 볼 수 있다.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에 의하면, 

물은 모든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중에 죽음을 친밀하게 받아들이는 물질이고 

분열과 죽음을 의미한다. 
71
하지만 또한 물은, 특히 악성의 감촉과 결착성을 가진 

                                                           
70
위의 책 44쪽 

71
 Bachelard, Gaston: Apa și visele-eseu despre imaginația materiei (Waster and dreams- an essay 

on the imagination of matter),  translated from French by Irina Mavrodin, Univers Publishing 

House, Bucharest, Romania, 1997, 7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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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물은, 세계적인 삶의 요소로 여겨진다.
72
이 상징을 통해, 장인하의 정신적 

트라우마의 정도와 복잡함이 드러난다. 그것뿐만 아니라, 장인하의 영안실에 관한 

끔찍한 기억을 통해 죽음의 주제 또한 탐구된다. 그는 영안실의 시체들의 기억을 

운동 때 목격한 길에 누워있는 시체들과 부식의 냄새가 따뜻한 5월의 공기와 

어우러지는 기억과 나란히 놓는다. 하지만 화자가 죽음이 두려웠냐고 물어보자 

장인하는 자신의 죽음은 생각해본 적이 없고, “소리의 죽음”과 죽음이 소리를 

자신의 손으로 목조를 수 있다는 생각을 말했다. 처음에는 허무주의적 자세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소리가 결국 침묵으로 압도당할 것이라는 그의 두려움을 

나타낼 수도 있다. 다른 말로, 문자 그대로 뿐만 아니라, 장인하의 더 이상 듣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상징적인 의미로도 간주해야 한다. 운동 이후에 침묵이 

만연할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처벌이 두려워서 억누르도록 강요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상징한다. 거기서, 텍스트 내내 소리와 귀먹음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고 장인하의 부상은 우연히 귀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작가가 5.18에 대한 추모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정찬은 “소리”는 그 어떤 권위로부터 국한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되고,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다. 장인하는 그러므로  순수함과 광주 민주화 운동의 억압으로 인한 

이차적 피해자들의 상징이 된다.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그의 “완전한 영혼”은 죄 

없는 사람들이 전례 없고 무자비한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예시일 뿐이다. 더 

나아가, 그의 이름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18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칭 

필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운동에서의 사건들과 1987년 선거와 같은 역사적 언급으로 가득한 구절들을 

번갈아 가면서, 작가는 그 운명적인 사건들에 대해 신빙성을 주고 성공적으로 솔직한 

진술을 만들어낸다. 동아일보의 기자로 일하며 직접 그 사건들의 가운데에 있으면서, 

작가 정찬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깊이 영향을 받았다. 장인하는 그가 “완전한 

영혼”을 쓰도록 영향을 준 사람의 본명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사실은 여러 

사람이 준 진술을 매우 독특하고 기이한 장인하로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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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인물을 만들고 그의 예기치 않고 갑작스러운 차 사고로의 사망을 포함한 그가 

겪게 되는 부당한 일들과 대조시키면서, 정찬은 독자에게 인간본성과 폭력의 본질에 

대해 깊이 숙고하도록 제기한다. 정찬은 독자가 인간과 폭력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는데 그는 이것을 야망과 권력에 대한 갈증에 탓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찬의 글이 후회와 각성으로 가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인하 같은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 단편소설의 

화자는 이 만남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회상해보았을 때 따뜻한 느낌이 남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다. 장인하의 영혼에서 완벽의 전형을 보았고 그것이 모방할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화자는 남자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분노를 보이는 

대신 과거를 받아들이는 능력에 압도되었다고 고백한다. 

      장인하와 “완전한 영혼”을 통해서 정찬은 1990년대에 5.18에 관한 작품들에 

나타나기 시작한 경향을 반영하는데, 즉 과거와 화해하면서 그것의 기억은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임철우의 1997년의 5권의 책으로 구성된 대작 

“봄날”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임철우의 5.18에 관한 작품들 중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드디어 보복의 두려움이나 검열의 통제 없이 운동에 대한 그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봄날”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어떻게 영원히 

바뀌었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반대편인 폭력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것에 

참가한 낙하산 부대원 중 한 명의 눈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제시하기 때문에 특히 

강력하다. 이 소설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각 책이 날짜 도장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재우의 일기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첫 권은 5월 16일 1980년이고 마지막 

권은 5월 27일 1980년이다.  그러므로 5권의 책들은 각각 대략 2일 또는 3일 사이의 

일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화자는 등장인물들의 소개나 

배경 없이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봄날”은 대부분 광주에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따르는데 아버지 한원구와 세 아들 무석, 명기, 명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전당포 주인으로써 생계를 꾸리고 그의 세 아들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따르고 있다. 무석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동시에 미선이라는 여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전남대 학생인 명기는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하였고, 명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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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의 경범죄로 인해 공수부대의 군인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무겁게 자리 잡은 한가지는 각각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아내가 사라진 

것이다. 그녀가 집을 떠난 후 다시는 보지 못했는데 광주에서 그녀를 보았다는 

주장들, 특히 소년들의 이모로 인한 목격이 그들의 어머니를 찾는 희망을 놓지 않게 

했다. 특히 19살 무석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그녀를 다시 데려오도록 노력하자고 

압박한다. 그들의 일상 생활은 갑자기 전남대와 금남로의 시위에 대한 소문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방해된다. 명기는 연극 연습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 

학생들과 모여있었다. 그들 중 한명인 오하사가 확대되는 시위에 대해서 알렸지만 

그들은 신문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광주 주민은 그 현실을 믿는 것이 어려웠다. 임철우 소설 속의 

소문은 오월의 거리에서 소문과 유언비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위상을 지녔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며 폭력이 휩쓸고간 후 침묵의 광장을 채운 것은 

어딘가에서 쏟아져 나온 무수한 말들이었다.
73
 

 

“여기 그놈들이 왔었냐!” 

“오긴 누가와요.” 

공수부대말여. 이쪽으로 온 모양이든디, 못 봤어?" 

“[....] 공수부대가 뭣 헐라고 이리 온다요?” 

