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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박완서 문학의 ‘저자성’ 연구

이 글의 목적은 ‘저자성’ 개념을 중심으로 박완서 문학의 문학적 용법과
정치적 전략을 동시에 주목함으로써 통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
지하듯 박완서 문학의 대표적인 특징은 사적 체험에 기반하였다는 점인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내려지는 박완서 문학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
가들이 모두 작가의 창작 동인과 서사 욕망, 그리고 창작방법론을 온전히 바
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따라서 작가 스스로 천명한 창작의 동인, 즉 증언의 욕구가 형성되는 과정
을 추적하는 한편, 시대적,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작가로서 자리잡기 위해,
즉 저자성을 구축하기 위해 벌이는 고투와 전략에 주목함으로써 변화의 과
정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때 박완서가 추구하는 저자성이란 절대적 권위를
지닌 기존의 남성적 저자와 다른 성격으로서 당대 담론과 충돌하고 교섭하
는 과정에서 자신의 서사 욕망을 내세우며 선택한 문학적 대응을 통해 구축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학적 대응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박완서 문학 전체를
통시적으로 살피되, 시대를 대표하는 장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단
편과 산문, 인터뷰를 비롯하여 당대 비평, 기사 등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
였다.
한국전쟁 체험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여성 생존자로 규정한 박완서는 한
국전쟁을 비롯한 한국 현대사를 증언하고자 한다. 이때 증언은 일반적인 역
사적 증언, 남성적 증언과 달리 체험에 기반한 경험적 자아로서 자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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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폭로하는 특유의 윤리 감각을 동반하는 한편 현재
진행형의 형태로 고발을 서슴지 않는 일종의 내부 고발자에 의해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문학을 통한 증언이라는 욕구는 필연적으
로 저자성의 탐색으로 이어지는데, 당대 문단에 의해 끊임없이 ‘여류’로 호
명되며 폄하당한 여성작가들의 고민과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박완서는 기억의 서사화라는 특유의 서사 전략을 통해 여성의 경험으로 정
립된 차별적인 윤리성을 바탕으로, 여성적 가치가 질서를 부여한 자신의 증
언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작가적 원체험으로 언급되는 한국전쟁을 형상화한 작품을 대상
으로, 박완서가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하는 한편, 『나목』을 통해 등
단하는 과정을 둘러싼 시대 상황을 살펴보았다. 초기작 『나목』과 『목마른
계절』은 여성 생존자의 시각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증언을 문학적으로 형상
화하는 동시에 생존자로서 전쟁 ‘이후’의 삶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책임의 문
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엄마의 말뚝」 연작에서는 새로운 어머니-딸 서사
의 가능성이 나타난다.
Ⅲ장에서는 다양한 일상적 차원에 틈입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다룬
1970~80년대의 문학 활동을 검토하는 동시에 당대 담론적 억압에 대한 문
학적 대응 양상에 주목하였다. 지도비평적 관점의 당대 비평적 요구에 대해
박완서는 대중작가 혹은 여류작가로서의 제한적 승인을 거부하며, 체제와 불
화하는 개인의 절망과 체념을 형상화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의 담론적 허
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주의를 구성하는 양대 이데올로기로서 성장 이데
올로기와 반공 이데올로기의 작동 양상에 대한 폭로와 국가주의의 재생산
기제로서 이용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고발하는 작품으로 『도시
의 흉년』, 『휘청거리는 오후』, 『살아 있는 날의 시작』, 『그해 겨울은 따뜻했
네』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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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작고 직전까지 발표된 문학 활동을 대상으
로 삼았으며, ‘오빠의 죽음’과 대비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아들의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박완서에게 ‘아들의 죽음’은 한국전쟁 체험 이후 지속된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 고통과의 공존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
로 나아가는 계기로 작용한다. 노년에 이른 작가는 자신의 실존을 이야기하
는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죽음에 대해 성찰하였으며, 젠더-나이체제라는 이
중적 억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었다. 한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등의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역사적 매개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단편소설 「석양을 등
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와 「빨갱이 바이러스」는 각각 작가의 삶과 문학 세
계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작을 통해
끝까지 현역작가로서 자신의 저자성을 담보 받고자 했던 작가의 염원이 실
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요어 : 저자성, 증언, 기억, 전쟁, 일상, 목소리
학 번 : 2009-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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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작가 박완서(朴婉緖, 1931~2011)는 1970년 등단 이후 작고 직전까지 15편의 장
편소설과 100여 편의 중·단편소설을 남기는 꾸준한 창작 활동을 보여주었으며, 노
작의 산물로서 다수의 문제작을 남겼다.1) 특히 박완서의 소설과 수필, 동화 등 다
양한 장르에 걸친 문학적 성과들은 대중적 지지를 받는 동시에 문단의 관심 또한
놓치지 않으면서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대중성
과 작가적 개성의 동시적 전개를 가감 없이 해내”2)는 작가이며, “‘대중적인 것은
질이 낮다’라거나 ‘질이 높은 것은 대중적일 수 없다’라는 문학적 권위주의를 가차
없이 흔들어버린 박완서의 문학적 힘은 어디에 기인한 것”3)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작가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불러온 박완서 문학의 매력은 친숙함과 새로움의
공존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중성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보수적인 제도
권 문학의 이른바 ‘전통적인’ 문법을 계승하는 한편 동시에 그러한 익숙함이 진부
함으로 흐르지 않으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새로운 문법을 제시하고 있었음
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박완서 문학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
1) 박완서는 1988년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잃는 고통을 겪으면서 서울을 떠나 부산 분도수녀원
에서 지내다 미국에 다녀오는 등 약 6개월 정도 휴지기를 가진 것을 제외하면 등단 이후 쉼
없이 창작 활동을 이어왔고 작고 직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박완서의 문학적 성과는 15
편의 장편소설과 100여 편의 중·단편소설뿐만 아니라 첫 산문집인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를
비롯한 15권 이상의 수필집, 20편 남짓의 동화, 묵상집, 대담집 등의 다양한 창작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1994년 첫 출간한 이래 2002년 개정판을 거쳐, 2012년 결
정판으로 발간된 세계사판 『박완서 소설 전집』의 연보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2) 김윤식, 「조금은 긴 앞말」, 『내가 읽은 박완서』, 문학동네, 2013, 16면.
3) 고정희, 「다시 살아 있는 날」(『한국문학』, 1990.1), 박완서, 『박완서의 말』, 마음산책, 20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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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문학 장의 문법을 따르는 듯 하면서도, 그러한
‘보편적’ 제도의 틀에 맞지 않는 “매우 특이하고도 중요한” 박완서의 작가적 위치
는 당대 비평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4) 이러한 특징은 작가와 기존의 문단 혹
은 문학 장과의 관계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박완서
문학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따라
1970년대 당대 비평을 시작으로 최근 이루어지는 박완서 문학에 대한 연구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1970년대 박완서는 등단작 외에도 다섯 편의 장편소설을 잡지와 신문 등에 연재
하였을 뿐 아니라 40편 가까운 단편소설을 발표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성과에 비춰 볼 때 같은 시기 비평계의 논의가 양적으로 활발했다고 할 수
는 없지만, 비교적 등단 초기부터 꾸준하게 비평계의 관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문학과지성』에 실린 김주연의 리뷰는 박완서에 대한 비평가의 첫 번째 관심이었는
데, 박완서의 현실에 대한 안목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였다. 이를 비롯한 1970년대
의 비평은 작가의 신상에 집중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반응도 있으나 작품 자체에 대
한 평가는 신랄한 현실 비판적 시각을 갖췄다는 점과 중산층의 허위성에 주목했다
는 점 등의 이유로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또한 『휘청거리는 오후』 등의 신문연재소
설에 대해서도 비평계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다.5)
박완서 문학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의 문제를 다룬 일련의 소설에 대한 해석과 논쟁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는 민주화의 흐름 속에 민족민중문학의 패러다임이 대세로 자리 잡
으면서, 여성문학 역시 하위 범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여성문학논쟁이 전개
4) 김윤식, 「망설임 없는 의식」(1979), 『내가 읽은 박완서』, 앞의 책, 66면.
5) 1970년대 박완서 문학을 논한 대표적 평론은 다음과 같다.
김주연, 「순응과 탈출」, 『문학과지성』 4(4), 문학과지성사, 1973.
원윤수, 「꿈과 좌절」, 『문학과지성』 7(2), 문학과지성사, 1976.
유종호, 「고단한 세월 속의 젊음과 중년」, 『창작과비평』 12(3), 창비, 1977.
오생근, 「한국대중문학의 전개」, 『문학과지성』 8(3), 문학과지성사, 1977.
염무웅, 「사회적 허위에 대한 인생론적 고발」, 『세계의 문학』 2(4), 민음사, 1977.
백낙청, 「사회비평 이상의 것」, 『창작과비평』 14(1), 창비, 1979.
이동렬, 「삭막한 삶의 형상화」, 『문학과지성』 10(2), 문학과지성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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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기이다.6) 이때 소위 ‘박완서 논쟁’은 “리얼리즘의 관점이론과 여성성의 특징
을 글쓰기의 특징으로 연결한 텍스트비평이론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
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실례”로서 주목되었다.7) 조혜정은 여성문학은 성역할 고정관
념을 탈피하여 여성을 온전한 사회적 성원으로 보아야 하고, 여성의 역사적 경험
즉 억압받는 자로서 갖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 등 ‘진정한 여성성’을 통해
여성문화 창조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박완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의 상처를 예리하게 해부하고 고발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다.8) 반면 『여성』의 기획연재 ‘올바른 여성문학의 정립 위하여’ 시리즈의 두 번째
로 기획되어 ‘집단창작’9)으로 쓰여진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
는 “민족·민중 문학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가의 한 사람인 동시에 여성문
제에 대한 그 나름의 관심을 작품화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인 작가”10)로 평
가하면서도, “박완서의 현실인식은 중산층적 시각의 한계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11)
고 비판한다.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시작된 박완서 문학에 대한 새로운 해
석들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나친 편향성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12) 박혜경의 지적대로 이러한 논쟁은 주로 사회학을 전공한 여성학자들의
참여에 의해 첨예하게 증폭되었는데, 이들의 글에서 작품에 대한 문학적 평가는 중
6)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43, 한국여성문학학
회, 2018, 9면.
7) 위의 글, 24면.
8) 조혜정,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 어디까지 왔나」, 『또 하나의 문화』 3, 평민사, 1987, 41면.
9) 이선옥은 이러한 여성비평가 그룹의 “공동체적 읽기-쓰기” 방식을 1980년대 여성 노동자 수
기와 비교하면서, 감성적 연대이기 때문에 개별 주체들을 집단이 내세우는 어떤 단일한 정체
성으로 동화시키거나, 그 주체들이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이선옥, 앞의 글, 28면.
10) 김경연·전승희·김영혜·정영훈,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 『여성』 2, 창작
사, 1988, 204면.
11) 위의 글, 235면.
12) 이선옥은 조혜정으로 대표되는 ‘또문’ 그룹과 ‘여성’ 그룹이 각각 중산층 여성을 다룬 박완
서 작품의 가부장적 현실의 고발, 전쟁 체험과 이후 중산층적 삶의 속물성에 대한 비판이라
는 각기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시의 비평에서 박완서 문학의 복합
성에 대해 착목은 하였지만 이를 해석할 방법론이 뚜렷하지 못했던 점을 두 집단 모두의 고
민이자 한계로 파악한다. 이선옥, 앞의 글, 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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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안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 또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13)
이처럼 이론을 앞세워 도식적으로 작품 해석에 적용하려는 경향은 1990년대 문
학 장의 변화와 더불어 보다 내재적 분석 방식으로 변화한다. 1990년대 문학의 특
징은 “거대담론에서 일상이라는 미시담론으로의 변화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작가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90년대 문학≒여성문학”14)으로 인식되기까지 하였
다. 이러한 흐름 속에 박완서에 대한 연구 역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비평계
에서 집중적으로 박완서를 조명한 사례는 1991년 봄에 발간한 『작가세계』 통권 제
8호의 ‘박완서 특집’을 꼽을 수 있다. 1989년 창간한 계간지 『작가세계』는 매호 작
가를 선정하여 특집을 마련하였는데, 이문열, 최인훈, 조세희 등 남성작가만을 대상
으로 했던 『작가세계』에서 처음으로 선정된 여성작가가 박완서인 것이다.15) 또한
박완서에 대한 최초의 평론인 김주연의 「순응과 탈출」부터 『작가세계』 특집에 실린
인터뷰 한 편을 포함하여 최신 평론까지 총 22편을 묶은 평론집 역시 같은 해에
출간되었다.16) 특히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와 『그 산이 정말 거
기 있었을까』(1995)가 발간된 후 비평적 논의가 한층 활발해졌다. 박혜경은 이를
두고 “박완서의 작품들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유보적인 관점을 취하던 논자들 또한
박완서의 문학 및 문학활동이 지닌 의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부여하려는 태도
의 전환을 보여주는”17) 시기라고 평가하였다.
본격적인 학술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 것도 1990년대 이후인데, 이선미는 “박완
서 문학 비평을 ‘연구’로 변화시킨 소장 여성연구자 황도경과 권명아의 등장”을 두
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 주체의 출현”이며 이를 통해 “남성중심
적 비평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토대
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18) 이러한 경향을 참고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
13)
14)
15)
16)
17)
18)

박혜경,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을 읽는다』, 열림원, 2003, 75면.
임지연, 「‘여성문학’ 트러블」, 『여성문학연구』 2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107면.
참고로 박완서 이후 선정된 여성작가는 1994년 통권 제 22호에 마련된 박경리 특집이었다.
권영민 외, 『박완서論』, 삼인행, 1991.
박혜경, 앞의 책, 73면.
이선미는 박완서 문학 연구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서 황도경과 권명아의 논문 두 편을 제
시하는 한편(황도경, 「정체성 확인의 글쓰기」, 『이화어문논집』, 1994; 권명아, 「박완서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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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비평과 논문을 망라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완서 연구는 내용적 측면에 따라 작품 주제론으로 다룬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일련의 자전적 소설을 포함하여 한
국전쟁과 분단을 다룬 소설에 대한 연구들이다.19) 등단작 『나목』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듯 한국전쟁 체험이 박완서 문학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고 전쟁 이후 분단 체제를 직시하는 내용의 소설들을 주로 다루고 있
다. 둘째, 일종의 세태소설로서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소설에 대한 연구들
이다.20)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각종 병폐와 중산층의 허위성을 고발하는 내용의
소설들을 주로 살펴본 것이다. 셋째, 여성의 문제에 집중한 소설에 대한 연구들이
다.21) 주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아래 억압당하는 여성의 고통을 문제로 삼으면서,
연구」, 『작가세계』, 1994.겨울) 최경희, 이선옥, 이선미, 신수정, 김양선, 박혜경, 김수진 등
을 박완서 문학 해석의 영역을 보다 전문적으로 재편한 연구자로 함께 제시하였다. 이선미,
「박완서 소설과 ‘비평’: 공감과 해석의 논리」,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41면.
19) 김윤식, 「박완서와 박수근: 고목에서 나목에 이른 길」(『현대문학』, 1983.5), 호원숙 편, 『나
목을 말하다』, 열화당, 2012.
정호웅, 「상처의 두 가지 치유방식: 박완서문학의 6·25체험 수용에 대하여」, 『작가세계』 3(1),
작가세계, 1991.
신수정, 「증언과 기록에의 소명: 박완서론」, 『오늘의 문예비평』 28, 오늘의 문예비평, 1998.
소영현, 「복수의 글쓰기, 혹은 쓰기를 통해 살기」, 이경호·권명아 외,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
계사, 2000.
김정은, 「박완서 전쟁체험 소설에 나타난 여성 목소리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20) 강인숙, 「박완서의 소설에 나타난 도시의 양상」, 『인문과학논총』 16,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
구소, 1984.
권영민, 「박완서와 도덕적 리얼리즘의 성과」, 『박완서 문학앨범』, 앞의 책.
방민호, 「불결함에 맞서는 희생제의의 전통성」, 이경호·권명아 외, 앞의 책.
조남현, 「한국문학과 박완서 문학」, 위의 책.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
위논문, 2017.
21) 권명아, 「박완서 문학 연구: 억척모성의 이중성과 딸의 세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가세
계』 6(4), 작가세계, 1994.
이은하, 「박완서 소설 연구: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김미현, 「영원한 농담에서 새로운 진담으로」, 이경호·권명아 외,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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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나 모성 등의 소재를 다룬 소설이 대상이 된다. 넷째, 노년의 문제를 다룬
소설에 대한 연구들이다.22) 대체로 작가가 말년에 쓴 노년 소재 소설을 분석한 것
으로, 최근 들어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박완서의 문학 세계를 분절하여 이해하는 연구의 경향은 박완서 문학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문학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박완서
와 같이 긴 활동 기간을 가지고 작고 직전까지 현역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많은 작
품을 남긴 작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박완서의 문학 세계를 통시적
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상경 또한 박완서를 “‘단명하지도
조로하지도 않은’ ‘행복한 작가’”라고 칭하면서, 양적 질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작
품세계를 문학사의 어느 한 시대에 놓고 서술해야 하는 연구자로서 고민을 토로한
바 있다.23)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특정 시기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특정 작품에 대
한 개별적 탐구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완서의 문학 세계는
특정 구획의 잣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작품 내에서 다수의 문제의
식이 중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목』은 주로 한국전쟁 체험의 상처를
다룬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의 문제에 대한
시각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쟁과 여성, 또는 사회 비판과 여성, 여성
과 노년, 노년과 전쟁 등 중첩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다. 따
라서 분절적 시각의 연구는 박완서 문학의 복합적 문제의식을 총체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이선옥, 「모성 다시 쓰기의 의미: 박완서론」, 『여성문학연구』 4,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임옥희, 「이야기꾼 박완서의 삶의 지평 넓히기」, 『작가세계』 12(4), 작가세계, 2000.
22) 전흥남, 「박완서 노년 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 『국어문학』 42, 국어문학회,
2007.
이수봉, 「박완서 노년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정미숙·유제분,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시학」, 『한국문학논총』 54, 한국문학회, 2010.
박성혜,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삶과 서사」, 『한국문화기술』 15, 단국대학교 한국문
화기술연구소, 2013.
김윤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년기 정체성의 위기와 문학적 대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23) 이상경, 「박완서와 근대문학사」,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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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용적 측면의 접근이 우세하긴 하지만, 박완서 소설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연구 역시 최근 들어 꾸준히 진행되는 추세이다.24) 이러한 연구들은 박완서 소설의
주요 성격으로 1인칭 화자의 내적 독백 혹은 고백적 서술 중심이라는 점, 회상에
의존한 서술이 빈번하다는 점, 일상의 내용을 요설로써 풀어내는 삽화적 글쓰기라
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주제론 연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는 형식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박완서 문학의 새로운 단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오랜 기간 다작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대상이 되는 텍
스트는 자전적 소설을 비롯한 소수에 그쳐 중복된 대상에 대한 논의가 반복됨으로
써 문학 세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지 못한다는 것은 주제론 연구에서 발견된 것
과 같은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완서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통시적 연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대 비평적
성과와 특정 시기나 개별 작품 등에 대한 부분적 논의를 넘어 박완서 문학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학위논문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며, 작가가 작고
한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25) 그 중에서도 이선미26)의 연구는 특정 작품에 대한 평
24) 황도경, 「이야기는 힘이 세다: 박완서 소설의 문체적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59, 실
천문학사, 2000.
박성천, 「박완서 대중소설의 서사성 연구」, 『한국문예창작』 21, 한국문예창작학회, 2011.
김나정, 「박완서 장편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강유정, 「자전적 서사의 서술기법과 공감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6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김지영,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초점화자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25) 박완서의 단독 작가론으로 발표된 박사학위논문은 1993년을 시작으로 작가의 타계 이전까
지 네 편(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이은하, 「박완서 소설의 갈등 발생 요인 연구」,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학위논
문, 2005; 신영지, 「박완서 소설연구: 현실재현 양상과 서술방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신현순, 「박완서 소설의 서사공간 연구」, 목원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뿐이었으나, 2011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열 편(엄혜자, 「박완
서 소설 연구: 주제의식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 의식 연구: 수행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
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김나정, 「박완서 장편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문예창
작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박성혜, 「박완서 소설의 창작방법론 연구: 중·단편소설의 서사화
기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이희경, 「박완서 소설의 창
작모티브 연구」,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우현주, 「박완서 소설의 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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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넘어 박완서 소설 전반의 특성을 다룬 선구적 연구로 주목할 만하다. 이선미
는 ‘기억’과 ‘복원’을 박완서 소설 창작방법의 주요 개념으로 지적하며, 박완서 소
설의 서술특성과 인물 형상화 방식을 연결시켜, 각각 서술의 역설성과 가장적 인
물, 서술의 양가성과 분열적 인물, 서술의 매개성과 반성적 인물로 제시하였다. 이
를 통해 박완서 소설의 중층적 서술방식을 해명하고, 초기소설과 후기소설에서 인
물의 내면이 미묘하게 변화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다만 작가의 작품 세계가 완
결되기 전에 작성된 논문으로 특정 작품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아
쉬움으로 남는다.
김윤정27)의 연구는 박완서 소설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려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
서 주목된다. 김윤정은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중심으로 박완서 소설 전반을 구분
하여 여성인물의 젠더 수행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박완서의 소설이 반복적으로 제
시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배치와 이데올로기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여성(성)이며 동
시에 당대의 허구적 담론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여성의 수행적 젠더라고 지적하였
다.
이와 같이 박완서 문학 전반을 다룬 최근의 연구 중에 주목할 만한 것으로 우현
주28)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박완서 소설을 환대의 문학으로 규정하면서, 전쟁소
설은 증언의 환대, 세태소설은 공감의 환대, 노년소설은 차이의 환대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박완서 소설의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환대 문학의 연
속성 차원에서 박완서 문학의 위치를 재고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인상적이다.

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
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김미영,
「박완서 소설의 감정구조 연구」,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김세나, 「박
완서 소설의 여성적 주체 양상 연구」,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YE
LEILEI, 「박완서 소설의 생태주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8)으로 급증하였
다. 한편 박완서가 활동한 특정 시기 혹은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외국문학을 비롯한 다른
작가와의 비교 연구 등을 포함하면 약 50여 편의 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석사학위논
문은 300편 이상으로 확인된다.
26)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앞의 글.
27) 김윤정, 앞의 글.
28) 우현주,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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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성과들이 그동안 박완서 연구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박완서 문학 전반을 살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박완서 문학을 총체적으로
독해하고 그 독특한 위치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이 논문에
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작가 스스로 천명한 창작의 동인을 비롯하여 박완서라는
작가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저자성’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소설의 시작은 아마 증언에 대한 욕구”라거나 “한 시대에 대한 증언, 한 인물에
대한 증언”29)이라는 스스로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박완서 문학의 근저에
는 증언과 기록을 통한 자기 의식의 확립과정이 작동”30)한다는 평가는 온당하다.
주지하듯 박완서 문학은 작가적 원체험으로서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한국 현대사의
주요 장면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인다. 작가 스스로 “내장된 수많은 체험”이 밑천
이었으며, “체험한 거 아니면 잘 못 쓴다”31)고 고백하고 있기도 하며, 여러 논자에
의해 박완서 문학의 대표적 특징은 자신의 삶과 겹쳐지는 일제 강점기, 해방, 한국
전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변곡점들을 소설 속에 녹여 내면서 작가의 생애 주기와
맞물리는 수많은 체험을 반영시켰다는 것으로 꼽힌다.
김윤식 역시 박완서에 대해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세계”를 택했기 때문에 “그것
에 관한 한 섬세하기 이를 데 없이 그려”32)내는 작가라고 평했다. 자신의 체험과
밀접한 세계를 그려냄으로써 섬세한 묘사가 가능했다고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방법론을 거부한 작가, 소설이 꾸며낸 허구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만 작가”33)라고 명명하기까지 한다. 박완서 문학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오늘날 박완서 문학의 특징을 일컫는 찬사의 대명사처럼 사용
되는 ‘천의무봉’이라는 표현과 연결된다. ‘천의무봉’은 「엄마의 말뚝 2」가 1981년
제 5회 이상문학상에 선정되었을 때 선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김윤식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29) 박완서 구술, 장미영 채록 연구, 『박완서: 못 가 본 길이 더 아름답다』, 수류산방, 2012,
175면.
30) 신수정, 앞의 글, 249면.
31) 박완서 구술, 앞의 책, 191면.
32) 김윤식, 「망설임 없는 의식」, 앞의 글, 67면.
33) 김윤식, 「천의무봉과 대중성의 근거」, 『내가 읽은 박완서』, 앞의 책,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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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천의무봉이란 “하늘나라 사람의 옷은 솔기나 바느질한 흔적이 없다”는 뜻 아
니겠습니까. 시가나 문장 따위가 매우 자연스럽게 잘되어 완미함을 일컫거나, 완전무결
하여 흠이 없음을 가리키는 비유로 사용됨이 일반적인 용법이겠지요.
박완서씨의 작품을 두고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결이나 그 정확성의 면에서 극히 부드럽고 분명하
여 거의 흠이 없음을 두고 이 용어를 사용한 까닭입니다. 고쳐 말해, 이 용어가 막바로
작품의 훌륭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까닭입니다. 저는 다른 자리에서 이 작가는 “만들
어진 작가가 아니라 태어난 작가다”라는 말도 사용한 바 있는데, 그것은 천의무봉이란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토씨 하나, 콤마 하나 찍기 위해 밤을 새우곤 하여 쓴 글을 두고 태어난 작가라니, 말
도 안 된다고 작가는 아마 제게 항의할지 모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의무
봉이라든가 “태어난 작가다”를 철회할 생각이 저에게는 아직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 작
가야말로 대중성의 가장 확실한 존재방식을 우리 소설계에 심어놓을 수 있다고 판단된
탓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 작가야말로 이 불모의 문학적인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인 까닭입니다. 그것을 두고 대중성이라고 부를 것입니다.34)

김윤식은 박완서의 문학이 자신의 경험 즉 ‘사실 자체’에서 온 것이라 보았다. 따
라서 내용적인 측면 뿐 아니라 “문체의 빈틈 없음, 우리말의 정확한 구사”, “정확
한 문장, 유려한 표현” 등과도 관련이 있으며, ‘천의무봉’이란 표현은 “방법론상의
조작과 관련된 논리성을 가리킴이 아니고, 생리적인 것을 지칭”35)한다고 주장하였
다. 한국전쟁이라는 작가의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산층의 감각과 윤리감과 삶
의 법도”를 터득할 수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무소부지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
었고, “그것이 곧 대중성, 막힘 없음의 근원”36)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김윤식은
또 하나의 이유로 일상적 사람의 감각을 조직하는 힘을 통해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는 점을 들면서 이를 통해 대중성을 저절로 획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34) 위의 글, 88~89면.
35) 위의 글, 87면.
36) 위의 글,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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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방법론에서가 아니라, 생리로 쓴 문학”, 즉 사실 자체에 기인한다는 점이 바로
“천의무봉의 근거이며, 그것의 또다른 형태가 대중성”37)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박완서 문학의 대중적 인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
이라 할 수 있으며, 일견 박완서라는 작가의 천재성에 대한 찬사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용어가 막바로 작품의 훌륭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이러한 표현은 박완서 문학이 개인의 체험을 형상화하는 수준이나
세태 묘사의 차원에 머물렀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김윤
식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대중성의 근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같
은 경향에 대해 “폭좁은 시각 안에 들어오는 대상은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대상의
성격 또한 총체적으로 살펴지기 어렵다”38)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완서 문학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작가의 창작 동인과 서사 욕망에 대한
온전한 평가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대 문학 장과의 관계를 비롯하
여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작가의 서사 욕망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중심으로 박
완서 문학을 살펴봄으로써, 그 고유한 특질과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작가의 창작 동인과 그 발현 양상을 연결하여 설명하
고자 했던 김양선의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양선은 박완서 문학에 씌워진
“분단 현실과 여성문제, 중산층의 속물성과 같은 몇 가지 주제로 압축될 수 있는,
게다가 거개가 체험에 근거한 것이라는 혐의”39)나 “박완서의 작품 다수가 ‘경험/사
실’과 ‘허구’ 사이에서 전자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작가로서의 역량을 의심받”40)
는 경우를 부인하지 않는다. 박완서 문학에 대해 부정적 평가의 근거로 쓰이는 현
상 자체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다시 쓰이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양선이 제시하는 이유는 “‘복수’와 ‘복원’의 글쓰기 간
의 길항작용”41)이라는 것이다. ‘복수의 글쓰기’는 “작가가 우리 근현대사의 뒤틀린

37)
38)
39)
40)
41)

위의 글, 101면.
정호웅, 앞의 글, 63면.
김양선, 『경계에 선 여성문학』, 역락, 2009, 112면.
위의 책, 116면.
위의 책,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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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들을 그대로 발언하겠다는 리얼리스트의 의지”42)로 승화되고, ‘복원의 글쓰기’
는 “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다시 써진 ‘같으면서도 다른’ 이야기 생산의 원천”43)
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박완서의 창작 동인과 그 발현 양상을 통
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1980년대 소설로 논의를 한정
하였다는 점과 작가의 내적 동인에만 집중하였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박완서 소설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경향
이나 관점을 개괄하면서 그와 같이 박완서 소설이 해석되는 한국사회의 담론적 흐
름을 보여주고자 한 이선미의 논의는 이러한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 있다. 이
선미는 한국전쟁이 박완서에게 “남다른 의미체계를 구성하는 역사적 사실이고 경
험”이라고 지적하며 “박완서의 전쟁 인식은 서사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한다.44) 즉 박완서는 전쟁을 한국의 근대화를 규정하는 기원적 서사로 인식하
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창작 초기부터 후기까지 박완서의 전체 소설을 아우르는
서사적 중심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선미는 이와 같이 작품의 주제뿐만 아니라
“서술자의 위악적 태도”라든가 “사소한 일상사를 소재”로 하는 등 구성방식에서도
소설과 에세이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담론 경향에 따라 박완서 문학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선미는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과잉 해석한 경우를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당대 비평에 내재된 담론화 양상과 사회 인식의 문제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의 흐름과 작가의 교섭 양상을 간
과함으로써 작가와 작품을 고정된 실체로 보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
다.
박수현의 논의는 이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박수현은 작가는 필연
적으로 당대 비평 이데올로기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
히 지도비평적인 면모를 보이는 1970년대를 문제 삼으면서 박완서의 『도시의 흉
년』과 『살아 있는 날의 시작』을 통해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때 두
42) 위의 책, 130면.
43) 위의 책, 132면.
44) 이선미, 「박완서 소설과 ‘비평’: 공감과 해석의 논리」, 앞의 글,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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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박완서의 창작방법과 작가의식이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당대 비평 이데올로기의 개입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45) 그러나 본
인 스스로 1970년대 평자들이 박완서를 적극적으로 조명하지 않았으며 특히 분석
의 대상인 두 장편은 비평계보다 독자의 주목을 더욱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박완
서가 당대 비평 이데올로기에 둔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로부터 받게 된 영
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시각은 문단 이데올로기
를 절대적인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그 외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력은 고려되지 않
는다는 점과 이로 인해 작가의 창작 의도를 오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
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가를 고정된 실체 혹은 이데올로기에 구속된 존재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유동적으로 구성됨으로써 획득되는 ‘저자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방민호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 방민호는 한국전쟁 당시 잔류파의 경험을 다룬 『목마른 계절』의
검토를 통해 전쟁에 대한 박완서 특유의 ‘모럴 감각’과 자전적 소설로서의 서술 전
략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세대론의 맥락에서 선후배 작가들과 비교하는 한
편 같은 세대의 작가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서 한국전쟁 당시 잔류파의
경험을 다룬 김성칠의 일기, 백철의 회고록 등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함께 검토
함으로써 자전적 소설로서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한다. 『목마른 계절』의 본격적인
분석에 있어서 박완서가 자신의 유소년기 체험과 전쟁 체험 등을 자전적 소설의 다
양한 형태로 새롭게 쓰는 작업을 지속했음에 주목하면서, 수필을 포함하여 자전적
소설들이 작가의 삶과 연동되어 때로는 “상호 보증적”이고 때로는 “서로의 신뢰성
을 깎아 내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와 같은 연쇄고리로부터 탈락되는 것을 방지
하면서 병립”46)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각도의 검토를 통해
『목마른 계절』의 작중 인물 ‘진’이 “자신의 혹독한 체험, 자신의 행위와 사유에 대
45) 박수현, 「1970년대 한국 소설과 망탈리테」,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58~74면.
46) 방민호, 「박완서의 『목마른 계절』로 보는 6·25전쟁의 성찰」, 서보혁·이찬수 편, 『한국인의
평화사상』 Ⅱ, 인간사랑, 2018, 3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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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윤리적 고뇌를 통과한 끝에 경험적, 귀납적”으로 이념을 내세운 전쟁의 무위성
을 체득하게 되었으며, “작가 자신을 모델로 삼아 역사의 체험자로서의 증언을 수
행”47)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 논문에서는 작가 스스로 천명한 창작의
동인, 즉 증언의 욕구가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한편, 시대적,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작가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기 위해, 즉 ‘저자성’을 획득하기 위해 벌이는 고
투와 전략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대 담론적 흐름의 양상을 추적하는 한
편, ‘증언’이라는 서사 욕망을 내세우며 작가가 이와 충돌하고 교섭하는 과정 속에
발현되는 문학적 대응 양상을 파악할 것이다. 즉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박완서
문학의 위치를 살펴보는 동시에 박완서 문학의 주요 소재인 동시대의 현실이 어떠
한 문학적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으며 작가가 그러한 서사 전략을 선택한 의미는 무
엇인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의 시각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저자의 죽음(The Death of the Author)」
(1968)에서 저자에 관련된 글쓰기의 신화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독자의 탄생은 저
자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48)고 주장하고, 미셸 푸코가 「저자란 무엇인
가(What is an Author)」(1969)를 “누가 이야기하든 무슨 차이가 있는가?”49)라고
대답한 이후 5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저자’라는 개념은 사라지지 않고
문학이론과 텍스트 비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 ‘저자(author)’는
‘글을 쓰는 자(writer)라는 중립적 표현과 달리 독창성과 창의성, 권위를 지닌 예술
가를 가리킨다.50)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서구적 내포를 함의한 ‘저자’ 개념을 인
47) 위의 글, 365면.
48) 롤랑 바르트, 정인진 역, 「저자의 죽음」, 윤난지 엮음,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눈빛,
2004, 34면.
49) 미셸 푸코, 황유진 역, 「저자란 무엇인가」, 위의 책,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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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지만, 한국어에서 저자는 작가와 개념의 차이 없이 상황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유동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푸코는 ‘저자’가 서구 근대 사회의 개인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허구적이고 역사
적인 구성물이라고 주장하는 바르트적 사유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저자를 끊임없
이 텍스트 외부의 현실과 역사로 돌려보냄으로써 저자 담론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저자 이름의 실질적 구속력은 인정하고 있다.51) 푸코는 저자의 소
멸로 인해 자유로워진 빈자리와 기능, 즉 ‘저자기능(author-function)’을 찾아냄으
로써 담론의 질서 안에서 저자의 기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52) 저자
가 작품해석의 필수 조건이라거나 저자 없이는 모든 의미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전통
적 입장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나, 최근의 이론에서도 저자기능은 거의 언제나 가정
된다. 이러한 최소한의 가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저자는 물질적
토대로서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원작자이다. 둘째, 텍스트는 나름대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선택된 것은 저자를 통해 설명된다. 저자는 의식
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텍스트에 포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결정하며, 텍스트
가 어떤 문학적 모범을 계승할 것인지도 저자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한 텍스트의
언어적이고 형식적인 형태, 요컨대 텍스트의 형상화 기능도 저자에 의한 것이다.
이때의 저자는 작품해석방법론에 따라 서술자 또는 내포된 저자라는 개념으로 등치
될 수 있다. 넷째, 작품해석의 실제에서 저자를 의미생산의 기능과 연관시킬 수 있
는 폭은 넓다. 하지만 저자가 의도한 의미가 텍스트의 해석에서 어느 정도까지 필
요하고 중요한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53)
그러나 ‘저자의 권위’의 해체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페미니즘 문학론에서는 확연

50) ‘author’에는 중세의 ‘auctor’, 즉 전권(auctoritas)을 소유한 자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전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살릴 수 있기 때
문이다. 송은영, 「저자Author의 역사」, 『현대문학의 연구』 1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2,
331면.
51) 위의 글, 351~352면.
52) 고규진, 「저자/저자성의 문제: 바르트와 푸코의 영향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67, 한국
독일언어문학회, 2015, 241~242면.
53) 위의 글,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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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부장적 관념으로
비판받는 저자라는 전통적 관념이 여성작가들에게는 새로운 권위의 원천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의 유희공간을 남성적 전형으로 환원시킨
역사적, 문화적 제약을 재구성하여 관습적인 저자 범주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과 여
성저자에 대한 의미 부여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54) 즉 여성작가들에게
여전히 ‘저자’ 개념은 활용의 가치가 충분하며, 기존의 남성중심적 저자의 자리를
여성작가들이 차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여성 저자성이 필요하다고 보
는 것이다.
“여성이 작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최초의 시
기”55)로 보인 19세기 여성 문학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산드라 길버트(Sandra M.
Gilbert)와 수전 구바(Susan Gubar)는 여전히 “가부장적 서구 문화에서, 텍스트의
저자는 아버지이자 창시자이며, 낳는 자이자, 그의 펜이 그의 음경처럼 생산의 도
구가 되는 미학적 가장”56)이라고 주장한다. 니나 베임(Nina Baym) 역시 “‘권위
(authority)’는 ‘작가(author)’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며 “대부분의 문화에서 권위
는 성인 남성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권위에는 성차와 연관된 의미”가 있다고 보았
다. 이를 통해 문학적 창조는 남성만이 해낼 수 있는 활동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여성의 글쓰기는 정도를 벗어난 부조리로 여겨질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57) 이러한 문학적 부권의 은유에 비춰볼 때, 프로이트의
구조를 문학 계보학에 적용하면서, 해럴드 블룸(Harold Bloom)이 문학사의 역동성
은 작가의 ‘영향에 대한 불안’, 즉 자신이 자신의 창조자가 아니며 선배들의 작품이
그 이전에 그를 넘어서서 존재하며, 자신의 작품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할 것이라는
불안에서 나온다고 가정한 극도로 가부장적인 패러다임을 파악할 수 있다.58) 이와
54) 위의 글, 251면.
55) Sandra M. Gilbert & Susan Gubar, 박오복 역, 『다락방의 미친 여자』, 이후, 2009, 11
면.
56) 위의 책, 67면.
57) Nina Baym, 「갇힌 남성성의 멜로드라마(Melodramas of Beset Manhood)」, Elaine
Showalter(ed.), 신경숙·홍한별·변용란 역, 『페미니스트 비평과 여성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104~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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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여성은 ‘영향에 대한 불안’ 대신 결코 창조할 수 없다는 불안, 즉 ‘작가가 되
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된다.59)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열등한 지위에서 여성으로서 글을 쓴다는 의미를 끊임없이
되물을 수밖에 없는 여성작가들의 선택에 대해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나는 “‘단지 여자’일 뿐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남자만큼 훌륭하다’고 항변”하는 것이다.60) 전자의 경우 여성 문
학가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하찮은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61)
후자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작품을 필명 혹은 익명으로 출판하는 것이며, 조르주
상드(George Sand)와 조지 엘리엇(George Eliot) 사례처럼 작가로서 그들은 ‘남
자’라고 주창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젠더를 부인하는 방식은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
온다.62)
페미니즘 문학비평은 이러한 여성작가의 어려움을 여성의 시선으로 다시 읽고 쓰
려는 시도로 시작된 것이다. 일레인 쇼월터(Elaine Showalter)는 페미니즘 문학비
평을 두 갈래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페미니스트 비평(feminist critique)
이라 부르는 것으로, 독자로서의 여성과 관련이 있으며, 기호 체계에서 기호로서의
여성을 분석하는 문제와도 상관된다. “남성들이 생산한 문학의 소비자로서의 여성
들에 관하여, 그리고 독자가 여성일 수 있다는 가설이 주어진 텍스트의 이해를 변
화시키고, 작품에 담긴 성적인 코드의 중요성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향”과 관련된 것이다. 이 유형의 비평 주제는 “문학에 나타나는 여성의 이미지와
전형, 비평 속에서 여성이 드러나지 않거나, 잘못 오해되는 문제, 그리고 남성 중심
으로 구축된 문학사의 틈새 등”이다. 두 번째 유형은 작가로서의 여성과 관련된 것
으로, 여성 중심 비평(gynocritics)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텍스트적 의미의 생산자
로서의 여성, 그리고 여성 문학 작품의 역사와 주제, 장르, 구조들과 관련”된 것으

58)
59)
60)
61)
62)

Sandra M. Gilbert & Susan Gubar, 앞의 책, 132면.
위의 책, 135면.
Virginia Woolf, 오진숙 역, 『자기만의 방』, 솔, 1996, 132면.
Sandra M. Gilbert & Susan Gubar, 앞의 책, 157면.
위의 책, 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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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성적 창의성의 정신 역학, 여성 언어를 둘러싼 언어학과 그 문제들, 개인적
으로나 전체적으로 여성들에게 주어진 문학 관련 직업들의 궤도, 문학사, 그리고
물론 특정 작가들과 작품 연구” 등을 포함한다. 쇼월터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페미니스트 비평보다 자기충족적이고 실험적인 여성 중심 비평에에 무게
를 둘 것을 제안한다.63) 페미니스트 비평이 남성중심적 모델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과 달리 여성 중심 비평은 “남성들의 모델과 이론들을 적용하기보다는, 여성들의
경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여성들의 문학을 분석하
기 위한 여성의 틀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64)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쇼월터는 남성적 전통의 틀 안에서 비가시화되었던 여성작가와 그들의 텍스트의 가
치를 여성의 경험과 여성적 글쓰기를 통해 새롭게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저자의 권위에 대한 의심과 거부로 인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리타 펠스키
(Rita Felski)는 “젠더를, 텍스트의 궁극적인 진실을 전달하고 모든 모호성을 깨끗
이 없앨 수 있는 마법적인 열쇠라기보다는 작품의 중요한 층위의 하나”로 생각해야
하며, “저자에 관해 논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자의 진정한 의도를 충분히 복원할
수 있으며 저자의 의도가 작품이 의미하는 영원한 강령이라고 믿는다는 말은 아니”
라고 주장한다.65) 특히 펠스키는 쇼월터를 인용하면서 여성작가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창조하려는 일부 페미니즘 문학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여성의 글쓰기에
서 모든 것은 젠더로 설명할 수 있다는 ‘과잉 여성화’와 여성의 텍스트에서 젠더의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는 ‘과소 여성화’ 양측 모두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다.66) 펠스키는 여성작가에 대한 은유가 미친 여자에서부터 가면무도회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때 젠더는 꼭 작가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작가와 독자는 각자의 젠더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도
63) Elaine Showalter, 「페미니스트 시학을 향하여(Toward a Feminist Poetics)」, Elaine
Showalter(ed.), 신경숙·홍한별·변용란 역, 『페미니스트 비평과 여성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160면.
64) 위의 글, 163면.
65) Rita Felski, 이은경 역,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여이연, 2010, 105면.
66) 위의 책,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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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교차하여 존재할 수도 있으며, 젠더를 아예 숨기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처럼
작가에 대한 많은 은유가 존재하는 것은 여성작가의 문제가 여성문학과 긴밀한 관
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6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자성이 곧 남성적인 것과 연
결되는 전통과 대면하면서, 페미니즘 문학비평은 여성작가를 강조하며 “(남성)창조
성에 대항하는 대항신화”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68)
펠스키는 여성작가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던 기존의 페미니즘 문학비평적 시각
을 확장하여 네 가지 부분, 즉 ‘독자’, ‘저자’, ‘플롯’, ‘가치’의 영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즉, “남자주인공과의 동일시가 암암리에 전제되어 자신의 여성적 자아와
균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독자, 여성으로서 글을 쓰기 위해 남성으로 상징
되는 저자성뿐 아니라 ‘저자의 죽음’이라는 포스트모던적 선언과도 맞서 싸우며 여
성으로서 글을 쓴다는 의미를 수없이 다시 물어야 했던 여성저자, 여성이 그대로
전유하기 힘든 영웅의 모험담이나 로망스 플롯이 아닌 여성적 플롯은 어떤 것이어
야 하는가에 대한 탐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미학적 가치와 정
전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69)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여성저자와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면, 저자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펠스키는 저자를 “기만과 은폐의 기술에 능통한 장인”이라 설명하면
서, “정교한 가면을 쓰고 가장무도회를 연출하는 저자는, 자기가 기록한 것들이 실
제로 일어난 것이므로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증언을 하고 있다
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가 특히 더 가면일 수도 있다”70)고 지적한다. 그중에서도
여성성의 규칙으로 훈련받고 타자의 응시에 자신을 제시하기 위해 “분장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여성들은 젠더가 자연적 산물이라기보다 예술적 가공품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교적이고 자의식적인 역할놀이에 고도로 잘 적응할 수 있
다는 것이다.71) 펠스키는 가면무도회로서 저자성이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예술의
67) 허윤, 「이중적 시각으로 바라본 여성문학」, 『여/성이론』 23, 여이연, 2010, 250~251면.
68) 위의 글, 252면.
69) 정소영, 「‘둘 다’(both/and)의 마땅함과 미진함」, 『안과밖』 30, 영미문학연구회, 2011, 316
면.
70) Rita Felski, 앞의 책, 103~104면.
71) 위의 책,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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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성’과 인위적인 창작자로서 작가를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한
다. 저자성은 여성들에게 다른 정체성에 거주하도록 해주고 다양한 자아를 연출하
게 해주며 남성적 관점과 여성적 관점 모두를 통해 세계를 보도록 해준다.72) 이러
한 펠스키의 논의는 여성에 의한 수행성보다는 여성작가가 글을 쓰면서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를 어떻게 수행하는가라는 논의에 더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성 논의와 함께 펠스키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문학에 대한 페미니즘
적 접근이 정치적 해석만이 아니라 미학적 접근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펠스
키는 보수주의적 비평가들과 여성주의 학자들이 정치와 예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비판하며, ‘이중적 시각(複視)’을 통해 정치와 예술 양자에 주목
할 것을 주장한다.73) 이것 아니면 저것의 이분법적 세계를 지양하는 이중적 시각을
바탕으로 펠스키는 정치와 미학이 만나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페미니즘 문학비평이 시작된 서구의 영미 문학사를 거칠게 정리해
보면, 남성중심의 문학 전반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비판하는 페미니스트 비평 중
심에서, 1970년대 이후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작가에 초점을 맞추는 여성 중심
비평의 형태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한·중·일의 여성문학연구는 “여성
작가를 비롯한 여성의 문학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74)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성문학사 서술과 관련한 이경하의 논의에 따르면, 특히 한국문학에서는 ‘여
성문학’이라는 용어가 상기시키는 일차적 의미에서부터 ‘여성이 문학창작의 주체’이
며 ‘여성작가문학’이 곧 ‘여성문학’이라는 인식이 뚜렷했다.75) 20세기 이후에는 여
성문학의 의미가 훨씬 복잡해지면서, 경우에 따라서 여성작가문학, 여성해방문학,
여성에 관련된 문학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루어진 각 국의
72) 위의 책, 124면.
73) 펠스키는 이중적 시각이 대단히 애매한 화법이며, 이미 견고한 사물의 윤곽을 용해시켜 혼
란스럽고 불분명하게 흐려놓음으로써 잘못 보거나 나쁘게 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한편
장악력을 상실하고 예리한 측면을 잃고 무뎌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이중적인 시각이 실제보다 적게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런 재앙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의 책, 43면.
74)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23면.
75) 위의 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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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학사 서술을 살펴보면, 여성문학사는 곧 ‘여성작가문학의 역사’로 인식되어
왔고, 여성문학사를 여성작가문학의 역사로 이해하는 관행이 상당히 강고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현대문학 분야에서 더욱 농후하다고 지적된다.76)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한국문학에서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는 곧 여성문학, 여성문학
사의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창
작의 주체로서 여성에 대해 천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박완서 문학은 작가적 원체험으로서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한
국 현대사를 증언하려는 욕구로 인해 시작되었다. 이때 작가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여성 생존자로 규정하고 직접 목도한 한국 현대사 전체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박완서의 ‘증언’은 일반적인 의미의 증언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제삼자”의 객관적 위치에서, “어떤 일을 끝까지 겪어낸” 증인77)의 위치에서 완
료된 사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증언과 같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외부에서 객관
적으로 조망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증언은 일반적인
역사적 증언, 혹은 남성적 증언과 다른 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박완서는 체험
에 기반한 경험적 자아로서 자신 또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폭로하는 특유의 윤
리 감각을 드러내면서, 현재진행형의 형태로 고발을 서슴지 않는 일종의 내부 고발
자의 위치에 선다.
예를 들면, 박완서는 전후 국가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대 이데올
로기가 틈입한 일상을 배경으로 사적 영역에서 생활해 온 여성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본다. 이처럼 ‘가정’으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을 배경으로 재생되는 여성의 시각
은 단순한 관찰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이 포함된, 혹은 연루된 공동체의 경험에
바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흔히 ‘중산층 여성’으로 설명되는 여성
76) 위의 글, 21~22면.
77) 아감벤은 ‘증인’에 해당하는 라틴어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 말은 ‘testis’로, 영어의
‘testimony’가 여기에서 파생되었으며 서로 경합하는 두 당사자들 간의 재판이나 소송에서
제삼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두 번째 말은 ‘superstes’인데 어떤 일을 끝까지 겪
어낸 사람, 어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했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사
람을 가리킨다. Giorgio Agamben, 정문영 역,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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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추상적인 형태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특징 속에서 겪는 여성의 실체
적 경험을 모아서 보여준다. 그것은 국가주의라는 거대 담론에 억압당하는 모습으
로 등장하기도 하며, 새로운 윤리적 가치를 도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여성의 경험에 대한 강조는 주류 도덕이론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가능하
게 한다.
인간이라고 하면 남성을 떠올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주류 도덕이론은 공적 영역
과 시장에서의 남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공동체
(polis)에 대한 고대 그리스의 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 경
제적 영역이 추가되면서,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은 종(種)이 재생산되고 생명이라는
생물학적 자원이 꾸준히 충원되는 자연스러운 영역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전통적으
로 여성의 경험은 낯선 사람들과 공정하게 관계를 맺기보다 가족과 우애라는 특별
한 관계를 함양하는 것을 의미했고, 아이 혹은 아프거나 연로한 부양가족을 위해
막대한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졌다.78) 전통적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의 분리는 공적 관심에서 일부 정치적 문제들을 탈각시키면서 이러한 공과 사의 관
계가 ‘자연적’인 것으로 잘못 윤색되었기 때문에 전(前)정치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트론토(Joan C. Tronto)는 사회적·정치적 제도가 일부만이 돌봄의 짐을 짊어
지고 일부는 회피하게 되는 관계에 주목하면서, 모든 돌봄의 관계는 필수불가결하
게 권력을 포함하며 미세한 권력 차이도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돌봄 관계는 중요한
의미로서 정치적이라고 설명한다.79)
이와 같은 공/사 영역에 대한 재검토와 돌봄에 대한 윤리적 재가치화를 통해 여
성은 수동적인 참여자 혹은 방관자적 주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주체로 등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역사 쓰기”를 통해 “역사 만들기”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역사서술(history writing) 행위가 곧 역사창조
(history making) 행위라는 것이다.80) 이는 최근 문헌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78) Virginia Held,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돌봄윤리』, 박영사, 2017, 54~55면.
79) Joan C. Tronto,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2014, 89~91면.
80) 박명림, 「전쟁과 기억, 정치와 문학」,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편, 『전쟁의 기억, 역사와
문학』 하, 월인, 2005, 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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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경험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전된 구술사 연구가 활발한 경향과도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81) 이때 구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화자의 주관성
(subjectivity)이다.82)
그러나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려는 증인, 혹은 사가(史家)의
자세와는 구별되는 증언의 형태로 박완서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문학’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박완서의 작업이 역사 서술과 다르다는 것은, 즉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누구의 목소리로 말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작품에서 드러나는 인물이 실제 작가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소설 속
의 ‘나’는 “항상 허구적으로 말하는 자로서의, 단일한 ‘나’인 것만은 아니고, 그만큼
이나 저자로서의 ‘나’이기도 한, 어떤 복합적이고도 초월적인 방식”을 드러내며,83)
이로써 구성된 문학 텍스트는 다층적 해석이 가능한 다의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실제 저자와 문학적 인격으로서의 창안된 저자, 즉 ‘암시된 저자(implied
author)’를 구분하며, 암시된 저자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웨인 부스(Wayne C.
Booth)는 “실제의 작자와 그 자신이 만들어 낸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자신의 변
형”84)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때 웨인 부스가 이야기하는 암시된 저자의 의미는 “추
출 가능한 의미들뿐만 아니라 모든 작중인물들의 고난이나 행동 하나하나의 도덕
적·정서적 내용”까지 포함하는, 즉 “예술품 전체의 직관적 이해”를 포함하는 것이
다.85) 제임스 펠란(James Phelan)의 최근 논의는 웨인 부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발전시켜 텍스트의 구성적 행위자로서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86) 이러한 펠란의 재
개념화는 암시된 저자의 능동성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작가의 가치관, 신념, 태도,
81) 윤택림, 「구술사 인터뷰와 역사적 상흔」, 『인문과학연구』 30,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383면.
82) Alessandro Portelli, 「무엇이 구술사를 다르게 하는가?(“What makes oral history
different”)」, 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2010, 84면.
83) Susan Sniader Lanser, 「보는 이의 ‘나’(“The “I” of the Beholder”)」, James Phelan
& Peter J. Rabinowitz(ed.), 최라영 옮김, 『서술이론』 Ⅰ, 소명출판, 2015, 399면.
84) Wayne C. Booth, 최상규 역, 『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1999, 105면.
85) 위의 책, 107면.
86) James Phelan, Living to tell about it: a rhetoric and ethics of character
narr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45~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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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 특질뿐 아니라 그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텍스트에 나타난 방
식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작품의 윤리적 차원을 새롭게 탐색할
가능성과, 실제 작가의 태도나 가치관 면에서 작품화되는 과정에서 일관적이지 않
은 균열 지점을 밝혀줄 가능성을 제공한다.87)
이러한 논의를 참고할 때 문학을 통한 증언이라는 욕구는 필연적으로 ‘저자성’에
대한 고민을 수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당대 문단에 의해 끊임없이 ‘여류’
로 호명되었던 여성작가들의 고민, 곧 여성으로서 글을 쓴다는 의미이자 저자성의
탐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험, 혹은 기억의 서사화라는 박완서의 서사 전
략은, 특권적 창조자가 아닌 일종의 경험적 자아로서 암시된 저자 혹은 서술자와
동일한 정체성으로 독자에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박완서가 비정치적이
라거나 몰역사적이라는 오해, 가벼운 일상사에 그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
의 창작 활동 기간 전체를 통틀어 이러한 문학적 대응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중
요한 방법론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박완서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경험으로 정립된
차별적인 윤리성을 바탕으로, 여성적 가치가 질서를 부여한 새로운 증언을 문학적
으로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서사 전략을 분석함에 있어 시점이 기교뿐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도구라고 지적한 수잔 스나이더 랜서(Susan Sniader
Lanser)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랜서는 페미니스트 서사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즉 여성작가의 서술 전략은 남성작가의 그것과 다르며, 이것은 바로
여성작가들이 남성중심의 사회적 규율을 우회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다.88) 비록
랜서가 페미니스트 서사학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그 성격을 대체로

