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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최인호가 ‘뉴 웨이브 미학’을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키는지 그
의 19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살피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최인호가 한반
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영향으로 유년기부터 다수의 뉴 웨이브 영화를 접하
며 성장한 과정이나, 그 영화 체험에서 얻은 뉴 웨이브 미학을 작품의 서사
구조나 서술 기법을 중심으로 소설적 변용을 시도한 구체적 결과를 검증하
는 방법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별들의 고향>은 최인호가 시대적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가 하
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작품이다. 최인호는 당대의 정치적 문제나 그것의 강
한 영향 아래 있는 사회 문화적 문제를 다루는 일은 커다란 모험일 수도 있
어서 사회 문제에서 개인 문제로 초점을 옮기는 방법을 택하였다. 특히

이

런 위기를 벗어나고자 최인호는 감춤과 드러냄이라는 극단의 개념을 소설
창작의 기법으로 도입한다. 최인호가 <별들의 고향>에서 드러낸 것은 오경
아라는 한 여성의 성적(性的) 편력이고, 감춘 것은 1인칭 ‘나’로 설정된 ‘청
년’ 김문오의 무기력함에 대한 고발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71년에 개
봉한 알란 파큘라(Alan J. Pakula) 감독의 영화 ‘클루트(Klute)’와 견주어 볼
길이 열린다.
<바보들의 행진>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대학생들의 상실감
과 그에 의한 방랑의 서사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1970년 유신 체
제에 의해 억압된 자유와 이에 영합하는 기성세대와의 갈등과 맞서는 동시
에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중산층이라는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다. 의지할 곳
도, 앞으로 나아갈 곳도 없음에 고민하던 이들은 결국 정처 없이 길거리를
방랑했다. 최인호는 이들과 함께 ‘바보들의 행진’ 대열에 참여했고 청년들의
로드무비의 동반자가 되었다. 소설 바보들의 행진 은 정서적인 개념의 길의
단계에 그쳤는데 이를 최인호가 직접 영화 <바보들의 행진>의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개념의 길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
에서 로드 무비(road movie)적 특성은 더욱 강해져 소설에는 없던 비극적
결말이 영화에서는 부각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상에 소설 <고
래사냥>이 존재하지만, 병태는 영철과 달리 고래를 자신의 안에서 찾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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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회귀한다. 이는 최인호가 1970년대를 관통하는 기성세대와의 갈등이
라는 고민의 해답을 끝없는 갈등이 아닌 조정을 통한 자기 회복에서 찾음을
의미한다. 마이크 니콜스(Mike Nichols) 감독이 만들어 1967년에 개봉한 영
화 <졸업 The Graduate>이 대학을 갓 졸업한 주인공을 그려 대학생이 주
인공인 <바보들의 행진>과 유사성을 공유한다.
<불새>를 통해 최인호가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지
확인할 단서를 보여 준다. <불새>만으로 작가 최인호의 태도를 추측해 보건
대 그는 두 방식 모두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불새>에서 그려내는
선정성(煽情性)이나 폭력성(暴力性)을 통한 통속성(通俗性)은 독자들을 정치
적 상황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태도는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써 비판하는 사실주의적(寫實主義的)
태도로도 읽을 수 있다. 이런 양면성이 <불새>의 미학적 기반이다. 신분 상
승을 꾀하는 김영후가 저지르는 악행은 그보다 더 심한 악행에 따라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1960년에 개봉한 르네 클레망(René
Clément) 감독의 영화 <태양은 가득히(Plein Soleil, Purple Noon)>와 서사
구조상 매우 밀접한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인호는 작품의 서술 기법을 뉴 웨이브 영화의 기법에서 찾아 구체
화하였다. 최인호는 극단적 표현을 통해 한쪽으로 불균형적으로 몰릴 감정을
클로즈 업이나 롱 쇼트 같은 방법을 통해 조절하려고 하였다. 서술량을 극단
적으로 줄이거나 늘리는 방법을 쓰거나, 서술량과 무관하게 추상적 언어를
사용하여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조절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최인호
는 ‘있는 그대로’를 리얼리즘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비판 의식
을 강화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의 행위나 사건
의 전모를 사실대로 묘사하여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그리고 최인호는
다큐멘터리적 기법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사실이고 소설은 허구인데, 이들이 형식과 내
용으로 통일되도록 한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본 논문은 첫째, 소설과 영화의 상관 관계를 점검할 수 있
는 근거로서의 의의, 둘째, 특정 시대에 작가와 독자는 서로 소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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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한 의의, 셋째, 특정 계층의 문화를 모든 계층이 공유할 수 있는 가
능성을 확인한 의의를 가진다.
핵심어 : 최인호, 뉴 웨이브 미학, 청년, 반영웅(反英雄), 영상문법, 별들의
고향, 불새, 바보들의 행진
학번 : 2015-20039

- iii -

목

차

<국문초록>

1. 서론 ········································································································ 1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 1
1.2. 연구의 시각 및 전개 방향 ························································· 7
2. ‘70년대 작가’ 최인호의 뉴 웨이브 영화 체험 ······················· 16
2.1. ‘할리우드 키드’의 성장과 청년 문화의 대두 ························· 17
2.2. ‘70년대 작가’들의 영화 체험 양상 ··········································· 29
3. 최인호 소설의 뉴 웨이브 미학적 서사 구조 ························· 40
3.1. 방관자로서의 청년과 현실의 회피 ········································· 43
3.2. 공범자로서의 청년과 행위의 일탈 ········································· 59
3.3. 주변인으로서의 청년과 욕망의 좌절 ····································· 75
4. 최인호 소설의 뉴 웨이브 미학적 서술 기법 ······················· 102
4.1. 극단적 표현을 통한 감정의 조절 ········································· 102
4.2. 리얼리즘적 묘사와 비판 의식의 고조 ································· 116
4.3. 다큐멘터리적 전개와 판단의 유보 ······································· 126
5. 결론 ···································································································· 139
<참고문헌>
<Abstract>

- v -

표 목 차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1]
2]
3]
4]
5]
6]
7]
8]
9]

1950년대 후반 서울 시내 전체 극장 및 신축 극장 수 ····· 18
서울 주요 극장 연도별 흥행 편수(1950∼1955년) ·············· 19
서울시 개봉관 입장료 ···························································· 21
비개봉관 입장료 연도별 변화 ··············································· 21
1958∼1974년 외국영화 국가별 수입실황 (검열기준) ········ 23
연도별 한국영화 외국영화 제작 및 수입 현황 ··················· 24
대학생 1210명을 대상으로 한 영화관람 조사(1963. 11.) ··· 25
10만 이상 동원 흥행작 목록(1971-1979) ····························· 26
영화 관람객 수와 TV보급 정도의 연도별 변화 ················· 27

그 림 목 차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바보들의 행진>(1975) 중 01:11:08 ································· 31
2] 해외 연예계 소식 ································································ 37
3] <별들의 고향>(1974) 중 00:04:59 ····································· 57
4] <바보들의 행진> 중 01:11:08 ········································· 47
5] 영화 <바보들의 행진> 포스터 ········································ 48
6] 영화 <태양은 가득히> 중 00:16:21 ································ 98
7] <불새>(1980)의 포스터 ·················································· 100
8] <이지 라이더 Easy Rider>(1969) 중 00:07:31 ············· 103
9] <이지 라이더 Easy Rider> 중 01:34:01 ························ 104
10] <졸업 The Graduate>(1967) 중 01:40:58 ···················· 105
11] <졸업 The Graduate> 중 01:41:40 ······························ 105
12] <졸업 The Graduate> 중 00:03:02 ······························ 106
13] <졸업 The Graduate> 중 01:44:35 ······························ 106
14]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1967) 중 00:02:18 · 108
15]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 중 00:02:45 ······· 108
16] <바보들의 행진> 중 00:54:06 ······································· 113
17] <고래사냥>(1984) 중 00:03:51 ······································ 114
18] <폭력탈옥 Cool Hand Luke>(1967) 중 00:50:45 ········ 114
19] <고래사냥> 중 00:03:01 ················································· 115
20] <폭력탈옥 Cool Hand Luke> 중 00:01:04 ················ 116
21] <이지 라이더 Easy Rider> 중 01:02:15 ···················· 119

- vi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
23]
24]
25]
26]
27]
28]
29]

<이지 라이더 Easy Rider> 중 01:32:37 ···················· 119
<이지 라이더 Easy Rider> 중 01:32:37 ···················· 120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 중 01:48:39 ········· 122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 중 00:02:14 ······· 131
<바보들의 행진> 중 01:37:21 ······································· 136
<바보들의 행진> 중 01:37:28 ······································· 136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 중 01:48:43 ········· 137
<이지 라이더 Easy Rider> 중 01:33:37 ······················ 137

- vii -

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최연소 신춘문예 등단 작가’, ‘책 표지에 작가 사진이 개재된 최초의 작
가’, ‘최초의 전업작가’, ‘최연소 신문연재 소설가’, ‘작품이 가장 많이 영화화
된 작가’, ‘영원한 청년작가’, 이 모든 별칭들은 최인호(崔仁浩, 1945-2013)에
게 주어진 것이다. 1962년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신춘문예 시상식에 등장하
며 화려하게 데뷔한다. 이후 1970년대에
도시의 사냥꾼 ,

불새

별들의 고향 ,

바보들의 행진 ,

등의 인기소설들을 발표하며 “70년대 소설의 주인

공”1), ‘70년대의 최인호’2) 등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2010년
대까지 소설, 시나리오, 희곡 등 백여 편이 넘는 다작의 최인호를 1970년대
에 가두는 족쇄가 되기도 했다.3)
‘70년대 작가’란 1970년대를 무대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친 일련의 작가
군(作家群)을 일컫는 말이다. 문학사를 기술하면서 작품의 유형이나 주제 의
식이 비슷한 작가들을 한 무리로 엮어 이름붙이는 작업이 선행되어 왔다. 그
런데 ‘70년대’라는 특정한 시기를 작가군의 이름으로 정한 것은 유별하다. 더
욱이 이들 작가는 활동 중인 시대에 ‘70년대 작가’라는 문학사적 칭호를 얻
게 되는데, 이 역시 특별한 현상이다.4) 이러한 현상은 일반 대중과 비평계의
관심을 동시에 받으며 더욱 공고해졌다.

1) 김치수, 개성과 다양성 , 제삼세계 한국문학 최인호편 , 삼성출판사, 1983년,
419-425면
2) 최인호는 “30년대의 이효석, 50년대의 손창섭, 그리고 60년대의 김승옥”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린 작가이다.(김현, 「재능과 성실성 – 최인호에 대하여」, 『문학과 유토
피아 – 공감의 비평』, 문학과지성사, 1991, 189면.)
3) “흔히 최인호를 가리켜 70년대 작가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이제 우리가 듣기로 이
말은 좋게 해석하면 70년대에 등장해서 70년대에 특히 활약을 많이 한 작가라는 것이
되지만, 나쁘게 들을 경우 지금은 80년대이므로 최 인호는 이제 한물 간 작가라는 해
석이 나옵니다. (중략)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연대의 구분은 가끔씩 필요하긴 한 것이
지만, 한 사람의 소중한 생애를 우리가 큰 눈으로 관조할 때 연대의 구분은 그 사람
의 삶의 의미나 존재가치에 절대로 우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만재, 최
인호 이야기 , 제삼세계 한국문학 최인호편 , 삼성출판사, 1983년, 428-435면.)
4) 작가이름 위엔 수식도 많고… 인기
문제
여류 등 주렁주렁 , 경향신문,
198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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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하나의 ‘현상’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
인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은 ‘70년대 작가’에게 자연스럽게 붙여왔던 ‘젊음’이
라는 수식(修飾)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을 ‘젊은 감수성’, ‘젊은 문체’ 등으로
명명(命名)할 수 있다면, 이때의 ‘젊음’을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겠는가. 이
‘젊음’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을 통해 ‘70년대 작가’의 문학사적 위
치를 재확인하는 작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70년대 작가’의 소설들은 1970년대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했음에도 불구하
고 평론을 통해 많은 질타를 받는다.5) ‘70년대 작가’의 기수인 최인호에 대
한 논평에서 김주연은

“文壇이라는 그의 본고장에서는 그저 沈默에 의해

환영되고 있거나, 혹은 무시되고 있거나, 혹은 경멸되고 있다는 인상을 감추
기 힘들다”고 그에 대한 문단의 평가를 전한다.6) 그들의 작품은 당시 참여
문학과 순수문학의 논쟁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상업주의 소설’이라는 오
명을 갖는다. “독자의 인기를 얻어 잘 읽히고 잘 팔리는 소설”이자 “그 가치
이상으로 터무니없이 큰 댓가를 거두어들이는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철저하게 무시당한 것이다.7) 염무웅은 이들의 소설을 “소설가적 재능이 천
부적으로 탁월한 작가라 하더라도 동네 사랑방에서의 환영 대신에 세속적인
명예와 돈의 형태로 탈바꿈하여 그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적 관계에 매개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라 평하며 정의
의 차원에서 비판하기까지 한다.8)
5) 김주연, 상업문명 속 소외와 복귀 , 세대 , 1974.
오생근,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 문학이란 무엇인가 (김현, 김주연 편), 문학과지성
사, 1976.
김종철, 대중문화와 민주적 문화 . 세계의문학 , 1978.
오생근, 한국 대중문학의 전개 , 문학과 지성 , 1977.
김주연, 대중문학의 논의의 제문제 , 현상과인식 , 1978.
김현, 대중문화의 새로운 인식 , 뿌리깊은 나무 , 1978.
염무웅, 최근 소설의 경향과 전망 , 창작과 비평 , 1978. 318면.
김주연, 대중문학과 민중문학 . 민음사, 1979.
김종철, 상업주의 소설론 , 한국문학의 현단계 Ⅱ, (백낙청, 염무웅 편), 창작과 비평
사, 1983.
김병익, 70년대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상황과 상상력 , 문학과 지성사, 1988.
천이두, 대중문학의 성격과 기능 (1982),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 평민사, 1995.
6) 김주연, 상업문명 속 소외와 복귀 , 세대 , 1974, 327면.
7) 김종철, 상업주의 소설론 , 한국문학의 현단계 Ⅱ, (백낙청, 염무웅 편), 창작과 비평
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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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70년대 작가’들의 소설에 붙인 ‘대중소설’이라는 이름은 대중의 공
감을 샀다는 의미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대중의 기호에 영합했다는 부
정적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김주연이 최인호를 평가함에 있어 “소외로부터
의 복귀”를 위해 관능과 파행을 “方法的으로 배치”했다고 지적한 것은 ‘70년
대 작가’들의 소설을 폄하하던 당대 비평에서 주목을 요하는 지점이다.9) 오
생근이 대중문학 자체의 저변 확대를 요구하며 순수문학 역시 대중에 가까
워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 또한 발전적인 논의에 해당한다.10)
위와 같은 논자들의 입장은 1980년대까지 큰 변화 없이 고수되다 1990년
대에 들어 변환점을 맞이한다. 장서연과 이송희는 대중소설에 암묵적으로 가
해지던 부정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나름의 가치와 의의를 규명하려 했다. 장
서연은 대중소설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현실 도피의 측면을 현
실에 대한 거부와 체제에 대한 비판의 자세라 재해석한다.11) 이송희는 당시
대중소설의 의의를 다수의 독자를 확보했으며 주변인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
하였다는 점 등이라 제시하였다. 한편 표현과 구성의 참신성에 비해 주제가
빈약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기도 한다.12)
이처럼 몇몇 연구의 성과를 통해 대중소설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이루어
지면서, 최근에는 대중-작가와 대중-독자 사이를 연결하는 공감의 지대를
살피는 작업이 이어진다. 김현주는 독자 대중의 감정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자유’, ‘성’과 ‘육체’, ‘사랑’ 등의 ‘문화적 코드 cultural code’를 제시한다. 이
를 통해 1970년대 대중소설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문화적 경험 공간임을 고찰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정치적, 문화적 획일주의에 대한 저항의식과 자유 회복을 욕망하는 청년 의
식을 노출하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13) 김성환은
1970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대중성을 정신분석학의 욕망의 구조를 통해 설
명하려 한다. 최인호를 비롯해 조선작, 조해일, 한수산 등 다양한 작가의 작
8) 염무웅, 최근 소설의 경향과 전망 , 창작과 비평 , 1978. 318면.
9) 김주연, 상업문명 속 소외와 복귀 , 세대 , 1974, 339면.
10) 오생근, 한국대중문학의 전개 , 문학과 지성 , 1977.
11) 장서연,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12) 이송희, 1970년대 한국 대중소설 연구 ,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13) 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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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대상으로 하며 욕망의 구조 역시 청년과 여성 주체를 나누어 설명해
주목된다.14) 최은영은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 한수산 등을 대상으로 대중소
설 속 ‘청년’ 표상을 검토한다. 1970년대 청년문화논쟁의 전개 과정을 되짚어
볼 때, 1970년대의 ‘청년’은 ‘청년문화’를 통해 의식의 공동체가 아닌 ‘감정공
동체’를 형성했다. 대중소설의 ‘청년’ 유형으로 냉소적 방관자, 명랑한 바보,
훼손된 대지로서의 여성, 도시의 주변인, 낭만적 이상주의자 등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며 청년문화의 문화사적 의의를 논한다.15)
이러한 연구사적 전개 과정에서 1970년대 우리 문학의 중심에 놓일 만한
최인호에 대한 연구는 (1) 타인의 방 과

술꾼

등의 이른바 ‘본격소설’16)에

해당하는 1970년대의 단편들17)과 (2) 별들의 고향 과

바보들의 행진

등의

‘대중소설’에 해당하는 1970년대 장편들18)에 국한된 경향이 있다. 이처럼 연
14) 김성환, 1970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욕망 구조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15) 최은영, 1970년대 대중소설의 ‘청년’ 표상 연구 ,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6) 최인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그의 초기 단편들을 편의상 “순수소설” 또는 “본격
소설” 등으로 분류해왔다. 그 까닭은 초기 단편들이 작가의 다른 대부분의 소설들에
비해 대중성이 약하다는 특이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순수소설” 또는 “본격소설”이라
는 용어는 “대중소설”을 간단히 정의하기 위해 대립 개념으로써 사용되어 왔다. 천이
두는 대중문학을 “순문학(純文學) 혹은 본격문학(本格文學)의 대립 개념으로서의 그
것”이라 정의한다. (천이두, 대중문학의 성격과 기능 ,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 평
민사, 1995, 32면.)
17) 김택중, 최인호의 술꾼 에 나타난 부조리한 세계 , 비평문학 17, 한국비평문학회,
2003.
박성원, 반(反)성장 소설연구 ,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99.
심재욱, 최인호 단편소설 타인의 방 서사구조 연구 , 우리문학연구 45, 우리문학
회, 2015.
장세진, 최인호 단편 소설 연구 ,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8.
정동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의미 분석-최인호의 타인의 방 을 중심으로 , 한말연
구 8, 한말연구학회, 2001
최상환, 최인호 단편 소설 연구 ,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1.
18) 김경양, 최인호의 신문연재소설 연구- 별들의 고향 , 바보들의 행진 을 중심으로 ,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8.
김성환, 최인호 초기 장편소설의 구성 연구 , 2006 학술발표회자료집 , 한국현대문학
회, 2006.
김환옥,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논문, 2004.
박보희,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 연구 ,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8.
박필현, “꿈의 70년대”의 청춘, 그 애도와 위안의 서사-최인호의 별들의 고향 을 중
심으로 , 현대소설연구 5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임소영, 최인호 대중소설 연구- 바보들의 행진 , 별들의 고향 을 중심으로 , 울산대
학교 석사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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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가 두 갈래로 나뉘고 굳어진 것은 1970년대의 문단 상황에 기인한다. 당
시 문단은 창작과 비평 (이하 창비)을 중심으로 한 소위 ‘창비파’와 문학과
지성 (이하 문지)을 중심으로 한 소위 ‘문지파’의 대결 구도로 양분되어 있었
다. 이러한 구도는 196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온 ‘순수-참여 논쟁’을 잇는
것으로 1970년에 문지가 창비의 대항마로 등장19)하며 촉발되었다. 백낙청,
염무웅 등을 중심으로 한 창비는 참여문학을, 김현, 김치수 등을 중심으로
한 문지는 순수문학을 강조했다. 매달 계간지를 발행하는 이들이 특정 작가
들의 작품을 자주 싣게 되면서 파벌과도 같은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최인호는 당시의 상황을 “ 창작과 비평 에서는 작가 황석영을, 문학과 지성
에서는 나를 마치 차세대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밀고 후원하는 보이지 않는
문단의 기류가 형성되”었다고 회상한다.
비판의 소리는 주로 문학의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는 논자들, 그 중에서
도 특히 민중문학론의 노선에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최인호의
소설세계 전부를 통틀어서 일괄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단
두 부류로 나누어 놓고, 그렇게 나뉘어진 두 개의 그룹 가운데 하나에 대
해서만 총공격을 퍼붓는 형국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두 개의 그
룹 가운데서 공격의 표적이 되어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향 에서

도시의 사냥꾼 ,

불새

등을 거쳐

적도의 꽃 과

별들의 고

고래 사냥 에

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상업주의 소설의 계열이며, 그렇지 아니한 것은 주
로 단편 혹은 중편의 형태로 씌어진, 이른바 ‘본격소설’이라는 칭호로 불리
우는 작품들이다.20)

위 인용문에서 이동하는 창비 노선이 최인호의 소설을 “일단 두 부류로
나누어 놓고” “이른바 상업주의 소설의 계열”에만 “총공격을 퍼붓는 형국으
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 최인호는

미개인 의

창작과 비평

게재를 놓고

최은미, 1970년대 최인호 장편소설 연구 ,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10.
19) “당시 《창작과 비평》의 영향력은 대단해서 《문학과 지성》의 창간도 실은 이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이 될 정도였다.(최인호, 나는 나를 기억한다 1
부 , 여백, 2015.)
20) 이동하, 도시 중산층의 사고와 감각의 정직한 반영 , 오늘의 한국문학 33인선 최인
호 , 양우당, 1989, 437-4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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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의 염무웅과 설전을 벌였던 일화를 이야기하며 “ 미개인 이란 작품의
주제가 약해서라기보다는” 문지 노선에 속한 그의 작품을 창비에 싣기 곤란
했을 것이라 서술하고 있다. 당대 비평에 의해 양분된 최인호의 작품세계에
대한 선입견은 지금까지의 연구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는 최인호가 엄청나게 넓은 문학적 스펙트럼을 가진 작가임에도 불구
하고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모호한 기준에 따라 ‘본격소설’과 ‘대중소설
(또는 상업소설)’로 양분하여 진행된 것과, ‘1970년대’에 집중되었음에도 여전
히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반으로 한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애를 우리가 큰 눈으로 관조할 때 연대의 구분은 그 사람
의 삶의 의미나 존재가치에 절대로 우선할 수 없”21)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한 작가의 문학세계가 그처럼 선명하
게 대립되는 두 가지 계열로 두부 쪼개듯 나뉘어질 수 있는 것”22)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고의 목표는 최인호의 1970년대 대중소설들과 영화, 특히 뉴 웨이브 영
화의 미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따지는 일인데, 최인호와 영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업적도 어느 정도 쌓였다. 이선영23)은 여성 주인공의 수난과 성장
서사를 다룬

별들의 고향 과

도시의 사냥꾼 을 대상으로 소설 텍스트와

영화 텍스트를 비교 분석한다. 그의 연구는 소설 텍스트가 영화 텍스트로 각
색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대상화되고 물신화되는 과정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같은 내용을 가진 다른 두 텍스트를 일대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당시 대
중들이 소설과 영화로부터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 김
지혜는 최인호의 소설과 그것을 바탕으로 각색된 영화들을 대상으로 1970년
대 대중소설의 영화적 변용을 살핀다. 그는 “소설의 영화화에는 당시 억압적
이고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대중의 일탈적 욕망과 함께 이들 욕망을 국가
적 이데올로기에 재포섭하려는 균열적인 시선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김지
혜는 ‘70년대 작가’들의 대중소설들이 저급소설로 폄하되는 까닭을 영화화
과정에서 선정적 장면들만 부각된 영화에서 찾는다.24) 전지은은 1970년대 대
21) 이만재, 최인호 이야기 , 제삼세계 한국문학 최인호편 , 삼성출판사, 1983, 432면.
22) 이동하, 앞의 글, 438면.
23) 이선영, 최인호 장편소설의 영화화 과정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6 -

중소설을 대상으로 소설과 영화 등의 ‘서사 텍스트’에 대한 매체학적 연구에
집중한다.25)
이와 같이 ‘70년대 작가’들의 소설 중 많은 작품이 영화화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의 소설과 영화는 자주 동일선상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모두 ‘소설의 영화화’라는 공고한 프레임 위에서 진행되어 일방적 관
심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본고는 소설과 영화 두 매체 간의 영향관계가
일방적일 수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대중작가와 대중-독자 사이의 ‘문화적 공감지대’에 영화, 그 중에서도 특히 뉴 웨
이브 영화가 크게 관여함을 밝히고자 한다.

1.2. 연구의 시각 및 전개 방향
‘70년대 작가’라는 용어가 처음 눈에 띄는 것은 1974년이다. 1974년 7월 10
일 문학사상사가 주최한 ‘문학과 사상의 밤’에서 “70년대의 작가세계”를 주
제로 김주연과 조해일이 연사로 참가했다.26) 이후 ‘70년대 작가’로 지목되는
작가는

별들의 고향 의 최인호,

분노의 일기 의 신상웅,

해벽 의 이문구,

객지 의 황석영, 아메리카 의 조해일, 영자의 전성시대 의 조선작, 황토
의 조정래,

침묵의 소리 의 오학영, 선생과 황태자 의 송영, 살아가는 이

야기 의 방영웅 등이다.27)
이 당시만 해도 ‘70년대 작가’는 197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30대
작가의 의미로 쓰였던 것이다. 그러나 1975년에 들어가면 김병욱의 칼럼에서
“어떤 특정의 작가를 내세워 독자에게 문학의 관심을 높이려는 의도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아직 확고한 작가의 역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러
한 결과 앞으로 뻗어나갈 좋은 작가를 죽이게 된다. 소위

70년대 作家 의

24) 김지혜, 1970년대 대중소설의 영화적 변용 연구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 한국문
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25) 전지은, 서사 텍스트와 매체의 은유적 역학관계 연구 ,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6) 文學과 思想의 밤 10일 YWCA서 , 매일경제 . 1974.7.10.
27) 意欲 陣痛의 文化界 ‘74 (8) 文學 , 경향신문 , 197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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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走者로 뻥튀겨진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많은 독자들은 회의할 것이다.
한 둘의 예외를 빼놓고는 이미 튀겨진 작가 들의 작품은 엉망이 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名聲에 값할 만한 자기 노력의 부족을 뜻한
다.”28)는 식의 부정적인 논조가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1976년에는 ‘70년대 작가’라는 말보다 “엄밀히 말해서

75年代 作家 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며 앞서 제시된 작가들을 재분류하기 시작한다. 황석영,
이문구, 신상웅의 경우 “주제의식의 넓은 폭과 작가적 사명감에 따른 성실성
으로 인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75年代 作家”로는 최인호, 조선작, 조해일,
김주영 등을 호명하며 “작가라기보다 연예계의 스타와 비슷하게 인상지어져
있다”는 평을 한다.29) 이때부터 후자의 작가와 박범신, 한수산 등 70년대 후
반 등장한 인기 작가들에게 대중에 영합하는 통속작가라는 의미를 덧씌우며,
‘70년대 작가’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범주화(範疇化)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70년대 작가’는 이처럼 부정적 의미로 기획된 용어에
서 출발했다. 이들은 문단에서 작가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대중들에게는 인기
스타로 자리매김했다.30) 그들이 문단의 기성 작가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대
중들과는 공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이어령이 “청년문화가 단절을
전제로 한다면 한국사회에는 기성과 청년 사이의 단절이 없”31)다고 지적한
다. 그러나 ‘70년대 작가’와 기성 작가들 사이에는 눈에 띄는 단절이 존재한
다. 그 단절로부터 작가들은 청년문화를 싹틔울 수 있었으며, 대중독자들과
의 문화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와 같이 기성으로부터의 단절이 바로 ‘뉴
웨이브’ 미학의 바탕을 이루게 된 것이다.
‘뉴 웨이브 New Wave’는 “New, youthful spirit then making itself felt in
French film”32)라 정의된다. 이를 직역하면 “프랑스 영화에서 드러나는 새롭
고 젊은 정신”이다. 이것을 최인호의 소설 작품을 분석하는 도구로 삼기 위
해 고려해야 할 점은 ‘영화에서 드러나는’과 ‘새롭고 젊은 정신’의 두 요소이
28) 김병욱, 이달의 소설 , 동아일보 , 1975.8.29.
29) 70년대 소설의 반성 , 경향신문 , 1976.1.27.
30) 작가의 자가용 구입이 신문 기사로 나올 정도였다. ( 마이카 가진
현재 3명 더 늘어날 듯 , 동아일보 , 1979.5.30.)
31) 좌담; 한국의 청년문화 , 세대 , 1971, 128면.
32) James Monaco, The New Wave , HEP, 2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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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作家 들

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뉴 웨이브 운동은 영화 운동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소설 작품을 뉴 웨이브 미학으로 분석함에 있어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
느 정도 견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태도는 그 대상이 ‘70년대 작가’ 최인호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능하다.
랄프 슈넬(Ralf Schnell)은 “미디어들의 좀 더 확장된 앙상블에서는 의미가
약해진 기존의 도구들이―소설은 여기에 속하는데― 새로운 미디어가 이룰
수 없는 특징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전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
은 소설이 새로운 미디어가 가진 인식적인 이익을 자기 기술로 들여왔음을
보여준다.”며 “영화 관람자들은 소설을 다르게 읽는다. 그러나 또한 소설을
쓰는 사람도 영화 관람자이다. 문학 생산의 기술화는 더 이상 퇴보될 수 없
다.”33)라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이 ‘70년대 작가’들의 1970년대 소설 작품들
을 뉴 웨이브 영화들과 함께 상호 매체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을 담보한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할 것은 “새롭고 젊은 정신”이다. ‘70년대 작가’들의 소
설에 대한 평가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에는 다양한 의문이 제기된다. ‘젊음’이
라는 것 외엔 다른 설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뉴 웨이브’의 조류
가 처음 탄생한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 영화들,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프
랑스의 ‘누벨 바그’, 그리고 국내 청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미국의
‘뉴 할리우드 시네마’의 작품들의 기법이 최인호의 소설 작품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1970년대의 문화계는 전 세계적으로 전후(戰後) 베이비붐 세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34) 1970년대에 20대가 된 이들은 모든 방면에서 기성세대와는 전
혀 다른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새로운 흐름 가운데, 문화예술
의 영역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뉴 웨이브 New Wave’ 운동이다. 뉴
33) Ralf Schnell,
Medienasthetik : zu Geschichte und Theorie audiovisueller
Wahrnehmungsformen , 강호진․이상훈․육현승․주경식 역, 미디어 미학 : 시청각
지각 형식들의 역사와 이론에 대하여 , 도서출판 이론과 실천, 2005.
34) 전쟁 후 태어난 사람들로 나라에 따라 연령대가 다르다. 미국의 경우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46년 이후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 2억6천여 만 명의 미국 인
구 중 29%를 차지하는 미국 사회의 신주도 계층이다. 제2차세계대전 기간 동안 떨어
져 있던 부부들이 전쟁이 끝나자 다시 만나고 미루어졌던 결혼도 한꺼번에 이루어진
덕분에 생겨난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성해방과 반전운동, 히피문
화, 록음악 등 다양한 사회·문화운동을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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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는 본래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의 ‘누벨 바그 Nouvelle Vague’를 영어
로 번역한 것으로, 1958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영화 운동이다.
이 운동은 프랑수아 트뤼포(François Truffaut), 장 뤽 고다르(Jean－Luc
Godard), 에릭 로메르(Eric Rohmer) 등 영화잡지

카이에 뒤 시네마

(Cahiers du Cinéma)의 비평가 출신 감독들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들은
프랑스의 기성 영화감독들이 찍어내는 천편일률적인 영화 제작방식을 비판
하고 나선다. 그에 대응하여 영화의 주제와 기술상의 혁신을 추구할 것을 강
조하며, 감독의 개성과 독창성을 중시하는 ‘작가주의’를 표방한다. 실제로 이
들의 활동은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를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켰다.
특히 누벨 바그 감독들이 내세운 혁신성은, 1970년 당대 청년들의 기성세대
를 향했던 저항정신을 확장시키는 훌륭한 기폭제 역할을 해냈다. 뉴 웨이브
운동이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각 국가의 문화적 저변과 맞물리며 저마다의
누벨 바그를 실현한 것이다. 그 예로 미국의 ‘뉴 할리우드 시네마 New
Hollywood Cinema’(1967～1975), 독일의 ‘뉴 저먼 시네마 New German
Cinema’(1962～1982)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뉴 웨이브 운동이 서구문화에만 한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미군
정(美軍政) 이후 한국은 해외 영화를 활발하게 수입하기 시작한다. 그에 따
라 한국의 청년들도 뉴 웨이브 영화들을 접할 수 있었다. 미국 영화가 대다
수를 차지하긴 했으나 해외 영화의 수입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서양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의
대표 주자인 루치노 비스콘티(Luchino Visconti)와 비토리오 데 시카
(Vittorio De Sica), 프랑스 누벨 바그의 장 뤽 고다르(Jean Luc Godard) 등
의 뉴 웨이브 영화가 현지에서의 개봉과 1∼2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국내에
서 개봉해 인기를 끌었다. 이는 당시 세계적인 문화 현상과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당대에는 해당 영화가 수입되기도
이전에 그 영화의 영화제 수상 소식 등이 신문 기사를 통해 먼저 전파되는
일이 많았다. 70년대 한국의 청년들은 이러한 영화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명
작과 화제작들에 열광했다. 그들의 지적 욕망을 채우는 데 오락 위주의 영화
들보다는 뉴 웨이브 영화가 적합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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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이자 비평가인 하길종(河吉鍾, 1941∼1979)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
다.
뉴 시네마, 이것은 지역적인 것도, 수법상의 개혁을 위한 운동도 아니며,
전체 새 세대의 필요이며 전세계 영화인들의 움직임이다. 그것은 일언하여
정신사적 운동이다. 설사 국가적으로 주제나 표현상의 기법의 상이점이 특
색 있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보아 뉴 시네마 운동은 영화예술의
사활을 놓고 영화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전체 세계영화인의 움직임이며 새
세대의 혁명이라고 평가된다.35)