“[....] 벌써 여러 사람 죽어나갔을지도 몰라. 그놈들이 오뉴월 복날개 

뚜리래 잡디끼,  

그냥  닥치는 대로 패고 밟아서 질질 끌어다가 트럭에 실어 나르고.”
74
 

 

상황이 악화되고 군대 지원과 공수부대가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불리자, 그들은 

길거리에서 폭력의 개시를 목격한다.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두들겨 맞고, 그들의 

                                                           
73
한순미,「나무 - 몸 - 시체 - 5.18 전후의 역사 폭력을 생각하는 삼각 운동」,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인문학연구』 52권 0호. 2016 pp.257-303, 265쪽 

74
임철우: 『봄날』, 문학과정지사, 1997년, vol.1, 32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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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과 옷은 피투성이고, 시체들은 운반되고 있었다. 이 장면은 명기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광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분배하기 시작하도록 한다. 명기만 

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무석도 깊이 영향을 받고 펼쳐지는 사건들에 

격분한다. 그는 친구들 봉배랑 한기와 함께 버스를 탑승해서 근처 화순으로 향하기로 

결정한다. 그곳에서 시민군에게 공급할 무기와 음식과 응급처치와 같은 필요한 

물품들을 비밀리에 가져오기로 한다. 하지만 광주를 둘러싼 군대로 인해 버스는 

도중에 잡히고 버스 안에 있던 겨우 세 명만이 살아남는다. 군대와 시민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을 뒤따른 혼란 가운데서, 명치의 공수부대가 광주로 배치돼서 화선과 

광주 사이 고속도로 출구를 감시하라고 배정된 것이 밝혀진다. 그곳에서 명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곳에 있는 이유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이것은 소설의 가장 

강력한 사건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매우 격동의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명치는 

광주 사람들은 그의 사람들이고 그들을 반대하거나 억제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또한 자신들이 그들의 안건을 달성하기 위해 권위자들로부터 

시위자들과 싸우도록 선동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피해와 권력자들로부터 자신이 당한 피해를 인식하면서도, 명치는 결국 명령을 계속 

따르고 침투조까지 되어서 군대에 더욱 연루되는 것을 선택한다. 

        마지막에는 세 형제 중 명기만 살아남은 것이 밝혀진다. 무석과 명치는 

군대와 시민군 사이 대립에서 목숨을 잃고 만다. 따라서 “봄날”은 비극적이지만 

정확하고 생생한 광주 민주화 운동의 모습을 그린다. 또한 처음에 평화로운 시위로 

시작해서 결국 폭력적인 투쟁과 대학살로 끝난 이 사건이 갑자기 연루되어버린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작가는 폭력의 불합리와 무의미함을 세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매우 잘 보여준다. 텍스트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당연히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의 비극과 모순을 보여주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세 형제는 

비유로 볼 수 있다. 결국 연루된 모두는 “피의 유대”를 공유했고 근본적으로 

인간이었다. 게다가 명치를 통해서 임철우는 독재적인 정부가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 군대를 어떻게 다루는지의 핵심에 있는 조종과 부패를 폭로하는 것에 성공한다. 

이렇게 하여 광주의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적 또는 “그들”로 그려졌는데 

“그들”은 설립된 질서와 권위의 권력체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명치도 모순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행동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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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시켰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그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지만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한다고 추정했을 것이다.  

“명치는 눈앞에 펼쳐진 그 거대한 인간의 바다를 바라본다. 눈앞의 모든 

도로와 골목, 건물의 창문 하나하나마다 시민들이 새까맣게 붙어 있다. 

그렇게 많은 인파를 명치는 지금껏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십만, 아니 이십만 

더 되리라고 명치는 짐작한다. 어쩌면  광주 시민 거의 전부가 한꺼번에 

여기로 몰려 나왔는지도 모른다. 대통령 선거 유세장, 혹은 축구 경기가  

벌어지는 대형 경기장의 인파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 시민들의 표정 역시 

이미 어제까지와는 판이했다. 그들에겐 이미 두려움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다. 공포와 불안 대신 극도의 분노와 증오심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시민들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75
 

 하지만, 소설이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잔혹 행위들과 범해진 부당함을 

강조하면서도 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이미지로 보완되면서 

억울함이 아닌 애절한 사색으로 끝난다. 이 것은 작가가 광주에서 발생한 일은 

잊혀져서는 안되지만, 동시에 운동과 억압적인 군사정부 아래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집단 기억에 어떻게든 깊이 남아있겠지만, 치유의 시간이 

결국에는 올 것이라고 상기시켜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그는 비극적인 과거와의 화해를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암시한다. 

      임철우는 운동의 인적 피해와 그것의 결과를 1980년 운명적인 봄의 일들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개인의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초점을 맞춘다. 이 

소설은 작가가 직접 서문에서 선언하듯이 소설 형식으로 맞추고 모은 실제 사람들의 

경험의 모음집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역사적 문학을 쓰는 것에 있어서 현실과 상상을 

섞는 것에 대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 당시의 

분위기와 운동이 발생했을 당시의 1980년 광주의 이미지를 포착하려고 노력했다고 

                                                           
75
임철우: 『봄날』, 문학과정지사, 1997년, vol.4, 4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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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76
 이것은 문학작품을 창작할 때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정확히 제시된다면 

진실성은 보존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한다. 그밖에 “봄날”을 순전히 소설이 

아니라 증언적 문학 작품으로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소설의 인물들은 

정확한 전라남도의 지역 사투리와 말투를 보존하는데 이것은 소설이 거의 완전히 

대화로 구성되었고 서술의 문단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작가가 

현실적인 인물들을 만들기로 한 선택은 책의 역학에 첨가되어서 독자가 그들의 

출신지를 정확히 맞추는 것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맥락과 그들이 조화를 

더욱 잘 이루도록 한다. 그것 외에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 책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은 광주 민주화 운동 이전 그리고 운동의 날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작가는 이와 같이 사건들의 연대표를 만들며 그것들의 물리적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면서 인물들의 이야기들과 실제 역사적 일들을 뒤얽는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서술을 제공한다. 

       서술하는 문단들은 사건들을 거의 신문체로 제시해서 설명에 정확성을 보탠다. 

강렬한 대화들을 통해 “봄날”은 또한 그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공수부대가 

보내지고 그들을 잔인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던 것에 대해 광주 사람들이 경험한 

충격과 불신의 반응과 감정마저 떠올려준다. 이 기법은 이야기가 회상일 뿐이지만 

독자의 눈 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 밖에 이 책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시기에 실제로 발행된 문서들의 발췌나 녹음된 발언들을 포함했다. 

예를 들어, 5월16일 전라남도 민족 민주 성회 중에 쓰여진 간청은 군대를 위한 

메시지의 형태로 군인들에게 민주적인 이상과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편에 

서달라고 재촉했다. 