87) 서은혜는 펠란의 ‘암시된 저자’ 개념을 설명하면서 “실제 저자의 가치관, 능력, 태도, 믿음
의 ‘정확한’ 반영이라는 견해보다는, 실제 저자가 자기 자신과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차이
를 넣어 암시된 저자를 구성해 낸다는 견해”를 이끌어낸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작가의 전기
적(biographical) 사실과 수사학적 분석의 연결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서 효용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서은혜, 「이광수 소설의 ‘암시된 저자’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17~18면.
88) 이봉지, 「페미니스트 서사학과 여성적 글쓰기」, 『미국학논집』 31(1), 한국아메리카학회,
1999,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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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규정지을 수 있는데, 첫째 모든 것을 정치적인 것, 즉 상대적인 것으
로 간주하는 페미니즘의 해석적 유연성으로 스스로를 이데올로기 바깥에 있다고 주
장하는 서사학의 형식주의적 경직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남성 텍
스트 중심으로 발전되었던 기존의 서사학과 달리 여성 텍스트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여 기존 서사학에서 결여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문학을 현실
의 반영으로 파악하는 페미니즘의 입장을 받아들여 서사학에 역사를 복원시킴으로
써 구조서사학의 텍스트 중심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문학 텍스
트의 존재 조건, 즉 문맥의 문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용의 주체인 현실의 독자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이다.89)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랜서는 서사 담론의 요소 중 특히 ‘목소리(voice)’에 주
목한다. 먼저 랜서는 목소리에 대해 페미니즘과 서사학이 각각 별개의 연구를 수행
해왔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즉 페미니스트 비평은 서사의 기
술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서사학은 특정한 서술적 관행의 원인, 이데올로기, 또
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90) 이러한 랜서의 주장은 이중적 시각
을 통해 정치와 미학이 만나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던 펠스키의 문제의식과 연결되
는 지점이자 구체적인 방법론의 제시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랜서는 저자기능이 특권층의 백인 남성 용어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성
적 목소리(female voice)는 텍스트적 관행에서 드러나는 이데올로기적 긴장의 장
이라는 가설을 세운다.91) 목소리의 사회적 특성은 발화하는 순간에 존재하는 권력
의 위계와 목소리가 맺는 관련성으로부터 나온다. 목소리의 수사적 특성은 화자가
특정한 텍스트 전략을 채택하는 기술에서 나오는데, 그러한 특정한 텍스트 전략 역
시 사회적 위계와 무관하지 않다. 랜서는 세 가지 서사적 목소리, 즉 저자의 목소
리(authorial voice), 개인의 목소리(personal voice), 공동의 목소리(communal

89) 위의 글, 148~149면.
90) Susan Sniader Lanser, Fictions of Authority: women writers and narrative
voic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4면.
91) 여기서 랜서가 사용하는 ‘여성적 목소리’의 의미는 서술자의 문법상의 젠더(narrator’s
grammatical gender)를 뜻한다. 위의 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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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를 제시한다. ‘저자의 목소리’는 공적이며, 이종서술이기도 하고 자기 지시적
이기도 하다. 또한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되었기에 여성저자에게 서술자
를 스스로 설정하는 문제 자체가 중요하다. 랜서가 말하는 ‘개인의 목소리’는 모든
동종 서술자 혹은 일인칭 서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네트가 “자서전적
(autodiegetic)”이라고 부른, 즉 이야기를 해주는 “나”가 이야기의 주인공이거나
또는 나이 든 주인공의 회상인 경우만을 뜻한다. 랜서는 이러한 개인의 목소리의
공적 및 사적 형태로 다양한 접근 가능성을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의 목
소리’는 집단적 목소리 또는 서사적 권위를 공유하는 목소리의 집합을 뜻하는데,
한 서술자가 집단을 위해 말하는 단수(singular) 형태, 복수의 “우리”가 서술하는
동시(simultaneous) 형태, 그리고 그룹의 각 구성원들이 차례로 서술하는 순차적
인(sequential) 형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92) 이러한 랜서의 목소리 개념은
기존의 권위적 저자성과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서사 전략에 대한 고민이며, 공적
영역에서 배제된 사적 영역의 서사화를 시도한 박완서 문학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
용할 것이다.
젠더의 문화적 구성이라는 맥락에서 서사적 구조와 전략을 연구했던 로빈 워홀
(Robyn Warhol) 역시 주목을 끈다. 워홀은 작가의 젠더에 따라 서사 전략이 다르
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성작가의 서사 전략을 “거리두기(distancing)”, 여성작가
의 서사 전략을 “끌어당기기(engaging)”로 명명한 바 있다.93) 이러한 페미니스트
서사학을 방법론으로 삼아 워홀은 제인 오스틴을 분석하면서, 그것이 ‘이야기
(story)’(텍스트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와 ‘담론(discourse)’(어떻게 이야기가 언어
로 표현되는가)을 구별할 수 있는 분석적 도구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94) 랜서가
목소리의 문제에 주목했다면 워홀은 시각을 문제 삼았는데, 남성적 ‘응시(gaze)’와
대비되는 여성적 ‘보기(look)’를 제시하였다. 응시는 줄거리 바깥, 즉 외부 영역에
92) 위의 글, 15~22면.
93) Robyn Warhol, Gendered interventions, New Brunswick and London: Rutgers
University Press, 1989, 17면.
94) Robyn Warhol, “The Look, the Body, and the Heroine of Persuasion: A
Feminist-Narratological View of Jane Austen”, Kathy Mezei(ed.), Ambiguous
Discourse,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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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반면 보기는 내부에 위치한 것이다. 외재적 응시(extradiegetic gaze)
의 틀은 허구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독자의 관점을 형성하
고 있는 반면에 내재적 보기(intradiegetic look)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
로 재현된 수천 개의 사건들 중 하나이다.95) 이러한 내재적 보기는 이야기 내부에
위치한 여성 화자가 여성적 활동으로서 젠더적 보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레이첼 블로 듀플레시스(Rachel Blau DuPlessis) 역시 여성은 “내부자이
며 동시에 외부자인 사회적 지위”를 통해 “‘이것-저것’의 이원론을 용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여성적 보기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듀플레시스는 “그녀
의 존재론적, 심리적, 계급적 지위는 모두 이중성을 야기한다”면서 이분법적 대립
을 넘어서 포용할 수 있는 “둘 다”의 가능성을 제시한다.96) 이러한 젠더적 보기의
개념은 사적 영역의 담지자로서 존재했던 여성의 화자로서 역할과 새로운 윤리적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박완서 문학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목소리, 시각의 차원과 함께 마지막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여성적 플
롯의 가능성이다. 조안나 러스(Joanna Russ)는 모든 플롯은 근본적으로 남성적인
것이며, 여성이 이용가능한 주요한 플롯라인은 ‘러브스토리’라고 주장한다. 러스가
제시하는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기존의 플롯은 버지니아 울프식의 서정주의나 엄
격한 다큐멘터리 리얼리즘 형식뿐이다.97) 펠스키는 이러한 러스의 주장에 대해 전
통적 남성 장르에 도전하여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의 혼합을 이루어낸 사례를
근거로 반박한다. 러브스토리에서도 결혼이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
아를 찾아 가정을 떠나거나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등 흥미로운 변형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계 미국인 여성작가들의 어머니-딸 서사 등을 새로운 대
안으로 형태의 플롯으로 제시한다.98) 펠스키가 제시한 이러한 새로운 여성적 플롯
의 형태는 그동안 박완서 문학의 특징으로 언급된 어머니-딸 서사와 결혼 서사 등
95) 위의 글, 26면.
96) Rachel Blau DuPlessis, 「에트루리아어를 위하여(For the Etruscans)」, Elaine
Showalter(ed.), 앞의 책, 360면.
97) 루스가 전통적 젠더 역할을 벗어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기에 낙관적인 장르로 추천하며 장
려한 것은 SF가 유일하다. Rita Felski, 앞의 책, 159~160면.
98) 허윤, 앞의 글, 253~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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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존의 플롯을 그대로 답습하는 대신 어떠한 방식으로 변형태를 제시하며 새롭
게 의미화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박완서 문학의 핵심을 설명하
기 위해 ‘저자성’이 중요한 개념임을 전제하고, 어떻게 저자로 구축되어 갔는가, 또
한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었는가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창작 활동
시기 전체를 대상으로 삼되,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하면서 단편소설과 각종 산문, 인터뷰 등 작가가 형상화한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할
것이다. 또한 당대 비평적 요구 혹은 시대적 담론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비평,
기사 등의 자료 또한 참고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작가적 원체험으로 언급되는 한국전쟁의 기억을 형상화한 작품
을 대상으로 삼는다. 우선 한국전쟁을 겪기 전까지 박완서의 생애사 검토를 통해
세대적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어머니의 영향과 독서 체험 등 문학적 토대
를 이룬 성장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할 것이다. 이어서 『나목』을 통해 등단하기까지
의 과정과 등단 초기, 작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분투의 과정을 함께 살펴볼 것
이다. 이러한 맥락 아래 박완서 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전쟁기 여성 생존자의 경험
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초기작 『나목』과 『목마른 계절』의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자 한다. 또한 「엄마의 말뚝」 연작에 나타난 어머니-딸 서사의 특징을 함께 검토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다양한 일상적 차원에 틈입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다룬
1970~80년대의 문학 활동을 검토한다. 특히 이 시기는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
하고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당대 비평적 요구, 담론적 억압
에 대한 문학적 대응 양상이 가장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완서는 주류
담론의 호명을 거부함으로써 ‘여성’이자 ‘저자’로서의 새로운 저자성을 구축해나가
고자 하며, 전후(戰後) 국가재건 프로젝트의 균열을 파악하고 거대 담론과 화합할
수 없는 개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국가주의를 구성하는 양대 이데올로
기로서 성장 이데올로기와 반공 이데올로기의 교묘한 작동 양상에 대한 폭로와 국
가주의의 재생산 기제로서 이용된 낭만적 사랑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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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하는 작품으로 『도시의 흉년』, 『휘청거리는 오후』, 『살아 있는 날의 시작』,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등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작가가 절필의 시간을 보낸 이후99)부터 서거 전
에 발표된 문학 활동을 주로 검토할 것이다. 작가적 원체험으로서 한국전쟁이 ‘오
빠의 죽음’이라는 표상으로 설명된다면, 이와 대비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아들의 죽음’ 이후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다. 이 시기 노년에 이른 작가는 이미
대중과 문단의 관심을 고루 받게 되며 특유의 저자성을 인정받고 있었으나 자신의
위치에 안주하는 대신 문학적 실험을 계속해 내간다. 이 시기 문학의 특징은 주로
노년의 목소리를 통해 죽음에 대한 성찰과 젠더-나이체제 비판, 역사적 매개자로서
의 책임 의식 등의 사유를 풀어 놓는다는 점과 다양한 일련의 자전적 글쓰기를 비
롯한 문학적 기법이 실험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
주 오래된 농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
까』 등을 살펴볼 것이다.

99) 기존 연구사에서 박완서의 문학 세계는 일반적으로 10년대를 기준으로 삼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발표 작품을 각각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완
서 소설이 시대상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분류가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기
도 한다. 그러나 박완서는 1988년 5월과 8월에 남편과 아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면서 당시
『문학사상』에 연재 중이던 『미망』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중단하면서 절필의 시간을 가
졌다. 이 글에서는 시대적 배경과 함께 작가의 내면적 의식의 변화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분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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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적 기억에 기반한 한국전쟁의 이면과 여파에 대한
기록

1. 문학적 기원으로서 한국전쟁 체험의 의미
Ⅱ장에서는 전쟁기 여성 생존자가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작가
적 원체험으로 언급되는 한국전쟁을 형상화한 초기작을 검토한다. 박완서의 생애사
검토를 통해 세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한편, 『나목』을 통해 등단하기까지의 과정과
시대 상황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맥락 아래 박완서 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전쟁기 여성 생존자의 경험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초기작 『나목』과 『목마른 계
절』의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남보다 늦게 데뷔했기 때문일까, 느닷없이 글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
다. 참 싫은 질문이지만 대답 안 할 수도 없는 일이라 여자도 일을 갖기 위해서라는 여
권운동가 같은 대답을 한 일도 있고, 심심해서 썼을 뿐이라는 여가 선용운동에 보탬이
될 소리를 하기도 했었다. 심심해서 썼다는 소리가 공개되자 독자라는 분으로부터 추상
같은 호령을 들은 일은 잊혀지지 않는다. 독자란 자기가 아무리 심심풀이로 읽을지라도
작가는 목숨 걸고 써 주길 바라는 욕심꾸러기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한 셈이었다.
그런 독자에 대한 변명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글을 쓴 것은 일을 갖기 위해서도 심심해서
도 아니었다. 6·25의 망령 때문이었다.100)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박완서는 다른 작가와 비교해 보아도 유독 창작 동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 대답 또한 여러 번 반복되었다. 이와 같이 한
국전쟁 체험과 그로 인한 증언의 욕구가 중요한 창작 동인이 되었음은 박완서 스스
100) 박완서, 「다시 6월에 전쟁과 평화를 생각한다」, 『여자와 남자가 있는 풍경』, 한길사,
1978,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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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여러 번 밝힌 적이 있으며, 자전적 서사가 아닌 경우에도 한국전쟁과 분단 현
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박완서 문학에 대한 비평과 연구 역시
상당 부분 이러한 측면에 집중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연구 결과물이 확
인되기도 한다. 각각의 연구에서 박완서 문학이 거둔 성과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쟁에 대한 증언의 욕구와 소명의식이 박완서 문학의 중핵을 차지한다
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없었다면 전 보수적이고 사회적인 관심이 없는 완전한 순수문학을 했을 것 같아
요. 결코 현실 참여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을 겪고 나서 사회적인 상처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인생을 깊이 상처 내고, 나름대로 직조하고픈 운명과 다르게 자
꾸만 방향을 틀어버리는 현실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제 문학의 방향에 영향을 끼쳤
죠.101)

그러나 기존의 논의에서 박완서 문학의 시작점으로서 전쟁 체험의 중요성이 반복
적으로 강조되었던 것과 달리, 그러한 전쟁 체험이 이후 어떠한 시각으로 문학 활
동에 임하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간과된 측면
이 있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박완서에게 한국전쟁의
기억은 작가의 위치에 서게 만든 동력인 동시에 “보수적이고 사회적인 관심이 없는
완전한 순수문학”의 길을 포기하고 “현실 참여적”인 방향으로 이끈 추동력이라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전쟁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한국전쟁
에 이르기까지 박완서의 생애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102) 1931년 9월 15일 경기
도 개풍군 청교면 묵송리 박적골에서 태어난 박완서는 네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열 살 위 오빠와 남매로 자랐다. 교육열이 남달랐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1938년 서

101) 권영민·박완서 대담, 「상처 속에 박혀 있는 말뚝」(『라쁠륨』, 1997.겨울), 박완서, 『박완서의
말』, 마음산책, 2018, 158면.
102) 이하 내용은 작가가 직접 쓴 연보와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박완서, 『창 밖
은 봄』, 열화당, 1977, 5〜8면 및 박완서 구술,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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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로 이주하였고, 1944년에 숙명여고에 입학했다. 소개령에 따라 1945년 봄에 잠
시 호수돈여고로 전학을 가기도 했으나 해방을 맞아 한 학기만에 숙명여고로 돌아
왔다.
주목할 것은 박완서가 1931년에 태어나 일제 말기 공교육을 받았으며, 식민 지
배와 해방, 한국전쟁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라는 점이다. 박완서는 청소년기를 “내
나라 말이라는 뜻의 국어는 일본어였고, 조선어는 금기의 언어”103)인 상태로 보냈
다. 박완서가 받았던 문학의 세례는 한편으로는 문학 애호가였던 어머니의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로서 구전된 옛날 이야기, 고대 소설, 중국의 고전 등이었으며,104)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어로 쓰여진 책이었다.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기쿠치 칸
등 통속작가가 쓴 연애소설에서부터 ‘신조사 세계문학전집’ 등을 “책에 걸신들린
것 같은 허기증”으로 읽었던 것이다.105) 박완서의 회상에 따르면, 자신이 사춘기
때 이십대 청년이었던 오빠의 경우 우리말로 된 문학을 접할 수 있었고 이광수, 김
동인, 홍명희의 열렬한 애독자였다고 한다.106) 그러나 박완서의 세대는 “학년의 고
하를 막론하고 읽고 쓰기부터 배워야 하는” “중학생 문맹”의 상태였기에, “일본말
을 섞어 써야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얼치기 세대”였다.107)
문제는 해방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문학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친일한
작가는 당연히 외면당했고, 대중성과 문학성을 겸비한 작가 중에는 월북한 작가도
적지 않았”기에 “왕성한 문학적 갈망을 채우기엔 양적으로 턱없이 모자랐”던 것이
다.108) 이러한 고충은 비슷한 연배의 작가 최일남(1932~ ) 또한 토로하는 내용이
다. 최일남 역시 “국민학교 상급학년 무렵부터 빠진 독서 삼매경의 주된 대상이 하
필이면 사무라이 소설”이며, “육당이나 춘원에 앞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아리
시마 다케오(有島武郞)를 먼저 만나고, 소월이나 지용보다 이시가와 다쿠보쿠(石川
103) 박완서, 「포스트식민지적 상황에서의 글쓰기」, 김우창 외, 『경계를 넘어 글쓰기: 다문화세
계 속에서의 문학』, 민음사, 2001, 645면.
104) 위의 글, 647~648면.
105) 박완서, 「책에 굶주렸던 시절의 행복」, 『노란집』, 열림원, 2013, 85~86면.
106) 박완서, 「포스트식민지적 상황에서의 글쓰기」, 앞의 글, 652면.
107) 위의 글, 653면.
108) 위의 글, 6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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啄木), 기다하라 하쿠슈(北原白秋)에게 대뜸 접근”하였으며, 이어서 “일본 신조사판
(新潮社版) 세계문학전집”을 읽었던 기억을 털어놓고 있다.109) 또한 “국민학교에서
는 내리 일본어로 일관하고, 뒤죽박죽의 해방공간에서는 독서욕을 채워줄 책이 없”
는 상태로 “글공부는 고사하고 말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시간”110)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준의 『상허 문학독본』을 통해 한국문학의 아름다움
과 모국어 사랑의 가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최일남의 술회는 여러모로 박완서와 겹
치는 측면이 있다. 일본어로 쓰여진 일본 작가의 작품을 비롯하여 신조사판 세계문
학전집과 같이 일본어로 번역된 형태로 문학을 먼저 접하게 되었다는 점과 해방 이
후 열악한 상황에서도 한국문학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 때
문이다. 박완서 역시 “황순원, 김동리, 강경애, 김유정, 이상 등”의 좋은 작가를 만
났다고 술회하면서 특히 “강경애의 작품을 읽고 울음을 참지 못한 건 내가 모르고
있던 이웃의 참상에 참을 수 없는 아픔을 느낀 최초의 경험이었고, 즐거워하기 위
한 독서가 아니라 고통 받기 위한 독서가 내 성향에 맞는다는 자기 발견의 계기도
되었다”고 기억한다.111)

저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6·25가 나고 휴전이 되기 전에 결혼해버려서, 국문과에 가긴
했지만 정식 문학 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고등학교는 지금처럼 입시 위주
의 교육이 아니어서 선생님 재량껏 다양한 독서 지도와 토론으로 문학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창작 시간도 따로 있었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학교(숙명여고)에 박노갑 선생님이란 중견 작가분이 국어 선생님으로 부임해오셨습
니다. 좌익 단체인 문학가 동맹에 들고 그러셨는데, 6·25 때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근
래까지 문학사를 다룰 때 복자라고, 가운데 이름을 지워서 ‘박○갑’으로 표현이 되었습
니다. 우리 담임이셨고, 국어, 창작, 문학개론 같은 것을 마음대로 가르치셨는데, 해방
후에 우리 글, 문학에 대한 정열이 많아서 고전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까지도 일본말로 된 얄팍한 연애소설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책을 빼앗기도 하면서
109) 최일남, 「이태준의 「尙虛 문학독본」」, 고은·김우창·유종호·이강숙 편, 『책, 어떻게 읽을 것
인가』, 민음사, 1994, 137면.
110) 위의 글, 139면.
111) 박완서, 「포스트식민지적 상황에서의 글쓰기」, 앞의 글, 6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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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을 많이 내셨습니다. 창작 시간에 선생님이 진저리치며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 또래들
이 경험의 무게가 실리지 않은 허황하고 감상적인 미사여구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경험에서 나온 것을 써라, 그리고 쓸 게 생겼다고 금세 쓰지 말고 속에서 삭혀라.112)

인용문을 통해 여고 시절 담임이었던 소설가 박노갑의 영향 또한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여파로 대학에 입학만 했던 박완서의 경우 소설가 박
노갑의 지도 아래 문학 소양을 키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때 문학 교
육의 영향으로 한 반에서 다수의 문인을 배출하기까지 했으며,113) 세 명이 서울대
학교 문리대에 입학하였는데 그중 박완서와 박명성이 국문학과에, 한말숙이 언어학
과에 진학하였다. 대학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된 이후 별도의 문학 교육을 받지
않았던 박완서가 작가로 활동하게 된 이후에도 여고 시절 은사의 가르침을 잊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학 애호가, 즉 독자에서 작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전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는 작가의 직접적인 언급과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한국전쟁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114) 중요한 것은 박완서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학제 변경으로 과도기적 조치가 취해지면서 1950
년의 졸업식과 입학식은 5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 해(1950년)는 유별나게 학기말이 5월, 학기초가 6월이었다. 해방이 8월에 됐기 때문
인지 해방 후 수년간 8월을 학년말로 삼아왔다가, 다시 3월 학년말로 환원시키기 위한
112) 박완서, 「나의 경험 나의 문학」, 앞의 책, 65~66면.
113) “그래도 이번에 제자들이 모여보니 소설가가 셋(박완서·한말숙·김종숙), 시인이 둘(김양식·
박명성)이나 되었습니다. 50명 한반에서 다섯명이나 문인이 난다는 건 창작만을 전문으로 가
르치는 대학의 문예창작과라 해도 흔치 않은 일인 줄 압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세권의 전집
과 함께 선생님의 제자농사도 대견히 여기소서.” 박완서, 「30년만에 다시 읽은 소설 「40년」:
「朴魯甲전집」 간행에 부쳐」, 『출판저널』 52, 대한출판문화협회, 1989, 18면.
114) 변영주 감독의 다큐멘터리 〈20세기를 기억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방법〉(2008)에서도 박완
서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문학이었다면서 그
전까지 좋은 책을 많이 읽었던 것이 힘이 되었다고 술회했다. 또한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
다 언젠가는 내가 겪은 부당한 치욕들을 글로 쓰겠다는 생각이 자신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
었다고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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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조치로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50년 6월이 예사 6월인가. 만일 봄에 입학
만 했어도 나의 청춘예찬의 계절은 좀더 길어질 수도 있었으련만.
나의 빛나는 대학시절은 불과 며칠만에 막을 내렸다. 그리하여 청춘의 감미로운 현혹에
서 순식간에 깨어나 내가 감당해야 할 청춘의 진짜 의미와 온 몸으로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학기 초가 6월이었다고 했지만, 무슨 까닭에서였는지 서울대학은 입학식이 제일 늦어서
6월 20일경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입학식을 치르고 한 사날이나 강의를 들었을까
할 때쯤 인민군 남침 뉴스가 전해졌다.115)

박완서와 문리대 입학 동기인 한말숙은 보다 정확한 날짜와 개강이 늦어진 이유
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박완서의 기억과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6월 중순에 입
학식을 치르고 불과 며칠 만에 대학 생활을 마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116) 박완
서는 “그때 생각만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지고 생생하게 억울하다”면서 “유독 억울
하게 당한 것 어리석게 속은 걸 잊지 못하고 어떡하든 진상을 규명해 보려는 집요
하고 고약한 나의 성미가 훗날 글을 쓰게 했고 나의 문학정신의 뼈대가 되”었다고
여긴다.117) 청춘의 시기에 맞닥뜨린 전쟁이라는 재난으로 인해 이러한 ‘억울함’의
정서가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완서의 한국전쟁 체험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이성은 서울에서의 잔류 경험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박완서는 지금은 개성시에 속한 개풍
군 출신이지만, 교육열이 남달랐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오빠 등 일가족이 함께 고향
을 떠나 일찌감치 ‘월남’을 감행하여 1938년부터 서울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
다. 따라서 등단 시기를 고려할 때 “해방 이전에 등단하여 이미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던 이들이 월남하였을 경우”118)를 뜻하는 좁은 의미의 월남작가에 해당하지 않는
115)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서 있는 여자의 갈등』, 나남, 1986, 14면.
116) “1950년 6월 19일 동숭동 서울대 문리과 대학 운동장에서 신입생 입학식이 있었다. 나의
대학 시절은 그날부터 비롯했다. 해방 후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제 변동이 많았다. 지금은
3월에 신학기가 시작하지만 그때는 6월이었다. 문리대는 교사 신축 때문에 다른 대학보다 개
강일이 며칠 늦었다.” 한말숙, 「나의 대학 시절」, 『사랑할 때와 헤어질 때』, 솔과학, 2008,
205면.
117)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앞의 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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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월남의 시기와 등단 시기를 확장하여 전쟁 발발 전,
즉 해방 직후부터 1950년 이전까지 월남/등단한 이들과 전쟁 발발 이후 월남/등단
한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월남작가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박완서를 포
섭하기는 어렵다.119) 물론 한국전쟁 이후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점은 월남민과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당시
를 기준으로 볼 때, 이미 고향에서 보낸 유년기보다 물리적으로 더 오랜 시간을 서
울에서 보냈을 뿐 아니라 취직한 오빠의 힘으로 ‘문안’에 집을 마련했을 정도로 박
완서는 서울에 정착한 상태였다. 따라서 “임시적이며 불안정한 체류자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남한 내부의 이방인으로 존재한 월남민의 집단 표상”120)으로 박완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후 박완서 문학의 원형적 고향으로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개성과 박적
골의 형상화를 참고할 때 박완서에게 고향과 실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 토박이 혹은 서울 이남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 자유로운 왕래
가 가능한 작가들과는 다른 의식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성장 환경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른’ 월남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로 인해 한 번도 서
울 이남 지역으로 피난을 가지 않은 채 서울에서 한국전쟁을 겪게 되는 상황과 맞
닥뜨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118) 서세림, 「월남작가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2면.
119) 서세림은 이처럼 협소한 개념으로 월남작가를 정의할 경우 월남작가를 둘러싼 시대적, 상
황적 변수들을 파악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몇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월남작가들에 대한 이
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첫째, 월남작가들의 등단 시기, 즉 전쟁 전과 전쟁 중 혹은 전쟁 후의
경우 둘째, 월남의 시기에 따라 전쟁 발발 전과 전쟁 발발 후의 경우, 셋째, 월남작가들의 출
신 지역에 따라 서북과 관북의 경우, 넷째, 월남작가들의 월남 형태에 따라 가족과 동반한
경우와 단독 월남의 경우로 나누어 고찰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월남작가를 폭넓게 정의
하여 강용준, 계용묵, 곽학송, 김광식, 김내성, 김성한, 김송, 김이석, 김중희, 박순녀, 박영
준, 박연희, 박태순, 선우휘, 손소희, 손창섭, 송병수, 안수길, 오상원, 이범선, 이정호, 이호
철, 임옥인, 장용학, 정한숙, 전광용, 전영택, 정비석, 주요섭, 최독견, 최인훈, 최정희, 최태
응, 황순원 등의 소설가, 강홍운, 구상, 김광림, 김광섭, 김규동, 김동명, 김요섭, 김종삼, 노
천명, 모윤숙, 박남수, 양명문, 유정, 이경남, 이봉래, 이인석, 장수철, 전봉건, 전봉래, 주요
한, 한성기, 한하운, 함윤수, 황동규 등의 시인을 월남작가로 분류하였다. 위의 글, 4~11면.
120) 정주아, 「‘정치적 난민’의 공간 감각, 월남작가와 월경의 체험」, 『한국근대문학연구』 31,
한국근대문학회, 2015,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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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피난을 두 차례로 분류할 때, 전쟁 발발 직후 일어난 소위 1차 피난
의 경우 대다수 서울 시민이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1·4 후퇴’ 시기에 이루어진 2
차 피난은 다수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때 서울 토박이인
가 이주민인가에 따라 피난의 양상이 달랐다. 여러 대를 서울에서 살아온 서울토박
이들은 지방에 친척이 없었기 때문에 한강을 건너 피난을 가겠다고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반면 지방에서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서울로 이주한 사람들은 고향으로
피난을 떠났다.121) 그러나 서울 토박이가 아니면서도 피난 갈 고향을 가지지 못한
박완서의 경우 두 차례 모두 피난을 가지 않고 서울에서 이 시기를 목도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완서는 아버지같이 여기던 숙부와 오빠를 잃고, 노모와 올
케, 조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나 역시 처음엔 어머니와 올케의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뿐이라는 생활 태도에 열심히 동
조했다. 그러나 있는 것을 파먹고, 남이 동정해 주는 걸 염치없이 받아 먹고, 돈 될 만
한 물건을 팔아 먹다가 그것도 저것도 다 바닥이나 이제부터 굶어 죽을 차례만 남게 되
자, 나는 슬며시 앙큼한 생각이 들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뿐이라는 생활 태도에서
이탈할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중략)
나는 아직 젊고 미혼이었다.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나는 가장된
오랜 슬픔에서 깨어나 비로소 제정신을 찾았고 제정신을 찾고 보니 연년생의 어린 조카
들에 대한 책임감도 생겼다.1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완서는 각각 아들과 남편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은 어머니
와 올케와 달리 질긴 생명력을 보여준다. 우연히 만난 오빠 친구의 주선으로 1951
년 겨울 당시 가장 좋은 일자리였던 미군 PX에 취직하여 경제 활동에 나서며 가계
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때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초상화부에서 일하다
화가 박수근을 만나기도 한다. 박수근과의 만남은 데뷔작 『나목』의 소재가 되었고,
첫 연재작 『목마른 계절』 역시 전쟁기 서울에서의 경험을 소재로 삼고 있다.
121) 윤택림, 「서울사람들의 한국전쟁」, 『구술사연구』 2(1), 한국구술사학회, 2011, 14~15면.
122)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앞의 글,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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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전쟁을 체험한 세대의 작가들에게 그것의 문학화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방민호의 논의에 따르면 한국전쟁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는 한국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세대에 따라 시각의 차이가 드러난다. 장용학, 이병주
(1921~992), 손창섭(1922~2010), 박경리(1926~2008) 등 1920년대의 작가들은 “식
민지 시대의 한복판에서 출생하여 성장 및 학업 과정을 일제 말기까지 치러낸 사람
들이며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각각 ‘지나사변’과 ‘대동아전쟁’으로 부르며 조선
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 대신 일본 국민이라는 국민적 정체성을 우선시하도록 강요
한 일본 내셔널리즘의 영향 속에서 성장”한 이들로서 “해방 전과 해방 후 또는 태
평양 전쟁과 6·25전쟁이라는, 두 개의 시대 또는 두 개의 전쟁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진 세대로서 그들은 근대, 민족, 국민, 자유,
평등 같은 큰 범주들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 어떤 것에 귀착하는 양상”을 드러낸
다.123) 한편 “한글세대 또는 4·19세대 작가”로 불리는 1940년 전후 출생 작가들에
게 한국전쟁은 1920년대 전반기 출생자들과 달리 “‘연속된’ 두 개의 전쟁 중 하나
가 아니라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진 유소년기 체험”으로 규정된다. 이청준
(1939~2008),

천승세(1939~

),

한승원(1939~

),

전상국(1940~

),

이문구

(1941~2003), 현기영(1941~ ), 김승옥(1941~ ), 조세희(1942~ ), 박태순(1942~ ),
김원일(1942~ ), 윤흥길(1942~ ), 조정래(1943~ ), 황석영(1943~ ) 등 이 세대의
중요 작가들에게 전쟁 체험은 “작가적 활동의 근간을 이루지만 이 전쟁은 그들이
아닌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벌인 것이었기에 그들은 그것을 유·소년기 체험으로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방민호는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황석영의 『손님』을
예로 들며 그들이 한국전쟁을 다루는 방식은, “세계사 대 민족사의 맥락에서 거시
적”으로, “이 속에서 은밀하게 또는 우회적으로 좌 또는 우를 향한 선택적 지향에
기우는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두 세대 사이에 놓인 박완서
와 한말숙(1931~ ), 이호철(1932~2016), 최인훈(1936~2018) 등의 세대는 해방에서
한국전쟁으로 나아가는 해방공간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지적, 정서적으로 민
감한 청소년기에 이념적 대결 양상을 정면으로 경험해야 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
123) 방민호, 「박완서의 『목마른 계절』로 보는 6·25전쟁의 성찰」, 앞의 글, 319~320면.

38

다.124)
그러나 이러한 세대론의 관점에서 박완서를 논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발생한다.
이는 당대 대다수 작가들과 변별되는 박완서의 등단 이력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
다. 박완서는 미군 PX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파견 토목 기사였던 호영진을 만나 휴
전이 이뤄지기 전인 1953년 4월 결혼한 후 이듬해부터 10년 동안 네 명의 딸과
막내 아들을 낳아 기르고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주부로 지낸다. 그러다 막내 아들을
학교에 보낸 후인 1970년 마흔의 나이에 『여성동아』 여류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
어 등단하였다. 비슷한 연배인 이호철, 최일남 등의 남성작가들은 물론 숙명여고
동창인 한말숙 역시 1950년대에 등단하여 활동한 것을 감안하면, 주부로 지내며
일종의 휴지기를 거친 작가로서의 박완서는 한국 문학사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존재
다. 박완서 역시 자신의 등단 이력이 활동 시기가 겹치는 다른 작가들과 다르다는
점 때문에 당대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125) 따라서
등단을 기준으로 생물학적 연령이 십여 년 차이나는 최인호(1945~2013), 송영
(1940~2016), 황석영(1943~ ), 조해일(1941~ ), 조선작(1940~ ) 등 이른바 ‘1970
년대 작가군’과 함께 묶어 설명하기에도 부자연스럽다. “엄숙주의에 주눅든 독자들
을 해방시킨 것, 그것이 70년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한 김윤식 역시 이러한
난점을 지적한 바 있다.126)
한편 등단 방식 또한 문제적이다. 아무리 여고에서 문학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
도 20여 년을 주부로 지내다 별도의 습작기도 없이 등단한 박완서의 경우는 흔치
124) 위의 글, 322면.
125) “그 때가 젊은 작가들이 한창 날릴 때에요. 1970년대 작가군 그래 갖고 최인호가 『별들의
고향』을 『조선일보』에 연재하고 송영, 황석영, 기라성 같을 땝니다. 조해일, 조선작, 열 명의
작가군을 쭉 다룰 때 저도 맨 끝에 다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 잘 썼다 소리보다도 마
흔 살 넘은, 애가 다섯 달린 주부가 썼다는 걸로 화제가 되고요.” 박완서 구술, 앞의 책,
197면.
126) “이 작가가 젊지 않기에 소위 젊은층과 어울린다든가 소녀적 감수성을 발휘할 수 없음은
극히 당연하다. / 또한 누구처럼 소재를 찾아 극장 주변이나 유흥장을 혹은 빵집을 카터 같
은 미소를 지으며 싸다니지도 못할 것이며, 항시 인기 유지를 위해 주간지를 분석하는 짓도
하지 못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중반을 훨씬 지낸 이 작가가 70년대 작가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일견 호기심의 대상일 법도 하다.” 김윤식, 「망설임 없는
의식」, 앞의 글,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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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127) 이는 『여성동아』 공모 당선자 내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33
년 1월 창간, 1936년 8월 폐간된 『신가정』의 후신으로 1967년 11월 복간된 『여성
동아』는 일간신문사가 월간 종합여성지를 발간하기 시작한 첫 번째 사례로 꼽힌
다.128) 이 시기의 종합여성지는 전반적으로 문예교양지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
데,129) 특히 『여성동아』는 1968년 복간기념 50만원 고료 여류장편소설 공모를 시
작으로 장편소설 공모를 통해 여성작가의 등용문 역할을 하였는데, 박완서는 1970
년 제3회 공모를 통해 등단하여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박완서를 제외한 이 공모의 당선자들은 대체로 20대, 혹은 30대 초반을 넘지 않는
나이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다.130) 이러한 등단 이력으로
인해 박완서의 문학이 주목하는 현실의 영역은 비슷한 시기에 등단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타 작가들과 변별점을 가지게 된다.
박완서의 등단 과정은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져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애초부터
소설을 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화가 박수근의 전기 쓰기에 도전했었다는 것이
다.131) 그러나 박완서는 자신의 체험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만으로 이야기를 완결할
127) 박완서 역시 정통 문학수업을 받거나 습작시절도 없이 등단했다는 열등감과 소외감을 토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작가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으로 사물의 허위에 속지 않고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직관의 눈과 시대의 작가로서 짊어 진 짐을 피하지 않을 성실성을 갖추었다는 자부
심 또한 갖고 있다고 언급한다. 박완서, 『창 밖은 봄』, 앞의 책, 10면.
128) 최옥선, 「종합여성지의 시기별 적응저널리즘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1, 21면.
129) 위의 글, 54면.
130) 1968년 『꽃과 제물』로 제 1회 당선자가 된 정영현은 194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였다. 1971년 제 4회 당선작인 『난파선』의 작가 윤명혜는 194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수석 합격자였다. 1972년 제 5회 당선작인 『배회하는 바위들』의 작가 정혜연은
1944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 당선 이후 필자가 남성으로 밝혀
져 취소된 제2회 공모(이지욱, 『옥합을 깨뜨릴 때』)를 제외하고 1970년대 당선자들의 내력
(제 6회-오세아, 『요나의 표적』(1973)/제 7회-노순자, 『타인의 목소리』(1974)/제 8회-유덕
희, 『하얀 환상』(1975)/제 9회-어윤순, 『이민 파아티』(1976)/제 10회-김향숙, 『기구야 어디
로 가니』(1977)/제 11회-이덕자, 『나팔수』(1978)/제12회-조혜경, 『우단의자가 있는 읍』
(1979))을 살펴보면, 주부인 경우도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1940년대 이후 출생하였으며
소위 명문대에서 수학한 엘리트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131) “처음에 제가 시작헌 거는 소설이 아니라 전기였어요. 박수근 전기를 써야겠다. 투고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여성동아』였던 게 아니에요. 『여성동아』에서는 7월달에 여류 장편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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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음을 깨닫고 “허가 맡은 거짓말”을 쓰기로 마음먹는다. 즉 ‘논픽션’에서 ‘픽
션’으로 전환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완성한 것이다.132) 작
가로서 일종의 문학론을 드러낸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완
서는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자신이 증언하고자 했던 인물과 시대를 보다 효과적으
로 재현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133) 이 글에서 박완서는 “소설을 위한 권위 있고
엄숙한 정의” 대신 “소설은 이야기다”라는 소박한 정의에 기대면서, “뛰어난 이야
기꾼”134)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고백한 바 있다. 그런데 박완서는 “전혀 체험 안한
건 못”135)쓴다고 하면서도, 그 체험의 의미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겪은 것으로 고
정시키지 않고 독서 등의 행위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체험한
거 아니면 잘 못 쓴다고 했지만 체험 그 자체는 소설이 될 수 없”136)다는 것을 분
명히 밝힌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소설가’, 즉 작가로서의 자의식은 박완서 문학을

마감이 있고, 또 『신동아』가 있지요. 지금은 교양지도 많지만 그 때 『신동아』가 아주 고급
교양지였습니다. 거기서는 논픽션 공모를 했어요. 아마 지금도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겁
니다. 그것이 5월이 마감인데, 이듬해 1969년이었을 거예요. 논픽션은 기럭지가 길지 않아
요. 여류 장편은 1,200매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300, 400매만 해도 되고. 그래서 저기
다 내야지 하고 쓰기 시작했어요. 써 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는 거
예요. 그냥 PX에서 그런 일 있었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어딜 사냐, 창신동 살고… 이런 얘
기 외에는.” 박완서 구술, 앞의 책, 177면.
132) “그러면 허가 맡은 거짓말이라는 건 뭐냐. 픽션이 나에게 맞는구나. 아, 거짓말을 보태니까
이렇게 즐겁고. 쓰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 갖고 쓰던 걸 아주 파기를 해 버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날짜도 좋더라고. 내가 그 해, 1970년 초였을 것 같애요. 5월달에 낼려고 쓰던
거를 2, 3월 됐을 때 다 찢어 버리고는 느닷없이 소설로 바꿨어요. 그거는 1,200장이나 되고
마감은 7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나가던 붓이 방향 전환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빨리 써지
는 거예요. 물론 한 달에 쓴 건 아니지만 아주 쾌속으루 썼어요. 자유스럽게 상상력을 보탤
수 있고 또 나두, 거기다 한 가닥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위의 책, 181면.
133) “나는 논픽션을 단념한 대신 픽션을 쓰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해서 된 게 나의 처녀작 《裸
木》이다. 초보적인 문학개론서 같은 데서 소설을 일컬어 허구를 통한 진실의 표출 어쩌구 하
는 말을 흔히 보게 된다. 그걸 체험적으로 느꼈다고나 할까. 전기를 소설로 바꿈으로써 상상
력이 제한을 안 받게 되자 도리어 있었던 사실만을 모아 그를 구성할 때보다 훨씬 내가 이해
한 그의 진실에 흡사한 그를 창조할 수가 있었고, 그와 내가 함께 호흡한 한 시대를 보다 생
생하게 재현할 수가 있었다.”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앞의 글, 31면.
134) 위의 글, 36면.
135) 박완서 구술, 앞의 책, 205면.
136) 위의 책, 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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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137)
박완서의 한국전쟁 체험은 처음 문학적 형상화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여기의 지점에서 다시 기억되는 것으로, 이후 박완서 문학
전체의 중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억의 서사화’라 이름 붙일 수 있
는 서사 전략을 일관되게 추구하며 자신의 저자성을 구축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역사 또는 역사연구에서 여성의 경험은 비가시화되었는데, 역사는 공
적(public) 영역에 대한 기록이며, 사적(private)인 삶이나 일상의 경험은 기록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138) 박완서는 공적 역사에 편입되지 못한 사적 기억, 여성의
경험을 문학의 형태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이때 기억은 내면화된 행위, 즉 ‘회상 이
미지(remembrance-image)’로 사건이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인데, 그러한 회상은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연속적인 서술 형태로 표현된다.139) 따라서 기억은 “과거로
부터의 인상에 기초한 하나의 재창조”140)이며, 이와 같은 관점을 문학의 영역으로
극대화시킨 것이야말로 박완서 문학의 창작 원리라 할 수 있다.
이후에 검토할 『나목』과 『목마른 계절』은 여성 생존자의 시각에서 한국전쟁에 대
한 증언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생존자로서 전쟁 ‘이후’의 삶에
서 제기되는 윤리적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박완서 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여성의 경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차별성 있는 윤리감각으로 나타나게 되
었으며, 여성들의 시각으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역사는 어떠한 형태로 그려지는
137) “소설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소설가 소리 먼저 듣게 돼버린 허술함 때문엔지 나는 그런
정의를 무슨 신분증처럼 지님으로써 마음을 놓고 싶었던 것 같다. 행여 누가 내가 소설가인
지 아닌지 시험하려 들거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려는 눈치만 보이면 여봐란 듯이 꺼내
보이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 정의는 권위 있고 엄숙한 것일수록 좋았다.
소설이 뭔지도 모르고 소설부터 쓰고 본 주제에 내가 소설가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대견스러
웠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소설가 중에서도 뛰어난 소설가야 물론 우러러 보이기도 하
고 부럽기도 하지만 소설가 외의 딴 직업이나 신분은 아무리 높아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
다.”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앞의 글, 34면.
138) 이재경, 「여성의 시각에서 본 분단과 근대」, 이재경·윤택림·조영주 외, 『여성(들)이 기억하
는 전쟁과 분단』, 아르케, 2013, 13면.
139) Jan Vansina, 「기억과 구전(“Memory and Oral Tradition”)」, 윤택림 편역, 앞의 책,
56면.
140) 위의 글,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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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쟁기 여성 생존자의 발견과 ‘이후의-사유’
한국전쟁과 분단의 경험은 근원적 상처로서 많은 작가들의 창작 동기로 작용하였
고, 문학의 소재이자 주제로서 한국 문학에서 다양하게 재현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의 대부분은 특정 세대, 즉 1940년대 전후 출생하여 한국전쟁을 체험한 남성
작가들에 의한 것이었다. 사회학자 조은은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소설화한 『침묵
으로 지은 집』(2003)을 집필하며 발견한 두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
째, 한국 분단문학이 김원일(1942~ ), 현기영(1941~ ), 황석영(1943~ ), 이문열
(1948~ ), 조정래(1943~ ), 이청준(1939~2008), 한승원(1939~ ), 이동하(1942~ ),
윤흥길(1942~ ), 이문구(1941~2003), 김주영(1939~ ) 등 1940년대 전후에 출생해
서 10대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남성작가들 중심이라는 것이다. 둘째, 내용적으로
아들들의 ‘부재한 아버지 찾기’와 ‘기다리는 어머니 쓰기’에 대해 집착한다는 것이
다. 반면 남성작가들과 같은 세대의 여성작가는 수적으로도 많지 않고 이들 중 한
국전쟁과 분단의 문제에 천착한 경우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141) 박완서의
경우 이들과 다른 세대적 관점에서 한국전쟁과 분단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
고 있다. 또한 ‘여성 생존자’의 시선으로 생존자의 트라우마를 부각시키는 한편 전
쟁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남성작가들과는 뚜렷한
변별력을 가진다.142)
그러나 박완서 문학의 원천으로 지적된 한국전쟁 체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

141) 조은, 「차가운 전쟁의 기억」,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편, 앞의 책, 261면.
142) 차미령 역시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살아남기의 무의식”이 한국전쟁을 기원으로 하면서
여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데올로기의 차원이나 계
몽적 도덕주의의 차원이 아니라, 여성으로 대표되는 실제적(역사적) 삶의 차원에서 과거의 경
험과 미래의 전략이 어떻게 협상되고 재구성되는가에 대해서는 해명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았다. 차미령, 앞의 글, 85~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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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그 체험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나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못하다. 일차적으로 한국전쟁 당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 양적
으로 적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전쟁과 분단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의외로 전쟁기를 직접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은 많지 않다. 한국전쟁 당시를 형상화
한 소설은 작가가 자전소설이라 밝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제외하면 이
후 검토할 『나목』과 『목마른 계절』 정도에 불과하다.
서울을 재수복한 이후부터 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시 하 서울을 배경으로
한 『나목』은 1970년 『여성동아』 11월호 부록으로 처음 출간되었으며, 1976년 열
화당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1990년 처음으로 개작을 하였으나 전체적인 줄
거리가 수정된다거나 하는 큰 변화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표현이 수정되는
수준이다.143) 이 논문에서는 작고 직전 손수 교정을 본 세계사판 소설전집을 텍스
트로 삼는다.
『나목』의 주인공 ‘이경(李炅)’은 여러모로 박완서와 닮은꼴이며, 미8군 PX 초상
화부에서 일할 당시의 경험, 특히 박수근과의 만남을 주요 서사로 활용하면서 경험
적 자아로서 ‘나’의 개인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저자와 독자 사
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목마른 계절』의 주인공 ‘하
진’보다 작가와 거리를 두려는 설정이 많이 가미되어 있음이 눈에 띈다. 처음부터
소설로 기획된 『목마른 계절』이 오히려 사실과 허구의 구분에서부터 자유로웠다면,
논픽션으로 기획했다 픽션의 영역으로 옮겨진 『나목』은 ‘허구’를 보다 강조하는 방
향으로 서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허구를 가미한 부분을 중심으
로 『나목』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설 속 화자인 ‘나’, ‘이경’은 1932년생으로 대학시험에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
있다 전쟁을 맞았다. 아버지는 전쟁 한 달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한강을 건너지
못해 숨어 있던 혁이 오빠, 욱이 오빠는 경아가 안전할 것 같다며 추천한 행랑채에
숨어 지내다 폭격을 당해 사망한다. 이후 경아는 어머니와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143) 『나목』 초판본과 20주년 기념으로 출판한 1990년 작가정신 출판본 사이의 개작과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앞의 글, 19~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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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고 큰댁의 도움을 받는다. 서울 수복 후 계동 집으로 돌아온 경아는 삶의 의욕
을 잃은 어머니를 보살피며 미8군 PX 초상화부에서 일을 시작하고, 여기에서 일제
강점기 선전(鮮展)에서 특선까지 했던 화가 옥희도와 PX 전기공 황태수를 만난다.
급성 폐렴으로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경아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소망을 가진 황
태수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지낸다. 신문에서 옥희도 유작전 소식을 발견하고 길
을 나선 경아는 화랑에서 ‘나무와 여인’이라는 그림을 보며 옥희도가 나목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목』에서도 『목마른 계절』과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 활동에
뛰어든 여성 생존자가 등장한다. 『나목』의 경우 자신이 추천한 곳에 숨었다가 폭격
을 당해 오빠들이 사망한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살아남은 ‘나’의 죄의식이 강조되는
효과를 거둔다. 또한 아들의 죽음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어머니와의 갈등을 부각
시키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1990년대에 발표한 자전소설과 비교하면 소
설화의 변형을 많이 거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당시를 현장화하고 있
는 『나목』과 『목마른 계절』의 주인공이 작가 자신이 전쟁을 겪었던 나이의 여성으
로 설정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6년 전의 나의 데뷔작이 열화당의 호의로 예쁜 책으로 꾸며져 다시 선보이게 되니 기쁘
기도 하고 약간은 겸연쩍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읽어보니 표현의 과장이나 치졸이 자주 눈에 거슬리나, 그런 대로 그것을
썼을 당시의 젊고 착하고 순수한 마음이 소중해서 고치지 않았다.
나는 처녀작 『나목』을 40세에 썼지만, 가히 20세 미만의 젊고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썼다고 기억된다. 그래 그런지 그것을 썼을 당시가 6년 전 같지 않고 아득한 젊은 날
같다.144)

1976년 열화당에서 재출간된 『나목』의 후기에서 작가는 실제로 『나목』을 쓴 것
은 6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쟁을 체험할 그 당시 젊은 날에 쓴 것처럼 느
144) 박완서, 「작가 후기」(『나목』, 열화당, 1976), 『나목』, 박완서 소설전집 1, 세계사, 2012, 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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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다. 이러한 언급은 주인공의 설정과 작가의식의 연관성을 짐작하게 한다.145) 한
국전쟁의 여파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전쟁기 여성 생존자로서 생활의 현
장에서 느낀 복잡한 감정이야말로 “정말로 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순전히 자발적으
로”146) 쓰게 만든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완서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에 공명하도
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사실과 가까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핍진하게
느끼게 하는 문학적 형상화의 효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북녘 하늘에서 포성이 은은히 울렸다. 두려움과 기대 같은 것으로 가슴이 울렁거려왔다.
나는 승전이고 휴전이고 간에 평화 같은 것은 믿지 않았다.
다만 전쟁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밀려가는 일만이 앞으로 수없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알
고 있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평화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될걸. 전쟁은 누구에게나 재난
을 골고루 나누어주고야 끝나리라. 절대로 나만을, 혁이나 욱이 오빠만을 억울하게 하지
는 않으리라. 거의 광적이고 앙칼진 이런 열망과 또 문득 덮쳐오는 전쟁에 대한 유별난
공포. 나는 늘 이런 모순에 자신을 찢기고 시달려, 균형을 잃고 피곤했다.147)

