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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이범선 소설에 나타난 ‘인간’과 ‘윤리’ 인식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작가 이범선이 문학창작기간 전반을 통틀어 가장 중심에 두고 고민을 해왔던 문

제는 바로 ‘인간’의 문제이다. 물론 문학자체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긴 하지

만 이범선이 기타 작가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라면 무엇보다 ‘인간’이라는 문제

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자체’의 문제로 보고자 하 다는 점이다. 예컨  그는 

전후작가로서 전장 또는 전후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들에서도 결코 그 

사회상 자체에 한 비판을 주요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회 속에

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움직임’ 또는 그들의 ‘ 응양상’을 묘파하는데 초점을 두

었다. 이는 그 기저에 작가의 강한 ‘윤리의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윤리가 

인간의 행동규범에 관련된 사항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

범선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간들은 바로 그러한 행동규범에 해서 부단히 고

민을 하는 인간들이다. 따라서 본고는 작가 이범선을 요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

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양상을 살피고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윤리

적 공동체는 과연 어떤 것인지에 해 살펴보았다. 

한 작가의 문학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자전적 기록을 바탕으로 이범선의 문학세계를 탐구하

다. 작품 창작에 있어서 이범선은 무엇보다 현실체험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소재로 창작에 임한 작가이다. 많은 체험들 중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범선을 작가의 길로 인도한 것은 바로 6⋅25체험인데 6⋅25전쟁을 겪으면서 

이범선은 인간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한다. 한편 지인들을 통해 알려진 인간 이범선은 무엇보다 ‘거짓과 

진실’, ‘선과 악’, ‘양심’, ‘도의’ 등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를 통찰하는데 예리한 

사람이었다. 이범선은 바로 그러한 고민을 시 의 구속을 받지 않고 그때 그때 

생각나는 로 소설 속의 다양한 인간들을 통해 드러냈던 것이다.

3장에서는 전쟁 또는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생존 투쟁 속의 다양한 인간

상에 해 살펴보았다. 이범선의 소설 중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을 배경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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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소설은 많지 않다. 이런 유형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더퍼리 전서방｣, 

동트는 하늘 밑에서, ｢분수령｣ 등과 같은 소설에서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결코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극한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유덕한 성품을 지닌 인간들의 모습이었다. 또한 피난을 서사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망보류｣, ｢몸 전체로｣, ｢219장｣, ｢냉혈동물｣등 작품들에서는 피난 도중 인간

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그것이 훗날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왜곡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오발탄｣, ｢쇠를 먹

고 사는 사람들｣과 같이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들에서는 생존과 양심

이라는 양가적 감정 속에서 부단히 고민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었다.

4장에서는 전쟁과 일정한 거리를 둔 소설들에서 작가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

생에 해 성찰하고 또 인간관계의 회복을 통해 윤리적 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하

음을 밝혔다. 우선 인간의 내면세계를 다룬 소설 중에서 ｢벌레｣와 ｢환원｣은 인

간의 원초적 욕망에 해 다루었고 ｢고장난 문｣과 ｢미친 녀석｣과 같은 작품들에

서는 정신해방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또한 기독교 신자

던 이범선은 ｢피해자｣, ｢천당 간 사나이｣와 같은 작품을 통해 기독교의 진정한 

교리도 모른 채 그 속에 푹 빠져 사는 인간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

었다. 마지막으로 ｢상흔의 내력｣과 같은 작품을 통해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겪은 

갈등을 화해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표구된 휴지｣, ｢하늘엔 흰 구름이｣, ｢임종

의 소리｣와 같이 가족 서사를 다룬 소설을 통해 이상적인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탐구하 으며 ｢죽마지우｣라는 소설을 통해 우정에 하여, ｢배나무 주인｣을 통

해 이웃사이의 정에 해 다루었다. 요컨 , 4장에서는 작가가 위에서 언급한 여

러 양상의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전망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이범선의 소설들은 항상 섬세한 필치로 매 시 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그가 그리고 있는 인간들 중에는 항상 상처받고 당하기만 하는 

인간들이 많다. 만약 그들이 ‘양심’, ‘도의’ 등과 같은 것을 모두 버렸더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다. 소설은 

결국 작가가 만들어 낸 창작물로서 이범선 소설의 인물이 그런 선택을 한 것에는 

분명 작가의 윤리관이 개입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양심을 버리지 

못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 이범선은 그것이 바로 인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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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되는 고민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범선은 평생을 

작가로 살아오면서 다양한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을 소설을 통해 부각시키며 궁

극적으로는 인간관계 회복을 통하여 ‘믿음’, ‘사랑’을 전제로 하는 윤리적인 공동

체를 전망하 던 것이다.

주요어 : 이범선, 인간, 윤리, 6⋅25전쟁, 피난, 생존, 양심, 인생 성찰, 인간관계 

회복, 윤리적 공동체.

학  번 : 2017-2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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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이범선(1920~1982)은 1955년 김동리의 추천으로 현 문학에 ｢암표(暗標)｣와 

｢일요일｣이라는 단편소설을 발표하며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하 다. 그는 1982년 

작고하기 전까지 80여 편의 중⋅단편소설과 18편의 장편소설1)을 발표하면서 꾸

준히 창작활동을 이어왔다. 35살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등단하 지만 인간세

상을 바라보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며 전후문학 내지 한국

문학사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 다. 이범선의 문학은 1950년 의 전란이

라는 혼란스러운 사회적 배경에서 싹트기 시작하 다. 당시 부분의 작가들이 

역사적인 절망과 불안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창작에 임했던 반면 이범선은 보다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에 초점을 두었다.2) 혹자의 말처럼 이범선의 소설들은 모

두 사건의 차원보다는 인물의 의식과 그의 움직임, 주변의 정황에 한 정확하고 

섬세한 묘사에서 그 특유의 생동감과 예술적 승화의 묘를 획득하는 특징을 보여

준다.3) 

이범선을 포함한 당시의 많은 작가들에게 있어 6⋅25전쟁은 결코 한 번의 체

험에 그치지 않는 일생에 향을 미치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향으로 말미암아 

 1) 최근 울타리 저편에 핀 꽃이 이범선의 첫 장편소설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그의 장편소설은 기존의 17편에서 18편으로 추가되었다.(김 성, ｢학촌 이범선의 문학적 
연 기: 자전적 기록을 통해본 삶과 문학｣, 본질과 현상 27, 본질과 현상, 2012; 황정현, 

｢이범선의 첫 번째 장편소설 울타리 저편에 핀 꽃과 이범선 문학의 재인식｣, 현 문학
이론연구 74, 현 문학이론학회, 2018 참조.)

 2) 주지하듯이 한국 문학사에서 1950년 는 정신적 아나키즘과 물질적 파괴로 불모의 공백
기를 이루고 있었으며 전란 후의 퇴폐와 절망, 좌절과 실의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다. 

이때 데뷔한 작가들의 작품을 일별해 보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무력하고 
병든 실의의 인간상들이 부분이다. 이들 작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현실에 
한 날카로운 반항과 저항의 정신을 들 수 있다. 그 반항 정신은 기성의 모든 사회적 가치
에 항하는 동시에 기성문학이 가졌던 모든 문학 조건에 한 부정이기도 하다.(박정만, 

｢ 담취재: 나의 인생 나의 문학 — 이범선｣, 월간문학, 1978.12, 18쪽.)

 3) 유임하, ｢상처받은 삶의 자기성찰 — 이범선의 장편 흰 까마귀의 수기｣, 한국문학연구
21, 동국 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9.3, 59-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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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선 또한 6⋅25전쟁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다. 그는 미발표 유작 ｢나의 피난기｣4)를 통해 ‘평생에 있어 너무나도 기 막히는 

일을 겪었기에 기록하여 자손들에게 원히 남겨주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범선은 전쟁을 겪으면서 다양한 인간들의 다양한 삶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며 ‘과

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의 답을 찾

으려 노력해왔다. 이범선의 표작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오발탄｣을 빼놓을 수 

없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이범선을 ‘｢오발탄｣의 작가’로만 알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그만큼 ｢오발탄｣이 던진 사회적 메시지가 강렬했고 독자들에게 

남겨준 인상이 강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작가의 생애를 통틀

어 근 100편에 달하는 작품을 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오발탄｣의 작가’로

만 알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아쉬운 일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오발탄｣을 ‘고발

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는 물론 일정한 당위성이나 타

당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가장 먼저 제기되어야 할 문제는 다

름 아닌 ‘인간’의 문제이다.5) 하지만 이와 관련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은 현황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이범선 연구의 가장 중요한 축으

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서정성(리리시즘)과 사회고발(리얼리즘)을 둘러싼 논의

다. 우선, 이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분석한 표논자로 이용남과 배경열을 들 

수 있다. 이용남6)은 이범선 작품의 서정성은 일상생활과 긴 하게 연관되어 있

고 종교문제를 인간내면의 문제로 서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제시하

다. 배경열7)은 이범선의 서정성 경향은 감성이 감상주의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

 4) ｢나의 피난기｣는 최근에 새롭게 발굴된 이범선의 미발표 유작으로 그 초본은 1952년 12월 
21일에이범선이 지인인 ‘이상수형’께 전하는 서간체 형식으로 된 글이다.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959년 1월 2일에 이범선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피난생활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해당 
글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 다.(이범선, ｢나의 피난기｣, 본질과 현상, 본질과 현상, 27, 

29호, 2012.)

 5) 박정만, ｢ 담취재: 나의 인생 나의 문학｣, 앞의 글, 18쪽.

 6) 동시에 이용남은 ｢오발탄｣을 분석하면서 ‘비참한 사회의 한 단면만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
고 인간이 지닌 양심의 문제에 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항
거하지는 못하고 이를 체념과 숙명으로 처리한 것에서 그 한계성이 노출되었다’고 평가하
다.(이용남, ｢서정과 고발의 미학 — 이범선과 그의 작품세계｣, 국어국문학 106, 국어

국문학회, 1991.)

 7) 배경열, ｢서정과 고발의 미학 — 이범선의 작품 세계｣, 한국문학논총 25, 한국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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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간결하고 청아한 특징이 있다고 하 다. 또한 그는 이범선의 사회고발적인 

작품은 비참한 사회의 한 단면만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절망의 상태에서 인간

이 지닌 양심의 문제에 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지만 어떤 현실극복의 안을 제

시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 다. 다음, 두 특징을 분리하여 논의한 경우8)

도 거의 이용남, 배경열을 포함한 초기연구자들의 논의와 비슷한 맥락에서 전개

되었다. 표적으로 서정성 관련 연구에서 김인호는 이범선의 서정성은 기타 작

가와 비교하 을 때 드물게 서정성을 노래하면서도 현실의 참혹함을 그려냈다고 

평가하고, 이익성은 이범선의 소설 인식을 서정성을 기반으로 한 월남 작가로서

의 피난민의 실향 의식과 연관시켜 논의하 다. 역시 서정성과 연관된 연구이지

만 상술한 논자들과는 조금 다른 경로에서 접근한 논의로는 상징성9)과 허무주

의10)를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범선 작품의 리얼리즘적 측면에서 주목한 

연구들에서는 ‘사회고발의식’을 리얼리즘의 한 맥락으로 간주하 는데 이들 논

의를 종합해보면 거의 ‘이범선은 한국인의 인식으로 한국적인 리얼리티를 표현

하 으므로 종래의 전통적인 리얼리즘을 답습한 것’11)이라는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일부작품에 한해서만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지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상술한 논의들은 이범선 연구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문학과 

관련된 가장 표적인 연구경향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 이범선의 첫 창작집

인 학마을 사람들에 실린 김동리의 단평12)과 이범선이 모 담에서 언급한 자

1999.) 

 8) 김인호, ｢서정성을 통한 주체 형성의 가능성 — 이범선 소설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연구 21, 동국 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9; 이익성, ｢이범선 단편소설의 서정미학｣, 

개신어문연구 27, 개신어문학회, 2008.

 9) 해당 주제로 연구한 논자들은 거의 작품을 유형화하여 제목 내지 텍스트 내부에서 체현된 
상징성에 해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적으로 우현주는 이범선 소설의 상징성
을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작가의 윤리관과 결합하면서 개인상징에서 원형상징을 거
쳐 알레고리로 변모해간다’는 데서 찾고 있다.(우현주, ｢이범선 소설의 상징 연구｣, 이화
어문논집 20, 이화여자 학교 이화어문학회, 2002, 209쪽.)

10) 김병택, ｢허무주의의 전개: 이범선의 소설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31, 한국국어교육학
회, 1980.

11) 김교선, ｢한국 전후소설의 특징에 한 고찰 — 이범선의 ｢오발탄｣을 중심으로｣, 국어문
학 17, 1975, 국어문학회, 14쪽.

12) “작품을 통해서 보는 이범선씨는 깨끗하고 고고하고 소극적인 인물이다. 그러한 씨의 성
격과 생활이 청정하고 침착한 문장 속에 차분히 담겨져 있다. 화려하고 끈기 있고 억세기



- 4 -

신의 작품 계열13)에 한 발언을 근거로 하고 있거나 초기 연구자들의 논지를 

그 로 수용하 기 때문에 큰 도약을 이룩하지 못하 다. 요컨 , 그의 작품을 

서정적 또는 사회고발적이라고 평가할 경우 한국소설의 리리시즘(서정성)14) 또

는 리얼리즘(사회고발)15)에 한 명확한 개념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단지 몇몇 표작을 연구 상으로 그 속에 서정적인 표현방식이 스며있거

나 또는 사회에 한 비판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작가의 문학창작세계는 

서정적 또는 사회고발적이라고 논의하는 경우가 다수 다. 또한 이들은 체적

으로 이범선의 소설을 서정적 또는 사회고발적이라고 규정하면서 텍스트의 형식

적인 측면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작가가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문제의식이 무엇인지에 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텍스트

보다는 호젓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학이다. 모란이나 장미나 해바라기 같은 문학이 아
니라 패랭이나 들국화나 찔레꽃 같은 문학이다. 그만치 섬세하고 가련미가 있는 문학이
다.”; “사회나 현실이 텃취 되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아의 배경으로써 존재될 뿐이다. 

이런 점에서 씨의 작가적 기질은 다분히 서정적이다.”(이범선, 학마을 사람들(제 1창작
집), 오리문화사, 1958.11, 1-2쪽 참조.)

13) “Q: 작품에 몇 가지 계열이 있다는 것은 의식하십니까? A: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마
음으로 인간을 관찰한 서정적인 것과 비판을 앞세운 對사회적인 것 — 내 작품에는 그 두 
계열이 있읍니다.”(이범선, ｢ 담취재: ｢오발탄｣ 그리고 ｢피해자｣｣, 문학사상, 1974.2, 

214쪽 참조.)

14) 통상적으로 어떤 소설이 서정적이라고 할 때는 그 소설 속에 스며있는 서정적 요소 또는 
시적 요소를 가리킨다. 가령 헤겔이나 카이저의 논의에 따라 ‘소설 속에 나타나는 서정성
은, 인간의 외부세계를 작가가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내용적 개념이 되고 서술에 독
백적 표현을 쓰는 것이 형식적 개념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헤겔이 ‘서사
시가 인간의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주요수단임에 비하여 서정시는 특수화한 
개인들의 내부세계를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한 것은 이두 장르의 내용적 특성
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카이저가 “서술(narration)에서 서사작품이 탄생되고 체험
된 상태의 독백적 표현에서 서정적 작품이 탄생한다”고 한 것은 그 형식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소설문학의 서정성은 이러한 장르론적인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소설의 서정성’은 어떤 특정 장르의 개념보다도 그저 
시적 정서를 나타내는 경향을 지닌 소설들을 가리킨다. 그 서정성은 일반적으로 향토성, 

순수성, 원시성 등을 통해 표현된다. 즉, 감상적이면서 순수한 인간의 본성을 다루거나 인
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그 표현이 시적 분위기 속에 싸여있는 작품들을 서정적이라
고 하는 것이다.(송하섭, 한국현 소설의 서정성 연구, 단국 학교출판사, 1989, 11-13쪽 
참조.)

15) 리얼리즘이라고 할 때, 한국에서 리얼리즘론이 역동성을 띠고 논의된 것은, 프로문학이 
창작방법론으로 제시한 변증법적인 사실주의와 이것을 수정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론이
며, 그 다음은 휴머니즘 및 자연주의의 극복으로서의 리얼리즘의 재인식으로 나타난 리얼
리즘론이라 할 수 있다.(김윤식, 한국근 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88, 4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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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범선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인

간’과 관련된 문제이고 ‘삶’과 관련된 문제 다.

한편 세 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범선은 단연 전후작가군에 속하므로 그의 

전후작가로서 또는 월남인으로서의 작가의식 및 작품의 전후문학적 성격을 파악

하고자 한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전후문학이라는 범주에서 논의된 이

범선 연구를 세분화하면 크게 ‘월남작가로서의 글쓰기’와 ‘작품의 전후문학적 성

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이범선은 월남 작가이니만큼 

작품 곳곳에 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월남인으로서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소재로 그것을 소설화 하고 있다. 논자들 역시 이런 점을 포착

하여 그의 자전적 기록을 근거로 작품들을 분석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특히 장

편소설 흰 까마귀의 수기는 이미 이범선의 자전적 소설로 알려진 만큼 그 속

에 작가의 실제 체험들이 다분히 기록되어 있다. 해당 소설을 연구텍스트로 선정

하여 논의한 표논자로 변화 16)과 서세림17)을 들 수 있는데 변화 은 안주―
서울―부산―서울로 이어지는 공간이동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월남

인의 인생행로에 하여, 서세림은 텍스트의 연 기적 질서 속에 감춰진 월남인

의 강력한 자기 정당화에의 욕망 및 국가, 정치 현실에 한 비판의식에 주목하

여 논의를 전개하 다. 두 논자 모두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이범선의 장편소설을 

주요 상으로 삼아 새로운 연구시각으로 접근하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밖에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범선의 소설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 경우도 꽤 있었다. 요컨 , 등장인물의 고향에 

한 그리움18) 또는 피폐한 사회에서 느끼는 피해의식19)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 곳곳에 내포된 작가의 분단의식20) 및 풍자의식21) 등을 추출해낸 연구들이 

16) 변화 , ｢공간 이동을 통해 본 월남인의 인생행로 — 이범선의 흰 까마귀의 수기를 중
심으로｣, 현 문학이론연구 41, 현 문학이론학회, 2010.

17) 서세림, ｢이범선 장편소설 흰 까마귀의 수기에 나타난 월남작가의 자기반 적 글쓰기｣, 

한국현 문학연구 50, 한국현 문학회, 2016.

18) 김준, ｢전후시 의 상흔과 향수: 이범선의 ｢오발탄｣｣, 교수아카데미총서 8, 일념, 1995.

19) 권유, ｢이범선 소설에 나타난 피해의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14, 한국언어문학학회, 

1996.

20) 권유, ｢이범선 소설에 나타난 분단의식: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6, 한민
족문화학회, 2000; 홍기삼, ｢이범선 소설 연구 — 분단과 아이러니의 이중성｣, 동악어문
학 40, 동악어문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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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 단, 이런 논의들에서 공통으로 포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작가가 ‘전

후사회의 참담한 현실을 폭로하는데 성공하 지만 작중 인물들이 투철한 항의

식을 가지지 못하여 허무주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요컨  지금까지 진행된 전후문학으로서 이범선 및 그의 작품에 한 연구는 

토지개혁, 월남, 피난 등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식과 ｢오발탄｣을 위

시한 일부 당시 사회현실을 그리고 있는 작품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주제삼아 전개되어왔다. 이는 물론 기타 전후작가들에 한 연구에서

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오늘날까지의 연구는 그 주

제의 선정에서 단일성을 타파하지 못한 면이 잔존한다. 얼핏 보면 다양한 주제로 

논의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어디까지나 ‘특정 전후 작가들에 비해 이범선은 

문제의식이 투철하지 못하고 작품들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는 고착화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고착화된 틀이 오늘날까

지 이범선의 소설에 한 입체적인 평가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었던 것이다.

마지막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가장 근접한 논의라고 할 수 있

는데 바로 이범선의 ‘인간성 옹호’나 ‘휴머니즘’에 관한 논의이다. 박정만은 이범

선을 취재한 글에서 “한국의 많은 작가 가운데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인간적

인 목소리를 가장 도 짙은 문장으로 형상화 시켜 보여주는 작가가 바로 이범선 

선생”22)이라고 평가한바 있다. 사실 기존의 많은 논의들에서 서정성, 리얼리즘 

등 문제에 해서는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범선이 당시 전후문인

들 중에서 가장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 내지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둔 작가라는 점

에 해서는 다수가 동의하는 편이 다. 이범선의 ‘인간옹호의 세계’에 해 연

구한 윤태현23)은 작가가 리리시즘이 짙은 존재론적 삶의 양식에서는 따스한 인

21) 권유, ｢학촌 이범선 소설에 나타난 풍자의식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9, 한민족문학학회, 

2001.

22) 박정만은 해당 취재문에서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이야
기이며, 우리들 자신의 삶이며, 우리들 자신의 사랑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인간’

의 이야기인 것”인데 이범선이 바로 그런 작가라고 평가한다.(박정만, ｢ 담취재: 나의 인
생 나의 문학 — 이범선｣, 앞의 글, 15쪽.) 

23) 윤태현의 논의에 의하면 이범선의 작품들은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참모습 즉 근원적 삶의 
방식에 중점을 두어 그것을 형상화하 지만 동시 의 많은 작가들과 비교하 을 때 그들
이 당시 상황에 해 정면공격을 하고 작중인물이 능동적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낸 데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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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애를 통해 인간옹호의 정신을 드러냈다면, 고발양식에서는 인간성을 소외시키

는 현실로부터 압박받는 선량한 인물을 그리거나 혹은 이들의 비인간화된 모습

을 극 화시킴으로써 역으로 그 속에서도 휴머니티를 드러내 인간옹호의 정신을 

부각시킨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범선의 소설 속 인간들의 ‘선의적 삶’을 주제로 

논의를 전개한 박동규24)는 이범선이 그리고 있는 ‘선의적 삶’의 인간들은 단지 

인생의 허구적 초상화로서의 소설의 인물이라는 의미에 국한되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에 한 종국적 이상의 현실적 재현과 이상의 접합에 한 새로운 

변화의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제기한다. 차혜 25)의 경우 이범선의 휴머니즘

을 민족애와 동포애에 기초한 한국적 고향이라는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적 가치를 전범화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즉, 인간의 착한 본성에 한 

믿음과 인간의 존엄성에 한 절 적 승인을 기초로 인간을 소외시키는 제반의 

현실에 저항하는 것으로서의 ‘소박한 휴머니즘’으로 보고 있다. 

상술한 논의를 바탕으로 휴머니즘과 관련하여 우선 한국의 전후문학사에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논의되어 왔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후문학사에서 휴

머니즘은 1950년 에 민족문학론과 실존주의 문학론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확

보하게 되었고 1960년 에는 순수참여논쟁의 한 가지 기표로 논의되었다.26) 하

여, 이범선은 철저히 휴머니즘 정신과 리리시즘에 입각하여 그 현실을 극복하려 하 다고 
한다.(윤태현, ｢이범선 또는 인간옹호의 세계｣, 국어국문학 논문집 14, 동국 학교 국어
국문학부, 1988, 189쪽.)

24) 박동규, ｢50년  이범선 소설의 인간형에 나타난 선의적 삶 연구｣, 관악어문연구, 20권 
0호, 서울 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25) 차혜 , ｢이데올로기의 소설적 기능에 한 연구 — 전후소설과 휴머니즘을 상으로｣, 

겨레어문학 35, 겨레어문학회, 2005, 201쪽. 

유사한 맥락에서 권유는 이범선이 작품에서 철학성이나 문제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소
외의 피해의식을 휴머니티적, 서정적, 관조적 눈으로 따스하게 살펴보려 하 다고 강조한
다.(권유, ｢이범선 소설에 나타난 피해의식 연구｣, 앞의 글, 259쪽). 김인선은 이범선의 소
설 속 ‘소외된 인간’ 즉, ‘전쟁의 충격과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 일상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패배하는 인간상’에 주목하여 이범선의 작품 세계는 “소외되고 왜곡된 인간상을 
묘사하여 상황을 고발하는 것과 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휴머니즘의 추구”라고 
결론을 내린다.(김인선, ｢이범선의 단편소설 연구: 등장인물의 소외양상을 중심으로｣, 전
북 학교 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26) 이밖에 전쟁기의 휴머니즘은 우선, 인간과 반인간이라는 이원구도 위에서 인간의 본질을 
구현하는 순수문학의 또 다른 기표로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행동적 휴머니즘은 전쟁 동원
과 선전을 자처하며 인간성을 배제와 포섭의 상으로 삼았으며 마지막으로, 냉전질서가 
세계체제의 보편적 이념으로 수용하는 매개로 등장했다.(장은 , ｢전쟁기 휴머니즘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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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범선 소설의 휴머니즘은 상술한 휴머니즘의 의미와는 별개로 리리시즘이

나 리얼리즘과 함께 주요한 담론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담론들은 부분 이

범선을 오로지 안이한 휴머니티만을 추구한 작가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관련하여 전쟁과는 거리를 둔 원초적인 인간상을 다

루고 있는 그의 작품들을 유의해서 살펴보면 쉽게 입증될 수 있다. 그러한 유형

의 작품들에서는 휴머니즘을 추구하 다기보다 오히려 인간의 내면세계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탐구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살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범선은 

전형적으로 작가보다 작품이 더 유명한 경우에 속하는데 또 그런 이유 때문에 현

재까지의 논의 역시 표작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온 상황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인간의 내면세계에 한 탐구를 시도한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 성과가 아주 미미하다. 따라서 이범선의 소설들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인

간상들에 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세 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상술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고는 기존 성과를 이어받는 동시에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상 및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우선 연

구 상의 경우 기존의 이범선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작품들은 거의 초기단편 

소설 또는 ｢오발탄｣, ｢학마을 사람들｣ 등과 같은 표작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27) 다음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특히 학위 논문의 경우 리스논문 사이트 기

준으로 ‘이범선 소설연구’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된 작품론과 작가론은 전반 이범

선 관련 연구에서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그런 연구들은 다수가 서정성 또

는 리얼리즘을 둘러싼 반복적인 논의에 그쳤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한 경우가 

아주 드물었다. 일찍이 이범선 연구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논자가 있었지

만28) 그 뒤로도 결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의 논리와 한계｣, 우리문학 연구 59, 우리문학회, 2018, 297쪽.)

27) 특히 장편소설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총 18편에 달하는데 한, 두 작품을 제외하고 아예 
거론되지 않은 작품들도 많다. 그 이유는 그의 일부 장편소설이 통속적인 중소설에 불
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 기 때문이다. 

28) 강진호는 이런 현상에 해 ‘문제의식의 결여’, ‘중복 연구’, ‘안이하고 피상적인 고찰’ 등
으로 종합하여 지적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연구자의 문제의식은 삶에 한 진지한 성찰
의 결과물인 동시에 문학관이 집약된 것이고, 따라서 문제의식의 참신성이란 연구자의 성
실성과 문학적 성숙의 정도를 변한다. 그런데 이범선을 연구한 많은 논자들은 뚜렷한 
문제의식 없이 그저 남의 논의를 빌려오거나 모방하는 경우가 너무 흔하게 목격된다고 비
판한다.(강진호, ｢이범선 연구의 비판적 검토｣, 한국문학연구 21, 동국 학교 한국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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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29)

둘째, 그의 서정성 또는 리얼리즘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특정 몇 작품만을 연구

상으로 하여 작품 속에 서정적인 표현이 깃들어 있다고 해서 또는 암담한 사회

상을 그리고 있다 해서 이범선은 서정성을 추구하는 작가 또는 리얼리즘 작가라

고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우선 서정

성 또는 리얼리즘에 한 개념적인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초기 몇몇 연구자들의 논지를 그 로 수용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셋째, 많은 연구들에서 이범선은 한국의 전후작가들 중에서도 유독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기에 능한 작가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단지 소략하게 

언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앞서 언급한 인간내면의 문제를 탐색한 작

품이라든지 종교의 문제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에 해서 연구한 

논의들은 찾아보기 여간 어렵지 않았다. 또한 있다할지라도 그가 관심을 두고 있

는 인간상은 어떠하며 그가 그런 인간상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에 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았다. 한편 많은 논자들이 이범선의 소설 속 

인물들은 ‘소극적이거나 투쟁정신이 강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는데 정작 그 

이유에 해서는 그렇다할만한 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본고는 우선 이범선 문학에 한 전체적인 조

망을 전제로 그가 추구하는 인간상은 어떤 것이고 반 로 그렇지 못한 인간상은 

어떤 것인지 나아가 이러한 인간들의 삶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고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에 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연구사 검토를 통해 

이미 지적하 지만 이범선을 논함에 있어서 부분 논자들이 그가 누구보다도 

가장 인간성에 바탕을 두고 창작활동을 해왔던 작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

만 그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인간 또는 그가 추구하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한 논의는 의외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범선은 항상 자신의 작품 

연구소, 1999, 25쪽.)

29) 위에서 언급한 강진호의 글이 발표된 후 일부문제점들이 개선되기는 하 지만 그것은 학
술지 논문에 한해서 다. 학위논문의 경우 이범선을 단독연구 상으로 한 논문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부분은 전후작가 또는 전후문학이라는 큰 틀에 이범선 또는 그의 작품을 
일부 포함시켜 논의를 전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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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인물들을 통해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들의 사소한 몸짓들을 세 하게 

그려내기에 능한 작가이다. 그가 유독 인물들의 행위양상에 신경을 썼던 것은 바

로 기저에 강한 ‘윤리의식’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범선

의 전반 문학세계를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인 ‘윤리’라는 개념으로 그의 문학세

계에 한 탐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시각

본고는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그의 작품 활동 전반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이범

선이 1955년에 등단하여 1981년까지 문단에서 근 30년 동안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온 것을 감안할 때 이는 50년 에서 80년 를 아우르는 폭넓은 접근을 필요

로 한다.30) 또한 그의 소설들은 주제의 스펙트럼이 넓을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

도 아주 다양하게 부각되어 있어 그 속에서 작가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사상을 추

출해내는 것은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

에 한 세 한 검토를 통하여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이범선은 궁극적으로 ‘어떠

한 인간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한 

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범선의 소설세계를 유기적

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기도 하지만 더욱이 작가 이범선의 

일생의 고민이기도 하 다. 덧붙여 모든 작가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체험을 작품 

속에 녹여내는 경향이 있지만 이범선은 특히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창작에 임하

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 던 작가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체험한 이야기를 소설화하는 것에 유독 신경을 많이 썼다. 따라

서 이를 단서로 이범선의 작품을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그가 직접 체

험한 전쟁을 서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생존 투쟁 속의 다양한 인간상을 다룬 

30) 전후문학의 시기와 관련하여 방민호는 전후를 총 3개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
면 ‘1차 후’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60년  중반까지, ‘2차 전후’는 한일 국교정상화와 
베트남전 개입 이후 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 즉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1988년 서울올림
픽을 거쳐 구소련이 무너지기까지를 가리키며 ‘3차 전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구분법을 따른다면 이범선이 작가로 활동한 시기는 ‘1차 전후’에서 ‘2차 전
후’까지 이어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방민호, 서울문학기행, 아르테, 2017,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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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들이고, 두 번째 유형은 전쟁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보다 인간의 내면세

계 내지 삶에 해 다룬 소설들이다. 이런 분류기준이 절 적인 것이라고 할 수

는 없지만 체적으로 전자의 경우 아무래도 전쟁서사가 곁들어져 있다 보니 창

작초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후자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후기작들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상술한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본 논문이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이범선이 작품

을 통해 부각하고 있는 인간들의 양상과 그가 인생성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

하고 있는 이상적 공동체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둘을 아울러 ‘윤리

의식’으로 설명하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윤리가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

켜야 할 행동규범’을 가리킨다면 이범선은 바로 그러한 행동규범에 해서 부단

히 고민하는 인간들의 다양한 양상을 소설의 전면에 내세워 묘사하 던 것이다. 