 

                                                           
76
“이 소설에서 나는 실제 벌어진 당시의 모든 상황과 정황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실상 열흘이라는 기간이 산술상으로는 짧은 시간이지만, 5.18의 경우에는 단순한 

시간 개념의 울타리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때문에 나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되, 세부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보다 핵심을 이루는 몇몇 중요한 사건과 사실들을 

중심 기둥으로 삼아 소설을 전개시키고자 했다. [...]그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 이미 

발표된 자료들을 충분히 참고했다.”- 임철우: 『봄날』, 문학과정지사, 1997 년,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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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 민주화운동 21세기의 기억과 기록 

4.1. 공지영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허구와 진실의 상호작용 

 

        “봄날”의 발행 거의 10년 후에 5.18에 관한 문학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메아리는 2000년대 내내 튀어나온다. 그 중 공지영과 한강의 

작품들이 가장 눈에 뛰었다. 이 작품들의 분위기는 슬픔과 애도를 반영하지만 의식 

또한 반영하고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과거에 대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경계의 

이야기들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공지영의 작품은 후일담 소설의 카테고리 밑에 분류될 수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특정한 영향력 있는 순간들이나 전박적인 한국 사회와 연관이 있는 

사건들을 제시하기 위해 현실과 소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368 세대”
77
의 일원으로써, 공지영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과거의 또는 현재의 

사회적 문제들을 폭로하고 그것들에 대해 의식을 높이는 무대로 사용한다. 「귓가에 

남은 음성」이라는 단편소설 또한 같은 경우인데 작가는 Jurgen Hinzpeter 라는 독일 

기자와의 허구의 만남을 이용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사건들을 다루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이야기는, 그녀 개인의 1987 년 민주항쟁을 목격한 젊은 여성으로써의 

경험과 혼합되어서 한국의 최근 역사의 두개의 중대한 순간들을 연결시키고 이 

격동의 시기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자를 만난 부분은 허구이지만, 

자신의 증언의 사실을 1980 년 5 월에 Hinzpeter 이 실제로 촬영한 영상을 언급하고 

묘사하면서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Linda Craft 이 설명하듯 

실증적인 사실과 시적 사실 둘 다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78
 그러나, 이 두개의 

개념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Craft 는 역사적 사건 또는 사실을 “진실”로 그리고 

허구를 “진실이 아닌것” 또는 “거짓”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소설을 평가 절하하는 

                                                           
77
김남옥,  「80년대 청춘의 초상(肖像)- ‘386’세대 정체성과 문학적 노스탤지어」, 

사회사상과 문화 19(2), 2016.6, 233-265, 쪽 

78
 Craft, Linda J. Novels of Testimony and Resistance from Central America,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7,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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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가져오는 흔한 함정이라고 설명한다.
79
 그러므로, 증언적 소설에서 진실과 

허구는 작품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경험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유산을 보존하는 

그것의 목적에 정직하다면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2004 년에 출판된 공지영의 단편소설집『별들의 들판』은 언뜻 보기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화자인 주인공은 한국에서 

어머니가 살았던 독일로 온 학생이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결심이 서지 않아서 충동적으로 파트너와 헤어지고 베를린으로 달아난다. 연속된 

이야기들은 주로 그녀의 서울에서의 지난 삶과 독일에서의 현재의 삶, 그리고 그녀와 

사이가 멀어진 어머니에 대한 기억에 집중한다. 그러나, 세번째 이야기인 <귓가에 

남은 음성>은 전혀 다른 주제에 접근하는데 5.18 의 사건들을 1980 년에 운동을 

목격하고 기록한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Jürgen Hinzpeter)의 눈으로 보여준다. 

화자는 자신의 변역가로써의 도움이 운동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상영될 영화제에서 

필요했던 것을 밝힌다. Hinzpeter 과 그의 팀이 촬영한 영상이었고 그의 바람은 

그것이 독일어로 번역되는 것이었다. 그녀의 기자와 그의 아내와의 만남은 그녀가 

“광주에 대해 잊은 것”을 깨닫게 한다. 그들이 67 세의 기자의 라체부르그 

(Razteburg) 집에서 만났을 때, 화자에게 정부의 검열에 위배해서 광주에서 촬영한 

예전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독일 기자가 세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리기 위해 

자신을 외국으로 모험한 성취와 용기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거리로 나와서 

애국가를 부르는 학생들과 다른 젊은 사람들의 얼굴을 포착한 장면들을 보면서 

그녀는 계속 그들의 외모, 그들이 입은 것과 얼굴의 표정들에 집중한다. 이것은 

그녀가 시위 당시에 물리적으로 그곳에 없었지만 그 사람들과 연속된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과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녀가 나중에 

밝히듯이, 운동이 일어날 당시 그녀는 중학교 1 학년밖에 안된 학생이었고 중간고사 

준비 중이었다. 이 시점에서 그녀의 기억들은 영상을 보면서 그 순간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다시 말하려고 하는 Hinzpeter 의 서술과 뒤얽힌다. 그는 사람들 무리에 

공수부대가 분산되었던 순간들을 다시 체험한다. 그 사람들 중 일부는 단지 돕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그 현장에 적극적으로 연루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79
위의책, 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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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에게 마구잡이로 맞았다. 화자는 이 이야기를 1987 년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에 

파트너 J 와 함께 참여하고 군대로 인해 추격됐던 자신의 기억과 평행시킨다. 그녀가 

독일에 도착한 후에도 그 사건은 여전히 그녀에게 악몽을 꾸게 한다고 고백한다. 

특히 탄광과 비슷한 어두운 동굴이 나오는 악몽이 있는데 그녀는 탈출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고 그것을 지옥의 장면과 연상시킨다. 

“배경은 검은 동굴 같은 것, 탄광과 같기도 하고 피신해 들어간  

깊은 산의 은신처 같기도 한 그 곳에 나는 있곤 했네. 나말고도 여러 

사내들...”
80
 

이와 같이 그녀는 광주 민주화운동7년 이후에 일어난 그러나 5.18의 참여자들과 

그녀를 관련시키는 자신의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밝힌다. 그녀의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이 서울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행진하고 시위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을 

설명하기 때문에 증언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덧붙이면, 그녀의 증언은 그 

당시 일본에서 광주로 도착해서 사람들이 거리에서 죽고 군대로 인해 계염군에게 

맞는 것을 접한 Hinzpeter가 설명하는 날들의 것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목격한 것을 독일에 있는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그가 머물렀던 호텔의 

전화선이 끊긴 바람에 하지 못했던 것을 설명한다. 또한, 인터뷰가 더욱 진행되면서 

그는 머릿속에 박혀버린 소리를 언급하는데 죽은 남편의 시체가 다른 희생자들이 

쉬게 된 종합운동장으로 이송되는 여성의 울부짖음이다. 처음에는 화자가 그의 말을 

흐릿하게 하면서 그의 아내가 우는 것만 들리다가, 그녀 또한 그 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소리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한다. 그녀에게 그 소리는 그녀가 접하거나 

Hinzpeter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기록했던 운동의 이미지의 기억을 

작동시킨다. 