145) 나는 한 번 발표한 내 작품을 책으로 묶어 나 재수록 등, 필요성에 의해 다시 읽어야 할
때, 그 일이 왜 그렇게 싫은지 미루고 미루다가 겨우 오자를 고치는데 그치지, 아무리 마음
에 안 드는 대목도 문장을 고치는 일은 안하고 만다. 자세히 읽기가 싫어서이다. 그러나 『나
목』은, 마음만 부대끼고 글이 도무지 안 써질 때나 다시는 소설을 못 쓸 것처럼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고갈됐을 때, 아무데나 펼치고 있는 내 유일한 작품이다. (중략)
그러나 내가 내 처녀작에서 위안을 구하는 까닭도 그 작품의 질과는 무관하다. 현재의 내 안목
으로는 치졸한 데가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작품이다. 그런 험까지도 귀엽게 보여 미소짓게 되
는 것은 그 작품을 쓴 시기에 대한 애틋한 동경 때문이다. 처녀작이라곤 하지만 그걸 쓴 때
가 나이 40이었으니 결코 풋풋한 나이는 아니다. 그래서 더욱 신통한지도 모르겠다. 그 나이
에 십대 소녀처럼 순결한, 문학에 대한 암모와 정열에 들떠서, 그게 과연 소설이 된 건지 아
닌지도 모르는 채, 발표될 가망도 더군다나 미지수인 채, 천장이 넘는 원고지를 메꾼 자신이
정말 나였을까. 지금의 나로서는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만큼 그동안 닳고 닳았을까, 하여
튼 처녀작 이후 단 한 번도 솟구치는 내 힘만으로 작품을 써 본 적이 없다. 박완서, 「피도
눈물도 없는 배신자」, 『펜과 문학』 38,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1996, 22면.
146) 위의 글, 23면.
147) 박완서, 『나목』, 앞의 책,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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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에 나타난 여성 생존자로서 ‘나’의 심리는 ‘억울함’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인용문에서 “혁이나 욱이 오빠만을 억울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이는 실상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기 때문이다.148) 그것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생존자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자신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고민해
보아도 “결국에 다다른 곳은 윤리가 미치지 못하는 땅이었고, 예측할 수 없는 사태
들과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로 가득 찬 곳”149)일 뿐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고통과 동시에 “내 속에 감추어진 삶의 기쁨에의 끈질긴 집
념”150)을 품고 있는 복합적인 존재다. 따라서 여성 생존자의 시각은 사건 그 자체
보다 ‘사건 이후’를 주목하게 된다. 여기서 ‘사건 이후’는 단순히 사건이 끝났다는
것을 지칭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 끝나도 끝나지 않은 상태, 그 사건의
영향력이 커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태인 ‘여파(aftermath)’와 같
은 의미이다.151) 일상적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력적 경험을 겪은 생존자에게 ‘이
후의-사유’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한나 아렌트는 나치가 독일 공산당을 매도해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던
1933년 독일의사당 화재와 뒤이어 자행된 불법체포 및 보호감호의 사건을 목격했
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받은 충격으로 인해 책임감을 느꼈으며 “단순히 방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고백한 바 있
다.152) 자신의 일상에서 경험한 것, 즉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보고 들은 것에
148) 권명아는 작가의 분신으로 드러나는 주인공의 내면이 극도로 분열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 측면은 “전쟁의 상처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해소하는 수난자로서의 자
기의식”이며, 이는 아들의 죽음 후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엄마의 표상에서 드러난
다고 보았다. 그러나 딸인 ‘나’는 자기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뿐인 “전쟁으로 인한 수난의 고
통과 상처를 타자에 대한 증오와 복수 심리로 해소하는 수난자로서의 자의식”에 대한 성찰을
통해 “증언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권명아, 「문학적 연대기」, 이경호·권명아
외, 앞의 책, 83~84면.
149) Susan J. Brison, 여성주의 번역모임 ‘고픈’ 역,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인향,
2003, 8면.
150) 박완서, 『나목』, 앞의 책, 182면.
151) 양창아, 「쫓겨난 자들의 저항과, 함께 사는 삶의 장소의 생성: 한나 아렌트의 행위론」, 부
산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1면.
152) Hannah Arendt, 윤철희 역, 『한나 아렌트의 말』, 마음산책, 20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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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함으로써 사유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153) “과거와 미래 사이의 틈”154)에서의
아렌트의 사유는 ‘이후의-사유’155)로 명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이후의-사유’는 사건
의 여파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유, 즉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 세계에 어
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지금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사유이며,156) 이제까지 자신이 믿고 있던 것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 사람의 삶을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강렬한 상처의 시간, 일종의 단절의 시간에서 이루어진
다.157)
『나목』의 ‘나’ 역시 이러한 ‘이후의-사유’를 펼치는 인물로 파악할 수 있다. 『나
목』은 폭격으로 두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삶의 의욕을 잃은 어머니와 살고 있는
딸이 주인공이지만, 한국전쟁을 다룬 다른 소설들과 달리 그것이 중심 서사를 추동
하는 사건이라 보기 어렵다.158) 오히려 『나목』의 서사를 이끌어 가는 주요 사건은
153) 양창아, 앞의 글, 4면.
154) Hannah Arendt, 서유경 역, 『과거와 미래 사이』, 푸른숲, 2005, 20면.
155) 양창아는 독일어 Nachdenken을 ‘이후의-사유’로 번역한다. 이 용어를 헤겔은 이미 마련
된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철학적 사실의 파악인 ‘추사유’, 즉 ‘뒤따르는 사유’의 의미로 사
용하고, 하이데거는 “존재의 사태를 ‘뒤쫓아 사유하는’ 태도”를 가리키기도 한다. 보통 ‘숙고’
나 ‘사색’으로 번역되고, ‘때늦은-사유’나 ‘뒤쫓는-사유’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때 ‘때늦은-사
유’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찾는 사유 과정이 시작된다는 사유의
근본적인 뒤늦음을 가리킨다면, ‘뒤쫓는-사유’는 일어난 사건을 쉽게 놓지 않고 끈질기게 탐
구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이에 비해 ‘이후의-사유’는 사건을 겪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건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의미에 공감하며 ‘이후의-사유’라는 번역
어를 사용한다. 양창아, 앞의 글, 263면.
156) 위의 글, 264면.
157) 위의 글, 265면.
158) 소영현은 이경의 가족이 겪었던 6·25전쟁 체험은 『나목』의 서사를 추동하는 힘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으며, 특히 모든 사건이 이경의 입장에서 상당 부분 굴절되어 서술됨을 지적하
면서, 『나목』에서 전쟁은 특수한 의미가 아닌 극한적 상황 일반이라는 보다 추상적 의미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나목』은 전쟁소설이라기보다 개인의 정체성 찾기라는 실존의 문제를 다
룬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의하면서도, 전쟁이 발발했을 때 피난도 못가고 서울에 남아,
북측과 남측 양진영으로부터 고초를 겪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던 여인들, 전쟁으로
오빠 혹은 아들을 잃은 여인들의 이야기라는 뼈대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복
수의 글쓰기 혹은 복원의 글쓰기라는 차원에서 박완서의 소설세계와 직접 맞닿아 있다고 보
았다. 소영현, 「복수의 글쓰기, 혹은 쓰기를 통해 살기」, 이경호·권명아 외,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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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딸의 현재적 갈등이라 볼 수 있다. 이경의 현재를 지배하는 사건은 6·25
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한 달 전에 일어난 아버지의 죽음이나 전쟁으로 인한 오빠들
의 죽음이라기보다 그로 인한 자신의 죄의식과 오빠들을 잃고 죽은 듯이 살아가는
어머니와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관심사는 ‘전쟁’ 자체라
기보다 그로 인해 변화한 현재의 문제이다. 즉 사건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
가에 대한 ‘이후의-사유’로서 여성 생존자의 현재진행형의 고민인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서사 전략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나목』은 1951년 겨울 이
후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50년 봄부터 서울을 재수복
한 1951년 봄까지의 시기, 즉 한국전쟁의 발발과 오빠의 죽음이라는 중요한 사건
을 다룬 14장은 소급제시의 형태로 구성되었다.159) 뿐만 아니라 옥희도의 유작전을
다녀온 현재를 그린 17장을 통해 1장부터 16장까지의 한국전쟁 체험담 전체가 회
상의 형태로 남게 된다. 이러한 회상의 기법은 작중의 현재를 가능하게 한 요인과
배경을 과거에서 찾으려 하면서, 일정한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하는 것
이다.160) 결국 박완서의 소설 중 한국전쟁 체험을 생생하게 현장화하여 그린 것은
『목마른 계절』 정도이며, 『나목』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전쟁 관련 소설은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주목하기보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간직한 인
물이 펼치는 ‘이후의-사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너의 어머니로부터 자유로워지라구.”
“날더러 어쩌라는 거죠?”
“너의 어머닌 이미 이 고가의 일부야. 그것이 그분의 가장 편한 처신이라면 우린들 어
쩌겠니? 그렇지만 너까지 이 고가의 일부이기에는 너무 너무도 젊고 발랄하다. 그러니
어머니에 대한 의무에 너를 얽매지 말란 말이다.”
“그럼 엄만 어떻게 되는 거죠?”
300~303면.
159) 이수형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오빠의 죽음에 대한 이경의 죄의식이 서사 자체에서 억압된
결과로 해석한다. 이수형, 「상실과 애도~박완서의 전쟁 체험 소설」, 『1960년대 소설 연구』,
소명출판, 2013, 278〜279면.
160)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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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닌 아직은 신체상으론 정정하시구…….”161)

“새롭고 환한 생활에의 동경과 지금 이대로에서 조금도 비켜설 수 없으리라는 숙
명 사이”에서 “조금도 새로워질 리가 없”162)는 아픔을 겪고 있는 ‘나’를 찾아온 사
촌오빠는 어머니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주문한다. “혈연이나 인습의 굴레를 부수
기에 좀 더 대담하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기에 용감하고 성실”한 “젊은이
다운 세상”163)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머니와 결별은 필연적인 과정인 것이다. 폭격
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가’의 일부로 “완전한 허”164)의 상태에 머무는 어머
니는 단지 신체상으로만 정정할 뿐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소망을 품은 그가 처음으로 고맙게 생각되었다.
지금 손이 조이고 아픈 것 이상의 아픔, 사람이 육신을 지녔기에 맛을 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아픔을 그를 통해 경험하고 싶었다.
그에 의해 내가 육신을 지닌 인간이란 확인과 육신을 지닌 기쁨을 얻고 있었다.
(중략)
“왜 나빠? 볼이 붉은 사내아이, 착한 아내, 찌개 끓는 화로, 커튼 늘어진 창, 그런 건
너무 평범해서 경아야 뭐 흥미 있을라구.”
“흥미가 있어지는군요, 점점.”
“점점?”
“네, 점점 색칠을 하듯, 눈에 보이게 그런 것이 흥미 있어지는군요. 꿈이 아닌 모든 것
이, 수증기 아닌 모든 것이. 다시는 꿈을 꾸기도, 남의 꿈이 되기도 싫어요, 다시는
.”165)

따라서 옥희도 대신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소망”을 가진 “평범”한 꿈을 꾸는 황
태수를 선택하는 ‘나’의 결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나’는 “어울리는 사이라는
161)
162)
163)
164)
165)

박완서, 『나목』, 박완서 소설전집1, 세계사, 2012, 177면.
위의 책, 178면.
위의 책, 175면.
위의 책, 218면.
위의 책, 364~3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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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축복받을 만한 가치가 있”166)다고 여기
며, 전쟁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낸 어머니, 즉 고가의 세계와 결별하고 전후 재건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의연히 견디었다. 실상 나는 고가
의 해체에 곁들여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이 쓸모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을 새집을 설계하듯이,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맞
추고 싶었다.167)

그러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통은 해
소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아픔을 견디어야 하는 상태이며, 남편의 요구대로 나
를 해체시켜 뜯어맞출 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
가 은밀한 곳에 남아 있다고 느낀다. 『나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쟁의 상처
에 대한 근원적 치유의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치유를 위한 시도 자체가 이루어지
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 생존자의 전쟁의 상처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전후 사회로 진입한 후에도 생존자의 트라우마는 해소되지 않은 채 은밀한 감정의
잔여물로서 부유하게 된다. 『나목』은 여성 생존자가 살아남음으로써 가지게 된 죄
의식을 뚜렷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이야기되지 않았던 그들의 트라우마를 공론화하는
한편, 그들이 여전히 ‘이후의-사유’ 속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
서 의미를 가진다.
공적 기억에서 배제되었던 여성 생존자는 전후 재건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
하며 적극적으로 ‘이후의-사유’를 펼치고자 하지만, 전쟁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
지 못하다. 프랑스 작가 샬롯 델보(Charlotte Delbo)는 아우슈비츠 경험과 그 이
후에 대해 서술하면서 “생존자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것,
즉 자신의 지식, 경험, 어린 시절의 기억, 손재주 그리고 지적인 능력, 감수성, 꿈
166) 위의 책, 214면.
167) 위의 책, 3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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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고 상상하고 웃을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168) 왜냐하면 트
라우마 생존자들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이전의 삶의 기억도 함께
상실하고, 기본적인 인지능력과 자신만의 정서도 사라지거나 왜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자신의 기억된 자아와 현재진행형의 이야기로
서의 자아를 재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169) 따라서 ‘이후의-사유’를 펼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역설적으로 이전의 삶의 기억을 복원하는 것이다.
등단작 『나목』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체험을 형상화한 소설이 초기부터 발표된 것
과 달리 전전(戰前) 경험의 소설화는 작가로서 어느 정도 활동이 이뤄진 뒤에야 비
로소 시작되었다. 이러한 의식 아래 쓰여진 「엄마의 말뚝 1」(1980), 「엄마의 말뚝
2」(1982) 연작은 한국전쟁이라는 처참한 사건으로 발생한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한
서사적 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엄마의 말뚝 1」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러한 작업
의 시작점으로서 ‘나’의 유년기에 대한 최초의 회상이기 때문이다.170)
「엄마의 말뚝 1」의 화자 ‘나’는 우연히 현저동을 지나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
다. 근대적 치료 대신 무속의 힘을 빌리려다 남편을 잃은 엄마는 ‘지식’과 ‘자유’에
대한 원한과 갈망을 가지고 자식만은 다르게 키우겠다는 다짐으로 ‘나’를 데리고
박적골을 떠났다. ‘나’는 엄마의 바람대로 친척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까지 기류
계를 옮겨 억지로 문안의 매동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엄마는 바느질 품팔이로, 그
리고 2차대전의 막바지에는 목숨을 담보로 송도를 왕래하며 쌀을 날라 ‘나’와 오빠
를 뒷바라지하면서 ‘나’에게 신여성이 될 것을 주문하지만, 정작 ‘나’는 엄마가 원

168) “People call the inexplicable a miracle. The survivor must undertake to regain
his memory, regain what he possessed before: his knowledge, his experience, his
childhood memories, his manual dexterity and his intellectual faculties,
sensitivity, the capacity to dream, imagine, laugh. If you’re unable to gauge the
effort this necessitates, in no way can I attempt to convey it.” Charlotte Delbo,
Rosette C. Lamont(trans.), Auschwitz and After,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2014, 255면.
169) Susan J. Brison, 앞의 책, 109면.
170) 이하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 2」의 분석 내용은 졸고, 「박완서 문학에서 ‘세대’의
의미」(『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8, 한국현대문학회, 2014)에서 일부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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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신여성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10년을 현저동 말뚝에 매여
살며 마침내 큰 회사에 취직도 하고 효성도 극진한 아들로 자란 오빠는, 해방 직후
북새통에 돈을 벌어 결국 엄마의 소원대로 문안의 평지에 집을 장만해드렸다. 그러
나 어머니는 늙어갈수록 현저동 괴불마당 집을 그리워하며 모든 것을 그 시절과 비
교하려 들었다.
이러한 줄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엄마의 말뚝 1」의 화자 ‘나’는 작가의 생
애와 거의 일치하는 삶의 궤적을 보이는 한편, 1930년대에 태어나 일제 말기의 공
교육을 받은 동시에 2차 세계대전을 겪고 해방을 맞이하며 청년기에 접어든 세대
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세대’를 특정 시기에 공통의 역사적 사건, 즉 대부분 파국
적인 성격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개인의 인생사가 결정되는 코호트(Kohorte), 즉
동년배집단171)으로 이해한다면, 작가의 자전적 서사는 현실성을 부여하는 의미 외
에도 개별적 체험이 곧 세대의 체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다. 즉, “소년시절부터 청년기까지 한창 좋은 나이를 중일전쟁, 이
차대전, 육이오 남침 등 쉴 새 없이 겪은 전쟁의 공포와 궁핍이 우리 세대만의 불
공평한 불운처럼 느껴져서 억울한”172), “정통 육이오 세대173)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다. 「엄마의 말뚝 1」은 ‘나’의 세대와 엄마, 즉 ‘나’의 부모 세대의 세대적 위치
를 기록하고 있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생애주기의 어떤 단계에서 경험했는가에
따라 개인의 의식 형성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안정된 사회에 비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세대교체도 빠르게 일어나며, 세대 간 갈등의 양상도 심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제2차 세계대전, 해방 등의 급격한 변동을 경
험한 시기의 세대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174)
이러한 세대 논의에 근거해 볼 때 주목할 「엄마의 말뚝 1」의 특징은 제목에서부
터 명확히 드러나는 것처럼 어머니-딸 서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나목』
171) Sigrid Weigel, 「가족의 유대, 유령 그리고 세대 논의에서 과거정치」, Michael Wildt &
Ulrike Jureit(ed.), 한독젠더문화연구회 역, 『세대란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2014, 159
면.
172) 박완서, 「60대: 삶과 정신의 운명적 이중성」, 『역사비평』 32, 역사비평사, 1996, 175면.
173) 위의 글, 181면.
174) 박재흥, 『한국의 세대문제』, 나남출판, 20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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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머니와 딸의 갈등이 서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엄마의 말뚝
1」에서는 ‘나’의 회상을 통해 이러한 갈등의 기원을 탐색하고 있다. 이때 어머니딸 서사는 앞서 펠스키의 논의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페미니즘 비평에서 남성적 문
법에

의존하여

전개되는

남성적

서사에

대한

대립물로서

‘대항적

서사

(counternarrative)’로 주목받는 것이다.175) 그러나 어머니와 딸의 갈등의 연원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의 말뚝 1」에 나타나는 어머니-딸 서사에 대한
“모녀 대결의식”176) 혹은 “일방적 말걸기”177)라는 기존의 평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샌들 속으로 모래가 들어온 걸 털면서 나는 문득 실소를 터뜨렸다. 어머니가 낯설고 바
늘 끝도 안 들어가게 척박한 땅에다가 아둥바둥 말뚝을 박으시면서 나에게 제발 되어지
이다,라고 그렇게도 간절히 바란 신여성보다 지금 나는 너무 멋쟁이가 돼 있지 않은가.
그러나 신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어머니가 생각한 것으로부터는 얼마나 얼토당토
않게 못 미처 있는가. 엄마의 생각은 그 당시에도 당돌했지만 현재에도 역시 당돌했다.
엄마의 억지는 그뿐이 아니었다.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근거를 심어줌으로써 도시에서
만난 웬만한 걸 덮어놓고 무시하도록 부추기다가도 근거의 고향으로 돌아가선 서울내기
흉내를 내도록 조종했다.
어머니가 세운 신여성이란 것의 기준이 되었던 너무 뒤떨어진 외양과 터무니없이 높은
이상과의 갈등, 점잖은 근거와 속된 허영과의 모순, 영원한 문밖 의식, 그건 아직도 나
의 의식 내용이었다. 그러고 보니 나의 의식은 아직도 말뚝을 가지고 있었다. 제아무리
멀리 벗어난 것 같아도 말뚝이 풀어준 새끼줄 길이일 것이다.

175) 김복순, 「‘말걸기’와 어머니-딸의 플롯」, 『현대문학의 연구』 20, 한국문학연구학회, 2003,
239면.
176) 김윤식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논하면서 이것을 「엄마의 말뚝 4」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포함한 ‘엄마의 말뚝’ 시리즈
가 박완서의 대표작이자 “엄마인 기숙 여사와의 대결”인데, 이러한 “모녀 대결의식”이야말로
박완서 문학의 “긴장력의 근원”이라 평가하였다. 김윤식, 「기억과 묘사」(1993), 『내가 읽은
박완서』, 앞의 책, 124~128면.
177) 김복순은 「엄마의 말뚝 1」의 서사를 엄마의 근대화 기획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딸의 이야기
로 정의하며 ‘일방적 말걸기’로 설명한다. 김복순, 앞의 글, 249~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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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 ‘신여성’이란 말을 마치 복원한 성벽처럼 옛것도 아닌
것이, 새것도 못 되는 우스꽝스럽고도 무의미한 억지라고 느꼈다. 나는 앞으로 다시는
그것을 복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지나간 세월 역시 부정되어선 안 될 것 같았다.178)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엄마의 말뚝’에 대한 ‘나’의 평가는 비판적이다.
그것은 “갈등”과 “모순”으로 점철된 “억지”일 뿐이다. 따라서 ‘나’에게 ‘엄마’는 롤
모델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의 의식이 아직
도 ‘엄마’의 “말뚝”에 매여 있거나 혹은 “말뚝이 풀어준 새끼줄 길이”의 허용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작가의식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영원한 문밖 의식”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엄마’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엄마의 말
뚝 1」에 나타난 어머니-딸 서사가 ‘대결’ 혹은 ‘일방적’ 관계로만 설명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는 “지나간 세월”의 내용이 어떠하든, 그것을 “복원한 성벽”
처럼 복구하는 대신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보인다. ‘나’는 ‘엄마’와 관계를
윤색하거나 과잉의미화 하는 대신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긍정하는 태도를 보인
다. 사적 기억의 복원을 통해 훼손된 자아를 재구성하는 작업의 시작점에 어머니딸의 관계가 놓인 것은 여성 주체에게 깊은 의미를 가진다. 「엄마의 말뚝 1」은 어
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을 부정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

나의 어렸을 적, 어머니는 참으로 뛰어난 이야기꾼이셨다. 무작정 상경한 삼 모자가 차
린 최초의 서울살림은 필시 곤궁하고 을씨년스러운 것이었을텐데도 지극히 행복하고 충
만한 시절로 회상된다.
어머니는 밤늦도록 바느질품을 파시고 나는 그 옆 반닫이 위에 오두마니 올라 앉아 이
야기를 졸랐었다. 어머니는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더러 이야기의 효능까
지도 무궁무진한 걸로 믿으셨던 것 같다.
왜냐 하면 내가 심심할 때뿐 아니라, 주전부리를 하고 싶어할 때도, 남과 같이 고운 옷
을 입고 싶어할 때도, 약아빠진 서울 아이들한테 놀림받아 자존심이 다쳤을 때도, 고향

178) 박완서, 「엄마의 말뚝 1」(『문학사상』, 1980.9), 『엄마의 말뚝』, 박완서 소설전집 11, 세계
사, 2003, 8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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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그리워 외로움을 탈 때도 시험점수를 잘못 받아 기가 죽었을 때도, 어머니는 잠
깐만 어쩔 줄을 모르고 우두망찰을 하셨을 뿐, 곧 달덩이처럼 환하고도 슬픈 얼굴이 되
시면서 재미 있는 이야기로 나의 아픔을 달래러 드셨다.179)

이와 같은 어머니의 영향력, 새로운 모계 서사의 가능성은 그간 박완서 언급한
문학적 토대의 출발점이 항상 어머니의 ‘이야기’였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완서의 어머니는 결혼 전에 『삼국지』, 『수호지』를 읽고 그 내용을 술술 외울 정
도였으며, 결혼할 때 『옥루몽』, 『춘향전』, 『심청전』 등의 소설을 손으로 베껴 책으
로 만들어 가지고 왔다고 한다.180) 또한 당시 보편적 상황과 달리 아들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근대적 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남다른 교육열의 소유자였다. 박
완서는 19세기에 시골에서 태어난 어머니가 “자신은 못 누렸지만 딸에게는 누리게
해주려고 했던 자유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 환상과 현실이 말뚝과 새끼줄의 관계
를 연상시킨다”181)면서, 그러한 어머니의 생각이 정혼 후 처음 해본 서울 나들이에
서 비롯됐을 것이라 추정한다. 엄마의 외갓집에는 숙명고녀, 진명고녀에 다니는 사
촌들이 있었고, 그들과 서울 구경을 다니면서 “깡총한 통치마 교복을 입고 신식교
육을 받는 그들을 엄마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나중에 엄마가 나에게 불어넣은 신
여성의 본도 그들이 모델”182)이었다는 것이다.
비록 정규 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한학에 밝았고 한글도 깨우쳤던 어머니를 박완
서는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다고 회상하면서 “궁핍했던 시절, 어머니의 얘기는 내게
적잖은 위안이 됐다”고 기억한다.183) 박완서의 경우 문학적 영향력을 논의하는 자
리에서 어머니가 구연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유년기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한편
“남이야 소설에도 효능이 있다는 걸 의심하건 비웃건 나는 나의 이야기에 옛날 우
리 어머니가 당신의 이야기에 거셨던 것 같은 다양한 효능의 꿈을 걸겠다”184)고
179)
180)
181)
182)
183)
184)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앞의 글, 35면.
서병욱, 「아직도 꿈꾸는 작가 박완서」. 『자랑스러운 한국인』, 하서, 2007, 246면.
박완서, 「우리 엄마의 초상」, 『호미』, 열림원, 2007, 220면.
위의 글, 221면.
서병욱, 앞의 글, 248~249면.
위의 글,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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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문학관을 펼치기도 한다. 자신의 문학적 토대를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활자
화된 문학이 아닌 구연된 형태의 이야기에서 찾는다는 점은 박완서 문학의 또 다른
특이점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새로운 어머니-딸 서사의 양
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엄마의 말뚝 1」의 회상은 해방 직후에서 끝나면서 중요한 사건이 의도적
으로 지워져 있다. 그것은 「엄마의 말뚝 2」의 전면에 등장하는 한국전쟁의 체험,
즉 오빠의 죽음이다. 현재의 ‘나’는 5남매의 엄마이며, 86세의 어머니는 장조카 내
외가 모시고 있다. 눈에 넘어져 대퇴골 골절을 입은 어머니는 위험한 수술을 받게
되고, 회복 과정에서 환영을 보며 전쟁 때 오빠를 잃은 그 순간을 다시 겪는다. 어
머니는 ‘나’에게 자신이 죽거든 묘지를 쓰지 말고 오빠에게 해준 것처럼 화장하여
강화도 바닷가에서 가족의 선영이 있는 개풍군 땅을 향해 날려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긴다. 어머니는 미안해하면서도 부탁을 남겼고, 아직도 투병 중인 것으로 소설은
끝을 맺는다.
이처럼 「엄마의 말뚝 2」는 전쟁과 그로 인한 오빠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를 간
직한 채 30년의 세월을 보낸 현재의 어머니-딸 서사가 그려지고 있다. 「엄마의 말
뚝 1」에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던 모녀는 이제 각각의 가정을 이루어 분리되어 있
다. 그것은 그들이 공유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다. ‘나’는 결
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으로, 어머니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걸로
원한을 덮어두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수술을 계기로 ‘참척의 원
한’은 극복되지 못한 채 단지 은폐된 상태로 유지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전쟁 당시 청년기를 보낸 ‘나’는 일상의 완전한 붕괴라는 좌절과 동시에 새
로운 생활의 건설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세대이다.185) 이들은 1960년대 이후 경
185) 1980년 6월 11일자 『경향신문』에는 “6·25 30주년, 同族相殘의 비극을 당한지 벌써 한 世
代가 흘러갔다”면서 “6·25가 우리의 價値觀과 意識에 미친 영향을 새롭게 照明해보는 특별
시리즈 「6·25 한世代의 檢證」을 마련하고 週 2回 연재”하겠다는 계획이 실렸다. 그 중 ‘가족
관계’에 대한 글에서는 전쟁이 강요한 생활전선에서의 투쟁으로 강인한 생활력을 가지게 된
여성 중심의 가족을 ‘비정상적인 戰時家族’이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쟁은 먼 훗날보다는
이 현재에 집착하는 향락주의를 고취하였으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우선 경제적,
물질적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는 배금 사상이 강조된 반면, 가족의 전통적 가치관이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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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전을 이끈 산업화의 주역으로 자리 잡게 된다. ‘나’는 이 시기를 핵가족가구의
주부로 살아간다. 전쟁 이후 산업화 바람과 맞물려 확대가족가구는 일관적으로 감
소하는 반면, 핵가족가구는 점점 증가하여 1980년 현재에는 약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다.186) 이때 핵가족가구란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와 미혼자녀가 부
모 혹은 편부·편모와 같이 사는 가구를 말한다. 이념형으로서의 핵가족은 사회 및
친족으로부터의 심리적 및 경제적 분립을 기초로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핵가족은
배우자와 미혼자녀를 넘어선 사회집단들에 대한 보호 및 부양 기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187) 따라서 집안일에 대한 철저한 방심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나름의 미신
을 가지고 있는, 즉 가정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는 자신이 느
낀 섬뜩함의 결과가 핵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내 식구가 아니라 친정어머니였다는 것
에 안도하고, 죄책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자신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하며, 어머니는 “부처님을 믿는 걸로 어머니가 당한 남다른 참척의 원한을 거의 극
복”했다고 생각하며 안심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수술 후 환부의 고통을 통해 다시
한번 오빠를 잃은 날의 환각을 보게 된다. 「엄마의 말뚝 1」에서 현저동을 통해 과
거를 회상했던 ‘나’는, 이번에는 어머니의 환각을 통해 다시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
게 되는데, 그 기억 또한 현저동, 즉 ‘엄마의 말뚝’과 연결된 것이다. 「엄마의 말뚝
1」에서 담담한 과거의 수용을 보여주었던 ‘나’이지만, 이번에는 “내 나름의 공포”
와 싸우게 된다. 그것은 “보살”이라 여겼던 어머니의 오지에 “원한과 저주와 미움”
이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엄마의 말뚝 2」는 실제적 죽음을 맞이할 위기
에 처한 어머니가 상징적 죽음을 맞이한 상태를 그리고 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

방식은 약화되었다고 보았다. 최신덕, 「6·25 한世代의 檢證(5): 가족관계」, 『경향신문』,
1980.6.25.
186) 위의 글.
187) 장경섭, 『가족·생애·정치경제』, 창비, 2009, 64~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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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
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
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
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 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
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188)

어머니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주자는 올케의 주장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끝내 오빠를 화장하여 가족의 선영이 있는 개풍군 땅이 보이는 강화도
바닷가에 뿌렸다. 이는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물”을 거역하는 방
식으로 그 트라우마를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다. 어머니는 미안해하면서도 그것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 역시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느낀다.189) 어
머니의 부탁을 “그 짓”이라 표현할 정도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심리는 어머니와 가장 인접한 세대이자190), 치유되지 않은 전쟁의
트라우마를 공유한 세대로서의 일종의 연대감이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어
머니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의 표현으로 읽
히기도 한다. 따라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상처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
의 상태를 기억하기 위한 나름의 방식을 새롭게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바
188) 박완서, 「엄마의 말뚝 2」(『문학사상』, 1981.8), 『엄마의 말뚝』, 앞의 책, 148면.
189) 이경재는 어머니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아들의 죽음이 담고 있는 상처를 허공 중에 계속해
서 떠돌게 함으로써 어떠한 의미화도 거부하는 상징적 제의이며, 아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한
국전쟁이라는 사건을 증언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의지라고 보았다. 이경재, 「박완서 소설의 오
빠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32, 우리문학회, 2011, 386면.
190) 만하임은 세대들의 연속성, 즉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에서, 가장 나이
많은 세대와 젊은 세대처럼 간격이 넓은 세대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일은 그리 자주 발생하
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신 서로 가장 인접한 ‘중간 세대(Zwischengeneration)’가 서로 대치
하며, 이들이 서로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세대라고 보았다. Karl Mannheim, 이남석 역,
『세대 문제』, 책세상, 2013,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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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엄마의 말뚝 2」라는 자전소설로서 어머니-딸 서사의 형태를 빌어 나타난 것이
라 할 수 있다.

3. 전쟁의 일상에서 배태된 윤리적 고뇌
『나목』과 『목마른 계절』은 모두 한국전쟁 기간 서울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지
만,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은 차이가 있다. 『나목』의 경우 서울을 재수복한 1951년
겨울 이후를 주된 시간적 배경으로 삼았다면, 『목마른 계절』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부터 1951년 5월까지를 그리고 있다.191) 『목마른 계절』은 박완서가 등
단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장편으로, 『한발기(旱魃期)』라는 제목으로 『여성동아』에
1971년 7월부터 1972년 11월까지 연재하다 중단된 것이다. 『한발기』의 <4월> 장
을 수정하고, <5월> 장을 더해 제목을 바꾸어 1978년 수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펴
낸 것이 『목마른 계절』이다.192) 『목마른 계절』은 한국전쟁의 발발부터 ‘적치 3개
월’과 ‘9·28 서울 수복’, ‘1·4 후퇴’ 등 전쟁의 한복판을 세밀하게 기록한 내용이다.
단행본 초판의 후기에서 작가 스스로 “경험이 너무 생경하게 노출”되었다고 밝힌
점을 참고할 때,193) 『목마른 계절』은 작가의 자전적 서사가 반영된 여성 인물의 시
191) 이하 『목마른 계절』의 분석 내용은 졸고,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서울에서의 한국전쟁 체
험의 의미: 『목마른 계절』을 중심으로」(『한국현대문학연구』 54, 한국현대문학회, 2018)에서
일부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2) 『여성동아』 여류장편소설 공모 제1회 당선자인 정영현의 경우에도 1968년 당선 이후
1970년 6월부터 1971년 5월까지 『여성동아』에 『작은 짐승』을 연재한 것으로 보아, 『여성동
아』지에서 본지 공모 당선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참고
로 박완서의 첫 단편 「세모」 역시 1971년 『여성동아』 4월호에 연재되었다. 이 글에서는 작
가의 개작 및 개제 의도를 존중하여 수문서관 판본을 분석의 텍스트로 삼는다.
193) “데뷔하고 나서의 첫 장편이라 내 나름으론 열심히 쓴 거였지만 다시 읽어보니 곳곳에 經
驗이 너무 생경하게 노출돼 있는 게 싫게 느껴졌다. / 크게 뜯어고칠까도 했으나 뜻대로 되
지 않았다. / 6·25 이야기에 관한 한 지금 다시 써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나
는 요새 건망증이 매우 심해 가족들한테 핀잔도 받고, 더러는 실수도 한다. / 그러나 6·25의
기억만은 좀처럼 遠距離로 물러나주지 않는다. 아직도 부스럼딱지처럼 붙이고 산다. / 훗날,
딱지가 떨어지면 좀더 걸러지고 정돈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면서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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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이 시기 서울에서 목도한 한국전쟁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낸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또한 발표 시기를 고려한다면 독자에게는 “한국전쟁에 대한 최초의 기다
란 설명”으로 읽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194)
특히 ‘서울’에서의 한국전쟁 체험이 문제적인 이유는, 남한 만의 독립 국가인 대
한민국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분단의 경계인 38선 바로 밑에 위치해 있었다는
서울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서울은 한국전쟁 발발 당시 삼일 만에 북한 인민군
에 의해 점령당했다. 이승만 정부는 27일 새벽 급히 대전으로 옮기면서 한강 다리
를 폭파해 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울 사람들은 피난을 갈 수 없었는데,195) 실제
로 1950년 당시 169만여 명의 서울 인구 중 약 40만 명만 피난을 갔다.196) 중도
우익 또는 반이승만 노선의 정치가, 역사학자 김성칠과 같은 중도적 지식인, 자영
업자, 중소기업자 등이 서울에 잔류했다.197) 서울토박이거나 월남민들은 피난을 갈
곳이 없어서 잔류하였고, 빈한한 계층은 피난을 갈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도 했
다.198) 따라서 대다수의 서울 사람들은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북한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에 점령되었으며 9월 28일 인천상륙작전에 의해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인
공 시기를 겪었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1·4 후퇴를 겪었다. 이처럼 북한 인민
군이 남하하여 38선 이남 지역을 점령하고, 미군과 국군이 38선 이북 지역을 점령
한 권의 책으로 선보인다. 나의 부스럼딱지가 개인적인 질병이 아닌, 한 時代의 傷痕일진대,
그대로의 모습으로 讀者와 만나자는 것도 아주 뜻없는 일만은 아니겠거니 싶어서이다.” 박완
서, 『목마른 계절』, 수문서관, 1978, 395면.
194) “실제로 1970년 등단 이후 그의 문학은 추악한 전쟁에 대해 설욕하기를 쉬지 않았다. 『여
성동아』에 ‘한발기’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다가 나중에 『목마른 계절』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나온 그의 첫 장편소설은 그의 전쟁체험을 거의 복원시켜놓은 자전에 가까운 소설이었다. 인
민군의 서울입성을 ‘이제 해방세상이 왔다’며 환영했던 여대생이 돈암동 언덕배기 집에서 국
군 인민군 다시 국군 인민군 국군 치하를 살아내는 모습을 그려보였었다. 대학 2학년 때 읽
은 이 작품은 내게 한국전쟁에 대한 최초의 기다란 설명이었고 지금까지도 내게서 6·25 인상
의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희, 「바스러지는 것들에 대한 연민」, 『작가세계』
3(1), 1991, 46면.
195) 윤택림, 「서울사람들의 한국전쟁」, 앞의 글, 10면.
19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토박이의 사대문 안 기억』,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0, 22면.
197)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6, 163~169면.
198) 윤택림, 「서울사람들의 한국전쟁」, 앞의 글, 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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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가 후퇴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국가의 3대 요소인 주권·국민·영토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던 한국전쟁199)의 특성을 감안하여 점령과 수복이 반복
되었던 ‘서울’에서의 한국전쟁 체험은 보다 세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은 전쟁 발발 이전 38선 이북에 거주했던 사람들에게는 ‘월
남’으로, 38선 이남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공산주의를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
식화되었다. 피난은 ‘국민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징표였고, 실제
로 9·28 서울 수복 직후에는 피난 여부가 ‘반공’의 표지가 되었다. 피난을 가지 않
은 자는 ‘반역’의 동조자로 의심되며 ‘서자’ 혹은 ‘이등 국민’ 취급을 당했다.200) 한
국전쟁 발발 직후 피난을 떠난 도강파와 서울에 남아 있었던 잔류파의 이분법은 개
인의 동기와 행위와 관계없이 곧 정치적 이념의 문제, 국민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국전쟁 초기 3개월간 북한의 서울 점령시기
를 경험한 잔류파의 전쟁 경험은 이러한 반공 이데올로기의 억압 아래 자기 증명
과정으로서 제한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적치하의 서울’을 경험한 작가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적치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보다 확고한 남
한 국민이 되었음을 고백하는데, 이러한 예는 북한군에게 당한 고난을 강조함으로
써 남한 국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수난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적화삼삭구인집』
(1951)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201) 『적화삼삭구인집』의 서술자 중 한 명이었
던 최정희는 전후 발표한 자전적 연작 소설 『탄금의 서』202)에서도 피난을 가지 ‘않
199) 김동춘, 앞의 책, 121면.
200) 위의 책, 119~120면.
201) 이민영, 「1943~1953년 한국소설과 민족담론의 탈식민성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252~253면.
202) 「탄금의 서」는 제1장 「해당화 피는 언덕」(『신천지』, 1953.9), 제2장 「산가초」(『신천지』,
1954.1), 제3장 「반주」(『문학과 예술』, 1954.6), 제4장 「그와 나와의 대화」(『신태양』,
1955.1), 제5장 「수난의 장」(『현대문학』, 1955.1), 제6장 「속 수난의 장」(『새벽』, 1955.1),
제7장 「인정」(『사상계』, 1955.2)까지 발표한 것을 선집으로 묶어내면서 제7장을 「까마귀」로
개제하고, 제8장 「피난행」과 제9장 「다시 서울에」를 추가한 것이다. 일제 말기 김동환과 함
께 덕소에서 생활하던 순간부터 한국전쟁 발발 이후 김동환을 잃고 어린 아이들과 피난을 떠
났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1953년까지의 기록으로, 주인공 ‘최정희’뿐 아니라 거의 모든
등장인물의 실명 혹은 이니셜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서전에 가까운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서여진, 「해방 후 최정희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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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것이라는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한강 연변에선 수십만 명이 나룻배로 강을 건느려 하고 있는데 서로들 먼저 타겠다고
서둘다가 배가 물 속에 들어가고 사람 위에 사람이 덧실려서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곤
하더라는 것이었다.
「한강에 나가두 별수 없어요.」
이것은 군인복을 입은 장교 두 사람이 우리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한 말이었다.
발이 딱 멈춰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적과 대항해 싸우던 군인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더
냐.
「―오오 신이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무의 지시도 없이 이 민족이 이 거리를
헤매다가 적탄에 맞아 쓰러져야 합니까.」
나는 거진 입 밖에 이런 소리를 내어 울부짖고 싶었다.203)

최정희는 공산당이 찾아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연, 안전을 위해 문학가동맹에
나간 것 때문에 부역자로 몰려 도강파 문인과 지하에 숨었던 문인들로부터 “B급”
이 매겨진 일화, 문학가 동맹에서 자신이 한 일이라곤 “삐라두 붙이구 벽보두 붙이
구 노래두 부르구”204) 하는 수준의 대단치 않은 것이었다는 소명 등을 풀어 놓는
다. 그러나 공산당이 찾아와 ‘김동환, 최정희’라는 이름을 대며 찾을 정도로 유명
인사였던 그들의 경험을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문제는 남한의 핵심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던 인사들의 개인적인 인민군 치하 체험이 휴전 이후 국민,
그리고 국가의 기억으로 공식화되는 과정이다. 이후 남한에서 전쟁 자체에서 온 피
해와 고통, 인민군의 남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으나,
지배질서가 비공식적인 경험과 기억이라 지정한 것들, 예를 들면 미군과 국군이 준
피해 등은 공개적으로 발화할 수 없었다.205) 최정희가 선집으로 펴내면서 추가한 8
장과 9장의 제목은 각각 「피난행」과 「다시 서울에」로, 1·4 후퇴 시기 “석 달 동안
면 참조.
203) 최정희, 「탄금의 서」, 『최정희선집』, 어문각, 1977, 440면.
204) 위의 글, 459면.
205) 김동춘, 앞의 책, 74~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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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 치하에 살아본 무서운 체험”으로 인해 떠나게 된 피난의 과정과 피난지에서의
고생,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처럼 남한의 공식 기억에서 북한이 개시한 ‘6·25’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닥쳐
왔으며, 서울의 ‘충성스러운’ 국민은 ‘모두’ 피난을 간 것으로 되어 있다.206) 그러
나 이와 달리 실제의 대다수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잔류한 채로 인공 시기를 맞이
했다. 『목마른 계절』은 바로 이 시기, 공적 기억에서 배제된 사적 기억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목마른

계절』의

특이성은

주네트가

말하는

‘동종

이야기

(homodiegetic)’의 형식이 아니라 암시된 저자에 의해 상정된 서술자에 의해 쓰여
진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네트가 ‘자서전적(autodiegetic)’이라고 부
른, 즉 화자와 이야기의 주인공이 일치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서술
자가 권위적인 저자의 목소리가 아닌, 경험적 자아로서 암시된 저자의 개인의 목소
리 형태로 사적 기억을 복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목마른 계절』은 마치
일기 혹은 수기를 읽는 듯한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목마른 계절』에서 1950년 6월 S대 철학과에 입학한 ‘하진’은 B고녀 시절 민청
지하조직이 발각되어 정학처분을 당한 일이 있는 “빨갱이”로 그려진다. ‘진’의 오빠
‘열’은 좌익 상부 조직의 지하 운동자였으나 지금은 전향하여 서울 근교의 농업학
교 교사로 근무하며 주말에만 집에 다니러 오고, ‘진’은 어머니와 올케 ‘혜순’과 함
께 살고 있다. 대학생이 된 ‘진’은 새로운 신분에서 맞이하는 사적 전환의 경험과
전쟁이라는 거시적 사건을 동시에 경험하며 생태학적 전환을 맞이하는 인물로 그려
진다.207) 예상치 못한 전환은 개인의 긴장과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오빠의 전향에 강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던 ‘진’은 한국전쟁의 발발을 ‘혁명’이라

206) 위의 책, 119면.
207) 학교 입학, 졸업, 취업 등 오래된 미시체계가 기능을 상실하고 새로운 미시체계가 나타나
는 경우에 경험하게 되는 전형적인 생태학적 전환은 예측 가능하며 새로운 발달과정에 자극
을 주는 사건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생태학적 전환은 거시체계의 전환의 결과로 초래될 수
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쟁이다. 전쟁은 개인 뿐 아니라 가족, 사회, 국가의 변화
를 초래하고, 개인의 미시체계는 물론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박영아, 「아동기에
한국전쟁을 경험한 여성의 양육 경험과 가치에 대한 생애 구술 연구」, 서울대학교 아동가족
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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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며 피난을 걱정하기보다 새로운 희망에 들뜬 인물로 그려진다.

그렇지……. 전쟁이 살육(殺戮)과 파괴만이 목적이 아닐진대 반드시 썩고 묵은 질
서의 붕괴(崩壞)와 찬란한 새로운 질서의 교체가 뒤따를 것이 아닌가?
그렇지! 어쩌면? 그럴 수도, 아니, 확실히 그렇게 될지도!
두려움과 기대가 반반 뒤섞인 야릇한 흥분이 그녀를 몹시 떠다밀기라도 한 것처
럼 그녀는 혜화동고개를 줄달음쳐 단숨에 집 근처에 와 있었다.208)

진이는 문득 좀 전에 본, 대학병원 뒤뜰의 방치된 국군의 시체들을 생각하고 몸서
리를 쳤다. 그곳은 너무도 밝고 너무도 행인들의 시선과 가까웠다. 살육과 파괴가
따르지 않는 전쟁이 어디 있으랴. 전쟁의 명분(名分)을 얼굴로 치면, 살육과 파괴
는 내장이다. 내장은 누구나 갖고 있으면 그 노출에 혐오를 느끼는 게 누구나의
생리다. 아름다운 얼굴에 아름다운 내장이 따를 리도 없다. 결국 문제는 내장이
아니라 초면(初面)에, 얼굴도 내밀기 전에 내장부터 내보이는 그 무신경과 잔혹성
이다. 그녀는 다시 그녀가 지금 화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생각이 미치자 당
혹하고 만다. 잠깐 소녀적인 감상이었다고 스스로를 바로잡는다.
<혁명이 아닌가? 그리고 난 보통 행인들과 다르다. 적어도 혁명을 예견했고, 투쟁
경력도 만만찮다. 나는 오늘 환호하고, 감동하고 할 그럴 의무가 있다.>209)

인용문은 모두 전쟁 발발 직후의 모습을 그린 〈6월〉 장에서 발췌한 것이다. 주목
할 것은 개전을 실감하며 “야릇한 흥분”마저 느꼈던 ‘진’이 막상 “살육과 파괴”의
현장을 대한 후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열성 좌익분자로
자임하는 ‘진’은 이러한 감정을 “소녀적인 감상”으로 치부하며 애써 지우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이 처음으로 목도한 전쟁의 현장은 추상적으로 그려온 찬란
한 혁명의 현장이 아니라 무신경하고 잔혹하게 방치된 “국군의 시체”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진’이 주목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전쟁의 명분이 아니라 살육과
파괴가 횡행하는 일상의 현장이며, 그것이 너무도 밝고 너무도 가깝다는 실감이기
208)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37면.
209) 위의 책,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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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곧 6월이 되었고, 대학 입학식이 있었고, 미처 대학이 어떤 곳인가를 알기도 전에 25일
이 되었고, 포성이 들렸다. 그리고 나는 알지 않으면 안되었다. 세상이 한번 크게 뒤척
이는 앞에서 사사로운 행복의 꿈은 큰 파도 앞의 모래성보다도 유약하고 허망하다는 것
을.
내가 이 세상에 나서 처음 본 주검은 공교롭게도 얼마 전 나를 그렇게도 감동시켰던 의
과대학의 녹음 밑에서였고 하나도 아닌 무더기의 주검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주검이 아
니라 파리가 꼬이고 악취가 코를 찌르는 쓰레기의 더미였다.
그들이 서울을 차지한 지 며칠 안됐을 때라 횡포가 아직 본격화 되기 전이었지만 그들
이 보여준 인간의 주검을 취급하는 방법 때문에 그들에 대한 예감은 막연한대로 흉흉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예감은 적중하기 시작했다.210)

인용문을 통해 『목마른 계절』에서 ‘진’이 주검과 마주하는 장면은 자신의 체험에
기반하여 문학적 형상화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박완서는 주검 자체도 충
격적이었으나 인간의 주검을 취급하는 방법 때문에 흉흉한 예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목마른 계절』에서 작가는 ‘진’을 자신이 목격한 전쟁의 참상을
애써 모른 척하며 전쟁의 “얼굴”만을 바라보려고 시도하는 인물로, 그리고 실패하
는 인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인물의 설정은 막연한 예감이나 추측 대신 실제 경
험을 통해 사유를 전개함으로써 그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
다.
7월로 접어들자 재빨리 조직된 민청, 여맹, 인민위원회 등의 조직이 본격적인 활
동을 시작하고, ‘진’은 방관자가 되기로 한 ‘열’을 비난하며 학교를 장악한 조직의
활동에 매진한다. 그러나 ‘진’은 역사와 상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쟁은 이념
이므로 이해관계를 내세워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러한 전쟁은 스베틀라나 알렉시
210) 박완서, 「다시 6월에 전쟁과 평화를 생각한다」, 앞의 글, 106~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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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치(Svetlana Aleksievich)가 지적한 것처럼 승리와 패배의 결과, 영웅담이나
활약상으로 대변되는 “‘남자’가 이해하는 전쟁, ‘남자’가 느끼는 전쟁”일 뿐이기 때
문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여성의 전쟁에는 “여자만의 색깔과 냄새, 여자만의 해석과
여자만이 느끼는 공간”과 인간의 고통에 대한 주목이 있다고 주장한다.211)

그것은 아주 혹독한 가뭄의 풍경처럼 공포로왔다.
잎새조차도 푸르지 못하고 붉은 빛이 도는 핏빛 칸나도 마치 오랜 한발(旱魃) 끝
에 지심(地心)에서 내뿜는 뜨거운 화염처럼 처절한 저주를 주위에 발산하고 있었
다.
붉은 건 칸나뿐이 아니었다. 정면 벽 중앙에 늘어진 붉은 깃발, 그 깃발을 중심으
로 빽빽이 붙여진 벽보의 핏빛 글씨들─혁명, 원쑤, 타도, 투쟁, 당, 인민, 수령,
영광, 애국…… 머리가 아찔하도록 집요한 투지, 집요한 증오, 그리고 애국.212)

이제 ‘진’에게 전쟁의 명분은 피로를 불러일으키는 염증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혁
명을 상징하는 ‘붉은’ 이미지는 ‘가뭄’의 이미지와 연결되며 전쟁의 공포를 환기시
킬 뿐이다. 『목마른 계절』의 연재 당시 제목인 ‘한발기’의 이미지는 붉은 칸나와
붉은 깃발, 핏빛 글씨로 이어지며 ‘진’이 느끼는 환멸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전쟁을
혁명으로 여겼던 ‘진’의 관념적 사유는 전쟁터의 사람들에 주목하면서 전환된다. 호
별 방문을 통해 선전선동에 나섰던 ‘진’은 서울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정중한 냉
대”와 “두터운 거부의 벽”213)을 뼈저리게 느끼고, 서서히 모순을 감지하고 있었다.
“당이 자기들 편이라고 믿고 있는 무산계급도 결코 공화국의 하늘 아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확증”214)을 직접 목격하면서 허울뿐인 전쟁의 명분을 발견하는 것이다.
‘진’은 한국전쟁의 발발과 9·28 서울 수복을 거치는 일련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사상적 고민과 사유를 멈추지 않는데, 특히 그녀의 사유는 이상적, 추상적인 차원
211) Svetlana Aleksievich, 박은정 역,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문학동네,
2015, 16~18면.
212)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83~84면.
213) 위의 책, 97면.
214) 위의 책, 143~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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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명분에 가려진 구체적 상황과의 대면 속에 이루
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회의의 여정은, “전쟁이 아
니라 전쟁터의 사람”을,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감정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
다.215) 이를 통해 작가는 단순히 전쟁의 목격자로서 사실을 기록하는 차원을 벗어
나 공적 기억에서 삭제된 사적 기억을 서사화하는 창작자의 위치에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의도는 『목마른 계절』이 담아내고 있는 인공 시기 서울의 풍경이 국민이
모두 피난을 떠난 텅 빈 장소로 기록된 공적 기억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고투를 벌이는 치열한 현장이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의 공포와
위협은 오히려 생존에 대한 강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목마른
계절』에서 서울에 남은 사람들은 “기총소사나 폭격을 무릅쓰고 근교의 시골로”216)
식량을 구하러 가고, “팔고 사고 바꾸고 악착같은 흥정과 에누리와 욕설의 악다구
니”로 생기 가득 찬 서울의 시장은 “먹을 것을 향한 집념”217)이 가득한 공간이
다.218) 그리고 이처럼 생존만이 삶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서울의 모습은 ‘진’이 자
신의 생각을 교정하게 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서울의 풍경을 배경으로 ‘진’의 사상적 고민과 사유는 생존만이 삶의 규
범으로 인정받는 전쟁이라는 구체적 상황과의 대면 속에 지속되고 있다. ‘진’은 오
빠가 의용군으로 끌려간 후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 비탄이나 비탄에의 위무가
아닌 「생활」”이라 생각하고 “재빠르게 냉엄한 생활의 자세를 취”219)한다. 장사를
통해 양식을 장만하고, 올케 ‘혜순’의 산후 준비까지 마친다. 이처럼 인공 시기 서
울의 일상으로부터 도출된 ‘진’의 사상적 전환을 잘 보여주는 사건은 강요된 ‘자서
전 쓰기’이다.
215) Svetlana Aleksievich, 앞의 책, 25면.
216) 위의 책, 94~95면.
217) 위의 책, 103면.
218) 박완서 초기 소설에 나타난 ‘먹기’, ‘시장’의 문제를 다룬 대표적 연구로 배상미, 「박완서
소설을 통해본 한국전쟁기 여성들의 갈망」, 『여/성이론』 24, 여이연, 2011; 신샛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 『상허학보』 45, 상허학회, 2015 참조.
219)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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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인삼으로 유명한 개성의 근교 개풍군(開豊郡)의 호젓한 한촌에서 태어났읍
니다. 온통 햇빛 넘치는 푸른 들에 삼포(蔘圃)의 갈색 지붕이 드문드문 섞여 그
푸르름이 더욱 신선한 아름다운 고장이었읍니다. 집은 가난한 편이었지만 그곳에
서 지낸 어린 시절의 행복, 따습고 소박한 인간관계는 지금도 잊을 수 없읍니다.
지금, 그때의 추억은 거의 동강난 채이지만 나는 동강난 조각들로부터 얼마든지
긴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읍니다」
진이는 자기의 등 위에 어떤 그림자를 의식하면서도 열심히 여기까지 써내려 갔
을 때 어깨 너머로 주먹이 뻗어와 탕 하고 책상을 때린다. 최치열이었다.
「지금이 여학교 작문시간인 줄 아오? 누가 이런 센치한 글을 쓰랬소? 적어도 당
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개인상황이 있을 게 아뇨? 그래도 모르겠소?」
「모르겠어요. 자서전이라기에……」
「적어도 당은 개인의 개인적인 성장과정 같은 덴 관심 없소. 국가와 관계된 개인,
이를테면 애국하는 일과 관계된 개인상황에 당은 관심이 있는 거요. 알겠소, 하동
무?」220)

서울대 사학과에 근무하며 서울에서 인공 시기를 경험한 김성칠의 일기에 따르
면, 1950년 7월 7일 처음으로 이력서와 자서전 쓰기를 강요당한다. 자서전에 포함
될 내용도 명시되어 있는데 “여덟살 이후의 경력, 특히 투쟁 경력과 사상 경향, 정
당 관계, 숭배하거나 영향받은 인물 등”이 그것이다.221) 같은 해 7월 24일의 일기
에는 일간 심사가 있다며 벌써 세 번째로 이력서와 자서전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
겨 있다.222) 이러한 증언을 통해 ‘자서전’이 당대 지식인들에게 빈번하게 강요된
양식이자 그들을 심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성칠의 일기에 명시된 자서전의 내용을 참고할 때, “따습고 소박한 인간관계”
220) 위의 책, 99면.
221) 김성칠, 『역사 앞에서: 한 사학자의 6·25일기』, 창비, 2009, 102~103면.
222) 김성칠은 크라보쳉코의 책을 떠올리며 이와 같이 빈번한 이력서와 자서전 작성의 이유가
“나중엔 제 이력, 제 생활환경에 대해서 아주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혹시 당국에 문초라
도 받을 경우엔 본인보다도 비밀경찰이나 정치보위부에서 더 완전 세밀한 자료를 갖게 되어
서 꼼짝달싹할 수 없이” 만들려는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위의 책,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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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언급하는 ‘진’의 자서전은 당이 요구하는 그것과 거리가 멀다. 처음 쓴 자서전에
대해 모욕적인 면박을 당하고 당에 비판적인 내용의 자서전은 압수당한 ‘진’은 다
음날 “오빠가 6·25 전부터 당원이었다는 것과 그의 영향이 컸다는 것” 등의 내용
을 담아 “어제와 정반대의 글을 쓰면서도 그에 따르는 심중의 모순이나 갈등을 조
금도 느끼지 않”는다. “어제는 최치열에게 오늘은 열에게 반발하는 데 당이 업혀
들어갔”을 뿐이기 때문이다.223) 개인과 공동체는 결코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며, 공
동체 정신을 추구하는 것과 사생활의 자유를 갖는 것 사이에는 본디 아무 모순도
없어야 한다.224)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자서전으로 상징되는 사적 영역을 포기하
고 오직 공동체가 요구하는 자서전만을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당의 요구와 마주하
며 ‘진’은 결정적인 회의감을 갖게 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뚜렷한 신념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에 대한 반발심으로 작성된 ‘진’의 세 번째 자서전이 9월 들어 심해진 폭격과 민
청의 해산 결정에 따라 재등장하는 부분이다. 민청 해산의 뒤치다꺼리에 나선 ‘진’
은 그 동안의 서류를 간추려 X호 관사에 맡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서
전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와 당면한다. “최치열이 그녀를 당원감으로까지 지
목하게 한 이 자서전은 여기 남아서 차후 무엇을 증명하게 될 것인가?”225)
앞뒤 한 장의 시험지만한 종이는 아주 없애 버릴 수도 있다. 실은 그러려고 지금
서성댐이 아닐까. 그러나 그것을 마당 한 귀퉁이에서 어물어물 구겨서 없애버리고
난 자신의 추함, 비열함은 또 어찌 견딜 것인가? 자줏빛 콩을 뜯어내던 담밑에 몸
을 기댄다. 귀란 참 이상한 것이다. 좀 전까지만 해도 완전한 정적을 느끼던 귀에
폭음 포성 비행기 소리 등 각가지 전쟁의 굉음이 시끄럽게 밀려든다. 차차 그러한
소리들은 손바닥의 종이를 뭉개버릴까 말까를 다투는 어지러운 상념속에 효과음처
럼 끼어든다.
「거기서 뭘 해! 혹시 또 콩이나 있을까 하고…… 그때 그렇게 샅샅이 훑어내고
서……」
223)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108면.
224)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202~203면.
225)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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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덕의 웃는 얼굴이 창에서 소리친다.
「아, 아냐, 골치가 좀 띵해서」
어떻든 그녀는 추하고 비열한 짓을 꾀하는 데서 놓여난 안도감을 느낀다. 그것을
결정한 것이 비록 순수한 자의(自意)는 아니었을망정.
그녀는 손바닥의 꼬깃한 걸 다시 잘 펴고 다른 여러 서류와 함께 거뜬히 정리를
끝내 한묶음으로 만든다. 이제 석달 동안의 역사는 그것이 무의미했건 저주스러웠
건 있는 그대로 펼쳐지길 기다리게 됐고, 그것을 다치지 않을 수 있었던 자기에게
자부 비슷한 걸 느낀다.226)

‘진’은 통치 주체가 교체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신의 과거 행적 자체보
다 그러한 과거 행적의 증거를 없애버리는 행위를 견딜 수 없는 “추함, 비열함”으
로 여긴다. 포성과 비행기 소리 등 “전쟁의 굉음” 속에서도 ‘진’의 윤리적 고뇌는
계속되고, 결국 “추하고 비열한 짓”에서 벗어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낀다. 어떠한
명분이 있더라도 ‘적치 3개월’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 지배 이데올로기에 부합
하지 않는 기억을 배제하려는 시도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
각은 사적 기억을 억압하고 공적 기억만을 남기는 역사 서술에 대한 은유적 비판으
로 읽을 수 있으며, 『목마른 계절』의 창작 의도로 파악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신의 자서전을 남긴 ‘진’ 나름의 윤리적 선택은 전
쟁의 포화 속에 존중받지 못한다. 인천상륙작전 후 국군과 미군이 서울을 수복하자
“빨갱이”에 대한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9·28 서울 수복 이후 이승만 정권이 ‘충성
스러운 국민’과 ‘의심할 만한 국민’을 일차적으로 구분한 기준은 한강을 넘어서 피
난을 갔던 ‘도강파’와 서울에 남아 있었던 ‘잔류파’의 구분에서 시작되었으며, 실제
서울에 남아 있던 모든 사람들을 부역자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227) 국가
가 규정한 부역자란 “공산독재의 사상을 이념적으로 공명하거나 또는 이론적으로
맹신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를 반대함은 물론 국가조직을 파괴하는 행동을 취하
거나 또는 그들의 행동에 가담하여 반민족적 비인도적 행위를 감행한 자”228)였고,
226) 위의 책, 171~172면.
227) 김동춘, 앞의 책, 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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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해 마지못해 부역한 경우는 면제될 수 있었으나 그 구분은 모호했다. 권
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사로운 원한이나 감정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229) 빨갱이라는 ‘낙인’230)은 그것의 실제 속성과 상
관없이 개인을 매장시킬 수 있는 가공할 폭력이 되는 시기였던 것이다. 자신의 신
념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는 도덕적 딜레
마와 직면하는 것이다.
〈10월〉 장은 “수도(首都)는 철통같이 방위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빈 목소리만
남기고 귀하신 몸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미리미리 도망쳐 버린 비열하고 파렴
치한 배신에 대해선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다만 무자비한 복수만을 허용”231)하는
수복 후 서울의 풍경을 통해 이승만 정부로 대표되는 남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진’은 “학생심사”를 받으러 S대로 향하고 감찰부장실로 끌려가지만 의외로 무사히
나온다. ‘진’은 “죄목(罪目) 중 으뜸가는 것이 빨갱이였고 그 밖의 죄는 어떤 파렴
치죄건 사람들은 관용할 수 있”는 시기였기에 자신이 “빨갱이”로 명명되는 것에 두
려움을 느끼면서 “빨갱이와 흰둥이의 죽고 죽이는 일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색”을 발견하기를 소망하지만 “설사 그런 제3의 색이 있다손치더라도
혼자서 그런 색깔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이내 포기한다.232) 주위의 모든 사람들
이 이미 선명한 선택을 끝낸 상황에서 혼자 남는다는 것은 외로우리라 생각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11월·12월〉 장에 이르면 “피난”, “남하”를 통해 “여느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중의 하나로 행세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삼고자 하는 희망을 품
228) 한국경찰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찰사』 Ⅱ 1948.8~1961.5, 내무부 치안국, 1973, 547면,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352면에서 재인용.
229) 김동춘, 앞의 책, 242면.
230) 낙인(stigma)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사람의 몸에 특정 기호를 새기
거나 지져 넣어 노예, 범죄자, 또는 반역자와 같이 도덕적으로 오점이 있거나 의식상 흠이
있기 때문에 기피해야 할 인물, 특히 공공장소에서 거부해야 할 인물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
었다. 고프만은 낙인이라는 용어를 심한 불명예나 수치를 가져오는 속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
용하지만, 속성 자체가 명예 또는 불명예가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속성 자체보다 관계를 나
타내는 어휘로서 주목한다. Erving Goffman, 윤선길·정기현 역, 『스티그마』, 한신대학교 출
판부, 2009, 13~16면.
231)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202면.
232) 위의 책,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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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진’은 의용군을 갔다 도망쳐 온 뒤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불안한 상태인
‘열’과 함께 피난을 떠나기 위해 시민증을 얻을 궁리를 한다. 그러나 도민증을 얻으
러 나섰던 ‘열’이 갑작스레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다.
「쏜 게 아니라 오발(誤發) 사건이었어요. 우, 운수가 나빴다고밖에 달리 드릴 말씀
이…」
삽시간에 집안이 울음바다로 변하고 진이만이 정신이 해맑아 온다. 모든 것이 삽
시간에 뒤죽박죽이 되고 이 혼란을 갈피잡을 이는 바로 자기밖에 없다는 자각은
진이에게 엄연하고도 가혹했다.
「어디죠, 맞은 곳은?」
「다리예요. 우측 정강이」
「어느 정도?」
「관통했어요. 출혈도 심했고요」
「어디서 어쩌다가?」
「여기서 간 다음날 도민증은 곧 되고요, 마침 그날 밤이 크리스마스 이브라 한판
놀려고 하선생을 붙들었죠. 하선생은 그날로 올려고 하는 것을 특히 제가 많이 붙
들었나 봅니다. 용서하세요. 기숙사방에서 깡소주를 마시며 진탕 놀았죠. 모다 조
금씩 울적한 판에 마구 퍼마시며 기염을 토하는데 군인이 몇 명 끼어 들었죠. 우
리 학교엔 제2국민병으로 응소한 장정들이 잔뜩 수용돼 있는데 그들을 인솔하는
방위군 장교들이었죠. 새벽녘에야 모다 곯아떨어졌다 느즈막히 일어나서 자기 둘
레를 수습하고 벗어 놓은 옷가지를 챙기려는데 어떤 군인이 머리맡의 자기 총을
들고 들여다보는가 했더니 땅 하고 나갔어요. 하선생이 악 하고 쓰러지고 다리에
서 피가 흐르더군요. 순간적인 일이었어요」233)

‘열’의 총상은 ‘진’이 꿈꾸었던 희망, 즉 피난을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피난을 갈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남한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정체
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적 계
기는 국군의 실수였다. 국민으로서 충성심을 피난이라는 행위를 통해 증명하기를
233) 위의 책, 247~248면.