그는 ‘뉴 시네마’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본격적인 뉴 웨이브 운동을 펼치
고자 했다. 특히 여기서 하길종이 뉴 웨이브 운동을 “지역적인 것도, 수법상
의 개혁을 위한 운동”이 아닌 “정신사적 운동”이자 “새 세대의 혁명”이라는
세대론적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를 중심으로 조직
된 ‘영상시대’ 동인들은 계간지 영상시대 를 통해 비평 활동을 하고 감독으
로서 영화를 제작하며, 한국의 뉴 웨이브를 실현하고자 한다.36) 영상시대 동
인은 “할리우드 대중영화보다는 아방가르드와 미국과 유럽의 뉴 웨이브를
지지하여 새로운 한국영화의 준거적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37). 그러나 이들
은 내세울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3년 만에 활동을 마감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38)
이 지점에서 한국의 뉴 웨이브 운동은 여타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행보를
보인다. 뉴 웨이브의 거점이 영화가 아니라 문학, 특히 소설이라는 장르를
35) 하길종, 영화미이디엄의 현대적 변모 , 사회적 영상과 반사회적 영상 . 전예원,
1982, 29면.
36) 이들의 활동은 프랑스 누벨 바그의 감독들이 카이에 뒤 시네마 를 통해 비평 활동
과 영화 연출을 겸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구성원으로는 김호선, 이장호, 하길종, 이원
세, 홍파, 홍의봉 등으로 이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영화공부를 하고 왔거나 유현목, 신
상옥 등의 거장 감독 밑에서 공부를 한 감독들이었다.
37) 문관규, 한국영화운동사에서 ‘영상시대’의 등장 배경과 영화사적 의의 , 씨네포럼
14,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4.
38) “이들은 검열과 인신 구속 같은 공권력에 의한 타의적 해체가 아닌 이장호 감독의
‘대마초 사건’으로 인한 ‘영화제작 활동 금지’, 1977년 하길종과 김호선이 조해일의 베
스트셀러 소설 겨울여자 의 영화화를 둔 상호 경쟁” 등의 이유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안재석, 청년영화운동으로서의 ‘영상시대’에 대한 연구 ,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1,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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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마련된 것이다. 뉴 웨이브 운동의 전파는 영화라는 장르를 매개체로 삼
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 등의 경우처럼 영화계의 변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한국은 ‘코리안 뉴 웨이브 시네마’라 지칭되
는 영화 작품의 첫머리에 1980년 개봉작인 이장호 감독의 <바람불어 좋은
날>39)이 비로소 자리잡게 된다. 이는 당시 청년들이 뉴 웨이브 영화들을 빠
르게 접하고 뉴 웨이브 운동의 의미 또한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이
면서 세력 확장의 원동력을 확보한 낌새로 보인다.
유독 한국에서만 뉴 웨이브 운동의 유별난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
이었을까. 미국의 경우 촬영 기술이나 자본 등 영화 제작을 위한 할리우드
시스템이 이미 공고하게 갖춰져 있었다. 독일 역시 패전 이후 영화 제작이
부진하긴 했으나 오랜 영화 강대국으로서의 기술력이 준비된 상태였다. 따라
서 그들은 뉴 웨이브 영화가 수입됨과 동시에 영화로써 즉각적인 반응을 보
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국가에 비해 한국은 촬영 기술이나 자본 등의 영
화 제작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따라서 청년들은 영화보다
안정적 기반을 갖춘 또 다른 서사 장르인 소설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뉴
웨이브 운동을 영화가 아닌 소설로 구현해낸 ‘70년대 작가’들의 대다수가 원
래 영화감독을 꿈꾸다 소설가로 전향한 청년이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
다.40)
‘젊음’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공통점으로 엮였던 ‘70년대 작가’들은 모두 ‘영
화’, 특히 당시 수입된 여러 ‘해외영화’에 대해 무한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
서 여타 작가들과 변별점을 갖는다. 이들은 영화 체험에 대한 다수의 수기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영화 비평가의 역할을 겸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 중
다수는 원래 영화감독을 희망하던 청년들이었으며 소설가로 데뷔한 이후에
도 꾸준히 영화 연출에 대한 욕심을 내비친다.
39) 다수의 연구에서 한국의 뉴 웨이브 시네마는 ‘코리안 뉴 웨이브 시네마’라 지칭되며
그 시초를 1980년 개봉된 이장호 감독의 <바람불어 좋은 날>로 지목하고 있다. 1980
년대 한국 뉴 웨이브 영화에 대한 다음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이효인, 영화미학과
비평입문 , 한양대학교출판부, 1999, 151-187면. 참조.
40) ‘70년대 작가’ 중 최인호와 박범신은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창 시절 꿈이
소설가가 아닌 영화감독이었음을 밝힌 바 있고, 조선작은 유현목 감독의 밑에서 조연
출 활동을 3년간 하다가 소설가로 전향했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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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는 이들의 ‘젊음’의 실체를 그들의 작품과 ‘해외영화’와의 관련
성 속에서 찾고자 한다. 달리 말해 이것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전
세계적 조류였던 뉴 웨이브 운동이 해외영화를 통해 한국에 흘러들었으며,
한국 청년들이 이에 어떻게 감응했는지를 ‘70년대 작가’, 특히 최인호의 소설
작품 속에서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먼저 뉴 웨이브 미학의 개념과 범주를 획정(劃定)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체
득한 힘의 바탕인 영화 체험 양상을 검토하게 된다. 최인호의 소설에서 구현
해 낸 미학의 바탕에는 국내외적 사조(思潮)의 흐름이나 사회 현상이 놓여
있을 것이다. 특히 그가 ‘70년대 작가’의 기수(旗手)로서 소설 창작 활동의
원동력을 뉴 웨이브 영화에서 확보한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뉴 웨이브
운동이 어떻게 미학으로 구현되는지, 그리고 뉴 웨이브 미학을 체득한 영화
체험의 저변은 어떤 것인지 따질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에서 얻은 성과를 통해 최인호가 소설 작품에서 구현해 낸
뉴 웨이브 미학을 찾아 나서는 일이 다음의 과제이다. 작가와 그 작가가 그
려내는 인물, 특히 청년이 어떻게 미학 구현의 주체와 객체로 기능하는지 따
지게 될 것이다.
‘젊음’이라는 속성으로 일련의 작가군(群)을 형성한 ‘70년대 작가’ 대다수에
게는 ‘청년작가’라는 별칭이 동시에 붙여졌다. 이들이 실제로 ‘청년’임과 동시
에 이들의 작품이 청년이 아닌 기성 작가들의 그것과는 다른, 당시 청년들의
입장과 형편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었다. 이것
은 또한 그들에게 당대의 ‘청년 독자’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작품을 생산해
내야 하는 부담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 ‘70년대 작가’이자 ‘청년 작가’들을 정렬시킨다면 단연코 그 선두(先頭)
에 위치할 작가는 최인호라 할 수 있다. 최인호는 당시 문학인의 경계를 넘
어 청년문화의 기수로 당시의 ‘청년’이라는 특정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도 했기41) 때문이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미 첫 번째 등단을 이룬 최인호

41) 이른바 ‘청년문화론’에 관한 논쟁은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는데, 본고의 2장에서 이
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남재희, ‘청년문화론’, ‘세대’ 1970. 2. ‘오늘날의 젊은
우상들’, 동아일보, 1974년 3월 29일자. ‘이런! 청년문화라니…’, 고대신문, 1974년 4월
2일자 ‘화요단상’ 기획기사. ‘통·블·생이 청년문화라고?’, 한국대학신문 , 2004.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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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세대학교 영문과에 재학 중이던 시절부터 다수의 작품을 창작했다.42)
당시 그의 창작 활동은 자신이 위치한 ‘대학생’이라는 신분이나 처지에서 일
정한 거리를 둘 형편은 아니었을 것이며, 그에 따라 그의 대다수 작품은 ‘대
학교’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 1970년대 ‘대학생’ 인물들의 서사를 다룰 수밖
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 또는 ‘청년’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들의 삶을 그리는 ‘청년
작가’ 최인호의 다음과 같은 생각은 그의 창작 과정을 지배하는 강박 관념으
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소설은 여느 문학 장르와 달
리 가장 대중 영합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이런 소설의 성격은 태생적(胎生
的)이라기보다는 후천적 요인에 따라 형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대에 들어서면 우리들은 격렬하게 생을 향해 분노합니다. 사춘기에 모든
것을 부정하던 사람은 이제 보는 것마다 분노하고, 도전하고, 방황하고, 싸우
고, 쟁취하고, 달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2차대전 이후, 영국에서는 ‘비트’
문학이 유행을 보였으며 그때 ‘앵그리 영맨(성난 젊은이)’이란 신조어(新造語)
가 대유행을 보였읍니다.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라는 제목의 희곡은 전세계
를 휩쓸었으며 성난 젊은이, 분노에 가득한 젊은이들이 세계 도처에서 으르렁
거리면서 쏘다니고 있었읍니다.43)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도전하고, 방황하고,
싸우고, 쟁취하고, 달리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다. 이 동사(動詞)들은 청
년의 속성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면서, 최인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기성 세대가 이루어 놓은, 또는
진행중인 모든 것이 청년의 눈에는 잘못된 어떤 것으로 보이므로 ‘분노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고’ ‘싸우고’ ‘쟁취하고’, 실패하자 ‘방황하고’ ‘달리
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끝내 그들이 꿈꾸는 이상향을 상정하고 그곳을 찾아
가려는 인물들을 최인호는 소설의 인물로 구체화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70년대 작가’ 최인호가 그의 작품 활동에서 뉴 웨이브 미학을 어떻게 구
42) 특히 별을 꿈에 보다 와 메리크리스마스 같은 작품들은 연세대학교 학보인 연세
춘추 에 실렸다. (최인호, 「별을 꿈에 보다」, 연세춘추 , 1965년 5월 6일∼5월 31일
연재, 「메리크리스마스」, 연세춘추 , 1970년 8월 31일∼9월 28일 연재,)
43) 최인호, 작가의 삶 ,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 , 제삼기획, 1988,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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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 내는가 따지는 작업은 본고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 과제의 해결을 위
해 두 방향으로 접근한다. 하나는 서사 구조를 따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
는 서술 기법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청년’으로서 작가 최인호는 방관자 또는
공범자의 위치에 서서 작품 내적 세계를 바라보고만 있거나 달려들거나 하
는 양면적 성향을 드러내며 뉴 웨이브 미학을 그려낸다. 곧 방관자로서의 청
년은 현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공범자로서의 청년은 행위의 일탈을
보인다. 특히 3인칭으로 설정된 ‘청년’은 기성세대의 영역에 들어가려고도 하
고 거부하기도 하는 주변인 또는 경계인으로 그려진다. 이들의 욕망이 성취
되고 순수성이 지켜지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좌절감과 상
실감을 안고 폭력적으로 바뀌거나 제자리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
에서 드러나는 미학이 뉴 웨이브 미학과 연계됨을 밝힐 것이다.
한편 최인호는 뉴 웨이브 영화의 기법을 서술 방법으로 수용하여 미학의
구체화 작업을 수행한다. 클로즈 업이나 롱 쇼트 같은 극단적 표현을 통해
한쪽으로 불균형적으로 몰릴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거나, 리얼리즘적 묘사를
통해 비판 의식을 고조하며, 다큐멘터리적 기법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함으로
써 독자 스스로 판단하게 만듦을 확인할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선정한 주자료는 1972년 9월 5일부터 1973년 9월 14일까
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별들의 고향>, 1973년 10월 15일부터 1974년 5
월 13일에 이르기까지 ‘일간스포츠’의 지면에 매일 다른 에피소드로 연재된
연작소설 <바보들의 행진>, 1979년 1월 16일부터 80년 9월 14일까지 ‘조선
일보’에 연재되었던 <불새> 등이다. 한편 월간 잡지

엘레강스 에 1981년

10월부터 1983년 6월까지 연재한 장편소설 <고래사냥>은 <바보들의 행진>
과 친연성이 두드러져 보조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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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0년대 작가’ 최인호의 뉴 웨이브 영화 체험
사람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환경이 사람을 바꿀 수도 있다. 그 환
경이 자연이든 사회이든 다르지 않다. 특히 사회의 문화적 환경, 그 중에서
대중예술은 이런 변화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이런 상황과 연관된 로저 에버
트(Roger Ebert)의 다음과 같은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으로 둘러싸인 상자 안에서 살아간다. 영화는 그 벽
에 난 창문이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다른 이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영화의 캐릭터와 동일시한다는 단순한 의미에서 비롯된
얘기만은 아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시
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44)

이런 사정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특히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다. 접할
수 있는 범위나 종류가 제한되거나, 사회적 공감의 폭이 수렴적일 수밖에 없
는 시간이나 공간에서는 사회적 거대담론도 확장성이나 융통성을 제한 받게
될 것이다. 그와 반대로 지난 시대와 공간과는 다른 문화적 환경이 형성되었
을 때에는 매우 강한 변화의 흐름이 형성될 것이다.
1970년 전후로 문단에 데뷔한 신진 작가들을 비롯한 1970년대 청년들에게
영화는 그들의 감수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그들은 1945년의 해방부터
1950년 한국 전쟁 전후에 태어난 세대이고, 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
에서 접하는 문화적 환경은 이전의 세대가 가졌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지난 세대와 비교하여 월
등히 많은 양과 다양한 종류의 영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형편은
최인호의 다음과 같은 말에 잘 드러나 있다.
영화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모두 할리우드
키드였다. 우리들의 감수성은 대부분 영화를 통해 자랐으며, 영화를 통해
완성될 수 있었다.45)
44) Roger Ebert, The Great Movies , 최보은․윤철희 역, 위대한 영화 , 을유문화사,
2003, 9면.
45) 최인호, 나는 나를 기억한다 1부- 시간이 품은 나의 기억들 , 여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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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이 최인호에게만 국한되는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1970년대 작가
들 여럿이 이와 유사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한 시대와 공간에서
형성된 거대담론으로 이해할 만하고, 이것을 통해 그들이 창조해낸 소설 작
품을 이해할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뉴 웨이브 미학이란 무엇이며 언제 형성되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가. 그
것이 이른 뉴 웨이브 영화에서 유래된 것인데 어떻게 ‘70년대 작가’ 특히 최
인호가 받아들이게 되는가.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장이 마련된다.
이 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별개로 의미를 지닐 수도 있지만 이어질 작업
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란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예술 활동은 미학을 구현하는 일이다. 뉴 웨이브 미학을 구체화한 것은 뉴
웨이브 영화이다. 여기에서 뉴 웨이브 영화의 제작 기법이나 주제 의식을 검
토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것이 뉴 웨이브 영화들을 보며 자란 70년대
작가들이 내용적․기법적으로 영화 속에 녹아 있는 뉴 웨이브 미학을 어떻
게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그들의 소설 작품과는 어떠한 영향 관계에 놓여 있
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본고의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뉴 웨이브 영화에서 그려내는 뉴 웨이브 미학을 70년대 작가들, 또는 최인
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해외 영화들을 체험했는지를 살피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970년대 해외영화가 한국에 수입되고 상영되는 과
정을 살피고 70년대 작가들이 많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
고자 한다. 따라서 당시 극장가의 상황과 해외영화의 수입과 상영 실황, 그
리고 70년대 작가,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최인호뿐만 아니라 여러 작
가들의 다양한 영화 체험 수기를 제시함으로써 일반화하게 될 것이다.

2.1. ‘할리우드 키드’의 성장과 청년 문화의 대두
해방 이후 들어선 미군정(美軍政)은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익을 영속화하
는 데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영화를 그 핵심적 기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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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미국은 다른 국가를 정신적으로 예속함에 있어 문화적 침투가 매우 효
과적임을 몇 차례의 식민 지배 경험으로 터득하고 있었다. 그러한 문화적 침
투의 첨병으로 ‘영화’를 선택하고 미군 부대 주변을 중심으로 극장 운영과
할리우드 영화 상영에 몰두했던 것이다. 그 결과 해방 전 남한 전역에 “인구
20만에 1개의 극장”47)에 불과했던 극장 수는 해방과 동시에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다.48) 이를테면 서울에 한해서만 16개에 불과했던 극장이 해방 이후 1
년 만에 18개로, 1947년에는 19개로 늘어났다.

분류

운영 극장 수

신축 극장 수

신축 극장 비율

개봉관

11

6

54.5%

재개봉관

37

28

75.7%

총합

48

34

70.8%

[표 1] 1950년대 후반 서울 시내 전체 극장 및 신축 극장 수

이러한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서울 시내
에만 48개의 극장이 운영된다. [표 1]49)은 1950년대 전반에 지속적으로 새로
운 극장들이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개봉관과 재개봉관을 합쳐 48개
의 극장 중 34개, 즉 70퍼센트의 극장들이 1950년대에 새로 지어진 극장이었
다. 또한 위의 표를 통해 1950년대에 이미 재개봉관이 존재했으며 개봉관보
다 3배 이상 많은 수의 극장들이 활발히 운영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46) 이명자, 미․소 군정기(1945∼1948) 서울과 평양의 극장 연구 , 통일과 평화 , 서울
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09, 199-230면.
47) 예술신문 , 1947년 2월 4일.
48) 1958년에는 1개 극장 당 인구가 153,070명으로 측정된다. ( 국제영화 3월호, 국제영
화사, 1958, 53면.)
49) 이지윤, 자본주의적 선진 문화공간으로서의 1950년대 극장 연구 , 중앙대학교 첨단
영상대학원 박사논문, 2017,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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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

수도극장

국도극장

단성사

중앙극장

1950년

22편

35편

27편

29편

24편

1951년

1편

27편

-

-

-

1952년

9편

55편

-

-

-

1953년

51편

56편

-

63편

79편

1954년

57편

53편

34편

49편

61편

1955년

65편

45편

45편

41편

67편

[표 2] 서울 주요 극장 연도별 흥행 편수(1950∼1955년)

[표 3]50)와 같이 1951년부터 195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서울 주요 극장은

엄청난 불황을 맞이한다. 다수의 극장 운영 관계자들은 물론 극단들이 피난
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의 피난지를 거점으로 운영을 재
개하였다. “1952년경에 이르면 부산 소재 동아극장과 부산극장, 대구 소재
문화극장의 신문 광고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51)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전
까지 부산극장, 문화극장 등의 영화 광고는 신문지상에 실리지 못했기 때문
이다. 즉, 흥행시장이 피난민들이 대거 유입된 부산과 대구 등을 기반으로
재배치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휴전 이후 다시 서울로 집중되지만 극장 문
화의 저변이 지방으로까지 확대되는 계기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처럼
1950년대 전후는 미군의 주둔으로 극장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맞은 시기였
다. 이러한 변화는 1950년대 전후에 태어난 1970년대의 청년들이 자라며 이
전 세대들보다 폭발적으로 많은 양의 영화를 접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
최인호는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떠올리며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실
제로 나는 영화란 영화는 닥치는 대로 보았었다”52)고 회상한다. 최인호는 어
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의 손에 자랐다. 그는 형제자매도 많았
기에 결코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여러 수기를 통해 그의 어린
시절을 지독히도 가난했던 과거로 기억한다. 따라서 그가 “영화란 영화는 닥

50) 이지윤, 앞의 논문, 25면.
51) 이지윤, 앞의 논문, 26면.
52) 최인호, 나는 나를 기억한다 1부- 시간이 품은 나의 기억들 , 여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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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대로” 볼 수 있었다고 회상하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해방 이후 극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긴 했으나 의식주 해결을 최
우선시하던 1950∼1970년대의 소년들은 어떻게 영화를 볼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다. 이는 앞서 [표 1]을 통해 짚어보았던 재개봉관의
존재 덕분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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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방 화
외 화
고시한도액 일반요금 최고요금 고시한도액 일반요금 최고요금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00
100
100
100
100
100
200
200
300
300
300
300
600
600

100
130
150
200
200
200
250
350
400
390
330
500
920
1400

120
150
200
200
300
300
370
380
500
600
650
920
1200
1600

120
120
120
120
120
120
250
250
500
500
500
500
800
800

120
150
200
250
300
300
300
450
550
650
650
650
1400
1900

250
400
400
500
550
480
670
650
670
780
1400
1200
1600
1900

[표 3] 서울시 개봉관 입장료

1971년

구분

1972년

1973년

방화

외화

방화

외화

방화

외화

2번관

80∼120

80∼150

100∼120

120∼150

120∼150

150∼200

3번관

60

60

80

80

100

120

4번관

50

50

60

60

80

80

1974년

구분

1975년

1976년

방화

외화

방화

외화

방화

외화

2번관

140∼190

190∼240

240∼280

280∼330

280

370

3번관

110

110

140∼170

140∼170

190

190

4번관

90

90

130

130

140

140

구분

1977년
방화

1978년
외화

방화

1979년
외화

방화

외화

2번관

460

650

500

650

640

550∼750

3번관

370

370

370

370

420∼460

420∼460

4번관

280

280

280

280

280∼370

280∼370

5번관

190∼280

190∼280

190∼280

190∼280

230∼370

230∼370

[표 4] 비개봉관 입장료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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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3)와 [표 5]54)는 1970년대의 개봉관과 비개봉관의 입장료 차이를 나

타내는 표이다. 1971년 개봉관의 경우 방화(邦畵) 일반요금이 200원, 외화 일
반요금이 300원인 반면 재개봉관, 특히 4번관의 경우에는 방화와 외화 모두
5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외화의 경우는 개봉관이 4번관보다 6배가
량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한국물가정보에서 제공한 물가정보에 따르
면, 1974년 지하철 개통 당시 지하철 요금이 30원이며 같은 해에 맥주는
500ml에 235원이었다. 1974년 재개봉관의 이용료가 2번관은 200원 선을, 3번
관과 4번관은 100원 선을 유지했던 것을 보면 당시 재개봉관을 통한 영화
관람은 일반 가정에 한해서도 사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950년대부터도 극장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재개봉관의 존
재는 1970년대의 청년들이 많은 영화 관람을 양분삼아 성장할 수 있었던 요
인이 된다.
해방기와 한국전쟁기를 거치며 극장 수의 증가와 극장의 전국적 확산, 그
리고 재개봉관의 활발한 운영 등으로 관객들은 이전보다 쉽게 영화를 접할
수 있었다. 한편 관객들이 접할 수 있는 영화의 양과 종류에도 큰 변화가 있
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대동아정책에 의해 완전히 제한되었던 외국영화의 수
입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문화의 빠른 전파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영화의 수입이 적극 장려되는 실정이었다. 그 결과 “1946년에
개봉된 한국영화는 9편에 불과한 반면 극장 상영 및 상영 일수의 4분의 3
이상이 할리우드 영화들이며, 3년이 지난 1948년에는 미국 영화가 한국 영화
시장의 무려 95%를 점유”55)하게 되었다.

53) 이길성 외, 1970년대 서울의 극장산업 및 극장문화 연구 , 영화진흥위원회, 2004, 43
면.
54) 위의 책, 75면.
55) 김수미, 1963년 전후 한국영화관객층의 변화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0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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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가
홍콩

58

59

60

61

62

63

64

65

중국
일본

67

68

69

70

71

72

73

74

4

6

계

2

4

5

6

2

2

4

5

1

2

2
1

27

57

29

41

44

37

44

33

19

795

2

4

1

1

3

1

4

32

15
4

미국

160 94

50

58

50

34

영국

2

6

2

3

1

2

불란서

10

20

10

5

5

5

7

6

4

5

2

10

5

7

2

103

이태리
서독

9
15

10
1

12
5

4
3

7
3

8
1

6
2

10
1

19
1

6
1

16
5

2
3

4

7
1

5

125
42

1

1

스웨덴

45

66

1

스페인

1

2
2

그리스
멕시코

1
1

알젠틴

1

1

캐나다

0

필리핀
인도
佛·伊
合作
기타
合作
계

1
1

2

2
0

2
7

4

5

203 135 84

2

4
79

1
66

51

2

2

2

5
64

85

3

1

14

1
64

63

79

3
61

66

63

30
60

39

1,1
96

[표 5] 1958∼1974년 외국영화 국가별 수입실황 (검열기준)
[표 5]56)은 197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국내 영화시장에서 외국영

화의 국가별 점유율을 살필 수 있는 자료다. 1959년 미국영화의 점유율은 총
외국영화 203편 중 160편으로 80%에 달한다. 해방 이후 들어선 미군정의 영
화 장려 정책으로 시작된 미국영화의 독점현상이 10년 이상이나 지속되었던
것이다. 미국영화의 독점은 1970년대로 갈수록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만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한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총 795편으로 미국 영
화가 가장 많이 수입되었으며, 125편의 이탈리아 영화와 103편의 프랑스 영
화가 그 뒤를 이었다. 뉴 웨이브가 전 세계적 조류였음에도 본고에서 이탈리
아의 네오리얼리즘과 프랑스의 누벨 바그, 그리고 미국의 뉴 할리우드 시네
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까닭은 3개국의 영화가 뉴 웨이브의 가장 중심에
놓여있으며 또한 국내에 가장 많이 수입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56) 한국영화자료편람: 초창기∼1976년 , 영화진흥공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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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한국영화 제작편수

외국영화 수입편수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1954년
1955년
1956년
1957년
1958년
1959년
전체

3편
3편
6편
4편
10편
16편
29편
38편
76편
111편
296편

미집계
미집계
66편
119편
114편
120편
119편
130편
174편
203편
1,045편

[표 6] 연도별 한국영화 외국영화 제작 및 수입 현황

외국영화들은 1963년 제정된 1차 영화법 개정에서 외화 수입 쿼터제가 등
장하기 전까지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 영화를 압도해 왔다. [표 6]57)은 1950년
대에 제작된 한국영화의 제작 편수와 외국영화의 수입 편수를 비교한 것이
다. 1954년 이전에는 한국영화 제작편수가 매해 10편조차 채우지 못했고, 이
후에도 1959년 전까지 매해 100편이 안 되는 한국영화들이 제작되었다. 이에
비해 외국영화의 수입은 195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100편 이상의 영화들이
수입되었고, 1950년대를 종합하면 한국영화 제작 편수의 약 3배 이상의 영화
들이 수입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최인호가 자신을 포함한 1970년대의
청년들을 단순한 ‘영화광’이 아닌 “할리우드 키드”라 칭한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영화법 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영화 관객들이 선택할 수 있
는 한국영화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한편 1960년대에 개정된 영화법에
는 외국영화의 수입을 위해서 국내 영화 제작의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는 법
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영화 제작 편수가 양적으로는 늘기 시작했
으나, 영화 제작의 목적을 완성도 높은 작품의 창작이 아닌 할당량을 채우기
57) 이지윤,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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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에 놓은 영화들이 연달아 등장하며 질적으로는 오히려 하락하는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지금과는 달리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한국영화 관람객과 외국영화
관람객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교육의 기회가 균등치 못했었기 때문에
일부 문자 해독이 어려운 계층의 경우 “자막이 깔리는 외국영화를 장면의
변환 속도에 맞추어 보는 것이 쉽지 않았”58)던 것이다. 즉 이 당시의 외국영
화는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었다.59) 50, 60
년대 ‘고무신’ 관객이라 일컫는 여성 관객을 거쳐 70년대 ‘청바지’ 관객 그리
고 ‘까까머리’ 관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당시의 지적들은 불황 속에서도 새
로운 문화 소비의 주체로 떠오른 ‘한글세대’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60)

한국영화

외국영화

월 1회

272

139

월 2회

115

299

월 3회

69

152

월 4회

16

92

월 5회

16

69

월 6회

-

20

합계

488

771

[표 7] 대학생 1210명을 대상으로
한 영화관람 조사(1963. 11.)
[표 7]은 당시 대학생 관객들이 선호했던 영화가 무엇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12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영화를 관람하는 학

58) 김수미, 1963년 전후 한국영화관객층의 변화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9
면.
59) 당시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아프리카의 원시성’과 ‘뉴욕의 현대성’에 비유하는 글이
영화잡지에 실릴 정도였다. (우경식, 영화와 관객-스크린을 대하는 觀客은 언제나
<自己>를 찾고 있다 , 영화세계 , 1963년.)
60) 노지승,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에 나타난 하층민 여성의 쾌락 , 한국현대문학연
구 , 한국현대문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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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488명, 외국영화를 관람하는 학생은 771명으로 큰 격차를 나타낸다. 또
한 외국영화의 경우 월 2회 이상 영화를 관람하는 학생의 숫자가 한국영화
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설문이 행해진 시점이다.
1963년 11월은 1963년 1차 영화법 개정 이후 한국영화의 극장 점유율이 외
국영화보다 앞서나가기 시작한 후의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영화
를 관람한 대학생 관객 수가 월등히 많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60년대 영화관객 통계자료가 미비한 실정에서, 이 자료를 통해 쿼터제 실
시 이전의 격차는 더욱 심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남녀
고교 3학년생 518명에 대한 설문조사61)에서도 역시 조사대상의 90% 이상이
외국영화를 선호하고 한국영화를 관람한다는 학생은 5.6% 정도밖에 안 된다
는 결과가 나왔다.

연도
10만 이상
관객동원방화편수
10만 이상
관객동원외화편수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7

2

2

3

3

2

8

9

9

28

24

28

19

23

22

27

31

32

[표 8] 10만 이상 동원 흥행작 목록(1971-1979)
[표 8]62)은 관객을 10만 명 이상 동원한 작품을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로 분

류해 정리한 것이다. 10만 이상 관객을 동원한 한국영화는 1970년대를 통틀
어 10편을 넘질 못하고, 1972∼1976년은 2∼3편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외
국영화의 경우 매년 20∼30편 이상의 외국영화들이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흥행성적을 냈다. 이처럼 당시 관객들은 한국영화보다 외국영화를
선호했다. 최인호가 스스로를 포함한 당시 청년들을 “할리우드 키드”라 칭한
것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외국영화들이 한국영화를 압도하는 시기를 살
아왔기 때문이다. 이들 젊은이들은 한국영화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
61) 국제영화 7∼8월 합본호, 국제영화사, 1961.
62) 이길성 외, 1970년대 서울의 극장산업 및 극장문화 연구 , 영화진응위원회, 2004, 30
면. ( 영화 , 국제영화 , 한국영화편람 , 한국영화연감 의 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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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한국영화는 “촌스런 제목을 가지고 눈물을 강요하는
신파조, 상업적인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획영화”였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
들에게 외국영화는 좇아야 할 새롭고 세련된 “휏션”과 “스타일”로 다가왔다.

연도
구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극장입장

전년대비

인원수(명)

증감률(%)

121,697,527
156,336,340
164,077,224
171,341,354
173,043,272
166,349,541
146,303,355
118,273,789
114,625,241
97,375,813
75,597,977
65,700,738
64,928,935
73,988,036
65,518,581

38.8
28.5
4.9
4.4
1.0
-3.9
-12.1
-18.8
-3.4
-15.0
-22.4
-13.1
-1.2
13.9
-11.4

국민1인당
평균관람횟수
(회)

3.0
5.4
5.6
5.7
5.6
5.3
4.6
3.7
3.5
2.9
2.2
1.8
1.8
2.0
1.7

TV보급대수

가구당TV

(대)

보급률(%)

31,701
43,684
73,224
118,262
223,695
379,564
616,392
905,363
1,282,122
1,618,617
2,061,072
2,809,131
3,804,535
5,135,496
5,967,952

0.61
0.88
1.35
2.14
3.95
6.30
10.10
14.30
19.90
24.20
30.30
41.10
54.30
70.70
79.10

[표 9] 영화 관람객 수와 TV보급 정도의 연도별 변화
[표 9]에서 확인하듯 1970년대 TV 수상기의 보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

민들의 영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증
가 추세는 1970년대에 들어서기 직전 절정에 도달한 뒤 조금씩 하락한다. 이
처럼 국내에 ‘영화’라는 장르가 본격적으로 자리잡고 성장해가는 과정은
1970년대 청년들이 출생하고 성장해가는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는 심훈
(沈熏, 1901∼1936), 이상(李箱, 1910∼1937), 박태원(朴泰遠, 1910∼1986) 등
영화와의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진행되었던 이전 세대의 작가들에 대한 연
구와 ‘70년대 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변별되는 지점이다. 1970년대의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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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전 세대에 비해 폭발적으로 많은 양의 영화들을 출생하면서부터 지속
적으로 접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외국영화들을 접하며 청년으로 성장한 이들은 그것의 영향을 받아
‘청년문화’라는 새로운 기류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특히 이탈리아와 프랑스,
미국의 뉴 웨이브 영화들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
계열에 해당하는 비토리오 데 시카의 <지붕>(Il Tetto, 1956)과 루치노 비스
콘티의 <백야>(Le Notti Bianchs, 1957)는 1958년에, 페데리코 펠리니의
<길>(La Strada, 1954)과 <카비랴의 밤>(Le Notti De Cabiria, 1957)은
1957년에 개봉한다.63) 1983년 1월 19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네오리얼
리즘의 효시라 불리는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무방비 도시>(Roma Citta
Aperta, 1945)와 베토리오 데 시카의 <자전거 도둑>(Ladri Di Biciclette.
1948), <구두닦이>(Sciuscia, 1946) 등도 수입되었다는 기록이 있다.64) 프랑
스의 누벨 바그에 해당하는 장 뤽 고다르의 <네 멋대로 해라>(A bout de
souffle, 1959)는 1961년에 개봉되었다. 미국의 뉴 할리우드 시네마에 해당하
는 영화들은 1968년부터 1970년대 중․후반까지 꾸준히 국내에 수입되었
다.65)
전 세계적으로 뉴 웨이브 영화들은 대중들은 물론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
았다. 그리고 이러한 흥행 소식과 영화에 대한 평가는 영화 개봉 이전에 신
문지상의 “세계영화계화제”66)와 같은 해외 극장가 소식으로 먼저 알려졌다.
예컨대 1961년 고다르의 <네 멋대로 해라>(A bout de souffle, 1959)를 기점
으로 개봉하기 시작한 누벨 바그 영화들이 1959년에 먼저 “새로운 물결”67)
또는 “새물결”68) 등의 이름으로 전해졌던 것이다. 따라서 이미 명작으로 분
63) 한국영화자료편람: 초창기∼1976년 , 영화진흥공사, 1977.
64) <자전거 도둑>은 1952년 12월 11일에 개봉되었다는 기록도 있으나 다른 영화의 경
우는 확실치 않다. 이 기사는 페데리코 펠리니의 <길>이 개봉된 적 없다고 했으나,
개봉이 확인되었다. 외화수입 너무 치우쳐있다 , 동아일보 , 1983.1.19.
65)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 1968년 개봉, <폭력탈옥 Cool Hand
Luke> 1968년 개봉, <와일드 번치 The Wild Bunch> 1969년 개봉, <졸업 The
Graduate>, <솔져 블루 Soldier Blue>, <작은 거인 Little Big Man> 1971년 개봉,
<대부 The Godfather> 1973년 개봉, <미드나이트 카우보이Midnight Cowboy> 1976
년 개봉.
66) 59년세계영화계화제 , 동아일보 , 1959.12.28.
67) 59년세계영화계화제 , 동아일보 , 195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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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어 수입된 이들 뉴 웨이브 작품들은 대다수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뉴 웨이브 영화들은 ‘청년문화’의 형성과정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1970년대 청년들의 장발과 ‘통블생’(통기타, 블루진, 생맥주)은 영화에
서 나타나는 미국 청년들의 저항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장발과 ‘통블생’
은 곧 청년문화의 상징으로 거듭난다. 그러나 장발과 ‘통블생’은 어디까지나
상징일 뿐, 그것이 청년문화의 전부는 아니었다.
‘청년문화론’은 70년 ‘세대’ 2월호에 실린 남재희의 ‘청년문화론’에서 최초
로 공식 거론되었으나 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74년 3월 29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오늘날의 젊은 우상들’이란 기사가 기점이 되었다. 당시 김병익 기자
(현 문학평론가)는 “블루진과 통기타와 생맥주는 청년운동이 70년대에 착용
한 새로운 의상”이라며 소설가 최인호, DJ 이장희, 바둑기사 서봉수, 가수
양희은, 작곡가 김민기, 코미디언 이상룡 씨 등 6명을 청년들의 ‘우상’으로
선정했다.69) 그러자 대학가의 청년들은 “갈데없는 딴따라패(?)들을 모아 오
늘날의 ‘젊은 우상’들이라고 격찬하고 청년문화가 젊은 우상을 창조한다고
과장 선전하는 것은 망언이고 파렴치한 왜곡”70)이라 비판하였다.
사실 이러한 청년문화 논쟁은 청년문화의 표상인 ‘통블생’과 몇몇 대표주
자들에만 주목한 전자와 ‘청년’이라는 집단 자체에 어떠한 특권의식을 지녔
던 엘리트 대학생들인 후자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논쟁 과정에서
청년문화의 진정한 우상을 장발, ‘통블생’, 위의 청년 기수 6인이 아닌 “폭발
하는 행동”이라 웅변하는 모습을 통해 1970년대의 청년문화가 한 시대의 저
열한 유행이 아닌 저항문화의 한 단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70년대 작가’들의 영화 체험 양상
‘70년대 작가’들에게 영화는 그들의 창작 욕구를 자극하였다. 그들은 영화
68) 미 불영화계의 근황, <뒤번지는 새물결 > , 동아일보 , 1960.9.19.
69) 통·블·생이 청년문화라고? , 한국대학신문 , 2004. 1. 15.
70) 이런! 청년문화라니… , 고대신문 , 197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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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소비하는 수용자의 위치에만 서 있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끊임없
이 영화 속의 인물이 되고자 했고, 영화 작품을 생산하는 감독이 되고 싶어
했으며, 영화 작품을 평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들은 영화 관람에 관한 체험의 흔적을 곳곳에 남겨 두었다. 이런 영화 체험
이 훗날 그들의 소설 창작의 기폭제가 된 셈이다. 특히 그들이 접한 뉴 웨이
브 영화의 기법이나 정신이 그들의 소설 작품에 녹아드는 일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영화 생산자로서 영화감독을 꿈꾸었던 ‘70년대 작가’로 조선작, 최인호, 박
범신, 황석영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자가 되었
으며, 유명 감독의 조연출로 활동하기도 하고 단역으로 직접 출연하기도 하
였다. 이러한 이들의 영화감독의 꿈은 실현되기도 하고 꿈으로만 남기도 한
셈이다.
유명 영화감독의 조연출로 영화계에 발을 딛고자 한 사람은 조선작이다.
그는 영화감독 유현목(兪賢穆, 1925～2009)의 밑에서 영화감독을 꿈꾸며 2년
간 조연출을 맡았다. 유현목은 한국 영화사(映畵史)를 대표하는 영화 <오발
탄>(1961)의 감독이자 당시 영화계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다. 2년이라
는 짧지 않은 기간의 조연출 경험은 조선작에게 상당한 영화적 지식을 쌓을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소설가가 된 후에도 조선작은 개봉하는 거의 모든 외
국영화를 다 챙겨본다고 알려졌을 만큼 영화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다.71)
최인호 또한 소년 시절부터 영화감독을 꿈꾸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등학
교 2학년 때 최연소로 신춘문예에 입선한 그는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자
리에서 작가가 아닌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소설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가장 많은 작품이 영화화된 작
가’72)로서 자신의 많은 소설 작품들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작업73)에 몰두했
71) 정규웅, 김주영과 조선작 , 글 속 풍경 풍경 속 사람들 , 이가서, 2010.
72) 1970년대에 최인호의 소설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은 <별들의 고향>(1974, 이장
호 감독), <어제 내린 비>(1974, 이장호 감독), <바보들의 행진>(1975, 하길종 감
독), <내 마음의 풍차>(1976, 김수용 감독), <사랑의 조건>(1979, 김수용 감독), <타
인의 방>(1979, 김문옥 감독), <병태와 영자>(1979, 하길종 감독), <도시의 사냥
꾼>(1979, 이경태 감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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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6년에는 <걷지 말고 뛰어라>라는 영화를 직접 연출했으며 <바보들
의 행진>(1975)에서는 다음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역이지만 연기
에도 참여했다.

｢그림 1｣ <바보들의 행진>(1975) 중 01:11:08

박범신도 역시 모 매체와의 인터뷰74)에서 “고등학교 때 한 때는 영화감독
이 되고 싶었어요. 만약 내가 또 서울로 좋은 대학을 갔더라면, 영화 쪽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근데 교육대학에 갔더니, 영화
동아리도 없고, 영화라고 하는 건 혼자 만들 수 없고 스텝이 있어야 하잖아
요.”라며 대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영화감독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황석영은 최근까지도 영화를 만들고 싶은 욕구를 버리지 않았음을 인터뷰
를 통해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영화사를 설립하여 갱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웠음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어준 : 선생님, 영화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으십니까.
73) 소설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각색하는 작업은 문자언어를 영상언어로 바꾸는 일이다.
이때 “책 그대로를 시나리오에 복사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영상으로 설명되는 시나
리오가 되게끔 시각화해야 한다.”는 사이드 필드(S. Field)의 주장(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국학자료원, ‘소설의 영화화’ 항 참조)에 따른다면 소설을 쓰면서 영화화를 염두
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정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소설 창작에로 이어지는
통로라 짐작된다.
74) JTV 전주방송의 <클릭 이 사람>. ‘박범신에게 듣는 청춘수업’ 2016.07.31.
https://youtu.be/DqEJ-01gh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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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영 : 그럼 있지. 최근에도 영화사 만들려고 사람들이 모였었어. 자금
문제 때문에 주춤한 상태지만.
김어준 : <무기의 그늘> 한번 찍고…….
황석영 : 난 지금 <무기의 그늘>보다 갱영화 하나 찍고 싶어. <쉬리>보다
반 죽이는 거. IMF 이후 쏟아지는 실업자 가지고 갱영화 만드는 거야.