또한 전쟁을 겪으며 인간의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종종 보며 ‘고향’으로 변되는 

전통적인 공동체가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은 작가가 문학을 통해 보여

주고자 한 이상적인 공동체는 과연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본고의 목적

이다. 이에 우선 ‘윤리’에 한 포괄적인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 

‘윤리’라는 개념은 오늘날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

리’ 곧 ‘도덕(道德)’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사는 마당’을 ‘사회(社會)’라고 일컫는다면 윤리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란 ‘동류의 사람들, 곧 동

등한 존엄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이므로 윤리 도덕이란 ‘똑같은 존엄성을 갖

는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곳에서 사람들의 사람으로서의 도리’이다.31) 그런데 여

기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도리(道理)’이게끔 해주는 것을 ‘선(善)’이라

고 한다면 윤리 도덕은 곧 선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를 묻

는 것은 선이란 무엇이며 혹은 선이란 무엇을 뜻하는가를 묻는 것과 다르지 않

다.32) 윤리학은 고  이래로 선에 해서 사유해왔다. 그리스 철학은 모든 존재

의 의미를 다루는 형이상학적 숙고의 맥락에서 선을 주제로 삼았다. 그러므로 플

라톤에게 있어서 모든 이데아의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는 최고의 존재 원리이자 

인식 원리 다. 선은 소크라테스처럼 로고스를 따라는 사람, 즉 통찰과 이성에 

31) 백종현, 철학의 개념과 주요 문제, 철학과 현실사, 2007, 241쪽.

32) 백종현, 위의 책,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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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삶을 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더할 나위 없는 의미 충만함이다. 아리

스토텔레스도 선을 ‘모든 것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하 다. 선은 더 이상 더 높은 

목표를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자체를 위해서 추구되는 궁극적 목표인 것이

다.33)

이범선은 ｢월광곡｣이라는 소설에서 ‘미에 향하는 심정은 그 로 ‘선’에 향하는 

심정이 된다’는 칸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선’에 해 강조한 바 있다. 그의 소설

들에는 항상 가난에 시달리거나 상처받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들은 모

두 ‘선한 인물의 표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생존과 양심이라는 양가적 

감정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결국 ‘양심’을 버리지 

못하고 ‘선의적 삶’을 택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는 작가 자신의 ‘옳고 그름’ 또

는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윤리의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세

한 접근을 위하여 우선 근 사회의 윤리에 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근 사회

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윤리는 단연 행위중심의 윤리 다.34) 이는 다시 칸트

에 기원을 두는 ‘의무윤리’와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에 기원을 두는 ‘공리

주의 윤리’로 양분된다. 

우선 칸트의 경우, 그의 출현으로 근  윤리 이론은 그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

으로 흘러가기 시작하 다. 그는 최초로 초월적 방법을 자신의 철학의 원리로 고

양시켜 각자가 당위 요구 내지 타당성 요구의 형식을 통해 알고 있고 자기 자신

의 실천에서 획득한 일상적인 도덕적 경험에서 출발하여, 어떤 방식으로 항상 이

미 안정되고 있는 ‘도덕 법칙의 사실’의 근거에 해서 묻는다. 여기서 칸트는 우

리가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경험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당위 자체의 정초로 규정짓는다.35) 그에 의하면 도덕은 자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신의 명령도 아닌 바로 인간의 이성 안에 있는데 그 이성의 

33) 안네마리 피퍼 지음, 진교훈⋅유지한 옮김, 현 윤리학 입문, 철학과 현실사, 1999, 170

쪽.

34) 서양에서는 과학적 사고의 발달과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8세기에 이르러 종교
적 또는 신화적 세계관이 흔들리면서부터 전통적 윤리적 가치관도 흔들리고 모든 것을 합
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 속에서 합리적이고 따라서 보편적인 
윤리를 생각하고 어떤 행위가 옳으며 어떤 삶이 참다운 삶인가를 새로이 알아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칸트의 의무주의 윤리학과 의 공리주의 윤리학이 
발전하기 시작하 다.(박이문, 자비의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1987, 148쪽.)

35) 앞의 책,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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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곧 자율성36)이다. 여기에서 칸트가 말하는 자율은 인간의 하나의 본성이자 

본질로 규정되며 이 자율의 귀속처는 인간의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는 곧 

“선의지(善意志, guter wille)”37)이다. 선의지는 옳은 행위를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택하는 의지를 말하는데 이 의지 작용에는 어떤 것이 ‘옳다’, 무엇이 

‘선하다’는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생

겨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이념의 실천이 이성적 존재자의 ‘의무’라고 납득하는 

데서 생긴다.38) 

의무라는 개념은 비록 주관적인 제한과 방해 아래에 있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선한 의지라는 개념을 자신 속에 포함하고 있다.39) 그렇다면 ‘덕의무’란 무엇인

가? 칸트는 덕에 해서 ‘인간이 자기 의무를 수행 할 때 따르는 준칙의 강함’이

라고 한다. 다시 말해 덕은 자기 강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자유의 원리에 

따르는 강제, 의무의 형식적 법칙에 따르는, 즉 자기 의무에 한 표상을 통해서

만 일어나는 강제이기도 하다. 모든 의무는 법칙을 통한 강요의 개념을 포함하는

데 그중에서 윤리적 의무는 내적 입법만이 가능한 강요를 의미한다. 덕론의 최고 

원리는 어떠한 목적들을 가지는 것이 누구에게나 하나의 보편 법칙일 수 있는 목

적들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인데 이 원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뿐만 아니

라 타인에 해서도 목적이 된다.40)

36) 당초에 ‘자율’의 주체는 국가 다. 국가는 스스로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에 따라 자기를 
지켜나간다. 즉, 자율이라는 것은 애당초에 자기입법, 자기결정의 의미로 쓰 다. 신은 인
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자기 행위를 자기 방식으로 해나갈 자유 선택, 자유재량의 능력
과 권리를 주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신관과 인간관은 조화를 이루었고 인간은 자기결정 
능력이 있는 자로 이해되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율의 귀속처가 되었다. 아울러 국가
만이 아닌 인간도 자율적 주체로 받아들여졌다.(백종현 지음, 인간이란 무엇인가 — 칸트
3  비판서 특강, 아카넷, 2018, 152-154쪽 참조.) 

37) 칸트에 의하면 사람에게 의지가 있다는 것은 ‘선의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악으로 향하는 
의지’는 곧 ‘의지 없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의지
가 약하거나 아예 의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지가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선의지이다.

(백종현 지음, 위의 책, 155쪽.) 

38) 칸트는 ‘옳음’과 ‘선함’은 결코 경험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순수 이성의 이념이므로, 선
의지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서 다름 아닌 순수한 이성적존재자의 
실천을 지향하는 이성 곧 순수 실천 이성의 실천법칙에만 따르는 의지라고 한다.(임마누
엘 칸트, 백종현 옮김,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2010, 368-369쪽)

39) 임마누엘 칸트 지음, 김재호 옮김, 도덕 형이상학 정초, 위너스초이스, 2007, 52-54쪽.

40) 임마누엘 칸트, 이충진⋅김수배 옮김, 도덕형이상학, 한길사, 2018, 274-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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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리주의의 경우, 그 핵심사상은 한마디로 행위와 제도가 세상의 전체

적 행복의 양을 증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상의 중심에는 존 스튜어트 

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일찍부터 이 학설을 신봉해왔고 그것을 반전시키

고 전파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쳐왔다.41) 그는 자신의 저서 공리주의에서 ‘당

신의 행위의 준칙이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들에 의해서 보편적 법칙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을 때에만 그 준칙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칸트의 주장에는 ‘모든 이성

적 인간들이 가장 비도덕적인 행동 규칙을 채택하는 것이 논리적인 모순을 발생

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도덕의 기초로서 공

리 혹은 최 행복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공리주의는 ‘인간의 행위는 행복을 증진

하는 경향에 비례해서 옳고, 행복의 반 인 불행을 증진하는 경향에 비해서 그르

다’고 본다.42) 이와 같은 의 주장에 앞서, 공리주의를 주창한 선구자는 제레미 

벤담인데 그에 의하면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평등하게 고려했을 때, 

우리의 행동이나 사회제도에 의해 향 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극 화한다’는 원

리이다.43) 벤담은 모든 쾌락들은 질적으로는 동질적이고 오직 양적 차이만이 존

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양적 쾌락주의’라 부른다.44) 하지만 존 

스튜어트 은 제레미 벤담의 양적 쾌락주의의 논리에 약점이 존재함을 주장하

면서 제레미 벤담의 사상을 보완하고자 그와 상응하게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한

다. 그에 의하면 모든 것들을 평가할 때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가 되어야 하므

로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사

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주의 원리와 양립가능하다.45) 

41) 로저 크리스프 지음, 엄성우 옮김,  의 공리주의, 철학과 현실사, 2014, 27쪽.

42)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칸트의 주장은 물리적 모순이나 불가능성은 제쳐 두고라도 어떤 논
리적 불가능성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칸트가 보여주는 것은 어
떤 이성적 인간들도 그런 준칙이 보편적으로 채택되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자 
원치 않으리라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칸트에 의하면 비도덕적인 행위는 비이성적이기 때
문에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존 스튜어트  
지음, 박상혁 옮김, 공리주의, 계명 학교 출판부, 2014, 19, 27쪽 참조.)

43) 그의 공리주의의 원리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결과주의의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내재적 가치의 요소이다. 결과주의란 어떤 정책이나 제도, 혹은 행위의 옳고 그름
은 오직 그것이 산출하는 결과의 좋고 나쁨에 달려있다는 견해이고, 내재적 가치란 우리
에게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좋은 것으로서, 이런 내재적 가치가 결과를 평가
하는 근본적인 기초가 된다.(존 스튜어트  지음, 박상혁 옮김, 위의 책, 130쪽 참조.)

44) 존 스튜어트  지음, 박상혁 옮김, 위의 책, 129-1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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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다수의 최 행복’은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기준인데 이는 행위자 자신의 

최 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최 량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공리

주의는 인간이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에 

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희생자체가 좋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공리주의가 찬

양하는 유일한 자기희생은 인류 전체나 인류 전체의 집합적 이익의 한계 내에서 

개인들의 행복이나 행복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자기희생이다.46) 

이러한 공리주의 윤리는 칸트의 의무윤리와 함께 근 윤리에서 장기간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근 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칸트의 의무 윤리와 제

레미 벤담 및 존 스튜어트 의 공리주의 윤리에 해서 살펴보았다면 다시 본론

으로 돌아와 이범선의 문학세계에서 윤리의식이 어떻게 작용하 는지 살펴볼 것

이다. 이에 2장에서는 작가의 자전적 기록을 바탕으로 6⋅25체험을 둘러싼 그의 

문학세계 및 문학을 함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내지 인생관에 해 요

해하는 것을 전제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그의 인간관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다음은 앞서 제기한 분류기준에 따라 3장에서 전쟁을 서사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범선의 소설들을 연구 상으로 분석을 할 것이다. 이런 유형의 소설들에는 ‘선

한 인물’ 또는 ‘착한 인물’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작가가 그러한 인간상을 등장

시켜 그와는 반 되는 소위 말하는 ‘악한 인물’과의 조 속에서 그들의 ‘선’을 

더욱 강조하고자 하 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바로 칸트가 말하는 ‘옳은 행위

를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행하는 의지’인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것보다 살아 내는 것

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지만 극한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다수의 행복

을 위하는 사람들은 공리주의가 말하는 자기희생을 통해 ‘최 다수의 최 행복

45) 에 의하면 두 가지 쾌락 모두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만일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면 
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적 의무에 한 감정과는 독립적으로 두가지 쾌락 중에서 어떤 한 

종류의 쾌락을 확실히 더 선호한다면 그것이 보다 바람직한 쾌락이다. 만일 양쪽 모두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 그 둘 중 하나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선호한다면, 그 
쾌락에 보다 많은 양의 불만족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쾌락을 누릴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쾌락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선호된 쾌락이 그 적은 양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 우월하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존 스튜어트  지음, 박상
혁 옮김, 위의 책, 29쪽 참조.)

46) 존 스튜어트  지음, 박상혁 옮김, 위의 책, 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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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한 인물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인간들과는 반 로 소

설 속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도 있었다. 이밖에도 

과거의 피난체험이 훗날의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왜곡된 방식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 전후의 피폐한 사회에서 생존이냐 양심이냐를 갈등하며 살아

가는 인간들 역시 이범선이 관심을 두었던 인간들이었다. 이렇듯 이범선은 작품

을 통해 인간들의 다양한 양상을 부각시키며 인간에 한 고민, 인생에 한 고

민을 해왔던 것이다.

4장에서는 간접체험을 위주로 한 이범선의 소설들을 다룰 것인데 이런 유형의 

소설들에서는 작가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중 인물의 인생을 관조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다수 다. 따라서 작가는 자연스럽게 작중인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 삶의 이모저모를 관찰함으로써 인생에 해 성찰하고 그것을 기반으

로 인간관계 회복을 통하여 이상적인 공동체를 모색하고자 하 다.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이’를 전제로 하듯이 인간은 사회 속의 관계적 존재이다. 인간은 항

상 무엇인가와의 관계맺음을 통하여 존재하고, 나아가 관계맺음 자체를 문제 삼

는 성찰적 존재이다. 관계맺음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관계맺음 자체에 한 성

찰의 결과에 따라 인간의 자기 이해방식은 수많은 갈래들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이러한 상과의 평면적인 관계맺음만 가지고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일 일의 평면적인 응관계를 넘어 입체적이고 초월적인 관

계맺음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데서 인간의 존재방식이 제 로 이해된다.47) 이범

선은 소설 속에서 다양한 인간상을 부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관계 회복을 

통한 이상적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뭇사람들의 얘기처

럼 단순히 생존의 터전을 잃고 월남한 작가로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한 동

경 내지 복원에 한 희망사항으로 볼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그것보다도 오히

려 작가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상적인 

공동체를 전망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범선은 평생을 두고 단편소설을 위주로 근 100편의 소설을 창작했는데 작품

특성상 장편은 신문연재소설이 다수 기에 통속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이범선의 문학세계의 본격

47) 길병휘, ｢덕 윤리와 의무 윤리의 현실적합성에 한 비판적 검토: 공동체주의 논쟁을 중
심으로｣, 초등교육연구논총 23권 2호, 구교육 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8,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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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핵에 다가서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단편소설들을 주요 연구 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문제적인 장편소설들도 논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에 

우선 전기적 자료를 기반으로 작가의 문학세계를 살펴본 뒤 본격적으로 작품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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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적 기록을 통해 본 이범선의 문학

2.1. 6⋅25체험을 중심으로 한 문학세계

본 절에서는 작가 이범선의 생애를 기반으로 수필, 담, 평론 등을 통해 그 시

에 이범선을 둘러싼 담론장 속에서 형성된 그의 사상을 정리하고 문학에 한 

그의 고민을 보다 세 하게 접근하고자 한다.48) 이범선은 1920년 평안남도 신안

주 운학리(雲鶴里)에서 태어났다. 친구들이 지어주었다는 학촌(鶴村)이라는 호도 

운학리(雲鶴里)라는 고향의 명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훗날 문단에서도 이

범선에 해 ‘학처럼 고고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종종 평가하기도 한다. 본인의 

회고에 의하면 그는 나면서부터 가난하 고 어머니의 젖이 부족하여 유모의 품

에서 자랐다고 한다. 그런 이범선을 가엾게 여긴 증조모가 유독 그를 아꼈는데 

‘범선(範宣)’이라는 이름도 증조모가 지어주었고 훗날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것도 

증조모의 향을 받았다고 한다.

무난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제법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뒤 평양에서 은행원

으로 3년 간 근무하다가 결국 그만두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일본군 지원병 문제

가 시끄러워져 만주로 떠난다. 만주의 동쪽 통화(通化)에 있는 동흥공사(東興公

司)라는 토지개발회사에서 비서 겸 경리일을 3년 쯤 하면서 지내다가 다시 고향

으로 돌아간다.49) 이때를 시작으로 이범선은 여러 직장을 전전50)하면서 지내게 

48) 작가의 문학세계의 전모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들에 한 전체적인 이해, 맥락적인 
이해가 필수 작업이다. 단, 이런 텍스트들을 전체적, 맥락적으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작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작가연구란 매우 넓은 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체적
으로 작가의 생애에 한 고찰 및 그가 직⋅간접적으로 남긴 텍스트들에 한 수집과 분
석 그리고 작가 자신을 둘러싼 시 와 사회 및 담론장과 교섭하면서 관련을 맺어나간 태
도나 방법 및 과정에 한 성찰 등을 포함한다.(방민호, 문학사의 비평적 탐구, 예옥, 

2018, 579쪽.)

49) 이범선, ｢나의 이력서 — 60년의 색깔｣, 현 문학, 1981.1, 293-294쪽.

50) 이범선은 해방 전까지 은행을 시작으로 개발회사, 군수공장, 금융조합, 소금조합 등 유독 
많은 직장을 옮겨 다녔다. 이는 물론 객관적인 환경의 요소도 있겠지만 본인의 성격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1958년 한국평론지에 실린 ｢성격｣이라는 글에서 이범선은 자신
의 성격에 해 언급한바 있는데 그에 의하면 본인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버릇 — 음식 
중에서 꿀을 안 먹는다든가, 융(絨)으로 만든 옷은 안 입었다든가 등등 까다로운 버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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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1943년 10월에 친척의 중매로 3개월간 교제한 홍순보와 결혼을 한다. 그

가 급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된 데는 일제의 징용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51)는 

일각의 추측이 있는데, 확실히 그는 결혼 다음 달에 징용을 피해 부인과 함께 처

남이 간부로 있던 평안북도 봉천탄광에 가서 경리업무를 본 경력이 있다. 하지만 

그런 도피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지징용’이 되어 해방 직전까지 평안남도 개천군

에 있는 무연탄광에 있게 되었다.52) 다행히 전쟁터에는 끌려가지 않아 포화를 피

해 그나마 안일하게 일제강점기를 보낼 수 있었다. 이 또한 이범선의 작품에서 

일제 강점기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거나 아예 배제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기

존에 알려진 자료들에서도 이범선의 일제강점기의 삶과 관련된 흔적들을 찾아보

기 어려웠다. 시인 조병화가 이범선의 회고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언급하기는 하

지만 그 또한 아주 소략한 정도에 그쳤다. 그에 의하면 이범선은 워낙 먼저 자

기 얘기를 꺼내는 일이 거의 없는데 1981년 광주에서 예술세미나가 열려 이범선

과 동행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일제 강점기에 만주에서 은행원 생활을 하

던 시절을 떠올리며 일본인에 한 분노, 만주인에 한 조선인의 우월감 같은 

것을 흥분해서 얘기53) 하 다고 한다. 

많았다고 한다 — 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면서 부분은 고쳐졌지만 유독 
한 가지만은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완전벽(完全癖)인데 — 노트를 정리할 때 우
선 노트 선정부터 조그마한 흠이나 얼룩이 있어서는 안 되고 줄이 조금 비뚤어도 안 되며 
쓰다가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것이 설령 마지막 줄의 글자일지라도 그 노트는 끝장 이다 
— 그 부분에 해 이범선은 시간이 흘러도 그 버릇만은 고쳐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성
격”이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성격은 여러 면에서 드러나는데 앞서 언급하
듯이 직장을 여러 번 바꾼 것은 물론 학창시절에는 하숙집을 그렇게 많이 옮겨 다녔다고 
한다. 가령 아주 사소하고 보잘 것 없는 이유 — 가령 자신이 없는 짬에 하숙집 어린애가 
포단에 오줌을 갈겼다든가, 자기가 앉은 화장실문을 누가 노트도 없이 열었다든가 등 이
유 때문에 하숙집을 자주 옮겨 다녔고, 직장에서는 갑자기 이유없이 기분이 불쾌하다든
가, 여직원이 자기의 우산을 가져다 쓰고 고장 내버려서 새것을 사다 준 것이 그냥 싫다
든가, 회식자리에서 지배인이 싫어하는 술을 권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다든가 등 
이유 때문에 회사를 자주 옮겼다고 한다 — 일지라도 자신이 참을 수 없으면 무조건 옮겨
야만 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이 그의 작품 창작에도 향을 주었을 
수 있다. 항상 사소한 것일지라도 본인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신경 쓰이고 꼭 그것을 바
꾸고야 마는 그런 성향은 훗날 작품 창작에서 늘 어떤 거 한 서사보다도 보잘 것 없는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 시선을 두었던 그의 문학적 태도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범선, ｢성격｣, 한국평론, 1958.7, 181쪽.)

51) 김 성, ｢학촌 이범선의 문학적 연 기 — 자전적 기록을 통해본 삶과 문학｣, 앞의 글, 248

쪽.

52) 김 성, 위의 글, 2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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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해방 전까지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지내다 1945년 해방 후 북한에서 지

주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토지를 빼앗기고 1946년에 월남을 하게 되었

다. 생의 터전을 잃고 본격적으로 월남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이범선의 인생에서 첫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월남한 뒤 그는 미 군정청 통위

부를 다니다 전구회사 회계과에서 근무 하 고 나중에 동국 학교 문학부에 입

학한다. 지인의 회고에 따르면 ‘문학에 문외한으로 여겨질 만큼 큰 관심을 표하

지 않았던 이범선이 문학부를 택한 것은 의외’라고 한다.54) 하지만 그들이 말하

는 ‘의외’가 ‘현실’로 되기까지 6⋅25전쟁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었다.

육이오동란의 향, 그것이 내 자신을 완전히 변형시켜 왔어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혈연이 얼마나 애매한가를 알았고 우정의 한계를 알아 버린 겁

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친구간의 의리라는 것은 생

각할 필요조차 없는 — 극단에 처했을 때의 인간의 추악한 면을 적나라하게 보

아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건 불행의 씨죠. 국민을 저버린 정부나 선의를 외

면한 이웃이 나쁘다고 하기 전에 인간 본래가 그런거다 하는 걸 알고 나니까 

작품의 주인공마저가 사는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더군요.55)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6⋅25전쟁은 이범선에게 있어 너무나도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는 물론 인간 이범선에게는 말할 나

위도 없이 너무나 큰 불행이지만 작가 이범선에게 있어서는 문학의 길을 걷게 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범선은 6⋅25전쟁 시기를 그야말로 흑색시기 다

고 비유하면서 실제로 월남을 하게 된 1946년부터 10년간은 사는 것이 아니었다

고 술회한 바 있다. 6⋅25전쟁이 발발한 당일을 회상하며 이범선은 당시 강원도 

모 중학교에 발령이 되어 출근하고 있던 연희 학교 교무과에서 사직하고 짐을 

탁송하기 위해 신촌역으로 갔다가 38선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그는 38선에서의 전투는 늘 있었던 일이기에 그렇게 심

53) 조병화, ｢서민의 목소리｣, 현 문학 — ｢추도특집: 이범선의 인간과 문학을 말한다｣, 

1982.5, 355쪽.

54) 김 성, ｢학촌 이범선의 문학적 연 기 — 자전적 기록을 통해본 삶과 문학｣, 앞의 글, 250

쪽.

55) 이범선, ｢ 담취재: ｢오발탄｣ 그리고 ｢피해자｣｣, 앞의 글,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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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산군이 남침을 해왔다

면 그건 곧 스스로 패망의 불로 뛰어드는 짓이니 그 결과로 어쩌면 이북 고향으

로 돌아갈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56) 하지만 

‘국군이 북진중이니 동요 말아 달라’고 한 통령의 라디오 방송을 믿고57) 결국

엔 피난을 못가고 서울 여기저기에서 숨어 지내다58) 1⋅4후퇴 때에야 피난을 가

게 된다. 당시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범선 또한 통령이 이미 피신을 

갔다는 사건의 내막을 알고 엄청난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낀다.

이후 이범선은 부산에서 피난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거제도 장승포 중학교에 

교사 자리를 얻게 되어 건너간다. 그때에야 비로소 평화를 찾게 되었고 문학을 

시작한 것도 그 때부터 다고 한다.59) 6⋅25전쟁 특히 피난은 단연 이범선의 일

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력이다. 따라서 그의 소설 속에서도 피난 서사가 빈

번히 등장하고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군이 중공군에 려 후

퇴를 시작하 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에 같이 살던 친형과 같이 피난가기로 결정

한 뒤 식구들을 데리러 집으로 갔다 오는 15분도 안 되는 사이에 형네 식구가 기

다리지 않고 먼저 떠나버린 사건은 실제로 이범선에게 큰 충격60)을 주었다. 믿었

56) 이범선, ｢적치하 90일｣, 조선일보, 1981.6.17.

57) “후에 안 일이지만 27일에 이미 공산군이 창동근방까지 다 내려와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태평스러웠다. 국군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통령이 아직 서울에 계시는데 
무슨 일이 있겠는가하고. 그때만 해도 나는 녹음기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소리를 아무
데서나 틀어 들어 들려 줄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위와 같은 신문지면.)

58) “그러니까 나는 6⋅25를 겪었으면서도 사실은 그때의 서울거리의 일을 거의 모르고 있다. 

아마 그건 나뿐이 아니라 모두 그랬을 것이다. 다들 어디엔가 숨어서 지냈고 거리엘 마음
로 나다니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우리가 아무리 동란 현장에 있었다 해도 결국은 자기의 가슴 면적만큼의 사실밖에는 확실
히 증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절감한다.”(이범선, ｢적치하 90일｣, 조선일보, 1981.6.21.) 

59) 사실이야 46년부터지만, 10년간은 그건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온 국민
이 다 겪는 고생이었으니까 하고 자위한다. 화장터바닥에서 자고, 부두에서 노동하고, 그
것이 부산 피난생활이었다.(이범선, ｢나의 이력서 — 60년의 색깔｣, 앞의 글, 294쪽)

60) “나는 참으로 무어라 할 수 없는 심정으로 다시 짐을 들어올렸다.

비애. 환멸. 염세. 어쨌든 목이 터지게 쓴 침이 입안에 솟아나왔다. 

그래도 친형제! 믿었던 형을 잃고 나니 그 다음은 아무도 믿어볼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
었다.

“죽으면 죽지. 뭐 그리 알뜰살뜰한 세상이라고.”

자포자기. 그 다음 순간의 그 어떤 강한 반항심. 이것이 그때 그 반함심이 아마 지금의 나
의 사상의 핵심이 되었는지도 모른다.”(이범선, ｢나의 피난기｣, 앞의 글,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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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친형이 자기네 가족을 버리고 떠나자 그가 세상에 한 불신은 극치에 달하

다. ‘비애’, ‘환멸’, ‘염세’ 이 모든 정서는 자포자기에서 강한 반항심으로 이어졌

고 또 그러한 반항심이 당시 자신의 사상핵심61)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한다. 해당 

글이 1959년 1월에 씌어 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같은 해 10월에 발표된 ｢오발탄｣
은 아마도 이러한 반항심이 창작의 주요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시작된 피난 여정은 고난에 고난을 잇는 비극의 연속이었고, 그 과정에 목격한 

인간세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이범선은 바로 그러한 극한상황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사실 이범선만큼 배신의 소회를 철저하고 솔직하게,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형상화한 작가는 많지 않다.62) 특히 ‘피난서사’와 같은 경우는 훗날 그의 소설들

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변용되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63) 그만

큼 피난시절에 겪었던 일들이 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일생에 있어서 결

코 쉽게 잊을 수 없는 존재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피난서사 뿐

만 아니라 이범선은 늘 일상 속에서 본인이 직접 체험했거나 또는 보고 듣고 느

낀 바를 창작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다수의 작가가 모두 생활을 

바탕으로 창작에 임하겠지만 이범선의 경우에는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답지 않은 ‘사소한 것’들을 담담한 필치로 녹여내기에 능한 작가이다. 예컨  

｢오발탄｣과 ｢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평소에 해두었던 메

모와 사격장 체험을 소설화 한 것임을 직접 밝힌 바64)있다. 이는 왜 김동리가 이

61) ‘자포자기에서 이어지는 반항심이 당시 자신의 사상핵심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언급
은 1959년 1월에 작성된 ｢나의 피난기｣에서만이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글의 초본이라 
할 수 있는 1952년에 이상수형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된 ｢나의 피난기｣에서는 그
런 ‘반항심이 가슴을 치 어 올렸다’고만 언급하고 있었다. 

62) 서세림, ｢월남작가 소설 연구: ‘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 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학위 논문, 2016, 80쪽.

63) 특히 초기작 ｢사망보류｣, ｢몸 전체로｣, ｢219장｣, ｢냉혈동물｣과 같은 경우에는 작품 속에서 
공통으로 피난서사가 과거체험으로 등장하여 등장인물의 현재의 삶에 지 한 향을 미
친다. 

64) ｢오발탄｣:“그 작품의 구상은 두 개의 메모를 정리하면서 시작되었읍니다. 메모 중의 하나
는 거제도 장승포 중학교에 근무할 때 얻은 것인데, 출근하는 길목에서 매일 듣게 되는 
미친 할머니의 일정한 간격으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는 하나 있
던 아들을 전쟁에 잃었다고 하더군요. 또 하나의 메모는 어느 이른봄 날 오후 손을 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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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선의 작품을 읽고나면 “그의 인간성과 생활이 맑은 물속에 노는 고기떼를 바

라보듯이 하나하나 손에 잡힐 듯이 들여다 보인다”65)고 평가했는지를 알 수 있

는 목이기도 하다. 

전쟁과 배나무66)는 이범선의 유일한 수필집으로 알려져 있다.67) 이 책은 작

가가 평소에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적어놓았던 글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

미가 크다. 54편의 짤막한 이야기들로 구성된 이 수필집에는 삶에 한 태도, 세

가 얻은 것입니다. 야의 물이 차가와서 손가락끝부터 조금씩 담그는데, 손끝에서 잉크
물이 피어나더군요. 파란 명주실같이 풀려나는 그 잉크물을 보는 순간 문득 피가 연상되
었읍니다. 잉크가 손끝에 묻은 것이 아니라 생활하며 입은 상처 때문에 내부에서 피가 흘
러 엉겼다가 물에 풀리는 것이라는, 그 연상을 메모했던 것이 작품구상의 발단이었읍니
다.”(이범선, ｢ 담취재: ｢오발탄｣ 그리고 ｢피해자｣｣, 앞의 글, 216쪽.)

｢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 이범선은 현 문학에 발표한 ｢숙제로 이뤄진 작품들｣이라는 글
에서 ｢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창작 비하인드를 밝힌 바 있다. 이범선이 어느 날 연천
에 있는 탱크사격장에 현지답사를 갔다가 그곳에서 파편을 쑤셔내고 있는 소년 소녀들의 
모습을 보고 사진에 담았는데 현지 병사로부터 간첩으로 오인을 당했다는 것이다. 신망리
라는 경찰서에까지 연행된 상황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도 가지고 있지 않아 불
안해하고 있던 찰나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전방의 광리 부 에 장교로 있다는 사실이었
다. 그래서 다행히 풀려 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범선, ｢숙제로 이뤄진 작품들｣, 현 문
학, 1971.8, 28-29쪽.)

65) 이범선, 학마을 사람들(제1창작집), 앞의 책, 1쪽.