73

요구하는 국가가 정작 그러한 행위를 방해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다. 공적 기억
만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국군이 민간인의 부상에 관련이 있다는 설정 자체도 이례
적인데,234) 가해자가 제2국민병을 인솔하는 방위군 장교이며, 군기 문란으로 지적
할 만한 음주 후 오발 사고로 그려진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공적 기억에 의해
선과 악으로 명징하게 구분된 대상에 균열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분법적 사고 체계
의 허위를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윤리적 선택은 존중받지 못하고 도강파와 잔류파로 대표되는 이분법적 분
류 외에 선택의 여지가 사라진 전쟁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진’은 일상적 삶에서의
모순적 경험들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허위와 집단의 폭력성을 노출하며 공적 기억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 공적 기억에서 억압되고 침묵되길 강요받았던 기억이 불러온
균열로 인해 국민화를 강요한 국가권력의 폭력성, 제노사이드의 광기, 전쟁을 통해
범람하는 인간의 덧없는 죽음들이 폭로된다.235) 이제 ‘진’의 관심은 이데올로기 사
이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거대 담론으로부터 억압당하는 사적 영역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9·28 서울 수복에 이르는 인공 시기 ‘적치 3개월’을 다룬
작품은 많지 않지만, 염상섭의 『취우』와 같은 문제작도 남아 있다.236) 『취우』는 개
234) 조미숙, 「박완서 소설의 전쟁 진술 방식 차이점 연구: 「엄마의 말뚝」, 『목마른 계절』, 『나
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의 오빠 관련 서술
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240면.
235) 유임하는 문학에서 성찰되는 전쟁은 전쟁 이념과 국가주의에 방치된 역사의 예속된 앎을
균열시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인간의 자유를 신장해야 할 인식론적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푸코의 말을 빌려 이러한 균열과 앎의 전복행위는 ‘예속적 앎’에 대한 저항이자 보통
사람들의 제한된 앎과 체계적이며 거대한 예속된 앎을 병치시키는 ‘계보학’에 해당하며, 이
계보학적 사유는 어떤 가치로도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가치의 복원을 위한 노력이자 비인간화
의 폭력적 기억과 싸우며 6.25를 다시 정의하는 문학의 주체적 글쓰기의 저변을 이루고 있다
고 평가한다. 유임하, 「타자화된 기억의 상상적 복원」,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편, 앞의
책, 235면.
236) 정호웅은 ‘적치 3개월’을 다룬 작품으로 곽학송의 『철로』, 염상섭의 『취우』, 박완서의 『목
마른 계절』과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이병주의 『산하』, 김원일의 『불의 제전』 등을
꼽으면서, 이 시기를 다룬 작품이 많지 않은 이유로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반공 이
데올로기와 국가권력이 차단했다는 점, 대부분 피난을 갔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한 이가 적었
다는 점, 좌우 이념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적 인식틀로 인해 구체적 세부를 형상화하기 힘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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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후부터 다시 서울이 수복되는 1950년 12월 13일까지를 배경으로 불가항력적
으로 서울에 잔류한 사람들의 위기 인식과 불안감을 강조하면서 남한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자기 증명 과정을 그리고 있다.237) 국군이 평양에서 철수하는
시점에서 함께 피난을 떠날 것을 다짐하며 끝나는 『취우』의 서사와 달리 『목마른
계절』의 서울 잔류는 1·4 후퇴 이후에도 계속된다. 또한 이 시기는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시기이기도
하다.238)
국군의 서울 수복 후 1951년 다시 후퇴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이른바 ‘2차 피난’
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어난 소수의 지배층과 군인, 경찰 등에 의한 ‘1차 피난’
과 달리 다수의 일반 민중들에 의해 일어났으며, 통치 주체가 교체될 경우 두 정권
에 의해 부역자 또는 협력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상되는 처벌을 피
하기 위해 감행한 것이었다.239) 따라서 이후에 그려지는 1·4 후퇴 이후의 서울의
모습이야말로 작가가 “언젠가는 꼭 증언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
낸 공간”240)이자, “저만 본 것 같은 느낌”과 “내가 증언해야 하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241)때문에 되살린 공간이다. 박완서는 이미 “인공 치하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한 인사 중에도 서울에 남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도강파와 차별을 받는 것을 목
격”했고, “남하는 좌익이라는 혐의와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242)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난을 갈 수 없었던, 그리하여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과 공간을 복

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정호웅, 「타자의 시선과 맞겨루는 주체」, 박완서, 『목마른 계절』, 박완
서 소설전집 2, 세계사, 2012, 436~437면.
237) 이민영, 앞의 글, 186~188면.
238) 『목마른 계절』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변별하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전쟁 체험에 대한 반복과 진술의
차이 원인을 반공 이데올로기의 억압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한 대표적 연구로는 강진호, 「반
공주의와 자전소설의 형식: 박완서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2003; 조
미숙, 앞의 글 참조.
239) 김동춘, 앞의 책, 171~173면.
240) 장석남, 「상처가 아물기 전에 딱지를 뜯어내며 써야 하는 소설」(『동서문학』, 1996년.봄),
호원숙 편, 『우리가 참 아끼던 사람』, 달, 2016, 56면.
241) 위의 글, 57면.
242)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박완서 소설전집20, 세계사, 20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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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키고자 한다. 특정 시기, 공간에서의 경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과 나누려는
작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243) ‘6·25’ 때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박완서가 그리는 서울에는 여성의 시각에서 발견되는
전쟁의 일상이 담겨 있다.244) “암담하거나 절망적인 일도 많았지만 가령 삶의 재미
같은 게 완전히 없지는 않았”으며, 그때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다는245) 언급 역
시 폐허로 비춰진 공간 속에서도 일상은 지속되고 있었으며, 여성이 기억하는 전쟁
에는 그러한 일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목마른 계절』에서 살아남는 것을 위해 ‘진’은 도둑질할 것도 각오하고 실제로
빈집을 털며 적극적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나선다. 이러한 묘사는 여성을 수동적
인 전쟁 피해자로만 취급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전쟁기 여성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전쟁기 여성에 대한 연구는 여성을 전
쟁의 희생자이자 피해자로 규정하는 방향, 즉 여성에 대한 학살·강간·폭행 등 주로
전쟁 중 남성이나 국가가 가하는 성적 학대에 대한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최
근 들어 전쟁 기간 혹은 전후에 남성들의 부재와 그로 인한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지위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전쟁이 자의든 타의든 여성
들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전쟁
에 동원되어 부재하거나 혹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남편, 아들, 아
버지를 갖게 된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에 나서야 했고 가족의
대표자가 되어 사회와 접촉해야만 했다는 것이다.246) 물론 이러한 여성의 활동은
243) 오카 마리는 ‘사건’의 기억을 어떻게 해서든 타자, 즉 ‘사건’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
어 갖지 않으면, 그 ‘사건’은 없었던 일로 되어 버리고,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존재는 타
자의 기억 저편으로 내던져지게 되어 역사로부터 망각된다고 지적한다. 집단적 기억, 역사의
언설을 구성하는 것은 ‘사건’을 체험하지 않은 살아 남은 자들, 타자들이기 때문이다. 岡真
理, 김병구 역,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147면.
244) 알렉시예비치 역시 여성이 기억하는 전쟁에는 “소소한 사건들과 그때의 느낌, 색채, 소리
들”을 포함하는 일상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네들의 세계에서는 일상과 존재가 하나”였으
며, “사소한 것이 위대한 것을 압도하는 순간”도 목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Svetlana
Aleksievich, 앞의 책, 338면.
245) 김승희, 「사람다움을 위한 ‘다정한 회초리’」(「부끄러움과 오기의 소설문학」, 『영혼은 외로
운 소금밭: 오늘의 작가 시인들과의 대화』, 문학사상사, 1980), 호원숙 편, 앞의 책, 18~1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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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쟁 기간 혹은 전후 직후의 제한된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시적이고 일탈적인 현상이라는 지적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247) 대다수 여성의 경
제활동은 불안정한 고용에 집중된 것도 사실이다.248)
그러나 ‘진’의 경우 생존을 위한 ‘생활’에 몰두하면서도 자신의 존재 이유, 또는
인간의 조건에 대한 사유가 동반되고 있기에 주목할 만하다. ‘진’의 사유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되지 않는다는 것은 〈2월〉 장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
시하는 ‘진’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은 후퇴 후 식구들과 인민군을 제외하
고 처음으로 ‘갑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을 느낀다. 앞서 “제3의 색”을
갈망하면서도 외로움을 이유로 타인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했던 ‘진’의 태도를 다
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진’은 ‘갑희’를 통해 “노인네들이나 병자나 지독
하게 가난한 사람들”249)이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위로를 받
기도 한다. ‘갑희’에게 선선히 먹을 것을 나누어주기로 하는 ‘진’의 모습은 먹고 사
는 문제에만 몰두하도록 강요받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그녀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250) 이와 관련하여 박완서 소설에
246) 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14, 고려사학회, 2003, 251~252면.
247) 윤택림은 미수복경기도 지역인 개성시 출신의 여성 실향민의 구술 생애사를 통하여 한국전
쟁과 분단의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면서, 이들의 직업 정체성은 분단과 전
쟁으로 인해 생계와 계층 상승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이들의 삶에서 스스로를 정체화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았다. 윤택림, 「분단과 여성의 다중적, 근대적 정체성」,
『한국여성학』 29(1), 한국여성학회, 2013, 157~158면.
248) 이임하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여성노동 확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도시의
상설시장에서부터 촌락의 행상에 이르기까지 상업 진출 및 다방, 음식판매업 등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여성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으로서 주목받지 못하면서도 광
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던 매춘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결혼 전의 ‘소일거리’로 인식되
어 주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 중심이었던 여성노동의 주축이 전쟁미망인과 기혼여성 등으로
옮겨 갔다. 넷째, 대다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영세 사업장이나 소규모의 상업,
식모살이, 삯바느질 등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고용 중심이었다. 이임하, 앞의 글, 275~276면.
249)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285면.
250) 배상미는 박완서의 소설이 원초적인 욕망을 최우선해야만 하는 전쟁 상황을 그리면서도,
인간이 가지는 ‘다른 욕망’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욕망
중 하나로 ‘친밀한 관계맺기’의 욕망을 제시하면서 『목마른 계절』에서 ‘진’이 인민군과의 관
계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민준식에 대한 연애감정을 지적하였다. 배상미, 앞의 글, 121~12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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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생존에 대한 양가감정, 즉 “살아야 한다는 원초적 사실을 긍정하는 동시
에, 그것만이 우선적 가치가 될 때의 혐오와 수치심”의 발원점으로서 한국전쟁을
지적한 차미령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251)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은 개인에게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도덕적 딜레마를 경험
하게 한다. 박완서와 비슷한 연배의 강인숙은 피난길에서 “도둑질을 배웠”다고 회
상한다. 굶주린 피난민들이 사유재산 개념을 벗어 버리고 남의 밭에서 수박과 참외
등을 따서 배를 채웠다는 것이다. 강인숙은 결벽증이 심했던 어머니 밑에서 엄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터라 처음엔 너무 놀라서 경기를 일으킬 뻔 했으나 서서히 면
역이 생겼다는 것이다.252) 『목마른 계절』의 ‘진’ 역시 살아남기 위해 도둑질도 서
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식량을 거리낌 없이 ‘갑희’와 나누는 ‘진’
의 모습에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우선시하는 동물적 삶으로부터 벗어날 가
능성의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일상을 공유하는 타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갈망이자, 이를 통해 자신의 인간성을 증명하려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
박완서가 이와 같이 사적 기원을 복원함으로써 훼손된 자아를 재구성하고, 상실
에 대한 애도를 시도하는 이유는 『목마른 계절』의 결말에 대한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목마른 계절』이 연재되기 시작한 것은 1971년이다. 그
러나 지금과 같은 결말이 더해진 것은 1978년 단행본으로 간행될 때이다. 그리고
작가가 덧붙인 마지막 〈5월〉 장은 한국전쟁의 경험이 작가적 원체험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1월〉 장에서 ‘진’은 마지막 후퇴령까지 내렸으나 총상을 입은 ‘열’을 데리고 피
난 행렬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가짜 피난”, “거짓 남하”라도 하자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진’의 가족은 텅 빈 현저동 산동네에 자리 잡게 되고, 역시 이곳
에 자리 잡인 인민군 부대를 다시 맞닥뜨린다. 〈3월〉 장에서 ‘진’은 폐병이라 둘러
251) 차미령은 한국전쟁과 관련한 박완서의 반복적인 쓰기가 생존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
제처럼 기술하고 있지만, 그 이면의 죄의식을 추론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박완서 소
설에 나타나는 생존에 대한 양가감정의 발원점으로 한국전쟁을 거듭 사고해야 한다고 보았
다. 차미령,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주술’과 ‘생존’의 문제」, 『대중서사연구』 22(3), 2016,
108면.
252) 강인숙, 『어느 인문학자의 6·25』, 에피파니, 2017, 59~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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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열’의 비밀을 눈치챈 황 소좌로부터 북으로의 피난을 강요받는다. ‘진’은 다시
한번 “가짜 피난”을 결심하고, 오빠의 생명의 안전을 황 소좌에게 부탁한 후 ‘혜순’
과 함께 북으로 가는 척 한다. 임진강을 넘기 전 파주 산골로 숨어든 ‘진’과 ‘혜순’
은 봄을 맞이하고 9·28 때와 다르게 심한 전화를 입지 않고 비교적 조용히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을 믿고 서울로 돌아온다. 그러나 〈5월〉 장에서 서울로 돌아온 ‘진’
은 황 소좌가 ‘열’을 쏴 죽이고 갔다는 것과 그 일로 어머니가 실성했다는 것을 알
게 된다.
등골에 냉기를 느꼈을 뿐인데 그는 이미 거기 있었다. 서여사는 외마디소리를 지
르려다 말고 입이 뻣뻣이 얼어붙고 만다. 불행히도 그때 서여사는 아들 열의 다리
를 헤치고 총상구멍에 심을 갈아끼고 있었다. 그렇게 감추고 감추던 열의 총상구
멍은 황소좌 앞에 무참히 노출된 채 지옥의 입구처럼 열려 있었다.
황소좌의 눈이 광희(狂喜)로 번들거렸다.
「역시, 역시 내 예감이 맞았구나. 넌 넌 국방군의 부상한 낙오병이지? 그렇지?」
까만 총구가 바로 열의 가슴팍을 겨눴다. 서여사가 매달리고 열이 아니라고 그랬
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모자(母子)가 악을 썼다.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기에는 총구
가 너무 가까워 아니라는 악이 고작이었다.
「넌 국방군이야. 넌 내 손에 죽어야 돼. 내 식구도 너희 국방군놈의 총에 죽었
어.」
총은 난사됐고 열은 나동그라졌다. 처참한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서여사에게 황소
좌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원수를 갚은 것뿐이오」253)

이처럼 극적으로 그려진 ‘열’의 죽음은 사인을 인민군 소좌의 총질에 두었다는
점 때문에 반공주의적 요소로 파악되기도 한다.254) 오빠의 죽음은 박완서 문학에서
반복되는 모티프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쟁기를 집중적으로 다룬 『나목』, 『목마른
계절』,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등의 장편소설에서 오빠의 죽음은 중심 사건
253)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385~386면.
254) 조미숙, 앞의 글, 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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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등장한다.255)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열’이 피난을 갈 수 없도록, 그리고
부상당한 국군으로 오해받도록 만든 총상의 원인은 국군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설정은 ‘열’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어느 한쪽에만 떠넘기려는, 그야말로 반공주의적
요소에는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황 소좌가 자신의 총질은 가족의 죽음에 대한 원
수 갚기라고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 또한 반공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일차원적 해
석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설정은 이데올로기 대
립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배치라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가 겪은 광기를 이해할까요? 이데올로기의 싸움이란
미친 지랄을, 그 잔학의 극을, 그 몸서리쳐지는 비정을, 그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
닌 숱한 짓들을」
「언젠가는 이야기하고 이해시켜야겠죠」
「그 끔찍한 일들을 저애에게 이야기할 순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순 없어요. 황소좌
가 저희 가족의 원수를 내 남편을 통해 갚듯이 내 아들이 또 누군가의 가슴에 총
구멍을 내줌으로써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할 순 없어요. 미친 지랄은 우리 세대로
써 마감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동족간의 전쟁의 잔학상은 그대로 알려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특히 오빠의 죽음을 닮은 숱한 젊음의 개죽음들, 빨갱이라는 손가락질 한번으로
저세상으로 간 목숨, 반동이라는 고발로 산 채로 파묻혀진 죽음, 재판 없는 즉결
처분, 혈육간의 총질, 친족간의 고발, 친우간의 배신이 만들어낸 무더기의 죽음들,
동족간의 이념의 싸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일들은 고스란히
255) 차미령은 『나목』, 『목마른 계절』,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 오빠의 죽음이 허구
화 과정을 거치면서 모두 다르게 재구성된 것을 지적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압력과 자기
검열 측면 이외의 논의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나목』에서 두 오빠는 행랑채에서 폭격으로 사
망한다. 『목마른 계절』과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는 오발사고로 관통상을 입은 것
은 동일하지만, 각각 인민군 소좌의 격발로 인한 사망과 관통상의 후유증으로 8개월에 걸쳐
사망에 이른다는 차이가 있다. 『나목』의 사망 사건은 폭격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지만, 소설
에서 참상의 원인으로 강조되는 것은 은신처를 바꾼 동생 이경의 행위이며, 『목마른 계절』에
서 인민군 황소좌로 하여금 오빠의 총상을 의심케 한 결정적인 인물 역시 동생 하진으로 제
시되면서 여성 생존자로서 죄의식에 주목하였다. 차미령, 앞의 글, 106~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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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기억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요? 무엇 때문에? 무용담이나 훈장도 허구 많은데」
「그야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한동안 무용담, 훈장이 판을 치겠죠. 또 싸움터에 꽃핀
휴머니즘 이야기라든가 전쟁중에 치부한 이야기 같은 것까지도. 그렇지만 그런 이
야기란 자칫하다간 사람마다에 잠재한 호전성(好戰性)이랄가 영웅심이랄까 그런
걸 자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란 해볼 만한 거다〉라는 생각까지도
갖게 할지도 모르죠. 〈전쟁이란 해볼 만한 거다.〉 얼마나 철딱서니 없는 위험한
생각이겠어요. 전쟁을 겪은 우린 그저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죠. 그러
니까 결국 오빠의 죽음의 경우 같은 참혹의 기억, 학살의 통계, 어머니의 경우 같
은 후유증, 이런 것만이 전쟁을 미리 막아 보려는 노력과 인내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툭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저쪽편에선 〈수령이나 사회주
의 낙원을 위해서라면〉 일전도 불사할 결의를 보여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치졸한 애국 애족에서 깨어나 좀더 깊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결국 이데올로기라
는 것도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이데올로기 나고 사람
난 건 아니잖나 하고」
「작은아씬 용케도 오빠의 죽음에 훌륭한 주석을 달아주는군요」256)

오빠의 죽음이 극적으로 생경하게 삽입된 후 ‘진’의 연설에 가까운 긴 대화가 이
어지는데, ‘열’의 죽음을 이와 같이 처리한 진의는 인용문에서 나눈 ‘혜순’과 ‘진’의
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발발을 지켜보며 ‘혁명’이라는 명분을 위
한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전쟁을 합리화했던 ‘진’은 인민군과 국군의 점령
이 반복되는 서울에서의 잔류와 가짜 피난 경험을 통해 여성으로서 바라본 전쟁의
결론에 도달한다. 그것은 전쟁이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미친 지
랄”일 뿐이라는 것이다. ‘무용담’이나 ‘훈장’으로 표상되는 남성이 기억하는 전쟁으
로는 이러한 결론에 다다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는 다음 세대에게도 “동족간의 전쟁의 잔학상은 그대로 알려져야”하며 “이런 끔찍
한 일들은 고스란히 오래 기억”해야 한다. 여기에서 박완서가 시도하는 기억의 서

256)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391~3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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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가 가지는 의미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데올로기 나고 사람 난 건 아니”라는 당위적 결과에 이르기 위해 ‘진’은 전쟁
체험과 그 속에서의 지적 사유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온 셈이다. ‘진’은 공적 기
억에 의해 배제된 채 공백으로 남겨진 공간을 사적 기억으로 채우겠다는 강한 의지
를 피력한다. 이는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던 전쟁에 대한 원망과 전쟁으
로 인한 수모와 굴욕 속에서도 “이길 수 없는 현실을 언젠가는 소설로 갚아줄 수
있다”257)고 생각하며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켰던 작가가 반복적으로 전쟁 체험을 형
상화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완서가 시도한 한국전쟁의 서사화는 한국전쟁을 기록한 공적 역사의 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방식의 의미화라 할 수 있다. 전쟁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통해 공적 기억으로서 전쟁의 결락 부분을 보완하고 전쟁의
전체상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경험으로서 전쟁이라는 사건
자체를 여성의 시각으로서 ‘다시’ 쓰고 있기 때문이다.258) 이때 기록되는 전쟁은
공적 역사에 기록된 그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사적 기억의 복원을
통해 공적 역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의 이면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박완서의 서사 전략은 기성 문단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박완
서가 『나목』으로 등단할 당시 본심의 심사위원은 강신재(1924~2001), 김우종
(1929~ ), 박영준(1911~1976)이었다.259) 당시 심사를 맡았던 김우종의 회고에 따
르면, 『나목』을 당선작으로 선택한 자신과 달리, 나머지 두 선배 작가들이 다른 작
품을 선택하여 『나목』이 떨어질 뻔했다는 것이다. 김우종이 다른 작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해명을 요구하자 한 작가는 실수를 인정하고 태도를 바꿔
『나목』이 당선될 수 있었으나 다른 한 작가는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지 않았
다고 한다.260) 김우종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연배에 대한 설명을 고려하면 끝
까지 반대했던 심사위원은 강신재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257)
258)
259)
260)

조선희, 앞의 글, 46면.
岡真理, 앞의 책, 69면.
「戰火속에 핀 畫家의 사랑그려」, 『동아일보』, 1970. 10. 8.
김우종, 「그 해 겨울과 「나목」」, 호원숙 편, 『나목을 말하다』, 앞의 책, 9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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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로 등단을 했는데 그때는 등단할 데가 많지 않았어요. 당시 심사위원이셨던, 지금
은 돌아가신 강신재 선생님이 아마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신 듯한데, ‘문학적 재능이 있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신의 독특한 경험(이를테면 『나목』의 PX 이야기 같
은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셨겠지요)을 가지고 한두 편의 작품은 쓸 수 있는 거 아니
냐, 앞으로 계속 쓸 수 있을지 그게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물론
애정 어린 말씀이셨겠지만 ‘두고 봐라 난 안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죠.(웃음)261)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박완서는 강신재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두고 봐라 난 안
그럴 거다”라고 다짐했었다고 웃으며 술회한다. 그러나 등단 직후 이러한 평가를
들었을 당시의 다짐은 보다 비장한 각오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긴 소설 「석양
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에서 등단 과정을 술회하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박완서가 이러한 평가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62)
박완서는 전쟁의 상처를 억압하거나 은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치유할 수 없음
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그러한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앞서 상처의 존재를 인정하고 치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
을 구명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서 박완서는 전쟁 그 자체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거대 담론을 파헤치는 대신 사적 기억의 복원을 통해 개별자들의 일상이 어떠했는
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에 주목한다. 전쟁에 대한 끊임없는 다시 쓰기를 통해
이러한 방법론의 유효성을 증명함으로써 저자성을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261) 박완서·박혜경 대담,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서의 글쓰기」, 『문학의 문학』 11, 2010, 25면.
262) “마흔 살이란 늦은 나이답게 수줍게 문단을 두드린 게 처녀작 『나목』이었다. 사적인 경험
을 우려낸 작품이니 유니크하지만 등단작으로 끝나는 일회적인 작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한
심사위원의 조심스러운 전망이 기억에 남는다. 그분의 우려가 격려가 되어 그후 나는 열심히
글을 썼고 문단과 독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아 종종 인기작가 소리도 듣게 되었다.” 박완
서,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현대문학』, 2010.2), 『그리움을 위하여』, 앞의 책,
358~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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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일상의 의미와 균열의 서사
화
1. 제한적 승인에 대한 거부와 여성 저자로서의 고민
Ⅲ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문단에 진출하여 왕성한 활동을 보인 1970~80년대에 발
표된 텍스트를 검토한다. 특히 이 시기는 대부분의 장편소설을 비롯하여 가장 많은
작품이 발표된 주요 활동기로서, 박완서가 점차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면서 다양한
당대 담론의 필요에 의해 호명되는 한편 억압적 담론의 영향에 직면하게 된 시기라
는 점에서 중요하다. 당대 비평의 요구와 박완서의 문학적 대응 양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박완서의 초기작에서 다루어진 한국전쟁 이후부터 박완서가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시대적 맥락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재건 프로젝트의 핵심은 ‘개발독재’라 할 수 있다. 이는 “독재
권력의 주도 아래 경제 개발과 산업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억압 및 통제하는 국가주의적 산업화 체제”263)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독재는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대중의 참여를 배제하는 억압적 정치권력과 사
회지배세력 간의 개발지배 블록,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경제개발 성과를 주요한 정
당성 원리로 삼는 국가주의(혹은 민주주의)적인 국민통합과 동원의 이념, 국민경제
자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효과적인 시장유도와 국가, 시장, 제도 간의 성장지향
적인 협력, 선별적인 대외개발을 특성으로 하는 경제개발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한국사에서는 일반적으로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기를 개발독재의 시
기로 본다.264) 특히 1972년 이른바 ‘10월 유신(維新)’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반공
및 성장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헤게모니적 총 공세를 펼쳤다.
이 시기에 등단하여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펼치면서 박완서는 당대 비평적 요구
263)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 『역사용어사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31면.
264) 위의 책,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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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맞닥뜨리게 되고, 담론적 억압에 대해 문학적인 대응을 보여주면서 점차 저자성
을 구축해간다. 이러한 과정을 살피기 위해 우선 박완서 문학에 대한 당대 비평과
이에 대한 작가의 반응을 검토한다. 또한 구체적인 문학적 대응 양상으로서 폭력적
국가주의의 실체를 폭로하고 지배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고발하는 작품으로 『도시
의 흉년』, 『휘청거리는 오후』, 『살아 있는 날의 시작』,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등
의 장편소설과 주요 단편소설을 함께 분석할 것이다.
앞서 한국전쟁 체험을 다룬 소설을 검토하면서 대부분의 한국전쟁 관련 소설이
전쟁 그 자체보다 전쟁의 상처를 안은 생존자들의 ‘이후의-사유’에 주목하고 있다
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박완서에게 1970~80년대는
전쟁의 상흔이 은폐된 채 폭력적인 전후(戰後) 국가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시기
로 인식된다. 작가적 원체험으로서의 한국전쟁 체험뿐 아니라 박완서 문학에는 한
국 현대사의 주요 장면이 파라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사’265)
또는 ‘미시사’266), 풍속사·문화사267) 등의 외피를 두르고 있다는 이유로, ‘가벼운’
265) 일상사는 1970년대 후반 유럽과 북미에서 근대 역사학에 대한 근본적 비판으로 등장한 개
념이다. 일상사는 평범한 일반인들을 무시해 왔던 모든 종류의 인습적인 역사 서술을 극복하
고자 했다. 일상사는 단순히 사회의 한 영역으로서 생활세계 또는 사회 하층이라는 특정 연
구대상을 내세우는 것이라기보다, 역사가 지배 엘리트나 위인들의 행위와 업적의 집적만이
아니고, 동시에 익명의 구조나 과정 분석에 의해서 곧장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기본
전제를 따르면서 역사를 만드는 일반 사람들을 모두 ‘역사적 행위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고
유한 경험 세계와 일상 문화를 탐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일상사가 주목하는 것은 개별
인간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에 규정되면서도, 그들 고유의 방식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해석하
며 또 이를 변화시키는 실천 과정이다. 위의 책, 1437~1439면.
266) 미시사는 멀리 있는 어느 한 부분을 당겨서 자세히 들여다 보는 것으로, 그렇다고 하여 그
부분이 속한 더 큰 부분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시사의 관점에서는 전체사적 흐
름이라는 이름 아래 정작 인간 개개인의 모습은 사라져 버리는 거대 역사보다, 미시사를 통
해 더 미묘하고 다층적인 인간의 감정과 정서, 욕망들을 분별해 낼 수 있다고 본다. 미시사
가 종래 역사와 다른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실명적 역사’로서 익명적 거
대 집단과 평균적 개인의 존재 형태보다 어떤 소규모 집단에 속하는 개개인의 이름과 그들간
의 관계를 추적한다는 것이다. 둘째, ‘가능성의 역사’로서 종래의 지나치게 좁고 엄격한 실증
의 방식보다 넓은 의미의 입증 방식을 포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야기로서의 역사’인데,
인간의 구체적 삶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지향하는 미시사는 딱딱하고 분석적인 문체로 ‘설명’
하기보다, 구체적인 사건의 전말을 말로 풀어나가듯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다. 미시사는 역사적 진실을 독점하는 전지적 관점을 유지하는 대신 역사 속에서 잊혀진 목
소리와 얼굴을 보여주고자 한다. 위의 책, 661~6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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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으로 쉽게 치부되는 관행적 평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268) 박완서는 일상사
또는 미시사의 관점에서 당대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파악하고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 침투한 양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는 교묘한 형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실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박완서는 ‘가정’으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을 배경으로 하는 여성의 고유한 경험
세계와 일상 문화를 세밀하게 기록하는 한편, 그러한 일상이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
와 무관하지 않음을 의식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개인의 실천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이때 흔히 ‘중산층 여성’으로 설명되는 인
물들은 추상적인 대표성을 지닌 익명적 거대 집단이나 평균적 개인의 존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험의 집합체로서 개별적 존재이자 관계성에 주목하
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때 이야기 내부에 위치한 여성 화자는 외재적 응시와
대비되는 ‘내재적 보기’, 즉 여성적 활동으로서 젠더적 보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윤리적 가능성을 타진한다. 여성의 “내부자이며 동시에 외부자인 사회적 지
위”269)가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외재적 응시가 허구적 세
267) 권보드래는 오늘날 한국에서 풍속사·문화사·일상사·미시사 등이 엄밀하게 구분될 수도, 구
분되어야 할 이름도 아니라고 지적하며, 독일 태생의 풍속사(Sittengeschichte)란 “과거의
재구성, 즉 각 시대의 특징적인 여러 가지 사실을 모아서 하나의 골격을 만듦으로써 과거의
현실을 원래대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영미권에서 발생한 문화사(Cultural
History)란 사건의 상징적·문화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문화가 어떻게 사고의 방식을 형성하
는지” 탐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탈리아 태생의 미시사(Microstoria)나 독일 태생의 일상사
(Alltageschichte)는 다양한 하위집단의 문화와 일상에 주목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러한 명칭이 기존의 권위와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로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권보드래, 「‘풍속사’와 문학의 질서」, 『현대소설연구』 2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26~27면.
268) 손유경은 실제 삶과 문학에서 개인과 사회, 심리와 현실을 분리해 사유·묘사하는 것이 가
능한지 되묻고, “인간의 심리를 묘사한 작품이 ‘비정치적’ ‘몰역사적’ ‘여성적’ ‘현실도피적’
경향을 보인다”는 관행적 평가가 “현실보다 심리가, 실천보다 사유가, 혁명보다 일상이 더
‘가벼운 사안’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살아남
은 자들’의 ‘일상’을 다룬 김향숙의 등단작과 1980년대 소설 분석을 통해 개인의 심리 묘사
에 치중했다는 평가를 재고하며, 김향숙의 작품이 개인의 내면으로 삼투된 현실을 다루고 있
음을 지적한다. 손유경, 「사후(事後/死後)의 리얼리즘: 김향숙 소설의 “살아남은 딸”들을 중
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4,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39~40면.
269) Rachel Blau DuPlessis, 앞의 글, 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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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독자의 관점을 형성하는 것과 달리 내재적 보기는 내부에서 지금-여기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재현된 다양한 사건들 중 하나를 바라보게 한다.270) 이러한
서사 전략은 독자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에 보다 밀착하여 현실감을 느끼게 하여 상
황에 보다 공감하고 인물을 이해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박완서 문학의 특징은 당대 비평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이어서 구
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에 앞서 등단 직후 초보 작가로서 박완서의 상황에 대
해 언급하고자 한다. 자신의 전쟁 체험을 글로 풀어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글쓰기를
시작했으나, 처음부터 박완서가 작가로서 원대한 포부를 가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두 회고는 등단 직후 박완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사실 난 그때 등단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문학적인 야망이 컸던 것도 아니고요. 만약
그런 욕심이 있었다면 여성지가 아닌 다른 곳에 응모를 했겠지요. 등단 직후 소설가로
입지를 굳힌 동창 한말숙 씨를 만났는데 대뜸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학교 때부터 언젠
가 쓸 줄 알았다. 하지만 정식으로 데뷔를 할 거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여성지를 통
해 나왔니? 좋은 문예지도 많은데.” 그 친구야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 준 거죠. 하
지만 그때 난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가슴속에 꼭꼭 감춰 두었던 걸 꺼내 놓고
싶었던 거예요.271)

當選通知를 해 준 記者가 앞으로 原稿請託이 밀릴 테니 많이 바빠질 거라고 걱정을 해
주었다. 文壇事情이나 文藝誌에 作品이 실리는 켯속에 대해 전혀 無知했던 나는 그 소
리를 곧이곧대로 믿고 더럭 겁이 나서 황급히 作品 준비를 했다. 그때 쓴 게 「歲暮」와
「어떤 나들이」 두 개의 短篇이다.
그러나 아무데서도 원고청탁은 없었고, 나는 내가 作家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文藝誌에서 原稿 청탁을 받기는 月刊文學의 李文求씨로부터였는데,
그땐 그게 어찌나 기뻤던지 나는 지금까지도 李文求씨를 혼자서 좋아할 지경이다.272)

270) Robyn Warhol, 앞의 글, 26면.
271) 박완서 외, 『대화: 삶의 여백에 담은 깊은 지혜의 울림』, 샘터, 2007, 72면.
272) 박완서, 『창 밖은 봄』, 앞의 책,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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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서와 막역한 사이의 한말숙은 문예지로 등단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으나,
당시 문단의 메커니즘에 무지했던 박완서는 등단과 이후 활동을 위해 등단 매체를
선택한다거나 별도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
고 청탁을 막연하게 기다리던 박완서는 『나목』의 심사위원 중에 연장자였던 소설가
박영준을 찾아가 단편을 선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등단 이후 한동안 박완서에게 지
면을 할애한 것은 『여성동아』 뿐이었고 여기에 「세모」(1971)와 『한발기』라는 제목
으로 『목마른 계절』을 연재했을 뿐이다. 한편 인용문에서 처음으로 문예지에서의
청탁이라 박완서를 기쁘게 했던 『월간문학』 역시 ‘新銳女流小說家特選’이라는 기획
의 일환이었다.273) 창작 활동의 시작부터 박완서는 ‘여성’작가로서만 호명되었던 것
이다.
한편 1972년 『현대문학』 8월호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가 실리면서 “『현
대문학』에 일 년에 한두 번 단편을 발표할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거”였던 박완서의
꿈이 이루어진 후에,274) 『신동아』에 실렸던 「지렁이 울음소리」가 『문학과지성』에
재수록되면서 박완서는 ‘비로소’ 작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여겨 기뻐한다.275) 아마도
이러한 기쁨의 원인은 이때 함께 실린 김주연의 해설이 박완서에 대한 비평가의 첫
번째 관심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주연은 박완서의 근작 「부처님 근처」와 「지렁이
울음소리」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남겼는데, 박완서의 현실에 대한 안목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도 “벌써 40대의 중년 부인으로서, 우리 나라의 이른바 문단 사정
에 비추어볼 때는 퍽 늦은 출발”276)을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주연은 이 글을 보
273) 「어떤 나들이」가 수록된 1971년 『월간문학』 9월호의 편집후기는 “作壇에 갓 등장하여 시
선을 모아 왔던 女流들의 작품을 골라 엮”은 특집을 마련했다면서 “읽기 전에 우선 청초한
인상부터 앞서 맞을 것”이라고 소개한다. ‘新銳女流小說家特選’에 참여한 작가들은 박완서를
비롯하여 김지연(1942~ ), 서영은(1943~ ), 안영(1940~ ), 오정희(1947~ ), 정영현(1940~ )
등 1960년대 말 등단한 여성작가들이다.
274)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앞의 글, 31면.
275) 호원숙은 당시 『문학과 지성』과 『창작과 비평』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 같은 권
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 여러 평가와 많은 문학상을 받았을 때도 처음으로 인정받
았을 때의 기쁨만 못했을 정도로, 어머니도 나도 모두 기뻐했다고 술회한다. 호원숙, 「행복한
예술가의 초상」, 『모든 것에 따뜻함이 숨어 있다: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지식하우스, 2011,
98~99면.
276) 김주연, 앞의 글, 8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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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여 같은 제목으로 박완서의 첫 소설집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1976)에 대한
평론으로 완성하였는데, 박완서에 대해 “여성다운 감수성, 그 무절제한 자기 환상
에 빠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성작가로서의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도 “여성 특유의 빛나는 재치의 힘”으로 현실 비판에 나서고 있다는 모순적 평가를
내린다. 또한 “첫 창작집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는 70년대 한국 문학이 거둔 또
하나의 성과”라고 고평하면서도 “여성 잡지를 통해 창작 활동을 시작했으나, 이러
한 관문을 거친 사람들의 한계를 무시”했다고 덧붙인다.277)
이러한 김주연의 평가는 작가 박완서에 대한 호평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성’작가
에 대한 폄하의 시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박완서의 등단 이력을 ‘사실’로서 전달
하는 것처럼 언급된 두 가지, 즉 마흔의 중년 여성이라는 점과 여성지라는 등단 매
체에 대한 설명은 여성작가에 대한 선입견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
다. “작품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없이 40세에 등단했다는 사실만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다는 건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았”278)으며, “글 잘 썼다 소리보다도 마흔
살 넘은, 애가 다섯 달린 주부가 썼다는 걸로 화제가 되”279)는 현실에 불만을 가진
박완서는 “작가가 갓 되고 나서, 앞으로 작가는 될지언정 결코 여류작가는 안 될
터”280)라고 다짐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박완서에 대한 당대 평론을 확인해보면 작가의 바람과는 달리 “여성 잡지
출신”이며 게다가 나이 많은 “주부”라는 두 가지 굴레는 지속적으로 박완서를 따라
다니며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한편, 끊임없이 ‘여류’로 호명하는 근거가 되었
다. 박완서의 등단 이력에 대한 언급은 등단 이후 십 여 년이 지난 후에도 “사십대
의 가정부인으로 뒤늦게 작가로 변신”281)했다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여류’작가라는 이유만으로 무리지어 호명되기도 하였다.

277) 김주연, 「순응과 탈출―박완서론」(1976), 김태환 편, 『예감의 실현: 김주연 비평선집』, 문학
과지성사, 2016, 938~939면.
278) 박완서, 「등단 무렵」(2002), 『세상에 예쁜 것』, 마음산책, 2012, 41면.
279) 박완서 구술, 앞의 책, 197면.
280) 박완서, 「작가의 슬픔」, 『여자와 남자가 있는 풍경』, 앞의 책, 83면.
281) 홍정선, 「한 여자 작가의 자기 사랑」(1985), 권영민 외, 『박완서論』, 삼인행, 1991, 48면.

89

또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들 여성저자들이 ‘女流’라는 말에 나타내는 거부 반응이다. 이
들은 한결같이 ‘女流’라는 冠을 싫어하고 있다. 그것은 ‘女流’가 단순히 남녀의 성을 구
분하는 뜻이 아니고 “여자치고는 수준이 제법이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는 때문으
로 풀이된다. 실제 이같은 뜻으로 ‘女流’의 벼슬을 갖다 붙인 문인이 있고 일반의 인식
에도 스며들어 ‘女流’ 딱지에 대한 이들의 반발은 웃음을 짓게 한다.

이들은 ‘女流’의 상표에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치고는 괜찮다”는 뉘앙스를 떨쳐버린
작가·시인이 될 것을 다짐하기도.282)

인용문은 ‘여류작가’에 대한 당대 담론적 인식을 잘 보여주는 1970년대 신문 기
사의 일부이다. 기사는 강신재, 박완서, 김후란, 김초혜, 윤남경, 신지식 등 여성작
가 6명의 수필집 출간 소식을 전하는데, 소설가, 시인, 아동문학가 등 각각 다른
장르의 작가들이 부자연스럽게 한 데 묶여 소개되는 이유는 이들이 ‘여류’이기 때
문이다. 기사의 논조는 ‘여류’라는 명칭이 가지는 부정적 함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의미를 교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보이지 않는 것이며, 여성문학의 게
토화에 대해 우려하며 거부 반응을 보이는 여성작가들의 반발을 대수롭지 않게 여
기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여성작가를 바라보는 당대 문단의 시각과 상통하는 것
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성 문단 및 여성작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이른바 제1세대, 제2세대 여성작가
로 설명되는 식민지 시기와 한국전쟁 이후로 양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283) ‘여류’
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한편 특히 문단과 관련지어 ‘여류문학’, ‘여류작가’
282) 「中堅女流 6인 나란히 隨筆集」, 『경향신문』, 1977.5.3.
283) 이와 같이 양분된 연구의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김은석의 최근 연구 성과를 주목할
만하다. 김은석은 한국 전쟁 이후 여성문학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여성작가의 세대적 위계화
가 나타났음을 지적하는데, 1950년대 이후의 여성 문단이 1세대와 2세대 여성작가들 내부의
세대적 위계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을 지적한다. 즉 여성 문단이 박화성, 최정희, 장덕조,
강신재, 모윤숙, 노천명 등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활동한 여성작가들을 중심으로 가치와
의미를 재생산했고, 이들은 남성 중심의 문단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제 1세대 여성작가로 분
류되는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을 제외함으로써 부단히 차별화하는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이
다. 김은석, 「‘여류문학전집’(1967~1979)과 여성문학의 젠더 정치」,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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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형태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1930년대부터이다.284) 이후 한국여류문학인회가
결성되고 ‘여류문학전집’이 발간되는 1960~7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류’라는 명칭에
담긴 상징폭력의 이중성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여성작가들 역시 이를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다. 1930년대 대표적 여성작가로 활동했으며, 이후 한국여류문학인회
의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던 박화성은 “女流文人은 女子다운 作品을 써라, 女子로
만 쓸수잇는 作品을 써라 하는” 1930년대 문단의 요구를 “當치안흔注文”285)이라
일축할 정도로 ‘여류’에 담긴 문단의 차별 의식을 인식하고 거부하였다.286) 『한국대
표여류문학전집』(1977)에 실린 발간사에서 손소희 역시 ‘여류’는 문단의 소수집단
인 여성작가를 색다르다고 여기는 동시에 문학적으로 미숙하다고 낮추어보는 차별
적 언사라고 지적한다.287)
이러한 경향 아래 박완서 소설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대부분 앞서 살펴본 김주연
의 논의처럼 ‘여성의 감수성’에 빠져 있지 않다는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여성
적인 섬세함과 야멸참”288)이 있다는 상반된 평가가 없지는 않지만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작품의 중후한 맛에 대한 아쉬움”289)이 있다거나 “현실 파악에
있어서 감정적”290)이라는 식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선미의 논의 역시 1970년대 문
단의 중심에 있던 비평가들이 박완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사회비판적
정신에 대한 평가일 뿐 젠더적 경험과 분단시대의 근대화로 확장되는 주제의식을
읽어내지는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사회비판적 경향이라는 표면은 읽어내지
284) ‘여류문학’은 여성문학 혹은 여성주의문학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기 전 한국 문단에서 여
성작가들의 작품을 일컫던 개념으로 사회·문화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으로서
의 여성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소수자로서의 여
성의 해방이라는 시각은 수반되지 않은 채 남성 작가의 작품들과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
호한 ‘여성적 특성’을 강조하고 이를 고착화시킴으로써 여성작가의 작품들을 획일화시키고 남
성 문학의 예속물로 바라보게 만든 용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
학비평용어사전』, 새미, 2006, 462면.
285) 「女流作家訪問記: 鍮達山밋헤서 筆鋒을 가다듬는 朴花城女史」, 『삼천리』, 1936.8, 150면.
286) 졸고, 「1930년대 여성작가의 문단 인식과 글쓰기 양상」,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
위논문, 2009, 35~36면.
287) 김은석, 앞의 글, 71면.
288) 원윤수, 앞의 글, 531면.
289) 이동렬, 앞의 글, 705면.
290) 오생근, 앞의 글, 8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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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근원적 문제의식은 해석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남성 지식인 중심으로 사회비
판적 의식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1970년대의 사회담론과 연계된 비평이라고 보는
것이다.291)
그런데 1980년대에는 권위적 비평 태도가 더욱 강화되어, 박완서 소설에 대한
지도비평의 관점이 두드러진다. 첫 신문연재소설인 『휘청거리는 오후』가 크게 성공
을 거두면서 인기작가가 된 후 박완서는 1980년대 들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여성 문제를 다룬다. “1980년대는 1970년대적 변화가 여성들의 관습적
삶의 형식과는 더 이상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현실을 문제시”함으로써 “대중적으
로는 공감을 얻지만, 계급운동과 민족운동이 사회담론을 주도하던 1980년대 문단
에서는 비판적인 논조의 질타를 받”게 된다.292)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소개한 소위 ‘박완서 논쟁’에서 비판받았던 것처럼 계급
문제보다 여성문제를 우선시하는 태도 때문이며, 두 번째는 여성작가와 대중작가를
폄하하는 1980년대 문단의 분위기 때문이다. 이선미 역시 1980년대 문단이 여성작
가에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점, 고급문학과 대립되는 대중문학은 상업문학으로만 인
식했다는 점, 중산층 여성의 문제를 다루더라도 여성이 아닌 민중의 해방을 추구할
때만 올바르다고 주장했다는 점 등을 들어 “중산층 주부의 심리를 묘사하는 데 거
의 전문가적 수준을 보여주는 박완서 문학은 쉽게 긍정할 만한 것이 아니었던
것”293)이라고 진단한다. 이와 같은 당대 비평의 태도는 박완서를 ‘여성작가’이자
‘대중작가’로 규정함으로써 일종의 미달태로 전제하여 지도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
정짓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작가’이자 ‘대중작가’라는 레테르에 대한 박완서의 반응은 어떠했
는가. 박완서를 인기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한 『휘청거리는 오후』의 연재에 앞서,
작가는 신문소설의 통념에 도전해보겠다면서, 품격을 지켜가며 재미있게 써보겠다
고 다짐한다.294) 그리고 이러한 다짐의 결과에 대해 일 년 간의 연재를 마무리한
291)
292)
293)
294)

이선미, 「박완서 소설과 ‘비평’: 공감과 해석의 논리」, 앞의 글, 35~36면.
위의 글, 37면.
위의 글, 38~39면.
“신문소설은 무조건 외설스럽고 격이 낮아야 읽힌다는 통념엔 도무지 납득을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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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新聞小說이란 나로서는 처음인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가장 꺼린것은 재미의 문제로 신
문사측에서 作家를 간섭하지나 않나하는 거였다.
그런 간섭은 안받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고 시작한 일인데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얻어들
은 상식으로그런 不快한 간섭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만약의 경우 어떻게 대처
하리라 제법 야무진 敵意마저 품고 있었다. 그러나 한번도 그런 간섭에 부닥치지 않았
고 그점은 신문사측에 이 기회를 빌어 감사한다. (중략)
또 하나 나에게 집요한 간섭이 되어 작용한 것은 新聞小說이란 형식이었다. 다음 回를
기다리게 끝을 맺는다는 잔꾀 같은 건 처음부터 염두에도 두지 않았지만 어떻든 여덟장
미만에서 딱딱 호흡을 끊어야한다는 건 나로서는 상당한 괴로움이었다. 그 괴로움 때문
에 다시는 신문소설에 매력을 느낄 것 같지않다.
그러다가 일이 어느만큼 진행됨에 따라 용기를 내서 호흡을 끊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그대로 써내려갔다. 소설을 죽이면서까지 신문소설을 써야한다곤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
에.
그점은 결과적으로 독자에게 불친절이 되어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 기
회에 사과드린다.
이렇게 털어놓고보니 신문소설을 쓰면서 신문소설적인 간섭을 거의안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고 만것같다.
나로서는 결국 신문소설이기 때문에 어쩌구…하며 내 졸작을 변호할 핑계마저 상실하고
만셈이다.
핑계는 대지 않겠다. 겸손도 하지 않겠다. 自矜은 더군다나 하지않겠다. 그것으로 이미
활자화되어 독자에게 주어진 내 소설의 가치에 하등 보탬이 될리없으므로.295)

박완서가 처음으로 신문연재소설을 쓰면서 걱정했던 부분은 신문연재소설이 대중
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방식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인용문
신문소설도 품격을 지켜가며 재미있게 써나가면 읽어줄 사람이 많을것같아요.” 「庶民의 哀歡
을 담담하게」, 『동아일보』, 1975. 12. 23.
295) 박완서, 「우리時代의 正直한 斷面보이려: 連載小說 「휘청거리는 午後」를 마치고」, 『동아일
보』, 197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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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신문사의 불쾌한 간섭에 대해 대비까지 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
지 않았고,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던 분량의 문제 역시 나중에는 신경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문소설적인 간섭”을 거의 받지 않은 자신의 ‘신문소설’은 신
문소설에 대한 통념에 의해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논리를 이룬다. 대신 스스로 신
문소설이라는 점으로 부족한 작품성의 면죄부를 삼으려는 태도 역시 지양하는 태도
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연재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또한 그것이 인기를 얻
었다는 이유로 대중작가라며 폄하당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박완서
는 자신의 작가적 위치를 확고히 한 작품으로 『휘청거리는 오후』를 꼽기도 한
다.296)

나는 작가가 갓 되고 나서, 앞으로 작가는 될지언정 결코 여류작가는 안 될 터라고 말
한 적이 있다. 요즈음 묵은 스크랩을 뒤적이다가 그런 구절을 보고 부끄러운 생각이 났
다. 그 때는 무슨 배짱으로 그런 호언장담을 했는지 모를 일이다. 내가 작가로서 느끼는
어려움과 슬픔중 가장 큰 것은 역시 여류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이라는 걸
굳이 감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297)

인용문은 여성문학의 게토화를 우려하며, 자신은 ‘여류작가’는 되지 않겠다고 다
짐했던 박완서가 등단 이후 일련의 반응을 접하면서 여성작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는 여성작가를 ‘여류’로 폄하하고자 하는 당대 비평 담
론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작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이후 박완서의 창작 활동은 ‘저자’라는 방향성만을 추구하
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글을 쓴다는 것의 의미, 즉 ‘여성’이자 ‘저자’로서의 위
치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또문’에서 마련한 좌담회에서 박완서는 “한 번도 내가 페미니즘 문학을 해야지
하고 의식”한 적은 없다면서도, “훌륭한 문학이라면 자연스럽게 페미니즘 문학이고
296) 고정희, 「다시 살아 있는 날의 지평에 서 있는 작가」(『한국문학』 1990. 1), 이태동 편, 『박
완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23면.
297) 박완서, 「작가의 슬픔」, 『여자와 남자가 있는 풍경』, 앞의 책, 8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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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문학이 포함”298)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편다. 이러한 입장은 지나
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박완서가 실제로 보여준 문학적 대응의
양상은 훨씬 적극적으로 나타난다.299) 한편 같은 좌담회에서 시인 고정희는 여성문
학의 전망을 논의하면서 여성문학인들의 모임, 더 나아가 같은 뜻을 가진 여성집단
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300) 여성들간의 연대감, 공동체에 대한 강조의
측면에서도 박완서는 의미 있는 실천을 보여주었다. 자신을 폄하하는 근거로 작용
되었던 여성지와 절연하는 대신 같은 매체 출신의 작가들과 ‘여성동아 문우회’ 활
동을 지속하였던 것이다.