한편 ‘70년대 작가’들의 영화 소비자로서의 체험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
난다. 소설가 이전에 영화감독을 꿈꾸었던 이들이기에 개봉관 또는 재개봉관
과 같은 극장의 선택부터 영화 주인공에 대한 선호도 같은 개인적 취향까지
다양한 체험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1970년대 당시는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자신의 영화 체험에 대한 수기를 작성하여 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인호의 경우에는 다수의 영화 시나리오 집필은 물론 직접 연출과
제작을 담당하기도 했던 경험이 있을 만큼 영화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실제로 나는 영화란 영화는 닥치는 대로 보았
었다”고 자부할 만큼 영화 체험의 양 자체가 방대했던 것이다.
아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싸구려 극장의 쥐가 다니는 객석에서 보던
낡은 필름들의 감동. 좋은 영화를 보고 나서 집으로 걸어올 때면 왠지 죽
고만 싶었었다.
그 무렵 영화는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환상이었으며, 내 굶주
린 예술적 감동의 욕망을 채워주는 유일한 먹이였었다. 지금은 없어진 싸
구려 재개봉 극장에서 두 편의 영화를 계속 보기 위해 나는 차비를 아꼈
고, 저녁을 굶기가 일쑤였다. 궁핍했던 시절, 입장권을 사들고 어두컴컴한
극장에 들어가 앉으면 뉴욕이 나오고, 마릴린 먼로가 나오고, 로맨스가 흐
르고 있었다. 서부영화건 탐정영화건 나는 닥치는 대로 보았다. 냄새나는
극장에서, 당시 영화관은 언제나 사람들로 만원이었으므로 어떤 때는 스팀
위에 올라서서, 또 어떤 때는 공책을 깔고 계단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인디언들에게 죽어가던 기마병들을 위해서 구원군들이 말을 타고 나타나면
우리는 신이 나서 박수를 쳤으며, 개리 쿠퍼가 0.5초 안에 총을 뽑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 나는 아니다, 앨런 레드가 0.4초에 총을 뽑아 방아쇠를
잡아당길 수 있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
다.75)

75) 최인호,

나는 나를 기억한다 1부- 시간이 품은 나의 기억들 , 여백, 2015, 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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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화를 다 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했고, 그것을 충당하
기 위해 차비를 아끼고 저녁을 굶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럴 형편이니
새로운 영화를 볼 수 있는 개봉관보다 지난 영화 두 편을 볼 수 있는 재개
봉관을 선호했음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변두리 극장들은 영화를 상영하는
순서에 따라서 2, 3, 4, 5번관으로 나뉘어졌다. 이러한 구분은 고정되어 있었
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시기 등급을 규정하는
법적인 근거는 입장료의 액수였다.”76) 당시 개봉관 전환에는 냉온방 시설,
관객 100명당 안내원 1인, 지정좌석제 등이 요구77)되었기 때문에 개봉관의
입장료 역시 학창시절의 작가들이 지불하기에는 무리한 금액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개봉관의 입장료는 청년들에게도 큰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책정되
어 있었고,78) 학창시절의 작가들 역시 영화 관람의 기억은 대개 재개봉관에
서 이루어졌다.
당시 명동에는 우리들이 즐겨 가던 명동극장이 있었다. 그 당시 개봉관
은 지금만큼 시세가 없었다. 개봉관은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
었고, 우리들 젊은이의 최고의 극장은 명동에 있던 명동극장과 소공동에
있던 경남극장이었다. 명동극장에는 주로 여대생들이 많이 모였으며, 경남
극장에는 주로 남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명동극장에서는 솜사탕처럼 달콤한 멜로영화가 주로 상영되고 있
었고 경남극장에서는 주로 거친 액션영화와 서부 활극이 주종을 이루고 있
었다. 이 두 극장은, 물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양대 극장이 그 당시 젊은
학생들에게 준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다. 나는 이곳에서 윌리엄 와일러의
<폭풍의 언덕>을 보고 눈이 붓도록 울며 슬퍼했으며, <애정이 꽃피는 나
무>를 보면서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홀딱 반해버렸다. 또 조선일보 코리
아나 호텔 자리에 있었던 시네마코리아에서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을 본
뒤 나는 오드리 햅번에 푹 빠져 수업시간에도 뒤에 앉아 그녀가 스카프를
쓴 단아한 모습을 노트에 그리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영화를 보기 위해
76) 이길성 외, 1970년대 서울의 극장산업 및 극장문화 연구 , 영화진흥위원회, 2004, 58
면.
77) 재개봉관도 개봉관으로 , 서울신문 , 1978.9.24.
78) 각 등급별 비개봉관의 입장료는 2번관은 개봉관의 70%, 3번관은 2번관의 75%, 4번
관은 3번관의 80%, 5번관은 4번관의 80%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길성,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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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떨어진 청량리까지 원정을 가기도 했었다. 지금도 있는가 어떤가는
잘 모르지만 청량리에 있는 오스카극장에서 잔 모로 주연의 <연인들>이라
는 영화를 보기 위해 동대문에서부터 걸어가기도 했을 정도였다.79)

당시 재개봉관의 경우 개봉관에 비해 한국영화의 인기가 높았다. 개봉관에
비해 저렴한 입장료는 도시의 하위계층집단들에게 주요한 이점으로 작용했
고, 이들은 교육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자막을 읽어가며 봐야 하는
외국영화보다 한국영화 관람을 선호했던 것이다. 따라서 재개봉관의 경우는
국내영화만 상영하는 방화관이 많았고,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외화관은 “경
남, 아테네(이후 극동), 서대문, 명동, 계림, 파고다, 동일, 영보(이상 2번관),
명륜, 광무(이상 3번관), 문화, 용산(각각 4, 5번관) 등”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인호를 비롯한 “우리들 젊은이”의 외화 재개봉관에 대한 선호는
저렴한 가격 이전에 수준 높은 외국영화에 대한 선호가 먼저 작용했던 것으
로 추측된다.
앞에서 언급한 조선작․박범신․최인호 같은 작가처럼 영화감독을 꿈꾸었
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한수산 역시 외화 재개봉관에서의 여러 추억
들을 여러 에세이 속에 남겼다.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영화를 본 게 언제였는지 지금 기억이 없다. 고
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으리라, 아니면 다른 극장의 반도 안 되는 입장
료를 받으면서 영화를 두 개씩이나 보여 주는 그런 극장을 드나들던 시절,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리고 살아 있다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하여 꽤 많이
적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시절이었을 것이라는 느낌만이 그 영화
의 낡은 화면처럼 떠오른다.80)

“반도 안 되는 입장료를 받으면서 영화를 두 개씩이나 보여 주는 그런 극
장”에서 보는 영화이지만, 그러나 영화에 대한 그의 열정만은 누구보다도 강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그가 영화를 보기 위해 매번 기

79) 최인호, 나는 나를 기억한다 1부- 시간이 품은 나의 기억들 , 여백, 2015, 223면.
80) 한수산, 작은 개인사 , 젊은 나그네 , 아람, 1978,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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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타고 서울을 오갔다는 데서 확인된다. 이러한 영화에 대한 사랑은 성인
이 되어 서울에서 작가생활을 하던 때까지도 지속된다.
쓰다가 지치면, 고무신을 끌고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 화양리를 걸었다.
거기서 두 편씩 영화를 돌리는 3류 극장엘 들어가 제목도 모른 채 자막도
보이지 않는 영화를 보고 앉았다가 돌아와, 다시 책상에 앉곤 했다.81)

글쓰기에 지친 기성 작가를 달래준 영화는 “제목도 모른 채 자막도 보이
지 않는” 것이었지만, 영화 관람은 그에게 관성(慣性)이 되었던 사정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려고 영화를 보기도 했지만,
1970년대 당시에 청년이었던 이들의 영화 관람 목적은 이와는 판이했을 것
으로 보인다.
아카데미상을 두 번 이상 탄 남녀 배우는 누구인지, 엘리자베스 테일러
는 몇 번이나 결혼을 했는지 등은 물론 제임스 딘이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닌 것은 지독한 근시 때문이라는 사실, 겉으로는 정숙하게 보여서 실제
로 왕비가 되었던 그레이스 켈리가 알고 보면 엄청난 바람둥이라는 사실을
나는 족보처럼 외우고 다녔다. 웬만한 영화감독의 이름은 모두 외울 수가
있었으며, 심지어 소피아 로렌이 <쿼바디스>라는 영화에서 한 컷 나온 단
역배우라는 사실까지도 정확히 지적해낼 수 있을 정도였다.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에도 가지 않고 (나는 그때 책가방 속
에 사복을 갖고 다녔었다. 극장에 들어가려면 책가방은 극장 근처의 가게
에 맡기고 사복으로 갈아입곤 했다. 빡빡머리는 형이 다니던 서울대학교의
모자로 감추고) 싸구려 극장에서 소피아 로렌 주연의 <사랑과 정열>이란
영화를 보다가 교외 지도 단속반에 걸려서 일주일 정학을 맞기도 했었
다.82)

1970년대를 청년으로 산 이들에게 영화에 대한 기억은 곧 당시 가장 유명
했던 여배우들을 사랑했던 추억이기도 하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레이스
켈리, 소피아 로렌, 비비안 리, 메리나 메루쿠리 등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들
을 떠올리며 쓴 글들에서는 마치 작가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쓴 것처럼 젊
81) 한수산,
82) 최인호,

저녁에는 그대여, 아침을 꿈꾸어라 , 청한, 1986, 96면.
나는 나를 기억한다 1부- 시간이 품은 나의 기억들 , 여백, 2015,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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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느껴진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비 부인>이 아닌 다른 여인을 떠올
리고 있었습니다. 비비안 리였습니다. 테네시 윌리엄스가 그려낸 <욕망이
라는 이름의 전차>에서의 그녀는 저무는 11월의 갈대 같았습니다. 그러나
<햄릿>에서의 그녀는 흰 수선화였습니다.
한 배우를 책에 비유해도 좋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
다>에서의 그녀는 ‘삶의 백과서전’ 같았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세기의 여배
우, 비비안 리를 떠올릴 때마다 함께 마음 바닥에서 떠올라오는 말이 있습
니다.83)
내 젊은 날, 만져서 따듯한 체온이 전해져 오는 것도 아니고, 마주 앉아
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크게, 때로는
눈 멀게 때로는 눈 뜨게 한 ‘연인’이 있다면 그것은 영화 <페드라>와 거기
주연을 한 메리나 메루쿠리였다.84)

한수산의 이런 경험의 반추가 당시의 일반적 추세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때의 신문과 잡지 등은 해외의 유명 배우들이 만드는 가
십거리를 전달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당시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던
잡지 등을 보면 영화배우들에 대한 인기투표 등을 자주 진행했는데, 대부분
이 국내 배우들이 아닌 해외 배우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다.

83) 한수산,
84) 한수산,

내 삶을 떨리게 하는 것들 , 해냄출판사, 2001, 79면.
이 세상의 모든 아침 , 나남, 1996,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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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외 연예계 소식

그림 2

85)는

‘실비아 크리스텔’, ‘알랑 들롱’, ‘라켈 웰치’, ‘자네트 레이몬

드’ 등 당대 유명한 해외의 영화배우들에 대한 가십거리를 전달하는 기사이
다. 이와 같은 기사는 주기적으로 지면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내용으
로는 삼각관계에서부터 성형수술, 출연료 문제 등 배우들의 사생활까지 소상
하게 다루고 있다.
황석영의 영화에 대한 관심과 조예가, 앞서 보았던 영화감독을 꿈꾸는 일
이상으로 매우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음은 다음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석영 : 난 지금 <무기의 그늘>보다 갱영화 하나 찍고 싶어. <쉬리>보다
반 죽이는 거. IMF 이후 쏟아지는 실업자 가지고 갱영화 만드는 거야.
30년대 경제공황 때 갱들 많았잖아. 우린 훨씬 비극적이라고. 걔넨 가

85) 事件속의 事緣들 <6> 海外 연예계 ,

경향신문 , 1975.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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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없지만 우린 가족이 있잖아.
(중략)
황석영 : 우리 같은 빠꼬미들은 명화를 싫어했다고. 영화라는 매체를 우습
게 안 것도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 더 급진적으로 나간 놈들은 무협영
화 아니면 영화를 안 봤지.
김규항 : 고등학교 때면 이미 등단할 무렵인데… 그런 무협영화나 3류 갱
영화의 드라마 수준이 양에 차시던가요.
황석영 : 아, 죽이지. 다 감안을 하고 보는 거니까. 유행가 좋은 정서하고
같은 거야. 괜히 말야 명화인 척하고 그런 건 딱 질색이야. 할리우드
에 무슨 명화가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최근 감옥에서 본 영화 중
죽이는 건 <히트>라는 영화였어. 아주 함축돼 있어. 자본주의 사회에
서 갱영화가 자본주의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데 아주 재미있다고.86)

황석영은 이 대담에서처럼 ‘갱영화’에 대한 관심을 여러 번 표출하였다. 그
가 제작을 준비하는 영화는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무협영화나 3류 갱
영화”라고 했다. 많은 작품들이 ‘명화’의 반열에 오른 뉴 웨이브 작품들을
“우리 같은 빠꼬미들은” 그런 “명화를 싫어했다”라는 말을 통해 관심 영역에
서 배제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할리우드에 무슨 명화가 있어”라는
말을 통해 뉴 할리우드 시네마 자체를 ‘명화’로 분류하기보다 “유행가”같이
편안한, “아주 재미있”는 영화로 분류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특히나
“30년대 경제공황 때 갱들 많았잖아”라는 말은, 대공황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의 갱영화이자 뉴 할리우드 시네마의 대표작 중 하나인 <대부>(1972) 시리
즈를 두고 이른 것으로 보인다.
영화감독이 되려고 꿈꾸는 일이나, 영화 관람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일
은 영화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칠 것은 자
명하다. 그 힘이 소설 창작에 미칠 가능성은 서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두 장
르의 공통점 때문에 더욱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70년대 작가’들, 조선작․
최인호․박범신․한수산․황석영 등의 소설에 영화, 특히 뉴 웨이브 영화의
그늘이 깊고 짙게 깔려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찾아나서는 작업이 다음 장에서
86) 김어준, 평화를 위한 ‘밀레니엄 입담’; 동아시아 진보연대를 꿈꾸는 작가 황석영, 그
가 말하는 지난 10년과 새천년 , 쾌도난담 , 태명, 2000,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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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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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인호 소설의 뉴 웨이브 미학적 서사 구조
이 장은 최인호의 소설 미학이 뉴 웨이브 영화 미학과 어떤 친연성을 가
지는지 서사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다. 이것은 주로 영향의
수수(授受) 관계를 통해 해명되어야 할 과제인데, 뉴 웨이브 영화를 즐겨 보
았던 최인호가 일방적으로 그것의 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
다. 그렇다고 특정 영화와 소설이 일대일 대응 관계의 여부를 점검하는 일
은, 모방 또는 표절의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계할 것이다. 이
와 아울러 소설과 영화의 관계를 대등하게 위치시켜 비교하려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영화의 영향을 입은 소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뉴 웨이브 영화는 내용이나 형식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기존의 영화와 다
른 길을 걷는다. 기성세대가 그들의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라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청년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
는 그들이 선망하는 영웅을 주인공으로 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보전하
려 한다면, 청년들은 기존 사회의 체제와 전통을 바꾸어 자기들의 세상으로
만들려는 인물들, 곧 사회 부적응자, 규범 이탈자, 범법자 등 ‘반영웅(反英雄,
Anti-hero)’을 주인공으로 선호한다. 따라서 이들은 폭력과 성(性), 마약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행위를 미화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의
변혁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사건으로
서사를 구성하고, 선하다고 복을 받고 악하다고 화를 당하는 공식마저 부정
하면서 비극성이 강화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87)
그리고 이러한 뉴 웨이브 영화들의 기저에는 ‘상실감’이 놓여 있다. 뉴 웨
이브 운동은 기성세대가 몰락했다는, 다시 말해 배움의 대상이 사라졌다는
깊은 상실감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를 부정하고 비판하며 이는 증
오에 가까운 감각으로 표출되지만, 이는 곧 선배를 잃은 상실의 감각과 상통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실감은 베트남 전쟁 등의 특정 사건들과 마주하며 예
술적 혁명으로 증폭되었다. 특히 뉴 웨이브 예술가들은 이 상실의 근원을 학
생, 갱, 창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하층 계급들의 삶에서 찾고 이를 다양
87) 서영조, ‘로드 무비 (Road movie)’의 인물 분석 : 로드 무비의 성장 배경과 관련 ,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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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르로 표출하며 특정한 미학적 세계를 구축하기에 이른다.
미국의 뉴 할리우드 시네마가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이나 프랑스의 누
벨 바그 영화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한국에 전해졌기 때문에 국내 청
년 문화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뉴 할리우드
시네마의 대표작으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1967),
<졸업 The Graduate>(1967), <이지 라이더 Easy Rider>(1969)의 세 작품이
지목된다.88) 이 작품들의 주인공들은 은행 갱단(<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의 보니와 클라이드)과 갓 대학을 졸업한 모범생(<졸업
The Graduate>의 벤자민), 그리고 히피족(<이지 라이더 Easy Rider>의 와
이어트와 빌리)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양한 계층이지만 이들에게는 ‘젊음’과 ‘상실’이라
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의 웨이
트리스 보니와 갓 석방된 강도 클라이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시골의 삶에
염증을 느껴 은행 강도를 계획하고 고향을 떠난다. 이들의 강도 행위는 경제
적 궁핍보다도 삶의 무료함, 다시 말해 청춘이 낭비되는 것을 견디지 못한
젊음의 분출인 것이다. <졸업 The Graduate>의 벤자민은 부모님의 바람대
로 명문대를 졸업했으나 아무런 꿈이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괴로워한다. 그
러던 중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아버지 친구의 아내, 로빈슨 부인과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되며 육체적 욕망에 탐닉한다. <이지 라이더 Easy Rider>의
와이어트와 빌리는 목적지 없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황무지를 여행하는 히피
족이다. 자유를 찾아 방황한다지만, 실상은 술과 대마초, 섹스로 얼룩져 있
다. ‘젊음’은 일반적으로 역동적이고 충만한 어감을 지닌 단어이나, 이들에게
있어서 ‘젊음’은 공허함과 일치한다. 꿈을 상실한 청년들이기에 이들에게 젊
음은 견뎌내야만 할 고통인 것이며, 이 고통을 견디기 위해 섹스와 폭력에
탐닉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과 함께 최인호의 작품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작품도 있다. 남
88) 본고에서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는 뉴 웨이브 시네마는 미국의 뉴 할리우드 시네마에
해당하는 작품들로 구성한다. 1970년대까지 한국에서 개봉된 해외영화의 9할 이상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1959년부터 1974년까지 수입된 약 1,196편의
영화들 중 미국영화가 795편, 이탈리아 영화가 125편, 프랑스 영화가 103편에 이른다.
한국영화자료편람: 초창기∼1976년 , 영화진흥공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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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인공 이름인 ‘클루트’라는 제목 대신 여자 주인공의 직업인 <콜 걸>이
란 제목으로 더 널리 알려진, 1971년에 개봉한 알란 파큘라(Alan J. Pakula)
감독의 영화 <클루트(Klute)>도 눈여겨 볼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자신의 문
제만으로도 버거우면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사립탐정 존 클루트의 눈에
비친, 살기 위해 매춘을 할 수밖에 없는 브리 대니얼의 삶을 다루고 있다.
1960년에 개봉한 르네 클레망(René

Clément) 감독의 영화 <태양은 가득히

(Plein Soleil, Purple Noon)>는 톰 리플리, 필립 그린리프, 마르쥬 등의 삼각
관계가 돈과 사랑으로 얽혀 복수와 살인에까지 이르는 작품이다.89)
이런 뉴 웨이브 영화에 심취했던 ‘70년대 작가’이자 ‘청년 작가’ 최인호는
그의 작품에서 어떤 목소리를 담았을까? 기성세대에 저항하면서 청년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나 세계관이 어떻게 그의 작품 속에 녹아 있을
까? 작품을 읽는 독자들이 작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 것일까? 이른바 ‘10월 유신’이 시작되는 1972년에 청년 작가
최인호가 정치적 현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을까? 최인호는 독자보다
자신을 우위에 두었을까, 아니면 독자에게 봉사하는 작가로 자임(自任)했을
까?
이런 질문은, 작가는 작품 밖에 자리잡고 작중 인물을 조종하여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소설이라는 소설 기술론적(技術論的) 차원의 것이다. 하지만
최인호 소설의 뉴 웨이브 미학을 읽어 내는 데에는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
는 질문이다. 그가 1970년대에 발표하거나 구상했던 작품은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발표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예술가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쓴다.”90)는
명제와는 거리가 먼 작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쇄물, 사진, 영상, 음향을
89) 르네 클레망 감독은 누벨 바그 세대 이전의 기성 감독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인호는
르네 클레망의 <태양은 가득히>를 ‘진짜의 누벨바그 영화’라고 여겼다.
“이럴 때 르네 끌레망이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젊은 감독들이 우리를 늙은 감독이
라고 비난하고 있다구. 우리를 낡았다고 하고 있다구. 우리를 쓰레기라고 말하고 있다
구. 좋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의 젊은 영화를 보여 주겠다. 진짜의 오락 영화, 진짜의
누벨바그 영화를 보여 주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태양은 가득히>
였다. (중략) 르네 끌레망은 웬일인지 이 건달 배우 알랭 들롱을 자신의 누벨바그(?)
적 영화에 기용하였다.”(최인호, 잠들기 전에 가야할 먼 길 , 제삼기획, 1988, 86-87
면.)
90) Wayne C. Booth, The Rhetoric of Ficti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최상규 역, 소설의 수사학 (새문사, 1985),117면.

- 42 -

만드는 사람”으로서 대중(mass)에게 “팔려고 다가가는”91) 주체이고, 대중과
의 소통을 중시한 작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설 작가가 독자에게 가장 빨리, 가장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선택한 매체
는 신문이다. 그런데 이 신문이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정치
적․사회적 장애에 직면한다면 작가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도 제약을 받을
것임은 자명하다. 작가는 대중의 인기를 원하고, 신문은 그것을 바탕으로 판
매 부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둘 사이의 유착(癒着)을 야기하고 의기투합(意氣
投合)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다.
최인호가 유신헌법(維新憲法)의 선포를 40여 일 앞둔 1972년 9월 5일부터
1973년 9월 14일까지 ‘조선일보’에 <별들의 고향>을, 이 작품을 끝내고 1개
월 뒤인 1973년 10월 15일부터 1974년 5월 13일에 이르기까지 ‘일간스포츠’
의 지면에 매일 다른 에피소드로 엮는 연작소설 <바보들의 행진>을 연재한
다. 또 <불새>는 1979년 1월 16일부터 80년 9월 14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
되었던 작품이다. 이때 최인호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 대
부분의 경험을 대학생이거나 군인의 신분으로 만든 20대 청년 작가가 청년
들의 삶을 소설이라는 형식에 담으면서, 작중 인물은 곧 작품 밖의 청년이
고, 작품 밖의 작가는 곧 작중 속 인물로서의 역할 분담 또는 역할 교체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행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자 ‘저기’를
향하여 길을 떠나는 인물들, 미지의 세계인 ‘저기’를 피안(彼岸)으로 생각하
지만 그곳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게 도달할 수 없었을 터이다. 그 인물들이
걸어가는 피안으로의 길을 청년 작가도 함께 가고 있었던 것이다.

3.1. 방관자로서의 청년과 현실의 회피
‘청년 작가’ 최인호가 그의 작품 속 ‘청년’을 통해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로드 무비’ 형식이나 ‘슬로우 모션’ 기법을 통
해 드러낸 그의 메시지가 형식과 내용의 어울림이라는 미적 특성을 구현하
91) Daniel J. Boorstin, The Image (Simon & Schuster, 1962), 정태철 역,
환상 , 사계절, 2004, 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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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면서 독자에게 접근했을 터이다. 특히 그가 몸담고 살았던 ‘1970년대’라는 시
간과 ‘도시’라는 공간은 그가 쓴 소설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
이고, 그에 따른 결과물인 소설 작품에서 형식과 내용이 미의식을 발현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은 1972년 9월 5일부터 1973년 9월 14일까지 조
선일보 에 연재되었고, 1973년 예문관에서 상․하 두 권으로 출간되었다. 주
인공의 직업을 따라 ‘호스티스 소설’이라고도 하고, 중심 내용에 따라 ‘애정
소설’로도 분류되는 이 작품은 1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이다. 또한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하여 1974년에 이장호 감독이 데뷔작으로 영화를 만들
고, 1978년에 하길종 감독이 ‘속편 별들의 고향’, 1981년에 이경태 감독이 ‘별
들의 고향 3’을 제작하였다. 독자는 소설로 많이 읽고 관객은 영화로 많이
관람하는 작품을 ‘명작(名作)’이라 하는 근거는 그 작품이 가진 미학적 특성
에 연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작품을 ‘호스티스 소설’이나 ‘애정 소설’로 이해하는 관점에 서
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독자의 관능적 취향에 호소하는 자리에 머물고
만다. ‘대중 소설’이니 ‘통속 소설’이니 하여 이런 부류의 소설을 폄하하려는
의도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이해는 문학이 기존의 문화를 반
영할 뿐 아니라 새로운 풍속을 만들어가기도 하는 것임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작가 최인호는 스스로를 청년문화의 대표주자로 자임(自任)
하면서 ‘청년문화 선언’(1974)을 제창하였다. 그러므로 <별들의 고향>은 여
성 주인공의 마지막 직업을 따라 ‘호스티스 소설’이라거나 네 명의 남성과
펼치는 남성 편력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1970년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정신
을 다룬 문학이라 해야 한다.
최인호가 조선일보에 <별들의 고향>을 연재하기 시작한 지 40여 일 만인
1972년 10월에 대통령 박정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과 민주주의 토착
화,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자유경제질서 확립, 자유와 평화
수호의 재확인’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하
는,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한다. 겉으로 보이는 명분은 그럴 듯해 보이지
만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독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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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작가들의 창작
활동은 합법적인 제한과 검열을 받으면서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작가들은 사회 문제에서 개인 문제로
초점을 옮기는 방법을 택하였다. 특히 정치적 문제나 그것의 강한 영향 아래
있는 사회 문화적 문제를 다루는 일은 커다란 모험일 수도 있었다. 이런 위
기를 벗어나고자 최인호는 겉으로 드러낸 것과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
를 달리한다. 최인호가 <별들의 고향>에서 드러낸 것은 한 여성의 성적(性
的) 편력이고, 감춘 것은 ‘청년’의 무기력함에 대한 고발이었다.
<별들의 고향>은 제1장 ‘돌연한 사건’부터 제11장 ‘경아 안녕’까지 이어지
는 장편이다. 이 처음과 끝은 ‘나’, 곧 ‘김문오’에 의해 열리고 닫힌다.
[1] 간밤에 마신 술이 얼마나 지독하였던지 나는 악몽 같은 어둠을 기어가 수
돗가의 수도꼭지를 틀어 콸콸 쏟는 차디찬 물에 입을 틀어막고서야 비로소 안
심하는 기묘한 작업을 대여섯 차례나 반복하였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어찌어찌 겨우 잠에 빠져버렸었는데 그때 나는 잠을 깨우
는 날카로운 새벽 전화 벨소리를 들었다. 제기랄 나는 투덜거리면서 큰소리로
뚜렷한 대상도 없이 욕을 해대면서 수화기를 쥐어 들었다.92)

[2] 쌓인 눈이 햇살을 반사하면서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사관학교 생도처럼 어깨를 펴고 걸었다.
버스가 정박한 정류장으로 가기까지 나는 곡조가 잘 맞지 않는 노래를 휘파
람으로 후익후익 불었다. 버스는 텅 비어 왔다. 나는 육상 선수처럼 뛰어서 버
스에 올라타고 빈자리에 앉았다.93)

[1]과 [2]는 각각 <별들의 고향> 처음과 끝에서 가져 왔다. 둘 다 서술자
‘나’가 “콸콸”이나 “후익후익”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한 감각적 표현과 “악몽
같은 어둠”이나 “사관학교 생도처럼 어깨를 펴고” 등의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또 ‘-았/었-’ 같은 선어말 어미를 써서 과거 시제로 서술함으로써 ‘나’
자신의 경험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 같은 서술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작중 상황의 심각성이나 주제의 무게감 같은 진지성(眞摯性)보다 말초적 감
92) 최인호, <별들의 고향> (1), ‘돌연한 사건’ (1) 《조선일보》, 1972. 9. 5.
93) 최인호, <별들의 고향> (314), ‘경아 안녕’ (6) 《조선일보》, 197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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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자극하고 순간적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통속성(通俗性) 쪽에 서술의
초점이 놓일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1]과 [2]는 문장과 문단의 길고 짧음, 분위기의 어두움과 밝음을
통해 서술자 ‘나’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의 긴 문장과 어두
운 분위기는 작품을 여는 자리에 놓여 작품 전체의 상황을 암시하거나 예견
하는 기능을 한다. [2]는 [1]에서 제기된 상황이 긍정적 방향으로 해소되어
작품이 마무리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대조적 설정은 단순하고 기
계적인 것이지만 1인칭 서술자 ‘나’의 작중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1인칭 서술자가 주도하는 소설에서 ‘나’는 주인공이거나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1인칭 관찰자로서의 서술자가 단순한 관찰자이기만 한 것
은 아니다. 관찰자의 처지에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에 있어서도
서술자는 주인공의 행적을 보고 듣는 것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하면 관찰자로서의 1인칭 서술자는 자기 외의 다른 작중 인물
의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을 취사선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별들의 고
향>에서 처음과 끝에 등장하는 ‘나’는 어떤 작중 기능과 역할을 맡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별들의 고향>은 여자 주인공 ‘오경아’가 네 명의 남자, 곧 ‘강영석’, ‘이만
준’, ‘이동혁’, ‘김문오’ 등과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서사의 축이 되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 만남과 헤어짐의 원인과 결과는 일정한 연관이 있어서 단순
한 에피소드의 나열로 이루어지는 구성의 평면성을 극복한다. 특히 ‘나’로 설
정되어 있는 김문오는 작품 전체의 서술자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이어서 이
를 중심으로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거리는 시간적인 것
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지적인 것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것일 수도 있다.94)
위의 [1]에서 전화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한 오경아의 가방에서 ‘나’의 전
화번호를 발견한 경찰이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찰과의
대화에서 ‘나’의 신분과 오경아와의 관계가 드러난다.
94) Gerald Frince, Narratology : The Form and Functioning of Narrative , 최상규
역, 서사학―서사물의 형식과 기능 , 문학과 지성사, 198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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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년 동안 동거생활을 한 사이입니다.”
“동거생활이라구.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일 년 전 육십구년 가을부터 칠십 년 봄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중략>
“도대체 당신 직업이 뭐요?”
방 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학교 선생입니다.”
“국민학교 선생?”
“아닙니다.”
“중학교 선생?”
“아닙니다.”
“그럼 뭐요?”
“대학교 강사입니다.”
“오호 그러시다면 교수님이로군.”95)

이와 같이 대학 교수인 ‘나’는 1년 전에 오경아와 반 년 정도 동거했고, 그
런 연유로 그의 주검을 인수하고 그와의 지난날을 떠올리며 그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껌을 내어 씹는다. 그리고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 그녀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인 것이야. 무책임하게 골목골목
마다에 방뇨를 하는 우리가 죽인 여자이지.
그녀가 한때 살아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인지도 몰라. 그것은 자그마한 우연
이었어. 그녀는 마치 광화문 지하도에서 내일 아침 조간신문을 외치는 소년에
게서 십 원을 주면 살 수 있는 조간신문일지도 몰라. 잠깐 보고 버리면 그만이
었어. 그래. 그녀가 살아 있었다는 것은 조그만 불빛이었어. 서울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빛이었지.96)

“무책임하게 골목골목마다에 방뇨를 하는 우리” 중의 하나인 ‘나’는 오경
아를 “십 원을 주면 살 수 있”고 “잠깐 보고 버리면 그만”인 “조간신문”이라
하고 있다. 또 ‘나’와 그는 “자그마한 우연”으로 만나 잠시 함께 지내가 헤어

95) 최인호, <별들의 고향> (5-6), ‘돌연한 사건’ (5-6) 《조선일보》, 1972. 9. 9-10.
96) 최인호, <별들의 고향> (16), ‘돌연한 사건’ (16) 《조선일보》, 197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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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만 “서울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빛”이기도 하다. 이런 그의 주
검을 인수 받아 화장을 하고 뼈를 한강에 뿌리는 장례식 절차는 마땅히 해
야 하는 당위(當爲)가 아니라 살아 있는 존재(存在)로서의 의무쯤으로 여기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꼭 한강을 생각했던 것에는 다른 이유는 없었다. 문득 경아의 유해를 뿌리는
데는 한강이 아주 마땅할 장소처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97)

‘나’는 이처럼 장례 절차마저도 논리나 명분 같은 것과는 무관하게 생각하
고 행동한다. “손바닥에 남은 가루조차” “손을 비벼 버”린 ‘나’는 “그제야 손
이 텅 비어 있음을 알았고 단지 공허한 손금만이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을 보
았다.”98) ‘나’는 여느 때처럼 단골 술집으로 와서 술을 마시고, 그곳의 모습
을 다음과 같이 바라본다.
모든 것은 어제와 다름없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다. 낄낄거리면서 술
을 권하고 받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잔을 부딪치는 소리가 홀 안에 시끌시끌
하게 넘치고 있었다.99)

이와 같이 ‘나’는 동거까지 했던 오경아가 그저 수많은 사람 중의 하나일
뿐이고, 그의 빈자리는 또 다른 누구를 대치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한다.
정작 ‘나’는 그런 오경아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는 남자”인 “센스가 무
딘 남자”로 평가당한다. ‘나’는 미대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강의하지만, “내
스스로의 빵을 내 스스로 서른이 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씩 우체국에 가서 고향에서 부쳐오는 한 달 치의 생활비를 타야 했”100)던
경제적으로 ‘무능력자’이고, 삶의 목표나 방향을 상실한 채 술이나 마실 뿐이
다.
그런 ‘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남자로 만난 오경아로부터 그가 과거에

97) 최인호, <별들의 고향> (310), ‘경아 안녕’ (2) 《조선일보》, 1973. 9. 5.
98) 최인호, <별들의 고향> (311), ‘경아 안녕’ (3) 《조선일보》, 1973. 9. 6.
99) 최인호, <별들의 고향> (312), ‘경아 안녕’ (4) 《조선일보》, 1973. 9. 7.
100) 최인호, <별들의 고향> (181), ‘밤으로의 여로’ (1) 《조선일보》, 197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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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남자와 만나고 헤어졌던 이야기를 듣고 독자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와 만나기 전에 오경아가 만나고 헤어졌던 남자는 셋이다. 그 셋과 ‘나’는
만난 적이 없으므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오경아로부터 전해들은 것
이다. 그러므로 세 남자와 오경아의 이야기는 ‘나’와 오경아의 이야기의 일부
가 되는 셈이다. 이것을 다음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Ⅰ～Ⅳ는 남성
등장인물과 여성 등장인물이 형성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Ⅳ. 나(김문오)

Ⅲ. 이동혁

Ⅱ. 이만준

Ⅰ. 강영석

이 그림에서 Ⅰ, Ⅱ, Ⅲ, Ⅳ는 ‘강영석’, ‘이만준’, ‘이동혁’, ‘김문오’ 등의 남
성을 중심으로 보면 각각 독립된 이야기처럼 보인다. 네 남성이 각각이 오경
아라는 여성과의 관계를 서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별들의 고향>
을 오경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경아와 각각의 남성이 이야기의 주체로
보아야 할 근거가 된다.
Ⅰ의 강영석과 오경아의 이야기는 육체적 사랑과 그 비극적 결말을 다룬다.
오경아의 회사 동료인 강영석은 “둘이 알게 된 육 개월이 지난 후부터” “키
스를 요구하기 시작”하고, 호텔방으로 끌고 가서 순결을 빼앗고, 임신을 하
자 아이를 낳을지 중절 수술을 할지 갈등한다. 이런 강영석의 갈등에 대해
오경아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경아는 영석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사내의 유아 같은 행동에 내가 무엇을 의
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슬픔을 느꼈다.
저렇게 피곤해 하고 있다. 마치 이번 일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고 자기는
한낱 방관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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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경아는 그가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101)

강영석은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오경아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사라진
다. 그 편지에서 강영석은 “난 며칠 내로 결혼할 예정이야. 어머니의 중매로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어떨 수가 없었어.”라며 이별의 까닭을 들고 있을 만
큼 나약하고 의존적이며, 사랑을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인물이
다. 오경아가 “어느 틈엔가 자기 자신은 죄 많은 여자, 지독스럽게 부도덕한
여자로 간주하고 있”102)지만, 그는 함께 책임져야 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제
삼자로 돌아서 버리는 방관자가 된 것이다.
Ⅱ는 오경아가 “정조를 주어버린다는 것은 몇 방울의 출혈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일종의 계약”이고, “그 계약이 무참하게 어긋나버렸”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저주와 자기혐오로 어두운 장막이 내려져 있”을 때 만
나는 중년의 남자 이만준과의 이야기이다. 이만준이 “상처한 남자로 더욱이
애까지 하나 있”어서 오경아는 그의 집요한 접근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Ⅱ는 Ⅰ에서 촉발된 이야기이고, Ⅰ이 없었다면 Ⅱ도 있을 수 없
는, 시간의 선후 관계이면서 생성의 인과 관계로 엮이는 것인 셈이다.
그런데 Ⅱ가 비극적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두 주인공은 다음과
같은 잠재의식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있었다. 조금씩 조금씩 상처를 입은 두 남녀
가 경아에게서 자기의 옛 기억을 상기한 만준은 만준대로, 만준에게서 옛 기억
을 상기한 경아는 경아대로 보이지 않는 먼 곳을 향해 기웃거리면서 그러다가
는 언뜻 자기 옆에 앉아 있는 낯선 사람을 의식하고 있었다.103)