“그가 무슨 독일말을 하는지 귀에 들리지 않았네 . 힌츠페터씨보다 

먼저 그의 부인이 눈물을 닦았네. 내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왔던가. 

최루탄 소리,  온몸에 불을 붙이고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내렸던 우리 

친구 성만이의 외침소리, 광주학살 규명하라! 광주 책임자 처벌하라! 

                                                           
80공지영, 『별들의 들판』, 창비, 2004년,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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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여, 자네도 가끔 듣는가, 힌츠페터씨처럼 아직도 듣고 있나, 그 

소리를?”
81
 

 

그 “소리”는 또한 영상에서 “내 새끼”라고 자신의 아이를 부르는, 울부짖음이나 

소리침이 아닌 그저 “이상한 소리”인 화자가 독일어로 번역하기 힘들어하는 간절한 

어머니의 소리이다. 이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화자가 막으려고 한 억압된 소리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제목에서 나오듯이 귀에서뿐만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머물며 트라우마의 상징이 된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에서는, 

화자는 소리를 폭력과 떼어서 생각하고 대신 인간성, 즉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간성을 연상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트라우마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화자는 주로 

그녀의 분노를 표현하고 광주에서 일어난 대학살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면서 내적 

독백과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때 시위자로써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회상을 이용한다. 

내적 독백과 외적 후술법의 합성 기법은 골절된 서술을 만들지만 동시에 그 두 

사건이 화자에게 준 트라우마와 깊은 정신적 영향을 전달한다. 그 중 하나인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전에 언급했듯이 그녀가 직접 참여한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시기에 살고 경험했고 훨씬 나중에서야 5.18의 의미를 알았지만, 그녀가 성인이 

되고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적 투쟁에 참여하면서 그녀는 집합적인 트라우마가 

어떻게 세대를 통해 메아리 치며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만들 수 있는지 나타낸다. 이 

구절들은 그녀의 베를린의 삶의 장면들과 자주 섞이며 사용된 일상어로 인해 일기의 

일부로 느껴진다. 또한 화자가 Hinzpeter의 5.18에 관한 목격 서술을 그녀가 알았던 

사람들의 것들과 동화하면서 “인정을 위한 효과적인 호소를 통해 독자를 윤리적인 

반응을 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증언 서술을 만든다. 
82
 

       이리하여 공지영의 작품은 또한 증언적 소설이라고 분류될 수 있다. 작가의 

위르겐 힌츠페터와의 만남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그것의 영감은 아마 이 독일 

                                                           
81위의책,  87쪽 

82
 Phelan, James, Rabinowitz, Peter J: A companion to narrative theory, Wiley-Blackwell, 2005, p. 

364 



 
 
48 

 

기자가 그의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다큐멘터리와 그것을 세계에 알리는 것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2003년에 한겨례 신문으로부터 또 하나의 송근호상을 받은 

이후에 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화운동 때 힌츠페터의 경험과 진실을 향한 

그의 끈질긴 탐구, 그리고 한국 내에서 또 국제적으로 그것을 폭로하고 싶은 갈망과 

같은 사실들에 근거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공지영은 1987년 민주화 

운동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관을 짓는 동시에 광주의 사건들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이와 같이 그것과 힌츠페터의 노력들은 잊혀진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공지영은 기자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싶어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2017년에 개봉한 장훈 감독의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 영감을 

주기도 하였다. 영화는 Jürgen Hinzpeter의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민주화운동 당시에 서울에서 광주로 힌츠페터를 태워준, 그러므로 군사 규정을 

거역한 택시 운전사인, 영화에서는 김만섭으로 나오는 김사복의 이야기 또한 밝힌다. 

 “택시 운전사”는 실제 사건들, 사람들,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하기 때문에 

논픽션과 픽션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운전사의 배경이나 학생 재식과 같은 

등장인물들과 같은 소설적 근원을 가지거나 감독의 창의적 예술적이나 자격의 결과인 

세부 사항들과 요소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중요한 기능, 즉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고 1980년대 한국 사회와 일상생활에 대한 정확한 느낌을 유지한다. 

그리고  당영히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영화는 어린 딸을 부양하기 위해 

분투하고 처음에는 정치적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노동자 계급 남자인 택시운전사 

김만섭의 일상의 투쟁들의 본질을 포착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외국 기자인 

힌츠페터를 후한 금액을 받고 광주로 태워다 주는 제안을 받으면서 바뀐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에, 도시는 당시에 포위당하고 있었고 군대가 광주를 봉쇄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길거리 시위와 시민과 정부의 

폭력적인 대립 가운데서 광주로 들어갈 방법을 찾는다. 처음에는, 이 광경이 그를 

몹시 겁먹게 하고 딸을 생각하면서 힌츠페터에게 서울로 즉시 함께 돌아가자고 

설득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이 기자와의 두번째 만남이 그를 머물도록 설득하고 

지역주민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들의 투쟁에 공감하면서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그는 무척 연루되어서 힌츠페터가 차의 훼손을 보상해준다고 

제안했을때 기분이 상한다. 이것은 특히 그들이 광주 주민이자 택시운전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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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설의 집에서 다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반영된다. 그는 학생 재식과 

함께 힌츠페터가 민주화운동 한가운데에서 그의 상징적 장면들을 촬영하는 것을 

도와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기 위하여 언어적 문화적 장벽들을 넘는다. 

      영화 “택시 운전사”는 이와 같이 힌츠페터가 포착하는 것에 성공한 광주 

시위자들이 견뎠던 폭력의 생생한 그림을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혼란과 비극 

가운데에서, 등장인물들은 자주 웃거나 긍정적인 것이 보여준다. 이것은 재식이 

기자를 다른 시위자들에게 소개했을때 가장 눈에 띄는데 그들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진실이 알려질 것을 확신한다는 표시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는 각 

등장인물에게 그들만의 개성을 주고 계엄령이 모든 것을 비등점으로 가져왔을때 

그들의 삶의 안정성을 찾던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로 묘사하면서 시위 뒤의 

인간성 또한 포착하는 것에 성공한다. 이것을함으로써, 감독이 사람들의 삶이 

불필요한 억압적 규제로 인해 어떻게 방해되고 흔들렸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본 

권리와 품위를 위해 민주화운동 당시에 독재적인 정부로 인해 범죄로 제시된 싸움을 

할 용기를 얻었는지 강조하고 싶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4.2 . 한강의 장편 소설에 나타난 간접적인 증언 

 

       2014년에 출판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는 가장 최근 작품인 한강의 

소설『소년이 온다』또한 같은 윤리적인 반응을 찾는 듯 하다. 소설은 정신적인 

관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의 사건들로 영향을 받았는지를 

다루면서, 또한 억압적인 독재 정부 밑에서 사는 투쟁 또한 다뤘다. 구조적인 

면에서『소년이 온다』는 매우 차이가 있고 주목할만 한 소설이다.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다른 화자의 관점에서 이야기 되고 마지막 챕터는 작가 자신의 