『여성동아』 출신들의 일곱 번째 문집입니다. 첫문집이 나온 게 1984년이었으니까 3년에
한 권 꼴로 나온 셈입니다. 다산은 아니지만 꾸준했다고 자부합니다. 『여성동아』에서 여
류장편소설을 응모해서 당선작을 내기 시작한 것은 1968년부터였습니다. 그러나 당선자
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얼굴을 알고 지내게 된 것은 1975년 동아사태가 계기가 되어서
입니다. 그후 불과 대여섯 명이 모여서 어두운 시대의 우울을 나누던 식구들이 이제는
삼십 명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우리는 같은 관문을 통해 문단에 나왔다는 것 말고는 이념이나 취향, 연령에 있어서까
지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임은 문학적 분파도 아니며 남에게 영향
을 끼칠 수 있는 세력도 아닙니다. 우리끼리도 누가 누구를 끌어준다거나 견제한다거나
하는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문학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달만
안 보면 궁금하고 보고 싶어 꾸준히 모여왔습니다. 우정 같기도 하고 자매애 같기도 한
걸 키워오는 사이에 발견한 우리의 공통점은 아마 기성문단에 대한 수줍음이 아닐까 싶
습니다. 하나같이 변변치 못하다고나 할까, 호평을 받고 등단한 후에도 자기를 내세우는
데는 소극적이어서 곧 묻혀버리곤 했습니다. 그걸 서로 안타까워하다가 우리끼리 지면을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게 동인지 발행이었습니다.301)
298) 조형 외, 「좌담: 페미니즘 문학과 여성운동」, 『또 하나의 문화』 3, 평민사, 1987, 22면.
299) 다큐멘터리 〈20세기를 기억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방법〉(2008)에서는 여성작가 중 여성의
입장을 잘 쓴다는 작가가 페미니즘 작가라는 말을 듣고 자기를 폄하했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
는 경우가 있다는데, 자신은 페미니즘 작가라고 하면 명예롭게 생각한다면서 휴머니즘은 페
미니즘이라 정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300) 조형 외, 앞의 글,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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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서가 직접 쓴 여성동아 문우회의 일곱 번째 문집 『진실 혹은 두려움』의 후기
에 따르면 여성동아 문우회는 1975년부터 시작되어 1984년부터 꾸준하게 문집을
발간하였다. 박완서와 오랫동안 여성동아 문우회 활동을 함께 한 소설가 노순자는
『여성동아』 출신이라는 인연으로 모이게 되었으나 친목이나 우애를 위한 것은 아니
었고 당시 동아일보의 광고 지면이 텅 빈 채 하얀 백지로 발간되던, 동아일보사태
또는 광고탄압이라고 불리던 사건 때문이었다고 회고하였다. 박완서의 주도로 윤명
혜, 정혜연, 오세아, 노순자 등 다섯 명이 모여 초기 모임이 시작되었고,302) 80년
대 들어 활발히 활동을 시작했는데, 박완서가 시상식에도 가고 새 당선자는 즉시
나오게 할 것 등을 제의하였다고 한다.303) 자신은 “단체에 생리가 맞지 않다고 생
각”한다면서 “남을 이끌 재주가 전혀 없”어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불편
하다”304)고 토로했던 박완서가 적극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참여한 것은 이례적인 일
이다.
박완서의 후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기존의 문예지와 달리 특정 이념이
나 취향 등을 매개로 모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박완서의 여성동아 문우회 활동은
분파를 이루어 문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모임이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성
문단으로부터 제한적 승인만을 얻는 여성작가들에게 기성 문단이 아닌 새로운 지면
을 제공하고 연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여성 저자성에 대한 박완서의 고민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다른 여성작가와의 연대
로 확장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연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졌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01) 박완서, 「후기」, 『진실 혹은 두려움』, 동아일보사, 2001, 438면.
302) 노순자, 「따뜻하고 소박한 사람: 삼십팔 년을 함께하며」, 여성동아 문우회, 『나의 박완서,
우리의 박완서』, 문학동네, 2011, 15면.
303) 위의 글, 22면.
304) 조선희, 앞의 글,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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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력적 국가주의의 실체와 불화하는 개인
앞 장에서 한국전쟁 체험이 박완서 문학의 원천으로서 반복적으로 다시 쓰여진다
는 점을 논의한 바 있다. 전쟁 체험뿐 아니라 박완서 문학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
는 주요 모티프들이 존재한다. 등단 초기인 1970년대 초반에 발표한 단편소설은
이러한 모티프들이 일찌감치 등장하는 한편, 지배 이데올로기의 양대 축을 담당하
는 성장 이데올로기와 반공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파악하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에
서 주목된다.305) 먼저 성장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등단 후 처음으로 발표한 단편 「세모」의 ‘나’는 공무원 남편의 월급으로 빠듯한
생활을 꾸리다 땅값이 오른 것을 기회로 식품점을 차려 형편이 편 것이 바로 올
가을쯤부터인데도 가난을 멀고 구질구질한 것으로 느낀다. 딸 넷을 낳고 낳은 막내
아들 인수의 사립 학교 참관일, ‘나’는 돈보다 좋은 선물은 없다는 생각으로 선생님
에게 돈을 선물할 생각으로 당당하게 학교에 가지만, 막상 선생님을 둘러싼 엄마들
의 이야기를 듣다가 밖으로 나와 자신이 가진 돈이 추하게 느껴진다. “스승과 제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도 질기고 추한 허세와 허위가 성새처럼 가로막고
있”306)는 현실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모」의 내용은 마치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상징되는 1960~70년대
를 축소하여 보여주는 듯하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한국 경제의 고
도성장은 1962년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절량농가(絶糧農家)나 춘궁기(春窮期)의 현상이 사라질 정도,
즉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죽는 일이 없어질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으며 서울
의 인구 급증 등 도시화를 진행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07) 박완서 역시 이 시
305) 이하 1970년대 소설에 대한 분석 내용은 졸고, 「1970년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은폐와
폭로의 문제」(『한국현대문학연구』 47, 한국현대문학회, 2015)에서 일부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06) 박완서, 「세모」(『여성동아』, 1971.3),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문학동네, 201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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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대해 “개인적인 전쟁의 상처와 싸”운 고뇌의 시간이었으나 한편으로 “국가적
으로도 폐허를 떨치고 일어나 잘살아보기에 여념이 없던 시기”, “오로지 ‘잘 살아
보자’를 국가적인 지표로 삼고 매진”308)한 시기로 기억한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
어서면 과연 경제 성장이 곧 사회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다.309) 박완서 역시 이러한 고민에 동참하고 있는데, 한국전쟁기에 발견된 여성 생
존자들의 사유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사유가 구체적 경험을 통해 발전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비록 「세모」는 기존 논의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전후 재건과 경제
성장이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같은 가치들은 희생될 수 있다는 암묵적 동
의가 강요되었던 시기, 장밋빛으로 덧칠된 성장 이데올로기의 이면에 대한 날카로
운 통찰과 탁월한 비유가 돋보인다.
특히 자본을 획득하는 과정마저 “허드레 사탕이나 과자도 능란한 포장과 진열로
부자들의 허영심을 만족시킬 만한 최고급품으로 위장”310)시킨 것으로 제시하며, 개
발의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허위의 논리를 상품의 포장 내지 위장이라는 구체적 비
유로서 드러낸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최고의 가치로 설
정된 ‘돈’의 질서 속에서 안락함을 느끼던 화자가 그것을 “생명도 없으면서, 죽었으
면서, 요염하고 오만한 밍크의 허위”311)에 빗대는 장면에서도 박완서 특유의 날카
로운 비유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잘 살아보자’는 공허한 구호를 내면화한 여성들이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또다른 소설로 「닮은 방들」을 꼽을 수 있다. 「닮은 방들」은 박완서 소설
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아파트’312) 표상이 처음으로 등장한다.313) 친정살이를 하
307)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1, 한울, 2005, 138면.
308) 박완서, 「포스트식민지적 상황에서의 글쓰기」, 앞의 글, 659면.
309) 그 예로 『사상계』 1970년 5월호에는 경제발전의 ‘이념’이 무엇인가, 조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는 회의적인 지식인들의 논문이 실렸고, 이들은 사회
발전의 이념적, 철학적 기초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정원, 「군정(軍政)
과 제3공화국: 1961~1971」, 김성환 외, 『1960년대』, 거름, 1984, 202면.
310) 박완서, 「세모」, 앞의 글, 21면.
311) 위의 글, 35면.
312) 이때 아파트는 단순한 집합주택과 달리 집단성, 계층성, 단지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즉, 공동의 계단 또는 복도에 의해서 연결되고 공동의 현관에 의해서 외부와 연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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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립하며 새로운 생활을 꿈꾸던 ‘나’는 사회가 권장하는 아파트에서의 삶이 오
히려 무기력한 일상으로 전락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다. 처음엔 ‘나’도 편리하
고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아파트에 호감을 가진다. 올케의 추천대로 “첫째 난방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니 구공탄을 가는 구질구질한 일을 면할 수 있고, 부엌 등
모든 시설이 편리하니 식모가 필요 없고, 잠그고 외출할 수 있고, 이웃과 완전히
차단된 독립성이 보장돼 있”314)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리함을 내세운 ‘아파
트’는 중산층의 주거 공간으로 적극 권장되고 있었다.315) 대가족의 대소요에서 벗
어난 ‘나’ 역시 만족스러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사 직후 그녀의 살림살이를 부러워하며 인테리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
기도 했던 앞집 여자(철이 엄마)를 통해 아파트의 생활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나’는 불안과 초조에 시달린다. 문제는 아파트의 각각의 방이, 각각의 살림이 닮아
있는 것처럼, ‘나’의 증상마저 철이 엄마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노이로제’로
정의된다는 것이다. ‘나’의 노이로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중산층의 표징으
로 여겨진 ‘아파트’에서의 삶은 “남보다 잘살기 위해, 그러나 결과적으론 겨우 남과
닮기 위해 하루하루를 잃어버”316)리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흉내”에만 매달리
는 가짜 욕망의 허무함으로 인해 ‘나’는 권태와 허무에 시달린다. 멈춤이 없는 끝없
주거용 건물이면서 어느 정도의 높이(광복 후에는 5층 이상)를 갖추고, 단지를 형성하여 주택
의 집단화뿐만 아니라 유치원·초등학교·금융기관 등 각종 생활 관련시설이 일괄적으로 계획되
고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2, 한울, 2005, 273~274
면.
313) 이외에도 박완서의 소설 중 ‘아파트’ 표상이 문제적인 것으로 「포말의 집」(1976), 「흑과부」
(1976), 「낙토의 아이들」(1978), 「로열 박스」(1982), 「재이산」(1984), 「지 알고 내 알고 하늘
이 알건만」(1984), 「초대」(1985) 등 다수의 단편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 정
미숙, 「박완서 소설과 ‘아파트’ 표상의 문학사회학」, 『현대문학이론연구』 49, 현대문학이론학
회, 2012; 김은하, 「아파트 공화국과 시기심의 민주주의」, 『여성문학연구』 39, 한국여성문학
학회, 2016 참조.
314) 박완서, 「닮은 방들」(『월간중앙』, 1974.6),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앞의 책, 277~278면.
315) 사실상 한국 아파트의 역사는 1962년 준공된 마포아파트에서 시작되었으며, 가구별 수세식
화장실과 거실, 온돌방의 좌식 생활에서 침대·의자의 입식 생활로의 전환, 한강맨션 이후로
일반화된 중앙공급식 종합보일러 설치 등 중산층 이상 국민 생활의 장이었다.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2, 앞의 책, 283면.
316) 위의 글,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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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흉내 내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닮음’의 공간에서 지내면서 ‘나’는 급기야
자신의 쌍둥이 아이들이 싫어지고 그들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이러한 권태
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간음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시도하지만, “모든 것이 내
남편과 너무도 닮아 있”는 철이 아빠로 인해 “간음하고 있다는 느낌조차 가질 수
없”317)는 절망의 상태에 빠지고 만다. 「닮은 방들」에서 ‘나’는 자신의 욕망이 타인
의 욕망을 흉내 내는 가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무기력한 상태로 전락하고 마
는 것이다.
이처럼 폭력적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부여된 가짜 욕망과 흉내 내기가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후의 도시 재건 과정 전반에 점철되어 있음을 본격적
으로 다룬 장편소설이 『문학사상』 1975년 12월호부터 1979년 7월호까지 연재된
『도시의 흉년』이다. 『도시의 흉년』은 남매 쌍둥이는 상피 붙는다는 미신으로 인해
고통 받는 수빈, 수연의 오누이 쌍둥이를 중심으로, 돈, 학벌 등 당대의 속물적 가
치에 함몰된 어머니 김복실 여사와 순종적인 첩을 두고 재산을 빼돌리는 등 이중
생활을 이어가는 아버지 지대풍 씨를 비롯한 가족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이
다.
김복실 여사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남편이 제2국민병으로 소집되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웃의 빈집을 털면서 물건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발견하는 인물이다.
서울 수복 이후 도둑질한 물건을 싣고 미군이 주둔한 용산으로 떠나 양색시 장사,
미제 물건 장사, 달러 장사 등을 겸하며 벌어들인 자본금으로 동대문시장에서 포목
장사를 시작하여 부를 축적하게 된다.318) 경제력을 손에 넣은 김복실 여사는 남편
이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여성 가장’으로 군림한다. 김복실 여사는 수빈과 수연의
입시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다. 수빈의 과외 공부 그룹
에서 사귄 일류 엄마들의 상류 사회를 흉내 내기 시작한 것이다. “매우 서툴게 그
317) 위의 글, 297면.
318) 신수정은 『도시의 흉년』이 “달러에 기반한 동대문시장의 자본을 등에 업고 전대미문의 권
력을 휘두르는 여성 가장을 출현”시켰다고 평가하는 한편 동대문시장이 과도기의 젠더 경합
양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신수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동대문시장
의 젠더정치학과 전후 중산층 가정의 균열」, 『한국문예비평연구』 51,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287~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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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허위와 기품을 흉내 내기 시작”했지만, “이런 상류사회 티는 잘 먹지 않은
분처럼 피부에서 겉돈 채 덕지덕지 엄마를 얼룩지게”319) 하고 있었다. 김복실 여사
가 자신의 뜻대로 가정을 진두지휘하며 만들어낸 화려한 외양은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는 채로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안 어울렸”고, “아무리 비싼 거라도 벼
락부자 티나 풍기는 게 고작“320)이었다. 그럼에도 김복실 여사의 흉내 내기는 계속
되었고, 수연의 언니 수희가 일류교 출신에 고등고시를 합격하고 연수 중인 남자와
결혼하자 김복실 여사는 돈과 권세의 결합이라며 만족스러워하기도 한다.

그런 아버지가 첩을 두고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은 엄마에게 얼마나 참혹한 충격이 될
것인가, 나는 상상도 할 수가 없다.
여태껏의 우리의 으리으리하고 번들번들한 생활을 받쳐주던 것은 엄마도, 아버지도, 재
산도 아니라, 실은 이런 사실을 은폐한 허위의 외기둥이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허위가 폭로됨과 동시에 우리의 생활은 산산이 와해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
다.
나는 내가 편안히 몸담고 있는 풍요와 익애의 세계를 벗어나기를 얼마나 꿈꾸었던가.
그 허위의 외기둥이 받치고 있는 터무니없이 으리으리한 집구석을 도망치는 꿈이야말로
매일 꾸어도 퇴색하지 않는 나의 가장 신선한 꿈이었다.
그러나 나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했지, 그것이 퇴락하
고 무너져내림으로써 저절로 자유로워져 있기를 원치 않았다.321)

그러나 김복실 여사의 흉내 내기는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가
정의 몰락을 이끌어내는 인물이 김복실 여사의 딸이자 화자 ‘나’인 수연이라는 점
을 주목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가 몰래 첩을 두고 있으며 아이까지 낳았다는 비
밀을 우연히 알게 되지만 폭로하는 대신 아버지의 외도를 묵인한다. 흥미로운 것은
허위의 세계를 상징하는 자신의 집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끊임없이 원하면서도 그 세
계가 무너져 저절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꿈꾼 자유
319) 박완서, 『도시의 흉년 1』, 박완서 소설전집 3, 세계사, 2012, 108면.
320) 위의 글, 109면.
321) 박완서, 『도시의 흉년』 2, 박완서 소설전집 4, 세계사, 2012, 306면.

101

는 결코 가출이 아니라 탈피”, 즉 뱀이 허물을 벗더라도 벗어버린 허물도 온전하고
자기의 몸도 온전한 상태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엄마 아버지의 삶의 양식을 증
오했지만 그것이 와해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기에, “그것을 조금도 다치지 않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322)을 뿐이었다. 그러나 망설이던 수연은 첩에
게 집까지 장만해준 아버지의 외도라는 비밀을 엄마에게 모두 폭로한다.323) 자신의
정부(情夫)마저 남편의 공작의 결과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엄마는 쓰러져 반신불
구가 된다. 이러한 “와해”의 결말은 수연이 원했던 방향은 아니었으나 그녀의 바람
대로 결국 새로운 시작의 토대가 된다.
이를 계기로 수빈은 어머니가 반대했으나 자신이 원했던 사람과 결혼을 하고 치
매에 걸린 엄마를 돌보며 지내게 되고, 수연은 그토록 원했던 자립을 시작하고 사
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꿈꾸게 된다는 점에서 “무너져내림”이 곧 새로운 일상의 출
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행복하게 산다는 걸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
고 “자기가 사는 걸 남이 부러워하고 있”324)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끝까지 허위의
일상을 유지하려던 수연의 언니 수희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남편의 농간에 휘
말려 결국 아이마저 뺏기고 이혼당하는 비극적 결말로 끝을 맺는다.
박완서의 초기 단편소설이 “자신의, 그리고 동시대인들의 삶을 타락한 현실과 싸
운 문제적인 개인이 아닌 그것을 포기한 존재들의 삶으로 규정”하고 “현실과 맞서
는 문제적인 개인의 희망과 절망을 서사화하기보다는 삶의 타성에 안주함으로써 자
초한 더 큰 절망을 집중적으로 묘사”325)한다는 평가가 앞서 논의한 「세모」, 「닮은
방들」의 인물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면, 『도시의 흉년』의 수연은 망설이면서도 결
국 현실과 맞서는 문제적 개인으로 형상화되었다는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세
모」, 「닮은 방들」의 인물은 공통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
으로 등장하지만, 일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내면화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322) 박완서, 『도시의 흉년 3』, 박완서 소설전집 5, 세계사, 2012, 244면.
323) 그러나 은폐와 폭로 사이에서 고민하던 수연이 어떠한 계기로 폭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주인공의 폭로는 다분히 충동적인 것
으로 혹은 개인의 천성적인 선/악에 의한 것으로 그려지고 만다.
324) 박완서, 『도시의 흉년 3』 , 앞의 책, 205면.
325) 류보선, 「개념에의 저항과 차이의 발견」,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앞의 책, 4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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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성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 후에도 특별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과 달리 『도시의 흉년』은 과감하게 기존의 세계
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일상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인
물과 결말의 차이가 단지 장·단편의 양식 차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증명
하는 단편소설로 「조그만 체험기」를 들 수 있다.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작가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조그만 체험
기」는 전기용품상을 하는 남편이 사기꾼이라는 의혹을 받고 갑작스레 연행되고 재
판을 받고 풀려나기까지를 지켜본 작가 ‘나’의 이야기이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옥살
이를 하게 되는 사건을 겪으며 ‘나’는 공권력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게 되지만, 연줄
을 샅샅이 뒤져 “이럴 때 돌봐줄 유력한 빽줄”326)을 찾으려 한다거나, 수사과에 방
문하기 위해 수위에게 돈을 건네는 등 무력한 대응을 보여줄 뿐이다. “한때 나는
작가랍시고 언론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하는 문제로 제법 잠 못 이루는 밤을 가
진 적”327)이 있지만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나’는 훨씬 작고 소박한 자유를 꿈꾸는
일상의 개인으로 자리한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생활의 평온이 돌아오니 다시 그전처럼 자유의 문제를 생각
하는 밤까지도 돌아왔다. 어느 날이고 자유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앞
에 자유의 성찬(盛饌)이 차려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전 같으면 아마 가장 화려하고
볼품 있는 자유의 순서로 탐을 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후로는 하고많은
자유가 아무리 번쩍거려도 우선 간장종지처럼 작고 소박한 자유, 억울하지 않을 자유부
터 골라잡고 볼 것 같다.328)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로 언급된 추상적 고민을 일삼던 작가의 위치에서
벗어나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는 중산층 주부로 이동한 ‘나’는 부정으로 얼룩진 일
상을 통해 “간장종지처럼 작고 소박한 자유, 억울하지 않을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
326) 박완서, 「조그만 체험기」(『창작과비평』, 1976.가을), 『배반의 여름』,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2, 문학동네, 2013, 109면.
327) 위의 글, 123면.
328) 위의 글,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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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것이다. ‘나’의 발언은 경험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성을 담보하
는 한편, ‘간장종지’와 같은 일상성이 담긴 비유로 인해 보다 강렬하게 형상화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서사 전략의 결합이야말로 박완서 문학의 특징
을 잘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자기나 자기 가족에 대한 편애나 근시안에서 우러나는 엄살로서의 억울함에는 그래도
소리가 있지만,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숙명처럼 보장된 진짜 억울함에는 더군다나
소리가 없다. 다만 안으로 안으로 삼킨 비명과 탄식이 고운 피부에 검버섯이 되어 피어
나기도 하고, 독한 한숨으로 피어나기도 하고, 마지막엔 원한이 되어 공기중에 떠 있을
지도 모른다.329)

「조그만 체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산층 주부에서 다시
작가로서 ‘나’의 시선으로 옮겨간다. 그것은 일련의 과정 속에 만난 사람들의 소리
없는 ‘진짜 억울함’에 대한 관심이다. 작가로서의 안온한 일상에 머무르던 ‘나’는
부패한 공권력에 대해 몰지각했던, 자신 혹은 가족의 차원에 머문 근시안적 관심을
반성하면서 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에 주목한다. 『나목』에서 자신의
억울함에 주목했던 ‘나’는 「조그만 체험기」에 이르면 타인, 특히 약하고 가난한 사
람들의 억울함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작가가 원하는 작고 소박한 자유는
자신에게만 보장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보장되어야 한
다는 윤리의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330)
국가주의를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서 성장 이데올로기와 함께 지적할 수 있는 것
이 바로 반공 이데올로기이다. Ⅱ장의 논의를 참고한다면, 박완서가 전쟁 이후 국
329) 위의 글, 136면.
330) 백지연은 「조그만 체험기」가 “1970년대 개발독재 시대를 배경으로 공권력의 부정부패 현
실과 물신주의를 날카롭게 풍자한 이 작품은 사소한 일상에서 출발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번
져가는 박완서 소설 특유의 스토리텔링”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특히 한 가정의 주부이자, 소
시민이자, 지식인으로서 체험한 ‘억울한 일’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비교되는
가를 깊이 있게 파헤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각하는 책임과 권리에 대
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한다. 백지연, 「페미니즘과 공공의 삶, 그리고 문학」,
『창작과비평』 46(2), 창비, 2018, 3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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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강조된 반공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하면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때 일상
에서의 여성의 경험은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이면을 발견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부처님 근처」(1973)는 가족의 죽음을 은폐하는 모녀를 그려냄으로써 살아남은
여성 생존자의 죄의식과 억울함의 정서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나목』과 유사한 측면
이 있다. 작가 역시 자신의 초기 작품 중 “특히 6·25를 다룬 일련의 작품들은 오빠
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 보려는 몸부림 같은 작품들”331)이라며 「부처님 근처」에서
그런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자업자득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삼켰으니까. 나는 망령들을 내 내부에 가뒀으니까. 나의
망령들은 언젠가는 토해내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는 체증이 되어 내 내부의 한가운데에
가로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차차 나는 더 묘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망령을 가
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망령에게 갇힌 꼴이라는 것을, 나는 망령에게 갇힘으로써
온갖 사는 즐거움, 세상 아름다움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늘 두 죽음을 억울하고 원통한 것으로 생각해왔는데 그 생각조차 바뀌어갔다. 정
말로 억울한 것은 죽은 그들이 아니라 그 죽음을 목도해야 했던 나일지도 모른다 싶었
다. 그 나이에,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가장 반짝거리고 향기로운 시기에 그런
것을, 그 끔찍한 것을 보았다니, 그리고 그것을 소리도 없이 삼켜야 했다니! 정말이지
정말이지 억울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나인 것이다.332)

좌익에 가담했었으나 반동으로 몰려 총살당한 오빠와 빨갱이로서 매 맞아 죽은
아버지, “우리 모녀는 앙큼하게도 두 죽음을, 두 무서운 사상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꼴깍 삼켜”버리기로 하고 “공모를 더욱 빈틈없이 하기 위해 우리는 이사까지
갔다”.333) 이처럼 완벽한 은폐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무서운 게, 무서워하며 사
는 게 지긋지긋”334)하게 처녀 시절을 보내고,335) 처자식만 아는 남편과 많은 아이
331)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앞의 글, 16면.
332) 박완서, 「부처님 근처」(『현대문학』, 1973.7),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앞의 책, 110면.
333) 위의 글,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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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두고도 ‘나’는 “치유될 수 없는 체증”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낀다.
나는 그 이야기가 하고 싶어 정말 미칠 것 같았다. 나는 아직도 그 이야길 쏟아놓길 단
념 못 하고 있었다. 어떡하면 그들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까, 어떡하면 그들을 재미
나게 할까, 어떡하면 그들로부터 동정까지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심심하면 속으로 내 얘
기를 들어줄 사람의 비위까지 어림짐작으로 맞춰가며 요모조모 내 이야길 꾸며갔다.
나는 어느 틈에 내 이야기로 소설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토악질하듯이 괴롭게 몸부림
을 치며, 토악질하듯이 시원해하며.336)

시대가 변화한 후에도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었던 ‘나’는 마침내
어머니와의 공모에서 이탈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시대를
보는 눈이 관대해졌다는 건 그만큼 무관심해졌다는 의미도 된다는 것”337)을 알게
되고, 결국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설”을 쓰게 된
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때 「부처님 근처」는 작가 박완서의 소설 창작 계기, 혹
은 소설론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338)
「부처님 근처」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 어떻게든 체제 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생존자의 확고한 의지는 가족의 죽음마저 은폐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으로 그려지지

334) 위의 글, 108면.
335) 김윤정은 「부처님 근처」에서 나와 어머니가 은폐한 것은 표면적으로 아버지와 오빠의 억울
한 죽음이지만 실상은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확인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염불소리’와 ‘지노귀굿’, 나의 ‘소설 쓰기’라는 진실을 누설하는 방식이 상
징계적 기호인 ‘소리’와 ‘문자’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재현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분명하게
이데올로기적 세계의 허구성을 이야기한다는 점과 세계의 허구성에 대한 저항성을 은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세계 내 질서를 모방하고 수용하면서 국가 이데올로기 속에 포섭되어 있는
여성 인물의 내면을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 의식 연구」,
앞의 글, 74~76면.
336) 박완서, 「부처님 근처」, 앞의 글, 112~113면.
337) 위의 글, 111면.
338) 실제로 박완서는 자신의 소설관을 밝히는 글(「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에서 「부처님 근
처」의 일부를 이례적으로 긴 분량(17~20면)을 할애하여 인용하면서, “소설 속의 한 부분이지
만 거의 소설적인 허구가 아닌, 나의 한 시절의 진솔한 자전적인 부분이기에 그대로 인용했
다”고 밝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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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지배 체제는 그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해소시켜주지 않는다. ‘나’는 개인의 몫
으로 남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괴로우면서도 시원한 “토악질”로 비유되는 ‘소설’
쓰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발견하는 개인이
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소설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1972)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냉엄하고 자신에 차 있었다. 여북해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그가 알고 있
는 내가 훨씬 더 진짜 나려니 여기고 있었다.
그는 내가 망각한 것까지―6·25 때 피난 갔던 외가댁 마을 이름까지 또 비교적 손이 번
성한 외가의 하고많은 사촌에서 십 몇 촌까지의 친척 이름까지 낱낱이 알고 있었다.
그는 너무도 완벽히 알고 있었다. 그 앞의 내 기억력은 여명의 별들처럼 빛을 바래갔다.
내 기억으론 내 외당숙이 조성구였지만 그가 조정구라니 조정구가 틀림없다 싶었다. 그
가 설사 내 딸 연이가 현이라고 했다면 아마 내 딸은 현이였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나는 그 앞에 그렇게 무력했고 그는 그렇게 전능했다. 그는 내가 완전히 허탈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한 후 비로소 엄숙히 선언했다.
6‧25 때 의용군으로 나간 오빠가 이북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곧 남파되리라는 것이었다.
먼저 남파됐다가 체포된 간첩에 의해 확인된 정확한 정보란다.
오빠는 오면 반드시 집에 들를 테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는 물었다.
“어떡하긴요. 그야 당연히 시, 신고를 하거나 자수를 시켜야죠.”
나는 아주 밉고 서툴게 아양을 떨었다.339)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의 ‘나’는 6·25 때 의용군으로 나가 헤어진 오빠가
있다. 그런데 소식도 모르는 그가 간첩으로 남파되리라는 정보로 인해 온 식구들이
정보기관에 연행된다. ‘나’에게 그들의 정보를 반박하거나 다른 선택을 내릴 자유는
처음부터 주어져 있지 않았다. ‘나’를 심문하는 당당한 기관원의 태도와 대조적으로
‘나’는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심지어 아양을 떨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
게 된다.340) 그리고 자신의 안일을 지키기 위해 차라리 오빠가 넘어오다 사살되기
339) 박완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현대문학』, 1972.8),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앞
의 책, 78~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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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라기까지 한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는 성장 이데올로기와 함
께 시대를 장악했던 반공 이데올로기의 이면을 주목한다. 『목마른 계절』의 ‘진’이
전쟁의 현장에서 느꼈던 ‘빨갱이’라는 낙인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음은 물론, 차라리
혈육의 죽음을 바랄 정도로 1970년대에 이르러 훨씬 강화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주의에 대한 ‘나’의 협력 의식은 통증으로 발현된다. 미국으로 떠나는
이웃을 배웅하고 돌아온 뒤 심한 통증을 느낀 ‘나’는 처음엔 틀니로 인한 거부반응
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틀니를 뺀 후에도 계속되는 중압감과 동통이 사실은 자신이
기만하고 있던, 이 나라의 온갖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웃에 대한 선망과 질투
로 인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이민을 언급한 이웃에게 ‘애국’ 운운하며 도피성 출
국을 반대하던 주인공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이 나라가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로부
터 벗어나고 싶어했던 것이다.

옴짝달싹할 수 없으면서도 펄펄 뛰지 않고는 또 못배길 것 같은 중압감과 동통이 여전
하지 않은가? 이미 입 속에 빼버릴 틀니도 없는데.
빼버릴 틀니가 없기에 그 고통은 절망적이다.
나는 비로소 깨닫는다. 여직껏 얼마나 교묘하게 스스로를 이중 삼중으로 기만하고 있었
나를.
내 아픔은 결코 틀니에서 기인한 아픔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설희 엄마가 부러워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풍토가 주는 온갖 제약으로부터 자유
로워진 그녀가 부러워서, 그녀에의 선망과 질투로 그렇게도 몹시 아팠던 것이다.
나는 그런 아픔이 부끄러운 나머지 틀니의 아픔으로 삼으려 들었고, 나를 내리누르는
온갖 한국적인 제약의 중압감, 마침내 이 나라를 뜨는 설희 엄마와 견주어 한층 못 견
디게 느껴지는 중압감조차 틀니의 중압감으로 착각하려 들었던 것이다.

340) 지젝은 주체와 그가 속한 사회 사이에 항상 ‘자유의 강요된 선택(The forced choice of
freedom)’이라는 역설적 지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주체는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은
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선택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만약 다른 선택을 할 경우 선택의 자유
그 자체를 잃게 되는 것이다. Slavoj Zizek,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
사랑, 2002, 279~2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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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나는 내 아픔을 정직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는 결코 내 아픔을 정직하게 신
음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교하고 가벼운 틀니는 지금 손바닥에 있건만 아직도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또하나의 틀니의 중압감 밑에 옴짝달싹 못하고 놓여진 채다.341)

‘나’는 일상의 경험 속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고통 자체를 느끼지 못하다가 차차
고통을 느끼는 상태로, 그리고 그 고통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로 나아간
다. 처음에 ‘나’는 자신이 속한 내부에서의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혈육의 죽음
을 바랄 정도로 냉혹했다. 따라서 ‘나’의 고통은 이 세계가 내면화하기를 요구하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혈육 간의 정마저 억압하도록 강요하는 잔인한 원리라는 이유만
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한 억압에 대해 아무런 선택의 자유도 가질 수 없는 상
태, 그러한 아픔의 원인을 직시하지 않으려 했던 자신의 기만에 대한 고통이 더해
지며 비로소 현현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는 반공 이
데올로기라는 외피를 통해 강요된 선택의 자유만을 보장한다는 사회적 모순을 발견
하는 동시에 그러한 음모의 덫 아래 “옴짝달싹 못하”는 자신을 파악하고 있다. “함
정을 함정으로 철저하게 인식”함으로써 “그곳에 매몰됨이 없이 성장의 한 과정을
삼는 것”342)이라는 작가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 초기작에서부터 문학적으로 형상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카메라와 워커」는 1970년대를 장악한 양대 축으로서 성장 이데올로기와
반공 이데올로기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여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나’는 한국전쟁으로 오빠와 올케가 참혹한 죽음을 당한 후 어머니와 함께 어린 조
카 ‘훈이’를 키운다. ‘나’는 조카가 ‘카메라’ 메고 휴일에 야외에 나갈 만큼 이 땅에
서 잘살아주는 것,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343)
고 여긴다. 오빠의 죽음의 이유를 막연하게 짐작한 ‘나’와 어머니는 오빠를 닮은 조
카가 그처럼 까닭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 이데올로기와 상관없는 공대에
341) 박완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 앞의 글, 87~88면.
342) 박완서, 『창 밖은 봄』, 앞의 책, 10면.
343)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한국문학』, 1975),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앞의 책, 3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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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하기를, 학생운동에 참여하지 않기를, 해외 취업을 떠나지 않기를 권한다. 그러
나 모든 뜻을 순순히 따르던 조카가 대학 졸업 후 남기로 한 곳은 영동고속도로
건설 현장이다.344) 조카는 서울로 돌아갈 것을 권하는 고모의 제안을 거절하고 “고
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를 똑똑히 확인”345)하기 위해 고생스러운 객지 생활을
계속 하겠다고 대답하여 ‘나’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1970년대를 지배했던 근대화, 산업화라는 대의명분의 핵심은 경제개발이었다. 경
제가 모든 영역을 압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상승했고, 잘살고 싶다는 욕망
이 그것을 뒷받침했다.346) 그리고 이러한 욕망은 점차 반공 및 성장 이데올로기 주
입을 위한 국가의 헤게모니적 공세의 목표물이 되었다. 그러한 대대적 공세를 상징
하는 것 중 하나는 ‘새마을운동’이다. 공식적으로 새마을운동의 목표는 농촌환경 개
선, 소득 증대 그리고 정신혁명이었다.347) 특히 새마을운동이 지속될수록 근면·자
조·협동을 강조하는 정신 개조운동의 성격이 강해진다. 새마을운동이 강조하는 개
인윤리는 고모와 할머니가 맹신한 ‘기술, 정직, 근면’ 등의 가치와 직접적으로 맞닿
아 있다. 그러나 조카는 ‘나’의 바람과 달리 국가주의의 내면화를 거부하면서 국가
가 강요하는 그러한 가치가 과연 ‘진짜’인가에 대한 의문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뿌리내리기 힘든 고장인가.
훈이가 젖먹이일 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화해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져지는 걸 본 나이기에, 지레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가며 키웠다.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
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
344) 근대화의 상징과도 같은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 7월 7일 개통한 것을 시작으로 고속도로
건설은 1970년대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상징하는 주요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영동고속도로
는 1975년 10월 14일 개통되었다. 김정형, 『20세기 이야기: 1970년대』, 답다, 2012, 19~23
면 참조.
345)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앞의 글, 379면.
346) 권보드래 외,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천년의상상, 2015, 90~103면 참조.
347) 위의 책,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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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연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
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348)

결국 ‘나’는 ‘카메라’로 상징되는 안락한 일상에 안착시키기 가장 무난한 품종으
로 키우려고 했던 자신의 기획이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답답함을 느낀다. 그러나 실
패의 결과보다 더욱 답답한 것은 조카를 다시 키운다고 해도 자신은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카메라와 워커」의 주인공이 느끼는 답답함은 오빠의 죽음
을 이해할 수 없으며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주인공은 오빠의 죽음은 ‘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고 결론짓고 조카를 오빠와 반대
의 길로 이끌면서 그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정답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시대가 원하
는 충실한 일꾼으로서 개발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공명하는 ‘워커’의 위치에 남은
조카에게 고모가 기대한 ‘카메라’의 삶은 허락되지 않는다.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며
이루어낸 산업화의 성과를 언젠가 보상받으리라는 개인의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
는 것이다. 결국 오빠의 죽음이나 전쟁에 대한 상처를 보상받을 길은 요원하고, 오
빠가 죽음에 이른 이유도, 조카가 안정된 삶 속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도 알려주
지 않으면서 환상에 기반한 믿음만을 강요하는 국가주의의 거대한 횡포 속에 ‘나’
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강요된 욕망에 순응하였던 ‘나’이기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
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잘못을 깨우친 후에야 가능한 “후회” 대신 “혼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전쟁의 상처를 은폐하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뜻대로 이용할 수 있다
고 믿었던 개인을 그린 「돌아온 땅」은 반대로 그 불가능성에 대한 기록으로 남는
다. 이선미의 지적대로 이 작품은 반공 이데올로기로 대표되는 허구적 관념이 개인
의 일상을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349) ‘나’는 월북한 삼촌

348)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앞의 글, 381~382면.
349)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조율/통제하는 관념의 허구성에 천착해온 박완서 소설은 반공
이데올로기 역시 그런 허구적 관념일 뿐임을 이 학종이 엄마의 전도된 기억으로 확인시키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것임을 보여준다.” 이선미, 「박완
서 소설의 “공모” 의식과 마음의 정치」, 『반교어문연구』 37, 반교어문학회, 2014, 3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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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이유로 결혼에 문제가 발생한 딸과 함께 고향에 내려간다. 딸은 ‘나’의
말대로 아버지가 반공지도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삼촌은 월북한 철부지 소년
이었음을 고향 사람들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제일 기대했던 학종이
엄마조차 남편이 당한 학살과 삼촌이 월북한 사실을 혼동할 정도로 의미 없는 과거
로 남아 있었다. 허전한 마음에 ‘나’는 자신의 거짓말을 떠올린다. 단지 동네에서
잘사는 집 아들이었던 까닭으로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총살 당한 남편의 허망한 죽
음을 아이들에게 알리기 싫어 새로운 아버지상을 날조했던 것이다.

다만 그런 몸짓을 남들이 막연히 온건한 형과의 불화라고 짐작했을 뿐이었다. 실제론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런 중에 사변이 나고 형이 총살당하자 보기보다 겁이 많은 소년인 그는 남들이 짐작
하는 불화의 관계를 적대의 관계로까지 인식시켜가며 저쪽에 아첨을 하다가 결국 넘어
가게 된 것이다.
형은 공산당에게 학살당하고 아우는 공산당을 따라 월북했다면 한국적인 상황 아래선
오히려 통속적이지만, 아무튼 극적으로 상반된 운명을 산 형제끼리라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실제의 그들의 이념이나 인간성이 서로 뚜렷이 다른 것은 아니었다. 그때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던 학종이 엄마까지 오늘날, 두 사람의 경우를 혼동해서 기억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었다.350)

학종이 엄마가 두 사람을 혼동하는 것은 나의 거짓말과 달리 사실 두 사람 모두
사상과 별로 관련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
니」에서 혈육의 정을 끊거나, 「카메라와 워커」에서 진로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난
암묵적인 체제 협력의 태도가 「돌아온 땅」에서는 진실을 은폐하는 기억의 날조와
거짓말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협력의 형태로 등장한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만들
어낸 관념적 이데올로기의 차원은 학종이 엄마의 일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허구적 장치였을 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350) 박완서, 「돌아온 땅」(『세대』, 1977), 『배반의 여름』, 앞의 책,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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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빨갱이지? 응 너도 빨갱이야. 너도 날 내쫓자고 했지?”
이상한 일이었다. 승객은 한결같이 취한의 좀 전의 횡포는 접어둔 채 취한의 너도 빨갱
이지? 하는 지적이 자기 가슴에 떨어질까봐 그것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승객이 죄인이 되고 취한은 죄인을 응징하는 입장이 되어 있었
다.
취한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치를 떨며 미워하는 빨갱이라는, 악 중에도
최악을 내세워, 자기가 저지른 악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마침내 무화(無化)하는 데 성
공한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악이란 악은 빨갱이라는 강렬한 최악만 만나면―그게 설사
허상이더라도―맥을 못추고 위축되는 이 땅 특이한 풍토를 이 취한은 취중에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351)

그러나 딸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나’는 의미심장한 일을 겪는다. 단
행본에 실리면서 제목이 「더위먹은 버스」로 바뀌었던 것을 고려하면, 작가가 보다
중점을 두고 싶었던 것은 ‘돌아온 땅’ 즉 고향에서의 일보다 ‘버스’에서 일어난 사
건이었을 것이다.352) 사건의 시작은 술에 취한 남자가 버스에 타서 주정을 하며 아
가씨에게 노래를 부르라 강요한 것이었다. 마침 검문소가 나왔으나 승객들의 기대
와는 달리 검문소의 헌병은 취한의 신분증을 검사한 뒤 공손히 되돌려주고 가버린
다. 자신이 세도가의 직속부하라며 더욱 기세등등해진 취한은 자신을 말리는 승객
을 갑자기 “빨갱이”라고 매도함으로써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고 만다. ‘나’는 고
향 방문을 통해 이미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반공 이데올
로기의 담론적 허구성을 깨닫고 말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버스에서 아무리 허상이
라 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에 대한 ‘나’의 반감은 버스에서 내려도 가라
앉지 않는 “평지 멀미”의 형태로 드러난다. 「부처님 근처」에서 일상의 안위를 지키
고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은폐에 나섰으나 체증에 시달리는 주인공처럼
351) 위의 글, 172면.
352) 1977년 4월 『세대』에 발표 당시 제목은 「돌아온 땅」이었으나, 1978년 창작과비평사에서
간행된 단행본 『배반의 여름』에는 「더위먹은 버스」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실렸다. 다만 이 논
문에서는 텍스트로 삼은 전집의 제목을 따라 「돌아온 땅」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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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땅」에서도 가라앉지 않는 멀미의 형태로 이러한 죄책감이 개인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작품은 공통적으로 전후(戰後) 국가재건이라는 대의명분을 좇는
강력한 국가주의가 장려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제당하는 개인의 현실을 배
경으로 삼고 있다. 「세모」, 「닮은 방들」과 같은 소설의 여성들은 성장 이데올로기
가 추동하는 가짜 욕망의 허무함을 깨닫고 절망하는 결말에 이른다. 한편 진실을
은폐하고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배 체제에 순응하기를 선택하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국가주의를 내면화함으로써 체제 내에서 “무난한
품종”으로 뿌리내리기를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근처」에서 가족의 죽음을
은폐하면서까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에서 혈육의 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카메라와 워커」에서 조카의 진로를 변경시키면서까지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에 적
극적으로 호응하고자 했던 여성들에게 돌아온 것은 실패의 경험과 해소되지 않는
고통뿐이었다. 적극적으로 국가주의를 내면화하려던 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스스로 애써 외면했던 고통의 발현이며, 아무리 고통을 참아낸다 하더라도 결코 화
합할 수 없다는 필연적 결말뿐이다. 이러한 절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도시의 흉
년』에서 제시된 것처럼 일상에 안주하는 대신 기존의 세계를 붕괴시킴으로써 새로
운 일상의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3. 낭만적 사랑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허위성
앞 절에서 논의한 성장 이데올로기, 반공 이데올로기와 함께 전후(戰後) 국가재건
프로젝트를 이끈 또 하나의 동력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주의 이데올로
기이다. 일례로 1961년 군부쿠데타 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채택
되어 국가시책으로 전개된 가족계획사업은 1980년대 후반 실질적으로 종료되기까
지 25년간 진행되었으며, 이는 한국 자본주의 산업화의 한 궤적이기도 했다.353) 이
353) 조은주, 『가족과 통치』, 창비, 20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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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가족계획사업은 “사회 구성원들을 특정한 유형의 근대적 인간, 근대적 개인으
로 개조시키는 근대화 프로젝트였으며 특히 과거의 정체로부터 탈피하여 조국의 발
전을 성취하고자 했던 박정희 시대의 역사주의적 개입”354)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산업화는 1960~70년대 가족구조 및 관계의 변화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아동을 근대적으로 양육하는 주체로서 여성
의 역할을 둘러싼 담론 역시 강조되었다.355) 남편을 생계부양자로, 아내를 가사와
육아의 담당자로 규정하는 성별 노동분업은 ‘중산층 가족’의 일반적인 모델이 되었
으나, 이것은 정상가족(normal family), 그리고 전업주부의 이념형(ideal type)이
었다.356)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정상가족’의 표본이 되면서
그 외의 모든 가족은 비정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주의는 소위 정상
가족인 가부장적 가족만 인정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파악할 수 있다.357)
그런데 이러한 정상가족의 형성에 기여한 것이 바로 ‘낭만적 사랑’이다. 낭만적
사랑은 경제적 여건이나 부모 및 친족의 의사에 의해 배우자를 결정하던 혼인 관습
에 중대한 비판이자 도전이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의 삶의
합일을 성취해낸다는 낭만적 사랑의 이상은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스스로 선택하
는 주체로서 개인의 자유를 찬미하는 담론과 연계된다.358) 따라서 결혼은 이제 스
스로의 선택과 의지의 결과물로서 성취된 것이므로 매 순간 행복을 유지하고 창조
하며 실현할 책임 역시 개인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낭만적 사랑의 규범이
전제하는 개인은 명백히 성별화된 주체다. 부부와 가족의 행복은 운명에 의해 또는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결정의 주체로서 개인의 의지의 산물로
설명되지만, 이를 성취시킬 책임은 여성에게 주어진다. 이런 점에서 낭만적 사랑은
본질적으로 여성화된 사랑이며 여성의 프로젝트다. 사랑과 친밀성의 영역, 결혼생
활과 행복한 가정의 책임은 역사적으로 여성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결혼이란 명백

354)
355)
356)
357)
358)

위의 책, 171면.
위의 책, 235면.
위의 책, 251면.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 2017, 115면.
조은주, 앞의 책,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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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성별화된 결합으로, 남성의 사랑은 그 여성을 “경제적·사회적으로 부양하고 책
임질 수 있는 능력”을 요청하며, 여성의 사랑은 “감정적 전념과 정서적 헌신으로
표상”되었다.359) 생계부양자로서의 남편과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전업주부라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기저에는 이러한 낭만적 사랑의 이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박완서 문학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가족’과 관련된 다수의 소설을 남겼다는 것
이다. 그 중에서도 소재적 차원을 넘어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형성 원리를 지적하
고 그 허위성을 고발하는 작품으로서 1970년대의 장편 『휘청거리는 오후』와 1980
년대의 장편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두 편을 차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도시의

흉년』을

연재하는

중에

『동아일보』에

동시에

연재

(1976.1.1~1976.12.30)한 『휘청거리는 오후』는 박완서의 첫 신문 연재 소설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박완서의 이름을 널리 알린 작품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박완서
는 신문소설의 통념에 도전해보겠다면서 품격과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히
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휘청거리는 오후』는 대중의 흥미를 유도할 만한 낭만적
사랑의 이상이 반영된 결혼 서사와 풍속 묘사가 주를 이루면서도 그것이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는 양상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휘청거리는 오후』의 주인공은 청계천 일대에서 작은 공업사를 운영하며 서울 변
두리에서 아내와 세 딸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 ‘허성’ 씨이다. 전직 교감인
그는 교직을 떠나 생소한 공업에 도전하여 절단기 조작 미숙으로 왼손의 손끝이 잘
려나가는 사고를 겪기도 했지만, 수입은 월등히 나아졌기에 큰 욕심 없이 동생과
세 딸을 키워낸 현재에 만족스럽게 살아간다. 이처럼 중년 남성을 초점화자로 삼은
것은 비슷한 시기 박완서의 다른 소설에서 보기 드문 특징이다. 그러나 ‘허성’의 죽
음으로 막을 내린 충격적 결말보다 끝내 그를 비극적 결말로 내몬 딸들의 결혼 서
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의 시작인 1장부터 소제목이 ‘맞선’으로 ‘허성’의 첫
째 딸 ‘초희’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2장 ‘파탄’은 ‘초희’의 결혼이 어그러진 이야기,
359) 위의 책, 231~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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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연애’는 둘째 딸 ‘우희’의 연애담을 담고 있는 등 소설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세 딸의 결혼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거의 동시에 결혼하는 ‘초희’와 ‘우희’는 각기 다른 결혼관을 가진 것으로 그려진
다. 은행에 다니는 스물일곱 살 ‘초희’는 ‘올드미스’가 되는 것에 초조해하며 어머
니 민 여사의 뜻에 따라 맞선을 통해 결혼하고자 한다. ‘초희’는 “결혼 생활에서
엘리베이터 속처럼 사람 그 자체만을 강렬하게 의식하는 동안보다는 물질적인 생활
환경을 의식하는 동안이 훨씬 더 길 테고 따라서 행불행을 결정해주는 쪽도 물질적
인 생활환경일 수밖에 없을 것”360)이므로 좋아한다는 것과 결혼한다는 것은 선명하
게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영리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허성’을 전직 교
장에 유망한 중소기업체 사장으로 둔갑시키고, ‘상류사회의 결혼풍속’이라는 어마어
마한 혼수까지 감당하며 성사시키려 했던 ‘초희’의 맞선은 파혼 통고로 끝난다.
이후 ‘마담뚜’는 40대 전반의 두 아이 아버지이지만 기업체가 대여섯 개 넘는 공
회장을 신랑감으로 소개한다. 민 여사마저 당치 않다고 거절하려 하지만 ‘초희’는
맞선을 진행하고, 결국 결혼을 결정한다. ‘초희’는 정력제를 시험하는 공 회장에게
충실히 반응해주는 것으로 돈을 주는 그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며 결혼 생
활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제를 먹기 시작하고 결혼 전에 만났던 ‘김상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 이로 인해 임신하게 된 ‘초희’에게 공 회장은 중절수술을 권유하며,
‘초희’의 부정과 불임수술한 자신의 약점을 서로 덮자고 제안한다. 수술을 받은 후
‘초희’는 불안에 시달리다 약물 중독으로 끝내 신경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기까지 한
다.
한편 연애 감정 없이 타산만 갖고 결혼하려는 언니가 실망스럽다며 질타하는 ‘우
희’는 대학에서 만난 복학생 ‘민수’와 연인 관계로 같은 해에 졸업한다. 취직이 여
의치 않은 ‘우희’와 달리 ‘민수’는 졸업식도 치르기 전에 꽤 유망한 무역 회사에 취
직하고 ‘우희’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낸다. 그러나 넉넉지 못한 집안의 여러 형제 중
장남으로 부모에 조모까지 모시고 있는 ‘민수’는 ‘허성’에게 비굴하게 물질적인 도
움을 청한다. ‘민수’네의 가난과 오로지 맏아들에게 온갖 기대를 거는 ‘민수’ 부모
360) 박완서, 『휘청거리는 오후 1』, 박완서 소설전집 6, 세계사, 2012,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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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활함과 직면하며 ‘우희’는 ‘초희’의 선택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부러워하기까
지 한다. 결혼 직후 ‘우희’는 자기 가족의 위신에 관한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처가에서 마련해준 전셋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자신의 기를 죽이려는 ‘민수’의 모습
에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낀다. ‘우희’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며 주문처럼
사랑을 외우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우희’에겐 매일 시집에 드나들며 살림을 돌
보라는 맏며느리의 도리가 요구되고, ‘우희’는 ‘민수’에게 손찌검까지 당하면서도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간다.
약학대학 졸업반인 막내 ‘말희’는 친구의 애인이었던 ‘정훈’과 연인 관계였지만,
고시 공부중인 그와의 데이트 비용을 전담한 이후로 자신의 경제력을 이용하는 듯
한 ‘정훈’의 태도에 혐오감을 느낀다. ‘말희’는 ‘초희’의 결혼 생활을 보며, 자신은
배운 것을 통해 자립도 하고 결혼도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정훈’과 헤어지고 만난
‘경하’와 결혼을 서두른다. ‘경하’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계획으로 ‘말희’와
결혼하여 동반 유학을 떠나기를 원하고, 은행 지점장인 ‘경하’의 아버지는 혼수 대
신 미국까지의 여비와 당분간의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자고 제안한다.
‘말희’의 결혼 준비와 도미 수속은 순조로운 듯 보이지만, ‘우희’와 ‘초희’의 혼사
준비로 지게 된 빚과 ‘초희’의 병원비, 혼수 대신 장만해야 할 달러까지 생각하며
아버지 ‘허성’의 우울함은 깊어간다.