물론 만준은 경아가 자기의 비밀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경아도 남편
에게 그 비밀에 대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눈치 채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한 비밀 같은 것이 경아의 가슴속에 잠재되어 있는 한, 경아의 나날은 우
울하고 우울하여서 마치 탁한 물 밑에 가라앉은 앙금처럼 하루하루를 소일하고
있었다.104)

101) 최인호, <별들의 고향> (51), ‘그해의 겨울’ (3) 《조선일보》, 1972. 11. 2.
102) 최인호, <별들의 고향> (69), ‘그해의 겨울’ (21) 《조선일보》, 1972. 11. 23.
103) 최인호, <별들의 고향> (82), ‘처녀의 방’ (13) 《조선일보》, 197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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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고 싶어하는 과거를 가진 오경아에게 그것을 영원히 감추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은 두려움으로 바뀐다. 그러나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어둠이 무
섭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들지 않는 순간에도 남편은 혼자 떨어져 어
느 정도 독신의 즐거움을 반추해 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침
몰해 있었”105)다는 생각에 미치면 배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
나 이만준이 “참으로 무책임한 얘기지만 이젠 당신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는 결론을 내렸”106)다는 이별 통보의 편지를 써 놓고 집을 나가자 오경아는
“듬뿍 인주를 찍어 도장을 눌”러 이혼한다.
Ⅲ은 Ⅱ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어 다시 혼자가 된 오경아가 ‘나’와 만난 후
에 들려 준 이야기이다. Ⅰ과 Ⅱ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 전달자로서의 ‘나’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Ⅲ에서는 다음과 같이 오경아로부터 들은 이야
기를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서술자의 역할이 드러난다.
내가 경아의 과거를 캐물으려는 의도에서 냉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대충 짐
작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또 내가 그녀의 과거를 캐물어도 좋을 만
큼 권리가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그녀의 입을 빌어 그녀가 숨긴 과거를 들어야만 한
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다소 엄격한 냉정을 위장하고 있을 뿐이었다.107)

또한 Ⅰ과 Ⅱ와는 달리 Ⅲ은 ‘나’가 오경아로부터 직접 듣는 방식으로 진
행되고, ‘나’도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된다. Ⅲ의 남성 주인공인 이동혁은 오경
아의 “재산”과 “몸”을 빼앗고, “팔뚝에 그려져 있는 문신”까지 남긴다. 오경
아는 “거의 매일같이 그 사람한테 매를 맞았”고, “그 사람 때문에 술집에도
나가야 했”다고 고백한다. 그런 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폭발하였다.
104)
105)
106)
107)

최인호,
최인호,
최인호,
최인호,

<별들의
<별들의
<별들의
<별들의

고향>
고향>
고향>
고향>

(147),
(176),
(179),
(236),

‘인형의
‘인형의
‘인형의
‘흐르는

집’
집’
집’
방’

(10) 《조선일보》, 1973. 2. 25.
(39) 《조선일보》, 1973. 3. 31.
(42) 《조선일보》, 1973. 4. 4.
(4) 《조선일보》, 197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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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오, 잠깐 잠깐. 난 김 형을 화나게 하고 싶지는 않아. 설사 화 정도 났
다고 해서 무섭지도 않고. 이것 봐요. 김 형이나 나나 다 그런 사내요. 자, 이
제 그만큼 즐겼으면 됐지. 어떻소, 사실 여자야 즐길 때는 좋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싫증이 나거든. 그땐 다들 골치를 썩게 마련이지. 어떻게 떼어버리는가
하고 골머리나 썩는단 말이오. 그러니 어떻소? 이젠 그만하면 싫증날 때도 되
었으니까 거 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화내지 마시오. 난 원래 솔직하니까.
난 이리저리 말을 돌려서 예쁘게 말을 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오, 자 이제 그만
경아를 돌려주세요.”108)

이처럼 Ⅲ은 ‘나’와 오경아의 이야기, 오경아와 이동혁의 이야기, ‘나’와 오
경아와 이동혁의 이야기로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구성상 평면적
인 Ⅰ과 Ⅱ보다 훨씬 입체적이면서 다른 이야기로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구성은 궁극적으로 Ⅳ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음을 보여 준다. Ⅳ는 김문오, 곧 ‘나’의 이야기이자, ‘나’와 오경아의 이야기
이고, 오경아와 함께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남성들의 이야기이다.
‘나’는 앞에서 인용한 [1]과 [2]에서 보았듯이 작품을 열고 닫는 기능을 하
는 인물이다. 미술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강의하는 지식인이자 예술가이다.
그런 ‘나’이지만 오경아와 만났다 헤어지는 일을 거듭하면서 지극히 평범하
고 속물적이며 퇴행적인 근성을 드러낸다. 오경아와의 만남을 ‘사랑’이라 수
식하지만 정작 ‘나’는 오경아가 술을 마시며 자책할 때 대학에서 학창 생활
을 함께 했던 ‘한혜정’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한혜정과 자신에 대한 ‘나’의 기
억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피차 너무 잘 알고 있다. 같은 시대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애
시절에는 마이크로 합승 버스가 십 원이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때는 전
차다 씽씽거리며 달렸던 것도 잘 알고 있다. 복개 안 된 청계천 연변에서 막걸
리 마셨던 기억도 나눠 가지고 있으며 아카데미 극장에선가 한참 쏟아지던 청
춘 영화에서 엄앵란의 얼굴도 같이 쳐다보곤 하였었다. 그때 너나 나나 젊은
녀석들은 전부 스포츠머리를 하고 다녔었지.109)
108) 최인호, <별들의 고향> (254), ‘흐르는 방’ (22) 《조선일보》, 1973. 7. 1.
109) 최인호, <별들의 고향> (238), ‘흐르는 방’ (6) 《조선일보》, 1973. 6. 13. 이 부분이
나 ‘나’와 오경아가 함께 영화 구경을 하는 장면[최인호, <별들의 고향> (240), ‘흐르
는 방’ (8) 《조선일보》, 1973. 6. 15, 참조)은 최인호가 <별들의 고향>에서 영화에
대해 보인 관심의 편린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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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오경아와 함께 있으면서 한혜정을 떠올리는 것은 “우린 피차 어린
애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난 네가 좋아.”라고 하는 ‘나’의 말에서 잘 드러
난다. ‘나’에게 오경아는 “퇴색된 젊음이, 젊은 날의 무료함이, 고독함이, 고
독이 한꺼번에 녹을 벗기고 빛나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자신감에 넘치기
시작하게”110)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고, 한혜정은 무료하고 고독하
던 젊은 시절의 산 증인인 셈이다. 따라서 오경아는 ‘나’에게 현재의 인물이
고, 한혜정은 ‘나’에게 과거의 인물이다. ‘나’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물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Ⅳ는 모두의 이야기이면서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는
오경아와 관련된 모든 남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만났고, 그들과 헤어
진 오경아를 구하는 것 같지만 끝내 자기도 헤어지고 마는 인물이다. ‘나’는
이야기의 전체에 관여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에는 서지 않는 방관자일 따름이
다. ‘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필연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수동적이고 객
체적이고 우연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인호의 다
음과 같은 생각은 주목할 만하다.
자신의 작품 중에 자신의 분신을 나타내 보이는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
니다. 바로 어네스트 헤밍웨이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단편 소설 곳곳에 자
신의 분신인 닉 아담스(Nick Adams)란 인물을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중
략> 그러므로 헤밍웨이는 자신의 분신인 닉 아담스를 통해 자신의 작품에 밀
고자로 존재하느냐보다는 단지 방관자로서 존재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작가는 자신이 쓰는 작품 속에 간섭할 수 없으며,
밀고할 수 없으며, 다만 방관할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여하
고 있으나 떨어져 있고, 조직 속의 생활에 던져져 있으나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닉 아담스는 아웃사이더(outsider)인 셈인 것입니다.111)

이 인용문에 따라 ‘방관자’를 작중에서 작가의 분신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
한다면, <별들의 고향>에도 그런 인물이 있을 테고, 그것이 ‘나’라고 보아도

다루게 된다.
110) 최인호, <별들의 고향> (224), ‘밤으로의 여로’ (44) 《조선일보》, 1973. 5. 27.
111) 최인호,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 , 제삼기획, 1988, 246-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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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1인칭 서술자는 물론 가상의 작중인물이지만, 작품
외적 세계에 있는 작가의 목소리를 작품 내적 세계에서 구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112)
오경아가 다른 남성과는 달리 ‘나’를 언제나 ‘아저씨’라고 부르는 점을 주
목할 만하다. 이 ‘아저씨’는 3인칭인 ‘그’가 1인칭인 ‘나’를 부르는 호칭어이면
서 지칭어이다. 오경아에게 ‘아저씨’로 불리는 ‘나’는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존재이고, 사정을 보고받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나’의 입을 통하여 작가는
오경아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나’는 방관자인
셈이다.
‘나’가 서술자로서 자신의 생각을 곳곳에 드러내고 있는 것도 ‘나’가 방관
자적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근거이다. 강영석이 오경아와
만나 자기의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남자라는 동물들은 참으로 이
상해서 관심 있는 여자 앞에서는 자기의 첫사랑을 과장해 고백하기를 좋아
하는 편이다.”113)라는 개입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대화 당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가 강영석과 오경아의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이다.
<별들의 고향>이 일간신문에 연재가 시작된 것은 1972년 9월이고, 이때
작가 최인호는 스물여섯 살이었다. “젊은 작가들에게 신문 연재를 맡기는 것
은 위험한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신문사 편집진들을 지배하고 있었”114)던 시
대에 청년-작가 최인호는, 독자가 “소설을 읽는 재미를 하루하루의 신문을
통해서 철저히 느끼도록” 하기 위해 “스토리의 전개”가 아니라 “주인공의 생
명력”을 강조하려 했다고 고백하였다.115) 이 말대로라면 <별들의 고향>의
주인공은 독자들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물군에서 선택되었을
것이고, 스토리의 전개를 깨더라도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와 남들의 이야기를 펼쳐나

112) 그렇다고 이것이 자전적(自傳的)인 수필과 동궤의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1인칭 서술자 ‘나’가 자기의 내면에 대한 제약을 끊임없이 부정함으로써 자유를
찾아나가는 ‘낭만적 아이러니’와 연관될 수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한 심화된 논의가 필
요한 과제이므로 본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113) 최인호, <별들의 고향> (29), ‘첫 번째 남자’ (13) 《조선일보》, 1972. 10. 7.
114) 최인호, ‘작가의 말’ 별들의 고향 2권 , 여백, 2013, 430면.
115) 위의 책, 4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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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쉬운 1인칭 서술자 ‘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하였을 것이
다.
1970년대를 청년으로 보낸 세대가 젊어서 젊은이로 살아가기도 하였지만
젊지만 늙은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들의 장발과 ‘통블생’(통기타,
블루진, 생맥주)으로 상징되는 소비 지향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이
른바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국내적 요인과,
그에 따라 형성된 소비 능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
운 문화가 도입된 국외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였다. 특히 미국의 할리우드 영
화는 그 영화를 만든 토양이자 소비하는 주체인 미국 청년들의 성향을 우리
나라 청년들에게 전파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문화의 생산 활동이 여러 종류
의 규제로 위축되자 그에 대한 저항이 소비 활동으로 폭발한 셈이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청년 문화의 형식과 내용은 서로 이질적인 성향의 불안정한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별들의 고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소비 지향적 성격을 가지
고 있다. Ⅱ의 이만준 이외에는 생산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특히 이들
은 ‘술’의 소비에 매우 적극적이다. 술의 소비를 통해 생산된 순간적 향락과
퇴폐적 문화가 다시 술을 소비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사랑’이 걸려 있다. 술
을 마시다 만나고 술을 마시며 헤어지는 사랑이 1970년대의 시대 상황과 자
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런 경향이 소설 <별들의 고향>에서 영화 <별들의 고향>으로 바뀌면서
더욱 강화된다. 영화 <별들의 고향>은 이장호 감독 데뷔작으로 46만 4,000
명의 관중을 동원하였다. 이 영화는 “당시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조류로 등
장한 호스티스 영화와 청년들의 막연한 패배감과 좌절감을 굴절적으로 표현
한 청년 영화” 제작의 신호탄이 됐다. “가난하지만 꿋꿋하게 살고 싶어했던
여주인공이 사회적 편견에 짓밟히고 마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했다.”고 해서
특히 젊은 층의 호응을 샀다. 소설 <별들의 고향>을 영상화하는 과정에서
감독은 여성 주인공 오경아에 대한 “플래시백과 적절한 몽타즈 기법 등으로
영상 미학의 가능성을 펼쳐 보”116)이기도 했다.
116)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한국영화 1001 , 마로니에북스, 2011, 4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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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인칭 서술자 ‘나’가 등장하는 소설 <별들의 고향>과 3인칭 주인
공 ‘김문오’로 바뀌는 영화 <별들의 고향>은 소설과 영화의 거리를 단적으
로 드러내 준다. 소설에서는 1인칭 시점의 사용이 ‘나’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 같아 매우 효과적이지만 이것을 영화로 재현(再現)하는 경우 성공할 가능
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소설이 이야기 전달을 통해 전개해 나가는 아
이러니를 영화는 그와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복제(複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117) 이런 의미에서 최인호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밝히는 다음
의 인용은 주목할 만하다.
세계의 영화감독 사상 알프레드 히치콕 같은 유니크한 감독을 없을 것입니
다. 몇 개의 멜로 드라마를 빼놓으면 평생 동안 괴기와 공포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드릴러 영화의 명장입니다. 그러나 그의 탁월한 재능은 물론이
지만 그는 자기의 작품에 꼭 한 장면씩 자신의 모습을 화면에 담는 것으로도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화에서 언제나 한마디의 대사도 없이 지나가는 노인으로, 손
님으로 슬쩍 지나가곤 합니다.118)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영화의 한 장면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여 그가
1인칭 ‘나’는 아니다. 그는 단순히 작중 인물의 한 사람일 뿐이다. 소설에서
‘나’는 작가의 대역을 맡을 수 있지만 영화에서의 ‘나’는 존재의 의미가 분명
히 드러나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최인호가 영화 <별들의 고향>에 등
장하는 다음과 같은 장면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해할 수 있다.

117) James Monaco, How to Read a Film , 양윤모 역, 영화, 어떻게 읽을 것인가 ,
혜서원, 1993, 44면.
118) 최인호,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 , 제삼기획, 1988,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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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별들의 고향>(1974) 중 00:04:59

놀이터에서 아기를 안은 채 그네를 타고 있는 최인호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친다. 이 웃음이 영화 전편에서 일어나는 만남과 헤어짐의 비극적 상황과
대조적이다. 그런 작중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방관자로서의 표정이 잘
드러나 있다. 더욱이 이 장면에 나오는 O.S.T.는 다음과 같은 가사로 된 ‘한
소녀가 울고 있네.’이다.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가사로 되어 있어 이
노래의 서술자는 보고 듣는 관찰자의 위치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소녀가 울고 있네 가냘픈 어깨가 들먹이네
싸늘한 달빛이 비춰주네 긴 머리가 달빛에 흔들리네
한 소녀가 울고 있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었네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네 긴 머리가 바람에 흐느끼네
한 소녀가 울고 있네 가냘픈 어깨가 들먹이네
싸늘한 달빛이 비춰주네 긴 머리가 달빛에 흔들리네
한 소녀가 울고 있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었네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네 긴 머리가 바람에 흐느끼네

영화 <별들의 고향>에서 최인호가 등장한 부분은 1시간 50분 분량의 영
화 중 4분 30초 정도 진행된 부분이다. 이 부분에 최인호가 단순한 카메오
(cameo)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작품 전편의 관찰자 기능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설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이 영화에서는 가능하게 된 것은 장르
적 속성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최인호의 영화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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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이와 같은 최인호의 영화에 대한 관심과 관련하여 1971년에 개봉한 알란
파큘라(Alan J. Pakula) 감독의 영화 ‘클루트(Klute)’를 떠올려 볼 만하다. 남
자 주인공 이름인 ‘클루트’라는 제목 대신 여자 주인공의 직업인 ‘콜걸’이란
제목으로 더 널리 알려진 영화이다. 이 작품이 1972년 9월 5일부터 1973년 9
월 14일까지 신문에 연재되었던 소설 <별들의 고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을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다. 1974년에 나온 영화 <별들의 고향>과의 영
향 수수 관계도 검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이
영화 <클루트>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는
다.
사립탐정인 존 클루트가 그의 친구 톰 그룬만의 실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
해 낯선 뉴욕으로 가고, 거기서 톰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의 수신인인
브리 대니얼스를 만난다. 톰과 브리 사이의 관계를 해명함으로써 실종 사건
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심인 이 영화의 서사 구조는 <별들의 고향>과
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런데 둘의 상관 관계를 따져 볼 만한 근거는
인물의 역할과 성격의 유사성과 차별성에서 찾을 수 있다.
<클루트>의 여자 주인공 브리는 “남자를 만날 때는 모든 걸 조작하고 꾸
미게 된다”고도 하고, “더 원하는 게 있으면 돈이 추가된다”고도 하며 남자
를 주도하지만, “모델이든 배우든 콜걸이든 뭐가 다른가”라고 하며 현실과
꿈의 거리를 알고 있는 콜걸이다. 그렇지만 <별들의 고향>의 여자 주인공
오경아는 “이미 남자의 몸에 대해서 알고 있어. 아, 아, 부끄럽게도 알고 있
어.”119)라고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셔두 좋아요. 저보구 나가라면 나갈 테예
요.”120)라고 하는, 연인 또는 부부 관계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할 의도가 없
는 인물이다.
<클루트>와 <별들의 고향>의 남자 주인공인 클루트와 김문오는 여자 주인
공 브리와 오경아의 삶을 보여 주는 기능을 맡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클루
트를 통해 브리의 삶을 그려내고, 김문오를 통해 오경아의 삶을 보인다는 점
에서 그렇다. 작중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고백
119) 최인호, <별들의 고향> (94), ‘처녀의 방’ (25) 《조선일보》, 1972. 12. 22.
120) 최인호, <별들의 고향> (236), ‘흐르는 방’ (4) 《조선일보》, 197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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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대화 참여자로서의 기능을 맡지만, 소설의 독자나 영화의 관객
에게는 작중 인물이면서 여자 주인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방관자의 위치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3.2. 공범자로서의 청년과 행위의 일탈
최인호의 소설 <바보들의 행진>은 1973년 10월 15일부터 1974년 5월 13
일에 이르기까지 일간스포츠 의 지면에 매일 다른 에피소드로 연재된 연작
소설로, 대중들에게 지금까지도 높은 인지도를 갖는 그의 대표작이다. 이 작
품에 대한 이런 평가는, 그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단역이나마 배우로 출연
까지 한, 하길종 감독의 공전의 히트작인 영화 <바보들의 행진>(1975)에 힘
입은 바도 적지 않다. 소설 <바보들의 행진>에서 다룬 여러 에피소드들을
통일성을 갖춘 하나의 서사로 엮어 각색하고 영화로 만든 작품이 하길종의
<바보들의 행진>이기 때문이다.
이 <바보들의 행진>은 젊은 시절의 최인호의 재기발랄함이 가장 돋보이
는 작품 중 하나로, 대학생들의 일상을 때로는 가볍고 우습게, 때로는 무겁
고 진지하게 그려낸다. 각각의 에피소드는 A대학 철학과 2학년에 다니는 남
학생 ‘병태’와 B대학 불문과에 다니는 그의 애인, 여학생 ‘영자’의 이야기이
다.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병태와 영자’의 이야기
‘병태와
영자’의
이야기

‘병태’의

‘영자’의

기타의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

‘병태’와 ‘영자’는, 그때 당시에는 어느 대학교의 어느 강의실에나 있을 법
한 다소 흔한 이름이었다. 또한 그들의 전공인 ‘철학’이나 ‘불문학’은 ‘현실’의
모든 문제에 저항하고 분노하는 1970년대 청년들에게 ‘이상(理想)’과 ‘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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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浪漫)’을 상징하는, 선망(羨望)의 학문이었다. 이런 설정을 통해 작가는 이
소설의 내용이 특별하거나 비범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당대 청년-대학
생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음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저어 다름 아니라요. 거 <바보들의 행진> 그만 좀 써주세요.”
“뭐라구요, 아니 왜요?”
“제 이름이 영자거든요. 오 영자. A대학 불문과 2학년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놀려요. 놀려서 미치겠다구요. 그리구 제 남자 친구가 B대
학 철학과 3학년에 다니고 있는 김 병태란 말이에요.”
“그건 우연의 일치입니다.”121)

특히 위의 에피소드는 연작소설의 마지막 화(話)로 주인공 병태와 영자가
소설가 최인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문답을 나눈다.
“농담입니다, 농담. 그런데 무슨 용건이시죠? 마침 작가분이 여기 원고 가지
고 와 계신데요. 한 마디 나눠 볼래요.” <중략>
“댁이 최 인호씬가요?”
“그렇습니다만…….” <중략>
“요새 제 대학 친구들이 최 인호씨를 말하는데 기분 나빠 하지 마세요. 좀
웃기는 친구래요. 대학생을 너무 무시한대요. 진짜 그런가요? 그래서 그래요.
최 인호씨는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 같대요.”
“아닙니다. 저두 대학교는 나왔어요. 헷헤헤헤헤. 연세대학교 영문과 졸업했
답니다.”
“그럼 왜 우리 대학생들을 모두 통기타나 청바지 입고 다니는 멍텅구리로 취
급하시죠?”122)

‘작가 최인호’는 자신의 구체적인 직업과 이름, 출신학교를 작품 속에 병기
(倂記)해 스스로를 작품 속 인물로 배치한다. 그리고 ‘병태’와 ‘영자’를 소설
밖 실제 작가인 자신에게 전화를 걸도록 해 그들을 소설 밖으로 탈출시킨다.
소설의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무는 이러한 작업은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
고자 한 그의 욕망을 잘 드러낸다. 그가 당시 대학생-청년들과 암울한 1970

121) 최인호, 병태와 영자, 아듀 , 바보들의 행진 , 홍익출판사, 1987, 258-259면.
122) 최인호, 병태와 영자, 아듀 , 위의 책, 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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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를 함께 술에 취해 거리를 흐느적흐느적 기고, 장발 단속을 피해 도망
다니며, 옷을 벗고 거리를 뛰고 데모에 참가하는 등의 ‘공범자’로서 존재하고
싶어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에피소드이다.
이와 같은 작가 최인호의 의도는 직접 각색하여 만들어진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도 소설과 마찬가지로 ‘최인호’
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며, 대학원생 신분으로 학과 대항 술 마시기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철학과 대표에게, 이름이 뭐요?”, “36에다 6을 곱하
면 얼마요.”, “찌르릉 찌르릉 비켜나세요에서 ‘릉’을 빼고 노래를 불러보시
오.”123) 등과 같은 대사까지 가진 단역이다. 영화 <별들의 고향>에서는 ‘방
관자’에 머물지만 여기에서는 ‘공범자’124)로까지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는 것
이다.

｢그림 4｣ <바보들의 행진> 중 01:11:08

영화 <바보들의 행진>의 포스터에도 왼쪽 상단에 원작자를 밝히고, 영화
<별들의 고향>을 제작한 팀이 만든 영화임을 강조한다. 또 왼쪽 하단에 나
오는 “총력안보와 국론통일만이 비상시국 타개의 길이다”라는 문구를 통해
123) 최인호, 시나리오 선집 1 , 도서출판 우석, 1987, 56면. 실제 영화에서는 “먼저 철
학과 대표에게. 이름이 뭐요?”, “42에다 6을 곱하면 얼마요.”, “아, 허허, 찌르릉 찌르
릉에서 ‘릉’을 빼고 노래를 불러보시오.”로 조금 바뀐다.
124) 최인호 소설 <바보들의 행진>이 단행본으로 나온 바보들의 행진 (홍익출판사,
1987)에 이형기의 작품 해설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공범자 최인호’이고, 본고에서
도 그것을 따른다. 다음의 논문에서도 ‘공범자’라는 관점으로 최인호의 작품을 해석하
고 있다. 소영현, ‘스스로 희생자 되기’ 혹은 견딤의 서사 ,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
학분과 편, 1970년대 문학 연구 , 소명출판, 2000, 443-4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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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대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면서, 동시에 작가의 의도를 반어적으로 드러
내고 있기도 한다.

｢그림 5｣ 영화 <바보들의 행진> 포스터

이 포스터에 “우리들의 친구

병태 와

영자 가 왔다!!”라는 문구가 유난

히 강조되어 있다. 이 문구의 ‘우리들의 친구’에서 1인칭 ‘우리들’에는 이 영
화의 가장 중요한 관객인 3인칭 청년-대학생과 같은 부류로 생각하는 소설
작가나 영화감독이 1인칭 ‘나’로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작가가 작품
속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대학생들의 삶을 그려내고 싶어했고, 그
삶은 곧 작가 자신의 것임을 드러내고 싶어한 결과물이 이 작품인 셈이다.
“젊은이에 의해, 젊은이가 만든, 젊은이의 새 영화”라는 문구에도 원작자이
자 각색자인 최인호가 ‘젊은이’의 일원임을 밝히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러
한 사정은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요즈음 병태는 두 가지의 고민이 생겨 버렸다. 고민이라고는 고등학
교 때 여드름 났을 때와, <문학개론> F학점 나왔을 때밖에 하지 않던 병태가
이처럼 심각하게 고민에 빠져 버린 것은 다름 아니라 머리칼, 머리칼 때문이라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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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병태의 머리는 장발족이다. 대학교 들어와서 이발을 불과 다섯
번밖에 하지 않았다. 그래서 탐스러운 머리칼이 치렁치렁 앞이마와 뒷머리를
덮고 있다. 참 근사하게도 머리칼이 무성하기 짝이 없다. 병태는 자기 머리칼
이 알랭 들롱보다도 더 삼삼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공갈 보탠 이야기는 아니다. 언젠가 그의 친구 영자는 병태 보고 얘, 얘, 니
머리칼이 정말 근사하다. 얘 505표 장미 혼방사처럼 탐스럽다, 얘. 하면서 버
릇 없게도 병태의 머리칼을 쓰다듬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런 근사한 머리칼을 글쎄 길거리의 순경 나으리께서 깎으려고 안달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중략)
머리칼 말고 또 하나의 걱정은 그의 여자 친구 영자의 태도가 요새 좀 수상
하다는 얘기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영자는 병태의 애인인데 B여자대학 불문
과에 다니고 있다. 아주 잘 생긴 아가씨다. 엉덩이에 꼭 붙는 청바지에 너덜너
덜한 블라우스를 입고 생머리 늘어뜨려 가운데로 가리마 탄 영자의 얼굴을 보
노라면 거짓말 안 보태서 환장할 정도다. 늘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데 뒤축을
눌러 신고 다닌다.125)
영자는 자기들 친구 세 명과 앉아 있었다. 고만고만한 또래로 모두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청바지에 너풀너풀한 블라우스를 걸치고 있었다. (중략)
싸고 양 많은 맥주 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태는 무교동 골목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주 가는 맥주집으로 들어갔다. (중략)
술이 오자 여자들은 넙죽넙죽 마시기 시작하였다. 보통 솜씨가 아니었다. 아
슬아슬한 주머니 사정으로 맥주 두어 잔씩 마시고 땅콩 안주 하나 시켜 먹으면
딱 들어맞겠다. 계산하고 있던 병태도 슬슬슬 잘도 마시는 여자들의 기세에 어
딘지 불안해서 말은 안하고 있었지만 바늘 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126)

위에서 ‘머리칼’로 언급된 ‘장발족’, “엉덩이에 꼭 붙는” ‘청바지’, “뒤축을
눌러 신”고 다니는 ‘운동화’, “싸고 양 많은 맥주집”의 ‘생맥주’ 등은 당시 청
년문화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었다. 여기에 ‘통기타’로 상징되는 포크
음악까지 더하면 1970년대 청년문화의 중요한 한 아이콘은 망라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바보들의 행진>은 “1974년 당시 최인호가

청년문화선언 에 이어

재빠르게 써낸 소설”이라는 점에서, “당시 대학생들의 독특한 스타일과 그
의미는 물론 청년문화에 대한 뚜렷한 자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

125) 최인호, 병태의 머리칼 , 앞의 책, 10면.
126) 최인호, 병태와 시계 , 앞의 책, 173-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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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127)에 주목을 요한다. 앞의 인용문에서 등장하는 병태의 “근사
한 머리칼”과 영자의 “청바지에 너풀너풀한 블라우스”는 당시 대학생들 사
이에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의 하나였다. 남성들이 긴 머리칼을 하고, 여성들
이 청바지에 신발 뒤축을 눌러 신고 다니는 모습은 “기성 사회가 응고시킨
성적 정체성의 표현 방식에 대한 막연한 불만과 감수성의 우연적 표출”128)
이었다. 더구나 청년-대학생은 남성은 남성다워야 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는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 그것이 기성세
대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데 대한 거부감이 더욱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에서는 스트리킹에 관한 에피소드가 제시되어 있다.
무슨 기사인고 하니 구미 각국에서 무슨 바람인지 벌거벗고 길거리를 횡단하
는 스트리킹이라는 괴상한 유행병이 번져가고 있다는 기사였다. <중략>
외국 녀석들이야 할 지랄들이 없으니까, 또 별 괴상한 종자들이 발가벗든 맨
발 벗고 뭐든 상관할 필요가 없는데 그 괴상한 스트리킹이 어느덧 국내에 상륙
하여 아침 여덟 시 반께 눈내린 안암동 길거리를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내가 이
백여 미터를 뛰어갔고 그 뒤에는 그 사내의 옷을 들고 또 한 학생이, 그 뒤에
카메라를 든 또 하나의 학생이 같이 뛰어갔다라는 믿을 수 없는 기사가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다.129)

1974년 초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스트리킹(streaking)은 벌거벗고
대중 앞에서 달리는 행위를 일컫는데, 이것은 서구에서 청년-대학생들이 기
성세대의 고착화된 체제와 선입견 따위를 부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
이다. 스트리킹은 다소 적극적이고 과격한 형태의 저항일 수 있으나 <바보
들의 행진>에서는 옷을 벗지 않고 “미친 듯이 학교 교정을 뛰”는 것으로 순
화되어 그려진다. 또한 그 달리기의 원인을 “황야의 무법자”라 불리는 교수
가 병태가 담배를 폈다는 이유로 뺨을 후려쳤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함
으로써 실제로 저항해야 할 대상이 기성세대 또는 그들의 문화라는 것을 불
분명하게 은닉한다.

127) 송은영, 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 , 상허학보 15, 2005년 8월, 430면.
128) 송은영, 위의 논문, 430면.
129) 최인호, 병태와 스트리킹 , 앞의 책, 190-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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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봐, 학생, 학생.”
“예.”
병태는 무심코 소리 나는 쪽을 돌아다보려니까 이소룡이 당수 일격 가할 때
처럼 별안간 따귀 한 대가 병태의 뺨에 떨어지고 말았다.
“어디서 담배 피워,”
바람과 같이 나타난 사람은 신학대학 교수로 평소에 담배와는 원수진 교수님
이었던 것이다. <중략>
“기독교 정신에 담배 피우는 것은 어긋난다고 하지만 남의 따귀를 때리는 것
도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뭐라구? 난 교수야. 너희들의 선생이야. 난 너희들의 철없는 짓들을 가르쳐
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왼뺨도 마저 때려 주십시오.”
“뭐라구? 자네 지금 나하고 농담하자는 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억울한가.”
“글쎄요.”130)

병태가 교수에게 뺨을 맞은 일을 “재미있게 보고 있던” 학생들에게는 “운
수가 더럽게 나빠” 발생한 일일 뿐이고, 그러한 통념이 당시의 대학생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병태가 교수에게 따지는 일만으로도 대학생들의
생각이 변화하는 조짐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억울하지만 얼버무릴 정도에 머
물고 만다. 직접 저항할 수 없으니 “병태는 미친 듯이 학교 교정을 뛰기 시
작”하는 스트리킹의 행위로 그 방법을 바꾼다. 스트리킹은 “옷 벗구 뛰어”야
한다는 친구 땅딸이에게 “여긴 임마, 한국이야. 외국 것을 그대로 모방할 수
야 있니? 토착화된 스트리킹이다. 어때, 옷 입고 뛰는 한국적으로 토착화된
스트리킹이 어때, 근사하냐.”131)라고 대응한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에 반해 많은 대학생들은 ‘청년문화선언’과 같은 글을
비롯한 최인호의 작품들이 청년문화를 술 마시고 노는 게 전부인 천박한 것
으로 폄하한다며 분노해 학보에 글을 싣기도 하고 작가에게 항의전화를 하
기도 했다. 이 사건을 최인호는 <바보들의 행진>의 마지막 화(話)인 ‘영태와
병자, 아듀’에서 직접 다룬 바 있다. “왜 우리 대학생들을 모두 통기타나 청

130) 위의 책, 196-197면
131) 위의 책,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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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입고 다니는 멍텅구리로 취급하”냐는 영자의 물음에 작가 자신으로 등
장한 최인호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자고 제안하면서 의연한 태도를 보인다.
“관둡시다, 관둬요. 요새 쓸 기사거리 없는 잡지 신문에서 떠드는 것 내버려
둡시다. 아 진짜 써먹을 게 없으니까 애꿎은 젊은이 얘기나 들썩거리고, 젊은
이들이 신문 잡지 안 보니까 독자 끌려고 다 그런 거죠 뭐. 헤헤헤, 또 얼마나
좋아요. 요새 대학생들 분출구가 없는데 나 같은 만만한 상대가 생겼으니 얼마
나 좋아요. 맘껏 만끽하세요.”132)

이에 대해 문학평론가 이형기는 “병태와 영자가 희화적(戱畵的)으로 그려
진 인물”이며 “어떤 특징적 측면의 과장 강조라는 수법으로 익살스럽게 캐
리커추어된 인물”이라 변호하며 “이 작품 속에서 병태와 영자가 펼치는 이
야기는 실상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공통으로 겪는 보편적 경험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133)라 평가했다. 그러나 소설 <바보들의 행진>의 의의는 당시
젊은 세대, 특히 대학생들의 공통 경험이나 그들의 문화풍속을 보여주는 데
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의 대학생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
을 그들의 생각과 행위를 통해 그리고 있다.
어느 날, 병태는 빈 강의 시간에 잔디밭에 누워서 빈둥거리고 있었다. 요즈
음의 대학생들은 말만 큰 대(大)자 대학생일 뿐 따지고 보면 작을 소(小)자 소
학생만도 시세가 없어서 교정을 오가는 학생들은 모두 털 뽑힌 닭처럼 기운이
없어 보였다. 다들 전생에 몹쓸 죄를 진 사람들 같아 보였다.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땅을 묵묵히 내려다보면서 모두 땅 어딘가에 떨어진 동전이 없나 주우
려 돌아다니는 꼬락서니로 오가고 있었다.
크게 웃는 일도 없었고 항상 땅이 꺼질세라 조심조심 오가고 있었다.
강의 시간에 들어가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들 묵묵히 교수님의 강의나 듣고 노트하고 그러고는 시간이 끝나면 제멋대
로 나와서 잔디밭에 누워 한숨이나 푸욱푸욱 쉬고 있었다.
한숨도 보통 한숨이 아니라 가슴이 푸욱푸욱 꺼져 내리는 한숨들이었다 다들
가슴앓이 속병을 앓고 있는 사내들같이 보였다.134)

132) 최인호, 병태와 영자, 아듀 , 앞의 책, 260면.
133) 이형기, 공범자 최인호 , 앞의 책, 266-267면.
134) 최인호, 병태의 침묵 , 앞의 책, 232-233면.