66) 본고에서 언급되는 해당 수필집의 글들은 본문 에 괄호 형식으로 제목과 페이지만 밝힐 
것이다. 이 수필집 속에 수록된 주요 작품의 내용을 유형화하여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
선, 맡은 바 일에 무책임하게 처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일
에 임하는 도편수의 이야기(｢도편수의 긍지｣, 20쪽)와 3년 전 주문한 비석을 완성하지 못
하고 사망하여 그 돈을 되갚은 석공의 이야기(｢어느 석공｣, 77쪽)를 통하여 ‘책임감’과 ‘성
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오로지 돈만 쫓아가다(｢마음은 군자처럼｣, 70쪽; 

｢집｣, 135쪽) 그 물욕으로 정신세계가 흐려져(｢쌈지｣, 140쪽) 겉치레는 뻔질한데 속이 빈 
사람들(｢우산이 자동식이라고｣, 115쪽)의 일화를 묘사하며 물질만능주의에 패배한 인간들
을 풍자하고 있다. 또한 몇몇 글들에서는 고향 및 조국에 한 애정(｢고국｣, 176쪽; ｢어떤 
어머니｣, 231쪽)도 간간히 드러낸다. 이밖에 피난길에서 두레박을 빌려준 청년(｢피난길의 
두레박｣, 155쪽.), 전쟁 중 그리움, 참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한 젊은 장교(｢전쟁과 배나무, 

180쪽｣)를 떠올리며 전쟁 속에 피어난 인간애를 그린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므로 가족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고(｢피와 만두와｣, 249쪽) 진지한 충고
를 하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이며(｢충고｣, 50쪽) 서로 믿고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결혼 생활｣, 88면; ｢도마뱀의 사랑｣, 237쪽)이라 강조한다.

67) 이에 해 이범선은 ‘수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기에는 예술성이 부족하고, 교훈적
인 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범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평가한다. 또한 ‘독자들이 자
신의 평범한 이야기들에 살을 붙여주는 것이 책을 꾸미게 된 속뜻’이라고 덧붙인다.(이범
선, 전쟁과 배나무, 관동출판사, 1975,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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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화된 세상에 한 비판, 조국 및 고향에 한 동경, 전장 속의 인간애, 인간관

계(부모, 자식, 친구, 애인)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작가의 인생관, 가

치관,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수필집에서 언급한 많은 이야기들이 그의 소설 속에서 중요한 소재

로 다루어진 경우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컨 , 동트는 하늘 밑에서와 같

은 작품은 부제가 ‘전장에서 피어난 인간애’로 되어있듯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은 인간애를 다루고 있고 ｢도마뱀의 사랑｣에서 이야기하고 있

는 일화는 실제로 장편 소설 흰 까마귀의 수기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이밖에 

집이 팔고 팔리는 상품으로만 여겨지는 현실에 한 아쉬움을 표한 문화주

택과 같은 소설의 소재는 ｢집｣이라는 글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필집

에서 이범선은 성실함과 책임감에 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거짓된 것을 유독 

강렬하게 비판68)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작품 창작에 있어서도 “조작할수록 

유치해지는 것이 예술”69)이라고 술회한 바 있는데 이는 그가 현실체험을 기반으

로 소설을 창작하는 것을 그렇게 중히 여겼던 이유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이범선은 ｢소설과 플로트｣란 글에서 제목 그 로 ‘플로트란 무엇인가?’라

는 질문에 답하는데 그 해답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

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이론이 실제로 작품을 쓸 때는 효과 있게 활용되

지 못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한 데는 소설을 창작함에 있어서 

‘무슨 묘한 요령이라도 있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리어 글을 쓰려는 이의 가

능성을 어떤 테두리 속에 막아 버리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70)는 견해에서 비롯

68) 이범선은 ｢말｣이라는 글을 통해 여러 가지 ‘말’을 유형화하 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남의 
험담,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 속에 포함되는 ‘남을 아첨하는 말’을 가장 고약한 것이라
고 언급한 바 있다.(이범선, ｢말｣, 문학춘추, 1966.2, 217쪽.) 

69) 이범선, ｢ 담취재: ｢오발탄｣ 그리고 ｢피해자｣｣, 앞의 글, 219쪽.

70) “그것이 실제 작품을 쓰는 마당에 있어서는 그리 효과 있게 활용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
실을 나는 알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 소설을 쓴다는 작업이, 어떤 설계도에 의하여 요리조리 맞추는 기계
조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림을 그리는데 비유한다면,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원리에 의하여 물감을 혼합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빨강오가 노랑을 어떤 비율로 혼합
하면 어떠한 색채가 난다는 이론은 있다. 그러나 화가는 그 색채를 얻기 위하여 그 이론
을 생각하며 무슨 혼합비율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곧 빨강과 노랑의 두가지 물감을 
빠렛트에 빼 놓고 섞어가며 자기의 눈으로 원하는 색채를 골라내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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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이렇듯 창작에 있어서도 이범선은 소재의 특이성이나 기교보다도 오

히려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얘기더라도 그것을 형상화하여 감동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71) 따라서 그의 부분 작품은 경험을 토 로 창작

된 것이고 그 내용은 언제나 소박한 인간들의 소소한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하지

만 그 속에는 결코 소소하지 않은 인간에 한 인생에 한 깊은 고민이 내재되

어 있고, 항상 인간을 가장 중심에 두고 창작에 임한 작가의식이 깔려 있다. 

2.2.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

이범선은 한국전쟁기와 전후, 그리고 타락한 현실질서가 폭력적으로 군림한 

이후 한국 사회의 본질을 깊이 파헤치고자 노력한 작가72)라는 문단의 평가를 받

고 있다. 이는 전후작가라는 맥락에서 이범선에 한 아주 포괄적인 평가이다. 

이범선과 같이 1920년 에 출생한 전후작가라고 하면 표적으로 장용학(1921

년~1999년)과 손창섭(1922년~2010년)을 떠올릴 수 있다. 장용학은 관념소설이라

는 새로운 계보를 창출하 고 여러 작품을 통하여 이데올로기에 한 비판을 가

하 는데, 그의 작품세계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인간들의 삶은 일상적인 세계는 

아예 배제된 본질적인 측면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손창섭은 전쟁 또는 그

로 인한 1950년  사회의 황폐상 등 객관 현실의 탐구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화된, 부재의 현실을 반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인간탐구에 

있어서도 그의 뿌리 깊은 ‘인간불신’, ‘인간모멸’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이

혼합의 기본원리는 화가로 하여금 많은 물감 가운데서 빨강과 노랑의 두 가지 물감을 골
라 내게 하는 효과 밖에는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플로트에 한 기본적인 이야기도 그것을 머리에 넣어둠으로써 방향
을 잡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작품이 써지는 것도 아니요, 또 꼭 그것으로 작
품을 쓰려고 할 필요도 없다. 

어찌 들으면 단히 무책임한 이야기 같으나, 나는 도리어 그것이 가장 솔직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왜냐 하면, 소설을 쓰는데 무슨 묘한 요령이라도 있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리어 글을 
쓰려는 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어떤 테두리 속에 막아 버리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이범선, ｢소설과 플로트｣, 문학춘추, 1964.6, 326쪽 참조)

71) 이범선, ｢ 담취재: ｢오발탄｣ 그리고 ｢피해자｣｣, 앞의 글, 219쪽.

72) 김윤식, 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15, 370-371쪽.



- 26 -

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닌 오히려 ‘무의미’에 가치를 부여한다.73)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당시 부분의 전후작가들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

서 절망과 불안 의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범선은 보다 원초적인 인간성의 바

탕 위에서 그러한 인간들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처해나가는지에 해 더 초

점을 두었다. 앞서 언급하 듯이 이범선의 많은 소설들은 일상생활과 착된 사

소한 이야기들을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독자들의 구미를 끄는 강렬함

은 부족하지만 그의 전반 문학세계를 관찰하 을 때 그 속에는 이범선만의 인생

태도 내지 인간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 이범선은 많은 담과 

수필 등을 통해 자신의 창작관을 피력하면서 늘 ‘인간’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작품

을 창작하고자 노력하 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동시 에 그를 둘러싼 담론

장 속에서 그와 인연을 맺어간 사람들 또한 그를 어디까지나 가장 본질적인 인간

의 모습을 그리고자 노력한 작가라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작가 이범선이 생각하

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또 그의 인간관은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

은 추후 그의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다. 

‘인간’이라는 문제는 이범선의 전반 문학세계를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

이자 그의 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놓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

다면 이범선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인간세상은 어떤 인간세상이고 또 그

가 눈길을 돌리고 있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인가? 이런 사항들을 알아내기 위

해서는 우선 작가 이범선이 아닌 인간 이범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해 할 필요

가 있다. 그는 자신의 가난했던 유아 시절, 나름 평온했던 학생시절, 직장을 수

없이 옮겨 다니던 젊은 시절, 해방을 겪으며 고향에서 쫓기다 시피 월남하던 시

절, 6⋅25전쟁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게 된 시절을 되돌아보며 ‘도

무지 화려하지 못하고 평범이하의 일생이었다’고 회고한다. 특히 그는 6⋅25전쟁

을 겪으며 ‘인생 그거 별게 아니란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다’고 술회한바 있다74). 

그는 자신의 일생에 해서 ‘평범하다 못해 그 이하’ 다고 평가하지만 지인들의 

눈에 비친 인간 이범선은 그야말로 ‘정직함’ 그 자체 다. 평소에 술도 하지 않는 

아주 ‘절제 있는 사람’75)이었고 ‘검소하고 겸손한 착한 성품의 소유자 으며’76), 

73) 김윤식, 정호웅, 위의 책, 361-372쪽 참조.

74) 이범선, ｢나의 이력서 — 60년의 색깔｣, 앞의 글, 292쪽.

75) 조병화, ｢서민의 목소리｣, 앞의 글, 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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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처럼 고고하지만 친구, 후배를 누구보다 아끼는 사람’77)이었고 ‘신의를 무엇

보다도 중히 여겼으며’78), ‘부드러우면서도 강직’79)한 사람이었다. 낚시를 유독 

좋아하 지만80) 그것은 결코 남들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

나는 기쁨과 벗들과의 만남을 즐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잡은 물고기는 방생

(放生)하 다고 한다81). 이범선은 미발표 유작 ｢나의 피난기｣에서 자식들에게 

‘인생은 결국 고통과의 싸움이고 그 상 는 자신이기에 남에게는 항상 겸손하고, 

자기에게는 늘 엄격히 할 것’82)을 요구하 는데 자신 또한 그런 원칙을 철저히 

76) “ “육십이 내일 모레다. 나는 그 긴 세월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본다. 많은 일들이 있었
다. 그러나 나는 항상 큰거리를 외면한 채 뒷길로만 걸어온 것같다”고 말씀하신 당신……
휘황찬란한 큰길, 그러나 자칫 허 과 오만과 위선으로 가득한 큰 길이 아닌, 검소하고 겸
손하고 착한, 그리하여 외로운 작은 길, 그런 뒷길이었다. 자신을 스스로 “흰 까마귀”로 
“미운 오리 새끼”로 여기면서 걸어오신 뒷길이었다.”(김용운, ｢애달픈 색소폰 소리｣, 현
문학 — ｢추도특집: 이범선의 인간과 문학을 말한다｣, 1982.5, 361쪽.)

77) “학촌형! 형은 성품 곧고 청결하여 불의와 타협할 줄 몰랐고, 청렴하여 가난을 두려워하
지 않았고, 결백하여 부정을 미워했고, 솔직하여 거짓을 멀리했고, 성실하여 나태를 용서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형은 참으로 곧은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학처럼 고
고하 읍니다.”

“학촌! 형은 조국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하루라도 우국의 뜻을 잊은 일이 없습니
다. 동시에 형은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며, 친구를 위해서는 궂은일이라도 신경과 육체의 
소모같은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앞장 서서 도왔읍니다. 또한 후배와 제자들의 일에 하
여서도 그러했습니다.”(김광식, ｢이범선의 전에｣, 현 문학 — ｢추도특집: 이범선의 인
간과 문학을 말한다｣, 1982.5, 353쪽.)

78) “학처럼 메말라서 차겁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한번이라도 자리를 함께 하고나면 따뜻한 
정을 누구나 간직하게 하는 인품을 지녔던 셈이다.……무엇보다도 선생께서는 사람과 사
람사이의 믿음을 아끼셨다. 재주부리는 사람은 범접할 수 없으리만큼 신의를 무겁게 간직
한 관계로 여간해서는 짓지 않은 분이었다.”(윤재근, ｢인생의 웃음과 문학의 울음｣, 현
문학 — ｢추도특집: 이범선의 인간과 문학을 말한다｣, 1982.5, 362쪽.)

79) “학촌은 실로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항상 부드러우면서도 단히 강직한 사
람이었다. 그는 항상 서민의 편에 서서 사고를 하고 행동을 했던 사람이다. 농담 속에도 
뼈가 있고, 평범한 말 속에도 인생을 생각하게 만드는 뜻이 고여있었다. 서민으로의 성장, 

서민으로의 경험, 서민으로서의 철학이 몸에 배인 조선인이었다.”(구경서, ｢학촌과 나｣, 

현 문학 — ｢추도특집: 이범선의 인간과 문학을 말한다｣, 1982.5, 357쪽.)

80) 이범선은 어느 회고담에서 “낚시를 누구보다 좋아해요. 낚시는 ‘마음은 군자처럼, 살기는 
왕자처럼’ 하는 생각을 품게 하는 정신적인 취미에요”라고 자신의 낚시관을 피력한 바 있
다.(이범선, 표구된 휴지: 이범선 표중단편선집, 책세상, 1989, 첫 페이지 삽도 참조) 

이밖에 이범선은 197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 잡지에 차례로 ｢밤낚시와 처녀귀신｣, 

｢낚시풍류｣, ｢만추낚시｣등 세편의 꽁트를 발표한 바 있다.

81) 김용운, ｢애달픈 색소폰 소리｣, 앞의 글, 360쪽; 곽학송, ｢학촌과 낚시질｣, 현 문학 — 
｢추도특집: 이범선의 인간과 문학을 말한다｣, 1982.5, 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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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일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한 바 있다. 부드럽지만 강직하고 

착하지만 약하지 않으며 남에게는 겸손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요구해왔던 이

범선은 일생을 두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이는 인간에 해서든 사회에 해서든 

그가 항상 철칙처럼 지켜왔던 것들이다. 

그는 진남포 공립상공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일화83)를 

떠올리며 민족의식에 해 언급한바 있다. 야구경기 중 무조건 조선인이 있는 팀

을 응원하 다는 그 일화는 단지 당시의 어린 마음에서 기인된 편협한 민족의식

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훗날 검은 해협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이범선은 보다 진지하게 민족의식에 해서 재차 언급한다. 검은 해협은 한국

인과 일본인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소설의 후기에서 이범선은 

‘어쩌면 자신의 옹졸한 감정일지도 모르나 어쩌다 조리(일본 짚신)를 신은 젊은

이를 보면 괜히 기분이 언짢고 체육경기에서 한국선수가 일본선수를 이기면 저

도 모르게 통쾌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 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기분이 드

는 이유는 ‘오랜 역사 속에서 쌓이고 쌓인 민족감정으로 인해 옛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고 ‘동족도 사상이 다르면 적이 되어 버리는 판에 이민족(異民族)

이래서 덮어놓고 적 시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한다. 즉, 그의 말 로 결코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이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인간이냐’가 문제라

는 것이다.84) 바꾸어 말해 이는 민족의 문제마저도 ‘인간 자체의 문제’로 인식하

고자 했던 작가의 사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는 훗날 모 

담에서 종교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의 작품을 한 개의 계열로 생각하고 있는 기자

에게 자신은 ‘종교 또한 인간의 내면문제에 속하는 것이기에 굳이 그것을 한 개

의 계열로 따로 분리시키려 하지 않고 있다’85)고 답한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다. 

“내 소설의 부분의 주인공들이 체적으로 소극적이고 구박받거나 억울하

82) 이범선, ｢나의 피난기｣, 앞의 글, 265쪽. 

83) 그의 회고에 의하면 그가 다니던 진남포 상공학교는 일인학생이 반수 다고 한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야구부는 전부 일본학생이었기에 평양고보와 야구경기를 하면 무조건 평양고
보를 응원했다는 것이다.(이범선, ｢나의 이력서 — 60년의 색깔｣, 앞의 글, 293쪽.)

84) 이범선, ｢작가의 노트｣, 검은 해협, 경미문화사, 1979, 618-619쪽.

85) 이범선, ｢ 담취재: ｢오발탄｣ 그리고 ｢피해자｣｣, 앞의 글,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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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무엇인가를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 비

참한 사회의 무슨 단면을 그릴려고 한 것은 아니지요. 같은 역사, 같은 사회 속

에서 우리들 인간은 어차피 똑같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지요. 같은 입장에서 

그들을 보고, 함께 체험하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그렸을 뿐이지요.”

“…나는 역사라든가 현실에 하여 정면으로 결하거나 정면으로 수용할 만

한 용기도 없었고, 또 그런 것에 해 별로 관심을 기울인 적도 없어요. 때로 

어떤 평가는 내 작품 세계가 ｢오발탄｣에 이르러  사회적인 관심에로의 변모

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글쎄, 나로서는 꼭 그렇

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점이 없지 아니 있지요. 내 문학적 관심은 어디까지나 

인간 자체에 한 문제 지 사회에 한 어떤 정의감이나 어떤 상황에 한 고

발, 또는 버림받은 자들에 한 옹호,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억울한 것이

나 슬픈 것, 이런 것들을 있는 그 로 내 작품 속에 반 시켰을 뿐입니다. 어느 

시 , 어느 사회, 어느 사람에게나 절망과 불행은 항상 공존해 있는 법이고 그

것이 어느 한정된 상황에서만 더 비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예컨  

원자탄의 위력보다 달걀 하나의 위력이 더 신비로울 수도 경이감을 줄 수도 있

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시 에 따라서 자기 개인적인 문제와 결부되었

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 개인과 

결부되는 인간 자체의 문제를 내가 쓰고 싶을 때 썼을 뿐입니다.”86) 

이범선의 작품들을 읽다보면 항상 짓밟히고 당하기만 하는 이른바 소외된 인

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위의 인용문에서도 제시하 듯이 이범선은 ‘그들

을 통해 비참한 사회의 단면을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역사, 같은 사회 

속에서 인간은 어차피 똑같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기에 같은 입장에서 보고, 함

께 체험하고 그것을 그렸을 뿐’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그의 문학적 관심은 오

로지 인간 자체에 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사회에 한 정의감, 고발 

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작품창작에 관련하여서도 그는 ‘어느 시 , 어느 사

회, 어느 사람인지를 막론하고 절망과 불행은 항상 공존하는데 단지 그것이 특정

한 상황에서 더 비극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이 시 에 

따라 개인과 결부되는 인간자체의 문제를 쓰고 싶을 때 썼다’고 밝히고 있다. 절

86) 박정만, ｢ 담취재: 나의 인생 나의 문학 — 이범선｣, 앞의 글, 21,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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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괴로움 등과 같은 감정은 전쟁이라는 특정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더 비극적

으로 다가오고 해당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은 그러한 감정의 향

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범선은 바로 이러한 지점을 염두에 두고 극한 상황 속에

서 드러난 인간의 모습을 작품의 전면에 부각시켰던 것이다. 

또한 정호웅이 지적하 듯이 접속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돌다리 놓듯 짧은 

문장으로 글을 쓰는 것이 이범선의 가장 두드러진 문체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는 작가가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 긴 성과 일관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주관의 개입을 가능한 억제하고 단지 관찰자의 자리에 머물러 인간의 모습을 있

는 그 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소산으로 해석된다.87) 그는 어디까지나 현실을 

철저하게 파고들려 하 고88), 그의 관심은 처음에서 끝까지 이데올로기, 종교문

제, 시정잡화를 다루는 원초적인 인간상에 쏠려 있었으며89) 그는 궁극적으로 작

품을 통해 인간의 기본자세, 권리, 생존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자 했다.90) 그

의 말 로 “사회상은 좋든 그르든 그것 로 흘러가고 변하기 마련이지만 인간의 

문제는 언제나 공통의 것으로 남는 것이기에 그것을 다룬 작품은 시간이 흐른 후

에도 공감을 줄 수 있다.”91)

이범선은 늘 엄숙하게 자신의 작품을 했고 치열한 의식으로 시 정신을 소

설의 세계에 담아 두려 하 으며 특히 삶을 어떤 결정론에 구속하지 않고 냉엄하

게 꿰뚫어보았다.92) 전쟁, 사회적 비리, 인습과 타성화된 일상적인 삶을 특히 증

오했던 그의 비판정신은 일시적 시류에 흐르지 않고 ‘인간의 진실’에 닿았기에 

혹자의 말처럼 그의 문학은 ‘인간에 한 따스한 사랑을 전제로 하지마는, 그것

을 거부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냉혹함’93)이 있다. 그에게 소설은 풍설일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진실’이 담겨져 있어야 했다. 시 를 긍정한다기보다는 

부정하는 눈초리로 삶의 현실을 하면서도 작품에 드러내는 쪽이 아니라 감추

87) 정호웅, ｢균형과 조화의 소설미학 — 이범선의 단편소설｣, 한국문학연구 21, 1999, 55쪽.

88) 구경서, ｢학촌과 나｣, 현 문학 — ｢추도특집: 이범선의 인간과 문학을 말한다｣, 앞의 
글, 362쪽.

89) 곽학송, ｢학촌과 낚시질｣, 앞의 글, 359쪽. 

90) 조병화, ｢서민의 목소리｣, 앞의 글, 355쪽.

91) 이범선, ｢ 담취재: ｢오발탄｣ 그리고 ｢피해자｣｣, 앞의 글, 219쪽.

92) 윤재근, ｢인생의 웃음과 문학의 울음｣, 앞의 글, 363쪽.

93) 현길언, ｢｢두메의 어벙이｣의 진실｣, 현 문학 — ｢추도특집: 이범선의 인간과 문학을 말
한다｣, 1982.5, 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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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는 편에 속했다. 따라서 그의 인물들은 나약해보이지만 속으로는 삶의 불의

와 거짓을 질타하는 침묵의 세계를 안고 있다.94)

그는 항상 ‘인간들의 모습을 있는 그 로’ 묘사하려 하 고, 작품 속에는 ‘인생

의 의미,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인간 또는 인생의 문

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고 창작에 임했기에 문학에는 순수나 현실참여

도 따로 없다고 말한다. ‘문학이면 그만’이라는 관점에서 그 어느 쪽으로든 일방

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의 견해이다. 이는 바꾸어 말해 “문학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역설한다.95) 주지하듯이 이범선은 현 문학으로 

등단한 작가로서 20여 편의 작품을 해당 잡지에 발표하 고 총 네 번의 문학상96)

을 탄 수상작품 중에서 세 편(｢갈매기｣, ｢오발탄｣, ｢청 문집 개｣)이 모두 현
문학지에 발표되었을 만큼 현 문학지와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는 

현 문학지에 해 ‘숙제를 많이 내주는 미운 선생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한 

바 있다.97) 사실 현 문학은 1950년 를 표하는 문학지로서 지금도 명맥을 

잇고 있어 문학잡지 중 가장 지령이 오래된 잡지이다. 또한 현 문학은 ‘순수

문학’의 기치로 한국 문단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문인들에 의해 운 된 잡지이

다.98) 하지만 앞서 언급하 듯이 이범선은 결코 ‘순수문학’이나 또는 ‘현실참여

문학’에 해서 특별히 의식을 하고 작품을 창작했던 작가는 아니다. 단, ‘문학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했던 이범선의 견해는 창간사99)에서 ‘문학은 

94) 윤재근, ｢인생의 웃음과 문학의 울음｣, 앞의 글, 363쪽.

95) 이상현, ｢문화의 현장 그 뒤안 길｣, 조선일보, 1980.6.18.

96) 1958년, 처녀 창작집 학마을 사람들로 제 1회 현 문학상 신인문학상 수상;

1961년, ｢오발탄｣으로 제 5회 동인문학상 수상;

1962년, ｢오발탄｣으로 제 1회 오월문예상 수상;

1970년, ｢청 문집 개｣로 제 5회 월탄문학상 수상.

97) 이범선, ｢숙제로 이뤄진 작품들｣, 앞의 글, 28-29쪽. 

98) 천정환, 시 의 말 욕망의 문장, 마음산책, 2000, 93쪽.

99) “문화의 기본적인 핵심은 문학이다. 우리는 문화라는 개념 속에 얼마나 많은 뜻이 포함되
어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속에 포함되는 뭇 사상(事象)들은 제가끔 전문적으
로 독립되어 있거나 기계적으로 분해되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인생의 종합
적인 표현으로서의 문화의 근원적인 생명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문학은 그러한 어떠한 
문화형태와도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협의에 있어서의 문학은 철학, 정치, 경제 등 
일절의 학문을 표할 수도 있다. 이는 문학이 인생의 총체적인 한 학문인 까닭으로서 다
른 어떠한 예술보다도 사상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이(所以)이기도 하다.”(천정환, 

위의 책, 123-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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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총체적인 한 학문’이라 강조한 바 있는 현 문학지의 사상과는 일맥상

통한다. 

요컨 , 이범선은 늘 작품을 통해 그 시 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 로 보여주려고 애썼다. 해방 전까지는 그래도 지주 집 아들로서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모두 꽤 여유로운 삶을 살다가 토지개혁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

로 인생의 파란만장함을 한껏 맛보게 된다. 월남부터 전쟁, 피난 등을 겪으면서 

그가 함께 했던 또는 봐왔던 인간들은 개가 오로지 생존을 위해 허덕이거나 또

는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되기 어려운 그런 인간들

이었다. 그런 사람들과 부 끼며 함께 동고동락을 해왔던 이범선은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인간들을 바라볼 수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체험한 일들을 글로 옮겨 

썼던 것이다. 그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삶을 결정론에 구애시키지 않고 입체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작품을 통해 다양한 인간상을 부각하여 삶에 한 해답을 찾

기 위해 노력하 다. 단, 남에게는 겸손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며 거짓된 것을 

유독 싫어하고 정직하게 일생을 살아온 이범선이 인간을 바라보는 세상에는 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강한 윤리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소설 속의 인물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지만 끝까지` 반항을 하지 못하

는 것 또한 작가의 이러한 윤리관이 개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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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존투쟁 속의 다양한 인간상에 대한 탐구

전쟁이 야기한 분열과 증오, 살육과 고통, 여기서 빚어진 죽음과 굶주림, 가족

과의 생이별, 피난살이, 이 모든 희생과 참혹한 현실을 겪은 뒤에도 아무런 가

를 얻지 못한 그 무의미성, 이 비극의 원인에 해 전혀 책임을 질 수 없으면서

도, 결국에는 전적으로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어이없음 등등,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갖가지 불행과 불모성의 흔적100)이 바로 6⋅25전쟁의 상흔

이다. 이 시기의 작가들은 이러한 상흔을 문학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표현해내는 

역할을 떠맡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범선은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 사회

상보다도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있는 그 로 묘사하는

데 초점을 둔 작가이다. 그중에서도 그가 유독 많은 필묵을 들여 부각하고 있는 

인간상은 일차적으로 ‘생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인간들이다. 

그 속에는 선한 인간이 있을 수도 있고 반 로 악한 인간이 있을 수도 있으며 아

니면 두 가지 성품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범선이 작품 속에서 그려내고 있는 생존투쟁 속의 인간들의 모습에 해서 탐

구해보고자 한다.

3.1. 전쟁이라는 극한상황 속의 유덕한 인간상

사실 이범선의 소설 중 직접 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은 많지 않다. 있

다할지라도 이러한 소설들은 체적으로 포성이 남발하는 아비규환의 전장의 상

황보다 그런 상황에 처하는 인간들의 모습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을 요한다. 작품이 시사하는 바는 동족상잔의 잔혹함, 또는 이데올로기의 모순 

등이 아니라 전장이라는 배경 속에서 보여 진 인간들의 모습 그 자체이다. 본 절

에서 연구 상으로 하는 ｢더퍼리 전서방｣, 동트는 하늘 밑에서, ｢분수령｣등은 

모두 전쟁의 한 단면을 배경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소설 속에 등장시

100) 김병익, ｢6⋅25와 전쟁문학｣, ｢이 학보｣, 1982,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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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한다. 

우선 ｢더퍼리 전서방｣에서는 인천 상륙작전 중 성급히 유엔군을 맞이하다 비

극적인 죽음을 당한 전서방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불혹의 나이 사십이 되었건만 

아직도 어린애 같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퍼리 전서방’이라 부른다. 통

상적으로 전쟁소설에서 ‘ 웅’은 전술이 뛰어난 지휘관 또는 병사와 같은 전투요

원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소설에서는 오히려 평범하다 못해 ‘바보’ 같

아 보이는 인물인 전서방을 ‘ 웅’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쟁소

설과 구별된다.

껌어틱틱한 얼굴에 여기 저기 쌀가루 칠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는 한 

번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큰 소리로 아주 허물 없는 인사를 하곤 했다.

“아주머니 안녕하시우.”라든가 또는 “허 선생님 쪽 빼고 어딜 가슈.”이런 식

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딴 사람이 했다면 실례가 될 말도 그가 하면 다들 웃

어버리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는 천하 태평 명랑하 다. 그러면서 그는 싸움도 또 곧잘했다. 누가 

경우에 틀리는 수작을 하면 공연히 남의 싸움까지 맡아 나서곤 하 다. 언젠가

도 정거장에서 짐군과 어떤 중년 신사가 짐삯을 가지고 다투는 것을 가로 맡아 

“이 새끼가 우리례 이렇게 삯짐이나 지고 댕기니게니 그저 우섭게 아누나.”하

고 어느 사이에 자기가 지게군이 되어 웃통을 벗어붙인 일도 있었다. 

그러나 전 서방의 제일 특성은 고집이 센 것이었다. 누가 머래도 제 하고싶

은 짓은 하고야마는 성격이었다. 

전 서방이 六⋅二五에 남으로 따라 나서지 못한것도 그의 그 고집에서 다. 

그래도 전 서방보다는 좀 세상 물정을 아는 백 선생이 남으로 가야한다고 했을 

때 전 서방은 그야말로 싸우자고 달려들었던 것이었다.101)

‘껌어틱틱한 얼굴에 여기 저기 쌀가루를 칠해가지고 다니는 그’의 이미지는 누

가 봐도 어수룩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딴 사람이 했다면 실례가 될 말도 그

가 하면 다들 웃어버린다’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로부터 그는 결코 누군가의 미움

을 사는 사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천하태평명랑’하여 고민 없이 즐겁게만 살 

101) 이범선, 학마을 사람들(제 1창작집), 앞의 책, 109-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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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은 그이지만 ‘불의’ 앞에서는 결코 웃어넘기지 못하여 누군가가 심기를 건

드리는 일을 했다하면 남의 싸움에까지 끼어드는 의외의 면이 있다. 이는 ‘고집

이 센’ 그의 성향과 연관이 있는데 그는 한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이건 자

신이 하고 싶은 일은 꼭 하고야 마는 고집불통이었다. 결국 그 고집 때문에 6⋅
25때 누구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국군을 믿고 있다가 온 서울이 인

민군으로 포위되어서야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한다.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서 숨어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자 그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밖으로 나가 전쟁 상

황을 살피고 하수도 밑에서 같이 피난을 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

곤 하 다. 그렇게 모두가 국군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정적을 깨우는 갑

작스런 폭격소리에 모두가 밖을 향해 보니 다름 아니라 전서방네 집이 불에 타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런 때면 남의 집이 붙는 도 제일 먼저 나가서 덤빌 전 

서방이 그야말로 삼년을 죽을 먹어가며 마련한 제 집이 탄다고 하는데도 그저 

덤덤히 앉아만있었다. 

전 서방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벽 쪽으로 돌아앉아 샤쯔 앞 자락으로 가리

우고 성냥을 켰다. 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무섭게 이즈러져 있었다. 이마엔 핏 

줄이 돋혔고 입에 문 담배 끝은 푸르르 떨었다. 