어떻게 식을 끝내고, 어떻게 사진을 찍고, 어떻게 손님들과 인사를 하고, 어떻게 신랑신
부가 여행을 떠나는 것까지를 봤는지 모른다.
이런 일을 남보기에 태연히 치르기 위해 마지막 체력까지 쥐어짜 버린 듯이 허성씨는
탈진해 있다. (중략)
허성씨는 외견상의 허탈 상태와는 딴판인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부실
공사를 바로잡을 실력은 이미 없다. 이익만 소비한 게 아니라 물건을 외상으로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얻고 거기 해당하는 현금은 모조리 소비했기 때문에 신용이라는 밑천조차
남아 있지 않다. 오로지 남은 건 쇠고랑을 차는 치욕뿐이다.
어찌 감당하랴 그 불명예를. 남이 알아주는 세속적인 명예는 없었지만 저승까지 지니고
가고픈 그 나름의 명예가 있었거늘.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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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것을 소주의 안주로 삼기 전에 다시 생각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죽음과 불
명예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생각은 번번이 천칭(天秤)처럼 망설임없이 죽음 쪽으로
기운다. (중략)
이 정적, 이 무관심은 정말 견딜 수 없다. 이 공포감이 나만의 것이라니 정말 견딜 수
없다. 그의 깜박이는 의식이 아주 사그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찬란하고 강렬하게
타오른다. 어떤 치욕도, 어떤 불명예도 죽음보다는 나으리라는 의식이었다.361)

인용문은 신문연재본의 마지막 회를 중략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것이다.
‘말희’의 결혼식에 찾아온 사내는 ‘허성’이 하청을 맡은 공사가 부실공사라는 문제
를 제기한다. 겨우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허성’은 생각을 거듭하지만 불명예를
감당할 수 없으리라 여겨 자살을 선택한다. 그러나 결연하게 선택한 죽음이라는 도
덕적 선택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공포 앞에 무력화된다. 따라서 어떤 치욕이나
불명예도 죽음보다는 나으리라는 의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결말은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작가 역시 “실상 내가 독자가 관심있게 봐주기를 바란 것은 누가 행복하
게 되고 누가 불행하게 됐나보다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許成氏家의 조용한 몰락에
작용했나 하는 것”362)이라고 밝혔던 것처럼 『휘청거리는 오후』에서 주목해야 할 것
은 비극적 결말 자체보다 ‘허성’의 비극적 결말을 추동하는 주요 사건으로서 세 딸
의 결혼 서사이다. 세 딸의 결혼 서사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
는데, 기존의 결혼 서사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기존 결혼 서사의 문법은 대체로
애정 갈등을 중심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박완서의 결혼 서사는 결혼까지 이르는 과정의 현실적 문제들을 세밀
하게 검토하고, 결혼과 관련된 세태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한편, 그러한 결혼을 선
택한 결과에 주목함으로써 결혼 이후의 삶을 문제 삼고 있다.
세 딸의 결혼 서사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가장 많

361) 박완서, 『휘청거리는 오후』, 『동아일보』, 1976.12.30.
362) 박완서, 「우리時代의 正直한 斷面보이려: 連載小說 「휘청거리는 午後」를 마치고」, 앞의
글.

119

은 비중을 차지하는 ‘초희’의 경우 물신주의에 함몰되어 선택한 결혼 생활로 인해
약물 중독에 빠지는 불행한 결말에 이름으로써 이러한 선택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지닌다. ‘우희’의 경우 낭만적 사랑을 자신하며 결혼에 이르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성취된 결혼의 문제점을 발견한 후에도 가정을 깨뜨리거나 개선시킬 의지는 갖지
못한 채 행복한 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현실과 타협하는 속물적 삶에 머무른다
는 점을 지적한다. ‘말희’의 경우 가장 행복한 결혼에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의 결혼식은 ‘허성’이 죽음을 선택한 날이기도 하다. 경제적 자립을 다짐했으나
이루지 못한 채 결국 언니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기대 결혼을 서두
름으로써 ‘허성’을 견딜 수 없게 만든 이기적 태도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휘청거리는 오후』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세 딸의 결혼 서사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권장하는 낭만적 사랑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지적
한다. 낭만적 사랑을 기초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근대적 결혼은 경제적 교환관계였
던 전근대적 결혼과 다른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때의 사랑이란 결국 생계부양자로
서 남성과 가정을 전담하는 여성의 결합을 낭만화하는 강력한 역사적 기제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363) 이러한 결합으로 인해 여성의 삶은 가족과 남성에게 더욱
종속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게 간과되고 있는 현실에 경
종을 울리고 있다.
한편 『휘청거리는 오후』에서 세 딸의 결혼 과정에 온 가족이 매달리고, 그 영향
으로 파탄에 이르는 결과에 이른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닌 가족이 “경쟁단위”로서 총력전을 펼치는 경향이 강하다. 해방과 한국전쟁, 급
격한 산업화 등으로 사회가 극심하게 변화하는 와중에 다른 사회적 안전망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기댈 곳은 혈연 뿐이었던 역사적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364) 특이한 점은 가족주의가 약해지기 마련인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는 점인데, 이는 산업화 과정 내내 ‘선 성장, 후 분배’의 논리

363) 조은주, 앞의 책, 252면.
364) 김희경, 앞의 책, 181~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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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거의 모든 사회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긴 국가의 책임이 크다.365) 이 시기 중
산층 전업주부들은 가정을 유지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한편 가족 집단의 이익을 극
대화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사교육 열풍과 부동산 투기 열풍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 학벌과 기회의 포착에 좌우”되면서 성공지향적 가
족이기주의가 극심해진 것이다.366)
가족을 신성화하고 모든 문제를 가족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러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탁월하게 드러낸 것은 『한국일보』에 연재한 장편 『그해 겨
울은 따뜻했네』(1982.1.5~1983.1.15)이다. 앞 절에서 논의한 「세상에서 가장 무거
운 틀니」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오빠의 사살을 바라는 ‘나’의 모습이 등장한다.
그러나 간첩으로 남파될지 모른다는 잠재태로서 존재하는 혈육을 버린 ‘나’와 달리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수지’는 피난길에 동생 ‘오목’이를 의도적으로 유기하는
것으로 그려진다.367)
‘수지’는 남 보기에는 착하고 어른스러운 언니였지만, “어른도 먹을 것이라면 덮
어놓고 치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난리통에 두 살 터울밖에 안 되는 동생에게 먹을
것을 모조리 양보하고 의젓하기엔 가당치도 않은”368) 일곱 살 난 어린아이였다. 결
국 ‘오목’이가 갖고 싶어 하던 ‘은 표주박 노리개’를 쥐어 주고 ‘수지’는 ‘오목’이의
손을 놓아버린다.

“수인아, 수인아.”
365) 위의 책, 166면.
366) 위의 책, 184면.
367) 박완서가 이 소설에서 해부하는 가족의 기원이 전쟁이고, 가족은 지속되는 전쟁에 의해 재
생산되고, 동시에 가족은 전쟁을 재생산하는 기제라며, 이 소설이 가족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지 않는 진짜 가족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권명아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권명아는 독자들이 오목이가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내면화한 가족 이데올로기와 대면하고 비로소 모두 수지와 공범이었다는 자각에 이른다고 지
적한다. 가족의 신성함을 외치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란 바로 ‘가족’을 잡아 먹은 우리들이
우리의 죄의식을 은폐하고 모두 공범자가 됨으로써 위선적인 속죄의식을 행하기 위한 방식이
라는 것이다. 권명아, 「‘가족의 기원’에 관한 역사소설적 탐구」, 이경호·권명아 외, 앞의 책,
535면.
368)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 박완서 소설전집 12, 세계사, 2003, 3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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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는 거의 울상이 되어 목멘 소리로 동생을 찾아 헤맸다. 오목이란 입에 오른 호칭
대신 호적상의 이름이 왜 하필 그때 떠올랐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 이름은 황망 중 생
급스럽게 떠오른 이름 같기도 하고 미리미리 계획된 용의주도한 음모의 일환 같기도 했
다.
뜨거운 피가 흐르는 심장에 차가운 비수가 꽂히듯이 무참하게 간교한 지혜가 자신을 관
통하는 것을 수지는 어린 마음에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수인아, 수인아.”
수지의 목멘 목소리는 슬픈 울음으로 바뀌었지만 끝내 수인을 오목으로 바꾸어 부르진
않았다.
수지는 동생을 찾아 끝없이 헤매는 것 같으면서도 착실하게 집을 향해 귀환하고 있었
다. 앞을 다투어 남으로 남으로 밀리고 있는 피난민들은 수지의 울부짖음에 무관심했다.
누굴 찾니? 하고 물어보는 어른도 없었다. 피난의 행렬을 홀로 역행하고 있는 작은 계
집애를 짓밟고 지나가지 않는 것만 다행이었다.369)

처음 동생의 손을 놓아버리고 호적상의 이름을 부른 것은 황망함 때문인지 계획
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끝내 ‘오목’으로 바꾸어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지’의 의도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살기 위한 선택은 아무리 비인
간적이라도 정당”370)화되는 난리통이었다. 피난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섯 살 난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피난길이 지체될 수는 없었다. 처음에 ‘수지’는 모두
가 인두겁을 쓴 짐승이 되는 난리통에서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마저 무화될 수 있
다고 느낀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가장 어려웠던 ‘수지’는 “엄마의
참사를 보고 천벌이다”라고 생각한 낙인 때문에 “오목이를 놓친 게 아니라 놓은 거
였고, 어린 마음에 선악의 의식 없이 놓은 게 아니라 충분한 죄의식을 가지고 저지
른 것”371)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면서
‘수지’의 죄의식은 아득해져 가고, 1960년대 중반 ‘수지’는 여대생으로 성장한다.
‘수지’는 1년에 한 번씩 선물을 장만해 찾아가는 고아원 ‘오누이의 집’에서 원장의
369) 위의 책, 35~36면.
370) 위의 책, 38면.
371) 위의 책, 43면.

122

성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이름을 ‘오목이’로 알고 있는 동생을 발견하지만 끝내 모
른 척하며 진실을 외면한다.
그는 동생을 모르는 척하는데 양심의 가책은커녕 난만한 꽃밭을 병충해로부터 지켜야
하는 원정으로서의 사명감마저 느꼈다.
악이란 생각보다는 돌발적인 격정이 아니라 용의주도하고 점진적인 현상이었다. 그리고
악의 한결같은 꿈은 위선이었다.
그는 그의 누이동생이 수인임을 망각하고 오목이로 행세하고 있음을 알고부터 더욱 열
심히 수인이란 이름으로 동생을 찾는 일을 계속했다. 그의 이런 애타는 마음을 뭇사람
에게 나타내서 남의 심금까지 울렸다.
그건 마치 일곱 살 적의 수지가 동생을 일부러 피난민 속에서 놓쳐버리고 나서 수인이
란 이름으로 목메어 찾아 헤매고, 다시 식구들 앞에서 동생을 잃은 자신을 자책해서 까
무러치도록 운 것과도 닮은 간교함이었다.
한 사람을 놓고 각각 두 개의 이름으로 서로 찾는 일은 마치 평행선처럼 아무리 줄기차
게 계속돼도 서로 맞닿을 리가 없었다.372)

그러나 이러한 비정함은 ‘수지’ 개인의 특이성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수지’
의 오빠 ‘수철’ 역시 ‘오목이’라는 성명으로 가족을 찾는 신문광고를 일찌감치 발견
했지만, 자신의 안락한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끝내 동생을 모른 척하고 익명
의 독지가로 남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고아원
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생을 “병충해”에 비유하며 그로부터 “난만한 꽃밭”
인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선택이라고 자위하기까지 한다. 나와 나의
가족의 평온한 일상에 위협이 된다고 가정되는 존재라면 혈육이라 하더라도 배척하
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할 정도로 (가족)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였다는 것을 암시하
고 있다.

왠지 처음부터 수지에게 있어서 오목이의 죽음은 변경시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었다. 죽

372) 위의 책,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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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것은 오목인데도 그녀는 그런 방법으로 자신이 벌을 받게 돼 있다고 생각하려
들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목이의 죽음이 아니라 오목이가 죽음으로써 자신이 마음속
깊이 감추고 있는 추악한 죄악을 털어놓는 일이었다. 워낙 견고하고 감쪽같이 포장된
죄악이라 죽음처럼 극적이고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계기 없인 참회가 이루어질 가망이
없다는 걸 그녀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그녀는 오목이의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자신의 참회를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가 꿈꾸는 참회는 죄의식의 완전한 소멸이었다. 그녀의 참회를 기억하는 증인
도, 죄에 대해 치를 어떤 벌도 남지 않는 참회 그 자체로 끝나는 산뜻한 참회였다. 그
래서 그녀가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참회보다는 참회를 못 하게 될까 봐서였다.373)

오빠 ‘수철’을 통해 이기적 가족주의가 개인의 특성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수지’의 태도는 비정함이 더욱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몇
번이나 ‘오목’이를 모른 척한 것도 모자라 ‘오목’이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이기적
인 태도를 견지했다는 점 때문이다.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오목’이의 죽음 자
체보다 자신의 “산뜻한 참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모습이야말
로 ‘수지’의 비정함이 극대화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산뜻한 참회”를 원
한다는 점에서 이기적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모습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
다. ‘수지’가 예상한 것처럼 ‘오목’이의 실제 죽음마저도 그녀의 존재론적 전환을
가져오지 못했다.

오목이가 천근의 무게처럼 힘겹게 건네준 건 은 표주박이었다. 은행알 만하고 청홍의
칠보 무늬가 아직도 영롱한 은 노리개였다. 수지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공구해서 풀썩
바닥에 무릎을 꺾고 그것을 받았다. 어쩌면 수지가 지금 꺾은 것은 무릎이 아니라 이기
로만 일관해온 그녀의 삶의 축이었다. 마침내 그것을 꺾으니 한없이 겸허하고 편안해지
면서 걷잡을 수 없이 슬픔이 밀려왔다.

373)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 박완서 소설전집 13, 세계사, 2003, 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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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아, 아니 수인아, 넌 오목이가 아니라 수인이야. 내 동생 수인이야. 내가 버린 수
인이야.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버린 줄 아니……?”
이렇게 목멘 소리로 시작해서 길고 긴 참회를 끝냈을 때 수인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러나 수지는 용서받은 것을 믿었다. 수인의 죽은 얼굴엔 남을 용서한 자만의 무한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으므로.374)

‘오목’이를 버리기 전 ‘수지’가 쥐어 준 은 표주박은 ‘오목’이에게 자신의 정체성
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표로서 평생 간직되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순간
‘수지’에게 전달됨으로써, 그녀의 이기적 삶의 축이 꺾이는 듯한 실감을 주기도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의 참회는 끝내 ‘오목’이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의 죽
음 이후에야 비로소 ‘수인’이라는 이름을 돌려주지만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죄의식
을 청산하기 위한 참회의 포즈일 뿐이며, “용서받은 것을 믿”으며 ‘수인’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다고 보는 이기적 시선을 거두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끝까지 자신의 이기적 속물성을 버리지 못한 ‘수지’의 모습을 통해 오
히려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은 더욱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효과를 거둔다.
앞 절에서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배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의
고통과 체념, 죄의식과 억울함의 정서가 드러났던 것과 달리 『그해 겨울은 따뜻했
네』의 ‘수지’는 이제 그러한 죄의식마저 털어버린 인물로 제시되며 비정함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낭만적 사랑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으로 인해 비극적 결말에 이르는
『휘청거리는 오후』,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와 달리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규정하
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던 여성 인물의 각성을 통해 ‘정상적’ 혹은 ‘이상적’
여성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소설들은 희망적 결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권위주의 국가가 주도한 압축적 근대화와 경제 성장의
과정 속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와 중산층 전업주부의 결합을 이상화하는 가정성
(domesticity)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었다.375)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는 공적 영역
374) 위의 책, 339면.
375) 전희경, 「‘젠더-나이체제’와 여성의 나이」,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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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생산 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성장과 생산의 시간적 연속성
속에서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하다가 특정 연령, 즉 결혼 적령기 이후에는
사적 영역인 가정으로 이동하여 주부이자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서 가족에 기여하
는 역할이 주어졌다.376)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발표된 박완서 소
설에는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여성 인물이 근대화의 젠더 레짐에 의
문을 느끼며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한편 새로운 여성적 가치를 발견하는 모습이 담
겨 있다.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1978)는 표준적인 중산층 가정의 주부로 살아가던
‘나’의 시선으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포착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나’는 연행되면서도 노망기 있는 시어머니를 위해 평상시처럼 지내라고 한 남편
민교수의 말을 따르며, 그의 분재를 돌보면서 지내는 순종적인 아내이자 며느리로
등장한다. 우연히 품위 있는 윗가지와 달리 심하게 감겨 있는 분재의 밑동을 보고
‘나’는 이상한 충격을 받는데, 우리 집안의 화평도 남편이 분재 가꾸듯 만들어낸 작
품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남편의 부탁을 어기고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리고 오
히려 속이 후련함을 느낀 ‘나’는 분재도 내동댕이친다.

그라면 아마 어렵지 않게 그 동안 내가 갈기갈기 찢어놓은 우리 집안의 점잖고 화평스
러운 포장을 감면같이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말릴 생각은 없다. 도와주게 될지
도 모른다.
포장 같은 건 그리 중요한 게 못 된다. 중요한 건 내가 포장 속에 들은 것의 진짜 모습
을 보았다는 데 있다.
나는 아마 남편의 진짜 얼굴도 보지 않고는 못 견디리라. 그는 포장하려 하고, 나는 찢
어내려 하고,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갈등하리라. 그것이야말로 진짜 살맛이 될 것 같았
다. 나는 벌써부터 살맛이 났다.377)

50면.
376) 위의 글, 51면.
377) 박완서,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세계의문학』, 1978), 『배반의 여름』 앞의 책,
352~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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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무도 믿지 않는 연기를 지속하며 다시 포장을 하려 한
다. 그러나 이미 “포장 속에 들은 것의 진짜 모습”을 본 ‘나’는 포장 따위를 중요
하게 여기지 않는다. 포장하려는 그와 찢어내려는 ‘나’ 사이에 처음으로 갈등이 생
길 것을 예감하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이야말로 “진짜 살맛”이 될 것
이라 기대하기까지 한다.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의 주인공은 남편의 연행이라
는 특정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자신이 속한 세계가 제공하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남편의 연행이 진실과 대면하게 되는 전기를 마련했다면 주
인공의 각성을 촉발시킨 결정적 계기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효부라는 가치를 내면화하느라 “내부에서 왜화를 강요당한 채 괴롭게 또아리를 틀
고 있던 그분에 대한 솔직한 감정”378)이 증오로 되살아나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한때는 자신도 효부의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에 기꺼이 가담했
던 ‘나’는 억압적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효부’와 같은 가짜 욕망을 내면
화하는 대신 자신의 진짜 욕망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197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이 대중에게 불러일으킨 최초의 욕망, 즉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
도 해소되고 경제 개발의 성과가 축적된 1970년대 후반부터 특히 이와 같은 여성
인물의 등장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억누르는 온갖 드러난 힘과 드러나지 않은 음모와의 싸움
은 문학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의 싸움을 걸 상대의 힘이 터무니없이 커졌을 때라던가 종잡을 수 없이 간교해졌을
때도 그런 싸움을 중단하거나 후퇴시켰던 적은 없고, 그럼으로써 문학 한다는 게 본인
에게만 보이는 훈장처럼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지 않나 싶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이런 억압의 관계만은 별로 문학의 도전을 안 받으면
서 보호 조장돼왔던 것 같다. 도전은커녕 그런 관계를 비호하고 미화하는 것들 편에 섰
다는 혐의조차 짙다. 그렇다고 그 까닭을 문학하는 사람이 남자가 여자보다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다. 그런 것들은 자기가 두둔하고 있는 쪽뿐 아니
라 억누르고 있는 쪽한테까지 자기편이란 착각을 일으키게 할 만큼 아름답고 낯익은 미
378) 위의 글, 3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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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양속이란 탈을 쓰고 있기 때문일 게다.
그러나 내가 감히 그런 것들에게 싸움을 걸어보려 했던 것은 내가 여자라는 것과 무관
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언제고 꼭 써보고 싶은 이야기였지만 이것으로 끝난 얘기는 아니다. 집요하게 되풀이
시도해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379)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강요하는 정상적 여성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여성 인
물 형상화가 두드러진 장편은 『동아일보』(1979.10.2~1980.5.30)에 연재한 『살아
있는 날의 시작』이다. 인용문은 연재 직후 전예원에서 출간된 『살아 있는 날의 시
작』의 초판본 후기의 일부인데, 이를 통해 작가가 상당히 강한 창작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자신의 문학관과 직결되는 것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볼 때 작가의 창작 의도를 곧 비평 이데올로기의 영향 탓으로 규정하는 해
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380)
379) 박완서, 「작가의 말」(『살아 있는 날의 시작』, 전예원, 1980), 『살아 있는 날의 시작』, 박완
서 소설전집 8, 세계사, 2012, 10~11면.
380) 박수현은 『도시의 흉년』 연재를 마치고 3개월 후 연재를 개시한 『살아 있는 날의 시작』이
창작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중산층 가장의 외도라는 공통적인 모티프를 차용한다는
이유로 연장선상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분석의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앞서 이러한 이유가 두
소설을 함께 분석하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창
작 시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박수현의 지적대로 『도시의 흉년』은 1979년 7월호에 마
지막 회가 연재되었고, 『살아 있는 날의 시작』은 1979년 10월에 연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도시의 흉년』이 1975년 12월부터 상당히 긴 시간 연재되었다는 점, 소설이 기획되고 연재
가 시작된 시점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 중산층 가장의 외도라는 공통적 모티프 역시 두
소설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외도 상대 여자를 형상화하는
방식(이름 유무 등)에 따라 외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발전
되었다는 발전적 시각으로 속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살아 있는 날의 시작』과 창작적 연
속성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은 『도시의 흉년』보다 1982년 『떠도는 결혼』이라는 제
목으로 연재되었다가 1985년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제목이 바뀐 『서 있는 여자』가 적절하
다 할 수 있다. 작가 스스로도 『서 있는 여자』가 『살아 있는 날의 시작』에서 못다 한 메시지
를 보충하려고 썼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형 외, 앞의 글, 21~22면 참조)
한편 논지 전개에서도 과잉 해석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박수현은 호원숙이 『살아 있는 날의
시작』에 대해 “여자와 남자 사이의 억압 관계를 깊이 있게 파헤치려는 의도로 이를 악물고
시작한 느낌을 받았다. 그 의도는 들어맞아 그 소설이 여성학 계통의 교과서처럼 되었다”(호
원숙, 앞의 글, 55면)고 언급한 것을 토대로 “깊이 있게 파헤침”은 “사회적 모순을 구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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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날의 시작』의 첫 부분에 “그 여자”로 등장하는 ‘청희’는 미장원과 미
용학원을 운영하면서 대학 전임강사인 남편 ‘인철’과 세 아이, 치매를 앓고 있는 시
어머니 송 부인까지 돌보는, 자신의 일과 집안일에 모두 열심인 여성이다. 『살아
있는 날의 시작』에서 “여성의 끊임없는 희생과 묵과가 보살핌과 친밀함이라는 이름
으로 권유되는 곳, 그 묵언의 이데올로기 장이 바로 가족으로 제시”381)되고 있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청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는 온갖
폭력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한때 남편과 같이 지방대학 강사로 있었던 ‘청희’는 여자가 먼저 전임이 되리란
소문이 떠도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 남편의 반대로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돈벌이를
위해 나섰다. 그러나 남편 ‘인철’은 자신보다 돈을 잘 버는 것도 모멸이라 여긴다.
또한 그는 4·19를 애도하는 ‘청희’에게 “여자가 가당치도 않”고, “매력 없”으니
“차라리 애인을 애도”382)하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폄하의 시선을
숨기지 않는 한편, 그녀에게 며느리, 아내, 어머니라는 가족 내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청희’는 왜 이러한 부당한 요
구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끊임없는 ‘희생’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외
도가 드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아내 탓으로 돌리는 ‘인철’
을 발견한 후에야 밝혀진다.

그러나 그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얻어낸 건 따뜻한 위로와 성실한 사과 대신 완벽한 알
리바이였다. 장모 때문에……. 남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내세운 그 너무도
완벽하고 당당한 알리바이는 불행하게도 그 여자로 하여금 시어머니 때문에 겪은 온갖
로 파헤침”으로 번역되고, “의도”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시작한 느낌”을 주었다는 사실은
작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대로 창작했다기보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의도를 강하게 지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적 모순이 구조적으로
탐색된 현상은 우연의 소산이라거나 자생적이라기보다 작가의 치밀한 계산과 의도의 산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가의 의도 자체를 70년대 비평 이데올로기의 영향이라고
손쉽게 결론지음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오도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박수현, 앞의 글,
58~74면.
381) 강유정, 「현재적 작가의 힘」, 박완서, 『살아 있는 날의 시작』, 앞의 책, 501면.
382) 위의 책,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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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고와 희생의 세월을 일깨워주었다.
네가 아무리 잘나고 공부 많이 했어도 여자는 여자니라, 라는 시어머니의 준엄한 선고
로부터 그 여자의 시집살이는 시작됐었다.383)

사과를 기대했던 ‘청희’에게 돌아온 남편의 뻔뻔한 태도는 반대로 ‘청희’가 시어
머니를 위해 희생한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청희’는 시어머니가 생각이야
어떻든 자신의 인고의 세월은 “여자는 여자니라, 라는 여자의 운명”에 순응한 결과
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랑”384) 때문에 상호적인 희생이리라는 믿음에서 버텨왔
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기의 희생이 일방적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무참하게 유린당했다는 느낌, 교묘하게 기만당했다는 느낌”385)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청희’의 미용실 마사지실에서 일하는, ‘청희’에 의해 ‘콩쥐’
라는 별명으로 명명된 ‘옥희’의 존재이다. 서술자는 ‘청희’가 소녀가장 ‘옥희’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 수 있다고 믿지만, 콩쥐를 향한 자신의 본심은 “의붓엄마”로
서의 “잔혹한 충동”일 뿐이라고 직시한다. 쉽사리 상대방에게 연민을 베풀거나, 이
해한다고 말하는 대신 자신의 한계를 수긍하는 ‘청희’의 시각은 남편 ‘인철’의 외도
대상이 ‘옥희’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여전히 “소녀를 속으로 늘 콩쥐라고 생
각하는 게 고작 그 여자의 소녀에 대한 연민과 이해의 한계”라는 자기 성찰로 지
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청희’는 외도의 대상이 된 ‘옥희’를 가해자로 보는 대신
‘미풍양속을 강요하는 근대의 젠더체제와 남편에게 분노를 돌리고, “콩쥐야말로 우
리 사회의 미풍양속의 전형적인 의붓딸”386)이라 여긴다.

그 여자는 돌아갈 집이 있고, 만일 남편이 그동안 변심해서 그 집을 주지 않겠다고 하
더라도 열심히 벌면 집을 새로 장만할 능력도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지금 나온 걸
실감하는 집은 그렇게 돌아갈 수 있거나 장만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 미풍양속이라는
383)
384)
385)
386)

위의
위의
위의
위의

책,
책,
책,
책,

426면.
427면.
428면.
4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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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만의 고가(古家)였다. 그 여자는 그 고가가 이미 그 안에 주민을 보호할 수 없을
만큼 퇴락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도 돌아갈 수 없었지만, 그런 집이란 혼자서는
도저히 장만할 수 없는 집이니 영원히 상실한 집이었다.
강릉을 지났는지 차창 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남빛으로 번들대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어촌이 유화물감을 바탕으로 한 수채화처럼 담담했다. 여보 저것 좀 봐요! 그 여자는 잠
든 남자를 깨워 아름다운 경치가 준 감동을 나누려다 말고 그게 남편이 아니란 걸 알고
소스라쳤다. 이윽고 그 여자는 손바닥으로 천천히 볼의 눈물을 닦았다. 아직도 눈물 어
린 눈에 손바닥에 끈적한 눈물이 피빛으로 번져보였다. 그 여자가 집 나오는 것과 동시
에 벗은 부덕(婦德)이란 탈은 여자의 조상 대대로 써내려오는 동안 거의 肉化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피 흘리지 않고는 벗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싱싱한 상처에서 피가 번져
나듯 그 여자의 얼굴에선 계속해서 눈물이 번졌다.387)

집을 떠나 여행을 떠나는 “그 여자”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신문연재본의 마지막
회는 소설의 시작에 등장했던 묘사388)와 흡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양에 대한 적
나라한 묘사가 이루어졌던 시작과 달리 생각과 행동에 대해 설명한다.389) 자신이
남편과 열심히 이룩했다고 생각한 것이 모두 허구이자 껍질이었을 뿐, 알맹이는 아
무 것도 없었음을 깨닫게 된 ‘청희’의 선택은 “껍질 속의 허구를 본 이상 안 본 것
이 될 순 없”으며, “다시 껍질을 입힐 수 있을진 몰라도 다시 그걸 소중하게 떠받

387) 박완서, 『살아 있는 날의 시작』, 『동아일보』, 1980.5.31.
388) “그 여자의 앞모습과 뒷모습은 판이했다. 군살이 붙지 않은 우아하고도 간결한 선과 자신
있고 경쾌한 걸음걸이로 하여 뒤에서 본 그 여자는 스무 살을 갓 넘어선 것처럼 싱싱해 보였
다. / 그러나 그 여자의 앞모습엔 분명하고도 멀지 않은 노추의 예감 같은 게 서려 있었다.
세필화처럼 공들은 화장 밑엔 물빨래해서 다림질한 비단결처럼 섬세하고 확실한 주름살이 은
폐되어 있었고, 목의 주름살은 숫제 적나라했다. / 판이한 건 그 여자의 앞과 뒤뿐이 아니었
다. 그 여자의 큰 눈은 곧 뭔가를 주장하고 나설 것처럼 강경했지만 그 여자의 입술은 시들
은 꽃잎처럼 아무것도 주장하고 있지 않았다. 타고난 눈썹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그린 눈썹
은 간드러지게 요염했지만 턱은 완강했다.” 위의 책, 15면.
389) “그 여자의 앞모습과 뒷모습은 판이했다. 군살이 붙지 않은 우아하고도 간결한 선과 자신
있고 경쾌한 걸음걸이로 하여 뒤에서 본 그 여자는 스무 살을 갓 넘어선 것처럼 싱싱해 보였
다. 그러나 그 여자의 앞모습엔 분명하고도 멀지 않은 노추의 예감이 저녁놀처럼 서려 있었
다. / 판이한 건 그 여자의 앞과 뒤뿐이 아니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판이해서
그 여자는 자주 실소했다.” 위의 책, 4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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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는 없”으니 “차라리 나 자신의 껍질도 벗”390)겠다는 결연한 다짐이다.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러한 결정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특히 그
것이 경제적 자립의 차원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고가’로 비유된 미풍양속의 탈
을 쓴 지배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간파하는 의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날카로운 비판적 의식은 피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라도
싱싱한 상처를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진다. 비판적 현실에 대해 무기력하게
체념하거나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현
실에 안주하는 대신 탈각을 꿈꾼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흑과부」(1977), 「지알고 내알고 하늘이 알건만」(1984)과 「해산바가지」
(1985) 등의 단편소설에는 지금까지 강요된 젠더 레짐에서 어긋나는 여성 인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여 눈길을 끈다.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여성 인
물들은 지배 체제에 의해 강요된 여성성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서술자는 이들이
발산하는 건강한 생명력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돌봄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 시
선을 보냄으로써 여성적 가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건강한 생명력에 대한 추구와 돌봄에 대한 윤리적 재가치화의 시도가 가장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은 바로 「해산바가지」이다. ‘나’는 둘째도 딸을 낳고 죄인이
된 친구의 며느리와 사돈을 보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다. 태연하게 남아선호사상
을 내비치는 자신의 친구를 비롯한 소위 ‘배운’ 사람들 앞에서 “배운 바 없이”도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체득하고 있었던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돌봄의 가치를 되새기
게 된 것이다. 과부의 외아들과 결혼하여 두 살 터울로 네 딸과 막내 아들을 낳은
‘나’는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편하게 아이들을 키웠다.
나는 내가 낳은 첫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켕겼다.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
가 흔히 그렇듯이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음직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
비는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나 어울림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원한 나를 맞아들이
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잘생긴 해산바가지로 미

390) 위의 책, 4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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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빨고 쌀 씻어 두 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
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
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것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 대문에 인줄을 걸고 부정을 기(忌)하는 삼칠일 동안이 끝나자 해산바가지는 정
결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만면하고도 경건한 의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 다음에도 딸이었다. 네 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
었다. 의사나 간호사까지 나를 동정했고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다
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분
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
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분이 아직 살아 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
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391)

인용문은 출산을 할 때마다 엄숙한 해산 준비로 경건한 의식을 치러준 시어머니
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기대했으리라는 짐작으로 딸을 임신
한 것이 켕겨서 마음이 불편했던 ‘나’와 달리 시어머니의 엄숙한 해산 준비에서는
조금도 섭섭한 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네 번째 딸을 낳고 면목이 없어진 산모는
밤새도록 울었지만, 시어머니의 경건한 의식은 소홀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도 똑같을 뿐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받은 이러한 돌봄의 기억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에 대한 돌봄으로 이어진다.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고부터 신경안정제가 필요 없게
됐다. 시어머니도 나를 잘 따랐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내 치마꼬리만 졸
391) 박완서, 「해산바가지」(『세계의문학』, 1985.6), 『저녁의 해후』,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4, 문
학동네, 2013, 245~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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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따라다녔다. 외출했다 늦게 돌아오면 그분은 저녁도 안 들고 어린애처럼 칭얼대며
골목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곤 했다. 임종 때의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셔 평화
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날 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그분의 그런 고운 얼굴을 내가 만든 양 크나큰 성취감에 도취했었다.392)

돌봄윤리는 주류 도덕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자족적이며 비의존적인 인간
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한다. 사회적 관계망에
의존함으로써 마치 비의존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모든 개인은 우리
에게 돌봄을 표현해주는 누군가에 의존한 영유아시절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근거로
지적된다. 따라서 “돌봄윤리로 동인(動因)된 사람들은 보다 좋은 돌봄관계에서 보다
모범이 될 만한 관계적 인간이 되도록 노력”393)하게 된다. 결국 ‘나’는 인간의 생
명을 대하는 시어머니의 윤리적 자세를 되새기고, 위선을 떨지 않으면서 시어머니
의 임종을 지키는 모습으로 돌봄의 선순환을 제시하고 있다.
『휘청거리는 오후』, 『살아 있는 날의 시작』,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등의 장편
소설이 낭만적 사랑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면, 「해산바가지」와 같은 단편소설에서는 ‘정상적’ 또는 ‘이상적’으로 규
정된 여성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새로운 여성적 가치를 제시하려는 시도
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여성적 가치는 건강한 생명력의 추구와 돌봄에 대한 윤
리적 재가치화를 통해 발견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발견이 ‘해산’이나 ‘돌봄’과 같
은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여성의 구체적 경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392) 위의 글, 247면.
393) Virginia Held, 앞의 책, 36~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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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노년의 목소리로 심화된 실존적 탐구와 역사의식의
확대

1. 노년 작가의 실존적 문제의식과 창작에 대한 의지
Ⅳ장에서는 주로 1990년대 이후부터 작고 직전까지의 텍스트들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추적할 것이다. 앞선 논의에서 한국전쟁의 체험과 일상에서 발견되
는 이데올로기의 담론적 허구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생성되는 박완서 문학의 특징
을 검토하였다. 이 장에서는 작가적 원체험으로서의 한국전쟁을 설명하는 ‘오빠의
죽음’이라는 표상과 대비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아들의 죽음’과 그 이후의
문학 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김병익은 박완서의 생애에서 극적인 시기가 세 번의 충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았
다. 첫째, 대가족제의 농촌에서 남편을 잃은 엄마가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이사하여 박완서의 교육과 개명이 시작된 것이다. 둘째는 한국
전쟁이다. 셋째가 바로 1988년의 남편, 아들과의 사별이다.394) 작가적 원체험으로
서 한국전쟁이 ‘오빠의 죽음’이라는 표상으로 설명된다면, 이와 대비될 수 있는 중
요한 사건으로서 ‘아들의 죽음’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선 시기와 달리 이 시
기의 박완서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문화적 맥락보다 우선
작가의 내면적 의식의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1986년 가을 박완서의 남편은 폐암 진단을 받았고, 의사인 자식들도 감탄하고,
모범적인 암환자로 소문이 날 정도의 투병 생활을 거쳐 한때 호전되기도 하였다.
남편의 투병 기간 동안 미국에 있는 막내딸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박완서는 “집
안에 암이라는 병이 있다는 건 참 무서운 일”이라면서 “꼭 죽음을 끼고 사는 것
같아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지만, “다행히 당사자인 아버지는 자신의 병에
394) 김병익, 「박완서, 거짓된 세상을 아프게 껴안다」, 박완서·호원숙 외, 앞의 책, 273~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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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알고 나서도 여전히 낙천적”이고 “암환자는 가족을 몹시 괴롭힌다고 하던데
조금도 그렇지가 않아 정말 암에 걸렸을까 믿어지지 않은 적도 있다”고 심경을 토
로하기도 한다.395) 그러나 결국 암세포는 뇌로 전이되었고, 남편 호영진은 1988년
5월 사망하였다. 박완서는 남편의 투병 중에도 「저문 날의 삽화」를 쓰고, 『미망』
연재를 계속했다.396) 그런데 1988년 8월 31일,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과 맞닥뜨
리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아버지와 오빠, 남편의 죽음을 겪은 박완서였으나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루어졌던 오
빠나 남편과의 사별 과정과 달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참척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박완서는 남편의 투병과 사망
과정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미망』의 연재를 중단하기에 이른다. 많은 신문과 잡지
에 장편소설을 연재했던 박완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자의로 휴재를 가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시기 박완서의 심경은 당시에 쓴 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 일기는
「눈물로 쓴 박완서 일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월간 『생활성서』 통권
85호에 1990년 9월부터 연재를 시작하여 1991년 9월 통권 97호에 마지막 회가
실리면서 마무리된다. 이후에 이 일기 전체와 다섯 편의 단편을 모아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1994년 간행되었다. 박완서의 일기는 1988년 9월
12일 부산의 큰딸 집에서 눈을 뜨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분도 수녀원, 미국의
막내딸 집을 거쳐 다시 돌아와 조금씩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다.
박완서는 1953년 4월 결혼 이후 26년 5개월 동안 모시고 살았던 시어머니의 장
례를 치른 후 종교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장례를 모시는
것을 도리로 여길 때였으나 장례 절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의논할 데도 없어
장의사에게 휘둘리며 장례가 진행된 것이다. 이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박완서는
395) 2011년 3월 25일 MBC에서 방영된 〈MBC 스페셜: 박완서 추모특집 그해 겨울은 따뜻했
네〉에서 미국에 있는 넷째딸 원균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396) 호원숙, 앞의 글, 120~122면.

136

인상 깊은 장례식으로 천주교의 영결미사를 떠올리고 사오 년 후인 1984년에 실제
로 영세를 받았다.397) 그러나 딸의 회고에 따르면, 아들의 죽음 앞에 박완서는 “펄
펄 뛰며 하느님을 원망했으며 절에 들어가겠다고도 했다”고 한다.398) 박완서 역시
「한 말씀만 하소서」의 연재를 시작하면서, 아들의 2주기가 지나 연재 요청에 응하
기까지를 설명하는데 자신 또한 “근래에 처음으로 그때 쓴 걸 다시 읽어보면서 적
지 아니 놀라고 민망했습니다만 순전히 하느님에 대한 부정과 회의와 포악과 저주
로 일관돼”399) 있다고 고백한다. 박완서는 후에 「한 말씀만 하소서」의 연재 당시
예상과 달리 독자의 반응이 많았다고 회상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독자들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공통적으로 묻곤 했다는 것이다.
박완서는 그러한 질문이 싫었다면서 “아픔은, 슬픔은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는” 것
이기 때문에 “어떻게 참고 사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한다. 극복이란 말이 가지는
강요의 성격이 슬픔에 잠긴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400) 박완서는 「한 말
씀만 하소서」의 연재를 결정한 현재의 자신에 대해서도 “제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지만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는 되었”다고 알린다.401)
박완서에게 ‘아들의 죽음’ 직후는 “오나가나 그놈의 88 올림픽” 때문에 “정말 미
칠 것 같”은 시간이었다.402) 박완서는 십 여 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도 올림픽이라
면 몸이 떨리고 무서워”403)서, 생각하기 싫다고 고백한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잃고, 뒤이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된 게 세상은 환
희에 들떠 있”어 숨을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404) 혼자 남은 어머니가 걱정된 큰딸
이 어머니를 모시고 갔지만, 해운대 근처의 ‘축제’ 분위기에 견디지 못하던 박완서
는 이해인 수녀의 권유로 분도 수녀원 생활을 시작하고, 수도원의 고요한 분위기와
무관심의 배려 속에 생각을 정리하게 된다.405)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박완서, 「그는 누구인가」, 『호미』, 앞의 책, 159~175면.
호원숙, 앞의 글, 125면.
박완서,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솔, 1994, 11면.
박완서 외, 앞의 책, 48~49면.
박완서, 「한 말씀만 하소서」, 앞의 글, 11면.
위의 글, 14면.
박완서 외, 앞의 책, 28면.
위의 책,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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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어린 수녀님이 속세의 친구에게 하는 소리가 문득 내 관심을 끌었다.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 얘기였다. 남동생이 어찌나 고약하게 구는지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한다. 왜 하필 내 동생이 저래야 되나? 비관도 되고 원망스럽기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세상엔 속썩이는 젊은이가 얼마든지 있다, 내 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는 안되란 법이
어디 있나? 내가 뭐관대……’라고 생각을 고쳐먹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동생과의 관계도 호전이 되더라고 했다.
‘왜 내 동생이 저래야 되나?’와 ‘왜 내 동생이라고 저러면 안되나?’는 간발의 차이 같지
만 실은 사고(思考)의 대전환이 아닌가. 나는 신선한 놀라움으로 그 예비 수녀님을 다시
바라보았다. 내 막내딸보다도 앳돼 보이는 수녀님이었다. 저 나이에 어쩌면 그런 유연한
사고를 할 수가 있었을까? 내가 만약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라는 집요한 질
문과 원한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로 고쳐먹을 수만 있
다면, 아아 그럴 수만 있다면. 구원의 실마리가 바로 거기 있을 것 같았다.
어려서 무서운 꿈을 꾸다가 흐느끼며 깨어난 적이 있었다. 꿈이었다는 걸 알고 안심하
고 다시 잠들려면 옆에서 어머니가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셨다.
“얘야 돌아눕거라, 그래야 다시 못된 꿈을 안 꾼단다.” 돌아누움, 뒤집어 생각하기, 사
고의 전환, 바로 그거였어. 앞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할 지표가 생긴 기분이었다. 나는
내 속에 생긴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을 보듬어안고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먼저 내 방으로
돌아왔다.406)

그런데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과 유사한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 즉,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해 신의 대답을 구하던 박완서에게 생각의 전
환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일어난다. 그것은 ‘하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
나’하는 원망의 마음에 ‘왜 당신이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되는가?’라는 당돌한

405) “또 해운대만 해도 그래요. 피서 철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추운데도 여전히
벌거벗고 해변을 돌아다니고. 내 눈에는 그 모든게 축제로 보였어요. 근데 수도원 들어가니
까 그런 걸 볼 수 없었지요. 갑자기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조용한 가운데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모습들, 누군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견디는 것. 사
람이란 이상도 하지, 그런 무관심이 되레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의 책, 38면.
406) 박완서, 「한 말씀만 하소서」, 앞의 글, 79~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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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문으로 균열을 일으킨 수녀의 이야기였다. 한국전쟁이라는 불가해한 사건을 겪으
면서 느낀 억울함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던 박완서에게,
어린 수녀의 이야기는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다. 물론 사고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균열을 가슴에 품은 채로 박완서는 아들의 사고
전에 계획했던 미국행을 실행한다. 수녀원에서의 무관심에 위로 받았던 박완서는
아예 아는 얼굴이 없는 곳으로 가면 고통이 덜해지리라 기대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참을 수 없어하는 게 무엇이라는 걸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건 말 못 알아들음이었다. 내 나라에서건 남의 나라에서건 사람 모이는 데 가면 들리
는 건 사람들의 말소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구태여 남의 말을 엿들으려고 노력
을 안해도 내 나라에서 들리는 건 당연히 내 나라 말이고, 어려서부터 들어온 내 나라
말의 리듬엔 공기처럼 의식할 필요 없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정다움이 있었다.
그러나 거긴 남의 나라였다. 신경을 곤두세워도 한두 마디 알아들을까 말까한 것도 괴
로웠지만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은 그 이질적인 리듬이었다. 그 이질감은 여기는
네가 놀 물이 아니라는 소외감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만
약 어떤 피치못할 운명이 나를 이 땅에 죽을 때까지 묶어두는 일이 생긴다면, 생전 호
강을 보장해준다고 해도 아들을 잃은 고통 다음가는 고통이 되리라고.407)

그러나 미국행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박완서는 미국에서 내
나라 말이 아닌 이질적인 리듬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이러한 상태를 아들을 잃은
고통 다음으로 여길 정도로 고통스럽게 인식한다. 도망치고자 했던 곳에서 오히려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돌아온 박완서는 새로운 소설의 연재를 시작하
고,408) 중단했던 『미망』의 연재도 재개하여 마무리를 짓게 된다.409) “이국에서 경
407) 위의 글, 105면.
408) 박완서는 초대 편집주간인 고정희의 청탁으로 『여성신문』에 1989년 2월 17일부터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연재를 시작한다.
409) 『문학사상』 1985년 3월호에 연재를 시작하여 40회를 연재 중이던 『미망』은 1988년 9월호
부터 중단되었다가 1989년 5월호부터 연재가 재개되었다. 연재를 재개하면서 박완서는 별다
른 언급을 덧붙이지 않았으나 직접 요약한 40회까지의 줄거리를 함께 싣는다. (『문학사상』
199, 1989, 317~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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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우리말에 대한 그리움은 곧 글을 쓰고 싶은 욕구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임”을
알게 되었고, “다시 글을 쓰게 됐다는 것은 내가 내 아들이 없는 세상이지만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는 증거와 다르지 않다”410)고 여기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박완서가 자신의 홀로서기가 역설적으로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
에 가능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그것은 딸과 사위들, 손자들을 비롯한 주위의 도
움과 남편, 아들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의 힘 덕분이라는 것이다.411) 이후에도 박
완서는 “기다려 주는 것도 결국은 슬픔을 나누는 한 방식”이라면서, “많은 이웃들
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슬픔에 잠긴 사람은 자신이 혼자가 아
니라는 걸 알게 되”고, 이를 통해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412) 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박완서가 말하는 감정적 자립은 고통의 ‘극복’이나 ‘망각’과는 거리가 있
다. 한국전쟁을 다룬 작품에서도 꾸준하게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던 작가는
다시 한번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억을 지우고 극복하는 일은 참 잔인”413)
하다는 것이다. 박완서는 자신의 고통을 지우기 위해 기억을 지우는 대신 고통과
공존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창작의 의지를 다진다. 이와 같이 ‘아들의 죽음’에서부터
촉발된 내적 고뇌를 문학화한 대표적 사례로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1993)을
꼽을 수 있다.

그래봤댔자 우리 창환이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할 거라는 것밖에 형님이 저보다 더 알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처음에야 저도 그게 미치게 억울했
죠. 그놈의 쇠파이프가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앞장선 열렬한 투사들 다 제쳐놓고 하
필 우리 창환이었을까, 하구요. 그러나 죽음은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인 거 아닌가
요? 게다가 철저하게 개개의 것이구. 그게 너무 무서워서 우선 피하고 싶었어요. 우선
개별적인 것에서 피하는 방법은 휩쓸리는 일이었죠. 집단적인 열정 속으로. 형님도 기억
하시죠. 우리 창환이의 장엄한 장례식을요. 백만학도가 창환이를 열사로 떠받들었죠. 형
410)
411)
412)
413)

박완서, 「한 말씀만 하소서」, 앞의 글, 106면.
위의 글, 107면.
박완서 외, 앞의 책, 40~41면.
위의 책, 49면.

140

님,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제 몸에다 불을 붙여 시대의 횃불을 삼
으려 든 세상이었잖아요? 죽은 목숨을 횃불 삼으려 든 것쯤 아무것도 아니었죠. 형님이
나 저나 하도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랬던가, 먹을 것 흔하고 흥청망청 물건 아
쉬운 것 모르는 세상만 꿈인가 생신가 좋기만 하던데, 젊은이들 눈엔 세상에 얼마나 깜
깜했으면 제 몸으로 불을 밝히려 들었을까요? 중요한 건 창환이가 운동권이었나 아니었
나가 아니라 죽음까지 횃불로 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시대가 깜깜했다는 거 아닐까
요.414)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이다. 아들 ‘창환’은 열렬
한 투사도 아니었지만, 아들이 열사로 떠받들어지면서 졸지에 ‘나’는 장한 어머니가
되고 아들 잃은 고통을 삭힌다. 그러나 민가협 활동을 하며 의연하게 아들의 죽음
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던 ‘나’는 하반신 마비에 치매까지 온 아들을 돌보는 동창을
문병하러 갔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린다.

저는 별안간 그 친구가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남의 아들이 아무리 잘나고 출세
했어도 부러워한 적이 없는 제가 말예요. 인물이나 출세나 건강이나 그런 것 말고 다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실체가 그렇게 부럽더라구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질투가 다 있을까요? 형님, 날카로운 삼지창 같은 게 가슴
한가운데를 깊이 훑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아프고 쓰라려 울음이 복받치더군요. 여
기서 울면 안돼. 나는 황급히 은하계 주문을 외려고 했죠. 소용이 없었어요. 은하계 그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구요. 저는 드디어 울음이 복받치는 대로 저를 내맡겼죠. 제
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참고 있었을 줄은 저도 미처 몰랐어요. 대성통곡, 방성대곡보다
더 큰 울음이었으니까요. (중략)
이제부터 울고 싶을 때 울면서 살 거예요. 떠내려갈 거 있으면 다 떠내려가라죠, 뭐. 아
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꾸미는 짓도 안 할 거구요.415)

‘나’는 아들 잃은 슬픔을 감추는 대신 드러내겠다고 다짐하며 “독한 세상”을 원
414) 박완서,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상상』, 1993.가을),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 앞
의 책, 385~386면.
415) 위의 글, 400~4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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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고, 이러한 ‘나’의 토로는 ‘나’에게 “절벽” 또는 “통곡의 벽”으로 인식되었던
‘형님’의 울음마저 이끌어낸다.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은 개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또다른 비극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문학적으
로 형상화한 것이다.416) 특히 전화 통화의 형식을 빌려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적인
데,417)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화자의 말하기만으로 전체가 구성되면서도 청자가 기
본적으로 전제 되어 있는 효과를 거둔다. 따라서 ‘나’의 토로는 감정적 배설을 위한
독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한 축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말하
기의 목표는 단지 개인의 한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확장과 공감의 유도
를 위한 소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들의 죽음’에서부터 촉발된 ‘죽음’의 문제는 작가가 노년기에 이르는 시
기와 맞물리면서 노년 세대 내 일원으로서 자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실존적 문제
의식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노년기에 접어든 작가는 수적으로 폭발적인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노년의 일상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시기적으로 작가가 절필의 시간을 보낸 이후부터 서거 전에 발표
된 문학 활동은 주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년의 목소리를 통
해 사유를 펼친다.
그동안 박완서 문학에서 노년 인물은 어머니 혹은 시어머니라는 위치로 꾸준히
등장하였다. 예를 들면 1970년대 발표된 「포말의 집」이나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
다」, 『살아 있는 날의 시작』 등에서도 노년 인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노년 인물은 주로 화자에 의해 서술되는 관찰의 대상에 머물렀다. 이와 달리 작가
가 노년에 접어든 후에 발표된 작품 속 노년 인물은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
416) 이영아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박완서로 하여금 ‘자식을 잃은 부모’라는 지
점에서 대학생 열사들의 어머니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하였다. 학생 열사의 부모
들에게 아들을 잃은 자신의 슬픔을 이입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시선에서 「나의 가장 나종 지
니인 것」을 통해 학생 운동의 소설적 형상화에 나서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영아, 「박완서
단편 소설의 ‘학생운동’에 대한 시선」, 『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참조.
417) 안숙원은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을 “전화라는 매체를 의식하고 쓴 한국문학사상 최초
의 전화텍스트”로 규정하면서 소통 매체로서 전화의 특성이 소설시학의 시점 문제와 관련된
다고 보았다. 안숙원, 「전화텍스트론: 박완서의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을 대상으로」,
『국어국문학』 115, 국어국문학회,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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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크게 죽음에 대한
성찰, 젠더-나이체제에 대한 비판, 역사적 매개자로서의 책임 의식의 강조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방법론적으로는 일련의 자전적 글쓰기의 의미가 보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그동안 기성 문단과 거리를 두고 고유의 창작 방법을 통해 꾸준히 창작 활동을
벌여온 박완서는, 뒤늦게 데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물리적 나
이는 물론 문학적 경력의 측면에서도 문단에서 원로의 대우를 받는 위치에 오른다.
그동안 저자성을 획득하기 위해 고투를 벌이던 작가의 모습 대신 고유의 저자성을
획득한 ‘권위’ 있는 작가로 대접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당대 비평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변화는 여성작가가 대거 등장하는 1990년대 문단의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거대담론 대신 미시담론으로 변화하는
시기적 변화와 함께 이전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박완서 문학의 특징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새로운 연구 주체로서 여성 비평가와
연구자의 등장 또한 박완서 문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비평계에서 집중적으로 박완서를 조명한 첫 번째 사례는 1991년 봄에 발간한
『작가세계』 통권 제 8호의 ‘박완서 특집’인데,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작가세계』에
서 처음으로 선정된 여성작가라는 점이 주목된다.418) 이선미 역시 『작가세계』 특집
을 시작으로 박완서 문학을 해석하는 쟁점들이 점검되면서 박완서 문학에 대한 관
심이 좀더 전문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실린 「엄마의 말뚝 3」을 완결
편으로 한 『엄마의 말뚝』 연작과 이후 전작소설로 발표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중심으로 박완서 문학에 대한 평가
의 초점이 바뀌게 된다. 이를 계기로 “전쟁 서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박완서 문
학 연구와 해석의 주요 준거점으로 역할하게” 되었고, “특히 한국전쟁이 하나의 사

418) 1991년 봄호 『작가세계』의 박완서 특집에는 작가의 신작 단편 「엄마의 말뚝 3」을 포함하
여 문학적 연대기, 인터뷰, 작가 연구자료 등과 네 편의 작품론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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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규정하는 ‘기원’으로 역할한다는 전쟁인식이 담
론화”되면서 해석의 양상이 질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선미는
1998년 겨울에 발간된 단편소설집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출간과 1999년 출판사
‘문학동네’에서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이 발간되면서 2000년대 이후 박완서 문학
의 성격이 새롭게 재발견되고, 재평가되었다고 덧붙인다. 또한 이 시기 박완서 소
설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비평은 해석자의 젠더 정체성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주로 노년의 정서에 대해 논의한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한다.419)
이처럼 자신을 ‘원로’의 위치에 두고 권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비평적 태도에 대
해 박완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박완서 역시 작가로서 자신의
입지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확인
하기 위해 같은 사건을 두고 1970년대에 쓰여진 글과 2000년대에 쓰여진 글을 비
교해보자.