목소리이다. 남은 화자들은 동호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거리에서 죽은 희생자들의 

임시 안치소로 사용된 체육관에서 죽은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을 그의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청소년이다. 정대는 군대로 인해 죽은 동호의 친구이고, 

은숙은 체제 전복적인 희곡집을 허가한 혐의를 받고 권위자들로부터 검열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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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편집자이고, 운동 참여로 인해 고문을 받은 전과자, 운동가였던 여직공, 그리고 

동호의 어머니가 있다. 이 인물들은 운동에 참여하거나 무언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전형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카테고리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목할만한 

특징은 이야기가 5.18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설명하면서 다른 기간들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동호와 정대에 관한 첫 두 챕터는 운동 한가운데인 1980년대이지만, 

나머지는 그 후에 시간인 각각 1985, 1990, 2002, 그리고 2010년이다. 이 기법은 

작가가 두 개의 중요한 상황, 즉 운동의 생생한 경험과 그것 직후의 여파,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운동까지 계속됐던 억압의 기간과 생존자와 희생자의 가족들의 눈으로 

제시되는 5.18에 대한 회상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동호와 정대를 통해서 

대학살의 부분과 청소년과 같은 어린 사람들에게도 미친 대가가 드러난다. 왜냐하면 

동호는 자신의 친구를 찾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돌보기로 자원하기 

때문이다. 체육관의 암울한 분위기의 상세한 묘사를 통해, 목이 총검으로 베인 

사람들과 시체들이 쌓아 올려지고 트럭으로 운반되는 이미지들, 작가는 폭력의 

암울한 그림을 그리고 그 격동의 날들 동안 폭력이 정상 상태의 자리를 어떻게 대신 

했는지 보여준다. 

       첫 부분에서 동호에 집중될 때 서술은 3인칭의 전통적인 사용에서 벗어나서 

2인칭을 사용한다. 이것은 그의 대사와 생각이 가끔 섞이고 내적 독백 형식으로 

제시되지만, 동호 자신이 화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화자가 작가와 나란히 

놓인 마지막 종결 부분과 평행한다면, 그녀가 첫 부분 또한 서술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그녀가 당시에 9살이었고 가족과 함께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했었다고 광주 민주화 운동과 자신의 개인적이지만 간접적인 연광성을 밝히는 

사실이다. 그녀는 더 나아가서 그녀의 예전 집은 동호라는 소년과 그의 가족이 

거주했다고 언급한다. 첫 부분이 또한 밝히듯이, 동호는 대학살 중에 죽은 자신의 

친구의 운명을 공유하게 되고 그것이 작가가 사건들의 서술을 공유하게 만든 이유로 

볼 수 있다. 

“우리들의 몸은 계속 불꽃을 뿜으며 타들어갔어. 장기들이 끓으며 

오그라들었어. 간헐적으로 쉭쉭 뽐어져나오는 검은 연기는 우리들의 썩은 

몸이 내쉬는 숨 같았어. 그 거친 숨이 잦아든 자리에 희끗한 뼈들이 드러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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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가 드러난 몸들의 흔적은 어느샌가 멀어져, 더이상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느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마침내 자유였어, 이제 우린 어디든 갈 수 있었어. 

어디로 갈까, 나는 자신에게 물었어.[....] 너에게 가자.”
83
 

 

여기 두번째 부분 또한 2 인칭으로 서술되는데 조금 특이한 동호의 죽은 친구 정대의 

관점으로 서술된다. 그는 가끔 길에서 회수된 시체들이 인간으로써의 배려가 전혀 

없이 서로 위에 던져지는 것을 설명한다. 그는 자신도 의식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면서 그런 곳 중 하나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정대는 처음에는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군인들이 더 빨리 버리기 위해서 불을 붙인 시체들이 

타는 소름 끼치는 모습에 대해서 깊이 심란해하지만, 천천히 그가 더 이상 그곳에 

정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본문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서 이제 자유를 얻은 비유를 사용한다. 언급된 자유는 그와 동호 그리고 

모든 다른 희생자들이 열망한 억압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할 수도 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라는 장편소설과 비슷한 다른 한국 문학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이 “육체에서 분리된 목소리” 기법은 물론 상상의 상황을 이용하지만 

인물과 그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한 생각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증명된다. 이 경우에서 정대의 죽음에 관한 명상은 자신의 관점에서 

서술되어서 더욱 그대로 느껴지고 생생하지만 그의 인물과 영혼 사이의 분열 또한 

만든다. 

 

“수십개의 다리가 달린 괴물의 사체처럼 한덩어리가 된 우리들의 

몸을 더이상  

들여다보지 않을 수 있다면. 깜박 잠들 수 있다면. 캄캄한 의식의 

밑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칠 수 있다면. 꿈속으로 숨을 있다면. 

                                                           
83한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4년,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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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기억 속으로라도.”
84
 

 

     소설의 남은 부분들은 이 기법을 사용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1 인칭, 2 인칭, 

그리고 3 인칭 서술을 교대하고 각 시점이 퍼즐처럼 동호와 어떻게 해서든 연관된 

정보를 서서히 밝히면서 매우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 그가 중점이 되고 다른 

서술들을 그의 이야기를 둘러싼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 부분은 편집자 은숙에 관한 

것인데 그녀는 동호의 친구이고 체육관의 예전 봉사자이다. 그녀는 그의 죽음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검열과 권위주의의 남용 또한 대항한다. 그녀의 표현의 

자유는 7 번의 상징적인 따귀를 때리는 행위로 침묵되는데 그녀의 얼굴이 아닌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 은숙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아직 소년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듯 보여지고, 당시에는 활동가였던 여직공 또한 소년을 만났다. 

그리고 물론 동호의 어머니는 종결 부분 전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의 한탄을 표현한다. 

어머니의 독백 또한 2 인칭으로 서술되면서 동호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다. 

 

“여섯시에 문 잠그고 집에 온다요. 다 같이 저녁 묵자고 약속했소. 

그란디 일곱시가 되도록 집을 나섰다이. 계엄이라 일곱시가 통금이다, 

그날 저녁 군대가 들어온다 한게 귀신 그림자도 안 보이더라이. 꼬박 

사십분을 걸어서 가본게 상무관에는 불이 꺼지고 아무도 없어야. 

도청 앞으로 간게 총 든 시민군들이 지키고  셨드라마는.” 