- 66 -

이와 같이 대학생들은 “다들 전생에 몹쓸 죄를 진 사람들”처럼, “털 뽑힌
닭”처럼 기운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 “가슴앓이 속병을 앓고 있는 사
내”처럼 한숨만 “푸욱푸욱” 쉬고 있다. 작품 속에서 이들이 왜 이리 기운이
없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희화적으로”, “익
살스럽게 캐리커추어된” 인물이라 평가받을 만큼 밝고 활동적인 ‘병태’와 ‘영
자’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욕이나 목표를 상실한 채 무기
력한 듯한 대학생의 모습을 그린다. 이런 사정이 다음에도 잘 드러난다.
“이 좋은 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
“이 좋은 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대학생으로서.”
“…….”
“부탁합니다. 한 마디만 부탁합니다.”
“…….”
“대답하기 싫으신 모양이로군요. 그럼 다른 학생에게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요즘에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
“요즈음 재미있게 본 영화는 무엇입니까?”
“…….”
“장래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135)

어느 방송국에서 젊은이,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취적인 사고
방식”과 “기성세대에의 불만” 등을 취재하는 데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을 보
여주고 있다. 방송국 기자의 여러 질문에 대해 대학생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
지 않는다. 병태에게 마이크를 대고 “올해 몇 학년이십니까?”, “무슨 과입니
까?”, “허어 참, 이러지 맙시다. 요새 흔히들 운위되는 청년 문화에 대해 자
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의 질문에 하나같이 “모릅니다.”라도 대답한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대학생들이 의욕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지만 기성세대의
사회에 대해 비판하거나 저항하는 모습으로 읽을 수 있다. 기자들이 사라지
자 그들은 “봄날의 캠퍼스 풍경쯤으로 나오겠지.”, “미안했어.”, “웃어 줄 걸
135) 위의 책, 234-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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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어. 웃는 거야 어렵지 않은 일인데.” 등의 대화를 나누며, 강의 시간을
알리는 벨소리가 들리자 “누웠던 학생들이 부시시 일어들 나서 엉덩이에 묻
었던 검불들을 툭툭 털”고 “하나둘씩 잔디밭을 가로질러 강의실로 내려가”
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들의 저항 또는 비판 정신은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이제 197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1973년은 우리에게는 슬픈
일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머리는 장발이라 수난당하였고, 시험도 F학점을 세 개나 맞았으며 어찌 되었
건 데모하다가 강제로 휴강도 하였으며 더럽게 외롭고 쓸쓸했던 한 해였습니
다.
돈도 없어 술도 제대로 못 먹었고 당구도 못 쳤고 탁구도 못 쳤고 학교 앞
당구장, 술집, 탁구장에는 맡긴 책들이 즐비하게 널려 깔렸습니다. 지난 봄에
입던 잠바는 학교 앞 당구장에 맡겨서 겨울이 되어도 찾지 못하고 있사옵니
다.136)

1973년이라는 구체적 시간을 제시하고, “우리”가 겪은 많은 “슬픈 일”에
대해 열거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1970년대 대학교의 강의실은 강의 시간임에
도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까닭은 1970년
대 전반을 관통하는 학생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1971년 고려대와 서울대를
필두로 한 대학생들의 ‘교련 반대’ 시위, 그리고 1973년에는 서울대 문리대생
의 유신 반대 데모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반독재․반체제 운동이 확산되었
다. 이후 유신체제로부터 선포된 긴급조치로 인해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했
다. 1979년에는 ‘Y․H 노동자 사건’, ‘신민당 총재단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
그리고 ‘김영삼 총재 제명 파동’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부산대 시위가 ‘부
마 항쟁’으로 번지는 등의 학생시위가 일어났다.
소설 <바보들의 행진>에는 ‘병태’와 ‘영자’가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만 대학교의 강의가 데모로 인해 제대로
진행조차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들과 이들의 친구들 역시도 데
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은연중에 드러날 따름이다. <바보들의 행진>
136) 최인호, 병태의 영자의 새해 기도 , 앞의 책,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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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꽤 오랫동안 연재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데모’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위의 인용문에서 “어찌 되었건 데모하다가 강제로 휴강도 하
였”다는 부분과 ‘병태의 구역질’이라는 에피소드137) 이외에는 찾아보기가 힘
들다. 그렇지만 대학생들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 이런 사정은 병태와 그의
친구들이 나눈 대화에 잘 드러난다.
“너 왜 우니, 이 병신아.”
쫄쫄이가 구박을 주었다.
“우린 참 시시한 대학생이야. 정말 시시해. 휴지조각보다도 나을 게 없어. 정
말 너무들 해.”
“그래.”
병태는 귀 뒤에 꽂아 두었던 꽁초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염려 마. 곧 우리들 시대가 오니까.”138)
“왜 사람이 사람으로 소중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일까.”
“모르겠다.”
병태는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묵묵히 걸음을 떼어 놓았다.
“허지만 이담에.”
“허지만 이담에.”
“우리들이 좀 더 커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우리들의 시대가 왔을 때는.”
“왔을 때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지는 때가 오겠지.”139)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인호는 <바보들의 행진> 속에서 저항의 대상
을 교묘하게 은닉하면서 1970년대 전반을 휘감은 청년-대학생들의 저항정신
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청년-대학생들이 지향하는
이상향을 “우리들의 시대”라는 구체적인 구절로 여러 번 제시한다. 그는 동

137) “학교가 잠시 휴업이라는 말이오.”/“아니 왜요?”/“우리들 데모한다고 문 닫았소.”/
“젠장.”/병태는 자기도 모르게 욕부터 나왔다. (최인호, 병태의 구역질 , 앞의 책, 54
면.) 이 부분은 병태와 그의 고등학교 선배가 나누는 대화이다. 이 장면이 소설 <바
보들의 행진>과 소설 <고래사냥>의 친연성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138) 최인호, 병태의 우정 , 앞의 책, 43면.
139) 최인호, 장난감 시대 , 앞의 책,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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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同名)의 소설 <우리들의 시대>를

학원 지에 1970년 11월부터 1973년 3

월까지 연재했다. 이 ‘우리들의 시대’라는 이상향은 현재의 청년들이 사회의
기수가 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우리들의 시대’라는 것은 최인호
특유의 소극적인 저항의식에 대한 암시를 제공하는 단서이기도 하다.
최인호는 청년문화의 기수로 1970년대 문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당시 혼란했던 사회상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한 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는 오랜 활동 기간 내내 적극적인 저항정신을 내비추기보다 안전한
지대에 위치하기를 갈구했고, 그러면서 본인 역시도 현 상황이 만족스럽지만
은 않다는 의식을 희미하게 흘리는 방식을 추구했다.140) 위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 병태와 친구들은 “허지만 이담에” “우리들이 좀 더 커서 사회에 나
가”야만 우리들의 시대를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그들에게는 학생이라
는 신분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하거나 극복할 수 없다는 의식이 저변 깊은
곳에 깔려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최인호는 자신의 실명(實名)을 작품 속에 직접 등장시키고,141)
이런 방식을 통해142) 청년-대학생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
고자 한다. 작가인 그도 또한 청년-대학생인 그들과 함께 걷는 ‘공범자’라는
것이다. 이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은 지금 당장은 환상과도 같은, 언제고 오
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들의 시대’를 향한 길이다. 즉, 불분명한 목표이지만
140) 70년대의 인기 작가이자 청년문화의 기수를 자임하면서도 적극적인 저항정신을 펼
칠 수 없었던 데에 대해 작가 스스로도 늘 죄의식을 갖고 글을 썼다. “70년대에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는 글을 쓸 때마다 늘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진
인(眞人) 한 사람을 느끼곤 하였다. 그가 바로 김지하였다. 꾸며서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70년대 내내 글을 쓸 때면 내 가슴속에서는 지하 형이 살아서 숨쉬고 있
었다./나는 늘 지하 형에게 미안했다. 글을 쓸 때면 지하 형이 가막소에 들어가 있다
는 것이 늘 미안했다. 글을 쓸 때면 폐병에 걸린 지하 형이 감방 안에서 쿨럭쿨럭 잔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항상 미안했다.” (최인호, 지하 형, 미안해 , 월
간 샘터 24, 샘터사, 1993, 89면.)
141) 최인호, 병태와 영자, 아듀 , 앞의 책, 258-259면.
142) 필립 르죈(Philippe Lejeune)은 저자-화자-주인공간의 이름의 동일성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성립될 수 있다며, “1. 자서전의 규약에 의하여 저자-화자의 연결이라
는 측면에서 암묵적으로 성립되는 경우, 이것은 다시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2. 이야기 속에서 화자-주인공이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이 저자의 이름과 동
일하여 명백하게 주어지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Philippe Lejeune, Le pacte
autobiographique , 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 문학과지성사, 1998, 39면. <바보들의
행진>은 후자에 해당하며 소설 전체의 진실성을 높이는 효과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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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향으로 함께 행동하겠다는, 작가 스스로를 당당히 ‘바보들의 행진’에
함께 하는 주인공으로 배치한 것이다.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는 병태의 친구로 ‘강영철’이라는, 소설 <바보들
의 행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물이 등장한다. 그의 존재는 최인호가 자신
의 작품에서는 감추려 했던 저항 정신이 영화감독 하길종과의 만남으로 발
현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143)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최인호가 썼기 때문
이다.
영철의 집은 부유하다. 그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사실이 영화에서 직접적으
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급 승용차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등
장하는 그의 아버지는, 차량 뒷좌석에 앉은 걸로 유추했을 때 운전기사를 고
용할 정도의 부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돈이 필요하다는 아들의 말에 지폐
다발을 건네는데, 그 양이 상당하다. 이처럼 영철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으
나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득 품고 사는 대학생이다. 그의 불만은 술에 취하
면 주정으로 표출되는데,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해서는 숭례문에 경례를
붙이고 밤에 길거리를 방황하다 잡혀간 파출소에서는 ‘고래를 잡으러 동해바
다에 가야 한다’는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한다.
여기서 ‘고래’가 사는 ‘동해바다’는 영철에 있어 이상향과 같은 장소이다.
그리고 그 장소는 영철이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으려는 병태에게
함께 참여하자고 강하게 말하는 장면 등을 통해 학생운동의 대상인 유신 체
제에 반하는 자유로운 곳을 의미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영철 우린 참 시시한 대학생이다, 그지?
병태 걱정하지 마, 곧 우리들 시대가 올 꺼야.
영철 그게 과연 올까?
병태 오구 말구.
영철 군대나 가고 싶어. 근데 난 재수없게 불합격이지 뭐니.
(중략)

143)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 등장하는 ‘강영철’이란 이름의 인물은 최인호가 월간 잡지
엘레강스 에 1981년 10월부터 1983년 6월까지 연재한 장편소설 <고래사냥>에서 ‘병
태’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 이것은 최인호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같은 것으로 보
느냐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본고
가 1970년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므로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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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어젯밤 난 파출소에서 밤을 새면서 그것을 줄곧 생각했었어. 고래는 동해
바다에 있지만 내 마음에 있기도 해. 난 지금까지 그걸 몰랐었어. 난 지금
부터 그것을 잡으러 갈 꺼야. 난 용기를 보여주겠어. 데모를 하고 머리를
잘리고 괴롭고 술 먹고 피 뽑고 아우성을 쳐도 고래는 내 마음속에서 꿈틀
거리고 있어.
(중략)
소리 또 한 가지, 우리에겐 학교가 있어. 비록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만신창이
학교지만 소중한 내 학교야. 학교가 살이 있는 한 병태와 너 나, 그리고 우
리들은 행복해. 난 이제 떠날 꺼야.
병태 (소리) 어디로 가니.
소리 고래를 잡으러 떠나겠어.
(중략)
소리 떠나기 전 같이 떠날 사람이 있어. 같이 떠나자고 부탁을 할 꺼야.
병태 (소리) 같이 떠나자.
소리 넌 안 돼. 나 혼자서 떠나야 해.
병태 (소리) 같이 떠나. 임마, 너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이든 같이 해왔잖니.
소리 넌 학교로 가면 돼. 난 갈 데가 있어.144)

소설 <바보들의 행진>에 등장했었던 스트리킹 장면이 영화에서도 등장한
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는 단순히 “황야의 무법자”라 불리는 교수에게 뺨을
맞은 뒤 학교 교정을 뛰어다니는 데서 이야기가 끝을 맺지만, 영화에서는 그
렇게 시작된 달리기가 한참을 이어져 학교 밖의 길거리로까지 나아가게 된
다. 이들 둘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바닷가까지 구토를 해가며 달린다. 바닷
가에서 영철은 병태에게 다시 한 번 동해바다와 고래 이야기를 꺼낸다. 영철
은 자신의 인생은 불합격의 연속임을 병태에게 하소연하며, 군대에조차 마음
대로 갈 수 없는 스스로를 한탄한다. 그는 병태에게 학교로 돌아갈 것을 종
용하고, 자신은 가야할 곳이 있다며 홀로 길을 떠난다. 학교에 돌아간 병태
는 데모 때문에 강의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공지와, “지금 내가 할 일은?”

144) 최인호, 시나리오 선집 1 , 도서출판 우석, 1987, 74-76면.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에서는 “우리들의 시대가 올 꺼야.”가 “우리들의 꿈은 이루어질 거야.”로 바
뀌고, “비록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만신창이 학교지만 소중한 내 학교야.”가 “선배들
이 지켜준 소중한 우리의 학교가 있어.”로 바뀌어 있다. 또 “데모를 하고 머리를 잘리
고 괴롭고 술 먹고 피 뽑고 아우성을 쳐도”라는 구절은 영화에 나오지 않는다. 이것
은 시나리오 작가 최인호와 영화감독 하길종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영화를 개봉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검열을 거쳐야 하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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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자보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한참을 더 달려 동해바다의 절벽에 도착한 영철은,
멀리 보이는 고래를 바라보며 웃다가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스스로 목
숨을 끊는다. 병태는 입영열차에 오르고 영자와 슬픈 이별을 하며 영화는 끝
을 맺는다. 그토록 꿈꾸던 동해바다에 온 병태는 바다를 바라보며, 수평선
멀리 보이는 고래의 환상을 바라보며 바다로 뛰어든다.
소설 <바보들의 행진>의 주인공 병태와 영자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잣대로 재었을 때 ‘모범생’은 아니다. 모범생이라야 전통 계승과 현상 유지
같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그들은 오히
려 ‘문제 학생’이라 하는 편이 실상에 더 가깝다. 이런 문제 학생들의 문제적
일상을 기존의 서사 문법을 따르지 않고 펼쳐 놓은 작가의 의도는 반어적
(反語的)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저력이 모범생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모범생은 기성세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바보
들’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뉴 웨이브 미학의 형성 과정에 영화
<졸업 The Graduate>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하는 일은 자연스럽다.
1967년에 개봉한 마이크 니콜스(Mike Nichols) 감독의 영화 <졸업 The
Graduate>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주인공 벤자민의 귀가(歸家)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혼자 있고 싶어한다. 그의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
습과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졸업 선물로 자동
차를 사주고 아무 아가씨와는 사귀지 말라는 부모와 그들의 친구들, 갓 대학
을 졸업한 청년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갖고 자기의 대학생 딸을 소개해 주는
유부녀, 이처럼 자본과 성욕이 지배하는 기성세대의 세상에 들어서고 만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기성세대의 세상에 편입(編入)하게 되는 것이다.
소설 <바보들의 행진>의 주인공 병태와 영자는 여전히 대학생이다. 그들
도 언젠가는 대학을 졸업하여 벤자민처럼 될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기성세대
의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병태와 영자, 아듀’라는 제목이
붙은 이 작품의 마지막 이야기에 등장한 작가 최인호에 대해 병태와 영자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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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다, 그지?”
“으응, 그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얘기 더 쓸까?”
“몰라, 그건 그의 자유니까. 당장 안 쓰더라도 이름을 바꿔서 쓸지도 모르지,
내버려 두자.”
“으응.”
“아까 그 사람이 그랬어. 우리들이 지금은 모른 체하지만 곧 결혼할 거라구
그랬어.”
“어머머, 너 말 다했니.”
순간 영자의 손이 병태의 넓적다리를 쥐어뜯었다.145)

작가 최인호가 말했다면서 “지금은 모른 체하지만 곧 결혼할 거라”는 화
제로 둘은 다툰다. 영자가 “병태의 넓적다리를 쥐어뜯”는 행위는 결혼을 하
지 않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대화의 소재로 삼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작가 최인호가 “이름을 바꿔서 쓸지”는
모르지만 ‘병태와 영자’의 결혼 이야기를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들은 대학
생 신분이기 때문에 “바보들”이고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그리던 작가 최
인호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영화 <졸업 The Graduate>의 후반부에
서 찾을 수 있다.
벤자민은 부모가 결정에 따라 결혼식을 올리던 일레인을 데리고 예식장에
서 도망쳐 나온다. 로빈슨 부인이 봤을 때는 “너무 늦었어.”라고 하겠지만,
일레인은 “제겐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는 일이다. 기성세대에게 정면으로
저항하는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을 잘 드러내 주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당시의
젊은 세대는 해방감을 맛보면서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
었음직하다. 그러나 극적 환상에 젖어 있던 그들이 벤자민과 일레인의 표정
이 굳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처한 현실의 장벽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
다. 이것이 작가 최인호가 병태와 영자를 결혼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
라 할 수 있다. 결혼은 기성세대로 편입하는 상징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졸업>의 마지막 장면은 최인호에게 유의미한
자극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인호는 이후 소설 <바보들의 행진>을 기반
145) 최인호, 병태와 영자, 아듀 , 앞의 책, 261-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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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화 시나리오 <바보들의 행진>과 그것의 속편인 <병태와 영자>를
직접 썼다. 시나리오 <병태와 영자>에서 영자는 잘 나가는 의사와 결혼을
하게 된다. 병태를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 군대를 갓 전역하고 철학과에 복
학중인 그와는 결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자를 잃을 수 없는 병태
는 결혼식 당일, 영자의 약혼자인 의사 선생에게 ‘영자’를 걸고 마지막 대결
을 신청한다. 똑같이 출발하여 의사 선생은 차를 타고, 자신은 두 발로 달려
서 결혼식장까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영자를 갖자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한 것이다. 질 수가 없다고 판단한 의사 선생은 이를 받아들이지만, 죽을힘
을 다해 달린 병태는 결국 의사 선생보다 먼저 결혼식장에 도착해 영자와
함께 사랑의 도피를 한다. 최인호가 벤자민과 일레인의 도피를 떠올리게 하
는 이 장면을 소설에서는 쓰지 않고 영화 시나리오에서만 쓴 까닭과 의미에
대해서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3.3. 주변인으로서의 청년과 욕망의 좌절
최인호의 <불새>는 1979년 1월 16일부터 80년 9월 14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작품으로 1980년에 단행본146)으로 출간되었다. 신문에 연재하던
당시에도 신문 구독률을 높였고, 단행본으로 출판된 이후에도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였으므로 1980년(이경태 감독)과 1997년(김영빈 감독) 두 번의 영화와
세 번의 텔레비전 드라마147)로도 제작되었다. ‘수백 년 동안 살다가 스스로
146) <불새>의 단행본은 1980년에 예문관, 1986년에 우석, 2005년에 (주)여백미디어에서
세 번에 걸쳐 출판된다. 신문에 연재된 것까지 합하면 네 버전(version)이 있는 셈이
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05년에 나온 단행본에는 “원래 이 소설은 4천 매에 가까운
호흡이 긴 장편소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읽는 동안 나는 표현의 중복과 과잉
적 심리묘사, 연재소설이 주는 불필요한 스토리의 복선으로 인한 산만함으로 감히 1
천5백 매가 넘는 부분을 삭제하고 탈고하여 두 권으로 압축하였다.”라는 작가의 말을
남기고 있어 본고의 텍스트로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147) <불새>라는 제목으로 1987년 2월 2일부터 24일까지 월화드라마와 2004년 4월 5일
부터 6월 29일까지 26부작 미니시리즈로 MBC에서 드라마로 방영되었고, <홍콩 익스
프레스>라는 제목으로 2005년 2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16부작으로 SBS 드라마로
방영되었다. 그런데 MBC에서 2004년에 방영된 오경훈 연출, 이유진 극본의 <불새>
는 로버타 리(Roberta Leigh)의 그에게 맞지 않는 여자 Not His Kind of
Woman(1992) (신영 미디어, 2004)와 모티프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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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불태운 뒤 그 재 속에서 되살아난다는 전설적인 새’인 ‘불새’를 제목으로
삼아 주인공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
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사랑’ 이야기를 배치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이런 대중적 인기는 우르스 야에기(Urs Jaeggi)가 추출해
낸 ‘통속적인 것’의 특성인 구성의 공식성, 언어의 인습적 사용, 판에 박힌
인물 설정 방법, 세계와 사회 현상에 대한 허위 보고, 자기 목표로서의 감각
(감상성, 야만성, 관능성), 가치 전도148) 등을 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
능했을 것이다.
최인호의 <불새>가 조선일보에 연재되기 시작하던 1979년과 연재가 끝나
고 작자가 직접 시나리오를 쓴 영화 <불새>가 개봉되었던 1980년은 우리의
현대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생긴 해이다. 18년 동안 이어진 박정희의 유신
정권의 독재가 종식되었으나 새롭게 등장한 신군부의 군사 정권은 그 후로
도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정치적 후진성 대신 누리게 된 경제적 풍요는 경
제적․문화적 계층 간의 대립을 심화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
다. 특히 1980년에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
어났으며, 사회 정화(淨化)라는 명분으로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뿌리
깊은 나무’ 등 172개 정기 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하였는데, 이런 사회상과는
무관심하게 일간신문에 연재소설을 쓰는 작가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
판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어느 시대이든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를 맞는 작가의 태도는 다양할 수 있
다.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터인데, <불새>만으로
작가 최인호의 태도를 추측해 보건대 그는 두 방식 모두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불새>에서 그려내는 선정성(煽情性)이나 폭력성(暴力性)을 통한
통속성(通俗性)은 독자들을 정치적 상황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태도는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써
비판하는 사실주의적(寫實主義的) 태도로도 읽을 수 있다. 이런 양면성이
개정판 불새 (여백미디어)의 ‘작가의 말’에서 “두 번이나 TV 드라마로 방영되었던
작품”이라 하고 “뜻밖에도 이번에 다시 TV 드라마로 방영”된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세 편의 TV 드라마 모두의 원작이라 보아야 할 터이다.
148) Urs Jaeggi, Literatur und Politik (Suhrkamp Verlag, 1972), 조남현, 소설원론 ,
고려원, 1982, 318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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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새>의 미학적 기반이다.
<불새>는 현대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개인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소외(疏外, alienation)될 가능성이 높다. ‘소외’는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서, “개인이 사회로부터 거의 완전한 감정적 단절(emotional
severance)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에

놓인

개인은

무력(無力,

powerlessness)․무의미(meaninglessness)․무규범(normlessness)․고립
(isolation)․자아소외(self-estrangement)” 같은 현상을 겪는다.149) 개인과 사
회와의 관계에서 야기된 이 소외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사회의 변동이나 변
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 차원의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원인을 제공한
사회의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 소외 현상은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주변인(周邊人, marginal
man)으로 남게 한다. 주변인은 어느 쪽에도 자리 잡지 못하는 존재이므로,
특정한 방향으로 지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곧 사
회적 문제 때문에 생긴 주변인이 새로운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내
재하고 있는 존재인 셈이다. 특히 이 주변인의 사고 또는 행동 방식이 기성
세대 또는 그들이 만든 사회적 환경에 영합하거나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날
경우를 주목할 만하다.
최인호의 <불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주변인(周邊人), 또는 경계인
(境界人)으로서 살아간다. 주변인은 서로 다른 두 영역에서 어디나 포함되면
서 동시에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부류를 가리킨다. 이들은 특정 영역에
들어가려고도 하고 나오려고도 하는데, 이런 생각과 행동이 갈등의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주변인이 “복잡한 성격 구조를 갖고 있거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옳고 틀린 것을 판단하
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150)는 특성을 지니는데, <불새>의 인물들, 특히 ‘김
영후’와 ‘강영섭’151)이 이런 부류의 인물이다.
149) 교육학용어사전 , 하우동설, 1995. ‘소외’ 항목 참조.
150) 위의 책, ‘주변인’ 항목 참조.
151) 최인호는 <불새>의 연재가 끝나기도 전에 ‘예문관’에서 단행본을 낸다. 이 단행본
에는 조선일보의 연재본과 같은 ‘강영섭’이지만 1986년에 ‘도서출판 우석’에서 나온 단
행본부터 ‘강민섭’으로 이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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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새>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초점에 놓
이는 인물은 김영후이다. 김영후의 작중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인물로 강영
섭이 있고, 이 둘의 관계와 얽혀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강영섭의 이복(異腹)
누이동생 강미란, 그의 약혼자 오현주 등도 김영후와 결혼을 약속하거나 사
랑을 나누는 사이로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방식과 차별 짓고 싶어하는 20대의 청년이다. 이 네 인물을 통해 소설 <불
새>의 줄기가 형성되고, 이 줄기에서 뻗어 나오는 가지를 통해 미적 의미가
드러난다. 이들의 출생이나 성장, 성격의 형성, 만남과 헤어짐의 계기를 제공
하는 인물군은 이들의 존재를 부각하는 기능에 따라 중요도가 결정된다.
<불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김영후, 강영섭, 강미란, 오현주 등 넷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으로 연결된 인물들 사이의 관
계는 둘이나 셋, 또는 넷 모두와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그 관계가 평면적이
기도 하고 입체적이기도 하게 한다.

김영후
㉡

㉥
㉠

강미란

오현주

㉢
㉤

㉣
강영섭

㉠은 김영후와 강영섭의 관계로, 선(線)으로 이어지는 평면적인 관계로만
보인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친구 사이에서 출발하여 처남매부 사이로 진
전되고 적대적(敵對的) 사이로 바뀌는 동적(動的) 관계이다. ㉡은 김영후와
강미란의 관계로, 신분 변동의 목적과 육체적 쾌락 추구라는 서로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부분적 완성에 머멀고 만다. ㉢은 강미란과 오
현주의 관계인데, 시누이와 올케 사이가 될 수도 있고, 김영후를 사이에 두
고 애정 대립 관계로 나아가기도 한다. ㉣은 강영섭과 오현주의 관계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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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한 사이에서 출발하지만 김영후가 개입되어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은 강
영섭과 강미란의 관계인데, 둘은 이복 남매로 겉으로는 친밀하지만 속으로는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은 김영후와 오현주의 관계로, 강영섭과 애정
문제로 대립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불새’처럼 거듭 나게 되는 데
로 진행된다. 이처럼 <불새>의 두 인물 사이의 관계는 어느 경우도 보편적
도덕률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밝혀져선 안 돼, 영후.
너의 비천한 과거, 비천한 신분, 너의 미친 어머니, 너의 핏속에 흐르고 있는
광기. 아아, 그 광기는 언젠가는 폭발한다. 너는 무서움에 떨고 있어, 영후. 언
젠가는 네가 미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너는 본능적으로 공포에 떨고 있어.
너는 짐승의 씨앗이다. 그 모든 것이 밝혀져선 안 돼. 영후,

이제 너는 네가

그토록 바라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입구에 가까이 서 있다. 이제 너는 손만 뻗
치면 그것을 움켜쥘 수가 있어. 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너는 어쩔 수
없이 갇힌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 너는 노예다. 네 몸 어딘가에 노예의
문신이 새겨져 있어. 그것을 들키면 안 돼. 이건 마지막 승부다. 그가 뭐라든
미란은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는 네 소유다.152)

김영후가 스스로 “짐승의 씨앗”이라 인식하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선택한 방법은 그와 반대쪽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비천”하
지 않는 사회에 포함되려는 것이다.153) 그 반대쪽을 김영후는 ‘돈’과 ‘권력’을
가진 존재인 것으로 인식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부류는 아니지만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방법은 단 하나야. 이 방법밖에 없어. 자네 대신 내가 자수하는 길밖에 없
어. 생각해 봐. 그냥 숨어서 버틴다고 해도 이틀 안에 자넨 발각돼. 그 안에 자
수한다고 해도 자넨 당장 구속되겠지. 얼마나 좋아할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
을 하겠지. 한영그룹의 둘째 아들. 강영섭. 나이는 서른두 살. 그 친구는 일주
152) 최인호, <불새> (275), ‘화염’ (6), 《조선일보》, 1979. 12, 6.
153) 계층 간의 격차가 심해지자 “젊은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심하게 좌절감과 긴
장감을 느꼈고, 집단적인 사회적 전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규격화된 노동과 소비,
복지의 황폐함과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됐다.”는
견해가 이 최인호의 <불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rnest Mandel, Delightful
Murder (Pluto Press, 1984), 이동연 역, 즐거운 살인 , 도서출판 이후, 2001, 1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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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 새벽길에 한 순진한 여학생을 치어 숨지게 만들었다. 그러고도 일주일
동안이나 숨어 있었다. 그리고 체포 직전에 자수를 했다. 그는 가난한 자를 무
시했으며 돈과 권력으로 죄악을 감추려 했다. 그는 타락한 부유층의 재벌 이세
며 인격이 황폐한 쓰레기다.”154)

김영후는 자신이 다가가려는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강영섭’
을 “순진한 여학생”과 대조하면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과 “돈과 권력
으로 죄악을 감추려” 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영후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두 사회가 어떻게 다른지 잘 드러난다.
“나는 일 년이라도 줄곧 잠잘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까. 아무것두 안 먹구
일 년 이상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자넨 곤란할걸, 자네는 이미 술과 여인과 노
름과 사치와 향락에 길들어 있어. 자넨 온상 속의 화초에 불과해. 더구나 자넨
약혼을 앞둔 여인이 있어. 어느 주간지에서 보았지. 그뿐 아니야. 자넨 이미 명
예와 돈 위에 겨우 서 있어. 자넨 하루도 견디지 못한다. 주먹밥을 먹고, 남들
이 지켜보는 데서 똥을 누고, 담배 한 개비에도 주먹질이 오가는 그곳에서는
하루도 견디지 못해. 자넨 일 주일 만에 스스로 목을 매게 된다. 나, 나는 괜찮
아. 나는 배고프면 감방을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마
저 떨어지면 먼지라고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15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그의 욕망은 이율
배반적이다. 이런 지점에서 미학적 생명력이 발현된다. ‘청년’의 꿈은 언제나
합리적인 것은 아니며, 합리성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정한 의미를 지
니게 되는 것이 뉴 웨이브 미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결국 김영후는 강영섭을 대신하여 감옥으로 간다. 죄를 뒤집어쓰는 대가를
김영후는 “난 자네의 운전수가 아닌 친구로 뛰어오르고 싶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가야.”라고 하면서 “계약은 끝났”음을 선포한다. 둘이 친구가 된다
는 것은 여러 면에서 절대적 열세에 있는 김영후가 강영섭의 수준으로 상향
이동한다는 의미이다. 김영후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어렵게 자랐지만
강영섭은 재벌 2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강영섭은 “내
심 이 세상에서 단 하나, 우연한 공범자인 이 자식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154) 최인호, <불새> (41), ‘음모’ (11), 《조선일보》, 1979. 3. 4.
155) 최인호, <불새> (42), ‘음모’ (12), 《조선일보》, 197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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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다면 영원히 해방될 수 있지만 뻔히 알면서도 어쩌지 못한다는 안간힘
이 그의 두 눈에 엿보이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노예임을 확인하려는 가학 본
능이 그의 적의를 불태우고 있었다.”156) 이런 강영섭의 생각이 자기가 기르
던 개를 풀어 김영후를 물어 죽이도록 하는 계획으로 현실화했을 때, 김영후
는 “그를 죽인다.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를 빈 껍데기로
만들 것이다.”, “그에게서 오현주를 떠나게 한다면 그는 생명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157)라는 복수 계획을 세운다.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을 우리가 가깝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반면에 비극
의 주인공처럼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우리의 공감을 얻어 그가 고통을 겪
을 때 우리는 동정심을 가진다. 선한 사람은 그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는
사람158)이라 한다면 김영후는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는” 선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주변인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은 매우 능동적
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인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영후는
주변인으로서의 욕망에 충실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강미란과의 만남에서
이런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망설이지 마, 영후.
영후는 드러난 미란의 어깨 위에 천천히 입술을 들이대었다. 흡혈귀처럼 그
의 입술과 혀는 최후의 한 방울 남은 피까지 빨아들일 것처럼 밀착되었다. 아,
짧게 신음소리를 내며 미란의 어깨가 출렁이었다.
나는 알고 있어.
영후는 이빨을 곤두세우며 중얼거렸다.
학대받고 싶어하는 네 육체의 소망을.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태어나
제멋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대로 소유하는 네 마음속 깊은 욕망이다. 그것이 육
체의 보상이라는 것이겠지.
비명 소리를 지르며 미란의 몸이 결박된 영후의 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요
동을 쳤다. 생각보다 거센 저항이었다.
괜찮아, 영후. 잔인하게 짓밟히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제스처에 불과
해. 강간당하고 싶은 욕망을 나타내 보이는 표현이니까.
156) 최인호, <불새> (47), ‘음모’ (17), 《조선일보》, 1979. 3. 11.
157) 최인호, <불새> (192-193), ‘일식’ (32-33), 《조선일보》, 1979. 8. 30-31.
158) Jerome Stolnitz,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The Riverside
Press, 1960) , 오병남 역, 미학과 비평철학 , 도서출판 이론과 실천, 1992, 255-256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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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후는 비명을 지르는 미란의 입을 틀어막았다. 순간 미란의 이빨이 영후의
손바닥을 물어뜯었다. 영후는 세차게 미란의 얼굴을 후려쳤다. 미란의 몸이 침
대 위에 쓰러졌다. 영후는 손바닥을 펴 들었다. 금세 피가 솟구쳐 올랐다.159)

이 장면은 김영후와 강미란이 처음 만난 날에 일어난 일로, 위의 인물 관
계도에서 ㉡에 해당한다. 김영후는 강미란이 원하는 일이라며 스스로를 합리
화하면서 거친 저항을 꺾는다. 그렇게 저항하던 강미란은 김영후에게 “악마
같이 생긴 얼굴은 아닌데.” “내가 그처럼 만만하게 보였던가요?” “왜 나
를…….” “유혹하신 건가요?” 등의 질문을 하면서 호의적으로 바뀌고, “헝클
어진 육체의 실의 매듭”이 풀리고 “마침내 교묘히 도망치고, 숨고 피해 달아
나”다가 “가리어졌던 우산이 찢어졌”고, “생전 처음으로 느꼈어요.”, “당신은
악마예요.”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강미란과 함께 밤을 보내고 나온
김영후는 “노예처럼 혹사했던 몸은 극도로 피로했지만 의식만은 맑았”고,
“느닷없이 쿡쿡거리는 웃음이 터져나”올 정도로 목적을 달성한 만족감을 가
진다.
그러나 강영섭은 원인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동생 강미란을 강제
로 욕을 보이고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어 가는 김영후에 대해 강한 적대감
을 갖는다. 이복(異腹)이긴 하지만 남매 사이인 ㉤에만 머무르기를 기대했으
나 ㉡으로 옮겨 가면서 김영후가 세운 애초의 계획이 구체화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 때문이다. “뛰어넘으려 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으려
는 시도는 “헛된 욕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강영섭의 다음과 같은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너를 경찰에 넘겨줄까. 강간죄로 말야. 네가 꿈꿔 왔던 것을 이제야 알겠다.
네가 무엇 때문에 내 대신 자청해서 감옥소에 들어갔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미
친 새끼. 모든 것이 네 생각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야. 이 새끼
야. 그건 헛된 욕망에 불과해. 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 나처럼
너를 때릴 수 있는 사람과 너처럼 나에게 맞는 사람, 이건 너 미친 새끼가 뛰
어넘으려 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야. 뛰어넘으려 하지 말어. 가랑이가 찢어지
기 전에.”160)
159) 최인호, <불새> (130), ‘나목’ (15), 《조선일보》, 1979. 6. 17.
160) 최인호, <불새> (135), ‘나목’ (20), 《조선일보》, 197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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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 관계가 이루어지자 김영후가 강영섭과 강미란의 가족을 만나러
그들의 집을 찾아가게 되고, 여기에서 “오랫동안 계획했던 낯선 세계에 겨우
한 발짝을 디디게” 되는 결과를 이끈다. 그 상황에서 김영후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음과 같은 말은 그런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영후, 너는 태어났다. 동굴 속에서. 한 미친 여인의 사생아로서. 너는 태어난
순간에 이미 너를 규정시켜 줄 피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네 몸 속엔 늑대의 피
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영후, 너는 비천한 노예의 신분을 가진 짐승의 새
끼로서 자랐다. 영후, 이제야 비로소 너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이다.
아무도 네 숨겨진 육체에 찍힌 노예의 낙인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영후.
너는 이제 귀족이 된다. 오직 가진 자만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계급의 세계,
새로 형성되는 부(富)의 궁성에서 너는 마침내 백작의 칭호를 받게 되겠지. 그
렇다. 너는 맨발의 노예에서 왕족이 되는 것이다. 영후, 너는 이제 왕족이
다.161)

“맨발의 노예”에서 “왕족”이 됨으로써 김영후는 주변인에서 특정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김영후가 새로 편입된 영역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점 때문에 김영후가 비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노출되고, 김영후는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독자들
의 인정을 받게 된다.
사생아로 태어난 김영후가 추구하는 욕망의 반대쪽에는 온전한 가정이 있
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이루는 가정을 김영후가 꿈꾸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
행위이다. 강영섭이 ‘은영’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일에 저항하거나, 이혼한 강
미란의 아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김영후의 행위에서 그런 사정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새>에서 그려지는 가정은 구성원은 갖추어졌으나 그
들 사이의 유대감은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좌절의 가능성이 예상된다.
김영후와 마찬가지로 강영섭도 아버지 ‘강 회장’이 외도로 낳은 사생아이
다. 강 회장이 병환으로 쓰러지자 “실질적으로 회사를 떠맡아 후계자로 부상
하고 있는” 그의 형 ‘강경섭’과 달리 아버지로부터 천대를 받는다. 강 회장과
161) 최인호, <불새> (233), ‘방화’ (8), 《조선일보》, 197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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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섭의 부자가 나누는 다음과 같은 대화 장면에서 이러한 사정이 잘 드러
난다.
“너는 어떠냐?”
강 회장은 영섭을 돌아보았다.
“저야.”
영섭은 낄낄거리며 웃었다.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아는 거라면 유행가밖에 없습니다.”
“미친 녀석.”
강 회장은 껄껄거리며 웃었다.
“니 녀석이야 할 줄 아는 게 술 마시는 것밖에 더 있느냐.”
“또 있습니다, 아버지.”
영섭은 말을 받았다.
“술 마시는 것보다 연애를 저 더 잘 걸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끄럽다.”
강 회장은 입이 쓰다는 듯 얼굴을 돌리고 파이프를 뻑뻑 빨았다. 그로서는
모처럼의 가정의 평화가 위험한 살얼음을 밟는 듯한 아슬아슬한 곡예로 전락해
버릴까 두려운 듯 화제를 피하고 있었다.
<중략>
“우린 돼지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진 왕 돼지, 형은 큰 돼지, 나는 작은 돼지.”
영섭은 크게 웃었다. 그는 돼지 울음소리를 흉내내었다.
“꿀 꿀 꿀 꿀 꾸울 꿀.”
“시끄럽다, 새끼 돼지야.”
파이프에 담배를 꾸욱꾸욱 집어넣으며 강 회장이 말을 막았다.162)

“며느리들의 고전적인 예술 취미를 자신의 무식함, 비천함을 가려 주는 가
면”이라 여기고, 아들의 약혼자를 “젊고 밝은 여인에게 느끼는 남성적인 호
의”의 대상으로 삼는 강 회장은 둘째아들 강영섭을 “미친 새끼”요 “새끼 돼
지”로 여기지만 병상에서 “형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지 마라. 형에겐 네 힘
이 필요하다. 형제가 힘을 합쳐서 나아가면 거칠 것이 없다.”라고 가족의 힘
을 강조한다. 강영섭도 그 말을 좇아 “이름만 걸어놓고 나가는 둥 마는 둥
불성실하게 맡던 회사일에 열심히 달라붙”는다. 강 회장이 강영섭을 겉으로