……
한참이나 계속 되던 폭발이 멎고 집 타는 불길만이 환히 하수도 안을 비치고 

있었다. 다들 흥분한 얼굴로 밖을 내다 보고 있었다. 전 서방은 담배 꽁다리를 

발 밑에 물에 던졌다. 그리고 마주 앉은 백 선생에게로 넌즛이 눈을 들었다. 그

의 커다란 두 눈에는 눈물이 글성하니 고여 있었다. 전 서방은 무슨 말을 할 듯 

하다 말고 다시 고개를 떨어뜨리며 코를 씽 풀어 하수도 물우에 뿌렸다.102)

해방 다음해에 월남한 뒤 꼬박 3년 동안 쌀장수를 해가며 갖은 고생 끝에 겨우 

마련한 집이 타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덤덤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

무나도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무섭게 이지러진 얼굴’, ‘핏줄이 돋친 이마’, ‘떨

리는 담배 끝’, ‘눈물이 글썽하니 고여 있는 그의 눈’은 이미 ‘슬픔’, ‘분노’, ‘억울

102) 이범선, 위의 책, 117-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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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등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그의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모든 것을 

바쳐가며 마련한 생존의 터전이 한 순간에 잿더미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은 

결코 덤덤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앉아

만 있었던 데는 그만의 ‘개인작전’이자 ‘비 작전’이 숨겨져 있었다.

“참 잘 드러맞았구나”

전 서방은 혼자 히죽이 웃었다. 흡사 투전판에서 마지막 밑천을 털어 고 

뜨는 판에 보기좋게 뒷 자를 들어 맞히고 돈을 뻑 긁어당길 때와도 같이 우쭐

하 다. 전 서방은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뭐야?”

백 선생도 깨어있었다.

“됐어 데놈들이 이제야 도망을 티네. 참 고렇게두 드러맞는다군 내 하하하

하”

밤이 깊도록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때때로 코만 훌적거리고 앉았던 전 서방이 

만족해 웃기까지 하 다. 

“뭐가 맞아!”

“아 그거 아까”

전 서방은 한번 좌우를 살피고 나더니 백 선생의 귀에다 손을 말아 었다. 

듣고 있는 백 선생의 입이 앞에 바게쯔 안에 켜놓은 촛불을 삼키기나 하려는 

것처럼 점점 커졌다.103)

전서방은 ‘잘 드러맞았다’를 반복하며 자신의 작전승리에 해 내심 뿌듯해하

고 있었다. 사실 그는 미리 자기네 집과 안 감네 집 바로 옆에 있는 인민군의 

본부이자 탄환 저장소인 곳에 폭격이 가해지면 화재가 일게끔 조치를 취해놓았

던 것이다. 따라서 전서방의 ‘개인작전’은 사실 ‘모두를 위한 작전’이었던 것이다. 

결국 전서방은 죽음을 면할 수 없었지만 그의 희생은 그곳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희생이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공리주의가 주장하는 ‘최 다수의 최 행복’

을 위한 자기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람이야말로 단 한사람 싸우다 죽은 용사요”104)라는 백선생의 말에는 전

103) 이범선, 위의 책,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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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에 한 동정이 깃들어 있는 동시에 전서방의 웅적인 행위 즉 그의 ‘선의

적인 행위’에 한 찬양이기도 하다. ‘행위는 존재에서 나온다’라는 중세 철학자

들이 오래된 격언이 있듯이 결국 행위가 선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한 것이었

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선이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의 됨됨이에 달려 있다.105) 주위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전서방의 모습은 다

소 어리숙하고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 ‘바보 같음’과 ‘고집’이 그의 

성품을 더 부각시켰던 것이다. 이렇듯 고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로 인해 꼭 

더 행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의 그런 고귀한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보다 

행복하게 하고 세계에 엄청난 혜택을 주리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106) 

요컨 , 전서방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희생은 오히려 그 사람

의 인격을 더 부각시키는 작용을 한다. ｢더퍼리 전서방｣이 개인의 ‘ 웅적인 행

적’을 통해 인간의 착한 본성을 부각하는데 주력하 다면 동트는 하늘 밑에

서107)는 장편소설이니만큼 더욱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전장에서 피어난 따뜻한 

인간애와 그 속에서 보여 진 인간의 존엄성을 부각하고 있다. 소설은 전쟁 중 압

록강까지 올라갔다 전선에 중공군이 투입되면서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서 엄 위를 위수로 한 열의 개개 인물들이 어떻게 극한상황에 처하는지에 

해서 디테일하게 묘파하고 있다. 전반 열을 이끌어가야 하는 선도자인 엄

위는 단연 믿음직한 장교이다. 열에는 병사들을 포함한 자치 원들과 피난민

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자신의 한마디 명령이 자칫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엄 위인지라 매사에 최 한 개인감정을 억누

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택하려 노력한다. 따라서 그는 

지나가는 피난민들을 보면서도 ‘일부러’ 외면하려 애를 쓰고 병사들의 죽음 앞에

104) 이범선, 학마을 사람들, 앞의 책, 124쪽. 

105) 노베르트 슈페만 지음, 박찬구⋅류지한 옮김, 도덕과 윤리에 관한 철학적 사유, 철학
과 현실사, 2001, 143-144쪽.

106) 존 스튜어트  지음, 박상혁 옮김, 공리주의, 앞의 책, 33쪽.

107) 최근까지 이 작품은 이범선의 첫 장편소설로 알려져 왔지만 얼마 전 황정현이 이범선은 
동트는 하늘 밑에서를 연재하기 두 달 전에 새가정잡지에 울타리 저 편에 핀 
꽃이라는 작품도 연재하 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범선의 첫 장편소설은 울타리 저 편
에 핀 꽃이라고 정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동트는 하늘 밑에서가 처음 단행본으로 출
판된 이범선의 장편소설임에는 틀림없다.(황정현, ｢이범선의 첫 번째 장편소설 울타리 
저편에 핀 꽃과 이범선 문학의 재인식｣,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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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애써 담담한 척’ 할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가 부상을 입거나 죽었다 해서 

끝나는 전투가 아닌 이상 엄 위는 지휘자로서 절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기 때문이다. 

전사. 그들 중에서 몇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절 적인 것이다. 

아무도 그들이 꼭 죽어야 한다고 명령한 자도 없었고, 또 명령할 수 도 없는 

바에야, 어쨌든 그들의 행동을 이리저리 지휘한 지휘관으로서는, 반드시 사병

들보다 그들의 죽음을 더 슬퍼한다고는 할 수 없다 쳐도 사병들보다 더 괴로워

하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죽어야 할 누군가의 가운데는 지휘관 자신

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서, 약간 자기를 합리화하기는 하면서도, 그들

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잘 모를 어떤 역정 비슷한 감정을 삭이기에 무척 애

를 써야 하는 것이었다. 

“차 장, 이것만은 기억해 주시오. 나는 이 부 의 책임자요. 나는 명령을 할 

권한이 있소. 또 지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소. 그러나 전사한 자를 다시 살릴 

재주는 못 가졌소.”108)

엄 위의 지도력과 책임감은 그가 열 속의 사병들과 피난민들의 생명을 무

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사한 사병들의 죽음은 

당연히 엄 위가 명령한 것이 아니지만 그는 지휘관으로서 그들의 죽음 앞에서 

기타 사병들보다 더 괴로워하 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억울하게 죽어가

는 생명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엄 위에게 있어 동료의 죽

음에 한 괴로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죽어야 할 ‘누군가’의 가운데 자신

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합리화’ 밖에 없었다. 이러한 자기합리화 역

시 그의 강한 책임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체스터 버나드에 의하

면, 책임성의 덕목을 구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강한 도덕적 성향의 함양을 

가리키는데 그에 따르면 책임성은 도덕준칙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

람, 곧 도덕적인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것이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행

108) 이범선, 동트는 하늘밑에서, 삼성문고 — 한국문학전집 42, 삼성출판사, 1972, 86, 9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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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란 그 행위가 행위자의 ‘인격과 의지’에서 

나온 ‘고의적 행위’일 때이다.109) 따라서 엄 위는 충분히 이러한 도덕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제 2중  이소위의 상황 또한 다를 바 없다. 적들에게 포위되어 꼼짝달싹 못하

는 상황에서 갖은 고난을 겪으며 찾아온 애인 홍순희와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졌

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군 라는 신분은 마치 기계와도 같아 그 어떤 개인

감정도 용서치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명령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다. 사무

치듯 려오는 공포감, 불안함, 피로에도 ‘용수철 부러진 자동인형처럼이라도 움

직여야 하는’사람인 군 로서, 그는 그저 명령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었고, 군인

이라는 신분이 행해야 하는 책임감을 우선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군의 리더

로서 내리는 결심이 부  내에 미치는 효과가 작지 않으므로 그들의 건전한 개인

적 가치관의 함양은 매우 중요하다.110) 따라서 이소위 또한 엄 위와 마찬가지로 

군 라는 신분으로 더욱이 한 열의 리더로서 행해야 하는 책임감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은 상황 때문에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그 상황의 압

박에 의해 움직여야 할 때도 있다. 행군이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여 모두들 해

군부 의 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적들에 의해 포위되자 

엄 위는 열을 보호하는 결사 를 결성할 것을 선포한다. 물론 가입여부는 전

적으로 자원이었다. 이에 신상사와 김소위의 부 가 자진하여 가입신청을 하

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죽음의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또는 

그 다음 타자가 자신일지도 모르지만 당시 상황에서 그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 또한 칸트가 말하는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진하여 죽은 사람은 물론, 죽어서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아무것도 그 중에

서는 찾을 수 없었다. 아니 그 많은 생명들은 다 오늘 아침 그 청년과 꼭 같은 

죽음을 당한 것만 같았다. 애매하게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로 

죽어간 생명들, 그들은 정작 겨누어야 할 상 는 보지도 못한 채 덮어놓고 마

109) 이민수 지음, 전쟁과 리더 — 윤리와 덕목, 철학과 현실사, 2013, 249, 245쪽 참조.

110) 이민수 지음, 위의 책, 4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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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총질을 하고 있는 자기자신을 발견하면서 새삼스레 전쟁이란 것을 괴물스

럽게 느껴 보는 것이었다.111)

해군 가 도착하여 엄 위는 피난민들을 무사히 군함에 태워 보내고 박상사와 

함께 결사 원들을 기다리던 중 결국 둘 다 목숨을 잃는다. 겨우 돌아온 결사

의 원 이소위도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그를 발견하고 보트 있는 데로 가던 신

상사도 적들의 기관총에 다리를 맞았다. 전쟁, 그것은 그저 애매한 생명들을 위

협하는 ‘괴물’같은 존재일 뿐이다. 수많은 죽어간 생명, 그것이 자진하여 죽은 것

이건 아니면 전사한 것이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은 결코 중요치 않다. 중요

한 것은 그들이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억울하게 죽어갔다는 것이

다. 이러한 죽음 앞에서 자진하여 결사 에 가입하고 또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

다는 것은 그들이 군인으로서 ‘책임감’만큼이나 중요한 덕목인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용기란 닥쳐온 위기와 위험의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고 공포를 느끼면

서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힘과 행동적 성향 곧 인격적 특성을 가리킨다.112) 열 

속의 다수의 사람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엄 위를 비롯한 기타 

군인들의 강한 책임감과 용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군인으로서 충분한 

도덕적 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생존투쟁 속에서 발현된 인간성에 해 논한 작품은 분단문제를 다룬 소설에

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분수령｣이 그 표적인 사례이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삼팔선이 그어지고 9월 8일 미군의 진주와 함께 미군정 시 가 개막되었으며, 이

어서 1948년 이승만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3년간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민족의 

분단은 쉽게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현실로 자리 잡았다.113) ｢분수령｣은 바로 이

러한 분단이라는 현실에 한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시금석 같은 작품이라

고 할 수 있다. 

소설은 전투가 치러지는 전장의 상황을 직접 그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6⋅25

전쟁의 한 단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6⋅25전쟁이 일어난 해 9월, 주인공인 

‘나’와 창식이가 당시 공산군이 징집한 의용군 열에서 도중 이탈하여 도피하는 

111) 이범선, 동트는 하늘밑에서, 앞의 책, 192쪽.

112) 이민수 지음, 전쟁과 리더 — 윤리와 덕목, 앞의 책, 252쪽.

113)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 사 — 휴전에서 10⋅26까지, 돌베개, 2015,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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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다. 둘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주

인공 ‘나’가 의용군에 징집되어 행진을 하던 중 낙오되어 우연히 재회하게 된다. 

그들은 의도치 않게 ‘의용군 이탈자’가 되어 있었고 오로지 열과 멀리 떨어져

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없이 북으로 걸었다. 닷새 동안 걷기만 하던 그들은 목표 

없이 무작정 걸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방향을 서쪽으로 바꾼다. 이유인즉 서

쪽으로 가면 서울에 이를 수 있거나 아니면 서울을 못가더라도 평양일 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용군 이탈자’라는 어느 편에도 용납되지 못하

는 자신들의 처지를 다시 떠올리며 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그건 그저 죽음이란 공포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자기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사실상 우리는 그 젊은 부부를 만나던 그때, 우리의 애매한 처지를 자각하던 

그때 이미 삶의 방향을 상실해 버렸던 것이었다. 우리가 그때까지 향해가던 서

쪽뿐 아니라, 동서남북(東西南北)이 그 로 모두 무의미하 던 것이다. 우리가 

안심하고, 아니 희미한 기 나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방향은 어

느 쪽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다. 

우리는 일정한 방향도 없이 무작정 산 속을 헤매고 다녔다. 살겠다는 본능뿐

이었다.114)

그들은 단지 ‘죽음이란 공포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자기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서’, ‘살겠다는 본능’으로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남이냐 또는 북이냐 그야말로 

‘사상을 운위하기에 그들은 너무 어리고 순진’하 고 동서남북 어디도 그들에게

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저 살겠다는 의지만으로 걷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들은 어

느 샘골 마을의 초가집에 머물러 잠시 곤경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또다시 위험

에 빠지게 된다. 다행히 탈출을 하 고 그들을 구출해낸 사람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초가집 주인 할아버지 다. 샘골 마을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들에게 있

어 너무나도 안일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환

하 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다. 하지만 마냥 안일하게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그들은 행동을 취할 것을 결심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114) 이범선, ｢분수령｣, 현 문학, 1963.11, 97-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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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행동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샘골은 지금 꼭 새중간에 끼운 셈이야. 장거리에는 국군

이 있고 또 북 쪽 범고개 너머에는 인민군이 있고, 그래 그 거리까지 꼭 같군. 

남으로 사십리 북으로 사십리.

눈을 감았다. 나는 눈 앞에 어마어마하니 무장한 국군과 인민군을 죽 줄지어 

마주 세워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서로 총 를 겨누고 마주 서 있는 한 가운

데로 가 섰다. 이쪽을 보았다. 사촌형, 학교 선배들, 이웃집 친구의 형들. 낯익

은 얼굴들이 많이 있다. 이번에는 또 이쪽을 보았다. 거기에도 꼭 같은 얼굴들

이다. 아버지는 해방 직후에 재빨리 월남을 하셨지만 아직도 고향에는 많은 친

척들과 친구들이 남아 있다던 그 아직 보지 못한 육촌, 팔촌 형들, 아버지 친구

들의 아들들, 그리고 이웃에서 아침 저녁으로 보던 것만 같은 조금도 낯설지 

않은 그 얼굴들, 그런데 이쪽 저쪽 꼭 같은 그 얼굴들은 한결같이 무표정하

다. 웃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성난 얼굴도 아니다. 깎아 세워 놓은 인형(人形)들 

같다. 

“어쨌든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가야 할 거 아니야?”

창식이도 나도, 희미하기는 하나 자기의 방향을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상

방에게는 자기 판단을 전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 털 끝 만치라도 상 방을 의심한다거나 꺼려하는 데서가 아니었다.

아니 도리어, 아무런 보장도 없이 각자의 생명을 내걸고 해야 하는 그 날카

로운 모험이, 그만치 중 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협조

(協助) 고 가장 뜨거운 우정이었는지도 모른다.115) 

‘남, 북 양쪽으로 꼭 같이 40 리를 사이 두고 있는 샘골’, ‘나’와 창식이가 그곳

을 떠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지 언젠간 벌어질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결국 창

식은 ‘북’, ‘나’는 ‘남’을 택하 다. 사실 꼭 어느 한 방향을 택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잔혹한 일이다. 그럼에도 그런 선택을 내린 데는 ‘나’의 아

115) 이범선, 위의 글, 109-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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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가 해방 전에 월남을 하여 의학박사라는 직위로 남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이유에서 거나, 또는 창식이의 경우 외삼촌이 평양에서 공산당의 꽤 높은 자리

에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오로지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쪽’을 택하 던 것이다. 이는 아마 그 둘한테 있어서는 ‘우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다. 한편 ‘행동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이 났지만 끝까지 상 방에게 자기 판단을 전하려

고 하지 않았다. 물론 이는 서로가 적이 될 것을 우려하여 그렇게 하 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말 그 로 그들의 ‘마지막 협조이자 가장 뜨거운 우정’이었던 것

이다. 

이처럼 ｢분수령｣은 남북이데올로기의 방향성문제를 제시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동트는 하늘 밑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존의 문제가 오가는 상황 속에서 보

여 진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누구는 남쪽 누구는 북쪽 그것의 지리학적 

방향은 서로 엇갈리지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쪽’이라는 삶의 방향은 결국 같은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들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기에 그 선택에는 옳고 

그름이 따르지 않는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남과 북’, 두 진 의 립은 여전

히 존재하겠지만 전장의 저편에는 샘골 마을과 같이 인간애가 넘치는 낙원이 존

재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이유 없이 그들을 도와주었던 주인집 할아버지

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더욱이 자칫 서로 간에 적이 될 수도 있는 선택 앞

에서 끝까지 서로간의 우정을 지키고자한 두 사람의 노력 또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요컨 , 본 절에서 논의한 작품들은 모두 전장이라는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부류의 작품을 통해 작가가 부각하고 있는 인간들은 전서방과 같이 타인

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전장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책임감, 용기 등과 같은 도덕적 함양을 갖춘 군인일 수도 있으며 돌아

서면 적이 될 수 도 있는 상황에 끝까지 우정을 지키고자 한 ‘나’와 창식이와 같

은 인간일 수 도 있다. 이렇듯 작가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을 통해 

전쟁이라는 상황자체보다도 그 속의 여러 유형의 인간들의 모습을 부각함으로써 

극한상황 속에서도 발현된 그들의 유덕한 성품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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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피난 트라우마의 극복에 반영된 왜곡된 인간상

전쟁의 또 한 단면으로 피난을 빼놓을 수 없는데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범선

의 경우 피난체험은 그에게 일종의 원체험으로 작용하여 소설에도 자주 등장한

다. 실제로 피난사회에서는 모두 떠날 준비를 하고 권력자와 민중들 모두 어떤 

질서와 규칙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당장의 이익 추구와 목숨 보전에 여념이 없

다.116) 이 역시 또 하나의 생존 투쟁의 현장인 것이다. 피난체험을 소재로 하고 

있는 이범선의 소설들은 피난시절의 이야기가 과거의 추억으로 삽입되는 형식으

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즉, 피난체험은 ‘과거적 의미’를 지니고 역사적 상처로 

등장하지만 그 체험이 남겨준 트라우마는 ‘현재적 의미’를 지니며 극복해야 할 

아픔으로 체현된다. 이러한 주제를 다룬 이범선의 소설 속의 인물들은 피난현장

에서 인간성을 버리고 파행을 저지르는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그것이 정

신적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훗날 왜곡된 방식으로 자기 방어를 하며 삶을 살아간

다.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룬 작품들로는 표적으로 ｢사망보류｣, ｢몸 전체로｣, 

｢219장｣, ｢냉혈동물｣을 예로 들 수 있다.

｢사망보류｣의 경우 주인공 철은 소극적인 인간상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

다. 철은 결핵으로 앓고 있는 국민학교 6학년 담임선생이다. 동료들 중 박선생이 

결핵으로 앓다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철이 학교 표로 조문을 가게 되어 조

의금을 받으러 서무실에 갔는데 봉투 속에는 조의금 신 차용증서가 들어있었

다. 그것은 박선생이 생전에 최선생의 곗돈을 꾸어 썼다는 차용증서 다. 바로 

최선생이 조의금에서 그 돈을 받아간 것이었다. 봉투를 받아 쥐고 철은 과거 피

난길에 보따리주인을 쳐내고 열차에 올라타던 애꾸눈이 청년을 떠올린다. 

“여보, 거 너무하지 않우.”

이 모양을 보다 못해 철이는 애꾸눈이를 나무랐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하우. 그렇게 동정심이 많으면 당신이 내리구 그 자리에 

태워주구려.”

그러자 기차가 떠났다. 아래로 내려갔던 보따리 임자는 그래도 밧줄을 입에 

116)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16,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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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 몇 걸음 움직이는 기차를 따라보다 말고 우두커니 폼에 서버리고 말았다.

“다 저부터 살내기지 머.”

애꾸눈이는 가누고 앉으며 투덜거렸다. 철이도 또 둘러앉은 딴 사람들도 아

무 말 없었다.

지금 등신처럼 창밖을 내다보고 앉아 있는 철은 그때 그 애꾸눈이의 투덜

던 소리를 한 번 듣고 있었다.117)

‘동정심이 많으면 당신이 내리고 그 자리에 태워주라’, ‘저부터 살아내기’라는 

애꾸눈이의 말에 철을 포함한 열차 안의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들

은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누구 막론하고 

개인이 아닌 가족을 동반한 피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감히 쉽게 동정심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살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 던 것이다. 철의 병이 심해져 의사가 집에 다녀간 뒤 우는 아내를 

보며 시장입구에서 장사를 하던 박선생 아내의 모습을 떠올린다. 

사과 상자 위에 까만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찐 고구마를 늘어 놓고 팔고 있

었다. 조금 큰 놈은 두 알, 좀 작은 놈은 세 알 혹은 네 알. 그렇게 몫을 지어서 

쌓아놓았다. 그 옆에 부 를 깔고 앉아서 어린애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철이 

발을 멈추자 눈물부터 그렁하며 앞자락을 여미고 일어섰다. 단돈 10만 환만 있

어도 이렇게까지는 않고도 될 텐데, 그게 없노라고 했다. 그건 변명도 애원도 

아니었다. 그저 정말 안타깝고 기막힌 하소연이었다. 철은 더 오래 마주 서 있

을 수가 없었다.

아내가 어린애를 재워 누이고 다시 올라왔다.

“오늘이 며칠이오?”

철은 아내에게로 돌아누우며 물었다.

“열아흐레.”

“……”

“왜요?”

“이달이 내 곗돈 탈 달인데. 3번이니까.”

철은 쿨럭 기침을 하 다.

117) 김외곤 편집, 이범선 단편선 — 오발탄, 문학과 지성, 2013,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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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요강을 들어다 그의 턱밑에 디어줄 뿐 이번엔 아내가 아무 답도 안 했

다.

“당신이 가 타우. 10만 환. 25일엔 꼭 가야 해.”118)

‘단 십만환만 있어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박선생 아내의 애처

로운 하소연은 그 어떤 변명도 애원도 아닌 그저 안타깝고 기막힌 현실에 한 

한탄일 뿐이었다. 철은 끝내 24일 날 숨을 거두었다. 죽는 날 까지 그는 아내에게 

날짜를 반복적으로 물어보며 ‘사망 소식을 내일까지 보류해달라’는 유언을 남긴

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사망일은 24일인데 25일에 곗돈 타는 날이기 때문이었

다. 10만환이 없어서 젖먹이 애를 안고 애처롭게 하소연을 하던 박선생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죽으면 아내 또한 그녀와 같은 처지에 놓일 것 같았기에 그

는 마지막까지 아내에게 사망을 보류하고 곗돈을 꼭 받아오라는 부탁을 했던 것

이다. 

최선생이 박선생의 장례에 조의금 신 차용증서를 냈을 때, 애꾸눈이 청년이 

피난열차에서 비행을 저질렀을 때, 10만 환 때문에 추위에 떨고 있는 박선생의 

아내를 보았을 때 철은 모두 침묵을 하 다. 심지어 자신의 죽음 앞에서까지도 

사망 날짜를 보류해서 곗돈을 꼭 받으라는 유언을 남긴다. 이러한 선택은 어찌 

보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지도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철과 같

이 불합리한 현실 앞에서 그 어떤 반항도 하지 못하고 침묵만 지키며 현실에 타

협하는 인간형은 그 응방식이 소극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문학사적 담론에

서도 이러한 인간형은 현실의식이 부족하거나 허무주의로 빠져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렇듯 철이 소극적인 인간형의 예라면 ｢몸 전체로｣의 하숙집 주인은 

그와는 반 로 오히려 지나치게 ‘적극적’인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적

극성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해지는 것이 아니다.

｢몸 전체로｣는 작가가 처음 의식적으로 표현방법의 변혁을 기도한 작품119)이

기도 하지만 소설의 주인공이 기존의 소극적인 인물들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118) 김외곤 편집, 위의 책, 61-62쪽.

119) 이범선은 ｢몸 전체로｣를 기점으로 ｢돌무늬｣, ｢표구된 휴지｣등의 작품을 통해 종전의 표
현방법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하 고, 특히 ｢몸 전체로｣와 ｢돌무늬｣는 부분묘사로 이
어져 가는 화의 수법 같은 것을 빌어서 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범선, ｢ 담취재: 

｢오발탄｣ 그리고 ｢피해자｣｣, 앞의 글, 2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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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이범선의 많은 작품들과 차별화 된다. 6⋅25전쟁 당시 사람들은 거

한 폭력에 짓눌려 모두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

았다. 남을 돕기는커녕 속이고 뺏는 그런 현실질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당하

는 사람들의 지난 삶을 규율해 온 윤리관, 인간관, 국가관 등의 권위를 베어 넘기

고 그 근본을 송두리째 허물었다. 그리하여 생존을 위해서는 그 비정의 현실질서

를 배워야 하고 그것으로써 자신을 소외시키고 상처 입힌 현실세계에 맞서야 한

다는 단호한 ‘ 결의식’을 낳는다.120) 그러한 ‘ 결의식’이 실제 ｢몸 전체로｣에서 

‘권투연습’이라는 행위로 옮겨졌다.

작중 모 고등학교 교사인 하숙집 주인은 궂은 날 맑은 날을 가리지 않고 아들

에게 아침마다 어김없이 권투연습을 시킨다. 그 이유에 해 묻는 나의 질문에 

그것은 ‘끝까지 꺾이지 않는 정신 무장’이라 답한다. 6⋅25라는 풍랑이 지나간 비

정한 현실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정신무장’이 필요했고 그

것으로 목숨을 지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항상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상

방의 심장을 겨누고 있어야지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세상”121), 이러한 세

상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상상조차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훗날 하숙집 주인이 

학생들로부터 ‘석고상’이라 불린 이유 또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백사장, 그건 꼭 ‘우리’라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저 수없이 많은 모

래알. 그것이 어쩌다 한곳에 모 을 뿐. 아무런 유기적 관계도 없이. 안 그렇습

니까? ‘우리’, 참 좋아하고 또 많이 쓰던 말입니다. 우리! 그런데 피난 중에 저

는 그만 그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폭탄의 힘은 참 위 하더군요. 저는 돌아온 

이 서울 거리에서 ‘우리’ 신 폐허 위에 수많은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 나, 

나, 나, 나. 정말 한강의 모래알만치나 많은 ‘나’.”122)

피난을 겪으면서 하숙집 주인은 ‘우리’라는 말 신 수많은 ‘나’를 발견하게 되

었고 또 그 수많은 ‘나’ 는 서로 아무런 유기적 관계가 없는 흩어진 개인들뿐이

었다. 이를 깨닫고 냉정한 세상에서 아들만큼은 꼭 살아남게 하기 위하여 피투성

120) 정호웅, ｢균형과 조화의 소설미학 — 이범선의 단편소설｣, 앞의 글, 46쪽.

121) 김외곤 편집, 앞의 책, 70쪽.

122) 김외곤 편집, 위의 책, 2013,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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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되도록 권투연습을 시켰던 것이다. 이 또한 험악한 세상에 맞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고초에 눈을 돌릴 필요 없이 오로지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는 그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피난지에서 죽어가는 딸애를 둔 가족을 쫓아 낸 

같은 창고에서 살던 피난민들, 방화범으로 그를 몰아가던 의사, 번쩍이는 금시계

를 차고 고작 가루 한 근 값을 건네주던 친구, 당시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갖은 수난을 겪으며 버텨왔다. 피난지에서 그가 본 인간들의 모습

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뿐이었다. 그런 모습들을 본 하숙집 주인에게 있어 세

상은 비정한 것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생각이 단호한 결의식을 낳

았던 것이다. 이 또한 하숙집주인의 일종 체념이자 그가 택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극치에 달한 배신감과 소외감 때문에 그는 사회와의 원활한 소

통방식을 찾지 못한 채 결의식만으로 자신을 무장시키려 하 다. 또한 이러한 

삶의 방식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몸 전체로｣가 발표되고 2개월 뒤 한국평론에 발표된 ｢219장｣ 역시 피난이

라는 과거 서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피난길에 폐렴에 걸려 죽어가는 자신의 

어린 애를 설장하고 길을 떠난 주인공 민은 그 뒤로 종종 ‘환청’으로 아이의 울

음소리가 들려 괴로워한다. 견디다 못해 눈을 감으면 나중에는 그 아이의 ‘환상’

까지 보여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질 정도이다.

남이 다 듣는 소리를 혼자만 못 듣는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일게다.

그와는 반 로 남이 다 못듣는 소리를 이렇게 혼자만 들어야 한다는 것은 등

골이 오싹하게 무서운 일이었다. 

이렇게 멀리서 들려오는 어린애의 울음 소리와 눈 앞에서 팔과 다리를 제처

진 자라 모양 허공을 향해 허우적거리는 어린애의 환상에 쫓기어 반 미친 사람

이 되어버리는 민의 백지장 같은 이마에 축축히 악땀이 내밸 때쯤 되면 그 소

리는 안개가 걷히듯 멀리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긴 한숨과 함께 이번엔 또 무서운 자문자답을 해야 하는 것이었

다. 

“너는 네 어린 것을 죽 다.”

“아니다. 나는 죽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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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너는 죽어가는 네 어린 것을 그 로 내버려두었다.”

“아니다. 그때 그 처지에서는 누구나 별 도리 없었을 게다……”123)

“좋다. 그러면 너는 그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었나. 다시 말하면 그 온기 비

슷한 것으로 해서 너는 혹시 어떤 희미한 그야말로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을 가

져보지는 않았던가?”

“……? 자세히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때 분명히 이런 생각은 했다고 기억한

다. 사람의 욕심이란 정말로 땅보다도 두터운 것이구나 하고”

“바로 그것이다. 너는 네 어린 것을 죽 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해석이다.”

“가혹하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떤가? 너는 네 자식을 죽이지는 않았다. 

그저 눈 속에 내버렸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결코.”

“좋다. 그럼 이렇게 말한다면? 평상시 같으면 그 극히 희미한 온기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니 인간이 죽어간 역사 가운데서 단 하나 있을지도 모른다

는 소생의 기적을 끝까지 믿어보려고 했을 네가, 그때에는 너와 네 아내 둘이

서 세 아이들을 없고 안고 눈길을 걷기가 극히 곤난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너는 

그 기적을 끝까지 믿고 바래보려고 하지 않고 쉽사리 버린 것이라고.”

“그런지는 모르겠다.”