 

동호의 어머님의 관점으로 제시된 챕터는 특히나 2 인칭을 그가 마치 아직 

살아있듯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그녀가 아들을 잃은 

트라우마를 강조한다. 그것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은 또한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의 전형으로 등장인물 동호와 그의 어머님을 더 일반적으로 해석하도록 

허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4 장에서 죄수의 이야기는 2 인칭을 다른 방법으로 

                                                           
84
위의 책,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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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여기서, 화자는 증언을 듣고싶어했던 이름없는 “교수”를 향한 분노와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화자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어서 김진수라는 남자와 함께 수감되고 그들이 유지된 음식 부족과 주기적인 

매질과 고문 등 인간 이하 상태의 끔찍한 시기를 기억한다. 이것은 진수가 자유의 

몸이 되고 수년 후 결국 자살을 하게 만든다고 화자가 밝힌다. 화자는 분명히 

이것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고문 희생자들에 대한 논문을 위해 그를 

인터뷰하는 교수는 그를 연구의 대상으로 보고 공감을 할 능력이 없다고 믿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 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 사실로 부터 앞당겨 벗어날 유일한 

길이란 생각과 싸웁니다. 선생은, 나와 같은 인간인 선생은 어떤 

대답을 나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85
 

 

같은 교수는 다음 챕터에 재등장해서 그녀를 체포되게 만든 성희의 노동 운동 단체에 

속해있었던  “여직공”에 집중한다. 또한 그녀가 영안실에서 시체 닦는 것을 도와준 

동호와 그의 친구 정대와 의사를 꿈꾸던 그의 여자형제 정미를 알았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 부분은 교수가 경찰서에서 수사관들의 손에 당했던 그녀의 괴로움의 

순간들과 폭력적인 강간을 기억하도록 강요한  “여직공”의 생각 조각들로 섞여있다. 

이 사건은 1 인칭으로 제시되고 반문적 의문을 사용함으로써 등장인물의 분개와 

그녀가 견뎌야했던 잔인성, 그리고 기억하고 묘사함으로써 그녀가 다시 그것을 

겪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 증폭된다. 이 1 인칭 서술 조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고통에 먼 증인의 자세를 취하는 2 인칭 화자로부터 드러나는 깊이 불안해하는 여자의 

치유되지 않은 정신적 상처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 인칭이 지칭하는 당연한 인물들 외에 소설 내내 익명의 “너”가 

존재한다. 이 “너”는 무자비한 폭력이 가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85

 위의 첵, 135쪽 



 
 
54 

 

형태로 독자를 상징할 수도 있지만, 희생자들을 상징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보면 작가는 보상하기 위해 희생자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죽음이 물론 그녀의 탓이 아니지만 그들의 기억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강은 이와 같이 독자들에게 인간성은 무엇이고 악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동호의 이미지는, 실제 사람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인물이지만, 순수함과 폭력의 우화로 볼 수도 있다. <소년이 온다>는 즉 

작가가 직접적으로 시위와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둘러싼 트라우마, 비통, 

그리고 슬픔을 기록할 수 있기 위해 실제 경험에 소설을 기반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많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증언으로 여겨질 수 있다.   

마지막의 에필로그 부분은 그녀가 주 화자가 되면서 작가의 관점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한강은 광주 민주화운동당시에 9 살이었고 가족과 함께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했었다고 광주 민주화 운동과 자신의 개인적이지만 간접적인 

연광성을 밝히는 사실이다. 그녀는 더 나아가서 그녀의 예전 집은 동호라는 소년과 

그의 가족이 거주했다고 언급한다. 몇년 후 그녀는 그곳에 사는 남자형제를 보기 

위해서 광주를 재방문한 순간 그녀의 어린시절의 깊이 배어든 기억들을 설명한다. 

작가가 가족과 함께 떠난 이후로 광주에 살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깊이 영향을 

받았었다고 밝힌다. 그녀의 5.18 에 대한 첫 지식은 심하게 두들겨 맞은 사람들의 

생생한 사진들이 첨부된 “광주의 무정부 상태”를 고발하는 신문 기사로부터 왔다. 

이와 같이 그녀는 그것이 발생했을때 물리적으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살로 인해 

사로잡힌듯 느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5.18 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과거가 현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호를 울리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그녀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말로 표현하고 싶고 생존하지 

못한 광주 희생자들을 대신해서 증언하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그녀가 특히 그녀일 수 있었고 그녀의 예전 집에 살았던 

동호의 이야기에 끌리는 이유이다. 그녀는 직접 만나볼 기회는 없었지만 그와 

개인적인 연계를 느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어린시절부터 성인이 될때까지 그녀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한 한강 개인의 증언으로 하지만 또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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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된 사람들을 대신한 증언으로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증언 소설로 당연히 분류될 

수 있지만, 중심에는 실제 사람들과 실제 경험들에 근거한 것이고 한강은 이것을 

묘사하고 다시 수면 위로 가져오려고 분투한다. 그녀는 민주화운동의 정확한 그림을 

제시하기 위해서 미친듯이 5.18 에 대한 문서들과 기록들을 연구했다고 자백하고 

이것이 작품에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생생하고 정확한 경험처럼 

읽힌다. 이것 외에, 억압과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와 같은 기본 권리의 침해의 

처참한 결과 또한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소설이 출판된 시기의 현대 

사회의 재난에 미묘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이와 같이 광주의 사건들을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것의 충고성 예시로 사용하면서 체제 전복적인 작품이라고 

볼수도 있다. 

    덧붙이면,“소년이 온다”는 “간접적 증언”의 개념을 완벽히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묘사되는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거나 참여한 사람의 관점에서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정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실제 사건들을 묘사하는 서류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것 외에, 

에필로그에서 언급했듯이 작가와 이야기의 중심인 동호 사이에 개인적인 연결이 있다. 

그들의 삶의 다른 시점들에서 그녀와 소년은 같은 집을 공유했고 그녀는 자신의 것이 

되었을수도 있는 그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강력하게 느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한강이 이 소설을 쓰도록 영향을 미친 유일한 이유는 아닐 수도 있다. 또 

다른 매운 중요한 이유는 초세대적 트라우마
86
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홀로코스트와 

관련해서 널리 탐구된 개념이지만 이 특정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트라우마의 전파와 관련된 이론들에 의하면, 첫 세대가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없엇던 

감정들이 두번째 세대에게 넘겨진다. Cathy Caruth 는 Freud 를 의역하며 그의 

트라우마의 개념을 마음의 상처로 반복하며 대단히 충격적인 경험들은 그것들이 

발생하는 동시에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경험들이라고 강조한다. 
87
그녀는 계속해서 

                                                           
86

 Natan P.F Kellermann,.  “Transmission of Holocaust trauma--an integrative view”. Psychiatry. 