162) 최인호, <불새> (83-84), ‘미로’ (9-10), 《조선일보》, 1979. 4.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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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칠게 대하지만 내심으로는 자식으로 여기는 것처럼 강영섭도 겉으로는
강 회장에게 함부로 대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다.”163) 속으로
는 부자 관계가 긴밀하지만 겉으로는 왜곡된 형식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라면 내가 연애걸어 드릴 거예요. 아빠처럼 매력
있는 남자는 본 적이 없어요.”
“난 미란이 너처럼 매력적인 여자를 본 적이 없다.”
“헬로, 다알링.”
비틀거리며 미란이 강 회장 앞으로 걸어갔다. 미란이 강 회장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잘 한다.”
오 여사가 보다 못해 한 마디 했다.
“집안꼴 잘 돼간다. 더구나 현주 앞에서.”
“재미있어요, 어머니.”
현주가 진심으로 말을 받았다.
“아주 재미있는 걸요, 어머니.”
“늬 아버진 내 남자지 미란이 남잔 아니다. 아무리 딸이라지만 남의 유부남
이마에 키스하면 기분 좋을 게 뭐냐.”
그때였다. 갑자기 영섭이 일어섰다. 그는 비틀거리며 어머니 앞으로 걸어갔
다.
“제가 키스해 드릴게요, 어머니.”
<중략>
“그만 해둬라.”
강 회장이 웃음기가 가신 말로 침묵을 깨뜨렸다.
“늬 에민 내 것이지 니가 함부로 키스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다. 늬 에민 유
부녀다.”
싱글거리며 영섭은 말했다. 그의 얼굴은 뻔뻔스러운 쾌감으로 뒤틀려 있었
다.
“제가 해본 키스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아버지.”164)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녀나 모자 사이가 나누는 키스는 자연스러운 애정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이 집 가족 중에서 단 한 사람
163) 최인호, <불새> (84), ‘미로’ (10), 《조선일보》, 1979. 4. 25.
164) 최인호, <불새> (124), ‘나목’ (9), 《조선일보》, 1979. 6. 10, 이 부분은 신문 영인
자료에서 빠져 있어서 단행본을 참고했다. 최인호, 불새 1 : 춤추는 배리 , 도서출판
우석, 1978, 206-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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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형제로서 이질적인 존재”인 강영섭이 “전혀 애교스런 입맞춤이 아니
라 강간이나 하듯” 그의 입술을 “오 여사의 입술에 마주 닿”는 일은 어색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강 회장 내외가 “유부남”이니 “유부녀”니 하는 말도 가
정에서 가족끼리 나누는 대화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데 ㉣의 관계로 가족
의 일원이 된 오현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의 시누이와 올케
관계도 불협화음을 냄으로써,165) 이것은 그야말로 “간신히 유지되던 위장된
가정의 평화”가 되고 만다.
이와 같이 불완전한 가정을 그려낸 작가의 의도는, 김영후가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한 것이 허망한 것임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김영후가 강영섭이
나 강미란을 통하여 신분의 변화를 시도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성공의 의미는 비관적인 것이 되고 만다. 주변인으로서 새로 찾
아낸 영역은 기성 세대가 그들의 뜻에 어울리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므로
청년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청년들의 저항 정신이 싹트
게 된다.
저항의 방법은 그 주체와 객체의 관련성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된다. 힘의
절대적 우위에 있는 주체가 객체에 저항하는 일은 없다. 저항은 언제나 약자
인 주체가 강자인 객체를 향해 이루어지는 일이다. 객체는 개인일 수도 있
고, 집단일 수도 있고, 구체적 대상도 있고 추상적 대상도 있다. 단기간에만
힘을 가진 존재도 있고, 장기간 힘을 지속하는 존재도 있다. 저항에 대한 바
람직한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우회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주체의
힘이 절대적 열세에 처해 있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 저항의 시간을 상대적
으로 길게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객체의 힘이 주체보다 강력할 때 나
타난다. 저항의 공간을 현실에서 벗어난 곳으로 잡아 객체와의 직접적 충돌
을 줄이거나 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면서 저항하는 방식은 작품 외적 세계를 있는 그대
165) 강미란과 오현주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사정이 분명히 드러난다. “미란이 이
미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진 말투로 장난스레 일어서서 현주를 쳐다보았다. 다정하고
상냥한 미란의 태도에는 어딘지 모를 본능적인 적의 같은 것이 깃들여 있었다. 행복
이 보장된 오빠의 약혼자에게 이미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 가질 수 있는 맹목적
인 적개심 같은 것이었다.” 최인호, <불새> (123), ‘나목’ (8), 《조선일보》, 197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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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품 내적 세계로 이입하는 사실주의 기법을 들 수 있다. 이 기법을 최인
호는 <불새>에 선정성과 폭력성을 강하게 담는 방식으로 구현함으로써 미
학적 성과를 얻는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실제로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바람
직한 세상으로 바뀌기를 반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선정성은 ‘사랑’의 개
념을 ‘육체적 욕구 충족’으로만 축소하여 설정하거나, 여성을 도구적 수단으
로 여기는 남성 중심의 정사(情事)로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폭력성은
지나치게 잔인한 장면으로 설정하거나 폭력에 대응하는 폭력을 미화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합리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며 영후는 아직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의 따뜻하고
정다운 육체만이 진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영후는
그녀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사랑해.”
여인의 귀가 조금 움직였다. 스치어 부서지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확인하
려는 듯이.
“사랑해.”
뜨거운 입김이 그녀의 귓가에 독약처럼 부서졌다.
절실한 마음이 서로 통했기 때문일까. 순간 여인의 몸이 물처럼 풀어졌다.
천천히 무게를 재기 위해 저울 위에 올려놓듯 여인은 머리를 영후의 가슴에 기
대었다.
영후는 강한 성욕을 느꼈다.166)

김영후는 처음 만나 “이름도 성도 모르는 여인”과 춤을 추면서 “사랑해.”
라는 말을 거듭한다. 작품의 앞뒤 문맥으로 보아 이 ‘사랑’의 의미는 성욕(性
慾)을 해소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
우의 ‘사랑’은 위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매일같이 전화질이야. 자네가 잘 좀 해줘. 더구나 난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되잖아. 영후. 그보다도 영후. 그 아인 내 아이를 배었어. 우라질, 그걸 낳
겠다는 거야. 어쩌자는 거지. 날 사랑한대. 평생 버리지만 말아달라는 거야. 난
여러 가지를 주었지. 물론 나 역시 그 아이가 지금까지 겪었던 계집아이들 중
에서 가장 인상에 남아. 절대로 내게 부담을 주지 않았으니까 말야. 그 아인

166) 최인호, <불새> (48), ‘음모’ (18), 《조선일보》, 197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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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는 아이니까. 한데 헤어지는 것만은 안 되겠
대. 날 사랑하고 있다니까. 우라질. 그래서 기어코 아이를 낳겠다는 거야. 영후,
그 계집앤 발작하고 있어. 내가 곧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미쳐가고 있는
거야. 결혼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 그저 만나만 달라는 거야. 그 이상의 소원
은 없다는 거야.167)

강영섭이 김영후에게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헤어진 ‘은영’에 대해 한 말이
다. 여기서 ‘사랑’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아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아이를 배었으면 낳아 키우는 것이 사랑
의 한 부분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 사랑이 쌍방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
적인 것이므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사랑이야말로 모성(母性) 본능에
충실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 부분에서 이런 사
정을 확인할 수 있다.
“난 영섭 씨밖에 몰라요. 이 세상에 태어나 영섭 씨만을 사랑해 왔고, 영섭
씨에게만 몸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린 약혼자예요. 얼마 안 있으면 결혼식을
올리게 돼 있어요. 아빠두 영섭 씨를 좋아하고 있고 엄마는 영섭 씨라면 오빠
보다 더 사랑하구 있어요. 서독에 가서 혼자 있을 때두 내 머리 속엔 당신 생
각뿐이었어요. 아아, 내 옆엔 영섭 씨가 있다, 그가 기다려 주고 있다. 그 한
가지 믿음이 외로움을 지탱해 주는 신앙이기두 했어요. 잊어지지 않아요. 난
영섭 씨에게서 사랑을 느꼈고 또한 육체도 알았어요. 당신이야 늘 내 몸 속에
얼른 육체의 쾌락을 느끼게 해 주기 위해서 조바심하고 있었으니까. 당신이 즐
겨 이야기하듯 나는 악마일지두 모르지요. 당신이 빈정대듯 나는 색마이기두
해요. 그런데 왜 당신은 내 사랑을 불안해

하고 있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

겠어요. 당신은 단단해요. 나를 마음뿐 아니라 육체도 구속하고 있잖아요. 나는
몸도 마음도 영섭 씨의 것이에요. 난 알아요. 언젠가는 내게 이런 말을 하겠죠.
이봐, 그 따위 음악 집어치워. 물론 집어치울 수도 있어요. 난 음악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니까요. 당신이 보는 눈앞에서 바이얼린을 불태워 버리라면 난 불태
워 버릴 거예요. 난 뜨거워요. 내 마음은 용광로처럼 끓고 있어요. 그런데 요즈
음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나는 지금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자기 최면
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영섭 씨한테 느끼고 있는 감정이 순수한 사랑
일까?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애써
구속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믿어요.”168)
167) 최인호, <불새> (77), ‘미로’ (3), 《조선일보》, 197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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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잘난 체 좀 하지 마. 넌 이미 끝난 계집애야. 뭘 그리 대단스럽게
똑똑한 체하고 있어? 넌 이제 싫건 좋건 내 소유야. 몸도 마음도 내 것이야.
더러운 빨래일 뿐이야. 세탁하면 새 옷이 되리라 생각지 말어.”169)라는 강영
섭의 말에 오현주가 대답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순수한 사랑”의 조건이
여럿 제시되어 있다. 한 사람만을 상대해야 하고, 결혼에까지 이르며, 양가
(兩家) 부모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마음과 육체 모두를 줄 수 있어야 하며,
가장 좋아하는 일조차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새>에는 다양한 사랑의 양상이 담겨 있다. ‘사랑’을 ‘결핍되
어 있는 주체가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과정’이라는 라깡(J. Lacan)의 개
념170)으로 볼 때, 그 결핍이 성욕(性慾)이나 모성이라는 본능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불새>에서 그려지는 ‘사랑’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나 ‘순수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구체적 대상의 결핍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기성세대가 만든 전통적이고 규범적이고
동양적인 의미의 사랑에 머물고 만다. 여기에서 기성세대의 것을 파괴하는
데에서 비로소 청년 문화가 생겨나고, 그 문화를 바탕으로 발현되는 뉴 웨이
브 미학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불새>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여성을 자기들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
나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영후는 강미란이나 오현주를 처음 만나는 날
에 그들을 육체적 욕구 충족의 도구로 여긴다. 강영섭은 ‘은영’이 여러 번 낙
태하게 하면서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다가 ‘몸값’으로 수표 몇 장
을 주고 헤어지려고 한다. 김영후의 어머니도 “스물너덧밖에 안 된 홀로 된
여자”로 “제정신일 수 없었겠”171)지만 어떤 남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여인이 다가와 물었다. 맨살로 온통 드러난 어깨 위를 무성한 머리칼이 출렁
이고 있었다. 어깨 위에 우두자국이 피어리어드(.) 부호처럼 찍혀 있었다. 그녀

168) 최인호, <불새> (168), ‘일식’ (8), 《조선일보》, 1979. 8. 2,
169) 최인호, <불새> (168), ‘일식’ (8), 《조선일보》, 1979. 8. 2,
170) 이수연, 라깡의 사랑 개념과 불륜 드라마의 사랑 담론 , 우리 시대의 욕망 읽기 ,
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회 편, 문예출판사, 1999, 155-163면. 참조.
171) 최인호, <불새> (215), ‘추적’ (22), 《조선일보》, 197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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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저 남다른 풍만한 육체와 육감적인 몸매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는 성
(性)에 눈조차 뜨지 못한 밀랍인형과 같은 무구(無垢)한 순진성을 가지고 있었
다.
그래서 더욱 여인은 노예처럼 보였다. 자신을 소유한 주인에게서 쉴 새 없이
귀여움을 받지 않으면 제풀에 쓰러지는 애완동물의 교태가 몸에 깃들어 있었
다.172)

여기서 ‘여인’은 ‘밀랍인형’이고 ‘노예’이고 ‘애완동물’에 비유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여성은 ‘밀랍인형’처럼 생명도 없고 ‘노예’처럼 자유도 없으며, ‘애
완동물’처럼 유희의 도구인 존재이다. 이런 역할이 남성의 사랑을 받기 위해
여성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라고 하는 통념도 이와 같은 남성 중심의 사고에
서 나온 것이다. “내 몸엔 흉터가 많아요. 세 번째 아이를 낳을 때가 난산이
었어. 배를 째고 낳았으니까. 미안해.”173)라고 여성이 말해야 하는 사회적 풍
토가 정상은 아니다. 이런 사회적 병폐를 있는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바람
직한 사회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작가 의식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불새>에 설정된 남녀 사이의 육체적 관계는 그 목적 여하에
따라 미학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 목적은 크게 관능적 쾌락을 추구하
는 경우와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앞의 경우는 동물적 본능에 따라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라면 뒤의 경
우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치밀하게 세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뒤의 경우는 경제적 문제와 신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경우로 세분할 수 있고, 이것은 자연적인 앞의 경우와 달리 인위적인 것
이라 미학적 효과는 증폭된다.
그렇지만 두 경우가 엄격하게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남녀 사이의
육체적 관계가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김영후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더러운 인간’, ‘미친 자식’이라 부르며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애써 나이를 속인다고 하더라도 육체의 나이테로 쉽사리 짐작
되는 갱년기를 지난 여인은 그러나 육체를 부딪는 정사만이 잃어버린 젊음
을 되찾는 유일한 길인 양 영후를 껴안고 그를 노예처럼 혹사했었”던 장현
172) 최인호, <불새> (39), ‘음모’ (9), 《조선일보》, 1979. 3. 1.
173) 최인호, <불새> (4), ‘밀회’ (4), 《조선일보》, 197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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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라는 여인을 만나는 데서 시작한다. 강영섭과 친구가 되기로 하고 그 대
신 감옥에 가기로 하는 거래를 성사시킨 후 술집에서 만나는 김영후와 ‘여
인’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쪽과 돈을 벌기 위한 쪽 사이에
서 이루어지는 성행위이다. 김영후가 강미란을 만나 정사를 벌이는 것은 자
신의 신분을 바꾸기 위한 목적과 육체적 쾌락을 얻기 위한 목적이 만들어
낸 것이다. 김영후와 오현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상징적으로 그려진다.
무심코 그들의 모습을 좇던 영후의 얼굴에 현주의 시선이 뜨겁게 느껴졌다.
영후는 고개를 돌려 현주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현주의 얼굴이 영후의 얼굴 위
에 머물러 있었다. 영후는 몸을 굽혀 현주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 반짝이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현주의 손이 더듬거리며 영후
의 손을 찾아 쥐었다. 현주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최초로 영후
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는 악수처럼 느껴졌다. 설혹 그것이 무서운 죄를 받아들
이는 몸짓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파멸과 어떠한 불의 형벌들이 다가온다 할지
라도. 아아, 그것은 분명하다. 그녀의 손은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불꽃을 점화
시키고 있었다. 그 불꽃은 오랫동안 극기로 참아내리던 현주의 몸을 한꺼번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것은 불의 약속이었다.174)

이러한 결과는, 오현주는 강영섭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김
영후와 가까워지고, 김영후는 강영섭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현주
에게 접근하면서 귀결된 것이다. 오현주는 여전히 그것이 “죄를 받아들이는
몸짓”이어서 “파멸”되거나 “불의 형벌들”을 받아야 할 것이라 여기면서도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불꽃을 점화시키”는 일을 피하지 않기로 한다. 더욱
이 자신의 몸을 태우고 재생(再生)하는 ‘불새’가 되고자 하는 이 행위는 이
작품의 제목과 연관되면서 중요한 미학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불새>에서의 성행위는 당사자들 각자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하는 수단이나 과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성행위의 현장이 빈번하고 자세하게 그려지고, 연령과 무관하게 누구
나 접할 수 있는 일간신문에 연재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외설(猥褻) 시비에
서 자유로웠던 것도 이러한 미학적 완성도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육체적 쾌락을 얻으려는 성행위조차 인과율(因果律)이라는 잣대를 통
174) 최인호, <불새> (341), ‘분신’ (38), 《조선일보》, 1980. 2. 24.

- 91 -

해 읽음으로써 관능적 쾌락에 머물지 않고 미적 쾌락을 얻은 독자들의 태도
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소설 <불새>를 “현실 세계를 성적으로 변
모”시키는 ‘성애(性愛) 소설’175)로 범주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소설 <불새>는 곳곳에 폭력적 장면을 설정함으로써 뉴 웨이브 미학을 구
현하는 방법으로 쓴다. 이 폭력이 성(性)과 연계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단순
한 성폭력은 아니다. 이것은 사랑을 얻기 위한, 또는 얻은 사랑을 지키기 위
한 목적에서 발생하므로 사랑의 종류나 속성에 따라 폭력의 성격도 달리 규
정된다.
강영섭은 자기 대신 감옥에 갔다가 나온 김영후를 통해 “더러운 일”을 한
다. 강영섭이 오랫동안 사귄 ‘은영’이 자기의 아이를 임신하자 낙태(落胎)를
강요하는 다음의 말에는 잔인하다고 할 만한 폭력성이 담겨 있다.
제발 영후, 그 미친 계집애의 마음을 돌려주고 와 주게. 내 아이를 낳아서
어쩌자는 것인지. 자네는 그 아이의 뱃속에서 아이를 떼어내야만 한다구.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 시골에서도 돈을 흠뻑 집어 주면 당장이라도
소파수술쯤 해줄 수 있는 병원은 많이 있을 테니까 말야. 병원에서 해주지 않
겠다면 자네 마음대로 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리든지, 자궁 속에 과도(果刀)
를 집어넣고 갈가리 찢어 내든지, 절대로 아이를 떼어 냈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엔 돌아와서는 안 되네. 이것이 자네가 그곳에서 나온 뒤 나와 처음으로 함
께 힘을 합쳐 하는 작업이야.176)

김영후가 “넌 사생아를 낳는 거야. 영섭인 곧 결혼해.”라고 하여도 은영은
“나는 영섭 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애인이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아기를 가졌어요.”라며 강영섭과의 사랑을 지속하고 싶어한다.
“나는 은영일 천사처럼 생각하구 있어.”라는 김영후의 말은 강영섭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폭력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강영섭은 “해치워버려, 영
175) 이 ‘성애 소설’을 술어(術語, terminology)로 쓸 수 있는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것
의 특성을 “모든 지각들이 성적으로 자극되고, 세상이란 우리의 욕망이 활동하고 언
제나 우리의 욕망을 향해 열려져 있는 무대”가 되며, “외부 세계로 지각되는 것은, 우
리 자신의 성적인 환상이 실제 세계를 변형시킬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적 환상
의 심리적인 투사”라고 정리한 다음 자료는 주목할 만하다. Maurice Charney,
Sexual Fiction , 이익성 외 역, 우리는 문학 속의 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도서출판
창과창, 1993, 19면.
176) 최인호, <불새> (81), ‘미로’ (7), 《조선일보》, 1979.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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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 아이의 성감대는 겨드랑이에 있으니까.”라며 자기 아이를 밴 여자를
성폭행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설정을 통해 작가는 극단적인 선악(善
惡)의 대립을 통해 선(善)은 더욱 선다워지고 악(惡)은 더욱 악다워지는 사
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강영섭은 자기 동생 강미란이 김영후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고 김
영후를 찾아와 그 사정을 확인하러 온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김영후에
게 “영섭의 발이 날쌔게 허공을 날았다. 구두를 신은 발이 영후의 얼굴을 정
면으로 후려쳤다. 영후는 느닷없는 기습에 마룻바닥에 나뒹굴었다.” “장갑
낀 영섭의 손이 재빠르게 날아와 영후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그는 영후
의 머리를 두꺼운 유리판으로 씌운 탁자에 세차게 부닥뜨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영후의 몸을 질질 끌며 욕탕으로 다가갔다. 영섭은 샤워기
의 밸브를 열었다. 곧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렸다. 영섭은 영후를 욕조 안에
집어 처넣었다.” “너를 삶아 주겠다.” “뜨거운 물은 수천 개의 바늘을 지닌
듯 영후의 벗은 몸을 찌르기 시작했다.” “상처를 입은 영후의 온몸으로 뜨거
운 물줄기가 쏟아졌다.” “거세게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웃으려고 입을 벌린
영후의 입안으로 함부로 들어왔다.” “뜨거운 물이 차올랐다.” 영섭은 수건으
로 “영후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영섭은 영후의 손과 발을 묶기 시작했다.
익숙한 솜씨였다.” “열흘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 물이 있으니까 말이야. 배
고프면 물을 먹어.” “그는 욕탕의 문을 밀고 사라졌다.”177) 결국 죽지는 않았
지만 김영후에게 가하는 강영섭의 폭력성은 생명을 빼앗는 일일 만큼 강했
다.
강영섭은 김영후에게 행한 이 폭력이 “네가 내 동생에게 한 짓을 똑같이
해주마.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똑같이 맛보게 해주마.”라고 하면서 이루
어지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폭력에 대응하는 폭력이라
고 허용되거나 미화될 수는 없지만, 악(惡)을 징치하는 데 이용되는 폭력을
선(善)으로 보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란은 호흡을 정지시켰다. 그녀는 천천히 방아쇠 속으로 손가락을 밀어넣었
다.
177) 최인호, <불새> (134-135), ‘나목’ (19-20), 《조선일보》, 1979. 6. 2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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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달타냥은 옛 주인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듯
동요하며 뒤채었다. 움직이는 표적을 쫓아 총구는 이리저리 완만한 각도를 유
지했다.
달타냥은 마침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막사 한가운데에 버티고
섰다. 그의 두 눈이 애원하듯 슬픔에 젖어 있었다.
미란은 온몸의 힘을 방아쇠에 밀어넣은 손가락에 집중시켰다. 손가락은 팽팽
히 긴장되어 수축되었다.
미란은 가만히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귀를 찢는 총성이 일었다. 푸른 연기가
총구에서 피어올랐다. 뛰쳐나가는 총알의 반동으로 총신이 얼굴을 때렸다. 거
의 같은 순간에 정확한 표적을 강타한 총알이 달타냥의 심장을 꿰뚫는 확신을
미란은 느꼈다. 서서히 거대한 달타냥의 몸이 무릎을 꿇었다. 미처 입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한 비명소리가 잦아들었다.
개는 배를 보이며 쓰러졌다. 달빛을 받은 네 개의 다리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다.178)

강미란이 김영후를 물어 다치게 했던, ‘달타냥’이란 이름의 개를 사살하는
장면이다. 생명체를 죽이는 일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거나 용이한 것은 아니
다. 더구나 오래 기르던 반려동물을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은 잔인하기까지 하
다. 특히 그런 행위를 하고도 강미란은 “아무런 기쁨도 떠오르지 않았다. 단
한 방에 정확히 명중시켰다는 쾌감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나의 생명을 죽였
다는 연민의 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그저 백지처럼 깨끗했
다.”179)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인 김영후를 해친 것에 대한 복수라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합리화되지는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개를 향해 총을 겨눈 것
이 아냐, 오현주. 그 앤 나를 향해 총을 겨눈 거야. 그 애가 실제로 죽이고
싶었던 것은 개가 아니었어. 바로 내 심장에 총을 겨누고 나를 쏘아 죽이고
싶었겠지.”180)라는 강영섭의 말대로라면, 강미란은 혈육을 죽이고도 담담할

178) 최인호, <불새> (187-188), ‘일식’ (27-28), 《조선일보》, 1979. 8. 24-25.
179) 최인호, <불새> (188), ‘일식’ (28), 《조선일보》, 1979. 8. 25. 강미란의 이러한 폭
력성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매일매일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면서도 한 가지 생각만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
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면도날로 연필을 깎을 때마다 나는 살의를
느꼈어요. 콤파스의 끝을 보면 나는 찌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아직까지 내 마음
속에 그런 충동이 잠재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최인호, <불새> (158), ‘나목’ (44),
《조선일보》, 1979. 7. 17.
180) 최인호, <불새> (189), ‘일식’ (29), 《조선일보》, 197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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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만큼 잔혹한 폭력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개를 사살하는 이 장면보다 더욱 폭력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강
영섭이 이 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영섭이 오현주와 함께 있
는 자리에 김영후를 초대하고 개를 풀어 놓았던 것이다. 개의 “최초의 부르
짖음 소리”가 들리자 강영섭은 “떨리는 손으로 현주의 스커트를 벗겨내”고,
개의 “외마디 소리가 광란에 젖어 정적을 깨뜨”리자 “현주의 다리에 밀착되
어 있는 스타킹을 찢”고 “필사적으로 현주의 몸 위로 올라”간다. 사람의 비
명소리를 들은 오현주가 나가 보라는 제안에 “내버려둬.”라고 소리지르자
“그는 비로소 육체의 일부분이 서서히 팽창해 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181)
사람을 물도록 개를 풀어 놓고 정사를 벌이는 일은 가학적(加虐的)인 폭력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폭력은 악(惡)이지만 선(善)의 실천이나 보호를 위해 쓰이고 정의(正義)와
반대쪽에 있지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도 쓰이는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 집
단의 폭력성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한다면, 두 폭력은 서로
같을 수 없다. 특히 생명을 빼앗을 만큼 강하고 잔인한 폭력성은 독자들을
공포로 몰아가 쾌감을 유발하는 미학적 장치로 쓰이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폭력이 폭력을 부른다.’라는 명제에 쓰인 ‘폭력’은 동음이의어(同音異議語)처
럼 쓰였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악한 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선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생각이, 마리오 푸조(M. Puzo)가 자신의 베스트셀러
인

대부 The Godfather (1966)의 해설집에 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드러

난다.
사람들을 징병해 전쟁터에서 싸우게 하고, 이들이 흘린 피로 사업가들을 살
찌우는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중략) 이 사회가 범죄를
갈수록 더욱 더 많이 저지를수록, 그 정의상 아주 순응적인 우리 시민들 역시
더욱 더 많은 범죄를 저질러야만 한다. 그러니, 우리 모두 기꺼이 최후의 발걸
음 옮기도록 하자.182)

181) 최인호, <불새> (178), ‘일식’ (18), 《조선일보》, 1979. 8. 14. 참조.
182) Mario Puzo, The Godfather Papers (London, 1972), 79면. Ernest Mandel,
운 살인 , 이동연 역, 이후, 2001, 182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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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

이 발언은 국가가 일으킨 전쟁이나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대기업들
의 폭력에 비해 마피아의 범죄는 대수롭지 않으며, “차라리 이탈리아계 미국
인을 향한 인종적 편견의 희생자”183)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범죄’라는 말이 다른 뜻으로 쓰일 수 있음을 밝히면서 은연중에 마피아를
옹호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푸조가 처음으로 쓴 에세이의 제목
은

범죄가 미국을 건강하고, 부유하고, 순결하고, 보다 아름답게 만드는 방

법 ”184)이었다. 또 그는 일찍이 미국의 부르주아 사회와 범죄 조직 사이의
유사성을 비판한 바도 있다.
1960년대의 미국 사회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으
로 인해 많은 가정의 청년들이 타지에서 죽어나갔고 기업 합병을 통한 거대
복합기업(conglomerates)의 등장으로 개인은 거대한 기업의 부속품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여파로 소득 불균등 역시 심화되어 국가와 정부
를 향한 그들의 분노는 매우 고양되어 있었다.185) 그러한 상황에서 대부 와
같은 갱 소설은 “범죄 행위를 엄청나게 증가하게 만든 것과 비슷한 심리적
충동”186)에 의해 미국인들의 억압된 분노를 표출하는 훌륭한 분출구 역할을
해냈다. 이런 범죄나 폭력을 중심 내용으로 한 소설이 뉴 할리우드 시네마의
걸출한 감독,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Francis Ford Coppola)를 만나 희대의
명작 영화 <대부>(1972)의 탄생을 불러왔고, 이 영화는 1977년 5월에 우리
나라에서 개봉되었다.
최인호의 <불새>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영화로 1960년에 개봉한 르네 클
레망(René Clément) 감독의 <태양은 가득히(Plein Soleil, Purple Noon)>를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톰 리플리, 필립 그린리프, 마르쥬 등의 삼각관계가
돈과 사랑으로 얽혀 복수와 살인에까지 이르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 등장하
는 세 인물의 관계는 <불새>의 김영후, 오현주, 강영섭 등 셋의 성격과 이
들이 이루는 관계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톰과 필립이 남의 사인(sign)을 흉내내면서 즐거워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183)
184)
185)
186)

Ernest Mandel, Delightful Murder , 앞의 책, 183면.
위의 책, 182면
이주영, 미국사 , 대한교과서, 2009.
Ernest Mandel, Delightful Murder , 앞의 책,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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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은 서사 구조상 복선(伏線)의 역할을 하면서 주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행위는 필립을 죽이고 필립 행세를 하는 톰의 도플갱
어(doppelgänger)적 행위에 개연성을 부여하면서 인간의 모방 본능이 이 작
품의 주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분적 격차는 자본
의 유무 또는 다소에 따라 결정되고, 이것 때문에 누구나 동등해야 한다고
여기는 신분이나 권한이 침해되는 사회 현상을 개혁의 대상이라 여기는 주
제 의식을 이 영화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톰

프레디

마르쥬

필립

또한 이 영화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 본능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소설 <불새>의 주인공 김영후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의 주인공
톰은 대결 대상의 애인을 빼앗는 일로 모방 욕망을 완성하려고 한다. 필립은
애인인 마르쥬를 존중하지는 않으면서 소유하려고만 하므로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 관계로 표현된다. 톰의 마르쥬에 대한 사랑도 필립을 완벽하게 모방
하고자 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이 살인이라는 폭력적 방법에 의해 완성되었
기 때문에 비극적 결말로 갈 수밖에 없다. 프레디는 필립의 친구이고 우정을
지키려다가 톰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들의 관계는 위와 같이 정리될 수 있는
데, 이것이 소설 <불새>에 등장하는 인물의 관계와 긴밀히 연관된다.
이와 같은 연관성은 인물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특정 장면들을 비교해볼
때 면밀히 드러난다. 위에서 보다시피 영화 <태양은 가득히>는 톰과 필립의
관계를 중심축으로 전개된다. 모방자의 피모방자에 대한 열등감을 통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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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서사는 다소 일반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눈에 띄는 것은 피
모방자의 모방자에 대한 잔인하고 폭력적인 응징과 이를 감내하는 모방자의
모습이다.

｢그림 6｣ <태양은 가득히> 중 00:16:21

모방자 톰은 피모방자 필립의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그를 흉내내는데, ｢
그림 6｣는 그런 모습을 필립이 우연히 목격하는 장면이다. 애초에 필립은 톰의

모방행위를 단순한 유희로서 받아들였다. 모방의 대상이 마르쥬에 대한 감정
을 표출한 적이 없었지만 톰은, “Marge, My love, My angel. You know I

adore my little Marge and Ill never follow the nasty man Daddy sent.
My love for Marge blinds me.”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향해 속삭인다.
그것을 들은 필립은 톰에게 당장 자신의 옷가지들을 벗으라며 소리친다. 이
사건 후 필립은 톰을 적대시하기 시작하는데, 톰과 필립 그리고 마르쥬 셋이
요트를 타고 떠난 여행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다.
필립은 톰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그의 앞에서 마르쥬와 애정 행각을 벌
이고, 급기야 톰을 작은 보트에 내몰아 망망대해에 띄워 버린다. 몸을 겨우
눕힐 만한 크기의 작은 보트에서 톰은 상황을 타개할 아무런 방법도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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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다. 요트로 다시 오르기에는 필립의 도움이 필요하고, 바다에는 상어
떼가 그가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내리쬐는 여름 해의 직사광선을 피할
도리가 없던 톰은 결국 등허리의 살갗이 전부 벗겨져 고통스러워한다. 한참
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를 요트 위로 건져 올린 필립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톰은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감내한다. 그에게는 마르
쥬는 물론 은행에 저축된 필립의 재산까지 모든 것을 훔쳐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모방자가 모방자의 모방하는 재주를 유희의 하나로 여기다가, 그것이 자
신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모방자를 잔혹하게 응징한다는 점은
최인호의 소설 <불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최인호는 피
모방자의 모방자에 대한 응징을 영화보다도 더욱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사실
필립이 톰을 뙤약볕으로 내모는 행위는 영상물을 직접적으로 보는 관객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자극적일 수 있으나 글로써 독자들에게 다가가기에는 효과
적이지 못하다. 뜨거움과 쓰라림 등의 감각은 오로지 촉각적인 것에 불과하
기 때문이다. 최인호는 강영섭의 김영후에 대한 응징을 시각, 청각, 후각, 촉
각 등의 다양한 감각적 장치를 통해 더욱 잔혹하게 표현한다. 예컨대 사냥개
‘달타냥’을 풀어 영후를 물어죽이게 시키는 장면이 그러하다. 달타냥이 얼마
나 거대하고 강한 개인지를 묘사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해 시각적 공포를
유발한다. 또한 서로의 가죽이 찢겨지며 새어나오는 피의 비린내와 털가죽의
촉감 등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방식과 시각적으로는 오현주와 강영섭이 성
관계를 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동시에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강영후의 비명소리를 서술하는 방식을 교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매우 입체
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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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불새>(1980)의 포스터

1979년 1월 16일부터 1980년 9월 14일까지 신문 독자에게 읽히던 <불새>
가 연재가 끝나자 곧 단행본의 독자에게, 영화의 관객에게 던져진다. 이른바
‘할리우드 키드’요 ‘70년대 작가’ 최인호의 작가 의식이 담긴 소설이 연재가
끝난 지 5일 만인 1980년 9월 19일에 작가가 직접 각색한 시나리오를 바탕
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개봉되는 현상은 <불새> 신드롬이라 할 만하다. 이런
신드롬이 형성된 바탕에는 성(性)과 폭력(暴力)이란 코드가 교묘하게 얽혀
있는 뉴 웨이브 미학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것은 주변인으로서 주인공 김영
후가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욕망을 성취하지 못한 채 좌절하는 과
정에 가치187)를 매기고 감정을 이입한 독자나 관객의 힘이라 할 수 있다. 이
187) “객관적으로 상대적인(objectively relative)” ‘가치’는 “어떤 대상에 대해 우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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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사정은 영화 <불새>의 포스터에 쓰인 문구, “욕망의 숲속에서 돌연 튀어
올라 우리들의 창문을 부수며 불쑥― 날아든 한 마리의 불새”에서 “우리들
의 창문”이라 한 것으로 압축되어 있다.

질 수 있는 선호적인 태도나, 거기에 가까이 한다거나 또는 멀리하게 되는 행동과 관
계되어 있는 속성”이고, “미적 가치이든 미적이지 않은 가치이든 전적으로 의식이 배
제된 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미학이 발현된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의
논저를 참고할 수 있다. Melvin Rader, Bertram Jessup, Art and Human Values
(Prentice-Hall, Inc., 1976), 김광명 역, 예술과 인간가치 , 도서출판 이론과 실천,
1987, 28-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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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인호 소설의 뉴 웨이브 미학적 서술 기법
소설이나 영화는 서사(敍事)라는 공통점으로 연관된다. 그러나 소설은 문
자 언어로 서술되고, 영화는 영상 언어로 제작된다는 차이점으로 둘의 관계
를 따지는 작업은 제약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와 소설, 소설
과 영화는 서로 다른 쪽의 결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과정에 힘을 모으고 있
다. 소설 속의 장면이 거대한 전경을 담고 있을수록, 액션이 거칠고 넓은 공
간에서 펼쳐질수록, 장면 전환이 빠르면 빠를수록 영화화하기에 적합하
다.188)
‘70년대 작가’ 최인호는 특히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직접 자신의 소설
을 각색하기도 하고 제작에도 참여하였으며, 직접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
다. 특히 그가 소설 창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70년대에 개봉된 뉴 웨이브
영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하고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그는 뉴 웨
이브 영화에서 미학을 구현하는 방식을 그의 소설을 서술하는 기법으로 원
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소설은 영화로 만들어
질 때 두 장르가 가진 장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인호는 뉴 웨이브 영화의 기법을 서술 방법으로 수용하여 미학의 구체
화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첫째, 클
로즈

업이나 롱 쇼트 같은 극단적 표현을 통해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감정을 조절하려고 할 것이다. 둘째, 리얼리즘적 묘사를 통해 독자의
비판 의식을 고조시킬 것이다. 셋째, 다큐멘터리적 기법을 통해 사실과 허구
를 변증법적으로 전개하고 그것을 독자에게 제시하여 스스로 상황의 시비
(是非)나 선악(善惡)을 판단하게 할 것이다.

4.1. 극단적 표현을 통한 감정의 조절
뉴 웨이브 영화들은 내용적으로 청년들의 상실감과 그것의 분출구로서의
188) Daniel Boorstin, The Image ,(Simon & Schuster, 1962), 정태철 역,
상 , 사계절, 2004, 1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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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환

섹스, 폭력 등을 담는 동시에 형식적․기법적으로도 상실의 감각을 영상문법
을 통해 드러냄을 살펴보았다. 뉴 웨이브 영화는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를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늘림으로써 피사체를 의도적으로 최소화하거나 최대화
한다. 그것은 단순한 화면의 구도를 넘어 피사체, 즉 인물의 존재감을 소멸
에 가깝게 지워버리거나 관객의 시각 전체를 채워버림으로써 키우는 방식인
것이다. 이는 같은 구도의 대비, 미장센의 활용, 또는 테이크의 길이를 매우
길거나 짧게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영상문법들은 뉴 웨이브 영화의 기법적 측면에서도 매우 기본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뉴 웨이브 미학은 점프 컷(jump cut) 등을 활용한 몽
타쥬(montage) 기법, 슬로 모션(slow motion) 등을 활용한 극적 연출 등의
뉴 웨이브 영화적 기법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기법들은 소설을 분
석하는 방법론으로 유용하게 쓰이므로 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는 무한하지만, 영상문법에서는 경험적으로 이를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거리로 한정시킨다. 첫째는 ‘클로즈 업 또는 빅 클로
즈 업(close up, big close up)’, 둘째는 ‘클로즈 쇼트(close shot)’, 셋째는 ‘미
디엄 쇼트(medium shot)’, 넷째는 ‘풀 쇼트(full shot)’, 다섯째는 ‘롱 쇼트
(long shot)’가 그것이다.189) 그리고 양극단에 위치한 ‘클로즈 업’과 ‘롱 쇼트’
는 뉴 웨이브 미학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기법이다.