“그것 보라. 너는 기적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버렸다. 그리고 너는 어린것

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어느 한 모퉁이에서는 조그마하 지만 어떤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기 나는 네가 네 어린 것을 눈 속에 버렸다고 했다. 네 말

로 좀 가혹하게 말한다면 너는 네 어린 것을 죽 다. 아니라면 죽으라고 내

버려두었다. 또 아니라면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었다. 아무렇게 말해도 매한

가지다. 너는 앞으로 원히 그 애기의 우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저 네 어린애가 우는 것을. 손 발이 꽁꽁 얼어서 우는 저 소리를 들으라.”

“아니다. 아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다. 나는 모른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무서운 형벌이었다. 지독한 채찍이었다. 민은 그 소리만 안 들을 수 있

다면 그 자리에 귀먹어리가 된 도 좋았다. 그 환상만 보지 않을 수 있다면 당

장에 장님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다.124) 

123) 이범선, 학마을 사람들(제 1창작집), 앞의 책, 262-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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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자기의 아이를 죽 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한 ‘자문자답’은 전반 

소설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 피난길에 죽어가는 아이를 설

장한 사건에 한 트라우마 때문에 민은 끊임없이 자문자답을 하면서 힘겨운 내

적갈등을 겪는다.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자기합리화

를 하거나 또는 아이를 설장한 것은 불변의 사실이기에 어쨌든 앞으로 계속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 울음소리를 피하고

자 요란한 소리가 울리는 라디오 집에 뛰어들어 보기도 했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더 크게 들려온다. 그런 민은 집에서는 거의 말이 없고 무척이나 예민하여 사소

한 일에도 화를 내는 아주 신경질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이다.

직장인 학교에서도 역시 그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너무 예민하게 굴어 주

변으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한테 푸념을 하면 아

내는 그냥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그것에 하여 괴로워하는 것으로 여긴

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그의 괴로움을 알아 줄 수 있었다면 상황이 조금이

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만 문제는 그 소리가 민한테만 들린다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도 언급하 듯이 ‘모두가 듣는 소리를 혼자만 못 듣는다면 그것은 실

로 괴로운 일이겠지만, 반 로 남들이 못 듣는 소리를 혼자만 들어야 한다는 것 

또한 무엇보다 공포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민이 라디오집 다음으로 찾은 탈출구

가 바로 술이다. 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차라리 자신의 정신을 마비시켜버리자는 

소산에서 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술 또한 민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던 민이 

개교 이십주년 기념식 날에 끝내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다. 축사를 독하고 

있는 장학관의 사타구니께로 테이블 밑을 들여다보았는데 이유인즉 어린애의 울

음소리가 그 테이블 밑에서 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 오라―오라아―. 방황하지 말고 오라―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는 한 걸음 비틀 문 앞으로 들어섰다. 또 한번 얼굴의 물방울을 닦아내렸

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124) 이범선, 위의 책, 265-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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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속으로 노래 구절을 중얼거려 보았다.

2) “자 왔다. 왔어. 죄 있는 자 왔다. 그래 어쩔테냐.”

갑짜기 사람들이 와르르 일어섰다. 와 려 나왔다. 민은 취중에도 약간 겁이 

났다. 꼭 자기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것 같았다. 

“오라고 해놓고. 오라―오라―해놓고.”

그는 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크게 항하는 소리를 질렀다. 누군지 

그의 팔을 붙들었다.

“이리 오십시오. 자 이리 오셔서 잠간 앉으시오”

그는 끄는 로 걸상에 가 털썩 앉았다. 

3) “여기는 교회입니다.”

“무슨 괴로운 일이 있으신 것 같군요.”

“네. 네. 어린애가 자꾸 웁니다.”

“어린애가요. 애들은 우는게 운동이라던데요. 허허”

“목사님. 어린애가 자꾸 웁니다. 눈 속에서. 꽁꽁 얼어서. 난 죄인입니다. 죄

인.”

“진정하십시오. 찬찬히 말씀해보십시오.”

“아니오. 난 잘못한 것 하나도 없소. 너무 가혹하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

오. 내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민은 또 발광한 것처럼 큰 소리를 질렀다. 교회 안에 찌르릉 울렸다. 

“내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야. 응? 내가 내가. 으흐흐흐. 난 모르겠소. 아무 

것도 모르겠소.”

4) “잘 알겠읍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무슨 죄

든가 고하는 자에게는 다 사함을 주시마고 하셨읍니다.” 

……
목사는 조용히 기도를 시작하 다.

“여기 피난 중에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잃고 심히 슬퍼하는 당신의 불상한 

아들이 아버지 앞에 머리 숙 읍니다.”

민은 번쩍 머리를 들었다. 

“아닙니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죽 습니다. 목사님. 다시 고해 주십시오.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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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니다. 여기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인 지독한 죄인이 하고 고해 주십

시오. 그래야 그래야 합니다. 목사님.”

민은 괴로웠다. 자기의 죄를 이곱 삼곱 더하여 고하지 않고는 지금의 고통에

서 헤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5) “자 이제 그만 일어나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

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오. 저 적은 새 한 마

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덜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어린

애는 당신의 어린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이요. 당신에게 그 어린애를 주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고 또 그 어린애를 당신에게서 거두신 것도 아버지의 뜻

에서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어

린애를 능히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소. 아니오 당신이나 나는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나게 하고 빠지게 할 수 없는 것이오. 하물며 어

린애를 나게 하고 죽게 할 수 있겠소. 인간은 자기네 인간의 힘을 과신하고 있

소. 그 주제넘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것이오. 그 아버지 

앞에서의 교만이 모든 인간의 괴로움의 씨가 되는 것이오. 그저 우리들은 겸손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오. 그러는 날 비로소 우리는 

마음 속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오.”125)

라디오집, 술 모든 것이 민을 환청 속에서 구해낼 수 없을 때 민이 마지막으로 

찾게 된 것은 바로 교회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의 갈등은 계속 된다. 본인은 자

식을 죽인 죄인이었다고 했다가 또 너무 억울하다고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하나님은 무슨 죄든지 고하는 자에게만은 사함을 주신다’는 목사의 말을 듣고는 

또다시 자신을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인 지독한 죄인’으로 몰아간다. 어찌되었

든 그는 자신의 죄를 몇 곱절 더 고해서라도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컨 , ‘자기네 힘을 과신하는 교만이 모든 인간의 괴로움의 씨가 된

다’는 목사의 말은 바꾸어 말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비로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았

을 때, 민은 드디어 예수라는 ‘신(神)’의 구원을 통해 긴 시간 그를 괴롭혀 오던 

고통에서 헤쳐 나올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인다. 

125) 이범선, 위의 책, 275-279쪽.



- 53 -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게 녹록치 않았다. 다음 날, 민은 가벼운 마음으로 일

찍 출근하여 책상을 정리하고 나서는 막연하게 새 직장에 처음 들어 왔을 때처럼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된다.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각오 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민은 학교에서 사직을 당한다. 이미 학교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

던 민이었기에 모두들 색안경을 끼고 그를 바라보는 시점에 그날따라 겨울옷을 

입고 출근을 했던 것이다. 민이 아무리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 봤자 

한 여름에 동복을 입고 나타난 그의 모습은 오히려 그를 미친놈으로 여겨왔던 사

람들에게 더 확신을 주는 작용밖에 못하 다. 

피난 시절에 아이를 잃은 뒤 생긴 민의 트라우마는 ‘환청 또는 환각’이라는 정

신적인 질환으로 나타나 그를 괴롭힌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라디오 집, 술

집을 전전하며 애를 써보았지만 증상은 심해지기만 할 뿐 아무런 호전을 보이지 

않자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교회 다. 예수라는 신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시도를 하 는데 그 방법 또한 결국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몸 전체로｣에서

의 주인공이 ‘ 결의식’으로 세상과 싸워나가려 하 다면 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과 아예 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앞서 살펴 본 인물들과 비교하 을 때 ｢냉혈동물｣ 속의 김철은 그나마 깨달음

을 얻은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철은 말 그 로 지독히 냉정하여 애당초에 

인정이란 모르는 사람이다. 사변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렇게 호탕한 성격은 아닐

지라도 제법 사원들과도 어울리며 잘 지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변을 겪을 당

시 닥치는 로 모든 일을 다 하여 상당한 물질적부를 축적하자 완전히 딴 사람

으로 변해버렸다. 심지어 회사동료 그것도 같은 계의 직원이 결혼식을 올려 청첩

장을 돌리는데도 그 로 무시해버릴 정도로 무정해졌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모른 체하는 거요?”

“모른체라니요. 지금 회장을 봤다고 하지 않았읍니까. 그저 저는 남의 일에

는 일체 흥미나 관심을 안 가지기로 했을 뿐입니다.”

“뭣이?”

“남의 일에는 일체 관심을 안 가지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사람이야? 이 냉혈동물 같은 자식”

용도계 사원이 회장을 쥔 손이 푸들푸들 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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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혈동물이요? 네 오랫동안 애를 써 왔지오”

“에이 이 개자식 같으니.”

……
김철은 보던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주판으로 주즐러 놓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등 뒤 유리창 가로 갔다. 두 손을 올려 머리 위에서 창을 붙들고 물

끄러미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전차, 뻣스, 사람, 사람.

그의 등 뒤에서는 아직도 좀 전의 그 사원을 둘러싸고 떠들고들 있었다. 

“저 새끼가 저게 사람의 새끼야. 젊은 자식이.”

“냉혈이야 냉혈.”

“돈만 아는 자식이야”

“아 이 사람들아 돈이 젤이지 그럼 뭐야.”

김철은 다 듣고 있었다. 그는 오래 오래 이층 창 가에서 거리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지금 거기 거리를 달리고 있는 전차 버스들이 먼지를 뽀얗게 일

으키며 부산으로 달리는 군용 추럭으로 바뀌고 있었고 가고 오고 하는 많은 사

람들이 일시에 돌아서 같은 방향 남으로 남으로 걷고 있는 피난민의 행렬로 변

해 가고 있었다. 

“돈이 젤이지 뭐야.”

누군가가 등 뒤에서 빈정거리던 말을 그는 입 안에서 되 뇌어 보았다. 

그는 돌아서 선 채 혼자서 빙그레 웃었다. 그 냉혈이 되려고 무척 애를 썼느

니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감정은 사치라고, 그가 이를 악물고 냉혹해저 

봤자 남들의 보통이 겨우 될까말까라는 것을 아는 그 다.126) 

‘남의 일에는 일체 흥미나 관심을 안 가지는 냉혈이 되고자 무척 애를 썼다’는 

김철의 말에는 분명 본인이 의도적으로 세상과 담을 쌓고 소통을 거부하고자 하

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이는 ｢몸 전체로｣에서 하숙집주인이 ‘ 결의식’으로 

세상과 싸워가겠다는 의지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하지만 김철이 그렇게 된 데는 

앞서 언급한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역시 피난시절에 겪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같이 피난가기로 약속한 곳에 갔지만 마

을 사람들은 먼저 추럭을 타고 가버렸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전 회사직원들이 

126) 이범선, 오발탄(제 2창작집), 신흥출판사, 1959,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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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숙소를 찾아갔지만 문전박 를 당했다. 그때 느낀 그 배신감과 반항심이 바

로 훗날 그를 ‘냉혈동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피난지에서 그는 노동을 해서 

모은 돈으로 넝마 장사, 물건 도매, 아편 장사, 수 등 닥치는 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 다. 그렇게 모은 돈이 어느 정도 불자 그는 모든 

일에서 손을 뗐다. 

그는 어느 선에서 모든 일에서 딱 손을 끊었다. 이번엔 남보다 먼저 서울로 

왔다. 돌아가며 집을 샀다. 그리고 수복이 되자 재빨리 되팔았다. 재산이 열배

도 더 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전부 현금화했다. 변을 놓았다. 회사의 주를 샀

다. 나시 회사로 들어왔다. 증역 자리가 필요 없었다. 그는 경리를 꼭 쥐고 앉았

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 부산 적산집 돌층계 밑에 지게를 놓고 무

릎을 꿇었을 때의 그 자세를 허물지 않으려 했다. 그러니 그 자세로는 절 로 

웃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래도 천성이 약한 그는 자칫하면 정에 쏠리기가 

쉬었다. 그럴 때면 그는 애써 부산 그 적산 집 앞으로 돌아가곤 했다. 딱한 일

을 보아야 할 때에는 얼른 얼굴을 돌려 딴 데를 쳐다보는 것이었다.127) 

‘돌층계 밑에 지게를 놓고 무릎을 꿇었을 때의 자세로는 웃을 수 없었다’는 김

철이다. 하지만 분명 그는 ‘천성이 약한 사람’이었다. 매번 그가 정에 흔들릴 때

면 다시 떠올리는 것이 바로 그때 무릎을 꿇었던 그 자세 다. 또한 그때 그 ‘자

세’를 잊으면 안 된다는 의지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것이다. 회사 사원이 교통

사고로 사망하여 그의 아내가 회사에 돈을 받으러 왔을 때도 피난 시절 화재 때

문에 아내가 아이들을 품고 길거리에 처량하게 앉아 있던 모습이 떠올라 잠시 

‘정’에 쏠렸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냉정해진다. 그런 김철이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된 데는 여섯 식솔을 두고 구두를 기워 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는 어떤 노인의 모습을 본 뒤 다.

“좋다마다. 여보 김형. 별게 있는 게라오. 사람이란 그저 그렇고 그런 거고 

그러니 그런 사람이 사는 세상이 또 그저 그런거지. 언젠 별 세상이 있겠오? 천

사가 모여 산 도 싸울 텐데아 사람이 모여서 이만하면 죤 게지. 하하하. 그저 

127) 이범선, 위의 책, 164-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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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웃고 삽시다. 어쨌든 나 오늘 좋은 젊은 친구 하나 만았오. 허허허. 속고 

속이고 싸우고 또 화하고. 그저 그런 게 아니오? 자 한잔 드시오. 이번엔 내가 

한 되 사지. 길게 저녁거리가 없어도 이렇게 기분이 죤 땐 싫것 마시구 하하하. 

마누라야 술 맛은 모르지만 이런 내 성미는 이제 잘 아니까 문제없어요. 자. 하

하하.”

“……”

김 철은 노인이 들어 올리는 주전자 앞으로 잔을 내 었다. 가득히 부어진 

잔을 죽 한 숨 들이켰다. 오래 오래 체하기나 했던 것 같은 가슴이 쑥 그 술에 

려 내려가는 것 같았다. 전신이 화하니 달아 올랐다. 

“저 자식 혈관에는 서리가 하얗게 돋혔을 게다. 혈관이 꽁꽁 얼었단 말이야.”

사원들이 자기를 두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는 잔을 노인에게로 돌렸다. 그

리고 주전자를 들었다.

“자 이번엔 노인 한잔 드슈. 아―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취해 봅니다. 가슴이 

확 달아 옵니다. 이제 얼었던 심장이 뜨근뜨근하게 녹는 것 같읍니다. 역시 인

생은 즐거운 거죠? 세상은 좋지요? 하하하.

“그럼 좋구 말구 만사는 생각할 탓이지. 백만금을 가지고 거들어거리는 놈들 

나 하나도 부럽지 안수다. 그깟놈들 속이 이렇게 화하니 뜨겁겠우? 하하하.”

“하하하. 옳은 말씀이야. 아아 인생은 이래서 좋은 거야 하하.”

노인이 돌리는 잔을 또 받아 드는 김 철은 머리 한 구석에서 아까 낮에 서류

에서 본 교통사고로 죽은 동료의 집주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128) 

위 인용문은 소설의 결말부분이다. 피난시절을 겪은 뒤 항상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해왔던 김철은 그런 것에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더욱 애써 ‘냉혈’이 되고자 

했다. 그런 김철이 소설의 말미에 갑자기 구두 깁는 노인의 몇 마디 푸념에 꽁꽁 

얼었던 혈관이 녹아내렸다는 장면에 한 묘사는 작가의 윤리관 개입으로 개연

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낳게 하 다. 하지만 앞에서 분석한 두 소설 속의 인물

과 비교하 을 때는 분명 조금 긍정적인 면을 보인다. 현실에 타협하거나 세상과 

결하거나 또는 아예 결조차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는 인물과는 

달리 누군가의 향으로 순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화해할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을 보여준다. 인간관계의 회복에 해서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128) 이범선, 위의 책, 171-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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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겠지만 사실 이범선은 ｢냉혈동물｣과 같은 작품에서부터 이미 세상과의 화

해를 시도하 다.

요컨 , 본 장에서는 피난체험을 서사배경으로 한 4편의 소설을 살펴보았다. 

이범선은 피난민들이 전후 사회에서 트라우마를 이겨나가는 다양한 양상을 그리

는 것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상을 부각하 다. 예컨  ｢사망보류｣
를 통해 현실에 타협하는 소극적인 인간상, ｢몸 전체로｣를 통해서 피난 트라우마

를 ‘ 결의식’이라는 자기 방어적 방식으로 극복하는 인간상, ｢219장｣에서는 피

난길에 자기 아이를 죽 다는 죄책감 때문에 결국엔 미쳐가는 인간상, ｢냉혈동

물｣에서는 스스로 의도적으로 냉혈인간이 되고자 하는 인간상을 그리고 있다. 작

품의 말미에 약간의 희망을 보인 ｢냉혈동물｣ 속의 김철을 제외한 기타 인물들은 

결코 이상적인 방식이 아닌 극단적인 방식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자기파괴식 

인간상의 집합이다. 

3.3. 생존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순적 인간상

시인 조병화는 이범선을 ‘항상 서민의 편에 서서 사고를 하고 행동을 했던 사

람이었으며 서민으로의 성장, 서민으로의 경험, 서민으로의 철학이 몸에 배인 조

선인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129) 오늘날 서민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개념은 계급

적으로는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가지지 못한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고 경

제적으로는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130) 이범선

은 다수의 소설들을 통해 전후라는 극한상황에서 ‘생존’이냐 ‘양심’이냐를 갈등

하며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

129) 조병화, ｢서민의 목소리｣, 앞의 글, 355쪽.

130) 서민 개념이 한국에서 사용된 것은 신라시 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의 서민은 “귀족
이나 상류층이 아닌 평민, 백성을 의미”하 고 조선 시 에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 신
분 낮은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일제 강점기에도 서민이라는 용법
은 전통적인 어법을 그 로 따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거쳐 
이 용어는 전후 한국사회에서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 는데 이 시 의 서민들은 어떤 계
급사상에 기초한 특정 집합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킨
다.(방민호, 나보령 외 7명,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 — 소설 속 1950~60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8, 155-1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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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양심은 인간이 벗어나고자 작정할 경우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닌

다. 인간은 비록 쾌락과 유흥으로 둔감해지거나 정신이 혼미해질 수도 있지만, 

양심의 무서운 목소리를 지각할 때마다 곧 다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거나 정

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인간이 극단적 타락 상태에 이르게 되면 아마도 

더는 양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심의 소

리를 듣는 일을 회피할 수는 없다.131) 이범선의 가장 많이 알려진 표작 ｢오발

탄｣이 바로 그러한 ‘양심’의 문제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오발탄｣은 해방촌에서 살고 있는 계리사 사무실 송철호네 일가를 통해 전후

사회의 처참한 상황과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을 그

리고 있다. 당시 서울의 남산 중턱에 형성된 해방촌은 ‘월남인’이라는 정치적 함

의 때문에 다른 피난민 집단거주지와 달리 정부당국으로부터 ‘특별 취급’을 받았

다. 또한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만 섬처럼 고립되어 있어 외부와의 상호 역

동성이 상 적으로 단절된 주변부 다.132) 이러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고향 

생각이 날 수 밖에 없었던 어머니는 7년 동안 매일과 같이 “가자!”만 외친다. 

1) “난 모르겠다. 암만해도 모르겠다. 삼팔선. 그래 거기에다 하늘에 꾹 닿도

록 담을 쌓았단 말이냐 어쨌단 말이냐. 제 고장으로 제가 간다는데 그래 막을 

놈이 도 체 누구란 말이냐.”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서 죽고 싶다는 철호의 어머니 다. 그러고는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게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며 한숨과 함께 무릎을 치며 꺼지듯이 풀썩 주저앉곤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철호는,

“어머니, 그래도 남한은 이렇게 자유스럽지 않아요?”

하고, 남한이니까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지, 만일 북쪽 고향으로 간

다면 당장에 죽는 것이라고, 장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간를, 갖은 이야기

를 다 예로 들어가며 어머니에게 타일러보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을 늙

은 어머니에게 이해시키기란 삼팔선을 인식시키기보다도 몇 백 갑절 더 힘드

는 일이었다. 아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했다. 그래 끝내 철호는 어머니에게 

131) 임마누엘 칸트 지음, 이충진⋅김수배 옮김, 도덕형이상학, 앞의 책, 329쪽.

132) 변화 , ｢전후작가의 해방촌에 한 체험과 재현｣, 비평문학, 한국비평문학회, 2015,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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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라는 것을 설명하는 일을 단념하고 말았다.

2) 무슨 하늘이 알만치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큰 지주로서 한 마

을의 주인 격으로 제법 풍족하게 평생을 살아오던 철호의 어머니 눈에는 아무

리 그네가 세상을 모른다고는 해도, 산등성이를 악착스레 깎아내고 거기에다 

게딱지 같은 판자집들을 다닥다닥 붙여 놓은 이 해방촌이 이름 그 로 해방촌

(解放村)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라를 찾았다면서 집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일

이었던 것이었다.133) 

고향을 돌아가겠다는 어머니에게 갖은 예를 다 들어가며 ‘자유’, ‘삼팔선’에 

해 설명을 해봤지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철호 또한 그런 어머니를 아

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부자는 아니었어도 꽤 큰 지주로 풍족하게 살

아왔던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그 해방촌이 ‘해방’을 의미하는 곳일 수 없었던 것

이다. 그저 광복이라고 해서 나라를 찾은 줄로만 알았지 왜 그 희열을 느끼기도 

전에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뿐이다. 과거와 현

재의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망하는 세계와 현실세계가 배치되면 될수록 인

간은 과거에 한 향수 못지않게 현실에 한 불신감도 증폭시키게 된다.134) 철

호 어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제 하고 돌아와 2년이 되었지만 

매일과 같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생 호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

지만 여전히 궁핍한 삶에서 헤쳐 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형을 보며 무척 답

답해한다. 그에게 있어 ‘양심, 윤리, 관습’ 이 모든 것은 형의 부질없는 ‘고집’으

로만 여겨졌기 때문이다. 

1) “네. 벗어 던지고. 양심(良心)이고, 윤리(倫理)고, 관습(慣習)이고, 법률이고 

다 벗어 던지고 말입니다.” 

2) “네. 가시지요. 양심이란 손끝의 가십니다.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133) 이범선, 오발탄(제 2창작집), 앞의 책, 49-51쪽.

134) 김외곤, ｢실낙원에서 내던져진 근 적 주체의 살아남기｣, 이범선 단편선 — 오발탄, 앞
의 책, 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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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그냥 두고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요. 윤리요? 윤리. 그건 

‘나이롱빤쯔’같은 것이죠. 입으나 마나 불알이 덜렁 비쳐 보이기는 매한가지죠. 

관습이요? 그건 소녀의 머리 위에 달린 리봉이라고나할까요? 있으면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 서 뭐 별일도 없어요. 법률? 그건 마치 허수아비 같은 것입

니다. 허수아비. 덜 굳은 바가지에다 되는 로 눈과 코를 그리고 수염만 크게 

그린 허수아비. 누더기를 걸치고 팔을 쩍 벌리고 서 있는 허수아비. 참새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제법 공갈이 되지요. 그러나 까마귀쯤만 돼도 벌써 무서워하

지 않아요. 아니 무서워하기는커녕 그놈의 상투 끝에 턱 올라앉아서 썩은 흙을 

쑤시던 더러운 주둥이를 쓱쓱 문질러도 별 일 없거든요. 흥” 

3) “저도 형님의 그 생활 태도를 잘 알아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그

렇지요, 깨끗이 사는 게 좋지요. 그런데 형님 하나 깨끗하기 위하여 치루는 식

구들의 희생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크고 많단 말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형님 

자신만해도 그렇죠. 밤낮 쑤시는 충치(蟲齒)하나 처치 못하시고. 이가 쑤시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빼어 버리거나 해야 할 것이 아니야요. 그런데 형

님은 그것을 참고 있어요. 낯을 잔뜩 찌푸리고 참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치료비

가 없으니까 그러는 수 밖에 없겠지요. 이가 쑤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형님처럼, 마치 이 쑤시는 것을 참고 견디는 그것이 돈을 — 치료비를 — 버는 

것이가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안 쓰는 것은 혹 버는 셈이 된다고 할 수도 

있을꺼야요. 그렇지만 꼭 써야 할 데 못 쓰는 것이 버는 셈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아요. 세상에는 이런 세 층의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즉 돈을 모으기 위해

서만으로 필요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 필요하니 만치의 돈을 

버는 사람과, 또 하나는 이건 꼭 필요한 돈도 채 못 벌고서 그 신 생활을 조

리는 사람들. 신발에다 발을 맞추는 격으로. 형님은 아마 그 맨 끝의 층에 속하

겠지요. 필요한 돈도 미쳐 벌지 못하는 사람, 깨끗이 살자니까 그럴 수 밖에 없

다고 하시겠지요. 그래요. 그것은 깨끗하기는 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저 그것 

뿐이지요. 언제까지나 충치가 쏘아 부은 볼을 싸 쥐고 울상일 수 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 형님! 인생이 저 골목 안에서 십 환 짜리를 받고 코흘

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값 만치 

구명으로 들여다보고 말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

의 돈 액수 만치만 살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 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어디. 

돈 만치만 먹고 말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목구멍인가요 어디. 싫어도 살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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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문제지요. 사실이지 자살을 할 만치 소중한 인생도 아니고요. 살자니까 돈

이 필요하구요. 필요한 돈이니까 구해야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 법

률선(法律線)까지 못 나가란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남들은 다 벗어 던지구 법

률선까지도 넘나들면서 사는데, 왜 우리만이 옹색한 양심의 울타리 안에서 숨

이 막혀야 해요. 법률이란 뭐야요. 법률이란 뭐야요. 우리들이 피차에 약속한 

선이 아니야요?“ 

4) “그렇지만 지금 네 말로는 잘 살자면 꼭 양심이고 윤리고 뭐고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뭐야.”

“천만에요.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즉 양심껏 살아가면서 잘 살 수 도 있기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적다. 거

기에 비겨서 그 시시한 것들을 벗어 던지기만 하면 누구나 틀림없이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억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 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

란 말이다.”

“글쎄요. 마음이 비틀렸다고요. 그건 아마 사실일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비

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미치기 전에 

비틀렸어야 했지요. 한강철교를 폭파하기 전에 말입니다. 하나 밖에 없는 누이

동생 명숙(名淑)이가 양공주가 되기 전에 비틀렸어야 했지요. 환도령(還都令)이 

내리기 전에. 하다못해 동 문 시장에 자리라도 한 자리 비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구 이놈의 배때기에 지금도 무슨 내장이기나 한 것처럼 박혀 있는 파편(破

片)이 터지기 전에 말입니다. 아니 그 보다도 더 전에, 제가 뭐 무슨 애국자나

처럼 남들은 다 기피하는 군 에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노라고 자원하던 그 전

에 말입니다.”135)

‘가난하더라도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철호와 ‘양심, 윤리, 관습, 법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면 잘 살 수 있다’는 호의 입장은 선명한 조를 이룬다. 생존

과 양심이라는 두 개의 축에서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인물은 하나의 비극성으로 

압축된다. ｢오발탄｣에서 보여 지는 철호의 우유부단함은 바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후라는 상황 속에서 전망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세계관을 가질 수 없는 인

135) 이범선, 오발탄(제 2창작집), 앞의 책, 60, 61, 64,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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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인식력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전쟁이라는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휘

몰고 지나간 자리에서 뚜렷한 철학이 없는 인물은 피동적인 주체가 될 수밖에 없

다.136) ｢오발탄｣이 독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호의 의식구조의 바

탕이 독자들의 그것과 상통되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호의 

언행에 하여 아무런 저항감도 느끼는 일없이 공감할 있다.137) 이렇듯 호의 

눈에 비친 철호는 깨끗하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충치하나 처치하지 못하는 옹색

한 양심의 울타리에서 사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결국 호는 권총강도로 경

찰서에 구속되었고 해산을 하던 철호의 아내마저 죽으며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다.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오빠 구실. 또 계리사 구실. 또 계리사 사무

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네 말 로 아

마도 조물주(造物主)의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데 지금 나는 어디건 가긴 가야 한다.138)

‘오발탄’은 말 그 로 잘못 발사된 탄환을 가리키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것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갈 곳 일은 철호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하지만 철호가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물론 전쟁이라는 큰 배경이 작용을 하고 있

겠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상술한 인용문에서도 언급하 듯이 그가 감당해야 할 

구실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들, 남편, 애비, 형, 오빠, 계리사, 계리

사 사무실 서기 이 모든 구실은 그에게 너무나 많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요구한

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려고 애를 썼을 뿐

인데 병실에서 죽어가는 아내를 보았을 때, 경찰서에 잡혀가는 동생 호를 보았

을 때도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 그런 그는 양공주가 되어 모은 

돈을 던져주며 병원비 내라고 하는 명숙이의 구멍 뚫린 양말 뒤축에서 어떤 깨끗

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것은 어쩌면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왔지만 그 깨끗함으로 

136) 김정진, 현  한국소설 작품의 이해, 국학자료원, 1999, 122쪽.

137) 김교선, ｢한국 전후소설의 특징에 한 고찰 — 이범선의 ｢오발탄｣을 중심으로｣, 앞의 
글, 13쪽.

138) 이범선, 오발탄(제 2창작집), 앞의 책,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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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아내, 동생을 비극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하는 그의 어떤 죄책감이었을지

도 모른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을 통해 생존과 양심 속에서 부단히 갈등하는 인

간들의 삶을 가감 없이 보여 주고 있다. ｢오발탄｣과 같은 맥락에서 ｢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역시 전쟁이 휩쓸고 간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이야기

를 그리고 있다. 

땅바닥보다 석 자쯤 내리 파고 거기에 가마니와 레이션통으로 지붕을 해덮

은, 한 평정도의 흡사 무덤 속같은 굴이다. 한껏 허리를 구부리고 기다시피 들

어가 겨우 앉을 수 있는 굴, 그 바닥에는 거적이 깔렸고, 한쪽 모퉁이에 조그마

한 궤짝이 하나 놓 으며, 그 위에는 다 떨어진 미군 담요가 네모나게 개켜있

었다. 그것이 그 굴 안 세간의 전부다. 아니, 거기 들어오는 입구 흙이 마치 아

스팔트 바닥처럼 빤질빤질 다져진 거기엔 빈깡통이 하나 더 놓 고, 그 속에 

미군용 스푼 두 개와 나무젓가락 두 켤레가 들어있었다.139) 

한탄강(恨歎江)을 건너 북방으로 연천(璉川)읍에서 한 십리 떨어진 곳, 산기슭

에 자탄리라는 마을이 있다. 그 산기슭은 미군부  탱크 사격장이었다. 그곳에 

‘땅굴을 파고, 진드기 모양 다닥다닥 산기슭에 달라붙어, 한 떼의 인간들이 불가

사리처럼 녹슬은 쇠를 먹고 살고 있다’. 그곳사람들과 같이 폭탄파편을 주어 생

계를 유지하는 24살 박동래와 동생 동산에겐 몇 푼 안 되는 돈이 전 재산이고 한 

평도 안 되는 토굴이 유일한 거처이다. ‘한 평정도의 흡사 무덤 속같은 굴’ 속에

서 ‘궤짝, 담요, 빈 깡통, 스푼, 젓가락’이 그들 세간의 전부이다. 이런 곳에서 인

간이 살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누추하기 그지없는 환경이지만 역시 그런 

곳에도 인간이 살고 있었다. 피난길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동래와 동산은 서

로를 의지하며 힘들게 버텨왔는데 한 달 전 동생 동산이 마저 죽어버렸다. 