2001 Fall;64(3): p. 256-267 

87
 Cathy Caruth,.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p. 4 



 
 
56 

 

트라우마는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빨리, 너무 예기치 않게 경험되어서 다시, 

반복적으로 생존자의 악몽과 반복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강요되기 전까지는 의식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88
그러므로, 우리는 추정으로 트라우마는 삶의 나중의 순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개인이 직접적 목격자가 아니었지만 간접적 목격자인 

상황에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강의 경우, 그녀의 트라우마는 

어렸을때 신문에 사진들을 보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발생한 대학살에 대해 알게되는 

기억과 관련이 있다. 그녀는 그러므로 이 경험을 내재화했고 자신이 이 사건들에 

대해 극심한 슬픔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 글을 쓰면서, 그녀는 또한 이 비극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스스로 인정한다: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내 자신의 몸과 목소리를 그들에세 빌려주고 싶었다. 내가 

왜 그러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
89
 

 

4.3. 외국 문학으로 살펴본 광주 민주화운동 

 

      미국 작가 윌리엄 아모스(William Amos)의 소설 The seed of joy (“기쁨의 

씨앗”) 은 2015 년에 출판되었으며 광주 민주화운동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한 유일한 

외국 작품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주인공은 인디아나주에서 온 미국 평화 

봉사단의 봉사자인 폴 하킨(Paul Harkin) 이고 그는 목포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그는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학교 선생님 한미진을 만나고 그녀는 그가 영어를 가르쳐보도록 

설득한다. 책의 첫 부분은 폴이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경험들과 그의 

한국어를 배우려는 시도들에 집중한다. 처음에는, 폴은 다름을 경험하고 가끔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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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다. 예를 들어 영어를 자진해서 가르치고 싶지만 학교가 그들의 정책에 따라 

그를 고용할 형편이 안돼서 허락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경우이다. 하지만 서서히 

문화에 적응하고 한국이름 박종식도 짓는다. 또한 처음에 폴은 이 나라의 정치적 

소란을 완전히 모르는듯 해 보이고 다른 봉사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전국에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알게된다. 게다가, 목포에 살면서 그는 서서히 전라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불만과 긴장감의 이유가 많아지는 것을 배운다. 그들은 정치적 

소속으로 인해 냉대를 당한다고 느꼈다. 책에서, 이것은 폴의 집주인의 아들 송민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그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꿈꾸지만 전라도에서 

와서 겪을 차별을 두려워한다.  

“Song Min sighed. <Not many people from Chollado make it up there [Seoul]. I don’t 

know why. My father says it’s because the big guys in Seoul hate Chollado people. I 

don’t think it’s that bad. We’re all Koreans. Why should they think badly of us? Anyway, 

I have an ambition. I’ll make it.>”
90
  

성민이 한숨을 쉬었다. “거기에서 성공한 전라도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그 이유는 잘 몰라요. 아버님이 서울의 권력자들은 전라도 사람을 

싫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심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한국사람이에요. 왜 우리를 나쁘게 생각해야 하나요? 아무튼 나는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필자역) 

하지만 폴에게 확실히 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미진이다. 그녀는 예전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행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억압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저항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광주에서 비밀리에 만나기로 

하지만 폴의 상사들이 알아내고 미국으로 바로 보낸다. 하지만, 폴은 그들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발견되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도시들을 떠돌다가 다시 광주로 오는 것을 성공한다. 그는 드디어 시민과 군대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었고 벌써 너무 많은 삶들을 가져간 광주에 도착해서 미진과 

재회한다. 폴은 잔인성에 충격을 받고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정부의 자세를 

알아내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한다. 폴은 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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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참여하려고 노력하지만 헌병대로부터 모든 곳을 추격 당한다. 그가 드디어 

지역 도청에 도착했을때, 그는 미진이 치명적으로 다친 것을 발견하고 그녀는 그의 

팔 안에서 죽는다. 폴은 이것으로 인해 깊이 힘들어하지만 한국에 남아서 목포로 

다시 이사가기로 결정한다. 

     이 작품은 허구의 그리고 실제 사건들을 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가 

자신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한국에 배치됐었지만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다고 자백한다. 그는 서울 거리에서 운동을 보기는 했지만 등장인물 

폴 하킨은 자신에게 막연히 근거한다. 그는 또한 당시에 광주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그의 연구는 한국인 아내가 번역해준 민주화운동에 대한 다큐멘터리 하나에 

근거했다고 설명한다.
91
 소설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초점을 맞춘 하나의 줄거리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부차적 줄거리들을 이용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폴의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의 첫 만남, 그와 미진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의 목격.  이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소설의 요소들을 진실의 요소들에서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번째로, 작가 윌리엄 아모스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지만, 그의 등장인물 폴만큼은 아니었다. 두번째로, 폴과 미진의 

이야기는 완전히 소설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현실과의 유일한 관계는 작가의 아내가 

한국인이라는 것뿐이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광주의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소설의 줄거리를 5.18 에 대한 많은 연구나 실제 증인들의 서술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작품 전체는 증언 소설보다 역사적 

소설(픽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텍스트 내내 증언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아니다. 다른 말로, 소설은 광주 

대학살의 잔학한 행위를 폭로하려고 분투하지만 민주화운동이 그것의 유일한 

주안점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 나라의 증가하는 정치적 긴장이나 민주화운동으로 

연결된 맥락에 대한 구절들은 사건들의 매우 정확한 묘사라고 여겨질 수 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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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바닥에 시체가 누웠있던 광주 거리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위해 이용한 

이미지는 그 당시 도시의 분위기의 엄숙하지만 정확한 그림을 그린다.  

“In the event of a normal death, grief would play itself out at home, under a roof, 

within a circle of friends and kin. Kwangju’s grief, in contrast, spilled outdoors 

under the open sky. Nor would the burials be private: the dead were to be interred 

together in a public graveyard the next day. Local reservists stood guard and saw 

to it that no one disobeyed that directive.”
92
( 필자역) 

“죽음의 상황에는 보통 집에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애도한 것이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광주의 애도는 밖의 하늘 아래에서 쏟아지고 있었다. 

장례식도 사적인 것이 아닌 일이었다 . 다음 날 사망자들을 공동 무덤에서 

묻을 예정이었다. 현지의 예빈군들은 이 명령을 거역하지 않도록 보초 서고 

있었다.” 