｢그림 8｣ <이지 라이더 Easy Rider>(1969) 중 00:07:31
189) Daniel Arijon,
화, 1987, 36면.

Grammar of the Film Language , 황왕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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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문법 , 다보문

｢그림 9｣ <이지 라이더 Easy Rider> 중 01:34:01

위의 그림 8 은 <이지 라이더 Easy Rider> 첫 번째 씬에 등장하는 장면
으로 영화 전반의 배경이 되는 황무지와 모터사이클을 타고 그 위를 달리는
와이어트와 빌리의 모습을 극단적인 롱 쇼트로 촬영한 것이다. 피사체인 주
인공들과 카메라의 거리가 아주 멀고 피사체를 카메라로부터 지속적으로 멀
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는 주인공들보다 드넓은 황무지가 더욱 부
각된다. 의도적으로 모든 사물의 배치가 제외되고 지평선만을 강조하여 그들
의 여행이 갖는 상실감과 공허함을 그려낸다. <이지 라이더 Easy Rider>는
뉴 웨이브 영화 가운데 극단적 롱 쇼트가 가장 부각되는 영화이다. 그 까닭
은 ‘로드 무비’의 특성상 여정을 그려내기 위해 인물만큼이나 배경을 스크린
에 노출하는 비중이 많다는 점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허감, 상
실감 등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황무지를 배경으로 촬영된 점 등 때문
이다.
특히

그림 9 는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가 영화 내에서 가장 멀어지는

장면으로, 작품의 마지막 씬에 해당한다. 빌리와 와이어트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도중 히피를 증오하는 시골의 농부들, 즉 기성세대들
에 의해 잔인하게 총살되고 오토바이와 함께 폭발해 산화한다. 사진 속에 등
장하는 화재는 와이어트가 오토바이와 함께 폭발한 흔적이다. 비극적 결말을
부감(high angle)을 최대한 살려 헬기를 타고 촬영했기 때문에 카메라와 피
사체의 거리는 매우 극단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 때문에 점차 화면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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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점으로 작아지는 주인공의 죽음은 마치 이들의 삶을 매우 사소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효과를 갖는다.

.
｢그림 10｣ <졸업 The Graduate>(1967) 중 01:40:58

｢그림 11｣ <졸업 The Graduate> 중 01:41:40

그림 10 과

그림 11 은 작품의 결말부에 벤자민이 엘레인의 결혼식을

찾아가는 장면이다. 차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하던 벤자민은 운전 도중 차
에서 뛰어내려 달리기 시작한다. 내용적으로는 차량의 연료가 소진되어 벤자
민이 달리게 된 것으로 간단히 생각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해 탄생한 위 장면
은 기법적으로 주목을 요하는 장면을 만들어냈다. 그림 10 과 그림 11 는
하나의 테이크로 컷 없이 진행된다. 대략 1분 정도에 달하는 롱 테이크인데,
롱 쇼트로 촬영된

그림 10 에서부터 피사체가 카메라에 접근하는 독특한

촬영기법이 활용된 장면인 것이다. 이 장면은 자동차로 운전해오지 않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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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가 직접 달려오기 때문에 카메라에 도달하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한다. 테이크의 초반에 롱 쇼트를 통해 한 점으로 보이는 피사체의 모습
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도시를 외로이 달리는 주인공 벤자민의 심리를
표현한다. 이와 동시에 2분이라는 긴 달음박질의 시간은 그가 엘레인의 결혼
식에 도달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는지를 환기한다. 또한 <졸업
The Graduate>의 명장면이자 마지막 씬인 결혼식 중인 엘레인을 낚아채 도
망치는 벤자민의 모습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그림 12｣ <졸업 The Graduate> 중 00:03:02

｢그림 13｣ <졸업 The Graduate> 중 0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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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는 영화의 첫 번째 씬이며,

그림 13 은 영화의 마지막 씬이다.

수미(首尾)에 의도적으로 같은 구도의 화면을 배치하여 영화의 시작과 끝에
벤자민이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를 대비하는 것이다. 또 벤자민의 심리
변화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카메라는 피사체인 벤자민의 얼굴을 클로
즈업한다. 영화의 시작부인

그림 12 에서 벤자민의 시선은 약간 아래를 향

하고, 눈은 촉촉하게 눈물이 차오른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입을 앙다물고
있는 것 역시도 대학을 졸업해 단정한 머리를 하고 셔츠에 타이를 하고 있
지만, 사실은 불투명한 미래에 절망한 자신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다. 그러나
영화의 결말부인 그림 13 의 벤자민의 시선은 약간 위를 향하고 있고, 눈동
자 역시 밝게 빛나고 있다. 비록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으나 입은 무언가
를 얘기하려는 듯 살짝 벌리고 있고, 후줄근하지만 속박에서 풀려난 듯 넥타
이 없는 편한 셔츠를 입은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그의 옆에는 그와 함께 새
로운 미래를 펼칠 엘레인이 앉아 있다.
벤자민의 표정 변화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것은 배경이다. 클로즈업 씬이
기 때문에 배경이 강조되지는 않지만, 그림 12 의 경우 어항 앞에 앉아 있
는 그의 모습이 마치 그가 물속을 잠수하고 있는 듯한 시각적 착각을 안겨
준다. 그의 불투명한 미래는 물속을 잠수하는 모습으로 작품 속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이에 반해 그림 13 의 벤자민의 뒤는 버스 차창을 통해 바깥 세
상이 비치고 있다.
이와 같은 클로즈업은 <이지 라이더 Easy Rider>를 통해 살펴본 롱 쇼트
와 함께 뉴 웨이브 영화의 특징적인 기법이다. 달리 보면 ‘클로즈업’과 ‘롱
쇼트’가 특징적이라기보다는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가 멀든 가깝든 간에
‘극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뉴 웨이브의 미학이며, 뉴 웨이브 예술가들이 젊
음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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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1967)
중 00:02:18

｢그림 15｣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 중
00:02:45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 또한 클로즈업이 매우 부각
되는 작품 중 하나이다. 그림 14 과 그림 15 은 작품의 첫 번째 씬에 해당
한다. 특히

그림 14 은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임을 강조하기 위해 실제

모델인 보니와 클라이드의 흑백사진을 배치해 보여준 후 본 영화로 페이드
인하는 장면에서 곧장 등장하는, 첫 번째 씬의 첫 번째 테이크인데 극단적
클로즈업을 통해 붉은 입술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다음 컷은 보니가 나체로
자신의 방을 휘저으며 걸어 다니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섹시하고 매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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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라는 인물의 성격을 클로즈업 쇼트 하나로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녀는 나체로 거울을 보는 등 방 안을 배회하다 침대에 드러누워 화를 내
기 시작한다. 그녀의 분노는 내용적으로는 쉽사리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어
떤 대사도 이 씬에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 역시도 미장센의 효과적인 배치를 통해 상황을 전달하는
데, 그림 1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사체인 침대에 누운 보니와 카메라 사
이에 침대 머리맡의 창살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는 이 창살을 손으로 마구
치며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는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그녀의 심리를
나타내는 장치인 것이다. 이후 그녀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창밖을 내다
보고, 그 곳에는 막 감옥에서 나와 그녀 어머니의 차를 훔치려던 클라이드의
모습이 보인다. 그녀는 기쁜 표정으로 옷을 미처 다 챙겨입지도 못한 채 그
에게 뛰어나가고, 초면이지만 감옥과 감옥 같은 방에서 막 탈출했다는 공통
점을 가진 이들은 함께 고향을 버리고 길을 떠난다.
위 작품들의 대부분은 본국인 미국에서 개봉한 후 3∼4년 내에 우리나라
에서도 개봉되었다. 따라서 국내의 청년들 역시 뉴 웨이브라는 전 세계 청년
들의 혁명적인 대열에 합류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청년문화’라는 형태로 사
회 문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나라들과는 달리 영
화산업의 기반이 불안정했던 국내에서 ‘뉴 웨이브 시네마’는 당장 실현될 수
없는 과제였다. 그러한 까닭으로 국내의 뉴 웨이브 운동은 독특하게도 영화
가 아닌 소설을 기반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다.
소설에서 ‘클로즈 업’과 ‘롱 쇼트’라는 영화 기법은 서술 시간을 통해 자연
스럽게 드러난다. 물론 이것이 문장의 길고 짧음이나 문단의 크고 작음이라
는 물리적 측면이 아니라 문장이나 문단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추상적 시
간과 연관된다. 특정 장면의 시간이 영화에서는 객관적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소설에서의 시간은 주관적 시간이기 때문이다.190) “현주는 일어섰다.
그녀는 벽난로 앞으로 다가가 흔들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요람을 흔들 듯 의

190) 시간의 종류나 방향을 이해하는 일이 영상 예술의 미학적 접근을 위한 선결 과제임
은 분명하다. 그런 사정은 다음 논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erbert Zettl, Sight,
Sound, Motion : Applied Media Aesthetics , 금동호․박덕춘 역, 영상미학 , 도서출
판 삼경, 1998, 217-2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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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앞뒤로 흔들었다.”와 같은 장면에서 시간은 소설이나 영화나 크게 다르
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길게 한숨을 쉬며 현주가 말을 막았다.”의 ‘길게’
나 “오랜 침묵 끝에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영섭이 중얼거렸다.”191)의 ‘오
랜 침묵’ 같은 시간은 영상물인 영화에서는 양으로 측정 가능하지만 기록물
인 소설에서는 독자의 주관적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영상 언어를 통해 표현된 영화의 이런 기법이 문자 언어를 쓰는 소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최인호의 소설 <별들의 고
향>에서 오경아와 이만준의 결혼식 장면이다.
손에 손에 답례품을 받아든 축하객들은 목을 빼들고 신부를 쳐다본다. 색동의
카펫이 땅에 깔린다. 신부의 손을 쥔 신부의 보호자 손이 가늘게 떨린다. 신랑의
얼굴이 긴장한다. 살아야지 하는 결의로 빛나기 시작한다. 신부의 긴 치마가 사
뿐사뿐 끌린다.
따안따다다안따안따다다안…….
결혼 행진곡은 계속된다. 천정의 만국기들이 펄렁거린다. 단 위에 꽂힌 촛대에
서 촛불이 흔들거린다. 신부의 발이 가늘게 떨린다. 주위의 눈이 따갑게 달라붙
는다. 까닭 없이 근질근질한 웃음기가 북받쳐 오른다. 그러나 신부는 혀를 깨물
어 웃음을 참는다. 결혼식날에 신부가 웃으면 첫 딸을 낳는다는데, 신부는 그래
서 사뭇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신랑의 얼굴은 분칠한 어릿광대처럼 보인다. 갓 면도해서 탈을 쓴 것처럼 보인
다.192)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은 현재 시제의
서술어를 써서 마치 바로 눈앞에서 진행되는 결혼식 장면을 보고 있는 느낌
이 들게 한다. 손이나 발이 “가늘게 떨”리거나 “촛불이 흔들거”리는 장면,
“잘 살아야지 하는 결의”나 “첫 딸을 낳는다”는 속설에 따라 “북받쳐 오”르
는 “근질근질한 웃음기”를 참는 심리가 드러나는 표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영화로 제작한다면 이 장면은 곧장 배우의 연기나 카메라의 위치, 쇼트의 길
이 등을 지시하는 기능을 맡기에 충분하다. 클로즈업의 기법을 사용하여야
할 부분이 집중되어 있고, 관객에게 인물의 심리를 읽을 수 있도록 실제 시

191) 최인호, <불새> (456), ‘야화’ (8), 《조선일보》, 1980. 7. 9.
192) 최인호, <별들의 고향> (101), ‘처녀의 방’ (32) 《조선일보》, 197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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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보다 확장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연작(連作) 소설 <바보들의 행진>은 전작(全作) 소설 <고래사냥>과 신문
이나 잡지에 연재(連載)된 점뿐만 아니라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작
품 모두 주인공의 이름이 ‘병태’이고, 그는 철학과 대학생이며, 유복한 집에
서 태어나 편하게 자라서 누군가를 짝사랑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를
경멸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하나에는 동생이고 다른 하나에는 애인으로 ‘영
자’라는 이름의 인물도 등장한다. 그러므로 이 둘은 자매편(姉妹篇)이라 할
만하고, 작품의 완성 연도가 몇 년의 간극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의 작
품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작품에서 친연성이 확인되는 다음의 두 장면은 영
화의 주요 기법인 클로즈 업과 롱 쇼트의 소설적 표현의 사례로 들 만하다.
“야, 야, 사회 나와 봐. 넥타이 매 봐라.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려면 죽은 듯 공
부나 해. 학생은 모름지기 공부부터 하는 거야. 난 요새 대학생들 이해할 수 없
어.”193)
“맞아. 마흔 살이 넘어 지금쯤 회사에서는 부장, 군대에서는 중령, 대령, 학교
에서는 교수, 집에서는 아이 둘 가진 아버지쯤 되었겠지. 4․19 때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은 대학생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들은 그들이 소리쳐 외치던 증오하
던 바로 그 대상의 인간이 되어 가고 있다. 그것이 너희 같은 일류 대학생들이
야. 이십 년 동안 한 해도 빼지 않고 너희들은 외쳐댔어. 해마다 메모를 하고 연
중행사처럼 민중을 부르짖었다. 민중을 부르짖던 놈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그들이
매판자본이라고 비웃던 회사에 누구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해서 누구보다 더
잘 적응하고 누구보다 더 빨리 승진한다. 누구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임금을 착
취하는 게 바로 너희들과 같은 일류 대학 출신들이야. 너희들은 백작이며, 공작
이며, 남작이며, 자작들이야. 이른바 너희들은 귀족들이다. 난 거렁뱅이고 거지이
므로 너희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고, 뭘 부르짖는지 잘 모르지만 너희들은 위선자
야. 언론의 자유는 죽었다고 외치던 너희들이 들어가는 곳도 신문사이며, 임금을
착취한다고 비난하던 종합상사에 들어가는 것도 너희들이며, 선언문 쓰는 정치학
과 출신 놈들이 들어가는 곳도 국회의사당이지. 난 알아. 너희들의 대갈통 속에
는 자유와 평등은 화려한 화장품처럼 들어 있으며, 너희들이 원하는 바는 누구보
다 더 빨리 출세하고 누구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착취하고, 누구보다 더 빨리 많
이 돈을 버는 방법만이 대갈통 속에 가득 차 있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누구보
다 빨리 정××이 되고 싶고, 누구보다 빨리 히틀러가 되고 싶고, 누구보다 빨리

193) 바보들의 행진, 병태의 구역질,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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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제니친이 되고 싶은 욕망뿐이야. 그것이 너희들 대학생들이란 거야.”194)

앞의 <바보들의 행진>에서 뽑은 것은 “작년에 이 학교를 졸업한 병태의
고등학교 선배”가 한 말이고, 뒤의 <고래사냥>에서 뽑은 것은 고래를 잡으
러 가겠다며 집을 나온 병태가 만난 한민우가 한 말이다. ‘대학생에 대한 생
각’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서술량은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영화에서 이 장면이 대사로 채택된다면 쇼트의 길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서술량이 쇼트의 길이를 예상하는 유일한 것은 아니다. 병태는 “집
을 뛰쳐나와 모험을 떠난 청년”이지만 “사막에서 길을 잃은 유목민처럼 막
막하”여 “전신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취해” 거리를 방황한다. 어머니에게 전
화를 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광화문 네거리의 이순신 동상 앞에 큰
절을 올린다. 이 장면에서 <난중일기(亂中日記)> 중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소설의 특성을 따르는 것이지만,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서 술에 취한
채 숭례문에 경례를 올리던 ‘영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영화를 염
두에 둔 설정이라 할 만하다.195)

194) 최인호, 고래사냥 , 동화출판공사, 1983, 63-64면.
195) 이런 생각은 소설 <고래사냥>이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서 러닝타임 10분 정도밖
에 할애하지 못한 채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었던 ‘영철’의 여로(旅路)를 구체적으로 그
려보기 위해 만든 작품일 가능성에서 유추된 것이다. 이것은 인물의 명명법(命名法)
이나 노래 ‘고래사냥’을 삽입시킨 것 등과 함께 <바보들의 행진>과 <고래사냥>의 친
연성(親緣性)을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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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바보들의 행진> 중 00:54:06
통행금지를 앞둔 거리는 마치 단거리 경주를 달리는 육상경기장처럼 어수선했
다.
술취한 취객들. 차도에까지 밀려나와 합승을 하기 위해 차량을 기웃거리는 사
람들. 고함소리.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몰려있는 택시들. 인파들을 정리
하기 위해 붉은 경찰봉을 들고 호루라기를 부는 경찰들. 쌩쌩이며 달리는 차
들.196)

위 인용문은 집을 떠난 병태가 길 위에 나선 처지를 그린 장면이다. ‘취객
들’, ‘택시들’, ‘경찰들’, ‘차들’ 등을 나열하면서 여러 대상을 순서대로 잡도록
카메라의 움직임을 안내하는 시나리오의 지시문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최인호가 소설 <고래사냥>을 쓰면서 뉴 웨이브의 기법인 극단적 롱 쇼트와
클로즈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영화에서 클로즈업 장면은
다음과 같은데, 이것은 뉴 웨이브 영화의 클로즈업 장면을 연상시키기에 충
분하다.

196) 최인호, 앞의 책,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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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고래사냥>(1984) 중 00:03:51

｢그림 18｣ <폭력탈옥 Cool Hand Luke>(1967) 중 00:50:45

한편 최인호는 소설 고래사냥 의 병태를 통해 청년-대학생이 느끼는 상실
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병태는 물끄러미 밤 늦은 무교동 거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며 홀로 서 있었
다.197)

이 장면에서 병태는 고래를 잡으러 떠난다고 집을 나왔으나 지향점을 잃
어버린 채 “밤 늦은 무교동 거리”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197) 최인호, 앞의 책,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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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서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작가가 특
정 장면을 ‘보여주기(showing)’만 하는 영화적 기법에 따라 1970년대라는 시
대적 상황과 그 상황에서 청년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물의 심리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장면이 실제 영화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부감(high
angle)으로 연출하여, 세상에 혼자 남은 듯한 병태의 외로운 심리를 효과적
으로 표현한다.

｢그림 19｣ <고래사냥> 중 00:03:01

거리에 홀로 서 있는 인물의 모습은 배경을 넓게 또는 좁게 하는 방법이
나, 인물을 배경 속에서 당기거나 밀거나 하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 터
이다. 뉴 웨이브 영화 중의 하나에서 캡처한 다음과 같은 부감 장면도 <고
래사냥>의 그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설정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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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폭력탈옥 Cool Hand Luke> 중 00:01:04

4.2. 리얼리즘적 묘사와 비판 의식의 고조
문학이나 영화에서의 리얼리즘(realism)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다
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예술적 형상화 과정과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모순 관계이다. 문자언어나 영상언어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대
상은 작가나 감독에 의해 주관적으로 선택되고, 종이 위에 인쇄되거나 스크
린에 상영되면서 왜곡된 결과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서 리얼리즘이 끊임없이 논쟁의 주제가 되는 까닭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영
화에서 이 논쟁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이 같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리얼리즘적’이란 것으로 대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데에는 루카치
의 견해를 빌려올 필요가 있다. 그는 “리얼리즘 문학이 전형적인 인물․상
황․줄거리를 통해서 현실의 진리를 표현해야 한다”거나 “자체로도 완결되
지 않고 아무런 전형적 요소도 갖지 못한 문학 작품의 경우는 현실을 올바
로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얼리즘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다
.”198)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의 말대로 문학이 ‘현실의 진리를 표현’하고
198) Peter. V. Zima,

Literarische Ästhetik , 허창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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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미학 , 을유문화사, 1993,

‘현실을 올바로 반영’해야 ‘리얼리즘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리얼리즘의 한계를 넘는다는 의도로 시작된 이탈리아의 네오리얼
리즘199)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포착하고자 하는 영화 운동이다. 네오리얼
리즘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이탈리아 인민 대중의 삶의 현장을 다큐멘
터리 기법을 활용해 꾸밈없는 직접적 현실을 묘사한다. 그럼으로써 “‘이야기’
의 필연성이 인간의 좌절을 감추는 유일한 무의식적 방법이었다는 것과 그
것이 관계된 그러한 종류의 상상력이 단지 생생한 사회적 현실들 위에 생명
이 없는 공식을 추가하는 기술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는 것”200)
이 네오리얼리즘의 특징이자 독창성이다. 그러므로 네오리얼리즘은 현실을
왜곡하는 할리우드 드라마의 조작 기법을 비판한다. 르네 바쟁(Rene Bazin)
이 현실의 순수하고 투명한 모방을 추구한 네오리얼리즘의 미학을 극찬하고,
질 들뢰즈(Gilles Deleuze)가 네오리얼리즘을 시간 이미지에 기반을 둔 현대
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201)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네오리얼리즘의 영화들은 거친 필름 상태와 낙후한 편집 장비로 오히려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한다. 그들의 스타일은 몽타주보다는 롱 쇼트의 미장센
에 기댄다. 스튜디오를 벗어난 로케이션 촬영, 우연한 사건과 즉흥적 연출,
자연 조명과 비직업 배우들의 꾸밈없는 연기, 조악하지만 사실적인 동시 녹
음, 다큐멘터리 뉴스릴의 사용 등 네오리얼리즘의 형식은 드라마라기보다는
현실의 기록에 가깝다.202)
이러한 리얼리즘적 특성은 프랑스의 누벨바그 감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
다. 이들은 본래 ‘카이에 뒤 시네마(Cahiers du Cinéma)’라는 영화잡지의 비
평가들로 할리우드의 관습적 내러티브 영화들과 이를 추종하는 프랑스 기성
감독들의 영화를 비판하며 직접 영화를 연출하기에 나섰다. 이들의 혁신성은
98-99면. 참조.
199) 네오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를 만드는 대표적인 감독으로는 루치노 비스콘티(Luchino
Visconti), 로베르토 로셀리니(Roberto Rossellini), 비토리오 데 시카(Vittorio De
Sica) 등이 있고, 대표작으로는 <강박관념(Obsession)>(1942), <흔들리는 대지(The
Earth Trembles)>(1948), <무방비 도시(Rome Open City)>(1945) 등이 있다.
200) Jack C. Ellis, A History of Film , 변재란 역, 세계 영화사 , 이론과 실천, 1988,
274면.
201) 정헌, 영화 역사와 미학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202) 정헌,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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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저항정신과 상호작용하며 본격적인 ‘뉴 웨이브’의 조류를 만들어낸
다.

1968년

2월,

정부의

주도로

시네마테크

프랑세스(Cinémathèque

Française)의 앙리 랑글루아(Henri Langlois)가 대표에서 해임되었다. 이에
트뤼포와 고다르 등을 포함한 영화인들은 70일 동안 정부에 탄원서를 보내
고 시위를 했으며, 칸(Cannes) 상영관을 점거하고 영화제의 진행을 막았다.
이러한 영화인들의 저항은 같은 해 68혁명의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 68혁명은 베트남 전쟁 반대를 외치며 낭테르(Nanterre) 대학
에서 시위하던 프랑스 학생들이 체포되자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시위를 일으킨 것이 노동자, 지식인, 예술가 등으로 번진 사건이다. 당시 ‘금
지함을 금지하라(Il est interdit d'interdire)’, ‘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혁명
을 생각할 때 섹스가 떠오른다’ 등의 슬로건으로 보아 이 68혁명이 반전(反
戰) 시위를 넘어 청년들을 구속하는 기성세대의 모든 것에 대한 전면적 저
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203) 즉, ‘뉴 웨이브’는 단순한 영화 운동이 아닌 청년
들의 실천적이고 전면적인 저항 운동으로 거듭난 것이다.
뉴 웨이브 운동은 미국의 신좌파(New Left)와 마주한다. 이들은 미국 기
성세대의 인종차별주의나 베트남 전쟁 같은 정치적․사회적 논리에 저항하
는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청년들로 이들의 행동 양식과 생활 양식을 ‘대항문
화(Counterculture)’라 불렀다. 뉴 웨이브는 미국에서 ‘뉴 할리우드 시네마’라
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호응을 얻었다.204) 이처럼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는 ‘청년 시장(youth market)’의 확산으로 영화시장이 세분되고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대중문화의 실소비자가 되면서 관심
과 취향이 분명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 세대와 대립 속에서 자기 정체성
을 찾으려는 이 1960년대 세대들은 전 세계를 휩쓴 저항적 청년 문화의 주
인공이었다.205)

203) Arnaud Bureau, Mai 68 histoire d'un printemps , 해바라기 프로젝트 역, 68년,
5월 혁명 , 휴머니스트, 2012, 참조.
204) 대표적인 감독은 아서 펜(Arthur Penn), 데니스 호퍼(Dennis Hopper), 샘 페킨파
(Sam Peckinpah), 스탠리 큐브릭(Stanley Kubrick) 등이 있다. 대표작으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1967), <졸업 The Graduate>(1967), <이지 라이더
Easy Rider>(1969) 등이 있다.
205) 신강호, 할리우드 영화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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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에 개봉된 뉴 웨이브 영화 <이지 라이더 Easy Rider>에서 캡처한
다음의 그림에서 리얼리즘적 기법을 읽어낼 수 있다. 청년 와이어와 빌리가
성조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미국 대륙을 횡단하다가 길가
에서 방뇨를 하는 장면, 트럭을 타고 가던 기성세대가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총을 쏘아 빌리를 죽이는 장면, 뒤쫓는 와이어를 트럭으로 충돌하여 죽이는
장면이다.

｢그림 21｣ <이지 라이더 Easy Rider> 중 01:02:15

｢그림 22｣ <이지 라이더 Easy Rider> 중 0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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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이지 라이더 Easy Rider> 중 01:32;37

이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기만 하지만,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의
자유분방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기에 충분했다. 거기에다
기성세대의 총에 맞아 죽은 친구를 성조기가 그려진 옷으로 덮어주고, 친구
를 죽인 자들을 뒤따르는 청년이 탔던, 성조기가 그려진 오토바이는 불에 타
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겪을 앞날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도 얻었다.
이러한 뉴 웨이브 영화를 접한 작가가 그 영화의 기법을 문학에 접목하는
방법은 ‘현실의 진리를 표현’하고 ‘현실을 올바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카메라를 도구로 하여 영상 언어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 영화는 ‘리얼리즘
적’으로 왜곡하지 않고 담아내면 되지만, 문자 언어를 통해 현실을 그려내는
일은 영화처럼 쉽게 이루어내기 어렵다. 영상물은 눈에 보이는 대로 수용하
면 되지만 기록물은 문자를 해독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재구성해야 하고, 그
런 과정에서 현실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 최인호는 그의 소설 작품에 현실을
리얼리즘적으로 묘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리얼리즘 문학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현실 비판 의식을 고조시키는 효
과를 가져 왔다.
병태는 파출소에 불려가서 머리를 깎였다. 순경 나으리는 인정사정 봐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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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병태의 탐스러운 머리칼, 아, 삼손의 머리처럼 질기고 뿌리 깊은 머리칼,
윤기 흐르는 머리칼을 밀었다. 우수수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머리칼 떨
어지는 소리가 났다.
실로 머리 깎이지 않으려고 두문불출하던 것이 열흘. 망할 자식 영자 때문에
머리를 깎이는 병태는 털 뽑힌 닭처럼 괴롭고 슬펐다.
순경 나으리는 병태의 머리가 남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말을 했다. 혐오감이
라니, 도대체 혐오감이 뭔데.206)

소설 <바보들의 행진>에서 병태가 영자를 만나러 나갔다가 순경에게 잡
혀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장면이다. 단순한 장면 제시에 머물고 있지만, “순
경 나으리”라는 말을 통해 공권력의 횡포를 드러내고, ‘혐오감’이란 말의 부
당성을 강조하며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영화 <이지 라
이더 Easy Rider>에서도 경찰이 와이어와 빌리를 어느 지역의 축제 행렬에
허가 없이 참여했다고 잡아 구속시키는 것이나, 트럭을 몰고 가던 사람들이
“머리카락이나 좀 자르지.”라며 총으로 빌리를 쏘아 죽이는 것과 비슷한 상
황이다.
소설 <바보들의 행진>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의도를 ‘기도’ 형식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다음
은 병태의 ‘새해 기도’ 중의 일부이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아버님을 과장에서 부장이 되게 해주시옵고 어머니에게는
뉴똥치마 한 벌이 생기게 해주시옵고, 여동생에게는 분홍 스웨터가, 남동생에
게는 기타가, 정치가에게는 신뢰가, 자선사업가에게는 근엄이, 신문기자에게는
욕기가, 이웃사람에게는 웃음이, 우리들이 배우는 불쌍한 우리 조국의 역사에
는 꿋꿋한 자립의 정신이 깃들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207)

병태의 이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시민의 꿈과 사회적 병폐인데,
앞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로, 뒤의 경우는 사회적 문제로 귀결된다. 진급이
나 소유의 욕망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인 꿈이라면 정치가나 자선사업가나
신문기자가 가져야 할 덕목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 변혁을 위한 특별한 꿈이

206) 최인호, ‘병태의 머리칼’, 바보들의 행진 , 16-17면.
207) 최인호, ‘병태와 영자의 새해 기도’, 앞의 책,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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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태의 기도라는 형식으로 ‘현실의 진리를 표현’하고 ‘현실을 올바로 반
영’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정치가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자선사업가는 근엄해야 하고, 신문기자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조국의 역사
는 타율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현실의 진리’이고, 그것을 ‘올바로 반
영’함으로써 리얼리즘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7년에 개봉된 뉴 웨이브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Bonnie and
Clyde)>는 “기술의 발전으로 총상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었고, 카메
라는 종종 신체에 가해진 상처와 그에 따르는 통증과 고통을 보여주기 위해
오랫동안 멈춰 있었”으며, “관객에게 폭력의 공포와 심지어 그 마력적인 아
름다움까지 강렬히 경험하게 한 최초의 할리우드 영화”208)로 평가된다. 다음
과 같은 장면에서 이런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 중
01:48:39

죄를 지었으니 그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관객 모두가 동의하
는 규범적 범위 안에 있다. 그런데 그 벌이 죄에 비해 지나치게 심하다면 죄
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 발생한다. 보니와 클라이드가 저지른 죄에 대
한 적절한 벌을 기대하던 관객들이지만 경찰 여럿이 매복해 있다가 둘을 향
해 기관총을 난사하여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에는 동의할 수 없었고, 더욱이
208) Scheider, Steven Jay,
474면.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편 , 마로니에북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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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행위를 본래적 목적인 징치가 아니라 보복 행위로 수용한 관객에게
경찰은 공권력의 대유(代喩)가 된 것이다. 이런 효과를 위해 감독은 두 인물
의 온몸과 자동차에 총알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있는 그대로’ 보여주
고 있다.
최인호의 소설 <불새>에서도 이와 같은 기법과 효과를 보이고 있다. <불
새>의 주인공 김영후는 자기를 길러준 사람을 배신하고,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이다. 소설 독자에게 김영후는 악인의 전형
(典型)으로 수용될 법하지만,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
영후, 너는 태어났다. 동굴 속에서. 한 미친 여인의 사생아로서. 너는 태어난
순간에 이미 너를 규정시켜 줄 피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네 몸 속엔 늑대의 피
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영후, 너는 비천한 노예의 신분을 가진 짐승의 새
끼로서 자랐다. 영후, 이제야 비로소 너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이다.
아무도 네 숨겨진 육체에 찍힌 노예의 낙인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영후.
너는 이제 귀족이 된다. 오직 가진 자가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계급의 세계,
새로 형성되는 부(富)의 궁성에서 너는 마침내 백작의 칭호를 받게 되겠지. 그
렇다. 너는 맨발의 노예에서 왕족이 되는 것이다. 영후, 너는 이제 왕족이
다.209)

이처럼 작가는 인물의 심리를 독백의 형식을 통하여 묘사하고, 독자는 그
것을 읽으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라 해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악행을 저지르는 부정적 인물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 독자의 이러한 반응은 김영후가 신분 상승을 위해 수단으로 삼은 인물
이나 그 인물이 속한 집단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더욱 강력해진다. 부
정적인 방법으로 축적한 부(富)를 이용하여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면서
사회적 주류를 형성하는 이런 집단에 대한 응징은 그 방법이 어떤 것이든
용인할 수 있게 된다.
뉴 웨이브 영화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방법, 곧 리얼리즘
기법의 하나로 기존의 음악, 특히 노래를 삽입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당
209) 최인호, <불새> (233), ‘방화’ (8), 《조선일보》, 197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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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유행하는 대중음악이나 오랜 세월 불려온 민요를 영화의 서사성이나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 차용하는 것이다. 멕시코 민요 ‘제비(La Golondrina)’
를 삽입한, 샘 패킨파(Sam Peckinpah) 감독이 1969년에 만든 영화 <와일드
번치 The Wild Bunch>, 사이먼과 가펑클(Simon & Garfunkel)의 노래 ‘침
묵의 소리(Sound Of Silence)’를 삽입한, 마이크 니콜스(Mike Nichols) 감독
이 1967년에 만든 <졸업 The Graduate>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인호의 1970년대 소설에서 이런 특성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어 뉴 웨이
브 영화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소설 <별들의 고향>이나 <불
새>에서 널리 알려진 노래의 가사를 작품 속에 삽입함으로써 리얼리즘적 경
향을 드러내고자 했다. 본래의 가사를 상황에 맞추어 바꾸거나, 같은 노래를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작가의 의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소설 <별들의 고향>은 다종다양(多種多樣)한 노래의 가사들이 삽입되어
있다. 주로 오경아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민요나 동요, 유행가의 가사이다.
한 번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다.210) 특히
주목할 것은 <별들의 고향>에 삽입되어 있는 노래의 가사가 영화와 관련된
것들이다. 맨 처음 나오는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빗방울 내리네.
내려서 내 머리 위를 두드리고 두드리네.211)

일부분만 제시되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노래는 1970년에 B. J. 토머
스(B. J. Thomas)가 부른 ‘머리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Raindrops Keep
Fallin' On My Head)’의 한 부분으로, 조지 로이 힐(George Roy Hill) 감독
의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Butch Cassidy & Sundance Kid)>의 주제곡으
로 보인다. 현재는 비가 내리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비가 그치고 맑아질 것
210) 소설 <별들의 고향>에 인용되어 있는 노래는 다음과 같다. 민요 ‘알강달강’, 윤석중
의 ‘제비 남매’, ‘기찻길 옆 오막살이’, ‘달맞이’, ‘퐁당퐁당’, 최순애의 ‘오빠 생각’, 작자
미상의 ‘잘자라 우리 아기’, 김동환의 ‘봄이 오면’, 신중현의 ‘싫어’, 변혁의 ‘사랑해’,
‘이탈리아 정원으로 오세요’,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윤부길의 ‘처녀 뱃사공’, 은희
의 ‘회상’, ‘유유히 흐르는 강물에’, 외국 노래 ‘매기의 추억’ 김정호의 ‘사랑은 두 번
다시 아니 하오리다’, 이부풍의 ‘애수의 소야곡’
211) 최인호, <별들의 고향> (33), ‘첫번째 남자’ (17), 《조선일보》, 197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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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는 노래이다.
이 노래는 두 번 나오는데, 둘 다 김영석이 휘파람으로 부르고 그와 오경
아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 한 번은 비가 내리는 날 둘의 데이트 장면에서,
또 한 번은 호텔의 객실로 찾아온 오경아는 밖에서 기다리고 김영석은 욕실
에서 목욕하는 장면에서 나온다. 김영석이 이 노래를 부르도록 선택한 작가
의 의도는, 소설의 장면과 어울리는 배경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가사의
내용을 통해 인물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까지 미치고 있다. 김
영석이 이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작가는 현실을
비가 내리는 상황으로 받아들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유사한 작가 의식의 소산으로 읽을 수 있는 노래도 있다. 다음의 노
래는, 오경아의 과거를 안 남편 이만준이 집을 나갔다가 여러 날 만에 돌아
온 날 밤에 오경아가 전축으로 듣는 노래이다.
돌아오지 않는 강이 있었어요.
어떤 때엔 평화롭지만 어떤 땐 거칠고 거칠게 흘러가는 강이지요.
사랑의 나그네가 돌아오지 않는 강을 타고 갔어요.212)

오토 프레밍거(Otto Preminger) 감독이 1954년에 만든 영화 <돌아오지 않
는 강 River of No Return)>의 주제가로, 노래 제목은 영화 제목과 같다. 이
영화에서는 떠났던 연인이 되돌아오지만 이 노래에서는 ‘폭풍우 치는 바다에
서 파도에 휩쓸려 영영 길을 잃’어 버려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오경
아가 처한 현실은, 이 노래의 가사와 마찬가지로 남편 이만준과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도록 설정된다.
앞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김영석이 휘파람으로 부르는 노래이
고, 뒤의 ‘돌아오지 않는 강’은 전축을 통해 듣는 노래이다. 어느 것이나 가
사의 일부를 인용하여야 할 직접적인 까닭은 없어 보인다. 노래의 제목을 제
시하는 것만으로도 서술자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12) 최인호, <별들의 고향> (167), ‘인형의 집’ (30) 《조선일보》, 1973. 3. 21. 원곡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There is a river called 'The river of no return' / Sometimes
it's peaceful and sometimes wild and free. / Love is a traveler on 'The river of
no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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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가사를 인용해 놓은 것은 현실을 핍진(逼眞)하게 그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노래를 휘파람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거나 음반을 통해 수
용하는 방식은 독서물로서의 소설보다 영상물로서의 영화와 그 장르적 속성
이 가까워지는데, 이것은 최인호가 소설 창작 과정에서 영화적 기법을 차용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리리릿자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소쿠리 머저리 엉터리 우리 대가리213)