전쟁!

그까짓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한바탕 퉁탕거렸으면 차라리 속이 시원하겠다

고 그는 생각했다. 그건 가장 심한 전쟁피해자인 그면서도 六⋅二五당시 겨우 

여덟살이던 그로서는 기실 전쟁의 비참함을 모르는 때문일까? 그렇지 않으면 

139) 이범선, ｢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 현 문학, 1968.2,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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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에 전쟁 속에서 시작된 그의 인생에 한 역정에서일까? 어쩌면 그건 자

포자기와, 자기네는 그 권내에서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세상에 한 

게정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지금 동래가 맞은편 산꼭 기의 포진지를 바라보며 그 포에서 쾅

하고 불이 터져나오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은, 저 밑에 술장수 곰보 노파

의 아들 메기 자식이 그 별명 그 로 메기의 아가리처럼 커다란 입을 넙죽거리

며 언젠가,

“전쟁이나 한번 더 터져라. 신날께다. 그땐 쩨쩨하게 파편이 아니구, 노란 신

쭈(놋쇠)탄피만 주어뫄두…… 제길 몇 추럭씩…….”

하고 지껄이던, 그런 심산에서는 분명 아니었다.

사실 지금,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전쟁이라도 쾅 터져라 하고, 생각하는 동래

의 그 심정은 자기의 지금 삶에 어떤 변화 — 그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으니, 

변화가 있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은 뻔한, 그런 어떤 변화를 바라보는 그의 

간절한 심정의 표현이 좀 이지러졌을 따름이지 메기처럼 지금의 생활 — 그 탄

피줍는 생활의 경기를 바라는 그런 데서는 결코 아니었다. 하기야 따지고보면 

동래, 그의 생각이나 메기의 생각이 꼭같은 것이지 다를게 뭐 있는가 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역시 조금은 다른 점이 있었다.

그들 형제는, 하루라도 빨리 불가사리같은 생활을 면하고 세탁소를 차리자는 

알뜰한 목표가 있었으며 그 목표를 위하여 예금통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다.140)

동래가 ‘전쟁이나 터져라’고 말한 데는 6⋅25당시 겨우 여덟 살 밖에 안 되었

던 그가 전쟁의 비참함을 몰라서, 또는 애당초 전쟁에서 시작된 그의 인생에 

한 역정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자포자기와 세상에 한 불만 

속에서도 변화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동래가 생각하기를 

지금의 상황이 가장 최악이기에 설사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좋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전쟁이나 터져라’는 말은 단지 동래가 앞으

로의 삶에 한 마지막의 기 를 품은 간절한 심정을 드러낸 것일 뿐 다른 의미

가 담겨 있지는 않다. 

과거 피난길에서 아버지와 어떤 청년이 몸싸움이 벌어져 아버지가 죽게 되었

140) 이범선, 위의 글, 26쪽.



- 65 -

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피난민들과 창고에서 지낼 때 그들 모자를 도와준 사람 역

시 그 청년이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청년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어머니가 한 달쯤 지나 그 청년과 달아나 버린 것이다. 결국 그들의 어머니는 양

심을 버린 채 자기의 복락만을 추구했던 것이다. 고아가 된 그들 두 형제는 서울

에서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다 동래가 20살, 동산이가 14살이 되어 다시 

서울을 떠났다. 그 때 찾은 곳이 바로 그 탱크사격장이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동

생은 구두를 닦고 동래는 파편을 주으며 3년 동안 살다 보니 그들도 사격장의 

‘멍텅구리군’141)에 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불가사리같은 그들 가운데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뭐 그리 다를게 있

겠는가고 생각하는 어처구니없는 자들이 있었다. 파편을 파야만 밥을 먹고 살 

수 있는데야 파다 죽더라도 파얄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 그들 가운데 지독

히 무지한 친구 몇이 경비병의 눈을 피해 사격이 시작되기 직전에 옥양목 타키

트 표적판(標的板) 바로 위, 바위 뒤에 들어가 엎드렸다. 죽자는 건지 살자는 건

지 모를 짓이다. 그야말로 멍텅구리 짓이었다. 

아무리 수지가 맞는다고 해도 그런 멍텅구리 짓을 감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 그래 이 사격장에서도 죽음과 삶의 경계가 극히 희미한 멍텅구리군

이라면, 그건 아주 무서운 인간으로 한몫 더 놓고 보는 터 다.

동래도 바로 그 몇 명 안되는 멍텅구리군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그날 있을 

야간사격에서도 또 멍텅구리군으로 산엘 오를 작정인 것이다.142)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로부터 외면당하고, 고아원에서마저 쫓겨난 그들 형제이

지만 그래도 결코 삶에 한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버티면서 살아왔

141) “멍텅구리군. 그건 정말 어처구니없을만치 무지하고 미욱하고, 또 담통이 큰 곰같은 사
나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멍텅구리. 그것은 땅에 와 박혀도 터지지 않은 특수한 연습탄의 별명이다. 포탄이라면 
목표물에 와 맞았을 때 으레히 쾅 하고 터지며 사방으로 파편이 날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어린애 팔뚝만한 연습탄은 그 로 푹 땅 속에 깊이 박혀버리고 폭발할 줄을 모르는 
것이다. 그 꼴이 포탄치고는 바보 멍텅구리같 서 그들은 그것을 멍텅구리라 부른다.”

(이범선, 위의 글, 26쪽, 32-33쪽.)

142) 이범선, 위의 글, 26,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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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음과 삶의 경계가 극히 희미한 멍텅구리군’, 파편을 파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들이기에 파다 죽더라도 그런 삶을 살수 밖에 없다. 동래 또한 생계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그 ‘멍텅구리군’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이 사격장에서 버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돈을 모아 신망리(新望里) 정거장 거

리에 세탁소를 차려 복순이와 함께 살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복순이는 동래가 학아주머니라고 부르는 여인의 딸인데 학아주머니는 알

콜중독에 거의 양공주 촌에서 살다보니 그들의 거적막은 복순이와 동생 정남이 

그리고 복순이의 삼촌 권충삼이 지키고 있었다. 사실 복순이의 친삼촌은 적탄에 

맞아 죽고 충삼은 그의 친구 던 것이다. 정남이 또한 모르는 여자와 흑인 형사

의 아이 다. 결국 학아주머니와 복순이를 제외하면 그들은 혈육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저 양공주촌에서 알콜중독자로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으로만 보이는 학아주머니이지만 그녀는 결코 양심을 저버리지는 않았

다. 혈육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같이 살아간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는 충분히 설명이 된다. 

하지만 반면에 아예 양심을 버린 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도 분명 존재

한다. 마을의 곰보노파는 파편 모으러 오는 고철 중간상인들을 상 로 장사를 하

는 데 돈에 눈이 멀어 마을 사람들의 사정을 봐주는 경우가 단 한번 도 없는 무

정한 인간이다. 곰보 노파의 아들 메기 또한 매일 허송세월을 보내며 동네 여인

들을 희롱하려고 안달이 나있는 그런 비양심적인 인간이다. 그들 모자의 갖은 압

박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비극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동생 

동산이마저도 폭탄을 맞아 죽어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이상 동래는 파편 줍기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런데 동래마저도 파편에 맞아 부

상을 입었고 그 와중에 메기가 복순이를 겁탈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복

순이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토굴로 내려가 수류탄을 폭파시켜 결국 메기는 죽

게 된다. 

1) 그녀의 넋두리가 아니라도, 동래는 촛불빛 속 거기 가운데 번듯이 누운, 

동산의 처참한 주검을 보았다. 

가슴팍 반쪽이 없다. 사람이 그렇게도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일까. 동래는 

울지도 않았다. 아니 울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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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당초에 인구(人口)축에 넣어있지도 않은 그들이다보니, 죽었다는 것을 

어디에 보고할 이유도 없었고, 산 것이 죽은 것이나 그리 다를 바도 없는 그들

이었고보니 제법무슨 격식을 차려 장례식이란 걸 할 필요도 없었다. 

3) “하나님의 뜻에서라구? 그렇다면 더구나……, 무슨 놈의 하나님이 그래 고

렇게 악질인가 말이다. 우린 정말 오늘까지 너무 억울하게만 살아왔다. 제길! 

그런데 그래, 끝장이 기껏 파편으로 뎅강 가슴을 도려내! 빌어먹을……. 우리가 

그래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천당? 천당! 그런 너무 악질 하나님이 꾸며 놓

은 천당 그거 알량할께다. 제길!” 

4) 그러니까 십여년 전, 어린애를 키우기에는 너무 추하다고 양공주촌을 빠

져나올 때는, 세상 어딘들 드만 못한 곳이 있으랴, 차라리 녹슬은 포탄 껍데기

를 줏어 먹어도 그건 그래도 일하고 사는 것이니라 했었다. 그런데 실은 그 양

공주촌이나 이 사격장이나 비참하기가 사람살이라고 할 수 없기로는 매한가지

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충삼은 그때 그 양공주촌을 빠져나오듯이 이 골짜

기에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는 사람사는 세상에서 너무 오래 너무 멀리 떨어

있었던 것이다. 143)

가슴반쪽이 없어진 처참한 죽음, 인구축에 끼지도 못하여 격식차린 장례식조

차도 차릴 필요없는 그들의 존재, 양공주촌에서의 생활이 최악이라고 생각했지

만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인 사격장에서의 생활, 그들은 그저 억울하기만 할 뿐이

었다. 죄를 지었을지언정 그저 먹고살기 위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모호해진 

생활을 해나가는 그들에게 있어 현실은 너무 잔혹하 다. 복순이를 포함한 그곳

의 많은 여성들이 메기의 희롱거리가 된 이유 또한 물론 그 자체의 성품에도 문

제가 있겠지만 메기네를 제외한 모두들 ‘째지게 가난하다’는 것도 있다. 단, 그런 

현실을 변화시키기에 그들은 인간세상에서 너무나 소외된 존재들이다. ｢오발탄｣
의 철호와 마찬가지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디로 가든 세상은 똑같이 비참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갈곳 잃은’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생존과 양심’이라는 

양가적 감정 속에서 일부 인간들은 양심을 버리고 소위 말하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일부 인간들은 끝까지 그 양심을 버리지 못한 채 ‘궁핍한 삶’을 살아

143) 이범선, 위의 글, 5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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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전후작가로서 이범선이 그리고 있는 인간들은 다수가 소외된 인간들이므로 전

쟁이라는 강력한 격랑 속에서 보통 인간들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또한 더욱 독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극한상황에서 

양심을 버리고 극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양심을 지키

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한 고민은 작가 이범선의 고민이기도 하다. 

모 담을 통해 이범선이 ｢오발탄｣에서 철호와 호의 모습이 자신의 양면과도 

같다고 하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고생이지 고민은 아니라고 하던 그의 

발언이 이를 입증한다.144) 본 절에서 분석하고 있는 작품들은 바로 작가의 이러

한 고민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144) “철호와 호는 내 자신의 양면입니다. 살다 보면 엄청난 것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
끼는 때가 있죠. 그러나 정작 그러지 못하는 심경, 그건 철호와 같은 것입니다. 철호는 
끝장에서 의식을 잃죠. 충치를 한꺼번에 뽑아 버렸기 때문에. 사람 살이가 그런 겁니다.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고생에 속하는 것이지 고민은 아닙니다. 인생의 고민은 
충치처럼 한꺼번에 뽑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이범선, ｢ 담취재: ｢오발탄｣ 그리고 ｢피
해자｣｣, 앞의 글,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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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생 성찰 및 윤리적 공동체에 대한 전망

3장에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생존투쟁 속에서 살아

가는 인간들의 양상을 살펴보았다면 4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작품들에서 주목

하고 있는 문제는 사회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인간의 보다 본질적인 모습 내지 

작가가 작품을 통해 동경하고 있는 윤리적인 삶 또는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이다. 

사실 이범선은 활동 초기부터 이러한 고민을 해오면서 가끔은 모든 사회적인 요

소를 배제한 오로지 한 인간의 인생을 성찰하는 작품을 창작하는 시도를 하 다. 

하지만 그 시 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범선에게도 전쟁은 ‘생존’이라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를 남겨두었기에 작가로서 그는 결코 사회상을 완전히 

외면한 채 작품창작을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의 작품은 초기작에 

비해 후기작에 상 적으로 많이 등장한다. 활동후기에 이르러 여러 상황들이 어

느 정도 개선되면서 다시 원론적인 문제인 ‘본질적인 삶의 의미’에 해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4.1.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탐색

한동안 ｢오발탄｣같은 사회의 불합리를 비판하는 작품을 써 가다가 중단한 

이유는, 사회상에 해 너무 흥분할 것이 아니라 자세를 조용히 가지고 인간 

본연의 문제를 관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눈을 돌린 데 있읍니다. 사회상은 

좋든 그르든 그것 로 흘러가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간 본연의 문제

는 언제나 공통의 것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룬 작품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공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145) 

위 인용문은 모 담에서 이범선이 작품의 형식에 관련한 질문에 답한 목이

다. “자세를 조용히 가지고 인간 본연의 문제를 ‘관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145) 이범선, 위의 글,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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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목에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찾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그의 말처럼 사회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좋거

나 또는 나쁘게 변해갈 수도 있지만 인간과 관련된 문제는 결코 변하지 않으며 

시공간을 뛰어넘어 인류 사회의 공통의 문제로 남기 때문이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다룬 ｢벌레｣라는 작품은 이범선이 인간의 내면세계에 

다가가기를 시도한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백장이었던 남편이 의외의 사고로 

성(性)불구자가 되자 아내는 예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남편의 조수인 철규에게 

성적욕구를 풀고자 한다. 인간의 욕망은 결국 결핍에서 온다는 라캉의 정신분석

학의 논리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한테서 해소하지 못한 성적 욕망을 철규에게서 

해소고자 하 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내와 철규의 행위는 엄연한 ‘불륜’임에 틀

림없다. 아내의 행위는 남편한테서 충족하지 못하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욕망을 

철규라는 타자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 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하

는데 이는 도덕적으로 결코 허용치 못하는 행위를 하는 작가의 윤리관이 개

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환원｣이라는 작품 역시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관련

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소설 속의 인물들이 사회를 이탈한 원시적인 삶으로 돌

아갔다는 데서 주목을 요한다.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외딴 산의 원시림에 떨어지

게 된 통역장교 김소위는 어떤 여인과 노인에 의해 구조된다. 그 원시림은 완전

히 폐쇄된 공간이었고 거기에는 그 여인과 노인 그리고 젖먹이 애기, 개 한 마리

밖에 없었다. 그 여인 또한 원시인 그 로의 차림이었고 언어표현 장애가 있었

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여인의 아버지와 젖먹이 애기의 아버지는 동

일인물 즉 그 노인이었고 고아 던 노인과 그의 아내 역시 동복형제 다. 이는 

자연스럽게 ‘근친상간’이라는 문제를 떠올리게 하는데 프로이트에 의하면 오이

디푸스의 본질은 근친상간적 성 본능에 한 억압을 통해 성적 충동을 사회적으

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발산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146) 하지만 그들이 생활하

고 있는 곳이 아예 봉폐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 을 때 여인은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김소위가 나타나기 전까지 노인과 여

인은 서로가 성적 충동을 발산할 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소위가 나타난 뒤 

146) 김석, 프로이트&라캉 — 무의식의 초 , 김 사, 2018,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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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은 그 욕망을 김소위에게로 전환하 고 이를 알아챈 노인은 크게 분노한다. 

소설의 결말은 여인이 산을 탈출하고자 시도하는 김소위를 따라 가던 중 들려

오는 총소리에 놀라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시체가 되어 있는 자신의 아이를 목

격하는 것으로 끝난다. 결국 비극으로 이어진 이 소설은 궁극적으로 ‘근친상간’

이라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불륜’ 또는 ‘근친상

간’은 모두 현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는 어

찌 보면 당시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사회에 한 불신으로 인해 그와는 상반

되는 탈집단 또는 탈사회적인 세상을 상상했던 작가의 시도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파국으로 이어지는 결말이 시사하는 바는 현  사회에서 인간은 결코 사

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고 개개인은 어디까지나 사회라는 집단 속에서 그것에 적

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원｣이 큰 틀에서 ‘사회를 이탈’한 인간들의 원초적인 욕망 내지 그러한 환

경에서 생존가능성 여부를 다루고 있다면 ｢고장 난 문｣과 ｢미친 녀석｣은 ‘사회라

는 집단 속’에서 살아가며 그 사회와 부조화를 겪고 자신의 정신세계를 억압하거

나 또는 외적요소에 의해 억압당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인간

들은 종종 주변사람들로부터 정신이상자 취급을 당하는데 우선 ｢고장난 문｣은 

거의 그림에만 미쳐 사는 유명한 화가의 비극적인 죽음을 다룬 소설이다. 이야기

는 만덕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만덕이는 화가네 집에서 

일을 돕고 있는 18살 소년인데 화가의 죽음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으로서 취조

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 사건은 전날 아침 화가가 있는 화실의 문이 안팎으

로 모두 열리지 않아 화가가 만덕이한테 몇 번이고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바보 같은 녀석, 사람을 죄수처럼 철창 안에 가두어 놓고 태평으로 딴 짓만 

하고 있어!”

……
“헤 참, 선생님도 급하시긴. 전에는 며칠씩도 문밖에 안 나오시곤 했으면서 

뭘 그러셔요.”

“이 녀석 봐라! 그거야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간 거구 지금은 내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 아냐.”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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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죄수처럼 철창 안에 가두어 놓았다’는 화가의 표현은 타의에 의해 자

신이 갇히게 되었다는 느낌이 다분하다. 하지만 사실 화가는 워낙 평소에도 며칠

씩 문밖에 나가지 않고 화실에서 그림만 그린 적이 많았기에 만덕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웃어넘기려 했던 것이다. 그런 만덕이의 무심함에 화가는 더 화

를 내며 ‘나가지 않는 것과 나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쐐기를 박는다. 

다시 말해 ‘나가지 않은 것’은 자의적 선택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나가지 

못하는 것’은 타의에 의한 강압적인 요소가 들어 있으므로 그저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화가의 성화에 못 이겨 만득이가 목수를 데려오려 시도하

지만 헛방을 치고 돌아오자 화가의 태도는 처음에 단순히 화를 내던 데로부터 

이젠 난폭해지기 시작한다. 

“야 인마! 가면 어떡해! 어서 목수 못 불러와!”

선생님은 창문으로 달려와 쇠창살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마구 흔들어 며 소

리소리 지르지 뭡니까. 그건 언제나 인자하시던 그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무서

웠어요. 난 전엔 그런 선생님의 무서운 얼굴을 본 일이 없었거든요. 아마 창에 

쇠창살이 없었더라면 뛰어넘어 나와서 날 박살을 냈을 겁니다. 정말 겁났어요. 

이마엔 핏줄이 서고 입은 꽉 다물고. 선생님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두 손으

로 그 긴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더군요.

“야! 빨리 문 열어!”

갑자기 선생님이 미친 것이나 아닌가 했다니까요.

“예, 목수 아저씨한테 또 갔다 올게요. 선생님!”

……
“인마, 문이 무슨 고장이 나고 말고가 있어…… 열면 되지……문이란 인마, 열

리게 돼 있는 거지, 인마.”

목수 아저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쓱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돌아누워버렸어

요.

“그게 아냐요. 아저씨가 달아준 저의 선생님 화실 문 알잖아요.”

“에이, 시끄럽다! 걷어차라 걷어차! 그럼 제가 열리지 안 열려! 열리지 않는 

문이 어디 있어 인마.”148)

147) 김외곤 편집, 이범선 단편선 — 오발탄, 앞의 책, 271-272쪽
148) 김외곤 편집, 위의 책, 275-276쪽.



- 73 -

평소에 한없이 ‘인자’하던 화가가 갑자기 ‘미친’ 사람으로 돌변한 모습에 놀라 

만덕이는 다시 목수를 찾아갔는데 만취해 있는 목수가 세상 귀찮은 태도로 연신 

내뱉는 말이 ‘문은 열리게 돼있고 안 열리면 발로 걷어차서라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열리게 돼있다’는 일종 당위성의 표현으로 언젠가는 열릴 수 있다는 메

시지를 전한다. 또한 그의 표현 로 열리지 않는다면 무력을 이용해서 강제적으

로라도 열어야 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사회 속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억압하는 

요소들은 언젠가는 소거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강압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만득이는 다음날 목수를 찾아와 화실 문을 열었지만 화가는 이미 질식사

한 상태 다. 하지만 수사관은 만득이의 반복되는 해명에도 끝까지 만덕이를 죄

인으로 몰아간다. 이유인즉 사방에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방에서 질식사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다. 이는 확실히 현실적으로 

이해 불가한 사실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보이지 않

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할 부분은 

목수와 수사관의 태도인데 술에 취한 채 만사 귀찮아하는 목수나 만득이의 해명

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수사관은 모두 진지한 소통을 거부하는 인간들이다. 화

가가 비극적인 죽음을 면치 못했던 데는 결국 사회와의 또는 그 사회 속의 인간

들과 부조화를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억압당하고 해방을 이룩하지 못하 기 때문

이었다. 

｢고장난 문｣이 인간의 정신해방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면 ｢미친 녀

석｣은 이범선의 마지막 소설로서 말 그 로 ‘미친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소설의 초점은 그 사람의 ‘미친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

위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에 있다. 주인공 ‘미친 녀석’은 일

주일에 몇 번씩 화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점에 들른다. 그런데 들른다고 해서 안

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창문 앞에 서서 그 안의 책들을 들여다볼 뿐이다. 

약간은 신비스럽기도 한 그의 행위에 호기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그의 신분에 

해서 ‘재벌의 서자’, ‘목사의 아들’, ‘공부를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 ‘실연을 하

고 미쳐버린 사람’ 등 온갖 추측을 한다. 정상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특이

한 그의 행색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그는 

결코 누구를 해치거나 일부 거지들처럼 사람들한테 치근거리며 구걸하지도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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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비정상인’ 취급을 당하는 그에게는 ‘정상인’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

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소설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의 ‘웃음’에 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녀석은 또 한번 야릇한 웃음을 흘렸다. 그건 참 묘한 웃음이었다. 그의 심

정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그저 그렇게 얼굴 가죽을 한번 움직여 보이는 것

이라는 그런 웃음, 그러니까 상 를 오히려 바보 취급하고 있는 듯한 그런 웃

음이었다.

2) “그렇더군요. 어찌 보면 우리들 정신 온전한 사람들을 싹 무시해버리고 있

는 것 같아요.”

“그 소리 없는 웃음이 그렇죠? 아저씨가 어린 조카애들 재롱을 바라보며 웃

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이상한 웃음이죠. 하하하”

3) 녀석은 씩하니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예의 그 기분 나쁜 웃음이 아니

었다. 어째서라고 꼭 그 구별을 말로 할 수는 없었지만 그건 분명히 좀 다른 웃

음이었다.149)

‘묘한 웃음’, ‘상 를 바보 취급해버리는 웃음’, ‘정신 온전한 사람들을 무시해

버리는 웃음’, ‘기분 이상한 웃음’ 이 모든 웃음은 ‘그의 심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얼굴 가죽을 한번 움직여 보는 그런 웃음’이다. 그런데 단 한번 ‘나’는 서점 

앞에서 호콩을 건네주던 그의 입가에서 일전의 모든 웃음과는 다른 아주 ‘순수한 

웃음’을 보게 된다. 단지 ‘미친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던 한 인간이 자신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에 해서는 ‘시니컬한 웃음’을 보이고 반 로 자신을 다른 인간

과 다를 바 없는 정상인으로 해주는 사람들에 해서는 ‘따뜻한 웃음’을 보인

다는 것은 그저 우연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전자의 경우

는 일종의 ‘비웃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세상을 하는 그의 냉소적

인 태도 또는 자신을 바보 취급하는 인간들에 한 일종의 반항정신을 엿 볼 수 

있다. 반 로 후자의 경우에는 고마움을 표하는 ‘진실한 웃음’으로 해석가능한데 

149) 김외곤 편집, 위의 책, 306, 309,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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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진심으로 자신에게 다가와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 한 

답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미친 녀석’의 묘한 매력에 빠진 ‘나’는 저도 모르게 

그 녀석이 좋아졌고 의도적으로 친해지려고 애썼다. 물론 그가 몇 번이고 소동을 

벌여 순경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상하게 그 녀석을 미워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 문 성벽에서 우연히 그의 시체를 발견하게 된다. 

시민들은 큰길 건너 이쪽에 몰려서서들 웅성거렸고, 순경들과 방범 원들이 

옹성 밑에서 그 물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건 참 묘한 죽음이었다. 도 체 

어떤 방법으로 그 성벽에 목을 달아맸으며, 또 어째서 하필 동 문 성벽을 죽

음의 장소로 택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밑에서는 어떻게 시체를 끌어내릴 수 없으니까 방범 원 두 사람이 성

문으로 올라가 옹성 쪽으로 돌아 나왔다. 긴 나일론 끈을 옹성 위 총구멍으로 

넣어 돌려서 매고 그 한 끝에 목을 매고 출렁 성벽 밖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
“미친 사람이 자살을 하는가?”

……
우리는 서로 마주 보고 웃었다. 나는 서점 문을 고 들어섰다. 쥐고 있던 꽁

초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그러던 나는 문득, 녀석이 가슴 한복판을 언제나 꽉 

잠그고 있던 커다란 자물통을 생각했다.150) 

그는 결국 죽을 때까지도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다. 그렇다면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미친 사람이 자살을 하 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그 잠긴 자물

통이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사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자물통에 깃든 사

연이 있는데 ‘나’는 그 녀석과 접촉하면서 양복에 각색 맥주병마개로 훈장을 만

들어 달고 가슴 한복판에 자물통을 달고 다니는 그의 모습이 의아해서 물어 본적

이 있었다. ‘나’의 질문에 그 녀석은 ‘단 것이 아니라 잠근 것이다. 꼭 잠가야 한

다’며 몇 번이고 강조한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에도 훈장과 자물통이 무겁게 달

린 양복차림을 고집하며 돌아다니던 그 녀석은 결국 자살을 택하게 되는데 이는 

어찌 보면 그 ‘잠긴 자물통’처럼 숨 쉴 틈조차 없는 외부의 정신적 억압 속에서 

150) 김외곤 편집, 위의 책, 318-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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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해탈하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 한 인간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는 나름 세상을 하는 자신만의 태도로 반항을 하고 있었지만 결코 비극

을 면치 못하 다. ｢미친 녀석｣역시 ｢고장난 문｣과 마찬가지로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즉, 정신적 해방을 원하는 인간이 결국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극에 이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한 동안 전쟁이라는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는 데 초

점을 두었던 이범선은 작품창작의 중⋅후반에 와서 전쟁서사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인간내면의 세계에 해서 본격적으로 탐색하는데 더 초점을 두었다. 이러

한 부류의 인간들은 사회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도, 시

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어떤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모종 의미에

서 보았을 때 오히려 이러한 작품들이 더 시 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인간자체의 

모습을 잘 부각하고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4.2. 종교인의 삶에 대한 비판적 조명

어릴 적 증조모의 향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던 이범선은 종교마저도 ‘인간 내

면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몇 편의 기독교 관련 소설들을 통해 기독교

의 진정한 교리도 제 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형식적으로 따르고 믿는 종교

인의 삶에 해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피해자｣는 기독교 본질에 한 비판이 아니라 한국적인 기독교에 한 비

판입니다. 근본정신과는 어긋나게 받아들여진 한국의 기독교, 그 때문에 생긴 

피해자가 그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인 중에는 터무니없이 

기독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형식에 너무 치우쳐 있읍니다. 이론만 따지고 본질은 도외

시하고, 이기주의적 복락을 위해 기독교를 취하는, 그것에 반발을 느껴요. 

증조모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그 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30이 넘어서 

세례까지 받았지만, 종교는 어느 것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인생으로

의 지향을 전제로 하는 한. 인간이 난 로 양심 로 살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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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 D고등학교 같은 기독교 관계 학교에 근무해 보면 

젊은 선생 중에 ｢피해자｣의 최요한 같은 인물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소금에 

전 김장배추처럼 종교에 푹 절어서 자기를 가누지 못하는 걸 보면 측은한 생각

이 듭니다. 나는 가끔 학생들에게 기독교 전도를 합니다. 소위 지성인이라면서 

세계적인 종교인 기독교를 몰라서야 되겠냐고. 하지만 來世에 치우쳐 現世를 

희생시키라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는 말도 합니다.151)

위의 인용문은 기독교 나아가 종교에 한 이범선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목이다. 이범선은 ‘이기적인 복락’만 추구하면서 ‘내세에 치우쳐 현세를 희생시

키는 것’이 아닌 ‘올바른 인생의 지향을 전제로 하고 인간이 난 로 양심 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이고 종교로 통하는 길이라

고 강조하고 있다. 작가의 이런 태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 바

로 ｢피해자｣이다. 주인공 최요한은 말 그 로 ‘소금물 속에 들어간 김장 배추처

럼 종교에 숨이 죽어 있는 사람’이다. 장로의 외아들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최요한은 이름마저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빌어다 진 것이다. 물론 이

는 전적으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진 것이기는 하다. 

말하자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장차 하나님을 믿는 아들

로 키우고 그의 신원 보증인이 되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소설의 시작부분에서 최요한은 자신을 ‘열정도 용기도, 또 지성도 신앙도, 하

다못해 허위나 악덕마저도 없는 “완전한 등신” ’152)이라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오히려 ‘진실한 교인’이라 평가한다. 하긴 교회계통의 학교에서 근무하다보

니 남들이 한 주일에 두 번 보는 예배를 수도 없이 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횟

수를 따지면 그는 단연 ‘진실한 교인’이 맞다. 그야말로 그의 생활 전체가 종교에 

푹 잠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좋은 일이나 궂은일이나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버지’와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궂은일은 사람의 

죄 값이라고 생각하는 아내’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오히려 ‘맹랑한 교인’153)이 

되어 있었다. 다행히도 아내처럼 “자학증”154)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151) 이범선, ｢ 담취재: ｢오발탄｣ 그리고 ｢피해자｣｣, 앞의 글, 217쪽.

152) 이범선, ｢피해자｣, 한국문학전집19, 삼성출판사, 1985, 17쪽. 

153) 이범선, 위의 글, 18쪽.

154) 아내는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가 벌 써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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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 맡기는 아버지처럼 허심하지도 못하고 쉽사리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께 떨어 버리는 재주도 못 가졌으며 남들처럼 마음 놓고 밖에서 뛰놀 만큼 담

하지도 못하 다. 그저 오랜 ‘습관’일지도 모르는 무언가 때문에 주일이면 꼭 교

회를 나가야 마음이 놓이는 것이었다. 심지어 동창생들 사이에서도 그는 ‘최요

한’이 아닌 ‘T고등학교 최목사’로 불리 우고 있었다. 동창모임에서도 그는 친구

들이 권하는 술을 일률로 거절하 고 친구들은 그런 최요한을 아니꼽게 여긴다. 

최요한 역시 자기 자신을 참 비겁하고 초라하게 여기기는 마찬가지이다.

내가 그의 술을 그렇게도 끝끝내 거절한 것은 무슨 나의 신앙과 배치된 서

가 아니었다. 나 자신 조금도 술을 죄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

의 생리가 정말 한잔 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 나? 그것도 아니었다. 

나는 사실 지금까지 술을 마셔 본 일이 없었으니까 술에 한 나의 생리는 전

연 미지수 다.그러면 아까 말한 로 마시고 싶지 않으니까 안 마셨을 뿐이다. 