 

이 묘사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 내내 정확성의 의미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현실에 그것을 고정시킨다. 사실, 작가의 광주에 대한 비전은, 그가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실제 사건들에 진실된다고 말할 수 있다. “기쁨의 

씨앗”은, 특히 에필로그를 고려하면, 미진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희생의 의미에 대한 

사색, 그리고 단지 기관의 민주주의가 아닌 진짜 변화와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저항의 중요성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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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결론 

 

      지금까지, 이 논문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의 진화를 증언과 증언 

소설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려고 했다. 증언 소설이 기록과 역사의 충격적 사건들의 

정확한 묘사로써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본 논문은 

증언 소설이 저항을 표현하는 무대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서술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설의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또한 지목하려고 애썼으며 증언과 증언소설에 구별을 

둔다. 

     첫번째 장은 1980년대 상반기 권위주의 아래에서 강요된 검열의 상황과 이 

상황에서 증언에서 증언 소설로 이동하는 흐름을 분석했다. 본 논문은 작품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전두환 행정 아래에서 출판된 유일한 증언적 

논픽션 작품으로써 그 중요성을 분석했다. 그리고, 증언 소설의 대표작품 중 

임철우의“직선과 독가스 – 병동에서”와 윤정모의 “밤길” 이 억압적 정권 

아래에서 진실을 폭로하고 광주 시위자들  겪은 부당함을 드러낸 증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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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논의하였다. 이 작품들은V5.18에 대한 메세지를 드러내 놓고 언급하지 

않으며 비유와 우화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더 

오랜 시간동안 검열을 피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다. 

     두번째 장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나온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작품들의 

분석이다. 첫번째로 1980년대 하반기의 두  대표 작품들이 논의됐는데 홍희담의 

“깃발”과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이다. 이 논문은 증언적 

서술 측면에서 홍희담의 “깃발”은 민주화운동 당시 노동자 계급 사람들의 상황과 

투쟁에서 그들의 관여에 대해 매우 가치있는 통찰력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정치적으로 격한 특성이  증언으로서의 목적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있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최윤의 작품에 관해서, 그의 작품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태도의 과도기를 표시했다고 주장한다. 트라우마가 애도와 사색으로 바뀌었고 거친 

감정들을 전시한 이전 작품들에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추세는 뒤따른 

시대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정찬의 “완전한 영혼”과 임철우의 장편소설 

“봄날”과 같은 작품들 또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회상과 사색의 느낌을 

환기시켰다. 이 작품들은 직접적 서술들이나 간접적 서술들 그리고 작가들을 대신한 

개인적 관여를 이야기한다. 

      마지막 장은 2000년대 문학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경험한 부활을 공지영과 

한강의 작품들을 통해서 탐구한다. 이 작품들은 작가들이 5.18의 사건들에 직접 

참여하거나 목격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깊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특징을 가진다. 한강의 경우, 대학살의 어린 희생자들 중 자신의 예전 광주 집에 

가족들과 이사온 동호라는 남자아이와 간접적 연결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한 유일한 외국 책인 윌리엄 아모스의 “The seed 

of joy (기쁨의 씨앗)”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이 본 논문은 이 작품을 

증언적보다 역사적 소설로 다루지만,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정확성과 거기에 따른 희생에 경의를 표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처럼, 이 논문은, 다른 시대에 출판된 다른 종류의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이 

본 논문은 증언과 증언적 소설 양쪽 방식 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광주 민주화운동과 

같은 충격적 사건을 기록하고 증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유지한다. 증언은 부당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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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학한 행위들을 직접적으로 폭로하고 비난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증언적 

소설은 어떤 작가들이 그들의 메세지를 전달하는 간접적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한 직접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도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기억을 보존할 기회를 준다. 그러므로 쇠렌 키르케고르의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 

종류의 진실 이론에서 시작한 본 논문은 “목격”하는 행위는 증언의 신뢰성와 

정확성에 관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님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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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Dimensions of 

Testimonial Literature 

 

Adelina  Pînzar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s regarded today as a milestone 

in South Korea’s path to democracy and a statement against dictatorship. In its 

aftermath, numer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document the events of 5.18, 

which remained deeply embedded in the collective memory of generations to 

come. The Kwangju Uprising has been reflected in writings across the decades, 

starting with first-hand accounts written in the 1980s, under the heavy censorship 

of the Chun Doo-hwan regime, and continuing with the revival which 5.18 saw in 

the literature of the 1990s, under democracy, but also in the 2000s, with the 

release of the novel “Human acts” (소년이 온다, 2014), by Han Kang.  

        Therefore, we can argue that the impact of the Kwangju Uprising stretches 

far beyond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sphere, since it exerted such a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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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n the cultural sphere as well, namely on literature and non-fiction, 

being one of the events which effectively contributed, among others, to the 

proliferation of the testimonial genre in Korean literature. The testimonial 

narrative or testimonio, as it is known in the Latin American context, where it 

evolved, is, according to George Yudice, “an authentic narrative, told by a witness 

who is moved to narrate by the urgency of a situation (e.g., war, oppression, 

revolution, etc.)”
93

. He goes on to say that, emphasizing popular oral discourse, 

the witness portrays his or her own experience as an agent (rather than a 

representative ) of a collective memory and identity.
94

 In this regard, the socio-

political climate which eventually led to the K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can be considered similar to that which resulted in the birth of testimonio, as it is 

meant to expose oppression, violence and the distortion of the truth. In addition to 

that, this kind of writing also reveals personal trauma, offering an intimate 

glimpse into the experience of the person behind it. However, critics such as John 

Beverley, argue that the only acceptable type of testimony is the testimonial 

narrative
95

, produced by actual witnesses of a certain event. Thus, another 

important aspect worth noting here is the emphasis on the act of “witnessing”, 

which may or may not validate the authenticity of a piece of testimonial narrative. 

Sidonie Smith and Julia Watson point out that autobiographical theory raises 

                                                           
93

 as it appears in Georg M. Gugelberger, The Real Thing: Testimonial Discourse and Latin 

America, Duke University Press, 1996, pp.9  
94

idem, pp. 9  
95

 Beverley, John. Against Literatur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p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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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bout who is authorized to tell stories, why and when, of what kinds and 

to what ends. 
96

 In addition to that, is the indirect telling of stories less legitimate 

when, in the end, it still serves its purpose? That is to try and render as most 

accurately as possible the experiences of victims who witnessed the event or even 

actively participated in it.  This paper argues that direct experience or 

“witnessing” should not be the sole and certainly no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whether a certain narrative can be included into the scope of testimony. 

Other elements, such as establishing some accurate parameters for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as well as whether the reading of such narrative “educates 

readers cognitively, emotionally and/or rationally, about the subjective and bodily 

effects of rights violations and the particular sufferings of individuals”
97

 can prove 

to be of much greater significance.  

      Therefore, the present thesis aims at highlighting the role of testimonial fiction 

in rendering significant events, in this case, the K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providing a means for preserving their legacy across generations. 

 

Key words: testimony, literature, resistance, memory, history, social change 

Student number: 2015-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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