남보다 늦게 데뷔했기 때문일까, 느닷없이 글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
다. 참 싫은 질문이지만 대답 안 할 수도 없는 일이라 여자도 일을 갖기 위해서라는 여
권운동가 같은 대답을 한 일도 있고, 심심해서 썼을 뿐이라는 여가 선용운동에 보탬이
될 소리를 하기도 했었다. 심심해서 썼다는 소리가 공개되자 독자라는 분으로부터 추상
같은 호령을 들은 일은 잊혀지지 않는다. 독자란 자기가 아무리 심심풀이로 읽을지라도
작가는 목숨 걸고 써 주길 바라는 욕심꾸러기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한 셈이었다.
그런 독자에 대한 변명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글을 쓴 것은 일을 갖기 위해서도 심심해서
도 아니었다. 6·25의 망령 때문이었다.420)

나는 사십 세에 처음으로 문단이란 데 얼굴을 내밀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나이에 등단
을 한다는 게 희귀한 예에 속했던 것 같다. 어떻게 그 나이에 소설을 쓸 엄두를 냈느냐
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어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심심해서 글을 썼노라고 대
답했다. 그게 그냥 기사화되자 뜻하지 않은 야단을 맞게 되었다. 문학이라는, 뼈를 깎고

419) 이선미, 「박완서 소설과 ‘비평’: 공감과 해석의 논리」, 앞의 글, 42면.
420) 박완서, 「다시 6월에 전쟁과 평화를 생각한다」, 앞의 글,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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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말리는 엄숙한 작업을 어떻게 심심풀이로 할 수 있느냐는 준엄한 전화 설교에 뭐
라고 대답했는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아직 신인인 나는 말 한마디의 잘못으로 세상에
밉보이는 게 두려워 덮어놓고 사과부터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다.421)

첫 번째 인용문은 Ⅱ장에서도 인용하였던 부분으로 1970년대에 간행된 단행본에
실린 「다시 6월에 전쟁과 평화를 생각한다」이며, 두 번째 인용문은 2000년대 초반
부터 아치울에서 남긴 글을 모아 작가의 타계 이후 펴낸 『노란집』에 실린 「심심하
면 왜 안 되나」라는 글이다.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소재가 된 것은 소설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심심해서”라고 대답을 했다가 독자에게 항의를 받았던 일이다. 신인
작가였던 1970년대의 박완서는 글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진지한 설명을 덧붙인
다. 반면 30년 이상의 문단 활동을 계속하며 대중적 인기와 평단의 호평을 두루 얻
은 작가로 성장한 후에 박완서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다. 실제로 잘못했다고 생
각하지 않았으면서도 신인 작가라는 위치 때문에 덮어놓고 사과부터 했다는 것이
다. 유머러스한 항의를 담은 제목의 글을 통해 박완서의 작가적 입지가 과거와 달
라졌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책을 낼 때마다 출판사에 손해나 끼치면 어떡허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손해나 안
끼치는 선을 넘고 나서 잘 팔리는 책 안에까지 들게 되니까 안심은 돼도 특별히 할 말
은 없다. 그렇다고 내가 욕심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 문학적 욕심하고 상업적 욕심하
고는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 중 내가 가장 소질도 자신도
없어하는 일이 장사이기 때문에 누가 나 대신 최소한의 장사만 해주어도 고맙고 황송할
따름이다. 이런 책이 잘 나간다는 건 작가도 출판사도 예상 못한 일이라고 신문에 난
걸 보았는데, 맞는 말이긴 해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린 책을 냈을 때도 출판사에
손해나 안 끼치길 바라고 내긴 마찬가지였으니 특기할 만한 일은 못 될 것 같다.
예상 밖이라는 건 아마 근래의 침체된 문학시장에서 독자들이 순수문학 작품에 그 정도
의 관심을 보였다는 의외성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상업성 없는 단편집이라는 것 말

421) 박완서, 「심심하면 왜 안 되나」, 『노란집』, 앞의 책, 214~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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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책에 수록된 작품이 거의 노인들 얘기라는 것 또한 주 독자층을 이삼십대로 잡고
있는 출판시장에서는 그다지 탐나는 상품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책을 읽고 직
접적으로 반응을 보여준 독자들의 연령층은 광범위했으니, 어떤 걸 썼나보다는 어떻게
썼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감각이 굳어지거나 감수성이 진부해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노화하지 않으려고 꾸
준히 노력하는 작가라고 감히 자부한다. 앞으로 노인들 얘기를 더 많이 쓰게 될지 아닐
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확실한 건 나는 내가 겪고 깊이 느낀 것밖에는 잘 쓰지 못한다.
그래서 자연히 늙은이들 얘기도 쓰게 된 것이지 늙은이들 얘기만 쓰기로 작정한 건 아
니다. 노년이란 소년과 청년과 중년을 겪은 후에 오는 것이니까 비로소 노인문학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 노인문학만 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죽도록 현역작가이고 싶은 것은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노년기 또한 삶의 일부분
이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삶의 가장 긴 동안일 수도 있는 노년기, 다만 늙었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여긴다면 그건 삶에 대한 모독이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삶에서 소설이 나올 수는 없다.422)

출간하는 소설, 산문을 가리지 않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고, “나왔다 하면 기
본적으로 10만 부 이상 나가는”423) 작가로 알려져 있던 박완서는 여전히 출판사에
손해를 끼칠까 걱정한다. 상업적 성공이나 비평계의 호평으로 주어지는 기성 문단
의 ‘권위 있는 저자’라는 명명 대신 박완서에게 저자성을 담보해주는 것은 바로
“현역작가”라는 것이다. 박완서는 노년에 이른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삶의 현역이
자 작가로서 현역의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창작하며 독자와 소통하기를 원한다. 이
러한 의지가 주로 노년의 목소리를 통한 사유를 펼치면서도 다양한 서사 전략을 실
험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전히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
하며 실존적 탐구를 멈추지 않는 현역작가로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지는 작고 직전까지 지속된 창작 활동으로 나타났다. 박완서는 담낭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1년 1월 22일 세상을 떠났는데, 이로부터 불과 1년 전인
2010년 2월 단편소설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를 『현대문학』에 발표하였
422) 박완서,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쓴다」, 위의 책, 211~213면.
423) 박완서 외, 앞의 책,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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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10년 8월에는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죽도록 현역작가이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을 실천에 옮긴 작가였던 것이다.

2. 죽음에 대한 성찰과 젠더-나이체제 비판
박완서가 30대였던 1960년대 여성의 평균 수명은 50대 중반에 머물렀다. 당시의
박완서에게 60대의 삶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평균 수명은
빠르게 연장되었고, 여성을 기준으로 1960년과 1995년을 비교할 때 평균 수명은
무려 20년 이상 늘어났다. 박완서 역시 죽음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했던 나이가 훌
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여명의 증가와 함께 급격하게 연장되는 노년기를 겪
게 되었다. ‘노년’이라는 새로운 관심사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질병과 죽음의 문
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한편, 그동안 박완서가 관심을 기울였던 젠더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나이’가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노인 문제는 노인 인구의 절대규모나 상대적 비율의 증가에
상관없이 노인 지위와 역할의 부정적 변화에 수반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산업화가 본격화되는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이러한 중대한 변화
에 적응하거나 참여하기가 어려운 노인 집단이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속
적인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전제로 하는 산업화의 속성 때문에 이 변화에 기민
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낙오 집단들이 양산되는데 이들이 노인 인구에 집중되기 쉽
다. 또한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동과 맞물려 변화와 새로움을 이상시하는 근대적 지
식·문화체계가 확립되는 분위기 속에 노인 인구는 보수성과 전통을 대변하는 집단
으로 인식되어 정신적인 극복대상으로 몰리기 쉽다. 따라서 젊은 세대가 계승해야
할 정신적 가치나 지혜의 담지자가 아니라 즉각적 세대교체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상의 거시적인 변화들은 가족이 수행해 오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
화적 기능들의 상당 부분을 탈가족화 혹은 사회화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노인들이
가족 내에서의 가부장적 지위를 통해 충족시키던 다양한 욕구들을 더 이상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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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노인 주도의 사회·경제 활동들은 가족을 조직
적 기반으로 했는데, 가족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결국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
락으로 연결되는 것이다.424)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보편적 특징과 함께 한국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및 이에 수
반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425)의
여파로

경제구조와

사회질서가

압축적으로

변화하면서

‘압축적

노령

화’(compressed aging)를 경험하게 되는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젊은 인구의 사망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1960년대 초반을 지나고부터 노
인 인구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졌는데, 9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
했던 1970년대의 노인 인구는 이후 절대 규모나 비율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
였다. 남녀 평균 수명은 1930년대에 각각 40여 세에 머물렀다가 이후 빠르게 연장
되어 1960년에 남자 51.1세, 여자 53.7세, 1970년에 남자 59,8세, 여자 66.7세,
1979년에 남자 62.7세, 여자 69.1세, 1989년에 남자 66.7세, 여자 74.9세, 1995
년에 남자 69.5세, 여자 77.4세로 높아졌다.426)
또 하나의 특징은 전형적 농경사회에서 대표적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불과 30년
이 채 걸리지 않았던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 인구의 폭발적 도시 집중이 이
어지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경제적 소
외와 빈곤에 덧붙여 그들에게 극히 이질적인 도시의 산업 문명, 청장년 중심의 대
중소비문화, 복잡한 도시생활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사회·문화적으로
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427)
이와 같은 노년기의 집단적 연장과 전대미문의 거대한 고령인구의 등장은 새로운
424) 장경섭, 「압축적 근대성과 노인문제의 재인식: ‘신세대’로서의 노인」, 『가족과 문화』 13(1),
한국가족학회, 2001, 1~2면.
425) 장경섭은 압축적 근대성이란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문명적 변화가 극히 응축적인 면들을
가지면서도 시·공간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며 매우 복합적인 성격의 문명이 구성·재
구성되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장경섭의 경우 이러한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성은 상당 부분
가족을 통해 구성되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특징을 지적하기도 한다. 장경섭, 『가족·생애·정치
경제』, 앞의 책, 15~19면.
426) 장경섭, 앞의 글, 7면.
427) 위의 글,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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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직접 체험하는 노인들이나 지켜보
는 다른 세대 모두 노년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일종의 ‘신
세대(new generation)’로서 노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428) 물론 노년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생물학적 개념과 함께 가정적으로는
조부모가 되는 시기, 사회적으로는 직장에서 은퇴가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사회적
은퇴와 맞물린 사회학적 개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429) 박완서가 주
목한 노년 역시 앞서 논의한 노년 인구의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즉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나이를 맞이하게 된 ‘신세대’로서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도시
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인물들이다.
보부아르는 노인이란 “살아온 긴 생을 뒤로 갖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갈 삶의 희
망이 매우 한정된 인간”430)이라 정의했다. 따라서 노인에게 죽음은 더 이상 추상적
이고 일반적인 운명이 아니라, 임박한 것이다.431) 아무리 기대 여명이 늘어났다고
해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노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박완서는 소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병과 죽음
의 서사를 풀어 내면서 어떠한 자세로 질병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
해 고민한다.

마지막 일 년은 참으로 아까운 시절이었다. 죽을 날을 정해놓은 사람과의 나날의 아까
움을 무엇에 비길까. 애를 끊는 듯한 애달픔이었다. 세월의 흐름이 빠른 물살처럼 느껴
지고 자주자주 시간이 빛났다. 아까운 시간의 빛남은 행복하고는 달랐다. 여덟 개의 모
자에는 그 빛나는 시간의 추억이 있다. 나만이 아는.432)

특히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1988년 5월 사망한 남편을 간병한 작가의 체험
428) 위의 글, 3면.
429) 송명희, 「노년기의 시학: 죽음의식과 허무」, 『탈중심의 시학』, 새미, 1998, 76면.
430) Somone de Beauvoir, 홍상희·박혜영 역, 『노년』, 책세상, 2002, 505면.
431) 위의 책, 614면.
432) 박완서,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여성동아문집』, 1991),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5, 문학동네, 2013, 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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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설화한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은 ‘죽음의 사회화 과정’을 보여준다.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과 친구, 혹은 주변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자연스
럽게 죽음을 접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죽음의 차례를 생각하게 되는 죽음의 사회화
과정433)을 통해 죽음을 삶의 연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에서 ‘여덟 개의 모자’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일
년 동안 사모은 것으로, 남편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쌓은 추억이 담
긴 상징물이다. ‘나’는 “죽을 날을 정해놓은 사람과의 나날의 아까움”을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그 아까움의 시간을 연민이나 후회로 보내는 대신 살아 있음에 대한 감
사의 마음으로 채운다. 물론 ‘나’는 처음부터 이러한 자세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그가 하고 싶어한 게 별게 아니라 보통 때처럼 구는 거였다는 걸 알아차”린 직후
에는 “그를 보통때처럼 바라볼 수가 없었다”434)고 고백하기도 한다.
남들이 십 년 후를 근심하고 백 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동안 우리는 순간을 아까워했
다. 죽음은 모든 살아 있는 것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동물도 죽을 병이 들거나 상
처를 입으면 괴로워하기도 하고 저희들 나름의 치료법도 있으리라. 그러나 죽음을 앞둔
시간의 아까움을 느끼고, 그 아까운 시간에 어떻게 독창적으로 살아 있음을 누리고 사
랑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건 인간만의 비장한 업이 아닐까. 그가 선택한 인간다운
최선은 가장 아까운 시간을 보통처럼 구는 거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에게 순
간순간 열중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 부부에게 일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열 달이
나 계속됐다.435)

그러나 모자를 매개로 “빛나는 시간의 추억”을 되새기는 가운데에도 일상은 흘러
가고 있었고, 결국 ‘나’는 남편의 바람대로 “보통처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와
같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로 인해 “삶과 죽음을 대칭
적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죽음에 순응하
는 자세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436) 물론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에서 설명되
433) 김수영 외, 『노년사회학』, 학지사, 2009, 235면.
434) 박완서,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앞의 글, 286면.
435) 위의 글, 301~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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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죽음에 대한 담담한 반응은 동물적인 공포심이나 두려움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
다.437)
그러나 삶과 죽음을 대칭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지 않
는 태도를 곧 순응적 자세로 해석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다.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
간을 어떻게 살아 있을 것인지 인간만이 고민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가 선택한
인간다운 최선”을 존중하는 ‘나’의 태도는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한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2000년 『실천문학』에 분재했던 『아주 오래된
농담』과 겹쳐 읽을 때 그 의미가 보다 뚜렷해진다. 『아주 오래된 농담』은 의사인
영빈과 영빈의 여동생 영묘를 중심으로 영빈 가족 간의 갈등과 영묘의 남편 경호의
죽음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438)

그가 죽을병 들었을 때, 그의 주치의나 가족이 어떡하든 그를 속이려 든다고 바꾸어 생
각해도 그는 모욕감을 느낀다. 개인정보가 예금액서부터 지문까지 어딘가에 차곡차곡 입
력되어 있을 이 공포스럽도록 발랑 까진 대명천지에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
요한 변고를 나만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내 몸은 무언가? 이 세상의 하나밖에 없

436) 김혜경,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죽음’ 문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6, 한국문학이
론과 비평학회, 2015, 41면.
437) 보부아르는 많은 노인들이 죽음에 대해 동물적인 공포심,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것은 신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명철하고 평온하게 죽
는 자들도 있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살려는 모든 의욕이 사라졌을 때 투쟁이나 일상
의 권태 대신 선택하는 “영원한 잠”일 뿐이다. Somone de Beauvoir, 앞의 책, 623면.
438) 권명아는 『아주 오래된 농담』이 이러한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지적하면서도
“숨막히는 가족 관계의 억압과 가장의 짐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불가능한 욕망을 현금과
의 불륜의 관계에서 해소”하려는 영빈의 모순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영빈과
현금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소설을 분석하다. 권명아는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 보여주는 가
족-시장이라는 이데올로기-자본 복합체에 의해 억압되는 여성의 삶에 대한 탐색은 박완서 작
품의 원점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 의식으로 파악한다. 박완서의 작품에서 가족은 “단지
사적인 영역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자본-국가의 메커니즘과 결부되어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이데올로기적 기구”이며, 따라서 가족에 대한 탐구는 박완서에게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변화
에 따른 민감한 변화의 징후를 포착하는 주요한 거점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명아, 『맞
장뜨는 여자들』, 소명출판, 2001, 309~3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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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확실한 나의 것이기도 하고 내가 일생 받들어 모신 나의 주인이기도 하다. 내
몸을 가지고 비록 자식이라도 나를 속여먹으려 든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영빈은 암 전문의답게 그 정복되지 않는 미친 세포 때문에 수없이 절망하기도 하고, 치
를 떨기도 여러 번 했지만, 그놈의 세포에도 미덕은 있다고 생각한다. 거의 확실하게 죽
음과 생존기간을 예고해주고, 죽을 때까지 정신은 말짱하다. 그 짧은 기간이야말로 마음
속 깊이 원하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동안이 아닐까.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너무
적다. 영빈은 특히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자기 시간을 낼 수 없는 의사라
는 직업도 그가 원해서 된 건 아니었다. 피할 수가 없어서 되었을 뿐이다. 결혼도 피할
수가 없으니까 했고, 일을 피할 수가 없어 휴식을 못 해봤고, 여행도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여행만 해봤지, 여행이 목적인 여행은 한 번 해본 적이 없다. 태어
난 것도 죽는 것도 선택은 아니지만 어떻게 죽느냐 정도는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선택을 아주 잘함으로써 생존기간을 의사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연장시킨 환자를 영빈은
많이 알고 있다. 영빈도 좋은 선택을 하고 싶었다. 죽을병을 아니라고 속이는 것은 아주
귀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439)

인용문에는 동생 영묘의 남편 경호가 암에 걸렸음에도, 철저하게 병명을 숨겨달
라는 경호의 아버지 송 회장에게 피로감을 느끼는 의사 영빈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
사되고 있다. “어떻게 죽느냐 정도는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영빈은, 목숨의 문
제를 두고 환자를 속이는 것이 탐탁치 않다. 거짓말을 강요당할 때마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까지 한다.

“그래 농담이지.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들어서 즐거운
거, 그거 농담 아니니? 의사라고 농담하지 말란 법 있냐? 특히 너처럼 꽉 막힌 애는 농
담 좀 할 줄 알아야 돼.”
“목숨이 달린 문제야. 자기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남은 생을 보
람 있게 뜻있게 살 수도 있구, 그렇게 해서 생긴 의욕 때문에 생이 훨씬 더 연장될 수
도 있구. 이건 무엇보다도 삶의 질의 문제야.”440)

439)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박완서 소설전집 21, 세계사, 2012, 142~143면.
440) 위의 책,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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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빈에게 환자의 병세를 속이는 거짓말은 결코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작가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의사를 내세워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떠한 죽음이 옳은 것인가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을 뿐이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의식은 노년기의 새로운 정체성
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노년 세대의 다양한 생각과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서사 내에서 ‘공동의 목소리’ 형태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랜서가 주장한
것처럼 목소리의 수사적 특성은 화자가 특정한 텍스트 전략을 채택하는 기술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의 목소리(communal voice)는 권위적 저자 혹은 서술
자에 의한 일방적 서술과 달리 서사적 권위를 공유하는 목소리의 집합을 뜻한
다.441)

요샌 왜 생전 안 보이던 친정어머니가 자꾸 꿈에 보이나 모르겠어. 우리 기택이 대학
붙는 것까지는 보고 죽어야 할 텐데.
아이고, 듣기 싫소. 또 그 소리. 기택이가 효손이요. 저의 할매 죽지 말라고 남 안 하는
삼수꺼정 했으니.
(중략)
악담이 아녀. 우리덜 다 과히 박복한 팔자는 아니지만 지금 죽어도 누가 그렇게 애통해
할 것도 아닌데, 천금 같은 손주한테 잘난 명을 빌붙지 말자, 이거지.
증말 그래. 아직꺼정은 수족이 성해 파 한 뿌리라도 다듬어주면 주었지 저희들한테 양
말 한 짝, 사루마다 빨래 한 번 내놓은 적이 없건만도 툭하면 며느리가 시집살이하는
유세를 떠니, 만약 죽치고 들어앉았게 되면 무슨 꼴을 볼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답답하면 이렇게 훌쩍 동네 마실도 다니고, 더 속상하는 일이 생
기면 훨훨 딸네라도 다녀올 근력이 있을 때꺼정만 살아야 할 텐데.

441) Susan Sniader Lanser, 앞의 책, 15~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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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복에 그렇게까지 바라겠소. 난 내 발로 변소 출입할 수 있을 때꺼정만 살게 해달
라고 조상님한테도 빌고, 부처님한테도 빌고, 예배당 앞을 지나갈 때도 빌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비는데, 글쎄 어떤 귀신이든 신령이든 들어주셨으면 좋으련만.
난 뒷간 출입보담은 망령인지 치맨지 그게 더 걱정입디다. 그놈의 건 안 걸리고 죽엇으
면 쓰겄는데.
난 아냐. 변소 출입만 할 수 있으면 그까짓 망령 좀 들면 어때?
아이고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 망령이 드니까 똥오줌을 못 가리게 되는 거지, 정
신만 멀쩡하면 기어서라도 뒷간에 못 가겠수.
아이고, 그렇지도 않아요. 늙어서도 젤로 서러운 게 몸 따로 마음 따롭디다. 난 우리집
제삿날 생일날뿐 아니라 일가친척의 이름 붙은 날도 안 잊어버려서 정신 좋기로 소문났
잖우. 우리 며느리한테는 그것도 흉이긴 하지만. 글쎄 그렇게 똑똑한 내가 툭하면 오줌
을 지린다니까요, 자다가도 아니고 백주 대낮에. 한번 마렵다 생각이 들면 못 참아요.
어머, 집이도 그래? 나도 그런데.
그건 약과예요. 난 서울서 변소 찾다 말고 그냥 절절 다 싸버린 적도 있다우. 망신도
망신이지만 어떡허든지 며느리한테 숨겨야 한다는 게 더 서러웁디다. 영감만 있어봐요.
젊어서 고생한 탓을 해가며 보약이라도 먹어야겠다고 앙탈을 부리련만.442)

인용문은 ‘공동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는 예로, 말기 암 환자인 어머니의 간병과
장례를 딸인 ‘나’의 시선에서 그려낸 단편소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1997)의 일부분이다. ‘나’의 친정집 마당에 모인 동네 노인들은 “죽을 걱정”을 가
감 없이 늘어놓는다. 중략과 후략을 거쳤음에도 다소 긴 인용문은 “죽는 문제만 남
겨놓고 모든 가능성을 다 소진해버린 노인네들의 넋두리”443)를 그들의 목소리 그대
로 전달하는 장면이다.
이러한 장면은 누구의 이야기가 옳고 그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인용부호를 사용하
여 직접화법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서술자의 통제 아래 간

442) 박완서,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라쁠륨』, 1997.봄), 『그 여자네 집』,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6, 문학동네, 2013, 130~132면.
443) 위의 글,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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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화법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도 아니다. 발화하는 순간만큼은 서술자와 동일한 위
치에서 각각의 인물이 발화함으로써 집단적 목소리의 집합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다.444)
「꽃잎 속의 가시」(1998)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를 새로운 서사 전략을 통해
제시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꽃잎 속의 가시」는 6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언니가 삼십 년 만에 나선 고국 나들이를 지켜보는 동생 ‘나’의 목소리로 이야기가
전달된다. 언니는 고국으로 영구귀국한 맏아들의 맏아들, 즉 첫손주의 결혼을 맞이
하여 처음이자 마지막 고국 나들이에 나선 것이다. 언니는 “칠십대 노인의 차림치
고는 촌스럽다기보다는 상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상표도 안 뗀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루이뷔통 새 여행가방”으로 인해 마중객들은 “생뚱스러운 차림에 대한
우리 모두의 민망한 마음을 씻고 새로운 기대”445)를 가진다. 함께 가져온 추레한
이민가방에서 인스턴트 커피 같은 보잘 것 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그러한
기대는 극에 달한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주변의 성화에 연 가방 안에는 누런 베
옷, 즉 수의가 들어 있었다. 경사를 앞둔 ‘나’의 질부는 미국에 있는 형제들의 음모
를 넘겨짚으며 불쾌해하고, ‘나’는 그렇게까지 여기진 않으면서도 “수의가 주는 이
미지의, 경사와는 너무도 안 어울리는 그 생급스러움, 사위스러움의 충격”에 당황
한다.446) 언니는 신부네서 보내온 예단을 보고도 수의를 만들면 좋겠다고 동의를
구해 질부의 화를 부른다. 그러나 “괴기감”을 느끼게 하는 “언니의 요망스러운 짓
거리”447)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돈집에서 보내온 예단으로 분홍 꽃이파리들을
만들어 질부를 기겁하게 만들어 쫓기듯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면서도 언니는 자
신의 안동포 수의 갈피갈피 꽃잎을 간직하고 떠난 것이다.
두 달도 안 돼 언니의 부음을 듣고 황망해하던 ‘나’에게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조카가 찾아와 자신의 여동생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 흥미로운 것은 언니

444) Susan Sniader Lanser, 앞의 책, 15~22면.
445) 박완서, 「꽃잎 속의 가시」(『작가세계』, 1998.봄), 『그 여자네 집』,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6, 문학동네, 2013, 218면.
446) 위의 글, 229면.
447) 위의 글,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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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조카딸에게로, 그리고 다시 조카에게서 내게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 “나는 어느 틈에 조카하고 마주 앉은 게 아니라 언니하고 마주 앉아 옛날 얘기
를 듣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448)고, 이후 이야기의 화자는 자연스럽게 언니로
바뀐 채 결말을 맺는다는 것이다. 즉 「꽃잎 속의 가시」에서 화자 ‘나’는 처음에 동
생이었으나, 이야기 후반에는 언니로 바뀌면서 하나의 이야기 속에 두 명의 ‘개인
의 목소리(personal voice)’가 등장하는 독특한 구조를 보여준다.
내가 일하는 양장점이 텔레비전에 나올 만큼 유명한가를 그에게 물은 게 잘못이었다.
그들은 특이한 직업을 취재 중이었고, 불란서 여자는 부자들의 수의를 비싼 값으로 잘
만들기로 소문난 여자라고 했다. 내가 가게에 혼자 남아 걸쳐본 야회복은 수의였던 것
이다. 나는 그날로 양장점을 그만두었다. 다시는 그렇게 편안한 직업을 못 가지게 되리
라는 걸 알고도 더는 그 일을 계속하기가 싫었다. 정말로 그후로는 그렇게 편안한 직업
을 못 가져보았고, 남편이 안정된 직업을 갖기까지 안 해본 고생이 없었지만 그 직장을
그만두지 말걸 하는 후회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혹시나 좀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까
해서 그 일본인 직업소개소를 다시 기웃거려보는 짓 따위도 하지 않았다.
마치 홀딱 반해 얼싸안고 정을 나누던 사내의 정체가 실은 해골이었더라는 괴기담 속의
처녀처럼 날로 수척해질지언정 지난날을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직접 송장을 다루
는 것도 아니겠다, 그만큼 편안한 일터를 놓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러나 송장
에 대한 금기가 워낙 격렬하고 유구한 내 나라의 문화를 극복한다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었다.449)

인용문은 「꽃잎 속의 가시」의 결말 부분으로, 언니가 미국 이민 이후 자신의 삶
을 자신의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나’는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여고 시절 배운 일어와 양재 덕분에 불란서 여자의
양장점에 취직할 수 있었다. 기존의 일자리에 비해 월등히 좋은 일자리를 잡아 안
정감을 느끼던 중에 불란서 여자가 만드는 옷이 수의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만
두고 다시 고생을 하면서도 후회를 하지 않았다. ‘나’는 “공항을 통해 이 나라를
448) 위의 글, 237면.
449) 위의 글, 247~2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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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다는 것만으로도 당장 신분이 수직으로 상승한 것처럼 보일 때” “누구나 한 번쯤
은 꿈꿔볼 만한 돌파구”450)로서 미국 이민을 선택했고, 삼십 년 동안 한번도 고국
을 찾지 않으며 치열한 적응기를 보내고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의 문화를 극복한다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었다.
동생의 눈에 “요망스러운 짓거리”로 비친 일련의 사건은 동생인 ‘나’의 목소리로는
끝내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남겨지는 대신, 언니의 목소리가 직접 등장하여 각주
를 덧붙이는 식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질병과 죽음의 문제와 같은 노년 세대 일반의 관심사를 다룬 이상의 작품들과 다
른 또 하나의 계열은 노년의 인물에 의해 제기되는 젠더 레짐에 대한 비판과 관련
된 것이다. 이는 지난 시기부터 박완서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여성의 문제
에 ‘나이’의 문제가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년의 인물들은 ‘젠더-나이체제
(gender-age regime)’라는 이중적 억압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전희경451)의 논의
에 따르면 젠더-나이체제란, “나이를 성별화 된 위계에 따라 배열하고 나이 듦을
시간적으로 각본화함으로써 젠더를 작동시키는 사회문화적 체제를 의미하며, 나이
를 통해 권력을 작동시키는 제도, 신념, 관행, 지식들의 총체”를 뜻한다. 이때 ‘나
이’는

인간의

생애

시간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지표로

인식되는

‘연령

(chronological age)’과 구분되는 것이다. ‘연령’에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아 왔는가
는 중요하지 않으며, 질적이기보다는 양적인 시간으로 타인과 비교 가능한 반면
‘나이’는 연령에 결부된 수많은 사회적 통념, 기대, 규범, 각본들을 포함하며 또한
그것을 해석하는 협상의 과정을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다. 또한 나이는 동
일 인물, 동일 시점에도 그가 처한 국면에 따라 상이한 의미와 효과를 가지기 때문
에 (연대기적) ‘연령’과 등치될 수 없으며, 연령/나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
는가 자체가 역사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희경은 교육, 노동, 가족, 법제
도, 의료 등 성별체제를 작동시키는 다양한 근대적 제도들이 모두 횡적 측면에서의
나이 위계와 종적 측면에서의 당대의 지배적 시간틀에 부합하는 나이 각본을 내포
450) 위의 글, 238면.
451) 전희경, 「‘젠더-나이체제’와 여성의 나이」,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28~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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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이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이가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젠더-나이 체제가 구축된 구조적 배경으로
국가주도의 근대화 프로젝트, 급속한 산업화와 소비자본주의화를 거쳐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경제구조 변동을 지적한다.452)
젠더-나이체제라는 분석틀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이에 대한 기존의 개념틀이 갖는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령에 의거해 특정
연령집단을 차별하는 일련의 믿음, 태도, 규범, 실천이라 정의할 수 있는 연령주의
(ageism)는 한국적 맥락에서 전통적으로는 ‘장유유서’의 형태가 우세했지만, 오늘
날에는 노년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실천의 형태라는 의미가 우세하다 할 수 있
다.453) 이와 같이 부정적 측면에 집중하기 때문에 긍정적 측면이 간과될 우려가 있
다. 또한 젠더-나이체제는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를 통해 구조화되고 다양한 문화

452) 전희경은 1960년대 이후 권위주의 국가의 ‘근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와 소
비자본주의화를 거쳐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경제구조 변동을 한국사회에서 젠더-나이 체제가
구축된 구조적 배경으로 꼽으면서, 젠더-나이체제가 여성의 나이를 일정한 위계와 각본 속에
서 규율화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젊음/늙음과 미숙/성숙의 나이 위계는 그
자체로 이미 성별화 되어 있으며, 또한 성별 위계를 매개한다는 것이다. 이때 문제는, 젊음/
늙음의 나이 위계와 ‘여성’이라는 젠더는 모순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인데, 젊음/늙음의 위
계 자체가 근대적 공/사분리를 전제하고 강화하면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사적 영역의 담지자
로서의 여성은 한편으로는 근대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가치를
체현해야 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야 하는 동시에 변하지 않는 여성성
(섹슈얼리티, 모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모순적 과제 속에 놓인다. 둘째, 인간의 나이 듦에 대
한 지배서사는 공/사분리에 적합하도록 성별화 되어 ‘여자의 인생’이라는 나이 각본이 구축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결혼이라는 생애사건이 ‘여성’으로서의 정상성을 획득하는 데 핵심적
인 사건이 된다. 셋째, 신자유주의적 전환 이후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젠더-나이체제는 교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적 나이각본이 약화된 자리에 ‘자유’, ‘능력’, ‘선택’이라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담론이 확산되면서, 젠더-나이체제가 해체되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재
강화될 위험에 당면해 있다. 공적 존재로 간주되는 남성과 달리, 가족에 속한 사적 존재로
간주되는 여성들은 나이 들며 살아온 세월을 ‘연륜’으로 인지하고 인정하는 체계 바깥에 위
치해 왔다. 여성의 세월은 최대한 그 흔적이 지워져야 하거나(‘젊은-여성성’의 유지), 아니면
주로 가족 내 성역할을 중심으로 그 가치가 평가된다(‘할머니’의 지혜). 물론 이러한 젠더-나
이체제가 획일적으로 모든 여성에게 관철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여성의 계급, 가족관계, 성
정체성, 교육정도, 노동경험 등과 교차되면서 끊임없이 협상되고 균열되는 불안정한 정치적
과정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위의 글, 82~89면.
453) 정진웅, 「정체성으로서의 몸짓」, 『한국노년학』 31(1), 한국노년학회, 2011,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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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과 통념들을 통해 일상화되지만,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법, 제도, 규범, 통념들을 자신의 삶의 여러 국면에서 직면
하고, 순응하거나 저항하거나 혹은 타협하면서 회고와 기억을 통해 끊임없이 재의
미화하는 개별 여성들의 행위를 통해 유지되거나 혹은 개정되기 때문이다.454)
박완서의 소설에서는 노년으로서의 자신의 나이 듦에 대한 인식과 별개로, 이러
한 나이 듦을 각본화함으로써 젠더를 작동시키는 사회문화적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
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특히 「마른 꽃」(1995), 「그리움을 위하여」(2001) 등 노년의
섹슈얼리티를 다룬 작품들에서 두드러진다.
「마른 꽃」에서 ‘나’는 대구에서 열린 친정조카 결혼식에 참석했다 서울로 돌아오
는 길에 우연히 동행하게 된 ‘그’와 인연을 쌓게 된다. 조카 세대와 인식의 차이를
느끼고 서운함을 간직한 채 급히 돌아오던 ‘나’는 비슷한 연배의 ‘그’와의 대화에서
만족감을 느낀 한편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데 반가움을 느낀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내 안에서 뭔가가 핑퐁 알처럼 경박하고 예민한 탄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걸
느”끼면서 “유희의 기쁨”455)을 누린다. 그러나 ‘나’의 기쁨은 “에미의 남자친구”에
대해 갖은 정보를 알아낸 후 “그 늙은이하고 어쩔 셈이냐”456)고 묻는 딸의 등장으
로 인해 산산조각난다.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양쪽을 다 안다는 딸의 친구에 의해 정보가 다소 굴절되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속속 드러난 그쪽의 조건은 잔뜩 적의를 곤두세우고 있
는 딸의 구미에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실실 웃으며 엄마 실력 다시 봐줘야겠다는
무엄한 농담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정색을 하고 물었다.
“엄마, 조박사님 사랑해?”
그때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델 뻔했다. 폭소가 치받쳐 사레가 들리면
서 들고 있던 잔까지 엎질러버렸기 때문이다. ‘그 늙은이’가 ‘조박사님’으로 변한 것도
우스웠고 그가 그렇게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

454) 전희경, 앞의 글, 35면.
455) 박완서, 「마른 꽃」(『문학사상』, 1995.1), 『그 여자네 집』, 앞의 책, 35면.
456) 위의 글, 39면.

159

다.457)

관계가 역전된 듯 마치 바람난 딸을 대하는 어미처럼 굴었던 딸은 상대방의 조건
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호칭을 ‘그 늙은이’에서 ‘조박사님’으로 격상시켜
‘나’를 당황하게 만든다. 딸은 홀시아버지 모시기가 힘들 때마다 “자원봉사하는 셈”
친다는 조박사의 며느리와 교류하면서는 오히려 재혼을 적극적으로 권하기까지 한
다. 조박사 며느리의 인식과 그에 은근히 동조하는 딸에 대한 순간적인 분노와 조
박사에 대한 연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애감정은 젊었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
은데 정욕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정서로 충족되는 연애는 겉멋에 불과”458)하다고
느낀다.

“엄마가 이 청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박사님 불쌍해서 어떡허지. 며느리가 글쎄 더는
수발들 수 없대. 이왕이면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시켜드리고 싶지만 안 되면
아무나하고 시킬 모양이야. 밥 걱정 노후 걱정 안하려고 시집오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대. 그렇지만 너무 젊은 여자는 며느리가 싫은가봐. 당장 지내기 거북한 것 말고도 나
중에 책임질 기간이 길까봐 그렇겠지 뭐. 기껏 어디서 배고픈 할머니나 한 분 모셔올
모양이야. 엄만 사랑하던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져도 좋아?”
친구한테 농담하듯이 버릇없는 말투였다. 나는 발끈했다.
“배고픈 게 왜 나빠? 무시하지 마, 너. 자원봉사보다 훨씬 거룩한 거다, 그거.”
겉멋보다는 더욱 거룩할 터였다.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며느리를 딸의 얼굴과
겹쳐 보면서 속 시원히 내뱉었다. 더는 며느리나 딸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459)

「마른 꽃」의 결말에 이르러 ‘나’는 딸과 조박사의 며느리의 간섭을 거부하고, 정
욕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결합을 원하지 않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러한 선택을 두고, 노년 여성의 성적 욕망을 부정한 것이며 노년의 재혼을 부정
457) 위의 글, 40~41면.
458) 위의 글, 46면.
459) 위의 글,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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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보수적 인식460)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단순히 노년의 재혼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태도로 결론 내리기에는 재혼을 논의하기까지 저간의 사정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즉 재혼을 선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를 함께 파
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리움을 위하여」라는 소설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리움을 위하여」의
화자 ‘나’에게는 환갑 진갑 다 지났음에도 오십대 초반으로 밖에 안 보이는 사촌동
생이 있다. 유년기를 함께 보낸 사촌동생은 공부만 하다 결혼한 ‘나’와 달리 공부에
취미가 없고 열두 살 연상의 유부남과 열렬한 연애를 해서 결국 결혼에 이른다. 경
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남편까지 앓아 눕자 일자리를 구하던 동생이 ‘나’
의 집 살림을 도운 것이 어언 십 여 년에 이른다. 그런데 남해의 사량도로 피서를
갔던 동생은 그곳에서 사랑에 빠져 돌아올 줄을 모른다. ‘나’는 동생의 새로운 연애
를 응원하지 못하고 질투로 분기탱천한다. 「그리움을 위하여」의 상황은 「마른 꽃」
과 정반대에 놓인다. 「마른 꽃」에서 재혼 논의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변
인물, 즉 자식 세대의 부추김에 의해 시작된다. 「그리움을 위하여」에서는 ‘나’의 반
대와 상관없이 동생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혼을 결정한다. 그러나 재혼에 대한
찬성/반대의 방향이 다를 뿐 「마른 꽃」의 자식들과 「그리움의 위하여」의 ‘나’는 재
혼 당사자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입장에 서있다. 즉,
부양 의무로부터 벗어나 돌봄/가사노동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른 꽃」의 며느리와
“예전 같으면 궁중 숙수를 해도 손색이 없을 솜씨로 섬의 거칠고 단순한 뱃사람의
밥상을 차려주러 간 것”을 “돼지에게 진주”로 비유하는 「그리움을 위하여」의 ‘나’
는 결국 동일선상의 이기적 인물인 것이다.
따라서 「마른 꽃」에서 재혼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정욕’으로 호명된 당사자의
의지가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찾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움을
위하여」의 재혼이 “배고픈 할머니”의 생계형 재혼으로 폄하될 이유도 없다.461) 오
460) 송명희, 「노년 담론의 소설적 형상화: 박완서의 「마른 꽃」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
구』 13(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2, 12면.
461) 송명희는 「마른 꽃」에 나타난 ‘나’의 시각은 노년의 재혼에 부정적인 중산층의 보수적 입
장인 반면 “배고픈 할머니”의 생계형 재혼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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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상처한 선주와 재혼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리라 기대했던 섬의 노년 여성들은
재혼에 실패하는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결국 섬에 정착한 동생은 죽은 남편의
제사를 지내러 상경하고,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영감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
고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면서 호적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는
영감님과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후 나는 동생을 더는 부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그게 그렇게 기분좋은 일
인 줄 몰랐다. 나는 동생에게 항상 베푸는 입장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상
전의식이지 동기간의 우애는 아니다. 상전의식이란 충복을 갈망하게 돼 있다. 예전부터
상전들의 심보란, 종에게 아무리 최고의 인간 대접을 한다고 해도 일단 자신의 거룩한
혈통이 위태로워졌을 때면 종이 기꺼이 제 새끼하고 바꿔치기해주길 바라는 잔인무도한
것이 아니던가. 나는 상전의식을 포기한 대신 자매애를 찾았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
에도 춥지 않은 남해의 섬, 노란 은행잎이 푸른 잔디 위로 찌는 곳, 칠십에도 섹시한
어부가 방금 청정해역에서 낚아올린 분홍빛 도미를 자랑스럽게 들고 요리 잘하는 어여
쁜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풍경이 있는 섬, 그런 섬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그리움이 샘물처럼 고인다. 그립다는 느낌은 축복이다. 그동안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않
았다. 그릴 것 없이 살았음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메말랐는지도 느끼지 못했다.462)

동생 얘기를 듣다가 잠이 들어 아침에 깨어난 후에야 ‘나’는 자신의 본심을 인정
하게 된다. 그것은 그동안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던 동생을 은근히 내려다보며
시혜적 존재로 여겼던 자신에 대한 성찰적 시선을 통해 “상전의식을 포기한 대신
자매애”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젠더-나이체제의
통제 아래 놓이기를 거부하는 동생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발견하게 된다. 이
러한 인식 아래에서만 ‘그립다는 느낌’, 즉 정욕이 가능한 새로운 노년의 삶이 가능
해에 따라 형상화된 작품으로 「그리움을 위하여」를 들고 있다. 재혼하는 노년 여성이 사촌언
니네 파출부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빈곤여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달리 정작 작품에서는 “생계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재혼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남해의 섬(사량도)에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노년부부의 모습이 유토피아처럼 그
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위의 글, 12~14면.
462) 박완서, 「그리움을 위하여」(『현대문학』, 2001.2), 『그리움을 위하여』, 앞의 책, 4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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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한편 「환각의 나비」(1995), 「대범한 밥상」(2006) 등은 젠더-나이체제의 규범적
억압을 폭로하는 한편 그러한 억압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의 대안적 가치로서 이
기적 가족주의를 탈피한 새로운 돌봄윤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앞서 검토한 「마른 꽃」의 자식들과 「그리움의 위하여」의 ‘나’는 재혼 당사자를 생
각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 인물로 그려진다. 가족과 우애의
‘사적’ 영역의 도덕적 중요성은 등한시하며 ‘공적’ 삶만이 도덕에 적합한 것으로 보
는 주류 도덕이론에서는 가족, 우애, 사회집단의 맥락에서 상호연계된 사람들 사이
에서 일어나는 도덕문제를 간과하면서, 도덕성을 구성하는 추상적이고 완전히 합리
적인 ‘행위자’를 상정해왔다. 이와 같이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인식은 가족 내부의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폭력을 감당할 것
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와 달리 돌봄윤리는 가족관계와 우애의 도덕적 가치와 중요성과 이러한 영역에
서 기존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할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개인적
인 영역에서의 돌봄관계의 가치를 파악한 후에 이러한 돌봄가치에 비추어 사회적이
고 정치적인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돌봄윤리는 불평등하고 돌봄의존적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 즉 종종 감성과 비자발성이 결부된 관계가 던지는 도덕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다가가는 한편 이러한 관계의 특징이 가정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463)

영주하고 어머니는 고부간이 아니라 모녀간이었다. 그러니까 남편은 어머니의 아들이 아
니라 사위였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딸하고 사는 걸 굴욕스럽게 여기게 되었는지 영주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었다. 아마 그녀의 남동생이 장가를 들고 나서부터일 것이다. 그때
부터 친척이나 친지들이 어머니가 아들네로 안 가는 걸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으니
까. 특히 이모들은 딱하게 여기다 못해 불쌍해하려는 낌새까지 드러낼 적이 종종 있었
다. “딸네 밥은 서서 먹고 아들네 밥은 앉아서 먹는다는데……”464)
463) Virginia Held, 앞의 책, 34~35면.
464) 박완서, 「환각의 나비」(『문학동네』, 1995.봄), 『그 여자네 집』, 앞의 책,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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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 드러난 것처럼 「환각의 나비」는 노후를 아들에게 의탁하지 못하는 것을
떳떳하지 못하게 여기도록 강요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을 담고
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대신 함께 일하고 함께 걱정하며 어머니와 동지처
럼 지낸 딸 ‘영주’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만, 어머니가 남동생네 가는
길목인 의왕터널에 자꾸 가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 때문에 남동
생 부부와 신경전을 벌이다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오지만, 어머니는 다시 가출하고
결국 실종된 어머니를 찾으러 다닌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통념에 신경쓰는 것은
‘영주’와 남동생이었을 뿐 그들이 부담스러운 책임을 떠넘기듯 어머니의 거취를 두
고 옥신각신하는 동안 정작 “어머니에게는 이미 아들이냐 딸이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465).

더할나위없이 화해로운 분위기가 아지랑이처럼 두 여인 둘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몸
집에 비해 큰 승복 때문에 그런지 어머니의 조그만 몸은 날개를 접고 쉬고 있는 큰 나
비처럼 보였다. 아니아니 헐렁한 승복 때문만이 아니었다. 살아온 무게나 잔재를 완전히
털어버린 그 가벼움, 그 자유로움 때문이었다. 여지껏 누가 어머니를 그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을까. 칠십을 넘긴 노인이 저렇게 삶의 때가 안 낀 천진 덩
어리일 수가 있다니.
암만해도 저건 현실이 아니야,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영주는 그래서 어머니를 지척에
두고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녀가 딛고 서 있는 곳은 현실이었으니까.
현실과 환상 사이는 아무리 지척이라도 아무리 서로 투명해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별
개의 세계니까.466)

가족 내에서 존재의 의미를 잃고 짐처럼 여겨지던 ‘영주’의 어머니는 마찬가지로
가족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나이까지 만난 사람들은 식구건 남이건
하나같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남의 재물이나 지위를 빼앗고 싶다는 생각밖에 머리

465) 위의 글, 68면.
466) 위의 글, 9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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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든 게 없는 사람들”467)뿐이었던 ‘자연 스님’을 만나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며 “꿈
같이 편안하고 달콤”468)한 일상을 누리며 지내고 있었다. 외롭게 지내던 ‘자연 스
님’과 함께 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영주’는 현실이 아니라 환
상이라고 느낄 정도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여전히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영주’는 자신에게 강요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가치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
문에 이미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난 어머니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한 세계
는 환상이라 여긴다. 그러나 혈연, 혹은 제도로 만들어진 가족의 틀 안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어머니는 자신 그대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자연 스님’과
만나 마침내 행복을 찾는다. 「환각의 나비」는 이러한 설정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 돌봄의 가치는 반드시 혈연 중심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배 체제가 강요하는 ‘정상가족’의 모델이 구성원의 행복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라
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대범한 밥상」은 죽음을 준비하는 ‘나’와, 젠더-나이체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를 꾸렸던 ‘경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3개월 시한부 선
고를 받고 죽음을 준비하는 ‘나’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나’는 삼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회계사였던 남편이 마지막 3개월을 숫자와 씨름하다 떠난 것을 떠올
린다. 남편은 자식들의 형편에 따라 재산을 차등 분배하여 삼남매의 재산을 비슷하
게 만들기 위해 씨름했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해서 공평하게 나누어 준 후 만족스럽
게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사후에 땅값이 공평하게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식들
의 우애는 전 같지 않아졌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았으면서도 결국 남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지를 고민하던 ‘나’는 여고 동창 ‘경실’을 떠올린다.
‘경실’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 내외 대신 어린 외손자 남매를 바깥 사
돈과 함께 키운다는 이유로 모임 때마다 화제에 오르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가
십의 대상이 된다. 과부인 ‘경실’이 홀아비 사돈영감과 살림을 합치고 동거를 한다
는 사실과 그 이유는 거액의 보상금 때문일 것이라는 억측이 난무했던 것이다. 거

467) 위의 글, 84면.
468) 위의 글,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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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보상금 때문에 손자와 손녀를 함께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두 늙은이만 남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돈영감은 세상을 뜨고 ‘경실’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돈 때문에 인면수심이 되는 것도 마다한 경실이의 말년을 내 눈
으로 직접 보고 싶기도 하고 돈에 관한 한 도사가 다 돼 있을 그녀로부터 자문이
나 하다못해 암시라도 받고 싶”469)은 마음에 ‘경실’을 찾아간다.
“그럼 너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었단 말이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내 친동기만 해도 사남매나 되고, 혜자가 우리 집에 뻔
질나게 드나들곤 했는데.”
“왜 그랬어? 한창 나이에 혼자되고도 딸내미 하나 바라고 스캔들 하나 없이 씩씩하게
잘도 살더니만 그 와중에 실성을 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사돈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
냐 말야.”
“어떻게 됐는데?”
“시침떼지 마. 이제 와서 명예 회복이 될 것도 아니고. 웃지도 말고,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게 하려고 웃은 건 아니고 진짜로 우스워서 웃었어. 나에겐 선택의 여지 없
이 자연스러웠던 일이 남들에겐 그렇게 부자연스러워 보였다는 게 웃기지 않니.”
“변명을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해라. 안사돈끼리도 아니고 예전 같으면 대면하기도 조
심스러운 안사돈과 바깥사돈이 이런 외딴집에서 한 살림을 차린 게 엽기가 맞지 어떻게
자연스럽다고 우길 수가 있냐?”
“사람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이 저절로 돼가는 거면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처음 그 일
당했을 때, 세 살, 여섯 살, 저 어린것들 어쩌나, 그 생각 때문에 눈물도 안 나더라구.
사람들마다 불쌍해하는 눈길로 바라보며 혀를 차지를 않나, 눈물을 흘리지를 않나, 눈치
가 빤한 어린것들이 즈이들 처지가 얼마나 달라졌다는 걸 왜 모르겠어. 그때부터 세 살
짜리는 내 손을 한시반시 안 놓고, 찰싹 붙어 있으려고 그러지, 그뿐인 줄 알아. 다른
한 손으로는 즈이 오래비 손을 꽉 쥐고 안 놓지, 사내놈은 사내놈대로 누이에게 잡히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는 즈이 할아버지 손을 꽉 부여잡고 놓아주지 않지, 쇠사슬도 그런
쇠사슬이 없더라고. 그게 아이들 나름의 생존전략이었을 거야. (후략)”470)

469) 박완서, 「대범한 밥상」(『현대문학』, 2006.1), 『그리움을 위하여』, 앞의 책, 205면.
470) 위의 글, 209~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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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경실’의 대화로 이루어진 인용문에서 ‘경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엽기”로
까지 칭해지는 안사돈과 바깥사돈의 동거에 대해 자신에게는 “사람의 의지로 선택
할 수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한다. 자식을 잃은 슬픔도 뒷전일 정
도로 졸지에 부모를 잃은 어린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의 기준
이었기 때문에 남의 이목이나 소문 따위는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자전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돈영감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영감님이 유서나 유
언을 남기지 않았는지를 궁금해한다.
“아니, 하루도 안 앓고 노인정에 가다가 굴러떨어져 죽은 양반이 어떻게 유언을 남겨.
유서 같은 거 쓸 사람은 더군다나 아니고.”
“유선 어떤 사람이 쓰는데?”
“그따위 건 저승에 가서도 이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심을 못 버리는 사람이 쓰
는 거 아닌가?”
“정신적 영향력은 과욕이라 쳐도 물질적인 건 교통정리를 해놓고 죽어야 할 것 같아.
그 양반이 안 해놓았으면 너라도. 넌 여기 말고도 서울에 아파트도 있잖아.”
“재산은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얻은 거고 죽어서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결국은 이 세
상에 속하는 건데 죽으면서까지 뭣하러 참견을 해. 이 세상의 법이 어련히 처리를 잘해
줄까봐. 손자들 말고 그거 가로챌 사람 아무도 없어. 손자들이 너무 잘나거나 너무 못나
서 제 몫을 못 챙겨도 그게 이 세상에 있지 어디로 가겠냐?”
“세금 엄청나게 뜯기고 아이들한테 제대로 차례가 갈 것 같아?”
“법이 정한 대로 뜯겨야지 어쩌겠어. 법 때문에 아이들이 보상금도 받았으니까. 여기서
서울 가는 거 다 거저다. 버스값 정도는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되지 버스 한 번 타고 C
역까지만 가면 노인표 한 장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고, 서울서 이 집 저 집 동생네로
이동하는 것도 전철을 이용하니까 다 거저잖니. 누군가가 세금을 내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471)

젠더-나이체제가 규정하는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선택했던

471) 위의 글, 221~222면.