잘 생각하면 그것도 있기는 있었지만 내가 정말로 꺼린 것은 기독교의 교리도 

아니요, 또 나의 생리도 아니요, 다만 내 뒤에 있는 남의 허물을 찾아 두 눈을 

반들거리고 있는 가장 독실한 교인들이었던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나는 나 자신의 비겁하고 초라한 꼴이 구역이 나게 싫

어졌다.155) 

나는 무언가 이상한 열등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 일에 덜 

물들고 그래도 종교 속에서 산다는 것이 왜 열등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랴 하고 

나 스스로 마음을 끌어올려 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소위 기독교 사회를 생각하자 나는 술 안 마신 

얼굴이 술취한 그들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확 달아올랐다.

그저 손가락 하나를 들고 내리는 것까지도 그것이 죄냐 아니냐로 따지려드

는 사회.

왜 그들은 세상만사를 죄냐 아니냐로만 따지려 드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남을 사랑하기에 노

또 성경책을 채찍 신으로 쓰고 있는 ‘악착스러운 신자’ 다. 심지어 자기의 자식마저
도 뒤로 한 채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다.(이범선, 위의 글, 18쪽.)

155) 이범선, 위의 글, 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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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기보다, 남을 해치지나 않을까 두려워할 뿐이고, 선을 행하고자 하기보다

는 죄를 범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그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원할 줄도 모르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은 더구

나 모르고, 그저 귀신딱지 앞에 엎드려 두 손을 삭삭 비는 무당과 흡사한 자세

로 죄만 사해 달라고 빌고 있는……그러면서도 막상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

는.156)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가장 독실한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붉

히며 남의 허물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최요한이 술을 거절한 이유 또한 소위 말

하는 ‘독실한 교인’들이 술을 마신 자신에 해 험담을 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

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 타당한 행위가 아니지만 뒤에서 남

의 흉을 보는 것 또한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그들은 결코 모르고 있었던 것

이다. 다시 말해 ‘무조건적인 절제된 삶’을 추구하는 최요한이나 그저 ‘남의 허

물’을 들춰내기에 바쁜 ‘독실한 교인’들은 모두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이 

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한편 최요한은 ‘T고등학교 최목사’라고 부르

며 온갖 야유를 떠는 친구들 앞에서 오히려 뭔지 모를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나름 속세에 물들지 않은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오히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친구들 앞에서 얼굴이 달아올랐다는 것은 역설

적인 표현이다. 최요한이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사회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

하며 살아가는 참된 사회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세상만사를 ‘죄

냐 아니냐’ 로만 따지려하는 그런 사회이다. 따라서 최요한은 친구들의 야유 속

에서 오히려 자신이 더 비겁하고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신

앙은 단지 ‘습관’에 의한 맹목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안하네 요한!”

참 오래간만에 그의 입에서 들어 보는 나의 본명이다.

“뭐가?”

나는 그의 잔에 술을 따랐다.

156) 이범선, 위의 글, 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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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설사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사람이 오래 지켜 오던 것을 잃어버린 다

는 것은 서운한 일인데.”

“그런 것도 아니야. 실은 내가 지켜 왔다기보다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

으니까 그 로 남아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지.”

“마찬가지 이야기지. 어쨌든 미안해.”

“그렇지만 새로 그 어떤 귀한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닌가?”

S는 내가 부어 준 잔을 앞에 놓고 물끄러미 들여다 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최목사, 자네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와 S가 술자리에는 어울리지 않게 시무룩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을 본 

검사Y가 반 농조로 말을 던졌다. 

“하나님?……그야 믿지.”

“믿어? 글쎄, 난 바로 그것을 묻는 거야. 어떻게 믿느냐구?”

“어떻게라니. 그저 믿는 거지!”

“그저 믿어? 그거야 어디 되겠나? 난 암만해도 석연치 않단 말이야.”157)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본명’, 어쩌면 최요한은 평생을 ‘최요한’으로 살아본 적

이 없다. 그는 어디까지나 ‘기독교 신자 최요한’이었던 것이다. 결국 친구들의 성

화에 못 이겨 술을 마시게 된 그는 자신이 굳이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아

니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남아있을 뿐’이라고 한다. 최요한 뿐만 아니라 그

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만

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여기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신앙인으로서의 절제된 삶을 지켜가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속세의 유혹에 흔들리는 최요한의 우유부단함은 사랑하는 여인을 할 때도 고

스란히 드러난다. 최요한의 아버지는 장로이자 고아원의 원장이었는데 고아원의 

많은 아이들 중에서 양명숙은 최요한이 사랑하는 여인이었다. 둘은 결혼을 기약

할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 지만 아버지는 그녀가 고아라는 이유로 그녀를 며느

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최요한의 혼사를 결정해주었는데 상 는 자

신의 사업을 많이 원조해준 평양 시내의 모 교회 목사의 딸이었다. 고아원 원장

이 며느리로 고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은 실로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157) 이범선, 위의 글,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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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최요한은 그런 아버지를 결코 위선자(僞善者)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지

만 그의 아버지가 고아들을 키운 것은 그들에 한 진정한 사랑과 동정심에서 기

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게 충성하려는 목적에서 다. 결과는 똑같을

지 모르지만 “고아를 위한 고아사업과 하나님을 위한 고아사업”158)은 분명 다르

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는 위선자가 아닐지라도 ‘교만한 인간’이라고 할 수는 있

다. 수많은 교인들 중에서 자기만이 가장 충실한 신자임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 교만한 인간이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장 우위에 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 지만 아버지는 사랑보다 자신의 목적을 앞세운 이기적인 인간이

었다. 다시 말해 그는 고아사업을 자신이 예수에 한 충성심을 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 던 것이다. 아버지의 그러한 태도에 최요한은 반감을 느끼면서도 결국 

명숙에 한 사랑은 단념하고 만다. 그러기에 최요한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며 

무한한 회의감에 빠진다. 

그러기에 나는 생각하 다. 인간이란, 나의 아버지가 생각하듯이 하나님 아

버지의 종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나의 아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히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죄 속에 던져진 죄인도 아

니고, 실은 무한히 너그럽고 크신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의 일생은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게 상받은 자

라고, 그것은 결코 교만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 다. 그러나 나는 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즐거워야 할 청춘을, 저 한껏 아름다웠어야 할 청춘을, 성경에 있

는 불충한 종이, 주인이 맡기고 간 돈을 실수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 사업

도 하지 않고 그 로 땅속에 묻어 두었다 도로 돌리듯이 혹시나 더럽힐까, 또 

혹시나 죄지을까 하는 마음에서 예배당에 맡겨 둔 채 아무것도 못 하고 지낸 

것이었다. 이제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청춘을 아무런 보람도 더함이 없

이 그 로 그에게 돌릴 때 과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두고 

“이 어리석은 자식아.”

하고, 웃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의 이런 생각과는 아주 딴판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사십 평생을 교

158) 이범선, 위의 글, 5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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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라는 가시 철망 속에서 살아 왔다. 어려서 아버지가 나의 구두 속에 넣어 준 

돌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나 항상 절름거리며 살아 왔다. 분명히 나는 40년간

을 살아 왔다. 그러나 또 잘 생각해 보면 단 하루도 살지 못하 다. 한번도 나

의 생각 로 살아 본 기억이 없다. 

나의 아버지는 나의 이름을 그의 뜻 로 요한이라 지어 준 것처럼 나의 모든 

생활을 성경이라는 설계도에 의하여 그의 뜻 로 진행시켜 왔던 것이었다.159)

사람의 일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 인간

으로서 분명 일생을 자신의 의지 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최

요한은 40평생을 교회라는 가시철망 속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

니라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 로 살아보지 못하 다. 심지어 사랑까지도 자신의 

의지 로 선택하지 못하 다. 그러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은 모든 면에서 ‘고아’

음을 깨닫는다. 가정, 직장, 교회 그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못했고 아버지, 스

승, 기독교인 그 어느 역할에도 충실하지 못하 기에 그는 모든 면에서 고아 던 

것이다. 훗날 낭떠러지에서 추락하여 죽은 양명숙을 목격하며 그는 다시 자신을 

포함한 모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피해자’라고 호소한다. 

“저는 지금 세상에 나온 뒤로 제일 똑똑한 내 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한번 

더 똑똑히 말씀드려 두지요.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당신들이라는 것을. 

그녀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인 하수인은 접니다. 당신들의 사주를 받

은 어리석은 등신 요한입니다. 아니, 하수인인 동시에 저도 역시 그녀와 마찬가

지로 피해잡니다. 그리고 또 당신들도, 한국의 목사, 장로, 그리고 기독교인 모

두 다 실은 피해자인지도 모릅니다. 반세기도 더 전에 한가하던 우리 조상들이 

마을 어귀 느티나무 밑에 앉아서 허리에 차고 다니던 장도로 심심풀이로 깎아 

세운 기독이란 목상의 피해잡니다.”160)

이범선은 기독교의 진정한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죽음 앞에서까지도 눈

물보다 죄를 먼저 생각하는 자들을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상정함으로써 무

159) 이범선, 위의 글, 59-60쪽.

160) 이범선, 위의 글,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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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믿는 자는 죄가 용서되고 축복받거나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학적인 덕이 한 사람을 복된 사

람으로 만들거나 그에게 복된 삶을 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덕스러운 선택

과 행동을 관찰하고, 실천하고, 지식을 훈련함으로써 그것들이 자신의 습관이 되

게 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즉, 기독교 신자로서 행하는 

선은 어떤 형벌에 한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61) 그러므로 작가 이범선

이 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하 던 것은 자신의 양심 로 도덕적으로 삶을 충실

히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종교인의 삶이야말로 올바른 삶이라는 점이

다.

요컨  ｢피해자｣는 자기 주체성이 전혀 없이 맹목적인 종교 신앙에 빠져 사는 

최요한을 중심으로 한 종교인의 삶에 해 비판적으로 조명한 작품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천당 간 사나이｣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소설의 줄거리를 간단하

게 요약하자면 저승으로 가는 길에 만난 두 사나이가 중도에 서로 다른 길을 택

했지만 결국 천당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는 특

별히 논의할 지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생전에 두 사람의 신분에 주목한다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소설은 두 사나이를 각각 여윈 사나이와 뚱뚱한 사나이

로 묘사하고 있다. 여윈 사나이는 생전에 ‘남의 것을 훔치고, 여자를 겁탈하고, 

사람까지 죽인’ 악덕 중의 악덕이었다. 반면 뚱뚱한 사나이는 ‘독실한 기독교 신

자 고 모 교회에서 장로로 활약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두 사람이 똑같이 

천당을 가게 되었다는 것은 보편적인 권선징악의 사유에는 어긋나는 아이러니한 

결말이 아닐 수 없다. 전반 소설은 두 사나이의 화를 바탕으로 그들 마음속의 

미묘한 감정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좀 더 직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도표로 작성하

면 아래와 같다.

161) 최지상, ｢기독교적 덕 윤리 입장에서의 한국 통일 윤리교육에 한 연구｣, 장로회신학
학교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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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주요 사건
여윈 사나이의 

심경변화 

뚱뚱한 사나이의 

심경변화

통 말을 하

지 않았다

-서로의 첫 만남

-서로의 행방에 

한 질문

-여윈 사나이의 범

죄 고백

하나님과 천당 상상

-염라 왕과 지옥 상상

-여윈 사나이를 껄끄럽게 

여김

꽤 오랫동

안 말이 없

었다

뚱뚱한 사나이의 신

분 고백
뚱뚱한 사나이를 질투 여윈 사나이를 불쌍히 여김

정말 오래

오래 말을 

하지 않았

다

-두 갈래로 갈린 길

목에서 둘은 서로 

다른 길을 택함 

-결국 다시 만남

-넓고 평탄한 길 선택

-천당은 자신과 상관없

다고 생각

-여윈 사나이를 이해 

못함

-좁고 험한 길 선택

-천당으로 가는 길은 좁

고 험한 것이라 여김

-화가 남

말이 아주 

없었다

-노인(하나님)을 만

나 길을 안내 받음

-둘은 또 다른 길을 

택했지만 결국 천

당에서 다시 만남

-뚱뚱한 사나이와 다른 

방향으로 감

-천당으로 향해 감

-여윈 사나이를 위해 기도

-천당에서 다시 여윈 사

나이를 만나고 허탈해짐

첫 만남에서 서로의 행방에 해 물은 두 사나이는 각각 상 방의 도착지를 

상상해본다. 여윈 사나이는 ‘하나님과 천당’에 해서, 뚱뚱한 사나이는 ‘염라

왕과 지옥’에 해서 말이다. 나중에 둘은 각자의 신분을 알게 되는데 여윈 사나

이는 전생에 장로 던 뚱뚱한 사나이가 부러워 ‘질투’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뚱

뚱한 사나이는 여윈 사나이의 흉악함에 놀라 그를 ‘껄끄럽게’ 여긴다. 하지만 여

윈 사나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뚱뚱한 사나

이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을 부탁한다. 그런데 뚱뚱

한 사나이가 과연 진심으로 여윈 사나이를 가엾게 여겨서 기도를 한 것인지에 

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은 이어지는 그의 행동들을 통해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이 같이 걸어가던 중 두 갈래로 갈린 길목에서 여윈 사나이는 넓고 평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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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택한 반면 뚱뚱한 사나이는 좁고 험한 길을 택한다. 통상적인 사유 로라면 

누구나 편한 길을 택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뚱뚱한 사나이는 의도적으로 험한 

길을 택한다. 이유인즉 그의 사유 속에서 천당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것이었

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뚱뚱한 사나이가 넓고 평탄한 길을 두고 굳이 험한 

길을 택한 것은 천당에 가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 둘

은 바위 밑에서 재회하게 되는데 뚱뚱한 사나이는 괜히 울화가 치 어 오른다. 

자신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간신히 도착한 곳에 상 는 아주 편하게 왔을 것을 

생각하니 그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 앞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면서 사건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사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

“주여, 제가 갈 곳을 일러주시옵소서.”

그러자 노인은, 아직 거기 그렇게 앉고 서 있는 그들에 놀라는 듯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갈 곳이라구?”

“내, 제게 합당한 곳으로……”

“자네에게 합당한 곳이라니?”

“네, 천당이나 지옥이나……”

“천당? 지옥?”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뚱뚱한 사나이를 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로 하옵소서!”

뚱뚱한 사나이는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흐흠! 가면 되지, 그저 가면 되는 거야, 저 밑의 골짜기로 들어가게나, 그러

면 거기 동산이 있지.”162)

자신에게 합당한 곳을 가리켜 달라는 말에 ‘주님의 뜻 로 하라’는 답을 받고 

둘은 또 서로 다른 길을 택하여 뚱뚱한 사나이는 끝내 천당에 도착한다. 빛으로

만 충만해 있고 어둠이란 없는 천당에서의 생활은 황홀함 그 자체 지만 심판을 

받고 있을 여윈 사나이를 생각하며 또다시 그를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만끽하던 뚱뚱한 사나이는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면 그 행

162) 김외곤 편집, 이범선 단편선 — 오발탄, 앞의 책,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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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 몇 배는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자신을 제외한 천당에 온 또 다른 사

람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른 사람’이 바로 여윈 사나이

던 것이다. 그는 삽시간에 굉장히 불쾌하고 아니꼬운 생각이 든다. 

‘지옥이 없다니. 지옥 없는 천당이라니, 그 극악한 죄수와 내가 같은 곳에…’

그는 자기의 발부리만 내려다보며 걸었습니다.

천당에는 여전히 빛이 충만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꽃, 수정 같은 냇물, 향

기로운 열매, 맑은 하늘, 아름다운 새들. 그리고 천사들은 여전히 뚱뚱한 사나

이의 전후좌우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뚱뚱한 사나이는 이제 어쩐지 천당이 그리 탐탁하지가 않았습니

다.163)

위 인용문은 소설의 결말 부분이다. 기독교 신자인 자신이 천당에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전생에 온갖 만행을 저지른 그 극악한 죄수도 자신과 함께 천당

에 있다는 것은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분명 그는 여

윈 사나이가 벌 받을 것을 가엾게 여겨 몇 번이고 기도를 했었다. 그러한 기도가 

진심이었다면 여윈 사나이가 천당에 온 것은 오히려 그가 반겨야 할 일이여야 한

다. 하지만 오히려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것으로 보아 분명 그 기도는 진심으로 

여윈 사나이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환언하자면 그의 기도는 단

지 기독교 신자로서의 어떤 ‘의무감’에 의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는 꼭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곧은 신념에 의한 것이었다. 

편한 길을 포기하고 험한 길을 택한 것도, 여윈 사나이를 위해 기도를 한 것도 

결국은 뚱뚱한 사나이가 자신이 천당으로 가기 위한 속셈을 차린 것이었다. 이는 

과연 뚱뚱한 사나이가 기독교의 교리를 제 로 알고 믿고 있었을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일단 그의 행위는 주지하는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기독

교의 교리에 조차도 부합되지 않는다. 여윈 사나이가 벌을 받을지 여부의 문제는 

제쳐 놓고 뚱뚱한 사나이가 오직 자신의 ‘천당행’을 위하여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결국 위에서 언급한 ｢피해자｣의 최요한과 같은 인물들과 다를 바 없다. ｢천
당간 사나이｣에서 작가는 악행을 저지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모두 천당을 가

163) 김외곤 편집, 위의 책, 236-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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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는 풍자적 수법을 통해 양심껏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와 상반된 상황이라고 해도 꼭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천당에 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또는 그런 결과를 

기 하며 행위 하기보다 우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하 던 것이다. 

요컨 , 이범선은 ｢피해자｣와 ｢천당 간 사나이｣와 같은 기독교 계열의 작품을 

통해 한국적 기독교를 비판하고 나아가 기독교의 교리도 제 로 알지 못한 채 무

작정 거기에 푹 빠져 사는 신앙인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종교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훌륭한 사람

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 을 때 비로소 종교의 문제를 다

시 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종교마저도 인간내면의 문제로 보고 있는 작가의 

사상과 맞닿는 부분이기도 하다. 

4.3. 인간관계 회복을 통한 윤리적 공동체의 전망

전쟁이라는 역사적 체험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보할 수 있었던 창작활동의 

후기에 와서 이범선은 인생을 관조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인간의 삶에 해서 탐

구하고자 하 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윤리적

인 공동체를 작품 속에서 인간관계의 회복을 통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인간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지향하면서 즐거운 인생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

러나 ‘나’와 타자의 즐거움이 양립 가능해야 하고 우리 모두의 즐거운 인생이 화

합해야 하는 길이야말로 도덕적으로 바른 길이다.164) 이범선은 특히 후기작들을 

통해 인간관계 회복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본 절에서는 표적으로｢상흔의 

내력｣, ｢표구된 휴지｣, ｢하늘엔 흰 구름이｣, ｢임종의 소리｣, ｢죽마지우｣, ｢배나무 

주인｣을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상술한 몇몇 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다룬 이범선의 소설 들은 비단 후기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

164) 황경식 지음, 정의론과 덕윤리 — 의(義)로운 나라, 덕(德)스런 사람, 아카넷, 2015, 3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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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 초기에도 간간히 이런 소재의 작품들을 발표하 는데 후기작과 비교하

을 때 구별되는 점은 바로 관계적 측면에서 결코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다는 점

이다. 예컨 , 두 이웃사이의 냉전을 다룬 ｢이웃｣, 남편의 친구를 사랑하게 되는 

한 여인의 정신적 외도를 다룬 ｢황혼의 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짝사랑을 다룬 

｢날아간 나비｣, 월남한 뒤 약혼녀를 잊지 못하며 지내지만 결국 만나지는 못한 

｢환상｣과 같은 작품들만 보더라도 그것이 이웃이든 부부든 연인이든 간에 인간

관계적 측면에서는 갈등이 존재하거나 또는 완만하지 못하다. 하지만 본 장에서 

다룰 후기작들은 작가가 세상과의 화해를 시도하고자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즉 작가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윤리적 공동체를 지향하

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 3장에서 다룬 전쟁 서사들에서는 갈등을 통해 체현된 인간의 문제를 중

심으로 다루었다면 본 장에서 첫 번째로 다룰 ｢상흔의 내력｣은 그 갈등을 풀어가

고 화해하는 형식으로 관계의 회복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액자구성으로 되어 

있는 소설은 주인공 최장손이 쌍지팡이를 한 채 김광수를 찾아가 전쟁 당시의 이

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김광수와 장손은 고지 참호에서 소위와 원의 관

계로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장손은 김소위  머슴의 아들로서 둘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었다. 공격과 후퇴가 반복되던 고지에서 광수가 왼쪽다리에 관통상

을 입은 장손을 업고 병원으로 가다가 자신은 어깨에 부상을 입게 된다. 전쟁소

설에서 흔히 보게 되는 전우애를 그린 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을 거슬러 

6⋅25때로 잠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삼팔선이 무너지고 공산군이 남으

로 고 내려오자 장손이 살던 마을에도 민청이 생겼다. 장손은 민청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반동분자를 숙청해야한다는 구호아래 첫 목표가 바로 군내에서 가장 

큰 부자 던 장손의 주인집인 김광수네 다.

육십이 넘은 김 광수의 아버지는 밧줄에 두팔을 묶인채 마당에 꿇어앉아 턱 

밑의 흰 수염이 푸들푸들 떨리도록 이를 악물었다. 이제 주인집 마루위에 주인 

신 턱 걸터 앉아서, 제법 지난날의 주인 흉내를 내보던 장손은 시뻘겋게 충

혈된 눈으로 거기 늘어선 마을 청년들을 한번 둘러보고 “동무들 이 감 집어

넣어!”하며 벌떡 일어섰다. 청년들이 노인의 덜미를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지금까지 저만큼 서서 그 광경을 보면서도, 겁에 질려 떨기만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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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광수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노인에게로 달려들어 부둥켜 안았다.

“여보 감……이놈아! 이 장손이 놈아! 네가, 그런들 네가, 이놈아. 짐승도 은

혜는 갚는다는데, 이놈아. 은혜는 못 갚을망정, 이놈아!”

“아버지! 아버지!”

장손은 그들을 잠깐 노려보다말고 마당으로 내려서며, 거기 서있는 한 청년

에게 낟알 창고의 열쇠 묶음을 던져주었다. “흥, 이젠 세상이 달라졌다는걸 알

아야지” 장손은 그 이상 더 그들 옛 주인네 식구들을 마주 보고 있기가 싫었던

지 밖으로 나와버렸다.165)

공산체제에 타협하는 것만이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장

손은 ‘시 가 달라졌다’를 운운하며 인간성을 아예 상실해버린다. 광수 어머니의 

말처럼 ‘짐승도 은혜는 갚는다’는데 당시의 장손은 짐승보다도 못한 행동들을 저

지르고 있었다. 한편 전세가 급전하여 민청위원들도 공산군을 따라 북으로 떠나

야할 상황에 장손은 폭격을 피해 급급히 뒷산으로 오르던 중 창고에 갇힌 김광수

의 아버지와 그의 딸의 구원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결국 그는 외면하 고 부녀는 

창고에 갇혀 죽게 되었다. 

“다 말씀 드리죠.……그때 저는 그래도 아직 버티려했습니다. 뭐, 어차피 처형

되고 말 감인걸. 하고 억지로 생각하며, 창고가 타고 있는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건, 괴로운 자기 양심을 그렇게 스스로 속여보

자는 속셈이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길로 우리들은 북으로 향하여 떠났습니

다.”166)

물론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그의 행위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맞지만 어차피 처

형될 감이니까 자기가 구한다고 한들 ‘결국엔 죽게 될 사람’이라는 식으로 ‘자

기합리화’를 하 던 것은 사실 ‘괴로운 자기 양심을 속여보자는 속셈’이었고 이

는 일종의 ‘자기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때 이러한 

자기기만은 장손이한테 마지막까지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었다는 뜻으로 이해

165) 이범선, ｢상흔의 내력｣, 신동아, 1966.4, 427쪽. 

166) 이범선, 위의 글, 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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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의 무자비한 행위에 해서는 비난해 마땅하지만 인간으

로서 남아있는 그의 마지막 ‘양심’까지 비난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장손의 이

야기는 일단락되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상흔의 내력’에 깃든 이야기는 남아 

있었다. 

장손이 떠나고 집으로 돌아온 광수는 자신의 턱밑 흉터를 가리키며 그 상처에 

깃든 이야기를 한다. 어릴 적 장손이 극구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짓궂은 장난을 

치다가 생기게 된 상처인데 당시 그 일로 오히려 장손이 아버지한테 혼나게 되었

다고 한다. 나중에 장손이 분풀이로 광수를 낭떠러지로 쳤는데 아버지는 또 다

시 매를 들어 장손은 결국 왼쪽 다리까지 절단하는 비극에 이르고 만다. 사실 장

손의 아버지는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자기의 아들을 탓했던 

데는 광수는 ‘도련님’이고 장손은 ‘머슴의 아들’이라는 둘 사이의 절 적인 신분

차이가 존재하 기 때문이었다. 그 사건과 관련하여 장손은 끝까지 광수가 일러

바친 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날 광수네 집을 떠날 때까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

았다. 

장손 때문에 광수는 가족을 잃게 되었고 광수 때문에 장손은 한쪽 다리를 잃

게 되었지만 둘이 다시 만났을 때 광수는 망설임 없이 도움을 주었고 장손 또한 

마지막까지 그 사건에 해 침묵을 지켰다. 지주 집 아들 광수와 머슴의 아들 장

손은 서로 너무나도 다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들 둘 사이에서는 전혀 억

압이나 순종과 같은 수직적인 관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사

이에 신분, 계급을 초월하는 서로에 한 믿음과 사랑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범선은 작품 창작의 중⋅후반에 와서 초반의 전쟁서사 중에서 강조

되었던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모순들을 풀어가는 화해의 서사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 다. 이는 물론 앞서 언급한 ｢상흔의 내력｣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도 드

러나지만 여러 유형의 가족 서사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가족은 공동체의 최소단

위라고 할 수 있듯이 이범선 또한 이러한 가족 공동체를 시작으로 인간관계를 회

복해가고자 시도하 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부각하고 있는 가족 공동체내에서 

구성원들의 관계를 엿 볼 수 있는 작품들로는 ｢표구된 휴지｣, ｢하늘엔 흰 구름

이｣, ｢임종의 소리｣등 세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범선의 지인이었던 곽학송은 



- 91 -

｢오발탄｣과 같은 표작보다 오히려 이런 부류의 작품을 더 높이 평가한바 있다. 

특히 그는 ｢하늘엔 흰 구름이｣를 이범선의 작품 중에서도 걸작167)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부터 표작에 비해 늘 논외의 상이 되었던 이범선의 이런 

유형의 작품들도 그 나름 로의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표구된 휴지｣에서 ‘휴지’는 다름 아니라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이다. 편지의 모양으로 보아 문을 바르고 남은 창호지

를 손바닥으로 쓸어 펴서 두루마리 모양으로 만든 것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사

실 그 편지는 주인공이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친구가 

화가인 ‘나’한테 그 ‘휴지’를 표구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 

편지는 매일과 같이 은행에 들러 적금을 하는 지게꾼한테서 나온 것이다. 친구는 

그것을 “국보급”168)이라며 연신 말한다. 한동안 그 편지에 해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다시 떠올라 표구사에게 맡긴다. 

―니떠나고메칠안이서송아지낫다.

그 길로 나는 표구사로 갔다. 구겨진 휴지 던 그 편지는 깨끗이 펴져서 액

자 속에 들어있었다. 그렇게 치장하고 보니 그게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

았다.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나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밥묵고배아프면소금한

줌무그라하더라.

그날부터 그 액자는 내 화실에 그냥 걸어두었다. 그저 걸어둔 거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갔다. 그건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다. 아니 그건 분명 그 둘이 합쳐진 것이었다. 

나는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태 동안 그 액자를 간간 바라보고 있는 사이

에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

―니무슨주변에고기묵건나. 콩나물무거라. 참기름이나많이처서무그라.

―순이는시집안갈끼라하더라. 니는빨리안들어야건나.

그리고 채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진 맨 끝줄.

―밤에는솟적다솟적다하며새는운다마는……169)

167) 곽학송, ｢학촌과 낚시질｣, 앞의 글, 359쪽.

168) 이범선, 표구된 휴지: 이범선 표중단편선집, 책세상, 1989, 306쪽.

169) 이범선, 위의 책, 309-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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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구해온 편지를 보는 순간 ‘나’는 친구가 왜서 그것을 국보급이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삐뚤비뚤한 글씨, 띄어쓰기, 맞춤법이 하나도 맞지 않은 너무

나도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편지 지만 그 속에는 자식의 건강, 일상, 결혼에 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바로 그 소박함 속에 묻혀있는 

관심이 ‘나’로 하여금 무언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 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게 하

던 것이다. 표구된 것은 휴지 지만 사실 ‘나’의 마음도 같이 표구되었다. 그 

편지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국보’같은 존재이다. 몇 자 안되는 아

주 짧은 소설이지만 그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

런 서사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서사로 되어 있는 ｢하늘엔 흰 구름이｣
는 딸을 시집보내는 부모님의 심경의 변화를 표현한 소설이다. 

아내는 그저 멍청히 허공에 시선을 띄우고 앉아있다. 피곤한 얼굴이다. 속은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얼굴이었다. 나는 일찍이 아내의 그런 텅빈 

얼굴을 본 기억이 없다. 저 六⋅二五동란 때, 九⋅二八에 서울이 수복되면서 신

촌에 있던 집이 홈싹 불타버린 잿더미에서도 “요것 좀 봐요. 신통하게도 고추

장 항아리만은 살아남았네요.”하며, 장독  자리에서 조그마한 항아리를 안고 

나오며 웃던 아내다.

늦게야 저녁상에들 둘러 앉았다.

“좀 이상한데, 기분이”

고一인 막내둥이녀석이 니물니물 웃었다. 정작 누나를 가장 못살게 굴던 녀

석이다. 아닌게아니라 허전했다. 네모난 식탁의 좌석은 언제나 정해져있었다. 

아랫목으로 나와 아내가 나란히 앉고, 내 옆 모서리에 큰 아들, 아내 옆 모서리

에 큰딸애, 그리고 맞은쪽으로 내 앞에 막둥이, 아내 앞에 둘째딸애. 그러니까 

식탁 오른쪽엔 남자가 셋, 왼쪽엔 여자가 셋, 늘 그렇게 앉곤 했었다. 그런데 그

날저녁에는 좌우 모서리 좌석이 둘 다 비어있었던 것이다. 일년 전에 군에 입

한 큰 아들의 자리가 빈 로 그동안 얼마난치는 익숙해져가고 있었는데 그

날 한쪽모서리가 마저 비고보니 일년전 아들애의 몫까지 되살아와 갑절로 허

허했다. 아내는 밥주걱을 쥔 손등을 또 눈으로 가져갔다.

“지금쯤 그애들도 숙소에 들어서 저녁을 먹겠죠?”

아내의 말이었다.

“그럴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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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별로 식욕이 당기질 않았다. 여전히 둘이서 떠들긴 하면서도 막둥이도 

둘째딸애도 역시 서운한 모양으로 여느날보다 식사가 빨리 끝났다.170)

위의 인용문은 딸의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의 분위기를 묘사한 부분이

다. 전쟁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잘 버텨냈었던 아내이지만 딸애를 

시집보내고는 완전히 얼빠진 사람이 되어버렸다. 평소에 누나를 가장 못살게 굴

던 막둥이를 포함한 기타 가족들도 서운하기는 마찬가지 다. ‘나’ 또한 십년 전 

딸애한테서 선물 받은 담배합을 보며 잠시 추억에 잠긴다. 그러다 신혼여행을 떠

나는 딸애를 지켜보는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내를 가엾게 여긴다. 신부의 어

머니로서가 아니라 ‘지나던 구경꾼 아낙네’처럼 발뒤축을 들고 기웃기웃하던 아

내의 모습은 불쌍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시집가서 덜 힘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해버릇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큰 딸애를 키워왔던 아내이

지만 정작 시집을 보내고 나니 그것이 오히려 후회로 돌아와 가슴에 치 어 올랐

던 것이다. 