이것은 널리 알려진, ‘리 자로 끝나는 말’이란 동요이다. 이 노래를 두 번
에 걸쳐 강민섭이 부르고 김영후가 듣는다. 한 번은 노름을 하다가 욕실에서
오줌을 누며 부르고, 또 한 번은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부른다. 이 노
래는, 김영후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부르는, 그와 정사를 나눈 여인이 “장난
스레 빨리빨리 노래하고 빨리빨리 끝을 맺”는 노래 “학교 종이 땡땡 친다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214)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특
히 그 가사가 널리 알려져 있는 동요215)와는 다르게 바뀌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개나리 소쿠리’는 동요의 가사와 겹쳐 있지만, 이어지는 ‘머저리 엉
터리 우리 대가리’는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이거나 비속어로 이루어져 있는
데, 이것은 강민섭의 ‘우리 대가리’에 대한 비판과 풍자이지만 사회적 강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일반적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4.3. 다큐멘터리적 전개와 판단의 유보

213) 최인호, <불새> (18), ‘밀회’ (18), 《조선일보》, 1979. 2. 4.
214) 최인호, <불새> (51), ‘음모’ (21), 《조선일보》, 1979. 3. 16
215) 이 노래는 미국 민요 ‘Row Row Row Your Boat'인데, 윤석중이 붙인 가사는 ‘1.
리 리 릿자로 끝나는 말은 괴나리 보따리 댑사리 소쿠리 유리 항아리, 2. 리 리 릿자
로 끝나는 말은 꾀꼬리 목소리 개나리 울타리 오리 한 마리’로 되어 있다. 원곡의 가
사는 다음과 같다. Row, row, row your boat, / Gently down the stream. / Merrily,
merrily, merrily, merrily, / Life is but a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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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documentary)는 실제로 있었거나 있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
은 영상물이나 기록물을 뜻한다. 다양한 의도에 따라 ‘현실’을 소재로 하여
‘있는 그대로’를 관객이나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 그대로를
꾸밈없이 표현하는 것이라 ‘논픽션(nonfiction)’과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지
만, 이 둘은 서로 상하 관계를 이룬다. 또 방송ㆍ신문ㆍ잡지 따위에서, 현지
보고나 보고 기사를 이르는 말인 ‘르포(reportage)’와도 다른 말이다.
다큐멘터리는 그 본질상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특정 공간이나 시간, 사건이나 현상 등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
러나 기록물이든 영상물이든 완결된 성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작가나 감독의
주관적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영상물의 경우 카메라로 찍는 과정
에서 만나는 기계적 한계, 편집 과정에서 취사선택될 기준 등 제작 주체가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곧 “현실에 카메라를 들이대면서부터 현
실은 주관적으로 변하며, 프레임이 담아내는 순간부터 해석된 현실”216)이 되
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 다큐멘터리의 가치를 높이거나 낮추는 기준
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큐멘터리가 소비자인 독자나 관객을 유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
것은 독자나 관객에게 익숙한 기법이나 매개일 텐데, 독서물인 경우 소설의
형식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한 다큐멘터리
는 작자가 중심인 이성적 판단의 대상이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
럼 꾸민 소설은 독자가 중심인 감성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 작품과 독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상물인 영화의 경우에는
드라마의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는 은유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쇼트에 기록한 실제 사건
에 관객을 참여시키기 위해 극적 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다이렉트 시
네마의 최소한으로 매개된 형식부터 최대한 매개된 형식까지 거의 모든 다큐멘
터리 영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드라마를 사용한다. 드라마는 기록한 삶의 한 부
분으로서 카메라에 의해 발견될 수도 있지만, 편집 과정을 통해 창조되거나 구
성될 수도 있다.217)
21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30986&cid=42219&categoryId=56838, 장
르영화, 2015. 3. 15.,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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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다큐멘터리는 특정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 또
는 시나리오에 따라 카메라로 촬영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이 촬영 행위가
“계획된 이야기체의 접근방식을 피하고 예행연습이나 편집을 최대한 배제하
여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담고자 하”218)는 ‘다이렉트 시네마’조차도 ‘최소한’의
허용치인 드라마적 요소를 피할 수 없다. 사실이나 현상의 전개 과정을 서사
체로 구성하거나, 내레이터의 목소리 연기를 통해 감정을 개입시키는 방법이
그것이다. 드라마 속에 다큐멘터리를 삽입하거나 그 반대로 다큐멘터리 속에
드라마를 삽입시켜 감독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쓰
일 수 있다.
이른바 ‘사실을 바탕으로 허구화한’ 소설이나 영화는 다큐멘터리적 기법을
쓴 구체적 사례가 된다. 소설이나 영화라는 허구화의 형식에 사실이란 내용
을 담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실이란 내용’이 실제로는 작가의 상
상력을 통해 재구성된 것이라 ‘소설적 사실’ 또는 ‘영화적 사실’이라 불러야
할 만큼 허구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과 멀어졌지만 독자나 관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허구를 사실로 수용하는 경향이 인물이나 사건뿐만 아니
라 배경으로서의 특정 공간이나 시간에까지 확장되면서 사실과 허구의 거리
가 모호해지는 것이다.219)
이러한 다큐멘터리 기법은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 영화에서 많이 사용
되었다. 이것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누벨 바그(Nouvelle Vague)220)는 일종
217) Thomas Sobchack & C. Vivian Sobchack, An Introduction to Film , 주창규 외
역, 영화란 무엇인가 , 기획출판 거름, 1998, 334-335면.
218) James Monaco, How to Read a Film , 양윤모 역, 영화, 어떻게 읽을 것인가 ,
혜서원, 1993, 417면,
219) Guy Gauthier, Le Documentaire, Un Autre Cinema , 김원중․이호은 역, 다큐멘
터리, 또 하나의 영화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3-43면 참조. 여기에서는 ‘사실주의
픽션’이란 개념을 통해 다큐멘터리와 시나리오 영화의 차이를 밝히려 한다.
220) 이것도 네오리얼리즘과 마찬가지로 자연광과 핸드헬드 카메라, 즉흥 촬영, 롱테이
크, 아마추어 배우에 대한 선호 등의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이들의 작품은 리얼리즘
기법을 넘어 다양한 표현주의 기법과 결합한다. 패닝과 점프 컷의 빈번한 사용과 몽
타주와 편집의 기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감독으로는 장 뤽 고다르
(Jean－Luc Godard), 프랑수아 트뤼포(Francois Truffaut), 클로드 샤브롤(Claude
Chabrol), 에릭 로메르(Eric Rohmer) 등이 있다. 대표작으로는 <미남 세르주>(Le
Beau Serge, 1958), <400번의 구타>(Les Quatre Cents Coups, 1959), <네 멋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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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동과 유사하게 1959년부터 1962년까지 몇 년 간 지속되었을 뿐이지만
그것의 결과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221) 또 이것은 알베르 까뮈
(Albert Camus)의 실존주의 철학에 기초를 둔 단편소설 <이방인 The
Stranger>을 접근 방식과 경향의 원형으로 삼고 있어서 영화와 소설 사이의
연관성을 짐작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이야기 구조가 느슨
하고 개방적인 피카레스크(Picaresque)적 특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222)
최인호는 자전적 기록을 누구보다도 많이 남긴 작가 중 하나이다. 작가가
“소설로 쓴 내 인생의 자서전”, “소설로 쓴 個人史記”223)라 규정한 연작소설
가족 이 대표적인 예이다. <가족>은 최인호가 잡지《샘터》에 1975년 9월
부터 2009년 10월까지 34년간 매달 총 402회를 연재한, ‘국내 최장기간 연재’
라는 타이틀을 가진 연작소설이다. 그는 이 작품에 ‘소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나 주인공 ‘최인호’를 비롯해 그의 아내 ‘황정숙’, 딸 ‘다혜’, 아들 ‘도단’
등의 인물 모두가 실명으로 등장하며 실제 사건을 큰 각색 없이 다루고 있
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갖는다. 또한 그가 ‘자서전’으로 계획하고 집필했
으나 유고작이 되고 만 <나는 나를 기억한다>는 소설이 아님에도 <가족>
의 에피소드가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다. <가족>과 <나는 나를 기억한다>
등의 자서전류 이외에도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 ,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 최인호의 인연 , 최인호의 인생 등의 수필집, 날카로운 첫키스의 추억
,

나는 아직도 스님이 되고 싶다

등의 종교적 수상록에서도 최인호는 부

단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인호가 그의 <가족>에서 ‘소설로 쓴 자서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에서 ‘소설’과 ‘자서전’은 각각 ‘허구(fiction)’와 ‘비허구(nonfiction)’를 가
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이라 ‘소설적 자서전’이나 ‘자서전적 소설’ 같은 말
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을 역설적(逆說的)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느 쪽이나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소설로 쓴 자서전’을 ‘소

라>(A Bout de Souffle, 1960) 등이 있다.
221) Jack C. Ellis, 변재란 역, 앞의 책, 364면.
222) Jack C. Ellis, 변재란 역, 앞의 책, 354-355면. 참조.
223) 최인호, 책 머리에 (1992. 3), 가족1-신혼일기 , 샘터, 198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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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형식으로 쓴 자서전’이라 읽고, 허구처럼 썼지만 내용은 허구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나 이웃224)의 삶을 오랫동안 월간 잡
지에 연재하거나, 이런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소설이 뉴 웨이브 영화의
다큐멘터리 기법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인호는 역사적 인물의 행적을 추적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소설로
바꾸는 작업을 즐겨 하였다. 백제(百濟)에서 왜(倭), 일본(日本)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이 조작에 의해 단절되고 사라져 버린 역사를 밝히고자 하는
<잃어버린 왕국>(1985), 신라(新羅)의 장수 장보고(張保皐)를 주인공으로 삼
은 <해신>(2003), 공자(孔子)로부터 시작되어 이황(李滉), 이이(李珥), 조광조
(趙光祖) 등에 이르기까지 유학자의 삶을 소재로 삼은 <유림>(2006) 등이
그런 작품이다. 이와 같이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등은 중요한 다큐멘터리의
대상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최인호의 소설 <바보들의 행진>을 이해할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은 대학생인 병태와 영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그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된 연작 소설이다. 각 작품은 병태의 이야기
이거나 영자의 이야기, 또는 병태와 영자의 이야기이고, 제목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용에는 반드시 그들이 혼자 또는 둘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 작품
은 병태와 영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작가의 대학 생활 체험담을 대신 말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처럼 부제를 붙인다면 ‘소설로 쓴 대
학 생활’ 정도가 된다.
소설 <바보들의 행진>에서 다룬 내용이 ‘사실’이란 근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인물이나 사건, 배경 같은, 소설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통해 최인호
는 사실의 기록임을 보여 주는 근거를 곳곳에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동아방
송(DBS)의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인 “0시의 다이얼”에 듣고 싶은 음악을 신
청하고(12면), “요새 가수라야 통기타 하나 들고 자기가 작사한 노래에다가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들고 나서는 게 비일비재”(22면)하고, “앤 공주와 필
립스 대위가 멋지게 포옹을 하고 있는 사진”(44면)이나, “당선작에 20만원을
주고 자가라는 명성을 책임지고 부여하겠다는 내용”(60면)의 신춘문예 광고
224) 최인호는 월간 잡지 샘터 에 연재하던 ‘가족’의 200회째 제목을 ‘이웃’이라 붙이고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갔다. 최인호, ‘책머리에’, 이웃 , 샘터, 199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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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시대이다. 주간지에는 “문주란은 왜 석녀가 되었던
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왜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되었나”(64면)라는 기사가
실리고, “1973년도 저물어 가는 동지 섣달 그믐날”(95면)에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주인공인 병태와 영자 같은 대학생들이 다방에서 만나 맥주집에서 생
맥주를 마시며 고고춤을 추는 시대이고, “한국일보사”가 발행하는 “일간스포
츠”에 <바보들의 행진>이 연재되고, 그 작가는 “최인호”이며, 그 담당 기자
는 “김유생”(257면)이다.
이런 사례는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는 ‘사실’이 작품 속에서
‘허구’로 바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허구’가 작품 속에서 ‘사실’로 바뀐다
는 것이다. 앞의 경우는 소설이고, 뒤의 경우는 다큐멘터리이다. 실존하는 가
족이나 이웃의 에피소드도 소설로 보는 최인호의 처지에서 보면 <바보들의
행진>은 소설이다. 그러나 대학생 주인공을 통해 당대의 대학생 또는 대학
의 풍속도를 그린 것이라면 다큐멘터리라 할 수 있다.

｢그림 25｣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 중 00:02:14

“프랑스 누벨 바그의 스타일을 빌려오고 청춘의 혈기를 재료로 하여 미국
식 ‘무법자’ 영화를 만들려 한 아서 펜(Arthur Penn)의 시도는 대단한 성공
을 거두었”225)다고 평가 받는 뉴 웨이브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ie
225) Steven Jay Scheider,

1001 Movies You Must See Before You D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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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에

and Clyde>는 미국에서 1930년대에 있었던 유명한 남녀 2인조 갱의 이야
기226)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넓
은 의미의 다큐멘터리 영화라 보기에 손색이 없다. 더구나 이 작품은 이른바
‘로드 무비(road movie)’라 할 수 있어서,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최인호의
소설 <바보들의 행진>과 그의 시나리오로 만든 영화 <바보들의 행진>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 기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로드 무비(road
movie)’를 들 수 있다. 로드 무비는 장소의 이동을 따라가며 이야기가 진행
되는 영화 또는 그러한 장르를 일컫는 말인데, 여행, 도주 등을 중심 플롯으
로 사용하며 여러 공간을 경유하며 만나게 되는 사람들, 사건들을 통해 어떤
자각, 의미를 터득하게 되는 이야기이다.227) 그러므로 로드 무비는 카메라를
이용한, 일종의 ‘기행(紀行) 기록’으로서 다큐멘터리의 기법을 따르는 셈이다.
우리는 길 위에서 태어나 길 위에서 자라며, 길 위에서 늙어가며, 길 위에서
병들어 죽는다.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서 만난 다정한 동반자로서의 이웃과 다
정한 가족들과 다정한 벗들에게 함께 부르는 노래의 악보(樂譜)로서, 함께 줍
는 조개의 패각(貝殼)으로서, 함께 쌓는 모래성의 소꿉놀이로서 삼가 이 책이
바쳐지기를 바란다.228)

이것은 최인호가 ‘소설로 쓴 자서전’이란 부제를 붙였던 <가족>을 잇는
<이웃>을 출판하면서 쓴 머리말의 일부이다. 그의 글은 ‘길’ 위에서 만난
‘이웃’과 ‘가족’과 ‘벗들’의 이야기임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 <바보

들의 행진>의 경우 작가 최인호와 등장인물 또는 독자 청년-대학생들이 함
께 “행진하는” 그림을 그린다. 그러나 이 작품은 연작소설인데다 이들이 함
께 걷는 정서적인 의미의 ‘길’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229) 그러나
꼭 봐야 할 영화 1001편 , 마로니에북스, 2005, 474면.
226) Bonnie Elizabeth Parker (1910～1934)와 Clyde Chestnut Barrow(1909～1934)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이들은 미국 중부를 여행하면서 강도짓과 살인을 자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Bonnie_and_Clyde, 참조.
22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9091&cid=42617&categoryId=42617, 영
화사전 , propaganda, 2004.
228) 최인호, ‘책머리에’, 이웃, 샘터, 1992, 5면.
229) 로드무비에서의 여정은 크게 인물의 정신적인 면과 물리적인 면에서의 여정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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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을 최인호가 직접 각색한 영화 <바보들의 행진>의 경우는 물리적인
의미의 ‘길’이 그려진다. 이 작품은 물론 하길종 감독의 창작물이지만, 시나
리오 각색을 최인호가 직접 했으며 배우로 참여하기도 하고, 회고에 따르면
영화 제작에도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아 최인호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런 사정이 <바보들의 행진>의 시나리오는 연작소설인 <바보들의
행진> 속 에피소드인
병태의 구역질 ,
태와 스트리킹 ,

병태의 머리칼 ,

병태의 술주정 ,

영자의 명연기 ,

병태의 신체검사 ,

병태의 신념 , 병태의 믿음 ,

영자와 결혼식 ,

병태와 시계 ,

영자의 응원

병

등을 재구성

해 각색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영화 <바보들의 행진>의 서
사를 소설과 함께 보는 작업은 최인호의 시대의식을 살피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지점에서 영화 <바보들의 행진>은 뉴 웨이브의 산물인 ‘로드 무
비’와 관련지어 살펴볼 정당성이 확보된다. 로드 무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로드 무비는 각각 갱영화나 멜로드라마나 서부영화와 같은 다양한 장
르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길’과 ‘여행’을 소재로 한다. 둘째, 주인공은 무엇
을 찾거나 무엇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며 보통 둘 또는 셋으로 무
리지어 이동한다. 셋째, 로드 무비에서 ‘가족’은 붕괴되어 드러나지 않는다. 넷
째, 로드 무비는 보통 불행한 결말을 맞는다.’230)

그러나 이러한 정의로는 뉴 웨이브 이전에도 방대하게 축적된 ‘주인공이
길을 따라 가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영화’들과 뉴 웨이브 이후의 영화들을 구
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나아가서는 더 오랜 역사를 가진 장르인 소설을 살
피는 방식으로써는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로드무비를 뉴 웨이브의 산물
이라 하는 것은 이전의 영화들과 확실한 차이점을 지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수 있다. 이것은 로드무비의 특징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Shari
Roberts, 앞의 책, 53면) 소설 <바보들의 행진>의 경우는 정신적인 면에서의 여정이
부각되는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230) 서영조, ‘로드 무비 (Road movie)’의 인물 분석 : 로드 무비의 성장 배경과 관련 ,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41-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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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Bennet Schaber는 로드 무비의 역사를 다루며 1960년대를 기준으로
로드 무비를 구분하고 있다.
로드무비들은 이미지의 연속이 아닌, 공간의 연속을 통해 영화적 진행을 유
지시킨다. 이전까지 로드무비에서의 길의 역할은 공동체의 통합을 향하거나,
공동체의 단결과 개인적인 성취를 통한 통일성과 질서의 유지 등과 관련된 거
시적인 의미를 지니는 반면, 1960년 이후 영화들에서 보여지는 길은 보다 개
인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보다 미시적인 차원으로 확
대된다. 연결(liaison)의 의미를 지니고 있던 1960년대 전과는 달리 탈출과 벗
어남(escape)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초기 영화들에서 보여지는 길은 사람과
사람을, 공간과 시간을, 사건과 그 의미를, 모방과 재현을, 나레이션과 이미지
를 연결시킨다. 처음에 카메라는 인물을 추적하지만, 1960년대 이후의 새로운
형식의 로드무비들은 인물을 추적하지 않고, 인물과 분리된 채로 떨어져 나가
는 공간만을 담아낸다. 60년대 이전의 로드무비의 변화와 혁명에 관한 인간의
노력들을 보여주려 했다면, 그 이후의 로드무비들은 그런 역사에 관한 냉소와
인간의 좌절과 고독을 보여주려 노력한다.231)

요약하자면, 1960년대 이전에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거시적인 의미를 지녔
던 로드 무비들이 이후에는 개인을 지향하고 미시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1960년대 이전에는 연결의 의미를 지니던 로드 무비들이 이후에는 탈주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1960년대 이전에는 긍정적인 방향을 향하던 로드 무
비였다면, 이후에는 인간의 좌절과 고독을 다루는 비극적 결말로 치닫는 로
드 무비가 된 것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뉴 할리우드 시네마의 기수인 <우
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와 <이지 라이더 Easy Rider>를 들
수 있다. 이들 작품 속 주인공들은 스스로 목표를 찾을 수 없는 현실에 저항
하는 방식으로 방랑을 택한다. 마음이 맞는 두 명의 짝은 함께 정처 없이 길
을 떠돌다 결국 비극적 운명을 맞고 마는 것이다.
최인호는 소설 <바보들의 행진>을 통해 1970년대라는 시대와 대학 캠퍼
스 중심의 공간을 배경으로 “애꿎은 젊은이”들의 삶을 그렸지만, 그들에게

231) Bennet Schaber, Hitler can't keep'em that long: the road, the people , ed. Steve
Cohen, Ina Rae Hark, The Road Movie Book (Routledge, 1997), 38면: 김영재,
1970년대 로드무비(Road Movie)의 장르적 특성-Wim Wenders의 작품을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25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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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적 운명을 덧씌우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담에 우리들이 자라서 컸
을 때, 커서 사회에 나가 이 분야 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시대가 왔을 때 무엇이 과연 옳고 그른가, 무엇이 과연 틀린 소리고 맞는 소
리인지 밝혀질 테니까 우리 그때 술 마시면서 얘기합시다.”232)라는 개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같은 자리에서 “인생
은 나그네길”임을 덧붙이는 언급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영화의 마지막을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으로 이끌어가는 로드 무비의 기법
을 최인호는 영화 <바보들의 행진>의 시나리오를 통해 구현해 낸다. 소설에
나오지 않는 ‘영철’이란 인물을 설정하여 청년이 당면한 시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그려 낸다. 고래를 잡기 위해 집을 나와 자전거를 타고 동
해로 길을 나선다. 도심의 거리를 제대로 벗어나지도 못하고 영철의 몸은 버
스와 부딪혀 휘둥그레지며 나가떨어지고, 천천히 허공에 솟았다가 거리에 떨
어진다(씬 144). 그리고 고래를 향해 달려가고, 창을 던지는 영철의 모습을
그리는 환상적인 씬(씬 147)이 이어진다.233) 이 장면을 영화 <바보들의 행
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한참을 더 달려 그토록 꿈꾸던 동해바다의 절벽에
도착한 영철이 멀리 보이는 고래를 바라보며 웃다가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
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린다.

232) 최인호, 병태와 영자, 아듀 , 앞의 책, 261면.
233) 씬 144, 147, 최인호, 별들의 고향 , 시나리오 선집 1 , 도서출판 우석, 1987,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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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바보들의 행진> 중 01:37:21

｢그림 27｣ <바보들의 행진> 중 01:37:28

이 장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처리되어 실제 시간을 확장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물리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유발하게 만든다.234) 관객들
은 사진처럼 끊어질 듯하면서 이어지는 슬로우 모션 장면을 보면서 서스펜
스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장면이, 주인공이 길을
따라 가다가 ‘막다른 지점’으로 설정될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감동을 오래도
234) Thomas Sobchack & C. Vivian Sobchack, An Introduction to Film , 주창규 외
역, 영화란 무엇인가 , 기획출판 거름, 1998, 104-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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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유지할 계기로 기능하기도 한다. 영화 <바보들의 행진>의 이런 로드 무
비적 장면 설정은 뉴 웨이브 영화의 기법에서 빌려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8｣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 중
01:48:43

｢그림 29｣ <이지 라이더 Easy Rider> 중 01:33:37

최인호는 이런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 장면을 “환상적인 씬”이라 하였다.
소설 <바보들의 행진>에 담지 못한 생각을 영화 <바보들의 행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최인호의 의도가 로드 무비라는 뉴 웨이브 영화의 기법을 사
용함으로써 구체화한 셈이다. 그런데 이 로드 무비의 기법을 소설에까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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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것이 1981년 10월부터 1983년 6월까지 ‘엘레강스’에 연재한 소설 <고래
사냥>이다. 이 작품이 1980년대에 나와 본고의 대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최인호가 1970년대의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 드러내려는 형식과 내용을 계승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
최인호가 소설 <바보들의 행진>을 다큐멘터리적 기법을 적용한 것은 어
떤 의도에서 나왔고, 그것이 지니는 미학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다큐멘터리가 근본적으로 논픽션이라는 특성
과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독자나 관객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곧 소설 <바보들의 행진>을 구성하는 각각의 이야기는 허구의 형식을
띤 비허구이며, 작가 최인호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미학을 구
현해 내는 것이다.
최인호가 ‘바보’라 지칭한 것은 병태와 영자 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는 자주 “우리”라는 일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여 작가 자신을 포함한 모
두의 이야기임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작가 최인호는 스스로 다큐멘터리의 주
인공이 되어, 병태와 영자 같은 대학생, 또는 청년과 함께 길을 나서고자 한
결과가 소설 <바보들의 행진>인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작중 인물이 되어도
청년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을 작중 인물이 되어 직접 말
하지는 않는다. 그는 그저 언젠가 “우리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막연
한 전망(perspective)만 제시할 따름이다. 곧 작가 최인호는 다큐멘터리의 기
법을 통하여 보여주기만 할 뿐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독자의 역할을 강화하
려는 의도를 소설 <바보들의 행진>에 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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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은 ‘뉴 웨이브 미학’이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한국의 1970년
대 소설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추적하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
로 그들의 작품에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최인호의 1970년
대 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 작가들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조류를 형성했던 뉴 웨이브 미학을 영화를 통해 체
득했다. 그리고 이러한 미학적 감각은 그들의 소설 세계의 기반이 되었고,
1970년대 작가의 대표 주자라 할 최인호의 작품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의
작품들에는 청년들의 상실감과 그로 인해 억압된 본능이 ‘방랑’과 ‘폭력’이라
는 이름으로 분출되고, 그러한 뉴 웨이브의 미학적 특성이 소설의 형식이나
기법의 측면에서도 두루 침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1970
년대 작가들에게 붙는 ‘젊은 문체’, ‘젊은 감성’이라는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수사(修辭)를 ‘뉴 웨이브 미학’을 통해 규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뉴 웨이브는 세계 2차 대전 직후의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주도된 세계적인
움직임이었다. 전후 도시의 참상을 지켜보며 자란 이들은 전쟁을 일으킨 당
사자인 기성 세대에 대한 반발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영화라는 장르와 만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 프랑스의 ‘누벨 바그’,
그리고 미국의 ‘뉴할리우드 시네마’ 등으로 이어지는 영화운동의 기치는 기
성세대의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작품을 만들자는 데에 있었다. 전후 세대인
그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고향, 가족, 미래 등에 대한 상실감은 그들의 영
화 작품에 담겼고, 그 방법으로는 과도한 클로즈업이나 롱 쇼트와 같은 시
도, 점프 컷 등을 활용한 몽타쥬 기법 등이 활용되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내용적․형식적 상실의 감각을 ‘뉴 웨이브 미학’이라 규정하고 이를 최인호
의 1970년대 소설에서 찾아보려 했던 것이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영향으로 유년기부터 다수의 해외 영화를 접하
며 성장할 수 있었던 1970년대 한국 작가들이 실제로 무슨 영화를 어떤 방
식으로 관람할 수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재개봉관 등의 존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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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은 당시 평범한 소시민도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였으며, 완성도가
다소 미흡한 국내 영화보다 해외 영화의 선호도가 훨씬 높았다. 특히 미국
영화가 9할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70년대 작가들의 경우
뉴 웨이브 영화 중에서도 뉴 할리우드 시네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리
라 유추할 수 있다. 70년대 작가들의 해외영화에 대한 방대한 체험을 그들의
기록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소설가
이전에 영화감독을 꿈꾸었으며, 영화로써 자신들의 상실의 감각을 표현하기
에 한계를 느끼고 소설을 창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1980년대 들어서
야 시작되는 영화계의 ‘코리안 뉴 웨이브’가 1970년대에 소설로 선행되었다
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뉴 웨이브 미학을 1970년대 작
가 중에서도 ‘영원한 청년작가’로 손꼽히는 최인호의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
해 보았다. 한 방향은 최인호의 작품 <별들의 고향>, <바보들의 행진>,
<불새> 등의 서사 전개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학을 밝히고, 다른 한 방향은
그 작품들의 서술 기법에 따라 드러나는 미학을 추적하는 것이다.
<별들의 고향>은 최인호가 시대적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가 하
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작품이다. 최인호는 당대의 정치적 문제나 그것의 강
한 영향 아래 있는 사회 문화적 문제를 다루는 일은 커다란 모험일 수도 있
어서 사회 문제에서 개인 문제로 초점을 옮기는 방법을 택하였다. 특히

이

런 위기를 벗어나고자 최인호는 은닉(隱匿)과 노정(露呈), 곧 감추면서 드러
냄이라는 극단의 개념을 소설 창작의 기법으로 도입한다. 최인호가 <별들의
고향>에서 드러낸 것은 오경아라는 한 여성의 성적(性的) 편력이고, 감춘 것
은 1인칭 ‘나’로 설정된 ‘청년’ 김문오의 무기력함에 대한 고발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71년에 개봉한 알란 파큘라(Alan J. Pakula) 감독의 영화 ‘클
루트(Klute)’와 견주어 볼 길이 열린다.
<바보들의 행진>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대학생들의 상실감
과 그에 의한 방랑의 서사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1970년 유신 체
제에 의해 억압된 자유와 이에 영합하는 기성세대와의 갈등과 맞서는 동시
에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중산층이라는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다. 의지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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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앞으로 나아갈 곳도 없음에 고민하던 이들은 결국 정처 없이 길거리를
방랑했다. 최인호는 이들과 함께 ‘바보들의 행진’ 대열에 참여했고 청년들의
로드무비의 동반자가 되었다. 소설 바보들의 행진 은 정서적인 개념의 길의
단계에 그쳤는데 이를 최인호가 직접 영화 <바보들의 행진>의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개념의 길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
에서 로드 무비(road movie)적 특성은 더욱 강해져 소설에는 없던 비극적
결말이 영화에서는 부각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상에 소설 <고
래사냥>이 존재한다. <바보들의 행진>에서 병태의 이야기가 <고래사냥>에
서 영철의 이야기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병태는 영철과 달리 고래를
자신의 안에서 찾고 가정으로 회귀한다. 이는 최인호가 1970년대를 관통하는
기성세대와의 갈등이라는 고민의 해답을 끝없는 갈등이 아닌 조정을 통한
자기 회복에서 찾음을 의미한다. 마이크 니콜스(Mike Nichols) 감독이 만들
어 1967년에 개봉한 영화 <졸업 The Graduate>이 대학을 갓 졸업한 주인
공을 그려 대학생이 주인공인 <바보들의 행진>과 유사성을 공유한다.
<불새>를 통해 최인호가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지
확인할 단서를 보여 준다. <불새>만으로 작가 최인호의 태도를 추측해 보건
대 그는 두 방식 모두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불새>에서 그려내는
선정성(煽情性)이나 폭력성(暴力性)을 통한 통속성(通俗性)은 독자들을 정치
적 상황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태도는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써 비판하는 사실주의적(寫實主義的)
태도로도 읽을 수 있다. 이런 양면성이 <불새>의 미학적 기반이다. 신분 상
승을 꾀하는 김영후가 저지르는 악행은 그보다 더 심한 악행에 따라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1960년에 개봉한 르네 클레망(René
Clément) 감독의 영화 <태양은 가득히(Plein Soleil, Purple Noon)>와 서사
구조상 매우 밀접한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인호는 작품의 서술 기법을 뉴 웨이브 영화의 기법에서 찾아 구체
화하였다. 최인호는 극단적 표현을 통해 한쪽으로 불균형적으로 몰릴 감정을
클로즈 업이나 롱 쇼트 같은 방법을 통해 조절하려고 하였다. 서술량을 극단
적으로 줄이거나 늘리는 방법을 쓰거나, 서술량과 무관하게 추상적 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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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조절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최인호
는 ‘있는 그대로’를 리얼리즘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비판 의식
을 강화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의 행위나 사건
의 전모를 사실대로 묘사하여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그리고 최인호는
다큐멘터리적 기법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사실이고 소설은 허구인데, 이들이 형식과 내
용으로 통일되도록 한 것이다.
1970년대 소설 중에는 뉴 웨이브 영화의 미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작품군이 존재한다. 이들이 형식이나 내용의 양면에서 두루 연관성을 지님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작품군의 형성 과정이나 작품 자
체의 문학사적 의의가 규정될 수 있다.
첫째, 소설과 영화의 상관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의의를 가진
다. 뉴 웨이브 미학은 영화에서 구현하는 것인데, 이것이 소설이라는 다른
장르를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게 됨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소설과 영화가
서사물이라는 공통성의 바탕에서 소설가의 영화 체험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
고, 이와 함께 ‘소설의 영화화’나 ‘영화의 소설화’라는 장르 전환 현상을 자연
스럽게 유도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특정 시대에 작가와 독자는 서로 소통할 수 있음을 확인한 의의를
가진다. 1970년대의 작자는 당대의 독자를 향하여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
에 순응하거나 저항하는 독자의 목소리가 작가의 창작 과정에 개입하고 있
다. 특히 청년-작가와 청년-독자 사이의 유대는 작품의 대중성을 담보하는
데로까지 나아가고, 독서물로서의 소설뿐만 아니라 시청각물인 영화에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힘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특정 계층의 문화를 모든 계층이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의의를 가진다. ‘70년대 작가군’의 선두에서 ‘청년 작가’로서의 최인호는 청년
의 문화를 작품으로 그려내는데, 이 작품이 대중성을 지닌 영화의 미학을 담
거나 그런 영화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계층에까지 영역 확대가 가능해진 것
이다. 청년은 자신의 이야기이므로 관심이 있고, 기성세대는 그들의 과거의
이야기이거나 그들과 대립하는 계층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향수자의 영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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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본고는 일정한 성과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지니고 있다. 우선 본고는
극히 제한된 작품만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표본이 대표성을 지
니는지 검토해야 한다. 검토 대상을 확장하고 분석의 틀을 정교하게 다듬어
본고의 성과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는 소설 쪽에 서서 영화 쪽
을 조망한 것이므로 영화가 소설을 위해 봉사한 셈인데, 시각을 넓혀 영화
쪽에서 소설 쪽을 바라보는 논의도 전개해 볼 만한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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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New Wave Aesthetics
of Choi In-ho's Novels in the 1970s
Jang Jong J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looks at how Choi In-ho applied and furthered ‘New Wave
Aesthetics’ in his writing, focusing on works published in the 1970s. Due
to the influence of American troops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Choi grew up watching countless New Wave films, absorbing the New
Wave Aesthetic, and this paper discusses identifying the exact results of
his experimentation with applying this aesthetic to the narrative structure
or technique of his.
<Heavenly Homecoming to Stars> is a work that draws interest due to
the ways in which Choi In-ho responds to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period. Choi chose not to focus on the political issues of the time, nor the
problems of society and culture under those strong political influences,
but rather than tackle that enormous task, he chose to move the focus
onto personal problems. In particular, in an attempt to break free from
these dangers, Choi used theatrical concepts of concealment and revelation
in his creative process. Through the character of Oh kyeong-ah in

- 152 -

<Heavenly Homecoming to Stars>, Choi In-ho reveals the sexual exploits
of one woman and conceals the helplessness of the first-person ‘I’, the
‘youth’ Kim Mun-o. This opens the avenue of comparison between the
text and Alan J. Pakula’s <Klute> which was released in 1971.
The wandering narration based on the sense of loss held by college
students as found in Choi’s work was analyzed first, focusing on <March
of the Fools>. These students were in conflict due to the oppression of
freedom under the 1970s Yu-shin Constitution and the older generation
which complied with it, all the while wrapped up in the guilt of
belonging to the middle class and being able to attend college. With
nothing to believe in, and no positive future to look forward to, the
troubled students ended up wandering the streets with no purpose. Choi
In-ho joined their ‘march of fools’ and became a companion in the youth
road movies. In the novel <March of the Fools>, these were limited to
emotional concepts, but through Choi In-ho personally adapting it for the
film scenario <March of the Fools>, he was able to flesh out these
concepts in physical form. Through this process, the road movie specific
elements became more pronounced and the tragic ending, which did not
appear in the novel, became emphasized. An extension of this process can
be found in <Whale Hunting>, but Byeong-tae differs from Yeong-cheol
in that he searches for whales within himself and returns to his family.
This shows Choi’s answer to the conflict between the generations,
showing that it is not an endless conflict, but one that can be found
through

personal

adjustment

and

self-healing.

The

college

student

protagonist of <March of the Fools> shows many similarities with the
recent college graduate protagonist of director Mike Nichols’ 1967 film
<The Graduate>.
In <Pheonix>, Choi shows how to check if you are accepting the given
reality or resisting it. It is possible to make assumptions about Ch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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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attitude through this work, is can be said that he held both
positions. Through his depiction of conventionality through eroticism and
violence in <Pheonix>, Choi can make the reader disinterested in the
political circumstances. However, this can also be read as a realist
showing and critiquing the faithfully drawn reality. This duality in
<Pheonix> is based in aesthetics. Kim Yeong-hun commits wrongdoings
in the pursuit of being upwardly mobile and therefore can accept and
understand worse wrongdoings. The structure of this narrative can be
closely connected with director René Clément’s 1960 film, <Plein Soleil,
Purple Noon>.
Choi In-ho found and realized the narrative technique for his works in
the techniques of New Wave cinema. Through dramatic expression, he
attempted to control the swell of emotions of unfairness through close
ups and long shots. Using methods of dramatically increasing or
decreasing the narrative, or using abstract language, regardless of the
narrative, to adjust emotions of sadness or anger. By way of his ‘as it is’
realist style of description, he attempted to strengthen the reader’s critical
mind. Choi’s documentary style technique to present the reader with a
story gives them space to come to their own conclusions. Documentaries
may be real and novels are fantasy, but they are unified in their form
and content.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shows that first, there is evidence
that the connection between novels and films can be explored, second,
that certain time periods of authors and readers can be proved to have
communicated, and third, that particular levels of culture can be shared to
all levels of culture.
Keyword(s) : Choi In-ho, New Wave Aesthetics, Youth, Anti-hero,
Image Grammar, Heavenly Homecoming to Stars, Pheonix, March of the
Fools
Student Number : 2015-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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