167

‘경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체적 선택을 중요시한다. 남편의 선택이
불러온 부정적 결과를 목도했음에도 전철을 되풀이 하는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하는
‘나’와 달리 ‘경실’은 “죽고 나면 다 그만인데 죽은 뒤까지 걱정하는 게 인간”472)이
라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준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성찰과 젠더-나이체제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시대적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적 선택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역사의 매개자로서의 노년과 기억의 서사화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은 채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어 있으나, 전쟁 체험 세대가
감소하면서 어느새 잊혀진 전쟁이 되어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 체험 세대인
작가는 역사의 매개자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창작 활동에 임한다. 「엄마의 말뚝
1」과 「엄마의 말뚝 2」에서 작중 현재인 1980년대 역시 이미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30년이 흐른 시점이었다.473) ‘세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주기의
존재, 즉 삶과 죽음, 제한된 수명, 나이라는 요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세
대교체의 문제는 필연적인 것이다.474) 연작으로 구성되었으나 이전 작품과 10년의
차이를 두고 발표된 「엄마의 말뚝 3」(1991)은 이러한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475)
「엄마의 말뚝 1」과 「엄마의 말뚝 2」가 박완서 소설에서 흔히 등장하는 어머니-딸
서사를 활용한 이야기였던 것과 달리 「엄마의 말뚝 3」에는 ‘나’의 후속 세대인 조
472) 박완서 외, 앞의 책, 140면.
473) 『경향신문』이 마련한 「6·25 한世代의 檢證」은 총 7회로 기획되었는데, 마지막 회에서 사
회학자 황성모는 1980년대에 이미 ‘6·25전쟁’을 몸소 겪은 사람들이 국민 중 약 1천 3백만
명 뿐이며, 국민의 3분의 2는 ‘6·25’라는 것을 듣거나 읽고서만 아는 실정이었다고 밝힌다.
황성모, 「6·25 한世代의 檢證(7): 에필로그」, 『경향신문』, 1980.7.2.
474) 카를 만하임은 세대관계라는 사회학적인 현상이 궁극적으로 탄생과 죽음의 생리학적 리듬
에 근거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러한 생물학적 요소들의 사회적 연관성의 발견되는 지점에서
세대관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카를 만하임, 앞의 책, 45~47면.
475) 이하 「엄마의 말뚝 3」의 분석 내용은 졸고, 「박완서 문학에서 ‘세대’의 의미」(앞의 글)에서
일부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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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가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이다.476)
「엄마의 말뚝 2」에서 골절 사고를 당했던 어머니는 몇 번의 재수술 끝에 겨우
보행을 할 만큼 회복한 후 7년을 더 사셨다. ‘나’의 큰조카는 7년 전 할머니의 유
언을 헛소리로 돌리고, 자신은 할머니의 유난스러운 한풀이를 되풀이하기 싫다면서
보통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이야기한다. 「엄마의 말뚝 2」에서 존재감이 미약했던 조
카는 「엄마의 말뚝 3」에서는 상주라는 지위를 내세우며 앞장서서 할머니의 장례를
준비한다.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던 ‘나’와 달리 조카는 할머니의 유언을
단박에 “헛소리”, “유난스러운 한풀이”, “쇼 부리는 것”으로 치부한다. 자신이 끝내
이루지 못한 기성세대와의 결별을 너무도 쉽게, 그리고 단호하게 결행하는 조카의
모습을 보며 “이가 빠진 것처럼 개운하고 상쾌”하다고 느끼기까지 했던 ‘나’는 그
러나 묘지를 보고 오는 길에 한풀이에 동참하기를 거부한 조카에게 져 준 것이 과
연 잘한 일인지 의문을 품는다. 묘지가 조성되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운명하셨
는데, 삼우날 다시 찾은 산소에서 ‘나’는 어머니의 성함 “몸 己자, 잘 宿자”가 한
개의 말뚝이 되어 꽂혀 있는 걸 보고 위무를 받는다.
‘나’는 어머니 세대와 중간 세대를 이루기도 하지만, 조카 세대와 중간 세대를 이
루기도 하는 매개적 세대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엄마의 말뚝 3」이 「엄마의 말
뚝 1」, 「엄마의 말뚝 2」와 10년의 차이를 두고 발표되었으며, 화자 또한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 세대가 소멸한 상황에서 ‘나’의 위치가 여
전히 매개자적인 것에 의문을 표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젠더-나이체제를
고려할 때 ‘나’의 매개자적 위치는 충분히 가능하다. 즉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
적 변화 속에 ‘나’는 어머니 세대와 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같은 ‘나이’는 아니라
고 볼 수 있다. “나이는 동일 인물, 동일 시점에서도 그가 처한 국면에 따라 상이
한 의미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연대기적) ‘연령’과 등치될 수 없”477)다고 볼 수
있다.
476) 이경재 역시 「엄마의 말뚝 3」에서 ‘어머니’나 ‘나’의 대응방식과 다른 한국전쟁의 미체험세
대인 조카의 대응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구체적인 분석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경재, 앞의 글, 386면, 각주 34번 참조.
477) 전희경, 앞의 글,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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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말뚝 2」에서 중간 세대로서 ‘나’는 어머니 세대와 대치하는 것으로 그려
지는데, 「엄마의 말뚝 3」에서 ‘나’는 중간 세대로서 조카 세대와 대치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미 7년 전에 상징적 죽음을 맞이한 어머니 세대의 소멸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이후 세대들에게 숙제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조카로 상징되
는 후속 세대의 출현을 통해 ‘나’의 중간 세대적 위치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미 소멸한 세대와의 단호한 결별을 주장하는 후속 세대의 주장 앞에 ‘나’는 별다
른 저항 없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478) 그러나 세대적 연속성을 느끼지 못한 채
쉽게 단절을 선언하는 조카 세대와 ‘나’의 심경은 같을 수 없다. 후속 세대인 조카
와 달리 ‘나’는 한편으로 어머니 세대의 ‘한’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삼우날 다시 찾은 산소에서 나는 어머니의 성함이 한 개의 말뚝이 되어 꽂혀 있는 걸
보았다. 정식 비석은 달포쯤 있어야 된다고 했다. 말뚝에 적힌 한자로 된 어머니의 성함
에 나는 빨려들 듯이 이끌렸다. 어머니의 성함 중, 이름을 따로 뜻으로 읽어보긴 처음이
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어머닌 부드럽고 나직하게 속삭이며 아직도 내 의식 밑
바닥에 응어리진 자책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딸아, 괜찮다 괜찮아. 그까짓 몸 아무
데 누우면 어떠냐. 너희들이 마련해준 데가 곧 내 잠자리인 것을.479)

장례를 치른 후 삼우날 다시 찾은 산소에서 ‘나’는 어머니의 이름이 ‘말뚝’으로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 「엄마의 말뚝 2」에서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어머니의 말
뚝’이 뽑힌 빈 공간은 역설적으로 어머니 세대의 소멸과 함께 채워진 것이다.480)
478) 박완서는 “엄마의 유언대로 하자고 하고 분단에 대해 감상적인 것을 보일 때 조카들이 아
주 한심해 하는 것 같았”다면서, “항상 저처럼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토로한다. “결국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고 싶은 생각이 없는 요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진정한 의미의 평화통일이 있을 것 같”다는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서광선·박완서 대담, 「너무나 진솔한 삶과 예술」, 『철학과 현실』
17, 철학문화연구소, 1993, 184면.
479) 박완서, 「엄마의 말뚝 3」(『작가세계』, 1991.봄), 『엄마의 말뚝』, 앞의 책, 173~174면.
480) 김경수는 비석을 대신한 엄마의 말뚝이 역설적으로 엄마의 삶을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증
거하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의 영역을 표시하는 소유권의 표시처럼 자리잡는 것이라고 설명
한다. 김경수, 「여성 삶의 복원에 대하여: 「엄마의 말뚝1·2·3」 연작론」, 『박완서 문학 길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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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의 필연성을 염두에 둘 때, 소멸하는 세대에 대한 후속 세대의 태도는 문
제적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세대와 대치하던 한 세대의 소멸 앞에 ‘나’는 새로운
해석과 의미 부여를 통해 기록을 남긴다. 이러한 과정이 수반되었기에 ‘나’는 세대
간 교감을 이룰 수 있으며, 그와 공유하던 상처를 어머니의 이름으로 세워진 말뚝
을 통해 위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전쟁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기억하는 한편, 후속 세대에게 그러한 기억을 연계하기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자신의 세대론적 위치를 아로새기는 인물로 그려진다.481)
1996년 『역사비평』 통권 32호에서는 ‘한국의 세대론-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이라
는 특집을 마련하면서 각각의 세대에 해당하는 필자를 섭외한다. 이때 60대를 대표
하는 필자로 나선 박완서는 자신들의 세대적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먼저 “궁핍과 풍요, 전쟁과 평화, 식민지시기와 자주독립국가시기를 두루 경험”하
였으며, “오백 년은 산 것 같은 체험의 부피”482)를 느끼는 변화의 체감을 세대의
시간감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육십대들의 “소년시절부터 청년기까지 한창 좋
은 나이를 중일전쟁, 이차대전, 육이오 남침 등 쉴 새 없이 겪은 전쟁의 공포와 궁
핍이 우리 세대만의 불공평한 불운처럼 느껴져서 억울”하다는 한탄 속에는 풍요의
시대를 누리게 된 데에 자신들이 견딘 “내핍과 초인적인 노동과 지칠 줄 모르는
교육열 덕이라고 은근히 뽐내고 싶은”483) 자긍심 또한 내포되어 있다고 고백한다.
‘육십대의 항변’이라는 소제목 아래에서는 우리는 “삼일운동 세대도 사일구 세대도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면서 “정통 육이오 세대일 뿐”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면서
자신들 세대의 운명적인 이중성으로 인해 현재 후속 세대들이 부를 누릴 수 있었으
며, 자신들이야말로 “돈의 중요성과 함께 돈의 가치의 부정적인 면을 함께 꿰뚫고
있는 마지막 세대”484)라는 것만은 인정해달라고 부탁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세대적
기』, 앞의 책, 273면.
481) 각 세대별 섭외된 필자와 글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임민, 「20대: 정신도 육체도 ‘자유’로
운 신세대」; 우상호, 「30대: 민주화투쟁과 사회운동의 견인차」; 이종오, 「40·50대: 사회·정치
의식의 모호성과 복잡성」; 박완서, 「60대: 삶과 정신의 운명적 이중성」
482) 박완서, 「60대: 삶과 정신의 운명적 이중성」, 『역사비평』 32, 1996, 175면.
483) 위의 글, 같은 면.
484) 위의 글,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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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대한 박완서의 자각은 자신이 체험한 과거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기억에
대한 의무로 이어진다.
과거사에 대한 이러한 책임 의식이 드러난 예는 「그 여자네 집」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북 출신인 ‘나’는 김용택의 시 「그 여자네 집」을 읽고 고향마을 행촌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1945년 봄 ‘만득’이는 ‘곱단’이를 과부로 만들지 않기 위해
한사코 혼사를 거부하고 징병으로 끌려간다. 그러나 정신대로 끌려갈 위기에 처한
‘곱단’이는 신의주의 재취 자리로 시집을 가고 살아 돌아온 ‘만득’이는 ‘순애’와 결
혼하여 서울로 세간을 냈다. 실향민의 군민회에서 만난 ‘순애’는 ‘나’에게 ‘만득’ 씨
가 아직도 ‘곱단’이를 잊지 못했다는 하소연을 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삼 년
후, 정신대 할머니를 돕기 위한 모임에서 ‘만득’을 만난 ‘나’는 ‘곱단’이와 결혼을
방해한 정신대에 한이 맺혀 왔느냐고 따져 묻는다.
난 지금 곱단이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집 사람이 줄기차게 이르집어주지 않았으
면 아마 이름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곱단이를 그리워했다면 그건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젊은 날에 대한 아련한 향수였겠지요. 아름다운 내 고향에서 보낸 젊은
날을 문득문득 그리워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중략) 아마 얼마 전 우연히 일본 잡지에
서 정신대 문제를 애써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려는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분통이
터진 것과 관계가 있겠죠. 강제였다는 증거가 있느냐? 수적으로 한국에서 너무 부풀려
말한다. 뭐 이런 투였어요. 범죄의식이 전혀 없더군요.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록
곱단이의 얼굴은 생각나지 않지만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곱단이가
딴 데로 시집가면서 느꼈을 분하고 억울하고 절망적인 심정을요. 나는 정신대 할머니처
럼 직접 당한 사람들의 원한에다 그걸 면한 사람들의 한까지 보태고 싶었어요. 당한 사
람이나 면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 제국주의적 폭력의 희생자였다고 생각해요. 면하긴 했
지만 면하기 위해 어떻게들 했나요? 강도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얼떨결에 십층에서 뛰
어내려 죽었다고 강도는 죄가 없고 자살이 되나요? 삼천리강산 방방곡곡에서 사랑의 기
쁨, 그 향기로운 숨결을 모조리 질식시켜버리니 그 천인공노할 범죄를 잊어버린다면 우
리는 사람도 아니죠. 당한 자의 한에다가 면한 자의 분노까지 보태고 싶은 내 마음 알
겠어요? 장만득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해졌다.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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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득’은 개인적 감정 때문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의식으로 과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인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모임에 나왔음을 분명히 한다. 그
는 남성으로서 직접 정신대의 피해를 당했거나 정신대의 피해를 면하기 위해 다른
선택을 했던 상황은 아니지만, 정신대 할머니처럼 직접 당한 사람들의 원한과 그것
을 피하기 위해 절망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면한 사람들의 분노까지 보태고 싶다
고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다. 그들 모두를 “제국주의적 폭력의 희생자”로 아우르며
그러한 과거의 폭력을 기억하려는 ‘만득’의 폭넓은 사유는 과거사를 대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우치게 한다.
이와 같이 과거를 기억하려는 의지는 무엇보다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과거와
고향을 기억하려는 작업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작업은 박완서의 문
학에서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시도되었던 것인데, 작가가 노년에 이르러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짙어진다. 특히 이러한 작업이 ‘복원’에 대한 작가의 의지를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목에서부터 이러한 의지가 반영된 「복원
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1989)에는 작가가 생각하는 ‘복원’에 대한 생각이 형상
화되어 있다.

나는 송사묵이란 이름과 함께 복원된 이름들을 훑어내리면서 우선 세상 칭송부터 했다.
그러나 내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복원된 건 그의 성명 삼 자뿐이었기 때문이다. 우
선 그 문학선의 표제는 ‘월북 납북 문인 선집’으로 돼 있는데 송사묵 선생은 사형을 당
한 것이지 월북을 한 것도 납북당한 것도 아니었다. 월북이나 납북이 사형보다 듣기에
도 좋고, 보다 희망을 걸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분의 진상은 아니었다. 망
가지고 흩어진 걸 복원하는 데 있어서 제 조각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딴 조각으로 메운
걸 진정한 복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 설사 그 딴 조각이 금이라 해도 말이다.486)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는 박완서의 여고 시절 은사였던 박노갑의 해금
485) 박완서, 「그 여자네 집」(『13월의 사랑』, 예감, 1997), 『그 여자네 집』, 앞의 책, 213~214
면.
486) 박완서,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창작과비평』, 1989.여름), 『나의 가장 나종 지니
인 것』, 앞의 책, 183~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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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모티브로 사용되었다. 박노갑을 모델로 한 ‘송사묵’은 ‘나’의 고등학교 시절
국어선생님이다. ‘나’는 서울 수복 후 빨갱이로 몰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숙부로
인해 ‘송사묵’ 선생님 역시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진상과 상관 없이 해금 이후 발간된 선집에서 ‘송사묵’ 선생은 사형 대신 월북 혹
은 납북을 당한 문인으로 올라 있었다. ‘나’는 해금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은폐에 대
한 암묵적 동조로 인해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대해 “복원되지 못했”다고 여
긴다.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목마른 계절』에서 자서전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부터 이
어져 내려오는 박완서 특유의 윤리적 태도의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복원은
“제 조각을 찾으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 없이 “딴 조각”으로
메운 것은 복원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적 의지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에서 보다 적극
적으로 드러난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등단 후 작가가 처음으로
쓴 전작소설이며, “자화상”이나 “자서전 비슷한 거”라는 비유에서 알 수 있듯 스스
로 자전소설이라 밝힌 최초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487) 『그 많던 싱
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나’의 고향 개풍군 박적골에 대한 묘사에서부터 시작하
여 엄마를 따라 서울로 입성한 이후의 충격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에서 처음 본 아
카시아꽃에 상한 비위를 가라앉힐 새콤달콤한 싱아를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
고, 엄마 돈을 훔쳐 군것질을 해야만 했던 유년의 기억을 기록한 것이다.488) 엄마
와 오빠와 함께 보낸 서울 생활이 주요 내용으로, 일제 말기부터 해방 이후 사상적

487) 박완서는 “남들이 전작소설이라는 걸 내놓는 걸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이유는 전작소설이야말로 자신이 “『나목』을 쓸 때처럼 정말로 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순전히 자발적으로 쓴 소설”이라고 여겨져서 “기성작가로서 그럴 수 있다는 게 부럽
기도 하거니와 값져 보”였기 때문이다. 전작소설에 대한 일종의 선망을 가지고 시도한 것이
바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였다. 박완서, 「피도 눈물도 없는 배신자」, 앞의 글,
23면.
488)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제목 역시 이러한 체험에서 연유하는 것임을 작가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들과 산에서 항상 먹을 것을 스스로 얻는 생활에서 별안간 도시의 빈
민촌으로 내던져져서 일 전이라도 타지 않으면 군것질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은” 일종의
충격에서 유래한 것이며, “그건 싱아라도 좋고 산딸기라도 좋고 아무거라도 좋은데 싱아가
어감상 더 좋아서 넣었”다는 것이다. 서광선·박완서 대담, 앞의 글,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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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기를 거쳐 한국전쟁의 발발과 1·4 후퇴 이전까지를 배경으로 한다. 엄마와 ‘나’
의 관계에 집중한 「엄마의 말뚝 1」과 비교하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
까』는 보다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오빠의 결혼과 사별,
재혼, 전향, ‘나’의 대학 입학 등과 할아버지, 숙부 등 다른 가족의 이야기 또한 풍
성하게 서술되고 있다.

이런 글을 소설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순전히 기억력에만 의지해서 써보았
다.
쓰다 보니까 소설이나 수필 속에서 한두 번씩 우려먹지 않은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러
나 그때그때의 쓰임새에 따라 소설적인 윤색을 거치지 않은 경험 또한 없었으므로, 이
번에는 있는 재료만 가지고 거기에 맞춰 집을 짓듯이 기억을 꾸미거나 다듬는 짓을 최
대한으로 억제한 글쓰기를 해보았다. 그러나 소설이라는 집의 규모와 균형을 위해선 기
억의 더미로부터 취사선택이 불가피했고, 지워진 기억과 기억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
기 위해서는 상상력으로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 큰 문제는 기억의 불확실성이었다. 나이가 먹을수록 지난 시간을 공유한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과거를 더듬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같은 일에 대한 기
억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에 놀라면서 기억이라는 것도 결국은 각자의 상상력일 따름이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종전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글짓기를 해봤다고 해서 내 소설 기법에 어떤 변화의 계기
를 삼아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화가가 자화상 한두 장쯤 그려보고 싶은 심
정 정도로 썼다. 여태껏 내가 창조한 수많은 인물 중 어느 하나도 내가 드러나지 않은
이가 없건만 새삼스럽게 이게 나올시다, 하고 턱 쳐들고 전면으로 나서려니까 무엇보다
도 자기 미화 욕구를 극복하기가 어려웠다.
교정을 보느라 다시 읽으면서 발견한 거지만 가족이나 주변인물 묘사가 세밀하고 가차
없는 데 비해 나를 그림에 있어서는 모호하게 얼버무리거나 생략한 부분이 많았다. 그
게 바로 자신에게 정직하기가 가자 어려웠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이 점점 단명해지다 못해 일회적인 소모품처럼 대접받는 시대건만 소설 쓰기는 손
톱만치도 쉬워지지 않는구나. 억울하면 안 쓰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억울하다. 웅진에서
성장소설을 써보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 성장소설이란 인물이나 줄거리를 새롭게 창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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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자서전 비슷한 거려니 했기 때문에 솔깃하게 들었다. 요컨대 좀
쉽게 써보자는 배짱이었다. 그러나 자신을 바로 보기처럼 용기를 요하는 일은 없었고,
내가 생겨나고 영향 받은 피붙이들에 대한 애틋함도 여간 고통스럽지가 않았다.
뼛속의 진까지 다 빼주다시피 힘들게 쓴 데 대해서는 아쉬운 것 투성이지만 40년대에서
50년대로 들어서기까지의 사회상, 풍속, 인심 등은 이미 자료로서 정형화된 것보다 자
상하고 진실된 인간적인 증언을 하고자 내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덧붙이고 싶
다.489)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초판본에 실린 작가의 말은 이 소설에 대
한 설명일 뿐 아니라 작가의 문학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작가의 말을
검토해보면, 이 소설은 “‘순전히 기억력에만’ 의지해서 쓰는 글이며, 따라서 종래의
소설관으로 볼 때 소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으로 요약”490)되기에 문제적인 한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전에 쓴 소설들은 자전적 서사가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소설적 윤색”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읽히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역시 소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기억에서 취사선택의 과정을 거친 한편 “지워진 기억과 기억 사이”를
“상상력”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작가는 등단 초기부터 지
속적으로 천명한 공적 역사와 다른 방식으로 사적 기억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보다
강렬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소설적 윤색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기억의 서사화’
라는 자신의 창작 방법이 원숙한 경지에 올랐으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문학적 형
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지는 언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의 서사화’라는 방법론에 대한 자신감은 20년 이상을 매진한
소설 쓰기에 대해서 여전히 쉽지 않다고 느끼는 작가적 고민 앞에 무력화된다. 그
것은 앞서 토로한 창작 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결이 다르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
고 아픈 과거를 되새겨야 하는, “뼛속의 진까지 다 빼주다시피 힘들게” 써야 하는,

489) 박완서, 「작가의 말: 자화상을 그리듯이 쓴 글」(『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
출판, 1992),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소설전집 19, 세계사, 2012, 8면.
490) 김윤식, 「기억과 묘사」, 앞의 글,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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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동반하는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점에서 박완서 문학의 본령에 대한
접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불도저의 힘보다 망각한 힘이 더 무섭다. 그렇게 세상은 변해간다. 나도 요샌 거기 정말
동산이 있었을까, 내 기억을 믿을 수 없어질 때가 있다. 그 산이 사라진 지 불과 반년
밖에 안 됐는데 말이다.
시멘트 허리를 두른 괴물은 천년만년 누릴 듯이 완강하게 버티고 서 있고, 그 밑에 묻
힌 풀뿌리와 들꽃 씨는 다시는 싹트지 못할 것이다. 내년 봄에도 후년 봄에도, 영원히.
내가 살아낸 세월은 물론 흔하디흔한 개인사에 속할 터이나 펼쳐보면 무지막지하게 직
조되어 들어온 시대의 씨줄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무늬를 짤 수가 없었다. 그 부분은 개
인사인 동시에 동시대를 산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의 잘사는 세상의
기초가 묻힌 부분이기도 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펼쳐 보인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우.’
이 태평성세를 향하여 안타깝게 환기시키려다가도 변화의 속도가 하도 눈부시고 망각의
힘은 막강하여, 정말로 그런 모진 세월이 있었을까, 문득문득 내 기억력이 의심스러워지
면서, 이런 일의 부질없음에 마음이 저려오곤 했던 것도 쓰는 동안에 힘들었던 일 중의
하나다.
미완으로 끝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이렇게 완결토록 꾸준히 격려해준
웅진출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491)

위와 같이 박완서는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펴내면서 “미완으로 끝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이렇게 완결”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
라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완결되지 못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
었을까』의 뒷 이야기이자, 그것의 문제의식을 이어 받은 작품이라 볼 수 있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국군은 후퇴하고 인민군은 입성하지 않은 1·4 후퇴 후
서울의 현저동에서부터 시작되어 『목마른 계절』에서 그려내기도 했던 피난을 떠나
지 못한 채 서울에서 보낸 이 시기의 기억을 펼쳐 보인다. 또한 『나목』의 모티프가
491) 박완서, 「작가의 말」(『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출판, 1995),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앞의 책, 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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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PX에 취직한 후 ‘나’의 이야기가 그려지는데, 1953년 올케가 동대문시장에
가게를 장만하고, ‘나’는 PX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그때가 몇 시인지 우리는 아무도 시계를 보지 않았고 왜 엄마 혼자서 임종을 지켰는지
도 묻지 않았다. 엄마도 자다가 옆에서 끼쳐 오는 싸늘한 냉기 때문에 깨어났을지도 모
른다. 체온 외엔 오빠가 살아 있을 때하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눈 똑바로 뜨고
지키고 앉았었다고 해도 아무도 그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을 포착하지 못했을 것이
다. 총 맞은 지 8개월 만이었고, ‘거기’ 다녀온 지 닷새 만이었다. 그는 죽은 게 아니라
8개월 동안 서서히 사라져간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그의 임종을 못 본 걸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너무도 긴 사라짐의 과정을 회상하고 있었다. 우리는 새삼스럽게
슬퍼할 것도 곡을 할 것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우린 미리 상갓집에 잘 어울리는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 날이 밝을 때까지의 시간관념도
없었다.492)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가 전쟁 경험을 다룬 다른 작품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모티프라 할 만한 ‘오빠의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앞서 살펴본 『목마른 계절』에서 오빠의 죽음은 인민군 소좌의 총에 의한 결과로서
극적으로 제시된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 오빠 역시 총상을 입었으
나, 원인은 오발 사고였으며 단발마의 비명이 아니라 8개월의 시간을 두고 일어난
‘과정’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오빠의 죽음은 “서서히 사라”진 과정
으로 제시되는데, 그러한 사라짐의 과정은 너무도 긴 것으로 회상되기까지 하는 것
이다. 엄마와 올케를 비롯한 가족들은 보는 눈이 두려워 서둘러 시체를 암매장하고
돌아와 숙모가 쑤어놓은 팥죽을 “아귀아귀” 먹어치우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장면 또
한 『목마른 계절』에서 보여준 비통함과는 전혀 다른 중요한 차이라 할 수 있다.
“조끔씩 조끔씩 제가 겪은 경험을, 조끔씩 조끔씩 그 경험에 입혔던 위장을, 하
나하나 벗어내듯이 더 드러내는 과정”이 있었으며, “『그 산이 거기 있었을까』에서
492) 위의 책,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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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족사를 아주 그대루 정직하게 드러”493)냈다는 작가의 언급을 고려할 때, 오빠
의 죽음과 관련된 실제 정황은 『목마른 계절』보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등단 초기 저자성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
서 문학적 ‘가공’에 집중했던 작가는 이제 기억의 서사화라는 자신의 고유한 창작
론을 정립하고 원숙한 저자의 위치에서 기억을 상상력으로 이어 만드는 새로운 문
학적 형상화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전적 서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기억의 서사화는
등단 초기부터 후기의 작품 활동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나타나는 문학적 대응 방
식이지만, 초기와 후기 사이의 차이점도 지적될 수 있다. 1970년대에 발표한 『나
목』, 『목마른 계절』 등의 자전적 서사는 창작 활동을 시작한 신인 작가의 입장에서
저자성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문학적 가공에 보다 공을 들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화자를 작가 자신이 전쟁을 체험할 당시와 유사한 나이의 여성으로 설정하여 과거
의 기억을 체험 당시의 관점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인해 고유한 저자성을 인정받게 된 후기로 올수록 그러한 문학적 윤색보
다 기억의 서술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노년에 접어든 작가의 현재 위치에
서 과거를 반추함으로써 과거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그
러한 기억을 통해 당시 일상을 보다 세밀하게 기록함으로써 일종의 풍속사·문화사
로서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은 장편소설로서는 마지막으로 발표된 『그 남자
네 집』(2004)이다. 이 소설은 2002년 『문학과사회』 여름호에 실린 동명의 단편소
설 「그 남자네 집」을 확장해 개작한 것이다. 박완서는 “단편으로 발표하고 나서 연
작으로 면 편을 더 이어 쓰고 싶은,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느꼈고, 그걸 이기지 못
해 마침내 장편”494)으로 완성하여 『현대문학』 창간 50주년 기념으로 펴내게 되었
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남자네 집」의 주요 내용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에 등장했던 외가 쪽 먼 친척인 ‘지섭’으로 등장했던 인물과의 연애 감정을 서사화
493) 박완서 구술, 앞의 책, 191면.
494) 박완서, 「작가의 말」(『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2004), 『그 남자네 집』, 박완서 소설전집
22, 세계사, 2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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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그 남자네 집』은 단편의 내용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그동안 박완서 소설에서 자
주 사용되었던 회상의 기법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회
상하는 형식으로 ‘과거’에 주목했던 기존의 서사 전략과 달리 매 장마다 과거와 현
재를 번갈아 오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끊임없이 현재의 위치로 돌아오
는 이러한 빈번한 회상은 노년에 접어든 작가의 현재 위치에서 과거를 반추하는 행
위 자체를 부각시킴으로써 ‘현재’에 보다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495) 또한
그동안 작가가 거의 다루지 않았던 ‘연애’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됨으로써 전쟁
체험을 다룬 여타 작품들과 다른 차원의 전쟁기 일상을 세밀하게 묘사할 수 있게
된다.
박완서의 마지막 소설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2010)는 다른 자전적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진 유년기의 기억부터 한국전쟁, 결혼 등을 포함할 뿐
아니라 등단, 남편과 사별, 참척의 고통 등을 모두 서술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기존
에 자전소설로 발표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결혼 이후의 시기가 서술되어 있으며, 특히 작가
로서 인식의 전환을 맞게 한 ‘아들의 죽음’ 이후 여행을 다닌 내용까지 포함되어
가장 최근의 일까지를 다루고 있다.
그 걷잡을 수 없는 욕구는 증언의 욕구였다. 6·25 때 오빠하고, 끝내 자기 자식을 두지
못해 나에게는 아버지와 다름없었던 삼촌이 비참하게 죽었다. 남들이 다 남쪽으로 피난
가 있는 동안 우리 식구들은 강제로 찢기고 일부는 북으로 끌려가야 하는 고난을 겪었
다. 그러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인들 안 당했겠는가.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을 때 그걸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은 언젠가는 저자들을 악인으로
등장시켜 마음껏 징벌하는 소설을 쓰리라는 복수심이었다. 왜 하필 소설이었을까. 소설
로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시기를
495) 우현주는 특히 단편 「그 남자네 집」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
동명의 장편 『그 남자네 집』은 과거의 회상과 노년이 된 화자의 현재 일상이 순차적으로 삽
입되면서 한국전쟁 이후의 일상에 주목한다고 지적한다. 우현주,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의
반복과 차이」, 『여성문학연구』 4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216면, 각주 35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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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다.
세상도 나도 그때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전쟁이 할퀴고 간 상처를 다독이고 가난
을 딛고 살림을 일으키기 위해 사람들은 과거를 잊고 현실에만 충실했다. 6·25 때 얘기
만 나오면 아이들까지도 궁상떨지 말라고 핀잔을 줄 정도로 잊고 싶은 과거가 된 지 오
래였다. 잘살아보자는 구호가 동회 옥상에서 온 동네로 울려퍼지던 경제제일주의시대였
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중간쯤을 달려온 중산층적인 삶에
안주해 있던 나에게 느닷없이 엄습해온 그 엄청난 욕구는 신선한 충격이자 이물감이었
다. 내가 누려온 안일이 한없이 누추하게 여겨졌다. 사람이란 고통받을 때만 의지할 힘
이나 위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안일에도 위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증언의 욕구가 이십
년 동안이나 뜸을 들였다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아마도 최초의 욕구가 증오와 복수심
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증오와 복수심만으로는 글이 써지지 않는다. 우리 가족
만 당한 것 같은 인명피해, 나만 만난 것 같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나만 겪은 것 같
은 극빈의 고통이 실은 동족상잔의 보편적 현상이었던 것이다. 훗날 나타난 통계숫자만
봐도 그렇다. 우린 특별히 운이 나빴던 것도 좋았던 것도 아니다. 그 끔찍한 전쟁에서
평균치의 화를 입었을 뿐이다. 그런 생각이 복수나 고발을 위한 글쓰기의 욕망을 식혀
주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식지 않고 날로 깊어지는 건 사랑이었다. 내 붙이의 죽음
을 몇백만 명의 희생자 중의 하나, 곧 몇백만 분의 일로 만들어버리고 싶지 않았다.496)

그동안 장편소설을 통해 서술했던 자전적 이야기를 단편소설 속에 압축적으로 제
시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
다」에서 전쟁을 겪으며 가졌던 “증언의 욕구”, “소설을 쓰리라는 복수심”이 그러한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의
상처를 덮어두고 경제제일주의시대를 외치는 흐름에 동참하며 보내온 자신의 과거
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는 어떠한 왜곡이나 미화 없이 과거를 복원하겠다는 작가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윤리적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에는 변
함이 없으나 등단 초기부터 꾸준하게 밝혔던 자신의 창작 동인에 대해서는 변화한
시각을 보여준다. 그것은 “증오와 복수심만으로는 글이 써지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496) 박완서,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 앞의 글, 357~3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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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동안 작가가 수행했던, 공적 역사가 간과한 사적 기억의 복원을 통해 희생에
대한 세밀한 각주를 덧붙이는 작업은 “복수나 고발을 위한 글쓰기의 욕망”에서 벗
어나 “사랑”에 기반한 창작욕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가 현역작가로서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펴
보는 작업이었다면, 「빨갱이 바이러스」(2009)는 박완서 문학의 총체를 집약한 성과
라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앞서 살펴보았던 박완서 문학에서 다루어진 주요 테
마, 전쟁, 여성, 노년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되는 한편,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된 저자기능과 다른 차원의 여성적 목소리(female voice)를 서사적으로 구현
하고자 했던 서사 전략이 결합하여 뛰어난 문학적 형상화를 완성하고 있기 때문이
다.
「빨갱이 바이러스」에서 대학교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대관령을 넘어본 ‘나’는, 고
향 친구의 아흔 노모가 폭우에 행방불명된 사건을 계기로 고향의 친정집을 찾았다
버스가 끊긴 줄 모르고 있는 세 여성을 우연히 만나 집에 묵도록 호의를 베푼다.
‘나’는 그들의 외형적 특징을 통해 각각 ‘소아마비’, ‘뜸’, ‘보살님’이라 칭한다. 저
녁을 먹고 와인까지 마시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세 여성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풀
어놓는데, 이를 통해 그들에 대한 ‘나’의 단정은 모두 빗나간다.
세 여성의 고백은 이전까지 1인칭 화자 ‘나’의 시각에서 서술되었던 것과 달리
각자가 스스로 화자로 나서 차례대로 서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박완서가 집
단적 목소리의 집합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즐겨 사용한 ‘공동의 목소리’ 중에서
도 그룹의 구성원들이 차례로 서술하는 순차적인(sequential) 형태로 볼 수 있
다.497) ‘나’의 시각에서 서술될 때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제시되었던 것과 달리, 그
들의 목소리는 각각 “‘소아마비’의 고백”, “‘뜸’의 고백”, “‘보살님’의 고백”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독립된 형태로 전달된다.
먼저 ‘소아마비’는 자신은 소아마비가 아니라 집에 침입한 남자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삼층에서 뛰어내려 엉치뼈가 나간 것이며, 의처증이 심했던 남편은 이 사건
을 계기로 마누라를 열녀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외도를 즐긴다고 고백한다.
497) Susan Sniader Lanser, 앞의 책, 15~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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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뜸’은 몸의 상처가 뜸 뜬 자국이 아니라 남편이 담뱃불로 지진 자국
이라고 한다. 뇌성마비 아이를 입양기관 앞에 내다 버린 괴로움으로 남편은 술만
먹고 들어오면 담뱃불로 지지고, 버린 아이를 찾아낸 그녀는 봉사자로서 ‘천사들의
집’에 드나든다고 고백한다. 마지막으로 ‘보살님’은 육십대 중반에 맏손자의 영어
선생과 함께 산장으로 피서를 왔다가 정욕을 느껴 나이트 클럽에 다녀온 날 손자가
시체를 발견되는 일을 겪고, 어느 날 돈을 빌려 달라는 선생의 말에 정신이 들어
산장을 큰 절에 기증해서 암자를 만들고 손자의 위패를 모셨다고 고백한다.

‘보살님’의 고백이 끝나자 다들 나를 쳐다봤다. 이번엔 네 차례라는 채근 같기도 하고,
저 여자도 설마 입을 열겠지, 지켜보려는 짓궂은 호기심 같기도 했다. 인간이기에 인간
이 아니었던 시간에 대해 말하고 싶은 욕망은 정욕보다도 물욕보다도 강하다는 걸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그 욕망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여태까지도 잘 방어해왔다. 이러한
나를 야유하듯이 ‘소아마비’가 말했다.
“내가 아까 말한 거 여태까지 아무한테 말하지 않던 거예요. 눈치채고 있는 사람도 없
어요. 완전범죄였는데 말해버리니까 되게 개운하네요. 살 것 같아요.”
다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을 줄 안 걸 말해버리고 나니까
이렇게도 살 것 같다는 데 동의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 말
대로 나는 도덕적인 강박증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들이 한 고백은 차마 입에 담
을 수 없는 망측한 스캔들인 건 분명하다. 내 보기에 그들은 그런 망측한 이야기를 부
끄러워하기는커녕 과장까지 해가며 털어놓았다. 필시 소문날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터. 어디 사는 누구인지 주소도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누가 어떻게 소문을 내겠
는가. 그들의 보안은 이렇듯 완벽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천년 묵은 고목처럼 한자리
에 뿌리박고 누대를 살아온 이 고가의 주인이다. 상속녀다. 그것만으로도 나의 존재증명
은 충분할 것이다.498)

그러나 순차적 고백이 끝난 후에도 마지막 차례인 ‘나’는 공동의 목소리에 포함
되기를 거부한 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유도신문을 무사히 빠져나온
498) 박완서, 「빨갱이 바이러스」(『문학동네』, 2009.가을), 『그리움을 위하여』, 앞의 책, 324~32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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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아찔”499)함을 느낀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나’의 상처는 한국전쟁
과 분단으로 인한 골육상잔의 비극이다. ‘나’는 인민군이 된 삼촌을 아버지가 삽으
로 쳐 죽이고 땅에 묻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였던 것이다.

아버지가 삼촌을 삽으로 쳐 죽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후엔 한 번도 삼촌이
찾아온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삼촌이 찾아올까봐 늘 마음 졸이고 살던 불안한 분위기
는 기이한 평화로 변했다. 그후에는 한 번도 할아버지 입에서 멸문지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기이한 평화 속에서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리 사남매도 차례로 마을을 등지
고 인근의 소도시로, 맨 나중엔 서울에 정착했다. 그동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전답과 산
은 선산만 남기고 우리들의 학비로 변했다. 남동생이 서울서 직장을 갖게 된 뒤에도 아
버지와 엄마는 그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텃밭과 송이가 나는 선산을 어떻게 버리고
떠나냐는 부모님의 말씀을 나는 시신을 숨긴 마당을 떠날 수 없다는 말로 알아들었다.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못한 골육상잔의 기억은 돌파구를 찾지 못해 나하고 한 몸이 되었
다.500)

처음에는 자신이 목격한 것이 사실인지 확신하지 못했던 ‘나’는 집에 찾아온
“기이한 평화”를 통해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 또한 ‘나’는 자신을 보호해 줄 권력을
찾아 출세의 야망에 불타는 고시생 남편을 뒷바라지하여 결혼했고, 삼촌의 존재 자
체를 은폐한다. 따라서 ‘나’는 “그 살해 현장을 단지 목격만 한 게 아니라 공범자
였”501)고, 삼촌의 유골을 삼킨 마당과 같이 자신의 입이 폭력을 삼켰다는 면에서
동일하다고 느끼며 자주 통증을 느끼는 것이다.
「빨갱이 바이러스」는 골육상잔마저 서슴지 않게 만드는 한국전쟁의 비극을 다루
었다는 점에서 초기에 발표한 단편소설을 떠올리게 한다. 우현주는 「빨갱이 바이러
스」를 “사회의 이질감으로 잔유하는 타자성에 이끌려 또 다른 타자와 소통을 시도
하지만 실패하게 되는 인물의 비애를 담은 작품”502)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세상에
499)
500)
501)
502)

위의 글, 326면.
위의 글, 333면.
위의 글, 335면.
우현주,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의 반복과 차이」, 앞의 글,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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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일 무거운 틀니」와 「빨갱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유령처럼 회귀하는 가족의
생존여부에 의해 억압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육체적인
통증을 유발하거나 이웃과의 단절을 초래하며 끊임없이 주인공들을 타자의 위치로
내몬다”503)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에서 ‘나’의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간첩으로
내려올지 모르는 북쪽의 오빠라는 실체라기보다 그것을 이용하는 반공 이데올로기
로 점철된 시대적 중압감이라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 혈육의
죽음을 비밀로 간직해야 했던 개인의 고통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볼 때 「빨갱이 바
이러스」는 오히려 「부처님 근처」에 나타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처님 근처」에서 ‘나’는 어머니와 공모하여 오빠와 아버지의 “두 죽음을, 두 무
서운 사상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꼴깍 삼켜버”504)림으로써 완벽하게 은폐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을 유지하면서 ‘나’는 “치유될 수 없는 체증”505)에 시달리는 것
으로 그려진다. 「빨갱이 바이러스」의 ‘나’ 또한 “둘 다 폭력을 삼켰”506)기 때문에
삼촌의 유골을 품은 마당을 자신의 입과 동일시한다. ‘나’는 비밀을 털어놓은 다음
날 아침 어제보다 훨씬 개운해 보이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부아가 나고 샘도 나는
데, 비밀을 털어놓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어떤 상처하고 만나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상처를 가진 내 몸이 나는 대책 없이 불쌍하다”507)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흔으로 인한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인물들은 어떠
한 선택을 하게 되는가. 「부처님 근처」와 「빨갱이 바이러스」는 정반대의 방향을 선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 근처」에서 ‘나’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 놓기 위해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의 비위까지 어림짐작으로 맞춰가며 요모조모 내 이야길 꾸
며”가는 식으로 “소설을 쓰”508)기를 선택한다. 반면 「빨갱이 바이러스」의 ‘나’는
503)
504)
505)
506)
507)
508)

위의 글, 213면.
박완서, 「부처님 근처」, 앞의 글, 107면.
위의 글, 110면.
박완서, 「빨갱이 바이러스」, 앞의 글, 335면.
위의 글, 336면.
박완서, 「부처님 근처」, 앞의 글,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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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고백 앞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나는 말하지 않을 것”509)이라 다짐한다.510)

이런 나의 실패는 나의 능력 부족의 탓도 있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과 내가 사는
시대의 비위를 지나치게 의식한 탓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 죽음이 내가 작품
화할 수 있을 만큼, 즉 여유 있게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로 물러나주지 않
고 너무 나에게 바싹 다붙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모든 체험은 시간과 함께 뒤로 물러나 원경(遠景)이 됨으로써 말초적인 것이 생략되는
대신 비로소 그 전모를 드러낸다. 그러나 내가 겪은 두 죽음은 이십여 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도 거의 피부적인 촉감으로 나에게 밀착돼 있어 도저히 관조할 수 있는 거리
로 뿌리쳐내지 못했던 것이다.511)

그러나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부처님 근처」에서 ‘나’의 소설 쓰기가 결국 실
패로 돌아갔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견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
럼 보였던 「부처님 근처」와 「빨갱이 바이러스」의 선택은 사실 상처를 드러내는 것
의 불가능성이라는 같은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 근처」에서 이십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밀착돼 있던 고통은, 다시 사십여 년이 흘러 노년기에 이
른 「빨갱이 바이러스」에서도 단단한 마당 아래 자리 잡은 유골과 같은 형태로 견고
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재확인하게 될 뿐이다.
이처럼 「빨갱이 바이러스」에서 끝까지 지켜낸 “마당”은 박완서의 문학 세계에 대
한 알레고리로 읽을 수 있다. 등단작에서부터 시작된 작가적 원체험으로서의 한국
전쟁은 「빨갱이 바이러스」의 발표 시기를 기준으로 2009년 현재에도, 여전히 끝나
지 않은 전쟁으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서 내면에 남아 있다. 즉 40여 년에 이르
509) 박완서, 「빨갱이 바이러스」, 앞의 글, 325면.
510) 우현주는 「빨갱이 바이러스」의 이러한 결말을 두고 “전쟁 체험이라는 게토에서 벗어나길
거부하는 박완서의 선택은 이전까지 직설적인 발화를 통해 독자에게 타자적 현실을 인지시키
고 비극적인 당대의 반복을 통해 공감을 유도하던 방식과 차이를 갖는다”면서 “전후의 여파
에서 벗어나기 위해 망각을 선택하던 시절과 전쟁의 추체험을 거부하며 망각을 선택하는 현
재의 다를 바 없는 세대 논리 속에서 2000년대 후반에 이른 작가는 발화하지 않음을 선택함
으로써 타자적인 권리를 선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현주,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의 반
복과 차이」, 앞의 글, 216면.
511) 박완서, 「부처님 근처」, 앞의 글, 113~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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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구한 세월을 쉼 없이 창작에 나서며 다져진 박완서의 견고한 마당은 그 안에
‘삼촌의 유골’로 비유된 깊은 상처 위에 마련된 것이다. 박완서는 이야기하고자 하
였으나 실패하는 혹은 이야기하기를 포기하는 인물의 ‘이야기되지 않음’에 대해 이
야기하는 방식, 즉 불가능성을 형상화하는 방식을 통해 고통의 근원을 암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학적 형상화는 고통과 공존을 꿈꾸는 작가의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고통을 망각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했다고 여기는 세태에 경종을 울
리며, 고통을 기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존하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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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 글은 소설과 수필, 동화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등단 이후 40여 년 간 왕성
한 창작 활동을 펼침으로써 대중과 문단의 관심을 고루 받았던 작가 박완서의 문학
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주지하듯 박완서 문
학의 대표적인 특징은 사적 체험에 기반하였다는 점인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내
려지는 ‘여성적’이라거나 ‘대중적’이라는 등의 폄훼적 시각은 물론 ‘천의무봉’으로
대표되는 긍정적 평가 역시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작가의 창작 동인과 서사 욕망,
그리고 창작방법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해결해보고자 한 것이
다.
이를 위해 작가 스스로 천명한 창작의 동인, 즉 증언의 욕구가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한편, 시대적,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작가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기 위해,
즉 ‘저자성’을 획득하기 위해 벌이는 고투와 전략에 주목하였다. 작가를 절대적 권
위를 지닌 고정된 실체로 보거나 이데올로기에 구속된 수동적 존재로 보는 이분법
적 시각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박완서가 저자성을 구축해 가는 과
정과 그 변화 양상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당대 담론적 흐름의 양상을 추적하면서
도 ‘증언’이라는 서사 욕망을 내세우며 작가가 이와 충돌하고 교섭하는 과정 속에
발현되는 문학적 대응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박완서 문학의 문학적 용법과 정치적
전략을 통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한국전쟁을 체험했던 박완서는 자신을 여성
생존자로 규정하고 한국전쟁을 비롯한 한국 현대사를 증언하려는 욕망을 실현하고
자 한다. 이때 박완서의 증언이 일반적인 역사적 증언, 남성적 증언과 다른 점은
자신의 체험에 기반한 경험적 자아를 내세우면서 자신 또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
을 폭로하기를 서슴지 않는 일종의 내부 고발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러한 증언이 문학의 형태를 빌리게 되면서 일반적인 역사 서술과 달리 어떠한 시각
으로, 누구의 목소리로 말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저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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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민을 수반하게 되고, 이러한 고민은 당대 문단에 의해 끊임없이 ‘여류’로
호명됨으로써 게토화의 위험에 처했던 여성작가로서 새로운 저자성의 탐색을 도모
하도록 만든다. 박완서는 경험, 혹은 기억의 서사화라는 특유의 서사 전략을 통해
여성의 경험으로 정립된 차별적인 윤리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여성적 가치에 기반
한 자신의 증언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함으로써 저자성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박완서 문학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저자성이 중요한 개념
임을 전제하고, 그것이 구축되어 가는 과정 및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1970년부터 40여 년에 이르는 박완서의 창작 활동 시기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검
토하였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한편 단편소
설과 각종 산문, 인터뷰, 대담 등 작가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다양한 텍스트 역시
함께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대 담론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비평 및 신문
기사 등의 자료 또한 참고하였다.
Ⅱ장에서는 전쟁기 여성 생존자에서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박
완서 문학의 작가적 원체험으로 언급되는 한국전쟁의 기억과 유년기를 형상화한 작
품을 검토하였다. 먼저 한국전쟁을 겪기 전까지 박완서의 생애사 검토를 통해 세대
적 위치를 확인하는 한편, 어머니와의 관계 및 독서 체험 등 문학적 토대를 형성시
킨 유년기의 성장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박수근에 대한 논픽션을 기획
했다가 픽션으로 전환하여 데뷔작 『나목』을 쓰고 작가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과 작
품 활동 초기, 작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고투의 과정을 추적하였다.
박완서의 경우 서울에서의 한국전쟁을 체험한 여성 생존자의 시각으로 한국전쟁
과 분단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초기작 『나목』과 『목마른 계
절』은 이러한 여성 생존자의 시각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증언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하는 한편 전쟁 ‘이후’의 삶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
에서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박완서 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여성의 경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차별성 있는 윤리감각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여성들의 시각으로 새
로운 가치를 부여한 역사가 어떠한 형태로 다시 쓰여지는 지 확인할 수 있었다. 등
단작 『나목』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체험을 형상화한 소설이 초기부터 발표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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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전전(戰前) 경험의 소설화는 작가로서 어느 정도 활동이 이뤄진 뒤에 시작되
었는데,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 2」 연작에서는 자신의 문학적 토대를 어머
니로부터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어머니-딸 서사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Ⅲ장에서는 박완서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점차 대중적 인기를 얻는 한편
당대 비평의 요구와 직면하게 되는 1970~80년대의 문학 활동을 검토하였다. 자신
을 대중작가 혹은 여류작가로서 제한적으로 승인하려는 당대 비평적 요구에 맞서
박완서는 여성작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여성 문제를 다룬 작품을 창작하는 등의 문학적 실천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을 폄하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여성지라는 등단 매체와 절연하는 대신 같은
매체 출신의 작가들과 문우회 활동을 지속하면서 여성들의 공동체를 통해 연대감을
강화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시기 박완서는 폭력적 국가주의가 횡행하던 이 시기에 가정으로 대표되는 사
적 영역을 배경으로 삼아 여성의 고유한 경험과 내재적 보기를 통해 일상의 균열을
파악하고 일상적 차원에 틈입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교묘한 작동 양상을 파헤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의 흉년』, 『휘청거리는 오후』, 『살아 있는 날의 시작』,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등에서 폭력적인 국가주의가 장려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서 성장 이데올로기, 반공 이데올로기,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등의 허위성을 폭로하
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면화를 반성하고 비판적 인식을 드러
내는 여성 인물의 각성을 그리기도 하였다.
Ⅳ장에서는 박완서를 작가의 길로 접어들게 했던 등단 이전의 중요한 사건인 ‘오
빠의 죽음’과 대비되는 등단 이후의 사건으로 ‘아들의 죽음’의 의미와 그 이후의 존
재론적 전환에 대해 살펴보았다. 박완서에게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은 창작 활동
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절필을 선택하게 만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음을
「한 말씀만 하소서」와 같은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완서는 망각으로써 그
러한 고통을 극복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한국전쟁 체험 이후 지속된 억울함과 분
노의 감정을 내려놓게 되는 계기로 삼았다. 이후 박완서는 고통과 공존을 꿈꾸는
한층 성숙한 자세로 나아가며 새로운 창작의 의지를 다졌는데, 이러한 내적 고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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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화한 대표적 사례로서 개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
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서사화한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박완서는 노년에 이른 자신의 위치에서 영원한
현역작가로 남고자 한다. 왜냐하면 박완서에게 저자성을 담보해주는 것은 상업적
인기나 기성 문단으로부터 주어지는 저자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며 실존적 탐구를 멈추지 않는 현역작가로서의 의지와 실천이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된 농담』을 비롯하여 죽음과 질병의 문제를 다룬 일련의 단편소설에서
는 물리적으로 노년에 이른 작가가 자신의 실존을 바탕으로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마른 꽃」, 「그리움을 위하여」 등의 단편소설에
서는 젠더-나이체제라는 이중적 억압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처럼 죽음에 대한 성찰과 젠더-나이체제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시대적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적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
다. 한편 역사적 매개자로서의 책임 의식은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과거와 고향을
기억하려는 의지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전적 서사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된
기억의 서사화는 등단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나타나는 문학적 대응
방식이지만 그 구체적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신인 작가의 입장에서 저자성을 구
축해 나가기 시작하던 시기에는 문학적 윤색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그 많
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등의 자전소설에서는
기억의 서술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박완서 문학 세계의 마지막에 자리 잡은 단편소설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
자를 밟다」는 그동안 자전적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진 유년기의 기억부터 한
국전쟁의 체험, 결혼 등을 포함할 뿐 아니라 등단의 과정과 남편과 사별, 참척의
고통 등을 모두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빨갱이 바이러스」는 박완서 문학 세계의 총체를 집약한 성
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문학적 주제들이 중첩적으로 나타
나는 한편, 고통을 형상화하는 것의 불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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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망각하는 대신 고통과 공존하기를 선택한 박완서의 문학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작을 통해
끝까지 현역작가이고자 했던 박완서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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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Authority” in

Literature of Park Wan-seo

Kim, Youngm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imed to take an integrated approach to identify
literary usages and political strategies in Park Wan-seo’s novels with a
focus on the concept of “authority.” For this, this study took care not
to take a dichotomous view and consider the author as a fixed entity
or an entity bounded by ideologies and focused on how Park Wan-seo
became a novelist and what changes she had displayed. While this
paper traced the trends of the discussions of the time, it aimed to
understand the literary reactions that arose from the author who
prioritized her narrative intentions and clashed and negotiated with
such

trends.

While

this

paper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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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ition

of

Park

Wan-seo’s works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it also aimed to identify
the patterns and significance of the era, which was the main subject
matter of Park Wan-seo’s novels. For this, this research took a
diachronic view of Park Wan-seo’s works with a focus on her novels
that represent the era but also used various texts such as short
stories, essays written by the author, as well as some of her interviews.
This research also referred to critical reviews and articles which
displayed the critical demands and contemporaneous discourse of the
era.
An author, who desires to bear witness to the modern history of
Korea, including the Korea War, defines herself as a female survivor
and reconstructs the era she had witnessed. Her testimony, therefore,
differs

from

the

general

historical

testimonies

and

masculine

testimonies. As an experiential self who have experienced an incident, a
female survivor would use her distinctive moral sense to expose that
she too was complicit in the incident. At the same time, the female
survivor will also establish herself as the whistleblower who would
continue to blow the whistle without any hesitation. The desire to bear
witness through literature inevitably leads the author to explore her
“authority,” the act of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cerns raised
by the female authors who were continuously belittled by being
categorized as “women” writers by the literary circle of the era. Using
the distinctive narrative strategy of the narrativization of memory, and
by using her distinctive morality established through her experience as
a woman, Park Wan-seo attempted to project her testimony, which was
imbued with female values, in her literary works.
In Chapter II, this paper focused on how Park Wan-seo becam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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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ist with her first novel, The Naked Tree, which portrayed her own
experience of the Korean War, and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at the
time she debuted. The Naked Tree and The Thirsty Season, which are
Park’s earlier works, are literary testimonies of the Korean War from
the female survivor’s point of view which simultaneously discuss the
issue of ethical responsibility one has as a survivor in the “aftermath”
of a war.
In Chapter III, this paper examined Park’s literary works published
from the 1970s to the 80s, which focused on the ruling ideology that
permeated different spheres of everyday life, as well as Park’s literary
reaction to the oppression of free discourse during the era. In reaction
to the critical demand leaning to the ruling authority during the era,
Park Wan-seo rejected the limited approval given to her as a popular
and female writer and pointed out the fictitious discourse propounded
by the ruling ideology by portraying the despair and resignation of the
individual who is at odds with the ruling regime. Through her novels,
including The Year of Famine in the City, Swaying Afternoons, The

Beginning of Days Lived, and Warm Was the Winter That Year, Park
exposed the inner mechanisms of the two major ideologies that served
as the building blocks of nationalism – the growth ideology and
anti-communism – as well as the family ideology which was used as
the reproducing mechanism for nationalism.
Chapter IV covered Park’s works that were published from the 1990s
until her death and identified the significance of “the death of her
son,” which was a critical event in the author’s life and was in
contrast with “the death of her older brother.” For Park Wan-seo, “the
death of her son” was an incident which enabled her to put dow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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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ntment and wrath she had after the Korean War and to go on and
accept and coexist with pain with a mature attitude. Park, who reached
a level of maturity with age, reflected on death through various voices
telling stories about their existence. Park’s novels Who Ate up All the

Shinga and Was that Mountain Really There were autobiographic works
showing her sense of responsibility of remembering the past as a
historical interme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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