네 자식 중에서도 큰 딸애는 맏이이니만큼 가장 철이 든 아이었다. 누구 시키

지 않아도 자기 동생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던 아이었다. 과거 피난시절 거제도에

서의 생활은 애들한테 사탕한 알 사주기 어려울 정도로 째지게 가난했다. 큰 딸

애가 학교에서 친구한테 받은 사탕한 알을 반쯤 먹다가 동생을 준다고 호주머니

에 넣어 온 것이 이미 먼지 덩어리가 돼 있었던 일화는 훗날 오래오래 그들 부부

의 가슴을 아프게 하 다. ‘자기 자식일지라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면 죄’라고 

기도하던 아내는 그날 자기 어머님의 유물인 십자가 목걸이를 팔았다. 온갖 생활

고를 겪으며 살아가던 피난시절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울며 기도하던 아내 지만 

사탕 한 알도 맘껏 먹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 어머니의 유물 그것

도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 목걸이’를 팔아버렸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특히 큰 딸애의 시집을 준비하면서 아내의 행동들은 더욱 기독교 신자답지 않았

다.

아내는 이번 큰 딸애의 일에 있어서는 기독교 신자답지 않게 거의 미신적이

170) 이범선, ｢하늘엔 흰 구름이｣, 현 문학, 1973.3,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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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이다. 적어도 딸애혼사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소위 팔자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했고, 심지어는 신부의 한복 저고리 깃이 

좀 처졌는데, 몇 바늘만 뜯었다 다시 하면 될 그것이었지만 결코 다시 뜨더고

치지는 못하게 했다. 그야말로 모든 일을 그 무슨 종교의식(儀式)을 치르듯이 

조심스럽고 엄숙하게 하려 애썼다.171)

기독교의 ‘죄’를 운운하며 자기 자식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던 아내는 딸애의 결혼만큼은 거의 미신적이라고 할 정도로 종교의식을 치르듯

이 조심스럽고 엄숙하게 하려 애썼다. 이 또한 종교를 뛰어넘는 자식에 한 부

모의 사랑을 강조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속의 말처럼 “남

의 아내, 며느리가 되었 서 딸이기를 그만둔 것도 아니고, 어머니나 아버지이기

를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172)듯이 혈육의 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점

을 강조한 소설이다. 

이범선은 이렇게 사소한 소재들을 통해 끈끈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의 이야

기를 담담하게 펼쳐냄으로써 시 를 불문하고 부모라면 또는 자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또한 이것은 작가 자신뿐만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상술한 두 작

품이 가족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면 ｢임종

의 소리｣는 부부 사이의 감정을 다룬 소설이다.

“차라리 임종의 그 순간까지 자기를 속이고 가주지 못한 남편이 그녀는 원망

스러웠다.”173) 소설의 첫 마디는 죽기 전에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

고 말한 남편에 한 아내의 배신감을 표현한 구절이다. 남편은 여학교의 교장이

자 장로 다. 평소에도 과묵한 사람이었고 집에서도 교장선생님 그 자체 다. 하

지만 그러한 남편한테도 따뜻하고 인자한 면이 있었는데 가끔 손자들을 앞세워 

놀러도 가고 늙은 아내를 데리고 등산을 가기도 하 다. 언젠가 아내가 입원을 

하 을 때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던 그의 모습에 학교의 학생들이 그를 인자

함이 봄동산 같다고 말하기도 하 다. 그러던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여자의 이

171) 이범선, 위의 글, 76쪽. 

172) 이범선, 위의 글, 68쪽.

173) 이범선, ｢임종의 소리｣, 현 문학, 1966.10,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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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아내로서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다. 

눈을 멀쩡히 뜨고도 우리는 바로 머리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 그러면

서도 우리는 자기가 보지 못한 일까지 다 알고있다고 생각하며 산다.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 상 방이 스스로 열고 허용하

는 한계 외에는 무엇 하나 알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절 로, 절 로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것,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다.

“나는 나 외의 사람, 그 누구의 마음을 알고있는 것인가?”

그녀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법학박사 아들을 조용해 돌아보았다. 고개를 수

그리고 있었다. 아들! 분명히 그녀의 뱃속을 헤치고 태어난 아들. 그런데 이상

하 다. 그녀는 그 아들이 저편에 앉아있는 조객들의 한 사람과 조금도 다르게 

느껴지지가 않았다. 그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었다. 남편이 죽었 서 미망인

으로서의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강가 자갈밭에 널려있는 많은 자갈 속

에 끼어있는 한 개의 조그마한 차돌 같은 그런 싸늘한 외로움이었다.174)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아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 가 스스로 허용하지 않은 이상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또 사람

의 마음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 상 가 누구 되었든. 설사 남편, 자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아! 순희! 그리운 순희! 너만을 사랑하고 그리며 살아왔는

데, 이제 끝나는군! 보고싶다!”175)는 남편의 임종의 소리를 듣던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고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일생을 생각하며 깊은 배

신감을 느낀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충실한 남편이었고 임종직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어오던 남편이었기에 그녀의 마음속의 낙차감과 실망은 클 수밖

에 없었다.

“나는 당신을 속인 건 아니오. 다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기 나

는 평생 당신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하도록 늘 애써왔지 않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알려서 좋은 일이 있고, 알려서 도리어 좋지 않은 일

174) 이범선, 위의 글, 133쪽.

175) 이범선, 위의 글,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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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지 않소? 더구나 부부 사이에서는 말이요. 모르면 그 로 아무 일도 없을 

것이, 알았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어쩌다 알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커다

란 파탄을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우.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뿐이오. 알리지 않았다는 것과, 속 다는 것은 달리 취급되

야 하지 않을까요?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에게 우리는 그 병명을 숨깁니다.”

그녀가 죽은 남편을 신하여 그녀 자신에게 타이르는 변명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데 당신은 종내 잔인하게도 그 불치의 병명을 제게 알렸읍니다. 네, 잔

인하게도)176)

그러나 남편은 끝내 그 사실을 감추고 고백하지 않았었다. 그는 죽어가는 마

지막 순간까지 그 고통을 혼자 지고 이기려 이를 악물고 싸웠던 것이다. 아내

에게 알려서 그녀를 괴롭고 슬프게 하기보다는 끝까지 숨기고 혼자 끌고 가려

던 것이었으리라. 그러나 그건 그 다운 지극히 선량한 오산이었다. 그는 이 세

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 위에 기어이 그 짐을 내려놓고 말았던 것이다. 누구에

게 한 마디 도움을 청할 수도 없이 일생을 혼자 걸머지고 다녀야 했던 그 짐은 

그렇게도 무겁고 괴로운 짐이었는지도 모른다.177)

아내는 남편이 일부러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배려해 알리지 

않았을 뿐이라며 갖은 변명으로 자신을 타일러 보지만 그 임종의 소리를 들은 건 

분명 사실이므로 너무나도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생전에 알렸더라면 용

서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남편의 그 ‘선량한 오산’이 아내에게는 너무나도 큰 배신

감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생각하기를 물론 그렇게 되었다면 아내로서의 행복은 

당연히 완벽하게 누릴 수 없었겠지만 무거운 짐을 안고 가는 남편의 고통을 덜어

주었다는 이유에서라도 지금만큼은 고통스럽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사실 아내

에게 있어 그 순희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큰 의미가 없다. 그에게 가장 중

요한 것은 남편의 그 임종의 소리로 인하여 부부로서 40년을 함께 살아온 ‘믿음’

이 원히 깨져버렸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남편과 아내는 분명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범부부이지만 둘 사이의 믿음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물

176) 이범선, 위의 글, 135쪽.

177) 이범선, 위의 글,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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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이 되고 말았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하여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사랑과 믿

음’에 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가족서사와 관련된 작품들을 보았다면 다음으로 친구사이의 우정을 

다룬 작품을 볼 필요가 있다. ｢죽마지우｣는 제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우정을 

다룬 소설이다. 주인공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하지만 직업이 의사 던지라 친구의 죽음에 그렇게 놀라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

살이라는 방식으로 죽음을 선택한 그에 해서 ‘야릇한 감정’을 느낀다. 그 심정

은 어쩌면 채권자의 심정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 친구는 실제로 ‘나’

한테 한 푼의 빚도 지고 있지 않았다. 죽은 친구와 ‘나’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월

남한 동향친구이다. 동갑에 성적도 둘 다 우수하 고 그 친구는 한의사의 아들이

었고 ‘나’는 양의사의 아들이었다. 직업상 그들의 아버지는 라이벌이었지만 둘은 

변함없는 단짝친구 다. 스물 두 살 나던 해에 한 여자를 두고 처음으로 둘 사이

가 어긋나려고 하 지만 용케 웃음으로 넘겨 다시 우정을 제자리에 맞추어 돌릴 

수 있었다. 

아니, 어쩌면 어린 우리 둘 사이야말로 가장 팽팽하니 경쟁을 하던 사이 다

고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니까 너무 팽팽한 경쟁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거기 

어떤 평형이 잡혀 있었고, 그런 상태가 남의 눈에뿐 아니라, 어린 우리 자신의 

생각에까지 둘이는 사이가 좋은 것이거니 느껴지게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178)

“자식. 나쁜 자식!”하는 그런 생각이었다.

그건 식구들을 남겨두고 무책임하게 극약을 먹었 서가 아니었다. 그런 무슨 

책임이니 도의니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쩐지 그날까지 그 친

구와 마주겨누며 살아오던 나 자신이 그의 자살로 하여 금시 바보같이만 느껴

지는 그런데서 다.179)

도덕적 우정은 두 인격이 자신들의 비 스러운 판단과 느낌을 서로에게 개방

할 때 보이는 완전한 신뢰이며, 그러한 한에서 그것은 서로에 한 존중과 더불

178) 이범선, ｢죽마지우｣, 월간문학, 1969.4, 18쪽.

179) 이범선, 위의 글,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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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성립할 수 있다.180) 누구 봐도 둘도 없는 단짝 친구 지만 그들 사이에는 항

상 무언의 비교와 경쟁이 존재하 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경쟁이

었고 서로 상 를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

었다. 따라서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친구가 자신의 생명에 

한 또는 가족에 해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분노를 느꼈다기보다 오히려 그동

안 마주 겨누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해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 주

인공 ‘나’는 나름 경쟁 속에서도 완전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우

정을 원했던 것이다. 이렇듯 작가는 ｢죽마지우｣라는 작품을 통해 우정에 한 자

신의 견해를 피력하 다면 마지막으로 ｢배나무주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이

웃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들어와서 배를 따 자시오.” 나는 죄인이 되어 문

을 들어 섰다.181) 

위 인용문은 ｢배나무주인｣이라는 소설에서 가장 핵심구절이다. 이는 박노인네 

집 널쪽 문 기둥에 붙어 있는 쪽지이다. 서울거리 한복판에 한 채 남은 박노인

네 한옥에 그런 쪽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실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어느날 우연히 그 박노인네 집에 들르게 되었는데 노인은 인간관계가 날로 삭막

해지는 ‘요즘 세상’에 해 한탄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참 알 수 없더군요. 아무도 배를 먹으려 들어오질 않아

요.”

“너무 꿈 같은 이야기니까요. 요즈음 세상에.”

“그럴까요? 집에 풍성하게 달린 과일이 먹고 남아서 같이 먹자는데 그게 뭐 

그리 꿈같겠읍니까.”

“어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까. … 그래 한 사람도 아직 없었어요. 들어온 사

람이?”

……

180) 임마누엘 칸트 지음, 이충진⋅김수배 옮김, 도덕형이상학, 앞의 책, 380쪽.

181) 이범선, ｢배나무 주인｣, 문학사상, 1975.10,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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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요즈음 세상이 어째서 그렇게 흉하게 돌아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182)

원하는 로 마음껏 배를 따 먹으라고 써 붙여놓았는데도 어느 한사람 들어오

려 하지 않고 ‘나’또한 ‘죄인’이 된 심정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노인은 경제는 발

달했지만 인정은 날로 각박해지는 세상에 해 연신 한탄하는 한편 서로 간에 고

려 없이 그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될 수 있는 세상을 갈망했던 것이다. 

오늘날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사이의 따뜻한 관계나 상호의존과 배려를 통해 

보다 가치 있는 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 속에서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진정한 개인적 자유와 발전은 그 자체가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결속체의 한 부분으로 간주될 때에만 가능

할 수 있다.183) 이범선은 우정, 친정, 이웃 간의 정과 관련된 일련의 소설들을 통

해 파괴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한다. 그가 지향하고 있는 윤리적 공동체

는 서로에 한 신뢰와 사랑을 통해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적 공동체뿐만 아니

라 오로지 마음으로 유 감을 형성 할 수 있는 심정적 공동체 던 것이다. 가족 

공동체이든 심정적 공동체이든 결국 이범선이 이상향으로 그리고 있는 윤리적 

공동체는 사랑과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그런 공동체 다고 할 수 있다.

182) 이범선, 위의 글, 66쪽.

183) 이명희, ｢공동체적 삶의 생존윤리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50, 한국윤리학회, 2002, 

383-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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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이범선 소설에 나타난 ‘인간’과 ‘윤리’ 인식을 그의 단편 소설들을 중

심으로 분석하 다. 작가 이범선이 문학창작기간 전반을 통틀어 가장 중심에 두

고 고민을 해왔던 문제는 바로 ‘인간’의 문제이다. 전후문단에서도 이범선은 가

장 인간성의 문제를 바탕에 두고 작품을 창작한 작가라고 평가되어 왔지만 정작 

그가 그리고 있는 인간이 어떠한 인간이고 또 그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문학자체가 인간

을 연구하는 학문이긴 하지만 이범선이 기타 작가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라면 

무엇보다 ‘인간’이라는 문제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자체’의 문제로 보고자 하

다는 점이다. 

본고는 그의 소설들을 전쟁을 서사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들과 전쟁과는 일

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생을 성찰한 소설로 양분하여 분석하

다. 전후작가로서 전장 또는 전후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들에서 이범선

은 결코 그 사회상 자체에 한 비판을 주요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움직임’ 또는 그들의 ‘ 응양상’을 묘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그 기저에 작가의 강한 ‘윤리’의식이 깔려 있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작가 이범선을 요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양상을 살피고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윤리적 공동체는 

과연 어떤 것인지에 해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작품분석에 앞서 우선 2장에서 자전적 기록을 바탕으로 작가의 문학

에 접근하 다. 작품 창작에 있어서 이범선은 무엇보다 현실체험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소재로 창작에 임한 작가이다. 많은 체험들 중에서

도 본격적으로 이범선을 작가의 길로 인도한 것은 바로 6⋅25체험인데 6⋅25전

쟁을 겪으면서 이범선은 인간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세

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한다. 한편 지인들을 통해 알려진 인간 이범선은 무

엇보다 ‘거짓과 진실’, ‘선과 악’, ‘양심’, ‘도의’ 등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를 통찰

하는데 예리한 사람이었다. 이범선은 바로 그러한 고민을 시 의 구속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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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때 그때 생각나는 로 소설 속의 다양한 인간들을 통해 드러냈던 것이다.

3장에서는 전쟁 또는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생존 투쟁 속의 다양한 인간

상에 해 살펴보았다. 이범선의 소설 중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은 많지 않다. 이런 유형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더퍼리 전서방｣, 

동트는 하늘 밑에서, ｢분수령｣ 등과 같은 소설에서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이데

올로기 또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극한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유덕

한 성품을 지닌 인간들의 모습이었다. 또한 피난을 서사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
망보류｣, ｢몸 전체로｣, ｢219장｣, ｢냉혈동물｣등 작품들에서는 피난 도중 인간의 비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그것이 훗날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왜곡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오발탄｣, ｢쇠를 먹고 사

는 사람들｣과 같이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들에서는 생존과 양심이라는 

양가적 감정 속에서 부단히 고민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었다. 

4장에서는 전쟁과 일정한 거리를 둔 소설들에서 작가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

생에 해 성찰하고 또 인간관계의 회복을 통해 윤리적 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하

음을 밝혔다. 우선 인간의 내면세계를 다룬 소설 중에서 ｢벌레｣와 ｢환원｣은 인

간의 원초적 욕망에 해 다루었고 ｢고장난 문｣과 ｢미친 녀석｣과 같은 작품들에

서는 정신해방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또한 기독교 신자

던 이범선은 ｢피해자｣, ｢천당 간 사나이｣등과 같은 작품을 통해 기독교의 진정한 

교리도 모른 채 그 속에 푹 빠져 사는 인간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상흔의 내력｣과 같은 소설을 통해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겪은 갈등을 화해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표구된 휴지｣, ｢하늘엔 흰 구름이｣, 

｢임종의 소리｣와 같은 가족 서사를 통해 이상적인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탐구하

으며 ｢죽마지우｣라는 소설을 통해 우정에 하여, ｢배나무 주인｣을 통해 이웃

사이의 정에 해 다루고 있었다. 요컨 , 작가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인간관계

를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전망하고 있었다.

이범선의 소설들은 항상 섬세한 필치로 매 시 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그가 그리고 있는 인간들 중에는 상처받고 당하기만 하는 인간들

이 많다. 만약 그들이 ‘양심’, ‘도의’ 등과 같은 것을 모두 버렸더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소설은 결국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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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만들어 낸 창작물로서 이범선 소설의 인물이 그런 선택을 한 것에는 분명 

작가의 윤리관이 개입하 다고 보았다. 끝까지 양심을 버리지 못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 이범선은 그것이 바로 인생 또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버릴 수 없는 고민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평생을 작가로 살아오면서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소설에 등장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관계 회복을 통

하여 ‘믿음’, ‘사랑’을 전제로 하는 윤리적인 공동체를 전망하고 있었다.



- 103 -

참 고 문 헌

1. 기본자료(소설, 수필, 평론, 대담 등)

이범선, 학마을 사람들(제1창작집), 오리문화사, 1958.11.

______, 오발탄(제 2창작집), 신흥출판사, 1959.12.

______, 동트는 하늘밑에서, 삼성문고 — 한국문학전집 42, 삼성출판사, 

1972.

______, 표구된 휴지: 이범선 표중단편선집, 책세상, 1989.

______, 전쟁과 배나무, 관동출판사, 1975.

______, ｢벌레｣, 신태양, 1959.8.

______, ｢분수령｣, 현 문학, 1963.11.

______, ｢배나무 주인｣, 문학사상, 1975.10.

______, ｢상흔의 내력｣, 신동아, 1966.4.

______, ｢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 현 문학, 1968.2.

______, ｢임종의 소리｣, 현 문학, 1966.10.

______, ｢정교수의 휴강｣, 현 문학, 1972.6.

______, ｢죽마지우｣, 월간문학, 1969.4.

______, ｢하늘엔 흰 구름이｣, 현 문학, 1973.3.

______, ｢피해자｣, 한국문학전집 19, 삼성출판사, 1990.1.

______, ｢ 담취재: ｢오발탄｣ 그리고 ｢피해자｣｣, 문학사상, 1974.2.

______, ｢나의 이력서 — 60년의 색깔｣, 현 문학, 1981.1.

______, ｢나의 피난기｣, 본질과 현상 27호 & 29호, 2012.

______, ｢말｣, 문학춘추, 1966.2.

______, ｢성격｣, 한국평론, 1958.7.

______, ｢소설과 플로트｣, 문학춘추, 1964.6.

______, ｢숙제로 이뤄진 작품들｣, 현 문학, 1971.8.

______, ｢적치하 90일｣, 조선일보, 1981.6.17.

______, ｢적치하 90일｣, 조선일보, 1981.6.21.

______, ｢작가의 노트｣, 검은 해협, 경미문화사, 1979.



- 104 -

______, ｢환원｣, 사상계, 1959.10.

김광식, ｢이범선의 전에｣, 현 문학 — ｢추도특집: 이범선의 인간과 문학을 

말한다｣, 1982.5.

김용운, ｢애달픈 색소폰 소리｣, 현 문학 — ｢추도특집: 이범선의 인간과 문학

을 말한다｣, 1982.5.

구경서, ｢학촌과 나｣, 현 문학 — ｢추도특집: 이범선의 인간과 문학을 말한

다｣, 1982.5.

김외곤, 이범선 단편선 — 오발탄, 문학과 지성사, 2013.

곽학송, ｢학촌과 낚시질｣, 현 문학 — ｢추도특집: 이범선의 인간과 문학을 말

한다｣, 1982.5.

박정만, ｢ 담취재: 나의 인생 나의 문학｣, 월간문학, 1978.12.

이상현, ｢문화의 현장 그 뒤안 길｣, 조선일보, 1980.6.18.

조병화, ｢서민의 목소리｣, 현 문학 — ｢추도특집: 이범선의 인간과 문학을 말

한다｣, 1982.5.

윤재근, ｢인생의 웃음과 문학의 울음｣, 현 문학 — ｢추도특집: 이범선의 인간

과 문학을 말한다｣, 1982.5.

현길언, ｢｢두메의 어벙이｣의 진실｣, 현 문학 — ｢추도특집: 이범선의 인간과 

문학을 말한다｣, 1982.5.

현 문학, 문학사상, 월간문학, 조선일보, 문학춘추, 한국평론 등.

2. 단행본

1) 국내

김  석, 프로이트&라캉: 무의식의 초 , 김 사, 2018.

김윤식, 한국근 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88.

______, 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15.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16.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 사 — 휴전에서 10⋅26까지, 돌베개, 2015.

박이문, 자비의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1987.

방민호, 서울문학기행, 아르테, 2017.

______, 문학사의 비평적 탐구, 예옥, 2018.



- 105 -

______, 나보령 외 7명,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 — 소설 속 1950~60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8.

백종현, 인간이란 무엇인가 — 칸트3  비판서 특강, 아카넷, 2018.

______, 철학의 개념과 주요 문제, 철학과 현실사, 2007.

송하섭, 한국현 소설의 서정성 연구, 단국 학교출판사, 1989.

이민수, 전쟁과 리더 — 윤리와 덕목, 철학과 현실사, 2013.

천정환, 시 의 말 욕망의 문장, 마음산책, 2000.

황경식, 정의론과 덕윤리 — 의(義)로운 나라, 덕(德)스런 사람, 아카넷, 2015.

2) 국외

노베르트 슈페만 지음, 박찬구⋅류지한 옮김, 도덕과 윤리에 관한 철학적 사

유, 철학과 현실사, 2001.

로저 크리스프 지음, 엄성우 옮김,  의 공리주의, 철학과 현실사, 2014.

안네마리 피퍼 지음, 진교훈⋅유지한 옮김, 현 윤리학 입문, 철학과 현실사, 

1999.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옮김,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2010.

_____________, 김재호 옮김, 도덕 형이상학 정초, 위너스초이스, 2007.

_____________, 이충진⋅김수배 옮김, 도덕형이상학, 한길사, 2018.

존 스튜어트  지음, 박상혁 옮김, 공리주의, 계명 학교 출판부, 2014.

3. 논문 및 기타 자료

강진호, ｢이범선 연구의 비판적 검토｣, 한국문학연구 21, 동국 학교 한국문

학연구소, 1999.

길병휘, ｢덕 윤리와 의무 윤리의 현실적합성에 한 비판적 검토: 공동체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논총 23권 2호, 구교육 학교 초

등교육연구소, 2008.

김교선, ｢한국 전후소설의 특징에 한 고찰 — 이범선의 ｢오발탄｣을 중심으

로｣, 국어문학 17, 1975.

김병익, ｢6⋅25와 전쟁문학｣, ｢이 학보｣, 1982.

김병택, ｢허무주의의 전개: 이범선의 소설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31, 한국

국어교육학회, 1980.



- 106 -

김정진, 현  한국소설 작품의 이해, 국학자료원, 1999.

김  준, ｢전후시 의 상흔과 향수: 이범선의 ｢오발탄｣｣, 교수아카데미총서 8, 

일념, 1995.

김 성, ｢학촌 이범선의 문학적 연 기: 자전적 기록을 통해본 삶과 문학｣, 

본질과 현상 27, 본질과 현상, 2012.

김인호, ｢서정성을 통한 주체 형성의 가능성 — 이범선 소설 ｢피해자｣를 중심

으로｣, 한국문학연구 21, 동국 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9.

김인선, ｢이범선의 단편소설 연구: 등장인물의 소외양상을 중심으로｣, 전북

학교 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김외곤, ｢실낙원에서 내던져진 근 적 주체의 살아남기｣, 이범선 단편선 — 
오발탄, 문학과 지성, 2013.

권  유, ｢이범선 소설에 나타난 피해의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14, 한국언어

문학학회, 1996.

______, ｢이범선 소설에 나타난 분단의식: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

연구 6,한민족문화학회, 2000.

______, ｢학촌 이범선 소설에 나타난 풍자의식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9, 한

민족문학학회, 2001.

박동규, ｢50년  이범선 소설의 인간형에 나타난 선의적 삶 연구｣, 관악어문

연구, 20권 0호, 서울 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변화 , ｢공간 이동을 통해 본 월남인의 인생행로 — 이범선의 흰 까마귀의 

수기를 중심으로｣, 현 문학이론학회, 2010.

______, ｢전후작가의 해방촌에 한 체험과 재현｣, 비평문학, 한국비평문학

회, 2015.

배경열, ｢서정과 고발의 미학 — 이범선의 작품 세계｣, 한국문학논총 25, 한

국문학회, 1999.

서세림, ｢이범선 장편소설 흰 까마귀의 수기에 나타난 월남작가의 자기반

적 글쓰기｣, 한국현 문학회, 2016.

______, ｢월남작가 소설 연구: ‘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

위논문, 2016.

우현주, ｢이범선 소설의 상징 연구｣, 이화어문논집 20, 이화여자 학교 이화

어문학회, 2002.

유임하, ｢상처받은 삶의 자기성찰 — 이범선의 장편 흰 까마귀의 수기｣, 한
국문학연구 21, 동국 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9.



- 107 -

윤태현, ｢이범선 또는 인간옹호의 세계｣, 국어국문학 논문집 14, 동국 학교 

국어국문학부, 1988.

이명희, ｢공동체적 삶의 생존윤리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50, 한국윤리학회, 

2002.

이용남, ｢서정과 고발의 미학 — 이범선과 그의 작품세계｣, 국어국문학 106, 

국어국문학회 1991.

이익성, ｢이범선 단편소설의 서정미학｣, 개신어문연구 27, 개신어문학회, 

2008.

장은 , ｢전쟁기 휴머니즘 비평의 논리와 한계｣, 우리문학 연구 59, 우리문

학회, 2018.

정호웅, ｢균형과 조화의 소설미학 — 이범선의 단편소설｣, 한국문학연구 21, 

1999.

차혜 , ｢이데올로기의 소설적 기능에 한 연구 — 전후소설과 휴머니즘을 

상으로｣, 겨레어문학 35, 겨레어문학회, 2005.

최지상, ｢기독교적 덕 윤리 입장에서의 한국 통일 윤리교육에 한 연구｣, 장

로회신학 학교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홍기삼, ｢이범선 소설 연구 — 분단과 아이러니의 이중성｣, 동악어문학 40, 

동악어문학회, 2003.

황정현, ｢이범선의 첫 번째 장편소설 울타리 저편에 핀 꽃과 이범선 문학의 

재인식｣, 현 문학이론연구 74집, 현 문학이론연구, 2018.



- 108 -



- 109 -



- 110 -



- 111 -



- 112 -



- 113 -



- 114 -



- 115 -



- 116 -



- 117 -

Abstract

Perception of ‘Human’ and ‘Ethical’ 

Lee Beom-seon Novels

ZHENG CHUNME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perception of ‘human’ and ‘ethics’ in Lee 

Beom-seon’ s novels. The problem that Lee Beom-seon has been worrying about in 

the whole period of his literary creation is ‘human’. Literature itself is a study of 

human beings, though. It’s regarding ‘human’ as a problem of ‘itself’ transcending all 

things that distinguishes Lee Bum-sun from other writers. For example, as a postwar 

writer he did not focus on the criticism of the social world itself , even in novels 

based on the battlefield or postwar society. Instead, he emphasized the ‘movement’ or 

‘responses’ of humans living in such a society, underneath which is because of the 

strong ‘ethical consciousness’ of the writer. Considering that ethics is a study of 

things related to norms of human behaviors, undoubtedly the ones appearing in Lee 

Beom-seon’s works are those who constantly contemplate such norms of behaviors. 

Therefore, based on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Lee Beom-seon this article 

examines the personas of those appearing in his novels, as well as what kind of 

ethical community he ultimately looked forward to.

In order to explore the literary world of an artist, research on the artist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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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d. Therefore, Chapter 2 explored Lee Beom-seon’s literary world according to 

his autobiographical materials. Lee Beom-seon was so keen on the experience of 

reality that his works were based on what he saw, heard and felt. We would like to 

say it was the experience of Korean War that made him a writer. It was Korean War 

that had him known what was human nature as well as changed him when confronted 

with the world. According to his acquaintances Lee Beom-seon had sharp insights of 

ethical problems such as ‘lies and truth’, ‘good and evil’, ‘conscience’, and ‘morality’, 

which was exactly what Lee Beom-seon revealed without the limitation of the times 

through all kinds of figures appearing in his novels.

In Chapter 3, we looked at the survival struggle of various figures during and after 

the war. There are not many novels based on the battlefield of Lee Bum-sun’s novels, 

including The Furry Frontier, Under the Sky and Watershed. 

In those works what matters is never the ideology or political issues but virtuous 

people in the severe situation like the war. In addition, works with narrative 

background of evacuation such as Death Pending, Whole Body, Chapter 219 and 

Cold-blooded Animals witnessed nature of inhuman during evacuation, which turned 

into traumas of those living twisted lives afterwards. Finally, novels such as A Stray 

Bullet and People Who Live On Iron highlighted the personas of people who are 

constantly suffering from the ambivalence of survival and conscience.

In Chapter 4, it was revealed that in the novels with a certain distance from the 

war, the writer tried to reflect on life as an observer, as well as look forward to the 

ethical community through recovery of human relations. Among the novels dealing 

with people’s inner world, Insects and Reduction reveal ones’ primitive desires, while 

works like Broken Door and Crazy Guy depict ones pursuing mental liberation. In 

addition, as a Christian Lee Beom-seon critically illuminates the figures that don’t 

understand the true doctrine but still abandon themselves to Christianity in works such 

as Victims and Man Went to Heaven. At last, The History of Scars focuses on 

reconciling conflicts of past human relations while works based on the narrative of 

family such as Wasted Paper, White Clouds in the Sky, Crying When Lay 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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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the ideal family community. Bamboo Grass deals with friendship while Pear 

Tree Master aim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s. In short, it is expected to 

make an ideal community by restoring the various human relations mentioned above 

in Chapter 4.

Human figures of each era are depicted delicately in Lee Beom-seon’s novels. 

There are many who are always hurting and suffering. If they had sacrificed their 

‘conscience’, ‘doctrine’ they would have been able to live better lives. But in many 

cases they could not. Given that novels are creation of writers, it is obvious that 

ethics of Lee Beom-seon contributed to choices made by those people appearing in his 

novels. Through the depiction of those who do not abandon conscience and suffer 

from conflicts until the end, Lee Beom-seon tries to tell us that it is our on-going 

worry indeed. By living a lifetime as a writer, Lee Beom-seon illuminates diverse 

personas in his novels, ultimately looking forward to an ethical community based on 

‘faith’ and ‘love’ through the recovery of human relations.

Key words: Lee Beom-seon, Human, Ethics, War, Evacuation, Survival, Conscience, 

Life Reflection, Recovery of Human Relations, Ethi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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